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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에게 환영받은 도간
■권

제1화

중달

(중앙대 명예교수, 삼화고전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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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五胡)에게 중원지역은 내주고 남
쪽에 진(晉)을 부흥시킨 동진(東晋)은 여
전히 어려운 세월을 보내야 했다. 걸핏하
면 군사를 가진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
고, 이를 토벌하느라고 또 힘을 쏟아야 했
다.
그런데, 동진의 명제(明帝) 사마소(司
馬紹)가 등극하고 3년 되는 해<325년> 5
월에 도간(陶侃)을 정서(征西)대장군굛도
독형상옹양사주제군사(都督荊굛湘굛雍굛梁
四州諸軍事)굛형주자사로 삼으니 형주의 
남자나 여자가 서로 경하하였다. 
도간은 정서대장군이 되어 실제적으로
는 형주와 상주, 옹주, 양주 등 네 주(州)

의 군사를 지휘하게 하고, 형주의 행정책
임은 맡게 한 것인데, 그 지역에 사는 사
람들이 대단히 기뻐한 것이다.
자기 지역을 다스리는 관리가 새로 임
명되었는데, 백성들이 이렇게 환영하는 
일은 그리 흔치 않은 시절이었다. 
보통 관리란 수탈하는 일에 몰두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오든지 소 닭 쳐다보
듯 하였지만 이 경우만은 아주 특별한 것
이다. 그도 그럴 이유가 있었다.
우선 도간은 성품이 총명하고 민첩하며 
공손하고 부지런하여 온종일 다리를 오
므리고 꼿꼿하게 앉아서 대장군부의 여
러 가지 일을 살피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정리하니 조금도 한가한 틈이 없었다. 또 
항상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룕위대하신 우
(禹)임금은 성인이신데도 촌음(寸陰)을 
아꼈으니, 보통사람들은 응당 분초를 아
껴야 할 것이오.룖
그래서 혹 그를 보좌하는 사람들 가운
데 농담을 하며 술을 마시거나 도박을 하
면서도 스스로는 세상에서 통달하였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러한 사람을 발견하면 그들이 사용하
던 술잔과 도박기구를 가져오게 하여 이
것들을 모두 강물에 집어던졌다. 
그리고 장교와 관리들을 바로 회초리
를 치면서 말하였다. 룕군자는 마땅히 그

의 위엄 있는 모습을 올바로 하여야 하는
데, 어찌 머리를 산발하고 맨발로 있으면
서 스스로 넓게 통달하였다고 말한단 말
이냐?룖
또 먹을 것을 바치는 사람이 있으면 반
드시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를 묻고 만약
에 힘들여서 얻은 것이라면 비록 미미할
지라도 반드시 즐거워하면서 위로하며 
그 세 배를 내려주었다. 
만약에 이치에 맞지 않게 얻은 것이라
면 절실하고 엄하게 욕하며 그 먹을 것을 
돌려보냈다.
한번은 어떤 사람이 아직 덜 익은 벼를 
갖고 있는 것을 보고 도간이 물었다.
룕이것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룖그 
사람이 말하였다. 룕길을 지나오다가 보여
서 그냥 그것을 뜯었습니다.룖도간이 크게 
화가 나서 말하였다. 룕너는 농사를 짓지
도 않으면서 놀이 삼아 다른 사람의 벼를 
도적질하는 것이냐?룖그를 잡아서 채찍으
로 매질하였다. 이렇게 되자 백성들은 농
사짓는 일에 부지런하였고, 집집마다 사
람들이 풍족하게 되었다.

기행문

   ■ 등산하면서 역사 속으로

내장산(內藏山)

先進 西部유럽 探訪
▣ 권 계 동 (본원상임부총재)

