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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여름입니다. 문화원에서 다사다난하게 보낸 8년간의 시간이 지나가고 제 임

기에서는 마지막인 문화의뜰 인사말을 쓰게 되었습니다.

흔히들 마무리를 잘해야 한다는 의미로 <유종의 미(有終之美)>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의 출처는『전국책(戰國策)』의 ｢진책(秦策)｣ 으로 전국(全國)시대에 진(秦)나라 

무왕(武王)에게 신하가 왕에게 했던 말에서 유래한 것 입니다. 신하는 나라를 세우고 

그 힘이 강성해지자 조금씩 나태해지고 있던 무왕을 일깨우고자 시경을 인용하여 누

구나 처음은 있지만 모두가 끝을 마무리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인 ‘미불유초 선극

유종(靡不有初 鮮克有終)’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시경의 구절인 선극유종(鮮

克有終)의 유종(有終)을 따서 끝이 있는 것의 아름다움인 유종의 미(有終之美)에 대

해서 이야기 한 것입니다. 

진나라 무왕에게 간언했던 그 신하의 말처럼 생애와 임기는 시작과 끝이 있지만 일

은 시작만 있고 끝이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운동을 한다거나 일기를 쓴다거나 담배

를 끊는다는 것처럼 여러 가지 결심과 계획들이 끝이 없이 사라져 버리는 작은 경우

부터 인수인계 없이 전임자가 떠나버린다던지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게 될 때 갈등을 마무리 하지 못해 다음을 

기약할 수 없게 되는 등 인생을 살아가다보면 비슷한 경

우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화성문화원의 원장으로 있던 8년 동안 과연 얼마나 많

은 일들에 유종의 미를 거두었을까 생각해봅니다. 만족

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아쉬운 일도 있었습니다. 화성시

사편찬위원회를 위탁받아 30권에 달하는 큰 규모의 화

성시사를 펴낸 것부터 시작하여 화성문화원에 보조금 

지원을 늘려 회원들의 부담을 줄이고 혜택을 드릴 수 있

게 된 것 등 좋은 기억이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하지

만 보시는 바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들도 많이 눈에 띌 것

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회원님들과 만나지 못한 기간이 

길었던 것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문화원 자체 유튜브 계

정을 통해 영상으로 만나 뵌 다고 하였지만 역시 직접 만

나서 인사하고 직접 예술을 하는 그런 감동은 영상으로 

전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문화원 식구들 중 코로

나로 인해 큰일을 당하신 분이 안계시고 문화원 개방이

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뵐 수 있게 된 것이 참 다행이

라고 생각합니다. 

선배 원장님들이 겪지 못한 코로나라는 시기가 2년 넘

게 끼어있었던 말 그대로 다사다난 했던 8년을 보내고 

유종의 미 에 대해 생각합니다. 아름다울 미(美) 자를 쓰

며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이 고사성어의 교훈처럼 문화

원장의 임기 마지막이 아름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

겠습니다. 이 글을 읽는 많은 관계자 여러분과 회원님들

의 삶도 유종의 미 가 있는 아름다운 삶이기를 기원합니

다. 감사합니다.  

유종의 미
有終之美

화성문화원장 고 정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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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華城市) 봉담읍(峰潭邑)1)은 전근대시대 수원(水原)에 속하는 곳으

로 고려시대 대표적인 효자(孝子) 최루백(崔婁伯, 1205~ ?)의 본향이고 조선 

영조(英祖) 때 정문(旌門)된 효자 이곤(李琨, 1641~1697)의 연고지다. 사실 

봉담은 정조(正祖)가 수원 신읍치를 팔달산 아래로 옮기고 화성을 쌓기 전까

지 수원의 중심이었다. 정조를 모신 융건릉(隆健陵)자리가 수원관아터고 그 

주변으로 토성인 수원고읍성이 남아있다. 역사를 더 거슬러 올라가면 고금

산지역은 청동기시대부터 역사가 이어져 온 곳으로 봉담이 원수원의 중심이

다. 수원이 물을 뜻하는 것처럼 봉담도 물을 뜻하며 지천으로 오래된 저수지

효자 이곤 선생 이야기

가 많다. 또한 수원으로 본향을 삼은 본최(本崔) 수원최씨 시조 최상저의 유허

지가 홍법산 아래 있고, 수원백씨 중시조 백천장(白天藏)의 묘가 고금산 자락

에 있으며, 내최(來崔)로 불린 수성최씨 시조 최영규(崔永奎)의 묘도 봉담과 

가까운 매송에 있다.

