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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조사 소개

전주시 마을조사는 2015년도 9월에 시작하였으며 전주시에 속한 33개동을 4년차에 걸쳐서

전주시민의 과거의 기억과 기억 속의 공간 그리고 그 안에 시민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수집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전주의 각 동의 다양한 지표와 문화자원, 그 안의 이야기들을 발굴하여

시민들이 이야기를 공유하고 전주시의 정체성과 시민들의 자긍심 그리고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전주시의 다양한 사업과 시민활동의 기반자료를 목표로 하고자 한다.

1. 동산동 조사 목적

∙ 동산동 주민이 이야기의 주체가 되는 시민참여 플랫폼 확보

∙ 동산동에 거주하는 시민을 알아가고, 동산동을 바라볼 수 있는 창을 내는 것으로 목적으로 함

∙ 동산동의 동네이야기와 장소, 콘텐츠를 구상하고 이야기와 장소 조사를 통한 고유한 데이터 구축

∙ 고유한 마을(동네)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콘텐츠와 시민 공동체 문화를 개발하고자 함

∙ 기존 정책 및 학술조사에서 좀 더 나아가 여러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문화자원 플랫폼 구성

∙ 전주시에 적합한 마을(동네) 조사연구모델 개발 및 진행

2. 동산동 조사 개요

∙ 사업기간 : 2016. 1.~2016. 12.

∙ 대상지

- 행정동 : 동산동

- 법정동 : 동산동, 고랑동, 여의동, 장동, 만성동

시민이 이야기하고 직접 써 내려 가는 전주의 동네 이야기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자 함.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마을조사에 대한 삼천3동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마을조사단과 시민들과의 읽기+듣기+만남+수집을 통한 이야기 수

집, 시민사회의 활용과 마을 이야기의 전승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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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대상

- 동산동에 거주하였거나 거주하지 않지만 이 지역을 아는 시민

- 동산동에 현재 거주하거나 이주하였던 다양한 계층의 시민

- 동산동을 중심으로 제조업, 상업, 문화활동을 하는 운영자 혹은 시민\

- 동산동을 고향으로 두고 있지만 현재 타지에 거주하는 타 지역 시민

- 전주의 일제강점기 이전 혹은 그 이전에 부모 세대의 이야기를 들었던 고령자

∙ 조사내용

- 기초문헌조사

기존의 문헌과 학술자료, 시정 자료, 주민들의 자료, 인터넷 자료 등을 통해 전주시가 

아닌 동산동을 중심 대상으로 한 문헌자료의 참고 및 재구성하여 기술  

- 시민이야기워크숍

동산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 각 통장, 자생단체 회원, 지역에 관심과 지식 

많은 주민들과 함께 지도를 보면서 기초적인 이야기를 듣고 주요 공간과 동의 주요한 

면담 대상자 추천받기

- 심층면담조사

기초문헌조사와 시민이야기워크숍에서 추천을 바탕으로 조사원이 찾아가는 직접 면

담을 통해 이야기를 듣고 기록 

3. 동산동 조사 참여 인력

∙ 동산동 기초문헌조사

소영식 ((재)전주문화재단 마을조사단 PM)

차상민 ((재)전주문화재단 마을조사단 선임연구원)

이창환 ((재)전주문화재단 마을조사단 연구원)

김다희 ((재)전주문화재단 마을조사단 조사연구원)

박다영 ((재)전주문화재단 마을조사단 조사연구원)

김윤주 ((재)전주문화재단 마을조사단 이야기팀장)

∙ 동산동 심층면담조사

소영식 ((재)전주문화재단 마을조사단 PM)

차상민 ((재)전주문화재단 마을조사단 선임연구원)

이창환 ((재)전주문화재단 마을조사단 연구원)

김다희 ((재)전주문화재단 마을조사단 조사연구원)

박다영 ((재)전주문화재단 마을조사단 조사연구원)

김윤주 ((재)전주문화재단 마을조사단 이야기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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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산동 조사과정 및 주요내용

1) 2016년 조사대상지 8개동 선정

∙ 기간 : 2016. 4.~2016. 5

∙ 내용 

- 2016년 조사 대상 행정동 선정을 위한 후보 대상 행정동 16개동 기초 조사 및 분석 

- 조사 대상 동 선정을 자문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각 1회씩 개최 후 조사대상 동에 대한 

논의 후 선정

2) 2016년도 8개동 조사계획 수립 및 현장답사

∙ 기간 : 2016. 6.~2016. 7.

∙ 내용

- 기초문헌작성과 관련 조사대상 행정동의 전반적인 기초지형 확인 및 주요 지점에 대한 

길과 공간을 인지하는 과정

- 현장답사와 관련된 내용은 일부 기초문헌조사 과정 중에 활용

- 현장답사를 통해 이어서 진행될 이야기 워크샵과 현장 심층면담조사의 적응력과 활동력을 

높임

∙ 동산동 일정

- 현장답사 : 2016. 7.~2016. 8

3) 2016년도 8개동 기초문헌조사 및 내용 작성

∙ 기간 : 2016. 6.~2016. 8.

∙ 내용

- 조사대상 행정동의 현황과 과거 기록 등을 확인하고 조사에 활용 및 보고서에 게시

- 기존의 전주를 중심으로 역사와 문화를 기록하고 서술하였던 방식을 벗어나 동중심의

기록물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진행

- 다양한 기록물에 동산동의 이야기를 뽑아내어 다시 편집하고 서술구조를 정립  

∙ 동산동 일정

- 1차 기초문헌 내용 작성 : 2016. 5.~2016. 9.

- 기초문헌 최종 수정 및 편집 : 2016. 10~2016. 12



전주시 마을조사사업 “동심(洞心)”찾기 동산동

- 12 -

4) 2016년도 8개동 워크숍 진행

∙ 기간 : 2016. 8.~2016. 9.

∙ 내용

- 조사대상 행정동의 시민과 모여 지도를 펼쳐놓고 지역의 이야기와 추억의 공간 듣기

- 주민자치위원회, 각종 자생단체, 통장 모임 등을 방문, 마을조사 워크숍 홍보 진행 

- 홍보 후 2회 차에 걸쳐 직접 시민들을 만나고 지도와 주요 책자를 활용 시민들이 기억  

하는 공간, 인물, 이야기 추천받기 진행  

∙ 동산동 일정

- 홍보 활동 : 2016. 08. 25(목) 오후 14:00

- 1차 이야기 워크숍 : 2016. 09. 02(금) 오전 10:00

- 2차 이야기 워크숍 : 2016. 09. 08(수) 오후 14:00

                                                                     동산동 이야기 워크샵 모습

5) 동산동 심층 면담조사

∙ 기간 : 2016. 12.

∙ 내용

- 이야기 워크숍과 기초문헌조사에서 확인된 내용 그리고 동산동 시민들이 제보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에 들어가 심층적으로 면담하여 주요한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수집하는 과정

- 직접 기록 및 이야기 녹음을 통한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를 수집

- 이야기 속의 주요 공간에 대한 사진 촬영

- 동산동 시민이 가지고 있는 각종 옛 사진, 책, 문서, 물건 등을 조사 

- 동산동 시민이 가지고 있는 각종 옛 사진, 책, 문서, 물건 등을 조사

∙ 조사과정 : 사전조사/현장조사/현장조사 자료 정리 

∙ 사전조사 

- 심층면담조사 계획 수립

- 조사지역의 현황, 면담대상자 선정, 질문지 작성, 조사일정 등을 논의

- 조사지역의 현황 : 현장답사, 기초문헌조사 내용, 주민워크숍 내용 비교 검토하여 파악

- 면담대상자 선정 : 주민워크숍 주민 연락처 및 참여자, 추천인 등을 참조하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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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조사

- 조사 인원 : 2인 1조로 구성

- 조사 준비 : 면담대상자와 방문 약속 잡기, 조사도구 지침

- 조사도구 : 녹음기, 사진기, 필기도구, 질문지, 지도(전주시 도로명주소안내지도 동산동)

- 조사방법 : 심층면담과 참여관찰 

∙ 현장조사 자료 정리

- 현장조사 자료는 면담보고서/음성자료/사진자료/영상자료 등으로 분류하여 정리

- 면담보고서 작성 : 날짜, 조사장소, 조사자, 대상자 선정이유, 면담대상자 정보, 열쇳말,

면담 요약, 사진 등으로 정리

                                                               동산동 일원 현장 면담조사 모습

6) 2016년도 이야기캠페인

∙ 기간 : 2016. 6. ~ 2016. 12.

∙ 내용

- 마을조사단 만의 이야기 수집 및 조사의 한정된 조사를 극복하고 좀 더 다양한 수집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이야기 수집활동을 독려하고자 이야기 캠페인 진행

- 시민들의 제보를 받고 기본적인 이야기를 수집한 후 마을조사단이 직접 현장조사를 진행

- 시민들이 소장하고 있는 각종 기록물(사진, 일기, 가계부, 당시의 전단지 등)을 수집하고 

이에 대한 가치를 공동으로 확인하는 과정

- 타 지역에 거주하는 전주 출신 시민들의 이야기를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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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동산동 마을조사 최종보고서 작성 및 결과보고

∙ 기간 : 2016. 11.~2017. 1.

∙ 내용

- 조사 내용 결과를 공공에 공개하고 시민 사회에 환원하는 과정

- 2016년도 8개동에 대한 기초문헌, 심층면담조사 내용 등을 정리 및 종합 후 분석하여 보고서 최종 

제출 및 전주시장 및 관련 관·학·민에 현황에 대한 소개 및 차후 필요한 관점에 대한 제시

- 보고된 자료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민활동 및 문화, 예술·도시재생 등 다양한 기반자료로 

활용 가능

8) 자문위원회, 전문위원회 운영

∙ 기간 : 2016. 1.~2016. 12.

∙ 내용 : 조사 내용과 과정에 대한 다양한 논의 및 검토, 협업

- 마을조사단의 각 동 조사에 대한 다양한 방법론과 과정에 대한 자문 및 현업 진행

- 역사학, 인류학, 도시공학, 건축학 등의 전공을 가진 학술 전문가, 현장실무 전문가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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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16년 마을조사 전체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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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을조사단 구성 및 실행구조

∙ 2016년 마을조사단 구성

∙ 2016년 마을조사단 실행구조



Ⅰ. 조사 소개

- 17 -

6. 참고문헌 및 면담 대상자 목록

∙ 참고문헌 목록

<표 1> 주요 참고문헌 목록

자료발간
형태 자료성격 목록

단행본 
및 

보고서

인문학

전북도민일보, 1998, 『위대한 어머니의 산 모악산』.

전주시백년사편찬위원회, 2001, 『이야기로 듣는 전주 전주사람들』.

전주시평생학습센터, 2010, 『세상으로 나온 전주이야기 –완산구 서학동-』.

전주시평생학습센터, 2010, 『세상으로 나온 전주이야기 –덕진구 동산동-』.

전주역사박물관 발간 전주학 연구 창간호 ~ 제 9집 참고 (9권).

전주역사박물관 전주학총서1 ~ 전주학총서33권 참고 (총 33권).

전주역사박물관 전주학 학술대회 자료 제 1회 ~ 제 18회 참고(총 18권)

전주역사박물관, 2007, 『옛 사진 속의 전주, 전주사람들 1890년대 ~ 1960년대 – 전주학총서13』.

최기우, 2011, 『천년누리 산성마을 산성유람』, 산성공작소, 산성마을 공동운영위원회.

도시학 장명수, 1994, 『성곽발달과 도시계획 연구』, 학연문화사.

구술사

(재)전주문화재단, 2008, 『전주근대생활조명 100년 제 1권 : 일제의 전주침탈과 식민시대 구술실록 
(1907~1945)』.

(재)전주문화재단, 2008, 『전주근대생활조명 100년 제 2권 : 전주의 8·15해방과 6·25전쟁 –격동시대 구술 
실록(1945~1960)』.

사회학 전북민주화운동사편찬위원회, 2012, 『전북민주화운동사』, 선인.

지리/

지명유래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 2010, 『한국지명유래집– 전라·제주-』.

변주승 역주, 2002, 『여지도서』 전라도 보유 Ⅰ, 디자인 흐름.

한글학회, 1991, 『한글학회 지은 한국지명총람 12(전북편)』.

논문 문화인류학 김희숙, 2010, 『역사, 기억 그리고 향수의 정치』, 전북대학교 대학원 고고문화인류학과 석사학위 논문.

지역시민 
발간물 

생활공동체
김저운·한승헌, 2014, 『50미터 안의 사람들 –서학동 인생』, 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

조정란, 2016, 『50미터 안의 사람들 2 –서학동 인생』, 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

지역사회 원수현, 2015, 「내 인생의 동반자 “서서학동”」

이야기
지도

지역의 
이야기

삼천문화의 집·전북대 고고문화인류학과 BK21사업단, 2010, 『계룡산지역삼천3동이야기지도』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북도, 전주시/주관 (사)전통예술원 모악, 2013,
 『함대마을이야기지도(2013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우리가 만드는 삼천동이야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북종합사회복지관, 2014, 『전통과 자연의 도시 서학동 지도』. 

그 외 다수 문헌 수집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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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이트 목록

<표 2> 주요 참고 사이트 목록

기관 사이트 주소
국가기록원 http://www.archives.go.kr

국토지리정보원 http://www.ngii.go.kr/
국립전주박물관 http://jeonju.museum.go.kr/

농촌진흥청 흙토람 http://soil.rda.go.kr/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 www.gis-heritage.go.kr

문화재청 http://www.cha.go.kr/
전주시청홈페이지 www.jeonju.go.kr
전주역사박물관 http://www.jeonjumuseum.org/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정보시스템 http://geoinfo.kigam.re.kr/
동산동주민센터홈페이지 http://jinbuk.jeonju.go.kr/

∙ 면담 대상자 목록

<표 3> 면담 대상자 목록

면담 대상자 거주지 비 고
강인규 덕진동 고랑동 일원 근현대 농업 관련
김종삼 동산동 장기거주자

최희열 동산동 이야기워크숍 참여, 전 공무원
2차에 걸쳐 면담 진행

000 여의동 장기거주자
이경보 여의동 제일아파트 경로회장
오소간 여의동 양마마을
최영례 여의동 양마마을
박태규 여의동 양마마을
황평연 조촌동 반월동 반월동, 동산동 일원 토박이

000 동산동
이화자 동산동 동산동 이야기 워크숍 참여

000 만성동 두현마을 47년 이상 거주
김성규 만성동 용흥마을 만성이용원 운영
조용훈 여의동 양마마을 양마마을 노인회장

000 반월동 반월동, 동산동 일원 토박이
이00 여의동

제일 아파트 경로당 활동000 여의동
000 여의동
000 여의동

장철수 여의동 화개마을 화개경로당 회장, 토박이

※ 총 20명 면담조사 진행 – 153개의 이야기 구조 수집, 면담보고서 17건, 음성파일 26건 확보

※ 공개에 동의한 면담 대상자만 이름 공개, 부분적으로 주소지, 직업 등은 면담 대상자 요청에 

의해 비공개된 부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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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동산동의 역사문화자원조사

본 장은 동산동을 중심으로 역사, 문화자원, 도시개발과정, 인구, 주요 산업과 종사자, 도로망 

구성 등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동산동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술된 내용은 일제강점지 이전과 관련

하여서는 제한적으로 존재한다. 일부 구전을 통해 『춘향전』과 관련하여 이도령이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가는 이야기 등이 일부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주변지역을 통해 부분적으로 

현재의 행정동으로 동산동이 어떠한 공간적인 맥락에서 기억되는지는 부분적으로 확인이 가능

하다. 그간 동산동의 일부 역사와 문화자원에 대한 서술 혹은 기술은 전주시라는 큰 틀에서 부분적

으로 이루어졌을 뿐 명확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본 장은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동산동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헌상의 모습을 담고자 하였다. 또한 일부 역사적 사실과 고고학적 사실 등에서 

추정되는 부분도 가볍게 살펴보고자 한다.

1. 동산동 개관

∙ 동산동의 유래

동산동이라는 지명은 대한제국기~일제강점기 당시에 이 곳에 있었던 미쯔비시 기업의 총

수인 이와사키가 조촌면에 땅을 사들이고 동산촌((東山村: 히가시 야마무라)이라고 하

는 데에서 유래하였다. 동산촌은 당시 전형적인 농촌 마을로서 농장이 이 지역에 들어오고 

난 뒤 플랜테이션 농업을 근간으로 하여 다수의 주민들을 통제하였다. 또한 동산촌 내에는 

농장을 유지하기 위한 다수의 관계 시설들이 설치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곳은 흡사 

유럽의 봉건시대 ‘영주지’와 같은 모습으로 운영이 되었다.

동산동 이외에 기타 법정동 지역들은 장동, 여의동, 고랑동, 만성동 등이 행정동으로서 

동산동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들 지명들은 기존의 조선시대에 전주군 이서면 지역, 조촌

면지역을 포함한 지역에서 주요하게 등장하는 지명들이다. 하지만 동산동이라는 지명

은 앞서 서술하였듯이 일제강점기 이후 일본인의 아호를 따서 지은 지명으로 지역과 학

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이러한 동산동의 일본식 지명을 변경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

하고 있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 각지에 동산동과 같은 일본식 지명을 점차적으로 바꾸

어야 할 노력은 필요하겠지만, 동산동의 경우처럼, 이 지역의 역사와 현재의 모습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알려 줄 수 있는 지명으로서 의미는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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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튼 이러한 동산동의 지명은 일제강점기~현대를 관통하는 동안 전주지역의 일제 

식민지 역사를 알려주고 있으며 또한 당시의 동산농장의 존재가 얼마나 대단하였는지를 

알려주는 주요한 자료로서도 인식된다. 이 외에도 동산동은 농촌 지역답게 용과 관련된 

지명들이 다수 확인된다. 특히 인근 팔복동의 반룡리 등의 지명과 연결되어 여의동은 ‘용

이 여의주’를 상징하는 지명으로서 여의동으로 지었다는 지명에 대한 이야기도 전하고 

있다. 현재의 여의동은 이러한 여의주, 용과 관련된 의미와는 다르게 같을 여(如), 뜻 의

(意)를 사용하고 있다. 장동은 이 지역에 장씨의 집성촌이 있어서 ‘장동’이라고 하였으나 

현재 한자는 길 장(長)을 차용하고 있어 현재 지명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고랑동은 

지형이 호랑이 같이 생겼다고 해서 호랑이라고 하였던 것이 음운이 변화되었다는 이야

기가 있다. 하지만 평지 지형으로서 고랑동이 과거 밭 이랑 고랑 혹은 논의 고랑과 같은 

것에서 차용되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어 이에 대한 유래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

만성동의 지명은 ‘만명의 사람들이 능히 먹고 살만하다’라고 한 데에서 유래한 것으로 

실제 개발 이전의 만성동은 논과 밭, 과수원이 펼쳐진 동네로서 전주의 주요 경작지 중 

하나였다. 이렇듯 행정동으로서 동산동의 지명은 역사와 과거 이 지역의 특징들을 나타

내는 지명으로서 차후, 알려지지 않은 지명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발굴하여 좀 더 시민들

에게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 동산동의 역사

동산동은 농촌동으로서 직접적인 역사의 기록은 많지 않다. 하지만 동산동 일대의 개발

과 관련하여 다수의 유적들이 발굴되면서 동산동의 알려지지 않은 역사가 점차 드러나

고 있다. 먼저 동산동 일원에는 다수의 구석기 유적이 확인되었는데 정암마을 일원의 유

통단지에서는 후기구석기시대 유적이 확인되었다. 이 외에도 부동마을을 비롯한 양마마

을 일원에서도 구석기유적이 지표조사에서 확인되었다. 그리고 신석기시대 유적은 장동

유통단지 센터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일부 확인되었는데, 수혈 내에서는 빗살무늬 토기가 

확인되었으며 이는 전주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신석기시대 유적이다. 이 외에도 만성동,

혁신도시 일원의 원장동, 여의동, 장동 일원의 각종 개발 사업과정 중에서는 전기 청동기

시대~초기철기시대까지의 다수의 마을유적과 무덤유적들이 확인되었는데, 그 결과로 

보았을 때 동산동 지역은 선사시대 인들의 주요한 생활터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현

재 동산동 내의 만성동에서는 발굴조사 과정 중에 찰방마을 일원에서 다수의 기와 건물

지들이 확인되었다.

기와 건물지들은 통일신라~조선 전기의 유물들이 확인되었으며 시기를 달리하여 부분

적인 건물의 배치가 달라져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통일신라와 관련하여서

는 일부 공방지도 확인되어 “이곳이 당시 통일신라(남북국시대)의 치소가 있지 않았



Ⅱ. 동산동의 역사문화자원조사

- 23 -

나?”라는 추측이 가능하였다. 또한 기록상에서는 이곳에 고려~조선 전기에 이성현이라

는 전주의 속현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 앞 문장의 추측은 더욱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

다. 또한 만성동 일원의 찰방마을과 관련하여 찰방은 고려~조선시대의 외근직 종 6품으

로 각 역을 관리하는 벼슬이다. 찰방 마을은 이러한 관리들이 모여산다는 것에서 유래를 

하였으며 이들 찰방마을의 찰방은 인근의 완주군 이서면 은교리의 앵곡역을 관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 앵곡역은 고려 현종 때 거란의 3차 침입과 관련하여 고려 조

정이 피난을 하던 길목으로 이 당시의 현종이 전주목사에게 납치된 사건이 『고려사』

에 기록되어있다. 그리고 조선과 관련하여서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로서 직접적인 기록은 

많이 남아있지 않다.

대한제국기~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동산동 지역은 동산농장과 관련된 다양한 기록이 

전해지고 있으며 해방 이후 완주군 조촌면, 조촌읍으로 이어져오다가 1987년 전주시에 

편입되면서 각종 개발과 관련된 도시의 역사를 가진 한 부분으로서 현재까지 이어져오

고 있다.

∙ 동산동의 현황 

동산동은 기존의 농촌동으로서의 역사에서 현재의 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지표가 연결

된 공간이다. 특히 동산동 일원은 1987년 전주시에 편입되면서 지속적인 개발과 함께 아

파트 단지들이 대규모 혹은 소규모로 건설되었다. 또한 동부우회도로, 전-군간 산업도로,

호남고속도로의 입구가 인근 반월동에 위치함으로서 전주의 서북쪽의 입구로서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1990년대 후반 여의동 일대에는 월드컵경기장이 건설되고 2005~2008년 전주 

장동유통단지센터의 개발, 이후 원장동 일원의 전북혁신도시 편입 후 개발, 만성지구의 

택지 및 법조타운 건설 등으로 지속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인구의 증가와 각종 공공시설 등이 새롭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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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산동의 유래와 주요지명1)

동산동은 본래 전주부성과는 한참 떨어져 있는 외곽 지역이다. 현재는 전주시의 외곽에 위치한 

주요 행정동 중에 하나이지만 과거에는 완주군 조촌면의 한 지역으로 인구가 전주부(全州府) 내와 

같이 인구가 집중되는 지역은 아니었다. 대부분의 마을은 주요 구릉지 혹은 자연제방 등을 중심으

로 열촌(列村) 혹은 점촌(店村)의 형태를 띠는 농촌 중심의 마을이었을 것이다.

동산동은 본래 조선시대부터는 전주군 조촌면에 속한 지역이다. 현재는 그 지명이 동산동

의 인근에 위치한 조촌동의 지명으로 남아있다. 동산동이라는 지명은 대한제국 말기~일제

강점기 때 이 지역에 있었던 동산농장(東山農場)에서 유래하였다.

동산동은 엄밀히 행정구역상 현재의 조촌동, 팔복동과 함께 전주군 조촌면에 속해 있다가 1935

년 전주군과 완주군을 나누면서 완주군 조촌면에 속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행정단위의 소속은 해

방 이후를 지나 1985년까지 유지되었다. 하지만 팔복동은 1957년에 전주시에 포함되었다.

1985년에는 조촌면의 인구증가로 인하여 조촌읍으로 승격되었고, 1987년 대통령령 제12007호

에 의거하여 전주시의 확장으로 인하여 전주시에 현 조촌동과 함께 전주시에 포함되었다.

<표 4> 동산동의 행정구역 변화과정

     연도
동명      

조선
~대한제국

1914
1930년대 
~1985년

1985 1987 2005

동산동
전주군 
조촌면

전주군 조촌면
동산리

완주군 조촌면 
동산리

완주군 조촌읍 
동산리

전주시 동산동

전주시 
동산동
(행정동)

-
기존의 

법정동은 
유지

고랑동
전주군 조촌면 

고랑리
완주군 조촌면 

고랑리
완주군 조촌읍 

고랑리
전주시 고랑동

여의동

전주군 
이동면

전주군 조촌면 
여의리

완주군 조촌면 
여의리

완주군 조촌읍 
여의리

전주시 여의동

장  동
전주군 조촌면 

장동리
완주군 조촌면 

장동리
완주군 조촌읍 

장동리
전주시 장동

만성동
전주군 조촌면 

만성리
완주군 조촌면 

만성리
완주군 조촌읍 

만성리
전주시 만성동

동산동이 완주군에 속해있을 때 크게 동산리, 고랑리, 여의리, 장동리, 만성리의 법정리로 구성

되었다. 1985년 전주에 인접한 인문지리적인 요건에 따라 조촌면은 조촌읍으로 승격되게 되었으

며 법정리는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리고 1987년 조촌읍이 전주시에 편입되면서 동은 조촌동과 동

1) 한글학회, 1991, 『한글학회 지은 한국지명초람 12(전북편)』.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 2010, 『한국지명유래집 –전라·제주-』.  
   http://dongsan.jeonju.go.kr/index.9is(전주시 덕진구 동산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전주역사박물관 『전주학연구 제3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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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동으로 행정동의 형태로 분리되었으며 주소지로서의 법정동은 각각 동산동, 고랑동, 여의동, 장

동, 만성동으로 구성되게 되었다. 동산동은 5개의 법정동에서 일부 영역만이 변화를 거쳤으며 대

부분 동의 형태와 구역은 유지한 채로 현재의 행정동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1990년대 전주

시가 덕진구와 완산구로 나누어지면서 덕진구에 속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1) 동산동 일대의 주요 옛 지명

∙ 동산리(東山里)

본래 전주(완주)군 조촌면의 지역으로서 쪽구름 또는 쪼끄래미, 편월이라 하며 또는 동

산, 동산촌이라 하여 시의 서부에 위치한 동이다.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구상리,

신복리 및 족 항리, 덕룡리, 유상리, 반룡리, 동곡리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동산리라고 하

였으며, 현재 동산동·여의동·고랑동·만성동·장동의 행정동을 관할하고 있다. 동산동은 만

경강의 배후습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평야지대가 많다. 황방산에서 이어져온 낮은 구릉

지역에는 밭농사 지역과 주거지역이 형성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물류기지와 전주 혁신도

시의 신시가지가 조성되고 있다. 전주와 군산을 이어주는 전군가도(全群街道), 전주와 

삼례를 이어주는 국도가 지나고 있다. 『호구총수』(전주)에는 조촌면에 구사리(九思

里)·고랑리(高浪里)·신정리(新亭里)·이동면(伊東面)에 장동리(長洞里)등의 자연마을이 

기록되어 있다. 동 지명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이 동산리 일대에 조성한 동산농장(東山

濃場)에서 연유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전주군 조촌면(助村面)에 속했으며, 조촌면의 일부

가 광복 이후 전주시로 편입되었다. 1985년에는 조촌읍으로 승격된 후에 다시 1987년에 

동산동과 조촌동으로 분할되어 전주시로 편입되었다.

∙ 구상리(九上里)〔구사리(九思里)〕

동산 동남쪽에 있는 마을. 지형이 아홉 마리 뱀 같아서 구상리 또는 구사리라는 지명이 

붙었다.

∙ 덕룡마을

동산촌 동남쪽에 있는 마을로 상동산 옆 마을인 전주공업고등학교 사거리를 중심으로 형

성된 마을이라고 한다. 유달리 동산동에 용과 관련된 지명이 많이 보이는 것은 이곳에 낮

은 구릉들이 많아 이 구릉이 보기에 따라서 용의 형상처럼 보이는 곳이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 덕룡마을은 신작로(월드컵경기장 가는 길)에 의해 마을이 반토막 나 그때 대부분 마

을을 떠나게 되어 당시 마을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는 진행이 불가했던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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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룡마을

반룡마을은 동산촌 동남쪽에 입지한 곳으로 덕룡마을과 구사마을 경계에 있는 마을이다.

반룡이란 지명은 마을 앞에 자그마한 산에 있는데 용이 서려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여 

마을 이름을 반룡마을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현재 도시화로 인해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

어 정확한 마을의 구분은 어렵지만 대승마을 좌측, 동산성당 우측에 형성된 마을을 반룡

마을이라고 한다.

∙ 구사마을 

동산동의 서편, 고랑동의 원고랑

마을과 인접해 있는 구사마을은 그 

유래에 관해 주민들 간의 의견이 분

분하다. 용혈이 9개가 있어 구룡리

로 불리었다가 일제강점기에 구사

마을로 개칭되었다는 것과, 뱀 9마

리가 개구리산(대미산)을 먹고 있

는 형세라고 하여 마을이름이 붙여

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느 것이든 

숫자 9라는 단어와 함께 마을 이름

이 붙여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도면 1> 1872년 조선시대 지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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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랑동 일대의 주요 옛 지명

  ∙ 고랑리(古浪里) 

본래 전주(완주)군 조촌면의 지역으로서 지형이 호랑이처럼 생겼으므로 호랑이라 하던 

것이 변하여 고랑이 되었는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춘평리, 월곡리, 수곡리,

평리, 신감리, 상평리, 청계리, 상신리, 감정리 일부와 회포면의 진기리 일부와 창덕면의 

대천리 일부를 병합하여 고랑리라고 하였다. 고랑동의 원래 ‘호랑이’라고 불렀다고 한

다. 그것은 이 마을 앞 냇물 건너편에 ‘흰 개’라는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이 호랑이와 

같은 모양으로 변해 마치 호랑이가 개를 쫓아가는 형세라는 데에서 유래된 것이다. 고

랑동에 신흥, 평리, 삼화동, 춘평, 원고랑 등 5개의 자연마을이 남아있다.

  ∙ 신흥마을

추천을 따라 천변도로로 가다 동산역과 송천역을 잇는 철로 아래를 통과하면서 하수종

말처리 장으로 가는 미암교가 나오는데 이 다리가 시작되는 지점 좌측에 형성된 마을이 

신흥마을이다. 신흥마을은 글자 그대로 자연부락이 아닌 일제강점기 농사를 짓기 위해 

조성된 마을이다. 신흥마을에는 약 200마지기를 동산농장으로부터 불하받아 농사를 짓

기 시작하면서 조성된 마을로 일제강점기 당시 농사와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진

다. 마을에는 반듯하게 잘 정리된 논과 더불어 곳곳에 하우스가 있고, 이곳에서 재배한 

배추와 무가 농가의 주 수입원이다. 본래 원고랑마을에 속해있었는데 독립 이후 현재는 

독립적인 마을을 형성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동산농장 일본인 지주로부터 200마지기를 

불하받아 관리해 온 마름(사음, 이종열씨 할아버지)이 머슴들과 함께 이주해 와 마을을 

형성하게 되었다. 특이하게도 그 대문에 등기부등본 상 15가구 이상이 모두 343번지로 

함께 묶여 있었다.

  ∙ 평리마을

평리는 춘향전에서 이도령이 과거에 급제하여 삼례에서 남원으로 가는 길목에서 잠깐 

소개되는 마을이기도 하다. 들 가운데 위치한 마을이란 뜻에서 평리로 불리우나 원래는 

‘주막젱이’, ‘주막정이’로 불렀다고 한다. 옛날 역(驛)이 있었던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주역정(駐驛停)’이 와전되어 주막정이로 불리게 된 듯하다.

  ∙ 삼화동, 춘평마을

삼화동은 추천과 삼천이 합수되는 지점에 춘평은 1번 국도상에서 삼례로 가는 길에 형

성되어 있다. 서로 끝과 끝에 위치해 있어 마을과 마을을 오가려면 한복판을 가로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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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이처럼 서로 먼 거리를 두고 위치해 있지만 마을 호구수가 작아 행정의 편의상 

묶어놓은 마을이다. 마을의 유래는 세 가구(황씨, 박씨, 이씨)가 들어와서 화합하자고,

세 사람이 살아서 한마음으로 화합하자고 삼화마을이라고 지었다고 한다. 현재는 세 집 

다 도시로 나가고 새로 지은 자리라고 한다.

  ∙ 원고랑마을

동산역 부근에 자리한 원고랑 마을. 26번 지방도로가 나면서 마을이 두동강났지만 도로

가 생기기 전에는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의 출퇴근 장소였다. 개발되기 전에는 동산역 너

머 너른 들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한다.

3) 여의동 일대의 주요 옛 지명

  ∙ 여의리(如意里)〔여의, 여암, 여이〕 

본래 전주(완주)군 이동면의 지역으로서 여의주 같은 바위가 있으므로 여의 또는 여이,

여암이라 하였다.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영암리, 방초리, 화개리, 용정리, 유제

리, 신행리, 용동리, 감천리, 덕촌리, 양마리, 구주리 일부와 조촌면의 덕룡리, 족항리, 유

상리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여의리라 해서 조촌면에 편입하였다.

  ∙ 파철리 

여암 서남쪽에 있는 마을. 파철교라는 다리가 있었다.

  ∙ 화개리(花開里) 

양마리 남쪽에 있는 마을, 화개라는 명당이 있다고 한다.

4) 장동 일대의 주요 옛 지명

  ∙ 장동리(長洞里) 

본래 전주(완주)군 이동면의 지역으로서 장씨가 살아 장동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부동리, 정암리, 재방리, 영동리, 화암리, 내동리, 용산리와 이남면의 

노강리, 중리 일부를 병합하여 장동리라 해서 조촌면에 편입되었다. 장동에는 현지 중

리, 용기, 원장동, 내동, 동재, 정암, 부동의 7개 자연마을이 있으며 주로 벼농사에 종사

하면서 특용작물인 담배, 포도 등을 주로 재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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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리마을

본래 전주군 이남면 지역으로 중리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통합에 따라 상리, 상

정리, 반곡리, 신곡리, 면학리, 오공리, 안심리, 흑암리 각 일부와 이동면의 신동리를 일

부 병합하여 중리라 해서 이서면에 편입되었다가 장동에 편입되었다. 현재 중리마을은 

혁신도시 지역에 중동으로 포함되어 사라졌다.

  ∙ 용기마을

용산마을과 기지마을을 합하여 부른 이름이다. 용산마을은 마을 뒤에 용산(龍山)이 있다고 해

서 불리게 되었다. 용산은 반용리(盤龍里)의 뒷산이 이 마을 뒤까지 뻗친 형세이다. 기지마을은 

이 마을 옆에 ‘틀못’이 있는데 여기서 유래된 이름으로 틀못을 표기하여 기지(機池)가 되었다.

  ∙ 원장동마을

월드컵경기장 사거리에서 713번 지방국도 상 장동교회를 지나 위치해 있으며 마을이 이 

지방 도로와 인접한 까닭에 반원 형태로 형성되어 있다. 마을이 작고 아담하며 바로 정면

에는 기지제(틀못)가 있다. 또 마을 옆에는 동래 정씨 묘역과 재실이 자리 잡고 있다. 마을

주민들은 주로 농사에 종사하고 있으며 혁신도시 인근 지역이라 그런지 개발의 기대를 가

지고 있다. 원장동은 다른 마을과 합하여 장동리라 부르기 전 원래의 장동마을 이라는 뜻

이다.

  ∙ 내동마을

월드컵경기장 사거리에서 713번 지방국도를 타고 가다 장동교회 앞에서 장동초등학교

로 들어가는 골목을 따라 가면 내동마을이 나온다. 내동마을 주민들은 주로 농업에 종

사하면서 인삼과 같은 특용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마을 안에 천주교 공소가 있으며 매

달 1회 미사를 지낸다고 한다. 이러한 까닭에서인지 마을 주민 90%가 천주교 신자로 

구성된 마을이다. 또 내동마을에서는 예전에 옹기를 구웠던 곳이어서 마을 주민들 가운

데 옹기와 관련된 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분도 여러 명 있었다. 내동은 원장동리에서 

볼 때 장동리 ‘안쪽마을’, ‘안마을’이란 의미에서 그렇게 불리게 된 것이다.

  ∙ 동재마을

월드컵경기장 4거리에서 713번 지방국도를 타고 가다 물류센터 못 미쳐 좌측에 조그마

한 샛길을 따라가면 동재 마을이 있다. 영동마을과 재방마을이 통합되어 한 마을을 이

루는 ‘동재마을’은 영동의 ‘동’자와 재방의 ‘재’자를 따서 만든 이름이다. 마을 입구에는 

양식장이 있어 향어를 기르고 있고, 마을 뒤평 야산에서는 포도, 배 등 과수작물을 재배

한다. 또한 마을 끝자락 산 밑에는 사슴농장도 있어 농사 외 다양한 소득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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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암마을

우물 정(井)자에 바위암(岩)자를 쓴다. 샘바위라는 바위틈에서 나오는 물로 이루어지

는 동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동재마을에서 장동유통단지 위쪽, 에코르 아파트를 지나

면 정암마을이 나온다. 지금은 개발로 인해 자연부락의 형태를 잃었지만 자연부락의 원

형을 보존하려고 노력하는 마을이다. 일례로 마을 샘터가 아파트 개발로 없어질 상황에 

처하자 그 원형을 보존하기 위해 마을회관 앞에 마을 샘의 형태를 복원하고 표지석을 

세웠다고 한다. 현재 마을회관은 아파트 건축사무소로 임대해주고 있다고 한다. 정암은 

정암리라고도 부르는데 이 마을 가까이에 바위에서 물이 나는 곳이 있었다는데서 유래

된 이름인 듯하다.

  ∙ 가마골〔부동〕 

정암리 서쪽에 있는 마을. 지형이 가마솥 모양으로 생겼다고 한다. 원래 ‘가마골’이라 불리었다.

가마골은 이 마을이 가마솥과 같다는 의미도 있지만 풍수지리설에서 볼 때 이 마을에 가마혈

(釜穴)이 있기 때문이라 한다. 그러나 원래 이 마을에 그릇을 굽는 가마가 있었지 않았을까라

고 추측한다.

5) 만성동 일대의 주요 옛 지명

  ∙ 만성리(萬成里) 

본래 전주(완주)군 이동면의 지역으로서 만성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영흥리, 월평리, 신성리, 신리, 두현리, 용흥리, 냉정리, 신동리 일부와 이남면의 신

곡리, 안심리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만성리라해서 조촌면에 편입했다. 만성동은 어느 

때인가는 만명의 사람이 살 수 있게 번창할 수 있는 마을이 될 것이라는 뜻에서 온 이름

이라고 한다. 만성동에는 황방산을 뒤편에 두고 용흥, 두현, 원만성, 옥계동, 찰방, 월평 

등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최근 혁신도시가 형성되면서 찰방, 월평, 마을은 혁신도

시 부지조성지역에 편입되어 마을이 없어질 예정이다. 또한 원만성 마을과 옥계동 마을

에도 법조타운이 형성될 예정이어서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 용흥마을

전주 김제 간 716번 지방도에서 팔복동 2공단으로 가는 길을 따라 가다보면 만성초등학

교 못 미쳐 위치해 있다. 마을 입구에는 천고사와 만성교회가 있으며 이어 마을 모정과 

노인정이 자리 잡아 마을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마을 중앙에는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공동우물이 남아있다. 현재 용흥마을에는 몇 가구가 살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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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주민들은 주로 논농사에 종사하고 있고 그 외에 고추, 담배 등 특용작물을 재배하

며 생활하고 있다. 특히 논농사의 경우 대부분의 논이 천수답이어서 가뭄이 들면 농사

짓기가 어려웠다고 한다. 하지만 1960년대 이후 지하수가 개발되면서부터 농사가 조금

은 수월하다고 한다.

  ∙ 두현마을

황방산에서 서쪽으로 뻗어 내린 말고개를 사이에 두고 다시 이마를 든 앞 뫼와 그 앞 

뫼가 왼쪽으로 흐른 청록골이 느슨하게 감싸 안고 있다. 남쪽으로는 용흥, 북쪽으로는 

찰방, 원평, 그리고 동북쪽으로 옥계동이 둘레를 이루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완주군 이서

면을 경계로 툭 터져있다.

  ∙ 신성리(新成里)[찰방리] 

만성리에서 으뜸가는 마을로 찰방 벼슬을 한 사람이 살았다고 해서 지명이 유래되었다.

6) 동산동(행정동) 일원의 주요 자연지명

  ∙ 황방산(黃方山) 〔홍상(洪山), 서고산(西固山)〕

다른 명칭으로는 홍산(洪山), 서고산(西固山)이라고 한다. 시의 효자동·동산동·팔복동

에 걸쳐서 위치한 산이며 해발고도는 217m이다. 『여지도서』(전주)에 서고산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신증동국여지승람』(전주부)에는 “관아의 서쪽 15리에 있다.”라는 내

용이 수록되어 있다. 서고산 내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제 17교구 본사 금산사의 말사인 

서고사가 있다. 서고사는 908년(후백제 견훤왕 17년)에 명덕(明德)이 창건하였다. 후백

제를 세운 견훤은 완산주(完山州 : 지금의 전주시)에 도읍을 정한 뒤 동서남북에 각각 

동고진, 서고진, 남고진, 북고진을 두고 각 진마다 사찰을 지어 외침을 막고자 하였다.

본래 이 사찰은 서고진에 있었다. 1363년 혜공(惠空)이 중창, 벽송이 지엄하고 1951년에 

중수하였다. 건물로는 대웅전과 나한전, 미륵전, 요사채 2동이 있으며 유물로는 대웅전 

안에 소형 석불이 전한다. 효자동 방면에서는 ‘홍산’이라고 부르며 홍산리, 홍산교회 등

의 이름에 사용되고 있다. 동산동, 팔복동 방향에서는 ‘황방산’이라 칭하며 이는 시역이 

확대되기 이전에는 완주군 조촌면과 이서면의 경계를 이룬데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

다. 서고사 이외에도 천고사(天高寺)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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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산농장

동산농장이 위치하였던 곳은 현 전북중학교 자리이다. 조촌면 시절 뚜렷한 중심지가 형성

되지 않았던 동산촌 일대에 특정지역인 동산리가 지역의 중심지로 등장하게 된 것은 군산

항과 전주를 연결하는 교통시설의 구축과 관계가 깊다. 또한 미쓰비시(三菱) 재벌의 이와

사키(岩崎)는 1907년부터 1909년까지 경기도의 수원, 오산, 인천 근교, 전라북도의 조촌면 

반월리, 전라남도의 영산포 등지에 농토를 매입하여 동산농장을 설립하였다. 이와사키는 반

월리의 농토 2,000정보2)를 점유하고 주민 대부분을 소작으로 지배하여 이 지역은 이와사키

의 사영지가 되었다. 원래 반월 혹은 쪼끄래미(또는 쪽구름)라는 지명으로 불렸는데 이와

사키는 동산촌에 저택, 사설 우체국, 사설학교, 사설 경찰서 및 신사까지 설립하였으며 사실

상 동산촌은 총독부의 지방행정권을 벗어나 있었다. 동산농사주식회사 전북출장소는 직원

이 13명, 사음(마름3))이 51명이었으며 소작인이 1,991명에 달했다.

  ∙ 주엽정이

주엽정이 지명의 유래는 주엽나무가 있었다고 해서 붙여진 것으로 보인다. 정자 이름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주엽정’이 아니라 ‘주엽정이’라고 한 점에서 마을 이름으로 생각된다. 주엽정이는 주

업정·쥐업정이라고도 하는데 나무 이름도 주엽나무, 쥐업나무, 쥐엄나무 등으로 쓰인다. 주엽정이

는 전주에서 서울로 가는 길목으로 전주·남원 등 호남의 수많은 유생들이 과거를 보러 이 길을 

거쳐 갔으며 한양에서 내려오는 전라감사, 남원부사 등이 이 길을 거쳐 임지로 부임했다.

3. 동산동의 어제(선사시대~근·현대)

동산동의 역사를 온전히 구성한다는 것은 기록이 많이 남아있는 구시가지지역과 비교해 

매우 어려운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동산동의 특성과 관련이 있는데 전주부성의 외곽지

역으로 원시가지과의 거리가 이격되어 있어 기록상의 주된 기록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이 일대의 신시가지 개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유적과 그 유적을 바탕으로 다양한 선사시대~조선시대의 고고학적인 유적의 흔적

이 확인되었으며, 역사적인 부분에서는 단편적인 기록들과 대조를 통해 일부 복원이 가능한 

역사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근·현대사와 관련해서 『전주부사(全州府史)』와 일

제에 의한 다양한 기록, 주민들의 증언들을 통해 동산농장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과 6.25 전

쟁(한국전쟁)때 이 지역에서 일어난 개별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서서히 밝혀지고 있다. 다음 

아래의 내용은 본 조사 과정 중에서 확인된 일부의 주민들의 증언과 고고학, 역사적인 자료

들을 취합하여 일부 필자가 판단한 내용을 포함하여 서술하였다.

2) 1정보는 0.991736 ha(헥타르)
3) 지주를 대리하여 소작인을 관리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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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사시대(구석기시대~초기철기시대4))

동산동에서 확인된 선사시대 유적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전주시의 다른 동(洞)에 비해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장동 일대에는 유통단지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대단위 유적이 

확인되었고, 최근에는 혁신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원장동 일원에 대한 건설 사업이 이루어

졌다.

여의동 일원에서는 월드컵경기장과 일대 공장부지(첨단산업단지 포함)에 대한 건설 

사업, 만성동은 법조타운과 관련하여 신시가지 개발사업, 동산동 일원은 전주 탄소밸리 

1단계 조성사업과정 중에 대단위의 청동기 시대 유적이 확인되었다.

먼저 구석기시대에 대해서 살펴보면 동산동 일원에서는 다수의 구석기 유적이 지표 

혹은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행정구역으로서 동산동에서 구석기시대의 유물과 

층위가 확인된 유적은 장동유적, 원장동유적, 전주 중동유적(월평C지점), 만성동 월평

유적이다. 장동유적5)에서는 총 634점의 유물과 2개의 문화층이 확인되었다.

절대연대는 오래된 문화층에서는 약 35,000년 전의 연대가 산출되었으며, 그 위의 문화

층은 20,000~25,000년 전6)의 연대가 산출되었다. 유물은 이러한 연대에 따라 석영맥암

-산성화산암으로 석재의 변화와 석기의 크기 변화 그리고 도구의 변화의 과정이 확인

된다. 확인된 유물은 몸돌, 격지, 돌날, 긁개, 밀개, 찌르개 등이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전주 중동유적(월평C지점)7)은 (구)만성 초등학교 근처의 구릉지에서 확인된 유적으로 

발굴조사 과정 중에 97점의 유물이 확인되었다. 유물은 몸돌, 격지, 돌날몸돌, 망치, 여

러면석기(polyhedron), 긁개, 홈날, 밀개 등 다양한 석기들이 확인되었다.

유적 전체의 층에서는 약 8,000년~23,000년 전까지의 연대가 불규칙하게 확인되었다. 이러

한 이유로 인하여 연대는 명확하게 비정할 수 없으나 인근지역의 연대와 유물의 형식을 비

교하였을 때 약 25,000년 전의 유적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원장동유적8)에서는 소량의 석

기가 지표에서 확인되어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층위 내에서는 유물이 거의 확인되

지 않았으며 유적의 퇴적층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조사를 종료하였다. 유물은 

찍개 1점과 격지 4점이 확인되었으며 퇴적층의 연대는 약 46,000년 전 내외에서 9,000년 전 

내외의 연대가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만성동 월평유적9)에서는 구릉 사이의 곡간부에 재

4) 초기철기시대에 대한 용어는 아직 학계에서 논의 중이다. 절대연대 상의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최근 몇몇 유적을 중심
으로 기원전 5세기 때부터 초기철기시대가 시작되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반도에 철기가 
유입된 시기는 위만 조선과 관련된 기원전 3세기 내외로 보고 있으며 한반도는 지역적으로 다르지만 약 2세기 내외에 주조철기를 
중심으로 급속하게 확장하여 도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 시기의 대부분의 유적은 이전의 청동기 시대의 문화적인 요소
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시기 구분은 사실 모호한 측면도 많다. 

5) (재)전북문화재연구원, 2009, 『전주 장동유적Ⅰ』
6) 해당연대는 기원전이 아닌 방사성탄소연대측정을 통해 기입되는 BP(before present)fh 표기되었으며 Willard F. Libby에 의해 

이 연대측정법이 개발된 1950년을 기준으로 그 연대를 역산출하는 것이다. 
7) (재)호남문화재연구원, 2013, 『전주 중동 구석기유적』
8) (재)전북문화재연구원, 2013, 『전주 원장동유적(원장동 A, D, E, G유적)』
9) (재)호남문화재연구원, 2014, 『만성동 월평유적 학술자문위원회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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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적된 층 내에서 석영맥암, 규암, 유문암으로 제작된 석기들이 확인되었다. 이 외에도 지표

조사를 통해 여의동과 장동 등에서 구석기유적의 존재 가능성을 지닌 유적이 4개소가 더 있

어 동산동 일대는 구석기시대의 인류가 거주하였던 주요한 장소 중에 하나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신석기시대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 동안 전주에서는 신석기시대의 유적이 확

인된 사례는 전무하였으며 대부분의 신석기시대 유적은 전북지역 일대의 서해안을 중

심으로 패총 및 기타 해안가를 중심으로 주거지가 일부 확인된 사례가 존재하였으며 

2000년 진안에서는 용담댐 수몰지구의 조사과정 중에서 진안 진그늘과 갈머리유적에서 

신석기시대 유적이 확인되었다.

2006년 전주 장동유적에서는 전주에서는 처음으로 신석기시대의 유구와 유물이 확인되었다.

유구는 청동기시대의 주거지가 형성된 구릉의 정상부에 단독으로 3기의 수혈유구가 확인되었으

며 그 안에는 빗살무늬 토기가 확인되었으며 온전하게 형태가 남아있는 3호 수혈 내의 토기는 

태형집선문계의 능형집선문 빗살무뉘 토기가 확인되어 신석기시대 중기의 유적으로 추정된다.

동산동 일원에는 다수의 청동기유적이 분포하고 있다. 이는 만경강 본류와 황방산 일

원에서 형성된 만경강의 지류천들에 의해서 생긴 평탄면과 함께 중간에 저구릉성의 산

지들이 넓게 펼쳐진 지형적인 이점에 의해서 촌락이 형성된 결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동기시대가 되면 우리나라 전체에 인구가 증가한 것도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

다. 청동기시대의 유적은 시기적으로 조기-전기-중기-후기10)로 나누어서 살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시기의 변화는 집 자리의 형태의 변화 그리고 집자리 내에서 확인되는 

다양한 토기와 석기의 변화 차이를 통해 나누어 볼 수 있다. 동산동의 경우 청동기시대

의 유적이 확인된 곳은 장동 일원에 장동유적, 동산동유적, 여의동유적, 만성동 유적 등

이 있다. 이들 유적에서는 전기 청동기시대의 장방형 주거지와 함께 돌대문, 이중구연,

공열문, 구순각목문의 조·전기로 편년되는 토기가 확인11)되는 집자리가 다수 확인되었

다. 이들 전기의 주거지들은 완벽한 취락의 형태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취락의 구조를 

추정 할 수 있는 자료들이 확인되었으며 전북 서·중부 일원의 취락과 유적의 형성과정

을 이해하게 해주는 좋은 자료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중기의 송국리형의 집자리와 토기와 관련하여 주목할 부분은 2012년도에 조

사된 동산동유적이 있다. 동산동 유적은 전북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조사된 하천변 충적

10) 청동기시대의 시기구분과 그 문화적인 양상은 대부분 학자들도 동의를 한다. 하지만, 중기~후기의 시기구분에 대해서는 아직 이
견이 많은데, 송국리형(松菊里形) 집자리와 토기 그리고 기타 문화요소로 대표되는 자료들을 가장 전성기로 보아 중기로 편년하고 
뒤이어 한국형 동검과 점토대토기를 중심으로 하는 초기철기시대의 문화적인 요소를 청동기시대의 후기로 놓아야 하는지 아니면 
송국리형 문화를 후기로 놓고 점토대토기와 한국식 동검 문화를 따로 처기철기시대로 놓고 편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아
직 진행 중에 있다. 본 글에서는 한국식 동검과 원형점토대토기문화와 관련하여서 우선 청동기시대 후기로 편년하고자 한다. 뒤에 
초기철기시대의 경우 관련 연구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한국식동검 문화와 원형점토대토기문화의 조합은 다시 초기철기로 설명하고
자 한다.    

11) 청동기시대의 토기에 대한 편년과 형식 그리고 동산동 일대의 유적에서 확인된 다양한 변화양상은 본 글에서 서술을 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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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유적으로 평탄한 충적대지 내에 많은 수의 원형의 집자리와 함께 환형으로 형성된 

주거구역 그리고 주거구역에 둘러싸인 광장 구역, 수혈유구로 대표되는 저장구역이 동

시기의 퇴적층 내에서 확인된 유적으로 청동기시대 중기 당시의 취락의 구조와 지형적

인 변화에 따른 취락 입지 등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된다. 현재는 ㈜효성 

탄소공장의 건립으로 인하여 유적은 사라졌지만, 그 기록이 남아있고 인근에 아직 미발

굴지역들이 잔존하고 있어 차후 연구결과가 주목된다.

동산동 일대는 완주군 이서면과 관련하여 인근에 입지하고 있으며 지형은 황방산 일

원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저구릉성 산지와 그 사이에 곡간부가 넓게 펼쳐져 있는 

지역이다. 최근 1990년대 이후 각종 발굴조사 사업이 증가하면서 이서지역과 전주 지역

에서는 다수의 초기철기시대(기원전 4세기~기원전·후) 사이의 많은 수의 유적들이 확

인되었는데, 동산동은 완주 이서면 일대와 더불어 다수의 초기철기시대 유적이 확인되

는 지역이다.

동산동 일원에서 확인된 초기철기시대의 유적은 전주 장동유적에서 1기, 전주 여의동

유적 1기, 만성지구 9-4지점에서 1기, 만성동유적에서 1기, 기타 청동거울 수습지점과 

관련하여 1기 등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원장동유적에서는 5기의 토광묘가 확인되었다.

이들 유적은 대부분 토광묘 안에서 점토대토기와 다뉴세문경 그리고 새형동검, 동사,

동과, 동부 등이 확인되었으며 여의동유적과 만성지구 9-4지점 내의 무덤은 적석석관

묘, 적석목관묘가 각 1기씩 확인되어 다양한 양식과 시기에 따른 초기철기시대 묘제가 

확인된다. 하지만 인근의 이서면 갈동, 그리고 이서면 신풍유적과 비교하여 집단적인 

매장은 확인되지 않고, 주거와 관련된 흔적이 확인되지 않아 차후 이 부분은 조사와 연

구가 더 필요하다.12)

2) 원삼국(마한)~삼국시대13) 

동산동 일원과 관련하여 마한~삼국시대에 관한 기록은 자세히 전하는 바는 없는 실

정이다. 하지만 이 시기와 관련하여 일부 『심국지 위지 동이전(三國志 魏志 東夷傳)』

에서는 마한 54개국에 대한 명칭이 전해지고 일부 생활상과 문화에 대한 소개가 전해질 

뿐이다. 마한과 관련하여 전주에 위치한 소국(小國)은 현재 알려진 바는 없다. 하지만 

현재까지 전주지역 일대에 이 시기와 관련된 많은 유적이 발굴되고 있어 이 지역에도 

기록상에 존재하는 마한의 소국이 1개 정도 위치할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14)

12) 동산동을 제외한 인근의 중동 일원과 이서면 일대에서는 다수의 군집양상의 무덤과 함께 일부 초기철기시대의 주거지도 확인되
고 있다. 반경 2km 내외 지역이기 때문에 분묘의 공간과 주거의 공간이 분리되어 있을 것도 상정할 수 있다. 

13) 고고학계에서는 마한(馬韓), 변한(弁韓), 진한(辰韓)과 관련된 시기를 삼국의 기원이 되는 시기라는 의미에서 원삼국(原三國)시대
라는 시대구분 용어를 사용한다. 하지만 역사학계에서는 이에 대해서 고구려(高句麗), 부여(夫餘), 동예(東濊), 옥저(沃沮) 등을 포
함여부와 관련하여 이 시기를 열국시대 혹은 남부지방을 따로 한정지어 삼한시대라는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다. 고고학계와 역사
학계의 치열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명확하게 규정지어진 것은 없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 시기의 주요 대상이 고고학적
인 유적을 통해 기술되고 있기 때문에 고고학적인 시대구분 용어인 원삼국시대라는 명칭을 사용하고자 한다. 



전주시 마을조사사업 “동심(洞心)”찾기 동산동

- 36 -

동산동 일대에서 확인된 원삼국시대~삼국시대 유적은 행정동 내에서 발굴조사된 유

적의 수와 동일하다. 이러한 이유는 이들 유적들이 위치한 곳이 원삼국시대의 취락의 

입지로서 선호되는 부분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확인된 유적은 전주 만성동유적에서 1기

의집자리가 확인되었으며 원장동유적(E지점) 15기의 집자리가 확인되었다. 장동유적

에서는 집자리가 69기, 수혈유구 14기, 굴립주 건물지 4동 등이 확인되었으며 규모가 

크고 내부에 다양한 시설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동산동유적에서는 약 120여기의 

주거지가 중복되고 밀집된 상태로 확인되었는데, 이전의 중기 청동기시대의 송국리 취

락과는 다른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다음으로는 분묘유적과 관련하여 장동유적에서는 원삼국시대의 대표적인 분구묘가 1

기 확인되었는데 수평으로 확장하는 구조로 크게 두 번의 축조가 이루어졌고 내부에는 

19기의 매장주체부가 확인되었다. 그 형태와 축조방법 그리고 내부의 출토된 유물을 통

해 이 분구묘는 원삼국의 마지막인 5~6세기경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외에도 

만성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만성동 유적에서는 백제의 석실분 1기와 석곽묘 1기의 

전형적인 백제양식의 분묘가 확인되었다. 이 외에도 최근 만성동~여의동 일원의 만성

지구 개발과정에서 확인된 원만성A유적, 원만성1유적, 여의동 1유적(7지점)에서는 총 

84기의 백제로 추정되는 석축묘와 함께15) 일부 와관묘, 옹관묘 등이 확인되었는데, 마

한의 전통적인 분묘양식과 백제의 분묘양식이 혼합되어 있는 양상이 확인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동산동의 원삼국(마한)~백제의 자료는 고고학적인 발굴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이 된 것이며 이때 당시를 기록한 『삼국사기(三國史記)』, 『삼국유사(三國

遺事)』 등에서는 이 일대에 대한 기록은 거의 확인할 수 없다. 이 외에도 삼국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황방산성이 있는데, 황방산성과 관련된 지표조사를 통해 부분

적으로 백제의 토기편과 일부 기와편이 수습되었지만, 산성의 석축을 통해서는 삼국시

대의 흔적보다는 이후의 시기와 관련된 흔적만이 확인되었다. 황방산성의 삼국시대 축

조와 관련하여서는 세밀한 발굴조사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3) 통일신라~후백제

전주에 대한 통일신라의 명확한 기록은 삼국통일 직후인 685년 신문왕 5년에 이 지역

에 완산주(完山州)를 설치하였다는 기록이 처음으로 등장한다. 그리고 757년, 신라 경

덕왕 16년 완산주를 전주(全州)로 개칭하였다는 기록이 확인된다. 하지만 이 지역에 대

한 당시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과 당시의 사건 등에 대한 기록은 거의 전해지지 않

14) 이전의 연구 중 이병도와 천관우에서 마한의 54개국을 비정하기 위한 연구는 일부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 두 학자의 연구는 논
란이 많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고고학적인 현상과 일부 일치하는 점도 있지만 맞지 않은 부분도 많다. 이 두 학자의 연구에서는 
전주지역은 54개국 중 비정된 국(國)은 없다.   

15) 최완규, 2016, 「전북 혁신도시의 역사와 문화」 『고고학으로 밝혀 낸 전북혁신도시 – 24회 호남고고학회 학술대회-』, 호남고고학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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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이러한 상황은 현재 전주부성의 외곽 지역인 동산동의 경우 더욱 확인하기 힘들

다. 전라감영지에 대한 발굴조사16) 과정에서 중앙동 일원에서는 통일신라시대의 기와 

건물지와 관련된 흔적이 확인되었다.

인근에 후백제 도성과 관련하여 풍남동 일대의 오목대와 그리고 노송동 일대의 견훤왕성

으로 추정되는 물왕멀 일대에 『전주부사(全州府史)』 등의 기록을 통해 다수의 건물지가 

통일신라~통일신라 말(후백제와도 관련)에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간 동산동, 팔복

동, 조촌동 등 일원에 통일신라와 관련된 비교적 높은 수준의 건축물이 존재하였을 가능성

은 희박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하지만 현재 만성동 일원과 인근의 중동(효자 4동) 일원,

여의동과 팔복동 2가 일원을 중심으로 최근 전북혁신도시 및 만성지구 조성 사업을 위한 

발굴조사를 통해 통일신라시대 까지 소급되는 건물지들이 확인되었다.17)

행정동인 동산동에서 확인된 통일신라시대 유적은 전주 원장동유적18), 전주 찰방유적,

전주 만성동유적19), 전주 만성지구 유적20), 전주 만성동 일대의 통일신라시대 유물 수

습지점21)이 대표적이다. 이들 통일신라시대 유적은 대부분 황방산의 서쪽으로 뻗어있

는 넓은 대지를 갖추고 있는 구릉 하단부에 집중되는 양상이 확인되고 있다. 각각의 유

적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2)

먼저 전주 원장동 유적에서는 통일신라시대에 해당되는 기와가마 3기, 건물지 2기가 

조사되었는데, 건물지는 적심과 기단, 배수시설이 남아있었다. 기와가마 2기는 동시기

의 기와가마로 비교적 흔적이 잘 남아있으며 1기는 파괴가 심하여 그 원형을 알 수 없

는 상황이었다. 다음으로 찰방유적에서 확인된 통일신라시대에 해당되는 유구는 건물

지 3기, 담장 5기, 페기장, 구 수혈 등이 조사되었는데, 일부 파괴가 진행되었지만 대체

로 당시의 가옥을 비롯한 다양한 건물 하부구조를 확인 할 수 있는 시설이 확인되었다.

이 외에도 유물로는 각종 도기류, 기와류, 납석제호, 석제 추 벼루, 철기 등이 확인되었

고 공방지와 관련되어 다량의 거푸집, 도가니, 송풍관, 슬래그, 철부 등이 확인되었다.

유물로 보아 찰발유적의 통일신라시대 건물지는 7세기 후반에서 9세기 후반까지 운영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전주 만성동 유적에서는 통일신라시대의 석곽묘 1기가 확인되었으며 내부에는 교구와 

과대가 확인되었는데 그 형식으로 보아 7~8세기경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전주 만성지

16) (재)전북문화재연구원, 2009, 『전라감영』
17) (재)전북문화재연구원, 2006 , 『전주 유상리유적』
    (재)호남문화재연구원, 2013 『전주 찰방유적』
18) (재)전북문화재연구원, 2013, 『전주 원장동유적』
19) (재)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4, 『전주 정문동·중동·만성동유적』
20) (재)호남문화재연구원, 2015, 『전주 만성지구 개발사업부지 내 문화재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21) 국립전주박물관, 1988, 『전주·완주 일부지역 유적지표조사 보고서』
22) 전반적인 통일신라시대 관련 유적에 대한 내용은 다음의 문헌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되었다. 
    차인국, 2016, 「통일신라시대의 전북혁신도시」, 『고고학으로 밝혀 낸 전북혁신도시 –24회 호남고고학회 학술대회발표 요지문-』, 

호남고고학회.



전주시 마을조사사업 “동심(洞心)”찾기 동산동

- 38 -

구 월평 1지점에서는 통일신라시대의 수혈 주거지 4기, 가마 2기가 확인되었으며 월평2

지점에서는 저장 기능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혈 1기, 원만성 지점에서는 석실묘

(통일신라) 2기가 확인되었다. 이들 유적 또한 유물의 형식적인 특성을 보았을 때 약 

8세기 내외의 연대를 보인다. 마지막으로 여의동 유적에서 동쪽으로 약 2m 떨어진 지점

에서는 병 1점과 유개합 3점이 출토, 신고 되었다.

이렇듯 동산동 특히 만성동과 장동 일원을 중심으로 통일신라시대의 기와 건축물과 

공방지 그리고 기와를 굽던 가마, 당시 지방의 유력자의 묘로 추정되는 무덤 등이 확인

되는 것으로 보아 현재 만성동 일원을 중심으로 통일신라의 행정치소가 있었을 것이라

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굳이 행정치소가 아니라도 이후 고려, 조선시대의 앵

곡역 이전의 교통로를 보호하는 관급(官級)시설이 이 곳에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명확하게 확인되는 통일신라 이후에 수축된 것으로 추정되는 황방산성의 존

재 등도 고려하면 이 지역은 통일신라~후백제 기간 동안 서쪽 일대의 방어 그리고 교

통, 행정 등에 있어서 중요한 지역이 아닐까라는 추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23)

4) 고려시대

동산동과 관련된 고려시대의 기록은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교통로와 관련하여 서해

안 일대 그리고 나주방향으로 향하는 고대의 도로가 이 동산동 일대를 지났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현재 1번 국도가 지나가는 길은 과거 목포-나주-전주 서부-삼례-공주를 거

쳐 한성(고려시대 당시에는 개성)으로 가는 주요한 도로망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도로망은 현재의 호남선 철도와 거의 유사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와는 

다르게 익산 지역이 아닌 주요 도로망은 삼례역을 필히 거쳐서 현재의 완주군 이서면 

은교리 일원에 위치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앵곡역(장곡역)으로 연결되는 도로망을 중

심으로 전라도 남쪽 지역으로 퍼지는 도로망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거란의 2차 침입(1010년) 당시 강조에 의해서 목종이 폐위되고 등극한 고려 현종은 

수도인 개경이 거란군에 의해서 위협을 받자 끝까지 항전을 준비하면서 강감찬의 건의

에 의해서 나주로 몽진을 하게 된다. 현종은 몽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지역에서 수모를 

겪게 된다. 그 중 전주 근교에 이르러 전주의 절도사인 조용겸(趙容謙)이 야복 차림으

로 현종을 찾아와 전주에 하룻밤 묵고 갈 것을 청하였다. 하지만 이때 왕을 수행하던 

박섬(朴暹)이 반대하여 현종은 전주로 들어가지 않고 전주 장곡역(현재 완주 이서면 

은교리)에 하루를 묵게 되었다. 이튿날 조용겸은 다시 전주의 전운사, 순검사, 전중소감 

23) 찰방 유적에서 확인된 일부 기와 중 ‘林寺’명 기와가 나와, 이 건물지가 절터이지 않을까라는 추정이 있다. 하지만, 통일신라~고
려시대에는 관청의 부속 건물로서 사찰이 들어선 사례가 많기 떄문에 큰 틀에서 관청으로 보아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있
다. 



Ⅱ. 동산동의 역사문화자원조사

- 39 -

등과 함께 무리를 지어 소란스럽게 왔으며 갑작스런 조용겸 일행의 등장에 현종은 당황

하였다고 전한다.24)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복귀하는 길에 다시 전주에 들러 7일간을 머

물고 현종은 다시 개경으로 돌아갔다. 조용겸은 전쟁이 끝난 후 왕에 대한 무례를 범한 

죄로 인하여 탄핵을 받아 유배를 떠났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하여 우리가 알고 있던 고려 태조가 유훈으로 남긴 ‘훈요 10조’에서 

호남의 배타적인 인식은 현종 대에 다시 쓰여 지면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각색 되어졌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행정동으로서 동산동 일대와 관련하여 

확인된 고려시대 유적은 많지 않으나  전주 원장동, 찰방유적 등에서 확인되었다. 이 

중 원장동 유적에서는 토광묘와 수혈이 일부 확인되었으며 찰방유적에서는 일부 통일

신라시대 건물지와 관련하여 일부 중복된 건물들이 확인되었다. 인근의 혁신도시 건설

사업 과정 중에서 다수의 유적에서 건물지가 확인되었으며 분묘도 확인되었는데, 고려

시대에는 동산동 일원에서 현재의 완주 이서면 지역으로 지역의 중심지가 이동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대표적인 예로 앵곡역(장곡역)은 현재 완주군 이서면 은교리에 위치한 

것으로 밝혀져 이러한 주장에 대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5) 조선시대

조선시대의 동산동의 모습을 추정하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다. 특히, 전주의 중심지로서 

현재의 중앙동, 풍남동 일원은 조선시대의 역사적인 기록의 중심으로 많이 주목받아 왔지

만 반면, 전주군의 외곽지역은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으로서 중앙 혹은 지역의 중심에 비해

서 극도로 내용이 빈약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동산동의 모습은 최근 이루어

진 고고학적인 발굴조사와 주민들의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구전”과 함께 부분적이고 단

편적인 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형적으로 확인되는 동산동의 조선시대 모습은 구전으로 전해지는 전설을 통해 농촌마을

의 모습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전주의 경우는 전주부성 일대에는 주로 아전과 지방

관료들이 거주하는 공간이었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양반계층은 부성의 외곽에 주로 일정 정

도의 토지를 가지고 기거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인근지역의 팔복동의 경우에 조선 후기 8명

의 선비가 급제하였다는 사실은 이 지역에 양반 계층들이 흩어져 살았을 개연성이 높을 것

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만성동에 위치한 찰방(察訪)마을의 경우 종 6품 외근직인 찰방들이 모여살았다는 

것, 그리고 인근지역인 완주 이서면 은교리 지역에 앵곡역이 조선시대에도 유지되었다는 

점에서 동산동 일원은 당시 호남과 한양을 이어주는 주요한 교통로가 지나는 공간으로도 

주목이 된다.

24) 전주시사편찬위원회, 1997, 『전주시사(全州市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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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춘향전’에 등장하는 이도령이 한양으로 과거 보러 가는 길에 주엽정이를 지났

다는 이야기 등은 동산동 일원이 호남대로의 중심지역이고 전주부성 뿐만 아니라 호남 서

남부 일대에서 이어지는 교통로의 합류지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게 해준다.

최근 동산동 일대의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많은 유적들이 확인되었는데 조선시대와 관련하

여서도 건물지와 수혈 주거지 그리고 백자 가마, 숯가마, 토광묘, 회곽묘 등이 확인되었다.25)

이렇게 확인된 조선시대의 각종 흔적들은 조선시대의 동산동 일원이 주거, 생산, 그리고 

묘역 등이 조성된 하나의 사회 공간 체계로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동산동의 조선시대와 관련하여 조선말 동학농민운동과 관련하여 몇 가지 추정되는 부분이 

있다. 이는 동산동이 앞서 언급하였던 호남대로 및 호남지역 서남부, 즉, 삼례역과 앵곡역을 

연결하는 역 간의 교통로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직접적인 사건의 주체적인 지역은 

아니지만 전주부성 점령 이후 집강소 설치 그리고 1894년 12월 2차 삼례봉기와 관련하여 

전주 및 광주 등지의 호남 각지에서 동학농민군들이 모여드는 모습들을 간접적으로나마 추

정할 수 있다.

6) 대한제국 ~ 일제강점기

동산동 일원은 일제 강점기에 동산농장과 관련하여 많은 이야기가 존재하고 있다. 동

산농산은 미쯔비시 그룹의 총수인 이와사키의 총수가 조촌면의 땅을 사들였다. 그리고 

당시 조촌면(현재는 전주시 동산동, 조촌동)을 이와사키의 호를 따서 동산촌(東山村: 히가시 

야마무라)이라고 명명하였다. 동산촌에 대한 기록은 기쿠지(菊池謙讓)의 『조선잡기』라는 책

에 쓰여 있다.26)

  일찍이 3,000만 엔으로 남조선을 전부 사려고 했던 이와사키는 1,700명의 소작인으로 구성된 한 
마을을 이루었다. 이곳에 웅대한 가옥을 세우고 자기의 학교, 자기의 우편국, 자기의 경찰을 두고 농
촌의 군주로 세도를 부리고 있었다.

동산동의 지명은 이러한 동산촌에서 유래되었는데 동산동의 지명문제는 현재 일제 강점기의 

우리지명의 변화와 관련하여 수정될 부분이지만 현재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일제강점기 

당시 형성된 동산촌은 현재의 동산동 지역 뿐 아니라 인근지역인 삼례와 팔복동 등 전주와 

완주지역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특히 1908년 동양척식주식회사에 의해 일본인의 한반도 이주, 그리고 개인농장의 형성은 평

야가 많은 전북지역 각지에 플랜테이션 농업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었으며 일본의 미곡생산이 

25) 고금님, 2016, 「고려~조선시대의 전북혁신도시」, 『고고학으로 밝혀 낸 전북혁신도시 –24회 호남고고학회 학술대회발표 요지문-』 
호남고고학회.

26) (재)전주문화재단, 2006, 『전주 근대생활 조명 100년 – 제 1권 일제의 전주침탈과 식민시대 구술실록(1907~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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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할 때마다 이들 개인농장은 소작인들을 쥐어짜내 많은 양의 미곡을 일본으로 반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미곡반출과 관련하여 동산동은 전라선 철도와 관련이 깊은 사건들이 있다.

동산농장을 포함하여 전북 서부지역에는 다수의 일본인 농장들이 분포하고 있었는데 이에 

따라 각각의 농장의 미곡과 인력을 운반하기 위해서 호남선을 설치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각

각의 농장들은 자신의 농장 근처로 호남선을 통과하기 위해서 암투를 벌이고 통감부(후에 총

독부)에 로비를 벌이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동산농장의 이와사키 재벌은 김제에서 삼례 통과를 주장하고 군산의 오쿠라 재벌은 지

경의 통과를 서로 주장하다가 결국 호남선은 그 중간선이 익산을 통과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

고 1914년 개통 되었다. 당시 전주의 유지들은 철도의 통과를 거부하였고 반면에 군산의 유지

들은 적극적으로 철도의 통과를 찬성하였는데 기존의 호남선의 노선에서 군산을 지나기가 어

려운 사정으로 인하여 결국 군산과 호남선을 연결하고자 하였다.

호남선 개통 이후 엄청난 수송력에 놀란 전주의 유지들은 적극적으로 철도 유치를 주장하여 

결국 1914년 전주에는 경편열차를 위한 철도를 놓게 되는데 이 과정 중에 동산역이 설치되었

다. 결국 전라선 철도는 동산농장의 성장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이후 1929년 경편역차가 

정식 선로로 전라선의 협궤열차로 개통하면서 동산농장과 그 주변의 성장은 더욱 촉진되게 

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전주의 확장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

동산농장 또한 이러한 미곡생산과 반출뿐 아니라 이 일대에 산재하고 있던 뽕나무와 그리고 

이를 활용한 잠업을 이용하여 당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이러한 잠업과 관련된 산업들은 차

후,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당시 주요한 군수품으로서도 역할을 하였다.

이렇듯 일제강점기 당시 동산농장은 농촌 사회에서의 암울했던 우리의 역사를 보여주는 중

요한 장소였던 것이다.

7) 해방 이후~현재

해방 이후 동산동은 일반적인 농촌 동의 모습과 동일하다. 해방 이후 동산동은 완주군 

조촌면에 속한 법정리로 전주시에 편입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 1957년 조촌면의 일부 

지역이었던 팔복동의 여러 마을들이 전주시에 편입되고 1960년대 중·후반에 공단이 들

어서 공업지역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동산동은 전주시의 외곽, 특히 완주라는 타 지역

으로서 전형적인 농촌 마을의 모습으로 남아 있었다.

