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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것들에는 고유의 바랜 빛깔이 있다. 오랜 시간 그 자리를 뚝심으로 지켜오면서 닳고 

마모된 빛깔 말이다. 도시와 마을 그리고 동네의 실핏줄 역할을 하는 골목 또한 오랜 세월과 

함께 그 골목 만이 지닌 빛깔을 지니고 있다.”

안양군포의왕과천지역에서 펼쳐졌던 독립.민주화운동과 인권을 생각하며 이야기 듣고 그

흔적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안양군포의왕과천에는 청동기시대에 사람이 살기 시작했으며 정조임금은 안양 원도심으로 

시흥길과 만안교를 새로 만들면서 지나갔고, 일제강점기인 1905년 안양역이 생기면서 사

람이 모여들자 마을이 형성되고, 1920년대 안양풀장과 1950년대 안양포도, 철철 넘치던 

안양천, 1970년대 굴뚝공장들이 있었으며 마을과 동네의 역사와 함께 해 왔던 실핏줄 같

은 골목들이 아직도 곳곳에 남아 있지요. 

골목길에 서면 사람 냄새를 맡을 수 있다는 것이 골목이 가지는 가장 큰 매력입니다. 다

닥다닥 붙어지내는 이웃들의 정겨운 수다, 아이의 울음소리, 골목길 평상의 도란도란 이

야기...등 골목길속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정취가 참 많았는데 이젠 도시재개발, 재정

비 사업을 통해 대규모아파트들이 점령하면서 도시속에서 간간히 숨을 쉬는 골목길은 점

점 더 특별해지고 있습니다.

골목길을 걷다보면 '일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빠른 시대의 

흐름에 숨이 가쁠 때는, 변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옛것들을 돌아보는 것이 큰 위로

가 되기도 하지요. 

지도 한장 손에 들고 마치 보물 찾기라도 하도 하듯 골목을 거닐다 보면 오랜 세월 그 자

리에 있는 건물들과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는 반가운 사람들도 만나기도 합니다. 탐방의 

매력과 감동은 주민들의 자잘한 손길과 마음씨도 느낄 수 있다는 점이지요. 다같이 동네 

한바퀴를 돌면서 타인의 시선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골목 골목에 숨어있고 그 속에 

녹아있는 주민들의 삶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쉬운 점은 예전에는 골목과 함께 물길도 있었는데 모조리 콘크리트와 시멘트로 덮여버

렸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 도로 밑, 길 밑에선 여전히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생전 

처음 밟는 낡은 골목을 기웃거리며 구석구석 눈길 닿는 곳에서 그리움을 찾아보세요. 땅

속 물소리, 골목의 바람소리, 골목의 사람소리를 느끼며 느리게 함께 걸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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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안양지역사(자료정리: 박철하) 

1. 근대 안양지역의 사회변동

1) 정조의 현륭원행 이후 안양지역의 사회변화
조선시대에 안양(安養)이라 하면 금천현 현내면의 안양리(安養里)를 의미한다. 현재의 안양지역과 관련하여 
볼 때 석수동 일대로 안양암 (安養庵)과 관계된 지명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과천군 하서면 안양리(安陽里)
가 보이는데 이곳에는 역참인 안양역(安陽驛)이 있었으며, 현 재의 안양역 주변으로 추정된다. 대한제국기
에도 경부선철도의 임시정거장이 있던 곳이 안양장(安陽場)이었으며, 1905년 11월 원태우 지사가 이등박
문이 탄 기차에 돌멩이를 던진 곳도 안양장 근처(서리재고개)였다. 그런데 안양장과 안양역참(안양발소)는 
안양(安陽)과 안양(安養)이 혼용되어 쓰이고 있는데, 1914년 행정구역통폐합 이후 안양(安養)으로 통일되었
다. 안양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정조가 즉위한 뒤 수원 땅에 아버지 '사도세자'를 모시기 위해 현륭원을 
조성하고, 새로이 화성을 축조한 뒤 노량진-시흥-안양-수원을 경유하는 길(시흥길.신작로)을 조성하면서부
터였다. 처음 정조의 '화산능행(花山陵幸)'은 남태령을 넘고 과천을 지나 사근현(지금의 지지대고개)을 넘어 
수원에 이르는 길이었다. 그러나 1795년부터 이 길을 피하고 시흥과 안양을 거쳐 현재의 의왕을 지나 수
원 으로 가는 노정으로 바꾸었다. 정조가 과천로를 버리고 시흥로를 개설한 것은 큰 고개가 없고 평지여서 
이동이 편리하기 때문이었다. 이 후 안양행궁이 건축되고, 정조는 능행할 때마다 이곳에서 잠시 쉬어갔다. 
만안교의 축조는 안양지역의 교통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자연히 역참인 안양역과 안양행궁 주변
은 점차 발달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조 이후의 조선 임금들이 시흥로를 자주 이용하지 않게 됨으로써 발전
은 주춤하였으나 안양장시는 계속 존재하였다. 안양장시는 안양역참과 관계있는 것으로 보이며 호계리의 
군포장시와 함께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1830년대에는 안양 수리산 자락(병목안 담배촌)에 천주교인들의 
신앙공동체가 형성되었다. 현재 이곳은 천주교성지로 널리 알려져 있다. 대한제국기 광무양안을 보면, 안
양지역의 주민생활을 가늠해볼 수 있다. 당시 과천군 상서면과 하서면 농민의 토지소유 상황을 살펴보자. 
상서면의 경우 부동과 중동에 해당하는 거호는 3호로 전체의 7.2%가 전체 토지의 64.9%를 소유하였고, 
빈농과 무전동이 전체 거호의 88.1%를 차지하였지만 토지는 전체토지의 23.1%만을 차지하였다. 하서면의 
경우 아예 중동 이상의 거호가 없고, 빈농과 무천동이 거의 83.8%를 차지했으며, 빈농이 소유한 토지는 
전체의 32.4%에 지나지 않았다. 이처럼 상서면과 하서면의 농민들은 대부분 소규모의 토지를 소유하거나 
전혀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무전농민들이 대부분이었다. 소작지도 갖지 못한 극빈농이 상서면에 11호
(26.2%), 하서면에 10호(23.8%)나 되었다. 이들은 토지소유와 경영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고농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2) 일제강점기 안양지역의 사회변화
안양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1904년 경부선철도가 완공되고 안양역이 설치되고부터였다. 점차 안양
역을 중심으로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안양시장도 꾸준히 발전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과 함
께 서이면사무소가 호계리에 설치되었는데 이곳은 과천군 하서면사무소가 있던 곳이다. 그러나 안양역을 
중심으로 시장이 발전하고 주민이 증가하면서 곧이어 1917년 서이면사무소는 안양역 부근으로 이전하였
다. 안양역은 인근지역의 물류의 집산지이자 교통의 중심지로 성장해 갔다. 하지만 안양의 발전에는 커다
란 장애가 있었다.
먼저 1910년부터 진행된 토지신고를 시작으로 1918년 완료된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을 통하여 작성된 안양
지역 '토지조사부'에 나타난 토지소유 실태를 보자. 안양지역의 전답은 국유지는 극히 적었으며, 민유지의 
비중이 98.2%에 달했다. 안양지역 7개리 전답 등의 토지소 유자는 모두 833 명이었다. 이 가운데 극히 영
세한 빈농을 포함하여 1정보 이하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농민수는 524명으로 62.%를 차지했으나 이들이 
소유한 토지는 천체 토지의 10.8%에 그쳤다. 이에 반하여 5정보 이상을 가진 소유주는 69명으로 전체의 



8.4%에 해당하나 소유 토지는 전체의 61.5%에 달했다. 즉 안양지역은 경기도의 다른 평야지역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지주제가 발전해 있었다. 이러한 토 지소유의 편중성은 특히 부재지주에 현황에서도 확인된
다. 부재지주는 모두 154명으로 이 가운데 경성에 거주하며 5정보 이상의 대토지를 소유한 자는 48명이었
으며, 이들이 소유한 토지는 전체의 50%에 이르고 있었다. 10정보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지주도 31명이
나 되었으며, 이 가운데 안양지역 거주자는 1명뿐이었다. 이 가운데는 고종의 형인 이재면과 대한제국기 
법부대신 등을 역임한 한규설과 조선귀족 고희경, 이윤용 등이 눈에 띈다. 일본인 대토지소유자는 과천과 
진위에 살고 있던 2명의 부재지주 외에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은 1920년 대에 들어와도 특별
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경성에 본사를 둔 고로(高魂)합명회사 안양농장이 안양시가지 면
적의 약 80%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한다. 안양농장에 속한 조선인 소작인이 200명에 달했고, 일본인 
소작인도 17명이 나 되었다. 이들이 집터 값을 인상하고 소작료 체납자에 대하여 소작권을 이동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하였으며, 안양주민들의 생활은 매우 불안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정은 안양지역의 
개발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1920년대부터 안양지역은 발전의 속도를 더했다. 
1924년 4월 안양금융조합이 설립되고, 1925년 12월 안양시장이 조선총독부 경기도지사에 의해 인가되었
다. 시흥군수도 안양시장의 확장 발전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1927년부터 추진된 안양공립보통학교 설립 
추진활동은 1929년에 결실을 맺어 경기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12월 20일에 개교식을 거행하였다. 
안양역과 안양시장을 중심으로 교통이 편리하고 산물의 집산지이자 유통이 활발해짐에 따라 안양은 점점 
시흥군의 중심의 일부로 성장해 갔다. 안양소년척후대와 안양청년회가 결성되어 안양지역의 지도계발에 앞
장섰다. 안양소년척후대의 주최로 1927년 6월 제1회 안양소년축구대회가 개최되었으며, 안양청년회는 
1928년 10월 안양역 앞에서 활동사진대회를 개최하였다. 1929년부터는 고뢰농장과 안상호(安商浩)농장을 
설득하여 도로변에 전주를 세우고 전등이 가설되기 시작하더니 그해 안양에 전기공사가 완공되어 안양1동
에 11월 20일부터 점등되었다.
1930년대에 들어와 안양지역의 산업도 발전하였다. 1932년부터 추진된 조선직물주식회사 안양공장은 그 
이듬해 3월부터 조업하였으며, 1935년 안양인견공장 노동자, 1936년 조선직물주식회사 염색가공부 직공들
의 노동쟁의가 일어났다. 천연적 풍경을 자랑하는 안양수영장(풀장)도 수선하여 더 많은 관광객이 찾게 되
어 수영장 주변에 임시정거장도 설치하고, 기차상도 할인되었다. 심지어 피서객을 위해 임시열차도 배정하
였다. 더욱이 1936년 4월 1일부로 경성부구역확장에 따라 시흥군청이 있는 영등포읍이 경성부에 포함됨에 
따라 시흥군청을 안양으로 유치하기 위해 군민대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였으나 결국 해방 후
에나 결실을 보게 되었다. 즉 시흥군청을 이전 유치를 희망할 만큼 이제 안양은 시흥군의 주요 중심지로 
부상하였던 것이다. 1938년에는 영등포 신길교에서 안양까지 도포포장이 이뤄지고 경부선도 복선화되고 
안양역사도 신축되었다. 1938년 12월 28일부터 전화도 개통케 되었다. 
1940년에는 하수도공사가 이뤄졌다. 학생이 점차 증가하면서 학교 증설운동이 전개되었고 1940년 3월 2
일부로 안양공립심상소학교는 6년제로 승격되었다. 이시기에 안양발전책이 새로이 논의되기도 하였다.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안양지역도 일제의 전시동원체제로 휩쓸려 들어갔다. 전시상황에서 목재의 필요성
에 따라 1939년에 도립 임업시험장이 신설되고, 경방단이 결성되었다. 중일전쟁에 참가했던 안양지역의 
일본인 청년(沖井國治)이 전쟁 중에 사망하여 유골로 돌아왔는데, 시흥군사후원 연맹장으로 안양소학교 교
정에서 고별식을 거행하기도 했다. 1940년 2월에는 식량통제를 위해 안양지역의 정미업자와 관련자들이 
모여 시흥군식량배급통제조합이 창립되었으며, 조선직물주식회사 안양공장에 설치된 경방단과 서이면 경방
단에 대한 검열도 시행되었다. 일제의 만주침략 이후 1930년대 전반에 안양청년단이 성립된 뒤에 1940년
에는 안양여자청년단이 결성되었으며, 1941년 6월에는 안양에서 시흥군청년단 결성식이 거행되었다. (뒤의 
<자료> 참고) 1941년 10월 1일 시흥군 서이면이 안양면으로 개칭되었다. 시흥군청이 소재한 영등포가 경
성부로 편입된 상황에서 군청이 소재하지 않을뿐 이제 안양은 시흥군의 중심지였다. 1942년 11월에는 시
흥군체육진흥회가 결성되었고, 1943년 10월에는 조선총독부 가축위생연구소 안양지소가 개소하였다. 한편, 
1944년 5월 박흥식의 조선비행기주식회사 안양공장이 시운전에 들어가 6월부터 작업을 개시하였다. 박흥
식은 조선직물주식회사 와 동양방적 회사를 헐값에 인수하고 현재의 평촌지역에 비행장부지를 계획하였다. 
1949년 반민특위 공판 청구 기록을 보면, 공장과 비행장 부지로 농토 2,300여 평, 45만여평에 달하는 토



지를 군부 세력을 이용, 강제 몰수하여 250여 지주와 900여 호에 달하는 농가 4,000여 농민이 농지를 박
탈당하고 생로가 막혀 가두에서 방황하여 눈뜨고 볼 수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구 서이면사무소
에서 진행된 피해 농가를 진술 자료를 살펴보면, 각계각층의 면민이 농지 몰수와 강제 노역, 우마차 징용 
등으로 착취에 따른 큰 고통이 뒤 따랐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박 흥식은 그의 만행으로 광복 후 반민특
위 제1호 검거자로 구속 되었으나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겨우 공민권 2년 정지라는 가벼운 판결을 받아 
국민들을 허탈하게 하였다.

2. 근대 안양지역의 민족운동

1) 대한제국기 시흥지역의 농민운동
대한제국기(1897~1910) 안양지역을 포함한 시흥지역에서는 두 차례의 농민운동이 전개되었다. 첫 번째는 
1898년 군수의 가렴주구와 관리들들의 불법행위 등 봉건적인 수탈에 저항하는 농민항쟁이었으며, 두 번째
는 지방관의 수탈은 물론 1904년 러일전쟁 발발과 함께 일제가 군사용지와 철도용지 명목으로 토지를 강
탈하고 전쟁에 필요한 군수품이나 노동력을 강제로 동원하는 등의 행위에 저항하는 반봉 건, 반외세 투쟁
이었다.