효의 고장으로 널리 알리고 있는 화성이나 수원에서는 정조의 효심을 내세

워 지역의 정체성을 세우는데 앞장서고 있다. 전국어디서나 효성 지긋한 인물

은 다 있지만 이러한 이유로 화성의 효자는 더 특별하다. 바로 군왕에서부터 

일개 선비에 이르기까지 효를 실천하였던 대표적인 사례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명성과 달리 예전에는 최루백 효자비각이나 이곤 선생의 효자문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이곤 선생 효자문도 오래전에 들어 알고 있었지만 정확한 

주소지를 몰라 답사에서 허탕을 친 일이 많았다. 화성시의 시·군사 등 공식적

인 자료에서 조차도 정확한 내용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2000년

대 들어 전국을 무대로 풍수 등을 보는 답사자들이 늘면서 쉽게 찾아지지 않

았던 문화유산들이 찾아졌는데, 이곤 선생 효자문도 이들이 앞서서 찾아준 덕

분에 쉬이 효자문을 찾을 수 있었다. 

이곤 선생 효자문을 찾아가려면 자동차로 화성시 장안대학교에서 봉담으

로 가다(삼천병마로) 사거리에서 죄회전(봉담2지구)하여 상리(上里)로 이어지

는 길이 나오는데, 오른쪽으로 삼보폐광산 사택(봉담읍 상리 36-25)을 지나 고

개 아래 삼거리에서 좌회전하여 조금 가면 ‘진주숲어린이집’이 나온다. 여기

에 ‘이곤 선생 효자문’이라는 표지판을 보고 좌회전하면 상2리 마을 안 길이다. 

‘가든한우농장’까지 가서 작은 사거리가 나오는데, 오른쪽 경사진 길은 삼보폐

광산2)이고 그대로 직진하여 상2리 마을버스정류장을 지나면 ‘예량도예원’에 

못미처서 길 오른쪽으로 이곤 선생 효자문이 있다.

고종(高宗) 때 다시 정문된 이곤 선생 효자문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 

363(상2리)에 있다. 상리는 원주이씨 집성촌이다. 상리의 지명유래는 봉담읍에

서 가장 위쪽 높은 곳의 마을이라고 전한다. 삼봉산자락 구릉에 위치하고 있는 

효자문의 모습은 곡장을 두르고 빨간 소문에 기와를 올려 단장하였다. 효자정

문의 글씨나 효자문이 있는 표석 등은 세월을 못이겨 글자를 확인하기 어렵지

만 효자문 영내는 풀도 뽑고, 관리는 잘 되고 있다. 효자문 정문각 오른쪽으로

는 이곤 선생의 부친 묘소의 석물로 전하는 문인석(금관조복형)과 망주석 한쌍

이 있고 방부원수(方趺圓首)의 「이응한 묘표(李應漢墓表)」가 있다. 내용과 형

식상 이곤 선생이 영조대 효자정문 된 이후의 형식으로 추정되며, 석물의 표현

과 재질이 우수하다.3) 그 아래로 ‘원주이씨사용공파 봉담종친회’에서 세운 표석

(1982.10.1.)이 있는데 정문과 마찬가지로 글자의 색이 바래 잘 보이지 않는다.

이곤 선생 효자문

1) �봉담읍은 1831년(순조 31)전
까지 삼봉면(三峰面), 갈담면
(葛潭面)으로 되어 있었다가 
일제가 1914년 행정구역 통폐
합을 하면서 삼봉면과 갈담면
을 합하여 처음 봉담면으로 하
였고 1998년 4월 봉담읍으로 
승격하였다.

