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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대한민국 전역을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의 조사 연구 사업을

음식으로 무쳐먹고 약초로 사용하던 단순한 이용의 대상인 ‘식물’의 개념을 확장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 관심은 우리의 전통문화에서부터 가까운 옛날과 현대

하여 사람의 기억과 인식, 지역과 지역민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방식의 조사 연구를

생활문화까지 아우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역의 문화에 대해 기록하고 사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결국 ‘식물’로 세상과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여다보

라져가는 생활문화의 양상을 담아내었습니다. 또한 현대 한국인의 문화를 보다

는 시도를 하였고 이렇게 ‘세종시, 식물, 사람’ 이라는 조사보고서를 발간하게 되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결과물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었습니다.

2015년에는 또 하나의 새로운 방식의 조사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지역과 사람의

본 결과물이 있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리 조사팀과 만나 시간을

이야기를 식물을 매개로 담아내는 ‘식물민속 조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올 해는

내어 면담을 하여 주신 모든 제보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첫 번째로 세종시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식물을 통해 엮어 내
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세종시 전역에 걸쳐 현지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지역의 자생나물
유통이 만들어 낸 생업 양상과 이로 인한 지역민의 경제활동에 대한 이야기부터

2016년  4월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대상이던 마을숲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장 천진기

또한 새로운 공간인 세종시를 건설하는 과정과 그 변화의 모습을 나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역민들의 식물과 관련한 생애 이야기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본 보고서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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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의 범주에서
바라본 식물

식물은 인류가 출현하기 훨씬 이전부터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었고,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 가장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일차적 자원
이자 도구였다. 뿐만 아니라 국가와 민족, 지역에 따라 역사적·문화적 상징성이
더해져 국가와 도시를 대표하는 시각 표상이 되기도 했다. 또한 근대기에는 식물
학이 정규과목으로 채택되어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식물에 대해 가르치기도 했다.
식물을 기르는 행위는 이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제공받기 위한 경작의 차원을
넘어서서 인간에게 심리적 안정과 치유를 가져다 준다.

풀, 꽃, 나무, 숲 그 자체로서 뿐만 아니라 이들을 인지하고 기르고 활용하는 전 과
정이 식물을 즐기고 소비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무작위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늘 존재해 온 식물은 어떤 시공간의 배경에서 어느 측면이 부각되어 인간에게 인
식되느냐에 따라, 인간과 식물의 관계는 다양하게 형성된다. 그런 면에서 식물의
기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넘어서서 인간이 식물의 어떠한 특성에 주목해서 소
비하고 있는지보다 확장시켜 접근한다면, 인식의 대상으로써 식물을 대하는 인간
의 관점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0

세종시·식물·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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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세상을 이루는 한 축

기원전 4세기 생물학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생물계가 식

2010년 체결된 나고야의정서名古屋義定書는 생물 자원의 이익을 전 인류가 공유하기

물과 동물, 인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인식했다. 지구상의 생명체를 식물과 동물

위한 국제협약이다. 식물 그 자체로서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루고 활용하는 기술

로 나누어 보는 이 분류법은 오늘날까지도 생물계통을 분류할 때 근간이 되고 있

과 도구, 가공물까지 자원으로 인식하고 이를 전 인류의 차원에서 공유하며 지켜

다. 생물계를 이루는 한 축으로서 식물은 동물이 지구상에 출현하기 훨씬 이전부

나가야 할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유형의 식물과 식물을 재료로

터 존재하면서 동물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그런 의미에서 식물

삼는 무형의 기술·전통 지식·문화 등 모든 것이 인류의 중요한 자원임을 알리는

은 동물의 상대적인 의미라기보다는 동물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형성해 주는

전환적 선언이다. 이제 식물과 이에 대한 전통적인 지식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배경이자 조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식물은 공시적인 개념일 뿐만 아니

보존되어야 하는 인류의 자원으로서 그 가치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

라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그 중요성이 변하지 않는 통시적 개념의 범주에서 인류

라 할 것이다.         

의 역사·문화·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용어의 정의를 살펴보면, ‘식물植物’이라는 단어에서 ‘식植’은 ‘심다, 세우
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동물에서 ‘동動’이 ‘스스로 움직이다’라는 능동적인 의
미인 것에 비해 ‘식植’은 식물을 대상으로 삼아 심고 가꾸는 인간의 행위에 초점
을 맞춘 용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식물은 인간이 먹고, 거주하기 위해 활
용하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담겨 있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식물은 오랜 기간동안 인간의 생존을 위해 이용하는 대상으로 인
식되어 왔다. 식물은 인류가 출현할 당시부터 생존을 위한 의식주의 재료로 주변
에서 가장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전원이었다. 따라서 식물에 대한 지식은 인류
의 생존과 직결된 것일 수 밖에 없었다. 식물과 관련된 지식은 인류의 출현할 당
시부터 축적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인류가 식물을 이용하는 방대
한 지식을 구전하고 책에 기록하여 전승한 역사는 오래되었다. 식물에 대한 지식
의 중요성은 근대기 학교 교육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 근대기 학교 교육 과정에
서 생물학의 한분야로서 독립된 식물학을 가르쳤다는 점은 근대기에 들어서도
인류가 여전히 식물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 지식을 일반화시켜서 전승해

『수정 최근식물학』

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김동혁 저
1915년, 독립기념관 소장
근대시기 박물학적 관점에서
식물교육에 대한 관심도 증가했다.
우리나라도 1900년대 초반부터
학교에서 식물학을 별도의
과목으로 교육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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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국가, 민족을 상징하게 된 식물
무궁화 자수 지도
1940년대, 독립기념관 소장
무궁화는 한반도를 상징하는 꽃으로 우리나라를 ‘근
역(槿域)’이라고도 일컬었다. 일제강점기 남궁억은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무궁화 묘목을 보급하
는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여학생들 사이에서는 무
궁화로 가득메운 한반도 지도에 자수를 놓는 것이
유행하기도 했다.

의식주의 재료로 식물을 이용하는 역사가 지속되는 한편, 특정 식물 종에 대한 이
미지가 생겨나고 일반화되어 가는 현상 또한 인류의 문화사에서 빼놓을 수 없다.
네잎 클로버 덕분에 생명을 구한 나폴레옹의 일화를 통해서 네잎 클로버는 행운
의 상징이 되었다. 지금도 승리를 뜻하는 월계수가 올림픽 마라톤 우승자에게 수
여되는 것은 특정 식물의 상징성이 개인과 국경, 역사를 넘어 인류의 문화와 깊이
결합해 나가는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15세기 잉글랜드의 패권을 놓고 벌인 두 가문 간의 전쟁에 ‘장미전쟁’이라고 이름
을 붙인 것은 두 가문이 붉은 장미와 흰 장미를 상징으로 삼은 것에서 출발한 것
이다. 특정한 식물을 가문 혹은 국가 권력의 대표 이미지로 삼고, 그 이미지를 국
기를 포함한 다양한 문양 속에 등장시키는 것은 정치 권력이 정체성을 갖추어 나
가는데 중요한 과정이었다. 특히 국제 외교의 무대에서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물
에는 식물이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 오늘날 무궁화가 우리 나라의 상징이 된 것은
우리 민족 내부에서 오랫동안 자리잡아온 “무궁화가 많은 지역 : 槿域 한반도”라
는 인식의 연장이다. 일제강점기 소녀들에게 지도를 나누어 주며 한반도를 무궁
화로 가득 매운 자수를 놓게하는 것은 무궁화가 국토를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자
리매김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한제국의 문장, 이화문
대한제국은 조선 왕조(전주 이씨)를 상징하는 꽃인 이화(李花, 오얏꽃)를 문장으로 삼고 각종 황실용 기물은 물론
훈장, 우표 등 각종 근대 문물의 도안에 이를 사용하여 근대국가의 상징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특정한 꽃이 국가를 상징하게 되는 것은 국민들의 정서적 차원를 넘어 이제 나라꽃을 제
정하는 법으로 명문화되기에 이르렀다. 비단 나라꽃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는 도시, 지
역을 상징하는 꽃과 나무를 선정한다. 또한 우리나라 대부분의 단체에서는 교화와 교목
을 선정해서 각 학교의 상징으로 삼고 있다. 상징물로 선정된 꽃과 나무는 도시의 가로수
로 식재되어 도시 공간의 구성요소가 되기도 한다. 이처럼 특정한 식물을 통해서 학교, 민
족, 도시, 국가의 이미지를 시각화하는 것은 오랫동안 자리잡은 식물 고유의 이미지와 특
성이 인류의 역사·문화와 결합하여 사회화된 결과물이다. 여기에서 인류는 개인의 생존
을 위해 일차적이고 물질적으로 식물을 인지하고 활용하는 단계를 넘어서 지역 사회, 민
족, 더 나아가 국가 정체성의 상징으로 식물의 이미지를 활용하는 차원으로 진화해 나간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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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황제 즉위 기념장

이화무늬 자수 장식

1907년 제작,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1897~1910년 제작,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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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인식의 대상이 되다

최근 한 대학연구소에서는 사무실에 식물을 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 사이의
차이를 실험한 결과, 사무실에 식물을 두고 기른 그룹의 업무 능률이 15%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저 식물을 사무공간에 비치한 것만으로도 그 정도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은 식물이 인간에게 주는 정서적 안정감과 위안이 상
당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식물을 심고 가꾸는 행위만으로 정서적 질
환을 치료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견해는 이미 18세기부터 제기된 바 있다. 이제 인
간에게 식물은 의식주의 재료로서 활용되는 물질적 대상을 넘어서 정서적, 심리
적 차원에서 인식되는 존재로 확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

때로는 특정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식물이 그것과 관련된 감정과 정서를 떠올

서울의
성미산학교에서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과정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이
직접 텃밭을 가꾸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릴 수 있도록 해주는 매개체가 되기도 한다. 오랫동안 고향을 떠나온 사람에게 고
향 동네의 나무 한 그루를 통해 고향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릴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나무 한 그루만으로도 낯선 곳에서 고향의 감성을 느끼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한다.  

전통적인 자연 촌락에서는 특정한 나무나 숲 등으로 마을의 경계와 공간을 구분
하는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마을 입구에 자리한 숲은 그 마을의 경계이자
상징이 되고 주민들로 하여금 그곳에 들어서면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안정감과
소속감을 느끼게 해줄 수도 있다. 또한 특징이 있는 식물들은 공간을 구별하게 하
는 지표가 되게 하기도 한다. 그 반대로 식물이 지니는 상징성을 빌려와서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경우도 있다. 딱딱하고 권위적인 공공기관의 실내에 식물
을 배치하여 보다 친근하고 부드럽게 느낄 수 있도록 하거나, 매장에 식물을 배치
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인간이 식물을 활용하는 방식이 점차 감성
적이고 심리적인 차원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식물이 지니는 특정 이미지를 바탕으로 식물을 인식하는 과정은 단순한 물질적
차원의 식물, 식물을 둘러싼 이미지와 기억, 식물의 상징을 소비하는 과정으로 확
대시켜 볼 수도 있다. 인류는 태초부터 생존을 위해 식물을 자원으로 활용해 왔
식물로
둘러싸인 사무실

다. 이 과정에서 인류는 축적된 식물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기반으로 식물을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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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고 일차원적인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정서와 심리적인 측면에서
식물을 인식하고 그 의미와 가치를 확장시켜 나갔다.

개인은 식물에 얽힌 기억과 에피소드를 둘러싼 정서적 이미지를 매개로 식물을
인식하기도 한다. 고향에서 옮겨 심어온 나무 한 그루는 타향에서 고향을 떠올리
며 향수를 달랠 수 있도록 해주는 정서적 위로를 건내는 대상이 되는 것이다. 또
한 단체, 민족, 국가는 나무와 꽃을 교화, 국화 등의 상징물로 삼고 그 이미지를 활
용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네잎 클로버가 행운을, 월계수가 승리를 대표하는 것
처럼 특정 꽃과 나무들이 추상적인 개념의 표상이 되었다. 그 결과 의식주의 재료
인 일차적인 자원으로 활용되었던 식물은, 이제 그 이미지와 상징성에 역사적·사
회적 의미가 덧붙여지는 인식의 대상으로서 확장되어 나아갔다. 그 확장의 과정
에서 생성된 다양한 현상들은 시대,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는 입체적인 문화적 층
위를 이루게 된다. 식물과 이를 둘러싼 그 문화적 층위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한다
면 식물을 통한 지역연구와 문화연구에 대한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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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식물’을 주제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조사방향과
세종시의 공간적 특징

에서 진행되었다. 식물은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었기에 어느 시대, 어느 지역, 누
구에게나 이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가 존재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지역에
서 조사를 실시하느냐에 따라 조사 방향과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 다시 말해 ‘식
물’이라는 주제가 광범위한 만큼, 무엇보다 선정된 조사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조
사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이번 조사의 첫 단계이다.
따라서 세종특별자치시의 역사, 지리, 생태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본격적인 조
사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면적은 비록 연기군일 때와 큰 차이가 없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지역과 주변 지역의 공간 차이가 극명하고 주민 구성이
현격하게 다른 점 등은 세종시 지역 조사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조건
이다. 이번 장에서는 본 조사의 진행 배경과 목적을 밝히고 이에 따른 세종시 지
역의 현황과 특징에 대해 살펴본 보고서의 구성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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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격하게 다른 점 등은 세종시 지역 조사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조건
이다. 이번 장에서는 본 조사의 진행 배경과 목적을 밝히고 이에 따른 세종시 지
역의 현황과 특징에 대해 살펴본 보고서의 구성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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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의
방향과 의의

고 있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둥구나무 한 그루로 마을을 추억하는 주민들이 모
일 수 있는 구심점이 되기도 하고, 고향에서 옮겨 심은 모과나무를 보면서 생면부
지의 이주지를 고향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기도 했다.   

식물을 주제로 살펴본 세종시의
생활문화와 지역변화

무작위적으로 우리는 주변에서 늘 존재하는 꽃, 나무, 풀 등이 언제 어느 공간에서

본 조사는 ‘식물’을 주제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민들의 생활문화와 지역 변화에

게 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식물을 인식의 대상으로서 인간이 식물을 활용하는 영

대한 인터뷰를 통해서 진행되었다. ‘식물’이라는 주제의 일반성에 비추어 필드로

역을 넓히고, 인간과 식물과의 관계를 기능이 아닌 인식의 차원으로 확장시키는 것

서 세종특별자치시의 현재 특수한 지역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조사의 방향을 설

이야 말로 이번 조사의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세종시 현 상황

정하는 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만 했다. ‘식물’이라는 광범위한 주제를 어떤 관점

의 특수성을 기록해 내는 것은 이번 조사의 가장 큰 의의가 될 것이다.

어떤 대상으로 우리에게 인식되느냐에 따라, 인간과 식물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

에서 바라보고 접근할 것인가 하는 이슈는 현재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활발한
식물관련 전통지식 기록조사와의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2006년 제주도를 시작으로 2014년까지 9개 도의 학술조

만 했다. 현재 ‘식물’의 범주에서 현지조사를 표방하며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조

사 사업을 실시하였다. 2015년은 ‘지역민속문화의 해’ 사업을 지속한지 10년이

사들, 가령 먹거리 혹은 민간 치료약의 재료로서 지역 특산 자생 식물의 채취 및

되는 해로서, 특별히 2004년에 실시한 연기군 지역에 대한 조사의 10년 후 기록

가공과 관련된 민간 전승지식을 기록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이미 활발하게 진행되

이라는 측면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을 조사하게 되었다. 이미 행정중심복합도

고 있기 때문이다.  

시 건설 직전 본관에서 수용지내 옛 연기군 28개 마을과 공주시 5개 마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7권의 조사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특히 금남면 반곡리 지역

‘식물’을 주제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무엇보다 역사, 지역, 문화 속에서 인류가

의 민속 조사는 마을 주민들의 가옥과 김명호 댁의 살림살이를 전수조사하여 별

식물을 어떤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깊이있는 성찰이 전제되어야 한

도의 보고서를 발간하여 당시로서도 새로운 민속 조사 방법론을 제시하는 성과를

다. 그래서 ‘식물’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성찰, 바로 그 지점에

낳기도 했다. 그런 의미에서 10년 만에 다시 찾게된 세종특별자치시(옛 연기군과

서 이번 조사를 시작하고자 했다. 본 보고서의 첫 장을 조사에 대한 설명과 소개

공주시 일부)는 민속박물관에게 여러모로 뜻깊은 조사 지역이다.

로 열지 않고, ‘식물’이라는 대상에 대한 입체적이고 다각적인 접근, 그리고 식물
을 통해서 지역을 볼 수 있다는 그 가능성에 대해 먼저 주목한 것은 바로 이러한

세종시 지역조사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만큼, 민속박물관에서는 기존의 민속지

이유에서이다.

발간을 위한 지역 조사와 더불어 새로운 조사 주제와 방식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실험적인 조사를 병행하고자 했다. ‘식물’이라는 주제는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대

이번 조사 결과, 전통 촌락에서는 실제로 특정한 나무나 숲을 경계로 삼아 농지나

두된 것으로서 2015년 초반 기획되었고, 4월부터 본격적인 현지 조사를 실시하

마을의 영역을 인식하기도 하고, 그 지역의 눈에 띄는 식물을 지명으로 삼기도 했

여 10월까지 진행되었다. 조사 형태는 현지 지역민을 대상으로 면담과 참여관찰

다. 소나무 세 그루가 있어서 삼송리(三松理), 쑥이 많이 나 있는 고개여서 쑥고개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조사기간 동안 수시 조사와 한 달여 정도의 체류형 조사

등등 지역의 다양한 식물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간 인식을 위한 지표 역할을 하

가 함께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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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의
방향과 의의

고 있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둥구나무 한 그루로 마을을 추억하는 주민들이 모
일 수 있는 구심점이 되기도 하고, 고향에서 옮겨 심은 모과나무를 보면서 생면부
지의 이주지를 고향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기도 했다.   

식물을 주제로 살펴본 세종시의
생활문화와 지역변화

무작위적으로 우리는 주변에서 늘 존재하는 꽃, 나무, 풀 등이 언제 어느 공간에서

본 조사는 ‘식물’을 주제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민들의 생활문화와 지역 변화에

게 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식물을 인식의 대상으로서 인간이 식물을 활용하는 영

대한 인터뷰를 통해서 진행되었다. ‘식물’이라는 주제의 일반성에 비추어 필드로

역을 넓히고, 인간과 식물과의 관계를 기능이 아닌 인식의 차원으로 확장시키는 것

서 세종특별자치시의 현재 특수한 지역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조사의 방향을 설

이야 말로 이번 조사의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세종시 현 상황

정하는 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만 했다. ‘식물’이라는 광범위한 주제를 어떤 관점

의 특수성을 기록해 내는 것은 이번 조사의 가장 큰 의의가 될 것이다.

어떤 대상으로 우리에게 인식되느냐에 따라, 인간과 식물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

에서 바라보고 접근할 것인가 하는 이슈는 현재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활발한
식물관련 전통지식 기록조사와의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2006년 제주도를 시작으로 2014년까지 9개 도의 학술조

만 했다. 현재 ‘식물’의 범주에서 현지조사를 표방하며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조

사 사업을 실시하였다. 2015년은 ‘지역민속문화의 해’ 사업을 지속한지 10년이

사들, 가령 먹거리 혹은 민간 치료약의 재료로서 지역 특산 자생 식물의 채취 및

되는 해로서, 특별히 2004년에 실시한 연기군 지역에 대한 조사의 10년 후 기록

가공과 관련된 민간 전승지식을 기록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이미 활발하게 진행되

이라는 측면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을 조사하게 되었다. 이미 행정중심복합도

고 있기 때문이다.  

시 건설 직전 본관에서 수용지내 옛 연기군 28개 마을과 공주시 5개 마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7권의 조사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특히 금남면 반곡리 지역

‘식물’을 주제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무엇보다 역사, 지역, 문화 속에서 인류가

의 민속 조사는 마을 주민들의 가옥과 김명호 댁의 살림살이를 전수조사하여 별

식물을 어떤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깊이있는 성찰이 전제되어야 한

도의 보고서를 발간하여 당시로서도 새로운 민속 조사 방법론을 제시하는 성과를

다. 그래서 ‘식물’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성찰, 바로 그 지점에

낳기도 했다. 그런 의미에서 10년 만에 다시 찾게된 세종특별자치시(옛 연기군과

서 이번 조사를 시작하고자 했다. 본 보고서의 첫 장을 조사에 대한 설명과 소개

공주시 일부)는 민속박물관에게 여러모로 뜻깊은 조사 지역이다.

로 열지 않고, ‘식물’이라는 대상에 대한 입체적이고 다각적인 접근, 그리고 식물
을 통해서 지역을 볼 수 있다는 그 가능성에 대해 먼저 주목한 것은 바로 이러한

세종시 지역조사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만큼, 민속박물관에서는 기존의 민속지

이유에서이다.

발간을 위한 지역 조사와 더불어 새로운 조사 주제와 방식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실험적인 조사를 병행하고자 했다. ‘식물’이라는 주제는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대

이번 조사 결과, 전통 촌락에서는 실제로 특정한 나무나 숲을 경계로 삼아 농지나

두된 것으로서 2015년 초반 기획되었고, 4월부터 본격적인 현지 조사를 실시하

마을의 영역을 인식하기도 하고, 그 지역의 눈에 띄는 식물을 지명으로 삼기도 했

여 10월까지 진행되었다. 조사 형태는 현지 지역민을 대상으로 면담과 참여관찰

다. 소나무 세 그루가 있어서 삼송리(三松理), 쑥이 많이 나 있는 고개여서 쑥고개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조사기간 동안 수시 조사와 한 달여 정도의 체류형 조사

등등 지역의 다양한 식물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간 인식을 위한 지표 역할을 하

가 함께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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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지 개관

공간 지리적 특징

본 조사의 현장이 된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리적으로는 한반도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들어서기 전의 연기
군은 전월산과 원수산 앞에 장남평야가 펼
쳐져 있고 미호천과 합수한 금강이 이 일
대를 관통하는 지형이었다.

다. 북으로는 천안시, 동으로는 청원군과 청주시, 남으로는 대전시, 서측으로는 공
주시와 인접해 있는 내륙지역이다. 표주박 형태를 하고 남북으로 길게 자리잡은 세
종시는 표준해발고도 100m 이하가 전체 면적의 63.77%를 이루고 있을 정도로 평
평한 지형을 이룬다. 전반적으로 구릉지대가 많아 북숭아 등 과수재배지가 발달해
있다. 북측에는 차령산맥 일부가 자리잡고 있으며 행정구역상으로 소정면과 전의
면, 전동면이 이 곳에 속하는데 이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꼽히는 운주산이 해
발 460m 정도이다. 이외에도 국사봉(402.7m), 금병산(364m), 작성산(33.15m) 등
이 비교적 낮은 산악지형을 이루고 있다. 특히 해발 200~300m에 속하는 이 지역에
서 자란 묘목들이 냉해에 강하여 지역의 특산물로 자리잡고 있다.
남측으로는 금강과 미호천이 합수하는 금남면 일대를 중심으로 평야지대가 형성
되어 있다. 현재 신도시 건설의 중심지가 된 장남평야는 전월산과 원수산을 중심
으로 해서 금강과 미호천의 범람원으로 조성되어 벼농사로 유명한 지역이 되기도
했다. 바로 이 지역이 현재 신도시가 건설된 곳이 옛 연기군에서 또 다른 평야로
는 조치원 주변을 들 수 있다. 조천을 중심으로 서쪽에 조치원이 자리잡고 있으며
동쪽으로도 청주시와 경계를 이루는 주변 지역으로 너른 들이 자리잡고 있다. 이
주변의 넓은 경작지에는 현재까지도 농산물 재배가 활발하다. 대표적인 농산물의
일례로 단무지용 무를 들 수 있는데, 세종시 내 조천과 금강, 미호천 주변에 자리
잡은 평야와 넓은 경작지에서는 일제강점기부터 지금까지 단무지용 무가 활발하
게 재배되어 왔다.
01
2009년 연기군에서는
현지의 생태환경 조사를
위해 “연기군 생태
(비오톱) 지도 작성
학술연구 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위 보고서
에서 제시된 지표를
활용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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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당시 연기군의 환경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지역은 산림이 전체 면적의
53.01%를 이룰 정도이고 경작지가 31.05%를 차지했다.01 산림을 이루는 수종 가
운데 38.54%가 활엽수림이고, 그 다음으로 리기다소나무림이 27.01%를 차지하
고 있어서 1960년대 이후 조림사업의 결과로 조성된 숲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1

조사지 개관

공간 지리적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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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1%를 이룰 정도이고 경작지가 31.05%를 차지했다.01 산림을 이루는 수종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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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단층제란 관할 행정구역에
시·군·구 등의
기초자치단체를
나누어 두지 않고
단일행정기관에서 광역,
기초 자치단체 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체재를 말한다.
다시 말해
세종특별자치시청에서
시청 업무와 군·구청의
업무를 모두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연기군과 공주시 일부가 새로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후보지로 선정되어 신도시
가 들어서고 새로운 주민들이 이주해 오는 데에 불과 7여 년의 시간이 소요되었
다. 이 지역에 행정중심의 새로운 도시가 들어설 수 있었던 요인으로 남한 중심에
자리잡은 현 세종시(옛 연기군)의 지리적 특징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지역
의 역사, 인문 지리적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무엇보다 서울과의 근접성을

건설된 세종시에 첫 주민이 입주하게 되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기점으로 생겨난 우리나라 17번째 광역자치단체인 세
종시는 서울특별시 면적의 3/4에 해당하는 총 465㎢ 면적에 자리잡고 있으며, 행
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된 지역은 총 73㎢ 정도이다. 현재 1읍, 9면, 3동의 행정구
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의 구분이 없고 구청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세종시에
서는 지방행정체제개편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단층제가 우리나라 최초로 실
시되는 광역자치단체이기도 하다.02

들 수 있다. 세종시는 서울에서 120여 km(현 서울시청에서 옛 연기군청까지 거
리 기준) 떨어진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 예로부터 서울과의 근접성이

세종시가 출범한 2011년 이후를 기점으로 세종시로의 인구유입은 매우 활발하게

좋은 지역으로 손꼽혔다. 역사적으로도 연기군을 포함한 충청지역은 서울과의 근

이루어지고 있다. 본 조사를 실시한 2015년 세종시의 인구 변화를 살펴보면, 1월

접성으로 그 특징의 대표되는 경우가 많았다.

에는 164,438명이었던 것이 12월에는 5만여 명이 늘어난 214,466명으로 한 해

포화상태인 서울의 행정중심지 대안으로 충청도의 몇몇 지역이 거론되어 왔는데,

동안 23.4%의 증가세를 보였다.

옛 연기군 지역도 이 가운데 하나로 주목되었다가 2004년에 현 세종시 지역(연기

세종시내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지 주변 지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영향의 정

군 금남면·남면·동면 28개리, 공주시 장기면·반포면 5개리)이 최종 입지로 선정

도에 따라 다시 나뉠 수 있다. 건설지 주변에서 행복도시 건설로 인해 마을 주변 환경이

되었다. 2006년 ‘세종특별자치시’로 명칭이 확정되었고 2007년부터 행정중심복

정비되거나 하는 영향을 받은 곳으로 금남면이나 장군면 일대가 대표적이다. 이 지역은

합도시 건설의 첫 삽을 뜬 시점부터 도시가 건설되기 시작하여 2011년에 새로이

예전부터 거주하던 주민들이 떠난 자리를 건설 일용직이나 신도시에서 일자리를 찾기 위
해 새롭게 이주한 사람들이 메꾸고 있다. 금남면 대평리에는 신도시 건설경기를 따라 이
지역에 유입된 건설인력들을 상대로 하는 업소가 많아진 점이 눈에 띄는 변화상 가운데

▒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구역

천안시

소정면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솔동 관할 9개 법정동
반곡동, 소담동, 보람동, 대평동, 가람동,
한솔동, 나성동, 새롬동, 다정동

전동면

전의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로 큰 변화를 겪는 곳 가운데 옛 연기군청 소재지인 조
치원읍을 빼놓을 수 없다. 본래 조치원은 일제강점기 경부선 철도의 부설과 함께

청주시

도담동 관할 2개 법정동

성장한 지역이다. 영호남과 기호지방을 연결하는 지리적 위치와 편리한 철도 교

도담동, 어진동

조치원읍

통을 토대로 한 물류산업이 이 지역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

연서면

아름동 관할 3개 법정동

공주시

1970년대까지도 조치원 지역의 우편물을 보내고 받을 때 “충남 연기군 조치원”이

고운동, 아름동, 종촌동

아니라 “경부선 조치원”으로 표기해도 수발신에 문제가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조

연동면

아름동 도담동

연기면

치원이 경부선 철도와 밀접한 관계에서 성장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
부강면

는 대목이다. 일제 강점기인 1930년대에 읍으로 승격한 조치원은 대전, 청주 등 비

장군면

슷한 규모였던 인근의 도시들이 시로 승격되어 가는 동안에도 계속 읍으로 남아있

한솔동
한솔동

금남면

32

었다. 조치원이 금방 시로 승격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당시의 상황은 이 지역 초등
학교 명칭과 지명에 그대로 남아있다. 본래 군청이 자리했던 조치원읍 교리에 위치

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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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군과 공주시 일부가 새로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후보지로 선정되어 신도시
가 들어서고 새로운 주민들이 이주해 오는 데에 불과 7여 년의 시간이 소요되었
다. 이 지역에 행정중심의 새로운 도시가 들어설 수 있었던 요인으로 남한 중심에
자리잡은 현 세종시(옛 연기군)의 지리적 특징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지역
의 역사, 인문 지리적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무엇보다 서울과의 근접성을

건설된 세종시에 첫 주민이 입주하게 되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기점으로 생겨난 우리나라 17번째 광역자치단체인 세
종시는 서울특별시 면적의 3/4에 해당하는 총 465㎢ 면적에 자리잡고 있으며, 행
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된 지역은 총 73㎢ 정도이다. 현재 1읍, 9면, 3동의 행정구
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의 구분이 없고 구청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세종시에
서는 지방행정체제개편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단층제가 우리나라 최초로 실
시되는 광역자치단체이기도 하다.02

들 수 있다. 세종시는 서울에서 120여 km(현 서울시청에서 옛 연기군청까지 거
리 기준) 떨어진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 예로부터 서울과의 근접성이

세종시가 출범한 2011년 이후를 기점으로 세종시로의 인구유입은 매우 활발하게

좋은 지역으로 손꼽혔다. 역사적으로도 연기군을 포함한 충청지역은 서울과의 근

이루어지고 있다. 본 조사를 실시한 2015년 세종시의 인구 변화를 살펴보면, 1월

접성으로 그 특징의 대표되는 경우가 많았다.

에는 164,438명이었던 것이 12월에는 5만여 명이 늘어난 214,466명으로 한 해

포화상태인 서울의 행정중심지 대안으로 충청도의 몇몇 지역이 거론되어 왔는데,

동안 23.4%의 증가세를 보였다.

옛 연기군 지역도 이 가운데 하나로 주목되었다가 2004년에 현 세종시 지역(연기

세종시내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지 주변 지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영향의 정

군 금남면·남면·동면 28개리, 공주시 장기면·반포면 5개리)이 최종 입지로 선정

도에 따라 다시 나뉠 수 있다. 건설지 주변에서 행복도시 건설로 인해 마을 주변 환경이

되었다. 2006년 ‘세종특별자치시’로 명칭이 확정되었고 2007년부터 행정중심복

정비되거나 하는 영향을 받은 곳으로 금남면이나 장군면 일대가 대표적이다. 이 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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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동초등학교는 ‘교리’대신 교동으로 지칭된 것 등이 좋은 예라 할 수 있을 것이
다. 이 교리 지역을 포함한 조치원역 동쪽은 일본 사람들의 거주지로서 일제강점기
부터 많은 관공서들이 자리잡고 있었다고 한다. 일본 사람들이 조천 주변에 제방을
쌓아 평지를 확보하고 그 자리를 바둑판식으로 구획하여 신작로를 닦았는데 조치
원의 더딘 변화로 인해 이 지역은 비교적 그 원형이 잘 남아있다.

조치원읍에 자리하던 군청, 교육청 등은 현재 신도시내 한솔동으로 옮겨가고 옛
건물들은 시청 분관과 교육원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관공서의 이동에 따
라 주변 상권의 변화는 물론이고 주민들 또한 신도시내 아파트로 이주하고자 하
는 움직임이 뚜렷하다.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하는 날 조치원 읍내 은행들이 긴장
하고 비상근무를 설 정도로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는 신도시 아파트가 큰 관심거리
였다. 이처럼 신도시 발전에 반비례하여 위축될 조치원에 대해 우려하는 지역의
민심이 커지자 세종시청에서는 ‘청춘조치원과’라는 부서를 만들어 조치원 지역의
균형된 발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기도 한다.
1920년대
조치원 역 앞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지 외부 지역 가운데에는 주민들의 일상에서 생활의 변
화가 간접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곳 또한 적지 않다. 세종시 북측에 자리잡은 전의
면 지역은 세종시의 건설과 함께 공업단지가 예정되어 있는 지역이었다. 세종시
의 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 북부에 산업단지가 건설되면서 환경파괴 등과 같은
변화를 주민들이 실감하고 있기도 했다. 또한 세종시 북쪽 끝자락에 위치한 소정
면은 다른 면에 비해 행정구역상 연기군에 포함된 역사가 비교적 짧은 지역이었
다. 지리적으로도 천안에 보다 가까워서 주민들의 생활권 또한 대부분 천안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이 지역은 세종시 출범 이후 별다른 변화상을 느끼지는 못하고
있었지만, 천안이나 다른 지역으로의 대중교통편이 거의 단절되다시피하고 세종
시내 버스만이 마을을 드나드는 대중교통이 형성 되면서 생활에 불편함이 느끼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외에도 전동면이나 연서면 등의 지역은 주민들의 생
활이 연기군 시절과 별다를 바가 없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다만 연기군 시절부
터 지리적으로 중앙이었던 조치원에 있던 세종시청과 교육청 등이 신도시 건설과
함께 한솔동으로 이주하여 북측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
향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현재의
조치원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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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의
구성
본 보고서는 ‘식물’을 주제로 세종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한 면담과 참여관찰을 토대로 작성
되었다. 조사지인 세종특별자치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 기
준으로 신도시 건설지와 그 주변지역으로 구분하고자 하
였다. 크게 세종시의 ‘풀(草)·나무(木)·숲(林)·사람(人)’ 네 가지의
주제로 각 지역의 변화양상과 그 특성을 살펴보고자 했다.

林 숲
▼
▲

오랜 역사를 지닌 전통적인 자연 촌
락의 마을 민속은 마을숲을 주제로
조사를 진행했다.

草 풀
▼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은 특산
자생 산나물 채취와 유통의 변화상을 지역의 철도 교통의
변화양상에 주목해서 조사를 진행했다.

木 나무
▼
▲

人 사람
▼
▲

행복도시 건설지역은 신도시 건설 과
정에서 마을의 구심점 역할을 하던

마지막으로 세종시의 도시화 과정 속에서 현재 세종시에 거

둥구나무, 보호수의 역할 변화를

주하게 된 다양한 직업, 연령의 사람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중심으로 마을주민들의 변화양상

서 현 세종시 주민들의 생활문화와 세종시에 대한 인식, 기

을 살펴보고자 했다.

대 등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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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지역
자생 나물의
유통

철도를 통한
전의면 나물 유통의 변화

1960년대 연기군
나물을 채취하는 소녀들

쌀이 부족했던 시절, 들과 산에서 자라는 봄나물은
춘궁기를 날 수 있는 중요한 먹거리였다. 더 이상 봄나물에 끼니를 의지하지 않게
된 요즘, 산과 들에서 자라는 나물은 입맛을 돋우는 별미 정도로 취급받게 되었
다. 삼삼오오 짝을 지어 봄나물을 캐는 모습은 낭만적이고 향수어린 풍경이 되었
다. 세종특별자치시 북부지역은 전의장을 중심으로 오늘날에도 여성주민들에 의
한 자생 나물의 채취와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다. 전의장을 중심으로 하는
자생 나물 유통은 1980년대를 전후로 한 시기 수도권으로까지 확장되기도 했었
다. 이번 장에서는 1970~80년대 전의장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자생 나물의 채취
와 유통 과정을 주민들의 구술을 통해 살펴보고자 했다. 아울러 이를 가능하게 했
던 지역의 특성과 배경이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한 이후 어떠한 변화를 겪고 있
고, 또한 주민들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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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전의지역 자생
나물의 채취와 유통

세종시 주민들의 나물 판매가 활발한 전의장

세종시는 남북으로 기다란 표주박 형태를 띠면서 남쪽 금강유역은 평지와 논농사
가 활발하고 북부지역은 상대적으로 산이 많은 북고남저의 지형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전의, 전동, 소정면 지역은 마을 주변에 산이 많아 다른 지역
에 비해 현재에도 나물의 채취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전의, 대평,
조치원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는 전통시장에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
매월 2·7일에 열리는 대평장에 비해 전의장에서 산과 들의 자생 봄나물 판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두 장이 상당히 대조적이었다. 세종시 지역에서 가장
큰 전통시장인 조치원장은 상설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장이 서는 날이면 전문
상인들을 비롯해서 자신이 재배한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기 위해 세종시 전역에서
찾아온 주민들로 북적였다. 그러나 전의장은 여전히 골목에 좌판을 벌이는 비상
설 시장이자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지역주민들간에 사고파는 5일장으로서 조치
원장과는 대조를 이룬다.
전의장

상설시장화된
조치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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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되지만 건강과 즐거움을 주는 나물캐기

전의장에서 만난 하정자(여, 1943년생, 전의면 관정리 거주)는 주변 산에서 자생
하는 나물, 약초, 열매를 채취해서 판매하는 것이 주요 생업인 제보자였다. 채취
한 약초와 나물은 모두 2·7일에 열리는 전의시장에서 판매하는데, 특히 2월 말부
터 6월 말까지는 자신이 직접 채취한 나물만을 전문적으로 팔고 있었다. 그녀는
거주지를 중심으로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야산에서 주로 나물과 약초, 오디 등을
혼자서 채취했다. 이렇게 혼자 다니는 것은 종류별로 다양한 나물을 캘 수 있는
중요한 장소를 공유하지 않기 위한 이유가 주요했다. 6.25 전쟁이 끝나고 식량이
부족했던 당시 10살 전후였던 하정자는 식구들의 먹을거리를 구하기 위해 나물
을 캐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다.
본격적인 채취가
이뤄지는 5월
하정자는 뱀을 만나는
일이 잦아지자
절을 찾아
불공을 드렸다.