2) 을사늑약 체결과 안양에서 발생한 민간항일운동 
일본은 러일전쟁에 승리한 뒤 이등박문을 파견하여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만들고자 하였다. 이등박문은 고
종을 위협하고 각부 대신을 협 박하였으며, 마침내 '을사오적'의 찬성을 얻어 1905년 11월 강제로 조약을 
체결하였다. 을사늑약의 체결로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일본에 빼앗기고 그 보호국이 되었다. 이에 분노한 
민영환 등은 충군애국적 상소투쟁이나 자결을 단행하였다. 도시상인들은 철시를 하고 농민들 은 납세거부
투쟁을 하였으며, 곳곳에서 군중들의 집회와 시위가 있었다. 이러한 때에 1905년 11월 22일 안양에서 을
사늑약의 원흥 이등박문을 처단하려는 의거가 있었다. 안양리에 거주하는 원태우(元泰祐, 1882~1950)는 
수원을 지나 안양을 경유하여 서울로 가던 기차가 안양역 부근의 서리재고개를 지나갈 때 이등박문이 있
는 곳을 향해 돌멩이를 던졌다. 유리창을 깨뜨리고 날아간 돌멩이는 유리창이 박살이 나면서 이토 히로부
미의 얼굴에 유리 파편이 8군데나 박혔다고 한다. 원태우는 일본 헌병에 잡혀 철도방해죄로 모진 고문을 
당한 뒤 풀려났다. 일본정부는 보호조약에 반대하여 발생한 이 사건을 축소하려 애썼다. 이를 전후하여 을
사 늑약에 반대하며 국권을 수호하려는 반일 의병항쟁이 전국적으로 전개되었다. 1907년 일제는 고종황제
를 강제 퇴위시키고 대한제국 군대도 해산시켰다. 군인들이 지방의 반일 의병대열에 합류하고, 의병항쟁은 
더욱 격렬해졌다. 1907년 9월 초 경부선 안양역 부근에 의병 약 100명이 나타날 것이란 정보를 접하고, 
군포장역과 안양역에 거류하는 일본인들이 영등포로 피난하였으며, 10월에는 의병 20여 명이 안양 등지에 
나타나자 이를 탐문하기 위해 순검 2명이 파견되기도 하였다. 안양 근교의 과천, 광주, 안산 등지에서 일
본군과 교전하는 등의 의병항쟁이 몇 차례 있었으며, 퇴역병 출신인 윤치장의 경우 안양을 비롯한 과천과 
광주군 일대에서 활동하고 1909년 10월경 양주에서 활동하다가 체포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안양지역의 3.1운동
일제는 대한제국을 강제합병하여 완전한 식민지로 만든 뒤 조선총독부의 헌병 경찰력을 배경으로 무단강
압정책을 펴고, 경제적 지배체제를 구축하면서 이에 대항하는 한국민들의 저항을 철저히 탄압하였다. 합병 
이후에도 계속되던 항일 의병투쟁은 일본군과 헌병경찰의 무력탄압으로 약화되었다. 그러나 국내외에서 독
립운동은 계속되었다. 특히 국내에서는 대한광복회, 풍기광복단, 조선국권회복단, 혈성단, 혜성단, 조선국
민회 등 비밀결사를 조직하여 국외 독립단체와 연락하거나 군자금 모집, 무기구입 활동 등을 전개하였다. 
노동자와 농민들도 파업과 소작쟁의를 전개하며 일제의 식민정책에 저항하였다. 이러한 때에 제1차 세계대
전 종결처리 과정에서 윌슨의 14개조 선언, 즉 '민족자결주의'가 제창되었다. 이는 패전국의 식민지에 국
한된 것이었지만, 대부분의 독립운동가들과 한국 민중들에게는 우리민족의 자결을 천명하고 파리강화회의



에 대표를 파견하여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를 표명하고자 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였다. 1919년 3월 국
내의 각계 '민족 대표'들이 <독립선언서>를 발표, 배포하면서 3.1운동은 촉발되었다. 1919년 3월 1일 서울
과 평양을 중심으로 시작된 독립만세시위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점차 주요도시로 번져 나가던 만
세시위는 전국 농촌지방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전민족적인 독립만세운동으로 발전하였다. 3.1운동과 관련하
여 제일 먼저 확인되는 안양지역의 인물로는 당시 20세로 서이면 호계리 289번지에 거주하며 경성고등보
통학교 2학년에 다니던 한흥리(韓興, 1900~1979/ 해방후 韓恒吉로 개명)이다. 한흥리는 기차통학생으로 
3.1운동 당시 경성고보 2학년 재학중이었으며 3월 1일 서울 파고다공원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고, 3
월 5일 남대문역 앞에서 전개된 시위에 참가하여 붉은천을 흔들며 독립만세를 부르다가 일본 헌병에게 체
포되었다. 그는 경성지방법원에서 "독립을 선언하고 만세를 부르고 다니면 독립이 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강화회의 결과 독립을 희망하는 나라는 독립할 수 있다는 것 으로 우리도 만세를 부르고 다니면 
독립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만세를 부르면서 다닌 것이다"라고 답변하였다. 더욱이 "장래에도 독립운동을 
할 생각인가"라는 질문에 서슴지 않고 "조선인이니까 조선이 독립할 시기가 오면 그때 또 할 작정이다"라
고 단호하게 대답하였다. 이 일로 징역 6개월에 처해졌으나 미결기간까지 합산하여 11개월의 옥고를 치뤘
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1990년 한흥리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하였다. 현재 자유공원에 그의 흉상
이 세워져있다.
안양지역에서 독립만세시위운동이 처음 발생한 것은 1919년 3월 27일이었다. 당시 서이면 비산리에 거주
하며 포목행상을 하던 45세의 이영래(李英來, 1873~1949)는 서울에서 전개되고 있는 독립만세운동의 상황
을 보고 귀향하여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3월 27일 행상도중에 서이면 일
동리에 사는 마을 사람들에게 "다른 마을에서는 조선 독립만세를 크게 불러 기세를 올리고 있는데 당신들
은 짚신만 삼고 있어서야 되겠는가?"라고 하면서 마을 주민 몇몇과 함께 그날 밤 8시 마을 서쪽 언덕 위
에 올라 "조선독립 만세"를 외쳤다. 이영래는 조선총독부 경찰에 체포되어 보안법과 제령 등의 위반 혐의
로 재판을 받았는데, 1919년 7월 3일 경성복심법원 에서 최종적으로 징역 6개월에 처해져 옥고를 치뤘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2007년 이영래에게 건국포장을 수여하였다. 
이어서 3월 29일에는 안양리에서 주민 300여명이 모여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에 경찰관들은 보병
(2명)과 함께 주민들을 강제 해산시켰다.

4) 1930년대 안양지역의 노동운동
안양지역은 1930년 대에 들어 안양역과 안양시장을 중심으로 인근에 공장과 상점이 확산되면서 영등포 못
지않게 시흥군의 중심지로 부각되었다. 특히 안양역은 인근 지역 물류의 집산지이자 물류교통의 중심이었
다. 1932년 여름부터 조선직물주식회사는 안양역 주변에 300만원의 자금으로 1만 2천평의 안양공장을 추
진하였다. 1933년 2월 시운전을 하고 3월에 조업을 개시하여 4월부터는 제품을 생산하였다. 제품의 품질
과 염색의 수준이 일본제품보다 우수하다고 자부하였으며, 그해 8월부터는 야간작업까지 진행되었다. 
1934년에는 공장을 증설하였고, 직기수가 430대에 달했다. 조선 직물회사 안양공장의 직공들은 안 양과 
인근의 주민들은 물론 지방에서 몰려왔다. 1935년에는 직공이 거의 1천명에 달했다(남직공 200명, 여직공 
750명). 그러나 직공들의 작업환경은 매우 열악했다. 직기의 벨트는 안전시설이 미비하여, 직공들은 항상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지방에서 올라와 기숙사에 머물고 있는 직공들은 대우가 매우 나빴다. 기름 
냄새가 너무 심해 밥 먹는 것이 힘들 정도였으며, 휴일마저도 외출의 자유가 엄격히 제한되었다. 이러한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하여 직공들은 단결하여 동맹파업을 하거나 공장의 기숙사를 탈출하는 방식으 로 자
신들의 의사를 표명하였다. 1935년 4월 직공들의 첫 번째 동맹파업이 발생하였다. 그 발단은 4월 7일 20
세의 한 남자 직공이 벨트에 휘감겨 그 자리에서 사망한 사건에 있었다. 직공 방태권 등 20명은 회사측에 
위험수당을 지급할 것, 벨트의 지하실 설비, 사망유족 보조금 지급 등을 요구하였다. 공장 주측은 사망자 
장의료와 보조금 지급에는 응하였으나 위험수당은 임금인상에 해당되며, 벨트의 지하실 설비도 지금은 응
할 수 없다고 답변 하였다. 이에 직공들은 8일 저녁부터 동맹파업에 들어갔다. 영등포경찰서에서는 직공 
방태권을 데려다가 취조하였으며, 다른 직공들도 점차 동요하는 기색이 보이자 경찰서에서는 경계태세를 
갖추었다. 파업은 이후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중단된 것으로 판단된다. 같은 해 10월에는 여직공 10명



이 기숙사 들창을 열고 뒤쪽 울타리를 넘어 탈출한 사건이 발생했다. 기숙사 생활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 
었으며, 기름 냄새로 밥조차 먹기 힘들었다고 한다. 심지어 휴일마저도 마음대로 외출이 어려웠다. 이에 
여직공 몇몇이 기숙사를 탈출한 것이었다. 여직공 모집에 관계한 사무원은 감언이설로 꼬이거나 허위 수단
을 이용하였다는 책임을 물어 면직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으로 주도한 여직공 1명은 고향으로 쫓겨나고 
나머지는 다시 회사에 다니게 되었다. 조선제사직공의 두 번째 파업은 회사가 한창 발전하기 시작한 1936
년에 일어났다. 과거 6개월 이상 근무 직공에게는 6개월의 상여금을 주었는데 1936년에는 상여금을 주지 
않은 것이 발단이었다. 염색가공부의 직공 70여 명은 1936년 7월 9일 아침 금년도 상반기 상여금을 지불
할 것, 일급(日給)을 인상할 것, 제반 대우를 개선할 것 등 3개 요구조건을 공무주임을 통하여 회사에 제
시하였다. 일급인상에 대해서 는 구체적으로 10전 내지 15천 증급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대우개선에는 벌
금제도의 폐지와 기숙사와 식사에 대한 개선 등이 포함되었 다. 그러나 회사측은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그동안 쌓여온 직공들의 불만이 폭발하여 동맹파업이 전개되었다. 같은 날 밤에 다시 직공대 표와 공장장
이 만나 교섭에 들어갔으나 쌍방의 태도가 강경하여 사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영등포경찰서에
서는 고등계 주임 과 7,8명의 순사들을 파견하여 경계에 들어갔다. 광장측과 파업단측은 10일 오전 7시 
교대시간을 기해 6개월 이상 근속한 직공 350명에 게 최고 7월에서 최저 50전을 지급하고 다른 조항에 
대해서는 거절하였다. 파업단측에서 10일 정오까지도 강경하게 파업을 계속하자 공 장장은 파업단 대표 5
명을 각각 불러 면회하고 "지금부터 성실히 취업하여준다면 요구조건을 충분이 고려하겠다"고 얘기하였으
나 파업단 은 양보하지 않고 계속 투쟁하였다. 파업의 결과는 자세히 알 수 없는 데, 당시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오후 1시경 모든 직공이 전부 작업에 복귀하여 약 30시간의 파업은 끝이 났다'고도 하고, '계속 
대립하고 있다'는 정정 보도가 전해지기도 하였다.

■ 전시 체지기 참고자료>
- 식량배급제의 실시
일제강점기 식량배급은 농촌과 도시가 서로 달랐는데, 특히 도시에서는 전표제와 통장제로 이뤄졌다. 시흥
군에서는 1940년 2월 10일 西二面 安養里 西二面公會堂에서 군내의 정미업자와 관계자들을 불러 모아서 
식량문제에 대한 대책을 협의한 뒤 시흥군식량배급통제조 합을 창립하였다. 동아일보 1940년 3월 30일 기
사는 3월 23일 시흥군식량배급통제조합에서 절미와 혼식을 철저하게 실시하고 식량배급 을 원활하게 추진
하기 위하여 곡물 소매상인 34명을 불러 모아 '소매상제1회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협의회에서는 조합장과 
시흥군 관계 자들의 식량배급 중요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업자들의 요구사항 및 식량배급 실시에 관한 
주의사항들이 논의 되었고 일반 소비자들의 편리를 고려 한다는 명분으로 절미혼식의 장려등 주의사항을 
결정하였다. 안양지역의 식량배급과 관련하여 살펴볼 수 있는 자료는 일제의 패망 직전인 1945년 7월 23
일 발행된 시흥군 안양면 비산리 제3반의 애국반원 松川季和의 식량배급통장이다. 조선총독부는 식량을 
배급함에 있어서 배급소를 지정하였는데 송천계화의 거주지역 지정배급 소는 안양면 안양리 소재의 三井
□□였다. 그리고 배급소에는 관리 번호가 있어 배급소마다 번호를 부여하고 철저하게 통제 관리하고 있 
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식량배급통장에는 가족수의 증명을 위해 구장, 애국반장 등의 확인 도장이 차례
로 찍혀있어 생필품을 비롯한 각종 배급에서 구장 과 애국반장의 역할이 컸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촌
락의 중심 인물로 일왕과 그 왕실을 숭배하는 궁성요배와 신사참배, 국기게양, 황국신민의 서사 낭송, 납
세독려, 국방헌금·헌품에 책임과 활동 영역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조선총독부가 식량배급에 따른 마을 
단위의 관리를 위하여 구장과 애국반장의 지위와 역할을 강화하였고 이를 통제 수단의 하나로 이용하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 근로보국단의 결성
조선총독부는 전시체제의 정신무장과 협력체제 구축을 위하여 내선일체 및 황국신민화와 이에 따른 진충
보국의 사상무장을 강요하였 다. 즉 전시정책에 협력할 수 있도록 국민총훈련을 전개, 조선민중이 인적·물
적 동원 명령에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으로 근로보국운동의 결성이 그 예라 하겠다. 



1937년부터 부분적으로 전개되어 1938년 6월부터는 학교단위와 일반인을 상대로 <국민정신총동원근로보
국운동 실시요강>을 만들고 조직을 강화하였다. 실시요강은 "국가관 함양과 내선일체의 심화, 희생봉공의 
정신 함양, 공동 일치행동 훈련, 비상시국 인식의 철저"에 참가범위는 만12세부터 40세까지의 남녀로 "황
무지 개간, 도로 하천의 개수, 저수지 또는 용배수로의 준설과 농번기의 공동작업"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1938년 7월 7일 중일전쟁 1주년 기념일을 기해 도내 237개 면에서 일제히 근로보국단을 결
성, 이때 서이면도 근로보국단 이 결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같은해 8월 3일에는 시흥군근로보국단 연합단
이 조직되었다. 또한 시흥군에서는 1939년 5월 13일 시흥부인 근로보국단 발단식을 거행하고 부락별로 6
월 13일부터 22일까지 모내기 및 보리수확 집단 사업에 동원하기로 하였다. 
당시 일정표를 살펴보면 서이면에서는 6월 16일부터 19일까지 집단 노동을 수행하고 서면과 신동면, 과천
면, 수암면, 군자면에서도 각기 배정된 기간의 노동 동원이 있었다. 서이면의 경우 서이면장이 1940년 8월 
22일부로 근로보국 출동 준비를 요구하기 위해 각 리의 구장과 근로보국분단장 앞으로 보낸 자료가 있는
데 서이면에서는 근로보국단이 출동 나가기 전날인 8월 24일 오전 9시부터 안양소학교에서 출근준비훈련
을 실시하기로 하고 '전례에 의하여' 단원들의 출근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천례'라는 말로 보
아 서이면에서도 근로보국단의 동원이 자주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으며 전시체제 하에서 면단위까
지 조직된 노동력의 통제와 착취에 관한 실상을 알려주고 있다.