전주의 주요 시가지 지역이 해방과 함께 좌·우간의 이념 대립으로 조용할 날이 없었을 

때 이 지역은 한적한 농촌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걸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다. 또한 최신

의 도로망이 확충되지 못한 시절 이 지역은 ‘장화가 없으면 돌아다니질 못할 정도’로 일부 

신작로를 제외한 대부분 도로망이 확충되지 못한 시절에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지역이다.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고 이 일대는 국군(경찰)과 인민군에 의한 학살에 대한 기억

이 남아있는 지역이다. 1949년 정부 주도로 보도연맹이 결성되었는데 당시 정부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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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실적을 올리고자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보도연맹에 가입시켰다.

하지만 전쟁이 발발하자 정부는 보도연맹 가입자들을 북한과 내통할 잠재 가능자로 탈바꿈

시키고 이들을 대규모로 체포하게 되는데 국군이 북한 인민군에게 밀리자 이들을 즉결해서 

대량 학살하고 철수하는 일들이 발생하였다. 전주도 예외는 아니라 전주교도소에 있던 보도연

맹 인원들을 교도서 인근과 일부는 현재 동산동, 효자동, 팔복동 일원에 걸쳐 있는 황방산 자락

에서 대규모로 학살하였던 기록이 전하고 있다. 그리고 전라북도 일원이 북한군에게 점령된 

후 조촌면 일대는 우익인사들이 많은 관계로 인민군들에 의해서 대규모로 학살되었다는 증언

과 기록이 전해진다.

전쟁이 끝나고 동산동은 일상적인 농촌마을의 모습으로 돌아갔지만 현재까지도 이러

한 아픈 기억은 이 지역에 거주하는 토박이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다.

그리고 제 3, 4공화국의 박정희 정권 동안 이 지역은 산미증산계획의 한 축으로서 농업

과 관련된 많은 기억들이 남아 있다.27) 특히 당시 전라북도에서 운영하는 농업과 관련

된 영농조합은 조촌면에 있었으며 이후 과학적인 농업생산과 생산량 증대와 관련하여 

주요 시설들이 조촌면 일대에 위치하고 있었다. 조촌면에 속하고 있던 동산동은 전주시

의 지속적인 확장과 전주와 연접한 지역이라는 이점으로 인하여 1985년 조촌면에서 조

촌읍으로 승격을 하였다. 그리고 1987년 전주시에 편입이 되었는데 전주시에 편입된 초

반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의동 일원에 전주 제 2공

단과 첨단 산업단지의 확장 그리고 월드컵경기장의 조성, 장동 유통단지센터의 개발,

동산동 일원의 아파트 단지 건설, 만성지구 법조타운 건설, 혁신도시 건설, 탄소밸리 사

업 등 첨단산업지역, 법조타운, 유통망 등 다양한 산업 및 주거 시설이 들어서면서 점차 

발전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27) 자세한 내용은 면담보고서 강인규 씨의 영농의 발전과 관련된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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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산동의 문화자원28)

동산동 일원은 전통적인 농촌으로서 구시가지 지역과 비교하여 중세~근대의 전통사회의 지

배계층과 관련된 흔적은 상대적으로 적은편이다. 하지만 농촌으로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문화

자원은 많이 존재하고 있으며 유형적인 문화자원과 무형의 문화자원들도 균형을 이룰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언급한대로 현재 만성동 일원은 각종 신시가지 개발과 관련 교통망 조성사업으

로 인하여 급격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개발사업의 결과 그동안 땅 속에 묻

히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각종의 문화유산과 문화자원들이 최근 들어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1) 유형문화재

  (1) 동산동 일원

   ∙ 동산동 유물산포지 (전주 동산지구 국민입대주택건설사업)

- 유무 : 유적 존재

- 시대 : 역사시대 미상

- 위치 : 덕진구 고랑동 평리마을

조사지역은 충적평야와 맞닿은 구릉지대로 유적이 존재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조건

을 지닌 곳이다. 특히 조사지역 주변일대의 구릉지대에는 다수의 유물산포지가 존재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제1·2유물산포지는 구릉의 정상부가 거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만일 유적이 존재한다면 유구의 보존상태는 비교적 양호할 것으로 판단

된다.

제3유물산포지는 각종 묘목과 나무들이 식재되어 있는 등 농원으로 운영되고 있고,

나무이식도 빈번히 행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채집된 무문토기는 나무가 이식되어나간 

구덩이 주변에서 확인되었다. 그러나 지형적으로 평지에 가까운 구릉지대로써 오히려 

제1·2유물산포지보다 유구존재의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조사상황

을 종합해본 결과 유물이 채집된 지역에 대해서는 시굴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유구가 확인된다면 발굴조사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조사지역내에서 발견된 건축물은 일제강점기 때인 1920 ~ 1930년대에 축조된 

것으로 전하는데 누에를 키우고 뽕잎을 저장했던 창고건물이다. 이곳에 조사된 건물은 

모두 3기이며, 그 중 제1건물이 가장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금번 지

28) 본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에 관한 내용은 문화재청에서 제공하는 문화재GIS와 『문화유적분포지도 –전주시-』 그리고 전북지역
의 매장문화재 전문기관의 자료들을 참고 및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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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조사과정에서 발견된 3기의 건물에 대해서는 고건축 전문가를 통한 정밀한 학술조

사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조사결과 조사지역내에서 유물산포지 3개소와 고건축물

(잠사,蠶舍)이 확인되었다.

   

 
   ∙ 전주 노후산단 및 주변공업지역 재생사업

- 유무 : 유적 존재

- 시대 : 청동기~원삼국시대 추정

- 위치 : 덕진구 동산동 372 일원(표본조사지역1)/덕진구 동산동 371 일원 (표본조사지역2)

조사지역은 전주 제1일반 산업단지의 서쪽에 해당하며, 팔과정로 확장 및 신설과 5개

노선의 개설공사 구간으로 황방산에서 뻗어 내린 구릉의 말단부와 북쪽의 만경강 사이

에 위치한 해발고도 13m 이하인 평탄한 충적대지이다.

동쪽은 삼천천이 남쪽에서 흘러들어와 북류하다가 덕진구와의 경계에서 전주천과 합

류한다. 전주천은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흘러 만경강에 합수된다.

조사결과, 조사대상지 일부가 학산 유물산포지에 포함되고 이곳에서 무문토기 저부

편, 적갈색 연질토기편 등이 확인되었다. 또한 도로확장부지 가운데 전주 동산동유적

과 인접한 표본조사지역1·2·3에 대해서는 유구나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유사한 지

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표본조사를 실시해야한다. 이중 동산동 일대에서 확인된 표

본조사지역은 1, 2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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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 동산동유적29)

- 유무 : 유적 존재

- 시대 : 전기 청동기~조선시대

- 위치 : 덕진구 동산동 748번지 일원

현재 동산동 유적은 효성 탄소공장이 위치한 자리이다. 조사 이전 효성 탄소공장 부

지가 들어서기 이전에는 대부분 논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일부 지대가 높은 곳에는 

밭농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본래 이 일대는 현 탄소공자의 북서편 인접부분은 경지

정리가 1970년대에 완료된 상태였으며 공장부지가 들어설 지역은 경지정리가 이루어

지지 않아 본래의 지형이 잘 남아있는 상황이었다.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서 전주시는 (재)전라문화유산연구원에 의뢰하여 지표조사를 의뢰하였다.

조사결과, 사업부지 내에는 경작 중에 있는 곳이 많아 단 1점의 유물을 확인할 수 없

었으나 본 지형이 남아있는 점, 최근 세종시 일원의 충적지에서 확인된 유적들과 입지

가 유사한 점을 들어 표본조사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2012년 1월~2월 표본조사를 진행한 결과 유적은 오랜 시간에 걸쳐 전주천(추천)의 하천 

유로 변경 그리고 인근의 황방산에서 형성된 유사선상지형으로 인하여 형성된 자연제방과 

충적대지 위로 청동기시대 전기~원삼국·삼국시대의 대규모 주거취락 그리고 삼국시대~

조선시대의 논, 밭유구, 소발자국, 사람 발자국 흔적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자문위원회의

가 개최되었으며 당시 자문위원들은 전북지역에서 처음으로 확인되는 평야지대 유적 그리

고 선사시대의 대규모 취락의 가능성과 지형적인 입지에 따른 논, 밭 등 고대의 경작과 관

련된 유구의 존재를 들어 시굴조사 없이 발굴조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30)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지점에 대한 추가적인 토지 보상 이후 표본 조사를 진행하여 

대부분의 발굴 구덩이에서 유적의 존재 흔적을 확인하였다. 1차 발굴조사로 (재)전라

문화유산연구원에 의해서 동산동 771번지 일원에 대해서 전면적인 발굴조사를 진행하

였으며 조사결과, 청동기시대의 옹관묘. 수혈유구, 구상유구, 원삼국시대(마한)의 주거

지와 수로를 비롯하여 조선시대 논층, 발자국 흔적 등을 확인하였다.

특히 원삼국시대 주거지는 10기를 확인하였으며 조형토기를 비롯하여 약 100여 점의 

유물을 수습하였다. 발굴조사가 완료된 후 다음 발굴조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주시

의 이의 제기를 통해 전면발굴조사는 중단되고 시굴조사를 통한 전 지역의 유구 확인 

여부를 결정 한 후 차후 발굴조사를 진행하는 쪽으로 조사방향이 바뀌게 되었다.

그런다음 (재)전북문화재연구원에서 시굴조사 끝에 유구가 확인되는 부분을 중심으

로 발굴구역을 설정하였으며31) 1개 기관이 맡기에는 면적이 너무 넓고 많은 시간이 

걸리는 한계점에 의해서 조사는 Ⅰ,Ⅱ구역으로 나누어 (재)전북문화재연구원과 (재)

호남문화재연구원에 의해서 조사가 진행되게 되었다.

29) (재)전라문화유산연구원, 2014. 『全州 東山洞 쪽구름 遺蹟』, (재)전라문화유산연구원·전주시
   (재)전북문화재연구원, 2015, 『全州 東山洞 청동기시대 취락 1~4권』, (재)전북문화재연구원·전주시
   (재)호남문화재연구원, 2015, 『全州 東山洞遺蹟』, (재)호남문화재연구원, 전주시
30) (재)전라문화유산연구원, 2014. 『全州 東山洞 쪽구름 遺蹟』, (재)전라문화유산연구원·전주시
31) (재)전라문화유산연구원에서 보고한 것과 같이 유적은 사업구역의 전면에서 유적이 확인되었다. 일부 유구가 확인되지 않은 조사

구덩이를 제외한 모든 구역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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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전북문화재연구원에서 맡은 Ⅰ구역 일대에서는 전기 청동기시대 주거지와 중기 

청동기시대(송국리형) 주거지와 함계 취락의 공간분포와 시설이 온전히 남은 중기 청

동기시대 취락이 주로 확인되었으며 Ⅱ구역을 맡은 (재)호남문화재연구원에서는 대단

위의 원삼국시대 취락과 주거지 149여기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현 탄소밸리 사업과 관련하여 공장부지 인근의 논경작지도 유적의 존재가 확실

히 연결되는 양상과 함께 차후 과제를 남기게 되었다. 확인된 유적은 사업의 시급성과 당위

성으로 인하여 보호조치 없이 현재는 공장부지 건설과 함께 사라진 상태이며 차후, 인근 

지역으로 사업 영역이 확장되었을 경우에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고랑동 일원

   ∙ 평리입석

- 유무 : 유적 존재

- 시대 : 역사시대 미상

- 위치 : 덕진구 고랑동 평리마을

평리는 동산역 뒤쪽에서 삼례교 못미쳐 전주천 제

방 아래에 위치한 마을로 옛지명이 ‘쥐업정이’다. 이 

마을 진입로가 시작되는 제방에 ‘평리’라고 쓰여진 

돌기둥이 세워져 있다. 이 입석은 본래 마을 가운데

로 흐르는 개울을 건너는 다리로 활용되었다. 현재

는 콘크리트 다리로 교체되었지만 새마을운동 이전

까지 다리 역할을 했던 이 돌기둥은 그대로 묻힌 채 

방치된 것을 몇 년 전에 다리를 확장하면서 마을 입

구에 이정표로 세웠다.

그런데 이 입석은 춘향전의 배경을 담고 있어 그 

민속적 가치가 높다. 즉 이도령이 과거 급제 후 암행

어사가 되어 남원을 가던 중 ‘가리내(湫川)’와 ‘쥐업

정이’를 지나 전주 선화당으로 향하는 대목이 나오

는데 그 쥐업정이가 평리마을이고, 이 돌다리가 이

도령이 밟고 지나갔던 다리라고 한다. 이 돌기둥은 

사각기둥 형태이고 높이 1.95m, 둘레 1.5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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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여의동 일원

   ∙ 방초 유물산포지

- 유무 : 유적 존재

- 시대 : 고려~조선시대

- 위치 : 덕진구 여의동 방초마을 남편 밭 일원

팔복동에서 동산동으로 가는 큰길에서 전주공고앞 사거리가 나온다. 좌회전하여 전

주공고 쪽으로 들어가면 우측으로 공고 맞은 편의 넓은 대지가 나오는데 절토된 구릉

을 포함한 밭 일대가 유물산포지이다. 수습된 유물로는 회청색 경질토기편을 포함하여 

자기편이 일부 수습되었다.

  

   ∙ 양마 유물산포지

- 유무 : 유적 존재

- 시대 : 구석기, 삼국시대~고려시대

- 위치 : 덕진구 여의동 양마마을 서편 구릉 일원

방초 유물산포지를 지나서 양마마을로 넘어가는 소로를 따라가면 전주공고 뒤편으로 

얕은 구릉이 형성되어 있다. 구릉의 정상부로는 민묘가 조성되어 있고, 주변은 밭으로 

경작중인데 이 일대가 유물산포지이다. 유물은 구석기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석영제

의 다각형석기와 함께 미상의 석제품 그리고 회청색 경질토기편들이 수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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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정 유물산포지 1

- 유무 : 유적 존재

- 시대 : 청동기~조선시대

- 위치 : 덕진구 여의동 용정마을 북서편 구릉 일원

유물산포지 일부 지역은 여의동 선사유적으로 일부는 1980년대 말에 발굴조사가 이

루어진 지역이다. 용정마을에서 북서측에 위치한 넓은 구릉이 해당된다. 정상부를 중

심으로는 소나무숲이 조성되어 있으며 대부분 밭으로 이용되고 있다. 지표상에서 화살

촉, 반원형의 석착 그리고 석기로 추정되는 유물이 수습되었고, 토기는 경질토기편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유물산포지 주변으로 선사유적의 존재 가능성이 높다.

    

   ∙ 용정 유물산포지 2

- 유무 : 유적 존재

- 시대 : 선사시대

- 위치 : 덕진구 여의동 용정마을 북동편 구릉 일원

여의동 선사유적에서 북동측으로 이어진 구릉에 해당된다. 정상부를 중심으로 일부 

소나무와 잡목이 조성되어 있으며 나지막한 경사면을 따라 대부분 밭으로 이용되고 있

다.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여의동 선사유적과 동일 구릉상에 위치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유구와 유물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다.

  



Ⅱ. 동산동의 역사문화자원조사

- 49 -

   ∙ 용정 유물산포지 1 (만성 도시개발사업 관련)

- 유무 : 유적 존재

- 시대 : 삼국시대

- 위치 : 덕진구 여의동 용정마을 남편 구릉 일원

여의동 용정마을 남편에 위치한 남-북 방향으로 뻗은 해발 33M의 나지막한 구릉이다.

소나무숲과 고추밭, 잡목으로 이루어진 설상형 구릉에 해당되며 유물은 연·경질토기편과 

자기편 등이 출토되었는데 삼국～조선시대에 해당하는 유구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재)전북문화재연구원 『전주 만성도시개발사업지구 내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2008.

    

   ∙ 여의동 선사유적지

- 유무 : 유적 존재

- 시대 : 삼국시대

- 위치 : 덕진구 여의동

1985년에 주민이 식목하기 위해 구덩이를 파던 중 움무덤의 뚜껑돌(蓋石)이 드러나면서 

알려졌고 이에 대한 수습과 함께 1988년 전주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추가 조사되었다.

이 유적에서 집자리(住居址) 1기, 돌뚜껑움무덤(石蓋土壙墓) 3기, 유물포함층이 발굴되

었다. 그 밖에 백제시대의 돌방무덤도 일부 확인되었다. 움무덤은 모두 3기가 조사되었다.

1호는 해발 50.1m의 구릉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다. 매장주체부(埋葬主體部)는 2단의 

움을 파고 축조하였는데 길이 295㎝, 너비 255㎝의 말각장방형 움을 파 내려간 다음,

대각선이 되도록 다시 동서방향으로 길이 287㎝, 너비 115㎝의 내광을 약 40㎝까지 굴

착하여 무덤구덩을 설치하였다.

무덤방(墓室)은 길이 218㎝, 너비 47㎝, 깊이 40㎝의 크기이고 말각장방형을 띤다.

덮개돌(蓋石)은 외광의 윤곽에 맞추어 내광을 덮고 있는데 모두 2매로 구성되어 있다.

신고된 유물은 여러꼭지거친무늬거울(多瞿粗文鏡) 2점, 청동도끼(銅斧) 1점, 청동끌(銅

鑿) 1점이며 추가 조사시에 검은간토기(黑色磨硏土器) 1점이 출토되었다. 여러꼭지거울 

1점은 전체길이 15.3㎝로 주연(周緣)은 다소 정연하지 않은 반원형 단면을 이룬다. 문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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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구(二區)로 나누어 장식하였다. 외구(外區)는 폭 1.5㎝의 방사상거치문대(放射狀鋸

齒文帶)를 두르고, 내구(內區)는 3조의 종선(縱線)으로 5열 종구(縱區)로 나누고 각각 

톱니무늬〔鋸齒文〕를 새겼는데 내외구 각각 삼각톱니무늬를 기본단위로 한다.

다른 거울 1점은 보다 소형으로 지름 13.2㎝이며, 주연부는 사다리꼴 단면을 이룬다.

문양은 이른바 별모양무늬거울(星形文鏡)로 중심에 5각형 내구를 설정하고, 외구에는 

각변을 따라서 삼각형을 방사상으로 그려 별모양을 만들었다. 외구와 내구 사이를 평행집

선문으로 메웠다. 청동도끼는 흑색 광택이 뚜렷한 소형 부채모양도끼(扇形銅斧)로 길이

가 5.8㎝ 정도이며 자루구멍부분(柄部)은 2조의 돌대를 두르고, 한쪽 면 한가운데에 구멍

이 있다. 환부는 부채모양으로 외반을 이룬다. 청동끌은 세장형으로 자루구멍부분에 2중 

돌대가 있고 날 끝 부분이 결실되었으며 근부(根部)에 공구(尻口)가 뚫려있다. 현재길이

는 6.8㎝이다. 2호는 1호에서 서북쪽으로 42m 떨어진 능선상에 위치한다. 표토층에서 70

㎝ 정도의 아래에서 자연판돌(自然板石) 5매를 이용한 뚜껑돌이 노출되었다. 장축이 서

남 240˚ 방향이며 동서 양측의 단벽을 둥글게 굴착하였다. 바닥면의 크기는 길이 170㎝,

너비 840㎝, 높이 60㎝이다. 현 지면으로부터의 바닥까지의 깊이는 95㎝이며, 무덤구덩 바

닥면의 폭은 70㎝로 넓게 조성되었다. 바닥에는 민무늬토기편을 깔았으며 내부에서 간돌

검(磨製石劍) 1점이 출토되었다.

3호는 2호에서 북쪽으로 4m의 간격을 두고 위치한다. 상부가 대부분 유실되었으며 무

덤구덩은 생토층을 굴착하고 조성되어 있는데, 장축 서남 230° 방향이며 크기는 길이 

173㎝, 너비 60㎝, 깊이 20㎝이다. 바닥에는 편평한 잡석을 깔았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

았다. 이들 움무덤 중 1호와 2호는 이단돌뚜껑움무덤(二段石蓋土壙墓), 3호는 일단돌뚜

껑움무덤으로 구분하여 부르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유물포함층에서는 붉은간토기(丹塗磨硏土器)와 민무늬토기가 다량 출토

되었으며, 간돌검, 돌화살촉(石鏃), 대팻날도끼(扁平偏刃石斧), 돌끌(石鑿), 삼각형돌

칼(三角形石刀)등 송국리형문화와 밀접한 다양한 석기류가 출토되었다. 또한 다양한 

뗀석기(打製石器)가 다수 확인되었는데, 주로 밭농사 연모의 조합관계를 보여주고 있

다. 가래모양 석기(石嵩形石器) 3점, 갈판 3점, 갈돌(耉石棒) 1점, 긁개(搔器) 4점, 숫

돌(砥石) 2점 등이다.

집자리는 1호 움무덤에서 동북쪽으로 200m 떨어진 지점인 해발 50.1m의 동남향한 대

지상에서 확인되었다. 평면 타원형이며 크기는 길이 680㎝, 너비 637㎝, 깊이 26㎝이다.

내부 중앙에 타원형구덩이(娥圓形竪穴)와 그 바깥쪽에 4개의 기둥구멍(柱穴)이 거의 

정방형으로 배치된 송국리형(松菊里型)이다. 동남벽 벽선에서 약 60㎝ 안으로 작은 4

개의 기둥구멍이 확인되었고, 일부 벽면에는 길이가 약 300㎝에 이르는 벽도랑(壁溝)

이 있다. 바닥은 불다짐처리 하였다. 유물은 민무늬토기(無文土器)편과 갈판(耉石) 1

점, 자귀(手斧) 1점 등이 출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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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 월드컵경기장 건설부지내 유적(시굴)

- 유무 : 유적 없음

전주 월드컵경기장 건설부지는 기지들 한

복판을 관통하는 남북방향의 농수로를 중심

으로, 들판의 동서 양측에서 완만한 경사를 이

루며 경지를 정리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02년 한·일월드컵 축구경기를 위한 전주 

축구경기장 신축에 대하여 문화재의 존재여부

를 확인하기 위한 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

사결과 경기장으로 조성될 예정인 지역과 경기

장에 따라 개설예정인 도로구간에서는 유물을 

확인할 수 없었다.

  

  

  

  (4) 장동 일원

   ∙ 전주 장동유적 Ⅰ, Ⅱ, Ⅲ

- 유무 : 유적 존재

- 시대 :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원삼국, 삼국~조선시대

- 위치 : 덕진구 장동

조사지역은 모악산에서 뻗어 내린 구릉이 평야지대와 만나면서 소멸하는 소멸성 구

릉 및 구릉과 구릉사이에 위치하는 작은 곡간 저습지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조사지

역의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해발 30m 내외의 가장 큰 구릉을 Ⅰ구역, Ⅰ구역 서쪽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는 작은 구릉을 Ⅱ구역, 그리고 Ⅰ구역과 Ⅱ구역 사이에 위치하

고 있는 폭이 좁은 곡간 저지대를 Ⅲ구역이라고 명명하였다.

구석기시대 유적이 입지하고 있는 구릉은 해발 20~32m 내외로 낮고 매우 완만한 경사를 

지니고 있으며 구릉의 북쪽과 동쪽에 펼쳐져 있는 평야지대는 해발 15~17m 내외이다.

발굴조사는 기존의 다른 시기 유구의 조사에서 석기 유물이 확인된 Ⅰ구역의 구릉 동사

면을 중심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5m의 구덩이를 6열, 서쪽에서 동쪽으로 8m의 구덩이를 

2열로 총 12개의 피트로 구획하고, 각각 ‘가~바’, ‘1~2’피트로 명명하였다. 구석기 발굴조

사 결과 563점의 유물이 출토되었고, 확인된 유물의 97.5%인 549점이 석영계 유물이다.

Ⅰ구역 발굴조사의 타 시대 유구의 조사 결과 신석기시대 수혈 3기, 청동기시대 주거

지 7기, 원삼국~삼국시대 주거지 50기, 원삼국~삼국시대 수혈 8기, 삼국시대 굴립주

건물지 3동, 고려~조선시대 수혈주거지 6기, 고려시대 수혈 1기, 노 시설 1기, 토광묘 

1기, 분구묘 및 매장주체부 10기 등 100여기의 유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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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구역 조사에서는 원삼국∼삼국시대 수혈주거지 19기, 원형수혈 2기, 소형수혈 1기, 굴

립주 건물지 1동, 삼국시대 경작유구와 조선시대 토광묘 52기가 확인되었다. Ⅲ구역에서

는 자연수로인 남북수로 1기가 조사되었는데 내부에서 목재유물이 소량 출토되었다.

      

   ∙ 전주 원장동유적

- 유무 : 유적 존재

- 시대 : 구석기, 청동기, 초기철기시대, 원삼국, 삼국~조선시대

- 위치 : 덕진구 원장동 마을 일원

전주 원장동유적은 전북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전주·완주 혁신도시 개발사업(Ⅳ구역 

일부) 부지 내에서 확인되었다. 조사지역은 북쪽으로 만경강, 동쪽은 만경강 지류인 전주

천이 흐르며, 주변으로는 야트막한 저구릉성 산지와 충적평야가 발달되어 있다. 총 4개의 

구역에 대한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는데, 기존의 지표조사에서 확인된 지점 중 시굴조사에

서 유구가 확인된 원장동 A, D, E, G 지점에 대해서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원장동 유적 A지점에서는 구석기시대 제 4기 퇴적층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규

암계의 찍개 석기 그리고 유문암으로 제작된 격지 등이 확인되었다. 구석기시대 유물

은 유물의 집중 양상이 높지 않고 유물의 수량이 적은 편이다.

원장동 유적 D지점에서는 고려~조선시대 토광묘 30기, 수혈유구 1기, 고려시대 기와

가마 3기, 건물지 2동이 조사되었으며, 원장동 유적 E지점에서는 원삼국시대 주거지 

15기, 수혈유구 11기, 조선시대 토광묘 6기, 시대미상의 구상유구 1기가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원장동유적 G지점에서는 청동기시대 수혈유구 1기 초기철기시대 토광묘 

5기, 조선시대 토광묘 24기가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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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권 광역상수도 김제송수관로 부지내 유적

- 유무 : 유적 없음

- 시대 : 알 수 없음

- 위치 : 덕진구 장동

조사지역은 전주시 덕진구 장동의 이성

골유적과 완주 이서면의 금평리 유적으로 

나누어 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지표조사에서는 원삼국~삼국시대의 유

물이 수습되어 시굴조사의 의견이 제시되

었다. 이성골 유물산초지는 나지막한 구릉

지대로 조사 당시, 사과나무 과수원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조사지역 내에서는 어떠한 

유구나 유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대부분 표토에 해당하는 경작토를 제거하자마자 자연

적으로 퇴적된 생토층이 확인되었다. 이는 경작으로 인하여 당시의 지표면이 이미 유

실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 정암 유물산포지 B

- 유무 : 유적 존재

- 시대 : 원삼국~삼국시대

- 위치 : 덕진구 장동 정암마을 서편 구릉

장동 정암마을앞에서 서쪽으로 뻗은 소로를 따라 약 300m정도 따라가다 보면 북측에 

위치한 구릉이다. 정암 유물산포지A의 구릉과 연결된 구릉으로 현재는 과수원등의 밭

으로 이용되고 있다. 구릉정상부와 북, 남측 경사면에서 연·경질토기편이 수습되었다.

일부 토기의 외면에 격자문, 종선문, 승석문이 타날되어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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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암 유물산포지 C

- 유무 : 유적 존재(전주 장동유적에 포함)

- 시대 : 삼국시대(발굴조사시 구석기~조선시대 모두 포함)

- 위치 : 덕진구 장동 정암마을 남편 구릉

장동 정암마을에서 남측에 위치한 절골, 쟁기재골을 지나면 바로 구릉에 위치하는데 

유물산포지는 쟁기재골 동측에 인접된 나즈막한 구릉에 해당된다. 현재는 과수원과 밤

나무 등이 심어져 있으며 수풀이 우거진 상태이나 지표상에서 연·경질편이 수습되었고 

횡선문과 격자문이 타날되었다. [국립전주박물관, 『전주·완주 일부지역 유적지표조사

보고』, 1998]

 

   ∙ 정암 유물산포지 D

- 유무 : 유적 존재

- 시대 : 삼국시대

- 위치 : 덕진구 장동 정암마을 남서편 구릉

정암 유물산포지B 남측의 소로에서 부동마을로 가는 방향으로 ‘L’자형의 커브길 서

측에 위치한 구릉이다. 대부분 구릉의 완만한 경사면에 해당되며 현재는 민묘, 과수원 

등의 밭으로 이용되고 있다. 주변으로는 일부 묘목을 옮겨심는 과정에서 심하게 지형

변경이 이루어지도 하였으며 지표상에서 파수부편과, 연질토기편이 수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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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 유물산포지 A

- 유무 : 유적 존재

- 시대 : 삼국시대

- 위치 : 덕진구 부동마을 일원

호남고속도로에 의해 분리되었으나 부동마을과 연결된 구릉의 서사면에 해당된다.

북쪽으로는 부동제와 접해 있으며 해발 약 30m 정도의 저평한 구릉이다. 현재는 대부

분 과수원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연,경질토기편이 수습되었다. 외면에 격자문이 타날되

어 있거나 돌대가 돌려져 있다.

[국립전주박물관, 『전주·완주 일부지역 유적지표조사보고』, 1998]

 

   ∙ 부동 유물산포지B

- 유적 유무 : 유적 존재

- 시대 : 구석기~삼국시대

- 위치 : 덕진구 장동 부동마을 일원

장동 부동마을 북측에 위치하는 해발 36m 정도의 완만한 구릉지대로 구릉 정상부와 

말단부 동사면에 위치한다. 호남고속도로가 건설되기 전에는 부동 유물산포지A와 같

은 구릉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는 대부분 과수원과 밭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지

표상에서 연·경질토기편과 몸돌로 추정되는 기타 석기들이 수습되었다.

[국립전주박물관, 『전주·완주 일부지역 유적지표조사보고』,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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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방 유물산포지A

- 유무 : 유적 존재 (전주 장동유적 발굴조사 진행)

- 시대 : 원삼국~삼국시대

- 위치 : 덕진구 장동 재방마을 북서편 구릉

장동 재방마을의 북쪽에 위치한 구릉으로 현재는 담배밭, 민묘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구릉 

주변으로 소나무숲과 잡목들이 우거져 있으며 유물은 저평한 구릉의 정상부와 경사면에서 

확인되었다. 토기는 연·경질토기편으로 종선문과 횡선문이 주를 이루고, 석기는 타제석기로 

추정되는 유물이 수습되었다. 2006년 전주 장동유통단지 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재방마을이 위치한 곳에서는 분구묘의 제철유구 등 다수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국립전주박물관, 『전주·완주 일부지역 유적지표조사보고』, 1998]

   ∙ 재방 유물산포지 B

- 유무 : 유적 존재(일부 지점이 전주 장동유적에 포함됨)

- 시대 : 삼국시대

- 위치 : 덕진구 장동 재방마을 북편 구릉

재방마을 뒷산구릉에 해당되며 재방 유물산포지A에서 남서쪽에 인접한다. 주로 구릉의 남사

면에 위치해 있으며 현재는 밭으로 이용되고 있다. 유물은 지표상에서 연·경질토기편이 수습

되었다. 유물산포지 전체에 대한 조사는 진행되지 못하였으며 산포지 일부와 인근 능선에 대

해서는 전주 장동 유통단지 건립과 관련하여 부지가 일부 포함되어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국립전주박물관, 『전주·완주 일부지역 유적지표조사보고』,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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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동 유물산포지

- 유무 : 유적 존재

- 시대 :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 조선시대

- 위치 : 덕진구 장동 영동마을 북편 구릉

장동 영동마을 북측에 위치한 저평한 구릉이다. 현재는 대부분 과수원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일부는 밭으로 개간된 상태이다. 구릉 정상부를 중심으로 지표상에서 연·경질

토기편과 자기편, 기와편이 수습되었다.

 

∙ 내동 유물산포지 A

- 유무 : 유적 존재

- 시대 : 삼국시대

- 위치 : 덕진구 장동 내동마을 동편 구릉

장동초등학교 북동측에 위치한 저평한 구릉으로 전주 농업경영사업소 주변이다. 현

재는 과수원 등의 밭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지표상에서 연질토기편이 수습되었다. 외면

에는 격자문, 종선문이 타날되어 있기도 하다.

[국립전주박물관, 『전주·완주 일부지역 유적지표조사보고』,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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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동 유물산포지 B

- 유무 : 유적 존재

- 시대 : 삼국시대 ~조선시대

- 위치 : 덕진구 장동 내동마을 서편 구릉

장동 내동마을에서 서측에 위치한 ‘U’자형의 논을 지나면 나즈막한 구릉이 위치하는

데 유물산포지는 구릉정상부와 경사면이 해당된다. 현재는 소나무숲이 조성되어 있으

며 구릉 하단부를 중심으로 밭이 개간된 상태이다. 유물은 구릉 하단부를 중심으로 기

와와 자기류, 그리고 경질토기편이 수습되었다.

   ∙ 내동 유물산포지 C

- 유무 : 유적 존재

- 시대 : 삼국시대-조선시대

- 위치 : 덕진구 장동 내동마을 북편 구릉

장동 내동마을 내동제 북측에 위치한 구릉으로 몽밤산골 북서측에 인접되어 있다. 구

릉 정상부에는 철탑이 있으며 대부분 과수원 등의 밭으로 이용되고 있다. 구릉의 정상

부와 경사면에서 연·경질토기편과 기와, 자기편이 수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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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 유물산포지 A

- 유무 : 유적 존재

- 시대 : 삼국시대

- 위치 : 덕진구 장동 원장동마을 서편 구릉

장동 원장동마을 앞 713번 지방도를 따라 서쪽으로 약 200m 정도 가면 완주군과 전

주시의 접경지역이 나오는데 유물산포지는 접경지역의 동측 구릉에 해당된다. 현재는 

나즈막한 구릉 정상부를 중심으로 소나무숲이 조성되어 있으며 주변으로 밭이 경작되

어 있다. 지표상에서 연·경질토기편이 수습되었다.

   ∙ 장동 유물산포지 B

- 유무 : 유적 존재

- 시대 : 삼국시대

- 위치 : 덕진구 장동 원장동마을 북서편 구릉

장동 원장동마을의 끝부분으로 마을의 북동쪽에 인접한 나즈막한 구릉이다. 현재는 

소나무숲과 민묘, 과수원 등의 밭으로 이용되어 있었다. 그리고 경사면을 중심으로 연·

경질토기편과 석기로 추정되는 유물이 수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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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 유물산포지 C

- 유무 : 유적 존재

- 시대 : 삼국시대

- 위치 : 덕진구 장동 원장동마을 북동편 구릉

장동 원장동마을의 북동측에 인접한 저평한 구릉이다. 소나무숲과 전주이씨 민묘가 

조성되어 있으며 경사면 일부는 묘목이 심어져 있다. 지표상에서 연·경질토기편이 수

습되었는데 외면에 일부는 격자문이 타날되었다.

 
기존의 『문화유적분포지도–전주시-』에서는 원장동 일대에서 확인된 유물산포지

를 원장동 A~D지점까지 총 4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보고를 하였다. 이 자료는 전북혁

신도시 공사를 진행하기 전인 2003~2005년간에 걸쳐 제작된 자료로 2007~2009년에 

걸쳐 진행된 전주·완주 혁신도시에 대한 정밀지표조사에서는 원장동 A~G지점까지 

총 7개소의 지점이 보고되었다. 2011년까지 발굴조사가 진행되어 앞서 소개한 원장동 

유적과 같이 유구가 확인된 총 4개 지점에 대해서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본 4개소의 

유물산포지는 원장동유적의 기본적인 현황으로서 본 보고서에서 기존의 내용을 소개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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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장동 유물산포지 A

- 유무 : 유적 존재

- 시대 : 삼국시대

- 위치 : 덕진구 장동

원장동 유물산포지A에서 맞은편 남측의 구릉 일부가 해당된다. 유물산포지는 동-서

방향으로 넓게 뻗어 있으며 나즈막한 구릉 정상부를 중심으로 경사면을 따라 형성된

다. 대부분 과수원 등의 밭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유물은 연·경질토기편이 수습되었다.

[국립전주박물관, 『전주·완주 일부지역 유적지표조사보고』, 1998]

∙ 원장동 유물산포지 B

- 유무 : 유적 존재

- 시대 : 삼국시대~조선시대

- 위치 : 덕진구 장동 원장동마을 남편구릉

원장동 유물산포지A와 같은 구릉으로 구릉의 동쪽 끝부분에 해당된다. 현재는 밭으

로 이용되고 있으며 구릉 정상부와 경사면에서 연·경질토기편과 자기류, 석기로 추정

되는 유물이 수습되었다.

[국립전주박물관, 『전주·완주 일부지역 유적지표조사보고』,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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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장동 유물산포지 C

- 유무 : 유적 존재

- 시대 : 삼국시대

- 위치 : 덕진구 장동 

엽순제, 노미강골에서 북동쪽에 인접되어 위치한 넓은 구릉이다. 남-북방향으로 뻗은 

저평한 구릉으로 대부분 밭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정상부와 경사면에서 연·경질토기편

이 수습되었다.

[국립전주박물관, 『전주·완주 일부지역 유적지표조사보고』, 1998.]

   ∙ 원장동 유물산포지 D

- 유무 : 유적 존재

- 시대 : 삼국시대~조선시대

- 위치 : 덕진구 장동 원장동마을 남편 구릉

엽순제에서 남서쪽에 인접된 저평한 구릉이다. 민가와 사슴농장이 있으며 대부분 민묘

와 과수원 등의 밭으로 이용되고 있다. 일부는 소나무 숲이 조성되어 있기도 하는데 구

릉의 경사면에서 연·경질토기편과 자기, 기와편이 수습되어 생활유적이 존재할 가능성

이 있는 지역이다. 경질토기편 외면에는 돌대가 1조 돌려져 있고 격자문이 타날되었다.

[국립전주박물관, 『전주·완주 일부지역 유적지표조사보고』,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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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만성동 일원

2015년 6월 현재 만성동 일원은 만성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해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

고 있다. 기존에 만성동은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여있어서 개발에 제한이 있었지만 해제가 

된 이후 인근의 완산구 중동 일원과 원장동 일원이 전북혁신도시 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일

부는 혁신도시 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며 동의 대부분은 만성도시개발지구 등으로 나누어 개

발 사업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본래의 농촌으로서 동의 본 모습은 사라지고 

현재 시가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넓게 펼쳐져 있던 구릉과 산사면의 일부가 평탄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개발사업 이전에는 이러한 입지조건에 의해서 많은 유적들이 존재할 가능

성이 높았으며, 시가지개발사업으로 인한 발굴조사 결과 다수의 유적이 확인되었다.

본 만성동과 관련된 유적은 먼저 최근에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유적 중심으로 제시하였으

며 『문화유적분포지도 –전주시-』에 기록된 유물산포지는 현재 발굴조사 된 유적과 중복

되거나 혹은 조사결과 유적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 이는 차후 도면과 문화재 GIS를 

통해 재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 전주 중동 구석기유적(만성동 월평C 지점)32)

- 유무 : 유적 있음

- 시대 : 구석기시대

- 위치 : 덕진구 만성동 월평마을 

구석기시대 유물층은 월평C지점, 덕동C지점에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지점별 조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월평C지점은 구릉 정상부에서 중단부까지 대부분 삭평ㆍ유실되

어 확인되지 않았으며, 시굴조사 결과, 구석기시대 유물이 분포하는 고토양층은 구릉

과 구릉 사이에 형성된 곡간지를 중심으로 남아 있는 양상이었다.

월평 C지점에서 출토된 유물은 모두 97점이다. 이 중 지표와 시굴조사에서 수습된 6

점을 제외하고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유물은 91점이 확인되었다. 전체적인 유물의 구성

은 석기제작 파생물, 석기제작 도구, 손질석기, 기타석기로 분류하였다. 월평 C지점에

서는 석기제작 파생물 71점, 석기제작 도구 1점, 손질석기 24점, 기타석기 1점도 출토되

었다.

석재는 석영암계, 유문암계, 화강암계가 사용되었다. 이 중 유문암계가 58점으로 전체 

유물의 60%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출토량을 보이며, 석영암계 38점, 화강암계 1점이다.

32) 호남문화재연구원, 2013, 『전주 중동 구석기유적』, p.38~39, p.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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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 중동유적(월평 A, C지점)33) 

- 유무 : 유적 있음

- 시대 : 삼국~조선 

- 위치 : 덕진구 만성동 월평마을 북쪽 구릉부

전주 중동유적 1지구는 혁신도시구역 1구역내 북서쪽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조사 당

시 월평A·C 유적에 해당한다. 유적은 월평마을의 북쪽 구릉부에 해당되며 황방산

(210m)에서 서쪽으로 이어지는 능선을 따라 형성되어 있는 곳으로 조사구역은 크게 

3개의 지점으로 구분된다.

편의상 동쪽에서부터 1지점(월평 C유적 2차 조사구역), 2지점(월평 A유적), 3지점

(월평 C유적 1차 조사구역)으로 명명하였다. 또한 3지점의 구석기시대 기술은 따로 1

권 전주 중동 구석기유적에서 이루어졌다.

1지점은 혁신도시 건설 구간 내 문화유적 중 가장 동북쪽에 위치하는 곳으로 조사 

당시 월평C유적 2차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곳이다. 황방산에서 서쪽으로 내려오는 지

류의 하단부(해발 38.0~42.0m)에 유적이 위치한다. 조사결과 구릉 능선부와 남사면에

서 삼국시대 원형수혈 21기·구 1기·석실묘 1기를 비롯하여 조선시대 토광묘 등이 확인

되었다.

2지점은 1지구의 중앙부에 해당하는 지점으로 해발 28~34m의 구릉 정상부에서 서

쪽으로 이어지는 능선과 사면부에 해당한다. 전체적으로 하단부는 고토양층이 지표면

에 노출되어 있으며, 정상부로 올라오면서 적갈색풍화암반토가 고토양층 위로 퇴적되

어 있는 양상을 보인다. 유구는 능선을 포함한 남서사면 전체에서 확인되었으며, 삼국

시대 석실묘 9기, 고려시대 수혈 3기, 조선시대 매납유구 1기가 조사되었다.

3지점은 1지구의 가장 서쪽에 위치하는 곳으로 1차 조사에서 구석기유물층조사와 함

께 조사된 지역에 해당한다. 구릉의 서쪽 하단부에서는 구석기유물층이 조사되었고 구

릉의 남사면(해발28.0~31.0m)에서 삼국시대 옹관묘 1기와 조선시대 토광묘 12기가 

확인되었다.

33) 호남문화재연구원, 2013, 『전주 중동유적』 , 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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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 찰방유적(A, B지점)34)

- 유무 : 유적 있음

- 시대 : 삼국~고려 

- 위치 : 덕진구 만성동, 완산구 중동 일원

전주 찰방유적은 전북혁신도시 개발사업(I구역)부지 내에서 확인된 유적이다. 발굴

조사가 진행된 곳은 전주시 만성동 일대로 황방산(해발217m)에서 뻗어 나온 해발 

25~37m의 저평한 가지성 구릉 사면부와 평탄면에 해당하며 유적이 자리하기에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다.

유적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야트막한 구릉을 기준으로 3지점으로 구분되는데 삼국시대

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유구가 확인되었다. 조사결과 1지구에서는 삼국시대 원

형수혈 8기, 고려시대 수혈 5기, 조선시대 구 1기가 확인되었다. 2지구에서는 삼국시대 원

형수혈 22기, 고려시대 건물지(건물 10동․담장 3기․배수로 1기․석렬 4기), 가마 2기,

수혈 8기, 구 4기, 조선시대 숯가마 5기가 확인되었으며, 3지구에서는 통일신라시대 건물

지(건물 3동․담장 5기․배수로 5기․적심), 폐기장 1기, 우물 1기, 매납유구 1기, 수혈 

8기, 구 13기 등이 확인되었다.

삼국시대 원형수혈은 구릉의 정상부와 사면부에 군집을 이루어 분포하고 있으며 일

부는 중복되어 조성되었다. 대부분 일명 마사토라 불리는 풍화암반토를 굴착하고 조성

되어 기존의 원형수혈과 비슷한 입지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단면형태는 원형통과 복주

머니 형태로 구분된다. 유물은 삼족기와 개배 등 소량의 유물이 확인되어 수혈의 정확

한 성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나 I구역 내 중동유적에서도 이러한 원형

수혈이 다수 확인되고 있어 이 지역 삼국시대 생활문화를 이해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

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일신라시대 폐기장은 부정형에 가까운 구의 형태로 확인되었으며, 내부에서는 송

풍관과 도가니 거푸집 등 다량의 생산관련 유물과 이와 관련된 망치, 철부, 청동과 철 

슬래그가 출토되어 금속과 관련된 폐기장임을 추정할 수 있다. 주변에 폐기장과 직접

적으로 관련된 공방시설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폐기장 주변에 조성된 건물지와 어느 정

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건물지는 유실이 심하여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으

나 폐기장과 동일시기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며, 유물은 대부완, 파수부호를 비롯한 

토기류와, 기와류가 출토되었다.

고려시대 건물지는 찰방유적 2지구에서 확인되었다. 1~9호는 건물지는 담장과 배수

34) (재)호남문화재연구원, 2013, 『전주 찰방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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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를 갖춘 독립된 구역을 이루면서 군집해 있으나 10호는 동쪽으로 약 100m 정도 떨

어져서 확인되었다. 대부분 석재의 유실이 심하여 정확한 구조나 성격은 알 수 없다.

다만, 건물이 위치한 마을의 이름이 조선시대 역참을 관리하던 관직명에서 유래한 찰

방마을인 점을 참고하여 건물의 성격을 유추 할 수 있다. 조선시대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찰방이라는 관직은 고려시대에도 사용되었기 때문에 고려시대부터 역참과 

관련된 건물이 존재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유물은 자기류와 기와류가 출토되었는데 고

려 초기에 등장하는 해무리굽 청자부터 고려 중기로 보이는 상감청자까지 출토되는 것

으로 보아 고려시대 전시기에 걸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건물지 구역 북편으로

는 수혈과 구가 확인되었는데, 여기서는 통일신라시대의 표지유물인 기름병이 확인되

었다. 따라서 건물지구역과 그 주변은 통일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점유되었던 것

으로 판단된다.

혁신도시 사업지구를 비롯한 전북지역은 그동안 중세시대 유적이 거의 확인되지 않

았다. 그러나 찰방유적에서 통일신라시대에서 고려시대에 걸치는 중세시대 생활유구

와 생산유구가 확인됨으로써 이 지역 중세시대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 전주 만성동 용흥유적35)

- 유무 : 유적 있음

- 시대 : 삼국, 통일신라

- 위치 : 덕진구 만성동 일원

전주 만성동 용흥유적은 만경강에 의해 형성된 넓은 충적지와 40m 내외의 야트막한 구릉

이 펼쳐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만경강을 통해 서해로의 이동이 용이하고, 낮은 구릉

과 충적평야가 발달하여 생활하기에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춘 곳이다. 이러한 자연·지리적인 

환경을 배경으로,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유적이 조사되었다. 또한 Ⅲ구역

인 만성동 유적과 같은 구릉에서는 (재)전주문화유산연구원의 조사에서 삼국시대 분묘군이 

확인되었다. 조사결과 삼국시대 분구묘와 수혈, 통일신라시대 구와 소형수혈 등 다양한 유구

가 확인되었다. 이 가운데 만성동 용흥유적에서 가장 핵심되는 부분은 삼국시대 분구묘와 

원형수혈이라고 할 수 있다. 분구묘는 1기가 조사되었으나 잔존하는 깊이가 낮으며 매장주

체부와 주구의 일부가 유실되어 정확한 형태를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주구내부에서 

유물이 출토되지 않아 시기를 판단하기에도 어렵다.

35) (재)호남문화재연구원, 2014, 『전주 만성동 용흥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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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시대 원형수혈은 I·Ⅱ구역에서 39기가 조사되었다. 금번 조사에서 확인된 삼국시대 원

형수혈은 이 지역에서 지금까지 조사된 수혈들과 입지와 퇴적 양상이 유사하다. 원형수혈 

내에서 출토되는 유물의 수가 적어서 정확한 편년에는 무리가 있지만 인근의 찰방유적과 중

동유적에서 수혈의 편년이 5세기 중엽으로 제시되었고 Ⅰ구역 17호수혈에서 출토된 토기의 

태토가 곱고 굵은 집선문이 타날된 것으로 보아 제작시기가 5세기 후엽경으로 추정된다.

Ⅲ구역에서 확인되는 소형수혈의 내부에서는 삼국시대 토기편이 확인되고 있지만 주공의 

간격이 일정하지는 않다. 이와 같이 전주 만성동 용흥유적에서 조사된 유구와 유물을 통해 

이 지역의 문화양상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여겨지며, 특히 충청도 지역과 

전라북도 지역에서 밀집하여 확인되는 삼국시대 원형수혈에 양상을 파악이 가능한 자료가 

수집되었다.

   ∙ 전주 만성동유적

- 유무 : 유적 있음

- 시대 : 통일신라/발해시대

- 위치 : 덕진구 여의동 원만성마을 북편

여의동 유적에서 남동쪽으로 약 2m지점에 위치한 구

릉에 위치하고 있다. 병 1점과 유개합 3점이 출토된 사

례가 알려져 있을 뿐이다. 이 유물은 전주에 거주하는 김상순씨가 1989년 10월 발견하

여 신고한 후 전주시립박물관에서 보관하여 오다가 1990년 10월 국립전주박물관이 개

관하면서 유물번호가 전523∼525로 등록되었다.

 [국립전주박물관, 『전주·완주 일부지역 유적지표조사보고』, 1998]

   ∙ 전주 만성동 동경 출토지 문화재 발굴조사

- 유무 : 유적 존재

- 시대 : 초기철기시대

- 위치 : 덕진구 만성동 398-6 일원

조사지역이 자리하고 있는 만성동 일원은 완만한 구릉과 곡간 충적지로 구성되어 있

다. 만성동 동쪽으로는 황방산이 자리하며 황방산에서 흘러내린 지류들이 해발 

30~40m 내외의 낮은 구릉을 형성하고 있고 만성동마을 서쪽에도 기지제 주변 구릉이 

형성되어 있어 이 일대에 수많은 유적이 분포하고 있다.

조사지역 서쪽에는 기지제가 자리하는데 기지제 남쪽과 북쪽은 논을 이루며 서쪽과 

동쪽은 해발 34~46m 내외의 낮은 구릉을 이룬다. 구릉 정상부는 밭으로 개간되어 경

작 중이며 일부는 민묘가 조성되었다. 조사지역은 해발 38m 내외 구릉 정상부에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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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으로 완만하게 흘어내린 구릉 중단부에 해당되는데 원래 지형에서 2m 가량 삭평되

어 밭으로 개간되었다.

조사결과, 조사지역 내에서 초기철기시대 토광묘 1기가 조사되었다. 토광묘는 평면형

태가 장방형으로 목관을 사용한 흔적이 확인되었고 부장유물로는 다뉴세문경과 흑도장

경호 외에도 검파두식과 세형동검, 동사, 관옥이 비교적 상태가 양호하게 잘 남아있다.

   ∙ 전주 원만성A 유적36)

- 유무 : 유적 있음

- 시대 : 삼국시대 

- 위치 : 덕진구 만성동 원만성마을

원만성A 유적에서 백제시대의 석축묘가 군집을 이루며 분포하고 있다. 구릉 정상부

와 사면부 일대에서 32기의 석축묘와 1기의 와관묘, 옹관묘가 확인되었는데 횡혈식석

실분과 횡구식석곽묘 등 다양한 묘제가 조사되었다. 횡혈식은 조사된 7기 가운데 14호

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훼손이 심한 상태여서 고분의 구조를 파악하기 힘들다.

잔존하는 유구의 상태를 통해서 몇 가지의 속성을 추출할 수 있는데, 묘광은 석실의 

평면형태를 따라 적당한 규모로 굴착하고 있는데, 특히 주목되는 것은 묘광 굴착시에 

배수시설을 동시에 굴착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묘실 축조 과정에서 미리 배수를 염두

에 둔 기획의도를 읽을 수 있다.

석실의 구조는 판석재를 사용하고 중앙에 연도를 시설한 사비유형으로 잔존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13호와 14호를 관찰하면, 연도가 짧게 축약된 점, 단면이 4각형이 점 등

에서 사비기의 최말기에 해당하는 7세기 중엽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14ㆍ19ㆍ20ㆍ23ㆍ32호분의 추정 봉토의 하단에는 주구가 굴착되어 있는데, 현재는 

높은 쪽에 일부만 남아 있어 고분 축조 시에 일부에만 주구를 굴착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19호분에서는 배수시설의 하단까지 연장되고 있고, 이곳의 지형이 가파른 편이

어서 축조 당시에는 석실을 에워싼 원형으로 주구를 굴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 

다. 출토유물은 13호분과 14호분에서 관정과 관고리가 출토되었을 뿐이다.

석곽분은 조사지역 전역에서  25기가 조사되었는데 대부분 파괴가 심하여 정확한 석

곽의 구조는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장축방향은 경사방향과 나란하게 두고 있고,

주로 할석을 이용하여 축조하고 있다. 바닥시설은 소형할석, 잔자갈, 잡석부스러기를 

깔았거나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한 것으로 구분된다.

출토유물은 8호분에서 은제이식과 횡구식석곽묘인 10호에서는 삼족토기 2점이 출토

되었다.

36) 최완규, 2016, 『전북 혁신도시의 역사와 문화』, p.24~26(호남고고학회, 2016, 『고고학으로 밝혀 낸 전북혁신도시』에 실린 내용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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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곽의 구조를 보면 대부분 횡구식석곽묘로 횡혈식석실분이 퇴화되어 나타나는 형식

이다. 그 시기는 7세기 중엽에 해당한다. 또한 주구가 굴착되었다거나 배수로를 시설한 

점은 동일 지역에 축조된 횡혈식석실분과 같은 분묘축조의 공통적 인식이 작용한 결과

로 생각된다.

   ∙ 전주 원만성1 유적37)

- 유무 : 유적 있음

- 시대 : 삼국시대

- 위치 : 덕진구 만성동 원만성마을

원만성A 유적에서 백제시대의 석축묘가 군집을 이루며 분포하고 있다. 구릉의 정상

부와 인접한 남사면에 군집을 이루고 조성되었다. 모두 25기의 석축묘가 조사되었는데 

7지점과 같이 수목의 식재 경작으로 인한 삭평 등으로 유구의 잔존상태가 매우 불량하

다. 더욱이 장축방향을 경사방향과 나란히 두고 있기 때문에 석실 입구부분의 유실이 

심하여 석실 유형을 파악하기 어렵다. 잔존상태가 조금 양호한 2ㆍ5ㆍ6ㆍ10호분에서 

보면 횡구식의 개구부를 두고 있어 대부분의 석축묘도 횡구식석곽묘일 가능성이 높다.

벽석은 석재를 세우거나 눕혀쌓기를 했고, 바닥시설은 할석 또는 생토면을 이용한 것

으로 구분된다. 6호분을 비롯한 3기만이 주구가 상부에 굴착되었고 대부분 석축은 주

구가 부가되지 않았다.

출토유물은 거의 발견되지 않았지만, 만성 9지점의 석축묘 역시 횡횔식석축분이 퇴화

되어 7세기 중엽 이후에 축조된 것으로 추측된다.

   ∙ 만성동 월평유적 (구석기)38)

- 유무 : 유적 있음

- 시대 : 구석기시대

- 위치 : 덕진구 만성동 월평마을

조사지역은 전주시 만성동 453번지 일원으로 황방산에서 서쪽으로 뻗어 내린 지류의 

말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주변으로 마을과 곡간지가 형성되어 있다. 조사지역 서

쪽과 북쪽으로 소하천이 자리하고 있으며, 동-서로 길게 형성된 구릉은 하천을 중심으

로 발달한 충적지와 접하고 있다. 조사구간 일대에는 여러 차례의 정밀지표조사와 발

굴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구석기시대부터 삼국시대, 고려～조선시대에 이르

는 다양한 유적이 보고된 바 있다.

37) 최완규, 2016, 『전북 혁신도시의 역사와 문화』, p.24, p.27(호남고고학회, 2016, 『고고학으로 밝혀 낸 전북혁신도시』에 실린 내
용이다)

38) 호남문화재연구원, 2014, 『전주 만성지구 개발사업 부지 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p.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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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유물산포지1은 기지제 남동쪽 구릉(해발 33m)으로 조촌천의 동쪽에 발달한 충

적지와 접하고 있다. 구릉의 대부분은 계단식으로 정리되어 밭으로 경작되고 있으며,

특히 정상부는 표토에서 0~20㎝ 하강하면 기반토와 굴삭기 자국이 확인되는 등 삭평

이 많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였다.

또한 구릉의 서쪽 사면부는 경지 조성과 민가 건축으로 인해 교란과 절토가 심하게 

이루어져 있다. 전주 만성지구 월평구석기유적은 월평유물산포지1에 해당하는 지점으

로 기지제로 뻗어 내려간 해발 30m 내외의 구릉 북사면에 해당한다. 시굴조사에서 석

영암계 몸돌과 유문암계 격지 등이 적갈색사질점토층에서 수습되었으며, 갱신세 퇴적

층이 구릉의 하단부를 중심으로 두텁게 퇴적되어 있다.

구석기조사는 조사지역의 유구 확인을 위한 전면 제토 이후, 갱신세 퇴적층이 양호하

게 퇴적된 지점과 시굴조사 및 제토 중에 유물이 수습된 지점을 중심으로 2개의 구역

으로 나누어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자료에서는 유물이 출토된 1구역을 중심으로 정

리하였다.

1구역은 해발 30m에서 25m 내외의 구릉 사면부로 구릉의 경사와 직교하는 방향으로 

암갈색점토층의 퇴적이 분포하고 있어 ‿ 형의 곡간지 퇴적을 형성하는 것을 제토 이

후 확인하였다. 유물은 시굴조사와 경작층 제토 과정에서 석영암계, 유문암계 석기가 

수습되었다.

조사가 진행된 1구역에서 확인된 유물은 총 159점(2014년 8월 14일 기준)이다. 유물

은 암갈색점토층 13점, 적갈색사질점토층 146점이다.

사용된 석재는 석영암계와 유문암계 응회암계 편마암계 등이며, 몸돌 격지를 비롯하

여 찍개, 여러면석기, 긁개 등의 손질된 도구가 수습되었다. 또한 전면 제토 후, 노출된 

적갈색사질점토층에서 유문암계 돌날을 소재로 손질된 긁개가 수습되었다. 적갈색사

질점토층에서 수습된 유물 중 편평한 면을 가진 자갈돌의 경우 출토 당시, 넓은 방향으

로 세워져서 수습되었다는 점에서 지형과 유수의 작용에 의한 적갈색사질점토층의 후

퇴적 진행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조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유물의 세부적인 특징을 파악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석영암

계 석기의 경우 자갈돌이 아닌 석영암맥에서 떨어져 나간 암편을 소재로 사용하여 긁

개 등의 격지석기를 제작하였으며, 유문암계 석기의 경우 자갈돌을 그대로 이용하여 

찍개 등의 몸돌석기를 제작하는 양상이 관찰된다. 또한 응회암계의 경우 길쭉한 방망

이 형태의 자갈돌이 수습되었는데 전면에 걸쳐 풍화가 진행되어 사용과 관련된 흔적을 

단언할 수는 없지만 갈린 흔적을 추정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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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동 일대 기존 문화유적 분포지도 기입 유적

   ∙ 원평 유물산포지 A

- 유무 : 유적 있음

- 시대 : 삼국시대

- 위치 : 덕진구 만성동 원평마을 북편구릉

만성동 원평마을의 북편 구릉에 해당된다. 나지막한 구릉이 동측에서 뻗어 내린 능선

으로 현재는 인삼밭 등의 밭으로 이용되고 있다. 유물은 경질토기편이 수습되었다. 일

부 토기의 외면에는 격자문과 종선문이 타날되어 있기도 하다. 대체적으로 원평마을 

유물산포지는 동-서편으로 뻗어진 구릉 일대이다.

 

   ∙ 원평 유물산포지 B

- 유무 : 유적 있음

- 시대 : 1) 원삼국, 2) 삼국시대

- 위치 : 덕진구 만성동 원평마을 동편구릉

만성동 원평마을의 입구에서 북편에 위치한 나지막한 구릉이다. 경사면을 중심으로 

대부분 밭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민묘나 민가가 조성되어 있기도 하다. 지표상에서 연·

경질토기편이 수습되었고 외면에 격자문과 종선문이 타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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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평 유물산포지 C

- 유무 : 유적 있음

- 시대 : 삼국시대

- 위치 : 덕진구 만성동 원평마을 남동편구릉

만성동 원평마을 맞은편에 위치한 화학공장 뒤쪽 밭에 해당된다. 대체적으로 황방산

에서 뻗어 내린 능선중의 하나로 서쪽의 말단부이기도 하다. 현재는 대부분 비닐하우

스나 밭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지표상에서는 연·경질토기편이 수습되었다. 경질토기편 

외면에 종선문이 타날되어 있기도 하다.

   ∙ 찰방 유물산포지 A

- 유무 : 유적 있음

- 시대 : 삼국시대

- 위치 : 덕진구 만성동 찰방마을 북편구릉

만성동 찰방마을에서 인접된 북쪽 구릉 일부가 해당된다. 저평한 구릉으로 현재는 민

묘나 담배밭으로 이용되고 있다. 구릉 정상부와 경사면을 중심으로 고분석재로 추정되

는 돌들이 산재되어 분포되어 있고, 지표상에서 연·경질토기편이 수습되었다. 경질토

기편 외면에 종선문과 횡선문이 타날되어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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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찰방 유물산포지 B

- 유무 : 유적 있음

- 시대 : 삼국시대

- 위치 : 덕진구 만성동 찰방마을 남편구릉 

만성동 찰방마을의 남측에 인접된 저형한 구릉이다. 동-서방향으로 구릉이 뻗어 있으

며 현재는 대부분 담배밭으로 이용되고 있다. 지표상에서 경질토기편이 수습되었고 일

부는 외면에 격자문과 종선문이 타날되어 있다.

 

   ∙ 만성동 유물산포지 A

- 유무 : 유적 있음

- 시대 : 삼국시대

- 위치 : 덕진구 만성동 만성마을

만성동 만성마을 후곡제에서 서측에 인접된 구릉이다. 황방산에서 뻗어 내린 능선의 

하나로 대체로 저평한 말단부에 해당된다. 현재는 대부분 민묘나 과수원을 비롯한 밭

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유물산포지 북측에는 민가가 위치하고 있다. 주로 구릉 경사면

에 위치한 밭에서 연·경질토기편이 수습되었고, 격자문등의 문양이 타날되어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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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성동 유물산포지 B

- 유무 : 유적 있음

- 시대 : 삼국시대

- 위치 : 덕진구 만성동 만성마을

원만성지에서 북측에 인접된 구릉으로 동-서방향으로 길게 뻗어 있는 지역이다. 황방

산에서 뻗어 나온 저평한 능선의 하나로 해발은 약 50m정도이다. 현재는 밭으로 이용

하고 있으며 일부는 소나무 숲이 위치하고 있다. 구릉의 경사면에 있는 밭에서 연·경질

토기편이 일부 수습되었다.

   ∙ 만성동 유물산포지 C

- 유무 : 유적 있음

- 시대 : 삼국시대

- 위치 : 덕진구 만성동 만성마을

호원대학교 교육원에서 북서측에 인접된 독립 구릉이다. 현재는 일부 교통방송 신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대체로 나지막한 평지를 이루고 있다. 대부분 밭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정상부와 경사면의 밭에서 연·경질토기편이 수습되었다. 호원대학교 교육원에

서 북ㆍ서측에 인접된 독립 구릉에 해당된다. 현재 북ㆍ동측 일부는 TBN 한국 교통방

송 전주본부 건물이 들어선 상태이다. 건물과 주차장 부지를 중심으로 지형변경이 이루

어져 있으며 그 주변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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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성동 유물산포지 D

- 유무 : 유적 있음

- 시대 : 삼국시대

- 위치 : 덕진구 만성동 만성마을

만성동 유물산포지A에서 북편에 있는 계단식 논을 지나면 바로 위치하고 있는 저평

한 구릉이다. 구릉의 정상부 일부는 전주 서부우회도로를 내는 과정에서 없어진 상태

이나 남측 경사면은 어느 정도 잔존한 상태이다. 현재는 남사면을 중심으로 대부분 밭

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경질토기편이 다량 수습되었다. 일부는 외면에 종선문이 타날되

어 있기도 하다.

   ∙ 원만성 유물산포지 A (원만성 유물산포지1과 부분 중복)

- 유무 : 유적 있음

- 시대 : 삼국시대

- 위치 : 덕진구 만성동 원만성마을 북편 구릉

만성동 원만성마을 북편에 위치한 저평한 구릉이다. 해발 약 44m에 해당하며 현재는 

민묘나 인삼이 심어진 밭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일부는 소나무숲이 조성되어 있다. 구

릉의 정상부와 경사면에서 연·경질토기편이 수습되었다.

구릉의 대부분이 고구마밭과 인삼밭 등의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다. 수습유물은 지표

조사 당시 경질토기편을 비롯하여 자기 등이 소량 수습되었다. 또한 만성동유적이 위

치하고 있고 지형적으로 동일한 지형에 속하는 남쪽의 원만성 유물산포지A에서 유물

이 수습되어 그와 관련된 유구나 유물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다.

(재)전북문화재연구원 『전주 만성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2008.

  



전주시 마을조사사업 “동심(洞心)”찾기 동산동

- 76 -

   ∙ 원만성 유물산포지 B (원만성 유물산포지2와 중복지역)

- 유무 : 유적 있음

- 시대 : 삼국시대

- 위치 : 덕진구 만성동 원만성마을 남동편 구릉

만성동 원만성마을에서 황방사 방향으로 과수원을 지나가면 황방산 능선에서 뻗어 내린 나

지막한 구릉이 펼쳐져 있다. 황방산 능선의 말단부에 해당되며 완만한 경사면을 이루고 있다.

주변은 대부분 과수원이나 계단식 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유물산포지는 현재 밭으로 이용되

고 있다. 지표상에서는 연·경질토기편이 수습되었고 외면에 격자문과 종선문이 타날되어 있

기도 하다.

 

  ∙ 원만성 유물산포지 3

- 유무 : 유적 있음

- 시대 : 삼국시대

- 위치 : 덕진구 만성동 원만성마을 남동편 구릉

만성입구길에서 옥계길을 따라 원만성마을에 진입하여 다시 원만성1길을 따라난 길 

끝까지 들어가면 과수원이 나온다. 과수원을 지나 북쪽으로 난 길을 따라 약 50M 정도 

들어가면 원만성 유물산포지A에서 뻗어 내려오는 능선에 해당된다.

해발 약 40M에 해당하며 현재는 민묘나 감나무, 인삼 등이 심어진 밭으로 이용되고 

있고 일부 소나무 숲이 우거진 상태이다. 지표조사 당시 구릉의 정상부와 경사면에서 

고려~조선에 해당하는 경질 토기편과 기와편 등이 소량 수습되었다.

- (재)전북문화재연구원, 『전주 만성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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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만성 지석묘(만성동 지석묘)

- 유무 : 유적 있음

- 시대 : 청동기시대

- 위치 : 덕진구 만성동 원만성마을 남편

만성동 원만성마을 황방산 서쪽 기슭 논 가운데 7기의 지석묘가 있는데 서쪽을 향하여 

약간 경사진 사면에 대략 한 줄로 자리하고 있다. 이 지석묘군은 거대한 자연암석을 상석

으로 하고 3∼4개의 지석을 괴었으며, 7기가 남-북 한 줄로 늘어서 있는게 특징이다. 현재 

4기의 지석묘는 자취를 감추고 3기만 남아있는데 4·6·7호만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

[전주대학교 부설 전주사학연구소 『전주시 옛고장지표조사 보고서』 1995]

   

   ∙ 두현 유물산포지

- 유무 : 유적 있음

- 시대 : 삼국시대

- 위치 : 덕진구 만성동 두현마을

만성동 두현마을에서 동쪽에 위치한 능선으로 해발 60m이하의 나지막한 구릉이다.

대체로 황방산에서 서쪽으로 뻗은 능선의 하단부에 해당된다. 현재는 대부분 밭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지표상에서 연·경질토기편이 수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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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덕촌 유물산포지

- 유무 : 유적 있음

- 시대 : 삼국시대

- 위치 : 덕진구 팔복동 3가 덕촌마을 남동편구릉 (만성동 일부 포함)

팔복동 덕촌마을에서 남동쪽에 위치한 구릉의 경사면이다. 황방산에서 뻗어 나온 북

동측 능선의 하단부에 해당되며 현재는 대부분 계단식 밭으로 이용되고 있다. 주변에 

덕촌재가 있기도 하며 지표상에서 경질토기편이 수습되었고 일부는 외면에 격자문이 

타날되었다.

   

   ∙ 황방 팔경 각석

- 유무 : 유적 있음

- 시대 : 조선시대

- 위치 : 덕진구 만성동84(산77-1)

반월동 남양아파트와 반월 주공아파트 남서측의 구릉에 해당된다. 동서방향으로 길

게 뻗은 구릉으로 구릉의 남쪽은 대부분 민가들이 밀집되어 있으며 구릉 정상부와 북

사면은 아직 원지형을 유지하고 있어 유적이 위치하기에 좋은 입지이다. 현재는 밭으

로 경작되어 있으며 연·경질토기편이 수습되었다. 토기 외면에 일부 격자문과 횡선문

이 타날되어 있기도 하다. 만성동 황방사 입구 오른편 밭가에 위치해 있다. 자연석을 

깎아서 글씨를 새겼는데 마모되어 정확히 그 내용을 알 수는 없으나 ‘八景 黃方吐月

西高慕鍾 奇岩瀑布 飛飛落안 遷江歸帆 泗川漁水 兎岺 ∙月 邊山落照’라고 새겨진 것으

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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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방산 마애불

- 유무 : 유적 있음

- 시대 : 조선시대

- 위치 : 덕진구 만성동84(산77-1)

만성동 황방사 입구 오른편 밭가 산기슭에 있는 자연석

에 불상을 새겼다. 좌측엔 반듯하게 깎여 있고, 우측은 자

연석 그대로 광배가 새겨져 있다.

얕은 부조에 화면이 마모되어서 정확한 도상을 알 수 없

다. 인접 50m 전방에는 ‘황방팔경’이라는 글씨가 자연석에 

새겨져 있다.

  

   ∙ 효부 평강채씨 여각

- 유무 : 유적 있음

- 시대 : 조선시대

- 위치 : 덕진구 만성동 두현마을

고종 29년(1892)에 내린 정려로 ‘孝婦烈女 嘉善大夫 漢城左尹 金再宅之妻 貞夫人 平

康蔡氏之閭’라고 쓰여져 있으며 비석의 크기는 39×118×17㎝이다. 현판이 걸려 있던 흔

적이 있어 당시에는 현판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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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고산성(황방산성, 천고산성)

- 유무 : 유적 있음

- 시대 : 삼국시대

- 위치 : 완산구 효자동 3가 황방산 일대

전주서방 황방산(해발 215.6m)의 남단에 자리한다.

208.9m의 봉우리를 최고봉으로 하여 암향산 산상분지를 감은 석성인데 거의 

파괴되었으나 흔적은 남아 있다. 수구안은 만덕사가 자리하고, 수전으로 바뀌고 

북반은 밭이 되었다.

평면은 오각형에 가까운데 동남향한 수구쪽은 2.5m의 석축으로 길이는 약 

50m이다.

성내에서는 기와편과 경질토기편이 수집되었다.

[전주대학교 부설 전주사학연구소 『전주시 옛고장지표조사 보고서』 1995]

             

   ∙ 천고사39)

- 유무 : 유적 있음

- 시대 : 삼국시대? ~미상

- 위치 : 덕진구 만성동 802-2

마을 입구에 있는 천고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 17교구 본사인 금산사인 말사이다. 신

라 때 원광(圓光 : 555~638)이 창건했다고 전하는데 당시 이지역이 백제의 영토 안에 

속하였으므로 신빙성은 떨어진다. 명확한 기록으로는 진감국사 혜소(惠昭 : 774~850)

가 당나라로 유학을 떠나기 전에 이 절에 머물렀다고 한다.

이후의 연혁은 기록으로 전하지 않으며 언제 폐사가 되었는지도 명확히 알 수 없다.

1919년 송윤금이 중창하였고 1955년 보운 스님이 중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경내

의 유물로는 조성 수법이 고려 말경으로 추정된 천고사 석불좌상(전라북도 문화재자

료 제 145호)이 있고 이 불상은 미륵전의 주불로 봉안되어있다.

39) 한국토지공사·전북개발공사, 2009, 『전북 전주·완주혁신도시 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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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고사 석불좌상(전라북도 문화재자료 제 145호)40)

- 유무 : 유적 있음

- 시대 : 고려시대 말?

- 위치 : 덕진구 만성동 802-2

육계(肉髻)가 큰 편으로 소발(素髮)이며 얼굴은 전체적으로 보면 계란형의 윤곽에 

눈과 코는 마모가 심해서 거의 형태를 알아볼 수가 없고 입술은 도톰하게 새겨져 있는

데 아랫입술만 남아있다. 귀는 어깨에 닿을 만큼 크고 위아래 귓밥이 깊게 패어있다.

몸집에 비해 머리는 가분수처럼 크고 얼굴에 비해 어깨는 좁은 편이다.

우견편단(右肩偏袒)의 모습으로 법위가 왼쪽 어깨에 네 겹으로 겹쳐져 있다. 왼팔의 

옷주름은 손목까지 도식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오른손은 항마촉지인 인데 다섯손가락

의 길이가 거의 똑같이 새겨져 있다. 옷 주름은 결가부좌한 다리까지 표현되어 있으며 

자세가 마치 양반다리처럼 왼쪽 무릎 위에 올려진 오른쪽 발바닥이 위를 향하고 있다.

왼손은 선정인과 유사하게 손바닥이 위를 향하고 있고 엄지와 검지의 흔적은 찾아볼 

수 있으나 다른 손가락은 확실한 형태를 알 수 없다. 상반신에 비해 하반신의 표현이 

약화되고 비례상 상반신에 비해 작아졌다. 불신(佛身)과 광배(光背)가 하나의 돌로 새

겨져 있는데 두광(頭光)과 신광(身光)의 구분이 뚜렷하고 외곽에는 화염문(火焰紋)이 

조각되어 있으며 당초문(唐草文)과 세 잎의 꽃잎이 지극히 형식적으로 새겨져 있다.

두광에는 양쪽에 세 송이씩 연꽃 봉오리가 따로 떨어져 나간 광배의 윗부분에도 연꽃이 

새겨져 있다. 두광의 연꽃부분은 청색으로 광배의 가장자리 화염문에는 단청이 되었던 흔

적이 확연히 보인다. 맨 윗부분의 광배편이 떨어졌으며 세 조각으로 나뉘어져 있다.

   ∙ 천고사 대웅전 독성상41)

- 유무 : 유적 있음

- 시대 : 시대미상

- 위치 : 덕진구 만성동 802-2

천고사 대웅전에 따로 모셔진 독성상이다.

목제로 만들어진 둥그스름한 좌대 위에 나한상과 같은 모습으로 새겨졌다. 머리는 민

머리이고 둥글둥글한 열굴 형태에 친숙한 모습으로 사실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다.