“6.25 났을 때 내가 아홉 살 열살 먹었어. 식구들이 먹을게 너무 없어서 날마
다 산이랑 들에 나가 나물을 캐는데 놀러다니는 친구들 보면 얼마나 부러웠는
지 몰라. 그때는 다들 얼마나 먹을게 없었는지 다른 동네로 나물캐러 가면 그
마을 남자들이 자기동네에서 못 캐가라고 쫓아내고 했어. 그때 언니들이랑 같
이 다니면서 나물도사가 다 됐지.” 

- 하정자

이상희(남, 1935년생)와 결혼을 하고 난 후 연기군 전의면 지역으로 이주해서 농
사를 짓는 동안에는 나물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농사를 그만두고 나서부터 다
시 나물을 채취하기 시작했는데 나물이나 약초를 캐다가 팔고 있는 요즘 농사를
짓던 시절에 비해 그 수입이 적지 않고 하루 종일 여러 곳을 돌아다닐 수도 있어
서 그녀는 만족하며 즐겁게 생활하고 있었다.
봄나물을 채취할 수 있는 2월말부터 그녀는 매우 바빠지기 시작한다. 해가 뜨기
전 새벽에 집을 나서 가까운 산에 가서 나물을 캐고 집으로 돌아와 늦은 식사를
했다. 해가 뜨기 전 집을 나서서 혼자 인근의 산을 돌아다니면서도 사람이나 귀신
을 만날까 두려운 적은 없었다고 했다. 그런 그녀였지만 산에서 만나는 뱀은 두렵
고 싫다고 말했다. 특히 고사리가 자라는 곳에서 뱀을 만나는 경우가 많은데, 하

산에서 자라는
산나물은
들판에서 자라는
봄나물에 비해
한두 달 늦은 시기에
채취가 시작된다.

정자는 ‘뱀’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기도 삼가하고 그저 ‘기다란 것’이라고만 지
칭하며 조심하려고 애썼다. 그래도 산에 다니면서 뱀을 만나는 날이 많아지자 그
녀는 자신이 다니는 인근의 절을 찾아 기도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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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많이 찾는 나물과 잔대

전의, 전동면 지역의 주민들이 채취해서 먹던 자생 나물의 종류는 대략 20여 가지
를 넘는다. 봄나물은 냉이처럼 뿌리채 채취하는 것과 두릅이나 고사리처럼 봄에
새로이 돋아나는 연한 새순만을 따는 것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봄이 되면 들에
서 뿌리채 캐는 나물이 산에서 채취하는 나물보다 먼저 자라나서 햇살이 따뜻해
지는 초봄부터 채취할 수 있다. 반면 산에서 채취할 수 있는 나물은 봄기운이 완
연해지는 3월이 되어서야 채취가 가능하다.
쑥이나 냉이처럼 흔한 것보다는 손님들이 많이 찾는 자생나물 위주로 채취해서
판매하고 있었다. 잔대는 여성들에게 효능이 있어 찾는 사람들이 많고 비교적 비
싼 가격에 팔 수 있기 때문에 그녀는 양지바른 들에서 잔대를 채취하는 경우가 많
았다. 고사리는 시장에서 잘 팔리고 인기가 많지만 캐러 다니는 사람이 많아서 그
녀가 알아둔 고사리 밭에도 오전시간만 지나면 다른 사람이 따간 경우가 많았다.
고사리는 따기도 수월하고 다른 나물들에 비해 비교적 늦은 시기인 6월까지도 수
확이 가능하여 하정자는 자주 고사리 밭을 찾았다.

“고사리는 작년에 났다가 진게 있는 자리로 가면 거기 근처에 있어. 이른 봄에
나면 올고사리, 초여름까지 나는 고사리는 늦고사리야. 고사리 밭에 갈 때 이
미 사람들이 다 따가고 나서 가면 그렇게나 아까워. 그래서 내일은 더 일찍 와
야지 싶지. 그래도 고사리는 딴지 사나흘 지나면 다시 또 자라있어. 고사리보
다도 고비가 더 귀하고 맛있는 거여. 그래서 제사상에 고비만 올리는 집도 있
고 꼭 찾는 사람들이 있어.” 

- 하정자

본격적인 산나물 채취는 3월 말경부터 시작된다. 고사리, 고비, 취나물, 두릅, 홑
잎, 원추리, 삽수싹, 책메리순, 참싸리순, 음나무 순, 옻나무 순, 등나무 순 등을 채
취했다. 그녀는 오랜 시간동안 주변을 돌아다니며 익혀둔 좋은 장소들에 다른 사
람들보다 앞서 가고자 해가 뜨기 전부터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조사자가 따라가
기 힘들만큼 70대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의 빠른 속도로 산속을 이동했다. 온전히
도보로만 이동하는 탓에 한참 채취할 시기에는 하루 10시간 가량 매일 10km이
상 이동하는 것이 다반사였다. 도구로는 호미, 과도 크기의 작은 칼이 전부이다.

잔대를
채취하는
하정자

나물을 캘 때마다 허리에 맨 앞치마형 주머니에 넣어서 이동하기에 편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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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물을 팔 수 있는 전의장날

장이 서는 날이면 하정자는 판매할 각종 나물을 가지고 20여 분 버스로 시장까지
혼자 이동해서 장사를 준비했다. 판매할 나물은 장날 새벽에 미리 대쳐서 준비하
고 아침 7시 이전에 집을 나서서 8시 정도가 되면 그날 장사할 준비를 마쳤다. 그
녀는 전의면 읍내리 농협 주변 골목에 있는 식당 주인에게 양해를 구하여 매번 장
날마다 정해진 자리에서 좌판을 차렸다. 일찍 시작한 장사는 점심 무렵이 되면 거
의 다 팔리고 늦은 오후가 되기 전에 마무리 되었다. 하정자는 10여 년 넘게 전의
장날마다 직접 캔 깨끗하고 좋은 품질의 나물을 꾸준히 판매하자 주민들 사이에
서도 입소문이 났고, 이제는 그녀의 나물만을 찾는 단골 손님들도 꽤 많아졌다고
했다. 그래서 나물철이 되면 그녀에게 참싸리순, 삽수싹, 홑잎 등 다른 곳에서 보
기 힘든 야생 산나물을 5만원, 3만원 등 일정 금액에 맞춰서 캐달라는 주문도 여
럿 있다고 했다.     

그녀는 싸게 파느니 차라리 장사를 일찍 접고, 그날 팔리지 않은 나물은 말려다가
정월 대보름때 파는 것이 낫다고 했다. 그래서 아침 8시부터 장사를 시작하면 점
심시간이 지날 무렵이면 좌판을 거두었다. 집에 돌아와서는 바로 남은 나물을 대
쳐서 햇볕에 말리기 위해 널어두었다. 이렇게 말린 나물은 대보름 즈음 서는 장날
이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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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는 싸게 파느니 차라리 장사를 일찍 접고, 그날 팔리지 않은 나물은 말려다가
정월 대보름때 파는 것이 낫다고 했다. 그래서 아침 8시부터 장사를 시작하면 점
심시간이 지날 무렵이면 좌판을 거두었다. 집에 돌아와서는 바로 남은 나물을 대
쳐서 햇볕에 말리기 위해 널어두었다. 이렇게 말린 나물은 대보름 즈음 서는 장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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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지역의 나물이
서울 식탁에 오르기까지

서울 상인들이 찾아오던 1970~80년대 전의장

세종시 지역 전통시장 가운데 봄철 야생에서 채취한 나물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조
치원장과 전의장이다. 3~6월 사이에는 매 장날마다 10여 명 정도가 좌판에 자리
잡고 판매하게 된다. 전의장은 전체 장의 규모가 조치원장의 1/10에 훨씬 못 미
치는데도 나물을 판매하는 할머니들의 수는 조치원장과 비슷하다. 조치원장이 상
설화되어 가는 큰 장이라면, 2·7일에 열리는 전의장은 작은 규모의 시골 5일장이
라고 할 수 있다.
장날 나물 장사들이 자리잡은 골목에서 만난 신순덕(여, 1932년생, 전의면 송성
리)는 시어머니 때부터 한 자리에서 전의장을 지킨 전의장의 산 증인으로 꼽혔다.
사진관 앞 쪽 자리가 매 장날마다 그녀가 좌판을 벌이는 자리다. 열일곱살에 시집
을 오니 시어머니가 이미 이 자리에서 장사를 하고 계셨다고 한다. 자신이 마흔
아홉 살 되던 해, 시어머니가 돌아가시자 그 자리를 물려받아서 오늘날까지 장사
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농사하는 틈틈이 장사 준비를 해서 장날 아침 8시 무렵
이면 자리를 펴고 장사를 시작했다.

전의장터 나물 골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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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흔 아홉 살에 우리 시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님 장사하던 자리를 물려

서울에서도 인기가 많았던 전의의 봄나물

받아서 하는 거니까 이 자리가 60년은 넘은 거여. 그런데 전의장은 이전에는
소시장도 있고 곡식시장, 고추시장도 커서 서울에서 물건 떼러오는 사람들이

전의장 터주대감인 신순덕은 자신보다 세 살 위인 언니 신일남(서울시 관악구 봉

많았어. 여기(현재 장날 나물 장사들이 자리잡는 골목) 예전에는 나물 해와서

천동)이 1980년대 전의장에서 나물과 곡식을 사다가 수도권의 재래시장에 되파

파는 여자들 여럿이 앉았었어.  

는 일을 했었다고 한다. 그녀는 서울에서 목도리, 모자 등을 사서 전의장 상인들

- 신순덕

에게 넘기고 돌아갈 때에는 나물이나 곡식을 사갔다고 했다. 전의에서 사간 나물
그녀가 얘기해주는 옛 전의장은 오늘날 전의장의 풍경과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과 곡식, 과일 등을 안양 등 수도권 일대 재래시장 상인에게 팔았는데, 전의지역

무엇보다도 지금은 할머니들 만의 소일거리처럼 된 봄철 자생 나물이 한때는 서

에서 가져온 것들은 맛이 좋아 잘 팔리고 인기가 많았다고 한다.  

울에서 상인들이 내려와서 가마니째로 사갔을 정도로 많이 거래되었다는 대목은

도옥례(여, 1936년생)를 통해서는 서울 상인들을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나

지금의 장날 풍경에서 그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렇지만 서울에서 내려온

물을 채취하고 판매하던 양상을 볼 수 있었다. 전동면 청송리에 거주하는 그녀는

상인들을 상대로 1970~80년대 나물을 판매했던 여성들을 오늘날 전의장에서 만

1980년대 초반 봄철 자생 산나물을 채취해서 전의장에 팔며 가계를 꾸렸던 적이

나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있었다. 스물 다섯 살에 결혼해서 전동면으로 이주해 온 그녀는 아이를 낳고 키우

전동면 송성리에서 거주하고 있는 조병남(여, 1929년생)도 그 시절 집주변 산에

는 틈틈이 나물을 채취해서 판매하는 일을 했다고 했다.

서 나물을 채취하여 전의장에서 판매했던 일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당시는
산에 가면 나물이 흔해서 동네친구들과 나물따는 것이 즐겁기만 했었다고 한다.

예전에 ‘별장’이라고 집에서 멀리 가서 나물을 하는데, 태워다 주는 사람이 있

반나절만 일해도 자루에 한가득 딸 수 있어서 그녀의 시어머니는 나물자루가 마

었어. 신씨라는 남자가 차로 나물하는 여자들을 실어서 산에 내려다 주면 우리

치 소먹일 풀을 베어온 것 같다며 말씀하시곤 했다고 한다. 그녀는 요즘도 직접

는 흩어져서 나물을 따는거여. 한나절 즈음 하면 몇 자루씩 해요. 그걸 한 자리

채취한 나물과 야채를 가지고 나와서 전의장에서 판매하고 있었다.

에 모아두면 신씨라는 그 양반이 차로 해서 나물 자루를 집으로 실어다 줬어.
그럼 그걸 밤새 데쳐가지고 다음날 장에 아침 일찍 나가요. 전의장은 반짝장인

전의장 터줏대감인
신순덕

데 나물장이 섰거든. 그러면 아침에 기차타고 내려온 서울 사람들이 곡식이랑
나물을 가마니째로 사갔어. 점심시간 지나면 서울 사람들도 없고 장이 파하는
거지. 한 삼십년 전까지도 이런 장이 섰었어요.  

- 도옥례

도옥례는 봄철 자생 산나물 채취와 운반, 판매가 보다 전문성을 띠게 된 형태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채취한 나물의 운반과 이동에 차량을 이용하면서 대량의 나
물 채취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서울에서 내려온 상인들을
대상으로 나물을 가마니째 판매하던 여성들이 1980년대까지만 해도 장날이면
20~30여 명 정도씩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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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흔 아홉 살에 우리 시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님 장사하던 자리를 물려

서울에서도 인기가 많았던 전의의 봄나물

받아서 하는 거니까 이 자리가 60년은 넘은 거여. 그런데 전의장은 이전에는
소시장도 있고 곡식시장, 고추시장도 커서 서울에서 물건 떼러오는 사람들이

전의장 터주대감인 신순덕은 자신보다 세 살 위인 언니 신일남(서울시 관악구 봉

많았어. 여기(현재 장날 나물 장사들이 자리잡는 골목) 예전에는 나물 해와서

천동)이 1980년대 전의장에서 나물과 곡식을 사다가 수도권의 재래시장에 되파

파는 여자들 여럿이 앉았었어.  

는 일을 했었다고 한다. 그녀는 서울에서 목도리, 모자 등을 사서 전의장 상인들

- 신순덕

에게 넘기고 돌아갈 때에는 나물이나 곡식을 사갔다고 했다. 전의에서 사간 나물
그녀가 얘기해주는 옛 전의장은 오늘날 전의장의 풍경과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과 곡식, 과일 등을 안양 등 수도권 일대 재래시장 상인에게 팔았는데, 전의지역

무엇보다도 지금은 할머니들 만의 소일거리처럼 된 봄철 자생 나물이 한때는 서

에서 가져온 것들은 맛이 좋아 잘 팔리고 인기가 많았다고 한다.  

울에서 상인들이 내려와서 가마니째로 사갔을 정도로 많이 거래되었다는 대목은

도옥례(여, 1936년생)를 통해서는 서울 상인들을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나

지금의 장날 풍경에서 그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렇지만 서울에서 내려온

물을 채취하고 판매하던 양상을 볼 수 있었다. 전동면 청송리에 거주하는 그녀는

상인들을 상대로 1970~80년대 나물을 판매했던 여성들을 오늘날 전의장에서 만

1980년대 초반 봄철 자생 산나물을 채취해서 전의장에 팔며 가계를 꾸렸던 적이

나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있었다. 스물 다섯 살에 결혼해서 전동면으로 이주해 온 그녀는 아이를 낳고 키우

전동면 송성리에서 거주하고 있는 조병남(여, 1929년생)도 그 시절 집주변 산에

는 틈틈이 나물을 채취해서 판매하는 일을 했다고 했다.

서 나물을 채취하여 전의장에서 판매했던 일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당시는
산에 가면 나물이 흔해서 동네친구들과 나물따는 것이 즐겁기만 했었다고 한다.

예전에 ‘별장’이라고 집에서 멀리 가서 나물을 하는데, 태워다 주는 사람이 있

반나절만 일해도 자루에 한가득 딸 수 있어서 그녀의 시어머니는 나물자루가 마

었어. 신씨라는 남자가 차로 나물하는 여자들을 실어서 산에 내려다 주면 우리

치 소먹일 풀을 베어온 것 같다며 말씀하시곤 했다고 한다. 그녀는 요즘도 직접

는 흩어져서 나물을 따는거여. 한나절 즈음 하면 몇 자루씩 해요. 그걸 한 자리

채취한 나물과 야채를 가지고 나와서 전의장에서 판매하고 있었다.

에 모아두면 신씨라는 그 양반이 차로 해서 나물 자루를 집으로 실어다 줬어.
그럼 그걸 밤새 데쳐가지고 다음날 장에 아침 일찍 나가요. 전의장은 반짝장인

전의장 터줏대감인
신순덕

데 나물장이 섰거든. 그러면 아침에 기차타고 내려온 서울 사람들이 곡식이랑
나물을 가마니째로 사갔어. 점심시간 지나면 서울 사람들도 없고 장이 파하는
거지. 한 삼십년 전까지도 이런 장이 섰었어요.  

- 도옥례

도옥례는 봄철 자생 산나물 채취와 운반, 판매가 보다 전문성을 띠게 된 형태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채취한 나물의 운반과 이동에 차량을 이용하면서 대량의 나
물 채취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서울에서 내려온 상인들을
대상으로 나물을 가마니째 판매하던 여성들이 1980년대까지만 해도 장날이면
20~30여 명 정도씩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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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전의장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전의역 옆에 소, 닭, 돼지 파는 가축장

전의장의 번성을
이끌었던 기차

이 서서 장날아침 일찍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었어. 특히 용산역에서 내려오는
기차를 타고 서울 사람들이 와서는 물건을 많이 떼갔어요. 나물 사는 사람들
도 많았지만 전의 고추랑 곡식이 유명했어요. 안양 시장 쪽으로 많이 팔려갔대
요. 장날이 되면 물건 사러오고, 사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한 600~700명씩 타
고 내리느라 전의역에서 10분씩 기차가 정차하고 그랬어요. 80년대까지도 그

1970~80년대 기차를 타고 내려온 서울 상인들

랬으니까요.  

- 박덕원

전의지역에서 채취된 자생 산나물이 수도권지역으로 당일 유통될 수 있었던 데에
는 무엇보다 당시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일명 ‘통근열차’가 중요한 교통수단 역할
을 했다. 용산역에서 7시에 출발한 비둘기호 기차가 전의역에 10시 즈음에 도착
했다고 하는데, 수도권의 상인들이 주로 전의장날 이른 아침 이 기차를 타고 내려
와서 전의장의 물건을 사들인 다음 다시 수도권으로 올라갔다고 한다.
전의면 읍내리에서 72년부터 이발관을 운영하고 있는 박덕원(남, 1945년생)은
40여 년이 넘게 이 지역의 변화상을 목격한 산 증인인 셈이었다. 그는 1970~80
년대 전의역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의 번성을 들려주었다. 전의장에서 거래되던
품목 가운데 지역주민들은 가축장을 두고 형성되는 거래가 중심이었다면, 수도권
에서 내려오는 상인들과 지역주민들 간에는 자생 나물을 비롯해서 전의지역에서
재배되는 곡식과 고추가 주요 거래품이 되었다.   
1960년대
연기군의 우시장

제보자
박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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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전의장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전의역 옆에 소, 닭, 돼지 파는 가축장

전의장의 번성을
이끌었던 기차

이 서서 장날아침 일찍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었어. 특히 용산역에서 내려오는
기차를 타고 서울 사람들이 와서는 물건을 많이 떼갔어요. 나물 사는 사람들
도 많았지만 전의 고추랑 곡식이 유명했어요. 안양 시장 쪽으로 많이 팔려갔대
요. 장날이 되면 물건 사러오고, 사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한 600~700명씩 타
고 내리느라 전의역에서 10분씩 기차가 정차하고 그랬어요. 80년대까지도 그

1970~80년대 기차를 타고 내려온 서울 상인들

랬으니까요.  

- 박덕원

전의지역에서 채취된 자생 산나물이 수도권지역으로 당일 유통될 수 있었던 데에
는 무엇보다 당시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일명 ‘통근열차’가 중요한 교통수단 역할
을 했다. 용산역에서 7시에 출발한 비둘기호 기차가 전의역에 10시 즈음에 도착
했다고 하는데, 수도권의 상인들이 주로 전의장날 이른 아침 이 기차를 타고 내려
와서 전의장의 물건을 사들인 다음 다시 수도권으로 올라갔다고 한다.
전의면 읍내리에서 72년부터 이발관을 운영하고 있는 박덕원(남, 1945년생)은
40여 년이 넘게 이 지역의 변화상을 목격한 산 증인인 셈이었다. 그는 1970~80
년대 전의역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의 번성을 들려주었다. 전의장에서 거래되던
품목 가운데 지역주민들은 가축장을 두고 형성되는 거래가 중심이었다면, 수도권
에서 내려오는 상인들과 지역주민들 간에는 자생 나물을 비롯해서 전의지역에서
재배되는 곡식과 고추가 주요 거래품이 되었다.   
1960년대
연기군의 우시장

제보자
박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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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역과 기차를 통해 번성할 수 있었던 전의장

서울 상인들이 전의지역의 물건을 사러 내려올 수 있었던 것은 두 시간 가량의 비
교적 짧은 시간 안에 수도권을 오갈 수 있는 교통의 편리함, 그리고 전의역 주변
에서 열리는 시장의 근접성이 주효했던 것으로 꼽힌다. 전의장터와 바로 인접해
있는 전의역은 경부선의 정차역으로 1905년에 개통된 유서깊은 역이다. 옛 연기
군이었던 세종시 지역은 충남과 충북, 경기도에 인접해 있는 전통적인 교통의 요
지였다. 철도의 건설 이후 연기군은 철도를 이용한 물류업이 주요 산업으로 자리
잡게 될 정도로 철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이다. 세종시 북부에 자리잡은 전의
역은 철도를 통해 이른 시기부터 서울로 오가는 것이 용이하였고, 이를 따라 활동
하던 수도권 지역의 보따리상들이 1990년대 이전까지 전의지역의 자생나물을 비
롯한 곡식과 고추 등을 유통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오늘날의 전의역

경부철도 노선약도
1905년
고속철도가 개통하기
전까지 전의역은
일제강점기부터
경부선이 정차하는
주요역이었다.
1980년대까지
호남선과 경부선의
완행열차가 정차하여
많은 사람들이
전의역을 드나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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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역과 기차를 통해 번성할 수 있었던 전의장

서울 상인들이 전의지역의 물건을 사러 내려올 수 있었던 것은 두 시간 가량의 비
교적 짧은 시간 안에 수도권을 오갈 수 있는 교통의 편리함, 그리고 전의역 주변
에서 열리는 시장의 근접성이 주효했던 것으로 꼽힌다. 전의장터와 바로 인접해
있는 전의역은 경부선의 정차역으로 1905년에 개통된 유서깊은 역이다. 옛 연기
군이었던 세종시 지역은 충남과 충북, 경기도에 인접해 있는 전통적인 교통의 요
지였다. 철도의 건설 이후 연기군은 철도를 이용한 물류업이 주요 산업으로 자리
잡게 될 정도로 철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이다. 세종시 북부에 자리잡은 전의
역은 철도를 통해 이른 시기부터 서울로 오가는 것이 용이하였고, 이를 따라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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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한 곡식과 고추 등을 유통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오늘날의 전의역

경부철도 노선약도
1905년
고속철도가 개통하기
전까지 전의역은
일제강점기부터
경부선이 정차하는
주요역이었다.
1980년대까지
호남선과 경부선의
완행열차가 정차하여
많은 사람들이
전의역을 드나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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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의면 지역의 개발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우려의 목소리 또한 적지 않

전의장의 번성은 1980년대 말 가축시장의 이전, 1990년대 초반 용산역에서 출발

의 번성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는 행복도시 건설지역을 ‘새동네’, 신도

하는 기차 통행의 축소로 급격히 위축되어 갔다. 지금도 어김없이 2·7일마다 열

시로 새롭게 이주해서 살기 시작한 주민들을 ‘새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다. 사회적 기업인 ‘전의를 디자인하는 사람들’을 통해 전의지역에서 다양한 문화
사업을 펼치고 있는 윤은실(여, 1965년생) 대표는 전의면 토박이로서 옛 전의장

리는 전의장의 현재 모습에서 그러한 옛 영화를 떠올리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세종특별자치시의 출범 이후, 세종시 북부에 위치한 전의면 지역에 직간접적인

새동네 사람들한테 전의에 대해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전의에는 역사적으로 오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한 지 채 10년이 지나지 않았고, 또

래되고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 곳들이 많아요. 전의장도 예전의 모습이 남아있는 것

한 전의면 지역이 행복도시 건설지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곳이지만 이미 이 지역

들이 많고요. 이런 전의가 잘 지켜졌으면 좋겠어요. 세종시가 되고나서는 전의를 발

에 일어난 변화는 상당하다.  

전시키겠다고 주변에 산업단지랑 공장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워낙 도로가 잘되어
있으니까 주변에 천안같은 큰 도시에 살지 막상 전의로 이사 들어오는 사람들은 많

전의면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의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산업단지 조성이 추진되었다.

지 않아요. 전의에 전철이 들어온다고는 하는데 서울 주변에 있는 비슷비슷한 다른

세종시 남부에 비해 개발 불균형이 우려되는 북부지역(전의, 전동, 소정)에 산업단지 조

도시들처럼 될까봐 걱정이 되요.

성이 계획되었고, 그 결과 전의면 읍내리 북쪽 일대 산업단지 130만㎡ 부지에 30여 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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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 현재 입주해 있다.
40여 년 전 전의지역에서 전문적으로 다량 채취된 자생 나물은 철도를 통해 내려
무엇보다 전의면 지역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주목받는 것은 수도권 전철의 연장 개

온 중간 상인들에 의해 당일 수도권으로까지 유통될 수 있었다. 주변의 산에서 다

통이다. 현재 천안까지 운행하는 수도권 지하철 1호선이 천안~청주공항까지 연장 개통

량으로 자라던 나물을 채취하고 판매하는 일은 별다른 자본이 필요하지 않을 뿐

되면 전의역은 수도권 전철이 운행하는 역세권이 된다. 애초 2019년 연장개통이 예상되

만 아니라 재배를 해야 하는 수고로움을 더는 장점이 있었다. 지역의 여성들이 봄

면서 지역민들이 이에 거는 기대 또한 커져갔다. 비록 공사 계획에 변화가 생기면서 해결

한철 손쉽게 이 일에 종사할 수 있었던 데에는 수도권과 근접하다는 이 지역의 특

해야 할 문제들이 산재해 있기는 하지만 지역민들은 여전히 전의면 지역을 활성화시키

성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단순한 한철 먹거리에서 전문화된 채취와 판매가

는데 가장 큰 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능한 상품으로 전환될 수 있었던 데에는 무엇보다 철도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
을 것이다.

요즘과 같이 지역특산물에 대한 장려 정책이나 대량의 유통 구조가 갖춰지기 이
전에 철도를 통해서 이미 주민들과 수도권 상인 간의 거래가 자발적으로 생겨나
고 번성한 것이다. 이를 가능하게 했던 전의지역의 철도가 수도권 전철화라는 새
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출범 이후, 도시화를 겪고 있는
전의 지역에 어떠한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을지, 그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지속
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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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건설에 따른
둥구나무의 변화

‘연기군’이라 불리던 지역은 이제 ‘세종특별자치시’
가 되어 새로운 도시의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다. 특히 ‘행복도시’는 옛 농촌마을과
농토 위에 세운 도시로, 공사가 시작되면서 그 주변의 지리적 환경이 모두 바뀌었
다. 옛길은 사라지고 그 위에 새로운 도로가 생겨났으며, 주변 땅을 돋우자 높았던
산은 낮아지고, 농사를 지었던 땅에는 아파트가 세워졌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
고 마을주민들이 자신의 고향이었던 자리를 찾아가고, 그 곳을 기억할 수 있는 것
은 그 마을의 대표적인 상징물 덕분이다. 이를테면 마을의 비석, 정자, 보호수(保護
樹)와 같은 것들이다. 이것들은 모두 마을의 정체성을 드러내주던 것으로 주민들이
마을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는 매개물이 된다.

세종특별자치시가 된 이후 수용지내에 자리잡고 있던 마을들이 사라지고 주민들은
뿔뿔이 흩어졌지만 일부 보호수들은 살아남았다. 이러한 보호수는 단순한 마을 고
목(古木)이라는 의미에서 벗어나 마을이 번성했던 때, 사라지던 상황, 사라지고 난
뒤의 역동적인 변화 과정을 읽어낼 수 있는 지표가 된다. 이 장에서는 보호수를 통
해 농촌마을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빠르게 바뀌어가는 과정과 원주민들이 이를 받
아들이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둥구나무’ 혹은 ‘정자나무’, ‘서낭나무’로 불리는 ‘보호수’는 마을을 보호하는 수호

고, 송담리와 송원리의 보호수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01
현재 연기면 연기리
연기 1리 신촌,
나성리, 송담리,
방축리, 월산리,
금만리, 봉기리에
1주씩 있고
양화리, 홍원리에 각2주,
영곡리에 4주의 보호수가
자리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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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었으며, ‘우리 마을’의 경계를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했다.
세종시 통계에 의하면 세종시에는 현재 총 69그루의 보호수가 지정되어 있으며, 그
중 현재 행복도시 안에 있는 것이 15그루였다.01 ‘보호수’의 조사주제는 세종시가
들어서기 이전과 그 과정, 그리고 현재를 살펴보는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보

전의면 관정리 느리골 버드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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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건설에 따른
둥구나무의 변화

‘연기군’이라 불리던 지역은 이제 ‘세종특별자치시’
가 되어 새로운 도시의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다. 특히 ‘행복도시’는 옛 농촌마을과
농토 위에 세운 도시로, 공사가 시작되면서 그 주변의 지리적 환경이 모두 바뀌었
다. 옛길은 사라지고 그 위에 새로운 도로가 생겨났으며, 주변 땅을 돋우자 높았던
산은 낮아지고, 농사를 지었던 땅에는 아파트가 세워졌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
고 마을주민들이 자신의 고향이었던 자리를 찾아가고, 그 곳을 기억할 수 있는 것
은 그 마을의 대표적인 상징물 덕분이다. 이를테면 마을의 비석, 정자, 보호수(保護
樹)와 같은 것들이다. 이것들은 모두 마을의 정체성을 드러내주던 것으로 주민들이
마을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는 매개물이 된다.

세종특별자치시가 된 이후 수용지내에 자리잡고 있던 마을들이 사라지고 주민들은
뿔뿔이 흩어졌지만 일부 보호수들은 살아남았다. 이러한 보호수는 단순한 마을 고
목(古木)이라는 의미에서 벗어나 마을이 번성했던 때, 사라지던 상황, 사라지고 난
뒤의 역동적인 변화 과정을 읽어낼 수 있는 지표가 된다. 이 장에서는 보호수를 통
해 농촌마을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빠르게 바뀌어가는 과정과 원주민들이 이를 받
아들이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둥구나무’ 혹은 ‘정자나무’, ‘서낭나무’로 불리는 ‘보호수’는 마을을 보호하는 수호

고, 송담리와 송원리의 보호수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01
현재 연기면 연기리
연기 1리 신촌,
나성리, 송담리,
방축리, 월산리,
금만리, 봉기리에
1주씩 있고
양화리, 홍원리에 각2주,
영곡리에 4주의 보호수가
자리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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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담1리 작은갈미의
둥구나무

마을을 내려다보던 둥구나무

송담1리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원수산 성제 줄기를 따라 마을이 자리잡
고 있으며, 마을 앞으로 장남평야가 펼쳐져 있다. 특히 송담리 작은갈미에 있는
둥구나무는 송담1리, 종촌3리, 진의리와 맞닿는 경계에 있어 마을 경계의 지표가
되었다. 특히 둥구나무는 작은갈미의 소유였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하여 마을
이 나뉘었다. 마을 주민들은 이곳을 ‘둥구나무께’ 혹은 ‘느티나무께’라고 불렀다.

예전에 그건 굉장히 멋있었지. 가지가 늘어지고 전체 나무가, 왕성할 적에는

2005년
송담1리
둥구나무

굉장히 멋있었지. 예전에는 다 살고 가지가 늘어지고 할 때는 멋있고 좋았었
지. 먼정에서 보면 둥구런 나무가 아주 멋있었지. 그게 말하자면 여기 지형적
으로 여기도 얕고, 여기도 얕고, 여기도 얕으니까 이 밑에서 보면 높은데 저렇
게 있으니까 보이지. 바로 마을 뒷산이여 쪼그만하게, 야토막하게 마을 뒷산이
여. 

- 임헌봉(남, 1935년생)

주변에 높은 산이 없고 평야가 대부분인 마을에서 비교적 높은 둔덕인 ‘솔고개’는
눈에 띌 수 밖에 없었는데, 그 가장 높은 곳에 가지가 넓게 퍼져있는 둥구나무는 멀
리서도 한 눈에 보였다. 둥구나무의 위치는 자연스럽게 마을을 내려다보는 곳이었
다. 그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는 중요한 공간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곳이었다.

후손들인 남긴 기록을 살펴보면 “뜻밖에 늙은 느티나무 한 그루가 옛날의 모양을
갖추고 푸르고 푸르게 홀로 서 있어 후세 사람들이 아픈 마음을 두지 않음이 없
다”고 하였다. 이 느티나무가 마을의 둥구나무이다. 이 기록에서 둥구나무는 단순
히 늙은 나무가 아닌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제보자
임헌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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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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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높은 산이 없고 평야가 대부분인 마을에서 비교적 높은 둔덕인 ‘솔고개’는
눈에 띌 수 밖에 없었는데, 그 가장 높은 곳에 가지가 넓게 퍼져있는 둥구나무는 멀
리서도 한 눈에 보였다. 둥구나무의 위치는 자연스럽게 마을을 내려다보는 곳이었
다. 그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는 중요한 공간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곳이었다.

후손들인 남긴 기록을 살펴보면 “뜻밖에 늙은 느티나무 한 그루가 옛날의 모양을
갖추고 푸르고 푸르게 홀로 서 있어 후세 사람들이 아픈 마음을 두지 않음이 없
다”고 하였다. 이 느티나무가 마을의 둥구나무이다. 이 기록에서 둥구나무는 단순
히 늙은 나무가 아닌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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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의 쉼터, 송월정

솔고개 정상에는 둥구나무와 함께 ‘모정’이라 불리던 송월정이 있다. 송월정은 소
나무 숲이 우거진 사이에서 달빛을 받으며 시를 읊고 공부를 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02 이 송월정은 일지평(逸持平)을 지낸 임우설(林遇卨)이 1670년경 건립
한 것이라고 전해온다. 그가 정자를 설립한 것을 후손들은 족보에 기록하여 전하

둥구나무 홀로되다

2005년 5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 공포됨과 동시에 세

02
국립민속박물관·한국토지공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인류·민속분야 문화유산 지표조
사 종합보고서 2, 국립민속박물
관·한국토지공사, 2006, 325쪽
참고.

종시의 출범이 확정되면서 ‘행복도시’가 들어서는 지역은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
었다. 평범한 농촌마을의 건물들은 무너지고, 땅은 새로 다져지면서 이전과는 완
전히 다른 모습이 되었다. 높았던 언덕은 주변의 땅을 돋우면서 낮아졌고 농토에

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는 아파트, 도로, 여러 행정부처 건물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촌로들이 지키던
땅에는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부푼 기대와 꿈을 안고 정착했다.

‘임우설이 소종파의 서당을 창건하시어 전답을 많이 장만하고 종파의 모든 아
이들을 돈을 내지 않고 글을 배우도록 하여 후세에 출생한 사람들에게 배움에

작은갈미는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있었던 마을이다. 주민들은 보상금을 받아 인

힘쓰게 하여 수백 년을 보존하였으니 이것이 임우설이 학문이 많고 유업이 컸

근에 새로 세워진 아파트 혹은 타 지역으로 이주하였고, 그 후에 새로운 도시 건

던 때문인데 지금은 세상이 변하고 재산이 없어져 보존함이 전혀 없고 여름철

설을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 이런 변화는 비단 사람에게만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니

에 독서하는 정자는 이미 동리 물건이 되었으며 뜻밖에 늙은 느티나무 한 그루

었다. 행복도시 건설과정에서 마을에 있던 나무들은 조경을 위해 옮겨 심어지거

가 옛날의 모양을 갖추고 푸르고 푸르게 홀로 서 있어 후세 사람들이 아픈 마

나 벌목되었다. 다만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는 나무들은 함부로 베어낼 수 없었기

음을 두지 않음이 없다.’

때문에 작은갈미의 둥구나무는 무사할 수 있었다.

기록에 따르면 송월정은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설립한 것으로 340년의 역사를 자

이식하지 않은 작은갈미의 둥구나무는 그 주변에 낮은 나무 울타리를 만들어놓

랑하며 오랫동안 그 역할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제대로 된 관리

고, 소로길을 만들어 직원들이 산책할 수 있게 조성해 놓았다. 마을 주민의 말에

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기능이 점차 휴식공간으로 축소되었다. 임헌봉에 의하면

의하면 그 주변에 예부터 있던 대숲(竹林)과 소나무 몇 그루가 남아있다고 하지만

과거 송월정에 아이들이 모여서 공부한 것은 자신의 윗대에서 끊겼다고 한다. 그

원주민이 아닌 이들은 그 주변 일대가 어디였는지 전혀 체감하지 못할 만큼 바뀌

는 오히려 한여름이 되면 촌로들이 정자에 앉아 노를 꼬거나 주민들이 더위를 피

었다.

