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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에 없는 역사 이야기어제, 기억하기 「교과서에	없는	역사	이야기」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숨겨진	영웅들의	이야기를	소개하여	

역사적인	의미를	되새기고자	마련한	코너입니다.

종교 지도자에서 
애국 지도자가 된 독립운동가

의암 ‘손병희 선생’

정상규 작가는 지난 7년간 역사에 가려지고 숨겨진 위인들을 발굴하여 다양한 역
사 콘텐츠로 알려왔다. 최근까지 514명의 독립운동가 후손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
를 기록하고, 그들의 보건 및 복지문제를 도왔으며, 오랜 시간 미 서훈(나라를 위
해 세운 공로의 등급에 따라 훈장을 받지 못한)된 유공자를 돕는 일을 맡아왔다.

“우리가 만세를 부른다고 당장 독립이 되는 것은 아니오. 그러나 겨

레의 가슴에 독립정신을 일깨워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만세를 불러야 하겠소.” 

구한말 동학과 천도교의 지도자이자 3·1운동 때 민족대표 33인 중

의 한 명인 손병희 선생. 우리 민족의 자주성과 혼을 전 세계에 알리

고, 나아가 이후 독립 투쟁과 대한민국 건국의 뿌리가 된 3·1운동의 

불꽃을 일으킨 그는 민족의 독립성을 지키고자 헌신했던 애국자였다. 

다시 봄, 3월을 맞이하며 우리는 손병희 선생의 애국정신을 되새겨봐

야 할 것이다. 

글. 정상규(「잊혀진 영웅들, 독립운동가」의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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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견과류찜
씹는 맛과 풍미가 일품인 보양식 재 료

양념장

: �삼겹살 600g, 호두 10알, 밤 10톨, 대추 5개, 잣 1큰술, 소금 약간, 대파 잎부분 �
1대, 청주 1큰술, 마늘 2쪽, 통후추 3알

: �생강즙 1큰술, 양파즙 3큰술, 다진 마늘 1큰술, 설탕 1큰술, 올리고당 1큰술, �
청주 1큰술, 참기름 1큰술, 간장 4큰술, 깨소금 1작은술, 후추 약간

① �삼겹살은 찬물에 잠시 담가 핏물을 빼고, �
사방 5cm, 두께 2cm로 썬다. 냄비에 물을 �
붓고 끓이다가 물이 끓으면 대파잎, 청주, �
통후추, 마늘과 돼지고기를 넣고 삶는다.

② �돼지고기가 거의 삶아지면 건져서 식힌다.
③ �양념장 재료를 섞어, 삶은 고기에 버무려 30

분 정도 재운다.
④ �냄비에 ③을 넣고 중간 불에서 뭉근하게 끓인다.
⑤ �어느 정도 간이 배면 잣을 제외한 견과류를 �

모두 넣고 뚜껑을 닫아 함께 찐다. 중간에 국물�
을 끼얹어 가며 찐다.

⑥ �고기가 완전히 익으면 뚜껑을 열고 약한 불에
서 조금 더 졸인 후, 잣을 뿌려 낸다.

돼지고기를 적당히 잘라 향
신채와 함께 삶으면 누린내
를 없애 준다. 대추는 주름 
부분을 말끔히 씻어 주는 게 
좋다.

TIP
만드는 법

The K매거진_10월_6.indd   55The K매거진_10월_6.indd   55 2022. 10. 5.   오후 4:292022. 10. 5.   오후 4:29

지금, 여기 미래 잡(job)자 더-쉼

교과서에 없는 역사 이야기 인생 이모작

건강한 밥상 The-K Focus Be my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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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들의 마음, 미소와 이야기들이 모여 

한 권의 The-K 매거진이 탄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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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직원공제회와 「The-K 매거진」에 보내주시는 변함

없는 애정과 신뢰에 감사드립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전국 교육 가족의 삶이 더 행복해지고,  

회원님들이 노후 걱정 없이 교육 발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막중한 소명이 있습니다. 

급변하는 정세와 불확실성 속에서도 교육 가족의 평생  

동반자로서 함께 하겠다는 굳은 신념으로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수많은 발자국은 회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에 힘입어 더 깊어졌고, 거대한 날개와 무게

에도 창공을 끊임없이 가르며 세상에서 가장 멀리, 가장  

높이 난다는 ‘기적(奇蹟)의 새’ 알바트로스와 같은 거침 

없는 추진력을 얻었습니다. 

변화와 도전으로 기량과 지구력을 기르고, 균형과 중심을 

지키며 오늘도 공제회는 ‘교육 가족의 든든한 금융·복지 

파트너’라는 이름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1971년 공제회 창립 이후 1972년 첫 월간지 「공제월보」

창간을 시작으로 2005년 「한국교직원신문」에 이어 2017

년 9월, 공제회 대표 소식지이자 교직원 라이프 매거진 

「The-K 매거진」이 탄생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공제회 사외보는 창간 이후 50여 년의 시간 동안 회원님들

의 관심과 애정, 참여 덕분에 다양한 교직 사회의 모습을 

담아내고 교육·사회·문화·금융·시사·환경·건강·노후 등 

각 분야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드리며 성장해왔습니다. 그리

고 교육 가족의 위대한 소명 의식과 활약상을 수록해 교육의 

가치와 위상을 높이고자 노력했습니다. 

순수하고 아름다운 열정과 자부심, 발전적인 발자취, 이로

운 가치와 견실한 신념, 위안이 되는 이야기를 담아 공감과 

희망을 전달하고 전국에 계시는 회원님과 한국교직원공제회

를 연결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The-K 매거진」은 회원님들의 이야기에 ‘경청’

하는 마음가짐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가까이에서 귀 

기울여 듣는 ‘경청(傾聽)’과 공경하는 마음으로 듣는 ‘경청

(敬聽)’의 자세로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정진해

왔습니다. 

더 나아가 회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반영하기 위해 ‘회원 

의견’ 지면을 개설,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회원님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매거진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he-K 매거진」이 대한민국 교육 전문지로 자리매김하고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애독하고, 활용하고, 

널리 알려주신 회원 여러분 덕분입니다. 

「The-K 매거진」의 역사를 간직하고 오래 곁에 두고 펼쳐

볼 수 있도록 모아서 발간해 달라는 회원님들의 귀중한  

요청으로 「The-K 매거진」 ‘베스트 코너’ 특별 소장본도 

세상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소장본은 회원님들께서 직접 선정해주신 「The-K 매거

진」 8개 베스트 코너 ‘지금, 여기’ ‘더-쉼’ ‘교과서에 없는 

역사 이야기’ ‘인생 이모작’ ‘미래 잡(job)자’ ‘건강한 밥

상’ ‘Be myself’ ‘The-K Focus’ 시리즈가 테마별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그중 높은 선호를 보여주신 주제들로 선별했으며, 웹진을 

선호하시는 회원님들도 언제든 편리하게 보실 수 있도록 

E-Book도 구축했습니다.

앞으로도 「The-K 매거진」은 건강하고 올바른 교육 인식

과 시대 정신을 담아 소통에 앞장서는 희망 메신저가 되겠

습니다. 매거진을 읽으며 자신의 삶에서 새 시대를 보았다

는 회원님들의 말씀을 아로새기고, 전 연령대를 아우르는 

교육 가족의 전문적인 경험과 노하우, 다채로운 생각들과 

의견을 나누는 화합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소장본이 교육 가족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소통의 자료, 

다양한 교육 현장에서 쓰임이 있는 교육 자료, 쉼이 있는 

휴식의 자료는 물론 그간의 공제회 발전과 변화상을 알 수 

있는 역사적 자료로써 가치 있게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장하도록 도움 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전하며 「The-K 매거진」을 사랑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애독해주시는 회원 여러분과 함께 만든 「The-K 매거진」

특별 소장본이 곁에 오래도록 두고 싶은 특별한 선물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교육 가족 여러분의 행복한 삶과  

품격 있는 노후가 보장되도록 열정을 쏟겠습니다.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 두루 듣고, 더 안정적으로, 더 

큰 성장을 향해 정진하는 선도적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교육 가족 여러분의 

행복하고 건강한 일상과 풍요로운 미래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교육 가족 여러분!

2022년 12월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발간사

대한민국 교육 가족 여러분과 함께 만든 

이 특별한 소장본이 

‘희망’하고 ‘꿈’꾸는 곳에 닿을 수 있는 

날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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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해주시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곁에 오래도록 두고 싶은 특별한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곁에 오래도록 두고 싶은 특별한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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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코너 특별 소장본 신청 회원님들의 이야기

매달 보는 「The-K 매거진」의 소중한 기억들을 한 데 모아서 갖고 싶다는 바람이 늘 잔잔하게 있었는데, 이렇게 특별 소장본이 나온다고 하니 

너무 두근거리고 기뻐요. 마음이 많이 지치고 힘들 때 「The-K 매거진」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보면서 위로를 정말 많이 받았고, 그래도 살아보

자 하는 용기를 얻었거든요. 소장본을 갖게 된다면 방 책장에 두고 마음이 힘들 때마다 꺼내볼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부는 밤 침대에 기대앉아서 특별 소장본을 읽는 제 모습을 벌써 상상하고 있는데 이 상상이 꼭 현실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특히 국내 

여기저기 다니며, 나를 아는 사람이 전혀 없는 곳에 가서 새로운 것들을 보며 마음의 찌꺼기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다짐을 하는 저에게 ‘지금, 

여기’ 코너가 수록돼 있다는 소식은 더욱 가슴을 두근거리게 한답니다! 「The-K 매거진」 특별 소장본과 제가 꼭 연이 닿기를 희망합니다.

김*경 회원 대구대명초등학교

사실 저도 「The-K 매거진」을 즐겨보는 애독자이지만, 저보다 앞서 애독자로 살아오신 아

버지께서 작년에 평생을 몸 바쳐 일한 교직을 떠나시며 많이 아쉬워하셨던 것이 생각나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의 이야기도 엿볼 수 있으니 위안도 되실 것 같아요. 

꼭 특별 소장본을 받아 아버지와 함께 읽으며 즐거움을 평생 소장하고 싶네요~ 

김*진 회원 경희의료원 

월간 매거진에 충분히 좋은 내용이 많은데, 그 가운데서 

또 알짜배기 정보들만 모아서 소장본으로 발간해주시니 

교직원공제회 센스에 감탄할 따름입니다. 다시 떠올리면 

좋을 내용이 담긴 소장본을 꼭 간직하고 싶습니다. 두고 

두고 꺼내어보며 제 삶을 업그레이드 하고 싶어요. 한 땀 

한 땀 정성스레 만드신 책 중 한 권이 제 손에 들어올 수 

있길 조심스레 기대해 봅니다. 

박*울 회원 신주중학교  

매달 집으로 보내주시는 「The-K 매거진」을 받아볼 때마다 마치 멀리 사는 친구에게서 오는 편

지를 받는 것처럼 설렜습니다. 모든 코너가 다 좋지만 특히 ‘지금 여기’와 ‘인생 이모작’은 퇴직 

후 제가 살고자 하는 인생을 설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별 소장본을 받는다면 늘 

가까이 두고 보는, 앞으로 살아갈 인생의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희 회원 前 부산석포여자중학교

그동안 「The-K 매거진」을 즐겨보며, 

설레는 마음으로 다음 호를 기다려왔습

니다. 매달 나오는 매거진에 정말 좋은 

내용이 참 많지만, 다음에 또 필요할 때 

찾아보는 게 쉽지 않았는데 이렇게 관

심이 있거나 필요한 정보를 한 권의 책

자로 만들어 내놓으신다니 감사합니다. 

회원들의 마음을 잘 알아주시고 정말 

바라던 책을 발간해 주셔서 감사할 따

름입니다. 고맙습니다.

박*희 회원 여수양지초등학교

내용이 참 신선하고 알차서 일상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옆에 두고 필요

할 때마다 정보를 볼 수 있으면 매우 유익하답니다. 때로는 지인 모임에

서 매거진에서 본 내용을 전달할 때가 있는데 지명이나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정확하게 기억하기가 힘들 때가 있는데요. 내용을 묶어 놓은 책자가 

있다면 곁에 두고 수시로 공유할 수도 있고 여행지를 의논할 때도 유용할 

것 같습니다. 소장본이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차*옥 회원 前 부산중앙여자고등학교

한국교직원공제회 첫 시작때부터 회원으로 가입하여 42년 5개월 동안 동고동락한 교

직생활을 2014년에 끝내고 지금은 퇴직한지 8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The-K 매거

진」을 매월 받아서 읽어볼 때마다 내용이 너무나 알차고 유용한 정보가 많아서 한데 모

아놓으면 참 좋겠다 생각하던 차에 베스트 코너 모음 특별 소장본 신청을 받는다기에 

신청합니다. 지난 선호도 조사에서도 ‘지금 여기’ 국내 여행지 소개에 한 표를 던졌었는

데 퇴직 회원들의 생각은 역시 같은가 봅니다. 제일 하고 싶은 것이 국내에서 가보지 않

은 곳 여행이었는데 책자에 소개된 곳을 앞으로 동료 퇴직 선생님들과 함께 계획을 

세워 가보려고 하니 소장본 부탁드립니다. 

             오*임 회원 前 용인 신양초등학교 

공제회비 3,000원을 이유도 모르고 ‘무조건 봉급에서 떼나 보다’라고 생각하며 시작된 공제회와의 인연이 40년 교직을 마치

면서 ‘끝이 나는구나'하고 아쉬워 했는데요. 퇴직 회원으로 유지될 수 있음을 알고 무척 반갑고 고마웠어요. 매거진 콘텐츠 중 

‘지금, 여기’ 코너가 저에게는 매우 유용했어요. 소개된 여행지도 직접 많이 가보았고 테마별 음식 레시피는 따로 모아서 두고 

두고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필요한 부분을 잘라서 모으거나, 사진으로 찍어두고, 요점만 따로 메모하는 등 중구난

방으로 정리했는데, 요약된 소장본으로 볼 수 있다면 정말 유용하고 편리하게 잘 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꼭 소장하여 

보고 싶어요.

김*숙 회원 前 봉곡중학교

교직 40년을 잘 마무리하고 「The-K 매거

진」을 통해 좋은 정보, 알찬 정보 많이 받고 

있습니다. 월간 잡지를 보면서 책꽂이에 잘 

꽂아두기는 했지만, 늘 스치듯 지나가는 아쉬

움이 많았답니다. 소장본이 있다면 옆에 두고 

자주자주 되돌아보며 오래오래 간직하고 싶

습니다. 매달 받아보는 매거진도 기쁨으로 읽

고 또 읽고 그러고도 아쉬워서 거실 책장에 

꽂아두고 보고 또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

별 소장본이 발간된다는 소식을 듣고 꼭 받

아서 소장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고두고 집안의 가보로 여기면서 활용할 것

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뜁니다. 꼭 보내

주시길 애타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김*자 회원 前 공주여자중학교

「The-K 매거진」은 한국교직원공제회와 회원님을 연결하는 대표 커뮤니케이션 채널로써 함께 소통하고 교감하는 고품격 라이프 스타일 매거

진입니다. 창간 5주년 기념 ‘베스트 코너 특별 소장본’은 매월 수많은 회원님들께서 직접 보내주고 계시는 귀한 의견과 오랜 요청으로 탄생했

습니다. 매거진에 대한 애정 어린 마음으로 베스트 코너들을 고심해 선정해주시고, 신청해주신 회원님들의 사연에는 「The-K 매거진」과 함께 

보내온 과거와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현재, 그리고 앞으로 함께 할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소중한 의견은 「The-K 

매거진」을 풍성하게 만들고, 지면을 채우는 빛나는 아이디어와 숨겨진 보석 같은 이야기를 찾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각별한 이유가 담

긴 회원님들의 소장본 신청 사연을 함께 나누고자 교육 가족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앞으로도 읽고 계신 모든 분들의 일상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회원님들의 미소와 마음, 이야기들을 정성스럽게 모아 더 사랑받는 「The-K 매거진」을 꿈꾸며 힘껏 정진하겠습니다. 

저는 매달 1일 설레는 마음으로 사이트에서 새로운 메거진을 확인하고 또 배송되는 「The-K 매거진」을 기쁘게 한번 더 정독합니다. 그리고 

저의 책상 한 편에는 벌써 몇 해 동안 모아온 매거진이 가득 정리되어 있습니다. 잘 정돈된 새로운 계절과 해당 월에 대한 감상, 전국 곳곳에

서 일하고 있는 많은 선생님들의 모습, 우리 역사 속 영웅들을 알아가는 재미 등 매거진을 읽는 일은 일터에서의 루틴이 되었습니다. 저는 당

당히 이번 특별 소장본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매거진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고 참여를 많이 한다고 자부하기 때문입

니다! 「The-K 매거진」은 많은 제작진분들과 더불어 함께하는 교직원분들이 만들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건의 사항도 적극 반영이 되는 민

주적이고 건강한 방식으로 매거진이 운영되기 때문에 이렇게 오랜 시간 사랑받고 기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가끔 지쳐있는 동료들에게 

매거진을 추천해 줍니다. 앞으로도 「The-K 매거진」이 우리 삶의 작은 활력이 되길 소망하고,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박*해 회원 성문중학교

지금까지 「The-K 매거진」을 통해 독서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는 퇴직 교원입니다. 매달 새로운 내용에 대한 기

대감으로 매거진을 접할 때마다 잔잔한 흥분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유익하고 알찬 내용을 담아 회원들의 

동반자 역할을 해주신 편집실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국내 여

행지 소개란과 ‘건강한 밥상’ 내용을 한 번 읽고 나서 나름대로 정리하거나 스크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편집진들

의 수고에 비해 그 가치가 반감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소장본을 펴

낸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The-K 매거진」을 사랑하는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이번에 저에게 

소장본을 간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정말 큰 기쁨이겠습니다만 그런 행운을 맞이하지 못한다 해도 저보다 

더 「The-K 매거진」을 아끼고 사랑하는 회원님에게 전달되어 오랫동안 소중하게 소장된다면 크게 가치 있는 일이

라고 생각합니다.  

              심*석 회원 前 문일고등학교 

매달 보내주신 매거진에 주옥같은 내용이 많아서 그냥 지나치기에는 아쉬움이 많았습니

다. 두고 두고 또 보고 싶은 내용들이 많았는데 베스트 코너 모음 특별 소장본을 창간 5주

년 기념으로 만든다는 소식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우리집은 3대가 사는 집으로 그동안 어

린 손주들과 함께 매거진을 보면서 다양한 토론도 하며 교육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

었답니다. 어린 손주들과 함께 매거진이 제공한 주제들을 함께 접할 수 있도록 특별 

소장본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한국교직원공제회의 건승을 빕니다. 감사드립니다. 

             송*숙 회원 前 부산가톨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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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현역 때처럼 바쁘게 움직이며 밝은 햇살로 삶을 가득 채우는 사람들의 기사를 보면서 희

망과 꿈을 가져봅니다. 궁금했던 내용을 다시 공부하는 즐거움을 느끼게 하여 신나고 만족합니

다. 여러 번 읽어도 마음을 떠나지 않는 글이 정신을 맑게 하고 편안함이 느껴집니다. 퇴직하면서 

세상 정보를 접할 기회가 적었는데, 「The-K 매거진」의 다양한 정보 제공으로 시대의 흐름을 따

라가게 되었습니다. 매달 첫날 귀한 방문객이 되어 오는 「The-K 매거진」 소장본을 신청합니다.

김*원 회원 前 인천소방고등학교

어렵게 초등임용고시에 합격하고 

교직에 입문한 후 한동안 어려움

이 많았습니다. 그런 방황 속에서 

「The-K 매거진」을 통해 훌륭한 

선배 교사들의 글들을 접하고 저

의 좌표로 삼게 되었습니다. 특히 

학생들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와 

상담 요령 등은 스크랩해 놓고 고

민이 생길 때마다 읽고 있습니다. 

또 최신 교육 흐름을 접하게 되면

서 남들보다 한 걸음 나아가 새로

운 교육 트렌드를 준비하는 교사

가 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인 회원 안산광덕초등학교

「The-K 매거진」을 매월 집에서 받을 

때마다 좋은 정보나 기록으로 남겨두고 

싶은 내용은 따로 메모해둡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읽거나 수업시간에 

교재로도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렇게 베스트 코너 특별 소장본을 발간

해주신다고 하여 기쁜 나머지 보자마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성장해온 「The-K 매거진」을 오

래도록 간직할 수 있어 좋고 또 우리 가

족, 우리 아이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습니

다. 보내주신다면 저에게는 사랑하는 연

인의 편지처럼, 오래 간직하고픈 나만의 

추억의 앨범이 될 것이기에 참 많이 감

사할 것 같습니다.  

조*미 회원 도곡중앙초등학교

매달 매거진을 보면서 자리에 앉아서 이리 쉽게 이 좋은 정보들을 거저 받아도 되나 싶은 마

음이었습니다. 특히 퇴임을 3년 앞두고 ‘인생 이모작’을 많이 참고하고 있고 학생들에게는 

‘미래 잡(job)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한 정보를 소장본으로 모아 주신다니 더욱 감사한 

마음입니다. 멋진 이모작을 열고 그 삶 또한 소개해보고 싶습니다. 두근거림을 안고 소장본

을 기다리겠습니다.  

송*심 회원  경해여자고등학교 

「The-K 매거진」은 헤어지고 싶지 않은 연인과 같습니다. 매월 잊지 않고 다가와 즐거움을 

주는 다정한 소식은 교직을 잊지 않게 해주어 일상생활을 다시 고쳐보게 합니다. 소장본으

로 나온 책자가 책장에 있다면 그 어느 책보다도 귀하게 대하며 훈장이나 상장보다도 더 자

랑스럽게 생각할 겁니다. 실린 글들 속에 할아버지의 글을 찾아보게 하는 것도 손주들과 누

릴 수 있는 기쁨이 되겠지요. 감사합니다. 

정*수 회원 前 대광고등학교 

제가 즐겨보는 코너가 ‘지금, 여기’인데, 다른 분들도 그 코너를 참 좋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인생 

이모작’도 좋아합니다. 퇴직을 5년 정도 남겨두고서 그동안 일한다는 이유로 많이 다니지 못했는

데, 국내 여행지 소개를 보면서 여기는 꼭 가봐야지 하며 메모해 두곤 했었지요. 그 내용이 특별 

소장본으로 나온다니 어떻게 신청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공제회와 함께 쉼 없이 달려

온 저에게 쓰담 쓰담, 토닥 토닥 해 줄 수 있고, 인생 이모작을 설계하는 알찬 내용 역시 지침으로 

삼고 싶습니다. 소장본 발간을 진심으로 응원하면서 저도 꼭 소장하고 싶습니다! 

한*희 회원 부산광역시미래교육원 

매달 「The-K 매거진」을 챙겨보고 있는 독자입니다. 아버지께서 교직원공제회 신문을 받아보실 때부터 꼼꼼하게 구독하던 기억이 납니다. 고

등학생이던 제가 40대가 되었으니,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교직원공제회와 관련한 소식지를 챙겨본 셈입니다. 소식지의 좋은 내용이 있으면 

잘라놓기도 하고, 잘라놓은 소식지를 따로 챙겨본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소장본을 발행한다니 반갑습니다. 특히 역사 이야기를 다룬 ‘역사 속 

숨은 영웅’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학생들과 국어, 사회 시간에 역사 속 인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는데 공제회에 소개된 ‘역사 속 숨

은 영웅’과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나눌 부분이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에게 책 선물은 늘 반갑습니다. 근무 후 지친 

몸이었다가도 책을 읽으면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소장본을 제작하기까지 교직원공제회 여러 직원들이 많은 노력과 시간

을 들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장본을 통해 「The-K 매거진」 그리고 공제회의 노력과 시간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고, 학생들과도 더욱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현 회원 도장초등학교

안녕하세요! 메일을 통해 도착하는 「The-K 매거진」을 매달 읽어보고 있는 애독자입니다. 

초임 시절 장기저축급여 가입과 동시에 지금까지 공제회와 함께해온 생활이 어느덧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매거진을 매달 읽으면서 공제회 제도·경제·건강·시사·관광 등 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베스트 코너 특별 소장본’을 발간한다고 하니 꼭 받

아보고 싶습니다. 소장본을 받고 싶은 이유는 그동안 한번 보고 스쳐 지나갔던 아쉬운 코너

들을 영구히 보관하면서 읽어보고 싶은 소망 때문입니다. 아울러 지금까지도 함께 해온 

공제회지만 퇴직 후에도 인생의 길잡이 역할로서 오랫동안 함께하길 희망합니다. 

황*우 회원 서울공업고등학교 

수업 중 가끔 딱딱한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대부분 진로에 관련한 이야기나 IT 신기술 같은 흥미

를 유발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말하는데, 이따금 역사적인 내용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같

이 공감하고 재밌는 역사 이야기를 나누며 의미있는 시간을 보내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The-K 매거진」을 통해 알게 된 역사 속 

인물의 내용을 읽고 학생들에게 몇번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재미있어하며 몰랐던 사실을 알 수 있어서 좋았다는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이번 기

회에 특별 소장본을 받게 된다면 학생들과 더욱 공감하는 시간을 자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에게 보다 넓고 깊은 역사적 지식과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원 회원 계룡디지텍고등학교
저는 좋은 책이나 잡지를 모아 놓습니다. 어릴 적부터 어떠한 책을 읽어야 할지 많은 시행착

오를 겪으며 다독했는데, 이제야 조금은 책을 보는 눈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제 아이에게는 

저처럼 책을 고르는, 글을 보는 눈을 기르는 데 들어가는 시간을 아껴주고 싶은 마음에 꾸준

히 좋은 책이나 잡지를 모아서 물려주려 합니다. 교직원공제회와 함께해온 10년, 함께 

할 20년, 그 역사의 발자취를 모아서 아이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이*석 회원 전북대학교병원

매달 매거진 애독 코너들의 지나간 옛 이야기들을 소장하여 다시 반추해 볼 수 있다는 즐거움과 

기쁨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애독 코너인 ‘교과서에 없는 역사 이야기’와 ‘역사 속 숨은 영웅’ 

코너, 은퇴한 나에게 필요하고 유용한 정보와 삶의 체험을 절실하게 들려주는 ‘인생 이모작’ 등

은 감동과 즐거움을 주는 의미 있는 코너들이었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그 외 많은 유익한 코너

들로 멋지게 채워 주시는 매거진 담당자님들의 노고와 수고에 머리 숙여 고마움을 전합니다. 앞

으로도 애독자들을 위해 다달이 더 발전하는 매거진의 진실한 모습들을 많이 많이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매거진 화이팅!!

정*기 회원 前 문수고등학교 

좋은 내용들이 물 흘러가듯, 바람 지나가듯 잠시 스쳐 가버린다

는 것은 조금 서운한 생각이 듭니다. 오래도록 두고 볼 수 있도록 

소장하여 그 가치를 아름답게 머무르게 하고 싶어졌습니다. 교

직 생활에 있어서 종착역에 다다른 지금, 「The-K 매거진」을 오

래도록 두고 보면서 추억을 새기고 싶습니다. 항상 좋은 내용과 

알찬 편집으로 눈을 즐겁게 해준 매거진을 두고두고 보고 싶습

니다. 어느 가수의 노래처럼 ‘잊혀진 계절’이 아니라 영원히 잊히

지 않는 매거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경 회원 보문고등학교

정년퇴임 4년을 앞두고 「The-K 매거진」 웹진에 자주 접속합니

다. 다양한 정보를 통하여 안정된 노후를 그리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행지 소개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콘텐츠

입니다. 그간의 정보를 모아 소장본으로 발행된다니 여행 정보 기

사를 애써 쓰신 분의 노고가 빛을 발휘하게 되었네요. 이 귀한 정

보를 모은 ‘베스트 코너 특별 소장본’을 받는 것은 큰 소망입니다. 

퇴직 선물을 미리 받는 행운을 주신다면 정말 큰 행복이겠습니다. 

기대합니다.

박*세 회원 천안제일고등학교

재직 당시 여행을 많이 못 다녀서 국내외 여행 안내를 보며 대리만족도 하고 정보 수집 겸 매거진을 즐겨 봤습니다. 여느 여행 책과는 다른 해

외 한 달 살기 코너는 특히 흥미롭게 봤고, 몰랐던 해외 여러 나라에서 생활하는 것에 대해 꿈을 꾸게 해주었습니다. 제철 음식 레시피도 쉽고 

맛있어 보이는 요깃거리가 많아서 딸과 해 먹기도 했습니다. 또 같은 퇴직 회원님들의 인생 2막에도 관심이 컸는데, 다들 뜻깊고 바쁘게 사시

는 것 같아 부러움과 자극이 되었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코너가 많이 선정되어 모인 특별 소장본을 가족과 함께 들춰보며, 여행 동반자로, 레

시피북으로, 또 딸에게 전해주는 인생의 가르침으로 함께 하고 싶습니다. 아직 자기 길을 못 찾은 딸에게 미래 직업과 자기 계발 솔루션은 자

극제와 멘토가 되어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정한 코너로 구성된 특별 소장본인 만큼 소중히 간직하고 싶습니다. 

김*순 회원 학동초등학교   

「The-K 매거진」에는 내 삶의 성장을 위해 

도움이 되는 알찬 내용이 소중한 보물처

럼 가득 차 있습니다. 읽을 때마다 감탄하

며 읽고 있습니다. 미처 알지 못했던 내용

을 접할 때면 삶의 자양분을 얻는 기분입

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읽지 못했던 보물

들을 찾고 싶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다

른 책에서는 알 수 없는 오직 「The-K 매

거진」에서만 얻을 수 있는 보물들이 있습

니다. 「The-K 매거진」을 통해 더 지금보

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

으로 신청합니다.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란 회원 호매실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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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추운 겨울을 활기차게 보내는 모험의 땅 핀란드 라플란드

코로나19로 인해 여행이 자유롭지 않았던 갑갑한 현실 속에서 지면으로나마 여행 기분을 느끼며 힐링하

고, 대리만족할 수 있었다고 많은 회원님들께서 좋아해주셨던 코너입니다. (사)한국여행작가협회 회장

과 해외여행 전문지 ‘코리안 트래블러’ 편집장, 대한항공 기내지 ‘모닝캄’ 편집장을 역임한 송일봉 작가가 

2년 간 집필을 맡았습니다. 다시 만나고 싶은 국내외 여행지 8곳을 지금, 다시 소개합니다.

�지금, 여기�

PART.

꾸미지 않고 자유롭게 떠나는 여행을 좋아하는 저에게 기약 없는 코로나19는 여행의 갈증

을 더욱 느끼게 했습니다. 파란 하늘, 반짝이는 호수, 그 곳을 지나는 사람들. 그 속에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사진들은 비록 같은 숨결을 느낄 수는 없어도 활자로나마 큰 

감동을 주고, 상상하게 만들었습니다.

The-K 매거진을 독자로 하여금 읽고 싶게끔 매력을 느끼기에 충분하고 제목만으로도 안락

함과 편안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지금, 여기’는 갑갑한 현실 속에서 눈으로라도 대신 기쁨

을 만끽하도록 독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글을 실어준 배려심이 무척이나 섬세한 코너입니다.

‘지금, 여기’ 코너는 코로나19로 인해 국외 여행이 자유롭지 못한 현실 속에서 여행 기분을 

느끼도록 하는 코너의 취지에 잘 부합하는 매우 유익한 내용입니다. 사진을 보고 글을 읽으

며 마음이 저절로 힐링되고, 여행에 대한 열정이 다시 살아나는 시간이었습니다.

회원 추천사 - 교육부 성창미 회원

- 영암유치원 김주선 회원

- 대자중학교 박명득 회원

태안 안면도에 활짝 핀 유채꽃(p.24~25)



숲길과 초원, 그리고 

신비의 바닷길을 걷다 

경기 화성

경기도 화성시는 사실 그리 많이 알려진 여행지는 아니다. 하루에 두 번 바닷길이 열리는 제부도 정도가 

가벼운 나들이 명소로 알려져 있을 뿐이다. 하지만 화성시의 속살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야말로 다양

하고 색다른 볼거리들이 많다. 조선 22대 임금과 관련이 있는 융건릉(융릉과 건릉), ‘한국의 세렝게티’라 

불리는 공룡알 화석산지, 그리고 낙조 명소로 유명한 궁평항 등이 대표적인 명소로 손꼽힌다.

글_사진. 송일봉(여행작가)

「지금, 여기」는 국내 여행지 소개를 요청하신 회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우리나라의 다양한 여행지를 소개했습니다. 
대한민국 곳곳의 숨은 명소를 통해 대리만족과 함께 여행의 기분을 만끽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송일봉 작가는 (사)한국여행작가협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해외여행전문지 ‘코리안 트레블러’ 편집
부장과 대한항공 기내지 ‘모닝캄’ 편집장을 지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주관하는 ‘길 위의 인문학’ 
기획위원과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주관하는 ‘국립공원 대표경관 100경’ 선정위원 등을 지냈다. 
현재 문화답사 프로그램 ‘송일봉의 감성여행’을 25년 넘게 진행하고 있으며, KBS 한민족방송에
서 매일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를 진행하고 있다.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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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숲과 참나무숲이 아름다운 융건릉 

화성시 안녕동에 있는 융건릉은 융릉(隆陵)과 건릉(健陵)을 

일컫는다. 융릉(사진 1)은 사도세자(장조 의황제(莊祖 懿皇帝)

로 추존)와 혜경궁 홍씨(헌경 의황후(獻敬 懿皇后)로 추존)의 

합장릉이고, 건릉은 정조와 효의왕후의 합장릉이다. 현재 융

건릉을 포함한 조선왕릉 40기는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문화

유산으로 등재돼 있다.

정조는 효심이 지극했던 왕으로 유명하다. 그런 정조가 즉

위 후에 효심을 담아 시도한 일 가운데 하나가 아버지의 묘

를 옮기는 일이었다. 정조는 융릉을 조성하는 데 많은 공을 

들였다. 석물을 만드는 데에는 당대 최고의 조각가인 정우태 

등이 참여했다. 덕분에 ‘조선 최고의 연꽃 조각품’이라 불리

는 융릉 병풍석 인석(引石)(사진 2)을 남길 수 있게 되었다.

사도세자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뒤주 속에서 생을 마감한 

‘비운의 왕세자’다. 사망 후에는 경기도 양주 배봉산에 묻

혔다. 정조는 즉위 후에 사도세자를 장헌세자로 추숭(追崇,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죽은 왕족이나 왕의 조상에게 임금

의 칭호를 주는 것)하고 현재의 자리로 묘를 이장했다. 명

칭도 수은묘에서 현륭원으로 바꿨다. 그 후 현륭원은 조선 

고종 때 장헌세자가 장조 의황제로 추존되면서 ‘융릉’이라

는 능호를 얻게 되었다.

융건릉 입구의 매표소를 지나면 길이 양쪽으로 갈라진다. 

오른쪽이 융릉으로 가는 길이다. 울창한 소나무숲길은  

1. 화산 기슭에 있는 융릉

2. 융릉의 인석 3. 융릉 근처에 있는 인공연못인 ‘곤신지’

천천히 걸으며 산책하기에 좋다. 융릉 입구에는 아담한 휴

식공간이 있고, 조그만 돌다리를 건너면 융릉 입구를 알리

는 홍살문이 나타난다. 

융릉은 일반적인 조선의 왕릉과는 달리 홍살문, 정자각,  

4. 건릉 입구의 울창한 참나무숲길

5. 공룡알 화석산지에서 볼 수 있는 공룡알 화석 6. 공룡알 화석산지의 친환경 산책길

드넓은 초원이 펼쳐져 있는 공룡알 화석산지

화성시 송산면에 있는 공룡알 화석산지는 드넓은 초원이 

펼쳐져 있는 곳이다. 하지만 이곳이 처음부터 초원이었던 

것은 아니다. 근처에 있는 시화방조제 공사로 인해 서서히 

바닷물이 빠지면서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탈바꿈했기 때문

이다. 그런데 최근 이 일대가 수도권을 대표하는 생태여행

지 가운데 하나로 크게 각광받고 있다. 바로 이곳에서 중생

대(中生代) 백악기(白堊紀)의 공룡알 화석(사진 5)들이 대량으

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공룡알 화석산지를 찾아가는 길은 설렘이 있는 길이다. 마

치 누군가 몰래 숨겨 놓은 보물을 찾아가는 듯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드넓은 초원을 가로지르는 산책길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시킨다. 방문객들은 친환경 산책길 

(사진 6)을 걸으며 다양한 염생식물도 관찰할 수 있다. 

공룡알 화석산지는 대규모의 공룡알 화석이 발견되면서  

조성된 생태공원이다. 지난 1999년에 공룡알 화석의 첫 발견 

이후 일대의 12개 지점에서 30여 개의 알둥지와 200여 개의  

공룡알 화석이 발견되었다. 현재 공룡알 화석산지 일대는  

능침이 일직선상에 배치되어 있지 않고 능침(왕릉)이 정자

각(제전 ·왕릉 ·원 등의 바로 앞에 짓는 ‘丁’자형 침전) 오

른쪽으로 살짝 치우쳐 있다. 융릉 입구에 일종의 비보(裨

補, 풍수지리 사상에 따라 어떤 지역의 풍수적 결함을 인위

적으로 보완하는 것)인 인공 연못 ‘곤신지(坤申地)’(사진 3)가 

있는 것으로 보아 풍수지리학적인 배치가 이뤄진 것으로 

여겨진다. 

융릉 서쪽의 야트막한 능선 너머에는 건릉이 있다. 건릉은 

융릉에 비해 다소 소박하게 꾸며져 있다. 본래는 융릉의 동

쪽에 있었으나 풍수지리상 좋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의 자리로 옮겼다. 건릉에는 융릉과 반대로 능침에 설치하

는 병풍석이 없고 난간석만 있다. 진입로 역시 소나무 대신 

참나무숲(사진 4)으로 이뤄져 있다.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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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의 바닷가다. 이 일대는 제부도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가

장 많이 머무는 곳이다. 특히 해가 질 무렵에 바라보는 매바

위 3형제와 어우러진 제부도 낙조가 아름답다.

낙조가 아름다운 궁평항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궁평항은 ‘화성8경’ 가운데 하나인 궁

평항 낙조(사진 11)를 감상할 수 있는 명소다. 화성시의 서쪽 바

닷가 어디서든 볼 수 있는 낙조이지만 왜 굳이 여기일까? 항

구에는 늘 크고 작은 어선들이 정박해 있고, 항구를 포근히 

감싸는 방파제가 있고, 갈매기들이 날고 있고, 싱싱한 해산

물이 가득한 수산물직판장이 있기 때문이다. 해가 질 무렵의 

궁평항 풍경은 말 그대로 ‘평화로움’ 그 자체다. 이처럼 따뜻

하고 평화로운 풍경은 여행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바다

7. 퇴적층 층리를 관찰하는 어린이들 8. 제부도의 랜드마크 가운데 하나인 빨간색 등대

9. 제부도 해수욕장 근처에 있는 ‘제부도 아트 파크’

여행 정보

오산화성고속도로 안녕나들목에서 43번 국도와 84번 지방도를 따
라 융건릉을 찾아가면 된다. 융건릉을 둘러본 후에는 공룡알 화석
산지, 제부도, 궁평항 등의 순으로 코스를 잡으면 된다. 제부도 물때 
시간(바닷길 통행시간)은 제부도 관리사무소(031-355-39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TIP

화성 지도

10. 제부도 ‘매바위 삼형제’와 해수욕장 11. ‘화성8경’ 가운데 하나인 궁평항 낙조

궁평항

제부도

7

8

9

10

11

안산시

수원시

오산시

공룡알 화석산지

남향 성모성지 화성시청

융건릉

화성우리꽃

식물원
화성 

방조제

화성시
천연기념물 제414호로 지정되어 있고, 약 15.9㎢ 면적이다. 

공룡알 화석산지는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인기가 높다. 그런 만큼 천천히 들판을 걸으며 

직접 관찰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룡알 화석 못

지않게 지질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

문이다. 약 1.5km의 친환경 산책길을 따라 누드바위, 해식

동굴, 무명섬 등의 순으로 탐방할 수 있다. 이들 작은 섬에

서는 오랜 세월을 거치며 형성된 퇴적층의 층리(사진 7)도 관

찰할 수 있다. 물론 공룡알 화석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하루에 두 번 바닷길이 열리는 제부도

제부도는 마치 ‘모세의 기적’처럼 하루에 두 번 바닷길이 열

리는 섬이다. 이것은 조석간만의 차에 의해 나타나는 자연

적인 현상이다. 서해안의 섬들이 모두 바닷길이 열리는 것

은 아니기에 제부도를 찾는 많은 아이들은 이 현상을 매우 

신기하게 생각한다. 

제부도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물때를 잘 맞춰야한다. 다소 

불편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부도에서는 바닷물이 들

어오고 나가는 모습을 보는 것 그 자체가 멋진 여행 포인트

다. 바닷길이 닫힐 무렵 제부도에 들어가 시간을 보낸 후, 

다음 바닷길이 열릴 때 육지로 나오는 스케줄을 잡는다면 

색다른 스릴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제부도에 들어서면 바닷길 통제소를 사이에 두고 길이 두 

갈래로 갈라진다. 보다 낭만적인 여행을 즐기려면 우선 오

른쪽 길로 들어서기를 권한다. 좁은 도로를 따라 5분쯤 가

면 빨간색 등대(사진 8)가 나타나고, 그 앞에 자그마한 주차장

과 전망대가 있다. 주차장 옆에는 최근에 조성된 해안산책

로 입구가 있다. 이 산책로에서는 바다를 바라보며 가벼운 

산책을 즐길 수 있다. 

약 1km에 이르는 제부도 해안산책로 곳곳에는 볼거리들이 

많다. 사진을 찍기 좋은 포인트를 알려주고, 제부도와 관련

된 재미있는 이야기, 갯벌이나 염생식물에 관한 짤막한 이

야기들을 적은 안내판들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다. 보행자 

위주로 마련된 산책로답게 산책로 중간에는 아담한 전망대

가 조성되어 있다. 해안산책로가 끝나는 지점에는 제부도 

해수욕장이 펼쳐져 있고, 그 중간쯤에는 독특한 외형의 건

물이 하나 들어서 있다. 눈길을 끌기에 충분한 이 건물은 

앞으로 제부도의 또 다른 랜드마크 역할을 할 제부도 아트  

파크(사진 9)다. 1층은 ‘제부도 이야기’를 주제로 하는 소규모 전

시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2층은 오롯이 제부도의 바다와 낙

조를 감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져 있다. 

제부도 여행을 마무리하기에 좋은 곳은 ‘매바위 3형제’(사진 10) 

가 주는 묘한 감정이 붉은 노을과 만나면서 자연에 대한 숙

연함마저 일게 만든다. 

궁평항은 최근 바다낚시터를 겸한 이국적인 전망시설인 ‘피

싱 피어’를 설치하는 등의 변신을 꾀하면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피싱 피어는 궁평항에서 관광객들이 가장 먼저 찾아가

는 곳이다. 약 190m 길이의 피싱 피어 끝 부분에는 휴식공간

인 ‘파고라’가 있다. 여기서 해 질 무렵 근사한 낙조를 감상할 

수 있다. 

궁평항 수산물 직판장은 해가 지면 활기를 띤다. 낙조를 감

상하면서 배가 출출해진 관광객들은 하나 둘 수산물 직판장

으로 발길을 재촉한다. 궁평항을 찾는 재미 가운데 하나는 

싱싱한 해산물을 맛볼 수 있다는 점이다. 270여 개에 이르는 

점포에서는 전복, 소라, 멍게, 광어, 우럭, 전어, 주꾸미 등 

제철 해산물들이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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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변 환경과 멋진 조화를 이루고 있는 선교장 6. 열화당 앞마당의 능소화 7. 선교장에서 가장 운치있는 정자인 활래정

지은 ‘관서유감’의 ‘위유원두활수래(爲有源頭活水來)’에서 

따왔다. 이를 해석하면 ‘샘이 있어 맑은 물이 흐르기 때문’

이라는 뜻이 된다. 그래서일까? 활래정에는 근사한 다실도 

딸려 있다. 이 다실에서는 지금도 수시로 다회(茶會)가 열

린다. 활래정 앞에는 사각형의 인공연못이 있고, 그 안에는 

역시 사각형의 인공섬이 있다. 

활래정에는 유난히 편액이 많다. 무려 6개나 걸려 있다. 

부채꼴 형태로 살짝 휘어진 편액도 눈길을 끈다. 이 가운

데 흰색 바탕에 금색 행서체로 쓴 편액(사진 8)은 규원 정병조

(1863~1945년)의 필체다. 규원 정병조는 특히 행서와 초서

를 잘 썼다. 

조선 시대 사대부 저택, 선교장

강릉시 경포동에 있는 선교장(사진 5)은 조선 시대 사대부 저

택의 전형을 잘 보여주는 건축물이다. 비교적 원형이 잘 보

존되어 있고,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집이다. 아담한 크기의 안채, 사랑채인 열화당, 

인공연못과 붙어있는 정자인 활래정 등이 옛 모습을 고스란

히 간직하고 있다. ‘선교장(船橋莊)’이라는 이름은 이 지역의 

옛 이름인 ‘배다리’에서 유래 되었다. 예전에는 경포호를 통

해 선교장이 있는 마을 근처까지 배가 들어왔다고 한다. 

선교장 사랑채인 열화당의 이름은 중국의 시인 도연명

(365~427년)이 지은 ‘귀거래사’의 ‘열친척지정화(悅親戚之

情話)’에서 따왔다. 이를 해석하면 ‘친척 이웃들과 즐거운 

정담을 나눈다’라는 뜻이 된다. 열화당 앞마당에 있는 능소

화(사진 6) 한 그루는 선교장에 머물렀던 충청도의 한 선비가 

선물한 것이다.

활래정(사진 7)의 이름은 중국의 유학자 주자(1130~1200년)가 8. 규원 정병조가 쓴 활래정 편액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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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로의 시간 여행, 명주동&강릉대도호부 관아

강릉시 명주동은 최근 들어 ‘뉴트로(newtro) 여행지’로 주

목받고 있는 동네다. 옛 모습을 간직한 방앗간, 창고, 골목

길, 담벼락 등이 새로운 관광명소로 거듭나고 있기 때문이

다. 새로운 복고풍으로 해석되는 ‘뉴트로’는 최근 우리나라

의 젊은 세대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대중문화의 

한 유형이다. 

명주동의 명물 가운데 하나인 봉봉방앗간(사진 1)의 경우는 현재 

그림 전시장을 겸한 카페로 활용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강릉 

출신 임만혁 화가의 작품이 벽화(사진 2)로 그려진 임만혁  

갤러리 로드도 조성되어 있다. 

명주동에는 명주예술마당(옛 명주초등학교), 햇살박물관, 

작은 공연장 등도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인기가 많은 곳

은 강릉 최초의 마을 박물관인 햇살박물관이다. 이곳에는 

1910년대의 마을 사진과 함께 명주동 주민들이 직접 사용

했던 생활용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명주동 전체가 문화공간으로 자리를 잡아가면서 주민들의 

의식도 많이 변했다. 담장을 허물어 앞마당을 공개하는가 

하면, 담장을 허물지 않은 집은 대문을 낮게 하거나, 밝은 

색으로 페인트를 칠했다. 마을 곳곳에는 간이 안내판도 세

워놓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잠깐 쉬었다 갈 수 있도록 집 

앞에 나무의자를 내놓은 집도 있다. 

명주동과 붙어있는 용강동에는 강릉대도호부 관아가 있

다. 강릉대도호부에 딸려 있는 임영관(강릉대도호부 객사)

은 고려 태조 때인 936년에 처음 지어졌다. 임영관의 중심 

건물인 전대청에 걸려 있는 편액(사진 3)은 1366년에 고려  

공민왕이 쓴 글씨다. 현재의 편액은 1970년에 새로 모사한 

것이다. 전대청은 왕의 전패를 모셔 놓은 곳으로 매월 초하 

루와 보름에 왕이 있는 궁궐을 향해 절을 하는 ‘향궐망배 

(向闕望拜)’를 행하던 곳이다.

일명 객사문이라 불리기도 하는 임영관 삼문(국보 제51호)

(사진 4)은 영천 거조암 영산전, 예산 수덕사 대웅전, 영주 부

석사 무량수전, 안동 봉정사 극락전 등과 함께 고려 시대를 

대표하는 목조 건축물이다. 

1. 현재 카페로 활용되고 있는 봉봉방앗간 2. 명주동 골목길에서 볼 수 있는 임만혁 화가의 작품

1 2

3. 강릉대도호부의 전대청에 걸려 있는 임영관 편액 
4. 고려 시대의 목조 건축물인 임영관 삼문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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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손성목 영화박물관 앞 광장

12. 축음기 형태의 참소리박물관 외관 13. 다양한 종류의 축음기

여행 정보

영동고속도로 강릉나들목에서 35번 국도를 따라 명주동을 찾아가
면 된다. 강릉으로의 기차여행도 훨씬 수월해졌다. 서울역에서 강
릉역까지 가는 KTX 경강선이 2017년 12월 22일에 개통했기 때문
이다. 개통일에 맞춰 강릉역사(사진	15)도 현대식으로 새롭게 단장
했다. KTX 경강선을 이용할 경우 서울역에서 강릉역까지는 약 2시
간이 소요된다. 오전 5시 11분부터 오후 10시 11분까지 하루 14회 
운행되고 있다. 강릉역에서 서울역으로 돌아오는 마지막 기차는 오
후 10시 30분에 있다. 따라서 계획을 잘 세우면 시간도 절약하면서 
알찬 강릉 여행을 할 수 있다.

TIP

강릉 지도

평창군

정선군 동해시

16

15

볼거리 많은 이색 명소, 참소리박물관

참소리박물관(참소리축음기·에디슨박물관)은 선교장과 

경포 해변 중간쯤인 호숫가(경포호)에 자리 잡고 있다. 대

형 축음기를 연상케 하는 박물관 외관(사진	12)은 멀리서도 잘 

보인다. 현재 참소리박물관에는 손성목 관장이 50년 넘게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수집한 진귀한 수집품들이 전시되

어 있다. 수집품의 대부분은 축음기(사진	13)나 에디슨과 관련

된 것들이다. 

참소리박물관에서 눈여겨 볼만한 소장품으로는 1877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축음기인 ‘틴 포일’, 1900년 

뉴욕에서 6대가 만들어졌으나 지금은 한 대밖에 없는 ‘아메

리칸 포노그래프’, 1879년 에디슨이 만든 세계 유일의 ‘벽면

부착용 전구(스탠드의 원형)’ 등이 있다.

에디슨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생활용품도 많이 발명했

다. 참소리박물관에서 만날 수 있는 에디슨의 대표적인 발

명품(생활용품)으로는 말하는 인형, 커피포트, 와플기, 다

리미, 선풍기 등을 꼽을 수 있다. 주제별로 나누어진 전시

관들을 돌아본 후 음악감상실인 참소리방에서 듣는 명곡 

감상은 참소리박물관 최고의 프로그램으로 인기가 높다. 

참소리박물관 옆에 있는 손성목 영화박물관(사진	14)도 함께 

둘러보면 좋다. 

12 14

13

경포 해변

순포습지

주문진항

커피거리

정동진

오죽헌

강릉대도호부 

관아

선교장

참소리박물관

강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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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난 이야기가 담겨있는 ‘월하문’

활래정 옆에는 ‘월하문(月下門)’(사진	9)이라 불리는 작은 문이 

있다. 예전에는 활래정으로 들어가는 출입문 역할을 했을 

문이다. 월하문의 양쪽 기둥에는 ‘조숙지변수(鳥宿池邊樹, 

새는 연못가의 나무에서 잠자고)’와 ‘승고월하문(僧敲月下

門, 스님은 달 아래 문을 두드린다)’이라는 글씨가 쓰인 주

련이 있다. 중국의 시인 가도(779~843년)가 지은 ‘제이응

유거(題李凝幽居)’에서 따온 글귀다. 이 글귀가 유명한 것은 

바로 ‘퇴고(推敲, 문장이나 단어를 여러 차례 고치는 일)’의 

유래가 되었기 때문이다. 

‘퇴고’의 유래는 다음과 같다. 시인 가도는 어려서부터 매우 

어렵게 살아온 인물이다. 그가 승려생활을 하던 시절에 ‘제

이응유거’를 쓰게 되었는데, 마지막 장인 ‘승고월하문’에서 

글이 막히고 말았다. ‘두드린다’는 뜻의 ‘고(敲)’와 ‘민다’는 

뜻의 ‘퇴(推)’ 사이에서 적절한 글자를 선택하지 못하고 있

었던 것이다. 그러던 차에 가도는 길거리에서 대문장가인 

한유(768~824년)를 운명적으로 만나게 된다. 가도는 한유

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놨고, 한유로부터 ‘고(敲)’로 했으

면 좋겠다는 조언을 들었다. ‘퇴고’의 유래가 된 일화다. 

선교장에서 4km쯤 떨어진 곳에는 경포 해변(사진	10)이 있다. 

근처의 경포호에서 느끼지 못했던 또 다른 낭만과 추억거

리가 경포 해변에는 한가득 담겨져 있다. 바닷가를 따라 끝

없이 펼쳐진 백사장, 그리고 그 위에다 무수히 많은 발자국

을 남기며 걷는 다정한 연인의 모습. 경포 해변에서는 누구

라도 영화 속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경포 해변에서 3km쯤 떨어진 곳에는 생태여행지인 순포습

지(사진	11)가 있다. 환경부에서 7년(2011년~2017년)에 걸친 

습지복원사업을 통해 2018년에 복원했다. ‘순포’라는 이름

은 ‘순채(순나물)가 많이 나는 곳’이라는 데서 유래되었다. 

예전에 흉년이 들면 이 나물로 연명을 했다는 이야기도 전해

진다. 하지만 아쉽게도 순포습지의 순채는 현재 멸종 위기

에 놓여 있다. 순채에 대한 복원 작업은 계속 이뤄지고 있다.9. 멋진 편액이 걸려 있는 월하문

10. 동해안 최고의 해수욕장인 경포 해변 11. 강릉의 대표적인 생태여행지인 순포습지

9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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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들이는 수선화 무리도 천리포수목원이 주는 4월의 선물 

가운데 하나다. 

‘민병갈의 길’ 구간에는 숙박시설 가운데 하나인 ‘다정큼나무

집’(사진	5)이 있다. 이 집의 울타리는 다정큼나무들이 대신하

고 있다. 그 이름처럼 ‘다정스럽게’ 생긴 다정큼나무는 중국

에서는 석반목(石班木), 일본에서는 차륜매(車輪梅)라 불리

고 있다. 다정큼나무집 앞마당에는 하얀색 꽃이 피는 큰별 

목련인 ‘메릴(Merrill)’ 한 그루가 심어져 있다. 지난 2011년

에 세워진 고 민병갈 박사 흉상(사진	6) 양옆에는 큰별 목련과 

완도호랑가시나무가 한 그루씩 심어져 있다. 

천리포수목원에서는 목련과 호랑가시나무 말고도 1970년에 

처음 심은 1호 나무인 후박나무, ‘크리스마스 장미’라 불리는 

헬레보루스, 연인들이 사랑을 속삭이기 좋을 정도로 가지가 

아래로 향하는 나무인 ‘닛사’, 낙타의 키 높이까지만 가시가 

돋아있는 ‘가시주엽나무’, 숨을 쉬는 뿌리인 기근(氣根)들이 

땅 위로 솟아있는 ‘낙우송(落羽松)’ 등을 찾아볼 수 있다. 

태안을 대표하는 생태 여행지, 신두리 해안사구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바닷가 모래 

언덕인 신두리 해안사구(사진	7)가 있다. 해안사구는 바람에  

날려 온 모래가 바닷가에 쌓였다가, 폭풍우가 심할 때 모래가 

바다로 쓸려 내려가는 반복 활동을 통해 형성된다. 이렇게 

형성된 해안사구는 내륙과 바닷가의 생태계를 유기적으로 

보호하는 완충작용을 한다. 

해안사구는 식물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모래에 긴 뿌리

를 내리고 사는 사구식물들은 사구의 형성에 많은 도움을 

준다. 실제로 모래언덕에 서식하는 식물들을 뽑아낸 이후

로 정상 부분이 1m 이상 낮아진 적도 있었다. 현재 신두리  

해안사구에서는 해당화(사진	8), 순비기(사진	9), 방풍나물, 모래

지치 등과 같은 사구식물들이 잘 자라고 있다.

다소 생소한 용어인 ‘배후습지’는 해안사구가 만들어 낸 또 

하나의 자연 걸작품이다. 신두리 해안사구에서 내륙으로 

5. 숙소로 활용되고 있는 ‘다정큼나무집’ 6. 고 민병갈 박사의 흉상

7. 바닷가 모래언덕인 신두리 해안사구 8. 신두리 해안사구에 곱게 핀 해당화

5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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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아름다운 수목원, 천리포수목원

천리포수목원은 ‘푸른 눈의 한국인’이라 불렸던 고 민병갈

(Carl Ferris Miller, 1921~2002년) 박사가 1970년부터 조

성하기 시작한 사립수목원이다. 1979년에 한국인으로 귀화

한 고 민병갈 박사는 평생 꽃과 나무를 보살피다 지난 2002

년에 82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했다. 그는 생전에 “내가 죽으

면 무덤을 쓰지 말고, 그 자리에 나무를 한 그루라도 더 심

으라”는 말을 자주 했다. 현재 그의 유골은 천리포수목원의 

태산목(泰山木)(사진	1)	아래에 안치돼 있다. 

천리포수목원은 40여 년 동안 학술 목적으로 방문하는 전문

가와 후원회원 등에게만 개방했다. 하지만 지난 2009년부

터 7개의 관리지역(밀러 정원, 에코힐링센터, 낭새섬, 큰골, 

침엽수원, 목련원, 종합원) 가운데 ‘밀러 정원’을 일반인들

에게 개방하고 있다. 밀러 정원에는 우드랜드, 동백나무원, 

수국원, 습지원, 호랑가시나무원, 작약원, 모란원, 억새원 

등 모두 25개의 주제정원이 있다. 구역별로는 큰 연못(사진	2)

을 한 바퀴 도는 오릿길을 비롯해 민병갈의 길, 수풀길(마취

목원), 소릿길(억새원, 유리온실), 꽃샘길(호랑가시나무원, 

지표식물원), 솔바람길(동백나무원, 낭새섬, 암석원)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천리포수목원은 지난 2000년에 국제수목

학회로부터 세계에서 12번째,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세계의 

아름다운 수목원’으로 인증을 받았다. 현재 천리포수목원은 

세계 60여 개국에서 들여온 식물을 포함해 총 16,000종이 

넘는 식물을 보유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 일반 방문객들에

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나무는 목련과 호랑가시나무다. 

불꽃 목련 ‘불칸’과 큰별 목련 ‘빅 버사’가 한가득

천리포수목원에서는 마치 보물 찾기를 하듯 곳곳에 숨겨져 

있는 나무와 꽃들을 찾아볼 수 있다. 4월에 천리포수목원을 

찾는다면 단연 목련 꽃들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고고한 마

젠타 색상의 꽃잎을 뽐내는 ‘불칸(Vulcan, 불꽃 목련)’(사진	3)

은 로마신화에 불의 신으로 등장하는 ‘불카누스’에서 그 이

름이 유래됐다. 큰 연못가에 있는 큰 별 목련인 ‘빅 버사(Big 

Bertha)’(사진	4)는 만개했을 때 그 진가를 발휘한다. 미국에

서 빅 버사는 몸집이 큰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기도 한

다. 빅 버사 근처의 키가 큰 백목련의 이름은 큰별 목련 ‘도

나(Donna)’다. 노란색 꽃이 피는 브루클린 목련(골든 걸)은 

4월 하순이 되어야 그 모습을 드러낸다. 큰 연못가를 예쁘게 

1. 고 민병갈 박사의 유골이 안치되어 있는 ‘태산목’ 2. 천리포수목원 한가운데 있는 ‘큰 연못’ 3. 마젠타 색상의 꽃잎을 뽐내는 목련인 ‘불칸’

4. 만개한 큰별 목련인 ‘빅 버사’

1 2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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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정보

서해안고속도로 서산나들목에서 국도 32호선을 따라 서산을 거쳐 
태안읍까지 간다. 태안읍을 기점으로 천리포수목원은 서쪽, 신두리 
해안사구는 북쪽, 꽃지바닷가는 남쪽에 있다. 태안의 별미로는  
밀국박속낙지탕 그리고 게국지를 꼽을 수 있다. 밀국박속낙지탕은 
낙지와 박속을 넣고 끓인 수제비이며, 게국지는 꽃게를 넣고 푹 끓
인 김치전골이다. 게국지에 간장새우와 간장게장(사진 16)을 곁들
이면 더욱 좋다.

TIP

태안 지도

천리포수목원

신두리 해안사구

백화산

꽃지바닷가

기지포

백사장항

태안군
서산시

당진시

홍성군

이 가운데 가장 인기가 많은 곳은 안면도에 있는 5코스 노을

길(사진	15)이다. 백사장항에서 꽃지바닷가까지 이어지는 노을

길의 전체 거리는 약 12km다. 

노을길 구간 가운데 많은 탐방객들이 선호하는 곳은 삼봉해

변에서 창정교까지 이어지는 탐방로다. 이 탐방로에는 약 

600m 길이의 울창한 곰솔숲이 펼쳐져 있다. 곰솔숲이 끝나

는 지점에서 시작되는 나무 바닥 산책로 길은 바닷가를 따

라 기지포까지, 그리고 기지포에서 창정교까지 이어진다. 

삼봉해변에서 창정교까지는 오르막이 없는 평평한 길이라 

누구나 편하게 걸을 수 있다. 

노을 길을 걷다 보면 숲속이나 바닷가 곳곳에서 모래포집기

와 비오톱을 찾아볼 수 있다. 모래포집기는 모래들이 바다로 

쓸려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이고, 비오톱은 야생동물

들이 안전하게 서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공간이다. 

13. 안면도 꽃지바닷가의 멋진 낙조

14. 안면도 꽃지바닷가 근처에 있는 ‘모감주나무 군락지’
15. 태안해변길 5코스 노을길 입구

13

14

1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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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km쯤 떨어진 곳에 있는 두웅습지가 그 좋은 예다. 신두

리 해안사구의 순환활동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형성된 두웅

습지는 1년 내내 물이 마르지 않는 습지다. ‘금개구리’(사진	10)

의 서식지로도 유명한 두웅습지는 지난 2007년에 ‘람사르 

습지’로 지정됐다.

신선이 사는 곳, 백화산 태을동천

백화산(해발 284m)은 태안의 아름다운 해안선을 한눈에 내

려다볼 수 있는 명소다. 백화산 꼭대기 부분은 커다란 바위들

로 이뤄져 있다. 멀리서 보면 마치 산꼭대기에 하얀 꽃이 피

어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백화산’이다.

백화산은 그리 높지 않지만 태안 사람들이 무척이나 아끼는 

산이다. 태안 군민들이 뽑은 ‘태안 팔경’ 가운데 제1경으로 

꼽혔을 정도다. 현재 백화산에는 등산로인 ‘백화산 산수길’ 

5개 코스가 조성돼 있다. 

백화산에도 훌륭한 문화유적지가 있다. 백화산 중턱에 있는 

태을암은 암자 자체보다는 태안마애삼존불(사진	11)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 서산마애삼존불과 함께 백제를 대표하는 마애

삼존불이다. 태안마애삼존불을 유심히 살펴보면 아랫부분

에 비해 윗부분이 더 도톰하게 조성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래에서 삼존불을 올려다 볼 때 입체감이 더욱 도드라지게 

한 예술적 감각이라 할 수 있다. 

태을암에서는 도교적 사상이 담긴 유적들도 찾아볼 수 있

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커다란 바위에 새겨진 글

씨인 ‘태을동천(太乙洞天)’(사진	12)이다. ‘태을(태일)’은 도교에

서 ‘천제가 머물고 있다는 태일성’을 의미하고, ‘동천’은 ‘소

통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멋진 낙조를 볼 수 있는 꽃지바닷가

안면도의 서쪽 해안에는 군데군데 백사장, 삼봉, 방포, 꽃지 

등과 같은 한적한 바닷가들이 띄엄띄엄 이어져 있다. 이 가

운데서도 꽃지바닷가가 봄나들이 명소로 제격이다. 고운 백

사장이 길게 펼쳐져 있는 이곳은 해 질 무렵에 찾는 것이 좋

다. 할매바위와 할아비바위 사이로 떨어지는 낙조(사진	13)가 

무척 아름답기 때문이다. 

꽃지바닷가 근처 방포항에는 방풍림 역할을 하는 모감주나

무 군락지(사진	14)가 있다. 모감주나무는 영어로 ‘골든 레인 트

리(Goldenrain tree)’라 표기하고 있다. 노란색 꽃이 마치 황

금색 비가 내리는 것처럼 흩날린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안면도에는 걷기 좋은 길도 조성돼 있다. ‘태안 해변길’이라 

불리는 이 길은 태안반도 북쪽의 학암포에서 남쪽의 영목

항까지 이어지는 7개 코스 총 135km의 바닷길을 가리킨다. 

9. 신두리 해안사구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사구식물인 ‘순비기’  
10. 두웅습지의 금개구리(조형물) 11. 태안의 대표적인 국보급 유물인 ‘태안마애삼존불’

12. 백화산 중턱에 있는 ‘태을동천’

9

11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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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에 내리는 눈은 ‘춘설(春雪)’이라 부르고 싶다. 2018년 2월의 어느날, 필자는 전라남도 순천의 금

둔사에서 그 춘설을 만났다. 폭설은 아니였고, ‘춘설(春雪)이 난분분(亂紛紛)하여라’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의 약한 눈밭이었다. 그래서 춥거나 외롭지 않았다. 그 춘설 속에서 붉게 핀 홍매화도 볼 수 있었

다. ‘납월홍매’라 불리는 귀하디 귀한 매화다. ‘납월홍매’를 뒤로 하고 찾아간 순천만습지에서는 ‘귀한 

손님’인 흑두루미도 만났다. 순천만습지의 용산전망대에서 맞이한 낙조는 또 하나의 선물이었다.

글_사진. 송일봉(여행작가)

용산전망대에서 바라본 ‘순천만 낙조’(한국관광공사 제공,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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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금둔사 대웅전(한국관광공사 제공) 6.금둔사 일주문에 걸려 있는 추사 김정희의 글씨 7. 마치 비석처럼 생긴 독특한 형태의 석불비상 8. 전형적인 통일신라시대의 석탑인 금둔사 삼층석탑
9. 금둔사 삼층석탑 탑신부에 양각되어 있는 공양상

독특한 형식의 유물이 있는 금둔사

금둔사(사진	5)는 백제 위덕왕 때인 583년에 창건된 것으로  

전해지는 고찰이다. 하지만 그동안 여러 차례 중창을 거듭

하다 폐찰이 되었고, 지허 스님에 의해 1983년 무렵부터  

불사가 이뤄져 현재의 모습으로 복원되었다. 

금둔사 일주문에는 ‘금전산금둔사(金錢山金芚寺)’라는 글씨

가 편액으로 걸려 있다. 이 글씨는 서예가 소암 현중화가 썼

다. 일주문 뒤에는 다른 글씨체로 ‘세계일화조종육엽(世界一

花祖宗六葉)’(사진	6)이라고 쓴 편액이 걸려 있다. 눈에 익은 추

사 김정희의 글씨체다. 물론 추사 김정희가 금둔사를 위해 

쓴 것은 아니다. 하동 쌍계사 금당에 걸려 있는 글씨를 번각

(한 번 새긴 책판을 본보기로 삼아 다시 새김)한 것이다. 

최근에 복원불사가 이뤄진 만큼 금둔사에서 고풍스러운 옛 

사찰의 분위기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사찰 곳곳을 유

심히 살펴보면 특색 있는 유물들을 만날 수 있다. 금둔사를 

대표하는 문화재이자 ‘숨겨진 보물’은 석불비상(보물 제946

호)(사진	7)과 삼층석탑(보물 제945호)(사진	8)이다. 이 두 유물은 

전형적인 통일신라시대의 양식을 충실하게 따르면서도 다른 

지역에서는 보기 드문 독특한 예를 많이 갖추고 있다. 

석불비상은 말 그대로 비석 형태의 판석에 조성된 불상을 

가리킨다. 금둔사 석불비상은 멀리서 보면 마치 비석처럼 

보이는 불상이다. 석불비상 앞에 있는 삼층석탑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1층 탑신부 양면에 양각되어 있는 공양

상(사진	9)이다. 왼쪽 무릎은 땅에 대고, 오른쪽 무릎은 세운 자

세로 공손하게 차를 올리는 모습을 하고 있다. 이처럼 탑신

부에 공양상을 양각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예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탑신부에는 금강역사나 사천왕상을 양각한다. 

‘한국관광의 별’로 선정된 낙안읍성

금둔사 근처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읍성 가운데 하나인 

낙안읍성(사진	10)이 있다. 성은 외부의 침입을 효과적으로 방

어하기 위해서 산등성이를 기반으로 축성하는 것이 일반적

이다. 하지만 낙안읍성처럼 바다에서 가까운 평지에 성을 

쌓게 된 것은 고려 시대 말기 이후에 왜구들의 침입이 매우 

극심했기 때문이다. 

낙안읍성은 조선 시대의 읍성 가운데 가장 보존이 잘되어 

5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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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울에 꽃망울을 터트리는 ‘납월홍매’

전라남도 순천시 낙안면에 있는 금둔사는 한겨울에 매화를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한 사찰이다. 금둔사 홍매는 해마

다 1월 초에 꽃망울이 터진 후, 3월 중순까지 피고 지기를 

거듭한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납월홍매’(사진	1)다. ‘납월(臘

月)’은 음력 섣달을 가리킨다. 따라서 납월홍매는 찬 바람이 

부는 겨울에 꽃과 향을 가지고 오는 귀한 손님인 셈이다. 

우리나라 곳곳에는 선암매, 남명매, 율곡매, 고불매 등 다

양한 사연이 담긴 매화나무들이 있다. 납월홍매는 꽃이 피

는 시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금둔사 납월

홍매의 역사는 1985년부터 시작됐다. 금둔사 주지인 지허 

스님이 근처 낙안읍성에 있던 납월홍매 고목에서 씨를 받아

다 심은 것이 그 시초다. 가지를 심은 매화보다 씨를 심은 

매화나무가 오래 산다는 것을 아는 지허 스님의 선견지명 

덕분이다. 

현재 금둔사에는 납월홍매, 청매, 백매(사진	2) 등 모두 100여 

그루의 토종 매화나무들이 자라고 있다. 이 가운데 여섯 그

루가 납월홍매다. 지허 스님은 여섯 그루의 납월홍매에다 

각각의 이름표(사진	3)를 붙여놓았다. 이 가운데 산신각 옆에 

있는 납월홍매(사진	4)가 가장 보기에 좋다. 참고로 청매와 백

매의 꽃은 모두 흰색이지만 청매의 꽃받침은 연한 녹색이

고, 백매의 꽃받침은 연한 갈색을 띠고 있다.

매화는 깔끔한 자태도 아름답지만, 더욱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그윽한 향기다. 매향을 가리켜 ‘아름다운 향기’라

는 뜻의 ‘가향’이라 부르고, ‘매향은 귀로 듣는 향기’라고 표

현하기도 했다. 옆에서 바늘 떨어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정갈한 마음을 가져야만 비로소 그 향기를 맡을 수 

있다는 뜻이다.  

옛 선인들은 앞을 다퉈 매화를 극찬했다. 고려 시대 때의 문

인 이인로는 다른 봄꽃들에 앞서 피는 매화를 보고 ‘고야산 

신선 얼음살결에 눈으로 옷 지어 입고 / 향기로운 입술로 

새벽이슬 구슬을 마시는구나 / 속된 봄꽃들의 붉은 빛에 물

들세라 / 요대를 향해 학을 타고 날아가려 하는구나’라는 시

를 지었다. 그런가 하면 조선 시대 때의 문인 상촌 신흠은 

‘매일생한불매향(梅一生寒不賣香)’. 즉, ‘매화는 평생을 춥

게 살아도 향기는 팔지 않는다’라는 시구(詩句)를 남기기도  

했다.

1. 고고한 자태를 뽐내는 납월홍매 2. 납월홍매 보다 늦게 꽃망울을 터트리는 금둔사 백매 3. 금둔사 납월홍매의 이름표

4. 금둔사 산신각 주변의 납월홍매와 백매

1 2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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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두루미 가족(사진	12)을 만날 수도 있다. 흑두루미들은 대체

로 해가 뜰 때는 바다에서 내륙 쪽으로, 해가 질 때는 내륙

에서 바다 쪽으로 날아간다. 이 점을 잘 기억하면 흑두루미 

가족의 멋진 비행을 볼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순천만습지에서는 흑두루미 외에도 큰고니, 노랑부리저어

새, 검은머리물떼새 등을 비롯해서 모두 140여 종의 조류가 

서식하고 있다. 이 같은 희귀 조류들을 잘 볼 수 있는 방법

은 갈대밭 입구에 있는 대대포구 선착장(사진	13)에서 ‘순천만 

생태체험선’을 타는 것이다. 이 체험선을 타면 순천만습지

의 가장 안쪽까지 접근할 수 있다. 배 위에서 바라보는 갯벌

과 철새들의 모습은 평화로움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순천만습지에는 유난히 안개가 많이 낀다. 이처럼 짙은 안

개는 순천만의 또 다른 명물이다. 1964년 10월 ‘사상계’에 

발표될 당시 ‘감수성의 혁명’이란 극찬을 들었던 김승옥의 

단편소설 「무진기행」의 배경지로 잘 알려져 있다. 소설의  

무대인 무진은 지도에 존재하지 않는 상상의 공간이다. 하

지만 순천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작가 김승옥은 「무진기행」 

을 쓸 때 ‘순천만 앞바다와 갯벌’의 영향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대대포구에서 ‘무진교’라 불리는 다리를 건너면 드넓은 갈대

밭이 눈 앞에 펼쳐진다. 이 갈대밭 사이로는 근사한 나무 바

닥 산책로 길이 놓여있다. 그리고 갈대밭 끝에는 용산전망

대로 오르는 탐방로가 있다. 이 탐방로에는 약간의 오르막

길이 있긴 하지만 걷기에 부담이 없다. 순천만습지의 낙조

전망대인 용산전망대에서는 그 유명한 ‘순천만 낙조’(사진	14)

를 감상할 수 있다. 

여행 정보

남해고속도로 고흥나들목에서 857번 지방도로를 따라 12km쯤 가
면 낙안읍성에 도착하고, 4km쯤 더 가면 금둔사에 도착한다. 순천만
습지는 남해고속도로 순천만나들목에서 쉽게 찾아갈 수 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이라면 순천 여행 시 숙박은 회원 할인혜택
을 받을수 있고  매월 다양한 회원 대상 이벤트를 진행하는 ‘The-K  
지리산가족호텔’을 이용해보자. 근교 구례에 위치해 있어 차로 이동
할 경우 1시간 정도 소요된다. 

 061-783-8100(The-K지리산가족호텔) 

순천 지도

금둔사

낙안읍성 순천만습지

순천시

광양군

곡성군

고흥군

보성군

TIP

14. 용산전망대에서 바라본 ‘순천만 낙조’(한국관광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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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읍성으로, 조선 태조 때인 1397년에 흙으로 처음 축성

되었다. 이 고장 출신 김빈길 장군이 토성을 쌓은 것이 그 

시초다. 이후 조선 세종 때인 1424년에 돌로 다시 쌓았고, 

조선 인조 때인 1626년부터 1628년까지 임경업 장군이 성

을 튼튼하게 재정비했다. 낙안읍성은 2019년에 문화체육관

광부에서 주관하는 ‘한국관광의 별’로 선정된 관광명소다. 

우리나라에서 사람 사는 초가집이 가장 많은 곳인 낙안읍성

은 성곽의 총길이가 1,410m에 이른다. 성곽 위로는 3~4m 

너비의 넓은 길이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잘 보존되어 있다. 

이 길을 거닐며 초가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마을의 구

석구석을 찬찬히 살펴볼 수 있다. 