법의는 가슴과 어께가 상당히 드러나는 도포의 형태이고 양손을 모으고 있는 팔위에 

도포자락이 걸쳐있다. 옷자락 표현이 단순하지만 사실적인 느낌이 있다. 비교적 앉은

키가 크게 느껴지고 무릎이 좁고 도포 자락에 가려져 있지만 실상은 무릎을 꿇고 앉은 

모습을 보인다.

40) 전주시평생학습관, 2010, 『세상으로 나온 전주이야기 – 덕진구 동산동 -』
41) 주 33)의 전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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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고사 보살좌상

- 유무 : 유적 있음

- 시대 : 조선시대 후기

- 위치 : 덕진구 만성동 802-2

천고사 대웅전에 모셔진 목조보살 좌상으로 높이가 43.5cm 무릎 폭이 26.5cm의 작은 

불상이다. 머리에 화려한 보관을 쓰고 이마 위 보관을 쓴 부분에 검정 띠를 두르고 있

고, 양쪽 어깨에 검정색 머리카락을 늘어뜨리고 있다. 얼굴은 원만한 형태로 귀는 거의 

어깨에 닿을 듯 크고 눈썹은 녹색으로 칠해져 있으며 눈은 지긋이 내려 감고 아래를 

내려다보는 듯한 인상을 준다. 법의는 통견이고 어깨는 머리와 무릎에 비해 작은 편이

다. 손은 따로 만들어 끼워진 형태인데, 아미타 수인과 비슷하다. 조선 후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2) 무형문화재

현재 행정동으로서 동산동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무형문화재 보유자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 차

후 동산동 일대로 기능보유자들이 이동을 한다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근대문화재 및 기타 건축자산42)

동산동 내 문화재청에 등록된 문화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동산동이라는 이름으로 불

리게 된 동산농장(東山農場)과 관련하여 일부 건물들이 남아있다. 대부분이 문화재로 지정되지 

못한 상황이며 관련된 연구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농장 관련 부속시설로서 흔적과 위치만 

알려져 있고 현재는 새로운 시설이 들어선 곳도 있다.

   ∙ 동산의원

현재 동산동 동산지구대 뒤편에 위치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인이 운영하던 ‘동

산농장’에 부속된 일본식 병원이었는데 현재도 그대로 남아있다. 해방 후, 정부에서 현

재 이 집에 거주하고 있는 전귀순씨의 시아버지를 조촌면 공의(公醫)로 발령 내면서 

‘동산의원’을 운영하게 되었다고 한다. 결혼해서 지금까지 이 집에 거주하고 있는 전귀

순씨가 생활하면서 편의상 화장실을 없애고, 주방을 리모델링했을 뿐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42) 주 33)의 전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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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산역

동산역은 전라북도 덕진구 고랑동에 위치한 전라선 및 북전주선의 철도역이다. 전주공

단지역으로 연결된 북전주선의 분기 지점으로 컨테이너 중심의 화물 수송역으로써 역

할을 하고있다. 2009년 7월 1일부터 여객열차의 취급은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다.

본래 동산역은 이 위치가 아니었으며 약 30년 전 삼례방향으로 좀 더 위쪽에 위치하였

다고 한다. 현재 동산역을 바라보고, 왼쪽 철탑이 있는 위치가 본래 동산역이 있었던 

위치이다.

   ∙ 추천제방 

고랑동 신흥마을과 평리마을을 물길과 가르는 제방으로 일본인이 동산농장을 만들면서 

쌓은 둑이라고 전한다. 또한 제방을 쌓으면서 옛 물길을 현재의 물길로 바꿔놨는데 인

근 흙을 조금만 걷어내도 모래자갈이 나온다고 한다. 1920년대 만경강 수리조합과 관련

하여 연결 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나카무라 양잠술 공장건물

일제강점기에는 평리부터 원고랑마을까지 그 일대 모두가 뽕나무 밭이었는데 이 일대

에는 일본인 나카무라가 운영하는 ‘나카무라 영잠술’이 독점하고 있었다. ‘나카무라 양

잠술’이 일대를 독점하고 있어 한국인들은 대부분 이 곳에서 일을 하고 품삯을 받았다.

사람들은 누에농장에 가서 뽕잎을 따 누에 밥을 주고 누에가 싼 똥을 치우고 명주실을 

뽑는 작업을 하였다. 현재도 동산역 삼거리에서 삼례방향으로 30m 좌측에 당시 사용했

던 누에공장과 사무실, 숙소 등의 건물이 온전히 보존되어있다. 주로 가정집과 개인 사

무실로 사용되고 있지만 외형은 아직도 보존되어 있다.

   ∙ 조선말 대문 및 행랑채

만성동 두현마을의 김용섭씨 댁에 있다. 조선시대 말 주인과 머슴의 생활을 대비해 볼 

수 있는 가옥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가옥구조는 본채와 행랑채로 구성되어 있으며 둘 

다 초가지붕 형태이다. 하지만 1980년대에 본채는 현대식 구조로 행랑채는 초가지붕 대

신 슬레이트로 바뀌었다고 한다. 대문을 살펴보면 문은 2개인데 하나는 주인만 출입하

는 크고 아담한 형태의 대문이며, 다른 하나는 행랑채와 이어지는 조그마한 출입구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까지 출입을 달리한 것으로 보아 당시까지 남아있던 

신분제를 느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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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성교회

1905년 3월에 만성교회가 설립되었는데 100년 이상의 전주 내의 교회 중 가장 오래되었

다고 한다. 설립시기는 중앙동의 서문교회와 비슷한 시기에 설립된 것으로 보인다.

두현리 교회 설립 당시 초대 당회장에 전요섭 목사가 취임한 이래 24대에 이르는 목사

가 취임했다. 특이한 것은 1921년에는 교회에서 숭선사립소학교를 설립했다고 하며, 당

시 만성동 인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교육을 받을 만한 시설이 없어서 교

회에서 소학교를 설립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일제의 탄압에 의해서 1940년도에 폐교하

게 되었다. 현재도 교회 한 켠에는 당시 학교로 사용했던 흔적이 남아있다.

만성교회는 두현리교회로 불리다가 1940년도에 만성교회로 이름을 바꾸었다. 현재 만

성교회의 건물은 1978년도에 완성된 것이며 교회 정면에는 100주년 기념비가 서 있다.

그 뒤편 농구장에는 50주년 기념비가 서있으며 교회 enpt 건물에는 교회에서 사용하던 

종이 남아있으나 현재는 방치되어있는 상태이다.

4) 민속신앙

민속신앙과 관련된 내용은 현장조사 과정 중에 확인된 것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현

재 문헌상에서는 동산동을 중심으로 민속신앙과 관련된 내용은 찾을 수 없다. 전통적인 마을에서는 

관련된 것들이 있었을 수도 있으나 일제 강점기의 근대화와 내선일체라는 명목 하에 민족문화말살,

해방 이후 국책 사업으로 새마을 운동 등 다양한 농촌 마을의 변화와 관련된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옛 것은 거의 사라지는 과정 중에서 기록이 남은 것은 없는 실정이다.

5) 전설43)

동산동에는 과거 농촌마을의 특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설화가 구전되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문헌에서 확인되는 구전 설화를 다시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다.

   ∙ 구렁이 설화 

이 마을 당산은 동산역 부근에 있던 은행나무인데 언젠가 마을 사람들이 당산을 파냈

다. 당산을 파낼 때 귀 달린 큰 구렁이가 몸통이 반절 끊어진 채 도망을 갔다. 두 마리였

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변 을 당한 모양이었다. 사람들이 그것을 잡는다고 소리를 지르

고 한바탕 소란을 벌였으나 결국 구렁이는 잡지 못했다. 그 후 당산을 파냈던 사람이나 

당산 근처에 살던 사람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죽어갔는데 그 수를 합하면 열 명이 

넘는다고 한다. 그것을 구렁이의 저주로 생각된다.

43) 전주시평생학습센터, 2010, 『세상으로 나온 전주이야기 –덕진구 동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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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꺼비 바위 

구사마을 우신아파트 앞뜰에는 대미산이 있는데 이곳에 두꺼비 바위가 있었다고 한다.

전해오는 이야기로는 조선시대 전라도 관찰사 이서구가 구사마을의 형세를 “대죽(大

竹)은 안 나와도 소죽(小竹은) 끊이지 않겠다.”고 하여 마을이 잘살 것이라고 예언했다

고 한다.

   ∙ 천고사 돌부처 설화 

천고사가 이 터에 자리 잡게 된 이유는 어떤 스님이 돌부처를 지고 금산사로 가는 길이

었습니다. 날도 덥고 땀도 비 오듯 쏟아져 잠시 지금 천고사 절터에 돌부처를 놓고 쉬게 

되었다.

잠시 쉬던 스님은 갈 길이 멀다는 걸 깨닫고 다시 발을 옮기려 돌부처를 짊어지려고 

하던 중 돌부처가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것이었다. 그것을 느낀 스님은 이곳이 

절터구나 라고 생각해서 현재 자리에 천고사를 짓게 되었다고 한다.

   ∙ 용터와 틀물방죽 

두현마을에서 서고사 쪽으로 가면 있는 용터는 옛날에 용이 솟아올랐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예전에 번개치고 소나기가 올 때 용터에서 용이 솟구쳐서 하늘로 올라갔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도 용터에서 공을 들이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치성을 드리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 진사벼슬 설화 

원상림 근처에 있는 시암(샘)과 관련해 그 물을 먼저 먹고 간 사람이 진사가 되었다는 

진사벼슬 설화가 전해지고 있다. 어느 날 양씨와 한씨가 각각 같은 꿈을 꿨는데, 한씨가 

가보니 양씨가 먼저 물을 먹고 갔다고 한다. 그 뒤 양씨가 먼저 진사가 되었다는 얘기가 

있다.

   ∙ 돌다리 설화 

지금은 혁신도시로 편입되어 없어진 찰방마을에는 돌다리 설화가 전해지고 있다. 예전

에 찰방을 지나면 돌이 있었는데 그 곳에 돌다리가 나고 나서 장군이 생겼다는 이야기

이다. 작은 무언가가 오더니 ‘아무개양반 여기 안 왔소?’ 하면서 큰 황소를 굴렸는데 그

건 사람이 아니라 ‘신(神)’이었다. 또 찰방에 여장군이 들고 났는데 여자들이 물을 먹고 

힘이 세져 ‘독(돌)’을 옮겨 다리를 만들었다는 설화도 전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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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산의 효자천

옛날 전주 부성 밖으로 서고진인 황방산의 수려한 산용은 우뚝 솟아 부성의 서북방 쪽 

빈 구석을 수호하고 있었다. 일설에는 기린토월할 때 황방의 누런 삽살개가 밤새도록 

짖어 재액을 피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 산 중턱에 지금도 효자천이라 부르는 바위틈을 

타고 청간수가 솟는 옥돌샘 생수물이 있었다. 지금으로부터 약 4백여 년 전, 조선 선조 

때 정유재란을 치른 지 몇 해 후 이 산 기슭에 백가라 부르는 한 선비가 슬하에 아들 

3형제를 연년생으로 조르르 거느리고 조촐하지만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명이 길지 못했는지 한창나이에 병을 얻어 자리를 눕게 되어버렸다. 부인과 아들의 걱

정과 놀라움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용하다는 의원을 불러대고 좋다는 약이란 약은 모조리 써 봤지만 백약이 무효, 달포지

간을 두고 앓다 사랑하는 처자식들이 지켜보는 아래 눈을 감고 말았다. 불시에 남편을 

잃은 아내는 슬픔이 북받치고 아직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살날이 캄캄하여 망연자실해 

있는데 어디서 왔는지 한 노승이 나타나서 부인을 달래면서 하는 말이 “여보시오 부인,

이렇게 슬픔에만 잠겨있을 것이 아니라 어서 염을 할 것이며 장사 지낼 범절을 속히 

서둘러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나를 따라오시게”하면서 성큼성큼 앞질러 걸어갔다고 

한다.

슬픔에 잠겨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던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거두고 노승을 따

라 나섰다. 그 노승은 한동안 산을 올라가더니만 한 곳에 당도하여 뚝 멈추고선 하는 

말이 “이 장소를 잘 기억하시오. 이곳은 와우혈이라 하오. 망인이 들어갈 곳이오. 불원

하여 댁엔 효자가 날 것이오. 또 부귀영화를 누리리다. 내 말을 허술히 듣지 말고 바로 

모시시오. 그럼”하면서 홀연히 사라졌다.

그녀는 슬픈 가운데에서도 하도 신기한 일이라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방금 그 노승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고 합장 배례로서 올린 후 바삐 집으로 돌아갔다. 이윽고 출상을 

하게 될 때 그 노승이 점지한 곳에다 두 말이 없이 남편의 만년유택으로 묘를 썼단다.

그리고 천근무게로 떨어지질 않는 발길을 옮기며 막 돌아서는 참에 셋째 아들이 어쩐 

일로 울기만 하고 묘소 앞에서 떠나질 않았다.

그 모친과 형들 그리고 친척과 배향 온 동네 사람들까지 여러 가지 말로 달래 봐도 막무

가내였는데 안되겠다 싶어 아들을 들고 내려가려고 마음을 먹었다. 그러나 힘센 장정들

이 아들을 업으려고 하니 그 어린 몸무게가 순식간에 천근무게로 굳어 마치 바위 돌처

럼 육중하여 끄떡도 않았다. 모두들 하는 말이 ‘이는 반드시 아이의 효심에서 우러난 

지성에 감복한 신령님의 조짐’으로 신통력이 쏠린 거라고 혼자 놔두고 산을 내려가게 

되었는데 이튿날 날이 밝자마자 동네 사람들이 같이 부산하게 달려가 보니 셋째 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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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 아래 엎드려 곤히 잠들어 있었고, 사나운 짐승들의 해도 입지 않고 몸성히 부친 

묘소를 지켰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산 쪽에서 이제까지 물이라곤 조금도 보지 못했

는데 그 후부터 산소 도량 바위 사이를 타고 맑은 생수물이 솟아났고 사람들은 이 옥돌 

샘을 효자천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6) 주요인물

과거 전주군 조촌면과 관련하여 현재 조촌동, 팔복동, 동산동의 행정동이 서로 연결된 상황으로 

인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연결될 것으로 판단된다. 팔복동과 관련하여 8명의 선비를 확인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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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산동의 생활·민속

동산동의 생활·민속과 관련하여 많은 기록은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는 그 동안 동산

동 일원에 대한 관련 연구자들의 관심이 적었을 뿐 만 아니라 급격한 마을의 변화와 새마을

운동 등으로 인하여 과거의 시민의 삶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도 남기기 전에 사라진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현대사회의 생활적인 부분이 서구식으로 바뀌고 획일화되면서 지속적으로 그 현상이 바

뀌었기 때문이다. 본 장에서는 동산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상에 대한 내용을 직접 현장에서 

발로 뛰고 수집한 자료들을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과거의 현황은 많지 않지만 얼마 되지 않

은 내용을 찾아 현장자료와 결합하여 재구성 하고자 한다.

1) 놀이 및 축제

동산동 내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놀이와 축제는 알려진 것은 없다. 하지만 전통적

인 농촌마을이 동산동 일원의 근간으로서 농업과 관련된 다양한 놀이와 축제가 전승되

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앞서 언급하였듯이 1950년의 한국전쟁과 

1960~1990년에 걸친 근대화 과정에서 그 원형이 사라지고 수많은 주민들이 이주를 통

해 그 형태가 사라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2) 민속(생활) 물품

동산동 내의 주민들을 방문하여 물품에 얽힌 이야기와 이를 통해 기억하고 있는 다양

한 추억에 대한 기술이 필요하다.

3) 세시풍속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동일한 방식의 세시풍속을 가지

고 있다.

특히, 세시풍속은 농경민족들이 농사와 관련하여 1년 24절기 동안 해야 할 생활수칙과 

같은 것으로 정확한 조사는 1년 주기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전주는 관에서 하는 24절기의 세시풍속이 각종 문헌기록을 통해 잘 알려진 상태이며 

농촌의 경우는 지역별로 대표적인 지점에 대한 세시풍속에 대한 기록들이 근래까지 지

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동일한 지역권에서도 개별 가족에 따라 또 다른 세

시풍속 방식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통일된 방향으로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든 부

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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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동산동의 자연·생태 환경

동산동은 전주시의 북서쪽에 위치한 동이다. 동산동의 수리적인 위치는 북위 35°53′

53.86″~35°49′29.93″이며 동경은 127°02′49.13″~127°06′02.19″ 내외이고 면적은 17

㎢이다.44)

동산동은 북쪽으로 만경강의 본류를 경계로 완주군 삼례면과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북서쪽은 

덕진구 조촌동, 서쪽~남서쪽은 완주군 이서면 남쪽은 효자 4동, 동쪽으로는 팔복동과 연접하고 

있다. 실제 동산동은 행정동명이고 고랑동, 여의동, 장동, 만성동의 4개의 법정동을 실제 포함하고 

있어 면적은 매우 넓다. 행정동의 경계는 동산동을 형성하는 5개의 법정동의 경계를 이어서 형성

되어있으며, 각각의 법정동은 지형적인 형상을 통해 그 경계를 이루고 있다.

동산동 일대는 황방산에서 북쪽과 북서쪽으로 뻗어 연결되는 해발고도 20~30m 내외의 

저구릉성 산지지형과 고산천과 전주천이 합류하면서 형성된 평지지형 등 다양한 지형이 나

타난다. 먼저, 저구릉성 산지 지역은 주로 장동, 여의동, 만성동 일원에 집중되는 양상이 확

인된다. 해발고도는 최대 30m 내외로 그리 높지 않으며 경사도도 완만한 편이다.

<도면 2> 동산동 일원 토양 퇴적분포도(출처: 농촌진흥청 토양환경정보시스템 흙토람) 

<도면 1>의 동산동 일원의 토양 퇴적분포도를 살펴보면 동산동 일원은 다양한 지형적인 특징들

을 보이고 있다. 고랑동과 동산동 그리고 여의동 서쪽 대지, 장동 동쪽 대지에는 신생대 제 4기에 

형성된 충적층이 넓게 펼쳐져 있다.

44) 동의 북위와 동경은 Google earth의 기능을 참조하였으며, 동의 면적은 동산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http://dongsan.jeonju.go.kr/index.9is) 
     를 참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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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 동산동 일원 고지형 분석 사진((재)전북문화재연구원 2015)

황방산 북쪽 자락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여의동, 북서쪽 자락을 차지하는 장동지역 동산동의 현

재 주요 주거지역을 차지하는 지역에서는 저구릉성 산지에 해당하는 잔적층들이 넓게 확인되고 있

다. 그리고 장동과 여의동 일대의 주요 계곡지에는 충적붕적층이 확인되는데, 충적붕적층은 저구릉

성 산지의 상부가 침식되고, 다시 계곡면에 쌓이는 과정들에 의해서 형성된 지형이다. 이러한 지형

적인 특징은 동산동 일대에 사람들의 거주지와 농·경작물을 생산하는 흔적들이 여러 시기에 걸쳐 

형성되어 있는데 이는 동산동이 예전부터 사람이 살기 좋은 지역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최근 동산동 748번지 일원에는 탄소밸리 공장 조성사업으로 인한 대단위 청동기시대 취락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한 지형 형성과정의 맥락을 확인하기 위해서 항공사진을 통한 고지형분석을 

진행하였다. 진행 결과 전주천의 하천 유로이동과 관련하여 다양한 하천 주변지형의 변천을 

알 수 있는 자료들이 도출되었다. (<도면 2> 참조)

특히, 당시 발굴조사 유적들은 하천변에 연접한 자연제방 일대에 집중적으로 확인되어 이 지역

의 지형변화와 사람의 거주 패턴의 변화를 알 수 있는 자료들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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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 4> 동산동 주변 지질도(출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도검색 시스템)

<도면 4>에서는 동산동 일대의 지질형성에 대해서 알 수 있다. 동산동 일대에 분포하고 

있는 황방산 자락의 암반지대는 주로 중생대 백악기에 형성된 흑운모화강암이 확인된다. 이

러한 흑운모 화강암은 서해안 일대에 넓게 퍼져있는데 비교적 풍화가 잘 되는 암반 종류로 

이 지역의 제 4기 충적층의 모재를 주로 형성하기도 한다.

동산동의 생물상은 현재 개발과 인접지역에서 정밀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아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황방산과 전주천, 만경강의 본류가 고랑동 일대에 인접하므로 이 지점에 

대한 연구가 일부 진행된 사례가 있다.45)

해당 연구자료 결과 황방산 일원은 다양한 식물들이 살고 있는데 주로 관속 식물상을 파악한 

결과 83과 184속 235종 46변종 6품종의 총 287분류군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황

방산 일대에서는 한국자연보존협회에서 지정한 한국의 희귀 혹은 멸종위기 종은 단 1개체

도 확인되지 않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흔히 볼 수 있는 주요 식물 상들

이 주로 채집되었다.

고랑동 인근에 연접한 전주천을 중심으로 일부 덕진보와 관련한 하천오염과 그리고 덕진보 제

거 후 하천 생태계에 대한 연구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팔복동과 고랑동 인근에서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1975년도에는 3급수에 서식이 가능한 피라미

를 중심으로 3종의 어류만이 전주천 하류부에 서식하였고, 덕진보 제거 후 자연형 하천 사업을 

완료 한 후 수질이 개선되면서 25종의 어류가 증가를 하였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덕진보에 의해

서 점차 블루길, 베스 등 외래 어종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45) 박천일, 2005, 『황방산(전주) 일대의 관속식물상』. 전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박종영·김수환·고명훈·오민기·신진철, 2009, 「전주천의 자연형 하천 복원에 따른 어류상 변화 및 군집분석」 『한국환경생태학회지』 

23(5)집, 한국환경생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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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동산동의 자연, 인문 지리환경을 살펴보았을 때 동산동은 농촌지역의 전형적인 모습

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최근 개발과 도시의 연접성으로 인하여 많은 부분에서 경관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며, 현재도 지속적으로 동산동의 많은 경관과 관련된 현황들이 변화하

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동산동 일대의 기후는 지형적인 요인과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전반적으로는 전주시의 일반적인 기후현황과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전주지역 주변의 기후는 서쪽은 남부 서해안형에 속하고 동부의 산악지대는 내륙형에 속한다.

따라서 서쪽지역은 서해의 영향을 받아서 내륙지방은 서해안 지방에 비해서 기온의 한서의 차가 

심하고, 동절기는 건조하며 여름철은 고온 다습하다. 따라서 전주지방의 기후의 특징도 남북의 

차이보다 동-서의 차이가 크다.

이는 지형적으로 동고서저의 우리나라의 지형과도 관련이 있다. 전주지역의 연평균 기온은 

13.3°C로서 인근지역(군산, 임실, 남원)보다 높은 편이며, 정읍지역과는 비슷하다. 연평균 강수량

은 1313.1mm로서 인근지역인 임실, 남원, 장수 등지 보다 적은 편이다. 바람은 비교적 약한 편으

로 연중 정온 상태가 16.7%이며, 남-남동풍계열의 바람이 약 29%를 차지하며, 연평균 풍속은 

1.6m/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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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동산동의 주요 도로망 체계46)

                                  <도면 5> 동부대로 위치(출처 : 전주시청 홈페이지)

조선시대 동산동 지역은 전주성의 근교에 위치하여 전주에서 한양으로 통하는 주요 교통로 상

에 위치하여 있었다. 조선시대 한양으로 가는 주요 교통로는 전주부성의 남문→서문→숲정이→

떡전거리→상가리→전주천(추천, 여울, 구주리)→신복리→감수리→평리(주엽정이)→대천(만경

강)→삼례의 길이었다.

1908년 전주-군산간 신작로가 개설되고 동산동에 일본인 농장(동산농장)이 생기면서 전주성

에서 한양으로 가는 길이 전주부성의 북문→상가리→전주천→동산촌→대천(만경강)→삼례로 이

어지는 노선으로 바뀌게 되었다. 결국 신작로의 개설로 저주에서 삼례로 가는 주요 도로가 동산촌

을 통과하는 노선으로 변하게 되고, 동산촌은 전주-이리-군산 노선과 전주-삼례-한양으로 통하는 

삼거리로써 이 지역의 교통 중심지가 되었다.

조선시대에 삼례가 전라도의 동남부 지역과 서남부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 중심지 역할을 했다

면 이제는 동산촌이 전주-군산, 전주-서울을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가 된 것이다. 이와 함께 

1914년에 전주-이리(익산)간 경편철도의 부설과 동산역의 설치고 동산촌은 이 지역에서 도로교

통 뿐만 아니라 철도교통의 중심지가 되었다.47)

46) 전주시청 웹사이트 http://www. jeonju.go.kr/index.9is (도로명 주소 확인)
47) 전주시평생학습센터, 「세상으로 나온 전주이야기 덕진구 동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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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부대로

기점 : 색장동160-1(색장동삼거리)~종점: 용정동127-3(전주IC) 길이-총17,485m

동부대로는 전주의 동부지역에 위치한 도로로 색장동삼거리에서 출발하여 아중역과 전

주역을 거처 전주IC에 이르는 대로이다. 이 도로는 전주IC를 통화하여 진안, 남원, 임실 

등을 갈 때와 시내 동부지역에 위치한 아중리와 우아동 지역을 가기 위해서 많이 이용

한다. 이 도로는 원래 색장동에서 전주역까지는 아중로로, 전주역에서 전주IC까지를 호

성로로 불렸는데 2009년 새주소도로명을 정비하면서 방향성이 일치한 도로는 하나로 

통합한다는 원칙에 의하여 동부대로로 불리게 되었다.

아중역을 지나면 시내 쪽으로는 새로운 도시가 형성되어 날로 변화해가고 있으나 남원

가는 철길을 넘어서는 마을 풍경이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즉 전라선 철길을 따라 

동부대로로 일정한 간격을 주면서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 동산동과 전주IC 주변

동산촌(東山村, 쪽구름, 쪼끄래미, 편월 片月)은 동산리의 중심마을로 쪼끄래미 혹

은 편월이라고도 하였다. 동산촌은 일제강점기 일본인 동산(히가시야마)이 이 일대

에 농장을 만들면서 붙여진 이름이고, 쪽구름이란 명칭은 지형이 월편운(月片雲)혈

이 있었기에 부르게 되었다. 또 부근에 장이 서자 조그마한 꾸러미로 사다 팔았기에 

쪼끄래미라는 이름도 붙여졌다고도 한다.

동산동에는 마을 서쪽에 열녀 이종상의 아내 전주 최씨 정려비와 정려각이 있는데 정

려각 들어가는 제일주유소 옆 호남제일문은 전주의 상징인 한옥의 형태로 만들었으며 

서체는 이 고장의 명필인 강암 송성용이 약간의 행기를 넣어 썼다. 용정동에 있는 전

주IC는 전주의 관문으로 들어오는 입구에 효봉 여태명이 민체로 쓴 편액이 있다.

   ∙ 기린대로 

기점 : 교동 1-1(한벽당)~종점: 반월동 726-1(월드컵경기장), 길이-총 11,465m 폭- 50m

기린대로는 전주의 중심부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도로이다. 이 도로에 기린이라는 이름을 붙인 까

닭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전주가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본향이라는 점 때문이다. 동

양에서 기린은 성인이 세상에 날 때 나타난다고 하는 상상의 동물이다. 기린은 살아 있는 풀을 

밟지 않으며 생물(生物)을 먹지 않는 어진 짐승으로 용, 거북, 봉황과 더불어 사령(四靈)이라고도 

한다. 사관에 따라 다른 해석을 내릴 수는 있으나 조선 개국조 이성계는 새로운 나라를 건국한 

인물임에 틀림없다. 전주의 중심부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중심도로에 기린대로라는 명칭을 부여하

는 것은 전주가 조선 개국조 이성계의 본향이라는 점에서 그에 걸맞은 상징 의미를 담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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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이유는 전주팔경의 으뜸인 기린토월(麒麟吐月)로부터 비롯된다. 조선시대 

전주부성은 승암산에서 시작된 산자락이 기린봉, 종광대로 이어지며 만들어진 사위에 

에둘러 감싸고, 남고산에서부터 유연대로 이어지는 산자락이 만들어낸 품속에 고즈넉

하게 안겨 있는 지형적 특징을 갖는다. 전주부성을 중심으로 그 동쪽 산의 능선이 기린

의 등처럼 굽이져 있고 그 곳에서 둥근 달이 떠오르는 풍광을 보며 이 지역의 호사가들

은 기린이 여의주를 토해내는 모습을 상상한 것이다. 인물의 출현과 관련한 상상의 동

물 기린이 여의주를 토해내는 상상 역시 조선 비조의 본향에 대한 상징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기린대로 명칭 부여는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측면을 통합하여 기린봉에서 떠오르는 만월

로부터 느껴지는 상서로운 기운 속에 조선 건국조의 본향으로서의 전주가 가진 역사성

을 담아낸 데서 그 유래와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온고을로 

기점 : 서신동 769-1~종점 : 반월동 858-3

온고을로는 서신동에서 반월동까지 이어진 길이다. 전주(全州)는 삼한시대에는 아름다운 

나라 마한(馬韓)의 땅이었고 삼국시대에는 백제(百濟)의 땅이었다. 삼국사기에 기록된 바

로 “백성이 즐거이 따른다”고 해서 ‘백제’라 이름지었던 백제의 통일이념은 ‘온’사상이었

다.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이후 진흥왕 16년에 완산주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경덕왕 15년 전주로 바뀐 전주의 ‘전(全)’과 완산의 ‘완(完)’의 뜻은 모두가 ‘온’이다.

“온”은 완전하여 흠이 없으며 원만하여 모자람이 없고, 순수하여 티가 없으며 모든 것

이 어울리며 따뜻하다는 뜻이다. 그 뒤 전주는 후백제를 세운 진훤(甄萱)의 도읍지가 

되어, 후백제 왕궁이 지금 전주고등학교 근처인 무랑말에 있었다. 그 후 후백제를 멸망

시키고 고려(高麗)를 건국한 왕건(王建)은 936년 이곳에 안남도호부를 두었으며 940년 

다시 전주로 개칭하였다.

윤곤尹坤이 그의 기에서 “나라의 발상지이며 산천의 경치가 빼어나다.”라고 하였으며 

서거정 또한 “(전주는) 남국의 인재가 몰려 있는 곳이다. 물건을 싣는 데 수레를 사용하

며, 저자는 줄을 지어 상품을 교역 한다”라고 기록하였다.

전주를 온고을 이라고 부르는 것은 전주의 머리글자가 온전할 전全을 쓰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전주는 다름 고을과 달리 홍수나 지진 그리고 한발이 나지 않는 온전한 땅이다.

원래 완산이라는 지명도 완전할 완完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름값

을 톡톡히 하므로 사람들이 살만한 도시라고 하고 전주나 완산을 '완전한 고을'의 의미

로 온고을이라고 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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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 6> 온고을로 위치(출처 : 전주시청 홈페이지)

※ 온고을로 주변의 환경

온고을로의 남쪽으로는 황방산이 펼쳐져 있고, 그 아래에 전주북부 경찰서와 전주교

통방송이 있다. 북쪽으로는 전주공업단지가 펼쳐져 있으며 농협 하나로마트가 있다.

   ∙ 장동길 (원장동길, 장동안길)

혁신도시 근처 장동마을에 있는 원장동길과 장동안길은 원래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

   ∙ 영동길

재방마을에서 호남고속도로쪽으로 이어지는 영동길은 원래의 지명을 사용하였다.

   ∙ 팔복로(길) 

기점 : 팔복동2가 72-3~종점 : 여의동 141-1

전주천에서 팔복동을 가로 질러 여의동까지 이어진 팔복로는 예로부터 사용된 지명을 

명칭으로 길 이름으로 부여하였다. 1957년 11월 6일에 전주시 구역 확장에 의하여 완주

군 조촌면의 동곡리, 돈산리의 일부와 신복리, 여의리의 일부 그리고 유제리를 편입하였

다. 같은 해 12월 12일 전주시 조례 제 108호에 의하여 팔과정과 신복리의 이름을 따서 

팔복동으로 이름을 고쳤다. 그 유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여덟 개의 복(福)이 있어서 

팔복이라고 여기는데 두 개의 머리글자를 따다 보니 팔복동이 된 것이다. 전주공업단지

가 펼쳐진 곳이 팔복로 주변이다. 팬 아시아 페이퍼 코리아와 팬 아시아 종이 박물관을 

비롯하여 많은 공장들이 들어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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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 7> 여의동 일원 주요 도로(출처 : 전주시청 홈페이지)

   ∙ 팔과정로 

기점 : 팔복동 3가 402~종점 : 팔복동 4가 998-11

전주천에서 온고을로로 이어진 팔과정로는 조선시대에 지어진 정자인 팔과정을 길의 

명칭으로 부여하였다. 팔과정은 동곡리와 반룡리 사이에 세워진 정자로 조선 인조 때 

판교 홍남립, 사간 이홍발, 목사 이흥록, 필선 이기발, 장령 이후선, 진사 이생발, 이순선,

송상주 등 선비 8명이 함께 세웠다. 원래의 정자는 없어졌지만 팔복정수장이 들어온 이

후 전주시에서 다시 세웠다.

누정(樓亭)은 누각(樓閣)과 정자(亭子)를 함께 일컫는 명칭으로서 사방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마루바닥을 지면에서 한층 높게 지은 다락식의 집이다. 이규보가 지은「사륜정

기(四輪亭記)」에는 “사방이 확 트이고 텅 비어 있으며 높다랗게 만든 것이 정자”라는 

설명이 나온다. 또한『신증동국여지승람』의 ‘누정조’에 의하면 누정은 루(樓), 정(亭),

당(堂), 대(臺), 각(閣), 헌(軒), 재(齋) 등을 통칭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본래 그 명칭들은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었지만 16세기 선비들에게는 그런 구분이 명확

하지 않았다. 그 중에서 ‘재’는 수신 또는 개인적인 학문 연구공간으로서 사방을 벽으로 

둘러싼 폐쇄적인 형태이며, ‘정’은 길 가던 사람이 잠시 쉬어가는 공간이고 ‘당’은 터를 

높이 돋우어 우뚝한 모습의 건물이다. 또한 정사(精舍)라는 명칭도 있는데 이것은 후진

들을 모아서 학문을 강론하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정자는 그 규모가 작은 건물을 말하는데 ‘대’와는 달리 건물에 벽이 없고 기둥과 지붕만

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경상도 함양 지방을 비롯한 남부 지방에서는 가운데쯤에 방 한

간을 들여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렇게 지어진 정자가 함양의 농월정(弄月

亭: 2003년 가을에 화재로 소실), 거연정(居然亭), 담양의 환벽당(環碧堂)이나 명옥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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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鳴玉軒)을 비롯한 여러 정자들이다. 이러한 정자는 대개 놀거나 풍류를 즐길 목적으로 

지어졌는데 정각(亭閣) 또는 정사(亭榭)라고 부르며 산수가 좋은 곳에 세운다. 사(榭)

역시 높은 언덕이나 ‘대(臺)’ 위에 지은 정자를 달리 부르는 이름이다.

이렇듯 누정은 마을 안이 아니라 경승지에 풍류를 곁들인 휴식공간으로 특별하게 지은 

건물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지형이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방이 탁 트여 아름다

운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곳에 지었다. 다음은 『동문선』에 실린 이규보의 「사륜정

기(四輪亭記)」에 나오는 내용이다.

여름에 손님과 함께 동산에다 자리를 깔고 누워 자기도 하고 앉아서 술잔을 돌리기도 

하며 바둑도 두고 거문고도 타면서 뜻에 맞는 대로 하다가 날이 저물면 파하니 이것이 

한가한 자의 즐거움이다. 그러나 햇볕을 피하여 그늘을 찾아 옮기느라 여러 번 그 자리

를 바꾸게 되므로 그때마다 거문고, 책, 베개, 대자리, 술병, 바둑판이 사람에 따라 이리

저리 옮겨지므로 잘못하면 떨어뜨리는 수가 있다.

여름 한낮에 손님이 찾아오면 정자로 가서 더러는 자기도 하고 술잔을 기울이기도 하는

데 경치를 바라보는 데는 좋지만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햇볕 때문에 자꾸 옮겨 다니다 

보니 불편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방이 트인 시원한 정자에 올라 시간을 보낸다면 그

런 불편은 없을 것이다.

중국 송나라 때의 『영조법식(營造法式)』 이라는 문헌에는 “정은 백성이 안정을 취하

는 바이니 정에는 누가 있다. 정은 사람이 모이고 머무르는 곳”이라는 기록이 있고,

『후한서』의 「백관서」에는 “여행길에 숙식시설이 있고 백성의 시비를 가리는 곳이 

정”이라고 하였다.

이규보는 정자의 기능을 손님 접대도 하고 학문을 겸한 풍류를 즐기는 곳으로 보았다. 그

는 정자에는 여섯 명이 있으면 좋다고 하였는데 “여섯 사람이란 거문고를 타는 사람, 노

래를 부르는 사람, 시에 능한 스님 한 사람, 바둑을 두는 두 사람, 그리고 주인까지”였다.

전주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정자나 누각이 많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팔과정은 의미

가 남다른 정자라고 볼 수 있다. 팔복 정수장이 바로 근처에 있고, 팔복동과 마찬가지로 

공장지대에 위치해 있다.

   ∙ 반룡로(길) 

기점 : 팔복동2가 511-2~종점 : 여의동 739-6

반룡로는 팔복동 2가에서 여의동으로 이어지는 도로로 예로부터 사용하던 지명을 명칭

으로 부여하였다. 반룡리는 반룡리의 앞산, 즉 비석날에서 가장 높은 지역에 용혈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원래 반룡마을은 용의 꼬리에 해당하는 곳인데 전주 공단 개발

로 인하여 머리 부분이 잘려나가 반만 남아 반룡리(半龍里)라는 설이 있고, 반룡의 반은 

발(發)이고, 용이 올라가서 발룡리라는 설도 있으며 마을이 용을 떠받치고 있어서 발룡

리라는 설도 있다. 또 다른 이야기는 전주의 오룡 (용흥, 와룡, 용소, 반룡, 회룡) 중에 



Ⅱ. 동산동의 역사문화자원조사

- 99 -

한 곳이며 용이 승천한다고 하여 반룡이라고 하였다는 설도 있다. 지역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용이 올라가고 그 자리에 정수장이 들어선 것으로 보아 발룡리가 맞을 것이라고 

한다. 반룡저수지와 현대자동차서비스, 공무원교육원이 근처에 있다.

   ∙ 서귀로   

기점 : 팔복동 2가 381-2 여의동 771 ~ 종점 : 여의동 777

팔복동 2가에서 여의동에 이르는 서귀로는 역사적인 인물인 서귀(西歸) 이기발(李起

渤)의 이름을 명칭으로 부여하였다. 조선 후기의 문신인 이기발은 본관이 한산(韓山)이

고, 자는 패우(沛雨). 호는 서귀(西歸)다. 1618년(광해군 10)에 인목대비(仁穆大妃)를 

폐하여 서궁(西宮)에 유폐하자 국모(國母) 없는 나라라 한탄하며 은퇴했다가 인조반정

이 일어난 1623년에 진사가 되고 성균관에 입학했다.

1627년(인조 5)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필선(弼善)이 되고 1636년 병자호란으로 

남한산성이 포위되자 형 흥발(興浡), 군수(郡守) 최온(崔蘊) 등과 근왕병(勤王兵)을 

모집하여 청주를 거쳐 서울에 진격했으나 화약(和約)이 성립되어 전주에 돌아가 만년

을 보냈다. 조정에서 여러 벼슬을 내렸으나 벼슬자리에 나아가지 않고 속마음을 다음과 

같이 털어놓았다.

“신이 받은 과거 합격중인 백패에서부터 하대부 벼슬 임명장에 이르기까지 모두 명나

라의 연호가 적여 있으니 신은 명나라만 있는 줄 알 따름입니다.” 이기발은 현종 때 도

승지에 추증되고 1744년(영조 20)에 그가 살던 마을에 정문(旌門)이 세워졌다. 전주 환

경청과 운전면허시험장이 있으며, 여러 공장들이 들어서 있다.

       <도면 8> 장동, 여의동, 동산동 일원 주요 도로(출처 : 전주시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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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제로

기점 : 여의동 837~종점 : 팔복동2가 655-4

유제로는 여의동에서 팔복동 2가를 연결하는 도로로 자연적 또는 지형적 특성을 반영하여 명

칭으로 부여하였다. 버드나무가 많이 있는 방죽을 버드랑 방죽 또는 유제리라고 하였다. 유제

리는 본래 전주군 조촌면 지역으로 1914년에 덕촌리, 감천리, 신행리, 유제리를 병합하여 유제

리라고 하였는데 황방산에서 팔복동 2가의 유상리로 뻗어 내린 산줄기의 동쪽 자락에 자리 잡

고 있다. 구 한솔제지 앞에서 예암리에 이어지는 도로가 팔복동 2가와의 경계이다. 그러나 유

제리는 전주 제 1공단이 들어서면서 마을이 해체되었다. 유제로 부근에 전주환경청과 운전면

허 시험장이 부근에 있다.

   ∙ 비석날로  

기점 : 여의동 857-3~종점 : 팔복동 2가 616-26

여의동과 팔복동을 잇는 비석날로는 예로부터 사용하던 지명을 명칭으로 부여하였다.

비석날은 학상리 서쪽에 있는 마을로 옆에 비석이 서 있는 산등성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유제리에서 뻗어 내린 비석날에는 동쪽에 두 개 마을, 서쪽에 두 개 마을, 모

두 4개의 마을이 있었다. 농협 하나로 클럽과 전주환경청이 근처에 있다.

   ∙ 양마로  

기점 : 여의동 871-27~종점 : 여의동 543-16

여의동에 있는 양마로는 옛 부터 사용하던 마을 이름을 명칭으로 부여하였는데 양마마을

은 파철리 서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농협하나로 클럽과 현대자동차 서비스 등이 있다.

   ∙ 여산로  

기점 : 여의동 1001-4~종점 : 고랑동 736-21

여산로는 여의동과 고랑동을 잇는 도로로 여의동과 동산동의 법정동 명칭을 활용하여 

명칭으로 부여하였다. 동산동의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 쪽구름로(길) 

기점 : 동산동 518-2~종점 : 반월동 626-30

쪽구름로는 동산동에서 반월동으로 이어지는 도로로 옛 부터 사용하던 지명을 명칭으

로 부여하였다. 본래 전주군 조촌면의 지역으로 인근지역에서 봤을 때 마을 위에 조각

구름이 걸친 것 같은 형태이고 운중반월형의 명당이 있다는 곳이다. ‘쪽구름‘ 편운(片

雲), 동산, 동산촌 등의 이름으로 불리었다. 동산동의 중심지를 따라가는 도로 옆에 조

촌초교와 전북중·고가 있으며 이 길이 익산· 군산으로 이어진다. 부근에 호남제일문과 

남양제일아파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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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운로 

기점 : 동산동 697 ~ 종점 : 고랑동 814-29

동산동과 고랑동을 잇는 편운로는 예부터 사용하던 지명을 명칭으로 부여하였다. 지형이 

조각구름같이 생겼고 운중반월형의 명당이 있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이다. 전북중·고교가 

바로 인근에 있다.

   ∙ 한내로 

기점 : 고랑동 1180-2~종점 : 팔복동 4가 969-24

고랑동에서 팔복동으로 이어지는 한내로는 고랑동과 팔복동을 잇는 도로로 예부터 사

용하던 지명을 명칭으로 부여하였다. 전주천과 삼천천 그리고 만경강의 본류인 고산천

이 만나는 지역을 한내 또는 큰내라고 하였다. 한내에는 완산 팔경의 하나인 대천파설

과 비비낙안이 있었다.

한여름에 눈빛같이 시원하게 부서져 내리는 물결과 가을 달밤에 갈대꽃이 핀 모래 벌에 

사뿐히 내려앉은 기러기 떼가 그것들이었다. 지금은 사라졌다가 다시 세워진 만경강 건

너의 머리바위에 있던 비비정에 올라 굽어 내려다보면 배꽃같이 날려 천 쪽 만 쪽 부서

져 내리던 달빛의 정경은 너무도 아름다웠다고 한다. 저녁이면 모랫벌을 끼고 고기잡이 

불을 밝힌 채 참게를 잡던 풍경은 한 폭의 산수화를 연상시켰다고 한다. 맛이 좋기로 

소문이 자자해서 참게다리 하나면 고봉밥을 비웠다던 참게가 즐비했다던 한내의 이름

을 딴 도로다. 고랑리에서 평리 삼화마을을 따라 전주천을 따라가는 도로다.

   ∙ 여암길

반월동에서 여의동으로 이어지는 여암 1길은 예부터 사용하던 마을명을 명칭으로 부여

하였다.

본래 전주군 이동면의 지역으로 여의주 같은 바위가 있어 여의 또는 여이, 여암마을이라고 

하였다.

   ∙ 신흥로 

기점 : 고랑동 287-24~종점 : 고랑동 7-16

신흥로는 고랑동에 있는 도로로 예부터 사용하던 이름을 명칭으로 부여하였다. 고랑리 

동북쪽에 새로 생긴 마을을 신흥마을이라고 하였다. 인근에 전라선 철교가 지나고 동쪽

으로 전주천이 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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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동로 (원동마을길)

원동로는 예부터 사용하던 이름을 명칭으로 부여하였다. 원동리는 원래 조선시대에 허

고원(虛高院)이 있어서 원골 또는 원동이라고 하였다. 원동 동북쪽에 있는 논을 둠벙배

미라고 부르는데 밭 가운데 있어서 물이 잘 안 빠지기 때문에 둠벙처럼 되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원동 동쪽에 둔덕산이라는 산이 있다. 옛날 어느 선비가 서울로 과거를 보러 가는 길에 

이곳에서 쉬다 잠시 낮잠을 자는 중에 꿈을 꾸었다. 과거를 보러 갔다가 돌아간 뒤에 

천금을 얻게 될 것이라는 꿈이었는데 그 뒤 옥동자를 낳아 대성하였다는 것이다. 원동

의 중심지인 원동마을에 있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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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동산동의 주요 공간 체계 

     <도면 9> 동산동(행정동)내 법정동 현황 및 위성지도(출처 : 네이버 위성지도)

동산동 일원은 역사적으로 교통과 관련된 사건들이 존재한다. 고대에는 삼례역과 완주 이서면 

은교리의 앵곡역이라는 교통로가 존재하였고 일제강점기에는 전주-군산간 도로와 함께 전라선 

철도가 놓이면서 이 일대의 성장의 시발점이 되었다.

해방 이후에는 전라선 철도 그리고 호남고속도로, 김제와 군산, 정읍으로 이어지는 1번국도, 21

번국도, 26번국도 등의 연결지점으로써 전주의 서쪽 관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교통의 이점은 동산동이 일제강점기 당시에는 플랜테이션 농업의 중심이었으며 해방 

이후 근·현대화 과정에서 물류, 유통의 중심지로서 부각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교통의 이점이 있음에도 동산동은 1990년 초·중반까지 농촌으로서의 성격이 강하였던 것

도 사실이다. 하지만 동산동(법정동)과 동산동 인근의 반월동(행정동은 조촌동) 일대에 대

규모 혹은 소규모의 아파트 단지들이 지속적으로 건설되고 도로 환경이 개선되는 등 택지개

발과 관련하여 주거환경이 개선되기 시작하면서 동산동의 성장이 가속화되기 시작하였다.

2002년 월드컵과 관련하여 전주시가 유치에 성격하면서 장동과 여의동 사이에는 월드컵

경기장이 건설되면서 이 지역의 건설 붐을 본격화하기 시작한다. 이와 함께 기존의 팔복동

에 위치한 전주 제1산업단지가 노후되고 입주 업체가 차츰 떠나면서 전주는 새로운 성장동

력을 찾게 되는데 여의동 일대에는 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되게 된다. 그리고 동산동 일대의 

강점인 교통을 활용하여 월드컵경기장 맞은편에는 장동 에코르아파트와 대규모의 유통단지 

센터를 건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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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1번, 21번 국도가 전주시를 감싸 도는 형태의 외곽순환도로화가 되면서 동산동 일

원은 교통의 이점이 더욱 강화되고 이와 맞물려 2010년도 이후 혁신도시가 건설되면서 인구 

유입이 급격하게 된다.

최근에는 동산동과 팔복동 사이의 넓은 농경지를 활용하여 탄소밸리를 구축하였고 이후 점차 확

장하려는 시의 정책이 확인된다. 이와 함께 만성동 일대는 대규모 택지지구 그리고 기존의 덕진동

의 노후화된 법조 관련 시설들에 대한 이전 작업으로서 만성지구 건설이 현재도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어 동산동은 지속적인 개발 압력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가격이 상승하고 인구

의 유입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전주시의 중핵지대 그리고 성장의 중심지로 급부상하였다.

           <도면 10> 만성지구 건설도면(출처 : 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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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동산동의 인구·가구·산업 현황

1) 동산동의 인구 및 가구현황

동산동은 앞서 연혁에서 살펴보았듯이 1987년 전주에 편입되었으며 이전의 인구 통계현황

과 연령별 인구통계 그리고 경제활동과 관련한 인구통계현황 자료는 완주군의 자료를 확인

해야 한다.

완주군에 포함되었을 당시의 자료는 조촌면과 조촌읍으로 통합되어 있어 명확하게 동산동에 포

함되는 5개의 법정동에 대한 인구 규모를 확인하기는 현재 상황으로는 힘들다. 이러한 이유로 인

하여 1987년 자료는 통계청에서 수집한 통계치를 바탕으로 1970년~1985년 자료를 본 자료에 포

함하였으며 조촌면, 조촌읍으로 기록된 자료는 현재의 전주시의 행정구역인 조촌동 일원과 동산

동 일원이 모두 포함된 영역에서의 인구수라는 것을 감안하길 바란다.

<표 5> 동산동 인구 및 세대수 변화(1987~2016) 

연도 등록주민수
성별

세대수 비고
남 여

2016 23,555 11,778 11,777 8,407 2016년 6월 기준
2015 - - - - (차후 확인)
2014 21,539 10,827 10,712 7,634
2013 17,465 8,796 8,669 6,368
2012 17,609 8,850 8,759 6,356
2011 17,707 8,940 8,767 6,333
2010 18,011 9,058 8,953 6,318
2009 18,208 9,175 9,033 6,330
2008 17,379 8,784 8,595 5,907
2007 17,806 9,030 8,776 5,980
2006 18,212 9,254 8,958 6,041
2005 18,556 9,400 9,156 6,009
2004 18,637 9,447 9,190 5,923
2003 17,526 8,922 8,604 5,542
2002 17,222 8,666 8,556 5,259
2001 17,741 8,940 8,801 5,321
2000 18,008 9,087 8,921 5,327
1999 18,349 9,271 9,078 5,398
1998 18,529 9,368 9,161 5,429
1997 18,108 9,110 8,998 5,163
1996 18,240 9,166 9,074 5,100
1995 18,271 9,231 9,040 4,974
1994 17,769 8,888 8,881 4,763
1993 19,963 10,053 9,910 5,358
1992 17,556 8,927 8,629 4,644
1991 16,378 8,199 8,179 3,674
1990 15,665 7,850 7,815 3,770
1989 15,686 7,783 7,903 3,569
1988 15,678 7,901 7,777 3,550
1987 15,569 7,840 7,729 3,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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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동의 인구와 세대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인구는 증가하는 양상이 확인된다.

특히, 1990년대 후반기에 본 동인 동산동 일대에 대규모로 아파트 단지들이 조성되게 되는

데 이와 맞물려 인구가 증가하는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1987년 전주시에 편입된 이후 

동산동의 인구는 2013년까지 크게 줄어드는 양상이 없이 1만 6천명을 기준으로 1천명 혹은 

2천명 정도 증감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 2014년 장동 일원의 혁신도시에 아파트 단지들이 

완성되고 주민들의 대규모로 입주되는 상황과 맞물려서 인구는 2만명대로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6> 동산동 연령별 인구수(1987~2014년) 

    연도
연령     

1987 1989 1993 1995 1998 2000 2003 2004 2007 2009 2012 2014

0~4세 1,308 1,133 1,764 1,603 1,515 1,417 1,184 1,280 968 939 915 1,253
5~9세 1,560 1,557 1,693 1,451 1,499 1,486 1,344 1,486 1,296 1,111 916 1,293

10~14세 1,593 1,528 1,953 1,742 1,458 1,321 1,401 1,512 1,450 1,383 1,215 1,449
15~19세 2,109 2,052 1,771 1,560 1,743 1,613 1,305 1,306 1,279 1,404 1,329 1,570
20~24세 1,588 1,758 2,052 1,738 1,573 1,471 1,489 1,528 1,219 1,196 1,142 1,421
25~29세 1,560 1,423 2,034 1,738 1,702 1,642 1,348 1,372 1,289 1,356 1,043 1,079
30~34세 1,170 1,280 2,159 1,850 1,788 1,651 1,624 1,772 1,418 1,340 1,325 1,525
35~39세 859 953 1,528 1,703 1,806 1,612 1,575 1,674 1,611 1,596 1,368 1,786
40~44세 731 783 1,065 1,106 1,332 1,490 1,623 1,679 1,507 1,550 1,513 1,980
45~49세 757 747 844 864 952 1,036 1,182 1,309 1,547 1,570 1,420 1,795
50~54세 680 698 817 675 747 828 865 979 1,087 1,300 1,474 1,677
55~59세 534 580 741 679 675 633 672 733 811 913 1,115 1,391
60~64세 414 398 505 553 637 621 602 615 630 729 798 969
65~69세 706 796 408 388 396 469 561 584 613 587 601 705
70~74세 - - 313 302 318 303 306 356 489 527 559 585
75~79세 - - 161 154 211 191 225 223 249 320 419 478
80~84세 - - 92 99 95 105 121 120 153 170 200 268
85세 이상 - - 61 55 70 71 59 75 77 113 148 178

총 계 15,569 15,686 19,961 18,260 18,517 17,960 17,486 18,603 17,693 18,104 17,500 21,402

연령별 인구변화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60세 이하의 초·중·장년층의 인구가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전주시의 편입된 이후 초반부인 1987~1989년도에는 청소년과 장년층의 비율

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농촌에서 도시의 외곽 특히, 공업지대에서 나타나는 인구양

상이 확인된다.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를 살펴볼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팔복동의 공업단지와 관련하여 젊

은 인구가 많이 유입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본격적으로 아파트 단지와 동산동 본동의 인

구밀집규모가 커지면서 1993~2004년도 까지 영유아의 인구도 늘어나는 등 안정적인 인구

규모를 보이고 있다. 2007~2012년도에는 전체인구수에 비해서 영유아의 인구가 줄어드는 

양상이 보이는데 이는 혁신도시와 만성지구 조성 과정 중에 인구의 유출 그리고 서부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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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일대로 일부 인구의 이주 등의 원인에서 신혼부부의 수가 줄어든 것이 원인일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2014년 혁신도시가 완성되고 입주가 시작되면서 전반적인 연령별 인구구조는 예

전의 모습으로 다시 복귀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특히 학생 연령의 증가는 혁신도시와 각종 

신시가지 계획이 완성됨으로서 이 지역에 학교가 완비되는 과정과도 맞물리는 현상으로 추

정이 가능하다.

이렇듯 전반적으로 동산동의 인구는 안정적인 인구수와 연령대를 갖추고 있으며 쇠퇴보

다는 인구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인하여 동이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동산동의 주요 산업과 종사자 현황

<표 7> 동산동의 사업체 및 종사자 수 (1995~1998년)

산업소분류별
1995 1996 1997 1998

사업체
(개)

종사자
(명)

사업체 
(개)

종사자
(명)

사업체 
(개)

종사자
(명)

사업체
(개)

종사자
(명)

전산업 844 3,320 866 4,124 910 3,932 832 3,548

농업 및 임업 2 20 1 14 1 13 - -

광업 1 6 - - - - 1 33

제조업 70 575 88 579 90 638 87 543

전기, 가스 및 수도 2 33 2 44 2 52 2 68

건설업 23 170 33 473 35 289 17 297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270 879 312 1,199 333 1,166 308 962

숙박 및 음식점 106 230 118 293 119 260 97 180

운수,창고 및 통신 181 384 101 253 114 236 105 271

금융 및 보험 4 52 5 70 6 80 7 90

부동산 임대 34 55 35 80 39 87 35 104

공공행정 및
사회보장행정

3 93 4 129 4 121 3 92

교육서비스 54 513 54 617 54 636 46 563

보건 및 사회복지 8 29 11 57 13 50 14 68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 86 281 102 316 100 304 110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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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동산동의 사업체 및 종사자 수 (1999~2004년)

산업분류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사업체
(개)

종사자
(명)

사업체
(개)

종사자
(명)

사업체
(개)

종사자
(명)

사업체
(개)

종사자
(명)

사업체
(개)

종사자
(명)

사업체
(개)

종사자
(명)

전산업 892 4,082 851 3,853 903 3,737 992 4,130 1,076 4,389 1,178 4,488

농업 및 임업 1 11 1 5 1 2 1 33 1 29 1 40

제조업 91 607 87 619 95 552 106 631 105 571 116 616

전기, 가스 및 수도 2 66 3 65 - - 2 61 2 16 2 17

건설업 23 297 23 320 25 175 35 245 39 240 49 243

도매 및 소매 267 1,180 232 961 248 952 280 1,056 286 1,219 315 1,133

숙박 및 음식점 104 232 113 235 123 266 136 320 141 329 151 363

운수업 118 249 110 174 117 206 137 229 181 399 184 371

통신업 1 6 1 6 1 6 1 5 1 5 3 12

금융 및 보험 6 62 5 62 4 54 5 68 5 56 5 55

부동산 임대 36 114 27 94 29 91 25 92 35 139 44 118

사업서비스 6 85 8 59 7 58 11 84 11 85 15 113

공공행정 및 
사회보장행정 2 27 2 28 4 97 2 23 2 13 2 13

교육서비스 53 602 49 606 56 657 56 613 63 672 74 698

보건 및 사회복지 11 40 15 90 15 57 17 77 16 71 17 69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34 66 30 58 30 55 31 61 33 62 36 80

기타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 137 438 145 471 145 447 147 532 155 483 164 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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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동산동의 사업체 및 종사자 수(2005~2006년)

산업분류별
2005 2006

사업체(개) 종사자(명) 사업체(개) 종사자(명)

전산업 1,171 4,901 1,211 5,197

농업 및 임업 1 32 - -

제조업 127 707 81 260

전기,가스 및 수도 2 13 - -

건설업 48 296 37 545

도매 및 소매 328 1,257 320 1,158

숙박 및 음식점 122 303 109 280

운수업 198 362 170 394

통신업 2 16 3 28

금융 및 보험 4 37 4 55

부동산 임대 37 115 37 102

사업서비스 15 173 15 135

공공행정 및
사회보장행정 2 13 2 13

교육서비스 62 691 60 715

보건 및 사회복지 21 102 23 150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사업 39 134 36 130

기타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 163 650 158 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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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동산동의 사업체 및 종사자 수(2007~2012년)

표준산업분류별
(9차)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사업
체(개)

종사
자(명)

사업
체(개)

종사
자(명)

사업
체(개)

종사
자(명)

사업
체(개)

종사
자(명)

사업
체(개)

종사
자(개)

사업
체(명)

종사
자(개)

전 산 업(0) 1,138 5,086 1,142 5,440 1,263 6,319 1,274 6,203 1,391 6,439 1,672 7,542

농업, 임업 및 
어업(01~03)(A) - - - - 0 0 - - - - - -

광업(05~08)(B) - - - - 0 0 - - - - - -

제조업(10~33)(C) 114 702 108 614 111 725 104 715 105 742 105 809
전기,가스,
수도사업

(35~36)(D)
2 136 2 195 1 139 3 251 4 229 5 233

하수·폐기물 처리, 재생 
및 복원 (37~39)(E) 10 130 11 135 11 184 11 192 11 157 12 147

건설업(41~42)(F) 50 318 50 443 53 542 52 466 58 472 59 404

도매 및 소매
(45~47)(G) 332 1,224 331 1,284 395 1,569 406 1,580 453 1,610 514 2,066

운수업(49~52)(H) 185 377 195 516 215 707 199 401 217 486 372 883
숙박 및 음식점

(55~56)(I) 116 369 112 295 116 315 122 329 120 303 143 365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58~63)(J)

3 44 3 44 3 63 3 41 24 181 15 144

금융 및 보험 
(64~66)(K) 4 52 4 50 4 50 7 76 8 63 16 85

부동산 임대
(68~69)(L) 32 89 24 92 27 111 29 107 32 115 45 12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70~73)(M) 11 58 13 110 14 137 10 118 18 97 24 12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 

(74~ 75)(N)
4 11 1 1 4 12 4 38 9 50 8 56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행정(84)(O) 3 73 3 72 4 99 4 86 5 116 5 102

교육서비스
(85)(P) 77 707 71 620 68 620 70 664 72 639 73 656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86~87)(Q) 22 233 37 454 42 481 44 549 44 566 49 63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90~91)(R) 24 87 24 81 27 70 26 78 24 79 23 68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서비스
(94~96)(S)

149 476 153 434 168 495 180 512 187 534 204 644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분류되지 않은 자가활동

(97~98)(T)
- - - - 0 0 - - - - - -

국제 및 외국기관
(99)(U) - - - - 0 0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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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동의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두드러지게 확인되는 부분이 도·소매업과 관련된 유통 업

종이다.

동산동 일대는 지역의 특성상 평지와 함께 호남고속도로, 군산, 김제, 부안 등의 지역으로 

분기되는 전주의 서쪽 교통의 관문으로서 유통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기에 유리하다. 이러

한 입지 조건 아래에 2006년 전주 장동 유통단지센터가 설립을 위한 공사가 들어가기 시작

하였으며 2008년 완공된 후 각종 도·소매업이 입주하게 되는데 이를 기점으로 2009년에 급

격하게 증가하게 되는 양상이 표에서도 확인된다.

또한 이 지역이 지속적인 개발과 관련된 사업들이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부동산 업종의 

증가 양상도 두드러지게 확인된다. 그리고 각종 복지 및 서비스 업종 그리고 단체 또한 인구

증가와 신시가지 개발 지표와 맞물려 증가하는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반면 농업과 관련된 지표들은 1995년 산업구조에 대한 통계 이후 얼마 안 되는 인원들이 

확인되는데 점차 줄어들다가 2007년이 되면 동산동 내에서 농업 인구가 거의 확인되지 않는

다. 비록 현재 동산동 일대는 개발지표가 강하기는 하나 여전히 고랑동, 장동, 동산동 일부 

지역 등에서 농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현재 산업종사자 상황으로 보

아 이 지역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 타 지역 혹은 인근지역 동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경작하는 

것일 가능성이 많다. 혹은 이 지역에 거주해도 동 거주 신고는 타 동에 해놓았을 경우도 배

제하지 않을 수 없다.

전반적으로 동산동의 산업구조는 교육, 보건, 서비스, 판매, 유통, 연구 등 서비스와 관련

된 3차산업의 집중도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판단되고 제조업과 관련된 2차 산업은 매우 

적은 수지만 다음의 산업구조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농업과 관련된 1차 산업의 비중은 점차 

줄어들다가 거의 확인되지 않고 있어 산업종사자와 업체 수로는 전형적인 도시의 산업구조

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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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동산동의 주요 각종시설 및 주민시설 현황

동산동은 기존의 전통적인 농촌마을이었으나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라 발전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팔복동의 산업공단과 연계하여 최근에는 각종 개발 사업이 진행되

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이 지역의 각종 공단과 주민의 거주와 관련하여 다양한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농촌에서 신시가지로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학교

동산동 고랑동 여의동 만성동 장동

·전주팔복초등학교
·전북중학교
·우석고등학교

·전북여자고등학교
·전주조촌초등학교
·전주공업고등학교

·전주만성초등학교

·전주온빛초등학교
·장동초등학교
·전주온빛중학교
·양현고등학교

   ∙ 행정

동산동 고랑동 여의동 만성동 장동

- - -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전북생물산업진흥원

         ※ 동산동 주민센터 : 반월동 위치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여암2길 9)

   ∙ 의료

동산동 고랑동 여의동 만성동 장동
·연세가족의원
·한일의원
·동산정형외과의원
·예당한의원
·푸른한의원
·조은안과의원
·최창익이비인후과의원
·동산굿모닝치과의원
·동산부부치과의원
·하얀치과의원
·서울미치과의원
·동산굿모닝치과
·에덴산부인과의원
·송희원산부인과의원

-

·대한산업보건협회
 전북의원
·한신내과의원
·효정내과의원
·이상영가정의학과의원
·미소소아청소년과의원
·나은요양병원
·새전주요양병원

·우리노인전문병원 ·박앤박치과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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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

동산동 고랑동 여의동 만성동 장동

·동일교회
·동산바울교회
·전주돌단교회
·함께하는교회
·으뜸교회
·주찬양교회
·동산안디옥교회
·방초교회
·사랑의교회
·이문교회
·푸른하늘교회
·동산교회
·동산제일교회
·동성교회
·대명교회
·사랑의교회
·주마음교회
·천주교동산동성당
·청용정사

·하나로교회
·평리교회
·예수반석교회
·하나로교회

·전주벧엘교회
·전주가나안교회
·은혜동산교회
·브니엘교회
·동산제일교회

·옥계교회
·목양교회
·만성교회
·전주하늘비전교회
·천주교만성동성당
·서고사
·천고사

·장동교회
·전주겨자씨교회
·온고을교회
·서전주영광교회
·정암교회
·예닮교회
·새전주교회
·장동제일교회
·유성교회
·전성교회

                  ※ 원불교 동산교당 : 반월동 위치(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쪽구름로 106)

   ∙ 문화·복지

동산동 고랑동 여의동 만성동 장동

·동산지역아동센터
·프란치스코지역
 아동센터

·전주문화인터넷신문

·전주공연예술연습공간
·전주신나는지역아동센터 
해피로그

·동일노인복지센터

·늘푸른집(노인복지)
·한국출판문화산업
 진흥원
·전주월드컵경기장

   ∙ 금융

동산동 고랑동 여의동 만성동 장동

·전주동산동우체국
·전북은행 동산동지점
·북전주농협
·전주동산신용협동조합

-
·우리파이낸셜 
 전주출장소(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연금공단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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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로당

동산동 고랑동 여의동 만성동 장동

·한강경로당
·동인경로당
·우신경로당

·신흥경로당
·평리경로당
·고랑경로당
·월곡경로당
·고랑명성경로당

·원여의경로당
·용정경로당
·양마경로당
·방초경로당
·여실경로당
·태평경로당
·동국경로당
·공영아파트경로당

·옥계여자경로당
·창발경로회관
·용흥경로당

·부동장수마을경로당

   ∙ 치안

동산동 고랑동 여의동 만성동 장동

·동산파출소 - - - -

  ※ 소방서 없음

   ∙ 공장

동산동 고랑동 여의동 만성동 장동

·효성탄소섬유전주공장
·효성전주공장
·삼남도정공장

·경춘산업마대
·진성정밀제2공장
·대한사료전주공장
·대성자원개발 전주공장

·삼화화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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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존정책 현황 및 주민 주도형 사업 현황

동산동은 기존의 도시 내에 농촌 그리고 전주시의 북서부에 치우친 지리적인 면에서 정책

과 복지 차원에서 많이 소외된 지역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월드컵경기장의 조성, 장동의 

유통단지센터 건립, 서부신시가지 사업과 혁신도시 조성사업, 만성동 일원의 법조타운과 법

정동인 동산동 내의 아파트 단지의 추가건립 등으로 인하여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관공서도 들어서면서 시가지 내 농촌이 아닌 신시가지로 성장을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소

외된 지역이 정책적으로 많은 사업이 진행되는 동으로서 변모하게 되었다. 다음은 신문 기

사에서 확인되는 동산동 일대의 각종 정책 현황에 대해서 살펴본 것이다.

1) 기존 정책 현황

  ∙ 동산동 복지사업 (동네복지 사업)

   전주형 마을복지모델 '동네복지' 복지전달체계 개편의 초석 놓다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행정단위’에서 ‘마을단위’로 전환해야 한다는 소리가 아래로부터 시

작되면서 전주형 마을복지모델인 “동네복지” 운영이 빛을 발하고 있다. 복지와 마을의 접

합시도에 대한 꾸준한 연구들이 계속된 이후에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행자부와 합동으로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맞춤형 전달체계로 개편하자는 읍면동 복지 허브화를 2016년 중점 

과제로 삼고 있다. 읍면동 복지 허브화는 읍면동에 찾아오는 민원인의 신청·접수를 처리하

는데 그치지 않고 먼저 찾아가 복지대상자를 발굴·상담하고 주민 개개인의 욕구에 따른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복지전달체계는 여러 번의 개혁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제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가정들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끊임없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에 현장형 사회복지 전달체계로 부각되고 있는 전주형 동네복지를 들여다

본다.

<편집자 주> 

  전주형 동네복지

전주시에서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주민 스스로 이웃을 돌보고 함께 살아가는 복지공

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전주형 복지체계인 ‘동네복지’ 사업을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타 지자체의 모범으로서 보건복지부의 복지정책보다 앞서 나간 선구적인 복지정

책이라 평가되고 있다. 전주시가 새롭게 시도하는 ‘동네복지’는 매년 늘어나는 복지예산

과 정책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발생 등 기존의 공공복지 지원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동주민센터를 거점으로 하고 있다. 마을과 주민이 중심이 되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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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이 이웃을 돕고 지역내 복지자원을 활용하여 당면한 위기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

는 복지생태계 마련, 마을 재생을 통한 주거와 쾌적한 삶터 조성, 마을공동체를 통한 따

뜻한 이웃의 복원, 마을 공유경제 등이 결합된 복지 패러다임이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전주시 ‘동네복지’가 앞서 간다

전주시는 시범동에 두 명의 복지플래너(사례관리사, 방문간호사) 활동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며 동 복지위원회 구성으로 동 자생단체 회원들과 복지사각지대 

발굴, 자원발굴, 기부문화 확산 추진하여 동네 주민 전체가 행복한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

고 있다.

동네복지 시범동은 완산구에 평화1동, 삼천2동, 서신동과 덕진구에 송천2동, 인후3동, 동

산동 모두 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동에는 사례관리사와 방문간호사 두 명의 복지플

래너가 배치되어 소외된 이웃들의 문을 두드려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동네의 반찬가게 및 식당과 연계하여 밑반찬을 지원하는 찬나눔가게 운영, 찾아가

는 복지·보건의 날 운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CMS모금 협약을 통해 동네복지 기금으

로 사용하기 위해 차곡차곡 주민의 힘을 키워가고 있으며, 시범동에는 동 복지위원회를 

구성하여 복지위원들이 자생단체 회원들과 사각지대 발굴, 기부활동, 자원발굴을 통해 

동네의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를 구현하고 있다.

시범동은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산동의 경우 생필품을 모금하

고 배분하는 ‘사랑나눔곳간’ 서신동의 ‘우리동네 힐링목욕탕’ 삼천2동의 ‘사랑이 꽃피는 

냉장고’ 평화1동의 ‘친정엄마 반찬’ 송천2동의 ‘과일에 사랑을 담아’ 인후3동의 ‘우리동네 

장난감은행’등의 사업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시도하고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주민중심형 ‘동네복지 전문활동가’ 양성 교육 지속적 실시 

전주시에서는 2016년 중점 사업으로 시민참여형 동네복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공공인

력(공무원, 복지플래너, 사례관리사)뿐만 아니라 동네에서 복지활동가를 발굴하고 복지

전문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동네복지형 역량강화 교육을 집중 실시하고 있다.

지난 3월 시작하여 추진 5개월 시점에 워크숍을 통하여 민관협력의 중요성과 시범동 

특화사업 공유 및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담론의 자리를 마련한다. 4월에는 관계공무원 

및 복지플래너, 사례관리사 50여명을 대상으로 1차 교육을 실시, 전주시 복지공동체 실제

사례인 삼천도시대학협의회 기획실장을 교육강사로 초빙하여 현장감 있는 강의를 통해 

동네복지의 이해도를 높였으며 이후 6~7월중에 시범동 지역 순회로 지역실정에 맞는 

현장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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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복지 활동가 양성교육에는 지속적인 동네복지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복지위원, 지

역사회복지를 담당할 복지관 직원, 동네 복지활동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

육을 실시한다. 동네복지, 마을공동체 전문가의 강의 및 토론, 현장답사를 통해 지역 자

원 발굴과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고 주민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내용이다. 시정의 핵심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동반 협력 대상으로서 민간 부문과의 교류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

는 기회로 삼고자 각 동의 복지위원 및 자생단체 회원은 물론 지역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최일선 기관인 복지관 등도 함께 참여한다.

전주형 복지공동체 “동네복지”가 공공지원 한계 극복 기대 

다양한 사례전문가가 결합한 솔루션위원회 구성, 전주형 사례회의 모델 추진하며, 공유경

제 및 마을공동체 등과 결합된 복지생태계망 조성으로 공공복지 한계 극복에 나섰다.

첫째, 맞춤형 복지를 실천하기 위하여 정신보건, 건강보험, 국민연금, 복지기관 등 민간

전문가를 영입하여 솔루션위원회를 구성,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통합사례관리를 실시, 문제 해결의 통로를 제공하고, 권역별 사례회의 

모델인 희망보드미를 확산시켜 전주형 사례회의 모델을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추진한 CMS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1,000명이상의 후원

자를 모집하여 주민 주도의 동네복지의 밑거름을 마련한다. 동네별 다양한 기부문화 콘

텐츠를 개발하여 지속가능한 나눔문화를 정착시켜 기부의 총량을 증가할 계획이다.

셋째, 공공복지의 전달체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동네복지 시범동의 특화사업이 완연

한 정착과 더불어 소규모 공유경제와 마을공동체사업이 전주시에 공모 선정되어 마을별

로 다양한 복지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을 추진한다.

  다양한 동네복지 사업

동산동은 상점가들이 밀집되어 있는 쪽구름로 40m구간을 대상으로 동 복지위원회, 자생

단체가 함께 ‘나눔가게’ 동참 캠페인을 추진하여 나눔의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인후3동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재능을 활용하여 수예공예품, 수제먹거리, 문화장터를 매달 첫째주 토

요일 구총목공원에서 ‘착한 플리마켓’을 운영하여 수익금 일부를 학교밖 청소년 사업에 기

부하고, 6월부터는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등 복지시설 및 빈곤층에 재능기부 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주민들 간의 소소한 소통과 물물교환, 재활용품 판매를 하는 ‘행복어울림장터’를 

매월 넷째 주 토요일 아람길공원에서 진행한다. 삼천2동은 가족과 이웃이 함께하는 재활용

품 나눔장터, 전통민속놀이체험, 고장난 생활용품 수리, 문화예술 마켓을 운영하는 ‘삼천마

을장터’를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삼천거마공원에서 진행한다. 또한 리폼활동을 통한 미혼

양육모를 지원하는 ‘리사모’운영,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개발 및 생활문화 나눔의 ‘삼천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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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공동체’를 운영한다. 평화1동은 소소한 수리사업을 진행하는 ‘맥가이버공동체’ 운영, 서

신동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리로 어울리는 ‘느루걸음 동동체’ 운영한다.

넷째, 아래로부터 일어나는 풀뿌리 전주시 동네복지 사업 성공을 위한 당사자 중심의 

복지정책으로 시민의 인식변화를 통한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다. 지

속가능한 동네복지 안착을 위한 주민 · 공무원 · 복지플래너 · 사례관리사 · 복지기관 

직원들에게 역량강화 교육을 중점 실시하고 복지공동체를 형성하고 실천하고 있는 선진

지 현장탐방을 통해 손에 잡히는 교육도 계획하고 있다.