▣ 향촌 권 오 창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지난호에 이어서>
가을 단풍으로 유명한 내장산은 전
라북도 정주시 정읍군
순창군과 전라남도 장성군에 걸쳤
으며 노령산맥의 중간 지점이고 그 정
상은 해발 763m나 되는 서해안의 거봉
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산은 내장사 백양사를 품에 안고 
있으며 산봉우리는 서래봉 망해봉 신
성봉 장군봉 등의 영봉이 열 지어져 
있고 금선폭포가 세차게 떨어지고 있
다.
내장사는 백양사(白羊寺)에 속하는 
작은 절로서 6.25사변 때에 불탄 것을 
1958년에 일부 재건하였다. 백양사는 
632년(백제무왕33년)에 환여(幻如)가 
창건하였다.
내장산 등산은 1986년 10월 19일자
에 김인숙 회원과 운동화를 신고 등산
길을 밝았으나 이제 1999년 10월 28일
자에 다시 내장산을 동산산악회 회원
들과 함께 찾았다.
종전 내장산 입구에는 대형 버스주
차장이 한 장소가 있었으나 요사이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제2의 주차장을 건
설하여 제1주차장과 그리 멀지 않는 
장소에 있다.
그래서 하차 후 버스주차장을 잘 확
인하여 놓지 않으면 승차할 때에 낭패
를 보기가 십상이다.
그 버스에서 내린 우리 회원 일행은 
내장산까지 잘 정비된 도로를 따라 걷
기 시작하였다.
약 4km를 걸어야 한다.
양쪽 길가에는 단풍나무와 감나무
가 줄지어 있어서 예나 지금이나 내장
산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늘 
가을 석양에 홍엽(紅葉)의 잎사귀는 
짙은 주홍색 물감을 뿌린듯하다. 가을 
소슬바람에 바야흐로 단풍은 내장산
에서 불타고 있다.
어느 회원의 제안에 따라 내장산까
지 아직 멀었으니 중도에서 쉬면서 걷
자 하기에 노변의 노천광장에서 잠시 
쉬는 동안 차를 마시는 분 그리고 그
곳 민속주를 시음하는 분들이 많았다.
동행한 이강식(李康植)형과 함께 동
동주와 국수로 점심을 때우고 내장산
을 거쳐서 발걸음을 재촉하여 산을 오
르기 시작했다. 땀이 온몸을 적신다. 

점심때 마신 동
동주의 영향이 
아닌가 생각한
다. 바위와 돌길
이 이어진다. 흐
르는 계곡물은 
속세의 심신을 
씻어주는 듯하
다. 또 한 번 쉰다. 이제야 양사언 선생
의 시조한 수 가 생각난다.
룏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르리 없건
마는 사람이 제 아니 오르고 뫼만 높
다 하더라룑 열심히 이형(李兄)과 함께 
장군봉에 오르고 나니 주위의 산세와 
지형이 모두 비행기를 타고 내려다보
는 듯 하다. 태고(太古)의 천지 창조의 
모습을 누가 이렇게 배열하였을까!
까마득한 산줄기이여!
굽이굽이 치는 개울이 흐른다.
이곳에서 자연과 함께 어울려 살아
가는 억조창생은 그 얼마나 희로애락
을 겪으면서 살 것인가!
모든 것을 잊고 룏자연으로 돌아가
라룑는 서양의 어느 철학자가 생각난
다.
땀을 식히고 다시 하산 길에 다가선
다.
산 입구에 내려와서 좌정한 가게에
서의 녹두전과 막걸리 맛은 또한 별미
였다.
고속도로에 어두움이 깔린 상경하
는 버스 속에서 메들리 송에 맞추어 
일행 중의 초등학교 3년짜리의 남매가 
요사히 유행하는 테크노댄스를 추어 
정말 한층 더 흥겨운 재미를 회원들에
게 안겨 주었다.
서울 도착 밤 10시 40분 이제 산악회
원의 안착을 인식하고 다음 산행 계획
을 예고하였다.
내장산에 이르는 길은 호남고속도
로 정읍 IC에서 우회전하여 우회도로
로 29번 국도로 진입하여 수통목을 거
처 49번지방도로 내장산 입구에 이르
면 된다.
그리고 지난 수십 년간의 내장산의 
등산 추억을 되새기면서 내일을 위하
여 오늘 잠자리에 든다.
오늘의 산행이 무사했음을 감사하
며.

종원회비를 납입하여 대종원을 활성화하고
권문의 발전을 기합시다
대종원 임원회비
총 재 단 : 100만원
종무위원 : 20만원
대 의 원 : 10만원
계좌번호 : 1면참고(국민은행, 농협)