- 헌금·헌납운동과 애국기 시흥호
일제는 1937년 중일 전쟁 이후 전쟁 물자의 보급과 구입을 위한 헌금 헌납운동을 흡과 면 단위까지 대대
적으로 전개하였으며 당시 조선 군사령부 산하 애국부에서 벌인 '애국기헌납운동'까지 포함하여 조직적이
고 광범위한 헌금 헌납운동을 실시 하였다. 1937년 9월 16일의 동아일보 기록에는 시흥군의 경우 각 면으
로부터 모금한 국방헌금이 1937년 9월 중순까지 합계 5,100원이었는데, 항 목별로 구분해 보면 국방헌금 
900원, 위문금 1,200원, 군사후원회비 1,500원, 비행협회비 1,500원 등이었다. 그러나 면 단위의 헌금 모
금 운동 외에도 개인 또는 단체의 헌금을 독려하여 서이면에서는 석수동의 "60세 노파가 계란 판돈 5원을 
헌금 "하거나, 호계리 군포농촌진 흥회 근로보국단원 30명의 국방비 헌금, 면 내 단체의 황군 위문용 황률
의 물품헌납 등이 함께 진행되었다. 이와 함께 도군 단위로 애국기 헌납 운동을 실시하였는데 당시 많은 
친일 인사들이 앞다투어 비행기를 헌납하였다. 경기도의 경우 193 7년 10월 23일 "애국기 경기호 건조를 
위한 성금이 7천원에 달하며 시흥군민의 성금은 1,900원으로 열성에 크게 감격한다"라는 동아일 보 기사
가 있다. 또한 조선총독부의 기관지 매일신보 1942년 11월 6일과 12월 22일 기사에는 "애국기 시흥호, 팔
만군민이 헌납운동" 및 "애국기 시흥호, 헌납기금 신청 연일 답지"라는 내용이 있다. 헌납기인 시흥호는 전
투기 애국 제1444 (경기 시흥) 육군성 이라는 사진 제목의 자료가 있어 실제로 건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일제의 헌금과 헌납.운동 사례로 1940년 4월 29일의 서이면장 이기선(李基善)의 공적조서를 살펴
보면 군용물자 조달, 군수품 제조, 각종 곡물과 가축의 가죽 공출, 군인과 군대 전몰자의 위문, 시국강연, 
채권과 저축 장려, 국방 헌금으로 총 1,770엔 모금 등의 공적이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국방헌납에 따른 
일제의 착취와 수탈이 매우 조직적이며 전국에 걸쳐 행하여졌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식민지 백
성의 삶과 생활의 참상이 어떤지를 충분히 짐작케 하여 준다.



◉순국 애국선열의 안식처 자유공원 

안양 자유공원은 안양시 동안구 갈산동에 있는 공원으로 면적은 19만 6118㎡에 달하며 평촌신도시 조성 
당시인 1992년 6월부터 공사하여 1993년 10월 30일 완공됐다. 이곳에는 평촌아트홀과 자유센터(자유총연
맹 사무실), 자유수호전시관, 어린이교통공원·인조잔디다목적운동장(축구), 론볼린장, 테니스장, 어린이놀이
터, 고인돌, 독립운동가조형물, 6.25참전기념탑을 비롯  뒷산에는 국궁장과 배수지, 둘레길 등이 있다. 

특히 항일독립운동가 동상과 흉상 등 조형물이  안양에서 활동하거나 안양과 연관이 있는 독립투사 및 운
동가로는 안양에서 태어나 이등박문을 혼쭐낸 자랑스런 원태우 의사를 비롯 한흥이, 또 멀리 만주땅에서 
유격활동을 전개한 이재천, 이재현 형제 지사 등 항일.독립운동가들의 동상과 흉상 등 조형물이 자리해 순
국 애국선열의 안식처라 할수 있다. 

안양의 농민운동과 항일투쟁은 1898년(고종 35년) 전임 군수의 탐학과 수탈 및 향리들의 불법 행위, 침탈
에 대한 저항으로 제1차 농민봉기가 안양(시흥) 지역에서 일어났다. 
1904년(고종 41년)에는 일본이 조선 정부를 압박해 러일전쟁 수행에 필요한 한국인 역부를 강제로 동원하
려 하자 향회를 열어 이에 대해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제2차 농민봉기가 일어났다. 근대적인 농민 의식의 
성장과 일제 침략에 대한 안양 사람들의 항일 의식이 강하게 표출된 사건이다. 
1919년에는 3월 27일 비산리, 3월 29일 박달리, 3월 31일에는 인근 지역인 군포장터와 의왕면 고천리 등
에서 독립만세운동이 있었다.
                     
1. 원태우(元泰祐) (고종19(1882)∼1950) 독립운동가. 본관은 원주(原州). 원태성과 이호순 사이에서 2남으
로 1882년 3월 4일 당시 안양시 만안구 안양 1동 642(현 농협중앙회 안양시지부 부근)에서 태어났다. 문
헌에 따라 원태근; 김시근;.김태근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호적에는 원태우로 되어 있다. 그의 형이 원영우
인 것으로 보아 「우(祐)」가 항열로 보여진다. 
그는 본래 농촌 출신으로 깊은 학식은 없지만 평소에 의기가 높고 바른 일에 앞장을 서는 정신과 기백이 
있었다. 
대한민국 사람 중에 1909년 중국 이룽장(黑龍江)성 하얼빈(哈爾濱) 기차 역에서 초대 조선통감을 지낸 이
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보다 앞서 1905년 
11월 22 일 경기 안양에서 열차를 타고 가던 이토 히로부미에게 짱돌을 기막히게 날려 부상을 입힌 안양 
출신의 원태우 지사와 민간 항일 운동의 효시라 할 수 있는 거사의 현장에 대해서는 모르는 이들이 많다.
1905년은 일제가 을사조약을 강제로 체결한 비운의 해이다. 
민족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는 11월 17일 조약 체결을 한 후 5일후인 22일 일본측 조약담당자였던 하야
시 곤스케 공사를 대동하고 수원으로 사냥길에 나선다.
이날 오전 9시에 남대문역(현 서울역)에서 특별 열차를 타고 수원에서 하차, 수원의 주산인 팔달산 등 경
치를 구경하고 수원에서 안양까지 사냥을 하며 안양에 도착, 안양역에서 오후 6시 15분 서울 행 열차를 
타고 안양 서리재고개(현재 안양육교)를 지나가게 되었다.
이토 히로부미가 수원지방을 구경 한다는 소식을 접한 원태우 지사는 동료 이만려 김장성 남통봉 등과 함
께 거사할 것을 맹세하고 기차가 지나가는 관악 전철역에서 서울방면으로 약 400m지점인 안양육교 아래 
철로 변에 돌을 깔고 열차가 전복되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갑자기 두려움에 떨던 이만려가 돌을 치우자 곧 이어 열차가 나타났는데, 그는 혼자 이토 히로부미
가 앉은 자리를 향해 사방세치 크기의 돌맹이 수개를 던졌다. 이때 유리창이 박살나며 파편이 이토 히로부
미의 얼굴 여덟 군데에 박혔다. 이 사건으로 오후 7시 서울역에 도착할 예정이던 열차가 1시간이나 지체
해 8시에 도착했다. 
이토에 대한 피격 사건이 전보를 통해 일본에 알려지자 일본열도를 한바탕 흔들어 놓았다 한다. 또 사건 



발생 이틀후에는 국내에도 알려지자 고종은 사좌서신을 보내고 책임을 물어 시흥군수를 파면하고 경기 관
찰사를 견책 처분하였다.
이 사건이 국민에게 알려진 것은 2일 후인 11월 24일 대한매일신보에 의해서 였고, 일본에서는 사건 발생 
다음날부터 신문에 보도되었다. 
오사카에서 발행한 대한매일신문 11월23일자에는 원태근이란 이름으로 안양시장「22통1호」라는 주소와 함
께 보도했고, 도쿄에서 발행하는 동경매일신문 11월29일자에는 「이토 히로부미 조난 전말」의 기사로 사건
상황을 설명했으며, 일본 박물관 발행의《일로전쟁화보》제29권(1905.12.8 발행)에는 「어리석은 조선인의 폭
행」이란 제하의 기록화와 함께 보도했다. 
일본인 화가 기무라 고타로가 그린 것으로 명기된 이 그림은, 갓을 쓰고 휜 도포를 입은 남자(원태우)가 
오른손을 번쩍 들어 열차를 향해 돌을 던지는 모습을 담고 있다. 
을사조약의 체결을 앞둔 궁중의 고뇌에 찬 어전회의 장면 등도 함께 담겨 있는데, 동 화보에 의하면 이토
히로부미는 그해 11월 25일 낮 12시 30분부터 남산 기슭의 주한일본군사령부 정원에서 성대한 연회를 베
풀었다. 
연회장 입구에는 화려한 아취를 세우고 세계 각국의 만국기가 휘날렸으며 또 10개소의 음식 테이블을 설
치하고 일본과 한국기생들을 동원, 내빈들을 접대하고 여흥으로 일본씨름 스모와 줄타기 등을 했다. 
원태우 지사는 사건 직후 사이토 일본 헌병대장이 수명의 헌병과 경찰들을 이끌고 현장에 내려와 철도 공
부 다니노와 야마사키의 도움으로 원 지사를 포함한 4명을 현장에서 체포하여 그중 이만려 김장성, 남통
봉은 곧 무혐의로 풀려났으나, 원 지사는 철도 방해죄로 감금되어 징역 2개월에 곤장 1백대를 맞고 이듬 
해 1월 24일에 석방되었다. 
영등포 감옥에서 풀려난 원 지사는 왜경의 혹독한 고문으로 온몸에 흉측 한 흉터 때문에 한 여름에도 긴 
옷을 입고 다녔을 뿐만 아니라 국부에까지 심한 고문을 당해 슬하에 자녀를 두지 못했다. 
더욱이 생계를 꾸려 나가기 여의치 못해 원 지사 형(영우)의 삼남인 계복(1910∼)씨가 원 지사의 뒷바라지
를 했다고 한다. 
만년에는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수푸루지(임곡동)에서 불우하게 살다가 1950년 한국전쟁으로 쓸쓸히 타계
해 안양시 만안구 안양4동 709∼16 공동묘지에 장례를 치뤘는데, 그후 1982년 이곳에 화영아파트가 들어
서자 화장되었다. 
정부는 원태우 지사 의거 결행 85주년이자 원 지사 서거 40년만인 1990년 8월15일에  「건국훈장 애족장」
을 추서했다.
원태우 지사의 유품으로는 생존시 만든 돌절구 2개와 맷돌 1개가 있는데, 그중 맷돌 한 개는 1990년 독립
기념관에 기증되었고, 또 한개와 맷돌 1개는 원 지사 양자가 소장하고 있다가 안양시에 기증되어 안양시
청 민원실 1층홀에 전시되어 있다가 2018년에 안양박물관으로 옮겨 보관중이다.
1992년 11월 22일에는 안양의 자생단체인 「새안양회」에 의해 「원태우지사의거비」가 안양만안시립도서관 
광장에 세워졌다. 또 안양역 광장에서 2층 대합실로 올라가는 계단 벽면에는 조형물, 평촌 자유공원에는 
동상, 그가 돌멩이를 던졌던 의거지 자리(관악역에서 서울 방향 300미터 안양자동차학원 맞은편 버스정류
장)에는 안양시에 세운 표지석이 설치돼 있다가 2018년 11월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에 의해 '경기도 항일
독립운동유적' 조형물이 새로 설치됐다. 또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은 원 지사가 태어나 자랐던 안양1동(현 
농협 안양역지점)에도 '경기도 항일독립운동유적' 원태우 집터 표지석을 신규 설치했다.
원태우 지사의 의거는 을사늑약 이후 일제에 맞선 최초의 공개적 저항 활동으로 역사적으로 대단히 값지
고 의미가 있을뿐 아니라 과거 시흥군 당시에도 안양1동에서 태어난 안양이 낳은 인물임에도 안양에서는 
그의 업적에 대해 올바른 평가를 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원태우 지사의 조형물을 보면 의거 당시 20대 청년을 5-60대 장년으로 잘못 그린 일본인 화가의 그
림을 그대로 인용해 표현하고 있어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건 당시 원태우는 23살의 청년으로 농부이자 석공이었다. 
그러나 자유공원의 동상, 안양역 계단 벽면의 부조에 이어 의거지에 새로 설치한 조형물 의 흉상과 얼굴 
이미지를 보면 두루마기를 입고 갓을 쓴 선비 모습에 턱수염이 더부룩한 5-60대의 장년의 얼굴로 표현하



고 있다. 이는 사건 이후 일본에서 발행한 일로전쟁화보의 「어리석은 조선인의 폭행」이란 제하의 기록화
(작가: 기무라 고타로/일본인)에 그려진 한복 도포에 갓을 쓴 선비 모습과 이를 밑그림 삼아 그렸기 때문
이다. 
그동안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나 원태우 지사의 사진이 찾지 못했다는 이유와 무관심 등으로 
지금까지 일본인 화가의 그림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원태우 지사의 의거는 조선 말 특권 계층이 아닌 일반 민중의 젊은이가 일제의 침략에 저항했다는 항일항
쟁 증거 중 하나이기에 때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면밀한 고증과 연구를 통해 하루속히 신분을 정확히 묘사
하고 조형물 이미지도 수정할 필요성이 크다. 
또 안양시, 인터넷 자료 등에 쓰여진 표기는 물론 관내 설치된 기념 표지석을 보면 의사(義士), 지사(志士)
로 각각 다르게 표기되어 혼란을 주고 있기에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참고로 국가보훈처에서는 일제강점기 열사(烈士) ・ 의사(義士) ・ 지사(志士)를 구분하지 않고 ‘독립유공
자’로 통칭하지만 민간 학계에서는 의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성패에 관계없이 목숨을 걸고 무력적인 행
동으로 항거하며 죽은 사람에게, 지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제 몸을 바쳐 일하려는 뜻을 품은 사람이란 
뜻으로 대부분 광복 후에 돌아가신 분에게 호칭되고 있다.
[참고문헌]《기려수필》,《속음청사》,《대한계년사》,《독립운동사》,《안양문헌》, 시흥군지》,《경기인 물지》,《일로전
쟁화보》,《대한매일신보》 

2.한흥리(韓興履. 恒吉) (광무 1(1897)∼1979) 

독립운동가. 교육가. 호는 몽당(夢當). 본관은 청주(淸州). 용익(用翼)의 아들로 부천에서 출생하였으나 어
린시절 안양으로 이전하여 동안구 호계동 289번지에서 성장하였다. 
아명은 정봉(丁鳳)인데 8살 때(1904) 민적법(民籍法)이 실행되자 조부가 「한 나라의 복을 일으켜 세우라」
는 뜻으로 「흥이리」로 이름을 지었다. 
10살(1906)까지는 조부로부터 천자문·소학 등을 배웠고, 13살(1909)부터는 호계동 소재낙영학교(樂英學校) 
2학년에 편입했으나 이듬 해 폐교되자 수원군 반월면 4리(현 안산시 4동)소재 장화의숙(長華義塾)에 편입
하여 맹자·수학·일어 등을 수학하고, 이어 1915년에 시흥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한 후 1918년에 경성고등보
통학교(경기고교 전신) 입학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으나 학비문제와 집안내의 반대의견에 부딪히어 곤경
에 처하게 되었다. 
특히 조부의 시국관인 일제가 운영하는 관립교육에 대한 반감의식과 정면으로 대립 되었던 것이다. 
즉 조부의 뜻은 경성고등보통학교는 관립학교로서 일제가 주관하는 학교인데 어찌 한국인으로서 그 학교