낙안읍성의 동쪽, 서쪽, 남쪽에는 성안의 큰길과 연결된 성

문이 세워져 있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낙안읍성의 정문격

인 동문(낙풍루) 앞에 세워져 있는 작은 석구상(사진	11) 2기가 

눈길을 끈다. 오랜 풍상으로 인해 비록 그 형태가 뚜렷하

게 남아 있지는 않지만, 돌로 만든 두 마리의 개가 성문 밖

을 향해 짖고 있는 모습에서 낙안읍성의 오랜 연륜을 엿볼 

수 있다. 우리 조상들은 오랜 옛날부터 개가 잡신의 침입을  

막아준다고 믿어왔다. 따라서 사람들의 왕래가 가장 많았던 

동문 앞에 석구상을 세운 것도 마을 동쪽에 있는 멸악산(오

봉산)의 강한 기운을 막고자 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세계 5대 연안습지’ 가운데 하나인 순천만습지

순천을 대표하는 관광명소 가운데 하나인 순천만습지는  

사계절 내내 생태기행을 하기에 좋은 곳이다. 그동안 ‘순천

만자연생태공원’이라 불렸는데, 2016년 1월 1일부터는 간

결하면서도 강한 메시지를 담은 ‘순천만습지’로 불리고 있

다. ‘연안습지’ 또는 ‘해안습지’라 불리는 갯벌은 생태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기능

이 뛰어나서 ‘지구의 허파’라 불리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조절기능까지 갖추

고 있다. 

‘세계 5대 연안습지’ 가운데 하나인 순천만습지는 우리나라

에서 가장 멋진 갈대숲을 볼 수 있는 명소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갯벌 생물과 희귀 철새들이 살아가고 있다. 특히  

겨울철에는 세계적인 희귀종인 흑두루미들이 순천만습지를  

찾아온다. 운이 좋다면 조류 가운데 가장 우아하게 나는  
10. 금전산 아래에 있는 낙안읍성(한국관광공사 제공)

11. 낙안읍성 동문 앞에 세워져 있는 석구상

12. 순천만습지의 귀한 손님인 흑두루미
13. 순천만 생태탐사선의 출발지인 대대포구 선착장

10

11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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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
5.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비석인 ‘신라진흥왕척경비’
6. 통일신라 석탑의 전형을 잘 보여주는 ‘술정리 동삼층석탑’

7. 동요 ‘산토끼’의 발상지인 이방초등학교 8. 이방초등학교 교정에 있는 ‘산토끼 노래비’

2. 호석이 잘 보존되어 있는 교동의 한 고분 
3. 가야시대 유물들을 많이 볼 수 있는 창녕박물관 
4. 일명 ‘창녕형 접시’로 불리는 ‘굽다리접시’

동요 ‘산토끼’의 발상지, 이방초등학교

창녕에는 그 유명한 신라진흥왕척경비(사진	5)도 있다.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비석인 신라진흥왕척경비는 신라 진흥왕 때인 561년에 조성됐다. 1914년 

에 발견됐고, 643자 가운데 400여 자만 판독된 상태다. 참고로 진흥왕이 세운  

비석은 창녕 외에 서울의 북한산과 북한의 마운령, 북한의 황초령에도 있다.

창녕읍 중심가에는 통일신라 후기의 전형적인 석탑의 형식을 잘 갖춘 창녕 술정

리 동삼층석탑(사진	6)이 있다. 상륜부는 사라지고 없지만 기단, 옥개석, 탑신, 층급

계단 등이 잘 보존돼 있다. 문화재적 가치가 충분해서 현재 주변은 자그마한 소

공원으로 조성돼 있다. 

창녕 술정리 동삼층석탑 옆에는 창녕 술정리 하씨 초가가 있다. 남향에 ‘일자(一

字)’로 부엌, 안방, 대청마루, 건넌방 등이 이어져 있다. 짚 대신 억새로 지붕을 

얹은 점, 다듬지 않은 목재를 대청마루의 아랫면으로 쓴 점, 자연석을 댓돌로 쓴 

점 등이 눈길을 끄는 민간 가옥이다. 현재의 집은 조선시대 영조 때인 1760년에 

지어졌다.

한편, 창녕의 이색적인 명소는 창녕읍에서 북서쪽으로 10km쯤 떨어져 있는  

이방초등학교(사진	7)다. 이 학교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동요 ‘산토끼’가 처음 만들

어진 학교로 유명하다. 동요 ‘산토끼’는 일제강점기 때인 1928년 이방초등학교에 

근무하던 이일래 선생님이 ‘나라 잃은 설움’을 산토끼에 비유해서 만든 노래다. 

현재 학교 교정에 ‘산토끼 노래비’(사진	8)가 세워져 있으며, 학교 옆에는 산토끼  

노래공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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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시대 고분들이 모여 있는 ‘교동고분군’

창녕은 ‘제2의 경주’라 불릴 정도로 많은 문화재가 있는 고장이다. 가야국의 많은 

나라 가운데 ‘비화가야(소가야)’의 중심지였던 곳이다. 그래서 창녕에는 가야시대

의 유물들이 많다. 그 대표적인 명소가 교동고분군(사진	1)이다. 

창녕의 교동고분군에는 80여기의 고분들이 밀집돼 있다. 현재 이 고분들은 대부

분 5~6세기 무렵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일제강점기 때인 

1918~1919년 사이에 대규모의 발굴 작업이 이뤄졌다. 당시 마차 20대에 실을 수 

있는 많은 유물이 출토됐으나 대부분 일본으로 반출됐다. 

창녕에 있는 가야시대 고분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대부분의 고분들이 구릉지

대에 밀집돼 있다는 점이다. 이는 ‘명계사상(冥界思想)’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명계는 ‘사후세계’를 의미하는데, 돌아가신 분을 조금이라도 하늘과  

가까운 곳에 모시려는 의도가 아니었나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런데 구릉 

지대는 묘를 쓰기에 좋지 않다. 비가 많이 내리면 봉분의 흙이 쓸려 내려갈 수 있

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봉분 주변을 단단한 돌로 쌓은 ‘호석’(사진	2)	

으로 이러한 단점을 보완했다. 교동고분군의 높은 지대에 있는 고분에서는 지금

도 호석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교동고분군 옆에는 지난 1996년에 개관한 창녕박물관(사진	3)이 있다. 이곳에는 비

화가야의 다양한 유물들과 자료들이 전시돼 있다. 많은 유물 가운데서도 신석기 

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나무배, 동물이 그려진 토기가 눈길을 끈다. 가야시대의 

유물인 ‘굽다리접시’(사진	4)도 볼 수 있다. 일명 ‘창녕형 접시’로 불리는 귀한 유물

이다. 참고로 ‘굽다리’는 ‘그릇에 달린 높은 굽’을 말한다. 창녕박물관의 문화관광 

해설사와 동행하면 유물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직접 고분을 둘러볼 수 있다.

1

2

3

4

1. ‘교동고분군’을 답사하는 탐방객들

2. 호석이 잘 보존되어 있는 교동의 한 고분 
3. 가야시대 유물들을 많이 볼 수 있는 창녕박물관 
4. 일명 ‘창녕형 접시’로 불리는 ‘굽다리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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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좁아서 못 지나가겠다’라고 말하면 이 틈을 빠져나가는 데 애를 먹는다고 

한다. ‘세상일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라는 교훈을 주는 바위다.

화왕산 정상에는 길이 약 2.6km의 ‘테뫼식 산성’인 화왕산성이 축성되어 있다. 

‘테뫼식 산성’이란 ‘성곽의 형태가 마치 산에다 머리띠(테)를 두른 것처럼 축성된 

산성’을 말한다. ‘테뫼식 산성’과는 달리 ‘골짜기의 능선을 이용해서 축성되는 산

성’은 ‘포곡식 산성’이라 부른다. 

화왕산성은 임진왜란 때 의병장 곽재우 장군이 의병들의 근거지로 삼았던 곳이

다. 당시 화왕산성 일대가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

만 화왕산성을 언제, 누가 축성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단지 문

화재청 자료에 ‘가야 시대 때 축성된 산성으로 추정된다’라고 기록돼 있을 뿐이다. 

살아있는 생태박물관, 우포늪

창녕에는 우리나라 최대의 내륙습지인 우포늪(사진	11)이 있다. 우포늪은 약 1억4

천만 년 전에 생성된 ‘살아있는 생태박물관’이다. 당시 강물이 범람하면서 밀려

온 흙과 모래가 입구를 막으면서 커다란 저수지가 만들어졌고, 점차 퇴적물이 쌓

이면서 지금과 같은 ‘늪’이 형성됐다. 지난 1998년에 그 가치를 인정받아 람사르 

협약(국제습지보호협약)에 가입됐고, 2011년에는 천연기념물 제524호로 지정됐다. 

우포늪은 크게 우포, 목포, 사지포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여기에 쪽지벌과 산밖

벌(2017년 복원습지)을 포함하면 전체 면적이 약 250만㎡에 이른다. 이처럼 넓

은 우포늪에서는 식물류 800여 종을 비롯해 조류(209종), 어류(28종), 포유류(17

종) 등 다양한 종류의 토속 동식물들이 서식하고 있다. 

계절마다 색다른 풍경을 보여주는 우포늪은 사진동호인들도 많이 찾는다. 자연

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 어린이들에게는 생태교육의 현장으로도 인기가 높다. 

날씨가 쌀쌀해지면 우포늪에는 철새들이 날아오기 시작한다. 겨울철에 우포늪

으로 날아오는 철새는 30여종 15,000여 마리다. 간혹 먹이활동을 위해서 이동 

하는 철새들(사진	12)도 볼 수 있다. 우포늪과 같은 습지는 우리의 생활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 습지의 대표적인 가치로는 생태학적 가치(다양한 동식물의 서식

처 제공), 수문학적 가치(홍수 조절과 습도 조절), 경제적 가치(환경정화에 필요

한 비용 절감), 경관적 가치(다양한 체험공간 제공) 등을 꼽을 수 있다. 

여행 정보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창녕나들목을 지나 20번 국도를 타고 가면 창녕읍에 도착한다. 서울 출발을 기
준으로 서울남부터미널에서 창녕시외버스터미널까지 약 4시간가량 소요된다.
창녕은 전국 최대의 양파, 마늘 생산 지역으로 특산품인 양파와 마늘이 유명하다. 해마다 10월 마지막 주 
토,일요일에는 창녕군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인 우포누리를 널리 홍보하고자 ‘우포누리 축제’가 열린다.

11. 늦가을의 우포늪 정취(한국관광공사 제공)
12. 먹이활동을 위해 이동하는 우포늪의 겨울철새들

11

12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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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의 진산, 화왕산

해발 756m의 화왕산은 창녕을 대표하는 명산이다. 세종실록지리지(1454년 편

찬)에 ‘창녕의 진산’이라고 소개돼 있을 정도로 유명하다. 화왕산 서쪽 자락에는 

‘자하곡’이라 불리는 이름다운 골짜기가 있다. 자하곡은 ‘자하동천(紫霞洞天)’이라 

불리기도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동천’은 ‘천제와 신선이 소통하는 공간’을 가리

키는 도교 용어다. 따라서 자하동천은 ‘신선이 살 정도로 아름답고 신성한 공간’

을 의미하는 셈이다. 

화왕산의 명소 가운데 하나인 자하곡은 도성암에서 화왕산 정상으로 가는 3개 

코스 가운데 2코스에 포함돼 있다. 2코스는 화왕산 등산로 가운데 가장 가파른 

코스다. 화왕산의 자하곡 매표소에서 도성암까지의 거리는 약 1.3km다. 도성암

에서는 화왕산의 1코스, 2코스, 3코스가 갈라진다. 가장 완만한 3코스를 이용할 

경우 도성암에서 화왕산 정상까지의 거리는 약 1.6km다. 

화왕산을 오르는 다른 코스도 있다. 옥천매표소에서 출발해 관룡사(사진	9), 용선

대, 관룡산 등을 거쳐 화왕산 동문(추정지)으로 올라가는 코스다. 약 6km인 이 

코스에서 가장 멋진 곳은 용선대다. 용선대에는 보물 제295호인 석조석가여래좌

상이 있다. 용선대에서는 화왕산과 관룡산의 유려한 산세가 한눈에 들어온다.

의병장 곽재우 장군이 활약했던 화왕산성

화왕산은 밀양 재약산, 광주 무등산과 함께 억새 군락지로도 유명하다. 화왕산에 

둘러싸여 있는 정상부 전체가 모두 억새밭(사진	10)으로 뒤덮여 있다. 억새밭이 있는 

화왕산 정상에는 ‘배바위’라 불리는 바위가 하나 있다. 이 바위에는 재미난 얘깃

거리가 있다. 즉, 배바위는 커다란 두 개의 바위 사이로 겨우 한 사람이 빠져나갈 

정도로 작은 틈이 벌어져 있는데, 이 틈을 지나면서 ‘길이 참 넓구나’라고 말하면 

신기하게도 쉽게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날씬한 사람이라도  

창녕 지도

이방초등학교
우포늪

교동고분군
화왕산

창녕

대구
광역시

청
도
군

함안군 마산시

의령군 밀양시

9. 화왕산에 있는 전통사찰인 관룡사 10. 화왕산 정상에 펼쳐져 있는 억새밭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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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네 와  인 상 주 의 의  태 동

TIP

1874년의 어느 날.�프랑스 파리에서 클로드 모네를 비롯한�30여 명의 무명예술가가 참여한 전람회가 열렸다.�
하지만 이 전람회에 참석한 평론가와 기자,�미술 애호가들은 크게 실망했다.�그동안 그들이 익숙하게 접해왔던�
것과는 다른,�전혀 딴판의 작품들이 전시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이다.�당시 대다수의 미술 애호가들은�
뚜렷하게 묘사된 풍경화와 인물화에 매료되어 있었다.�
미술 평론가이자 기자인 루이 르루와는�‘인상주의자들의 전람회’라는 기사를 통해�“벽지의 그림도 이보다는�
낫겠다”,�“예술의 본질은 찾아볼 수 없고 표면적인 인상만 남아있다”라고 혹평했다.�그리고는 이 같은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을�‘인상주의 화가’라고 싸잡아 비난했다.�‘인상파’�또는�‘인상주의’라는 명칭은 바로 이 기사에서�
비롯되었다.�오늘날�‘인상파’�또는�‘인상주의’라 불리는 화풍은 미술사의 중요한 영역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하
지만 당시에는 그림의 대상을 뚜렷하게 묘사하지 않는 인상파 화풍에 많은 사람이 낯설어했다.�인상주의 화풍
의 가장 큰 특징은 움직이는 풍경,�다시 말해 빛의 움직임을 표현하는 것이다.�사진으로 사물을 찍는 것처럼 정
지된 풍경을 담는 것이 아니라 빛에 의해 시시각각 변하는 실체를 화폭에 옮기는 기법이다.
당시 미술 평론가들로부터 가장 혹평을 받았던 작품 가운데 하나인�‘인상,�해돋이’(사진	14)는 모네가�1872년에�
그린 작품이다.�인상주의 화풍의 효시로 간주하고 있는 이 작품은 일출의 아름다움보다는 일출이 주는 순간적
인 인상을 잘 표현한 수작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현재 이 작품은 파리의 고급주택가에 위치한 마르모탕 미
술관에 전시되어 있다.

쪽에 등나무를 심는 것이었다. 그의 생각은 적중했고, 지금도 해마다 여름이 되면 

다리 위에서는 보라색 등나무꽃이 만발한다. 일본식 다리 근처에는 사진을 찍기에 

좋은 포토 포인트(사진	12)가 있다. 등나무꽃이 만개할 무렵에는 사진을 찍기 위해 한

참을 기다려야 한다. 이 다리는 모네의 작품에도 여러 번 등장했다. 파리 오르세 

미술관에 가면 일본식 다리와 수련이 함께 그려진 작품(사진	13)을 감상할 수 있다.

모네는 수련 연못을 가꾸는 일에 남다른 공을 들였다. 연못의 물을 채우기 위해 

인근의 엡트 강 물줄기를 끌어들이고 습지에 어울리는 많은 나무와 꽃을 심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연못가에 앉아 빛의 움직임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수

련과 주위의 사물들을 화폭에 담았다. 이렇게 해서 태어난 것이 이른바 ‘수련 연

작’이라 불리는 그의 대표작들이다. 

*찾아가는 길 :
파리의 생 라자르역에서 출발하는 루
앙(Rouen) 또는 르 아브르(Le Havre)
행 기차를 타고 가다 베르농 지베르니
(Vernon Giverny)역에서 내린다.  약 
50분 소요. 베르농 지베르니역에서 

‘모네의 집’까지는 셔틀버스를 이용한
다. 약 15분 소요. 셔틀버스의 경우 운
행 편수가 많지 않으므로 베르농을 거
쳐 파리로 돌아오는 시간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프랑스 지베르니  위치

대서양

스페인
지중해

영국해협
벨기에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12

13

14

프랑스

파리

지베르니

리옹

툴루즈

보르도

아를

마르세이유

안시

모나코

몽셀미셀

베르농
루앙르아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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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창문을 통해 ‘꽃의 정원’을 내려다보거나 사진을 찍으라는 일종의 배려다. 

2층 벽돌집에는 모네가 그림을 그리던 아틀리에와 함께 침실, 일본그림 전시장 

등이 있다. 우리나라 방문객들이 이곳에서 다소 의아해하는 공간은 2층에 있는 

일본 그림 전시장이다. 이 그림들은 대략 14세기부터 19세기까지 일본에서 유행

하던 유키요에(목판화) 작품들이다. 모네는 이 그림들을 수집해서 직접 전시할 

공간까지 만들 정도로 유키요에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유키요에는 훗날 모네를 

비롯한 많은 인상주의 화가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모네의 분신과도 같은 공간, 수련 연못

‘수련 연못’이라 불리는 ‘물의 정원’(사진	9)은 지하 보도를 통해 ‘꽃의 정원’과 연결되

어 있다. 수련 연못에는 모네의 그림에서 낯이 익은 풍경들이 펼쳐져 있다. 울창

한 숲 한가운데 연못이 조성되어 있고, 물 위에는 수련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다. 

연못 주위에는 호젓한 산책로(사진	10)가 이어져 있다. 연못 중간쯤에는 수양버드나

무들을 배경으로 아치형의 일본식 다리(사진	11)가 놓여 있다. 

모네는 이 다리에도 꽃이 피게 하고 싶었다. 그렇게 해서 생각해낸 방법이 다리 양

08. 주거공간과 전시공간이 있는 2층 벽돌집
09. ‘모네의 집’의 상징적인 공간인 ‘물의 정원’
10. 연못가에 조성되어 있는 호젓한 산책로
11. 이제 막 등나무 꽃이 피기 시작하는 일본식 다리
12. �일본식 다리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방문객들
13. 파리 오르세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는 모네의 작품
14. �인상주의 화풍의 효시로 간주되고 있는 작품인 ‘인상, 해돋이’

08

09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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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 피노키오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주인공 피노키오

는 나무를 깎아 만든 목각인형이고 피노키오 인형을 만든  

사람은 제펠트 할아버지다. 그는 피노키오가 착하게 자라

도록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면 코가 커지게 했다. 그러나  

장난꾸러기인 피노키오는 할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멀리 

모험 여행을 떠난다. 여행 중에 여우와 고양이에게 골탕을 

먹고, 학교와 책이 없는 나라를 찾아갔다가 벌을 받아 당나

귀로 변하기도 한다.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피노

키오의 모험 여행은 계속됐다. 피노키오가 위험에 처할 때

마다 ‘파란머리 요정’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그리고 마침

내 피노키오는 제펠트 할아버지의 용서로 진짜 사람이 되어  

착한 어린이가 된다.

훌륭한 야외 전시장, ‘피노키오 공원’

콜로디는 ‘피노키오 마을’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 이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곳은 ‘피노키오 공원’(사진	3)이

다. 공원 곳곳에는 동화 속에 등장하는 여러 주인공의 동상

이 세워져 있다. 공원 전체가 마치 커다란 야외전시장을 방

불케 할 정도다. 놀이공원이 아닌데도 이곳을 찾는 대부분

의 관광객은 어린아이를 동반하고 있다. 이 또한 다른 관광

지와는 차별화되는 이색적인 풍경이기도 하다.

피노키오 공원은 1951년에 페스시아 시장이었던 롤란도  

안질로티에 의해 조성됐다. 이 공원을 조성하는 데는 이탈 

리아의 유명 예술가 80여 명이 참여했다. 심혈을 기울여 

조성된 훌륭한 조각공원인 셈이다. 현재 피노키오 공원은 

문학, 공연, 놀이, 휴식 공간 등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공원 탐방로는 동화 피노키오의 내용을 주제로 해서  

조성했는데, 한 바퀴를 돌면 동화책 한 권을 읽은 느낌이  

들 정도다. 지난 1981년에는 이 공원에서 피노키오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잔치가 펼쳐지기도 했다. 

피노키오 공원 입구에는 피노키오와 제펠트 할아버지의  

목각 조형물(사진	4)이 세워져 있다. 그리고 피노키오가 그려

진 작은 벽(사진	5)	옆에는 피노키오 공원으로 들어가는 출입

구가 있다. 매표소를 통과해서 가장 먼저 만나는 곳은 아담 

하게 꾸며진 피노키오 박물관이다. 이곳에서는 피노키오

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와 인형을 볼 수 있다. 영상으로  

3

4

5

3. 콜로디의 한적한 주택가에 있는 ‘피노키오 공원’
4. 피노키오와 제펠트 할아버지의 목각 조형물

5. ‘피노키오 공원’ 입구에 그려져 있는 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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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매거진_11월_8.indd   49The K매거진_11월_8.indd   49 2022. 10. 5.   오후 4:422022. 10. 5.   오후 4:42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 ‘콜로디’

이탈리아는 많은 영화, 문학, 음악의 무대로 널리 알려져 있

는 나라다. 그런 만큼 나폴리, 베네치아, 피사, 밀라노, 피

렌체 등 낭만적인 도시들이 수두룩하다. 하지만 이들 유명

도시 말고도 곳곳에 여행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숨겨진 

명소도 많다. 그 가운데 하나가 콜로디(Collodi)다. 콜로디

는 이탈리아의 토스카나 지방에 있는 작은 마을이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기차를 타고 북쪽으로 1시간 30분쯤 달

리면 ‘꽃의 도시’로 유명한 피렌체가 나타난다. 이곳 피렌체

에서 지방선 기차를 타고 다시 1시간쯤 더 가면 ‘페스시아’

라 불리는 작은 기차역에 이르게 된다. 이곳이 바로 ‘피노키

오 마을’로 잘 알려진 콜로디의 관문이다.

콜로디는 이탈리아의 전형적인 소도시의 정취를 물씬 풍기

는 곳이다. 마을 사람들이 주요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페

스시아역(사진	1)도 우리나라의 간이역 수준이다. 기차역을 빠

져 나오면 “이곳이 이탈리아가 맞나?” 싶을 정도로 한산한 

마을풍경이 눈에 들어온다.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표정도 

순박하다. 기차역 건너편 도로변에는 마을을 소개하는 작은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안내판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

은 콜로디다. 친절하게 피노키오 그림도 그려 놓았다. 

필자는 콜로디를 처음 찾아갔을 때 이 기차역 안내판을 살펴

1

보느라 콜로디로 가는 버스를 놓친 적이 있다. 다음 버스는 

두 시간(지금은 한 시간 간격으로 운행) 후에 있었다. 하는 

수 없이 일곱 살짜리 어린 딸과 함께 콜로디까지 걸어가야 

했다. 날씨는 더웠고, 어린 딸의 발가락에는 물집이 잡혔다. 

하지만 딸과 함께 걸으며 보았던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 풍경

은 지금도 특별한 경험으로 남아 있다. 약 보름 동안의 유럽 

배낭여행 일정 가운데 유일하게 딸을 위한 여행지가 바로 콜

로디였기 때문이다. 당시 어린 딸과 함께했던 콜로디 여행은 

한 일간지에 실리기도 했다.(사진	2)

성경, 코란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동화 ‘피노키오’

동화 피노키오는 세계에서 성경과 코란 다음으로 많이 읽히

는 책으로 알려졌다. 원제는 ‘피노키오의 모험’으로 피렌체 

출신의 동화작가 카를로 로렌치니(1826~1890년)에 의해 

1881년 처음 발표됐다. 본래 이 작품은 1881년부터 1882년

까지 36회에 걸쳐 로마의 한 지역신문에 연재되었던 동화

다. 하지만 당시에 워낙 인기가 많았던 탓에 연재를 마친 이

듬해인 1883년에 책으로 엮어 출간했다고 한다. 

카를로 로렌치니는 자신의 동화가 유명해지자 필명을 ‘카를 

로 콜로디’로 바꿨다. 콜로디는 카를로 로렌치니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기도 하다. 

2
1. 콜로디에서 가장 가까운 기차역인 ‘페스시아 역’ 2. 한 일간지에 실린 필자와 딸의 여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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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 ‘장난감의 나라’

피노키오 공원에서 가장 재미있는 공간은 ‘장난감의 나라’

다. 특히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곳이다. 어쩌면 동화 속에서  

1년 내내 방학만 계속되는 나라이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길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미로와 해적의 동굴, 그리고 비뚤 

어진 거울 등이 있어 이곳을 찾는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이색적인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피노키오가 자신을 만들어준 제펠트 할아버지를 구하기 위

해 뱃속으로 들어갔던 고래(또는 상어) 조형물(사진	9)도 눈길

을 끈다. 동화 피노키오 한 권이 모두 이 공간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셈이다. 

‘장난감의 나라’ 옆에는 모자이크 벽화(사진	10)로 둘러싸인 작

은 광장이 있다. 벽화의 내용은 모두 동화 피노키오와 관련

된 것들이다. 한편,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피노키오 조형물

(16m)도 피노키오 공원 뒤편에 세워져 있다.   

‘피노키오 공원’ 옆에는 ‘빨간 가재집’이라는 식당이 하나 있

다. 동화 속에서 이 집은 피노키오가 ‘금화가 열리는 나무’

를 찾아가던 길에 묵은 여관으로 등장한다. 식당 건너편에는 

피노키오 인형을 파는 ‘제펠트 할아버지의 집’(사진	11)이 있다. 

140여 년 전. 제펠트 할아버지가 피노키오 인형을 처음 만들

었던 당시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앙증맞은 기념품 가게다. 

TIP

여행 정보

•  현지 교통_ 콜로디의 들머리인 피렌체까지는 이탈리아의 주요 도시에
서 기차를 타고 쉽게 찾아갈 수 있다. 로마에서는 약 1시간 30분, 밀라노
에서는 약 1시간 50분, 베네치아에서는 약 2시간이 소요된다. 피렌체에
서 페스시아까지는 기차로 약 1시간이 소요되며, 페스시아에서 콜로디
까지는 버스로 약 20분이 소요된다. 버스의 배차 간격은 한 시간이다.  
참고로 이탈리아 철도원들은 시한부 파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기후_ 이탈리아의 날씨는 비교적 사계절이 뚜렷하지만, 우리나라보다
는 평균기온이 높은 편이다.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햇빛이 강하기 때문
에 선글라스와 자외선 차단크림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  언어_ 독일어를 주로 사용하는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고유의  
언어인 이탈리아어를 사용한다. 페스시아나 콜로디처럼 작은 마을에서
는 영어로 소통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9

10

11

9. ‘장난감의 나라’에 있는 고래 조형물
10. 작은 광장을 둘러싸고 있는 모자이크 벽화

11. 기념품 가게인 ‘제펠트 할아버지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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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노키오 인형극을 감상할 수도 있다. 박물관을 나서면 공

터 한 모퉁이에 그려진 대형 체스판(사진	6)이 눈에 들어온다. 

이 체스판은 가족 단위의 방문객들이 즐거운 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곳 가운데 하나다. 

피노키오 공원 곳곳에는 동화 피노키오와 관련된 조각품들

이 전시되어 있다. 그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작품은 피

노키오, 요정, 비둘기를 주인공으로 한 청동조각상(사진	7)이

다. 반(半) 추상기법으로 제작된 이 청동조각상은 이탈리아

의 조각가인 에밀리오 그레코가 1955년을 전후해서 완성

한 작품이다. 청동조각상으로 형상화된 요정은 동화 속에서  

피노키오에게 도움을 주었던 ‘파란머리 요정’이다. 이탈리아 

의 조각가인 피에트로 콘사그라의 작품도 눈길을 끈다.  

두 팔을 벌리고 있는 청동조각상(사진	8)인데, 이 작품 역시 

‘파란 요정’을 형상화했다.

콜로디 지도

6

7

8

콜로디루카

피사

리보르노

피렌체

시에나

그로세토

토스카나 주

6.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대형 체스판 7. ‘피노키오 공원’ 한가운데 세워져 있는 청동조각상
8. 동화 피노키오에 등장하는 ‘파란머리 요정’의 청동조각상

이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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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기지금, 쉬어가기

모험의 땅, 핀란드

추위 속에서 다양한 겨울 레포츠를 즐기는 핀란드 사람들을 보면 마치 겨울을 위해 태어난 사람들처럼 보인다. 핀란드의 북쪽 끝 ‘라플란드(Lapland)’

에 사는 ‘사미족’은 추위와 매우 익숙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라플란드라는 지명은 북유럽의 소수민족 가운데 하나인 ‘라프족’이 살고 있는 땅을 의미

한다. 최근에는 이들을 ‘사메족’ 또는 ‘사미족’이라 부른다. 라플란드는 북유럽 세 나라(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의 북쪽 지방에 넓게 펼쳐져 있다. 하

지만 라플란드 하면 일반적으로 핀란드의 라플란드 주를 가리킨다.  글_사진. 송일봉(여행작가)

*송일봉 작가는 (사)한국여행작가협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해외여행전문지 ‘코리안 트레블러’ 편집부장과 
대한항공 기내지 ‘모닝캄’ 편집장을 지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주관하는 ‘길 위의 인문학’ 기획위원과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주관하는 ‘국립공원 대표경관 100경’ 선정위원 등을 지냈다. 현재 문화답사 
프로그램 ‘송일봉의 감성여행’을 24년째 진행하고 있으며, 매주 KBS, MBC, 교통방송 등에 출연하고 있다.

추운 겨울을 활기차게 보내는

첨탑이 아름다운
‘복음루터파 교회’

47

F I N L A N D

여름엔 백야, 겨울엔 오로라의 명소

북극권에 속해 있는 라플란드 주는 핀란드 국토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라플란드 지방은 원시 상태의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고, 이를 보려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비교적 자연조건이 좋은 핀란드의 북쪽 지

방에는 많은 ‘사미족’들이 모여 살고 있다. 사미족들은 전통 

복장을 입은 채 관광객들에게 순록 썰매를 태워주거나 전통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하며 비교적 예전보다 편안한 삶을 살

아가고 있다. 라플란드는 여름에는 ‘백야’를 보기 위해, 겨울

에는 ‘오로라’를 보기 위해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유명 관

광지다. 그 들머리 역할을 하는 곳이 인구 약 3만 명의 작은 

도시 로바니에미다. 로바니에미는 핀란드의 수도인 헬싱키

에서 북쪽으로 약 850km쯤 떨어진 곳에 있다. 헬싱키 중앙

역에서 저녁에 출발하는 특급 열차를 타고 밤새 달려야 하

는 먼 거리다. 로바니에미의 대표적인 명소는 ‘복음루터파 

교회’다. 높은 첨탑이 우뚝 솟아 있어서 멀리서도 그 위치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이 교회의 뒷마당에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목숨을 잃은 어린 병사들의 무덤이 있다. 정사각형 돌

판에 금색으로 새겨진 이름과 나이를 보면 이들의 평균 나

이가 25세 미만임을 금세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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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여행을 떠난다는 자체가 부담이 되어 버렸기에 눈으로 ‘더-쉼’ 코너 사진을 

보며 상상여행을 떠납니다. 이 세상에는 아름다운 곳이 많음을 느꼈습니다. 눈 호강 여행을 

하니 참 좋습니다.

매월 1일이면 어김없이 받아보는 The-K 매거진, 설렘과 궁금증으로 읽는 속도가 빨라집

니다. 제일 기다리는 ‘더-쉼’은 나도 곧 여행을 떠날 수 있다는 희망과 활력을 만들어주는 

코너라 감사합니다. 숙소부터 경비 절약 방법과 다양한 꿀팁 등 세심한 배려가 담긴 정보

에 다시 고마움을 느낍니다. 매달 꼭꼭 주머니에 저장해 놓은, 여행지에서 한 달 살기 팁! 

정말 고맙습니다.

- 평은초등학교 강명구 회원

 - 前 광주효광중학교 양경순 회원

62 | 지중해의 보물섬에서 즐기는 낭만 ‘몰타 한 달 살기’

66 | 이토록 새로운 아시아 ‘대만 한 달 살기’

70 | 모험을 꿈꾸게 하는 동화 속 신비의 땅 ‘끄라비 한 달 살기’ 

74 | 4시간이면 만나는 아름다운 미국 ‘괌 한 달 살기’

78 | 신들의 고향이라 불리는 ‘조지아 한 달 살기’

82 | 동서양의 매력이 공존하는 곳 ‘터키 한 달 살기’

86 | 남반구의 런던 ‘호주 멜버른 한 달 살기’

90 | 매력적인 베트남, 한 달 살기 어때요?

94 | 느리게, 여유롭게, ‘제주 한 달 살기’에서 찾는 쉼표

전 세계 아름다운 도시에서의 ‘한 달 살기’를 소개하며 설렘과 대리만족을 함께 선사했던 코너입니다. 도

시별 개성이 담긴 매력적인 사진을 알찬 생활 정보와 함께 제공해, 한 달 살기를 준비하는 회원님들께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다고 말씀주셨습니다. 실제 현지 거주 경험을 가진 작가들이 전하는 생생한 이야기

가 잠자던 여행 감성을 일깨워 힐링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쉼�

PART.

회원 추천사

신들의 고향이라 불리는 조지아(p.7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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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쉼」은 전 세계 각 도시의 한 달 살기 정보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코너입니다. 그간「더-쉼」을 통해 힐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향후 한 달 살기 여행 계획을 세워볼 수 
있어 유용하다며  지속적인 연재를 요청해주신 많은 독자 의견들을 반영하여「더-쉼」코너를 게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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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춘 몰타에선 버스 또한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야 할 것. 기

다리는 게 싫다면 애플리케이션으로 승객과 차량을 이어주는 

플랫폼인 볼트(Bolt)를 이용해 이동하는 것도 괜찮다. 흥미로

운 사실은 몰타의 버스 요금이 성수기와 비수기에 각각 달라

지는데 성인 기준 1회 탑승 시 성수기엔 2유로, 비수기엔 1.5

유로라는 점이다. 

맛있게 먹고, 흠뻑 취하라!

몰타에서 한번쯤 맛볼 요리로는 ‘페넥’을 추천한다. 페넥은 

토끼고기를 굽거나 튀긴 후 와인 소스를 곁들여 먹는 음식으

로 몰타 전통 요리 중 하나다. 토끼를 닭만큼 흔하게 먹는 몰

타에선 먹기 좋게 손질된 토끼고기를 마트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대부분의 음식은 피자, 파스타와 같이 이탈리아 요

리가 대중적이며 일식과 중식, 터키 음식, 태국 음식 등 다양

한 종류의 레스토랑도 많아 비교적 외식의 폭이 넓다.

그러나 한 달 정도 장기 체류를 하게 되면 매일 외식을 할 수 

없는 터, 다행히 마트 물가는 한국보다 저렴하여 생활하기에 

부담이 없다. 닭 다리 1kg에 2.5유로, 삼겹살 1kg 4유로 정도

고 채소, 과일 등 식재료 또한 매우 저렴하다. 다양한 종류의 

와인도 1~2유로면 구할 수 있으며, 유럽 각지의 맥주도 한국

보다 훨씬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몰타에 있는 아시안푸드

마켓에서 한국 음식(김치, 라면, 고추장, 된장 등)을 손쉽게 

구할 수 있어 굳이 챙겨갈 필요도 없다. 라면도 1개당 1유로

로 비싸지 않은 편. 몰타에선 쇼핑카트에 식재료를 한가득 담

아도 10만 원을 넘기기가 어렵다. 일반적으로 외식 비용의 경

우 우리나라와 비슷한데 한 끼에 8~15유로 정도다. 

물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외식 비용이 비싸 몰타에선 홈파티

가 대중적인데, 한 달 살기를 마무리하며 현지에서 만난 사람

들을 초대해 함께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다.  

몰타 여행 팁

1.  몰타는 직항이 없어 한 번 이상 경유해야 한다. 보통 로마, 프랑크
푸르트, 런던, 암스테르담, 이스탄불을 많이 경유한다. 항공권 구
매 전 스탑오버(경유지에서 항공기를 환승하는 경유시간이 24시
간 이상인 경우)가 가능한지 알아본 다음 경유지에서의 여행도 덤
으로 얻자.

2.  몰타에선 팁 문화가 없다. 팁을 반드시 줘야 하는 건 아니지만 서
비스에 만족할 경우 팁을 주는 편이다.

3.  영국의 영향을 받은 만큼 운전 방향이 우리나라와는 반대이므로, 
길을 건널 때는 주의하고 또 주의하자.

6 8

7 9

10
6. 황금으로 꾸며진 발레타(Valletta)의 성요한 대성당. 7. 발레타의 좁은 골목을 여행하는 관광객들 
8. 사계절 내내 꽃을 볼 수 있는 발레타 어퍼 바라카 가든(Upper Barakka garden) 9. 전통음식 페넥 10. 몰타의 국민 맥주 치스크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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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발레타(Valletta)이다. 발레타는 도시 전체가 세계문화

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좁은 골목 사이로 곧게 뻗어있는 

길과 색색의 발코니가 매우 인상적인 곳이다. 단조로운 석회

암을 수놓은 발코니는 몰타에서만 볼 수 있는 이국적이고도 

아름다운 경관 중 하나다.

건강한 햇살이 반짝이는 지중해성 기후

몰타는 전형적인 지중해성 기후로 여름은 고온 건조하고 겨

울에는 온난 습윤하여 꽃이 사계절 내내 지지 않는다. 대체

로 4월~10월까진 비가 오지 않아 건기에 속하며, 11월~2월

은 장마 기간으로 비가 자주 내리는 편이지만 짧게 쏟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겨울철 평균기온은 10~15℃로 연중 온

화한 날씨라 계절에 상관없이 관광객이 붐빈다. 여름이 본격

적으로 시작되는 6월에서부터 9월까지는 몰타를 찾는 이가 

특히나 많은데, 이 시기가 몰타의 성수기 시즌이다. 아무래

도 지중해로 둘러싸여 있는 만큼 바다를 만끽할 수 있는 여름

에 휴양 관광객이 몰리는 편이며, 겨울에는 일반 관광객과 어

학연수를 하려는 사람들이 주로 찾는다. 성수기를 피해 한 달 

살기를 계획한다면 5월과 10월이 가장 적합하다. 이 시기에

도 바다 수영이 가능하고 너무 덥지 않아 활동하기에 좋다. 

성수기엔 비싸지는 숙소와 버스비

워낙 관광업이 발달한 곳이라 숙소는 모든 여행자에게 맞춰

져 있다. 여러 명이 나누어 쓰는 도미토리 숙소도 많고 집을 

통째로 빌리거나 방만 일부 빌리는 셰어룸도 가능하다. 비즈

니스 호텔부터 고급 호텔과 풀빌라까지 예산에 맞게 고를 수 

있다. 성수기에는 비성수기보다 숙소 비용이 많게는 2배가량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산을 줄이려면 성수기 시즌은 피하는

것이 좋다. 

숙소를 구할 예정이라면 조금 비싸더라도 시내인 슬리에마

(Sliema)나 파쳐빌(Paceville) 근처에 얻을 것을 추천한다. 대

중교통이라곤 버스뿐이라 시내를 벗어나면 많이 불편할 수 

있다. 시내에서 관광지로 이동하는 버스가 잘 되어 있긴 하

나, 좁은 도로와 고질적인 교통체증으로 배차 간격이 들쭉날

쭉하다. 운이 나쁘면 한 시간 이상 기다려야 하지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버스밖에 없으니 어쩔 수 없다. 시간이 

3

4

5

3. 비슷한 듯 다른 몰타의 자매 섬 고조(Gozo)

4. 유명한 관광지를 골라 북부와 남부 투어를 할 수 있는 시티투어 2층 버스 
5. 유일한 대중교통은 버스로, 버스 충전식 교통 카드나 여행자용 카드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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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만큼 가깝고, 상상과는 또 다른 나라

친숙하지만 지루하지 않은 문화. 입맛에 튀지 않으면서도 색

다른 먹을거리. 대만은 억지로 익숙해질 필요 없이 일상으

로 쉽게 스며든다. 단순히 거리와 문화가 가깝다는 이유로 

한 달 살기를 권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긴 시간 그 나라에 

온전히 머물며 기대하는 것은 여행 그 이상의 휴식과 신선한 

경험이다. 대만은 그 기대를 충족시켜 줄 준비가 되어 있다. 

연평균기온 22℃의 아열대 기후로 일 년 내내 온화한 날씨

를 자랑한다. 최저기온은 약 12℃로 겨울에도 가벼운 외투 

한 벌이면 충분하다. 사면이 바다인 섬나라 안에는 모든  

자연 지형이 살아 숨 쉰다. 수백 만년의 세월이 만든 웅장

한 협곡부터, 거친 숨 몰아쉬는 화산, 완벽한 해양생태계와  

마주하는 해양국가공원까지. 남한 면적의 삼분의 일 규모의 

작은 나라지만, 크나큰 자연을 품었다. 

대만은 한 달 살기를 처음 시작하는 이들에게 가장 좋은 선

택일 것이다. 부족함 없는 도심, 자연을 누릴 수 있는 근교 

도시, 편의성 뛰어난 교통, 볼거리·즐길 거리·먹을거리 가

득한 문화 천국이니까. 익숙하게 생각했지만, 상상 그 이상

의 즐거움을 품은 나라, 대만은 즐거움 그 자체다.

「더–쉼」은	전	세계	각	도시의	한	달	살기	정보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코너입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한	달	살기는	어렵지만,	그간	「더–쉼」을	통해	힐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향후	한	달	살기	여행	계획을	세워볼	수	있어	유용하다며,	지속적인	연재를	요청해주신	많은	독자	의견들을	반영하여	이번	2월호에도	「더–쉼」	코너를	게재하게	되었습니다.

1. 타이베이 샹산에서 바라본 101빌딩과 도심의 야경
2. 타이베이 임가화원. 대만에서 보존이 가장 잘 된 개인정원이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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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두 시간 반, 가까운 거리만큼 친숙한 문화와 삶이 있는  

나라, 대만. 일제 강점기를 겪었던 과거, 중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현재. 그 시간이 더해져 언뜻 보면 두 나라의 모습이 비치지만, 자세

히 들여다보면 그들을 뛰어넘는 멋과 매력이 있다. 여행지로의 대만

과는 전혀 다른, 살아보면 보이는 것들. 대만에 이런 즐거움이 있었

나? 한 달쯤 깊게 머물며 만끽해보자. 이토록 새로운 아시아, 이렇게

나 놀라운 대만을.  

글_사진. 김선화(여행작가)

이토록 새로운 아시아,

‘대만 한 달 살기’

Tai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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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이베이 샹산에서 바라본 101빌딩과 도심의 야경
2. 타이베이 임가화원. 대만에서 보존이 가장 잘 된 개인정원이다.

1

2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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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것들의 재탄생, 도심 속 문화 예술 공원

대만이 참 잘하는 것 중 하나는 오래된 것들이 지켜온 시간

의 가치를 인정하고, 재생산하는 일이다. 지금은 쓸모없어진 

터와 장소를 새로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이 지닌 역사

와 의미를 지키며 시민들의 공간으로 재탄생시킨다. 

일제 강점기 당시에 양조장이었던 공간을 개조한 문화공간 

‘화산1914문화원구’, 담배공장을 디자인문화공원으로 탈바꿈

한 ‘송산문창원구’, 군사지역의 예스러움을 마켓으로 살려낸 

‘쓰쓰난춘’ 등. 타이베이뿐만 아니라 가오슝의 ‘보얼예술특

구’, 타이난의 ‘블루프린트문화창의공원’, ‘321예술특구’ 등 많

은 도시에서도 이런 문화공간을 마주할 수 있다. 

대만은 이렇게 옛것을 허투루 소비하지 않고 보존해, 하나의 

문화로 성장시키는 일을 너무나도 멋스럽게 해낸다. 누구나 

쉽게 오가는 도심 한복판에 자연과 어우러진 문화 예술 공간

을 만들어, 역사·문화·예술이 일상과 멀지 않음을 보여준다. 

기차 타고 떠나는 도시 여행

타이베이, 타이중, 타이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대만의 위

치상 북·중·남에 자리한 도시다. 타이베이에서 기차로 쉽

게 오고갈 수 있어 1박 2일이면 쉽게 도시 여행이 가능하다. 

고미습지, 무지개마을 등 볼거리 가득한 타이중과 대만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로 옛 거리와 건축물의 운치가 멋스러운 타

이난까지 둘러봤다면, 가오슝과 컨딩으로 향하자. 바다와  

7. 리타이베이 화산1914문화원구는 양조장을 개조해 만든 문화 공간이다. 
8. 가오슝 불타기념관. 세계에서 가장 큰 청동불상과 부처님 치아사리를 모시고 있는 곳이다.  9. 일몰이 아름다운 타이중의 고미습지

함께 뛰어놀며 남국의 정취를 느끼기에 그만이다. 대만 제2

의 도시 가오슝은 여행 천국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청동불상

이 자리한 불타기념관부터 동양의 하와이라 불리는 치진섬 

등 역사와 예술, 자연까지 아우른다. 대만 최남단 해안 지역

의 컨딩은 휴양 그 자체다. 낮에는 스노클링, 다이빙 등의 해

양 스포츠를 즐기고, 밤에는 야시장을 거닐며 행복을 채울 

수 있다. 온종일 놀고 먹고 즐기는 파라다이스가 따로 없다. 

여유가 생긴 주말, 기차를 타고 남쪽으로 떠나보자. 더 새로

운 대만이 펼쳐질 것이다.  

7 8

9

여름 VS 겨울  

여름과 겨울 중 한 달 살기 기간을 고르라면 당연히 겨울이다. 여름에는 녹아내
릴 것 같은 더위와 습도는 기본, 6월~8월에는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 장마까지 
더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대만의 겨울은 12월~2월에 해당하는데 평균 
15℃ 안팎으로 여행과 쉼을 즐기기 적합하다. 다만 매해 2월 춘절 기간에는 숙
박비가 비싼 것은 물론, 대부분 상점과 음식점이 쉬니 미리 체크해두자. 

타이베이 VS 가오슝 

대만의 수도이자 도시의 모든 편의성을 갖춘 타이베이. 바다를 곁에 둔 항구도
시이자 대만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가오슝. 어느 도시에서 한 달을 머물까. 
어떤 도시가 볼거리 많다, 근교 여행지가 많다 따질 필요 없이 제일 좋은 것은 
반반씩 살아보는 것. 위치상 북과 남에 위치해 대만 전역을 둘러보고 여행하는 
거점으로 삼기에 적합하다.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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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듯 저렴하지 않은 물가 

물가가 저렴하다는 인식도 있지만, 현지인처럼 먹고 생활하

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이다. 숙소의 경우 1박

에 한화 7만 원 이상은 지출해야 쾌적함을 보장받는다. 물론 

저가 숙박시설도 수두룩하지만, 덥고 습해 벌레가 자주 출몰

하니 대만에서는 가급적 많이 저렴한 객실은 피하는 게 상책

이다. 특히 에어비앤비는 불법이니 참고해 두자. 

대만 특유의 맛과 향을 즐긴다면 식비는 절약된다. 현지  

식당은 한 끼 평균 한화 5천 원 정도면 충분하다. 전 세계

인 모두의 구미에 잘 맞는 레스토랑, 카페의 식비는 서울과  

비슷해 향신료를 즐기지 못한다면 식비 예산을 넉넉히 준비

해두는 것이 좋다. 교통비는 저렴한 편에 속한다. 지하철 1회 

이용 비용이 한화 약 600원으로 부담 없다. 버스와 지하철로 

대만의 수도, 타이베이의 대부분을 다닐 수 있어 이동 걱정

과 경비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된다.

 

매일이 기대되는 미식 대탐험

대만에는 특유의 맛과 향이 짙은 음식도 있지만, 아이들도 

먹기 좋은 로컬 음식도 많다. 만두를 찌거나 굽거나 탕을 끓

여낸 메뉴는 성공률 90% 이상. 자장면을 닮은 ‘단짜이멘’, 짭

조름하게 푹 삶아낸 돼지고기 덮밥 ‘루로판’은 초보자에게도 

권하는 메뉴다. 대만의 향에 익숙해졌다면 대표 음식이자 보

양식인 ‘우육면’에 도전해보자. 가득 올라간 고기와 두툼한 

면발, 집마다 특색 있는 육수와 양념이 더해져 입맛에 맞는 

맛집을 찾아내는 재미도 있다. 

디저트는 더할 나위 없이 모두의 취향이다. 쫀득한 버블이 

가득한 ‘밀크티’, 파인애플 케이크 ‘펑리수’, 달콤한 ‘누가크래

커’, 사르르 녹는 ‘망고 빙수’는 한국인의 입맛에도 꼭 맞다. 

현지인들이 많이 먹는 순두부 빙수 ‘도우화’와 아침식사 대용

으로 즐기는 두유 ‘도우장’도 시도해보자. 

대만 미식 탐험은 야시장에서 완성된다. 추천하는 곳은 스린 

야시장과 스따 야시장. 가장 규모가 큰 스린은 먹을거리뿐만 

아니라 옷, 액세서리, 기념품 등 다양한 볼거리까지 가득하

다. 스따 야시장은 루웨이, 대왕스테이크, 호호미 소보루 등 

대만의 대표 야시장 메뉴가 한자리에 모여 있어 미식 선호가

에게 권한다. 

야시장마다 판매하는 메뉴와 맛이 조금씩 다르다. 한 달 동

안 야시장을 누비며 자신만의 맛집을 발굴해보는 것은 미식 

탐험의 또 다른 재미가 된다.

3. �쾌적하고 시원한 타이베이의 지하철역 
4. �이지카드. 우리나라의 티머니와 같은 교통카드로  

대중교통에 두루 활용된다.

5. 가오슝 리우허 야시장. 원하는 해산물을 고르면 즉석에서 구워준다.
6. 고기와 새우 고명을 얹은 면요리, ‘단짜이멘’.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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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인프라가 풍부한 아름다운 도시

끄라비는 1년 내내 화창한 날씨를 지닌 도시다. 그래서 비

가 내리는 날이면 커피 한 잔의 여유를 만끽하는 순간이 오

히려 즐겁다. 끄라비에서의 비는 매일 내려도 짧고 강하게 

오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어느 곳이든 바닷물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해안이 매력적

인 끄라비는 배를 타고 잔잔한 바다를 둘러보는 풍경도 아

름답지만, 해 질 녘 펼쳐지는 풍경도 장관이다. 아이들이 갯

바위에서 놀고 해변에는 어부가 그물에서 고기를 걷어내는 

차분한 풍경이 일상적인 끄라비는 힐링 여행지로 더욱 주목

받고 있다. 

끄라비는 곳곳에 해변이 있고, 인근에는 아름다운 작은 섬

들이 많다. 그래서 4섬 투어나, 7섬 투어 같은 투어 상품으

로 즐길 수 있다. 해양스포츠만이 아닌 암벽 등반(록 클라 

이밍) 같은 활달한 활동이나 사원을 오르내리는 일도 매력

적이다. 또 온천과 자연 풀장 등 관광 인프라가 풍부해 끄라

비에서는 지루할 틈이 없다. 인접한 지역으로 시야를 넓혀 

야시장부터 인근 도시인 뜨랑까지 2~3시간이면 여행을 다

녀오기에도 좋다.

한류에 대한 높은 관심과 친화력

태국에서는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가장 많이 시청하는  

저녁 시간에 2~3개의 한국 드라마를 더빙한 드라마가 방영 

된다. 그만큼 한국 문화에 익숙하고, 한국에 대한 호감

도가 높다. 태국은 동남아에서 한류가 가장 사랑받는 나

라여서 한국 드라마, 영화, 음악에 관심이 높으며, 한국  

관광을 꼭 한 번 가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처럼  

Krabi
1. 라일라이 비치로 가는 중간에 만나는 카홍 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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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험을 꿈꾸게 하는
동화 속 신비의 땅 
‘끄라비 한 달 살기’
태국의 치앙마이, 방콕과 더불어 깨끗한 환경, 재미있는 해양스포츠와 아름다운 풍경, 저렴한 물가

로 인해 ‘끄라비 한 달 살기’가 뜨고 있다. 파랗게 솟아오른 샘은 황금빛 석회암 위로 흘러 에메랄드

빛 호수를 만들었다. 우뚝 솟은 석회암 바위들 사이에 숨겨진 해변은 아이들을 춤추게 하고, 어른

들을 꿈꾸게 한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바위 벽을 오르내리고, 오래된 동굴의 비밀을 찾아 나선다. 

누구나 모험을 꿈꾸게 하는 동화 속 신비의 땅, 태국 끄라비에서 지내는 한 달은 꿈과 같을 것이다.   

글_사진. 조대현(「트래블로그 끄라비」 저자)

44

더 - 쉼지금, 쉬어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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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 여행 팁!

•  포장용 김치나 통조림 밑반찬 등은 한국에서 준비해 가져가도 되지만, 소고기가 
함유된 식품은 반입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수프에 소고기 성분이 
함유된 라면 또한 반입이 금지된다.

•  쇼핑몰 안내데스크에서 여권을 제시하면 받을 수 있는 할인쿠폰, 한인 마트나 
한인 교회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한인 신문의 할인쿠폰을 적극 활용해보자. 

•  45일 이내의 여행이라면 ESTA 승인 없이도 입국에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괌에서 
미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한다면 ESTA 승인을 반드시 미리 받는다.

TIP

3. 컨버터블 렌터카를 타고 괌 남부 드라이브 4. 괌을 대표하는 투몬 비치
5. 스노클링하기 좋은 피쉬아이 마린파크

6. 괌을 대표하는 쇼핑몰 괌 프리미어 아울렛(GPO)
7. 아름답고 한적한 괌 해변 중 하나인 NCS비치. 

바다에 버섯 모양의 바위가 솟아 있는 게 인상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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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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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로 편리하게 한 달 살기

괌의 교통수단에는 셔틀버스, 택시, 렌터카 등이 있다. 짧

은 일정의 여행으로 시내 호텔과 주요 관광지, 쇼핑몰 위주

로 돌아본다면 트롤리 셔틀버스와 쇼핑몰에서 운영하는 무

료 셔틀버스만으로도 충분하다. 하지만 남부나 북부 여행을 

계획하고 있거나 한 달 살기의 경우라면 렌터카를 이용하

는 게 편리하다. 비싼 택시비에 비해 렌터카 이용료는 저렴

한 편이고, 별도의 국제운전면허증 없이 한국에서 사용하던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된다. 괌은 운전대 방향이 우리나라와 

같고 주차 환경이 좋으며 도로도 단순한 편이라 운전하기

도 쉽기 때문에 렌터카를 이용하기가 매우 편리하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용이 쉽지 않은 컨버터블 차량(지붕을 여닫을 

수 있게 설계된 차량)을 빌려 남부 바닷가를 달려보는 것도  

특별한 추억이 될 것이다. 다만, 괌은 어린이 보호 규정이 

엄격한 편이므로 아이를 동반한다면 렌터카 이용 시 반드시 

카시트를 설치해야 하고, 잠시라도 어린이를 혼자 차 안에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된다. 또한, 정차 중인 스쿨버스 옆을 

지나는 것은 반대 차선까지 포함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스쿨버스가 출발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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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기며 친구들과 추억을 만들고 영어로 대화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조금 짧은 일정으로 공부보다는 스포츠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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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하기 좋다.

다채로운 음식 문화 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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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 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 다양한 음식 문화가 발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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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인 ‘로스(ROSS)’가 입점돼 있다. ‘T 갤러리아’는 명품  

브랜드부터 화장품, 초콜릿, 비타민과 기념품까지 한자리에

서 쇼핑하기 좋다. 투몬 중심가에 위치해 접근성이 좋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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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살기를 계획한다면 쇼핑 계획을 미리 세워보고 옷은 

너무 많이 챙기지 않도록 하자. 한 달 살기 중 쇼핑으로 늘

어난 짐은 창고형 매장인 로스(ROSS)에서 여행용 가방을 

저렴하게 구입해 해결하는 것도 방법이다. 괌에서는 쇼핑도 

여행이니 제대로 즐겨보자.

1. 투몬 비치의 일몰

2. 차모로 빌리지 야시장

6. 괌을 대표하는 쇼핑몰 괌 프리미어 아울렛(GPO)
7. 아름답고 한적한 괌 해변 중 하나인 NCS비치. 

바다에 버섯 모양의 바위가 솟아 있는 게 인상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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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key

「더–쉼」은	전	세계	각	도시의	한	달	살기	정보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코너입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한	달	살기는	어렵지만,	그간	「더–쉼」을	통해	대리	여행의	설렘을	느낄	수	있고,

답답한	현실	속에서	향후	한	달	살기	여행	계획을	세워볼	수	있어	유용하다며,	지속적인	연재를	요청해주신	많은	독자	의견들을	반영하여	게재하고	있습니다.

하는 사람이나 레스토랑 주인들도 두 번 이상 만나면 ‘my 

friend’라고 하며 친구니까 할인, 외상을 해준다는 등 다양

한 호의를 받게 된다. 특별한 장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이스

탄불 거리 곳곳에서 만나는 소소한 풍경에 이 도시를 사랑

할 수밖에 없어진다.

동서양의 조화, 낮과 밤의 매력이 넘치다

이스탄불 구시가지는 동서양과 낮과 밤의 매력이 넘친다. 

그 대표적인 장소로 블루 모스크를 꼽을 수 있다. 터키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중 하나로 손꼽히는 블루 모스크는 

술탄 아흐메트 1세에 의해 만들어진 건축물이다. 밤이 되면 

블루 모스크는 이스탄불의 야경을 멋지게 만들어 주는 야

경 명소가 된다. 바로 근처에 있는 아야소피아 박물관의 야

경을 동시에 만날 수 있는 술탄 아흐메트 공원에서, 분수와 

함께 바라보는 블루 모스크의 모습은 아름답다. 또한 보스

포러스 대교에서 바라보는 노을, 신시가지의 밤거리 풍경은 

한 달이 모자랄 만큼 매력이 넘친다.

블루 모스크와 함께 이스탄불을 대표하는 관광지인 아야소

피아 박물관은 다양한 종교 문화가 섞여 있는 곳이다. 가톨

릭 사원이었다가, 그리스 정교회 사원이었다가 이슬람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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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는 이슬람과 그리스도교의 흔적들이 섞여 있고, 아시아와 유럽 대륙이 

이어져 있으며, 현대와 과거의 역사가 함께 공존하는 곳이다. 독특하고 기이

한 자연경관, 수많은 유적, 그리고 다양한 문화의 만남으로 매력이 넘치는 

터키를 제대로 만나려면 긴 시간 동안 머무는 것이 좋다. 하지만 한 달 살기

로도 충분히 그 매력에 다가갈 수 있다.

글. 김지선(「인조이 터키」 저자)

동서양의 매력이 공존하는 곳 
‘터키 한 달 살기’

터키 여행의 중심, 이스탄불

전 세계 35위의 국토 면적을 자랑하는 터키에서 한 달 살기

를 위해 어떤 도시를 선택할지 결정할 땐 이스탄불을 떠올

린다. 이스탄불은 터키 수도가 아니지만, 여행자들의 수도

라고 불릴 만큼 터키를 오가는 관문이자 중심이 된다. 터키

의 다른 지역과 교통도 잘 연결되어 있어서, 여러 도시를 함

께 여행할 수 있고, 이곳에만 머물러도 이스탄불 자체로 충

분히 다양한 매력이 넘쳐 한 달의 시간도 짧게 느껴진다.

구시가 전체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정도로 유적

지가 가득한 만큼, 이스탄불은 세계 각국에서 온 여행객들

더 - 쉼지금, 쉬어가기

이 많다. 볼거리, 맛집, 놀거리가 많으니 그만큼 여행자 물

가도 비싸다. 한국보다 비교적 물가가 저렴한 편인데도, 관

광객들이 많은 지역은 한국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아무리 현지에서 한 달 살기를 한다 해도, 요리하는 것이 아

니라면 하루 식비를 최소 2~3만 원 잡는 것이 좋다. 교통

비의 경우 매번 티켓을 구입하는 것보다 충전식 교통카드를 

사용하면 환승 할인이 되어 저렴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터키에서 긴 시간 여행을 하게 되면 현지인처럼 생활하며 

이스탄불의 진짜 모습을 편안하게 볼 수 있다. 특히 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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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스탄불 갈라타교의 야경 5. 술탄 아흐메트공원 6. 터키 아이스크림 돈두루마

터키 여행 팁!

•  터키의 통화는 ‘리라(Türk Lirası, 튀르크 리라스)’를 사용한다. 리라는 한국에서 
환전이 안 되기 때문에 현지의 환전소를 통해 유로나 달러를 환전해 사용하면 된
다. 터키 곳곳에서 환전소를 쉽게 찾을 수 있다.

•  터키는 국민의 99%가 이슬람교를 믿을 만큼 이슬람교가 깊숙하게 자리하고 있
다. 이슬람교도들은 돼지를 먹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는다. 따라서 삼겹살을 보
기 힘들고, 유명한 터키 맥주인 ‘에페스’ 맥주도 이스탄불이나 관광객이 많은 도
시들을 제외한 소도시에서는 구하기가 쉽지 않다. 

•  터키에서 이슬람 사원 입장 시 여자들은 얼굴이나 가슴을 가리기 위해 스카프를 
쓰는 것이 예의다. 따라서 미리 스카프를 준비해 놓는 것이 좋다. 또한 아무리 더
워도 노출이 심한 차림으로는 이슬람 사원 입장이 불가하니 주의하도록 한다.

TIP

4 6

5

꼭 정해진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정류장이 있지

만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사람들이 타고 내리기도 한다. 그

리고 무엇보다 종착점에서는 차에 사람이 꽉 차야만 출발한

다. 보통 작은 봉고차를 활용해 운행하는데, 좌석이 아닌 바

닥에까지 사람이 다 차야 출발하는 경우도 있고, 커다란 짐

이 있는 경우 트렁크 대신 차 지붕에 묶기도 한다. 탑승하면

서 미리 어디서 내리고 싶다고 말해놓지 않으면 자칫 원하

는 곳에서 하차하지 못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고 탑승하길 

권한다. 손님들이 안전하게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도록 돌

무쉬 운전자나 차장이 적극적으로 도와줄 테니 걱정할 필요

는 없다. 

안전한 곳에서 즐기는 한 달 살기

터키 대부분의 도시는 관광객들의 편의에 맞는 호텔이나 숙

박 시설을 잘 갖추고 있다. 대부분의 소도시는 숙소의 범위

가 넓지 않은데, 이스탄불의 경우 도시의 규모가 크기 때문

에 숙소를 정할 수 있는 범위도 상당히 넓다. 이스탄불의 고

급 호텔들은 탁심 광장 부근에 많이 몰려 있긴 하지만, 이스

탄불의 매력을 느끼고 싶을 땐 술탄 아흐메트 공원, 그랜드 

바자르 부근에서 도보 이동이 가능한 구시가지에 숙소를 잡

는 것이 좋다. 이 지역의 호텔과 호스텔들은 대부분 시설이 

뛰어나거나 크기가 큰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숙박을 추천 

하는 이유는 야경을 실컷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매일 밤  

야경 명소를 찾아 다양한 곳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밤늦

은 시간까지 이동 인구가 많아 비교적 안전하다는 것이 장

점이다. 숙소 선택 시 주의사항은 현지 호스트의 민박이나 

에어비앤비보다는 기존 이용자들의 후기를 반드시 참고해

서 안전한 숙소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금 더 안

전한 호텔이나 호스텔에서의 숙박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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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블루 모스크 2. 아야소피아

3. 터키 교통수단 중 하나인 돌무쉬

1

2

3

이기도 했던 곳인데, 용도가 바뀔 때마다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기존의 종교적 분위기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변화해 왔다. 그래서 내부에 특별한 유물들이 있는 박물관

이 아니라 종교가 섞여 있는 건축물 전체가 하나의 박물관

이 된다. 

버스 타고 터키 곳곳을 누비다

터키의 동화마을이라고 불리는 사프란볼루도 이스탄불에서 

차로 6시간이면 충분하다. 관광지로는 이스탄불보다 훨씬 

인기가 높은 카파도키아도 이스탄불에서 비행기로 2시간이

면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래서 이스탄불은 터키 곳곳의 멋진 

자연경관과 문화유산을 만나러 여행을 떠나기 좋다.

온천이나 휴양을 좋아한다면 파묵칼레, 문화 유적지를 좋아

한다면 셀축, 요정이 사는 것 같은 신기한 자연현상을 보고 

싶다면 카파도키아, 역사 속 한 장면을 상상하기 좋은 트로 

이 목마의 트로이, 터키의 수도 앙카라까지 이 도시들만  

여행해도 한 달이 모자랄 만큼 수많은 유적과 매력이 넘치

는 도시가 즐비하다.

터키는 비행기나 기차보다 버스가 잘 발달해 있어서, 소도

시 여행은 주로 버스를 타고 하게 된다. 도시 간 연결되는 

고속버스인 경우 고급형 버스에 식사나 간식을 제공하고 서

비스를 제공하는 차장까지 탑승해서 편안하게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것도 터키 버스 여행의 매력이다. 물론 도시 간 거리 

가 멀어서 6시간~10시간씩 이동해야 할 경우도 많다는  

것이 단점이라면 단점이다. 그래서 단기간에 많은 도시를 

여행하는 것보다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몇 도시를 집중해 

여행하는 것이 여행의 피로를 줄이는 방법이다.

터키 여행을 더 즐겁게 하는 것들

터키 여행의 매력은 길거리에 있다. 거리에서 쉽게 보는 깨

를 잔뜩 바른 원형 모양의 빵 시미트를 맛보는 재미, 배가 

고플 때 가볍게 사 먹을 수 있는 되네르 케밥의 맛, 발걸음

을 멈추게 하는 돈두루마 아이스크림을 파는 아저씨의 장난

기까지 즐거운 것들이 가득하다. 

또한,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당연한 터키 사람들은 이방인

을 만났을 때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무엇이라도 대접하고 

싶어 한다. 지나가던 길에 기웃거렸던 어느 상가의 주인이 

뛰어나와 마시고 가라며 차이 차를 주문해 주고, 밥을 먹고 

가라며 자신의 집에 초대하며, 길을 물어보면 제대로 가는

지 꼭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많다. 이처럼 터키

에서 오래 머물다 보면, 계획하기보다 그저 발길 닿는 대로 

돌아다니는 것을 차츰 즐기게 된다. 

터키 여행에서 꼭 한 번 경험하면 좋을 돌무쉬도 빼놓을 수 

없다. 돌무쉬는 일명 마을버스다. 정해진 경로가 있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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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거리 많은 도시 여행을 좋아한다면, 커피를 사랑한다면, 대자연이 주는 감

동을 느끼고 싶다면, 호주 멜버른에 머물러 보는 건 어떨까. 유서 깊은 건축

물, 현대화된 빌딩, 높은 문화 수준, 세련된 레스토랑, 개성 있는 카페, 초록

빛 풍성한 공원이 어우러진 멜버른에서는 한 달이라는 귀한 휴식시간을 다

양한 경험으로 가득 채울 수 있다.

글_사진. 김영미(여행작가)

남반구의 런던
‘호주 멜버른 한 달 살기’

Melbourne

더 - 쉼지금, 쉬어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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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lbourne

「더–쉼」은	전	세계	각	도시의	한	달	살기	정보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코너입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한	달	살기는	어렵지만,	그간	「더–쉼」을	통해	대리	여행의	설렘을	느낄	수	있고,

답답한	현실	속에서	향후	한	달	살기	여행	계획을	세워볼	수	있어	유용하다며,	지속적인	연재를	요청해주신	많은	독자	의견들을	반영하여	게재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 문화와 자연의 세련된 만남

호주 남동부에 위치한 멜버른은 호주 제2의 도시다. 1851

년 멜버른 근처 밸러랫에서 금광이 발견되면서 빠르게 성

장했다. 이민자들이 대거 유입되며 유럽풍 건축물이 들어

서고, 유럽의 문화와 예술, 생활 양식이 자연스럽게 흡수

됐다. 가장 호주 다운 도시이면서도 ‘남반구의 런던’이라 

불리는 멜버른은 그래서 더욱 낭만적이다. 19세기 빅토리

아 시대 양식의 우아한 건물들과 현대적인 빌딩 사이로 트

램이 경쾌하게 가로지른다. 그라피티*로 가득한 골목부터 

갤러리, 미술관, 공연장까지 도시 곳곳에서 호주 최고 수준

으로 꼽히는 문화 예술을 경험할 수 있다. 죽기 전에 꼭 가

봐야 할 곳으로 꼽히는 그레이트 오션 로드 등 근교 여행

지도 풍성하다. 멜버른은 영국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

의 분석기관(EIU)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에서 7년 연속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안전하고, 편리하고,  

다채롭게 한 달 살기를 즐길 수 있는 최적의 목적지다.

도시 근교에서 여유롭게 머물기

멜버른의 장점은 모든 것이 도심 주변에 모여 있다는 것. 

도심과 가깝고 안전한 사우스뱅크, 무료 트램 존에 속하는 

한적한 신도시 도클랜드, 멜버른 박물관과 커다란 공원이 

있는 칼튼 등 도심 주변 지역에 머물면 숙소비를 다소 아

끼면서 여유롭고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다. 숙소는 에어비

앤비나 한인 커뮤니티에서 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호텔 또

는 아파트·콘도를 살펴보고 예산과 맞는 곳을 선택할 수

1. ‘미사거리’라고 불리는 그라피티 골목, 호시어 레인

* 그라피티 : 벽이나 화면에 낙서처럼 긁거나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해 그리는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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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지에서 커다란 역할을 했던 수많은 무명 독립 운동가들이 없었다면 우리나라의 독립은 이

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코너는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좋은 내

용을 소개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중·고교 시절 공부로 암기하던 한국사가 아닌 오늘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과 삶이 있도록 

지켜주신 선조들의 삶을 대하며 스스로 돌아보고 재미있게 탐독하고 있습니다. 모두 하나가 

되어 광복을 이루어낸 만큼, 오늘의 우리도 후손들에게 멋진 미래를 물려줄 수 있게 되길 기

원해 봅니다.  - 한국과학기술원 김재광 회원

 - 前 고창여자고등학교 최금철 회원

저는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도 우리나라 역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한국사 

시험을 보며 역사를 통해 반성하는 기회로 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없는 역사 이

야기’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힘을 보태고 

열심히 살아가며 고마움을 가져야겠다는 마음을 다시 한 번 새겼습니다.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송윤미 회원

100 | 광복을 눈앞에 두고 옥중 순국한 한인애국단원 ‘유상근 선생’

104 | 민족대전자령 전투의 숨은 영웅, 독립군 군의관 ‘신홍균 선생’

108 | 구국외교로 일본에 항거한 대한제국 외교관 ‘이범진 공사’

112 | 종교 지도자에서 애국 지도자가 된 독립운동가 의암 ‘손병희 선생’

116 | 대한민국 공군의 초석을 세운 창공의 아버지 ‘노백린 장군’

120 | 자주적 역량 강화에 평생을 바친 불멸의 투사 ‘신익희 선생’

124 | 의열 투쟁으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한 의학도 ‘나창헌 선생’

128 | 대한 독립을 향한 선구적 삶의 불꽃을 지핀 ‘김마리아 열사’

132 |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해 독립전쟁의 기반을 마련한 열사 ‘이석영 선생’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숨겨진 위인들을 발굴하고 그들의 헌신과 애국심을 기리는 코너입니다. 독

립운동을 후원한 창업주의 후손이며, 오랜 기간 미 서훈된 유공자를 도우면서 호국·보훈 활동에 앞장서

고 있는 정상규 작가의 글로, 독립투사의 깊은 사명감과 애국심, 투철하고 강인한 의지와 숨겨진 이야기

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교과서에 없는 역사 이야기�

PART.

회원 추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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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2020년은 6·25가 일어난 지 70주년인 해입니다.「교과서에 없는 이야기」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숨겨진 영웅들의 이야기를 
소개하여 역사적인 의미를 되새기고자 마련한 코너입니다.

*정상규 작가는 역사에 가려지고 숨겨진 위인들을 발굴하여 
다양한 역사 콘텐츠로 알려왔다  최근까지 500명이 넘는 독
립운동가 후손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그들의 
보건 및 복지문제를 도왔으며  오랜 시간 미 서훈(나라를 위
하여 세운 공로의 등급에 따라 훈장을 받지 못한)된 유공자
를 돕는 일을 맡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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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년 이후부터는 계속 이동해야 했고 그나마 난징에서 몇 년을 버텼다. 당시 한

인애국단 단원은 무려 70여 명이나 되었다. 1932년 1월부터 5월까지 다수 청년 

독립투사의 여러 차례 의거 시도가 있었고, 이들 모두가 또 다른 이름의 ‘이봉창’, 

‘윤봉길’ 들이었다. 1932년 4월 윤봉길의 훙커우 공원 의거 직후, 일본 내부에서는 

책임 소지에 대한 신상필벌과 함께 일본 본토에서부터 향후 대책 논의 및 추가 군

대 파견, 군법으로 처단할 수 있는 공문 발행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이봉창, 윤봉길에 이어 다음 의거를 담당하게 된 유상근. 그의 가슴속은 다양한 

감정이 공존했다. 뜨거움, 설렘, 먹먹함, 미안함, 그리고 아쉬움. 수많은 상념이 

머릿속에 스며들었다. 거사가 차근차근 진행되던 때였다. 국제연맹 조사단이 오

기로 한 날인 1932년 5월 26일을 이틀 앞두고 대련 우체국에서 상해로 보낸 비밀 

전문이 발각되어 최흥식이 체포됐고, 유상근도 연달아 체포되었다.

유상근은 관동청재판소에서 치안유지법 위반과 기타 말도 안 되는 죄명들로 무기 

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던 중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고 결국 여순감옥으로 이감

되어 13년간 옥고를 치렀다. 그렇게 1945년 8월 14일. 일제는 유상근을 잔인하게 

고문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다. 광복을 하루 앞두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텼던 독립투사 유상근은 그렇게 옥중 고문사로 순국했다. 

광복 하루 전까지 버틴 

빛나는 애국심

유상근(柳相根) 선생(미상 ~ 1945. 8. 14.)

- 독립운동가
- 1931년 한인애국단 설립에 참여
- 획계 살폭 들관고 제일 서에련대 년2391  

준비 중 체포
- 1945년 8월 14일, 광복 하루 전 옥중 순국
- 1968년 건국훈장 독립장 추서

여순감옥 전경(출처_독립기념관)

진행했다. 1932년 4월 29일 매헌 윤봉길이 훙커우 공원에 수통 폭탄을 투척했고, 

의거는 대성공이었다. 중국은 ‘1억 중국 인민이 못다 한 일을 조선인 청년 1명이 

해냈다’라며 자금난과 변절자들로 인해 침체돼있던 임시정부를 지원했다. 그리고 

이때부터 임시정부는 고난의 피난길을 떠났다.

20

바로 이 시기에 김구로부터 연락이 온 것이다. 상해로 돌아온 유상근은 김구가 단

장으로 있던 대한인교민단의 의경대원으로 활동했는데 당시 의경대원은 한인사

회 치안과 밀정 처단 등의 임무를 맡고 있었다. 

1932년 2월 24일, 유상근은 한인애국단에 가입했다. 1932년 5월 초 대련에 국제

연맹 리튼 조사단이 온다는 소식을 접한 김구는 환영식에 참가하는 일본군 고위

관료들을 처단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이때 김구는 평소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

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청년 유상근을 실행 요원으로 선발했다. 유상근이 대련

으로 떠나기 전 김구는 다른 한인애국단 단원들과 사진 한 장을 찍었다. 

1932년 4월 27일. 유상근은 상해를 떠나 대련으로 이동했고, 아옥정에 있는 만철 

기숙사 동포의 방에 은거했다. 그는 윤봉길이 훙커우 공원에서 사용한 것과 똑같

은 수통 폭탄을 들고 있었다. 당시 한인애국단 최흥식이 거사에 함께 참여하여 

김구와 유상근의 중간 연락망 역할을 담당하는 등 긴밀히 비밀리에 추가 거사를 

조국의 독립을 열망한 

청년 유상근

유지하지 못해 생활고에 허덕였다. 유상근은 혼자 힘으로 홍콩과 광둥 지방을 오

가며 인삼 장사를 시작했다. 이후 1932년, 김구가 연락을 취했다. 유상근은 김구

가 연락이 왔을 때 매우 긴장하는 동시에 설 다. 그 역시 ‘그 소식’을 전해 들었

기 때문이다. ‘그 소식’은 이봉창이 히로히토를 향해 수류탄을 던졌으나 명중시키

지는 못하고 체포되어 토요다마 형무소에 수감된 사건이었다. 중국 국민당 기관

지인 『국민일보』는 ‘한인이봉창저격일황불행부중(韓人李奉昌狙擊日皇不幸不中)’. 