해 쉬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주변의 생태가 모두 바뀐 상황 속에서도 상당기간동안 이 ‘둥구나무’는 세종청사
과거 모든 농사일은 수작업으로 이루어져 노동의 강도가 높았다. 그런 까닭에 마

의 ‘수호신’이라고 불릴 만큼 매우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며 잘 자랐다. 겨울에도

을의 촌로들은 청장년들처럼 농사에 적극적으로 농사에 나서는 것에 어려움이 있

부채꼴모양의 가지를 크게 펼치고 자라 2012년 2월에는 ‘수호신 고목’으로 기사

었기 때문에 정자에 모여 노를 꼬고, 담소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정자에서 꼰

가 나올 정도였다. 비록 마을주민들과의 유대와 교류가 없어지긴 했으나 세종청

노는 자리를 매는 것과 같은 생활용품을 만드는데 사용되었다. 반면 농사일을 하

사 앞에서 이를 환영해주는 ‘수호신’이라는 명칭이 붙은 것이다.

는 청장년들은 한낮의 무더위와 밤더위를 피해 정자로 모였다. 한여름 밤에는 모
기를 쫓기 위해 ‘논담풀’을 피워놓고 잠을 청했다. 이 송월정에는 여성이 쉽게 접
근할 수 없었다는 것으로 보아 남성들의 전유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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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고개 정상에는 둥구나무와 함께 ‘모정’이라 불리던 송월정이 있다. 송월정은 소
나무 숲이 우거진 사이에서 달빛을 받으며 시를 읊고 공부를 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02 이 송월정은 일지평(逸持平)을 지낸 임우설(林遇卨)이 1670년경 건립
한 것이라고 전해온다. 그가 정자를 설립한 것을 후손들은 족보에 기록하여 전하

둥구나무 홀로되다

2005년 5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 공포됨과 동시에 세

02
국립민속박물관·한국토지공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인류·민속분야 문화유산 지표조
사 종합보고서 2, 국립민속박물
관·한국토지공사, 2006, 325쪽
참고.

종시의 출범이 확정되면서 ‘행복도시’가 들어서는 지역은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
었다. 평범한 농촌마을의 건물들은 무너지고, 땅은 새로 다져지면서 이전과는 완
전히 다른 모습이 되었다. 높았던 언덕은 주변의 땅을 돋우면서 낮아졌고 농토에

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는 아파트, 도로, 여러 행정부처 건물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촌로들이 지키던
땅에는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부푼 기대와 꿈을 안고 정착했다.

‘임우설이 소종파의 서당을 창건하시어 전답을 많이 장만하고 종파의 모든 아
이들을 돈을 내지 않고 글을 배우도록 하여 후세에 출생한 사람들에게 배움에

작은갈미는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있었던 마을이다. 주민들은 보상금을 받아 인

힘쓰게 하여 수백 년을 보존하였으니 이것이 임우설이 학문이 많고 유업이 컸

근에 새로 세워진 아파트 혹은 타 지역으로 이주하였고, 그 후에 새로운 도시 건

던 때문인데 지금은 세상이 변하고 재산이 없어져 보존함이 전혀 없고 여름철

설을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 이런 변화는 비단 사람에게만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니

에 독서하는 정자는 이미 동리 물건이 되었으며 뜻밖에 늙은 느티나무 한 그루

었다. 행복도시 건설과정에서 마을에 있던 나무들은 조경을 위해 옮겨 심어지거

가 옛날의 모양을 갖추고 푸르고 푸르게 홀로 서 있어 후세 사람들이 아픈 마

나 벌목되었다. 다만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는 나무들은 함부로 베어낼 수 없었기

음을 두지 않음이 없다.’

때문에 작은갈미의 둥구나무는 무사할 수 있었다.

기록에 따르면 송월정은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설립한 것으로 340년의 역사를 자

이식하지 않은 작은갈미의 둥구나무는 그 주변에 낮은 나무 울타리를 만들어놓

랑하며 오랫동안 그 역할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제대로 된 관리

고, 소로길을 만들어 직원들이 산책할 수 있게 조성해 놓았다. 마을 주민의 말에

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기능이 점차 휴식공간으로 축소되었다. 임헌봉에 의하면

의하면 그 주변에 예부터 있던 대숲(竹林)과 소나무 몇 그루가 남아있다고 하지만

과거 송월정에 아이들이 모여서 공부한 것은 자신의 윗대에서 끊겼다고 한다. 그

원주민이 아닌 이들은 그 주변 일대가 어디였는지 전혀 체감하지 못할 만큼 바뀌

는 오히려 한여름이 되면 촌로들이 정자에 앉아 노를 꼬거나 주민들이 더위를 피

었다.

해 쉬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주변의 생태가 모두 바뀐 상황 속에서도 상당기간동안 이 ‘둥구나무’는 세종청사
과거 모든 농사일은 수작업으로 이루어져 노동의 강도가 높았다. 그런 까닭에 마

의 ‘수호신’이라고 불릴 만큼 매우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며 잘 자랐다. 겨울에도

을의 촌로들은 청장년들처럼 농사에 적극적으로 농사에 나서는 것에 어려움이 있

부채꼴모양의 가지를 크게 펼치고 자라 2012년 2월에는 ‘수호신 고목’으로 기사

었기 때문에 정자에 모여 노를 꼬고, 담소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정자에서 꼰

가 나올 정도였다. 비록 마을주민들과의 유대와 교류가 없어지긴 했으나 세종청

노는 자리를 매는 것과 같은 생활용품을 만드는데 사용되었다. 반면 농사일을 하

사 앞에서 이를 환영해주는 ‘수호신’이라는 명칭이 붙은 것이다.

는 청장년들은 한낮의 무더위와 밤더위를 피해 정자로 모였다. 한여름 밤에는 모
기를 쫓기 위해 ‘논담풀’을 피워놓고 잠을 청했다. 이 송월정에는 여성이 쉽게 접
근할 수 없었다는 것으로 보아 남성들의 전유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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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물이 되어가는 둥구나무

세종청사의 ‘수호신’이라고 불리던 둥구나무는 시간이 지나자 그 기세를 잃어갔
다. 주변의 환경이 바뀐 탓이거나, 너무 가물었던 탓인지, 2008년부터 점차 나무
가 말라서 고사되기 시작하였다. 최준호 기자가 이를 초점으로 신문에 지속적으
로 보도하자 시청에서는 보호수에 수액을 투여하기 시작했다. 시청에서도 수액을
투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기는 했지만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나무가 주민들
과 멀어진지 고작 2년만의 일이었다.

150년이 넘는 시간동안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어온 나무였다. 숱한 가뭄을 경험
했을 것이고 그때마다 고비를 넘겼을 것이다. 일제강점기 당시 나무를 벌채해가
는 상황에서도 살아남았으며, 한국전쟁 당시 군용물자로 될 뻔한 위기도 넘겼던
나무였다. 그런 나무가 마을과 떨어진지 고작 2년 만에 그 기세를 잃기 시작했다.

2012년
세종청사의
수호신이 된
둥구나무
(최준호 제공)

나무 역시 사람과의 이별을 통감한 것이라 볼 수 있겠다. 그런 점에서 나무도 상
실감을 느끼고 과거의 위세를 잃어간 것은 아닐까.

마을의 ‘둥구나무’였던 보호수는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세종청사의 ‘수호신’이 되
었다가 이후 그 기세를 잃어가자 ‘흉물’이 되었다. 마을의 경계에 있으면서 지표
역할을 해주던 나무의 기능은 산책로의 조경수로 바뀌었지만 이제는 그 마저도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조사자들이 과거 작은갈미에 거주하던 주민들과 연락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그
들은 ‘이제 죽어가는 나무 무슨 얘기할 것이 있느냐’며 나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매우 꺼렸다. 이는 나무가 죽어가는 서운함에 그런 반응을 보인 것으로 생각
된다. 작은갈미에 살지는 않았지만, 바로 이웃한 종촌리에 살았던 임헌봉은 볼품
이 없어진 나무에 대해 안타까워했다.

감정이 이제 안타까운거 뿐이여. 그 정자나무가 무성하게 예전처럼 그랬으면
좋은데 지금 가보면 나무가 많이 상하고, 그런거 보면은 그냥 안타깝고, 안쓰
럽고 이제 그것을 ‘우리가 못지켜줘서 나무가 당했구나’ 그런 느낌이 들고 그
렇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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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물이 되어가는 둥구나무

세종청사의 ‘수호신’이라고 불리던 둥구나무는 시간이 지나자 그 기세를 잃어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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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말라서 고사되기 시작하였다. 최준호 기자가 이를 초점으로 신문에 지속적으
로 보도하자 시청에서는 보호수에 수액을 투여하기 시작했다. 시청에서도 수액을
투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기는 했지만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나무가 주민들
과 멀어진지 고작 2년만의 일이었다.

150년이 넘는 시간동안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어온 나무였다. 숱한 가뭄을 경험
했을 것이고 그때마다 고비를 넘겼을 것이다. 일제강점기 당시 나무를 벌채해가
는 상황에서도 살아남았으며, 한국전쟁 당시 군용물자로 될 뻔한 위기도 넘겼던
나무였다. 그런 나무가 마을과 떨어진지 고작 2년 만에 그 기세를 잃기 시작했다.

2012년
세종청사의
수호신이 된
둥구나무
(최준호 제공)

나무 역시 사람과의 이별을 통감한 것이라 볼 수 있겠다. 그런 점에서 나무도 상
실감을 느끼고 과거의 위세를 잃어간 것은 아닐까.

마을의 ‘둥구나무’였던 보호수는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세종청사의 ‘수호신’이 되
었다가 이후 그 기세를 잃어가자 ‘흉물’이 되었다. 마을의 경계에 있으면서 지표
역할을 해주던 나무의 기능은 산책로의 조경수로 바뀌었지만 이제는 그 마저도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조사자들이 과거 작은갈미에 거주하던 주민들과 연락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그
들은 ‘이제 죽어가는 나무 무슨 얘기할 것이 있느냐’며 나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매우 꺼렸다. 이는 나무가 죽어가는 서운함에 그런 반응을 보인 것으로 생각
된다. 작은갈미에 살지는 않았지만, 바로 이웃한 종촌리에 살았던 임헌봉은 볼품
이 없어진 나무에 대해 안타까워했다.

감정이 이제 안타까운거 뿐이여. 그 정자나무가 무성하게 예전처럼 그랬으면
좋은데 지금 가보면 나무가 많이 상하고, 그런거 보면은 그냥 안타깝고, 안쓰
럽고 이제 그것을 ‘우리가 못지켜줘서 나무가 당했구나’ 그런 느낌이 들고 그
렇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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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1리
골말의 둥구나무

둥구나무와 송원리 풍물단

골말 안쪽에는 300년 이상된 느티나무 보호수가 마을회관 앞에 자리 잡고 있다.
1996년 11월 29일에 보호수로 지정되었으며 마을 주민들은 이를 ‘둥구나무’라고
불렀다. 음력 정월보름에는 둥구나무에 제사를 올리는데 이는 새마을운동 당시

송원리(松院里)는 과거 연기군 남면에 속해 있었으나 세종시의 출범으로 현재는

중단되었다가 마을 주민들이 교통사고가 나는 등 인명피해가 잦아지면서 다시 지

연기면 세종3리로 편입되었다. 송원1리는 크게 송계동, 골말, 새터, 대소골, 만자

내기 시작했다.

동 다섯 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 중 골말은 송계동과 새터 사이에
둥구나무 제사의 시작은 송원 풍물단이 알린다. 송원 풍물단은 2000년도에 주민

위치해 있어 곡촌(谷村)으로도 불렸다.

들이 자체적으로 결성해 운영했던 것으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었다.
우리 송원리는 소나무 松자 송원리거든, 집 원자. 소나무가 많았던 것은 사실
이고 그리고 백제고분이 있었고, 마을 뒷산에 있었고. 또 효자 열녀가 많아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내가 이장을 볼때 동네 주민들을 회관에 모이게 해

정문도 아마 5, 6개 있었을거야. 지금 다 소멸되고 없지만, 이전되고. 송원리

서 농악을 가르쳤어. 그 농악을 배우는 회원들을 중심으로 정초에 풍물을 하고

는 그렇게 배산임수라고 해서 뒤에 산, 앞에 금강, 기름진 문전옥답 살기좋은

‘걸립’이라고 옛날에 호별 방문을 하면서 복을 빌어주고 또 거기서 나오는 쌀

동네였어.

이랄까 기부금을 가지고 동네 일에 쓰고, 그때부터 마을에 수호신은 둥구나무

- 김창재(남, 1947년생)

에 제사를 드린거야. 세종시가 오기전부터 지냈지. 

- 김창재

둥구나무는 마을의
크고 작은 잔치가
열리는 장소였다.

둥구나무 제사의
시작을 알리던 송
원 풍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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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1리
골말의 둥구나무

둥구나무와 송원리 풍물단

골말 안쪽에는 300년 이상된 느티나무 보호수가 마을회관 앞에 자리 잡고 있다.
1996년 11월 29일에 보호수로 지정되었으며 마을 주민들은 이를 ‘둥구나무’라고
불렀다. 음력 정월보름에는 둥구나무에 제사를 올리는데 이는 새마을운동 당시

송원리(松院里)는 과거 연기군 남면에 속해 있었으나 세종시의 출범으로 현재는

중단되었다가 마을 주민들이 교통사고가 나는 등 인명피해가 잦아지면서 다시 지

연기면 세종3리로 편입되었다. 송원1리는 크게 송계동, 골말, 새터, 대소골, 만자

내기 시작했다.

동 다섯 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 중 골말은 송계동과 새터 사이에
둥구나무 제사의 시작은 송원 풍물단이 알린다. 송원 풍물단은 2000년도에 주민

위치해 있어 곡촌(谷村)으로도 불렸다.

들이 자체적으로 결성해 운영했던 것으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었다.
우리 송원리는 소나무 松자 송원리거든, 집 원자. 소나무가 많았던 것은 사실
이고 그리고 백제고분이 있었고, 마을 뒷산에 있었고. 또 효자 열녀가 많아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내가 이장을 볼때 동네 주민들을 회관에 모이게 해

정문도 아마 5, 6개 있었을거야. 지금 다 소멸되고 없지만, 이전되고. 송원리

서 농악을 가르쳤어. 그 농악을 배우는 회원들을 중심으로 정초에 풍물을 하고

는 그렇게 배산임수라고 해서 뒤에 산, 앞에 금강, 기름진 문전옥답 살기좋은

‘걸립’이라고 옛날에 호별 방문을 하면서 복을 빌어주고 또 거기서 나오는 쌀

동네였어.

이랄까 기부금을 가지고 동네 일에 쓰고, 그때부터 마을에 수호신은 둥구나무

- 김창재(남, 1947년생)

에 제사를 드린거야. 세종시가 오기전부터 지냈지. 

- 김창재

둥구나무는 마을의
크고 작은 잔치가
열리는 장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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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마을, 상처 입는 둥구나무

급박했던 이식 작업, 그리고 오해

평범한 생활을 유지하던 주민들에게 엄청난 변화가 찾아왔다. 2006년 행복중심

보호수와 같이 수백 년이 된 고목의 경우 뿌리가 땅속 깊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복합도시 건설 시범단지인 ‘첫마을’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것이 보도되었기 때문이

온전하게 이식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년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

다. 송원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이주가 이루어지는 마을이었다.

나 송원리 둥구나무의 경우 공사를 장기간 동안 중단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루라
도 빨리 이식하여 공사를 진행해야 했다. 이에 건설업체로부터 연락을 받았던 운

모든 마을 주민들이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세를 들어 사는 사람

암조경의 신청철은 단 이틀 만에 나무 이식을 실행하였다. 이 사실을 전혀 알지

의 경우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런 경우 이주를 하더라도 갈 곳이 마땅하지 않았

못했던 주민들은 뒤늦게 나무가 사라진 것을 알고 모두 “우리 마을 수호신 나무가

다. 결국 마을 내에서는 세종시의 출범을 찬성하는 이들과 반대하는 이들 사이에

어디로 갔느냐, 찾아내라”며 시행사 측에 항의를 하였다.

갈등이 생겨나 반대하는 이들은 찬성하는 이들이 마을회관에 오지 못하게 하기도
하였다. 오랜 시간을 같이 해온 주민들 사이에 충돌이 있을 만큼 이 당시 마을의

LH에서는 오래된 보호수니까 이전해서 살리야 할 의무가 있고 한데, 그 나무

분위기는 매우 험악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미 세종시의 출범이 확정된 상황에서

가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하니까, 우리는 건설청이나 LH에 강력하게 항의해서

주민들의 항의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없었고, 결국 끝까지 마을에 남아있던 주민

‘찾아내라, 살려라. 우리가 이렇게 위하던 나무다’ 하니까 일부 비용도 대고,

들은 끝내 강제 집행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다. 그렇게 몇 백 년의 세월을 간직한

제사도 지내고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 어떤 놈이 사업하러 온 놈이 그냥 파

마을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갔다

치워도 그렇게 안하겠지, 그러고 팔아먹어 버린거야. 그러니까 나무가 없으니
까 주민들이 들고 일어난거지. 

- 김창재

이후 송원리는 새로운 도시 건설을 위해 벌목작업부터 시작하였는데, 이 과정에
서 송원리 골말의 둥구나무의 보호수 표지판이 사라졌지만, 인부들이 나무를 심

“마을은 사라져도 나무는 남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주민들은 하루아침에 나무가

상치 않게 생각하여 베어내기를 계속 미루었다.

사라진 것에 대해 서운함을 감출 수 없었던 것이다. 이식하는 과정에 정작 마을주

과거 사람들은 고목에 영험함이 깃들어 있다고 믿어 함부로 베어내지 않았다. 예

민들은 빠져있었던 탓에 이식을 담당했던 신청철은 ‘도둑놈’이 되어 있었다. 구두

컨대 나무를 베어다 땔감을 사용했던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서 세상을 떠났다거나

(口頭)였긴 하지만 허락을 받고 자비를 들이면서까지 이식을 실행한 신청철은 이

혹은 크게 다쳤다는 내용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던 인부들은 골

상황을 알게 되자 억울할 수 밖에 없었다.

말의 둥구나무를 쉽게 베어내지 못했던 것이다.  
벌목업자하고 나하고 현장에서 옮겼는데 한신공영이라는 그 공사 업체, 공사부 차
장인가 하는 사람한테 전화가 온거야. ‘실제 조경업자가 와서 이 나무를 옮겨가려고

좌.
주민들이 이주후
홀로 남은
둥구나무

왔는데 그때 가져가도 되겠느냐.’ 된다는거야. 나는 간접적으로 확인을 받았으니까.
아 이 나무는 정말 베어질 운명에 처해 있는 나무구나 그렇게 인식하고 그걸 옮겼는
데 3일째 되는 날 아주 난리가 난거야. 세종시청, LH, 한신공영 사람들과 동네사람도
다 온거야. 더군다나 그날 SBS에서 취재도 해갔어. 


우.
잘라낸
둥구나무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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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생활을 유지하던 주민들에게 엄청난 변화가 찾아왔다. 2006년 행복중심

보호수와 같이 수백 년이 된 고목의 경우 뿌리가 땅속 깊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복합도시 건설 시범단지인 ‘첫마을’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것이 보도되었기 때문이

온전하게 이식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년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

다. 송원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이주가 이루어지는 마을이었다.

나 송원리 둥구나무의 경우 공사를 장기간 동안 중단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루라
도 빨리 이식하여 공사를 진행해야 했다. 이에 건설업체로부터 연락을 받았던 운

모든 마을 주민들이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세를 들어 사는 사람

암조경의 신청철은 단 이틀 만에 나무 이식을 실행하였다. 이 사실을 전혀 알지

의 경우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런 경우 이주를 하더라도 갈 곳이 마땅하지 않았

못했던 주민들은 뒤늦게 나무가 사라진 것을 알고 모두 “우리 마을 수호신 나무가

다. 결국 마을 내에서는 세종시의 출범을 찬성하는 이들과 반대하는 이들 사이에

어디로 갔느냐, 찾아내라”며 시행사 측에 항의를 하였다.

갈등이 생겨나 반대하는 이들은 찬성하는 이들이 마을회관에 오지 못하게 하기도
하였다. 오랜 시간을 같이 해온 주민들 사이에 충돌이 있을 만큼 이 당시 마을의

LH에서는 오래된 보호수니까 이전해서 살리야 할 의무가 있고 한데, 그 나무

분위기는 매우 험악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미 세종시의 출범이 확정된 상황에서

가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하니까, 우리는 건설청이나 LH에 강력하게 항의해서

주민들의 항의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없었고, 결국 끝까지 마을에 남아있던 주민

‘찾아내라, 살려라. 우리가 이렇게 위하던 나무다’ 하니까 일부 비용도 대고,

들은 끝내 강제 집행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다. 그렇게 몇 백 년의 세월을 간직한

제사도 지내고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 어떤 놈이 사업하러 온 놈이 그냥 파

마을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갔다

치워도 그렇게 안하겠지, 그러고 팔아먹어 버린거야. 그러니까 나무가 없으니
까 주민들이 들고 일어난거지. 

- 김창재

이후 송원리는 새로운 도시 건설을 위해 벌목작업부터 시작하였는데, 이 과정에
서 송원리 골말의 둥구나무의 보호수 표지판이 사라졌지만, 인부들이 나무를 심

“마을은 사라져도 나무는 남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주민들은 하루아침에 나무가

상치 않게 생각하여 베어내기를 계속 미루었다.

사라진 것에 대해 서운함을 감출 수 없었던 것이다. 이식하는 과정에 정작 마을주

과거 사람들은 고목에 영험함이 깃들어 있다고 믿어 함부로 베어내지 않았다. 예

민들은 빠져있었던 탓에 이식을 담당했던 신청철은 ‘도둑놈’이 되어 있었다. 구두

컨대 나무를 베어다 땔감을 사용했던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서 세상을 떠났다거나

(口頭)였긴 하지만 허락을 받고 자비를 들이면서까지 이식을 실행한 신청철은 이

혹은 크게 다쳤다는 내용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던 인부들은 골

상황을 알게 되자 억울할 수 밖에 없었다.

말의 둥구나무를 쉽게 베어내지 못했던 것이다.  
벌목업자하고 나하고 현장에서 옮겼는데 한신공영이라는 그 공사 업체, 공사부 차
장인가 하는 사람한테 전화가 온거야. ‘실제 조경업자가 와서 이 나무를 옮겨가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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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는데 그때 가져가도 되겠느냐.’ 된다는거야. 나는 간접적으로 확인을 받았으니까.
아 이 나무는 정말 베어질 운명에 처해 있는 나무구나 그렇게 인식하고 그걸 옮겼는
데 3일째 되는 날 아주 난리가 난거야. 세종시청, LH, 한신공영 사람들과 동네사람도
다 온거야. 더군다나 그날 SBS에서 취재도 해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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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철(남, 1969년생)

81

둥구나무를 살리기 위한 노력

이식을 하고 겨우 3일이 지난 시점에 마을 주민들, 건설청, 시청 직원들뿐만 아니

송원리 보호수의 일이 보도되면서 건설청에서도 서울의 나무전문병원의 사람을

라 기자들까지 찾아와 운암조경의 앞마당은 인산인해를 이룰 정도로 크게 주목받

불러 보호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기 시작했다.  

그러나 나무전문병원의 전문가도 이를 살려낼 수 있는 좋은 묘수를 찾아내지 못
했고, 결국 신청철이 이를 맡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신청철은 고목을 살려내 본

처음에는요 내가 나무를 훔쳐온 줄 알았어. 그래서 나는 이제 기분도 나쁜거

경험이 전혀 없었다.

야. 방송에도 처음에는 누가 훔쳐간 거로 나오데. SBS보면 정말 이틀인가 나오
는데 처음에는 절단해서 훼손된 현장사진 촬영하고 가고 이제 나무 업자가 도

제안을 냈어. 제안을 낸 게 온실을 져가주고. 어느 정도 잎이나 활착이 될 때까지 온실

굴해 간거로 처음에는 자기도 그렇게 인식한거야. 마지막에는 어떻게 나오냐

을 져서 수분과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를 해가지고 살려보겠다. 그러니까 신생아로 말

면 그래도 조경업자가 자비를 들여서 그나마 옮겨주고 다시 회생해서 있다. 이

하면 인큐베이타 식으로 온실을 졌어요. 나무 전체에다. - 신청철

렇게 나와. 

- 신청철
신청철이 생각해 낸 묘안은 나무 온실을 짓는 것이었다. 즉 비닐하우스를 나무에

송원리 골말 둥구나무 이식은 2008년 3월 4일 SBS뉴스에 보도될 정도로 이슈가 되

지어줌으로써 기온과 습도 등을 조절하여 살려내고자 한 것이다. 신청철씨는 온

었는데, 당시 정확한 정황을 몰랐던 기자들은 절단된 나무 가지, 볼품 없어진 나무

실을 짓고 난 뒤에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나무의 상태를 확인했다.

의 사진과 함께 조경업자인 신청철이 훔쳐간 것으로 보도하였었다. 그러나 이내 그
가 자비로 보호수를 옮겼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다시 알려지기 시작했다.  

온실을 져가주고 수시로, 물 습도, 물을 뿌려주고 또 너무 더울 때 처음에 봄이
었으니까 봄에는 햇빛이 뜨겁지가 않으니까 적정온도가 되요. 그런데 여름 때
이렇게 6월달 정도 되면 온도가 확 올라가면 그럴 때는 환기를 시켜주고, 그러
고 수분공급을 계속 해줬어요. 첫 해는 하루에 한, 아마 그 나무한테 정성을 쏟
은 거로 하면은 여지까지 그렇게 안했을꺼야. 하여튼 2-30번을 여기서 왔다갔
다 해. 계속 그 나무로. 

- 신청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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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밖으로 이주했던 주민들은 마을의 둥구나무가 신청철의 조경회사에서 관리

다시 둥구나무를 찾는 사람들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보러 왔다. 주민들 약 2-30명이 왔다고 하니, 얼마
나무를 이식하여 살려내 본 경험이 없었던 신청철은 보호수에 대한 관심과 애정

나 이 일을 중하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다. 주민들은 둥구나무 앞에 도착하자마자

으로 온 힘을 쏟았다. 그 덕분에 송원리 마을 주민들의 오해를 풀고 원만한 관계

풍물을 쳤는데,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나무를 다시 찾은 것에 대한 기쁨을 나눈 것

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었다. 이후 주민들은 신청철씨를 믿고 나무를 맡겼으며 나무가 재이식 된 후에
도 고마운 마음을 가졌다. 그 뒤에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지속되었다. 특히 목

처음에는 주민들이 막 거기 살던 주민들이 다 외지로 나갔는데 다 모여가주고

신제를 지낼 때는 마을 주민 뿐만 아니라 건설청에서도 찾아왔다.

버스를 타고서, 2-30명이 온거야. 처음에는 처음 오는 날부터 막 그 사람들이
국악을 막 시키더라고. 자기네 동네 나문데 이렇게 훼손되었으니까 그 책임을

비록 이식하여 마을에서 떠나온 둥구나무였지만, 마을 주민들은 여전히 고향 주

가져서 지게 더 하는거야. 그러다 보니까 나하고 조금 트러블, 마찰이 있더라

변을 떠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목신제를 지냈다. 목신제를 지냄으로써 흩어진

고. 처음에 책임자한테, 나 이 나무 훔쳐온 것도 아니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가

마을 주민들이 다시 모일 수 있었는데, 이는 나무의 역할이 바뀌었음을 말한다.

져왔다. 대신에 내 나름대로 살려서 그쪽으로 옮길 수 있게 할테니까 믿어봐

즉 마을에 있을 당시에는 마을과 그 주민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던 둥구나무가

라. 처음에는 나도 강하게 이케 나갔지. 그랬더니 동네분들은 나한테 안하더라

이식된 후에는 흩어진 주민들을 한 곳에 모일 수 있게 하는 구심점이 된 것이다.

고. 그래서 가서 심을 때까지 동네분들하고 크게 마찰이 없었어. 오히려 고마
워하지. 

- 신청철

▒ 행복도시 건설 전후로 변화된 둥구나무의 역할

나무의 회생을 위해
운암조경으로 이식한 이후
둥구나무의 안영을
기원하는 목신제를
지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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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리로 돌아가는 둥구나무

둥구나무를 마을에서 조경회사 앞마당으로 이식하고 3년이 지나자 나무가 매우

봄에 이식해왔던 나무는 만 3년이 지나고 다시 찾아온 봄에 다시 첫마을 근린공

다복하게 자랐다. 이에 마을 주민들은 나무를 마을이 있던 곳으로 옮기고자 하였

원 내 한쪽 자리로 옮겨갔다. 근린공원 지도에는 ‘송원정’이 표시되어 이제는 근

고, 신청철 역시 동의하였다. 하지만 마치 자식처럼 지켜봐왔던 나무가 돌아가는

린공원의 조경으로도 자리잡았다. 또 송원어린이집이 바로 곁에 있으며, 놀이터

것에 대한 서운함과 아쉬움도 있었다.

와 맞붙어있다.

나는 그라고 나서 뭐 충분히 그쪽에서 보상은 경제적 대가는 받았지만, 나중에

자리를 잡고 한동안 잘 자라던 나무는 여름이 되자 점차 시들어가기 시작했다. 이

3년째 여기서 있다가 정식으로 위치를 잡아서 갔아요. 굉장히 서운하더라고.

를 본 현장 사람들은 바로 신청철에게 알려 다행히 빠르게 조치를 취할 수 있었

굉장히 서운했어. 그리고 지자리 간다고 하니까 어째뜬 그 자리 사는게 더 낫

다. 나무가 말라간 것은 가뭄과, 이식한 땅의 부지가 나무에 비해 좁고, 토양이 물

겠다. 

을 머금지 못하고 바로 흘려보내는 마사토였기 때문이었다. 이는 물을 많이 필요

- 신청철

로 하는 느티나무에게는 맞지 않았다. 이에 신청철은 나무가 자라던 조경회사 앞
처음 포클레인으로 나무를 이식하고, 비닐하우스를 치는 등의 작업은 신청철씨는

마당에 있는 흙을 옮겨주었다.

자신의 자비로 해결 하였으나, 이후에 건설청 측에서 그만큼의 금전적인 보상을
받았다. 나무가 잘 살아나면서 그들의 이미지도 쇄신할 수 있었을 터이니, 서로에

이식한 뒤 보호수의 관리는 신청철이 아닌 ‘시’의 역할이었다. 그러나 어렵게 살

게 좋은 일이었다. 나무가 다시 제 모습을 찾아가자 송원리가 있던 위치로 이식을

려낸 보호수가 오랫동안 다시 잘 살길 바라는 마음의 정성과 애정이 담겨 있었기

결정하게 되었지만, 신청철은 서운함을 감출 수 없었다. 그동안 나무에 정이 들었

때문에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만 볼 수 없었다. 신청철은 이제 “보호수라는 말을

던 탓이었다. 하지만 이식을 한 뒤에도 신청철은 나무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들으면 당연히 송원리 보호수”가 생각난다고 한다. 이처럼 그에게도 송원리 보호

하였다. 이는 어떠한 보상 때문도 아닌 자신이 그동안 가진 나무에 대한 애정 때

수는 남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보호수가 잘 살아난 이후 그는 사업도 잘 풀

문이었다.

리기 시작했다.

그 나무 덕분에 다른 좋은 일도 많이 있었어요. 그거 하면서 다른 공사도 거의
다 맡게 되서 할 수 있게 되고, 그거 말고도 경제적인 거는 덕을 많이 봤죠. 좋
은 일 많았어요. 다른 데서도 그 큰 나무 관련해서 조문도 받았었고. 서울에 있
는 나무병원에 얘기할 거를 내가 경험있으니까 나한테 가져오죠.


- 신청철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보호수를 이식한 보상비를 모두 받을 수 있었고, 이와 비

둥구나무 이식작업

슷한 일들에 있어서 자문을 해주기도 하고, 또 맡기도 했었다. 서울의 전문가들이

3년간의 치료와 회복을
마치고 원래 송원리가
자리했던 첫마을
근린공원으로 둥구나무가
이식되었다.

맡을 일들이 신청철에게 오기도 하였다. 보호수를 살려낸 덕분에 그만큼 운암조
경에 대한 신뢰도와 인지도가 올라간 것이다.

둥구나무의 위기와 행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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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리 주민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둥구나무

내고향 송원리

마을 주민들은 처음 갑작스럽게 이식되면서 가지가 모두 잘린 둥구나무를 보았을 때는
서운함을 감출 길이 없었다. 하지만 다복하게 자란 나무를 보며 그 당시 신청철의 말들을

솔 향기 그윽한 내 고향 송원리 송림 속 까치소리 금강 물 유유히 흐르고

이해하였다.

마을에 수호신 골말에 동구나무 무재무탈 안녕을 지켜주시었네.
서낭당 고개마루 충효마을 이정표석 수문장처럼 근엄하여라.

마음이 아팠지만은, 그렇게 무식하게 자르지 않고선, 이식했으만 못 살렸을거
야. 그냥 가혹하게 쳤으니까, 그게 이제 수분같은 것이 이제 가지가 많으면 필

송계동 요골, 돌쇠뿌리, 참새골, 방죽거리, 망덕봉, 부엉바위, 삼선당, 만자골, 정문거리,

요한데 그렇게 쳤으니까 나무가 살았다. 근데 이제 좋은 영양제 투입하고 하우

들판에 통뫼산, 대속골, 안대속골, 잉어골, 방고개, 벽장골, 골말, 샛뜸, 샛터,

스 져주고 하니까 나무가 다복하게 소생을 하더라고. 다행스러운거지. 

구래뿌리, 원호마을, 머래, 강건너 한림정나루, 대평리, 비학산.



일출봉에 아침 해가 솟아오르면 하루일과를 시작하고

- 김창재

남쪽 한림정에서 미풍이 불어 샛터 뒷매 저녁 노을 앞들에 길게 드리우면,
하루일과를 접어두고 휴식에 밤을 지새든 그 시절 인심 좋고 살기 좋은 송원리

이전만큼이나 잘 자라준 나무는 앞으로 새로운 환경에서 지내야겠지만, 마을 주

세종시 첫마을 빌딩숲을 이루었네.

민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있다. 나무를 되찾은 마을 주민들은 이제 마을의 향우회
와 목신제를 지내는 날엔 모두 이식된 둥구나무 앞으로 모인다. 둥구나무는 이제

높던 뒷산 낮아지고 금강에 백사장 겨울이면 철새들 군무를 이루고,

마을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주는 ‘구심점’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여름이면 강가에 미역감던 동무들 지금은 어디에 살고 있나요.
앞들 풀밭에 꼴 베고 소 몰던 그날들 아득한 옛이야기 되었네.
푸른 금강 물 위에 명품가교 높이 건설하여 금강에 기적을 이루어
밤이면 취황란란한 네온불빛 불야성을 이루네.
봄이면 종달새 아지랑이 나물캐든 강변에 자전거길 포장되고
돌쇠뿌리 휘돌던 물 금남보 준설되어 옛 모습 간데 없네.
봄이면 씨앗 드려 여름내내 가꾸어서 가을에 추수하고
품앗이 두레하든 어머니 품 속 같은
송원리 내 고향 앞들에 농사짓고 뒷산에 나무하며 이웃과 나누던정 그리워라
나에 고향 송원리에 행복도시 건설되니 대대손손 지켜온 땅
그 터전 그 영화 자손만대 찬란히 빛나기를 천지신명 전에 축원드리며
천하제일 명품도시 세종시여 천세만세 영원히 빛나소서.

                                                       2014년 1월 15일
                                             정월대보름  김창재 지음
제보자
김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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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리 주민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둥구나무

내고향 송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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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던 뒷산 낮아지고 금강에 백사장 겨울이면 철새들 군무를 이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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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이면 강가에 미역감던 동무들 지금은 어디에 살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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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제일 명품도시 세종시여 천세만세 영원히 빛나소서.

                                                       2014년 1월 15일
                                             정월대보름  김창재 지음
제보자
김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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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와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마을숲

최근 힐링(healing)이 유행이다. 힐링을 테마로 한
TV예능프로그램이 생기는가 하면 힐링을 소재로 한 책들이 쏟아져 나온다. 지친
현대인들에게 치유와 회복이 필요해지고, 절실해지면서 각광받기 시작한 것이다.
이 힐링의 대표적인 이미지 중 하나가 ‘자연’이다. 초록빛이 가득한 곳에 들어가
면 몸과 마음이 치유 받는 느낌을 받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 자연은 ‘숲’이기도 하
다. 각박한 도시와 완전히 대비되는 곳이 바로 숲이기 때문이다. 빌딩들이 수직으
로 뻗어있고 그 밑으로는 차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바삐 움직이는 생활에 피로를
느끼고 지쳐간다. 반면 초록빛이 만연한 숲은 자연 그대로의 것을 간직하고 있어
조용하고 깨끗하며 맑은 기운을 가지고 있는 곳으로 여겨진다. 이렇듯 힐링의 대
표적인 이미지 중 하나가 ‘숲’인 것이다.

이에 도시에서도 이른바 ‘도시숲’을 조성하는 곳이 많아졌다. 해외에서도 역시 도
시에 숲을 조성하는 작업들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대표적으로 미국 뉴욕에 있는
센트럴파크를 들 수 있다. 숲이 삶의 질을 높여준다는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것이다. 세종시에도 역시 도시에 숲을 조성하려는 움직임들이 많아지고 있
다.