에 입학하여 수학할 수 있겠느냐? 는 지론이었으나 그는 신지식을 습득하여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서 민족
의 불행을 막아보자는 어린 마음의 의견을 개진하고, 또 부모가 아들에 대한 뜻을 표명하여 끝내는 조부를 
설득시켜 입학을 허락받자 서울 만리동 소재 김달환 댁에 기숙하며 통학하였다. 
입학 후 학생독립운동에 뜻을 두게 되었는데 특히 2학년 때(1919) 일어난 3·5학생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가 최초로 항일독립운동에 가담한 것은 1919년 3월 3일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의협심이 강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으며 최초로 반일감정을 느끼게 된 것은 11살 되던 해
(1907)년 밭에서 김매고 있던 한국인 농부를 왜병이 구타하는 것을 보고 울분을 참지 못했던 때였다. 
그 후 항일운동에 직접 가담한 것은 1919년 3·1 독립운동에 참가한 것이었다. 
그는 서울 파고다 공원에서 만세를 부르고 이어서 경기고보 재학중에 기차 통학생의 임무로 독립선언서를 
분배받아 시흥·안양·군포역에서 한국의 자주독립의 당연 성을 역설하면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였다. 
3월 1일의 거족적인 민족운동이 있은 후 3월 5일에 학생들로만 구성된 항일독립운동이 경성역(현 서울역) 
광장을 기점으로 계획되어 오전 9시경에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수 많은 한국인들이 모여들었다. 
이 장소를 택한 이유는 고종의 인산(因山)을 마치고 귀성하는 한국인들이 많이 모일 것을 미리 예견한 것
이다. 학생들은 「조선독립만세(朝鮮獨立萬歲)」라고 쓴 깃발을 만들어 들고 만세시위를 전개하자 시위군중
들은 그 뒤를 따르면서 남대문에 이르렀다. 
이날 남대문에 모인 전체 학생들은 대대적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붉은 깃발을 들고 휘둘렀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학생시위대들과 왜경과의 충돌은 불가피했다. 
그도 이때 경기고보 학생신분으로 적극 가담하여 활동하다가 왜경에게 육모방망이로 정강이를 맞고 체포
되어 서대문 감옥게 구금되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잘못했다」 한마디만 했으면 학생의 신분이므로 훈방으로 석방될 수 있었으나 끝까지 
의지를 굽히지 않아 3년간의 옥고를 치르고 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받게 되었다. 
이와 같은 그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부친은 영등포 경찰서에 체포되어 곤욕을 치렀고, 어머니는 아들의 반
송된 두루마기에 묻은 피를 보고 놀라 졸도 하였다가 그 후 병을 얻기 까지 하였다. 
3년간의 옥고를 치루고 출감 하자 요시찰인물이라는 낙인과 신경쇠약증에 시달렸다. 
이때 국권의 회복과 구국(救國)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경기보통학교 교원 양성
소를 지원, 10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뚫고 당당하게 수석으로 합격하였으나 전과자라는 사실이 문제가 
되었다. 
학교 당국자로서는 불합격시키기는 아까운 일이었다. 
후일의 책임문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등포경찰서에 전화로 조회한 결과 당시 만세운동으로 옥고를 치른 
학생들은 모두 복권되었으니 문제 삼을 필요가 없다는 회신을 받고서야 입학을 허가하였다. 재학중에는 반
장을 맡아 학과목 담임이 공무상 출장으로 수업이 결강되면 으레 대강(代講)을 하였다. 
1923년 3월 수료식을 앞두고 전과 사실로 또 한 차례의 문제가 발생되었다. 
급기야는 수료식을 1주일 동안 연기 하고 야간회의까지 거듭한 결과 졸업은 시키고 우등상을 주나 상장 
문안(文案)에 「품행방정」이라는 말을 빼기로 하고, 학교 배치는 공립학교가아닌 사립학교 3년 의무 복무로 
한다는 등의 결정을 보았다. 
그 후 서울 수창동에 소재한 경성보인학교(현 보인상고 전신)에 부임하여 졸업반 담임에 학생감·교무주임
의 중책을 맡았다. 
1927년 경성부에서는 학교 행정의 효율화와 모범교사를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일본 학사 시찰단을 구성하
였는데, 그는 사학(私學)의 대표격으로 선발되어 일본의 여러 곳을 보고 많은 것을 느꼈다. 
무엇보다 우리 경제의 낙후성과 현재의 우리 학교 교육이란 결국 일인양성정책의 일환이란 느낌이 들어 
귀국하는 길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일본 시찰 중에 절감했던 또 한가지 사실은 법률 지식에 대한 부족이
었다. 
그래서 경성법정학교 야간부에 입학, 3개년의 과정을 이수하여 1928년 3월에 졸업하고, 이어 동년 4월 경
성매일신문사 기자로 입사하였으나 그의 강직한 기사로 말미암아 타의에 의해 신문사를 그만두었다. 



그 후 신문사에서 알게 된 한 상사의 추천으로 경기도 포천의 연초판매소의 사원으로 발령받아 근무 하였
는데, 일본 식민통치의 「눈에 가시」 같은 요주의 인물이라 하여 일반인들로부터 철저히 격리 시키기 위하
여 함남 영흥을 거쳐 삼수갑산, 강원도 양구 등 춥고 외진 벽촌에서만 근무케 하였다. 
1945년 광복이 되자 안양에 정착, 그해 11월 국가 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장을 세워야 
한다는 일념에 따라 안양시 안양동 603에 안양 직물공장을 설립하였다. 
안양직물의 제품은 질 위주로 튼튼하고 건실하게 만들어져 「쇠가죽」이라는 별명이 붙여졌을 뿐만 아니라 
개중에는 이 제품에 외제상표를 붙여 판매 한는 웃지 못 할 일까지 있었다. 
당시 공장 내의 근로자들의 학력수준이 매우 낮아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공장 내에 공민학교를 세워 
근로자들에게 공부를 시켰다. 
이때 시흥군면보단장의 일을 맡아 보았으며, 1948년에는 경기도로부터 효자상을 받았고 이 해에 한국의 
독립을 기념하기 위하여 「항길(恒吉)」 개명했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공장문을 닫고 5리 밖에 있는 호계동 본가로 가있다가 그해 12월에 부산으
로 피난을 했다. 
이듬 해 일자리를 찾던 중 부산 시내에 소재한 <국제신문사> 기자로 취직했다. 서울의 전황을 취재하기 
위해 상경 했던 길에 안양직물공장이 완파된 것을 목격했다. 공장은 전쟁이 나자 도보로 남하하는 인민군 
숙소로 이용되었기 때문에 유엔군이 전략상 대형폭탄을 투하하여 완전 파괴시킨 것이다. 전쟁으로 공장이 
완파되자 지금의 부천 소사공고(부천시 중구 심곡동 424) 자리에 있던 금정공업을 인수, 안양에서 기계 부
품들을 뜯어와 닦고 손질하기 수 개월 만에 제품을 생산하였다. 
회사명은 안양에서의 전직원이 다시 모였으므로 「안양직물주식회사」로 등기하여 1953년 5월에 취체역 사
장에 취임하였다. 
1958년에는 나라의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산업체를 육성해야 되고, 한 산업체가 잘 운영되기 위해
서는 숙련된 기술자를 양성해야 된다는 신념을 갖고 기술학교 설립을 신청, 인가를 받아 공장의 건물을 
증·개축하여 소사공과기술학교를 설립하여 이사장에 취임하였다. 3년 후(1961)에는 소사고등기술학교와 소
사고등기술학교 전문부가 각각 증설되었다. 1978년에는 고등교육의 기초인 전문대학에 뜻을 두고 학교법
인 한길학원을 설립하여 초대 이사장에 취임한 후 이해 12월에 부천공업전문대학 설립인가를 받았다. 
이듬해(1979) 3월 부천공업전문대학 개교식에 참석한 후 이해 5월 8일, 83세의 일기로 사망했다. 
1990년 8월15일 자주독립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 받았으며 묘는 시흥시 매
화동 산 26에 있다. 
 [참고문헌] 
《몽당한한길선생유고집》,《독립운동사》,《현대사자료》,《시흥군지>,<동아일보>,<경기신문>,<경기교육신보>,<중
앙일보>



3. 하영홍(河永泓) (고종 16(1879)∼1915) 
기독교인. 항일투사. 본관은 진주(晋州). 일명 주명(周明). 진찬(鎭瓚)의 아들. 세종조에 영의정을 지낸 연
(演)의 15대손이며 조선 중기에 의금부 도사를 역임한 우청(遇淸)의 10대손이다. 
시흥현 군내면 안양리 263(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삼막골에서 출생하여 21세 때(1900년) 안양시 석수
동 지역에서는 최초로 기독교를 믿기 시작했고, 이듬해 감리교회 지도자교육반을 수료한 후, 삼막골 마을
을 그리스도의 마을로 만들기 위해 전도하였다. 
이어 전답을 판 돈 180원으로 초가 3간 규모의 삼막골교회를 세워 이 교회의 속장이 되어 광무 5년(1901) 
8월 6일 스웨어러(미국인) 선교사와 존스 장로사(현 감리사와 비슷한 직 책)와 각회 교회 형제·자매 70여
명이 봉헌예배를 올렸다. 
그 후 가세의 빈곤으로 짚신을 팔아 생활하던 중 25세가 되던 광무 8년(1904)9월 14일(음력 8월 5일) 하
오 3시 시흥읍 내의 한천교(현 광명시 입구의 안양천)에서 시흥농민들이 봉기를 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견은 일본이 동년 2월 러·일전쟁을 계기로 을사조약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한일의정서」를 체결
한 다음 원활한 전쟁수행을 목적으로 수많은 한국인들을 강제로 사역키 위하여 동년 8월 청국 안동현지방
의 병참기지와 철도건설에 노동자를 보내줄 것을 강요했다. 
이에 농민들은 과대한 역부의 모집과 시흥군수 박우량이 역부들의 노임을 한푼도 주지 않고 착복하는가 
하면 역부 모집에 있어 온갖 불법행위를 자행하자 시흥의 6개면 농민 수 천명(혹은 1만명)이 항쟁을 한 것
이다. 
그는 성우경(광명시 가학동 출신)과 함께 주동자로 지목되어 곧바로 순검에게 체포되어 15년의 징역형을 
언도 받았다가 그후 1등급 감하여 10년형을 선고 받았다. 
묘는 안양시 만안구 안양 3동 병목안(?)에 있었는데 1960년대 도시화로 인하여 화장되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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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영래(李永來) (고종 10년 (1873)∼1949) 독립운동가. 

본관은 전주(全州). 태순(泰純)의 장남으로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3에서 출생했다. 1919년 3월 27일 광
목 행상도중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백기화(白基和) 집에 들러 그 집에 모여 있던 이종교(李種敎)외 수명에
게 "다른 마을에서는 조선독립만세를 크게 불러 기세를 올리고 있는데 당신들은 짚신만 삼고 있어 되겠는
가"라고 말한 후 주민 약 5명과 함께 그 날 밤 8시경 관양동 서쪽 언덕 위에서 독립만세를 소리 높이 외
침으로써 독립운동의 기운을 일으켰다. 
이 일로 경성지방법원 재판부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옥에서 석방된 후에는 광명시 일직동 220번지에 이주해 살다가 1949년 2월 17일 상오 11시 사망했다. 부
인 김씨와의 사이에 2남 2녀를 두었다. 
묘는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쟁골에 있었는데 군부대가 들어서자 화장되었다. 

[참고문헌] 《독립운동자료집》, 《시흥군지》 



독립투사 이재현,이재천 형제

안양 자유공원에 가면 20대 청년과 80대 노인이 손을 잡고 있는 동상이 있다. 그곳을 지나는 많은 사람들
은 할아버지와 손자 혹은 아버지와 아들 정도로 생각할 수 있으나 이들은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당시 시
흥군 동면 안양리)에서 태어난 이재천·이재현 형제다. 모순적이게도 20대 청년 동상은 형인 이재천이며, 
80대 노인 동상은 그보다 네 살 아래인 이재현이다.

형제의 아버지 이용환은 백범 김구와 뜻을 같이한 지사로 온 겨레가 일어선 1919년 3·1운동 직후 두 아들
을 데리고 고향을 떠났다. 광복 후 백범 김구는 광복까지 지조를 지킨 이용환의 이름을 ‘백범일지’에 실어 
동지의 의로운 삶을 기렸다. 

형제는 유년시절부터 중국 상해에서 백범을 비롯한 독립투사들을 지켜보며 성장했다. 형제는 독립지사와 
교포들의 자녀를 교육하기 위해 설립한 인성소학교를 다녔다. 

5. 이재현(李在賢) (1917. 2. 2 ∼1997. 2. 24) 

경기도 시흥 동면 사람이다. 
이명(異名)으로 이해평(李海平), 이재두(李績) 로 사용. 1939년 10월 중경(重慶)에서 혈기 왕성한 청년들이 
공작대를 조직하여 전지에 나가 대일 항전을 전개 하였는데, 이 공작대가 한국청년전지공작대(韓國靑年戰
地工作隊)이다. 그는 동대의 공작조장으로 임명되어 30여명의 대원과 함께 활동하였다. 
같은 해 겨울에 공작대는 서안(西安)으로 이주하였으며, 그는 김동수(金東洙), 김천성(金天成) 등 대원 8명
과 함께 일선지구인 산서성(山西省) 등지로 파견 되어 중국 호종남(胡宗南) 직속의 산서지구(山西地區) 유
격대와 합류, 정보 수집, 적정탐색, 초모 공작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 중에서도 산서성(山西省), 장치현(長治縣), 소동구(小東口)를 본거지로 하여 노안성(路安省) 및 하남성
(河南省)의 초작( 炸)등지로 진출하여 과감한 유격전을 전개하였다. 
1940년 9월 광복군이 창설 됨에 따라 한국 청년 전지 공작대는 광복군 제5 지대로 편입하게 되었다. 제5 
지대는 서안에 본부를 두고 총사령부를 호위 하면서 장병들을 훈련하는 임무에 종사하는 동시에 하남성(河
南省), 하북성(河北省) 등지로 나가 초모· 선전·정보 활동을 전개하였다. 
1942년 광복군의 재편성에 따라 제5지대는 광복군 제2지대로 편입되었다. 



1944년 4월에는 한미합작훈련인 OSS훈련 무전반에서 훈련을 받았으며 1945년 국내 정진군의 본부 요원
이 되어 국내 침투공작 활동을 위하여 대기 하던 중 광복을 맞이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적을 인정하여 1963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하였다. 
1997년 2월 24일 자택에서 돌아가셨으며 동작동 국립묘지 애국지사 묘역에 모셨다. 
가족으로 부인 김숙 여사와 슬하에 2남3녀를 두었으며 장남 이형진씨가 석수동에 거주 하고있다. 

[참고문헌] 
조선통치사료(한국사료연구소), 사상정세시찰보고집, 한국독립운동사(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문일
민), 한국독립사(김승학), 무장독립운동비사, 일제침략하36년사, 임시정부의정원문서, 독립운동사(국가보훈
처),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6. 이재천(李在天) ((1913. 5. 10 ∼ ?) 