즉, “한국인 이봉창이 일왕을 저격했으나 불행히도 명중시키지 못하였다”라고 보

도하여 모든 중국인의 간절한 의사를 대변했다. 그러나 이 보도가 나간 후 푸저우

에 주둔하던 일본 군대와 경찰이 국민일보사를 습격, 파괴함과 동시에 중국 정부

에 엄중 항의하는 등 중·일 관계가 매우 악화됐다. 또한 일본군은 중국인 자객을 

산 뒤 일본 일련종의 승려 한 명을 암살하게 하여, 이를 빌미로 제1차 상해사변을 

일으키는 등 그 파급 양상이 심각했다.

유상근 의거 보도기사

1932년 1월 8일 일본 동경 경시청 앞 이봉창 의거 현장검증 유상근, 신채호, 이회영, 안중근의 순국지인 대련시 여순감옥에서 묵념하는 탐방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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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홍균은 음력 1881년 8월 20일 함경남도 북청군 신북청면 동상리에서 태어났다. 

그의 집안은 한의업을 가업으로 이어왔고, 그도 마찬가지로 한의사로 성장했다. 

당시 일본은 한의학을 민족정신의 일부로 보고 민족말살정책을 통해 없애고자  

했지만, 이 계보는 끊기지 않고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독립정신뿐만 

아니라 한의학 역시 그가 후세에 전하고자 한 유산이라 볼 수 있다.

1911년, 30세의 신홍균은 갑작스레 가족을 데리고 고향을 떠나 압록강을 건넜다. 

그가 도착한 곳은 중국 봉천성이었다. 그가 어떤 이유로 만주로 향했는지는 정확

히 알기 어려우나 독립에 대한 염원이 간절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그러던 1916년 여름, 김중건(원종교 창시자이자 독립운동가)이 자신의 부하 6~7

명을 이끌고 신홍균을 찾아왔다. 1914년 봄에 북간도로 망명한 김중건은 독립 

운동 단체인 ‘대진단’을 조직하기 전 민족종교인 원종교를 만들어 한인들을 대상

으로 포교활동을 하고 있었다. 독립운동가 김중건과의 만남은 한의사 신홍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민족종교를 세워 독립군을 양성하려는 김중건의 큰 

뜻에 감명받은 신홍균은 남은 삶을 그와 함께하기로 했다. 

1920년 5월 김중건은 신홍균과 함께 독립군 대진단을 창설했다. 당시는 일본이 

봉오동·청산리 전투에서 크게 패배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북간도지역 63개 한인 

마을의 민간인 2,200여 명을 살해하고 2,500여 채를 불태운 경신참변을 자행하

던 시기였다. 이때 원종교 역시 타격을 입었다. 원종 총사 집무실이 불타고 김중

건도 일본군에 체포됐다. 대진단 본부가 와해될 위기에 처했으나 당시 인근 지역

에서 활동한 독립군 부대와 연합해 무장투쟁을 이어나갔다. 

이 어려운 시기에 원종교를 재건한 인물들이 바로 신홍균, 김준, 김전 등이다. 이

들은 일본군의 감시를 벗어나 탈출에 성공한 김중건과 함께 1921년 원종 교도들

을 이끌고 지방 법회를 조직한 뒤 원종 학교를 설립했다. 당시 김중건은 대한국민

단(1921년 만주에서 조직되었던 독립운동단체)의 간도 지방 지단장으로도 활동하

면서 군자금 모집 활동을 펼쳤는데, 이 행적을 알아챈 일본군의 급습을 받게 된

다. 이 사건으로 김중건을 포함한 동지 10여 명이 다시 검거됐고, 3년간 중국 재류

금지 명령을 받아 고향으로 강제 추방당했다.

이때 김중건의 빈자리를 신홍균이 채워 단장이 사라진 대진단을 유지하고 지켜내

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으며, 독립운동가 양성에도 힘썼다. 이러한 노력 중에 3년 

만에 국외로 추방됐던 김중건이 돌아와 「새바람」이라는 잡지를 발간하고, 순회 

강연과 연극 활동을 통한 계몽운동을 전개하며 원종교와 대진단 세력을 키워나갔다.

원종교와 대진단은 한인 농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지역 내 한인 사회를 결집시 

키는 역할을 했다. 특히 이들은 토착 도적 세력들로부터 지역 마을 사람들을 지켜

냈다. 당시 도움을 받은 마을 사람들이 이들의 업적을 기록한 자료들이 훗날 발견

됐을 만큼 김종근과 더불어 신홍균이 받았던 신임은 매우 두터웠다.

일생을 뒤흔든 

김중건과의 만남

원종교와 대진단으로 

이어진 항일투쟁

- 한의사, 독립군 군의관
- 1920년 5월 김중건과 독립군 ‘대진단’ 창설
-  대전자령 전투, 사도하자 전투, 동경선 전투 등

에 참전해 독립군 승리에 이바지함.
- 2020년 11월 17일 건국훈장 애족장 추서

신홍균(申洪均) 선생(음력 1881.8.20.~1940.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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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년 일본은 만주사변을 일으켜 급기야 1932년 3월 만주국과 만주군을 수립

하기에 이른다. 이는 만주에서 활동하고 있던 독립운동단체들이 중국 민중들과  

함께 본격적인 한·중연합 작전을 벌이게 되는 계기가 됐다. 

만주사변 이후에도 신홍균은 김중건과 함께 원종교와 대진단을 이끌며 독립운동

을 지속해나갔다. 그러던 1933년 3월 초 한국독립군의 장군인 지청천으로부터  

김중건에게 연합 제의가 들어왔다. 당시 한국독립군은 동만주 소련 국경지대에

서 중국 항일의용군인 길림구국군과 연합해 1933년 2월 전투를 벌여 승리를 거두 

고 동경성을 점령한 상태였다. 김중건은 이 제의를 받아들여 비축했던 물자와  

제1진 정예병 50여 명을 파견했다. 여기에 신홍균도 속해 있었다. 그러나 김중건

은 지청천과의 합류를 준비하던 중 조선공산군의 습격으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

했다. 이 사건은 신홍균의 가슴 속에 평생의 한으로 남게 된다. 김중건을 지키지 

못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느낀 것이다.

신홍균은 1933년 3월 김중건의 마지막 지시에 따라 부하들을 이끌고 지청천이  

이끄는 한국독립군에 합류했고, 이로 인해 한국독립군은 그 규모나 군사력이  

크게 향상됐다. 독립군에 합류한 신홍균은 ‘한의사’라는 본업을 살려 군의관을  

맡았고, 그의 능력을 이용해 대전자령 전투(1933년 지청천이 지휘하는 한국독립

군이 중국군과 연합 작전을 전개하여 대전자령을 지나는 일본군을 격파한 전투로 

청산리 전투, 봉오동 전투와 함께 ‘독립군 3대 대첩’으로 불림)에서 크게 활약할 

수 있었다.

1933년 6월 일본군 공격을 위해 대전자령에서 매복하다 추위와 굶주림으로 위기 

에 빠졌던 한·중연합군은 신홍균의 기지로 극적인 재정비에 나설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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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오의성을 찾아가 설득함으로써 한국독립군은 대다수 풀려났으나 지청천만은 

군의관으로 

발휘한 기지

「동아일보」1927년 7월 9일자 김중건 재판기사와 
끌려가는 대진단원들의 사진(위)과

중국 목단강 마을 최고령 이장님이 갖고 있던 
신홍균의 일기장(아래)

신홍균의 조카인 독립운동가‧한의사 신현표가 저술한
 「월남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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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홍균이 걸어온 항일의 길은 결코 녹록지 않았다. 월남유서(신홍균의 조카  

신현표가 이북에서 내려오면서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기록한 자신과 가족의 일

대기)에 따르면, 1919년 가을 일본 헌병들이 신홍균의 독립운동에 대한 보복으로 

그의 동생인 신동균을 살해해 압록강에 수장했다는 가슴 아픈 가족사가 나온다. 

그 뒤 1년 6개월여가 지난 1921년 1월 신홍균은 동생의 복수에 나섰고, 이러한 비

통한 감정은 일생을 독립운동에 몸 바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였을 것이라  

짐작된다.

신홍균의 유지를 받든 이들 중에는 비슷한 시기 독립운동가·한의사로서 활동한 

조카 신현표와 종손인 신준식 자생의료재단 명예이사장과 신민식 자생의료재단  

병원장도 포함됐다. 현재까지도 신준식 명예이사장은 ‘의술(醫術)이 아닌 인술 

(仁術)’이라는 아버지와 작은할아버지의 신념을 자생한방병원 설립 가치의 근간

으로 삼아 한의사 독립운동가문 후손의 의무를 다하는 데 힘쓰고 있다. 

신홍균의 유지를 

잇는 사람들

대전자령 전투가 있던 중국 연길 라자구(왼쪽)와 중국 길림성에 위치한 장백현17도구의 현재모습(오른쪽)

대전자령 전투 당시 상황을 게재한 중앙일보
(1975년 4월 16일자)

신민식 병원장(왼쪽)이  
신현표의 묘지 비석을 살펴보고 있다

풀어주지 않았다. 이때 신홍균이 불쑥 나서며 한국독립군과 길림구국군 사이에서 

다음과 같이 일장 연설을 했다. 

“내 나이 50이 되도록 독립운동에 참여하기 위해 처자를 버리고 만주에 와서 

돌아다니다가 김소래(김중건) 선생을 만나 지도를 받았는데 

그분은 불행히 공산도배에게 학살됐다. 그분의 평일 유명에 의해 지청천 장군의 

휘하에 들어와 장군을 유일한 지주로 앙모하고 섬겨 왔는데 

또 장군을 잃게 됐으니 내 살아 무엇하랴? 

이로써 목숨을 끊겠노라.”

실제로 신홍균은 자결을 시도했는데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 목숨을 건 그의 연설 

을 듣고, 지청천과 신홍균의 활약상이 컸던 대전자령 전투에서 승리한 시점에  

전리품을 더 갖기 위해서 지청천을 감금하고, 신홍균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건 옳

지 않다는 내부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길림구국군은 결국 지청천을 풀어주었다. 

만약 신홍균이 아니었다면 지청천은 필시 사망했을 것이고, 1940년대 임시정부 

계열 인사들과 함께 광복군을 설립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이후 신홍균은 목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독립운동의 끈을 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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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년 일본은 만주사변을 일으켜 급기야 1932년 3월 만주국과 만주군을 수립

하기에 이른다. 이는 만주에서 활동하고 있던 독립운동단체들이 중국 민중들과  

함께 본격적인 한·중연합 작전을 벌이게 되는 계기가 됐다. 

만주사변 이후에도 신홍균은 김중건과 함께 원종교와 대진단을 이끌며 독립운동

을 지속해나갔다. 그러던 1933년 3월 초 한국독립군의 장군인 지청천으로부터  

김중건에게 연합 제의가 들어왔다. 당시 한국독립군은 동만주 소련 국경지대에

서 중국 항일의용군인 길림구국군과 연합해 1933년 2월 전투를 벌여 승리를 거두 

고 동경성을 점령한 상태였다. 김중건은 이 제의를 받아들여 비축했던 물자와  

제1진 정예병 50여 명을 파견했다. 여기에 신홍균도 속해 있었다. 그러나 김중건

은 지청천과의 합류를 준비하던 중 조선공산군의 습격으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

했다. 이 사건은 신홍균의 가슴 속에 평생의 한으로 남게 된다. 김중건을 지키지 

못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느낀 것이다.

신홍균은 1933년 3월 김중건의 마지막 지시에 따라 부하들을 이끌고 지청천이  

이끄는 한국독립군에 합류했고, 이로 인해 한국독립군은 그 규모나 군사력이  

크게 향상됐다. 독립군에 합류한 신홍균은 ‘한의사’라는 본업을 살려 군의관을  

맡았고, 그의 능력을 이용해 대전자령 전투(1933년 지청천이 지휘하는 한국독립

군이 중국군과 연합 작전을 전개하여 대전자령을 지나는 일본군을 격파한 전투로 

청산리 전투, 봉오동 전투와 함께 ‘독립군 3대 대첩’으로 불림)에서 크게 활약할 

수 있었다.

1933년 6월 일본군 공격을 위해 대전자령에서 매복하다 추위와 굶주림으로 위기 

에 빠졌던 한·중연합군은 신홍균의 기지로 극적인 재정비에 나설 수 있었다.  

갑작스러운 폭우로 일본군의 철수가 지체됐고, 독립군을 비롯한 한·중연합군은 

잠복한 장소에서 어쩔 수 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었는데 식량이 모두 떨어진 상황 

에서 장병들은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렸다. 이때 신홍균이 숲속에서 검은 버섯 

(목이버섯)을 잔뜩 따서 장병들에게 분배했다.

한의사로서 약재에 대한 지식이 풍부했던 신홍균은 식량으로 쓸 수 있는 식재료를 

발견한 것이다. 이를 본 지청천은 모든 부대에 지시하여 장병들에게 버섯을 먹게 

했고, 굶주림을 해결한 한·중연합군은 기운을 회복하여 이틀 뒤 대전자령을 지나 

던 일본군을 공격해 큰 승리를 맞았다. 신홍균은 독립군들의 부상을 치료하고  

건강을 돌보는 것을 지속했고 대전자령 전투 이후로도 병사들을 끌고 산림지대를 

이동해가며 항일 운동을 펼쳤다.

한편, 중국 길림구국군 사령관 오의성은 한국독립군에게 무기의 절반 이상을  

넘기라는 요구를 몇 차례나 강요해왔는데 지청천은 이들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

를 빌미로 오의성은 330여 명의 한국독립군을 강제 무장해제시키고, 상당수의  

장교와 사병들을 구금했다. 지청천 역시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신홍균은  

다행히 구금되지 않아 남은 병사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했고, 이때 선전대(한국독

립군의 활약상을 알리기 위해 단원 8~10명으로 조직된 팀)와 계몽강연을 나갔던 

한국독립군 참모 조경한이 돌아왔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조경한도 매우 당황했지

만, 오의성을 찾아가 설득함으로써 한국독립군은 대다수 풀려났으나 지청천만은 

군의관으로 

발휘한 기지

「동아일보」1927년 7월 9일자 김중건 재판기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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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년 일본은 만주사변을 일으켜 급기야 1932년 3월 만주국과 만주군을 수립

하기에 이른다. 이는 만주에서 활동하고 있던 독립운동단체들이 중국 민중들과  

함께 본격적인 한·중연합 작전을 벌이게 되는 계기가 됐다. 

만주사변 이후에도 신홍균은 김중건과 함께 원종교와 대진단을 이끌며 독립운동

을 지속해나갔다. 그러던 1933년 3월 초 한국독립군의 장군인 지청천으로부터  

김중건에게 연합 제의가 들어왔다. 당시 한국독립군은 동만주 소련 국경지대에

서 중국 항일의용군인 길림구국군과 연합해 1933년 2월 전투를 벌여 승리를 거두 

고 동경성을 점령한 상태였다. 김중건은 이 제의를 받아들여 비축했던 물자와  

제1진 정예병 50여 명을 파견했다. 여기에 신홍균도 속해 있었다. 그러나 김중건

은 지청천과의 합류를 준비하던 중 조선공산군의 습격으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

했다. 이 사건은 신홍균의 가슴 속에 평생의 한으로 남게 된다. 김중건을 지키지 

못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느낀 것이다.

신홍균은 1933년 3월 김중건의 마지막 지시에 따라 부하들을 이끌고 지청천이  

이끄는 한국독립군에 합류했고, 이로 인해 한국독립군은 그 규모나 군사력이  

크게 향상됐다. 독립군에 합류한 신홍균은 ‘한의사’라는 본업을 살려 군의관을  

맡았고, 그의 능력을 이용해 대전자령 전투(1933년 지청천이 지휘하는 한국독립

군이 중국군과 연합 작전을 전개하여 대전자령을 지나는 일본군을 격파한 전투로 

청산리 전투, 봉오동 전투와 함께 ‘독립군 3대 대첩’으로 불림)에서 크게 활약할 

수 있었다.

1933년 6월 일본군 공격을 위해 대전자령에서 매복하다 추위와 굶주림으로 위기 

에 빠졌던 한·중연합군은 신홍균의 기지로 극적인 재정비에 나설 수 있었다.  

갑작스러운 폭우로 일본군의 철수가 지체됐고, 독립군을 비롯한 한·중연합군은 

잠복한 장소에서 어쩔 수 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었는데 식량이 모두 떨어진 상황 

에서 장병들은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렸다. 이때 신홍균이 숲속에서 검은 버섯 

(목이버섯)을 잔뜩 따서 장병들에게 분배했다.

한의사로서 약재에 대한 지식이 풍부했던 신홍균은 식량으로 쓸 수 있는 식재료를 

발견한 것이다. 이를 본 지청천은 모든 부대에 지시하여 장병들에게 버섯을 먹게 

했고, 굶주림을 해결한 한·중연합군은 기운을 회복하여 이틀 뒤 대전자령을 지나 

던 일본군을 공격해 큰 승리를 맞았다. 신홍균은 독립군들의 부상을 치료하고  

건강을 돌보는 것을 지속했고 대전자령 전투 이후로도 병사들을 끌고 산림지대를 

이동해가며 항일 운동을 펼쳤다.

한편, 중국 길림구국군 사령관 오의성은 한국독립군에게 무기의 절반 이상을  

넘기라는 요구를 몇 차례나 강요해왔는데 지청천은 이들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

를 빌미로 오의성은 330여 명의 한국독립군을 강제 무장해제시키고, 상당수의  

장교와 사병들을 구금했다. 지청천 역시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신홍균은  

다행히 구금되지 않아 남은 병사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했고, 이때 선전대(한국독

립군의 활약상을 알리기 위해 단원 8~10명으로 조직된 팀)와 계몽강연을 나갔던 

한국독립군 참모 조경한이 돌아왔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조경한도 매우 당황했지

만, 오의성을 찾아가 설득함으로써 한국독립군은 대다수 풀려났으나 지청천만은 

군의관으로 

발휘한 기지

「동아일보」1927년 7월 9일자 김중건 재판기사와 
끌려가는 대진단원들의 사진(위)과

중국 목단강 마을 최고령 이장님이 갖고 있던 
신홍균의 일기장(아래)

신홍균의 조카인 독립운동가‧한의사 신현표가 저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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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홍균이 걸어온 항일의 길은 결코 녹록지 않았다. 월남유서(신홍균의 조카  

신현표가 이북에서 내려오면서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기록한 자신과 가족의 일

대기)에 따르면, 1919년 가을 일본 헌병들이 신홍균의 독립운동에 대한 보복으로 

그의 동생인 신동균을 살해해 압록강에 수장했다는 가슴 아픈 가족사가 나온다. 

그 뒤 1년 6개월여가 지난 1921년 1월 신홍균은 동생의 복수에 나섰고, 이러한 비

통한 감정은 일생을 독립운동에 몸 바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였을 것이라  

짐작된다.

신홍균의 유지를 받든 이들 중에는 비슷한 시기 독립운동가·한의사로서 활동한 

조카 신현표와 종손인 신준식 자생의료재단 명예이사장과 신민식 자생의료재단  

병원장도 포함됐다. 현재까지도 신준식 명예이사장은 ‘의술(醫術)이 아닌 인술 

(仁術)’이라는 아버지와 작은할아버지의 신념을 자생한방병원 설립 가치의 근간

으로 삼아 한의사 독립운동가문 후손의 의무를 다하는 데 힘쓰고 있다. 

신홍균의 유지를 

잇는 사람들

대전자령 전투가 있던 중국 연길 라자구(왼쪽)와 중국 길림성에 위치한 장백현17도구의 현재모습(오른쪽)

대전자령 전투 당시 상황을 게재한 중앙일보
(1975년 4월 16일자)

신민식 병원장(왼쪽)이  
신현표의 묘지 비석을 살펴보고 있다

풀어주지 않았다. 이때 신홍균이 불쑥 나서며 한국독립군과 길림구국군 사이에서 

다음과 같이 일장 연설을 했다. 

“내 나이 50이 되도록 독립운동에 참여하기 위해 처자를 버리고 만주에 와서 

돌아다니다가 김소래(김중건) 선생을 만나 지도를 받았는데 

그분은 불행히 공산도배에게 학살됐다. 그분의 평일 유명에 의해 지청천 장군의 

휘하에 들어와 장군을 유일한 지주로 앙모하고 섬겨 왔는데 

또 장군을 잃게 됐으니 내 살아 무엇하랴? 

이로써 목숨을 끊겠노라.”

실제로 신홍균은 자결을 시도했는데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 목숨을 건 그의 연설 

을 듣고, 지청천과 신홍균의 활약상이 컸던 대전자령 전투에서 승리한 시점에  

전리품을 더 갖기 위해서 지청천을 감금하고, 신홍균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건 옳

지 않다는 내부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길림구국군은 결국 지청천을 풀어주었다. 

만약 신홍균이 아니었다면 지청천은 필시 사망했을 것이고, 1940년대 임시정부 

계열 인사들과 함께 광복군을 설립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이후 신홍균은 목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독립운동의 끈을 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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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년 일본은 만주사변을 일으켜 급기야 1932년 3월 만주국과 만주군을 수립

하기에 이른다. 이는 만주에서 활동하고 있던 독립운동단체들이 중국 민중들과  

함께 본격적인 한·중연합 작전을 벌이게 되는 계기가 됐다. 

만주사변 이후에도 신홍균은 김중건과 함께 원종교와 대진단을 이끌며 독립운동

을 지속해나갔다. 그러던 1933년 3월 초 한국독립군의 장군인 지청천으로부터  

김중건에게 연합 제의가 들어왔다. 당시 한국독립군은 동만주 소련 국경지대에

서 중국 항일의용군인 길림구국군과 연합해 1933년 2월 전투를 벌여 승리를 거두 

고 동경성을 점령한 상태였다. 김중건은 이 제의를 받아들여 비축했던 물자와  

제1진 정예병 50여 명을 파견했다. 여기에 신홍균도 속해 있었다. 그러나 김중건

은 지청천과의 합류를 준비하던 중 조선공산군의 습격으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

했다. 이 사건은 신홍균의 가슴 속에 평생의 한으로 남게 된다. 김중건을 지키지 

못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느낀 것이다.

신홍균은 1933년 3월 김중건의 마지막 지시에 따라 부하들을 이끌고 지청천이  

이끄는 한국독립군에 합류했고, 이로 인해 한국독립군은 그 규모나 군사력이  

크게 향상됐다. 독립군에 합류한 신홍균은 ‘한의사’라는 본업을 살려 군의관을  

맡았고, 그의 능력을 이용해 대전자령 전투(1933년 지청천이 지휘하는 한국독립

군이 중국군과 연합 작전을 전개하여 대전자령을 지나는 일본군을 격파한 전투로 

청산리 전투, 봉오동 전투와 함께 ‘독립군 3대 대첩’으로 불림)에서 크게 활약할 

수 있었다.

1933년 6월 일본군 공격을 위해 대전자령에서 매복하다 추위와 굶주림으로 위기 

에 빠졌던 한·중연합군은 신홍균의 기지로 극적인 재정비에 나설 수 있었다.  

갑작스러운 폭우로 일본군의 철수가 지체됐고, 독립군을 비롯한 한·중연합군은 

잠복한 장소에서 어쩔 수 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었는데 식량이 모두 떨어진 상황 

에서 장병들은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렸다. 이때 신홍균이 숲속에서 검은 버섯 

(목이버섯)을 잔뜩 따서 장병들에게 분배했다.

한의사로서 약재에 대한 지식이 풍부했던 신홍균은 식량으로 쓸 수 있는 식재료를 

발견한 것이다. 이를 본 지청천은 모든 부대에 지시하여 장병들에게 버섯을 먹게 

했고, 굶주림을 해결한 한·중연합군은 기운을 회복하여 이틀 뒤 대전자령을 지나 

던 일본군을 공격해 큰 승리를 맞았다. 신홍균은 독립군들의 부상을 치료하고  

건강을 돌보는 것을 지속했고 대전자령 전투 이후로도 병사들을 끌고 산림지대를 

이동해가며 항일 운동을 펼쳤다.

한편, 중국 길림구국군 사령관 오의성은 한국독립군에게 무기의 절반 이상을  

넘기라는 요구를 몇 차례나 강요해왔는데 지청천은 이들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

를 빌미로 오의성은 330여 명의 한국독립군을 강제 무장해제시키고, 상당수의  

장교와 사병들을 구금했다. 지청천 역시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신홍균은  

다행히 구금되지 않아 남은 병사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했고, 이때 선전대(한국독

립군의 활약상을 알리기 위해 단원 8~10명으로 조직된 팀)와 계몽강연을 나갔던 

한국독립군 참모 조경한이 돌아왔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조경한도 매우 당황했지

만, 오의성을 찾아가 설득함으로써 한국독립군은 대다수 풀려났으나 지청천만은 

군의관으로 

발휘한 기지

「동아일보」1927년 7월 9일자 김중건 재판기사와 
끌려가는 대진단원들의 사진(위)과

중국 목단강 마을 최고령 이장님이 갖고 있던 
신홍균의 일기장(아래)

신홍균의 조카인 독립운동가‧한의사 신현표가 저술한
 「월남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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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홍균이 걸어온 항일의 길은 결코 녹록지 않았다. 월남유서(신홍균의 조카  

신현표가 이북에서 내려오면서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기록한 자신과 가족의 일

대기)에 따르면, 1919년 가을 일본 헌병들이 신홍균의 독립운동에 대한 보복으로 

그의 동생인 신동균을 살해해 압록강에 수장했다는 가슴 아픈 가족사가 나온다. 

그 뒤 1년 6개월여가 지난 1921년 1월 신홍균은 동생의 복수에 나섰고, 이러한 비

통한 감정은 일생을 독립운동에 몸 바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였을 것이라  

짐작된다.

신홍균의 유지를 받든 이들 중에는 비슷한 시기 독립운동가·한의사로서 활동한 

조카 신현표와 종손인 신준식 자생의료재단 명예이사장과 신민식 자생의료재단  

병원장도 포함됐다. 현재까지도 신준식 명예이사장은 ‘의술(醫術)이 아닌 인술 

(仁術)’이라는 아버지와 작은할아버지의 신념을 자생한방병원 설립 가치의 근간

으로 삼아 한의사 독립운동가문 후손의 의무를 다하는 데 힘쓰고 있다. 

신홍균의 유지를 

잇는 사람들

대전자령 전투가 있던 중국 연길 라자구(왼쪽)와 중국 길림성에 위치한 장백현17도구의 현재모습(오른쪽)

대전자령 전투 당시 상황을 게재한 중앙일보
(1975년 4월 16일자)

신민식 병원장(왼쪽)이  
신현표의 묘지 비석을 살펴보고 있다

풀어주지 않았다. 이때 신홍균이 불쑥 나서며 한국독립군과 길림구국군 사이에서 

다음과 같이 일장 연설을 했다. 

“내 나이 50이 되도록 독립운동에 참여하기 위해 처자를 버리고 만주에 와서 

돌아다니다가 김소래(김중건) 선생을 만나 지도를 받았는데 

그분은 불행히 공산도배에게 학살됐다. 그분의 평일 유명에 의해 지청천 장군의 

휘하에 들어와 장군을 유일한 지주로 앙모하고 섬겨 왔는데 

또 장군을 잃게 됐으니 내 살아 무엇하랴? 

이로써 목숨을 끊겠노라.”

실제로 신홍균은 자결을 시도했는데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 목숨을 건 그의 연설 

을 듣고, 지청천과 신홍균의 활약상이 컸던 대전자령 전투에서 승리한 시점에  

전리품을 더 갖기 위해서 지청천을 감금하고, 신홍균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건 옳

지 않다는 내부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길림구국군은 결국 지청천을 풀어주었다. 

만약 신홍균이 아니었다면 지청천은 필시 사망했을 것이고, 1940년대 임시정부 

계열 인사들과 함께 광복군을 설립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이후 신홍균은 목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독립운동의 끈을 놓지 않았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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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자령 전투 당시 상황을 게재한 「중앙일보」보도
(1975년 4월 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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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진은 세종대왕의 다섯째 아들 광평대군의 17대손으로, 왕의 친족이다. 그의 

아버지 이경하는 조선왕조 무관으로 병인양요(1866년에 흥선대원군의 천주교 탄

압인 병인박해를 구실로 삼아 외교적 보호를 명분으로 프랑스가 일으킨 전쟁) 때 

프랑스군과 전투를 벌여 승리로 이끌었다. 이때 그의 집안이 다시 일어서는 태동

기를 맞이한다. 

그는 청년기까지는 호기롭고 호탕하며 음주가무를 즐기는 ‘호인’이었다. 그런데 

그 시절 이범진은 거리에서 일본인들에게 구타를 당하는 수모와 치욕을 당하게 

된다. 당시 부동산 매매 관련 문제가 발생해 그의 집이 일본인에게 넘어가는 상황

에 이르렀고, 상상도 못 할 만큼의 폭행을 당하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반일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이후 이범진은 과거에 급제한 뒤 여흥 민씨 집안의 신임을 얻어 

조정 내 요직을 두루 거치고, 초고속 승진과 출세를 하게 된다. 

반일감정을 

싹틔운 청년시절

- 대한제국의 정치가, 외교관, 애국지사
- 1896년 아관파천을 단행하며 친러파 내각 조직
- 1901년 러시아 상주 공사로 임명
- 1911년 경술국치에 반대하여 자결 순국
- 1991년 건국훈장 애국장 추서

이범진(李範晉) 공사(1852.9.3.~1911.1.26.)

1800년대 후반, 조선은 여흥 민씨 집안의 민비와 그 친인척들이 정권을 잡았고, 

조선시대 전체를 통틀어 나라가 가장 가난하고 혼란스러운 시기였다. 그러나 같은 

시기 일본은 1년 예산의 70%를 국방력에 쏟으며 ‘침략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1895년 경복궁에서 민비가 일본군에게 암살된 사건인 을미사변이 있었고, 이범

진은 고종의 어명을 받아 일본군 감시를 피해 궁궐 담을 뛰어넘었다. 러시아공사 

웨베르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한 그는 1년 뒤 1896년 고종과 왕세자를 러시아공사

관으로 피신시키는 아관파천을 주도했다. 

그 후 이범진은 외교를 위해 1897년부터 미국 워싱턴 주재 특명전권공사로 자원, 

파견돼 4년간 재직했다. 1900년에는 프랑스·오스트리아·독일 3국 겸임 공사에 

임명됐는데 이 시절에 둘째 아들 이위종이 미국, 프랑스, 러시아 등지에 이범진

과 함께 다니면서 4개 국어 이상을 능숙하게 하는 외교관으로 성장했다. 이 경험

을 토대로 아들 이위종은 이후 20살이 됐을 때 이준, 이상설과 함께 헤이그 특사

(1907년 고종이 비밀리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2회 만국평화회의에 참가

하기 위해 특사 이준, 이상설, 이위종을 파견하였던 사건)가 되어 네덜란드로 향

했다. 이준과 이상설은 신뢰할 수 있으면서도 유럽에서 소통이 가능한 ‘입과 귀’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한편, 이범진은 1901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상주하는 초대 

주러 전권공사로 임명되어 대한제국의 주권을 지키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 

청·일전쟁(청나라와 일본이 조선의 지배권을 놓고 1894년 7월 25일부터 1895

년 4월까지 벌인 전쟁) 이후 1903년 8월에 진행되기 시작한 러시아 차르 정부와  

일본 간 협상에서 일본은 만주에서 러시아의 주도권을 인정해 주는 대신 한반도

에서 일본의 주도권을 요구했다. 하지만 러시아는 이를 거부하고, 한반도 북위 

39도선을 경계로 북쪽은 러시아, 남쪽은 일본이 주도권을 갖는 분할 통치를 제안 

했으나 결렬됐다. 일본은 1904년 협상 결렬 후 러시아가 향후 전략적 이익을  

위해 전쟁을 선택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대한제국에 대한 독점적 영향력을 얻기 

위해 러·일전쟁을 선택했다.

국권 회복에 

힘을 쏟은 외교활동

고종이 이범진에게 하사한 친필 작품(1885.1.15.)

* The-K 매거진 2020년 7월호 「교과서에 없는 역사 이야기」‘이준 선생’ 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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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통과 절망을 통감해온 

애국자의 선택

자결한 이범진 유해가 안치된 
옛 안치소 자리(사진 김동우)(위)와

이범진과 아들 이위종(아래)

상트페테르부르크 파르골로보 3번지 북방 묘지(옛 우스펜스키 공동묘역) 8구역에 조성된 이범진 추모비

안타깝게도 이범진의 유해는 연해주로 가지 못하고 1911년 2월 3일 우스펜스키 

묘지에 안장됐다. 더 가슴 아픈 사실은 1975년 북방 묘지 재정비 과정에서 이범

진의 묘지에 대한 관리 감독의 소홀과 무연고 묘지 분류로 인해 유해가 사라졌다

는 것이다. 뒤늦게 한국 정부는 그가 있었을 곳을 추정해 추모비를 세웠다. 현 파

르골로보 3번지 북방 묘지(과거에는 우스펜스키 공동묘역)에 가면 러시아인 묘비 

사이로 눈에 띄는 한국식 비석을 찾을 수 있다.   

2019년 4월 필자는 MBC 「백 년만의 귀향, 집으로」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 러시

아 지역에서 활동한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을 만났는데, 그들을 통해 100년 만에 

공개된 러시아 비밀 외교문서를 볼 수 있었다. 

문서에 따르면 외교관에서 면직당한 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거주하던 이범진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독립운동을 도왔다고 전해진다. 그는 연해주 블

라디보스토크에 있는 최재형에게 1만 루블을 보냈는데, 알고 보니 자신의 생활비

조차 남기지 않고 전 재산을 보낸 것이었다. 이것은 곧 자결을 의미했다. 또한 공

개된 비밀문서에는 이범진이 영양실조에 걸려 생활할 수 없다는 내용과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가 ‘일본이 알면 안 되니 비밀리에 생활비를 지원해 주도록 하

라’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그리고 문서에는 ‘그는 대한제국의 애국자이니….’ 라

는 표현이 있었다. 이것이 아무도 몰랐던 대한제국 마지막 외교관의 모습이었다. 

훗날 정부에서는 이범진의 공훈을 기려 1963년에는 대통령 표창을, 1991년에는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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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년 2월, 일본은 러시아 제국에 전쟁을 선포했고, 한일의정서(러시아와 전쟁

을 일으킨 일본이 중립을 주장하는 대한제국을 세력권에 넣기 위해 1904년 1월 

대한제국 황성을 공격하여 황궁을 점령한 뒤 같은 해 2월 23일 강제로 체결한 조

약)를 체결했으며, 러시아 공사 이범진의 소환을 요구했다. 이에 고종은 1904년 

5월 18일 러시아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사관 폐쇄와 공사 소환을 지시했으나 

이범진이 불응했다. 같은 해 9월 1일 결국 이범진은 면직됐다. 고종은 소환 지시 

명령과 함께 별도의 밀명을 함께 내렸다. 

이범진은 차남 이위종과 함께 1906년 초 공사관이 폐쇄된 후에도 러시아 정부를 

대상으로 국권회복을 위한 활동을 지속했다. 그러던 중 1907년 6월 헤이그 특사 

이상설과 이준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때 외국어에 능통한 아

들 이위종을 특사에 합류시켰다. 그리고 러시아 황제에게 후원을 요청하여 밀사

들이 러시아 호위병의 보호를 받아 헤이그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조처하는 

등 헤이그밀사 파견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도 했다. 

1908년엔 이위종을 연해주로 보내 최재형, 안중근 등이 몸담고 있던 의병단체 동

의회 창설을 지원했다. 이때 이범진이 동의회에 보낸 군자금은 1만 루블에 달했

다. 1만 루블은 당시의 가치로 40억 3,253만 원이었다. 

이범진은 공사관 폐쇄 이후 작은 집에서 여생을 보내다 1910년 8월 29일 경술국

치(대한제국이 멸망하고 일본 제국의 식민지로 전락해 일제 강점기가 시작된 한

일합병조약) 소식을 듣고 1911년 1월 26일, 권총으로 자살을 기도했으나 실패하자 

목을 매 자결했다. 그는 러시아 궁내성, 고종 그리고 이위종 앞으로 3통의 영문 

전보를 유서로 남겼다.

당시 이범진의 자결 소식은 러시아 내에서도 화제였다. 주요 언론사의 1면 전체

를 다룰 만큼 당시 국제정세상 그의 자결이 가진 의미는 상당했다. 이범진의 자살

은 나라는 망했지만 자신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불굴의 투쟁정신을 표현한 

것이다. 즉, 그는 자신의 목숨조차 반일투쟁의 수단으로 내놓은 셈이다. 이를 두

고 당시 서울 주재 러시아 총영사 소모프는 “적들에게 가장 잔인하고 확실한 복수

를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범진은 자결 거행 며칠 전 장례회사를 찾아가 2,500루블을 선지급했다. 

본인의 장의비용과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까지의 유해 운반비용이었다. 블라디

보스토크에는 한인 동포들이 세운 마을 신한촌과 최재형, 이상설, 이범윤 등 독립

운동 지도자급 인사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안창호, 이승만 등으로 대표되는 

미주 샌프란시스코 국민회에 7,000루블, 블라디보스토크 거류민회 5,000루블 등 

총 1만 2,000루블을 독립자금으로 남겼다.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임무였다.

항일운동 후원을 위한 

열렬한 마음

초대 러시아 상주 공사 시절의 이범진(위)과
공개된 100년 전 외교문서 중 일부로, 러시아에서 

이범진 사망 전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아래).

“귀환 명령은 일본의 압박에 따른 것이므로 

돌아오지 말고 러시아에 남아라.”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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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희는 1861년 4월 8일 충북 청주에서 태어났다. 1861년은 최제우가 동학을  

창시한 바로 다음 해로 포교 활동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해이자, 동학 2대 교주 

최시형이 동학에 입문해 최제우의 제자가 된 해이기도 하다.

고종 19년(1882년), 스물둘의 손병희는 평등사상을 내세운 동학에 입문했다. 그

는 입문 3년 만에 동학 2대 교주 최시형을 만나 착실한 신도가 됐고, 이 사이 동

학의 교세는 날로 퍼져갔다. 1892년 손병희는 최시형 등 간부들과 함께 교주 최

제우의 신원 운동(동학교도들이 교주 최제우의 죄명(혹세무민(惑世誣民),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속임)을 벗기고, 종교의 자유를 얻기 위해 펼친 운동)을 전개

했는데, 이 무렵 정부의 부정부패가 심화되어 전라도 지역에서는 전봉준이 동학

교도들과 함께 일대 항쟁을 전개했다. 손병희는 1894년 호서지방 중심의 북접(北

接) 사령관인 통령 관직에 임명되어 남접의 전봉준과 함께 동학농민운동의 기수

로서 활약했다.

손병희가 이끌던 북접군은 관군을 연파했고, 전봉준과 합세해 남북접연합군을 형

성했다. 그러나 관군의 진압과 일본군의 개입으로 공주 우금치 전투(1894년)에서 

패전하면서 동학농민운동은 사실상 종결됐고, 손병희는 도망자 신세가 됐다. 전봉

준을 위시한 우두머리들은 체포되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오직 손병희만 살아

남았다. 손병희는 원산, 강계 지역으로 몸을 피했다. 이후 그는 관군의 추격을 피해 

함경도와 평안도 지방에서 교세 확장 및 포교에 힘썼고, 최시형에게 성실한 태도와 

역량을 인정받아 ‘의암(의로운 암자(사찰) 같은 인물이 되라는 뜻)’이란 호를 받았다.  

1897년 손병희는 스승 최시형으로부터 동학 제3대 교주로 임명됐다. 1898년  

관군은 최시형을 붙잡아 단성사 뒤편에서 교수형을 거행했고, 1901년 계속되는 

탄압을 피해 손병희는 일본으로 밀항하면서 이상헌이라는 가명으로 활동했다.

동학에 입문하며 맞은 

인생 전환기

- 구한말 독립운동가
- 1894년 9월 동학농민운동 참여
- 1905년 12월 동학을 천도교로 개칭
- 1919년 3·1운동에 민족대표로 참여 
-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

손병희(孫秉熙) 선생(1861.4.8. ~ 1922.5.19.)

손병희는 일본에서 망명 중인 개화파 지식인들과 교류하며 새로이 구국의 길을 

모색했다. 또한, 1904년에는 갑진혁신운동(甲辰革新運動)을 추진하여 교도들에

게 양복을 입게 하고, 단발을 지시하는 등 서구적 문명 개화운동을 전개했다. 아

울러 심복인 이용구를 국내에 파견, 진보회를 결성케 하여 중추기관으로 삼았다. 

진보회는 회원이 11만 명에 달하는 큰 단체로 발전했지만, 많은 회원이 참살, 익

사 당하기도 했다. 결국, 이 단체가 동학교도들인 것이 밝혀지자 정부의 탄압이 

더욱 극심해졌다. 

그는 진보회를 앞세워 농민층을 중심으로 한 민중들을 규합해나가려 했지만,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버린 이용구가 이끄는 진보회는 손병희의 뜻과 달리 친일매

국단체인 일진회로 변질되면서 일제의 앞잡이가 되어 매국 행위를 서슴없이 자행 

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 손병희는 1905년 동학을 천도교로 개칭함으로

써 친일화된 진보회와의 단절을 서두르는 한편, 1906년 1월 귀국했다. 이후 동학  

내부에서 활동하던 일진회의 친일 인사들을 출교시켰고, 정치와 종교를 분리해 

교세 확충에 전력을 다했다.

천도교를 창건하고 

조직을 재정비하다

청주시 북이면 금암리에 있는 손병희 생가와 기념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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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독립선언서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를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모두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우리 후손이 민족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할 것이다.

이 선언은 오천 년 동안 이어 온 우리 역사의 힘으로 하는 것이며,

이천만 민중의 정성을 모은 것이다. 

우리 민족이 영원히 자유롭게 발전하려는 것이며,

인류가 양심에 따라 만들어가는 

세계 변화의 큰 흐름에 발맞추려는 것이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고 시대의 흐름이며, 

전 인류가 함께 살아갈 정당한 권리에서 나온 것이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 독립을 가로막지 못한다.

(후략)

전개하여 독립의 열망을 알리고, 일본의 정부와 귀족원·중의원, 조선총독부 파리

강화회의의 열국 대표에게 한국의 독립에 관한 의견서와 청원서를 보내기로 했다.

손병희는 최린, 권동진, 오세창과 3·1운동의 골간이 된 대중화·일원화·비폭력

화의 3대 원칙에 합의하고 각 교계의 중심인사들을 규합해 나갔다. 최남선에게 독

립선언서 초안 작성을 지시했고, 독립선언서와 청원서 등이 완성되자 손병희는 

직접 이를 검토했다. 그리고 천도교계와 기독교계의 검토가 이루어진 후, 천도교

의 인쇄소인 보성사에서 독립선언서를 인쇄했다. 손병희를 중심으로 천도교 15

명, 기독교 16명, 불교 2명의 총 33명 민족대표가 독립선언서에 서명했다. 3월 3

일이었던 거사일은 고종의 장례식과 겹쳤기 때문에 혹여 장례식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3월 1일 오후 2시 태화관으로 앞당겨지며 최종 확정됐다. 

1919년 3월 1일. 총 29명의 민족대표가 태화관에 모여 독립선언식을 진행했다. 나

머지 4명(길선주, 김병조, 유여대, 정춘수)의 민족대표는 각 지역에서 민중들과 함

께 태극기를 배포하고 함께 만세를 외쳤다. 이들이 피운 대한독립의 불꽃은 남녀

노소·지역·국경을 초월해 퍼져나갔다. 이는 한 달 뒤 1919년 4월 상해에서 대한

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중국·인도·중남미 등 제국

주의에 신음하는 수많은 나라로 퍼져나갔다.

선언식을 마친 후 일경에 연락하여 자진 체포된 손병희는 1920년 경성복심법원에

서 징역 3년형을 언도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다 1년 8개월 만에 뇌출

혈로 풀려났다. 그러나 옥고의 여독으로 1922년 5월 19일 천도교 건물 상춘원(종

로구 숭인동 72번지)에서 요양 중 생을 마감했다. 그의 유해는 서울 우이동 언덕에 

안장됐고, 1966년 종로 탑골공원(파고다공원)에 그의 동상이 세워졌다.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서(위)와
민족대표 33인의 독립선언식(아래)

손병희 동상(종로 탑골공원)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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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손병희는 동학의 본질인 ‘인내천(人乃天)’ 사상을 일깨워, ‘사람이 곧 한울(하

늘)이니 지금의 세상이 이처럼 혼란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 혼란한 때문’이라면서 

‘먼저 사람의 마음을 고쳐 세상의 혼란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손병희는 민족의식에 뿌리를 둔 천도교에서 살아왔기에 민족을 위해 도움이 되는 

길을 찾아야 했다. 이를 위해 그는 계몽운동으로 눈을 돌렸고, 각 학교에 의연금

을 지원하여 교육을 통한 구국의 길을 모색해 갔다. 또 보성사(普成社)라는 출판

사를 세우고, 「천도교월보」(1910년 8월 15일 창간되어 1937년 5월 폐간되기까지 

통권 제295호를 낸 천도교회의 월간 기관지)와 「만세보」 등 각종 서적을 발행하여 

계몽과 문화사업에 관한 관심도 늦추지 않았다.

국내 상황은 1904년 망국 사태를 인식한 의병의 궐기가 눈부셨고 한편으로 교육, 

문화 등 국민계몽을 통한 실력양성 운동이 전개됐다. 천도교단의 처지에서 볼 때 

대체로 동학과는 사상이 상충하여 의병에 합류하기는 어려운 처지였고, 더욱이 

1894년 동학농민운동을 통해 무력투쟁에 대한 실패의 경험을 겪은 처지에서 또

다시 무력항쟁의 방략을 구사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추지 못한 것이 실상이었다. 

1907년 손병희는 일본 망명 중 민족혼을 일깨우고 독립정신을 함양시키는 데 가

장 중요한 것은 교육임을 깨닫고, 귀국 후 학교를 설립하고자 했으나 여의치 않아 

먼저 여러 학교에 후원했다. 당시 문창학교, 보창학교, 양영학교, 창동학교, 합동

소학교, 광명소학교, 석촌동소학교 등 경영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에 일정

액의 후원금을 매월 지원했다. 나중에는 당시 최대의 사립학교였던 보성전문학교

(현 고려대학교)와 동덕여학교(현 동덕여자대학교)를 인수해 경영하며 민족의 동

량을 육성했다. 이밖에도 대구의 교남학교(현 대륜고등학교), 일신보통학교, 청주 

종학학교 등 7~8개 학교를 후원하거나 설립했다.

비통과 절망을 통감한 

애국자의 선택

3·1운동의 불꽃을 

일으키다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종국에 가까워져 파리강화회의(제1차 세계 대전의 전

후 처리에 관한 회의로, 1919년 1월 18일, 프랑스 외무부에 전승국인 27개국 대표

가 모여 시작됨)가 열리려던 때에, 손병희는 미국 윌슨 대통령이 주창한 민족자결

주의(각 민족은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다른 민족의 간섭을 

받을 수 없다는 주장)에 고무되어, 평소에 뜻을 같이하고 있던 보성고등보통학교

(現 보성중·고등학교)장 최린, 천도교 도사 권동진, 오세창 등과 함께 독립을 위

한 제반사항을 협의하기 시작했다.

1919년 1월 동경유학생 송계백이 손병희를 찾아왔다. 2월 8일 동경 히비야 공원에

서 2·8 독립선언을 학생들이 외칠 것이고, 이미 거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었다. 또한, 이때 고종이 승하하며 반일감정이 극에 달했고, 국내에서도 독립선언 

계획이 급속히 추진되기에 이르렀다. 손병희는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시위를 

민족대표 33인

서울 송현동에 건립된 천도교중앙총부 건물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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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에 없는 역사 이야기어제, 기억하기 「교과서에	없는	역사	이야기」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숨겨진	영웅들의	이야기를	소개하여	

역사적인	의미를	되새기고자	마련한	코너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라”는 유언을 남기고 작고한 노백린 장군. 그는 조국 독립을 꿈꾸는 청년으로 먼 타국에서 비행사가 되어 독립전

쟁을 위한 항일 비행군단을 조직했다. “앞으로 승리는 하늘을 지배하는 자에게 있다”며 「독립신문」에서 밝힌 그의 신념은 오늘날까지 이

어지며 자주국방에 있어 공중전력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하고 있다. 평생을 무인과 군인으로 항일 무장 전투력을 향상시키는 데 헌

신한 노백린 장군은 잊지 말아야 할 하늘의 독립운동가다.

글. 정상규(「잊혀진 영웅들, 독립운동가」의 저자)

교과서에 없는 역사 이야기 「교과서에	없는	역사	이야기」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숨겨진	영웅들의	이야기를	소개하여	

역사적인	의미를	되새기고자	마련한	코너입니다.

‘노백린 장군’

대한민국 공군의 초석을 세운 
창공의 아버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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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도 송화에서 태어난 노백린은 어릴 적부터 호탕하고 기백이 남달랐다. 메이

지 유신(19세기 후반 일본의 메이지 천황 때, 에도 막부를 무너뜨리고 중앙 집권 

통일 국가를 이루어 일본 자본주의 형성의 기점이 된 정치적, 사회적 변혁의 과

정) 시절,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군사전문학교에서 군사 지식을 습득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그 후 1900년 10월, 육군 참위(오늘날의 육군 소위)에 임관되

어 한국무관학교 보병 교관으로 활동했다. 교관으로서 수많은 조선의 군인을 양

성했고 꾸준히 승진하여 육군무관학교장 및 헌병대장을 역임했다.

이후 을사늑약(1905년에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기 위해 강제적으로 

맺은 조약)이 체결되면서 1906년 3월 이토 히로부미는 한성에 통감부를 설치하

고 대한제국 측 고관들을 초청하여 연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노백린도 참석하게 

됐는데 현장에 있던 이완용, 송병준 등의 역적을 향해 개를 부르는 것처럼 “워리, 

워리” 하며 불렀다는 일화가 있다. 그때 그 말의 의미를 파악한 일본군 사령관 하

세가와 요시미치가 칼을 빼들어 덤비려 하자 노백린도 칼을 빼어 대응하려 했다. 

이토 히로부미가 황급히 하세가와 사령관을 말려 더 큰 화는 막았으나 연회 분위

기는 엉망이 되고 말았다. 그 후 노백린은 미국에서 귀국한 안창호, 양기탁, 이동

녕 등과 함께 1906년 비밀 결사 조직인 신민회를 결성하여 국권 회복을 위해 노력

하고, 고향인 황해도 송화에 광무학당이라는 민립학교를 세워 교육 운동을 전개

했다. 1908년에는 김구, 최명식, 김홍량 등과 함께 해서교육총회(1908년 황해도 

지역의 교육을 위해 조직된 교육 계몽단체)를 조직하여 구국 교육 운동을 계속했다. 

청년 시절부터 돋보인 

무인의 기백과 

강직한 성품

정상규�작가는�지난�7년간�역사에�가려지고�숨겨진�위인들을�발굴하여�다양한�역사�콘텐츠로�알려왔다��최근까지�514명의�독립운동가�후손을�만나�그들의�이야기를�기록하고��그들의�보건�및�
복지문제를�도왔으며��오랜�시간�미�서훈�나라를�위해�세운�공로의�등급에�따라�훈장을�받지�못한�된�유공자를�돕는�일을�맡아왔다�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방조약(대한제국의 통치권을 일본에 양여함을 규정한 

조약)이 체결되자 노백린은 관직을 사퇴하고 낙향했다. 조선총독부에서 그에게 

남작 작위를 내리고 은사금을 주었지만, 그는 모두 거절하고 받지 않았다. 그러

던 중 중국 시찰이라는 명목으로 중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자 조명구와 함께 

상해로 가서 배를 타고 미국으로 망명했다. 노백린은 미국 하와이에서 박용만

과 함께 항일 군사단체인 국민군단을 창설하여 독립군 양성을 위해 힘썼다. 원래 

미국 내 외국인의 군사 활동은 금지돼 있었으나 하와이 미군 사령관이 이를 묵인 

해주었다. 군사시설과 체제는 미국식을 받아들이고 총은 목총을 사용하여 훈련했

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노백린은 일찍부터 항공 전력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공군력의 확보·육성을 강조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노백린, 최용덕, 권기옥 

등을 공군의 창건 주역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공식적으로 이들을 ‘대한민국 공군

의 효시’로 여기고 있다. 

1916년 노백린은 일찍이 교류가 있던 김좌진, 윤치성, 유장렬, 채기중과 함께 대

한광복단(1913년 조직된 독립운동 단체로, 비밀 결사로 조직되어 암살 등 무력

조국 독립을 위한 활발한 활동 

그리고 비행학교의 탄생

노백린의 한국무관학교 교관 시절 모습
(뒷줄 왼쪽부터 3번째가 노백린)

-독립운동가
- 1904년�대한제국�육군무관학교장, 헌병대장, 
육군연성학교장�역임

- 1907년�대한제국군이�강제해산되자�안창호, 
윤치호�등과�신민회�조직 

- 1920년�미국�캘리포니아주에�대한민국�임시
정부�한인�비행학교�개교

-1923년�대한민국�임시정부�국무총리�취임
-1962년�건국훈장�대통령장�추서

노백린(盧伯�) 장군(1875.1.10.~192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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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도 송화에서 태어난 노백린은 어릴 적부터 호탕하고 기백이 남달랐다. 메이

지 유신(19세기 후반 일본의 메이지 천황 때, 에도 막부를 무너뜨리고 중앙 집권 

통일 국가를 이루어 일본 자본주의 형성의 기점이 된 정치적, 사회적 변혁의 과

정) 시절,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군사전문학교에서 군사 지식을 습득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그 후 1900년 10월, 육군 참위(오늘날의 육군 소위)에 임관되

어 한국무관학교 보병 교관으로 활동했다. 교관으로서 수많은 조선의 군인을 양

성했고 꾸준히 승진하여 육군무관학교장 및 헌병대장을 역임했다.

이후 을사늑약(1905년에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기 위해 강제적으로 

맺은 조약)이 체결되면서 1906년 3월 이토 히로부미는 한성에 통감부를 설치하

고 대한제국 측 고관들을 초청하여 연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노백린도 참석하게 

됐는데 현장에 있던 이완용, 송병준 등의 역적을 향해 개를 부르는 것처럼 “워리, 

워리” 하며 불렀다는 일화가 있다. 그때 그 말의 의미를 파악한 일본군 사령관 하

세가와 요시미치가 칼을 빼들어 덤비려 하자 노백린도 칼을 빼어 대응하려 했다. 

이토 히로부미가 황급히 하세가와 사령관을 말려 더 큰 화는 막았으나 연회 분위

기는 엉망이 되고 말았다. 그 후 노백린은 미국에서 귀국한 안창호, 양기탁, 이동

녕 등과 함께 1906년 비밀 결사 조직인 신민회를 결성하여 국권 회복을 위해 노력

하고, 고향인 황해도 송화에 광무학당이라는 민립학교를 세워 교육 운동을 전개

했다. 1908년에는 김구, 최명식, 김홍량 등과 함께 해서교육총회(1908년 황해도 

지역의 교육을 위해 조직된 교육 계몽단체)를 조직하여 구국 교육 운동을 계속했다. 

청년 시절부터 돋보인 

무인의 기백과 

강직한 성품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병조약(대한제국의 통치권을 일본에 양여함을 규정한 

조약)이 강제로 체결되자 노백린은 관직을 사퇴하고 낙향했다. 조선총독부에서

그에게 남작 작위를 내리고 은사금을 주었지만, 그는 모두 거절하고 받지 않았다. 

그러던 중 중국 시찰이라는 명목으로 중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자 조명구와 함 

께 상해로 가서 배를 타고 미국으로 망명했다. 노백린은 미국 하와이에서 박용만

과 함께 항일 군사단체인 국민군단을 창설하여 독립군 양성을 위해 힘썼다. 원래 

미국 내 외국인의 군사 활동은 금지돼 있었으나 하와이 미군 사령관이 이를 묵인 

해주었다. 군사시설과 체제는 미국식을 받아들이고 총은 목총을 사용하여 훈련했

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노백린은 일찍부터 항공 전력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공군력의 확보·육성을 강조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노백린, 최용덕, 권기옥 

등을 공군의 창건 주역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공식적으로 이들을 ‘대한민국 공군

의 효시’로 여기고 있다. 

1916년 노백린은 일찍이 교류가 있던 김좌진, 윤치성, 유장렬, 채기중과 함께 대

한광복단(1913년 조직된 독립운동 단체로, 비밀 결사로 조직되어 암살 등 무력

조국 독립을 위한 활발한 활동 

그리고 비행학교의 탄생

노백린의 한국무관학교 교관 시절 모습
(뒷줄 왼쪽부터 3번째가 노백린)

-독립운동가
 ,장대병헌 ,장교학관무군육�국제한대�년4091 -

육군연성학교장�역임
 ,호창안�자되산해제강�이군국제한대�년7091 -

윤치호�등과�신민회�조직 
시임�국민한대�에주아니포리캘�국미�년0291 -

정부�한인�비행학교�개교
-1923년�대한민국�임시정부�국무총리�취임
-1962년�건국훈장�대통령장�추서

노백린(盧伯�) 장군(1875.1.10.~192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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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민족을 

사랑한 별이 지다

노백린은 1922년 6월 국무총리 서리, 1923년 1월 정식 국무총리에 추대됐다. 

1925년 3월 임시정부 대통령 이승만이 탄핵당하여 면직되자, 후임자 박은식이  

노백린을 다시 국무총리로 임명했고, 노백린은 교통 겸 군무부 총장직을 겸하며 

임시정부를 이끌었다. 노백린은 1925년 4월 임시정부 국무총리직을 스스로 사임

하고, 한 달 뒤 참모총장이 되어 독립군 육성에 헌신했다. 그리고 다음 해 1월 상

해 프랑스 조계지 단칸방에서 별세했다. 삶의 끝자락까지 군인으로서 독립운동에 

헌신하려 했던 그의 의지를 느낄 수 있다.

그는 상해에 있을 때 늘 주린 배를 안고 생활해야 했지만, 낙천적인 기질을 잃지 

않았다. 평소 가족에게 말하던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라”는 말이 유언이 되어버린 

그는 평생 소원하던 광복을 보지 못한 채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후학들은 그의 

죽음을 깊이 애도했으며 나라 없는 슬픔을 달랠 길이 없었다. 

노백린은 대한민국 공군을 만든 초대 지휘관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그의 의지는 

후대로 이어졌다. 장남 노선경은 만주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한 뒤 대한독립단에서 

활동했고, 둘째 아들 노태준은 광복군으로 항일전선에 나섰다. 딸 노순경은 3·1

만세 운동에 참가했다가 유관순 열사와 함께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른 뒤 

중국에서 독립군을 지원했다. 노순경의 남편 박정식은 세브란스병원 의사로 있을 

때 독립군에게 자금을 댔고, 중국 하얼빈으로 건너가서 직접 독립군을 치료하기

도 했다. 박정식은 대한제국군 해산에 항거하며 권총 자살을 했던 박승환의 아들

이다. 이처럼 조국을 사랑하는 노백린 가문의 의지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의 큰 주춧돌이 되어주고 있다. 

노백린의 묘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인 비행학교 교관과 학생들 비행 훈련장

임시정부에서 활약할 당시 촬영한 것
으로 생애 마지막 찍은 사진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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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만세 운동이 일어난 1919년, 노백린은 최초 한성 임시정부 군무부 총장을  

역임하고 있었고, 만주를 거쳐 상해로 건너갔다. 1919년 4월 2일에는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창설에 참여해 의원에 선출됐다. 그 뒤 4월 10일, 상해 임시정부 군무부 

총장에 임명되고, 이승만, 안창호, 박용만, 이동휘, 김규식 등과 함께 파리강화 

회의(1919년에 제1차 세계대전의 종결을 위하여 승전국들이 파리에서 개최한 강화 

회의) 대표자 중 한 사람으로 선발됐다. 그는 이동휘, 류동렬, 신채호, 박용만 등과 

함께 무력을 통한 독립운동을 지지하는 쪽에 속했다.

노백린은 정치인으로의 삶을 마무리하고,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 캘리포니아주 샌

프란시스코의 레드우드 비행학교를 찾아갔다. 그는 곽임대의 주선으로 캘리포니

아주에서 쌀농사로 엄청난 거부가 된 김종림을 소개받았다. 노백린이 김종림을 

만나 새로운 비행 군단 창설의 필요성을 역설하자 김종림은 양성소 건설에 필요

한 각종 항공시설 일체를 도맡을 것이며 매달 3,000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

다. 비행 군단 조직은 김종림을 총재로 추대하고 노백린은 총무, 곽임대는 훈련생  

감독을 맡기로 했다. 

드디어 1920년 5월에는 연습용 비행기 2대와 비행사 노정민, 박낙선, 우병옥, 오

림하, 이용선, 이초 등 한인 7인을 초빙하여 교관으로 삼았고, 7월 5일 캘리포니아

주 북부의 소도시 윌로우스시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인 비행학교가 문을 열었다. 

16만㎡ 부지에 활주로를 갖춘 뒤 본격적으로 정식 교육이 시작됐다. 교관은 미국

인 프랭크 브라이언트와 노백린 장군이 만났던 레드우드 비행학교 출신들이 옮겨 

와 맡았다. 스탠더드(Standard) J–1 훈련기 2대로 학생 30명에게 비행술을 교육

했고, 군사 전략과 영어도 가르쳤다. 1918년 영국에서 최초의 독립적인 공군 부대 

가 창설된 것에 비추어보면,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인 비행학교는 시대를  

앞서가는 선택이었다. 이후 연습용 비행기는 5대로 늘어났으며, 1922년 6월에는  

학생 수가 41명에 달했고, 1923년에는 총 77명의 졸업생을 배출해냈다. 항공술

을 배운 졸업생들은 의기가 충천하여 “도쿄로 날아가 쑥대밭을 만들자”라고 호언

장담하기도 했다. 김종림은 훗날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자 환갑을 앞둔 나이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주 방위군에 입대했으며, 그의 두 아들도 미국 해군으로 태평

양 전선에 나서 일본군과 싸웠다.

대한민국 

하늘을 열다

을 통한 독립운동을 벌였다)을 부흥시켰다. 그 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정착한  

노백린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잡지 「태평양 시보」를 만들어 조국의 실상을 알리

고, 독립운동을 권장하는 활동을 했다. 이후 군인으로서의 선견지명으로 앞으로  

전쟁은 육군력보다 공군력이 좌우할 것이라 믿고, 비행사(전투기 조종사)를 양성

하기 위해 지역 유지들을 대상으로 모금 운동에 나섰다. 그의 열의에 감동한 국민

회(1909년 미주 지역의 한인들이 연합하여 결성한 단체) 중앙총회 총무 곽임대는 

매달 600달러씩 지원하기로 약속했고, 이로써 노백린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방 

윌로우스에 기지를 건설하고, 비행사 양성소를 설립할 수 있었다.뒷줄 왼쪽 이승만, 뒷줄 오른쪽 노백린
(1920년 초 워싱턴)

군무부 포고 제1호(1920). 1920년 1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노백린 군무부 총장이 군인의 양성과 
군대 편성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대한민국 군인
으로 지원할 것을 권유하는 포고문(위), 
노백린과 김종림(아래)

1920년 2월 미국 레드우드 비행학교에서 
노백린 임시정부 군무부 총장(가운데)과 한인 청년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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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적부터 총명했던 신익희는 5세 때 둘째 형 신규희에게 한학을 배웠다. 7세 때 

「사서삼경」을 독파하고 7~8세 때 「삼국지연의」와 「수호전」을, 10세 이후 「반계수

록」, 「연려실기술」 등을 모두 독파했다. 또 10세 때 조카들, 집안일을 도와주는 사람

들의 자제들을 불러 모아 한글을 가르쳤다. 어릴 적 그의 모습은 요즘 말로 천재

였으나, 가정은 불우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형편이 여의치 않아 조카와 

함께 하숙하며 가정교사로 일해 직접 학비를 벌어 학교에 다녀야만 했다.

1908년 서울로 상경한 신익희는 관립 한성외국어학교 영어과에 입학했다. 그는 

일제로부터 국권을 되찾고 민족적 수모를 설욕하는 방법은 서구의 진보한 문명

을 수용하여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것임을 깨닫고 영어과를 선택했다. 당시 학

우들은 사회주의 노선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신익희가 무관심한 태도

를 보이자 ‘영국식 젠틀맨’이라고 놀리기도 했다. 조국의 운명은 나날이 쇠락하

더니 결국 그가 한성외국어학교를 졸업한 해에 일제의 식민지가 되고 말았다. 

망국의 상황에 당면한 신익희는 역설적으로 일본 유학을 꿈꾸고, 이때 참판 이

명재의 딸 이승희와 결혼했다. 훗날 신익희와 이승희의 아들 신하균 역시 독립

운동가로 자라 광복군으로 활동했고 건국훈장을 받았다.

실력 양성으로 

국권 회복을 꿈꾸다

1913년 3월 신익희는 와세다대학 정치 경제학부에 입학했다. 이곳에서 그는 유학

생의 통일 조직인 ‘학우회’를 조직해 총무·평의회 의장·회장 등을 역임했다. 그

리고 유학생들은 물론 국내 청년 학생들의 민족정신과 독립사상을 고취했다. 1913

년 귀국하여 고향에 동명강습소를 열어 신문화와 개화사상을 보급했으며, 1917년 

보성 법률상업전문학교로 옮겨 비교 헌법·국제공법·재정학 등을 강의했다. 

그러던 중 1918년 윌슨 미국 대통령이 제1차 세계대전의 강화 원칙으로 ‘민족자

결주의(각 민족은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다른 민족의 간

섭을 받을 수 없다는 주장)’를 천명하자, 신익희는 이를 기회로 우리 민족도 독립

운동을 일으켜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국내 독립운동을 밀의하고, 같은 해 

11월 말 국외 독립운동 단체 및 지도자들과 연락할 사명을 띠고 해외로 나갔다. 

그는 우리의 독립운동은 처음에는 평화로운 방식으로 시작될지라도 결국에는 

군사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에 먼저 만주지방으로 가서 독립군 지도자 김

좌진을 만났다.

1918년 11월 말 상해에 도착한 그는 국내의 독립운동 소식을 기다렸다. 그러나 

아무런 소식이 없자 다음 해 2월 중순 상해를 떠나 천진·북경·심양을 거쳐 3.1

만세 운동 발발 직후인 3월 2일 국내로 귀국했다. 평양을 지나면서 3.1만세운동

을 목격한 그는 곧 서울에서의 대규모 만세 시위를 계획했다. 이에 따라 청년 학

생들이 중심이 된 제2차 독립 만세 시위가 남대문 역 앞에서 대규모로 전개됐는

데, 이 시위는 3월 3일 고종의 장례에 참배하고 귀향하는 사람들에게 강렬한 

본격적으로 시작한 독립운동, 

3.1만세운동 확산의 

도화선이 되다

-독립운동가
- 1917년�중동학교�교사, 보성�법률상업전문학교�교수
- 1919년�상해�임시정부�내무차장�겸�내무총장�서리
-1946년  국민대학�초대학장, 대한반공연맹�총재, 

자유신문사�사장
-1948년�제헌�국회�국회의장
-1955년�민주당�창당�민주당�대표�최고위원
-1962년�건국훈장�대한민국장�추서

신익희(申��) 선생(1894.6.9.~1956.5.5.) 

1919년 10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원 기념 사진
(앞줄 왼쪽부터 신익희, 안창호, 현순, 

뒷줄 김철, 윤현진, 최창식, 이춘숙)

「교과서에	없는	역사	이야기」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숨겨진	영웅들의	이야기를	소개하여	역사적인	의미를	

되새기고자	마련한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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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계몽과 민주화 운동에 

끝까지 힘쓰다

광복 이후 그는 1945년 12월 2일 임정 요원의 제2차 환국 때 벅찬 감격과 자주적 

민족국가 건설의 희망을 안고 귀국했다. 그러나 모스크바 3상 회의(1945년 12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미국·영국·소련 3국의 외상회의에서 한반도의 신탁통

치 문제를 포함한 7개 분야의 의제를 다룬 회의)에서 신탁통치안이 결의되자 김

구를 도와 반탁운동을 선도했다. 이 와중에서도 그는 1946년 국민대학(현 국민

대학교)을 설립하여 민족국가 건설의 동량을 육성하는 한편, 「자유신문」을 발행, 

초대 사장이 되어 민족 자주성을 함양해 갔다. 1948년 5월 제헌의원 선거에 경

기도 광주에서 출마하여 당선됐고, 이후 초대 국회 부의장과 이승만의 후임으로 

국회의장에 선출되어 활동하면서 대한민국 건국에 크게 공헌했다. 

특히 1955년 민주국민당을 민주당으로 확대·발전시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됐으며 1956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으나, 5월 5일 호남선 열차 안에서 

평소 즐기던 홍차를 마시던 중 뇌내출혈로 급사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그의 공

훈을 기려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했다. 1945년 귀국 환영사를 낭독하는 신익희

1956년 5월 3일 한강 백사장에서 대선 연설 중인 신익희 국회의원을 지낸 모습 대통령 선거 후보 출마 선거 유세차

신익희 장례식의 시가행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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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K매거진 5월호_내지.indd   25 2021. 4. 23.   오후 9:51

만주·봉천을 거쳐 3월 19일 상해에 도착한 그는 독립 임시사무소를 찾아갔다. 

이곳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이하 ‘임정’)가 된다. 각지에서 모인 독립운동가들은 

4월 10일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을 구성하고, 임시헌장을 제정한 뒤 4월 13일  

임정의 수립을 대내외에 공포했다. 이때 신익희는 임시의정원 의원(지금의 국회

의원)으로 선임되어 활약했다. 임정이 만들어지자 그는 초대 내무 차장 겸 내무 

총장(현 행안부 장관) 대리로 선임됐다. 이후 그는 임정의 분열을 방지하는 데 

심혈을 쏟았다.

특히 그는 독립운동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국 정부의 협조가 필수임을 인식하고, 

1921년 4월 독립운동 단체인 한중호조사를 창립해 한·중 합작으로 항일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그 후 1923년 임정의 개편을 둘러싸고 개조파

와 창조파의 갈등이 첨예했던 때에 대일 군사 항쟁을 한·중 합작으로 실현하기 

위해 중국 국민당군에 들어갔다. 일본 유학 시절 만난 중국 국민당군 육군 대장 

호경익을 찾아간 신익희는 한·중 합작 투쟁의 명분과 승산을 설명했고, 호경익

의 추천으로 제2군 육군 중장으로 임관했다. 이 시기에 그는 중국 청년 6백 명과 

한국 청년 5백 명을 모집하여 유격대의 일종인 분용대를 편성하고, 군사작전 계

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1924년 가을 신익희의 후원자인 호경익이 사망함에 따라 

한·중 합작에 의한 국내 진공작전 계획은 성사되지 못했다. 

이후 신익희는 조선의용대 병력이 모여 있는 낙양으로 가서 1941년에 한·중 합작

으로 한중문화협회를 조직하여 상임위원으로 활동했으며, 다시 임정에 합류했다. 

1941년 6월 그는 임정에서 외교연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고, 1944년 4월 대

한민국 임시정부 잠행중앙관제(이하 ‘잠행관제’)에 의해 설치된 선전부에서 활동

했다. 잠행관제란 임정이 좌우 연합정부를 구성하면서 헌법을 개정했는데 이때 

정부의 조직과 체제를 제정, 공포한 관제를 말한다. 1944년 4월 잠행관제로 내각

이 개편되자 신익희는 임정 내무부장에 다시 선출되었고, 1945년 2월 임정 내무부 

산하 경위대(임정 요인 경호와 청사경비 담당)를 조직했다. 1945년 8월 10일 쓰촨

성 충칭에서 일본의 태평양전쟁 패전 소식을 접했고, 8월 15일 임정 요원의 귀국 

절차를 중국 정부와 주중 미군 당국의 교섭 대표로 위촉받아 주중 미군사령부에 

찾아가 교섭했다. 교섭은 성공했으나 대한민국 임정은 참전국으로 인정되지 않았

고, 유엔군 측은 임정 소속 독립운동가들을 모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하게 했다. 

참전국으로 인정됐다면 정부 자격으로 여러 대의 비행기 지원이 이뤄져 임시정부 

요인들이 모두 함께 귀국했을 것이고, 환영 나온 국민들의 환대를 받았을 터였다.

한·중 합작을 꾀한 

다방면의 노력

인상을 심어줘 3.1만세운동의 지방 확산에 크게 기여했다. 그는 독립만세 운동

에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본 경찰로부터 지명수배를 당했다. 보성 법률

상업전문학교 법학 교수 및 중동학교 교사직을 사직하고 일본 옷과 신발을 신은 

뒤 도망치는 등 우여곡절 끝에 1919년 3월 14일 농사꾼 차림으로 용산역을 빠져

나와 중국 망명에 성공했다. 

1945년 상해 임시정부수립 기념사진

1945년 임시정부 국내 연락원으로 임명되어 
선발대로 귀국한 요원들(가운데가 신익희)

한국전쟁 당시 제주도 육군제1훈련소를 방문한 
신익희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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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창헌 선생’‘나창헌 선생’

의열 투쟁으로 민족의 의열 투쟁으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한 의학도아픔을 치유한 의학도

일제의 무력통치 아래에서 만세시위 같은 비폭력적 방법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무기와 피로써만 독립을 쟁취할 수 있다는 철혈주

의에 기반한 의열 투쟁을 평생의 독립운동 방략으로 실행한 나창헌 선생. 안

정된 미래와 안락한 삶이 보장된 의사라는 직업을 뒤로 하고, 독립운동이라

는 가시밭길을 스스로 선택한 그는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일생을 바친 

열혈 독립운동가였다. 

글. 정상규(「잊혀진 영웅들, 독립운동가」의 저자)

※  본 칼럼 제목에 사용된 ‘독립서체 백범김구’는 민족이념의 역사적인 문헌, 독립운동의 증언서인 

「백범일지」에 남겨져 있는 한글 요소를 기초로 하여 디자인된 서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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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6년 평안북도 희천에서 태어난 나창헌은 유년시절에 근대교육을 받고 식민지 

하에서 청년으로 성장하면서 독립만이 나라와 민족이 사는 길이라고 인식하게 되

었다. 그는 일찍이 서울에 올라와 경성의학전문학교를 다녔는데, 당시의 그 어떤 

의료계 종사자보다 과격한 의열 투쟁을 전개했다. 

1919년, 경성의학전문학교 2학년이었던 나창헌은 의사 선배들과 함께 3·1운동 추

진 계획에 참여한다. 나창헌을 포함하여 서울의 학생 대표들은 2월 25일 서울 정동

교회 이필주 목사 방에 모여 독립선언에 대해 논의했다. 그 후 나창헌은 만세시위

에 참여했고, 가까스로 일제의 검거를 피한 후, 서울에서 독립운동단체인 대한민

국청년외교단을 결성한다. 그와 뜻을 함께한 학생 대표들은 대한민국청년외교단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해가는 3·1운동을 지원하고, 상해에 위치한 대한민국임시정

부(이하 임시정부)에 국내 상황을 보고하기 시작한다. 1919년 5월, 나창헌은 대한

민국청년외교단 특파원 자격으로 상해에 가서 독립운동 자금을 임시정부에 전달하

는 특수 임무를 수행한다. 이미 이때부터 그는 더 이상 평범한 의사가 아니었다. 한 

명의 독립투사로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던 것이다.

상해에서 임무를 마친 나창헌은 국내로 들어와 고종의 다섯째 아들 의친왕 이강과 

조선 말기 문신 김가진의 국외 탈출 계획을 추진하게 되는데, 실제로 같은 해 10월 

김가진을 상해로 탈출시키는 데 성공한다. 그 후 의친왕 이강을 변장시켜 경의선을 

이용해 중국 안동역(현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 단둥역)까지 데리고 갔으나 그곳에서 

일본 경찰에 적발되어 실패하게 된다. 그런데 애초에 왜 이들을 상해로 탈출시키려 

했을까? 의친왕 이강은 대한제국의 왕족이고, 김가진은 대한제국의 귀족이었다. 

이것이 무슨 의미를 나타내는 것일까?

독립운동에 굳은 뜻을 

품은 청년 시절

김가진은 국내에서 비밀결사를 조직하고, 북간도군정서(1919년 북간도에서 만든 

무장독립운동 단체) 고문으로 생애 마지막까지 무장투쟁 독립운동을 지도했다. 

