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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기산은 횡성군 둔내면, 청일면, 평창군 봉평면, 홍천군 서석면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 산이며 횡성에서 가장 높은 산(1,261m)으로 아득한 옛날부터 이 땅을 

지켜온 사람들의 수많은 애환과 사연을 품고 지역민의 영혼 속에 스며 있는 명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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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사

태기산은 횡성군 둔내면, 청일면, 평창군 봉평면, 홍천군 서석면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 산이며 횡성에서 가장 높은 산(1261m)으로 아득한 옛날부터  

이 땅을 지켜온 사람들의 수많은 애환과 사연을 품고 지역민의 영혼 속에 스

며 있는 명산이기에 그 묻혀 있는 이야기들을 찾아 ‘태기산을 시(詩)로 읽는

다’ 향토사료집 제 39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진한의 마지막 왕 태기왕이 신흥세력 박혁거세에게 쫓기어 군사적 요새

인 태기산으로 입산 자급자족을 위한 농지개간과 무술훈련으로 재기의 꿈

을 키우다 박혁거세 군사에 허를 찔려 패하게 되었는데 이에 따른 많은 설화

가 태기산에 담겨있습니다.

구한말 의병들의 거점(봉복사)으로 일본군과 전투를 벌인 곳이며 6·25

직전 1949년 공산군과 경찰 대원이 치열하게 격전을 펼쳤던 전략적 요충지

였습니다.  

태기왕 군사들이 농토를 일구었던 곳에는 유구한 세월 화전민이 외딸게 

터전을 잡았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집 터, 샘물 터, 성황당 터, 무덤 등 흔적

에서 화전민의 애환을 느낄 수 있습니다.

화전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가난했던 시절 1960년대 중반부터 식량 확보

를 위한 국가적인 프로젝트 사업으로 태기산 꼭대기에 화전이 대대적으로 

  박 순 업
횡성문화원장



조성, 태기리라는 집단 마을이 생기게 되었으며 그러기에 고달팠던 화전민

의 삶의 모습이 떠오르는 곳입니다. 고원에 방치된 화전민 자녀들을 가르치

기 위해 자원 봉사자로 입산한 상록수선생님이라 알려진 이명순선생의 교

육 활동, 하늘 아래 첫 학교 태기분교의 설립 배경, 화전민 삶의 이야기가 명

주실타래처럼 길게 서려있기도 합니다.

태기산 자락(봉복산)에는 선덕여왕 (647년) 때 자장율사에 의해 창건되

었다는 봉복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장 번창하였을 때는 봉복사가 거느

린 낙수암을 비롯한 9개의 암자가 있었으며 100여명의 스님이 구도를 위해 

정진하였던 곳으로 구한말 일본군에 소실되는 아픔도 새겨져있습니다.

태기산 꼭대기에는 박달나무 등 토종을 밀어낸 자리에 잣나무, 낙엽송이 

울창합니다. 1970년대 중반 화전민이 철수하면서 그 당시 산림녹화 식재 수

종이 심어져 50여년이 흐른 지금 화전민의 터전이었음을 말없이 알려주는 

흔적으로 남아있습니다.

태기산은 높은 만큼 골이 깊습니다. 골짜기마다 청정옥수가 흘러 낙수대 

폭포를 만들어 냈을 뿐 아니라 사라져 가는 동식물의 보고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화전민의 생명줄이었던 구황식물이 지금은 약용·건강·관상식물

로 자리매김 된 얼레지, 곰취, 취나물, 두릅, 개두릅, 더덕, 만삼, 산당귀, 산도

라지, 참나물, 모시대, 산작약, 천궁, 머루, 다래, 고로쇠 등 고산 식물이 다양

하게 군락지로 분포되어있습니다.

태기산은 태기왕 등 역사 스토리텔링이 담겨있는 탐방로가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태기산 꼭대기 생태 탐방 길에는 원시림이 아닌 잣나무 낙엽송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 바닥에는 곰취, 참나물 등 원래 주인들이 자리를 

꿋꿋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하늘아래 첫 학교 태기분교 터에는 이명순 선생과 학생들의 복식수업장

면이 담긴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어 어려웠던 시절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의 열정을 가름해 볼 수 있습니다. 기초 콘크리트가 철거 되지 않은 100여 평

의 교실 터, 외벽만 철거된 화장실, 황벽나무 고목 밑에 있는 식수 조달용 펌

프, 먹고 버린 통조림통이 쌓여있는 관사 터, 잣나무로 둘려 싸여있는 운동장

에는 수많은 사연이 담겨있을 것 같아 그 궁금증을 풀어보고자 하였습니다.

지금 화전민이 살던 태기산 꼭대기에는 풍력 발전기가 한 폭의 그림처럼 

들어 앉아 있으며 태기분교 역사관, 아름다운 생태 및 역사의 이야기가 담긴 

탐방로, 야생화, 설화, 설경, 운무, 일출, 석양 등 아름다운 자연에 동화될 수 

있는 자원이 풍부합니다.   

태기분교 터를 여러 번 함께 답사하며 당시를 증언해 주신 인간 상록수 

태기분교의 산파로 여든이 넘으신 이명순 선생님, 횡성군청 건설과 공무원

으로 사팔공 원조 밀가루 노임 지불, 등고선을 표시해 주며 계단식 화전 조

성을 이끌었던 정계항님(고인이 되심), 심하식 님, 고령이심에도 당시의 숨

은 이야기를 들려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태기산에 묻혀 있는 수많은 이야기! 곱고 고운 시어로 가슴을 울리게 집

필해 주신 시인 김성수님의 열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책이 나오기

까지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집필
박순업  태기산이 품은 이야기 발굴 및 기초조사·사진 구성
김성수  태기산이 품은 이야기를 시로 씀



유난히 추웠던 겨울이 가고 새싹이 파랗게 고개를 

드는 계절, 설레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군민들이 우리 

고장의 역사를 알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태기산

을 시로 읽는다.’로 향토사료 제39집을 발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군민들이 문화에 대해 공부하고 다양한 활

동을 할 수 있도록 항상 고민하시고 연구하시는 횡성

문화원 박순업 원장님과 이번 사료집에 좋은 시를 실

어 주신 시인 김성수님의 노고에 따뜻한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사료집에서 다루는 태기산은 빼어난 자연경관은 물론이고, 고대의 설화

부터 근현대사까지의 흔적을 모두 살펴볼 수 있어 역사적 가치가 높으며 지역주

민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명산입니다.

삼한시대 말 신흥세력인 신라와의 패권싸움에서 밀려 이동하던 진한의 태기

왕이 부흥을 꿈꾸며 자리를 잡았다는 설화가 내려올 정도로 천해의 요새였으며, 

근대 구한말에는 의병들이 봉복사에서 머물렀고 독립 이후 경찰 대원들과 무장

공비 간 전투가 벌어졌던 장소입니다. 1960년대에는 화전민들이 이루었던 삶의 

터전이었고, 그들의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 헌신하신 이명순 선생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태기분교가 있습니다.

현재의 태기산에는 거대한 풍력발전기가 우뚝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

다.풍력발전은 주목받는 재생에너지 생산방식 중 하나이며, 이를 품고 있는 태기

산은 미래의 역사를 계속 써내려 갈 것 입니다. 이번 제39집을 읽고 나서 태기산

을 찾아가 그 흔적들을 따라가 볼까합니다. 독자여러분들께도 이번 사료집을 통

해 여행을 계획하고 떠나볼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다시 한 번 향토사료 제39집 발간을 거듭 축하드리면서 횡성문화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격 려 사

장 신 상  
횡성군수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군민들에게 올

바르게 전해주고 애향심을 고취시킬 향토사료 

제39집「태기산을 시로 읽는다」를 발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먼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새롭

고 유익한 자료 발굴 등을 통하여 우리 고장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데 열과 성을 다해 오신 

횡성문화원 박순업 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원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

사를 드리며, 옛날부터 수많은 사람들의 애환과 사연을 품고 있는 태기

산에 이야기를 시로 집필해 주신 김성수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태기산은 우리고장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본래 덕고산이었으나, 삼

한시대 진한의 마지막 왕인 태기왕이 산성을 쌓고 신라에 대항하던 곳

이라 하여 이름을 고쳐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늘아래 첫 학교인 태기분교와 태기산성, 태기왕의 전설 등 역사적 

가치가 많은 태기산의 이야기가 널리 후손들에게까지 물려줄 수 있기

를 희망해 봅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명소는 물론, 여러 마을의 향토사에 대한 끊임

없는 관심과 연구로 후세들에게 남겨 줄 뜻깊은 사료집이 지속적으로 

집필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사료집이 발간되기까지 많은 심혈을 기울여주신 관

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리며, 횡성문화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

권 순 근   
횡성군의회 의장  



김성수  시인

1944년 강원도 횡성 출신
조선일보 신춘문예, 평화신문 신춘문예,
월간문학 신인상으로 등단(登壇)

창주문학상(1981), 원주향토문화상(1985), 치악예술상(1994),
평화문학상(1994), 이육사문학상(2001), 강원문학상(2001),
강원예술공로상(2008), 강원도문화상 문학부문(2010),
자랑스런 원고동문상 문화예술부문(2010), 강원예술대상(2012),
시조 사랑 문학상(2013), 한국예총 문화예술대상(2014),
시조발전 공로상(2015), 동곡상 문화예술부문(2018) 등 수상

저서
‘시가 흐르는 섬강’ 외 시집 19권
중3 국어교과서에 시 작품 수록됨

강원문협 자문위원, 원주문협 원로위원
한국문인협회 문학관 건립 추진위원
현재 횡성문화원 문화학교 ‘시조반’ 강사
원주교육청 문학영재반 강사
횡성문화원 회원.

＊ 태기산이 품은 이야기를 시로 씀



박순업

약력

현) 횡성문화원장 

전) 횡성초등학교장 

전) 춘천교육대학교 겸임교수 

연구 

3.1운동 유적 교육자료 우수상 

(전국교원교육자료 공모전, 1981) 

횡성의 3.1운동 연구 1등급 

(전국교원현장연구대회, 1982) 

고형산 연구 우수상 

(전국문화원연합회 향토사 공모전, 2011) 

저서 및 수상 

『횡성군지』(공저)

『화성의 옛터』(공저) 

『횡성의 근·현대 교육사』 

『6.25 전쟁 증언(6.25 참상 횡성인의 못다한 

이야기를 찾아』 공저

강원도 교육상(2007) 

황조근정 훈장(2008) 

제62회 강원도 문화상 향토문화연구부문(2020) 

- 태기산이 품은 이야기 사료 발굴·조사 및 사진촬영



       아름다운 횡성

   태기산 
四季 사진작가 이계철





       아름다운 횡성

   태기산 
四季 사진작가 이계철



이 계 철

전) 그린피아(주) 대표
제천광광사진공모전 금상
고창관광사진공모전 금상
전주관광사진공모전 금상 외 입상, 입선 다수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



태기산이 밝아온다.

지난 밤 어둠을 밀어내고

찬란한 새 아침의 문이 열린다.

1,261미터의 우람한 태기산은

우리 횡성의 모성(母性)의 산이다.

여기서 뻗어나간 산자락들이

다정히 어깨동무를 한 사이로

오순도순 마을을 이루어

수천년 동안 인정을 꽃피워 왔다.

아침마다 등 푸른 산의 정상 위로

동해의 빛난 해를 건져 올려

찬란한 새날을 열어주고

저녁에는 아름다운 낙조(落照)로

꿈을 덮어주는

자애로운 모성의 산.

진한의 마지막 임금

태기왕의 애달픈 전설과

천년을 울려 온 봉복사의 종소리

맑고 푸른 마음으로

희망을 실어 나르는 계곡물

조국을 위해 순국한 구두미재의

경찰들의 전적비...

서시(序詩)

자애로운 모성을 지닌 
태기산



태기산에 서려 있는 온갖 사연들은

우리 역사의 생생한 기록이다.

온갖 고초를 견디면서도 사랑을 다하는 

어머니 마음처럼

태기산은 언제나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안겨주는

아! 태기산(泰岐山)

생명의 젖줄인 주천강과 섬강이

여기서 발원하고

산 정상에는 수십 기의 풍력발전기가

우리들 푸른 이상을 감아 올린다.

장엄하면서도 험준하지 않고

부드러우면서도 유약하지 않은

저 푸른 능선의 다정함이여!

태기산은 횡성을 지켜주는

정겨운 어머니의 얼굴이다.

그러기에 

태기산 신비한 일출은

어머의 자애로운 속삭임과도 같다.

어서 잠깨어 새날을 열어나가라는

정겨운 목소리와도 같다.



아아, 비운의 태기왕 전설 _ 21
촛대 바위 _ 25
아, 태기산성 _ 27
돌문 _ 29
봉복산 _ 30
봉복사 _ 32
봉복사의 수난과 삼층석탑 _ 34
태기산 무장공비 토벌작전 _ 36
태기산 경찰 전적비 _ 39
태기산 무장공비와 의용 8용사 _ 40
아름드리 나무에 귀를 대보면 _ 43
세계 스노보드 선수권 대회의 추억 _ 45

태기산 국가생태탐방로 _ 49
낙수대 폭포 _ 52
낙수대 길에서 단풍 시를 읽으며 _ 53
태기산 신우대 _ 55
신대리 계곡 _ 57
태기산 정상에는 _ 59
가재공원에서 _ 61
태기산 산국 _ 62
신대계곡 소공원 _ 63
태기산 단풍 _ 65
설화 _ 66
태기산 설경 _ 67
태기산의 낙조 _ 68
태기산 운해 _ 69
태기산 더덕 _ 70
태기산 풍력발전기 _ 71
둔내사람들의 애향심 _ 73

차 례 

제1부  
태기산 가슴엔 
역사가 숨 쉰다

제2부  
아름다운 대자연 
태기산 산하



태기고원 _ 99
태기산이 품은 이야기 _ 101
화전과 화전민 _ 103
태기고원 화전의 준비과정 _ 105
산으로 가자, 태기산으로 가자! _ 108
산곡을 울리던 목도질 소리 _ 110
제무시 트럭의 맹활약 _ 112
원시림을 태우는 파천황의 거대한 불길 _ 114
화덕불 쌓기 _ 116
공무원 파견과 작업지도 _ 118
계단식 밭 만들기 _ 119
계단식 밭을 올려다 보며 _ 122
기적의 무 농사 _ 124
태기산 한우 _ 126
태기산 화전민의 생태 _ 128
약초꽃이 필 때면 _ 130
당귀꽃에 서리어 있는 전설 _ 132
태기고원 겨울 목장의 낭만 _ 133
태기리의 마을 형성 _ 135
태기리 사람들의 음식 문화 _ 138

아아, 태기분교 _ 143
태기고원에 방치된 어린이들 _ 145
인간 상록수 이명순 선생의 등장 _ 147
참다운 스승 밑에 훌륭한 제자 _ 149
배움의 터 작은교실 인가를 위하여 _ 151
분실 허가와 운명의 첫 수업 _ 154
칠판 지우개 대용으로 쓴 수건 지우개 _ 156
점점 늘어나는 학생수와 복식수업의 묘미 _ 158
어는 곳이나 다 즐거운 교실 _ 160
분실 인가서를 받아오던 날 _ 162
태기고원 축제의 날 _ 164
기상천외한 복식수업 _ 166
이명순 선생님의 마음은 _ 169
남루한 옷을 입고도 학교는 열심히 _ 171

제3부  
태기고원에 번지는 
파천황의 불길
태기산 화전민 이야기

제4부  
인간 상록수 
이명순 선생



외부에 알려진 태기리 아이들 이야기 _ 173
이명순 선생님의 또 다른 염원 _ 176
감동의 첫 입학식 _ 178
새로 이사한 천막교실 _ 180
운동장 닦기 _ 182
오케이, 땡큐 땡큐! _ 184
태기산의 메아리 _ 187
잊지 못할 봄소풍 _ 189
과로에 쓰러진 상록수 선생님 _ 192
이명순 선생님 태기산으로 거처를 옮기다 _ 194
당귀꽃밭에서 _ 196
감사장과 표창장 _ 197
가을 운동회 초청 _ 200 
기러기가 물고 온 기쁨의 소식 _ 202
케어 단장이 오던 날 _ 204
강원도지사님 방문 _ 206
태기리 아이들의 겨울나기 _ 208
1박2일의 졸업식 _ 210
준교사 자격증을 받은 이명순 선생님 _ 213
꿈을 안고 날아온 헬리콥터 _ 215
태기리에 학교를 짓다 _ 217
새로운 건물에서의 개교식 _ 219
군부대와 아이들 교육 _ 221
침체되는 학습 분위기 속에 꿈을 잃어가는 아이들 _ 223
학교를 떠나는 이명순 선생님 _ 225
사양길로 접어든 태기분교 _ 227
어려웠던 추억은 더 진한 그리움이 되고 _ 229
50년만의 해후 상봉 _ 231
은발의 동창회 _ 234
80송이의 장미 _ 238

제5부 태기산에 자생하는 산야초, 야생화 _ 241

부록 태기산이 품은 이야기를 찾아 _ 335
 태기산이 품은 이야기 발굴 및 조사



약 2,000 여 년 전 태기산 8부 능선에 산성을 쌓고

신라군과 항전하다 멸망한 태기왕국의 애달픈 전설과,

봉복사를 거점으로 일제와 맞서던 용감한 의병들의 항전,

6·25가 일어나기 직전 태기산에 침투한 무장공비를

토벌하던 대한민국 경찰들의 위용과,

6·25 남침 때 향토를 지키기 위해 아까운 목숨을 바친

의용 8용사들의 무용담이 서리어 있는

아아, 태기산 산자락!

아직도 그 분들의 피끓는 애국심과 순국정신을 가슴에 품고

태기산은 우리들에게 

산 역사의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다.

제1부

태기산泰岐山 가슴엔 
역사歷史가 숨 쉰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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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비운悲運의 태기왕泰岐王 전설

지금부터 2,000여 년 전 낙동강 하류 지역에

진한이라는 부족국가가 있었다.

진한의 마지막 군주인 태기왕은

신라의 박혁거세와 영토분쟁을 하던 중

삼랑진에서 나라의 운명을 건 건곤일척 큰 싸움을 하였다.

이 전쟁에서 크게 패한 태기왕은

패잔병을 이끌고 북쪽으로 도주, 멀고 먼

이 곳 태기산에 이르게 된다.

태기왕은 이후 권토중래를 꿈꾸며

천혜의 요새인 태기산에 들어와

해발 약 800미터 지점에

둘레가 1.8킬로미터 되는 성벽을 구축하고

정예 병사를 육성하면서 한 편으로는

농지를 개간하여 군량을 확보하게 된다.

태기산에 오르는 데는 경사가 급하고 

절벽이 많아 적군을 막아내기가 쉽고

위에는 넓은 평지가 있어 군사를 주둔하기

편한 지형이다.

태기왕은 재기의 꿈을 키우며 4년의 세월을

와신상담의 정신으로 국력을 길렀다.



22   태기산을 시(詩)로 읽는다

‘이제 조금만 더 힘을 키우자’

‘우리의 세력을 주위로 넓혀 이 산성을 중심으로 하여 신라에

저항할 힘을 키우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태기왕의 꿈이 자라나기 시작할 무렵

신라의 박혁거세는

미래에 있을지 모르는 화근을 없애고자

머나 먼 천리 길 이곳까지

정예병을 이끌고 진격하게 된다.

태기산성의 대문인 큰 성골과 작은 성골로

군사를 보내어 진격하지만

가파른 절벽을 이용하여 천혜의 요새에서 항쟁하는

태기왕의 군사들은 잘 막아내고 있었다.

“와아! 와아!”

수십 차례 함성을 지르며 공격해 보았지만

난공불락이었다.

신라군은 작전을 바꾸었다.

군사를 갈라서 한 쪽은 남문을 계속 공격하게 하고

또 한편은 먼 거리를 우회하여 반대쪽인

서석면 생곡리 방면을 통해

뒤쪽의 능선을 따라 공격을 감행한다.

불의에 기습을 받은 태기왕의 군사들은 우왕좌왕 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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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부족으로 성이 무너지고 드디어 나라가 망하고 만다.

이 애달픈 이야기들은 2,000여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태기왕의 비운을 함께 슬퍼하는 이 고장 사람들이 가슴속에 설화로 남아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허물어진 산성 터의 이끼 낀 돌들엔

망국의 한이 서리어 있고

군사들이 파 놓았던 우물은

산짐승들의 샘물로 변해 버렸고

군량을 확보하기 위해 개간했던 평평한 고원의 땅은

오랜 세월이 지난 후 화전민들의 터전이 되기도 했다.

큰 성골, 작은 성골, 촛대바위... 어디 그뿐인가

어답산, 병지방, 공서울 은전머리, 동막, 어염골, 장수바위 등

태기산 주변의 산, 골짜기, 바위에도

태기왕의 이야기가 입혀져 있으며

횡성 5일장을 노래하는 장타령에도

태기왕의 전설이 녹아 있으니

2일은 갑천 장날(구리뜰)

2자나 한자 들고 보니 구리뜰 장날이 분명하구나

태기왕이 섬강에 갑옷을 씻었다네

3일은 청일 장날(버들골)

3자나 한자 들고 보니 버들골 장날이 분명하구나

봉복사의 종소리는 태기왕의 승전보요...



24   태기산을 시(詩)로 읽는다

아, 비운의 태기왕 !

그는 역사 속에 잊혀진 이름이지만

이 곳 민초들의 가슴 속에는

영원히 살아 있으리라

저 유장한 섬강의 흐름처럼

우리들 가슴에 그리움의 강물로 출렁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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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대바위

작은 성골 계곡에 

거대한 암석이 촛대모양으로 솟아 있다 

수 천 년 풍우 속에서도 

누가 불을 밝혔는지

촛농이 흐른 것 같은 흔적이 

바위 벼랑에 완연하다. 

먼 옛날 보초를 서던 태기왕의 병졸이 

쳐들어온 적군의 수가 너무나 많아 

깜짝 놀라 그대로 바위로 굳었다는 

전설을 지닌 바위

망국의 영혼들이

나라 회복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던 

기원의 촛대인가

아름다운 이 절경이 좋아

선계(仙界)의 신선들이 밤에 내려와

술 한 잔 마시면서 밝히던 촛대인가

세월은 기름이 되고

해와 달은 불빛이 되어



26   태기산을 시(詩)로 읽는다

타고 또 타들어 가도 촛대는 그대로 있는데

바위틈에서 촛대를 지켜보던

나무 몇 그루 그대로 말라

고사목(枯死木)이 되었구나

태기산성 가는 길

작은 성골 계곡에 서 있는

촛대바위는

오늘도 소망의 불 밝힐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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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태기산성泰岐山城

태기산 1,000여 미터에 자리한

옛 산성터에 올랐다.

산 능선을 따라 성곽 흔적이

여기 저기 흩어져 있고

군창(軍倉)과 관청지(官廳址)로 보이는

평편한 땅에는 아름드리나무가 울창하여 

천년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게 한다.

군사들이 마시었을 샘물은

짐승들의 옹달샘이 되었고

격전의 그 옛날

밀고 밀리던 전쟁터엔

신우대만 무성하게 자라나 있다

무너진 성터에 태기왕의 한이

이끼로 피어

천년 세월 풍우 속에도

돌마다 푸르게 남아 있고

태기산성비(泰岐山城碑)돌에 새겨진

애달픈 역사의 기록을

소슬바람이 읽고 있다.



28   태기산을 시(詩)로 읽는다

천혜(天惠)의 요새(要塞)지만

천운이 다하여 무너진

아, 태기산성!

태기산성터엔 오늘도

나뭇가지를 스치는 바람소리가

병사들의 수런대는 말소리로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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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문

태기산성비 동쪽

가파른 절벽에

작은 돌문이 하나 있다.

수 십 년 전만 하여도

바위가 붙어있어 마치

문처럼 보였는데

지금은 큰 덩어리가 떨어져 나가

둘로 갈라져 있다고 한다.

돌문 안에는 약간의 공간이 있어

물건을 보관하기에 적당하였고

사람들은 여기에

소금을 보관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태기왕궁의 소금 창고로 쓰였을지도 모르는 

이 돌문 창고는

오늘도 역사적 비밀을 간직 한 채

고고학자들의 발길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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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복산鳳腹山

산세가 봉황을 닮아 

신령스러운 산 

태기산과 다정히 손을 잡은 채 

푸른 날개를 활짝 펼치고 있다. 

산 정상 부근 

봉복샘에서 흐르는 물은

섬강의 근원이 되어 굽이굽이 

이백 여리를 흘러가고

지천으로 깔린 신우대는 

복조리를 만드는 원료가 된다. 

봄에는 두릅과 산나물

가을에는 고운 단풍

겨울에는 상고대가 아름다운 산

봉복산은

치장을 하지 않아도 예뻐 보이는

시골 처녀 같은 순수한 산이다.

능선이 부드럽고

등반길이 험하지 않아

언제 보아도 다정다감한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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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만리장천을 날아가던 봉황이

잠시 나래를 접고 꿈을 꾸는 듯한

아름다운 봉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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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복사鳳腹寺

청일면 신대리 산 138번지 

태기산 자락 서쪽에 있는 봉복사는 

신라 선덕여왕 때 자장율사가 창건하여 

1,400 여 년을 내려 온 

횡성군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사찰이다.

봉황이 알을 품고 있는 듯한 지형에

대웅전이 있는 웅장한 봉복사 

옛날에는 승려만도 100 여 명이 넘었고 

암자도 아홉 개나 있었다 한다. 

사찰 주변에 흩어져 있는 

수지문(樹枝文)과 평와편(平瓦片)의 

기와 조각을 보면서

흘러간 역사를 더듬어 보노라면

정성스레 염불을 외던 스님들의 음성이

은은히 들려오고

사찰 입구 숲속에 있는

일곱 개의 부도(浮屠)에는

부처님께 귀의한 고승(高僧)들의

사리가 안치되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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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자의 불심을 더욱 더 높여 주는

천년의 고찰 봉복사

울창한 숲과 맑은 바람

풍경 소리 은은히 들리는

이곳에 와서

잠시 마음을 비우노라면

속세의 모든 근심이

말끔히 씻겨지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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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복사鳳腹寺의 수난受難과 삼층석탑

봉복사는 여러 차례 화재가 있었다 하는데

신라 문무왕 때 큰 화재로

원효대사가 다시 지었고

고려 후기 덕종 3년에는

도솔암과 낙수암이 소실 되었으나

조선 후기 영조 23년에 

서곡선사가 중건하였고

1907년에는 봉복사를 거점으로

의병 360명이 태기산 천혜의 요새를 근거로

일본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는데

이에 앙심을 품은 일본군에 의해

모두 소실 되었었고

6·25 전쟁으로 인하여

다시 소실되었으나 중건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한다.

봉복사의 원래 위치는

삼층 석탑이 서있는 곳이라 하는데

화재로 소실된 절을 다시 지으려는

주지 스님 태허선사의 꿈에

“소가 목재를 나르는 곳에 절을 지으라.”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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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의 지시를 받았는데

지금의 장소에 목재를 날라 놓아

절을 지었다는 설화가 있다.

봉복사는 천년고찰이지만

특별한 문화재가 없는 것은

여러 차례 화재로 인한 수난을 겪다보니

불에 타지 않는 삼층석탑 외에

남아 있는 것이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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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기산 무장공비武裝共匪 토벌작전討伐作戰
- 제 1차 토벌 작전

북한은 6·25가 일어나기 2년 전부터

횡성, 홍천, 평창 3개 군계에 솟아 있는

태기산에 유격대를 침투시켰다.

1948년 10월 초순 북괴군은

인민군복과 일제 99식 소총으로 무장하고

강릉 서면 38선을 넘은 다음

험준한 태백준령을 타고 남하를 개시

11월 14일 태기산에 숨어들었다.

미리 정보를 입수하고 응봉 방면에 배치 중이던

용감한 우리 경찰은 적의 척후대 60명을 발견하고

이들과 교전하여 4명을 사살함으로 큰 성과를 올렸고

적들은 혼비백산하여 태기산으로 흩어져 도주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을 접한 둔내 지서에 대기 중이던

강원경찰국 소대와 홍천경찰서 대원은 현지에 출동

적이 버리고 간 배낭 30개와, 수류탄 50개, 소총 실탄

1,000 여발을 노획하고 계속 추격하였으나 일몰 관계로

태기산 자락 화동리에서 잠복근무하였다.

한 편 신대리 방면에서 수색하던 횡성경찰서 대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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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 재차 태기산으로 입산하였다는 첩보를 받고

퇴로를 차단하고자 11월 14일 오후 10시경

태기산 방면으로 출발하였다.

다음날 11월 15일 오후 1시 경 전방을 수색하던 척후대

곽윤춘 경사. 양명석 순경이

태기산 장구목에서 불을 사르고 있는 적 주력부대를 발견하고

본대에 보고, 적과 교전하였으나

야간 전투의 불리함으로 후퇴하였다.

이 전투에서 적 6명을 사살하고

99식 소총 6정 및 실탄 다수를 획득하였으나

곽경사가 적의 포로가 되었고

양순경은 적과 교전 중 전사하였으며

적군은 멀리 도망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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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기산 무장공비武裝共匪 토벌 작전討伐作戰
- 제 2차 토벌 작전.

1949년 8월 7일 오전 3시 적군이

원길리 백운동 흥정산과 태기산에 연결된 능선을 타고

태기산에 입산하였다는 정보를 입수한 계촌 경찰대는

8월 8일 오전 10시에 오일문 경사의 지휘 아래

오후 1시 방림면 계촌리를 출발하여 7시에 면온리에 도착

석식을 준비하며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태기산에 숨어 있던 공비 30 여 명이 식량을 약탈하러

나왔다가 경찰들과 맞부딪혔다.

교전 중 이 전쟁에서 적 2명을 사살하였으나 아군은

순경 2명이 납치당하는 등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

경찰에 의한 태기산 전투로 적정을 파악하게 되자

원주에 주둔하고 있던 정규 군부대가 출동하여

군경 합동 작전으로 공비의 잔당을 모두 소탕하였다.

1949년 경찰의 사격훈련 장면 횡성경찰서 둔내지서 직원(194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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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기산 경찰警察 전적비戰績碑

태기산 무이 쉼터에 경찰전적비가 세워져 있다.

이 전적비는 6·25 사변이 일어나기 전에 북한이 태기산에

무장공비를 침투하여 민심을 교란코자 했으나

공비토벌을 위해 활동하다 전사한 분들을 추모하기 위해

1992년 6월 5일 세운 것이다.

비문(碑文)

우리 민족은 8·15 해방으로 나라를 되찾은 기쁨과 감격도 채 가시기 전에 38

선을 경계로 국토와 민족은 양편으로 갈라져 역사는 또 다시 분쟁으로 이어

졌다. 북한은 1948년 10월 강동정치학원 소속 무장공비 180명을 태백산맥

을 이용하여 남파시켜 그 중 일부가 태기산을 중심으로 산간지방에 출몰하여 

관공서를 기습하고 양민학살과 약탈행위를 자행하였다.

1948년 11월 15일 횡성경찰서 조동하 경위 지휘 아래 1개 소대는 태기산 

일대에서 출몰하는 무장공비 수색작전 수행 중 장구목, 응봉 등지에서 무장

공비와 치열한 전투를 하여 10명을 사살하고 무기 다수를 노획하는 전과를 

올렸으나 경감 곽윤춘과 경위 양명석이 장렬히 전사하였으며 1949년 7월 

24일 치악산에 숨어 있던 무장공비가 강림지서를 포위 기습하여 왔을 때는 

경위 김우기 지휘로 경찰 5명이 즉시 응사하여 교전 중 2명을 사살하고 모두 

격퇴시켰으나 경위 김한석이 전사하였다.

이처럼 국가와 민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다 장렬하게 젊음을 바친 영령들을 

추모하고 그 살신성인의 경찰정신이 후배 경찰관에게 귀감이 되게 하고자 태

기산 기슭에 전적비를 세우노니 호국의 영령이시여 비록 조국의 산하가 외세

에 의하여 갈라졌으나 통일은 기필코 우리 손으로 이루겠으니 고히 잠드소서

비는 정진규 강원도지방경찰청장이 경찰의 희생정신을 길이 남기고저 하는 

뜻에 따라 횡성경찰서 전 직원의 정성어린 뜻을 모아 세운다.

1992년 6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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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기산 무장공비武裝共匪와 의용義勇 8용사勇士

6·25 사변으로 인해

고향을 등지고 먼 곳으로 피난을 하였다가

9·28 수복으로 돌아 온 갑천면 매일리 사람들은

죽음의 마을처럼 폐허가 된 고향을 보고

전쟁의 쓰라린 참상을 실감하였고

미쳐 북으로 후퇴하지 못한 태기산 무장공비들의

살인, 방화. 약탈의 만행으로

마을은 무법천지가 되었다.

치안 유지의 책임을 지고 있는

갑천지서 순경 4명으로는

극도의 혼란과 무질서를 진압할 수가 없어

이에 애국에 불타는 청년들이

의용 경찰을 조직, 자위대를 발족하였다,

이들은 정예 훈련을 받은 군인도 아니며

완전한 경찰관도 아닌 오로지 피끓는 애국청년으로

김문걸을 대장으로 뭉친 8용사와 30명의 대원은

군번없는 군인으로 보수 없는 경찰로서

99식 소총과 패잔병에게 노획한 무기로 무장하고

잔류한 패잔병을 소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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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역자를 색출 검거하여 군에 넘기는 등

마을의 안정과 평화를 수호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태기산 일대에 은신하다가

지리산 공비들과 합류하기 위해 내려 온

수많은 북한군 패잔병(주민들은 1개 연대병력으로 증언)과

일대 격전을 벌였다.

1주야 동안 계속된 전투에서 지서는 완전히 파괴되고

상처가 아물던 시가지는 다시 시가전으로 불타 올랐다.

전투는 마을 뒤 구리봉에서 시작하여

밤낮없이 삼거리와 전촌리 까지 밀고 밀리는 전투에서

많은 적을 물리치고 횡성쪽으로 향하던 중

돌돌벌에서 다시 북한군 대규모의 기습을 받고

실탄이 부족하고 피로에 지쳐 큰 피해를 입었다.

이 전투에 참가한 8명의 대원 중

자치대장 김문걸을 비롯해 박준금(20세), 노성빈(20세),

이인홍(21세), 신기묵(19세), 박병국(22세), 홍주석(22세) 등

7명이 순국하고 오직 홍석규 씨 만이 기적적으로 생존했다.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진 홍석규를 북한군은 확인 사살하기 위해

죽창으로 마구 찌르고 도주했다.

아직 어린 아들을 전쟁터에 내 보낸 홍석규 어머니는

매일 정한수 떠놓고 천지신명께 빌고 또 빌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천 강 건너 사는 아주머니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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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소식이 왔다.

그 아주머니는 쓰러져 누운 홍석규를 들춰 업고 집으로 와

호박을 삶아 총상으로 구멍이 뚫린데 붙이고 응급처치를 해 놓고

어디 사는 누구인가 물어보고 연락을 했다는 것이다.

홍석규 부모는 그 아주머니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아들을 업고 횡성읍에 있는 야전병원에서 치료하여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는 것이다.

6.25 사변이 일어난 지 15년이 지난 1965년 12월 1일

당시 갑천면장과 면민들이 고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정성을 모아 순국자 1인을 1층으로 콘크리트 탑을 세웠고

1983년 12월 1일 도로 확포장 공사로 이전하였다가

지금은 면사무소 옆에 대리석 충혼비로 단장해 고귀한 뜻을 기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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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드리나무에 귀를 대보면

아름드리나무에 귀를 대보면

나무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다.

나이테 속에 기록해 두었던

태기산의 역사 이야기

천년 비운의 태기왕국의 전설도

봉복사에 근거를 두고 일제에 항거한

의병들의 이야기도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이곳에 이주했다가 떠나간

화전민들의 애환도

신우대를 이용하여 부농의 꿈을 키우던

부지런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아름드리나무는 역사 선생님처럼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

수없이 많은 사연들이 있을 때 마다

산은 언제나 보듬어 주었으며

모두를 위해 희생하였고

따뜻한 모성으로 품어 주었다고...



44   태기산을 시(詩)로 읽는다

아름드리 나무는

산의 고마움을 간직한 채

오늘도 푸르고 푸른 역사를

나이테에 기록하고 있다고

은은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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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스노보드 선수권 대회의 추억
- 웰리힐리(성우리조트)에서

꿈의 동산 웰리힐리에서 열렸던

세계 스노보드 선수권 대회는

50여 나라 600 여 선수들이 저마다

재주를 겨루었다.

빠른 스피드로 장애물을 유연하게 넘는

스노보드 클로스

지그재그로 놓인 기문을 아슬아슬하게 도는

평행회전의 묘기

순발력의 극치인 평행대회전

원통의 파이프를 반으로 자른 듯한 코스에서

좌우 벽을 이용해 재주를 뽐내는

스노보드 꽃인 하프파이프

화려한 공중기술과 점프, 안정된 착지를 

선보이는 빅에어...

초속 8~9 미터를 질주하는

은빛 시간과

설원 위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환희의 꽃송이여!



46   태기산을 시(詩)로 읽는다

아시아 최초로 실시한 이 경기는

웰리힐리의 겨울을

환희의 물결로 뒤덮었으며

우리 횡성의 자랑스러움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태기산은 웅장하면서도 수려한 경관을 안고 있다.

산자락마다 계곡마다 청정자연의 숨소리가 들려오고

사계절마다 갈아입는 태기산의 아름다운 의상(衣裳)은

우리들에게 친근함과 신비함을 전해준다.

환경부가 제정한 국가생태탐방로가 있는 산

20 여개의 풍차들이 우리의 꿈과 희망을

감아올리는 태기산 정상 !

태기산에 올라와 보면 알리라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신비로운가를...

제2부

아름다운 대자연大自然 
태기산泰岐山 산하山河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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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기산 국가생태탐방로

환경부에서 지정한 국가생태탐방로

36개 중에 하나인 태기산 탐방로는

4개의 코스가 있는데 각 탐방 코스마다

다양한 체험과 학습을 할 수 있어

1년 내내 사람들의 발길이 멈추지 않는다.

첫 번째 길은 태기왕 전설길로 약4.5km

소요시간은 2시간 20분 정도 걸리는데

2,000여 년 전 이 곳에 산성을 쌓고

신라군과 항전했던 태기왕국의 역사의 흔적과

해발 1,000여m의 땅에서 화전을 일구며 살았던



50   태기산을 시(詩)로 읽는다

화전민들의 삶의 애환도 함께 살필 수 있는

역사적 스토리텔링의 길이다.

양두구미재(무이쉼터) - 바람개비 동산 – 임도 갈림길 -

태기분교터 – 태기산성에 이르는 길과

신대리 작은 성골에서부터 – 촛대바위 – 산성 요새의 길 -

성황당터 – 샘물터 – 산성비 – 망루터 – 화전민의 농경지 -

태기분교터 등으로 오르는 2가지 방법이 있다.

두 번째 길은 낙수대계곡길로 약6.7km

소요시간 3시간 20분 정도

신대리 큰 성골 계곡을 따라 오르는 길로

수려한 자연, 기암절벽, 맑은 물, 울창한 숲,

청정 자연이 살아 숨쉬는 길이다.

아름다운 낙수대 폭포를 지나 전망대에 오르면

눈앞에 하늘길이 환하게 펼쳐지는 듯하다.

세 번째 길은 청정체험길로 약 2.5km

소요시간 1시간 30분

태기왕전설길에서 산철쭉길로 이어진

비교적 짧은 거리이지만

울창한 수목과 바람소리, 산새소리

각종 희귀한 산야초들과

자연의 맑은 숨소리를 들을 수 있는

친환경 힐링(healing)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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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길은 산철쭉길로 3.5km

소요시간 1시간 50분으로

양두구미재에서 정상쪽으로 이어진 길로

야생화와 산철쭉이 군락을 이루는

아름다운 생태체험의 현장이다.

산자락에 서려 있는 역사의 흔적과

싱그러운 대 자연의 섭리를 

다정스레 속삭여 주면서

언제나 푸른 가슴을 열고 탐방객을

미소로 맞이하는 태기산

여기에 산이 있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52   태기산을 시(詩)로 읽는다

낙수대 폭포

낙수대 폭포는

폭포라기 보다

신이 만든 예술품이다.