경기 시흥 동면 사람이다. 호(號)는 우봉(牛峰). 상해 망명 독립지사 이용환(李龍煥)의 장남으로 태어나서 
상해에 있는 동명학교(東明學校)를 졸업하였다. 
부친의 뜻을 계승할 것을 결심하고 1929년 2월에 화랑제도를 본 따 민족의식의 고취와 국권회복(國權回
復)을 목적으로 조직된 화랑사(花郞士)에 입단하여 독립운동의 연락업무, 임시정부 요인 등의 송영(送迎) 
등의 활동을 하였으며, 임정(臨政) 국무위원 조소앙 선생의 지도 아래 '화랑보(花郞報)' 란 기관지를 발행
하여 상해(上海) 교포들에게 배포 하였다. 
1931년 백범 김구(白帆 金九)선생 지도하에, 상해 한국소년동맹조직위원장에 취임하여 무력항일 투쟁을 전
개 하였으며(단원 약 200명), 월간지 '새싹'을 발행하여 상해는 물론 조선내(朝鮮內) 각지로 발송하고, 3·1
절 기념일(紀念日)에는 '3·1 기념일(紀念日)을 경축(慶祝)함' 이란 격문 700∼800매를 인쇄하여 살포하고 
조선내로도 발송하였다. 
1932년 8년 29일 기념식을 상해 중국가(中國街) 침례예배당에서 거행 하였는데 등단(登壇)하여 연설을 하
였다. 
1935년 중앙군관학교를 졸업하고 그 해 10월 임시 정부의 밀명(密命)을 받고 인천으로 입국 중 일본 경찰
에 체포되었다. 
1936년 2월 경성지방법원(京城地方法院)에서 김구(金九) 일파로써 재판에 회부되어 징역 5년을 언도 받고 
서대문 형무소와 대전감옥(大田監獄)과 에서 복역하였는데 1940년 8월 18일 석방된 기록이 있다. 
이후 행발불명되었으나 일본이 자료 공개를 거부하여 자세한 내막을 모르며, 고문에 의한 정신 이상으로 
수감 생활을 할 수 없어 석방 하였을 것으로 추정함(4년 5개월 21일 복역). 
일본 경시청의 자료 공개 거부로 사망 일자 확인이 불가능하고 시신도 없어 순국선열(殉國先烈) 위패(位
牌)조차 모실 수 없었음. 
정부에서는 그의 공적을 인정하여 1963년 대통령표창을, 1991년 8월 15일에는 건국훈장 애국장에 추서하
였다. 
2000년 11월 7일 보훈처에서 그의 후손이 없으므로 무후선열제단(無後先烈祭壇)에 위패를 봉안(奉安)하기
로 결정. 
2000년 12월 10일 동작동 국립현충원 애국지사묘역 충렬대(忠烈臺) 무후선열제단(無後先烈祭壇)에 위패를 
봉안(奉安)하였다. 
현재 직계가족은 없으며 동생 이재현의 장남 이형진씨가 석수동에 거주 하고있다. 

[참고문헌] 
조선통치사료(한국사료연구소), 사상정세시찰보고집, 명치백년사총서(김정명),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독립
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기타 인물

7. 오긍선(吳兢善) 1878(고종 15)∼1963
의학자·사회사업가. 본관은 해주(海州), 자는 중극(重克), 호는 해관(海觀). 아버지 인묵(仁默)과 어머니 한
산 이씨(韓山李氏) 사이에서 1남 3녀 중 장남으로 충청남도 공주에서 태어났다. 
8세부터 서당에서 한학을 공부하고 청일전쟁 직후 상경하여 내부 주사(內部主事)를 지내다가 1896년 신학
문을 배우기 위해 배재학당에 들어갔다. 배재학당에 재학 중 협성회(協成會)·독립협회·만국공동회 간부로 
활약하다가 일제에 의해 체포령이 내려졌다. 공주·논산·군산 등지로 피신하는 동안 선교사의 개인교사를 
하며 유학을 준비하였다. 

1901년(광무 5) 배재학당을 졸업하고 이듬해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켄터키주 센트럴대학에서 물리학과 화
학을 전공하였다. 학비를 보조해 주던 남장로교 선교부로부터 신학을 더 공부하라는 권유를 받았지만 당초 
결심했던 의학을 공부하기 위해 1904년 켄터키주 루이빌의과대학에 편입하여 3년 동안 의학 공부를 한 후 
1907년 졸업과 동시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인으로 의학박사학위를 받은 것은 서재필(徐載弼)에 이
어 두 번째였다. 

1907년 루이빌시립병원에서 6개월간 인턴과정을 거친 후 그해 말 미국 남장로회 선교부가 한국에 파견하
는 의료선교사로 위촉되어 귀국하였다. 미국 시민권을 갖지 않은 한국인이 미국 선교회의 선교사로 위촉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귀국 후 모교인 배재학당 3대 교장인 번커의 주선으로 순종에게 귀국 인사를 하
기도 했다. 순종이 황실의 전의(典醫)로 들어올 것을 요청하였지만 의료선교사로서 전라북도 군산의 야소
교병원에 근무하기로 약속되어 있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다. 

1908년 야소병원장에 취임하여 본격적인 의료봉사사업과 동시에 어린이들의 교육을 위한 안락학교(安樂學
校)를 세웠다. 이듬해에는 중학교 과정의 영명학교(永明學校)를 설립하여 교장으로서 영어와 산술까지 가
르쳤다. 1910년에는 초임지였던 군산을 떠나 전라남도 광주로 가서 광주야소교병원장에 취임하였고, 이듬
해에는 목포야소교병원장으로 전임하여 목포 정명학교(貞明學校) 교장직도 겸임하였다. 
지방에서의 의료사업과 교육사업을 정리하고 1912년 세브란스의학교 조교수 겸 진료의사로 취임하였다. 
이는 한국인 교수로 첫 등용이었다. 이후 1942년 정년 퇴직할 때까지 세브란스병원을 지키는 주춧돌이 되
었다. 1916년 4월부터 1년간 일본 동경제국대학 의학부에서 피부비뇨기과학을 전공하고 돌아와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에 피부과를 신설하여 과장 겸 주임교수로 취임하였다. 1919년에는 경성보육원(京城保育院)을 
설립하여 한국에서 처음으로 고아양육사업을 시작하였고, 1931년에는 노후에 의지할 곳 없는 노인들을 위
한 경성양로원을 설립하였다. 1934년 에비슨 교장 후임으로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교장에 취임하였으며, 
교장 취임을 축하하는 명예이학박사와 명예법학박사 학위를 모교인 미국 센트럴대학과 루이빌대학에서 각
각 받았다. 
교수 시절 여러 가지 일화가 전한다. 오긍선이 강의를 담당하는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피부과에는 낙제생
이 없었다. 이에 대해 일부 미국인 교수와 다른 과 학생들이 항의를 하는 일도 있었는데, 그는 의사가 모
자라서 수많은 환자들이 치료 한번 받지 못하고 죽어 가거나 미신 요법으로 살릴 사람을 죽이는 판국에 
그 정도의 실력이면 의사될 자격이 충분하다고 설득하였다고 한다. 한편 피부비뇨기과만이 아니라 해부학·
생리학·병리학·내과·외과 등의 과목을 직접 강의하거나 통역을 해주어 움직이는 백과사전이라는 별명도 얻
게 되었다.

1942년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의 교장직을 사임한 후 안양기독보육원장에 취임하여 보육사업에만 전념하
였다. 1919년 설립했던 경성보육원을 1936년 안양으로 이전하면서 명칭을 바꾸고 시설을 크게 확장하였
다. 안양으로 이전하기 직전『동아일보』(1935. 11. 20.)에는‘고아의 신락원, 12개년 계속사업 12만 원 예산 
전원과 강당·병실등까지 신설’이라는 제하로 크게 보도되었다.



1942년 보육원장으로 취임한 후 주변 7만여 평의 임야를 매입하여 15만 평에 달하는 촌락을 만들었고, 
1945년 서울특별시장의 후생시설 대행기관으로 공인 받게 되었으며, 1949년 이승만 대통령에게 원사 3개 
동을 기증 받는 한편 원아들을 안양읍 내 초등학교에 취학시키기도 하였다. 현재 석수초등학교 학적부를 
보면 보육원 출신의 아동들이 많이 보인다. 

한국전쟁 당시에는 원아들을 데리고 거제도 부근의 가덕도(加德島)로 피난갔다가 1952년 되돌아왔지만 원
사들이 폭격으로 초토화되었다. 당시 원사의 재건에는 미8군단 45공병단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원사가 복
구되자 어머니로 불리는 보모 밑에 15명의 아동들이 누나, 오빠, 동생 등의 가족을 구성하여 친밀한 유대
관계를 맺도록 운영하였다.

안양기독보육원은 1998년 해관보육원, 2007년에는‘좋은집’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있다.

해방 후 관계 진출 권유를 뿌리치고 안양기독보육원장으로서만 진력하는 동안 조선피부비뇨기과학회 명예
회장, 대한성서공회 이사장, 기독청년회 이사, 서울여자의과대학 재단이사 등을 역임하였으며, 구황실재산
관리총국장을 지내기도 하였다. 서울특별시 시민보건위생공로감사장, 민간사회분야 사회사업공로표창, 대
한의학협회 의학교육공로표창, 정부의 공익포장, 새싹회의 소파상 등을 수상하였다. 죽은 뒤 건국훈장 대
한민국장이 추서되었다.



◉근대문화유산 보고, 좋은집과 양명고

북쪽으로는 관악산과 삼성산, 서쪽으로는 수리산, 남쪽으로는 청계산과 백운산 그리고 모락산과 오봉산이 
둘러싸고 산자락 샘터에서 떠난 물줄기가 흐르는 산본천과 당정천, 왕곡천과 오전천 그리고 갈현천과 청계
천이 합쳐진 학의천(옛 인덕원천), 삼성천과 삼막천, 수암천과 삼봉천 등의 여러 지천들이 모인 커다란 물
줄기 안양천(갈천-사근천-기탄-대천)이 흐르던 옛 잉벌노현(금천현.과천현->시흥군->과천.군포.안양.군포.
의왕시)은 사람 살기에 아늑하고 아기 키우기에 좋았던 곳이었나 봅니다. 편안할 안(安)자와 기를 양(養)자
를 지명으로 쓰는 안양에 3개의 보육시설(기독보육원, 평화보육원, 안양보육원)이, 의왕에도 1개의 보육시
설(명륜보육원)이 둥지를 틀었으니 말입니다.

그중 1936년 안양2동에 안양천변에 둥지를 튼 좋은집이 지난해(2018년 5월 25일) 100주년을 맞았다는 소
식입니다.

안양의 역사를 볼때 좋은집의 100년은 매우 중차대한 사건인데 정작 지역사회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채 그
냥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뒤늦었지만 좋은집에서 100년을 맞아 발행한 소식지 DBF파일(좋은소리 2018 -100주년 기념호)을 입수했
습니다. 소식지에는 창설자 오긍선박사의 이야기가 주로 실려있지만 1930-50년대 옛 사진들도 담겨있어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옛 이야기를 살펴볼까 합니다. 

좋은집의 주요 연혁을 보면
1918.12. 25 창설자 오긍선박사가 남대문시장에서 혹한과 기아에 허덕이는 고아 7명을 자택에서 수용 구
호(1대원장 / 1대 이사장)
1919.01. 일제에 항거하는 혁명투사의 자녀도 함께 구호함을 목적으로 경성고아구제회 조직
1919.03 경성보육원 설립
1936.09 현 위치인 안양으로 이전(안양 기독보육원으로 시설명칭 변경)
1981.07 사회복지법인 해관재단으로 명의 변경
1998.03 해관보육원으로 시설명칭 변경
2007. 05. 10. 좋은집으로 명칭 변경
등인데 일부 주요 시건들이 빠졌네요 
#보육원 부지 일부를 해송재단(양명고.양명여고)에 매각한 기록이 없네요.
#수익 사업을 위해 1980년대 안양예술로 지하차도 인근에 수영장, 골프장 조성 기록도 없음  
100년의 사랑을 품은 ‘좋은집’(소식지 발췌)

창립 100주년을 맞은 좋은집, 2018년 예술공원로 52번길 언덕 위에 벽돌색 지붕의 하얀 건물이 성곽처럼 
우뚝 서 있습니다. 아이들을 보호하는 울타리이면서 또한 ‘좋은집’의 사무공간이지요. 아이들을 돕기위한 
모든 행정이 이곳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너머, 울타리 안에는 푸른 잔디밭과 놀이터, 운동장, 컴퓨터실, 도서실, 예배실, 미용실 등 편의시설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뜰 안엔 사계절 꽃들이 피어나고, 하얀집 지붕에서는 동화속 그림처럼 천사가 
나팔을 분답니다.
2018년, 올해도 ‘좋은집’ 마당엔 벚꽃이 하얗게 꽃물결을 이루었습니다. 소년들은 운동장에 나가 힘껏 공
을 차고, 삼삼오오 모여서 공부를 하고, 누군가는 바이올린을 켜고, 빨간 미끄럼틀에는 어린아이들의 웃음
과 행복한 지껄임이 새들의 노랫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대가족이 모여 사는 집 좋은집에는 현재 69명의 대가족이 모여 삽니다. 장난꾸러기 유치원생들부터 대학 
진학과 취업을 걱정하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다 함께 미래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중입니다. 더불어 사
회복지사, 간호사, 영양사, 임상심리상담원 등 전문인 38명이 그들의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좋은집에서 성장하여 사회에 진출한 가족은 약 3천여 명 정도입니다.
설립자인 오긍선 할아버지는 자립 후 혼자서 살아가게 될 아이들에게 직업 기술을 가르치기 위해 무척 애
를 쓰셨다고 합니다.
그 뜻을 이어받아 지금도 ‘자립지원프로그램’에 역점을 두고 연령별, 영역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꾸준히 실
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내심리치료실을 운영, 외부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정서 안정과 스트레스 관
리를 위한 심리정서 지원프로그램도 활발히 진행 중이며, 인성교육, 아동개별 맞춤형 학습지도 및 예·체능 
활동도 적극 지원합니다. 또, 지역사회교류프로그램 활성화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현실적
인 안전교육도 실시합니다. 돈을 관리하는 방법도 가르치고, 다양한 체험을 위해 여러 캠프에도 참여합니
다. 이 모든 것이 자립 후에 건강, 마음, 시간, 경제 등을 잘 관리해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해서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 6개영역 전체 “A” 등급을 받아서 최우수 시설로 선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좋은집의 제일 큰 힘은 후원자, 자원봉사자들의 따뜻한 시선과 보이지 않는 손길입니다. 그분
들 덕분에 성탄절 해피트리에도 풍성한 열매가 열립니다. 좋은집 가족들은 그분들을 통해 사랑을 주는 법
과 받는 법을 가르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00년이 그랬듯이 앞으로도 100년 동안 그 사랑을 견고
하게 품고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설립된 사회복지시설 ‘좋은집’. 이곳에는 1930~1950년대 지어진 옛 건물들이 남아 있
다. 

1918년 12월 어느 날 세브란스병원에 7명의 고아가 찾아온 것이 계기가 되어 서울에서 시작한 경성고아
원(1922년 재단법인 경성보육원으로 개칭)은 1936년 9월 안양으로 이전해 기독보육원이란 이름으로 문을 
열었으며 이후 해관보육원, 현재는 좋은집으로 불리우고 있다.