최근에는 ‘숲어린이집’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숲어린이집은 정해진 수업을 하
고, 갇힌 공간에서만 활동하는 것 아니라 숲으로 가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느끼고
즐기며 주체적으로 놀이를 만들어간다. 숲이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는 것이다. 숲
을 통한 교육은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매우 건강한 방법이라는
것이 증명되면서 주목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세종시에서는 국내 최초
국공립 숲유치원을 개설한다고 표명하였다.
센트럴파크 (위키디피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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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마을의 ‘숲’에 대한 인식

현대인들에게 숲은 ‘힐링’, ‘정화’의 공간이자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공간으로 주
목받고 있다. 그렇다면 전통사회에서 숲은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닌 공간이

고문서에 기록된 마을숲

마을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인위적으로 마을숲을 조성하여 보호하고 유지했다는 기록은

01
김학범·장동수,
마을숲, 열화당,
1999, 16쪽.

여러 문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세종시에 편입되어 사라진 반곡리에서 전해지던 반
곡식목서(盤谷植木序)’에도 이런 내용이 확인된다. 반곡식목서는 1794년 당대 마을

었을까. 산은 숲의 의미를 가지고 있진 않았다. 오히려 마을 앞이나 혹은 양끝 또
는 마을 뒷산에 인위적으로 주민들이 나무를 심어놓고 지켜나가는 곳을 ‘숲’이라
고 여겼다. 이를 ‘마을숲’이라고 하는데 이는 마을을 ‘보호’하고 ‘공간을 구획’하는
의미가 강했다. 개인보다 공동체 생활이 중심이 되던 과거에 숲은 힐링의 대상이
아닌 공동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필수적 공간이었다.

숲을 조성해야하는 까닭과 이후 지켜야할 규정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02
정명철,
생태문화의 보물창고
마을숲을 찾아가다,
마을숲을 다시본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반곡리는 본래 수구(水口)가 뚫린 형국의 마을이었다. 반곡식목서를 쓴 성호(成
灝, 1764~1834)는 “대지의 수구 속으로는 반석과 같이 튼튼한 기반이 없고, 겉으
로는 큰 나무가 번식하지 않는다면 지맥(地脈)을 보(補)하여 사산(四山)을 보양(保

마을숲은 마을 사람들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조성되어 보호 또는 유지되어 오는

養)할 수가 없습니다. 인체에 수구를 비유하면, 안으로는 중요한 치아가 없고 밖

숲으로, 마을의 역사, 문화, 신앙 등 마을 사람들의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

으로 무성한 수염이 없다면, 몸을 보할 수 없고 중요한 곳을 잠글 수 없습니다.”라
03
반곡식목서에 대한
내용은 김호걸의 연구
「생활문물연구」 20호,
국립민속박물관,
2007를 참고하였다.

고 있다.01 또한 마을숲은 마을과 숲, 혹은 인간과 자연이라는 두 이질적인 요소가
결합된 공간이다.02

고 하여 수구를 막는데 숲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03
또한 과거 반곡리는 “물산(物産)과 재부(財富)가 풍족하고 인구도 번성하여 가가
호호 생활에 어려움이 없고, 재해가 적어 사람들이 장수하고 평안”하였으나 이후
“상전벽해가 되고 농사가 황폐해진 이유는 수구가 황폐해졌기 때문”이라고 하였
다. 그러면서 “수구에 나무를 심는 것은 사람이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는 것”이라
며 수구에 나무를 심는 것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 거듭 설명하였다. 책의 마지막
장에는 숲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다섯 가지 절목을 정리해 주민들이 지켜야 하
는 규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순창군 금과면
고례리 정문등
(순창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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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금과면
고례리 정문등
(순창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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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나무를 심고 나서 수목을 기르고 파괴하는 것을 금지하는 일은 매년 동

세종시 마을숲
둘러보기

장(洞長)에게 착실하게 담당할 것이다.
하나, 마을 내에 나무꾼, 목부(牧夫), 목동(牧童) 중에서 만약 나무를 베거나 꺾
는 자가 있으면 곤장 20대를 칠 것이고, 물건으로 죄를 대신하려면 백미 한 말
(斗)을 정식으로 한다.
하나, 마을 골짜기 주위 원림의 풀 한포기, 나무 한 그루라도 각별히 벌채를 금

지금까지 세종시의 마을숲은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다. 과거 연기군 시절 한 차례

하고 보호해야 할 것이다.

조사된 적이 있으나 확인이 가능한 곳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전통적인 마을숲과

하나, 수구를 보수한 뒤로 바라다 보이는 좌우 산비탈에 묘소를 쓰는 것은 마

더불어 근현대의 조성된 숲까지 포함시켰다. 사라진 것을 포함한다면 꽤 많은 수

을에 큰 해로움이 되므로 또한 일체를 금지하도록 경계시킬 것이다.

의 마을숲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조사자는 직접 이를 찾기 시작했다. 먼저 지

하나, 동장이란 이 지위는 한 마을의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므로 마을의 남녀노

명유래에 숲의 흔적이 남아있는, 예컨데 ‘숲거리’ 혹은 ‘수살’, ‘솔밭’과 같은 지명

소는 양보하고 존대할 것이되, 만약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태만하면 곤장 30

이 보이는 곳을 중심으로 마을숲의 존재를 확인했다. 그리고 이렇게 찾은 곳을 중

대 치는 것을 법으로 한다.

심으로 항공지도와 국토지리연구원에서 제공하는 해방 전후 항공지도를 비교해
가며 숲의 형태를 찾으며 확인하였다. 때문에 모든 형태의 마을숲을 확인했다고
는 할 수 없었다는 한계가 있지만 이렇게 해서 총 12개의 마을숲을 확인할 수 있

동장에게 숲을 훼손하는 자들을 벌할 수 있는 권력을 줌으로써 마을주민들이 공

었다.

동으로 유지하고 지켜낼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마지막에는 이러한 규율을 실행하
는 동장의 지위를 드높이기 위한 방침을 적어놓았다. 이렇듯 동장을 중심으로 주

▒ 세종시 마을숲 현황지도

민들이 스스로 숲을 지키게 함으로써 마을 내부의 기운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정
4

▒

▒

▒

이는 조사는 마을숲과 사람, 더 나아가 마을공동체뿐만 아니라 지역의 유기적인

▒

소정1리 넉바위
소정3리 요골
대곡4리 한절골
운당리 양촌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현재와 현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준다. 또 마을숲이
마을을 넘어서서 지역·공동체를 읽어낼 수 있는 하나의 창으로 주목하였다.

▒

▒

▒

읍내리 북촌
유천리 어천
관정리 느리골

전의
3

전동
1

▒

연동
1
▒

▒

수산리 둔덕이
월산리 황골

보덕1리 보평

▒

노송리 마근터

연기
2

금남
1

▒

반곡리
보존
소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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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남면 반곡리

연기면 수산리 둔덕이 마을

반곡리(盤谷里)는 여양 진씨의 집성촌으로 2005년 까지도 176세대, 435명의 인
구가 거주할 정도로 굉장히 큰

마을이었다.04

주로 논농사를 생업으로 삼으며 주

민들은 조상들을 모시며 편안하게 살아왔다. 그러나 행복도시가 들어서면서 현재
는 마을의 흔적조차 찾아보기 힘든 곳이 되었다.

둔덕이는 수산리의 가장 끝에 있는 작은 마을로 장군면 용현리와 맞닿아 있다. 마

04
반곡리 개관에
대한 내용은
국립민속박물관,
「반곡리 : 민속지」,
2005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을 앞으로 작은 개울이 흐르고 있으며 주변에는 산이 둘러싸여 있으나 강변 쪽으
로 마을이 뚫려있는 형국을 가지고 있다.

반곡리는 마을 밖을 감싸며 휘돌아 흐르는 삼성천과 금강, 그리고 마을을 둘러싸
고 있는 산줄기가 어우러진 모습이 마치 둥근 소반(小盤)의 모습과 같다하여 붙여
진 것이라 전해진다. 지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마을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포근
한 느낌을 주지만, 마을 앞인 수구는 삼성천과 금강이 흐르고 있어 트인 형국을
가지고 있다. 즉 동쪽과 남쪽, 서쪽은 모두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지만 마을 입구
인 북쪽만 터져 있었던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반곡식목서의 내용에서 보이듯이 수구가 뚫려 있으니 이를 막고자
숲을 조성하였다. 진병돈(남, 1950년생)은 마을에서 흘러나가는 실개천가에 아름
드리 느티나무가 조성되어 있었으며, 그 실개천이 삼성천과 합쳐지는 부분에 다
섯 아름이 넘는 아름드리 미루나무가 매우 많았다고 한다. 이 미루나무가 조성되
1968년
수산리 둔덕이
위성사진

어 있던 곳을 ‘장승백이’라고 불렀는데, 실제로 장승은 보지 못하였다고 한다. 이
장승백이 밖으로는 애장터가 있었다고 한다.

숲 안에는 마을로 들어가는 실개천이 흐르고, 작은 못이 있어 아이들이 모여 수영
을 배우며 놀았고, 어른들도 더위를 피해 오던 쉼터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오래된 나무들이 고사하면서 자연스럽게 숲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후 경지정리를
하면서 마을로 들어오는 실개천의 방향을 바꾸려 하자, 마을의 촌로가 이는 풍수
와 깊은 관련이 있기에 안된다고 하였지만, 결국 물길이 바뀌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풍수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던 것이다.

2009년
수산리 둔덕이
위성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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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풍수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던 것이다.

2009년
수산리 둔덕이
위성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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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마을 앞에 나무를 심어 ‘숲거리’를 형성하였다. 마을 주민들은 이 숲거리를
‘쑥징이’ 혹은 ‘쑥정이’라고 부른다. 과거에는 소나무가 많이 심어져있어 그 위세
가 대단하였으나 대부분 고사하고 그 자리에 아카시아 나무가 울창했었다고 한
다. 그러나 현재 숲거리에는 은행나무와 느티나무가 대부분이어서 수종의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수종의 변화 이외에도 버스정류장이 들어서고 공원을
조성하면서 일부 훼손되면서 그 규모가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둔덕이의 숲거리는
세종시에서 남아있는 몇 없는 마을숲 중 하나이다.

과거에는 주변 산에 나무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멀리서도 숲거리가 두드러지게
보였다. 또한 마을에서는 쑥징이에 나무가 많아야 잘산다는 말이 있었다. 이러한
마을숲 덕분인지 한국전쟁 때 마을로 피난 온 사람들 중에 망해서 나간 사람은 없
다고 한다. 또한 마을숲에 있는 향나무 옆에서 노제(路祭)를 지낸다. 노제를 지내
는 곳에는 노중대신(路中大神)이라고 적혀있는 비석이 놓여있다. 이 제사는 현재
까지도 매년 음력 1월 14일 저녁 6시 무렵에 지내고 있다.

둔덕이 숲거리에 있는
노중대신(路中大神)
비석

연기면
수산리
둔덕이
마을 전경

104

세종시·식물·사람

연기면 수산리
둔덕이 마을
숲거리 전경

5장_마을숲으로 살펴 본 세종시 마을민속

105

이에 마을 앞에 나무를 심어 ‘숲거리’를 형성하였다. 마을 주민들은 이 숲거리를
‘쑥징이’ 혹은 ‘쑥정이’라고 부른다. 과거에는 소나무가 많이 심어져있어 그 위세
가 대단하였으나 대부분 고사하고 그 자리에 아카시아 나무가 울창했었다고 한
다. 그러나 현재 숲거리에는 은행나무와 느티나무가 대부분이어서 수종의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수종의 변화 이외에도 버스정류장이 들어서고 공원을
조성하면서 일부 훼손되면서 그 규모가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둔덕이의 숲거리는
세종시에서 남아있는 몇 없는 마을숲 중 하나이다.

과거에는 주변 산에 나무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멀리서도 숲거리가 두드러지게
보였다. 또한 마을에서는 쑥징이에 나무가 많아야 잘산다는 말이 있었다. 이러한
마을숲 덕분인지 한국전쟁 때 마을로 피난 온 사람들 중에 망해서 나간 사람은 없
다고 한다. 또한 마을숲에 있는 향나무 옆에서 노제(路祭)를 지낸다. 노제를 지내
는 곳에는 노중대신(路中大神)이라고 적혀있는 비석이 놓여있다. 이 제사는 현재
까지도 매년 음력 1월 14일 저녁 6시 무렵에 지내고 있다.

둔덕이 숲거리에 있는
노중대신(路中大神)
비석

연기면
수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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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면 관정리 느리골

전의면 관정리 느리골은 천년 넘게 살아온 느릅나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05
강릉 김씨 집성촌으로 고려 때 ‘김승노’가 마을에 들어와 정착했다고 전해진다.
마을의 형국은 소가 엎드려 누웠다고 하여 와우(臥牛)형이라고 한다. 마을은 소의

잘 유지되어오던 숲거리는 현재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데, 김진붕(남, 1952년

05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의 마을신앙 上,
국립민속박물관,
2005, 265쪽.

생, 이장)의 말에 따르면 약 56년 전인 1960년도 무렵에 숲거리 토지 주인이 나무
를 모두 베어내면서 사라지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후 1994년에 건설된 고속

젖을 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풍족하다고 하였다.

철도가 마을숲 자리를 지나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지금은 마을숲이 완전히 파괴

느리골은 주변에 산이 둘러쌓고 있고 그 안에 마을이 오목하게 형성되어 있으며

되어 아쉬움이 남는다.  

논이 넓게 펼쳐져 있다. 그러나 마을 앞이 뚫려있는 형국을 가지고 있어 숲을 조
성하여 나쁜 기운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자 하였다. 마을 주민들은 이를 ‘숲거리’
라고 불렀다. 숲거리에는 “어마어마하게 굵고 오래된” 버드나무와 오리나무가 빼
곡히 들어서 있었으며, 그 가운데에는 방죽이 있었다. 이곳에서 아이들은 수영을
하며 여름철을 보냈다.

느리골의 장승은 윤년이 드는 해에만 깎으며, 윤년이 들지 않는 해에는 장승의 색
을 보수하는 정도로 제사를 올린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숲거리가 잘 보존되고

06
조치원문화원,
연기군의 지명유래,
2007년, 334쪽.

있을 당시 장승을 만들 때 숲에서 풍장을 쳐 흔들리는 나무로 장승으로 만들었다
는 것이다.06
전의면 관정리
느리골 마을전경
1954년
관정리 느리골 위
성사진

2009년
관정리 느리골 위
성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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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면 관정리 느리골

전의면 관정리 느리골은 천년 넘게 살아온 느릅나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05
강릉 김씨 집성촌으로 고려 때 ‘김승노’가 마을에 들어와 정착했다고 전해진다.
마을의 형국은 소가 엎드려 누웠다고 하여 와우(臥牛)형이라고 한다. 마을은 소의

잘 유지되어오던 숲거리는 현재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데, 김진붕(남, 195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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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민속박물관,
한국의 마을신앙 上,
국립민속박물관,
2005, 265쪽.

생, 이장)의 말에 따르면 약 56년 전인 1960년도 무렵에 숲거리 토지 주인이 나무
를 모두 베어내면서 사라지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후 1994년에 건설된 고속

젖을 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풍족하다고 하였다.

철도가 마을숲 자리를 지나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지금은 마을숲이 완전히 파괴

느리골은 주변에 산이 둘러쌓고 있고 그 안에 마을이 오목하게 형성되어 있으며

되어 아쉬움이 남는다.  

논이 넓게 펼쳐져 있다. 그러나 마을 앞이 뚫려있는 형국을 가지고 있어 숲을 조
성하여 나쁜 기운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자 하였다. 마을 주민들은 이를 ‘숲거리’
라고 불렀다. 숲거리에는 “어마어마하게 굵고 오래된” 버드나무와 오리나무가 빼
곡히 들어서 있었으며, 그 가운데에는 방죽이 있었다. 이곳에서 아이들은 수영을
하며 여름철을 보냈다.

느리골의 장승은 윤년이 드는 해에만 깎으며, 윤년이 들지 않는 해에는 장승의 색
을 보수하는 정도로 제사를 올린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숲거리가 잘 보존되고

06
조치원문화원,
연기군의 지명유래,
2007년, 334쪽.

있을 당시 장승을 만들 때 숲에서 풍장을 쳐 흔들리는 나무로 장승으로 만들었다
는 것이다.06
전의면 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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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면 읍내리 북동네

전의면 읍내리는 지명대로 과거 관아가 있던 지역으로 방위에 따라 북동네, 서동
네, 남동네, 그리고 덕현과 장터로 이루어져있다. 북동네는 전의역이 있으며, 장
터가 서는 마을로 가장 읍내와 가까운 곳이다. 북동네 전의성당 앞에는 콘크리트
로 만든 장승이 진하게 색칠되어 서 있다. 이 장승은 과거 나무로 되어있었으나,
마을 주민 중 한명이 아들을 낳기 위해 콘크리트로 만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후
색이 벗겨져 방치되었던 것을 2015년 봄에 다시 색칠했다.

이제는 지낼만한 사람이 마땅하지 않아 중단되었지만, 임헌봉(남, 1938년생)의
말에 의하면 장승이 있는 곳을 주민들은 ‘장승백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또한 이
장승이 있는 곳에는 커다란 느티나무 두 그루가 서 있으며 그 위쪽으로 또 다른
느티나무 한 그루가 자라고 있는데 이를 ‘정자나무’라고 부른다.
  
지명의 유래를 살펴보면 장승은 ‘북숲’에 있었다고 하지만, 북숲이 언제 훼손되었
는지 알기 어렵다. 다만 마을로 불어오는 북풍을 가로막아줄 것이 필요했을 것이
며, 느티나무 세 그루가 보호수로 지정되어 남아있는 것을 보았을 때 숲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제보자
임헌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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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면 읍내리 북동네

전의면 읍내리는 지명대로 과거 관아가 있던 지역으로 방위에 따라 북동네, 서동
네, 남동네, 그리고 덕현과 장터로 이루어져있다. 북동네는 전의역이 있으며, 장
터가 서는 마을로 가장 읍내와 가까운 곳이다. 북동네 전의성당 앞에는 콘크리트
로 만든 장승이 진하게 색칠되어 서 있다. 이 장승은 과거 나무로 되어있었으나,
마을 주민 중 한명이 아들을 낳기 위해 콘크리트로 만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후
색이 벗겨져 방치되었던 것을 2015년 봄에 다시 색칠했다.

이제는 지낼만한 사람이 마땅하지 않아 중단되었지만, 임헌봉(남, 1938년생)의
말에 의하면 장승이 있는 곳을 주민들은 ‘장승백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또한 이
장승이 있는 곳에는 커다란 느티나무 두 그루가 서 있으며 그 위쪽으로 또 다른
느티나무 한 그루가 자라고 있는데 이를 ‘정자나무’라고 부른다.
  
지명의 유래를 살펴보면 장승은 ‘북숲’에 있었다고 하지만, 북숲이 언제 훼손되었
는지 알기 어렵다. 다만 마을로 불어오는 북풍을 가로막아줄 것이 필요했을 것이
며, 느티나무 세 그루가 보호수로 지정되어 남아있는 것을 보았을 때 숲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제보자
임헌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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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면 유천리 어천 마을

유천리 어천마을은 전의면 가장 끝자락에 있는 마을이다. 천이 길게 늘어져 있는
모습이라고 하여 ‘느네’라고도 부른다. 마을로 들어가는 길목에 고사되어 기둥만
흉물스럽게 남아있는 나무가 한그루 있다. 이 나무를 기준으로 과거에는 건너편
산까지 숲이 조성되어 있었다. 이를 ‘숲거리’라 부르고 그 주변에 있는 논을 ‘숲거
리들’이라 하였다. 제보자는 어린시절 나무를 지고 어머니와 같이 숲거리를 지나
왔던 것을 기억하였다. 또한 과거에는 마을로 들어오는 길이 반대쪽에 있어 천을
따라 올라왔다.

내가 아주 어렸을 때 7살 때 쯤 나무를 지고 어머니랑 같이 지나왔던거 그게
기억나. 옛날에는 길이 여기가 아니라 산 밑이었어. 그래서 그 밑으로 오면 저
쪽까지 아름드리 나무들이 쭉 있었다고. 그런데 이제 지금은 다 없어지고 저거
죽은나무 하나만 남은겨.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그냥 그거만 기억나. 저쪽 산
부터 이쪽 산까지 쭉 나무 있던거. 

- 이주철(남, 1938년생)

제보자
이주철

그러나 신작로를 만들게 되면서 길이 바뀌게 되었다. 또한 숲거리 끝자락에는 상
여집과 애장터가 있어 마을숲이 경계의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경지정리를 하기 위해 나무를 베어내면서 숲이 훼손되었고 몇 그루의 나무만 남
았었다.

그 나무를 개인적으로 위하던 사람도 있었으나, 땅 주인이 방해가 된다며 나무를
베어내기 위해 독한 약들을 나무에 뿌리면서 현재의 상태에 이르렀다. 마을 주민
들에게 숲은 이미 기억 속 저편에 있는 것인 까닭에 이에 대해 큰 반발도 하지 않
았다.

고사한 나무
한 그루만
남은 숲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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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면 유천리 어천 마을

유천리 어천마을은 전의면 가장 끝자락에 있는 마을이다. 천이 길게 늘어져 있는
모습이라고 하여 ‘느네’라고도 부른다. 마을로 들어가는 길목에 고사되어 기둥만
흉물스럽게 남아있는 나무가 한그루 있다. 이 나무를 기준으로 과거에는 건너편
산까지 숲이 조성되어 있었다. 이를 ‘숲거리’라 부르고 그 주변에 있는 논을 ‘숲거
리들’이라 하였다. 제보자는 어린시절 나무를 지고 어머니와 같이 숲거리를 지나
왔던 것을 기억하였다. 또한 과거에는 마을로 들어오는 길이 반대쪽에 있어 천을
따라 올라왔다.

내가 아주 어렸을 때 7살 때 쯤 나무를 지고 어머니랑 같이 지나왔던거 그게
기억나. 옛날에는 길이 여기가 아니라 산 밑이었어. 그래서 그 밑으로 오면 저
쪽까지 아름드리 나무들이 쭉 있었다고. 그런데 이제 지금은 다 없어지고 저거
죽은나무 하나만 남은겨.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그냥 그거만 기억나. 저쪽 산
부터 이쪽 산까지 쭉 나무 있던거. 

- 이주철(남, 1938년생)

제보자
이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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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었다.

그 나무를 개인적으로 위하던 사람도 있었으나, 땅 주인이 방해가 된다며 나무를
베어내기 위해 독한 약들을 나무에 뿌리면서 현재의 상태에 이르렀다. 마을 주민
들에게 숲은 이미 기억 속 저편에 있는 것인 까닭에 이에 대해 큰 반발도 하지 않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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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면 월산리와
솔밭

꼬리가 잘려버린 청룡

황골은 소나무로만 이루어진 큰솔밭과 솔밭 두 개의 마을숲이 존재했는데, 과거
에는 마을 앞을 막는 형태로 길게 형성되어 있었다. 큰솔밭은 강변 근처, 고인돌
이 있는 자리에 위치해 있었는데 그 곳에는 부안 임씨들의 묘가 많이 있었다. 그

월산리는 개골(介谷)과 황골(黃谷)로 이루어져 있는데, 황골은 ‘한골’ 또는 ‘대동

리고 솔밭은 강변에서 마을로 들어오는 입구에 위치해 있었으며, 임수준 효자 정

(大洞)’으로도 불렸다. 이는 옛날부터 금강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큰 마을이라고 하

려비가 있어 주민들은 솔밭을 ‘정문거리’라 부르기도 했다. 이 두 개의 마을숲은

여 지어진 이름이다. 그만큼 황골은 예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큰 마을로

마을 앞이 트여있는 것을 막기 위해 조성되었으며, 강바람을 막아주는 방풍림의

통했다. 황골은 부안 임씨들이 세거하던 마을로 주부공파와 참봉공파 두 개의 파

역할을 하였다. 지금은 근대화의 일환인 수로공사, 경지정리, 도로 건설로 솔밭의

가 공존하고 있었다. 이들이 어떻게 마을에 정착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일부가 훼손되었다.

전해지지 않지만 고인돌이 있는 것으로 보아 아주 오래 전부터 사람들이 모여 살
거기가 길었어. 솔밭이 길었어. …… 요기 동산이 야투막한 동산이 있어. 이건

았던 것으로 보인다.

솔밭이고. 다 연결이 됐던 때요. 그게. 그 옆에 동산하고, 솔밭이 쪽 한 줄기로
황골은 새마을 운동, 국도 건설, 댐 건설, 세종특별자치시의 출현 등 다양한 변화

있었어. …… 그 위 산이 있었거든. 산에서 이렇게 한 줄기로. 쭉 이렇게. 지금

의 기로에 있었다. 먼저 지리적으로 황골마을을 살펴보면, 황골은 전월산이 마을

은 이제 나무도 다 비고, 저 묵었다고 해야지. 오래 방치 해둬가지고 볼품이 없

을 감싸고 있으며 마을 앞으로는 미호천과 금강이 흘러 배산임수의 형국을 취하

지만은 위에서부터 요렇게 다 한줄기로 돼 있어가지고 좋았지.

고 있다. 마을 입지상 과거 육로보다는 수로의 이용이 활발해 월산교가 근방에


월산리
황골의 솔밭

‘꽃벼루나루(花硯)’가 있었다. 이 나루터는 양화리와 월산리에서 미호천을 건너
합강리로 향하는 것으로 농사일과 나들이의 일상적인 교통로이자 교통수단이었
다.07 일제강점기 이전까지 마을에 장이 섰다는 구전이 전해지는데, 강경포구에서
소금배가 마을로 들어왔으며, 나루터 주변에 주막과 여관이 많았다는 것을 보아

- 임헌춘(남, 1955년생, 이장)

07
국립민속박물관,
반곡리 민속지,
2006, 28쪽.

가능성 있는 이야기로 보인다.

좌.
과거
월산리
마을전경

우.
마을에
있던
고인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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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면 월산리와
솔밭

꼬리가 잘려버린 청룡

황골은 소나무로만 이루어진 큰솔밭과 솔밭 두 개의 마을숲이 존재했는데, 과거
에는 마을 앞을 막는 형태로 길게 형성되어 있었다. 큰솔밭은 강변 근처, 고인돌
이 있는 자리에 위치해 있었는데 그 곳에는 부안 임씨들의 묘가 많이 있었다. 그

월산리는 개골(介谷)과 황골(黃谷)로 이루어져 있는데, 황골은 ‘한골’ 또는 ‘대동

리고 솔밭은 강변에서 마을로 들어오는 입구에 위치해 있었으며, 임수준 효자 정

(大洞)’으로도 불렸다. 이는 옛날부터 금강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큰 마을이라고 하

려비가 있어 주민들은 솔밭을 ‘정문거리’라 부르기도 했다. 이 두 개의 마을숲은

여 지어진 이름이다. 그만큼 황골은 예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큰 마을로

마을 앞이 트여있는 것을 막기 위해 조성되었으며, 강바람을 막아주는 방풍림의

통했다. 황골은 부안 임씨들이 세거하던 마을로 주부공파와 참봉공파 두 개의 파

역할을 하였다. 지금은 근대화의 일환인 수로공사, 경지정리, 도로 건설로 솔밭의

가 공존하고 있었다. 이들이 어떻게 마을에 정착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일부가 훼손되었다.

전해지지 않지만 고인돌이 있는 것으로 보아 아주 오래 전부터 사람들이 모여 살
거기가 길었어. 솔밭이 길었어. …… 요기 동산이 야투막한 동산이 있어. 이건

았던 것으로 보인다.

솔밭이고. 다 연결이 됐던 때요. 그게. 그 옆에 동산하고, 솔밭이 쪽 한 줄기로
황골은 새마을 운동, 국도 건설, 댐 건설, 세종특별자치시의 출현 등 다양한 변화

있었어. …… 그 위 산이 있었거든. 산에서 이렇게 한 줄기로. 쭉 이렇게. 지금

의 기로에 있었다. 먼저 지리적으로 황골마을을 살펴보면, 황골은 전월산이 마을

은 이제 나무도 다 비고, 저 묵었다고 해야지. 오래 방치 해둬가지고 볼품이 없

을 감싸고 있으며 마을 앞으로는 미호천과 금강이 흘러 배산임수의 형국을 취하

지만은 위에서부터 요렇게 다 한줄기로 돼 있어가지고 좋았지.

고 있다. 마을 입지상 과거 육로보다는 수로의 이용이 활발해 월산교가 근방에


월산리
황골의 솔밭

‘꽃벼루나루(花硯)’가 있었다. 이 나루터는 양화리와 월산리에서 미호천을 건너
합강리로 향하는 것으로 농사일과 나들이의 일상적인 교통로이자 교통수단이었
다.07 일제강점기 이전까지 마을에 장이 섰다는 구전이 전해지는데, 강경포구에서
소금배가 마을로 들어왔으며, 나루터 주변에 주막과 여관이 많았다는 것을 보아

- 임헌춘(남, 1955년생, 이장)

07
국립민속박물관,
반곡리 민속지,
2006, 28쪽.

가능성 있는 이야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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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비와 정자가 있는 솔밭은 본래 산에서부터 길게 이어져 지금의 국도 건너편
까지 뻗어 있었다. 옛 어른들은 솔밭을 ‘용의 꼬리’라 했던 것으로 보아 청룡의 꼬
리를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마을은 이 중
의 솔밭으로 가려졌을 것이다.

솔밭은 여러 번의 훼손과정을 겪었는데, 일제강점기에 이루어진 수로 공사가 그
시작이었다. 이때 솔밭의 중간을 밀어 없어지게 되었는데, 솔밭과 더불어  큰솔밭
역시 이를 피해갈 수 없어 반으로 갈라진 형국이 되었다. 주민들은 이를 용의 꼬
리가 잘려진 것으로 보았다. 일제강점기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솔밭이
잘려진 형태에 익숙해졌고, 이와 관련된 기억도 점차 희미해져갔다. 이제 온전한
솔밭의 모습은 구전으로만 내려온다.

이후 도로가 생기면서 솔밭의 훼손과 큰솔밭이 마을 밖으로 밀려나는 모양새가
되었다. 큰솔밭을 밖으로 두고 마을 한쪽을 지나가는 도로로 인해 큰솔밭은 외면
1968년
월산리 황골
위성사진

될 수 밖에 없는 형국이 되었다. 남은 솔밭의 부지 역시 매우 협소해졌다. 길게 뻗
어있던 솔밭의 4천 평이 정도가 경지정리와 도로공사로 인해 훼손되면서 지금의
형태가 된 것이다.
현재의
월산리
황골 솔밭

2009년
월산리 황골
위성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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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비와 정자가 있는 솔밭은 본래 산에서부터 길게 이어져 지금의 국도 건너편
까지 뻗어 있었다. 옛 어른들은 솔밭을 ‘용의 꼬리’라 했던 것으로 보아 청룡의 꼬
리를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마을은 이 중
의 솔밭으로 가려졌을 것이다.

솔밭은 여러 번의 훼손과정을 겪었는데, 일제강점기에 이루어진 수로 공사가 그
시작이었다. 이때 솔밭의 중간을 밀어 없어지게 되었는데, 솔밭과 더불어  큰솔밭
역시 이를 피해갈 수 없어 반으로 갈라진 형국이 되었다. 주민들은 이를 용의 꼬
리가 잘려진 것으로 보았다. 일제강점기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솔밭이
잘려진 형태에 익숙해졌고, 이와 관련된 기억도 점차 희미해져갔다. 이제 온전한
솔밭의 모습은 구전으로만 내려온다.

이후 도로가 생기면서 솔밭의 훼손과 큰솔밭이 마을 밖으로 밀려나는 모양새가
되었다. 큰솔밭을 밖으로 두고 마을 한쪽을 지나가는 도로로 인해 큰솔밭은 외면
1968년
월산리 황골
위성사진

될 수 밖에 없는 형국이 되었다. 남은 솔밭의 부지 역시 매우 협소해졌다. 길게 뻗
어있던 솔밭의 4천 평이 정도가 경지정리와 도로공사로 인해 훼손되면서 지금의
형태가 된 것이다.
현재의
월산리
황골 솔밭

2009년
월산리 황골
위성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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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水路)에서 육로(陸路)로

황골은 육로를 중심으로 보았을 때 마치 오지 마을처럼 느껴진다. 주변이 산과 강
으로 둘러싸여있어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이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08
국립민속박물관,
반곡리 민속지,
2006, 31쪽

09
소의 등에 걸치는
채인 ‘걸채’의
사투리인 듯하다.

지금은 소 시태발09 이라는걸 모를 거야. 소 등에다가 조금씩 그 뭐야 요렇게
생긴데다 양쪽에다 짐 이르케 실고 다녔잖아. 그러면은 소가 자빠져서 다리가

황골은 본래 육로보다 수로가 중심이 되던 마을이었던 곳으로 추측된다.

부러지고 그랬다고. 그 정도로 길이 좁았다고. 사람 하나 다닐 정도로, 그렇게

주민들의 주요 생활권은 ‘부강’이었는데, 부강은 강경에서 올라오는 가장 마지막

되다가 인제 그 마차라 그러지 마차 길을 저기를 하는데, 그전에는 ‘남포티운

정착지였기 때문에 다른 곳에 비해 물자가 풍부했다. 또 합강리로 건너가 부강까

다’ 그러고 그랬어. 그러면은 그 발포 작업해가주고 이제 조금 조금 이렇게 해

지는 걸어서도 많이 멀지

않았다.05

서 다닌 것이 마차정도 다니게, 갠신이(간신히). 우리 우에 사람들이 시집오고
할라면은 택시를 타고 오면 무서워서 이 밑에를 못 쳐다 볼 정도로 그 길이 좁

마차길도 없어 갖고 효자문 있는데로 해서 소나무 지금 있는디 고 아래 또 소

아 

- 임헌춘

나무가 있었다 그랬지. 거기가 술집 있었어. 옛날에. 술집이. 아주 거기 뭐 굉
장했었지. 부강. 약수터를 가면은 그때 약수터가 굉장히 좋다고, 배를 건너가
지고 부강장을 가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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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헌교(남, 1938년생)

지금은 월산리에서 합강리로 가는 다리인 ‘월산교’가 생겼지만 그 이전까지만 해

과거 월산리의 육로는 소가 짐을 실고 가기도 어려울 만큼 좁은 길이었다. 이후
주민들의 노력으로 마차가 다닐 정도로 길을 넓혔지만 이 역시 차가 다니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그만큼 이들에게 육로의 중요성은 수로에 비해 크게 떨어졌던 것
으로 보인다. 그러나 철도 부설, 도로 건설과 자동차의 증가 등으로 인해 수운(水

도 물이 깊어 다리를 놓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배로만 왕래가 가능했다. 합강리

運) 기능은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10 수운의 쇠퇴와 함께 금강변에 있던 황골

로 가는 월산교가 놓이기 전까지 주민들은 주로 부강이 생활권이었기 때문에 나

은 오지마을이 되어버린 것이다. 물자의 이동이 수로에서 육로 중심으로 변하자

루터로 가기 위해서는 솔밭을 지나가야만 했다. 즉 과거 뱃길을 사용했을 당시 솔

주민들 역시 자연스럽게 ‘도로’에 주목하였다.

밭은 마을입구의 역할도 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당시 마을의 육로는 수로에 비

수로를 육로로 바꾼 가장 큰 계기는 대중교통의 발전일 것이다. 주민들은 버스를

해 사용이 미비해 사람만 드나들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좁았다.  

타기 위해서는 양화리까지 걸어가야 했기 때문에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많은 시
간을 허비해야했다. 이에 황골까지 버스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먼저 길을 정비하
는 것이 우선이었다. 당시는 국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웠기 때문에 주민들이 직접
나와 며칠씩 길을 닦는 일에 힘을 모았다. 그렇게 어렵게 만든 길에 버스가 들어
온 것이 1985년이었다. 이로써 타지로 나가는 것이 편해진 주민들에게 ‘버스가
들어온 날’은 잊을 수 없을 만큼 뜻 깊은 날이었다. “면장도 버스기사만 못했”을
만큼 주민들에게 버스기사는 귀빈이었다. 또 이는 그만큼 황골이 육로 교통에 매
우 취약했다는 것을 말한다. 부강장으로 가던 주민들은 버스가 들어오고, 나루터
가 사라지면서 조치원장을 주로 이용하게 되었다.
수로에서 육로가 중심이 되자 마을 입구에 대한 인식 역시 변화했다. 솔밭이 있는
정문거리를 마을 입구로 인식하였으나 수로가 막히면서 차가 들어오는 삼거리가
제보자
임헌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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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사용이 미비해 사람만 드나들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좁았다.  

