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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권 부록1_사진으로 보고 자료로 읽는 성남

제1편	옛	지도로	보는	성남의	역사

성남(광주) 옛 지도

경기도 옛 지도

제2편	사진으로	보는	성남

풍광(風光)

약사(略史)

과거(過去)

비전(Vision)

제3편	자료로	읽는	성남

자료로 읽는 성남 역사

개인 소장 자료

제10권 부록2_성남 길라잡이 사전

길라잡이	사전

행정 구역 및 법정동

역사

도로와 공원

역사 인물

문화유산

공공 기관 및 기반 시설

교육 기관

전통시장 및 산업·경제 관련 기관

연표

삼국~고려(BC57~1392)

조선(1392∼1897)

대한제국기(1897∼1910)~일제강점기(1910∼1945)

현대Ⅰ(1945∼1973. 6. 30)

현대Ⅱ(1973. 7. 1∼1990. 12. 31)

현대Ⅲ(1991. 1. 1∼201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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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지도로 
보는    성남
의 역사

성남(광주) 옛 지도
경기도 옛 지도



012  /사진으로 보고 자료로 읽는 성남성남

옛	지도

								역사
				경기도

성남(광주)

옛	지도	

성남의
							옛	지도



013엣 지도로 보는 성남의 역사 012  /

광주부,	『여지대전도輿地大全圖』
1725 / 채색필사본 /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조선시대	광주부의	관할	면과	주막,	사원,	고개,	산세,	강줄기	등이	구체적으로	표기되어	있다.



014  /사진으로 보고 자료로 읽는 성남

광주,	『해동여지도海東輿地圖』
1735 / 채색필사본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조선시대	광주부의	관할	면과	산,	하천	등이	표기되어	있다.	도로와	역,	대표적인	묘역과	사찰,	정자,	단,	향교	등도	

표기하였다.



014  / 015엣 지도로 보는 성남의 역사

광주부,	『해동지도海東地圖』
1750년대 / 채색필사본 /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조선시대	광주부의	관할	면과	주막,	사원,	고개,	산세,	강줄기	등이	구체적으로	표기되어	

있다.



016  /사진으로 보고 자료로 읽는 성남

광주부,	『경기도지도京畿道地圖』
18세기 중엽 / 채색필사본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시대	광주부의	관할	면과	산,	하천을	비롯하여	사찰,	관사,	주막,	창고	등이	구체적으로	표기되어	있다.	산은	

연맥이	아니라	독립된	형태로	그려	넣었다.



016  / 017엣 지도로 보는 성남의 역사

광주부,	『여지도輿地圖』
18세기 중엽 / 채색필사본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및 자료 제공

조선시대	전국	지도책인	『여지도』에	포함된	광주	지도이다.	관할	구역,	왕릉,	사찰	등이	자세하며,	

산은	독립된	형태로	그려	넣었다.



018  /사진으로 보고 자료로 읽는 성남

광주,	『팔도군현지도八道郡縣地圖』
1760 / 채색필사본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조선시대	『팔도군현지도』에	포함된	지도이다.	가로와	세로를	정사각형으로	구획한	방안도법으로	그렸기	때문에	

광주부의	크기나	면의	위치,	산과	하천	등이	이전에	비해	정확해졌다.



018  / 019엣 지도로 보는 성남의 역사

광주부,	『광여도廣輿圖』
1767~1776 / 채색필사본 / 36.8×28.6㎝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조선시대	광주부의	관할	면과	산,	하천	등이	구체적으로	표기되어	있다.	도로와	주막,	대표적인	묘역과	사찰,	정자,	

단	등도	표기하였다.



020  /사진으로 보고 자료로 읽는 성남

광주,	『해동여지도海東輿地圖』	
1776~1787 /  채색필사본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및 사진 제공

『해동여지도』에	수록된	광주	지도로	읍지에	부도로	넣으려고	하였다.	성남이	속한	광주	지도는	2면에	걸쳐	있으

며,	“탄천(炭川)”,	“	판교역(板橋驛)”,	“영장산(靈長山)”	등		현	성남	지역	지명	15개가	표기되어	있다.



020  / 021엣 지도로 보는 성남의 역사

광주,	『팔도지도八道地圖』	
1785~1789 / 채색필사본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및 자료 제공

조선시대	『팔도지도』에	포함된	지도이다.	전문	화공이	그린	것으로	추정되며,	가로와	세로를	정사각형으로	구획

한	방안도법으로	그렸기	때문에	광주부의	크기나	면을	비롯한	산과	하천	등의	위치가	비교적	정확하다.



022  /사진으로 보고 자료로 읽는 성남

광주부,	『동국여도東國輿圖』
1800 / 채색필사본 /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

광주부를	개략적으로	그렸기	때문에	내용도	소략한	편이다.	그나마	하천은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지만	도로는	대

로만	명시되어	있다.	한편		『동국여도』에는	광주부가	경기좌도에	속하며	2개	동	23개	면을	관할하고	있다고	기록

되어	있다.



022  / 023엣 지도로 보는 성남의 역사성남

옛	지도

역사
				경기도

경기도
							옛	지도

		경기도

옛	지도	



024  /사진으로 보고 자료로 읽는 성남

경기도,	『지나조선고지도支那朝鮮古地圖』
1623 / 필사본 / 41.4×31.9㎝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및 사진 제공

중국	지도와	우리나라	지도를	합철한	종합	지도책에	실린	경기도	지도이다.	채색을	하지	않

고	간결하게	그렸다.	산은	독립된	형태로	그렸으며,	서울인	한성을	사각형으로	그려	넣어	

부각시켰고,	고을과	고을은	직선에	가까운	선으로	연결하였다.	성남	지역은	“광주(廣州)”와		

함께	“청계산(淸溪山)”이란	글씨만	써	넣었다.



024  / 025엣 지도로 보는 성남의 역사

경기도,	『지나조선고지도支那朝鮮古地圖』	
1623 / 필사본 / 41.4×31.9㎝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및 사진 제공

중국	지도와	우리나라	지도를	합철한	종합	지도책에	실린	경기도	지도이다.	채색을	하지	않고	간결하게	그렸다.	

지리지와	지도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은	채	군현의	명칭,	주요	산,	사찰,	서울까지의	거리	등	많은	내용이	적혀	있

다.	성남	지역에	관한	내용으로는	“광주(廣州)”,	“회안남한한산(淮安南漢漢山)”,	“한주회안(漢州淮安)”,	“검단산

(黔丹山)”,	“일장산(日長山)”,	“봉국군(奉囯軍)”	등이	표기되어	있다.



026  /사진으로 보고 자료로 읽는 성남

「백제강역북변지도百濟疆域北邊之圖」,	『동여비고東輿備考』
1682 / 채색필사본 / 42×33㎝ / 양산 대성암 소장

백제가	한강	유역권으로	진출하였을	때의	강역을	그린	지도이다.	백제의	북방	진출은	근초고왕(재위	346~375)	시

절에	본격적으로	전개됐는데,	지도에는	“남한성(南漢城)”과	“왕경(王京)”이	표시되어	있고,	그	사이에	“今廣州”

라	하여	제작	당시의	지명인	광주를	표기하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탄천(炭川)”	지명과	“온조이도(溫祚移都)”라	

하여	백제	시조	온조가	도읍을	옮겼다고	표시되어	있다.	한편	온조가	처음	도읍했던	“위례성(慰   城)”도	표기되어	

있는데,	그	옆에	“今稷山”이라	지금의	직산을	표기하고	그	옆에	“왕경”이라	표기하였다.



026  / 027엣 지도로 보는 성남의 역사

「고구려남변양도강역도高句麗南邊兩都疆域圖」,	『동여비고東輿備考』
1682 / 채색필사본 / 42×33㎝ / 양산 대성암 소장

고구려	전성기	때의	한반도	강역을	그린	지도이다.	고구려	장수왕(재위	413~491)은	남하	

정책을	펼쳐	평양으로	도읍을	옮기고	백제와	신라를	공격하여	한강	유역을	포함한	경기

도,	충청도,	강원도	일원까지	남쪽으로	영토를	확장시켰다.	지도는	조선시대에	그린	것으

로	각	도를	색깔로	구분하여	제작됐는데,	경기도는	붉은색으로	채색하였다.	지금의	서울

과	성남을	비롯한	광주는	“왕경(王京)”으로	표시하였고,“남한주(南漢州)”라는	지명	옆

에“今廣州”라	하여	제작	당시의	명칭인	광주를	병기하였다.



028  /사진으로 보고 자료로 읽는 성남

「신라백제고구려조조구역지도新羅百濟高句麗肇造區域之圖」,	『동여비고東輿備考』
1682 / 필사본 / 42×33㎝, 양산 대성암 소장

조선시대	제작된	『동여비고』에	포함된	지도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어디에서	건국하였는지를	밝힌	역사	지도이

다.	현	성남	지역은	“남한산주(南漢山州)”라는	옛	지명	밑에	“今廣州”라	하여	제작	당시의	명칭인	광주를	병기하

였고,	“온조자위례성이도우차(溫祚自慰   城移都于此)”라	적시되어	있어	백제	시조	온조가	도읍을	이곳으로	옮겼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28  / 029엣 지도로 보는 성남의 역사

「고려관내해양등도후위양광서해도도高麗關內海陽等道後爲楊廣西海道圖」,	『동여비고東輿備考』
1682 / 채색필사본 / 42×33㎝ / 양산 대성암 소장

고려시대의	경기도와	황해도	일원을	그린	지도이다.	역사	지도이기	때문에	산지의	표현은	간략하나	포구의	이름

이	기재되어	있으며,	군현명	옆에는	군현의	위계를	부기하였다.	특히	산성의	표시가	자세하며,	산	상부에	띠를	둘

러	표시하였고,	강변에	위치한	성의	경우	도넛	모양의	원형을	그려	넣었다.	성남	지역은	지도의	하단에	있는데,	

“광주(廣州)”를	비롯하여	“남한산성(南漢山城)”,	“일장산성(日長山城)”,	“탄천(炭川)”	등이	표기되어	있고,	고려

시대	광주에	설치되었던	군대	“봉국군(奉囯軍)”도	표기되어	있다.



030  /사진으로 보고 자료로 읽는 성남

경기도,	『동여비고東輿備考』
1682 / 채색필사본 / 42×33㎝ / 양산 대성암 소장

조선시대	군현의	명칭,	주요	산,	강,	사찰,	서울까지의	거리	등이	적시되어	있다.	『지나조선고지도』	경기도	지도와	

별반	다르지	않으며,	성남	지역에	관한	내용으로는	“광주(廣州)”,	“회안남한한산한주(淮安南漢漢山漢州)”,	“검단

산(黔丹山)”,	“일장산(日長山)”,	“봉국군(奉囯軍)”	등이	표기되어	있다.



030  / 031엣 지도로 보는 성남의 역사

「경기도좌우주군총도京畿道左右州郡摠圖」,	『동여비고東輿備考』
1682 / 채색필사본 / 42×33㎝ / 양산 대성암 소장

조선시대	경기도	좌도와	우도에	속한	군현들의	위치를	간략하게	그린	지도이다.	수도인	한양을	사각형으로	부각

시켜	표시하였고,	고려의	도읍이던	개성부도	직사각형으로	부각시켰다.	성남이	속했던	광주	지역은	“광주(廣州)”	

지명	옆에	“좌(左)”로	표기하여	당시	경기도	좌도에	속했음을	알	수	있다.



032  /사진으로 보고 자료로 읽는 성남

경기도,	『여지총도輿地摠圖』
18세기 / 채색필사본 / 31.9×38.0㎝ /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조선시대	필사본	도별	지도이다.	산지는	진산(鎭山)	중심으로	표현하였으나	서울은	도성을	중심으로	사산(四山)	

주변	네	개의	산을	표기하였다.	군현명	옆에는	군현의	위계와	서울로부터의	일정을	부기하였으며,	경기도	좌도와	

우도의	경계선을	붉은색	선으로	그려	넣었다.	성남	지역은	“광주(廣州)”	지명	옆에	“반(半)”이라	하여	서울에서의	

일정과	함께	“윤(尹)”이라	하여	부윤의	위계를	표기하였고,	“남한(南漢)”과	“검단(黔丹)”이	산과	함께	표기되어	

있다.



032  / 033엣 지도로 보는 성남의 역사

경기도,	『팔도지도八道地圖』
1720년대 / 채색필사본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및 자료 제공

조선시대	전국을	8장으로	나누어	그린	지도	중	경기도	지도이다.	우리나라의	모습을	현대	지도와	거의	비슷하게	

그린	첫	번째	제작자인	정상기	계통의	지도이며,	산은	연맥된	형태로	녹색으로	채색하였으며,	하천도	자세하게	그

려	넣었고,	각	군현은	선으로	연결하여	서울	도성으로부터의	거리를	적시하였다.	성남	지역은	“광주(廣州)”	지명

과	함께	“검단산(黔丹山)”,	“청계산(淸溪山)”이	표기되어	있고,	읍치인	“경안(慶安)”과	함께	“판교(板橋)”가	표기

되어	있다.



034  /사진으로 보고 자료로 읽는 성남

경기도,	『동역도東域圖』
1769년경 / 채색필사본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조선시대	채색필사본	지도	중	정철조	계통의	경기도	지도이다.	

정철조는	정상기의	지도에	기초를	두면서	지명과	산,	하천,	해

안선을	보다	자세하게	그린	사람이다.	성남	관련해서는	“청계

산(淸溪山)”,	“월현(月峴,	달래네고개)”,	“판교(板橋)”	등이	표

기되어	있다.