안양 기독보육원 자리는 일제 강점기 드넓었던 일본인 소유의 오끼 농장중 일부로 경성기독보육원 설립자
인 오긍선 박사가 8만평을 매입해 원아 숙소와 농장 등을 지으면서 터를 잡았는데 6.25전쟁으로 경남 가
덕도로 피난갔다가 다시 돌아와 1954-56년 무렵 미군과 선교사 등의 지원 등을 받아 숙소를 짓고 다시 
둥지를 틀었다
.
1960년대 말경에는 기독보육원 일부가 매각돼 1974년에 해송고등학교(현 양명고)와 양명여고가 개교했는
데 지금도 양명고 뒷쪽에는 1950년대 주한미군이 보육원에 지어준 의무실과 사무실, 예배당 등의 건물이 
남아 있다. 목조 건물로 지어진 예배당은 1960년대 안양사람들의 결혼식장 등으로도 이용되기도 했는데 
1980년대 초 철거된 후 그 자리에 학교 테니스장이 들어서 지역사에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건물이 사라져 
아쉽기만 하다.

기록을 보면 좋은집에는 한국 첫 여류화가, 문필가, 여성운동가였던 나혜석이 시대적 편견에 떠밀려 유랑
생활을 하던 중인 1947년에 이곳 농장에 머물었으며, 당시 이화여대에서 미술을 공부하고 있던 젊은 시절
의 화가 박인경(한국 동양화가의 대가 고암 이응노 화백의 미망인)이 이곳에서 나혜석을 만나는 등 문화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다.

좋은집과 바로 옆의 양명고(과거 기독보육원 땅) 자리에는 일제 강점기 당시 오끼이농장이 있었다. 일본 
토호 오끼이는 1930년대 안양에서 대규모 농사를 지었는데 안양2동 대부분이 그의 농장이었을 정도로 그 



면적 어마어마 했다고 한다. 과거 안양포도가 유명했는데 사실, 오끼이, 야스에와 같은 일본인 영농가들이 
'30년대 중반 일본에서 묘목을 가져다가 재배하여 전국으로 퍼져나간 역사를 갖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조선 후기의 문신인 심기원의 묘가 좋은집 자리에 있었다는 얘기가 있다. 청송 심씨 대동보
에 「과천 서이면 안양리」라고 기술되어 있으나 정확한 위치는 파악되지 않았으며 비산동에 거주하는 청송
심씨 문중에 따르면 1930년대 경성보육원(현 안양기독보육원) 공사 때 그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묘가 발견
되어 신문지상에 분묘이장공고까지 냈으나 후손이 나타나지 않자 당시 보육원 측에서 이장했는데 어디인
지는 전해지지 않는다.

재일교민 시사정보지 [아리랑] 에 다음과 같은 글이 기록되어 있다.

"오긍선(경성기독보육원 설립자)은 1919년 서울 서대문 옥천동(玉川洞) 3천 평의 대지 위에 경성보육원을 
설립한다. 세브란스 의전 교장 시절인 1936년경에는 넘쳐나는 고아들로 비좁아져 이를 경기도 안양읍 관
악산 밑에 전야(田野) 8만평을 사들여 옮긴다. 따라서 이름도 자연히 안양기독보육원이 되었다. 우리 나라 
최대의 고아원이었다. 유치원과 보통학교도 만들어져 있었다. 원래 이곳은 일제 때 일본인의 목장 즉, 마
쓰모토 목장(松本牧場)이 있던 자리였다. 오긍선은 1916년 4월부터 1917년 5월까지 동경제대 의학부에서 
연구생활을 한 바 있다. 

이 시기 나혜석과 오긍선의 도쿄 생활은 겹쳐진다. 이 인연으로 후에 오긍선이 갈곳 없는 나혜석을 보호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오긍선과 안양기독보육원-해관보육원-좋은집의 100년 발자취

1918. 12. 25 추운 겨울, 갈 곳이 없어 떠돌던 아이들

남대문교회 김병찬 장로가 그가 소유한 집에 고아들을 데려다가 보살펴 주는 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
다. 이 소식을 들은 오긍선은 김병찬, 윤치호, 김일선, 송덕수와 뜻을 모아 정식으로 사회사업을 벌이기로 
하였다. 공익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고아원을 공익법인화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데 서로의 의견이 
일치하여 우선 경성고아구제회를 결성하기로 하였다.

3.1 만세운동(1919년) 이후에 거리를 떠도는 아이들은 더 많아져서 그 대책 마련에 부심할 만큼 사회문제
로 떠올랐다.

1920년 2월 경성고아구제회가 조직되었으며, 1922년 5월에 김병찬, 김일선,오긍선, 윤치호 등이 임원으로 
참여한 재단법인 경성보육원(《 좋은집》의 전신)이 설립되었다.

첫 이사장직은 윤치호가 맡았으나 항일활동으로 보육원 사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데 제
약이 많았다.
그는 1933년 12월 13일 일기에 “나는 이름뿐인 이사장(onlythe nominal president of the Bd. of 
Directors)이고 실제로는 오긍선이 대부분의 일을 다 하였다.”라고 썼다. 그의 말처럼 경성보육원의 실질
적인 경영은 오긍선이 도맡다시피 했으며, 2대 이사장이 되었다.

경성보육원은 처음에 11명으로 시작했는데, 찾아드는 아이의 수가 점점 늘어나자 서대문 밖 옥천동에 있
는 언더우드 소유의 대지 3천여 평과 가옥을 좋은 조건으로 매입, 이주하였다. 시세의 절반에 10년간 분납



하는 조건으로 보육원을 마련하게 된 데에는 오긍선의 노력이 주효하였다.

1927년의 어느 인터뷰에서 오긍선은, 남대문교회 김병찬장로가 추운 겨울에도 갈 곳이 없어 남대문 시장 
주변을 떠도는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 데려다가 돌봐주었는데 경성보육원은 이를 모체로 세워진 것이라고 
하였다. 김병찬 장로는 6.25 전쟁 중 입은 부상으로 유명을 달리하였다.

1936. 09. 안양으로 이전, 안양기독보육원으로 명칭을 바꾸다

경성보육원의 규정은 원아들이 15세가 넘으면 보육원을 나가 자립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들이 사
회에 나와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오긍선 이사장은 보육원 설립 당시부터 강당, 숙소, 진찰실, 병실, 목욕탕 등을 갖춘 시설을 짓고 원아들에
게 농사, 양돈, 양토, 원예 등을 가르쳐 자립기반을 마련해 주어야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1936년, 안양에 8만여 평 부지를 구입하였다.
1936년 9월, 현재의 자리(예술공원로 52번길 46)로 이전, 《안양기독보육원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그리고 
원아들이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자라도록 하기 위해 단독주택을 여러 채 짓고, 보모(현 생활지도원) 중심으
로 가족을 이루어 자유롭게 커 가도록 했다.
2차 세계대전 동안 시설운영은 극도로 어려워졌다. 때로는 원을 폐쇄해야 할 정도의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했다. 일제는 식량과 세금을 터무니없이 요구했다.
1949년 CCF (Christian Children's Fund, 기독교 아동복리회, 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도움을 받기 
시작하면서 잠시 형편이 호전되었다. 2번에 걸쳐 공로표창(1949년 5월:사회부장관, 1949년 10월:보건사회
부장관)도 받았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1950년 6.25전쟁이 발발했다.
1952. 09. 그 후 전쟁이 끝나고 폐허가 된 터전으로 돌아와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는 피난을 가지 못했으나 1.4후퇴때는 거제도 근처 가덕도로 피난했다. 그때 보육
원에는 70여 명의 아동들과 직원 등 모두 1백여명의 식구가 있어 한꺼번에 피난할 수 없었다. 아동과 직
원들을 3개조로 나누어 부산까지 가도록 일렀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먼저 온 1진 40여 명을 남해안 가
덕도에 수용하고 2진, 3진을 기다리던 중 2진은 구걸행각을 하며 뒤늦게 찾아왔지만 3진은 소식이 없었
다.

나중에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길이 막혀 미처 보육원을 떠나지 못하고 있던 3진은 폭격을 당해 20여 명
의 아동들 모두가 희생되었다. 어린 아동들의 희생에 대해 오긍선 이사장은 다음과 같이 자책했다.

“평생에 가장 가슴 아팠던 일은 1.4 후퇴 때 안양에 남아 있던 30명 아이들 가운데 20여 명을 폭격에 잃
은 일이다. 그 당시 70여 명 아동의 후송길이 끊겨 조바심치고 있는데 세 패로 갈린 원아들은 걸어서 부
산까지 오기도 했고 중간에서 자리잡기도 했으며 안양에 발이 묶인 한 패는 폭격을 당해 20여명이나 되는 
친구를 잃어 애처로웠다. 이다음 나도 죽으면 그 원한의 고혼들이 묻힌 보육원 뒷산에 묻히고 싶다.(1962
년도 소파상 받은 후 기자 회견담)”

휴전 회담이 진행되면서 서울로의 복귀가 허가되자 1952년 9월, 오긍선 이사장은 60여 명의 아동들을 데
리고 안양으로 돌아왔다. 1.4 후퇴 때 데려가지 못해 희생당한 20여 명의 어린 유골을 찾아 묻어주었다.

보육원은 폭격을 당해 폐허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거기에는 좋은 땅이 남아 있었다. 그는 즉시 계절에 알
맞는 농작물 재배를 계획했다. 양배추, 보리, 무우 등 여러 가지 농작물이 재배되었다.
서둘러 복구작업도 시작했다. 건축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외국에 있는 지인들과 인근 미군부대에 도움을 



청하였다. 손수 타자기를 이용하여 일일이 직접 편지를 써서 보냈다.
간곡한 부탁을 담은 영문 편지가 하루에 수십 통씩 후원자들에게 보내졌고, 외국의 구호기관과 미군부대에
서는 구호물자와 금품을 보내왔다.
1952년 말에 보육원 건물 일부를 완공하였으며, 1953년 8월에 생활관 5동, 사무실 1동, 양계장 2동을 신
축했다. 주한 미군 8군단 45공병단(단장 ‘죠지 엔 커블러’)에서도 건물 1동을 신축해 주었다. 그리고 그해 
10월, 의무실을 신축했다.
도움을 준 외국기관과 국내외 인사들에게 아동들이 편지를 쓰면 오긍선 이사장이 직접 번역하여 타이프를 
쳐서 우편으로 보냈다. 그리고 지어진 건물들엔 후원, 기증해 주신 분들의 이름을 붙였다.
현재 그 건물들은 대부분 사라지졌지만 〈 클락크사〉, 〈미세스 클락스사〉는 현존한다. 2010년, 2012년에 
증 개축을 해서 예절관, 자립관으로 각각 사용하고 있다.
교회 건물 공사를 끝마친 다음, 1명의 보모 아래 14~15명의 아동들이 한 집에서 가족적인 형태로 생활할 
수 있는 제도를 다시 채택하였다. 한국 최초였다. 이 제도는 아동들이 시설에서 집단적으로 보호받는다는 
느낌이 아닌, 가정에서 생활한다는 느낌을 가지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한편 1981년에 정관 변경으로 사회복지법인 해관재단 기독보육원으로 개칭했다. 해관(海觀)은 ‘인류를 생
각하며 온 세계를 바라본다’는 뜻으로 오긍선 설립자의 호이기도 하다.



8. 근명학교를 전국에 알린 박순천(1898-1983) 여사

근명학교 이사장을 지낸 박순천 여사는 한국 정치사에서 남성정치인도 하기 어려운 제1야당 당수까지 지
낸 정계의 거목으로 최고의 ‘여걸’이자 ‘박 할머니’로 불렸던 인물로 정치 분야뿐만 아니라 농촌계몽과 여
성인권운동도 활발히 펼쳐 여성사에도 족적을 남겼으며 1983년 1월 9일 향년 8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
다.

1898년 경남 동래군에서 태어난 박순천 여사는 일찍부터 항일운동에 뛰어 들었는데 마산에서 교편을 잡고 
있을 때인 1919년에는 3·1 운동과 연루되어 1년간의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민족대표 33인의 한사람인 이
갑성과 연대하여 마산에서 시위를 벌이다가 체포된다.

박순천 여사가 정계에 입문한 것은 1950년 제2대 국회 총선에서 정치1번지 서울 종로에 출마, 당선되면서 
부터다. 제3대 때는 낙선했으나, 4·5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후보로 부산 동구에서, 제6대 총선에서는 민주
당으로 서울 마포에서 당선된다. 제7대 국회에서는 전국구 의원으로 국회에 진출했다.
박 여사는 1965년 5월 당시 제1야당인 민정당(民政黨)과 제2야당인 민주당(民主黨)이 합쳐 창당한 통합야
당인 민중당(民衆黨)의 당수가 됐으며 같은 해 6월에 열린 제1차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윤보선 후보를 제치
고 초대 대표최고위원에 선출되기도 했다.
전국구를 포함해 5선 의원으로 우리의 정치사에서 여성정치인으로는 첫 손에 꼽히는 박순천 여사는 20년 
가까운 정치인 생활을 민주당 총재, 민중당 최고위원, 신민당 고문 등을 지내면서 독재권력과 맞서 싸웠
다. 그러면서도 대화정치를 지향해 제6대 국회 때 한·일협정과 월남파병문제로 정국이 경색되자 소속의원
들의 의원직사퇴서를 들고 국회의장과 담판을 벌이고 박정희 대통령과 영수회담으로 정국을 정상화시키는 
등 강인함과 함께 유연함을 보여준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다. 

민주당의 유세장에서 자유당을 향해 “논두렁 정기라도 타고나야 국회의원을 한다는데 당신들은 고작 거수
기(擧手機) 밖에 못한단 말인가”라며 나무랐다고 한다.
1969년 정계일선에서 물러나 있을 때는 박정희 대통령이 박 여사를 ‘누님’이라 부르기도 했다는 일화는 
친화력을 갖춘 정치인임을 보여주는 일화다.



