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사에 길이 빛날 
울산의 인물

충절의 고장으로 이름난 울산,

박제상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하지만 

김취려, 최현배, 고복수도 유명하다. 

이의립, 박상진, 서덕출, 오영수 역시

청사에 길이 남을 이름이다.

3

울산 문양_ 처용탈
처용탈의 형태에서 이미지를 묘사하여 복잡한 형태를 단순한 패턴으로 표현해 처용탈의 고유한 인상을 느낄 수 있도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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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쟁한 필자들이 청사에 길이 빛날 울산의 인물 열전을 펼쳐놓고 있는데, 하

나같이 역사적 흥미와 문학적 향기가 어우러진 명편(名篇)들이다.          

박제상의 연이은 고구려와 왜에 대한 처절한 외교 활동 이면에는 당시의 국

제정세와 역학관계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이들에 비하면 잘 알려지지 않은

이의립(李義立)은 오히려 우리 역사에서 더 중요한 인물이 아닐까 싶다. 미국의

철강왕이 카네기(Andrew Carnegie)이고 한국의 철강왕이 박태준(朴泰俊)이라

면, 이의립은 조선의 철강왕이라 할 만하다. 그는 일찍이 제철에 눈떠 울산 달천

광산을 재개발함으로써 우리나라 제철 역사의 큰 맥을 형성했다.  

고려 대몽항쟁기의 대장군 김취려(金就礪)는 “뛰어난 지략과 용병술로 박달

재 전투와 강동성 전투에서 거란군을 물리쳐 국가와 백성을 위기에서 구했으며,

몽고의 출현으로 대외정세가 불안한 시기에 외교력을 발휘해 몽고와 평화관계

를 체결함으로써 나라와 백성을 보호했다.” 그는 국사(國事)에 임해 혼신의 힘

을 다했으며, 사람들을 대하는 데 교만함이 없어 두루 존경받았다. 그래서 무인

정권의 최고 권력자들도 그를 존중하여 크게 의지했다. 

광복회 총사령 박상진(朴尙鎭)이 무장독립전쟁을 실행에 옮기려다가 일제

에 붙잡혀 38세 호랑이 같은 나이에 대구감옥에서 순국하자 온 나라가 슬피 울

었다. “일제의 살벌한 감시와 탄압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인파가 그의 상여를 따

르며 통곡했다.”

평생 우리말을 보듬고 고난의 역사를 건넌 국어학자 최현배는 아마 울산이

낳은 가장 유명한 인물일 것이다. 최현배는 “스승 주시경의 국어 사랑과 국학민

족주의를 온전히 계승했다.” 또 “해방 후 우리나라 어문정책의 큰 틀을 마련하는

데 기둥 역할을 했다.” 그는 ‘현대 국어의 아버지’라고 할 만큼 국어 확립에 커다

란 발자취를 남겼다.  

일찍이 척추장애를 입어 집안에 갇혀 지내야 했던 서덕출은 쉼 없는 문학 활

동으로 자신의 존재를 알렸다. 식민치하에서 극도로 절제된 애절함이 오히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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슴을 먹먹하게 하는 〈봄편지〉는 “어둡고 답답하고 원통한 나날을 보내는 겨레에

게 은연 중에 희망을 안겨주는 노래”(윤석중)였다. 서덕출은 해방을 몇 해 앞둔

1940년 겨울, 112편의 주옥같은 작품을 남긴 채 서른 넷, 고단했지만 빛났던 삶

을 접었다.   

고복수는 식민지 백성으로 태어나 그 한을 노래에 실어 달래고 그 노래로 고

달픈 민족을 위로했던 탁월한 노래꾼이었다. 그의 노래는 1934년 〈타향살이〉

이후 내내 청중의 심금을 울렸다. 일제가 군국가요 취입을 강요하던 그 시절, 고

복수는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려… 일본말 노래 취입을 거절하는 방편으로 만주

등지로 기약 없는 공연을 떠났다.”(황금심)  

그 무렵 작가 오영수도 일제의 감시를 피해 “만주 등지를 방랑하다가 1943년

에야 돌아와 처가인 부산 동래에 짐을 풀었다.” 대표작 〈갯마을〉은 그곳 바닷가

마을을 배경으로 씌어졌다. 200여 편의 주옥같은 단편소설을 남긴 오영수는

1979년 그에게 “신이나 종교 같은 고향”(〈낙향산고〉)의 자연으로 영원히 돌아

갔다.   

여기에는 빠졌지만 청사에 빛날 울산의 인물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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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상과 
망부석 이야기 

신형석  울산대곡박물관

울산시 기념물 제1호 박제상 유적

울산에는 신라 충신 박제상(朴堤上) 관련 유적이 세 군데 있다. 치산서원지

(鵄山書院址)·망부석(望夫石)·은을암(隱乙巖)이 그곳이다. 

치산서원은 본래 영해 박씨 문중에서 박제상을 기리기 위해 영조 21년(1745)

세운 것인데, 후에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으로 없어졌고 터만 남았다. 1990

년대 울주군에서 서원을 새로 지었다. 관설당, 박제상 위패를 모신 충렬묘, 박제

상의 부인 위패를 모신 신모사, 박제상의 두 딸   위패를 모신 쌍절려 등이 세워

졌다. 

망부석은 치술령(鵄述嶺) 정상 근처에 있는 바위이다. 망부석은 박제상의 부

인이 왜국으로 간 남편을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하여, 죽어서 바위로 변했다는

전설이 깃든 바위이다. 치술령은 울산시 울주군 두동면 만화리와 경북 경주시

외동읍에 걸쳐 있는 높이 765m의 산으로, 정상에서는 동해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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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산서원
치산서원은 박제상을 기리기 위해 영조 21년(1745) 세운 것인데,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없어지고 터만 남은 것을 울주군에서 새로 지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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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상 부인의 혼은 새가 되어 바위에 숨었다는 전설이 있다. 새[乙]가 숨었

던[隱] 바위[巖]라서 은을암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울주군 범서읍 척과리

의 국수봉에 있는 은을암에는 암자가 있다. 새가 날아오른 자리를 비조(飛鳥)라

했는데, 울주군 두동면 만화리에 비조마을이 있다.

박제상의 부인은 치술신모(鵄述神母)로 추앙받았다. 치술령 정상부에는 치

술신모를 모시는 신모사(神母祠)가 있었으며, 해마다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경주부조’에는 “신모사(神母祠)는 치술령(鵄述嶺) 위에

있다. 신모(神母)는 곧 박제상(朴堤上)의 아내이다. 제상이 왜국에서 죽으니, 그

의 아내가 그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치술령에 올라 일본을 바라보

며 통곡하다가 죽어서 드디어 치술령 신모가 되었다 한다. 그 마을 사람들이 지

금까지 제사지낸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후에 이 사당은 없어졌고, 현재는 신모

사지(神母祠址) 기념 비석이 세워져 있다.

박제상 관련 기록

박제상에 관한 기록은 《삼국사기》, 《삼국유사》, 《일본서기》 등에 남아 있다.

각각의 중심 줄거리는 같으나 약간의 차이가 보인다. 그것은 원 사료의 계통이

조금 다른 데에 원인이 있다. 

《삼국사기》에 박제상은 ‘모말(毛末)’이라 하며, 시조 혁거세(赫居世)의 후

손으로, 파사이사금(婆娑尼師今)의 5세손이다. 할아버지는 아도갈문왕(阿道葛

文王)이며, 아버지는 파진찬 물품(勿品)이다. 박제상은 벼슬길에 나아가 삽량주

(歃良州) 간(干)이 되었다고 한다. 《삼국유사》에는 김제상(金堤上)이라 하고,

삽라군(歃羅郡) 태수(太守)로 나온다. 

당시 신라 사회는 아직 성씨가 일반화되지 않았는데, 성씨는 후대에 와서 소

급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의 관직명도 박제상 생존 당시에는 사용되지 않았던



것이다. 신라에서 주(州)는 지증왕 6년(505)부터 설치되었으며, 삽량주는 문무

왕 5년(665)에 설치되었다. 군(郡)도 6세기에 수용되었고, 태수는 7세기에 사용

되었다. 지명과 관직명은 후대에 붙인 것이다. 그의 관등이 나마(奈麻, 제11등)

라고 하는 기록도 있는데, 《삼국사기》 ‘눌지마립간 2년’조에는 “복호가 나마(奈

麻) 제상과 함께 돌아왔다”는 기사가 있다. 간(干)’과 ‘태수(太守)’라는 직명은 모

두 지방의 장(長)을 의미한다. 박제상은 양산·울산을 중심으로 하는 신라 남부

지역에 설정된 지방의 책임자로 볼 수 있다. 

《일본서기》에는 ‘오례사벌(汙禮斯伐) 모마리질지(毛麻利叱智)’로 나온다.

오례사벌은 지명이며, 모마리질지는 박제상을 말한다. 오례사벌을 울산지역으

로 해석하여, 박제상을 울산 출신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박제상의 출신지에 대

해서는 왕경(王京)에서 파견된 인물로 보거나, 양산 지방의 재지세력으로 보는

견해, 울산지역 출신으로 보는 견해, 중앙 귀족이 정치적 이유로 지방에 정착한

존재로 보는 견해 등이 있다. 

4∼5세기 정치상황

박제상은 4세기 후반 내물왕 대부터 5세기 초반 눌지왕 대까지 활동했다. 그

가 활동하던 시기에 울산지역은 이미 신라의 영역으로 편입되었다. 

4~5세기 초 신라를 둘러싼 정세는 두 개의 연합세력이 대결하는 구도였다.

즉, 고구려-신라와 백제-가야-왜가 대립하는 형세였다. 신라는 백제·가야·왜

에 대항하기 위해 고구려와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 내물왕 22년(377)과 내물

왕 27년(382) 두 차례에 중국 북조(北朝)의 전진(前秦)에 사신을 보냈는데, 이

때 고구려 사신의 안내를 받았다. 

광개토대왕릉비문에 보면, 영락 9년(399) 신라는 왜·가야 연합군에게 왕성

(王城)이 함락되자 고구려에 구원을 요청했다. 영락 10년(400) 광개토왕은 보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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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기병 5만을 보내 왜·가야 연합군을 쫓아내고, 낙동강 유역까지 추격함으로

써 백제·가야·왜 연합세력을 약화시켰다. 

신라는 고구려의 도움을 받은 대가로 한동안 정치·군사적 간섭을 받게 되었

다. 고구려군이 5세기 중엽까지 신라 영토 내에 주둔했다. 내물왕은 392년(내물

왕 37) 이찬(伊飡) 대서지(大西知)의 아들 실성(實聖)을 고구려에 볼모로 보냈

다. 당시 고구려는 광개토왕 즉위 초였다. 

내물왕 46년(401) 실성이 고구려로부터 돌아왔다. 402년 2월, 내물왕이 죽

은 뒤 아들들이 나이가 어려서 실성이 추대를 받아 왕위에 올랐다고 한다. 그러

나 여기에는 고구려의 군사적 지원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성왕은 자신을 고구려에 인질로 보낸 내물왕을 원망했다고 한다. 실성왕 1

년(402) 왜국에서 인질을 요구하자, 실성왕은 내물왕의 셋째 아들 미사흔(未斯

欣)을 왜국에 보냈다. 신라는 불과 얼마 전 고구려의 도움을 받아 왜군의 침략을

물리친 바 있으나, 인질 외교를 통해 왜국과의 우호관계를 모색하고자 했다. 

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지만, 실성왕 4년(405) 4월

에는 왜군이 경주 명활성(明活城)까지 공격해 왔다. 실성왕은 직접 기병을 이끌

고 나가 싸워 300여 명의 목을 베었다. 실성왕 7년(408) 2월에는 왜인이 대마도

(對馬島)에 군영을 설치하고 무기와 군량을 쌓아두고 신라를 습격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서, 공격하려다가 그만두었다.

실성왕 11년(412)에는 고구려에서 미사흔의 형 복호(卜好)를 볼모로 요구했

다. 실성왕은 고구려와 우호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복호를 인질로 보냈다. 인질

은 국력이 약했던 신라가 선택한 하나의 외교 방식이었지만, 한편으로 실성왕은

내물왕의 직계 세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졌다. 나아가 실성왕은 내물왕의

장남인 눌지(訥祗)가 덕망이 높아 왕위를 위협하자 고구려의 힘을 이용해 눌지

를 제거하려 했다. 그러나 고구려는 오히려 눌지를 지원해 정변을 일으켜 실성

왕을 제거했다. 실성왕에 이어 내물왕계인 눌지왕이 즉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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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자를 구출해 낸 박제상

왜국과 고구려는 내물왕의 왕자를 돌려보내지 않았다. 417년 눌지왕은 즉위

하자마자 고구려와 왜로부터 두 동생을 귀환시키고자 했다. 눌지왕 입장에서는

형제간의 우애라는 차원 이외에, 내물왕계 중심의 왕권 강화와 정국 안정화, 외

교관계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왕제 귀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눌지왕은 이를 위해 말 잘하는 사람(변사)을 구했다. 수주촌(水酒村) 간(干)

벌보말(伐寶靺), 일리촌(一利村) 간(干) 구리내(仇里迺), 이이촌(利伊村) 간

(干) 파로(波老)가 현명하고 지혜가 있다는 말을 듣고 불러서 의논했다. 수주촌

은 경북 예천, 일리촌은 성주, 이이촌은 영주에 해당된다. 이 지역은 모두 당시

신라 북서부 국경과 가까운 지역이었다. 이들은 국경 가까이에 살아서 비교적

외부 정보에 밝았다. 

그런데 세 사람은 삽량주(歃良州) 간(干) 박제상이 성격이 강직하고 용감하

며 꾀가 있어, 그런 역할을 맡을 적임자라고 추천했다. 신라의 북서부 국경지역

사람들이 신라 남쪽 경계에 있는 박제상을 천거한 사실이 주목된다. 남쪽 지역

에 있던 박제상의 능력에 대한 소문이 멀리 신라 북서부 경계까지 알려져 있었

던 것이다. 

박제상은 어떻게 고구려와 왜국 사정을 잘 아는 인물이 되었을까? 내물왕 44

년(399) 왜의 신라 침입과 내물왕 45년(400) 고구려군의 도움으로 왜군을 격퇴

한 사건이 눈길을 끈다. 박제상은 이런 사건에 관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박제

상은 왜군과 고구려군을 상대했을 것이며, 이런 과정에서 왜국과 고구려 내부에

관한 정보를 갖게 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점이 추천 이유가 아니었을

까 생각한다. 그는 어쩌면 당대 신라 최고의 국제적 인물이었을 것이다. 또한 비

록 남쪽 지방에 있었지만, 중앙 정치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존재감을 갖고 있었

기 때문에 발탁될 수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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눌지왕은 박제상을 불러 왕제를 귀환시키는 일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

렇게 하여 박제상이 왕제 구출에 나서게 되었다. 

박제상은 눌지왕 2년(418) 먼저 고구려로 갔다. 장수왕을 언변으로 회유해

복호를 구출하여 무사히 귀국했다. 눌지왕은 무척 기뻐했지만, 박제상의 노고

를 위로하며 “내가 두 아우 생각하기를 두 팔과 같이 했는데, 지금 단지 한쪽

팔만을 얻었으니 어찌해야 하는가?”라고 미사흔을 그리워했다. 