태기산의 싱그러움과

구름과 바람의 서정

천년역사의 애환이 녹아 흐르는

아름다운 저 물줄기

옛날 태기왕궁이 있을 때는

귀족들의 낚시터였다는

낙수대 폭포......

기암절벽을 뛰어 내려 부서지는

은빛 포말을 보면서

문득 김삿갓의 시구가 떠오른다.

수작은저용절벽(水作銀杵舂絶壁)

운위옥척도청산(雲爲玉尺度靑山)

폭포는 은 절구 공이가 되어 절벽을 찧고

구름은 옥으로 만든 자가 되어 청산을 재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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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수대 길에서 단풍丹楓 시詩를 읽으며

낙수대 길에서 김시습의

홍엽(紅葉) 이란 시(詩)를 읽으니

감회가 새롭다.

추하전작천심홍(秋霞翦作淺深紅)

청녀다정교불궁(靑女多情巧不窮)

점점욕소잔조외(點點欲燒殘照外)

층층여화난산중(層層如畵亂山中)

수항서자비심사(數行書字悲心事)

기개견수낙만풍(幾个牽愁落晩風)

모향추심원영락(莫向秋深怨零落)

동군응우철잔총(東君應又綴殘叢)



54   태기산을 시(詩)로 읽는다

가을은 노을을 잘라내어

옅은 색 짙은 색 붉은 천을 만들고

서슬 퍼런 서리는 웬 정이 많은지

끝도 없이 솜씨를 보인다.

저무는 낙조 아래 점점이 불타오르고

이산 저산 속에 층층이 화폭이 펼쳐진다.

몇줄의 사연은 심사를 구슬프게 만들며

이런저런 시름 끌고 저녁 바람에 떨어진다.

깊어가는 가을 향해 조락을 원망하지 말자

봄바람은 또 시든 풀숲에서 풀을 엮고 일을 게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버린

천재시인 김시습도

아름다운 자연 앞에서는

숙연해지지 않을 수 없었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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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기산 신우대

신우대는 일명 산죽, 갓대, 산대,

조리를 만든다고 하여 조릿대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대나무 중에서 가장 작은 종류로

산자락이나 숲속에 무리지어 자라며

죽세공용, 관상용, 식용, 약용 등으로

많이 쓰인다.



56   태기산을 시(詩)로 읽는다

특히 태기산 일대에는

기후와 토질이 잘 맞아

푸른 군락을 이루며 잘 자란다.

태기산 자락 신대리 마을에서는

신우대로 복조리를 만들어

전국적으로 판매하여 

농한기 부업으로 쏠쏠한 재미를 

보아 왔다.

조리로 복을 건져 올린다는

정초에 파는 복조리

남에게 복을 팔면서

나도 복을 받는다는 복조리

지금은 산업화의 물결에 밀리어

사양길에 접어들었지만

훈훈하고 아름답던 전통은

지금도 그립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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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리 계곡

태기산 끝자락에 있는 신대리는

태기왕의 군사들이 새로 마을을 만들어

정착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는

전설이 있다.

산과 산이 이마를 맞대고

나무와 나무가 포옹한 사이로

물이 흐르는 청정지역

낮에는 흰 구름이 산자락에 걸려 있고

밤에는 별빛에 쏟아진다.

태기산에서 흘러나오는

청옥 같이 해맑은 물은

바라만 보아도 마음이 정화되고

세파에 찌든 마음을 말끔히 씻겨 준다.

큰 성골 ‘하늘 아래 첫 집’ 방향으로 올라가면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과 낙수대를 거쳐

정상으로 갈 수 있으며

작은 성골 촛대바위 있는 쪽 입구로 올라가면

성황당 터, 샘물 터, 태기산성을 거쳐

태기왕의 숨결을 느끼며



58   태기산을 시(詩)로 읽는다

정상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

신대리 계곡에 가면 문득

시간을 잃어버린다.

맑은 물속에 발을 담그고

고요히 눈을 감으면

성스러운 자연에 취해 나도 모르게

대자연의 일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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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기산 정상頂上에는

1,261 미터 태기산 최고봉에는

군인 부대가 주둔하여

국토방위의 임무를 다하고 있다.

1965년 중반부터 주둔하여

나라를 지키는 일 외에도

화전민들과 태기분교 어린이들과

친교를 맺어 왔다.

마을을 돕는 일과

학생들의 공부와 체육활동 및

음악, 미술, 특기적성을 도와주는 등

많은 도움을 주었다.

화전민들과 태기분교는

역사 속에 사라져 갔지만

아직도 군부대는 국토방위의 임무를

충실히 하고 있다.

태기산은 예로부터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었다.

태기왕국의 흥망성쇠는 물론

구한말 의병들의 격전지였으며

6·25 전쟁 전에도 무장공비들이 출현하여



60   태기산을 시(詩)로 읽는다

우리의 군경과의 치열한 전쟁이 있었던

전략상 요충지이다.

이를 교훈 삼아

태기산 정상의 군부대는

불철주야 국토방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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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재 공원에서

밝고 맑고 푸름이 넘치는

청(晴), 청(淸), 청(靑)의 고장

골짜기 마다 아직도 가재가 사는

섬강 발원지 청일면 중심부에

가재 공원이 있다.

가재를 형상화 한 상징탑에는

청정자연을 지키려는 면민들의 마음이 아로새겨져 있고

각 마을의 특산물이 소개 되어 있다.

태기산, 봉복산, 운무산, 수리봉 자락에서 

흘러내린 옥 같은 물이 굽이굽이 벌판을 적시는 곳

예부터 개이는 날이 많아 붙인 이름 청일

날도 개이고, 사람의 마음도 개이고

언제나 푸른 자연의 마을

가돌이 가순이가 자유롭게 사랑을 속삭이는

아름다운 소망의 고장 청일

가재공원에 앉아 태기산을 바라보면

거대한 풍력발전기가 청일의 푸른 꿈을 감아올린다.

푸른 하늘 가득히 내일의 희망을 감아올린다.



62   태기산을 시(詩)로 읽는다

태기산 산국山菊

태기산 산자락에

산국(山菊)이 피어 있다.

가을이 부어주는

소주(燒酒) 한잔 마셨는지

취한 듯 꿈을 꾸는 듯

몽롱한 눈빛, 눈빛......

화전민(火田民)의 여한(餘恨)을

송이마다 쟁여 넣고

솔바람 일렁이면

몸추스려 걸어가다

취객의 발걸음처럼 아무데나

쓰러져 누웠구나

노을이 짙어오면

온 산이 다 불타는데

연기 속에 사라져간 목소리들이

더 더욱 그리워라

탁배기 한 사발에

가난을 타서 마시던

그 옛날의 그 애달픈 눈빛들이

산자락 가득

산국으로 다시 피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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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 계곡 소공원

태기산 자락을 끼고 있는

청정 자연 신대리 계곡엔

언제나 맑은 물이 흘러 내린다.

새소리, 바람소리,

산야초의 향기,

태기왕에 엉킨 애달픈 전설도

물이랑에 풀리어

함께 흐른다.

성골물, 어둔리 물이 합수되는

중앙교 다리 아래로는

버들개 떼가 한가롭게 헤엄치고

물결 따라 남실대는

고운 꽃입배들......

시내 옆 소공원엔

다목적 구장, 잔디 마당,

야생화 단지 들이 설치되어 있고

꽃동산을 도는 지압로(指壓路)엔

철따라 가지가지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난다.



64   태기산을 시(詩)로 읽는다

세상에 찌든 마음

맑게 헹구고 가는 신대 계곡

여기에 오면

청정자연의 고마움을 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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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기산 단풍

태기산 자락에

불이 붙었다.

화전민들이 지르던

옛날 그 불꽃이

다시 살아 나

저토록

산을 태우는가

불을 끌려해도

끌 수가 없다.

바람이 멎어야 하는데

풍력발전기가

계속 바람을 더하니

불은 점 점

더 번져 간다.



66   태기산을 시(詩)로 읽는다

설화雪花

온 산에 눈꽃이 피었다.

잎진 빈 가지에도

상록수의 가지 위에도

목화송이 같은 눈꽃이

탐스럽게 피었다.

설화는 나무에게 내린

신의 축복이다.

봄에서 가을까지 수고했다고

잎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또 열매를 맺고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 온 나무에게

함빡 내려준 신의 축복이다,

온 누리에 신의 말씀이 넘친다.

포근하고 부드럽게

그리고 조용조용하게

평화의 말씀이

온 자락을 감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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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기산 설경雪景

바라보면 볼수록

가슴 설레는

순백(純白)의 세계

고요와 평화를 머금은 채

천진무구(天眞無垢)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 있는

눈 덮인 태기산



68   태기산을 시(詩)로 읽는다

태기산의 낙조落照

태기산 8부 능선에

넘어가는 햇살이 걸렸다.

산 아랫부분은

점차 어두워지는데

햇살이 남아 있는 곳엔

이별이 못내 아쉬운

애절함이 서리어 있다.

울먹이면서

하늘 길은 걸어가는

소녀의 금빛 머리칼이

조금씩 흔들리 듯

한 발짝 두 발짝......

그렇게 사라지고 나면

온 산엔 적막이 쌓인다.

태기산도 조용히 눈을 감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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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기산 운해雲海

태기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아득한 구름바다

파도가 잠자는 바다처럼

고요하고 평화롭다.

세차게 돌아가던

풍력발전기의 날개도

이 고요함을 지켜주려는 듯

서서히 돌고 있고

운해 속에 잠자는 

작은 봉우리들 숨소리가

은은히 들리는듯하다.

태기왕의 슬픈 전설도

화전을 일구다 떠나간

사람들의 애환도

모두 다 저 운해 이불 속에서

꿈을 꾸고 있으리라

고요한 평화의 꿈을......



70   태기산을 시(詩)로 읽는다

태기산 더덕

태기산 자락 청정자연에서

자연 조건 그대로 재배하는

태기산 더덕은

농수산부의 품질인증서를 받은

우수 품질로

육질이 연하고 아삭아삭하며

향이 강하고

주성분인 사포닌과 이눌린 등의

성분이 많아

건강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오래 묵은 더덕은 산삼보다 낫다>는

말이 있듯이

인삼, 현삼, 단삼, 고삼과 함께

저절로 쑥쑥 자라는

태기산 더덕은 자연의 섭리 속에

토실하게 굵어가면서

부농의 꿈을 키워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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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기산 풍력발전기

태기산 정상 주능선에는

풍력발전기 수십 기가

신나게 돌아가고 있다.

회전자(rotor) 길이 40미터의

거대한 바람개비가

빙글빙글 회전을 하며

1,200 여 미터의 능선에서

전기를 생산한다.

바람의 운동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변환되어

횡성, 평창군 일대에 전기를 공급하는

태기산 풍력발전기

퍼내면 또 고이는 샘물처럼

지나가면 다시 부는

바람의 눈부신 활력 안에서

생산 되는 전기 에너지는

우리 군민의 빛나는 소망이다.



72   태기산을 시(詩)로 읽는다

바람에 돌아가는 저 은빛 날개에

우리들 꿈을 실어보자

세계로, 미래로, 넓은 하늘로

우리의 푸른 이상을 날려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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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내 사람들의 애향심愛鄕心
- 애향시 둔내 11경을 중심으로

예로부터 둔내는 태기산을 비롯하여 삽교리, 마암리, 화동리, 석문리, 둔방

내리, 자포곡리, 두원리, 우용리, 조항리, 현천리, 영랑리 등 천연 그대로의 자

연 경치와 사계절에 따라서 변하는 아름다운 경관들이 많다.

일찍부터 둔내의 자연과 풍경을 아끼고 사랑하는 시인 문인들이 둔내십

일경을 시로 읊었는데 이는 일제 식민지 정책 하에서 우리의 전통교육을 말

살하고 신식교육을 강요하던 1930년대에 둔내를 사랑하고 아끼는 지식인들

이 모여 전통 학문의 하나인 시문(詩文)을 공부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시회(詩

會)를 통하여 우리의 자존심과 민족의 얼을 높이는 길이기도 했다.

1937년 영호리(영랑리)에 주병황(朱秉璜)선생, 둔방내리 강흥길(康興吉)

선생, 현천리 김복래(金復來)선생 등이 주축이 되어 둔내면 11개리의 지명과 

자연환경을 관찰하고 11개리의 특색 있는 것을 하나씩 골라 둔내 명승지 11개

를 선정하여 <둔내 11경>이라 하였으며, 1937년 30여명의 문인들이 모여 <둔

내 11경>이란 시제(詩題)로 시를 지었는데 영랑리의 송암 안운담(松菴 安云

淡)선생의 시가 장원하였다.

그 작품을 간직하였다가 오랜 시간이 지난 2004년에 둔내면에서 마을마

다 시비(詩碑)로 세워 면민의 긍지를 높이고 있다.



74   태기산을 시(詩)로 읽는다

德高淸風 덕고청풍 (현천리 1572-5)

淸凉非夏亦非冬 청량비하역비동

最愛新鮮日夜從 최애신선일야종

勝槪分明仙境處 승개분명선경처

吹聲蕭瑟鶴巢松 취성소슬학소송

千峰林列雲生峀 천봉림렬운생수

萬壑連環霧掩容 만학연환무엄용

勝地景光非不在 승지경광비부재

詩人浪跡幾留節 시인낭적기류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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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고청풍德高淸風 현천리玄川里

빼어나 산수(山水)와

청아(淸雅)한 기풍(氣風)이 넘치는

현천리는

신선(神仙)이 노는 곳으로

바람소리 소슬한 나뭇가지엔

학(鶴)이 둥지를 틀었고

천개의 봉우리엔

피어나는 구름

수많은 골짜기 마다엔

안개가 산을 가렸네

모두가 다 풍요롭고

아름답지 않은 곳이 없으니

시인(詩人)의 발걸음이

멈추는 곳이라네.



76   태기산을 시(詩)로 읽는다

梅堂山竹 매당산죽 (삽교리 573-4)

梅竹相隣物理佳 매죽상린물리가

堂中翫者動詩懷 당중완자동시회

風蒜紅朶香盈室 풍산홍타향영실

月導淸陰綠抱崖 월도청음록포애

斑色分明湘水岸 반색분명상수안

丹靑完爾武陵涯 단청완이무릉애

千蒼萬紫花林美 천창만자화림미

飛蜂舞蝶亂前街 비봉무접란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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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당산죽梅堂山竹 삽교리霅橋里

매화(梅花)와 산죽(山竹)이

조화를 이룬 풍류(風流)의 땅

삽교리에 가면

시심(詩心)이 절로 일어난다

바람에 흔들리는 꽃가지에는

향기가 가득 하고

푸르른 달빛은

벼랑을 껴안은 듯 하여라

아롱진 그 빛은

소상강 언덕과 같고

고운 단청은

무릉의 물가와 같아라

푸르고 붉은 꽃수풀이

아름다우니

벌, 나비의 춤이

거리에 가득하구나

＊소상강, 무릉 :  중국에 있는 지명으로 한시에서 경치 좋은 곳을 인용할 때 
                           주로 사용하는 곳이다.



78   태기산을 시(詩)로 읽는다

松亭睡鶴 송정수학 (마암리427-2)

蒼蒼不染世塵灰 창창불염세진회

伴鶴一生幾甲回 반학일생기갑회

影過療陽登化羽 영과료양등화우

聲聞天關謝恩盃 성문천관사은배

青

光獨帶物中秀 청광독대물중수 

閑夢常遊雲乘來 한몽상유운승래

枕睡支離難覺處 침수지리난각처

不知世事萬端催 부지세사만단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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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수학松亭睡鶴 마암리馬巖里
- 학(鶴)을 노래하다

세상을 초월(超越)하여

학(鶴)과 벗을 삼는다는

풍류의 마을 마암리에서

푸르고 푸른 마음

학과 벗하여

그 몇 년이나 지냈던고

우아한 그림자는 물에 비치고

유려한 울음소리는

하늘까지 들리겠네

푸른 기상은 만물 중에 제일이고

한가한 마음은 언제나

구름을 타고 노는 것 같아라

조는 듯 꿈꾸는 듯

세상일을 재촉하지 않는구나.



80   태기산을 시(詩)로 읽는다

牛谷落照 우곡낙조 (둔방내리 588-8)

暘谷何論餞日虞 양곡하론전일우 

桑盈楡仄各分隅 상영유측각분우

橫岑影子還高下 횡잠영자환고하

朠

澗纖光正有無 영간섬광정유무

歸船吹笛相招友 귀선취적상초우 

忙步行人急渡湖 망보행인급도호 

山寺野店皆閉戶 산사야점개폐호 

殘燈處處客窓孤 잔등처처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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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곡낙조牛谷落照 둔방내리屯防內里

저녁 노을에

시심(詩心)을 헹구어 낸다는

우곡낙조 둔방내리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말하지 말라

뽕나무 그림자가 기우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으리

물에 비친 산 그림자는

높게 낮게 어느새

집으로 돌아가는 길

피리소리는 친구를 부르고

행인들은 바쁘게 물을 건너간다

산사와 상점들 모두

문을 닫았으니

쇠잔한 등불 밝혀지는 곳에

나그네의 창문엔

외로움이 쌓인다.



82   태기산을 시(詩)로 읽는다

岐山白雲 기산백운 (화동리 465)

雲白岐山太古眞 운백기산태고진 

天藏地秘景維新 천장지비경유신 

來牟豊也時庚夏 내모풍야시경하 

童子浴乎序暮春 동자욕호서모춘 

名振西方稱別界 명진서방칭별계

功過三國閱風塵 공과삼국열풍진

無心出峀徘徊處 무심출수배회처

中有登仙老幾人 중유등선로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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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산백운岐山白雲 화동리禾洞里

태기산 흰구름은

태고의 상서로움을 알리는 듯

하늘과 땅에

신비로움을 전하니

경치는 날로 새롭구나

들판에 풍요가 넘치니

때는 여름이요

어린 아이가 목욕을 하니

봄도 저물어 가는구나

아름다운 경치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니

오랜 세월 동안 노력한

삶의 자취라네

온갖 시름 잊고 산에 올라

여러 곳을 다니지만

신선이 산다는 저 곳에

몇 사람이나 올랐을까 라고 노래한

옛 시인의 말을 되새겨 본다.



84   태기산을 시(詩)로 읽는다

花硯春雨 화연춘우(석문리 583-3)

春雨濛濛景色齊 춘우몽몽경색제

硯中花鳥一雙啼 연중화조일쌍제 

日出龍峴四時春 일출용현사시춘

年豐人和判官垈 연풍인화판관대 

碧溪佳景仙遊岩 벽계가경선유암

詩歌老少尋幾何 시가노소심기하 

千仞奇像石門山 천인기상석문산

雲影相映昇仙界 운영상영승선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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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연춘우花硯春雨 석문리石文里

봄비 속에 소망이 피어난다는 

화연춘우 석문리

가랑비 내리는 봄날 경치는

참으로 아름답구나

꽃벼랑 위에는 화조(花鳥) 한쌍이

노래를 불러라

복사꽃 활짝 핀 곳에는

향기가 가득하고

버들잎 피는 시내의 푸른빛은

들판으로 이어져 있네

동리 어구에는 안개가 가득하여

멀고 가까움을 모르겠는데

처마 끝에서는 방울방울

물이 떨어지네

드디어 구름이 걷혀 날이 개이니

새들은 집 위를

날아가고 있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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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浦商船 자포상선(자포리 463-90)

飽聞自浦數多魚 포문자포수다어

吳楚商船日夜居 오초상선일야거

頻不往來因遠近 빈불왕래인원근

易言賣買有親疎 역언매매유친소

住民生活眞皆富 주민생활진개부

行旅經綸累萬餘 행려경륜루만여

山紫水明風景好 산자수명풍경호

名區發展古今如 명구발전고금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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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포상선自浦商船 자포리自浦里

자포리에 물고기가 많다는

소문을 듣고

여러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어 성황을 이루었다는

옛 시인의 시구(詩句)를 읽어 본다

지금은 물고기 대신

번화한 시장(市場)이 형성되고

사람마다 부유를 누리는

둔내의 중심가인 이 곳

그 옛날 드나들었다는 고깃배 대신 

지금은 고속열차가 달리는 곳

한여름이면 토마토 축제가 열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풍요를 누리는 곳

아, 자포곡리 그 이름 영원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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梨湖漁火 이호어화 (조항리 705)

梨湖之水易爲江 이호지수이위강

漁火常時亂北窓 어화상시난북창

時罟江邊漁串串 시고강변어관관

驚飛波上鷺雙雙 경비파상로쌍쌍

如星玉燭縣舟楫 여성옥촉현주즙

滿尺銀鱗換酒缸 만척은린환주항

罷釣平明歸去路 파조평명귀거로

不勝淸興喚淸腔 불승청흥환청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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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어화梨湖漁火 조항리鳥項里

강심(江心)에서 신선(神仙)을 꿈꾼다는

이호어화 조항리

이호의 물이 강으로 흘러드니

고기 잡는 불빛은

북창(北窓)에 어리는구나

그물 던질 때 마다

고기가 잡히고

놀라 출렁이는 물결 위에는

백로가 짝지어 날고 있어라

별빛 같은 옥촛불

배 위에 비칠 때

한자나 되는 은빛 고기를

술항아리와 바꾸네

낚시를 끝내고 돌아오는 길은

청아한 흥취를 이기지 못하여

흥겨운 노래 절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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永湖明月 영호명월(영랑리 319)

水滿泉江月滿東 수만천강월만동

清流明照兩相同 청유명조양상동

幷歌窈窕靑春客 병가요조청춘객

獨釣銀鱗白首翁 독조은린백수옹

隔岸泓波煙柳碧 격안홍파연류벽

橫天淡影柱花紅 횡천담영계화홍

名區勝景眞何處 명구승경진하처

百態俱成在此中 백태구성재차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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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명월永湖明月 영랑리永浪里

물빛과 달빛이 어울려

선경(仙境)을 이룬다는

영호명월 영랑리

물은 강호(江湖)에 가득하고

달빛은 동쪽 하늘에 가득하니

맑게 흐르는 물과 밝게 비치는 달빛이

서로 통하는구나

젊은이들은 그윽하고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머리가 허연 노인들은

낚시를 즐기고 있어라

강 언덕에 물결이 부딪히니

물안개가 푸르게 일고

하늘엔 맑은 그림자

계수나무 꽃이 붉어라

명승 절경은 어느 곳에 있는가

백가지 모양이 함께 어우러진

바로 이 가운데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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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灘白鷗 문탄백구(우용리 144-11)

霜身雪羽意持支 상신설우의지지

長泛文灘問幾時 장범문탄문기시

只欠風潮朝慕急 지흠풍조조모급

無關魚子去來遲 무관어자거래지

俄瞻奔走千波境 아첨분주천파경

忽見躕躇一帆枝 홀견주저일범지

物外紅鹿終不染 물외홍녹종불염

淸閑興味孰能知 청한흥미숙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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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탄백구文灘白鷗 우용리右用里

백로처럼 맑고

순결한 인정을 노래한

문탄백구 우용리에서

옛 시인의 시를 다시 읽는다.

서리 같은 몸과 눈같이 흰 깃에

고고한 자태로

여울에 떠 있으니 그 시간

얼마나 되었는고!

다만 물살이 빠름이 불편하지만

고기는 지나가도 또 오는 것이기에

시간이 간다고 초조할게 무언가

시인의 시구(詩句) 속에 농축 되어 있는

아름다운 신선(神仙)의 경지(境地)

세상 유혹에 물들지 않는

맑고 높은 백로의 기품을 닮아가는

고결한 선비의 모습을

이곳에서 다시 보는 듯하다.



94   태기산을 시(詩)로 읽는다

美岳丹楓 미악단풍(두원리 634-3)

美岳誰云景少微 미악수운경소미

楓林繫馬坐忘歸 풍림계마좌망귀

錦如非服人難信 금여비복인난신

花似無香蝶不飛 화사무향접불비 

一山春色綠初瘦 일산춘색록초수

萬樹秋聲紅返肥 만수추성홍반비

眞像分明皆畫彩 진상분명개화채

心懷慌惚獨欄依 심회황홀독난의



2부  아름다운 대자연 태기산 산하   95

미악단풍美岳丹楓 두원리斗元里

단풍이 아름다운 산천

미악단풍 두원리 라고 노래한

옛 시인의 시를 다시 읽는다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

단풍 든 숲속에

말을 매는 것조차 잊었다는데...

단풍을 표현한 시구가

참으로 곱구나

< 비단 같으나 입을 수 없고

꽃인 듯 하나 향기가 없어라 >

아름다운 수채화를 보는 듯

마음이 황홀하여

난간을 의지하고 서 있다는

시인의 감흥(感興)이

내 가슴속으로 전하여진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걸쳐 태기고원에

역사 이래 최대의 화전이 실시되었다.

국가에서 계획한 프로젝트로 약 8년간 지속 되어

태기리라는 집단 부락을 이루었으나 산림 훼손 (毁損)과

자연파괴라는 이유로 정리 되었고, 지금은 다만

화전민의 애환 (哀歡)이 서린 흔적만이 남아 있다.

제3부

태기고원泰岐高原에 번지는
파천황破天荒의 불길 

- 태기산 화전민(火田民)이야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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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기고원泰岐高原

횡성군 둔내면과 청일면, 평창군 봉평면,

그리고 홍천군 서석면에 걸쳐 있는

해발 1,261미터의 태기산 

태기산을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면

산이라기보다 푸름이 출렁이는 

고원(高原)으로 보인다

기복(起伏)이 심하지 않은 등고선을 따라 

푸르게 펼쳐진 생명의 보고 태기고원(泰岐高原)은

언제나 싱싱한 대자연의 숨소리를 내뿜고 있다. 

보릿고개로 나라 살림이 어렵던 1960년 대 초

헬리콥터로 이 산을 넘던 

박정희 대통령이

동석(同席)한 박경원 강원도지사에게 질문을 던진다

“이 산 이름은 무엇입니까?”

“태기산이라 합니다.”

“산이라기보다 고원이네, 이곳을 개발하면 수십만평의 땅이

 새로 생기겠는데.....”

“네, 강원도에서 개발해 보겠습니다.”

당시 5개년 경제계획과 1960년대 굶주림에서 벗어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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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도정 지표가

< 산으로 가자! 바다로 가자! > 였다

그리하여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업이

태기산에 대대적인 화전(花田)을 일구는 일이었다.

1964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약 8년 동안

이곳에 화전(花田)을 일구어 태기리(泰岐里) 라는 

화전민(火田民) 마을이 형성되었다

태기고원(泰岐高原)에 이루어진 화전(花田)은

단군(檀君) 이래 최대의 사업이었으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에 광활(廣闊)한 땅을 일구었던

역사의 발자취가 남아 있는 곳이다.

지금은 세월 속에 묻혀버린 그 때의 그 일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8년의 세월 동안

이곳에 있었던 화전민(火田民)의 생활 모습과

가슴 아팠던 삶의 애환(哀歡)을 

산곡(山谷)을 스치는 바람이 이야기 하고 있다.

연기처럼 피웠다 구름처럼 흩어져 버린 

그 때 그 서민들의 뼈아픈 삶의 이야기들을

그 푸른 가슴에 간직한 채

조용히 묵좌(黙坐)하고 있는 

아, 태기고원(泰岐高原)이여!

높은 능선(稜線)에 서 있는 풍력발전기만이

그 옛날의 추억을 감아올리고 있구나.



3부  태기고원에 번지는 파천황의 불길   101

태기산이 품은 이야기

태기산은 백두대간에서 굽이쳐 내려오는 

등 푸른 태백산맥에서 

서쪽으로 뻗은 중앙산맥의 지맥으로 

북쪽엔 흥정산, 서쪽엔 봉복산, 남쪽엔 대미산

동남쪽엔 금당산, 거문산과 이어진 산으로

여기서 발원하는 물줄기는 

동쪽으로는 무이리를 지나 흥정천으로 흘러들어

평창강을 이루고

서쪽으로는 유동천과 합류하여 계천으로 흘러

섬강의 지류가 되며

남서쪽으로는 안흥을 지나 남한강의 지류인

주천강을 이룬다.

산천마다 골골 마다 

태기산에 서리인 이야기들은

대자연에 적응하며 살아온 이 곳 주민들의

살아있는 역사의 증언이며

미래를 이어 나갈 유장(悠長)하고도 아름다운

염원이기도 하다

애달픈 태기왕의 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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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말 일본군과 싸웠던 의병들의 거점,

6·25 전쟁의 치열한 전투, 

천년 고찰 봉복사와 수많은 암자들,

눈물겨운 화전민의 생활과 사팔공 원조 밀가루

태기분교의 설립과 안타까운 폐교의 소식

산 정상의 군부대와 풍력발전기의 위용,

부농의 꿈을 키우던 산죽(복조리)의 가공 등..... 

태양에 바래지면 역사가 되고

월광에 물들면 신화가 된다고 한

이병주 작가의 말을 되뇌어 본다

그러나 여기에 서리어 있는 태기산의 이야기는

그 누구의 것도 아닌 이 고장 민초들의 진실이며

미래의 꿈이기에 더욱 더 진솔한 것이리라

오늘에 사는 우리들은 이 꿈을 더욱 더 다독여

우리들만의 아름다운 자산으로 가꿔야 하리라.

허물어진 태기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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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전火田과 화전민火田民

화전이란 농경지가 없는 가난한 민초들이

산자락이나 휴경지에 불을 질러 밭을 일구던

원시적 농사의 한 방법이었으며

산촌 여기저기에 화전을 일구어 

생계를 유지해 온 사람들을

화전민이라 불러왔다

화전의 초작(初作)에는 

쌓여 있던 부엽토와 불에 탄 

나무의 재가

천연적인 비료가 되었으나 

해가 갈수록 지력이 약해지면  

또 다른 곳을 찾아 똑 같은 방법으로

화전을 일구며 농사를 짓기도 했다

그러나 이 화전(火田)은 

바람직한 농사 방법이 아니었다

나무를 태우다가 다른 곳으로 불이 번지면

큰 산불이 나가도 했으며

함부로 나무를 베어 흘러내리는 토사로 인해

홍수 피해를 가져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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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토가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입에 풀칠을 하기 위해 선

꼭 해야만 하는 필요악(必要惡) 이었다 

화전으로 일군 비탈 밭에 

감자, 콩, 옥수수, 조 등을 심어

허기진 배를 채우던 배고픔의 한을

그 누가 알기나 하랴. 

지금은 기억 속에 사라져 간

머언 먼 화전민의 이야기들을......

태기산 화전민 마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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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기고원泰岐高原 화전의 준비과정

1965년 9월 태기산의 고원지대(高原地帶)에서

역사적인 파천황(破天荒)의 불길을 올리던

태기산 화전은 

국가 주도적인 거대한 사업으로

<산으로 가자, 바다로 가자 >로 부르짖던 

강원도가 계획을 하고 

횡성군이 추진하던

경제5개년 계획의 한 프로젝트였다.

 

이 사업의 사전 준비를 위해

횡성군에서는 몇 년 전부터 선발대(先發隊)를 보내

화전을 만들 위치, 화전의 면적, 임도(林道)의 개설 

화전민들이 정착 할 곳 등에 대해

계획을 세워야 했다

선발대로 뽑힌 사람들은 맨땅에 헤딩을 하듯이

무인지경(無人之境)의 산속에서 

살아가야 할 자구책(自求策)을 마련해야 했으니

그 고초가 얼마나 컷을까?

제일 처음 해야 할 일은 

움막을 짓는 일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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볕이 잘 드는 비탈을 골라

우거진 나무를 베어내고 집 지을 터를 닦은 후

1 미터 이상 땅을 파내고 

나무기둥 여러 개를 기대듯 꽂아 세운 뒤

사이사이 서까래를 걸어 집의 모형을 만든 뒤

그 위에 솔가지와 신우대를 엮어 지붕을 덮고 

시내에서 사온 비닐을 덮으면 

한 채의 움막이 완성

땅 바닥엔 습기를 막기 위해 낙엽을 폈고 

그 위에 다시 가마니를 깔았다고 한다

사람이 드나드는 문은 거적을 달았고

겨울에는 움막 한 가운데를 둥그랗게 파내어

모닥불을 피워 한기(寒氣)를 몰아냈고

잠잘 때 추우면 이불 위에

억새로 엮은 풀 이불을 다시 덮었다고 하니

아아, 그 어려움을 어찌 필설로 다 하랴

첫 해에는 선발대 십여 명이 보내졌으나

다음 해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올라왔고

움막집도 점차 변해 

나무를 베어 쌓아올리고 사이사이를 흙으로 바른

이른바 토막집이라 부르는 새로운 형태의

집이 지어졌으며 화전(火田)도 점차

활기를 띄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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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대원들은 원시림을 베어 

다닐 수 있는 길을 내었고

가장 중요한 차량이 올라올 수 있는 임도(林道)는 

비교적 경사가 완만한 구두미재로부터

수통메기로 오는 능선을 따라 방향을 잡았다 

나무를 베는 인부수도 점차 늘어났고

임도에 길을 닦는 도자의 엔진소리도

아래서부터 점차 산 위로 

기어오르고 있었다

드디어 큰 도로에서 화전의 현장까지

찻길이 열렸다.

태기산으로 가기위해 새로 닦은 신작로

길을 내고 있는 화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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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으로 가자, 태기산으로 가자!

화전을 일굴 준비가 끝나자 횡성군에서는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기 시작한다

횡성군뿐만 아니라 

이웃의 원성군, 홍천군, 평창군까지도

널리 홍보를 하였고

공무원을 상주시켜 화전을 감독할 계획도 세운다

농지가 없어 남의 땅을 부치며 

가난의 설움을 겪어오던 서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었다.

“태기산에 가면 땅을 공짜로 준다더라.”

“집도 공짜로 준다더라.”

“밀가루도 공짜로 준다더라.”

드디어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모이니 살 집이 필요했다

닦아놓은 평평한 땅 여기저기에 성냥갑 모양의

눈목자(目) 판자집이 여기 저기 세워진다

가로 10 미터, 세로 3미터 10 평 남짓한 집으로

평면을 3등분한 단순한 구조였다

부엌, 안방, 쪽방, 그래도 지붕은 기와로 덮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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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와 수기와를 한 몸으로 합해 만든 

새마을운동 형의 간단한 기와

수통메기까지 제무시 트럭이 실어다 놓으면

아이들이 걸어가서 가져왔다

기와를 날라오지 못한 집에서는

신우대를 엮어 지붕을 덮고 사는 집도 있었다

제일 어려웠던 것은 구들장을 구하는 것이었다

산 자체에서 넓적한 돌을 찾아 구들장으로 쓰기도 했지만

그 것은 몇몇 사람뿐 

대개는 산 아래에서 구들장을 구해 오자니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사람인 것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화전(火田) 프로젝트에

농지 소유가 꿈인 사람들은

하나 둘 미래의 꿈을 안고

몰려들기 시작했다

태기산 등산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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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곡을 울리던 목도질 소리

‘스르렁 스르렁’ 톱질 소리

‘우지직 쿵쿵’ 나무 넘어가는 소리

태기고원은 활기를 찾기 시작한다

아름드리 원시림이 베어지면

나뭇가지는 잘라 한군데 쌓아놓고

목재로 쓸 재목들은 

차가 들어오는 길목까지 운반한다

이 때 꼭 필요한 방법이 목도질이다

목도는 주로 4목도, 6목도, 8목도 등으로 하는데

나무의 무게에 따라 인원수를 조절한다

목도채를 어깨 위 목 부분에 얹어 놓고

나를 물건 양쪽에서 힘을 분배하여

물건을 나르는 방법이다

이 때 부르는 목도소리는 재미있기도 하고

흥이 겹기도 하여 일을 하면서도

힘든 줄 모른다 

가사 내용은 특별한 의미를 담지 않고

그저 호흡을 맞추기 위한 입타령에 불과하다

사설이나 선율이 짧게 구성되어 

마치 구령을 부르듯 주고 받으며 노래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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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자의 구조는 2 소박, 4 박자이며

선율은 메나리토리에 가깝다

어허여 - 허여 - 허여 - 허여차 - 허여

허여차 - 허여 -허여차 - 허여 - 허여 -허여 -

허여 - 허여 !

여, 놓고

허여- 어 허여

이 목재 무겁네 - 어여차 허여 - 어여차 허여

아이고 무겁고 무거라 - 어여차 허여 - 어여차 허여

이 목재 무겁네 - 어여차 허여 - 어여차 허여

너 조심하라 - 어여차 허여 - 어여차 허여

목도질 소리에 한낮이 온다

목도질 소리에 날이 저문다.

그 힘든 일, 그 많은 목재

언제 다 날랐나?

어 허여 - 허여차 허여 - 허여 - 허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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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무시 트럭의 맹활약

원시림을 찍어내고 임도를 내며

여기 저기 집을 짓게 되자

차차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드디어 화전민 마을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이 때 등장한 유일한 교통수단은

제무시라는 트럭이었다 

“와아! 제무시가 온다.”

경사진 언덕길을 힘차게 올라오는 제무시를 보고

사람들은 환성을 지른다

이 트럭은 미국의 자동차 회사 제너럴 모터스(G M C)의 

일본식 발음으로 모두들 제무시라고 불렀다

1944년 전후에 제작되어 

우리나라에서는 1945년 해방 무렵에 들어와 

6.25 전쟁 당시 군작전용으로 쓰였고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의 주력 군용차로 유럽은 물론 

태평양 각 전선 및 베트남 전쟁 때도 사용한

전천후 작전 차량 이었다

특히 힘이 좋아 산판(山坂)용으로 많이 쓰였는데

이 트럭은 6륜 3동에 덤프 기능까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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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트럭과도 힘의 대결에서 밀리지 않으며

경사 45도까지 20톤의 무게를 싣고 오를 수 있다고 한다.

제무시 트럭이 올라 올 때는

우루루 아이들이 몰려 와 신기한 듯 바라보았고

어른들은 차에 실린 밀가루 포대를 신나게 하역하였다

내려 갈 때는 목재를 가득 싣고

비탈길을 조심조심 내려가던 

그 시절 인기절정의 제무시......

웬만한 트럭은 20 년만 굴리면

수명이 다하는데

그 보다 몇 배의 세월이 흘러도

엔진소리 우렁차게 굴러가는 제무시를 보면서 

그 당시 화전민이었던 김씨 노인은

아련한 향수를 느낀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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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림을 태우는 파천황破天荒의 거대한 불길!

이제 본격적인 화전(火田)이 시작되었다

산 정상 부분에 일제히 불을 놓는 

운명적인 날이었다

불이 다른 곳으로 번지지 않게

옛날 성(城) 둘레에 해자(垓字)를 파듯

불태울 주위를 빙 둘러 2차선 정도의 넓이에

낙엽이나 나뭇가지를 없애고

특히 산등성이 부분은 더 넓게 길을 내었다

아아, 운명적인 점화(點火)의 불길!

올림픽에서 성화 봉송 마지막 주자가

성화대에 불을 붙이듯

엄숙한 순간이었다

불길은 일어났다 

엄청난 연기와 거대한 불길

화르륵 후드득 우지끈 퉁탕.....

불길에 쓰러지는 아름드리 나무들의 아우성이

골짜기 전체를 가득 메웠고

불길은 마치 하늘을 다 태우기라도 하듯 

온누리를 화염(火焰)으로 물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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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 타는 동안

장정들은 군대에서 불침번을 서 듯

비상 대기조를 짜서 불길을 지켰고

불길이 옆으로 번질 조짐이 보이면

솔가지를 꺾어 불길을 두들겨서 진화시켰으며

또르르...... 불붙은 솔방울이 아래로 굴러가면 

마치 다람쥐가 굴러가는 도토리를 잡듯 

잽싸게 달려가 불씨를 땅에 묻기도 했다

불길은 약 보름 동안 무섭게 타 올랐다

마치 극지방의 백야(白夜)처럼 

밤낮없이 타 올랐다

백리 밖에서도 불길이 보였다고 하니

아아, 파천황(破天荒)의 불길은 

하늘까지도 까맣게 그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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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덕불 쌓기 

보름 동안 타고도 불속에 남아 있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아름드리 나무의 몸통이었다

불길에 저항이라도 하듯 연기를 뿜어 올리며

괴물처럼 그대로 서 있는 것이었다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는 밤에 보면

꼭 호랑이불처럼 

공포감까지 주었다고 한다

사람들은 그 등걸 주위에 

마른 나무를 쌓아 올리고는 

다시 불을 질렀는데

이 작업을 < 화덕불 쌓기 >라 했다고 한다

며칠간 태우면 

아무리 큰 나무 등걸도 재로 변하여

평평하게 되었고

조금씩 조금씩 화전으로 일군 밭은

넓이를 더해 갔고

그럴 때마다 화전민들의 가슴에는

작은 소망이 꿈틀대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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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군데의 작업이 끝나면

다시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 곳에 밭이 만들어 지면

그 만큼 기쁨도 더해지고...... 