034  / 035엣 지도로 보는 성남의 역사



036  /사진으로 보고 자료로 읽는 성남

경기도,	『좌해도左海圖』
18세기 중반 / 채색필사본 / 44.4×38.4㎝ /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

조선시대	필사본	도별	지도이다.	산지는	독립된	산의	형태로	표현하면서도	일부는	산맥을	표시하여	맥세(脈勢)를	

강조하였으며,	서울은	도성의	표시와	함께	큰	원으로	부각시켰다.	군현명	옆에는	“반(半)”이라	하여	서울에서의	

일정과	함께	“유(留)”라	하여	유수부의	위계를	표기하고,	도로망은	검은색	선을	그려	넣고	각각의	거리를	부기하

였다.	성남	지역은	“광주(廣州)”	지명	옆에	“반(半)”이라	하여	서울에서의	일정과	함께	“유(留)”라	하여	유수부의	

위계를	표기였으며,	“검단산(黔丹山)”이란	글씨와	산	그림이	그려져	있고,	“경안(慶安)”이	표기되어	있다.



036  / 037엣 지도로 보는 성남의 역사

경기도,	『여지도輿地圖』
18세기 중반 / 채색필사본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및 사진 제공

『여지도』에	수록된	경기도	지도이다.	각	군현의	산은	진산만	독립적으로	그려	넣었으나	군현	간의	도로망이	자세

하여	대로는	굵게,	소로는	가늘게	붉은색	선으로	표시하였다.	광주를	비롯하여	수원,	강화,	개성	등은	유수부인	까

닭에	성곽	형태로	강조하였다.	성남	지역에는	“광주(廣州)”	지명	옆에	“좌(左)”와	“반(半)”이	적혀	있어	경기도	

좌도에	속하는	것과	한양으로부터의	일정을	표시하였으며,	“검단(黔丹)”,	“대모(大母)”,	“남한(南漢)”,	“청계(淸

溪)”	등의	산이	각각	그림과	함께	표기되어	있다.



038  /사진으로 보고 자료로 읽는 성남

경기도,	『해동지도海東地圖』
18세기 중반 / 채색필사본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해동지도』에	수록된	경기도	지도이다.	산맥과	하천은	명칭과	함께	잘	표현되어	있으나	도로	표시는	전혀	없으며,	

군현명을	제외하면	지명은	매우	제한적으로	적시되어	있다.	대신	지도의	좌우	여백에	당시의	지리지적인	사항이	

적시되어	있다.	성남	지역에는	“광주(廣州)”	지명	주위로	산맥이	명칭과	함께	비교적	자세하며,	그	밖에는	아래쪽

에	“경안(慶安)”이란	지명만이	유일하게	표기되어	있다.



038  / 039엣 지도로 보는 성남의 역사

경기도,	『광여도廣輿圖』
1767~1776 / 채색필사본 / 36.8×28.6㎝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및 사진 제공

조선시대	지도이다.	서울은	붉은색	원으로	강조하고	“경(京)”이란	글씨만	넣었고,	각	군현은	직사각형으로	구분

하였다.	산세는	산맥	형태로	그려	넣었으며,	지금의	성남에	해당하는	지명으로는	“검단(黔丹)”이	유일하다.	그	밖

에	“광주(廣州)”	지명과	함께	“구암서원(龜岩書院)”,	“경안(慶安)”	등이	표기되어	있다.



040  /사진으로 보고 자료로 읽는 성남

경기도,	『해동여지도海東輿地圖』	
1804 / 채색필사본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및 자료 제공

『해동여지도』에	수록된	경기도	지도이다.	특히	도로를	중요시하여	제작하였으며,	도	경계에서는	다른	도	군현까

지의	거리를	일일이	적시하였다.	지도	우측에는	각	군현	간의	거리를	나타낸	이정표가	있어	활용도를	높였다.	성

남	관련해서는	한양에서	이천으로	이어지는	도로망이	표시되어	있으며,	“광주(廣州)”	지명과	“남한산(南漢山)”,	

“경안(慶安)”이	표기되어	있다.



040  / 041엣 지도로 보는 성남의 역사

『청구도靑邱圖』
1834 / 채색필사본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및 사진 제공

조선	후기	김정호가	옛	지도를	참고하여	제작한	것으로	모든	지도를	연결하면	약	6~7m에	이른다.	성남	관련해서

는	“낙생역(樂生驛)”,	“판교(板橋)”,	“탄천(炭川)”	등	14개의	지명이	표기되어	있다.



042  /사진으로 보고 자료로 읽는 성남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	18첩
1850년대 중반 / 채색필사본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및 자료 제공

조선	후기	김정호가	옛	지도를	참고하여	제작한	것으로	모든	지도를	연결하면	약	6~7m에	이른다.	성남	관련해서

는	“낙생(樂生)”,	“판교(板橋)”,	“영장산(靈長山)”	등	13개의	지명이	표기되어	있다.



042  / 043엣 지도로 보는 성남의 역사

『동여도東輿圖』	
19세기 중반 / 채색필사본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및 사진 제공

19세기	중엽에	김정호가	제작한	우리나라	전도(全圖)로	필사본이다.	『대동여지도』와	함께	김정호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지도이며,	23층의	절첩식(絶帖式)으로	제작되었다.	각	첩마다	도로를	표시한	적색	실선의	두께가	다르고,	

도로를	표시한	적색과	산줄기를	표시한	녹색의	색감들도	첩별로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는	필사	과정에	여러	사람

이	함께	참여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한	산계를	그린	회화적	솜씨나	글씨의	수준을	볼	때,	관에서	지도	제작에	

관여했을	가능성도	높다.	성남	관련해서는	“낙생(樂生)”,	“판교(板橋)”,	“탄천(炭川)”	등	15개의	지명이	표기되어	

있다.



044  /사진으로 보고 자료로 읽는 성남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	22첩
19세기 중반 / 채색필사본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및 사진 제공

조선	후기	김정호가	『동여도』를	저본으로	판각한	우리나라	고지도의	결정판이다.	지도표를	사용하여	10리마다	

점을	찍어	누구나	쉽게	거리를	알	수	있게	하였으며,	22첩으로	만들어	휴대하기	편리하도록	하였다.	성남	관련해

서는	“낙생(樂生)”,	“판교(板橋)”,	“탄천(炭川)”	등	15개의	지명이	표기되어	있다.



044  / 045엣 지도로 보는 성남의 역사

경기도,	『천하총도天下摠圖』
19세기 중반 / 채색필사본 / 34.3×35.0㎝ /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

원형의	천하도,	중국,	일본,	유구,	조선의	지도로	이루어진	조선시대	필사본	지도로	여지도첩에	수록되어	있다.	산

지는	독립된	산으로	표현하였고,	서울인	경도는	도성의	표시와	함께	크게	그려	넣어	부각시켰다.	군현	옆에는	일

정과	위계를	표기하고,	도로망은	검은색	선을	그려	넣고	각각의	거리를	부기하였다.	성남	지역은	“광주(廣州)”	지

명	옆에	“좌(左)”라	하여	경기도	좌도에	속했음을	표기하고,	“반(半)”이라	하여	서울에서의	일정과	함께	“윤(尹)”

이라	하여	부윤의	위계를	표기하였다.	그	밖에	“검단(黔丹)”,	“남한(南漢)”,	“청계(淸溪)”란	글씨와	함께	산	그림

이	그려져	있고,	“경안(慶安)”이	표기되어	있다.



제
2
편

[사진 작업 및 정리]

김웅호 (서울시사편찬위원회 상임연구원)

이성복 (성남시사편찬위원회 상임연구원)

정진각 (전 안산시사편찬위원회 상임위원)

이원영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연구원)

한춘섭 (전 성남문화원 원장)

[사진 제공]

경기도청 언론담당관실

곽성근 (분당구 백현동)

김효영 (중원구 성남동, 둔전교회 장로)

성남문화원

성남시청 공보관실

유미자 (수정구 신흥동)

이해학 (성남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재성남공무원회

최정호 (중원구 중앙동, 성남시 블로그 기자, 블로그명 분당꽁지)

한대희 (분당구 이매동, 성남 지역 최초 중앙일간지 주재 기자)

한동억 (분당구 율동, 성남향토문화연구소장)



사진으로 
보는      성남



048   /사진으로 보고 자료로 읽는 성남

풍
   광 風光



048   / 049사진으로 보는 성남

남한산에서 바라 본 성남시 전경

Intro...
도시 성남 40년!

비록 찰나의 짧은 시간일 수도 있지만 

성남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우뚝 서는데 결코 부족하지 않았다.

광주대단지 조성이라는 미명하에 

철거 이주민들을 집단 수용하면서 시작된 이방인의 도시 성남은,

분당 신도시와 판교 신도시를 거쳐 위례 신도시로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그 어느 곳보다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도시’로 각광받고 있다. 

여기 지면을 통해 현 성남이 있기까지의 여러 모습을 감상해 보자.



050   /사진으로 보고 자료로 읽는 성남



050   / 051사진으로 보는 성남

성남 자치의 중심, 시청과 시의회



052   /사진으로 보고 자료로 읽는 성남

수정구 시가지 전경



052   / 053사진으로 보는 성남

수정구 복정동 성남수질복원센터



054   /사진으로 보고 자료로 읽는 성남

중원구 시가지 전경



054   / 055사진으로 보는 성남



056   /사진으로 보고 자료로 읽는 성남

중원구 금광동



056   / 057사진으로 보는 성남

중원구 성남동 성남종합운동장



058   /사진으로 보고 자료로 읽는 성남

분당구 시가지 전경

분당구 정자동 야경



058   / 059사진으로 보는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야경



060   /사진으로 보고 자료로 읽는 성남

호수와 숲이 어우러진 율동공원 전경



060   / 061사진으로 보는 성남

● 여유로움과 즐거움이 묻어나는 율동공원의 봄
●● 축제의 밤, 율동공원의 야경



062   /사진으로 보고 자료로 읽는 성남

형형색색의 꽃나무가 아름다운 성남의 Central Pakr 중앙공원



062   / 063사진으로 보는 성남

● 시민이 행복한 성남, 중앙공원의 봄
●● 걷고 싶은 길, 중앙공원 산책로의 겨울



064   /사진으로 보고 자료로 읽는 성남

호국의 성지 남한산성 



064   / 065사진으로 보는 성남

● 더위를 피해 자연을 즐기는 시민들로 가득한 남한산 계곡의 여름
●● 남한산 계곡의 겨울



066   /사진으로 보고 자료로 읽는 성남

녹음이 우거진 여름 청계산 등산로



066   / 067사진으로 보는 성남

사기막골 이끼계곡의 여름



068   /사진으로 보고 자료로 읽는 성남

가을 하늘이 높아가는 탄천습지생태원

호수까지 단풍으로 물든 운중저수지의 가을



068   / 069사진으로 보는 성남

●

●●

● 청계산의 일몰
●● 황새울공원의 낙조



070   /사진으로 보고 자료로 읽는 성남

●● 자연과 사람, 그리고 



070   / 071사진으로 보는 성남

●● 도시를 이어주는 성남의 젖줄, 탄천



072   /사진으로 보고 자료로 읽는 성남

01

농촌 성남부터 

광주대단지까지

(시 승격 이전)

약
   사 
略史



072   / 073사진으로 보는 성남

전형적인 농촌이었던 1960년대의 성남(1965, 분당구 율동 양지마을)



074   /사진으로 보고 자료로 읽는 성남

재향군인개척단의 시멘트 벽돌 작업(현 풍생중고등학교 강당 자리)

성남 개발의 프롤로그, 재향군인개척단(모란개척단)



074   / 075사진으로 보는 성남

● 재향군인개척단(모란개척단의 전신)의 태극기 게양식(1960년대 중반)
●● 작업 현장에서의 모란개척단원들



076   /사진으로 보고 자료로 읽는 성남

개발의 명明과 암暗, 광주대단지



076   / 077사진으로 보는 성남

광주대단지 전경(1971. 3. 9)



078   /사진으로 보고 자료로 읽는 성남

광주대단지 진입로의 대형 도로 현판(1971, 현 성남대로 가천대학교 앞)

개발 초기의 수정구 일대. 멀리 신흥동 소재 희망대초등
학교가 보인다(1971)

개발 초기의 중원구 은행동 일대(1971)



078   / 079사진으로 보는 성남

● 광주대단지 주민들의 취로 활동을 겸한 택지 조성 사업(1971)
●● 중장비를 동원한 택지 조성 모습(1971, 수정구 신흥동)



080   /사진으로 보고 자료로 읽는 성남

● 광주대단지 제1공단 기공 및 통수식(1970. 9. 19)
●● 광주대단지 제2공단 기공식(1971. 3. 2)



080   / 081사진으로 보는 성남

● 상대원 제2공단부터 이배재를 넘어 광주 경안까지 이어지는 신설도로 기공식(1971)
●● 광주대단지-경안 간 도로 신설 공사 안내도(1971)



082   /사진으로 보고 자료로 읽는 성남

광주대단지 제1공단 기공 및 통수식(1970. 9. 19)

“성동 95”라는 글씨가 또렷한 천막에서 거주하던 철거 이주민(1971)

광주대단지 무허가 판자촌(1971, 중원구 은행동)



082   / 083사진으로 보는 성남

●● 
서울시의 광주대단지 사업은 철거민들을 서울에서 쫓아내 
집단으로 수용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결국 무허가 
판잣집 정리 사업으로 서울에서 쫓겨 난 광주대단지 주민들
은 또다시 달동네 무허가 판자촌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다.



084   /사진으로 보고 자료로 읽는 성남

1971년 8월 10일! 광주대단지 주민들은 토지 불하 가격과 각종 세금 등이 당초 약속과는 다르
게 부과되자 양택식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대화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양 시장이 나
타나지 않으면서 주민들은 격분하기 시작하였다.