이에 박제상은 죽기를 맹세하고 아내와 자식도 보지 않고 미사흔을 구하기

위해 율포(栗浦)에서 왜국을 향해 떠났다. 율포는 삼국시대 울산지역에 있던 촌

(村) 가운데 하나로, 지금의 울산 태화강 하류와 북구·동구 일원에 해당된다. 박

제상은 신라를 배반한 것처럼 가장하고 떠나야 했기에 율포촌의 어느 항구에서

왜국으로 출발했을 것이다. 그 아내는 포구까지 달려가 통곡하며 “잘 다녀오시

오”라고 하니, 박제상은 돌아보며 “다시 볼 수 있으리라 기대하지 말라” 하며 떠

나갔다. 

왜국으로 가서 박제상은 자신이 신라를 배반하여 도망쳐 왔다고 왜왕을 속

였다. 그보다 앞서 백제 사신이 와서 고구려와 신라가 모의해 왜를 공격하려 한

다고 거짓말을 한 적이 있었다. 이에 왜왕은 신라를 침략하기로 계획하고, 박제

상과 미사흔을 장수로 삼고 길을 인도하게 했다. 도중에 박제상은 왜군을 속여

미사흔을 탈출시키고, 자신은 붙잡혔다. 왜왕이 신하로 삼기 위해 회유했으나,

박제상은 이를 거부하고 죽음을 맞이했다.

《삼국유사》에 보면 박제상은 왜왕의 회유에 대해 이렇게 꾸짖었다. “차라리

계림의 개·돼지가 될지언정, 왜국의 신하는 되지 않겠다. 차라리 계림의 형벌을

받을지언정 왜국의 작록은 받지 않겠다.” 계림은 신라를 말한다. 왜왕은 불같이

노하여 박제상의 발 가죽을 벗기고 갈대를 베어 그 위를 걷게 했다. 그러고 나서

어느 나라 신하인지 다시 물었지만, 박제상은 계림의 신하라고 답했다. 왜왕은

쇠를 달구어 그 위에 박제상을 세워 놓고 어느 나라 신하인지 물었으나 박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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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여전히 “나는 계림의 신하”라고 말했다. 왜왕은 박제상을 굴복시키지 못할 것

을 알고 목도(木島)에서 불에 태워 죽였다고 한다.

박제상의 죽음, 그 이후

박제상의 활동 무대에 울산지역이 자주 등장한다. 박제상이 일본으로 떠났

던 항구가 울산에 있었고, 미사흔이 귀국할 때 울산지역 항구로 들어왔다. 울산

지역이 신라의 중요 항구였음을 박제상의 활동에서도 알 수 있다. 미사흔이 돌

아올 때 눌지왕은 신하들로 하여금 굴헐역(屈歇驛)에 나가 맞이하게 했다. 굴헐

역은 굴벌(굴화, 굴아화)과 관련된 지명이다. 울주군 범서읍 일원으로 추정된다. 

왕은 아우 복호(보해)와 함께 남쪽 교외에 나가 미사흔을 맞이했다. 미사흔

을 만난 눌지왕은 손을 잡고 함께 울었다. 대궐에서 잔치를 베풀고, 술자리를 마

련하여 마음껏 즐겼다. 눌지왕은 노래와 춤을 지어 자신의 뜻을 드러내었는데,

그것이 향악 〈우식곡(憂息曲)〉이라 한다. 

눌지왕은 박제상의 죽음을 애통해하며 대아찬(제5등)으로 추증하고 그 가족

에게 후한 물품을 내렸다. 또 박제상의 둘째 딸을 미사흔과 혼인하게 했다. 《삼

국유사》는 박제상의 부인을 국대부인(國大夫人)에 봉했다는 사실을 적고 있다.

또한 “부인은 남편을 사모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세 딸을 데리고 치술령에

올라 왜국을 바라보며 통곡하다가 죽고 말았다. 그래서 그를 치술신모(鵄述神

母)라 하는데, 지금도 그를 제사 지내는 사당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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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부석  
망부석은 치술령 정상 근처에 있는 바위로 박제상의 부인이 왜국으로 간 남편을 그리워하다 죽어서 
바위로 변했다는 전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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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난기의 걸출한 무인 
김취려

양상현  울산대학교

영예로운 무인의 한평생

김취려(1172~1234)의 본관은 언양으로 조부와 부친은 물론이고 외조부도

무반이었던 전형적인 무인 가문에서 태어났다. 정4품의 무반이었던 아버지 김

부의 음서 혜택으로, 정9품의 교위(校尉)를 받아 관직에 나아갔다. 이 때 그의

나이 15세였다. 고려는 5품 이상 관리의 자제를, 과거를 통하지 않고 관리로 채

용하는 음서제도를 운영했는데, 김취려도 이 제도를 통해 관리가 된 것이다. 교

위는 50명으로 조직된 단위부대의 지휘관으로 하급 장교였다. 그 후 태자를 호

위하는 태자부 견룡(太子府牽龍)을 거쳐, 국왕을 호위하는 어견룡 행수(御牽龍

行首)가 되었다가 견룡군의 최고 책임자인 정6품 지유(指諭)로 승진했다. 견룡

군은 국왕의 친위군 중에서도 핵심부대로, 권세 있고 귀한 집 자제들이 모두 여

기에 소속되기를 원할 정도로 출세를 위한 필수 보직이었다. 그 후 정5품 중랑장

(中郞將)이 되어 우림(羽林)을 거느렸고, 정4품 장군을 거쳐 종3품 대장군으로



승진한 뒤에는 부책임자로 천우위(千牛衛)를 통솔했다. 우림도 국왕의 근위부

대였고, 천우위는 고려 중앙군인 2군 6위 중 하나로 국왕을 시위하는 의장부대

였다. 

고종 3년(1216) 김취려는 섭상장군(攝上將軍)으로 승진했고, 이듬해 1217

년 1월에는 정3품 금오위 상장군(金吾衛上將軍)으로 승진하여 금오위를 지휘

통솔했다. 금오위는 고려 중앙군인 2군 6위 중 수도 개경의 치안을 책임지는 경

찰부대였다. 고종 5년(1218) 1월 김취려는 신호위 상장군(神虎衛上將軍)과 판

예빈성사가 되었다. 신호위는 좌우위(左右衛), 흥위위(興威衛)와 함께 고려 중

앙군의 핵심 전투부대였다. 판예빈성사는 예빈성의 판사로서 이 기관의 우두머

리였다. 예빈성은 빈객에게 연회를 베푸는 일 등을 담당하는 관청이었는데, 빈

객은 주로 송나라의 귀화인, 여진족의 사신이나 추장, 그리고 탐라국의 왕족 등

이었다. 1218년 7월 김취려는 신호위 상장군으로서 서북면 병마사가 되어 서북

면(북계) 지방의 군사와 행정을 관장했고, 9월에는 중군 병마사(中軍兵馬使)가

되어 5군 병마사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고종 7년(1220) 1월에 김취려는 정3품

추밀원 부사가 되었고, 고종 8년(1221) 12월에는 종2품 추밀원사(樞密院使)로

승진하면서 병부상서(兵部尙書)와 판삼사사(判三司事)를 맡아 군사전문가로

활동했다. 삼사와 같은 재정부서의 책임자가 된 것도 군비 조달과 관련이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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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취려 장군의 묘와 태지유허비각(胎地遺墟碑閣)
울주군 언양읍 송대리에 김취려 장군의 묘가 있다. 김취려 장군은 뛰어난 지략과 용병술로 거란을 물리치고, 
몽골과 평화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나라와 백성을 구했다.



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 때 최씨 무신정권의 실권자였던 최우도 김취려와 동시

에 병부상서 직을 맡고 있었다. 원래 정원이 1명인 병부상서 직을 두 사람이 동

시에 맡고 있었다는 것은 최우와 김취려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최우 정권 내에서 김취려는 무신집정의 최측근으로 대우받았음을 알 수

있다. 고종 9년(1222)에는 참지정사(參知政事)가 되어 재신(宰臣)이 되었고 판

호부사(判戶部事)를 겸직했다. 고종 15년(1228)에는 판병부사가 되었고, 고종

17년(1230)에는 판이부사(判吏部事)가 되었다. 1232년에는 정2품 문하시랑평

장사(門下侍郞平章事)가 되었다. 김취려는 강화로 천도한 2년 후인 고종 21년

(1234) 5월에 강화에서 63세의 나이로 별세하여 강화 진강현(鎭江縣) 대곡동

(大谷洞)에 묻혔다. 시호는 위열공(威烈公)이다. 

거란족과의 전쟁  

고종 3년(1216) 8월 14일 거란족 선발대가 침입해 오자 고려 정부는 8월 18

일에 중군, 우군, 후군의 3군을 조직했다. 3군의 병력은 13령(領) 13,000명의 군

사와 신기군으로 편성되었다. 1216년 9월에는 전군과 좌군이 추가로 조직되었

다. 1216년 8월 18일 김취려는 섭상장군(攝上將軍)으로 승진하여 후군 병마사

(後軍兵馬使)가 되어 거란족과의 전투에 참여했다. 후군 병마사는 주로 병참의

수송이나 후방 지원을 담당했지만 김취려는 이러한 임무 수행 외에 여러 차례

직접 전투에 참여하기도 했다. 

9월 25일 거란군이 평안도 연주(영변) 개평역에 주둔하고 있을 때 고려의 3

군이 감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다. 김취려 장군이 기존정 장군과 함께

칼을 뽑아들고 말을 채찍질하여 거란군의 포위망을 돌파하며 후려쳐 거란군 대

오를 무너뜨렸다. 거란군은 묘향산으로 후퇴하여 보현사를 불태웠다. 고려군은

계속 추격하여 2,400명을 죽이거나 사로잡았으며, 남강에 익사한 자도 1,00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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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에 이르렀다. 당시 김취려는 후퇴하는 거란군의 후방을 공격하여 큰 전과를

올렸다. 

1217년 1월에는 정3품 금오위 상장군(金吾衛上將軍)으로 승진하여 금오위

를 지휘통솔했다. 섭상장군이 아니라 정식으로 상장군으로 승진한 김취려는 후

군 병마사로 계속 거란족과의 전투에 참여했다. 그 해 3월 고려군이 평안도 안주

대조탄에 주둔하고 있을 때 거란군이 공격해 왔다. 그는 김인겸, 문비와 함께 반

격했으나 김인겸이 화살에 맞아 전사했다. 그도 적의 공격을 막아내다가 창과

화살이 온 몸을 꿰뚫어 큰 상처를 입고 개성으로 돌아왔다. 

그 해 4월에 고려 5군을 재편성할 때는 김취려가 제외되었지만, 거란군의 후

발대가 동주를 함락하자 위기를 느낀 최고 실권자 최충헌의 천거에 따라 5월에

전군 병마사(前軍兵馬使)로 임명되어 다시 전투에 참여했다. 채 아물지도 않은

상처를 무릅쓰고 거란군의 남진을 막기 위해 전선에 파견되었다. 김취려가 지휘

하는 전군을 비롯하여 고려의 우군이 거란군 후발대의 공격에 맞서 지평현과 양

근현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거란 후발대의 후방을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 

1217년 7월에 거란군 한 갈래가 동쪽으로 남하하여 철원·춘천을 거쳐 원주

마저 장악했다. 이 때 고려군은 원주 법천사(法泉寺)를 지나 충주 쪽으로 나아

가 독재[禿岾] 부근에서 김취려의 작전에 따라 병력을 나누었다가 맥곡(麥谷)에

서 거란군을 협공하여 300여 명을 베고 진격했다. 맥곡은 원주에서 충주 지역

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곳이었다. 맥곡을 방어하면 거란군이 충주로 내려갈 수

없게 된다. 

거란군은 제주(제천)로 우회하여 박달재를 거쳐 충주로 내려가려고 시도했

다. 고려군은 김취려의 전략에 따라 험준한 박달재에 먼저 올라가 주둔하고 있

다가 뒤늦게 고개를 올라오는 거란군을  맞아 힘껏 싸워 대패시켰다. 

고려는 맥곡과 박달재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거란군의 남하를 차단할 수 있

었다. 박달재에서 패한 거란군은 동쪽으로 달아나 대관령을 거쳐 여진의 땅으로

물러서고 말았다. 거란군의 여진 땅으로의 퇴각은 뒷날 이 지역의 동진국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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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국경을 넘어올 빌미를 제공했고, 결국 몽골과 동진국 연합군이 고려의 동계

지역으로 침략해 들어오는 계기가 되었다. 

1217년 9월에 김취려는 거란군을 계속 추격하여 정주로 진격하고, 10월에는

예주(정평군 예원)로 진격했으나 갑자기 병이 들었다. 그는 개성으로 돌아가 병

을 치료하는 대신에 계속 진군하다가 “물도 마시지 못하고 사람도 알아보지도

못할” 지경에 이르러 왕명을 받고 개성에 올라와 병을 치료했다. 

고종 5년(1218) 1월 김취려는 고려 중앙군의 핵심 전투부대인 신호위 상장

군(神虎衛上將軍)이 되었다. 7월에는 서북면(북계 지방) 병마사가 되었고, 9월

에는 5군 병마사의 중심인 중군 병마사(中軍兵馬使)가 되었다. 

1218년 고려 국경 밖으로 쫓겨 갔던 거란족이 다시 고려를 침략했다. 그 해

12월 1일 합진과 찰라가 이끄는 몽골군 1만과 동진국군 2만이 거란군을 몰아내

준다는 명분을 내세워 고려에 따라 들어왔다. 이들의 진공은 비록 거란군 소탕

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고려에게는 새로운 위기를 가져왔다. 이들은 동계의

화주와 덕주, 북계의 맹주와 순주 등 4개성을 공략하고, 평양 부근의 강동성으로

향했다. 

고려로 들어온 몽골군은 고려에 군량 협조와 고려군과의 연합작전을 요구했

다. 고려 조정은 몽골군의 요구에 쉽게 응할 수가 없었다. 몽골군이 매우 강하고

포악하여 자칫 고려가 위험에 빠질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고려의 여러 장수

들도 용감하게 나서겠다는 말을 하지 못했다. 군대를 이끌고 위험을 무릅쓰고

몽골 진영에 가기가 꺼려졌던 것이다. 그러나 김취려는 “나라의 이해가 바로 오

늘에 달려 있으니 만약 저들의 뜻을 어겼다가 뉘우친들 어찌 미치겠는가?”라고

한 후 군사를 이끌고 갔다. 몽골 장수 카진과 대면한 자리에서 김취려는 호탕하

면서도 당당하게 대처하여 몽골인들을 놀라게 했고, 카진은 김취려와 의형제를

맺어 형으로 대우했다. 김취려의 적극적인 대처로 몽골군과 고려군의 연합은 순

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었고, 강동성 전투에서 협조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강동성 전투는 몽골군이 주도했다. 고려는 몽골의 요구에 응하여 수동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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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참여하는 형식이었다. 당시 연합군은 몽골군의 주도하에 전투 담당지역을 분

할했는데, 몽골군이 성의 남동지역, 동진국군이 서북지역, 그리고 고려군이 동

북지역을 담당했다. 상장군 김취려도 지병마사 한광연 등과 함께 참전했다. 연

합군의 공세로 수세에 몰린 거란군은 그 우두머리 함사 왕자가 자살한 후 항복

했다. 항복한 적의 숫자는 모두 5만 명에 달했다. 이로써 3년여에 걸친 거란족의

고려 침공은 끝났다. 