4. 유적이 많은 이탈리아
스위스 가이드 오경화와 작별을 하고 
우리들끼리 샤모니를 출발하여 몽블랑 
터널을 통과하여 이탈리아로 갔다. 이탈
리아의 수도는 로마이고 지중해의 중앙
부에 있으며 5,747만 명(로마는 280만 명)
의 인구로 남북이 1,200Km인 긴 장화 모
양의 나라이다.
종교는 카톨릭(90%), 소수의 개신교, 
이슬람교, 유대교 등이며 지중해성 기후
로 여름은 고온건조하고 겨울은 온난하
고 다습하다고 하였다. 통화 단위는 유로
(Euro)로 2002년 3월부터 리라 대신 전면 
사용되었다. 주화는 유로센트 그리고 1 ,2 
유로 8종이며 지폐는 유로 7가지가 있으
며 구분을 편하게 하기 위해 지폐의 종류
에 따라 색깔을 달리하고 있었다. 고대의 
화려한 전통과 유물을 간직하며 현대의 
최첨단 패션과 유행을 잘 융합시키고 있
는 나라이다.
로마제국의 찬란한 역사와 르네상스의 
화려한 꽃을 피운 곳으로 쥴리어스 씨저 
등이 활약한데 이어 BC 27년 아우구스투
스가 왕위에 오른 것으로 시작이 된다. 로
마 제국은 그 뒤 아프리카 북부는 물론이
고 중동과 영국에까지 손을 뻗치는 큰 제
국을 이루었다. 4세기말에는 기독교를 국
교로 삼아 세계의 종교로 전파시켰다고 
한다.
15세기에는 높아진 시민 의식과 귀족들
의 비호로 르네상스의 꽃을 피웠으며 5세
기 서로마제국의 멸망 이후 분열된 국토
는 1861년에야 통일을 보았다. 1, 2차 세계
대전을 겪으면서 승전국과 패전국의 자
리에 서게 됐으며 2차 세계대전 뒤에는 
자동차 공업, 패션산업, 관광산업 등으로 
경제를 재건하였다. 그러나 공업이 발달
해 부유한 북부 이탈리아와 지중해를 중
심으로 농업과 어업이 주를 이루는 가난
한 남부 이탈리아가 공존하고 있다고 한
다.
유럽문명의 요람지로서 옛날부터 트루
스트, 그리스, 로마 등의 발자취가 어울린 
곳이다. 독특한 문화와 역사를 자랑하고 
고유의 전통과 풍습을 가지고 있다. 특히 
반도전체가 하나의거대한 박물관이라 할 
만큼 풍부한 관광 자원을 소유하고 있다
고 한다.
이탈리아는 로마제국이 북부 유럽의 게
르만족에게 멸망된 후 여러 곳에서 왕국
이 세워졌는데 그 예로 베니스 왕국, 나폴
리 왕국, 시슬리 왕국, 제노아 왕국, 밀라
노 왕국 등이라고 한다.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에 이어 세계 
우위의 경제 대국이며 중소기업의 지역
별 특징을 따라 발달된 것이 특징이며 주
요 발달 업종은 자동차, 조선, 화학, 무기 
산업이다. 또한 가죽제품을 포함한 패션
산업과 의류 산업이 발달되었다고 한다. 
수도는 로마이나 경제적인 수도는 모든 
금융, 정보, 교통이 집중되어있는 밀라노
라 할 수 있다고 한다.
유럽대륙으로부터 지중해 쪽으로 긴 장
화 모양을 하고 있는 길이 약 1,170㎞의 