1910년 일제는 우리나라를 강점한 뒤 식민지 지배층을 포섭하기 위해 김가진에게 

남작 작위를 수여했는데, 그는 일제로부터 연금과 은사금을 일절 받지 않았고, 오

히려 그 시기에 독립운동 비밀단체를 만들어 활동했다. 사학계에서는 일종의 위장

술을 펼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것이 아니라면 70대 중반의 노인이 목숨을 걸

고 상해로 망명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김가진의 상해 망명사건으로 인해 일제는 국제사회에서 정치적 타격을 받는다.  

동시에 임시정부는 천군만마를 얻었다. 당시 일제는 3·1운동을 일부 무지몽매한 

‘불령선인(不逞鮮人, 불온하고 불량한 조선 사람이라는 뜻으로, 일제 강점기에  

제국주의자들이 자신들의 말을 따르지 않는 한국 사람을 이르던 말)들의 망동’ 

이라고 국제적으로 선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그에 대한 반격으로 대한 

제국의 왕족(의친왕 이강)과 귀족(김가진)을 해외로 망명시켜 이들도 일제의 식민

전 세계에 독립 열망과 의지를 

공표하기 위한 노력

-의사, 독립운동가
-1919년 대한민국청년외교단 조직·활동
-1922년 한국노병회 활동
-1925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무국장, 내무차장 등 역임
-1926년 병인의용대 활동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 추서

나창헌(羅昌憲) 선생(1896.1.29~1936.6.26) 

「교과서에	없는	역사	이야기」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숨겨진	영웅들의	이야기를	소개하여	역사적인	의미를	

되새기고자	마련한	코너입니다.

대한민국청년외교단원의 핵심 인물들(19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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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 전까지 지속된 

철혈주의에 기반한 독립운동 

나창헌은 꾸준히 철혈단의 이름으로 상해에서 일본고위관료 및 민족반역자  

암살·파괴 활동을 벌였고, 1922년 결성된 한국노병회에도 참여했다. ‘1만 명  

이상의 노병을 양성하고, 100만 원 이상의 전비를 마련하여 독립전쟁을 전개할 

목적’으로 조직된 것이 한국노병회인데, 나창헌은 이곳의 이사로도 활동했다.  

그리고 1925년 6월 독립운동단체인 정위단을 조직하여 독립운동가를 사칭해 동

포들의 금품을 강탈하는 자들을 처리하는 데 힘을 쏟았다. 그 후 정위단을 기반

으로 1926년 독립운동단체인 병인의용대를 결성하고, 실추된 임시정부의 권위 

회복 및 의열 투쟁에 매진했다. 여기서 그는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되는데, 병

인의용대 대원들을 지휘하여 세 차례 일본총영사관을 폭파시키는 의거를 전개 

했다. 비록 총영사관 전체가 폭파되진 않았지만, 건물의 유리창과 부속 창고와 

건물들이 크게 파괴되었고, 한국의 독립 의지를 세계에 알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후 1933년 윤봉길의 훙커우 공원 의거의 배후 주도자 중 한 명으로 안창호가 

일본 경찰에 지목되기도 하는데, 나창헌은 일제의 추적을 피해 상해에서 흥사단 

(1913년 안창호가 신민회의 후신으로 조직한 독립 단체) 활동을 하는 등 의열  

투쟁을 지속해갔다. 그러나 1936년 봄부터 위암 때문에 고생하던 그는 같은 해 

6월 26일 40세의 나이로 순국했다. 1963년 대한민국 정부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사람이 될 때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철과 혈로써 저 간악하고도 악독한 왜구(倭

仇)를 배제할 것이다.”- 기원 4253년(1920년) 6월, 철혈단 선언서 중에서

이 선언서를 보면 결연한 의지가 엿보인다. 또한 선언서의 날짜를 기원 4253년

으로 쓴 것은 단군, 홍익인간 등의 한민족 역사의식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서기는 예수가 탄생한 해를 원년으로 삼는 연호인 반면, 단기는 단군기원의 약자

로 단군이 고조선을 세운 해(B.C. 2333년)를 원년으로 삼는 우리나라의 연호다. 

당시 서기는 일본인들이 흔히 쓰던 표현인데 반해, 단기는 임시정부 계열의 독립

운동가들이 자주 사용한 표현이며, 일제에 강렬히 저항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흥사단의 기념 사진(1918년)대전 국립현충원에 있는 나창헌 의사의 묘(출처-대한의사협회)

병인의용대의 일본총영사관 폭파 의거에 대한 
당시 신문 보도(｢동아일보｣ 1926년 9월 24일 자 기사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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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의친왕 탈출 사건은 수포가 되어 조선민족대동단은 거의 일망타진(一

網打盡)되었다. 망명이 좌절된 후, 의친왕은 임시정부에 편지를 보냈다. 그 편지

가 상해에서 발행되는 중국 신문인 「민국일보」 1919년 12월 4일 자에 ‘한국 태자의 

일본에 대한 반감’이란 제목으로 보도됐다. 이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는 차라리 자유 한국의 한 백성이 될지언정 일본 정부의 한 친왕(親王)이 되기

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우리 한인들에게 표시하고, 아울러 한국 임시정부에 참가

하여 독립운동에 몸 바치기를 원한다(…)” - 「독립신문(1919.11.20.)」 의친왕 친서 

그 후 나창헌은 3·1운동 같은 비폭력운동의 한계를 절감하고 무력으로 나라

를 되찾기 위한 의열투쟁을 시작했다. 1920년 봄, 나창헌은 동지들과 뜻을 모아  

독립은 철과 혈로 쟁취한다는 독립운동단체 철혈단을 결성했다. 다음은 철혈단 

선언서의 일부이다.

“우리 독립은 우리의 사활문제임은 췌언(贅言)을 기다릴 것이 없을 것이며, 우리 

들의 독립은 총과 검과 혈이 아니면 성공할 수 없다. 고로 우리들은 금후 한  

독립 투쟁은 철과 혈로! 

무력 투쟁 중심의 

철혈단을 결성하다

통치에 반대한다는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일제가 원하고 만들던 이미지인 ‘불령선

인’의 오명을 벗고, 조선은 독립을 원한다는 간결하고 진실된 이야기를 전 세계에 

알리려 했다.   

김가진의 임시정부 망명은 초기 상해 임시정부의 정통성과 기틀을 형성하는 데 매

우 큰 역할을 수행했다. 상해로 망명한 김가진은 1894년 청일전쟁 종전 후 일본에 

보빙대사(報聘大使)로 간 것을 비롯해 특파대사 자격으로 유럽 여러 나라를 방문, 

1900년부터 5년간 미국에 유학하는 등 국제 정세에 밝은 의친왕 이강이 임시정부

에 참여한다면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그해 10월 말부터 11월 초에 걸쳐 서울·평양을 비롯하여 의주·선천·정주·영변 

등지에서 대대적으로 만세시위운동이 일어났다. 김가진은 임시정부 특파원  

이종욱과 1919년 8월 조선민족대동단(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에서 조직된 비밀 독립운동 단체)에 가입한 나창헌을 통해 의친왕  

이강을 탈출시키려 했다. 임시정부 측에서는 이종욱이 나창헌과 함께 한반도에

서 의친왕 이강을 안동역까지 데리고 가는 역할을 수행했다. 1919년 11월 10일 

나창헌과 의친왕 이강을 포함, 5명의 임시정부 요원이 경의선 열차에 올랐다.  

의친왕 이강은 평소 독립운동가들과 서한을 주고받는 등 자주 왕래를 했다. 이로 

인해 일제는 의친왕 이강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기록하고 있었고, 얼마의 시

간이 지나지 않아 의친왕 이강이 사라진 것을 알아챈 뒤 곧바로 국경지대에 비상 

명령을 내렸다. 의친왕 이강 일행이 탑승한 열차는 안동역에 도달할 무렵 일본 경

찰에 적발되어 체포됐다. 이 일은 일제를 경악시킨 사건이 됐다. 3·1운동에 이어 

남작 김가진이 떠나고, 얼마 되지 않아 조선의 왕족이 상해 임시정부에 가담하

려 했던 사건이었다. 만약 이 탈출 작전이 성공했다면 임시정부의 초기 위상은 

매우 달라졌을 것이다. 

일제가 남작 지위를 주었으나 독립운동에 투신한 
김가진의 법부대신 시절 모습(1904년) 

원동임시위원부 단원 현황을 기록한 것으로 당시 
나창헌 선생의 주소가 기록되어 있고 직업은 

의업(醫業)이며 병원을 개설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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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에 없는 역사 이야기어제, 기억하기

‘김마리아 열사’

대한 독립을 향한 
선구적 삶의 불꽃을 지핀,

「교과서에	없는	역사	이야기」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숨겨진	영웅들의	

이야기를	소개하여	역사적인	의미를	되새기고자	마련한	코너입니다.

※		본	칼럼	제목에	사용된	‘독립서체	백범김구’는	민족이념의	역사적인	문헌,	독립운동의	증언서인	「백범일지」에	남겨져	있는	한글	요소를	기초로	하여	디자인된	서체입니다.

일제에 맞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온몸을 바친 신여성이었던 김마리아. 그는 

3·1운동의 도화선이 됐던 2·8 독립선언에 참여한 뒤, 독립선언서를 국내에 들여

와 교육·종교계 지도자들에게 전달해 독립운동을 촉구하고 3·1운동을 일으키는 

데 공헌했다. 오직 대한 독립만을 꿈꿨던 김마리아는 독립운동과 민족 교육, 여권 

신장을 위해 일생을 바친 민족지도자이자 애국지사였다.

글. 정상규(「잊혀진 영웅들, 독립운동가」의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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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마리아는 1892년 황해도 장연군에서 세 자매 가운데 막내로 태어났다. 마리

아는 그의 세례명이자 이름으로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부친이 직접 지어주었

다. 그의 집안은 경제적으로 부유했고, 부친은 일찍이 기독교에 입교한 뒤 송천

리에서 교회와 학교를 세운 교육자이자 자본가였다. 김마리아의 집안을 살펴보

면, 첫째 삼촌 김용순은 1902년경 백범이 여옥이라는 처자와 혼약을 맺었으나, 

여옥이 죽자 백범이 장례를 치르고 여옥의 어머니를 김용순에게 부탁할 정도로 

백범 김구와 절친한 사이였다. 셋째 삼촌은 안창호와 의형제를 맺고 만주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 김필순이고, 셋째 고모는 김규식의 부인으로 상해에서 활동

한 독립운동가 김순애였다. 김순애는 3·1운동 직후 상해에서 조직된 대한애국

부인회의 회장 등을 역임한 독립운동가다. 막내 고모 김필례는 신간회의 자매

단체였던 근우회 등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였고 형부인 남궁혁도 독립운동가

였다. 첫째 고모인 김구례는 신한청년당의 당수를 맡았던 독립운동가 서병호와 

부부 사이다. 서병호는 임시정부에서도 활동했다. 이토록 애국지사들이 가득한 

집안에서 김마리아는 자연스럽게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장해갔다.

애국지사들에게 둘러싸여 

보낸 유년기

김마리아는 3세였던 1895년에 아버지를, 13세였던 1905년에 어머니를 여의고, 

대학공부까지 하라는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 그는 1906년부터 숙부 김용순과 

김필순이 있는 서울로 이주해 이들과 함께 지냈다. 곧 이화학당에 입학했으나 

2주 만에 자퇴하고 연동여학교(지금의 정신여자중학교)로 진학해 언니, 고모들

과 함께 공부를 시작했다. 이때 김마리아는 대한민국 공군의 아버지라 불리는 

노백린 장군(The-K 매거진 21년 4월호 참고)의 딸 노숙경, 노순경, 임시정부 

국무총리 이동휘의 딸 이의순, 이인순과 함께 공부했다. 

1910년 6월 16일 그는 광주광역시 수피아여고 교사로 부임했다. 이곳에서 2년

간 교사로 재직한 뒤 일본의 히로시마 고등여학교에서 1년 동안 유학했고 다시 

국내로 돌아와 모교 연동여학교에서 교사 활동을 시작했다. 김마리아는 1915년 

동경여자대학에 유학해 영문학을 전공했는데, 이때 동경여자유학생친목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회장으로 활동했다. 

이 단체는 1915년 4월 김필례(김마리아 고모), 최숙자, 나혜석 등이 모여 조직

한 친목단체였다. 김마리아는 조국광복을 위해 일신을 바치겠다는 굳은 의지로 

세운 이 단체의 대표로 1919년 동경에서 거행된 2·8 독립선언식에 참여했고, 

선언식이 끝난 후 2·8 독립선언의 상황을 국내에 전하는 한편, 독립운동의 새

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국내로 들어갈 준비를 시작했다. 결국 김마리아는 일

본 여인으로 변장하고 기모노를 입은 뒤 허리띠 속 미농지에 베껴 쓴 2·8 독

립선언서를 숨겨 국내로 들어오는 데 성공한다. 귀국 후 대구·광주·서울·황

해도 일대에서 독립의 때를 놓치지 않도록 여성계에서도 조직적 궐기를 서둘러

거족적 독립운동을 

촉구하기 위한 열정

-독립운동가
-1919년 2·8 독립선언 및 3‧1운동에 가담
-1919년 9월 대한민국애국부인회 회장으로 추대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 추서

김마리아(金瑪利亞) 열사(1892.6.18. ~ 1944.3.13.) 

1925년 미국에서 김마리아 열사, 안창호 선생, 독립운동가 
차경신 선생이 함께 있는 모습(맨 왼쪽부터)

※  정상규 작가는 지난 7년간 역사에 가려지고 숨겨진 위인들을 발굴하여 다양한 역사 콘텐츠로 알려왔다. 최근까지 514명
의 독립운동가 후손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그들의 보건 및 복지문제를 도왔으며, 오랜 시간 미 서훈(나라를 
위해 세운 공로의 등급에 따라 훈장을 받지 못한)된 유공자를 돕는 일을 맡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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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에 없는 역사 이야기어제, 기억하기

‘김마리아 열사’

대한 독립을 향한 
선구적 삶의 불꽃을 지핀,

「교과서에	없는	역사	이야기」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숨겨진	영웅들의	

이야기를	소개하여	역사적인	의미를	되새기고자	마련한	코너입니다.

※		본	칼럼	제목에	사용된	‘독립서체	백범김구’는	민족이념의	역사적인	문헌,	독립운동의	증언서인	「백범일지」에	남겨져	있는	한글	요소를	기초로	하여	디자인된	서체입니다.

일제에 맞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온몸을 바친 신여성이었던 김마리아. 그는 

3·1운동의 도화선이 됐던 2·8 독립선언에 참여한 뒤, 독립선언서를 국내에 들여

와 교육·종교계 지도자들에게 전달해 독립운동을 촉구하고 3·1운동을 일으키는 

데 공헌했다. 오직 대한 독립만을 꿈꿨던 김마리아는 독립운동과 민족 교육, 여권 

신장을 위해 일생을 바친 민족지도자이자 애국지사였다.

글. 정상규(「잊혀진 영웅들, 독립운동가」의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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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을 받아 대구경찰서 형사 유근수에게 제공했으며, 이로 인해 오현주만 실

형언도를 면하고 정보 제공의 대가로 거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훗날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1949년 3월 28일) 기록에서 확인됐다.

김마리아는 1919년 11월 28일 연동여학교에서 김순영, 장선희, 신의경과 함께 

체포됐으며, 다음날 대구지방법원 검사국으로 이송됐다. 전국에서 체포된 애국

부인회 임원 및 회원 중 52명이 심문을 받았는데 이 중 김마리아를 포함한 9명

만 대구교도소로 송치됐다. 당시 김마리아는 애국부인회 회장이었고 2·8 독

립선언과 3·1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기에 그에겐 혹독한 고문이 가해졌다. 

일제는 그를 통해서 애국부인회와 청년외교단과의 관계 및 임정의 국내조직  

연계 상황과 대한적십자회 대한지부의 현황 및 설립 목적 등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해내려 했기 때문에 그 고문의 강도는 상상을 초월했다. 이때 놀라운 것은 

상상하기 힘든 끔찍한 고문을 당하면서도 김마리아는 결코 일제에 굴하지 않았

다는 사실이다. 일제는 학문적으로 우수했던 김마리아의 이력을 보며 일부러 

머리를 심하게 구타했고, 결국 그는 코뼈 속에 고름이 생기는 고질병에 걸려 출

소 후 세브란스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고문으로 인해 한쪽 가슴을 도

려내기까지 했다.

광복의 꿈을 향한 

끝없는 노력

대구교도소 출옥 후 대한민국애국부인회 간부들과 함께

일본 유학시절, 혼자 한복을 입고 있는 김마리아 열사

대한민국애국부인회 법정 공판 내용을 다룬 「동아일보」 
1920년 6월 9일자

대구에서 병보석으로 풀려나던 때 그의 나이는 29세였다. 철창 속에 외로이 지

내다 무정하고 야속한 병마가 거듭되어 대구병원에 누워 영면만 기다리고 있다

는 기사가 계속 보도됐다. 김마리아는 이후 서울 성북동 보문암에서 요양하다 

변장으로 인천을 탈출하여 상해로 망명했다. 임정 요원들은 김마리아를 극진히 

간호했으며, 차츰 건강을 회복한 그는 기독교계 사립대학인 남경 금릉대학에 

입학해 학업에 정진했다. 그는 “독립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 자신의 다리로 서야 

하고, 우리 자신의 투지로 싸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후 미국으로 건너간 김

마리아는 파크대학, 콜롬비아대학교 사범대학원에서 공부했으며 황에스터·박

인덕 등 8명의 옛 동지들을 만나 여성독립단체인 근화회를 조직하여, 회장으로 

추대된 뒤 재미 한국인의 애국정신을 북돋우고 일제의 악랄한 식민정책을 서방 

국가에 널리 알렸다. 이와 함께 안창호와 흥사단에서 활동하던 중 1931년 5월 

형기가 만료되자, 1932년 7월 20일경 귀국했다. 

귀국 후에는 일제의 감시를 피해 주로 장로교 교단의 여전도회에서 활동했는

데, 고문 후유증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1944년 3월 13일, 광복을 1년 앞두고 사

망했다. 정부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62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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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 2월 21일 서울에 도착한 김마리아는 2월 26일 천도교 민족지도자 이종

일과 만나 3·1운동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김마리아는 자신의 고향인 황해도

에 가서 독립운동 동지 규합과 자금 모집에 힘썼는데 3·1운동이 발발하자 급

히 서울로 돌아와 만세운동에 참여했다. 3월 2일과 4일 정동교회와 이화학당 

기숙사에 나혜석, 박인덕 등 10여 명의 여학생과 3·1운동에 대한 이후 대응책

을 논의했다. 3월 2일 회의에서는 첫째, 부인단체를 만들어 독립운동을 할 것, 

둘째, 여성단체와 남성단체 사이에 연락을 취할 것, 셋째, 남성단체에서 활동할 

수 없을 때는 여성단체가 그것을 대신할 것을 결의했다. 

이후 3월 5일에는 정신, 이화, 진명 등 서울 시내 여학교 학생들이 참여하는 대

규모 시위가 일어났고, 다음날 김마리아는 이 모든 시위의 주동자, 총 책임자로 

지목되어 일경에 체포됐다. 이때 일제는 김마리아를 잔인하게 고문했으나, 결국 

5개월 뒤 증거불충분으로 석방됐다. 1919년 4월, 상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이

하 ‘임정’)가 조직되고 국내와의 긴밀한 협력 활동이 필요해 조직망의 확충이 절

실한 과제로 요구됐는데 이 역할을 김마리아가 수행했다. 독립운동과는 다소 거

리가 있지만, 전국적 조직망이 있었던 ‘혈성단애국부인회’와 임정 산하 여성조직

이 흡수·통합되어 대한민국애국부인회(이하 ‘애국부인회’)가 만들어졌다. 

독립운동의 주체로 

대규모 시위에 앞장서다

모진 고문에도 독립을 

외친 항일 투사

“옛말에 이르기를 나라를 내 집같이 사랑하라 하였거니와…국민으로서 제 나라

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나라를 보존하기 어려운 것은 아무리 우부우부(愚夫愚

婦)라 할지라도 밝히 알 수 있을 것이다.”

- 김마리아가 1919년 9월 1일 작성한 ‘대한민국애국부인회’ 취지서 일부

김마리아는 같은 해 10월 19일, 기존 조직을 개편하여 전국 각도에 지부를 두고 

대대적으로 회원을 모아 독립운동에 진력할 것을 결의했다. 그는 직접 애국부

인회 취지문을 작성하고 “유무식을 막론하고 빈부귀천 차별 없이 이기심을 다 

버리고 ‘국권 확장’ 네 글자만 굳건한 목적으로 삼고 성공할 줄 확신하며, 장애

물에 개의치 말고 더욱 진력하며 일심 합력하자”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1919년 11월 1일 임정 대통령 이승만 앞으로 군자금 2천원과 애국

부인회 취지서를 송부했다. 그러나 이렇게 임정과 애국부인회가 서로 적극적으

로 협력하며 독립운동을 준비해가고 있을 무렵, 동지였던 오현주의 배신으로 

1919년 11월 대대적인 검거 선풍을 맞게 됐다. 

오현주는 남편의 강압에 못 이겨 애국부인회 서기 김영순에게 회원 명단과  

대한민국청년외교단과 대한민국애국부인회의 
검거 사실을 보도한 조선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 1919년 12월 19일자

일제감시대상 인물카드에 기록된 김마리아 열사

야 한다며 3·1운동 사전 준비에 사력을 다했다. 이후 3·1운동에 여성들이 참

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이렇듯 목숨 걸고 국내에까지 소식을 전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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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영은 이항복의 10대손으로 1855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그는 1885년 과거

에 급제한 뒤 벼슬길에 나섰다. 승지로서 고종을 보필하기도 했지만, 갑오개혁

(1894년 7월부터 1896년 2월까지 3차에 걸쳐 추진되었던 일련의 개혁운동) 이

후 스스로 관직에서 물러났다. 당시 조선의 정치계는 국제 정세에 눈이 어두워 

옛것만을 고집하는 ‘수구파’와 서양의 문물이 무조건 옳다는 ‘개화파’가 크게 대

립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석영을 포함한 6형제는 민족의 앞날을 위해 

힘을 쏟아야 한다는 마음을 품었다. 동생 우당 이회영이 국권수호운동에 나서

자 이석영은 자신의 소유인 남산 쌍회정을 모임 장소로 제공하며 이회영의 활

동을 지원했다. 

한편, 이석영의 동생 이회영은 젊은 시절부터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꿈꾸던 혁

명가였다. 이회영의 주위에는 헤이그 특사(고종이 일제 침략의 부당성을 폭로

하고 한국의 국권 회복을 이루고자 네덜란드 헤이그에 파견한 특사, The-K 매

거진 2020년 7월호 참고)로 알려진 이상설과 독립운동가 이동녕·여준 등 뜻

을 같이하는 동지들이 함께했다. 이들에게 이석영의 집인 남산 쌍회정은 집합

처였고, 그곳에서 민족의 앞날을 걱정하며 대책을 강구했다. 그리고 이석영은 

그들에게 넉넉한 품을 제공했다. 이석영의 형제와 동지들이 해외 독립군기지 

개척에 나선 것은 을사늑약(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제가 대한제국의 외

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조약) 직후였다. 동생 이회영과 이상설이 

첫 후보지로 꼽은 곳은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북간도 용정이었다. 용정은 일

찍부터 한인사회가 발달했으며, 러시아 연해주와 가깝고 국내와 왕래가 편한 

지리적 이점을 지니고 있었다. 헤이그로 향하던 이상설이 1년 간 용정에 머물

며 세운 것이 서전서숙(瑞甸書塾)이었다. 북간도 최초의 민족교육기관이라 불리 

는 서전서숙의 궁극적인 목표는 독립군기지 개척이었다. 그러나 1907년 4월  

이상설이 제2차 만국평화회의(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의 제창으로 세계 평화를 

도모하고자 개최된 국제회의) 특사로 용정을 떠나고, 한국통감부 간도파출소의 

탄압으로 서전서숙은 문을 닫았다. 이후 북간도에서는 서전서숙을 계승한 명동

학교, 서동학교 등이 독립군 양성의 요람으로 발전해갔다.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아낌없는 지원

일본의 간섭으로 점점 국내 활동이 어려워지고, 헤이그 특사 이후 대한제국  

군대가 강제 해산당하자 1908년 가을, 동생 이회영은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상설을 찾아가 독립군 기지 개척의 방도를 다시 논의했다. 이를 통해 독립군  

기지 개척의 구도와 틀을 잡을 수 있었다. 급기야 1910년 8월, 대한제국이  

최후를 맞이하자, 더는 독립군 기지 개척을 미룰 수가 없었다. 이석영의 재가를 

받은 이회영은 독립군 기지를 물색하기 위해 서간도 답사에 나섰다. 남만주  

일대를 시찰하고 터를 물색한 이회영은 일전에 답사하며 확인한 서간도에 국외 

무관학교를 건립하자는 내용을 6형제를 불러 모아 논의했다. 특히 이회영은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고자 

망명을 결심하다

-독립운동가
-1911년 경학사 설립, 독립군 사관학교 신흥강습소 개교
-1919년 신흥무관학교 설립
-1991년 건국훈장 애국장 추서

이석영(李石榮) 선생(1855. ~ 1934.2.16.) 

「교과서에	없는	역사	이야기」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숨겨진	영웅들의	이야기를	소개하여	역사적인	의미를	

되새기고자	마련한	코너입니다.

이석영 6형제의 독립운동 당시 상황을 
국가보훈처가 재연한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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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핍한 말년으로 스러져간 

안타까운 삶

하지만 일제가 만주를 점령하자 천문학적인 돈을 기부해 독립군을 양성한 이석

영은 톈진, 베이징, 상하이 등을 떠돌며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던 중 콩비지로만 

연명하다 상하이 빈민가 객창에서 영양실조로 별세했다. 부인 박 씨도 조카 집

에 얹혀살다가 2년 후에 사망했다. 이석영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 

이규준은 항일비밀운동단체 다물단(일제 주요 인사들과 일제의 회유로 변절한 

밀정을 찾아내 암살하는 단체로, 1923년 조직됐다) 단장으로 활동하던 중 베

이징에서 암살됐다. 작은아들 이규서는 행적이 불투명한 사람들과 어울렸는데 

그 무리에는 일제의 월급을 받는 밀정이 있었고, 결국 이규서는 숙부 이회영의 

계획을 일제에 밀고함으로써 이회영은 체포돼 대련(여순) 감옥에서 순국했다. 

이로 인해 독립군 세력은 작은아들 이규서를 포함한 일제 밀정들을 처단했다. 

1930년대 수많은 애국지사와 매국노들이 죽고 죽이는 독립혁명사의 일단면이

었고, 그렇게 이석영 집안의 대가 끊겨버렸다. 

독립전쟁의 토대 마련에 천문학적인 전 재산을 바쳐 헌신하고 생을 마감한 고

인의 공훈을 기려 정부는 1991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그러나 아직도 

그의 유해는 찾지 못했다. 상하이 빈민가에서 별세 후 그의 유해를 홍저우 공

동묘지에 임시 안장했는데 도시개발로 유해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어느 

위대한 독립운동가는 잊혀져왔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이는 언제나 고

독한 법이듯, 친일파와 매국노가 판치던 격변의 시기에 온갖 부와 영예를 떨치

고 독립운동에 나섰던 이석영의 삶과 자취는 한국인의 정의와 양심이 무엇인가

를 뚜렷이 보여준 역사의 길이자, 자랑스러운 독립투쟁사의 기록이다. 

신흥무관학교로 개칭한 후 1920년 폐교 때까지 10여 년간 3,500명 이상의 독립

군을 배출했고, 이들은 일제와 전투를 벌인 봉오동·청산리 전투에서 큰 공을 

세웠다.

“학교는 산속에 있었는데 열여덟 개의 교실이 산허리를 따라서 줄지어 있었다. 

게릴라 전술과 한국의 지형을 깊이 공부했고, 산을 재빨리 올라갈 수 있는 능

력이 중요시되었다. 훈련은 힘들었지만 즐거웠고 봄이면 산이 대단히 아름다웠

다.(중략) 희망으로 가슴이 부풀어 올랐으며 기대로 눈이 빛났다. 자유를 위해서

라면 무슨 일인들 못 할쏘냐."  - 신흥무관학교 졸업생, 독립운동가 김산의 수기 

경학사(1911년 4월 이회영·이시영·이동녕·이상룡 등이 중심이 되어 만주 서간도 삼원보 추가가에서 조직한 항일자치단체) 취지문(우당기념관 제공)

이석영 6형제

이석영 부고 기사 (｢동아일보｣ 1934년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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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서간도 삼원보 추가가에 정착한 6형제는 제일 먼저 한인자치기구인 경학

사(耕学社)를 조직하여 국내에서 모여든 청년들을 독립군으로 양성했다. 광복

은 장기전이라는 생각에 군 간부 양성을 목적으로 신흥강습소를 개소했고, 이

것이 신흥무관학교로 발전했다. 그러나 경학사 운영은 연이은 대흉년으로 재정

난에 부딪히며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신흥학교 설립에도 온갖 고초가 따랐다. 

이들을 일본의 밀정으로 의심한 현지 중국인들의 경계가 심해 학교 부지를 구

하는 일조차 만만치 않았다. 이들은 신변 보호를 위해 중국 국적을 취득하는 일

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1911년 추가가 마을의 허름한 옥수수 창고에

서 신흥학교 개교식을 가졌다. 대한제국의 마지막 군부대가 허름한 옥수수 창

고였다는 말과 다를 바 없었다. 이때 신흥학교의 공식 명칭은 신흥강습소였다. 

‘신흥’이란 나라를 새롭게 일으킨다는 뜻을 지녔고, ‘강습소’라 명명한 것은 중

국 당국의 감시와 일제의 탄압을 피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신흥학교의 첫 학생

은 40여 명 정도였다. 학생들은 학비를 내지 않았으며, 이석영을 비롯한 이회

영, 이시영 형제의 집에 독립군 청년들이 함께 머물며 심신을 단련했다. 

이석영은 1912년 신흥강습소 위치를 추가가에서 합니하(哈泥河)로 이전하고, 

1913년 신흥중학교로 개칭한 뒤 중등(간부)과정을 신설했는데 이때 교장을 맡아 

학교 경영 전면에 나섰다. 남 앞에 드러나는 것을 꺼리는 성품이지만, 이석영의 

공이 워낙 지대했으므로 주변의 권유를 물리칠 수 없었던 것이다. 그가 독립운

동에서 직함을 가진 것은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1919년 신흥중학교를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 

신흥무관학교를 세우다

이석영에게 남양주 땅을 처분하여 독립군기지 건설자금으로 쓰자고 제안했고, 

이석영은 남양주 화도읍 가곡리의 모든 땅(전답 6,000석)과 재산을 처분했다. 

결국 6형제와 일가족 60명은 1910년 12월 30일 압록강을 건너 만주로 떠났다. 

워낙 대규모 인원의 망명이라 비밀리에 구성원을 일사불란하게 분산해 남대문, 

용산, 장단 등에서 별도로 기차를 타고 출발했다. 가문 차원에서 이뤄진 이들의 

집단 망명에는 이석영의 경제적 뒷받침이 압도적인 역할을 했다. 1911년 2월 

이들은 목적지인 삼원보 추가가(鄒家街)에 도착했다. 그렇게 이석영 일가의 서

간도 망명 생활이 시작됐다. 

남양주시의 설명에 따르면, 당시 6형제가 토지와 가옥을 매각해 마련한 돈 40만 

원은 1969년 기준 약 600억 원, 2020년 기준 약 2조 원에 달하는 규모다. 당시 

많은 권문세가가 일제로부터 귀족 작위와 은사금을 받고 친일파가 되던 때였기

에 이들의 결정은 역사에 남는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표상이 되었다. 

이석영 집안은 원래부터 부자라고 알려져 왔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석영

이 부호였던 영의정 이유원(3종숙)의 양자로 들어가 그로부터 상속받은 돈이 

많았을 뿐이었다. 이유원은 흥선대원군 시절 유명한 부호였고, 당시 조선에서 

네 번째로 부자라는 기록이 황현의 「매천야록」에 나와 있다. 양부로부터 물려받

은 큰 재산을 나라가 망하자 독립군 기지를 건설하기 위해 전부 사용했는데 이

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 엄청난 일을 실행한 이가 바로 이석영이었다.

신흥무관학교 학생들의 영농(백서농장)

이석영 형제들의 독립운동 행적이 담긴 
서간도 재주불령선인 조사 문서(1915년).

이 문서는 일본군이 자기네 말을 따르지 않는 
한국사람(독립운동가)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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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립학교 교사로, 교직 평생에 항상 만나는 동료들과만 계속 만나기 때문에 다른 학

교의 다양한 교사들과 소통하는 기회가 드물고, 그래서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The-K 매거진을 통해 여러 교사의 삶을 간접 체험하며 다양한 삶을 알게 돼 너무 좋습니다. 

‘인생 이모작’ 시리즈를 매우 인상 깊게 보며 퇴직 이후에도 교직과는 완전히 다른, 새롭고 

멋지게 자신의 삶을 일구는 교사 선배님들을 통해 더 멋진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인생 이모작’ 코너를 통해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한 사람으로서 위축된 모습을 떨쳐버리고 

새로움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해 준 선배교사님의 도전정신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

니다. 도전은 그 자체로 아름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누군가를 의

식하지 않고, 부딪혀보는 자신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인생 이모작’을 매번 유심히 봅니다. 은퇴를 먼 훗날 이야기로만 미루지 않고 미리미리 생각

해두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노후를 대비하는 것이라 여기거든요. 아이들의 스승이셨던 

선배님들께서 은퇴 후 사회의 스승으로 살아가시는 모습에 감동을 느끼기도 하고 나의 인생 

후반기는 어떻게 보람되게 보낼 수 있을까 고민해 보기도 한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

서 새로운 꿈을 펼치는 은퇴 선배님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 대원고등학교 양강일 회원

 - 창녕여자고등학교 김재문 회원

- 성명초등학교 이민숙 회원

138 | 인생 2막은 두 개의 발로부터 시작된다 도보여행가 이영철 회원

142 | 관객 역할에 머무르지 마세요, 무대 위로 올라오세요! 시니어 모델 김선 회원

146 | 뷰파인더를 통해 만나는 새로운 삶의 궤적 사진작가 김승 회원

150 | 재능을 나누고 사회적 가치를 꽃피우다 사회적 기업가 정사교 회원

154 | 묵향 가득한, 쉼 없는 배움의 삶을 살다 서예가 김용 회원

158 | 제주에서 뭐하맨? 혼디 살아갑쪄 폴개협동조합 대표 강명실 회원

162 | 꿈은 돌고 돌아 다시 캔버스로 실 그림 화가 조석희 회원

166 | 나는 죽는 날까지 청년이고 싶다 평생학습활동가 김희동 회원

170 | 술 익듯 사는 맛이 깊어지다 전통주 연구가 김영순 회원

174 | 광주를 잘 아는 도시 이야기꾼 문화해설사 박종윤 & 김영희 부부 

은퇴 후 제2의 삶을 알차게 설계하고 행복을 찾는 시니어 회원님들의 아름답고 뜻깊은 노후 생활을 공유

하는 코너입니다. 퇴직이라는 현실의 삶을 끝이 아닌 시작으로 여기고 평소 이루고 싶었던 꿈을 향해 희

망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퇴직 회원님의 이야기를 교육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봅니다. 

�인생 이모작�

PART.

회원 추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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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선사학자인 앙드레 르루

아 구랑은 그의 책 <세계의 뿌리>

에서 “인간이라는 종(種)은 두 개

의 발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

했다. 인류는 두 발의 쓰임을 알게 

된 이후부터 수천 년 동안 이를 요

긴하게 사용했다. 많은 부분을 바

퀴에 의존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발은 우리에게 최고의 이동 수단

이다. 이영철 작가는 이 두 발을 

인생 2막에서 열정적으로 쓰기 시

작했다. 그리고 ‘자유’와 ‘전문가’라

는 칭호를 얻었다.

글. 이성미 사진. 김도형

매일 더 건강해지는 ‘걷기’의 매력에 빠지다

“‘바보는 방황하고 현자는 여행한다’고 했다. 방황하기 쉬웠던 시기, 여행을 택한 덕에 

바보는 면했다. ‘걷는 여행’을 택한 것은 더더욱 행운이었다.” 이영철 작가의 <죽기 전

에 꼭 걸어야 할 세계 10대 트레일> 서문에 적힌 글이다. 그의 노후를 정리하는 문장이

기도 할 것이다. 노후란 육체의 고단함을 거부할 수 있는 시기다. 길고 긴 휴식의 안락

함에 빠진다 한들 비난할 사람도 없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고단해지기로 했다. 걷는 

여행을 하면서 ‘고단함과 행복은 공존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2,500년 전 서양 의학의 선구자인 히포크라테스는 ‘최고의 약은 웃음, 최고의 운동은 

걷기다’라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아름다운 곳을 걸으며 여행하는 것은 어떨까요? 건강

과 웃음 모두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의 걷기 예찬은 2005년부터 시작됐다. 어느 날 직장에서 얻은 고뇌를 잊을 요량으

로 밖으로 나간 그는 집 근처의 산을 넘고 하천을 따라 40여 km를 걷고 돌아왔다. 그

러자 몸은 고단했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었다. 걸으면서 계절마다 시시각

각 변하는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는 즐거움은 덤이었다. 걷기가 근본적인 고민을 해

결해주진 않지만, 생각의 무게를 덜어줄 수는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그 후로 그는 

걱정거리가 없어도 짐을 꾸려 집을 나섰다. 

그러다 문득 ‘퇴직을 하면 본격적으로 세계의 아름다운 길들을 걷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버킷리스트를 짜기 시작했다. 세계 사람들이 인정하는 아름다운 길.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고 가고 싶어 하는 길. 개인의 관심과 취향에 잘 맞는 길. 

이렇게 세 가지 기준에 따라 네팔 안나푸르나 서킷,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 뉴질랜

드 밀포드 트랙 등 10대 트레일을 리스트에 올렸다. 국내 트레킹 코스와 집 주변을 걸

으며 체력을 다지고, 여행지를 공부하고, 여행을 다녀온 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예습

을 철저히 했다. 하고 싶은 일이 생기자 직장생활에도 더욱 충실하게 되었다. 그리고 

2011년 12월 퇴직과 함께 그의 본격적인 해외 트레킹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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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모델의 멘토가 되다

“모델이 되어서도 시니어 모델의 활동 영역을 넓힐 방법이 없

을까? 계속 고민했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시니어 모델이

라고 하면 한복 모델 정도로만 여겼거든요. 그러다 장기봉 예

술감독을 만나 협회를 세우게 되었지요.”

한 행사에서 장기봉 감독을 만난 김선 대표는 “시니어들의 

꿈을 찾아주자”라며 장 감독과 의기투합 했고, 서울 강남구

에 ‘한국시니어스타협회’를 세우기에 이르렀다. 무엇보다 시

니어 모델들의 놀이터이자 아카데미를 만들어주고 싶다는 

마음이 컸다. 협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시니어 모델들은 워

킹, 안무, 연기 등을 연습하면서 자신의 재능을 발굴하고, 더

욱더 당당히 무대에 섰다. 

장기봉 감독은 “베이비부머 세대에게는 감출 수 없는 끼와 

재능이 있다”라고 말한다. “우리가 어떤 세대입니까? 장발과 

미니스커트 단속을 피해 다니면서도 멋을 지키려 했던 사람

들이고, 억압 속에서도 통기타 문화, 히피 문화 등을 만들어

냈던 세대입니다. 가장, 부모의 역할에 충실 하느라 잊고 살

았을 뿐, 우리 안에는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 유

교사 중에도 재능 많은 사람이 
참 많아요. ‘교사는 점잖게 
행동해야지’라는 틀 속에서 
인생의 반을 살아왔다면, 
인생의 반은 과감히 그 틀을 
깨고 새로운 일에 도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 함께 
시니어의 힘을 보여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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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란 하나의 여정을 끝맺는 일이다. 청춘을 다 바친 시간을 매듭짓고 다시 시작되는 시간을 무엇으로 

채울까 하는 고민은 평균수명이 확 늘어난 지금,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드는 묵직한 숙제다. 2007년 

교장으로 퇴직한 이후 지금까지 ‘사진작가’라는 타이틀과 운명적 교육자의 사명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온  

김승 회원을 만나 보았다. 

글. 이경희 사진. 김도형

[+55] 인생 2모작오늘, 생각하기

추억을 소환하고 서로를 이어주는 ‘사진의 힘’

전북 익산 이일여고에서 35년간 근무하고 교장으로 정년퇴

직한 김승 회원은 자신을 두고 꽤 무서운 선생님이었다고 

회고하며 웃었다. 지금의 온화한 느낌으로는 도저히 상상이 

안 된다고 고개를 갸웃했더니 학생부장으로 꽤 오랜 시간 

학생들에게 촉을 세우고 지켜봤음을 고백하며 또 웃는다. 

지난 2007년 3월 2일 정년퇴직을 한 김승 회원은 ‘여행’과 

‘쉼’을 이야기하는 퇴직자들과 조금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

었다. 그가 가는 곳에는 늘 카메라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사진은 아주 우연한 일로 관심을 갖게 됐어요. 친구가 저한

테 안부 메일을 하나 보냈는데 사진이 첨부된 것이었습니다. 

함께 온 그 사진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언젠가는 나도 이런 

사진을 한번 찍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소형 디지털 

카메라를 하나 구해 그때부터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소풍이나 체육대회, 특별한 날이면 꼬박꼬박 카메라를 

가져가서 학생들의 사진을 찍어주고, 함께 찍히는 즐거움을 

누렸다. 

김승 회원은 정년퇴임을 앞두고 미래 고민을 했다. 그러다

가 문득 자신에게는 그동안 찍은 사진이 있다는 것에 생각

이 미쳤고, 마침내 그는 그간 찍었던 기록의 사진, 추억의 

사진들을 모아 전시회를 열었다.

“2007년에 연 전시회는 소위 말해서 대박이 났습니다.  

모두의 추억이자 기록이었으니까요. 수많은 제자가 찾아와서  

옛 정을 나누었고, 선후배 교사들이 방문해주었습니다.” 

모두를 지나온 시간 속으로 소환한 사진은 그렇게 힘이 셌다.

퇴임을 한 뒤 본격적인 사진공부가 시작됐다. 전북대학교

에서 하는 사진 강좌와 개인 강좌를 들었는데 배움은 즐겁

기만 했다. “관심이 있어서 시작했더니 선생님이 던져주는  

작은 한마디도 바로 입력이 됐어요. 그런 것이 쏙쏙 들어오

니까 원하는 대로 사진을 찍고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뷰파인더를 통해 만나는 
새로운 삶의 궤적

「인생	2모작」은	QR코드를	스캔하면	동영상으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사진을	매개로	봉사와	감사의	삶을	잇고	있는		

김승	회원의	에너지	가득한	삶을	만나보세요!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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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회사가 있다. 이익이 아닌 사람을 남기기 

위해 기술을 연구하는 회사. 회사에는 이상한 사

장이 있다. 어떤 옷보다 작업복이 좋다는 사장. 그

는 40년 가까이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가 퇴임 후 회사를 차려 어른들에게 살아가는 법

을 가르치고 있다. 사회적협동조합 ‘하지넥스’와 

정사교 회원의 이상하리만큼 특별한 인생 2막 이

야기다. 

글. 이성미 사진. 김도형

환갑의 교사, 사회초년생으로 돌아가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

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을 뜻한다. 말뜻만 봐

도 분명 쉽지 않은 일이다. 빵을 만들어 파는데 돈을 버는 것이 첫 번째 목표가 

아니라, 빵 만드는 사람을 더 많이 고용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정사교 회

원은 이러한 사회적협동조합의 대표다. 2015년 설립한 수도배관 청소 전문기업 

‘모담하우징케어’와 2020년 설립한 냉난방기 세척 전문기업 ‘하지넥스’가 그가 몸

담고 있는 회사다. 

“교직 생활을 하면서도 ‘은퇴 후 10년은 더 일하자’고 늘 생각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죠. 사회에 나와 보니 일을 하고 싶어도 나이

가 많아서 또는 변변한 기술이 없어서 일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일할 방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돼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2014년 퇴직 후 정사교 회원은 독일로 여행을 떠났다. 멋진 건축물과 이국 문화

에 감탄하는 대신 그는 그곳에서 창업 아이디어를 얻었다. 유럽은 오래된 건물이 

많고 수도배관이 낡아 배관 청소가 일상화되어 있었다. 청소하는 모습을 곰곰이 

지켜보니 큰 기술력을 요하는 일이 아니었다. 일주일만 어깨너머로 배워도 충분

히 해낼 만했다. 정사교 회원에게는 문득 배관 청소 기술을 익혀 가르치면 사람

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귀국 후 그는 당장 경기도에서 주최하는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를 찾아갔다. 교육 

수료 후에는 사업 계획서를 들고 경기도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가 주관한 베이

비부머 사회적경제창업 창조오디션에 참가했다. 다행히 단번에 오디션에 합격해 

지원금을 얻을 수 있었고, 그 돈으로 작은 사무실을 마련하고 장비를 구입했다. 

「인생	2모작」은	QR코드를	스캔하면	동영

상으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항상	사람

의	가치를	우선으로	여기며	중장년층의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는	발명왕,	정사교	

회원의	열정적인	삶을	만나보세요!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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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천히 묵을 간다. 짙은 먹빛이 우러나오면 붓에 먹물을 적신다. 어떤 글자를 

어떻게 쓸 것인가. 그의 고민은 하얀 화선지 앞에서 잠시도 멈추지 않는다. 서

예 붓을 잡은 지 어언 40여 년. 서각과 와각으로까지 작품 영역을 넓히며 오

늘도 끝없는 배움의 길을 정진하고 있는 김용 회원을 만나 보았다.

글. 이경희 사진. 김도형

김용 회원
서예가

에 다니며 서예를 배울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서예의 장점은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수양은 물론, 교양

을 쌓는 데도 크게 도움이 돼요. 글씨를 쓰려면 고서와 책을 

많이 읽어야 해요. 좋은 글귀들을 발췌해서 써야 하니까요. 

「명심보감」, 「채근담」 등도 전부 서예를 시작하면서 읽은 책

입니다. 저는 한글보다 한자를 더 많이 쓰고 공부했기 때문

에 자연스럽게 다독을 했습니다. 「서예의 길잡이」라는 책도 

열심히 봤지요.”

그렇게 배운 서예는 그에게 학교에서는 서예반 지도교사를 

맡게 했고, 지금도 그의 기억에는 학생들에게 붓글씨를 가

르치고 함께 화선지에 글을 써 내려갔던 시간이 생생하다. 

여전히 치열하게 도전하는 순간들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노년의 삶을 고민하지만 김용 회원은 

퇴직 이후의 삶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다. 서예를 계속

하고 싶다는 생각이 확고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퇴직 이후

에 그는 서각, 와각 등으로 작품의 범위를 넓혀가며 더 치열

하게 다양한 분야에 도전했다.  

“나무에 새기는 것은 서각, 기와에 새기는 것은 와각이라

고 합니다. 서예를 하다 보니 모든 작품들을 표구해서 보관 

하는 게 불가능했고, 종이만으로는 보관이 쉽지 않더라고

요. 나무나 기와에 작품을 남기면 오래 보관할 수 있다는  

생각에 서각과 와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묵향 가득한, 
쉼 없는 배움의 
삶을 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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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는 높은 산봉우리다. “시간이 잘 가요. 지루할 틈이 없

습니다”라는 그의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닌 이유이다.

서예는 참 어려운 예술이다. 무엇보다 하루아침에 글씨가 

완성되는 것이 아닌 만큼 끈기와 인내심은 서예 활동을 이

어나가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종두득두(種豆得豆)’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난다’라는 뜻이에요. 서예를 하고 싶은데 선뜻 용기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개를 심으려 하지 말고 한 가

지를 심어라, 그리고 많이 심어라, 거기서 추수하는 것이 많

을 것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콩을 심지 않은 채 콩 나기를 

기다리는 것이나 연습을 안 하면서 잘 쓰기를 바라는 것이

나 비슷하거든요. 무엇이든 결국은 많이 심어서 공들여 가

꾸면 많이 수확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주십시오.”

김용 회원은 오늘도 몸과 마음을 단정하게 하고 앉아 깊게 

먹을 갈고 정성을 다해 붓을 잡는다. 그리고 묵향 가득한 공

간에서 오롯이 자신만의 세계로 몰입한다. 나이를 잊고, 세

월을 잊는 침전과 배움의 시간, 그는 여전히 공부하고 도전

하는 아름다운 청춘이다. 

“ 서예를 하고 싶은데 선뜻 용기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개를 심으려 하지 말고 한 가지를 
심어라, 그리고 많이 심어라, 거기서 추수하는 것이 많을 것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콩을 심지 않은 
채 콩 나기를 기다리는 것이나 연습을 안 하면서 잘 쓰기를 바라는 것이나 비슷하거든요. 무엇이든 
결국은 많이 심어서 공들여 가꾸면 많이 수확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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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서각 작품은 보통의 서각 작품들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바로 자신만의 것이다. 서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른 이들의 글씨로 서각을 하는데 김용 회원은 이를 이치에 

어긋나는 행동이라 생각한다고 단호히 말했다. ‘자필’과 ‘자

각’이 하나가 됐을 때 진정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죽은 나무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서각은 재료 준비부

터 꽤나 까다롭다. 일단 재료인 나무를 구하는 것부터가 쉽

지 않다. 나무를 구할 수 있는 제재소가 거의 사라지고 없기 

때문이다. 나무의 종류에 따라 조심해야 할 부분도 다르다.  

느티나무, 오동나무, 은행나무, 소나무 등을 주로 쓰는데 오

동나무 같은 경우는 매우 가볍지만, 조금만 실수를 해도 글

자가 모두 부서지는 대형사고가 나기 때문에 나무 각각의  

성질을 잘 알아야 한다. 칼과 망치를 이용한 작업이라 체력

과 집중력을 안배해서 작업은 하루에 2시간 정도만 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고, 소음 때문에 공원이나 하천변으로 나가 

작업을 한다니 예술가의 길은 확실히 쉽지 않다.  

종두득두(種豆得豆)로 나아가는 삶

김용 회원은 서예와 서각, 와각 작업 외에도 관련된 의미 

있는 활동들을 두루 하고 있다. 삼성현대미술대전 서예부

문 우수상, 대구경북미술대전 특선을 비롯해 다양한 공모전

에서 수상하면서 경산의 명예를 높였고 경산 정평성당에서

는 주민들에게 재능기부로 서예를 가르치고 있다. 액수는  

크지 않지만, 작품을 통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개인적으로 의미를 두고 있다. 중평성당, 대구가톨릭사회

복지회, 밀알후원회 등 여러 기관의 푯말들은 그가 작품료

를 받고 직접 써준 것들이니 오갈 때마다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혹자는 말한다. 가만히 앉아서 화선지와 붓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지루하거나 힘들지 않으냐고. 하지만 김용 회원은 

미소로 고개를 흔든다. 자신의 이름 석 자를 제대로 쓰는 데 

걸린 시간이 10년이었다며 지금도 자신의 글씨는 완성형이 

아닌, 현재진행형이고 여전히 배울 게 많다는 것이다. 

“저만의 서체를 만드는 과정은 평생공부입니다. 예술은 다 

마찬가지지요. 이게 어디까지 하면 완성이겠습니까? 어디

까지가 경지겠습니까? 지금 글씨를 써도 제 마음에 100% 

들지 않아요. 상을 받고, 전시회를 열고, 주변에서 대단하다

고 칭찬을 받아도 제 마음에는 늘 뭔가가 부족합니다.”

한 글자를 제대로 쓰기 위해 100번씩 쓰고 또 쓴다는 그에

게 서예란 언제나 다다를 수 없는, 다다르기 위해 오르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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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K매거진 3월호_내지_2차.indd   38The-K매거진 3월호_내지_2차.indd   38 2022. 10. 5.   오후 5:582022. 10. 5.   오후 5:58



158 159

[+55] 인생 2모작오늘, 생각하기

강명실 회원
폴개협동조합 대표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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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농사꾼에서 농사꾼의 선생님으로

생산적인 일을 한다는 것은 현실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사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 몸으로 부딪치기 전에 

펜을 집어 들었다. 귀농 교육을 받기 위해 하루 두세 번씩  

한라산을 넘어 다녔다. 1년간 교육을 받은 시간만 1,000여 

시간에 달했다. 

귀농에 관해 공부하면서 강명실 회원에게 사랑해야 할 사람 

들이 먼저 보였다. 귀농을 결심했다가 현실의 벽에 부딪

혀 포기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에게 든든한 인큐베이터가  

되어주고 싶다는 생각에 강명실 회원은 귀농 귀촌인을  

위한 사회적 기업 ‘폴개협동조합’을 세웠다. ‘폴개’라는 이름

은 강명실, 장기철 대표 부부가 제주에 처음 내려와 정착한 

마을(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의 옛 지명이다. 즉, 그들의 

‘초심’과 닿아있는 말이다. 폴개협동조합은 농사에 대한 지식

을 바탕으로 귀농인이 농업을 제대로 활용하고 새로운 가치

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 역할을 한다. 전국 각지의  

기관을 방문해 정년을 앞둔 사람들에게 귀농 강의도 한다. 

강명실 회원은 똑똑한 농사꾼을 길러내는 선생님인 셈이다. 

또 ‘폴개’라는 말은 발음상 ‘팔다’라는 제주 방언 ‘폴다’에 어미 

‘–게’를 붙여 ‘팔자’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1차 산업

인 농업, 2차 가공산업 및 3차 서비스업을 융합해 농촌에 새

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6차 산업에도 부합하는 말이다. 실

제로 폴개협동조합에서는 농산물을 활용해 다양한 가공식품

을 생산 및 판매한다. 또 아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 프

로그램도 운영한다. 아이들은 이곳으로 와 과일도 따고, 수확

한 과일로 케이크도 만들어 먹고, 비누와 수공예품도 만든다. 

강명실 회원과 교육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운명인 모양이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봤자 프로 농사꾼에 견줄 

수 있나요? 그러니 저는 제가 잘하는, 사람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죠.”

농사를 짓고 조합을 만들면서, 자연스레 처음 1년으로 잡았던 

제주살이의 유효기간은 사라졌다. 수익에 대한 욕심이  

없었기에 오히려 농사는 크게 문제 될 게 없었다. 그러나  

완전히 제주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제주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했다. 강명실 회원은 지역 모임을 찾아다녔다. 농장주를  

“농촌은 과거의 시골 모습을 하고 
있지만, 현대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에 가장 완벽한 곳이라고 
생각해요. 온 마을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동안, 아이들은 한 울타리에서 함께 
자라고, 노인들도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보육 걱정, 부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우고 부모를 모실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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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랬다. 혹자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혹자는 

그래서 재미있는 거라고 말한다. 김영순 회원은 뜻대로 되는 것은 뜻대로 되는 것

에서,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또 거기에서 재미를 찾는다. 욕심을 내려놓으면, 인생

에 실패란 없다는 것. 김영순 회원이 자연을 가까이하며 깨달은 삶의 지혜다. 

글. 이성미 사진. 김도형

배우고 익히기 좋아하는 화학과 교수님

산 좋고, 물 맑은 고장 포천(抱川). 예로부터 ‘물이 많은 골’이란 

뜻에서 ‘물골(谷)’이라 불렀다는 이곳에 좋은 물과 쌀로 술을 빚

는 김영순 회원이 있다.

“서울 근방에도 이렇게 물 좋고 바람 좋은 곳이 있답니다. 예로

부터 지명에 천(川) 자가 들어간 곳은 산수가 좋다고 해요. 물이 

맑으니 술 빚기에도 아주 좋고요.”

교수이자 연구자로 반평생을 살아온 김영순 회원은 이곳에서 

마을 사람과 어울려 장을 담그고, 술을 빚어 나눈다. 천연 염색

도 한다. 술 빚기나 천연 염색을 배우고 싶다며 멀리서 찾아오

는 이도 제법 많다. 퇴임 후 강단을 내려왔다고 생각했는데, 내

려오고 보니 온 세상이 커다란 강의실이다.

젊은 시절, 화상(畫像) 기술에 관심이 많았던 김영순 회원은 복

사기의 인쇄 부품 개발에 몰두해, 복사 방식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하는 데 족적을 남겼다. 1984년부터 중앙대학교 

사진학과와 동국대학교 화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한편, 

1994년에는 한국화상학회를 만들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회장직을 맡기도 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장르에 대한 도전도 계속했다.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여학생 실장을 하면서, 그는 여학생들의 삶의 질을 

술 익듯 
사는 맛이 깊어지다

「인생	2모작」은	QR코드를	스캔하면	동영상으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화학과	

교수에서	전통주	연구가로	변신해	자연과	벗하며	인생	2막을	즐겁게	빚어가는	

김영순	회원을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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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말하는 인생 2막을 살고 있다면, 더욱더 
도전하는 것을 주저해선 안 됩니다. 내가 
주저하는 만큼 사회에서 멀어지는 것이니까요. 
도전하고 배우는 걸 겁내지 마세요. 
내가 재미있으면, 그게 성공이에요.”

자연에서 재료와 영감을 얻고, 전통에서 정신을 이어온 것

이다. 

“주변에 있는 재료로 누구나 전통주를 만들 수 있어요. 소

나무 한 그루만 있어도 봄에는 어린 싹으로 송순주를, 여름

에는 꽃으로 송화주를, 가을은 열매인 잣으로 송자주를 만

들고, 겨울에는 소나무 마디로 송절주를 빚을 수 있으니까

요. 특히 송절주는 겨우내 웅크렸던 관절의 힘을 회복하는 

데 좋은 술이에요. 자연에서 난 재료로 정성을 다해 빚은 

술은 향이 깊고, 맛이 좋고, 우리 몸에도 좋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색을 담아내고, 좋은 풍경을 그려

내며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지내는 것. 그렇게 자연 속에서 

전통을 이으며 자연스럽게 나이 드는 것이 김영순 회원의 

소망이다. 한 가지 더 바란다면, 늘 그래왔듯 계속 배우고, 

아는 것을 나누고 싶다. 

“새로운 걸 계속 도전하는 이유요? 없어요. 어차피 사는 건 

그 자체가 도전이고, 그래서 할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흔

히 말하는 인생 2막을 살고 있다면, 더욱더 도전하는 것을 

주저해선 안 됩니다. 내가 주저하는 만큼 사회에서 멀어지는 

것이니까요. 도전하고 배우는 걸 겁내지 마세요. 굳이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해도 됩니다. 내가 재미있으면, 그게 성공이

에요.”

한 가지 더 당부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미리 찾으

라는 것”이다. 인생 2막이라고 해서 예전과 전혀 다른 모습 

을 보여줄 필요는 없다. 앞서 찾은 취미를 즐기며, 자연 

스럽게 늙어 가면 된다. 어차피 몇 번을 다시 산다고 해도, 

인생은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다만 뜻을 세우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생기니 말이다. 

그렇게 계속 걸으며, 술 익듯 깊어 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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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했다. 그리고 여학

생들에게 권하기에 좋은 취미라고 여겨지거나 흥미가 이는 

분야가 있으면 자신이 먼저 달려가 배웠다. 그렇게 민화를 

배우고, 민화의 실용도를 높이기 위해 가죽 공예를 배우고, 

천연 염색을 배웠다. 전통주 공부도 했다. 또 한 번 배우기 

시작한 것은 쉽게 놓질 않으니 어느덧 10년, 20년이 지나 

각 분야 전문가의 경지에도 이르게 됐다. 인생 2막의 삶도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취미 활동 시간을 밤에서 낮으로 옮

겨왔을 뿐이다. 

“저는 지금의 삶이 인생 2막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굳이 

구분 지을 필요 없이 예나 지금이나 하던 일을 하는 걸요. 

여전히 배우고 익히는 것이 재미있고요. 지금도 과거와 다

름없는 나 ‘김영순’이에요.”

실패는 없고 즐거움만 남는 전통주 빚기

80여 가지 전통주를 담글 수 있지만, 정작 김영순 회원은 

술을 못한다. 대신 남편 한상현 회원의 전통주 사랑이 각별

하다. 전통주 공부도 한상현 회원이 “술을 좀 담가 먹어 봅

시다”라고 권한 것에서 시작됐다. 도전을 즐기는 그에게는 

반가운 소리였다. 남편에게 건강한 술을 줄 수 있다면 보람

도 있을 터였다. 게다가 술 만드는 과정도 생각보다 간단했

다. 먼저, 주재료인 멥쌀, 찹쌀을 여러 번 씻고 불려 고두밥

을 짓는다. 밥과 햇볕에 말린 누룩, 물을 섞어 발효시킨다. 

숙성되면 걸러서 맑은 술만 따라낸다. 이 방법대로 하니 첫 

작품부터 대성공이었다. 그러나 기뻐하기도 잠시, 두 번째 

시도는 결과물이 영 시원치 않았다. 레시피가 성공을 가르

는 기준이 아닌 탓이었다.

“술 빚는 것은 농사짓는 원리와 비슷해요. 언제 씨를 뿌리

고 수확하는지는 책을 보고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이론보

다 더 정확한 것은 경험을 통해 얻은 농사꾼의 ‘감’이에요. 

하늘도 도와야 하고요.”

그는 전통주 전문가인 북촌전통주문화연구원의 남선희 선

생을 찾아갔다. 그리고 5년 동안 술 만드는 법을 배웠다. 

전통주는 된밥, 진밥, 죽 중 어느 밥으로 짓는지, 어떤 물을 

사용하는지, 어떤 지역에서 어떤 계절에 빚는지 등에 따라 

맛이 전혀 달라진다. 그렇게 쌀을 주재료로 지을 수 있는 

술만 200여 가지가 넘는다. 술이 익듯 감이 익어가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

“술을 빚으면 저절로 깨닫는 것이 있어요. 실패해도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술이 잘못되어도 술지게미를 버리지 않

고 물을 섞어주면 식초가 되니까요. 술 빚기가 좋은 이유도 

여기 있어요. 자연에서 온 것을 버리는 것 없이 취할 수 있

으니 참 좋습니다.”

현재 김영순 회원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광릉숲을 기반으로 주민 공동체 ‘숨 쉬는 우리 술’을 만들

어 매년 우리 술 체험행사를 진행한다. 송파여성문화회관

에서 진행하는 ‘맛있는 우리 술과 발효 이야기’ 강좌에서도 

김영순 회원을 만날 수 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함께 전통

주 만드는 법을 배우던 사람들과 ‘기주회’라는 모임을 구성

하고, 두 달에 한 번 모여 만든 술을 시음하기도 했다. 또 

포천의 작업실 마당에서는 천연 염색도 가르친다. 완성된 

민화 작품은 전시회에 출품한다. 최근 몇 해는 주춤했으나 

“예나 지금이나 바쁘다”라는 그의 말은 진정 참이다. 

자연 속에서 자연스럽게 삽니다

김영순 회원의 취미 생활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모두 ‘자연’

과 ‘전통’에 닿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람의 손길에 해

와 바람, 공기가 닿아 만드는 술과 자연의 색을 옮겨오는 

천연 염색, 자연의 아름다움을 화폭에 담는 민화,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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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윤 & 김영희 부부
문화해설사

37

The-K매거진 8월호_내지.indd   37 2021. 7. 23.   오후 11:14

[+55] 인생 2모작오늘, 생각하기

“진정한 여행이란 새로운 풍경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지니는 것이다.” 프

랑스의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의 말이다. 세상은 내가 아는 만큼 보이고, 내 관점

대로 존재한다. 광주에서 문화해설사로 활동하는 박종윤 회원과 아내 김영희 씨는 

매일 도시를 공부하고, 새로운 눈을 얻는다. 그리고 매일 새롭게 광주를 여행한다.

글. 이성미 사진. 김도형

문화해설사로 인생 2막을 연 역사 전문가 부부

“이곳이 광주향교입니다. 향교가 어떤 곳인지 알고 계십니까? 

향교는 중국과 한국 유교 성현에 대한 향사(享祀) 기능과 지방의 

교육을 담당합니다. 또 지역 사회를 교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구동에 자리한 광주향교. 문화해설사 박종윤 

회원이 양복 위에 붉은 한복을 걸쳐 입고 관광객을 맞이한다. 

더운 날씨 때문에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든데, 설명하는 내내 지

친 기색이 없다. 오히려 말할수록 에너지가 차오르는 듯하다. 

박종윤 회원의 전직은 역사 교사다. 1988년부터 2018년 2월

까지 박종윤 회원은 전라·광주 지역에서 30년간 교직 생활을 

했다. 그리고 퇴임 후 광주를 찾는 사람들의 역사 선생님으로 

새롭게 출발했다. 

“문화해설사란 지역의 역사·문화 등을 공부하고, 이를 바탕

으로 관광객에게 문화관광지에 대해 설명해 이해를 돕는 사람

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각 지자체에서 문화해설사 

선발 공고를 내면, 그 시기에 맞춰 신청 후 자격 취득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저도 시험을 치르고 광주시 문화해설사로 선발

광주를 잘 아는 
도시 이야기꾼

「인생	2모작」은	QR코드를	스캔하면	동영상으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광주	지역	

문화해설사로	지역의	전통문화와	역사를	전하며,	배움의	기쁨과	나눔의	즐거움을	

꾸준히	만들어가는	박종윤	회원을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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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에 대비하기 위해 전 세계가 대책 수립에 골몰하고 있다. 기후변화가 이런 추세로 지속한다면 더 큰 재앙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

통된 의견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파급 효과는 산업은 물론 지구 생태계 전반에 걸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가와 범지구적 차원에서 기후변화를 방

지 혹은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를 분석하는 전문가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기후변화 대응 전문가는 지구온난화 등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기후변화를 예측하고 온실가스같이 인위적인 기후변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를 한다. 온난화·태풍·가뭄·해수 온도 상승 등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이에 대한 대응책도 수립한다. 기후변화 요인을 억제하고 대

응법을 교육하기 위한 핵심 직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 전문가에 대해 알아본다.

글.  한상근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산업화 이후 지구의 평균온도 1℃ 상승

19세기 산업화 이후 지구의 평균온도는 약 1℃ 높아졌다. 지

금도 지구온난화가 진행되고 있어 현재 추세라면 다가올

2030∼2050년에는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1.5℃ 상승할 것

으로 예측된다. 지구 평균온도 1.5℃ 상승은 지구 생태계에 

엄청난 악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된다. 지구 온도가 상승하

면 해수면이 높아지고, 바닷속 산호가 소멸한다. 지구 중위권

에서는 폭염 일수가 늘어나고, 물 부족 현상이 세계적 문제

가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온대성 기후대에 자리잡고 있고, 아열대 

기후 지역은 10% 내외다. 그러나 적절한 기후변화 대응 정

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기온이 계속 상승해 금세기 말에

는 우리나라 전역이 아열대 기후에 속하게 될 것이다. 

지구 온도 1.5℃ 상승을 막아라!

기후변화 대응 전문가

32

배움 더하기  미래 잡(job)자 제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진로와 직업의 세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래 잡(job)자」는 직업 교육 전문가를 통해 우리가 마주하게 될   미래 사회의 직업들을 살펴보고자 

마련된 코너입니다. 

The-K 매거진만 읽어도 시대의 흐름에 뒤쳐지지 않고 트렌드를 알 수 있다는 점이 아주 좋

습니다. ‘미래 잡(job)자’ 코너는 아이들에게 다양한 진로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너

무 좋은 코너라고 생각이 듭니다. 막연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직업이 아닌, 잘 알지 못하는 생

소한 직업을 학생들에게 소개시켜줌으로써 학생들의 진로 선택의 폭을 넓혀줄 수 있다는 점

이 좋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어떤 직업이 생겨나고 사라질지 모르는 요즈음, 제자들을 위해 어떤 교육을 

제공해 주어야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미래핵심역량을 길러주는 

교육을 위해 더욱 많이 읽고 공부하면서 미래를 대비할 힘을 길러주는 교육자가 되어야겠다

고 다짐합니다.

4차 산업혁명과 넘쳐나는 정보의 시대에서 직업에 대한 글을 읽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 

지향적인 진로를 가르쳐줄 수 있는 정보를 접하게 되어 유익했습니다. 이제 학교 교육은 교과

서 속 지식 전달이 아니라 지식을 재생산하고 활용하며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필요한 것을 선

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함을 떠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 좌동초등학교 안영우 회원

- 목포이로초등학교 문선정 회원

 - 인천논곡초등학교 최현아 회원

180 | 빅데이터 혁명을 이끄는 선구자 빅데이터 전문가

182 | 내 몸이 비밀번호 생체 인식 전문가

184 | 팬데믹이 만든 신종 직업! 역학 조사관과 임상시험 코디네이터

186 | 주식 거래하듯 탄소배출권을 중개한다 탄소배출권 거래 중개인

188 | 과거와 미래를 잇는 마법사 디지털 헤리티지 전문가

190 | 잊고 싶은 온라인상 기억을 지워드립니다 디지털 장의사

192 | 지구 온도 1.5℃ 상승을 막아라 기후변화 대응 전문가

194 | 인간과 로봇의 평화로운 공존을 이끄는 로봇 윤리학자

196 | 꿈의 직장! 신비한 우주, 일터가 되다

제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진로와 직업의 세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

다. 이 코너는 우리가 마주하게 될 미래 직업들을 통해 현실 사회의 변화 흐름과 방향성에 대해 알아보고 

미리 준비해보기 위해 마련된 코너입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한상근 선임연구원이 전하는 미래 직

업의 비전과 갖춰야 할 소양은 무엇인지 만나봅니다.  

�미래 잡(job)자�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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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전문가는 크게 ‘데이터 엔지니어’와 ‘데이터 분석

가’로 나눌 수 있다. 데이터 엔지니어는 인터넷 사이트나 

앱, SNS 등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 분석가가 활용

할 수 있도록 가공한다. 그리고 데이터의 흐름을 관리하고,  

데이터 분석가가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제공한다.  

데이터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일이 데이터 엔지

니어의 일이다. 데이터 분석가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보고

하는 일을 한다. 데이터 속에서 비즈니스에 의미 있는 결과

를 끌어내며, 분석 도구를 이용해서 보고서를 작성한다.

빅데이터 전문가가 되려면?

빅데이터 전문가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해서 수학적 

방식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학적 지식, 통계학적 

분석 방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데이터 엔지니어가 

되려면 수학, 통계학적 지식 이외에 컴퓨터 과학을 전공하

면 유리하다. 데이터 분석가는 수학, 통계학적 지식과 더불

어 비즈니스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경영

학이나 경제학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유리하다.

빅데이터 전문가에게 필요한 역량은 복합적이고 융합적이

다.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컴퓨터 과학, 통계학, 수학, 경영학,  

경제학 등을 전공하면 빅데이터 전문가가 되는 데 도움이 된

다. 어떤 전공을 하더라도 빅데이터 분석 기법에 대한 전문적

인 학습을 별도로 해야 빅데이터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만남

인공지능 시대에 빅데이터의 가치는 더욱 부각될 것이다.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려면 먼저 데이터가 필요하므로 빅데

이터의 지원이 긴요하다. 또 인공지능이 작업을 빠르게 처

리하는 데에도 빅데이터의 지원이 필요하다. 

빅데이터 분석은 금융업, 제조업, 정부 및 공공, 전문서비스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빅데이터 전문가

는 향후 5년간 일자리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표

적인 직업이다. 인공지능 시대에 빅데이터 전문가의 역할은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직업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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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확대되고 있다.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본인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홍채 인식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주변이 밝거나 어두울 수도 있고, 라

식이나 라섹과 같이 눈 수술을 한 경우도 있어서 정확한 본

인 확인을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기술이 필요하다. 이 뿐만 

아니라, 심전도, 뇌파, 피부, 손바닥, 걸음걸이, 말투, 귀 모

양, 유전자 정보 등 생체인식을 위한 도구가 확대되고 있다.

미래 사회에서는 은행, 증권회사, 공항, 정부 기관, 백화점

이나 마트 등 매우 다양한 곳에서 본인 확인 수단으로 생체

인식 기술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체 인식 관련 

제품에 대한 시장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세계 주요 국가들

이 생체 인식 기술 분야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

하고 있다. 앞으로 생체 인식 전문가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

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통신, 인공지능, 생물학 등 여러 영역이 융합된 분야다. 

생체 인식에 관심이 있다면 최신 기술 동향을 지속적으로 

따라가야 한다. 그리고 컴퓨터 공학, 정보통신, 인공지능 등

의 분야를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전문적인 공부를 해야 전

문가가 될 수 있다.

전문가 수요성이 급증하는 생체 인식 분야

초창기에는 지문으로 생체 인식을 했다면 이후 홍채, 정맥, 

얼굴 등 비접촉식으로 생체 인식을 하는 기술이 발전했다. 

그리고 다양한 생체 정보를 혼합하여 인식하는 기술로 발전

해 보안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현재에 이르러서는 금융, 

컴퓨터 보안, 통신, 출입관리, 의료복지, 공공분야, 검역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생체 인식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 국

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생체 인식 기술과 관련된 시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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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개발에 꼭 필요한 인력, 임상시험 코디네이터

임상시험은 개발 중인 새로운 의약품이나 의료 기술의 사용 

허가 전에 그 약의 효과와 안전성을 증명하기 위해 사람을 

직접 대상으로 해 이루어지는 모든 시험 또는 연구 과정을 말

한다. 

임상시험 코디네이터는 백신이나 치료제 등 신약의 임상시

험을 지원하고 운영하는 일을 한다. 책임 연구자의 지휘하

에 임상 연구와 시험에 필요한 전반적인 업무가 조화롭게 

이뤄지도록 조율하는 것이 핵심적인 역할이다. 먼저 임상시

험에 참여할 지원자를 모집하고 대상자를 선정한다. 임상시

험 참여자의 일정을 확인하고 참여자의 검사 예약을 관리

한다. 

병원이나 전문 기관에서 임상시험 코디네이터는 보통 연구 

간호사라고 불린다. 의학적 지식이 있어야 임상시험에 참가

한 사람들을 관리하고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간호사 면허를 갖추고 임상시험 코디네이터(CRC) 교육과

정을 이수해야 하며 병원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야 임상시

험 코디네이터로 채용될 수 있다.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은 제약회사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

요한 사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새로운 약품이나 

의료 기술을 개발하려는 투자가 늘어날수록 임상시험을 현

장에서 이끄는 임상시험 코디네이터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

질 것이다.   

코로나19와 싸우는 숨은 영웅, 역학 조사관

역학 조사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막는 일을 한다.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면 이 환자가 누구로부터 감염되었는

지, 누구에게 질병을 전파했는지를 확인하는 역학 조사를 

한다. 자신이 근무하는 지역에서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내부에 보고한다. 감염병이 나타나는 

원인을 밝혀내고 예방책을 찾는 역할도 이들의 몫이다.

역학 조사관이 되려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 가

운데 역학 조사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거쳐야 한다. 법령에 

따라서 역학 조사관은 질병관리청이 주관하는 2년간의 교

육과정을 마쳐야 한다.

무섭게 확산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에 비해 수준 높은 방역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역학 조사

관의 역할이 컸다. 우리나라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서 인

구가 10만 명 이상인 시군구에는 1명 이상의 역학 조사관을 

채용해야 한다. 역학 조사관을 채용하지 못한 일부 지방자

치단체들도 있지만, 국내 대다수의 시군구에서는 역학 조사

관을 두고 있다. 현재 질병 관리청과 지자체에 모두 450여 

명의 역학 조사관들이 일하고 있다. 

역학 조사관은 역학 조사뿐만 아니라 감염병을 사전에 예

방하기 위한 다양한 조사와 연구도 병행한다. 앞으로도 인

류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수많은 바이러스와의 전쟁에

서 역학 조사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역학 조사

관의 인원 확충은 물론 전문성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노

력이 수반될 것이며 의료 분야에서 중요한 직업으로 자리

매김할 것으로 예측된다. 

팬데믹이 만든 
신종 직업! 

역학 조사관과 임상시험 코디네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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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이 바꿔놓은 직업 세계

코로나19는 산업군별 직업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 비

대면 문화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면서 인공지능·로봇 

등 신기술 관련 직업의 성장을 앞당기고 있고, 여행업이나 

관광업, 호텔업, 항공업 등의 직종은 감염병의 확산에 따라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의 확산은 특정 분

야의 직업군을 크게 확대하기도 했다.