몽골과의 평화협정 체결

강동성을 수복한 후 고종 6년(1219) 1월 고려와 몽골은 ‘형제의 맹약’을 맺

고, 처음으로 공식으로 국교를 열었는데, 이 때 김취려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1219년 1월 13일 고려는 맹약 관련 문서를 작성하여 몽골 군영에 보냈고, 1월

14일 몽골군의 찰리가 고려군의 조충과 김취려에게 답례를 표시했다. 1월 20일

양측이 동맹 내용을 재확인하고, 24일 몽골 포리대완이 칭기즈칸의 국서를 고려

국왕 고종에게 전달함으로써 몽골과의 평화협정이 이루어졌다. 

몽골은 1219년부터 7년 동안 15번의 사절단을 고려에 파견했다. 10여 명의

몽골 사절단은 동진국의 사절과 함께 고려를 방문한 후 고려에 막대한 공물을

요구했다. 몽골의 과도한 요구에 지친 고려는 몽골 황태제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매번 명령을 내려 끝없이 요구하니 저희가 이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한정

된 생산물로 무한한 요구에 응하는 것이 결코 가능하지 못함을 아실 것입니다”라

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었다. 급기야 고종 12년(1225) 1월 귀국하던 몽골 사신 제

구유가 압록강 지역에서 살해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제구유도 여러 번 사절단으

로 고려에 와서 과도한 공물을 거두어가곤 했지만, 몽골의 무력 침략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행동을 고려 스스로가 자행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다. 고

려는 이를 금나라 폭도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지만, 몽골은 이를 고려의 책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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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리고 국교를 단절했다. 몽골로서는 이 사건의 가해자가 누구였는가는 중요하

지 않았다. 

몽골의 고려 침략은 정복전쟁의 일환으로 치러지는 예정된 수순에 불과했다.

1227년 몽골에서는 칭기즈칸이 사망하고, 1229년 태종 오고타이가 즉위했다.

몽골 태종은 금나라를 정복하는 동방전략을 추진하기 시작했는데, 고려 침략도

이 전략의 일환이었다. 살리타가 지휘하는 몽골군은 금나라 요동지방의 화령성

과 개주 등지를 공략한 후 고종 18년(1231) 8월 마침내 압록강의 함신진(의주)

을 거쳐 고려를 침략해 왔다. 

몽골군에게 개경이 함락될 위험에 처하자 고려는 강화를 요청했다. 여몽간

의 화의 성립으로, 고종 19년(1232) 1월 11일 개경의 몽골군은 철수했다. 이 때

김취려는 철수하는 몽골군을 위로하며 배웅했다. 2월 1일에는 몽골군에게 연이

어 패배했던 고려 3군이 개경으로 귀환했다. 

그러나 몽골의 요구가 정치·경제적 성격이 강하여 몽골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에는 고려의 자주성을 크게 상실할 우려가 컸고, 고려 왕권이 몽골세력과

결탁할 경우에는 무신정권의 정치적 기반마저 붕괴될 염려가 있었다. 몽골과의

화의는 오래갈 수가 없는 불안한 것이었다. 몽골군이 물러간 뒤 최우는 몽골과

의 항쟁을 결의하고, 1232년 7월에 강화도로 천도했다. 

이처럼 김취려 장군은 뛰어난 지략과 용병술로 박달재 전투와 강동성 전투

에서 거란군을 물리쳐 국가와 백성을 위기에서 구했으며, 몽골의 출현으로 대외

정세가 불안한 시기에 외교력을 발휘해 몽골과 평화관계를 체결함으로써 나라

와 백성을 보호했다. 이러한 그의 애국애민정신은 후세의 본보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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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철 생산과 이의립

신형석  울산대곡박물관

고대부터 유명했던 달천 광산

울산의 제철 역사를 이야기할 때 꼭 언급해야 할 인물은 구충당(求忠堂) 이

의립(1621~1694)이다. 그는 광해군 13년(1621)에 태어나 효종 8년(1657) 달천

광산을 재개발했으며, 토철을 용해하는 제련법을 터득했다고 전한다. 이러한 공

로로 그의 후손이 달천 광산을 대대로 물려받았다고 한다. 

달천 광산은 어떤 광산이었으며, 이의립이 재개발하기까지 어떻게 운영되었

을까? 이의립의 달천 광산 재개발 의미는 무엇이며, 그가 개발한 토철 제련법은

어떤 것인지 궁금하다.

달천 광산은 한반도 최대의 철광산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은 채굴하지 않지

만, 서기전 시기부터 현대까지 철광석과 토철(土鐵)·사문석 등을 캤다. 

최근 달천 광산 발굴조사에서는 서기전 1세기 무렵에 철광석을 캤던 흔적이

조사되었다. 이곳에서는 철광석과 토철을 노천에서 채광하거나 구덩이를 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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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천 광산의 채광 흔적(울산문화재연구원)
달천광산은 한반도 최대의 철광산으로 알려져 있으며 서기전부터 최근까지 철광석과 토철 등을 캤다.



들어가 채광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확인된 철광석 채광 유적이며,

학술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달천 광산의 철은 비소(As) 함유량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경주 황성동의

3세기 제철 유적에서 출토된 철에서 비소 성분이 확인되었다. 이것은 울산 달천

에서 경주 사로국으로 공급되었던 철로 볼 수 있다. 일본의 6세기 중반 이전 철

기에서도 비소 성분이 조사된 사례가 있다. 

신라의 경제·군사적 성장을 논할 때 울산지역 철기 생산이 중요한 기반이 되

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대의 철은 인류 문명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왔으며, 국

가 발전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물품이었다. 철을 생산하는 기술은 첨단 기술에

속했다. 신라 탈해왕은 본래 쇠를 다루는 대장장이(야장)였다. 그는 그 기술로

사로국으로 진출하여 두각을 나타내어, 임금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다.

조선시대 달천 광산 운영과 이의립의 재개발

조선 초기 달천 광산과 제철 관리 감독은 울산 지방관이 맡고 있었다. 이종주

왕지(王旨)를 보면, 이종주는 정종 1년(1399) 1월 26일 통정대부(정3품 당상관)

지울주사(知蔚州事) 겸 권농병마단련사(勸農兵馬團練使) 울주철장관(蔚州鐵

場官)에 임명되었다. 당시 울산은 울주로 불렸으며, 철장관은 달천 광산을 중심

으로 하는 철 생산 관리 감독을 말한다. 당시 울산 행정에서 철 생산과 관리 감독

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후 《경국대전》 편찬(1485) 단계에 이르러

철장 감독 임무는 지방관에서 재지 사족층이 담당하는 것으로 법제화되었다.

철 생산은 세종 때부터 철장(鐵場)을 설치하여 철장이 속한 고을이나 인근

읍민들을 제철 역에 동원하는 철장제로 운영되었다. 세종은 달천 광산에도 관심

이 많았다. 철 생산에서 용광로에 쇠를 녹이는 작업 같이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

정은 노야장(爐冶匠)·야장(冶匠) 등의 전문 장인이 맡았다. 철장 소속 읍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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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읍의 일반 백성은 잡역을 맡았다. 국가에서는 이들을 농한기(農閑期)에 동

원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농업 활동을 보호하려 했지만, 잘 지켜지지 않았다. 

《세종실록》 <지리지> (1454) ‘울산군’편에는 고을 북쪽 달천리에 철장(鐵場)

이 있고, 백동·철·수철(무쇠)·생철을 생산하며 해마다 생철 1만 2,500근을 나

라에 바쳤다고 한다. 달천리에 있는 철장은 달천 광산을 말한다. 달천은 제철 원

료의 산지인 동시에 제련이 이루어지는 제철장이었을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달천 광산은 기능을 상실했던 것으

로 보인다. 달천 철장은 역 징발체제가 제대로 복구되지 못해 휴면 상태로 있었다. 

《구충당 문집》(1910)에 보면, 이의립은 인조 24년(1646)부터 전국의 산을

탐사하는 가운데 효종 8년(1657) 산신령의 계시로 울산 북구 달천에서 수철(무

쇠)을 만들 수 있는 철광을 찾아냈다. 이어서 울주 반곡리에서 비상(砒霜)을 찾

았으며, 현종 10년(1669) 유황을 발견했다. 그는 왜란과 호란의 패배가 화학무

기에 필요한 유황이 미비했던 데 원인이 있으며, 양란 이후 피폐해진 민생과 나

라 살림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농기구와 각종 생활도구에 필요한 수철의 확보가

긴요하다고 여겼다.

당시 효종은 반청(反淸) 의식을 갖고 북벌(北伐)을 주장하며 군비 강화에 노

력하고 있었다. 효종 8년(1657) 이의립이 달천 철광산을 재개발했다는 의미는

군비 강화라는 당시 정부 목표에 공감하여 달천 광산을 민간 제철 체제로 전환

하여 채광을 재개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효종 9년(1658) 9월, 이완은 “(훈련)도감에서 울산의 수철에 조세를 징수하

는 곳으로부터 매년 무명[木] 20동(同)을 (수철) 대신 징수합니다”라고 했다. 이

의립은 달천에서 제철 사업을 바로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승정원일기》 현종 1년(1660) 8월 23일의 “이완이 말하기를, 당초 이

의립이라 하는 자가 신(臣)에게 와서 말하기를, 200여 석(石)을 모득(募得)하여

수철을 캐서 제련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이의립으로부터) 전후에 거둬들인

세목(稅木)의 액수가 심히 많은데, 지금 또 부(釜)와 정(鼎) 각 200좌를 직접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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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왔습니다”라는 기록에서 보듯 이의립은 많은 세(稅)와 함께 철물을 정부에

바치고 있었다. 

울산 최초 읍지인 《학성지》(1749) 인물 조에는 이의립에 관한 기록이 있다.

그는 달천 마을에 살았고, 왜적에게 포로가 되어 일본에 있을 때 화약 만드는 방

법을 알게 되었으며, 귀국하자 유황석(硫黃石)을 구해 흙가마를 만들어 구워 화

약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한다. 조정에서 칭찬하여 숙천 부사 벼슬을 주었으나,

자신은 감당할 수 없다며 사양하여 부임하지 않아 세상 사람들이 칭송했다고 한

다. 왜적의 포로가 되었다는 내용은 《학성지》 기록에만 보이는데, 흥미로운 부

분이다. 《현종개수실록》 현종 4년(1663) 6월 16일에는 이의립이 유황석을 제

련하여 유황을 만드는 기술을 확보한 공로로 품계를 올려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석축형’ 제철로와 이의립

철을 생산하는 과정은 제련·야철·쇠부리 등으로 불린다. 쇠부리는 ‘쇠를 부

리다’는 말에서 나온 것이다. 쇠가 들어 있는 철광석이나 토철·사철에서 쇠를 녹

여내고 그것을 다시 정련하는 과정을 말한다. 쇠를 녹이는 용광로·제련로를 쇠

부리 가마라고 불렀다. 이것은 철광석·토철 등의 원료를 숯과 함께 넣어 쇳물을

만들어내는 시설이다. 

조선 후기 달천 광산 일원에는 ‘석축형’ 제철로가 유행했다. 석축형 제철로

개발은 이의립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노의 좌·우에 돌과 흙을 사용해 긴

둑을 만들고 중앙에 석재로 방 모양을 만들어 안쪽 면에 점토를 발라 노벽을 만

들었다. 앞면에 쇳물이 나오는 구멍이 있고, 뒷면에는 바람을 불어 넣는 풀무가

있는 구조이다. 풀무는 울산지역에서 ‘불매’라 불렀다. 용광로 주변에는 작업장

과 원료 보관소 등 부대시설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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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료인 토철·철광석과 연료로 사용되는 숯, 제철 시

설, 경험 많은 기술자 등이 있어야 했다. 기술자는 우두머리인 골편수를 비롯하

여, 불편수·둑수리·불매꾼(풀무꾼)·숯쟁이·쇠쟁이 등이 있다. 제철 과정은 고

된 작업이었다. 이의립은 이러한 방식으로 철을 생산해 정부에 많은 양을 바쳤

고, 지역에서도 소비했을 것으로 보인다.

석축형 제철로는 울산뿐만 아니라 경주·청도 등 주변으로 퍼져나갔다. 대곡

댐 편입부지 제철 유적에서 조사된 슬래그(쇠똥)를 분석한 결과, 비소(As) 함량

이 높았다. 이것은 원료를 달천 광산에서 대곡천 유역까지 가져와서 제철 작업

을 했음을 알려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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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리 야철지 제련로(한국문화재재단)
삼정리 야철지에서는 쇠를 달구거나 녹이기 위해 화덕에 뜨거운 공기를 불어넣는 기구인 풀무의 흔적이 

발견되기도 했는데, 이는 발굴조사로 확인된 석축형 제철로에서는 처음 확인된 것이다. 



이의립, 그 이후

이의립에 관한 글을 모은 책이 1910년 간행된 《구충당 문집》이다. 여기에는

이의립이 지은 시와 제문, 달천 광산 지도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의립의 후손이 운영했던 달천 광산은 1906년 일본인 손으로 넘어갔다고

한다. 달천 철광석은 수십 년간 일본으로 실려 나갔다. 포항제철(포스코)이 설립

된 이후에는 그곳에 원료를 공급했다. 1990년대까지 철광석이 생산되었으며,

이후에도 사문석 등이 생산되다가 2002년에 광석 생산 작업은 종료되었다. 현

재 광산의 모습은 볼 수 없으며, ‘달천 철장’이란 이름으로 울산시 기념물 제40호

로 지정되어 있다. 

달천 광산이 있던 울산시 북구에서는 매년 울산 쇠부리 축제를 개최하고 있

다. 울산 북구에는 ‘울산 쇠부리소리 보존회’가 구성되어 있다. 이 단체는 쇠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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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전리의 방리 야철지 제련로(울산대곡박물관)
천전리 방리 제련로는 용광로의 구조가 중앙부가 높고 양쪽 끝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긴 석축을 가진 모양으로, 달천광산의
토철을 제련하던 울산 지역의 특징적인 형태를 보여준다.



소리를 민속놀이로 재현하여 공연하고 있다. 제철 작업을 할 때 불렀던 노래가

‘불매 소리’이다. 1981년 당시 울산MBC 정상태 PD가 최재만(당시 81세) 옹을

만나 이 가사를 채록하였다. 쇠부리소리 보존회에서는 이 불매 소리를 복원하기

위해 수년간 노력해 왔다. 2015년에는 국악인 김준호·손심심 부부에게 의뢰하

여 불매 소리를 복원했으며, 앞으로 이것을 널리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다. 또한

울산 북구청에서는 달천 철장에 역사공원을 조성하고 쇠부리 전시관 건립을 추

진하고 있다. 울산 북구청 마당에는 이의립 동상이 세워져 있다. 

울산은 자동차공장·조선소·석유화학단지 등이 있는 우리나라 대표적 산업

도시이다. 산업수도라 불리는 울산의 역사적 배경을 이야기할 때 철 생산 역사

를 빼놓을 수 없다. 