어서 밭을 만들어 

곡식을 파종할 꿈을 키우며

위에서부터 아래로 

계단식 밭을 만들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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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파견과 작업 지도

범 국가적인 이 사업은 

횡성군에서 주도했으며

6명의 군청 공무원을 파견하여 

작업을 계획하고 감독하였다

건설과에서 4명, 산림과에서 2명

도합 6명의 공무원이

방 한 칸에 기거하면서 

숙식을 함께 하였다

이들이 하는 일은

개간할 땅에 등고선을 표시하는 것과,

작업반장이 제출하는 취로증을 확인하는 일,

작업과정에서의안전지도, 

노동의 댓가로 사팔공 밀가루를 

나누어 주는 일 등이었다

당시 파견 공무원이었던

정계항 씨와 심하식 씨는 지금은

90이 가까운 노령이지만

그 때 그 어려웠던 일을 떠 올리며

아련한 추억 속에 빠져들기도 한다.

계단식 농경지 조성을 지도했던 심하식씨(좌)
화전 개척을 지도했던 정계항씨(우)
(당시 횡성군청 건설과 공무원)



3부  태기고원에 번지는 파천황의 불길   119

계단식 밭 만들기

해발 1,200 미터 고원 지대에서

아래로 아래로

등고선을 따라 계단식 밭이 만들어 진다

그 옛날 태기왕이 성을 쌓고 

둔전(屯田)을 일구던 그 경계까지

점차적으로 밭이 만들어 진다

햇살이 밝아오면

마을 공터 나뭇가지에 달아 논

대포알 탄피로 만든 종을 

땡 땡 땡 울린다

이른 아침밥을 먹고 온 사람들은

공터로 모여든다

작업 감독관은

인부들의 건강상태를 점검한 뒤

적당하게 조를 편성해 준 뒤 

“돌격 앞으로!”

꼭 군사 작전을 하듯 개간사업을 지시한다 

작업에 참가한 집은 하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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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 3 포대씩 배급을 주었다

사정이 있어남자가 못 오면 

여자가 참석하거나, 아이들이 와도

하루의 일당은 받을 수 있다.

개간 사업은 계단식 밭이 

수 만평이 될 때 까지 이루어 졌고

작업이 거의 끝났을 때는

화전민들에게 공짜로 토지를 임대해 주었다

소유권은 없었지만 경작권은 있었다

처음으로 내 땅이 생겼다는 기쁨은 

가난 속에 시달려 온 사람들에게는 

크나 큰 보람이었다.

밀가루 배급은 새로운 땅에 

일 년간 농사를 지을 때 까지만 주었다

그 이후에는 스스로 해결해야만 했다

태기산은 다른 산에 비해

토질이 좋고 거름기가 많아

곡식이 잘 될 것이란 기대를 안고

봄에 씨를 넣었지만

지대가 너무나 높아 냉해 때문에

곡식이 제대로 자라지 못했다

화전에서 재배하는 주 작물인 조, 옥수수, 콩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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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만큼 수확되지 못했고

감자는 땅의 높이에 따라 낮은 곳에서는 

수확이 있었으나 높은 곳에서는 알이 여물지 못했다

배추를 비롯한 각종 채소들도 포기가 차지 못했고

다만 무만이 풍작을 이루었는데 

무 하나가 어른의 다리통만 하여

지게에 지면 지게다리를 건너갔다고 한다

횡성군에서는 비상이 걸렸다

그리하여 대체 작물로 추천한 것이

당귀, 천궁, 만삼 등의 약초 재배였다

약초는 토양이 맞아 풍작을 이루었고

재배한 물량은 높은 가격으로 

모두 수매되어 화전민들의 근심을

덜게 되었다.

당시를 증언하는 화전 조성 담당 심하식씨(좌) 정계항씨(우)와 태기분교 이명순 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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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식 밭을 올려다 보며

등고선을 따라

산허리를 돌아 이어진

계단식 밭을 올려다 보면

한 계단 두 계단 위로 치솟는

작은 소망이 있다

오늘의 삶은 고달프지만

내일의 태양은 아름답겠지

밭이랑 가득히 

당귀, 천궁, 만삼을 심어 놓고

당귀, 천궁의 푸른 잎사귀 마다 피어나는

향긋한 꿈의 냄새를 맡으며

서로 서로 엉키어 쑥쑥 자라는

만삼의 줄기와 

옹골차게 커가는 땅 속 뿌리처럼 

화전민의 꿈도 그렇게 여물어 간다

이른 햇살이 태기고원에 아침을 열면

약초 밭에도 

화전민의 가슴 속에도

작은 소망이 피어 오른다

한 발 두 발 계단을 밟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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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하늘로 

끝없이 끝없이 솟아오른다

산곡(山谷)의 소소리 바람도

그윽한 약초의 향기를 

멀리 멀리 날린다

화전민의 푸른 소망을 날린다.

태기분교를 둘러싸고 있는 계단식 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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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奇跡의 무 농사

태기산 3대 명품 중 그 하나가

무 재배 농사이다

화전 밭에 무씨를 뿌리면 뿌린 대로

쑤욱쑤욱 잘도 커가는 태기산 청정 무

땅의 기운과 무의 생육 조건이 

궁합이 잘 맞는지

쭉쭉 뻗은 몸매가 미스코리아

다리통 같이 아름답게 자란다

잘 자란 무는 70에서 80 센티 정도이며

무 20 개만 지게에 져도

한짐이 잔뜩 된다고 한다

무를 뽑아 생으로 먹으면

배 맛이 난다

간식거리가 별로 없는 태기고원에서는

안성마춤의 먹거리였고

특히 겨울철에는 

땅속 깊이 묻어둔 무 구덩이에서

한 두 개 꺼내 먹는 맛이란

무슨 말로 표현해야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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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위로 한 뼘씩 솟아 나온 머리 부분은

연초록색을 띄고 있는데

이 부분이 특히 달콤한 맛이 났다

장난꾸러기 아이들은 축구공을 차듯 

발로 툭 차서 머리 부분 만을 먹었다고 하는데

세월이 50여 년이 흘러 

이순(耳順)의 고개를 넘는 

그 때의 그 개구쟁이들은

아련한 추억 속을 더듬으며 

그 때의 그 무의 맛을 그리워하고 있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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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기산 한우

태기산 3대 명품은

계단식 밭을 빼곡히 메운 약초들과

크고 때깔이 좋은 청정 무, 그리고

털에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태기산 한우였다고 한다

숲과 나무를 다 태운 태기고원에는

계단식 밭 옆으로 

드넓은 목초지(牧草地)가 조성 되었고

안달미 풀을 비롯하여 소들이 즐겨 먹는 

각종 산야초들이 무성하여

자연 방목이 가능하였다고 하는데

보통 한 집에 한 마리 이상

많은 집은 40 마리까지 방목하여

쏠쏠하게 재미를 보았다고 한다

풀이 무성한 곳을 골라 말뚝을 박고

고삐를 길게 하여 매어 두면

주위를 빙빙 돌면서 마음대로 맛난 풀을

뜯어 먹으며 포동포동 살이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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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저물어 노을이 지면

어린이들은 소를 몰고 집으로 오는데

소 잔등에 얹힌 아름다운 노을과

그 너머로 모락모락 오르는 저녁 연기

아, 태기고원은 

낭만이 가득한 한 폭 그림으로 보였으리라

건강하고 육질이 좋은 소를 사려고

둔내 장의 우시장은 성황을 이루었다고 하는데

오늘날 횡성 한우의 명성은 이미

이때부터 알려졌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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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기산 화전민의 생태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산으로 올라오는 사람

산에서도 적응(適應)을 못하고 

산을 떠나는 사람 

마치 바람에 밀려다니는 구름장처럼

이곳 사람들의 생태는 가지각색 이었다

화전민의 생활상은

3가지로 나눌 수 있었는데

열심히 노력하여 미래의 소망을 꿈꾸는 사람

입에 풀칠하기 위해 

하루하루 그럭저럭 살아가는 사람

아무런 꿈도 희망도 없이 

절망 속에서 술이나 마시며 사는 사람들......

태양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비추었고

시간은 어김없이 흘러갔다

여기저기서 모여 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은

서로 칡 넝쿨처럼 엉켜 마을을 이루면서

의료시설도 위생시설도 모두가

최악의 조건이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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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서로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재주를 발휘하여 

한 해 또 한 해 세월의 연륜을 쌓아 갔다

언제 떠나야 할지

또 어디로 갈지도 모르면서

잠시 머물다 가는 간이역 같은

태기고원 삶의 터전에서 그들은

쑥대밭 같이 들 찔레 같이

그렇게 살고 있었다.

태기고원 삶의 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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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초꽃이 필 때면

계단식 밭 가득 심은 약초에 

꽃이 피기 시작하면 

화전민들 가슴에도 

작은 소망의 꽃이 핀다

보라색 당귀(當歸)꽃, 

하얀 천궁(川芎)꽃,

우산살 같이 뻗은 줄기에 피어나는

소담스런 꽃송이 마다 조롱조롱

꿈 알들이 익어간다 

작은 꽃송이들이 모여 

큰 꽃송이를 이루고 

잎들은 옆으로 넓게 퍼져

맑은 하늘을 받쳐든 것 같은

아름다운 약초꽃

천궁(川芎)의 꽃말은 외로움

당귀(當歸)의 꽃말은 

모정(母情)과 재회(再會)......

산곡(山谷)을 스치는 바람은 꽃송이를 흔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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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말을 속삭이지만

화전민들은 그 속삭임을 향기로 느낀다

산밭 가득 일렁이는

은은한 약초의 향기

약초들은 그 향기를 뿌리에 저장하고

사람들은 가슴 속에 저장한다

8월에서 9월 사이

계단식 밭에 약초꽃이 필 때면

태기고원 가득히 꿈이 설렌다.

만삼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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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귀 꽃에 서리어 있는 전설

당귀(當歸)는 미나리과에 속해 있는 다년생 약용식물이다

재배한지 2 년차부터 수확하여 약재로 쓴다

가을철 서리가 내린 후부터 눈이 오기 전 까지 캐어서

줄기와 잔뿌리를 제거하고 굵은 뿌리를

햇살에 잘 말리면 은은한 약초향기가 난다

옛날 중국에서는 

남편이 전쟁터에 나갈 때면

아내들은 이 당귀를 품속에 넣어 주었다 한다

기력이 다하여 죽음 직전에 이르더라도

이 당귀를 달여 먹고 원기를 회복하여

다시 돌아오라는 염원이 담긴 이 당귀(當歸)

당귀(當歸)를 한자로 풀이하면

마땅 당자, 돌아올 귀자 

마땅히 돌아온다는 뜻을 지닌 이 약초

화전민들은 이 전설을 아는지 모르는지

밝은 소망의 날이 

언젠가는 올 거라는 바램을 안고

하루하루를 살았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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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기고원泰岐高原 겨울 목장牧場의 낭만浪漫

태기고원의 겨울 목장은

한 폭의 그림이었다

겨울철에는 농작물이 없기 때문에

소들을 방목을 해도 

농사에 전혀 피해가 없었다고 한다

추운 밤을 지낸 소들에게

일찍 쇠죽을 끓여주어 

몸을 녹인 후

햇살이 퍼지면 방목을 한다

고원지대 여기저기엔 유달리

신우대가 지천으로 깔려 있는데

소들은 자유롭게 오가며

신우대를 포식하면서

겨울을 즐긴다

화전민들이 제일 많았을 때가

약 120 가호, 한 집에 평균 2 마리 이상의 

소가 있었다고 하니

2, 3백 여 마리의 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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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목장을 누비고 다녔으니 

그 광경은 실로 아름다웠으리라

아무리 추워도

흰 눈이 산야에 가득 쌓여도

그 사이를 누비며 신우대를 뜯어 먹던

태기고원의 소떼들.....

아, 그 때의 추억은 너무나 아름다웠다고

백발(白髮)이 성성한 최씨 노인은 

옛날을 그리워하면서 추억에 잠긴다.



3부  태기고원에 번지는 파천황의 불길   135

태기리泰岐里의 마을 형성形成

태기리 마을에는 12 개의 반이 있었는데

그 지번(地番)이 일정치 않았다

3반 옆에 7반이 있고 6반 옆에 9반이 있고......

가로 세로 원칙도 없고

골짜기를 따라 숫자를 매긴 것도 아니었다

사람들이 이 산에 정착(定着)하여 

마을을 이룬 순서대로

반의 명칭(名稱)을 정하였다

제일 먼저 터를 잡은 곳이 1반 이라면

맨 나중 터를 잡은 곳은 12반이 되는 것이다.

태기산을 오르는 길은 몇 군데가 있었으나

가장 손쉬운 곳은

둔내에서 봉평으로 넘어가는 구두미재 부근에서

북쪽으로 오르는 작은 산길 이었는데

이 길은 약초꾼이 다니던 작은 길이었다

이 길을 더듬어 등성이로 오르는

골짜기가 있었는데 이 골짜기가

수통메기, 여기가 1반

수통메기에서 고개 하나를 넘으면 2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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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고개를 넘어 완만한 경사를 지나면

넓은 분지가 나오는데

이 일대가 태기리의 중심지였던

3반, 4반, 7반 등..... 이렇게 하여

12개의 반이 나누어져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둔내면에서 멀리 동 떨어진

태기고원의 외로운 마을

그러나 이 마을에도 

도타운 인정은 피어오르고

서로가 잘 살아 보자는 새마을 노래는

태기리 마을 형성(이명순 선생과 자원 봉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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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려 퍼졌다.

화전정리로 이 마을이 없어지기까지

서로 의지하며 살갑게 살았던 

그들의 도타운 정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으리라

지금은 머언 먼 추억 속에만 남아 

그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아, 태기리 마을!

그 자리엔 아름드리 소나무와 잣나무 숲이

그 옛날의 흔적을 묻어버리고

울창하게 서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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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기리 사람들의 음식문화

화전의 개간이 끝날 때 까지는

정부에서 밀가루를 배급하였다

가끔 옥수수가루나, 깡통에 든 통조림, 

분유 등을 주는 일도 있었으나

그 것은 가뭄에 콩 나듯 아주 드믄 일이었다

음식문화도 밀가루를 주식으로 하는

수제비, 칼국수, 수제비 나물죽과,

수제비에 옥수수가루를 넣어 만든 옥수수범벅,

수제비에 감자를 긁어 넣어 만든 감자 붕시레미,

그리고 이스트 대신 막걸리를 넣어 만든 

술냄새 나는 빵, 그리고 밀가루 부치기 .... 

주로 밀가루 위주의 식품이었고 

산에서 주워 온 도토리로 만든 도토리묵과

물에 울궈 독소를 제거한 도토리 가루 등이었다

가끔씩 올무에 걸린 토끼나 노루 등은 

단백질을 공급하는 한 방법이었고

산나물이나 버섯 등은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좋은 식재료였다.

밀가루 음식문화에 질린 사람들은

산 아래로 내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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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와 다른 곡물들을 바꾸어 오기도 했고

간장이나 고추장을 사 오기도 했다

제일 어려웠던 일이 김치를 담그는 것이었는데

태기고원에는 배추가 잘 자라지 않아

배추가 턱없이 모자랐다

배추마다 포기가 차지 않았으며 물량도 모자랐다

그래서 고안한 것이 태기리표 김장 

덤벙 짠지였다

무채를 듬뿍 썰어 양념에 버무려 놓은 뒤 

그 위에 물을 흥건히 붓고 

속이 없는 배추를 덤벙 덤벙 휑궈

비닐을 깐 드럼통 속에 갈무리 하는 방법이다

둘둘 말은 배추와 배추 사이엔 

무채와 무쪽을 많이 넣어 

배추 보다는 무가 더 많이 들어가는 

태기리표 덤벙 짠지의 완성

김치가 모자라면

두릅이나, 죽나무 순, 참나물, 머위, 곰취 등을 

소금에 절여 두었다가 함께 먹었다고 한다

없으면 없는 대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세월은 흘러갔고

삶의 연륜 속에 추억은 쌓여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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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역사 속에 사라져간 태기리 마을

산곡(山谷)을 스치는 바람소리만이 

그 옛날 삶의 애환(哀歡)을 속삭여주고 있다. 



태기분교는 1968년 갑천면 봉덕초등학교 태기분교로 개교했다가

1976년 둔내면 덕성초등학교 태기분교로 폐교를 맞았다.

해발 1,261미터 태기산 정상 부근에 있었던 하늘 아래 첫 학교

태기분교는 현대판 인간 상록수 이명순 선생의 눈물겨운 노력과

아픔속에 세워졌던 영원히 잊지 못할 추억의 학교이다

제4부

인간 상록수常綠樹 이명순 선생

- 태기분교 이야기

● ● ●

화전민의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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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태기분교

하늘 아래 첫 동네

해발 1,200미터 태기고원에 

배움의 터전인 학교가 있었다

지성(至誠)이면 감천(感天)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는 말과 같이

참으로 꿈도 못 꿀 기적 같은 일이

한 젊은 쳐녀 선생님의 피나는 노력으로

드디어 이루어 졌나니 이는 곧

사랑과 열정의 값진 결과였다

위기에 처한 조국 프랑스를 구한 

잔다르크와 같은 집념과

황무지를 옥토로 바꾼 덴마크의 지도자

달가스 같은 강한 의지와

심훈의 소설속의 주인공 채영신과 같은 

사랑과 희생의 정신으로 이룩한 

눈물의 금자탑 !

태기분교의 전설을 어찌 잊을 수 있으랴

역사 속에 사라져간 빈 터엔

아름드리 나무들이 울울창창 심어져 있고



144   태기산을 시(詩)로 읽는다

아이들이 뛰어 놀던 운동장엔

다람쥐들이 팔딱 팔딱 재주를 넘고 있지만

바로 그곳에서

미래의 인재들이 배움을 열어 나갔고

아름답고 도타운 인정 속에서

비록 작은 꿈이 지만 

정겨운 가슴 가득히 쌓아 갔었나니

아아 태기분교!

그 이름은 학생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영원히

잊혀지지 않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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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기고원에 방치된 어린이들

태기고원 화전민촌 아이들은

여기 저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자연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

어른들은 화전을 개간하느라 

아이들을 돌볼 여유가 없었고

가장 가까운 학교도 20 여 리나 떨어져 있고

간다고 해도 산길이 너무 험하고 멀어서

도저히 갈 수가 없었다

이곳에 이사를 온 뒤

한달, 두달, 석달...... 

일 년이 다 되도록 학교를 못 간

어린이들도 간혹 있었다

어떤 어린이는

부모 대신 일터에 나가기도 했고

들판을 쏘다니다가 

벌에 쏘이고, 독충에 물리기도 하였다 

넓은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신나게 달리기 하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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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금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던 일

스케치북에 아름다운 꿈을 그리던 일들이

문득 문득 그리워졌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만일 이곳에 학교가 있었으면

공부할 교실과 선생님이 계셨으면

마음껏 공차고 뛰어 놀 

운동장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린이들의 소망은 간절하기만 했다.



4부  인간 상록수 이명순 선생   147

인간 상록수 이명순 선생의 등장

태기고원 화전민 자녀들의 안타까운 사연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육민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농촌 봉사활동과 교회에서 반사(班師)로

어린이들을 지도하던 

23세의 꽃다운 나이의 이명순 선생은

마음을 굳히게 된다.

내 젊음을 바쳐 열정을 쏟을 곳은 

바로 여기가 아닌가.

자신의 뜻을 부모님께 알리자

아버지는 화를 내시며 적극적으로 말리셨다

며칠 간 아버지를 간절히 설득하여 

겨우 허락을 얻고 

드디어 1965년 9월 24일 

당시 살고 있던 둔내면 화동리에서

험한 산길 10 킬로미터를 걸어

화전민 마을을 찾아가 마을 대표에게

자신이 입산하게 된 동기와 각오를 말하니

마을 주민들은 모두 가뭄에 내리는 단비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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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해 주었다

입산 당시 이명순 선생 일기장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힌다.

이렇게 하여 1965년 10월 1일부터 

아이들을 가르치는 자원봉사 교육자로

열정을 불사르게 된다.

태기산(泰岐山)
< 意 >

삶이란 무엇일까? 배움이란 무엇일까? 

살기 위해 배우고 

배우기 위해 생의 끝까지 노력하며

암흑의 적막을 뚫고 

치열한 생존경쟁의 승리자가 되게 하리라.

그는 또 이렇게 토로(吐露) 하기도 한다

기약없는 인생이란 

이렇게도 다짐할 수 없는 것일까?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이 곳 저 곳 삶을 찾아 떠도는 생활 속에

험준하고 높은 산악을 찾아온 그분들의 자녀

아아, 얼마나 가엾은가 말이요!

빛을 잃고 암흑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는 새싹들

한 가닥 작은 빛이라도 비추어

광명의 세계로 인도하려는 

자아의 의(意)  (1965년 9월 24일 이명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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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다운 스승 밑에 훌륭한 제자

이명순 학생은

민족의 선각자(先覺者) 일곡(逸谷) 홍범희(洪範喜) 선생이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국민정신을 기르고자 창립한

육민관 고등학교(育民館高等學校)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卒業)하였다

이 학교는 1946년 창립한 

강원도 최초의 사학재단으로 

일하며 배워서 우리 이상 살리자 라는

설립 이념 아래

참된 실력, 굳센 자주, 따뜻한 협조를

교훈으로 삼고 있다 

당시의 이명순 학생은 누구보다도 

매사에 근면 성실하였고

스승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는

모범생이었다.

일하며 배운다는 학교 설립 이념처럼 

스스로 학비를 해결하기 위해 

신문 배달을 하면서 학업을 이어 나간

자주성이 강한 이명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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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여기서 배운 

특히 두두러진 개념은

상록수 정신과 봉사활동이었다 

학교를 졸업하고는

4-H 구락부, 사회봉사 등을 통하여 

젊음 열정을 아낌없이 바쳤으며

특히 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히 움직였던

농촌계몽운동, 동각(同覺) 이라는 모임에서

상록수정신을 재충전하면서

새로운 소망을 기다리고 있던 중

드디어 1965년 9월, 

가슴에 남아 있는 아름다운 꿈과 

사랑을 몸소 실천하기 위해

멀고 먼 산길을 더듬어 

이 곳 태기산 화전민촌으로 오게 된다

여기서 젊음의 열정을 불태워 보리라

여기서 스승님의 가르침을 실천해 보리라

아! 바로 이곳에서 어린이들 가슴에 

영원히 지지 않을 소망의 꽃송이를 

화알짝 피워 보리라.

이명순 선생의 가슴은 설레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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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의 터 작은 교실 인가認可를 위하여

태기산 마을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처녀 선생님이 오신다는 소문은

배움의 터가 없는 태기리 마을에는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었다

이명순 선생은

집집마다 방문하여 서명(書名)을 받고

이곳에 작은 분실(分室)이나마 허락해 달라고

청원서(請願書)를 작성하여

횡성교육청 교육장님을 찾아가기로 했다.

두 세 시간 산길을 걸어

다시 횡성 행 버스를 타고

오후 3시 경에 교육청에 도착했다 

교육장님은 출타 중이셨다

다음에 오라는 비서의 말을 듣고

온 몸에 힘이 빠졌다

“사전에 연락이라도 하고 오셔요.”

비서의 말을 등 뒤로 들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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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덜터덜 돌아서 오는 발길은 

무겁기만 했다

다음 날은 일찍 출발하여 오전에

또 교육청을 찾았다

“방금 인근학교 시찰을 가셨는데요.”

“언제 쯤 오시나요?”

“오후에는 오실 거예요.”

오후 2시쯤 찾아가니 

교육장님이 계셨다

남궁 숙 교육장님은 

참으로 인자하시고 다정한 분이셨다

청원서를 읽어 보시더니 

“참으로 훌륭한 생각을 하셨군요!”

“우리의 뜻을 알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니지요, 교육청이 미처 생각지 못한 일을 ......” 

교육장님은 즉시 태기리 인근학교인

봉덕초등학교 교장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어

분실(分室) 설치에 대한 지시를 내렸고

잘 도와주라는 부탁을 했다

이명순 선생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마음속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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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순간 뜨거운 눈물이 주르르 볼을 타고 

흘러 내린다.

모든 서류는 교육청에서 정리할 테니 

10월 1일부터 태기리에서

수업을 하라는 것이다

발걸음도 가볍게 교육청을 나오는 

이명순 선생의 마음은 푸른 하늘을

훨훨 날고 있었다

<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

구약성경 욥기 8장 7절의 말씀이 

가슴 가득 울리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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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分室 허가와, 운명運命의 첫 수업 

1965년 10월 1일 날이 밝았다

이명순 선생님은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밥을 먹고 6시 경에 

설레는 마음으로 태기산을 향했다

험한 산길을 이리저리 돌아

8시 30분경에 

태기리 마을 회관에 도착했다 

회관에는 몇 몇 주민들과

8명의 어린이들이 먼저 와 기다리고 있었다

회관 귀퉁이 공간을 얻어

가마니로 만든 거적으로 현관문을 만들고

공부할 장소, 꿈의 보금자리를 마련해 놓으니

장난감 나라 피노키오의 공부방 같은

배움의 터가 만들어졌다

아무리 미니 교실이지만

배움을 상징하는 현판이 필요했다

이명순 선생님은 임시방편으로

두꺼운 골판지에 매직글씨로 커다랗게

< 태기산 보람의 학교 > 라고 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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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 입구에도 달아 놓으니

온 세상을 모두 얻은 것 같이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다

“따르릉 전화벨이 울렸다!” 

교육청에서 온 전화 

분실 허가가 정식으로 났다는 소식이다

“와아!...”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일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참으로 의미 있고 행복한 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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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판지우개 대용으로 쓴 수건 지우개

10월 3일에는 칠판이 도착했다

군청에서 보낸 사람이 칠판을 등에 지고 

땀을 뻘뻘 흘리며

멀고 험한 산길을 올라왔다

와아! 함성소리

짝짝짝 박수소리......

그러나 서둘러 오느라 칠판지우개를

빠뜨리고 왔다

새 칠판을 걸어 놓고 글씨를 쓰니

정말로 교실 분위기가 살아났다

지우개가 없어 

수건을 여러 번 접고 꿰매어서 사용했지만

지우개만큼 잘 지워지지 않았다

아이들이 침을 발라 지우니 

글씨는 간신히 지워졌지만

다시 쓰면 백묵 글씨가 써지지 않았다

아, 코메디 같고 동화 같은 수업

부족하고 초라한 수업이었지만

다 같이 행복에 젖어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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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 모두는

다 천사같이 보였다.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다 돌아간 후

이명순 선생님은 교실 구석에 꿇어앉아

감사 기도를 드린다

< 여기까지 도와주신 에벤에셀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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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늘어나는 학생수와 복식수업의 묘미

학생수는 날로 날로 늘어 나

공부한지 5일 만에 24명이 되었고

언니를 따라 함께 온 아이들까지 합하면

30 명이 넘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두를 가르쳐야 하는 복식 수업

교육과정도 거기에 맞추어 알맞게 짜야 하고

수업 방법도 다양하게 개발해야 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수업에 대한 흥미를 느끼게 하기 위해

노래와 무용을 가르쳤고 

공기놀이, 고무줄놀이, 동화 이야기 등

함께 하는 놀이 형태로 수업을 이끌었고

점차 1·2학년, 3·4학년, 5·6학년을 묶어

따로 따로 공부를 가르쳤다

칠판을 3 등분하여 다른 문제를 내고

돌아가면서 지도하였다

일제히 공부하는 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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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쓰기 공부였는데

제대로 하는 어린이는 얼마 없었고

삐뚤삐뚤, 맞춤법이 틀린 아이, 아예 쓰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었다.

이명순 선생님은 

집에서 받아쓰기 급수카드를 만들어

1급에서 10급까지 

점차적으로 실력을 쌓게 하였고

학생들도 공부에 재미를 느끼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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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곳이나 다 즐거운 교실

마을 회관 한 쪽 구석에 칠판을 걸고 

공부를 했다고 하지만

마을에 회의가 있을 때는 

공부하는 장소를 언제나 다른 곳으로 

옮겨야 했다

시원한 나무 그늘 밑이나,

넓은 공터, 어떤 때는 빈 집의 방,

싱그러운 대자연 모두가 공부하는 장소였다

책상이 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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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바닥이나 무릎 위에 

두꺼운 종이나 널빤지를 받히고

글씨를 쓰고......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이명순 선생님은 온갖 열정을 쏟아 부었고

어린이들도 열심히 공부하였다

특히 고마운 것은

목수 일을 하시는 마을 어른 분이

널빤지에 뚝딱 뚝딱 못을 박아

간이 책상 몇 개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 책상은 양쪽 끝에 받침이 있고

그 사이에 여럿이 앉아 

책이나 필기도구를 얹어 놓을 수 있는

임시방편의 책상이었다

학생 수가 늘어남에 따라

이곳에도 학교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 

이명순 선생님은 

학교 건립에 대한 의지를 굳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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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分室 인가서認可書를 받아 오던 날

1965년 10월 5일은

분실(分室) 인가서(認可書)를 받아오는 

역사적인(歷史的)인 날이다

일찍 오전 수업을 마치고

걸음을 재촉하여 태기산을 내려가

횡성읍에 있는 교육청에서 

학교 인가서(認可書)를 받아 든

이명순 선생의 마음은 구름을 타고 훨 훨

하늘을 날아가는 기분 이었다

백묵이랑, 칠판지우개랑 

몇 가지 문방구들을 사 가지고

설레는 마음으로 둔내행 막차를 타고 와

다시 산길을 오르려는데

산에는 벌써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다

얼마를 걸었을까?

서낭당을 지나고

태기산성을 조금 못 미친 곳에서

이글거리는 두 개의 불빛이 

저만치서 앞을 가로막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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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저것이, 어른들이 몇 번 만났다던 호랑이 불빛인가?” 

순간 이명순 선생은 털썩 땅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앞으로 갈 수도 뒤로 돌아 갈수도

옆길로 도망갈 수도 없는

절체절명(絶體絶命)의 순간이었다

“산돼지는 불을 무서워하고 

호랑이는 소리를 무서워 한다.” 는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라 

땅바닥에서 돌 두 개를 주어 

딱 딱 부딪치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 시편 23 편을 외우기 시작했다

<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 받음을

   두려워 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같이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 하시나이다 >

그러면서 서서히 앞으로 나아가니

순간 휙 하고 불덩이가 사라지고 

길이 열린다.

아아, 하나님께서 나를 보살펴 주셨구나 !

이명순 선생은 감사의 눈물이 

주르르 흘러 내렸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이명순 선생에게 호랑이 선생님 이라는

별명을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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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기고원 축제의 날

1965년 10월 6일은 

화전민촌(火田民村)의 축제(祝祭)의 날이었다

학교 인가서(認可書)를 본 주민들은 너무나 기뻐

그 날 저녁 마을회관에 모여들었다

여기 저기 가마솥에서 

음식 냄새가 퍼져 오르고 

술독이 마을회관 마당으로 배달되고

누구는 노래를 부르고

누구는 덩실덩실 춤을 추고......

밤늦도록 모닥불 앞에서

오랜만에 이야기의 꽃을 피우는 

그 훈훈한 광경을

달님도 빙그레 웃으며 지켜보았고 

주거니 받거니 술잔에 넘치는 인정은

가슴과 가슴으로 전해지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사람들은 서서히 집으로 돌아가는데 

돌문 마을에 사는 어느 분은 

술이 많이 취해 이웃집에서 자고

이튿날 돌아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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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면 적은대로

모자라면 모자르는만큼

그래도 미래의 꿈을 키우며

나누며 사는 것이 인정이던가?

태기고원 화전민 가슴마다 

작은 열망의 불꽃을 피워 준

아아, 이명순 선생님

그야말로 이 시대에 진정한 교육자였다.

탁구 용품을 기증 받은 태기분교 탁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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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천외奇想天外한 복식수업

1965년 10월 중순이 되자

모여 든 학생수는 30명이 넘었다 

1학년부터 6학년 학생들과

형과, 누나, 언니를 따라온 

유치원 또래의 아이들

학령이 조금 넘은 나이 든 아이들

이들이 한데 모이니 꼭

엉머구리가 들끓는 연못 속 같다. 

반 편성은 4 복식으로 했지만

수업 진행은 혼자서 다 했다

1·2학년, 3·4학년, 5·6학년 그리고

코흘리개 유치반......

칠판을 3등분하여 

제일 먼저 왼쪽 칠판에 1,2 학년이 할 문제

국어책 보고 쓰기 

중간 부분에 3,4학년이 할

산수 문제 풀기

가장 오른쪽 부분에 

5,6학년이 그릴 그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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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을 내어 준다

코흘리개 유치반은 백지와 연필을 주어

자유롭게 선을 그으며 놀게 한다

몇 개 안되는 간이 책상을 차지해

공부를 하는 아이

멍석 위에 앉아 무릎 위에 공책을 얹고 

글씨를 쓰는 아이

멍석 바닥에 엎드려 글씨를 쓰는 

코흘리개 유치반 아이들...

처음 20분 동안은 그런대로 잘 견디지만

조금만 있으면 

여기저기서 와글와글 

서로 꼬집고 싸우는 아이들

킥킥 웃는 아이들......

선생님이 칠판을 막대로 딱딱 두두리며

조용히 해요!.

그래도 안 되면 짝짝짝 박수를 친 다음

함께 노래를 부른다. 

그렇게 몇 시간 수업을 마치면

선생님의 몸은

물에 젖은 솜뭉치처럼 나른해 지지만

아이들 순진한 눈망울을 보면 

다시 힘이 솟는 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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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순 선생님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사랑의 강물이

끝없이 흐르고 있었다.

참으로 기상천외(奇想天外)한

혼자 가르치는 4복식 수업

예쁜 것은 예쁜 것대로 미운 것은 미운 것대로

또 그렇게 익어가는 가을 이라고 노래한

어느 시인의 시구(詩句)처럼

태기분실 어린이들 꿈도 그렇게

익어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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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순 선생님의 마음은

이명순 선생님의 마음은

강물이었다

모든 물줄기를 

다 받아들이며

함께 흐르게 하는 

사랑으로 출렁이는 강물이었다

때로는 흐린 물도

때로는 냄새나는 물도

때로는 큰 물줄기도

때로는 방울방울 작은 물방울도

싫어하지 않고

배척하지 않고

다 받아드려 함께 흐르면서 

자정작용(自淨作用)을 통해

조금씩 조금씩 맑아지는

아아, 아름다운 흐름의 미학(美學) 

강물에 들어오면

아무리 작은 물줄기도 강물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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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출렁이면서

더 넓은 세상으로 흘러간다

이명순 선생님의 마음은

쉬지 않고 흐르는 영원한 사랑의

강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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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루한 옷을 입고도 학교는 열심히....

시간이 갈수록 학생 수는 

자꾸 늘어났다

뒤늦게 알고 합류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새로 이사 오는 아이들도 있었다

산속의 10월은 차가운 날씨인데

아이들은 대부분 남루한 옷을 입고 왔다

맨발로 오는 아이, 

옷이 낡아 엉덩이가 보이는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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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여자 아이는 속옷이 없어 

쌀자루에 다리 뻗을 구멍을 내어

하의를 대신하고 그 위에 

보자기를 둘러 입고 오기도 했다.

그래도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학교에 오는 아이들을 보면 

이명순 선생님은 

눈물이 핑 돌았다.

이 불쌍한 아이들을 돌보는 것도

하늘이 내게 주신 사명이리라

한글도 잘 모르던 아이들이

차츰 글자를 읽고 쓸 수가 있으며

수줍어 말을 못하는 아이들이 

친구와 어울려 무용을 하는 것을 볼 때

이명순 선생님은 마음속으로 기도를 한다

<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4부  인간 상록수 이명순 선생   173

외부에 알려진 태기리 아이들 이야기

태기리 아이들의 이야기가

제일 먼저 중앙일보에 실리자

다른 신문에서도 다투어 소개하였고

며칠 후 원주 KBS 방송국에서 

취재하겠다는 연락이 왔다.

며칠 동안 찾아와서

카메라를 여기저기 들이대며

인터뷰도 하고 아이들의 모습을

촬영을 하였는데

아이들은 신이 나서 취재진을 따라다니며

즐거워했다

태기리 화전마을 산골학교 이야기가 

TV에 방영되자 

산골학교에는 난리가 난 듯 했다

성금과, 위문편지, 각종 구호품들이 

수없이 밀려들었다

학용품과 문방구 말고도

쌀, 보리 등, 양곡류, 신발, 장갑, 의류 등

뜨거운 온정들이 답지하였고

농구공, 배구공, 네트 같은 운동기구도 갖게 되었고



174   태기산을 시(詩)로 읽는다

한 번은 탁구대와 탁구 라켓과 공을 

무더기로 보내 주어

아이들은 물론 주민들까지 즐길 수 있었다 

학교에 들어 온 물건의 목록

1966년 1월 2일

둔내 초등학교에서

노트 40권, 교과서 450권, 백묵 2통, 

횡성교육청에서

대형칠판 1개, 시험지 1권, 출석부, 학교일지 교과서 150권

갑천면에서

현금 100원, 작은 칠판 1개 

3월 28일

원주 육민관 고등학교와 범문중학교 학생들이



4부  인간 상록수 이명순 선생   175

노트 90권, 연필 140 자루, 칼 11개, 고무 11개

4월 15일

경북 울진군 읍내리 김영자 씨, 소포로 노트 40권

4월 22일

갑천초등학교에서 교과서 194권

5월 5일 

둔내면장님, 노트 70권, 연필 7타스

5월 28일 

주문진읍장님, 연필과 신발 다수

갑천감리교회, 복음 명작동화책 30권

6월 18일 

횡성군청 여직원, 칼 130개, 연필 11타스

6월 20일

횡성 송림상회 모자 38개 등.....

산골학교 이야기가 다른 신문에 실릴 때 마다

더 많은 물품들이 산으로 올라왔다 

여기저기서 쏟아져 들어오는 

온정의 물결은

하늘 아래 첫 동네 작은 마을을

들뜨게 하였고

어린이들 가슴 속 꿈의 이랑마다

소망의 씨앗을 심어주었다.



176   태기산을 시(詩)로 읽는다

이명순 선생님의 또 다른 염원

이곳 태기리 마을에 번듯한 학교를 세웠으면......

이명순 선생의 가슴 속에

학교 건립의 꿈이 꿈틀대기 시작했다

먼저 본교인 봉덕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

학교 건립에 대한 말씀을 드리니

모든 예산 지원은 강원도에서 한다고 한다

< 도지사님을 찾아 가리라> 

굳게 마음먹은 이명순 선생님은

1966년 1월 중순 춘천으로 가기 위해

산을 내려간다

간밤에 내린 눈이 가슴 높이까지 쌓였지만

이명순 선생님은 어깨로 눈을 밀어 내며

갈지(之) 자 걸음으로 길을 뚫고

산을 내려 왔다

천신만고(千辛萬苦) 끝에 강원도청을 찾아가

박경원 지사님을 면담했다

지사님은 그 동안의 경과 이야기를 듣더니

“상록수 운동 동각(同覺) 회원이라고 나도 동각 회원인데......”

박경원 지사는 손을 내밀며 악수를 청한다

“이 동지! 정말 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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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도와드려야지 그런데 알다시피 예산이 문제라....”