마을중심의 소규모공동체 사업, 공유경제 등이 주민주도로 이루어지고, 숨어있는 취약

계층을 발굴하고 지원해주는 사람이 동네 주민이 되는 복지공동체이고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풀뿌리 복지 자원으로 복지 그물망을 촘촘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전주시 동네복

지 사업이다.

“제도권 복지가 미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웃이다. 어려운 사람

들이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이웃의 돌봄이 절실한 지금 2016년 동네복지 시범 동 운영을 

통해 복지와 마을이 결합하는 이상적인 복지공동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낼 것이다”고 각

오를 밝히는 전주시의 동네복지는 공동체 복지의 완성을 위해 힘차게 달리고 있다.

2016년 05월 23일 새전북신문

  전주 탄소산업 국가산단 개발 확정...탄소 메카 자리매김

전주 친환경첨단산업단지가 탄소산업을 특화로 한 국가 지정 산업단지로 개발된다. 이

로써 전북도는 민선6기 ‘100년의 먹거리 탄소’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탄소산업 4대 전략

기지 조성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7일 도에 따르면 탄소 특화 국가산단 개발규모는 친환경 3단계 산업단지 153만3000㎡

(46만평)중 82만6000㎡(25만평)를 오는 2020년까지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와 보상 등

의 절차를 거쳐 2,3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우선 개발하게 된다. 추가 수요 확보시 개

발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협약서에 명시하기로 합의했다.

전주 탄소특화산업단지가 완공될 경우 직간접적으로 7,000명의 고용창출과 1조 70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전주 친환경 탄소 국가산단 개발계획은 정부가 17일 국무총리주재 국토정책위원

회에서 지역거점별 특화산업을 미래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날 전주 탄소국가산단을 포함한 전국 3개지역을 지역특화 국가산단을 개발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진주와 사천시는 항공산업, 밀양시는 나노산업 국가산단으로 집중 육성한다.

개발계획은 국토연구원에서 전국의 5개소를 지역특화 산업단지 후보지를 바탕으로, 지

난 2월 국토부가 특화단지 확정을 위해 각 자치단체별로 5개 지구에 대한 사업 제안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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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와 전주시는 전주 탄소특화산업단지 개발사업 제안서를 국토부에 제출한 이후 

국가산단 사업시행자인 LH와의 끈질긴 협상 노력에 얻어진 결과이다.

특히 탄소산업을 전북의 대표적인 ‘한국형 창조경제산업’의 원형인 국가거점사업으로 

키워나가기로 한 전북도는 이번 특화 국가산단 조성을 계기로 탄소원천소재 개발과 이

를 이용한 탄소복합부품 개발, 탄소기술연구소 등 각종 R&D 생산체계 구축 등 향후 탄

소산업을 집적화해 지역 경제발전을 견인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송하진 지사의 전주시장 재임시절 동산동일원 3-1지구 8만6000평 규모의 효성공

장 유치에 이어, 전주시 팔복동, 동산동, 고랑동 일대 친환경 첨단산단 추진을 위한 노력 

끝에 이번 ‘국가산단 추진계획 확정’이란 결실을 맺어 탄소 전략사업의 시금석이 될 것으

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전라북도는 앞으로 전주 탄소특화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전주시와 LH간 사업추진

을 위한 실무 협의를 거쳐,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고 조속히 추진되도록 행정력을 집중

할 계획이다.

2014년 12월 17일 뉴스메이커

  탄소섬유산업단지 조성 추진 중인 김승수 전주시장 

  "지역전략산업 육성 위해 규제 프리존법 통과돼야“

탄소섬유 산단 경쟁력 갖춘 전주 

2300개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 

지역균형발전 측면 감안해 평가해야 

“전북 전주시의 탄소섬유 산업단지는 정부가 지정한 국가전략산업입니다. 애초 계획대

로 반드시 조성돼야 합니다.” 김승수 전주시장(47·사진)은 지난달 27일 전주시청 집무실

에서 한 인터뷰에서 “국가산단 조성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

해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탄소산업단지가 조성되면 한국은 탄소산업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다”며 “독일처럼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재편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산업”이라고 강조했

다. 이어 “관련 사업계획을 수정·보완해 내년 1월께 재신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주 탄소산단 조성사업은 2020년까지 5년간 총 2977억원(국비 710억원, LH 2267억원)

을 투입해 전주 덕진구 동산동과 고랑동 일원에 탄소산업 집적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

이다. 2014년 12월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14개 시·도 총 27개 지역전략산업에 편입됐지만,

최근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전주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탄소산단 예비타당성조사 종합평가 결과 기준점수인 

0.5보다 낮은 0.446으로 나왔다. 조사 항목 중 비용편익 점수는 기준치인 1.0에 근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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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7로 평가됐다. 그러나 정책성 평가에서 정부의 지역특화산업이라는 점이 반영되지 않

았고, 낙후 지역에 대한 배려도 적어 탈락했다는 게 전주시 측 설명이다. 김 시장은 “지

방의 대형 사업은 비용편익 점수가 0.9 이상만 되더라도 대부분 경제성을 인정받아 종합

평가 점수 0.5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고 있다”며 “전주시는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항목이 크게 반영되지 않았다”고 안타까워했다.

전주시 측은 탄소산업이 앞으로 한국을 강소기업 국가로 전환시킬 디딤돌이라고 평가하

고 있다. 김 시장은 “관련 산업의 연구개발(R&D)과 인력은 확보돼 있는 만큼 산업단지

를 조성해 기업만 유치하면 곧바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64개 업체

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상황이어서 탄소산단이 조성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23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또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규

제프리존 특별법(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가 신청한 27개 전략산업에 대해 규제

를 풀고, 재정 및 세제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재정 지원의 근거인 이 법이 통과되

지 않아 내년 예산이 편성되지 못했다. 김 시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시의 지역전략산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5년 11월 14일 한국경제

  전주 팔복동 일대 82만여㎡ '탄소특화단지'로 개발

효성 탄소공장이 들어선 전북 전주시 팔복동과 동산동 일대 82만6천㎡(약 25만평)가 

탄소산업을 특화로 한 국가지정 산단으로 개발된다.

전북도는 17일 "국무총리 주재 국토정책위원회에서 전주 탄소 국가산단을 포함한 전국 

3개 지역을 특화 국가산단으로 개발하기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북도 민선 6기의 핵심사업인 탄소산업 육성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정부는 전북도가 계획한 전주 친환경 3단계 산단부지 153만3천㎡(약 46만평) 가운데 

82만6천㎡를 오는 2020년까지 약 2천300억원을 투입해 우선 개발하기로 했다. 이후 탄소 

수요에 맞춰 2·3단계 사업을 벌여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 탄소특화단지가 완공되면 직간접적으로 약 7천명의 고용 효과와 1조7천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전북도와 전주시가 탄소특화산단 개발 사업제안서를 국

토부에 제출한 이후 국가산단 사업시행자인 LH와 끈질긴 협상을 벌여 얻어낸 결과물"

이라며 "전북도의 탄소산업 발전에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4년 12월 17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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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산동 문화사업 (우리마을가꾸기 사업, 문화복합공간 조성사업)

전주시, 낙후된 북부권 문화예술공간 조성

“폐 철길은 예술공장, 옛 주민센터는 공연연습장으로….”

전북 전주시가 낙후되고 침체된 북부권을 생동감과 문화가 넘치는 문화예술공간으로 

재창조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전주공단이 있는 팔복동 일대에서 철길 예술공장 조성과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 도도동 항공대 명소화와 경관농업 육성, 동산동 우리마을 가꾸

기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시는 우선 이 지역 내 폐 산업시설을 개조해 문화예술 창작 공간과 체험 공간, 전시 공

간, 교육·회의 공간 등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어 2017년 1월 개관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지난 4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에 선정돼 국비 25억원이 확보된 상태다.

시는 또 올 연말까지 옛 동산동 주민센터를 고쳐 공연연습실 4곳과 소품뱅크, 예술가 

휴게 공간 등을 갖춘 공연연습장을 조성할 예정이다. 공연예술인들에게 안정적인 연습공

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3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2015년 11월 16일 국민일보

  동산동 주거환경개선사업(도시활력증진사업)

전주 북부권 주거환경 달라진다. 낙후되고 쇠퇴해있는 전주시 동산동과 팔복동, 고랑동 

등 북부권은 전주의 서·남부권에 비해 낙후 대명사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북부권에 새 바람이 일 전망이다. 마을 주민들이 주도해 주거환경을 변화시키는 

사업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북부권은 전주의 ‘관문’이자 ‘산업심장’이다. 그러나 전주산업

단지로 시작되는 북부권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다는 의식 속에 활기를 찾을 수 없었던 

공간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전주시는 북부권을 전주의 새로운 대표 브랜드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발동을 걸었다.

전주시는 28일 덕진구 동산동이 올해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16년도 도시활력증진사업 

공모에서 ‘동산동 거점확산형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지역공

동체 회복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거점확산형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오는 2018년까지 3년간 총 3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되는 이 사업은 동산동 일원에 이야기

길 2개소(총길이 500m)를 조성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할 계

획이다. 또, 주민공동작업장과 공동텃밭 3개소, 공원·주차장 1개소, 화단·벤치 조성과 주

민프로그램 운영, 주택개량비용 지원 사업(호당 6,000만 원 이하 저리융자 추천) 등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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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번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을 통해 전주탄소산업단지와 만성지구복합단지, 법조

타운, 광역부품소재 복합단지 등 동산동 주변의 변화된 여건과 주민수요에 부응하는 주

거지 재생 및 정주여건 개선이 이뤄져, 장기간 슬럼화된 동산동 지역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 것은 물론 주민커뮤니티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이 쇠퇴한 시가지

환경을 개선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도시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

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실시하는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은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특별·광역시·군·구와 도·농 복합시 중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전국 99개 지자체)

를 대상으로 도시활력증진지역 주민에게 최소한의 기초생활수준을 보장하고 지역의 특

성에 맞는 도시 균형 발전, 지역공동체 회복, 지역주민 역량강화를 위해 총 사업비의 

50%를 국가예산으로 보조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63개 지자체가 사업을 신

청해, 동산동 우리마을가꾸기 사업을 포함한 37개 사업이 최종 대상지역으로 선정됐다.

2015년 10월 28일 전북도민일보

  동산동 도서관 사업 (작은도서관 만들기 사업)

  해동협-대한노인회, 전주 동산동 경로당에 '북카페' 개소

(사)해외동포책보내기운동협의회(해동협)와 대한노인회는 4일 전북 전주시 동산동 이

노팰리스 경로당에서 '북카페' 개소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해동협과 대한노인회가 협약을 맺고 추진하는 '작은도서관 만들기 사업'의 

일환이다. 해동협이 양서 2000권을 제공해 이노팰리스 경로당에 북카페가 만들어졌다.

개소식에는 손석우 해동협 이사장을 비롯해 오경남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장, 김영애 

효자손봉사단장, 종이문화재단 노영혜 이사장 등이 참석해 북카페의 앞날을 축원했다.

이노팰리스 경로당 임정 회장은 "해동협이 지원한 양서로 경로당이 어르신뿐만 아니라 어

린이와 주민 모두 함께 이용하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6년 7월 4일 뉴시스

  동산동 복지사업(사랑나눔곳간 사업)

  전주 동산동 ‘사랑나눔 곳간’ 운영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동장 정용환)은 나눔문화 확산의 전초지로 ‘사랑나눔 곳간’을 운

영하기로 했다. 이는 농촌동 특성상 주민이 직접 지은 쌀, 콩 등 농작물의 일부를 자율적

으로 기부하고 이웃과 함께 나눔으로써 아름다운 이웃사촌 관계망을 형성하기 위한 동

네복지 특화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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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이 필요한 주민이 동 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요청하면 복지플래너가 직접 

수요자 가정에 배달해 주고 생활실태 등 복지상담실시로 복지욕구에 맞는 맞춤 복지서

비스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한, 곳간이 비어지면 먼저 본 사람이 자율적으로 

채워주는 주민 간 끊이지 않는 온정의 손길들 속에서 함께하는 동네복지, 더불어 행복한 

동산동을 만들기 위한 대표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사랑나눔 곳간을 설치하고 있는 과정 중에 피어난 미담사례로 민원인 한 분이 

“좋은 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도울 일이 없을까요” 라고 문의해 오셔서 동네복지 사

업 중 저소득 가정과 1:1 결연맺기 사업을 설명하고 결연을 맺기로 약속 받기도 했다.

정용한 동산동장은 “우리는 어려워도 콩 한쪽도 나누는 정서가 있는 민족으로 사랑나

눔 곳간을 통해 서로 돕는 문화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동네복지 추진에 더욱 힘쓰겠다.”며 

지역을 사랑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 또한 당부했다.

사랑나눔 곳간은 쌀, 콩, 라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나눌 수 있으며 곳간을 채워주시거나 

또는 이용하실 분은 동산동 곳간지기(063-279-7389)로 연락하면 된다.

2015년 10월 12일 전북도민일보

  전주 자전거 전용차로 만든다

市, 에코시티·효천지구 등 우선 구축 계획

전주시가 자전거 전용차로를 만들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나선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8일 열린 제33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자전거 전

용차로 설치 필요성을 지적한 김진옥 의원(송천2·팔복·조촌·동산동)의 시정질문에 대해 

“도로 1개 차로를 자전거 전용차로로 만들어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며 “먼저 에코시티와 효천지구 등 신도시 개발지구에 자

전거 전용 도로를 구축할 계획이다”고 답변했다.

김시장은 ‘팔복동 추천대교에서 병무청까지 자전거 전용차로 시범지정’ 필요성을 묻는 

김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와의 협의가 필요하며, 의회와 전문가, 교통경

찰, 자전거 이용 시민등과 협의를 거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자전거 전용 도로 조성이 아닌 ‘자전거 차로’를 지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차량중심이 아닌 사람중심의 생태교통 시스템을 실현할 의지가 있다면 인

도가 아닌 차도에 자전거 전용차로를 지정하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자

전거 우선도로 지정구역을 주정차 특별단속지역으로 지정하고, 상시적인 주정차 단속과 

속도에 대한 제한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2016년 12월 08일 전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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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 주도형 사업 현황 

동산동에서 이루어지는 주민주도형 사업은 주로 주민 자체적으로 조직된 단체가 실시하는 사

업이라기보다는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 안에서 이루어지는 시 지원 주민참여형 사업이 대부

분으로 파악된다. 현재 동산동은 신시가지 개발과 기존의 농촌마을의 특성이 명확하게 나뉘

어져 있으며 미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노령화와 저소득층이 집중되면서 주민 주도형으로 복

지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다음은 신문 기사에서 확인되는 동산동 일대의 각종 주민주도형 

자업에 대해서 살펴본 자료를 나열한 것이다.

  전주 동산동 시민·대학생 합동 벽화작업

전주 덕진동 21통(통장 송정효)주민 18명과 전주대 벽화동아리(회장 송선주) 15명은 

노후된 마을 담장 235미터에 대한 도색과 벽화작업을 마쳤다. 덕진동 21통 지역은 골목

진 단독주택 비율이 높고 대부분 20~30년 이상 경과하여 노후가 심한 상태이다. 단독주

택지역 공동화로 폐·공가가 늘고 젊은층이 빠져나가고 있어 활기 있고 쾌적한 주거환경

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번 작업은 해피하우스사업 주거복지 서비스 일환으로 지역 주민과 자원봉사자가 함

께 참여하여 마을환경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행사이다. 이를 

위해 휴일임에도 주민과 봉사자들이 이른 아침부터 구슬땀을 흘렸다.

송정효 21통장은 “색 바랜 담장을 산뜻하게 칠하고 아기자기한 벽화를 그려놓으니 마

을 분위기가 한층 밝아져 좋고, 주민들과 오랜만에 소통할 수 있어 더 좋았다”고 말했다.

전주대 벽화동아리 송선주 회장은 “우리 동아리 활동이 주민분들에게 도움이 되어 기쁘

고 보람되다”고 말했다.

2016년 11월 07일 전북도민일보

  전주여성합창단의 2016 희망나눔콘서트 성료

전주여성합창단(단장·지휘자 강연모)은 지난 11일 오후 5시에 덕진예술회관에서 제 2

회 정기연주회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2016 희망나눔콘서트'를 600여명이 시민들이모

인가운데 화려하게 개최했다. 이번 콘서트는 전주여성합창단이 주최하고 전주연탄은행

이 후원하는 나눔콘서트로써 우리가곡과 민요 그리고 서정적인 가요 및 뮤지컬 등 다양

한 장르의 합창곡을 연주했으며 특별출연에는 국내 정상급 바이올리니스트 류리나 교수

(예원예술대)와 성악가 베이스 이대혁 교수가 출연했다.

이번 콘서트의 입장료로 받은 성금과 물품을 모두 전주연탄은행에 기부한 전주여성합

창단의 강연모 지휘자는 “합창을 통해 기쁨의 공동체가 되고, 아름아운 하모니를 통해 

평화의 세상이 되기를 원한다.”면서 “합창단 창단 2주년을 맞이하여 갖게 된 이번 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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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을 나누고자 정성을 다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40여명으로 구성된 전주여성합창단의 멤버들은 대부분 직장인, 자영업자, 주부 등 다양

한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받은 스트레스를 노래를 통해 해소

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단장이자 지휘자 강연모 씨는 현재 전북생활음악협회 회장과 예

원예술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전주여성합창단은 구 동산동 주민센터 자리에 위치한 전주공연예술연습공간을 활

용하고 있으며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모여 정기연습을 한다. 합창단 참가자격은 전주시

민으로서 50세 미만의 여성이면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입단문의는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2016년 12월 12일 국제뉴스

  국제와이즈멘 전주중앙클럽 원여의경로당서 효도밥상 제공

국제와이즈멘 전북지구 전주지방 전주중앙클럽(회장 이철재) 남녀자원봉사자 10여명

은 지난 22일 점심때 50여 명의 어르신이 모여 오순도순 지내는 전주시 동산동 소재 원

여의경로당(회장 송관섭)을 찾아 따뜻하고 훈훈한 ‘행복플러스 효도밥상’을 차려드렸다.

이번 행사는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고 계시는 취약지역 어르신을 위로하기 위한 효도밥

상으로 전라북도경로당광역지원센터(센터장 경정희)와 업무제휴로 협약을 하고 실시하

는 효사랑 실천 봉사활동인데 동산동 일대 공영아파트, 동국아파트 등의 어르신이 오시

는 원여의경로당을 센터로부터 소개받아 실시한 봉사활동이다.

원여의경로당 송관섭 회장은 “봉사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맛있는 점심식사를 대접한다

고 하니 마을 전체가 오랜만에 활기 넘쳤다”며 “회원들이 나이가 많아 힘이 없으니 점심

시간이 되면 식사 준비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오늘처럼 매일 편안하고 즐겁게 식사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전주중앙클럽 이철재 회장은 “소박하고 정감 있는 어르신들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며 바쁘다는 핑계로 잠깐 잊고 지냈다”며 “평생 자녀들을 위해 힘들게 사신 취약지역 

어르신들께 내 부모님처럼 정성을 다해 보살펴 드리는 기회를 더욱 갖겠다. 앞으로도 저

희들이 시간을 쪼개어 마음의 선물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 사랑을 나누어 드리는 봉사클

럽이 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2016년 11월 24일 전북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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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 동산동노래교실, 좀도리쌀 40kg 기부

전주시 동산동 노래교실(회장 이숙자) 회원 40여 명은 동네복지 특화사업인 ‘우리동네 사

랑나눔 곳간’에 좀도리쌀(40kg 가량)을 십시일반 모아 전달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이는 지난 11월부터 매주 금요일이면 삼삼오오 폐현수막을 활용해 곳간을 채울 ‘좀도리 

나눔 주머니’와 어려운 이웃에게 쌀을 배달해 ‘나눔가방’을 만드는데 동참한 회원들이 직접 

만든 주머니에 쌀을 모은 것. 또한, 이들은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해 형편이 

어려운 경로당을 방문, 좀도리쌀로 가래떡을 만들어 어르신들을 대접해 드리기도 했다.

이숙자 노래교실 회장은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이런 사랑의 마음들이 모여서 웃음꽃 

활짝 피어날 이웃들의 얼굴 생각하면 뿌듯하고 행복하다”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15년 12월 04일 전북도민일보

  전주공고 '따봉', 사랑의 연탄나눔

전주공업고등학교(교장 정대주)는 지난 19일 '동산·조촌동 Happy 아이넷 사랑의 연탄

나눔'을 실시하였다.

'따봉'(일명 따뜻한 봉사단)은 지난 2014년 동산동, 조촌동에 있는 초·고등학교 동아리 연

합체로 결성되어 현재까지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초등학생들과 고등학

생들이 멘토.멘티가 되어 매주 둘째 금요일, 셋째 수요일에 근교 요양병원을 방문하여 재

능기부 자원봉사(글래스데코, 음악회, 색종이접기, 아이클레이 등) 활동을 하고 있다.

이 봉사단체는 초등학생들이 하기 힘든 와상 노인들의 식사 도우미 활동까지 하고 있다.

'동산·조촌동 Happy 아이넷'은 지난 11월 19일 전주연탄은행과 연계하여 전주공고(교

사, 봉사단 23명), 반월초(교사, 봉사단 11명), 조촌초(교사, 봉사단 21명)가 참가하여 동

산·조촌동 지역의 난방 취약 4가구에 1000장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올해

까지 3번째 운영되는 연탄나눔 봉사활동이다.

동아리연합 봉사활동을 통해 작지만 자신들의 재능을 기부 봉사활동을 통해 더불어 살

아가는 건강한 사회인으로서의 발판을 마련하고, 교과서 중심의 지식편중 교육에서 벗어

나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 내용을 보충하고 정서발달에도 도움을 주

는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초·고등학교 ‘동아리 연합 봉사활동’은 학생들이 항상 수혜자였던 입장에서 벗어나 작

지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나누고 봉사활동을 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한 

사회인으로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2016년 11월 21일 아시아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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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동산동에 관한 주민들의 기억

본 장은 동산동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의 심층면담 조사를 통해 읽혀지는 다양한 

내용을 키워드를 중심으로 분류하고 분류된 내용에서 읽혀지는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내용

을 서술한 것이다.

조사의 한계점으로 인하여 많은 이야기와 그에 따른 키워드가 담기지는 못하였지만 샘플링

(sampling)기법으로 가용된 시간 안에서 최대한 많은 이야기를 담고 이를 통해 분석을 하고자 

노력하였다.

1. 동산동 이야기 분석

1) 이야기 추출·선별 및 분류 

- 이야기 수집/키워드 추출/이야기 분류(이야기 분류표)

- 이야기 분류표는 4가지 범주로 나누어 분류

- 4가지 범주 : 유형별 이야기 분류, 시대구분 이야기 분류, 공간 축에 따른 이야기 분류,

기억의 풍경

  (1) 유형 및 공간별 분류 방법

- 유형별 이야기 분류표는 면담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작성

- 주민들의 기억에서 나온 이야기구조를 유형 분류하여 읽어내는 작업 

- 유형별 이야기 분류표는 크게 공간 및 구술 유형과 주요 키워드로 구분

- 공간 및 구술 유형은 15개의 항목(단순한 도로나 공간 변화, 시대생활상, 시대생활공

간묘사, 농업, 생산시설(전통가내수공업, 경공업), 상업시설, 정주공간, 사건, 기관,

인물, 자연지형, 문화자원, 공동체활동, 타동 관련 이야기, 그 외의 이야기)으로 구분

하여 그 세부내용을 정리

- 이야기 분류표 작업과정에서 상호 중복된 키워드는 재구성

- 이야기 분류표에서 확인된 주요 키워드가 153개였음(2017년 2월 기준).

- 공간 및 구술 유형별 숫자는, 단순한 도로나 공간 변화 34개, 시대생활상 17개, 시대

생활공간묘사 27개, 농업 6개, 생산시설 7개, 상업시설 4개, 정주공간 7개, 기관 9개,

인물 3개, 자연지형 6개, 문화자원 17개, 공동체활동 10개, 타동 관련 이야기 3개, 그 

외의 이야기 3개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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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야기키워드 시기구분 방법 

     ∙ 시대구분 이야기 분류표 설명

- 시대구분 이야기 분류표는 면담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작성 

- 주민들의 기억에서 나온 이야기구조를 시대순과 이야기 분류에 따라 입체적으로 읽

는 작업

- 공간 및 구술 유형에 포함되는 각각의 주요 키워드들을 시대구분에 따라 분류

- 시대변화에 따른 동의 변천 흐름을 이해하려는 시도에서 작성

- 시대분류는 대한제국기, 일제강점기, 1940년대(해방 이후), 1950년대(6.25), 1950년대

(휴전 이후),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현재, 기타로 구분

- 대한제국기~1950년대(휴전 이후)까지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중요한 근현대 기점이

어서 연도가 아닌 시기로 설정

- 1960년대 이후의 시대 분류는 10년 단위를 기준으로 설정

  (3) 공간 축에 따른 이야기 분류 방법 

- 공간 축에 따른 이야기 분류표는 면담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작성

- 주민들의 기억에서 나온 이야기구조를 공간축에 따라 읽어내는 작업 

- 공간에 따른 이야기 분포 현황 파악

- 장소에 따른 이야기 특성 파악, 이야기 특성에 따른 장소의 특성 파악

2) 동산동 주민의 기억과 이야기항목 분석방향

- 분석 자료 : 유형별 이야기키워드 분류표, 시대구분 이야기키워드 분류표, 기억의 풍경

- 공간 및 구술 유형에 해당하는 주요 키워드 빈도수를 파악하여 이야기 분포현황 제시

- 핵심 키워드를 뽑아내어 시대별 핵심 키워드 이야기 내용 정리

- 이야기키워드 분석으로 동산동의 특성을 이해

  (1) 동산동 주민의 기억과 이야기 분석 방향

- 분석 자료 : 유형별 이야기키워드 분류표, 시대구분 이야기키워드 분류표, 기억의 풍경

- 공간 및 구술 유형에 해당하는 주요 키워드 빈도수를 파악하여 이야기 분포현황 제시

- 핵심 키워드를 뽑아내어 시대별 핵심 키워드 이야기 내용 정리

- 이야기키워드 분석으로 덕진동의 특성을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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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순한 도로나 공간변화 

- 분류기준 : 전주의 도시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의 풍경과 공간의 변화

- 전주의 도시개발계획이 주민들의 삶의 공간뿐만 아니라 그 의미까지 변화시켰음을 강조

- 공간 및 구술 유형에서 가장 많이 분포하는 이야기 

- 핵심키워드 : 근현대 농업사를 잘 보여주는 동네 동산동

- 시기별 근현대 농업사 : 일제강점기, 해방 이후~1980년대 후반

- 이야기 분포 현황 : 일제강점기, 1950년대(6.25)~현재까지 고루 분포

- 일제강점기 개발의 풍경 : 식민지수탈의 현장과 농촌의 풍경

- 식민지수탈의 현장 : 동산농장(현 전북중학교 자리), 가마니공장(현 마음사랑요양병원)

- 일제강점기 군산으로 쌀을 실어가는 호남평야의 관문이었던 동산동

- 식민지 쌀 도정ㆍ운반ㆍ수탈의 현장 동산동 : 동산농장~가마니공장~동산역

- 동산역 : 근대철도의 탄생, 쌀 수탈 운반로, 교통로, 학생들의 통학수단 기억 

- 일제강점기 일본인 생활권 형성 : 동산농장, 동산의원, 신사(현 동산교회), 우체국,

파출소 등 

- 과거 일본인 생활권 지역 변화 : 전북중과 우석고 등의 학군 형성, 우체국과 파출소 

리모델링 등

- 일제강점기나 현재나 동산동 중심지를 연상케 하는 일제강점기 일본인 생활권 지역 

- 현재는 보기 힘든 일제강점기 경관 : 경관의 변화, 현존하는 일본식 건축물이 거의 없음 

- 농촌의 풍경 : 양근해씨의 방앗간(현 해든아파트), 농업 관련(만경강 뚝, 홍수) 이야기 등 

- 해방 이후 기억 : 한청(대한청년단) 건물(지금은 쓰러져가는 2층의 낡은 한옥건축지붕

건축물)

- 1950년대 개발의 풍경 : 정암마을(장동 에코르아파트)에 대한 기억

- 1950년대 동산동 풍경 : ‘전에는 다 농장이었어요(복숭아, 포도, 감).

- 1960년대 농촌 상업의 풍경 : 이디야 맞은편 상점가(도정공장, 자전거, 농약, 아이스

께끼 등)

- 1970년대까지도 농촌의 풍경 : 포도과수원이었던 전북중학교 운동장, 넓게 펼쳐진 

밭 풍경

- 1980년대 농촌의 풍경 : 야산에 시골길ㆍ황토길 전주공업고등학교 자리, 교통 불편 

양마마을

- 1980년대 후반 풍경의 변화 : 전주시 편입, 태평마을 주변의 변화 등

- 1990년대 개발의 풍경 : 반중공업지역, 동산동~삼례길 뚫리면서 사라진 정미소들 등

- 현재 개발의 풍경 : 혁신도시사업 관련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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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도시사업 관련 이야기 : 만성동 두현마을과 용흥마을에서 수집, 혁신도시 개발과정

- 농촌개발과 도시개발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장소

- 농촌개발 : 일제강점기 개발, 해방 이후 조촌면 농촌 개발, 1970년대 고랑동 기계화영농

- 도시개발 : 1987년 전주시 편입(조촌읍에서 동산동 변화), 아파트 개발, 상업 풍경의 

변화 등

- 난개발 느낌 : 노후화된 아파트ㆍ소규모 상점들ㆍ단층 주택들이 무질서하게 자리 

잡고 있는 풍경

- 근현대 드라마세트장을 연상케 하는 동산동의 시대성과 장소성

- 일제강점기~현재까지의 모습을 담은 건축물들이 한 장소에 뒤섞여있는 느낌을 

주는 동산동 

- 시간의 공백기 : 대한제국기, 1940년대(해방 이후)

- 시간의 공백기 해석 : 이 시기를 경험한 세대가 드문 상황, 뚜렷한 개발의 지표가 

안 나타남

  (3) 시대생활상 

- 분류기준 : 동산동 주민들의 구술을 통해 본 삶의 단상 

- 공간 및 구술 유형에서 문화자원과 함께 세 번째로 많이 분포하는 이야기 

- 일제강점기 일본인이 많이 살던 동네 동산동

- 쪽구름 장터 추억 : 국밥과 국수(1940~1950년대)

- 1950년대 놀이문화 기억 : 소풍장소(황방산, 덕진연못, 비비정) 관련 추억 

- 1960년대 놀이문화 기억 : ‘벌떡보’에서 고기잡이, 영사기로 영화를 봤던 추억 등

- 1960년대 시대의 기억 : 도둑 대비 주민들의 야경 순찰 이야기(화개마을)

- 시대생활 변화의 기억 : 2000년대 화개마을 농경문화 약화(개별생활로 변화)

- 1970년대 고랑동 전북영농 : 초창기 민간영농대행회사, 전라북도 도지사의 초도순시,

박정희 대통령에게까지 알려진 기계화영농 등

  (4) 시대생활공간묘사 

- 분류기준 : 주민들의 삶이 만들어 낸 생활공간 

- 공간 및 구술 유형에서 두 번째로 많이 분포하는 이야기 

- 이야기 분포 장소 : 동산동, 고랑동, 여의동, 만성동, 장동으로 구분

- 동산동 이야기 장소: 일제강점기, 1940년대(해방 이후), 1950년대(휴전 이후) 분포

- 일제강점기 동산동 이야기 장소 : 이야기 밀집(조촌동, 쪽구름장터, 곡창지대, ‘메가

리간’(정미소), 일본인들이 다니던 동산초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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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0년대(해방 이후) 동산동 이야기 장소 : 조촌초등학교(오전, 오후반, 학창시절의 기억)

- 1950년대(휴전 이후) 동산동 이야기 장소 : 동산의원 옆에 있던 ‘중국약방’

- 여의동 이야기 장소 : 일제강점기, 1950년대(6.25), 1960년대, 1970년대, 현재 분포

- 일제강점기 여의동 이야기 장소 : 폭격이 시작되면 숨었던 양마마을

- 1950년대(6.25) 여의동 이야기 장소 : 6.25전쟁과 밤새 다리를 만들던 부역(양마마을)

- 1960년대 여의동 이야기 장소 : 상이용사촌이었던 태평마을

- 1970년대 여의동 이야기 장소 : 들고나는 동네 태평마을(빈민촌), 초가집이 많았던 

옛 풍경 및 새마을운동 이후 슬레이트 지붕으로 교체(화개마을), 마을이름 따라 태

평하게 산다는 태평마을

- 현재 여의동 이야기 장소 : 최근 들어오기 시작한 외지사람들(양마마을)

- 만성동 이야기 장소 : 대한제국기, 1950년대(휴전 이후), 1980년대, 현재 분포

- 대한제국기 만성동 이야기 장소 : 120년 전 만성교회 주변 숲 조성, 만성교회 소학교 이야기

- 1950년~1960년대 만성동 이야기 장소 : 만성초등학교 운동회 추억

- 1980년대 만성동 이야기 장소 : 교습소 글씨가 새겨진 건물(용흥마을)

- 현재의 만성동 이야기 장소 : 혁신도시의 영향-두현마을 경관 변화(외지인들 원룸촌 형성)

  (5) 농업  

- 분류기준 : 농촌의 풍경, 농업 관련 기억 및 지식

- 공간 및 구술 유형에서 아홉 번째로 많이 분포하는 이야기 

- 이야기 특성 : 고랑동 전북영농 이야기와 여의동 화개마을 농사 이야기로 분류

- 고랑동 전북영농 이야기 : 1970년대 전국 최초 기계화영농, 시범기계화영농(현재  

월드컵경기장)

- 여의동 화개마을 농사 이야기 : 현재까지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들(벼농사, 밭농사, 과수농사)

  (6) 생산시설 

- 분류기준 : 생산지대의 풍경, 생산시설 관련 기억

- 공간 및 구술 유형에서 일곱 번째로 많이 분포하는 이야기 

- 전통가내수공업 관련 이야기 수집하지 못했음

- 전통가내수공업보다는 경공업이 발달했던 동네 

- 경공업 분야 : 농업 관련 분야와 연초장(연엽초 공장, 담배연료 가공)으로 구분

- 농업 관련 경공업 분야 : 도정공장, 주정공장(원불교교당자리), 방앗간, 풀무간(대장간),

주조장

- 연초장 관련 기억 : 1960년대 여의동제일아파트 자리, 1980년대 2,000여명 근로자 근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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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공업 분포 연도 : 일제강점기, 1940년대(해방이후), 1950년대(휴전이후), 1960년대, 1980년대

- 1950년대 한국전쟁, 1970년대, 1990년대 이후 시간의 공백기

- 1950년대 한국전쟁 해석 : 전쟁의 영향으로 산업시설 발달하지 못했음

- 1990년대 이후 시간의 공백기 해석 : 1990년대 이후 생산시설 미발달 

  (7) 상업시설 

- 분류기준 : 상업지대의 풍경, 상업시설 관련 기억

- 공간 및 구술 유형에서 열 번째로 많이 분포하는 이야기 

- 핵심 키워드 : 원불교 교당 자리에 있던 사진관(왜정~해방 이후), 동산의원, 동산양

장점, 번화가

- 근대건축물(혹은 근대건축유산) 가치를 간직하고 있는 ‘동산의원’

- ‘동산의원’의 시대성과 장소성 : 일제강점기 일본식 병원, 해방 후 동네 의원, 현재 주택 

- ‘동산의원’ 소유자 변화 : 일제강점기 일본인~해방 후 전귀순 시아버지(조촌면 공의)

-전귀순 부부

- ‘동산의원’ 현황 : 건축물 외관 유지, 건축물 내부 및 지붕재료 등의 변형 

- ‘동산의원’ 건축 가치 : ‘동산의원’을 제외하고는 현존하는 건축물들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

- ‘동산의원’ 보존 가치 : 근현대 건축물 연구와 근현대 의료사 연구의 귀중한 자료

- ‘동산의원’ 보존 현황 : 현재 이 집에 거주하는 전귀순의 건강 악화로 인한 사망 시 

보존 불확실

- ‘십자병원’ : 주민들만이 기억하는 동산의원의 또 다른 명칭 

- 1960년대 동산양장점(의상실) 위치, 주문 방식, 거래처, 품목(교복, 조촌초 무용복 등)

등의 기억

- 동산동의 번화가 : 1960년대 동산동 우체국 자리, 술집(색시집)들, 전주에서 찾아올  

만큼 번성 

  (8) 정주공간 

- 분류기준 : 주민들이 거주하는 공간 관련 기억 및 이야기 

- 공간 및 구술 유형에서 생산시설과 더불어 일곱 번째로 많이 분포하는 이야기 

- 시기별 변화양상 : 1970년대 새마을운동/1987년 전주시 편입 이후/2000년대/2000년

대~현재

- 1970년대 새마을운동 이후 지어진 슬레이트집과 담(양마마을)

- 1987년 동산동 전주시 편입 이후 변화 : 아파트 관련 이야기 많이 수집

- 동산동 아파트 변화 역사 : 1977년도, 1990년대 개발, 2000년대 이후 개발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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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편입 전인 조촌면 동산동 : 1977년도 직업훈련원 사택

- 조촌면에 속해 있었던 1970, 1980년대 아파트 거의 없었음 

- 동산동 전주시 편입 도시 개발 : 1990년대 백우아파트, 최초의 민가아파트 한강아파트

- 2000년대 이후 개발 : 2003년부터 입주한 여의동 제일아파트

- 2000년대~현재 : 두현마을 오ㆍ폐수 관련 이야기, 2016년도부터 들어오게 된 도시가스

  (9) 사건 

- 분류기준 : 동산동의 역사적 사건이나 최근 이슈를 중심으로 정리 

- 동산동 현장에서 확인된 자료는 없었음 

  (10) 기관 

- 분류기준 : 공공기관 관련 기억 및 이야기 

- 공간 및 구술 유형에서 여섯 번째로 많이 분포하는 이야기 

- 기관 분류 : 학교, 시대역사 건축물, 경로당 등

- 동산동 학교 : 100년 역사의 조촌초등학교, 전북고(우석고) 자리에 있던 ‘고등공민학교’ 등

- 만성동 학교 : 용흥마을에서 혁신도시로 이전한 만성초등학교, 아람유치원(옛 만성초 

운동장)

- 시대역사 건축물 : 한국전쟁 상이용사촌 기억 정양원, 동산우체국 맞은편 한청(대한 

청년단) 건물

- 경로당 : 농촌마을 주로 분포, 만성동 두현마을 두현경로당, 만성동 용흥마을 용흥경로당 

  (11) 인물 

- 분류기준 : 마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인물이나 마을의 특징을 보여줄 수 있는  

인물을 선정

- 시대적 인물 : 동네 인물, 근현대 농업사 관련 인물 등으로 구분

- 시대적 인물 : 강인규(1970년대 기계화영농 ‘전북영농’ 창립멤버,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동네 인물 : 동네 근현대 의료사를 보여줄 수 있는 동네 의사 하창수

- 근현대 농업사 관련 인물 : 동산동 4대 지주(권상길, 백낙권, 양봉원, 박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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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자연지형 

- 분류기준 : 자연경관의 특성, 자연경관에 담긴 주민들의 기억이나 이야기, 지명유래  

등을 포함

- 공간 및 구술 유형에서 열 번째로 많이 분포하고 있는 이야기 

- 토질 특성 키워드 : 황토밭에 주로 심었던 농작물

- 동네 특성 키워드 : ‘각시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사는 동네’

- 시대 특성 키워드 : 쪽구름 장터의 유래와 위치(60~70년 전)

- 황방산 권역의 가능성 : 황방산 자락이 감싸 안은 만성동 용흥마을

- 스토리텔링, 교육 자료 활용 가능성 : ‘용(龍)’자 이름의 마을들, 되바위(혹은 말바위)와

두현마을 등 

  (13) 문화자원 

- 분류기준 : 문화자원 이야기에는 유형의 문화자원과 무형의 문화자원이 포함

- 공간 및 구술 유형에서 시대생활상과 더불어 세 번째로 많이 분포하는 이야기 

- 유형의 문화자원 : 맥락상 역사문화자원과 근현대문화자원으로 구분

- 역사문화자원 : 이도령이 한양 갈 때 걸어다녔던 주엽정이 , 평강채씨열녀문, 용흥마을

노거수

- 근현대문화자원 : 만성교회 약사, 반월정미소, 짝을 잃어버린 수은행나무(두현마을) 등 

- 무형의 문화자원 : 1940년대 아이들의 놀이, 민간요법(말라리아, 초학), 정월대보름 관련 

기억 등

(14) 공동체 활동

- 분류기준 : 공동체활동 이야기에는 공동체조직, 공동체사업, 공동체관습 등이 포함

- 공간 및 구술 유형에서 다섯 번째로 많이 분포하는 이야기 

- 해방 이후 행정조직 이야기 : 해방 이후 구장을 맡아서 했던 아버지(양마마을)

- 공동체조직 : 만성초 총동창회 이야기, 식구이자 친구인 제일아파트경로당 회원들

(여의동)

- 공동체사업 : 동산동의 유래 및 역사를 한 눈에 보여주는 여의동 제일아파트 옆 벽화

- 공동체관습 : 양마마을과 화개마을에 집중

- 양마마을 : 매일 밥을 같이 해 먹는 관습, 풍장꾼들이 많던 양마마을

- 화개마을 : 정월대보름 풍습, 지금도 심심하면 가끔씩 ‘풍장놀이’, 화개경로당 활동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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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및 구술 
유형

주요 키워드

단순한 도로나 
공간 변화

교통(서울·삼례·군산)의 요지, 동산동/ ‘고랑리’(현 전북여고)에 관한 이야기/ 유상리에 있던 호남제일문/ 제일아
파트에 있던 연초장(50년전)/ 민간비행장이 있던 동산동/ 삼례생활권, 동산동/ 정암마을(장동 에코르아파트)에 
대한 기억/ 동산농장(전북중 자리)/ ‘서울 안 부럽다’(수도시설, 도로정비)/ 태평마을 주변의 변화(빈터에서 전주
공고, 현대자동차 건물, 1980~1990년대)/ 교통이 불편한 태평마을/ 양근해씨의 방앗간(현 해든아파트)/ 동산농
장주식회사였던 전북고 자리/ 포도 과수원이었던 전북중 운동장/ 두현마을 시설의 변화/ 두현마을 길 관련 이
야기/ 6.25전쟁과 밤새 다리를 만들던 부역(양마)/ 동산동-삼례길(15~20년전)이 뚫리면서 도로변의 정미소들이 
많이 사라짐/ 전군간 도로에서 동네 길로 변한 쪽구름로/ 야산에 시골길・황토길이었던 전주공업고등학교/    

시대생활상 

전라북도도지사의 초도순시/ 박정희 대통령에게까지 알려진 기계화영농/ ‘초창기에는 전북영농이 아닌 민간
영농대행회사였어’/ 전북영농 다시 살려려 했으나 어려웠던 이야기/ 농업 관련(만경강 뚝, 홍수)
이야기(1930년대전)/ 월드컵경기장 쪽 ‘벌떡보’에서 고기잡던 기억/ 송천동에서 올만큼 규모가 
컸던 조촌초/ 이디야 커피 맞은편 상점가(도정공장,자전거,농약,아이스께끼 공장)/ 일본인이 많
이 살던 동네/ 전두환의 조촌면 초도순시/ 60년 전 동산동 풍경-‘전에는 그냥 다 농장이었어요
(복숭아,포도,감)’/ 쪽구름 장터에서 먹었던 국밥과 국수(1940~50년대)/ 1950년대의 소풍장소
(황방산,덕진연못,비비정)/ 조촌동에 있었던 쪽구름장/ 일본 신사가 있던 동산교회/ 동네 유지 
박찬오씨의 주조장/ 흥아풀무간(세원아파트 근처, 해든아파트 자리)/ 최근 아파트와 시설이 들
어서면서 동네 풍경이 달라지고 있는 동산동/ 군산으로 쌀을 실어가는 호남평야의 관문/ 두현마
을 혁신도시 개발과정/ 과거에 있었던 두현마을 모정 이야기/ 황방산 자락이 감싸안은 용흥마을
/ 용흥마을 들어오는 입구에 있었다는 우물/ 참샘 서당 이야기(용흥마을)/ 젊은이들이 거의 없
는 마을 분위기(용흥마을)/ ‘혁신도시가 되면서 여기 땅값이 많이 올라갔지(용흥마을)‘/ 영사기
로 영화를 보았던 추억(용흥)/ 밥 한 그릇으로 다섯 명이 먹는 방법(양마마을)/ 매일 나무를 하
러 다니던 기억(양마)/ 원래 한 마을이었던 화개,양마마을/ 최근 들어오는 외지 사람들(양마)/ 
곡창지대라 정미소가 많았던 동산동/ ’전주시 33개동 중 1번으로 컸던 동산동‘/ 반월정미소/ 쪽
구름 장터의 유래와 위치(6~70년전)/ 왜정 때, ‘메가리간’이라고 불리던 정미소/ 농경문화에서 
개별생활로 변한 화개마을/         

시대생활공간묘
사 

반중공업지역(집도 지을 수 있고, 공장도 지을 수 있는)/전주시로 편입되기 전후 달라진 점(땅
값 상승)/상이용사촌이었던 태평마을/왔다가는(들고나는) 동네 태평마을(빈민촌)/온통 밭이었던 
동산동 일대/일본인들이 다니던 동산초교/해든아파트 옆에 있던 방죽/동산의원 옆에 있던 ‘중국
약방’/ 땅값이 비쌌던 동산동/두현마을 경관의 변화(외지인들에 의한 원룸촌 형성)/교습소 글씨
가 새겨진 건물(용흥마을)/지금은 없어진 용흥마을 참샘/왜정 때, 가마니공장이던 동산동 마음
사랑요양병원/ 초가집이 많았던 옛 풍경, 새마을운동 이후 슬라브 지붕으로 교체(화개마을)/   

④
생
산
시
설

4-1
전통가내수

공업

4-2
경공업

시범 기계화 영농(현재의 월드컵경기장 자리)/80여명의 직원이 일하던 도정공장/ 원불교 자리에 
있던 주정공장/ 4개의 큰 방앗간(4대지주)

  (15) 타동 관련 이야기 

- 분류기준 : 동산동 거주 주민들에게서 본동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타동 관련 이야기도 수집

- 핵심키워드 : 시대풍경- 이동교 우시장(우전)에 있던 직업 소몰이꾼, 덕진세원아파트

이야기

  (16) 그 외의 이야기

- 분류기준 : 본동의 이야기와 타동 관련 이야기에 포함되지 않은 개인적인 이야기 

- 핵심 키워드 : 동산동 지명유래, 동산동의 여의도 ‘여의동’, 양마마을 터를 잡고 살게 된 계기

- 동산동의 여의도 ‘여의동’, ‘여의동’이 동산동 중심이라는 동산동 주민들의 해석 

<표 11> 이야기 유형에 따른 이야기 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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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상업시설
동산동의 번화가/2,000여명의 근로자가 일했던 동산동 연엽초 공장/‘십자병원’이라 불리던 동산의원
/ 동산양장점(이화자 구술자 운영)/옛 만성초등학교 운동장 자리였던 아람유치원/왜정 때부터 해방 
이후까지 원불교 교당 자리에 한국인이 운영하던 사진관/ 

⑥ 거주시설
동산동의 아파트(직업훈련원 사택(77년도)·백우아파트(90년대)·최초의민가아파트 한강@)/ 2003년부터 입주한 
여의동 제일아파트/ 2016년부터 들어오게 된 도시가스/ 비슷비슷한 구조를 가진 집들/ 두현마을 오·폐수 관련 
이야기/ 두현경로당/ 새마을 운동 이후 지어진 슬레이트 집과 담(양마)/ 동산동 제일아파트(13년 전 건립)/  

⑦ 
사건(민담·일화)

전북영농의 활동/79년도 태풍 만성교회 귀신터 이야기/1940년도 조촌초등학교(오전·오후반, 학
창시절의 기억)/일제강점기 폭격이 시작되면 숨었던 기억(양마)/동산동의 여의도, ‘여의동’/‘도둑 
잡는다고 마을사람들이 ’야경‘으로 순찰 돌던 이야기(화개마을)/    

⑧ 
공공기관·시설

전국 최초의 기계화영농/전북영농 관련 이야기/100년 역사의 조촌초/동산의원, 조촌초교/정양원/
전북중(우석중)은 동산중학교의 전신/전북고(우석고) 자리에 있던 ‘고등공민학교’(60년전)/동산
우체국 맞은편 건물, 한청(대한청년단)/옛 만성초등학교 자리였던 현)학생인권교육센터/만성교
회 소학교 이야기/용흥경로당/용흥마을 모정/ 

⑨ 인물
강인규(구술자,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동산동 4대지주(권삼길, 백낙권, 양봉원, 박찬오)/돌팔
이 의사 하창수/ 

⑩ 
자연지형(기후)

‘각시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사는 동네’/ 이도령이 한양갈 때 걸어다녔다던 주엽쟁이/ 120년 전에는 
만성교회 주변으로 숲이 조성/ 황토밭에 주로 심었던 농작물/ 

⑪ 
문화자원(자료)

제일아파트 옆 벽화/ 수령 3~400년으로 추정되는 두현마을 느티나무/ 두 개의 두현마을 표지석/ 평강 채씨 열
녀문(두현마을)/ 두현마을경로당 신축기념비/ 짝을 잃어버린 수은행나무(두현마을)/ 만성교회 약사(역사)/ 용흥마
을 노거수(오래된 당산목)/ 용흥마을 표지석/ 400년 된 화개마을의 나무/    

⑫ 공동체활동
(민속,풍습)

어릴 때 놀던 추억(자치기,모치기)/ 정월보름 때 행사를 많이 했던 기억/ 민간요법(말라리라, 초학)에 얽힌 
일화/ 만성초 총동창회 이야기/ 만성초등학교 운동회 추억(1950~1960년대)/ 풍장꾼들이 많던 양마마을/ 
1940년대 아이들의 놀이(양마마을-자치기,모치기,패치기,다마치기)/ 해방 이후 구장을 맡아서 했던 아버지
(양마마을)/ 매일 밥을 같이 해 먹는 양마마을 경로당/ 인심이 좋은 양마마을/ 식구이자 친구인 제일아파트
경로당 회원들/ 화개마을의 정월대보름(지신밟기, 나눔풍습, 윷놀이)/ 지금도 심심하면 가끔씩 ‘풍장놀이’(화
개)/ 화개경로당 활동들(치매교육, 건강관리, 선진지견학, 관광 등)

⑬ 타동 관련 
이야기

사실은 전북영농은 도청에 있어요(1978년도)/ 덕진세원아파트 이야기/ 이동교 우시장(우전)에 있던 직업, 
소몰이꾼/  

⑭ 기타
(지명유래, 

행정, 인구현황, 
소득작물 등)

동산동 지명유래/동산동으로 편입된 조촌동(행정)/마을이름 따라 주민들이 태평하게 잘산다는 태평
마을 되바위(혹은 말바위)와 두현마을/ 양마마을 유래/‘용’자 들어간 마을이 유독 많은 동산동/ 주엽
정이/화개마을의 유래/화개마을 인구현황(32가구, 90여 세대)/ 화개마을에서 주로 짓는 농사(밭농
사, 벼농사, 과수농사)/양마마을에 터를 잡고 살게된 계기(조용훈 노인회장)     

1.
단순한 도로나 

공간 변화

동산동

교통(서울·삼례·군산)의 요지, 동산동/민간비행장이 있던 동산동/ 삼례생활권, 동산동/
동산농장(전북중 자리) 양근해씨의 방앗간(현 해든아파트)/동산농장주식회사였던 전
북고 자리/ 포도 과수원이었던 전북중 운동장/동산동-삼례길(15~20년전)이 뚫리면서 
도로변의 정미소들이 많이 사라짐/전군간 도로에서 동네 길로 변한 쪽구름로

여의동

유상리에 있던 호남제일문/제일아파트에 있던 연초장(50년전)/‘서울 안 부럽다’(수도
시설, 도로정비)/태평마을 주변의 변화(빈터에서 전주공고, 현대자동차 건물, 
1980~1990년대)/교통이 불편한 태평마을/6.25전쟁과 밤새 다리를 만들던 부역(양
마)/야산에 시골길・황토길이었던 전주공업고등학교

장동 정암마을(장동 에코르아파트)에 대한 기억

만성동 두현마을 시설의 변화/ 두현마을 길 관련 이야기

고랑동  ‘고랑리’(현 전북여고)에 관한 이야기

2. 시대생활상 동산동

이디야 커피 맞은편 상점가(도정공장,자전거,농약,아이스께끼 공장)/일본인이 많이 살
던 동네/60년 전 동산동 풍경-‘전에는 그냥 다 농장이었어요(복숭아,포도,감)’/쪽구름 
장터에서 먹었던 국밥과 국수(1940~50년대)/조촌동에 있었던 쪽구름장/ 일본 신사가 
있던 동산교회/최근 아파트와 시설이 들어서면서 동네 풍경이 달라지고 있는 동산동/
군산으로 쌀을 실어가는 호남평야의 관문/곡창지대라 정미소가 많았던 동산동/’전주시 
33개동 중 1번으로 컸던 동산동‘/쪽구름 장터의 유래와 위치(6~70년전) 

<표 12> 공간 축에 따른 이야기 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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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동
월드컵경기장 쪽 ‘벌떡보’에서 고기잡던 기억/ 송천동에서 올만큼 규모가 컸던 조촌초
/밥 한 그릇으로 다섯 명이 먹는 방법(양마마을)/ 매일 나무를 하러 다니던 기억(양
마)/최근 들어오는 외지 사람들(양마)  

장동 농경문화에서 개별생활로 변한 화개마을

만성동

두현마을 혁신도시 개발과정/과거에 있었던 두현마을 모정 이야기/황방산 자락이 감
싸안은 용흥마을/용흥마을 들어오는 입구에 있었다는 우물/참샘 서당 이야기(용흥마
을)/젊은이들이 거의 없는 마을 분위기(용흥마을)/‘혁신도시가 되면서 여기 땅값이 많
이 올라갔지(용흥마을)‘/영사기로 영화를 보았던 추억(용흥) 

고랑동
전라북도도지사의 초도순시/박정희 대통령에게까지 알려진 기계화영농/‘초창기에는 전
북영농이 아닌 민간영농대행회사였어’/전북영농 다시 살려려 했으나 어려웠던 이야기/
농업 관련(만경강 뚝, 홍수)이야기(1930년대전)/전두환의 조촌면 초도순시 

공통기억 1950년대의 소풍장소(황방산,덕진연못,비비정)/원래 한 마을이었던 화개,양마마을 

기타
동네 유지 박찬오씨의 주조장/흥아풀무간(세원아파트 근처, 해든아파트 자리)/반월정
미소/왜정 때, ‘메가리간’이라고 불리던 정미소

3. 
시대생활공간묘사

동산동
온통 밭이었던 동산동 일대/일본인들이 다니던 동산초교/동산의원 옆에 있던 ‘중국약
방’/땅값이 비쌌던 동산동/왜정 때, 가마니공장이던 동산동 마음사랑요양병원 

여의동 상이용사촌이었던 태평마을/왔다가는(들고나는) 동네 태평마을(빈민촌)

장동 초가집이 많았던 옛 풍경, 새마을운동 이후 슬라브 지붕으로 교체(화개마을)  

만성동
두현마을 경관의 변화(외지인들에 의한 원룸촌 형성)/교습소 글씨가 새겨진 건물(용
흥마을)/지금은 없어진 용흥마을 참샘

기타
반중공업지역(집도 지을 수 있고, 공장도 지을 수 있는)/전주시로 편입되기 전후 달라
진 점(땅값 상승)/해든아파트 옆에 있던 방죽

4. 생산시설

동산동 경공업) 80여명의 직원이 일하던 도정공장/4개의 큰 방앗간(4대지주) 

장동 경공업) 시범 기계화 영농(현재의 월드컵경기장 자리)

기타 경공업) 경공업원불교 자리에 있던 주정공장

5. 상업시설

동산동 동산동의 번화가/동산양장점(이화자 구술자 운영)

여의동  2,000여명의 근로자가 일했던 동산동 연엽초 공장/‘십자병원’이라불리던 동산의원

만성동 옛 만성초등학교 운동장 자리였던 아람유치원

기타 왜정 때부터 해방 이후까지 원불교 교당 자리에 한국인이 운영하던 사진관

6. 거주시설

동산동 동산동의 아파트(직업훈련원 사택(77년도)·백우아파트(90년대)·최초의민가아파트 한강@)

여의동
2003년부터 입주한 여의동 제일아파트/ 2016년부터 들어오게 된 도시가스/비슷비슷
한 구조를 가진 집들/새마을 운동 이후 지어진 슬레이트 집과 담(양마)/동산동 제일
아파트(13년 전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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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동 두현마을 오·폐수 관련 이야기/두현경로당

7. 사건

여의동
1940년도 조촌초등학교(오전·오후반, 학창시절의 기억)/일제강점기 폭격이 시작되면 
숨었던 기억(양마)/동산동의 여의도, ‘여의동’

장동 ‘도둑 잡는다고 마을사람들이 ’야경‘으로 순찰 돌던 이야기(화개마을)  

만성동 만성교회 귀신터 이야기

고랑동 전북영농의 활동/ 79년도 태풍

8. 기관

동산동
동산의원, 조촌초교/전북중(우석중)은 동산중학교의 전신/전북고(우석고) 자리에 있던 
‘고등공민학교’(60년전)/동산우체국 맞은편 건물, 한청(대한청년단)

여의동 100년 역사의 조촌초/ 정양원

만성동
옛 만성초등학교 자리였던 현)학생인권교육센터/만성교회 소학교 이야기/용흥경로당/ 
용흥마을 모정

고랑동 전국 최초의 기계화영농/전북영농 관련 이야기

9. 인물
동산동  동산동 4대지주(권삼길, 백낙권, 양봉원, 박찬오)/돌팔이 의사 하창수

기타 강인규(구술자,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10. 자연지형

동산동 각시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사는 동네’

여의동 황토밭에 주로 심었던 농작물

만성동 120년 전에는 만성교회 주변으로 숲이 조성

고랑동 이도령이 한양갈 때 걸어다녔다던 주엽쟁이

11. 문화자원

여의동 제일아파트 옆 벽화

장동 400년 된 화개마을의 나무   

만성동
수령 3~400년으로 추정되는 두현마을 느티나무/두 개의 두현마을 표지석/평강 채씨 
열녀문(두현마을)/두현마을경로당 신축기념비/짝을 잃어버린 수은행나무(두현마을)/만
성교회 약사(역사)/용흥마을 노거수(오래된 당산목)/용흥마을 표지석

12. 공동체활동

동산동 민간요법(말라리라, 초학)에 얽힌 일화

여의동
풍장꾼들이 많던 양마마을/ 1940년대 아이들의 놀이(양마마을-자치기,모치기,패치기,다마치기)/ 
해방 이후 구장을 맡아서 했던 아버지(양마마을)/ 매일 밥을 같이 해 먹는 양마마을 경로당/ 인
심이 좋은 양마마을/ 식구이자 친구인 제일아파트경로당 회원들

장동
화개마을의 정월대보름(지신밟기, 나눔풍습, 윷놀이)/ 지금도 심심하면 가끔씩 ‘풍장놀이’(화개)/ 
화개경로당 활동들(치매교육, 건강관리, 선진지견학, 관광 등)

만성동 만성초 총동창회 이야기/ 만성초등학교 운동회 추억(1950~1960년대)

고랑동

공통기억

기타 어릴 때 놀던 추억(자치기,모치기)/ 정월보름 때 행사를 많이 했던 기억

타동 관련 이야기
 사실은 전북영농은 도청에 있어요(1978년도)/ 덕진세원아파트 이야기/이동교 우시장(우전)에 있던 직업,
 소몰이꾼 

기타    동산동 동산동 지명유래/ 동산동으로 편입된 조촌동(행정)/ ‘용’자 들어간 마을이 유독 많은 동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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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동
 마을이름 따라 주민들이 태평하게 잘산다는 태평마을/양마마을 유래/양마마을에 터를 잡고 살
게된 계기(조용훈 노인회장)  

  장동
화개마을의 유래/ 화개마을 인구현황(32가구, 90여 세대)/ 화개마을에서 주로 짓는 농사(밭농
사, 벼농사, 과수농사)

  만성동 되바위(혹은 말바위)와 두현마을

  고랑동 주엽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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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분류

공간 및
구술 유형

주요 키워드

대한제국기
(1897~1910)

일제강점기
(1910~1940)

1940년대
(해방이후)

1950년대
(6.25)

1950년대
(휴전이후)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현재
기타

(시대미상)

단순한 도로나
공간 변화

-동산농장(전북중 자리)
-양근해씨의 방앗간(현 
해든아파트)

-동산농장주식회사였던 
전북고 자리

-농업 관련(만경강 뚝, 홍
수)이야기(1930년대전)

-일본 신사가 있던 동산
교회

-군산으로 쌀을 실어가는 
호남평야의 관문

-왜정 때, 가마니공장이
던 동산동 마음사랑요양
병원

정암마을(장동 에코르아파
트)에 대한 기억

 -60년 전, 동산동 풍경
-‘전에는 그냥 다 농장이
었어요(복숭아,포도,감)

-

-이디야 커피 맞은편 상
점가(도정공장,자전거,농
약,아이스께끼 공장)

-

-민간비행장이 있던 동산
동

-삼례생활권, 동산동
- ‘서울 안 부럽다’(수도
시설, 도로정비)

-포도 과수원이었던 전북
중 운동장

-온통 밭이었던 동산동 
일대

-‘고랑리’(현 전북여고)에 
관한 이야기

-태평마을 주변의 변화
(빈터에서 전주공고, 현
대자동차 건물, 
1980~1990년대)

-교통이 불편한 태평마을
-야산에 시골길・황토길
이었던 전주공업고등학
교

-전주시로 편입되기 전후 
달라진 점(땅값 상승)

-동산동으로 편입된 조촌
동(행정)

-교통(서울·삼례·군산)의 
요지, 동산동

-동산동->삼례길(15~20
년전)이 뚫리면서 도로변
의 정미소들이 많이 사라
짐

-반중공업지역(집도 지을 
수 있고, 공장도 지을 수 
있는)

-전군간 도로에서 동네 
길로 변한 쪽구름로

-최근 아파트와 시설이 
들어서면서 동네 풍경이 
달라지고 있는 동산동

-두현마을 혁신도시 개발
과정

-‘혁신도시가 되면서 여
기 땅값이 많이 올라갔지
(용흥마을)‘

-옛 만성초등학교 자리였
던 현)학생인권교육센터

-유상리에 있던 호남제일
문

-두현마을 시설의 변화
-두현마을 길 관련 이야
기

-해든아파트 옆에 있던 
방죽

-화개마을 인구현황(32가
구, 90여 세대)

시대생활상 

-일본인이 많이 살던 동
네

-쪽구름 장터에서 먹었던 
국밥과 국수(1940~50
년대)

-송천동에서 올만큼 규모
가 컸던 조촌초

-1950년대의 소풍장소
(황방산,덕진연못,비비
정)

-밥 한 그릇으로 다섯 명
이 먹는 방법(양마마을)

-매일 나무를 하러 다니
던 기억(양마)

-월드컵 경기장 쪽 ‘벌떡
보’에서 고기잡던 기억

-영사기로 영화를 보았던 
추억(용흥)

-‘도둑 잡는다고 마을사
람들이 ’야경‘으로 순찰 
돌던 이야기(화개마을)

-전라북도 도지사의 초도
순시(고랑동)

-박정희 대통령에게까지 
알려진 기계화영농

-‘초창기에는 전북영농이 
아닌 민간영농대행회사
였어’

-전북영농 다시 살리려 
했으나 어려웠던 이야기

-전두환의 조촌면 초도순
시

-

-젊은이들이 거의 없는 
마을 분위기(용흥마을)

-농경문화에서 개별생활
로 변한 화개마을

-인심이 좋은 양마마을

시대생활
공간묘사

-만성교회 소학교 이야기
-120년 전에는 만성교회 
주변으로 숲이 조성

-조촌동에 있었던 쪽구름
장

-곡창지대라 정미소가 많
았던 동산동

-왜정 때, ‘메가리간’이라
고 불리던 정미소

-일본인들이 다니던 동산
초교

-일제강점기 폭격이 시작
되면 숨었던 기억(양마)

-1940년도 조촌초등학교
(오전·오후반, 학창시절
의 기억)

- 6.25전쟁과 밤새 다리
를 만들던 부역(양마)

-상이용사촌이었던 태평
마을

-동산의원 옆에 있던 ‘중
국약방’

-만성초등학교 운동회 추
억(1950~1960년대)

- 과거에 있었던 두현마
을 모정 이야기

-원래 한 마을이었던 화
개,양마마을

-왔다가는(들고나는) 동네 
태평마을(빈민촌)

-초가집이 많았던 옛 풍
경, 새마을운동 이후 슬
라브 지붕으로 교체(화개
마을)

-마을이름 따라 주민들이 
태평하게 잘산다는 태평
마을

-’전주시 33개동 중 1번
으로 컸던 동산동‘

-땅값이 비쌌던 동산동
-교습소 글씨가 새겨진 
건물(용흥마을)

- 최근 들어오는 외지 사
람들(양마)

-두현마을 경관의 변화
(외지인들에 의한 원룸촌 
형성)

-용흥마을 들어오는 입구
에 있었다는 우물

-참샘 서당 이야기(용흥
마을)

-지금은 없어진 용흥마을 
참샘

-용흥마을 모정
-양마마을 유래
-화개마을의 유래

농업 -79년도 태풍

-시범 기계화 영농(현재
의 월드컵경기장 자리)

-전북영농의 활동
-전국 최초의 기계화영농
-전북영농 관련 이야기

-화개마을에서 주로 짓는 
농사(밭농사, 벼농사, 과
수농사)

생산
시설

전통
가내

수공업

경공업

-80여명의 직원이 일하던 
도정공장

-원불교 자리에 있던 주
정공장

-동네 유지 박찬오씨의 
주조장

-흥아풀무간(세원아파트 
근처, 해든아파트 자리)

-4개의 큰 방앗간(4대지
주)

-제일아파트에 있던 연초
장(50년전)

-2,000여명의 근로자가 
일했던 동산동 연엽초 공
장

광업

상업시설

-왜정 때부터 해방 이후
까지 원불교 교당 자리에 
한국인이 운영하던 사진
관

-‘십자병원’이라 불리던 
동산의원

-동산동의 번화가
-동산양장점(이화자 구술
자 운영)

<표 13> 시기구분에 따른 이야기 분류표 



시대 분류

공간 및
구술 유형

주요 키워드

대한제국기
(1897~1910)

일제강점기
(1910~1940)

1940년대
(해방이후)

1950년대
(6.25)

1950년대
(휴전이후)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현재
기타

(시대미상)

정주공간

-동산동의 아파트(직업훈
련원 사택(77년도)·백우
아파트(90년대)·최초의
민가아파트 한강@)

-새마을 운동 이후 지어
진 슬레이트 집과 담(양
마)

-2003년부터 입주한 여
의동 제일아파트

- 동산동 제일아파트(13
년 전 건립)

-2016년부터 들어오게 
된 도시가스

-비슷비슷한 구조를 가진 
집들

-두현마을 오·폐수 관련 
이야기

사건

기관
-100년 역사의 조촌초
-동산의원, 조촌초교

-정양원
-전북고(우석고) 자리에 
있던 ‘고등공민학교’(60
년전)

-동산우체국 맞은편 건
물, 한청(대한청년단)

-두현경로당

-전북중(우석중)은 동산중
학교의 전신

-용흥경로당

-옛 만성초등학교 운동장 
자리였던 아람유치원

인물
-동산동 4대 지주(권삼
길, 백낙권, 양봉원, 박
찬오)

-돌팔이 의사 하창수
-강인규(구술자,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자연지형
-쪽구름 장터의 유래와 
위치(6~70년전)

-황토밭에 주로 심었던 
농작물

-
-각시 없이는 살아도 장
화 없이는 못 사는 동네’

-황방산 자락이 감싸안은 
용흥마을

-되바위(혹은 말바위)와 
두현마을

-‘용’자 들어간 마을이 유
독 많은 동산동

문화자원
-짝을 잃어버린 수은행나
무(두현마을)

-만성교회 약사(역사)

-반월정미소
-1940년대 아이들의 놀
이(양마마을-자치기,모
치기,패치기,다마치기)

-민간요법(말라리라, 초
학)에 얽힌 일화

-어릴 때 놀던 추억(자치
기,모치기)

-수령 3~400년으로 추정
되는 두현마을 느티나무

-만성교회 귀신터 이야기
-이도령이 한양갈 때 걸
어다녔다던 주엽쟁이

-두 개의 두현마을 표지
석

-평강 채씨 열녀문(두현
마을)

-용흥마을 노거수(오래된 
당산목)

-용흥마을 표지석
- 정월보름 때 행사를 많
이 했던 기억

-주엽정이
-400년 된 화개마을의 
나무

공동체활동
-해방 이후 구장을 맡아
서 했던 아버지(양마마
을)

-제일아파트 옆 벽화

-두현마을경로당 신축기
념비

-매일 밥을 같이 해 먹는 
양마마을 경로당

-식구이자 친구인 제일아
파트경로당 회원들

-지금도 심심하면 가끔씩 
‘풍장놀이’(화개)

-화개경로당 활동들(치매
교육, 건강관리, 선진지
견학, 관광 등)

-만성초 총동창회 이야기
-풍장꾼들이 많던 양마마
을

-화개마을의 정월대보름
(지신밟기, 나눔풍습, 윷
놀이)

타동 관련 
이야기

- 이동교 우시장(우전)에 
있던 직업, 소몰이꾼

-사실은 전북영농은 도청
에 있어요(1978년도)

-덕진세원아파트 이야기

기타 -동산동 지명유래

-동산동의 여의도,
‘여의동’
-양마마을에 터를 잡고 
살게된 계기(조용훈 노인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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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산동 주민의 기억과 이야기 

동산동 기억의 풍경 작성 방향

   ∙ 기억의 풍경 설명 

- 공간 및 구술 유형을 시간별로 재배치

- 주요 키워드에 해당하는 면담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옮김 

1) 단순한 도로나 공간 변화 

   ∙ 일제강점기 : 동산동 “동산농장의 연원”

북전주 중학교가 농장자리야. 이쪽이 동산농장인 이유가 농터가 많아서 일본놈들이 전부 

나락 같은 거 그리 다 가져가서 그런거야. 그래서 역전이 그래서 생겼지. 수탈해가려고.

( ∙ ∙ ∙/제일아파트)

   ∙ 일제강점기 : 동산동 “밭이었던 미리내슈퍼 일대”

- 이 일대는 남원에서 온 양근해씨의 땅이었다고 함

- 해든아파트 자리가 양근해씨의 방앗간 자리였다고 함

- 전북고는 동산농장주식회사였다고 함 

- 휴 아파트(추후확인) 자리가 동산농장주식회사 방앗간 자리였다고 함

- 구술자 기억에 동산농장주식회사 방앗간에 엄청나게 큰 전기모터가 있었다고 함 

- 쌀 찧는 방앗간이 두 군데 있었음

- 해든아파트 옆에 방죽이 있었다고 함 

(황평연/미리내슈퍼)

  ∙ 일제강점기 : 동산동 “일본 신사가 있던 동산교회”

일제 강점기 때까지 있다가 해방 이후 사라짐 

(황평연/미리내슈퍼)

- 수십 개의 층계를 오르고 또 오르면 그 끝에 신사가 있었음

- 동산교회 입구(현 동산정형외과) 주변에 벚꽃나무가 있었음

(이화자/동산동)

   ∙ 일제강점기 : 동산동 “군산으로 쌀을 실어가는 호남평야의 관문”

일본인 동산(東山)이 「동산농사주식회사」 설립함

(최희열/동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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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제강점기 : 동산동 “가마니 공장이었던 마음편한요양병원”

- 왜정 때, 개인이 볏집으로 짠 쌀가마니를 모아다 팔았던 공판장 

- 일주일에 한 번씩 공판이 열리는 날이면 창고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 찰밥집, 어물

전, 개장국 팔던 곳이 있었음 

- 난장처럼 장을 서게 해보려고 해도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음

- 사람들이 인근 삼례장이나 전주로 나가서 쪽구름 장터로 추정되는 장소에는 장이 서

지 않았다고 함

- 마음편한요양병원 생긴지는 4~5년 정도 됨(2016년 기준)

(송 ∙ ∙/동산동)

   ∙ 일제강점기 : 동산동 “왜정 때 조촌면사무소 자리였던 현 새마을 금고”

- 확인 필요(신협 자리로 알고 있음)

- 1985년도 쯤 땅자리를 개인에게 넘겼다고 함

(최희열/동산동)

   ∙ 1950년대-6.25 : 장동 “고향 정암마을에 대한 기억”

장동의 정암마을은 우리 어렸을 때 박적으로 샘물을 떠서 먹어서 샘물 정자, 바위 암자 

해서 정암부락이었는데, 엄청 큰 샘이 있었어. 동네 사람들이 그 물을 다 먹고 빨래도 

하고 했는데 에코르아파트가 생기면서 없어졌지.

( ∙ ∙ ∙/제일아파트)

   ∙ 1950년대-휴전이후 : 반월동, 장동 “전군간 도로의 벚꽃”

- 재일교포가 희사했다고 함

- 전주 CBS에서 군산까지 가는 길에 있는 벚꽃

- 쌀을 수탈해간 장소에 일제의 꽃을 심었다고 논란 있었음

(최희열/동산동)

   ∙ 1960년대 : 장동, 여의동 “방죽 이야기”

- 김종삼 구술자가 말한 ‘벌떡구’ 아닌 ‘벌떡보’였다고 함 

- 기지재에서 내려오는 수로 

- 1970년대 사라짐

(최희열/동산동)



Ⅲ. 동산동에 관한 주민들의 기억

- 149 -

   ∙ 1960년대 : 동산동 “동산농장 자리였던 동산고등학교”

일제강점기에는 동산고등학교가 동산농장 자리였다. 해방 이후에 동산농장 자리에 동

산고등학교가 설립되었다. 현재 동산고등학교는 우석고등학교로 바뀌어 있다. 우석고등

학교 홈페이지 연혁에 따르면 우석고등학교는 1964년 2월 25일 학교법인 동산학원으로 

인가를 받았다. 1972년 3월 1일에는 동산고등학교라는 이름으로 개교를 하였다. 1984년 

3월 1일에는 우석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다. 2004년 3월 25일에는 학교법인 훈산학

원이 설립되었고, 2005년 3월 25일에는 학교법인 훈산학원 이사장 윤여웅 박사가 취임

을 하게 되었다.