2133. 청사에 길이 빛날 울산의 인물

《구충당문집》, 달천 광산의 지도  
1910년 간행된 《구충당문집》 에는 이의립이 지은 시와 제문, 달천 광산의 지도 등이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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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전쟁 실행에 나선 
광복회 총사령 박상진

박걸순  충북대학교

울산의 명문가에서 태어나다

박상진(1884~1921)은 갑신정변의 회오리가 스치고 지나간 무렵인 1884년

12월 6일(음력) 울산부 농동면 송정(현재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에서 아버지

시규(時奎)와 어머니 여주 이씨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 본관은 밀양이고

호는 고헌(固軒)이다. 손이 귀한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생후 100일 만에 큰아버

지 시룡(時龍)에게 입양 출계하여 경주시 외동읍 녹동에서 성장했다.

박상진의 가문이 경제적으로 일어난 것은 조부 용복(容復) 때였다. 그는 진

사시에 합격하여 벼슬을 지냈을 뿐만 아니라 이재에도 밝아 부모로부터 물려받

은 2,000석 지기를 7,000석 지기로 늘려 가문의 경제적 토대를 다졌다.

그런데 박상진의 출생지는 현재 송정동에 복원된 생가가 아니다. 본래의 생

가는 복원된 생가의 좌측 편에 있었으나, 지금은 헐려 옛 모습은 전혀 찾을 수 없

다. 구전에 의하면 시룡과 시규 형제의 집은 담장을 가운데 두고 쪽문을 통해 왕



래했는데, 비를 맞지 않고 다닐 수 있었다고 한다.

박상진은 15세이던 1898년 명문 집안으로 널리 알려진 경주 최 부잣집 딸과

혼인했다. 경주 최씨인 현교(鉉敎)의 장녀 영백(永伯)을 아내로 맞이한 것이다.

양가는 문화적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는 이를 잘 극복해 나갔다. 영

백은 타고난 어진 성품에다가 부잣집 규수답게 살림을 잘했고, 박상진이 순국한

뒤에도 꿋꿋하게 집안을 꾸려 나갔다.

스승 왕산 허위와의 만남

어린 상진은 녹동과 송정을 오가며 수업에 정진했다. 그는 7세 무렵부터 경

주 녹동에서 사종형(四從兄)인 규진(煃鎭) 문하에서 10여 년 동안 전통 한학을

수학했다. 그의 가문의 학맥은 퇴계의 학통을 이은 정재학파(定齋學派)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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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된 박상진 의사 생가
박상진의 출생지는 현재 북구 송정동에 복원된 생가 좌측편에 있었다.



이 있었다. 박상진은 어려서부터 고대 열사와 위인의 역사를 애독했다고 한다.

그는 스승이자 형인 규진이 진보로 이사하자 따라 옮겼는데, 여기에서 스승

왕산 허위를 만나 그 문하에서 공부를 시작했다. 때는 1897년경으로 그의 나이

14세였다. 허위는 1896년 김산의진에서 참모장으로 의병투쟁을 펼친 뒤 큰형이

살고 있던 진보로 들어와 살고 있었다. 이 때부터 박상진은 허위와 그 주변 인물

들과의 교분을 통해 학문의 영역을 넓히며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었다.

그런데 1899년 2월 1일 허위가 신기선(申箕善)의 추천으로 환구단(圜丘壇)

참봉에 제수되어 상경하게 되었다. 그의 경륜과 포부를 들은 고종이 그에게 사

환의 길을 열어준 것이다. 따라서 진보에서 허위와 박상진의 사제 관계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그러나 박상진이 스승의 뒤를 따라 1902년에 상경하여 다시

그 문하에서 수학하며 사제 관계를 이어 혁신 유림의 길을 걷게 되었다.

관직에 나아간 허위는 성균관 박사 등을 거쳐 1904년 8월에는 평리원서리재

판장에 임명되었다. 이 직책은 오늘날의 대법원장 서리에 해당한다. 허위는 평

리원의 책임자로 있으면서 불의와 권세에 타협하지 않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사

무를 처리하여 칭송이 자자했다. 서울에서 관직생활을 하는 동안 허위는 장지연

등과 교유를 통해 신학문과 신사상에 관심을 지니게 되었다. 

1902년 상경한 박상진은 스승을 다시 만나 그로부터 정치와 병학을 수학했

지만 1904년 이후로는 그마저도 여의치 않게 되었다. 허위의 관직 생활과 구금,

의병 활동 등으로 더 이상 직접 가르침을 받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허위는 박상

진에게 신학문과 신사상을 수용할 것을 권유했다. 그의 양정의숙(養正義塾) 입

학은 스승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그가 1904년 고향으로 내려

와 노비를 해방시키고 적서의 차별을 없앤 것도 스승 허위의 개혁사상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1904년 한일의정서를 강요 당하자, 허위는 전국에 통문을 돌려 의병 봉기를

촉구했고, 1907년 11월에는 이인영과 13도창의군을 조직하여 이듬해 1월 말 동

대문 밖 30리 지점까지 진공했으나 일본군과의 교전에서 패하여 붙잡히고 말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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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국 허위는 1908년 9월 27일 교수형으로 순국했다. 당시 양정의숙에 재학

중이던 박상진은 서대문형무소로 달려가 스승의 시신을 인수하여 고향인 지경

내로 모셔 정성껏 장례를 치렀다.

신학문을 수학하고 계몽운동을 펼치다

박상진은 1905년(1906년이라는 설도 있음) 양정의숙 전문부에 입학하여 법

률과 경제를 공부했다. 양정의숙 재학은 그에게 신학문을 수용하고 미래의 동지

들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다. 안희제(安熙濟)는 양정의숙에서 만난 특별한 동지

였다. 또한 전주 출신의 오혁태(吳爀泰), 평양 출신의 김덕기(金悳基)와는 돈독

하여 누군가 뜻있는 일을 시작하면 서로 돕기로 약속하고 변치 않을 것을 다짐

했다. 셋이 기념 촬영을 한 사진이 집안에 전해내려 오기도 했다. 후일 상덕태상

회의 주역들이 양정의숙 재학 당시에 회동한 것이었다.

그러나 박상진은 재학 시절에 학문에만 전념한 것 같지는 않다. 그가 재학하

던 시절은 일제가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기세를 몰아 침략을 가속화했고, 결국

을사늑약을 강요하여 한국을 ‘보호국’으로 만들어 버리는 등 식민지로 전락해 가

던 격변기였다. 또한 헤이그 밀사와 이를 빌미로 한 일제의 광무황제 강제 퇴위

와 융희황제 즉위, 구한국 군대의 강제 해산과 의병전쟁의 확대 등의 시국 변화

는 열혈남아 박상진을 책상에만 앉아 있게 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1906년경 박상진은 양정의숙에 재학하며 동지의 규합에 열중했다. 특히 평

민의병장 신돌석(申乭石)과 의형제의 결의를 다졌다. 지금도 울산과 경주에는

신돌석의 전설이 전해지는데, 이는 박상진과 의형제를 맺었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1907년경, 상경한 김좌진과 만나 의형제를 맺었고, 미국인 선교사 헐버트

(Homer B. Hulbert)와 교류하며 견문과 인적 기반을 넓혔다. 이는 훗날 그가

독립투쟁을 전개하는 데 소중한 자산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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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은 1908년 3월 15일 설립된 교남교육회에 생부 시규와 함께 참여했

다. 을미의병 해산 이후 상경한 영남 유림은 충의사(忠義社)를 조직하여 왕성한

재경 활동을 펼치고 있었다. 그 대표적 인물로는 안동의진에 참여했던 류인식,

김산의진에 참여했던 허위·우중룡·이병구와 기타 재외 유생들이 있었는데, 이

들이 1904년경 충의사를 조직했던 것이다. 이들은 대한자강회에 참여하여 활동

하는 한편, 1907년에는 영우회(嶺友會)를 조직하여 활동하면서 점차 지역 학회

설립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교남교육회 참여를 통해 더욱 적극적인

계몽사상을 지니게 되었고, 광복회에 동참할 인적 기반을 넓혀 나갔다.

독립전쟁을 꿈꾸다

박상진은 1910년경부터 신민회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가 신민회에 참

여한 사실은 일찍부터 신민회 인사들과 교류했고, 일부 자료에서도 시사하고 있

어 가능성이 크다. 그가 1910년 판사 등용 시험에 합격하여 평양지원으로 발령

이 났으나 부임하지 않고 사직한 것도 신민회 활동과 관련되었을 것으로 짐작

된다.

그의 신민회 참여를 사실로 전제할 때, 이는 그의 향후 민족운동 방법론 및

투쟁 방향을 가늠하게 하는 중대한 전기가 된 것으로 이해된다. 즉, 계몽운동을

전개하며 그 한계를 절감한 그가 신민회에 참가하면서 더욱 직접적이고 효율적

인 무장투쟁의 필요성을 깨닫고 독립전쟁의 실천에 나서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

다. 물론 그의 계몽주의적 성향과 계몽운동은 후에 그가 광복회를 조직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던 것도 사실이다. 박상진이 참가했던 계몽운동 단체인 달성친목

회와 조선국권회복단의 단원들이 후일 광복회에 참여한 것은 당시의 교류를 통

한 인적 기반의 확대로 가능한 결과였다. 요컨대 그의 광복회 조직과 국내·외

독립전쟁기지 구축 구상은 신민회 참여로부터 싹튼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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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은 1910년 만주를 여행하고 돌아온 적이 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자료

의 결핍으로 알 수 없으나, 귀국한 그는 서울에 거주하던 가족을 귀향시켰다. 그

리고 신민회가 해산한 1911년 초에는 중국 안둥 현(지금의 단둥)에 양제안, 신

의주에는 손일민을 앞세워 각기 안동여관을 설치하여 경영하게 했다. 이 여관은

만주와 국내를 연결하는 거점 확보와 동지들의 회합과 왕래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기관이었다.

1911년 봄, 박상진이 서간도에 다시 왔다. 그는 서간도를 돌아보며 무장투쟁

의 필요성을 재삼 확신하고 이들을 지원하고자 결심하였다. 그는 경학사와 신흥

강습소를 방문하였을 때 이상룡과 김동삼 등 안동 유림들을 만났다. 이상룡 등

을 만난 박상진은 병농제 실시를 위한 이민사업의 추진과 신흥무관학교의 운영

등에 대해 상의했다. 이들은 향후 모든 노력을 이곳으로 집중하기로 결의했다.

서간도를 방문하고 귀국한 박상진은 곧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착수했다.

1911년 10월 15일 양부 박시룡의 회갑연은 자연스레 동지들을 만나 계획을 논

의하는 회합의 자리가 되었다. 

1912년 박상진은 김덕기, 오혁태와 합자하여 상덕태상회를 설립했다. 여관

이 만주와 국내를 연결하는 역할을 했다면, 상점과 상회는 실질적으로 독립운동

자금을 만들어 만주 독립군의 양성을 지원하는 창구였다. 그는 이와는 별도로

1914년 4월경, 대구에 포목무역상을 개설했는데, 이 또한 군자금 마련과 은닉의

수단이었음이 분명하다.

1913년 박상진은 다시 중국을 방문하여 상하이와 난징을 돌아보았다. 난징

에서는 쑨원을 만나 독립운동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지원을 호소했다. 또한 만주

에 들러 동북 군벌 지도자인 장쭤린(張作霖)을 만나 독립운동 지원을 요청했다

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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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비밀결사 광복회 총사령이 되다

1910년대의 독립운동은 비밀결사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일제의 폭압적 무

단통치 하에서 불가피한 방법이었다. 1910년대의 비밀결사를 대표하는 단체는

광복회였다. 1915년 7월 대구에서 풍기광복단과 조선국권회복단의 보다 격렬

한 의병적 인사들과 황해도의 이진룡·이관구와 평안도의 조현균, 해서·관서지

역과 김좌진 등 충청도 지역 인사들이 합류하여 통합 비밀결사로서 혁명단체인

광복회를 조직했다. 총사령에 박상진이 추대되었다.

광복회 참여자들은 한말 의병전쟁과 계몽운동 참여자들이 중심이었다. 이들

중에는 1910년 경술국치 이후 잠시 활동을 중단했다가 광복회 결성에 참여한 이

도 있고, 1910년 이후 독립운동단체에서 계속 활동한 이도 있다. 광복회는 이념

적 측면에서 볼 때 복벽주의(復辟主義, 완정 복고를 전제로 한 독립운동 이념)

와 공화주의가 합류하여 공화주의로 이행하는 추이를 보여준다.

광복회의 조직 목적은 국권을 회복하고 독립을 달성하는 것이었다. 광복회

는 독립군 양성을 위해 만주에 사관학교를 설립하고 군대 양성을 추진했다. 무

력이 준비되면 일본과 전쟁을 통해 독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무장투쟁

단체로서 광복회의 성격은 무력 준비, 무관 양성, 군인 양성, 무기 구입, 기관 설

치, 행형부(行刑部), 무력전 등 7개항을 내건 ‘투쟁 강령’에서 명확히 알 수 있다.

광복회의 이러한 방략은 1910년대의 독립전쟁론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광복회원들은 본부인 경주 박상진의 집에서 자주 회합을 가졌다. 박상진은

대구와 경주의 집을 왕래하며 활동했고, 필요에 따라 자택을 본부로 활용했다.

본부의 위치는 박상진이 거주하고 있던 경주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광복회는

본부와 길림광복회 결성 직후 국내 지부의 조직에도 착수했다. 본부에서는 지역

의 유력 인사들을 지부장으로 임명하고 지부를 설치해 나갔다. 지부장에게 부여

된 주요 임무는 회원 모집과 군자금의 모금이었다. 국내 지부의 설립 시기는 명

확하지 않으나, 충청도(지부장 김한종), 경상도(지부장 채기중), 전라도(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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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호), 황해도(지부장 이관구), 평안도(지부장 조현균) 등의 지부가 결성된 것

이 확인된다.

광복회가 만주를 독립군 기지로 개척하고자 하는 계획을 실행하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다. 회원들은 자발적으로 재산을 군자금으로 기탁했다. 하지만 이

렇게 마련된 자금만 가지고 사관학교의 설립과 군대의 양성을 실현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했다. 따라서 광복회는 다양한 방법으로 군자금 모금에 나섰고, 경우

에 따라서는 무장 모금 행동에 나서기도 하고, 화폐를 위조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했다.

1915년 12월 경주 우편마차 습격, 1916년 9월 이른바 대구 권총 사건, 1916

년 10월 운산금광 현금 수송 마차 습격은 그의 주도하에 광복회원들이 전개한

군자금 모금 활동이었다. 한편 박상진은 전국 각지 자산가들의 성명·주소·자산

내역 등을 파악하여, 자산의 정도에 따라 할당액을 정하고 포고문과 함께 중국

이나 국내로 자금을 우송하도록 요구했다. 1917년 4월(음)에는 김좌진을 중심

으로 화폐를 위조해 정화(正貨)로 바꾸어 사용하려는 계획도 추진했으나 실패

했다. 또한 광복회는 친일 매국노들을 처단하는 의협투쟁을 벌였다. 이는 군자

금 모금 활동의 효과를 거두기 위한 격렬한 투쟁 방식이었다. 칠곡의 친일 부호

장승원 처단, 아산군 도고면장 박용하 처단, 벌교의 서도현 처단 등은 광복회가

벌인 대표적인 의협투쟁이다.