주민들은 “배가 고파 못 살겠다”, “일자리를 달라”는 현수막을 들고 경찰과 충돌

을 벌였고, 일부 차량을 전소시키는 등 약 6시간 동안 광주대단지 전역을 장악하면서 해방 이
후 최초의 도시 빈민 투쟁을 벌였다. 주민들의 반발에 놀란 서울시장이 주민들의 요구를 무조
건 수락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사건은 막을 내렸으나 이 사건으로 주민과 경찰 100여 명이 부
상당하고, 주민 23명이 구속되었다.

광주대단지 사건과 변화



084   / 085사진으로 보는 성남



086   /사진으로 보고 자료로 읽는 성남

경기도 성남출장소 개소식(1971. 9. 13)

8^10 광주대단지 사건 이후 서울시 관할이던 광주대단지는 경
기도 관할로 바뀌었다. 



086   / 087사진으로 보는 성남

● 경기도 성남출장소(1972, 현 신흥동 이마트 자리)
●● 성남경찰서 개서식(1971. 9. 14)

●●● 광주대단지 조성 계획 현장 설명회(1972, 희망대공원, 왼쪽부터 김태경 경기도지사, 차지철 국회의원, 이재덕 성남출장소장)



088   /사진으로 보고 자료로 읽는 성남

무의촌 치과 진료차에서 치료를 받는 주민(1971. 11. 11)

광주대단지 주민들의 보건 위생을 위한 결핵 검진(1971. 11. 11)



088   / 089사진으로 보는 성남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부의 긴급 구호물자 수송 차량(1971. 12. 8)

광주대단지 주민들을 위해 남봉진 경기도지사가 증정한 라면 
등의 구호 물품(1971. 12. 8)



090   /사진으로 보고 자료로 읽는 성남

시 승격 이후 최초의 성남 시청사(1973)

성남시청 현판식(1973)

02

성남시의 탄생, 

그리고 40년!

1970년대

시 승격과 새마을운동



090   / 091사진으로 보는 성남

광주군 관할에서 서울시 관할로, 다시 경기도 관할을 거쳐 마침내 성남시가 탄생되었다(1973. 7. 1)



092   /사진으로 보고 자료로 읽는 성남

● 식목일을 맞아 성남(광주대단지)에서 식목 행사를 진행한 박정희 대통령(1971. 4. 5)
●● 박정희 대통령 성남 분향소(1979. 10)



092   / 093사진으로 보는 성남

● 전국 최초이자 성남시 새마을운동의 특징인 도시새마을운동(1970년대)
●● 성남에 거주하는 중앙 공무원들의 모임인 재성남공무원회 회원들이 반공회관에서 사진전을 개최하면서 촬영한 기념사진

(1978, 수정구 신흥동, 재성남공무원회 제공)



094   /사진으로 보고 자료로 읽는 성남

성남시청사 오른쪽에 1981년 7월 1일 개관한 성남시 최초의 복합 문화 공간 성남시민회관

1980년대

도시 성장과 6월 민주화운동



094   / 095사진으로 보는 성남

1984년 12월 개장한 성남종합운동장(중원구 성남동)

88서울올림픽 성화 봉송(1988)



096   /사진으로 보고 자료로 읽는 성남

수정구 태평동 시청 앞에 모여 항의 집회를 벌이고 있는 시민들(1987. 6)

● 시청 앞에서의 집회를 마치고 신흥동 종합시장으로 행진하는 시민들(1987. 6)
●● 1987년 6월 민주화운동 때 크게 활약한 택시 노동자들



096   / 097사진으로 보는 성남

●●

●



098   /사진으로 보고 자료로 읽는 성남

성남을 또 한 번 크게 변화시
킨 분당 신도시 조성(1990년
대 초)

분당 신도시 아파트 사이에 조
성된 중앙공원

1990년대

분당 신도시 개발과 지방 자치 개막



098   / 099사진으로 보는 성남

지하철 8호선 복정-잠실 구간 
착공식(1990. 2. 26)

분당선 전철 개통식(1994. 9. 1)



100   /사진으로 보고 자료로 읽는 성남

● 성남시 자치의 역사를 연 1990년대의 지방자치제도 부활
●● 분당 단일학군제를 당당히 주장하여 관철시키고 있는 분당 주민들(1996)



100   / 101사진으로 보는 성남

● 판교지구 개발 유보에 대해 항의하는 판교 주민들(2001)
●● 판교지구의 원활한 개발을 위해서는 세입자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했다(2005)

2000년대

판교 개발 촉구와 확정



102   /사진으로 보고 자료로 읽는 성남

●● 판교 개발을 촉구하는 



102   / 103사진으로 보는 성남

●● 지역 주민들의 옛 시청 앞 항의 집회(2001)



104   /사진으로 보고 자료로 읽는 성남

성남시청 및 시의회 신청사 개청(2009)

2010년대

여수동 시청사와 판교 신도시



104   / 105사진으로 보는 성남

아이들의 놀이 공간 아이사랑 놀이터

청사 1층 로비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시민

아이들의 작은 도서관 하늘북 카페

청사 야외 물놀이 분수



106   /사진으로 보고 자료로 읽는 성남

판교 신도시의 가장 큰 특징 판교테크노밸리의 야경(2013)



106   / 107사진으로 보는 성남

● 최첨단 벤처산업의 메카로 자리 잡은 판교테크노밸리
●● 판교 신도시를 조망할 수 있는 판교크린타워 전망대



108   /사진으로 보고 자료로 읽는 성남

서울 강남역에서 판교 신도시를 거쳐 분당 정자역까지 운행하는 신분당선 전철 판교역 승강장

신분당선 전철 개통(2011. 10)



108   / 109사진으로 보는 성남

판교박물관(판교역사공원)

판교에서 발굴된 삼국시대 고분들을 보관 전시하는 판교박물관 개관(2013. 3. 29)



110   /사진으로 보고 자료로 읽는 성남

01

1970년대의 

주택가와 도로, 

그리고 하천

과
   거 
過去

(1970년대를 중심으로)



110   / 111사진으로 보는 성남

● 서울특별시 로고와 글씨가 눈에 띄는 광주대단지 천막촌(1971)
●●광주대단지 천막 앞에서 망중한을 즐기는 노인(1971)

● 정비되지 않아 위험해 보이지만 아랑곳없이 놀고 있는 대단지 아이들(1971)
●● 복개 이전의 단대천변 판자촌(1971, 현 신흥역 인근)



112   /사진으로 보고 자료로 읽는 성남

● 취로 사업의 일환으로 성남대로 인도를 정비 중인 주민들(1971, 현 성남 수정경찰서 앞)
●● 성남대로 성남 수정경찰서 앞(2011)



112   / 113사진으로 보는 성남

단대천 복개 전의 중앙로(1971)

단대천 복개 후의 중앙로(2011)



114   /사진으로 보고 자료로 읽는 성남

단대오거리와 1971년에 개교한 성남서중학교(1971)

복개 전의 단대천 전경(1971, 현 신흥역 인근)



114   / 115사진으로 보는 성남

옛 창곡동(1971, 현 수정구 
산성동)

옛 창곡동(수정구 산성동
주민센터 인근)



116   /사진으로 보고 자료로 읽는 성남

중앙시장에서 바라 본 성남소방서 고개(1971, 수정구 수진동)

독정천 복개 전의 성남초등학교(1971, 수정구 태평동 )



116   / 117사진으로 보는 성남

옛 모란사거리(1970년대) 

현 모란사거리(2011)



118   /사진으로 보고 자료로 읽는 성남

희망대공원에서 바라 본시가지(2013)

희망대공원에서 바라 본 광주대단지(1971)



118   / 119사진으로 보는 성남

태평사거리에서 본 복개 전의 독정천(1972, 현 광명로)

독정천 복개 전의 수정로(현 수정구 신흥동 이마트 앞)



120   /사진으로 보고 자료로 읽는 성남

수정구 산성동주민센터 앞 사거리(1972)

성남서중학교에서 바라 본 단대오거리와 상대원고개(1972)



120   / 121사진으로 보는 성남

태평오거리에서 바라 본 수진동 성당 앞길(1972)

수정구 신흥동 청구아파트 앞 고개(1972)



122   /사진으로 보고 자료로 읽는 성남

수진정수장 앞, 멀리 탄천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아이들이 보인다(1972)

● 성남제일초등학교 진입로 앞 도로(1972, 중원구 중동)
●● 숭신여자중학교가 눈에 띄는 개발 전의 중원구 금광2동(1972)

●●● 돌마교 개통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다리를 건너고 있는 주민 대표와 공무원들(1971. 12. 3)



122   / 123사진으로 보는 성남

●●● 

●●

●



124   /사진으로 보고 자료로 읽는 성남

남한산성유원지 입구(2011)

남한산성유원지 입구(1980년대)



124   / 125사진으로 보는 성남

02

관공서와

공무원

일제강점기 전시 동원 독려 강습회(1941, 대왕면사무소 앞)



126   /사진으로 보고 자료로 읽는 성남

자유당 대왕면당 결당 1주년 기념(1950년대, 대왕면사무소 앞)



126   / 127사진으로 보는 성남

서울시 직할에서 경기도 직할 성남출장소로 변경된 후 진행된 현판식
(1971. 9. 13)

경기도 성남출장소 시기의 청사(1971)



128   /사진으로 보고 자료로 읽는 성남

서울민사지방법원 성남등기소 현판식(1973)

성남경찰서 개서식 참석 내빈들에게 청사 배치를 설명하고 있는 성남경찰서장(1971. 9. 14)



128   / 129사진으로 보는 성남

수재민들이 수용된 체육관을 방문한 공무원들(1972. 8)

광주대단지를 시찰하는 경기도지사(1971. 12. 8)



130   /사진으로 보고 자료로 읽는 성남

복정2리 마을회관에서 열린 제24회 권농일 기념식(1973)

경기도 성남출장소 시기 소통하는 행정 기관을 만들기 위한 공무원 대화의 날(1972. 1. 29)



130   / 131사진으로 보는 성남

광주군농협 성남지소(현 농협중앙회 성남지부) 이전 건립 직후(1973)

1972년 12월 21일 서기관국으로 개국한 성남우체국(1983년에 성남전신전화국으로 분리)과 당시의 성남우체국 전화 교환원



132   /사진으로 보고 자료로 읽는 성남

03

옛 주민들의 생활

대원천 복개 전의 모란시장(중원구 성남동, 1960년 개설)



132   / 133사진으로 보는 성남

독정천 복개 전의 중앙시장(사진 왼쪽 위, 수정구 태평동, 1971년 개설)

1970년대의 재래시장



134   /사진으로 보고 자료로 읽는 성남

성남 최초의 상설시장으로 탄생한 성호시장(중원구 성남동, 1970년 개설)



134   / 135사진으로 보는 성남

성호시장(시민로 방향)

성호시장(대봉로 방향)



136   /사진으로 보고 자료로 읽는 성남

제일시장 야채 시장(청과물 시장)

제일시장(수정구 수진동, 1971년 개설)



136   / 137사진으로 보는 성남

중앙극장과 중앙예식장이 입주하는 등 현대식 건물로 만들어진 종합시장(왼쪽, 수정구 신흥동)

신흥시장 청과물 가게들(수정구 신흥동, 1977년 개설)



138   /사진으로 보고 자료로 읽는 성남

배움의 터전, 초기의 학교

● 왕남초등학교의 관악산 연주암 1박 2일 원족(수학여행) 기념사진(1952. 10. 29)
●● 왕남초등학교 제4회 졸업(1953. 3)



138   / 139사진으로 보는 성남

● 성남 지역 최초의 중학교인 효성중학교 제1회 졸업(1954. 3. 20)
●● 성남 지역 최초의 고등학교인 효성고등학교 제1회 졸업(1957. 3)



140   /사진으로 보고 자료로 읽는 성남

풍생중고등학교 앞 2단도로(2011)

광주대단지 시기 풍생중고등학교 앞 2단도로 조성 공사(1971)



140   / 141사진으로 보는 성남

선명회 성남 지역 중고등학생 여름 캠프(1978. 8. 7, 수정구 신흥동 유미자 제공)

검단초등학교 제1회 졸업(1976.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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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서 죽기까지, 평생의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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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발급한 갓 태어난 신생아의 출생증명서
(1996, 수정구 신흥동)

출생증명서 뒷면의 산모 엄지손가락과 신생아 발바닥 인장
(1996, 수정구 신흥동)

사람의 일생은 태어나면서 시작된다. 그러나 근래 들어서는 
과학의 발달로 태아 때부터 아이를 볼 수 있고, 신생아 사망
률도 매우 낮아지면서 뱃속에서부터 일생은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초음파 사진의 기록은 태아가 13주 6일이 되었음을 
알려 준다(1995).