감염병의 확산을 막는 방역 분야, 그리고 백신이나 치료제

를 개발하는 제약 분야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방역 분야에서 떠오르는 직업은 바이러스의 분석을 통해 

확산을 통제하는 역학 조사관이다. 역학 조사관은 철저한 

감염 경로의 분석을 통해 감염병의 원인을 찾고 확산을 막

는다. 본래 역학 조사관이 처음으로 임명된 것은 1999년부

터이나 본격적으로 인력이 확충되고 제도적으로 정착된 것

은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이다. 메르스라는 치명적인 감

염병을 겪으면서 역학 조사관의 중요성을 깨닫고 인력이 

확충됐다. 역학 조사관은 2020년 코로나19 발발 이후 감염

병 확산 통제에 큰 공헌을 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는 부국과 빈국 사이를 갈라놓았다. 자체적

으로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국가는 자국민들을 위해 충분

한 분량의 백신을 일찍이 확보할 수 있었다. 반면 가난한 국

가나 백신을 생산하지 못하는 나라는 이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백신 개발에서 중요한 과정 중 하나는 임상시험

이다. 새롭게 개발된 백신이나 약품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

지, 안전한지를 증명하는 과정이 임상시험이다. 임상시험에

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숨은 직업인이 바로 임상시험 코디

네이터이다.

10년 후 유망 직종의 키워드 중 하나는 건강이다. 질병 정복, 수명 연장에 대한 인간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의학 관련 건강관리 기술과 결합한 신종 직업

들이 생겨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직업이 있다. 바로 역학 조사관과 임상시험 코디네이터다. 메르스 사태 이후 인력이 확충된 

역학 조사관과 코로나19 백신의 효능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는 임상시험 코디네이터 등은 인류를 바이러스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임무가 막중하다. 이렇

듯 신종 직업들이 생겨난 배경은 무엇일까? 이들이 하는 일과 향후 관련 직업의 변화 방향에 대해 예측해본다.

글.한상근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팬데믹이 만든 
신종 직업! 

역학 조사관과 임상시험 코디네이터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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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동향을 분석하고 탄소배출권의 미래 가격을 분석할

뿐더러 사고파는 가장 좋은 시점을 정하고 거래한다. 또 탄

소배출권과 관련한 여러 상품을 개발하고 운영하며, 온실가

스 감축을 위한 관련 법규와 지침도 분석한다. 해외의 탄소

배출권 시장 동향과 관련 정보를 문헌과 웹사이트를 통해 

지속해서 업데이트하기도 한다. 

탄소배출권 거래 중개인이 되려면 기후변화, 온실가스 배

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온실가스 감축 관리 등 온실가스 

관리에 관한 이론과 기술을 익혀야 한다. 온실가스 관리와 

관련해서는 몇몇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관련 전공 학과를 

개설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 중개인이 되는 데 도움을 주는 전공으로

는 환경공학, 화학공학, 자원 공학 등 이공 계열과 경영학, 

법학 등 사회 계열이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일은 

이공계 전공, 배출권 시장 분석은 사회 계열 전공과 관련이 

깊다. 탄소배출권 중개 업무 자체는 경영학과 법률 지식이 

요긴하다. 결국 이공 계열과 사회 계열 지식이 모두 필요한 

융합 분야라 할 수 있다. 

탄소배출권 중개인이 갖춰야 할 자격으로는 환경부가 주관

하는 온실가스 관리기사가 있다. 신직업은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도전하려는 정신이 중요하다. 탄소배출권 거래 중

개인은 지구 환경을 보호하고 더 쾌적하게 만들려는 열정

이 있는 사람이 도전할 만한 직업이다. 

전 세계 2번째로 큰 한국 시장, 더 주목받을 미래 

전 세계가 탄소배출을 제로 수준으로 낮추려는 정책을 펼

치고 있으며, 각 기업도 환경보호에 동참하고자 다양한 노

력을 기울이고 있다. 독일과 영국은 2030년, 일본과 미국, 

중국은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중단하기로 결

정했다. 유해한 배기가스 배출량을 줄여 환경보호에 적극 

동참하려는 시도다. 탄소배출권 거래도 확대되고 있다. 

2020년 한 해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탄소배출권은 

1,919만t, 거래액은 5,942억 원이었다. 2015년 배출권 시장

이 개설된 이후 거래 규모는 15배가 늘었고 거래액은 42배

가 증가했다. 한국의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은 유럽연합(EU)

에 이어 무려 세계 2위 규모다. 최근 한국 정부는 증권사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탄소배출권 거래 중개인의 역할은 

더욱 주목받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A기업

할당량 > 배출량

[그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B기업

할당량 < 배출량

배출

허용량

배출

허용량
실제

배출량

실제

배출량

초과

감축량

판매가능

구매가능

초과

배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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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후 해결을 위해 등장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 2021년 1월 사우디아라비아. 덥기로 유명한 사우디아라

비아 사막지대에 내린 눈을 밟고 지나가는 낙타의 모습이 

사진에 찍혔다. 50년 만에 사우디아라비아의 기온이 영하

권을 기록했고, 사막 위에 쌓인 눈이 한낮까지 녹지 않는 매

우 이례적 현상도 벌어졌다. 

# 2021년 9월 뉴욕. 사상 최초로 홍수경보가 발령되었다. 맨

해튼 지하철 선로에는 빗물이 폭포처럼 쏟아졌다. 이를 촬영

한 동영상을 본 세계인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과학자들은 이와 같은 세계적인 이상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 사업장에서 내뿜는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한

다고 주장한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 

정책 수단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등장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란 정부가 매년 배출할 수 있는 온

실가스의 양을 정해준 뒤 여분 혹은 부족분에 대해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1월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고 있다. 

지구환경을 위협하는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CO2), 메탄

(CH4), 아산화질소(NO2),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

소(PFCs), 육불화황(SF6) 등 다양하다. 그중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이산화탄소다. 

이산화탄소는 주로 화석연료가 연소할 때 나오며, 기업의 

생산 공정에서 특히 많이 발생한다. 다양한 온실가스 중 이

산화탄소가 주요 감축 대상이 되는 이유다. 탄소는 많은 종

류의 원소와 결합할 수 있어서 약 2천만 종류의 화합물을 

생성할 수 있다. 탄소는 일반적으로 화학원소를 말하지만 

현재 문제가 되는 ‘탄소’란 대개 온실가스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주식처럼 사고파는 탄소배출권 거래 중개인

탄소배출권 거래 중개인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탄소배출권을 사고파는 일을 한다. 구체적으로, 탄소배출권 

최근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수많은 이상기후 현상의 주범으로 온실가스가 지목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의 일

원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Emissions Trading Scheme)’가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탄소배출권을 사고파는 탄소배출권 거래 중개

인이라는 직업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글. 한상근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식 거래하듯 
탄소배출권을 중개한다! 

탄소배출권 거래 중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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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다. 문화유산을 다룬다는 측면

에서 볼 때는 아무래도 문화 콘텐츠 분야를 전공한 사람에

게 유리하다. 역사학·공예학·인류학·고고학·문화재 보존학 

등을 전공하면 문화유산에 관해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

다. 디지털 기술 활용 측면에서는 컴퓨터공학·영상예술학·정

보통신공학 등을 공부하면 최신 기술을 배울 수 있다.

디지털 헤리티지 전문가가 되려면 문화유산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춰야 할 뿐 아니라 증강현실, 가상현실, 사물인터

넷, 인공지능 등 최신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쌓아야 한다. 인문학과 정보통신 기술이 함께 필요한 분야

인 만큼 융합적 인재가 유리하다.

현재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디지털 헤리티지 전문가

문화재청에서는 우리나라 문화유산을 선별한 뒤 3D 데이터

를 구축해 일반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신라 진흥왕순수비, 

울주의 반구대 암각화 등 시간과 장소에 상관 없이 만날 수 

있는 약 1,000건의 문화유산 데이터가 만들어졌다. 이 데이

터를 이용해 교육용 보조 자료나 관광 상품을 제작할 수 있

으며, 인테리어 생활 소품 등도 만들 수 있다.

메타버스의 기술적 발전으로 앞으로는 메타버스 기반의 디

지털 문화유산도 생산되고 보급될 것으로 보인다. 증강현

실, 가상현실을 넘어서서 최근에는 혼합현실(MR)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혼합현실 기술은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기술

을 모두 사용하는 방식이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홀로렌즈

는 혼합현실 기술을 구현한 대표적인 매체다.

메타버스는 증강현실, 가상현실, 혼합현실 등의 기술을 넘

어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본격적으로 결합하는 기술이

다. 메타버스 문화유산 전시관에서 방문객은 과거로 떠나는 

시간 여행을 할 수 있고, 자신의 아바타로 게임을 하듯 문화

유산을 경험할 수 있다. 메타버스를 비롯한 정보통신 기술

을 문화 콘텐츠에 적용하고 활용하는 디지털 헤리티지 전

문가는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마법사나 다름없다. 

과거와 미래를 잇는 마법사

디지털 헤리티지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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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발전에 따라 디지털 자료의 종류와 그 범위는 앞으로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디지털 문화유산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 나눌 수 있다. 

유형자산으로는 유물과 유적이 대표적이다. 디지털 문화유

산으로 만든 건조물·서적·회화·공예품 등은 영구 보존되어 

많은 사람이 관람할 수 있다. 무형자산으로는 연극·음악·무

용·공예 등이 있는데, 디지털 형식으로 변환된 무형유산은 

현시대를 사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다음 세

대에게 전달할 수 있다. 또 디지털 문화유산은 사고로 소실

된 문화재를 복원하는 데 결정적 정보가 될 수 있다. 화재로 

소실되었던 숭례문의 경우 화재 이전에 3D 레이저 스캔으

로 촬영했던 자료가 복원 시 요긴하게 사용되기도 했다.

인문학적 소양과 기술 과학에 대한 이해 필요

디지털 헤리티지 전문가는 문화유산을 디지털 방식으로 기

록·보존할 뿐 아니라 관리하는 일도 한다. 먼저 디지털로 

기록하고 관리할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선별한 뒤 보존

할 디지털 방식을 정하고 3차원 스캔 등을 통해 실물을 측정

하고 기록한다. 그런 다음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인도 쉽게 활

용할 수 있도록 모델링해 영상 파일로 제작하여 제공한다.

디지털 헤리티지는 최근 생겨난 분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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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한상근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과거를 눈 앞에 구현하는 디지털 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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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 미래를 잇는 마법사

디지털 헤리티지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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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 더하기  미래 잡(job)자 제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진로와 직업의 세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래 잡(job)자」는 직업 교육 전문가를 통해 우리가 마주하게 될 

미래 사회의 직업들을 살펴보고자 마련된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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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SNS는 전 세계인들을 연결하며 새로운 세상을 열고 무한한 정보와 성공의 기회를 주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 이 소통의 세상은 악몽 그 

자체이다. 자신의 개인 신상이나 감추고 싶은 과거의 영상이나 이미지, 글들이 인터넷상에서 마구 돌아다녀 고통받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뿐만 아니라, 

SNS 채널에서 자신에게 가하는 비판이나 비난으로 상처 입은 사람도 늘고 있다. 이들은 이런 끔찍한 기록이나 기억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 완벽한 삭제란 불가능에 가깝다. 이들을 위해 등장한 것이 인터넷상의 개인의 기록을 지워주는 디지털 장의사 서비스이다. 

글.  한상근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인터넷 공간에서 잊힐 권리

개인뿐 아니라 기업도 인터넷 기록을 삭제하는 데 관심을 

가진다. 기업은 회사에 대한 좋은 평판을 유지해야 하는데 

사실과 거리가 먼 정보가 유통될 경우 많은 돈을 들여서라

도 기록이나 정보를 삭제하려고 한다. 기업은 개인 못지않

게 디지털 장의사의 주요 고객이다.

온라인상 기록 삭제 여부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이슈다. 

2014년 EU 사법재판소는 검색 서비스의 링크에 대해 삭제

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잊힐 권리’를 인정한 바 있다. 

잊힐 권리는 인터넷을 비롯한 온라인상에서 자신과 관련한 

정보의 삭제나 배포 금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잊고 싶은 온라인상 기억을 지워드립니다!

디지털 장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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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 기록이나 정보를 삭제하는 일이 하나의 업으로 

등장한 것은 본래 고인의 기록을 지우기 위한 것이었다. 

2010년대 초 미국에서는 고인의 흔적을 지우는 전문 회사

가 출현하였다. ‘잊힐 권리’와 ‘디지털 유언’이라는 이슈를 

촉발시킨 최초의 사이트인 라이프인슈어드 닷컴은 온라인 

상조회사를 표방하면서 살아생전 기록을 삭제하기를 원

하는 사람을 위한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고인 계정으로 올

라간 블로그나 SNS의 글을 지우는 일을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디지털 장의사를 표방하면서 활동하는 

여러 회사가 등장하였다. 디지털 장의사의 서비스를 원하는 

개인이나 기업을 위해 인터넷 게시물, 사진과 동영상, SNS 

계정 등의 삭제 업무를 하고 있다.

절망한 피해자들의 인격을 찾아주는 디지털 정보 전문가 

디지털 장의사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개인이 원하지 않는 

인터넷 기록 및 정보를 삭제 또는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하

는 일을 한다. 정보 삭제를 원하는 고객을 위해 인터넷이나 

SNS상에 기록된 정보를 삭제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한다. 자신과 관련한 정보를 삭제하기를 원하는 

고객을 만나 상담을 하고 고객의 어려움과 정보의 유출 경

위 등을 파악한다. 데이터 검색 프로그램을 이용해 온라인

에 유출된 정보를 찾는다. 삭제할 정보 목록을 작성하고 해

당 사이트의 관리자에게 삭제를 요청한다. 삭제 여부를 확

인하고 고객에게 알려준다. 이후 삭제된 정보가 다시 나타

나지 않는지 지속해서 모니터링한다.

디지털 장의사는 최근에 등장한 직업으로 정해진 교육과

정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온라인상 정보를 다루는 

업무인 만큼 인터넷 서비스, 프로그래밍, 데이터 수집 및 분

석 등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법과 제

도의 테두리 내에서 활용해야 하는 직업으로 「개인정보 보

호법」, 「청소년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법률에 대한 이

해가 있어야 한다. 

도움을 요청하는 개인은 특정 사이트에만 자신의 정보가 

노출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분석을 하면 여러 사이트에 

같은 내용이 올라간 경우가 적지 않다. 개인의 인격을 존중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정보수집이 필요하기에 끈기와 

인내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개인의 권리 지키고 선한 영향력 전파

디지털 장의사의 일은 앞으로 크게 늘 것으로 예상한다. 현

재 한국인의 인터넷 이용률은 91.9%(2020년 기준)에 달한

다.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를 활용하는 인구도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이나 온라인상 사고가 증가

하는 추세다. 기업이나 기관에서도 온라인상 기록 삭제에 

관심이 많고, 회사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이나 비방이 포함

된 정보나 기록을 삭제하려는 회사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온라인상에서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강화하려는 제도적 

움직임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EU처럼 잊힐 권리를 

명시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개인의 권리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특정한 사람에게 해를 줄 수 있

는 정보의 삭제와 검색 배제 등을 강제할 수 있는 법률안 제

정이 논의되고 있다.

변화하는 환경과 관련 제도의 강화로 앞으로 디지털 장의

사의 역할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무엇보다 이 직업이 가진 

특별한 의미는 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이들의 마음의 상처

를 치유하고 디지털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할 수 있다

는 점이다. 

단계 내용

1. 상담 디지털 기록의 삭제를 원하는 고객과 상담

2. 데이터 수집
데이터 검색 프로그램으로 
삭제 대상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

3. 게시물 분류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삭제 대상 정보 선별

4. 삭제 요청 해당 사이트에 디지털 기록 삭제 요청

5. 모니터링 삭제 완료 여부를 판단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디지털 기록 삭제 과정>

자료: 디지털 장의사 김호진 (산타크루즈컴퍼니 대표)의 인터뷰 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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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다. 기업은 회사에 대한 좋은 평판을 유지해야 하는데 

사실과 거리가 먼 정보가 유통될 경우 많은 돈을 들여서라

도 기록이나 정보를 삭제하려고 한다. 기업은 개인 못지않

게 디지털 장의사의 주요 고객이다.

온라인상 기록 삭제 여부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이슈다. 

2014년 EU 사법재판소는 검색 서비스의 링크에 대해 삭제

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잊힐 권리’를 인정한 바 있다. 

잊힐 권리는 인터넷을 비롯한 온라인상에서 자신과 관련한 

정보의 삭제나 배포 금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잊고 싶은 온라인상 기억을 지워드립니다!

디지털 장의사

30

배움 더하기  미래 잡(job)자 제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진로와 직업의 세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래 잡(job)자」는 직업 교육 전문가를 통해 우리가 마주하게 될 

미래 사회의 직업들을 살펴보고자 마련된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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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에 대비하기 위해 전 세계가 대책 수립에 골몰하고 있다. 기후변화가 이런 추세로 지속한다면 더 큰 재앙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

통된 의견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파급 효과는 산업은 물론 지구 생태계 전반에 걸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가와 범지구적 차원에서 기후변화를 방

지 혹은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를 분석하는 전문가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기후변화 대응 전문가는 지구온난화 등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기후변화를 예측하고 온실가스같이 인위적인 기후변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를 한다. 온난화·태풍·가뭄·해수 온도 상승 등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이에 대한 대응책도 수립한다. 기후변화 요인을 억제하고 대

응법을 교육하기 위한 핵심 직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 전문가에 대해 알아본다.

글.  한상근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산업화 이후 지구의 평균온도 1℃ 상승

19세기 산업화 이후 지구의 평균온도는 약 1℃ 높아졌다. 지

금도 지구온난화가 진행되고 있어 현재 추세라면 다가올

2030∼2050년에는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1.5℃ 상승할 것

으로 예측된다. 지구 평균온도 1.5℃ 상승은 지구 생태계에 

엄청난 악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된다. 지구 온도가 상승하

면 해수면이 높아지고, 바닷속 산호가 소멸한다. 지구 중위권

에서는 폭염 일수가 늘어나고, 물 부족 현상이 세계적 문제

가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온대성 기후대에 자리잡고 있고, 아열대 

기후 지역은 10% 내외다. 그러나 적절한 기후변화 대응 정

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기온이 계속 상승해 금세기 말에

는 우리나라 전역이 아열대 기후에 속하게 될 것이다. 

지구 온도 1.5℃ 상승을 막아라!

기후변화 대응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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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는 결코 단순한 자연재해의 문제가 아니다. 기후변

화는 농작물과 수산물 생산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사회적 

빈곤층을 확대해 사회 갈등까지 유발할 수 있다. 그렇게 경

제성장과 일자리에도 악영향을 준다. 이에 지구적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기후변화로부터 지구를 구하는 전문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변화를 전망하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기후변화 대응 

전문가가 바로 그들이다. 기후변화 대응 전문가는 기후와 

관련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 기후변화를 예측하고 

대응 방법을 마련한다. 그리고 일반인이나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교육 업무를 수행한다. 

기후변화 대응 전문가가 하는 일은 매우 다양해 정책 연구, 

기술 연구·개발, 교육 등 세 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정책 

연구를 하는 전문가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해야 하는 전략과 정

책을 수립한다. 기술 분야 전문가는 신재생에너지를 연구하

거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현재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

이기 위한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한다. 교육 분야에서 일하

는 기후변화 대응 전문가는 기후변화 위험을 국민에게 알

리고,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교육한다. 기

후변화나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무를 하는 관계자에게 최신 

기술 동향을 설명하는 것도 이들의 몫이다.

자연의 변화와 수학·통계에 흥미 있으면 유리

기후변화 대응 전문가는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정책을 마련

하고 대응 방법이나 대응 기술을 만드는 사람으로 주로 정

부나 국립기상과학원 같은 국책 연구 기관, 대학과 민간 연

구소에서 일한다. 최근에는 기후나 날씨의 중요성이 인식되

면서 기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자연과학을 연구·개발하는 

기관이나 회사에서도 기후변화 대응 전문가를 찾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 전문가가 되려면 기상학, 천문학, 환경공학, 

환경학, 대기과학 등을 대학에서 전공하고 석사 학위 이상

의 학력이 필요하다. 온실가스,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협약 

등 기후변화와 관련한 지식과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갖춰

야 한다.

기후변화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계속 나오는 분야이고, 

각국의 정책도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해서 학습

하려는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이 직업은 세상의 이치나 변화에 대해 항상 관찰하고 탐구

하려는 성향을 지닌 사람에게 어울린다. 자연의 변화, 수학

과 통계에 흥미가 있으면 유리하다. 기후변화 분석을 위해

서는 방대한 자료를 모아 오랫동안 깊이 있는 연구를 해야 

한다. 인내심을 갖고 장기간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어야 한다.

공공기관 외에 민간 일자리도 지속 확대

지구 평균온도가 1.5℃ 상승하면 극단적 폭염이 산업화 이

전보다 8.6배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변화에 대응

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기후변화 대응 전문가는 그동안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주로 

일했다면 앞으로는 민간 기업이나 민간 연구소의 일자리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려는 각국 정부의 정책에 대응해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에 따라 기업의 경영 전략에 대한 변화도 필요하다. 실

제로 민간 기업의 탄소전략팀,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마련

하는 민간 연구소나 컨설팅 기관, 환경 문제를 다루는 민간 

연구소 등에서 기후변화 대응 연구원을 채용하고 있다. 기

후변화 이슈는 일시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논의되고 실천

해야 할 문제로 시간이 갈수록 더욱 중시될 것이다. 이에 따

라 기후변화 현황과 과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

후변화 대응 전문가는 더욱 주목받을 전망이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주요 영향>

구분
1.5℃ 

상승 시나리오
2℃ 

상승 시나리오

중위도 폭염일 온도 3℃ 상승 4℃ 상승

산호 소멸 70～90% 99% 이상

해수면 상승 0.26～0.77m 0.30～0.93m

다른 유형의 생태계로 
전환되는 비율

6.5% 13%

자료: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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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한상근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산업화 이후 지구의 평균온도 1℃ 상승

19세기 산업화 이후 지구의 평균온도는 약 1℃ 높아졌다. 지

금도 지구온난화가 진행되고 있어 현재 추세라면 다가올

2030∼2050년에는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1.5℃ 상승할 것

으로 예측된다. 지구 평균온도 1.5℃ 상승은 지구 생태계에 

엄청난 악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된다. 지구 온도가 상승하

면 해수면이 높아지고, 바닷속 산호가 소멸한다. 지구 중위권

에서는 폭염 일수가 늘어나고, 물 부족 현상이 세계적 문제

가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온대성 기후대에 자리잡고 있고, 아열대 

기후 지역은 10% 내외다. 그러나 적절한 기후변화 대응 정

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기온이 계속 상승해 금세기 말에

는 우리나라 전역이 아열대 기후에 속하게 될 것이다. 

지구 온도 1.5℃ 상승을 막아라!

기후변화 대응 전문가

32

배움 더하기  미래 잡(job)자 제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진로와 직업의 세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래 잡(job)자」는 직업 교육 전문가를 통해 우리가 마주하게 될   미래 사회의 직업들을 살펴보고자 

마련된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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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모브의 3원칙이다. 하지만, 이제 근본적으로 이 윤리 강

령은 업데이트가 요구되고 있다. 애시모브가 3원칙을 발

표한 1942년과 현재는 로봇과 인공지능의 발전 수준이 천

지 차이이기 때문이다. 애시모브가 로봇 윤리에 관한 기본

적인 문제를 제기했다면, 현재는 정책과 산업 측면에서 구체

적 정책 대안까지 제시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로봇이 상용

화되기 시작한 현대 사회에서 크고 작은 의사결정의 원칙

이 되는 근본적인 가이드를 제시하는 사람들이 바로 로봇 

윤리학자이다. 

‘윤리적 딜레마’ 해결을 위한 기준을 제안하는 사람 

그렇다면 로봇 윤리학자가 실제로 판단해야 할 문제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운전자의 도움 없이 목적지까지 스스로 가는 자율주행 자

동차가 기대되고 있다.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진전되어 상용

화를 목전에 둔 상황이다. 운전자의 개입이 전혀 필요 없는 

수준의 기술이 상용화될 것이라는 계획을 언론 보도를 통

해 접하기도 한다. 

그러나 기술 수준에서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술 개발이 완료

되어도 넘어야 할 높은 산이 하나 있다. 인공지능을 둘러싼 윤

리 문제다. 대표적인 예를 이른바 ‘트롤리 딜레마(Trolley 

Dilemma, 광차 문제)’에서 찾을 수 있다. 

트롤리 딜레마는 자율주행 자동차에도 적용된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그대로 주행하면 무단 횡단하는 여러 사람이 사

망할 수 있는데, 우측으로 회전하면 인도에 있는 단 한 명만 

죽는다. 이 상황에서 무고한 한 명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 

정당한가? 또는 여러 명의 행인을 살리기 위해 자동차에 타

고 있는 사람의 목숨을 버려야 하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는 매우 어려운 선택의 문제다.

인공지능 시대에 윤리 문제가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

다는 점을 자율주행 자동차의 이러한 윤리적 딜레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능형 로봇과 인공지능이 일상생활에 깊

이 들어오면서 누군가는 로봇과 인간의 관계를 여러모로 

생각하고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하며 그것은 모두가 납득

할 수 있는 설득력을 갖추어야 한다.  

로봇의 행동 규범을 만드는 도덕·윤리 담당 

로봇 윤리학자들은 로봇을 개발할 때 로봇 작동과 관련한 

윤리 기준은 물론 로봇을 이용하고 활용할 때 사람들이 지

켜야 하는 윤리 기준을 제시한다. 로봇이 사고를 치거나 문

제를 일으킬 때 이와 관련한 대응 원칙을 제시하는 것도 로

봇 윤리학자의 몫이다. 

인간이 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질문을 로봇에게 던졌

을 때 그 답을 찾아내고 그 답을 로봇을 만드는 원칙과 기준

으로 삼는 연구도 해야 한다. 한마디로 로봇이 지켜야하는 

행동 규범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로봇이 작동해 발생한 결과에 대한 도덕적인 관점의 판단 

기준을 만들어서 인간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로봇의 

윤리적인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역

할이다. 

로봇 윤리학자는 로봇과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기본적 이

해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철학과 윤리학에 대한 이론적 지

식도 갖춰야 한다. 로봇 윤리학자가 되려면 대학에서 전자

공학, 법학, 윤리학, 철학, 로봇학 등을 전공하고 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해야 한다. 합리적인 사고 방식을 갖고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중시하며 소통을 통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

는 능력도 요구된다.  

로봇과 인간의 평화로운 공존을 준비할 때 

인공지능과 로봇의 비약적 발전에 따라 관련 정책과 법률

을 만들려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고 로봇 윤리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많아졌다. 특히 기업에서는 사업적 목적 아래 인

공지능이나 로봇의 윤리 문제를 다뤄야 하는 상황들이 늘

어나면서 로봇 윤리학자들의 역할과 요구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활동의 증가로 로봇 수요도 늘

고 있고 전 연령대로 로봇과의 접점이 확대될 전망이다. 특

히 어린 학생들과 로봇의 소통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윤리·도

덕적인 문제점들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로봇과 인간이 함께하는 삶은 우리 곁에 가까이 다가와 있

다. 로봇과 인간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연구하고 평화로운 

공존을 이끄는 로봇 윤리학자들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주

목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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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전문가들은 로봇이 가져올 부정적인 

영향력에도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공상과학(SF)영화에서 보았던 로봇이 인간에게 적대적인 자아

를 가지거나 명령을 잘못 이해해서 인간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게 됐고, 로봇 도입

에 따른 노동자 대량 실직 같은 문제들이 미래의 인류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예측을 하게 된 것이

다. 이러한 로봇의 부정적 요인에 대해 윤리적인 판단 기준을 세우고, 향후 로봇 기술이 어떠한 방

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로봇 윤리학자'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

다. 로봇 윤리학자의 정의와 향후 기대되는 역할에 대해서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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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모브의 3원칙이다. 하지만, 이제 근본적으로 이 윤리 강

령은 업데이트가 요구되고 있다. 애시모브가 3원칙을 발

표한 1942년과 현재는 로봇과 인공지능의 발전 수준이 천

지 차이이기 때문이다. 애시모브가 로봇 윤리에 관한 기본

적인 문제를 제기했다면, 현재는 정책과 산업 측면에서 구체

적 정책 대안까지 제시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로봇이 상용

화되기 시작한 현대 사회에서 크고 작은 의사결정의 원칙

이 되는 근본적인 가이드를 제시하는 사람들이 바로 로봇 

윤리학자이다. 

‘윤리적 딜레마’ 해결을 위한 기준을 제안하는 사람 

그렇다면 로봇 윤리학자가 실제로 판단해야 할 문제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운전자의 도움 없이 목적지까지 스스로 가는 자율주행 자

동차가 기대되고 있다.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진전되어 상용

화를 목전에 둔 상황이다. 운전자의 개입이 전혀 필요 없는 

수준의 기술이 상용화될 것이라는 계획을 언론 보도를 통

해 접하기도 한다. 

그러나 기술 수준에서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술 개발이 완료

되어도 넘어야 할 높은 산이 하나 있다. 인공지능을 둘러싼 윤

리 문제다. 대표적인 예를 이른바 ‘트롤리 딜레마(Trolley 

Dilemma, 광차 문제)’에서 찾을 수 있다. 

트롤리 딜레마는 자율주행 자동차에도 적용된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그대로 주행하면 무단 횡단하는 여러 사람이 사

망할 수 있는데, 우측으로 회전하면 인도에 있는 단 한 명만 

죽는다. 이 상황에서 무고한 한 명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 

정당한가? 또는 여러 명의 행인을 살리기 위해 자동차에 타

고 있는 사람의 목숨을 버려야 하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는 매우 어려운 선택의 문제다.

인공지능 시대에 윤리 문제가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

다는 점을 자율주행 자동차의 이러한 윤리적 딜레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능형 로봇과 인공지능이 일상생활에 깊

이 들어오면서 누군가는 로봇과 인간의 관계를 여러모로 

생각하고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하며 그것은 모두가 납득

할 수 있는 설득력을 갖추어야 한다.  

로봇 윤리의 바이블 ‘애시모브’의 3원칙

뛰어난 공상과학(SF) 소설가 아이작 애시모브(Isaac Asimov)

는 로봇 3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음않 지하동행 ,며되 안 는서쳐끼 를해 게에람사 은봇로  ➊

으로써 인간에게 해가 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  

로봇의 행동 규범을 만드는 도덕·윤리 담당 

로봇 윤리학자들은 로봇을 개발할 때 로봇 작동과 관련한 

윤리 기준은 물론 로봇을 이용하고 활용할 때 사람들이 지

켜야 하는 윤리 기준을 제시한다. 로봇이 사고를 치거나 문

제를 일으킬 때 이와 관련한 대응 원칙을 제시하는 것도 로

봇 윤리학자의 몫이다. 

인간이 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질문을 로봇에게 던졌

을 때 그 답을 찾아내고 그 답을 로봇을 만드는 원칙과 기준

으로 삼는 연구도 해야 한다. 한마디로 로봇이 지켜야하는 

행동 규범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로봇이 작동해 발생한 결과에 대한 도덕적인 관점의 판단 

기준을 만들어서 인간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로봇의 

윤리적인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역

할이다. 

로봇 윤리학자는 로봇과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기본적 이

해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철학과 윤리학에 대한 이론적 지

식도 갖춰야 한다. 로봇 윤리학자가 되려면 대학에서 전자

공학, 법학, 윤리학, 철학, 로봇학 등을 전공하고 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해야 한다. 합리적인 사고 방식을 갖고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중시하며 소통을 통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

는 능력도 요구된다.  

로봇과 인간의 평화로운 공존을 준비할 때 

인공지능과 로봇의 비약적 발전에 따라 관련 정책과 법률

을 만들려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고 로봇 윤리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많아졌다. 특히 기업에서는 사업적 목적 아래 인

공지능이나 로봇의 윤리 문제를 다뤄야 하는 상황들이 늘

어나면서 로봇 윤리학자들의 역할과 요구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활동의 증가로 로봇 수요도 늘

고 있고 전 연령대로 로봇과의 접점이 확대될 전망이다. 특

히 어린 학생들과 로봇의 소통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윤리·도

덕적인 문제점들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로봇과 인간이 함께하는 삶은 우리 곁에 가까이 다가와 있

다. 로봇과 인간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연구하고 평화로운 

공존을 이끄는 로봇 윤리학자들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주

목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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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전문가들은 로봇이 가져올 부정적인 

영향력에도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공상과학(SF)영화에서 보았던 로봇이 인간에게 적대적인 자아

를 가지거나 명령을 잘못 이해해서 인간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게 됐고, 로봇 도입

에 따른 노동자 대량 실직 같은 문제들이 미래의 인류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예측을 하게 된 것이

다. 이러한 로봇의 부정적 요인에 대해 윤리적인 판단 기준을 세우고, 향후 로봇 기술이 어떠한 방

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로봇 윤리학자'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

다. 로봇 윤리학자의 정의와 향후 기대되는 역할에 대해서 알아본다. 

1942년 로봇 윤리에 관한 고전이자 바이블 역할을 한 애

시모브의 3원칙이다. 하지만, 이제 근본적으로 이 윤리 강

령은 업데이트가 요구되고 있다. 애시모브가 3원칙을 발

표한 1942년과 현재는 로봇과 인공지능의 발전 수준이 천

지 차이이기 때문이다. 애시모브가 로봇 윤리에 관한 기본

적인 문제를 제기했다면, 현재는 정책과 산업 측면에서 구체

적 정책 대안까지 제시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로봇이 상용

화되기 시작한 현대 사회에서 크고 작은 의사결정의 원칙

이 되는 근본적인 가이드를 제시하는 사람들이 바로 로봇 

윤리학자이다. 

‘윤리적 딜레마’ 해결을 위한 기준을 제안하는 사람 

그렇다면 로봇 윤리학자가 실제로 판단해야 할 문제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운전자의 도움 없이 목적지까지 스스로 가는 자율주행 자

동차가 기대되고 있다.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진전되어 상용

화를 목전에 둔 상황이다. 운전자의 개입이 전혀 필요 없는 

수준의 기술이 상용화될 것이라는 계획을 언론 보도를 통

해 접하기도 한다. 

그러나 기술 수준에서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술 개발이 완료

되어도 넘어야 할 높은 산이 하나 있다. 인공지능을 둘러싼 윤

리 문제다. 대표적인 예를 이른바 ‘트롤리 딜레마(Trolley 

Dilemma, 광차 문제)’에서 찾을 수 있다. 

트롤리 딜레마는 자율주행 자동차에도 적용된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그대로 주행하면 무단 횡단하는 여러 사람이 사

망할 수 있는데, 우측으로 회전하면 인도에 있는 단 한 명만 

죽는다. 이 상황에서 무고한 한 명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 

정당한가? 또는 여러 명의 행인을 살리기 위해 자동차에 타

고 있는 사람의 목숨을 버려야 하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는 매우 어려운 선택의 문제다.

인공지능 시대에 윤리 문제가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

다는 점을 자율주행 자동차의 이러한 윤리적 딜레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능형 로봇과 인공지능이 일상생활에 깊

이 들어오면서 누군가는 로봇과 인간의 관계를 여러모로 

생각하고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하며 그것은 모두가 납득

할 수 있는 설득력을 갖추어야 한다.  

로봇 윤리의 바이블 ‘애시모브’의 3원칙

뛰어난 공상과학(SF) 소설가 아이작 애시모브(Isaac Asimov)

는 로봇 3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음않 지하동행 ,며되 안 는서쳐끼 를해 게에람사 은봇로  ➊

으로써 인간에게 해가 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  

로봇의 행동 규범을 만드는 도덕·윤리 담당 

로봇 윤리학자들은 로봇을 개발할 때 로봇 작동과 관련한 

윤리 기준은 물론 로봇을 이용하고 활용할 때 사람들이 지

켜야 하는 윤리 기준을 제시한다. 로봇이 사고를 치거나 문

제를 일으킬 때 이와 관련한 대응 원칙을 제시하는 것도 로

봇 윤리학자의 몫이다. 

인간이 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질문을 로봇에게 던졌

을 때 그 답을 찾아내고 그 답을 로봇을 만드는 원칙과 기준

으로 삼는 연구도 해야 한다. 한마디로 로봇이 지켜야하는 

행동 규범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로봇이 작동해 발생한 결과에 대한 도덕적인 관점의 판단 

기준을 만들어서 인간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로봇의 

윤리적인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역

할이다. 

로봇 윤리학자는 로봇과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기본적 이

해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철학과 윤리학에 대한 이론적 지

식도 갖춰야 한다. 로봇 윤리학자가 되려면 대학에서 전자

공학, 법학, 윤리학, 철학, 로봇학 등을 전공하고 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해야 한다. 합리적인 사고 방식을 갖고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중시하며 소통을 통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

는 능력도 요구된다.  

로봇과 인간의 평화로운 공존을 준비할 때 

인공지능과 로봇의 비약적 발전에 따라 관련 정책과 법률

을 만들려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고 로봇 윤리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많아졌다. 특히 기업에서는 사업적 목적 아래 인

공지능이나 로봇의 윤리 문제를 다뤄야 하는 상황들이 늘

어나면서 로봇 윤리학자들의 역할과 요구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활동의 증가로 로봇 수요도 늘

고 있고 전 연령대로 로봇과의 접점이 확대될 전망이다. 특

히 어린 학생들과 로봇의 소통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윤리·도

덕적인 문제점들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로봇과 인간이 함께하는 삶은 우리 곁에 가까이 다가와 있

다. 로봇과 인간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연구하고 평화로운 

공존을 이끄는 로봇 윤리학자들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주

목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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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여름휴가는 화성으로 가기로 했어. 우주정거장 들려서 하룻밤 자고 갈 거야. 가이드는 나온다고 했지?”라는 대화가 언젠가엔 낯설지 않을 것이다.   

2022년 6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대한민국이 자국 기술로 실용 위성을 우주 궤도에 쏘아 올린 세계 7번째 국가에 이름을 올리며 '민간 

우주산업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래서 더욱 우주가 우리의 일터로 바뀔 미래도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광활한 우주에서 일하

는 우주여행 가이드부터 우주전파 예보관까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타이밍이다. 

글. 한상근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꿈의 직장! 
신비한 우주, 일터가 되다  

우주 관광 시대의 개막

인류는 2021년을 민간 우주여행의 첫 해로 기억할 것이다. 

2021년 7월 영국의 우주 탐사기업 ‘버진 갤럭틱’은 4명의 

민간인과 2명의 조종사를 태우고 준궤도까지 진입했다가 

착륙하는 우주 관광에 성공했다. 이후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만든 ‘블루 오리진’은 민간인들이 로켓을 타고 

상공 106km까지 올라갔다 돌아오는 관광 상품을 성공시켰

다. 같은 해 테슬라 창업자 머스크가 만든 ‘스페이스X’는 민

간인 4명을 태우고 약 580km 상공에서 지구를 도는 우주

여행을 실현했다. 스페이스X는 다른 경쟁자보다 조금 늦게 

시도했지만 더 높이 궤도 비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우주와 관련된 직업과 전망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우주와 관련된 산업과 직업이 새롭

게 생성되고 있다. 현재까지 우주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사람

은 돈이 많은 소수의 사람에 불과하다. 비싼 비용에도 불구

하고 기업별로 수백 명의 대기자가 우주여행을 기다리고 

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에게 우주 관광의 기회가 열릴 

것이다. 우주여행 상품을 마련했거나 준비 중인 회사는 앞

서 소개한 버진 갤럭틱, 블루 오리진, 스페이스X 3개 회사 

외에도 보잉, 엑시옴 스페이스, 스페이스 퍼스펙티브 등이 

있다. 우주선 발사 기술이 발전하고 더 다양한 우주여행 상

품이 개발되면서 여행 비용도 낮아지고 많은 사람이 우주

여행을 하는 시대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더불어 우주와 관

련된 산업과 직업도 성장하고 있다. 

<우주와 관련된 직업들>

편안한 우주여행을 이끄는 총책임자 ‘우주여행 가이드’ 

우주여행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아주 낯설며 최초의 

경험일 가능성이 크다. 초보 우주 여행자들에게 광활

한 우주에서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차별화된 지

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사람들이 편안하고 알차게 우주여

행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안내자가 우주여행 가이드다. 

우주여행 가이드는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사가 2025

년 등장할 새로운 미래 직업에 대한 보고서에서 선정

한 10대 직업 중 하나이다. 탑승한 승객들의 우주여행

을 책임지는 총책임자로서 우주선 조종이나 행동 요

령, 여행 계획 등 전반에 대해 파악하고 전달한다. 우

주인이면서 우주에 처음 나와 보는 초보자들을 이끄

는 교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여행 가이드와 유

사하게 건강·심리 상태 점검 및 심리 훈련, 일정 계획 

수립, 후유증 대비 등을 우주여행 가이드가 도맡는다. 

더불어 우주라는 공간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듯 상업용 

우주선을 직접 조종하고, 우주 탐사 업무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초보 여행자를 이끄는 우주인 교관이기 때문에 우주 비

행사가 되기 위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 공군 전투기 파

일럿처럼 로켓 발사 시 중력가속도를 견딜 수 있도록 

물리적 훈련을 수료해야 한다. 우주선 운행에 관한 지

식도 숙지해야 하므로 문과보다는 이과가 유리하다. 우

주 관광을 원하는 사람 중에서 적합한 탑승자를 선별해

내기 위해 이들을 직접 상담하고 물리적으로 우주 관광

을 할 수 있는 신체인지도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탐사 

준비 훈련, 심리 훈련, 무중력 훈련, 후유증 대비 훈련도 

해야 한다. 

우주여행이 본격화하면서 우주 관련 직업에 대한 기대

와 관심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 우주산업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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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꾸미 돌나물 샐러드
활력을 샘솟게 하는 재료 � �주꾸미 300g, 돌나물 100g, 마늘 4쪽, 토마토 100g, 적양배추 80g, 

밀가루 0.25컵

소스 � �다진 양파 2큰술, 발사믹 식초 2큰술, 올리브유 2큰술, 꿀 1작은술, 
소금 후추 약간

① �주꾸미는 내장을 제거하고, 밀가루를 묻혀 
박박 문질러 깨끗이 헹군다.

② �돌나물은 흐르는 물에 살살 씻고, 양파는 
다진다. 

③ �마늘은 편으로 썰고, 토마토는 먹기 좋게 
썬다. 양배추는 채를 썬다.

④ �소스 재료를 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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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돌나물, 토마토, 양배추, 주꾸미를 그릇에 

담고, 소스를 뿌려 낸다.

만드는 법

돌나물은 세게 문질러 씻
으면 풋내가 날 수 있으니 
살살 씻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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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으로서 ‘건강한 밥상’ 기사가 정말 와닿았습니다. 코로나19를 견뎌내고 있고 지나가고 

있는 이 시대의 키워드는 이제 ‘건강’이 아닐까요? 내가 살고 있는 공간, 환경, 음식 그리고 

내 주변 모든 것들이 이제 나의 건강과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식’이요. 건강과 삶에 관련된 기사를 자주 올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리 레시피 소개는 다채로운 색감의 요리 사진과 함께 식욕과 더불어 오감을 일깨우는 자극

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사성을 바탕으로 한 시의적절하고 유용한 콘텐츠를 소개해 주시

면 회원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뿐더러, 독자의 관심을 사로잡을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

으로 생각합니다. 

입맛도 없고 혼자 먹는데 뭘 그리 거창하게 먹나 싶어 대충 먹었었는데 한끼 한끼 정성스럽

게 차려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단순히 ‘건강한 밥상’을 넘어서 정말 나를 위한 

시간, 나를 위한 음식, 나를 위한 즐거움을 느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힐링과 

공감 가득한 내용으로 즐거운 시간 갖고 싶어요.

- 시흥월곶초등학교 정예슬 회원

- 광혜원고등학교 임근수 회원

- 인천청천초등학교 임예은 회원

200  | 코로나19 꼼짝마! 면역력 올리는 건강 레시피

204 | 봄을 전하는 향긋한 봄나물 봄내음 머금은 봄나물 별미 음식

208 |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정성 가득 담긴 행복 밥상

212 | 혼자 먹어도 든든하게! 나를 위한 소중한 한 끼

216 | 여름철 입맛 돋우는 상큼한 영양 밥상 

220 | 가을철 입맛을 사로잡는 별미와 함께 맛있는 집콕 생활

224 | 즐거운 연말, 홈파티를 빛내 줄 맛있고 건강한 레시피

228 | 감기를 예방하고, 기력을 보충하는 겨울 보양식 레시피

232 | 제철 식재료로 면역력 올리는 근사한 식탁

냉장고에 있는 일상적인 재료와 제철 식재료만으로도 특별한 한 끼 상차림을 만들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영양가 높은 요리법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단계별 요리 과정을 사진과 함께 설명하고 보기 좋게 플레

이팅하는 방법도 상세히 제공해 근사한 식탁을 완성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기획되었습니다. 회원님들

의 밥상과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건강한 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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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치료제나 백신이 없는 코로나19의 장기화가 예상되면서 ‘면역력 강화’가 최선의 예방법으로 떠올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면역력

을 키우는 데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핵심이 식생활 습관인 만큼 식생활에서 면역력을 높여주는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

다. 맛과 건강을 모두 채운 건강한 한 끼 식사로 코로나19를 물리치자.

글. 편집실  사진. 쿠켄

코로나19 꼼짝마!

코로나19의 방패가 되어줄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소 건강한 음식 재료로 만든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는 

게 가장 좋다. 면역력 증진 식품에 빠지지 않고 언급되

는 식품으로는 가장 먼저 ‘마늘’을 손꼽을 수 있다. 알리

신이 풍부한 마늘에는 셀레늄과 마그네슘, 비타민B6, 

항염증 성분들도 들어있는데 이런 성분들은 살균, 해독

작용을 해 체내 병원균과 바이러스를 죽여 질병을 예방

하고 면역력을 향상시킨다. 마늘 속 알리신은 어떤 형

태로 조리해도 파괴되지 않는 효과가 있다.

봄철 대표 식재료인 ‘미나리’에는 비타민C가 풍부해 

피로를 풀어주고 면역력을 증진하는 효과가 뛰어나

다.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이 다량 함유돼 있고 항염 

성분도 풍부해 면역력뿐 아니라 미세먼지로 인해 발

생한 몸속 염증을 효과적으로 치유해준다. 

‘돼지고기’에는 양질의 동물성 단백질과 아연, 비타민B

군, 셀레늄이 함유돼 있다. 아연은 면역을 담당하는 백

혈구 생성에 관여해 면역 무기질이라고도 부른다. 또 강

력한 면역 증강 및 항산화 효과가 있는 셀레늄은 육류 

중 돼지고기에 가장 많다. 단백질 함량이 높은 ‘닭고기’

에는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되는 필수 아미노산뿐 아니라, 

면역력 향상을 도와주는 비타민A가 다량 함유되어 있

다. 아삭한 식감이 일품인 ‘파프리카’에는 비타민A·C

와 베타카로틴, 칼륨, 식이섬유 등이 풍부해 질병 예방

과 항산화 작용에 더없이 효과적이다. 특히 비타민C의 

양은 오렌지의 3배, 레몬의 2배다. 빨간색 파프리카는 

어린이 성장촉진과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 된다. 

면역력 증강의 효자 식품으로 불리는 ‘버섯’에는 베타글

루칸이라는 성분이 가득하다. 베타글루칸은 인체 내 정

상 세포들의 면역기능을 활성화하는데 보통 효모의 세

포벽, 버섯류 등에 존재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버섯에서 

함유량이 가장 높다. 뿐만 아니라 버섯에는 면역기능 

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비타민D가 풍부해 면역력 강화

에 더없이 훌륭한 음식 재료다.

이처럼 제철 식재료로 만든 건강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여 코로나19 예방에 필요한 면역 기능 개선에 

힘써보자.

| 미나리	닭죽•삼겹살	미나리	덮밥•파프리카	마늘버섯	온샐러드 |

면역력 키우는 음식재료 모여라

53

미나리는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 

닭고기의 비린내를 
잡아 주는 역할을 해요.

재료 : 쌀 1큰술, 닭고기 안심 15g, 미나리 2대, 양파 5g, 물 1컵

① 쌀은 30분쯤 불린 후 믹서에 간다. 입자가 조금 씹히도록 갈아도 좋다.
② 닭고기는 질긴 심과 하얀 막을 제거하고 끓는 물에 7~8분 삶아 방망이로 곱게 으깬다.
③ 미나리는 여린 줄기로 골라 끓는 물에 데쳐 3mm 크기로 다진다.
④ 양파는 끓는 물에 살짝 데쳐 미나리와 같은 크기로 다진다.
⑤ 냄비에 쌀, 닭, 양파와 2의 육수를 넣고 센 불에서 끓이다가, 끓어오르면 불을 줄여 약불에서 7~8분 더 저어가며 끓여준다. 
⑥ ⑤에 미나리를 넣고 2~3분 더 끓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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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하여 코로나19 예방에 필요한 면역 기능 개선에 

힘써보자.

| 미나리	닭죽•삼겹살	미나리	덮밥•파프리카	마늘버섯	온샐러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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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치료제나 백신이 없는 코로나19의 장기화가 예상되면서 ‘면역력 강화’가 최선의 예방법으로 떠올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면역력

을 키우는 데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핵심이 식생활 습관인 만큼 식생활에서 면역력을 높여주는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

다. 맛과 건강을 모두 채운 건강한 한 끼 식사로 코로나19를 물리치자.

글. 편집실  사진. 쿠켄

코로나19 꼼짝마!

코로나19의 방패가 되어줄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소 건강한 음식 재료로 만든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는 

게 가장 좋다. 면역력 증진 식품에 빠지지 않고 언급되

는 식품으로는 가장 먼저 ‘마늘’을 손꼽을 수 있다. 알리

신이 풍부한 마늘에는 셀레늄과 마그네슘, 비타민B6, 

항염증 성분들도 들어있는데 이런 성분들은 살균, 해독

작용을 해 체내 병원균과 바이러스를 죽여 질병을 예방

하고 면역력을 향상시킨다. 마늘 속 알리신은 어떤 형

태로 조리해도 파괴되지 않는 효과가 있다.

봄철 대표 식재료인 ‘미나리’에는 비타민C가 풍부해 

피로를 풀어주고 면역력을 증진하는 효과가 뛰어나

다.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이 다량 함유돼 있고 항염 

성분도 풍부해 면역력뿐 아니라 미세먼지로 인해 발

생한 몸속 염증을 효과적으로 치유해준다. 

‘돼지고기’에는 양질의 동물성 단백질과 아연, 비타민B

군, 셀레늄이 함유돼 있다. 아연은 면역을 담당하는 백

혈구 생성에 관여해 면역 무기질이라고도 부른다. 또 강

력한 면역 증강 및 항산화 효과가 있는 셀레늄은 육류 

중 돼지고기에 가장 많다. 단백질 함량이 높은 ‘닭고기’

에는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되는 필수 아미노산뿐 아니라, 

면역력 향상을 도와주는 비타민A가 다량 함유되어 있

다. 아삭한 식감이 일품인 ‘파프리카’에는 비타민A·C

와 베타카로틴, 칼륨, 식이섬유 등이 풍부해 질병 예방

과 항산화 작용에 더없이 효과적이다. 특히 비타민C의 

양은 오렌지의 3배, 레몬의 2배다. 빨간색 파프리카는 

어린이 성장촉진과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 된다. 

면역력 증강의 효자 식품으로 불리는 ‘버섯’에는 베타글

루칸이라는 성분이 가득하다. 베타글루칸은 인체 내 정

상 세포들의 면역기능을 활성화하는데 보통 효모의 세

포벽, 버섯류 등에 존재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버섯에서 

함유량이 가장 높다. 뿐만 아니라 버섯에는 면역기능 

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비타민D가 풍부해 면역력 강화

에 더없이 훌륭한 음식 재료다.

이처럼 제철 식재료로 만든 건강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여 코로나19 예방에 필요한 면역 기능 개선에 

힘써보자.

| 미나리	닭죽•삼겹살	미나리	덮밥•파프리카	마늘버섯	온샐러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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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치료제가 없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면역력 강화’가 최선의 예방법으로 떠올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면역력을 키우는 데 다양

한 방법들이 있지만, 핵심이 식생활 습관인 만큼 식생활에서 면역력을 높여주는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맛과 건강을 모

두 채운 건강한 한 끼 식사로 코로나19를 물리치자.

글.편집실 사진.쿠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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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 미니 파프리카 12개, 마늘 8쪽, 생표고버섯 4장, 베이비 채소 200g, 올리브오일 3큰술
간장레몬소스 : 레몬 슬라이스 4쪽, 간장 3큰술, 올리브오일 3큰술, 레몬즙 2큰술, 올리고당 1큰술

① 다양한 색의 미니 파프리카는 길게 반을 가른다. 
② 마늘은 그대로, 생표고버섯은 밑동을 살짝 잘라 4등분 해 준비한다. 
③ 베이비 채소를 물에 헹궈 건져 물기를 뺀다. 
④ 간장레몬소스 재료는 모두 섞어 드레싱을 만든다. 
⑤ 올리브오일을 두른 팬에 ①의 파프리카, ②의 마늘과 생표고버섯을 구워낸다. 
⑥ 접시에 ⑤의 구운 채소, ③의 베이비 채소를 소복하게 올린 뒤 간장레몬소스를 뿌려 먹는다.

파프리카 속 비타민A는 식용유를 넣어 
조리하면 쏙쏙 더 잘 흡수돼요. 파프리카를 
마늘, 버섯과 함께 구워 간장레몬소스로 
맛을 내면 파프리카의 영양까지 그대로 
즐길 수 있어요.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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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 삼겹살 300g, 미나리 1줌, 밥 1공기  
소스 : 물 6큰술, 간장 1.5큰술, 고추장 1큰술, 맛술 3큰술, 설탕 0.5큰술, 다진파 3큰술, 다진 꽈리고추 1.5큰술

① 소스 재료를 모두 섞어 둔다.
② 미나리는 억센 줄기를 떼고 잘게 잘라 참기름을 살짝 뿌려둔다.
③ 삼겹살은 먹기 좋게 길게 2등분해서 팬에 굽는다.
④ ③의 삼겹살을 기름을 빼고 1cm 두께로 썬다.
⑤ 밥에 삼겹살과 미나리를 얹고 양념장을 곁들인다.

미나리는 돼지고기와 함께 곁들이면 
비타민 흡수가 빨라져요. 
고추장 대신 두반장을 넣어 
양념장을 만들어도 삼겹살과 잘 어울려요.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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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내 얼었던 땅을 뚫고 산에서 들에서 스스로 새싹을 

키운 놀라운 에너지의 산물, ‘봄나물’. 이름도 향긋한 봄

나물을 먹으며 사람들은 비로소 봄이 왔음을 실감한다. 

특유의 쌉쌀한 맛과 향이 좋아 미각을 돋우어 주는 음식 

재료로, 예로부터 뿌리를 포함한 전초를 식용 및 약용으

로 사용해온 ‘냉이’는 아미노산과 아연이 풍부해 유해산

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할 수 있어 항산화부터 항암효과

까지 뛰어나다. ‘세발나물’은 갯벌에서 자라 짭조름한 맛

을 내며, 비타민C와 미네랄이 풍부해 노화 방지에 탁월

하다. 또 엽록소와 식이섬유가 풍부해 변비 예방에도 효

과적이다. 평소에 육류를 많이 먹는다면 ‘돌나물’ 섭취를 

늘려보자. 돌나물에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능이 

있어 동물성 식품인 육류와 잘 어울리며, 성인병을 예방

하는 데 좋다. 봄나물을 가득 넣은 누드롤로 건강한 봄기

운을 온몸에 충전해보자.

봄철을 대표하는 해산물 ‘주꾸미’는 3~5월에 산란기를 

맞아 영양과 맛이 더 풍부해져 봄철 보양식으로 인기다. 

쫄깃쫄깃하고 고소한 맛을 내는 주꾸미는 영양학적인 면

에서도 이점이 많다. 특히 봄철 주꾸미에는 피로 해소에 

도움을 주는 타우린 성분이 풍부해 나른한 봄날 먹으면 

춘곤증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된다. 타우린은 몸속 콜레

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데 주

꾸미에는 낙지나 오징어보다도 많은 양의 타우린이 함유

돼 있다. 또한, 주꾸미에는 불포화지방산과 DHA가 들어

있어 두뇌 발달에도 도움이 된다. 주꾸미 먹물 역시 다양

한 영양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암세포의 증식을 막는 항

암 효과와 위액 분비를 촉진하는 소화 개선 효과가 있다. 

비타민 가득한 싱싱한 돌나물과 부드러운 주꾸미의 만

남, 이 계절에 안성맞춤인 주꾸미 돌나물 샐러드로 춘곤

증을 잡아보자.

향긋하고 바다의 풍미가 가득한 ‘멍게’는 4~5월이 제철

이다. 멍게는 지방질이 거의 없어 해삼, 해파리와 함께 3

대 저칼로리 해산물로 꼽힌다. 붉은색의 단단한 몸에 원

뿔꼴의 돌기가 많이 나와 있는 생김새로 ‘바다의 파인애

플’이라고 불린다. 대부분 얕은 바다의 암석이나 해초에 

붙어서 살며, 깊은 바다에서 3~4년 정도 자란 것은 맛과 

향이 더 진하다. 멍게에는 천연 식이 섬유소가 풍부해 포

만감을 주며, 100g당 80Kcal 정도로 칼로리가 낮으면서 

단백질, 무기질은 많이 들어 있어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준

다. 풍부한 식이섬유는 위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 숙

변을 제거하는 등 변비 증상 완화에 효과적이고, 치매 예

방에 좋아 노인들의 건강식으로 자주 소개된다. 또한, 멍

게에 풍부한 타우린 성분이 체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

춰 성인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며, 간 기능을 강화해 

숙취 해소에도 효과적이다. 상큼하고 시원한 맛이 좋고 

영양도 만점인 멍게를 넣고 된장찌개를 끓이면 멍게 특

유의 향이 은은히 퍼져 바다 내음 가득한 된장찌개를 즐

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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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그러운 봄 내음싱그러운 봄 내음싱그러운 봄 내음싱그러운 봄 내음싱그러운 봄 내음싱그러운 봄 내음싱그러운 봄 내음싱그러운 봄 내음싱그러운 봄 내음
돌나물부터 주꾸미, 멍게까지 사람들의 입맛을 돋우는 제철 음식들로 풍요로운 계절, 봄이 

왔다. 봄의 향기와 맛은 바이러스의 위세가 높은 요즘 같은 시절에 면역력이라는 큰 위로

를 전해주기도 한다. 나른해지기 쉬운 봄철, 몸과 마음에 큰 위로와 활력을 주는 영양 가득

한 음식을 통해 입안 가득 봄이 주는 싱그러움을 만끽해보자.

글. 편집실 사진. 쿠켄

| 봄나물 누드롤 • 주꾸미 돌나물 샐러드 • 멍게 된장찌개 |

식탁 위에 찾아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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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볼에 뜨거운 밥을 담고 배합초 양념을 넣은 뒤 밥알이 으깨지지 않도록 주걱을 세워 고루 버무려준다. 
② 냉이는 살짝 데쳐 찬물에 헹군 뒤 물기를 짜서 송송 썬다. 세발나물은 짧게, 게맛살은 굵게 찢는다. 돌나물은 소금물이나 식초물에 두세번 담갔다가 씻어준다.
③ 볼에 마요네즈, 간장, 고추냉이, 참기름을 넣고 냉이, 세발나물, 돌나물을 게맛살과 함께 가볍게 버무린다.
④ 김발 위에 랩을 넉넉하게 펼쳐 깐 다음 밥을 김 크기만큼 고르게 펼쳐준다. 펼친 밥 위에 김을 얹은 뒤 체다치즈를 2장 나란히 올린다.
⑤ ④위에 무쳐 놓은 봄나물을 한 줄로 고르게 올리고 랩을 잡으며 돌돌 말아 밥, 김, 치즈, 나물이 동그랗게 말려 가운데 오도록 누드롤을 만다.
⑥ 1cm 폭으로 먹기 좋게 썰어 접시에 놓고 시판 돈가스 소스, 마요네즈 등을 취향에 맞게 뿌려 먹는다.

봄나물 누드롤
봄을 한가득 품에 안은 

만드는 법

가다랑어포를 뿌려 
먹어도 좋아요

TIP

재료 � �김밥용 김 2장, 밥 3공기, 체다치즈 4장, 냉이 100g, 세발나물 50g, 돌나물 50g, 
게맛살 70g, 소금 약간, 돈가스 소스 약간, 마요네즈 약간

배합초 양념 � 식초 3큰술, 설탕 2.5큰술, 소금 1작은술

나물 롤 양념 � 마요네즈 2큰술, 간장 1작은술, 고추냉이 1작은술, 참기름 1작은술

 냉이는 살짝 데쳐 찬물에 헹군 뒤 물기를 짜서 송송 썬다. 세발나물은 짧게, 게맛살은 굵게 찢는다. 돌나물은 소금물이나 식초물에 두세번 담갔다가 씻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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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내 얼었던 땅을 뚫고 산에서 들에서 스스로 새싹을 

키운 놀라운 에너지의 산물, ‘봄나물’. 이름도 향긋한 봄

나물을 먹으며 사람들은 비로소 봄이 왔음을 실감한다. 

특유의 쌉쌀한 맛과 향이 좋아 미각을 돋우어 주는 음식 

재료로, 예로부터 뿌리를 포함한 전초를 식용 및 약용으

로 사용해온 ‘냉이’는 아미노산과 아연이 풍부해 유해산

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할 수 있어 항산화부터 항암효과

까지 뛰어나다. ‘세발나물’은 갯벌에서 자라 짭조름한 맛

을 내며, 비타민C와 미네랄이 풍부해 노화 방지에 탁월

하다. 또 엽록소와 식이섬유가 풍부해 변비 예방에도 효

과적이다. 평소에 육류를 많이 먹는다면 ‘돌나물’ 섭취를 

늘려보자. 돌나물에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능이 

있어 동물성 식품인 육류와 잘 어울리며, 성인병을 예방

하는 데 좋다. 봄나물을 가득 넣은 누드롤로 건강한 봄기

운을 온몸에 충전해보자.

봄철을 대표하는 해산물 ‘주꾸미’는 3~5월에 산란기를 

맞아 영양과 맛이 더 풍부해져 봄철 보양식으로 인기다. 

쫄깃쫄깃하고 고소한 맛을 내는 주꾸미는 영양학적인 면

에서도 이점이 많다. 특히 봄철 주꾸미에는 피로 해소에 

도움을 주는 타우린 성분이 풍부해 나른한 봄날 먹으면 

춘곤증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된다. 타우린은 몸속 콜레

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데 주

꾸미에는 낙지나 오징어보다도 많은 양의 타우린이 함유

돼 있다. 또한, 주꾸미에는 불포화지방산과 DHA가 들어

있어 두뇌 발달에도 도움이 된다. 주꾸미 먹물 역시 다양

한 영양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암세포의 증식을 막는 항

암 효과와 위액 분비를 촉진하는 소화 개선 효과가 있다. 

비타민 가득한 싱싱한 돌나물과 부드러운 주꾸미의 만

남, 이 계절에 안성맞춤인 주꾸미 돌나물 샐러드로 춘곤

증을 잡아보자.

향긋하고 바다의 풍미가 가득한 ‘멍게’는 4~5월이 제철

이다. 멍게는 지방질이 거의 없어 해삼, 해파리와 함께 3

대 저칼로리 해산물로 꼽힌다. 붉은색의 단단한 몸에 원

뿔꼴의 돌기가 많이 나와 있는 생김새로 ‘바다의 파인애

플’이라고 불린다. 대부분 얕은 바다의 암석이나 해초에 

붙어서 살며, 깊은 바다에서 3~4년 정도 자란 것은 맛과 

향이 더 진하다. 멍게에는 천연 식이 섬유소가 풍부해 포

만감을 주며, 100g당 80Kcal 정도로 칼로리가 낮으면서 

단백질, 무기질은 많이 들어 있어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준

다. 풍부한 식이섬유는 위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 숙

변을 제거하는 등 변비 증상 완화에 효과적이고, 치매 예

방에 좋아 노인들의 건강식으로 자주 소개된다. 또한, 멍

게에 풍부한 타우린 성분이 체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

춰 성인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며, 간 기능을 강화해 

숙취 해소에도 효과적이다. 상큼하고 시원한 맛이 좋고 

영양도 만점인 멍게를 넣고 된장찌개를 끓이면 멍게 특

유의 향이 은은히 퍼져 바다 내음 가득한 된장찌개를 즐

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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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 봄의 향기와 맛은 바이러스의 위세가 높은 요즘 같은 시절에 면역력이라는 큰 위로

를 전해주기도 한다. 나른해지기 쉬운 봄철, 몸과 마음에 큰 위로와 활력을 주는 영양 가득

한 음식을 통해 입안 가득 봄이 주는 싱그러움을 만끽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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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내 얼었던 땅을 뚫고 산에서 들에서 스스로 새싹을 

키운 놀라운 에너지의 산물, ‘봄나물’. 이름도 향긋한 봄

나물을 먹으며 사람들은 비로소 봄이 왔음을 실감한다. 

특유의 쌉쌀한 맛과 향이 좋아 미각을 돋우어 주는 음식 

재료로, 예로부터 뿌리를 포함한 전초를 식용 및 약용으

로 사용해온 ‘냉이’는 아미노산과 아연이 풍부해 유해산

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할 수 있어 항산화부터 항암효과

까지 뛰어나다. ‘세발나물’은 갯벌에서 자라 짭조름한 맛

을 내며, 비타민C와 미네랄이 풍부해 노화 방지에 탁월

하다. 또 엽록소와 식이섬유가 풍부해 변비 예방에도 효

과적이다. 평소에 육류를 많이 먹는다면 ‘돌나물’ 섭취를 

늘려보자. 돌나물에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능이 

있어 동물성 식품인 육류와 잘 어울리며, 성인병을 예방

하는 데 좋다. 봄나물을 가득 넣은 누드롤로 건강한 봄기

운을 온몸에 충전해보자.

봄철을 대표하는 해산물 ‘주꾸미’는 3~5월에 산란기를 

맞아 영양과 맛이 더 풍부해져 봄철 보양식으로 인기다. 

쫄깃쫄깃하고 고소한 맛을 내는 주꾸미는 영양학적인 면

에서도 이점이 많다. 특히 봄철 주꾸미에는 피로 해소에 

도움을 주는 타우린 성분이 풍부해 나른한 봄날 먹으면 

춘곤증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된다. 타우린은 몸속 콜레

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데 주

꾸미에는 낙지나 오징어보다도 많은 양의 타우린이 함유

돼 있다. 또한, 주꾸미에는 불포화지방산과 DHA가 들어

있어 두뇌 발달에도 도움이 된다. 주꾸미 먹물 역시 다양

한 영양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암세포의 증식을 막는 항

암 효과와 위액 분비를 촉진하는 소화 개선 효과가 있다. 

비타민 가득한 싱싱한 돌나물과 부드러운 주꾸미의 만

남, 이 계절에 안성맞춤인 주꾸미 돌나물 샐러드로 춘곤

증을 잡아보자.

향긋하고 바다의 풍미가 가득한 ‘멍게’는 4~5월이 제철

이다. 멍게는 지방질이 거의 없어 해삼, 해파리와 함께 3

대 저칼로리 해산물로 꼽힌다. 붉은색의 단단한 몸에 원

뿔꼴의 돌기가 많이 나와 있는 생김새로 ‘바다의 파인애

플’이라고 불린다. 대부분 얕은 바다의 암석이나 해초에 

붙어서 살며, 깊은 바다에서 3~4년 정도 자란 것은 맛과 

향이 더 진하다. 멍게에는 천연 식이 섬유소가 풍부해 포

만감을 주며, 100g당 80Kcal 정도로 칼로리가 낮으면서 

단백질, 무기질은 많이 들어 있어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준

다. 풍부한 식이섬유는 위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 숙

변을 제거하는 등 변비 증상 완화에 효과적이고, 치매 예

방에 좋아 노인들의 건강식으로 자주 소개된다. 또한, 멍

게에 풍부한 타우린 성분이 체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

춰 성인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며, 간 기능을 강화해 

숙취 해소에도 효과적이다. 상큼하고 시원한 맛이 좋고 

영양도 만점인 멍게를 넣고 된장찌개를 끓이면 멍게 특

유의 향이 은은히 퍼져 바다 내음 가득한 된장찌개를 즐

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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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 봄의 향기와 맛은 바이러스의 위세가 높은 요즘 같은 시절에 면역력이라는 큰 위로

를 전해주기도 한다. 나른해지기 쉬운 봄철, 몸과 마음에 큰 위로와 활력을 주는 영양 가득

한 음식을 통해 입안 가득 봄이 주는 싱그러움을 만끽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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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내 얼었던 땅을 뚫고 산에서 들에서 스스로 새싹을 

키운 놀라운 에너지의 산물, ‘봄나물’. 이름도 향긋한 봄

나물을 먹으며 사람들은 비로소 봄이 왔음을 실감한다. 

특유의 쌉쌀한 맛과 향이 좋아 미각을 돋우어 주는 음식 

재료로, 예로부터 뿌리를 포함한 전초를 식용 및 약용으

로 사용해온 ‘냉이’는 아미노산과 아연이 풍부해 유해산

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할 수 있어 항산화부터 항암효과

까지 뛰어나다. ‘세발나물’은 갯벌에서 자라 짭조름한 맛

을 내며, 비타민C와 미네랄이 풍부해 노화 방지에 탁월

하다. 또 엽록소와 식이섬유가 풍부해 변비 예방에도 효

과적이다. 평소에 육류를 많이 먹는다면 ‘돌나물’ 섭취를 

늘려보자. 돌나물에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능이 

있어 동물성 식품인 육류와 잘 어울리며, 성인병을 예방

하는 데 좋다. 봄나물을 가득 넣은 누드롤로 건강한 봄기

운을 온몸에 충전해보자.

봄철을 대표하는 해산물 ‘주꾸미’는 3~5월에 산란기를 

맞아 영양과 맛이 더 풍부해져 봄철 보양식으로 인기다. 

쫄깃쫄깃하고 고소한 맛을 내는 주꾸미는 영양학적인 면

에서도 이점이 많다. 특히 봄철 주꾸미에는 피로 해소에 

도움을 주는 타우린 성분이 풍부해 나른한 봄날 먹으면 

춘곤증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된다. 타우린은 몸속 콜레

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데 주

꾸미에는 낙지나 오징어보다도 많은 양의 타우린이 함유

돼 있다. 또한, 주꾸미에는 불포화지방산과 DHA가 들어

있어 두뇌 발달에도 도움이 된다. 주꾸미 먹물 역시 다양

한 영양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암세포의 증식을 막는 항

암 효과와 위액 분비를 촉진하는 소화 개선 효과가 있다. 

비타민 가득한 싱싱한 돌나물과 부드러운 주꾸미의 만

남, 이 계절에 안성맞춤인 주꾸미 돌나물 샐러드로 춘곤

증을 잡아보자.

향긋하고 바다의 풍미가 가득한 ‘멍게’는 4~5월이 제철

이다. 멍게는 지방질이 거의 없어 해삼, 해파리와 함께 3

대 저칼로리 해산물로 꼽힌다. 붉은색의 단단한 몸에 원

뿔꼴의 돌기가 많이 나와 있는 생김새로 ‘바다의 파인애

플’이라고 불린다. 대부분 얕은 바다의 암석이나 해초에 

붙어서 살며, 깊은 바다에서 3~4년 정도 자란 것은 맛과 

향이 더 진하다. 멍게에는 천연 식이 섬유소가 풍부해 포

만감을 주며, 100g당 80Kcal 정도로 칼로리가 낮으면서 

단백질, 무기질은 많이 들어 있어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준

다. 풍부한 식이섬유는 위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 숙

변을 제거하는 등 변비 증상 완화에 효과적이고, 치매 예

방에 좋아 노인들의 건강식으로 자주 소개된다. 또한, 멍

게에 풍부한 타우린 성분이 체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

춰 성인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며, 간 기능을 강화해 

숙취 해소에도 효과적이다. 상큼하고 시원한 맛이 좋고 

영양도 만점인 멍게를 넣고 된장찌개를 끓이면 멍게 특

유의 향이 은은히 퍼져 바다 내음 가득한 된장찌개를 즐

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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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나물부터 주꾸미, 멍게까지 사람들의 입맛을 돋우는 제철 음식들로 풍요로운 계절, 봄이 

왔다. 봄의 향기와 맛은 바이러스의 위세가 높은 요즘 같은 시절에 면역력이라는 큰 위로

를 전해주기도 한다. 나른해지기 쉬운 봄철, 몸과 마음에 큰 위로와 활력을 주는 영양 가득

한 음식을 통해 입안 가득 봄이 주는 싱그러움을 만끽해보자.

글. 편집실 사진. 쿠켄

| 봄나물 누드롤 • 주꾸미 돌나물 샐러드 • 멍게 된장찌개 |

식탁 위에 찾아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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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나물부터 쭈꾸미, 멍게까지 사람들의 입맛을 돋우는 제철 음식들로 풍요로운 계절, 봄이 

왔다. 봄의 향기와 맛은 바이러스의 위세가 높은 요즘 같은 시절에 면역력이라는 큰 위로

를 전해주기도 한다. 나른해지기 쉬운 봄에는 몸과 마음에 큰 위로와 활력을 주는 영양 가

득한 음식을 통해 입안 가득 봄이 주는 싱그러움을 만끽해보자. 

글.편집실 사진.쿠켄

① �볼에 뜨거운 밥을 담고 배합초 양념을 넣은 뒤 밥알이 으깨지지 않도록 주걱을 세워 고루 버무려준다. 
② 냉이는 살짝 데쳐 찬물에 헹군 뒤 물기를 짜서 송송 썬다. 세발나물은 짧게, 게맛살은 굵게 찢는다. 돌나물은 소금물이나 식초물에 두세번 담갔다가 씻어준다.
③ 볼에 마요네즈, 간장, 고추냉이, 참기름을 넣고 냉이, 세발나물, 돌나물을 게맛살과 함께 가볍게 버무린다.
④ 김발 위에 랩을 넉넉하게 펼쳐 깐 다음 밥을 김 크기만큼 고르게 펼쳐준다. 펼친 밥 위에 김을 얹은 뒤 체다치즈를 2장 나란히 올린다.
⑤ ④위에 무쳐 놓은 봄나물을 한 줄로 고르게 올리고 랩을 잡으며 돌돌 말아 밥, 김, 치즈, 나물이 동그랗게 말려 가운데 오도록 누드롤을 만다.
⑥ 1cm 폭으로 먹기 좋게 썰어 접시에 놓고 시판 돈가스 소스, 마요네즈 등을 취향에 맞게 뿌려 먹는다.

봄나물 누드롤
봄을 한가득 품에 안은 

만드는 법

가다랑어포를 뿌려 
먹어도 좋아요

TIP

재료 � �김밥용 김 2장, 밥 3공기, 체다치즈 4장, 냉이 100g, 세발나물 50g, 돌나물 50g, 
게맛살 70g, 소금 약간, 돈가스 소스 약간, 마요네즈 약간

배합초 양념 � 식초 3큰술, 설탕 2.5큰술, 소금 1작은술

나물 롤 양념 � 마요네즈 2큰술, 간장 1작은술, 고추냉이 1작은술, 참기름 1작은술

 냉이는 살짝 데쳐 찬물에 헹군 뒤 물기를 짜서 송송 썬다. 세발나물은 짧게, 게맛살은 굵게 찢는다. 돌나물은 소금물이나 식초물에 두세번 담갔다가 씻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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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볼에 뜨거운 밥을 담고 배합초 양념을 넣은 뒤 밥알이 으깨지지 않도록 주걱을 세워 고루 버무려준다. 
② 냉이는 살짝 데쳐 찬물에 헹군 뒤 물기를 짜서 송송 썬다. 세발나물은 짧게, 게맛살은 굵게 찢는다. 돌나물은 소금물이나 식초물에 두세번 담갔다가 씻어준다.
③ 볼에 마요네즈, 간장, 고추냉이, 참기름을 넣고 냉이, 세발나물, 돌나물을 게맛살과 함께 가볍게 버무린다.
④ 김발 위에 랩을 넉넉하게 펼쳐 깐 다음 밥을 김 크기만큼 고르게 펼쳐준다. 펼친 밥 위에 김을 얹은 뒤 체다치즈를 2장 나란히 올린다.
⑤ ④위에 무쳐 놓은 봄나물을 한 줄로 고르게 올리고 랩을 잡으며 돌돌 말아 밥, 김, 치즈, 나물이 동그랗게 말려 가운데 오도록 누드롤을 만다.
⑥ 1cm 폭으로 먹기 좋게 썰어 접시에 놓고 시판 돈가스 소스, 마요네즈 등을 취향에 맞게 뿌려 먹는다.