2) �봉담읍 상리 104번지, 1957년
부터 1991년까지 금, 은, 납, 
아연, 중정석을 채굴하던 광산
이다.

3) �이응한(과의교위이공응한지
묘공인광주이씨부좌[果毅校
尉李公應漢之墓恭人廣州李
氏祔左]) 묘표의 건립연대는 
‘황명숭정기원후무진5월 모일
립(皇明崇禎紀元後戊辰五
月 日立)’로 각자되어 1748년
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응한의 
벼슬로 볼 때 묘표와 석물의 
재질 및 작품성이 상당한 것
은 이곤이 문과급제로 실직과 
1737년 효자정문되면서 가능
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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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은 본래 나무로 되어 있었으나 비바람에 삭게 되어 1982년 10월 1

일 벽돌로 만들고 맞배지붕에 기와를 얹었다. 이곤 선생의 묘는 성남시에 

있었으나 개발로 인하여 아버지 이응한의 묘와 함께 원주이씨 사용공파 

봉담종친회에서 화장하여 묘를 정리하였다고 하며, 효자문 영내 석물은 

이때 옮겨온 이응한 묘의 석물이다.”4)

그동안 이곤 선생 효자문이 마을에 있는 이유에 대해서 뚜렷한 사실을 

전한 경우가 없었다. 다만 묘는 성남(옛 광주)에 있었는데 화장되었다고 

하나 선생의 자취가 화성에서 효자문 말고는 뚜렷하지 않았다. 그저 상리

가 원주이씨 집성촌이니 그런 정도의 이해였다. 더욱이 이곤 선생이 문과

급제자이지만 이를 확인한 자료도 없었다. 다행히 선생의 개명 전 이름이 

‘장(璋)’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과거 급제자 기록인 『국조방목(國朝榜目)』

(조선시대 문과 급제자 명부)을 찾아 확인하였다. 

『국조방목』을 통해 이곤 선생이 1669년(현종10) 기유식년문과에 응시하여 

병과 19위에 급제하였으며, 사는 곳이 ‘거수원(居水原)’ 즉 ‘수원에 산다’라고 

정확히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름을 ‘곤’으로 개명한 사실과 자(字)와 생년는 물

론, 가족관계로 아버지가 과의교위 이응한이고, 과거급제 당시 ‘자시하(慈侍

下:편모슬하)’라고 하여 아버지는 작고하고 어머니만 살아계신 것과 안항(雁

行 : 남의 형제를 높임말)으로 형 찬(璨)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이곤 선생이 명

실공히 수원사람, 화성사람으로 문과에 급제한 선비라는 것을 밝힌다.

그간 이곤 선생에 대한 정돈된 자료가 없이 시·군사 등의 자료가 구술에 의

존한 나머지 그 내용이 정확하지 않고 부족했다. 그래서 『국조방목』을 찾아내

어 확인하고 더불어 답사를 통해 정려문 한편에 위치한  「이응한 묘표」를 통해

서 신상 등을 겨우 파악하였으나 비석의 몇몇 글자가 오래되어 잘 볼 수 없었

다. 그러던 중 화성지역학연구소(정찬모 소장)에서 펴낸 『화성지역학연구』제

2집(2019)을 통해 원문으로 된 이곤 선생의 묘지명과 묘표 등 묘도문자(墓道

文字)5)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국조방목』과 이응한, 이곤 선생의 묘도문자를 

바탕으로 이곤 선생의 세계와 신상 등을 좀 더 자세히 밝힌다. 