반도국가인 이탈리
아는 반도와 시칠
리아섬과 샤르데냐
섬으로 이루어져 있
다. 전체 면적은 한
반도의 약 1.4배 정
도가 되며 산지와 
구릉이 많고 평야는 전국토의 1/5정도라
고 하였다. 지반이 불안정하여 지진이 잦
으며 시칠리아섬의 에트나산은 유럽 최
고의 화산으로 화산운동을 하고 있는 분
화구와 900여 개가 넘는 기생화산이 있다. 
북쪽은 알프스 산맥을 경계로 프랑스, 스
위스, 오스트리아와 접하고 서쪽은 시칠
리아 사르데냐섬이 자리하고 있으며 동
쪽은 아드리아 해에 면해 있다.
이탈리아는 사계절의 변화가 분명하지
만 온화한 지중해성 기후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기후보다 약간 덥다. 그러나 북
부지역은 아페닌 산맥의 영향으로 대륙
성 기후를 나타낸다. 여름의 평균기온은 
29℃이고 겨울의 평균 기온은 9℃정도로 
온난하다.
강수량은 연평균 600~1,000mm로 북부
지방으로 갈수록 강수량이 증가한다. 강
수일수는 계절적으로 편중되지는 않았으
나 주로 가을에 비가 많이 내리며 여름에
는 햇볕이 강렬하나 습기가 없어 지낼만
하다고 한다.
공용어는 이탈리아어며 국경 주변에서
는 독일어와 프랑스어를 섞어 사용하는 
곳도 더러 있다고 한다.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관광지의 식당이나 상점, 호텔 등에
서는 영어가 통용되나 일반 국민들에게
는 거의 통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교는 로
마 카톨릭교도로 전체 인구의 90%를 차
지하며 결혼식, 장례식 등이 대부분 교회
에서 행해진다고 한다.
1) 경제의 중심지인 밀라노
샤모니를 출발하여 Autogrill에서 잠시 
쉬었다가 3시간 만에 밀라노에 도착을 하
였다. 국경을 넘어 왔는데도 이웃마을을 
오듯이 아무런 제재 없이 왔다. 밀라노성
까지 와서 앞 광장에 있는 분수 옆에서 
하차하니 로마에서 5시간이나 기차를 타
고 왔다는 현지 가이드 이원남씨가 우리
를 반갑게 맞아 주었다.
밀라노는 이탈리아의 경제의 중심지인 
해발 122m의 이탈리아 롬바르디아주의 
주도라고 하였다. 예로부터 경제의 중심
지였으며 현재도 19세기 후반에 발전하기 
시작한 근대공업으로 북이탈리아 공업지
대와 문화의 중심지로 발전했다고 하였
다.
우리는 이곳에서 유명하다는 패션의 거
리에서 걷기 시작하여 음식, 오페라, 세계
에서 네 번째로 큰 두오모(성당), 유럽 오
페라의 중심인 스칼라 극장, 그리고 레오
나르드 다빈치의 피에타로 등을 구경하
였다.
밀라노의 중심지는 두오모 광장으로 세
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쇼핑 거리로 일컬
어지는 비토리오 엠마누엘레 2세 갤러리
아와 연결되어 있었다. 이곳은 거대한 아
케이드로 전통이 있는 유명한 카페들이 
줄지어 있었다. 이곳에서는 또한 연중 수

또 한 번은 배를 만드는데, 다듬고 남아
서 떨어지는 나무 조각과 대나무 쪼가리
가 있자 도간이 모두 이것을 기록하여 관
리하게 하니 사람들은 모두 그 까닭을 이
해하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얼마 지나서 정월 모임이 있
었는데, 많은 눈이 왔다가 녹는 바람에 청
사 앞이 질퍽하게 되자 그 나무부스러기
를 땅에 깔게 하였다. 다시 20년 후에 동
진의 장군 환온(桓溫)이 촉(蜀)을 정벌하
게 되자, 도간이 저장해놓은 대나무 쪼가
리로 대나무 못을 만들어 배를 만드는데 
사용하게 하였다.
동진이 혼란스럽고, 자기들끼리 다투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지만 그래도 100여
년을 버틸 수 있었던 데는 도간 같이 묵
묵히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세상이 다 들 떠 있다고 하여도 중심을 
잡는 사람은 어느 시대에나 필요한 법이
다. 이러한 사람들에 의하여 나라와 사회
가 지탱되는데, 지금도 이러한 사람은 있
을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