장엄한 최후

1918년 1월 17일, 박용하 처단의 주역인 장두환이 천안에서 일제에 붙잡히

면서 광복회의 조직이 탄로 났다. 일제는 경기도와 경상북도 경무부 등에 연락

을 취해 대대적인 회원 색출 작업에 나섰다. 당시 일제가 파악한 광복회 회원 등

은 61명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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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은 안동 하계마을 이동흠의 집으로 피신했다. 이동흠은 경술국치에 분

발하여 단식 순국한 향산 이만도의 손자이자, 광복회 경상도 지부원이었다. 그

가 안동으로 피신한 것은 그의 선대부터 관계를 맺어 온 안동 유림과의 관계 때

문이었다. 박상진은 이곳에서 열흘 남짓 기거하며 만주 망명의 기회를 노렸다.

그러던 중 그는 경주에 거주하는 생모가 위급하다는 전갈을 받았다. 위험하

니 가지 말라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1918년 2월 1일 경주 녹동 자신

의 집으로 갔다. 그러나 그 사이 생모는 이미 타계하여 출상하기 하루 전이었다.

박상진은 잡힐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하기 위해 죽음의 길을

스스로 걸어간 것이었다. 그는 한국인 순사의 밀고를 받고 대기 중이던 일제에

즉각 체포되었다. 그는 1919년 2월 28일, 공주지방법원에서 보안법 위반, 공갈,

살인, 방화, 강도, 범인 장닉,  총포화약류 취체령 위반, 횡령 피고 사건으로 합의

부 공판에 회부되어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에 불복한 그는 대구복심법원에 항

고하고, 다시 고등법원에 상고하는 등 법정투쟁을 벌였으며, 생부 시규의 눈물

겨운 구명활동에도 불구하고 결국 8월 11일 교수형으로 순국했다. 

그의 장례는 8월 21일 새벽 3시 교리 처가에서 출상하여 경주시 내남면 노곡

리 백운대에 매장하는 것으로 끝났다. 일제의 살벌한 감시와 탄압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인파가 그의 상여를 따르며 통곡했다. 박상진의 순국은 많은 이를 슬프

게 했다. 그런데 박상진 제문에는 그의 순국에 감동한 일부 외국인 관련 내용이

있어 주목된다. 시신을 대구에서 운구하던 날, 어느 영국인이 일본 경찰의 눈을

피해 운구 행렬을 따라 동천역 부근까지 와서 눈물을 흘렸다. 그런데 이 영국인

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 또한 생부 시규가 1923년 일본에 갔는데, 이 때 자신

을 청나라 황족이라고 밝힌 사람이 박상진의 아버지임을 알고는 예를 표하며 만

사를 써주었고, 어느 인도인은 향료 값으로 사용하라며 돈을 건네기도 했다. 곧

박상진의 활동과 순국은 많은 외국인들도 감동시킨 국제성을 지닌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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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 의사 동상
중구 북정동 동헌 바로 옆 북정공원에는 박상진 의사의 동상과 추모비가 세워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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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연구에 평생을 바친 
국학민족주의자 최현배

박걸순  충북대학교

울산이 낳은 한글 연구의 태두 

최현배는 1894년 10월 19일 울산군 하상면 동리(현재 울산광역시 중구 동

동)에서 최병수와 박순화의 2남 중 맏아들로 태어났다. 본관은 경주, 호는 외솔

이다. 그가 태어난 해는 동학혁명과 청일전쟁의 발발로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에 격랑이 일던 때이다.

그가 태어날 무렵의 집안 형편은 중농 정도라 큰 어려움이 없었으나, 7세 때

부친을 여의는 아픔을 겪었다. 6세부터 14세까지 동네 서당에서 한학을 익힌 그

는, 이후 17세까지 3년간 하상면에 새로 세워진 일신학교(현재의 병영초등학교)

를 다녔다. 그는 여기에서 한문과 함께 산수를 배웠는데, 특히 산수에 남다른 재

능을 보였다. 그러나 그는 신학문에 대한 열의를 지니고 어머니의 허락을 받아

상경 길에 올랐다.



스승 주시경을 만나 국어운동의 길로

상경한 최현배는 경성에 유학 중이던 외사촌 형 박필주의 권유로 1910년 한

성고등보통학교(이후 경성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여 1915년 졸업했다. 재학 중

이던 1910년부터 주시경을 스승으로 모시고 한글과 말본을 배우고, 1913년 3월

2일 배달말글몯음(후에 한글모로 개칭)의 조선어강습원 고등과를 최우등으로

수료했다. 수료생은 33명이었는데, 그보다 5년 연상이던 김두봉과 각별한 사이

였다. 그가 주시경이 주관하는 조선어강습회에 나가게 된 것도 김두봉의 권유

때문이었다. 두 사람은 주시경의 제자들로 구성된 국어연구학회 산하 강습소의

1911년 제2회 졸업생 명단에도 들어 있는데, 주시경이 가장 사랑한 제자들이었

다. 그가 대종교에 나간 것도 강습회에 다니던 무렵이었다.

그는 스승의 권유에 따라 국어운동의 길로 들어섰다. 스승 주시경은 국학민

족주의를 지닌 국어운동의 선구자였다. 일반적 의미로 국어운동이라 함은 자국

어의 연구와 보급을 의미한다. 그러나 민족이 피지배 민족으로 전락한 특수하고

비정상적인 상태에 처해 있을 경우의 국어운동은 민족운동의 성격을 지니게 된

다. 특히 일본 제국주의처럼 이중 언어정책을 거쳐 결국 한민족 말살을 위한 수

단으로 어문 말살을 기도한다면, 피지배 민족으로서 어문 민족주의적 성격을 강

하게 지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국어·국문·국사의 세 영역 중 민족 보전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어학을 통

한 국학민족주의, 즉 어학민족주의가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어학민족주의는 그

의 스승 주시경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언어는 우리나라의 인종과 지역에

따라 적합하도록 ‘천연 특성’을 가진 것이라는 강렬한 애정으로부터 비롯된다.

그리고 국어는 단군의 개국과 연결되며 강한 민족주의적 이데올로기의 표상이

되었다.

그리고 주시경은 우리 언어는 태고에 한반도가 개벽하고 우리 민족이 생겨

났을 때부터 자연히 발음한 것으로서, 격을 표시하는 문법에서 볼 때 ‘세계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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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언어’라는 강한 자부심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그는 말은 ‘뜻을 표하는 것’이

라고 하여 도구적 수단으로 파악하면서도 자기의 모국어인 국어에 대해서는 이

념적 가치를 부여하고 강렬한 애정을 불어 넣었다. 이 같은 스승 주시경의 국어

사랑과 국학민족주의는 그에게로 온전히 계승되었다.

일본 유학을 떠나다

1915년 경성고보를 졸업한 그는 곧 관비 유학생으로 히로시마 고등사범학교

로 유학길에 올랐다. 스물두 살 때의 일이다. 그는 이 학교의 첫 조선인 유학생

으로서 문과에 입학하여 교육학을 전공하고 1919년 3월 중등 교원 자격증을 취

득하고 귀국했다.

당시는 3·1운동으로 온통 나라 안팎이 만세 함성으로 진동하던 때였다. 그

런 마당에 비록 관비 유학생은 2년간 교사로 복무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으나, 그

는 일제의 식민지 교육에 순응하는 교사가 되기를 원치 않았다. 그러나 3·1운동

을 주도했던 동래고보에서 자신을 교사로 초빙하자 1920년 1월 부임했다. 그는

이곳에서 조선어독본과 말본을 가르치며 학생들의 애국심을 고취시켰고, 틈나

는 대로 영어도 가르쳤다.

동래고보에서 2년간 교사로 근무한 그는 다시 일본 유학길에 올랐다. 식민지

치하에서 신음하는 동포를 구하고 독립을 이루고자 하는 결심에서였다. 1922년

4월 그는 교토제국대학 철학과에 입학하여 다시 교육학을 공부했다. 그는 ‘조선

의 페스탈로치’가 되기를 꿈꿨다. 그가 졸업 논문으로 〈페스탈로치의 교육사상〉

을 쓴 것도 그 때문이었다. 그는 이 논문에서 인성 회복을 통한 사회 개조를 주장

했는데, 결국 민족 언어 수호와 교육을 통해 조국 독립을 꾀한 것이었다. 1925년

교토제국대학을 졸업한 그는 곧바로 동교 대학원에 진학하여 학업을 계속했다.

그의 두 차례에 걸친 10년 가까운 일본 유학생활은 식민지 치하에 신음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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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동포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한 시기였다.

그 고민의 산물이 일본 유학을 끝낼 무렵인 1925년 집필한 《조선 민족갱생

의 도》이다. 이 글은 귀국 후인 1926년 《동아일보》에 66회에 걸쳐 연재되며 조

선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다. 그는 여기에서 우리 민족의 병폐를 통렬하게 지적

했다. 그러나 그는 민족갱생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지니고 민족적 생기의 진작,

민족적 이상의 수립, 민족갱생의 확신과 끊임없는 노력을 외쳤다. 일제도 이 책

에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일본어로 번역하여 조선을 이해하는 교재로 활용했다.

연희전문학교 교수로서 한글운동 주도

일본 유학을 마치고 1926년 귀국한 그는 곧 연희전문학교 문과 조교수로 취

임했다. 이후 1938년 이른바 ‘흥업구락부사건’으로 일제에 의해 강제 퇴임 당할

때까지 연희전문학교와 이화전문학교 교수로 재직했다. 흥업구락부사건이란 일

제가 침략전쟁을 확대하며 민족주의 단체 회원들을 탄압하기 위해 조작한 사건

중의 하나였다. 귀국 직후 일제는 그에게 고액의 월급을 제시하며 중추원에 근

무할 것을 요구했으나, 그는 이 제의를 뿌리치고 연희전문학교를 선택했다.

그는 연희전문학교에서 철학(철학사·철학개론·논리학·윤리학)과 교육학,

심리학을 담당했다. 그러나 일제의 식민지 노예교육과 동화교육 방침으로 인해

그는 자신의 교육 이상을 실현할 수 없었다. 아무래도 ‘조선의 페스탈로치’가 될

수 없는 현실이었다. 따라서 그는 부전공이었던 우리말과 글의 교육과 연구에

매달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스승 주시경과의 약속을 실천하는 길이기도 했다. 

그는 1929년 연희전문출판부에서 《우리말본 첫째 매》를 발간했고, 1930년

연희전문 문과연구집 제1집으로 낸 《조선어문연구》에 〈조선어의 품사 분류론〉

이란 논문을 게재했다. 이후 일제강점기 동안 그는 《조선중등말본》(1934), 《시

골말 캐기 잡책》(1936), 《중등교육 조선어법》(1936), 《우리말본》(1937),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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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바른길》(1937) 등을 잇달아 출간했다.

한편 그는 학회를 통한 국어운동에도 적극 참여했다. 1931년 1월 조선어연

구회가 조선어학회로 개칭되며 “조선어문의 연구와 통일”을 표방하자, 그는 여

기에도 동참했다. 그는 이미 1929년 조선어사

전편찬회 집행위원으로 선임되어 활동했고, 맞

춤법 통일안을 만드는 데도 참여한 바 있다. 또

한 1934년 5월 ‘조선 및 인근 문화의 연구’를 목

적으로 진단학회가 창립되자 발기인으로 참여

했으며, 1935년 4월 ‘국제 학계와 유대를 강화

하고 세계에 국어를 알리기 위한’ 음성학 연구

단체로서 조선음성학회가 창립될 때에도 적극

참여했다. 1931년 동아일보사에서 브나로드 운

동을 펼칠 때에는 이윤재·이극로 등과 함께 한

글강습회 강사로서 활동하기도 했다.

조선어학회사건으로 고초를 겪다

1930년대 중반 이후 일제의 식민지 통치는 점점 극렬해져 갔다. 1938년 3월

부터 학교 교육에서 조선어 과목을 폐지시켰으며, 1940년 2월부터는 창씨개명

을 강요했다. 1942년 봄부터는 조선 내에 있는 모든 국산 장려 단체와 국사 연구

단체를 해산시키는 등 폭압정치를 강화한 끝에 1942년 10월 1일 이른바 조선어

학회 사건을 일으켰다.

조선어학회 사건은 태평양전쟁을 도발한 일제가 한국에서 군국주의적 식민

지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민족주의적 색채를 지닌 단체를 해산시키고 탄압하

기 위한 목적으로 일으킨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발단은 너무도 사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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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솔 최현배 선생
외솔 최현배 선생은 민족언어 수호와
교육을 통해 조국 독립을 꾀하였다.



1942년 여름방학을 맞은 함흥 영생여자고등보통학교 여학생들이 귀향 도중 일

본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이 문초를 하다가 홍원이 고향인 박영희

학생의 집을 가택 수색하던 중 발견한 일기장이 단초가 되었다. 일제는 이 일기

장의 내용 중 “일본어를 사용했다고 꾸지람을 들었다”는 한 구절을 구실로 대형

사건으로 날조한 것이다.

일제는 1942년 9월 5일, 영생여자고보 교사로서 조선어학회 사전 편찬에 참

여하고 있던 정태진이 악독한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허위 진술한 내용을 근거로

대대적인 검거 선풍을 일으켰다. 조선어학회의 모든 활동을 독립운동으로 과장

날조한 것이다. 10월 1일, 최현배를 비롯하여 32명의 회원을 구속했다. 이들은

경찰서에서 갖은 악형을 당한 뒤 1943년 9월 말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함흥

지방법원으로 넘겨졌다. 

이 때 그는 이극로 등과 함께 기소되어 공판에 회부되었다. 그는 공판에 회부

된 12인의 회원과 함께 1944년 12월 21일부터 이듬해 1월 16일까지 함흥 지방

법원에서 9회의 공판을 받았는데, 결국 징역 4년(구류 통산 750일)의 선고를 받

았다. 그가 받은 형량은 이극로의 징역 6년 다음으로 과중한 것이었다. 이는 일

제가 국학민족주의자로서 그를 얼마나 눈엣 가시처럼 여겼는가를 잘 보여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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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솔 최현배 선생 유품
외솔기념관에는 최현배 선생의 유품 360여 점이 전시되어 있으며 외솔 선생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엿볼 수 있다.



것이다. 함흥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던 그는 해방을 맞이하여 8월 17일 출옥

했다.

해방 이후의 활동

해방이 되자, 그는 두 차례에 걸쳐 편수국장을 지냈다. 편수국은 교과서 편찬

을 담당하는 부서였다. 그는 1945년 9월부터 1948년 9월까지 만 3년 동안 미 군

정청의 편수국장을 맡았고, 1951년 1월부터 1954년 1월까지 또 다시 문교부(지

금의 교육부) 편수국장을 맡았다. 따라서 그는 해방 후 교과서 편찬의 기틀을 확

립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이 시기 그는 도시락을 싸들고 출근하고 국산

품을 애용하는 등 엄정한 삶의 자세를 보여주는 많은 일화를 남겼다.