그러면서 서울에 있는 미국의 구호단체 케어(CARE)를 찾아가

도움을 청하라고 한다

특정 학교에만 예산을 지원해 주면

다른 데서 말이 많으니

미국 원조단체의 원조 약속만 받아오면

도에서도 예산을 풀기가 쉽다고 한다

이명순 선생은 꿈에 부풀어 

발걸음도 가볍게 돌아왔다.



178   태기산을 시(詩)로 읽는다

감동의 첫 입학식

1966년 3월 15일은

태기분실 감동의 날이었다

지난 9월 주민들을 설득하여 

10월 1일 어린이 8명을 모아 첫 수업

그 후 10월 5일 학교 인가 

점점 늘어 난 아이들 30 여명과 

10월 말까지 공부를 하였고

고산지대 날씨 관계로 10월 말에 방학을 하였으니

총 수업일 수 50일 만에 

새 학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역사적인 첫 입학식

3월이라 해도 이곳은 아직도 쌀쌀한 날씨

회관 앞 공터에는 

72명의 어린이들과 마을 사람들이 와글와글

내빈들까지 100 여명의 사람들이 모였으니

태기리에서 맞는 첫 경사였다

아이들도 이 날 만은 깨끗이 단장하여

더욱 더 예뻐 보였고 

눈망울도 별처럼 반짝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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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설(殘雪)을 날리는 찬 바람이 옷깃을 스쳤지만

이곳에 모인 사람들 가슴 마다에는

훈훈한 인정의 바람이 일었다

본교 봉덕초등학교 정덕영 교장선생님께서

멋진 축사를 해 주셨고 

교육장님과 군수님 경찰서장님 

그리고 도교육청 관계자들이 함께 하셔서

그 어느 입학식보다 빛나는

역사적인 입학식이었다.

입학식이 끝나고 

경찰서장님께서 거적문을 단 회관 교실을 보더니

“아, 이건, 너무하구나!.”

“경찰서에 30 평짜리 천막 여분이 있으니 교실로 쓰시오”

주민들과 아이들 모두는 

“와아! 기쁨의 환성을 질렀다.”

잊지 못할 입학식날

사람들이 다 돌아간 오후 

혼자 남은 이명순 선생님은 회관 구석에 꿇어 앉아

감사 기도를 드린다

“이제 작은 시작입니다, 여기 까지 도와주신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합니다.”



180   태기산을 시(詩)로 읽는다

새로 이사한 천막교실 

경찰서장님의 배려로 

천막교실이 지어지자

아이들은 신이 났다

어른들과 함께 사용하던 마을회관은

아이들만의 교실이 아니었다

마을 회의를 하거나 마을 행사가 있을 땐

나무 그늘 밑이나 빈집의 방에서 

옮겨 다니며 공부를 했다

이제는 아이들만의 세상

아이들만의 교실이 탄생한 것이다

들뜬 마음으로 짐을 옮기고 

바닥에 줄 맞추어 가마니를 깔고

칠판을 달았다

“와아! 신난다. 공부가 더 잘 될 것 같다.”

그러나 아직도 책상이 문제였다

대개의 아이들이 

땅바닥과 무릎을 책상으로 삼아 

두꺼운 받침 종이 위에 공책을 얹고

글씨를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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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아이들은 사과 궤짝에 달력 종이를 붙여

책상 대용으로 사용하기도 했고

또 어떤 아이는 아버지가 잣나무 토막을 엮어서

만들어 준 책상을 짊어지고 와 

공부하기도 했다

천막 교실을 들여다 보던 마을 목수 한 분이

나무를 제재하고 남은 죽데기 중 쓸 만한 것을 골라

앉은뱅이 책상을 만들어 놓으니

비로소 그런대로 교실 분위기가 풍겼다.



182   태기산을 시(詩)로 읽는다

운동장 닦기

회관 교실 시절에는 운동장이었던 곳이 

이젠 천막 교실이 들어서니 

아이들이 뛰놀고 운동할 장소가 없어졌다

아이들과 이명순 선생님은

공부를 마치고 하루에 한두 시간씩 틈을 내어

새로운 운동장을 만들었다

삽, 괭이, 호미 등을 이용하여

높은 곳을 깎아 낮은 곳을 메우고 

여기 저기 서 있던 나무는 뿌리 채 캐어내고

돌들을 골라내어 땅을 고르니

훌륭한 운동장이 된다

조금씩 조금씩 늘려 나간 운동장이

어느새 백여 평이 되었고

땅을 넓히다가 발견한 습지는

작은 연못을 만들어 개구리가 살게 하니

자연 생태 연못까지 만든 셈이다.

아이들과 선생님은 

신나게 노래를 부르면서 일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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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살기 좋은 새마을 우리 손으로 가꾸세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혀서

푸른 동산 만들어 알뜰살뜰 다듬세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손으로 가꾸세



184   태기산을 시(詩)로 읽는다

오케이, 땡큐 땡큐!

뻐꾸기 우는 산마루에

송화가루 하르르 하르르 날리는

아름다운 5월

이명순 선생은

도지사님에게 소개를 받은 

서울 이태원 *케어(CARE)를 향해

길 떠날 준비를 한다

도지사님을 뵈온 때가 1월 이었지만

5월에 떠나는 것은 그 동안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였다

미국인들과 서로 말이 통하려면 그들과

회화 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나름대로 준비를 마친 이명순 선생님은

태기산을 내려와 횡성으로

횡성에서 다시 원주 버스 터미널로

원주에서 차를 타고 친척이 살고 있는 

청량리에서 내렸다

그 이튿날 신설동까지 차를 타고 가서

이태원까지 걸어서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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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케어(CARE)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아름다운 미모의 미국여인이 방긋 미소를 지으며

“웰컴! 어서 오세요”

“땡큐! 감사합니다”

이명순 선생님은 신문에 난 태기산 마을에 대한 기사를 

꺼내 보여주며 온 목적을 이야기 하지만 

서로의 뜻이 전해지지 못한다

미국 여인은 방그레 미소를 띄며

“저스트 미닛 ,” 하면서 전화를 걸어 

한국 통역을 불러왔다.

통역관과 함께 단장을 만나는 이명순 선생님의 가슴은

콩닥콩닥 뛰기 시작했다

이명순 선생은 찾아온 사연을 이야기 한다

1,200미터 고원지대에 화전민이 살고 있고

84명의 어린이가 학교가 없어 천막교실에서 

고생하고 있으니 학교를 지어 달라고......

케어 단장은 통역을 통해 자세한 이야기를 듣더니

고개를 끄덕이면서

“오케이!” 하는 것이었다

“오, 땡큐, 땡큐!” 이명순 선생님은 감사의 눈물이 

주르르 볼을 타고 흘러 내렸다.

25세의 연약한 처녀의 몸으로

그 멀고 험난한 과정을 넘고 또 넘어



186   태기산을 시(詩)로 읽는다

이토록 장한 일을 할 수 있었다니.......

이명순 선생님은 꿈을 꾸는 듯

이 기쁜 소식을 안고

태기산 화전마을로 돌아왔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몰려와

선생님을 얼싸안고

덩실 덩실 춤을 추기고 하고

만세를 부르기도 했다.

“오케이! 땡큐, 땡큐 .....”

환희를 불러 온 이 말이

태기산 자락을 감돌아 멀리 멀리 

울려 퍼지는 것 같았다.

태기리 사람들 가슴엔 내일에 대한 기대가

푸른 소망의 깃발로 나부끼고 있었다.

* 케어(CARE) : 미국 대외 원조 물자 발송협회로 어려운 나라들을 도와주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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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기산의 메아리

이명순 선생님이 산 아래에서

올라올 때 마다 기쁨의 선물을 

한 아름 안고 온다

아이들에게 줄 학용품 과자 등

선생님 배낭은 언제나 가득하다

어찌 그뿐인가

태기산에 배움의 터전, 분실이 된다는 소식도

도지사님과 케어 단장님이 약속한

학교 건립에 대한 소식도.....

아, 이명순 선생님은 

행복의 전령사였다

이명순 선생님이 산을 올라올 때는

아이들이 먼저 기다리고 있다

높은 고개 마루에서 

“선생님 어디쯤 오세요?” 

합창을 하듯 울리는 메아리 

“애들아, 나 여기 올라간다!”

선생님의 반가운 목소리

희미한 안개 속에서 어렴풋이 모습이 보이면



188   태기산을 시(詩)로 읽는다

“선생님- , 애들아 -”

반가움과 그리움을 가득 실은 메아리가

산골짜기를 타고 멀리 멀리 퍼진다

우루루 ......

선생님 품으로 달려드는 아이들

꼬옥 껴안고 행복에 젖는 선생님

짜르르 뜨거운 정이 가슴에서 가슴으로

넘쳐 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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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지 못할 봄소풍

1966년 5월 8일은

본교 봉덕초등학교와 함께 

봄소풍을 가는 날이다

본교 정덕영 교장선생님께서 특별히 초청한

소풍날이다

아침 일찍 천막 교사에 모여 인원 점검을 하고

먼 곳까지 걸어갈 수 있는 아이들만 선발하여

7시 30분에 출발하였다

어깨에서 허리로 가로질러 맨 보따리 속에는

김밥, 감자 버무레기와, 

도토리가루로 속을 넣은 태기산표 찐빵을 넣고

들뜬 마음으로 산길을 걸어 내려 갔다

산성터 부근에서 다람쥐를 만났다

다람쥐도 소풍을 가는지 세 마리가 

쪼르르 쪼르르 숲속을 뛰어 간다

아이들은 신이 나 노래를 부른다

산골짝에 다람쥐 아기 다람쥐

도토리 점심 가지고 소풍을 간다



190   태기산을 시(詩)로 읽는다

다람쥐야 다람쥐야 재주나 한 번 넘으렴

팔딱 팔딱 팔딱 날도 정말 좋구나 

멀고 험한 산길을 신나게 걸어가는 아이들

2시간 30분이 지나니 봉덕 학교가 보인다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을 만났다

산속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냇물의 노래

“와아! 물이 참 맑기도 해라 ,”

아이들 중 누군가 음악시간에 배운 노래를 부르니

모두가 합창을 한다

냇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니

강물따라 가고 싶어 강으로 간다

강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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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세상 보고 싶어 바다로 간다.

학교에 도착하니 9시 40분이 되었다

학교에 들어서니 

봉덕학교 전교생이 모여 기다리고 있었고

짝짝짝 환영의 박수를 쳐준다.

교장선생님의 환영의 말씀을 듣고 

소풍장소로 출발

아아, 잊지 못할 봄소풍 

태기리 아이들 가슴에 

영원히 잊지 못할 봄소풍

넓은 세상 보고 싶어 바다로 가는 강물처럼

산골 아이들 꿈도 그렇게 흘러갔고

훈훈한 인정 속에 행복에 젖던 

아아, 잊지 못 할 소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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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에 쓰러진 상록수 선생님

무쇠인들 어찌 버틸 수 있으랴

매일 20 여리 산길을 오르내리며

1인 3역의 일

아이들을 가르치고, 운동장을 닦고

군 교육청, 도청, 케어 본부까지

걷고 또 걸으며 애쓰던 인간 상록수

이명순 선생님이 

과로에 쓰러지고 말았다

어둠을 밝히던 등불이 꺼진 듯

잘 돌아가던 기계가 멈춘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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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기리 마을엔 비상이 걸렸다

횡성군청에 SOS를 쳤고

군청에서는 횡성보건소에 비상 연락을 발동

엠블런스가 달려왔다

보건소에 도착하여 약을 먹고

링거를 맞으며 체력을 회복한 

이명순 선생님은 아이들이 눈에 어려

잠시 쉴 틈도 없이 학교로 돌아온다 

어떻게 알았는지 다음 날 신문에는

‘처녀 상록수 선생 과로로 쓰러지다’ 라는 기사가

여기 저기 보도 된다

1966년 9월 14일자 <현대 경제일보> 기사에는 

‘30평 천막학교와 100평 운동장을 손수 닦고

어려운 아이들을 모아 놓고 지도하다가 과로로 쓰러지다’ 란

기사가 지면에 소개되기도 했다.

<내가 아니면 이 불쌍한 아이들을 누가 돌보랴

나를 이곳으로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

그날의 선생님의 일기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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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순 선생님 태기산으로 거처를 옮기다

이명순 선생님이 과로에 쓰러지자

학부모들은 회의를 열어

선생님이 기거할 방 한 칸을 마련하였고 

선생님도 태기산 마을에서 기거하게 되었다

횡성교육청에서도 

선생님 한 사람을 더 배치하여

2명이 3복식 학급을 지도하게 된다

그 선생님도 나름대로 열심히 지도하려 했으나

열악한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웠고

먼 곳에서 출퇴근하기 때문에

한동안 다니다가 가 버리고 말았다

평범한 일반 교사와 사명감에 넘치는 교사

그 사랑과 열정의 온도가

어찌 같을 수가 있으랴

이명순 선생님은 

태기산 마을에 상주하면서

야학 교실을 열게 된다

학부모 중 한글을 모르는 여인들을 대상으로

저녁마다 2시간씩 한글을 가르친다

하루 이틀 사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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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맹에서 한글을 깨우치는 사람의 수가 늘어날 때마다

행복감에 젖어가는 선생님과

글을 배운 사람들의 기쁨이란 

하늘을 날아갈 듯하다

“나 이제, 편지도 쓸 수 있어!”

“나 이제, 책도 읽을 수 있어! ......”

이명순 선생님은 태기리 마을에

행복의 전령사였고

어둠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었다.



196   태기산을 시(詩)로 읽는다

당귀꽃밭에서

계단식 밭이랑마다 당귀꽃이 활짝 피어났다

보라색 물결이 일렁이는 밭이랑

아이들과 선생님도 

꽃들 사이사이에 끼어 앉으니

아, 모두가 꽃으로 보인다

‘찰칵’ 카메라에 찍히는

꽃들, 아름다운 꽃들

가슴마다 예쁜 꿈과 소망이

소담스럽게 피어나는 듯......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어려워도

아이들 마음은 꽃처럼 곱기만 하다

이처럼 순진한 마음에 

행복이 가득 넘치게 하소서

내일에 대한 소망이 곱게곱게 

피어나게 하소서

이토록 좋은 날을 주시니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명순 선생님 눈가엔 어느새

감사의 눈물이 방울방울 맺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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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장과 표창장

횡성군 교육청 남궁 숙 교육장님은 

인간 상록수 이명순 선생님의 노고를 치하하며

다음과 같은 감사장을 준다

태기산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은 

응당 교육청에서 해야 하지만

국가의 힘이 미치지 못해

많은 어린이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감 사 장

횡성군 둔내면 화동리 

이명순 자원봉사자

위의 분은 향토발전과 아동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태기산 개발지구 화전민 자

녀들의 교육 중단을 애석하게 생각한 나머

지 10킬로미터의 태산준령을 매일 같이 

왕래하며 80여명의 아동들에게 글을 가르

쳐 주어 학구심을 일으켜 주시었음은 의

무교육의 좋은 지표가 되었기에 그 노고

를 치하하여 감사장을 드립니다.

1966년 3월 7일 

횡성교육청 교육장 남궁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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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상태에 있었는데

교육에 대한 불타는 열정과 집념을 가진

24세의 꽃다운 처녀 이명순 선생의 노력으로

배움의 길이 열리게 되었으니

얼마나 고맙고 놀라운 일인가

그 어떤 찬사를 보낸다 해도

이분에 대한 고마움은 끝이 없으리라. 

이명순 처녀는 무명의 봉사자에서

정식 교사의 자격증을 받고 

학생들을 지도한지 3년 후

우수교사의 표창장을 받게 된다 

표 창 장

봉덕초등학교 태기분교

교사 이명순

위의 분은 평소 불타는 교육열을 가지고 지

역사회교육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

았을 뿐만 아니라 태기분교 132명 어린이에

게 희망을 주는 횃불이 되었기에 그 공로를 

높이 치하하여 이에 표창장을 드립니다.

1968년 6월 10일

횡성군 교육청 교육장 남궁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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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은 마음의 어버이시라

아아,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아아,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강소천 작사 권길상 작곡의 

이 스승의 은혜 노래가

저절로 떠오른다. 

아아, 높고 높은 스승의 은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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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운동회 초청

1966년 9월 1일, 본교 봉덕초등학교에서 

운동회 초청장이 왔다

105명의 어린이들을 모아 놓고

운동회에 참가할 아동들을 선발하니

35명이 희망하여 아침 일찍 출발했다

태기분교 선수들은 운동회에 앞서

10 여 킬로미터를 걸으며

준비운동을 충분히 한 셈이다

본교에 도착하니 거의 점심시간이 되었다

잠시 휴식하여 점심을 먹고

운동경기는 오후 프로그램부터 

참가 하였다.

교장선생님의 배려로

본교 학생들과 함께 어울려 

각종 경기를 했는데 개인 경기에서는

분교 아이들이 모든 상을 휩쓸어 버려

본교 선생님께 미안할 정도였다

태기분교 어린이들은 대부분 

학령이 지난 아이들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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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치가 크고 체력도 더 좋았기 때문에

1등 아니면 2등을 차지하였다

운동회의 마지막 꽃인 계주경기에서는

청군, 백군 그리고 태기분교 팀으로 구분 

3개 팀이 트랙을 달리었는데

태기분교 팀이 1등을 하여 매우 기뻤다

노을을 등지고 산으로 돌아오는 길은

너무나 행복하여 라라라 노래 부르며 

신나게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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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러기가 물고 온 기쁨의 소식

아름다운 가을이 왔다

산자락마다 고운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고

기러기들은 떼를 지어 하늘을 날고 있다

이명순 선생님은 전교생을 한데 모아

가을 노래를 가르치고 있었다

노랗게 노랗게 물들었네

빨갛게 빨갛게 물들었네

파랗게 파랗게 높은 하늘

가을길은 고운 길

아 트랄랄랄라 트랄랄라

트랄랄랄랄라 노래 부르며

산넘어 물건너 가는길

가을길은 비단길

노래에 열중하고 있는데 마을 리장님이

헐레벌떡 뛰어왔다

“선생님 기쁜 소식이 왔어요!”

“무슨 일 인데요?”

태기리에는 정말 기쁜 소식이 왔다 

서울 케어 본부에서 지원 결정, 



4부  인간 상록수 이명순 선생   203

강원도청과 교육청에서 

태기분교 건축 계획 확정,

아,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던 소식이던가

태기리 온 마을은 축제 분위기였다.

“선생님 그동안 참으로 애 썼어요 !”

“우리 선생님이 최고야 !”

“선생님은 하늘이 보내신 천사야.”

마을 사람들은 우루루 몰려들어 

얼싸안고 춤을 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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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 단장이 오던 날

1966년 11월 28일

케어(CARE) 단장이 현장을 답사차 온다는 연락이 왔다

쌀쌀한 날씨인데도 주민들 모두는

마을 공터에 모여 환영할 준비를 한다

드디어 군용 헬리콥터 한 대가 

태기고원에 나타났다

임시 만들어 놓은 승강장에 사뿐히 내려앉는 헬리콥터

‘와아! 와아!’ 환성이 울리고 

‘짝짝짝’ 박수소리가 요란하다

케어 단장님은 내리자마자

환호하는 사람들을 향해 손을 흔든다

본교 교장선생님, 이명순 선생님, 교육장님과 

차례로 악수를 하면서 

“땡큐, 땡큐!”를 연발 한다. 

케어 단장님은 

참 많은 선물을 가져 오셨다

재봉틀 10개와 구호상자 180박스를 주셨는데

그 안에는 각각 노트, 연필, 색연필, 공작가위,

지우개, 자, 칼, 컴퍼스, 각도기 등이 가득가득 들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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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 단장님은 학교를 세울 곳과 주변의 환경을 

자세히 살펴보고 사진을 찍으시면서

매우 흡족했는지 오케이!, 오케이! 라고 말하자

주민들 모두 한 목소리로 

“땡큐!, 땡큐”로 화답하였다

주민 모두가 행복한 날이었다

이명순 선생님의 두 볼엔 감사의 눈물이

주르르 흘러 내렸다

하늘도 축복이라도 하듯 

함박눈이 송이송이 탐스럽게 내린다 

헬리콥터가 이륙을 한다

주민들은 다시 환성을 지르고

헬리콥터는 눈 사이로 솟아올라 멀어져 간다 

“오케이!, 땡큐!, .....”

메아리도 대답을 한다 

“오케이! 땡큐!......”

“아, 이제 우리도 교실에서 공부를 한다”

“책상도 있고 의자도 있는 교실에서 공부를 한다.”

아이들 가슴은 설레기 시작했다.

눈발 속에서 강아지처럼 쏘다녀도 

조금도 춥지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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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지사님 방문

케어 단장님이 다녀간 3일 후 

다시 강원도지사님과 횡성군수님이

4륜구동 지프차(jeep)를 타고 

태기리에 방문을 했다

차에 체인을 치고

험하고 미끄러운 곳을 달려오신 

그 고마운 마음은

주민들에게 큰 위로를 주었고

학교 지을 곳과 운동장 그리고

부속 건물 지을 곳과 소요 예산을 

꼼꼼히 챙기시며

주민을 위로하시는 자상한 말씀과

일일이 손을 잡아주시는 

도지사님과 군수님의 따뜻한 마음은

주민들에게 꿈과 소망을 안겨 주었다

장갑과 양말 털모자 털신발 등

방한장비를 선물 받는 주민들은

다시 한 번 고마움을 느꼈고

한겨울 추위도 잊은 듯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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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 세워질 아담한 학교

아이들이 뛰어 놀 운동장

그리고 기뻐할 아이들 모습들....... 

이명순 선생님 마음은 

꿈꾸는 파랑새처럼 푸른 하늘을 

날아오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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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기리 아이들의 겨울 나기

태기고원의 겨울은

눈이 많이 쌓이고 또 춥기도 하다

11월 말이면 방학에 들어가고 

3월 달이 되어야 개학을 할 만큼

방학 동안에도 아이들은

학교 운동장에 모여 

태기산표 스키를 타며

한겨울을 즐긴다 

다른 곳에서는 생각지도 못하는

기상천외한 태기산표 스키

어른 팔뚝보다 조금 더 굵은 물푸레나무를 

약 2미터 정도 잘라 넓적하게 다듬은 다음

앞부분을 불에 달궈 구부리면 

스키 모양이 되는데

여기에 신발 들어갈 곳을 만들어

끈으로 묶으면 작업 완성

기울기가 심하지 않은 언덕을 골라

스키를 타면

‘씽 씽 씽’

“와아! 와아!” 신나는 스키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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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속에 넘어져도 신나기 만 한 

태기리 어린이 스키부대

스키를 타다가 지치면

천막교실 안으로 쏘옥 

그 안에는 이명순 선생님이 화롯불에 고구마를 

굽고 있다가 아이들을 반긴다

맛있는 간식을 먹고 또 스키 타기

신나기만 한 태기고원의 겨울

아무리 추워도 훈훈한 정은 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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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 2일의 졸업식

1967년 2월 15일은

태기분실의 역사적인 날 이었다

격식을 갖춘 첫 번째 

졸업식이기 때문이다

1966년 2월에 있었던 

1회 졸업생 4명은

이명순 선생님이 본교에 가서 졸업장을 찾아

전달해 주었지만

이번에는 졸업생 일곱 명 전원이 

식장에 참가하도록 되어 있었다

교장선생님께서는 

제시간에 참석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하루 전에 학교 부근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다

어린이들은 같은 또래의 학생의 집에

이명순 선생님은 여선생님의 집에서......

참으로 훈훈하고 인정 넘치는 

졸업식장 이었다

태기리 분실 어린이들은 거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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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학교로 진학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지막 졸업식 이었다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언니께

꽃다발을 한 아름 선사합니다

물려 받은 책으로 공부 잘 하며

우리는 언니 뒤를 따르렵니다.’

축하의 마음이 담긴

재학생들의 졸업식 노래 1절이 끝나자

‘잘 있거라 아우들아 정든 교실아

선생님 저희들은 물러갑니다

부지런히 더 배우고 얼른 자라서

우리나라 새 일꾼이 되겠습니다,’

졸업생들은 

울음 섞인 목소리로 2절을 불렀다.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며

우리나라 짊어지고 나갈 우리들

냇물이 바다에서 서로 만나 듯

우리들도 이다음에 다시 만나세.’

윤석중 선생이 지으시고 정순철 선생이 작곡한

졸업식 노래는 수백 마디 말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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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다

특히 태기분실 어린이들에게는 

오래오래 가슴에 남는 추억의 노래였다

아! 잊지 못 할 1박 2일의 졸업식

50 여 년의 세월이 지나갔지만

아직도 가슴 찡한 추억으로 남아 있는

그 때 그날의 졸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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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교사 자격증을 받은 이명순 선생님

방학을 통해 실시한 

교원 연수를 성실히 이수하고

이명순 선생님은 드디어

준교사 자격증을 받게 되었다

자원봉사자로 아동을 가르치던 분이

이제는 정식 선생님이 되어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었다

이명순 선생님은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안고

더 열심히 노력하게 되었다

1967년 3월 초에 선생님 한 분이

부임을 했다

교사 둘이서 3복식을 하라는 

횡성교육청의 지시가 내려왔다

부임한 선생님은 나이가 드신 분이었는데 

태기리에 기거할 수도 없고 

집은 공근면이라 출퇴근하기는

더욱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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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선생 난 일주일에 한두 번 오는 걸로 하고

 이 선생이 모든 수업을 도맡아 하면 안 될까?”

“물론 교육청과 본교에는 비밀로 하고......”

어쩔 수 없이 또 6복식 수업을 해야 했다

이명순 선생님은

아무리 힘들어도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와도

한결 같은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쳤고

가르치면서 행복감을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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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을 안고 날아온 헬리콥터

1967년 5월 16일 11시 경 

골짜기를 쩡쩡쩡 울리는 소리

갑자기 헬리콥터 한 대가 날아왔다

헬리콥터는 태기고원 상공을 빙빙 돌더니

마을 공터에 내려앉았다

동네 사람들과 아이들은

우루루 몰려 와 무슨 일인가

구경을 한다

이번에는 건축기사들이

학교 지을 터를 측량하기 위해

온 것이라 한다

삼발이가 달린 망원경 같은 장비를 설치하고

여기 저기 깃발을 꽂으며 

어디다 지을까 조사를 한다

주민들과 아이들 마음은 또다시

설레기 시작한다

‘아! 이제 우리도 교실에서 공부할 수 있다!’

‘어서 빨리 학교를 지었으면......’

헬리콥터가 매달고 온 상자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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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짐한 선물도 있었다

대형 학용품 박스 2개

케어 박스 120 개

세계 빈곤 퇴치 국제원조구호기구인 

케어(CARE)는 

멀고 먼 이곳까지 날아와

꿈과 소망을 전해준다

아아, 고마운 그 이름 케어(CARE).



4부  인간 상록수 이명순 선생   217

태기리에 학교를 짓다

1968년 3월

아직은 땅이 녹지는 않았지만 

학교 건축공사는 시작 된다

불도저로 높은 곳은 깎아내고

우묵한 곳은 메워서 평평하게 한 다음 

케어(CARE)에서 보내온 건축자재를

제무시(GMC) 차가 실어 온다

추위에도 아랑곳없이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는 인부들

사이사이 간식을 제공하는

태기리 사람들, 그리고 마음으로 응원하는

아이들의 정성이 함께 학교를 짓는 듯 했다

케어(CARE)와 강원도청이 

진행한 프로젝트인 만큼

공사는 빠른 속도로 진행 되어 

2 개월 만에 새로운 학교가 지어 졌다

건평 100평의 교실 4칸과 부속 건물 

아, 참으로 꿈같은 이야기다

이곳에 학교가 서게 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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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교 건축을 위해

케어(CARE)와 강원도에서 

3,448,000원을 출연(出捐)하였고

이명순 선생님과 정호봉 선생님도 

각 각 1만 3천원을 기부했다 

아담하고 깨끗한 교실 그리고 넓은 운동장

우리도 이젠 책걸상에 앉아서 공부할 수 있다고

기뻐하는 아이들 모습을 보며 

이명순 선생님 두 볼엔 감사의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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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건물에서의 개교식

태기리 주민들의 염원이었던

태기분교 건물이 드디어 완성되었다

1968년 5월 17일 완공되어

1968년 6월 10일

눈물의 개교식을 하게 되었다

교육 행정구역 개편으로 

갑천면 봉덕초등학교 태기분실에서

태기분교장으로 이름을 바꾸었고 

이제는 학교다운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선생님들도 2명이 더 늘어났다

학생들도 100여 명이 넘으니

스스로 운동회도 할 수 있고

소풍도, 입학식도, 졸업식도 

3시간 씩 걸어 본교에 가지 않고도

태기분교장에서 할 수 있게 되었다 

수업 형태도 다복식이 아닌 

1학년, 6학년은 단식 

2·3학년, 4·5학년을 묶어 2복식으로

편성하여 수업을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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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기분교장 소식이 

각 종 언론과 신문에 알려지자

여기저기서 구호품과 선물, 편지들이 

구름처럼 몰려 왔고

편지와 소포를 나르던 배달부 아저씨는

배달이 힘들어 울상이 되었다 

그래서 며칠씩 모아 한꺼번에 가져오라고 하니

고마워 ‘휴우’ 안도의 숨을 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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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와 아이들 교육

태기분교 신축으로 

태기산에 도로가 확장 되자

정상부군에 군부대가 들어오게 되었다

경비부대와, 통신부대 

2개의 부대가 들어오면서부터

마을엔 활기가 넘치게 된다

넓어진 도로 위로 군용트럭들과

통신장비 차량의 출입이 빈번하여 지자

주민들은 가끔 군용차량을 얻어 타고

산 아래를 다녀오기도 하고

아이들은 부대에 찾아가

통신부대 무전기로 노래자랑도 하고

텔레비전으로 유재두 권투 중계방송을 

보기도 하였다

이명순 선생님은

군부대 소대장 부인들과 

친교 모임을 갖고 

학교와 군부대가 자매결연을 맺는데

가교 역할을 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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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 인하여 군부대와 학교가 가까워지자

군인 중에 자원 지도자가 나와

중학교를 못가는 아이들에게 

영어와 수학 등 중등 과정을 가르치는 

야학을 열기도 했다

마을 회관에 램프불을 켜 놓고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모습은

태기리 마을의 또 다른

희망의 불빛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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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되는 학습 분위기 속에 꿈을 잃어가는 아이들

새로운 학교건물과 

새로운 선생님들

모든 것이 새롭게 변한 학교

이제는 더 알찬 학습이 전개될 줄 알았는데

실제는 정 반대의 현상이 일어났다

부임한 선생님들의 마음가짐 때문이다

이명순 선생님 같이 

교육에 대한 사랑과 애착을 가지고

봉사와 희생을 다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냥 형식적으로 건성건성 수업에 임하는 

교사들이 대부분 이었다

이곳을 자원해서 온 것이 아니요

교육현장에서 문제가 있거나

어쩔 수 없이 밀려서 온 분들이기 때문에

근무자세도 말이 아니었다

너무나 궁벽한 곳이라 

교육청 감시의 눈길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결근하기가 일쑤였고

웬만하면 자습 그리고 합반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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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수업 잘라먹기 등

수업태도가 말이 아니었다

“수업은 착실하게 합시다.” 

이명순 선생님이 충고를 하면

열심히 노력하는 이명순 선생님에게

딴지를 걸기가 일수였고

자기들은 정식 교사자격증이 있는데

강사가 뭐 그리 야단스러우냐 하면서

매사에 비협조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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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떠나는 이명순 선생님

새로 부임한 선생님들은 

수업은 물론 학교의 모든 사무에도 

관심이 없었다

그저 적당히 시간을 때우고 봉급을 받으면

그만 이라는 무책임한 태도였다 

학교에 대한 모든 사무는

이명순 선생님에게 맡겨버리고 

나이가 어린 처녀 선생이라고

마치 급사 대하듯 했다

이명순 선생님이 견디기 어려운 것은

어느 젊은 선생님의 술주정이었다

열심을 다하는 것에 대한 반항

아이들이 잘 따르고

주민들이나 외부로부터 인정받는 것에 대한 

강한 질투심으로 괴롭힘을 당했다

그럴 때 마다 가재는 게 편이라고

다른 선생님들도 동조하는 것이었다.

학교를 세우려고 여기저기 

신발이 다 닳도록 쫓아다니던 때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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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 더 아팠고

교육에 대한 의욕도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았다

이명순 선생님은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

혼자 펑펑 울기도 했고

계속 여기에 있어야 하나 아니면 떠나야 하나

밤을 지새우며 고민도 했다 

드디어 1970년 2월에 사표를 냈고

3월 개학식날 이임 인사를 하는데

운동장은 순식간에 울음바다가 되었다

지난 4년 6개월 동안의 일정이 주마등처럼

이명순 선생님의 마음속을 지나갔다 

어려웠지만 행복했던 시간들

그 소중했던 시간들의 가치를 

희석시키지 않기 위해 

지금 떠나는 이명순 선생님

처녀 선생님의 가슴엔 눈물비가 

내리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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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길로 접어 든 태기분교

이명순 선생님이 학교를 떠나자

태기분교는 

점점 활기를 잃어가고 있었다.

태기리에 상주하는 선생님은 없고

모든 선생님들이 산 아래에서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교육과정 운영에도 큰 차질이 생겼다.

수업은 늦게 시작해서 일찍 끝나고

방과 후 생활지도에는 전혀

손이 미치지 않았다.

가난하고 불쌍한 아이들의 

그 가슴에 쌓인 아픔을 함께 했던

다정했던 선생님

때로는 언니 같이, 누님 같이,

때로는 다정한 친구와 같이

함께 웃고 함께 눈물 흘리던

잊지 못할 선생님 

이명순 선생님이 떠나자

사람들도 점차 산을 떠나기 시작했고

학생 수도 현저하게 줄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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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도 화전을 정리한다는 

법령을 공포했다

마을은 페허가 되고 학교도 문을 닫았다

아, 태기분교

지금은 흘러간 세월 속에 

하나의 흔적으로 남아 있지만

이명순 선생님의 그 한없는 사랑은

영원히 영원히 기억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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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웠던 추억은 더 진한 그리움이 되고......

처음엔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실시한 화전이

산림을 황폐하게 하고

벌거숭이산에서 흘러내린 토사가 

농경지를 매몰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전을 정리해야 한다는 정부의 법령이

발표된 이후부터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더니

1976년 4월 30일을 기점으로 마침내

태기리는 행정구역만으로 존재하는 

무인(無人) 법정리(法定里)가 되고 말았다. 

전성기 때는 

120 가구, 400여명의 주민이 살았었고, 

학생 수도 150 명에 달했던 태기리 마을

이제는 역사 속에 사라져

그리운 추억 속에만 남아 있는 

저 산이며, 언덕이며, 정겨웠던 인정들..... 

정부에서 주는 이주(移住) 정착금(定着金) 

40만원(약 5천만원 상당)을 받고

떠나야 하는 정처없는 발걸음

인간도처청유산(人間到處靑有山)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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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든 살 곳은 있겠지만

서로서로 의지하고 도타운 정을 나누었던 

사람들과의 이별은 못내 아쉽기만 했다.

“안녕히 가세요!”

“우리 살아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서로 서로 눈물을 흘리며 헤어지던 

아, 순박한 사람들의 모습을 

어찌 잊을 수 있으랴.



4부  인간 상록수 이명순 선생   231

50년 만의 해후상봉邂逅相逢

태기분교에 다니던 아이들도 

부모를 따라 여기 저기 이주하여

삶의 뿌리를 내리며 살게 되었다

세파에 시달리다 보니 

옛날을 추억할 여유가 없었으나

점차 생활이 안정된 후로는

서로서로 수소문하여 동기들끼리

모임을 갖게 되고

이명순 선생님과도 개인적으로 

안부 인사를 드리기 시작 한다

2014년에는 55년생 동기생끼리 

환갑잔치 모임을 계획하면서 

동창회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고

주소록을 작성하게 되고 

특히 2017년 횡성군에서

옛날 태기분교 자리와 그 부근에

국가생태탐방로를 개설하면서 

이명순 선생님을 초빙하게 되는데

태기분교 동창들은 이를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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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회 조직에 활기를 띄게 된다

2017년 9월 28일자 강원일보는 

< 화전민 아이들을 가르치던 20대의 여교사 

50년 만에 제자들과의 상봉> 이라는 기사를

대서특필하여 다시 한 번 태기고원에

열기를 불어 넣는다.

이날 이명순 선생님은 

두 개의 감사패를 받게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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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패 

2017-002-0254  이명순 선생님

귀하께서는 태기분교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소중한 자

료를 태기산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흔쾌히 제공하

여 주셨기에 준공식에 즈음하여 감사한 마음을 이패에 

담아 드립니다. 

2017년 9월 27일 

횡 성 군 수 한 규 호.

감 사 패 

태기분교 

이명순 선생님

학문의 길이 희박했던 저희들에게 학문의 길을 열어주시고 

지도해 주신 선생님을 가슴깊이 새기며... 

태기분교 4회 졸업생은 45년이 흐른 오늘 선생님을 뵈옵고 

감사한 마음을 이패에 담아드립니다. 이명순 선생님 사랑합

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2017년 9월 27일

태기분교 전시관 준공식날.

태기분교 4회 졸업생 일동

김광윤, 김인상, 박대호, 이상은, 한만송, 이봉선, 이성용.

이기운, 방덕자, 이귀녀, 우춘자, 유영순, 한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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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발銀髮의 동창회同窓會

환갑을 넘긴 은발(銀髮)의 학생들이

팔순의 선생님을 모시고 

동창회를 열었다.

2018년 11월 17일과 18일

개교 50주년을 기념 하는 동창회가

원주 금대리에 있는 한 펜션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열렸다

50 여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학생들은 옛날로 돌아가 

이야기의 꽃을 피운다

“얘는 누구를 좋아하고 ....”

“얘는 고무줄놀이 하는데 칼로 고무줄을 잘 끊었고 ....”

“얘는 스키 타는데 도사, 얘는 아 그 뭐더라....”

왁자지껄, 하하 호호 떠들썩한 가운데

육순의 나이 지긋한 아주머니 한 분이

선생님께 큰절을 올린다 절을 한 다음

밖을 보고 손짓을 하니

건장한 젊은 부부 한 쌍이 들어 와 또

선생님께 큰절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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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제 아들과 며느리도 함께 왔어요.”

모여 있던 사람들은 짝짝짝 박수를 친다.

밤은 점점 깊어 가도 이야기는 

끝날 줄 모르고......

서로 서로 술잔을 주거니 받거니

한 밤을 꼬박 지새워도 아직도

못 다한 이야기가 있는 듯

이튿날 이명순 선생님은 제자들과 함께

옛 태기분교 터를 찾았다

교실이 있던 곳은 철거 후 시멘트 테두리만

보존되어 있었고 

교실 옆 수도 펌푸는 녹이 쓴 채로 

옛날 모습 그대로 있고

교실 옆에는 < 하늘 아래 첫 동네 태기분교 기념관 > 이

새로 지어졌는데 건물 벽에는

옛날 사진이 전시되어 있었다.

사진을 보면서 은발(銀髮)의 학생들은

까르르 웃기도 하고 옛 추억을 떠 올리기도 했다

“야, 저 까까머리는 누구냐?”

“쟤는 왜 눈을 감고 있지?”

“사진을 처음 찍었나 봐.”

거리를 돌아다니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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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우리 집터, 저기는 선생님이 계시던 곳.”

“여기는 스키 타던 곳, 저기는 합기도 배우던 곳.”

세월은 흘러도 옛 추억은 늙지 않고 

더욱 더 새로운 것

은발의 학생들은 그 옛날의 소년 소녀들처럼

별처럼 빛난 눈으로 그리운 산천을 바라보았다

비록 산골짜기 아이들 이었지만

이명순 선생님의 열정과 사랑을 본받아

어떤 환경에서도 뒤지지 않고 

훌륭하게 성장했으니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이명순 선생님은 

다시 한 번 감사를 느낀다

청춘을 불살라 여기에 투자했던 지난날이

자랑스럽기만 하다.