144   /사진으로 보고 자료로 읽는 성남

사진관에서 촬영한 백일 기념사진(1996, 수정구 신흥동)

백일

전통 사회에서는 아이가 태어난 지 100일이 되면 비로소 무사할 것을 믿고 일가친척과 이웃을 초대해 

잔치를 벌였다. 옛날에는 영유아 사망률이 높았기에 유래된 풍습인데 근래 들어 의학의 발달로 사망률

이 매우 낮아지면서 백일잔치는 거의 사라지는 추세이다. 대신 가족 단위로 식사를 하고, 100일을 기념

하여 사진관 등에서 100일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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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남아의 첫돌 상차림

첫돌

아기가 태어나서 첫 번째로 맞는 생일이다. 이때는 새 옷을 입히고 돌

상을 차려 돌잡이를 하는데, 현대에도 첫돌 행사는 대부분의 가정에

서 치르고 있다. 다만 2000년대부터는 대부분의 첫돌 잔치를 집에서 

하지 않고 전문 예식장이나 식당에서 치르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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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성년의 날을 맞아 성남시 주최, 성남시청소년재단 중원청소년수련관 주관으로 시청에서 진행된 성남시 성년의 날 기념
행사(2013. 5. 20)

제40회 성년의 날을 맞아 성남시청소년재단 주관 
예지원 후원으로 시청에서 진행된 성남시 성년의 
날 기념행사(2012. 5. 21)

성년의 날

만 19세가 되는 해 5월 셋째 월요일을 성년의 날로 지정하였다. 과거 성년례는 남자의 경우 관례, 여자

의 경우에는 계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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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례 전에 예비 신부 댁에 폐물 등을 보내는 함보내기(1970년대)
●● 1990년대 함보내기 모습(1995, 수정구 신흥동)



148   /사진으로 보고 자료로 읽는 성남

전통 혼례복을 갖춰 입은 신랑과 신부(일제강점기)

전통 혼례식(일제강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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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혼례와 서양식이 혼합된 교회에서의 결혼식(1940년대, 수정구 둔전교회 김효영 제공, 뒷줄 가운데 주례 함태영 목사)

혼례를 마치고 일가친척과 함께 찍은 기념사진(일제강점기, 분당구 백현동 곽성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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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랑과 신부 일가친척들의 옷차림에서 보이듯 양복과 한복이 뒤섞여 있던 1970년대(분당구 백현동 곽성근 제공)
●● 시청 1층 로비에서 진행된 최근의 결혼식(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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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생일인 회갑 기념
사진(1972, 분당구 백현동 

곽성근 제공)

회갑

한 갑자인 60년이 다시 돌아온 것을 의미한다. 평균 수명이 길지 않던 과거에는 한 갑자를 장수의 상징

으로 여겨 만 60세가 되는 생일에 일가친척들과 이웃들을 초대해 크게 잔치를 벌였다. 그러나 의학의 발

달로 평균 수명이 대폭 늘어난 현대에는 회갑잔치를 벌이는 경우가 거의 없다. 회갑 때는 부부 여행을 가

고, 칠순 때는 가족끼리 식사를 하는 것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전통적인 회갑 상차림 

대신에 대형 케이크를 놓고 회갑 기념사진을 찍은 것이 이채롭다. 1970년대는 일반 서민들이 케이크를 

쉽게 접할 수 없던 시기였기에 나름대로 주인공을 대접하려고 했던 것으로 여겨진다(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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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상여 나가는 모습

일제강점기 상여 나가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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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의 묘를 찾아 제를 지내는 성묘. 뒤편에 분당구 율동 도래마을이 보인다(1981)

일제강점기 시제 지내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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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한씨 문정공파 시제(1991, 분당구 율동)

청주한씨 문정공파 시제(1991, 분당구 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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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단해도 괜찮아! 주민들의 생활

● 광주대단지 자혜촌(현 중원구 금광2동과 은행2동) 주민과 천막(1971)
●● 광주대단지 무허가 판자촌을 지나는 여성(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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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를 받기 위해 무의촌 이동식 치과 진료차 앞에 줄을 선 광주대단지 주민들(1971. 11. 11)

광주대단지 공동상수도. 기둥 상단의 게시판에는 관리번호와 관리인, 그리고 “1지개 2원”이라는 요금이 적혀 있다(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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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단지 주민들의 월동 대책 점검(1971. 11. 11)

광주대단지 주민의 월동 대책 점검(1971.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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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겨울 난방을 책임졌던 연탄(1971. 12, ‘7표 연탄’ 광주 제2하치장)

삼성연탄 창고에 연탄을 하적 중인 노동자들(197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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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가내공업센터 개관을 축하하기 위해 성남연합부녀회에서 제공한 복조리(1971. 12. 3)

‘새 성남 새 건설’ 성남 부녀교실 전진대회(1971.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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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단지와 서울시 중구 을지로5가를 운행하던 서울 시
영버스. 한복을 입은 아주머니부터 미니스커트 차림의 아가
씨, 그리고 정장을 갖춰 입은 신사들과 어린아이를 통해 다
양한 의생활을 엿볼 수 있다. 또한 현재는 사라진 단발머리 
버스 안내양과 운행 경로 안내판도 당시의 생활상을 이해하
는 데 도움을 준다(1971).



160   / 161사진으로 보는 성남

수공업으로 인형을 만들고 있는 여성들(1972. 12. 6)

본시가지와는 달리 여전히 시골 농촌이었던 분당구 율동(197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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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박정희 대통령 국장 때 애도를 표하는 까까머리 성남 학생들(1979)
●●  분당 신도시 율동공원 조성 이전의 율동저수지를 배경으로 한 가족 사진. 초등학생부터 고

등학생까지 다양한 교복과 체육복을 볼 수 있다(198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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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부터 입주가 시작된 
분당 신도시 입주자들은 
1992년부터 분당구를 성남
시에서 분리시켜 독립시를 
만들고자 하였고, 1990년
대 내내 분리 활동을 펼쳤
다. 반면 수정구와 중원구 
주민들은 분당 독립을 반
대하였는데, 본시가지 주
민들의 정서가 야당 정치
인의 현수막에 그대로 담
겨 있다(1996).

대안 녹색 시범학교 개장식을 겸한 중원
구 상대원동 대원골 마을 축제.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녀들의 미소에서 함께 살아 
즐거운 성남이 보인다(2001.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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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동안의 현실은 헌법 정신과 많이 달랐고, 많은 경우에 국민은 ‘주인’이 아닌 ‘머슴’ 취급을 

당했다. 정치인들은 선거 때가 되어야 비로소 국민을 외치며 허리를 굽혔고, 민원을 위해 공공 기관에 

방문하면 서슬 퍼런 공무원의 눈치를 보는 일이 허다했으며, ‘돈’을 더 많이 가진 자들이 절대자 행세

를 하곤 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제1조 2항의 법조문이다.
이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헌법을 통해 천명한 것으로,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명제이기도 하다.

01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

비
   전 
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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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민주화의 진전과 함께 세상은 바뀌었고, 계속 변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지도 벌써 20

년이 지났다. 성남시의 시책도 시대에 맞게 바뀌었다. 성남시의 슬로건은 민선 5기에 이은 민선 6기에

도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이다. 그야말로 지방자치시대에 매우 어울리

는 슬로건이다.

배고픈 시절 단순히 먹고사는 1차원적인 문제 해결을 넘어, 이제 모든 시민들이 진정한 주인으로서 행

복한 삶을 꿈꾸고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대가 점차 영글고 있다. 남녀노소나 직업 등을 불문한 

사진 속 시민들의 해맑은 미소와 건강한 문화 스포츠 생활을 즐기는 시민들의 모습에서 성남시의 밝은 

미래 비전을 보게 된다.

사람이 미래다



166   /사진으로 보고 자료로 읽는 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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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사진으로 보고 자료로 읽는 성남

걷고 싶은 길, 가고 싶은 곳

● 걷고 싶은 거리, 분당구청 앞
●● 걷고 싶은 길, 은행생태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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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고 싶은 길, 탄천운동장
●● 성남에서 젊음의 열기가 가장 뜨거운 곳 중 하나인 서현역 AK플라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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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을 관통하는 성남대로(성남나들목 부근)

성남과 서울을 고속으로 이어주는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화 도로의 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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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9경의 하나인 정자동 카페거리

독특하고 세련된 건물이 즐비해 마치 미래의 거리에 온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백현동 카페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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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 환경 보호

중앙공원의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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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폭의 수묵화 같은 율동공원의 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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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산생태학습원

신구대학교 식물원 에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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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생태 체험을 하고 있는 유치원생들

생태 체험 학습 일일교사가 된 이재명 시장과 아이들(탄천습지생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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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통과 첨단의 결합

성남 어린이 벼룩시장 착한 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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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현대화를 준비 중인 성호시장
●● 2011년에 전국 최초로 시민과 노동자들이 주주가 되어 설립한 사회적 기업 성남시민버스

●● ● 아이들이 직접 물건을 사고 팔면서 경제를 익히는 어린이 경제 벼룩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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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의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는 성남시 청소년 진로 직업 박람회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성남. 2012 경기 기능성게임페스티벌 게임 수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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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중심의 공단에서 첨단 산업 분야로 탈바꿈한 상대원하이테크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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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벤처 기업들이 밀집한 정자동 분당벤처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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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 산업 분야의 메카가 된 판교테크노밸리



184   /사진으로 보고 자료로 읽는 성남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성남아트센터의 가을

문화와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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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아트센터 큐브미술관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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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잡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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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잡월드 로비
●● 한국잡월드 어린이체험관

● 한국잡월드 직업세계관
●● 한국잡월드 청소년체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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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승격 40주년 기념 제40회 성남시민체육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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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홍보원과 아름방송이 함께하는 성남 위문열차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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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공원 야외공연장 파크 콘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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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당구 야탑 거리 공연
●● 사랑방문화클럽축제 거리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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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문화예술제

청소년  밴드 공연성남무용단 「외로운 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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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장애인한마음축제

대광사 예술제



196   /사진으로 보고 자료로 읽는 성남

성남문화원에서 주관한 광주문화권협의회 순국선열추모제

현충일 현충탑 참배



196   / 197사진으로 보는 성남

1월 1일 천제 봉행 타북

성남 대보름행사 윷놀이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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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쌍용거줄다리기 시연(암줄)

이무술 집터 다지는 소리 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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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쌍용거줄다리기 시연(수줄)

성남 오리뜰 두레농악 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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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청소년, 미래

● 노인을 위한 보건 의료 복지
●● 중학교 무상 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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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장애인권리센터
●● 노숙인을 위한 헌옷 및 생필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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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일자리 창출과 어린이 보육을 함께
●●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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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에게 음식을 전달하는 성남시 자원봉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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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진동 중국인 다문화 거리

다문화 가족을 위한 카페 W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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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주차장 일부를 이용해 겨울철에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시청 스케이트장

종합운동장 한 쪽에서 겨울철에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성남 야외 눈썰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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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이야기를 시장이 직접 듣는 ‘시민과 함께하는 노상방담’

성남시 유일의 홍보대사 ‘코리아주니어빅밴드(코주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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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혁신학교 보평초등학교

보평초등학교의 방과 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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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로 

읽는 성남 
역사 

윤 종 준 ｜ 성남문화원 부설 성남학연구소 상임연구위원

이 동 길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문학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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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성남 관련 사료史料

돌마면 후율리 출토 의안대군義安大君 양소공파襄昭公派 유물

□ 출토 : 분당구 율동 의안대군 양소공파 묘역

□ 내용 : 의류 , 엽전 ( 조선통보 ), 구슬 일괄

1989년 4월 26일 당시 돌마면 후율리(현 분당구 율동 신일사 앞산) 일대 전주이씨 태조 이

성계의 이복동생인 의안대군義安大君 이화李和(1340~1408), 양소공파襄昭公派 영천군寧川君 

이담李湛(1379~1431, 의안대군의 4남) 묘를 비롯하여 여러 기의 종중 분묘가 정부의 토지 개

발 사업으로 인하여 충남 부여군 초촌면 추양리로 이장할 당시 발굴된 것이다.

영천군의 묘에서 조선 세종 때 ‘조선통보朝鮮通寶’가 출토되었고, 영천군의 손자인 문

양군文陽君 이계윤李季胤의 관에서는 미이라화 된 시신과 함께 의류 및 구슬 11개가 출

토되어 구슬과 엽전은 종중에서 보관하고, 출토된 복식은 5월 6일 단국대학교 석주선

기념 박물관의 연구원들이 수습하였다. 성종대의 의류 등 묘 주인공의 인적 사항이 확

실한 유물로써 특히 의류는 1993년 현재까지 발표된 출토 복식 가운데 가장 오래된 자

료로 평가되었다. 조선 초기의 의류에 대한 실물 자료가 전무한 상태에서 그 당시의 

복식 구조를 이해하는 데에 소중한 자료로 활용된다. 영천군파 세장지 석물 일괄은 부

여군 향토유적 제61호로 지정되었다.

[ 참고문헌 ]

박성실, 「광주군 돌마면 후율리 출토 전주이씨 의안대군 양소공파 유물 소고」, 『한

국복식』 11호,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1993.

이효백李孝伯 묘지墓誌

□ 시기 : 1487 년 ( 성종 18)

□ 출토 : 분당구 석운동 산 50-8, 신종군 이효백 묘역

□ 규모 : 총 6 매 중 첫 번째 편은 분실되고 5 편만 남음 .

□ 소장처 : 경기도박물관

이효백(1433~1487)의 묘지는 백자에 음각하여 쓴 것으로 초벌구이 한 도판에 칼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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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를 새겨 유약을 발라 구운 것이다. 백자에 칼로 글

씨를 새긴 묘지는 이효백 묘지가 처음으로 확인되어 

중요성이 인정된다. 묘지의 내용은 신종군 이효백이 

활 쏘기에 특출한 재능을 지니고 있었으며 이로 인

하여 세조 임금으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았음을 기

록하고 있다. 세조 임금은 그의 활 솜씨를 “기특한 

재주구나, 기특한 재주구나”라고 찬탄을 아끼지 아

니하였고 당시 종친에게는 과거 응시가 금지되어 있

었으나 특별히 이효백에게는 응시를 허락하였다.

이효백의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희삼希參, 군호는 

신종군新宗君, 시호는 공간恭簡이다. 조선 정종의 제10

자 덕천군 이후생의 아들이다.

[ 참고문헌 ]

성남문화원, 『제4회 학술토론회, 전주이씨 신종군 이효백 연구』, 2008.