4) �봉담읍 상2리 이석연(李石淵, 
49세), 이병세(李秉世, 52세) 
증언 : 『화성의 충효열』, 화성
문화원( 2004), 64~69쪽

『국조방목』 이곤 선생 문과급제 명부
(출처 : 식년문과방목[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왼쪽, 기유식년문무과전시방목[한국국학진흥원 안동권씨 강파후손] 오른쪽)

5) �「좌랑이공묘지명(佐郞李公墓
誌銘)」-『정암집(貞菴集)』 권
11 묘지. 정암 민우수(閔遇洙)
의 문집이다. 「좌랑이공묘표
(佐郞李公墓表)」-『도암선생
집(陶菴先生集)』 권38 묘표1. 
노론대학자 도암 이재(李縡)
의 문집이다.

효자문 내 석물(이응한과 광주이씨 묘표와 생김이 다른 문인석(금관조복형) 한쌍과 생김이 다른 망주석(촛대석) 한쌍으로 이응한 묘의 석물로 전해온다. 
생김이 다른 것으로 보아 이응한과 이곤 선생 묘를 정리하면서 묘의 온전한 석물만 취했던 것이 아닌지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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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곤 선생의 세계(世系)를 살펴보면, 아버지 「이

응한 묘표」에서 확인된다. 

“공 휘 응한 자 청보 원주대성 이춘계지후 고려판위

위시사 휘 녹규 즉 공 9세조 증조 휘 홍 조 휘 승정 

고 휘 업 비 원주원씨 휘 혜훈지녀 이조판서 천상 

칠세손야(公諱應漢字淸甫原州大姓李椿桂之後高

麗判衛尉寺事諱祿圭即公九世祖曾祖諱泓祖諱承

頲考諱 妣原州元氏諱䧥訓之女吏曹判書天常七

世孫也)”6)

이곤 선생의 본관은 원주로 구원주이씨(舊原州李氏) 

이춘계(李椿桂)를 시조로 고려 판위위시사(判衛尉寺事, 

3품) 녹규(祿圭)의 10세손이다. 고조는 홍(泓), 증조는 참

봉을 지낸 승정(承頲), 조부는 벼슬을 못한 업( )이고 조

모는 원주원씨 혜훈의 딸로 이조판서 천상(天常, 19세)의 

7세손이다. 그리고 아버지 이응한은 1607년(만력 정미) 

원주 계암촌(階巖村)에서 태어났으며 자는 청보이고, 정

5품 상계 과의교위를 지냈다. 어머니는 광주이씨 참봉 효

심(孝忱)의 따님으로 광천군 극증(克增)의 6세손이다.

그간 이곤 선생의 생몰년이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국조방목』과 묘지명, 묘표를 통해 확인한 사실은 이곤 

선생은 1641년 신사(辛巳) 2월 4일생으로 자는 봉숙(奉

叔), 치원(致遠)이고 개명 전 이름이 장(璋)이다. 2남4녀 

중 차남이며, 특히 문정공 민유중(閔維重, 숙종의 국구, 

인현왕후 부친) 형제를 사사한 문인이다. 부인은 수원최

씨 최천헌(崔天憲)의 따님으로 슬하에 딸 하나를 두어 진

사 변욱(邊頊)에게 출가시켰다. 정실부인에게서는 후사

를 못 두어 형의 아들 문병(文炳)을 계자로 이었다. 그러

나 측실에서는 아들 문영(文煐)과 문정(文炡, 정을 혁[爀]

으로 개명)을 두었다. 1697년 정축(丁丑) 10월 20일 음죽

현감으로 있으면서 병이 나 파직되어 돌아오다 이천읍에 

이르러 죽으니 향년 57세였다. 경기도 광주 사촌(沙村) 

선산에 장사하였다. 

광주 사촌은 강원도 원주에서 세거하던 아버지가 혼인

을 하면서 처가인 광주로 처가입향(妻家入鄕)한 것이다. 