■근명학교의 역사

근명고등학교는 1967년 10월 5일 학교 설립인가(1학급)를 받아 학교법인 '근명학교'를 설립하고 초대 이사
장에 사태현 선생, 초대 교장으로 이종범 선생이 취임한다.
근명고등학교에 개교에 앞서 근명중학교가 먼저 개교하는데 1962년 3월 14일 재단법인 '근명학교' 설립인
가를 받은 후 1962년 3월 14일 초대 이사장 사태현 선생 취임과 1962년 3월 17일 근명중학교 설립인가
(각 학년 2학급)에 이어 1963년 03월 10일 초대 교장으로 이종범 선생이 취임한다. 
학교 연혁 등 기록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근명학교는 개교 당시 학교가 안양시 석수동 안양보육원내에 있
었다. 
이는 안양기억찾기탐사대가 안양시건축사회와 공동으로 지난 2018년 10월 6일 140차 탐사로 안양예술공
원 일대 근대건축물을 돌아보면서 안양보육원 강당 건물 벽면에 걸린 사진들을 통해 확인할수 있었다.
근명중학교는 개교 당시 남녀가 입학했던 남녀공학으로 1회부터 9회 졸업생까지 남녀가 학교를 다녔는데 
10회 부터 여학생만 입학하면서 1973년 3월 근명여자중학교로 개명됐다가 2009년 3월부터 다시 남녀공학
으로 바뀌면서 다시 근명중학교로 개명되었다.  
근명중학교가 오랜기간 여자중학교로 인식되면서 초기 졸업생들, 특히 남학생들은 근명중학교를 졸업했다
고 말하기를 꺼려할 정도였지만 이들 기수는 그 어느 기수보다 우애가 두텁고 동창모임도 활동적으로 60
대가 넘는 지금도 모임에 많은 이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있다. 
근명학교는 1969년 들어 안양5동 현재의 자리에 새 건물을 짓고 학교를 이전하는데 1971년 11월 11일 
제 2대 설립자로 이영주 선생이 취임한다. 
근명학교는 1972년 2월 12일 해암 박순천 이사장과 3대 교장으로 이말영 선생이 취임하면서 크게 발전한
다. 박순천 이사장은 우리나라 최초로 제 1야당 여성 당수를 역임한 원로 정치인으로 박순천 여사가 은퇴 
후에 재단 이사장을 맡아 육영사업을 시작하자 학교 명성이 전국에 빨리 퍼진 것이다.
근명학교는 1973년 3월 1일 근명여자상업고등학교로 개명한다. 당시는 은행은 물론 기업에서 회계를 담당
하려며 주산, 부기, 타자 등이 필수적인 시절로 서울에서는 서울여상이, 경기도에 근명여상이 대표할 정도
였다. 
이후 업무환경이 컴퓨터 처리로 바뀌면서 상업고등학교는 학교이름을 정보(산업)고등학교로 바꾸게 되면서 
근명여자정보고등학교로 개명했다가 남녀 공학이 되면서 2019년 근명고등학교로 다시 개명된 것이다.



◉일제강점기 수탈 행정기관 구 서이면사무소

구 서이면사무소(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00호, 만안구 안양1동 674-271)

안양을 대표하는 번화가인 안양일번가. 각종 점포와 식당, 카페가 즐비한 거리 한편에 근대건축물이 자리
하고 있다. 1914년에 지어져 1941년까지 서이면사무소로, 1949년까지는 안양면사무소로 사용됐던 건물이
다. 시대를 보면 일제강점기요, 당시 행정기관인 면사무소였다면 일제의 식민지 수탈과 무관할 수 없다. 
실제로 복원과정에서 상량문에 “조선을 합하여 병풍으로 삼았다”라며 “새로 관청을 서이면에 지음에 마침 
천장절을 만나 들보를 올린다”라고 적힌 글이 발견됐다. 일제 침략을 정당화하는 것은 물론 일왕의 생일인 
천장절을 언급하며 찬양한 것이다. 초대 면장은 조선총독부로부터 두 차례 훈장도 받았단다. 언뜻 고즈넉
한 전통한옥의 외양을 하고 있지만, 그 실체는 치욕스러운 일제의 잔재인 셈이다.

옛 시흥군이 인근 과천군과 안산군을 흡수·통합했던 1914년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상서면과 하서면은 서쪽
의 2개 면이 합쳤다고 해서 서이면(西二面)으로 변하게 되는데, 그 면사무소를 호계동 방축마을(현재 호계
도서관 부근)에 두었다. 3년뒤인 1917년 7월 6일 현 위치로 옮겨져 1941년 10월 1일까지는 서이면사무소
로, 1949년 8월 13일까지는 안양면사무소로 사용되었다.
으며 1949년 안양읍이 되며 마침내 오늘날의 안양시로 발전하여 온 것이다.
지역 원로들에 의하면 면사무소로 쓰일 당시에 부지는 약 320평에 면사무소 한옥 건물과 농기구와 씨앗 
등을 보관하는 약 15평의 창고, 40평 정도의 회의실이 있어 연초와 누에고치를 수매하였다고 한다. 또한 
마당에는 우물과 돌로 만든 세면용구가 있었으며 면사무소 정문과 건물 현관은 현재의 출입구 반대 방향
으로 있었다. 그러나 이후 면사무소의 건물은 개인에게 팔리며 동시에 부지가 분할되었고 면사무소 건물은 
병원에 이어 1983년부터 한식당으로 사용되다가 2000년에 안양시에서 매입과 복원을 거쳐 2003년 12월 
15일 개관하였다.

현재 부지의 면적 136.9평인 면사무소 한옥 건물은 31평으로 소로수장(小 修粧)의 ㄱ자(字) 형태에 팔작지
붕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칸은 약 2.48m로 구성되었으며 기둥은 각주로 되어 있어 전통 민가의 특성을 보
여 주고 있다. 도리는 기둥이 각주인 관계로 납도리를 사용하였으며 1고주(高柱) 5량가(樑架)의 가구 구조
를 갖고 있다. 대공은 판대공을 사용하였고 종도리와 중도리는 장혀가 없는 형태이나 종도리 밑에는 단장
혀를 받혀 부분적인 장식 효과와 하중을 떠받는 양식을 취하고 있다. 처마는 홑처마이며 기단은 화강석의 
외벌대 기단으로 형성되었고 가공 정도는 거친 정의 다듬으로 마감하였다.

초석은 화강석에 각초석으로 가공은 기단과 같으며 대들보는 집의 규모에 비하여 비교적 굵은 부재를 사
용하였다. 전체적인 목부재의 상태는 양호하며 가구의 형태를 볼 때 현재의 입구 반대쪽인 배면(背面)에 
툇보가 있어 예전에 이곳으로 건물을 출입하는 문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복원 후 구 서이면사무소 내부에는 면 행정의 변천과 당시 사회상, 생활사, 수탈과 항일투쟁 인물을 보여 
주는 자료가 전시되어 있다. 또한 내부 패널에는‘일제강점기 면의 역할’이라 하여“식민지 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수단의 하나로 표면적인 면의 역할은 주민의 공공사무 수행이었으나 실제로는 우리 민족의 
지배와 수탈의 말단 기관으로 면을 통한 각종 조사나 동원에 일제가 이용하였다”라고 당시 면의 성격을 
설명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구 서이면사무소가 건축적 가치와 함께 질곡(桎梏)의 근대 역사 속에 담긴 지역사, 아울러 
당시의 행정 변천 및 시대적 특성을 잘 보여 준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으나 아직 여러모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서이면 사무소 복원 논란은 1999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안양시가 밝힌 서이면 추진 관련 문서에 의
하면 이 당시 설렁탕 집으로 쓰이고 있던 옛 서이면 사무소 복원에 대해서 일제시대 당시 서이면 사무소 
관리였던 안현선, 김형욱씨 두 사람이 처음 제안한지 불과 한 달도 채 안돼서 안양시는 1917년에 만들어
져 1949년까지 사용된 ‘안양시의 최초의 근대적 관공서 건물’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서이면 사무소 활용 
계획을 일사천리로 진행한다. 

그러나, 이 건물의 상량문에는 위의 기사와 같이 ‘조선국을 합하여 병풍(藩屛:제후를 뜻함-필자 주)을 삼았
다. 새로 관청을 서이면에 지음에 마침 천장절(일본 천황의 생일)을 만나 들보를 올린다’라고 적혀 있어 한
일합방을 정당화하고 상량식을 일본 천황 생일날로 정해 거행한 것은 물론 조선인 면장인 조 주임과 신 
서기에 대한 칭송도 들어있다.
“학문을 인도하며 농사를 과(課)하는 자취는 조(趙) 주임(主任)의 지휘를 모두 말하고, 계산을 놓고 장부를 
계산하는 재주는 신(愼) 서기(書記)의 수단을 다시 칭찬한다”

처음부터 서이면 사무소 복원을 주도한 신중대 현 안양시장은 복원된 면 사무소 안에 마치 독립기념관의 
임시정부 요인들의 밀랍인형을 연상시키려는 듯 당시 근무자들의 밀랍 인형까지 입체적으로 배치하려 했
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계획에 대해 시민들과 시민단체 그리고 시의회가 반발함은 
물론 시의회에서 복원비에 대한 예산 승인을 백지화하면서 반대하자 시는 결국 시민단체 대표 그리고 시
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과 의원들 그리고 시민이 참여한 최종 토론회에서 시민단체가 요구한 일제 강
점기의 안양지역의 일제 수탈사 자료관으로 복원키로 약속하여 결국 시의회도 복원에 대해 승인을 해 준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약속과는 달리 최초의 설계에서 밀랍인형만 빼고 거의 원안대로 복원이 이루어져 전시 
중이다.
 
그러면 천황의 생일을 맞아 올린 서이면 상량문에 언급된 조 주임은 어떤 인물일까. 1914년부터 몇 차례
를 빼곤 줄곧 서이면장을 역임한 조한구(趙漢九 1883∼1965)라는 인물이다. 

조선총독부는 그에게 두 차례에 걸쳐 훈장을 수여한다. 관보로 본 안양 근대사(성결대학교 안양학 연구소, 
2002)라는 책에 보면 그는 1930년 1월 28일과 1933년 6월 30일 두 번에 걸쳐 총독부로부터 훈장을 받은 
기록이 있다. 바로 식민지 수탈의 첨병이었던 것이다. 

그동안 진행된 안야의 역사  과정을 보자면 오늘의 안양 발전은 일제시대 면장을 지낸 조한구의 노고가 
대단히 컸다는 것이다. 안양시는 과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적어도 1999년 맨 처음 서이면 사무소 복원을 제안한 안현선, 김형욱 두 사람은 자신의 상관이었던 조한
구와 신서기에 대한 추앙 내지 자신들 역시 오늘의 안양 발전의 주역임을 기억하고 기념하고자 건물의 복
원을 제안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게될 대부분의 안양시민과 국민들도 그들의 생각에 동의할까. 이미 투입된  약 30억 
원의 시비와 앞으로 추가 매입과 확장 공사를 위해 100억 원의 시비가 더 들어간다는 사실이 알려진다면 
어떠했을까. 그리고 지금은..... 



민족문제연구소 회원과 신중대 안양시장의 만남(2014년 1월11일)  

안양 서이면사무소 관계로 안양시장을 만났습니다. 
1월 10일 (토) 낮 2시 30분부터 3시 50분까지, 
안양시청 시장실에서, 
민족문제연구소 안양지역 회원 차영조, 김용삼, 이봉원이 
신중대 시장과 김성수 문화예술과장을 면담했습니다. 
이 자리는 시장실에서 이봉원에게 먼저 연락이 와서 마련됐습니다. 

신 시장은 먼저 서이면사무소를 복원(2003.12.15.)한 배경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 서이면사무소는 안양에서는 가장 오래된 관공서 건물로서, 그 역사성에 비쳐볼 때 보존할 가치가 충분
히 있다. 
또한 원래의 자리에 고층 콘크리트 건물 등이 서 있지 않아 쉽게 매입할 수 있었던 점과, 또 원 건물의 
일부 자재가 아직껏 보존돼 있는 것만도 참으로 '축복'이란 생각이 들었다. 
이 지역 문화재위원회 또한 이 건물(복원 전 상태에서)을 지방문화재로 지정했다. 
그래서 24억원을 들여 땅을 샀고, 6억원을 들여 집을 지었다. 대들보 등 주요 자재는 원래 것이고 기와 
등은 새로 만들었다. (기와에 '무궁화' 문양이 새겨져 있음) 
앞으로 고증이 잘못된 것은 바로 잡을 것이고, 관련 자료도 보완할 테니, 도와 달라. 
우리 할아버지는 당시 (이 사무소에서 일한) 면서기였는데,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들었다. 

이러한 설명에 대해... 

차영조 회원은, 
- 조선총독부 산하기관이며 우리 민족을 수탈한 최일선 기관을 복원하면서, 어떻게 '축복' 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역사적 가치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정문에 일장기도 달아야 한다. 
시장은 주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근본적으로 필요 없는 일을 했다. 철거해야 한다. 
 (차영조 회원과 신중대 시장 사이에는 다소 감정적인 언사가 오감.) 

김용삼 회원은, 
- 우리 민족문제연구소는 정춘수, 박정희, 박흥식, 유치진, 김석원 동상들을 철거토록 했거나 한 적이 있
다. 그밖에도 여러 친일인사 기념관을 용도 변경토록 했다. 
이런 시점에서 왜 이런 건물이 필요한가? 
 (이 말에 시장은 '동상은 조형물이지, 사적이 아니다.'라고 반박) 

이봉원 회원은, 
- 조선총독부 건물도 철거하는 판에 30억원이란 거금을 들여 이런 건물을 복원한 것이 과연 국민의 공감
을 얻을 수 있겠는가? 설사 (안양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관공서 건물이란 의미에서)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복원을 했다면, 제대로 (철저한 고증을 거친 뒤 성의를 다해) 복원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 건물은 
일제가 우리 민족을 수탈한 최일선 기관이라는 점을 아울러 부각시키고, 보는 이들로 하여금 그러한 역사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시설물과 자료가 갖춰진 뒤 운영되어야 한다. 
현재의 건물과 시설, 자료로는 복원 동기를 의심할 만큼 허술하다. 

3시 50분경, 신중대 시장의 일정 관계로 대담은 매듭을 짓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안양.군포지역 만세운동 시작점 군포장(현 호계 구사거리)

일제 식민통치에 맞서 국내외 지역에서 전개된 민족 저항운동은 운동의 지향점(이념), 보편과 특수, 중앙이
란 명망성과 지방이란 구체성과 특수성, 그리고 현재 우리 삶에 미친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의미를 새길 필요가 있다. 그 중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에 걸친 1919년 3·1운동은, 일제에 기생하는 일
부를 제외하고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전 계층과 집단 및 개인이 떨쳐 일어선 거대한 흐름으로 근현대사의 
전환점에 해당하는 큰 사건이었다.

과천과 군포, 안양,의왕은 2021년 현재 경기도에 소속된 별도의 독립시지만 전근대 시기에는 1914년 행정
구역 통폐합 당시 시흥군에 편입되어 각각 과천면(현 과천시), 남면(현 군포시), 서이면(안양시), 고천면(의
왕시)에 해당하였다. 즉 3·1운동 당시에는 시흥군의 각각 1개 면에 해당하는 곳으로, 전근대 시기의 공동
체 문화(인적·물적 교류, 5일장, 통혼권 등)를 공유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시흥군은 경기도 21개 부·군 중 하나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3월 하순과 4월 초에 시위운동이 집중적
으로 이어져 절정기를 맞았다. 이 기간 중에는 매일 크고 작은 시위가 전개되었다. 그 양상도 일본 헌병과 
군대와의 충돌 등 폭력투쟁으로 격화되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이는 3월 초부터 중순까지의 운동이 
경성(서울)이나 개성·평양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청년 학생의 선도 투쟁이 강했다면, 3월 하순 이후의 운동
은 면과 리 단위의 농민의 참여가 확대된 대중 투쟁으로 발전해 간 결과였다.

100년 전 일제의 식민통치에 맞서 일어난 3·1운동이 보편(세계사적 의미, 민족지도자)과 중앙(경성을 비롯
한 대도시)에서 비롯되어 특수(일제의 식민통치와 사회경제적 원인, 청년과 농민의 주도)와 지방(모든 군의 
면·리, 5일장)으로 확산된 양상, 그리고 그 의미를 현재까지 남아있는 사료를 통해 재구성해보자. 참고한 
자료는 3·1운동 관련 재판기록, ‘경기도 항일독립운동사’(1995), ‘과천시지 1권’(2007), ‘군포시사 별책3/군
포 역사신문’(2010), 국가보훈처, 국사편찬위원회 등이다. 