해풍군海豐君 이함李菡 묘지墓誌 도판陶版

□ 시기 : 1534 년 ( 중종 29)

□ 출토 : 이함 묘역 ( 수정구 고등동 산 13)

□ 규모 : 회백자灰白磁 도판 11 매

수정구 고등동 덕수이씨 선영에 있는 해풍군 이함(1470~1534) 묘역에서 1994년 3월 20

일 묘역을 사초하던 중 상석 밑에서 출토된 묘지로서, 회백자 도자기로 구운 것으로 

11매로 제작되었다. 이 묘지 도판의 자료 가치는 중종반정 때 공을 세운 해풍군 이함

의 주요 생애와 함께 그가 여진족 정벌 등에도 공을 세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으

며, 묘역이 조성된 ‘대왕리大王里’ 등의 지명 관련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이함의 본관은 덕수德水, 자는 자실子實, 군호는 해풍군으로, 이의번의 아들이다. 무

인으로 군공을 세워 절충장군에 오르고, 삭주부사 겸 병마첨절제사, 순천부사 등을 

지냈으며, 진하사로 명에 다녀왔다.

[ 참고문헌 ]

성남문화원, 『제10회 학술토론회, 덕수이씨 의정공파 세거연구』, 2010.

이효백 묘지석 탁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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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비결神器秘訣』

□ 편저자 : 한효순韓孝純

□ 편찬 시기 : 1603 년 ( 선조 36)

□ 소장처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내용 : 병서兵書

『신기비결』은 한효순(1543~1621)이 지은 1권 1책으로 된 활자본으로, 당시 신기神器라 

불리던 각종 화약 병기에 대한 제작 및 사용법과 여러 병가의 병법兵法을 해설한 군사

용 도서이다.

한효순의 본관은 청주淸州, 자는 면숙勉叔, 호는 월탄月灘, 시호는 장헌莊獻으로, 한여

필의 아들이다. 광해군대 좌의정을 지냈다.

편저자인 한효순의 발문을 보면, “삼강군三江郡에 가정嘉靖 44년(1565)에 인간印刊한 총

통식銃筒式 한 편이 있으나, 누가 지은 것인지 모르며, 그 해설이 간략하고 서술이 매우 

조루粗陋하다. 더욱이 각종 화기의 사용에 필요한 화약 및 화약선火藥線의 분량이며 탄

자彈子의 다소와 총창銃鎗의 장방법 및 군졸이 이를 연습하는 법이 모두 상세하지 않

다. 그러므로 항오지사行伍之士(병졸)가 어찌 그 용법을 알아 그 묘미를 터득할 수 있겠

는가. 이에 내가 총통식에 약간의 첨삭을 가하고 아울러 『기효신서紀効新書』에 소재되

어 있는 화기론을 첨가하여 『신기비결神器秘訣』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장령將領으로서 

병兵을 알지 못하면 비록 병기兵器가 갖추어져 있어도 승패에 도움을 주지 못하므로, 

『황태공병법黃太公兵法』 21장과 『손자병법孫子兵法』 13장, 『위료자병법尉繚子兵法』 17장, 

『척계광병법戚繼光兵法』 53장을 뽑아 다음에 부기한다”라고 간행 목적을 밝히고 있다.

내용은 책머리에 대포 1위와 조총 1문에 대하여 대표적인 예를 들어 각기 그 발사에 

필요한 기본 기구를 품목별로 소개하였다. 이어 천자총天字銃으로부터 지자地字·현자玄

字·황자黃字·불랑기佛狼機·조총鳥銃·쌍안雙眼·백자百字·대승大勝·차승次勝·소승小勝·우자宇字

·주자宙字·홍자洪字·황자荒字·일자日字·영자盈字·측자총昃字銃에 이르기까지 모두 18개 종

에 이르는 총통마다 각기 발사시에 소용되는 화약의 용량, 화약선의 구분과 치수, 탄

환의 종류와 용량 등을 밝혔다.

총가銃歌라는 제하에는 먼저 총을 깨끗이 손질하는 세총洗銃을 비롯하여 화약선의 

삽입, 화약·복지覆紙·송자送子·목마木馬(檄木)·송자·연자鉛子 등 약 10여 단계에 이르는 장

전 과정을 소상하게 설명하였다. 다음에는 대포·불랑기·조총에 대한 습법習法을 설명

하였으며, 이어 신기해神器解·조총해鳥銃解·단기장용해短器長用解의 설명으로 각 화기의 

유래와 특징을 해설하였다. 이어 교화기校火器·수화기收火器·찰유실察遺失·계손폐稽損廢·

사군기査軍器·청화기請火器·계총수戒銃手·징허총徵虛銃 등을 『기효신서』에서 인용·해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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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그다음에는 제가병법, 즉 황태공병법·손자병법·위료자병법·척계광병법 등을 

뽑아 부기하였다. 

이 책은 우리나라 유일의 화약 병기 장방법裝放法에 관한 해설 병서라고 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저자는 같은 해 『진설陣說』 1권 1책을 저술하기도 하였다. 2011년 국방부 전

사편찬연구소에서 번역 출간하였다.

[ 참고문헌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신기비결神器秘訣」.

국방부 전사편찬연구소, 『군사문헌집 22-신기비결』, 2011.

「완양부원군完陽府院君 이충원李忠元 호성공신교서扈聖功臣敎書」

□ 지정사항 : 보물 제 874 호

□ 시기 : 1604 년 ( 선조 37)

□ 소유자 : 이용선

□ 관리자 : 한국학중앙연구원

「완양부원군 이충원 호성공신교서」는 1604년(선조 37) 10월에 이충원에게 상장과 훈

장을 내린 교서이다. 명주에 두꺼운 선지를 포개 붙여 만든 것으로 가로 230㎝, 세로 

36㎝의 두루마리이며, 앞뒤 공백인 부분까지의 길이는 총 298.3㎝이다.

이충원(1537~1605)의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원보元甫, 호는 송암松菴이다. 정종의 제10

자 덕천군 이후생李厚生의 현손이며, 아버지는 이간李蕑이다. 선조대에 한성판윤·공조

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임진왜란 평정에 큰 공훈을 세운 사람들에게 내려진 훈호는 호성

扈聖·선무宣武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임진왜란 당시 서울에서 의주까지 왕을 모신 사

람은 호성공신, 왜군 정벌에 공을 세운 장수들과 명으로부터의 지원병과 양곡 요청을 위

해 명나라에 왕래한 사신은 선무공신으로 책봉하였다. 교서에는 이충원의 공적 사례를 

열거하고, 공신에 대한 포상과 특전, 공신의 명단, 사실 증명 등을 차례로 적고 있는데, 이

충원은 2등 12번째로 기록되어 있다. 이 교서는 이충원 개인의 전기적 자료로서뿐만 아

니라 임진왜란사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이며, 조선 전기 4대 명필의 한 사람인 석봉 한호

의 글씨로 쓰였다는 점에서 예술적 가치 또한 높이 평가된다.

[ 참고문헌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이충원李忠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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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창대군永昌大君 묘지석墓誌石

□ 시기 : 1623 년 ( 인조 1) 

□ 출토 : 영창대군 묘역 ( 수정구 태평동 4911)

□ 소장처 : 국립중앙박물관

영창대군(1606~1614)은 조선 선조의 적자嫡子로, 어머니는 인목왕후 김씨이다. 묘지석은 

묘주墓主의 약력을 적어 상석床石 밑에 함께 묻는 것이다. 1971년 성남 도시 개발이 이루

어지면서 영창대군의 묘는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으로 이장되었는데, 이때 묘지석은 함

께 수습되지 않고 그대로 남겨진 것으로 보인다. 같은 해에 도시가스관을 가설하는 공

사를 하는 도중에 파손되어 방치되었다가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 알려지게 되었다. 영

창대군의 묘지석은 1623년(인조 1)에 대리석으로 제작하였으며, 크기는 높이 107㎝, 너비 

76㎝, 두께 20㎝이다. 비문은 신흠申欽이 짓고, 음기陰記는 김천령金千齡이 해서로 썼다.

[ 참고문헌 ]

성남문화원, 『성남금석문대관』, 2003.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영창대군永昌大君」.

『기오수록己午隨錄』

□ 저   자 : 한명욱韓明勗
□ 소장처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내   용 : 인조 임금 때의 정국 상황을 일기 형식으로 서술

『기오수록』은 성남 출신의 문신인 한명욱(1567~1652)이 쓴 일기 형식의 책으로 1책(21장)

으로 된 필사본이다. 1629년(인조 7)부터 1642년(인조 20)까지 14년 동안에 일기 형식으로 

쓰였으며, 자신의 벼슬살이와 정국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여 인조 임금 때 전란 전후의 

사회상과 정치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한명욱의 본관은 청주淸州, 자는 욱재勗哉, 호는 율헌栗軒이다. 한석韓碩의 증손으로, 할

아버지는 한지원韓智源이고, 아버지는 참판 한술韓述이며, 어머니는 이운李韻의 딸이다.

1606년(선조 39) 진사가 되고, 문음門蔭으로 벼슬길에 올라 충무위사과忠武衛司果, 호조

좌랑을 거쳐, 현감으로 재직하던 중 1612년(광해군 4)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1614년 예조좌랑이 되었고, 이듬해 사서, 정언을 거쳐 지평이 되었다. 소북파의 영수 

남이공南以恭을 탄핵하여 파직 후 평산으로 유배하게 하였다. 이어서 장령, 군기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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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임한 뒤 군자감정, 봉상시정을 거쳐 사헌부장령이 되었다. 1619년 양서어사兩西御史

로 파견되었다. 인조반정으로 대북파가 실각하여 관직에서 물러났다가 다시 기용되어 

1630년(인조 8) 동지사 겸 성절사로 명에 다녀왔다. 이어 1642년 행호군이 되었고, 1646

년에 자헌대부에 올라 지돈령부사가 되어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다.

조부 한지원과 아버지 한술, 숙부 한회의 삼부자가 쓴 시문을 모아 『삼체집三體集』을 

편집하였다. 한명욱 가문의 세장지는 분당구 율동에 있으며, 2009년 6월 25일 성남시 

향토유적 제9호로 지정되었다.

[ 참고문헌 ]

성남문화원, 『제6회 학술토론회-청주한씨 청연공파 세장지 석조물 연구』, 2008.

성남문화원, 『성남인물지』, 2010.

익모광국공신翼謨光國功臣 호조판서 헌민공憲敏公 윤탁연尹卓然 관련 유물

□ 유물의 종류 : 윤탁연 익모광국공신 영정 2점, 『중호관북일기重湖關北日記』, 증시 교지

贈諡敎旨(1711)

□ 소재지 : 중원구 둔촌대로368번길 14(하대원동)

□ 소유 및 관리자 : 윤철수

중원구 하대원동에 후손이 보관하고 있는 윤탁연(1538~1594) 관련 유물은 첫 번째로 

광국공신光國功臣이 되었을 때 그려진 영정이 있다. 사모관대 차림을 한 윤탁연의 표정

이 세밀하게 그려져 있고 보존 상태도 매우 양호하다. 또 한 점의 영정은 갓을 쓰고 손

에는 부채를 들고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이다. 의자는 백헌 이경석에게 내려진 의자와 

비슷한 구조를 지니고 있어서 공신에게 내려진 것임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윤탁연이 남긴 『중호관북일기重湖關北日記』이다. 중호重湖는 윤탁연의 호이

다. 가로 22㎝, 세로 28㎝의 한지에 윤탁연의 자필로 쓰여진 이 일기는 임진왜란 중에 

함경도관찰사 및 도순찰사가 되어 직무를 수행하던 중에 쓴 진중일기陣中日記로서 임진

년(1592) 4월 25일부터 계사년(1593) 10월 22일까지 전쟁 상황을 기술하였다. 직접 전투를 

한 기록은 아니지만 임진왜란의 전쟁 상황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이다.

세 번째는 1711년(숙종 37) 6월 16일에 윤탁연에게 시호를 내린 교지이다. 내용은 수충

익모광국공신 정헌대부 호조판서 겸 지춘추관사 오위도총부도총관 칠계군 윤탁연 증

시 헌민공자輸忠翼謨光國功臣正憲大夫戶曹判書兼知春秋館事五衛都摠府都摠管漆溪君尹卓然贈諡憲敏公者

라 쓰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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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용익南龍翼이 지은 「윤탁연 묘갈명」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윤탁연의 자字는 상중尙中이며, 호號는 중호重湖이다. 본관은 칠원漆原이다. 증조 석보

碩輔는 충직하게 간언하다가 연산군 때에 화를 입어 귀양지에서 돌아가 청백리란 명예

와 절개가 있어 이조참판으로 추증되었고, 조祖 문형文亨은 내섬시판관內贍寺判官을 지

내고 이조참판으로 추증되었다. 고考 이伊는 우봉현령牛峰縣令을 지내고 순충보조공신

純忠補祚功臣 의정부영의정議政府領議政에 추증되었는데, 3대에 걸친 추증은 공이 귀하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비妣 안동김씨安東金氏도 역시 저명한 성씨로 무술년(1538, 중종 33) 5

월 15일에 공을 낳았다. 어려서부터 특이한 소질이 있어 영리하고 모습이 출중하여 말

을 배우면 곧 문자도 알아 번거롭게 교육시키지 아니하였고, 장성하여서는 당시 아계

鵝溪 이산해李山海 같은 여러 선비들과 더불어 ‘팔문장八文章’이란 칭호가 있었다.

1580년(선조 13)에는 춘당대春塘臺에서 실시한 문신 정시庭試에서 장원하여 가선대부嘉

善大夫에 오르고 바로 좌승지에서 도승지로 승진되었다가 예조참판으로 교체 임명되었

다. 때마침 영남 지방에 흉년이 들어 임금이 공을 경상도관찰사로 임명하니 영남 지방

이 소생하게 되었으므로 예조로 교체되었다가 또 지신사知申事로 옮겨서 동지춘추관

사同知春秋館事와 승문원제조承文院提調까지 겸직하였으며, 얼마 뒤에 한성판윤으로 제수

되었다. 그 후에 형조판서 세 차례, 호조판서를 두 차례 지냈다.