해방 직후 교육에서 시급한 문제는 우리말로 된 교과서를 만드는 일이었는

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시급한 것이 국어 교재의 편찬이었다. 그는 출옥한 바로

이튿날 상경했고, 그 이튿날인 8월 20일 동지들을 모아 조선어학회 재건에 나섰

다. 9월에는 재건된 조선어학회가 국어교과서 편찬에 착수하도록 했다. 이와 동

시에 국어교육을 담당할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교사 강습도 실시했다.

당시 미 군정청은 각계의 인사들로 조선교육심의회를 구성했는데, 그에게 교

과서편찬분과위원장을 맡겼다. 이 때 그는 모든 교과서는 한글로 하되, 한자는

필요한 경우 괄호 안에 넣을 수 있게 했고, 가로쓰기를 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우

리나라 어문정책의 큰 틀이 그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는 한자 폐지와 한글

의 가로쓰기를 ‘글자의 혁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미 군정청 편

수국장으로 재직하며 《한글 첫걸음》을 비롯하여 각종 교과서 50종 이상을 펴냈

다. 또한 국어 정화를 외치며 일본어 찌꺼기를 몰아내고 우리말 도로 찾기 운동

을 전개했다. 그의 국어정책은 전후 6년간의 편수국장 재직 때 교과서 편찬을 통

해 실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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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949년에는 한글학회 이사장에 취임하여 20여 년간 학회를 이끌었고,

1954년에는 학술원 회원이 되었다. 문교부 편수국장을 마친 1954년에는 연희

대학교 교수로 취임하여 문과대 학장과 부총장을 역임했고, 1961년 정년퇴임했

다. 또한 1956년에는 세종대왕기념사업회를 창립하여 이사와 부회장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다. 

최현배의 국어 연구와 국어사랑 정신은 한글학회를 중심한 학자들에 의해 계

승되고 있는데, 그가 사망한 1970년 그의 호를 딴 외솔회(재단법인)가 창립되어

기관지로 《나라사랑》을 발행하고 있으며, 매년 10월 국어연구와 국어운동에 뛰

어난 업적을 쌓은 사람에게 외솔상을 수여하여 그의 정신을 기리고 있다.

한편 울산광역시와 중구는 외솔 최현배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중구 병영 12

길 15(옛 주소 동동 613번지) 생가 옆 3,316㎡의 부지에 지상 2층 규모의 ‘외솔

기념관’을 건립, 2010년 3월 23일 개관기념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

갔다. 이와 함께 해마다 한글날(10월 9일)을 즈음해 한글문화예술제를 개최, 외

솔 최현배의 한글 사랑 정신과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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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요 〈봄편지〉를 남기고 떠난 
아동문학가 서덕출

신춘희  시인, 울산이야기연구소소장

연못가에 새로 핀 버들잎을 따서요

우표 한 장 붙여서 강남으로 보내면

작년에 간 제비가 푸른 편지 보고요

대한 봄이 그리워 다시 찾아 옵니다

이 나라에서 초등학교를 다닌 오십대 이상의 국민치고 동요 〈봄편지〉를 모

르는 이는 거의 없을 것이다. 이 동요를 지은 이는 일제강점기를 살았던 울산 출

신의 서덕출이다. 

1910년 일제는 대한제국을 강제로 병탄하고 식민지 조선을 무력으로 통치했

다. 1919년 조선은 3·1운동을 일으켜 독립을 요구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일제는 화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신문과 잡지의 발간을 허용하는 등 문화정책을

실시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더욱 교묘하게 조선인을 탄압하고 회유했다. 

그 시절, ‘조선의 아이들’에 주목하는 이들이 있었다. 방정환, 손진태, 윤극영

등 일본에서 공부하던 유학생들이다. 그들은 “아이들은 어른의 소유물이 아니



다. 인격체로 존중하고 교육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1923년 5월 1일 ‘색동회’

를 조직하고, ‘어린이날’도 제정했다. 그에 앞서 1923년 3월 우리나라 최초의 순

수 아동잡지 《어린이》를 창간했다. 서덕출의 〈봄편지〉가 실린 잡지다. 

〈봄편지〉는 발표와 함께 크게 주목을 받았다. 일제강점기에 “작년에 간 제비

가 푸른 편지를 보고 대한 봄이 그리워 찾아온다”는 내용이 “어린이나 어른에게

희망을 준다”는 것이었다. 특히 ‘조선 봄’을 ‘조국의 광복’을 상징하는 의미로 받

아들였다. 

서덕출은 1907년 1월(음력 1906년 11월) 울산군 부내면 교동(현재 울산광역

시 중구 교동) 큰아버지 댁에서 아버지 서형식(1887~1958)과 어머니 박향초

(1885~1958) 사이에서 5남 4녀 중 (둘째이자) 장남으로 태어났다. 

1912년 여섯 살 되던 해에 학산동으로 분가했다. 어느 날, 대청마루에서 베

개를 가지고 놀다가 미끄러져 왼쪽 다리를 다쳤다. 염증을 치료했으나 낫지 않

았다. 부산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일본인 양의를 모셔왔다. 여전히 차도가 없었

다. 오히려 염증이 등 쪽의 척추까지 번졌다. 결국 서덕출은 등이 굽은 척추장애

자가 되고 말았다. 

그 해에 아버지가 복산동 512-8번지에 새집을 지어 가족이 이사했다. 그러

나 서덕출은 조금도 기쁘지 않았다. 방구석에 갇혀 지낼 생각을 하니 그저 죽고

싶을 뿐이었다. 무엇보다 괴로운 것은 친구들과 같이 정규 학교에 다니지 못한

다는 사실이었다. 서덕출은 마루 벽에 기대서 마당의 화초를 하염없이 바라보곤

했다. 방안에 틀어박혀서는 수틀에 수를 놓거나 바느질에 매달렸다. 머슴의 등

에 업혀 더러 바깥나들이를 했지만, 위안이 되지 않았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따뜻하게 보살폈다. 어머니는 한글을 가르

치고, 아버지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등의 신문과 《어린이》 잡지 등을 사다

주었다. 서덕출의 아버지는 깨어 있는 사람이었다. 울산지역의 청년운동을 이끌

면서 《시대일보》 기자로 활동했다. 한시(漢詩)에도 밝아 한시집 《일청집(一聽

集)》을 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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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덕출은 한글을 깨친 뒤 신문과 잡지를 열심히 읽었다. 뜨개질과 바느질, 화

초 가꾸기 외에 독서가 보태지면서 생각이 깊어졌다. 어두웠던 마음도 밝아지기

시작했다. 문학 서적 외에 에스페란토, 산수, 일어, 약학을 깨치고, 악보 그리기

에도 취미를 붙였다. 기분 좋으면 한량없이 웃기도 했다. 그러나 동생 서수인에

따르면 “고집이 세고 비위가 까다로웠다. 신학문 하던 사촌들과 토론을 하면 조

금도 굽히려 들지 않았다. 달 밝은 밤이면 화초가 있는 마당에 나가 있다가 방으

로 들어가곤 했다.” 

서덕출이 동요에 관심을 가진 것은 열다섯 살 이후이다. 습작기를 거쳐 《어

린이》에 작품을 투고하기 시작했다. 《어린이》는 방정환 등이 1923년 3월부터

펴낸 총 12면의 아동 잡지이다. 1924년 3월 제2권 제2호부터 ‘동요 투고란’(독자

란)을 마련하고, 거의 매회 동요를 발굴해 소개했다. 1925년 4월 제3권 제4호에

윤석중의 〈옷둑이〉와 최영애의 〈꼬부랑 할머니〉가 실렸다. 그리고 1925년  5월

제3권 제5호 《어린이》 독자란(입선 동요란)에 서덕출의 〈봄편지〉가 심사평과

함께 실렸다. 그의 나이 열아홉이었다. 

〈봄편지〉는 발표되자마자 “어둡고 답답하고 원통한 나날을 보내는 겨레에게

은연중에 희망을 안겨주는 노래”라며 크게 호평을 받았다. 북간도에 가 있던 동

요 〈반달〉의 작곡가 윤극영의 눈에도 띄었다. 윤극영은 〈봄편지〉에 곡을 붙여

1926년 《어린이》(제4권 제4호)에 악보와 함께 다시 소개했다. 

1927년 10월 10일 경성 인사동 중앙유치원에서 ‘동요회’가 열렸다. 색동회

주최로 열린 이날의 동요회는 “동요 운동을 더 깊이 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이

해시키기 위해” 마련한 행사였다.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시내 각 유치원 관계

자와 보통학교 교원 또는 소년 단체 관계자들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동요회

는 여느 음악회와는 달리 동요를 한 곡씩 독창한 뒤 그 동요 작가를 소개하는 방

식으로 진행됐다. 김영복 어린이가 〈봄편지〉를 부르고 무대를 내려가자 색동회

회장 방정환이 앞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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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편지〉의 작가는 경남 울산부내 복산동의 서덕출입니다. 그런데 소년은

두 다리를 못 쓰는 불구의 몸입니다.”

방정환이 서덕출을 소개하자 부인석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때 남

자석에서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참석자들에게 말했다.

2353. 청사에 길이 빛날 울산의 인물

서덕출 〈봄편지〉 노래비
중구 학성동 학성공원에는 아동문학가 서덕출 선생의 공적을 기리기 위한 서덕출 노래비가 있다.



“그렇듯 좋은 동요를 지어낸 시인이 불행한 생활을 하고 있다니 그냥 돌아가

서는 도저히 잠이 오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장 경애할 천재 시인이요,

조선의 동요 작가의 한없이 쓸쓸한 마음을 위안하고 그렇듯 좋은 동요를 낳아

준 것을 감사하는 한편 그의 앞날의 시작 생활을 축복하기 위해 간절한 정을 표

하기 위해 조그만 선물을 보냅시다.”

동요회 참석자들은 즉석에서 3원 21전을 거두어 색동회에 전달했다. 색동회

는 그 돈으로 만년필을 사서 10월 10일 ‘동요회 참여자 일동’으로 울산의 서덕출

에게 보냈다. 10월 18일에는 봉광소년회의 대표가 《동아일보》에 〈서덕출 군에

게〉라는 글을 싣기도 했다.

“조선의 천재, 군은 비록 불구의 몸일지언정 군의 그 힘 있는 작품은 다 우리

의 모범품이요 조선의 자랑품이외다. 군의 기사를 실은 신문이 조선에 퍼지자

방방곡곡에 흩어진 500만 동무는 군의 눈물을 갈라 흘리울 것이외다.” 

〈봄편지〉 발표 이후 서덕출은 더 이상 울산의 불우 소년이 아니었다. ‘500만

동무’를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조선의 동요 작가가 된 것이다. 그러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듬해 서덕출은 우울한 일들을 연이어 맞이해야 했다. 

1927년 2월 23일 서덕출의 동생 계몽이 세상을 떠났다. 이어서 ‘울산민우회

사건’으로 아버지가 경찰에 체포·구금됐다. 당시 일제는 울산학성을 일본성으

로 복원하면서 울산읍민을 상대로 모금운동을 벌이고 있었다. 이 때 서덕출의

아버지가 민우회를 중심으로 모금 거부 운동을 은밀히 전개하다 경찰에 발각된

것이다. 아버지는 가족이 보는 앞에서 수갑을 차고 부산으로 압송됐다. 변호사

김동현의 변론으로 석방은 됐지만. 일본 순사로부터 거의 매일 감시와 가택 수

색을 당하는 요주의 인물이 됐다. 

서덕출은 이러한 상황을 어린이 독서회 ‘기쁨사’ 동인들과 함께 하며 견뎌냈

다. ‘기쁨사’는 윤석중이 전국의 글벗들과 만든 독서회로 회람잡지 《굴렁쇠》를

펴냈다. 《굴렁쇠》는 동인들이 지은 작품과 알림 글을 묶어서 차례로 돌려가며

감상했다. 서울의 윤석중과 울산의 서덕출, 언양의 신고송, 마산의 이원수,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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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최순애, 대구의 윤복진 등 전국의 쟁쟁한 소년 문사들이 동인으로 참여했다. 

1927년 8월 9일 서울의 윤석중이 울산의 서덕출을 찾아왔다. 방문에 앞서 편

지를 띄우고, 언양의 신고송과 대구의 윤복진에게도 울산 방문 소식을 알렸다.

울산에 도착한 날은 비가 내렸다. 때마침 서덕출의 집에 먼저 와 있던 신고송과

합류했다.

그의 집을 찾아가 대문 밖에서 불렀으나 그는 나오지 않았다. 서울에서

경상도까지 찾아왔는데 나와 보지도 않다니-섭섭한 생각이 든 채로 신을 벗

고 어두컴컴한 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여전히 일어나지 않았다. 그때 망설이

던 그의 어머니께서 넌지시 일러주었다. “다리를 못 써서 미안해 학생.” 

윤석중, 〈자유를 노래한 봄편지〉, 《경향신문》(1980. 3. 29) 

그때서야 윤석중은 서덕출의 몸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어려서

다친 다리가 덧나서 별의별 약을 다 썼으나 낫지를 못하고 애처롭게도 불구의

소년이 되어 버린 사실을 깜빡했던 것

이다. 윤석중과 신고송은 서덕출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다. 그렇게 만난 세 소

년은 “참외를 먹어가며 밤 깊은 줄 모

르고 이야기꽃을 피웠다.” 

이튿날은 종일 비가 내렸다. 오후

무렵에 누군가가 마당으로 들어섰다.

대구에서 찾아 온 윤복진이었다. 그날

밤, 비는 하염없이 쏟아지고, 뜰의 오동

나무는 가지를 부대끼며 소리를 내고,

귀뚜라미 울음도 구슬프게 들렸다. 네

소년은 만남을 기념하기 위해 서로 도

2373. 청사에 길이 빛날 울산의 인물

1928년 8월13일 울산을 찾은 독서회기쁨사 및 
굴렁쇠 동인들(왼쪽부터 윤석중, 신고송, 서덕출)



와가며 노래를 지었다. 새벽 한 시에 겨우 완성된 노래 제목은 〈슬픈 밤〉이었다.

오동나무 비바람에 잎 떠는 이 밤 

그립던 네 동무가 모였습니다 

이 비가 그치고 날이 밝으면 

네 동무도 흩어져 떠나갑니다.

오늘 밤엔 귀뚜라미 우는 소리도 

마디마디 비에 젖어 눈물 납니다 

문풍지 비바람에 스치는 이 밤 

그립던 네 동무가 모였습니다

이듬해인 1928년 서덕출은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잡지 《새벽》의 기자로 있

는 장덕조가 보낸 장문의 구혼 편지였다. 스물두 살의 서덕출은 당황했다. 도저

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장덕조는 이화여전 영문과 출신의 신여성이자 지식

인이었다. 거기에 비하면 자신은 몸이 온전하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

었다. 그런 자신에게 구혼을 하다니! 

서덕출은 번민에 휩싸였다. 작품을 쓰고 발표하면서 마음을 다독였지만, 진

정되지 않았다.

1931년 봄 서덕출은 머슴의 등에 업혀 금강산으로 도망치듯 떠났다. 장안사

에 머물며 울산 집에다 출가 결심을 알렸다.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 서덕출을 데

려가기 위해 가족들이 장안사로 달려왔다. 1932년 장덕조가 월간종합지 《제일

선》을 통해 소설가로 등단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추천자는 소설가 이태준이

었다. 