많은 전시회가 열린다고 하였다.
2) 두오모 광장
두오모 광장을 중심으로 꽃의 성모마
리아 성당(산타마리아 델 피오레)과 산지
오바니 세례당 그리고 지오또의 종탑(깜
빠닐레) 등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었
다.
수리중인 밀라노 대성당은 1386~1836까
지 500년간 건축되었다고 하였다. 뾰족뾰
족한 산 모양의 건축물이었다. 돌바닥으
로 된 너른 광장에는 정교하고 아름다운 
기마상과 사자상이 있었다. 이곳을 중심
으로 시뇨리아 광장과 베키오궁과 베키
오 다리, 그리고 미켈란젤로 광장까지 모
두 걸어서 구경을 할 수 있었다. 주변지역
에도 유명한 관광명소가 많다고 하였다.
3) 꿈의 무대 스칼라 극장ㅤ
두오모(성당) 맞은편에 있는 스칼라 극
장은 세계 3대 오페라하우스로 외관은 허
술하지만 오페라 내부 시설은 세계최고
를 자랑한다고 하였다.
오페라는 매년 11월말에 공연을 시작한
다고 했다. 이 오페라하우스에서 지휘를 
한 번 하는 것이 모든 지휘자들의 꿈인데 
우리나라의 정명훈씨는 1년에 3회 정기적
으로 지휘를 한다고 하였다.
오페라하우스 앞 광장에는 과학자, 화
가, 건축가, 의사 등 만능 예술인인 레오
나르드 다빈치의 상이 있었다. 그 밑에는 
분야별로 제자 4사람의 상이 둘레를 에워
싸고 있었다.
르레쌍스 시대의 3대 예술가는 고향이 
모두 피렌체인 레오나르드 다빈치, 라파
엘로, 미켈란젤로라고 하였다. 중국인이 
경영하는 신춘원찬관(新春園餐館)에서 
저녁밥을 먹고 Maggio Hotel에 투숙하였
다.
4) 세 나라를 방문한 하루관광
오늘(3월 5일)은 세 나라를 방문하면
서 각기 다른 음식과 경치를 구경한 뜻 
깊은 날이 되고 말았다. 스위스의 Golden 
Hotel에서 아침밥을 먹고 오비공원, 장미
공원, 영국공원, 레만호를 거쳐 프랑스로 
왔다. 프랑스의 샤모니에 있는 떼뜨라식
당에서 프랑스 요리로 점심밥을 먹고 몽
블랑을 등정 한 후에 이탈리아의 밀라노
에 와서 밀라노성을 거쳐 패션의 거리를 
거닐기도 하고 대성당(두오모), 스칼라오
페라극장, 레오나르드 다빈치상 등을 돌
아보는 하루에 세 나라를 다닌 뜻 깊은 
날이 되었다.
5) 물의 도시 베니스
3월 6일(목) 호텔에서 아침밥을 먹고 
베니스로 출발하였다. 1시간 30분 정도를 
달려와 베로나에서 잠시 쉬며 용변도 보
고 Umbria Market에 들러 이탈리아에서 
유명하다는 올리브기름을 구입하기도 하
였다.
A4번 고속도로를 달리며 룏소성녀의 노
래룑 룏산타루치아룑 등 이탈리아 민요를 들
으며 3시간 30분을 달려 길이가 3.4㎞나 
된다는 자유의 다리를 건너서 베니치아
에 도착하였다.
맨스텔에 있는 Alla Fornace식당에서 
스파게티로 점심밥을 먹었다. 생선구이, 
왕새우구이, 야채, 후식으로 과일을 꼬치
에 뀌어주는 것들은 맛이 있었다.
유람선을 타고 섬으로 들어왔다. 베니
스 즉 베니치아는 해상 도시이자 룏물의 
도시룑라고 하였다. 바다로 이어지는 석
호 위에 발달한 역사 깊은 항구도시이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라고 하였다. 
9~15세기에 지중해의 상권을 장악했던 베

성원에 감사합니다
▣ 총재단 회비
▲권현준(부총재)
100만원
▣ 대의원 회비
▲권성갑(순천)
▲권영복(강남구)
소계

10만원
10만원
20만원

▣ 찬조금
▲권영철(권준 장군 손자)
10만원

합계 130만원

바로잡음
1. 본지(2011년 10월 1일 제436
호) 6면 명시감상 ②鏡浦臺 한시
란에 景中開를 鏡中開로 錄波를 
綠波로 知五意를 知吾意로 신성이
를 신선으로.
2. 4면 검교공파회장 權泰春씨를 
權泰康씨로 각 바로 잡습니다.

네치아는 동서 문물의 합류 지점이 되었
다고 하였다.
영어로 베니스라고 부르는 베네치아는 
이탈리아반도의 동쪽인 아드리아해의 끝
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구가 약 30만 명이
다. 이탈리아 본토에서 약 4km정도 떨어
져있는 120개 정도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
져 있으며 150개의 운하로 연결되어 있는 
곳이라고 하였다.
베네치아는 해상 도시로 유명하며 옛
날부터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로 발전해
왔으며 동양과 서양이 함께 공존하는 도
시로써 번영해 왔다고 한다. 18세기말 나
폴레옹에 의해 점령당할 때까지 1,000년
간 독자적인 문화를 가지고 공화국체제
를 지켜오며 번창해왔으며 룏아드리아해
의 여왕룑으로 불리며 화려한 시대를 풍미
했던 곳이라고 하였다.
근대에 들어서는 본토와의 사이에 철도
다리가 세워지고 1932년에는 자동차 다리
가 건설되면서 본토와의 본격적인 교역
이 시작되었다고 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