1591년(선조 24)에 광국공신 3등에 책봉되어 정헌대부正憲大夫에 오르고 칠계군漆溪君으

로 봉해졌으며, 특별히 비국 유사당상備局有司堂上에 임명되었다. 임진년(1592, 선조 25)에는 

왜구들이 크게 침범하여 임금이 평안도로 피난길을 떠나고 공은 왕자들과 함께 북방

으로 가라고 명령을 받았으며, 도중에 검찰사檢察使로 특별히 제수되었다. 왜적이 이미 

함경도에 침입하여 군사와 백성들이 모두 숨어버려 사태는 이미 어떻게 할 수가 없었

다. 왕자의 행렬이 함경도 국경에 들어왔는데 반역의 백성들이 왜적과 달라붙어 있어 

공은 임금이 있는 의주로 빨리 소식을 전하고 군대를 모집하여 국토를 회복할 계획을 

세웠다. 곧 함경도도순찰사咸境道都巡察使로 임명되어 공은 울면서 선교宣敎하니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이에 원근 지방에서 호응을 하고 공은 의병을 모아 적군 

진지로 진군하니 앞뒤에서 승전보가 서로 이어졌다. 앞서 장남 윤경원尹慶元을 파견하

여 임금이 피난을 나와 있는 곳으로 달려가 문안을 드리고 편지를 부쳐 이르기를, “적

군을 토벌하지 아니하면 나라의 수치를 설욕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중엔 하란賀蘭 같은 

사람이 많이 있으나 장막에는 제갈량諸葛亮 같은 이가 없습니다. 대대로 나라에 은총

을 받았으니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죽음만 있을 뿐이니 맹세코 구차하게 살려고 

아니하고 혼자서 성을 지켜온 지 이제 40일이 되었습니다” 하며, 자식들에겐 “해와 별

이 땅을 보고 있으며 귀신이 옆에서 질정하고 있으며 인애를 이루고 의리를 이루라는 

것은 공자와 맹자의 말이니 내 뜻에 찬동하면 너희의 등이 젖으리라” 하였으니,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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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공이 평소에 쌓아온 것이라 하겠다.

공은 병란과 흉년을 만난 뒤에는 힘을 다하여 계획을 세워 곡식을 옮겨 골고루 나누

어 주었으며, 또 군사를 선발하여 남쪽으로 달려가게 하던 역사를 정지하도록 아뢰어 

외롭게 남아 있던 백성들이 그 힘으로 완전히 살아나니 그곳 주민들은 공이 임기가 만

료되어 교체될까 두려워서 항소와 청탁까지 하니, 공이 북방에 머물러 있던 것이 대략 

3년이나 되었다. 피로가 쌓여 병이 되어 갑오년(1594, 선조 27) 5월 28일에 군대 막사에서 

세상을 떠나니, 향년享年 57세였다.

공은 두 번 장가들었는데, 선부인先夫人은 여산송씨礪山宋氏는 동지 송맹경宋孟璟의 딸

이며, 대단한 부덕婦德이 있었으나 공보다 먼저 돌아갔다. 두 아들 가운데 큰아들 윤경

원尹慶元은 한성부윤을 하다가 임진년(1592, 선조 25)에 명을 받고 나라를 위해 죽었기에 

좌승지로 추증되었고, 작은아들 윤길원尹吉元은 문과에 급제하여 검열檢閱을 지냈다. 

후부인은 전의이씨全義李氏로 현감 이염李念의 딸이고, 집안에 화목을 이루었으며, 3남 

2녀를 두었다.

[ 참고문헌 ]

『국역 국조인물고』 권13, 「경재卿宰」,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9.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윤탁연」.

윤경원尹慶元 충신 정려 현판

□ 소재지 : 중원구 둔촌대로368번길 14(하대원동)

□ 소유 및 관리자 : 윤철수

□ 규모 : 가로 200㎝, 세로 180㎝

□ 구조 : 홍살문식 목판 서각 정려

□ 내용 : 윤경원에 대한 충신 정려 현판으로, 증시 및 증직 내용 서술.

윤경원(1560~1592)은 임진왜란 때인 1592년(선조 25)에 순국하였다. 본관은 칠원漆原. 자

는 선여善餘. 할아버지는 우봉현령 윤이尹伊이며, 아버지는 호조판서 윤탁연尹卓然이다. 

1582년(선조 15) 사마시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었다. 이후 양성현감陽城縣監을 지냈으며,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백의종군하여 경기도관찰사 심대沈岱의 명령을 받고 군량

軍糧을 풍덕豊德으로 수송하였다.

심대가 삭녕朔寧에서 사민士民을 모집하여 수도를 회복하고자 할 때 그곳으로 달려가 

삭녕군수 장지성張志誠과 협력하여 획책 중 왜장 이동우병伊東祐兵에게 탐지되어 복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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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을 당하여 군수 장지성은 도주하고 그는 심대 등과 같이 전사하였다.

조정에서는 전공은 세우지 못하였으나 위국충절을 가상히 여겨 1593년에 증직의 은

전을 내렸다. 1742년(영조 18) 대사헌 칠평군에 증직되었으며 정려旌閭토록 하였다. 1796

년(정조 20)에 좌의정 채제공의 건의로 이조판서로 증직되었고, 아울러 충장忠壯이란 시

호를 내렸다고 『정조실록』에 나오는데, 현판에는 충장忠莊으로 쓰여 있다. 이 정려 현

판은 홍살문 형식으로 만들어진 것이 특징이며 “충신증자헌대부 이조판서 겸 지의금

부사 오위도총부도총관 행통훈대부 양성현감 겸 수원진관 병마절제도위 칠평군忠臣贈

資憲大夫吏曹判書兼知義禁府事五衛都摠府都摠管行通訓大夫陽城縣監兼水原鎭管兵馬節制都尉漆坪君贈諡忠莊尹

公慶元之門”이라 쓰여 있다.

영조 때 정려 현판이 내려졌으나 정조 때 받은 이조판서의 증직과 충장이란 시호가 

쓰여 있는 것으로 보아 정조대 이후 수정한 듯하다. 홍양호洪良浩가 지은 시장諡狀과 윤

사국尹師國이 지은 행장行狀이 남아 있다. 묘는 중원구 하대원동에 있었는데 경기도 여

주시 금사면으로 이장하였다.

[ 참고문헌 ]

『선조실록』, 『정조실록』.

『이계집耳溪集』 「윤경원 시장」.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윤경원」.

『고려명신전高麗名臣傳』

□ 편저자 : 남공철南公轍

□ 편찬 시기 : 1822 년 ( 순조 22)

□ 권책 : 12 권 6 책

□ 소장처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내용 : 고려의 명신 , 도학자 , 충신 , 효자 , 열녀 , 일민의 행적을 적은 책

조선 후기 성남 출신의 명 문장가인 남공철(1760~1840)이 편찬한 고려의 명신·도학자

道學者·충신·효자·열녀·일민逸民( 학문과 덕행이 있으면서 묻혀 지낸 사람)의 행적을 적은 책이

다. 남공철이 간행 경위를 적은 서문을 붙여 편찬하였다. 권1에서 권11까지 본전本傳 인

물 200인, 부전附傳 인물 82인, 모두 282인의 행적을 수록하였다. 권1 서두에 ‘명신’ 항

의 선별 인명에 관한 취지를 간략히 밝히고 있는데, 고려 창업 때나 성종대에는 개원

開元의 체제를 절충해 문물제도를 정비하고 공덕을 갖춘 신하가 많았다. 그러나 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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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원北元의 침략 이후에는 권신이 발호하여 임금을 높이고 백성을 보호하는 일을 온전

히 하지 못해, 사서史書에 거짓 등재된 인물이 적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명신만을 가려 

뽑았음을 밝히고 있다. 성남문화원에서 2004년과 2006년에 각각 상·하권으로 나누어 

번역하고 원문 영인과 함께 발행하였다.

[ 참고문헌 ]

성남문화원 편, 『국역 고려명신전』(상·하), 2004·2006.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고려명신전高麗名臣傳」.

『중정남한지重訂南漢志』

□ 표제 : 남한지南漢志

□ 편저자 : 홍경모洪敬謨

□ 제작 시기 : 1846년(헌종 12)

□ 권책 : 13권 7책, 필사본

□ 소장처 : 장서각 도서

『중정남한지』는 1779년(정조 3)에 수어사 서명응徐命膺이 편찬에 착수하였으나 미완으

로 그친 『남한지』와 이미 마멸이 심해진 구지舊志를 보완하여 홍경모(1774~1851)가 13권

으로 만들었다.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한 광주廣州에 관한 백과사전적인 인문지리서이지만 나아가서

는 우리나라의 역사와 정치·경제·사회·군사·문화 등에 대해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책은 병자호란을 전후한 당시의 모습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사실들을 전해 주고 

있을 뿐 아니라, 조선시대 당대의 여러 제도와 시대상 및 생활상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중정남한지』는 단순한 지방 읍지의 차원을 넘어서 한 시대와 한 사회를 전

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유용한 문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명환조名宦條에 읍쉬 명단邑

倅名單(수령 명단)을 목사牧使·부윤府尹·감사監司·유수留守·판관判官·경력經歷 등으로 구분하

여 수록한 것이 특징이며, 특히 성사조城史條가 자세하다.

하남역사박물관(2005년 1월)과 광주문화원(2005년 11월)에서 각각 번역 출간하였다.

 

[ 참고문헌 ]

『중정남한지重訂南漢志』, 하남역사박물관,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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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왕가李王家 분묘부속지墳墓附屬地 경계사정서류境界査定書類」

□ 소장처 : 국가기록원

1910년을 전후로 일본이 한국에 대한 침탈 사업을 추진한 것 중, 조선 왕실 관련 능

원묘陵園墓와 태봉胎峯에 부속된 토지에 대한 경계를 사정한 문서로 여기에는 조선 역

대 왕의 능 뿐 아니라 광주시 오포읍에 있었던 대빈 묘大嬪墓(희빈장씨 묘), 숯골에 있던 

명선공주 묘明善公主墓와 명혜공주 묘明惠公主墓, 성종대왕 태봉 등이 포함되어 있다.

 

『판교기로회板橋耆老會 한시집』

□ 시기 : 1960 년대 중반에서 1970 년대 중반

□ 저자 : 판교기로회 ( 한남기로회 )

판교는 고려 말에 조운흘趙云仡(1332~1404)이 판교원板橋院을 중건했다는 기록이 있어서 

이미 그 이전부터 교통의 요지였음을 알 수 있는데, 지금도 교통의 요지로 이어지고 

있다. 교통이 발달한 곳에는 문화도 가장 먼저 발달하는데, 성남 지역에는 오래전부터 

다양한 단체의 조직과 활동이 있어 왔다.

1930년대 광주군 대왕면 시절에는 ‘대왕면 여행 구락부(club의 일본식 표기)’가 있어서 

『동아일보』 송파지국 후원으로 ‘금강산탐승단’을 모집하여 1934년 5월 6일에 대왕에서 

출발하여 금강산 관광을 떠난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하였고, 해방 후에는 ‘판교기로회

板橋耆老會’라는 노인들 중심의 한시 문학동호인 단체가 결성되어 여러 해 동안 활발한 

활동을 이어 오다가 현재는 작품집만 전해오고 있다.

1999년 한춘섭(전 성남문화원장)의 논문에 의해 세상에 알려진 ‘판교기로회’는 처음에 

판교 지역 노인들을 중심으로 활동하다가 한강 남쪽 일대로 참여자들의 범위가 넓어

지면서 ‘한남기로회漢南耆老會’로 이름을 바꾸게 된다. 부분적으로는 ‘낙생시사樂生詩社’

라는 명칭도 보인다. 회원들 중에는 서울 등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가서도 꾸준히 활

동에 참여하였다. 이들이 모인 장소는 판교의 음식점, 회원의 생일잔치, 용인의 충렬서

원忠烈書院이나 수원의 방화수류정訪花隨柳亭과 같은 명승고적을 탐방하여 작품 활동을 

펼치기도 하였다. 이들은 달마다 한 차례씩 모여 한시를 창작하였는데, 1965년 3월 20

일에 처음 시 모임을 가진 이후 1974년까지 총 112회의 모임을 가졌고, 세 차례에 걸쳐 

시집을 발간하였다. 이들이 모임을 갖게 된 데에는 이억녕李億寧(1893~?)을 중심으로 ‘배

우기를 싫어하지 않고, 가르침을 게을리하지 않는 뜻을 본받아 보태고자 하는 뜻’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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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은 60세에서 70세인데 80~90세 노인도 있었다. 실제로 

시집 제1권 첫 번째로 이름이 보이는 윤재옥(1876~1972)은 한말 의병장 윤치장의 다른 이

름으로, 96세의 수를 누렸다. 그는 의병을 일으켜 일본군과 전투를 벌이다 체포되어 

사형을 언도받았고, 그 후 감형되어 15년의 옥고를 치렀다.