선생님이 애쓰던 그 열정은

제자들의 눈에서 보았고 

이곳에 쏟아 부었던 그 한없는 사랑은

제자들의 가슴에서 느끼는 듯 했다

순간 롱펠로 시인의 

< 화살과 노래>란 시가 떠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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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살과 노래 

나는 공중을 향해 화살을 쏘았으나 

화살은 땅에 떨어져 간 곳이 없었네

재빨리 날아가는 화살의 그 위치

누가 그 빠름을 뒤 따를 수 있으랴

나는 공중을 향해 노래를 불렀으나

노래는 땅에 떨어져 간 곳이 없었네

그 누가 날카롭고 강한 눈이 있어

날아가는 그 노래를 따를 것이랴

세월이 흐른 뒤 참나무 밑둥에 

그 화살은 성한 채 꽂혀 있었고

그 노래는 처음부터 끝 구절까지 

친구의 가슴 속에 숨어 있었지.

이명순 선생님의 두볼엔 

감사의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여기까지 도와주신 에벤에셀의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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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송이의 장미

이명순 선생님 여든 번째 생신에

은발(銀髮)의 제자 최춘수가

80송이의 장미를 선물하였다

“선생님 팔순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

이명순 선생님은 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분이었다 

50 년 전의 제자 최춘수

이렇게 고마울 수가....

십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강산이 다섯 번을 변할만한 그 세월을

잊지 않고 찾아와 준 성의에

눈시울이 뜨거워 졌다.

이해인 수녀님의 장미라는 시구가

문득 떠 오른다 

내가 물주고 가꾼 시간들이

겹겹의 무늬로 익어 있는 꽃잎들 사이로 

길이 열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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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에 찔려 더욱 향기로웠던

나의 삶이

암호처럼 찍혀있는 

아름다운 장미 한 송이

살아야 해 살아야 해

오늘도 내 마음에 

불을 붙이네

- 이해인의 시에서 인용.

선물에 대한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제자 최춘수는 선생님을 모시고

옛 추억을 찾아 태기분교로 떠난다

차에 동승한 사람은 모두 일곱명

최춘수와, 최춘수 어머니, 매부, 동생 춘옥, 춘자 

그리고 동문회장인 이상은과 이명순 선생님

학교 전시관 (展示舘)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은 후

옛 집터를 돌아보고

선생님과의 추억을 하나하나 

떠올려 본다

특히 최춘수 어머니는 몸이 불편하여 

휠체어를 타면서도 여기까지 오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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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은 흘러가도

추억은 영원하다

타임머신이 있어 50년 전으로 갈 수만 있다면

시간 속에 묻혀 있던 아름다운 일들이

하나하나 되살아나겠지

아아, 삶이란 얼마나 그윽한 것인가.

2016년 9월 1일 당시를 회고하는 이명순선생님 (원주시 거주, 1942년생)



태기산은 토양(土壤)과 환경(環境)이 좋아

다양한 산야초와 야생화들이

잘 자랄 수 있는 생명의 보고(寶庫)이다

제5부

태기산泰岐山에 자생自生하는 
산야초山野草, 야생화野生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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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방울꽃

백합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로

방울소리가 향기로 피어나는 꽃

골짜기의 백합

5월의 작은 종이란 애칭이 있다

꽃은 5-6월에 흰색으로 피는데 

모양이 종과 같다

꽃이 지고 한 달 후 7월에

구슬모양의 빨간 열매가 달린다

꽃말은 

행복이 돌아옴, 희망, 섬세함 등이다

아무도 오지 않는 깊은 산속에

쪼롱 방울꽃이 혼자 폈어요

산새들 몰래몰래 꺾어 갈래도

쪼로롱 소리 날까 그냥 둡니다 

- 임교순 아동문학가의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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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리 삼

고사리삼과의 식물로

높은 산, 습기가 많고 토양이 비옥한 

반그늘의 풀숲에 주로 서식 한다

키는 약 50cm 정도이며

여러해살이 양치식물이다

우리나라 분포 지역은

제주도, 지리산, 덕유산, 경상도 일대, 경기도,

강원도와 특히 태기산에 많이 자란다

삼과 비슷하면서도

고사리를 닮아

고사리삼이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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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 밥풀

꽃며느리 밥풀은 현삼과 한해살이풀로

꽃은 길이 1.5 - 2cm 긴 통 모양이고

꽃잎은 입술 모양으로 갈라졌다 

그런데 그 입술 모양 꽃잎 위에

흰 무늬  개가 꼭 밥알처럼 박혀 있다

꽃며느리밥풀 꽃에는 

‘며느리의 설움’ 이라는 

슬픈 꽃 이야기가 있다

옛날 며느리를 심하게 구박하는 시어머니가 있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밥이 뜸이 들었나하고 조금 먹어 보았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부엌에 들어와 

어른이 먹기도 전에 먹는다고 심하게 꾸짖고 구박하였다

그 바람에 며느리는 밥알을 입에 문 채 죽었는데

며느리의 무덤에서 꽃잎 사이에 하얀 밥풀 같은 무늬가 

박혀 있는 꽃이 피어났다

그 후로 사람들은 이 꽃을 며느리 밥풀꽃이라 

불렀다고 전하여 진다.



246   태기산을 시(詩)로 읽는다

모데미풀

미나리아재빗과에 속하는 다년생 속씨식물로

북한과 한국이 원산지이며

깊은 산의 습지 또는 능선 부근에 서식 한다

크기는 20-40cm 

꽃말은 아쉬움, 슬픈 추억이다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의 식물학자가

지리산 모데미 라는 장소에서 발견되어

모데미풀 이란 이름이 붙여졌다

주로 관상용으로 활용하며

희귀하여 보호 식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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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화 노루발

노루발과의 식물로 숲 속 반그늘 

토양이 비옥한 곳에 자란다

5-6월 경에 꽃이 피며

키는 약 5-10cm 정도이다

노루라는 이름이 들어간 들꽃은

노루귀, 노루말, 노루삼, 노루오줌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들에 비해 매화노루발 꽃은

매화처럼 아름다워 붙여진 이름이다

잎은 넓고 뾰족하며 

가장자리에 날카로운 낮은 톱니가 있다

주로 관상용으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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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루귀

미나리아재빗 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

한국이 원산지이며 전국 각 곳에 

분포되어 있다

잎보다 꽃이 먼저 나오며

나무 밑에서 자라는 

양지 식물이다

키는 10-20cm 정도이며

관상용으로 화분이나 

화단에도 심는다

봄에 어린잎을 따서 

먹기도 하며

두통 완화 약재로 쓰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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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마

아스파라거스 목 난초과 천마 속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로

한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가 원산지이다

숲속의 나무 아래 습지

주로 참나무와 뽕나무가 쓰러져 썩은 곳에서 

드물게 자란다

덩이줄기는 감자 모양의 타원형으로

길이는 30cm 정도이다

잎은 비늘잎처럼 생겼다

엷은 노란색 또는 황갈색의 꽃은 

7-8월경에 피는데 꽃대의 길이는

약 1m 정도이다

열매는 타원형의 삭과(果)로 

9월경에 익는다

한방에서는 뿌리를 천마,

열매를 천마자라 부르며

귀한 약재로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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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

전국의 산과 들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 풀이다

숲속이나 양지에서 자라며 

키는 20-60cm 이며 

잎은 표면이 녹색이고 뒷면은 회백색을 띈

연녹색으로 4-8cm, 폭은 1-3cm로 마주나며

잎자루가 없이 뾰족하다

용담(龍膽)이란 용의 쓸개라는 뜻이다

그 만큼 약재로도 유명하다

용담에는 재미난 전설이 있다

옛날 강원도 금강산에 마음 착한 농부가 살았다

농부는 사냥꾼에게 쫒기는 짐승들을 많이 도와주었는데

어느 해 겨울 눈 속에서 토끼가 눈을 헤집고 무언가를 

캐고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이 무어냐고 물으니

“주인님이 아프셔서 약재를 캐요.” 하고 말한다

토끼가 간 뒤에 그 약초를 캐어 먹어보니 쓰기만 하여

토끼에게 속았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잠시 후 

신령이 나타나 말하기를 그 토끼는 나였는데 

좋은 약재를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말한다

그 후 그 농부는 그 약재 즉 용담을 캐어 팔아 

부자가 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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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쌀풀

앵초목, 앵초과, 참좁쌀 속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로

전국의 산과 들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땅 속 줄기는 옆으로 길게 뻗어 있다

줄기는 곧추서며 높이 40-100cm 정도 

잎은 마주나기 또는 

돌려나기로 배열되었으며

노란색 꽃을 피운다

꽃은 6-8월경에 

전국의 산과 들에 흔하게 피며

햇볕이 잘 드는 숲 밖의 

비교적 습기가 많은 곳에 잘 자란다

어린 순은 나물로 먹기도 하며

고혈압 약으로 쓰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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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레지

백합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로

한국과 일본, 아시아가 원산지

해발 1,000m 정도의 높은 산

반그늘에서 자란다

꽃은 보라색으로 피며

아침에는 꽃봉오리가 닫혀 있다가

햇볕이 들어오면 꽃송이가 벌어진다

다시 오후가 가까워지면

꽃잎이 뒤로 말린다

씨앗은 꼭 개미의 유충과 같으며

개미는 자신들 알인 줄 알고 옮겨 날라

종자를 번식시켜 준다

잎은 나물로 먹고

뿌리는 구황식물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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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녀치마 꽃

백합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 꽃으로

한국과 일본 등에 분포하는 고산식물

이 풀은 겨울철에 마르지 않고 땅에 깔려

겨울을 나고 봄이 되면 바로

꽃대를 올리는 점이 특징이다

이른 봄의 개화는 10cm 정도의 

낮은 꽃대에서

기온이 올라가면서 차츰 자라 

50cm의 높이까지 자란다

잎은 방석처럼 퍼지며 윤기가 나고

끝이 뾰족하다

뿌리는 줄기가 짧으며 수염뿌리가 있으며

산 속의 습한 응달에서 잘 자란다

치마폭을 펼쳐놓은 것 같아서 

쳐녀치마 꽃이라 이름을 붙였으며 

꽃말은 절제와 인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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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비동자꽃

석죽과의 여러해살이풀로

동자꽃의 일종이다

공중 습도가 높은 반그늘을 좋아하는

고산 식물이다

꽃은 붉은 색이며

7-8월에 개화 한다

꽃잎의 끝이 제비 꼬리처럼 길게 늘어져

제비동자꽃 이란 이름이 붙여졌다

우리나라 대관령 이북 지방과 

일본 중국의 동북부 지방에 자생하며

키는 50-80cm 정도이고

잎은 파침형으로 마주나고

길이는 3-7cm, 폭은 1-2cm 이다

북 동자꽃 이라고도 부르며

꽃모양이 예뻐

관상용으로도 인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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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난풀

숲의 요정이라 부르는 수정난풀은 

여러해살이풀에 속하며

엽록소가 없어 광합성을 못하고 대신

유기물을 흡수하여 생활하는

부생 식물이다

수정난풀은 하얀 백색에

백수정과 같은 맑은 색을 띄고 있으며

보기에도 깨끗함을 보여주는

기품 있는 식물이다

다른 이름으로는 

석장초, 수정초, 수정란 등으로

부르기도 하며

꽃은 줄기 끝에 단아하게 나고

아래 방향으로 꽃 떡잎을 가지고 있으며

꽃받침은 4 조각이고 비늘 모양이다

줄기 끝에 종 모양의 노란 미색의 꽃이 핀다.



256   태기산을 시(詩)로 읽는다

복수초福壽草

미나리아재빗 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로

얼음새꽃, 눈새기꽃, 복풀, 원일초(元日草)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비교적 높은 산 숲속에서 2월 중순부터 

4월 초순에 걸쳐 개화한다

금잔 모양의 노란색 꽃 잔에 

햇살이 고이면 그 열기로 

주위에 눈을 녹여 새봄을 맞이하는 

봄의 전령사이다

복수초는 복과 장수를, 또는 행복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꽃으로

새해 들어 제일 먼저 피는 꽃이라 하여

원일초(元日草)라 부르기도 한다 

꽃말은 영원한 행복이며

심장병, 신장병 등을 치료하는 약재로도

널리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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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시대

계곡 산기슭에 자생하는

초롱꽃과의 여러해살이풀이며

조금 그늘지고 습기가 많은 곳에

군락을 이루어 살고 있다

뿌리는 도라지처럼 살이 두툼하며

줄기는 곧게 서서 40-100cm 정도 자란다

잎은 어긋나고 잎 끝은 뾰족한 난형이며

잎자루가 길고, 잎 가장자리는 

작은 톱니들이 나 있다

꽃은 통꽃으로 종 모양을 하고 있다 

봄에 어린잎을 따서 나물로 먹으며

가을에 뿌리를 캐서 굽거나 날 것으로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고 한다

또 뿌리는 말려서 해독, 종기 치료, 거담 등의

약재로 쓰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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뻐꾹나리

뻐국나리는 백합과에 속해 있는 

여러해살이풀로

남쪽지방 숲속에서 드물게 볼 수 있다

7-9월경에 꽃을 피우며 꽃 하나에 

암술과 수술이 같이 있는 암수 한 꽃이고 

꽃받침과 꽃잎이 분화되지 않고 꽃덮이로

합쳐져 있다

흰색 바탕에 자주색 반점이 있는

마치 꼴두기 모양의 꽃이 피며

높이는 50cm 정도 자란다

꽃모양이 특이하고 아름다워 

관상용으로 많이 가꾸고 있고

이름의 유래는 꽃의 무늬가 

뻐꾸기의 가슴 무늬와 같아서

뻐꾹나리라고 붙였다 하며

꽃말은 ‘나는 영원히 당신 것입니다.’ 

라고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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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말나리

백합과에 속해있는 여러해살이풀로

반그늘이고 부엽질이 많거나 

모래 성분이 많은 토양을 좋아한다

꽃은 7-8월에 개화하는데

황갈색 바탕에 자주색 반점이 나 있고

키는 약 60-90cm 정도 이다

하늘나리는 나리꽃의 일종으로

꽃이 하늘을 보고 있고, 잎 모습이

말나리를 닮았다고 붙여진 이름이다

하늘을 보면 하늘나리

땅을 보면 땅나리

중간쯤에 비스듬히 있으면 중나리 ......

줄기와 비늘줄기는 식용으로 사용하고

꽃말은 변치 않는 귀여움과 

순결한 마음이다.



260   태기산을 시(詩)로 읽는다

투구꽃

미나리아재빗과에 속한 여러해살이풀로

아시아와 유럽이 원산지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속리산 이북에서 자생하며

모양이 병사들이 쓰는 투구와 닮았다고 

투구꽃이라 부른다

잎은 어긋나며 줄기는 곧게 자란다

뿌리는 마늘쪽 같은 모양에 잔뿌리가 있다

야생화지만 자주색이나 보라색 꽃이 아름다워

정원에서 관상용으로 많이 심는다

뿌리는 약재로 쓰이지만 맹독성이 있어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써야 한다

또 다른 이름으로는 압록오두, 초오, 오두라고

부르기도 하며

꽃말은 ‘밤의 열림’ 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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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까치수염

앵초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로

산과 들 햇볕이 잘 드는 풀밭에 자생 한다

줄기는 곧추서며 높이 50-100cm 이고 

밑동은 붉은 보라색이다

잎은 어긋나며 잎자루는 짧다

꽃은 6-8월에 한쪽으로 기울어진

꽃송이에 위를 향해 다닥다닥 달려 있다

꽃받침은 종 모양이며 

5 갈래로 길게 갈라져 있다

어린 순은 식용으로 먹기도 하고

잎과 줄기는 약용으로 쓰인다.



262   태기산을 시(詩)로 읽는다

청노루귀

청노루귀는 우리나라 각처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풀로 

토양이 비옥한 나무 밑에서 주로 자생한다

키는 9-14cm 정도 

잎의 길이는 5cm 이고

3 갈래로 난 잎은 난형이며 

솜털이 많이 나 있다

꽃과 잎의 모양이 노루귀를 닮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꽃은 흰색, 분홍색, 청색으로 

하나의 꽃줄기에 한 송이씩 달려 있다

꽃이 아름다워 관상용으로 심으며

뿌리와 줄기는 약용으로 쓰인다

꽃말은 ‘인내하는 마음’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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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수선화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로

개가재무릇 이라고도 부른다

꽃이 필 때는 잎이 없고

잎이 달려 있을 때는 꽃이 없어

잎과 꽃이 서로 그리워한다고 하여

상사화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키는 60cm 정도이고

비늘줄기는 지름 4-5cm, 길이 30cm 

너비가 25cm 정도인 잎이 

비늘줄기에 모여 나지만 꽃이 나오기 전에

말라 죽는다

홍자색의 꽃은 8월에 4-8 송이씩

무리지어 핀다

세속의 한 여인을 사랑하여

말 한마디 못하고 그리워하다 죽은

어느 스님의 영혼이 꽃으로 피었다는 

상사화, 그래서 그의 꽃말은 

‘이룰 수 없는 사랑’ 이라고 한다. 



264   태기산을 시(詩)로 읽는다

바람꽃

미나리아재빗 과에 속하는 속씨식물로

유럽과, 북미, 아시아가 원산지이다

높은 산간지역에 서식하며

크기는 15-30cm 정도

덩이줄기를 가지고 있으며

이른 봄에는 아네모네 종의 꽃이 피고

다른 종의 꽃은 가을에 핀다

예전에는 약재로 사용했지만

요즘은 그 꽃의 색깔이 아름다워

관상용으로 많이 심는다

한국에는 약 13 종의 바람꽃 종류가 

서식하고 있으며

바람이 불면 꽃이 활짝 핀 것처럼 보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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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태버섯

식용이 가능한 버섯의 한 종류

여름에서 가을까지 숲속에 자생한다

갓의 모양이 중간부터 망태처럼 

그물 모양으로 펼쳐지고

대의 높이는 10-20cm

굵기는 2-3cm 정도이다

속은 비어 있고 

드레스 버섯이란 별칭도 가지고 있다

식재료로 사용할 때는

볶음 등의 요리로 먹는데

쫄깃쫄깃한 질감을 가지고 있으며

항암에 효과가 있다

단백질과 불포화지방산 등이 풍부하여

체중 조절과 고혈압 방지에

효과가 있다.



266   태기산을 시(詩)로 읽는다

송유松油 채취採取 상흔傷痕

태기산 중턱에서 소나무 몸에 파여진

아픔의 흔적을 보았다

일제 강점기 송유를 채취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모습이

마음을 아프게 한다

오랜 세월 동안

고통을 치유하면서 생명을 지켜 온

아름드리 소나무

그 피부에서 우리 민족, 수난의 역사를

다시 보는 것 같다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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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나물

양귀비과에 속하는 속씨식물로

중부 지방의 산지나 북부의 산간지역의

그늘지고 습한 곳에 자생한다

뿌리는 길고 가늘지만 

옆으로 기는 굵은 뿌리줄기가 있어

무리지어 집단을 형성하며 자란다

노란색 꽃은 4월 말경에서 5월 초에 피며

여름이 되면 잎과 줄기는 없어지고

열매만 달려 있다

관상용으로 심기도 하며

한방에서는 뿌리를 외상, 신경통, 관절염,

타박상 등에 쓰기도 한다.



268   태기산을 시(詩)로 읽는다

부처손

부처손과에 속하며 상록 여러해살이풀이다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 되었으며 

주로 산의 건조한 바위 위나 틈에서 자라는데

키는 20cm 정도이다

잎은 여러 갈래로 갈라진 줄기 끝에

가늘고 작은 비늘 모양으로 달리는데

앞면은 녹색, 또는 적록색, 뒷면은 반록색이다

습기가 많을 때는 사방으로 퍼지지만

건조할 때는 안으로 말려서 

공처럼 되는 것이 특징이다 

겨울철에는 성장활동을 거의 하지 않아 

꼭 얼어 죽은 듯 보이지만

봄이 되면 점차 새파랗게 변한다

만년초, 불사초, 장생불사초, 회양초라

부르기도 하며

관상용 또는 약용으로 쓰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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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쭉

진달래 과의 낙엽 관목으로

우리나라 전역에 서식하며

줄기는 2-5m 정도까지 자란다

잎은 가지 끝에 4-5장씩 어긋나게 모여 나며

잎자루는 짧다

잎 모양은 도란형 또는 넓은 난형으로 

가장자리가 밋밋하다

꽃은 4-6월에 잎과 동시에 피며 

가지 끝에 3-7개 산형으로 달리고

연분홍 또는 흰색으로 피기도 한다

수술은 10개이고 그 중에 5개는 길며

암술은 단 1개 이다

진달래에 비해 좀 늦게 피며 

꽃이 크며 좀 두껍다

꽃잎엔 독소가 있어 먹어서는 안 된다



270   태기산을 시(詩)로 읽는다

물철쭉(산철쭉)

진달래 과의 낙엽 관목으로

함경도를 제외한 1,600m 이하

산기슭의 습지에 자생한다

높이는 1-2m 정도 자라고

잎은 어긋나기 또는 마주나기로

좁고 긴 타원형 또는 넓은 피침형이며

꽃은 자주색 또는 붉은색으로 핀다

개화시기는 4-5월 경이며

가지 끝에 2-3 송이가 탐스럽게 달린다

무리를 지어 개화할 때는

온 산이 불타는 듯, 아름다움이 

절정을 이룬다

지리산 철쭉, 태백산 철쭉 군락지는

특히 유명하다

꽃이 호화롭고 화사하여

정원수나 조경용으로도 많이 심는다

꽃말은 ‘사랑의 기쁨’ ‘사랑의 즐거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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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작약

미나리아재빗 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로

전국의 산지에 분포되어 있다

높이는 40-50cm이고 

줄기의 밑부분은 

비늘 같은 잎으로 싸여 있다

뿌리는 덩이뿌리를 형성하는데 잔뿌리도 

많이 나 있다

6월에 꽃이 피고 9월에 열매를 맺는다

개화기 까지는 충분한 햇빛이 필요하지만

숲 속 나무 아래 반그늘에서 자라기 때문에

많은 꽃을 피우지 못하고 한 뿌리에서

1-2 송이의 꽃이 피고 그 꽃도 결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종자 번식이 어렵다

뿌리는 한방에서 필요한 좋은 약재로

고가로 판매되고 있다.



272   태기산을 시(詩)로 읽는다

산새의 보금자리

산새가 지어 놓은 

아담한 보금자리 안에

어린 새끼들이 입을 벌린다

미미한 움직임만 있어도

어미인줄 알고

노오란 입을 벌린다

내가 촬영을 하러 갔는데

바스락 소리에 어미인줄

알았나 보다

짹 짹 짹....

세 개의 입이 

나에게 애원을 한다

“엄마 배고파요!”

‘차르륵 찰칵’ 샤터 소리에

또 다시 입을 벌린다. 

엄마 기다리는 아기 오목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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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팝나무꽃

장미과에 딸린 낙엽 관목으로 

산기슭이나 밭둑에서 주로 자란다

꽃은 4-5월경에 흰색으로 피는데 

향기가 그윽하여 

벌, 나비들이 많이 모여든다

잎은 어긋나기로 나고 

끝이 뾰족하며 가장자리에

톱니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키는 1.5m에서 2m정도로 자란다

어린 순은 나물로 먹고 

뿌리는 약재로 쓰인다

꽃의 모양이 

튀긴 좁쌀을 붙인 것처럼 보여

조팝나무란 이름이 붙었다

꽃말은 은밀한 사랑이다.
엄마 기다리는 아기 오목눈이



274   태기산을 시(詩)로 읽는다

이팝나무꽃

물푸레나무 과에 속하는 낙엽 활엽 교목으로

키는 20m까지 자란다

잎은 단엽의 녹색이며 이면은 연두색이다

꽃은 흰색으로 4-6월에 개화한다

꽃이 활짝 피었을 때의 모습이

이팝(이밥)을 담아 놓은 것 같다고 하여

이팝나무라 하기도 하며

또 이 꽃이 입하의 계절에 피기 때문에

입하목이 이팝나무가 되었다고도 한다.

이팝나무에 치성 드리면 풍년이 든다는

민속 신앙이 있으며

이팝나무 꽃이 만발하면 풍년이 들고

드문드문 필 때는 가뭄의 피해가 있으며

잘 피지 않으면 흉년이 든다는 속설이 있다

꽃말은 영원한 사랑, 또는 자기 향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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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굴레

백합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 꽃으로 

옥죽, 황정, 위유, 신선초, 괴불꽃 등의 이름으로 

불러지기도 한다

양지바른 곳, 또는 산이나 들의 반그늘에서 자생한다 

높이는 30-60㎝까지 자라고 땅 속 줄기는 

옆으로 뻗으며 자란다

잎은 어긋나기로 한쪽으로 치우쳐서 퍼지며 

긴 타원형이고 길이 5-10cm, 폭 2-5㎝로 

엽병이 없다

꽃은 여름철에 흰 종 모양으로 1-2개씩 

잎겨드랑이에 매달린다

뿌리는 강장 작용이 있어서 

사지노권무력(四肢勞倦無力), 비위허약(脾胃虛弱).

폐결핵 등에 쓰이고 

춘궁기에는 구황식물로도 애용된다

둥굴레의 꽃말은

고귀한 봉사, 장수, 장생이다.



276   태기산을 시(詩)로 읽는다

인동초꽃

인동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로 

햇볕이 잘 드는 들녘, 산자락에 자생하는

낙엽 덩굴식물 

줄기는 오른쪽으로 감겨 올라가며

속이 비고 길이 5m 정도까지 자란다

꽃은 5-8월에 잎겨드랑이에 1-2개씩 달리는데

처음에는 흰색이지만 나중에는 노란색으로 변하여

일명 금은화(金銀花)라고도 부른다

꽃말은 ‘사랑의 굴레, 우애, 헌신적 사랑’

줄기는 망태기 등을 만드는데 쓰이며

잎과 꽃은 한약재로 쓰인다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잘 견디는 식물이며

특히 추위에 강하여 

인동초(忍冬草)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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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오줌풀

마타리 과의 여러해살이풀이며

길초, 줄댕가리, 은댕가리 라고도 부른다

우리나라 전역의 산지에 분포

원줄기는 45-90cm 정도로 곧추 자라며

윗부분에서 가지가 갈라진다

5-6월경 가지 끝과 원줄기 끝에

붉은 색이 도는 꽃이 달리는데

꽃부리는 5개, 

화통은 길이 5-7mm로

한쪽이 약간 부풀고 3개의 수술이

길게 꽃 밖으로 나온다

꽃말은 ‘허풍쟁이, 정열’

뿌리는 짧고 굵으며 잔뿌리가 성글게

사방으로 뻗어 있으며 

뿌리에서 강한 향기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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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판나물

백합과의 여러해살이풀

중남부 지역의 산기슭 그늘에서 자란다

원줄기는 30-80cm 정도이며 

가지가 크게 갈라진다

잎은 어긋나기로 5-15cm, 너비 1.5-4cm

긴 타원형이며 3-5개의 잎맥이 있다

꽃은 5-6월에 개화하며 가지 끝에

1-3 송이가 밑을 향해 매달린다

꽃 색깔은 황색 또는 흰색이며 

수술은 6개 암술은 1개로 되어 있다 

어린 순은 데쳐서 나물로 먹기도 하지만

많이 먹으면 설사나 중독 사고를 일으킨다

뿌리를 석죽근(石竹根)이라 하여 

소화기, 호흡기 질환에 쓰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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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추리

백합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이며

전국에 널리 분포되어 있다

뿌리는 고구마 같은 덩이 줄기이며

어린잎은 봄철의 대표적인 산나물이다

7월 경, 노란색 꽃이

잎 사이에서 길게 나온 꽃대 끝에

6-8 송이가 피는데 

꽃길이 10cm, 꽃부리는 6장, 

수술 6개, 암술 1개로 되어 있다

원추리 뿌리는 말린 것을 훤초라고 하여

한방에서 황달이나 이뇨의 치료제와

강장제로 쓰고 있다. 

꽃이 아름다워 화단이나 공원에서

관상용으로도 많이 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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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드레

국화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

생물학적 이름은 고려엉겅퀴

우리나라에서만 자라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꽃은 엉겅퀴 꽃 같이 생겼으며 7-10월에

보라색으로 피며 

마치 종처럼 생겼고 거미줄 같은 털이 빽빽하다

꽃말은 ‘근엄, 독립, 건드리지 마세요.’

어린 순을 채취해서 나물로 먹는데

맛이 달고 독특한 향이 있어 

밥을 지을 때 함께 넣어 곤드레 밥을 만들어 먹으면

그 맛이 일품이다

잎은 어긋나고 가장자리에는 

잔가시들이 많이 나 있으며

대궁은 속이 비어 있고

뿌리는 곧게 자라며 줄기에서 

많은 가지가 나와 사방으로 뻗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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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두리풀

쥐방울덩굴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

전국 각지의 나무그늘이나, 

양지의 비옥한 땅에서 자란다

잎자루는 길고 자줏빛이 돈다

뿌리는 한방에서 세신이라 하여

진해제, 거담제, 진통제, 이뇨제,

감기 두통 등에 널리 쓰인다

꽃은 5-6월경 잎 사이에서 1개가 피어난다

꽃잎은 없고 12개의 수술이 2열로 배열 되며 

암술은 6개가 모여 달린다

작고 동그란 꽃모양이 마치 족두리를 닮아서

붙여진 이름인데 이 꽃에는 슬픈 전설이 있다

옛날 어느 곳에 아주 예쁜 소녀가 살고 있었다

꽃처럼 아름다워 꽃아가씨 라고 불렀는데 

나라에서 중국으로 처녀를 공출할 때 뽑혀

그 곳에서 고생하며 살다가 죽었다

그 소식을 듣고 어머니도 죽고 말았는데 

그 후 그 집 뒷마당에 마치 족두리 모양의 꽃이 피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 처녀의 한이 맺힌 꽃이라 하여

족두리꽃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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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살이

기생생활을 하는 식물의 일종

기생생활을 하나 엽록소가 있어 

초록색을 띈다

키 0.6 – 0.9m이고 숙주나무 가지 위에서

밑으로 자란다 

숙주나무가 자라는 여름철에는 잠을 자다가

숙주나무가 성장을 쉬는 겨울철에

양분을 나누어 기생한다

꽃은 노란색을 띄며 수상꽃차례로 피고

양성화 또는 단성화이다

열매는 연두색으로 끈적끈적하다 

한방에서는 치통, 동맥경화, 고혈압 등의 

치료제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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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취

국화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

고산지역 주로 습지에서 서식한다

곰이 좋아하는 나물이라는 뜻에서

곰취라고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어린잎은 나물로 먹는데

향기와 맛이 좋고 노화방지, 성인병 예방 등에

효과가 높다고 한다 

꽃은 7-9월에 노란색의 혀꽃이 

두상화로 달려 핀다

꽃말은 ‘여인의 슬기’ 이다

잎은 땅속줄기에서 뭉쳐나는데

길이 32cm, 폭 40cm 정도의 하트 모양이며

가장자리에 규칙적인 톱니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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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위 채송화

돌나물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

높이 10cm 정도 자라는 다육질로 

바위 위에 붙어서 자란다

줄기는 많이 갈라지고

바닥을 기면서 자라며 

잎은 어긋나며 뒷면의 잎줄이 뚜렷하다

꽃은 6-8월에 노란색으로 핀다

가뭄에 강하고 바위 등에 붙어 자라는 

특성을 이용하여 

건물의 지붕이나 옥상에 재배하여

녹색 지붕을 만드는데 

유용하게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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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바위솔

돌나물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

산 바위 표면에 자라며 연붉은색을 띤다

줄기는 꽃이 필 때 10-15cm 이고 

잎은 다육질이고 뿌리에서 모여 나거나

줄기에 다닥다닥 붙어나며 

둥글고 좁은 타원형 

밑동 잎에는 손톱모양의 부속물이 

매달려 있다 

꽃은 9-10월에 피며 길이 3-5cm의

이삭꽃차례에 빽빽이 달리고 

분홍색 또는 흰색이다

주로 우리나라 중부 이북의

고산지대에 서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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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위솔

돌나물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

산과 바닷가의 바위 위나 지붕 위에 자라며

가뭄에 특히 강하다

줄기는 꽃이 필 때 높이 10-40cm 정도 

줄기잎은 다닥다닥 붙어 있으며 녹색이지만

간혹 붉은 빛을 띠기도 하며 

잎자루는 없다

꽃은 9-10월에 줄기 끝에서 

빽빽하게 달리며 흰색이다 

꽃이 지고나면 곧 죽기 때문에

생장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

꽃대를 잘라 꽃을 피지 못하게

하기도 한다 

암석정원의 조경에 좋으며

건조지 녹화용으로 많이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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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실사리

부처손과의 여러해살이풀로 

구슬사리 또는 

바위비늘이끼 라고도 부르며

산지 숲속 바위에 서식한다

줄기는 땅에 붙어살며 홍갈색을 띠고

가지가 갈라져서 방석처럼 되어 있다

잎은 4열로 배열되었는데 

원줄기에는 드문드문 나고 가지에는

촘촘하게 난다

가지에 붙은 잎은 긴 난형이며

가장자리에 가시톱니가 있다

잎의 색깔은 겉은 녹색이고 뒷면은

가지처럼 연녹색을 띤다

식물체는 약용(항암제)으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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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 질방

미나리아재빗 과에 속하는 덩굴식물로

햇볕이 잘 드는 숲의 가장자리나 

계곡의 하천 변 풀숲에 서식한다

줄기는 매우 약하지만 약 8m까지 뻗어가고

잎은 마주 나고 세 개의 작은 잎이 달리는

3줄엽 이라고 하는데

가장자리는 톱니모양으로 뾰족뾰족하다

꽃은 7-9월 경에 백색으로 핀다

꽃봉오리는 너무 귀엽고

작은 진주구슬 모양을 이루다가

점차 예쁘게 피어난다

꽃말은 ‘비웃음’ 이라 하는데

여기에는 사위를 지나치게 위하는

장모의 마음을 비꼬는 뜻이 들어있다는

설화가 있다

한방에서는 줄기와 뿌리를

진통, 천식, 풍질, 파상풍 등의 

약재로 쓴다



5부  태기산에 자생하는 산야초, 야생화   289

꽃향유

꿀벌과에 속하는 한해살이풀로

햇볕이 잘 드는 산과 들에 흔하게 자생하며

꽃이 아름답고 향기가 강해

붙여진 이름이다

줄기는 곧추서며 가지가 갈라지고

높이 30-60cm 정도 까지 자란다

잎은 마주나며 난형 또는 타원형이며

가장자리에 톱니모양으로 되어 있다

꽃은 9-10월에 줄기나 가지 끝에

이삭꽃차례로 달리며 분홍빛이 도는 

자주색으로 핀다

꽃말은 ‘조숙, 성숙’

한방에서는 

두통, 설사, 부종을 치료하는 

약재로 쓴다.



290   태기산을 시(詩)로 읽는다

개불알꽃

난초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

개불알처럼 생겨 붙여진 이름으로

복주머니란, 요강꽃, 작란화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산기슭, 풀밭, 그늘 초원에서 자생하며

잎은 3-5개가 어긋나고 

넓은 타원형이고 털이 드문드문 나 있다

꽃은 5-7월경에 개의 불알 모양으로 

줄기 끝에 홍자색으로 1 개씩 핀다

꽃말은 ‘기쁜 소식, 희망’

난초 애호가들이 무분별하게 캐어 가서

희귀 종목이 되어 버려 보호가 필요하다

한방에서는 

소종양, 온풍, 행혈 등의 치료제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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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귀

미나리아재빗 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

옛날에는 승엄초, 승검초, 승암초 라고 불렀으며

산골짜기 습한 곳에 서식 한다 

잎은 겹잎으로 3-5 갈래로 나누어지며

가장자리에 톱니모양으로 되어 있고

잎자루 아래쪽은 날개처럼 줄기를 감싼다

꽃은 8-9월에 보라색으로 피며

열매는 타원형으로 달린다

뿌리에서 강한 냄새가 나며

한방에서는 부인병이나 빈혈

특히 산후조리용 약재로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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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나물꽃

취나물은 국화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이며

전국의 산, 반그늘에서 잘 자란다

맛과 향이 뛰어나고 단백질, 칼슘, 인, 철분 등

각종 영양소가 고루 함유되어 

인기 있는 식품이기도 하다

뿌리잎은 잎자루가 길고 심장형이며

가장자리에 굵은 톱니가 있으며

꽃이 필 때가 되면 잎은 떨어진다

꽃은 8-10월에 

혀꽃과 대롱꽃으로 이루어진 두상화가

줄기 끝과 가지 끝에서 피는데

혀꽃은 흰색, 대롱꽃은 노란색이다

한방에서는 주로 호흡기와 비뇨기 질환 치료에

널리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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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궁

미나리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

주로 서늘하고 물빠짐이 좋은 토양에서 

잘 자란다

잎은 깃털 모양의 겹잎으로 어긋나는데

난형의 잔잎은 깊게 패어 있고 날카로운 

톱니가 있다

꽃은 8-9월, 흰색의 오판화가 줄기 끝에서

겹산형 꽃차례를 이루며 달려 피며 

꽃대는 10개 정도, 

작은 꽃자루는 15개 정도 된다.

뿌리는 말려 약재로 쓰는데 

주로 음위, 풍치, 대하, 진정제, 강장제로 쓰며

성질은 따뜻하고 독이 없으며 맛은 맵고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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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지꽃

초롱꽃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

전국적으로 고루 분포되었으며 

산지나 들판의 사질토에서 잘 자라며 

햇볕이 잘 드는 곳이 생육하기에 좋다

잎은 엽병이 없고 아랫잎은 마주나기를 하고

윗잎은 어긋나기 하거나 3엽이 돌려나기를 하며

긴 달걀 모양이고 끝이 뾰족하다

꽃은 7-8월에 하늘색 또는 흰색으로 

원줄기 끝에 위를 향해 핀다

꽃말은 ‘영원한 사랑’ 이다

줄기는 40-100cm 이고 자르면 

백색의 유액이 나온다

똑바로 서서 자라며 털이 나 있다

뿌리는 식용으로 좋은 식재료가 되며

한방에서는 거담, 진해, 기관지염 등의 

유용한 약재로 널리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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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꽃

장미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

전국 각지의 산자락 양지쪽에 나며

풀 전체에 거친 털이 나 있고

줄기는 땅을 기어간다

양지 바른 곳에 피어 봄을 알리는 꽃이라 하여

양지꽃이란 이름이 붙었다 한다

밑동 잎은 깃꼴 겹잎, 도란형으로 땅에 깔리고

맨 위에 있는 3개의 소엽은 크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소엽의 크기는 작아진다

꽃은 이른 봄에 노랗게 피며 

꽃잎은 5장

꽃말은 ‘사랑스러움’ 이다

한방에서는 약재로 쓰는데

성분이 따뜻하고, 달며, 

지혈의 능력이 있다.



296   태기산을 시(詩)로 읽는다

억새꽃

벼과에 속해 있는 여러해살이풀

전국 산야의 햇볕이 잘 드는 풀밭에 

큰 무리를 이루어 자생한다

줄기는 속이 빈 기둥 모양이고 곧게 서며

키 1-2m 정도 이며 

굵고 짧은 땅속줄기가 있는데 여기에서

줄기가 빽빽이 뭉쳐난다

잎은 50-80cm, 폭 0.7-2cm로 

납작하고 길며 가장자리가 까칠까칠하여

잘못 만지면 손을 베일 수도 있다

꽃은 9월에 줄기의 끝에서 부채 모양으로 달린다

꽃에는 가늘고 뾰족한 작은 이삭들이

밀집하여 달리고 낱꽃의 밑에는 

황백색의 털이 있다.

꽃말은 ‘친절함과, 활력’ 이다.



5부  태기산에 자생하는 산야초, 야생화   297

금낭화

현호색과의 여러해살이풀

반그늘, 다소 습기가 있는 환경에서

잘 자란다

꽃은 5-6월 경에 분홍색으로 핀다

아치형으로 활대처럼 뻗은 꽃대에

복주머니 모양의 꽃송이들이

마치 금낭(錦囊)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꽃말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하트 모양의 꽃잎은 4개가 모여 피는데

바깥 꽃잎 2개는 밑 부분이 꿀주머니이고

안쪽 꽃잎 2개는 합쳐져서 관모양의 

돌기가 된다

꽃받침 잎은 2개로 가늘고 작은 비늘 모양이며

일찍 떨어진다 

꽃이 호화롭고 아름다워

관상용으로 인기가 있다.