타기 위해서는 양화리까지 걸어가야 했기 때문에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많은 시
간을 허비해야했다. 이에 황골까지 버스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먼저 길을 정비하
는 것이 우선이었다. 당시는 국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웠기 때문에 주민들이 직접
나와 며칠씩 길을 닦는 일에 힘을 모았다. 그렇게 어렵게 만든 길에 버스가 들어
온 것이 1985년이었다. 이로써 타지로 나가는 것이 편해진 주민들에게 ‘버스가
들어온 날’은 잊을 수 없을 만큼 뜻 깊은 날이었다. “면장도 버스기사만 못했”을
만큼 주민들에게 버스기사는 귀빈이었다. 또 이는 그만큼 황골이 육로 교통에 매
우 취약했다는 것을 말한다. 부강장으로 가던 주민들은 버스가 들어오고, 나루터
가 사라지면서 조치원장을 주로 이용하게 되었다.
수로에서 육로가 중심이 되자 마을 입구에 대한 인식 역시 변화했다. 솔밭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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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 출현, 마을 흩어지다

2002년 수도권 기능 분산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를 충청권으로 옮긴는 것
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이후 2004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일부 행정부처를 옮
기는 것으로 결정이 내려지면서 본격적으로 연기군을 중심으로 행정중심복합도
시의 설계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는 평범하게 몇 대에 걸쳐 한 마을에 거주했
던 농촌 주민들에게는 고향을 잃는 아픔을 겪어야 하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제보자 임헌교는 마을이 세종시에 편입될 것이라는 사실을 정자나무인 팽나무가
예견했다고 생각했다.

팽나무. 그게 180년 써놨는데, 내가 보기엔 180년 잘못 생각한거 같이야.   
…… 전 부안 임씨 전서공 할아버지라고 거기 제사지내러 오면 뭐 하는 사람,
뭐한 사람, 하다못해 차관이래도 한 사람 집안들 자기네들 오고 그러더니 얼마
를 있다가 비가 이런식으로 왔어. 오고 났는데 우리는 경로당에 있었거든. 경
로당에 있는데 뭐가 탁 소리가 나는데 보니까 그 나무를 쎄린거야. 아차 이제
월산리 팽나무

끝났구나. 나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 미신을 지킨다고 이렇게 생각해도,
하늘에서 벌써 알아 그러고 나더니 얼마 있다가 행정 복합도시로 변한거야.


- 임헌교

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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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다른곳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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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산리 솔밭의 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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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부터 마을에서 위하는 나무 혹은 오랫동안 마을을 지켜온 고목에 무슨 일이
생기면 주민들은 마을에 무슨 일이 생긴다고 걱정해왔다. 또 인위적으로 누군가
나무에 해를 입히면 그 사람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고 믿어왔다. 이처럼 고목
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믿음은 아주 오래된 것이다. 황골 역시 마을을 지켜오
던 정자나무인 팽나무가 번개로 인해 반으로 갈라지고 고목이 되면서 주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였다. 이후 마을이 행정복합도시로 편입되는 것이 확정되자 정자
나무가 이를 미리 예견한 것이라고 하였다.

2015년 7월에 조사를 갔을 때 마을 주민들은 모두 이주를 하였고, 대부분 집들이
무너져 새로운 도시를 위한 공사를 시작하고 있었다. 큰 솔밭은 이미 모두 훼손되
어 그 형체를 찾아보기 힘들었고, 솔밭의 소나무들은 LH공사에서 공원조성에 사
용하기 위해 이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떠난 주민들은 이주민을 위한 임대아파트 혹은 새로 생겨난 아파트 분양권을 얻
어 들어가 살기 시작했지만, 한평생 전원생활을 했던 이들에게 낯설고 갑갑한 공
간이었다. 황골의 이장을 오랫동안 맡아왔던 임헌춘은 기회만 되면 다시 시골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다.

답답하지. 어쩔 수 없으니까 왔지. 이 젊어서부터 이게 아파트에 적응이 됐으
면 괜잖아도. 그런 저기가 아니고 어느날 갑자기 아파트라고 와서 살으니까 사
는 거지. 우리랑 안맞아요. 나는 언제든 아무때고 기회 다만(닿으면) 넓직한 데
로 갈기에요(갈거에요). 공주에 저 매실하고, 밤하고, 논농사하고 하고 있어요.
소일거리가 있어야 돼. 

- 임헌춘

위 구술을 통해 시골에서 나고 자란 이들이 타의에 의해서 도시로 들어가 생활하
고 있지만 여전히 농촌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 사는 공간이 아
파트로 바뀌었을 뿐, 다른 농토에서 여전히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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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면 소정리
넉바위마을의 수살

넉바위 마을은 1540년 무렵에 벼슬을 하던 전주 이씨가 낙향을 하면서 터를 잡
았다. 이후 전주 이씨와 전주 최씨가 모여 마을을 이루어 살았다. ‘넉바위’라는 지
명은 인근지역에서 찾아보기 힘든 돌산이 있고 바위가 많아 ‘넓은 바위가 있는 마
을’이라는 뜻에서 지어진 이름이며, 일제강점기에는 한문표기로 바꾸어 ‘광암(廣
岩)’이라고도 불렸다.

마을 입구에는 ‘넉바위’ 라고 적힌 커다란 입석이 있다. 이는 1999년에 세워졌는
데 청년회에서 마을 이름이 발음상 ‘넉바위’라고 불리지만 그 의미가 ‘넓은 바위
위에 세워진 마을’이기 때문에 ‘널바위’가 옳은 표기라고 판단해 이를 새겼었다.
그 후 2000년도에 전주 이씨 종중의 어른이 ‘넉바위’가 맞는 표기라고 주장하면
서 다시 ‘넉바위’로 바꾸었다.

넉바위 마을지명은 풍수지리를 중심으로, 입구를 중심으로 오른쪽이 ‘백호푸리’,
중간 골이 ‘장골’, 왼쪽이 ‘청룡안’라고 불린다. 마을의 주 생업은 논농사인데 마을
앞으로 넓은 들이 펼쳐져 있고 곡교천이 앞을 흐르고 있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되었
던 마을이다.

소정리의 생활권은 천안이었는데, 천안은 가까울 뿐만 아니라 인근에서도 큰 도
시에 속하고 장이 크게 열렸다. 뿐만 아니라 천안을 오가는 교통이 편리하여 지금
도 장을 보러 갈 때는 천안장을 주로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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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리와 소정리 주민의 자녀들은 천안에 있는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경우가 많았

01. 청년회에서 세운 입석. ‘널바위’로 되어있다.
02. 넉바위로 이름을 고친 입석
03. 1930년대 마을전경
04. 1970년대 마을전경
05. 2015년 마을전경

다. 그러나 세종시가 출범한 이후 천안을 오가는 버스노선이 사라져서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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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을 감싸주는 수살

어유 타잔놀이 했지. 안에. 나무 저 기(기어) 올라가고 새집도 내려서. 새알 먹
느냐고 먹을거 없으니까. 그런 거 먹고 또 개구리 잡아먹고.


- 이병두(남, 1958년생, 이장)

어린시절 기억이 서려있는 이곳은 마을의 자연산 병풍, 수살이다. 넉바위 마을에
들어오면 마을의 가장 오른쪽, 산 밑에 자연스럽지만 인위적으로 조성된 느낌을
주는 숲이 조성되어 주민들은 이를 ‘수살’이라고 부른다. 수살에는 왕버들나무를
비롯한 다양한 나무들이 식생하고 있다. 비록 지금은 관리가 잘 되지 못하고 있어
여러 나무와 풀들이 우거져있지만 과거에는 수살 중간에 넓은 공터가 있었고, 작
은 개울이 흘러 모이는 못도 있었다.

마을은 지명에 ‘청룡’, ‘백호’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풍수 지리학적 용어인 ‘좌
1947년
소정리 넉바위
위성사진

청룡 우백호’가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수살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제보자
이병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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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 어떤 분이 한 분이 그 분이 벼슬을 하다가 낙향을 해서 내려 오셔가지고
옆 마을에 살았어요. 한 2km 거기다 왕이 하사한 땅을 받고 왔는데, 고 동네보다
요 동네가 와서 보고 조금 더 낫겠다 싶어서, 이 동네로 이사 오시면서 동네를 훑
어보고 했는데, 옛날에 명당자리, 풍수지리를 보다 보니까 동네는 상당히 잘 생
겼는데 용 꼬리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아서 그 분이 자비로 해서 여기가 한
13000평방미터 정도 되나? 고렇기 구입을 해서 조성을 했던 거에요. 왜냐면 마
을에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서 이제 방풍림 목적으로 했던거여. 

- 이병두

마을 근처로 낙향했던 한 선비는 좋은 땅을 둘러보던 중 넉바위 마을이 눈에 들어
왔다. 그러나 풍수상 좌청룡의 꼬리가 짧아 숲을 조정함으로써 청룡의 꼬리를 늘
렸다. 이는 풍수적 단점을 보안하기 위한 것이었다.

여가 인제 청룡이고 저가 백호란 말이여. 동네를 싸고 앉았잖어. 겨울기는(겨
천연보호림
지정 이후
수살 주변에는
펜스가 쳐졌다.

울에는), 이짝이(이쪽이) 동쪽이고 남, 서, 북이란 말여. 동서남북 이렇게 있으
면, 저 겨울게는 말이여 추울 때는 이 바람이 말여 저기서 부니까 말이지 저게
감싸 줬기 때문에 바람이 불지를 않고, 오지를 않고 그래서 살기가 상당히 좋
았다고. 머슴은 못살 딕이라(곳이라) 그랬어. 왜냐면은 여기는 훈훈하지만, 나
가면 춥거든. 

- 김지순(여, 1939년생)

넉바위 마을은 곡교천을 따라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강해 추운 곳이다. 수살
은 이러한 바람을 막아주고 마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였다. 북풍을 막아주던 수
살 덕분에 마을 안은 겨울에도 따뜻하고, 훈훈한 기운이 머물렀다. 그런 탓에 ‘머
슴들이 일을 안 하는 곳’이라는 구전이 전해올 정도로 넉바위 마을은 살기 좋은
곳이었다.

산줄기와
자연스럽게
수살이
이어져 보인다.

옛지명인 ‘백호푸리’가
오늘날 도로명 주소에
‘백호길’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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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 어떤 분이 한 분이 그 분이 벼슬을 하다가 낙향을 해서 내려 오셔가지고
옆 마을에 살았어요. 한 2km 거기다 왕이 하사한 땅을 받고 왔는데, 고 동네보다
요 동네가 와서 보고 조금 더 낫겠다 싶어서, 이 동네로 이사 오시면서 동네를 훑
어보고 했는데, 옛날에 명당자리, 풍수지리를 보다 보니까 동네는 상당히 잘 생
겼는데 용 꼬리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아서 그 분이 자비로 해서 여기가 한
13000평방미터 정도 되나? 고렇기 구입을 해서 조성을 했던 거에요. 왜냐면 마
을에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서 이제 방풍림 목적으로 했던거여. 

- 이병두

마을 근처로 낙향했던 한 선비는 좋은 땅을 둘러보던 중 넉바위 마을이 눈에 들어
왔다. 그러나 풍수상 좌청룡의 꼬리가 짧아 숲을 조정함으로써 청룡의 꼬리를 늘
렸다. 이는 풍수적 단점을 보안하기 위한 것이었다.

여가 인제 청룡이고 저가 백호란 말이여. 동네를 싸고 앉았잖어. 겨울기는(겨
천연보호림
지정 이후
수살 주변에는
펜스가 쳐졌다.

울에는), 이짝이(이쪽이) 동쪽이고 남, 서, 북이란 말여. 동서남북 이렇게 있으
면, 저 겨울게는 말이여 추울 때는 이 바람이 말여 저기서 부니까 말이지 저게
감싸 줬기 때문에 바람이 불지를 않고, 오지를 않고 그래서 살기가 상당히 좋
았다고. 머슴은 못살 딕이라(곳이라) 그랬어. 왜냐면은 여기는 훈훈하지만, 나
가면 춥거든. 

- 김지순(여, 1939년생)

넉바위 마을은 곡교천을 따라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강해 추운 곳이다. 수살
은 이러한 바람을 막아주고 마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였다. 북풍을 막아주던 수
살 덕분에 마을 안은 겨울에도 따뜻하고, 훈훈한 기운이 머물렀다. 그런 탓에 ‘머
슴들이 일을 안 하는 곳’이라는 구전이 전해올 정도로 넉바위 마을은 살기 좋은
곳이었다.

산줄기와
자연스럽게
수살이
이어져 보인다.

옛지명인 ‘백호푸리’가
오늘날 도로명 주소에
‘백호길’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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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살에서의 잔치

방풍의 기능과 더불어 넓은 공터가 있던 수살은 아이들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도 좋은 놀이터였다. 마을에서 계가 있는 날이나 칠석에는 꼭 수살에서 놀았는데,
그러기 위해 그 전부터 수살의 풀들을 모두 깨끗하게 정돈하였다. 그 뒤 잔칫날이
되면 수살에 솥을 걸고 음식을 해 크게 놀았다. 그 뿐만 아니라 마을주민 이성수
의 큰아들은 1986년에 결혼식을 수살에서 올리기도 하였다.

그 인제 젤 큰애지 아마. 큰애 결혼식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 괜찮을 거
같애. 그때 막 코스모스 꽃피고 그래서. 그래서 그냥 저 뭐야 결혼식 할라고 가
서 또 피아노도 사가지고 온겨 그게. 피아노 여기 있어. 그래가지고 그때 뭐 잘
했지 뭘. 그때 당시에는 경관이 좋고 그래서. 그리고 안에가 넓은 공간이 있잖
아. 그래서 거기서 했지 뭐. 했는디 상당히 반응은 좋았어. 피아노 치는 사람
있고 하니까. 잘했지 뭐. 

- 이성수(남, 1935년생)

경관이 뛰어난 수살은 웨딩사진 촬영 명소로도 소문난 곳이었다. 이에 이성수는 결
혼 축하 현수막, 신랑과 신부가 밟고 지나갈 카펫, 현수막 뒤에 걸 오색 천을 직접
준비하였다. 또 피아노를 구입하고 반주자를 불러 결혼식을 수살에서 진행했다.

수살에서 올린 결혼식
1986년 9월 28일
이성수, 김지순 부부의 큰아들 이병화의 결혼식과
결혼식에 사용했던 피아노
(이성수씨 제공)

제보자
김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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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살에서의 잔치

방풍의 기능과 더불어 넓은 공터가 있던 수살은 아이들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도 좋은 놀이터였다. 마을에서 계가 있는 날이나 칠석에는 꼭 수살에서 놀았는데,
그러기 위해 그 전부터 수살의 풀들을 모두 깨끗하게 정돈하였다. 그 뒤 잔칫날이
되면 수살에 솥을 걸고 음식을 해 크게 놀았다. 그 뿐만 아니라 마을주민 이성수
의 큰아들은 1986년에 결혼식을 수살에서 올리기도 하였다.

그 인제 젤 큰애지 아마. 큰애 결혼식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 괜찮을 거
같애. 그때 막 코스모스 꽃피고 그래서. 그래서 그냥 저 뭐야 결혼식 할라고 가
서 또 피아노도 사가지고 온겨 그게. 피아노 여기 있어. 그래가지고 그때 뭐 잘
했지 뭘. 그때 당시에는 경관이 좋고 그래서. 그리고 안에가 넓은 공간이 있잖
아. 그래서 거기서 했지 뭐. 했는디 상당히 반응은 좋았어. 피아노 치는 사람
있고 하니까. 잘했지 뭐. 

- 이성수(남, 1935년생)

경관이 뛰어난 수살은 웨딩사진 촬영 명소로도 소문난 곳이었다. 이에 이성수는 결
혼 축하 현수막, 신랑과 신부가 밟고 지나갈 카펫, 현수막 뒤에 걸 오색 천을 직접
준비하였다. 또 피아노를 구입하고 반주자를 불러 결혼식을 수살에서 진행했다.

수살에서 올린 결혼식
1986년 9월 28일
이성수, 김지순 부부의 큰아들 이병화의 결혼식과
결혼식에 사용했던 피아노
(이성수씨 제공)

제보자
김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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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聖)과 속(俗)의 경계, 수살

일제강점기와 수살

주민들에게 수살은 자부심이자 마을의 정체성이나 다름없었던 것이다. 또 그만큼

마을숲은 문화적인 공간이기도 했지만, 마을의 역사 나아가 지역, 국가의 역사가

신성한 곳으로 생각했다. 과거에는 아이들이 수살으로 놀러가면, 어른들이 이를

서려있는 곳이기도 하다. 특히 일제강점기 당시 일제의 도시계획으로 측량이 이

꾸짖기도 하고 수살제를 지내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기도 하였다.

루어지고, 곳곳에서 도시공사가 진행되었다. 도시공사의 일환으로 ‘직강(直江)공
사’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굽이치는 천을 직선으로 바꾸는 일이었다. 직강공사로

우리 어렸을 때는 저기서 들어가서 놀기도 많이 놀았어. 어른들은 못 들어가게 했던거

물길이 바뀌면서 마을은 풍수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많은 피해를 입었다.  

지. 거기는 신성한데다. 그러면 어른들 눈 피해서 들어가고. …… 수살제. 수살제 뭐냐
면 보름날 거기 중간에 커다란 왕버들 나무가 있었어. 거기에 제사를 지내고 나와서,

저 1900년 도에 왜정 시대 때 이 하천을 바로 잡는 바람에 이게 좀 꼬리가 잘려 들어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음식하고 풍물을 갖다가 거기서 시작을 해갖고 쭉 흘러들어와

갔어. 하천으루. 하천이 옛날에는 일직선으로 안 되어있고, 약간 저쪽으로 치

서 집집마다 돌아다녔다고. 제를 지내고. 

우쳐서 도로 가 쪽으로 돌아갔다고. 그거를 왜정시대 때 측량하는 기법이 있으

- 이병두

니까는 측량을 해서 반듯하게 잡자. 그래가지고서 그게 들어간 게 한 내가 정
제사를 올리고 나면 주민들은 수살에서 풍장을 치고 마을로 나와 집집마다 다니

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1000여 평 정도 평수로 따지면은 하천으로 다 잘려 들

며 걸립 혹은 지신밟기를 했다. 그러나 이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람들의 인식이

어갔고, 나머지는 평수가 3000평 정도 남아있나. 지금 만 평방미터 정도 남아

변하면서 새마을운동이 벌어지던 1970년대를 전후로 중단되었다. 이러한 수살은

있어. 

- 이병두

성(聖)의 공간이자 성과 속(俗)을 구분 짓는 마을 경계의 역할도 하였다.
일제강점기 당시 넉바위 마을은 소정리-공주간 도로건설계획과 소정리역 신설로
상여 자체도 수살 끄트머리에다가 보관을 했고. 어린 아이들 죽으면은 수살 끝

큰 변화를 겪었다. 수살이 소정리의 가장 중심에 있는 까닭에 이러한 피해에 직격

에. 수살 끝보다 더 돼. 거기서 한 200메다 되나 거기다가 묻었던 부분이 있어요.

탄을 입을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특히 강압적으로 진행되었던 직강공사는 수살

애장터라 그랬나.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숲의 밖이니까 우리 동네가 아니라는 말

에 훼손을 가져왔다. 직강공사 이전의 모습은 확인할 길이 없지만, 현재의 항공사

이지. 안이 아니고 바깥에다 두니까. 

진을 보면 물길이 부자연스럽다는 것과 수살의 끝이 하천과 매우 근접해 있는 것

- 이병두

을 알 수 있다. 직강공사로 인해 약 1000 여평 정도가 훼손되었다고 하니 그 피해
대부분의 농촌마을에서 상여는 공동으로 사용하며, 이를 보관하는 상엿집이 따로

정도를 알 수 있다.

있었다. 다만 상엿집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이는 상여가 죽은 시
신을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라는 인식에 의해서였다.

또 일제강점기 당시에는 전쟁물자를 위한 벌목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특히 크고
오래된 나무일수록 더욱 피해가 컸다. 수살에 있는 나무들을 일본인들이 베어가

과거 의학이 발전하기 이전에는 어린아이들이 홍역과 같은 병으로 많이 죽었다. 이

려고 했으나 이를 주민들이 막아 수살의 훼손을 막았다고 전해진다.

렇게 죽은 아이들을 묻어둔 곳을 ‘애장터’라고 하였다. 즉 애장터는 삶과 대비되는
죽음의 공간이자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곳이다. 이곳이 수살 끝에 있다는 것은 위의
구술처럼 ‘우리 동네가 아니라는’ 의미와 같다. 즉 부정한 것을 마을 밖으로 몰아내
는 것이다. 이처럼 숲은 경계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공간이기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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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聖)과 속(俗)의 경계, 수살

일제강점기와 수살

주민들에게 수살은 자부심이자 마을의 정체성이나 다름없었던 것이다. 또 그만큼

마을숲은 문화적인 공간이기도 했지만, 마을의 역사 나아가 지역, 국가의 역사가

신성한 곳으로 생각했다. 과거에는 아이들이 수살으로 놀러가면, 어른들이 이를

서려있는 곳이기도 하다. 특히 일제강점기 당시 일제의 도시계획으로 측량이 이

꾸짖기도 하고 수살제를 지내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기도 하였다.

루어지고, 곳곳에서 도시공사가 진행되었다. 도시공사의 일환으로 ‘직강(直江)공
사’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굽이치는 천을 직선으로 바꾸는 일이었다. 직강공사로

우리 어렸을 때는 저기서 들어가서 놀기도 많이 놀았어. 어른들은 못 들어가게 했던거

물길이 바뀌면서 마을은 풍수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많은 피해를 입었다.  

지. 거기는 신성한데다. 그러면 어른들 눈 피해서 들어가고. …… 수살제. 수살제 뭐냐
면 보름날 거기 중간에 커다란 왕버들 나무가 있었어. 거기에 제사를 지내고 나와서,

저 1900년 도에 왜정 시대 때 이 하천을 바로 잡는 바람에 이게 좀 꼬리가 잘려 들어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음식하고 풍물을 갖다가 거기서 시작을 해갖고 쭉 흘러들어와

갔어. 하천으루. 하천이 옛날에는 일직선으로 안 되어있고, 약간 저쪽으로 치

서 집집마다 돌아다녔다고. 제를 지내고. 

우쳐서 도로 가 쪽으로 돌아갔다고. 그거를 왜정시대 때 측량하는 기법이 있으

- 이병두

니까는 측량을 해서 반듯하게 잡자. 그래가지고서 그게 들어간 게 한 내가 정
제사를 올리고 나면 주민들은 수살에서 풍장을 치고 마을로 나와 집집마다 다니

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1000여 평 정도 평수로 따지면은 하천으로 다 잘려 들

며 걸립 혹은 지신밟기를 했다. 그러나 이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람들의 인식이

어갔고, 나머지는 평수가 3000평 정도 남아있나. 지금 만 평방미터 정도 남아

변하면서 새마을운동이 벌어지던 1970년대를 전후로 중단되었다. 이러한 수살은

있어. 

- 이병두

성(聖)의 공간이자 성과 속(俗)을 구분 짓는 마을 경계의 역할도 하였다.
일제강점기 당시 넉바위 마을은 소정리-공주간 도로건설계획과 소정리역 신설로
상여 자체도 수살 끄트머리에다가 보관을 했고. 어린 아이들 죽으면은 수살 끝

큰 변화를 겪었다. 수살이 소정리의 가장 중심에 있는 까닭에 이러한 피해에 직격

에. 수살 끝보다 더 돼. 거기서 한 200메다 되나 거기다가 묻었던 부분이 있어요.

탄을 입을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특히 강압적으로 진행되었던 직강공사는 수살

애장터라 그랬나.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숲의 밖이니까 우리 동네가 아니라는 말

에 훼손을 가져왔다. 직강공사 이전의 모습은 확인할 길이 없지만, 현재의 항공사

이지. 안이 아니고 바깥에다 두니까. 

진을 보면 물길이 부자연스럽다는 것과 수살의 끝이 하천과 매우 근접해 있는 것

- 이병두

을 알 수 있다. 직강공사로 인해 약 1000 여평 정도가 훼손되었다고 하니 그 피해
대부분의 농촌마을에서 상여는 공동으로 사용하며, 이를 보관하는 상엿집이 따로

정도를 알 수 있다.

있었다. 다만 상엿집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이는 상여가 죽은 시
신을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라는 인식에 의해서였다.

또 일제강점기 당시에는 전쟁물자를 위한 벌목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특히 크고
오래된 나무일수록 더욱 피해가 컸다. 수살에 있는 나무들을 일본인들이 베어가

과거 의학이 발전하기 이전에는 어린아이들이 홍역과 같은 병으로 많이 죽었다. 이

려고 했으나 이를 주민들이 막아 수살의 훼손을 막았다고 전해진다.

렇게 죽은 아이들을 묻어둔 곳을 ‘애장터’라고 하였다. 즉 애장터는 삶과 대비되는
죽음의 공간이자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곳이다. 이곳이 수살 끝에 있다는 것은 위의
구술처럼 ‘우리 동네가 아니라는’ 의미와 같다. 즉 부정한 것을 마을 밖으로 몰아내
는 것이다. 이처럼 숲은 경계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공간이기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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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살의 소유권과 관련조직의 변화

천연보호림이 된 수살

주민들은 오랜 세월동안 중요하게 여겨오는 수살은 단순히 지켜보기만 한 것은

한참 경지정리를 하던 1970년대 무렵 청년회에서는 수살을 없애고 논으로 만들

아니었다.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조직에서 수살의 잡풀을 정리하고, 나무를 심는

자는 의견이 나오자 마을의 노인들은 이를 반대하였다. 결국 어른들은 사후(死後)

등의 지속적인 관리를 해왔었다. 매년마다 주민들은 죽은 나무가 있으면 그 옆에

에 수살이 훼손되거나 사라질 것을 염려하여 산림청에 ‘천연보호림’ 지정을 요청

새로이 나무를 심으며 수살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그 덕분에 수살

하였다. 이에 1985년 8월 27일 소정리 넉바위 마을의 수살은 왕버들나무의 유전

내부는 항상 빼곡함을 유지할 수 있었다.  

적 보존 필요성을 인정받아 ‘진귀한 임상’유형의 천연보호림으로 등록되었다. 그
러면서 수살은 산림청에서 관리하게 되었고 주민들은 완전히 괴리되었다.

아주 옛날은 알 수 없지만, 마을문서에 의하면 과거 수살 관리는 ‘동계’에서 해왔
다. 조직원들은 수살 관리에 대한 방침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이를 보존하

동네에서 1년에 몇 번씩 가서 나무를 잘 하기 위해서 밑에 풀 깎아주고 다 했

기 위해 관심을 기울였으며 정성을 쏟았다. 이후 ‘청년회’가 조직되면서 수살 관

어. 그런 쪽으로 하다가 노인양반들이 이 마을에 재산인데 이게 그 누가 팔아

리를 일임하였다. 그러나 점차 마을의 젊은 사람들이 빠져나가면서 청년회의 유

먹을지 모르니까는 이거를 못 팔아먹겠금 하기 위해서 천연보호림으로다가

지가 어렵게 되자 ‘마을회’가 수살의 관리를 맡게 된 것이다.

요청을 했던거여. 안 되는걸 높으신 양반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천연보호림으
로 지정을 해놨어. 

- 이병두

‘마을회’는 국가의 보상금으로 만들어진 조직이다. 한국전쟁 당시 공동재산을 인
정하지 않은 탓에 수살은 정부로 넘어가게 되었다. 그렇게 정부로 넘어간 수살은

마을숲의 경우 만들어진 배경부터 몇 백년간 사람과 함께 살아온 공간으로 주민

전의면에서 관리를 하다가 후에 경매로 나오게 되었다. 이를 알게 된 마을 사람들

들과 상생관계에 있었다. 천연보호림은 사람의 인위적인 손길이 닿는 것이 불가

은 십시일반(十匙一飯) 돈을 모아 경매에 참여했다. 경매 결과 주민들은 수살을 다

능해지기 때문에 그 자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에서 장점을 지닌다. 그러나 천연보

시 되찾을 수 있었고, 경매에 참여했던 마을 주민 19명의 이름으로 등기를 올렸

호림으로 지정된 이후 숲 주변에 철조망을 치게 되면서 주민들의 보호, 관리는 이

다.

루어질 수 없었다.

그러나 그 뒤에 하천 확장공사를 하면서 수살의 일부가 또다시 강으로 편입되면
서 보상을 받아 마을 기금이 생겼다. 이 기금은 수살 경매에 참여한 19명과 더불

우리 마을에서는 보호림을 해제해 달라. 관리도 안하면서 보호림으로 지정만 해 놓고서

어 마을에 20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이 모여 마을회를 조직하였다. 이렇게 만들어

관리도 안 해주면서 방치를 해 놓느냐. 나무가 많이 죽고 있걸랑. 우리 마을 자체에서는

진 마을회에서 수살의 관리를 넘겨받은 것이다.

손도 못 대게하고. 시에다 요청을 했는데도 … 사람 손길이 닿아야지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지. 저렇게 막아놓으면 보호하는 게 아니라. 

- 이병두

마을과 수살이 괴리된 채 유지되면서 오래된 고목들은 겨울의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대부
분 고사하여 몇 그루 남지 않게 되었고, 수살의 안은 마치 밀림처럼 변해 주민들도 쉽게 접
근 할 수 없는 것으로 변모하였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자 ‘방풍림’이 되어야 할 수살이
‘수풀림’으로 변해가고 있어 주민들은 안타까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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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살의 소유권과 관련조직의 변화

천연보호림이 된 수살

주민들은 오랜 세월동안 중요하게 여겨오는 수살은 단순히 지켜보기만 한 것은

한참 경지정리를 하던 1970년대 무렵 청년회에서는 수살을 없애고 논으로 만들

아니었다.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조직에서 수살의 잡풀을 정리하고, 나무를 심는

자는 의견이 나오자 마을의 노인들은 이를 반대하였다. 결국 어른들은 사후(死後)

등의 지속적인 관리를 해왔었다. 매년마다 주민들은 죽은 나무가 있으면 그 옆에

에 수살이 훼손되거나 사라질 것을 염려하여 산림청에 ‘천연보호림’ 지정을 요청

새로이 나무를 심으며 수살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그 덕분에 수살

하였다. 이에 1985년 8월 27일 소정리 넉바위 마을의 수살은 왕버들나무의 유전

내부는 항상 빼곡함을 유지할 수 있었다.  

적 보존 필요성을 인정받아 ‘진귀한 임상’유형의 천연보호림으로 등록되었다. 그
러면서 수살은 산림청에서 관리하게 되었고 주민들은 완전히 괴리되었다.

아주 옛날은 알 수 없지만, 마을문서에 의하면 과거 수살 관리는 ‘동계’에서 해왔
다. 조직원들은 수살 관리에 대한 방침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이를 보존하

동네에서 1년에 몇 번씩 가서 나무를 잘 하기 위해서 밑에 풀 깎아주고 다 했

기 위해 관심을 기울였으며 정성을 쏟았다. 이후 ‘청년회’가 조직되면서 수살 관

어. 그런 쪽으로 하다가 노인양반들이 이 마을에 재산인데 이게 그 누가 팔아

리를 일임하였다. 그러나 점차 마을의 젊은 사람들이 빠져나가면서 청년회의 유

먹을지 모르니까는 이거를 못 팔아먹겠금 하기 위해서 천연보호림으로다가

지가 어렵게 되자 ‘마을회’가 수살의 관리를 맡게 된 것이다.

요청을 했던거여. 안 되는걸 높으신 양반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천연보호림으
로 지정을 해놨어. 

- 이병두

‘마을회’는 국가의 보상금으로 만들어진 조직이다. 한국전쟁 당시 공동재산을 인
정하지 않은 탓에 수살은 정부로 넘어가게 되었다. 그렇게 정부로 넘어간 수살은

마을숲의 경우 만들어진 배경부터 몇 백년간 사람과 함께 살아온 공간으로 주민

전의면에서 관리를 하다가 후에 경매로 나오게 되었다. 이를 알게 된 마을 사람들

들과 상생관계에 있었다. 천연보호림은 사람의 인위적인 손길이 닿는 것이 불가

은 십시일반(十匙一飯) 돈을 모아 경매에 참여했다. 경매 결과 주민들은 수살을 다

능해지기 때문에 그 자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에서 장점을 지닌다. 그러나 천연보

시 되찾을 수 있었고, 경매에 참여했던 마을 주민 19명의 이름으로 등기를 올렸

호림으로 지정된 이후 숲 주변에 철조망을 치게 되면서 주민들의 보호, 관리는 이

다.

루어질 수 없었다.

그러나 그 뒤에 하천 확장공사를 하면서 수살의 일부가 또다시 강으로 편입되면
서 보상을 받아 마을 기금이 생겼다. 이 기금은 수살 경매에 참여한 19명과 더불

우리 마을에서는 보호림을 해제해 달라. 관리도 안하면서 보호림으로 지정만 해 놓고서

어 마을에 20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이 모여 마을회를 조직하였다. 이렇게 만들어

관리도 안 해주면서 방치를 해 놓느냐. 나무가 많이 죽고 있걸랑. 우리 마을 자체에서는

진 마을회에서 수살의 관리를 넘겨받은 것이다.

손도 못 대게하고. 시에다 요청을 했는데도 … 사람 손길이 닿아야지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지. 저렇게 막아놓으면 보호하는 게 아니라. 

- 이병두

마을과 수살이 괴리된 채 유지되면서 오래된 고목들은 겨울의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대부
분 고사하여 몇 그루 남지 않게 되었고, 수살의 안은 마치 밀림처럼 변해 주민들도 쉽게 접
근 할 수 없는 것으로 변모하였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자 ‘방풍림’이 되어야 할 수살이
‘수풀림’으로 변해가고 있어 주민들은 안타까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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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면 대곡리
한절골의 수살

마을숲 개관

입향조가 마을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수구에 나무를 심는 것이었다. 마을
한절골은 과거에 큰절이 있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전해 내려오는 말에 의하

에 작은 골짜기는 많으나 전체적인 형태로 볼 때 수구를 막는 산이 없어 마을 입

면 승려가 만 여명을 헤아렸으며 고려 말 승려 신돈이 한때 기거했다고 한다. 절

구가 서북향으로 훤히 트여 있었다. 이에 술사(術師)들이 수구막이를 해야 마을 주

에는 4층 석탑이 있었는데 석탑의 추녀에 들어가 비를 피할 수 있을 정도로 거대

민들이 번성한다고 하여 마을 입구에 숲을 조성하고 성황당 신을 숭봉하게 되었

했다고 한다. 또 천수(泉水)가 용출(涌出)하였는데 물이 맑고 동온하정(東溫夏淨)

으며, 장승도 만들어 세웠다. 즉 방풍림이자 마을 비보 차원의 형태로 마을숲이

하여 척서정(滌署井)이라 불리었다고 한다. 위의 4층석탑은 지금은 매몰된 듯 그

조성된 것이다.

자취를 찾을 데 없다. 옛 절터에서 발굴
되는 기와, 자기 파편, 동구에 옮겨 세워
놓은 삼층석탑, 산야에서 발견된 돌화살
촉, 고총(古塚), 출도품등에서 오래된 사
찰이 있던 마을임을 알 수 있다.

한절골은 밀양 박씨의 집성마을인데, 이
는 약 380여 년 전 연안공(延安公) 박승
조(朴承祖, 1564-1640)가 어머니인 창

성황당
장승유래비

1990년대
수살의
겨울 전경
(박종건 제공)

입향조가 심은
은행나무

오늘날
수살의 전경

원 황씨가 하세(下世)하자 풍수가의 말
에 따라 이곳에 모시면서 형성된 것이라
고 한다.

현재 마을 한 가운데에는 입향조 박승조
가 심었다고 전해오는 오래된 은행나무
한그루가 있다. 과거에는 나무가 오래되
어 안이 텅 비어있어 아이들이 그 속에
들어가거나, 나무를 타며 자주 놀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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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면 대곡리
한절골의 수살

마을숲 개관

입향조가 마을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수구에 나무를 심는 것이었다. 마을
한절골은 과거에 큰절이 있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전해 내려오는 말에 의하

에 작은 골짜기는 많으나 전체적인 형태로 볼 때 수구를 막는 산이 없어 마을 입

면 승려가 만 여명을 헤아렸으며 고려 말 승려 신돈이 한때 기거했다고 한다. 절

구가 서북향으로 훤히 트여 있었다. 이에 술사(術師)들이 수구막이를 해야 마을 주

에는 4층 석탑이 있었는데 석탑의 추녀에 들어가 비를 피할 수 있을 정도로 거대

민들이 번성한다고 하여 마을 입구에 숲을 조성하고 성황당 신을 숭봉하게 되었

했다고 한다. 또 천수(泉水)가 용출(涌出)하였는데 물이 맑고 동온하정(東溫夏淨)

으며, 장승도 만들어 세웠다. 즉 방풍림이자 마을 비보 차원의 형태로 마을숲이

하여 척서정(滌署井)이라 불리었다고 한다. 위의 4층석탑은 지금은 매몰된 듯 그

조성된 것이다.

자취를 찾을 데 없다. 옛 절터에서 발굴
되는 기와, 자기 파편, 동구에 옮겨 세워
놓은 삼층석탑, 산야에서 발견된 돌화살
촉, 고총(古塚), 출도품등에서 오래된 사
찰이 있던 마을임을 알 수 있다.

한절골은 밀양 박씨의 집성마을인데, 이
는 약 380여 년 전 연안공(延安公) 박승
조(朴承祖, 1564-1640)가 어머니인 창

성황당
장승유래비

1990년대
수살의
겨울 전경
(박종건 제공)

입향조가 심은
은행나무

오늘날
수살의 전경

원 황씨가 하세(下世)하자 풍수가의 말
에 따라 이곳에 모시면서 형성된 것이라
고 한다.

현재 마을 한 가운데에는 입향조 박승조
가 심었다고 전해오는 오래된 은행나무
한그루가 있다. 과거에는 나무가 오래되
어 안이 텅 비어있어 아이들이 그 속에
들어가거나, 나무를 타며 자주 놀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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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 낙향해서 보니까 이쪽 서북쪽이 확 텼잖아. 이게 삭교천 바람이 겨울에

귀신도 사라지게 한 수살

그냥 몰아친다는거야. 삭교천에서 들어오는 바람이 서해바다 바람이 그냥 직
11
툼벙은 ‘웅덩이’의
충청남도
사투리이다.