봄나물 누드롤
봄을 한가득 품에 안은 

만드는 법

가다랑어포를 뿌려 
먹어도 좋아요

TIP

재료 � �김밥용 김 2장, 밥 3공기, 체다치즈 4장, 냉이 100g, 세발나물 50g, 돌나물 50g, 
게맛살 70g, 소금 약간, 돈가스 소스 약간, 마요네즈 약간

배합초 양념 � 식초 3큰술, 설탕 2.5큰술, 소금 1작은술

나물 롤 양념 � 마요네즈 2큰술, 간장 1작은술, 고추냉이 1작은술, 참기름 1작은술

 냉이는 살짝 데쳐 찬물에 헹군 뒤 물기를 짜서 송송 썬다. 세발나물은 짧게, 게맛살은 굵게 찢는다. 돌나물은 소금물이나 식초물에 두세번 담갔다가 씻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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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주꾸미 돌나물 샐러드
활력을 샘솟게 하는 재료 � �주꾸미 300g, 돌나물 100g, 마늘 4쪽, 토마토 100g, 적양배추 80g, 

밀가루 0.25컵

소스 � �다진 양파 2큰술, 발사믹 식초 2큰술, 올리브유 2큰술, 꿀 1작은술, 
소금 후추 약간

① �주꾸미는 내장을 제거하고, 밀가루를 묻혀 
박박 문질러 깨끗이 헹군다.

② �돌나물은 흐르는 물에 살살 씻고, 양파는 
다진다. 

③ �마늘은 편으로 썰고, 토마토는 먹기 좋게 
썬다. 양배추는 채를 썬다.

④ �소스 재료를 섞는다. 
⑤��끓는 물에 소금을 약간 넣고 주꾸미를 살짝 

데치고 먹기 좋게 썬다.
⑥ �달군 팬에 마늘을 넣고 볶다가 데친 주꾸미를 

넣어 구운 색이 나게 굽는다.
⑦ �돌나물, 토마토, 양배추, 주꾸미를 그릇에 

담고, 소스를 뿌려 낸다.

만드는 법

돌나물은 세게 문질러 씻
으면 풋내가 날 수 있으니 
살살 씻어주세요.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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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질되지 않은 멍게는 뿔같이 생긴 꼭지를 
자르고 껍질을 잘라 알맹이를 꺼낸 후 흐르는 
물에 살짝 씻어주세요. 이때 잘라낸 꼭지를 
찌개에 넣으면 감칠맛을 더해줘요.

TIP

멍게 된장찌개
바다 향 머금은 재료 � �멍게 120g, 멸치 7개, 양파 0.5개, 대파 1대, 청양고추 1개, 두부 200g, 

다시마(사방 10cm) 1장
양념 � 고춧가루 1큰술, 된장 2큰술, 다진마늘 1큰술

① �멍게와 분량의 재료를 준비한다.
② 멍게는 흐르는 물에 가볍게 흔들어 씻어 준다.
③ 대파와 청양고추는 송송 썰고, 양파와 두부는 먹기 좋게 썬다.
④ 물 4컵에 멸치와 다시마를 넣고 끓이다가 물이 끓으면 다시마를 건져 내고 된장을 체에 내려 섞는다.
⑤ 두부, 양파, 대파 흰 부분, 다진마늘, 고춧가루를 넣어 한소끔 끓인다.
⑥ ⑤에 멍게를 넣고 끓인다. 청양고추와 대파 초록 부분을 넣고 조금 더 끓인다.

만드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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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질되지 않은 멍게는 뿔같이 생긴 꼭지를 
자르고 껍질을 잘라 알맹이를 꺼낸 후 흐르는 
물에 살짝 씻어주세요. 이때 잘라낸 꼭지를 
찌개에 넣으면 감칠맛을 더해줘요.

TIP

멍게 된장찌개
바다 향 머금은 재료 � �멍게 120g, 멸치 7개, 양파 0.5개, 대파 1대, 청양고추 1개, 두부 200g, 

다시마(사방 10cm) 1장
양념 � 고춧가루 1큰술, 된장 2큰술, 다진마늘 1큰술

① �멍게와 분량의 재료를 준비한다.
② 멍게는 흐르는 물에 가볍게 흔들어 씻어 준다.
③ 대파와 청양고추는 송송 썰고, 양파와 두부는 먹기 좋게 썬다.
④ 물 4컵에 멸치와 다시마를 넣고 끓이다가 물이 끓으면 다시마를 건져 내고 된장을 체에 내려 섞는다.
⑤ 두부, 양파, 대파 흰 부분, 다진마늘, 고춧가루를 넣어 한소끔 끓인다.
⑥ ⑤에 멍게를 넣고 끓인다. 청양고추와 대파 초록 부분을 넣고 조금 더 끓인다.

만드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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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건강한 밥상지금, 쉬어가기

보양식으로 널리 알려진 장어는 5월이 제철이라 맛이 

더욱 좋다. 장어는 뱀장어목에 속하는 물고기로 뱀장어

목에는 뱀장어·곰치·갯장어·붕장어 등이 포함된다. 

장어의 효능은 잘 알려져 있다. 대표적인 고단백 식품

으로 기운을 돋우고 노화를 방지한다. 「동의보감」과 「본

초강목」에 ‘장어는 원기회복을 돕는다’라고 기술되어 있을 

만큼 옛날부터 원기회복에 관한 효능을 인정받아 왔다.

예로부터 고려 왕들이 즐겨 먹은 음식으로도 유명한 장

어는 스태미나는 물론, 맛과 영양을 고루 겸비한 식재

료라 할 수 있다. 칼슘, 인, 비타민 A 등의 성분들이 풍

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허약한 체질을 개선하는 데 효과

가 있다. 또, 성장기 아이들에게 장어는 두뇌발달뿐만 

아니라 성장발육에도 도움을 주는 착한 식품이다. 힘이 

불끈 솟는 장어에 부드럽게 씹히는 맛의 우엉과 야채가 

어우러진 ‘장어 잡채’를 한 상 내보자. 식탁을 한껏 고급

스럽게 바꿔줄 것이다.

4~5월이 제철인 키조개는 조개의 왕이다. 전복·백합

과 함께 고급 조개로 통한다. 바다의 보약인 키조개의 

껍데기를 벌리면 꽃등심처럼 두툼한 관자가 모습을 

드러낸다. 관자는 고단백, 저지방, 저칼로리 식재료로 

간 질환, 고지혈증, 담석증 등 각종 질환에 효과적인 

식재료다. 또한 다이어트, 피로 해소, 당뇨병 예방과 함

께 불포화지방산 DHA가 다량 함유돼 성장기 어린이 

및 태아의 뇌 발달, 노인성 치매 예방 등 남녀노소 모두

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고소한 버터의 풍미와 쫄깃한 식감을 보유한 관자의 조

합이 어우러진 ‘관자 버터구이’를 만들어 보자. 부모님

과 자녀들에게도 인기 만점이 될 메뉴다.

혈관 청소부로 불리는 양파는 혈액순환을 도와 고혈

압, 동맥경화 등 성인병 예방에 효과적이다. 특히 건

강에 나쁜 콜레스테롤(LDL) 농도를 낮추는 퀘르세틴

(quercetin) 성분이 풍부하다. 양파의 톡 쏘는 맛을 유

발하는 유화아릴 성분은 혈관에 낀 지방을 분해해 뇌졸

중 예방에 좋다. 

양파는 몸에 들어온 발암물질이 위벽을 자극해 염증을 

일으키고 위암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을 주므

로 매일 일정량을 먹는 게 좋다. 서양에서는 ‘매일 챙겨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고 할 정도로 그 효능을 인정

받고 있다. 이처럼 우리 몸에 많은 이로움을 주는 양파

로 즐기는 이색 별미인 ‘양파 새우찜’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 칼슘과 철분, 비타민 A, B, C가 고르게 들어간 

건강한 메뉴로 입맛을 돋울 것이다. 

정성 가득 담긴 행복 밥상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등 가족에 관한 기념일이 많은 5월, 사회적 거리 두기 확대

로 외식이 힘든 시기인 만큼 정성 가득한 집밥 음식으로 마음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 봄에 

먹으면 더욱더 맛있는 제철 재료를 활용해 가족의 건강을 챙기고, 부모님과 아이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는 가정의 달 맞이 음식 레시피로 소중한 시간을 더 맛있게 즐겨보자.

글. 편집실 사진. 쿠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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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어 잡채 
활력 충전에 탁월한 보양식 재료 �  시판 장어 150g, 우엉 150g, 표고버섯 2개, 붉은 고추 2개, 풋고추 2개, 양파 0.5개, 

쪽파 50g, 통깨 2작은술, 참기름 1작은술, 채 썬 생강 1작은술, 후춧가루 약간, 맛술 
1큰술, 우엉 소스�소금 약간, 간장 1큰술, 설탕 1작은술, 참기름 1작은술�

①  시판 구이용 장어는 먹기 좋은 크기로 잘게 썬다.
② 팬에 맛술과 생강 채, 장어 썬 것을 넣고 볶다가, 참기름, 후춧가루를 넣고 한 번 더 볶아준다.
③  우엉은 껍질을 긁어내고 깨끗이 씻은 후, 장어와 비슷한 길이로 토막 쳐서 잘게 채 썰고, 

끓는 물에 식초를 약간 넣고 데친다.
④ 표고는 불에 담가 불려 기둥을 떼고 얇게 포를 떠서 채친다.
⑤ 붉은 고추, 풋고추는 반 갈라 씨를 털어 내고 5cm 길이로 채 썬다.
⑥ 양파는 채 썰고, 쪽파는 5cm 길이로 썬다.
⑦  팬을 달궈 식용유를 두르고 양파, 고추, 쪽파를 차례대로 볶아 덜어 놓는다. 
⑧  7의 팬에 우엉과 우엉 소스를 넣고 볶다가 표고버섯을 넣고 조금 더 볶는다.
⑨  볼에 장어와 야채를 넣어 잘 섞고, 통깨와 참기름을 넣어 버무린다.      

만드는 법

팬에 생강 채와 장어, 맛술을 
넣고 노릇하게 볶아주다가 
참기름과 후춧가루를 넣고 
한 번 더 볶아주면 특유의 
비린 맛을 잡을 수 있다.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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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밥상지금, 쉬어가기

보양식으로 널리 알려진 장어는 5월이 제철이라 맛이 

더욱 좋다. 장어는 뱀장어목에 속하는 물고기로 뱀장어

목에는 뱀장어·곰치·갯장어·붕장어 등이 포함된다. 

장어의 효능은 잘 알려져 있다. 대표적인 고단백 식품

으로 기운을 돋우고 노화를 방지한다. 「동의보감」과 「본

초강목」에 ‘장어는 원기회복을 돕는다’라고 기술되어 있을 

만큼 옛날부터 원기회복에 관한 효능을 인정받아 왔다.

예로부터 고려 왕들이 즐겨 먹은 음식으로도 유명한 장

어는 스태미나는 물론, 맛과 영양을 고루 겸비한 식재

료라 할 수 있다. 칼슘, 인, 비타민 A 등의 성분들이 풍

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허약한 체질을 개선하는 데 효과

가 있다. 또, 성장기 아이들에게 장어는 두뇌발달뿐만 

아니라 성장발육에도 도움을 주는 착한 식품이다. 힘이 

불끈 솟는 장어에 부드럽게 씹히는 맛의 우엉과 야채가 

어우러진 ‘장어 잡채’를 한 상 내보자. 식탁을 한껏 고급

스럽게 바꿔줄 것이다.

4~5월이 제철인 키조개는 조개의 왕이다. 전복·백합

과 함께 고급 조개로 통한다. 바다의 보약인 키조개의 

껍데기를 벌리면 꽃등심처럼 두툼한 관자가 모습을 

드러낸다. 관자는 고단백, 저지방, 저칼로리 식재료로 

간 질환, 고지혈증, 담석증 등 각종 질환에 효과적인 

식재료다. 또한 다이어트, 피로 해소, 당뇨병 예방과 함

께 불포화지방산 DHA가 다량 함유돼 성장기 어린이 

및 태아의 뇌 발달, 노인성 치매 예방 등 남녀노소 모두

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고소한 버터의 풍미와 쫄깃한 식감을 보유한 관자의 조

합이 어우러진 ‘관자 버터구이’를 만들어 보자. 부모님

과 자녀들에게도 인기 만점이 될 메뉴다.

혈관 청소부로 불리는 양파는 혈액순환을 도와 고혈

압, 동맥경화 등 성인병 예방에 효과적이다. 특히 건

강에 나쁜 콜레스테롤(LDL) 농도를 낮추는 퀘르세틴

(quercetin) 성분이 풍부하다. 양파의 톡 쏘는 맛을 유

발하는 유화아릴 성분은 혈관에 낀 지방을 분해해 뇌졸

중 예방에 좋다. 

양파는 몸에 들어온 발암물질이 위벽을 자극해 염증을 

일으키고 위암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을 주므

로 매일 일정량을 먹는 게 좋다. 서양에서는 ‘매일 챙겨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고 할 정도로 그 효능을 인정

받고 있다. 이처럼 우리 몸에 많은 이로움을 주는 양파

로 즐기는 이색 별미인 ‘양파 새우찜’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 칼슘과 철분, 비타민 A, B, C가 고르게 들어간 

건강한 메뉴로 입맛을 돋울 것이다. 

정성 가득 담긴 행복 밥상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등 가족에 관한 기념일이 많은 5월, 사회적 거리 두기 확대

로 외식이 힘든 시기인 만큼 정성 가득한 집밥 음식으로 마음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 봄에 

먹으면 더욱더 맛있는 제철 재료를 활용해 가족의 건강을 챙기고, 부모님과 아이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는 가정의 달 맞이 음식 레시피로 소중한 시간을 더 맛있게 즐겨보자.

글. 편집실 사진. 쿠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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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으키고 위암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을 주므

로 매일 일정량을 먹는 게 좋다. 서양에서는 ‘매일 챙겨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고 할 정도로 그 효능을 인정

받고 있다. 이처럼 우리 몸에 많은 이로움을 주는 양파

로 즐기는 이색 별미인 ‘양파 새우찜’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 칼슘과 철분, 비타민 A, B, C가 고르게 들어간 

건강한 메뉴로 입맛을 돋울 것이다. 

정성 가득 담긴 행복 밥상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등 가족에 관한 기념일이 많은 5월, 사회적 거리 두기 확대

로 외식이 힘든 시기인 만큼 정성 가득한 집밥 음식으로 마음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 봄에 

먹으면 더욱더 맛있는 제철 재료를 활용해 가족의 건강을 챙기고, 부모님과 아이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는 가정의 달 맞이 음식 레시피로 소중한 시간을 더 맛있게 즐겨보자.

글. 편집실 사진. 쿠켄

| 장어 잡채 • 관자 버터구이 • 슬라이스 양파 새우찜 |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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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등 가족에 관한 기념일이 많은 5월, 정성 가득한 집밥 음식

으로 마음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 봄에 먹으면 더욱더 맛있는 제철 재료를 활용해 가족의 

건강을 챙기고, 부모님과 아이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는 가정의 달 맞이 음식 레시피로 소

중한 시간을 더 맛있게 즐겨보자. 

글.편집실 사진.쿠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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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자에 칼집을 내고 청주, 후추를 뿌려 10분 
정도 재운다.

②  분량의 소스 재료를 섞는다.
③  마늘은 2등분하고 청경채는 반으로 가른다.
④  달군 팬에 버터를 녹이고 마늘과 관자를 넣고 

앞, 뒤, 옆면을 잘 구워준다. 
⑤  관자가 어느 정도 익으면 청경채를 넣고 함께 

굽는다. 소금을 조금 뿌린다.

만드는 법

관자는 너무 익히면 질겨지니 
주의한다.
 

TIP

관자 버터구이
쫄깃한 고소함에 영양까지 듬뿍

재료 �  관자 5개, 청경채 3개, 통마늘 7쪽, 버터 1큰술, 청주 1큰술, 소금 약간, 후추 약간

소스 �  레몬소스�올리브유 2큰술, 레몬즙 3큰술, 꿀 1큰술, 소금 약간, 후추 약간�

  관자에 칼집을 내고 청주, 후추를 뿌려 10분 

 관자 5개, 청경채 3개, 통마늘 7쪽, 버터 1큰술, 청주 1큰술, 소금 약간, 후추 약간

 레몬소스�올리브유 2큰술, 레몬즙 3큰술, 꿀 1큰술, 소금 약간, 후추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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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스 양파 새우찜
아삭아삭 달콤·담백한 재료 �  양파 2개, 새우살 150g, 쪽파 2뿌리, 녹말가루 2큰술, 소금 약간, 후추 약간, 

새우살 양념�청주 1큰술, 다진 파 1큰술, 다진 마늘 1작은술, 소금 1작은술, 
설탕 0.5작은술, 후추 약간�, 초간장�레몬즙 2큰술, 간장 1큰술, 물 1큰술�

햇양파는 매운맛이 적고 단맛이 강해서 
주재료로 사용하기 좋다.

TIP①  양파는 껍질을 벗기고 두께 1cm 링 모양으로 얇게 썰어 소금, 후추를 뿌리고 10분 정도 절인다.
② 새우 살은 곱게 다져 분량의 양념 재료로 밑간해 둔다.
③ 양파는 키친타월로 눌러 수분을 제거하고 녹말가루를 뿌린 후 새우 살을 소복하게 올린다.
④ 김 오른 찜통에 15분 정도 찐다.
⑤ 송송 썬 쪽파를 올리고 초간장과 함께 낸다.

만드는 법

햇양파는 매운맛이 적고 단맛이 강해서 
주재료로 사용하기 좋다.

  양파는 껍질을 벗기고 두께 1cm 링 모양으로 얇게 썰어 소금, 후추를 뿌리고 10분 정도 절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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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쟁반쫄면
쫄깃한 소라를 품어 더 쫄깃한 재    료 : �자숙소라 300g, 쫄면 300g, 오이 1개, 양파 0.5개, 당근 0.5개, 적채 0.25개, �

콩나물 100g, 깻잎 15장, 삶은 달걀 2개
양념장 : �고추장 2큰술, 고춧가루 1큰술, 식초 1큰술, 설탕 1큰술, 다진마늘 1작은술, �

다진파 1큰술, 매실청 1큰술

① �쫄면은 가닥가닥 떼어놓는다. 4~5분 정도 �
삶아 찬물에 헹구어 건진다. 

② 소라는 살짝 데쳐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다. 
③ �양념장 재료를 섞는다. 
④ �오이와 당근은 6~7cm 길이로 채썰고, 양파와 

양배추, 깻잎도 가늘게 채썬다. 
⑤ �콩나물은 끓는 물에 살짝 데쳐 찬물에 헹구어 

물기를 뺀다. 
⑥ �접시에 쫄면을 말아 놓고, 소라와 나머지 채소

를 둘러 놓고, 양념장과 달걀을 올린다. 

만드는 법

양념장은 미리 만들어 냉장고
에 넣어 숙성시켜 주면 더욱 
감칠맛이 나요.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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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밥상지금, 쉬어가기

바다의 기운을 머금은 소라는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

초류를 먹고 자라기 때문에 비타민이 풍부해 보약보다 

좋은 6월의 제철 음식이다. 특히 비타민 A를 많이 함유

하고 있어 눈 질환 예방 등에 도움을 주므로 평소 렌즈

를 착용하거나, 컴퓨터·스마트폰 사용이 잦은 사람이

라면 소라 요리를 즐기는 게 좋다. 

소라에는 피로 해소에 도움을 주는 타우린과 아르기닌 

성분이 가득한데, 타우린은 간장 해독기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며, 아르기닌은 면역력 향상과 심혈관 건강 

향상에 도움을 준다. 소라를 먹을 때는 반드시 내장 부

위에 있는 흰 덩어리(침샘)를 제거해야 한다. 여기에는 

독소가 있어 잘못 먹으면 구토와 복통 등의 위장 장애

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잘 손질한 소라는 

회로 먹거나 데쳐서 초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맛있게 즐

길 수 있고, 싱싱한 제철 채소와 함께 쫄면을 만들면 더

욱 특별한 상차림이 될 수 있다.

더위에도 강인한 생명력을 자랑하는 애호박은 찌개·

볶음·전 등 다양한 형태로 우리 밥상 위에 자주 올

라온다. 애호박에는 건강에 좋은 영양분이 많이 들어  

있는데 특히 소화 흡수가 잘되기 때문에 위 건강이 좋

지 않을 때 가까이하면 좋을 채소다. 

또한 애호박의 열량은 쌀의 1/10밖에 되지 않아 다이어

트에도 효과적이고 몸속에 가둬둔 노폐물을 배설해주어 

성인병 예방에도 탁월하다. 

애호박 씨에 함유된 레시틴 성분은 치매 예방과 두뇌 

계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뿐만 아니라 아연, 망

간 등 다른 채소에서 얻기 힘든 미량원소들을 가득 함

유하고 있어 영양 보충에 좋다. 냉장고에 있는 달콤한 

애호박과 궁합 좋은 담백한 두부를 꺼내 새콤달콤한  

토마토소스와 치즈를 얹어 애호박두부그라탕을 만들어

보자. 눈과 입이 즐거운 화려한 메뉴가 혼밥의 시간을 

멋스럽게 변신시켜줄 것이다.

여름철에 김치를 담그면 별미인 열무는 비타민 C가  

풍부해 세균이나 바이러스부터 보호하는 면역력 향상 

기능이 있으며, 무기질이 다량 함유되어 몸속 노폐물 

제거 효과와 해독 작용으로 혈액의 산성화를 방지해준

다. 또한, 피부 노화 예방 및 피부 탄력 기능이 있으며, 

잎에는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는 성분을 많이  

함유해 시력 보호와 모발 건강에 도움을 준다. 열무는 

시원하게 담근 김치가 별미다. 냉장고에 보관해 입맛 

없는 여름에 보리밥이나 국수를 말아 먹으면 진수성찬

도 부럽지 않다. 

나를 위한 소중한 한 끼
해마다 1인 가구가 늘면서 덩달아 ‘혼밥(혼자 밥 먹기)’하는 인구도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혼밥 횟수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

황이다. 그러나 혼밥이라고 해서 대충 때웠다간 건강을 잃기 쉬운 만큼, 한 끼를 먹더라도 

정성껏 차려 내보는 건 어떨까. 제철 식재료로 영양과 건강을 모두 챙길 수 있는 혼밥 메뉴

를 소개한다. 글. 편집실 사진. 쿠켄

| 소라쟁반쫄면 • 애호박두부그라탕 • 열무보리비빔밥 |

혼자 먹어도 든든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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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밥상지금, 쉬어가기

바다의 기운을 머금은 소라는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

초류를 먹고 자라기 때문에 비타민이 풍부해 보약보다 

좋은 6월의 제철 음식이다. 특히 비타민 A를 많이 함유

하고 있어 눈 질환 예방 등에 도움을 주므로 평소 렌즈

를 착용하거나, 컴퓨터·스마트폰 사용이 잦은 사람이

라면 소라 요리를 즐기는 게 좋다. 

소라에는 피로 해소에 도움을 주는 타우린과 아르기닌 

성분이 가득한데, 타우린은 간장 해독기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며, 아르기닌은 면역력 향상과 심혈관 건강 

향상에 도움을 준다. 소라를 먹을 때는 반드시 내장 부

위에 있는 흰 덩어리(침샘)를 제거해야 한다. 여기에는 

독소가 있어 잘못 먹으면 구토와 복통 등의 위장 장애

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잘 손질한 소라는 

회로 먹거나 데쳐서 초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맛있게 즐

길 수 있고, 싱싱한 제철 채소와 함께 쫄면을 만들면 더

욱 특별한 상차림이 될 수 있다.

더위에도 강인한 생명력을 자랑하는 애호박은 찌개·

볶음·전 등 다양한 형태로 우리 밥상 위에 자주 올

라온다. 애호박에는 건강에 좋은 영양분이 많이 들어  

있는데 특히 소화 흡수가 잘되기 때문에 위 건강이 좋

지 않을 때 가까이하면 좋을 채소다. 

또한 애호박의 열량은 쌀의 1/10밖에 되지 않아 다이어

트에도 효과적이고 몸속에 가둬둔 노폐물을 배설해주어 

성인병 예방에도 탁월하다. 

애호박 씨에 함유된 레시틴 성분은 치매 예방과 두뇌 

계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뿐만 아니라 아연, 망

간 등 다른 채소에서 얻기 힘든 미량원소들을 가득 함

유하고 있어 영양 보충에 좋다. 냉장고에 있는 달콤한 

애호박과 궁합 좋은 담백한 두부를 꺼내 새콤달콤한  

토마토소스와 치즈를 얹어 애호박두부그라탕을 만들어

보자. 눈과 입이 즐거운 화려한 메뉴가 혼밥의 시간을 

멋스럽게 변신시켜줄 것이다.

여름철에 김치를 담그면 별미인 열무는 비타민 C가  

풍부해 세균이나 바이러스부터 보호하는 면역력 향상 

기능이 있으며, 무기질이 다량 함유되어 몸속 노폐물 

제거 효과와 해독 작용으로 혈액의 산성화를 방지해준

다. 또한, 피부 노화 예방 및 피부 탄력 기능이 있으며, 

잎에는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는 성분을 많이  

함유해 시력 보호와 모발 건강에 도움을 준다. 열무는 

시원하게 담근 김치가 별미다. 냉장고에 보관해 입맛 

없는 여름에 보리밥이나 국수를 말아 먹으면 진수성찬

도 부럽지 않다. 

나를 위한 소중한 한 끼
해마다 1인 가구가 늘면서 덩달아 ‘혼밥(혼자 밥 먹기)’하는 인구도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혼밥 횟수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

황이다. 그러나 혼밥이라고 해서 대충 때웠다간 건강을 잃기 쉬운 만큼, 한 끼를 먹더라도 

정성껏 차려 내보는 건 어떨까. 제철 식재료로 영양과 건강을 모두 챙길 수 있는 혼밥 메뉴

를 소개한다. 글. 편집실 사진. 쿠켄

| 소라쟁반쫄면 • 애호박두부그라탕 • 열무보리비빔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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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기운을 머금은 소라는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

초류를 먹고 자라기 때문에 비타민이 풍부해 보약보다 

좋은 6월의 제철 음식이다. 특히 비타민 A를 많이 함유

하고 있어 눈 질환 예방 등에 도움을 주므로 평소 렌즈

를 착용하거나, 컴퓨터·스마트폰 사용이 잦은 사람이

라면 소라 요리를 즐기는 게 좋다. 

소라에는 피로 해소에 도움을 주는 타우린과 아르기닌 

성분이 가득한데, 타우린은 간장 해독기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며, 아르기닌은 면역력 향상과 심혈관 건강 

향상에 도움을 준다. 소라를 먹을 때는 반드시 내장 부

위에 있는 흰 덩어리(침샘)를 제거해야 한다. 여기에는 

독소가 있어 잘못 먹으면 구토와 복통 등의 위장 장애

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잘 손질한 소라는 

회로 먹거나 데쳐서 초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맛있게 즐

길 수 있고, 싱싱한 제철 채소와 함께 쫄면을 만들면 더

욱 특별한 상차림이 될 수 있다.

더위에도 강인한 생명력을 자랑하는 애호박은 찌개·

볶음·전 등 다양한 형태로 우리 밥상 위에 자주 올

라온다. 애호박에는 건강에 좋은 영양분이 많이 들어  

있는데 특히 소화 흡수가 잘되기 때문에 위 건강이 좋

지 않을 때 가까이하면 좋을 채소다. 

또한 애호박의 열량은 쌀의 1/10밖에 되지 않아 다이어

트에도 효과적이고 몸속에 가둬둔 노폐물을 배설해주어 

성인병 예방에도 탁월하다. 

애호박 씨에 함유된 레시틴 성분은 치매 예방과 두뇌 

계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뿐만 아니라 아연, 망

간 등 다른 채소에서 얻기 힘든 미량원소들을 가득 함

유하고 있어 영양 보충에 좋다. 냉장고에 있는 달콤한 

애호박과 궁합 좋은 담백한 두부를 꺼내 새콤달콤한  

토마토소스와 치즈를 얹어 애호박두부그라탕을 만들어

보자. 눈과 입이 즐거운 화려한 메뉴가 혼밥의 시간을 

멋스럽게 변신시켜줄 것이다.

여름철에 김치를 담그면 별미인 열무는 비타민 C가  

풍부해 세균이나 바이러스부터 보호하는 면역력 향상 

기능이 있으며, 무기질이 다량 함유되어 몸속 노폐물 

제거 효과와 해독 작용으로 혈액의 산성화를 방지해준

다. 또한, 피부 노화 예방 및 피부 탄력 기능이 있으며, 

잎에는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는 성분을 많이  

함유해 시력 보호와 모발 건강에 도움을 준다. 열무는 

시원하게 담근 김치가 별미다. 냉장고에 보관해 입맛 

없는 여름에 보리밥이나 국수를 말아 먹으면 진수성찬

도 부럽지 않다. 

나를 위한 소중한 한 끼
해마다 1인 가구가 늘면서 덩달아 ‘혼밥(혼자 밥 먹기)’하는 인구도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혼밥 횟수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

황이다. 그러나 혼밥이라고 해서 대충 때웠다간 건강을 잃기 쉬운 만큼, 한 끼를 먹더라도 

정성껏 차려 내보는 건 어떨까. 제철 식재료로 영양과 건강을 모두 챙길 수 있는 혼밥 메뉴

를 소개한다. 글. 편집실 사진. 쿠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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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1인 가구가 늘면서 덩달아 ‘혼밥(혼자 밥 먹기)’하는 인구도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코로나19 영향으로 혼밥 횟수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혼밥이라고 해서 

대충 때웠다간 건강을 잃기 쉬운 만큼, 한 끼를 먹더라도 정성껏 차려 내보는 건 어떨까. 

제철 식재료로 영양과 건강을 모두 챙길 수 있는 혼밥 메뉴를 소개한다.  

글.편집실 사진.쿠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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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호박두부그라탕
화려한 색감에 담백한 맛이 일품인 재료 : �두부 1모, 애호박 1개, 생모차렐라 치즈 100g, 소금 약간, 파르메산 치즈 약간, 파슬

리 약간, 바질 약간

소스 : �토마토소스 7큰술, 다진 양파 4큰술, 올리브유 2큰술, 다진마늘 1작은술, 통후추 약간

① �두부는 반으로 잘라 1cm 두께로 썰어 놓는다.
② 애호박은 반달모양으로 잘라 1cm 두께로 썬다. 생모차렐라 치즈도 반으로 잘라 0.5cm 두께로 썬다.
③ �키친타월 위에 소금을 조금 뿌리고 애호박과 두부를 올리고 소금을 표면에 더 뿌려 준다. 5분 정도 둔다.
④ 볼에 소스 재료를 섞는다.
⑤ �달군 팬에 올리브유를 약간만 두른 뒤 두부와 애호박을 각각 앞뒤로 노릇하게 굽고, 키친타월에 올려 기름

을 뺀다.
⑥ 오븐 그릇에 소스 절반을 얇게 펴 바르고, 두부, 애호박, 모차렐라 치즈 순으로 겹겹이 세워 넣는다.
⑦ 남은 소스를 얇게 펴 바르고, 바질을 올리고, 200도로 예열한 오븐에서 10분 정도 굽는다.
⑧ 오븐에서 꺼내어 파르메산 치즈와 파슬리를 뿌려 낸다.

만드는 법

두부와 애호박, 모짜렐라 
치 즈  개 수 를  맞 춰  썰 어 
가지런히 놓아 주세요.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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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무보리비빔밥
아삭하고 시원한 여름 별미 재    료 : �열무김치 1컵, 보리밥 1공기, 고춧가루 0.5큰술, 참기름 1큰술 

양념장 : �고추장 1컵, 다진 마늘 1큰술, 설탕 0.25컵, 진간장 1큰술, 다진 양파 1컵, 
다진 파 0.5컵, 간 돼지고기 1컵, 식용유 0.25컵

① �팬에 식용유를 두른 뒤, 다진 양파와 파를 볶다
가 간 돼지고기와 마늘을 넣어 볶는다.

② �고기를 잘 풀어가며 볶다가 수분이 날아가고 
기름이 다시 나오면 설탕, 간장, 고추장을 차례
로 넣어 섞으며 볶아준다. 10분 이상 볶아주는 
것이 좋다.

③ �열무 김치는 먹기 좋게 썰어 고춧가루와 참기
름에 살짝 버무린다.

④ 보리밥에 열무와 고기 양념장을 올려 낸다.

만드는 법

보리밥을 지을 때, 쌀과 
보리의 비율은 1 :1로 
잡고, 찰보리나 할맥 등은 
바 로 ,  통 보 리 는  물 을 
넉넉히 붓고 한 번 삶은 뒤 
쌀과 함께 밥을 짓는다.

TIP

55

The-K매거진 6월호_내지.indd   55 2021. 5. 24.   오후 8:58



217

건강한 밥상지금, 쉬어가기

상큼한 영양 밥상

여름철 입맛 돋우는

푹푹 찌는 날씨에 식욕이 떨어지기 쉬운 요즈음, 식사 때 입맛도 없고 금세 숟가락을 

내려놓는다면 영양실조나 면역력 저하로 이어져 건강 적신호에 불이 켜질 수 있다. 

여름철 식욕부진을 당연히 생각하지 말고, 제철 식재료로 만든 건강한 음식으로 이를 

극복해보자. 특히 단순한 조리로 비교적 가볍게 차릴 수 있는 상큼하고 건강한 영양 

밥상은 입맛을 살리고, 면역력도 올려줄 것이다. 글. 편집실 사진. 쿠켄

| 옥수수 리소토 • 메밀 샐러드국수 • 오이 카나페 |

여름철 기력을 되찾아주는 옥수수는 달콤하면서도 

쫀득쫀득한 맛으로 여름철 간식거리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7~9월이 제철인 옥수수는 맛이 좋고 포

만감이 큰 데다 다양한 건강 효과가 있다.

옥수수 씨눈에는 불포화지방산과 레시틴, 비타민 

E, 식이섬유 등 다양한 영양성분이 들어 있어 변비 

해소와 비만 예방에 도움을 준다. 또한, 소화가 천

천히 이뤄지기 때문에 포만감이 지속돼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적절하다. 하지만 옥수수에는 필수 아

미노산인 라이신과 트립토판이 적다. 이를 보완하

기 위해 우유나 달걀 등을 함께 먹으면 좋다. 옥수

수에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과 비타민 B를 보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사

람이라면 적은 양만 섭취하고, 당 지수가 높기 때문

에 당뇨 환자는 하루 한 개 이하로 양을 제한해 섭

취하는 게 좋다. 

그냥 쪄서 먹어도 맛있는 옥수수를 리소토로 변신

시켜보자. 고소한 맛과 건강까지 동시에 잡는 일품

요리가 되어줄 것이다. 이외에도 옥수수를 각종 요

리에 더해주면 톡톡 튀는 비주얼과 알알이 살아있

는 식감도 함께 즐길 수 있다.

식탁 위의 생약으로 불리는 메밀의 가장 대표적인 

기능성 성분으로 알려진 것이 루틴이다. 메밀 100g

당 17㎎ 정도 들어 있다. 루틴은 ‘비타민P’라고도 불

리는 플라보노이드의 일종. 이는 모세 혈관을 튼튼

히 해 뇌출혈, 고혈압, 당뇨병, 동맥경화증 등을 방

지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메밀은 음식을 먹고 나서 

속이 울렁거릴 때 속을 개운하게 하고 설사, 딸꾹

질, 장이 자주 뭉칠 때도 효과가 있다. 

이처럼 장과 위를 튼튼하게 해주는 메밀을 샐러드

국수로 만들어보자. 싱싱한 제철 채소에 메밀까지 

더해져 더위에 지쳐 잃어버린 건강, 입맛을 모두 

되살려 줄 요리다. 메밀국수를 먹을 때 열이 많은 

사람은 오이나 배를 곁들여 먹으면 좋고, 속이 찬 

사람은 겨자나 무를 넣어서 먹으면 더 좋다.

여름에 부족해지기 쉬운 수분 보충에 최적의 식품

인 오이는 아삭한 청량함이 식욕을 돋우는 데 도움

을 준다. 4~7월이 제철인 오이는 칼로리가 낮아 많

이 먹어도 체중이나 혈당에 부담이 없다. 간식으로 

오이를 먹으면 몸에 나쁜 정크푸드를 덜 먹게 된다. 

따라서 체중 관리는 물론, 인슐린 수치를 안정시켜 

당뇨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음식을 짜게 먹으면 나트륨 성분이 몸속 수분

을 붙잡아두는 탓에 혈압이 높아지기 쉬운데 오이

에 들어 있는 풍부한 칼륨 성분이 우리 몸의 나트륨 

배출을 돕는다. 오이 한 개에는 하루 칼륨 섭취량의 

25%가 포함돼 있다. 

여름철 오이로 와인 안주나 아이들 간식으로도 좋

은 오이 카나페에 도전해보자. 레시피는 너무나도 

간단하지만, 맛은 기대 이상으로 만족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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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수 리소토
부드러운 맛과 든든함이 한가득

재        료 : �삶은 찰옥수수알 1컵, 쌀 100g, 샬롯 2개, 올리브오일 1큰술, 다진 마늘 1큰술, �
다진 파슬리 ½작은술, 화이트 와인 ½컵, 옥수수 삶은 물 4컵, 버터 1큰술, 파르
메산 치즈½컵, 소금·후춧가루 약간씩

가지소스 : �가지 1개, 카놀라유 약간, 토마토 페이스트 2작은술, 화이트 와인 ¼컵, �
토마토 1개, 물 120mL, 다진 오레가노 1작은술, 소금 ¼큰술, 설탕 ¼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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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화이트 와인을 넣고 1분 동안 졸인 후 다진 토마토, 물, 오레가노, 소금, 설탕을 넣고 5분간 졸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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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드는 법

옥수수 리소토를 옥수수 삶
은 물로 만들면, 옥수수의 
풍미가 쌀에 배어 더욱더 
깊은 맛이 난다.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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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밥상지금, 쉬어가기

상큼한 영양 밥상

여름철 입맛 돋우는

푹푹 찌는 날씨에 식욕이 떨어지기 쉬운 요즈음, 식사 때 입맛도 없고 금세 숟가락을 

내려놓는다면 영양실조나 면역력 저하로 이어져 건강 적신호에 불이 켜질 수 있다. 

여름철 식욕부진을 당연히 생각하지 말고, 제철 식재료로 만든 건강한 음식으로 이를 

극복해보자. 특히 단순한 조리로 비교적 가볍게 차릴 수 있는 상큼하고 건강한 영양 

밥상은 입맛을 살리고, 면역력도 올려줄 것이다. 글. 편집실 사진. 쿠켄

| 옥수수 리소토 • 메밀 샐러드국수 • 오이 카나페 |

여름철 기력을 되찾아주는 옥수수는 달콤하면서도 

쫀득쫀득한 맛으로 여름철 간식거리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7~9월이 제철인 옥수수는 맛이 좋고 포

만감이 큰 데다 다양한 건강 효과가 있다.

옥수수 씨눈에는 불포화지방산과 레시틴, 비타민 

E, 식이섬유 등 다양한 영양성분이 들어 있어 변비 

해소와 비만 예방에 도움을 준다. 또한, 소화가 천

천히 이뤄지기 때문에 포만감이 지속돼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적절하다. 하지만 옥수수에는 필수 아

미노산인 라이신과 트립토판이 적다. 이를 보완하

기 위해 우유나 달걀 등을 함께 먹으면 좋다. 옥수

수에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과 비타민 B를 보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사

람이라면 적은 양만 섭취하고, 당 지수가 높기 때문

에 당뇨 환자는 하루 한 개 이하로 양을 제한해 섭

취하는 게 좋다. 

그냥 쪄서 먹어도 맛있는 옥수수를 리소토로 변신

시켜보자. 고소한 맛과 건강까지 동시에 잡는 일품

요리가 되어줄 것이다. 이외에도 옥수수를 각종 요

리에 더해주면 톡톡 튀는 비주얼과 알알이 살아있

는 식감도 함께 즐길 수 있다.

식탁 위의 생약으로 불리는 메밀의 가장 대표적인 

기능성 성분으로 알려진 것이 루틴이다. 메밀 100g

당 17㎎ 정도 들어 있다. 루틴은 ‘비타민P’라고도 불

리는 플라보노이드의 일종. 이는 모세 혈관을 튼튼

히 해 뇌출혈, 고혈압, 당뇨병, 동맥경화증 등을 방

지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메밀은 음식을 먹고 나서 

속이 울렁거릴 때 속을 개운하게 하고 설사, 딸꾹

질, 장이 자주 뭉칠 때도 효과가 있다. 

이처럼 장과 위를 튼튼하게 해주는 메밀을 샐러드

국수로 만들어보자. 싱싱한 제철 채소에 메밀까지 

더해져 더위에 지쳐 잃어버린 건강, 입맛을 모두 

되살려 줄 요리다. 메밀국수를 먹을 때 열이 많은 

사람은 오이나 배를 곁들여 먹으면 좋고, 속이 찬 

사람은 겨자나 무를 넣어서 먹으면 더 좋다.

여름에 부족해지기 쉬운 수분 보충에 최적의 식품

인 오이는 아삭한 청량함이 식욕을 돋우는 데 도움

을 준다. 4~7월이 제철인 오이는 칼로리가 낮아 많

이 먹어도 체중이나 혈당에 부담이 없다. 간식으로 

오이를 먹으면 몸에 나쁜 정크푸드를 덜 먹게 된다. 

따라서 체중 관리는 물론, 인슐린 수치를 안정시켜 

당뇨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음식을 짜게 먹으면 나트륨 성분이 몸속 수분

을 붙잡아두는 탓에 혈압이 높아지기 쉬운데 오이

에 들어 있는 풍부한 칼륨 성분이 우리 몸의 나트륨 

배출을 돕는다. 오이 한 개에는 하루 칼륨 섭취량의 

25%가 포함돼 있다. 

여름철 오이로 와인 안주나 아이들 간식으로도 좋

은 오이 카나페에 도전해보자. 레시피는 너무나도 

간단하지만, 맛은 기대 이상으로 만족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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푹푹 찌는 날씨에 식욕이 떨어지기 쉬운 여름, 식사 때 입맛도 없고 금세 숟가락을 내

려놓는다면 영양실조나 면역력 저하로 이어져 건강 적신호에 불이 켜질 수 있다. 여름

철 식욕부진을 당연히 생각하지 말고, 제철 식재료로 만든 건강한 음식으로 이를 극복

해보자. 특히 단순한 조리로 비교적 가볍게 차릴 수 있는 상큼하고 건강한 영양 밥상은 

입맛을 살리고, 면역력도 올려줄 것이다.  글.편집실 사진.쿠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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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밀 샐러드국수
담백하고 산뜻한 한 끼 식사 재    료 : 메밀국수 200g, 당근 1/2개, 숙주 1컵, 어린잎 채소 1컵

소    스 : �간장 4큰술, 맛술 2큰술, 설탕 1큰술, 청주 1큰술, 식초 1작은술, �
발사믹 식초 1/2작은술, 참기름 1큰술

① �소스 재료는 모두 섞는다.
② 어린잎과 숙주는 깨끗이 씻어 물기를 빼고, 당근은 채썬다.
③ �메밀국수를 삶아 찬물에 헹구어 물기를 뺀다.
④ 볼에 국수와 채소, 소스를 넣고 고루 버무린다.

만드는 법

메인 요리 곁의 샐러드로도 
잘 맞고, 새우를 곁들이면 
일품요리로도 손색이 없다.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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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 카나페
아삭한 식감이 입맛을 돋우는 재    료 : �그릭 요거트 80g, 오이 1개, 게맛살 70g, 훈제 닭가슴살 100g, �

후추 약간, 허브 약간, 견과류

① �오이는 소금에 문질러 씻고 가시는 필러로 �
제거한다.

② �오이를 8~9등분한다. 씨 부분을 숟가락으로 파
내서 오이를 배 모양으로 만든다.

③ �게맛살과 닭가슴살을 잘게 잘라 요거트와 �
잘 섞는다. 후추를 조금 넣는다.

④ ②에 ③을 넣고 허브나 견과류로 장식한다.

만드는 법

그릭 요거트 대신에 마요네
즈를 넣어 버무리면 고소한 
맛의 오이 카나페를 즐길 수 
있다.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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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견과류찜
씹는 맛과 풍미가 일품인 보양식 재 료

양념장

: �삼겹살 600g, 호두 10알, 밤 10톨, 대추 5개, 잣 1큰술, 소금 약간, 대파 잎부분 �
1대, 청주 1큰술, 마늘 2쪽, 통후추 3알

: �생강즙 1큰술, 양파즙 3큰술, 다진 마늘 1큰술, 설탕 1큰술, 올리고당 1큰술, �
청주 1큰술, 참기름 1큰술, 간장 4큰술, 깨소금 1작은술, 후추 약간

① �삼겹살은 찬물에 잠시 담가 핏물을 빼고, �
사방 5cm, 두께 2cm로 썬다. 냄비에 물을 �
붓고 끓이다가 물이 끓으면 대파잎, 청주, �
통후추, 마늘과 돼지고기를 넣고 삶는다.

② �돼지고기가 거의 삶아지면 건져서 식힌다.
③ �양념장 재료를 섞어, 삶은 고기에 버무려 30

분 정도 재운다.
④ �냄비에 ③을 넣고 중간 불에서 뭉근하게 끓인다.
⑤ �어느 정도 간이 배면 잣을 제외한 견과류를 �

모두 넣고 뚜껑을 닫아 함께 찐다. 중간에 국물�
을 끼얹어 가며 찐다.

⑥ �고기가 완전히 익으면 뚜껑을 열고 약한 불에
서 조금 더 졸인 후, 잣을 뿌려 낸다.

돼지고기를 적당히 잘라 향
신채와 함께 삶으면 누린내
를 없애 준다. 대추는 주름 
부분을 말끔히 씻어 주는 게 
좋다.

TIP
만드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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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밥상지금, 쉬어가기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외출을 자제하다 보니 배달 음식 주문량과 간편식 판매량이 급

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자극적인 메뉴의 식습관은 건강에 좋지 않으므로, 가급적 신선한 

제철 식재료를 활용해 면역력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는 식단을 차리는 게 좋다. 올가을, 가족

과 함께 만드는 별미로 건강한 집콕 생활을 만들어가보는 것은 어떨까.

글. 편집실 사진. 쿠켄

가을철 입맛을 사로잡는 별미와 함께

곡식이나 햇과일 등 먹을거리가 풍성한 가을에는 특별한 

보약 없이 몸에 좋은 음식을 챙기는 것만으로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다. 특히 가을은 밤·은행·호두 등의 각종 견

과류가 제철을 맞는 계절이다. 견과류는 섭취만으로도 암

이나 심장질환, 호흡기 질환의 발병 가능성을 낮추는 것

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는 견과류

를 매일 한 줌씩 먹으면 수명이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처럼 견과류는 비타민 B가 풍부하여 피부를 

좋게 하고,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있어 뇌 신경 세포를 자

극하므로 두뇌 발달에도 좋다. 특히 대표적인 가을 견과

류인 밤에는 각종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 있는데 비타민 C

가 견과류 중 가장 많이 함유돼있어 환절기 감기 예방에

도 탁월하다. 주로 10월에 익는 은행은 혈액 순환에 도움

을 줘 혈액의 노화를 막고, 두뇌 건강에 좋은 호두는 동맥

경화 예방에 효과적이다. 

가을철 건강한 간식거리인 견과류를 넣은 ‘돼지고기 견과

류찜’은 면역력 강화에도 든든한 보양식으로 손색없다. 

여기에 자녀들과 함께 만들기 쉬운 ‘인절미 견과 피자’로 

건강한 간식 만들기에 도전해보자. 

한편, ‘가을 고등어는 며느리에게도 주지 않는다’는 옛 속

담이 있을 정도로 고등어는 가을철(9월~11월 말)에 맛이 

가장 좋다. 이 시기의 고등어는 산란을 마치고 다가오는 

겨울을 대비해 먹이 활동을 왕성히 해서 살이 충분히 오른  

상태이기 때문이다. 

고등어는 등 푸른 생선의 대표주자로 알려져 있으며,  

두뇌 활동은 물론, 면역력 증진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 

특히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기억력 향상과 뇌 기능 증

진에 도움을 줘 수능 시험을 앞둔 수험생의 단골 메뉴로

도 손색이 없다. 

또 지방산이 풍부한 DHA(고도 불포화 지방산의 일종, 두

뇌작용을 활발히 하고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작용을 

함)가 들어 있어 LDL(간이나 장의 콜레 스테롤을 조직으

로 운반하는 저밀도 지방단백질의 한 부분으로 혈액 내

에 증가하게 되면 관상동맥질환과 심장발작의 위험이 높

아짐)을 줄이고, HDL(혈액 내 콜레스테롤을 운반하는 고

밀도 지방단백질 중 하나로, 혈중의 과다한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이동하는 역할을 해 동맥경화나 심장질환 위험을 

감소시킴)을 늘려줘 중성지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우울증을 예방하는 데 탁월해 ‘코로나 블루(코

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나타나는 우울증)’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고등어를 구워서 살만 발라 파스타 요리에 접목해보자. 

맛이 비릴 것이라는 고정관념은 버리자. 의외로 담백하고 

맛있어서 가족들에게 인기 메뉴가 될 것이다. ‘고등어 파

스타’는 간단한 레시피로도 근사한 맛이 나기에 유명 레스

토랑이나 셰프들의 대표 메뉴로 곧잘 소개된다.

| 돼지고기 견과류찜 • 인절미 견과 피자 • 고등어 파스타 |

가을철 보약, 견과류·고등어로 만드는 손쉬운 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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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영향으로 배달 음식 주문량과 간편식 판매량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자극

적인 메뉴의 식습관은 건강에 좋지 않으므로 가급적 신선한 제철 식재료 활용해 면역력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는 식단을 차리는 게 좋다.  올가을 가족과 함께 만드는 별미로 건강한 집콕 생활을 만

들어가보는 것은 어떨까.  글.편집실 사진.쿠켄



222 223
56

인절미 견과 피자
뚝딱 만드는 고소한 별미 재료 : �인절미 7조각, 피자 치즈 100g, 말린 방울토마토·대추·크랜베리·잣·호두 적당량씩, 

들기름·파르메산치즈 가루·파슬리 가루 약간씩

인절미 양은 사용하는 프라이�
팬의 크기에 따라 가감하고, 
견과류와 과일 등 토핑 재료
는 취향대로 골고루 활용�
한다.

TIP

① �프라이팬에 들기름을 두르고 인절미를 반으로 잘라 올려 약한 불에서 굽는다. 이때 인절미 고물을 
털어내고 구워야 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② �떡 위에 피자 치즈를 올려 녹인 뒤 말린 방울토마토, 말린 대추, 잣 등을 올려 토핑한다. 
③ �파르메산치즈 가루, 파슬리 가루를 뿌려 완성한다.

만드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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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 파스타
비리지 않는 담백한 맛 재료 : �고등어 1마리, 올리브유 적당량, 레몬 0.5개, 로즈메리 약간, 페페론치노 3개, 마늘 �

6개, 스파게티 면 200g, 대파 1대, 아스파라거스 3대, 청주 3큰술, 간장 0.5큰술, 소금 
후추 적당량, 파슬리 가루 약간

볶을 때 고등어 살이 �
부서지지 않도록 조심
한다.

TIP

① �고등어는 팬에서 청주를 뿌려가며 노릇하게 구워 준비한 뒤, 살을 발라낸다.
② �스파게티 면을 삶아 준비한다.
③ �마늘은 편으로 썰고, 파는 송송 썬다. 아스파라거스는 어슷어슷 썬다.
④ �달군 팬에 올리브유를 넉넉히 두르고, 마늘을 볶다가 대파와 페페론치노를 넣은 뒤 더 볶는다.
⑤ ��④에 아스파라거스를 넣어 볶다가 고등어 살을 넣어 같이 살짝 볶아 준다.
⑥ �⑤에 삶아 둔 면을 넣고 면수를 조금 넣어 준다.
⑦ 파슬리 가루를 뿌리고 고루 섞어 마무리한다.

만드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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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밥상지금, 쉬어가기

프랑스에서 처음 즐기기 시작한 카나페는 한입 크

기의 조그만 빵이나 크래커에 여러 고명을 얹은 음

식이다. 빵이나 크래커 대신 두부로 만드는 카나페

의 변신도 즐겁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완전식품인 두부는 단백질과 칼슘 성분이 풍부해 

‘뼈 없는 고기’로도 불린다. 실제로 채식주의자들에

게도 부족한 단백질을 보충하는 으뜸 식재료로 꼽

힌다. 두부 위에 뼈와 치아를 튼튼하고 건강하게 만

들어 골다공증, 관절염 등의 예방에도 효과가 좋은 

새우를 비롯해 취향대로 다양한 고명을 얹어보자. 

건강함이 듬뿍 담긴 ‘두부 카나페’는 간단한 와인과 

곁들이면 금상첨화다.

홈파티의 주요리가 고민된다면 ‘한라봉 연어 스테이

크’를 추천한다. 과즙이 풍부하고 당도도 높지만, 칼

로리가 높지 않아 부담 없는 겨울 제철 과일 한라봉

은 오메가–3 지방산인 DHA 성분과 단백질이 풍부

한 연어와 함께 먹으면 피로 해소와 체내 순환에 도

움을 준다. 특히 신체 활동이 줄어드는 겨울철 건강

식으로 더욱 좋다. 손님 초대 요리에 손색없는 한라

봉 연어 스테이크로 홈파티 분위기를 한껏 내보자. 

연말 홈파티에 빠질 수 없는 음식이라면 단연 파스

타다. 준비 과정이 번거롭지 않고 상차림도 간편해

서 제격이다. 닭고기와 궁합이 잘 어울리고 혈액을 

맑게 해 면역력을 올리는 데 도움을 주는 표고버섯

을 이용한 ‘표고 치킨 파스타’는 맛도 일품이다. 평

소에 자주 사용하는 긴 파스타 대신 짧은 파스타 중 

‘푸실리(Fusilli)’로 변화를 주자. 꼬인 모양 사이사이

로 소스가 스며들어 소스의 맛이 풍부하게 느껴진

다. 형형색색의 푸실리로 만드는 홈파티 음식은 색

다른 재미가 될 것이다.

52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이 다가오면서 홈파티에 대한 관심이 높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

리두기를 지속해야 하는 상황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안전하고 뜻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홈파티는 실속과 분위기를 모두 잡을 수 있다. 홈파티의 꽃은 음식인 만큼, 누구나 간단히 

만들 수 있는 홈파티용 음식을 소개한다. 배달 음식이나 외식 대신 집에서도 즐거운 분위

기를 낼 수 있는 음식들로 모두가 만족하는 건강한 연말 홈파티를 마련해보는 건 어떨까.

글. 편집실 사진. 쿠켄

맛있고 건강한 레시피
| 두부 카나페 • 한라봉 연어 스테이크 • 표고 치킨 파스타 |

즐거운	연말,	홈파티를	빛내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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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생식용 두부는 먹기 좋은 크기로 모양을 잡는다
②  방울토마토는 4등분하고, 고수, 시금치, 건새우

는 잘게 자른다.
③  토마토에 고수와 참기름 1작은술을 섞는다
④  시금치에 분량의 양념을 한다.
⑤  건새우를 참기름에 볶고 소금으로 간한다
⑥  ③, ④, ⑤ 를 각각 두부에 올려 낸다.

두부 카나페
눈과 입이 즐거운 재 료

시금치 양념

건새우 양념

�  생식용 두부 3팩�400g�, 방울토마토 5개, 고수 약간�5g�, 참기름 1작은술, 
시금치 2�3줄기�15g�, 건새우 10마리

�  통깨 0.5큰술, 간장 1큰술, 맛술 1큰술, 고춧가루 1작은술

� 다진 대파 1작은술, 참기름 2작은술

만드는 법

고수 대신 부추나 미나리 등
을 사용해도 좋다. 생식용 두
부가 아닐 땐, 살짝 데쳐서 
사용한다.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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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K매거진 12월호_3차 수정중.indd   53 2020. 11. 23.   오후 5:32

건강한 밥상지금, 쉬어가기

프랑스에서 처음 즐기기 시작한 카나페는 한입 크

기의 조그만 빵이나 크래커에 여러 고명을 얹은 음

식이다. 빵이나 크래커 대신 두부로 만드는 카나페

의 변신도 즐겁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완전식품인 두부는 단백질과 칼슘 성분이 풍부해 

‘뼈 없는 고기’로도 불린다. 실제로 채식주의자들에

게도 부족한 단백질을 보충하는 으뜸 식재료로 꼽

힌다. 두부 위에 뼈와 치아를 튼튼하고 건강하게 만

들어 골다공증, 관절염 등의 예방에도 효과가 좋은 

새우를 비롯해 취향대로 다양한 고명을 얹어보자. 

건강함이 듬뿍 담긴 ‘두부 카나페’는 간단한 와인과 

곁들이면 금상첨화다.

홈파티의 주요리가 고민된다면 ‘한라봉 연어 스테이

크’를 추천한다. 과즙이 풍부하고 당도도 높지만, 칼

로리가 높지 않아 부담 없는 겨울 제철 과일 한라봉

은 오메가–3 지방산인 DHA 성분과 단백질이 풍부

한 연어와 함께 먹으면 피로 해소와 체내 순환에 도

움을 준다. 특히 신체 활동이 줄어드는 겨울철 건강

식으로 더욱 좋다. 손님 초대 요리에 손색없는 한라

봉 연어 스테이크로 홈파티 분위기를 한껏 내보자. 

연말 홈파티에 빠질 수 없는 음식이라면 단연 파스

타다. 준비 과정이 번거롭지 않고 상차림도 간편해

서 제격이다. 닭고기와 궁합이 잘 어울리고 혈액을 

맑게 해 면역력을 올리는 데 도움을 주는 표고버섯

을 이용한 ‘표고 치킨 파스타’는 맛도 일품이다. 평

소에 자주 사용하는 긴 파스타 대신 짧은 파스타 중 

‘푸실리(Fusilli)’로 변화를 주자. 꼬인 모양 사이사이

로 소스가 스며들어 소스의 맛이 풍부하게 느껴진

다. 형형색색의 푸실리로 만드는 홈파티 음식은 색

다른 재미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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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이 다가오면서 홈파티에 대한 관심이 높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

리두기를 지속해야 하는 상황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안전하고 뜻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홈파티는 실속과 분위기를 모두 잡을 수 있다. 홈파티의 꽃은 음식인 만큼, 누구나 간단히 

만들 수 있는 홈파티용 음식을 소개한다. 배달 음식이나 외식 대신 집에서도 즐거운 분위

기를 낼 수 있는 음식들로 모두가 만족하는 건강한 연말 홈파티를 마련해보는 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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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고 건강한 레시피
| 두부 카나페 • 한라봉 연어 스테이크 • 표고 치킨 파스타 |

즐거운	연말,	홈파티를	빛내	줄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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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K매거진 12월호_3차 수정중.indd   52 2020. 11. 23.   오후 5:32

224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이 다가오면 홈파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소중한 사람들과 안전하

고 뜻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홈파티는 실속과 분위기를 모두 잡을 수 있다. 홈파티의 꽃은 

음식인 만큼 누구나 간단히 만들 수 있는 홈파티용 음식을 소개한다. 배달 음식이나 외식 대신 

집에서도 즐거운 분위기를 낼 수 있는 음식들로 모두가 만족하는 건강한 연말 홈파티를 마련해

보는 건 어떨까.  글.편집실 사진.쿠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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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봉 연어 스테이크
천연 비타민이 듬뿍, 

재료 �  연어 500g, 허브 약간, 아스파라거스 5개, 한라봉 3개

양념�소스 �  설탕 1큰술, 소금 약간, 소금 1큰술, 통후추 약간, 맛술 2큰술, 후추 약간

①  연어와 한라봉 등 분량의 재료를 준비한다.
②  한라봉은 잘 씻어 즙 1컵을 만들고 나머지는 

슬라이스 한다. 껍질은 가늘고 얇게 벗겨 제스트
�과일 겉껍질을 갈은 것�를 만든다.

③  연어는 물기를 제거하고, 통후추와 소금, 
허브를 뿌린다.

④ 달군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연어를 굽는다.
⑤  연어가 거의 익으면 아스파라거스와 슬라이스 

한 한라봉을 넣어준다.
⑥  소스 재료�한라봉즙 1컵, 소금 1큰술, 설탕 

1큰술, 맛술 2큰술, 제스트�를 섞어 팬에 붓고 
끓이다가 연어에 끼얹는다.

만드는 법

제스트를 만들어야 하니, 
한라봉은 베이킹소다로 
문질러 깨끗이 세척한다. 
한라봉이 없다면 오렌지
를 사용해도 좋다.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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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고 치킨 파스타
식감이 풍부한 

재료 �  생표고 3개, 닭가슴살 300g, 파스타�푸실리�면 100g, 양파 0.5개, 올리브유 2큰술, 
소금 약간, 후추 약간, 다진 마늘 1큰술, 마요네즈 1큰술, 파슬리 약간

①  닭가슴살은 삶아 결대로 찢어 놓는다.
②  파스타는 삶아 놓는다.
③  표고는 기둥을 따서 채를 썰고, 양파도 채를 썬다.
④  달군 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다진 마늘을 볶다가 양파를 넣고 볶는다.
⑤   ④에 닭고기와 표고를 넣고 볶는다. 소금 후추를 뿌린다.
⑥  파스타 면을 넣고 마요네즈를 넣어 잘 섞어 볶아주고, 파슬리를 뿌려준다.

만드는 법

푸실리 파스타는 
샐러드와 함께 곁
들여내면 더 좋다.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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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시마와 미역은 불려서 먹기 좋은 크기로 �
자른다. 마늘은 편으로 썰고, 실파는 적당한 
크기로 자른다.

② ��기호에 따라, 미역이나 다시마, 쌈 야채, 김 등
에 과메기를 올리고, 실파나 고추, 마늘을 �
얹어 초고추장이나 쌈장을 곁들여 먹는다.

과메기 플레이트
겨울바람이 만들어 낸 별미 

만드는 법

과메기를 참기름에 찍어 먹거
나 직접 깨소금을 으깨서 솔
솔 뿌려 먹어도 좋다. 
여러 가지 쌈을 기호에 따라 
다양하게 즐겨보자.

TIP

재료 : �과메기, 다시마, 미역, 쌈 야채, 김, 배추 적당량, 실파 약간, 쌈장 혹은 초고추장 , �
마늘, 풋고추, 홍고추, 참기름 약간, 깨소금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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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시마와 미역은 불려서 먹기 좋은 크기로 �
자른다. 마늘은 편으로 썰고, 실파는 적당한 
크기로 자른다.

② ��기호에 따라, 미역이나 다시마, 쌈 야채, 김 등
에 과메기를 올리고, 실파나 고추, 마늘을 �
얹어 초고추장이나 쌈장을 곁들여 먹는다.

과메기 플레이트
겨울바람이 만들어 낸 별미 

만드는 법

과메기를 참기름에 찍어 먹거
나 직접 깨소금을 으깨서 솔
솔 뿌려 먹어도 좋다. 
여러 가지 쌈을 기호에 따라 
다양하게 즐겨보자.

TIP

재료 : �과메기, 다시마, 미역, 쌈 야채, 김, 배추 적당량, 실파 약간, 쌈장 혹은 초고추장 , �
마늘, 풋고추, 홍고추, 참기름 약간, 깨소금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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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에는 우리 몸이 추위를 이기기 위해 칼로리 소모가 다른 계절보다 많다. 따라서 여름보

다 기초대사량이 20% 이상 증가하기 때문에 영양가가 높은 음식을 종종 섭취하는 것이 좋

다. 건강관리에 부쩍 관심이 늘어나는 시기인만큼, 우리 땅에서 나는 건강한 제철 식재료로 

만든 식탁으로 건강도 챙기고 원기 회복에도 힘써보는 것은 어떨까.  글.편집실 사진.쿠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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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막 불고기
쫄깃한 건강함이 듬뿍 재료 : �꼬막 1kg, 깻잎 10장, 양파 0.5개, 당근 0.3개, 풋고추 1개, 통깨 약간

양념장 : �고추장 1큰술, 설탕 0.5큰술, 간장 0.5큰술, 다진 마늘 1큰술, 맛술 1큰술, 
참기름 1큰술, 후추 약간

① �꼬막 해감은 깨끗이 헹궈 끓는 물에 한 방향으로 저어가며 살짝 데친다.  
② �껍질 뒤쪽에 숟가락을 눌러 껍질을 열고, 살을 발라낸다.
③ �고추는 어슷하게 썰고, 깻잎, 양파, 당근은 채 썬다. 
④ �꼬막을 볼에 담고 양념장을 섞어 골고루 버무린다.
⑤ �달군 팬에 기름을 조금 두르고, 야채를 볶다가 꼬막을 넣어 조금 더 볶는다. 통깨를 뿌린다.

만드는 법

매운맛을 원할 때는 고춧
가루를 추가하거나 풋고
추 대신 청양고추를 넣어
도 좋다.
 

TIP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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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장과 배즙으로 양념한 
고기는 팬에 붙거나 타기 
쉬우니 구울 때 주의한다.

TIP

돼지고기 더덕구이
향긋하고 든든한 한 끼 재료 : �돼지목살 600g, 더덕 4뿌리, 쪽파 5개, 들기름 적당량, 소금 약간

고기 양념장 : �된장 2큰술, 간장 1작은술, 배즙 4큰술, 다진 생강 1작은술, 다진 마늘 1큰술, �
맛술 1큰술, 청주 1큰술, 들기름 1큰술, 다진 파 3큰술, 깨소금 약간, 후추 약간

쪽파 양념장 : �고춧가루 1큰술, 액젓 1큰술, 식초 0.5큰술, 마늘 1작은술, 참기름 약간, 통깨 약간

① �목살은 0.3cm 정도 두께로 썰고, 고기 양념장을 만들어 섞어 재운다.
② �더덕은 껍질을 벗기고 반으로 갈라 방망이나 칼등으로 눌러 부드럽게 펴 준 후,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다. 쪽파는 더덕과 비슷한 길이로 썬다.
③ �달군 팬에 들기름을 두르고 더덕을 올린 후 소금을 살짝 뿌려 가며 노릇하게 굽는다.
④ �팬에 ①의 고기를 굽는다.
⑤ ��파 양념장을 섞어 쪽파를 버무린다.
⑥ 접시에 고기, 더덕, 쪽파를 함께 낸다.

만드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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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연일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19로부터 건강을 지키려면 무엇보다 충분한 영양 

섭취가 중요하다. 면역력을 올리는 데는 제철 음식만 한 것도 없다. 우리 땅에서 자란 

제철 음식으로 영양 균형을 맞추는 식탁을 차려보자. 흔히 접하는 메뉴에 제철 식재료 

하나만 변화를 주어도 색다른 식탁이 완성될 것이다. 

글. 편집실 사진. 쿠켄

근사한 식탁
| 딸기 피자 • 시금치 카레 볶음밥 • 우엉 잡채 |

제철 식재료로 면역력 올리는 

맛뿐만 아니라 영양까지 뛰어난 ‘딸기’. 봄철 과일의 대명

사였던 딸기는 하우스 농법발달로 시기를 앞당겨 10월 

말쯤부터 수확하다 보니 11월부터 늦은 봄까지 오래오래 

맛볼 수 있게 됐다. 특히 딸기는 날씨가 추우면 천천히 

성장하고 조직이 치밀해져 육질이 단단해지므로 겨울철

에 맛이 좋다. 딸기에는 비타민 C와 철분이 풍부해서 피

부미용은 물론, 빈혈 예방, 피로 해소에도 좋을 뿐 아니

라 비타민 A와 붉은색을 띄는 안토시아닌 색소가 풍부해 

시력 회복과 비문증 예방에 효과적이다. 온종일 디지털 

기기와 함께한다면 제철 딸기를 섭취해 눈 건강을 챙겨

보자. 6~7개만 섭취해도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C의 양을 

모두 섭취할 수 있다. 그냥 먹어도 맛있는 딸기를 피자로 

만들어 식탁에 변화를 주는 건 어떨까. 딸기 피자는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쫄깃한 또띠아와 상큼함이 톡톡 터지

는 딸기의 환상적인 궁합에 미소가 절로 나올 것이다.

뽀빠이가 생각나는 ‘시금치’는 제철인 2월 말에서 3월 초

에 가장 맛이 좋다. 시금치에는 비타민 A를 비롯해 칼

슘·철분·엽산·루틴·사포닌 등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

돼 있어 이들 영양소가 노화를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억

제해 노화를 막아준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시금치는 채

소 중 가장 많은 비타민 A와 루테인 등을 함유하고 있는

데, 이는 눈 건강을 개선하고, 노인성 안질환인 황반변성 

등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다. 시금치는 온도가 높을수

록, 오래 묵을수록 비타민 C가 많이 파괴되기 때문에 되

도록 빨리 섭취하는 게 좋다. 다만 시금치에 함유된 수산

염이 신장결석을 형성할 수 있으니, 결석으로 고생한 적

이 있다면 시금치 섭취에 주의하자. 가정에서 손쉽게 만

드는 카레에 시금치를 넣어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 두뇌

에 좋은 카레 강황가루 속의 커큐민과 시금치에 들어 있

는 마그네슘이 결합하면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두뇌 건강

을 더욱 좋게 한다. 

아삭아삭 씹는 맛이 매력인 뿌리채소 ‘우엉’. 1월부터 3월

까지가 제철이라 이 시기에 영양이 매우 풍부하다. 우엉

에는 인삼만큼 사포닌이 다량 함유돼있어 비타민과 무

기질을 충분히 보충해주기에 ‘면역력 효자’ 식재료로 통

한다. 또한 우엉에 함유된 칼륨이 체내의 노폐물과 수분

을 배출시키고, 지방 분해 효과가 있어 다이어트에 도움

이 된다. 아울러 천연 인슐린으로 불리는 이눌린을 함유

해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운동

을 촉진한다. 명절에 상차림으로 올리는 잡채를 만들 때 

고기 대신 우엉을 듬뿍 넣어보자. 느끼함은 덜고, 영양과 

건강을 챙기는 것은 물론 색다른 풍미를 느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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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루꼴라는 깨끗이 씻어 찬물에 담갔다가 건지고, 딸기는 편으로 썬다.
② 또띠아에 꿀을 1.5큰술 펴 바르고, 피자치즈를 골고루 올린 뒤, 200도로 예열한 오븐에서 치즈가 녹을 때까지 7~8분 굽는다.
③ �크림치즈에 꿀 0.5큰술을 넣고 잘 섞는다.
④ �②에 딸기와 채소를 고루 올리고 ③의 크림치즈를 떠서 중간중간 얹어 준다.
⑤ �꿀과 치즈를 조금 뿌리고 기호에 따라 발사믹 크림을 뿌려 준다.

딸기 피자
상큼함이 넘치는 사랑스러운 맛, 

만드는 법

아이들 간식으로 초콜릿 
시럽을 뿌려 주어도 좋�
아요.

TIP

재료 : �또띠아 1장, 루꼴라 약간, 딸기 10개, 피자치즈 1컵, 크림치즈 2큰술, 꿀 2.5큰술, �
발사믹 크림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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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가 중요하다. 면역력을 올리는 데는 제철 음식만 한 것도 없다. 우리 땅에서 자란 

제철 음식으로 영양 균형을 맞추는 식탁을 차려보자. 흔히 접하는 메뉴에 제철 식재료 

하나만 변화를 주어도 색다른 식탁이 완성될 것이다. 

글. 편집실 사진. 쿠켄

근사한 식탁
| 딸기 피자 • 시금치 카레 볶음밥 • 우엉 잡채 |

제철 식재료로 면역력 올리는 

맛뿐만 아니라 영양까지 뛰어난 ‘딸기’. 봄철 과일의 대명

사였던 딸기는 하우스 농법발달로 시기를 앞당겨 10월 

말쯤부터 수확하다 보니 11월부터 늦은 봄까지 오래오래 

맛볼 수 있게 됐다. 특히 딸기는 날씨가 추우면 천천히 

성장하고 조직이 치밀해져 육질이 단단해지므로 겨울철

에 맛이 좋다. 딸기에는 비타민 C와 철분이 풍부해서 피

부미용은 물론, 빈혈 예방, 피로 해소에도 좋을 뿐 아니

라 비타민 A와 붉은색을 띄는 안토시아닌 색소가 풍부해 

시력 회복과 비문증 예방에 효과적이다. 온종일 디지털 

기기와 함께한다면 제철 딸기를 섭취해 눈 건강을 챙겨

보자. 6~7개만 섭취해도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C의 양을 

모두 섭취할 수 있다. 그냥 먹어도 맛있는 딸기를 피자로 

만들어 식탁에 변화를 주는 건 어떨까. 딸기 피자는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쫄깃한 또띠아와 상큼함이 톡톡 터지

는 딸기의 환상적인 궁합에 미소가 절로 나올 것이다.

뽀빠이가 생각나는 ‘시금치’는 제철인 2월 말에서 3월 초

에 가장 맛이 좋다. 시금치에는 비타민 A를 비롯해 칼

슘·철분·엽산·루틴·사포닌 등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

돼 있어 이들 영양소가 노화를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억

제해 노화를 막아준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시금치는 채

소 중 가장 많은 비타민 A와 루테인 등을 함유하고 있는

데, 이는 눈 건강을 개선하고, 노인성 안질환인 황반변성 

등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다. 시금치는 온도가 높을수

록, 오래 묵을수록 비타민 C가 많이 파괴되기 때문에 되

도록 빨리 섭취하는 게 좋다. 다만 시금치에 함유된 수산

염이 신장결석을 형성할 수 있으니, 결석으로 고생한 적

이 있다면 시금치 섭취에 주의하자. 가정에서 손쉽게 만

드는 카레에 시금치를 넣어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 두뇌

에 좋은 카레 강황가루 속의 커큐민과 시금치에 들어 있

는 마그네슘이 결합하면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두뇌 건강

을 더욱 좋게 한다. 

아삭아삭 씹는 맛이 매력인 뿌리채소 ‘우엉’. 1월부터 3월

까지가 제철이라 이 시기에 영양이 매우 풍부하다. 우엉

에는 인삼만큼 사포닌이 다량 함유돼있어 비타민과 무

기질을 충분히 보충해주기에 ‘면역력 효자’ 식재료로 통

한다. 또한 우엉에 함유된 칼륨이 체내의 노폐물과 수분

을 배출시키고, 지방 분해 효과가 있어 다이어트에 도움

이 된다. 아울러 천연 인슐린으로 불리는 이눌린을 함유

해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운동

을 촉진한다. 명절에 상차림으로 올리는 잡채를 만들 때 

고기 대신 우엉을 듬뿍 넣어보자. 느끼함은 덜고, 영양과 

건강을 챙기는 것은 물론 색다른 풍미를 느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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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밥상지금, 쉬어가기

54

여전히 연일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19로부터 건강을 지키려면 무엇보다 충분한 영양 

섭취가 중요하다. 면역력을 올리는 데는 제철 음식만 한 것도 없다. 우리 땅에서 자란 

제철 음식으로 영양 균형을 맞추는 식탁을 차려보자. 흔히 접하는 메뉴에 제철 식재료 

하나만 변화를 주어도 색다른 식탁이 완성될 것이다. 

글. 편집실 사진. 쿠켄

근사한 식탁
| 딸기 피자 • 시금치 카레 볶음밥 • 우엉 잡채 |

제철 식재료로 면역력 올리는 

맛뿐만 아니라 영양까지 뛰어난 ‘딸기’. 봄철 과일의 대명

사였던 딸기는 하우스 농법발달로 시기를 앞당겨 10월 

말쯤부터 수확하다 보니 11월부터 늦은 봄까지 오래오래 

맛볼 수 있게 됐다. 특히 딸기는 날씨가 추우면 천천히 

성장하고 조직이 치밀해져 육질이 단단해지므로 겨울철

에 맛이 좋다. 딸기에는 비타민 C와 철분이 풍부해서 피

부미용은 물론, 빈혈 예방, 피로 해소에도 좋을 뿐 아니

라 비타민 A와 붉은색을 띄는 안토시아닌 색소가 풍부해 

시력 회복과 비문증 예방에 효과적이다. 온종일 디지털 

기기와 함께한다면 제철 딸기를 섭취해 눈 건강을 챙겨

보자. 6~7개만 섭취해도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C의 양을 

모두 섭취할 수 있다. 그냥 먹어도 맛있는 딸기를 피자로 

만들어 식탁에 변화를 주는 건 어떨까. 딸기 피자는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쫄깃한 또띠아와 상큼함이 톡톡 터지

는 딸기의 환상적인 궁합에 미소가 절로 나올 것이다.