(강인규/덕진동)

   ∙ 1960년대 : 동산동 “현 파리바게트 뒤쪽 아이들 점방”

- 조그만 내(川)가 흘렀다고 함

- 농사짓는 사람들이 많고, 골목골목의 좌판 상인들도 많았다 함

- 인근에 시장이 없어서 소규모 좌판 상인이 많았을 것으로 사료

- 남부시장이 (중앙시장 보다) 싸고, 종점역이라 장을 보고 짐을 운반할 때도 편리했으며

한 번에 오고 갈 수 있어 주로 이용했다고 함

(김종삼/동산동)

   ∙ 1960년대 : 동산동 “도정공장, 자전거, 농약, 아이스께끼 공장 등 있던 상점가”이디야 

커피 맞은편에 위치 하였음

(김종삼/동산동)

   ∙ 1970년대 : 송천동 “민간비행장에 관한 이야기”

- 비행장에 손님이 없어 박정희 정권 때 35사단에 편입시킴

- 비행장 이전 문제로 말이 많음

- 당시 35사단에 살던 군인들이 많았음

(김종삼/동산동)

   ∙ 1970년대 : 고랑동, 동산동 “삼례로 영화 보러 다님(논두렁 깡패)”

- 밤늦게 다니면 돌팔매질하며 따라오던 깡패들

- 논두렁 깡패라고 불렀음

- 삼례 다리를 경계로 학교에 다녔던 깡패들

(김종삼/동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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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0년대 : 여의동 “서울 안부러운 동네”

“시암 있지. 지금은 다 메워버렸지. 두룽박 시암. 우리가 살면서 많이 했지(고쳤지). 정부에

서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길 깔렸을 때 우리가 ‘서울 안 부럽다’고 했어. 길 깔고 깨끗해졌을 

때. (중략) 이제 서울 안 부럽다니께? 수도도 들어오고, 가스보일러도 들어오고.”

(오소간 외 2인/태평마을)

   ∙ 1970년대 : 동산동 “포도과수원이었던 전북중 운동장 자리”

현 전북중은 동산중학교의 전신(추정)

(황평연/미리내슈퍼)

   ∙ 1970년대 : 동산동 “삼례, 군산, 서울로 가는 삼각지”

- 당시 시영버스(현재의 고속버스)로 8시간 걸리던 서울행

- 최희열 구술자 말로는 시영버스가 아닌「신영여객」이었다고 함

- 길이 좋지 않았음

(김종삼/동산동)

   ∙ 1980년대 : 여의동 “양마마을과 한 개의 마을이었던 화개마을”

“옛날에는 양마와 화개마을이 한 마을이었어요. 이제 행정구역이 분리가 되면서 분리가 

되었어요. 한 동네였을 때는 화개양마, 양화리 라고 불렀어요. 마을이 분리가 된지는 한 26

년 쯤 되었어요.”

(장철수/화개마을)

   ∙ 1980년대 : 옛 조촌면 “조촌면(읍)의 영역”

     과거 덕진동 2가~상가·하가마을 일대, 송천동 절반이 조촌면이었다고 함

(최희열/동산동)

   ∙ 1980년대 : 동산동, 여의동 일대 “전두환의 ‘선물’”

- 당시 조촌면에 길(도로) 포장을 해줬다고 함

- 지금의 농협에서 동산역 가는 길까지였다고 함

(최희열/동산동)

   ∙ 1980년대 : 동산동 “‘고당리’에 관한 이야기”

- 동산이 있었는데 우석중·고를 산 사람이 그 동네 공동묘지를 사서 깎아 75년도(혹은 

70년  대 후반)에 우석대를 설립했다고 함

- 현재 전주대 자리에 샀다가 전두환 정권 때 빼앗기고 대학 자리가 전북여고 자리가 

되었다고 함

(김종삼/동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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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0년대 : 여의동 “태평마을 주변의 변화”

“전주공고랑 현대자동차 거기도 원래 아무것도 없고 쌩땅(빈터)이었는데 한 2-30년 

됐나?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돼.”

“대순진리라고 그거는 들어 온지 얼마 안 돼. 그리고 동네로 넣을 수도 없어 별도야. 외

지에서 온 거야. 원래 있던 게 아니야. 원래 그 자리가 과수원이 큰 게 있었는데 그 놈을 

사가지고 그랬어.”

(오소간 외 2인/태평마을)

∙ 1980년대 : 여의동 “교통이 불편한 태평마을”

“여기는 버스가 안 들어와. 저기 앞에 주유소까지 나가야지. 걸어서 나가고 걸어서 들

어오고 짐이나 있으면 택시 타고 들어오고 택시 타고 들어와도 거리가 짧으니까 기사들

이 싫어해.”

“여기가 교통이 좀 안 좋아서 힘들지. 대순진리가 있는 곳까지만 조금 버스가 왔다 가

면 좋겠는데 시의원한테도 말하고 했는데 잘해봐야 한 하루에 2번밖에 안된다고 하더

라고. 그런데 일부러 나가려면 힘들어 노인양반들이 거동도 불편하고. 오전 오후라도 

한 번씩만 하루에 2번이라도 왔다갔으면 좋겠지. 시간대 맞춰서 볼일 보러 나가면 되니

까. 꽤 들어와야 해. 노인들은 한 3-40분 정도 걸어 나가야해.”

(오소간 외 2인/태평마을)

   ∙ 1980년대 : 여의동 “야산에 시골길․황토길이었던 전주공업고등학교”

“예전에 공업고등학교 자리가 산이었어. 다 빨간 황토길로 된 시골길이었어.”

(이 ∙ ∙외 3인/제일아파트)

   ∙ 1980년대 : 조촌읍 “전주시로 편입되기 전후 달라진 점”

“완주군이었을 때와 전주시로 편입된 다음 차이점은 아무래도 시로 편입이 되었으니까 

땅값이 좀 올랐다고 볼까? 땅이 없는 사람들은 집값만 오르고 하니까 좀 안 좋지.”

(오소간 외 2인/태평마을)

   ∙ 1980년대 : 동산동으로 편입된 “조촌면”

“여기는(동산동은) 과거에 조촌면사무소였어. 조촌읍으로 되었다가. 87년 1월 1일자로 

전주시로 편입이 되었어. 그 당시에 동산동은 행정동이고, 법정동은 장동, 만성, 여의,

동산, 고랑. 그리고 조촌동은 성덕, 용정, 화전, 반월, 장동, 원동 그리고 그 이후에 남정

동, 도도동, 도덕동이 이리로 편입이 되었지. 그때 동산동으로 편입되면서 초대 사무장

을 내가 했어. 그래서 조촌면사무소, 읍사무소에서 17년간 근무했어. 그 다음에 전주시

에서 근무했고.”

(이경보/제일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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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년대 : 동산동, 고랑동 “동산동에서 삼례가는 길(15~20년전)이 뚫리면서 도로변의 정

미소들이 많이 사라졌다고 함”

- 원불교 가는 길 부근 대천정미소가 있었는데 도로가 뚫려 사라짐

- 원불교 아랫길은 천수답(논)이었음 

- 이 부근에 도살장이 있었음(구술자가 그려준 지도 참고)

- 전주시로 편입되면서 그 무렵에 사라진 걸로 추정(팔복동에 도축장이 생기면서 흡수된

걸로 기억함)

(손 ∙ ∙/ ∙ ∙ ∙방앗간)

   ∙ 1990년대 : 여의동 “반중공업지역”

“여기가 한 53-4가구 정도 있지. 대부분 어르신들이 살지. 여기가 주택지역이잖아 그래

서 자녀분들은 다 나가고 집을 팔라고 해도 팔리지도 않고 하니까 노인양반들이 집지키

고 있는 거야. 돌아가신 양반들이 있는 집은 반파된 집도 있고. 교통도 안좋고 여러모로 

불편하니까 매매도 잘 안 돼. 여기가 반중공업지역이야. 주택도 지을 수 있고, 공장을 

지을 수도 있고. 그래서 땅값이 고시가를 조금 더 받는다고 보면돼. 땅 투기도 안 돼.”

(오소간 외 2인/태평마을)

  ∙ 2000년대 : 여의동, 장동 “15년 전부터 아파트가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

“원래 여의동에 상가가 많이 없었는데 지금에야 많이 생긴 거지. 옛날에는 완전히 촌

이었어. 그러다가 시방(지금) 거시기(발전이)가 되었지. 지금 농협 있는 곳이 예전에는 

빨간 황토 흙길이었어. 월드컵경기장 있는 곳도 다 논이었고. 아파트는 15년 이짝, 저짝 

즈음에 생긴거지. 여기 아파트 생긴 것도 아파트가 동산동에 생겨나기 시작할 즈음해서 

초기에 생긴 거야.”

(이 ∙ ∙외 3인/제일아파트)

   ∙ 2000년대 : 여의동(기린대로) “전군간 도로에서 동네 길로 변한 쪽구름로”

전군간 도로였으나 기린로가 생기면서 현재는 동네 길이 된 쪽구름로(동산동우체국 도로)

(송 ∙ ∙/반월동)

   ∙ 2000년대 : 동산동 전체 “최근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는 동산동”

제일 오래된 아파트가 20년쯤 넘었다고 함 (추정)

(황평연/미리내슈퍼)

   ∙ 현재 : 동산동 “서서히 조금씩 변화한 동네, 동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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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 만성동 “혁신도시 개발과정”

전주혁신도시가 들어서기 전에는 두현마을 풍경이 전형적인 농촌의 풍경이었다. 마을 

북쪽으로 황방산 자락이 펼쳐져 있었고, 남쪽의 들머리는 트여 있었다. 현재의 혁신도시

에는 아파트 단지와 공공기관 등이 밀집되어 있지만, 그 이전에는 농경지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한다. “길 저쪽으로는 다 논이었는데, 정부에서 가져갔지. (우리가) 팔았지. 돈

을 주고. 거기가 다 논이었잖아!” 구술자의 구술에서 혁신도시 개발과정을 간략하게나

마 살펴볼 수 있었다. 구술자는 정부라고 말을 했지만, 혁신도시사업의 실질적인 주체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였다. 혁신도시를 개발하려면 일단 토지를 매입하는 게 급선무였

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토지소유주들과 협의하여 토지를 매입한 후 혁신도시

공사를 시작했다. 토지소유주들은 보상을 받은 후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다. 공사가 시

작되면서 야산이 깎이고, 논은 갈아엎어졌다. 생업터전이었던 논은 아파트 단지, 공공기

관, 농생명로 등으로 바뀌었다.

두현마을은 혁신도시 부지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새로 들어선 음식점들과 새롭

게 조성된 길, 현수막 등에서 혁신도시가 들어선 이후의 변화와 이 마을에 불어 닥친 

개발의 바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면 ‘밥심’, ‘부뚜막 순대에 바람난 

꽃게’, ‘화심생두부’와 같은 음식점들, 밭, 현수막들이 눈에 띈다. 예전에 밭이었던 자리

에는 현재 백반전문점인 밥심이 들어서 있다. 밥심은 전주시 덕진구 두현길 9(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705-1)에 자리를 잡고 있다. ‘부뚜막 순대에 바람난 꽃게’는 전주시 덕진

구 두현길 11(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705-4)에 위치한 음식점이다. ‘화심생두부’는 전주

시 덕진구 두현길3(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861-1)에 위치한 음식점이다. 두현마을을 관

통하는 두현길은 정여립로와 만나 농생명로와 통한다. 농생명로는 혁신도시로 통하며,

혁신도시가 형성되면서 새롭게 낸 큰 길이다.

남양하우징 건물도 예전에는 밭이었다. 남양하우징은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890(전

주시 덕진구 만성동 707-15)에 자리를 잡고 있다.

( ∙ ∙ ∙/두현마을)

   ∙ 현재 : 만성동, 장동 “혁신도시가 되면서 여기 땅값이 많이 올라갔지”

용흥마을과 두현마을은 혁신도시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예전의 모습을 크게 잃지는 않았다.

여전히 넓게 펼쳐진 용흥마을의 들판을 보면 용흥마을이 아직은 농촌의 풍경을 간직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혁신도시의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혁신도

시가 들어선 이후 마을 부근의 땅값이 많이 올라갔다고 한다. 용흥마을에서는 주민들의 

이동이 없다고 하는데, 반면에 두현마을은 주민들의 이동이 꽤 있었다고 한다.

(김성규/용흥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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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 만성동 “옛 만성초등학교 자리였던 현재의 학생인권교육센터”

옛 만성초등학교 운동장 자리에는 현재 아람유치원이 들어서 있다. 아람유치원은 올해 

3월 달에 개원한다. 전주아람유치원 건축물 준공표지판에 따르면 공사명이 전주 아람유

치원 신축공사였고, 공사 발주자는 전라북도교육청이었다. 건축면적은 1,948㎡, 연면적

은 3,529.49㎡이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이고, 지상 2층에 지하 1층 건물이라고 한다.

건축시공사는 덕유엔지니어링(주)이었다. 2015년 12월 11일에 착공을 해서 2016년 12

월 10일에 준공을 했다. 아람유치원의 주소는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874(전주시 덕진

구 만성동 832)이다. (김성규/용흥마을)

   ∙ 기타 : 동산동, 반원동 “쪽구름 장터 위치”

현재 마음편한요양병원 주차장 옆 골목이었다고 함               (손 ∙ ∙/ ∙ ∙ ∙방앗간)

   ∙ 기타 :동산동 “행정구역 개편 이야기”

1987년 동산동이 전주시로 편입되기 이전에 동산동은 완주군 조촌읍에 속해 있었다.

동산동이 완주군 조촌읍에 속해 있던 시기에는 동산동과 조촌동이 합쳐 있었다. 1987년 

1월 1일자로 동산동이 전주시로 편입되면서 동산동과 조촌동은 분동이 되었다. 구술자

의 기억으로는 과거의 조촌읍은 현재보다 훨씬 컸었다. 동산동과 조촌동뿐만 아니라 팔

복동과 송천동도 조촌읍에 속해 있었다. 조촌읍은 면적만 큰 게 아니라 인구도 많았다

고 한다. 완주군에서 인구 순위가 삼례, 봉동, 조촌, 구이였었다. 현재도 조촌동과 동산

동의 인구비율이 높다. 조촌동과 동산동 인구만 하더라도 8만 명가량 된다고 한다. 동산

동의 인구만 살펴보면 6만 명가량 된다. 삼례 인구가 2만 3천 명, 봉동 인구가 2만 명이

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조촌의 인구는 1만 9천 명 정도였다.

(강인규/덕진동)

   ∙ 기타 : 여의동 “호남제일문의 옛날 위치”

     유상리에 예전의 호남제일문이 위치해 있었음

(김종삼/동산동)

   ∙ 기타 : 만성동(두현마을) “마을 시설의 변화”

구술자는 혁신도시가 들어서면서 마을 시설이 많이 변했다고 한다. 마을에 도시가스가 

설치되었고, 수도가 도입되었다. 구술자의 기억으로는 혁신도시가 들어서기 전에는 도

시가스나 수도가 없었다고 한다. 도시가스 설치연도와 수도 도입 연도가 정확하지만은 

않다. 구술자는 2년 전 혹은 1년 전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또는 5년 내로 도시가스가 

들어섰다고도 한다. ( ∙ ∙ ∙/두현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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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 만성동(두현마을) “마을 길 관련 이야기”

“이쪽 길이. 옛날에 이쪽 길로 다녔어. 그쪽에 큰 나무 있잖아! 나무 가면 이쪽 길이 

있잖아! 원래는 그게 옛날 길이여. 옛날 길. 이렇게 댕겼어. 그, 차가. 그런데 저쪽에 큰 

놈이 된 게. 그리 댕기지. 아! 옛날 길이라 해서 나무에서 저쪽 조그마한 오솔길이 있었

다. 지금 저쪽에 큰 길이. 차가 저렇게 지나가잖아요! 저기는 예전에는 길이 없었다. 혁

신도시사업 이후 혁신도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이후 새로 큰 길이 났다. 예전에는 길

이 없고, 다 논이었다고 한다. 논도 있고. 마을도 두 마을, 세 마을, 한 네 마을. 네 마을

이 없어졌어. 그 아래로. 거기가 법조타운이 들어온다고. 어쩐다 해 가지고. 네 마을이 

없어지고.” ( ∙ ∙ ∙/두현마을)

   ∙ 기타 : 여의동(화개마을) ‘화개마을 현황“

“지금 마을에는 가구수로는 한 32가구 정도 있어요. 세대는 90몇 세대 돼요. 마을에 

대부분 연로하신 분들이 있죠. 젊은 사람들은 직장 다니러 타동으로 나가고…”.

(장철수/화개마을)

2) 시대생활상

   ∙ 일제강점기 : 동산동, 반월동 “동산동 3대 부자”

- 송판옥은 여의리에서 방앗간을 운영함

- 양봉원은 도정공장을 운영함

- 박찬오는 주조장을 운영함 (원불교 부근)

(이화자/동산동)

   ∙ 일제강점기 : 동산동, 고랑동 “일제의 곡식 수탈”

곡식 수탈하고 걷어가기 위해 군산항구로 가져감

(손 ∙ ∙/ ∙ ∙ ∙방앗간)

   ∙ 일제강점기 : 동산동 “동산동에 관한 설명”

전주에서 떨어진 지역으로 과거 일본인이 많이 살았음

(김종삼/동산동)

   ∙ 일제강점기 : 동산동, 반월동 “쪽구름 장터에서 먹었던 국밥과 국수”

옛날에 시장이 있었어요. ‘쪽구름장터’라고 있었는데 나는 어렸을 때라서 자주는 못가

고 가끔 가고 했지. 그 전에는 국수나 국밥 같은 거를 주로 먹었었지. 어렸을 때니까 

한 50년대에 없어졌어. 내가 지금 75살이니까. ( ∙ ∙ ∙/제일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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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50년대-휴전이후 : 동산동, 장동 “전주-삼례 1번국도, 교통이 좋았음”

- 삼례생활권. 전주보다 삼례가 가까웠고, 삼례5일장 규모가 크던 때

- 생필품을 사기 위해서는 전주보다 삼례장이 더욱 저렴했다고 함(전주는 이동교 밑 

소전이 유명했다고 함)

(손 ∙ ∙/ ∙ ∙ ∙방앗간)

   ∙ 1950년대-휴전이후 : 여의동 “정양원에 관한 이야기”

- 6.25에 참전해 상해를 입은 상이용사들을 보호하던 시설 

- 민간인, 상점에 들어가 의족이나 의수를 보여주며 협박하는 등의 행패를 부리며 돈을 

요구했다고 함   

- 면 의회를 거쳐 전주공고 쪽 태평마을(공동묘지 자리)에 상이용사들을 보내 집단으로

거주하게 하고 이후 정양원을 해체

- 정양원 자리에 완주군 농촌지도소를 만듬 (1987년 전주시에 편입되기 전)

- 이후 태평마을을 개인이 사들임

- 태평마을 상이용사촌에 살던 사람들 매안(매한?)마을로 이주함

(최희열/동산동)

   ∙ 1950년대-휴전이후 : 동산동 “동산의원에 관한 이야기”

- 현재 모습의 1~20%만이 원형이라고 함

- 나머지는 개·보수된 모습이라고 함

- 동산의원(양약) 바로 옆에 중국약방(한약)이 있었다고 함

- 중국(대만)사람이 한국여자와 결혼해 동산동에 정착해 중국식 한약방을 차렸다고 함

- 당시에는 병원이 동산의원 한 군데밖에 없었다고 함

- 삼례 가는 길에 하창수라는 돌팔이(무허가)의사가 있었다고 함

(최희열/동산동)

   ∙ 1950년대-휴전이후 : 동산동, 반월동 “1950년대 조촌초등학교 소풍지”

조촌초등학교 다닐 때 소풍은 황방산하고, 덕진연못, 삼례 비비정으로 소풍을 많이 다

녔는데, 걸어서 갔지. 그 때는 간식이 있가니 고구마, 감자 이런 거 먹고. 설탕, 과자 사

먹고, 엿장수들 오면 엿 사먹고.

(이경보/제일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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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50년대-휴전이후 : 여의동(영마마을) “밥 한 그릇으로 다섯 명이 먹는 방법”

“옛날에는 밥 한 숟가락 끓여서 그러면 많아지니까 그걸로 먹고 밥 한 그릇 끓이면 

많아지니까 앉아서 다섯 명이 먹고 그렇게 먹고 살았어. 낮에는 주로 고구마를 쪄서 김

치에다가 먹고 그랬어. 지금처럼 라면이 있어 뭐가 있어. 그렇게 먹고 나서 배가 금방 

꺼져도 어떡해? 그냥 물먹어서 물 배 채우고 그러는 거지.”

(조용훈/양마마을)

   ∙ 1950년대-휴전이후 : 여의동, 장동 “매일 나무를 하러 다니던 기억”

“옛날에는 나무로 부엌에다가 불을 떼니까 방안에 누울 새가 없어. 나무하러 가야지.

그래서 거무적(풀뿌리 같은 것) 같은 거 가져다가 떼고 그랬어. 그래서 전부 다 나무를 

하러 다니니까 산이 깨끗혀(깨끗해). 솔가지 있으면 나무 갈퀴로 긁어다가 불 떼고 막 

그랬어. 그러니 얼마나 살기가 곤란해. 눈 와도 불을 떼야하니까 또 풀 뜯어다가 떼고 

그랬어. 나도 놀 시간이나 있간디 나무하러 가야지. 모악산까지 나무를 하러 다녔어. 저

녁때 되면 나무 해가지고 쭉 늘어서 볼만했었어. 가는 길에 오디도 따먹고 했지.”

(조용훈/양마마을)

   ∙ 1960년대 : 장동, 여의동 “구술자 기억에 있는 60년 전 동산동의 모습”

전에는 그냥 다 농장이였어요. 복숭아, 포도, 감 농장이 많았어요. 그리고 여실리, 장동 

부락이 대부분 초가집이 많았어요.

( ∙ ∙ ∙/제일아파트)

   ∙ 1960년대 : 고랑동, 삼례 “‘여시코빼기’라고 불리던 비비정”

- 완주(구술자는 전주라고 칭함)8경 중 하나인 비비낙안

- 삼례다리 건너기 직전 만경강 주변에 술집들이 즐비했다고 함

(최희열/동산동)

   ∙ 1960년대 : 동산동, 반월동 “조촌초-서중-공업고 나옴”

당시 조촌초는 송천동에서 올 만큼 엄청 큰 학교였다고 함

(김종삼/동산동)

   ∙ 1960년대 : 동산동 “서울 가는 신영여객”

- 김종삼 구술자의 시영버스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함

- 서울에 가는「신영여객」버스가 있었다고 함

- 전주-동산-비봉(완주)-서울로 가는 노선

- 1970년대까지 운영했다고 함

(최희열/동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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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0년대 : 여의동, 장동 “방죽이야기”

월드컵경기장 쪽 ‘벌떡구’에서 고기 잡던 기억

(김종삼/동산동)

   ∙ 1960년대 : 만성동 “영사기로 영화를 보았던 추억”

시대가 발달한 요즘은 극장에서 대형스크린을 통해 영화를 관람한다.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으로도 영화를 다운받아서 볼 수 있는 세상이다. 하지만 구술자의 어린 시절에는 

이러한 풍경을 상상하기가 힘들었다. 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일조차 어려웠다. 구술

자는 어린 시절에 영사기로 영화를 보았던 추억을 갖고 있었다. “옛날에 저기 천막 쳐 

놓고. 밤에 영사기가 있어. 영사기를 갖고 와서 천막을 치고. 천막 앞에다 놓고 영사기를 

비춰 줘.” 영사기를 갖고 와서 천막을 치고 영화를 보여주었다는데, 그 당시에는 귀한 

구경거리였었다고 한다. 넓은 장소만 있으면 언제든지 천막을 치고, 영사기를 틀어 영화

를 볼 수 있었다. “조그마한 마당만 있어도 몇 십 명이 들어가잖아! 용흥마을에서 보지

는 않았어. 먼 동네까지 선전을 하지. 그 사람들이 돌아다녀. 그 전에 뭐 차가 있어. 뭐가 

있어. 다 걸어 다녔지.”

(김성규/용흥마을)

   ∙ 1960년대 : 여의동(화개마을) “그 시절 도둑 짜서 밤에 순찰을 돌고 야참을 얻어먹곤 

했다”

“우리 초등학생 때만 해도 도둑이 심해가지고, 사랑방이라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모여 

노는 곳. 거기서 모여서 조를 짜. ‘오늘 밤에는 갑, 을. 내일은 병, 정.’ 이렇게 2명~3명에 

1개조로 조를 짜서 석유등잔을 들고 밤에 마을 순회도 돌고 그랬어요. 도둑도 자주 막고 

그랬어요. 아마 도둑 없어진지가 한 50년 전일 거예요. 이것도 옛날 얘기에요.”

“도둑잡는다고 젊은 사람들이 일명 ‘야경’으로 순찰을 돌면, 배고프고 하니까 제사집에 

가서 거시기를 혀. ‘오늘 우리갸 야경하는데 야참 좀 주쇼.’하면 야참으로 밥을 비벼서 

줘. 그럼 그것을 먹었었어. 얼마나 맛있다고 그게. 그 놈 한 번 먹었으면 좋겠어. 그때는 

배고픈 시절이라…. 제사 지내고 나면 그래도 쌀밥에다가 반찬도 나물이라도 많이 준비

하니까. 그럼 양푼에 비벼서 먹으면 한 번이라도 더 떠먹을라고 양. 웃고 그랬어. 그렇게 

재밌게 살았는디 요새는 그런 맛이 없어. 사람이 사는 재미가 없어.”

(장철수/화개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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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0년대 : 여의동, 동산동, 고랑동 “교통과 운송시설로 쓰이던 기차”

- 교통이 좋지 않았던 동네. 현재 컨테이너 몰려있는 곳이 구 동산역으로 동산동에서는 

버스 대신 주로 기차를 이용했다고 함

- 1968년도까지 유상리라는 곳 까지만 들어왔던 시내버스

- 1970년대 초부터 시내버스가 들어옴. 시내버스 종점이었다고 함

(김종삼/동산동)

   ∙ 1970년대 : 고랑동 “남한 최초로 기계화영농을 시행했던 전북영농”

구술자는 완주군 조촌면의 근ㆍ현대 농업사를 이해하는 단초를 제공해 준 인물이다. 구

술자의 구술에 의하면 구술자는 전북영농의 창시자라고 한다. 전북영농은 완주군 조촌면

에서 시작을 했는데, 남한 최초로 기계화영농을 시행했었다. “그 당시에 이일용 농수산부

장관, 서정화 내무부장관이 있었어요. 박대통령 시절에. 전북영농이 무엇이냐면 기계화영

농이에요. 사실은 내가 이 기계화영농을 주장했고. 창시자라고 해도 무관한 사항이에요.

내가 창시를 해 놓고도 몸이 아파서 사장으로 못 하고. 정사장이라는 사람을 영입을 해 

가지고 사장으로 임명을 시켰어요. 그때 육군중령으로 제대한 사람이 있었어요.”

(강인규/덕진동)

   ∙ 1970년대 : 고랑동 “‘초창기에는 전북영농이 아닌 민간영농대행회사였어’”

전북영농은 완주군 조촌면 고랑리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던 네 사람의 독농가(‘모범 농

가’ 혹은 ‘모범 농부’)로부터 시작을 했다. 구술자는 78년도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농촌

에서는 일손이 부족하여 농사를 짓기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었다. 독농가 네 사람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해결방안을 강구하였다. 이들이 강구한 해결방안은 각자

가 분담을 해서 농기계를 구입하는 것이었다. “너는 콤바인 사고. (누구는) 트랙터 사

고. (누구는) 이앙기 사고.” 1978년도 기준으로 독농가 네 사람의 농지 재배면적은 20ha

로, 이들이 대규모의 농토를 소유하고 있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초창기에는 네 사람

이 농기계를 구입해서 농사를 짓는 방식이었다. 1970년대에 농기계의 경우 1년 내내 활

용되는 게 아니라 농사철에만 집중해서 활용되는 고가의 기계였기 때문에 개인이 소유

하기에는 부담이 컸다. 그런 점에서 강인규가 주도하여 강인규와 뜻을 같이 한 사람들

이 공동으로 농기계를 구입했다.

독농가 네 사람의 활동에 변화가 찾아왔는데, 변화의 계기는 완주군 박판서 군수와의 

만남이었다. 박판서 군수를 만난 이 네 사람은 박판서 군수에게 기계화 영농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박판서 군수는 “좋은 일을 한다.”고 격려를 했다고 한다. 강인규는 남한 

최초로 농기계를 도입해서 기계화영농을 시도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초창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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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20ha만 경작할 계획이었으나, 박판서 군수가 40ha를 경작해달라고 제안을 했다.

농지 20ha는 당신네들이 짓고, 나머지 농지 20ha는 자금이 있어야 하니까 완주군에서 

대 준다고 했다.

초창기에는 전북영농이 아닌 민간영농대행회사였었다.

(강인규/덕진동)

   ∙ 1970년대 : 고랑동 “전라북도도지사에게까지 알려진 기계화영농”

기계화영농은 전라북도도지사에게까지 알려져 전라북도도지사가 완주군 조촌면 고랑

리로 초도순시를 왔다. “완주군에 초도순시가 왔는데. 군 현황을 보고받아야 했어. 군수

님이 그 얘기를 했어. 우리 군에서 기계화영농을 한다. 어떻게 한다고 하느냐? 네 사람

이 이렇게 합동해서 기계를 따로따로 사 가지고. 그 사람들 것만 한다고 그러니까. 도지

사가 참으로 좋은 사업이니까. 꼭 성공을 해 주라고. 그래서 도지사가 뭐라고 했냐면 

80헥타르를 해 달라는 말이여.”

전라북도도지사는 완주군 박판서 군수와 마찬가지로 기계화영농에 지대한 관심을 보

였다. 도지사가 농지 80ha를 경작해달라고 제안을 했고, 이런 식으로 점점 농지 재배면

적이 늘어났다. 구술자의 구술에 의하면 초도순시 현황에서 다른 안건은 거의 받지 않

았고, 이 안건만 주로 다루어졌다고 한다. 전라북도도지사는 초도순시 이후에 도의회에

서 이 안건을 논의했다.

(강인규/덕진동)

   ∙ 1970년대 : 고랑동 “박정희 대통령에게까지 알려진 기계화영농”

박정희 대통령에게까지 기계화영농이 알려졌고, 박정희 대통령은 이 지역으로 초도순

시를 왔다고 한다. 구술자의 구술에 의하면 전라북도도지사가 기계화영농의 현황을 박

정희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고 한다. 박정희 대통령은 도지사의 보고를 즐겁게 듣고는 

완주군 조촌면 지역에 가서 장관들하고 국무회의를 하게 되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1970년대 농촌지역에서 행해졌던 농촌지역의 개발이 국가주도로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는 것이다. 구술자의 구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완주군 조촌면 고랑리에서 시작된 기계

화영농을 주도한 이는 농촌에서 농업활동에 종사하고 있었던 농민들이었다. 강인규를 

포함한 독농가 네 사람은 생존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계화영농을 했다고 할 수 있었다.

기계화영농이 흔하지 않던 시절에 농기계를 구입한 사실이나 농민들이 모여 합자방식

의 회사를 차린 점에서 이전의 농촌에서 볼 수 없었던 변화가 서서히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새로운 농업기술 도입에 적극적이었던 이들의 활동으로, 농촌에도 농업기술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들의 활동은 농촌 안에서만 국한되지 않았다. 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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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전라북도, 정부에서 이들의 활동에 주목하면서 이들의 활동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된다. 완주군, 전라북도, 정부에서도 농촌개발사업을 추진했을 터인데 이들의 활동을 적

극 활용하고 싶어라 했다. 농촌의 유지들이나 농촌에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 농민

들을 끌어들이면 좀 더 효과적으로 농촌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농민

들 입장에서도 군이나 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데 마다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농민들과 군이나 도, 정부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1970년대 농촌지역에서 농촌개발

이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었다. (강인규/덕진동)

   ∙ 1970년대 : 고랑동 “전북영농의 창립”

전라북도에서 주관을 하게 되면서 민간영농대행회사는 성격이 달라졌다. 첫 출발은 민

간단체였으나, 전라북도에서 주관을 하면서 공공기업이 되었다. 민간영농대행회사의 명

칭도 바뀌었는데, 바뀐 명칭은 전북영농이었다. 전북영농이 창립되면서 전북영농의 규

모도 이전보다 훨씬 커졌다. 구술자의 구술에 의하면 전북영농 창립멤버는 강인규, 양재

숙, 이길용, 남상은 등이었다. 구술자는 양재숙을 전라일보 혹은 전북일보의 기자로 기

억하고 있었는데, 양재숙이 주필을 맡았다. 이길용은 완주신문사 사장으로 있다가 현재

는 회장으로 있다고 한다. 이길용이 전라매일 사장도 했었다고 한다. 총무는 남상은이 

맡았다. 구술자는 남상은이 “도의원도 많이 나오고 그랬지.”로 기억하고 있었다. 전북영

농의 대표가 필요했는데, 기계화영농의 선구자라던 구술자는 정작 전북영농의 대표를 

맡기가 힘들었다. 그 이유는 구술자가 몸이 불편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정사장(편집

자주 : 전북영농 대표 정병모)을 영입하여 전북영농의 대표를 맡게 했다. 전북영농을 

창립할 때 주식도 만들었다. 구술자의 기억으로는 주식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데, 주식

을 팔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주식을 찍어만 놓고, 상장을 하지는 않았다.

전북영농을 창립할 때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었다. 정부에서 시행한 지

원활동은 인력구성과 농기계 구입에 필요한 혜택 제공이었다. 우선 인력구성부터 살펴

보면 정부에서는 강우혁을 부지사로 임명하여 완주군 조촌면 고랑리로 파견을 보냈다.

정부에서는 강우혁 부지사를 내려 보내면서 “당신은 딴 것도 하지 말고. 조촌면에 가 

가지고. 그 강인규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얘기를 듣고. 그 일만 성공리에 

이끌어라!”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그 당시(60년대~70년대)에는 부지사가 면단위 지역

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곳이 없었다. 이 일을 계기로 강우혁 부지사는 강인규와 함께 

전북영농 관련 일을 하게 되었다. 농기계 구입에 필요한 혜택도 그 당시로서는 파격적

이었다. 전라북도도지사가 지사가 관장을 해서, 농기계를 64대나 구입할 수 있었다. 1대

의 농기계를 구입하려면 일주일 이상이 걸렸었는데, 농기계를 1대를 가지려면 부지사가 

“전북영농이라고 오늘 신청하면 내일 아침에 농기계가 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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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자의 구술에 의하면 1978년도에는 장관을 보려면 그 당시 돈으로 500만원을 싸들

고, 서울로 가서 일주일 정도 머물러 있어야 했다. 그만큼 장관을 보는 일은 어려운 일

이었다. 하지만 전북영농은 예외였다고 한다. “그. 장관이. 하여튼. 우리 전북영농에는.

13명이 함께 같이도 하고 그랬어요. 장관이 늘 들락거렸어. 그래가지고. 전북영농이라고 

하면은. 아무리. 딴 일이 있어도. 우선권을 주었어. 전북영농에. 어. 대통령이 뭐. 밀어준 

게. 그래가지고 그 때.” 구술자의 구술에서 그 당시의 전북영농 위상이 어느 정도였는지

를 짐작해볼 수 있다.

(강인규/덕진동)

   ∙ 1970년대 : 고랑동 “전북영농의 시련기 79년도 태풍”

큰 사업이었다. 구술자는 이 사업을 개척했다. 본인의 명의는 아니었다. 78년도에 이 

사업이 크게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이 성공은 오래 가지 못했다. 79년도 전라북도 

지역에 태풍이 불었다. 농기계에 물이 차면 농기계가 녹이 슬기 때문에 농기계를 비닐

로 덮어 두었다. 하지만 태풍의 영향으로 강풍이 불면서 농기계를 덮어 두었던 비닐이 

벗겨졌다. 비닐이 벗겨지면서 농기계에 물이 차서 농기계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농기계만 피해를 본 것이 아니었고, 고랑동이 침수될 정도였다고 하니 79년도에 발생한 

태풍 피해가 얼마나 컸었는지를 짐작해볼 수 있다. 그 당시에 기계화영농을 하려면 농

기계가 필요했었고, 저당설정을 해야만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었다. 구술자도 저당설정

을 했는데, 구술자가 저당설정을 한 것은 논 30마지기와 밭 12마지기였다. 기계화영농 

사업이 실패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구술자가 큰 빚을 져야 했다. 구술자는 빚쟁이들의 빚 

독촉에 시달려야 했고, 이 빚은 상당한 액수였다. 구술자의 구술에 의하면 그 당시에는 

쌀 한 가마니에 서 말씩 이자가 붙었다. 서 말씩 이자가 붙기는 했었지만 서 말을 모두 

내지는 못했고, 한 말 반씩은 되었다고 한다. 3할의 이자가 붙었으니 지금 생각해보아도 

이자가 높은 편이었다. 장리빚(네이버 어학사전: 돈이나 곡식을 꾸어 주고, 받을 때에는 

한 해 이자로 본디 곡식의 절반 이상을 받는 변리. 흔히 봄에 꾸어 주고 가을에 받음.(박

경리의 ‘토지’에 나오는 단어)도 존재하고 있었다 하니 그 당시 농촌사회에서 빚을 지는 

행위는 농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을 것이다.

(강인규/덕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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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0년대 : 동산동 “1970년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이야기”

강인규는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을 했던 경험을 갖고 있었다. 구술자는 통일주체국

민회의 대의원을 했던 시절을 1975년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구술자 본인의 방 벽면에 

등록필증 액자가 붙여져 있는 것을 보면 구술자의 삶에서 이 등록필증이 얼마나 중요했

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다. 등록필증 동쪽 밑 끝부분에는 그때 당시 강인규 어르신의 

흑백사진이 붙여져 있다. 당선원선거구는 전북도 완주군 조촌면이었다. 강인규 어르신

은 1932년 10월 20일생이다. 이 내용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위 분은 제1대 통

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당선안으로서 소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마쳤음을 확인 하

나이다.

1972년 12월 18일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등록사무 대행 국가기관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도장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을 할 때 동산촌이 자기 선거구였었다. 동산촌 선거구이면 동산

동과 조촌동이 합쳐져 있었을 때였다. 구술자는 조촌면으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 당시

만 해도 동산촌은 농촌 지역이었다. 구술자의 구술에 의하면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 선

발 기준은 생계 위협을 받지 않는 자나 남에게 좋은 일을 한 사람이었다고 한다. 구술자는 

그 당시에 함께 대의원을 했었던 사람들을 언급했는데, 고판남, 강경준, 이용일 등이었다.

고판남은 군산지역 출신의 기업가로, 정부에 비행기 1대를 기증했다고 하니 그의 재력이 

얼마나 컸었는지를 짐작해볼 수 있다. 강경준은 백화양주 사장이었고, 이용일은 경성고무

사장이었다. 강인규는 이 외에도 고려대 장관계열에 있던 사람하고도 대의원 경합을 했었

다고 한다. 구술자가 기억하는 고려대 장관계열에 있던 사람은 임성환이었다. 구술자의 

구술을 되짚어보면 구술자가 말하는 생계 위협을 받지 않는 자는 주로 재력이 있었던 기

업가들이나 사회적 지위가 높았던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강인규/덕진동)

   ∙ 1980년대 : 동산동(과거 조촌면) “조촌면 때 인구가 1만 8천명 정도 됐다고 함”

- 면적은 36.121 평방미터쯤 됐다고

- 9계리(여의, 고랑, 성덕, 반월, 용정, 화전, 만성 등)로 이뤄졌던 조촌면

(최희열/동산동)

   ∙ 1980년대 : 동산동 “집값이 저렴한 동산동”

땅, 집값이 싸서 동산동에 많이 살았다고 함 

(김종삼/동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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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0년대 : “전북영농 실패 후 다시 일어서려고 했으나 무산되다”

구술자는 전두환 대통령 시기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1980년대로 추정된다. 구술자의 

구술에 의하면 1980년대에는 전국적으로 기계화영농이 시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1979

년에 전북영농이 시련기를 맞으면서 강인규는 기계화영농을 시행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강인규는 이 어려움을 타개할 방법을 고민하다가 전두환 대통령 특보로 

있었던 강우혁을 찾아갔다고 한다. 구술자는 강우혁에게 “내가 정리를 했으니 어떻게 

좀 보조가 있어야 하지 않냐?”라고 말을 건넸다고 한다. 강우혁은 “면 단위로 농기계수

리센터가 있으니 농기계수리센터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했다. 하지만 강인

규는 강우혁의 제안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 강우혁이 제안한 농기계수리센터 위치가 

산간지대였기 때문이었다. 좋은 자리에는 이미 다른 농기계수리센터들이 위치하고 있

었고, 산간지대에 농기계수리센터를 설립한다고 해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도 

않았다. 한편으로 강인규는 몸이 불편했기에 산간지대에서 일을 하는 게 어려웠을 것이

다. 전북영농 실패 후 다시 일어서려고 했으나 결국은 무산된 강인규의 삶을 보게 된다.

(강인규/덕진동)

   ∙ 1980년대 : 동산동(조촌면 전체) “전두환 대통령의 조촌면 방문”

- 전두환 대통령이 취임하고 처음으로 방문한 곳이 조촌면 사무소였다고 함

- 전두환 대통령 방문 3일 전, 급히 도로를 재정비했다고 함 

- 낡은 담 옆에 새로운 담(기와)을 겹쳐 다시 쌓았다고 함

- 그 이후 조촌면에서 조촌읍으로 승격했고, 2년 뒤 전주시에 편입됨

(김종삼/동산동)

   ∙ 2000년대 : 만성동(용흥마을) “젊은이들이 거의 없는 마을 분위기”

마을에 나이가 많이 든 어른들이 거주하고 있고, 젊은이들은 거의 없다고 한다.

(김성규/용흥마을)

   ∙ 2000년대 : 여의동(화개마을) “화개마을에 있는 문제점”

“문제점은 도로가 나서 점포가 많이 생기니까 그 점포에 들어온 사람들이 여기 마을에 

주민등록 주소만 남겨 놓고, 긍게 실주민들은 세대수는 몇 세대인지 모르지만 실상 사

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글다 보니까 인심이…. 농경문화가 있었을 때는 품앗이도 하고 

어른들 같이 모여서 밭도, 논도 같이 메고, 풍악도 올리고.. 정월 초 하루날, 그믐 날 지

신밟기도 하고…. 지신밟기도 타동네까지 원정도 가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외부인

들만 많고 실상 본 주민들은 얼마 없으니까 그런 것도 못하고 그래요.”

(장철수/화개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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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 여의동 “양마마을의 자랑거리”

마을 자랑이라고 할 것도 없고, 부자가 없어서 좀 그렇지만 인심이 좋아. 다 같이 서로 

돕고, 음식도 갖고 와서 나눠먹고, 단합도 잘되고.

(조용훈/양마마을)

   ∙ 기타 : 만경강 일대 “완주군 조촌면 홍수이야기”

“홍수 이야기는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게. 그. 홍수가. 화전리(현재의 화전동). 여기 

팔복동도 홍수 져 가지고 그랬지. 왜냐면은 물이 나갈 때가 없은 게. 아! 넘쳐버리는 

모양이구나! 그런 게. 홍수가 지고 그랬지. 저기 전미동도. 진기리 부락이라고 하면은.

거기는. 배가 떠내려갈 정도로 되었는데. 배가 뜰 정도로 되었단 말이여. 배가 뜰 정도로 

물이 그만큼 많이 찼어. 진기부락은 집을 지으면 뗏등하니 쌓아가지고 집을 지었잖아.

물 때문에 그랬어요. 화전동. 화전부락도. 좀 물을 지고. 그런 게. 지금은 기계로 품어내

고. 그러니까. 만경강으로 품어내니까 침수가 없지. 지금은 만경강으로 펌프 뽑아낸다는 

얘기인데. 언제 지어진지는 모르지만. 우리 많이 큰 뒤에 했지. 그걸 했지. 펌프로 품어

낸 게 침수가 안 돼지. 팔복동도 침수가 되었어. 공장까지는 안 올라가고. 그런 게 물 

나가는 수원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된 게. 그래서 홍수가 나 버렸다는 이야기여.”

(강인규/덕진동)

3) 시대생활공간묘사 

   ∙ 대한제국기-1897~1910 : 만성동 “만성교회 소학교 이야기”

만성초등학교가 설립되기 전에는 만성동에 교육을 받을 만한 시설이 없었다. 구술자도 

들은 이야기인데 예전에는 만성교회에서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켰다고 한다. 전주만성

교회약사에서 언급된 숭선 사립소학교가 아닐까 추정해 본다.

(김성규/용흥마을)

   ∙ 대한제국기-1897~1910 : 만성동 “120년 전에는 만성교회 주변으로 숲이 조성”

구술자의 구술에 의하면 120년 전에는 만성교회 주변으로 숲이 조성되어 있었다고 한

다. 마을 남쪽 밑으로는 논이 있었다.

(김성규/용흥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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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제강점기 : 동산동 “지명 유래”

- ‘동산’이라는 이름을 가진 일본인이 전북중(=우석중) 자리에 동산농장을 세움. 노무

현 정권 때 일제청산을 위해 일본식 지명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주민 투표

로 무산되어 현재까지 동산동이라는 명칭 유지

- 구술자 최희열에 의하면 지명 유래와 관련한 주민 투표는 이뤄진 적이 없다고 함

(김종삼/동산동)

   ∙ 일제강점기 : 동산동 “유래”

- 원래는 동산촌으로 불렸으나 전주시로 편입되면서 동으로 승격

- 일본인 지주 이름이 동산(東山)이었음 

(손 ∙ ∙/ ∙ ∙ ∙방앗간)

   ∙ 일제강점기 : 동산동 “이름 유래”

- 일본인 성씨였던 동산(東山, 히가시야마)에서 유래

- 일본인 동산(東山)의 농장이 일대에 있어 그렇게 불렀다고 함

(최희열/동산동)

   ∙ 일제강점기 : 여의동 “여의제이파크(제일) 담벼락에 적힌 동산동의 유래”

- 역사유래 이런 것이 담벼락에 쭉 되어 있으니까. 거기 가면 볼 수 있어.

- 사업명 : 동산동 역사가 담겨 있는 아트타일 특화거리 조성사업  

- 사업시행 : 동산동마을가꾸기 협의회                      

사업기간 : 201.3 7 ~ 2013. 11

사업시공 : 주)HD 데칼

자료제공 : 전주시평생합습센터 / 전주문화원 

사업내용 : 동산동의 역사와 문화를 주민과 자녀들에게 제공하여 애향심을 고취시킴

은 물론  역사의 숨결 속에 살아 있는 자긍심을 심어주고자 추진된 사업

입니다.

(이경보/제일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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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제강점기 : 만성동 “예전의 만성동 농경지 형편”

“그때만 해도 곤란한 때인데. 그 자리가. 만성동하고 거기가 만약에 가물면. 어디 사냐

고 하면은 만성동. 만성리 산다고 그러는데 비가 오면. 어디 사냐고 하면. 만성리 살지.

어디 사냐고. 물이 안 들어오니까. 가물어 갖고. 물이 없은 게. 농사를 지어먹어야 하는

데.” 구술자가 곤란한 때라고 말한 데서 만성동의 농경지 형편이 어떠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다. 기지제의 조성은 만성동의 농경지 형편과도 밀접히 연관된다. 인공저수지가 

없던 시절에는 벼농사를 지을 때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벼농사를 짓는 게 쉽지만은 않았다.

(강인규/덕진구)

   ∙ 일제강점기 : 장동 “일제강점기에 조성된 장동 기지제 이야기”

기지제는 일제강점기 시절에 조성된 인공저수지이다. 구술자는 기지제를 ‘베틀방죽’

혹은 ‘틀못방죽’이라 부르고 있었다. 농경지는 넓었지만 물이 풍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공저수지를 조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농업생산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이었기 때문이었다. 한편으로 구술자는 기지제를 조성한 이유

로 광석방죽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다. 광석방죽이라고 있었는데, 광석방죽에 물이 많

았다. 하지만 광석방죽의 물을 품을 수가 없었다. 그러다 보니 인공저수지를 새로 조성

할 필요가 있었고, 이러한 맥락에서 기지제를 조성했다고 볼 수 있었다. 현재 기지제는 

전주시 덕진구 장동에 위치하고 있다. 기지제는 원래 농업용수 공급 목적으로 조성되었

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혁신도시개발의 영향으로 현재 기지제 

주변으로는 호반베르디움 등의 아파트와 공공기관들이 들어서 있다. 주변 지형도 과거

와는 달라졌다. 과거에는 기지제 주변으로 농경지가 펼쳐졌겠지만 현재 기지제 주변으

로 남아 있는 농경지는 거의 없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 속에서 기지제는 이제 주민들의 

산책로 및 공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강인규/덕진구)

   ∙ 일제강점기 : 고랑동 “일제강점기 시절에 조성된 고랑동 둑(혹은 제방) 이야기”

“거기 제방들이 좀 많고 그러던데. 거기 만경강. 거기. 그 넘치지 말라고. 그 둑은 언제 

만들어졌던 거예요? 고랑동 그쪽에? 둑이 있잖아요. 둑이. 우리 생기기 전에. 그 둑이 

생겼은 게. 아! 계속 그렇게 있었는데. 보수만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어르신이 85세니

까. 1932년생. 그 전부터 계속 둑이 있었다는? 그러지. 일본 얘들이 만든 거네요. 그려.

일본 놈들이 만들었지. 그 둑을 만들어도 계속 홍수가 있었어.”

(강인규/덕진동)



전주시 마을조사사업 “동심(洞心)”찾기 동산동

- 168 -

   ∙ 일제강점기 : 반월동, 동산동 “조촌동에 있었던 쪽구름장”

쪽구름장은 행정동은 조촌동 법정동은 반월동에 시장이 있었는데 내가 너무 어려서 잘 

모르지.

여의제이파크(제일) 담벼락에 있는 동산동 역사가 담겨있는 특화거리 쪽구름 장터에 

따르면 동산촌은 원래 ‘쪽고롬이’, ‘쪽구름이라고 불리웠다. 동산촌은 동산동의 중심마

을로 농협을 중심으로 조촌초등학교 인근을 상동산, 우리체국 인근을 하동산이라 불렀

다고 한다. 일대 한 블록 전체가 쪽구름이 장터가 형성되었는데 그야말로 이 마을 이름

처럼 인파가 구름같이 몰려들어 성업을 이루었다고 한다. 지금도 마을 골목에는 장터가 

섰던 흔적을 알 수 있는 상점 형태가 남아있다. (이경보/제일아파트)

   ∙ 일제강점기 : 동산동 “곡창지대라 정미소가 많았던 동산동”

(손 ∙ ∙/ ∙ ∙ ∙방앗간)

   ∙ 일제강점기 : 동산동 “왜정 때는 정미소를 ‘메가리간’이라고 부름”

- 한소망교회 자리에 일본인 창평의 도정공장이 있었음   

- 동산동파출소 앞 기와집이 일본인 ‘창평’의 안집이었다고 함 

- 일본인들이 도로 확장할 거 미리 계산해서 집을 설계했다고 함 

(송 ∙ ∙/반월동)

   ∙ 일제강점기 : 동산동 “일본인들이 다니던 동산초교”

- 동산초교는 일본인들이 다니던 학교

위치: 농협 옆 강나루라는 음식점 부근이 동산초교가 있던 자리라고 함.

벚꽃나무도 많았고, 운동장도 꽤 컸다고 함 

- 조촌초교는 일본인들이 세웠지만 한국인들이 다녔음

(황평연/미리내슈퍼)

   ∙ 일제강점기 : 여의동(양마마을) “일제강점기 폭격이 시작되면 숨었던 기억”

“일제강점기를 좀 겪었지. 나 1학년 때 교실이 없어가지고  창고 같은데서 공부하는데 

비행기 폭격 온다고 숨으라고 하고 그랬어. 선생들한테 미리 연락이 오나봐. 그러면 선

생이 데리고 딴데로 피난가고 그랬어. 일본사람들은 막 칼 차고 말 타고 순경들이. 그러

니까 무섭지. 경찰이라고 하면 말도 못하게 무서워했지.”

(조용훈/양마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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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40년대 해방이후 : 동산동, 반월동 “1940년도 조촌초등학교”

“나는 조촌초등학교를 나왔어. 동산동에 전부다 조촌학교 다녔지뭐. 그런께로 우리 6

학년 때(1949년도)는 반이 7반까지 있는데 한반에 60명씩. 그래서 오전반, 오후반 그랬

어. 방(교실)이 없으니까 나눠서 했지. 우리 때는 못 배운 사람들이 많았잖아. 나는 학교

를 늦게 가서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면서 해방되었는데. 우리나이는 일본학교를 3, 4학

년까지 일본학교를 다닌 사람들이 많아.”

(조용훈/양마마을)

   ∙ 1940년대 해방이후 : 동산동, 반월동 “남반월마을에 장터골목이 있었음”

마음편한요양병원 주차장 옆 골목길

(최희열/동산동)

   ∙ 1950년대-6.25 : 반월동 “6.25전쟁과 밤새 다리를 만들던 부역”

“6.25때는 용산다리라고 하지? 거기서 일 많이 했어. 삼례에서 오는 철다리 거기서도 

많이 하고. 왜 그러냐면 말하자면 인민군들이 점령을 다 해버렸잖아. 미국 비행기가 와

가지고 철다리랑 부셔서 차단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 가마니에다가 흙 담아 가지고 다

시 다리를 놓는 거야. 여기 부락사람들 중에 이장 같은 간부를 정해가지고 동원 시키라

고 해. 그래서 저녁에 캄캄하면 가서 부역을 해야 해. 가마니에다가 흙 담아 가지고, 그

래야지 차도 다니고. 기차도 가고 하니까. 저녁마다 부역을 해야 해. 낮에는 폭격을 하니

까 못하고 밤에 안보일 때 하는 거야. 나는 16살 먹어서 안 갔어. 그런데 17살, 18살만 

되면 인민군 따라가야 했지.”

(조용훈/양마마을)

   ∙ 1950년대-휴전이후 : 여의동 “상이용사촌이었던 태평마을”

“여기가 옛날에는 무용촌이라고 ‘상이용사’들이 살았었어. 6.25때 전사도 많이 하시고 

불구가 되신 분들이 거주를 많이 했었어. 지금은 성덕에 가면 좌측으로 매암리라고 하

는 곳에 완주군 이서면 매암리로 집단 이주를 시켜줬어.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집을 사

가지고 다 들어 왔었지. 그 분들이 떠난 지가 근 30년 정도 되었지. 그 양반들은 국가에

서 다 먹고 살라고 보상받고 장애인들. 국가유공자들이지. 그래서 자녀분들도 학교 같은

데 다 혜택보고 하지.”

(오소간 외 2인/태평마을)



전주시 마을조사사업 “동심(洞心)”찾기 동산동

- 170 -

   ∙ 1950년대-휴전이후 : 동산동 “중국약방”

- 전북중고 자리에 있다가 동산의원 옆으로 옮김 (확인필요)

- 남자는 대만사람, 아내는 한국사람이었다고 함

(황평연/미리내슈퍼)

   ∙ 1950년대-휴전이후 : 만성동 “만성초등학교 운동회 추억”

구술자가 만성초등학교를 다녔을 때는 50년대 후반에서 60년대 초반이었다. 구술자의 

기억 속에 있는 만성초등학교 운동회는 지역잔치였었다. 초등학생들뿐만 아니라 동네주

민들이 다 모여 놀면서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전주 시내에서 구경하러 올 정도로 그 당

시 운동회는 즐거운 구경거리였었다. TV나 라디오가 드물었던 때라 마땅한 구경거리가 

없었던 이유도 한 몫을 했다. 사람들이 함께 구경을 하고, 박수를 치는 것만으로도 운동

회가 재미있었다. 사람이 붐비는 곳에는 장사꾼들이 모이듯이 운동회에도 장사꾼들이 

모였었다. 시내버스가 잘 돌아다니지 않았던 시절이라 구술자는 그 당시에 걸어 다녔던 

추억이 있었다고 한다. 구술자는 특히 가을 운동회에서 진행했었던 동네 마라톤을 선명

히 기억하고 있었다. “동네 마라톤 선수를 뽑아 갖고. 마라톤도 하고. 저기 이서까지 갔

다 왔지. 이 한 도로 타고. 쭈욱 갔다 왔지. 운동회를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했었어.”

(김성규/용흥마을)

   ∙ 1960년대 : 동산동, 반월동 “여산 송씨 종중”

동국아파트와 동산동 주민센터 자리

(최희열/동산동)

   ∙ 1960년대 : 장동 “가마골 유래”

- 구술자 김종삼은 가마를 만드는 동네라 가마골이라고 추측했으나 구술자 최희열은 

가마솥 같이 생긴 동네라 지어진 이름이라고 함

- 목포에서 서울 가는 길목에 있던 동네

- 날 저무면 쉬어가고 술 먹는 주막거리였다고 함

(최희열/동산동)

   ∙ 1960년대 : 동산동, 고랑동 “동산역 주변 상가의 번성과 쇠퇴”

     당시 동산역 앞에 모찌, 당고 가게가 있었고 역 주변이 번성했으나 대를 잇지 못하고 

역이 기능을 상실함과 동시에 자연스레 쇠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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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0년대 : 만성동(두현마을) “과거에 있었다는 모정 이야기”

전주시 덕진구 두현길 34-12(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729-2)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건축

물로 추정이 되는데, 과거에는 이곳에 모정이 있었다. 현재는 닭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모정 그늘이 시원하여 농사가 한가해지거나 뜨거운 여름날에는 이 모정이 주민들의 쉼

터로 활용되었다. 구술자의 기억으로는 약 50년 전에 모정이 없어졌다. 현재 구술자는 

1947년생으로, 23살에 이 마을로 시집을 와서 계속 이 마을에 거주하고 있다. 구술자가 

이 마을로 시집을 왔을 때부터 이미 모정은 없었다고 한다. 구술자는 마을주민들한테 

모정의 존재 여부를 묻기도 했었다. 마을주민들 가운데 한 사람이 농사를 짓는다고 모

정을 없애버렸다고 한다.

( ∙ ∙ ∙/두현마을)

   ∙ 1960년대 : 여의동 “원래 한마을이었던 화개․양마마을”

원래 화개마을이랑 한 마을이었어.옛날부터 화개마을은 부자동네였고, 양마마을은 가

난했어. 그때는 자본주의니까. 농사지을 토지가 많고 그래서 그랬지.

그 앞마을은 잘 살고 우리 동네는 못 살고 하니까 트러블이 생기지 거기는 잘살고 여

기는 못사니까.

(조용훈/양마마을)

   ∙ 1970년대 : 동산동, 여의동 “땅값이 비쌌던 동산동”

그래서 발전이 안 됐다고 함

- 교통의 요지 (삼례, 군산가는 길목)

- 동국아파트가 1990년대 1평당 80만원씩 팔았던 자리라고 함

(이화자/동산동)

   ∙ 1970년대 : 여의동, 장동 “기계화영농 시범사업 장소였던 현재의 월드컵경기장 자리”

현재의 월드컵경기장 자리는 원래 개인 소유의 논이었다고 한다. 전북영농에서 이 논

의 소유주한테 승낙을 받아서 기계화영농 시범사업을 할 수 있었다. 기계화영농 시범사

업으로 이곳에서 첫 모를 심었으니 구술자의 그 당시 감회는 남달랐을 것이다. 하지만 

전북영농에서 기계화영농을 계속 할 수 없게 되면서 이 땅은 개인 소유의 논으로 남게 

되었다. 이 논은 전주월드컵경기장으로 바뀐다. 우리나라에서 2002년 월드컵을 개최하

게 되면서 월드컵경기장이 필요해졌기 때문이었다. 전주월드컵경기장 공사는 1999년 2

월에 착공하여 2001년에 완공되었다. 2001년 11월 8일에 개장을 한 전주월드컵경기장은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전주월드컵경기장 공사 전에 이미 논을 갈아엎었을 것이라 짐

작된다.

(강인규/덕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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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0년대 : 여의동 “왔다가는 동네 태평마을”

“주로 이 동네가 빈민촌이라고 주민들이 시내에서 어렵게 살고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시내보다 집값이 싸니까 2-3년 정도 살다가 기반이 갖춰지면 다시 시내로 이사 가고 

몇 개월 살다가 이사 간 사람들도 있고 원래 본토박이 분들이 세 내주면 그렇게 살다가 

많이 가지. 그래서 이동인구가 많다고 보면 되지. 현실이 그러니까.”

(오소간 외 2인/태평마을)

   ∙ 1970년대 : 여의동 “화개마을의 변화”

“여기가 몇 번 바뀌었죠. 옛날에는 초가집이 많이 있어서, 초가집이 여기 한 48채인가 

있었어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사업을 하면서 초가집을 다 거둬내고, 슬레이

트로 하다가, 슬레이트도 벗겨내고 슬라브로 해놔서. 여기가 슬라브 집이 많죠.”

(장철수/화개마을)

   ∙ 1970년대 : 여의동 “마을이름 따라 주민들이 태평하게 잘산다는 태평마을”

주민들은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마을이라고 얘기한다. 원래는 농원으로 불렸던 마을인

데 마을주민들이 ‘태평마을’이라는 이름을 지었다. 그래서 인지 마을 사람들이 태평하게 

잘 살고 있다고 믿고 있다.

“농원인데, 우리가 농원소리 듣기 싫어서 태평부락이라고 했어. 그래서 태~평하게 잘 

살잖아? 그런 동네야. 전주시는 전주시라도 제일 끝에 메마르고, 살다 살다 못사는 사람

들이 와서 정착하고 살지. 지금은 그 때에 비하면 부자마을이지. 여기가 야산이 있었는

데 우리가 살면서 정착하면서 애들 키우고 가르치고 했지.”

(오소간 외 2인/태평마을)

   ∙ 1970년대 : 동산동(구 조촌면) “전주시 33개동 중의 1번으로(가장) 컸던 곳, 동산동’” ‘ 

삼천동 같은 곳은 진짜 시골이었지, 땅 값도 싸고.’

(손 ∙ ∙/ ∙ ∙ ∙방앗간)

   ∙ 1970년대 : 동산동 “땅값이 비쌌던 동산동”

- 곡창지대라 땅값이 비쌌음

- 가격이 저렴한 다른 동네에 건물이 들어서다보니 자연히 땅값이 오르고, 상대적으로 

동산동은 떨어지게 됨

(손 ∙ ∙/ ∙ ∙ ∙방앗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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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0년대 : 동산동 “땅값이 비쌌던 동산동”

- 교통이 좋아서 비쌌던 걸로 추정

- 전주시 들랑구(출입구)에 전주·삼례 1번국도, 1970년대까지 전주 시내버스 종점이었던 

동산동

(손 ∙ ∙/ ∙ ∙ ∙방앗간)

   ∙ 1970년대 : 만성동 “교습소 글씨가 새겨진 건물”

만성이용원(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870, 지번 :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827-2) 옆에 

하얀책 페인트칠을 한 벽면 건물이 자리 잡고 있다. 구술자의 구술에 의하면 이 건물은 

옛날에 개인 창고였다. 건물 벽면에 글씨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는데, 교습소만 간신히 

확인할 수 있었다. “옛날에 거기에서 여기 학교였대. 초등학교 때요? 어.” 비록 용도는 

달라졌지만 희미한 글씨 속에는 이 건축물의 세월의 흔적이 새겨져 있는 듯하다.

(김성규/용흥마을)

   ∙ 현재 : 여의동 “최근 들어 오는 외지 사람들”

외지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새로 지은 집들 많은데, 우리도 누가 와서 짓는 가도 모르

고,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이사 가도 인사도 안하잖아. 지금은 그런 것이 없어.

(조용훈/양마마을)

   ∙ 현재 : 만성동 ‘마을 경관의 변화“

“거기도 다 우리 동네의 논이야. 그리고 밭이었는데. 지금은 저렇게 들어와 갖고. 한 

2~3년. 2~3년 내에 들어왔어. 그 전에는 다 우리 동네 농사짓고, 밭 짓고 그랬는데. 이

렇게 집도 살았거든. 단층주택으로. 그런데 집터가 젊은 사람들이 사 갖고. 원룸을 지었

어. 마을 내 있는 몇 채의 원룸은 금년에 다 지은 거여.”

현재 이 마을 경관의 변화를 살펴볼 때 눈에 띄는 풍경은 마을 내에 원룸들이 들어서

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마을주민들이라기보다는 주로 외지에서 사는 젊은이들이 건물

을 사서 원룸들을 지었다고 한다.

( ∙ ∙ ∙/두현마을)

   ∙ 기타 : 여의동, 고랑동 “태평마을에서 이어졌던 주엽정이 한양가는 길”

“뒤에 이 길은 서울 한양 가는 길(주유소 큰 길)이라서 막지를 못해. 과거보러갈 때 

그 길이야. 그니까 이 길은 옛날 옛날부터 난 길이야. 옛날은 샛길인데 지금은 커졌지.

그러니까 고랑동 맞아. 그래서 엽정(주엽정이)으로 해가지고.”

(오소간 외 2인/태평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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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 반월동 “유래”

쪽구름의 한자 표기가 반월(반쪽 달)

(손 ∙ ∙/ ∙ ∙ ∙방앗간)

   ∙ 기타 : 만성동 “용흥마을 들어오는 입구에 있었다는 우물”

용흥마을로 들어오는 입구에 우물이 있었다고 한다. 이 물이 잘 나왔었는데, 현재는 이 

우물이 메꿔진 상황이다. 구술자의 구술에 의하면 지하수를 품어대면서 이 물이 안 나온다

고 했다. “그 전에 보면 물이 펑펑펑 쏟았어. 물이 항상 넘어. 그만큼 물이 잘 나왔었어.

그 물은 흐르는 물이여. 산에서 나오는 물이지. 안에서 푹푹 쏟아내는 물이 아니라. 내려 

와!” 구술자의 구술에서 이 우물의 물이 황방산에서 내려오는 물임을 추정해 볼 수 있다.

“항상 물이 넘쳤어. 거기가.” 물이 넘쳤어. 박적시암이지. 말하자면 두레박 우물.“

“여기 지하수. 저 쪽에 길이 나기 전에. 팠는데. 거기는 겨울이 되면 물이 솟아. 그리고 

겨울에는 따뜻해. 여름에는 시원했던 것 같고. 겨울에도 거기 온도가. 땅 속에. 높은 게”

마을표지석이 세워진 입구 근처에 이 우물이 있었다고 하는데, 현재는 안 남아 있어서 

확인할 길이 없다.

(김성규/용흥마을)

   ∙ 기타 : 만성동 “참샘 서당 이야기”

지금은 사라진 마을이지만, 과거에는 존재했었던 ‘참샘’이라는 마을에 한문을 가르치

는 서당이 있었다. “그때는 봄에 쌀 한 말씩 내야 혀. 그때는 선생님 앞에 아침에 큰 

절을 해야 하고. 끝날 때 큰 절을 했어요.”

(김성규/용흥마을)

   ∙ 기타 : 만성동 “지금은 없어진 참샘”

“옛날에 참샘이라는 곳이 있었다. 사람이 떠다 먹는 우물이었는데, 지금은 없어져 버렸

다. 옛날에 과거를 보러 갔던 분들이 마시고 갔던 물이여.” 구술자는 참샘을 언급하기는 

했지만 참샘이 어떤 우물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했다. 구술자의 어린 시절에도 

우물을 사용했다는 기억이 많지는 않았었다고 한다. 현재 참샘을 볼 수는 없다. 참샘을 

품고 있는 마을 ‘참샘’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이었다. 이 우물은 마을의 명칭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저 큰 길 옆에. 큰 길. 그쪽으로 마을이 있었어요. 마을 이름이 참샘.

저 김제 가는 그 도로가 나면서 마을이 없어졌어요.” 새로 생긴 집이 2채에서 3채 정도 

있다고는 하나 예전의 마을 풍경은 거의 사라졌다고 한다.

(김성규/용흥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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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 만성동 “용흥마을 모정”

용흥마을 모정은 용흥경로당과 함께 마을어르신들의 휴식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김성규/용흥마을)

   ∙ 기타 : 여의동 “양마마을 유래”

“양마마을은 한문으로는 어질 양(良), 말 마(馬) 자를 썼는데  그거를 유래를 못 전해 

들어서 모르겠어. 말이 있기도 했는데 여기 동네 위에 넓은 영토가 있는데 여자 방앗간

이라고. 말을 이용해서 돌려가지고 방아를 찧었었어. 내가 10살 먹었을 정도에. 밑에다

가 독을 놓고 말이 돌리면 보리랑 나락이랑 찧어주고 했었어. 그래서 지금도 방앗간이

라고 부르고 있어.”

양마마을 : 양마마을은 마을에 갈마음수혈(渴馬飮水穴)이 있다는 것에서 유래되었다.

갈마음수혈은 목마른 말이 물을 먹는 형세라는 것이다. [전주시평생학습센터, 『세상으

로 나온 전주이야기-덕진구·동산동』, 2010]

(조용훈/양마마을)

   ∙ 기타 : 여의동 “화개마을의 유래”

“여기가 화개마을인데 꽃 화(花), 열 개(開)자를 쓰거든? 꽃이 핀다는 그런 건데, 저기 

가면 정자가 있어요. 정자 옆에 묘가 하나 있는데 이씨 종중 묘예요. 근데 그 묘에서 

전에 묘를 쓸라고 보니까. 꽃이 환하게 피어 있드랴. 그래서 여기 동네를 개마을이라고 

불렀다 그러더라고. 별다른 전설은 없고….”

(장철수/화개마을)

   ∙ 기타 : 반월동 “유래”

- 반쪽구름, 쪽구름으로 불리던 것에서 시작

- 쪼끄래미, 쪼꼬래미로 전부터 불림                                  (최희열/동산동)

4) 농업

   ∙ 기타 : 여의동 “마을에서 주로 짓는 농사”

“여기는 주로 벼농사, 더러는 하우스를 지어서 상추 같은 것도 하다가 이제 나이가 연

로하셔서 못하고…. 밭에는 주로 고추, 참깨, 옥수수, 들깨, 콩, 배추를 주로 많이 하지.”

“과수원은 한 분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일부는 포도, 복수아를 농사짓고 있어요.”

(장철수/화개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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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산시설-경공업

   ∙ 일제강점기 : 동산동 “한소망교회 자리도 정미소였음”

(손 ∙ ∙/ ∙ ∙ ∙방앗간)

   ∙ 일제강점기 : 동산동, 반월동 “조촌초 맞은편 GS수퍼마켓 자리가 양봉원의 정미소였다

는 구술자”

정부 양곡을 도정하던 정미소

(손 ∙ ∙/ ∙ ∙ ∙방앗간)

   ∙ 일제강점기 : 동산동, 반월동 “양봉원의 방앗간”

남원 출신, 권삼길씨 방앗간 바로 앞에 위치해 있었음   

(황평연/미리내슈퍼)

   ∙ 권삼길의 방앗간 (일제강점기)

- 일제 강점기 때 동산농장주식회사 방앗간에서 일했다고 함 

- 동산농장에서 일하다 해방 이후, 거시기 상회(현 안경점) 자리에 방앗간을 냈다고 함

- 권삼길씨 아들이 그 건물에서 휴대폰 가게(확인 필요) 한다고 함  

(황평연/미리내슈퍼)

   ∙ 일제강점기 :  동산동의 “지주들”

- 현재 신협 코너 쪽에도 2,000평쯤 되는 도정공장이 있었음

- 동산동 주민센터 옆 (소망?)교회 자리에도 도장공장 있었음

- 「동산도정공장」 이라는 이름의 공장이었고, 정부 양곡 도정함

(최희열/동산동)

   ∙ 일제강점기 : 동산동 “규모가 큰 도정공장이 있던 현)이디야 커피 자리”

- 80여명의 직원이 일하던 도정공장이 있었다고 함

- 그 외에는 모두 논밭이고, 비포장 2차선 도로였다고 함

(김종삼/동산동)

   ∙ 일제강점기 : 동산동, 반월동 “원불교 자리에 있던 주정공장” 

- 이 일대 역시 번화한 거리였다고 함 

-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사를 지었고, 발전된 동네는 아니었다고 함

- 이 일대 역시 번화한 거리였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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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사를 지었고, 발전된 동네는 아니었다고 함

- 정원이 있던 일본식 건물

- 밑에는 솥 공장이 있었음

(김종삼/동산동)

   ∙ 1940년대-해방이후 : 동산동, 반월동 “박찬오씨가 운영했던 ‘조촌 주조장’”

- 원불교 사거리 옆 가구 만드는 곳이 박찬오씨네 집이었다고 함

- 어려웠던 시절 박찬오씨 집 술찌개미를 갖다 먹고 연명했다고 함

- 원불교 사거리, 성덕 못가서 상가 있는 자리

- 박찬오씨가 땅을 희사해서 원불교 교당이 생김

-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었다고 함

- 지금은 미국에 가고 없다고 함

(황평연/미리내슈퍼)

   ∙ 1940년대-해방이후 : 동산동 “흥아 불무(풀무,대장)간”

- 삽 같은 거 만들고, 괭이 만들던 곳

- 대장간, 달구지(구루마)도 만들었음

- 해든아파트 자리여서 현재는 찾아볼 수 없음 

- 세원빌라 아파트 자리 근처

(황평연/미리내슈퍼)

   ∙ 1950년대-휴전이후 : 동산동 “4개의 큰 방앗간”

     1) 권삼길씨 방앗간 

- 만물상이었던 거시기상회(현 안경원 자리)

- 현재 권삼길씨의 아들이 안경원으로 운영중

- 또 다른 구술자는 안경원은 세를 준 자리이고, 옆 코너의 꽃집이 권삼길씨 둘째 아들

이 운영하는 곳이라 함 

     2) 백낙권씨 방앗간

- 원불교 근처에 있었음

- 일본인 밑에서 일하다 해방 후 일본인이 얼마간의 재산을 물려줘서 동산동 부호가 

됐다고 함 

- 현재 돌아가시고 따님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함

(김종삼/동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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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0년대 : 동산동, 반월동 “삼진떡방앗간 맞은편 대왕갈비 자리는 옛 반월정미소 자리”

현재는 송영진 구술자 자택 들어가는 골목 안쪽에 위치 

(손 ∙ ∙/ ∙ ∙ ∙방앗간)

   ∙ 1960년대 : 여의동, 동산동 “제일아파트 자리 연초장”

     면담 대상자가 초등학교 때, 최영두라는 국회의원이 군대 군용도정으로 제일아파트 자

리에 연초장을 만듦. 이후 허물고 제일아파트가 생김 (1960년대)

(김종삼/동산동)

   ∙ 1970년대 : 동산동 “한국주유소”

주유소 자리가 3~4군데 있었다고 함

(김종삼/동산동)

∙ 1980년대 : 여의동, 동산동 “2,000여명의 근로자가 일했던 동산동 연엽초 공장”

- 현재 제일아파트 자리에 연엽초 공장이 있었다고 함 

- 이후 동산동에서 남원으로 이전했다고 함

- 당시 연엽초 공장은 담배의 초벌과정을 하던 곳으로 향료, 미원, 설탕, 글리세린, 남미산

연엽초 등을 섞어 담배로 만들던 곳이었다고 함

- 동산동에서 예비·분류작업을 마친 담배는 태평동에 있던 전매청으로 보내져 약품처리

후 썰어서 포장작업이 이루어졌다고 함       

(최희열/동산동)

   ∙ 1980년대 : 여의동, 동산동 “담배말리는 건조장이 이 아파트 자리에 있었어”

“이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에는 여기가 담배를 말리는 건조장이 있었어. 전매청에서 여기에 

건조장을 만들었어. 건조장이 되게 오래 있었지. 그게 없어지고 우리 아파트가 생겼어.”

(이 ∙ ∙ 외 3인/제일아파트)

6) 상업시설

   ∙ 일제강점기 : 동산동, 반월동 “한국인이 운영하던 사진관”

- 왜정 때부터 해방 이후까지 원불교 교당 자리에 한국인이 운영하던 사진관이 있었다고 함

- 문 닫기 전에 논을 원불교에 논 7마지기를 희사함 

(송 ∙ ∙/반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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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40년대-해방이후 : 동산동 “십자병원이라 불리던 동산의원”

- 동산의원의 미망인 전귀순을 ‘십자언니’라는 별칭으로 부른다고 함

- 이후 동인의원이 생김     

- 종로약국 사거리 안경점(구 거시기상회) 자리에 동인의원 있었음

- 십자병원(동산의원)은 보건소 같은 곳이었고, 동인의원은 전문의가 운영하는 곳 같았다고 함

- 구술자 어린 시절, 작은엄마가 임신 중 홍역에 걸려 동인의원 의사를 모셔오던 중 작고

하심. 구술자 13~14세 때 일이라고 함.