1932년에서 1933년 사이 서덕출은 고통을 잊기 위해 작품에 매달렸다. 〈이

웃 동무〉, 〈싸움〉, 〈들로 나가자〉, 〈산 넘어 저쪽〉, 〈봄밪이〉, 〈퐁당새〉, 〈두득

옷〉, 〈다 같은 형제〉, 〈세배〉, 〈까막 잡기〉, 〈누나 생각〉 등이 이 때에 씌어졌다.

그러나 1934년 서덕출은 다시 가출 소동을 벌였다. 이번에는 양산 통도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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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은 서덕출의 가출이 외로움 탓이라고 판단하고, 11월 1일 울산 병영의 처

자 전필남과 혼인을 시켰다. 

가정을 꾸리면서 서덕출의 방황도 끝이 났다. 그 해 서덕출은 약제사 시험을

준비해 이듬해인 1935년에 합격했다. 북정동 32번지로 분가한 뒤 신약방 애생당

을 차렸다. 11월 11일 딸 양자가, 1937년 10월 1일에는 아들 대진이 태어났다. 

서덕출의 삶에서 가장 행복한 날들이 이어졌다. 생활은 안정되고, 부부 사이

는 좋았으며, 두 남매도 건강하게 자랐다. 이따금 머슴의 등에 업혀 태화강변까

지 산책을 나가기도 했다. 행복은 거기까지였다. 1938년 가을 무렵부터 서덕출

에게 다시 병마가 찾아왔다. 척추의 신경통이 재발된 것이었다. 병상에 누워 지

내며 치료했으나 속수무책이었다. 책을 읽을 수도 글을 쓸 수도 없었다. 전신으

로 고통이 퍼져갔다. 

1940년 1월(음력) 서덕출은 자택에서 눈을 감았다. 서른다섯, 창창한 나이였

다. 가풍에 따라 불교식으로 화장을 했다. 유골은 백양사에 모셨다가 뒷날 경북

영덕 만불사 가족납골당으로 옮겼다.

1943년 집안 어른들은 서덕출의 아내 전필남에게 재혼을 권유했다. 양자와

대진 남매는 부산에 살던 서덕출의 동생 서수인과 한연이 부부가 거두었다. 

이제 세상에는 서덕출의 작품만 남겨졌다. 서덕출 연구자들에 따르면 초기

와 후기의 작품 세계에는 차이가 있다. 초기에는 세상과 삶에 대한 애정, 자연과

민족에 대한 애정이 바탕이 되는 순수하고 밝고 참신한 작품이 많이 발표됐다.

이것이 후기로 가면서 다소 감상적이고 애상적인 경향으로 흘렀다는 것이다. 

이쯤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봄편지〉로 대표되는 서덕출 동

요의 상징적 세계이다. 일제강점기에 그가 지은 동요들은 “그에게는 구원의 빛

나는 별이었고, 밖으로는 일제에 신음하던 겨레에게 희망의 푸른 힘”이었다는

사실이다. 아동문학가 윤석중의 설명처럼 “〈봄편지〉는 눈 뜬 장님, 듣는 귀머거

리, 말하는 벙어리 구실을 하면서 일인에게 눌려 지내던 우리 겨레에게 크나큰

희망과 기쁨을 안겨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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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동요 한 편이 그것도 방에 갇혀 지내는 불구 소년이 시골구석에서 목

메어 부른 노래가 온 겨레의 마음을 달래주고 희망을 심어주었다는 것은 노래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다. 그것을 울산 출신의 열아홉 살 서

덕출이 해낸 것이다. 그의 문학정신에 감복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봄편지〉

에 함축돼 있는 것이다. 1952년 가족들은 시인 김장호와 아동문학가 윤석중의

도움을 받아 유고 동요집 《봄편지》를 펴냈다.

송이송이 눈꽃 송이 하얀 꽃송이

하늘에서 내려 오는 하얀 꽃송이

나무에도 뜰 위에도 동구 밖에도

골고루 나부끼네 아름다워라

송이송이 눈꽃 송이 하얀 꽃송이

하늘에서 내려 오는 하얀 꽃송이

지붕에도 마당에도 장독대에도

골고루 나부끼네 이름다워라

서덕출 동요, 박재훈 작곡의 〈눈꽃 송이〉이다. 1948년에 발간된 박재훈의

《일맥동요곡집》에 수록돼 있다. 서덕출의 〈봄편지〉와 함께 가장 널리 불리는 동

요이다. 초등학교 음악책에 실려 지금까지도 수많은 이들이 학창시절에 배워서

애창하고 있다. 이렇듯 일제강점기 울산에서 태어난 서덕출은 장애를 극복하고

이 나라를 대표하는 동요작가로 세상에 이름을 남겼다. 서덕출의 동요 〈봄편지〉

와 〈눈꽃송이〉를 오래도록 부르며 우리는 모두가 울산시민이라는 사실에 무한

한 자긍심을 가져도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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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덕출 전시관(2012)
서덕출 전시관은 중구 복산동에 있다. 2011년 9월 복산공원은 서덕출공원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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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국의 한을 노래한 
고복수

이연옥  오영수문학관

서양 음악이 도입되던 시절부터 대중 사이에서 즐겨 불려온 세속적인 노래

를 대중가요라고 백과사전은 풀이하고 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대중가요는 당

시의 사회현상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 

그런 까닭에 서민의 고락과 민족의 희비가 녹아들어 있는 대중가요를 일컬

어 한때는 ‘유행가’라고 부르기도 했다.

지금은 잊혀진 어휘가 된 ‘유행가’는

일제강점기에는 나라를 빼앗긴 한과 울분

을 토로하고 해방 이후에는 광복의 기쁨

을 노래하며 서민들의 심금을 울렸다. 

고복수 걸작집 앨범 (사진 제공: 박성서)
고복수 선생의 히트곡 <타향살이>와 <짝사랑> 등을 모은 앨범이다. 
고복수 선생은 국민가수라는 칭송을 얻으며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 일익을 담당했다.



우리나라에 가요를 본격적으로 노래한 가수가 등장한 것은 1930년대 이후로

알려져 있다. 어려서부터 노래 부르는 데 관심이 많아 12~13세부터 또래 아이

들과 극단을 만들어 교과서에 실린 내용을 무대에 올리곤 했던 고복수는 교회

선교사로부터 음악을 배우며 가수의 꿈을 키웠다.

그러던 중 콜롬비아레코드사가 “화류계 인물이 아니라 인텔리 계급의 사람

들만 응시자격이 있다”는 구호 아래 ‘전선(全鮮) 9대 도시 가요 콩쿠르’를 개최

했다.

고복수는 1931년 부산에서 열린 ‘전선 9대 도시 가요 콩쿠르’ 예선에 참가,

실력을 발휘한 결과 당당히 1등에 입상하고 본선 진출 티켓을 거머쥐는 영광을

차지했다. 기쁨에 벅찬 고복수는 야간열차에 몸을 싣고 경성으로 내달려 경성공

회당에서 진행된 본선 무대에 올랐다.

바지저고리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몸짓으로 지정곡 〈구슬픈 마음〉과 자유곡

〈낙화암〉을 열창했다. 몇몇 자료에는 〈두견새 우는 밤〉과 〈처량한 밤〉 혹은 〈비

련〉과 〈낙화암〉을 불렀다는 기록도 있다.

심사위원들은 별다른 기교 없이 담백하게 노래하는 고복수에게 3등으로 입

상하는 기쁨을 선사했다. 1932년 나이 스물에 그토록 바라던 가수의 꿈을 이뤘

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된 대

중가요 가수가 된 것이다.

심사는 홍난파, 현제명, 안기영 등 당대의 쟁쟁한 음악인들이 맡았다. 1등과

2등은 각각 정일경과 조금자가 차지했다. 그러나 본격적인 가수 활동은 쉽지 않

았다. 우리나라 최초의 유행가 가수로 꼽히는 채규엽과 강홍식 등에 밀려 신출

내기인 고복수에게는 좀체 레코드 취입 기회가 오지 않았다. 여간 상심이 큰 게

아니었다. 

그러던 중 드디어 그에게도 취입의 기회가 찾아왔다. 작곡가 손목인의 주선

으로 데이지쿠(帝蓄, 제국축음기주식회사) 조선지사였던 OK레코드사 전속 가

수로 발탁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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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의 계약금에 매달 80원의 월급을 받기로 하고 처음 취입한 노래는 김

능인 작사, 손목인 작곡의 〈타향살이〉와 〈이원애곡〉이었다. 1934년 6월의 일이다.

나라 잃은 민족의 애달픈 심경을 그린 〈타향살이〉와 유랑극단 배우의 신세

를 구성진 목소리로 노래한 〈이원애곡〉은 발표되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

일으켜 발매 1개월 만에 5만 장이 팔리는 기록을 세웠을 뿐 아니라 만주와 북간

도 등의 한인사회로 급속히 번져갔다. 

일제강점기 조국을 떠나 북간도나 만주 등 낯선 이국땅에서 삶을 이어가고

있던 이들의 망국의 한을 달래주었던 〈타향살이〉는 조국에 대한 그리움을 대신

해 주는 노래에 다름없었다. 나라 잃은 설움을 속울음으로 달래며 하루하루를

버겁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타향살이〉는 그들의 정한(情恨)을 어루만지기에 더

할 나위없는 망향가였다.

국민가수라는 평가가 결코 어색하지 않은 이유다. 지금도 〈타향살이〉는 조국

을 떠나 생활하고 있는 교민들에게 불멸의 망향가로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있다.

대중가요 1세대 가수인 고복수에게는 ‘최초’라는 말이 꼬리표처럼 붙어 다닌다.

1941년 〈알뜰한 당신〉으로 유명한 가수 황금심과 결혼하면서 국내 최초의

부부 가수로 활동했으며, 처음으로 은퇴 공연을 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은퇴 공연은 1957년 8월 10일 명동 시공관(1963년에 국립극장이 됨)에서 ‘팬

이여! 안녕’이란 타이틀 아래 이난영, 남인수, 신카나리아, 장세정 등 당대 명가

수와 명연예인들이 총출연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전국 유명 극장에서

2개월에 걸쳐 열린 은퇴 공연의 서울 공연은 KBS가 실황 중계까지 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최초의 가요 학원인 ‘동화예술학원’을 개원, 후진 양

성에 힘써 이미자, 안정애, 유성민, 오기택, 하춘화 등의 후배 가수를 배출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일본 나고야에서 태어난 가요연구사 박찬호(1943~ )는 30여 년에 걸쳐 집대

성한 《한국가요사》에서 “조선 가요의 황금기는 고복수의 〈타향살이〉에서 시작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만큼 고복수가 한국 가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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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갖는 의미는 크고 각별하다.

장남 고영준은 “아버지는 특별히 기교를 부리지도 않고 구수하고 우수가 깃

든 음색으로 노래해 듣는 이들의 심금을 울렸다”고 회고했다.

고복수는 1912년 12월 26일(음력) 울산군 하상면 서리 22번지(현재 울산광

역시 중구 서동 22번지)에서 아버지 고상덕(高相德)과 어머니 조부돌(趙夫乭)

사이에서 2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호적에는 단기 4249년(1916) 11월 19

일로 되어 있어 실제 나이와는 차이가 있다. 

위로 누나 고복순, 아래로 남동생 고재천(高在天)과 여동생 고귀연, 이렇게

4남매가 의좋게 생활했다. 

이 가운데 남동생은 한국전쟁 당시 좌익예술단체 소속 계수남(본명 정덕희)

에게 납치되어 북한으로 끌려가던 중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형은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며 고복수를 웅덩이로 밀어버렸다. 고복수는 평안남도 순천읍을 점

령한 국군에 의해 가까스로 구출됐지만 동생의 생사는 알 수 없었다.

이대용 당시 제6사단 7연대 1대대 중대장은 《조선일보》 1981년 7월 9일자

‘전환기의 내막① - 압록강 진격편’에서 “1950년 10월 20일 밤 8시경 서울적십

자병원 간호사 및 간호학생 12명과 타향살이의 명가수 고복수를 적 수중에서 구

출해낼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천신만고 끝에 국군에 의해 무사히 살아 돌아온 고복수는 육군정훈공작대에

지원해 군위문연예대원으로 활동하며 군 장병들의 사기를 높이는 데 힘썼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뒤에는 진해 순회공연을 마치고 당시 진해 육군대학 교

관으로 재직하고 있던 이대용 전 중대장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고복수는 국민가수라는 칭송에 힘입어 〈타향살이〉나 〈짝사랑〉, 〈사막의 한〉

등을 부르면서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 일익을 담당했다.

“한국의 게리 쿠퍼”로 불렸던 가요계의 신사 고복수는 일제의 탄압이 극에

달했던 시기, 군국가요 취입 강요를 피하기 위해 만주로 공연을 떠났다(미국의

배우 게리 쿠퍼는 1932년 개봉된 〈무기여 잘 있거라〉에서 위생병 프레데릭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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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열연하여 인기가 높았다).  

고영준은 “당시는 일제강점기인 만큼 많은 인기가수들이 군국가요를 부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만주로 공연을 떠나면서 스스로 화살을 피해간 결과 친일

논란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남편 고복수를 집 밖에서는 언제나 ‘고 선생님’으로 불렀다는 황금심도 생전

에 “고복수 선생은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려 했던 분”이라며 “일제의 일본 노래

취입 강요에 대해 ‘왜 일본말로 노래를 불러야 하느냐’고 반발, 일본말 노래 취입

을 거절하는 방법으로 만주 등으로 기약 없는 공연을 떠났다”고 했다(박성서,

〈탄생 100주년을 맞은 〈타향살이〉의 가수 고복수의 삶과 노래〉, 《뉴스메이커》

2012. 10. 17).

고영준의 말처럼 일제강점기에 활동했던 많은 가요인들이 어쩔 수 없이 일

제에 의해 군국가요와 친일가요를 취입한 데 비해 인기가도를 달리던 고복수가

친일 논란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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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복수·황금심 부부 (사진 제공: 박성서)
“한국의 게리 쿠퍼”로 불렸던 가요계의 신사 고복수는 일제의 탄압이 극에 달하던 시기에 
군국가요 취입 강요를 피하기 위해 만주로 공연을 떠났다. 



이를 두고 대중음악평론가 박성서는 “고복수의 이 같은 행동은 우리 민족의

자부심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재조명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점잖고 자상하다는 평판이 자자했던 고복수와 관련해 감동적인 일화가 적지

않다.

1959년 대표곡인 〈타향살이〉와 동명의 극영화를 제작했지만 이듬해 4.19혁

명이 일어나면서 흥행에 실패, 빚더미에 앉게 됐다. 주위에서는 감독을 잘못 만

나서 그렇다며 법적인 책임을 물어 제작비를 돌려받으라고 했지만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며 모든 빚을 혼자 껴안은 일화는 유명하다.

해방 전 일제강점기에 만주에서 유랑생활을 하던 항일투사의 가족 얘기를 다

룬 극영화 〈타향살이〉는 한홍렬이 메가폰을 잡고 이민, 황해, 이경희, 도금봉 등

이 출연했다.

이렇듯 점잖고 정이 많은 고복수도 연예인의 도리에 대해서는 엄격하기 이

를 데 없었다. 그뿐만 아니라 무대를 목숨처럼 여겼다.