통으로 들어오니까 춥잖아. 그러니까 수살을 그걸 보는 사람들 풍수지리학자
가 이걸 막고, 이게 방풍림이여. 방풍림. 막고, 이 마을에 영과 정기가 그냥 빠
져 나가는거를 막은거야

- 박종건 (남, 1950년생)

한절골 마을 앞에 툼벙11이 하나 있는데, 이 툼벙에 과거 처녀가 빠져 죽어 귀신이
되어 나타난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이곳을 지나오는 주민들에게는 공포를 조성하
였다.

주민들은 이를 ‘수살’이라 부르는데, 마을 앞이 트여있어 서북쪽에서 삭교천 바람

저 귀신 봤다는 소리를 많이 하더라고, 양지작골 앞에 절골 거기 여기가 여 우

과 서해바다 바람이 마을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를 막고 마을의 영과 정기가 빠져

에 조그만 연못이 하나 있는데, 지금도 있어. 지금도 있는데 수살툼벙이라 그

나가지 않도록 하기위해 조성하였다고 한다. 실제로 항공지도를 보면 마을 앞으

러지. 근데 이 동네 사람이, 처녀가 와서 빠져 죽었어. 옛날에. 나는 그걸 못 봤

로는 산이 없고 뚫려있어 바람이 세게 들이치는 형국이다. 실제로 마을의 기온이

는데, 밤늦게 오다 보면은 여기쯤에서 소복을 한 여자가 나타난다 이거여. 누

평균보다 낮아 주민들은 ‘냉골’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구냐 그러면서 가면은 빨리 가면 빨리 가고 느리게 가면 느리게 가고 계속 간
다는겨. 그러다가 요 장승있는께 오면 고만 싹 없어진디야.


- 민태을(남, 1948년생)

  
한절골은 버스에 내려서도 한참을 걸어와야 하는 곳이어서 가로등불 하나 없는
밤중에는 더욱 을씨년스러웠다. 어두운 밤 마을에 들어가다가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나타났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렸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귀신도 장승이 세워져있는 수살에 오면 사라진다는 것
이다. 실제로 민태을은 과거 집으로 오는 밤길이 무서워 양손에 돌을 쥐고 오다가
마을숲을 지나고 나면 마치 자기 집 안방에 들어온 것처럼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1947년
대곡리 한절골

한다.

또 수살의 양 끝에는 애장터가 있었으며, 한쪽 끝에 상여집이 있었다고 한다. 이
를 통해 한절골의 수살 역시 소정리 수살과 마찬가지로 성과 속을 구분하며 부정
을 막아주는 경계의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9년
KTX선로가 수살을
지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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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 낙향해서 보니까 이쪽 서북쪽이 확 텼잖아. 이게 삭교천 바람이 겨울에

귀신도 사라지게 한 수살

그냥 몰아친다는거야. 삭교천에서 들어오는 바람이 서해바다 바람이 그냥 직
11
툼벙은 ‘웅덩이’의
충청남도
사투리이다.

통으로 들어오니까 춥잖아. 그러니까 수살을 그걸 보는 사람들 풍수지리학자
가 이걸 막고, 이게 방풍림이여. 방풍림. 막고, 이 마을에 영과 정기가 그냥 빠
져 나가는거를 막은거야

- 박종건 (남, 1950년생)

한절골 마을 앞에 툼벙11이 하나 있는데, 이 툼벙에 과거 처녀가 빠져 죽어 귀신이
되어 나타난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이곳을 지나오는 주민들에게는 공포를 조성하
였다.

주민들은 이를 ‘수살’이라 부르는데, 마을 앞이 트여있어 서북쪽에서 삭교천 바람

저 귀신 봤다는 소리를 많이 하더라고, 양지작골 앞에 절골 거기 여기가 여 우

과 서해바다 바람이 마을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를 막고 마을의 영과 정기가 빠져

에 조그만 연못이 하나 있는데, 지금도 있어. 지금도 있는데 수살툼벙이라 그

나가지 않도록 하기위해 조성하였다고 한다. 실제로 항공지도를 보면 마을 앞으

러지. 근데 이 동네 사람이, 처녀가 와서 빠져 죽었어. 옛날에. 나는 그걸 못 봤

로는 산이 없고 뚫려있어 바람이 세게 들이치는 형국이다. 실제로 마을의 기온이

는데, 밤늦게 오다 보면은 여기쯤에서 소복을 한 여자가 나타난다 이거여. 누

평균보다 낮아 주민들은 ‘냉골’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구냐 그러면서 가면은 빨리 가면 빨리 가고 느리게 가면 느리게 가고 계속 간
다는겨. 그러다가 요 장승있는께 오면 고만 싹 없어진디야.


- 민태을(남, 1948년생)

  
한절골은 버스에 내려서도 한참을 걸어와야 하는 곳이어서 가로등불 하나 없는
밤중에는 더욱 을씨년스러웠다. 어두운 밤 마을에 들어가다가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나타났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렸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귀신도 장승이 세워져있는 수살에 오면 사라진다는 것
이다. 실제로 민태을은 과거 집으로 오는 밤길이 무서워 양손에 돌을 쥐고 오다가
마을숲을 지나고 나면 마치 자기 집 안방에 들어온 것처럼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1947년
대곡리 한절골

한다.

또 수살의 양 끝에는 애장터가 있었으며, 한쪽 끝에 상여집이 있었다고 한다. 이
를 통해 한절골의 수살 역시 소정리 수살과 마찬가지로 성과 속을 구분하며 부정
을 막아주는 경계의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9년
KTX선로가 수살을
지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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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살과 장승제

한절골의 자랑 중 하나는 400년 간 지속되어오고 있는 ‘장승제’이다. 이는 윤년이
드는 해에 지내며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주민들은 이곳을 ‘서낭당’ 이라고 부
르기도 한다. 장승의 뒤쪽에는 작은 돌무더기가 있는데, 과거 뱀이 많이 꼬여 위험
하다고 없앴다가 옛것은 버리지 말고 지켜야 한다는 주민들의 의견으로 다시 만들
어졌다. 이러한 장승제의 가치가 인정되어 현재는 소정면의 행사로 자리 잡았으며,
2002년에는 ‘월드컵복권’과 엽서의 배경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또 2004년에는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장승제를 시연하여 한절골의 장승제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과거에는 장승목을 수살에서 구했다는 것이다.

거기(수살)는 그저 장승 깎을 때,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수살에서 나무를 베어가지고
서 그 나무다 장승을 깎더라고, 동네 산에서 이제 찾아서 베는데 우리가 이제 장승
해봐서, 우리들은 주도적으로 하니까 지금은 기계톱도 좋고, 옛날에 이 손 톱 잘라서
할라면, 지금은 기계톱으로, 그것도 경운기 있지, 차있지. 지금은 아름드리 나무 찾
아다가 크게 그냥 굵고 또 큰거. 웅장하게 하는거야. 그렇게 크진 않앴지.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목수가 두 분 있는데, 여 옆집 있었고, 한분 저 위 대장골에 그 분들이 솜씨
가 좋아서 우리 동네 장승이 이뻐진거 가트야. 그 분들이 목수니까 잘 깎았을 거 아
니여. 

- 박종건
장승제 관련 논문자료

수살에 있는 나무는 평소 주민들이 보호하고 지키는 곳이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
리지 못했지만 장승을 만들 때만큼은 수살에서 나무를 베는 것이 허용되었다. 또
당시에는 기계가 그다지 발전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커다란 나무를 베는 것이
쉽지 않아 비교적 작은 나무를 베어 장승을 만들었다고 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
계의 힘을 빌릴 수 있게 되고, 인근 산에서 쉽게 나무를 구하는 것이 가능해지면
서 굵고 큰 나무로 장승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세월이 변하면서장
승의 모습도 조금 바뀌게 되었다. 대곡리 성황당 장승제는 박종건이장의 노력으

2002년 월드컵 복권

로 2009년 12월 10일에 향토유적 제 47호로 지정되었으며 1569년(선조 2년)부

한절골 장승이 배경으로 사용되었다.

터 시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수살에는 연안공 박승조의 후손 박종면이 짓

1990년대 장승제 지내고 난 뒤의 수살
(박종건 제공)

고 쓴 성황당 장승유래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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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살과 장승제

한절골의 자랑 중 하나는 400년 간 지속되어오고 있는 ‘장승제’이다. 이는 윤년이
드는 해에 지내며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주민들은 이곳을 ‘서낭당’ 이라고 부
르기도 한다. 장승의 뒤쪽에는 작은 돌무더기가 있는데, 과거 뱀이 많이 꼬여 위험
하다고 없앴다가 옛것은 버리지 말고 지켜야 한다는 주민들의 의견으로 다시 만들
어졌다. 이러한 장승제의 가치가 인정되어 현재는 소정면의 행사로 자리 잡았으며,
2002년에는 ‘월드컵복권’과 엽서의 배경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또 2004년에는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장승제를 시연하여 한절골의 장승제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과거에는 장승목을 수살에서 구했다는 것이다.

거기(수살)는 그저 장승 깎을 때,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수살에서 나무를 베어가지고
서 그 나무다 장승을 깎더라고, 동네 산에서 이제 찾아서 베는데 우리가 이제 장승
해봐서, 우리들은 주도적으로 하니까 지금은 기계톱도 좋고, 옛날에 이 손 톱 잘라서
할라면, 지금은 기계톱으로, 그것도 경운기 있지, 차있지. 지금은 아름드리 나무 찾
아다가 크게 그냥 굵고 또 큰거. 웅장하게 하는거야. 그렇게 크진 않앴지.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목수가 두 분 있는데, 여 옆집 있었고, 한분 저 위 대장골에 그 분들이 솜씨
가 좋아서 우리 동네 장승이 이뻐진거 가트야. 그 분들이 목수니까 잘 깎았을 거 아
니여. 

- 박종건
장승제 관련 논문자료

수살에 있는 나무는 평소 주민들이 보호하고 지키는 곳이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
리지 못했지만 장승을 만들 때만큼은 수살에서 나무를 베는 것이 허용되었다. 또
당시에는 기계가 그다지 발전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커다란 나무를 베는 것이
쉽지 않아 비교적 작은 나무를 베어 장승을 만들었다고 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
계의 힘을 빌릴 수 있게 되고, 인근 산에서 쉽게 나무를 구하는 것이 가능해지면
서 굵고 큰 나무로 장승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세월이 변하면서장
승의 모습도 조금 바뀌게 되었다. 대곡리 성황당 장승제는 박종건이장의 노력으

2002년 월드컵 복권

로 2009년 12월 10일에 향토유적 제 47호로 지정되었으며 1569년(선조 2년)부

한절골 장승이 배경으로 사용되었다.

터 시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수살에는 연안공 박승조의 후손 박종면이 짓

1990년대 장승제 지내고 난 뒤의 수살
(박종건 제공)

고 쓴 성황당 장승유래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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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와 마을의 고목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인들은 부족한 전쟁물자를 충당하기 위해 식민지였던 조선
에서 많은 것들을 수탈해갔다. 그 중 임수(林藪)는 이들이 주목하고 있는 물자 중
하나였다. 일제는 마을 곳곳에서 있던 고목들을 베어갔는데 그 중에는 마을에서
위하던 동신목(洞神木)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런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데, 한절골 역시 고목 수탈의 피해를 입었다.

회관자리가 거대한 느티나무가 있었고. 지금은 아예 없고. 이게 43년도나, 44
년 고 무렵에 일본 놈들이 비어간거지 뭐. 2차 대전 때 배 만들라고. 어른들 여
섯 명이 손잡아야지. 그렇게 큰 게 하나 있었고, 장승 있는 께 이 쪽 저 쪽에 또
이렇게. 그것만 못해도 거대한 느티나무 두개 있었다 그래. 세개 비어갔다 그
러더라고. 역전까지 갖다 놓고서는 해방 된거야. 결국 못썼지. 근데 그 자를 때
뭐 그 나무가 오래 묵으면은 뭐야 그 안이 썩고 막 구멍도 생겼는데, 거기 구렁
이가 끼어가주고서는 그 자를 때는 구렁이도 자르고 막 거 껴있으니까, 옛날
여담으로 울었다는 소리도 들리고. 지금 있으면 천연기념물이지 뭐. 그게 젤
안타까워. 정자이름을 쌍괴정이라 지은거여 그래서. …… 우리 어렸을때 거기
파면은 나무 뿌리 썩은게 말여, 이 밤에 보면 반딧불이 마냥 환해.


- 박종건

일제강점기 말까지 마을에는 마을회관 부근과 마을입구 장승 근처에 오래된 느티
나무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일제가 오래된 느티나무 세 그루를 전쟁물자로 사
용하기 위해 베어가면서 구전으로만 전해 내려오고 있다.

특히 회관터에 있던 오래된 느티나무 두 그루를 베어내려고 하자 나무에서 커다
란 구렁이가 나오고, 나무 우는 소리가 들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여섯 명의
사람이 양 팔을 벌려야 감싸 안을 수 있었다던 고목들이 지금까지 있었다면 천연
기념물로 지정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주민들은 매우 아쉬워했다. 이에 두 그루
의 나무를 기억하기 위해 수살에 있던 ‘장승정’을 새로 짓으면서 ‘쌍괴정(雙槐亭)’
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쌍괴정(雙槐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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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와 마을의 고목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인들은 부족한 전쟁물자를 충당하기 위해 식민지였던 조선
에서 많은 것들을 수탈해갔다. 그 중 임수(林藪)는 이들이 주목하고 있는 물자 중
하나였다. 일제는 마을 곳곳에서 있던 고목들을 베어갔는데 그 중에는 마을에서
위하던 동신목(洞神木)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런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데, 한절골 역시 고목 수탈의 피해를 입었다.

회관자리가 거대한 느티나무가 있었고. 지금은 아예 없고. 이게 43년도나, 44
년 고 무렵에 일본 놈들이 비어간거지 뭐. 2차 대전 때 배 만들라고. 어른들 여
섯 명이 손잡아야지. 그렇게 큰 게 하나 있었고, 장승 있는 께 이 쪽 저 쪽에 또
이렇게. 그것만 못해도 거대한 느티나무 두개 있었다 그래. 세개 비어갔다 그
러더라고. 역전까지 갖다 놓고서는 해방 된거야. 결국 못썼지. 근데 그 자를 때
뭐 그 나무가 오래 묵으면은 뭐야 그 안이 썩고 막 구멍도 생겼는데, 거기 구렁
이가 끼어가주고서는 그 자를 때는 구렁이도 자르고 막 거 껴있으니까, 옛날
여담으로 울었다는 소리도 들리고. 지금 있으면 천연기념물이지 뭐. 그게 젤
안타까워. 정자이름을 쌍괴정이라 지은거여 그래서. …… 우리 어렸을때 거기
파면은 나무 뿌리 썩은게 말여, 이 밤에 보면 반딧불이 마냥 환해.


- 박종건

일제강점기 말까지 마을에는 마을회관 부근과 마을입구 장승 근처에 오래된 느티
나무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일제가 오래된 느티나무 세 그루를 전쟁물자로 사
용하기 위해 베어가면서 구전으로만 전해 내려오고 있다.

특히 회관터에 있던 오래된 느티나무 두 그루를 베어내려고 하자 나무에서 커다
란 구렁이가 나오고, 나무 우는 소리가 들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여섯 명의
사람이 양 팔을 벌려야 감싸 안을 수 있었다던 고목들이 지금까지 있었다면 천연
기념물로 지정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주민들은 매우 아쉬워했다. 이에 두 그루
의 나무를 기억하기 위해 수살에 있던 ‘장승정’을 새로 짓으면서 ‘쌍괴정(雙槐亭)’
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쌍괴정(雙槐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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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살과 한국전쟁

마을의 전기 보급을 위한 수살의 훼손

해방 이후 우리나라는 전쟁을 겪게 되면서 또 다시 많은 나무들이 벌채되어 갔다.

지금은 마을숲이 많이 훼손되어 규모가 협소해졌지만, 과거에는 마을 안쪽으로

주변의 산들은 나무가 별로 없는 그야말로 ‘민둥산’이었다. 당시 각 가정의 주된

숲이 더 있었다. 박종건의 구술에 의하면 그곳에는 느티나무, 참나무보다 아카시

연료는 나무였다. 지금처럼 산에 수풀이 우거지기 시작한 것은 1970년 경 국가에

아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었다고 한다.

서 산림정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부터였다. 그때부터 각 마을에 나무를 배
포하고, 심는 작업을 하였으며 산림법을 만들어 나무를 함부로 베지 못하게 하였

60몇 년도야. 주변 동네 전부 전기가 들어왔거든. 고등리 저 동네 들어갈 때

다. 그 결과로 지금과 같이 나무가 우거진 산이 생겨난 것이다.

저쪽 사는 곰푸리 뒤로다가 전봇대가 지나갔는데, 그때 우리 동네도 전기를 달
라 그랬다는겨. 근디 전기 달 사람들 누구네 누구네 단다고 적었을 거 아니야.

산에 나무가 많지 않았던 시절에는 바위마저도 멀리서 훤하게 보였다. 전시 상황

우리 아버지한테도 전기 다시라고 하니께. 한 달 전기요금이면은 1년동안 등

속에서  군인들이 산에서 이동을 하거나 몰려있는 것 역시 잘 보였을 것이다. 전

잔불 키는디 왜 그런 짓을 하냐고, 니들은 다 해라 난 안한다. 했으니까 그래가

쟁에 참전한 이들에게 자신이 노출된다는 것은 곧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었기 때

지고 호가 농회장이야. 농회장 어른도 전깃불 안킨다 그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문에 숨을 곳이 필요했다. 이때 적합한 장소가 숲이었던 것이다. 마을숲은 나무를

전깃불 켜. 그래서 다 무산됐다 그러더라고. 

베지 않고 다시 심으며 유지하는 곳이기 때문에 숲이 우거지고, 숨어있어도 잘 보



- 박종건

이지 않아 매우 적합한 장소였다. 마을 주민들은 한국전쟁 당시 인민군들이 와서
낮 동안 몸을 숨기고 있다가 저녁이 되면 이동하였던 것을 기억했다.

현재 마을 입구 박가네 식당이 있는데, 그 주변이 본래 전부 숲이었다. 특히 아름
드리 아카시아나무가 많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그저 비어있는 땅이 된 것

    

은 마을에 전기가 들어오게 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본래 마을에
도 전기가 일찍 들어 올 수 있었으나, 마을의 가장 큰 어른이 비용의 문제로 이를
반대하여 들여오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전기의 필요성이 절실해지게 되자 주민들은 아카시아 나
무를 팔아 비용을 만들어 전기를 들여오게 한 것이다. 숲의 일부였던 아카시아나
무가 마을의 기금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고, 그 덕분에 1975년에 마을에
전기가 들어온 것이다.

삼림정책 표어
1960년대,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우리나라는 1960년대 부터
산림법을 제정하고 본격적인
삼림 육성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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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살과 한국전쟁

마을의 전기 보급을 위한 수살의 훼손

해방 이후 우리나라는 전쟁을 겪게 되면서 또 다시 많은 나무들이 벌채되어 갔다.

지금은 마을숲이 많이 훼손되어 규모가 협소해졌지만, 과거에는 마을 안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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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지 않고 다시 심으며 유지하는 곳이기 때문에 숲이 우거지고, 숨어있어도 잘 보



- 박종건

이지 않아 매우 적합한 장소였다. 마을 주민들은 한국전쟁 당시 인민군들이 와서
낮 동안 몸을 숨기고 있다가 저녁이 되면 이동하였던 것을 기억했다.

현재 마을 입구 박가네 식당이 있는데, 그 주변이 본래 전부 숲이었다. 특히 아름
드리 아카시아나무가 많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그저 비어있는 땅이 된 것

    

은 마을에 전기가 들어오게 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본래 마을에
도 전기가 일찍 들어 올 수 있었으나, 마을의 가장 큰 어른이 비용의 문제로 이를
반대하여 들여오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전기의 필요성이 절실해지게 되자 주민들은 아카시아 나
무를 팔아 비용을 만들어 전기를 들여오게 한 것이다. 숲의 일부였던 아카시아나
무가 마을의 기금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고, 그 덕분에 1975년에 마을에
전기가 들어온 것이다.

삼림정책 표어
1960년대,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우리나라는 1960년대 부터
산림법을 제정하고 본격적인
삼림 육성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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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 건설로 훼손된 수살

공원화 되어가는 수살

고속철도건설은 조용하고 한적했던 한절골을 뒤흔드는 큰 사건이 있었다. 그 이

마을은 예전만큼 많은 사람들이 북적이지 않는다. 도시로 나가 공부를 하거나, 생

전부터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것이 큰 이슈였으며, 이것은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에 마을 주민들은 출향인들까지 모두 모

구체화되기 시작하여 사업이 이루어졌다. 특히 연기군은 천안-대전 구간 통로에

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고 이 첫모임을 수살에서 했다.

해당되었기 때문에 공사가 빠르게 시작되었다.  
우리 동네가 1995년부터 출향인사들한테도 연락을 해가지고 일 년에 한번 마
어느 날 갑자기 철도청에서 마을에 깃발을 꽂자, 주민들은 그때서야 철도가 마을

을 화합, 단합대회를 했거든요. 거기서 처음에 거기서 시작을 했지. 거 뒤에 넓

을 지나갈 것이라는 상황을 알게 되었다. 이에 주민들은 본부에 가서 항의를 하

으니까 거기 동네 분들 다 모여서 음식 해먹고, 춤도 추고. - 박종건

고, 반대시위를 했지만 변하지 않는 상황에 포기하게 되었고, 결국 ‘정부가 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겠나’ 라는 좌절로 끝나게 되었다.

수살 안에는 넓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놀기 적합하였다. 인
근에 위치한 천안에서도 소풍으로 놀러와 왔다가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수살에

공사가 시작되자 마을 뒷산인 귀병산에 터널을 만들기 위한 다이너마이트 폭발이

1979년도에 충청남도 지정 민속보존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 박물관을 세워

계속되었다. ‘온 산 천지 울렁 울렁’거릴 정도로 그 영향은 대단했다. 주민들은 집

마을의 생활물건들을 전시하였기도 하였다. 그러나 자꾸만 물건들이 사라지는 탓

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불안에 떨어야 했다. 그럼에도 어떠한 보상도 제대로 받

에 연기향토박물관에 모두 보관하고 박물관으로 쓰던 건물은 허물었다.

지 못했다. 완공된 철도는 완전히 마을을 직선으로 가로질러가는 형국이 되었고,
수살 내
공원

마을숲의 일부도 훼손될 수밖에 없었다.

하루에도 수십 대가 지나가는 철도는 마을의 경관 이외에도 소음으로 인한 불편
함을 가져왔고, 편안하고 안락한 느낌을 주는 마을의 인상에 반해 들어오고 싶어
했던 사람들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좌.
고등터널 공사
당시의 모습
(박종건 제공)

우.
고등고개에서
바라본 마을과
KTX 선로
(박종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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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했다. 완공된 철도는 완전히 마을을 직선으로 가로질러가는 형국이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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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숲의 일부도 훼손될 수밖에 없었다.

하루에도 수십 대가 지나가는 철도는 마을의 경관 이외에도 소음으로 인한 불편
함을 가져왔고, 편안하고 안락한 느낌을 주는 마을의 인상에 반해 들어오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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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고등터널 공사
당시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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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고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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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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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살의 소유관계

최근에는 마을마다 공공시설물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특히 빈 공터에 운동기구가

수살은 마을을 위해 만들어진 숲이지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많이 생겨나고 있다. 한절골 역시 수살 끝자락에 운동기구를 설치하여 그 주변을

소유관계가 꽤 분명하다. 한절골의 수살은 밀양 박씨들의 문중 땅으로 그들이 관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수살 안에 설치한다는 의견은 마을 촌로들

리를 계속해 왔으나 마을에 희사하였다. 마을에 숲을 희사한 이들은 이후 숲을 보

과의 갈등을 빚었다.

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였다. 수살의 나무를 베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랑잎조차 땔감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최근에 와서 너무 가시나무수풀만 우거져 있어가지고 시에다 권해가지고 공
원을 만든거여. 그거 할때도 어른들은 왜 숲을 훼손시키냐고 막 막 그러더라

박씨 문중에서 숲을 마을에 기증했는데 문중사람이 그 곳에서 나무를 베거나 가

고. 그래서 애들이 훼손시켜서, 나쁜 일 하는거 아니고 쉴 수 있고, 동네 분들

랑잎을 긁어오는 것은 마을에 내어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는 숲

이 와서 쉴 수 있는 공원 만드는거니까 이해들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설득 시켰

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한 주민들의 노력의 하나로 보인다.

지. 첨에 할 때는 뒤에 고대로 뒀잖아요. 

- 박종건
박종건은 이장이 된 후 수살의 등기가 소정면 대곡리로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수살은 마을을 외부로부터, 찬 기운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이후 몇 백 년 동안 유

이것이 후에 대곡1리, 2리, 3리 모두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에 대

지해 온 곳이었다. 숲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한 의무였던 촌로들에게 이를 훼손하

곡4리로 등기를 바꾸어 소유권을 확실하게 하고 논란이 생길 여지를 없앴다.

는 것은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촌로들은 ‘숲’을 중심에 두고 생각하
였기에 이를 훼손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젊은 층들은 숲보다는 ‘사람’을 중심에 두
었기에 쾌적한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이 우선시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어른들의
말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최대한 본 모습을 유지하여 공원을 조성하였다. 이
후 화장실을 들여오는 것에 대한 의견도 있었으나, 기피시설이라는 이유로 설치
되지 못했다.

좌.
수살에서의
마을 잔치
(박종건 제공)

우.
마을 향토 박물관
현재는 폐쇄하고
철거 되었다.
(박종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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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살은 마을을 위해 만들어진 숲이지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많이 생겨나고 있다. 한절골 역시 수살 끝자락에 운동기구를 설치하여 그 주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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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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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못했다.

좌.
수살에서의
마을 잔치
(박종건 제공)

우.
마을 향토 박물관
현재는 폐쇄하고
철거 되었다.
(박종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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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숲의
의미

세종시에서 살펴본 마을숲은 북쪽지역인 소정면, 전의면에서 주로 확인되었다.

▒ 세종시 마을숲 현황표

이들 지역은 중심지보다 외곽에 속했기 때문에 비교적 오랫동안 전승된 것이 아
닌가 싶다. 반곡식목서와 같은 기록물이 남아있고, 수구를 막아야 한다는 인식

번호

이 널리 있었던 것으로 보아 다른 지역에도 많은 곳에 마을숲이 있었을 것으로 생

마을

마을숲

마을숲 마을숲

(주소)

현존여부

명칭

관련

마을숲 관

마을숲

마을숲의

역할

제의

련조직

위치

현재상태

동계,
마을회

청룡안 끝자락

국가보호림
지정

수살 끝
애장터와
상여집
수살 끝
애장터와
상여집

각된다.

1

소정면 소정리 넉바위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
정리 458)

O

수살

비보,
당산

수살제

지금까지 살펴본 세종시의 마을숲 특징을 살펴보면 마을숲 내 혹은 주변에 ‘툼벙’

2

소정면 대곡리 한절골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
대곡리 217)

O

수살

비보,
당산

장승제

마을입구

보존

3

연기면 수산리 둔덕이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수산리 604-29)

O

숙징이
(숲거리)

비보,
당산

노제
(路祭)

마을입구

형태만 유지

4

전의면 관정리 느리골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관정리 537-3)

X

숲거리

비보,
당산

장승제

마을입구

고속철도
건설로 사라짐

5

남면 월산리 황골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644-192)

O

솔밭,
큰솔밭
정문거리

비보

X

6

전의면 읍내리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읍내리 352-4)

X

북숲

비보,
당산

장승제

7

전의면 유천리 어천

X

숲거리,
습거리

8

전동면 보덕1리 보평

X

솔밭

비보

9

연동면 노송리 마근터

X

장승백이

10

금남면 반곡리

X

장승백이

이나 실개천이 존재했다는 것인데, 이는 수구를 막기 위해 숲을 인위적으로 형성
했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다. 이는 방풍림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방증한다.
또 마을숲은 마을 입구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이는 경계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했다. 마을의 안과 밖, 즉 성과 속을 가르는 경계로서 역할을 한 것인
데 애장터와 상엿집이 숲 바깥에 있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마을숲은 수살제,
서낭제 또는 장승제를 지내는 종교적인 장소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마을숲의 특징과 가지고 있는 이야기는 마을숲이 단순한 자연환경이 아닌
주민들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한다. 주민들은 매년 나무
를 새로 심고 가꿀 정도로 마을숲에 대한 애착이 강했으며, 이것이 훼손되는 것을
두려워하였다. 또 사회의 변화에 따라 마을숲 역시 훼손되기도 하고, 역할의 변화

나루터에서 마을
세종특별자치시로
로
이식 예정
들어오는 입구
과거 마을 입구
현재 전의성당 입
구

나무 3그루만
남아 있음

마을입구

고사된 나무 한그루

X

강변

1980년대
경지정리로 소실

비보,
당산

장승제

마근터
마을입구

비보

장승제

마을입구

비보,
개인 치성
당산

를 겪기도 했다. 예컨대 방풍림의 역할을 하던 것이 이제는 경관림으로써 자리 잡
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마을숲은 시대 변화에서 기인한 마을 주민들의 인식변화
를 따라 그 역할이 계속해서 변화해 왔다. 마을숲은 마을민속과 이를 둘러싼 사회
변화를 살펴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변화 양상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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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

세종시 사람들
식물을 말하다

6장

세종시 사람들
식물을 말하다

식물을 오감으로 체험하는
세종시 생태교육

부산에서 태어나 수도권에서 교원생활을 하다가 국토부에서 근무하는 남편을 따

쌉싸름한 쑥부쟁이의 맛은
첫사랑에 비유해서 가르치죠

뜨거운 교육열로 붐비는 세종시

라 7살 5살 두 딸아이와 함께 세종시로 이사왔습니다. 현재 미르초등학교 실과 전
담 교사로 생태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도시 학교에는 공무원 자녀가 3, 인근 지역에서 유입된 학생이 7 정도에요”
현재 세종 행복도시 학교에는 공무원 자녀가 3, 인근 지역에서 유입된 학생이 7
정도인 거 같아요. 저도 되게 많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까지 많은 비율을 차지하
진 않는 것 같아요. 세종시가 전체 인구 대비 아이들이 가장 많은 도시라고 하더
라구요. 자꾸 유입이 되는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어린 아이들, 젊은 엄마들이 주
변에서 교육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이주를 많이 해왔다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세종시 학교들의 최신 교육 환경
교육 환경이 좋아요. 인프라가 좋으니까. 세종시에 신설학교는 세계 어디에 내놔
도 떨어지지 않을 만큼 시설이 정말 좋아요. 스마트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미래형
학교에요. 요즘 아이들을 디지털 세대라고 하는데 그런 세대에 맞는 제대로 된 교
육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전자교탁, 무선네트워크, 개교할 때만
해도 4~6학년 1인 1테블릿 PC 등 스마트 수업을 하기에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요. 무엇보다 쾌적하구요.

강명선
1977년생, 세종시 가재마을 거주
부산광역시 출생
미르초등학교 교사이자 이주공무원 부인
의미 있는 식물은 “딸처럼 키우는 나무”
“나에게 식물은 생명의 근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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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의 식물을
관찰하고 체험해
볼 수 있는 생태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세종시·식물·사람

6장_세종시 사람들, 식물을 말하다.

157

식물을 오감으로 체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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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사랑에 비유해서 가르치죠

뜨거운 교육열로 붐비는 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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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않는 것 같아요. 세종시가 전체 인구 대비 아이들이 가장 많은 도시라고 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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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4~6학년 1인 1테블릿 PC 등 스마트 수업을 하기에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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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아파트 공사 중인 신도시

으로 그 나무를 잘 키워내고 나서 자신감이 생겨서 요즘에는 허브와 다육이와 해

조치원에 1년을 살다가 신도시로 이사를 왔어요. 조치원에 살 때는 앞에 숲도 있

피트리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감성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신에게 특별한

고 산도 있어서 참 좋았는데, 세종시 예정지역에 딱 들어와 보니 창문 열면 아파

의미를 가지는 식물이 있으면 그로 인해 관심이 생기는 거 같아요. 식물도 생명이

트 밖에 안보이고, 심지어 아파트 앞에는 늘 공사 중이거든요. 그런 소음이 되게

라 위로도 받고, 때로는 위안이 되기도 해요. 그런 경험이 또 다른 식물도 키우게

시끄러워요.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집 앞에 작은 공사를 하더라도 보호벽을 세

되고 더 많은 관심도 가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 같아요.

워서 공사를 하는데, 여기는 무방비에요. 그냥 공사가 이루어져요. 먼지도 많고
공기도 나쁘죠. 공사가 다 끝나고 나도 삭막해요. 아파트 밖에 안 보이고.

식물의 의미는 생명력을 가진 동반자

나에게 의미있는 식물은 딸아이 출생 때 선물받은 딸 같은 나무

“반려견에서 위안을 얻는 것처럼, 전 식물을 통해서 위안을 얻어요”

“그 식물이 나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질 때, 생명에 더욱 관심이 생기죠”

나에게 식물은 생명이죠. 그냥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뭔지 초록이라는 그

버찌처럼 생긴 건데, 집에 선물로 많이 주는 나무에요. 제가 큰 아이를 어렵게 낳

푸르름, 그 작은 씨앗 하나, 새싹 하나가 참 좋아요. 전 작은 관심에도 쑥쑥 자라는

았는데, 그때 ‘아이 잘 키우세요.’ 라는 의미도 있는 나무를 선물 받았어요. 그 나

식물의 모습을 보면서 대견함도 느끼고 기특하기도 하고 감사함을 느껴요. 반려

무가 지금도 잘 자라고 있어요. 그게 제일 의미가 있죠. 딸 같아요. 제가 집에서 키

식물 같아요. 누구는 반려견을 통해서 그런 걸 느끼는데, 전 반려식물이 되는걸까

우는 화분을 잘 죽이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화분은 정말 잘 키웠어요. 처음

요? 제 생활의 동반자처럼 제 삶의 정말 위안이 되는 생명, 생명의 근원처럼 받아
들여지는 거 같아요. 식물 하나하나가 우리아이 같아요.

보고 만져보고 맛보는 생활 속 체험을 통한 생태교육
제가 이번에 6학년 아이들을 데리고 숲체험을 했는데, 수업시간에 쑥부쟁이 맛을
설명할 때 “그 맛이 씁쓸해요.” 라고 하는 것보다 “얘들아, 이 풀에서 나는 맛, 이
게 첫사랑의 맛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며 맛보기를 할 때 한참 이성에 관심이 많
은 아이들이 전보다 훨씬 호기심을 보이고 쑥부쟁이에 관심을 가져요. 아마 이런
경험을 한 아이는 쑥부쟁이를 잊지 않을꺼예요.

저는 도시에서 자랐거든요. 저는 지나면서 보는 풀이나 이런 걸 아름답다, 예쁘다
라고 느끼긴 하는데, 풀 이름 하나를 외우면 돌아서서 까먹어요. 시골에서 어릴
때부터 식물을 많이 접한 선생님들은 예쁘다고 하는 감상이 아니라, 그게 일상이
고 생활이고 삶인 거에요. 길가의 풀이 나에게는 공부해야만 알게되는 존재지만
그분들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자연스럽게 아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노력하
고 해도 이 선생님들의 감성을 따라갈 수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
어릴 때 많이 보고 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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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할 때 “그 맛이 씁쓸해요.” 라고 하는 것보다 “얘들아, 이 풀에서 나는 맛,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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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에서 태어나 학창시절을 보내고, 잠시 떠났다가 다시 고향으로 내려왔어요.

무분별한 개발보다
문화가 있는 시골을 바라며

현재 “전의를 디자인하는 사람들” 대표로 전의면 읍내리에서 교육·문화 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문화해설사로 활동하면서 세종시의 유서깊은 역
사와 문화를 알리는 일도 맡고 있습니다.

식물을 통해
새로운 문화사업의 길을 찾다

고향 전의에 대한 자부심
“사람들의 생활이 변하고, 그래서 산도 빨리 변했어요”
우리는 어렸을 때 그냥 뒷동산이라고 불렀어요. 산 이름이 없어요. 산 이름을 대
지 않아도 우리는 산에 가자 그러면 어느 산에 가는지 다 알아들어요.  우리가 다
녔던 뒷동산에 오솔길이 있었거든요. 근데 산에 길이 없어졌어요. 너무 서운했어
요. 전 지금도 머리 속에 그 길이 다 남아있거든요. 그게 어느 동네로도 넘어가고,
그게 산길이에요. 나무 때다가, 연탄 떼다가 기름 보일러 때면서 사람들이 산에
다니지 않으니까 길이 없어진 거에요. 사람들 생활이 변하고, 그래서 산에 가는
일이 줄어들고, 그렇게 산도 빨리 변해버렸어요.

나무의 뿌리는 땅속 깊이
박혀있고 가지들은 하늘에
닿아있다.