뽀빠이가 생각나는 ‘시금치’는 제철인 2월 말에서 3월 초

에 가장 맛이 좋다. 시금치에는 비타민 A를 비롯해 칼

슘·철분·엽산·루틴·사포닌 등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

돼 있어 이들 영양소가 노화를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억

제해 노화를 막아준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시금치는 채

소 중 가장 많은 비타민 A와 루테인 등을 함유하고 있는

데, 이는 눈 건강을 개선하고, 노인성 안질환인 황반변성 

등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다. 시금치는 온도가 높을수

록, 오래 묵을수록 비타민 C가 많이 파괴되기 때문에 되

도록 빨리 섭취하는 게 좋다. 다만 시금치에 함유된 수산

염이 신장결석을 형성할 수 있으니, 결석으로 고생한 적

이 있다면 시금치 섭취에 주의하자. 가정에서 손쉽게 만

드는 카레에 시금치를 넣어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 두뇌

에 좋은 카레 강황가루 속의 커큐민과 시금치에 들어 있

는 마그네슘이 결합하면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두뇌 건강

을 더욱 좋게 한다. 

아삭아삭 씹는 맛이 매력인 뿌리채소 ‘우엉’. 1월부터 3월

까지가 제철이라 이 시기에 영양이 매우 풍부하다. 우엉

에는 인삼만큼 사포닌이 다량 함유돼있어 비타민과 무

기질을 충분히 보충해주기에 ‘면역력 효자’ 식재료로 통

한다. 또한 우엉에 함유된 칼륨이 체내의 노폐물과 수분

을 배출시키고, 지방 분해 효과가 있어 다이어트에 도움

이 된다. 아울러 천연 인슐린으로 불리는 이눌린을 함유

해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운동

을 촉진한다. 명절에 상차림으로 올리는 잡채를 만들 때 

고기 대신 우엉을 듬뿍 넣어보자. 느끼함은 덜고, 영양과 

건강을 챙기는 것은 물론 색다른 풍미를 느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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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을 지키려면 무엇보다 충분한 영양 섭취가 중요하다. 면역력을 올리는 데는 제철 음

식만 한 것도 없다. 우리 땅에서 자란 제철 음식으로 영양 균형을 맞추는 식탁을 차려보자. 

흔히 접하는 메뉴에 제철 식재료 하나만 변화를 주어도 색다른 식탁이 완성될 것이다.

글.편집실 사진.쿠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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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금치카레 볶음밥
부드럽고 달콤한 건강 한 그릇

재료 : �밥 1공기 , 시금치 50g , 카레가루 2큰술 , 닭가슴살 150g, 식용유 약간 , �
소금 약간

① �시금치는 깨끗이 씻어 잘게 자른다.
② 닭고기는 1.5cm 정도로 자른다.
③ �센 불로 팬을 달군 후, 식용유를 두르고 닭고기를 

볶는다.
④ �③의 팬에 밥을 넣고 중간 불로 줄여 잘 섞어 주고, 

카레 파우더를 넣고 볶는다. 이때, 식용유를 조금 
더 첨가해준다.

⑤ �잘라 놓은 시금치를 넣어 재빨리 볶아내고, 필요하
면 소금으로 간한다.

만드는 법

카레 볶음밥용 밥은 질지 
않도록 고슬고슬하게 짓
는 것이 좋아요.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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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면은 수분이 날아가고 
윤기가 날 때까지 볶아주
세요. 

TIP

우엉 잡채
감칠맛과 아삭함이 일품 재료 : �우엉 2대, 고추 4개, 표고 4개, 당면 150g, 올리고당 1큰술, 소금 0.5작은술, �

국간장 1큰술, 들기름 4큰술, 검은깨 1.5큰술
당면 양념 : 진간장 1.5큰술, 설탕 2큰술, 다시마물 1컵

① �당면은 몇 시간 전에 불려 놓았다가 사용한다.
② 고추는 반을 갈라 씨를 빼고, 6cm 길이로 가늘게 채 썬다. 표고도 가늘게 채 썬다. 
③ 우엉은 껍질을 벗기고 6cm 길이로 잘라 가늘게 채 썬 뒤에 찬물에 담가 놓는다.
④ 끓는 물에 소금을 약간 넣고 ③의 우엉을 1분 정도 데친다. 
⑤ 달군 팬에 들기름을 1큰술 두르고 고추를 넣어 살짝 볶은 후 소금으로 간한다. 오래 볶지 않도록 주의한다.
⑥ 달군 팬에 들기름을 3큰술 두르고 데친 우엉을 볶다가 부드러워지면 국간장, 올리고당을 넣어 간한다.
⑦ 팬에 표고와 다시마물, 불린 당면을 넣고 당면 양념 재료를 넣어 볶는다. 
⑧ 물기가 없어지면, 볶아 놓은 우엉과 고추를 넣어 섞어 준다. 검은깨를 뿌린다.

만드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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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Be Myself오늘, 생각하기

부유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는 
‘미니멀 라이프’

‘미니멀 라이프’란 단순함과 간결함을 추구하는 생활 트렌드다. 이러한 흐름은 

날로 복잡해지는 세상살이에 지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 삶의 다운사이징을 

추구하는 이들을 만들어 냈다. 단순하고 소박한 생활방식에 자족하는 사람, 필

요치 않은 물건과 일 등을 줄여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 ‘미니멀리스트’

가 늘고 있다.  글. 강일수(두디스코칭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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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Be Myself오늘, 생각하기

생각의 틀을 깨고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는 탐험의 즐거움

환경이 급변하는 시대에는 기존의 방법이 앞으로도 효과적일 것이라는 보장 자체가 없다. 완전히 새로운 게임에 임할 새로운 

규칙이 필요할 수도 있다. 특히 미래 세대에게는 더욱더 그렇다. 이제는 모방이 아니라 본질적인 질문과 실험을 통해 새로운 

답을 찾아내는 탐험이 중요하다.

글. 강일수(두디스코칭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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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생활을 하는 공무원이라면 수직적 문화에 익숙하고 관행처럼 해왔던 일처리를 답습하

고 익숙함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에 어색함을 느꼈을 겁니다. 저 또한 마

찬가지입니다. ‘Be Myself’ 글은 지금까지의 조직생활을 한 번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글이었

습니다. 앞으로는 익숙함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새로운 것도 한 번쯤 시도해보겠습니다.

‘Be Myself’를 읽고 여러 생각에 잠기며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갖게 되는 기회가 주어졌습

니다. 교사로서의 삶과 개인의 삶 그리고 가족과의 삶을 어떻게 살아나갈지 생각해보게 됐습

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공공의 이익이면 좋겠고, 지금의 삶이 바로 내가 원하는 삶이길 간절

히 바랍니다. 또한 교사로서의 삶의 태도가 많은 제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이 미치길 소망합

니다. 다시금 스스로의 삶에 대해 고민하고 반성하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 계룡중학교 공민우 회원

- 반곡초등학교 이재권 회원

238 | 부유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는 ‘미니멀 라이프’

240 | 지금, 나에게 던져야 할 7가지 질문

242 | 특별한 목적을 발견하고 성취해가라

244 | 모든 성취의 출발점은 열망

246 |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248 | 여정 자체가 보상이다

250 | 생각의 틀을 깨고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는 탐험의 즐거움

252 | 자신의 길(way)을, 자신의 페이스(pace)로

직장이나 가정 내에서 역할과 책임이 큰 공제회 회원님들의 건강한 삶과 미래를 위한 심리 상담 분야 전

문가의 라이프 스타일 코치 코너입니다. 일상에서 겪는 심리적인 한계와 고민도 뛰어넘어 꿈을 성취하고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설득력 있는 예시와 함께 실행방법도 제안합니다. 회원님들의 하루하루가 ‘나다

움’으로 반짝이기를 The-K 매거진이 응원합니다.

�Be Myself�

PART.

회원 추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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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Be Myself오늘, 생각하기

부유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는 
‘미니멀 라이프’

‘미니멀 라이프’란 단순함과 간결함을 추구하는 생활 트렌드다. 이러한 흐름은 

날로 복잡해지는 세상살이에 지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 삶의 다운사이징을 

추구하는 이들을 만들어 냈다. 단순하고 소박한 생활방식에 자족하는 사람, 필

요치 않은 물건과 일 등을 줄여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 ‘미니멀리스트’

가 늘고 있다.  글. 강일수(두디스코칭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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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Be Myself오늘, 생각하기

나를 이끄는 작업은 철저한 자기 객관화를 기초로 한다. 자신이 어떤 사

람인지에 대한 정확한 자기 인식을 통해 자신의 욕구와 한계, 그리고 가

능성을 깨달을 수 있는 본질적인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한다. 자

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며 삶을 일구는 것

이 바로 ‘나다운 삶’이다. 

글. 강일수(두디스코칭 대표)

지금, 
나에게 던져야 할 

7가지 질문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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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나 자신을 대면하는 일에 가장 효과적인 도구는 ‘질문’이다. 스스로 질문하고 생각하는 일은 매우 가치 있는 행

위이다. 삶의 많은 문제는 정답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오직 자기 자신만의 답을 찾고, 만들어 갈 뿐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진정한 자기 자신에 이르는 길을 발견할 수 있다.

하면 얻을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것이다. 그리고  ‘상호

협력이 더 나은 결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

고, 시너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는 어떤 것을 이루고 싶은가?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것은 방향이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지불해야 할 대가를 성실하게 치러야 한

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먼저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히 결정하는 것이다. 자신이 원하는 것과 그것의 의

미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

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 더불어 현재 위치를 더 

잘 파악하고, 항상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나는 무엇을 통해 성장해가고 있는가? 

어떤 행동의 결과는 의도한 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

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일의 결과가 나

쁠지라도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

다.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이 진짜 학습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실패가 아니라 실패의 감정이다. 비극적인 감정

에 푹 빠져서 자기 자신을 더욱 비극적인 사람으로 만드

는 그것이 문제다. 우리는 일이 잘못된 순간에도 좌절하

지 않고, 배우려는 태도를 갖춰야 한다. 그리고 결과에 

상관없이 과정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나는 창의성을 발휘하고 있는가?  

세상은 변했고, 변하고 있으며, 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통념은 종종 틀리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통념

에 따르기 전에 의문을 제기하고, 익숙함으로부터 벗어

나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자. 창의성을 발휘하는 데 있

어서 최대의 걸림돌은 ‘하나의 정답을 신봉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현실 문제에 있어서 해법은 하나가 아니다. 더 

나은 해법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좋다. 호기심과 모

험심을 허용하고, 문제나 기회를 특별한 방식으로 바라

볼 필요가 있다. 

나는 어떤 삶을 원하고 있는가?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삶’ 자체다. 어떤 특별한 

직업이나 목표가 우리 자신을 정의할 수 없다. 그것은 삶

의 방식 중 하나일 뿐이다. 다만,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삶

의 교훈 중의 하나는 우리가 타인을 위해 기여하지 않는 

이상 어느 것 하나 자급자족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러

므로 원하는 삶의 바탕에는 타인과의 공존, 그리고 서로

에 대한 기여가 포함되어야 한다.

나는 누구의 삶을 살고 있는가? 

타인을 통해 자존감을 구하는 건 자기 삶의 통제

권을 내던지는 일이다. 남을 원망하거나 환경을 탓하는 

행위는 자기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선택의 자유는 나에게 있다. 행동이 제한적인 곳에서조

차 나의 태도는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다. ‘모든 상황이 

내 책임은 아니지만, 그 상황에 대한 반응은 내가 선택

할 수 있다.’ 이러한 삶의 태도를 선택한다면 새로운 미

래를 만들어 나가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나는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가? 

편견이나 선입견으로 인해 현실에 대해 정확히 인

식하지 못한 결과는 시간과 자원,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

든다. 검증되지 않은 가정들을 스스로 검증하고, 머릿속 

세계와 진짜 현실 세계의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착각과 오류, 오만과 편견으로 물들어 있는 

존재인지 이해한다면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게을리할 수 없다. 세상에 대한 오해와 무지를 

인정하고,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으로부터 해방되는 자기

혁신의 노력이 필요하다. 

나는 상호이익을 추구하고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은 그들이 원하는 것에 관해 이야기하고, 그것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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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Be Myself오늘, 생각하기

나를 이끄는 작업은 철저한 자기 객관화를 기초로 한다. 자신이 어떤 사

람인지에 대한 정확한 자기 인식을 통해 자신의 욕구와 한계, 그리고 가

능성을 깨달을 수 있는 본질적인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한다. 자

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며 삶을 일구는 것

이 바로 ‘나다운 삶’이다. 

글. 강일수(두디스코칭 대표)

지금, 
나에게 던져야 할 

7가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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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매거진_8월호_에러수정.indd   36The K매거진_8월호_에러수정.indd   36 2022. 10. 5.   오후 4:142022. 10. 5.   오후 4:14

36

[+35] Be Myself오늘, 생각하기

나를 이끄는 작업은 철저한 자기 객관화를 기초로 한다. 자신이 어떤 사

람인지에 대한 정확한 자기 인식을 통해 자신의 욕구와 한계, 그리고 가

능성을 깨달을 수 있는 본질적인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한다. 자

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며 삶을 일구는 것

이 바로 ‘나다운 삶’이다. 

글. 강일수(두디스코칭 대표)

지금, 
나에게 던져야 할 

7가지 질문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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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나 자신을 대면하는 일에 가장 효과적인 도구는 ‘질문’이다. 스스로 질문하고 생각하는 일은 매우 가치 있는 행

위이다. 삶의 많은 문제는 정답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오직 자기 자신만의 답을 찾고, 만들어 갈 뿐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진정한 자기 자신에 이르는 길을 발견할 수 있다.

하면 얻을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것이다. 그리고  ‘상호

협력이 더 나은 결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

고, 시너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는 어떤 것을 이루고 싶은가?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것은 방향이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지불해야 할 대가를 성실하게 치러야 한

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먼저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히 결정하는 것이다. 자신이 원하는 것과 그것의 의

미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

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 더불어 현재 위치를 더 

잘 파악하고, 항상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나는 무엇을 통해 성장해가고 있는가? 

어떤 행동의 결과는 의도한 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

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일의 결과가 나

쁠지라도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

다.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이 진짜 학습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실패가 아니라 실패의 감정이다. 비극적인 감정

에 푹 빠져서 자기 자신을 더욱 비극적인 사람으로 만드

는 그것이 문제다. 우리는 일이 잘못된 순간에도 좌절하

지 않고, 배우려는 태도를 갖춰야 한다. 그리고 결과에 

상관없이 과정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나는 창의성을 발휘하고 있는가?  

세상은 변했고, 변하고 있으며, 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통념은 종종 틀리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통념

에 따르기 전에 의문을 제기하고, 익숙함으로부터 벗어

나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자. 창의성을 발휘하는 데 있

어서 최대의 걸림돌은 ‘하나의 정답을 신봉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현실 문제에 있어서 해법은 하나가 아니다. 더 

나은 해법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좋다. 호기심과 모

험심을 허용하고, 문제나 기회를 특별한 방식으로 바라

볼 필요가 있다. 

나는 어떤 삶을 원하고 있는가?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삶’ 자체다. 어떤 특별한 

직업이나 목표가 우리 자신을 정의할 수 없다. 그것은 삶

의 방식 중 하나일 뿐이다. 다만,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삶

의 교훈 중의 하나는 우리가 타인을 위해 기여하지 않는 

이상 어느 것 하나 자급자족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러

므로 원하는 삶의 바탕에는 타인과의 공존, 그리고 서로

에 대한 기여가 포함되어야 한다.

나는 누구의 삶을 살고 있는가? 

타인을 통해 자존감을 구하는 건 자기 삶의 통제

권을 내던지는 일이다. 남을 원망하거나 환경을 탓하는 

행위는 자기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선택의 자유는 나에게 있다. 행동이 제한적인 곳에서조

차 나의 태도는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다. ‘모든 상황이 

내 책임은 아니지만, 그 상황에 대한 반응은 내가 선택

할 수 있다.’ 이러한 삶의 태도를 선택한다면 새로운 미

래를 만들어 나가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나는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가? 

편견이나 선입견으로 인해 현실에 대해 정확히 인

식하지 못한 결과는 시간과 자원,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

든다. 검증되지 않은 가정들을 스스로 검증하고, 머릿속 

세계와 진짜 현실 세계의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착각과 오류, 오만과 편견으로 물들어 있는 

존재인지 이해한다면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게을리할 수 없다. 세상에 대한 오해와 무지를 

인정하고,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으로부터 해방되는 자기

혁신의 노력이 필요하다. 

나는 상호이익을 추구하고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은 그들이 원하는 것에 관해 이야기하고, 그것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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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Be Myself오늘, 생각하기

독일의 사상가 부버는 ‘나와 너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너’라고 부르는 타자(他者)와의 

만남과 응답에서 ‘나’는 비로소 진정한 자기가 된다고 주장했다. 사람은 다른 사람과

의 관계 속에서 특별한 목적을 발견하고 성취해가는 존재다. 목적을 알게 되면 스트레

스를 덜 받게 되고, 삶의 활력을 되찾게 되며, 해야 할 일을 쉽게 결정하게 된다. 

글. 강일수(두디스코칭 대표)

특별한 목적을 
발견하고 성취해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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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의 인생  

심청가에는 ‘한번 밖에 없는 인생, 돈의 노예가 되지 마라.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의 인생이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는 영화를 얻는다’라는 구절이 있다. 돈보

다는 자기 일의 궁극적인 목적에 더 집중하고, 그 목적을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 갈 수 있는 새로운 방법과 아이디어를  

찾아낼 필요가 있다. 

영국 버진 그룹의 리처드 브랜슨 회장은 “지금까지 돈을 벌 

목적으로 시작한 사업은 하나도 없었다. 어떤 사업이든 ‘사

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할 수 있는 일인가? 우리 스스 

로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일인가?’라는 생각으로 출발 

한다”고 했다.  

개인과 조직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고객을 위한 감동 

적인 가치창출’이다. 어떻게 해야 본질적인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되는지, 어떻게 해야 사람들에게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사람들에게 더 큰 감동을  

선물할 수 있을지 등에 모든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좋다.  

목적의식이 올바른 선택과 집중을 가능하게 한다

삶의 이유를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은 희망을 가로막는 장애 

물이 나타나더라도 비관하지 않는다. 목적의식이 강하게  

깔려있으면 삶을 거시적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도중에 맞닥 

뜨리는 작은 시련에 좌절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삶의  

목적의식이 필요하다. 

미국 흑인 인권 운동의 지도자인 마틴 루터 킹은 “우리는  

내가 왜 만들어졌는지 이유를 찾아야 할 책임이 있다. 내  

인생의 과업, 나의 소명을 발견할 책임이 있다. 그걸 발견하

고 나면 온 힘을 다해 내 모든 능력을 쏟아 부어 그 일을 해

야 한다”고 했다. 

바람직한 행동 사이클은 분명한 목적과 명확한 의도 아래  

목표를 설정하고 행동하여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즉, 

‘목적(purpose) → 의도(intention) → 목표(objectives) →  

행동(action) → 결과(results)’로 연결되는 선순환 과정을  

거친다. 진정성 있는 분명한 목적의식은 그 자체로 자부심

의 근원이며 강력한 동력이 된다. 이러한 목적의식이 올바른  

선택과 집중을 가능하게 한다. 중요한 것은 목적의 순수함

을 유지하는 것이다. 순수할 때 더 명확해지고, 순수할 때 더  

강력해진다.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는 것

송나라 재상 범문정이 젊었을 때의 이야기다. 일정한 직

업도 없이 이곳저곳을 떠돌던 그가 어느 날 길가에 앉아

있는 점쟁이에게 다짜고짜 자신의 운세를 물어 보았다. 

“내가 이 나라의 재상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갑작스런 젊은이의 질문에 점쟁이는 눈을 껌뻑껌뻑 하면

서 이리저리 살피더니 말했다. 

“음, 자네의 관상으로는 어림도 없네그려.” 

범문정은 크게 실망했지만 다시 한 번 물었다. 

“그럼 의원 노릇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점쟁이는 의아하다는 투로 물었다. 

“아니 자네의 희망사항이 어찌해서 금방 재상에서 의원으

로 내려앉는가?”

“예, 저는 여하튼 백성을 구하는 일을 하고 싶은데 세상

을 살기 좋게 다스리려면 우선 재상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게 안 된다면 세간에서 천하게 여기고 있는 의원이라도 

되어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 주려고 그럽니다.” 

이 말에 점쟁이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그럼 자네는 결국 재상을 하겠구먼.” 

범문정이 이 말을 듣고 이상하여 다시 물었다. 

“아니 어떻게 금방 변하는 점괘도 있습니까? 좀 전에는 

어림도 없다더니 이제는….”

그러자 점쟁이가 엄숙하게 말했다. 

“관상에는 골상이 색상만 못하고 색상이 심상만 못하다

는 말이 있네. 자네는 골상이나 색상으로 보아서는 재상  

근처에도 못 갈 위인이지만 그 넉넉한 심상을 보아하니 

결국 재상이 될 거라는 말이네.”

- 「인관관계를 열어주는 108가지 따뜻한 이야기」 중에서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

인지, 그 목적을 발견하고 그것을 성취해가는 사람은 행복한 

성공을 거머쥘 가능성이 크다. 영국 계몽사상가 제임스 알렌

은 “순수한 사람은 항상 자신의 에너지를 더 온화한 마음으

로, 더 명확하게, 더 강력한 목적의식에 의해 사용하며 자신

의 길을 밟아 나가기 때문에 너무 쉽게 승리를 손에 쥐는 일

이 적지 않다”고 했다. 순수하고 명확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는 것, 그 자체가 행복한 성공으로 나아가는 여정이다.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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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Be Myself오늘, 생각하기

독일의 사상가 부버는 ‘나와 너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너’라고 부르는 타자(他者)와의 

만남과 응답에서 ‘나’는 비로소 진정한 자기가 된다고 주장했다. 사람은 다른 사람과

의 관계 속에서 특별한 목적을 발견하고 성취해가는 존재다. 목적을 알게 되면 스트레

스를 덜 받게 되고, 삶의 활력을 되찾게 되며, 해야 할 일을 쉽게 결정하게 된다. 

글. 강일수(두디스코칭 대표)

특별한 목적을 
발견하고 성취해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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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Be Myself오늘, 생각하기

진정성을 가지고 간절히 원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매우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

지만, 그들 모두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한 가지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강렬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점

이다. 그들은 자신의 일을 탐구하고, 즐기고, 사랑한다.

글. 강일수(두디스코칭 대표)

모든 성취의 출발점은 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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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망이 강할수록 추진력은 향상되는 법이다. 간절히 바라

는 그것이 삶을 이끌어간다. 독일의 사회학자 에릭 호퍼는  

“때로는 강렬한 열망이란 것이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낼 뿐 

아니라 스스로 제 재능까지도 만들어내는 것 같다”고 했다. 

사람마다 원하는 것이 다르고, 원하는 이유가 다를 수 있지

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주어진 운명대로 사는 것이 아니 

라 스스로 추구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을 절박한 심정으로  

열망하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열망한 것이 다가온다. 

열정이 느껴지는 일, 사랑하는 일을 찾아라

1985년,스티브 잡스는 애플을 떠난 뒤, 넥스트를 새로 창업

했지만 컴퓨터 판매 실적은 저조했다. 공장에 있는 근사한 

로봇과 기계들은 대부분 놀았고 큰 적자를 내며 재정난에 시

달리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던 루카스필름의 컴퓨터 부문인 픽사를 새로 인수

했다. 컴퓨터 그래픽에 큰 흥미를 느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존 래스터가 운영하고 있던 픽사의 디지털 

애니메이션 사업은 단지 부업에 불과했다. 짤막한 애니메이

션을 제작하던 팀의 주된 목적은 회사의 하드웨어와 소프트

웨어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었다. 스티브 잡스는 수익 면에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단편 애니메이션을 1년에 한 편

씩 만들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픽사의 하드웨어와 소프트

웨어 제품들이 고전하는 와중에도 그가 애니메이션 팀만큼

은 애정으로 감싸 안았던 이유는 예술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

할 경우 애니메이션 영화계에 가장 의미 있는 변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직감이 있었고, 그러한 일에 자신의 열정이 있음

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의 직감은 맞아떨어졌다. 월트 디즈

니 컴퍼니와 공동 작업으로 만든 ‘토이 스토리’, ‘벅스 라이프’ 

등과 같은 컴퓨터 애니메이션은 연이어 대성공을 거두었고, 

스티브 잡스는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애플에 다시 

복귀한 그는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를 연이어 성공시키

면서 세계 제1의 창의적 CEO라 칭송받았다. 

스티브 잡스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그가 이루어

낸 결과물이 아니라 그가 보여준 열정이다. 그 열정은 그가  

얼마나 자신의 일을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테스형이 제시한 ‘지혜를 얻는 비법’

소크라테스의 열렬한 추종자인 한 젊은이가 소크라테스에게 

찾아와 지혜를 얻는 비법을 가르쳐 달라고 간청했다. 소크라

테스는 그를 강으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물에 들어간 다음, 

젊은이의 머리를 붙잡아 물속으로 밀어 넣었다. 젊은이는  

머리를 물 밖으로 내밀려고 했지만, 소크라테스는 있는 힘껏  

그의 머리를 붙잡고 나오지 못하게 했다. 마침내 죽을힘을  

다해 몸부림치던 젊은이는 물 밖으로 고개를 내밀 수 있었다. 

바로 그때 소크라테스가 물었다.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았을 때 자네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

이었는가?”

그러자 젊은이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다.

“공기였습니다!”

이 말에 소크라테스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자네가 그 순간 공기를 원했던 만큼 갈구한다면 지혜를  

얻게 될 걸세.”

워런 버핏의 평생 동업자이자 미국의 다국적 지주회사인  

버크셔 해서웨이의 공동 주주인 찰리 멍거는 “나 역시 부자

가 되고 싶은 욕망은 결코 남보다 작지 않았다. 내가 부자가 

되고 싶었던 것은 페라리를 사고 싶어서가 아니었다. 나는 

단지 독립을 원했다. 필사적으로 원했다”고 했다. 모든 성취

의 출발점은 열망이다. 약한 불이 미약한 열기를 주듯 약한 

열망은 미약한 결과를 안겨준다. 즉, 성공의 크기는 열망의 

깊이에 좌우되는 것이다. 

스스로 기회와 재능을 만드는 강렬한 열망

세계적인 언론인 바바라 월터스, 그녀의 성공을 부러워하며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다.

“어떻게 이토록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바바라는 이렇게 답했다.

“제 직업이 부러우세요? 그럼 내 인생과 당신 인생을 통째

로 바꿀까요? 전 소녀 가장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파산하고,  

무능력한 엄마와 장애를 가진 언니를 제가 먹여 살려야 했습

니다. 하는 일은 별로 맘에 들지 않았지만 밥벌이가 절실해 

버티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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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Be Myself오늘, 생각하기

진정성을 가지고 간절히 원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매우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

지만, 그들 모두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한 가지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강렬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점

이다. 그들은 자신의 일을 탐구하고, 즐기고, 사랑한다.

글. 강일수(두디스코칭 대표)

모든 성취의 출발점은 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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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망이 강할수록 추진력은 향상되는 법이다. 간절히 바라

는 그것이 삶을 이끌어간다. 독일의 사회학자 에릭 호퍼는  

“때로는 강렬한 열망이란 것이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낼 뿐 

아니라 스스로 제 재능까지도 만들어내는 것 같다”고 했다. 

사람마다 원하는 것이 다르고, 원하는 이유가 다를 수 있지

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주어진 운명대로 사는 것이 아니 

라 스스로 추구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을 절박한 심정으로  

열망하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열망한 것이 다가온다. 

열정이 느껴지는 일, 사랑하는 일을 찾아라

1985년,스티브 잡스는 애플을 떠난 뒤, 넥스트를 새로 창업

했지만 컴퓨터 판매 실적은 저조했다. 공장에 있는 근사한 

로봇과 기계들은 대부분 놀았고 큰 적자를 내며 재정난에 시

달리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던 루카스필름의 컴퓨터 부문인 픽사를 새로 인수

했다. 컴퓨터 그래픽에 큰 흥미를 느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존 래스터가 운영하고 있던 픽사의 디지털 

애니메이션 사업은 단지 부업에 불과했다. 짤막한 애니메이

션을 제작하던 팀의 주된 목적은 회사의 하드웨어와 소프트

웨어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었다. 스티브 잡스는 수익 면에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단편 애니메이션을 1년에 한 편

씩 만들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픽사의 하드웨어와 소프트

웨어 제품들이 고전하는 와중에도 그가 애니메이션 팀만큼

은 애정으로 감싸 안았던 이유는 예술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

할 경우 애니메이션 영화계에 가장 의미 있는 변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직감이 있었고, 그러한 일에 자신의 열정이 있음

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의 직감은 맞아떨어졌다. 월트 디즈

니 컴퍼니와 공동 작업으로 만든 ‘토이 스토리’, ‘벅스 라이프’ 

등과 같은 컴퓨터 애니메이션은 연이어 대성공을 거두었고, 

스티브 잡스는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애플에 다시 

복귀한 그는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를 연이어 성공시키

면서 세계 제1의 창의적 CEO라 칭송받았다. 

스티브 잡스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그가 이루어

낸 결과물이 아니라 그가 보여준 열정이다. 그 열정은 그가  

얼마나 자신의 일을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테스형이 제시한 ‘지혜를 얻는 비법’

소크라테스의 열렬한 추종자인 한 젊은이가 소크라테스에게 

찾아와 지혜를 얻는 비법을 가르쳐 달라고 간청했다. 소크라

테스는 그를 강으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물에 들어간 다음, 

젊은이의 머리를 붙잡아 물속으로 밀어 넣었다. 젊은이는  

머리를 물 밖으로 내밀려고 했지만, 소크라테스는 있는 힘껏  

그의 머리를 붙잡고 나오지 못하게 했다. 마침내 죽을힘을  

다해 몸부림치던 젊은이는 물 밖으로 고개를 내밀 수 있었다. 

바로 그때 소크라테스가 물었다.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았을 때 자네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

이었는가?”

그러자 젊은이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다.

“공기였습니다!”

이 말에 소크라테스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자네가 그 순간 공기를 원했던 만큼 갈구한다면 지혜를  

얻게 될 걸세.”

워런 버핏의 평생 동업자이자 미국의 다국적 지주회사인  

버크셔 해서웨이의 공동 주주인 찰리 멍거는 “나 역시 부자

가 되고 싶은 욕망은 결코 남보다 작지 않았다. 내가 부자가 

되고 싶었던 것은 페라리를 사고 싶어서가 아니었다. 나는 

단지 독립을 원했다. 필사적으로 원했다”고 했다. 모든 성취

의 출발점은 열망이다. 약한 불이 미약한 열기를 주듯 약한 

열망은 미약한 결과를 안겨준다. 즉, 성공의 크기는 열망의 

깊이에 좌우되는 것이다. 

스스로 기회와 재능을 만드는 강렬한 열망

세계적인 언론인 바바라 월터스, 그녀의 성공을 부러워하며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다.

“어떻게 이토록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바바라는 이렇게 답했다.

“제 직업이 부러우세요? 그럼 내 인생과 당신 인생을 통째

로 바꿀까요? 전 소녀 가장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파산하고,  

무능력한 엄마와 장애를 가진 언니를 제가 먹여 살려야 했습

니다. 하는 일은 별로 맘에 들지 않았지만 밥벌이가 절실해 

버티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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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Be Myself오늘, 생각하기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다 보면 항상 뜻대로만 되지는 않는다. 시험에 낙방하기도 

하고, 취업이나 사업, 결혼에 실패하기도 한다. 또, 크고 작은 실수도 하게 된다. 

하지만 모든 인간은 실패를 통해 차츰 성장해가는 존재다. 실패는 누구에게나 두

려운 일이지만, 실패가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시작하기도 전에 패배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인간의 탁월성은 도전과 모험을 하는 용기에서 비롯된다.

글. 강일수(두디스코칭 대표)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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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K매거진 3월호_내지_2차.indd   32The-K매거진 3월호_내지_2차.indd   32 2022. 10. 5.   오후 5:582022. 10. 5.   오후 5:58

라고 했다. 큰 승리는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는 사람에게 온다. 

천재들은 더 많이 시도했을 뿐이다

사람은 걷는 규칙을 배워서 걷지 않는다. 걸음을 시도하고 

넘어지면서 배운다. 창조적 인물들의 탁월한 업적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들은 

더 많이 시도했을 뿐이다. 

에디슨은 1,093개의 발명품을, 프로이트는 650편의 논문을, 

바흐는 1,080편의 작곡을, 피카소는 2,000점의 스케치를, 

렘브란트는 650점의 그림을, 셰익스피어는 154편의 희곡을 

썼다. 그들은 시행착오로부터 배우고, 수없이 시도하고, 도

전하면서 진화해간 것이다. 

미국의 한 TV 방송 사회자가 애플의 스티브 잡스에게 “향후 

5년에서 10년 사이에 세상은 어떻게 바뀔까요? 당신이라면 

충분히 알 수 있을 듯합니다”라고 묻자, 그는 대답했다. 

“난 모릅니다. 그것이 매일 저를 흥분시킵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을 불안하게 여기기보다는 흥미롭게 여기

고, 도전을 즐겨야 한다. 물론, 도전할 때는 후회를 남기지 

않을 만큼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최선의 것이 돌아올 것이다.

탐험하라, 꿈꾸라, 발견하라

21세기를 살아간다는 것은 창의성으로 승부해야 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알고리즘으로 변환할 수 있는 일자리는 이제 

다시 인간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 일에 

창의성을 융합하고, ‘하고 싶다’는 것이 있으면 두려워 말고 

도전해야 한다. 그만한 가치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진보적

인 사고를 지닌 사람은 결코 현재에 머무르지 않는다. 현재

에 만족하지 않는 정신만이 성공의 목표에 도달하도록 자기 

자신을 이끌어간다. 

미국 소설가 마크 트웨인은 “20년 후 당신은 했던 일보다  

하지 않았던 일로 인해 더 후회할 것이다. 그러므로 돛 줄을 

던져라. 안전한 항구를 떠나 항해하라. 당신의 돛에 무역풍

을 가득 담아라. 탐험하라, 꿈꾸라, 발견하라”라고 조언한다.  

적절한 위기감은 오히려 우리를 성장시키고, 안일함은 그  

성장을 가로막는다. 사람이 성장하는 최상의 방법은 계속해

서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려 노력하는 것이다. 

왜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그래?

국내 한 대학병원의 정신건강과 전문의, 그의 어릴 적 꿈은 

지금 모습처럼 의사였다. 하지만 의대 입시에 실패한 후 더

는 공부하기가 싫어 취업이 보장된 ‘컴퓨터 공학과’로 진학했

다. 공대생이 된 후, 대학 생활을 즐겁게 보냈지만, 이상하게 

혼자인 시간이 되면 늘 공허하고 우울했다. 그렇게 4년을 채

워가던 어느 날, 한 대기업이 주최한 ‘아이비리그 해외연수’ 

모집 공고를 본 친구가 지원해보라고 권했다. 

“어차피 안 될 걸 왜 해. 이런 건 아무나 뽑아주는 것 아냐~”

이렇게 거절했을 때 친구가 던진 한마디는 그의 머리를 ‘쿵!’

하고 내리쳤다. 

“왜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그래?”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기고, 우울하게 지내온 

진짜 이유가 낮은 자존감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내 인생과 제대로 마주하자!’ 

이렇게 결심하고부터 가슴속에서는 뜨거운 것이 끓어오르

기 시작했다. 열심히 준비해 도전한 결과, 그는 전국에서 단 

100명만 뽑는 장학생 명단에 당당히 합격했다. 

‘해보니까 되잖아!’ 

자신감을 얻은 그는 그때부터 ‘의사가 되겠다’는 원래의 꿈

을 위해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지금 도전하지 않으면, 30대 

나 40대에 후회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한 결과, 원하던 의대에 편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공을 차지 않으면 골은 100% 불가능하다

산은 오르는 사람에게만 허락된다. 어떤 일을 해보지도 않고 

불가능하다고 섣부르게 단정 짓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대부분의 중요한 일들은 전혀 희망이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

을 기억해야 한다. 

캐나다 아이스하키 감독 웨인 그레츠키는 “공을 차지 않으면 

골은 100% 불가능하다”고 했다. 실패를 허용하고 실패로부터 

배운다는 생각으로 도전해야 한다.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은 

행동하는 자의 권리다. 

또한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모든 일에 실패했을 

때, 그리고 조심스레 쌓아 올린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졌을 

때 당신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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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Be Myself오늘, 생각하기

성장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경험은 그 자체로 성공이다. 어떤 선택에도 배울 점은 반

드시 있기 때문이다. 아일랜드 출신의 극작가인 사뮈엘 베케트는 ‘시도했는가? 실패

했는가? 괜찮다. 다시 시도하라. 다시 실패하라. 더 나은 실패를 하라’고 격려한다. 성

장을 도모하는 자에게 실패는 없다. 피드백만 있을 뿐이다.

글. 강일수(두디스코칭 대표)

여정 자체가 
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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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경험에서 온다

한 젊은이가 새 은행장으로 이제 막 선임되었다. 그는  

퇴임하는 전 은행장의 사무실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은행장님께 조언을 들으려고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은행장님처럼 성공적인 은행가가 될 수 있을까요?”

전임 은행장은 무뚝뚝한 말투로 대답했다.

“두 단어지요. 좋은 결정!”

젊은 신임 은행장은 고마워하며 사무실을 나갔다. 그러나 

그는 이내 발길을 돌려 다시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귀찮게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내린 결정

이 좋은 것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전임 은행장이 말했다.

“한 단어지요. 그것은 경험!”

젊은이는 나오다 말고, 다시 전임 은행장 앞으로 갔다.

“그럼 말이죠, 제가 어떻게 하면 그 경험을 얻을 수 있겠

습니까?”

“두 단어지요. 나쁜 결정!”

나쁜 경험이란 없다. 경험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해석이 

있을 뿐이다. 우리의 삶은 그것이 무엇이든 의식의 진화

에 도움이 되는 경험만을 준다. 실패를 경험했을 때 ‘실패 

는 없다. 피드백만 있을 뿐이다’라는 자세로 그것에서  

교훈을 얻어내야 한다. 

가장 큰 보상은 ‘일 자체가 주는 즐거움’

일본의 절삭공구 기업인 교세라 창립자 이나모리 가즈오

는 “어느 날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그 사실 하나로 나

는 이전까지 나를 괴롭혔던 모든 걱정과 불안에서 벗어

났다. 그 깨달음은 바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즐기자’였

다. 신기한 일이었다. 그 깨달음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다  

보니 인생이, 모든 일이 술술 풀렸다”라고 했다. 

돈이나 명예가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보이기 쉽다. 하지

만 가장 큰 보상은 ‘일 자체가 주는 즐거움’이다. 그것은 

세상이 성공이라고 떠들기 전에 이미 이루어진다. 

행복은 미래에 다가올 가능성에 의존하기보다 현재 도전

하는 일 자체에서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일 자체에서 행복

을 느낄 수 있을 때, 힘들고 지칠 때조차도 즐거운 마음으

로 도전을 계속할 수 있다. 스티브 잡스가 1982년 매킨토

시 PC를 개발할 때, 직원들을 모아놓고 독려하며 했던 말

이 ‘여정 자체가 보상(Journey is reward)’이었다. 

고통도 성장하는 계기를 제공하는 유익한 경험이다  

소설가 오 헨리는 어려서 부모를 잃어 거의 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다. 카우보이, 점원, 직공 등 여러 직업을 전전 

하다가 은행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그러나 곧 공금 횡령

죄로 체포되어 3년 동안 복역했다. 

감옥에서 3년이라는 절망적인 시간을 보내면서 헨리는 

인간의 본질에 대해 깊이 이해를 하고, 인간이 갖고 있는 

위대한 가능성을 깨달았다. 결국 복역이라는 고통은 한 

평범한 사람이 훌륭한 작가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석방된 뒤 헨리는 감옥 생활을 하면서 얻은 풍부한  

감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작가 생활에 들어갔다.  

불과 10년 남짓한 작가 활동 기간에 그는 무려 300편에 

가까운 단편소설을 썼다. 그는 가난한 서민과 빈민들의 

애환을 다채롭게 그렸다. 

빗속에서도 춤추는 법을 배우라

미국 작가 비비언 그린은 ‘인생이란 폭풍우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빗속에서도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

이라 표현했다. 

고통은 누구나 피하고 싶다. 하지만 어떤 고통이든 그것

이 실제로 우리를 죽이지 못한다면 항상 우리를 강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줄 것이다. 고통도 사랑해야 할 우리 인

생의 일부분이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들이 번번이 좌

절되거나 지연될 때 자신감을 유지하는 일이 매우 힘든 

게 사실이지만 진정으로 웃으려면 고통도 즐길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일류다. 

고난과 역경은 언제라도, 누구에게도, 어디에도 있다.  

그것은 원치 않는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며, 

피하고 싶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방법은 

하나뿐이다. 극복하는 것, 그것이 유일한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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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경험은 그 자체로 성공이다. 어떤 선택에도 배울 점은 반

드시 있기 때문이다. 아일랜드 출신의 극작가인 사뮈엘 베케트는 ‘시도했는가? 실패

했는가? 괜찮다. 다시 시도하라. 다시 실패하라. 더 나은 실패를 하라’고 격려한다. 성

장을 도모하는 자에게 실패는 없다. 피드백만 있을 뿐이다.

글. 강일수(두디스코칭 대표)

여정 자체가 
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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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Be Myself오늘, 생각하기

생각의 틀을 깨고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는 탐험의 즐거움

환경이 급변하는 시대에는 기존의 방법이 앞으로도 효과적일 것이라는 보장 자체가 없다. 완전히 새로운 게임에 임할 새로운 

규칙이 필요할 수도 있다. 특히 미래 세대에게는 더욱더 그렇다. 이제는 모방이 아니라 본질적인 질문과 실험을 통해 새로운 

답을 찾아내는 탐험이 중요하다.

글. 강일수(두디스코칭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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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이름을 붙였고, ‘한 번 한 공연은 두 번 다시 하지 않

는다’는 원칙을 철저하게 지켰다. 

그들은 동물 중심의 서커스 공연을 보지 않는 사람들이 대

안으로 찾는 것이 바로 연극과 뮤지컬이라는 사실을 알아

냈다. 서커스의 비고객인 이 집단은 훨씬 규모도 크고 돈

도 많이 쓸 수 있는 성인들이 중심이었다. 서커스단은 이들

을 잡기 위해 서커스, 연극, 뮤지컬 등으로 나뉘어 있던 산

업의 경계선을 무너뜨렸다. 서커스도 연극도 뮤지컬도 아

닌 새로운 블루오션 공간을 만든 것이다. 서커스의 재미와 

스릴은 살리면서도 연극의 지적 세련미와 풍부한 예술성이 

담긴 무대를 재창조하려고 노력했다. 

클래식 콘서트, 뮤지컬, 연극, 체조경기, 발레, 패션쇼 등 

무대 위에서 열리는 모든 예술 공연의 시장 경계선을 무너 

뜨려 기존의 서커스 고객들뿐 아니라 고객이 아니었던  

관람객의 마음까지 사로잡을 수 있었던 것이다. 

스스로 색다른 경험과 시도에 자주 노출하기

창의성은 새로운 관계를 지각하거나, 비범한 아이디어를 

산출하거나 또는 전통적 사고유형에서 벗어나 새로운 유형

으로 사고(思考)하는 능력을 말한다. 창의성을 발휘하면 전

혀 엉뚱하고 낯선 결합 속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아름다움, 

재미 또는 놀라움이라는 감성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그 

이전까지는 아무도 상상하지 않았던 어떤 무엇과의 뜻하지 

않은 결합이 새로운 가치로 창출될 수 있다. 스티브 잡스도 

“어떠한 제품도 최초로 개발되지 않았다. 단지 그것을 다른 

것과 융합했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창의적이고 독창적이라는 것은 세상에 없는 

완전히 새로운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독창적인 것이

란 주어진 상황에서 새롭고 특색 있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미 다른 분야에서는 익숙하게 사용되고 있지

만, 자신의 영역에서는 아직 사용되고 있지 않은 것을 적용

하는 것이 바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다.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끝없이 다른 영역으로 끌어내며 생각의 틀에 변화

를 주고, 색다른 경험에 수없이 노출하며, 스스로를 혁신하

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더불어, 다른 분야의 성공적인 원리를 벤치마킹하고,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것들을 융합시키는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 

평소 우리의 내면에 얼마나 많은 잘못된 신념과 편견이  

존재하는지를 자각한다면 자기 안의 굳어진 생각의 틀을 

깨고, 새로운 시각으로 현실을 바라보려는 노력을 게을리

할 수 없을 것이다. ‘진정한 발견의 항해는 새로운 땅을 찾

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갖는 것’이라는 프랑스 소설가 

마르셀 푸르스트의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통념과 관행에 의문을 품기

트로이를 정복하려 했던 아가멤논은 그리스의 훌륭한 장군

이었지만, 생각의 한계 때문에 똑같은 전법을 되풀이해 10

년 동안 지루한 전쟁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결국 

트로이는 오디세우스에 의해 함락되었다. 오디세우스는 트

로이를 위해 선물로 바친다는 대형 목마에 아군을 몰래 싣

고 가 하룻밤 만에 트로이를 손에 쥐었다.

미국 육상선수 딕 포스베리는 1968년 멕시코 올림픽에서 

그때까지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높이뛰기 

방식을 선보였다. 당시 모든 선수는 가위뛰기라는 앞으로 

넘는 방식을 고수했으나 그는 일명 배면 점프라고 하는 뒤

로 넘는 방식의 포스베리 뛰기로 세계 신기록을 수립했다. 

그로부터 10년 정도가 지나자 모든 선수가 포스베리 뛰기 

방식을 채택하게 됐다. 

화가 피카소가 독창성을 인정받은 것도 어떤 물감을 독점

적으로 사용해서가 아니다. 그는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본 

것을 그렸고, 표현방식을 바꿨다. 이와 같이 상상력을 동원

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들여다보고, 상식적인 것들을 

한 번쯤 뒤집어 생각해 보아야 한다. 기존의 틀인 통념과 

관행을 과감하게 타파하고, 독창적인 새로운 방법을 시도

할 필요가 있다.

산업의 경계선을 무너뜨린 ‘태양의 서커스’

캐나다 엔터테인먼트 기업 ‘태양의 서커스’는 영국 런던에

서 길거리 공연을 하던 기 랄리베르가 창립했다. 그는 길

거리에서 각각 춤추고 피리를 불던 악사들을 모아 하나의 

이야기를 갖춘 새로운 쇼를 만들어냈다. 단순한 서커스가 

아닌 상상력에 근거해 음악·춤·조명 등이 어우러진 종

합예술을 만든 것이다. 서커스, 연극, 뮤지컬, 오페라, 발

레 중 그 어느 것도 아닌 동시에 모든 것을 담는 새로운 공

연이 ‘태양의 서커스’가 창조해낸 무대예술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비슷한 것이 없다는 의미로 ‘태양의 서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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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 틀을 깨고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는 탐험의 즐거움

환경이 급변하는 시대에는 기존의 방법이 앞으로도 효과적일 것이라는 보장 자체가 없다. 완전히 새로운 게임에 임할 새로운 

규칙이 필요할 수도 있다. 특히 미래 세대에게는 더욱더 그렇다. 이제는 모방이 아니라 본질적인 질문과 실험을 통해 새로운 

답을 찾아내는 탐험이 중요하다.

글. 강일수(두디스코칭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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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이름을 붙였고, ‘한 번 한 공연은 두 번 다시 하지 않

는다’는 원칙을 철저하게 지켰다. 

그들은 동물 중심의 서커스 공연을 보지 않는 사람들이 대

안으로 찾는 것이 바로 연극과 뮤지컬이라는 사실을 알아

냈다. 서커스의 비고객인 이 집단은 훨씬 규모도 크고 돈

도 많이 쓸 수 있는 성인들이 중심이었다. 서커스단은 이들

을 잡기 위해 서커스, 연극, 뮤지컬 등으로 나뉘어 있던 산

업의 경계선을 무너뜨렸다. 서커스도 연극도 뮤지컬도 아

닌 새로운 블루오션 공간을 만든 것이다. 서커스의 재미와 

스릴은 살리면서도 연극의 지적 세련미와 풍부한 예술성이 

담긴 무대를 재창조하려고 노력했다. 

클래식 콘서트, 뮤지컬, 연극, 체조경기, 발레, 패션쇼 등 

무대 위에서 열리는 모든 예술 공연의 시장 경계선을 무너 

뜨려 기존의 서커스 고객들뿐 아니라 고객이 아니었던  

관람객의 마음까지 사로잡을 수 있었던 것이다. 

스스로 색다른 경험과 시도에 자주 노출하기

창의성은 새로운 관계를 지각하거나, 비범한 아이디어를 

산출하거나 또는 전통적 사고유형에서 벗어나 새로운 유형

으로 사고(思考)하는 능력을 말한다. 창의성을 발휘하면 전

혀 엉뚱하고 낯선 결합 속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아름다움, 

재미 또는 놀라움이라는 감성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그 

이전까지는 아무도 상상하지 않았던 어떤 무엇과의 뜻하지 

않은 결합이 새로운 가치로 창출될 수 있다. 스티브 잡스도 

“어떠한 제품도 최초로 개발되지 않았다. 단지 그것을 다른 

것과 융합했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창의적이고 독창적이라는 것은 세상에 없는 

완전히 새로운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독창적인 것이

란 주어진 상황에서 새롭고 특색 있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미 다른 분야에서는 익숙하게 사용되고 있지

만, 자신의 영역에서는 아직 사용되고 있지 않은 것을 적용

하는 것이 바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다.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끝없이 다른 영역으로 끌어내며 생각의 틀에 변화

를 주고, 색다른 경험에 수없이 노출하며, 스스로를 혁신하

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더불어, 다른 분야의 성공적인 원리를 벤치마킹하고,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것들을 융합시키는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 

평소 우리의 내면에 얼마나 많은 잘못된 신념과 편견이  

존재하는지를 자각한다면 자기 안의 굳어진 생각의 틀을 

깨고, 새로운 시각으로 현실을 바라보려는 노력을 게을리

할 수 없을 것이다. ‘진정한 발견의 항해는 새로운 땅을 찾

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갖는 것’이라는 프랑스 소설가 

마르셀 푸르스트의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통념과 관행에 의문을 품기

트로이를 정복하려 했던 아가멤논은 그리스의 훌륭한 장군

이었지만, 생각의 한계 때문에 똑같은 전법을 되풀이해 10

년 동안 지루한 전쟁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결국 

트로이는 오디세우스에 의해 함락되었다. 오디세우스는 트

로이를 위해 선물로 바친다는 대형 목마에 아군을 몰래 싣

고 가 하룻밤 만에 트로이를 손에 쥐었다.

미국 육상선수 딕 포스베리는 1968년 멕시코 올림픽에서 

그때까지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높이뛰기 

방식을 선보였다. 당시 모든 선수는 가위뛰기라는 앞으로 

넘는 방식을 고수했으나 그는 일명 배면 점프라고 하는 뒤

로 넘는 방식의 포스베리 뛰기로 세계 신기록을 수립했다. 

그로부터 10년 정도가 지나자 모든 선수가 포스베리 뛰기 

방식을 채택하게 됐다. 

화가 피카소가 독창성을 인정받은 것도 어떤 물감을 독점

적으로 사용해서가 아니다. 그는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본 

것을 그렸고, 표현방식을 바꿨다. 이와 같이 상상력을 동원

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들여다보고, 상식적인 것들을 

한 번쯤 뒤집어 생각해 보아야 한다. 기존의 틀인 통념과 

관행을 과감하게 타파하고, 독창적인 새로운 방법을 시도

할 필요가 있다.

산업의 경계선을 무너뜨린 ‘태양의 서커스’

캐나다 엔터테인먼트 기업 ‘태양의 서커스’는 영국 런던에

서 길거리 공연을 하던 기 랄리베르가 창립했다. 그는 길

거리에서 각각 춤추고 피리를 불던 악사들을 모아 하나의 

이야기를 갖춘 새로운 쇼를 만들어냈다. 단순한 서커스가 

아닌 상상력에 근거해 음악·춤·조명 등이 어우러진 종

합예술을 만든 것이다. 서커스, 연극, 뮤지컬, 오페라, 발

레 중 그 어느 것도 아닌 동시에 모든 것을 담는 새로운 공

연이 ‘태양의 서커스’가 창조해낸 무대예술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비슷한 것이 없다는 의미로 ‘태양의 서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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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이름을 붙였고, ‘한 번 한 공연은 두 번 다시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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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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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는지를 자각한다면 자기 안의 굳어진 생각의 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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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을 것이다. ‘진정한 발견의 항해는 새로운 땅을 찾

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갖는 것’이라는 프랑스 소설가 

마르셀 푸르스트의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통념과 관행에 의문을 품기

트로이를 정복하려 했던 아가멤논은 그리스의 훌륭한 장군

이었지만, 생각의 한계 때문에 똑같은 전법을 되풀이해 10

년 동안 지루한 전쟁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결국 

트로이는 오디세우스에 의해 함락되었다. 오디세우스는 트

로이를 위해 선물로 바친다는 대형 목마에 아군을 몰래 싣

고 가 하룻밤 만에 트로이를 손에 쥐었다.

미국 육상선수 딕 포스베리는 1968년 멕시코 올림픽에서 

그때까지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높이뛰기 

방식을 선보였다. 당시 모든 선수는 가위뛰기라는 앞으로 

넘는 방식을 고수했으나 그는 일명 배면 점프라고 하는 뒤

로 넘는 방식의 포스베리 뛰기로 세계 신기록을 수립했다. 

그로부터 10년 정도가 지나자 모든 선수가 포스베리 뛰기 

방식을 채택하게 됐다. 

화가 피카소가 독창성을 인정받은 것도 어떤 물감을 독점

적으로 사용해서가 아니다. 그는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본 

것을 그렸고, 표현방식을 바꿨다. 이와 같이 상상력을 동원

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들여다보고, 상식적인 것들을 

한 번쯤 뒤집어 생각해 보아야 한다. 기존의 틀인 통념과 

관행을 과감하게 타파하고, 독창적인 새로운 방법을 시도

할 필요가 있다.

산업의 경계선을 무너뜨린 ‘태양의 서커스’

캐나다 엔터테인먼트 기업 ‘태양의 서커스’는 영국 런던에

서 길거리 공연을 하던 기 랄리베르가 창립했다. 그는 길

거리에서 각각 춤추고 피리를 불던 악사들을 모아 하나의 

이야기를 갖춘 새로운 쇼를 만들어냈다. 단순한 서커스가 

아닌 상상력에 근거해 음악·춤·조명 등이 어우러진 종

합예술을 만든 것이다. 서커스, 연극, 뮤지컬, 오페라, 발

레 중 그 어느 것도 아닌 동시에 모든 것을 담는 새로운 공

연이 ‘태양의 서커스’가 창조해낸 무대예술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비슷한 것이 없다는 의미로 ‘태양의 서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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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Be Myself오늘, 생각하기

자신의 길(way)을, 
자신의 페이스(pace)로 
자기 분야에서 크게 성취한 사람은 대부분 ‘하나’만 깊이 판 사람들이다. ‘하다가 안되면 말지’ 하는 식으

로 일을 시작하면 실패하기에 십상이다. 조금만 어려워지면 자신이 파 놓은 구멍 속으로 도망치기 때문이

다. 목표를 너무 쉽게 버려선 안 된다. 성공의 기술은 하나의 목표를 선택하고 거기에 모든 힘을 집중시키

는 것이다. 목표에서 눈을 떼지 않는다면, 우리는 길을 찾거나 아니면 만들게 될 것이다. 

글. 강일수(두디스코칭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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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은 자신의 길(way)을, 자신의 페이스(pace)로 한 걸

음씩 전진해 나가는 것이다. 너무 조급해하거나 번아웃이 

될 정도로 지나치게 무리할 필요도 없다. 원하는 목표가 

있고, 하고자 하는 의욕과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움

직이는 실천력이 있다면 어둠의 터널은 끝이 보일 것이다. 

남들이 안하는 것, 남들과 다른 방식이 기회다 

하나의 정답을 신봉하는 통념을 깨면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도 있다. 내연기관 자동차가 아닌 전기 자동차, 김을 밖

에서 안으로 쌓은 누드김밥, 뚜껑이 아래에 달린 화장품 

등이 좋은 사례다. 호기심과 모험심을 허용하고 문제나 기

회를 특별한 방식으로 바라본다면 더 나은 해법의 가능성

은 언제든 열려 있다. 월마트 창업회장 샘 월튼은 “만약 모

든 사람이 똑같은 방법으로 일하고 있다면, 정반대 방향으

로 가야 틈새를 찾아낼 기회가 많다”고 했다. 다른 IT기업

들이 제품의 기능을 강조하는 전략을 펴고 있을 때, 애플

은 고객 경험 측면에서 편의성과 감성을 중시하는 전략을 

폈다. 이것이 아이팟에 이어 아이폰, 아이패드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애플의 성공 비결이다. 

남들과 반대 방향일지라도 남들이 미처 보지 못한 기회를 

발견하고 목표로 삼는다면 더 나은 성과를 얻게 될 것이다.

목표에 집중하고 끈기로 나아갈 때 찾아오는 성공

목표에 집중하면 목표가 크게 보이고, 문제에 집중하면 문

제가 크게 보인다. 바라보는 것이 크게 보이는 법이다. 자

기계발 전문가인 알프레드 몬타퍼트는 “문제를 보는 사람

은 많다. 그러나 목표를 보는 사람은 소수다. 목표를 보는 

사람들의 성공을 기록한 것이 역사이며, 문제를 보는 사람

에게 주어지는 유일한 보상은 사람들에게 서서히 잊히는 

것이다”라고 했다.

한 가지 목표를 버리지 않고 지켜나가는 데 필요한 것은 

‘끈기’다. 일관성 없이 갈팡질팡하지 않으려면 일에 연속성

이 있어야 한다. 과거의 성공과 실패의 경험으로부터 배우

고, 그 교훈을 새롭게 적용하며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이상적인 목표 상태에 도달하려면 사고방식과 행동

의 실제적인 변화를 구현하고, 현실 상황에 맞춰서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재배치하고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 더

불어 제한적인 자원을 가지고도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전략

을 끊임없이 창출해내는 능력을 키워가야 한다. 

대박 난 식당 주인의 비결

TV에서 대박 난 맛집을 소개하고 있었다.

“성공한 비결이 뭡니까?”

기자의 질문에 허름한 재래시장 안에서 떡볶이 한 가지로 

대박을 터뜨린 식당 주인이 멋쩍어하며 말했다. 

“비결은 무슨? 문 안 닫은 게 비결이지. 여기서 좀 하다 안 

된다 싶으면 다 문 닫고 떠나. 난 끝까지 버틴 거지. 그러

다 보니 비결 아닌 비결이 생긴 거야. 허허.”

도중에 관두면 그걸로 끝이야

일본 만화가 야나세 다카시의 50대 때까지의 삶은 실의와 

절망의 연속이었다. 수십 년간 계속 ‘나는 뭘 해도 최고가 

되지 못하는 이류(二流)다’라고 생각했다. 

그가 ‘호빵맨’이라는 그림책으로 대성공을 거둔 것은 그의 

나이 60세 때의 일이다. 야나세는 길고도 긴 절망이라는 

터널 속에 있었다. 

동기라고 생각했던 동료 만화가들이 차례로 이름을 날렸

고, 신인들에게도 완전히 밀리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다들 잘하는데 나는 어째서 뜨지 못하는 것

일까?’ 이런 고민에 빠진 야나세 다카시에게 만화계의 대

선배인 스기우라 유키오는 이렇게 충고했다.

“낙심하는 자네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인생이란 말

이지. 한 발만 더 나가면 바로 빛이라네. 알겠지. 도중에 

관두면 그걸로 끝이야.” 

날이 갈수록 새로워지고, 날마다 성장해야 

다른 사람들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현실은 여전히 시궁창 

속 같을 때 사람은 누구나 절망감에 빠지기 쉽다. ‘왜 나

는?’ 하며 주눅 들게 된다. 하지만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전에 스스로 엄정한 자기 기준부터 세워야 한다. 

진정한 비교의 대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사이에 얼마나 진전이 있었는지 

날마다 점검하며 자기 성장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날이 

갈수록 새로워지고, 날마다 성장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비난에 대해서도 특별히 의식할 필

요는 없다. 긍정적 피드백 혹은 발전적 피드백이라 여기고 

자기계발에 참고하면 된다. 

철학자 니체는 “남의 시선과 평가에 연연할 때 우리는 자

신을 노예의 지위로 하락시키고 있는 것”이라 했다.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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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Be Myself오늘, 생각하기

자신의 길(way)을, 
자신의 페이스(pace)로 
자기 분야에서 크게 성취한 사람은 대부분 ‘하나’만 깊이 판 사람들이다. ‘하다가 안되면 말지’ 하는 식으

로 일을 시작하면 실패하기에 십상이다. 조금만 어려워지면 자신이 파 놓은 구멍 속으로 도망치기 때문이

다. 목표를 너무 쉽게 버려선 안 된다. 성공의 기술은 하나의 목표를 선택하고 거기에 모든 힘을 집중시키

는 것이다. 목표에서 눈을 떼지 않는다면, 우리는 길을 찾거나 아니면 만들게 될 것이다. 

글. 강일수(두디스코칭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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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K Focus’에 소개된 공제회 내용을 보니 처음 가입했던 때가 생각납니다. 나이대별로 

요긴한 정보와 혜택을 알아보기 편하게 짚어주니 좀 더 일찍 공제회를 더 관심 있게 살펴볼 

걸 하는 생각이 드네요. 퇴직 후에도 공제회와의 인연은 놓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 혜택을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잘 안내해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안내로 항상 공제회를 잊지 않게 해주세요.

‘The-K Focus’를 통해 한국교직원공제회가 해온 다양한 사업의 성과들을 한 눈에 볼 수 있

어 좋았습니다. 결과들을 그래프로 보면서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교직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얼마나 노력해 왔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The-K Focus·Guide’를 읽으며 금융서비스 이용 및 복리증진을 위해 운영하는 한국교직원

공제회에 더욱더 신뢰를 가지게 됩니다. 교직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The-K 

매거진의 유용한 정보로 매월 은퇴자의 생활에 활력을 가질 수 있어 감사합니다.

- 교문중학교 김영 회원

- 송악고등학교 장상욱 회원

- 前 죽성초등학교 이희경 회원

256 | 교육 가족 삶의 풍경을 바꾼 지난 날, 혁신으로 그려갈 내일 공제회 변천사 

268 | 1971년 제도 출시 50주년 맞은 장기저축급여

274 |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 퇴직생활급여 올 가이드

278 | 공제회 회원님이라면 알아두면 좋은 공제회 복지서비스 모음집

282 | 교육 가족 여러분의 ‘쉼’을 응원하는 공제회 숙박 & 교통 혜택 모음집

286 | �The-K 매거진� 창간 5주년 기념 공제회 사외보 50년 역사 모아보기

공제회 금융·복지서비스 정보를 해당 월에 공제회원 맞춤형 테마로 기획하여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공제

회 주요 소식, 장기저축급여·보험·퇴직생활급여 등 다양한 제도 및 복지 혜택 안내와 더불어 전·현직·예

비회원님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안내하며 문화 복지 이벤트 일정이나 내외부 행사 등 크고 작은 이슈

들을 모아 소개합니다.

�The-K Focus�

PART.

회원 추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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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가족의 변함없는 신뢰와 성원 속에 성장해 온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지난 2021년 창립 50주

년을 맞았습니다. 교직원의 복리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해 쉼없이 달려온 외길 50년, 공제회는 

그동안 외형적 성장에 걸맞은 내실경영으로 매년 안정 성장을 거듭하며 초일류 교직원 복지기

관으로 우뚝 섰습니다. 회원 87만명, 자산 53조원의 국민기업으로 성장한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지난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회원과 함께하는 더 찬란한 미래를 그려봅니다.

자산 규모 추이

(원)

4.9%

6.3%

3.8%

63.0%

종합복지급여
(보험)

 
분할급여금

5.9%

목돈급여

법인예탁급여

16.1%

퇴직생활급여

장기저축급여

1971년, 교직원 평생복지의 초석을 다지다

분단후 첫 남북적십자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렸습니다. 김포

공항이 준공됐고, 그 해에 정부는 국토종합개발계획을 발표

했습니다. 교육구국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교원

의 처우는 생활급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교직안정이 사회

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그 후 1970년 12월, 국회에서 대한

교원공제회법이 특별법에 의거하여 제정됐습니다. 이듬해 3

월, 비로소 대한교원공제회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설립 초창기 회원은 7만 명, 자산은 13억 원이었습니다. 서울 

중구 수하동에 터를 잡았고, 7년 후 여의도 공제회관이 완공

됐습니다. 장기저축급여, 퇴직생활급여, 종합복지급여(보험) 

등 다양한 급여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뒤이어 유족급여금, 

상병급여금, 재해부조금 등 복지부조 제도도 시행됐습니다. 

제도 정비와 함께 회원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으며, 더불

어 제휴 복지시설도 전국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서울과 경주, 설악에 교육문화회관이 들어섰고, 지리산에는 

가족호텔이, 제주도에는 라마다프라자호텔이 건립됐습니다. 

뒤이어 서울·부산·인천·대전 등 전국에 지역회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창녕에는 서드에이지가, 여주에는 소피아그린

CC 골프장이 만들어졌습니다.

2004년, 사명이 ‘한국교직원공제회’로 바뀌었습니다. The-K 

손해보험이 새로이 출범했고, The-K 라이프 예다함이 서비

스를 시작했습니다. 무상 법률상담과 세무상담이 이루어지

며 교직원 평생복지의 초석이 다져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금융투자와 개발사업이 성공가도를 달리며 고도

성장을 뒷받침했습니다. SOC, 대체에너지사업, M&A, 해외

부동산과 금융투자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업이 다각화되고 경영의 볼륨이 커져갔습니다. 그렇게 50년

을 쉼없이 달려 지난 2021년, 공제회는 지천명을 맞았습니다.

회원 수 87만 명, 자산 53조 원 돌파

다시 새로운 미래를 그리다

회원 중심의 제도 설계로 평생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공제회

의 진심과 안정적인 자산 운용에 대한 노력으로 회원 수는 

지속 증가해 2021년 87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자산 53조 원 

규모에 6개의 출자회사를 보유한 국민기업이자 국내 유일

의 교직원 복지기관으로 성장했습니다. 과학적이고 체계적

인 자산운용 시스템과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조직문화

가 조화를 이룬 초일류 기관으로 우뚝 섰지만 여기에 안주할 

수 없습니다. 회원에게 더 큰 혜택을 돌려주기 위해 오랜 기

간 회원의 사랑을 받아온 장기저축급여 제도를 더욱 합리적

으로 개선했고, 전사적으로 대규모 조직 개편을 진행하며 미

래의 확고한 고수익원 확보를 위해 기금운용 부문의 기획·

지원 기능에 특히 힘을 실었습니다. 회원들의 퇴직 후 안정

된 노후 생활을 위해 선제적으로 투자처를 적극 발굴하고, 

주식·채권·기업금융·대체투자를 아우르는 다변화된 포트

폴리오를 운용한 결과, 2021년 말 기준 투자 수익률 11.3%

를 달성했습니다. 더불어 직전 5개년 연속 당기순이익을 달

성, 2021년 준비금 적립률 110.5%를 상회했습니다. 또한 지

난 50년간의 성과를 종합하고,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

기 위해 미래 청사진을 수립했습니다. 또 다시, 새로운 한국

교직원공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2021년,

5개년 투자 수익률

7.5%

4.0%

6.9%

10.0%

7.94% 달성
5개년 평균 수익률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창립 50주년 맞은 한국교직원공제회

2021년
제도(급여)별 
준비금 현황

2000년 2010년1980년1971년 2021년

48만

20만
7만

62만

회원 수 추이

(명) 87만

53조

일반회원*

789,249명

85,613명

특별회원

공제제도의 태동 그리고 개척 

대한교육연합공제조합의 출범

1970년대  대한민국 교원 복지 시대를 열다 

대한교원공제회 창립 

국내 최대의 교직원 공제기관으로

1980년대  교원 공제 전문기관으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다 

회원 중심 경영의 본격화 

회원서비스 및 각종 급여제도 혁신 추진

1990년대  회원 복지 강화를 향한 새로운 도약이 시작되다 

고도 성장 기반 구축  

전국 지역으로 공제회관 확대 

맞춤형 복지서비스 개발 및 규모 증대

2000년대  ‘한국교직원공제회’로 날개를 달다 

전 회원 대상 평생 복지 체계 마련 

금융·사업투자 체계 고도화

2010년대  국민과 교육가족의 최고의 친구가 되다 

신뢰받는 공제회상 구축, 수익 1조원 시대 개막

2020년대 100년을 향한 출발, 새 희망을 품다

준비금 적립률(액)

11.7억

34조

38조

45조
51조

1971년 2019년2018년 2020년 2021년

적립률

102.1%

적립률

105.8%

적립률

100.2%

29.2조

7.4조

2.7조

2.9조

1.7조2.2조

믿음과 사랑으로 다져온 
교직원 복지 외길, 50년

※준비금 적립률 : 모든 회원이 퇴직, 탈퇴 등의 사유로 급여금 청구 시 지급 여력 비율

*장기저축급여+종합복지급여(순수) 가입자 수

2,223억
18조

2010년 2021년

4,745억
7조

2000년

445억

1980년

13억

1971년

110.5%
적립률

(2021년도 말 기준)

(2021년도 말 기준)

법인회원

146기관

11.3%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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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직원공제회가 1971년 창립 이후 지난 2021년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서울 중구 수하동에서 ‘대한교원공제회’라는 이름으로 기틀을 다진 공제회. 이후  

시도지부 설립·지방회관 개관·출자회사 출범 등으로 착실한 성장을 통해 여의도로 본사 이전을 하고, ‘한국교직원공제회’로 사명 변경을 하면서 2018년 

이후 신사옥 The-K 타워 개관에 이르기까지 매년 눈부신 성장을 이어왔습니다. 다채로운 시도들을 전개해 사업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교육가족과 소통

하며 함께 만든 성과를 나누면서 아름다운 50년의 역사를 일궈왔습니다. 사진으로 공제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시간여행, 지금 함께 떠나볼까요?

2월
「공제월보」 창간

(2호부터 「공제회보」로 명칭 변경)

교육가족을 위한 
새 길을 열다

사업의 기틀을 
다지다

1970 1980
1971 19821979

1972 19851984 1988

3월
설악유스호스텔 개관  
(現 The-K설악산가족호텔)

1987

4월
종신급여제도(現 퇴직생활급여) 시행 

7월
부산회관 개관

2월
충남회관 개관

2월
장기저축급여 500만구좌 돌파

8월
노동조합 출범

7월
서울 동원회관 개관(現 서울지부)

1월
학자급여제도 시행

1975

10월
과학교구공사 공장 준공

•3월 대한교원공제회 창립

•6월 장기저축급여제도 시행 

•1970년 12월 대한교원공제회법 국회통과, 조세감면 규제법 개정

1971

1976

•1월 「 교원공제회보」 월간신문으로 발행

•9월  장기저축급여 100만 구좌 돌파

1980

•3월   교원무료법률상담소 설치

1985
•3월  연금급여제도 

(現 목돈급여) 시행

1983

4월 회원 복지부조금 제도 신설•

19893월 장기저축급여•  

1000만 구좌 돌파   .

6월 회원 수 30만명 돌파•

1988

쉼없는 열정으로 달려온 혁신의 순간들

사진으로 만나는 공제회 50년 발자취

9월
교원공제회관 개관(現 여의도 본사)

1978

3월
대한교원공제회 창립 

(임영신 초대 이사장 취임)

1월
대한교원공제회법 (법률 제2296호) 공포

7월
한국중등학교 교직원공제회 통합

9월
대한교육연합회 공제조합 통합

11월
1회 정기 대의원회 개최

•7월 회원상담실 설치

•8월  정년퇴직자에게 기념품 증정 시행

3월 자산 100억원 돌파•

6월 회원 수 15만명 돌파•

1981

주
요 
연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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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2002 2007

12월
대전회관 개관

9월
The-K라이프 출범  

(現 The-K예다함상조)

5월
소피아그린 컨트리클럽  
그랜드 오픈 
(現 The-K소피아그린)

2009

7월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개관

10월
지리산가족호텔 개관 
(現 The-K지리산가족호텔)

2003

9월
실버타운 창녕서드에이지 출범 
(現 The-K서드에이지) 

2006
1990

1991
1994

4월
새한상호신용금고 인수 

(現 The-K저축은행)

12월
전북회관 개관

3월
서울교육문화회관 개관

(現 The-K호텔서울)  

1995

7월
경주교육문화회관 개관 
(現 The-K호텔경주)

9월
종합복지급여제도(보험) 시행

1996

2월
인천회관, 경남회관 개관

9월
광주회관 개관

4월
대구회관 개관

11월
울산광역시지부 개설

1997 1999

•5월 종합복지급여 회원콜센터 운영

•6월 회원서비스헌장 제정 공포

•11월 종합발전계획 수립

• 1월  교원복지대여 시행

•8월 전국 지부 전산시스템 가동 •2월 IMF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 실시

•9월 회원할인 의료기관 지정

1월 고객지원센터 신설•

10월 고객만족경영대상 서비스혁신 부문 최우수상 수상• 

12월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으로•  

부담금 원천징수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4월 적립형 저축제도 시행•

12월 한국교육대상 제정 •

2000

2001

1994 1998

2009

•1월 장기저축급여 한도 700구좌로 확대

•8월 복지시설 통합 할인을 위한 공제회간 업무제휴 협약 체결

2008

•3월 장기저축급여 2000만 구좌 돌파

•4월 자산 1조원 돌파

1990 2004
3월 회원 수 40만명 돌파•

12월 BC 회원제휴카드 발급•

1993

3월 자산 3조원 돌파•

1995

2월 교원 무료 법률상담소 증설•

3월 종합복지 단체보장급여 시행•

11월 인터넷 홈페이지 오픈•

1999

지속적인 성장성을 
확보하다

경쟁력 확대에 
돌입하다

2004

1월
한국교직원공제회로 사명 변경 및  
새 사명 선포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공포)

7월
강원회관 개관

6월
장기저축급여 1억 구좌 돌파

5월 제1회 한국교육대상 시상식 개최•

9월 급여제도 명칭 변경• 
(장기급여→장기저축급여, 연금급여→목돈급여, 종신급여→퇴직생활급여)   .

200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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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The-K 매거진 창간

12월
•소비자중심경영(CCM) 5차 인증 획득

11월
제22대 김상곤 이사장 취임

12월
•소비자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 한국의 경영대상  

지속가능경영부문 대상 수상

2019 2020

3월
창립 50주년

4월
창립 50주년 기념 

<더케이숲> 조성 캠페인 실시

6월
한국교직원공제회 50년사 발간

6월
국가지속가능경영대상 종합대상 수상

12월
 •제29회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한국사보협회 회장 특별상 수상

•제7회 대한민국 사랑받는 기업  

정부 포상 기관 부문  

한국표준협회 회장상 수상

9월
장기저축급여 제도 개선

2017
20222010

2011

5월
문화복지서비스 시행

7월
산하사업체 브랜드 네임 ‘The-K’로 통일

10월
대한민국 지속가능경영대상 지속가능경영 부문  
종합대상 수상

11월
한국의 경영대상 고객만족경영대상 부문
최우수상 수상

3월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시행

3월
제100회 대의원회 개최

6월
한국기금·자산운용대상 공제회 부문 대상 수상

2014 2016

3월
창립 제43주년 및 CI 선포

9월
경기회관 개관

12월
소비자중심경영(CCM) 2차 인증 획득

4월
The-K복지누리대여 시행

2015

•9월   한국 기금·자산운용대상 공제회부문 최우수상 수상

•11월 대한민국소셜미디어대상 기타 공공기관 부문 대상 수상

•12월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창간사보 부문 대상 수상

2017년 7월 회원사업전략실, 준법지원실 신설•

심리상담서비스 The-K마음쉼 도입

9월 장기저축급여 급여금 계산방식 변경•

장기저축급여 한도 1500구좌로 확대

2019년

•2월 한국윤리경영대상 종합대상 수상

•12월  공공기관 청렴도 공직유관단체부문 

청렴도 우수기관 선정

2010년 •4월 해외투자부 신설

•5월 한국기금·자산운용대상 공제회 부문 대상 수상

•7월 경기북부지부 개소

2014년

•5월 제1회 대한민국 스승상 시상식 개최

•12월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첫 획득 

 사랑나눔 사회공헌대상 소외계층 지원부문 대상 수상

2012년

•2월  공공기관 청렴도 공직유관단체부문  

종합청렴도 1위 수상

•11월 대한민국 최우수 공공서비스 대상 수상

 대한민국 인터넷 소통 대상 수상

2013년

4월 퇴직회원 문화복지서비스 The-K은빛동행 신설•

7월 장기저축급여 한도 1000구좌로 확대•

8월 보험사업 20주년 및 보험브랜드 교직1Life 선포•

2015년

한계를 극복해 
성과를 얻다

열린 소통으로 
더 큰 꿈을
품다

100년을 넘어
지속성장하는 

교직원 
복지기관으로 

향하다

12월
소비자중심경영(CCM) 

3차 인증 획득

6월
국가지속가능경영대상 

 종합대상 수상

6월
법인예탁급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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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건강검진 통합 제휴 서비스 런칭

•10월 회원중심 경영강화 설문조사 실시

•12월 대한민국 생태환경건축대상

우수상 수상

2020년

3월
분할급여대여 시행

12월
소비자중심경영(CCM) 4차 인증 획득

2018 2021

The-K타워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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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그리고 더 멀리

새로운 100년을 향한 출발
한국교직원공제회는 더 높은 도약을 위하여 새로운 비전과 핵심가치를 선포하고 2030년을 향한 중장기  

경영전략 체계를 확립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2021년 창립 50주년을 맞아 50년사를 편찬하고 새로운 엠

블럼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50년을 향한 출발을 알렸습니다. 앞으로 함께할 100년을 향한 공제회의 다짐, 공

제회의 미래 모습을 소개합니다.