봉담읍 상리도 당대 수원부에 속한 곳으로 차남인 이곤 

선생이 부인 수원 최씨에게 장가들면서 이주하게 된 것

으로 이곤 선생도 수원으로 처가입향 한 것이다. 친영제

도가 정착하기 전의 일반적인 모습이다. 친영제도가 확

립되고는 보통 ‘시집간다’가 일반적이지만 그 이전에는 

‘장가들다’가 오래된 풍습이자 보통의 모습이었다.(모계

전통)

“공의 성품은 청렴하고 절약, 검소하여 평소 겨울

에는 명주를 입지 않고 여름에는 모시를 입지 않았

다.(公性廉約節儉 冬不衣紬 夏不衣紵)”7)

대사헌을 역임한 민우수(閔遇洙, 1694~1756, 민유중 

손자)의 이곤 선생 묘지명이다. 이곤 선생의 묘표는 측

실 아들 문혁(정)이 약사를 정리하여 도암 이재(李縡, 

1680~1746) 선생에게 부탁하여 지었다. 이재는 노론의 

대학자로 이곤 선생의 스승인 민유중의 외손이다. 묘표

가 『도암선생집(陶菴先生集)』 에 전하는 것으로 보아 비

석은 실전된 것으로 보인다. 

이곤 선생은 문과에 오른 후 내직으로 정6품의 성균관 

전적을 시작으로 사헌부 감찰, 공조좌랑겸 춘추관기사관

을 지냈고 외직으로 양재도찰방, 의령, 옹진, 보령, 음죽

현감을 역임하였다.(이곤 선생 묘지명·묘표) 최종 벼슬이 

이를 확인하듯 방목에도 현감이라고 나온다. 다만 관찬

사료인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에는 이곤 선생의 관

직이 현종(顯宗) 14년(1673) 승문원 교검(정6품)이 처음 

나오고 이어 15년 의령현감, 숙종(肅宗) 6년(1680) 성균

관 전적, 병조좌랑, 옹진현감, 숙종 10년 사헌부 감찰, 감

시관, 공조좌랑, 낭청, 통례원 찬의(정5품), 낭청, 숙종 11

년 공조좌랑, 보령현감, 숙종 12년 중학교수, 숙종 14년 

보령현감, 숙종 20년 문겸(문관 선전관 겸임), 고성현령

까지 나와 차이가 있다. 그리고 아버지 이응한의 묘표와 

효자문 정려에는 대표 관직이 병조좌랑(兵曹佐郞, 정6

품)이다. 그런데 품계는 통훈대부 정3품 하계로 '행(行)'이 

붙는 것으로 보아 살아있을 때 관직은 정6품 이상의 직에 제수 받지 않았고 

이후 영조대 효행정려 되면서 가자된 것이다. 

이러한 이곤 선생의 관력(官歷)에 특성은 대개 조선시대 평균수명이 30세 

전후로 장수하지 못하여 문과급제자이지만 벼슬이 크게 오르지 못했거나, 또

는 명문벌열이 아니라서 외직을 전전하다 그쳤을 경우라든가 유력 당파인 서

인이나 남인에 속하지 못하였을 경우, 조선후기 빈번한 과거로 합격하고도 

관직에 못 나가는 상황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곤 선생은 민유중의 문인으로 

현종·숙종대 붕당정치의 와중에서 서인이자 노론으로 이어지는 처신의 문제

와 함께 당시의 관직자 체증으로 문과에 급제했지만 관직을 수여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는데, 『승정원일기』의 기록을 따른다면 첫 출사가 승문원 교검으

로 급제 후 4년만이다. 더욱이 묘표 등의 나온 성균관 전적을 첫 출사로 본다

면 10년이나 지나고서야 겨우 관직을 제수 받은 것이 된다. 이처럼 늦은 출사

와 환갑을 넘기지 못하고 돌아감에 따라 관직이 더 오르지 못하였다. 다행히 

6) 「이응한 묘표」 중 세계 부분 
7) �「좌랑이공묘지명(佐郞李公墓

誌銘)」 중-『정암집(貞菴集)』 
권12 묘지

1986년 이곤 선생 효자문(출처 : 화성시포토캘러리_김경수)
효자	 	행통훈대부병조좌랑겸춘추관기사 증통훈대부홍문관응교지제교겸경연시강관춘추관편수관교서관

교리중학교수한학교수세자시강원보덕이곤지문
	 상지이십년계미구월 일
	 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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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 즉위 이후 노론이 집권하면서 선생의 효행이 인정받아 품계가 더해 질 

수 있었다.