(이화자/동산동)

   ∙ 1960년대 : 동산동 “삼진떡방앗간 자리”

- 아버지 대를 이어받아 아들이 운영 중

- 현재 자리에서 운영한지 4~50년 정도 됐다고 함

(손 ∙ ∙ / ∙ ∙ ∙방앗간)

   ∙ 1960년대 : 동산동, 반월동 “동산동의 번화가”

- 현재 동산동 우체국 자리가 번화가였고 술집(색시집)들이 있었음

- 전주에서 찾아올 정도로 번성했고 지금의 룸살롱 형태의 술집

- 최희열 구술자의 말로는 번화가 정도는 아니었고 술집 군락도 넓지 않았다고 함

(김종삼/동산동)

   ∙ 1960년대 : 동산동 “동산양장점 운영”

- 50년 간 양장점(의상실) 운영

- 동산동 파출소 맞은편 현재 자전거 점포에서 운영

- 당시 월부(지금의 할부 개념)로 옷을 많이 맞춰 입었다고 함

- 중인리에서 와서 옷을 맞춰가는 손님도 있었고, 교복, 조촌초 무용복 등도 맞췄었음

(이화자/동산동)

   ∙ 1980년대 : 동산동, 반월동 “32년간 한자리에서 점포(미리내슈퍼) 운영중”

- 어릴 적 구술자가 살았던 주엽정이 주변에 주막이 있었음

- 술을 팔던 주막집은 아니고 사람이 살았다고 함

- 고랑뜰 주변에 작은 산과 장승배기가 있었다고 함

(황평연/미리내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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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주공간

   ∙ 1960년대 : 동산동, 고랑동 “동산동의 시설이야기”

- 과거 변전소가 있어 전기가 들어왔고, 수리시설이 잘 돼 농사 짓기 용이했음. 홍수가 

와도 물이 바로 빠졌다고 함                                                  (김종삼/동산동)

   ∙ 1970년대 : 동산동의 “아파트”

- 당시  ∙ ∙ ∙사택(4층짜리) 직업훈련원 아파트가 최초

- 77년도쯤 세워짐

- 이후 고랑리 한강아파트가 (민가) 아파트로는 최초로 세워짐

- 백우아파트는 90년대, 93년도 세워진 걸로 추정

(김종삼/동산동)

   ∙ 1970년대 : 여의동 “새마을 운동 이후 지어진 슬레이트 집과 담”

내가 어릴 때는 다 초가집이었지. 지금이야 이렇게 되었지만. 새마을운동하면서 슬레

이트집이 되었고, 담도 치고, 하수구도 손보고 그랬었어.

(조용훈/양마마을)

   ∙ 1990년대 : 동산동 “아파트가 많지 않았던 동산동”

- 4~5년 전부터 (고층)아파트가 생겨남  

- 정미소였던 해든아파트 자리

- 90년대 초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처음 생긴 아파트가 동산아파트, 그 이후 동산역 주변의

작은 연립들이 생기기 시작

(손 ∙ ∙ / ∙ ∙ ∙방앗간)

   ∙ 2000년대 : 여의동 “제일아파트 현황”

“제일아파트가 지어진지는 13년 정도 됐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살게 된지도 평균 

10여년 됐어. 여기 아파트가 지금 780세대 정도 돼.”

(이 ∙ ∙ 외 3인/제일아파트)

   ∙ 2000년대 : 여의동 “2003년부터 입주한 여의제이파크”

- 동산동 살면서 여기 아파트를 신축해서 일로(이리로) 왔지. 2004년에 지어져서 지금 

737세대가 돼.

- 여의제이파크(제일)의 주소는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669이다. 2003년 12월부터 입주를

시작해서 총 737세대, 총 5개동, 총 15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경보/제일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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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 여의동 “2016년부터 들어오게 된 도시가스”

“도시가스가 지금 금년에 싹 들어왔어. 7월 달부터 작업해서 오늘도 하는 데가 있어.

그 전에는 기름 땠지. 한 도라무(도라무: 드럼의 일본식 발음, 1드럼=200L정도)에 최

고 28만원 까지 되었지. 경유를 썼지. 지금도 못 떼는 사람은 연탄보일러는 떼고. (2016

년) 7월부터 한 99%되었어. 곧 있으면 100%가 돼지. 도시가스가 들어오니까 돈도 절약

이 좀 되고.”

(오소간 외 2인/태평마을)

   ∙ 기타 : 여의동 “비슷비슷한 구조를 가진 집들”

“여기 주택이 벌써 5-60년 정도 가까이 된다고 보면 돼. 다 비슷해 설계를 똑같이 해서 

방 2-3칸 주방하나 딸리고 그런 집들.”

(오소간 외 2인/태평마을)

   ∙ 기타 : 만성동 “오폐수 관련 이야기”

구술자의 구술에 의하면 마을 내 오폐수 시설이 잘 정비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하수

구는 넓게 잘 해 놓아서 하수는 잘 되는데, 시에서 해 줬는데. 분비? 배출 같은 거 나갈 

거. 그런 것이 나가야 하는데.”

( ∙ ∙ ∙/두현마을)

8) 사건

   ∙ 1980년대 : 동산동 “전두환이 초도순시로 방문했던 조촌면”

- 전두환이 완산 전씨라는 설이 있음

- 완주군의 옛 지명이 완산이라 방문했다는 설과 조촌면에 전두환 친척쯤 되는 사람이 

있어 방문했다는 설

- 현 새마을금고 자리에 조촌면사무소가 있을 때 이야기 

(최희열/동산동)

9) 기관

   ∙ 일제강점기 : 동산동, 반월동 “동산소학교에 관한 이야기”

- 현재 농협이 있는 자리 뒤쪽

- 일본인들만 다니는 소학교였음

(이화자/동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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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제강점기 : 동산동, 반월동 “오래된 역사와 큰 규모의 조촌초”

덕진동과 송천동 일부, 팔복동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조촌초에 다녔다고 함

(최희열/동산동)

   ∙ 일제강점기 : 동산동, 반월동 “100년 역사의 조촌초등학교”

- 행정구역상 동산동이지만 일제 강점기 때부터 있었던 조촌초등학교

- 그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 학교명을 (조촌->동산) 바꾸지 않고 유지함 

(김종삼/동산동)

   ∙ 일제강점기 : 동산동, 고랑동 “동산역의 역할”

- 동산역이 과히 필요성이 있는 역은 아니’라는 구술자

- 인근 송천역과 4Km도 채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함

- 일본인이 수탈을 목적으로 만들었다는 뉘앙스

(최희열/동산동)

   ∙ 일제강점기 : 동산동 “동산우체국 옆 ‘동산의원’”

- 일제 강점기 지은 건물로 추정됨

- 이후 중국사람이 한약방으로 운영하다 우석고 자리로 옮김

- 동산농장 뒤편에 축사처럼 비인가 시설의 중학교(야학)이 있었고, 2~3개 반을 운영했

다고 함 

- 그 자리를 우석재단 서창훈 이사장의 아버지가 사서 우석중을 설립

- 이후 동산동 일대 우석재단 사학(우석중, 우석고, 우석여고) 넓힘 

- 우석재단은 훈산재단(제일건설)으로 넘어가 현재 전북중, 전북고, 전북여고로 명칭 바뀜

- 정원, 다다미방이 있었음. 친구 아버지가 화교(중국사람), 어머니는 한국사람이었다고 함

(김종삼/동산동)

   ∙ 1940년대-해방이후 : 동산동, 반월동 “조촌초 관련 이야기”

- 이화자 구술자는 조촌초등학교 31회 졸업생

- 당시에는 주로 황방산으로 소풍을 갔다고 함

- 조촌초 앞에 작은 도랑이 있었음. 현재는 복개 되서 인도. 도랑 위치는 구 정문쪽.

현재 정문보다 동국아파트 쪽에 가까운 곳이 정문이었다고 함

(이화자/동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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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50년대-휴전이후 : 동산동 “정양원”

- 6.25때 전사 입은 사람들을 수용하던 장소

- 전쟁 끝나면서 흩어져 없어지고 개인이 사유지로 귀속시킴

- 전북여고 앞 터 일부분 

(김종삼/동산동)

   ∙ 1950년대-휴전이후 : 동산동 “현 전북고 자리에 60년 전, ‘고등공민학교’가 있었다고 함”

초등학교도 아니고,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공민학교 거쳐 시험을 보고 중학생이 되는 것이

라고 함

(황평연/미리내슈퍼)

   ∙ 1960년대 : 동산동 “동산우체국 맞은편 2층 건물 ‘한청’”

- 버스정류장 뒤쪽 2층 건물이 한청(대한청년단, 우익청년단체)이었다고 함  

- 왜정 때 지은, 6.25때 사람 죽이고 학살했던 곳이라고 함

- 건물 내부 방이 굉장히 넓었다고 함 

- 그 자리에서 양장점을 운영했다고 함

(이화자/동산동)

   ∙ 1970년대 : 만성동 “두현경로당”

두현경로당은 전주시 덕진구 두현길 21(만성동 701-3)에 자리를 잡고 있다. 농한기에

는 마을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모여 여가를 즐긴다. 점심시간이 되면 서로 

모여 점심을 먹는다. 두현경로당 건물보다 눈에 띄는 게 있다면 경로당 뒤편에 위치한 

확성기이다. 다른 도시 경로당에서는 확성기를 보기가 쉽지 않은데, 두현경로당에서는 

확성기를 볼 수가 있다. 농촌마을에 있는 경로당이 연상되었다.

( ∙ ∙ ∙/두현마을)

  ∙ 1980년대 : 동산동 “전북중(우석중)의 전신이었던 동산중”

- 전북일보의 故서정상 회장이 동산중을 인수함

- 故서정상 회장의 호가 ‘우석’이어서 우석중으로 이름이 바뀜  

- 전북여고(우석여고) 자리에 우석대를 지으려고 했으나 땅 값이 비싸 삼례에 짓게 됨

- 전북여고 자리는 원고랑 마을의 뒷산이었음

- 2005년도 우석학원에서 훈산학원(제일건설)으로 넘어감.

故서정상 회장 아들 서창훈 때 건설업으로 진 빚 때문에 우석학원에서 운영하던 학교

(우석중, 우석고, 우석여고)가 모두 넘어감 

(최희열/동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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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 만성동 “옛 만성초등학교 운동장 자리였던 아람유치원”

옛 만성초등학교 운동장 자리에는 현재 아람유치원이 들어서 있다. 아람유치원은 올해 

3월 달에 개원한다. 전주아람유치원 건축물 준공표지판에 따르면 공사명이 전주 아람유

치원 신축공사였고, 공사 발주자는 전라북도교육청이었다. 건축면적은 1,948㎡, 연면적

은 3,529.49㎡이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이고, 지상 2층에 지하 1층 건물이라고 한다.

건축시공사는 덕유엔지니어링(주)이었다. 2015년 12월 11일에 착공을 해서 2016년 12

월 10일에 준공을 했다. 아람유치원의 주소는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874(전주시 덕진

구 만성동 832)이다.

(김성규/용흥마을)

   ∙ 기타 : 만성동 “용흥경로당”

용흥경로당은 전주시 덕진구 만성용흥길 14(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816-1)에 자리를 

잡고 있다. 마을 입구에서 마을을 향해서 약 110m이상정도 걸어가면 나란히 자리 잡고 

있는 용흥경로당, 모정, 노거수를 찾아볼 수 있다. 마을로 진입했을 때 천고사와 만성교

회가 있고, 용흥경로당과 모정 그리고 노거수가 있다고 하면 용흥경로당의 위치가 중요

함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용흥경로당은 마을어르신들의 휴식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1층 건물로 슬레이트 지붕을 얹었다.

(김성규/용흥마을)

10) 인물 

   ∙ 일제강점기 : 동산동 “지주 중 한 명이었던 양봉원”

- 현 안경점(구 거시기상회) 부근에 위치한 농협 코너에서 △△한약방까지 양봉원의 

도정공장 이었다고 함

- 개인이 국가에 위임을 받아 운영한 정부 도정공장이었다고 함

- 양봉원은 1987년도 이전에 타계함

- 남원출신이었고 왜정 때 경찰관이었다고 함

- 명절 때 돈 예금하는 게 일이라고 할 정도로 부자였어.’

- 결혼하려고 만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얼마나 부자인지 봐야겠다며 영화촬영 

투자를 권유했고 그로 인해 재산을 탕진했다고 함

- 3000평쯤 되는 땅이 도정공장이었다고 함

- 1980년대까지 있었다고 함

- 당시 돈으로 상속세가 1억 정도 됐다고 함

(최희열/동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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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50년대-휴전이후 : 동산동 “돌팔이(무허가) 하창수의 의원이 길가에 있었음”

- 세영이네 과일가게 자리

- 거기서 조금 들어가면 흥아 풀무간 있었음 

- 어려웠던 시절이라 의원이 있어도 돈이 없어 갈 수 없었다고 함

- 회충으로도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고 함 

(황평연/미리내슈퍼)

  ∙ 1960년대 : 동산동 “무허가 의사 하창수에 관한 일화”

- 구술자 여동생이 배가 아파 하창수를 찾아갔는데 ‘남자랑 장난해서 아픈 거 아니냐(임

신)’ 는 이야기를 해서 기분이 나빠 시내의 다른 곳을 찾아가보니 맹장염이었다고 함

- 당시에는 의원이 많지 않아 군대에서 의무병 정도의 경력만 있어도 치료를 했다고 함 

- 돌팔이(무허가)였지만 기술이 좋았다고 함

(이화자/동산동)

11) 자연지형

   ∙ 일제강점기 : 동산동, 반월동 “쪽구름 장터의 유래”

- 현재 쪽구름 장터로 추정되는 곳은 장터가 아니었다는 구술자

- 조촌초 자리에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모였다 흩어지는 식의 쪽구름 장이 있었다고 함.

쪽을 치고 잠깐 앉았다 가는 장이라고 해서 쪽구름 장이라고 알고 있다’고 함 

- 왜정 때 임완용이란 사람이 삼판을 해서 장작 장사를 함  

- 장작 패는 인부들 기숙사였다고 함

- 장을 세우려 난장도 열어보고 했으나 사람들이 삼례장이나 전주로 나가 장이 만들어지지 

않았음 

- 6~70년 전 이야기로 추정

(송 ∙ ∙/반월동)

 ∙ 1950년대-휴전이후 : 여의동 “황토밭에 주로 심었던 농작물”

“예전 여의동에 황토가 많아서 황토 밭에 농사를 지었지. 고구마도 심고, 서숙(조)도 심고 

키웠어.” (이 ∙ ∙외 3인/제일아파트)

   ∙ 1950년대-휴전이후 : 공산동 “책 「지번별 조사」”

- 동산 1번지는 밭이고, 2번지는 논이다는 식으로 지번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책

- 구청에 있다고 함

(최희열/동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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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0년대 : 고랑동, 완주 삼례 “물이 맑았던 삼례천”

- 삼례다리 물이 좋아 갈치도 잡히고, 여름에는 물놀이도 함

- 여름철에 튜브를 대여해주기도 했던 유원지였음

- 팔복동(삼양사, 전주제지) 공업단지로 인해 폐수가 들어와 오염됨

(김종삼/동산동)

   ∙ 1970년대 : 여의동 태평마을 “각시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살아”

“옛날에는 자갈도 없어가지고 ‘각시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산다고 했어. 발이 

푹푹 빠져서 황토 흙이 이렇게 들러붙어서.”

(오소간 외 2인/태평마을)

   ∙ 1970년대 : 동산동 “장화 없으면 못 사는 동네”

그만큼 땅이 좋지 못했다는 이야기

(김종삼/동산동)

   ∙ 기타 : 만성동 “황방산 자락이 감싸안은 용흥마을”

용흥마을 뒤편으로 황방산이 자리 잡고 있다. 이 마을로 들어가려면 전주에서 완주 이

서 방향으로 716번 도로를 타고 가다 삼거리를 만나게 되면 동쪽으로 난 정여립로로 

진입한 후 직진하다 보면 동쪽의 좁은 들머리가 나온다. 마을은 동쪽 들머리에서부터 

서쪽으로 만성용흥길을 타고 길게 이어지며 황방산 자락이 마을을 감싸 안고 있다.

(김성규/용흥마을)

   ∙ 기타 : 만성동 “되바위(혹은 말바위)와 두현마을”

“말고개. 되바위가 있는데. 큰 독이(돌이). 되 같이 이렇게 네모지게. 바위에 그것이 있

어요. 그래서 되바위. 그 전에는 거기다가. 넓은 데. 되 갖고. 마당. 일할 사람들 뭐 이렇

게 해서 주었다는 유래가 있고. 이 동네 유래가 많더라고요.”

구술자의 구술에 의하면 마을 뒤쪽에 황방산이 자리 잡고 있고, 황방산에서 뻗어나가

는 말고개 부근에 되바위가 있다고 한다. 바위에 사각형 모양의 홈이 파져 있는데, 이 

홈은 한 되 정도의 크기이다. 되는 사각형 모양으로 된 나무도구인데 곡식이나 가루,

액체 등을 담아 분량을 재는 데 사용했던 그릇이었다.

두현마을의 유래는 되바위(혹은 말바위)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두현경로당 오른편에 

마을의 유래가 잘 담겨 있는 두현마을의 유래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그 내용을 그대로 

옮겨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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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현마을은 황방산에서 서쪽으로 뻗어 내린 말고개를 사이에 두고 다시 이마를 쳐든 

앞뫼와 그 앞뫼가 왼쪽으로 흘린 청록골이 느슨하게 감싸안고 있다. 남쪽으로는 용흥,

북쪽으로는 찰방, 월평, 그리고 동북쪽으로 옥계동이 둘레를 이루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완주군 이서면을 경계로 툭 터져 있다. 그 너머 멀리 금만평야와 서해 바다쪽을 바라보

고 있어 비교적 너그러운 시계를 통해 생활속의 호흡 또한 각박하지 않은 마을이다. 두

현마을의 동쪽에 있는 황방산은 전주의 서쪽을 방어하는 황방고성이 있었던 자리로 정

상에는 지금도 석축의 흔적이 확연히 남아 있고 고인돌로 추정되는 학바위와 말바위 

등이 널려 있다.

황방고성 안에는 천계(天啓) 무진(戊辰 : 1648년)에 특별히 書齊를 두었다는 각석이 

있으며 바로 주변에는 고찰인 서고사와 천고사, 황방사 등이 있다. 두현마을은 예부터 

이서쪽의 암멀과 반산앞들 사이에 기름진 농토가 있어 부자들이 많았고, 또 성정이 온

후하여 마을의 미풍양속이 잘 보전되어 있다.

이 마을에는 광랑골에서 말고개로 넘어가는 고갯길 정상 부근에 쌀을 한 되(납대기)

가량 담을 수 있는 말바위가 있는데, 여기에 곡식을 부어 그 양을 되어 가지고 전주장에 

가면 딱 맞았다고 전해온다. 그래서 곡식을 재는 말두(斗)자와 고개현(峴)자를 써서 두

현이라 부르게 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 바위를 말바위라 부르지만 되바위, 납데기바위

로 부르기도 한다.

옛날에는 부자들이 봄에 쌀을 되로 주고 가을에는 말로 받는 혹세무민하는 시대였는

데 이 마을 부자는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바위에 표준이 되는 말을 파놓고 매사

에 모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였다고 한다. 지금도 그처럼 공평무사한 정신이 말바위에 

살아 숨 쉬고 있는 것이다. 마을 앞에는 3백년 된 느티나무 한 그루와 암수 은행나무가 

마을의 수호신처럼 우뚝 서 있다.

마을의 주된 성씨는 김해김씨로 마을입구에는 가선대부 한성좌윤 김재택(金海 金再

宅)의 처인 정부인 평강채씨(平康蔡氏) 효부열녀 정려문이 있다. 이 정려는 고종 29년

(1892년)에 정려를 받아 세운 정려각으로 비각 안에는 화려한 단청과 함께 영험 있는 

용이 그려져 있어 마을을 잘 자키고 있으며 후세들에게 효열의 귀감이 되고 있다.

구술자의 구술자료나 두현마을의 유래 안내판에서 이 마을이 얼마나 많은 이야깃거리

를 간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과거에 이 마을에 살았던 사람들과 현재 이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마을에 전해오는 이야기로 이어져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상상해봄직하다. 무엇보다도 되바위에 깃들어 있는 공명정대한 정신은 현재에도 되새

겨봄 직하며 현재를 살아가는 학생들의 교육자료로 충분히 활용가능하다.

( ∙ ∙ ∙/두현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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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 동산동, 반월동 “원불교 밑 자리는 전부 봉답이라고 논이었음”

‘ 천수답’(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야 지어먹고 살 수 있는 땅)

(손 ∙ ∙/ ∙ ∙ ∙방앗간)

   ∙ 기타 : 여의동 “‘용’자 들어간 마을이 유독 많아”

동산동에 ‘용’자 들어가는 마을이 많아. 덕용리, 용정리, 용암리도 있어.

(이 ∙ ∙ 외 3인/제일아파트)

12) 문화자원

   ∙ 대한제국기 : 만성동 “짝을 잃어버린 수은행나무”

현재의 마을회관에서 두현길을 따라 동쪽으로 약 20미터이내를 가다 보면 한 그루의 

은행나무가 보인다. 구술자는 이 은행나무의 수령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고, 100년 이

상은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었다. 예전에는 은행나무 암수가 서로 마주보며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한다. 구술자는 이 은행나무 암수를 수놈 은행나무와 암놈 은행나무 혹

은 남자와 여자로 불렀었다. 대략 3~4년 전에 암은행나무가 벼락을 맞아 고사하면서 

마을주민들이 암은행나무를 베어냈다. 현재 암은행나무는 흔적만 남아 있을 뿐인데, 구

술자의 구술이 아니면 확인하기가 어렵다. 조사자의 눈에는 그저 시멘트 바닥으로만 보

일 뿐이었다. 현재 수은행나무만 버티고 서 있어 열매를 맺고 있기는 한데, 아쉬운 마음

을 금할 길이 없다. 이 은행나무에서 짝을 잃어버린 수은행나무가 연상되기 때문이었다.

( ∙ ∙ ∙/두현마을)

   ∙ 대한제국기 : 만성동 “만성교회 약사”

조사자가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건물 앞 서쪽 자리에 한국기독교장로회 만성교회 창

립 100주년 기념비와 50주년 기념비가 함께 세워져 있다. 전주 만성교회는 전주시 덕진

구 만성용흥길 15-1(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818)에 자리를 잡고 있다. 창립 100주년 기

념비 정면에는 기념비명이 새겨져 있고, 뒷면에는 전주만성교회약사가 새겨져 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전주만성교회약사에 따르면 만성교회는 1905년 3월에 설립되었다. 완주군 조촌면 두현리 

송영도 집에서 한경화 한사숙 김인화 등이 두현리 예배처소를 설립한 게 첫 시작이었다.

1907년 5월에는 조촌면 만성리 용흥리 부락에 두현리 교회를 설립했다. 초대 당회장에 전

요섭 목사(선교사)가 취임을 했다. 1921년에 교회에서 숭선 사립소학교를 설립했고, 1940

년 6월에 만성교회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다. 1940년에 사립 숭선학원은 폐교를 하였다.

1954년 11월 교회창립 50주년 기념식을 했다고 하며, 1978년 3월에는 45평 현재의 건물을 

갖추게 되었다. 2005년 5월에 교회 창립 10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김성규/용흥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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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40년대-해방이후 : 동산동, 반월동 “반월정미소”

- 대왕갈비 골목길에 있는 정미소 

- 왜정 때부터 대왕갈비 자리에서 정미소 운영

- 이후 국수공장으로 운영하다가 벼 찧는 방앗간으로 변경

- 방앗간 팔고, 뜯어낸 터에 가게(대왕갈비) 만들고 세를 내줌

- 파란색 함석지붕(사진참고)에서 방앗간 운영하다 현재 정미소 자리로 옮김  

- 정미소는 현재 반 폐쇄중이라고 함

(송 ∙ ∙/반월동)

   ∙ 1940년대-해방이후 : 여의동 “1940년대 아이들의 놀이”

“어릴 때 자치기도 하고 나무를 깎아서 목치기도 하고 그랬어. 쳐서 따먹기 그거 치면 

서잖아? 그러면 내가 쳐서 밑에 있는 놈을 먹는 거야. 딱 치니까 누우면 먹는 거야. 그러

니까 그전에는 장갑도 없으니까 손이 다 터서 피가 질질 나고 그랬었지. 패치기도 하고,

다마치기(구술치기)도 하고. 내기해서 지면 내가 갖고 있는거여. 나는 많이 잃었지 뭐.

(웃음)”

(조용훈/양마마을)

   ∙ 1950년대-휴전이후 : 동산동, 반월동 “정부양곡보관창고”

- 마음편한요양병원 옆 공터 맞은편 붉은 벽돌의 창고

- 공판한 나락을 정부에서 수매해 모아놨던 장소 

- 나락을 썩게 하지 않으려고 단열효과를 위해 맵벼(나락껍질)를 쌓고 벽돌을 올리는 

식으로  창고를 지었다고 함  

- 구술자 20대 이후쯤 생긴 건물이라고 함

(송 ∙ ∙/반월동)

   ∙ 1950년대-휴전이후 : 동산동, 반월동 “민간요법(말라리라, 초학)에 얽힌 일화”

- 뒷동산이었던 현 동국아파트 자리

- 당시 여산 송씨들의 무덤이 많았음

- 어릴 적 여름마다 말라리아(초학)에 자주 걸렸었음 

- 할머니가 새벽에 무덤가로 데려가 무덤을 넘으면 초학이 (무서워서) 떨어진다고 함

(이화자/동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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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0년대 : 만성동 “화개마을의 정월 대보름 풍습”

지신밟기: “지신밟기 할 적에는 풍악을 울리고 기를 가지고 앞서서 가면 동네 어른들이 뒤에

서 쫓아 다니면서 기를 걸치지. 그걸 보고 지신밟기라고 해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부엌, 장독,

창고 이런 곳에 전부 잘 되라고 빌기도 하고 그랬어요. 지신밟기는 땅을 밟는다고 해서 지신밟

기에요. 땅을 밟으면서 마을을 돌아다니고 어르신들은 뵈면서 안녕을 기원하는 거예요.”

나눔: “정원 대보름날에 재밌는 것은, 동네 아낙네들이 장난을 치느라고 소쿠리를 들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밥을 조금씩 얻어와. 회관이면 회관, 모임장소에서 나눠먹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때는 회관이 없으니까 동네에서 제일 큰 집, 방이 넓은 집에서 모여서 뺑-

둘러서 먹고 그랬어요.”

윷놀이: “정월 대보름때, 윷놀이도 했어요.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하고, 여자들은 여자

들끼리 하고, 밥 얻어 온 놈을 비벼서 먹기도 하고 그랬었어. 그건 참말로 그 시절이 

그립지요.”

“내가 한 15-16살 때 까지는 이렇게 했을 거예요. 지금은 어렵죠. 그때는 농경문화라서 

농사만 짓고 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는 학교 가는 사람은 학교에 가고, 직장 

다니는 사람은 돈벌러 직장 가고 단합이 안되고 모일 기회가 없어요. 그니까 자연적으

로 이런 문화가 없어졌지.”

(장철수/화개마을)

   ∙ 1960년대 : 여의동 “어릴 때 놀던 추억”

옛날에는 자치기, 모치기 하면서 놀았어. 나무 하나 가지고 탁 때리면 멀리 날라 가서 

지금 야구 식으로 하는 거고, 모치기는 못을 세워서 맞추면 넘어지지. 동네 놀이터에서 

많이 했지. 노는 자리가 모정 거기에 마당이 있었지.

( ∙ ∙ ∙/제일아파트)

   ∙ 기타 : 만성동 “수령 3~400년으로 추정되는 두현마을 느티나무”

마을 입구에는 수령 300~400년으로 추정되는 느티나무가 자리 잡고 있다. 이 느티나

무는 정자라고도 불린다. 예전에는 느티나무만 있었고, 모정과 의자는 없었다. 모정과 

의자가 생긴 데에는 나름대로의 배경이 있었다고 한다.

혁신도시 개발과정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느티나무를 없애려고 했었다. 실제

로 느티나무가 훼손되기도 했는데, 주민들은 이에 반발했다. 주민들이 이 나무를 없애는 

데 반대했다는 사실에서 이 나무에 대한 주민들의 애정을 엿볼 수 있다. 이후에 주민들

이 건의를 하여 모정과 의자를 설치하였다고 한다(향후 확인 요망. 혁신도시사업 이후

로 추정). 느티나무와 더불어 모정과 벤치가 설치되어 있어, 주민들과 길손들의 땀을 

식혀주는 쉼터가 되어주고 있다.

( ∙ ∙ ∙/두현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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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 만성동 “만성교회 귀신터 이야기”

만성교회를 짓기 전에는 만성교회 자리가 귀신 터였다고 한다. 만성교회 건물을 짓는 

초창기에 비가 오고, 날이 궂으면 이곳에서 울음소리가 났다고 한다. 울음소리가 나면 

으스스한 분위기를 자아내니까 귀신 터라는 이야기가 전해왔다. 만성교회를 짓고 나서 

이 울음소리가 없어졌다. 귀신이 진짜 나타났는지, 안 나타났는지 명확히 확인할 길은 

없지만, 이 울음소리가 얼마나 스산했는지는 짐작해 볼 수 있다.

(김성규/용흥마을)

   ∙ 기타 : 고랑동 “이도령이 한양 갈 때 걸어다녔다던 주엽쟁이”

주엽쟁이는 저기 삼화부락에 이도령 걸어 다니던 발자취가 거기 있지. 제방, 뚝으로.

한양 걸어다닐 때 그렇게 걸어다녔어.

( ∙ ∙ ∙/제일아파트)

   ∙ 기타 : 만성동 “두 개의 마을 표지석”

두현마을에는 두 개의 마을 표지석이 세워져 있다. 하나의 마을 표지석은 언제 세워져 

있는지는 모르고, 기단과 비신으로 이루어져 있다. 비신에는 ‘두현마을’이라는 마을 이

름과 금선종합건설(주) 김용모 증이라고 새겨져 있다. 마을 입구 느티나무 옆에 자리 

잡고 있다. 과거의 두현마을 표지석으로 여겨진다. 새롭게 세운 마을 표지석은 두현길을 

기준으로 맞은편에 세워져 있다. 이 표지석 역시 기단과 비신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면

에는 ‘두현마을’이라는 마을 이름이 새겨져 있다. 뒷면 기단에는 ㈜ 우리에너지 대표이

사 성함과 협조한 사람 성함이 새겨져 있다. 보령예석조경에서 2014년 8월 이 마을 표지

석을 설치했다고 한다.

( ∙ ∙ ∙/두현마을)

   ∙ 기타 : 만성동 “평강 채씨 열녀문”

두현마을의 유래 안내판에 따르면 마을입구에는 가선대부 한성좌윤 김재택(金海 金再

宅)의 처인 정부인 평강채씨(平康蔡氏) 효부열녀 정려문이 있다. 네이버 위성지도에 따

르면) 이 열녀문은 전주시 덕진구 두현길 17(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703-2)에 자리 잡은 

집 앞에 위치한다. 열녀문은 목조정각에 기와지붕을 얹었으며, 목조정각 안에 비석이 

세워져 있다. 비석 정면에는 <효부열여가선대부한성좌윤김재택지처정부인평강채씨려>

라고 쓰여 있다. 목조정각 주변을 돌담장이 둘러쳐져 있고, 정각 입구에 해당하는 녹슨 

철문은 잠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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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자의 구술에 의하면 두현마을 입구에 서 있는 열녀문은 잘 관리가 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다고 한다. 열녀문 동쪽에 한문으로 쓰여 있는 ‘案內文 孝婦烈女’가 설치되

어 있기는 하지만, 한문으로 쓰여 있어 한글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한문 안내판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48)

이 정문은 조선시대 고종 29년(1892) 4월 1일에 하사(下斯)되었다. 이 열녀문의 주인공

은 평강채씨이다. 평강채씨의 시부는 공조참의를 지낸 김현대이고, 평강채씨의 남편은 

김재택이었다. 어느 날 평강채씨의 시부가 지병으로 눕게 되더니 곧이어 그녀의 남편도 

중병에 시달렸다. 평강채씨는 정성을 다해 시부와 남편을 간호하였으나 차도가 없었다.

어느 겨울날 평강채씨의 시부가 잉어를 먹기를 원했는데, 이 추운 날에 잉어를 구하기가 

마땅치 않았다. 하지만 평강채씨는 시부를 위해 눈 덮인 강가 웅덩이의 얼음을 깨고, 눈

물로 기도하였다. 평강채씨의 기도에 하늘이 감동했는지, 평강채씨는 잉어를 잡을 수 있

었다. 평강채씨가 구한 잉어를 먹은 시부는 병환이 나았다고 한다. 평강채씨는 남편의 

간병에도 식음을 잊고 단지주혈(한자 단지주혈)하는 등 지성을 다하였다. 그 때 세인(세

인 한자)들은 설한풍(설한풍 한자) 속에서 잉어를 구하고 손가락을 자른 평강채씨의 지

선(지선 한자)한 마음은 하늘이 내린 효열(효열 한자)이라 입을 모아 말했다.

( ∙ ∙ ∙/두현마을)

   ∙ 기타 : 만성동 “용흥마을 노거수”

추가조사 필요 

(김성규/용흥마을)

   ∙ 기타 : 만성동 “용흥마을 표지석”

용흥마을에는 두 개의 마을 표지석이 세워져 있다. 하나의 마을 표지석의 건립연도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 향후 보강조사가 필요하다. 이 표지석은 기단과 비신으로 

이루어져 있다. 비신에는 ‘용흥부락’이라는 마을 이름이 새겨져 있다. 마을 입구 동쪽 

전봇대 한켠에 자리 잡고 있다. 과거의 용흥마을 표지석으로 여겨진다. 새롭게 세운 

마을 표지석은 기단과 비신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단 정면에는 ‘㈜ 우리에너지 대표이사 

배영식, 심규섭 (중)/ 협조 : 정월순 통장, 김만균’과 건립연도가 새겨져 있고, 비신 

정면에는 ‘용흥마을’이라는 마을 이름이 새겨져 있다.

(김성규/용흥마을)

48) 조사자가 안내판의 내용을 조사자의 문체에 맞게 가다듬었음을 미리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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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 여의동 “정월보름 때 행사를 많이 했던 기억”

“풍물치고 했지. 지금은 안하지. 명절 때 많이 하고 정월달에 많이 했지. 옛날에는 구정

부터 정월 보름까지 행사를 이어갔었어. 지금은 할 사람이 없지. 젊은 사람들 다 시내로 

나라버리고.”

(오소간 외 2인/태평마을)

   ∙ 기타 : 고랑동 “주엽정이”

주엽정이는 동네 이름이야. 역전 건너서 방천 지나 논 가운데에 있어.

(이 ∙ ∙ 외 3인/제일아파트)

   ∙ 기타 : 여의동 “400년 된 나무”

“예전에는 마을 내 정자 근처에 있는 나무에서 당산제도 지내고 음식도 해먹곤 했다.

하지만 지금은 사라졌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거 저런 거 다 사라지니까 사는 재미가 

없다.

(장철수/화개마을)

13) 공동체활동

   ∙ 1940년대-해방이후 : 여의동 “해방이후 구장을 맡아서 했던 아버지”

“피난민들도 많이 와서 살았어. 우리아버지가 그때 만해도 해방되고 나서 45년도 쯤 

부터 동네 일보는 사람을 ‘구장’이라고 했어. 지금같이 이장, 통장이 아니고 이장을 구장

이라고 했어. 마을 구장이 무슨 일을 하냐면 그 때는 세금이 많았어. 또. 지금같이 고지

서가 나오는게 아니라 그냥 구두로 이 동네는 얼마 그런 돈을 여러 몀목으로 걷어갔어.

비료도 말하자면 지금은 가서 푸대로 사지만 그 때는 키로(kg)를 세서 한집에 오 키로,

십 키로 해서 샀어. 돈을 걷어가지고, 이 동네는 10푸대, 저 동네는 20푸대 호수가 30호

면 30포를 줘야하는데 그만큼도 안주니까, 키로를 다 재가지고 돈 낸 만큼 환산해야하

지. 저울에다가 달아가지고 키로 수대로 너는 농사 얼마 지으니까 몇 키로, 그래서 돈을 

얼마. 키로 수는 몇 개. 한 가지도 아니고 여러 가지고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복잡했지.

그러니까 집집마다 어느 집이 농사 얼마나 짓는지 다 알고 있어야지. 지금이야 전자계

산기가 있지만 그 때는 다 주판으로 놔가지고 (아버지가)참 욕봤지. 또 그 때는 지금같

이 한문 모르면 동네일을 볼 수가 없어. 일본어도 다 한문으로 되어 있잖아. 우리 아버

지가 말하자면 한문도 알고 우리말도 알았으니까 할 수 있었던 것이야. 한문을 알아서 

일본 가서도 빨리 배웠지.”

(조용훈/양마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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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0년대 : 여의동 “풍장꾼들이 많던 양마마을”

경로당 2층에는 아직도 장구와 꽹과리, 징 등의 악기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장구도 있고 꽹과리도 있는데 이제 사람이 없잖아. 옛날에는 이 마을에 풍장꾼들이 

많아가지고, 음력설 때 동산동가서 동사무소 가서도 치고, 파출소 가서도 치고 하면서 

돈 벌고 그랬었어. 한복도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지. 머리 고깔쓰고, 이 동네가 풍장을 

잘 쳤었어. 흥이 있었어. 그런데 그 양반들이 다 돌아가셨지. 이제는 할 사람들이 없어서 

못해.”

(조용훈/양마마을)

   ∙ 2000년대 : 여의동 “제일아파트 옆 담벼락 벽화”

- 조촌초 교지 이름이 「쪽구름」이었다고 함

- 현재 조촌초 일대 도로명이 ‘쪽구름로’

- 조촌초 정문 옆 제일아파트 담벼락에 동산동 유래, 기록 등이 있음

(김종삼/동산동)

   ∙ 현재 : 만성동 “두현마을경로당 신축기념비”

두현경로당 오른편에 두현마을의 유래 안내판과 함께 세워져 있으며, 2016년 12월 31

일에 세웠다. 신축기념비는 기단과 비신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단에 꽃무늬가 새겨져 

있고, 비신에는 비석명과 건립연도가 새겨져 있다. 비신에 아직 비닐이 씌어져 있어 아

직 안 뜯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 ∙ ∙/두현마을)

   ∙ 현재 : 여의동 “매일 밥을 같이 해 먹는 양마마을 경로당”

“여기 양로당에는 사람이 많아.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지 뭐 매일 와서 같이 밥 먹고.

주로 밥하고 김치하고 먹고, 누가 두부사오면 두부도 먹고, 콩나물 사오면 콩나물도 먹

고 누가 하나 사오면 그냥 나눠먹고 하는 거지. 명태 같은 것도 사오고 밀감(귤) 같은 

것도 사오고.”

(조용훈/양마마을)

   ∙ 현재 : 여의동 “식구이자 친구인 제일아파트경로당 회원들”

제일아파트 경로당은 할아버지방, 할머니방으로 나누어져 있다. 입구에서 보면 성별에 

따라 방이 구분되어 있지만, 막상 안으로 들어가보면 가운데 부엌을 기점으로 양쪽 방이 

이어져 있다. 경로당 회원들은 제일아파트 주민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매일 같이 경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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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모여서 담소를 나누고, 밥도 같이 지어먹는다. 겨울에는 주로 팥을 직접 쑤어 팥죽도 

해먹고, 돼지김치찌개도 해먹는다.

“이 경로당에는 아파트 주민들만 오지. 전부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니까 다 친하지.

우리 식구들이 좋아. 그리고 점심도 맨날 같이 먹는데 가족이지.”

(이 ∙ ∙ 외 3인/제일아파트)

   ∙ 현재 : 여의동 “지금도 심심하면 가끔씩 ‘풍장놀이’”

“지금도 경로당에 꽹과리, 징, 장구, 소고 같은 게 남아 있어요. 명절 때나, 심심하면 

동네 어른들 만나서 풍물놀이도 하고 놀아요.”

(장철수/화개마을)

  ∙ 현재 : 여의동 “화개경로당에서 하는 활동”

“지금도 경로당에 꽹과리, 징, 장구, 소고 같은 게 남아 있어요. 명절 때나, 심심하면 

동네 어른들 만나서 풍물놀이도 하고 놀아요.”

(장철수/화개마을)

14) 타동 관련 이야기

  1) 덕진동

   ∙ 1980년대 : 현재 거주하고 있는 “덕진세원아파트 이야기”

구술자의 구술에 의하면 덕진동 세원아파트가 초창기에는 좋은 아파트였었다.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314-133에 위치하고 있는 세원아파트는 세원주택건설에서 시공을 했

고, 입주날짜는 1983년 1월이다. “그 때는 좀 뜰 때였어요. 왜냐하면 판사. 미군, 미국사람

도 여기 아파트에 살았어.” 곧 혁신도시로 이전할 예정이지만 덕진동1가에 자리 잡고 있

는 법원과 검찰청이 세원아파트와 가까워서 일부 판사 및 검사들이 세원아파트에 거주했

었던 것으로 보인다. 구술자는 세원아파트가 잘 지어진 아파트라고 하는데, 35년이나 되

었는데도 문이 하나도 안 틀어졌기 때문이란다. 구술자는 세원아파트가 현재 거주하기에

도 불편함이 없다고 했다. 우선 세원아파트가 덕진공원이나 전북대학교하고 인접해 있다.

건지산 등산로와 전주동물원과도 거리가 안 멀어서 산책하기에 좋다.

(강인규/덕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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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효자동

   ∙ 1950년대-휴전이후 : 전주 이동교 우시장(우전)의 “소몰이꾼”

- 당시 우시장이 열리면 소 거래를 위해 소를 몰고, 이끌어주는 역할을 했던 소몰이꾼이 

있었다고 함

- 소를 거래할 때 소몰이꾼을 사서 가져다주는 중개인 

- 지금으로 치면 대리운전 기사와도 같은 역할이었다고

(손 ∙ ∙/ ∙ ∙ ∙방앗간)

15) 그 외의 이야기

   ∙ 일제강점기 : 고랑동 “살아온 내력”

강인규의 고향은 완주군 이서면 반교리이다. 그는 16세 되던 해에 완주군 조촌면으로 

이주를 했다. 강인규가 덕진동으로 이주를 한 해는 60세가 넘어서였는데, 90년대로 추정

이 된다. 강인규는 완주군 조촌면 고랑동에서 생활했었을 시절에는 계속 농업에 종사하

고 있었다. 구술자의 구술에 의하면 늙어서 농사를 못 짓게 되면서 덕진동으로 이주를 

했었다고 한다. 한편으로는 몸이 아픈 이유도 있었는데, 68세에 수술을 받고, 수술을 받

은 1년 후에 덕진세원아파트로 이사를 왔다는 것이었다. 강인규는 덕진세원아파트로 이

사를 온 이후 현재까지 줄곧 이 아파트에서 생활하였다. 구술자는 덕진세원아파트에 거

주한 지 21년이 된 셈인데, 사실 구술자는 이 부분에서 약간 기억이 엇갈리기도 했다.

전주에는 온 지는 더 오래되었고 인후동, 팔복동 등 안 살아본 곳이 없었다고 한다. 그 

시절만 하더라도 돈이 없어서 셋방살이 생활을 했었다.

(강인규/덕진동)

   ∙ 기타 : 여의동 “구술자 소개”

- 최영례 구술자는 막내 딸이 6살 때 태평마을로 왔다. 지금 막내 딸이 벌써 45살이다.

3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 오소간 구술자는 태평마을에서 오래 산 주민 중에 한 명으로 꼽힌다. 태평마을이 농원

이라고 붙여지기 전부터 거주했다.

- 박태규 구술자는 1984년도에 태평마을로 이주를 했다. 현재 태평마을이 있는 22통 통

장을 맡고 있으며 2017년 1월로 임기가 끝난다.

(최영례·오소간·박태규/태평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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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 동산동, 여의동 “동산동의 여의도, ‘여의동’”

“동산동은 촌이고 예를 들어서 동산촌이고, 말하자면 여의동은 말하자면 팔복동 쪽으

로 시내랑 가깝잖아. 여의동 마을은 전주공업고등학교까지가 여의동이야. 학교 너머 동

국아파트는 여의동이 아니야.”

우리 동이 자칭 서울 여의도야. 서울의 여의도를 본따서 만든 말이 동산동의 여의동이야.

(이 ∙ ∙ 외 3인/제일아파트)

   ∙ 기타 : 여의동 “양마마을에 터를 잡고 살게 된 계기”

“나는 여기서 태어났어. 우리 아버지는 경상도 분이었어. 왜정 때 경상도에서 여기를 

혼자 오셨는데. 이 동네에 우리 고모라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 아버지한테는 매형 되지?

그 양반이 편지로 연락해가지고. ‘처남 이번년도 여기서 공사하니까 와서 돈 버시오.’라

고 연락해서 아버지가 온거지. 여기 ‘틀못방죽’ 공사할 때 돈 벌로 오신거야. 일이 다 끝

나고 나니까 일본사람이 서울로 따라가자고 하더랴(하더래). 일하러. 아버지는 일본을 

갔다 오셔서 일본어를 할 줄 아니까. 한국 사람들 데리고 가서 일 시키려고 가자고 했는

데. 매형이 가면서 모나 좀 심어주고 가라고해서 못 가고 먼저 올라가라고 했는데 일본 

사람이 편지를 했더랴(했더래). 당신 믿고 있다가 나까지 모가지 날라 갔다고. 그래서 

못 갔지. 그러고 나서 동네 사람들이 정지(부엌)한 칸, 방 한 칸해서 흙이랑 지푸라기 

엮어서 집을 지어줬어. 그래서 전화를 해서 어머니랑 외할아버지를 오시라고 했는데 와

보니까 뭐가 있어. 숟가락하나 없지. 밥그릇 하나 없지. 빈  몸둥이로 오셔서 얼마나 고

생하셨겠어. 더군다나 경상도 말은 여기랑 다르잖아.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고생을 말도 

못하게 하셨어. 여기 밑에(경로당 앞에 바로) 시암이 있었어. ‘두레박 시암’이 그래서 거

기서 물을 퍼다가 먹고 살고 했지. 시암이 두 개가 있었어. 저기 앞이랑 여기 회관 앞이

랑 두 개. 그 물로는 먹기도 하고, 빨래도하고 했지. 지금이야 스위치만 누르면 (물이)

폭폭 나오지.”

(조용훈/양마마을)

   ∙ 기타 : 반월동 “반월동 구중리가 고향, 토박이라고 함”

(황평연/미리내슈퍼)

   ∙ 기타 : 마을토박이 송 ∙ ∙ 어르신을 추천해줌

(손 ∙ ∙/ ∙ ∙ ∙방앗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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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진떡방앗간에서 추천한 송 ∙ ∙ 어르신 (기타)

- 삼진떡방앗간 맞은편 대왕갈비 골목길에서 코너 돌면 있는 주택

- 현재 사는 곳에 60년째 거주중

- 사진 참고

(송 ∙ ∙/반월동)

   ∙ 기타 : 여의동, 장동 “구술자 이화자”

- 일본 태생, 해방 때(5세) 한국으로 넘어옴

- 당시 완주군 조촌면 여의리에 정착

- 아버지의 외갓집이 여의리에 있어 오게 되었다고 함

- 현재 종로약국(이디야 커피 건물) 자리가 정부양곡 도정공장이었고 그 근처에서 살았

다고 함

- 구술자 초4 때, 인민군들이 도정공장에 들어왔다고 함 

- 당시 도정공장에 개를 많이 키웠다고 함

- 이후 정암리(현재 장동 에코르)로 피난감

(이화자/동산동)

   ∙ 기타 : 사고 후 재활 이야기

- 젊은 시절, 옷 만드는 재봉기술 익힘

- 부산 동래온천 부근에 있었던 ‘국립재활원’에서 기술 익힘 

- 상이군인, 국가유공자들에게 기술을 가르쳐 주던 곳

- 수요가 모자라면 개인이 시험을 보고 들어갈 수 있었음

- 동산역에서 저녁 8시쯤 기차를 타고가면 다음날 아침에 부산에 도착했다고 함

(이화자/동산동)

   ∙ 기타 : 만성동 “만성초 총동창회 이야기”

“만성초 총동창회도. 내가 여기 있는 바람에 만들어졌지. 우리가 기수가 한. 첫 번째인 

게. 2회 졸업생인데. 1회는. 이서초등. 조촌초등에서. 3학년, 2학년, 1학년들이 와 가지고

는. 1학년이 되었어. 참! 2학년이 되었어. 그 사람들은 전통이 아니지. 멀어서. 우리는 

걸어 다닐 때잖아! 우리 2회. 이서에서 온 얘들이 있고. 조촌에서 온 얘들도 있고 그려.”

(김성규/용흥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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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키워드와 구술 내용으로 본 동산동의 특징과 기억의 지형

1) ‘쪽구름(쪽고롬이)’로 불렸던 동네 동산동

동산동은 일본인 성씨였던 동산(東山, 히가시야마)에서 유래했다. 일제강점기 시절 일

본인 동산(東山)의 농장이 이곳에 있다고 하여 불린 이름이다. 하지만 동산동은 ‘쪽구름

(쪽고롬이)’로 더 잘 알려진 곳이다. 마을에 오랫동안 거주했던 주민들은 ‘동산동’이라

는 명칭보다는 이 명칭을 더 잘 알고 있다. 동산동은 이 명칭 외에도 쪼끄래미, 쪼꾸르,

쪼구르미 등으로도 불렸다. ‘쪽구름(쪽고롬이)’라는 명칭이 생기게 된 유래를 마을 어른

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동산동 인근에 자리 잡고 있는 반월동과 

연관이 있다고 했다. 반월동은 예전에 완주군 조촌면 반월리였는데, 반월리는 쪽구름이

므로, 여기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쪼끄래미도 쪽구름이 변해서 된 것이라고 추정은 하지

만 정확한 근거는 없다. 쪽구름은 조각구름 혹은 편운이라고도 부른다.

동산동은 동산촌이라고 했는데, 일제강점기가 되어서야 동산촌이 동산동의 중심지가 되

었으리라 짐작해 본다. 일제강점기 이전에는 동산동에 뚜렷하게 중심지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고, 자연환경 및 생업환경 등에 따라 마을들이 형성되었을 것이다. 여의제이파크(제

일) 담벼락에 그려진 특화거리 쪽구름 장터에 따르면 동산촌이 등산동의 중심마을로 등장

한다. 농협을 중심으로 조촌초등학교 인근은 상동산, 우체국 인근은 하동산이라 불렸다.

동산동의 유래를 알 수 있는 또 다른 키워드는 쪽구름장터이다. 동산동 옛 이름에서 유래

했을 쪽구름장터(장터골목)가 1940년대~해방 이후까지만 해도 남반월마을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일부 주민들은 쪽구름장터를 장터골목이라고 불렀다. 장터 위치는 마음편한요양

병원 주차장 옆 골목길로 추정되는데, 장터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았다 한다. 장터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그 당시 동산동에는 시장이라 부를 만한 장소가 없었기에 인근 사람들이 

애용했을 것이다. 일부 주민들의 구술에 의하면 이 마을 명칭처럼 인파가 구름같이 몰려들

어 성황을 이루었다고 한다. 1940~1950년대 쪽구름장터의 추억으로는 국밥과 국수가 있

었다. 현재 쪽구름장터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고, 그 자리에는 작은 집들이 모여 있는 골목

이 형성되어 있다. 장터가 언제 사라졌는지 알 수는 없지만, 1970년대에 이미 장터의 모습

을 볼 수 없었다는 점에서 오래 전에 사라진 것으로 추정된다.

쪽구름장터 또 다른 기억은 다음이 있다. 조촌초등학교 자리에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모였다 흩어지는 방식의 쪽구름 장이 있었다 한다. ‘쪽을 치고 잠깐 앉았다 가는 장이라

고 해서 쪽구름 장이라고 알고 있다.’고 한다. 일제강점기 임완용이란 사람이 산판을 해

서 장작 장사를 했다. 장작 패는 인부들 기숙사였다고 한다. 장을 세우려 난장도 열어보

고 했으나 사람들이 삼례장이나 전주로 나가 장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60~70년 전 이

야기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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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마을의 운명이 바뀌게 된 계기는 일제강점기이다. 일본인들의 동산동 이주가 시작

되면서 동산동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모습을 띠게 되었다. 동산동에 일본인들이 정착

하고, 동산농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중심지가 형성되었다. 동네 생활권 및 동네 명칭

도 변화된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동산동의 명칭은 이 시기에 생겨나 현재에까지 이

르고 있다. 동산동에 이주한 일본인들은 대규모농장을 운영하기를 선호했다. 이곳이 농

촌이라는 점도 있었지만, 호남 곡창지대인 호남평야와 인접해있었던 지리적 특성도 작

용했다. 지주와 소작인 관계를 기반으로 한 대규모농업(플랜테이션 농업)이 행해지는 

식민지 근대농업도시의 탄생이었다.

2) 용이 여의주를 품고 있다는 뜻을 간직한 동네 여의동

동산동 관할의 법정동인 여의동은 용이 여의주를 품고 있다는 뜻을 간직한 동네이다.

여의동 어른들에게는 ‘서울 여의동처럼 잘 산다는 동네 이야기’가 전해진다. 여의동은 

동산동의 다른 곳에 비해 비교적 자연마을들이 지금도 남아 있다. 이 마을들도 도시화

와 산업화의 흐름 속에서 변화를 겪었지만 급격하게는 변하지 않았다. 현장조사를 실시

한 대표적인 마을로는 양마마을과 화개마을, 태평마을 등이 있었다. 태평마을은 태평하

게 산다고 해서 유래한 마을이고, 양마마을과 화개마을은 지금도 농촌의 모습을 간직하

고 있다.

태평마을 주민들의 주요 기억은 정양원이었다. 정양원은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부상을 

입은 상이용사들을 보호했던 시설이었다. 상이용사 수용촌으로도 알려진 곳이 정양원

이었다. 정양원에 집단으로 거주했던 상이용사들은 의족이나 의수를 했는데, 민간인들

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면 의회를 거쳐 전주공고 인근에 위치해 

있었던 태평마을(공동묘지 자리)에 상이용사들을 집단 이주시켜 거주토록 했다. 정양

원은 이후에 해체되었다고 한다. 정양원 자리에는 완주군 농촌지도소를 만들었다 했는

데, 1987년 전주시에 편입되기 이전의 일이었다. 이후 태평마을 땅을 개인이 사들여 소

유하게 되면서 상이용사들은 더 이상 이곳에 살 수 없게 되었다. 태평마을 상이용사촌

에 거주했던 사람들은 매암마을로 이주하게 되었다.

양마마을과 화개마을은 지금도 농촌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1960년대 시대의 기억으

로 도둑 대비 주민들의 야경 순찰 이야기가 화개마을에서 수집되었다. 시대생활 변화의 

기억으로 2000년대 화개마을 농경문화 약화를 들 수 있다. 마을공동체가 조금씩 약화되

고, 개인 생활이 확대되어가는 과정을 볼 수 있다.

여의동의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는 여의동에 자연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구술과 기

억이다. 1950년대~휴전 이후 여의동에는 황토가 많아서 주민들이 황토밭에서 농사를 

지었다. 황토밭에 주로 심었던 농작물은 고구마, 서숙(조) 등이었다. 1970년대 여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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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마을 기억으로, ‘각시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살아’라는 말이 전해졌다. 그만

큼 “발이 푹푹 빠져서 황토 흙이 이렇게 달라붙어서.”라는 말이 어르신들의 추억 속에 

남아 있다. 장화 없으면 못 사는 동네가 동산동이었고, 그만큼 땅이 좋지 못했다는 이야

기로 들린다.

여의동이 전주로 편입되기 전에는 주된 풍경이 농촌이어서 별다른 공장 시설은 없었

다. 하지만 주민들의 기억을 되짚어본 결과 예전에는 여의동에 중요한 공장 시설이 있

었음이 확인되었다. 이 공장은 엽연초공장이었다. 현재의 여의동제일아파트 자리가 엽

연초공장 자리였다. 엽연초공장은 연초제조장으로도 불리는데, 담배의 초벌과정이 시행

되던 장소였다. 담배연료 가공이 이루어졌던 이곳에서는 향료, 미원, 설탕, 글리세린, 남

미산 엽연초 등을 섞어 담배를 제조했다고 한다. 동산동에서 예비 및 분류작업을 거친 

담배는 태평동에 있던 전매청으로 보내져 약품 처리한 이후에 썰어서 포장작업이 진행

되었다. 담배말리는 건조장도 있었는데, 이 건조장은 전매청이 만든 것이라고 했다. 엽

연초공장은 2,000여명의 근로자가 종사했을 정도로 대규모 공장이었고, 주민들의 주요 

소득원이었다고 한다. 엽연초공장 이야기를 해 준 구술자는 이 공장이 있었던 시기를 

1980년대로 기억하고 있었다. 이 공장이 없어진 후에 이 자리에는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여의동제일아파트 입주 연도는 2003년이다.

3) 근현대농업사 경관과 기억을 볼 수 있는 곳 ‘동산동’ 

동산동의 장소성을 이해하는 실마리는 ‘근현대농업사’였다. ‘근현대농업사’에는 지역의 

농촌개발과정과 농촌개발사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고, ‘근현대농업사’는 세 시기로 구

분해볼 수 있었다.첫 번째 시기는 일제강점기였고, 두 번째 시기는 해방 이후였고, 세 

번째 시기는 1970년대였다.

    (1) 일제강점기 수탈의 흔적을 간직했던 곳 동산동

동산동은 일제강점기 수탈의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 동네이다. 하지만 현재의 동

산동 경관에서는 일제강점기 수탈의 흔적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현재 일본인들이 살았

던 건축물들이 철거되거나 용도변경을 하게 된 까닭이다.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근대

문화유산으로 보존되거나 활용되지 않는 이상 일본식 건축물들은 사라지기 마련이었

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식 건축물이 ‘네거티브 유산’이라 하여 보존 및 활용

대상이라기보다는 청산해야 할 식민지 잔재로 인식되었다. 한편으로는 1960년대 전 국

토를 휩쓸었던 개발 열풍과 1970년대 농촌에서 전개된 새마을운동, 그리고 도시화로 

인하여 마을 경관이 크게 바뀌었다. 동산동도 예외는 아니었다. 동산동 현장에서 ‘동산

의원’을 제외하고는 그 당시에 지어진 건물들이 대부분 훼손되어서 원래의 모습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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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보기 힘들다. 동산역이 있기는 했지만 외관이나 기능이 달라지면서 과거의 역사를 

보여주기가 어려웠다. 동산동 현재의 풍광만으로는 일제강점기 수탈의 역사가 잘 드러

나지 않는다. 비록 동네 풍광이 크게 변하여 과거의 모습을 보기는 힘들지만, 몇몇 촌

로들의 기억 속에는 당시의 역사가 지금도 생생히 새겨져 있었다.

몇몇 촌로들의 기억을 되짚어보면 일제강점기 시절 동산동에는 일본인 집단 거주지가 

형성되었다. 이 시기 동산동에는 일본인 생활권이 형성되어 있었다. 일본인 생활권 형

성을 보여주는 주요 키워드는 동산농장, 동산의원, 신사(현 동산교회), 우체국, 파출소 

등이었다. 이들이 살았던 장소에 들어섰던 시설이나 기관이 일본인들의 일상생활을 보

여주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 시설이나 기관은 동산동 주민들에게는 새롭고, 낯선 

장소였다. 일본인들 농장 경영방식이 도입되었고, 일본에서 행해졌던 교육과 의료행위

가 시작된다. 일본인들의 종교나 의례, 행정제도도 소개되었다.

동산농장은 농업시설에 해당하는데, 현 전북중학교 자리이다. 동산농장이 있었던 시

절에는 일본인학교와 조선인학교가 있었다. 구술자들은 일본인학교를 동산소학교(동

산초등학교)로 기억하고 있었고, 조선인학교는 조촌초등학교로 기억하고 있었다. 동산

소학교는 현재 농협이 있는 자리 인근에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하며, 일본인들만 다니는 

소학교였다고 한다. 신사는 종교시설이다. 동산교회가 있던 곳에 신사가 있었다고 하

나 사라져 현재는 신사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 구술자들마다 구술이 엇갈리기는 

하지만 구술자들은 동산농장을 동산농사주식회사 혹은 동산농장주식회사로도 기억하

고 있었다. 동산의원은 의료시설에 해당했고, 파출소는 치안을 담당하는 기관이었고,

우체국은 정보 및 소식을 담당하는 기관이었다.

이 시설 가운데 현재도 남아 있는 동산의원에 주목하게 되는데, 이번 조사 성과는 동

산의원의 시대성과 장소성을 읽어낼 수 있다는 점이었다. 현재 개인 소유 주택인 동산

의원은 시대별 변화를 겪게 되는데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식 병원, 해방 이후에는 동네 

의원이었다. 일본식 건축물 내부나 지붕재료 등이 변형되었으나 외관은 유지하고 있다

는 점에서 근현대 건축물 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동산의원

은 동네 보건의료 및 동네 근현대 의료사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주민들만이 기억하는 동산의원의 또 다른 별칭은 십자병원이다. 병원이라고 하지만 현

대식 병원이라기보다는 동네 의원에 더 가깝다고 한다. 동산의원 현재 소유주는 십자

언니로 불린다. 이 건축물 소유주가 죽으면 건축물 보존이 불확실해지기 때문에 건축

물 보존 및 활용이 시급하다.

일제강점기 개발의 풍경은 식민지 수탈의 현장과 농촌의 풍경이었다. 식민지수탈의 

현장은 동산농장(현 전북중학교 자리)과 가마니공장(현 마음사랑요양병원), 그리고 동



Ⅲ. 동산동에 관한 주민들의 기억

- 203 -

산역이었다. 동산농장에서 읽어낼 수 있는 점은 동산동이 일제강점기 시절 군산으로 쌀

을 실어 나르는 호남평야의 관문이었다는 것이다. 호남지역에서는 동산동에서 뿐 아니

라 인근의 삼례지역이나 정읍시 화호리, 김제시 죽산면 등에서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인 

농장이 확인되었다. 이 지역들을 묶어주는 식민지 수탈 루트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

다. 이들 지역에서는 일본인 농장이 운영되었고, 농장에서 일하는 조선인들 소작인들 

및 지주와 소작인 사이에서 중간자 역할을 했던 마름이 있었다. 하지만 동산농장에서는 

확인하지 못했다. 일제강점기를 경험했던 구술자를 만나지 못한 탓이다. 동산농장 위

치는 구술자들마다 엇갈린 측면도 있었는데, 전북중학교 혹은 전북고등학교가 동산농

장주식회사였다고 한다.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전북중학교로 기억하는 구술자들이 많았

다. 한편으로 동산농장에서 주목할 점은 새로운 기술의 농업 기술이었다. 구술자 기억

에 동산농장주식회사 방앗간에 엄청나게 큰 전기모터가 있었다고 한다. 동산농장의 기

술적 수준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동산동은 식민지 쌀 도정ㆍ운반ㆍ수탈의 현장이었고, 이 현장은 동산농장~가마니공

장~동산역으로 정리가 가능했다. 가마니공장은 일제강점기 때 개인이 볏짚으로 짠 쌀

가마니를 모아다 팔았던 공판장이었다. 1주일에 한 번씩 공판이 열리는 날이면 창고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 찰밥집, 어물전, 개장국을 팔던 곳이 있었다. 동산역은 근대철

도의 탄생을 알리는 것이었다. 새로운 교통수단의 등장이었고, 운송수단의 발달을 의

미했다. 하지만 이것이 처음에는 마냥 좋았던 것만은 아니었다. 식민지 수탈의 역사를 

보여주는 시설이었기 때문이다.

식민지 수탈의 현장은 만성동에서도 확인되었다. 이 현장은 일제강점기에 조성된 장

동 기지제와 고랑동 둑(혹은 제방)이었다. 만성동이 물이 풍부한 지역이 아니었기 때

문에 인공저수지를 조성하여 농업 생산력을 높이고자 한 방편이었다. 이것 역시 조선

인들을 위한다기보다는 일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였다. 현재 기지제는 농업용수용으

로 사용이 되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산책로 및 공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2) 해방 이후 근현대농업사 

동산동은 해방 이후에도 전형적인 농촌의 모습이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부를 축적한 

사람이 달라졌다는 점이다. 일제강점기 시절이나 해방 이후나 동산동은 변함없이 농촌

의 모습을 간직했다. 농촌개발이 이루어지고, 변화된 측면은 있었지만 변화속도가 급

격하지는 않았다. 다만 일제강점기 시절 농장을 경영했던 사람들은 일본인들이었다.

조선인들은 일본인을 밑에서 소작인을 하거나 마름을 했었다. 해방 이후가 되면서 이

들이 서서히 중심이 되기 시작했다. 2차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하면서 우리나라는 

해방이 되었다. 일본인들은 더 이상 한국에서 살 수가 없었고, 일본으로 돌아가야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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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산동도 마찬가지였다. 일본인들이 동산동을 떠나면서 동산동에 남아 있는 일본

식 건축물들은 적산가옥으로 분류되어 정부의 재산이 된다. 정부는 적산가옥을 매매하

였고, 이제 동산동 주민들이 적산가옥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인들이 남겨 놓은 

재산은 정부 귀속재산이 된 후 절차를 밟아 이제는 지역주민들의 소유가 되는 셈이었

다. 적산가옥 분류 및 매매 과정을 자세히 살펴봤으면 좋았겠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점

이 이번 조사의 아쉬웠던 점이었다.

구술자들의 구술에서 추정해볼 수 있었는데, 동산의원 사례와 양근해 사례였다. 동산

의원 사례를 살펴보면 동산의원 현 소유주의 전귀순의 시아버지가 해방 이후 동산의

원을 운영하게 되었다. 동산동 뿐 아니라 반월동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반월동 

미리내슈퍼 일대는 일제강점기 시절 모두 밭으로, 이 일대는 남원에서 온 양근해의 땅

이었다. 해든아파트 자리가 양근해가 운영하던 방앗간 자리였다. 향후 확인이 필요하

지만 휴 아파트 자리는 예전에 동산농장주식회사 방앗간 자리였다.

동산동의 농촌 풍경을 보여주는 키워드들은 정미소, 도정공장, 방앗간 등이었다. 동산

동과 더불어 반월동에는 정미소들이 다수 분포하고 있었다. 농촌 성격이 강했던 동산

동과 반월동을 엿볼 수 있다. 지금도 동산동이나 반월등에 가보면 삼진떡방앗간이나 

반월방앗간 등을 볼 수 있다. 무엇이었다. 양근해처럼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인 밑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해방 이후에 방앗간이나 정미소를 운영하며 부를 축적하는 일이 생

겨났다. 일제강점기나 해방 이후나 동산동에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는 정미소를 운영하는 일이었다. 구술자들의 구술에서 등장하는 동산동의 

4대 부자라 할 수 있는 권상길, 백낙원, 양봉원, 박찬호 등도 정미소나 방앗간, 도정공

장 등을 운영하며 부를 축적했다. 이 사람들 말고도 부를 축적한 정미소 주인들은 더 

있었을 것인데, 이들이 많이 화자 되는 이유는 그만큼 이들이 이 지역 내에서는 부자로 

알려져 있었으리라 추정해 본다. 박찬호처럼 직접 정미소를 운영하지 않더라도 곡식과 

관련된 조촌주조장을 운영하여 부를 축적했기에 연관성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특히 

양봉원의 위세가 대단했다. 양봉원은 정부 운영의 도정공장을 운영했는데, 이 도정공

장은 정부의 양곡미를 도정해주던 곳이었다. 양봉원은 정계에 진출할 정도로 큰 부자

였고, 양봉원의 부에서 그가 운영하던 도정공장의 규모를 헤아릴 수 있었다.

동산동 내 부자들이나 부 축적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해방 이후부터 1970년대까지도 

동산동에서는 미곡산업이 중심을 이루었다. 사람들은 벼농사를 짓는 게 생존에 더 유

리했다. 동산동이 곡창지대여서 가능했던 점도 있었지만, 동산역 또한 중요하게 작용

했다. 동산역에서 알 수 있듯이 철도교통이 발달했던 시대였고, 동산역이 있었던 동산

동은 철도교통의 요지였다. 하지만 1960년대 도시화와 산업화를 거치면서 미곡산업은 

점점 쇠퇴했다. 교통의 중심도 철도에서 도로교통으로 바뀌었다. 산업구조 개편과 더

불어 길의 변화도 영향을 끼쳤다. 그 사례로 삼례~군산 간 길이 뚫리면서 사라진 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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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들 수 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동산동에서 부를 축적한 부자들은 몰락하기 

시작했고, 이들이 운영했던 정미소나 공장들은 사라졌다. 현재 다른 건축물들이 이 자

리에 들어서 있다. 현재 방앗간이나 정미소가 남아 있지만 더 이상 부 축적의 상징은 

아니다. 지역주민들의 일부 쌀을 가공해주거나 고춧가루를 빻든지 떡을 뽑아주는 일 

등만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 외에도 동산동 농촌의 풍경을 유추해 볼 수 있는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1950년대 

동산동 풍경은 “전에는 다 농장이었어요(복숭아, 포도, 감).”에서 그려볼 수 있다. 1960

년대 농촌 상업의 풍경은 이디야 맞은편 상점가(도정공장, 자전거, 농약, 아이스께끼 

등)였다. 현재 상점가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현재는 이디야 등의 카페, 편의점, 마트 

등이 주로 들어 서 있다. 1970년대까지도 농촌의 풍경은 포도과수원이었던 전북중학교 

운동장, 넓게 펼쳐진 밭 풍경이었다. 해방 이후 근현대농업사는 동산동에서뿐만 아니

라 동산동에 인접해 있는 반월동에서 수집했는데, 동산동 못지않게 반월동에서도 많이 

수집되었다. 해방 이후 근현대농업사라고 제목을 붙였지만 수집된 이야기는 주로 방앗

간, 정미소 등의 이야기였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도 무슨 이야기를 들을 게 있냐고 이

야기하기도 했다. 구술자의 이 말에는 시대변화에 따른 동산동의 변화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감정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되면서 글을 끝맺는다.

또한 직접 농업과 관련된 기억은 아니지만 해방 이후 역사를 짐작하게 하는 한청(대

한청년단) 건물이 있다. 현재 이 건물은 쓰러져가는 2층의 낡은 한옥지붕건축물이다.

근현대농업사와 더불어 시대의 기억을 담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조사도 시급하다.

    (3) 1970년대 고랑동 기계화 농경문화의 발달 

동산동 근현대농업사 이야기구조에서 흥미로운 점은 1970년대 고랑동 기계화 농경문

화의 발달이었다. 이 이야기는 덕진동 세원아파트에 거주하는 강인규 어르신에게서 자

세히 들을 수 있었다. 강인규 어르신 구술을 토대로 작성한 이야기 구조는 민간인영농

대행회사로 출발한 전북영농, 독농가들 혹은 대농들에 의해 시작된 기계화 영농, 지자

체와 정부의 초도순시를 통한 관심, 전북영농의 조직 변화, 전북영농 창립멤머, 시범기

계화영농, 태풍으로 인한 전북영농 실패 등이었다. 기계화 영농 시작에서는 그 당시 

농촌분위기를 읽을 수 있었는데, 이미 1970년대 농촌에는 일손이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산업화, 도시화의 영향으로 이농현상이 가속화되면서  발생한 현상이라고 

추측이 된다. 또한 기계화 영농은 정부에서 먼저 한 게 아니라 농촌에서 대규모 농지를 

경작하고 있던 대농들에 의해 이미 시작되었음을 볼 수 있다. 농촌에 있었던 농민들이 

새로운 기술 도입에 적극적이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시범기계화영농 장소는 현재 

장동에 위치한 월드컵경기장 자리였다고 한다. 그 당시에는 논이었고, 이 논에서 시범

기계화영농을 시행했는데, 초기에는 대성공이었다. 하지만 날씨의 영향으로 전북영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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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오래 가지 못했다. 여전히 날씨가 농업에 끼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었음을 알 

수 있었다.

1970년대 고랑동 기계화 농경문화의 발달이나 전북영농은 그 동안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이야기라는 점에서 이번 조사를 통한 새로운 이야기 발굴은 의미가 있다고 생

각된다. 구술자의 구술에 의히면 고랑동 기계화 영농이 남한 최초라고 하니 그 의미는 

더욱 남다르다고 하겠다. 다만 한 사람의 구술에서 나온 이야기이므로, 향후에는 다른 

구술자들을 확보하여 구술자 간 구술을 교차점검하거나 구술자료와 문헌자료를 비교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작업을 거친다면 1970년대 고랑동 기계화 농경

문화 이야기는 훨씬 더 풍부해질 수 있었다.

동산동 근현대농업사 이야기를 골고루 수집하려고 했으나 아무래도 자료수집의 한계

와 구술자 미확보 등의 문제로 편차가 나는 게 사실이다. 현재로서는 동산동에서 수집

된 근현대농업사 이야기가 동산농장 이야기에 편중되어 있었다. 해방 이후 근현대농업

사 이야기나 1970년대 고랑동 기계화 영농 이야기를 구술자료로 확보하기는 했으나 

자료가 아직 깊지는 못한다. 동산동 전체 근현대농업사를 설명하는 조각이 될 수 있지

만 좀 더 치밀한 연결고리를 만들려면 더 많은 자료 수집 및 분석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4) 도시개발, 도시화, 도시성장

    (1) 1987년 전주시 편입 후 도시개발 및 도시화

1987년 동산동이 전주시로 편입되기 이전에 동산동은 완주군 조촌읍에 속해 있었다.

동산동이 완주군 조촌읍에 속해 있던 시기에는 동산동과 조촌동이 합쳐 있었다. 1987

년 1월 1일자로 동산동이 전주시로 편입되면서 동산동과 조촌동은 분동이 되었다. 농

촌개발과 도시개발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장소가 동산동이었다. 농촌개발은 일제강점

기 개발, 해방 이후 조촌면 농촌 개발, 1970년대 고랑동 기계화영농으로 나뉘어졌다.

전주시 편입 전후로 나눌 수 있는 게 특징 구별이 뚜렷히 나타났다. 전주시 편입, 전주

시 도시 확장 지표, 동산동과 인접해 있는 팔복동과도 비교가 가능했다. 팔복동도 원래 

농촌이었지만 1960년대 이후 1960년대 말 산업단지로 개발된 팔복동. 1969년 팔복동에 

전주제1공단이 조성되면서 팔복동도 개발의 과정을 거쳤다. 산업도시로 변모하게 된 

팔복동. 동산동이 전주시로 편입되면서 전주시 도시 확장은 동산동에까지 이르렀다.

하지만 동산동 개발은 팔복동과는 성격이 달랐다. 산업도시로 변모하지는 못했던 동산

동이었다.

근현대농업사 부분에서 농촌개발은 살펴보았으므로, 이 장에서는 도시개발을 살펴보

려고 한다. 중간 연결 문장. 동산동에서는 농촌개발과 도시개발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Ⅲ. 동산동에 관한 주민들의 기억

- 207 -

장소이다. 동산동은 본래 조촌읍에 소속된 동네였다.