『판교기로회 시집』은 제3권이 전해오는데 우리 고장의 집성촌 역사와 문화를 여실

하게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1967년에 간행된 제1권에는 66명의 회원이 참여했는

데 전주이씨 8인, 경주이씨 6인, 안동권씨 5인, 안동김씨 5인, 연안이씨 4인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971년에 간행된 2차 『한남기로회 시집』은 110인으로 회원이 

증가하였으나 3차 『한남기로회 시집』은 53인이 참여하여 1974년에 간행을 준비하던 

중에 마무리되지 못하였다. 이 제3권에 수록된 한시는 모두 2238수에 달하는 방대한 

양인데, 아직까지 번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 이들 시는 모두 역사의 증언

이면서 문화의 보물 창고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신익철 교수는 이 시집에 나타난 특

징으로 ‘반농반유半農半儒’의 삶과 전원의 흥취, 시대의 변모와 민족 장래에 대한 근심, 

세상을 뜨는 동인同人에 대한 만시, 유적지를 읊은 시 등으로 분류하였다. 선비로서 전

원에 묻혀 농사를 지으면서 유유자적하는 모습을 즐기는 한편, 일제강점기와 6·25전

쟁, 한일 수교 등의 급변하는 국제 정세를 겪으면서 느끼는 격세지감과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내용, 먼저 세상을 떠나는 이에 대한 추모의 마음과 사적지에서의 감회 등이 

시의 주제로 채택되었던 것이다. 다음의 시는 윤치장 의병장이 1965년 5월 14일에 있었

던 제3회 시모임에서 지은 것을 번역한 것이다.

목숨을 부지하여 구차히 살아온 지 90 년 / 지나오며 나라를 잃고 다시 찾는 것을 보았네 .

곤궁한 피난살이 풍진은 오래였고 / 의병장으로 감옥살이, 세월은 더디었어라.

요즘엔 친구 찾아 술이나 마시며 / 만년에 고기 잡고 또 , 풀 베고 땔나무 하네

어느 곳을 왕래한들 지팡이 필요 없고 / 몸은 늙었으나 마음은 모든 걸 이기네 .

[ 참고문헌 ]

한춘섭, 「성남 한시동인 시집 자료 고찰」, 『성남문화유산』, 동명사, 1999.

성남문화원, 『제12회 학술회의, 판교의 문화와 전통』, 2007.

『국역 정일당유고』(상·하)

□ 발행일 : 1998/2002

□ 발행처 : 성남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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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일당이 남긴 글을 모은 문집이다. 시詩 38수, 서간문[書] 7편, 쪽지편지[尺牘] 62편, 

부별지附別紙 2편, 기록[記] 3편, 제사와 발문[題跋] 2편, 묘지명墓誌銘 3편, 행장行狀 3편, 

제문祭文 3편, 명문[銘] 5편, 잡저雜著 2편 등이 수록되어 있다. 

02 탄천炭川 지명 관련 자료

탄천의 지명유래에 대하여 삼천갑자 동방삭 설화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 주장은 잘

못된 것인데, 이러한 잘못된 주장은 네이버 백과사전뿐 아니라 이전 『성남시사』에서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실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바로잡아야 한다. 동방삭東方朔(BC 

154~BC 93)은 중국 한나라 무제 때의 인물이며, 동방삭 설화 또한 『한서漢書』, 『사기史記』 

등의 중국 역사서에 전해오고 있을 뿐이다.

탄천의 지명은 『조선왕조실록』에 처음 보이는 데 조선 초기부터 수도를 한양으로 정

하면서 왕궁에 숯을 보급하는 곳이 서울 주변에 있었고, 또한 남한산성의 행궁이나 

강무講武를 할 때 임금이 머물던 낙생행궁 등도 그러한 배경을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지명이 탄리炭里(현 수정구 태평동)와 탄벌리炭筏里(현 광주시 탄벌

동)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강무講武 때 전국에서 집결한 군사들이 취사를 하고 나

서 사용된 숯을 냇물에 버려 물을 정화했다는 설도 있다. 즉 탄천은 숯을 굽는 마을

이 있어서 생긴 지명이다. 남한산성 주변은 숯을 굽는 가마가 존재하였고, 이 지역에

서 구워진 숯은 궁궐에 납품 되거나 남한산성에 군사용으로 비축되었다. 탄천이 숯을 

굽는 마을이 있었던 데서 유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로 김종직(1431~1492) 의 시 

「마천에서 바라본 바를 기록하다」에 “숯을 굽느라 골짜기엔 연기가 나네[燒炭谷生煙]”라

는 구절이 보인다. 또한 숯골[炭洞] 지명은 고려 후기의 유학자 이달충(1309~1385)이 숯골

에 새로 집을 짓고 지은 시 「탄동신거炭洞新居」에도 보인다. 실제로 남한산성에는 군사

용으로 땅에 묻어 비축한 숯의 양이 2만 4192섬이었다.

『조선왕조실록』 강무講武 관련 기록의 탄천

○ 태종 7년 정해(1407) 10월 12일(임진)

서울 부근에서 강무하고 , 저녁에 광주廣州의 탄천炭川에서 머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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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종 12년 임진(1412) 9월 16일(무술)

임금이 상왕上王을 받들고 광주에서 사냥하는 것을 구경하였다. 모두 활을 메고 

팔에다 매[鷹]를 받았다. 탄천에 이르러 유숙하였다.

○ 태종 13년 계사(1413) 10월 10일(병진)

광주판관廣州判官 노상신盧尙信을 장杖 80대에 처하고 파직시켰다. 노상신이 차사

원差使員으로서 도로를 치수治修하였으니, 탄천교炭川橋가 꺾여져 무너지는 바람에 

내구마內廐馬 3필이 물에 떨어져 1필이 즉사하였다.

○ 세종 9년 정미(1427) 10월 4일(무오)

양녕대군 이제李禔와 효령대군 이보李補와 함께 매사냥을 하고, 드디어 갈마재[加

乙麻峴] 남쪽에서 몰이하고 인하여 길에서 낮참을 하였다. 이제가 이천으로 돌아

가니 술과 사슴을 하사하였다. 저녁에 탄천炭川 교외에서 유숙하였다.

○ 세종 18년 병진(1436) 9월 15일(정미)

건원릉健元陵에 친히 제사 지내고 이내 탄천목장炭川牧場에서 유숙하니, 판광주목

사判廣州牧使 최부崔府와 판관判官 유양식柳暘植이 와서 알현하였다.

○ 성종 6년 을미(1475) 9월 2일(무신)

병조판서兵曹判書 이극배李克培가 와서 아뢰기를, “강무講武할 때에, 교량橋梁이 있

는 곳은 수리하고 없는 곳은 설치하지 말라고 전교傳敎하시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경안역慶安驛의 하천은 그 깊이가 말의 배[馬腹]를 빠지게 하니, 소민小民의 일시一時

의 폐단을 염려하여 다리를 만들지 않음이 옳겠습니까? 만약 어마御馬가 수중水

中에서 미끄러지면 작은 일이 아니니, 그 지방은 수목樹木이 많아 다리를 만드는 

데 취하여 쓰기에 어렵지 않습니다. 또 탄천炭川과 살곶이장[箭串場]의 내천內川도 

또한 깊으니, 청컨대 해당 고을로 하여금 다리를 만들게 하되, 그 지류支流는 간

략한 가교假橋를 설치하여 도보徒步로 다니는 자로 하여금 건너가는 데 괴롭지 않

게 하소서” 하였다.

○ 인조 15년 정축(1637) 1월 1일(신축)

청나라 한汗이 모든 군사를 모아 탄천炭川에 진을 쳤는데 30만 명이라고 하였다. 

황산黃傘을 펴고 성에 올라 동쪽으로 월봉月峯을 바라보고 성안을 내려다보았다.

○ 인조 16년 무인(1638) 1월 15일(기묘)

기평군杞平君 유백증兪伯曾이 상차하기를, “당초 동궁께서 탄천炭川에 계실 때, 윤

방尹昉이 종묘·사직의 신주를 받들고 왔다는 소식을 듣고, 지영祗迎하려 하였는

데, 공석空石에 넣어 말 위에 싣고 어린 비녀를 그 위에 걸터앉게 하였으므로 지영

할 수 없었습니다. 또 봉안하고서 절하려고 하였는데, 공석을 열어 보니 종들의 

떨어진 버선과 잠방이 등 매우 더러운 물건들이 그 안에 뒤섞여 있었으며, 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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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볼까 염려하여 열었다가 곧바로 닫았기 때문에 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궁관宮官들이 한둘이 아닌데, 오직 전하께서만 듣지 

못하신 것입니다” 하였다.

기타 문헌에 기록된 탄천

○ 서거정, 『사가시집』 제30권, 「삼전도三田渡의 남쪽 탄천炭川 가에서 대열大閱을 하는 

데 호종扈從하여 짓다」

성군께서 간우로써 태평성대를 이루고 / 聖君干羽致升平

때로 다시 남쪽 교외서 대군을 검열할새 / 時復南郊閱大兵

들판은 비휴로 덮여라 군마가 엄숙하고 / 野擁貔貅嚴士馬

구름이 용호에 걷혀라 깃발은 펄럭이네 / 雲開龍虎動旗旌

행궁의 땅은 우뚝 솟아 산하가 웅장한데 / 行宮地湧山河壯

상께서 친히 임어하시니 일월처럼 밝아라 / 御座天臨日月明

호종하는 문신들은 참 많기도 하거니 / 扈從詞臣多似織 

그 누가 부를 바쳐서 서경에 견줄는고 / 何人獻賦擬西京

○ 조경남, 『속잡록 4續雜錄四』

정축년 상 숭정 10년, 인조 15년(1637) 4월 28일 산서옹山西翁이 또 중풍中風에 걸려 

인사불성이 된 3일 만에야 겨우 살 길을 얻었다. 여름 석 달 동안에 죽을 듯하다

가 겨울에서야 소생되었으니 박명한 인생이라 가련할 따름이었다.

1월 1일 조정에서 위산보魏山寶를 보내어 새해의 의식을 닦고, 또 김신국金藎國·이

경직李景稷을 보내어 화친을 청하니, 청장淸將이 말하기를, “황제가 이미 도착하여 

성을 순시하는 일로 나갔으니 마땅히 진중으로 돌아오는 것을 기다려서 여쭈어 

결정할 것이니 내일 아침에 사람을 보내라” 하였다. 적이 여러 군사와 포로당한 

사람들을 수합하여 탄천炭川에다 진을 치고 20만 대군이라 부르며 황제가 여기에 

있다고 외쳐 말하고 양산涼傘과 기치旗幟를 세우고 북을 울리고 호각을 불며 출

발하여 동문 밖에서 두루 돌고 돌아갔는데 그 흉한 꾀가 어디에 있는지 추측할 

수 없었다.

○ 『신증동국여지승람』 제6권 경기京畿 광주목廣州牧

탄천炭川 주 남쪽 30리에 있는데 삼전도三田渡로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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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성남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학술연구 자료

『성남문화연구城南文化硏究』 제1호~제20호(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현 성남학연구소)

『성남문화연구』는 1993년 9월 20일, 성남문화원 부설 기구로 개소한 성남향토문화

연구소(2014년 성남학연구소로 개칭)에서 연 1회 발행한 성남시 관련 연구 논문집이다.

1994년에 제1호를 발간하였고, 그 이후로 해마다 발행하여 2013년 9월에 제20호까

지 발행되었다. 본 연구 논문집은 성남에 관한 연구서로는 가장 오랜 20년 동안 다양

한 주제의 연구 성과를 수록하고 있으며, 성남의 역사와 문화, 지리, 도시공학, 민속 

등 성남학연구의 권위지이다. 제1호부터 제20호까지 총 144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성남향토문화총서』 제1집~제9집(성남문화원)

○ 『성남의 마을신앙과 가정신앙 : 성남시 민간신앙 조사보고서』(성남향토문화총서1,  

2001. 2. 20)

마을 신앙의 성격과 의미를 구별로 조사 정리하였다.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수

록하였고 부록으로 성남 지역의 민간 신앙 일람표를 첨부하였다.

○ 『판교마을지』(성남향토문화총서2, 2001. 12. 31)

판교의 자연환경, 위치, 지질과 지형, 기후, 면적, 판교의 지명유래, 판교의 역사, 

판교의 역사적 개관, 조선시대의 교통로와 판교, 조선시대의 장시와 낙생장, 판교 

인물, 판교의 의식주 생활, 세시풍속과 놀이, 일생의례, 민간 신앙, 그리고 판교마

을 개발을 위한 실태 조사와 특성을 조사 수록하였다.

○ 『판교마을지』(성남향토문화총서3, 2002. 12. 31)

전근대 사회 판교 지역의 지리, 생활과 문화, 문학, 판교 지역의 실태 1(삼평동·백현

동·궁내동), 실태 2(운중동·석운동·대장동·하산운동), 부록-판교 및 성남의 인물 연구사

를 정리 수록하였다.

○ 『대왕마을지』(성남향토문화총서4, 2004. 12. 30)

대왕마을의 자연환경·인문 환경, 문화 유적, 대왕마을인의 삶과 문학, 지명유래 

등을 정리 수록하였다.

○ 『복정·태평마을지』(성남향토문화총서5, 2005. 12. 20)

복정동, 창곡동, 태평동 지역의 마을의 역사, 문화 유적, 마을의 정치. 경제. 사

회, 주요 기관과 시설, 생업과 경제, 세시풍속, 일생의례, 민간 신앙, 놀이와 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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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등을 조사 수록하였다.

○ 『금광·단대·상대원마을지』(성남향토문화총서6, 2006. 12. 30)

금광동, 상대원동, 신흥동, 단대동, 산성동, 양지동, 은행동 지역에 대한 상고시대

부터의 전래 역사, 근대화 이후의 마을 역사, 마을의 역사와 지명 및 세거 성씨, 

지리적 환경, 문화 유적, 주요 기관과 사회적 기능, 전래 풍속 및 성남시 재개발 

현황과 방향을 조사 소개하였다.