이곤 선생의 효행은 이재 선생이 찬한 묘표와 대사헌 민유수가 찬한 묘지

명에 자세히 나온다. 여기에 따르면, 12세에 이미 아버지 상을 치루면서 효

자로 칭송되었다. 아버지가 병석에 눕자 양 손가락을 베어 피를 마시게 하여 

소생시킨 효동으로 칭송된 것이다. 또한 아버지를 여의고 홀로 계신 어머니 

광주 이씨가 노환으로 병석에 눕자 아버지처럼 손가락을 베어 피를 마시게 

하였으며, 추운 겨울에 잉어와 오이가 먹고 싶다고 하자 온갖 노력으로 구하

여 봉양하였다. 이러한 이곤 선생의 효성은 죽은 지 1년(기년)이 지나 광주

의 선비들이 선생의 효행을 본부(本府)에 정문(呈文)을 올리면서 조정에 알

려지게 되었다.

이후 1737년(영조 13)에 효행상과 효자정문을 하사 받았다. 현재의 정문은 

1883년(고종20) 9월에 다시 정문된 것으로 1982년 중수(重修)하였다. 이곤 

선생 효자문은 1986년 5월 20일 화성시 향토유적 제3호로 지정되고 2019년 

화성시 고시에 따라 유형문화재 3호가 되었다.

봉담 상리에 살던 후손들은 문과 급제와 효행을 한 선조를 둔 덕에 조상의 

음덕으로 각종 부역을 면제받아 향반으로 위세를 이어가고자 한 것으로 보

인다. 이는 현종과 숙종시대 인물인 이곤 선생이 정책적으로 충효의리를 강

조하던 영조대에 효자로 정문 되고나서 다시금 이를 고종 때 재 정문 된 것

을 통해서 짐작 된다. 사실 이러한 예는 화성지역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효자 최루백은 물론, 세조 때 충절의 표상 차운혁(車云革)의 후손인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 버들차씨, 정남면 남산밑차씨 등 많다.  

이 병 권
지역사연구자(達理). 화성시 등 문화유산의 
답사와 지역사연구에 대한 글쓰기를 하며, 
경기문화재단(경기학센터) 
경기학연구자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국조방목(國朝榜目)』, 『도암선생집(陶菴先生集)』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정암집(貞菴集)』

「이응한 묘표(李應漢墓表)」(금석문)

「문화유산」, 『화성시사』2, 화성시사편찬위원회(2020)

이병권, 「화성시 찬우물마을의 어제와 오늘」,  『물; 생기를 찾아가는 명랑경기학』2,  

            경기문화재단(2020)

정찬모 외, 『화성지역학연구』제2집(2019)

『화성의 충효열』, 화성문화원(2004)

참고문헌

너무 풀고 싶지만 미진했던 숙제, 마고할미

옛이야기에는 나와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의미를 찾아갈 힌트를 주는 태고적 

지혜가 담겨 있어서 좋다. 그러나 구비설화에는 각 나라와 지역의 문화적 가치가 

상징적이고 심층적인 방식으로 응축되어 있어서, 바로 전승의 의미를 찾기가 쉽

지 않을 때가 종종 있다. 그중에 하나가 마고할미 전설이다. 20년 넘게 구비문학

을 공부해오면서 쉽게 상징적 의미를 찾기 어려웠다. 결국 박사논문 주제로 잡고 

변산반도에 개양할미 전설을 어렵게 조사하기도 했지만 마고할미가 우리에게 남

아 있는 것이 대모신적·창조신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기존의 논의를 넘어서기

가 어려워 포기하고, 평소 좋아하던 서사문법과 스토리텔링으로 논문을 쓰게 되

었다. 물론 후회는 없지만, 필자에게 마고할미는 너무나 풀고 싶지만 풀지 못한 

화성에서 만난 
쌍봉산 마고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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