1980년대 후반 풍경의 변화로는 전주시 편입과 태평마을 주변의 변화 등을 들 수 있

다. 1987년 전주시로 편입되면서 행정구역의 변화를 겪었고 조촌읍에서 동산동으로 변

화되었다. 전주시 편입 이후 동산동에 도시개발이 진행되었고, 동산동은 도시화 과정

을 거치게 된다. 1990년대 이후 여의동푸른솔아파트와 동국아파트 등의 고층형아파트

단지가 건설된다.

    (2) 신도심 개발의 지표 ‘만성동’과 ‘장동’

혁신도시개발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현장에서 관련 이야기는 많이 

수집하지 못했고, 혁신도시 인근에 자리하고 있는 두현마을과 용흥마을에서 간략하게 

수집했다. 두현마을과 용흥마을은 혁신도시 부지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예전 마을의 모

습을 지금도 간직하고 있다. 도로를 기준으로 두현마을 및 용흥마을과 마주보는 곳에 

혁신도시가 건설되었다. 우리가 신도심 개발의 지표로 인식하는 ‘만성동’과 ‘장동’은 이

곳에 해당한다. 본래 이곳도 주요 거주시설이 아니었고, 야산이나 논과 밭 등으로 이루

어졌었다고 한다. 혁신도시개발이 진행되면서 지형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고, 새로운 

도시가 생겨나게 되었다.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도로가 새로 닦이고, 각종 시설 및 고층

아파트들이 이곳에 들어섰다. 반면에 용흥마을과 두현마을은 농촌 풍경을 간직하며 대

비되는 풍경을 유지하게 되었다. 용흥마을은 인구 이동 변화가 거의 없었고, 두현마을 

같은 경우는 인구변동이 약간 생겼다 한다. 용흥마을과 달리 두현마을 입구에는 식당 

등이 들어서기도 했고, 두현마을 내 외지인들이 운영하는 원룸들이 생겨나고 있었다.

반면에 만성동 내 다른 마을들과 장동은 혁신도시개발로 인하여 급격하게 변했다.

5) 근현대드라마세트장을 연상케 하는 동산동 커뮤니티 특성과 묶어도 될 듯

동산동(전주시 덕진구 소재)은 동네 전체가 근현대드라마세트장을 연상케 한다. 동산

동은 농촌의 근대와 도시의 근대가 뒤섞여 있는 장소성과 시대성을 간직하고 있다. 일

제강점기~현재까지의 모습을 담은 건축물들이 한 장소에 뒤섞여있는 느낌을 주는 곳

이 동산동이다. 현재 동산동은 농촌에서 도시로의 과도기적 성격을 보여주는 곳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동산동은 난개발 느낌을 주는 동네이기도 하다. 노후화된 아파트ㆍ소규

모 상점들ㆍ단층 주택들이 무질서하게 자리 잡고 있는 풍경이 연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동산동에는 주거시설, 상업시설, 학교 시설 등이 다수 분포하고 있다. 전주시 외곽에 위

치하면서 신도심에 해당하는 효자 4동, 동산동, 삼천 3동의 주거 특징으로는 90년대 이

후 고층형아파트 단지 건설이었다. 그 이후에도 아파트들은 계속 건설되었고, 동산동에

는 최근까지도 골드클래스아파트와 같은 최신아파트가 건설되어 그 이전에 건설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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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와 비교가 되기도 한다. 90년대에는 고층형아파트였지만 20년 이상이 흐르면서 지

금은 오래된 아파트가 되어버렸다. 아파트들끼리도 대비가 되는 풍경을 심심치 않게 목

격할 수 있다. 효자4동과 삼천3동에서도 이러한 점이 드러나는데,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 더 그러하다. 상가에서도 이러한 특징이 드러난다. 예전에도 그러했고, 현

재에도 농촌 느낌이 남아 있음을 보여주는 농약을 파는 가게나 자전거를 파는 가게 등

이 있는가 하면 이디야 카페나 편의점, 마트 등의 편의시설이 있기도 하다. 시대성이 

다른 가게들이 뒤섞이면서 묘한 느낌을 자아내면서 동산동 풍경이 더 오래되어 버린다.

6) 동산동 커뮤니티의 특성 

동산동 커뮤니티 특성을 간략히 언급해준다. 동산동은 개발 과정에서 인구의 유동이 

많다는 점을 느꼈다. 원주민도 있었고, 이주민들도 있었다. 조사자들은 젊은이들보다는 

나이 드신 분들을 주로 만났다. 현재 동산동 인구구성은 원주민, 아파트 이주민, 소규모 

가게 이주민 등등으로 다양했다. 정미소나 방앗간 주인 분들은 토박이에 가까웠다. 여의

동제일아파트 경로당 어르신들 가운데에는 동산동의 과거 역사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 

어르신들이 많았다. 이 경로당은 동네 ‘골방문화’를 연상케 했다.

조사자들과 주민들의 동산동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동산동은 지역정체성이 잘 드러

나지 않는다. 현장에서도 동산동의 뚜렷한 정체성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 동산동 토박이

가 많이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현장조사 결과 지금도 동산동에 거주하는 

토박이들이 꽤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동산동은 난개발 느낌이었다. 그래서인지 동산동은 뚜렷한 특

징이 없는 동네로 생각하기 쉬웠다. 동산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느낄 수 있었다.

동산동을 보면서 도시도 아니고, 농촌도 아닌 곳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주민들의 

정서에서 주민들의 약한 연대감을 보게 되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거주하면서도,

학교가 많아 통학 학생들이 많은 것도 동산동의 현실이다.

동산동에 대한 부정적인 현실을 먼저 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동산동의 현재를 살아

가는 사람들과 동산동에서 살아갈 후손들의 향후 미래를 고민해보게 된다. 동산동의 과

거에서 동산동의 현재를 보고, 동산동의 현재에서 동산동의 미래를 본다. 동산동의 미래

를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 먼저 동산동의 역사와 지역주민들의 삶을 이해할 필요가 있

다. 조선~일제강점기~근대~현대시절을 경험한 동산동 주민들의 기억을 정리하는 게 

당장 시급하다. 현장에서는 일제강점기~근대~현대시절을 경험한 동산동 주민들의 기

억을 정리하다 보면 결국 동산동의 정체성을 찾아낼 수 있었다. 이번 조사 성과는 동산

동의 각 시대 정체성을 보여주는 장소를 파악했다는 점이었다. 단기간 조사 한계가 있

음에도 다양한 경력의 면담대상자들도 만날 수 있었다. 이 면담대상자들의 경력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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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출신, 이 지역 토박이, 정미소 주인, 경로당 어르신 등등이었다. 동산동과 인접한 

반월동에서도 동산동 관련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자신들의 이야기를 잘 해 주신 분

이 있는가 하면, 개인적인 이야기가 이 동네를 이해하는 데 무슨 도움이 될 것이냐면서 

면담에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었다.

동산동 어르신들의 삶은 고단했고, 아무도 이들의 삶에 주목하지 않을 수 있었다. 이들

의 기억이 주목을 받지 못했고, 이들의 기억에서만 존재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분들의 

기억이 아니면 동네 역사와 동네 주민들의 삶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기억에만 있는 

이분들의 삶이나 이야기를 세상 밖으로 꺼내어 기록하고, 발굴할 필요가 절실하다. 다만 

급한 마음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라포를 형성하며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

산동이 전주 편입 전 완주군 조촌면 농촌 생활권역이었다는 점에서 전주시 조사와는 

다른 조사방식이 요구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동산동 전체적인 모습을 훑어보고, 동산동 분위기나 면담대상자들의 

이력을 통해 동산동 커뮤니티 특성을 간략히 정리해보는 정도로 마무리를 지으려 한다.

7) 교통의 요지이자 삼례생활권이었던 동산동 

기초문헌조사자료와 현장조사자료를 종합한 결과 동산동은 예로부터 교통의 요지였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산동이 교통의 요지였음을 보여주는 핵심 키워드는 ‘주엽정이 

옛길’, ‘만성동 찰방마을’, ‘동산역’이었다. 『춘향전』에 이 길이 언급된다. 『춘향전』

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전소설로, 조선시대에 편찬된 한글 소설이다. 춘향전』에 따

르면 이몽룡(이 도령)이 과거를 보러 한양(현재의 서울)을 갈 때 이 길을 이용했다. 이 

길 주요 이동경로는 고랑동을 지나 만경강을 거쳐 삼례 쪽으로 가는 것이었다. 또는 이

몽룡(이 도령)이 암행어사가 되어 내려올 때 삼례역을 지나 주엽정이를 거쳐 전주성 

남문으로 입성했다고도 한다. 주엽정이는 현재 전주시 완산구 고랑동 평리마을로 알려

져 있다. 이처럼 고랑동의 주엽정이 옛 길은 예로부터 교통의 요지였음을 보여주는 단

초를 제공한다.

만성동 찰방마을은 조선시대 전라도 찰방이 살았던 마을이었다고 한다. 찰방은 조선시

대 각 도의 역참을 관리하던 종6품 관직에 해당했다. 삼례역이 찰방역이었다는 자료가 

있는 점을 미루어보아 동산동과 삼례와의 관련성을 엿볼 수 있다.

동산역은 해방 이후에도 주요하게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에게는 학생들의 

통학수단으로 기억되었다. 시간리듬 혹은 생활리듬도 달라졌다. 시간관념이 서서히 기

차시간에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 당시 동산역 앞에 모찌, 당고 가게가 있었고 역 주변이 

번성했으나 대를 잇지 못하고 역이 기능을 상실함과 동시에 자연스레 쇠락하였다. 1960

년대의 기억으로 보인다. 도시가 발달하고, 교통의 중심이 철도에서 도로로 바뀌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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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교통은 쇠락을 맞이했다. 결국 현재 동산역은 사람들이 잘 이용하지 않는 작은 역

이 되어버렸다.

동산동을 삼례생활권이라 한 것은 삼례와 인접해 있는 지리적 특성 때문이었다. 한 구

술자는 1970년대 삼례로 영화를 보러 다녔다고 회상하기도 했다. 삼례, 군산, 서울로 가

는 삼각지가 동산동이었다. 1950년대~휴전 이후 전주-삼례 1번 국도에서도 이 관계를 

엿볼 수 있다. 또한 전주보다 삼례가 더 가깝고, 삼례5일장 규모가 크던 때였다. 생필품

을 사기 위해서는 전주보다 삼례시장이 더욱 저렴했다고 한다. 전주는 이동교 밑 소전

이 유명했었다.

이 외에도 동산동에서 발견된 교통의 요지 특성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동산동은  서울을 가기 위해 거치는 동네였다고 하며 동산동은 전주의 관문이자 외곽이

라는 말도 있었다.

8) 근현대 교육사의 현장 

동산동의 교육기관으로는 조촌초등학교, 전북중학교(옛 우석중학교), 전북여고(옛 우

석여고), 우석고등학교, 전주공고 등이 있고, 우석대학교가 현 전북여고 자리에서 개교

하였으나  삼례읍에 신교사를 신축하여 이전했다.

동산동 교육기관은 여의동의 조촌초등학교와 우석재단 학교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예

전 동산농장과 동산농장 주변 일대에 우석재단 학교들이 들어섰다. 한 구술자는 전북고

(우석고) 자리에 ‘고등공민학교가’가 있었다고 기억하기도 했다.

동산동은 근현대 교육사의 현장인데, 의미 있는 장소는 조촌초등학교이다. 조촌동은 

그 역사에서 동산동의 역사 및 정체성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조촌초등학교 정문으

로 들어가기 전에 조촌초등학교 정문 서쪽에는 개교팔십주년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개교팔십주년기념비 내용에 따르면 조촌초등학교는 1919년 4월 25일 동산공립보통학

교(4년제)로 9월 23일에 면사무소창고에서 개교하였다. 1920년 5월 지금의 여의동 

582-2번지에 제1교사 83평을 신축하고 1924년에 수업연한 6개년으로 승격했다. 1935년 

9월 용암간이학교를 부설하고, 1937년 6월에는 이동보통학교를 겸무교로 흡수하였다.

1938년 4월 1일에 조촌공립심상소학교로, 1941년 4월 1일에 조촌공립국민학교로 개명

되었다. 1945년 11월 동산국민학교를 5학급으로 분립하고, 1949년 11월에는 용덕국민학

교를 5학급 규모로 분립했으며 1950년 1월 1일에는 조촌국민학교로 개명되었다. 1955년 

3월 25일 만성분교를 분립했다. 1957년 4월 팔복국민학교로 3학급을 또 1958년 9월에 

4학급을 분립했다. 1961년 7월 강당신축, 1964년 5월 분교인 동산국민학교를 철거 1966

년 2월 본관을 새로 지었다. 1969년 3월 1일 장동분교를 신설하고 1981년 10월에는 도서

관이 신축되었다. 1987년 1월 1일 조촌읍의 전 지역이 전주시로 편입되었으며 199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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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에는 학교부지매입과 강당 증개축이 있었다. 1996년 3월 1일 전주조촌초등학교로 개

명되고 1997년 3월 반월초등학교를 12학급으로 분립하였다. 1999년 개교 80주년을 맞은 

모교는 1999년 9월 23일 전주조촌초등학교 총동창회. 1950년대 놀이문화 기억으로  소

풍장소(황방산, 덕진연못, 비비정) 관련 추억이 있었다. 동산동 조촌초 교지 이름이 

「쪽구름」이었다고 한다. 현재 조촌초등학교 일대 도로명이 ‘쪽구름로’이다. 조촌초등

학교 정문 옆 제일아파트 담벼락에 동산동 유래, 기록 등이 새겨져 있다.

예전에는 학교 공터가 천막, 영화 상영, 서커스단 놀이 장소였다. 이  때는 현재의 동국

아파트 있는 자리가 소나무 밭이었다고 했다. 그러면 이 길거리 옆에 공터. 1년에 1, 2번

씩 왔다. 와서 영화를 틀어주고 입장료를 받았다. 극장에서 영화 보기 힘들었던 시절 

경험이었다. 일제강점기 때 건물이었던 조촌초 건물은 현재 새롭게 리모델링되었다. 등

나무 이야기도 전하는데, 학생 수가 많았던 시절, 교실이 부족하여 넓었던 등나무 밑에

서 수업을 하기도 했었다. 학교 정문 앞으로 하천이 흘렀었다. 지금은 복개되어 하천을 

보기는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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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부록–면담보고서

 1. 강인규 면담보고서

 2. 김종삼 면담보고서

 3.  ∙ ∙ ∙ 면담보고서

 4. 이경보 면담보고서

 5. 이 ∙ ∙ 면담보고서

 6. 오소간·최영례·박태규 

    면담보고서

 7. 황평연 면담보고서

 8. 최희열 면담보고서

 9. 손병구 면담보고서

10. 이화자 면담보고서

11. 이보덕 면담보고서

12. 김성규 면담보고서

13. 조용훈 면담보고서

14. 장철수 면담보고서

15. 손병구Ⅱ 면담보고서

16. 송영진 면담보고서





Ⅳ. 부록(면담보고서)

- 217 -

 

날    짜  2016년 12월 8일 목요일

조사장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덕진동 세원덕진아파트 

조사자  차상민, 이창환

대상자

선정이유

(특징)

 완주군 조촌면의 근ㆍ현대 농업사를 이해할 수 있는 전북영농의 창립멤버

이자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을 맡았던 구술자 

면담대상

자

정보

이  름  강인규 성  별  남

출생지  전주시   생년․나이․띠  85세(1932년생)

직  업  비공개 가족사항  비공개

연락처  

기  타
- 덕진동에 거주하고 있지만, 조촌동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음 

조 사 내 용

열쇠말

○ 남한 최초로 기계화영농을 시행했던 전북영농

○ 초창기에는 전북영농이 아닌 민간영농대행회사였어’

○ 전라북도도지사에게까지 알려진 기계화영농

○ 박정희 대통령에게까지 알려진 기계화영농

○ 전북영농의 창립

○ 기계화영농 시범사업 장소였던 현재의 월드컵경기장 자리

○ 전북영농의 시련기 79년도 태풍 

○ 전북영농 실패 후 다시 일어서려고 했으나 무산되다 

○ 일제강점기 시절에 조성된 고랑동 둑(혹은 제방) 이야기

○ 완주군 조촌면 홍수이야기 

○ 1970년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동산농장 자리였던 동산고등학교

○ 동산동 행정구역 개편 이야기 

○ 예전의 만성동 농경지 형편 

○ 일제강점기에 조성된 장동 기지제 이야기 

○ 살아온 내력

○ 현재 거주하고 있는 덕진세원아파트 이야기

동산동 : 강인규 면담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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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요약

○ 남한 최초로 기계화영농을 시행했던 전북영농

 - 구술자는 완주군 조촌면의 근ㆍ현대 농업사를 이해하는 단초를 제공

해 준 인물이다. 구술자의 구술에 의하면 구술자는 전북영농의 창시

자라고 한다. 전북영농은 완주군 조촌면에서 시작을 했는데, 남한 최

초로 기계화영농을 시행했었다. “그 당시에 이일용 농수산부장관, 서

정화 내무부장관이 있었어요. 박대통령 시절에. 전북영농이 무엇이냐

면 기계화영농이에요. 사실은 내가 이 기계화영농을 주장했고. 창시

자라고 해도 무관한 사항이에요. 내가 창시를 해 놓고도 몸이 아파

서 사장으로 못 하고. 정사장이라는 사람을 영입을 해 가지고 사장

으로 임명을 시켰어요. 그때 육군중령으로 제대한 사람이 있었어요.” 

 

○ ‘초창기에는 전북영농이 아닌 민간영농대행회사였어’

 - 전북영농은 완주군 조촌면 고랑리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던 네 사람

의 독농가(‘모범 농가’ 혹은 ‘모범 농부’)로부터 시작을 했다. 구술자

는 78년도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농촌에서는 일손이 부족하여 농사

를 짓기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었다. 독농가 네 사람은 이런 상황

을 타개하기 위해서 해결방안을 강구하였다. 이들이 강구한 해결방

안은 각자가 분담을 해서 농기계를 구입하는 것이었다. “너는 콤바

인 사고. (누구는) 트랙터 사고. (누구는) 이앙기 사고.” 1978년도 

기준으로 독농가 네 사람의 농지 재배면적은 20ha로, 이들이 대규모

의 농토를 소유하고 있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초창기에는 네 사

람이 농기계를 구입해서 농사를 짓는 방식이었다. 1970년대에 농기

계의 경우 1년 내내 활용되는 게 아니라 농사철에만 집중해서 활용

되는 고가의 기계였기 때문에 개인이 소유하기에는 부담이 컸다. 그

런 점에서 강인규가 주도하여 강인규와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이 공동

으로 농기계를 구입했다. 

 - 독농가 네 사람의 활동에 변화가 찾아왔는데, 변화의 계기는 완주군 

박판서 군수와의 만남이었다. 박판서 군수를 만난 이 네 사람은 박

판서 군수에게 기계화 영농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박판서 군수는 

“좋은 일을 한다.”고 격려를 했다고 한다. 강인규는 남한 최초로 농

기계를 도입해서 기계화영농을 시도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초

창기에는 농지 20ha만 경작할 계획이었으나, 박판서 군수가 40ha를 

경작해달라고 제안을 했다. 농지 20ha는 당신네들이 짓고, 나머지 

농지 20ha는 자금이 있어야 하니까 완주군에서 대 준다고 했다. 

 - 초창기에는 전북영농이 아닌 민간영농대행회사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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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도지사에게까지 알려진 기계화영농

 - 기계화영농은 전라북도도지사에게까지 알려져 전라북도도지사가 완

주군 조촌면 고랑리로 초도순시를 왔다. “완주군에 초도순시가 왔는

데. 군 현황을 보고받아야 했어. 군수님이 그 얘기를 했어. 우리 군

에서 기계화영농을 한다. 어떻게 한다고 하느냐? 네 사람이 이렇게 

합동해서 기계를 따로따로 사 가지고. 그 사람들 것만 한다고 그러

니까. 도지사가 참으로 좋은 사업이니까. 꼭 성공을 해 주라고. 그래

서 도지사가 뭐라고 했냐면 80헥타르를 해 달라는 말이여.” 

 - 전라북도도지사는 완주군 박판서 군수와 마찬가지로 기계화영농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도지사가 농지 80ha를 경작해달라고 제안을 

했고, 이런 식으로 점점 농지 재배면적이 늘어났다. 구술자의 구술

에 의하면 초도순시 현황에서 다른 안건은 거의 받지 않았고, 이 안

건만 주로 다루어졌다고 한다. 전라북도도지사는 초도순시 이후에 

도의회에서 이 안건을 논의했다. 

○ 박정희 대통령에게까지 알려진 기계화영농

 - 박정희 대통령에게까지 기계화영농이 알려졌고, 박정희 대통령은 이 

지역으로 초도순시를 왔다고 한다. 구술자의 구술에 의하면 전라북

도도지사가 기계화영농의 현황을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고 

한다. 박정희 대통령은 도지사의 보고를 즐겁게 듣고는 완주군 조촌

면 지역에 가서 장관들하고 국무회의를 하게 되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1970년대 농촌지역에서 행해졌던 농촌지역의 개발이 국가주도

로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구술자의 구술에서도 알 수 있듯

이 완주군 조촌면 고랑리에서 시작된 기계화영농을 주도한 이는 농

촌에서 농업활동에 종사하고 있었던 농민들이었다. 강인규를 포함한 

독농가 네 사람은 생존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계화영농을 했다고 할 

수 있었다. 기계화영농이 흔하지 않던 시절에 농기계를 구입한 사실

이나 농민들이 모여 합자방식의 회사를 차린 점에서 이전의 농촌에

서 볼 수 없었던 변화가 서서히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새로운 

농업기술 도입에 적극적이었던 이들의 활동으로, 농촌에도 농업기술

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들의 활동은 농촌 안에서만 

국한되지 않았다. 완주군, 전라북도, 정부에서 이들의 활동에 주목하

면서 이들의 활동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된다. 완주군, 전라북도, 

정부에서도 농촌개발사업을 추진했을 터인데 이들의 활동을 적극 활

용하고 싶어라 했다. 농촌의 유지들이나 농촌에서 활발히 활동을 하

고 있는 농민들을 끌어들이면 좀 더 효과적으로 농촌개발사업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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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농민들 입장에서도 군이나 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데 마다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농민들과 군이

나 도, 정부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1970년대 농촌지역에서 농촌

개발이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었다. 

○ 전북영농의 창립 

 - 전라북도에서 주관을 하게 되면서 민간영농대행회사는 성격이 달라

졌다. 첫 출발은 민간단체였으나, 전라북도에서 주관을 하면서 공공

기업이 되었다. 민간영농대행회사의 명칭도 바뀌었는데, 바뀐 명칭은 

전북영농이었다. 전북영농이 창립되면서 전북영농의 규모도 이전보

다 훨씬 커졌다. 구술자의 구술에 의하면 전북영농 창립멤버는 강인

규, 양재숙, 이길용, 남상은 등이었다. 구술자는 양재숙을 전라일보 

혹은 전북일보의 기자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양재숙이 주필을 맡았

다. 이길용은 완주신문사 사장으로 있다가 현재는 회장으로 있다고 

한다. 이길용이 전라매일 사장도 했었다고 한다. 총무는 남상은이 맡

았다. 구술자는 남상은이 “도의원도 많이 나오고 그랬지.”로 기억하

고 있었다. 전북영농의 대표가 필요했는데, 기계화영농의 선구자라던 

구술자는 정작 전북영농의 대표를 맡기가 힘들었다. 그 이유는 구술

자가 몸이 불편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정사장(편집자주 : 전북영농 

대표 정병모)을 영입하여 전북영농의 대표를 맡게 했다. 전북영농을 

창립할 때 주식도 만들었다. 구술자의 기억으로는 주식이 지금까지

도 남아 있는데, 주식을 팔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주식을 찍어만 놓

고, 상장을 하지는 않았다. 

 - 전북영농을 창립할 때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었다. 정

부에서 시행한 지원활동은 인력구성과 농기계 구입에 필요한 혜택 

제공이었다. 우선 인력구성부터 살펴보면 정부에서는 강우혁을 부지

사로 임명하여 완주군 조촌면 고랑리로 파견을 보냈다. 정부에서는 

강우혁 부지사를 내려 보내면서 “당신은 딴 것도 하지 말고. 조촌면

에 가 가지고. 그 강인규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얘기를 

듣고. 그 일만 성공리에 이끌어라!”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그 당시

(60년대~70년대)에는 부지사가 면단위 지역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곳이 없었다. 이 일을 계기로 강우혁 부지사는 강인규와 함께 전북

영농 관련 일을 하게 되었다. 농기계 구입에 필요한 혜택도 그 당시

로서는 파격적이었다. 전라북도도지사가 지사가 관장을 해서, 농기계

를 64대나 구입할 수 있었다. 1대의 농기계를 구입하려면 일주일 이

상이 걸렸었는데, 농기계를 1대를 가지려면 부지사가 “전북영농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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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오늘 신청하면 내일 아침에 농기계가 왔다.”고 한다.  

 - 구술자의 구술에 의하면 1978년도에는 장관을 보려면 그 당시 돈으로 

500만원을 싸들고, 서울로 가서 일주일 정도 머물러 있어야 했다. 그

만큼 장관을 보는 일은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전북영농은 예외였다

고 한다. “그. 장관이. 하여튼. 우리 전북영농에는. 13명이 함께 같이

도 하고 그랬어요. 장관이 늘 들락거렸어. 그래가지고. 전북영농이라

고 하면은. 아무리. 딴 일이 있어도. 우선권을 주었어. 전북영농에. 

어. 대통령이 뭐. 밀어준 게. 그래가지고 그 때.” 구술자의 구술에서 

그 당시의 전북영농 위상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해볼 수 있다. 

○ 기계화영농 시범사업 장소였던 현재의 월드컵경기장 자리

 - 현재의 월드컵경기장 자리는 원래 개인 소유의 논이었다고 한다. 전

북영농에서 이 논의 소유주한테 승낙을 받아서 기계화영농 시범사업

을 할 수 있었다. 기계화영농 시범사업으로 이곳에서 첫 모를 심었으

니 구술자의 그 당시 감회는 남달랐을 것이다. 하지만 전북영농에서 

기계화영농을 계속 할 수 없게 되면서 이 땅은 개인 소유의 논으로 

남게 되었다. 이 논은 전주월드컵경기장으로 바뀐다. 우리나라에서 

2002년 월드컵을 개최하게 되면서 월드컵경기장이 필요해졌기 때문

이었다. 전주월드컵경기장 공사는 1999년 2월에 착공하여 2001년에 

완공되었다. 2001년 11월 8일에 개장을 한 전주월드컵경기장은 현재

까지 운영되고 있다. 전주월드컵경기장 공사 전에 이미  논을 갈아엎

었을 것이라 짐작된다. 

○ 전북영농의 시련기 79년도 태풍

 - 큰 사업이었다. 구술자는 이 사업을 개척했다. 본인의 명의는 아니었

다. 78년도에 이 사업이 크게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이 성공은 오

래 가지 못했다. 79년도 전라북도 지역에 태풍이 불었다. 농기계에 

물이 차면 농기계가 녹이 슬기 때문에 농기계를 비닐로 덮어 두었다. 

하지만 태풍의 영향으로 강풍이 불면서 농기계를 덮어 두었던 비닐

이 벗겨졌다. 비닐이 벗겨지면서 농기계에 물이 차서 농기계를 사용

하지 못하게 되었다. 농기계만 피해를 본 것이 아니었고, 고랑동이 

침수될 정도였다고 하니 79년도에 발생한 태풍 피해가 얼마나 컸었

는지를 짐작해볼 수 있다. 그 당시에 기계화영농을 하려면 농기계가 

필요했었고, 저당설정을 해야만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었다. 구술자

도 저당설정을 했는데, 구술자가 저당설정을 한 것은 논 30마지기와 

밭 12마지기였다. 기계화영농 사업이 실패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구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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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큰 빚을 져야 했다. 구술자는 빚쟁이들의 빚 독촉에 시달려야 

했고, 이 빚은 상당한 액수였다. 구술자의 구술에 의하면 그 당시에

는 쌀 한 가마니에 서 말씩 이자가 붙었다. 서 말씩 이자가 붙기는 

했었지만 서 말을 모두 내지는 못했고, 한 말 반씩은 되었다고 한다. 

3할의 이자가 붙었으니 지금 생각해보아도 이자가 높은 편이었다. 

장리빚(네이버 어학사전 : 돈이나 곡식을 꾸어 주고, 받을 때에는 한 

해 이자로 본디 곡식의 절반 이상을 받는 변리. 흔히 봄에 꾸어 주고 

가을에 받음.(박경리의 ‘토지’에 나오는 단어)도 존재하고 있었다 하

니 그 당시 농촌사회에서 빚을 지는 행위는 농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을 것이다. 

○ 전북영농 실패 후 다시 일어서려고 했으나 무산되다 

 - 구술자는 전두환 대통령 시기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1980년대로 추

정된다. 구술자의 구술에 의하면 1980년대에는 전국적으로 기계화영

농이 시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1979년에 전북영농이 시련기를 맞으

면서 강인규는 기계화영농을 시행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강인규는 이 어려움을 타개할 방법을 고민하다가 전두환 대통령 특

보로 있었던 강우혁을 찾아갔다고 한다. 구술자는 강우혁에게 “내가 

정리를 했으니 어떻게 좀 보조가 있어야 하지 않냐?”라고 말을 건넸

다고 한다. 강우혁은 “면 단위로 농기계수리센터가 있으니 농기계수

리센터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했다. 하지만 강인규는 강

우혁의 제안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 강우혁이 제안한 농기계수리

센터 위치가 산간지대였기 때문이었다. 좋은 자리에는 이미 다른 농

기계수리센터들이 위치하고 있었고, 산간지대에 농기계수리센터를 

설립한다고 해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도 않았다. 한편으로 

강인규는 몸이 불편했기에 산간지대에서 일을 하는 게 어려웠을 것

이다. 전북영농 실패 후 다시 일어서려고 했으나 결국은 무산된 강

인규의 삶을 보게 된다.

○ 일제강점기 시절에 조성된 고랑동 둑(혹은 제방) 이야기

 - “거기 제방들이 좀 많고 그러던데. 거기 만경강. 거기. 그 넘치지 말

라고. 그 둑은 언제 만들어졌던 거예요? 고랑동 그쪽에? 둑이 있잖

아요. 둑이. 우리 생기기 전에. 그 둑이 생겼은 게. 아! 계속 그렇게 

있었는데. 보수만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어르신이 85세니까. 1932

년생. 그 전부터 계속 둑이 있었다는? 그러지. 일본 얘들이 만든 거

네요. 그려. 일본 놈들이 만들었지. 그 둑을 만들어도 계속 홍수가 

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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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 조촌면 홍수이야기 

 - “홍수 이야기는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게. 그. 홍수가. 화전리(현재

의 화전동). 여기 팔복동도 홍수 져 가지고 그랬지. 왜냐면은 물이 

나갈 때가 없은 게. 아! 넘쳐버리는 모양이구나! 그런 게. 홍수가 지

고 그랬지. 저기 전미동도. 진기리 부락이라고 하면은. 거기는. 배가 

떠내려갈 정도로 되었는데. 배가 뜰 정도로 되었단 말이여. 배가 뜰 

정도로 물이 그만큼 많이 찼어. 진기부락은 집을 지으면 뗏등하니 

쌓아가지고 집을 지었잖아. 물 때문에 그랬어요. 화전동. 화전부락

도. 좀 물을 지고. 그런 게. 지금은 기계로 품어내고. 그러니까. 만경

강으로 품어내니까 침수가 없지. 지금은 만경강으로 펌프 뽑아낸다

는 얘기인데. 언제 지어진지는 모르지만. 우리 많이 큰 뒤에 했지. 

그걸 했지. 펌프로 품어낸 게 침수가 안 돼지. 팔복동도 침수가 되었

어. 공장까지는 안 올라가고. 그런 게 물 나가는 수원이 제대로 작동

이 안 된 게. 그래서 홍수가 나 버렸다는 이야기여.”

○ 1970년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이야기 

 - 강인규는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을 했던 경험을 갖고 있었다. 구술

자는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을 했던 시절을 1975년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구술자 본인의 방 벽면에 등록필증 액자가 붙여져 있는 것을 

보면 구술자의 삶에서 이 등록필증이 얼마나 중요했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다. 등록필증 동쪽 밑 끝부분에는 그때 당시 강인규 어르신

의 흑백사진이 붙여져 있다. 당선원선거구는 전북도 완주군 조촌면이

었다. 강인규 어르신은 1932년 10월 20일생이다. 이 내용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위 분은 제1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당선

안으로서 소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마쳤음을 확인 하나이다.

   1972년 12월 18일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등록사무 대행 국가기관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도장 

 

 -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을 할 때 동산촌이 자기 선거구였었다. 동산촌 

선거구이면 동산동과 조촌동이 합쳐져 있었을 때였다. 구술자는 조촌

면으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 당시만 해도 동산촌은 농촌 지역이었다. 

구술자의 구술에 의하면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 선발 기준은 생계 위

협을 받지 않는 자나 남에게 좋은 일을 한 사람이었다고 한다. 구술자

는 그 당시에 함께 대의원을 했었던 사람들을 언급했는데, 고판남, 강

경준, 이용일 등이었다. 고판남은 군산지역 출신의 기업가로, 정부에 

비행기 1대를 기증했다고 하니 그의 재력이 얼마나 컸었는지를 짐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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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강경준은 백화양주 사장이었고, 이용일은 경성고무사장이

었다. 강인규는 이 외에도 고려대 장관계열에 있던 사람하고도 대의원 

경합을 했었다고 한다. 구술자가 기억하는 고려대 장관계열에 있던 사

람은 임성환이었다. 구술자의 구술을 되짚어보면 구술자가 말하는 생

계 위협을 받지 않는 자는 주로 재력이 있었던 기업가들이나 사회적 

지위가 높았던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 동산농장 자리였던 동산고등학교

 - 일제강점기에는 동산고등학교가 동산농장 자리였다. 해방 이후에 동

산농장 자리에 동산고등학교가 설립되었다. 현재 동산고등학교는 우

석고등학교로 바뀌어 있다. 우석고등학교 홈페이지 연혁에 따르면 우

석고등학교는 1964년 2월 25일 학교법인 동산학원으로 인가를 받았

다. 1972년 3월 1일에는 동산고등학교라는 이름으로 개교를 하였다. 

1984년 3월 1일에는 우석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다. 2004년 3

월 25일에는 학교법인 훈산학원이 설립되었고, 2005년 3월 25일에는 

학교법인 훈산학원 이사장 윤여웅 박사가 취임을 하게 되었다. 

○ 동산동 행정구역 개편 이야기 

 - 1987년 동산동이 전주시로 편입되기 이전에 동산동은 완주군 조촌읍에 

속해 있었다. 동산동이 완주군 조촌읍에 속해 있던 시기에는 동산동과 

조촌동이 합쳐 있었다. 1987년 1월 1일자로 동산동이 전주시로 편입되

면서 동산동과 조촌동은 분동이 되었다. 구술자의 기억으로는 과거의 

조촌읍은 현재보다 훨씬 컸었다. 동산동과 조촌동뿐만 아니라 팔복동과 

송천동도 조촌읍에 속해 있었다. 조촌읍은 면적만 큰 게 아니라 인구도 

많았다고 한다. 완주군에서 인구 순위가 삼례, 봉동, 조촌, 구이였었다. 

현재도 조촌동과 동산동의 인구비율이 높다. 조촌동과 동산동 인구만 

하더라도 8만 명가량 된다고 한다. 동산동의 인구만 살펴보면 6만 명

가량 된다. 삼례 인구가 2만 3천 명, 봉동 인구가 2만 명이었던 시절

이 있었는데, 조촌의 인구는 1만 9천 명 정도였다. 

○ 예전의 만성동 농경지 형편 

 - “그때만 해도 곤란한 때인데. 그 자리가. 만성동하고 거기가 만약에 

가물면. 어디 사냐고 하면은 만성동. 만성리 산다고 그러는데 비가 

오면. 어디 사냐고 하면. 만성리 살지. 어디 사냐고. 물이 안 들어오

니까. 가물어 갖고. 물이 없은 게. 농사를 지어먹어야 하는데.” 구술

자가 곤란한 때라고 말한 데서 만성동의 농경지 형편이 어떠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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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짐작해볼 수 있다. 기지제의 조성은 만성동의 농경지 형편과도 

밀접히 연관된다. 인공저수지가 없던 시절에는 벼농사를 지을 때 하

늘에서 내리는 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벼농사를 짓는 게 

쉽지만은 않았다. 

○ 일제강점기에 조성된 장동 기지제 이야기 

 - 기지제는 일제강점기 시절에 조성된 인공저수지이다. 구술자는 기지

제를 ‘베틀방죽’ 혹은 ‘틀못방죽’이라 부르고 있었다. 농경지는 넓었

지만 물이 풍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공저수지를 조성한 것으로 추

정된다. 농업생산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이었기 때문이었다. 한편으로 구술자는 기지제를 조성한 

이유로 광석방죽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다. 광석방죽이라고 있었는

데, 광석방죽에 물이 많았다. 하지만 광석방죽의 물을 품을 수가 없

었다. 그러다 보니 인공저수지를 새로 조성할 필요가 있었고, 이러한 

맥락에서 기지제를 조성했다고 볼 수 있었다. 현재 기지제는 전주시 

덕진구 장동에 위치하고 있다. 기지제는 원래 농업용수 공급 목적으

로 조성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혁신도

시개발의 영향으로 현재 기지제 주변으로는 호반베르디움 등의 아파

트와 공공기관들이 들어서 있다. 주변 지형도 과거와는 달라졌다. 과

거에는 기지제 주변으로 농경지가 펼쳐졌겠지만 현재 기지제 주변으

로 남아 있는 농경지는 거의 없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 속에서 기지

제는 이제 주민들의 산책로 및 공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 살아온 내력

 - 강인규의 고향은 완주군 이서면 반교리이다. 그는 16세 되던 해에 

완주군 조촌면으로 이주를 했다. 강인규가 덕진동으로 이주를 한 해

는 60세가 넘어서였는데, 90년대로 추정이 된다. 강인규는 완주군 

조촌면 고랑동에서 생활했었을 시절에는 계속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

다. 구술자의 구술에 의하면 늙어서 농사를 못 짓게 되면서 덕진동

으로 이주를 했었다고 한다. 한편으로는 몸이 아픈 이유도 있었는데, 

68세에 수술을 받고, 수술을 받은 1년 후에 덕진세원아파트로 이사

를 왔다는 것이었다. 강인규는 덕진세원아파트로 이사를 온 이후 현

재까지 줄곧 이 아파트에서 생활하였다. 구술자는 덕진세원아파트에 

거주한 지 21년이 된 셈인데, 사실 구술자는 이 부분에서 약간 기억

이 엇갈리기도 했다. 전주에는 온 지는 더 오래되었고 인후동, 팔복

동 등 안 살아본 곳이 없었다고 한다. 그 시절만 하더라도 돈이 없

어서 셋방살이 생활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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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거주하고 있는 덕진세원아파트 이야기

 - 구술자의 구술에 의하면 덕진동 세원아파트가 초창기에는 좋은 아파

트였었다.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314-133에 위치하고 있는 세

원아파트는 세원주택건설에서 시공을 했고, 입주날짜는 1983년 1월

이다. “그 때는 좀 뜰 때였어요. 왜냐하면 판사. 미군, 미국사람도 

여기 아파트에 살았어.” 곧 혁신도시로 이전할 예정이지만 덕진동1

가에 자리 잡고 있는 법원과 검찰청이 세원아파트와 가까워서 일부 

판사 및 검사들이 세원아파트에 거주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구술자

는 세원아파트가 잘 지어진 아파트라고 하는데, 35년이나 되었는데

도 문이 하나도 안 틀어졌기 때문이란다. 구술자는 세원아파트가 현

재 거주하기에도 불편함이 없다고 했다. 우선 세원아파트가 덕진공

원이나 전북대학교하고 인접해 있다. 건지산 등산로와 전주동물원과

도 거리가 안 멀어서 산책하기에 좋다. 

사진

구술자 강인규 어르신 구술자 가족사진 

통일주체국민회의 등록필증 구술자의 젊은 시절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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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2016년 12월 19일 월요일

조사장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동산동 일대

조사자  이창환, 김윤주

대상자

선정이유

(특징)

 이창환 연구원 지인 추천

면담대상자

정보

이  름  김종삼 성  별  남 

출생지  비공개 생년․나이․띠  비공개

직  업  비공개

기  타  비공개

조 사 내 용

열쇠말

○ 동산동 지명 유래

○ 일본인이 많이 살던 동네

○ 동산의원, 조촌초등학교, 정양원

○ 교통과 운송시설로 쓰이던 기차

○ 전두환의 조촌면 초도순시

○ ‘장화 없으면 못 사는 동네였어.’

○ 교통의 요지, 동산동

○ 80여명의 직원이 일하던 도정공장

○ 동산동의 번화가

○ 원불교 자리에 있던 주정공장

○ 100년 역사의 조촌초

○ ‘고당리’(현 전북여고)에 관한 이야기

○ 유상리에 있던 호남제일문

○ 제일아파트에 있던 연초장(50년전)

○ 월드컵경기장 쪽 ‘벌떡보’에서 고기잡던 기억

○ 송천동에서 올 만큼 규모가 컸던 조촌초

○ 동산동의 아파트(직업훈련원 사택(77년도)·백우아파트(90년대)·최초의

민가아파트 한강@)

동산동 : 김종삼 면담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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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시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사는 동네’

○ 민간비행장이 있던 동산동

○ 제일아파트 옆 벽화

○ 이디야커피 맞은편 상점가(도정공장, 자전거, 농약, 아이스께끼 공장)

○ 동산동 4대지주(권삼길, 백낙권, 양봉원, 박찬오)

○ 삼례생활권, 동산동 

면담요약

○ 동산동에 관한 설명

 - 전주에서 떨어진 지역으로 과거 일본인이 많이 살았음

 

○ ‘동산동’ 지명 유래

 - ‘동산’이라는 이름을 가진 일본인이 전북중(=우석중) 자리에 동산농장

을 세움. 노무현 정권 때 일제청산을 위해 일본식 지명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주민 투표로 무산되어 현재까지 동산동이라는 명

칭 유지

 - 구술자 최희열에 의하면 지명 유래와 관련한 주민 투표는 이뤄진 적이 

없다고 함

○ 교통과 운송시설로 쓰이던 기차

 - 교통이 좋지 않았던 동네. 현재 컨테이너 몰려있는 곳이 구 동산역 

으로 동산동에서는 버스 대신 주로 기차를 이용했다고 함

 - 1968년도까지 유상리라는 곳 까지만 들어왔던 시내버스

 - 1970년대 초부터 시내버스가 들어옴. 시내버스 종점이었다고 함

○ 삼례, 군산, 서울로 가는 삼각지, 동산동

 - 당시 시영버스(현재의 고속버스)로 8시간 걸리던 서울행

 - 최희열 구술자 말로는 시영버스가 아닌「신영여객」이었다고 함

 - 길이 좋지 않았음

○ 규모가 큰 도정공장이 있던 (현)이디야 커피 자리   

 - 80여명의 직원이 일하던 도정공장이 있었다고 함

 - 그 외에는 모두 논밭이고, 비포장 2차선 도로였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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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산동의 번화가

 - 현재 동산동 우체국 자리가 번화가였고 술집(색시집)들이 있었음

 - 전주에서 찾아올 정도로 번성했고 지금의 룸살롱 형태의 술집

 - 최희열 구술자의 말로는 번화가 정도는 아니었고 술집 군락도 넓지   

않았다고 함

○ 원불교 자리에 있던 주정공장

 - 이 일대 역시 번화한 거리였다고 함 

 -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사를 지었고, 발전된 동네는 아니었다고 함

 

○ 1980년대 전두환 대통령의 조촌면 방문

 - 전두환 대통령이 취임하고 처음으로 방문한 곳이 조촌면 사무소였다고 함

 - 전두환 대통령 방문 3일 전, 급히 도로를 재정비했다고 함 

 - 낡은 담 옆에 새로운 담(기와)을 겹쳐 다시 쌓았다고 함

 - 그 이후 조촌면에서 조촌읍으로 승격했고, 2년 뒤 전주시에 편입됨

○ 100년 역사의 조촌초등학교

 - 행정구역상 동산동이지만 일제 강점기 때부터 있었던 조촌초등학교

 - 그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 학교명을 (조촌->동산) 바꾸지 않고 유지함 

 

○ 동산우체국 옆 ‘동산의원’ 

 - 일제 강점기 지은 건물로 추정됨

 - 이후 중국사람이 한약방으로 운영하다 우석고 자리로 옮김

 - 동산농장 뒤편에 축사처럼 비인가 시설의 중학교(야학)이 있었고,

   2~3개 반을 운영했다고 함

 - 그 자리를 우석재단 서창훈 이사장의 아버지가 사서 우석중을 설립

 - 이후 동산동 일대 우석재단 사학(우석중, 우석고, 우석여고) 넓힘 

 - 우석재단은 훈산재단(제일건설)으로 넘어가 현재 전북중, 전북고, 

   전북여고로 명칭 바뀜

 - 정원, 다다미방이 있었음. 친구 아버지가 화교(중국사람), 어머니는   

한국사람이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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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양원’ 

 - 6.25때 전사 입은 사람들을 수용하던 장소

 - 전쟁 끝나면서 흩어져 없어지고 개인이 사유지로 귀속시킴

 - 전북여고 앞 터 일부분 

○ ‘고당리’에 관한 이야기

 - 동산이 있었는데 우석중·고를 산 사람이 그 동네 공동묘지를 사서 깎

아 75년도(혹은 70년대 후반)에 우석대를 설립했다고 함

 - 현재 전주대 자리에 샀다가 전두환 정권 때 빼앗기고 대학 자리가 

전북여고 자리가 되었다고 함

○ 유상리에 있었던 호남제일문

○ 면담 대상자가 초등학교 때, 최영두라는 국회의원이 군대 군용도정으

로 제일아파트 자리에 연초장을 만듦. 이후 허물고 제일아파트가 생김

○ 방죽 이야기

 - 월드컵경기장 쪽 ‘벌떡구’에서 고기 잡던 기억

○ 조촌초- 서중- 공업고 나옴

 - 당시 조촌초는 송천동에서 올 만큼 엄청 큰 학교였다고 함

○ 동산동의 아파트

 - 당시  ∙ ∙ ∙사택(4층짜리) 직업훈련원 아파트가 최초

 - 77년도쯤 세워짐

 - 이후 고당리 한강아파트가 (민가) 아파트로는 최초로 세워짐

 - 백우아파트는 90년대, 93년도 세워진 걸로 추정

○ 장화 없으면 못 사는 동네, 동산동

 - 그만큼 땅이 좋지 못했다는 이야기

○ 한국주유소 

 - 주유소 자리가 3~4군데 있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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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비행장에 관한 이야기

 - 비행장에 손님이 없어 박정희 정권 때 35사단에 편입시킴

 - 비행장 이전 문제로 말이 많음

 - 당시 35사단에 살던 군인들이 많았음

○ 집값이 저렴한 동산동

 - 땅, 집값이 싸서 동산동에 많이 살았다고 함 

 

○ 제일아파트 옆 담벼락 벽화

 - 조촌초 교지 이름이 「쪽구름」이었다고 함

 - 현재 조촌초 일대 도로명이 ‘쪽구름로’

 - 조촌초 정문 옆 제일아파트 담벼락에 동산동 유래, 기록 등이 있음

○ 파리바게트(이디야 커피 맞은편) 뒤쪽 아이들이 가던 점방들이 있었다고 함

 - 조그만 내(川)가 흘렀다고 함

 - 농사짓는 사람들이 많고, 골목골목의 좌판 상인들도 많았다 함

 - 인근에 시장이 없어서 소규모 좌판 상인이 많았을 것으로 사료

 - 남부시장이 (중앙시장 보다) 싸고, 종점역이라 장을 보고 짐을 

   운반할 때도 편리했으며 한 번에 오고 갈 수 있어 주로 이용했다고 함

○ 도정공장, 자전거, 농약, 아이스께끼 생산 공장 등이 있던 상점가

   (이디야 커피 맞은편)

○ 당시 동산역 앞에 모찌, 당고 가게가 있었고 역 주변이 번성했으나 

대를 잇지 못하고 역이 기능을 상실함과 동시에 자연스레 쇠락함

○ 4개의 큰 방앗간이 있던 동산동

 1) 권삼길씨 방앗간 

  - 만물상이었던 거시기상회(현 안경원 자리) 

  - 현재 권삼길씨의 아들이 안경원으로 운영중

  - 또 다른 구술자는 안경원은 세를 준 자리이고, 옆 코너의 꽃집이 

    권삼길씨 둘째 아들이 운영하는 곳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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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백낙권씨 방앗간

  - 원불교 근처에 있었음

  - 일본인 밑에서 일하다 해방 후 일본인이 얼마간의 재산을 물려줘서  

동산동 부호가 됐다고 함 

  - 현재 돌아가시고 따님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함

○ 원불교 뒤에 있던 주조공장

 - 정원이 있던 일본식 건물

 - 밑에는 솥 공장이 있었음

○ 서서히 조금씩 변화한 동네, 동산동

○ 과거 변전소가 있어 전기가 들어왔고, 수리시설이 잘 돼 농사 짓기 

   용이했음. 홍수가 와도 물이 바로 빠졌다고 함

○ 삼례로 영화 보러 다님

 - 밤늦게 다니면 돌팔매질하며 따라오던 깡패들

 - 논두렁 깡패라고 불렀음

 - 삼례 다리를 경계로 학교에 다녔던 깡패들

○ 물이 맑았던 삼례천

 - 삼례다리 물이 좋아 갈치도 잡히고, 여름에는 물놀이도 함

 - 여름철에 튜브를 대여해주기도 했던 유원지였음

 - 팔복동(삼양사, 전주제지) 공업단지로 인해 폐수가 들어와 오염됨

 

사진

김종삼 구술자 면담장소(제일아파트 옆 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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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2017년 1월 4일 수요일

조사장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쪽구름로 19 여의동 제일아파트 노인정

조사자  김다희, 박다영

대상자

선정이유

(특징)

 동산동 제일아파트 장기거주자

면담대상자

정보

이  름   ∙ ∙ ∙ 성  별  남

출생지  전라북도 전주시 생년․나이․띠  75세(1942년생)

기  타

- 이름, 직업, 가족사항, 연락처 비공개 

- 장동 정암마을이 고향. 

- 여의동으로 온지는 40년 정도 되었음. 

조 사 내 용

열쇠말

○ 60년 전 동산동 풍경-‘전에는 그냥 다 농장이었어요(복숭아,포도,감)’ 

○ 쪽구름 장터에서 먹었던 국밥과 국수(1940~50년대)

○ 이도령이 한양 갈 때 걸어다녔다던 주엽쟁이 

○ 고향 정암마을(장동 에코르아파트)에 대한 기억

○ 어릴 때 놀던 추억(자치기, 모치기) 

○ 동산농장(구 북전주중 자리)

면담요약

○ 구술자 기억에 있는 60년 전 동산동의 모습

 - 전에는 그냥 다 농장이였어요. 복숭아, 포도, 감 농장이 많았어요. 그

리고 여실리, 장동 부락이 대부분 초가집이 많았어요.  

○ 쪽구름 장터에서 먹었던 국밥과 국수

 - 옛날에 시장이 있었어요. ‘쪽구름장터’라고 있었는데 나는 어렸을 때

라서 자주는 못가고 가끔 가고 했지. 그 전에는 국수나 국밥 같은 

거를 주로 먹었었지. 어렸을 때니까 한 50년대에 없어졌어. 내가 지

금 75살이니까. 

○ 이도령이 한양갈 때 걸어다녔다던 주엽쟁이 

 - 주엽쟁이는 저기 삼화부락에 이도령 걸어 다니던 발자취가 거기 있

지. 제방, 뚝으로. 한양 걸어다닐 때 그렇게 걸어다녔어. 

동산동 :  ∙ ∙ ∙ 면담보고서



전주시 마을조사사업 “동심(洞心)”찾기 동산동

- 234 -

○ 고향 정암마을에 대한 기억

 - 장동의 정암마을은 우리 어렸을 때 박적으로 샘물을 떠서 먹어서 샘

물 정자, 바위 암자 해서 정암부락이었는데, 엄청 큰 샘이 있었어. 

동네 사람들이 그 물을 다 먹고 빨래도 하고 했는데 에코르아파트가 

생기면서 없어졌지.

○ 어릴 때 놀던 추억 

 - 옛날에는 자치기, 모치기 하면서 놀았어. 나무 하나 가지고 탁 때리

면 멀리 날라 가서 지금 야구 식으로 하는 거고, 모치기는 못을 세

워서 맞추면 넘어지지. 동네 놀이터에서 많이 했지. 노는 자리가 모

정 거기에 마당이 있었지. 

○ 동산농장

 - 북전주 중학교가 농장자리야. 이쪽이 동산농장인 이유가 농터가 많아

서 일본놈들이 전부 나락같은거 그리 다 가져가서 그런거야. 그래서 

역전이 그래서 생겼지. 수탈해가려고. 

사진

제일아파트 경로당 할아버지방 정암샘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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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2017년 1월 4일 수요일

조사장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쪽구름로 19 여의동 제일아파트 노인정

조사자  김다희, 박다영

대상자

선정이유

(특징)

 동산동 제일아파트 경로당 남자 회장 

면담대상자

정보

이  름  이경보 성  별  남

출생지  전라북도 전주시 생년․나이․띠  77세(1941년생)

연락처  010-9672-4050

기  타

- 직업, 가족사항, 비공개 

- 여의동 제일아파트 노인정 남자 회장님

- 동산동 원토박이

- 조촌국민학교 졸업

조 사 내 용

열쇠말

○ 동산동으로 편입된 조촌동

○ 여의제이파크(제일) 담벼락에 적힌 동산동의 유래

○ 2003년부터 입주한 여의제이파크(제일)

○ 1950년대 소풍장소(황방산, 덕진연못, 비비정) 

○ 조촌동에 있었던 쪽구름장

면담요약

○ 동산동으로 편입된 조촌동 

 - “여기는(동산동은) 과거에 조촌면사무소였어. 조촌읍으로 되었다가. 

87년 1월 1일자로 전주시로 편입이 되었어. 그 당시에 동산동은 행

정동이고, 법정동은 장동, 만성, 여의, 동산, 고랑. 그리고 조촌동은 

성덕, 용정, 화전, 반월, 장동, 원동 그리고 그 이후에 남정동, 도도

동, 도덕동이 이리로 편입이 되었지. 그때 동산동으로 편입되면서 초

대 사무장을 내가 했어. 그래서 조촌면사무소, 읍사무소에서 17년간 

근무했어. 그 다음에 전주시에서 근무했고.”

○ 여의제이파크(제일) 담벼락에 적힌 동산동의 유래 

 - 역사유래 이런 것이 담벼락에 쭉 되어 있으니까. 거기 가면 볼 수 있어. 

동산동 : 이경보 면담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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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명 : 동산동 역사가 담겨 있는 아트타일 특화거리 조성사업 사업시행 

: 동산동마을가꾸기 협의회                      

  사업기간 : 201.3 7~2013. 11

  사업시공 : 주)HD 데칼

  자료제공 : 전주시평생합습센터 / 전주문화원 

  사업내용 : 동산동의 역사와 문화를 주민과 자녀들에게 제공하여

애향심을 고취시킴은 물론 역사의 숨결 속에 살아 있는 자긍

심을 심어주고자 추진된 사업입니다. 

○ 2003년부터 입주한 여의제이파크(제일)

 - 동산동 살면서 여기 아파트를 신축해서 일로(이리로) 왔지. 2004년에 

지어져서 지금 737세대가 돼. 

 - 여의제이파크(제일)의 주소는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669이다. 2003

년 12월부터 입주를 시작해서 총 737세대, 총 5개동, 총 15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 1950년대 조촌초등학교 소풍지 

 - 조촌초등학교 다닐 때 소풍은 황방산하고, 덕진연못, 삼례 비비정으로 

소풍을 많이 다녔는데, 걸어서 갔지. 그 때는 간식이 있가니 고구마, 

감자 이런 거 먹고. 설탕, 과자 사먹고, 엿장수들 오면 엿 사먹고. 

○ 조촌동에 있었던 쪽구름장

 - 쪽구름장은 행정동은 조촌동 법정동은 반월동에 시장이 있었는데 내

가 너무 어려서 잘 모르지.  

 - 여의제이파크(제일) 담벼락에 있는 동산동 역사가 담겨있는 특화거리 

쪽구름 장터에 따르면 동산촌은 원래 ‘쪽고롬이’, ‘쪽구름이라고 불리

웠다. 동산촌은 동산동의 중심마을로 농협을 중심으로 조촌초등학교 

인근을 상동산, 우리체국 인근을 하동산이라 불렀다고 한다. 일대 한 

블록 전체가 쪽구름이 장터가 형성되었는데 그야말로 이 마을 이름처

럼 인파가 구름같이 몰려들어 성업을 이루었다고 한다. 지금도 마을 

골목에는 장터가 섰던 흔적을 알 수 있는 상점 형태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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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구술자 이경보 회장 아파트 담벼락 특화거리조성

동산동 연혁과 유래 쪽구름 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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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2017년 01월 04일 수요일

조사장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 동산제일아파트경로당 할머니방

조사자  김다희, 박다영

대상자

선정이유

(특징)

 동산동에서 법정동 여의동 인근의 과거 이야기를 자문하기 위함

면담대상자

정보

이  름  이 ∙ ∙ 외 3인 성  별  여(4명)

생년․나이․띠  70대, 80대 기  타  제일아파트 주민

조 사 내 용

열쇠말

○ 담배말리는 건조장이 이 아파트 자리에 있었어

○ ‘용’자 들어간 마을이 유독 많은 동산동

○ 주엽정이

○ 15년 전부터 아파트가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

○ 제일아파트 현황(13년 전 건립)

○ 식구이자 친구인 제일아파트경로당 회원들

○ 동산동의 여의도, ‘여의동’

○ 황토밭에 주로 심었던 농작물

○ 야산에 시골길・황토길이었던 전주공업고등학교

면담요약

○ 담배말리는 건조장이 이 아파트 자리에 있었어

 - “이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에는 여기가 담배를 말리는 건조장이 있었

어. 전매청에서 여기에 건조장을 만들었어. 건조장이 되게 오래 있었

지. 그게 없어지고 우리 아파트가 생겼어.”

○ ‘용’자 들어간 마을이 유독 많아

 - 동산동에 ‘용’자 들어가는 마을이 많아. 덕용리, 용정리, 용암리도 있어.

○ 주엽정이

 - 주엽정이는 동네 이름이야. 역전 건너서 방천 지나 논 가운데에 있어. 

동산동 : 이 ∙ ∙ 외 3인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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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 전부터 아파트가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

 - “원래 여의동에 상가가 많이 없었는데 지금에야 많이 생긴 거지. 옛날에

는 완전히 촌이었어. 그러다가 시방(지금) 거시기(발전이)가 되었지. 지

금 농협 있는 곳이 예전에는 빨간 황토 흙길이었어. 월드컵경기장 있는 

곳도 다 논이었고. 아파트는 15년 이짝, 저짝 즈음에 생긴거지. 여기 아

파트 생긴 것도 아파트가 동산동에 생겨나기 시작할 즈음해서 초기에 

생긴 거야.”

○ 제일아파트 현황

 - “제일아파트가 지어진지는 13년 정도 됐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살

게 된지도 평균 10여년 됐어. 여기 아파트가 지금 780세대 정도 돼.”

○ 식구이자 친구인 제일아파트경로당 회원들

 - 제일아파트 경로당은 할아버지방, 할머니방으로 나누어져 있다. 입구

에서 보면 성별에 따라 방이 구분되어 있지만, 막상 안으로 들어가

보면 가운데 부엌을 기점으로 양쪽 방이 이어져 있다. 경로당 회원

들은 제일아파트 주민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매일 같이 경로당에 모

여서 담소를 나누고, 밥도 같이 지어먹는다. 겨울에는 주로 팥을 직

접 쑤어 팥죽도 해먹고, 돼지김치찌개도 해먹는다. 

 - “이 경로당에는 아파트 주민들만 오지. 전부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이니까 다 친하지. 우리 식구들이 좋아. 그리고 점심도 맨날 같이 먹

는데 가족이지.”

○ 동산동의 여의도, ‘여의동’

 - “동산동은 촌이고 예를 들어서 동산촌이고, 말하자면 여의동은 말하

자면 팔복동 쪽으로 시내랑 가깝잖아. 여의동 마을은 전주공업고등

학교까지가 여의동이야. 학교 너머 동국아파트는 여의동이 아니야.”

 - 우리 동이 자칭 서울 여의도야. 서울의 여의도를 본따서 만든 말이 

동산동의 여의동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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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토밭에 주로 심었던 농작물

 - “예전 여의동에 황토가 많아서 황토 밭에 농사를 지었지. 고구마도 

심고, 서숙(조)도 심고 키웠어.”

○ 야산에 시골길・황토길이었던 전주공업고등학교

 - “예전에 공업고등학교 자리가 산이었어. 다 빨간 황토길로 된 시골길

이었어.”

사진

  

면담장소 면담장소 인근 마을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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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2017년 1월 4일 수요일

조사장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양마로 85-12

조사자  김다희, 박다영

대상자

선정이유

(특징)

 태평동 장기 거주자 및 통장

면담대상자

정보

이  름  박태규 외 2명 성  별  비공개

출생지  비공개 생년․나이․띠  비공개

직  업  비공개 가족사항  비공개

연락처  비공개

기  타  비공개

조 사 내 용

열쇠말

○ 구술자 소개 

○ 마을이름 따라 주민들이 태평하게 잘산다는 태평마을 

○ 태평마을에서 이어졌던 주엽정이 한양 가는 길 

○ ‘서울 안 부럽다’ (수도시설, 도로정비)

○ ‘각시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살아’

○ 태평마을 주변의 변화 (빈터에서 전주공고, 현대자동차건물, 1880~1990년대) 

○ 정월 보름까지 행사를 많이 했던 기억 

○ 교통이 불편한 태평마을 

○ 반중공업지역(집도 지을 수 있고, 공장도 지을 수 있는)

○ 전주시로 편입되기 전, 후 달라진 점 (땅 값 상승) 

○ 2016년부터 들어오게 된 도시가스

○ 상이용사촌이었던 태평마을 

○ 왔다가는(들고나는) 동네 태평마을(빈민촌) 

○ 비슷비슷한 구조를 가진 집들 

면담요약

○ 구술자 소개 

 - 최영례 구술자는 막내 딸이 6살 때 태평마을로 왔다. 지금 막내 딸

이 벌써 45살이다. 3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동산동 : 오소간·최영례·박태규 면담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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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소간 구술자는 태평마을에서 오래 산 주민 중에 한 명으로 꼽힌다. 

태평마을이 농원이라고 붙여지기 전부터 거주했다. 

 - 박태규 구술자는 1984년도에 태평마을로 이주를 했다. 현재 태평마

을이 있는 22통 통장을 맡고 있으며 2017년 1월로 임기가 끝난다.  

○ 마을이름 따라 주민들이 태평하게 잘산다는 태평마을 

 - 주민들은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마을이라고 얘기한다. 원래는 농원으

로 불렸던 마을인데 마을주민들이 ‘태평마을’이라는 이름을 지었다. 

그래서 인지 마을 사람들이 태평하게 잘 살고 있다고 믿고 있다. 

 - “농원인데, 우리가 농원소리 듣기 싫어서 태평부락이라고 했어. 그래

서 태~평하게 잘 살잖아? 그런 동네야. 전주시는 전주시라도 제일 

끝에 메마르고, 살다 살다 못사는 사람들이 와서 정착하고 살지. 지

금은 그 때에 비하면 부자마을이지. 여기가 야산이 있었는데 우리가 

살면서 정착하면서 애들 키우고 가르치고 했지.”

○ 태평마을에서 이어졌던 주엽정이 한양 가는 길 

 - “뒤에 이 길은 서울 한양 가는 길(주유소 큰 길)이라서 막지를 못해. 

과거보러갈 때 그 길이야. 그니까 이 길은 옛날 옛날부터 난 길이야. 

옛날은 샛길인데 지금은 커졌지. 그러니까 고랑동 맞아. 그래서 엽정

(주엽정이)으로 해가지고.” 

○ ‘서울 안 부럽다’

 - “시암 있지. 지금은 다 메워버렸지. 두룽박 시암. 우리가 살면서 많

이 했지(고쳤지). 정부에서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길 깔렸을 때 우

리가 ‘서울 안 부럽다’고 했어. 길 깔고 깨끗해졌을 때. (중략) 이제 

서울 안 부럽다니께? 수도도 들어오고, 가스보일러도 들어오고.” 

○ ‘각시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살아’

 - “옛날에는 자갈도 없어가지고 ‘각시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산

다고 했어. 발이 푹푹 빠져서 황토 흙이 이렇게 들러 붙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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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평마을 주변의 변화 

 - “전주공고랑 현대자동차 거기도 원래 아무것도 없고 쌩땅(빈터)이었

는데 한 2-30년 됐나?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돼.” 

 - “대순진리라고 그거는 들어 온지 얼마 안 돼. 그리고 동네로 넣을 수

도 없어 별도야. 외지에서 온 거야. 원래 있던 게 아니야. 원래 그 

자리가 과수원이 큰 게 있었는데 그 놈을 사가지고 그랬어.” 

○ 정월 보름까지 행사를 많이 했던 기억 

 - “풍물치고 했지. 지금은 안하지. 명절 때 많이 하고 정월달에 많이 

했지. 옛날에는 구정부터 정월 보름까지 행사를 이어갔었어. 지금은 

할 사람이 없지. 젊은 사람들 다 시내로 나라버리고.”

○ 교통이 불편한 태평마을 

 - “여기는 버스가 안 들어와. 저기 앞에 주유소까지 나가야지. 걸어서 

나가고 걸어서 들어오고 짐이나 있으면 택시 타고 들어오고 택시 타

고 들어와도 거리가 짧으니까 기사들이 싫어해.” 

 - “여기가 교통이 좀 안 좋아서 힘들지. 대순진리가 있는 곳까지만 조금 

버스가 왔다 가면 좋겠는데 시의원한테도 말하고 했는데 잘해봐야 한 

하루에 2번밖에 안된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일부러 나가려면 힘들어 

노인양반들이 거동도 불편하고. 오전 오후라도 한 번씩만 하루에 2번

이라도 왔다갔으면 좋겠지. 시간대 맞춰서 볼일 보러 나가면 되니까. 

꽤 들어 와야 해. 노인들은 한 3-40분 정도 걸어 나가야해.” 

○ 반중공업지역 

 - “여기가 한 53-4가구 정도 있지. 대부분 어르신들이 살지. 여기가 

주택지역이잖아 그래서 자녀분들은 다 나가고 집을 팔라고 해도 팔

리지도 않고 하니까 노인양반들이 집지키고 있는 거야. 돌아가신 양

반들이 있는 집은 반파된 집도 있고. 교통도 안좋고 여러모로 불편

하니까 매매도 잘 안 돼. 여기가 반중공업지역이야. 주택도 지을 수 

있고, 공장을 지을 수도 있고. 그래서 땅값이 고시가를 조금 더 받는

다고 보면돼. 땅 투기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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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로 편입되기 전, 후 달라진 점 

 - “완주군이었을 때와 전주시로 편입된 다음 차이점은 아무래도 시로 

편입이 되었으니까 땅값이 좀 올랐다고 볼까? 땅이 없는 사람들은 

집값만 오르고 하니까 좀 안 좋지.”

○ 2016년부터 들어오게 된 도시가스

 - “도시가스가 지금 금년에 싹 들어왔어. 7월 달부터 작업해서 오늘도 

하는 데가 있어. 그 전에는 기름 땠지. 한 도라무(도라무: 드럼의 일

본식 발음, 1드럼=200L정도)에 최고 28만원 까지 되었지. 경유를 썼

지. 지금도 못 떼는 사람은 연탄보일러는 떼고. (2016년) 7월부터 한 

99%되었어. 곧 있으면 100%가 돼지. 도시가스가 들어오니까 돈도 

절약이 좀 되고.” 

○ 상이용사촌이었던 태평마을 

 - “여기가 옛날에는 무용촌이라고 ‘상이용사’들이 살았었어. 6.25때 전

사도 많이 하시고 불구가 되신 분들이 거주를 많이 했었어. 지금은 

성덕에 가면 좌측으로 매암리라고 하는 곳에 완주군 이서면 매암리

로 집단 이주를 시켜줬어.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집을 사가지고 다 

들어 왔었지. 그 분들이 떠난 지가 근 30년 정도 되었지. 그 양반들

은 국가에서 다 먹고 살라고 보상받고 장애인들. 국가유공자들이지. 

그래서 자녀분들도 학교 같은데 다 혜택보고 하지.” 

○ 왔다가는 동네 태평마을 

 - “주로 이 동네가 빈민촌이라고 주민들이 시내에서 어렵게 살고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시내보다 집값이 싸니까 2-3년 정도 살다가 기반이 

갖춰지면 다시 시내로 이사 가고 몇 개월 살다가 이사 간 사람들도 

있고 원래 본토박이 분들이 세 내주면 그렇게 살다가 많이 가지. 그

래서 이동인구가 많다고 보면 되지. 현실이 그러니까.”

○ 비슷비슷한 구조를 가진 집들 

 - “여기 주택이 벌써 5-60년 정도 가까이 된다고 보면 돼. 다 비슷해 

설계를 똑같이 해서 방 2-3칸 주방하나 딸리고 그런 집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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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태평경로당 같이 음식해드시는 어머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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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2017년 1월 4일 수요일

조사장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미리내슈퍼

조사자  이창환, 김윤주

대상자

선정이유

(특징)

 추천인(마을토박이, 여러 구술자들이 추천해줌)

면담대상자

정보

이  름
 황평연(男, 72)

 진분녀(女, 65)
성  별  비공개

출생지  비공개 생년․나이․띠  비공개

직  업  비공개

기  타

1.풍수지리, 중국어 등을 독학으로 공부하는 구술자. 
구술시 개연성이 떨어져 추후 다른 구술자를 통해 검증해보니 대
부분 사실로 판명  
2.황평연 선생님의 부인 진분녀씨 남원출신
(동산동 유지, 지주 중 남원출신이 많음. 이유는 모름)

조 사 내 용

열쇠말

○ 온통 밭이었던 동산동 일대

○ 전북중의 전신 동산중

○ ‘고등공민학교’

○ 일본인들이 다니던 동산초교

○ 일본 신사가 있던 동산교회

○ 동네 유지 박찬오씨의 주조장

○ 양근해씨의 방앗간(현 해든아파트)

○ 동산농장주식회사였던 전북고

○ 해든 아파트 옆에 있던 방죽

○ 포도 과수원이었던 전북중 운동장

○ 전북중(우석중)은 동산중학교의 전신

○ 전북고(우석고) 자리에 있던 ‘고등공민학교’

○ 동산의원 옆에 있던 ‘중국약방’

○ 돌팔이 의사 하창수

○ 흥아풀무간(세원아파트 근처, 해든아파트 자리)

○ 최근 아파트와 시설이 들어서면서 동네 풍경이 달라지고 있는 동산동  

동산(반월)동 : 황평연 면담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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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요약

○ 반월동 구중리가 고향, 토박이라고 함

○ 32년간 한자리에서 점포(미리내슈퍼) 운영중 

 - 어릴 적 구술자가 살았던 주엽정이 주변에 주막이 있었음

 - 술을 팔던 주막집은 아니고 사람이 살았다고 함

 - 고랑뜰 주변에 작은 산과 장승배기가 있었다고 함

○ 미리내슈퍼 일대는 모두 밭

 - 이 일대는 남원에서 온 양근해씨의 땅이었다고 함

 - 해든아파트 자리가 양근해씨의 방앗간 자리였다고 함

 - 전북고는 동산농장주식회사였다고 함 

 - 휴 아파트(추후확인) 자리가 동산농장주식회사 방앗간 자리였다고 함

 - 구술자 기억에 동산농장주식회사 방앗간에 엄청나게 큰 전기모터가 

있었다고 함 

 - 쌀 찧는 방앗간이 두 군데 있었음

 - 해든아파트 옆에 방죽이 있었다고 함 

○ 과수원(포도)이었던 전북중 운동장 자리

 - 현 전북중은 동산중학교의 전신(추정)

○ 현 전북고 자리에 60년 전, ‘고등공민학교’가 있었다고 함

 - 초등학교도 아니고,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공민학교 거쳐 시험을 보고 

중학생이 되는 것이라고 함

○ 일본인들이 다니던 동산초교

 - 동산초교는 일본인들이 다니던 학교

위치 : 농협 옆 강나루라는 음식점 부근이 동산초교가 있던 자리라고 함.  

       벚꽃나무도 많았고, 운동장도 꽤 컸다고 함. 

 - 조촌초교는 일본인들이 세웠지만 한국인들이 다녔음

○ 중국 약방

 - 전북중고 자리에 있다가 동산의원 옆으로 옮김 (확인필요)

 - 남자는 대만사람, 아내는 한국사람이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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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신사가 있던 동산교회

 - 일제 강점기 때까지 있다가 해방 이후 사라짐 

○ 박찬오씨가 운영했던 ‘조촌 주조장’

 - 원불교 사거리 옆 가구 만드는 곳이 박찬오씨네 집이었다고 함

 - 어려웠던 시절 박찬오씨 집 술찌개미를 갖다 먹고 연명했다고 함

 - 원불교 사거리, 성덕 못가서 상가 있는 자리

 - 박찬오씨가 땅을 희사해서 원불교 교당이 생김

 -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었다고 함

 - 지금은 미국에 가고 없다고 함

○ 양봉원의 방앗간

 - 남원 출신, 권삼길씨 방앗간 바로 앞에 위치해 있었음   

○ 권삼길의 방앗간

 - 일제 강점기 때 동산농장주식회사 방앗간에서 일했다고 함 

 - 동산농장에서 일하다 해방 이후, 거시기 상회(현 안경점) 자리에 

   방앗간을 냈다고 함

 - 권삼길씨 아들이 그 건물에서 휴대폰 가게(확인 필요) 한다고 함  

○ 돌팔이(무허가) 하창수의 의원이 길가에 있었음

 - 세영이네 과일가게 자리

 - 거기서 조금 들어가면 흥아 풀무간 있었음 

 - 어려웠던 시절이라 의원이 있어도 돈이 없어 갈 수 없었다고 함

 - 회충으로도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고 함 

○ 흥아 불무(풀무, 대장)간

 - 삽 같은 거 만들고, 괭이 만들던 곳

 - 대장간, 달구지(구루마)도 만들었음

 - 해든아파트 자리여서 현재는 찾아볼 수 없음 

 - 세원빌라 아파트 자리 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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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는 동산동

 - 제일 오래된 아파트가 20년쯤 넘었다고 함 (추정) 

사진

황평연 구술자 면담장소(반월동 미리내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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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2016년 1월 4일 수요일

조사장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 주민센터

조사자  이창환, 김윤주

대상자

선정이유

(특징)

 오랜 공무기관 근무로 지형 파악, 이해도 높음

 현 동산동 자치위원회 고문 활동 

면담대상자

정보

이  름  최희열 성  별  남

출생지  비공개 생년․나이․띠  73

직  업  공무원 퇴직

기  타  전주시 공무원으로 장기간 근무

조 사 내 용

열쇠말

○ 동산동의 지주들

○ 전두환이 초도순시로 방문했던 조촌면

○ 전북중의 전신이었던 동산중

○ 동산의원, 정양원

○ 군산으로 쌀을 실어가는 호남평야의 관문

○ 2000여명의 근로자들이 일했던 동산동 연엽초 공장

면담요약

※ 김종삼 구술자의 면담 내용을 검토하는 형식으로 진행됨 

○ 동산동 이름 유래

 - 일본인 성씨였던 동산(東山, 히가시야마)에서 유래

 - 일본인 동산(東山)의 농장이 일대에 있어 그렇게 불렀다고 함

 

○ 군산으로 쌀을 실어가는 호남평야의 관문

 - 일본인 동산(東山)이「동산농사주식회사」설립함

○ 책「지번별 조사」

 - 동산 1번지는 밭이고, 2번지는 논이다는 식으로 지번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책

 - 구청에 있다고 함

동산동 : 최희열 면담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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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산역의 역할

 - ‘동산역이 과히 필요성이 있는 역은 아니’라는 구술자

 - 인근 송천역과 4Km도 채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함

 - 일본인이 수탈을 목적으로 만들었다는 뉘앙스

○ 동산동 지주 중 한 명이었던 양봉원

 - 현 안경점(구 거시기상회) 부근에 위치한 농협 코너에서 △△한약방   

  까지 양봉원의 도정공장이었다고 함

 - 개인이 국가에 위임을 받아 운영한 정부 도정공장이었다고 함

 - 양봉원은 1987년도 이전에 타계함

 - 남원출신이었고 왜정 때 경찰관이었다고 함

 - ‘명절 때 돈 예금하는 게 일이라고 할 정도로 부자였어.’