전의를 지키고 알리고 싶어서 “전의를 디자인하는 사람들” 만들다
제 고향은 전의면 신정리에요. 결혼과 함께 도시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고 2010
년부터 문화해설사를 시작했어요. 전의가 내 고향이기도 하지만 전의 사람들, 전
의에서의 생활이 너무 좋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나누고 돈이 있거나 없거
나 그렇게 살아요. 연기와 전의가 이 지역에서는 가장 역사가 오래됐어요. 그런데
이제 ‘연기’라는 지명은 영원히 사라져버렸어요. 그래도 전의는 아직 옛날 모습이
많이 남아있어서 이걸 알릴 수 있는 문화사업으로 마을기업을 2014년부터 시작
했어요. 그래서 기업 이름도 “전의를 디자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윤은실
1965년생, 전의면 신정리 거주
윤은실은
전의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교육사업과
전의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알릴 수 있는
다양한 문화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전의면 신정리 출생
문화해설사이자 “전의를 디자인하는 사람들” 대표
의미 있는 식물은 어린시절 친구들과 나누어 먹던 삘기
“나에게 식물은 무궁무진한 자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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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에서 태어나 학창시절을 보내고, 잠시 떠났다가 다시 고향으로 내려왔어요.

무분별한 개발보다
문화가 있는 시골을 바라며

현재 “전의를 디자인하는 사람들” 대표로 전의면 읍내리에서 교육·문화 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문화해설사로 활동하면서 세종시의 유서깊은 역
사와 문화를 알리는 일도 맡고 있습니다.

식물을 통해
새로운 문화사업의 길을 찾다

고향 전의에 대한 자부심
“사람들의 생활이 변하고, 그래서 산도 빨리 변했어요”
우리는 어렸을 때 그냥 뒷동산이라고 불렀어요. 산 이름이 없어요. 산 이름을 대
지 않아도 우리는 산에 가자 그러면 어느 산에 가는지 다 알아들어요.  우리가 다
녔던 뒷동산에 오솔길이 있었거든요. 근데 산에 길이 없어졌어요. 너무 서운했어
요. 전 지금도 머리 속에 그 길이 다 남아있거든요. 그게 어느 동네로도 넘어가고,
그게 산길이에요. 나무 때다가, 연탄 떼다가 기름 보일러 때면서 사람들이 산에
다니지 않으니까 길이 없어진 거에요. 사람들 생활이 변하고, 그래서 산에 가는
일이 줄어들고, 그렇게 산도 빨리 변해버렸어요.

나무의 뿌리는 땅속 깊이
박혀있고 가지들은 하늘에
닿아있다.

전의를 지키고 알리고 싶어서 “전의를 디자인하는 사람들” 만들다
제 고향은 전의면 신정리에요. 결혼과 함께 도시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고 2010
년부터 문화해설사를 시작했어요. 전의가 내 고향이기도 하지만 전의 사람들, 전
의에서의 생활이 너무 좋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나누고 돈이 있거나 없거
나 그렇게 살아요. 연기와 전의가 이 지역에서는 가장 역사가 오래됐어요. 그런데
이제 ‘연기’라는 지명은 영원히 사라져버렸어요. 그래도 전의는 아직 옛날 모습이
많이 남아있어서 이걸 알릴 수 있는 문화사업으로 마을기업을 2014년부터 시작
했어요. 그래서 기업 이름도 “전의를 디자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윤은실
1965년생, 전의면 신정리 거주
윤은실은
전의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교육사업과
전의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알릴 수 있는
다양한 문화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전의면 신정리 출생
문화해설사이자 “전의를 디자인하는 사람들” 대표
의미 있는 식물은 어린시절 친구들과 나누어 먹던 삘기
“나에게 식물은 무궁무진한 자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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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개발에 대한 우려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문화가 있는 시골동네가 좋아요”
세종시는 이대로 가다가 잘못하면 어설픈 도시로 변할거 같아요. 그래서 그걸 막
기 위해서라도 저는 문화사업을 사명감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도시화가
될까봐. 어정쩡한 도시가 될까봐 사실은 좀 겁나고 두려워요. 이 모습대로 전의가
문화가 있는 시골동네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도시사람들이 그 문화를 보
기위해 찾아올 수 있도록 말이에요. 개발이 곧 발전은 아니에요. 사람들은 동네를
개발해야만 발전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착각 인거 같아요.

나에게 가장 의미있는 식물은 온 동네 아이들을 모이게 했던 삘기
삘기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삘기가 봄쯤 돼서 새싹이 돋고, 5, 6월쯤 되면 삘기
뽑아먹으러 갔어요. 삘기는 그 순이에요. 순이 그 속 안에 들어있을 때 뽑아먹는
거에요. 들쩍지근하고 달달해요. 그게 어느 때쯤 되면 아련히 떠올라요. 저희 어
렸을 때는 시골에도 친구들이 많았잖아요. ‘책가방 놓고 얼른 나와’하면 책가방
집에 놓고 얼른 나와요. 장소·시간 약속 안해도 어느새 다 모여서 몰려가서 그렇
게 삘기를 뽑아먹으러 갔어요. 시계도 핸드폰 없이도 온 동네 아이들을 모였어요.
삘기 이름이 보리수라는 거 얼마 전에서야 알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한테 보
리수는 삘기고 그 열매는 삐리똥이에요.  

식물에서 문화사업의 해답을 찾다
“나에게 식물은 무궁무진한 자원이에요”
고향의 정겨움이고 그래서 무궁무진한 자원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의 자원.
요즘 기획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숲, 식물을 대상으로 아이들과 숲에서 할 수
있는 놀거리를 만드는 거에요. 이건 그냥 준비단계에요. 구체화된 것도 없고, 어
렴풋하게 식물로 하자고 생각해요. 내가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아스라이 떠오르
는 그런 정겹고 신나는 거를 요즘 아이들한테도 그대로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봄
되면 삘기 뽑아먹고, 여름에는 다슬기 잡고, 가을에는 밤 줍고 이런 거를 진짜 아
이들한테 남겨주고 싶어요. 그런 경험이 아이들에게 힘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요. 그 시절의 기억들이 지금의 나를 있게 해준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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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개발에 대한 우려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문화가 있는 시골동네가 좋아요”
세종시는 이대로 가다가 잘못하면 어설픈 도시로 변할거 같아요. 그래서 그걸 막
기 위해서라도 저는 문화사업을 사명감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도시화가
될까봐. 어정쩡한 도시가 될까봐 사실은 좀 겁나고 두려워요. 이 모습대로 전의가
문화가 있는 시골동네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도시사람들이 그 문화를 보
기위해 찾아올 수 있도록 말이에요. 개발이 곧 발전은 아니에요. 사람들은 동네를
개발해야만 발전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착각 인거 같아요.

나에게 가장 의미있는 식물은 온 동네 아이들을 모이게 했던 삘기
삘기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삘기가 봄쯤 돼서 새싹이 돋고, 5, 6월쯤 되면 삘기
뽑아먹으러 갔어요. 삘기는 그 순이에요. 순이 그 속 안에 들어있을 때 뽑아먹는
거에요. 들쩍지근하고 달달해요. 그게 어느 때쯤 되면 아련히 떠올라요. 저희 어
렸을 때는 시골에도 친구들이 많았잖아요. ‘책가방 놓고 얼른 나와’하면 책가방
집에 놓고 얼른 나와요. 장소·시간 약속 안해도 어느새 다 모여서 몰려가서 그렇
게 삘기를 뽑아먹으러 갔어요. 시계도 핸드폰 없이도 온 동네 아이들을 모였어요.
삘기 이름이 보리수라는 거 얼마 전에서야 알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한테 보
리수는 삘기고 그 열매는 삐리똥이에요.  

식물에서 문화사업의 해답을 찾다
“나에게 식물은 무궁무진한 자원이에요”
고향의 정겨움이고 그래서 무궁무진한 자원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의 자원.
요즘 기획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숲, 식물을 대상으로 아이들과 숲에서 할 수
있는 놀거리를 만드는 거에요. 이건 그냥 준비단계에요. 구체화된 것도 없고, 어
렴풋하게 식물로 하자고 생각해요. 내가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아스라이 떠오르
는 그런 정겹고 신나는 거를 요즘 아이들한테도 그대로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봄
되면 삘기 뽑아먹고, 여름에는 다슬기 잡고, 가을에는 밤 줍고 이런 거를 진짜 아
이들한테 남겨주고 싶어요. 그런 경험이 아이들에게 힘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요. 그 시절의 기억들이 지금의 나를 있게 해준 것처럼.

162

세종시·식물·사람

6장_세종시 사람들, 식물을 말하다.

163

프랑스 사람으로 스트라스부르(Strasbourg)에서 왔어요. 한국에는 15년 전에 왔고,

세종시에서 만난
소나무에 매료되다

그때 충남대학교를 다녔어요. 지금은 한국교원대학교에서 프랑스어를 가르치고 있
습니다. 대학원 다니는 동안 영어를 가르치는 지금의 한국인 아내를 만났어요.

세종시에는
건물과 자연이 섞여있어요

한국에서 느낀 고향 알자스의 자연
할아버지가 이집트에서 프랑스로 이주해 왔어요. 우리가족은 콥트교(Copt : 이집
트 내의 기독교 종파)에요. 저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Strasbourg)에서 살았어요.
독일 바로 옆이에요. 아마도 독일에서 10-15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알자스 주
에 속해 있습니다. 스트라스부르는 천안과 비슷해요. 인구는 30만 명 정도입니다.
프랑스에서는 큰 도시가 없어요. 파리도 인구가 200만 명 정도에요. 제가 살던 알
자스지방은 독일 라인강가에 있어서 한국에서 처음 살았던 충청남도 지형과 비슷
해요. 도시, 산, 강이 있었어요. 우리 집 바로 옆에 산이 있었어요. 산이 높지 않아
서 아주 좋았어요. 대전 유성에 있는 충남대학교를 다닐 때 그곳의 지형이 고향과
비슷해서 참 좋았어요.

편리하고 안락한 세종시의 아파트 생활
나무의 뿌리는 땅속 깊이
박혀있고 가지들은 하늘에
닿아있다.

아내가 세종시로 이사를 오자고 했어요. 아내가 세종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살기
를 원했죠. 세종시에는 아파트가 많지만 지금 사람이 많이 살지는 않아요. 나무는
많은데 말이에요. 옛날에 가족이 살던 집은 주택이었는데 오래되서 춥고 물도 차
가웠어요. 그래서 지금 아파트에서 살게 되서 좋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세종시에
는 문화시설이 적은 거 같아요. 그게 좀 아쉬워요.

숲을 존중하는 프랑스 VS 숲을 공부하는 우리나라
저는 프랑스에서 꽃 이름, 나무 이름 잘 몰랐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왔을 때, 많은
사람이 꽃이나 풀 이름을 잘 알더군요. 한국에는 소나무가 참 많은데 알사스에는

장 스캉드라니

과일나무가 많아요. 그렇지만 한국에서 많이 본 은행나무는 고약한 냄새 때문에

1967년생, 세종시 도램마을 거주

싫어요. 프랑스든 한국이든 사람들이 사는곳 주변에 꽃과 나무가 많이 있는것은
공통점이에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출생
한국교원대학교 프랑스어 강사
의미 있는 식물은 아파트 정원에 심겨진 소나무
“자연과 어우러진 세종시의 아파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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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아이들이 매미를 잡아서 손으로 가지고 노는 것을 보고 많이 놀랐어요. 그
런 행동은 프랑스 사람들은 안해요. 그 자체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릴
때 학교에서 야외 수업도 많이 있었어요. 산에 가서 선생님이 어떤 나무, 어떤 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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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사람으로 스트라스부르(Strasbourg)에서 왔어요. 한국에는 15년 전에 왔고,

세종시에서 만난
소나무에 매료되다

그때 충남대학교를 다녔어요. 지금은 한국교원대학교에서 프랑스어를 가르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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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는
건물과 자연이 섞여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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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하고 안락한 세종시의 아파트 생활
나무의 뿌리는 땅속 깊이
박혀있고 가지들은 하늘에
닿아있다.

아내가 세종시로 이사를 오자고 했어요. 아내가 세종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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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스캉드라니

과일나무가 많아요. 그렇지만 한국에서 많이 본 은행나무는 고약한 냄새 때문에

1967년생, 세종시 도램마을 거주

싫어요. 프랑스든 한국이든 사람들이 사는곳 주변에 꽃과 나무가 많이 있는것은
공통점이에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출생
한국교원대학교 프랑스어 강사
의미 있는 식물은 아파트 정원에 심겨진 소나무
“자연과 어우러진 세종시의 아파트들”

164

그런데 아이들이 매미를 잡아서 손으로 가지고 노는 것을 보고 많이 놀랐어요. 그
런 행동은 프랑스 사람들은 안해요. 그 자체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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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새를 알려주면 아이들은 그저 보는 것일 뿐이에요.
No touch! 나와 내 여동생들도 야외에 나가면 그저 보기만 했어요. 하지만 프랑
스에서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예전에 직접 만지며 놀았다고 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릴 때 만든 곤충표본이나 식물표본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아파트 정원에 있는 키 큰 소나무에 매료되다
저희가 사는 아파트 단지 뒤에 생긴 아파트에는 키 큰 소나무가 많이 있어요. 너
무 좋아서 자주 찾아가요. 키 큰 소나무 너무 좋아요. 지금 새로 지은 세종시의 아
파트에는 큰 나무들을 많이 심고 있어요. 프랑스 아파트에는 이런 나무를 심는 것
은 없어요. 건물 앞에 이렇게 큰 나무를 심는 것은 거의 드물어요. 그런데 세종시
에 와서 아파트 건물 사이에 큰 나무가 있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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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숲 해설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노인부터 학생들과 어린 아이들에게

식물이 만들어내는
경관과 환경의 영향

까지 우리의 숲에 대해 소개하고 함께 숲을 돌아다니며 직접 보고 만지며 느낄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식물이 만들어 내는 환경이
사람의 기억과 세계관에 영향을 미친다

숲 해설가로서 만난 식물
세종시에서 숲 해설가를 시작하다
배우고 가르치고 함께 공유하며 느끼는 것을 매우 좋아해요. 결혼을 하고 조치원으로 이
사를 와서 낯설고 외로울때 지역 도서관에 나가서 늘 뭔가를 배웠어요. 그러다가 숲 해
설가 관련한 강좌를 들었어요. 생태환경 NGO 단체인 의제21(현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
회)라는 곳에서 의지를 가지고 관심 있는 지역사람들 가운데 숲 해설가를 양성했습니다.
그때부터 숲 해설가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활동 초기 2~3년 동안은 잘 몰랐지만 숲 같은 곳에 답사를 다니고 환경관련 워크
숍이나 행사에 다니면서 점점 더 흥미를 느끼게 되어서 그때부터 더욱 열심히 공
부하고 준비했습니다. 학생들과 아이들, 그리고 노인분들에게까지 우리 숲과 식
물에 대해서 알리고 직접 보고 만지고 식물과 관련한 글을 쓰게 하고 그림을 그리

나무의 뿌리는 땅속 깊이
박혀있고 가지들은 하늘에
닿아있다.

기도 합니다. 숲에 대해 알기 위해 엄마랑 아이가 같이 오기도 하고 학교에서 단
체로 오기도 해요. 숲, 자연, 생태 이런 것들이 재미있고 의미도 있고 어렵지도 않
은 주제여서 여러 단체에서 해설 의뢰가 많이 온답니다.

숲과 식물, 경관 : 고향을 느낄 수 있는 식물
숲에 대해 가르칠 때 단순히 식물의 이름과 생김새 만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사람들이 고향을 느낄 때도 주변의 산이나 강, 눈에 익은 그런 환경을 통해
서 기억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우~ 내 고향 같아.” 라고 느끼는 것은 내가 살

오해경
1964년생, 숲 해설가, 조치원읍 거주
경기도 부천 출생
결혼 후 1996년 조치원으로 이주
숲 해설가
의미 있는 식물은 이질풀과 선개불알풀
“여기가 내가 살던 땅이다, 공간이다 느끼는 것은
주변의 환경으로 느끼는 건가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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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곳의 모습과 비슷한 곳을 발견했을 때 그런 거잖아요. ‘식물과 환경이 사람들

작고 소박한 식물들의 소중함

의 기억과 세계관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대해서도 알리려고 합니다.

숲 해설가의 보람 : 장애우 봉사를 할 때 가장 보람 느껴

세종시 개발로 인한 변화

숲 해설을 하며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장애우 봉사를 할 때입니다. 무료자원봉사
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제 딸하고 딸 친구들도 같이 갔습니다. 그때 가서 같이

“여기가 내가 살던 땅이다, 공간이다 느끼는 것은 주변의 환경으로 느끼는 건가 봐요”

노는데 그 웃음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맑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였어

저희 남편의 경우에도 고향이 옛날 연기군 남면 고정리인데, 지금은 고정동이죠.

요. 숲에서 즐거워하는 그 맑은 웃음을 잊을 수가 없어서 장애우들에게 계속 자원

그 동네 모습이 옛날에 다닐 때랑 지금이 완전히 다르데요. 어디가 어딘지 전혀

봉사를 해주고 싶고 그래서 제가 먼저 계속 장애단체에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내

모르겠다는 거죠. 여기가 거기라니까 그런 줄은 알겠는데 그 모습이 다 바뀌어서

가 무료 숲 해설을 해주겠다고요. 제가 익히고 좋아하는 식물, 숲에 대한 지식과

전혀 떠오르지 않는대요. 기억 속에는 옛날 모습만 떠오르지, 도무지 새로 바뀐

경험을 가지고 사람들과 소통하며 나눌 수 있다는 점이 참 보람되고 좋습니다.

동네는 고향 같지가 않다고 해요. 여기가 내가 살던 땅이다, 공간이다 느끼는 것

가장 의미 있는 식물은 이질풀과 선개불알풀

은 주변의 환경으로 느끼는 건가 봐요.

제가 숲 해설을 시작하고 3년이 안 되었을 때인데, 한 부부가 자기네가 예뻐서 키

달라진 세종시 : 역동성

우는 꽃이 있는데 이름을 모르겠다며 알려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얼마

세종시 개발로 지역에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어서 그런지 활동하는 단체도 많아지고 사

안 됐던 때라 잘 모르는 것이 많아서 모르면 어쩌나 하는 마음에 떨고 있었어요.

람도 많아지고,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단순히 개발 사업만이 아니라 문화

그런데 그때 한 분이 오더니 딱 보고 바로 ‘이질풀’이라고 하는 거에요. 저는 몰랐

적으로도 그래요. 문화축제도 생겨나고 그 안에서 영화상영, 오케스트라 공연 등등 예전

거든요. 그때부터 저도 자극을 받아서 더 열심히 공부를 하며 익혔습니다. 그래서

에는 없던 것들이 지역에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

그 이질풀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면서 예술을 사랑하는 모임 같은 것들도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고 그래요. 기존의 지역 토
박이들하고 관심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도 하지만, 새로운 도시가 생겨나면서 지역에 일고

또 선개불알풀은 도감에서 본 이후로 제가 6개월 동안 계속 찾았던 꽃인데, 늘 가

있는 역동적인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던 의제21 문화회관 건물 주차장 화단에 그 꽃이 있는 거예요. 정말 ‘유레카’ 였어
요. 근데 도감에 있는 사진보다 훨씬 작았고 그때 알았어요. ‘우리 야생화라는 것

생태 환경의 변화

이 이렇게 작은 애들이구나. 실제로 곤충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꽃들이 큰 꽃이

있던 공간이 없어지고 새로운 곳이 생기는 그런 식의 변화는 눈에 띄게 진행되고

아니구나. 이런 꽃에서 꿀을 따고 꽃가루를 모아서 사는 거구나’ 라는 것을 그 때

있지만, 사실 식물 같은 환경적인 변화는 아직 그렇게 딱 드러나는 것 같지 않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두 꽃이 가장 기억에 남는 의미 있는 식물입니다.

요. 환경이라는 것이 하나가 사라졌다고 해서 금세 초토화되어서 거기 곤충들이
사라지고, 메말라 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조사를 꾸준히 해야지
만 ‘호랑나비가 좋아하는 탱자나무와 산초나무가 많던 산이 개발로 인해 사라져
서 호랑나비가 보이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즉각적으로 눈에 보
이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히 환경 변화는 진행되고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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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곳의 모습과 비슷한 곳을 발견했을 때 그런 거잖아요. ‘식물과 환경이 사람들

작고 소박한 식물들의 소중함

의 기억과 세계관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대해서도 알리려고 합니다.

숲 해설가의 보람 : 장애우 봉사를 할 때 가장 보람 느껴

세종시 개발로 인한 변화

숲 해설을 하며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장애우 봉사를 할 때입니다. 무료자원봉사
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제 딸하고 딸 친구들도 같이 갔습니다. 그때 가서 같이

“여기가 내가 살던 땅이다, 공간이다 느끼는 것은 주변의 환경으로 느끼는 건가 봐요”

노는데 그 웃음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맑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였어

저희 남편의 경우에도 고향이 옛날 연기군 남면 고정리인데, 지금은 고정동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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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무료 숲 해설을 해주겠다고요. 제가 익히고 좋아하는 식물, 숲에 대한 지식과

전혀 떠오르지 않는대요. 기억 속에는 옛날 모습만 떠오르지, 도무지 새로 바뀐

경험을 가지고 사람들과 소통하며 나눌 수 있다는 점이 참 보람되고 좋습니다.

동네는 고향 같지가 않다고 해요. 여기가 내가 살던 땅이다, 공간이다 느끼는 것

가장 의미 있는 식물은 이질풀과 선개불알풀

은 주변의 환경으로 느끼는 건가 봐요.

제가 숲 해설을 시작하고 3년이 안 되었을 때인데, 한 부부가 자기네가 예뻐서 키

달라진 세종시 : 역동성

우는 꽃이 있는데 이름을 모르겠다며 알려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얼마

세종시 개발로 지역에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어서 그런지 활동하는 단체도 많아지고 사

안 됐던 때라 잘 모르는 것이 많아서 모르면 어쩌나 하는 마음에 떨고 있었어요.

람도 많아지고,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단순히 개발 사업만이 아니라 문화

그런데 그때 한 분이 오더니 딱 보고 바로 ‘이질풀’이라고 하는 거에요. 저는 몰랐

적으로도 그래요. 문화축제도 생겨나고 그 안에서 영화상영, 오케스트라 공연 등등 예전

거든요. 그때부터 저도 자극을 받아서 더 열심히 공부를 하며 익혔습니다. 그래서

에는 없던 것들이 지역에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

그 이질풀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면서 예술을 사랑하는 모임 같은 것들도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고 그래요. 기존의 지역 토
박이들하고 관심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도 하지만, 새로운 도시가 생겨나면서 지역에 일고

또 선개불알풀은 도감에서 본 이후로 제가 6개월 동안 계속 찾았던 꽃인데, 늘 가

있는 역동적인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던 의제21 문화회관 건물 주차장 화단에 그 꽃이 있는 거예요. 정말 ‘유레카’ 였어
요. 근데 도감에 있는 사진보다 훨씬 작았고 그때 알았어요. ‘우리 야생화라는 것

생태 환경의 변화

이 이렇게 작은 애들이구나. 실제로 곤충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꽃들이 큰 꽃이

있던 공간이 없어지고 새로운 곳이 생기는 그런 식의 변화는 눈에 띄게 진행되고

아니구나. 이런 꽃에서 꿀을 따고 꽃가루를 모아서 사는 거구나’ 라는 것을 그 때

있지만, 사실 식물 같은 환경적인 변화는 아직 그렇게 딱 드러나는 것 같지 않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두 꽃이 가장 기억에 남는 의미 있는 식물입니다.

요. 환경이라는 것이 하나가 사라졌다고 해서 금세 초토화되어서 거기 곤충들이
사라지고, 메말라 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조사를 꾸준히 해야지
만 ‘호랑나비가 좋아하는 탱자나무와 산초나무가 많던 산이 개발로 인해 사라져
서 호랑나비가 보이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즉각적으로 눈에 보
이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히 환경 변화는 진행되고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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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 4세로, 중학교 3학년 때 한국여행을 한 후에 한국으로 이주할 것을 결심했

러시아와는 너무 다른
세종시의 식물들

습니다. 외가 식구들과 함께 이주를 해서 현재 조치원에서 러시아식당 ‘디알리나’
를 가족들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주 새날학교 학생이기도 해요.

세종시는 산도 많고
숲이랑 나무도 아주 많아요

가족들과 자리잡은 새로운 고향 세종시
새로운 기회의 땅, 세종
세종시 조치원에는 외국사람이 많아요. 여기 대학교(홍익대학교, 고려대학교)도
있으니까. 저희 친척들도 대부분 여기로 이사왔어요. 조치원에 있는 외국인들은
학생보다 일하러 온 사람이 더 많은 거 같아요. 공장이나 회사에 다니는 경우도
많고, 신도시에 아파트 짓는 곳에서 일하는 분들도 많아요. 우리 식당에는 그런
사람들이 다 오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한국말을 전혀 못했어요. 그래서 마트도 못 가고, 밖에 나가는 것
도 불편해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어요. 청주에 있는 새날학교에서 외국인들한테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공부를 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도 지금은 그
나무의 뿌리는 땅속 깊이
박혀있고 가지들은 하늘에
닿아있다.

곳에서 한국어를 배우며 이제는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내 고향은 한국
저는 고향이 한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러시아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인 피가
흐르니까 고향은 한국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저는 한국 사람들이랑만 친
해야 된다는 생각은 없어요. 러시아에서 학교다닐 때 우즈베키스탄 친구도 있었
고, 제일 친한 친구가 아르메니아 사람이었어요. 물론 러시아 친구도 많았고요.

한국에서는 한국이름이 필요해요

임율리아

병원을 가면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름을 이상하게 부르니까 기

1998년생, 세종시 조치원읍 거주

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그게 아주 불편해요. 누가 물어보면 내 이름을 말해
야 되는데, “임율리아”라고 하면 대부분 “네? 어떻게 써요?” 계속 물어봐요. ‘율리

블라디보스토크 출생
청주 새날학교 학생, 고려인 4세
의미 있는 식물은 블라디보스토크 집 마당에 있던 체리나무
“한국에 있는 꽃과 나무를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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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는 이름은 원래 그리스 여신의 이름으로 알고 있어요. 순수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한국에 살고 있으니까 한국식 이름이 있으면 좋겠어요. 부르고 듣기 좋은
한국식 이름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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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 4세로, 중학교 3학년 때 한국여행을 한 후에 한국으로 이주할 것을 결심했

러시아와는 너무 다른
세종시의 식물들

습니다. 외가 식구들과 함께 이주를 해서 현재 조치원에서 러시아식당 ‘디알리나’
를 가족들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주 새날학교 학생이기도 해요.

세종시는 산도 많고
숲이랑 나무도 아주 많아요

가족들과 자리잡은 새로운 고향 세종시
새로운 기회의 땅, 세종
세종시 조치원에는 외국사람이 많아요. 여기 대학교(홍익대학교, 고려대학교)도
있으니까. 저희 친척들도 대부분 여기로 이사왔어요. 조치원에 있는 외국인들은
학생보다 일하러 온 사람이 더 많은 거 같아요. 공장이나 회사에 다니는 경우도
많고, 신도시에 아파트 짓는 곳에서 일하는 분들도 많아요. 우리 식당에는 그런
사람들이 다 오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한국말을 전혀 못했어요. 그래서 마트도 못 가고, 밖에 나가는 것
도 불편해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어요. 청주에 있는 새날학교에서 외국인들한테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공부를 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도 지금은 그
나무의 뿌리는 땅속 깊이
박혀있고 가지들은 하늘에
닿아있다.

곳에서 한국어를 배우며 이제는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내 고향은 한국
저는 고향이 한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러시아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인 피가
흐르니까 고향은 한국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저는 한국 사람들이랑만 친
해야 된다는 생각은 없어요. 러시아에서 학교다닐 때 우즈베키스탄 친구도 있었
고, 제일 친한 친구가 아르메니아 사람이었어요. 물론 러시아 친구도 많았고요.

한국에서는 한국이름이 필요해요

임율리아

병원을 가면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름을 이상하게 부르니까 기

1998년생, 세종시 조치원읍 거주

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그게 아주 불편해요. 누가 물어보면 내 이름을 말해
야 되는데, “임율리아”라고 하면 대부분 “네? 어떻게 써요?” 계속 물어봐요. ‘율리

블라디보스토크 출생
청주 새날학교 학생, 고려인 4세
의미 있는 식물은 블라디보스토크 집 마당에 있던 체리나무
“한국에 있는 꽃과 나무를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172

아’라는 이름은 원래 그리스 여신의 이름으로 알고 있어요. 순수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한국에 살고 있으니까 한국식 이름이 있으면 좋겠어요. 부르고 듣기 좋은
한국식 이름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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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만난 아름다운 꽃과 나무들
다양하고 예쁜 세종의 식물들
세종시의 식물은 청주와는 큰 차이가 없지만, 러시아와는 아주 다르죠. 여기는 산
도 많고 숲이랑 나무들이 아주 많잖아요. 한국에 왔을 때, 여름이었는데 너무 습
하고 찝찝했어요. 너무 덥고 습하니까 땀도 엄청 많이 났어요. 그런데 산이랑 숲
도 많고, 나무나 꽃이 블라디보스토크보다 종류가 훨씬 많은 거에요. 여기 와보니
집 앞이나 거리가 예쁘게 꾸며져 있다고 바로 느껴졌어요. 집 앞에 꽃이나 나무로
가든도 많이 만들잖아요. 그게 그렇게 좋고 예쁜 거에요. 우리가 블라디보스토크
에서 살 때는 그런 걸 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내 삶에서 의미있는 식물 :
블라디보스토크 집 앞의 체리나무와 튤립, 한국에서 만난 벚꽃
제가 기억에 남는 건 체리나무에요. 우리집 앞에서 제가 어릴 때 체리를 먹고 나
서 그 씨를 심었거든요. 저는 그냥 무심하게 심었는데 그러고 나서 한동안 잊어
버렸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고 보
니까 이렇게 나무가 되어 있더라
구요. 그때서야 생각이 났어요. 그
때 내가 심은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자라난 것이 많이 신기하고
기특했어요.
좋아하는 꽃은 튤립이에요. 특히
벚꽃은 러시아에서는 본 적이 없어
요. 제가 한국에 와서 처음 벚꽃을
봤을 때 정말 환상적이였어요. 마
치 눈이 오는 것처럼 꽃잎이 떨어
지는 것이 너무 예뻤어요. 또 색깔
도 약간 핑크빛이잖아요. 그래서
보고 있으면 기분도 좋아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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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만난 아름다운 꽃과 나무들
다양하고 예쁜 세종의 식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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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렸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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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요. 그때서야 생각이 났어요. 그
때 내가 심은 거라고 생각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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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하는 꽃은 튤립이에요.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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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제가 한국에 와서 처음 벚꽃을
봤을 때 정말 환상적이였어요.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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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약간 핑크빛이잖아요. 그래서
보고 있으면 기분도 좋아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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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연기군 남면 연기리가 제 고향이에요. 지금은 없어진 성남중학교를 졸업했

행복도시 세종에서
새로운 행복을 기대하다

어요.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공무원으로 근무하게 되었어
요. 전의면사무소에서 근무했는데, 지금은 세종특별자치시청 총무과에서 근무하
고 있습니다.

여느 신도시와는 다른
세종시가 되기를 바라며

고향에 대한 아쉬움과 세종시에 거는 기대
‘상전벽해’가 된 고향, 연기리
우리 마을의 예전 모습은 다 없어져서 남아있는 게 없어요. 크고 오래된 나무나,
건물 주춧돌 같은 걸로라도 기념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에요. 방축천이 있는
쪽, 거기가 종촌리였는데 거기에 큰 버드나무가 있었어요. 그런 나무라도 좀 살려
두었으면 알아볼 수 있었을텐데 너무 아쉬워요. GPS로 찾아서 옛 동네 자리를 찾
아가도 어디가 어딘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나이가 들수록 옛날에 대한 향수가
많아질텐데, 옛 모습은 사라지고 완전히 신도시가 생긴 거죠. 신기하게도 저희 어
머니가 행복도시가 들어오기 전에 꿈을 꾸셨는데, 저희 집 앞에 연기천이 있었어
요. 근데 꿈 속에서 그 앞이 전부 바다로 변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그곳에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들어서게 된 거죠.

행복도시 세종시에서 새로운 행복을 기대하다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신도시에 대한 기대가 많더라구요. 특히 여기 정
부 부처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공무원 가족이 함께 이사해서 내려오신 분들이 많
아요. 그러니까 신도시 경우에는 40대 이하의 주민이 전체 주민의 80% 정도 될 거
에요. 지금도 세종시는 외부에서 전입해 오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그분들은 대부
분 신도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사해 오세요. 무언가 새롭게 시작해 보겠다.
세종시잖아요. 행복도시. 여기 와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기대 아닐까요.

최양수
1977년생, 세종시 첫 마을 거주

여느 수도권 도시와는 다른 세종시가 되기를 바라며
서울 주변 수도권에 신도시가 많잖아요. 그런데 새로 만들어져도 비슷비슷하거든

옛 연기군 남면 연기리 출생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의미 있는 식물은 옻나무
“나에게 식물은 오랜 친구다”

176

요. 그래서 세종시만큼은 조금 다르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지금 복합커뮤니티
센터처럼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 특색있는 건축물로 지어놓으면 볼거리가 될 수
도 있거든요. 외부에서 세종시를 찾아왔을 때, ‘이런 도시가 있구나.’ 할 수 있을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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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연기군 남면 연기리가 제 고향이에요. 지금은 없어진 성남중학교를 졸업했

행복도시 세종에서
새로운 행복을 기대하다

어요.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공무원으로 근무하게 되었어
요. 전의면사무소에서 근무했는데, 지금은 세종특별자치시청 총무과에서 근무하
고 있습니다.

여느 신도시와는 다른
세종시가 되기를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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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마을의 예전 모습은 다 없어져서 남아있는 게 없어요. 크고 오래된 나무나,
건물 주춧돌 같은 걸로라도 기념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에요. 방축천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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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가 들어서게 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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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신도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사해 오세요. 무언가 새롭게 시작해 보겠다.
세종시잖아요. 행복도시. 여기 와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기대 아닐까요.

최양수
1977년생, 세종시 첫 마을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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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연기군 남면 연기리 출생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의미 있는 식물은 옻나무
“나에게 식물은 오랜 친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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옻나무 가지를 꺾어서 비벼댔던 기억
어릴 적 옻나무를 가장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옻나무도 그렇고 가죽나무도
그렇고 한번 옻이 오르면 그 독성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르
고 산에 올라갔다가 옻나무 가지를 뜯으면 액 같은 게 나오죠. 심심하니까 그걸
막 얼굴이랑 몸에 비비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럼 그게 부어올라서 온몸에 다 퍼졌
어요. 그걸 보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놀라서 다 발가벗긴 다음에 싸리비 불 태
운 걸로 몸을 다 비벼요. 다 쓸어내리는 거에요. 그게 어렸을 때는 액운을 쫓는 그
런 거였나 봐요.  

나에게 식물은 어릴 적 친구에요
데, 그게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풀 가지고 논게 그거 밖에 없어요. 주변에 흔한 풀들이 다 야생초잖

아파트만 있는 도시는 매력이 없잖아요. 도시 중간마다 원래 연기군의 역사나 문

아요. 대부분 야생초였기 때문에 그 야생초들이 기억에 많이 남아요. 강아지풀

화로 특색을 삼아서 잘 살려둔다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김종서 장

이나, 토끼풀. 강아지풀도 자라면 뜯어 가지고 흔들고 놀았던 기억이 생생해요.

군묘가 저 장군면 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을 김종서와 관련된 어떤 특징있

토끼풀은 반지 만들고, 시계 만들면 친구들이 아주 좋아했거든요. 머리띠 만들

는 마을로 건설하거나 그런 부분을 살려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행

기도 하고. 명아주 같은 거는 줄기가 단단해서 칼싸움 하고 놀았던 기억도 나네

복도시는 연기군 지명의 흔적이나 연관성이 없는 곳이 많아요. 나성동, 반곡동처

요. 봄에 물이 오른 연기현의 버드나무 껍질을 벗겨서 버들피리도 불었어요. 질

럼 옛지명을 살린 곳도 있지만 아름동, 한솔동, 도담동은 완전히 새롭게 지어진

경이를 서로 걸고 누가 먼저 끊어지나 하고 당기는 놀이도 하고 그런 것들이 전

이름이에요.

부 친구이자 장난감이었어요.

어린 시절 친구였던 식물
나에게 식물은 먹을거리이자 놀거리
산에 가면 먹을 게 많았어요. 시골에는 군것질 할게 변변히 없잖아요. 냇가나 산
같은데 가면 그냥 보이는 대로 먹고 놀았어요. 마, 칡, 그런 것들 산에 가서 많이
캐먹었고, 며느리밑씻개라는 풀이 있어요. 잎사귀를 먹으면 아주 시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 먹고 했거든요. 아그배, 꽃사과도 먹었죠. 꽃사과는 아주 작아요.
작은 배를 우리는 ‘아그배(돌배)’라고 그랬어요. 겨울에는 칡을 캐먹었는데, 물 나
오는 수칡, 알갱이 나오는 알칡, 그 다음에 쓴거는 약칡. 우리한테는 알칡이 최고
최양수는
지금은 행복도시가
들어선 옛 연기군
남면 연기리에서
어린시절을 보냈다.

였어요. 먹으면 알갱이가 나왔거든요. 찔레꽃 가지도 많이 먹었죠. 명아주 날 때
면 명아주 잎사귀를 뜯어 먹었어요. 오디도 있죠. 그런 걸 간식 대신 먹으면서 놀
았어요. 전부 자연에서 나는 거였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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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함께 2012년 말 중앙부처 이전과 동시에 내려왔어요. 2012년 12월에 기

인공으로 태어난 세종시가
생명으로 채워지기까지

관이 내려오기로 했고, 저희는 8월에 가족이 모두 이사왔습니다. 딸아이들이 고1,
중3때 내려오게 됐죠. 제가 근무하는 국토교통부가 세종시로 이전하게 되면서 이
사하게 되었는데, 가족이 동참을 해줘서 주변 동료들에 비해 빨리 세종시에 내려

자연과 어우러져 가는
세종시의 변화를 목격하다

와서 살게된 편이에요.