298   태기산을 시(詩)로 읽는다

고비

고빗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

양치식물로 포자 땅속줄기로 번식하며

전국의 산지 주로 습한 곳에 서식한다

일명 구척(狗脊)이라고도 부른다

이른 봄에 나오는 어린잎은 돌돌 말려 있고

솜털이 많이 나 있다

잎자루는 윤기가 나고 처음엔 적갈색 털로 덮여 있지만

자라면서 점차 없어진다

포자 잎이 먼저 나오고 다음에 영양 잎이 나온다

잎은 넓은 달걀꼴이고 깃털 모양이다

작은 잎은 가죽질이며 끝이 뾰족하다

고비의 맛은 고사리와 비슷하나 

더 연하고 씹는 맛도 좋다

한방에서는 주로 순환계 질환, 부인과 질환 치료제로

널리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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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은 부채

천남성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

전국 각지의 산자락 응달에서 서식한다

다른 이름으로 

우엉취, 삿부채풀, 삿부채잎 이라고도 한다

꽃은 3-5월 잎보다 먼저 피며

타원형 꽃덮개에 싸여 그 속에 

빽빽하게 피어난다

꽃덮개는 마치 얼룩 주머니처럼 생겼고

꽃줄기는 길이 10-20cm, 

꽃덮개는 육질이며 8-12cm 정도 되며

둥근 달걀꼴로 항아리처럼 생겼는데

한 쪽으로만 열린다

잎은 꽃이 질 때쯤 모여 나오는데

하트형으로 부채처럼 생겼다

한방에서는 주로 

소화기 질환의 치료제로 쓰고 있다.



300   태기산을 시(詩)로 읽는다

더덕

초롱꽃과의 여러해살이 덩굴식물

사삼(沙蔘), 노삼(奴蔘), 사엽삼(四葉蔘) 등으로

부르기도 하며 

깊은 산 음지, 숲속, 산기슭 등에 자생 한다

잎은 어긋나기 하는데 

짧은 가지 끝에

여러 개의 잎이 모여 달리며

꽃은 8-9월 경 

자주색 꽃이 종 모양으로 핀다

꽃말은 ‘성실, 감사’ 

뿌리는 도라지처럼 굵으며

독특한 냄새가 난다 

더덕은 영양가가 높고 맛이 좋아 

누구나 즐기는 고급 식품이다

한방에서는 

비뇨기, 순환계, 호흡기 질환을 다스리는

귀한 약재로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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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위

국화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

전국 어디서나 

습기가 많은 땅에 서식하는데

땅속줄기가 옆으로 뻗으면서 자란다

머위 꽃의 꽃봉오리는 5-6월 경 

잎보다 먼저 나오며

암꽃은 흰색, 수꽃은 황백색으로 따로 핀다 

꽃말은 ‘공평’

봄에 돋는 어린잎은 데쳐서 

쓴맛을 없앤 후 나물로 먹으며

머위 대는 삶아서 껍질을 벗긴 후

고급 식재료로 이용한다

한방에서는 두통 편두통 완화, 염증치료,

기관지 개선 치료제로 쓰고 있다.



302   태기산을 시(詩)로 읽는다

노린재나무꽃

노린재나무 과의 낙엽 활엽 소교목으로 분류되며

산과 들 숲속의 큰 나무 밑에서 자라는데

아무리 크게 자라도 5m를 넘지 못한다

잎은 어긋나기로 타원형이고 

줄기는 팔목 정도의 굵기로 사방으로 뻗는다 

노린재나무의 이름은 

황회목(黃灰木)에서 유래 되었으며

전통 염색의 매염제로 널리 쓰인 황회를

만들어 내던 나무라는 뜻이다

꽃은 5월말이나 6월 초에 새하얀 꽃뭉치를

달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5장의 갸름한 꽃잎 위로 노란 꽃밥과

긴 대궁을 가진 수술이 수십개씩 뻗어 있다

마치 작은 꽃솜이 몽실몽실 피어나는 듯하다

꽃에는 은은한 향내가 나며 

꽃말은 ‘동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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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루오줌 풀

범의 귀 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 풀

전국의 산 계곡 

어디에서나 볼 수 있다

뿌리에서 노루오줌 냄새가 난다고 

붙여진 이름인데

이름과는 달리 매우 아름답고 화사하다

꽃은 분홍색이고 줄기의 윗부분에

모여서 핀다

꽃말은 ‘기약 없는 사랑’

어린잎은 나물로 먹기도 하고

다 자란 풀은 약용이 되는데

항암작용, 마취제 등으로 쓰인다.



304   태기산을 시(詩)로 읽는다

노루발 풀꽃

노루발과에 속해 있는 상록 여러해살이풀

얕은 산지의 햇볕이 잘 드는 

숲속에 서식 한다

뿌리줄기가 옆으로 뻗으면서 번식하며

크기는 약 26cm 정도

노루의 발굽과 닮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긴 줄기 끝에 흰색으로 방울방울 달려 있는 

꽃송이는 매우 아름답다

꽃말은 ‘소녀의 기도’

특히 이 풀은 

겨울에도 푸름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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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루귀

미나리아재빗 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

전국 각지의 숲속 응달에 자생한다

잎은 뿌리에서 뭉쳐나며 

25cm의 긴 잎자루가 있다 

하트 모양의 가죽질 잎은 

3개로 갈라졌고 갈라진 조각은 

달걀꼴인데 뒷면에 솜털이 있다

꽃은 4-5월에 잎보다 먼저 흰색 또는 

엷은 홍색으로 핀다 

묵은 잎 사이에서 나오며 6-12cm 정도의 

꽃줄기 끝에 1개씩 달린다

수술과 암술은 여러 개로 노란색이다

꽃말은 ‘위로, 인내’ 

뿌리줄기는 비스듬히 뻗고 많은 마디에서

검은색 잔뿌리가 사방으로 퍼진다

털이 돋는 모습이 마치 노루귀 같아 붙여진 이름이다

어린잎은 나물로 먹고 다 자란 후에는

운동계, 소화기 질환을 다스리는 약재로 쓴다.



306   태기산을 시(詩)로 읽는다

산목련

목련과에 속하는 낙엽 활엽 소교목으로

깊은 산 속 계곡 옆이나 습지에서 자람

다른 이름으로 함박꽃 이라고도 함

산목련과 목련의 다른 점은

산목련은 잎이 먼저 난 후에 

5-6월경에 흰색 꽃이 피는데

꽃의 방향이 아래로 향하지만

목련은 5월경 꽃이 먼저 피고 그 다음에

잎이 나온다

꽃의 방향도 산목련과 반대로

위를 향해 핀다

산목련은 향기가 특히 강하여 

꽃이 활짝 피면 향내가 골짜기를

가득 메운다

꽃말은 ‘위로, 인내’

한방에서는 두통, 축농증 치료제로 쓰며

특히 피부미용에 좋은 재료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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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괴불주머니 꽃

현호색과에 속하는 2년생 풀

습한 산지에 서식하며 

특히 양지를 좋아한다

크기는 약 50cm 정도까지 자란다

괴불주머니란 말은

다섯 가지색 비단조각을 이어 붙여 그 위에

다양한 모양을 수놓은 노리개란 뜻인데

꽃 모양이 그와 비슷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꽃은 이삭 모양으로 줄기 끝에

노랗게 피는데 15-20 송이씩

무리지어 핀다

꽃말은 ‘보물 주머니’

한방에서는 해열제, 염증과 독소 제거 

치료제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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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호색 꽃

현호색과에 속해있는 2년생 풀

산 중턱 숲 가장자리 나무 밑, 또는

논 밭 근처에서도 간혹 볼 수 있다

현호색의 학명 중 속명인 corydalis는 

희랍어의 종달새에서 유래하는데

꽃의 모양이 새들이 모여서 합창을 하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어 붙였다고 한다

꽃은 4월 경 대개 군락을 이루어

붉은색, 연한 자주색, 흰색 등으로

다양하게 핀다

꽃이 아름다워 정원용으로 재배할 

가치가 높으며 꽃말은 ‘희소식’ 이다

한방에서는 타박상과 주로 부인병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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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랭이꽃

석죽과에 속해 있는 여러해살이풀

낮은 산자락 건조지나, 냇가의 모래땅에 자생하며

키는 약 30cm 정도 자란다

꽃은 6-8월경 연붉은색으로 가지 끝에 피며

꽃잎과 꽃받침은 모두 5장이고

수술은 10개 암술대는 2개로 되어 있다

꽃말은 ‘순애, 조심, 대담’ 이다

7-8월에 꽃과 열매가 붙은 줄기를

캐어 말린 것을 구맥이라 하며 

한방에서는 

치습제, 시습제, 소염제, 이뇨제

등으로 쓰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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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삼

초롱꽃과의 여러해살이풀

깊은 산 습한 곳 반그늘에서 서식한다

일명 황삼(黃蔘)이라고도 부른다

잎은 어긋나기로 나지만 짧은 가지에서는

마주나기로 난다

모양은 달걀형, 타원형이며 잔털이 나 있다

앞면은 녹색, 뒷면은 흰빛이 도는 

분백색이다

꽃은 7-8월에 종처럼 생긴 연자줏빛으로 

곁가지 끝이나 바로 밑 겨드랑이에 

1개씩 달려 핀다

꽃말은 ‘행운, 효심’

뿌리는 노란색 또는 회갈색인 원뿌리이며

30cm 이상 자라는데 더덕과 비슷하다

뿌리를 당삼(黨蔘), 또는 만삼(蔓蔘)이라 부르는데

식용이나 약용으로 쓴다

한방에서는 주로 순환계, 호흡기 질환, 허약 체질에 

효험이 있는 고급 약재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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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가목

장미과에 속하는 한대(寒帶) 수목이다

높은 산 중턱부터 꼭대기에 서식한다

잎은 긴 잎 대궁의 좌우에 작은 잎이

10 여 개 붙어있는 겹잎이다

꽃은 늦봄부터 초여름에 걸쳐 

가지 끝에서 여러 개의 꽃대가 올라와

하얀 꽃이 우산 모양으로 활짝 핀다

꽃말은 ‘조심, 신중’ 이다

늦여름과 초가을에 꽃이 진 자리마다 

굵은 콩알 같은 열매가 빨갛게 달리는데

초록색 잎과 어울려 

참으로 아름답게 보인다 

특히 열매는 널리 알려진 약재로

중풍과 어혈, 허약체질에 기를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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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꽃

석죽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

전국의 높은 산에 흔하게 자란다

줄기는 곧추 서며 높이 40-120cm

마디가 뚜렷하며 잎은 마주나고

긴 달걀형으로 되어 있으며 양면과

가장자리에 털이 나 있다

꽃은 6-8월 경에 줄기 끝과 겨드랑이에서

주황색 꽃이 예쁘게 피어난다

꽃받침은 긴 곤봉 모양, 꽃잎은 5장, 

수술은 10개, 암술대는 5개이다 

꽃말은 ‘나의 진정을 받아 주세요’

꽃이 아름다워 관상용으로도 기른다

오세암의 전설과 통하는

스님과 동자승의 슬픈 이야기를 지닌 꽃이기에

더욱 더 가냘프고 귀여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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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나물

미나리아재빗과에 속한 여러해살이풀

산지나 습지, 숲가에서 자란다

뿌리는 흰색이고 수염뿌리가 난다

줄기는 연하며 높이 40-80cm 정도로 

곧추서며 가지가 갈라진다

꽃은 4-5월에 황색으로 피며

겉의 꽃잎은 5개로 되어 있다

꽃말은 ‘다가올 행복’

잎은 곰취와 유사하여 구분하기 어려우나

곰취는 잎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다

한방에서는 거풍, 신한, 진통, 타박상 등의

치료제로 쓴다.



314   태기산을 시(詩)로 읽는다

찔레나무꽃

장미과에 속하는 낙엽 관목으로

양지나 습기가 많은 땅에 잘 자란다

꽃은 흰색, 또는 연분홍색으로 피고

향기가 진하고, 또 열매도 보기가 좋아

공원의 관상수로 많이 심고

줄기와 가지는 활처럼 굽어지는 성질이 있어

울타리로도 심는다

꽃말은 ‘고독, 주의 깊다’ 

어린순은 껍질을 까서 먹을 수 있으며

9월경에 달리는 빠알간 열매는 

영실이라고 하여 한방에서

준하제, 이뇨제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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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딸기

장미과에 속하는 낙엽 떨기나무로

햇볕이 잘 드는 숲 가장자리, 낮은 산자락,

물가 주변의 사질 양토에서 잘 자라며

추위에는 비교적 약하다

줄기는 1-2m 까지 자라며 밑을 향한 

가시가 달려 있고

잎은 어긋나기로 달리며 타원형이며 

가장자리에 불규칙적인 톱니가 있다

꽃은 5-6월경에 흰색으로 피며

지름이 2cm 정도의 양성 꽃으로

하나 또는 2개씩 피어나며

꽃잎은 타원형이다

꽃말은 ‘애정, 질투’

열매는 7-8월 경에 

붉은 빛으로 탐스럽게 익는다

달콤하여 먹기도 하고

약용으로도 사용된다.



316   태기산을 시(詩)로 읽는다

삽주싹

국화과에 속하며 여러해살이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물 빠짐이 좋은

토양에서 잘 자란다

키는 50cm 정도 까지 자라며 

잎 가장자리에 짧은 가시처럼 생긴

톱니들이 있다

어린싹을 나물로 먹는데 

상큼하고 독특한 향이 오래전부터 유명하여 

뛰어난 구황식물로 알려져 있다

꽃은 7-10월에 피는데

흰색 또는 연한 분홍색이 줄기 끝이나

겨드랑이에서 무리지어 핀다

꽃말은 ‘며느리 사랑, 무병장수’

뿌리는 창출 백출 이라 하여 

한방에서 주요 약재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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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지구엽초

매자나무과에 속해 있는 여러해살이풀

나무 밑 반그늘에서 잘 자라며 키는 약

30cm 정도 까지 자란다

가지가 3개로 갈라지고 각각의 가지마다

3장의 잎이 달리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옆으로 기면서 자라는 1개의 뿌리줄기에서

여러 개의 줄기가 나와 무리를 이루며 자란다

연한 노란색 또는 흰색의 꽃은 

이른 봄에 줄기 끝에 모여 

아래를 향해서 핀다

꽃말은 ‘당신을 붙잡아 두다’

예로부터 한방에서는 강장제, 강정제에

좋은 약재로 귀하게 여겨 오고 있다.



318   태기산을 시(詩)로 읽는다

산부추

백합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

전국적으로 분포하며 산이나 들에서 자란다

추위에 강하며 음지나 반그늘

물빠짐이 좋은 토양을 좋아한다

채소용 부추만큼 수량은 나지 않지만

부추 특유의 향은 더 진하다

비늘줄기와 어린 순은 식용으로 사용하는데

식이 섬유가 풍부하여 다이어트에

좋은 효과가 있다

꽃은 8-9월 경 홍자색으로 

꽃줄기 끝에서 공모양으로 둥굴게 핀다

꽃이 아름다워 정원에 옮겨 심어

관상용으로 많이 사용한다

꽃말은 ‘신선, 보호’

한방에서는 간과 심장의 보호,

어혈 제담의 치료제로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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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발톱꽃

미나리아재빗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

전국 어느 곳이든 잘 적응하여 자란다

키가 40-80cm 까지 자라며

생긴 모양이 매의 발톱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전 세계적으로 약 70여 종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보라색, 흰색, 노란색 등 

다얀한 품종이 자란다

꽃이 아름다워 관상용으로도 가치가 있으며

꽃말은 색깔에 따라 다른데

보라색은 ‘버림받은 애인’

흰색은 ‘우둔’

붉은색은 ‘염려’ 이다

한방에서는 

여성병에 관한 약용으로 쓰인다.



320   태기산을 시(詩)로 읽는다

칡꽃

콩과에 속하는 덩굴식물로 

낙엽성 관목이나 다년생 초본같이 자라기도 하고

종자나 뿌리로 번식하며 성장력이 놀랍다

꽃은 8-9월에 

총상꽃차례에 무한꽃차례로 많이 피는데 

향기가 진하고 색은 홍자색이다

꽃말은 ‘사랑과 한숨’

뿌리는 땅속으로 왕성하게 뻗으며 

영양가가 많아 예로부터 구황식물로 사용했으며

또 갈근이라 하여 한방에서 

감기, 강장제, 견비통, 구토, 당뇨, 숙취 등에

주요 약재로 사용하고 있다

줄기는 새끼 대용의 끈으로

껍질은 갈포를 만들고

어린순은 나물로도 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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붓꽃

붓꽃과의 여러해살이풀

산과 들에 자라며 잎과 꽃봉오리가 

붓을 닮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

키 30-60cm 정도 이며

땅속줄기가 있어서 옆으로 뻗어간다 

그 뿌리에서 싹이 나오며 

수염뿌리가 많다

잎은 창 모양으로 위로 뻗으며

길이 30-50cm 정도

꽃은 5월 중순부터 6월 하순에

줄기 끝에 달리며 자주색으로 핀다

바깥쪽 꽃은 도란형이며 안쪽에는

노란색 바탕에 자주색 무늬가 있다

꽃말은 ‘좋은 소식, 사랑의 메시지’

열매는 삼각형 삭과로 익으며

터지면서 종자가 나온다.

한방에서는 소화불량, 인후염, 편도선 등의

약재로 쓰인다.



322   태기산을 시(詩)로 읽는다

큰으아리꽃

낙엽 활엽 덩굴나무로 산기슭, 들에 분포

잎은 마주 나며 5-7개의 작은 잎으로 구성 된

깃꼴 겹잎 작은 달걀꼴이다

꽃은 6-8월에 흰색으로 

줄기 끝과 겨드랑이에 달려 핀다

꽃받침 조각은 4-5개이고 꽃잎처럼 생겼으며 

길이 1.2-2cm의 긴 타원형이다

수술과 암술은 많은 게 특징이다

꽃말은 ‘마음이 아름답다’ 

관상용으로도 많이 심는다

어린 순은 묵나물로 식용하며

뿌리는 위령선 이라 하여 한방에서

약재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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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 밑씻개

마디풀과의 덩굴성 한해살이풀

가시덩굴 여뀌 라고도 부르며 

햇볕이 잘 드는 산야에 분포

키는 약 1-2m 정도이며

잎과 줄기는 가시가 많이 나 있다

화장지가 없던 시절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미워해서

이 풀로 뒤를 닦게 했다는 이야기에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관상용으로도 사용하며 

어린잎은 식용으로 

줄기는 약용으로 이용된다

7-8월에 연한 홍자색 꽃이 줄기나

가지 끝에 달리는데 끝 부분은 자색이다

꽃말은 ‘시기심, 질투’

열매는 9월경에 맺으며 남색으로 익었다가 

검게 변하고 윤이 난다



324   태기산을 시(詩)로 읽는다

초롱꽃

초롱꽃과의 여러해살이풀

꽃모양이 과거에 불을 켜던 

호롱불과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

키는 40-100cm 

뿌리에서 돋은 잎은 달걀 모양이고

줄기잎은 타원형

꽃은 여름철에 흰색, 또는 미색으로 핀다

꽃말은 ‘인도, 침묵’

신맛을 가지고 있으며

한방에서는 당뇨병, 천식 치료제로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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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위떡풀

범의 귀 과에 속해 있는 여러해살이풀

높은 산 습한 바위 위에 서식하며

줄기는 없고 잎은 뿌리에서 나는데

둥글거나 둥근 콩팥형

꽃은 7-8월에 흰색 또는 

붉은 빛이 도는 흰색으로 핀다

꽃잎은 5장인데

위쪽 3장은 짧고 아래쪽 2장은 길다 

꽃말은 ‘앙징스러움’

열매는 9-11월 경에 익으며

삭과이며 난형이다. 



326   태기산을 시(詩)로 읽는다

엄나무꽃

두릅나무과에 속하는 낙엽 활엽 교목

전국 산에 자라며 낙엽 큰키나무

높이 25m 까지 자란다

줄기와 가지에 폭이 넓은 가시가 있다

꽃은 7-8월에 황록색으로 피며

꽃말은 ‘아름다운 약속, 아름다운 인연’

개두릅이라고도 하며 

어린 순은 식용으로 먹는다

한방에서는 신장병, 당뇨병의 

좋은 약재로 쓰인다

옛날에는 병마와 귀신을 막기 위해

문 앞에 달아두기도 한 풍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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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레꽃

국화과에 속해 있는 여러해살이풀

금잠초, 포공초, 안질뱅이, 토끼밥 등으로 부르며

들이나 산자락에 자란다

꽃은 이른 봄에 노란색, 흰색으로 피는데

노란색은 귀화식물이며 흰색은 토종이다

꽃은 여러 개의 낱 꽃이 모여 피는 겹꽃으로

두상화서(頭狀花序)이다

꽃말은 ‘감사하는 마음’

씨앗은 긴 타원형으로 털이 붙어 있고

바람이 불면 멀리까지 날아가서 번식한다

뿌리와 어린 잎은 식용으로 사용하며

한방에서는 포공영(浦公英)이라 하여 

해열, 해독, 이뇨, 기관지염 등의 약재로

사용한다.



328   태기산을 시(詩)로 읽는다

메꽃

메꽃과의 여러해살이풀

전국 각지의 들이나 야산에 서식하며

잎은 어긋나기 타원 모양의 댓잎 피침형

길이 5-10cm 정도이며 잎자루는 길다

꽃은 6-8월 경에 연한 분홍색으로 

잎겨드랑이에서 긴 꽃자루가 나와 위를 향해 핀다

나팔꽃과 모양이 닮아 혼동하기 쉬우나

나팔꽃은 아침에 피고 

메꽃은 한낮에 피는 것이 다르다

꽃말은 ‘속박, 충성, 수줍음’

뿌리는 흰 땅속줄기가 옆으로 뻗으면서 번식한다

뿌리에는 녹말이 많이 있어 춘궁기에는 먹기도 했다

한방에서는 주로 신경계, 호흡기 질환을 다스리는

약재로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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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대

초롱꽃과에 속해 있는 여러해살이풀

전국의 산과 들 건조한 곳에 서식한다

사삼(沙蔘)이라고도 하는데 약효가 

인삼에 버금가며 

모래땅에서도 잘 자란다고

붙여진 이름이다

뿌리는 곧고 줄기에 털이 있으며

키 40-120cm 까지 자란다

꽃은 7-9월에 하늘색 종 모양으로 핀다

꽃말은 ‘감사, 은혜’

연한 잎과 뿌리는 식용으로 사용하며

한방에서는 경기, 해독, 거담 치료약으로 

귀하게 쓰고 있다.



330   태기산을 시(詩)로 읽는다

구절초

국화과에 속해 있는 여러해살이풀

야산이나 들에 서식한다

줄기는 곧추 서고 

잎은 깃 모양으로 잘게 갈라졌고

포기에는 대부분 털이 많이 나 있다

꽃은 9-11월경에 피며 

흰색 혹은 연한 분홍색 꽃이

가지 끝에 하나씩 핀다

꽃말은 ‘가을 여인’

식물 전체에서 짙은 국화 향기가 난다

말려서 베개 속에 넣으면 두통이나 탈모, 

머리가 희게 되는 것을 방지한다고 한다 

구절초란 이름의 유래는 

음력 9월 9일 중양절에 채취한 것이

약효가 가장 좋다고 하여 붙인 이름이라 한다

단오에는 다섯 마디, 

중양절에는 아홉 마디가 되는데 

이 때 채취한다고 하여 

구절초(九節草)란 이름이 붙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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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활

두릅나무 과에 속해있는 여러해살이풀

전국의 높은 산 숲속에 드물게 서식한다

꽃을 제외한 전체에 털이 나 있고

줄기는 약 150cm 까지 자라며 

속은 비어 있다

꽃은 7-9월경에 산형꽃차례로 여러 개가 모여 피며

연한 녹색이다

땅두릅 이라고도 하며 식용 또는 

약용(항암제)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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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연영초

백합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

한갓 나물, 흰 삿갓풀 이라고도 부르며

중북부 깊은 산 숲속에 서식 한다

원줄기는 1-3개이고 거기서 잎이 나오며

30cm 정도 자란다

5-6월에 돌려난 잎 중앙에서 1개의 꽃대가 나와

1개의 꽃이 흰색으로 핀다

잎에 독성이 있어 나물로 먹을 수 없고

한방에서는 

거풍, 고혈압, 두통, 요통 등의

치료제로 쓰고 있다.



5부  태기산에 자생하는 산야초, 야생화   333

산작약

작약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

중부 이북 산지의 숲속 습기가 많은 곳에 

드물게 서식하는 식물이다

줄기 40-70cm 까지 자라며 

잎은 어긋나기로 2번 갈라지는 겹잎이다

꽃은 5-6월경에 줄기 끝에 분홍색으로 

1개씩 달린다 

꽃잎은 5-7장, 수술은 많으며 암술은 3-4개

뿌리는 혈압을 낮추고, 해열제 등으로

귀하게 쓰인다.



334   태기산을 시(詩)로 읽는다

분꽃나무꽃

인동과에 속해 있는 낙엽 활엽 관목으로

높이 2m까지 자란다 

잎은 둥근 달걀 모양이고 뒷면에는

털이 나 있고 잎 가장자리에는 

고르지 않은 톱니가 나 있다

꽃은 4-5월에 지난해에 나온 가지 끝이나

잎이 달린 짧은 가지에 취산꽃차례로 모여 피는데

꽃은 변신의 여왕이라는 말이 있듯이

꽃봉오리는 붉은 빛을 머금고 있다가

완전히 피면 향기 그윽한 흰색으로 핀다

꽃말은 ‘수줍음, 내성적, 소심’

열매도 녹색에서 붉은색으로

붉은 색은 다시 검은 색으로 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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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기산이 품은 이야기 찾아

태기산은 횡성군 둔내면, 청일면, 평창군 봉평면, 홍천군 서석면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 산이며 횡성에서 가장 높은 산(1261m)으로 산 중에서 가장 많

은 사연과 이야기들을 품고 있다. 태기왕 설화, 구한말 일본군과 싸웠던 의병 

거점, 6·25전투, 천년고찰 봉복사와 암자, 낙수대, 화전, 태기분교의 설립·폐

교, 사팔공 원조밀가루, 군부대, 산죽(복조리 재료) 및, 풍력발전 등.

본래는 덕고산이라 불렀는데 태기산이라 부르게 된 것은 16세기 여지도

서, 대동지지 등에서 처음 그 이름이 등장하고 부터이다. 

태기왕

진한의 마지막 왕 태기왕의 태기산 입산과 그 경위 등은 1923년 개벽 42

호에 실린 개벽지에서 처음 언급되었다. 태기왕에 대해 기록을 한 사람은 춘

천출신의 언론잡지인 차상찬이다. 이것이 개벽사에서 사운을 걸고 추진했던 

‘조선문화의 기본 조사’ 에서였다. 이후 1940년 한문판으로 발행된 강원도지, 

1959년 강원도지, 1967년 횡성군지, 2001년 횡성군지 증보판, 태백의 설화에서 

지금과 같은 태기왕에 대한 이야기가 확대 재생산되어 전해져 오고 있다. 

진한의 마지막 왕 태기왕은 신흥세력인 박혁거세와 삼랑진에서 일전을 

벌이다 패하고 추격을 받아 머나먼 길을 쫓겨 오다 잠시 휴식, 더러워진 갑옷

을 냇물에 씻었다. 이렇게 하여 갑천이라는 지명이 생기게 되었고, 태기왕은 

이후 권토중래를 위하여 산세가 급하고 낭떠러지가 많아 천혜의 요새 요건을 

갖춘 태기산으로 입산하게 되었다. 태기왕은 이러한 자연의 조건을 이용하여 

설욕을 다짐하며 산 정상에서 약 500m남쪽으로 내려와 해발 약 750m 지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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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레가 1.8km 되는 성벽을 구축하고 정예 병사를 육성하는데 노력하는 한편 

전답을 개간하여 군량을 확보하게 된다.

이렇게 태기왕은 재기의 꿈을 키우며 4년의 세월이 흘러갔다. 한편 박혁

거세는 미래에 있을지도 모를 화근을 확실히 없애고자 태기왕 세력이 더 커

지기 전에 공격 재기불능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태기왕이 요새라고 

확신하며 미처 파악하지 못한 가장 취약지점인 홍천군 서석면 생곡리 방면을 

통해 자연림으로 위장, 일제히 공격하였다.

태기왕은 부하들과 함께 용감히 싸웠지만 역부족임을 깨닫고 남은 병사

들과 서문을 통해 지르매기를 넘어 율무산성으로 도주하는 비운을 맞게 되었

다라고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천년의 세월이 훨씬 더 흘렀지만 이렇게 되

어 태기산에는 태기왕의 이야기들이 설화로 구전되어 오고 있다.

허물어진 이끼 낀 태기산성. 태기왕이 먹었을 것이고, 훗날 화전민이 마

셨으며 지금은 등산객이 갈증을 적시는 샘물 터. 고목 물푸레나무가 신목으

로 서 있는 성황당 터(태기왕을 신으로 기우제를 지내기도 함), 망을 보던 태

기왕의 군사가 돌로 굳었다는 촛대바위, 성이 있다하여 붙여진 큰 성골, 작은 

성골, 태기왕이 군량 확보하던 그 터에 화전을 다시 일구어 화전민이 터를 잡

았던 곳. 그뿐 아니라 태기산 주변의 산, 골짜기, 바위에도 태기왕의 이야기가 

입혀져 있으며 어답산, 병지방, 병무산, 공서울, 은전머리, 동막, 어염골, 장수

바위 등도 태기왕과 관련 설화로 전해져 오고 있다. 

화전 

숨을 헐떡이며 태기산을 오르다 보면 평평한 산자락에 희미한 농경지의 

자취를 볼 수 있다. 또한 돌로 담을 쌓아 놓았던 곳은 집터였음을 알 수 있으

며 더러는 화전민으로 살다 아예 그곳에 영면한 흔적(무덤)도 볼 수 있다. 

이것은 불을 질러 초목을 태우고 나무뿌리를 캐내 땅을 일구어 삶의 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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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만든 사람들의 고단했던 삶의 흔적이다. 산지의 새로운 땅이나 휴경지를 

경작할 때 불을 놓아 잡초와 잡목을 태워버리고 농경에 이용하는 화전은 원

시농법으로 아득한 옛날부터 이 땅의 험준한 산에서 태동되어 먹고살기 어려

운 시절 민초의 생명 줄을 이어 준 터전이었다.

아리랑 가사에 ‘한치 뒷산에 곤드레 딱죽은…’ ‘산중에 귀물은 머루나 다

래…’ 나오는 가사 말처럼 산에는 먹고 살기 어려웠을 때 자연이 주는 선물이 

풍성했다. 더덕, 잔대, 도라지, 곰취, 곤드레, 나물취, 참나물, 두릅, 개두릅, 머

루, 다래, 도토리, 버섯, 오디, 약초 등 . 헤아릴 수 없이 산이 품고 있는 귀물은 

예전에는 구황식물로, 화전민에게 산이 주는 귀중한 선물이었으며 현대는 건

강식품으로 각광받는다.

화전 초작에는 쌓여 있던 부엽토, 탄 풀과 나무 재가 비료가 되었으나 계

속 농사를 지으면 지력이 떨어져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또 같은 방법으로 농

지를 마련하며 고단한 삶을 이어갔다. 그러나 생산성이 극히 낮아 이윤이 성

립되지 않았으며 잉여생산물도 없이 겨우 연명할 수 있는 정도였으나 그래도 

먹고살기 힘들어 1960, 70년대까지 산 속에서 화전이 이어져왔다. 

태기리 화전민 마을 탄생

1960년대 중반 한 때는 개별 자연발생적이 아닌 국가 프로젝트 사업으로 

원시림에 불을 질러 농경지를 만들고 집단 이주하게 하였다. 먹고 살기 힘든 

시절 경제개발, 생산 증대라는 차원에서 정부가 장려한 화전민 마을 태기리

가 생겨났다.  화전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1,261미터 태기산 꼭대기 일원이 계

단식 농경지 조성사업지로 선정된 것이다.

험준한 태기산에 벌목한 목재를 실어 나를 수 있는 도로가 개설되었고 선

발대가 투입, 벌목이 시작되었다. 쓸 만 한 목재가 실려나간 다음 태기산에 불

을 질렀고 원시림은 시뻘겋게 보름간 불길이 치솟아 잿더미가 되었다. 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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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고목 밑둥치는 잡목과 나뭇가지를 쌓아 다시 불을 질러 계단식 농경지

를 만드는데 장애물을 없애고자 태워 버렸다.

산에 불을 질러 초목을 태우는 화전 전초작업

새로 만들어진 신작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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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개설된 도로를 이용 원목을 실어 나르는 트럭(일명 제무시트럭)

집단 이주한 화전민이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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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1964년 태기산에 입주 할 희망자들을 모으기 시작하였다. 물론 거

처할 집도 일률적으로 지어 제공하였다. 이렇게 하여 1,200미터 태기산 꼭대

기에 태기리 화전민 마을이 생긴 것이다. 원목을 실어 나르기 위한 도로개설, 

벌목, 불 지르기, 주택 조성에 이어 계단식 농경지 개발 취로 사업이 이어져 

갔다. 노임은 현금이 아닌 원조 받은 밀가루로 지급되었지만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라 지원자가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반세기가 넘게 세월이 흘렀지만 1,261미터 태기산 꼭대기에는 화전민 삶의 

흔적들이 남아 있다. 130여명의 화전민 자녀들이 공부했던 허물어진 태기분

교의 건물 잔해는 힘들었던 시대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어려운 역경 속에서

도 못 배운 한을 대물림 하게 하지 않기 위하여 자녀를 가르치고자 하는 화전

민의 갈망과 배우고자 했던 집념의 흔적들이 숨은 그림처럼 남겨져 있다.

나라의 증산정책으로 희망을 꿈꾸며 화전민으로 정착하였으나 채산성이 

적은데다 8년 후 산림녹화 정책으로 다시 뿔뿔이 낯선 곳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 보릿고개, 초근목피, 구황식물이라는 단어가 그 당시 까지도 회자된 

것처럼 화전민에게 의, 식, 주 등 모든 생활환경이 열악하였지만 그래도 이곳

은 원조밀가루로 인해 사정이 좋은 편이었다. 자포자기로 술로 세월을 보내

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부모들은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배고프지 않게 먹이

려고 힘든 노동을 감내했고 공부를 시키기 위해 허리끈을 졸라맸다. 쌀밥에 

미역국 한번 먹이는 것이 소원이었으며, 자녀들도 이에 부응 열심히 공부하

고 틈틈이 취로사업에 힘을 보태는 그야말로 주경야독이었다. 

화전민의 입주로 태기리라는 1개리가 생겼고 전국 제일 고지대 태기분교

도 생겼다. 그러나 화전경작은 산림 황폐화의 원인이 되었으며, 산림을 방화, 

소각하고 그 지대를 경작함으로써 산림 피해의 주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으

니 몇 년 앞을 내다보지 못한 국가의 엄청난 시행착오였던 것이다.

따라서 산림녹화 및 토양보존을 위해 1968년 ‘화전정리법’을 공포하여 강

원도 산간지방에 남아 있던 화전민을 다른 지방에 정착시켜 화전경작자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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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안정을 도모하고, 화전은 법령으로 금지되어 국토의 황폐를 방지하고 산림

자원을 조성하기 시작하였다.

1964년 화전경작자의 실태를 조사하여 화전경작 호수, 화전면적, 화전의 

위치, 호당재산액, 이주 희망 여부 등을 상세히 파악하였다. 그리하여 산지종

합개발계획에 따라 1965~1971년까지 7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정리하여 

이 당시 화전정리에 관한 법령을 강원도에서 건의하여 1968년 ‘화전정리법’을 

제도적인 장치로 만들었다. 그 후 화전정리 사업은 화전민의 거취 문제 등 여

러 가지 사정으로 일시 중단상태에 있다가 1972년 6월 및 1973년 6월 두 차례

에 걸친 정부의 특별지원에 의하여 다시 이사업은 탄력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1974년부터 76년까지 3개년에 걸쳐 화전민을 이주, 이들이 경작하

던 화전지는 완전히 산림으로 복구되어 치산녹화의 성과를 가져오게 되었으

며 그 일대에서는 당시 식재 수종이었던 낙엽송, 잣나무, 리기다소나무를 흔

히 볼 수 있어 화전정리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5개년 경제개발계획

과 1960년대 굶주림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도정 지표가 ‘산으로 가자 , 바다로 

가자’인 것처럼 화전이 정책으로 장려되어 웬만한 산 속에는 화전민이 집단

으로 정착하게 되었으며 1,261미터의 태기산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이다.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는 법정리로만 남아있지만 74가구 377명으로 태기

리라는 화전민 마을이 형성되었다. 이들은 원조 받은 밀가루가 계단식 밭을 

일구는 노임으로 지급, 밀가루가 삼시세끼 주식이 되었다. 고지대로 일반 농

작물은 재배할 수 없어 계단식 화전에서의 재배작물은 당귀, 천궁, 만삼, 황기 

등 약초였으며 생산물은 국가에서 수매하였고 그 돈으로 곡식과 생필품을 구

입 생활하였다. 

그러나 화전정리 정책 전환으로 이 마을은 8년밖에 버티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태기분교도 운명을 같이 하였다. 결국 화전은 국가에서 적

극 장려하였지만 부작용으로 몇 년 안에 폐지하게 되는 시행착오 정책이었

다. 그로인해 태기리 화전마을도 짧은 역사로 소멸 되었다.



344   태기산을 시(詩)로 읽는다

화전민의 자녀교육과 학생 수의변동

횡성군내 초등학교 학생 수는 1960, 70년대 학생 수가 가장 많았으며 이는 

젊은 사람들이 농경사회에서의 농업을 통한 경제 활동을 하였고 깊은 산골짜

기에도 화전민들이 마을을 이루어 번성하였기 때문이다.

지금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 크지만 이 무렵에는 집집마다 많은 자녀를 

두었다. 그 당시는 작은 산골 학교라도 몇 백 명의 학생이 재학하였으며 소풍, 

운동회 행사 때에는 학생, 마을 주민이 한데 어우러져 운동장과 소풍 장소에 

많은 인파의 물결이 가득했고 활력이 넘쳤다. 

하지만 1970년대부터 헐벗은 국토의 조림사업과 화전금지에 따른 화전민

정리, 산업사회로의 전환에 의한 이농현상, 저출산에 따라 기존 농촌 사회의 

틀은 붕괴되어 학생 수가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1976년 태기분교 폐교를 시작으로 1994년도 이전에 2개교 폐교, 9개교의 

본교가 분교로 격하되었으나 그래도 초등학교 수가 분교 포함하여 50개, 학

급 수 310학급, 8494명의 학생이 재학하였다. 학생 수는 계속 감소하여 2012년

도 4월말 현재 본교 16개교, 분교 5개교 합해서 21개교, 학생 수는 2,090명으로 

줄어들었으며 그 후에도 계속 학생 수 감소, 폐교로 이어졌으며 이와 같은 현

상은 계속 진행형으로 될 것이다.

횡성관내 덕고초등학교 연혁지를 보면 1976년 학교 전기가 가설되면서 교

육환경이 급속도로 발전하였다. 이어 1979년 전화기가 가설되고 1986년 화장

실은 수세식으로 바뀌었으니 태기분교 뿐 아니라 다른 농촌학교도 세계에서 

최빈국의 후진 교육환경에서 현대적 교육환경으로 바뀐 것은 그리 멀지 않다.

태기산 고지대에 화전민촌이 형성되면서 원시적인 생활을 면치 못했지만 

그 중 가장 어려운 문제점으로는 자녀 교육문제였다. 그래도 가장 가까운 인

근학교가 봉덕국민학교인데 몇 시간씩 걸리는 위치에 있으므로 통학하기에

는 불가능하였다. 그러므로 화전민 자녀들은 교육을 받을 수 없었고 방치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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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밖에 없었으며 그 당시는 가난한 나라살림으로 국가에서도 도움의 손길을 

주지 못했다. 