국가보훈처, 국사편찬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1919년 3월 31일 현재 안양과 군포의 경계인 군포장(안양 호
계동 구군포사거리)에는 장날을 맞아 나온 서이면(안양)과 남면(군포) 주민들이 독립을 열망하며 만세운동
을 펼쳤다.

이 날은 시흥군의 군포장이 서는 날이었다. 군포장은 당시 남면·서이면·의왕면, 즉 현 군포·안양·의왕 지역
의 경계 지점이며 상업적 중심지였던 까닭에, 인근 주민들끼리 왕래와 교류가 빈번한 곳에 해당하였다.

군포장(軍浦場, 현 안양시 호계동)에 모인 2,000여 명의 주민들이 소리 높여 독립만세를 외쳤다. 대규모 
인원이 집결할 수 있었던 것은 마을의 구장(현 이장)을 중심으로 장날을 기화로 긴밀히 연락을 취했던 것
으로 보인다. 모인 시위대는 같은 생활문화권에 속했던 군포, 안양, 의왕 지역의 주민들로 독립을 향한 강
한 열망을 갖고 있었다.

시위 군중은 약 1.8㎞ 떨어진 군포장역(현재 전철 1호선인 군포역, 1938년 개칭) 앞 경찰관주재소(현 군포
1동)까지 시위 행렬을 유지하면서 만세를 불렀다. 기세에 놀란 일본 경찰은 군 보병과 협력 출동하여 총을 
발포하고 시위대를 강제로 해산시켰다.

한편 같은 날 군포장과 인접한 의왕면 고천리에서도 주민 800여 명의 만세시위가 있었고, 다음날인 4월 1
일에는 반월면(현 안산시) 일대 주민 수 천명이 장날을 기하여 시위를 전개하면서 군포장으로 행진하며 독
립만세를 외쳤다. 



한적한 농촌 마을인 과천에서 3·1운동이 전개된 것은 1919년 3월 30일 일어난다. 과천면 하리(현 과천동) 
일대의 만세운동이다. 이날 시위의 중심 인물은 청년지도자인 이복래(李復來, 1894∼1950)로 남태령에서 
시작된 만세시위를 기획, 주도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과천면 하리에 거주하던 이복래는 만세운동을 
계획하고 남태령에 모여 만세운동을 벌이자는 내용의 격문을 미리 돌렸다. 각지의 만세운동 소식을 듣고 
자신의 동리에서도 시위운동을 하고자 계획했던 것이다. 
이복래는 태극기를 사전에 직접 제작하여 시위에 참여한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오후 8시 경 남태령
에는 약 50여 명의 주민들이 모였다. 군중들은 이복래의 주도 아래 만세를 크게 부르면서 과천읍내로 진
출하였다. 이들의 손에는 어둠을 밝히는 횃불과 태극기가 들려 있었다. 순사주재소, 면사무소, 우편소, 공
립보통학교(현 과천초등학교) 등 관공서와 학교를 차례로 지나면서 큰 소리로 ‘조선독립만세’를 외쳤다. 이
복래는 만세운동 이후 체포되어 징역 1년을 구형받았고, 복심법원과 고등법원에 상고했으나 그대로 1년을 
복역했다.

과천의 3·1운동이 남태령 시위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과천의 걸어 다니는 향토사전이었던 이용진(李龍
鎭, 1917∼2013)의 생전 인터뷰에서 이복래 이외에도 갈현리의 이형필과 박철영이 운동에 주도적으로 참
여하였으며 맹흥섭의 경우는 과천에 거주하면서 인근 의왕의 3·1운동에 큰 역할을 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렇듯 과천과 군포장에서 시작되어 경찰관주재소로 향한 시흥군 지역의 3·1운동은 대중투쟁의 양상으로 
전환되어 가던 3월 하순에 활발하게 전개되었다는 점과 농촌의 농민들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각 면별로 조
직적이고 치밀한 계획 하에 대대적인 만세시위 운동을 전개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과천과 군포 지역이 
경성과 경기 남부를 이어주는 교통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였으며, 주민들의 생활권이 넓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한편 과천과 군포 지역의 3·1운동은 구장을 비롯하여 농민, 청년 학생 등의 참여가 활발했던 것으로 보인
다. 이들에 의해 과천과 군포 지역 3·1운동은 민족적이며 민중적인 성격을 더 한층 강하게 지닐 수 있었
다. 이와 같은 3·1운동의 경험은 상해임시정부의 수립이라는 직접적 결과뿐만 아니라 이후 전개되는 국내
외에서 전개된 민족해방운동의 초석이자 디딤돌로 작용했던 것이다.

이제 타임머신을 돌려 오늘 우리가 그날을 기억하는 방식에 초점을 돌려보자.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
여 대통령이 참석하는 중앙의 기념식을 비롯하여 전국 모든 시와 군, 그리고 면 단위에서도 기념식과 각종 
행사 열풍이 이어지고 있다.

과천시는 2019년 3월 1일 과천 중앙공원 야외공연장에서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
념식’을 거행하였다. 

군포시는 조국독립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분들의 애국심과 희생정신을 많은 이와 함께 기억하기 
위해 2016년 5월 10일 군포역 광장에 ‘군포항일독립 만세운동기념탑’을 세웠다. 높이 11m의 기념탑은 3
∙1 정신을 상징하는 3개의 기둥 위에 항일의 혼을 의미하는 불꽃을 두 손으로 감싸는 형상을 하고 있으
며 탑의 양옆에는 독립운동에 참여한 시민들과 이들을 총으로 제압하려는 일본 경찰의 대조적인 모습이 
조각돼 있다. 특히 3.1절 100주년을 맞는 오는 3월 30일에는 대규모 기념행사를 펼친다.

의왕시도 만세운동이 전개된 고천동에 표지판을 세우고 매년 만세운동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반면 안양시는 호계동 구사거리 지역인 100년전 3월 30일 만세운동이 시작된 곳임에도 이를 알리는 만세
운동 표지석이나 조형물은 커녕 이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홍보도 전혀 없다. 



그나마 경기문화재연구원이 2019년 군포장(현 군포교 다리앞)과항일운동유적(군포장 경찰주재소 3.1운동만
세시위지(균포역)에 항일운동유적지 안내판을 설치했다...

지금은 행정구역상 안양.군포.의왕으로 나뉘어 있지만 1919년 군포장 독립 만세운동은 당시 시흥군 주민
들이 함께 벌인 만세운동이라 할수 있다. 따라서 때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안양에서의 만세운동 연구와 이
를 알리는 작업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사라진 군포장 이야기 

사람들의 왕래에 영향을 미친 또 하나의 요소는 장시이다. 장시는 15세기 말에 발생하여 조선 후기에는 
전국적으로 5일장의 형태로 발전했다. 일반 백성들은 장시에서 잉여 물자를 팔고, 부족한 물자를 보충하였
다. 따라서 장시는 일반 백성들의 왕래에 중요한 요인이 되었으며, 옛길의 형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
다. 

『안양시 지명유래』에 따르면, 군포장(軍浦場)은 수원에서 지지대 고개를 넘어 안양을 거쳐 한양으로 가던 
시흥로 역로(驛路)의 중간 지점인 현재의 호계구사거리(호계동 삼신아파트와 진우아파트 있던 지역)와 안양
천(맑은내, 군포천) 사이로 지금도 이곳 구장터 부근 도로는 구군포길로 불리우고, 옛 군포장이 위치하던 
지역은 ‘구장터1로’에서 ‘구장터3로’까지의 도로 명칭으로 불리워 이곳이 장터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5일마다 개설되던 군포장은 처음에 군포천장(軍浦川場)이라 불리웠다. 1770년 편찬된『동국문헌비고(東國文
獻備考)』에 ‘군포천장(軍浦川場)’이라 표기되어 있는데 군포천 옆에 장이 섰기 때문으로 보인다. 

숙종25년(1699)에 간행된 [과천현 신수지읍지]와 [과천현지도]에 '군포천'이라 표기되어 있고, 철종12년



(1861) 김정호 선생이 발간한 [대동여지도]에도 '군포천'이라 표기되어 있다.
군포장이 서던 곳(현 호계동, 구 군포사거리)은 시흥길과 삼남길의 갈림길이다. 또 안양천의 상류로 옛날부
터 수운을 이용하는 군포 포구로서 널리 알려져 왔기에 한강에서 부터 물자운송이 용이했을 것으로 보인
다. 

군포장은 조선시대 지도에도 표기될 정도로 컸다. 과천시지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흥
선대원군(1820~1898)은 국방력의 강화를 위해 전국 군현과 군사기지(진보와 수영 및 병영), 역참 등의 지
도와 지리지를 제작하여 올릴 것을 명령하였다. 이에 1872년 과천현에서 직접 그려 올린 [과천지도]를 보
면 [해동지도]에는 표시되지 않았던 안양장과 군포장이 표시되어 있다. 그런데 그 표시 방법이 특이하다. 
두 개의 장을 만안교에서 왼쪽 아래(남쪽)의 삼남대로와 연결된 도로가 관통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린 것이
다. 
[임원십육지(林園十六志)](1827)에서도 군포장과 안양장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군포장이 서는 날은 이웃 안양장과 더불어 수차례 바뀌어 왔다. 조선시기에는 개시일이 3․8일로 나와 있는
데 1905년 군포장이 되면서 1․6일로, 1923년에는 5․10일로, 1926년에는 2․7일로 나타나는 등 주변장의 영
향에 따라 변화를 거듭한 것으로 보인다.

군포장은 충청도에까지 입소문이 흘러 장돌뱅이들과 장꾼들을 불러 모았다고 한다.  담배를 비롯하여 소
금, 광목 등과 쌀, 콩, 조, 보리쌀 등 농산물이 주로 거래되었으며, 안양, 군포, 의왕, 과천 등은 물론 멀리
는 용인, 남양, 판교 등지의 상인이 붐벼 성시를 이루었다. 군포장의 명물은 씨름과 정월 대보름에 개최되
는 줄다리기로, 이때는 시장의 열기가 고조를 이뤘다고 한다.

활기 넘치는 군포장은 역 명칭에도 영향을 미친다. 광무4년(1900)에 경부선 철도를 가설하면서 군포장에서 
다소 거리가 떨어진 군포 남면 당리에 역사를 짓고 역명을 군포장역(軍浦場驛)이라 했기 때문이다. 역사 
설치 후 민가가 늘어나자 군포장(현 호계3동)을 구 군포라 했고 '당말'이라 부르던 '군포장역'(현 군포역) 
인근을 신 군포로 부르기 시작하였다.

번창하던 군포장은 1925년 소위 을축년 대홍수로 맑은내가 범람하자 군포역 앞으로 이전하고 시장 명칭을 
그대로 승계한다. 당시 안양 북쪽에 있던 안양장도 맑은내의 범람으로 피해를 입자 안양1동 소재 구시장
(안양1동 진흥아파트앞)으로 장을 옮겼는데 상설시장으로 자리 잡으면서 명칭이 안양시장으로 불리기 시작
했다.

군포장은 1930년대 말까지만 하더라도 활발하게 장이 섰다. 수원과 안양, 안산, 남양, 과천에서 모여들 수 
있는 길목이었기에 숱한 이야깃 거리를 생산하면서 발전했고, 수많은 장꾼들의 기대를 불러 모았다. 웬만
한 장꾼들이라면 <군포장>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였다고 하니 그 규모가 얼마나 컸던지 미루어 짐
작해 볼 수 있겠다. 

당시 군포장하면 소설가 이무영을 빼놓을 수 없다. 죽마지우이자 시인인 ‘이흡’을 따라 군포로 낙향했던 
이무영의 눈에 비친 군포장은 예사로움이 아니었다. 그는 군포장으로 생산되는 이야기를 1938년 동아일보
에 <군포장 깍두기>로 연재하면서 장터의 애환과 서민들의 생황상을 그려냈다. 그 후, 이무영은 10여년간 
군포에 거주하면서 농경생활에 깊은 참여를 하게 되고, 그 실천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궁촌기> <흙의 노
예> 등을 발표함으로서 <상록수>의 작가 심훈과 더불어 농민 문학의 양대 산맥이라 불리울 정도로 군포
는, 그의 문학 활동에 큰 영향을 끼쳤다. 아울러 궁촌 마을(군포) 하면 이무영의 농민소설 요람지로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번성하던 군포장은 지역 개발과 더불어 차츰 쇠퇴하기 시작한다. 1938년 경부선 복선화가 되고 기차역 주
변이 지역유통의 중심지로 자리잡아 거주지로 커지면서 군포장역은 군포역으로 이름을 바꾸게 된다. 1960
년대에 와서 5일장은 도시화와 함께 사라진다. 이미 그 자리는 상설시장이 자리잡았다. 처음 장이 서던 곳
은 구군포 또는 구장터로 불리웠다. 



◉안양을 다녀간 백범 김구선생 기념비
  
백범 김구 선생은 1940년 중국 중경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에 선출돼 사실상 초대 대통령이나 다
름없는 인물로 우리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자주를 위해 한 평생을 바치신 분으로 1945년 해방이 되면서 귀
국한 후 1949년 4월 5일 청명일(한식)에 안양을 다녀갔었다.

김구 선생이 안양에 온 이유는 안양 관양1동 329-1에 안동김씨 대종친회 문영공(휘 恂：충렬공 3째 아드
님) 산소가 있는데 한식을 맞아 열린 종친회 행사에 참배하러 오신 것이다. 종친회 기록에 의하면 당시 전
국 종친 100여 명이 모여 절사(節祀)를 올리고 난후 선생의 귀국 환영을 하는 자리도 열고 기념촬영을 했
는데 당시 검은 두루마기에 안경을 쓰고 함께 사진을 찍은 기록도 남아 있다.

당시 김구 선생이 안양에 왔다는 소식에 관양동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몰려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한
다.

종친들은 이날 선생의 정치활동을 위한 기금도 모았었는데 선생께서는 '이 돈은 받을 수 없다' 하고 만류
하여 문영공 종회에서는 회의를 통해 이 기금을 문영공파 종비(宗費)로 이용하기로 했다고 한다.

종친회에서는 김구 선생이 안양 관양동을 다녀간 것을 기념하여 2009년 5월에 문영공 묘소 앞에 기념 비
석을 세웠다.

찾아가는 길은 관양사거리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해 관양현대아파트 앞 도로(관평로)를 따라 관양고에서 우
측으로 가면 일동로 129-133 삼거리 도로(동편마을 옆-과천방향)까지 간다. 또 하나는 관양육교 정류장에
서 하차해 관악대로 345번길-관악대로 339번길(관양중 옆길)을 따라 끝까지 간후 좌측으로 돌아가면 일동
로 129-133 도로와 만난다. 일동로 도로 우측에는 야산이 있는데 삼거리에서 보면 산으로 오르는 샛길이 
있다.  
    
산길을 한 60미터 정도 올라서면 좌측 나무 숲사이로 가족묘지가 보이는데 이는 문영공 후손으로 선산을 
문중에 기증한 김정묵(定默)씨의 묘소다. 김씨는 안양시의회의장과 경기도의원을 지냈다. 산소 좌측으로 
10여 미터 오르면 울창한 참나무 숲에 들러 싸인 넓찍한 공간에 혼유석과 망석, 망주석과 신도비에 둘러
싸인 묘소가 있는데 이 묘소 안동김씨 문영공의 산소다. 백범 김구 선생의 기념비는 산소 초입에 세워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