타계하기 1년 전인 1971년 4월, 동아방송에 출연한 고복수는 마음은 언제나

무대에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뇌신경 고혈압을 3년 전부터 앓고 있어요. 의사는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안정이 됩니까? 눈은 비록 보이지 않지만 누구보다 예민한 제가

무대만큼은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고 눈을 감을래야 감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황금심은 병수발을 들면서 클럽에 나가 노래를 부르지 않으면

안 되었지만 병석의 남편에게는 그런 내색을 전혀 하지 않았다.

“영화, 스포츠 등의 취미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스웨덴 출신 여배우 그레타

가르보의 〈춘희〉를 좋아하고 지방 순회공연에 나서면 무대에서만은 언제나 대

통령이 되었던”(1938년 4월 21일자 《동아일보》 자사의 ‘대중연예대회’ 관련 고

복수 소개 글) 고복수는 1972년 2월 10일 오후 2시 40분 세브란스 병원 별관 309

호실에서 향년 6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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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은 일제히 “가요는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라 했지만 그때는 일제 식민지

통치하의 민족의 설움이 유행가로 표현되었다. 그것은 혹은 망향으로 혹은 나그

네로 혹은 강산찬미로 나타났으나 거기에는 무슨 혼 같은 것이 있었다. 뛰어난

옛 가수들의 노래는 어른들의 추억 속에 살아있다. 범은 죽어 가죽을 남긴다 했

는데 고복수는 가도 독특한 저음으로 호소하듯, 울부짖듯 부르는 〈타향살이〉는

두고두고 불릴 것”이라며 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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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3. 청사에 길이 빛날 울산의 인물

글로 토속의 풍정을 그린 
오영수

이연옥  오영수문학관

한국 문단을 대표하는 단편작가로 첫손에 꼽히는 난계 오영수는 1909년 2월

11일 지금의 언양읍 동부리 313번지에서 아버지 오시영과 어머니 손필옥 사이

에서 5남 5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오영수 관련 자료의 대부분은 1914년 2월 11일 태어난 것으로 기록하고 있

지만 호적등본 등을 확인한 결과 1909년 출생이 확실하다. 그런 의미에서 오영

수의 출생 연도는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문단 활동

소설가로 활동한 30여 년 동안 서민들의 소박한 삶을 그린 주옥같은 단편소

설 200여 편을 남긴 오영수는 1926년 언양공립보통학교(현재의 언양초등학교)

를 졸업한 2년 뒤인 1928년 일본으로 건너가 오사카의 나니와 중학교(浪速中學



校)를 수료했다. 

평생 단편소설만 쓴 것으로 알려진 그의 문단 활동은, 《동아일보》와 《조선일

보》 등에 동시를 발표하면서 비롯됐다. 1927년 5월 25일자 《동아일보》에 동시

〈병아리〉를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도토리밥> 등 10여 편에 이른다.

1945년 12월 3일 경남공립고등여학교(현 경남여자고등학교) 미술 교사로

부임한 이후에는 김수돈, 박영한 등과 교유하며 시를 쓰기 시작해 《학교소식》에

〈바다〉 등 20여 편의 시를 발표했다. 또 염주용이 발행한 《문예신문(文藝新聞)》

신춘문예에 맥랑생이라는 이름으로 투고한 〈호마(胡馬)〉가 당선된 것을 비롯해

조선청년문학가협회 경남지부에서 펴낸 해방 1주년 기념 시집 《날개》와 영남문

학회 동인지 《영문(嶺文)》 제8집에 각각 〈숲〉과 〈의지〉, 〈무화과〉를 싣는 등 무

려 30여 편의 시를 남겼다. 

오영수는 맥랑생(麥浪生), 맥랑아(麥浪兒) 등의 이름으로도 몇 편의 시를 발

표한 것을 비롯해 1950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는 오유섭이라는 이름으로 소

설작품을 투고하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오파침(吳破枕), 오석범(吳石範)이

라는 이름으로도 작품을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시로 먼저 문단 활동을 한 오영수가 소설가로 활동한 것은 1949년 《신천지》

9월호(통권 39호)에 소설가 김동리의 추천으로 〈남이와 엿장수〉를 발표하면서

부터이다. 이듬해인 1950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머루〉가 가작으로 입선하

면서 본격적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해 1979년 5월 15일(음력 4월 20일) 타계할

때까지 30여 년에 걸친 작가 활동 기간 200여 편의 주옥같은 단편소설을 남겼다. 

인정의 미학이 중심축을 이룬 작품을 주로 발표한 오영수 문학의 가장 큰 특

징은 토속적인 언어를 절묘하게 구사한 것이다.

오영수의 소설 〈명암〉을 일본어로 번역한 김소운(1907~1981)은 〈오영수란

소설쟁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했다. 

“엽서만한 메모지를 책상 옆에 두어두고 새까맣게 초를 잡으면서 작품 하나

하나를 마치 난초 분(盆)이나 다루듯 정성들여 손질하는 작가 오영수의 작품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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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는 우리 겨레의 생리와 감정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대변하고 있다. 순박한

그 서정도, 안개같이 깔려 있는 그 애수도, 심지어는 콧구멍이 근질근질해지는

그 짓궂은 해학까지도 그것은 모두 ‘한국’이라는 한 모태에서 같이 태어난 우리

들 자신의 것이다. 다만 오영수란 장인이 하나하나 그것을 정성껏 추출하고 집

약해서 우리들에게 작품으로 보여주고 있을 따름이다.”

이렇듯 질박하고 구수한 사투리를 절묘하게 녹여낸 오영수의 작품세계는 각

박하고 생기 없는 서민층의 생활에 따뜻한 입김을 불어넣어 주는 것으로 일관하

면서 때로는 역사와 현실의 배리(背理)를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다.

염무웅은 평론집 《혼돈의 시대에 구상하는 문학의 논리》에 실린 〈5,60년대

남한 문학의 민족문학적 위치〉라는 주제의 글에서 “빛바랜 사진첩을 뒤적이듯

잔잔한 감동을 주고 50년대 어려웠던 시절을 실감나게 떠올려 주었다”고 오영

수 문학을 평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생각에 오영수야말로 부당하게 간과되는

중요한 작가”라고 밝힌 바 있다.

문학평론가 임헌영은 오영수 문학이 북한에서 더 평가되고 있다고 기회 있

을 때마다 강조한다. 

1963년 과학원출판사에서 펴낸 박종식·한중모 공저의 《남조선에 류포되고

있는 반동적 문예사상의 본질》에 게재된 〈미제에 복무하는 실존주의 미학사상

과 남조선 실존주의 문학의 반동적 본질〉이라는 논문에서 오영수 문학을 긍정

적으로 평가한 데 대해 임헌영은 진정한 순수문학이야말로 민족문학이면서 참

여와 비판의 문학이라는 사실을 반증해준 것이라고 했다. 

고향을 사랑하고 자연을 아낀 작가 

단편소설이지만 더러는 수필로 읽히고 동화로 읽히기도 하는 오영수의 작품

세계는 많은 부분 시골생활 예찬에 바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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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수 소설을 작중 어휘를 빌려 하나같이 때깔이 “툭수바리처럼 투박하다”

고 평하는 김원우는 “누구보다 자신의 삶과 글에 자족했던 오영수의 낙향생활이

좀 더 길었다면 자신은 물론 후학들도 따를 만한 작품이 써졌을 테고 더불어 훨

씬 두드러진 개성으로 한국소설사에 아로새겨졌을 것”이라고 아쉬워한다. 

서울대 권영민 교수는 오영수의 소설을 어린이의 순진무구한 세계를 그린

〈남이와 엿장수(1949)〉, 〈Y소년의 경우〉(1959) 등 어른들이 가질 수 없는 어린

이의 따스하고 순진한 마음을 동화처럼 그린 작품과 인정세태를 따스하게 그리

면서 현실을 고발하고 있는 〈화산댁이〉 등 세 경향으로 나눈다.

‘소설의 신’이라는 찬사까지 듣는 일본의 시가 나오야(志賀直哉, 1883~ 1971)

를 비롯해 안톤 체호프 등의 작품을 즐겨 읽으며 문학적 소양을 키워온 오영수

는 언양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한 뒤 곧바로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없을 정도로 가

정형편이 어려웠다.

신문 지국에서 신문 배달과 수금 일을 하기도 하고 우체국 사환으로도 일하

며 공부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던 중 일본으로 건너가 오사카 나니와 중학 속성

과를 마쳤다. 1935년 니혼 대학(日本大學)

전문부에 입학했지만 각기병으로 학업을 잇

지 못하고 귀국한다. 

1937년 또 한 차례 일본으로 건너가 도쿄

국민예술원에 입학해 미술 공부를 했다. 이

때의 미술 공부는 1945년 12월 3일 당시 경남

공립보통학교에 미술 교사로 부임해 후진 양

성에 힘쓰는 자양분이 됐다.

1938년 3월 31일 김정선(아버지 김귀조

는 동래 야류 중 양반춤의 명무)과 혼인한 오

영수는 언양소년단의 일원으로 향리에서 청

252 울산을 한 권에 담다

자택에서의 한때 (오영수문학관)  
오영수 선생의 작품세계는 많은 부분 시골생활 예찬에 바쳐지고 있다.



년회관을 열고 마을 젊은이들에게 역사와 한글, 연극, 음악 등을 가르치다 불령

선인(不逞鮮人)으로 낙인 찍혀 억압을 당하기도 했다. 일본 경찰의 감시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일본이 언어 말살 정책까지 펴자 만주로 떠났다. 

이 시기 부인 김정선은 ‘단기교원자격시험’에 합격해 언양공립보통학교 교사

로 재직하며 남편 없는 가정을 꾸려 나갔다.

만주 등지를 방랑하다 1943년 돌아온 오영수는 부인이 먼저 가 있던 처가인

부산 동래에 짐을 풀고 일광면 서기로 일하다 광복을 맞이했다. 대표작 〈갯마

을〉의 작품 배경인 일광면에서 해방을 맞이한 오영수는 이 때 동양철학자 김범

부와 인연이 닿아 자주 찾아간 것은 물론 김동리를 만나 후일 소설가로 정식 등

단하는 계기가 됐다.  

막내 동생(철근)이 전사한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9월 28일 유치환, 이

준, 우신출, 김재문 등과 종군작가로 참전해 동부전선에서 전쟁의 참혹한 현실

을 지켜봤다. 이 때의 경험은 〈종군기〉, 〈내일의 삽화〉 등의 작품으로 되살렸다.

또 서울이 함락되자 임시수도 부산으로 내려온 중앙 문인들을 위해 숙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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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공립고등여학교 재직 당시 학생들과의 기념촬영 (오영수문학관)
1937년 도쿄 국민예술원에서 한 미술 공부는 경남공립고등여학교(현 경남여자고등학교)에 부임해 

후진 양성에 힘쓰는 밑거름이 되었다.



제공한 일은 문인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회자되었다. 김동리는 오영수의 인정어

린 삶의 면면을 소설 〈밀다원시대〉에서 오정수라는 인물로 묘사하고 있다.

오영수의 작품 가운데 〈윤이와 소〉가 1952년 문교부에서 펴낸 《중학국어 1-

2》 교과서에 처음으로 실린 것을 시작으로 〈요람기〉, 〈갯마을〉, 〈화산댁이〉, 〈고

무신〉 등의 작품이 꾸준히 교과서에 수록돼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감성에 순수

를 수놓고 있다.

교직생활 10년째인 1954년 10월에는 고향 선배인 우석(愚石) 김기오(金琪

午, 1900~1955)가 창간한 문예지 《현대문학》 초대 편집장으로 발령받아 서울

로 삶터를 옮겼다. 이후 1966년까지 편집장으로 일하며 현대문학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 이 시기에 김용철, 윤정규, 조정래 등을 추천하여 등단 기회를 주었

다. 《태백산맥》의 작가 조정래는 당시의 일을 이렇게 회고했다. 

“소설 〈갯마을〉, 〈메아리〉의 작가 오영수 선생님은 몇 년에 걸쳐 나의 설익

은 소설들을 읽으며 짜고 맵게 지도해 주셨고, 1970년 마침내 《현대문학》에 추

천하여 소설가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 분은 문학에 대한 엄격주의 때문에 제자

를 많이 두시지 않았다. 공부를 할 때는 불만도 많았지만 그 엄격주의의 채찍이

오늘의 나를 있게 했음을 선생님이 세상을 떠나신 다음에야 뒤늦게 깨닫고 있다.”

서울에서 생활하면서 동향의 대중가요 가수 고복수의 대표곡 〈타향살이〉를

만돌린 연주에 맞춰 즐겨 부르는 것으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고향에 대한 그리

움을 달랜 오영수는 1977년 3월 15일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로 낙향했다.

대숲으로 둘러싸인 아늑한 시골집을 구해 침죽재(沈竹齋)라 이름 짓고 시골

생활의 여유를 마음껏 누리며 부산과 울산의 제자들과 문인들이 찾아오면 기꺼

운 마음으로 함께 어울렸다. 

침죽재에서 생활한 2년여 동안 〈신화적〉, 〈속 두메낙수〉, 〈울릉도 뱃사공〉,

〈두메 모자〉, 〈노을〉, 〈지나버린 이야기〉, 〈봄〉, 〈게와 술〉, 〈어떤 애처가〉, 〈녹

슨 칼〉, 〈특질고〉, 〈편지〉 등을 발표하며 왕성한 창작활동을 펼쳤다.

시골생활의 여유로움을 누리며 〈잃어버린 도원(桃園)〉 등의 창작활동에 전

254 울산을 한 권에 담다



념해 1990년 《현대문학》 5월호에 ‘오영수 유고 특집’으로 발표된 〈낙향산고〉,

〈쭉정이 인생〉, 〈고향 가시내들〉, 〈낚시 입문〉, 〈속 낙향산고〉 등의 작품도 이

시기에 집필했다.

1979년 《문학사상(文學思想)》 1월호에 각 지역민의 기질적 특성을 써내려

간 〈특질고〉를 실어 필화사건을 겪으면서 건강이 더욱 악화돼 낙향한 지 2년 2

개월이 지난 1979년 5월 15일 오전 7시 30분 향년 70세를 일기로 눈을 감았다.

오영수 문학은 한결같은 빛깔과 향기를 간직하고 있다. 이 같은 빛깔과 향기

는 가난했지만 아름다운 고장인 고향의 모습이 뿌리가 되고 고향에서의 생활체

험이 줄기로 자란 데서 비롯되고 있다. 대부분의 작품에 등장하는 가장 보편적

인 어휘가 ‘고향’인 오영수 문학은 본질적으로 향수에 뿌리를 두고 있다. 작품에

등장하는 모성의 고향은 행복을 찾아 원점으로 회귀하는 지점에 있다. 

전형적인 단편 작가로, 소박한 인정이나 서정의 세계에 기조를 둔 작품을 창

작한 오영수는 유명을 달리할 때까지 철저하게 자기세계에 탐닉했던 문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2553. 청사에 길이 빛날 울산의 인물

집필중인 오영수 선생 (오영수문학관)
1952년 당시 문교부에서 펴낸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처음으로 <윤이와 소>가 실린 것을 시작으로 이후 

<요람기>, <갯마을), <화산댁이>, <고무신> 등의 작품이 교과서에 꾸준히 수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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