1950년대 말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67불로 세계 최빈국이었다. 그 뒤 10여

년이 흘러 1969년에는 210불로 소득은 몇 배 높아졌지만 역시 가난은 벗어나

지 못하고 다른 나라로 부터 원조를 받고 살았다. 이런 우리나라가 50여년의 

세월이 흐른 2019년, 국민소득 31,431불, 국민소득 세계 9위라는 경제적으로 

잘사는 나라가 되었으니 이것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노인세대, 또

는 그 이전 분들의 자기 헌신과 희생 그리고 피나는 노력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저원봉사자 이명순 태기산으로 들어가다

육민관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농촌봉사활동과 교회 활동을 하던 꽃다운 나

이 23세 이명순은 언론을 통해 태기산 화전민들의 딱한 실정과 그 자녀들이 

학업이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음을 알고 무척 안타까웠다. 젊음의 열정을 불

태울 곳은 바로 거기. 어린이들을 가르쳐 희망을 심어주어야 하겠다는 강한 

소신과 의지에서였다. 

결심을 실행으로 1965년 9월 24일 태기산으로 들어가 마을대표에게 자신

이 입산하게 된 동기와 각오를 말하였더니 물론 환영이었다. 이렇게 하여 화

전민 자녀교육에 모든 열정을 쏟기로 다짐, 입산 당시 다음과 같이 심경을 기

록하였다. 의(意)자를 메모지에 써 놓고 각오를 새롭게 하였다.

‘삶이란 무엇일까? 배움이란 무엇일까? 살기 위해 배우고 배우기 위해 생

의 끝까지 노력하며 암흑의 적막을 뚫고 치열한 생존경쟁의 승리자가 되리

라. (1965. 9. 24 이명순)’ 또 이렇게 심경을 토로하였다. 

‘기약 없는 인생이라 이렇게도 다짐할 수 없는 것일까? 어린 자식들을 데

리고 이곳 저곳으로 삶을 찾아 떠돌던 방랑생활 속에 험준하고 높은 산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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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문하고 삶을 깨달은 그분들의 자녀들. 

얼마나 가엾은가 말이요. 빛을 잃고 암

흑의 세계로 들어가는 새싹들! 한 가닥

의 빛이라도 비치어 광명의 세계로 인도

하려는 자아의 意. (1965.9.24 이명순)

이렇게 하여 1965년 10월 1일부터 아

이들을 가르치는 자원봉사자 교육자로

서 열정을 불사르게 되었다.

둔내면 화동리 자택에서 1년간 험한 

산 속 지름길로 왕복 4시간 소요되는 태

기산 1,261미터의 화전민촌을 오고가다 

그곳으로 이주 화전민과 생활하며 바깥 

세상에 이 딱한 사정을 알려 외부 지원

을 받아가며 교육활동에 전념했다.

태기산으로 
들어가기 직전 이명순

태기산 화전민 자녀들을 위해 청춘을 바치기로 한 이명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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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이명순 선생은 화동에서 태기산 꼭대기 화전민 마을까지 매일 출

퇴근 하였다. 교통수단은 걷는 것 외에는 없었다. 새벽 여섯시에 나서면 도착

시간은 아침 여덟시. 선생님 도착할 시간에 아이들은 매일 떼를 지어 마중을 

나선다. 태기산 마루, 언덕에서 아래를 향해 선생님~~! 소리를 모아합창을 하

면 그 횟수 만큼 메아리가 파도쳐 태기산을 깨운다. 

그 울림은 잠든 자아를 깨우는 소리이며 희망의 소리이다. 그리고 멀리 선

생님 모습이 보이면 일제히 앞 다투어 뛰어 내려 가 선생님 손을 잡고 노래를 

부르며 발걸음도 가볍다. 선생님 가방을 받아 든 아이도 있다.

가방 속에는 선생님의 따뜻한 정이 묻어나는 과자도 있고 귀한 쌀도 있다.

태기분교의 탄생

학교설립 동기  

1965년 10월 1일부터 

이명순은 화전민 자녀를 

모으기 시작, 10월 5일 24

명 학생을 모아 본인 방 1

칸에서 공부를 시작했다. 

학생 수는 점점 늘어나 

남의 집 헛간, 창고, 천막 안, 야외가 다 교실이었다. 학생은 자꾸 늘어나는

데 교실도 학용품도 없어 방송국을 찾아가 호소했다. 

그 결과 횡성지역 뿐 아니라 학용품, 교구가 전국에서 답지되었으며 이명

순 선생은 그 때마다 고마음의 뜻을 전하고 꼭꼭 메모를 해 놓았다. 아 곳에 

빛바랜 메모지에 적혀있는 것들은 반세기전에 적어 놓았던 것들이다.

이렇게 하여 횡성 정규학교인 봉덕초등학교 태기분교가 준비과정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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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년 3월 15일 3학급 복식학급 72명을 전교생으로 처음 태기분실 입학식을 

갖게 되었으며 그도 무자격을 탈피 준교사 자격증을 획득 교육활동에 모든 

것을 바치기로 하였다. 

이명순 자원봉사자는 1965년 9월 24일 화전민촌에 들어가 그들 자녀교육

에 자신의 열정과 독지가들의 도움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건물 신축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였다.

맨 먼저 찾아간 곳이 도청이었다. 박경원 도지사를 만나기 위함이었다. 그

러나 도지사를 독대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춘천 지인의 집에서 자며 만

날 때까지 끈질기게 도청을 방문한 결과 뜻을 이루게 되었다. 당위성을 설명

하기 위하여 자료를 꼼꼼히 챙겨 박경원도지사를 면담, 교사(校舍)를지어 줄 

것을 호소하였다. 꿀도 한 병 챙겨 가는 정성도 잊지 않았다. 

결과는 긍정적 답이었으며 도비로는 부족하니 서울 이태원에 소재한 원

조단체 「케어」 대표를 찾아가 호소해 보라는 것이었다. 난생 처음 서울 이태

원 「케어」본부를 찾아가 대표를 만나 설명한 결과 O·K 이었다. 마침내 도지

사와 「케어」 대표가 태기산 현지를 방문 필요성을 인정하고 양 기관에서 반

반씩 부담 해 학교를 지어주기로 하였다.

쌀 생산지 농촌에서도 대부분 쌀밥 먹기가 힘들었던 시절 그래서 흰쌀밥

에 미역국 먹는 것이 소원이었던 것이 먼 옛날이 아닌1960, 70년대이니 약 50

여 년 전 일이다.  태기산 사람들은 1년간 원조 받은 밀가루와 산나물로 식생

활을 했으나 그래도 다른 곳에 비해나은 편이었다. 기아선상에서 허덕이지는 

않았으니.

이명순 선생은 당시 황호현 국회의원에게 호소하여 안남미 원조미를 조

금 지원 받아 화전민에게 배급해 주기도 하였다. 교육청이 도와주는 것은 헌 

교과서나 칠판 등 보내주는 것이 고작이었다. 도청의 살림살이도 아주 작은 

분교 건물 하나 지어 줄 형편이 안 되어 도지사가 원조단체인 「케어」에 가서 

호소를 해 보라고 하였으니 최빈국의 시절임은 틀림없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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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아무리 못 살고 원조품으로 살던 시절이지만 연약하고 힘없는 자

원 봉사자 처녀가 교사(校舍)를 마련하기 위하여 혼자 이렇게 동분서주 한 것

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아래 내용은 당시 여성 동아에 실린 기사 내용이다.

해발 1,200m 하늘이 손에 잡힐 듯한 태기산 꼭대기 화전민 부락에 금

년 여름 「하늘 아래 첫 학교」횡성 봉덕국민학교 태기산 분교가 세워진 것

은 오로지 한 가냘픈 「처녀선생」의 끈덕진 정성의 결실이었다. 

가난한 화전민 어린이들에게 무료로 글을 가르치던 갸륵한 「처녀선

생」이명순 양이 이곳으로 들어 온 것은 65년 9월, 강원도의 화전민 정착사

업에 따라 횡성군내에 흩어져 있던 74가구가 태기산으로 몰려들게 되자 

이들을 따라나섰던 것, 나무 밑 한데나 남의 헛간을 빌어 눈비를 피하며 

어린이들에게 공부를 시키던 중 비에 젖어 떠는 어린것들을 참아 볼 수 없

어 도지사를 찾아가 교실을 마련해 줄 것을 끈덕지게 호소, 마침내 「케어」

의 원조로 오늘 100평짜리 아담한 교사를 얻어 들게 되었다. 

교실 넷, 교사라고는 단 세 사람 뿐 이들이 106명의 학생들을 2개 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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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 맡아 복수제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은 모두 도시의 중학생 나이 또

래, 기차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구경하고 싶단다. 

기다리던 개교식, 가슴이 벅찼다. 식장을 꾸미고 케어관계자, 교육장, 

서장, 군수 등 여러 기관장님을 모시고 식이 거행되었다. 나는 표창을 받

을 때 웬지 눈시울이 뜨거웠다. 내 노력의 값, 기뻤다. 일찍 교장선생님, 여

러 선생님들 배웅을 하고, 교실 청소를 하고 과자를 나누어 주고 한 주일 

동안 복잡하던 것이 끝나니 웬지 정신이 산만하였다. 일찍 끝나고 집에 와 

가사 일을 보았다. 

그렇게 염원했던 개교식이 

끝나고 심경을 적어 놓았다.

얼마나 기다렸던 일인가! 
꿈만 같던 개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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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간 출 퇴근 하다가 너무 

힘들어 아예 화전민 마을에 집

을 마련 이사를 하였다. 1966년 

출근을 위해 집 앞을 나서는 이

명순 선생. 약초를 재배하는 계

단식 밭에,이 마을에서 처음으

로 옥수수를 직접 심어보았다. 

이 곳 사람들은 낮은 기온, 바람, 

안개 등 고산지대의 특수기후로 옥수수 등 일반 밭작물은 제외하고 약초를 

심었다. 남궁 숙 횡성군 교육장은 이명순 선생의 놀라운 열의에 보답하고자 

1966년 7월부터 월 4천원씩 지급하였다. 

태기분교 건물이 준공되기 이전에 학생들은 책상도 의자도 없어 공회당 

방바닥 등에 앉아 복식수업에 임했으며 글씨를 쓸 때는 무릎을 책상삼아 공

책을 얹어 놓고 썼다. 삼 복식 수업 중 이명순 선생이 다른 학년을 가르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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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쪽에서 자율학습을 하는 모습이다. 간호사를 하는 엄마와 같이 살며 일산

초등학교에 다니던 강대용은 아빠를 따라 태기산으로 들어왔다 (강아지를 안

고 공부하는 학생). 왼쪽에 앉아 공부하는 학생은 지금 원주에서 굴삭기 사업

을 하고 있는 함재문이다. 재문이는 물푸레나무로 스키를 아주 잘 만들어 탔

다. 팔뚝만큼 굵은 물푸레나무를 베어 키만큼의 길이로 자른 뒤에 널빤지 모

양으로 깎아낸 다음 앞부분을 살살 구워가며 날렵하게 구부려 친구들에게도 

만들어 주었다. 눈이 쌓인 겨울에는 재문이가 만든 스키로 친구들과 함께 태

기산을 누볐다. 왼쪽에서 두 번째 학생은 지금 원주에서 식당을 하고 있는 이

성용이며 세 번째는 최춘수 동생이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50년 전 빛바랜 흑백 사진 속의 어린이들은 이제 

60대 중반으로 인생을 열심히 살아왔다. 그래서 춥고 배고팠던 산 속에서의 

어린 시절도 웃으며 그리운 추억으로 이제 이야기 할 수 있다. 

이 사진 속 아이들은 이명순 선생이 졸업시킨 태기분교 4회 졸업생으로 

지금도 인연의 끈을 이어가고 있다. 최춘수와 여동생 춘옥, 춘자 그리고 개인

택시를 하는 이상은, 굴삭기 사업을 하는 함재문, 소설을 쓰는 한만송, 약국 

사무장을 하는 김갑용, 운전을 업으로 하는 이봉선, MC를 잘 하며 피자점을 

운영하는 이기운과 자주 만나 옛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물푸레 나무를 불에 휘어 스키를 만들어 태기산 설원을 누비고 있는 태기

분교 학생들. 이것은 험한 세상 꿋꿋하게 살아갈 삶을 배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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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년 화전민마을을 배경

으로 태기분교운동장에서 기

념 촬영. 오른쪽 조옥화, 가운 

데 이명순 선생님, 왼쪽 김정

옥. 옥화는 태기분교 졸업 후 

어린나이에 차장으로 취업, 생

활전선에 뛰어들었다. 가슴 찐

한 일이었다.

탁구 용품이 기증되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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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기분교 학생들의 조회모습

가운데 이명순 선생님, 황매자, 김정애, 한영자 등 태기분교 어린이. 학업

이 중단되었던 어려웠던 시절 배움을 이어가게 해 준 이명순 선생은 희망의 

전도사였다. 그래서 그 인연을 잊지 못해 빛바랜 사진 속의 꼬마들은 초로가 

되어 지금도 매일 선생님과 카톡으로 안부를 묻고 정을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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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게 닦은 태기분

교 운동장에서 꿈나

무들에게 무용을 가

르치고 어린이들은 

한 동작도 놓치지 않

고 열심히 따라하고 

있다. 이것이 곧 희망

의 나래짓이다.

한창 공사중인 학교와 집. 오른쪽 첫 번째 김기호 선생, 두 번째 이명순 선

생. 김기호 선생은 당시 28세로 1966년 9월 14일 부임하여 그 후부터 두 사람

의 교사가 3복식 수업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다. 그 전 까지는 1년 동안 1학년부

터 6학년까지 이명순 선생 혼자 지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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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이명순 선생과 본교

인 봉덕초등학교 여선생님들 

(1966년 8월 1일). 봉덕초등학

교는 학생 수가 많아 12학급

의 규모가 큰 학교였다. 그 당

시는 농경사회, 다산시대라 

농촌의 인구가 많았다. 여선

생님들의 환한 미소에 어린

이들의 밝은 미래가 담보 되어 있는 것 같다. (1966년 8월 1일 촬영)

당시 신문 방송에 하늘 아래 첫 학교라고 소개된 태기분교. 운무가 드리운 

해발 1,261미터의 태기산 꼭대기에 덩그렇게 자리 잡은 태기분교. 이 곳 사람

들에게는 꿈만 같았다. 이명순 선생의 끈질긴 집념으로 강원도지사와 케어의 

지원에 의해 아담한 교사(校舍)가 완공되었다. 학교와 집터를 빼고 온통 약초

를 심은 계단식 밭이다. 고산지대라 일반 농작물은 생육이 어려워 약초가 재

배 작물로 선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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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림은 모두 불에 타 계단식 밭으로 변모되었다. 각지에서 이주한 어른

들은 잘 살아보겠다는 의지가 강했다. 자기 세대의 삶은 어렵고 고달프지만 

자식들에게는 무식과 가난의 대물림을 하기 싫었다.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

서는 후세들을 가르쳐야 한다. 그런데 이명순 선생이 혜성처럼 나타나 그 문

제를 해결해 주었으니 얼마나 고맙겠는가?

화전민 마을에 희망이 넘쳤다.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 재잘거리는 소리로 

태기산 마을에 생동감이 가득했다. 그것이 곧 희망의 소리였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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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순 선생은 80이 되었지만 

젊은 날의 태기산에서의 교육활

동이 엊그제처럼 느껴진다. 반세

기가 훌쩍 넘었어도 어린이들 이

름이 다 떠오른다. 

친분을 나누었던 화전민 1세대 

학부모들은 다 작고하였지만 초

로가 된 제자들과는 소중한 인연

이 이어지고 있다. 짧은 기간이지

만 보람과 긍지를 갖게 해 준 소중

한 시간이었기에 제자들을 만나

고 태기분교 터를 가끔 찾으며 옛 

추억에 젖곤 한다. 

1966년 3월 7일 당시 남궁 숙 횡성군교육장은 이명순 선생에게 다음과 같

은 내용으로 감사장을 수여하였다. 

“위의 분은 향토발전과 

아동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태기산 개발지구 

화전민 자녀들의 교육중단

을 애석하게 생각한 나머지 

10km의 태산준령을 매일같

이 왕래하며 80여명의 아동

들에게 글을 가르쳐 주어 학구심을 일으켜 주시었음은 의무교육의 좋은 

지표가 되었기 그 노고를 치하하여 감사장을 드립니다.”

당시를 회고하는 이명순 선생(1942년생, 원주 거주)
2016년 9월 1일 촬영



부록  태기산이 품은 이야기를 찾아   359

이명순선생의 집은 태기분교에서 10km떨어진 둔내면 화동리로 이 곳에서 

태기산 꼭대기까지 매일 태산준령을 왕복 네 시간 이상 오가며 배움이 중단

되었던 아이들을 가르쳤다. 

이러한 교육사업은 의당 교육당국에서 해야 할 책무인데 국가의 힘이 약

해 여기까지 미치지 못한 것을 가냘픈 한 여인이 자원봉사자로 미래의 꿈과 

배움의 희망을 열어 준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교육장이 감사장을 준 것이다.

이명순 선생이 태기산에 들어와 아이들을 가르쳐 온지 3년 후인 1968년 6

월 10일 남궁 숙 횡성군교육장은 다음과 같이 또 표창장을 수여하였다.

“위의 분은 평소 불타는 

교육열을 가지고 지역사회 

교육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연약한 여자 몸으로 불철주

야 노고를 아끼지 않았을 뿐

만 아니라 태기분교장 132명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횃불이 되였기 그 공로를 높이 치하하여 이에 표창장을 드립니다.” 

처음 1년간은 화동리 집에서 태기산까지 먼 산길을 걸어 출퇴근 하였지만 

그 후에는 태기산 화전민 촌에 집을 마련하여 아이들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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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들린 것처럼 열정으로 복식수업을 하는 이명순 선생님

1968년 제 2회 태기분교 졸업사진. 졸업생 11명과 가운데 왼쪽으로부터 정

호봉선생, 본교인 봉덕초등학교 정덕영 교장선생, 이명순 선생 모습이다.

1967년 제 1회 졸업식(졸업생 김완정, 박기호, 원현옥, 오양환, 김해경, 김원

철)은 이명순 선생 혼자 졸업식을 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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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이 없어 헛간을 빌어 

4,5,6학년 복식수업을 하는 

이명순 선생과 태기분교 학

생. 한 자라도 더 알려고 정

신을 집중하고 있다. 허름한 

칠판도 교과서도 구호의 손

길이 닿은 물건들이다.

공부할 교실이 없는 태기산 마을에 보건사회부로부터 천막 세 개를 배정

받았다. 학부모가 나무를 잘라 만들어 준 게양대에 펄럭이는 태극기가 눈에 

띈다. 선생님을 한명 더 배정받았지만 아직 교사(校舍)가 없기 때문에 천막을 

교실 대용으로 정부에서 준 것이다. 

천막 교실 앞에서 조회를 서고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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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기분교 조회시간. 화전민 마을이 보인다.

교실이 없어 공회당 앞 공터에서 수업을 하는 이명순 선생. 건물 벽에는 

국회의원 선거 벽보가 붙어있다. 당시 국회의원은 황호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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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환경은 열정 앞에 문제가 되지 않았다. 태극기와 급훈이 달려있는 

창고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이명순 선생의 4,5,6학년 복식수업 모습.

조회 모습. 아직 공부할 교실은 마련되지 않았다. 화전민의 일자형 집과 

마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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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순선생님과 함께하는 태기분교 야외수업. 당귀꽃밭에서. 척박한 땅에 

적응하여 무럭무럭 자라는 당귀처럼 강한 생명력을 몸으로 배우는 것이다. 

태기분교 조회시간

장기자랑 하는 

태기분교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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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1966. 3.18)

화전민 자녀에 배움의 손길 - 이명순 사재털어 학교 설립

횡성군 둔내면 화동리 화전촌에 입주한 이명순양은 사재를 들여 이곳에 학교를 설립 84명의 
화전민 자녀들을 모아 초등학교 과정을 가르치고 있다. 
원주 육민관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뜻한바 있어 작년 9월 이곳을 찾아온 이양은 가막사 1칸을 
빌려 지난 10월 1일 개강 지금은 6학급으로 구분하여 무보수로 아동들을 지도하고 있다. 
전부가 영세민 자녀들이어서 노트와 교과서까지 사재를 털어 사 주는 형편이라고 말하는 이양
은 앞으로 화전민 140세대가 입주하게 되면 교사 신축이 시급하다고 한다.

현대경제일보(1966.9.14 수요일)

개간민 자녀교육에 몸바쳐
처녀 상록수 과로에 쓰러져

꼬마들 우리선생님 병을 고쳐주셔요
태기산의 꽃 이명순양
「태기산에서 원주 주재 김걸 기자」

나 어린 여학도가 해발 1,261m의 고원 태
기산(횡성군 갑천면) 개간 입주민 133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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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녀 104명을 10개월간이나 무보수로 공부를 가르쳐오다 과로에 쓰러진 숨은 상록수로 칭
찬 받고 있다. 
횡성군 둔내면 화동리 6반에서 빈농의 홀아버지 이기원(61)씨를 모시고 고학으로 원주 육민관
고등학교를 졸업 (1964년) 한 이명순(25)양은 상급학교에 진학을 욕망했으나 경제사정의 악조
건으로 포기하고 자기와 같은 불우한 후배를 양성하겠다는 굳은 마음으로 1965년 11월 태기산 
개간 입주민의 뒤를 따라 입산하여 45도의 급경사지에 30여평의 앉을자리 (맨땅)와 100평의 
운동장을 손수 닦아서 벌거숭이 개간 입주민의 코흘리개 자녀들을 모아놓고 지도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양의 뜻은 곧 횡성군교육청의 인정을 얻어 보사부의 15명용 천막 2개를 배정받아 봉
덕초등학교 (횡성군 갑천면 의 분실인가를 얻어 정교사 1명(김기호 28) 배치 받아 3개 학년 씩 
분할 담당해 오고 있다. 
그런데 9월 초 이양은 갑작스러운 신경통으로 쓰러져 독지가의 온정이 아쉽게 됐다.
* 횡성군 교육장 담 : 놀라운 열의에 보답하고자 지난 7월분부터 월 4천 여원의 월급을 지불하
고 있다. * 입주민대표 정병춘씨의 말 : 우리 자녀들을 위해 주야 분투하다가 과로에서 얻은 병
을 고쳐드려야 하겠다. * 학생 고영한군의 말 : 신문기자 아저씨,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선생님
이 갑자기 쓰러졌으니 이제 공부도 못하게 됐어요. * 김기호 선생의 말 : 5,6학년 2학기 교과서
가 단 한권도 없어 걱정을 하다가 쓰러졌다. * 이명순 선생의 말 : 우리 학생들이 불쌍해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어요. 힘닿는 한 계속 가르쳐 산중 인재를 만들겠어요.

1966.9.22. 목요일 현대경제신문

상록수에 책 각계에서 따뜻한 성원

본보 14일자 태기산발 「처녀상록수」화전민 
자녀교육에 몸 바친 기사를 읽고 양덕성씨 
(횡성군 횡성면 읍상리) 태기산 초등학교에 
보내달라고 5,6학년 교과서 10권을 본보 원
주지사에 기탁해 왔으며 원주 황철신 변호사 
사무실 이(서기)씨도 흑판을 보내겠다고 알
려왔다.

양덕성씨는 횡성 읍상리에서 1960, 70년대 횡성에서 유일하게 교과서 공

급소를 운영 횡성관내 각 급 학교에 교과서를 나누어주었다. 이 곳에서 책을 

받아 올 때 새 책 냄새가 좋았다. 읍내 학생은 각자 돈을 주고 책을 받아왔다. 

태기분교 어린이들은 이 새 책 살 돈이 없었다. 그래서 헌 교과서를 기증받아 

사용하였다. 양덕성씨는 5,6학년 새 교과서 10권을 신문사에 기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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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교육 제 4호 (1968.9.15.)

전국 각지에서 태기산 분교장에 용품답지

해발 1,200m의 산간벽지 태기산 화전민 정착지구에 산간을 개간하여 삶에 대한 의욕에 불타
고 있는 그들 자녀들이 공부 할 수 있는 학교를 마련하기 위해 본 교육청에서는 태기산 분교의 
건립 인가를 받아 「케어」로부터 자재(목재, 시멘트 등)6점 등 원조를 얻어 총 공사비 3,448,000
원으로 지난 5월 31일 준공을 보았다.
준공식에서 박경원 본도 지사로부터 지역주민들에게 소맥분 37포 「케어」스키너씨가 볼, 네트를 
비롯한 운동기구 일체와 농기구 2세트, 학용품 40상자를 전달했고 정호일 농협장은 학용품 한 
상자, 유은재 군수가 타올 100매 그리고 남궁숙 본군 교육장이 노트 300권을 전해 주어 학부
형과 학생들을 기쁘게 해 주었다. 
그 후 각 신문, 방송을 통해 하늘 아래 첫 학교 태기산 분교가 소개 되자 전국 각지에서 학용품
이 답지하고 있는데 지난 8월 30일 극심한 한해로 고난을 겪고 있는 전라남도 어린이들로부터 
중앙일보사에 학용품이 보내 와 태기산 분교장 어린이들에게 전달되었다. 한편 횡성 중·실업고
등학교에서도 태기산 분교장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학용품 모으기 운동을 벌여 수집한 연필, 노
트를 비롯 736점의 학용품을 전달했다. 또한 춘천시 효자동에 사는 이민영씨도 노트 792권, 연
필 264개 팔절 갱지 4천매를 태기산 분교장 어린이들에게 전해달라고 본 교육청에 보내왔다.
각계각층으로 부터 따뜻한 온정을 받고 있는 태기산 분교장 어린이들은 이에 보답하기 위해 열
심히 공부하여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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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년 4월 25일, 5월 5일, 5월 13일 기증받은 학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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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년 10월15일, 10월30일, 11월 28일, 12월 1일, 12월 30일 기증받은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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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년 1월 2일, 3월28일, 4월 15일, 4월 21일, 4월 22일 기증받은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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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년3월4일봉덕국민학교 분실 됨. 1966년5월28일 교사 정호봉 부임

1966년 8월1일 기성회 조직. 1966년 9월1일 현재 학생 수 105명

봉덕국민학교 운동회 참석 

1966년 10월6일 케어 원조단장, 군수, 교육장 학교 건축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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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6월 10일 개교식

1967년, 1968년 케어 원조단체 등에서 학용품 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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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복식 수업을 하는 이명순 선생과 학생들. 모든 것이 열악하고 부족하지

만 가르치고 배움에 불꽃같은 열정이 있었다. 

1968년 8월 22일자 중앙일보 

하늘아래 첫 학교 - 해발1264m -

해발 1264m, 하늘이 한 손에 잡힐 듯한 산꼭대기 화전 부락에 하늘 아래 첫 학교가 세워졌다. 
버스에서 내려 80리의 산길을 더듬어 올라가야 하는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신대리 꼭대기 74
가구의 화전민이 옹기종기 모여살고 있는 가난한 마을에 교실 4칸짜리 횡성 봉덕초등학교 태
기산 분교가 올 여름 처음 문을 열었다. 교사라고는 단 세 사람 뿐 (분교장 1명, 교사1명, 강사1
명) 이들이 106명의 어린이들을 2개 학년 씩 맡아 복수제 수업을 하고 있다. 초등학교 이긴 하
지만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모두 도시의 중학생 나이 또래. 
이 학교가 세워지기 까지는 이 곳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가 80리 밖에 있는 봉덕초등학교. 그래
서 화전민의 자녀들은 아무도 학교엘 다니지 못했다.
1,2학년이 한반, 3,4학년이 한반 , 5,6학년이 한반이 되어 한 선생님 밑에서 공부하는 이들은 한
쪽이 공부할 때 한쪽은 복습을, 한쪽이 소리 내서 읽을 때는 한쪽은 열심히 쓰기를 하고 있다. 
같은 교실에서 쪽을 나누어 2개 학년이 함께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영리한 학생의 학업진도는 
고학년의 진도보다 앞서기도 하여 사실상 학년의 장벽은 없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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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가구 오순도순
이 곳에 화전민 마을이 들어선 것은 지난 1965년 9월, 강원도의 화전민 정착 사업에 따라 횡성
군내에 흩어져 있던 74가구 399명(1968년 7월 31일 통계)이 태기산으로 몰려와 화전민 부락을 
이루었다. 스스로 배우지 못한 것을 한스러이 여겨오던 사람들이기에 교육열은 도시의 치맛바
람보다 더 열심이었다. 이 산꼭대기에 학교가 서게 된 것은 화전민이 처음 이곳으로 옮겨올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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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봉사의 길로 따라 나선 원주 육민관고등학교를 나온 이명순양(26)의 끈덕진 정성이었다. 
화전민 어린이들의 교육을 위해 무료봉사 하던 이양은 이들이 태기산으로 옮기게 되었다는 소
식을 듣고 겨우 글을 익혀가는 어린이들이 학업을 중단하게 된 것을 안타까이 여겨 함께 따라 
나서기로 결심했었다.
처음에는 부모님들의 손에 끌려 일터에서 돌아오는 어린이 몇 명씩을 모아 밤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했으나 날이 가고 달이 바뀜에 따라 이곳을 찾는 아이들의 수는 늘어 백 여 명을 헤아리게 
되었다. 나무 밑이나 남의 헛간을 빌어 공부를 시키던 이양은 교실이 갖고 싶었다.

학급편성 자료로 쓰고자 각기 다른 학교에 다니다 부모님을 따라 태기산 

화전민촌으로 들어 온 학생, 보호자 이름과 과거에 다녔던 학교명을 이명순 

선생이 조사하여 기록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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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순선생이 자원봉사자로 들어와 가르치기 전까지는 배움의 길이 끊겼

었다. 태기산에 입주한 화전민들은 횡성뿐 아니라 강원도 각지에서 모여들었

다. 그것은 학생들이 다녔던 학교가 횡성관내 뿐 아니라 일산, 봉평, 지천, 동

호 등 다양한 것으로 알 수 있다. 

또한 이 곳에 들어온 학생들은 도시의 중학생 수준과 같이 학령을 넘은 학

생들이 많아 월반 대상자로 분류 학년을 올려 월반시켜 주는 일도 있었다. 우

영자, 유영순, 김분자, 유기만, 이상연이 월반대상자이다. 

1965년 이명순 선생은 둔내면 화동리에서 태기산 꼭대기 화전민 마을까지 

매일 출퇴근을 하였다. 아침 여섯시에 집을 나서면 도착시간은 여덟시이다. 

학교에서 저녁 여섯시에 퇴근하면 집에 오면 여덟시이다. 이보다 더 늦어질 

때도 많다. 동절기에는 이 때쯤 되면 캄캄한 밤이다. 그러나 이것은 매일 되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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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는 일과이다. 최단거리 산길을 찾아서 산을 오르고 내려간다. 해발 1,200

여 미터를 오르내리니 매일 험한 산을 등산하는 셈이다.

한 번은 달밤에 화전민 마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산에서 멧돼지를 만

났다. 그것도 새끼달린 어미 멧돼지. 새끼를 데리고 다니는 어미 멧돼지는 공

격성이 강하므로 아주 위험하다고 한다. 새끼 보호 본능의 모성애 때문에. 위

기를 벗어나려 나무 위로 올라갔다. 달밤에 비친 그림자를 보고 멧돼지가 다

가와 나무를 계속 들이받았다. 나무가 흔들렸다.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다. 소

리가 전달되어 마을 사람들이 관솔 횃불을 들고 몰려와 위기를 벗어났다.

또 한 번은 캄캄한 밤 커다란 불빛을 만났다. 아! 그것은 밤 호랑이 눈에서 

나는 광채. 아버지는 밤길에 혹시 호랑이를 만나면 두개의 돌을 들고 딱! 딱! 

마주쳐 소리를 내라고 하여 그대로 하였더니 정말 호랑이가 자리를 피해 버

렸다. 

또한 걸음걸이가 빠르며 늘 바삐 움직여 발발이. 이렇게 되어 이명순 선생

은 상록수 선생님 외에 호랑이 선생님, 발발이 선생님이라 불리게 되었으며 

신문에 기사화 되었었다.

선생님은 집에서 일주일치 혼자 먹을 쌀을 가져오면 몽땅 점심시간에 밥

을 하여 아이들과 밥을 먹는다. 태기산 사람들은 밀가루로 만든 음식을 먹을 

뿐 쌀밥을 먹어보지 못했다. 얼마나 먹고 싶었던 쌀밥인가? 어린마음이지만 

그것 역시 선생님이 고맙기만 하다.

춘수가 화동리 선생님 집에 놀러왔다. 꿈에 그리던 따끈따끈한 하얀 쌀밥

이 밥상에 올라왔다. 너무 허겁지겁 먹다 밥이 목에 걸렸다. 그 밥은 너 혼자 

먹는 밥이니 천천히 먹어라! 그것은 그 당시의 현실이었다.

그 때는 간혹 쌀 배급이 있었다. 원조 받은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산 쌀이

다. 그 쌀 이름은 안남미이다. 이명순 선생은 황호현 국회의원을 통해 어렵게 

그 쌀을 배정받아 가정에 나누어 주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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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대로 지붕을 한 태기분교 학생 최춘수의 집. 

왼쪽으로 부터 이웃집에서 놀러 온 서명숙, 유영순, 최춘수 아버지, 최춘

수 동생들, 이명순 선생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감자를 까고 있는 최춘

수 누나(춘화 15세)의 모습도 보인다. 지금 최춘수를 비롯하여 사진속의 꼬마

들은 60을 훌쩍 넘겼다. 화전민 1세대들은 거의 세상을 뜨고 최춘수 아버지도 

오래 전에 작고하였다. 최춘수 아버지는 이명순 선생 방 구들 장을 놓을 때 두

꺼운 돌을 택했다고 한다. 온기가 오래 가라고. 그리고 매일 아궁이에 불을 지

펴 주던 고마운 분이었다. 

춘수는 이명순 선생님을 따라 화동리에 가끔 갔다. 접할 수 없는 흰쌀밥이 

차려지면 그걸 허겁지겁 먹다 기도가 막힐 뻔도 했다. 누가 빼앗아 먹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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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좀 천천히 먹으라고. 

춘수는 학교를 계속 다니고 

싶었지만 일을 하느라 태기분교 

졸업도 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

것은 춘수의 잘못이 아니다. 어

려웠던 시절이 죄인 것이다. 그

리고 이 세상에서 공부가 다는 

아닌 것이다. 가난한 살림, 어린 

나이에 힘든 농사일을 돕는 갸륵

한 마음은 어른이 되어서도 아름

다운 심성으로 꽃피고 있다.

지금 춘수는 충북 괴산에서 

과수원과 농사일을 하며 바른 인

생의 길을 걷고 있으니 그것도 

성공적인 삶인 것이다. 힘닿는 

대로 이명순 선생께 보은도 하

며. 이명순 선생님의 팔순을 맞

이하여 태기분교 제자 최춘수가 80송이 장미를 선물하였다. 

 2019년 최춘수는 힘들고 어렵던 시절, 그렇지만 눈을 감기 전 결코 잊을 

수 없는 어린 시절 삶의 터전이었던 태기산을 찾았다. 반세기가 흐르는 동안 

마을, 살던 집터, 계단식 농경지 등 추억의 흔적들이 다 지워졌지만 학교 터 

기소가 남아있어 추억을 새롭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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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속 인물은 최춘수 매부, 동생 춘옥, 춘자, 춘수의 친구이며 동문회장

인 이상은 앞 이명순 선생, 최춘수, 휠체어를 타고 있는 최춘수 어머니가 태기

분교 터를 돌아 보고 감회에 젖었다. 최춘수 어머니는 이 곳에서 이명순 선생

과 50년 만에 상봉하였고 2019년 별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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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 1968년 육민관고등학교 홍범일 교장선생이 제자 이명순에게 기득

에 안주 말고 계속 정진하라는 격려의 글

오른쪽 : 화전민 자녀교육에 헌신하며 학교설립을 위해 헌신한 이명순 선

생에게 박경원 강원도지사가 1968년 이명순동지라 격려의 글을 써줌.

문 닫는 하늘 아래 첫 학교

아래 내용은 당시 중앙일보에 실린 기사 내용이다. 

강원도 횡성군 덕성국민학교 태기분교
하늘아래 첫 학교 해발 1,261미터 고산에 위치한 횡성군 둔내면 태기리 덕성초등학교 태기분교
가 개교한지 8년 만에 당국의 화전정리사업에 밀려 문을 닫게 되었다. 대관령 험준한 산맥을 오
르는 첩첩산중 산골에 위치한 이 학교는 지난 1968년 3월 당국이 화전민 정착사업을 펴면서 집
시처럼 유랑하던 강원도내 화전민 120가구를 이곳에 이주시킨 후 2세의 교육을 위해 문을 열
었다. 개교당시 이 분교의 학생은 모두 150명. 재학생들의 대부분이 도시구경 한번 해 보지 못
했고 심지어 돈을 한 번도 사용해 본적도 없는 어린이가 많다. 화전민 자녀의 특수한 내성적 성
격 때문에 교육상 어려움이 많다고 이 분교를 거쳐 간 교사들은 입을 모은다. 그러나 이들 산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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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에게 새로운 교육환경을 익혀주고 그들의 꿈을 이곳에서 계속 키워나갈 수 있는 여건
마저 계속 허용되지 않아 교육관계자들은 안타깝기만 하다. 당국이 화전민들을 이곳에 정착시
킬 당시는 산지를 개발, 고산식물과 약초재배 등으로 생활터전을 개발토록 했으나 산지개발이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이곳을 떠나는 화전민이 또다시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화전지 개발사업 실패로 이농 주민이 늘어나자 태기분교 아동수도 해마다 줄어들기 시작, 이날 
현재 남은 재학생은 불과 16명, 그나마도 당국이 이곳을 화전 재정비 사업지구로 정해 남은 어
린이들마저 이달 말까지 뿔뿔이 헤어져야 한다. 폐교를 불과 며칠 앞둔 지난 17일 채규대 횡성
군교육장이 이 분교에 들려 학생들을 모아놓고 위로하며 과자 한 봉지씩을 선물로 주자 산골어
린이들은 부끄러워 받지 못하고 달아나는 등 도시 아동들과는 극히 대조를 보였다. 채 교육장
은 이들 어린이가 앞으로 부모들을 떠나 하산 타교에 편입될 경우 환경 적응이 큰 문제라면서 
화전민 자녀들에 대한 교육상의 문제점을 재검토해야 하겠다고 말했다.(횡성 박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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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강원도 도정 지표인 「산으로 가자! 바다로 가자!」라는 구호가 당

시에는 흔히 볼 수 있었다. 이 때까지도 가난을 숙명처럼 끼니 걱정을 하며 살

아야 했다.

국토의 70%인 산지를 개발, 농토를 넓혀 잘 살아 보자는 취지에서 추진된 

산으로 가자! 라는 정책이 횡성에서는 해발 1,200m 광활한 태기산 꼭대기가 

아무런 사전 실험도 없이 산지 개발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국가적 프로젝트 사업으로 농토를 만들기 위한 광활한 원시림 태우기가 

시작되었으며 집을 지어 주고, 입주 할 화전민을 모으고 이들로 하여금 계단

식 밭을 만들게 하였다. 노임은 밀가루로 지급. 그 밀가루는 사 팔 공으로 일

컫는 원조 받은 물품이다. 먹을 것이 없어 1년 내내 밀가루 음식만 먹어 질렸

다고 당시 태기분교 어린이들은 회고했다. 그러나 이마저 없었으면 무얼 먹

고 살았을까? 열 두 세 살 어린이들도 부모를 도와 계단식 밭 만드는 생활전

선에 뛰어들었다. 오직 도구는 삽, 괭이, 곡괭이, 가래 등 뿐. 그러나 어려웠던 

시절 가난에 찌든 사람들은 잘살아 보겠다는 꿈을 갖고 자녀들과 함께 이 곳

에 모여들었다. 먼저 살던 곳에서는 학교를 다녔지만 이 곳은 학교가 없어 배

움이 단절되어 큰 아이는 부모의 계단식 작업장에서 일을 하고 작은 아이들

은 산 속이 그냥 놀이터였다. 시간은 자꾸 흐르고 아이들의 미래가 걱정이었

다. 언론에서도 이러한 우려가 보도되었다. 이 때 혜성처럼 나타난 것이 이명

순 선생이다. 상록수 선생님, 밤길에 맹수도 무서워하지 않는다하여 호랑이 

선생님 등으로 호칭되며 배움이 중단되었던 어린이들을 어떠한 댓가도 없이 

가르치는 일에 열정을 쏟았다. 이러한 이명순 선생은 신문 등 언론에 자주 소

개되었다.