미션 신뢰받는 금융·복지서비스로 교육가족의 행복한 삶에 공헌합니다.

전략 
목표 함께하는 금융·복지 서비스 미래를 위한 내실있는 자산운용 공정하고 투명한 책임경영

전략 
과제

•회원중심의 공제제도 확립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

• 회원사업 운영 인프라  

고도화

•전략적 포트폴리오 운영

• 자산운용 프로세스 및  

인프라 강화

•선제적 리스크 관리 정착

•상생의 사회적 가치 실현

•선진적 경영시스템 확충

•성과 중심의 조직역량 강화

•대내외 소통 협력 활성화

경영 
목표 최상의 회원 만족과 안정적인 수익 창출로 지속 성장하는 공제회 구현

비전 교육가족과 행복한 동행, 최고의 금융·복지 파트너

금융·복지서비스로 편안하고  
안정적인 미래, 

풍요롭고 즐거운 현재를 
교육가족과 함께 만들겠다는 의지

교육가족의 삶의 동반자로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전문 금융·복지기관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

“교육가족과 행복한 동행, 최고의 금융·복지 파트너”

‘최고’를 지향하는 새로운 비전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교육가족의 풍요롭고 행복한 삶에 공헌하는 것을 존재 목적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신뢰받는 금융

서비스, 행복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뜻은 공제회의 미션에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비전은 미션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입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회원의 소중한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교육가

족의 행복을 위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교육가족과 행복한 동행, 최고의 금융·복지 파트너’라는 새로운 

비전을 수립했습니다. 교육가족의 삶의 동반자로서 앞으로 함께할 100년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전문 금융·복지기관으로 

풍요롭고 즐거운 현재, 편안하고 안정적인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2030 중장기 경영전략 목표 및 과제

한국교직원공제회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3가지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첫 번째는 최상의 회원 만족입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평생 함께하는 금융·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회원 중심의 공

제제도를 확립하고, 회원 맞춤형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 회원사업 운영 인프라 고도화를 추구합니다. 두 번째로 안정적

인 수익 창출입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내실 있는 자산운용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략적 포트폴리오 운영, 자산운용 프로세스 

및 인프라 강화, 선제적 리스크 관리 체계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속적인 성장입니다. 이는 열린 사고

와 행동, 끊임없는 개선에서 나옵니다. 특히 공정하고 투명한 책임경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생의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고 

선진적 경영시스템 및 성과 중심의 조직역량을 강화하며, 대내외 구성원 간 소통과 협력을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함께할 100년을 향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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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된 활동은 미래의 역사다, ‘한국교직원공제회 50년사’ 편찬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했던 민족사

학가 신채호 선생의 말처럼, 기록되지 않은 것은 잊

혀지기 마련입니다. 역사를 아는 것은 과거의 사실

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서 출발하여, 현재를 사는 우

리의 더 큰 성장을 약속하기도 합니다. 또 그것은 올

바른 미래를 향한 안목을 키울 수 있는 길이 되어주

기도 합니다. 때문에 사사(社史)는 단순한 역사적 사

실의 나열이 아닌, 시대 속의 기업사를 해석하는 사

서(史書)의 역할을 합니다. 

공제회는 창립 이후 발전과정 및 경영현황 등의 역

사를 체계화하고자 5년사·10년사·20년사·30년

사·40년사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미흡한 부

문에 대한 회고와 반성을 통해 교훈을 얻고, 미래 경

영지침서로 활용하고자 ‘한국교직원공제회 50년사’

를 지난 2021년도에 편찬했습니다. 50년사는 연대별

로 사건위주 기록에서 벗어나 현재 시각과 미래 관

점에서 반세기 공제회의 발자취를 재평가함으로써 

100년 기업으로서의 도약을 위한 이정표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50년사는 인쇄책자와 디지털 사사 2가지로 제작되

었습니다. 인쇄책자는 통사와 별책으로 각각 제작되

어 정부 및 유관기관 등에 배포했습니다. 디지털사

사는 이미지 자료, PDF 파일, 텍스트 파일, 동영상 

파일의 다양한 형태를 지원하며, 공제회 홈페이지에

서 통합검색으로 통사 및 별책 내용을 회원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50년사 편찬을 통해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 

속에서 공제회의 지속가능경영은 물론 국내 유일의 

교직원 복지기관으로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더욱 힘

을 쏟겠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교육가족과 함께할 100년의 더 큰 미래를 준비하려 합니다.

새로운 비전은 100년 기업을 향한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목표와 다짐을 담아내고자 했고, 한국교직원공제회의 행동원칙을 

명확히 하고자 신뢰·혁신·전문성이라는 핵심가치를 선정하고 구체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위하

여 기초부터 재정비하겠다는 한국교직원공제회의 강한 의지를 담았습니다.

함께할 100년을 향한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다짐

글로벌 기업

창의
SPEED

유연함

성장을 이끌고 리딩하는

믿음투자
혁신적인

신뢰

전문 금융기관

조력자

회원중심

합리적 판단 만족교육가족

최고의 전문성

경제적 이익 증대

교육가족의 더 큰 행복을 위해 공제회가 지향하는 키워드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목표

Synergy
조직, 업무 및 구성원간

시너지 극대화를 통해

최상의 성과 창출

Stable profit
신속한 위기 대응 및 

운용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안정적 수익 거양

Satisfaction
회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내부 역량을 강화하여,

회원 만족 극대화 추구

미래를 위한 공제회의 핵심가치와 행동 원칙

Trust

회원과 내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인정받고 신뢰받는 

금융 복지 전문기관

신뢰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마음가짐과 태도로

정직하게 업무 수행

Innovation

열린 사고와 행동, 

끊임없는 개선과 

변화 추구

혁신

 대내외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해

항상 다른 것에 도전하고, 

새롭고 차별화된 가치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Professionalism

회원 및 자산운용사업, 

조직운영 등 공제회 추진 사업의 

전문성 확보

전문성

 최고가 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고민하고 학습,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원간 협력과 조화로서 

최고의 성과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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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책」 디지털 사사

(E-book) 보러 가기

「별책」 디지털 사사

(E-book) 보러 가기 

‘The-K’를 소개합니다
‘The-K’는 Teachers’ Honest enterprise-KTCU*의 약자로, 한국 

교직원공제회와 6개 출자회사의 통합 브랜드입니다. ‘최고의  

서비스로 회원 감동을 실현하고 회원을 항상 미소 짓게 한다’는 

공제회의 의지를 스마일 형상에 담아 부드럽고 친근한 이미지로 

표현했습니다. 공제회는 2008년 브랜드 개발 이후 2011년 7월에 

출자회사 브랜드명을 모두 The-K로 통합했으며, 2014년 3월에 

The-K CI 선포식을 열고, 적극적으로 브랜드 경영에 나섰습니다.                                

*KTCU : Korean Teachers' Credit Union

[The-K 심벌마크]



1971년 6월 1일 시행된 장기저축급여는 해를 거듭할수록 많은 회원들에게 사랑받는 공제회의 대표 저축 제도가 되었습니다. 그 응원과 사랑을 토대로, 

교육가족의 평생 행복을 위한 든든한 미래 동반자로서 힘차게 도약하려 합니다. 오랫동안 많은 회원들에게 사랑받으며 역사와 함께해 온 공제회의 대표

제도 장기저축급여는 1구좌 당 600원씩, 최저 3만원(50구좌)부터 10구좌 단위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회원의 든든한 노후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설

계되었기 때문에 연복리 3.80%(변동금리, 2022.07.01.기준)의 높은 급여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퇴직할 때까지 저축이 가능하며, 퇴직급여금

을 청구할 때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가입한 직후부터 높은 상한 구좌 수, 원하는 납입금액으로 퇴직 시까지 오랜 기간 가입

이 가능한 만큼 압도적으로 불어나는 연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고, 퇴직 후 연금처럼 나눠받으며 체계적으로 저축금액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직 회원

만을 위해 달려온 장기저축급여의 지난 역사를 The-K 매거진에 담아보았습니다. 

교육가족의 든든한 꿈을 위한 첫 공제제도 설계, 장기저축급여의 시작

공제회의 기본 급여 제도로서 장기저축급여가 시행된 것은 1971년 6월  

1일입니다. 장기저축급여는 공무원연금제도와 구 공제단체에서 시행해 

오던 공제제도를 바탕으로 교원의 노후생활 안정자금과 재직 중의 생활

자금 대여, 그리고 사고보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당시 

공무원연금제도가 시행되고는 있었지만, 연금만으로는 노후생활을 보장

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공제회는 공무원연금제도와, 공제단체의 제도를 

분석하고, 연금제도의 미비한 기능을 보완하여 모든 교원이 교육에 전념 

할 수 있도록 회원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 개발에 나서게 되었 

습니다. 공제회가 도입한 장기저축급여는 교직원의 퇴직 후 생활 안정을 

위한 저축성 퇴직급여제도에 유족급여 및 상여급여 등 보장성 기능을 더한 

형태였습니다. 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목표로 삼고, 예정이율에 대한 전망을 

바탕으로 급여율과 제도를 설계했으며, 가입금액은 당시 교원 생활수준과 

화폐가치를 고려하여 1구좌 당 600원씩 5구좌까지로 책정했습니다. 적용 

배율은 장기근무 교원을 우대한다는 원칙에 따라 가입기간이 길수록  

높아지게끔 설계했습니다. 장기저축급여는 1971년 3월 15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시행된 정관을 근거로 그해 6월 1일부터 시행했으며, 2021년 6월에 이르러 제도 출시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시행 당시 명칭은 ‘장기급여’였으나, 2005년에 개최된 제225차 운영위원회 및 제78회 대의원회의 의결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통해 현재 ‘장기저축급여’라는 공식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971.06.01 장기저축급여 시행 기사 

1971년

1구좌를 600원으로 정한 이유는 구 공제단체인 대한교련공제조합과 한국중등학교 교직원공제회에서 운영하던 ‘회원 

추렴금 제도’를 기초로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대한교련공제조합은 회원 추렴금을 1구좌 당 200원으로 하여 5구좌 

까지 임의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회원이 평균 3구좌인 600원을 납입하고 있어 이 금액을 1구좌 당 

부담금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1구좌는 왜 600원일까?

창립 10년 만에 1백만 구좌 달성, 대형 교직원 복지기관으로의 도약

1980.09. 장기저축급여 1백만 구좌 돌파 기사 1981.12. 장기저축급여 2백만 구좌 돌파 기사

공제회는 기금을 정기예금 및 국공채에 투자하였고, 1972년까지 30억 원, 1973년 말까지 40억 원으로 자산 규모를 확대했

습니다. 전국적인 규모의 조직 구축과 회원 확보, 안정적인 자산운용 

에 주력하는 등 안정궤도에 오른 1975년에는 가입구좌 상한선을  

5구좌에서 10구좌로 확대했습니다. 해를 거듭하며 많은 회원이 최

대 구좌 수 상향을 요청했고, 상한선을 지속적으로 확대한 결과 공제

회는 창립 10주년을 앞두고 1980년 9월 1백만 구좌를 돌파함으로써 

국내 유일의 교직원 복지기관이자 대형 복지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뒤이어 이 여세를 몰아 1981년 상한구좌를 30구좌로 상향한 뒤 2백만 구좌를 돌파하고, 1983년에는 상한구좌를 50구

좌, 최저가입 구좌 수를 5구좌로 상향했습니다. 이로써 1983년에는 총 보유구좌 5백만 돌파를 목전에 두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공제회는 1988년에 처음으로 1천만  

구좌를 돌파했고, 총 회원 수 30만 명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이후 1990년 상한구좌를 80구좌로 다시 확대한 결과, 그 해에 

2천만 구좌를 돌파할 수 있었습니다. 회원 가입추이는 계속해서 

꾸준히 늘어갔고, 2001년에는 1억 구좌를 돌파했습니다.

1984.02. 장기저축급여 5백만 구좌 돌파 기사 2001.06. 장기저축급여 1억 구좌 돌파 기념식 사진

1980년

교 육 가 족 의  내 일 이  시 작 되 는  첫 걸 음 

268 269



(77,804명)

(186,989명)

(241,043명)

(208,832명)

(29,978명)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장기저축급여 현황

회원의 평균 구좌 수는 얼마나 될까? 

연령대별 평균 구좌 수

서울
강원

경북
대전

광주

전남

충남

전북

울산

경남

지역별 평균 구좌 수 Top10

20대 321321구좌구좌

30대 356356구좌구좌

40대 612612구좌구좌

50대

70대

923923구좌구좌

814814구좌구좌

60대

80대

1,0051,005구좌구좌

회원 중심 제도 개선 첫 번째, 시중 금리와 연동하여 급여율 재조정

2007년에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로 촉발된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찾아왔고, 2015년에 이르러서는 연 1%의 초

저금리 시대의 개막을 알렸습니다. 급여율 결정 체계를 더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었고, 공제회는 “시중금리와 경영상

황에 연동하는 탄력성을 가지면서도 시중 금융기관 대비 경쟁력을 유지하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잦은 급여율 조정은 

자제한다”라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저축성 수신금리, 기준금리, 조정경상이익률을 반영한 지표금리를 기초로 하여 

1% 이내에서 가산금리를 적용하고, 직전 3개년 연속 당기순이익을 실현하면 추가 가산금리를 적용하도록 급여율 결정체계

를 설계했습니다. 급여율 결정에 공제회 수익률을 반영함으로써 회원에게 더 유리한 급여율이 산출되도록 한 것입니다. 급여

율 조정 시기도 연 1회로 정례화했고, 조정절차도 총 6단계를 거치도록 하는 등 엄격히 적용했습니다. 공제회는 2015년 3월

에 열린 제100회 대의원회에서 ‘급여율 결정체계 개선안’을 확정하고, 그해 5월 1일부터 급여율을 4.32%로 조정했습니다. 그 

후 1%대 초저금리 기조가 장기화함에 따라 공제회는 2016년 5월 17일 제292차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급여율을 4.32%에

서 3.60%로 조정했습니다.  

2015년

2018년에 들어와 공제회는 제도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회원의 권익을 확보하기 위해 창립 이래 지속해 온 ‘연배율제’ 기반

의 급여금 산출체계를 합리적이고 이해하기 쉽도록 ‘이자율제’ 방식으로 변경 및 개선하기로 하고, ‘장기저축급여 급여금 

산출체계 개선안’을 수립한 뒤 2019년 2월부터 4개 권역별 대의원간담회를 개최하여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후 

제25차 제도분과위원회와 제311차 운영위원회를 거쳐 2019년 3월 제109회 대의원회에서 정관 일부개정안이 최종 의결되

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공제회는 2019년 9월 1일 자로 급여금 산출체계 개선을 대대적으로 시행하여 월별로 이자가 

균등한 비율로 증가하게 됐고, 급여율을 기존 3.60%에서 0.14%p 인상하여 3.74%로 조정했습니다.* 아울러 종전에 25년 

이상 납입한 후 퇴직할 때 최고 급여율을 적용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2019년 9월 이후 납입하는 원금부터는 퇴직 시 납입 

기간과 관계없이 단일(최고) 급여율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밖에도 상한구좌 수를 확대해달라는 회원 요청에 부응하여 

월 납입한도를 1천 구좌(60만원)에서 1천 5백 구좌(90만원)로 확대했습니다. 상한구좌 수 확대는 2015년 이후 약 4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회원들에게 더 많은 금리 혜택을 환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회원 중심 제도 개선 두 번째, 이자율제 시행 및 급여율 인상 2019년

670.5

652.8

650.2

652.2645.1

628.9

637.6

635.2

628.5

625.4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지난 51년 

간 장기저축급여에 가입한 127

만 8,817명의 회원에게 총 25

조 8,046억 원의 퇴직급여금

을 지급했습니다. 

회원이 낸 부담금(원금)은 총 

16조 4,174억 원, 부가금(이자)

은 총 9조 3,872억여 원으로 

퇴직급여금의 약 1/3 이상(약 

36%)이 부가금으로 구성되었

습니다.

회원에게 지급한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은?

총 25조 8,046억 원

부담금(원금)

16조 4,174억

(63.6%)

부가금(이자)

9조 3,872억

(36.4%)

※ 회원 1인당 평균 

622.7구좌 

회원의 안정적이고 품격 있는 노후생활을 위한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공제회는 저금리·고령화 시대에 회원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3월 1일 장기저축급여와 연계한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을 출시했습 

니다. 이는 공제회 장기저축급여를 통해 적금처럼 마련한 노후 자금을 퇴직 후  

연금 방식으로 나누어 받는 제도입니다. 퇴직하는 회원 중 장기저축급여 분할 

급여금에 가입하는 회원의 비율을 뜻하는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전환 비율은 

출시 첫해인 2015년 21.7%에 불과하였으나, 해를 거듭하며 꾸준히 증가했고, 2020

년 무려 55.5%를 기록했습니다. 분할급여금 전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한 이유는 연 

3.80%(변동금리, 2022.09.01. 기준) 높은 급여율과 0~3% 대의 낮은 이자소득세

율이라는 장점에 있었습니다. 또 중도해약수수료나 운용수수료 등 모든 수수료가  

없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된다는 점과 특별법으로 보장되는 안정성도  

한몫했습니다. 퇴직 이후에도 오래도록 회원과의 인연을 유지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멀리 내다보았습니다. 2015.03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시행 기사

장기저축급여 
20년 이상 가입자 수

13만8,159명 

단위 : 구좌

단위 : 원

7위

3위

2위

4위

6위

9위

1위

5위

8위

10위

271270

(2021년도 말 기준)

(2021년도 말 기준)

(2021년도 말 기준)

432432구좌구좌

*장기저축급여: 2022.07.01 기준 3.80%으로 급여율 인상(변동금리)



장기저축급여에 가입한 교직원은 얼마나 될까?

장기저축급여가 특별한 이유

“다시 잡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
장기저축급여를 가입해야 좋다는 주변 이야기를 듣고 공제회 

저축을 늘려야겠다는 생각은 못 하고, 소액의 금액만 가입했어

요. 시중 금리만 따져봤는데, 실제 연복리가 3.80%인 데다 이

자에 대한 저율과세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게 매우 안타깝더라

고요. 최대 구좌를 불입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 구좌 증액

과 유튜브 구독에 바로 들어갔습니다. 사회초년생일 때 접했으

면 좋았겠다는 아쉬움도 들면서, 이번 기회가 제게 터닝 포인트

가 될 것 같습니다.    

 - 김*정 회원 

“든든한 퇴직 후를 그리는 절약의 시간”
시간이 지날수록 호봉이 오름에 따라서 생활비를 제하고  

남은 여윳돈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고민하던 중에 공제회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으로 2억 원 이상 수령하는 회원들을 

보면서 증좌를 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생활비가 적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나중에 퇴직할 때 2억 원 이상을 받기 위해서 지금  

절약할 수 있게 해주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 김*영 회원 

“혜택에 놀라고, 인기에 놀라는 고마운 제도”
지난 2020년 10월호 매거진 기사를 보며 제 전화번호 끝자리

와 같은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 4,422억 원 지급에 놀라

고, 퇴직회원 51.22%가 분할급여금에 가입했다는 것에 두 번 

놀랐습니다. 또한 1억 원 이상 수령자가 7,300명, 2억 원 이상 

수령자가 549명이라는 점에 감탄과 함께 박수를 보내면서 부

러운 마음입니다. 저도 몇 년 전 퇴직하면서 분할 수령기간으

로 적극 권장한 10년을 택했더라면 5년 더 행복했을 텐데 매우 

아쉽습니다.  퇴직한 후배들에게 특별법으로 보장된 높은 이

율과 제2의 연금처럼 나눠 수령할 수 있는 즐거움을 보려면 기

간을 늘리라고 전했습니다. 좋은 제도를 만들어 준 공제회에 

감사드립니다.  

- 김*종 회원 

“장기간 믿고 투자할 수 있는 확신의 선택”
재산을 형성하는 것만큼 지키는 것도 계획과 노력이 필요하다. 

코로나19 확산, 달러 강세, 러시아의 장기간 우크라이나 침공을 

통한 에너지 불확실성 확대로 나의 자산인 주택가격과 주식은 

곤두박질쳐 마음을 서늘하게 한다. 부활하고 있는 고금리 안전

자산에 옥석을 가려내 나의 자산을 지키는 방어의 시기로 경제

에 대한 현명한 지혜가 필요하다. 불투명한 경제 위기 속에서, 변

동금리로 움직이는 공제회 상품들은 장기간 믿고 투자를 할 수 

있어서 든든하고, 나의 자산 버팀목이 되어 내 미래의 자산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위기의 시기를 살아내고 있는 나에게 확신을 

준다.

 - 박*숙 회원

“저축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나침반”
불안정한 금융환경일수록 더더욱 장기저축급여의 존재 가치가 

빛나고 있는데요. 장기저축급여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특히, 젊

은 회원들에게 저축의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아울러, 장기저축급여에 가입하여 소중한 자산을 운용 

중인 기존 회원들에게도 저축 및 노후 대비의 중요성과 함께 해

당 제도의 우수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자신의 미래 재무 설계

를 공고히 다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 임*수 회원 

“장기저축급여로 베풀면서 얻는 더 큰 행복”
교직 생활을 처음 시작한 1972년, 장기저축급여에 한 구좌씩 용

돈처럼 넣다가 점차 증액하여 40년간 불입해 목돈이 되었습니

다. 퇴직하면서 퇴직생활급여에 모두 재가입했더니 매월, 매년 

이자가 나와 가족과 형제들 애경사에 베풀며 큰 행복을 얻고 있

어요. 이 목돈으로 노후 걱정이 없고 든든하답니다. 이러한 행복

을 준 공제회에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이 있길 기원합니다. 

- 윤*중 회원

교직원 수(명) 교직원 수(명)회원 가입률 회원 가입률

※ 교직원 수 기준 정렬, 2021년 12월 말 기준

가입자 수

757,589명 

(471,756,232구좌)

가입대상 교직원 수

917,227명 중

82.6% 가입 

장기저축급여와 함께해온 회원님들의 이야기
174,924 80.8%

풍요로운 행복, 든든한 미래로 가는 즐거운 여정

59,746 84.2%

42,280 84.6%

36,482 81.3%

33,699 81.6%

29,795 84.7%

47,317 83.0%

48,156 80.9%

서울

경남

경북

대구

인천

강원

충북

광주

12,441 86.2%제주

146,124 83.2%경기남부

55,097 81.4%

46,978 84.0%

부산

경기북부

44,022 80.4%충남

40,176 83.0%전북

36,119 84.8%

33,740 81.2%

전남

대전

20,099 85.8%울산

10,032 88.8%세종

우수한 대여제도 활용 가능

가입과 동시에 대여 가능 (필요시 보증보험 가입 별도 진행)

-  높은 대여 한도: 탈퇴(퇴직)가정급여금+최고 7천만 원 

혹은 1억 원(가입일·가입 기간 및 신용평점별 차등)

-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유족·상병급여금 지급

• 회원이 사망할 경우 유족급여금 지급

• 회원이 원상 회복 불능의 상병으로 퇴직할  

경우 상병급여금 지급

다양한 혜택 부여

• 복지부조금 : 신규회원·재가입·특별회원 가입축하 기념품, 결혼·퇴직기념품, 고구좌·출산·20년 유지회원 감사축하금

• 복지시설 이용 : 무료 법률·세무 상담소 및 예식장, 지정 병원·호텔·장례식장·복지 시설 할인 등

보수, 사업비, 수수료 등 비용 부과 없음

시중 금융기관의 신탁, 보험, 펀드 상품에 부과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과하지 않으므로 실수령액 유리

저축 관리 용이

매월 급여에서 부담금(원금)이 자동으로 

공제되어 저축 관리가 용이

특별법에 의한

안전성 보장

저율과세

(0~3%대)

금융소득종합과세

제외

연복리 3.80%

(변동금리 2022.07.01.기준)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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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더케이      The-K Focus 1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1천만 명을 넘어서게 된다고 합니다. 평균 기대 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퇴

직 후 평균 2~30년을 더 보내야 하는 100세 시대인 만큼 노후 자금을 더 체계적으로 현명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정년퇴직 때 퇴직

금 혹은 퇴직수당을 받게 되면 수중에 목돈이 한 번에 들어오기에 과감한 투자나 소비, 불안정하지만 기대효과가 높은 사업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까지 수령하게 되면 고민해야 할 돈의 규모가 더 커지겠지요. 현직에 

있는 동안 모은 자금을 안전하게 운용하실 수 있도록 공제회의 노후 보장 제도를 안내해드립니다. 퇴직 후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

금’이나 ‘퇴직생활급여’에 가입하시면 공제회 특별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회원이 되면 재직 시 누리던 회원 혜택을 

그대로 유지, ‘The-K 은빛동행’을 비롯해 다양한 문화·복지 행사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높은 급여율 등 제도의 특·장점과 함께 이

미 가입해 혜택을 누리고 계신 회원님께서 후배 교육 가족에게 전해주신 메시지들을 모아 소개합니다.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 
퇴직생활급여 올 가이드 

‘장기저축급여’에 가입하면 일반회원 자격을 부여받아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저축급여는 교육 가족의 노후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설계되었으며, 고이율·연복리(연 3.80%, 세전, 변동금리, 2022.07.01 기준) 국내 최장기 저축제도입니다. 따로 납부할 필요 없이 매

월 월급에서 원천징수 되며 퇴직 후 원금(부담금)과 이자(부가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중 금융 상품과 다르게 일체의 사업비 부과가 없으며, 

『소득세법』 제14조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 이자 소득세율도 저율 과세(0~3%대)로 적용받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은 재직 중 장기저축급여로 마련한 노후

자금을 일시에 수령하지 않고, 연금처럼 일정 기간에 걸쳐 받을 수 

있는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든든한 노후 대비 연금형 상품입니다. 

퇴직 시 단 한 번의 가입 기회가 주어지는 분할급여금 대신 더욱 유

연하게 노후 자금을 관리하고 싶다면 ‘퇴직생활급여’ 또한 매력적인 

상품입니다. 자금 활용 목적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 납입 후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받는 ‘적립형’, 목돈 납입 후 매월 혹은 매년 이자를 받

다가 청구 시 원금을 돌려받는 ‘부가금형’, 목돈 납입 후 가입 기간 동

안 원금과 이자를 매월 또는 매년 단위로 나눠 받는 ‘확정연금형’으

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교육 가족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최장기 저축제도 장기저축급여

은퇴 자금 관리를 위한 현명한 선택  퇴직생활급여

풍요로운 노후 계획을 지원하는 연금형 제도 분할급여금

안정성 보장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13조에 의거,  

안전성 보장

안정성 보장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13조에 의거,  

안전성 보장

해약 수수료 없음

일체의 수수료가 없을 뿐 아니라,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

*  분할급여금 수령 시 발생하는  

부가금에 대해서만 이자 소득세 

과세 (원금은 과세대상이 아님,  

연금소득세와도 무관)

해약 시 이자 지급 

1년 이상 유지 후 해약 시  

불이익 없음, 6개월 이상 1년 

미만 해약 시 부가금(이자)의 

90% 지급 

*  적립형은 만기 전 해약 시 수수료 

발생

높은 급여율(이자율) 

연복리 3.80%(변동금리, 세전, 

2022.09.01 기준)의 높은 급여율

*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가입 중 급여율 변동 시  

회차별로 지급금액 달라질 수  

있음

높은 급여율(이자율) 

• 부가금형(연지급), 적립형 

: 연 5.70%

    (변동금리, 세전, 2022.12.01.기준)

•확정연금형 : 연 3.80%

    (변동금리, 세전, 2022.09.01.기준)

세제 혜택 

금융소득종합 과세대상에서 

제외, 비과세 혹은 0~3%대

저율 과세 적용

연복리 계산 

적립형 및 확정연금형은  

연복리로 계산, 실 수령액  

증액에 더 유리

*  단리 :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 발생

*  복리 :  (원금+이자)에 대해 이자 

발생

회원 중심의 제도 운영

퇴직 시 일부는 일시금 수령, 

일부는 분할급여금 신청 가능. 

또한 1회차 급여금 지급 

이전에 한해 계약조건 

(지급기간,주기,일자) 변경 가능

다양한 선택형 연금 상품

부가금형은 연 부가금 지급식  

또는 월 부가금 지급식으로 선택 

가능, 필요 시 부분 해약도 가능 

*  부가금형만 목돈 필요 시  

전액 해약하지 않고 500만원  

단위로 부분 해약 가능

회원 자격 부여

분할급여 가입 시 특별회원 

자격으로 일반회원으로 누린 

공제회 복지혜택 그대로 

변함없이 유지 가능

비과세 종합저축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

자에 해당하는 경우 5,000만원

까지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가능

※ 전 금융기관 포함 5,000만원 한도

※  직전 3개 과세기간 동안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지급 기간과 주기를 다양하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일 기준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세후) 이내에서 최저 500만원부터 100만원 단위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은 지급 기간 및 주기를 직접 선택하여 받을 수 있는데요. 월 1회 또는 연 1회로 선택할 수 있으며, 기간은 

최소 5년부터 최대 30년까지 5년 단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급여금이 지급된 이후에는 최초 계약조건 변경이 불가하니 신중

히 결정해야 합니다.

보유 중인 대여가 있어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 시점에 대여가 있는 회원의 경우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과 대여 잔액을 상계 처리하면 

분할급여금 가입 금액이 적어지므로 분할급여대여(전환)로 바꿔 분할급여금 가입 금액을 높일 수 있음

분할급여금에 가입하려는 퇴직회원은 퇴직 시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으로 기존의 대여 금액을 상환하지 않고 ‘분할급여대여(전

환)’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던 대여를 연장하면서 재직 중 적립한 퇴직급여금 한도까지 분할급여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

다. (연 3.80%(변동금리, 2022.10.01.기준) / 장기저축급여 퇴직 청구 시 분할급여금 가입을 신청하면서, 퇴직일 이전 대여 잔액이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세후) 60% 이내인 회원 대상. 퇴직일 이후 10영업일 이내에 신청 必)

가입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가입기간 & 가입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은퇴 설계, 100세 인생 회원 맞춤 연금형 제도로 풍요풍요롭고 든든든든하게!

분할급여대여(전환) 바로가기▶

구분구분 가입기간가입기간 가입금액가입금액

부가금형 없음 · 부가금형 + 확정연금형 : 1구좌(500만원) ~ 100구좌(5억원)

※ 단, 확정연금형은 최대 60구좌(3억원) 한도 확정연금형 5년제, 10년제, 15년제, 20년제

적립형 3년제, 5년제

· 1억원 한도, 5만원 이상 1만원 단위 가입

· 월 가입금액 한도 

  - 3년제 : 매월 최대 277만원 /   - 5년제 : 매월 최대 16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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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원가입 축하기념품] 특별하고 풍요로운 인생 2막 첫 시작을 축하합니다

  [The-K 은빛동행] 오직 특별회원님을 위해, 퇴직 후 삶에 찬란한 은빛을 더합니다

특별회원님도 그대로 누릴 수 있는  공제회 복지서비스 실제 가입 회원님들께서 보내주신 분할급여금 & 퇴직생활급여 이야기

퇴직 후 퇴직생활급여(적립형 제외) 또는 분할급여금 최초 가입회원

님께 특별회원가입 축하기념품을 선물해드립니다. 단, 최초 가입 시 

1회에 한하며, 두 상품 중 하나라도 가입 이력이 있을 시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022년 기념품은 그릴팬, 에어프라이어, 냄비 중 원

하시는 품목으로 한 가지를 제공하였으며 기념품 품목은 회원 선호

도 조사에 의해 매년 1월부터 품목이 변경됩니다. 회원님의 특별하고 

아름다운 인생 2막 시작을 축하드립니다.

오랜 기간 공제회에 대한 사랑과 신뢰, 믿음으로 역사의 주축이 되어주신 특별회

원님들을 위해 은퇴 이후 더 건강하고 다양한 여가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마

련한 문화행사, The-K 은빛동행이 있습니다. 사계절 명소를 여행하는 ‘순천으로의 

봄꽃 소풍’ ‘가을남도 풍류여행’, 삶을 반추하고 새로운 인생 이모작을 설계하는 ‘자

사전 출간 프로젝트’ ‘청춘 아카데미’, 열기와 젊음, 즐거움을 선사하는 ‘청.바.지(청

춘은 바로 지금부터) 콘서트’, 일상의 활력을 더해드리는 각종 건강·생활용품 증정 

행사까지! 풍성하고 다양한 이벤트들로 제2의 은빛 인생을 함께합니다.

5개 직영호텔(The-K호텔서울·경주,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The-K지리산·설악

산가족호텔), 전국의 한화콘도, 소노호텔&리조트(구 대명콘도)도 특별 회원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전국 호텔 및 리조트와 제휴하고, 회원님들이 할인 

가격에 이용하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예약은 숙소에 따라 인터넷 또는 전화

로 가능하며, 회원임을 꼭 밝혀주셔야 합니다. The-K 휴스테이는 여유롭고 편안

하게 머물 수 있도록 장기 숙박 시 특별 요금 및 혜택을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로, 

직영호텔과 함께 제주 지역에서도 힐링의 시간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직영호텔 및 콘도&리조트] 일상보다 더욱 신선하고, 여행보다 더욱 편안하게 누리세요

더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건강검진] 근심걱정이 없도록 [법률&세무 상담]  

◀ 의료·건강검진 혜택 바로가기

 ▶
법률 상담소 

바로가기

 ▶
세무 상담소 

바로가기

회원님들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법률문제의 해결과 

분쟁 예방을 위해 무료 법률상담소와 함께 복잡하고 어려

운 각종 세무 상담을 위한 무료 세무 상담소를 각 대도시 

지역별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제회가 준비한 

전국 16개 법률상담소와 9개 세무 상담소를 무료로 이용

해보세요. 

회원님 및 직계가족의 건강을 위해 전국 주요 대학병원 및 지정 의

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종합건강검진 등에 대해 할인 혜택을 드

리고 있습니다. 전용 앱을 통해 검진 기관을 할인된 금액으로 편리

하게 예약하실 수 있고, 회원 및 배우자, 회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

속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입원, 진료비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전국 주요 병원 및 시설 

이용료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장례식장도 있습니다.

2022년 목돈급여 및 퇴직생활급여 상한 구좌수 확대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은행에 예치하면 거의 이자가 없는 상황인데 다른 곳보

다 안전하고 금리가 조금 높아서 좋아요. 그리고 퇴직할 때 한꺼번에 받는 것보다 분할급여금으로 받으면 요즘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는 상당히 유익하고 빛을 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 前 번동중학교 권*순 회원님

언젠가부터 매거진과 뉴스레터를 기다리게 되네요. 처음에는 메일이나 문자로 접하다가 이제는 매거진 앱으로 접합니다. 작년 명퇴로 

번거로운 절차 없이 비대면으로 분할급여금과 퇴직급여금을 신청하여 직접 매달 수령해보니 현직에 있을 때 잘 느끼지 못했던 장기저

축급여의 혜택을 실감하고 있어요. 퇴직 후에도 공제회가 주는 여러 기쁨이 많아서 누구나 쉽게 다가가는 든든한 공제회로 오래오래 

친구처럼 함께하길 바랍니다.                                              - 前 진량초등학교 한*주 회원님

한국교직원공제회는 퇴직 후 분할급여금이나 퇴직생활급여에 가입한 특별회원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7년째 

‘The-K 은빛동행’이라는 이름으로 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퇴직 후 무료한 일상에 단비와 같은 프로

그램으로 참석한 회원들로부터 열렬한 지지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생애 전반을 아우르는 

서비스에 감사드리며 교직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며 퇴직 이후의 삶도 기대해봅니다.                               

- 前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서*균 회원님

세계가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힘든 와중 퇴직 후 곧바로 코로나 시대를 만나 제2의 인생 설계를 실행해보기도 전에 우울과 상

실감, 불안감이 시간이 흐를수록 커지고 있다. 그래도 매달 발행되는 「The-K 매거진」에서 볼거리, 읽을거리, 정보탐색을 할 수 있어서 

시간이 흐를수록 고마움을 느낀다. 특히 후배 교사들에게 장기저축급여 가입을 적극 홍보하고 싶다. 나는 초창기부터 가입해서 현재

는 장기저축급여를 분할급여금으로 전환하여 연금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있어서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고 있다. 코로나로 힘

든 시간에 경제적인 어려움마저 겹쳤다면 상실감이 컸을 것이다. 일찍부터 가입한 장기저축급여는 안정성과 수익성이 동반된 재테크

의 수단으로 훌륭함을 알았으면 좋겠다.                                                                              - 前 광주효광중학교 양*순 회원님

퇴직 후에도 다양한 정보가 담긴 「The-K 매거진」을 접할 수 있어 좋습니다. 2018년 정년퇴직하면서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전액을 분할급여금으로 신청하여 매월 쏠쏠하게 받아 실질적 도움도 되고 회원 자격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매거진에서 진행하는 여러 이벤트에 참여하여 당첨, 선정되는 덤도 즐기고 있습니다.          - 前 연세대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송*환 회원님

자유로운 가입 금액, 높은 급여율, 연복리라는 특장점 그리고 퇴직 후 분할급여금으로 전환해 연금처럼 수령할 수 있다는 장기저축급여는 신

입 회원이나 기존 회원에게 퇴직 후 수령액의 기분 좋은 상상을 하게 해줍니다. 급여에서 꼬박꼬박 공제되는 ‘장기저축급여’를 퇴직 시 연금

처럼 매월 분할급여금으로 받으면 버킷 리스트를 하나하나 실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은 기대가 큽니다.                           

 - 교육부 성*미 회원님

“여보! 고마워요~ 퇴직 후 받는 당신의 연금과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및 퇴직생활급여금으로 재직 당시 받던 월급보다 퇴직 후의 

수령 금액이 더 많아요! 내가 당신께 왜 이리 봉급에서 공제액이 많아요? 투정을 부렸던 것이 미안하네요.” 우리 부부가 오늘 저녁식

사 시간에 한 대화이다. 이는 30년간 꾸준히 장기저축급여에 우리의 미래와 노후의 삶을 위하여 투자한 결과이다. 많은 동료가 이런저

런 사유로 가입을 해지할 때도 나는 안정된 공제회를 믿고 여유가 생기고 월급이 오를 때마다 꾸준히 증좌했다. 순간의 선택이 노후생

활을 좌지우지한다.                                            - 前 광영고등학교 장*조 회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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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직원공제회는 전국 교직원의 생활 안정과 복리 증진을 위해 설립된 만큼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교직의 

보람과 생활의 풍요함을 누리실 수 있도록 각종 공제제도와 더불어 회원을 위한 복리후생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리 알고, 챙기시면 좋

을 맞춤형 복지혜택과 이용 방법을 분야별로 모아 소개해드립니다. 편안한 쉼과 힐링을 위한 직영호텔&전용 콘도, 제휴 리조트&호텔, The-K 

휴스테이, 문화공연부터 알차고 실속 있는 일상 속 혜택인 복지부조, 무료 법률&세무 상담, 제휴카드, 예식장, 장례식장, 레저&스포츠&교통,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The-K 마음쉼, 의료기관, 건강검진 통합서비스, The-K 행복서비스까지! 건강과 혜택, 행복을 더해드릴 수 있도록 

The-K 매거진이 테마별로 담아보았습니다. 

“ 편안한 쉼과 힐링을 위한 즐거운 숙박 · 문화혜택 ”

“ 실속 있는  금융·법률·레저스포츠 혜택 ”

공제회 회원님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복지혜택 

알아두면 좋은 공제회 복지서비스 모음집

받고 쓰고 누리고 

직영호텔 & 전용 콘도, 제휴 리조트 & 호텔

복지부조금 & 기념품

문화공연 할인 서비스

The-K 휴스테이

회원님께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숙박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직영호텔 The-K설악산·지리산가족호텔, The-K호텔경주·서울,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전용콘도  한화콘도, 소노호텔&리조트(구 대명콘도) 회원권 가격으로 이용 가능 

※ 이용 요금 및 예약 관련 문의는 The-K mall 참조 (http://www.thekmall.co.kr / 1577-1382)

 제휴리조트 & 호텔    전국 85개 호텔 및 리조트 할인 이용

 예약방법  본회 홈페이지(직영호텔, 콘도) 또는 전화(직영호텔, 제휴 리조트&호텔)로 예약 

※ 예약 시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임을 밝히고, 숙박시 본회 회원증 또는 제휴 신용카드를 소지해야 함

회원님의 결혼 · 출산 · 퇴직 등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기념품을 비롯한 다양한 

복지 부조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도별 상세 내용과 기념품 종류, 신청 방법 등은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상이 여행이 되도록 여유롭고 편안하게 장기숙박이 가능한 휴스테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제회 직영 출자호텔 장기숙박 전용 “The-K 휴스테이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여유롭게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를 비롯한 전국의 다양한 휴양 시설에서 회원님의 장기간 

힐링을 위해 객실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체류 기간에 따라 회원 1인당 연간 최대 20만 원까지 객실 지원금 제공/ 

예산 소진 시 종료

직영

호텔 

객실

지원금

본회 전용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예약

예약주소   https://ktcu.intouchtour.com

문의전화   064-805-9205

※  렌터카, 항공권 및 레저 체험활동 입장권 할인 등  

혜택 제공

공연 : 인터파크·세종문화회관

인터파크㈜·세종문화회관과 제휴하여 공연 상시할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할인내용 인터파크·세종문화회관 공제회 전용 홈페이지에서 공연별 최대 50% 상시 할인

 예매문의  1544-1555(인터파크), 02-399-1000(세종문화회관) 

※ 공제회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 문화공연 > 공연 > 인터파크·세종문화회관

영화 :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영화 예매 시 할인관람 혜택 제공과 매점 콤보 상시 현장 할인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 공제회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 문화공연 > 영화 

※ 회원에 한해 1일 1회 2매 할인 예매권 번호 제공, 로그인 후 확인 가능 (평일, 주말, 공휴일 가능)

※ 3개 브랜드 통합 월 40매 발급 제한, 본 할인 예매권 번호는 발급 당일에 한하여 재확인 가능

가입축하

신규가입·재가입·

특별회원 기념품

결혼

축하기념품

출산

첫째·둘째: 10만원 

셋째 이상: 30만원

고구좌회원

20만원 

퇴직

기념품

20년유지회원

3만원

※  제휴서비스 목록 및 혜택 내역은 시기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시설 이용 전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시설 이용 시 본회 회원증 또는 제휴 신용카드를 소지하셔야  

제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박 7일 

5만 원 

14박 15일 

10만 원 

29박 30일 

20만 원 

이용대상

예매문의

영화 예매

 매점 콤보

기 타

회원 및 동반 1인 포함

1544-1122 (CGV 고객센터)

일반관 8,000원 관람 혜택 

2,000원 상시 현장 할인

일부 지점 외 일반관, 일반석 가능

회원 및 동반 1인 포함

1544-8855 (롯데시네마 고객센터)

일반관 9,000원 관람 혜택 

2,000원 상시 현장 할인

일부 지점 외 일반관, 일반석 가능

회원 및 동반 1인 포함

1544-0070 (메가박스 고객센터)

일반관 9,000원 관람 혜택

특별관 10,000원 관람 혜택 (컴포트관)

2,000원 상시 현장 할인
 
일부 지점 외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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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한 건강·의료 혜택 ”
 무료 법률 & 세무 상담

서울 및 주요 대도시에 회원 무료 법률 상담소 및 무료 세무 상담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에 한해 회원번호 제시 후, 방문 · 유선 · 이메일을 통해 무료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 회원 확인을 위해 상담 전, 회원번호, 분회명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회원 확인 후 정보 파기) 

※ E-mail 상담 시에는 회원 확인 정보(회원번호, 분회명)와 회신받을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상담 이용을 위하여 가급적 소속 지역 상담소를 이용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상담결과는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CHECK 공제회 최신 주요 소식, 혜택을 더 빠르게 만나보고 싶다면?

The-K 마음쉼

“일상의 모든 순간이 더욱 행복해지도록 The-K 행복서비스 ”

회원님의 행복한 삶을 응원하기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 일상의 작은 고민부터  

다양한 직장 내 업무 스트레스까지 전문가에게 상담 및 코칭받을 수 있습니다. 

뮤지컬, 오페라 등 공연 및 전시 관람, 영화, 도서 증정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문화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말 기준, 누적 행사 927회, 누적 참석인원 1,738,002명) 

문화행사는 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참여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용대상  한국교직원공제회 일반회원

 상담방법  - 1:1 개별상담(대면상담/화상상담/전화상담)

　　　　  - 집단상담(6인 이내)

 상담비용 - 개별상담 : 사업기간 내 회원 1인당 5회기 무료 상담 제공

　　　　  - 집단상담 : 사업기간 내 회원 1인당 4회기 무료 상담 제공

　　　　     (자세한 내용은 The-K 마음쉼 전용 홈페이지 참조)

 상담시간  월~토, 9:00~21:00(일요일 협의필요)

 상담분야 - 직무부문 : 교권침해, 직무스트레스, 경력개발, 양성평등, 리더쉽 등

　　　　  - 심리/정서 부문 : 강박, 우울, 불안, 분노, 자살충동, 가정문제 등

　　　　  - 이외 다양한 분야의 심리상담 진행

※  공제회 The-K마음쉼 전용 홈페이지 

(www.ktcu-hue.com) 참조

※ 문의전화 : ㈜다인 080-080-5988

MOVIE

영화와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

LIFE

북&JOY 도서 증정 행사

CULTURE

회원님과 함께하는 고품격 문화행사

 진행절차 

홈페이지 상담 접수

상담일정 협의

상담진행

후속관리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포스트

The-K 뉴스레터

유튜브

The-K 매거진

제휴카드 서비스

하나교직원복지카드

2011년 11월 공제회와 하나금융그룹의 포괄적 제휴로 탄생한 새로운 교직원복지카드로,  

회원카드 기능뿐만 아니라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는 신용카드입니다.

 연회비 - living, shopping : 국내 전용 8천원, 국내외 겸용 : 1만 원 (2차년도부터 면제)

 - All-in : 국내 전용 2만 8천원, 국내외 겸용 3만 원 (매년 정상 연회비 청구)

신한교직원복지카드

회원증과 신용카드 기능, 폭넓은 복지 · 문화서비스 기능을 갖춘 ‘교직원복지카드’는  

신한카드사와 제휴하여 카드발급을 진행하고 있는 교직원 전용 신용카드입니다.

 연회비 - 기본형 : URS(해외 겸용) 8천원, VISA(해외 겸용) 1만원

 - 플래티늄형 : VISA(해외 겸용) 2만5천원

 ※ 기본형의 경우 초년도 연회비 청구(익년도 사용시 면제) 단, 플래티늄형의 경우 매년 정상 연회비 청구

예식장, 장례식장

회원과 회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결혼을 축복하기 위하여 전국 주요 지역의 

교직원공제회관에 회원 예식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회원 및 가족은 예식장과 폐백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피로연 이용 시에 한함)

경기 · 대전 · 전북지역 예식장

 이용대상   회원 본인, 회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이용방법    본회 회원증 또는 제휴 신용카드 소지, 회원의 가족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이외 전국 10개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어 장례식장 시설 이용료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레저 & 스포츠 & 교통

항공 ① 에어부산 | 회원 대상, 기존 요금 대비 5 ~ 20% 할인 적용 등

 ② 이스타항공 | 회원 및 동반 직계가족, 실시간 운임의 일부 금액 할인 등

기차여행 회원 대상, KTX 승차권(복합구매) 최대 20% 할인 제공

골프장 소피아그린C.C, 서산수 골프앤리조트, 아덴힐리조트앤골프클럽, 통영 동원 로얄C.C

스파 및 워터파크      회원 및 회원의 동반 3인 파라다이스 스파도고 할인 등

그 외 SEA LIFE Busan Aquarium, 한화 아쿠아플라넷, 웨이브 파크 등

의료기관

서울대병원 등 전국 69개 병원 및 건강검진 통합서비스 전용 앱을 통해 종합검진 등에 대해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건강검진 통합서비스

건강검진 통합 서비스 전용 앱을 통해 약 118개의 검진 기관을 할인된 금액으로 편리하게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대상    회원 및 배우자, 회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상담방법    모바일을 통해 ㈜GC케어에서 제공하는 ‘어떠케어’ 애플리케이션 설치 후  

   건강검진 통합서비스 이용



언제나 더케이      The-K Focus 2 

소노&한화리조트     전국 유명 호텔&리조트를 회원가로!

직영호텔     오직 회원만을 위한 공제회 직영호텔, 최대 20~70% 할인!

➋

예약 신청 화면에서 

숙박 희망일 지정 후 신청  

(주중은 사용일 3개월전 선착순 예약, 

주말 및 연휴는 사용일 60일~24일 전까지 

신청 후 추첨)

※ 여름/겨울 성수기는 별도 지정 후 공지

➌ 

투숙 후 숙박요금 결제

➊ 

 더케이몰  로그인 후 

‘숙박·레저’ 메뉴에서 

리조트 선택 

(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 가능, 

더케이몰 가입/로그인 후 

해당 예약 서비스 이용 가능)

 1577-1382

한국교직원공제회는 회원님의 일상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드리기 위해 TheK 행복서비스를 포함, 호텔·콘도, 레저·골프·스파, 교

통 할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제휴를 맺어 차별화된 생활복지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더욱 여유있는 여행을 즐기실 수 

있도록 The-K 직영호텔을 포함하여, 장기 투숙 회원님을 위한 특별 요금 및 서비스인 The-K 휴스테이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숙박 혜택

과 편안하고 여유로운 여가 생활을 위한 합리적인 교통 할인 혜택 서비스를 한 번에 모아 소개해드립니다. 더 신선하고, 여유롭고 편안하게 

휴식을 누려보세요. 「The-K 매거진」 한 권을 손에 들고 훌쩍 떠나는 전국 방방곡곡 여행! 바쁘고 힘든 일상 속, 잠시 쉼표를 찍는 힐링과 쉼의 

순간에도 공제회가 회원 여러분 곁에 늘 함께하겠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도심 속 휴양 리조트 호텔”

“세계 수준의 특1급 바다 조망 해변호텔”“천년고도 역사의 미소처럼 넉넉하고 편안한 호텔”

소노호텔&리조트 전국 13개소 

 소노문 단양 · 델피노 · 양평, 소노벨 경주 · 변산, 

소노벨 비발디파크 · 제주 ·  청송, 

소노캄 거제 · 여수, 

쏠비치 삼척 · 양양 · 진도

한화콘도 전국 12개소 

거제 벨버디어, 경주한화리조트, 대천한화리조트,

설악한화리조트, 백암한화리조트, 설악쏘라노 한화리조트,

산정호수한화리조트, 양평한화리조트, 용인한화리조트,

제주한화리조트, 해운대한화리조트, 평창 한화리조트

▶▶▶▶▶▶▶▶▶▶▶▶▶▶▶▶▶▶▶▶▶▶▶▶▶▶▶▶ ▶▶▶▶▶▶▶▶▶▶▶▶▶▶▶▶▶▶▶▶▶▶▶▶▶▶▶▶

“최첨단 웰빙 스파시설 갖춘 호텔형 콘도”“리모델링된 다양한 객실과 천혜의 자연환경”

◀  공제회 홈페이지 

직영호텔 전체보기   

공제회 5개 직영호텔을 공제회원 할인가로 제공

➊

전화로 예약 가능일

 확인 후 예약

➋ 

투숙 후  

숙박요금 결제

▶▶▶▶▶▶▶▶▶▶▶▶▶▶

The-K호텔서울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12길 70    02-571-8100 

The-K호텔경주 

경주시 엑스포로 45    054-745-8100

라마다프라자제주호텔 

제주시 탑동로 68    064-729-8100

The-K설악산가족호텔  

강원도 속초시 도문동 155    033-639-8100

The-K지리산가족호텔 

전남 구례군 산동면 지리산온천로 317    061-783-8100

이용법 

이용법 

282 283

더 다양하게,  더 편하게,  더 여유롭게 전국 방방곡곡 누리는 방법

교육 가족 여러분의 ‘쉼’을 응원하는 
한국교직원공제회 숙박&교통 혜택 모음집

더 더 더



회원사 직영시설     더 넓은 혜택을 드리기 위한 공제·연금기관 협약 복지서비스

제휴리조트&호텔     전국 84개 제휴 리조트·호텔을 할인가로 다양하게!

문화 · 공연 · 영화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 혜택

여행과 휴식에는 빼놓을 수 없는 것,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하는 문화·여가 생활! 

다양한 제휴시설 뿐 아니라, 인터파크 공연별 최대 50% 상시 할인, 회원 및 회원 

외 동반 3인 세종문화회관 공연 할인, 그리고 회원 및 동반 1인 CGV · 메가박스 · 롯

데시네마 영화&매점 콤보 할인 상시 혜택까지 모두 누리실 수 있습니다. 

소개해드린 제휴 시설 외에도, 공제회에서는 ‘공제·연금기관 협의회’에 따라 각 회원사들의 직영 복지서비스를 상호 공동 이용하기로 협의함에 따

라 회원님들께 보다 폭넓은 편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찰공제회
   제주  서귀포월드컵리조트 (064-739-3001(내선1번))

   부산  폴에이리조트 해운대리조텔 (051-731-1112)

공무원연금공단
  충북  수안보 상록호텔 (041-560-9114)

   충남  천안상록리조트 (041-560-9114)

공제회 복지서비스 한 번에 만나러 가기▶

레저 · 스포츠 · 교통     전국 어디나 편리하고, 여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항공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회원 대상 기존 요금 대비 5% ~ 20% 할인
 회원 및 동반 직계가족, 실시간 운임의 일부 금액 할인 등

기차여행(복합구매시) 기차여행 KTX 할인  회원 예약시 KTX 최대 20% 할인

공유차량서비스 쏘카  회원 대상 차량 대여요금 주중 60%, 주말 40% 할인 등

골프장

소피아그린C.C 

 회원 대상 골프 그린피 이용요금 할인
 (카트대여료, 캐디봉사료 별도)

서산수 골프앤리조트

아덴힐리조트앤골프클럽

통영 동원 로얄C.C

스파&워터파크 파라다이스 스파도고  회원 및 회원의 동반 3인 주중·주말 스파 할인

아쿠아리움 / 기타

SEA LIFE Busan Aquarium

 회원 및 회원의 동반 3인 특별 할인 프로모션 적용 등케이블카(송도 해상 케이블카 등)

한화 아쿠아플라넷

웨이브 파크  회원 대상 입장권 및 레슨비 할인 등

알차고 다양한 공제회 생활복지서비스로 
그간의 고민과 피로·스트레스는 날리고, 각종 혜택을 시~원하게 누려보세요!

◀  공제회 홈페이지 

회원사 직영시설 전체보기

◀  공제회 홈페이지 

제휴리조트&호텔 전체보기  

※ 예약 시 공제회원임을 밝히고, 숙박 시 공제회원증 또는 제휴 신용카드 소지 필수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이용 가능한 숙박시설 &  

요금 확인 후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예약 가능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제휴리조트&호텔 확인,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예약 후 이용 가능

 1577-3400

 1577-3400

The-K휴스테이     전국 24개 숙박시설, 객실 일수에 따라 숙박료 지원금 지원

◀  공제회 홈페이지 

The-K 휴스테이 전체보기 

숙박하는 객실일수에 따라 숙박료 지원금(1인당 최고 20만원 / 1년) 지원, 

예산 소진 시 숙박료 지원은 중단되지만 제휴요금으로 이용 가능

 1577-3400

충남 2278 리조트 등 2개소

전북 고창 힐링 카운티 1개소

전남 엘도라도 리조트 등 4개소

경남 라마다 스위츠 거제 1개소

제주 더큐브리조트 등 9개소

부산 한화리조트 해운대 등 2개소

경기 한화리조트 양평 등 2개소

강원 더 베네치아 스위트 호텔 등 3개소

서울 글래드 강남 코엑스센터 등 21개소

부산 그랜드조선호텔 부산 등 12개소

대구 호텔인터불고 EXCO 등 2개소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등 3개소

광주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 등 2개소

대전 유성호텔 1개소

울산 신라스테이 울산 등 2개소

경기 신라스테이 동탄 등 2개소

강원 더클래스 300호텔 등 14개소

충북 포레스트리솜 등 2개소

충남 서산수 호텔앤리조트 등 4개소

전북 라마다군산호텔 등 4개소

전남 엘도라도 리조트 등 5개소

경북 문경새재리조트 1개소

경남 그랜드 시티 호텔 등 5개소

제주 메종글래드 제주 등 4개소

꼭 멀리 여행을 떠나야만 휴가는 아니죠! 스파 및 워터파크를 이용한다거나 근교에서 레저·스포츠를 즐겨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공제회 회원이

시라면 앞서 소개해드린 전국 유명 관광지 호텔과 콘도를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제회 직영 출자회사 소피아그린C.C를 

비롯한 4개의 골프장과 유명 스파 및 워터파크, 아쿠아리움 등 가족과 함께 다녀오기 좋은 시설을 할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각 서비스

별 이용 방법과 할인 혜택 등은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히 만나실 수 있습니다.

복지부조 제휴리조트&호텔 직영호텔&회원전용콘도 제휴카드 의료기관

장례 법률상담 세무상담 예식장 레저·스포츠·교통

이용법 

이용법 

이용법 

대한소방공제회  충남  대천파레브 호텔 (041-933-3489)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대전  호텔인터시티 (042-600-60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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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더케이      일상 속의 The-K 1

교육 가족을 연결하는 공제회 대표 소식지 & 교직원 라이프 매거진

한국교직원공제회와 전국 회원을 연결하는 첫 매체의 탄생

신문 형식 발행으로 정보 전달과 소통 기능 강화 

개편과 변화를 거쳐 우리나라 교육 전문지로 자리매김

1971년 1월 22일 「대한교원공제회법」이 법률 제2296호로 제정·공포되었습니다. 「대한교원공제회

법」 제1조의 설치목적은 ‘교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하고 교원의 생활 안정과 복리 

증진’입니다. 교육 정상화와 교원만을 위한 사회 보장제도의 일환으로 한국교직원공제회 전신(前

身)이 설립되었고, 법적 기초 위에서 체계적인 교원 복지가 마련되었습니다. 

공제회는 가능한 한 많은 교원이 복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출범과 동시에 홍보활동을 본격화

했습니다. 그해 6월부터 공제회 설립 취지와 제도를 소개하고 가입 방법과 각종 사업을 알리는 

홍보물을 인쇄하여 전국 학교에 배포하였습니다. 이듬해인 1972년에는 국내 10개 일간지에 공

고하여 국민 참여를 통해 심벌마크를 확정하고, 공제회와 회원 간 가교 구실을 할 매체 창간도 곧

바로 진행했습니다. 첫 간행물은 『공제월보』라는 제호로, 제도 팸플릿이나 홍보물과 달리 공제회 

사업성과를 밀도 있게 전달하고 회원들의 목소리를 지속해서 담아낼 수 있도록 월간지 형태를 

갖춰 구성했습니다.

그렇게 1972년 2월 1일, 4×6배(B5) 판형에 40쪽 분량, 최초 정기 간행물인 『공제월보』 창간호가 발행

되었습니다. 

일반 신문과 같은 타블로이드 배판으로 확대하고, 제호를 『교원공제회보』로 변경 후 발행을 시작했습

니다. 주요 교육정책 등 폭넓은 내용을 게재하여 교육 전문지의 모습을 갖추어 나갔고, 1981년 10월 제

51호부터는 월 2회로 발행 횟수를 늘려 교육계 정보 전달 및 소통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그 후 1982년 제70호부터 『교원복지신보』로 제호를 바꾸고, 1983년 3월 16일부터 주간 발행으로 변경

했습니다. 당시 언론기관 통폐합 등으로 많은 교육 전문지가 폐간 또는 통합된 상황에서 문화공보부로

부터 주간지로 인가(등록번호 다-343)받아 제2의 창간을 시도, 6월에 제3종(정기간행물) (가)급 우편물

로 인가받아 회원들에게 더욱 신속히 배포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혁신적인 개편을 통해 

1996년 1월부터는 학교별로 배포하던 것에서 더 나아가 당시 46만여 명의 전 회원 자택으로 개별 발송 

및 격주 발행을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제제도’와 ‘해설기사’란을 신설하고, 교원을 명예 기자로 위

촉하여 교육 현장을 생생하게 담아내고자 노력했습니다. 1998년 6월에는 제700호를 맞아 회원 의견

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최신 교육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교육 전문지로서의 위상을 구축

하기 위해 『대한교원신문』으로 제호를 변경하고 콘텐츠와 필진을 재정비해 격조를 높였습니다.

공제회의 정체성을 더 깊이 담아내고 회원들의 의견을 수용하고자 

2004년 1월 20일 자로 사명이 ‘한국교직원공제회’로 변경된 것에 맞춰 

2005년 4월 『대한교원신문』의 제호를 『한국교직원신문』으로 개칭하였

습니다. 이를 계기로 교육 전문지로서 위상을 다지고자 교육 면을 4면으

로 늘리고 ‘시도교육청 시리즈’, ‘이공계가 희망이다’, ‘나의 교육부 장관 

시절’, ‘대학 열전’ 등 교육 기획 기사를 연재했습니다. 웰빙을 추구하는 

사회 분위기와 회원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건강’과 ‘여행’ 면을 신설하고, 

재미와 감동을 주는 시사교육 만화를 연재했습니다. 또 분기별로 16면의 

특집호를 마련하여 공제회의 다양한 공제 제도와 복지 혜택, 보험, 호텔 · 

골프장 등 산하 사업체를 알렸습니다.

2010년에는 온라인 신문 기능을 강화하고자 웹진을 개발, 접근성을 높이고자 웹 디자인을 대대적으로 

개편하였습니다. 발행 일자에 맞추어 웹사이트에 수시로 기사를 게재하며 정보 전달의 신속성과 정확

성도 더욱 높였습니다.

1971.01.22.   

「대한교원공제회법」

(법률 제2296호) 공포

1971.03.16.   

‘대한교원공제회’ 창립

1972.02.01.   

「공제월보」 창간

1980.01.01   

「교원공제회보」 제호 변경

1982.08.01   

「교원복지신보」 제호 변경

1998.06.03  

 「대한교원신문」 제호 변경

2004.01.20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법률 제7070호) 개정 공포

2004.02.04   

‘한국교직원공제회’ 

사명 선포식

2005.04.01  

「한국교직원신문」 제호 변경

교원공제회보

한국교직원신문

교원복지신보

대한교원신문

공제월보

1971.01.22.  

「대한교원공제회법」

(법률 제2296호) 공포

1971.03.16.   

‘대한교원공제회’ 창립

1972.02.01.  

「공제월보」 창간

1980.01.01.

「교원공제회보」 제31호 

1996

「교원복지신보」

1982.08.01. 

「교원복지신보」 제70호, 제호 변경

1972~2005 한 눈에 모아보기년 약사 

1972년

공제월보

월간

1976년

공제회보

계간

1980년

교원공제회보

월간

1982년

교원복지신보

월 2회

(4면)

1996년

교원복지신보

격주간 

(8면, 개별발송)

1998년

대한교원신문

격주간

(2004년부터 12면)

2005년

한국교직원신문

격주간

(12면)

2005.04.01. 

「한국교직원신문」 제호 변경

1970년대 

1980-90년대 

2000년대 

「The-K 매거진」 창간 5주년 기념 
공제회 사외보 50년 역사 모아보기

교직원의 생활 안정과 복리 증진을 위해 1971년 설립된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전국의 더 많은 교육 가족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 및 소통 활동을 본격화했습니다. 1972년 2월 교육 정책과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월간지 『공제월보』

창간을 시작으로 2005년 교육 전문지의 모습을 갖춘 『한국교직원신문』 발간, 2017년 9월 『The-K 매거진』을 창간하며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개편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교육 가족에게 교육·문화·건강정보·회원 인터뷰와 공제회 및 출자

회사 제도·복지서비스, 경영성과 등을 정기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특히 매월 회원 의견 수렴 및 참여 코너를 확대하여 

‘회원과 함께 만드는 교육 가족의 매거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The-K 매거진』 창간 5주년을 맞아 50년 

공제회 역사와 함께한 사외보 변천사를 소개합니다. 앞으로도 『The-K 매거진』은 회원님과 늘 소통하며 회원님을 위한 

알찬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를 지면 가득히 담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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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맞춤형 교육·문화·라이프 전문 매거진의 첫 시작

회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The-K 매거진

전세대 맞춤형 콘텐츠 제공… 편의성·접근성 강화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는 시대, 인터넷·모바일 환경에서의 인쇄매체 역할·기능에 대한 리포지셔닝을 위해 2017년 9월 월간 「The-K 매거진」

을 창간했습니다. 기존 교직원신문의 높은 회원 신뢰도를 유지하되, 범용적인 매체에서 탈피해 교직원의 삶·의식·가치관 등을 담은 맞춤형 

심화 콘텐츠 지면을 늘렸고, 비치·보관 등의 수월함을 고려하여 인쇄 판형을 개편, PC와 스마트폰 등 각종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웹(앱)진 

연계를 도입했습니다. 이로써 ‘교직원 라이프 매거진’의 독자적인 위상을 갖추며 인쇄 매체 및 웹(앱)진을 통해 각종 제도와 복지 혜택, 교육 

정책 및 선진 교육 소개, 교육 현장 및 퇴직 후 모범 활동 사례, 명사 인터뷰 등 공제 회원만을 위한 특화 콘텐츠를 기획했습니다. 2017년 12

월 ‘2017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창간사보 부문 대상’ 수상에 이어, 특히 활발한 구독자 참여와 교직원 라이프에 기반한 친근하고 밀도 

높은 콘텐츠 등이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2021년 9월에는 ‘회원이 주인공’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담은 표지와 함께 가독성·심미성을 고려해 코너별 테마, 디자인에 다양한 변화를 

주었습니다. 새로운 「The-K 매거진」 표지 디자인은 한국교직원공제회 이니셜 ‘K’에 회원님의 사진을 담아 이미지 글자로 형상화했습니다. 

매거진을 회원 이야기로 채우고 교육 가족들의 관심과 애정으로 만들어 간다는 의미를 담은 것입니다. ‘생각은 나누고, 배움은 더하며, 행복을 

곱하고, 언제나 함께하는’ 사칙연산 테마로 교육·역사·경제·문화·예술·의학·라이프 스타일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재구성하여 

회원님께 이야기하듯 쉽고 따뜻하게 전달되도록 기획했습니다. 더불어 인쇄 매체의 향수를 그리워하고 책장을 넘기며 읽고 싶어 하시는 

회원님을 위해 정기 구독 신청의 문도 열어두었습니다. 

회원님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고려한 정기구독 신설 외에도 매월 전국의 초·중·고·대학교와 대학병원, 도서관·교육청, 연구기관 등을 비롯

한 교육 유관기관에 배포하며, 전국 시도지부 및 산하 사업체 영업장 등에 상시 비치 중입니다. 디자인·가독성·심미성 등을 고려해 웹(앱)진 

역시 지속 개편하였으며, 2017년에 이어 APP(앱진) 신규 개발로 더 편리하게 매거진을 만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성원에 힘입어 「The-K 매거진」 웹(앱)진은 지난 2021년 월평균 187만 페이지뷰(조회) 수를 기록했습니다. 

2019년 9월에는 종이 질·전달 방식·콘텐츠 등을 전면 개선하면서 ‘독자(회원) 의견’ 란을 신설했습니다. 발전적 제안은 매월 지면에 수록

하여 회원들과 공유하고, 교육 가족의 소통·지식·정보 공유의 장으로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또한 온오프라인 채널(e-매거진·영상) 실시간 

연계 운영과 동시에 다양하고 깊이 있는 내용을 담고자 64면에서 84면으로 발행 면을 대폭 늘렸습니다. 전 세대가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세대별 맞춤 콘텐츠 제공, 웹(앱)진 개편 및 독자 참여 콘텐츠 신설·강화(이벤트·설문조사·명사 인터뷰·에세이 등)에 힘을 실었으며, 특히 

이메일과 문자 메세지를 통한 발간 안내 등 회원 편의성과 접근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급변하는 교육·의료 현장 속 어려움을 겪는 교육 가족을 위해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이슈 및 온라인·비대면 교육 

관련 정보 안내 특별 기획 기사 수록, 실제 회원 사연을 바탕으로 한 ‘코로나19를 이겨내는 슬기로운 학교생활 우수사례’ 등 방역·수업 아이

디어 나눔 및 우수 교육 현장 사례 조명, ‘코로나19로 전하지 못했던 교육 가족의 감사와 응원 메시지 소개’ 등을 게재하여 위기 속에서도 함

께 지혜를 나누고 교육 가족을 하나로 연결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관련 안전 수칙,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책 홍보물을 매월 매거진 뒷표지에 게재하여 전국 교육 현장에 정부 지침을 알리고자 노력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며  
채워갈 수 있도록 
언제나 문을 열어 놓고 
기다리겠습니다. 
「The-K 매거진」은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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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09. 01.

「The-K 매거진」 창간

2021. 09. 01.

디자인·코너 2차 개편, 

정기구독 신설 

“공제회와 85만 명의  
회원님들을 연결하는 대표  
커뮤니케이션 채널인  
「The-K 매거진」이 함께  
나누고, 공감할 수 있도록  
더 풍성하게, 더 알차게,  
더 가깝게 회원 여러분께  
다가갑니다.”

2차 개편

The-K 매거진

2017.09.01.

「The-K 매거진」 vol.1

2017.09.01. 

「The-K 매거진」 vol.1 창간 인사말 (일부발췌)

2021.09.01.

「The-K 매거진」 vol.49

2021.09.01. 

「The-K 매거진」 vol49 2차 개편 안내 (일부발췌)

“새롭게 선보이는  
「The-K 매거진」은 공제회  
회원들을 연결하는 핵심  
커뮤니케이션 채널로써  
함께 소통하고 교감하는  
종합문화정보지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2019. 09. 01.

종이 질·전달 방식

·콘텐츠 개편  

2019.09.01. 

「The-K 매거진」 vol.25 개편 안내 (일부발췌)

2019.09.01.

「The-K 매거진」 vol.25

회원님들의 마음, 
미소와 이야기들이 모여 

매월 한 권의 「The-K 매거진」이 탄생합니다.
회원님의 좋은 생각들, 웃음과 이야기를 담는 공제회 대표 소식지이자 교육 현장의 희망 메신저인 「The-K 매거진」은 

2022년 9월 창간 5주년을 맞기까지 많은 혁신과 변화, 그리고 회원님들의 애정과 참여, 귀한 의견 덕분에 

지금의 모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The-K 매거진」은 변함없는 자세로 지속 개선을 추구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회원 및 교육 가족 모두와 함께하는 양방향 소통 창구가 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랜 여정을 함께 

해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17

2019

2021

1차 개편

생각 나누기  역사 속 숨은 영웅    일생을 바쳐 우리 땅의 곤충 연구에 몰두한 한국 자연과학의 아버지, 조복성 박사 

배움 더하기  미래 잡(job)자 꿈의 직장! 신비한 우주, 일터가 되다

행복 곱하기  방방곡곡 숨은 명소 나만 알고 싶은 한탄강 비밀의 계곡, 경기도 포천

언제나 더케이 The-K Focus 교육 가족 여러분의 ‘쉼’을 응원하는 한국교직원공제회 숙박&교통 혜택 모음집

「인생 이모작」 

동화로 키우는 아이들의 꿈과 삶의 지혜

‘동화책 읽어주는 할머니’ 

최영학 회원

MONTHLY  MAGAZINE

2022

vol.59
07

「꿈 너머 꿈」 

모두가 주인공인 스포츠로 

협동과 배려를 배웁니다

킨볼동호회 ‘킨더조이’를 이끄는 

김준도, 이지현 체육 교사

「오늘의 학교」 

‘수포자’ 아닌, 수학 좋아하는

‘수호자’를 만들어요 

서울대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권오남 교수

「좋은 사람  좋은 생각」 

일상의 도전에서 느끼는 희열

물리학자이자 가수 씨엘 아버지    

서강대학교 물리학과 

이기진 교수 

년

년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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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읽고, 채우고, 이야기해요 ♥

The-K 매거진 특별 소장본 이벤트
회원님들과 함께 만든 특별 소장본을 함께 읽고, 나누고,  채우며, 즐기기 위한 

특별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응모 날짜   ~ 2023년 1월 31일까지

참가 대상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

응모 방법   「The-K 매거진」 베스트 코너 소장본 웹(앱)진에서 ‘특별 이벤트’ 

배너를 클릭해 소중한 사연을 보내주세요. 

 당첨 날짜 발표 및 경품 발송   2023년 3월 1일 이후

• 선정되신 회원님들의 사연을 「The-K 매거진」에 소개해드리고, 스타벅스 ‘힘이 나는 세트’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응모 날짜    ~ 2023년 1월 31일까지

참가 대상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

응모 방법   「The-K 매거진」 베스트 코너 소장본 인쇄 책자 내 엽서를 잘라낸 뒤 하트 모양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채색한 후 사연을 적은 엽서를 동봉해 우체통에 넣어 주시면 

                   응모가 완료됩니다.

 당첨 날짜 발표 및 경품 발송   2023년 3월 1일 이후

• 선정되신 회원님들의 컬러링 작품과 사연은 「The-K 매거진」에 소개해드리고, 투썸플레이스 

‘스트로베리 초콜릿 생크림 케이크’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50명

50명

소장본 이벤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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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소장본 마지막 페이지 2021년 배리어프리 캠페인 하트♥가 그려진 엽서를 찾으셨다면, 색연필이나 물감 등 미술용품을 

활용해 회원님만의 감성을 담아 채색한 후,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회원님들만의 색채와 이야기가 담긴 컬러링이 세상에 훈훈

한 온기를 전해줄 것입니다. 

특별 소장본을 웹진, 어플리케이션, 인쇄책자로 보시며 일상·교육·업무 현장에서 

활용하고 계시는 다양한 사례나 후기와 감상 등 소중한 사연♥을 기다립니다.

회원님의 소중한 사연♥을 보내주세요. 2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든 하트♥ 컬러링1

<예시>



우편 엽서

주소

이름

0 7 3 2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한국교직원공제회 홍보소통부 미디어소통팀            

�The-K 매거진� 담당자

받는 사람 

보내는 사람 

요금 수취인
후납 부담

발송 유효 기간
2022.12.28 - 2023. 1.31

서울강남우체국
제41787호

‘Drawing Together. 하트 투게더’

한국교직원공제회 베리어프리 캠페인

공제회는 사랑을 나누고 희망을 더하며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고자 

‘2021 베리어프리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발달

장애 예술인과 예술인을 꿈꾸는 일반 학생들이 

함께 어우러져 일상 속 소소하지만, 행복했던 순

간을 표현한 25개 그림을 한 작품으로 탄생시켰

습니다. 장애, 비장애인 구별 없이 함께 만든 드

로잉 캠페인을 통해 모두 하나되는 마음, 사회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아름다운 문화의 힘을 느껴

보세요. ‘있는 그대로’  우리는 함께입니다. 

◀�2021년�베리어프리�캠페인�

영상�바로가기



풀칠

풀칠

풀칠

풀칠

회원님의 성명, 소속, 연락처를 작성해 주세요.

•이름 :     •소속(분회명) :     •연락처(휴대전화번호) :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에 따라 본 이벤트와 관련하여 회원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목적 · 경품 발송, 발송 관련 문의 처리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소속(분회명), 연락처(휴대전화번호)

보유·이용 기간 · 응모일로부터 경품 발송일 이후 180일까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귀하는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이벤트 응모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취급위탁
· 수탁자 : 하나로애드컴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경품 발송, 발송 관련 문의 처리

나만의 감성을 담은 색채로 베리어프리 캠페인 하트를 

다채롭게 채워주시고, 회원님의 컬러링 작품 설명을 

손글씨로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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