세종시의 발전상을 지켜보다
가족들과 함께 시작한 세종시 생활
경기도 수원에서 과천으로 출퇴근을 했었어요. 대도시 수도권에 살다가 여기 세
종시에 왔는데, 이사를 왔을 때에는 청사하고 첫마을만 있어서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었어요. 점차 아파트에 사람들이 입주하게 되면서 또 상가가 형성이 되고, 이
제는 대중교통이나 인프라 측면에서는 거의 완벽하게 구축되어서 이곳에서 생활
하는데 문제는 없어요. 곧 영화관이나 공연장이 들어설 예정이긴 하지만 아직은
아쉽고 불편함이 있어요.
나무의 뿌리는 땅속 깊이
박혀있고 가지들은 하늘에
닿아있다.

자급자족형의 도시를 꿈꾸다
도시로서 세종시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커요. 허허벌판 위에 도시계획에 따라
형성되어가는, 그야말로 처음부터 하나하나 건설되는 현장을 보면서 도시의 형성
과정을 그대로 보는 겁니다. 행복도시로 이주해서 생활을 하면서 도시의 발전상
을 눈으로 보고, 실감을 하는 거에요. 향후 2020년, 30년까지 세종시가 인구 30
만을 목표로 한다고들 얘기합니다. 지금보다 더 완성된 자급자족형의 도시가 되
지 않을까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숲 해설가로 제2의 인생을 꿈꾸며

남승헌

숲 해설에는 처음부터 관심이 많았습니다. 숲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있던 와중

1966년생, 세종시 가재마을 거주

에 자격증 과정을 마치고, 전문가 교육을 마쳤어요. 직장생활을 하면서 병행하기
는 조금 버겁지만, 주말에 시간을 내서 봉사를 하고, 회원들과 함께 활동도 하고

서울 송파구 출생
국토교통부 소속 이주 공무원이자 숲 해설가
의미 있는 식물은 나리꽃
“자연과 어우러져 가는 세종시”

180

있어요. 그래서 은퇴 후에 이렇게 사는 것도 참 괜찮은 거 같아요. 식물과 자연을
접해보지 못한 분들이 자연을 만나볼 수 있도록 하는데 제가 재능을 기부한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어요.

세종시·식물·사람

6장_세종시 사람들, 식물을 말하다.

181

가족과 함께 2012년 말 중앙부처 이전과 동시에 내려왔어요. 2012년 12월에 기

인공으로 태어난 세종시가
생명으로 채워지기까지

관이 내려오기로 했고, 저희는 8월에 가족이 모두 이사왔습니다. 딸아이들이 고1,
중3때 내려오게 됐죠. 제가 근무하는 국토교통부가 세종시로 이전하게 되면서 이
사하게 되었는데, 가족이 동참을 해줘서 주변 동료들에 비해 빨리 세종시에 내려

자연과 어우러져 가는
세종시의 변화를 목격하다

와서 살게된 편이에요.

세종시의 발전상을 지켜보다
가족들과 함께 시작한 세종시 생활
경기도 수원에서 과천으로 출퇴근을 했었어요. 대도시 수도권에 살다가 여기 세
종시에 왔는데, 이사를 왔을 때에는 청사하고 첫마을만 있어서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었어요. 점차 아파트에 사람들이 입주하게 되면서 또 상가가 형성이 되고, 이
제는 대중교통이나 인프라 측면에서는 거의 완벽하게 구축되어서 이곳에서 생활
하는데 문제는 없어요. 곧 영화관이나 공연장이 들어설 예정이긴 하지만 아직은
아쉽고 불편함이 있어요.
나무의 뿌리는 땅속 깊이
박혀있고 가지들은 하늘에
닿아있다.

자급자족형의 도시를 꿈꾸다
도시로서 세종시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커요. 허허벌판 위에 도시계획에 따라
형성되어가는, 그야말로 처음부터 하나하나 건설되는 현장을 보면서 도시의 형성
과정을 그대로 보는 겁니다. 행복도시로 이주해서 생활을 하면서 도시의 발전상
을 눈으로 보고, 실감을 하는 거에요. 향후 2020년, 30년까지 세종시가 인구 30
만을 목표로 한다고들 얘기합니다. 지금보다 더 완성된 자급자족형의 도시가 되
지 않을까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숲 해설가로 제2의 인생을 꿈꾸며

남승헌

숲 해설에는 처음부터 관심이 많았습니다. 숲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있던 와중

1966년생, 세종시 가재마을 거주

에 자격증 과정을 마치고, 전문가 교육을 마쳤어요. 직장생활을 하면서 병행하기
는 조금 버겁지만, 주말에 시간을 내서 봉사를 하고, 회원들과 함께 활동도 하고

서울 송파구 출생
국토교통부 소속 이주 공무원이자 숲 해설가
의미 있는 식물은 나리꽃
“자연과 어우러져 가는 세종시”

180

있어요. 그래서 은퇴 후에 이렇게 사는 것도 참 괜찮은 거 같아요. 식물과 자연을
접해보지 못한 분들이 자연을 만나볼 수 있도록 하는데 제가 재능을 기부한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어요.

세종시·식물·사람

6장_세종시 사람들, 식물을 말하다.

181

자연과 어루러져 가는 세종시
“행복도시가 인공적으로 생겨났지만 다시 생명으로 채워졌어요”		
행복도시가 들어서 있는 곳이 원래 장남평야가 있던 곳이에요. 누런 곡식들이 익어
갔던 땅에 도시가 만들어지면서 파헤쳐지고 이런 와중에 호수를 인공적으로 만들었
어요. 기초공사를 할 때부터 봐왔는데, 2년, 3년이 지나니까 삭막했던 호수에 수변
식물과 수초가 생기고, 물고기가 서식하게 되고 청둥오리, 재두루미들이 찾아오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봤죠. 지금도 호수공원을 아침에 산책하다보면, 고라니가 막 뛰
어 다녀요. 청설모도 있고요. 금개구리도 세종 호수로 이사왔다고 하더라고요. 어린
가로수들도 줄기와 잎사귀를 많이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 나무가
우거지고 푸른 세종시, 도로변에 풍성한 수목들로 자라지 않을까요.

나에게 의미있는 식물은 바위 틈에서 피어난 나리꽃
나리꽃을 굉장히 좋아해요. 여름 한 땡볕에 6~7월, 장마철에 피는 꽃인데요. 이
시기에 피는 꽃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화려한 주황색 꽃이 활짝 피면, 어렸을 때
뭔지 모르지만 굉장히 경이롭고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리꽃을
굉장히 좋아해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냇가를 사방 공사해서 돌로 쌓아 정비를 해
둔 돌 틈바구니 사이에서 자라나는 거에요. 지금은 화단에서 많이 보이지만, 그
당시에 자연 그대로 돌 틈에서 자라나는 그 모습, 오히려 황량한 돌 틈에서 피는
꽃이라 더 좋아하게 된 것일 수도 있어요.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옥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식물로 구성된
정원이 조성되어 있다.

나에게 식물은 “더불어 살면서 보호해야할 존재”이다
인간은 자연의 품에서 자라나서 자연의 품에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같이 더불어
사는 게 인간인데, 예전에는 숲을 마구 파괴하고 있었어요. 지금 도시의 패러다임
이 바뀌어서 도시 숲을 이뤄주고, 도로 주변에도 나무를 심어서 도시가 푸른 숲
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과 더불어 도시가 형성되고, 인간도 그 모든
도시와 자연의 일부가 되요. 격리하고 동떨어져서 보존하는 것보다 사람이 사는
곳에 숲을 만들고 가꾸어서 더불어 지내는 것이 자연과 인간이 함께 서로를 보호
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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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원에서 태어나 학창시절을 보냈어요. 젊은 시절에는 서울, 중국 등지에서 사

선수를 길러내듯
식물을 품고 있는
연기복싱체육관

업을 하다가 2008년에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창고를 개조해서 복싱장을 운영하
셨던 아버지 덕분에 젊은 시절 운동도 했었지만 도시로 나간 뒤에는 복싱과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부터 결국 저와 동생이 아버지
가 하시던 연기체육관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식물은 내 마음을
대신해 주는 것이에요

주변의 식물을 그대로 품고 있는 연기복싱체육관
연기군 복싱 챔피언의 산실에서 이제 명소가 된 연기복싱체육관
홍대·고대 건축과 교수님들이 와서 이 체육관 기가 막힌 작품이라고, 앞으로 내
부장식은 손을 안 댔으면 좋겠다고 계속 얘기했어요. 그래서 외부는 손을 봐도 내
부는 못 만져요. 비가 오면 물이 새는데 어디에서 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완전히
지붕을 뜯어야 한다는데 그렇게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이렇게 옛날 비새는 느낌으
로 살아야죠. 98년까지 아버지가 운영하셨는데 그때와는 좀 달라졌어요. 2007년
‘눈의 여왕’ 드라마 찍느라 2층이 생기고 창문이 뚫린 거죠. 드라마, 광고, 영화 촬
영은 주로 오전 시간이나 야간에 밤새워서 촬영해요. 아무리 돈을 받고 촬영을 하

나무의 뿌리는 땅속 깊이
박혀있고 가지들은 하늘에
닿아있다.

지만, 관원이 더 우선이라 운동하는 시간 피해서 촬영해요. 아버지께서 1975년에
이 체육관을 여셨으니까, 41년 됐죠. 원래 쌀 창고였는데, 아버지가 세를 얻어서
체육관을 시작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만두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정말 간
곡히 부탁하셨어요. 아버지 하시던 거 계속해 달라고. 그래서 ‘어머니 살아 계시
는 동안 해야지’하면서 이어온 게 벌써 7년이 넘었네요. 이건 영업이 목적은 아니
에요.
1975년에 설립된
연기복싱체윤관은
옛모습을 잘 간직
하고 있어 조치원의
명소가 되었다.

강용덕
1961년생, 세종시 조치원읍 거주
옛 연기군 조치원읍 출생
현재 연기복싱체육관 관장
의미 있는 식물은 목숨을 살려준 참나무
“식물은 내 마음을 대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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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랬나봐요. 아버지는 나쁜 쪽으로 빠지려는 애들 데려오셔서 관비도 받지 않

복싱계의 유명인사이셨던 아버지
아버님 성함이. 강 ‘창’자 ‘수’자요. 신문이

1980년대
조치원권투체육관

고 운동시키셨어요. 체고나 체대 간다는 애들 있으면 시합나가게 해서 학교 보내

나 티비에도 많이 나오셨어요. 대대로 체격

고요.

이 좋아서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제천
씨름장사였어요. 아버지는 한쪽 팔이 전쟁

선수들을 아끼셨던 아버지, 수목장으로 모시다

당시에 다치셔서 절단했어요. 그래서 의수

아버지 계실 때는 한국챔피언도 세 명이나 나오고, 아마추어 챔피언들도 여럿 나

를 끼고 생활하셨습니다. 복싱에서는 미트

왔어요. 어머니 말씀이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가 말썽을 부려가지고 아버

(선수들을 훈련시킬 때 코치가 끼는 장갑)

지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대요. 그러다 두어달 있다가 위암 말기로 집에서 돌

를 얼마나 잘 잡아주느냐에 따라 좋은 선
수를 키우는게 달렸어요. 미트를 끼고 선

아가셨죠. 아버지 돌아가실 때 그냥 뿌리라는 걸, 어머니가 수목장 하자고 하셨어
현재의
연기복싱체육관

요. 그래서 수목장으로 우리 선산에다 큰 소나무로 모셨는데, 막상 수목장 하고

수 주먹을 받아주는데 그거 잘못 받으면 어

나니까 좀 서운해요. 그래서 지금도 선수들이 금메달 따면 아버지께 찾아가서 꼭

깨가 다 상해요. 체력좋은 애들한테 받으면

인사드려요.

어깨뼈가 부러지던지, 힘줄이 나가든지 해

세종시의 출범과 조치원의 변화

요. 아버지는 그거를 다 한손으로 받으신
거지. 그렇게 외팔로 복서를 키워내고 신문
에 나오는 등 명성을 떨쳤습니다. 대한민국

조치원 역과 옛 재래시장의 번성

복싱계에서 명성을 날리셨어요.

조치원 역에서 나오면 바로 그 앞 길이 재래시장의 첫 번째 번화한 거리였어요.
조치원 역 앞이고, 청주에서 들어오는 곳이고 터미널도 있었고, 그 길이 제일 번
성했었죠. 거기는 원래 중심지이다 보니 옷가게, 가방가게, 화장품 가게가 많이

나무를 품고 있는 연기체육관
아버지는 조치원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면

있었죠. 어머니도 거기에서 화장품 가게 하셨

서 큰돈을 벌기도 하셨는데, 체육관을 시작

어요. 지금 시장은 원래 번성했던 곳은 죽은

하고 나서는 어머니가 장사를 하고 생계를

거고, 먹거리 시장으로 이쪽으로 커진거죠. 지

꾸려나갔죠. 우리 집에서 선수들 밥도 많이

금 조치원 시장에는 재래시장에 오고가는 사

먹이고. 아버지는 돈이 생기면 체육관에 쓰

람이 여기 토박이 사람들이 사라지고, 외국

셨어요. 체육관을 열고 몇 년 있다가 돈을

인들이에요. 지금 신도시에서 공사하는 인부

모아서 체육관에 나무 바닥을 깔았어요. 지

70%는 다 외국인이에요. 그 외국인들이 없으

금 체육관 중에 이런 나무 바닥은 우리 밖

면 재래시장이 다 죽어요. 조치원에 사람이 늘

에 없을 거에요. 이만한 크기의 체육관도

어난게 아니고, 토박이들이 빠진 만큼 외국인

드물고요. 체육관 옆에 감나무를 심으셨는

이 들어온 거죠. 기존에 조치원에 사는 사람들

데 나무를 베지 않고 그대로 둔 채 그 자리

신도시에 많이 이사갔어요. 아파트 청약에 1

에 샤워장을 만드셨어요. 우리 아버지 성품

순위 혜택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세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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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랬나봐요. 아버지는 나쁜 쪽으로 빠지려는 애들 데려오셔서 관비도 받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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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 성함이. 강 ‘창’자 ‘수’자요. 신문이

1980년대
조치원권투체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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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시)는 너무 번잡해요. 내가 옛날에 서울에서 느꼈던 느낌이에요. 아파트도 너

저 넝쿨들도 양철 틈새를 비집고 줄기가 안으로 들어온 건데, 그렇다고 잘라내거

무 빽빽해요. 가면 숨을 못 쉬는 그런 느낌.

나 뿌리를 뽑아내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자라는 대로 그냥 둬요. 원래부터 있었

조치원 역도 예전 역이 참 이뻤어요. 조치원역이 중요했던 역이죠. 서울에서 오는

던 것처럼요.

기차들이 다 여기서 다 여기를 지나갔으니까. 기차가 조치원에 와서 열차 머리통
을 바꿔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우리 어릴 때 굴다리 위에 있다가 기차에 대포 실
려있으면, “기브미 캔, 캔” 그러면 미군들이 비스켓이랑 건빵 던져줘요.

통행금지도 피해갔던 통금다리, 결투의 명소
충북다리라고 터미널 왼편에 청주가는 다리. 그 바로 앞에 파출소가 있었어요. 그
다리만 넘으면 충청북도 청주였는데, 청주에는 통행금지가 없었어요. 밤 12시가
되서 다리만 넘으면 통금에 안 걸렸어요. 그래서 그 다리를 통금다리라고 불렀어
요. 통행금지 있던 시절에도 술 마시고 12시 다 되면 남자들이 그 다리로 뛰었다
는 거에요. 어렸을 때 싸운 기억이 많아요. 통금다리 밑에서 싸우면 조치원 쪽 파
출소는 관할이 아니니까 안 나오고, 청주 파출소는 머니까 경찰이 올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유명한 싸움장소였어요

나의 마음을 대신해 주는 식물,
목숨을 구해준 나무
나에게 의미있는 식물은 생명을 구해준 중국 청도의 참나무
20년 전 업무차 중국에 자주 드나들었죠. 중국 청도에서 겨울이었어요. 눈이 내렸
고 시골길로 운전을 해서 가야 하는데, 운전기사가 눈이 와서 못 가겠데요. 그래
서 내가 운전을 해서 가는데 그만 차가 눈에 미끌어져서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렸
어요. 아 죽었구나 했어. 막 떨어지는데, 때마침 중간지점에 참나무가 큰 게 있었
는데, 거기 걸린 거에요. 그래서 살았어요.  

나에게 식물은 마음을 대신하는 것
저한테는 꽃이나 나무가 마음을 대신하는 거예요. 특별히 좋아하는 꽃은 없어요.
그냥 자연 꽃을 보고 그대로 즐기는 거지. 체육관에 넝쿨도 그렇게 자라도록 일부
러 둔 거예요. 끝에만 조금씩 잘라준 거예요. 여기가 양철지붕이라 여름에는 덥
고, 겨울에는 정말 추워요. 운동을 하다보면 그 추운 것도 금방 잊고 땀이 흐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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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을 구해준 나무
나에게 의미있는 식물은 생명을 구해준 중국 청도의 참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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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골길로 운전을 해서 가야 하는데, 운전기사가 눈이 와서 못 가겠데요. 그래
서 내가 운전을 해서 가는데 그만 차가 눈에 미끌어져서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렸
어요. 아 죽었구나 했어. 막 떨어지는데, 때마침 중간지점에 참나무가 큰 게 있었
는데, 거기 걸린 거에요. 그래서 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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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한테는 꽃이나 나무가 마음을 대신하는 거예요. 특별히 좋아하는 꽃은 없어요.
그냥 자연 꽃을 보고 그대로 즐기는 거지. 체육관에 넝쿨도 그렇게 자라도록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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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식품생명공학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호텔조리과에 다니

도시와 시골의 식물,
그리고 세종시의 변화

며 요리를 배우기도 했습니다. 졸업을 하고 나서는 요식업 프렌차이즈 회사에 들
어가서 메뉴를 개발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세종시에 거는
기대와 자부심

도시의 식물과 시골의 식물 : 인위적 설치물 VS 그대로의 자연
제가 2년 동안 서울에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있을 때는 몰랐었는데 다
시 고향으로 돌아오고 나서 주변의 식물을 포함한 경관이 많이 다르다고 느꼈어
요. 자연스러움의 차이라고 해야 하나? 식물이 도시에 자리 잡고 있는 모습들이
그렇게 느껴졌어요. 서울은 인위적인 느낌이 들어요. 원래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 다른 걸 갖다 놓은 느낌이에요. 원래는 자연 속에 건물이 생기는 것인데, 서
울은 건물 주변에 식물을 배치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냥 배경일 뿐 그 자리에서
기능하는 설치물 같았거든요. 반면에 이곳 조치원은 다 자연스럽죠. 식물 종류도
다양하고 원래 자리에 그대로 있는 그런 자연스러움이 있죠.

식물을 통해 느끼는 계절의 변화
나무의 뿌리는 땅속 깊이
박혀있고 가지들은 하늘에
닿아있다.

이런 식물은 저에게 자연스러운 편안함이자 정겨움이라 할 수 있어요
서울에 잠시 살다 온 이후로 더욱 격하게 자연을 느끼게 되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산과 들, 흙더미를 뛰어 다니면서 자연을 많이 접하며 놀았었는데, 그때는 그냥
모르고 지내다가, 서울에서 잠깐 살고 나서 내려오니까 확실히 공기도 좋고, 풀내
음 같은 것도 계절 따라서 향이 다르다는 것도 느끼게 되었어요. 알 듯 모를 듯 느
껴지는 향들이 확실히 달라요.
이렇게 그 존재, 그 냄새만으로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흐른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
는 식물은 저에게 편안함이고 정겨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헌
1989년생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식품생명공학과 2학년

내 인생의 의미 있는 식물 : 초등학교 운동장 한가운데 있던 플라타너스
플라타너스요. 초등학생 때 운동장 한가운데 있던 플라타너스인데 워낙 나무가
커서 그늘이 많았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그 그늘 아래에서 앉아 있기도 하고 넉

충북 청주시 오창 출생
세종시 조치원읍 침산리 거주
의미 있는 식물은 초등학교 운동장에 있었던 큰 플라타너스 나무

넉해서 움직이며 뛰어놀기에도 충분했어요. 엄청 더운 날에도 그 나무 그늘 아래
는 늘 시원했어요. 근데 언젠가 학교에 찾아가니까 그 나무가 없어졌더라고요. 운

“나에게 식물은 편안함과 정겨움이다.”

190

동장 확장하느라 그랬다고 하던데 많이 아쉬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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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식품생명공학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호텔조리과에 다니

도시와 시골의 식물,
그리고 세종시의 변화

며 요리를 배우기도 했습니다. 졸업을 하고 나서는 요식업 프렌차이즈 회사에 들
어가서 메뉴를 개발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세종시에 거는
기대와 자부심

도시의 식물과 시골의 식물 : 인위적 설치물 VS 그대로의 자연
제가 2년 동안 서울에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있을 때는 몰랐었는데 다
시 고향으로 돌아오고 나서 주변의 식물을 포함한 경관이 많이 다르다고 느꼈어
요. 자연스러움의 차이라고 해야 하나? 식물이 도시에 자리 잡고 있는 모습들이
그렇게 느껴졌어요. 서울은 인위적인 느낌이 들어요. 원래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 다른 걸 갖다 놓은 느낌이에요. 원래는 자연 속에 건물이 생기는 것인데, 서
울은 건물 주변에 식물을 배치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냥 배경일 뿐 그 자리에서
기능하는 설치물 같았거든요. 반면에 이곳 조치원은 다 자연스럽죠. 식물 종류도
다양하고 원래 자리에 그대로 있는 그런 자연스러움이 있죠.

식물을 통해 느끼는 계절의 변화
나무의 뿌리는 땅속 깊이
박혀있고 가지들은 하늘에
닿아있다.

이런 식물은 저에게 자연스러운 편안함이자 정겨움이라 할 수 있어요
서울에 잠시 살다 온 이후로 더욱 격하게 자연을 느끼게 되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산과 들, 흙더미를 뛰어 다니면서 자연을 많이 접하며 놀았었는데, 그때는 그냥
모르고 지내다가, 서울에서 잠깐 살고 나서 내려오니까 확실히 공기도 좋고, 풀내
음 같은 것도 계절 따라서 향이 다르다는 것도 느끼게 되었어요. 알 듯 모를 듯 느
껴지는 향들이 확실히 달라요.
이렇게 그 존재, 그 냄새만으로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흐른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
는 식물은 저에게 편안함이고 정겨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헌
1989년생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식품생명공학과 2학년

내 인생의 의미 있는 식물 : 초등학교 운동장 한가운데 있던 플라타너스
플라타너스요. 초등학생 때 운동장 한가운데 있던 플라타너스인데 워낙 나무가
커서 그늘이 많았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그 그늘 아래에서 앉아 있기도 하고 넉

충북 청주시 오창 출생
세종시 조치원읍 침산리 거주
의미 있는 식물은 초등학교 운동장에 있었던 큰 플라타너스 나무

넉해서 움직이며 뛰어놀기에도 충분했어요. 엄청 더운 날에도 그 나무 그늘 아래
는 늘 시원했어요. 근데 언젠가 학교에 찾아가니까 그 나무가 없어졌더라고요. 운

“나에게 식물은 편안함과 정겨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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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장 확장하느라 그랬다고 하던데 많이 아쉬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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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공간(세종) 형성으로 인한 구도심(조치원)의 위화감
조치원은 세종시하고 같이 이야기하기에 너무 격차가 큰 것 같아요. 같은 세종시
로 포함이 되긴 하는데, 제가 이 학교 와서 느끼기에는 세종시 따로, 조치원 따로
인 느낌이 있어요. 조치원이 예전엔 이 지역의 거점 도시 역할을 했어요. 제가 어
렸을 때는 기차를 타고서 어디를 갈 때는, 늘 조치원역을 이용했어요. 제가 살던
오창에서 서울로 가려면 오근장이라는 역에서 기차를 타고 여기 조치원에 와서
환승을 해서 갔었으니까요. 지금 여기는 작아진 느낌이에요. 아무래도 교통의 중
심지 역할이 약해지다 보니까 상권도 약해져서, 도시 전체가 점점 예전만 못하게
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세종시에 일어나는 새로운 변화
여기서 계속 살고 싶다는 생각이 있나요?
어렸을 땐 없었는데, 근래에는 생겼어요. 세종시 청사도 생기고, 이것저것 기관들
이 내려오잖아요. 어렸을 때 제 친구들 대부분 다 일하려면 서울이나 큰 도시로
가야된다는 생각이 강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세종시가 생기면서 이것저것 일자리
들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여기 남아있으려는 청년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세종 자부심
저희 학교가 조치원 캠퍼스에서 세종 캠퍼스로 바뀐 거잖아요. 학생들은 그런 것
에 대해서도 자부심이 좀 커졌다고 생각해요. 여기 학생들도 많이 기대하고 있죠.
조치원이 세종시로 바뀌는 것, 지역이 발달하고 학교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
대감이 있어요. 말로는 하지 않지만 다들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넷 여러 게시판들에서 학교끼리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인터넷 찾아보
니까 저희 학교에 대해서는 다들 점점 좋아질 것이라는 말들을 하더라고요. 세종
시로 바뀌어서 이 일대가 많이 발달할 것이고 학교 평가도 점점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이는 글들을 많이 읽었어요. 모두들 그런 기대감을 확실히 가지고 있
는 것 같아요. 세종특별시라는 공간에서 오는 그런 영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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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공간(세종) 형성으로 인한 구도심(조치원)의 위화감
조치원은 세종시하고 같이 이야기하기에 너무 격차가 큰 것 같아요. 같은 세종시
로 포함이 되긴 하는데, 제가 이 학교 와서 느끼기에는 세종시 따로, 조치원 따로
인 느낌이 있어요. 조치원이 예전엔 이 지역의 거점 도시 역할을 했어요. 제가 어
렸을 때는 기차를 타고서 어디를 갈 때는, 늘 조치원역을 이용했어요. 제가 살던
오창에서 서울로 가려면 오근장이라는 역에서 기차를 타고 여기 조치원에 와서
환승을 해서 갔었으니까요. 지금 여기는 작아진 느낌이에요. 아무래도 교통의 중
심지 역할이 약해지다 보니까 상권도 약해져서, 도시 전체가 점점 예전만 못하게
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세종시에 일어나는 새로운 변화
여기서 계속 살고 싶다는 생각이 있나요?
어렸을 땐 없었는데, 근래에는 생겼어요. 세종시 청사도 생기고, 이것저것 기관들
이 내려오잖아요. 어렸을 때 제 친구들 대부분 다 일하려면 서울이나 큰 도시로
가야된다는 생각이 강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세종시가 생기면서 이것저것 일자리
들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여기 남아있으려는 청년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세종 자부심
저희 학교가 조치원 캠퍼스에서 세종 캠퍼스로 바뀐 거잖아요. 학생들은 그런 것
에 대해서도 자부심이 좀 커졌다고 생각해요. 여기 학생들도 많이 기대하고 있죠.
조치원이 세종시로 바뀌는 것, 지역이 발달하고 학교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
대감이 있어요. 말로는 하지 않지만 다들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넷 여러 게시판들에서 학교끼리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인터넷 찾아보
니까 저희 학교에 대해서는 다들 점점 좋아질 것이라는 말들을 하더라고요. 세종
시로 바뀌어서 이 일대가 많이 발달할 것이고 학교 평가도 점점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이는 글들을 많이 읽었어요. 모두들 그런 기대감을 확실히 가지고 있
는 것 같아요. 세종특별시라는 공간에서 오는 그런 영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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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에 세종시 전의면 어천리로 귀촌했어요. 40년 넘게 서울에서 살다가

삶의 갈림길에서
길을 열어준 나무

은퇴와 동시에 세종시로 이주해 왔죠. 중학교 때 일본사람들에게서 배운 나무 접
붙이는 기술을 동네 사람들에게 알려주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졌어요.

제2의 고향 세종시에
고향의 모과나무를 옮겨심다

나무 덕분에 공부할 수 있었던 학창시절
“지난 일은 그리워하지만 아쉬워하지는 않아요.”
고향은 경남 하동 화개장터가 있는 곳이에요. 4남 3녀 형제가 많은 집안에 막내로
태어났어요. 막내인 내가 학교에 다닐 때는 아버지도 안 계시니까 너무 가난해서
공부를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려고 서울로 올라와야겠더라고요. 동네
에 아는 형이 사는 집에서 살기로 하고, 집을 떠나려는데 어머니가, “다시는 고향
으로 돌아오지 말아라.”하시는 거예요. 아마도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열
심히 살아서 반드시 성공하라는 뜻이셨던 거 같애요. 그래서인지 나는 지금도 지
난 일을 그리워하기는 하지만 아쉬워하지는 않아요. 우리 어머니 말씀처럼요.

목재를 팔아 학비를 벌고 대학을 다니다
나무의 뿌리는 땅속 깊이
박혀있고 가지들은 하늘에
닿아있다.

1971년에 서울에 올라와 대학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했어요. 학비며 생활비 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일을 해서 학비랑 생활비를 벌면서 대학을 다녀야
했죠. 그래서 시작하게 된 일이 제재소에서 목재를 파는 일이었어요. 아침에 출근
해서 제재소에서 목재 장사를 하고, 오후에는 학교에 가서 강의를 들었어요. 그런
데 학년이 올라가니까 일하면서 학교를 다니기가 어렵겠더라고요. 그런데 사장님
보기에 내가 거짓말도 안 하고 성실했던 모양이에요. 그만두지 말고 학교 다닐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계속 제재소에 나와달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그 목재장사 덕
분에 내가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세종시 전의면 어천리를 제2의 고향으로 삼다

강종수
1950년생, 전의면 어천리 거주

은퇴 후 자리잡은 제 2의 고향, 세종시

경남 하동군 화개면 출생
세종시로 이주를 한 은퇴 귀촌인
의미 있는 식물은 고향에서 옮겨심은 모과나무
“식물은 삶의 고비마다 나에게 길을 열어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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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회사를 정년퇴직하고 내려와 살 곳을 고르려고, 은퇴 전부터 집사람과 50군
데도 넘게 다녀봤어요. 그러다가 세종시를 와보니까 서울에서도 가깝고 살기도
괜찮은 거 같았어요. 특히 전의면은 기차역에서도 가깝고 또 주변에 골프장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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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에 세종시 전의면 어천리로 귀촌했어요. 40년 넘게 서울에서 살다가

삶의 갈림길에서
길을 열어준 나무

은퇴와 동시에 세종시로 이주해 왔죠. 중학교 때 일본사람들에게서 배운 나무 접
붙이는 기술을 동네 사람들에게 알려주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졌어요.

제2의 고향 세종시에
고향의 모과나무를 옮겨심다

나무 덕분에 공부할 수 있었던 학창시절
“지난 일은 그리워하지만 아쉬워하지는 않아요.”
고향은 경남 하동 화개장터가 있는 곳이에요. 4남 3녀 형제가 많은 집안에 막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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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를 팔아 학비를 벌고 대학을 다니다
나무의 뿌리는 땅속 깊이
박혀있고 가지들은 하늘에
닿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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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전의면 어천리를 제2의 고향으로 삼다

강종수
1950년생, 전의면 어천리 거주

은퇴 후 자리잡은 제 2의 고향, 세종시

경남 하동군 화개면 출생
세종시로 이주를 한 은퇴 귀촌인
의미 있는 식물은 고향에서 옮겨심은 모과나무
“식물은 삶의 고비마다 나에게 길을 열어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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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회사를 정년퇴직하고 내려와 살 곳을 고르려고, 은퇴 전부터 집사람과 50군
데도 넘게 다녀봤어요. 그러다가 세종시를 와보니까 서울에서도 가깝고 살기도
괜찮은 거 같았어요. 특히 전의면은 기차역에서도 가깝고 또 주변에 골프장도 있

세종시·식물·사람

6장_세종시 사람들, 식물을 말하다.

195

고 혼자 내려와서 살아도 심심할 거 같지 않더라고요. 아직 아내는 미술교사로 학

나에게 의미 있는 식물은 고향에서 옮겨온 모과나무

교에서 일하고 있고, 아이들은 전부 서울에 그대로 살고 있어서 나만 내려와서 살

가끔 하동에 내려가는데, 하루는 고향 한동네 할머니가 자기 산에 있는 이 모과나

고 있어요. 살아보니까 마트나 이런 거는 불편하지 않은데 세종시에 대형병원이

무를 팔고 싶다는 거예요. 나이는 150년 정도인데 모양도 이쁘고 잘 자랐길래 내

없는 거 그건 아쉬워요. 만약에 병원에 갈 일이 생기면 천안으로 다녀야하는 건가

가 그걸 사겠다고 했어요. 나무를 파서 트럭에 싣고 세종시까지 왔죠. 그래서 그

싶어서 그게 좀 마음에 걸려요.  

걸 이 집 마당에 심기로 했지요. 우리집은 담도 없잖아요. 나무를 옮겨오고 자리
를 잡아서 심느라고 신경 많이 썼어요. 주변에 다른 나무들은 정리하고, 집에서

나무 덕분에 친해진 세종시 전의면 이웃들

잘 보이도록 심었어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꼭 고향같이 마음이 편안해요.

이 마을(전의면 어천리)에 자리를 잡을 때 근사한 집을 지을 수도 있었지만 그렇

지금도 겨울에 눈이 오고 혼자 조용하게 있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나무

게 안 했어요. 도시에서 살다가 온 티를 낼 필요도 없고, 그냥 적당히 있던 집을

그리는 거 좋아해요. 집사람이 미술을 전공해서 그런지 나도 그림 그리고 싶어서

고쳐서 살기 시작했어요. 하천이나 마을 진입로 개선공사 같은 거에 앞장서기도

충남 작가들 모임에 등록도 했어요. 저렇게 집사람 이젤이랑 화구도 펼쳐놨잖아

하면서 동네사람들이랑 자연스럽게 어울리려고 해요. 중학교 3학년 때 일본사람

요. 앞으로 세종시는 더 많이 발전할 거 같아요. 전의에서 신도시까지 좀 멀기는

들이 나무 접붙이는 기술을 가르쳐 준걸 내가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걸 여기에서

하지만 앞으로 신도시 쪽이 더 개발이 되겠죠. 은퇴하고 세종시에 자리잡은 거 나

써먹고 있어요. 동네에 밤나무나 감나무 농사짓는 집이 있으면 내가 직접 접붙여

는 잘한 거 같아요.    

주기도 하고 그 기술을 전부 알려줬지요. 동네사람들이 그런 것도 아느냐고 신기
하데요. 그 덕분에 동네사람들이랑 더 친해졌어요.

  

강종수는
150년 된 모과나무를 하동에서
옮겨심고 전의면 어천리를
제2의 고향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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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has provided survey and research projects in
various fields for all around Korea. The interest encompasses traditional Korean
culture, as well as the recent past and contemporary lifestyle and culture. The
museum has recorded local culture and trend of fading lifestyle. In addition,
the organization selected themes to investigate the culture of contemporary
Koreans from various viewpoints and is forming the output.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commenced a new type of survey in 2015.
It is the 'Plant folk survey' that holds stories of regions and people with the
intermediary, plant. This is the first published Plant folk survey of people in
Sejong City and its nearby areas.

To this end, the field survey was performed in all the areas of the city. Sejong
City is the place wher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performed the field
survey on the lives and culture of local people in 2006 right before the full
construction of the administrative city. The survey covered village forests which
are the entity of wishing safety and prosperity of towns, occupation trend
brought on by the distribution of native plants and following economic activities
of local people. In addition, the survey investigated the construction process
of new Sejong City and its transformation through trees. Then the report was
completed by surveys on lifetime stories about plants from local residents.

The survey attempted to hold memories and recognitions of people, areas and
residents by expanding the concept of passive 'plant' as the entity and material
for simple use. The study attempted looking into the world and people through
the 'plant' and issued the survey report titled, 'Sejong City, Plant, People'. The
report would become meaningful as a new attempt in the local and lifestyle
survey through new topics.

198

세종시·식물·사람

Abstract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has provided survey and research projects in
various fields for all around Korea. The interest encompasses traditional Korean
culture, as well as the recent past and contemporary lifestyle and culture. The
museum has recorded local culture and trend of fading lifestyle. In addition,
the organization selected themes to investigate the culture of contemporary
Koreans from various viewpoints and is forming the output.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commenced a new type of survey in 2015.
It is the 'Plant folk survey' that holds stories of regions and people with the
intermediary, plant. This is the first published Plant folk survey of people in
Sejong City and its nearby areas.

To this end, the field survey was performed in all the areas of the city. Sejong
City is the place wher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performed the field
survey on the lives and culture of local people in 2006 right before the full
construction of the administrative city. The survey covered village forests which
are the entity of wishing safety and prosperity of towns, occupation trend
brought on by the distribution of native plants and following economic activities
of local people. In addition, the survey investigated the construction process
of new Sejong City and its transformation through trees. Then the report was
completed by surveys on lifetime stories about plants from local residents.

The survey attempted to hold memories and recognitions of people, areas and
residents by expanding the concept of passive 'plant' as the entity and material
for simple use. The study attempted looking into the world and people through
the 'plant' and issued the survey report titled, 'Sejong City, Plant, People'. The
report would become meaningful as a new attempt in the local and lifestyle
survey through new topics.

198

세종시·식물·사람

The story of plants
and people in Sejong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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