위의 게재 한 교육활동 사진은 도시 지역에서 위문 왔던 분들이 촬영해 주

었던 것을 소중히 보관해 놓은 것이다. 그 당시만 해도 시골에서 사진기를 갖

고 있는 사람은 없었다. 

5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절대 빈곤 보릿고개에서 벗어나지 못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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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시대를 살았던 분들은 자라나는 세대들이 오늘의 부가 저절로 이루어

진 줄 알고 있음을 걱정하고 있다. 이쯤에 우리는 어떠한 각오로 어떻게 이 세

상을 살아가야 할지 고산지대 희미한 계단식 농경지에서 그 답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 작은 분교 만드는 것 하나 나라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CARE(케어)원조 

단장에게 호소하던 시절이었다. 학업이 중단된 화전민 자녀들도 교육을 받아

야 했으나 국가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연약한 처녀가 자원 봉사로 그 힘겨운 

일을 짊어지게 내버려 두었던 시절이 먼 옛날이야기가 아니다. 

화전민들은 최저의 기본적인 의. 식. 주를 해결하기도 버거워 사랑하는 자

녀에게 교과서나 학용품을 사 줄 여력도 없었고 자원봉사 처녀선생님이 가

르치고자 해도 교실, 칠판, 백묵 등 교구도 전무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방송국 

등 사방에 호소하여 그가 기록해 놓은 것처럼 지원을 이끌어내게 되었다. 제

시된 사진은 도움을 주시러 온 분들이 찍어서 보내 준 사진을 모아놓은 것이

다. 교사 자격증(나중에 준교사 자격증획득) 은 없지만 급박한 시대에 방치된 

아이들에게는 아주 고마운 분으로 영원히 잊혀 지지 않고 있다.

그는 각계각층 고마운 분들의 구호 손길로 1년간 가르쳤지만 학생들이 백

여 명이 넘자 정규학교 설립에 발 벗고 나서 성취하였다. 그러나 화전민 마을

의 몰락으로 태기분교는 8년이라는 단명으로 숱한 사연을 뒤로 한 채 폐교에 

이르게 되었다. 

역사 속에 사라진 태기산 화전민 마을과 그들의 애달픈 삶, 그리고 그 당

시 화전민 자녀들이 공부했던 태기분교의 숨은 지난날의 이야기들은 바로 얼

마 전의 이야기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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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기분교의 발자취

-  1965 10월 1일 봉덕국민학교 태기분실이 설치되고 1966년 3월 15일 정식 

인가되어 개교 및 첫 입학식 거행.

-  1967년 봄 교사(校舍)착공, 5월 16일 100평 4개교실 준공.

-  건물이 지어지기 전 1년 7개월 동안은 선생님 방, 헛간, 나무 밑, 천막 안 

등에서 책걸상도 없이 땅바닥에 앉아서 수업. 

-  1967년 2월 제 1회 졸업식

-  1968년 6월 10일 태기분실에서 태기분교로 승격 인가.

-  1971년 7월 1일 태기리가 갑천면에서 둔내면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됨에 

따라 덕성국민학교 태기분교로 명칭 변경

-  1976년 4월 1일 화전민 철거로 8년 5개월의 파란만장한 짧은 역사로 하

늘아래 첫 학교 폐교 됨.

태기분교와 이명순선생 

-  1965년 태기산 화전민 자녀들의 중단된 배움이 안타까워 그곳에 가 청

춘을 불태우기로 결심함

-  1965년 10월 1일부터 화전민 자녀를 모아 무보수로 가르치기 시작함.

-  준교사 자격을 취득 가르치는 일에 열정을 기울임.

-  태기분교를 탄생시켜 중단되었던 학업을 이어가게 함.

-  사비로 학용품을 마련하다 규모가 커져 방송국에 호소 교구, 학용품을 

기증받아 가르치는 일에 몰두함.

-  화전민과 희로애락을 함께하며 가르침의 열정으로 당시 언론에 상록수 

선생님이라 소개 됨 

-  당시 박경원 강원도지사와 국제원조단체 「케어」에 호소 교사(校舍)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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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함.

-  1970년 2월 사표를 내기까지 4년 6개월의 짧은 재임 기간이지만 교육에 

대한 헌신, 열정, 혼을 불어넣는 교육으로 이임 인사 때 울음바다가 되었

고 당시의 어린이들이 지금도 그 은혜를 못 잊어 하고 있음.

봉복사

각종 동식물의 보고인 태기산 자락 신대리, 우거진 노거수와 부도군,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을 따라 가면 유서 깊은 봉복사가 자리 잡고 있다.

봉복사는 선덕여왕 16년 (647)에 자장율사가 덕고산 (지금의 태기산) 신대

리에 봉복사를 창건한 후, 진덕여왕 6년(652) 낙수대, 천진암 등 5개의 암자를 

지어 봉복사 주변 일대를 불경 외우는 소리로 가득하게 하였고, 승려 100여명

이 수도하는 도량으로 번창했었다. 문무왕 9년 화재로 원효조사가 이듬해부

터 동왕 12년 (672)에 중건하였다. 이 후 고려 덕종 3년 (1034)에 도솔암, 낙수

암이 소실되었으나 조선후기 영조 23년 서곡선사가 중건하였다.

1907년 9월 23일 봉복사를 거점으로 의병 360명이 태기산의 자연 은폐물

을 이용하여 일본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그 후 천년고찰 봉복사는 일본

군에 의해 모두 소실되었다. (장석윤 자서전에서 유년시절 목격 증언)

봉복사는 1912년 10월 24일 손임선 스님 때 월정사 말사가 되고 그 달에 손

임선, 김취운, 손오찬 스님 등이 상의하여 법당요사 겸용으로 18간을 지었다. 

1913년 10월에 손오찬 선사가 원주 염불암에서 석가여래상을 가져와 봉안하였

다. 6·25전쟁으로 소실 된 것을 소규모로 중건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요사채를 

겸한 법당, 명부전, 삼성각, 국사당 등의 건물로 그 가람을 형성하고 있다.

신대리 3층 석탑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봉복사의 원래 위치였다고 하며 

봉복사의 고 태허 주지스님을 통한 설화 상에서는 소실된 절을 중창하는 스

님의 현몽에 재목을 옮겨 주는 곳에 절을 건립하라는 꿈이었다. 다음날 재목



부록  태기산이 품은 이야기를 찾아   387

을 쌓아 둔 곳에 가 보니 소가 현재의 절터로 재목을 옮겨 놓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소가 재목을 이전한 곳이 풍수지리상으로 볼 때 봉황의 배에 해당하

는 곳이므로 이곳에 절을 짓고 봉복사라 하였다 전해지고 있다.

봉복사는 유서 깊은 천년고찰이지만 전란 때마다 소실되어 삼층석탑 외

에 전해지는 옛 건축물과 문화재가 없는 상태다.

신대리라는 이름은 태기왕의 군사가 새로 마을을 만들어 정착하였다 하

여 붙여진 이름이라 하며 태기산에서 흘러나오는 많은 수량의 청옥 같은 맑

은 물로 신대리 계곡은 병지방 계곡과 함께 피서지로 인기가 높다.

큰 성골 ‘하늘 아래 첫 집’ 방향으로 올라가면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과 낙

수대를 거쳐 정상으로 갈 수 있으며 작은 성골 쪽 촛대바위 있는 쪽 입구로 

계곡을 건너 능선을 타고 올라가면 성황당 터, 샘물 터, 태기산성을 거쳐 태기

산 태기왕의 숨결을 느끼며 정상으로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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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대

태기산 최고봉에 군부대가 주둔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화전

민 마을, 태기분교가 생기면서 도로가 개설되었다. 이 도로가 만들어진 다음 

1965년 중반부터 군 부대가 주둔, 화전민과 태기분교 어린이들과 고락을 같이 

했었다. 마을을 돕는 일, 학생들의 공부와 체육, 음악, 특기 적성을 도와주는 

일 등. 화전민 마을과 태기분교는 역사 속에 사라졌지만 군부대는 1,261m고지

에서 국토방위의 임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다. 

50년이 흐른 지금의 태기산

가난했던 시절 식량 확보를 위해 ‘산으로 가자! 바다로 가자!’ 라는 구호아

래 태기산 계단식 화전 조성 사업은 국가가 주도하였으며 주로 횡성군청 건

설과, 산림과가 주관하였다. 건설과 직원으로 계단식 화전 농경지 조성 업무

를 담당했던 정계항씨와 심하식씨, 그리고 자원봉사자로서 화전민 자녀 교육

에 몰입했던 이명순씨가 반세기 만에 재회 그 당시를 회고하였다. 

군청직원 여섯 명이 방 한 칸에 합숙하며 구역을 나누어 거대한 화전 조성

사업 프로젝트 사업을 지도, 젊음의 열정으로 일했던 그 시절 태기산 개발과 

화전민의 삶 그리고 그들 자녀교육 문제를 회고하였다.

왼쪽 : 정계항씨(88세). 당시 횡성군청 건설과 공무원으로서 태기산 화전 농경지 개발을 지도함. 
오른쪽 : 정계항씨와 이명순씨(2020년 5월 7일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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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항씨는 횡성군 건설과 공무원으로서 태기산 농지개발 사업을 추진하

였고 이명순씨는 학업이 중단되었던 화전민 자녀교육을 위해 헌신하였으며 

역할은 달랐지만 굳건한 사명감에 상호간에 존경심과 신뢰가 컸었다. 

군청과 교육청을 출장 왔다 돌아갈 때는 험준한 산길을 동행하였었다. 계

단식 화전 농지조성 작업장에는 화전민 뿐 아니라 많은 인부가 모여들었다. 

임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사팔공이라는 원조 받은 밀가루로 지

급되어 그래도 태기산 사람들은 굶주리지 않았다. 이것은 배고팠던 시절 고

마운 단비 같았다. 때로 작업 현장에는 태기분교 다니는 어린 학생도 참여하

는 일이 있지만 눈감아 주었다. 태기산에는 밀가루가 넘쳐흘러 활기가 찼다.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정계항씨는 화전민 자녀교육에 젊음을 바쳤던 이

명순 선생을 또 이명순 선생은 태기산 개발을 위해 헌신하였던 정계항씨에 

대하여 어제처럼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활력이 넘치는 리더로서, 존경

받는 활동가였던 정계항씨는 세월의 흐름에는 장사가 없어 요양원에서 생활 

그 곳에서 촬영한 사진이다.

심하식씨는 태기산 개발을 주관하는 건설과 군청공무원, 이명순씨는 학업

이 중단된 화전민 자녀를 가르치는 자원 봉사자로서 그 열정에 공감하며 50

여년 만에 재회하여 당시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왼쪽 : 태기산 농경지 조성 담당 공무원(당시 28세로 횡성군청 건설과 근무)으로써 회고하는 심하식씨
오른쪽 : 심하식씨와 이명순씨.(2020년 7월 7일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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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군청과 교육청 출장 후 성골로 해서 몇 시간을 함께 산을 올라 임지

로 귀환했던 일, 각각 업무에 몰두 했었던 일 등. 

화전에 의한 태기산 농경지 개발은 국가 프로젝트 사업으로 횡성군청 건

설·산림과 공무원이 주도하였으며 건설과 4명, 산림과 직원 2명 모두 6명으

로 구성 태기산에 상주하였다.

집은 똑같이 불을 때는 부엌과 온돌방 한 칸, 일자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전민들은 식구가 많아도 방 하나에서 기거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공무원 6명도 방 하나에 합숙 숙식을 함께하며 농경지 조성에 박차

를 가했으며 건설과 공무원 정계항씨는 여섯 명의 생활 보급품을 책임졌다. 

광활한 1,200미터 태기산 고원. 공무원들은 구역을 나누어 조성 작업에 투

입되었다. 수행 업무는 계단식 밭을 만들기 위한 등고선을 표시해 주는 일, 작

업반장이 제출한 인부 숫자와 취로 증을 확인 해 주는 일 등이었다. 작업반장

은 담당 공무원의 확인증을 면사무소에 제출, 이를 근거로 사팔공 원조 밀가

루를 인수, 인부들에게 노임으로 배분하였다. 

성골 입구 촛대바위 낙수대폭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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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70년대 화전민의 터전이었던 태기산 꼭대기에는 풍력발전단지가 들

어섰다. 여름에는 선선하고 겨울에는 눈, 한파, 바람이 세차다. 운무에 덮인 

날이 많아 상고대가 장관이다.

태기산을 오르려면 가파르지만 태기산 꼭대기는 고원으로 되어 있어 화

전민이 정착할 수 있었다. 

타원형으로 표시된 곳이 화전민이 터 잡았던 자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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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기분교 입구. 국가 생태탐방로 출발점이다. 태기분교 사료관. 

오른쪽부터 이명순(태기분교 설립자 및 선생님), 박순업(문화원장), 김성

수(문화원 회원) 

1960년대 중반 화전민 자녀에게 열정을 쏟았던 이명순 선생. 아이들과 고

락을 함께 나누었던 교육활동 모습이 흑백 사진 속에 묻혀 분교 터에 전시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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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년 전 폐교되고 1,261m 고원에 심어진 잣나무가 아름드리가 되었다. 태

기분교 아이들이 뛰놀던 운동장. 그 자리에 잣나무가 심어지고 무심한 겨울 

캠핑객이 텐트를 치고 설경에 취해 있다. 

이명순 선생의 노력의 결실로 원조단체인「케어」와 강원도가 반반씩 부담

하여 지었던 하늘아래 첫 학교 (1,261m) 태기분교 건물 터. 지금은 적막이 흐

르지만 이곳에서 태기산 화전민 자녀들의 꿈과 희망을 키웠던 곳이다. 



394   태기산을 시(詩)로 읽는다

반세기가 흘러 운동장에는 잣나무가 아름드리로 훌쩍 커버렸다. 복도, 교

실의 경계가 완연한 콘크리트 일자 기소. 이명순 선생의 뇌리에는 이 직사각

형 안에서 있었던 지난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화전 불 속에서도 유일하게 살아남은 고유 수종 황벽나무. 

태기분교 아이들은 웅덩이 물을 먹다가 황벽나무 고목아래 위생적인 펌

프 물을 먹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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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사 벽 잔해, 나무그루터기 위에 그 때 그 시절 먹고 버려진 통조림통 그

리고 허물어진 관사 터가 적막감을 더해 주고 있다.

무심히 흐르는 세월 속에 태기분교 아이들이 사용했던 무너진 화장실. 풍

력 발전기 사이로 꿈결처럼 아득히 아래가 내려다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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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기분교로 출근하던 화동리 당시 이명순 자택(지금은 여동생이 살고 있

다.) 오른쪽 보이는 태기산 언덕 빼기. 태기산 아이들은 여기까지 선생님 마중

을 나와 일제히 목청 높여 선생님을 부른다. 그러면 메아리가 울려 퍼진다.

여기서 200여m만 올라가면 군 통신부대가 있는 정상. 

이 곳은 토종 수목이 자생하는 원시림을 태워 만든 농지였었는데 모두 떠

나면서 잣나무를 심어 터를 잡고 있다. 땅 바닥에는 곰취, 참나물, 곤드레, 얼

레지, 바람꽃 박새 풀 등 옛 주인이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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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리 사람들은 조릿대 풀 또는 신우대라 불리는 산죽으로 복조리를 만

들고 지붕도 덮었다. 1970년대 이전에는 복조리가 밥을 지을 때 곡식을 이는

(돌과 낟알의 무게 차이를 이용해 물로 돌을 분리 하는 것) 필수품이었다. 엄

청나게 많이 자생하는 산죽으로 복조리를 만들어 전국에 유통시켰다. 설날을 

전 후해서 구입하면 복이 들어온다 인기였으며 정월 풍습으로 정착했었다.

바람이 세찬 태기산 꼭대기, 화전민이 살던 터전 에 풍력발전기가 설치되

었다. 보일 듯 말 듯 운무에 가려 숨바꼭질 하는 풍력발전기, 생태 탐방로, 야

생화, 산나물, 태기왕의 설화 등 스토리텔링 소재의 보고이다. 

해발 1,261m 태기산 전망대 표지석. 내려다보이는 것이 지금까지 숨 가쁘

게 인생을 달려 온 것처럼 아득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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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기산 전망대 옆. 숲에는 원래 

주인이 아닌 잣나무가 차지하고 있

고 탐방로도 만들어놓았다. 

이 곳을 찾은 팔순 이명순 선생

은 지나간 세월이 꿈만 같다.

군 통신대가 있는 태기산 정상 바로 밑. 

바람이 세차 나무도 키 크는 것을 체념 난장

이로 만족하고 있다. 죽은 고목 그루터기는 

태기산이 품은 사연들을 알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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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 아니면 음식물 저장 했을법한 태기산 바위 굴. 허물어진 태기산성.

성황당 터

태기산 산성비가 1984년 11월 6일 세워졌다. 삼한시대 진한의 마지막 왕 태

기왕이 박혁거세 군에게 쫓기어 이곳에 들어와 성을 쌓고 군사를 길렀다는 

태기산성! 그래서 태기산 골짜기, 바위 등에는 설화가 가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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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기산 국가 생태탐방로 태기왕의 전설 길을 걷노라면 태기왕의 숨결을 

느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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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방울꽃 천마 

고사리삼 용담 

태기산에 자생하는 산야초, 야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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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시대 복수초 

며느리밥풀 모데미풀 

노루귀 매화노루발 

태기산에 자생하는 산야초, 야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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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쌀풀 처녀치마 

얼레지 제비동자꽃 

뻐꾹나리 수정난풀 

태기산에 자생하는 산야초, 야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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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노루귀 큰까치수염 

투구꽃 

바람꽃 

하늘말나리 

얼레지꽃 

태기산에 자생하는 산야초, 야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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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철쭉 피나물 

엄마 기다리는 아기 오목눈이 산철쭉 

태기산에 자생하는 산야초, 야생화 

부처손 산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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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사마귀 망태버섯 

송유채취 상흔 

태기산에 자생하는 산야초, 야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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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 태기산 전투

북한은 6·25가 일어나기 2년 전부터 횡성, 홍천, 평창 3개 군계에 솟아있

는 태기산에 유격대를 침투시켰다. 태백산맥의 준령을 타고 특히 강원도 지

역에 많이 침투시켰는데, 국내 민심을 교란하고 남침을 위한 다양한 전략전

술 차원에서 미리 6·25전쟁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하였다.

1948년 10월 초순 인민군복과 일제 99식 소총으로 무장하고 강릉 서면 38

선을 불법으로 넘은 다음 험준한 태백산맥의 준령을 타고 남하를 개시, 11월 

14일 홍천, 평창, 횡성의 3개 군계에 우뚝 솟은 태기산(1,261고지)에 입산하여 

계속 남하를 기도하여 이곳에서 큰 전투가 벌어졌는데 「영광의 서곡」(1954

년)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날이 채 밝기도 전에 태기산 응봉방면에 배치 중이던 경찰 전투 대

원은 이동 중이던 척후대 약 60명을 발견하고 이들과 교전하여 적 4명

을 사살함으로서 전투 초기에 큰 전과를 올렸으며 적은 경찰의 급습에 

혼비백산하여 태기산으로 흩어져 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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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상황을 접한 둔내지서에서 대기 중이던 강원경찰국 소대

와 홍천경찰서 대원은 급히 현지에 출동과 동시에 추격하여 응봉에 적

이 버리고 간 배낭 30여개와 수류탄 50여개, 소총 실탄 1,000여발을 노

획하고 계속 추격하였으나 일몰로 인하여 추격하지 못하고 태기산록 

화동리에서 잠복근무하였다.

한편 갑천면 (현 청일면) 신대리 방면에서 수색하던 횡성경찰서 대

원은 갑천지서 주임으로부터 적이 공격에 당황하여 재차 태기산으로 

입산하였다는 첩보를 받고 적의 퇴로를 차단하고자 11월 14일 오후 10

시 행동을 개시하여 태기산 방면으로 출발하였다.

다음 날 11월 15일 오후 1시 30분 부대 전방을 수색하던 척후대 곽윤

춘 경사, 양명석 순경이 태기산 장구목에서 불을 사르고 있는 적 주력

부대를 발견하고 본대에 보고하였으나 아군과 적군의 구분이 불분명

하다고 하여 확인하기 위해 재차 척후 활동을 하던 중 곽경사가 적에 

포로가 되었고 양순경은 교전 중 전사하였다.

실탄을 모두 소모한 대원들은 전투의지의 상실과 야간전투의 불리

함으로 후퇴하였다.

이 전투에서 적 6명을 사살하고 99식 소총 6정 및 실탄 다수를 노획하였

으나 경찰은 야간 전투의 미숙함은 물론 지휘관의 지휘능력 부족, 전투의식 

미약, 야간 전초 경비 경계의 미숙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으며 이후, 작전교

육 방침의 확고한 수립과 토벌 전에 대한 귀중한 교훈이 되었다.

이후에도 북한 인민 유격대가 태기산으로 침투하였다. 「영광의 서곡」에 

기록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49년 8월 7일 오전 3시 적은 원길리 백운동 흥정산과 태기산에 연

결된 능선을 타고 완전히 태기산에 입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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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8일 오전 10시 작전명령을 받은 계촌 경찰대는 오일문 경사의 

지휘 하에 오후 1시 계촌리를 출발 7시에 면온리에 도착, 석식을 준비

하고자 면온리 양조장에서 휴식을 취하게 되었다.

대원들도 작전명령에 의한 안흥까지 4Km 된다고 하며 전원 탈의

하고 목욕을 하는 등 각자 식사 때까지 자유롭게 이탈 또는 취침하였

고 대장 오일문 경사는 김진옥 순경 외 1명에게 경비근무지를 지정하

였으나 두 순경은 지정된 장소에서 경비근무에 임하지 않고 임의로 양

조장 부근에 입초 근무를 서고 있었다. 

이때 태기산에 입산하였던 적 일부 약 30명은 식량 약탈을 기도하

여 하산, 안흥 등을 습격한 다음 면온리 양조장에 저장되어 있는 식량

을 약탈하고자 납치한 주민을 앞세우고 면온리에 근접하였다. 

그러나 경찰부대가 휴식 중이라는 것을 탐지하여 기습을 계획하고 

같은 날 오후 8시 입초경찰관에게 주민이라고 속인 다음 가까운 거리

까지 포위·접근하여 일제히 공격을 가하였다. 

입초근무 중이던 김진옥 순경 외 1명은 대응 사격을 시도하였으나 

실내에서 휴식 중이던 대원들은 예상치 못한 기습을 받고 어쩔 수 없

이 분산하여 후퇴 할 수밖에 없었다. 

이 사건에서 적 2명을 사살하였으나 아군은 김응태, 김은철 두 순

경이 납치당하고 그 외에 총기 6정, 배낭 7개, 철모 12개를 탈취 당하였

을 뿐만 아니라 면온리 한청 부단장이 피살 되기도 하였다. 

경찰에 의한 태기산 전투로 완전히 적정을 파악하게 되자 원주 주

둔 국군 제00부대가 출동하여 군경 합동작전이 전개되었다. 

태기산을 중심으로 군경의 맹렬한 공격에 다수의 병력이 소모되고 

사기가 저하된 적은 집단으로 남하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깨닫고 흥정

산, 보래령, 응봉의 3방면으로 남하를 기도하였으나 경강도로 이북에

서 궤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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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기산 경찰 전적비

해방 후 좌우의 대립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1948년~1949년 북한

에서는 무장공비를 남파시켜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산간지방에 출몰하여 관

공서를 습격하고 약탈행위를 자행하였다. 당시 공비토벌 작전이 개시 되면서 

둔내에서는 석문리 김형옥씨의 인솔 하에 청년 200여명이 동원되어 화동리

에서 봉평 무이리까지 군수품을 운반하는 등 여러 활동을 한 바 있다. 

이 전적비는 당시 태기산 일대에 출몰한 공비토벌을 위해 활동하다 전사

한 이들을 추모하기 위하여 지난 1992년 6월 5일 세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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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문

우리민족은 8·15해방으로 나라를 되찾은 기쁨과 감격도 채 가시기전에 

38선을 경계로 국토와 민족은 양편으로 갈라져 역사는 또다시 분쟁으로 

이어졌다. 북한은 1948년 10월 강동정치학원 소속 무장공비 180명을 태

백산맥을 이용 남파시켜 그중 일부가 태기산을 중심으로 산간지방에 출몰

하여 관공서를 기습하고 양민학살과 약탈행위를 자행하였다.

1948년 11월 15일에 횡성경찰서 조동하경위 지휘하에 1개소대는 태기

산 일대에서 출몰하는 무장공비 수색작전 수행 중 장구목, 응봉 등지에서 

무장공비와 치열한 전투를 하여 10명을 사살하고 무기 다수를 노획하는 전

과를 올렸으나 경감 곽윤춘과 경위 양명석이 장렬히 전사하였으며 1949년 

7월 24일 치악산에 숨어있던 무장공비가 강림지서를 포위 기습하여 왔을 

때는 경위 김우기 지휘로 경찰 5명이 즉시 응사하여 교전 중 2명을 사살하

고 모두 격퇴시켰으나 경위 김한석이 전사하였다. 

이처럼 국가와 민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다 장렬하게 젊음을 바친 영령

들을 추모하고 그 살신성인의 경찰정신이 후배 경찰관들에게 귀감이 되게 

하고저 태기산 기슭에 전적비를 세우노니 호국의 영령이시여 비록 조국의 

산하가 외세에 의하여 갈라졌으나 통일은 기필코 우리의 손으로 이루겠으

니 고히 잠드소서.

이 비는 정진규 강원도지방경찰청장이 경찰의 희생정신을 길이 남기고

저 하는 뜻에 따라 횡성경찰서 전 직원의 정성어린 뜻을 모아 세운다.

1992년 6월 5일



412   태기산을 시(詩)로 읽는다

갑천면 갑천지서 의용경찰 자치대장 김문걸 

1950년 6월 25일. 

동족상잔의 6.25 전쟁이 발발하고 전 국토는 전쟁의 도가니로 멍들었다. 

이곳 갑천면 사람들도 정든 고향산천을 등지고 먼 곳으로 혹은 깊은 산속

으로 피난을 떠났다가 맥아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고 마침내 9월 

28일 빼앗겼던 수도 서울이 다시 되찾 게 되자 마을 사람들은 정든 고향에 다

시 돌아왔다. 

그러나 막상 죽음의 마을처럼 폐허가 된 고향을 찾았지만 살벌하고 참담

하기 이를 데 없는 가운데 치안과 질서가 유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순분

자가 날뛰고 태기산 깊은 산으로 은신한 채 미처 패주하지 못한 패잔병의 살

인, 방화, 약탈의 만행으로 무법천지가 되었다. 

갑천면은 횡성경찰서 갑천 지서의 순경 4명이 마을의 치안을 맡게 되었으

나 겨우 4명의 경찰관의 힘으로는 어림도 없었다. 그러자 주민들은 그해 10월 

자발적으로 마을을 지키기 위해 의용경찰을 조직 해 마을자치대를 조직 해 

활동을 했다. 그때 선봉에 서서 자치대를 조직하고 앞장서서 눈부신 활약을 

한 사람이 바로 신대리 살던 김문걸 대장(당시 31세)이었다.

1946년 함경남도 명천에 살고 있던 김문걸은 신대리로 시집 온 누이동생

(김옥순)이 너무도 보고 싶어 고시리를 찾아왔다. 꿈에 그리던 남매는 행복한 

해후를 맞이했다. 

그러나 이게 웬일인가. 그때까지만 해도 남과 북이 38선이 그어져 있어도 

자유로이 왕래 할 수 있었지만 남북이 치열한 대결 양상을 보이면서 38선을 

중심으로 왕래가 금지되었다. 김문걸 대장은 할 수 없이 여동생 남편(조인수)

이 하던 목상일을 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갈 날만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고 5년이란 세월이 흐르고 6.25 전쟁이 발발했다. 김문걸은 누가 시키

지도 않았건만 애국심이 충만한 마을 젊은이들을 규합 해 자치대를 조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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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지킴이로 활동하게 되었다. 그들은 정예훈련을 받은 군인도 아니며 또

한 완전한 경찰관도 아닌 오로지 향토애와 조국의 피 끓는 젊음으로 뭉친 8명

의 애국청년이었을 뿐이었다. 

이들은 군번 없는 군인으로 보수 없는 경찰로서 아무런 훈련이나 교육도 

받지 않은 채 9·9식 소총과 패잔병에게서 노획한 무기로 비록 허약하게 무장

했지만 불타는 젊음과 애국심으로 잔류한 패잔병을 소탕하고 부역자를 색출 

검거하여 군에 이첩하는 등 활동을하고 구리봉 어답산 전투에서 패잔병과 접

전하여 일망타진하는 등 많은 공훈을 세우며 이 마을의 안정과 평화를 수호

하는 눈부신 활동을 전개했다. 

그러던 중인 10월 말 주간순찰을 마치고 돌아와 야간순찰을 준비하며 휴

식을 취하고 있을 저녁 무렵 태기산 일대에 도피 은신하다가 지리산의 공비

들과 합류하기 위해 남하하던 숫자를 알 수 없는 북한군(주민들은 연대 이상

의 병력으로 증언)이 이 지역을 통과하면서 일전을 벌였다. 비록 패잔병이지

만 중무장한 엄청난 병력과 경찰을 포함한 30여 명 간의 교전은 처음부터 엄

청난 희생을 강요했다. 

1주야 동안 계속된 전투에서 지서는 완전히 파괴되고 상처가 아물던 시가

지는 다시 시가전으로 불탔다. 본격적인 전투는 마을 앞 구리봉에서 시작되

어 밤낮없이 삼거리와 전촌리까지 쫓고 쫓기는 전투에서 많은 적을 물리치

고 어답산 전투를 끝으로 자치대원들은 날이 밝자 하산하여 횡성읍 쪽으로 

향하던 중 다시 돌돌벌에서 북한군의 대규모 기습을 받고 응전하다 탄환이 

부족하고, 1주일의 전투에서 많은 전투를 치른 뒤라 역부족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이 전투에서 김문걸을 비롯한 일곱 명의 자치대원들이 적의 손에 희생을 

당하고 오직 홍석규 씨만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 그 당시 치열하기만 했던 

전투를 증언해 주었다. 그들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갑천면사무소에서는 갑천

시장 길거리에 일곱명의 대원을 상징하는 7층 충혼탑을 세웠다. 하지만 이 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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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도로개설로 사라지고 현재 면사무소 뒤편에 새로이 충혼탑을 새로 세우고 

그들의 고귀한 희생과 애국심을 기리고 있다.

김문걸은 고향을 떠나 신대리에 홀로 거주하던 터라 후손이 없었다. 그래

서 그의 값진 희생과 애국심을 보상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도 제대로 신청

을 하지 못해 국가유공자 지정을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다. 

그의 여동생의 아들인 조카 조성하(67세)는 외삼촌의 고귀한 희생과 애국

심을 보상받기 위해 나름 많은 애를 썼으나 아직도 그 뜻이 이루어지지 못해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다. 김문걸 대장의 묘소는 현재 갑천면 사무소 뒤편에 

있으며 그의 공적을 기리는 비문이 세워져 있고 갑천면에서는 연고가 없는 

그의 묘소를 매년 벌초하고 있다. 

김문걸 수비대 대장 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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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영웅들 – 홍석규 씨 이야기

1950년 6월 25일 미명에 발발한 동족상잔의 피비린내 나는 전란은 전 국

토를 전쟁의 도가니로 멍들게 하였고 이곳 갑천면 매일리 사람들도 정든 고

향산천을 등지고 먼 곳으로 혹은 깊은 산속으로 피난을 떠났다가 9월 28일 

서울수복으로 고향에 다시 돌아왔다. 

죽음의 마을처럼 폐허가 된 고향을 찾았지만 살벌하고 참담하기 이를 데 

없는 가운데 치안과 질서가 유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순분자가 날뛰고 

태기산 깊은 산으로 은신한 채 미처 패주하지 못한 패잔병의 살인, 방화, 약탈

의 만행으로 무법천지가 되었다. 

갑천면 소재지이기도 한 이 마을의 치안유지는 당시 횡성경찰서 갑천 지

서의 순경 4명의 인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극도의 혼란과 무질서를 4

명의 경찰력으로 회복할 수가 없자 주민들의 자율에 의한 치안의 유지가 필

요하여 이해 10월 초에 의용경찰을 조직, 자위대를 발족하였다. 

정예훈련을 받은 군인도 아니며 또한 완전한 경찰관도 아닌 오로지 향토

애와 조국의 피 끓는 젊음으로 뭉친 8명의 애국청년이었을 뿐이었다. 이들은 

김문걸을 대장으로 30명의 대원은 군번 없는 군인으로 보수 없는 경찰로서 

아무런 훈련이나 교육도 받지 않은 채 9·9식 소총과 패잔병에게서 노획한 무

기로 비록 허약하게 무장했지만 불타는 젊음과 애국심으로 잔류한 패잔병을 

소탕하고 부역자를 색출 검거하여 군에 이첩하는 등 활동하고 구리봉 어답산 

전투에서 패잔병과 접전하여 일망 타진하는 등 많은 공훈을 세우며 이 마을

의 안정과 평화를 수호하는 눈부신 활동을 전개했다. 

그러던 중인 10월 말 주간순찰을 마치고 돌아와 야간순찰을 준비하며 휴

식을 취하고 있을 저녁 무렵 태기산 일대에 도피 은신하다가 지리산의 공비

들과 합류하기 위해 남하하던 숫자를 알 수 없는 북한군(주민들은 연대 이상

의 병력으로 증언)이 이 지역을 통과하면서 일전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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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패잔병이지만 중무장한 엄청난 병력과 경찰을 포함한 30여 명 간의 

교전은 처음부터 엄청난 희생을 강요했다. 1주야 동안 계속된 전투에서 지서

는 완전히 파괴되고 상처가 아물던 시가지는 다시 시가전으로 불탔다. 

본격적인 전투는 마을 앞 구리봉에서 시작되어 밤낮없이 삼거리와 전촌

리까지 쫓고 쫓기는 전투에서 많은 적을 물리치고 어답산 전투를 끝으로 자

치대원들은 날이 밝자 하산하여 횡성읍 쪽으로 향하던 중 다시 돌돌벌에서 

북한군의 대규모 기습을 받고 응전하다 탄환이 부족하고, 1주일의 전투에서 

많은 전투를 치른 뒤라 역부족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이 전투에 참가 한 8명의 대원 중 자치대장 김문걸을 비롯해 대원 박준금

(당시 20세 학생), 노성빈(당시 20세), 이인홍(당시 21세 학생), 신기묵(당시 19

세), 박병국(당시 22세 농업), 홍주석(당시 22세) 등 7명이 순국하고 오직 홍석

규 씨만이 기적적으로 생존했다.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진 홍석규씨를 북한군은 확인 사살 차원에서 죽창

으로 마구 찌르고 도주했다. 아직 학생인 어린 아들을 그렇게 전쟁터에 내보

내고 어머니는 매 때마다 아들 밥을 떠놓고 정한수 한 사발 놓고 천지신명께 

무사귀환을 빌고 또 빌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천 강 건너 사는 아주머니한테서 아들 소식이 왔다. 구

리봉 쪽에서 밤새 콩 볶듯 총소리가 나고 이튿날 밖에 나가보니 어디선가 신

음소리가 들려 가 보니 몹시 다친 학생이 누워 있더라는 거였다. 그래서 급히 

들춰 업고 자기네 집으로 와 호박을 삶아 총상으로 구멍이 뚫린데 붙이고 응

급조치를 취해 놓고 학생에게 어디 사는 누구인가 물어보고 연락을 했다는 

거였다. 

하늘이 도왔던지 홍석규의 어머니가 춥다고 해 입힌 솜바지 저고리가 비

에 흠뻑 젖어 방탄복 역할을 해 총탄이 치명적인 급소를 피해 간 것이었다.

홍석규 씨 부모는 코가 땅에 닿게 그 아주머니한테 감사 인사를 드리고 피

투성이 아들을 둘이서 둘러 업고는 횡성읍에 있는 야전병원을 찾았다. 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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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본 군의관은 총상입은 팔을 아무래도 절제 해야겠다고 했고 어머닌 한사

코 그건 안 된다고 손사레를 치자 군의관은 절제 수술을 포기하고 상처입은 

곳을 치료했다. 다행히 상처는 잘 아물고 지극한 모정으로 홍석규씨는 다시 

살아났고 걸어서 고향 땅을 밟을 수 있었다. 

그 후 그는 농협에 근무하다 춘천으

로 이주해 여생을 보내다 작년도 고관

절을 다치셔서 타계했다. 뒤늦게 2008

년 국가보훈처에서는 홍석규씨의 공적

을 인정해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주었

다. (증언/ 홍석규 씨 차녀 홍순자_1958

년생-전직 중등학교 교사 ) 

6ㆍ25 전쟁이 발발한 지 15년이 지

난 1965년 12월 1일 당시 갑천면장과 면

민들이 이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정성을 모아 순국자 1인을 1층으로 

콘크리트 탑을 세웠고, 1983년 12월 1일 

도로 확ㆍ포장공사로 이전하였다가 지

금은 면사무소 옆에 대리석 충혼비로 

단장해 고귀한 뜻을 기리고 있다. 홍석규씨의 생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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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기산 집필을 끝내면서......

해발 1,261미터의 준봉(峻峰)을 거느리고 있는 태기산은 우리 횡성의 모성(母
性)의 산이다. 언제나 자애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는 어머
니의 품속 같은 산이다.
아침마다 산의 정상 위로 동해의 빛난 해를 건져 올려 찬란한 새날을 열어주고 
저녁에는 아름다운 낙조(落照)로 꿈을 덮어주는 모성의 산.
장엄하면서도 험준하지 않고 부드러우면서도 유약하지 않은 태기산 이 산처럼 
언제나 굳건하게 살고 있는 우리 군민의 정체성을 재조명하고자 하였다.

1) 태기산에 서려 있는 역사적인 이야기
2) 아름다운 자연과 산의 위용 및 주민들의 애향심
3) 국내 최대의 화전과 화전민들의 삶의 애환
4) 인간 상록수 이명순 처녀 선생의 봉사정신과 태기분교 아이들
5) 자연의 보고인 태기산에 자생하는 야생초들의 생태

오랜 각고와 노력 끝에 이제사 집필을 마치게 되었고 이 이야기들을 집필하면
서 나는 횡성에 살고 있는 한 군민으로써 무한한 자존감을 느끼게 되었으며 태
기산에 대한 고마움을 다시 한 번 알게 되었다.
이 책이 나올 수 있도록 온갖 자료를 수집해 준 박순업 문화원장님과 횡성문화
원 직원님들, 여러 차례 인터뷰에 응해주신 이명순 선생님과 그 외 많은 분들에
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집필자 김성수 시인

참고 문헌 및 자료
횡성군지 – 횡성군. 횡성민족운동사 - 횡성문화원
섬강의 물소리 – 횡성군. 태기왕국으로 들어가는 길 – 도민일보
＊고증 : 이명순 선생



집필후기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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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기산이 밝아온다.

지난 밤 어둠을 밀어내고

찬란한 새 아침의 문이 열린다.

1,261미터의 우람한 태기산은

우리 횡성의 모성(母性)의 산이다.

여기서 뻗어나간 산자락들이

다정히 어깨동무를 한 사이로

오순도순 마을을 이루어

수천년 동안 인정을 꽃피워 왔다.

아침마다 등 푸른 산의 정상 위로

동해의 빛난 해를 건져 올려

찬란한 새날을 열어주고

저녁에는 아름다운 낙조(落照)로

꿈을 덮어주는

자애로운 모성의 산. 김성수
·

박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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