 - 결혼하려고 만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얼마나 부자인지 봐야    

 겠다며 영화촬영 투자를 권유했고 그로 인해 재산을 탕진했다고 함.

 - 3000평쯤 되는 땅이 도정공장이었다고 함

 - 1980년대까지 있었다고 함

 - 당시 돈으로 상속세가 1억 정도 됐다고 함

○ 동산동의 지주들

 - 현재 신협 코너 쪽에도 2000평쯤 되는 도정공장이 있었음

 - 동산동 주민센터 옆 (소망?)교회 자리에도 도장공장 있었음

  「동산도정공장」이라는 이름의 공장이었고, 정부 양곡 도정함

○ 서울 가는 신영여객

 - 김종삼 구술자의 시영버스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함

 - 서울에 가는「신영여객」버스가 있었다고 함

 - 전주-동산-비봉(완주)-서울로 가는 노선

 - 1970년대까지 운영했다고 함

○ 왜정 때 조촌면사무소 자리였던 현 새마을 금고

 - 확인 필요 (신협 자리로 알고 있음)

 - 1985년도 쯤 땅자리를 개인에게 넘겼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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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촌면 때 인구가 1만 8천명 정도 됐다고 함

 - 면적은 36.121 평방미터쯤 됐다고

 - 9계리(여의, 고랑, 성덕, 반월, 용정, 화전, 만성 등)로 이뤄졌던 조촌면

○ 전두환이 초도순시로 방문했던 조촌면

 - 전두환이 완산 전씨라는 설이 있음

 - 완주군의 옛 지명이 완산이라 방문했다는 설과 조촌면에 전두환 친척쯤 

되는 사람이 있어 방문했다는 설

 - 현 새마을금고 자리에 조촌면사무소가 있을 때 이야기 

○ 전두환 초도순시 전에 농산부장관과 육군 대장이 조촌면에 방문해 하

수구 ‘선물’ 해주고 갔다 함       

○ 전두환의 ‘선물’

 - 당시 조촌면에 길(도로) 포장을 해줬다고 함

 - 지금의 농협에서 동산역 가는 길까지였다고 함

○ 전북중(우석중)의 전신이었던 동산중

 - 전북일보의 故서정상 회장이 동산중을 인수함

 - 故서정상 회장의 호가 ‘우석’이어서 우석중으로 이름이 바뀜  

 - 전북여고(우석여고) 자리에 우석대를 지으려고 했으나 땅 값이 비싸 

삼례에 짓게 됨

 - 전북여고 자리는 원고랑 마을의 뒷산이었음

 - 2005년도 우석학원에서 훈산학원(제일건설)으로 넘어감.

   故서정상 회장 아들 서창훈 때 건설업으로 진 빚 때문에 우석학원에

서 운영하던 학교(우석중, 우석고, 우석여고)가 모두 넘어감 

○ 동산의원에 관한 이야기

 - 현재 모습의 1~20%만이 원형이라고 함

 - 나머지는 개·보수된 모습이라고 함

 - 동산의원(양약) 바로 옆에 중국약방(한약)이 있었다고 함

 - 중국(대만)사람이 한국여자와 결혼해 동산동에 정착해 중국식 한약방

을 차렸다고 함

 - 당시에는 병원이 동산의원 한 군데밖에 없었다고 함

 - 삼례 가는 길에 하창수라는 돌팔이(무허가)의사가 있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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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양원에 관한 이야기   

 - 6.25에 참전해 상해를 입은 상이용사들을 보호하던 시설 

 - 민간인, 상점에 들어가 의족이나 의수를 보여주며 협박하는 등의 행

패를 부리며 돈을 요구했다고 함   

 - 면 의회를 거쳐 전주공고 쪽 태평마을(공동묘지 자리)에 상이용사들을 

보내 집단으로 거주하게 하고 이후 정양원을 해체

 - 정양원 자리에 완주군 농촌지도소를 만듬 (1987년 전주시에 편입되기 전)

 - 이후 태평마을을 개인이 사들임

 - 태평마을 상이용사촌에 살던 사람들 매안(매한?)마을로 이주함

○ 과거 덕진동 2가~상가·하가마을 일대, 송천동 절반이 조촌면이었다고 함 

○ 2000명의 노동자가 일했던 동산동 연엽초 공장

 - 현재 제일아파트 자리에 연엽초 공장이 있었다고 함 

 - 이후 동산동에서 남원으로 이전했다고 함

 - 당시 연엽초 공장은 담배의 초벌과정을 하던 곳으로 향료, 미원, 설탕, 

글리세린, 남미산 연엽초 등을 섞어 담배로 만들던 곳이었다고 함

 - 동산동에서 예비·분류작업을 마친 담배는 태평동에 있던 전매청으로 

보내져 약품처리 후 썰어서 포장작업이 이루어졌다고 함       

○ 방죽 이야기

 - 김종삼 구술자가 말한 ‘벌떡구’ 아닌 ‘벌떡보’였다고 함 

 - 기지재에서 내려오는 수로 

 - 1970년대 사라짐

○ 오래된 역사와 큰 규모의 조촌초

 - 덕진동과 송천동 일부, 팔복동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조촌초에 다녔다고 함

○ ‘여시코빼기’라고 불리던 비비정

 - 완주(구술자는 전주라고 칭함)8경 중 하나인 비비낙안

 - 삼례다리 건너기 직전 만경강 주변에 술집들이 즐비했다고 함

○ 여산 송씨 종중

 - 동국아파트와 동산동 주민센터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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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 가마골 유래

 - 구술자 김종삼은 가마를 만드는 동네라 가마골이라고 추측했으나 구

술자 최희열은 가마솥 같이 생긴 동네라 지어진 이름이라고 함

 - 목포에서 서울 가는 길목에 있던 동네

 - 날 저무면 쉬어가고 술 먹는 주막거리였다고 함

○ 전군간 도로의 벚꽃

 - 재일교포가 희사했다고 함

 - 전주 CBS에서 군산까지 가는 길에 있는 벚꽃

 - 쌀을 수탈해간 장소에 일제의 꽃을 심었다고 논란 있었음

○ 남반월마을에 장터골목이 있었음

 - 마음편한요양병원 주차장 옆 골목길

○ 반월동의 유래

 - 반쪽구름, 쪽구름으로 불리던 것에서 시작

 - 쪼끄래미, 쪼꼬래미로 전부터 불림 

사진

최희열 구술자 면담장소(동산동 주민센터)



Ⅳ. 부록(면담보고서)

- 255 -

 

날    짜  2017년 1월 5일 목요일

조사장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 삼진떡방앗간

조사자  이창환, 김윤주

대상자

선정이유

(특징)

 인근 점포에서 추천

면담대상자

정보

이  름  손병구(익명요청) 성  별  남 

출생지  비공개 생년․나이․띠  60대 중반

직  업  비공개

기  타  비공개

조 사 내 용

열쇠말 ○ 동산동(반월동)의 유래

 

면담요약

○ 동산동 유래

 - 원래는 동산촌으로 불렸으나 전주시로 편입되면서 동으로 승격

 - 일본인 지주 이름이 동산(東山)이었음 

 

○ 곡식 수탈하고 걷어가기 위해 군산항구로 가져감

○ 반월동의 유래

 - 쪽구름의 한자 표기가 반월(반쪽 달)

○ 원불교 밑 자리는 전부 봉답이라고 논이었음

 - ‘천수답’(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야 지어먹고 살 수 있는 땅)  

동산동 : 손병구 면담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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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진떡방앗간 자리

 - 아버지 대를 이어받아 아들이 운영 중

 - 현재 자리에서 운영한지 4~50년 정도 됐다고 함

○ 땅값이 비쌌던 동산동

 - 곡창지대라 땅값이 비쌌음

 - 가격이 저렴한 다른 동네에 건물이 들어서다보니 자연히 땅값이 오르고,      

    상대적으로 동산동은 떨어지게 됨

 

○ 쪽구름 장터 위치

 - 현재 마음편한요양병원 주차장 옆 골목이었다고 함

○ 마을토박이 송영진 어르신을 추천해줌

사진

손병구 구술자 면담장소(삼진떡방앗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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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2017년 1월 5일 목요일

조사장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동산동 동국아파트

조사자  이창환, 김윤주

대상자

선정이유

(특징)

 이야기 워크샵(동산동)때 참여했던 주민

면담대상자

정보

이  름  이화자 성  별  여 

출생지  일본 생년․나이․띠  77

직  업

기  타  젊은 시절 교통사고(기차)로 한쪽 손 다치심

조 사 내 용

열쇠말

○ 십자병원이라 불리던 동산의원

○ 동산양장점 운영했던 이화자 구술자

○ 동산우체국 맞은편 건물, 한청(대한청년단)

○ 땅값이 비쌌던 동산동

○ 무허가 의사 하창수에 관한 일화

○ 일본 신사가 있던 동산교회

○ 민간요법(말라리아, 초학)에 얽힌 일화

면담요약

○ 구술자 이화자

 - 일본 태생, 해방 때(5세) 한국으로 넘어옴

 - 당시 완주군 조촌면 여의리에 정착

 - 아버지의 외갓집이 여의리에 있어 오게 되었다고 함

 - 현재 종로약국(이디야 커피 건물) 자리가 정부양곡 도정공장이었고 그 

근처에서 살았다고 함

 - 구술자 초4 때, 인민군들이 도정공장에 들어왔다고 함 

 - 당시 도정공장에 개를 많이 키웠다고 함

 - 이후 정암리(현재 장동 에코르)로 피난감

동산동 : 이화자 면담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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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요법(말라리아,초학)에 얽힌 일화

 - 뒷동산이었던 현 동국아파트 자리

 - 당시 여산 송씨들의 무덤이 많았음

 - 어릴 적 여름마다 말라리아(초학)에 자주 걸렸었음 

 - 할머니가 새벽에 무덤가로 데려가 무덤을 넘으면 초학이 (무서워서) 

떨어진다고 함

 

○ 십자병원이라 불리던 동산의원

 - 동산의원의 미망인 전귀순을 ‘십자언니’라는 별칭으로 부른다고 함

 - 이후 동인의원이 생김     

 - 종로약국 사거리 안경점(구 거시기상회) 자리에 동인의원 있었음

 - 십자병원(동산의원)은 보건소 같은 곳이었고, 동인의원은 전문의가 

운영하는 곳 같았다고 함

 - 구술자 어린 시절, 작은엄마가 임신 중 홍역에 걸려 동인의원 의사를 

모셔오던 중 작고하심. 구술자 13~14세 때 일이라고 함.

    

○ 동산양장점 운영

 - 50년 간 양장점(의상실) 운영

 - 동산동 파출소 맞은편 현재 자전거 점포에서 운영

 - 당시 월부(지금의 할부 개념)로 옷을 많이 맞춰 입었다고 함

 - 중인리에서 와서 옷을 맞춰가는 손님도 있었고, 교복, 조촌초 무용복 

등도 맞췄었음

○ 동산우체국 맞은편 2층 건물 ‘한청’ 

 - 버스정류장 뒤쪽 2층 건물이 한청(대한청년단, 우익청년단체)이었다고 함  

 - 왜정 때 지은, 6.25때 사람 죽이고 학살했던 곳이라고 함

 - 건물 내부 방이 굉장히 넓었다고 함 

 - 그 자리에서 양장점을 운영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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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촌초 관련 이야기

 - 이화자 구술자는 조촌초등학교 31회 졸업생

 - 당시에는 주로 황방산으로 소풍을 갔다고 함

 - 조촌초 앞에 작은 도랑이 있었음. 현재는 복개 되서 인도. 도랑 위치는 구 

정문쪽. 현재 정문보다 동국아파트 쪽에 가까운 곳이 정문이었다고 함

○ 땅값이 비쌌던 동산동

 - 그래서 발전이 안 됐다고 함

 - 교통의 요지 (삼례, 군산가는 길목)

 - 동국아파트가 1990년대 1평당 80만원씩 팔았던 자리라고 함

○ 무허가 의사 하창수에 관한 일화

 - 구술자 여동생이 배가 아파 하창수를 찾아갔는데 ‘남자랑 장난해서 아픈 

거아니냐(임신)’는 이야기를 해서 기분이 나빠 시내의 다른 곳을 찾아가

보니 맹장염이었다고 함

 - 당시에는 의원이 많지 않아 군대에서 의무병 정도의 경력만 있어도 치

료를 했다고 함 

 - 돌팔이(무허가)였지만 기술이 좋았다고 함

○ 사고 후 재활 이야기    

 - 젊은 시절, 옷 만드는 재봉기술 익힘

 - 부산 동래온천 부근에 있었던 ‘국립재활원’에서 기술 익힘 

 - 상이군인, 국가유공자들에게 기술을 가르쳐 주던 곳

 - 수요가 모자라면 개인이 시험을 보고 들어갈 수 있었음

 - 동산역에서 저녁 8시쯤 기차를 타고가면 다음날 아침에 부산에 도착했

다고 함

○ 동산소학교에 관한 이야기 

 - 현재 농협이 있는 자리 뒤쪽

 - 일본인들만 다니는 소학교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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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산동 3대 부자

 - 송판옥은 여의리에서 방앗간을 운영함

 - 양봉원은 도정공장을 운영함

 - 박찬오는 주조장을 운영함 (원불교 부근)

 ○ 일본 신사가 있던 동산교회

 - 수십 개의 층계를 오르고 또 오르면 그 끝에 신사가 있었음

 - 동산교회 입구(현 동산정형외과) 주변에 벚꽃나무가 있었음

사진

이화자 구술자 면담장소(이화자님 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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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2017년   1월   6일   금요일

조사장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두현마을 

조사자  이창환

대상자

선정이유

(특징)

23살에 두현마을로 시집을 와서 47년 동안 두현마을에 거주한 토박이면서 혁신도시 

사업이 진행될 때 마을 통장을 맡았다고 함

면담대상자

정보

이  름  미 상 성  별  여

출생지  비공개 생년․나이․띠  71세(47년생)

직  업  비공개 가족사항  비공개

연락처  비공개

기  타

조 사 내 용

열쇠말

○ 되바위(혹은 말바위)와 두현마을의 유래

○ 두현마을 경관의 변화(외지인들에 의한 원룸촌 형성)

○ 혁신도시 개발과정

○ 두현마을 시설의 변화

○ 수령 300~400년으로 추정되는 두현마을 입구 느티나무

○ 두 개의 두현마을 표지석 

○ 두현마을 오폐수 관련 이야기

○ 과거에 있었다는 두현마을 모정 이야기

○ 두현마을 길 관련 이야기

○ 평강 채씨 열녀문(두현마을)

○ 두현경로당

○ 두현마을경로당 신축기념비 

○ 짝을 잃어버린 수은행나무(두현마을) 

면담요약

○ 되바위(혹은 말바위)와 두현마을의 유래

 - “말고개. 되바위가 있는데. 큰 독이(돌이). 되 같이 이렇게 네모지게. 

바위에 그것이 있어요. 그래서 되바위. 그 전에는 거기다가. 넓은 

데. 되 갖고. 마당. 일할 사람들 뭐 이렇게 해서 주었다는 유래가 있

고. 이 동네 유래가 많더라고요.”

동산동 :  이보덕(만성동 두현마을) 면담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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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술자의 구술에 의하면 마을 뒤쪽에 황방산이 자리 잡고 있고, 황방

산에서 뻗어나가는 말고개 부근에 되바위가 있다고 한다. 바위에 사

각형 모양의 홈이 파져 있는데, 이 홈은 한 되 정도의 크기이다. 되

는 사각형 모양으로 된 나무도구인데 곡식이나 가루, 액체 등을 담

아 분량을 재는 데 사용했던 그릇이었다. 

 - 두현마을의 유래는 되바위(혹은 말바위)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두현

경로당 오른편에 마을의 유래가 잘 담겨 있는 두현마을의 유래 안내

판이 세워져 있다. 그 내용을 그대로 옮겨본다. 

두현마을은 황방산에서 서쪽으로 뻗어 내린 말고개를 사이에 두고 

다시 이마를 쳐든 앞뫼와 그 앞뫼가 왼쪽으로 흘린 청록골이 느슨하

게 감싸안고 있다. 남쪽으로는 용흥, 북쪽으로는 찰방, 월평, 그리고 

동북쪽으로 옥계동이 둘레를 이루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완주군 이서

면을 경계로 툭 터져 있다. 그 너머 멀리 금만평야와 서해 바다쪽을 

바라보고 있어 비교적 너그러운 시계를 통해 생활속의 호흡 또한 각

박하지 않은 마을이다. 두현마을의 동쪽에 있는 황방산은 전주의 서

쪽을 방어하는 황방고성이 있었던 자리로 정상에는 지금도 석축의 

흔적이 확연히 남아 있고 고인돌로 추정되는 학바위와 말바위 등이 

널려 있다.

  

황방고성 안에는 천계(天啓) 무진(戊辰 : 1648년)에 특별히 書齊를 

두었다는 각석이 있으며 바로 주변에는 고찰인 서고사와 천고사, 황

방사 등이 있다. 두현마을은 예부터 이서쪽의 암멀과 반산앞들 사이

에 기름진 농토가 있어 부자들이 많았고, 또 성정이 온후하여 마을

의 미풍양속이 잘 보전되어 있다.

이 마을에는 광랑골에서 말고개로 넘어가는 고갯길 정상 부근에 쌀

을 한 되(납대기)가량 담을 수 있는 말바위가 있는데, 여기에 곡식을 

부어 그 양을 되어 가지고 전주장에 가면 딱 맞았다고 전해온다. 그

래서 곡식을 재는 말두(斗)자와 고개현(峴)자를 써서 두현이라 부르

게 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 바위를 말바위라 부르지만 되바위, 납

데기바위로 부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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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는 부자들이 봄에 쌀을 되로 주고 가을에는 말로 받는 혹세무

민하는 시대였는데 이 마을 부자는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바

위에 표준이 되는 말을 파놓고 매사에 모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였

다고 한다. 지금도 그처럼 공평무사한 정신이 말바위에 살아 숨 쉬

고 있는 것이다. 마을 앞에는 3백년 된 느티나무 한 그루와 암수 은

행나무가 마을의 수호신처럼 우뚝 서 있다. 

마을의 주된 성씨는 김해김씨로 마을입구에는 가선대부 한성좌윤 김

재택(金海 金再宅)의 처인 정부인 평강채씨(平康蔡氏) 효부열녀 정려

문이 있다. 이 정려는 고종 29년(1892년)에 정려를 받아 세운 정려

각으로 비각 안에는 화려한 단청과 함께 영험 있는 용이 그려져 있

어 마을을 잘 자키고 있으며 후세들에게 효열의 귀감이 되고 있다.  

 - 구술자의 구술자료나 두현마을의 유래 안내판에서 이 마을이 얼마나 

많은 이야깃거리를 간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과거에 이 마을

에 살았던 사람들과 현재 이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마을에 전

해오는 이야기로 이어져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상상해봄직

하다. 무엇보다도 되바위에 깃들어 있는 공명정대한 정신은 현재에

도 되새겨봄 직하며 현재를 살아가는 학생들의 교육자료로 충분히 

활용가능하다. 

 

○ 마을 경관의 변화

 - “거기도 다 우리 동네의 논이야. 그리고 밭이었는데. 지금은 저렇게 

들어와 갖고. 한 2~3년. 2~3년 내에 들어왔어. 그 전에는 다 우리 

동네 농사 짓고, 밭 짓고 그랬는데. 이렇게 집도 살았거든. 단층주택

으로. 그런데 집터가 젊은 사람들이 사 갖고. 원룸을 지었어. 마을 

내 있는 몇 채의 원룸은 금년에 다 지은 거여.”

 - 현재 이 마을 경관의 변화를 살펴볼 때 눈에 띄는 풍경은 마을 내에 

원룸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마을주민들이라기보다는 주

로 외지에서 사는 젊은이들이 건물을 사서 원룸들을 지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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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도시 개발과정

 - 전주혁신도시가 들어서기 전에는 두현마을 풍경이 전형적인 농촌의 

풍경이었다. 마을 북쪽으로 황방산 자락이 펼쳐져 있었고, 남쪽의 들

머리는 트여 있었다. 현재의 혁신도시에는 아파트 단지와 공공기관 

등이 밀집되어 있지만, 그 이전에는 농경지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한

다. “길 저쪽으로는 다 논이었는데, 정부에서 가져갔지. (우리가) 팔

았지. 돈을 주고. 거기가 다 논이었잖아!” 구술자의 구술에서 혁신도

시 개발과정을 간략하게나마 살펴볼 수 있었다. 구술자는 정부라고 

말을 했지만, 혁신도시사업의 실질적인 주체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였다. 혁신도시를 개발하려면 일단 토지를 매입하는 게 급선무였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토지소유주들과 협의하여 토지를 매입한 

후 혁신도시공사를 시작했다. 토지소유주들은 보상을 받은 후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다. 공사가 시작되면서 야산이 깎이고, 논은 갈아엎

어졌다. 생업터전이었던 논은 아파트 단지, 공공기관, 농생명로 등으

로 바뀌었다. 

 - 두현마을은 혁신도시 부지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새로 들어선 

음식점들과 새롭게 조성된 길, 현수막 등에서 혁신도시가 들어선 이

후의 변화와 이 마을에 불어 닥친 개발의 바람을 짐작해 볼 수 있

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면 ‘밥심’, ‘부뚜막 순대에 바람난 꽃게’, ‘화

심생두부’와 같은 음식점들, 밭, 현수막들이 눈에 띈다. 예전에 밭이

었던 자리에는 현재 백반전문점인 밥심이 들어서 있다. 밥심은 전주

시 덕진구 두현길 9(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705-1)에 자리를 잡고 있

다. ‘부뚜막 순대에 바람난 꽃게’는 전주시 덕진구 두현길 11(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705-4)에 위치한 음식점이다. ‘화심생두부’는 전주시 

덕진구 두현길3(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861-1)에 위치한 음식점이다. 

두현마을을 관통하는 두현길은 정여립로와 만나 농생명로와 통한다. 

농생명로는 혁신도시로 통하며, 혁신도시가 형성되면서 새롭게 낸 

큰 길이다.

 - 남양하우징 건물도 예전에는 밭이었다. 남양하우징은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890(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707-15)에 자리를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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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 시설의 변화

 - 구술자는 혁신도시가 들어서면서 마을 시설이 많이 변했다고 한다. 

마을에 도시가스가 설치되었고, 수도가 도입되었다. 구술자의 기억으

로는 혁신도시가 들어서기 전에는 도시가스나 수도가 없었다고 한

다. 도시가스 설치연도와 수도 도입 연도가 정확하지만은 않다. 구술

자는 2년 전 혹은 1년 전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또는 5년 내로 도시

가스가 들어섰다고도 한다. 

○ 수령 300~400년으로 추정되는 마을 입구 느티나무

 - 마을 입구에는 수령 300~400년으로 추정되는 느티나무가 자리 잡고 

있다. 이 느티나무는 정자라고도 불린다. 예전에는 느티나무만 있었

고, 모정과 의자는 없었다. 모정과 의자가 생긴 데에는 나름대로의 

배경이 있었다고 한다. 

 - 혁신도시 개발과정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느티나무를 없애려

고 했었다. 실제로 느티나무가 훼손되기도 했는데, 주민들은 이에 반

발했다. 주민들이 이 나무를 없애는 데 반대했다는 사실에서 이 나

무에 대한 주민들의 애정을 엿볼 수 있다. 이후에 주민들이 건의를 

하여 모정과 의자를 설치하였다고 한다.(향후 확인 요망. 혁신도시사

업 이후로 추정) 느티나무와 더불어 모정과 벤치가 설치되어 있어, 

주민들과 길손들의 땀을 식혀주는 쉼터가 되어주고 있다. 

○ 두 개의 마을 표지석

 - 두현마을에는 두 개의 마을 표지석이 세워져 있다. 하나의 마을 표지

석은 언제 세워져 있는지는 모르고, 기단과 비신으로 이루어져 있다. 

비신에는 ‘두현마을’이라는 마을 이름과 금선종합건설(주) 김용모 증

이라고 새겨져 있다. 마을 입구 느티나무 옆에 자리 잡고 있다. 과거

의 두현마을 표지석으로 여겨진다. 새롭게 세운 마을 표지석은 두현

길을 기준으로 맞은편에 세워져 있다. 이 표지석 역시 기단과 비신

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면에는 ‘두현마을’이라는 마을 이름이 새겨져 

있다. 뒷면 기단에는 ㈜ 우리에너지 대표이사 성함과 협조한 사람 

성함이 새겨져 있다. 보령예석조경에서 2014년 8월 이 마을 표지석

을 설치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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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폐수 관련 이야기 

 - 구술자의 구술에 의하면 마을 내 오폐수 시설이 잘 정비되어 있지 않

다고 한다. “하수구는 넓게 잘 해 놓아서 하수는 잘 되는데, 시에서 해 

줬는데. 분비? 배출 같은 거 나갈 거. 그런 것이 나가야 하는데.” 

 

○ 과거에 있었다는 모정 이야기

 - 전주시 덕진구 두현길 34-12(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729-2)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건축물로 추정이 되는데, 과거에는 이곳에 모정이 있었다. 

현재는 닭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모정 그늘이 시원하여 농사가 한가해

지거나 뜨거운 여름날에는 이 모정이 주민들의 쉼터로 활용되었다. 구

술자의 기억으로는 약 50년 전에 모정이 없어졌다. 현재 구술자는 

1947년생으로, 23살에 이 마을로 시집을 와서 계속 이 마을에 거주하

고 있다. 구술자가 이 마을로 시집을 왔을 때부터 이미 모정은 없었다

고 한다. 구술자는 마을주민들한테 모정의 존재 여부를 묻기도 했었다. 

마을주민들 가운데 한 사람이 농사를 짓는다고 모정을 없애버렸다고 

한다. 

○ 마을 길 관련 이야기

 - “이쪽 길이. 옛날에 이쪽 길로 다녔어. 그쪽에 큰 나무 있잖아! 나무 

가면 이쪽 길이 있잖아! 원래는 그게 옛날 길이여. 옛날 길. 이렇게 

댕겼어. 그, 차가. 그런데 저쪽에 큰 놈이 된 게. 그리 댕기지. 아! 

옛날 길이라 해서 나무에서 저쪽 조그마한 오솔길이 있었다. 지금 

저쪽에 큰 길이. 차가 저렇게 지나가잖아요! 저기는 예전에는 길이 

없었다. 혁신도시사업 이후 혁신도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이후 새

로 큰 길이 났다. 예전에는 길이 없고, 다 논이었다고 한다. 논도 있

고. 마을도 두 마을, 세 마을, 한 네 마을. 네 마을이 없어졌어. 그 

아래로. 거기가 법조타운이 들어온다고. 어쩐다 해 가지고. 네 마을

이 없어지고.” 

○ 평강 채씨 열녀문

 - 두현마을의 유래 안내판에 따르면 마을입구에는 가선대부 한성좌윤 

김재택(金海 金再宅)의 처인 정부인 평강채씨(平康蔡氏) 효부열녀 정

려문이 있다. 네이버 위성지도에 따르면) 이 열녀문은 전주시 덕진구 

두현길 17(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703-2)에 자리 잡은 집 앞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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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열녀문은 목조정각에 기와지붕을 얹었으며, 목조정각 안에 비

석이 세워져 있다. 비석 정면에는 <효부열여가선대부한성좌윤김재택

지처정부인평강채씨려>라고 쓰여 있다. 목조정각 주변을 돌담장이 

둘러쳐져 있고, 정각 입구에 해당하는 녹슨 철문은 잠겨 있었다. 

 - 구술자의 구술에 의하면 두현마을 입구에 서 있는 열녀문은 잘 관리

가 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다고 한다. 열녀문 동쪽에 한문으로 쓰

여 있는 ‘案內文 孝婦烈女’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한문으로 쓰

여 있어 한글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한

문 안내판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49) 

 - 이 정문은 조선시대 고종 29년(1892) 4월 1일에 하사(下斯)되었다. 

이 열녀문의 주인공은 평강채씨이다. 평강채씨의 시부는 공조참의를 

지낸 김현대이고, 평강채씨의 남편은 김재택이었다. 어느 날 평강채

씨의 시부가 지병으로 눕게 되더니 곧이어 그녀의 남편도 중병에 시

달렸다. 평강채씨는 정성을 다해 시부와 남편을 간호하였으나 차도

가 없었다. 어느 겨울날 평강채씨의 시부가 잉어를 먹기를 원했는데, 

이 추운 날에 잉어를 구하기가 마땅치 않았다. 하지만 평강채씨는 

시부를 위해 눈 덮인 강가 웅덩이의 얼음을 깨고, 눈물로 기도하였

다. 평강채씨의 기도에 하늘이 감동했는지, 평강채씨는 잉어를 잡을 

수 있었다. 평강채씨가 구한 잉어를 먹은 시부는 병환이 나았다고 

한다. 평강채씨는 남편의 간병에도 식음을 잊고 단지주혈(한자 단지

주혈)하는 등 지성을 다하였다. 그 때 세인(세인 한자)들은 설한풍

(설한풍 한자) 속에서 잉어를 구하고 손가락을 자른 평강채씨의 지선

(지선 한자)한 마음은 하늘이 내린 효열(효열 한자)이라 입을 모아 

말했다. 

○ 두현경로당

 - 두현경로당은 전주시 덕진구 두현길 21(만성동 701-3)에 자리를 잡고 

있다. 농한기에는 마을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모여 여가를 

즐긴다. 점심시간이 되면 서로 모여 점심을 먹는다. 두현경로당 건물보

다 눈에 띄는 게 있다면 경로당 뒤편에 위치한 확성기이다. 다른 도시 

경로당에서는 확성기를 보기가 쉽지 않은데, 두현경로당에서는 확성기

를 볼 수가 있다. 농촌마을에 있는 경로당이 연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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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현마을경로당 신축기념비

 - 두현경로당 오른편에 두현마을의 유래 안내판과 함께 세워져 있으며, 

2016년 12월 31일에 세웠다. 신축기념비는 기단과 비신으로 이루어

져 있다. 기단에 꽃무늬가 새겨져 있고, 비신에는 비석명과 건립연도

가 새겨져 있다. 비신에 아직 비닐이 씌어져 있어 아직 안 뜯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짝을 잃어버린 수은행나무 

 - 현재의 마을회관에서 두현길을 따라 동쪽으로 약 20미터이내를 가다 

보면 한 그루의 은행나무가 보인다. 구술자는 이 은행나무의 수령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고, 100년 이상은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

었다. 예전에는 은행나무 암수가 서로 마주보며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한다. 구술자는 이 은행나무 암수를 수놈 은행나무와 암놈 은행나무 

혹은 남자와 여자로 불렀었다. 대략 3~4년 전에 암은행나무가 벼락을 

맞아 고사하면서 마을주민들이 암은행나무를 베어냈다. 현재 암은행나

무는 흔적만 남아 있을 뿐인데, 구술자의 구술이 아니면 확인하기가 

어렵다. 조사자의 눈에는 그저 시멘트 바닥으로만 보일 뿐이었다. 현재 

수은행나무만 버티고 서 있어 열매를 맺고 있기는 한데, 아쉬운 마음

을 금할 길이 없다. 이 은행나무에서 짝을 잃어버린 수은행나무가 연

상되기 때문이었다. 

사진

    

마을 입구 느티나무 두현경로당 전경

평강채씨열녀문 전경 마을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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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2017년   1월   6일   금요일

조사장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용흥마을 만성이용원

조사자  이창환

대상자

선정이유

(특징)

 구술자는 용흥마을 토박이로, 현재 만성이용원을 운영하고 있다. 

 만성이용원은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870(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827-2)에 자리 잡고 

있다. 

면담대상자

정보

이  름  김성규 성  별  남

직  업  이발사 생년․나이․띠  비공개

출생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용흥마을 

연락처  비공개 

기  타 - 용흥마을 토박이로, 통장을 맡은 경험이 있음

조 사 내 용

열쇠말

○ 황방산 자락이 감싸 안은 용흥마을

○ 옛 만성초등학교 자리였던 현재의 학생인권교육센터

○ 옛 만성초등학교 운동장 자리였던 아람유치원

○ 만성초 총동창회 이야기

○ 만성초등학교 운동회 추억(1950~1960년대)

○ 교습소 글씨가 새겨진 건물(용흥마을)

○ 용흥마을 들어오는 입구에 있었다는 우물

○ 지금은 없어진 용흥마을 참샘

○ 참샘 서당 이야기(용흥마을)

○ 젊은이들이 거의 없는 용흥마을 분위기 

○ 혁신도시가 되면서 여기 땅값이 많이 올라갔지(용흥마을)

○ 영사기로 영화를 보았던 추억(용흥) 

○ 만성교회 약사(역사)

○ 만성교회 소학교 이야기

○ 120년 전에는 만성교회 주변으로 숲이 조성

○ 만성교회 귀신터 이야기

동산동 : 김성규(만성동 용흥마을) 면담보고서

49) 조사자가 안내판의 내용을 조사자의 문체에 맞게 가다듬었음을 미리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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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흥경로당

○ 용흥마을 모정

○ 용흥마을 노거수(오래된 당산목) 

○ 용흥마을 표지석

면담요약

○ 황방산 자락이 감싸 안은 마을

 - 용흥마을 뒤편으로 황방산이 자리 잡고 있다. 이 마을로 들어가려면 

전주에서 완주 이서 방향으로 716번 도로를 타고 가다 삼거리를 만

나게 되면 동쪽으로 난 정여립로로 진입한 후 직진하다 보면 동쪽의 

좁은 들머리가 나온다. 마을은 동쪽 들머리에서부터 서쪽으로 만성용

흥길을 타고 길게 이어지며 황방산 자락이 마을을 감싸 안고 있다.

○ 옛 만성초등학교 자리였던 현재의 학생인권교육센터

 - 만성초등학교 홈페이지 연혁에 따르면 만성초등학교는 공립초등학교

이다. 1956년 1월 5일 조촌초등학교 만성분교 인가를 받아 개교하였

고, 구술자의 구술에 의하면 만성초등학교는 설립한 지 60년이 되었

다. 예전 만성초등학교 주소는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832번지였었다. 

용흥마을에 있었던 만성초등학교는 2014년 3월 3일 전주혁신도시(현 

위치)로 신축 이전을 했다. 현재 만성초등학교 자리에는 학생인권교

육센터가 들어서 있다. 현 위치로 신축 이전을 한 만성초등학교 주소

는 전주시 완산구 중동로 32(전주시 완산구 중동 803)이다. 

○ 옛 만성초등학교 운동장 자리였던 아람유치원

 - 옛 만성초등학교 운동장 자리에는 현재 아람유치원이 들어서 있다. 

아람유치원은 올해 3월 달에 개원한다. 전주아람유치원 건축물 준공

표지판에 따르면 공사명이 전주 아람유치원 신축공사였고, 공사 발주

자는 전라북도교육청이었다. 건축면적은 1,948㎡, 연면적은 3,529.49

㎡이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이고, 지상 2층에 지하 1층 건물이라

고 한다. 건축시공사는 덕유엔지니어링(주)이었다. 2015년 12월 11일

에 착공을 해서 2016년 12월 10일에 준공을 했다. 아람유치원의 주

소는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874(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83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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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성초 총동창회 이야기

 - “만성초 총동창회도. 내가 여기 있는 바람에 만들어졌지. 우리가 기수가 

한. 첫 번째인 게. 2회 졸업생인데. 1회는. 이서초등. 조촌초등에서. 3

학년, 2학년, 1학년들이 와 가지고는. 1학년이 되었어. 참! 2학년이 되

었어. 그 사람들은 전통이 아니지. 멀어서. 우리는 걸어 다닐 때잖아! 

우리 2회. 이서에서 온 얘들이 있고. 조촌에서 온 얘들도 있고 그려.”

○ 만성초등학교 운동회 추억

 - 구술자가 만성초등학교를 다녔을 때는 50년대 후반에서 60년대 초반

이었다. 구술자의 기억 속에 있는 만성초등학교 운동회는 지역잔치였

었다. 초등학생들뿐만 아니라 동네주민들이 다 모여 놀면서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전주 시내에서 구경하러 올 정도로 그 당시 운동회는 

즐거운 구경거리였었다. TV나 라디오가 드물었던 때라 마땅한 구경거

리가 없었던 이유도 한 몫을 했다. 사람들이 함께 구경을 하고, 박수

를 치는 것만으로도 운동회가 재미있었다. 사람이 붐비는 곳에는 장

사꾼들이 모이듯이 운동회에도 장사꾼들이 모였었다. 시내버스가 잘 

돌아다니지 않았던 시절이라 구술자는 그 당시에 걸어 다녔던 추억이 

있었다고 한다. 구술자는 특히 가을 운동회에서 진행했었던 동네 마

라톤을 선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동네 마라톤 선수를 뽑아 갖고. 마

라톤도 하고. 저기 이서까지 갔다 왔지. 이 한 도로 타고. 쭈욱 갔다 

왔지. 운동회를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했었어.”

○ 교습소 글씨가 새겨진 건물

 - 만성이용원(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870, 지번 :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827-2) 옆에 하얀책 페인트칠을 한 벽면 건물이 자리 잡고 있다. 구술

자의 구술에 의하면 이 건물은 옛날에 개인 창고였다. 건물 벽면에 글

씨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는데, 교습소만 간신히 확인할 수 있었다. 

“옛날에 거기에서 여기 학교였대. 초등학교 때요? 어.” 비록 용도는 달

라졌지만 희미한 글씨 속에는 이 건축물의 세월의 흔적이 새겨져 있는 

듯하다. 

○ 용흥마을 들어오는 입구에 있었다는 우물

 - 용흥마을로 들어오는 입구에 우물이 있었다고 한다. 이 물이 잘 나왔

었는데, 현재는 이 우물이 메꿔진 상황이다. 구술자의 구술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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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를 품어대면서 이 물이 안 나온다고 했다. “그 전에 보면 물이 

펑펑펑 쏟았어. 물이 항상 넘어. 그만큼 물이 잘 나왔었어. 그 물은 

흐르는 물이여. 산에서 나오는 물이지. 안에서 푹푹 쏟아내는 물이 아

니라. 내려 와!” 구술자의 구술에서 이 우물의 물이 황방산에서 내려

오는 물임을 추정해 볼 수 있다. “항상 물이 넘쳤어. 거기가.” 물이 

넘쳤어. 박적시암이지. 말하자면 두레박 우물.“ 

 - “여기 지하수. 저 쪽에 길이 나기 전에. 팠는데. 거기는 겨울이 되면 

물이 솟아. 그리고 겨울에는 따뜻해. 여름에는 시원했던 것 같고. 겨

울에도 거기 온도가. 땅 속에. 높은 게” 마을표지석이 세워진 입구 근

처에 이 우물이 있었다고 하는데, 현재는 안 남아 있어서 확인할 길

이 없다. 

○ 지금은 없어진 참샘

 - “옛날에 참샘이라는 곳이 있었다. 사람이 떠다 먹는 우물이었는데, 지

금은 없어져 버렸다. 옛날에 과거를 보러 갔던 분들이 마시고 갔던 

물이여.” 구술자는 참샘을 언급하기는 했지만 참샘이 어떤 우물인지

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했다. 구술자의 어린 시절에도 우물을 사

용했다는 기억이 많지는 않았었다고 한다. 현재 참샘을 볼 수는 없다. 

참샘을 품고 있는 마을 ‘참샘’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이었다. 이 우물

은 마을의 명칭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저 큰 길 옆에. 큰 길. 

그쪽으로 마을이 있었어요. 마을 이름이 참샘. 저 김제 가는 그 도로

가 나면서 마을이 없어졌어요.” 새로 생긴 집이 2채에서 3채 정도 있

다고는 하나 예전의 마을 풍경은 거의 사라졌다고 한다.

○ 참샘 서당 이야기

 - 지금은 사라진 마을이지만, 과거에는 존재했었던 ‘참샘’이라는 마을에 

한문을 가르치는 서당이 있었다. “그때는 봄에 쌀 한 말씩 내야 혀. 

그때는 선생님 앞에 아침에 큰 절을 해야 하고. 끝날 때 큰 절을 했

어요.”

○ 젊은이들이 거의 없는 마을 분위기 

 - 마을에 나이가 많이 든 어른들이 거주하고 있고, 젊은이들은 거의 없

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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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도시가 되면서 여기 땅값이 많이 올라갔지.

 - 용흥마을과 두현마을은 혁신도시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예전의 모습을 크

게 잃지는 않았다. 여전히 넓게 펼쳐진 용흥마을의 들판을 보면 용흥마

을이 아직은 농촌의 풍경을 간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혁신도시의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혁신도시가 들어선 이후 마을 

부근의 땅값이 많이 올라갔다고 한다. 용흥마을에서는 주민들의 이동이 

없다고 하는데, 반면에 두현마을은 주민들의 이동이 꽤 있었다고 한다. 

○ 영사기로 영화를 보았던 추억

 - 시대가 발달한 요즘은 극장에서 대형스크린을 통해 영화를 관람한다.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으로도 영화를 다운받아서 볼 수 있는 세상이

다. 하지만 구술자의 어린 시절에는 이러한 풍경을 상상하기가 힘들

었다. 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일조차 어려웠다. 구술자는 어린 시

절에 영사기로 영화를 보았던 추억을 갖고 있었다. “옛날에 저기 천

막 쳐 놓고. 밤에 영사기가 있어. 영사기를 갖고 와서 천막을 치고. 

천막 앞에다 놓고 영사기를 비춰 줘.” 영사기를 갖고 와서 천막을 치

고 영화를 보여주었다는데, 그 당시에는 귀한 구경거리였었다고 한다. 

넓은 장소만 있으면 언제든지 천막을 치고, 영사기를 틀어 영화를 볼 

수 있었다. “조그마한 마당만 있어도 몇 십 명이 들어가잖아! 용흥마

을에서 보지는 않았어. 먼 동네까지 선전을 하지. 그 사람들이 돌아다

녀. 그 전에 뭐 차가 있어. 뭐가 있어. 다 걸어 다녔지.”

○ 만성교회 약사  

 - 조사자가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건물 앞 서쪽 자리에 한국기독교장로

회 만성교회 창립 100주년 기념비와 50주년 기념비가 함께 세워져 

있다. 전주 만성교회는 전주시 덕진구 만성용흥길 15-1(전주시 덕진

구 만성동 818)에 자리를 잡고 있다. 창립 100주년 기념비 정면에는 

기념비명이 새겨져 있고, 뒷면에는 전주만성교회약사가 새겨져 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전주만성교회약사에 따르면 만성교회는 1905년 3월에 설립되었다. 완주

군 조촌면 두현리 송영도 집에서 한경화 한사숙 김인화 등이 두현리 예

배처소를 설립한 게 첫 시작이었다. 1907년 5월에는 조촌면 만성리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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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리 부락에 두현리 교회를 설립했다. 초대 당회장에 전요섭 목사(선교

사)가 취임을 했다. 1921년에 교회에서 숭선 사립소학교를 설립했고, 

1940년 6월에 만성교회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다. 1940년에 사립 숭선

학원은 폐교를 하였다. 1954년 11월 교회창립 50주년 기념식을 했다고 

하며, 1978년 3월에는 45평 현재의 건물을 갖추게 되었다. 2005년 5월

에 교회 창립 10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 만성교회 소학교 이야기

 - 만성초등학교가 설립되기 전에는 만성동에 교육을 받을 만한 시설이 

없었다. 구술자도 들은 이야기인데 예전에는 만성교회에서 아이들에

게 공부를 시켰다고 한다. 전주만성교회약사에서 언급된 숭선 사립소

학교가 아닐까 추정해 본다. 

○ 120년 전에는 만성교회 주변으로 숲이 조성

 - 구술자의 구술에 의하면 120년 전에는 만성교회 주변으로 숲이 조성

되어 있었다고 한다. 마을 남쪽 밑으로는 논이 있었다.

○ 만성교회 귀신터 이야기

 - 만성교회를 짓기 전에는 만성교회 자리가 귀신 터였다고 한다. 만성

교회 건물을 짓는 초창기에 비가 오고, 날이 궂으면 이곳에서 울음소

리가 났다고 한다. 울음소리가 나면 으스스한 분위기를 자아내니까 

귀신 터라는 이야기가 전해왔다. 만성교회를 짓고 나서 이 울음소리

가 없어졌다. 귀신이 진짜 나타났는지, 안 나타났는지 명확히 확인할 

길은 없지만, 이 울음소리가 얼마나 스산했는지는 짐작해 볼 수 있다. 

○ 용흥경로당

 - 용흥경로당은 전주시 덕진구 만성용흥길 14(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816-1)에 자리를 잡고 있다. 마을 입구에서 마을을 향해서 약 110m

이상정도 걸어가면 나란히 자리 잡고 있는 용흥경로당, 모정, 노거수

를 찾아볼 수 있다. 마을로 진입했을 때 천고사와 만성교회가 있고, 

용흥경로당과 모정 그리고 노거수가 있다고 하면 용흥경로당의 위치

가 중요함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용흥경로당은 마을어르신들의 휴식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1층 건물로 슬레이트 지붕을 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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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흥마을 모정

 - 용흥마을 모정은 용흥경로당과 함께 마을어르신들의 휴식공간으로 사

용되고 있다. 

○ 용흥마을 노거수 

 - 추가조사 필요 

○ 용흥마을 표지석 

 - 용흥마을에는 두 개의 마을 표지석이 세워져 있다. 하나의 마을 표지

석의 건립연도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 향후 보강조사가 필요하다. 

이 표지석은 기단과 비신으로 이루어져 있다. 비신에는 ‘용흥부락’이

라는 마을 이름이 새겨져 있다. 마을 입구 동쪽 전봇대 한 켠에 자리 

잡고 있다. 과거의 용흥마을 표지석으로 여겨진다. 새롭게 세운 마을 

표지석은 기단과 비신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단 정면에는 ‘㈜ 우리에

너지 대표이사 배영식, 심규섭 (중)/ 협조 : 정월순 통장, 김만균’과 

건립연도가 새겨져 있고, 비신 정면에는 ‘용흥마을’이라는 마을 이름

이 새겨져 있다. 

사진

면담 장소 용흥마을 들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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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2017년   1월   6일   금요일

조사장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양마마을길 53-9

조사자  김다희, 박다영

대상자

선정이유

(특징)

 양마마을 토박이 및 노인회장

면담대상자

정보

이  름  조용훈 성  별  남

출생지  전라북도 전주시 생년․나이․띠  83세(1935년생)

직  업  노인회장 가족사항  비공개

연락처

기  타
- 양마마을 토박이, 노인회장

- 가족사항, 연락처 비공개  

조 사 내 용

열쇠말

○ 양마마을 유래 

○ 양마마을에 터를 잡고 살게 된 계기(조용훈 노인회장) 

○ 풍장꾼들이 많던 양마마을 

○ 1940년대 아이들의 놀이 (양마마을-자치기,모치기,패치기,다마치기) 

○ 밥 한 그릇으로 다섯 명이 먹는 방법(양마마을) 

○ 매일 나무를 하러 다니던 기억(양마) 

○ 1940년도 조촌초등학교(오전·오후반, 학창시절의 기억)

○ 일제강점기 폭격이 시작되면 숨었던 기억(양마) 

○ 해방이후 구장을 맡아서 했던 아버지(양마마을) 

○ 6.25전쟁과 밤새 다리를 만들던 부역(양마)

○ 새마을 운동 이후 지어진 슬레이트 집과 담(양마) 

○ 원래 한마을이었던 화개·양마마을 

○ 매일 밥을 해서 같이 먹는 양마마을 경로당 

○ 인심좋은 양마마을

○ 최근 들어오는 외지 사람들(양마)

동산동 : 조용훈 면담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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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요약

○ 양마마을 유래 

 - “양마마을은 한문으로는 어질 양(良), 말 마(馬) 자를 썼는데  그거를 

유래를 못 전해 들어서 모르겠어. 말이 있기도 했는데 여기 동네 위

에 넓은 영토가 있는데 여자 방앗간이라고. 말을 이용해서 돌려가지

고 방아를 찧었었어. 내가 10살 먹었을 정도에. 밑에다가 독을 놓고 

말이 돌리면 보리랑 나락이랑 찧어주고 했었어. 그래서 지금도 방앗

간이라고 부르고 있어.” 

 - 양마마을 : 양마마을은 마을에 갈마음수혈(渴馬飮水穴)이 있다는 것에서 

유래되었다. 갈마음수혈은 목마른 말이 물을 먹는 형세라는 것이다. [전

주시평생학습센터, 『세상으로 나온 전주이야기-덕진구·동산동』, 2010]

○ 양마마을에 터를 잡고 살게 된 계기 

 - “나는 여기서 태어났어. 우리 아버지는 경상도 분이었어. 왜정 때 경

상도에서 여기를 혼자 오셨는데. 이 동네에 우리 고모라는 사람이 있

어서 우리 아버지한테는 매형 되지? 그 양반이 편지로 연락해가지고. 

‘처남 이번년도 여기서 공사하니까 와서 돈 버시오.’라고 연락해서 아

버지가 온거지. 여기 ‘틀못방죽’ 공사할 때 돈 벌로 오신거야. 일이 

다 끝나고 나니까 일본사람이 서울로 따라가자고 하더랴(하더래). 일

하러. 아버지는 일본을 갔다 오셔서 일본어를 할 줄 아니까. 한국 사

람들 데리고 가서 일 시키려고 가자고 했는데. 매형이 가면서 모나 

좀 심어주고 가라고해서 못 가고 먼저 올라가라고 했는데 일본 사람

이 편지를 했더랴(했더래). 당신 믿고 있다가 나까지 모가지 날라 갔

다고. 그래서 못 갔지. 그러고 나서 동네 사람들이 정지(부엌)한 칸, 

방 한 칸해서 흙이랑 지푸라기 엮어서 집을 지어줬어. 그래서 전화를 

해서 어머니랑 외할아버지를 오시라고 했는데 와보니까 뭐가 있어. 

숟가락하나 없지. 밥그릇 하나 없지. 빈 몸둥이로 오셔서 얼마나 고생

하셨겠어. 더군다나 경상도 말은 여기랑 다르잖아. 그래서 우리 어머

니가 고생을 말도 못하게 하셨어. 여기 밑에(경로당 앞에 바로) 시암

이 있었어. ‘두레박 시암’이 그래서 거기서 물을 퍼다가 먹고 살고 했

지. 시암이 두 개가 있었어. 저기 앞이랑 여기 회관 앞이랑 두 개. 그 

물로는 먹기도 하고, 빨래도하고 했지. 지금이야 스위치만 누르면 (물

이) 폭폭 나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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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장꾼들이 많던 양마마을 

 - 경로당 2층에는 아직도 장구와 꽹과리, 징 등의 악기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 “장구도 있고 꽹과리도 있는데 이제 사람이 없잖아. 옛날에는 이 마

을에 풍장꾼들이 많아가지고, 음력설 때 동산동가서 동사무소 가서도 

치고, 파출소 가서도 치고 하면서 돈 벌고 그랬었어. 한복도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지. 머리 고깔쓰고, 이 동네가 풍장을 잘 쳤었어. 흥이 

있었어. 그런데 그 양반들이 다 돌아가셨지. 이제는 할 사람들이 없어

서 못해.”

○ 1940년대 아이들의 놀이 

 - “어릴 때 자치기도 하고 나무를 깎아서 목치기도 하고 그랬어. 쳐서 따

먹기 그거 치면 서잖아? 그러면 내가 쳐서 밑에 있는 놈을 먹는 거야. 

딱 치니까 누우면 먹는 거야. 그러니까 그전에는 장갑도 없으니까 손이 

다 터서 피가 질질 나고 그랬었지. 패치기도 하고, 다마치기(구술치기)

도 하고. 내기해서 지면 내가 갖고 있는거여. 나는 많이 잃었지 뭐. 

(웃음)”

○ 밥 한 그릇으로 다섯 명이 먹는 방법 

 - “옛날에는 밥 한 숟가락 끓여서 그러면 많아지니까 그걸로 먹고 밥 

한 그릇 끓이면 많아지니까 앉아서 다섯 명이 먹고 그렇게 먹고 살았

어. 낮에는 주로 고구마를 쪄서 김치에다가 먹고 그랬어. 지금처럼 라

면이 있어 뭐가 있어. 그렇게 먹고 나서 배가 금방 꺼져도 어떡해? 

그냥 물먹어서 물 배 채우고 그러는 거지.” 

○ 매일 나무를 하러 다니던 기억 

 - “옛날에는 나무로 부엌에다가 불을 떼니까 방안에 누울 새가 없어. 

나무하러 가야지. 그래서 거무적(풀뿌리 같은 것) 같은 거 가져다가 

떼고 그랬어. 그래서 전부 다 나무를 하러 다니니까 산이 깨끗혀(깨

끗해). 솔가지 있으면 나무 갈퀴로 긁어다가 불 떼고 막 그랬어. 그러

니 얼마나 살기가 곤란해. 눈 와도 불을 떼야하니까 또 풀 뜯어다가 

떼고 그랬어. 나도 놀 시간이나 있간디 나무하러 가야지. 모악산까지 

나무를 하러 다녔어. 저녁때 되면 나무 해가지고 쭉 늘어서 볼만했었

어. 가는 길에 오디도 따먹고 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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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0년도 조촌초등학교

 - “나는 조촌초등학교를 나왔어. 동산동에 전부다 조촌학교 다녔지뭐. 

그런께로 우리 6학년 때(1949년도)는 반이 7반까지 있는데 한반에 

60명씩. 그래서 오전반, 오후반 그랬어. 방(교실)이 없으니까 나눠서 

했지. 우리 때는 못 배운 사람들이 많았잖아. 나는 학교를 늦게 가서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면서 해방되었는데. 우리나이는 일본학교를 

3, 4학년까지 일본학교를 다닌 사람들이 많아.” 

○ 일제강점기 폭격이 시작되면 숨었던 기억 

 - “일제강점기를 좀 겪었지. 나 1학년 때 교실이 없어가지고  창고 같

은데서 공부하는데 비행기 폭격 온다고 숨어라고 하고 그랬어. 선생

들한테 미리 연락이 오나봐. 그러면 선생이 데리고 딴데로 피난가고 

그랬어. 일본사람들은 막 칼 차고 말 타고 순경들이. 그러니까 무섭

지. 경찰이라고 하면 말도 못하게 무서워했지.” 

○ 해방이후 구장을 맡아서 했던 아버지 

 - “피난민들도 많이 와서 살았어. 우리아버지가 그때 만해도 해방되고 

나서 45년도 쯤 부터 동네 일보는 사람을 ‘구장’이라고 했어. 지금같

이 이장, 통장이 아니고 이장을 구장이라고 했어. 마을 구장이 무슨 

일을 하냐면 그 때는 세금이 많았어. 또. 지금같이 고지서가 나오는게 

아니라 그냥 구두로 이 동네는 얼마 그런 돈을 여러 몀목으로 걷어갔

어. 비료도 말하자면 지금은 가서 푸대로 사지만 그 때는 키로(kg)를 

세서 한집에 오 키로, 십 키로 해서 샀어. 돈을 걷어가지고, 이 동네

는 10푸대, 저 동네는 20푸대 호수가 30호면 30포를 줘야하는데 그

만큼도 안주니까, 키로를 다 재가지고 돈 낸 만큼 환산해야하지. 저울

에다가 달아가지고 키로 수대로 너는 농사 얼마 지으니까 몇 키로, 

그래서 돈을 얼마. 키로 수는 몇 개. 한 가지도 아니고 여러 가지고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복잡했지. 그러니까 집집마다 어느 집이 농사 

얼마나 짓는지 다 알고 있어야지. 지금이야 전자계산기가 있지만 그 

때는 다 주판으로 놔가지고 (아버지가)참 욕봤지.  또 그 때는 지금같

이 한문 모르면 동네일을 볼 수가 없어. 일본어도 다 한문으로 되어 

있잖아. 우리 아버지가 말하자면 한문도 알고 우리말도 알았으니까 

할 수 있었던 것이야. 한문을 알아서 일본 가서도 빨리 배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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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전쟁과 밤새 다리를 만들던 부역 

 - “6.25때는 용산다리라고 하지? 거기서 일 많이 했어. 삼례에서 오는 

철다리 거기서도 많이 하고. 왜 그러냐면 말하자면 인민군들이 점령을 

다 해버렸잖아. 미국 비행기가 와가지고 철다리랑 부셔서 차단을 시키

는 거야. 그러면 가마니에다가 흙담아가지고 다시 다리를 놓는 거야. 

여기 부락사람들 중에 이장 같은 간부를 정해가지고 동원 시키라고 

해. 그래서 저녁에 캄캄하면 가서 부역을 해야 해. 가마니에다가 흙담

아가지고, 그래야지 차도 다니고. 기차도 가고 하니까. 저녁마다 부역

을 해야 해. 낮에는 폭격을하니까 못하고 밤에 안보일 때 하는 거야. 

나는 16살 먹어서 안 갔어. 그런데 17살, 18살만 되면 인민군 따라가

야 했지.”

○ 새마을 운동 이후 지어진 슬레이트 집과 담 

 - 내가 어릴 때는 다 초가집이었지. 지금이야 이렇게 되었지만. 새마을

운동하면서 슬레이트집이 되었고, 담도 치고, 하수구도 손보고 그랬었

어. 

○ 원래 한마을이었던 화개양마마을 

 - 원래 화개마을이랑 한 마을이었어.옛날부터 화개마을은 부자동네 였

고, 양마마을은 가난했어. 그 때는 자본주의이니까. 농사지을 토지가 

많고 그래서 그랬지. 

 - 그 앞마을은 잘 살고 우리동네는 못살고 하니까 트러블이 생기지 거

기는 잘살고 여기는 못 사니까 

○ 매일 밥을 해서 같이 먹는 양마마을 경로당 

 - “여기 양로당에는 사람이 많아.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지 뭐 매일 와

서 같이 밥 먹고. 주로 밥하고 김치하고 먹고, 누가 두부사오면 두부

도 먹고, 콩나물 사오면 콩나물도 먹고 누가 하나 사오면 그냥 나눠

먹고 하는 거지. 명태 같은 것도 사오고 밀감(귤) 같은 것도 사오고.”

○ 인심좋은 양마마을

 - 마을 자랑이라고 할 것도 없고, 부자가 없어서 좀 그렇지만 인심이 좋

아. 다 같이 서로 돕고, 음식도 갖고 와서 나눠먹고, 단합도 잘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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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들어오는 외지 사람들

- 외지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새로 지은 집들 많은데, 우리도 누가 와서 

짓는 가도 모르고,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이사 가도 인사도 안

하잖아. 지금은 그런 것이 없어.

 

사진

        

면담 대상자 조용훈 양마마을경로당

   

미나리꽝을 가르키는 면담 대상자 새마을운동 때 지어진 담장

양마마을 우물터 (1) 양마마을 우물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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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2017년 01월 06일 금요일

조사장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 화개마을 화개경로당

조사자  김다희, 박다영

대상자

선정이유

(특징)

 동산동 내 자연마을인 화개마을의 유래와 이야기를 자문하기 위함

면담대상자

정보

이  름  장철수 성  별  남

출생지  화개마을 생년․나이․띠  83세(1934년생)

직  업  경로당 회장

기  타
- 화개경로당 회장

- 화개마을 토박이

조 사 내 용

열쇠말

○ 화개마을의 유래

○ 초가집이 많았던 옛 풍경, 새마을운동 이후 슬라브 지붕으로 교체 (화개마을)

○ 농경문화에서 개별생활으로 변한 화개마을

○ 화개마을의 정월대보름(지신밟기, 나눔풍습, 윷놀이)

○ 지금도 심심하면 가끔씩 ‘풍장놀이’

○ 화개마을 인구 현황(32가구, 90여 세대)

○ 화개경로당 활동들(치매교육, 건강관리, 선진지견학, 관광 등)

○ 화개마을에서 주로 짓는 농사(밭농사, 벼농사, 과수농사)

○ ‘도둑 잡는다고 마을사람들이 ’야경‘으로 순찰 돌던 이야기 (화개마을)

○ 양마마을과 한 마을이었던 화개마을

○ 400년 된 화개마을의 나무

면담요약

○ 화개마을의 유래

 - “여기가 화개마을인데 꽃 화(花), 열 개(開)자를 쓰거든? 꽃이 핀다

는 그런 건데, 저기 가면 정자가 있어요. 정자 옆에 묘가 하나 있는

데 이씨 종중 묘예요. 근데 그 묘에서 전에 묘를 쓸라고 보니까. 꽃

이 환하게 피어 있드랴. 그래서 여기 동네를 화개마을이라고 불렀다 

그러더라고. 별다른 전설은 없고….”  

동산동 : 장철수 면담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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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개마을의 변화

 - “여기가 몇 번 바뀌었죠. 옛날에는 초가집이 많이 있어서, 초가집이 

여기 한 48채인가 있었어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사업을 

하면서 초가집을 다 거둬내고, 슬레이트로 하다가, 슬레이트도 벗겨

내고 슬라브로 해놔서. 여기가 슬라브 집이 많죠.”

○ 화개마을에 있는 문제점

 - “문제점은 도로가 나서 점포가 많이 생기니까 그 점포에 들어온 사

람들이 여기 마을에 주민등록 주소만 남겨 놓고, 긍게 실주민들은 

세대수는 몇 세대인지 모르지만 실상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글

다 보니까 인심이…. 농경문화가 있었을 때는 품앗이도 하고 어른들 

같이 모여서 밭도, 논도 같이 메고, 풍악도 올리고.. 정월 초 하루날, 

그믐 날 지신밟기도 하고…. 지신밟기도 타동네까지 원정도 가고 그

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외부인들만 많고 실상 본 주민들은 얼마 없

으니까 그런 것도 못하고 그래요.”

○ 화개마을의 정월 대보름 풍습

 - 지신밟기: “지신밟기 할 적에는 풍악을 울리고 기를 가지고 앞서서 

가면 동네 어른들이 뒤에서 쫓아 다니면서 기를 걸치지. 그걸 보고 

지신밟기라고 해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부엌, 장독, 창고 이런 곳에 

전부 잘 되라고 빌기도 하고 그랬어요. 지신밟기는 땅을 밟는다고 

해서 지신밟기에요. 땅을 밟으면서 마을을 돌아다니고 어르신들은 

뵈면서 안녕을 기원하는 거예요.”

 - 나눔: “정원 대보름날에 재밌는 것은, 동네 아낙네들이 장난을 치느

라고 소쿠리를 들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밥을 조금씩 얻어와. 회관이

면 회관, 모임장소에서 나눠먹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때는 회관이 

없으니까 동네에서 제일 큰 집, 방이 넓은 집에서 모여서 뺑- 둘러

서 먹고 그랬어요.”

 - 윷놀이: “정월 대보름때, 윷놀이도 했어요.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하

고,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하고, 밥 얻어 온 놈을 비벼서 먹기도 하고 

그랬었어. 그건 참말로 그 시절이 그립지요.”

 - “내가 한 15-16살 때 까지는 이렇게 했을 거예요. 지금은 어렵죠. 그

때는 농경문화라서 농사만 짓고 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는 

학교 가는 사람은 학교에 가고, 직장 다니는 사람은 돈벌러 직장 가고 

단합이 안되고 모일 기회가 없어요. 그니까 자연적으로 이런 문화가 

없어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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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심심하면 가끔씩 ‘풍장놀이’

 - “지금도 경로당에 꽹과리, 징, 장구, 소고 같은 게 남아 있어요. 명절 

때나, 심심하면 동네 어른들 만나서 풍물놀이도 하고 놀아요.”

○ 화개마을 현황

 - “지금 마을에는 가구수로는 한 32가구 정도 있어요. 세대는 90몇 세

대 돼요. 마을에 대부분 연로하신 분들이 있죠. 젊은 사람들은 직장 

다니러 타동으로 나가고…”.

○ 화개경로당에서 하는 활동

 - “경로당에서는 치매교육도 하고, 건강관리 교육도 하고, 선진지 견학

도 하고 KBS방송국도 구경하고, 다른 지역 경로당도 답사가고 그래

요.”

○ 화개경로당 회원

 - “우리 경로당이 2009년 8월 9일에 창설. 처음에 28명의 회원으로 

창설을 했어요. 남자가 13 여자가 15명이에요.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어요. 그간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새로 가입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29명이에요. 회원 조건은 65세 이상의 나이가 되면 

돼요.”

○ 마을에서 주로 짓는 농사

 - “여기는 주로 벼농사, 더러는 하우스를 지어서 상추같은 것도 하다가 

이제 나이가 연로하셔서 못하고…. 밭에는 주로 고추, 참깨, 옥수수, 

들깨, 콩, 배추를 주로 많이 하지.”

 - “과수원은 한 분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일부는 포도, 복수아를 농사

짓고 있어요.”

○ 그 시절 조를 짜서 밤에 순찰을 돌고 야참을 얻어 먹곤 했다. 

 - “우리 초등학생 때만 해도 도둑이 심해가지고, 사랑방이라고 있었어요. 사

람들이 모여 노는 곳. 거기서 모여서 조를 짜. ‘오늘 밤에는 갑, 을. 내일

은 병, 정.’ 이렇게 2명~3명에 1개조로 조를 짜서 석유등잔을 들고 밤에 

마을 순회도 돌고 그랬어요. 도둑도 자주 막고 그랬어요. 아마 도둑 없어

진지가 한 50년 전일 거예요. 이것도 옛날 얘기에요.”

 - “도둑잡는다고 젊은 사람들이 일명 ‘야경’으로 순찰을 돌면, 배고프고 하

니까 제사집에 가서 거시기를 혀. ‘오늘 우리갸 야경하는데 야참 좀 주

쇼.’하면 야참으로 밥을 비벼서 줘. 그럼 그것을 먹었었어. 얼마나 맛있

다고 그게. 그 놈 한 번 먹었으면 좋겠어. 그때는 배고픈 시절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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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 지내고 나면 그래도 쌀밥에다가 반찬도 나물이라도 많이 준비하니

까. 그럼 양푼에 비벼서 먹으면 한 번이라도 더 떠먹을라고 양. 웃고 그

랬어. 그렇게 재밌게 살았는디 요새는 그런 맛이 없어. 사람이 사는 재

미가 없어.”

○ 양마마을과 한 개의 마을이었던 화개마을

 - “옛날에는 양마와 화개마을이 한 마을이었어요. 이제 행정구역이 분

리가 되면서 분리가 되었어요. 한 동네였을 때는 화개양마, 양화리 

라고 불렀어요. 마을이 분리가 된지는 한 26년 쯤 되었어요.”

○ 400년 된 나무

 - “예전에는 마을 내 정자 근처에 있는 나무에서 당산제도 지내고 음

식도 해먹곤 했다. 하지만 지금은 사라졌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거 저런 거 다 사라지니까 사는 재미가 없다.

사진 

 

구술자 장철수어르신 면담장소

화개경로당 어르신들의 인심 화개경로당 활동사진



전주시 마을조사사업 “동심(洞心)”찾기 동산동

- 286 -

 

날    짜  2017년 1월 6일 금요일

조사장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동산동 삼진떡방앗간

조사자  이창환, 김윤주

대상자

선정이유

(특징)

 인근 상가에서 추천

면담대상자

정보

이  름  손병구(익명요청) 성  별  남 

출생지  생년․나이․띠  60대 중반

직  업

기  타

조 사 내 용

열쇠말

○ 정미소가 많았던 동산동

○ 곡창지대라 정미소가 많았던 동산동  

○ 땅값이 비쌌던 동산동

○ 전주·삼례 1번국도, 교통이 좋았던 동산동

○ 삼례생활권

○ 이동교 우시장(우전)에 있던 직업, 소몰이꾼 

○ 동산동-삼례길(15~20년전)이 뚫리면서 도로변의 정미소들이 많아 사라짐

○ ‘전주시 33개동 중 1번으로 컷던 곳, 동산동’

면담요약

○ 아파트가 많지 않았던 동산동

 - 4~5년 전부터 (고층)아파트가 생겨남  

 - 정미소였던 해든아파트 자리

 - 90년대 초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처음 생긴 아파트가 동산아파트,     

   그 이후 동산역 주변의 작은 연립들이 생기기 시작

○ 곡창지대라 정미소가 많았던 동산동

○ 조촌초 맞은편 GS수퍼마켓 자리가 양봉원의 정미소였다는 구술자

 - 정부 양곡을 도정하던 정미소

동산동 : 손병구 면담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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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소망교회 자리도 정미소였음

○ 삼진떡방앗간 맞은편 대왕갈비 자리는 옛 반월정미소 자리

 - 현재는 송영진 구술자 자택 들어가는 골목 안쪽에 위치 

 

○ 동산동에서 삼례가는 길(15~20년 전)이 뚫리면서 도로변의 정미소     

 들이 많이 사라졌다고 함

 - 원불교 가는 길 부근 대천정미소가 있었는데 도로가 뚫려 사라짐

 - 원불교 아랫길은 천수답(논)이었음 

 - 이 부근에 도살장이 있었음(구술자가 그려준 지도 참고)

 - 전주시로 편입되면서 그 무렵에 사라진 걸로 추정

   (팔복동에 도축장이 생기면서 흡수된 걸로 기억함)

○ 땅값이 비쌌던 동산동

 - 교통이 좋아서 비쌌던 걸로 추정

 - 전주시 들랑구(출입구)에 전주·삼례 1번국도, 1970년대까지 전주 시내버

스 종점이었던 동산동   

 

○ 전주-삼례 1번국도, 교통이 좋았음

 - 삼례생활권. 전주보다 삼례가 가까웠고, 삼례5일장 규모가 크던 때

 - 생필품을 사기 위해서는 전주보다 삼례장이 더욱 저렴했다고 함

   (전주는 이동교 밑 소전이 유명했다고 함)

○ 전주 이동교 우시장(우전)의 소몰이꾼

 - 당시 우시장이 열리면 소 거래를 위해 소를 몰고, 이끌어주는 역할을 

했던 소몰이꾼이 있었다고 함

 - 소를 거래할 때 소몰이꾼을 사서 가져다주는 중개인 

 - 지금으로 치면 대리운전 기사와도 같은 역할이었다고

○ 전주시 33개동 중의 1번으로(가장) 컸던 곳, 동산동

 - ‘삼천동 같은 곳은 진짜 시골이었지, 땅 값도 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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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손병구 구술자 면담장소(삼진떡방앗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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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2017년 1월 6일 금요일

조사장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마음편한요양병원 옆 주택가 자택

조사자  이창환, 김윤주

대상자

선정이유

(특징)

 삼진떡방앗간 황평연님께서 추천함

면담대상자

정보

이  름  송영진(비공개) 성  별  남 

출생지  생년․나이․띠  83 

직  업

기  타  구술자의 아들이 비공개 요청함

조 사 내 용

열쇠말

○ 쪽구름 장터의 유래와 위치(6~70년대)

○ ‘메가리간’이라고 불리던 정미소(왜정 때) 

○ 전군간 도로에서 동네 길로 변한 쪽구름로

○ 반월정미소

○ 왜정 때, 가마니공장이었던 마음사랑요양병원

○ 왜정 때부터 해방 이후까지 원불교 교당 자리에 한국인이 운영하던 사진관

 

면담요약

○ 삼진떡방앗간에서 추천한 송영진 어르신

 - 삼진떡방앗간 맞은편 대왕갈비 골목길에서 코너 돌면 있는 주택

 - 현재 사는 곳에 60년째 거주중

 - 사진 참고

    

○ 반월정미소

 - 대왕갈비 골목길에 있는 정미소 

 - 왜정 때부터 대왕갈비 자리에서 정미소 운영

 - 이후 국수공장으로 운영하다가 벼 찧는 방앗간으로 변경

 - 방앗간 팔고, 뜯어낸 터에 가게(대왕갈비) 만들고 세를 내줌

 - 파란색 함석지붕(사진참고)에서 방앗간 운영하다 현재 정미소 자리로 옮김  

 - 정미소는 현재 반 폐쇄중이라고 함

동산동 : 송영진 면담보고서(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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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마니 공장이었던 마음편한요양병원

 - 왜정 때, 개인이 볏집으로 짠 쌀가마니를 모아다 팔았던 공판장 

 - 일주일에 한 번씩 공판이 열리는 날이면 창고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

려 찰밥집, 어물전, 개장국 팔던 곳이 있었음 

 - 난장처럼 장을 서게 해보려고 해도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음

 - 사람들이 인근 삼례장이나 전주로 나가서 쪽구름 장터로 추정되는 장소에

는 장이 서지 않았다고 함

 - 마음편한요양병원 생긴지는 4~5년 정도 됨(2016년 기준)  

○ 쪽구름 장터의 유래

 - 현재 쪽구름 장터로 추정되는 곳은 장터가 아니었다는 구술자

 - 조촌초 자리에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모였다 흩어지는 식의 쪽구름 장

이   있었다고 함. ‘쪽을 치고 잠깐 앉았다 가는 장이라고 해서 쪽구름 

장     이라고 알고 있다’고 함 

 - 왜정 때 임완용이란 사람이 삼판을 해서 장작 장사를 함  

 - 장작 패는 인부들 기숙사였다고 함

 - 장을 세우려 난장도 열어보고 했으나 사람들이 삼례장이나 전주로 나가   

  장이 만들어지지 않았음 

 - 6~70년 전 이야기로 추정

 

○ 정부양곡보관창고

 - 마음편한요양병원 옆 공터 맞은편 붉은 벽돌의 창고

 - 공판한 나락을 정부에서 수매해 모아놨던 장소 

 - 나락을 썩게 하지 않으려고 단열효과를 위해 맵벼(나락껍질)를 쌓고   

  벽돌을 올리는 식으로 창고를 지었다고 함  

 - 구술자 20대 이후쯤 생긴 건물이라고 함

○ 왜정 때는 정미소를 ‘메가리간’이라고 부름

 - 한소망교회 자리에 일본인 창평의 도정공장이 있었음   

 - 동산동파출소 앞 기와집이 일본인 ‘창평’의 안집이었다고 함 

 - 일본인들이 도로 확장할 거 미리 계산해서 집을 설계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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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정 때부터 해방 이후까지 원불교 교당 자리 한국인이 운영하던     

 사진관이 있었다고 함

○ 문 닫기 전에 논을 원불교에 논 7마지기를 희사함 

 

○ 전군간 도로였으나 기린로가 생기면서 현재는 동네 길이 된 쪽구름로    

 (동산동우체국 도로)

사진

 

송영진 구술자 면담장소(송영진님 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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