○ 『돌마마을지(상)』(성남향토문화총서7, 2007. 12. 30)

옛 광주군 돌마면 지역(하대원동·여수동·야탑동·도촌동)의 역사와 문화, 지명유래, 세

거성씨, 경제 활동 현황, 주요 기관과 사회적 기능 등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 『돌마마을지(하)』(성남향토문화총서8, 2008. 11. 28)

옛 광주군 돌마면(분당동·서현동(율동마을)·수내동·정자동) 지역에 대하여 조사 수록하였다.

○ 『낙생마을지』(성남향토문화총서9, 2009. 11. 30)

옛 광주군 낙생면의 역사와 문화, 문화유산, 낙생마을 지명유래, 낙생 지역 세거 

성씨 집성촌 및 인물 조사, 행정 기관 및 교육 기관 등 조사 수록하였다.

성남문화원 학술회의 발표 논문집(제1회~제18회)

성남문화원에서 연 1회 개최하는 학술회의는 2013년 현재 총 18회까지 개최되었다. 

남한산성 등 문화 유적과 역사적 인물 등 성남시 관련 주요 관심사에 대한 연구논문 

발표를 통해 총 80편의 연구 성과가 발표되었다.

○ 『남한산성의 현대적 재조명』(제1회 국제학술회의, 1996. 10. 9)

○ 『남한산성과 삼학사』(제2회 국제학술회의, 1997. 10. 9)

○ 『향토인물연구 : 둔촌遁村 이집李集 선생』(제3회 학술회의, 1998. 10. 16)

○ 『향토인물연구 : 백헌白軒 이경석李景奭과 금릉金陵 남공철南公轍』(제4회 학술회의, 1999.  10. 14)

○ 『향토인물연구 : 문정공 한계희』(제5회 학술회의, 2000. 10. 30)

○ 『향토인물연구 : 아천군 이증』(제6회 학술회의, 2001. 12. 11)

○ 『조선시대 청백리정신의 현대적 조명』(제7회 학술회의, 2002. 9. 6)

○ 『일제하 성남 지역의 민족해방운동 양상』(제8회 학술회의, 2003. 9. 27)

○ 『광주대단지 사건의 역사적 재조명』(제9회 학술회의, 2004. 12. 15)

○ 『성남 지역에서 천장된 역사인물 연구』(제10회 학술회의, 2005. 10. 14)

○ 『삼족오와 성남문화』(제11회 학술회의, 2006. 10. 14)

○ 『판교의 문화와 전통』(제12회 학술회의, 2007.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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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교·도촌지구 발굴문화재의 보존방안』(제13회 학술회의, 2008. 10. 17)

○ 『성남 모란의 과거와 미래』(제14회 학술회의, 2009. 5. 29)

○ 『일제하 성남(광주) 지역 신간회 연구』(제15회 학술회의, 2010. 8. 15)

○ 『Smart 성남, 도시 만들기』(제16회 학술회의, 2011. 10. 20)

○ 『한성백제시대 남한산성문화권의 위상』(제17회 학술회의, 2012. 7. 4)

○ 『한성백제시대 남한산성문화권 위상』(제18회 학술회의, 2013. 7. 4)

토론회 및 학술세미나 자료

성남문화원이 개최한 학술토론회는 2013년 현재 11회까지 비정기적으로 개최되었으

며, 성남시의 주요 역사 인물과 문화 유적에 대한 재조명을 해 왔다. 이 학술토론회에

서 다뤄진 연구 성과는 성남시 향토유적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지정에 학술적 근거 

자료로 제시되었다. 제1회부터 제11회까지 총 44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 『송산 조견趙狷 인물 연구』(제1회 학술토론회, 1999. 7. 22)

○ 『판교 지역 연성군 이곤 금석문 연구』(제2회 학술토론회, 2004. 2. 25)

○ 『조선 초기 광주이씨 인물 연구』(제3회 학술토론회, 2005. 11. 25)

○ 『전주이씨 신종군 이효백 연구』(제4회 학술토론회, 2008. 2. 27)

○ 『동천 남상목 의병장 공훈 재조명』(제5회 학술토론회, 2008. 4. 4)

○ 『청주한씨 청연공파 세장지 석조물 연구』(제6회 학술토론회, 2008. 10. 10)

○ 『성남 지역 독립운동사 재조명』(제7회 학술토론회, 2009. 8. 15)

○ 『조선 초기 평양서윤 김순성 묘역의 가치』(제8회 학술토론회, 2009. 11. 18)

○ 『한성백제시대 남한산성 문화권의 위상』(제9회 학술토론회, 2011. 7. 4)

○ 『덕수이씨 의정공파 세거 연구』(제10회 학술토론회, 2011. 12. 6)

○ 『중·한 문학교류의 성과』(제11회 학술토론회, 2013. 5. 20)

 경기도 기념물 제 179 호 , 천림산 봉수 관련 자료

○ 『천림산 봉화 고증을 위한 학술세미나』(성남문화원, 1999. 10. 1)

- 한국 봉화의 기원, 조선시대 봉수제의 운영과 문제점, 천림산 봉수의 연혁과 

위치, 천림산 봉화 터의 고고학적 실증 등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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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 천림산 봉수-정밀지표조사 보고서』(토지박물관 학술조사총서 제9집, 성남시·한국토

지공사 토지박물관, 2000. 8. 31)

○ 『성남 천림산 봉수-발굴조사 보고서』(토지박물관 학술조사총서 제12집, 성남시·한국토지공

사 토지박물관, 2001. 9. 2)

○ 『성남 천림산 봉수 건물지 발굴조사 보고서』(토지박물관 학술조사총서 제19집, 성남시·한국

토지공사 토지박물관, 2003)

- 천림산 봉수를 관리하던 봉수군의 막사와 비품 창고 등의 건물지에 대한 발

굴조사 보고서이다.

○ 「성남 천림산 봉수 출토 도가니의 용도 추정을 위한 고고금석학적 연구」

- 저자 : 최광진, 김충배, 박장식

- 게재지 : 『고고학지』 제2권 제2호(2003. 12), 37~46쪽

- 발행 : 한국고고미술연구소

○ 『천림산 봉수지 원형 복원을 위한 워크숍 자료집』(성남문화원, 2006. 5. 15)

- 수정구 금토에 있는 조선시대 봉화로 사용되던 천림산 봉수의 복원과 한국 봉

수에 관한 연구, 조사 자료집이다.

○ 천림산 봉수지 원형 복원을 위한 시민 종합 토론회(성남문화원, 2006. 7. 4)

- 경기도 기념물 제179호 천림산 봉수의 원형 복원을 위해 타 지역 봉수 터를 답

사하고, 전문가들의 의견 취합과 동시에 시민들의 봉수 원형 복원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향후 활용 계획 등을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

○ 『성남 천림산 봉수』(성남문화원, 2006. 8. 30)

- 사업 개관, 축조 형태 및 규모, 타 지역 봉수 사례, 복원 계획 기본 구상, 기본 

계획, 투자 계획, 부록순으로 수록하였다.

○ 『한국의 봉수 40선』 성남 천림산 봉수 복원 종합 보고서(성남문화원, 2007. 7. 20)

- 경기도 기념물 제179호인 천림산 봉수 복원을 위한 사업 개관, 전국의 봉수 

100여 곳을 현지 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 중 40곳을 선정하여 사진과 현재 

보존 실태를 보고한 자료집이다.

○ 『성남 천림산 봉수 복원 종합 보고서Ⅱ』(성남문화원, 2008. 11. 30)

- 「해동지도海東地圖」의 봉수 표기 형태 고찰, 봉수 관련 고문서, 천림산 봉수에 

관한 기록, 고대의 봉수 관련 기록, 문집의 봉수烽燧, 봉화烽火, 연대煙臺 관련 

기록 정리, 신경준申景濬의 『여암전서旅庵全書』에 기록된 봉수 노선, 『조선왕조

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비변사등록』의 봉수 기록 및 해외의 봉수 관

련 사진 등 봉수 관련 자료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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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성남 지역 독립운동 관련 자료
 

통고문通告文

정미의병(1907~1910) 당시 의병 활동을 전개한 남상목南相穆 의병장의 순국 사실을 각 의

병부대에 전하는 문서이다. 정미의병은 성남 지역 출신 의병장들이 활약한 시기였다. 일

본은 헤이그밀사 사건을 빌미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1907년 7월 24일 전문 7조

로 된 정미조약을 강제로 체결한 바, 조선의 군사권·재판권·징세권이 박탈되는 내용이었

다. 일본은 1907년 8월 1일에 조선의 군대를 해산시키고, 광주의 화약고 2곳과 무기고 4

곳을 폭파시켰다. 대량의 무기와 화약이 저장돼 있던 남한산성의 화약고는 의병에게 넘

어갈 경우 일본군에게 치명적이었으므로 일본군은 황급히 폭파하고 말았는데, 이때 폭

발음이 천지를 진동했다 한다. 이 시기에 성남 출신의 남상목 의병장은 구식총 40자루

와 신식총 10여 자루로 무장하고 전투를 벌였으며, 윤치장 의병장도 광주 묵동에서 일

본군 기병대와 교전을 벌인 것을 시작으로 양주 일대에서 활약했다. 남상목 휘하에서 

좌익군장으로 활약한 김재선은 시위대의 퇴역병 출신으로서 전문적 군사 지식을 의병 

작전에 적극 활용했다. 남상목은 안성 전투에서 크게 승리했으나, 무기 부족 등 전투력

의 한계를 느껴 이에 해외 망명을 결심하고 잠시 집으로 가던 중 밀고자에 의해 체포됐

고, 서대문형무소에서 고문을 받던 중 33세의 젊은 나이에 장 파열로 순국했다.

○ 성남 지역 의병조사 연구(성남문화원, 2002. 12)

- 병자호란 시 성남 지역의 의병 자료, 한말 성남 지역의 의병 항쟁, 일제하 성남 지역 

항일 의병 정신의 계승, 성남 지역의 항일 의병 항쟁과 독립운동 등을 수록하였다.

○ 『성남 지역 3·1독립운동 자료집』(성남문화원 부설 성남3·1운동기념사업회, 2003. 12. 30)

- 성남 지역 3·1 독립운동 근거 자료 , 성남 지역 3·1 독립운동 추념식 기사 자료 , 

성남 지역 3·1 운동에 관한 논설·제안 등을 수록하였다.

○ 『성남 지역 3·1운동의 역사적 의미 재조명』(성남 지역 3·1만세운동 기념 학술토론회, 성남3·1

운동기념사업회, 2008. 3. 1)

○ 『성남 지역 3·1운동 연구 자료집』(성남문화원 부설 성남3·1운동기념사업회, 2009. 8. 15)

- 성남 3·1 운동 사료 , 성남 3·1 운동 문헌 자료 , 성남 3·1 운동 연구 논문, 성남 

3·1 운동기념사업회 관련 자료 , 언론 보도 자료 , 부록 등을 수록하였다.

○ 『남한산성일대 독립운동사 자료집』(성남문화원, 2013. 11. 17)

- 남한산성 지역의 의병 전쟁, 성남 출신의 의병장, 의병 관련 기록, 남한산성 지

역의 독립운동사 조망 등을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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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성남의 역사 관련 자료

 성남문화원 발간 자료

○ 『성남의 역사와 문화유산』(성남문화원, 2001. 12. 31)

- 성남시의 자연환경과 지명, 성남의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역사, 인물과 문학, 

문화유산 등을 종합적으로 소개하였다.

○ 『성남 금석문 대관』(성남문화원, 2003. 12. 24)

- 성남시 관내 신도비神道碑, 묘갈墓碣, 묘표墓表, 사적비事蹟碑, 부록, 묘지명墓誌銘

을 탁본으로 채탁하고 원문과 번역문을 수록하였다. 성남 지역 인물 연구의 1

차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다.

○ 『성남 지역 여성사 자료집』(성남문화원, 2003. 12. 31)

- 성남 지역의 여성사 관련 자료집으로서 전통시대 여성의 생활과 의식, 일제강

점기 여성운동의 전개 과정, 일제하 성남 지역 여성 교육과 민족운동, 해방 후 

성남 여성의 생활 관련 자료 등을 소개하였다.

○ 『판교마을의 생활·문화지도』(성남문화원, 2004. 2. 27)

- 판교마을의 생활·문화지도를 열면서, 지도로 본 판교마을, 생활·문화로 들여

다 본 판교마을, 도시 근교의 전형인 운중마을, 문화 유적에 나타난 판교 등

을 수록하였다.

○ 『성남 문화 유적』(성남문화원, 2005. 12. 30)

- 성남 지역에 산재한 문화 유적에 대한 소개 자료집. 성남 지역 문화재의 역사

적 고찰, 문화 유적 현황 등을 소개한 자료를 수록하였다.

○ 『판교 신도시 마을 및 시설 이름 붙이기』(성남문화원, 2006. 7)

- 판교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주요 시설물과 도로명 등을 제정하기 위한 용역을 

수행한 성남문화원에서 판교 지역 신도시 마을 이름과 시설 이름을 붙이는 

과정을 종합 정리한 보고서이다. 판교 신도시 지명 제정 진행 일정, 이름 붙이

기 개요, 판교 지역의 역사적 고찰, 판교 옛 지명 조사, 판교 지명(복수안), 판교 

지명(1차안~3차안 및 최종안, 최종 확정안) 등을 수록하였다.

○ 『산성논지山城論誌』 창간호(광주문화권협의회-광주·성남·하남문화원, 2006. 10. 31)

- 광주문화권의 옛 선현들의 행적을 더듬어 발굴하여 오늘을 사는 우리들로 하

여금 마음의 양식을 삼아, 보다 윤택한 문화생활을 위해 창간되었다.

○ 『성남 금석문 대관(속편)』(성남문화원, 2006. 12. 30)

- 성남시 관내 신도비, 묘갈, 묘표, 사적비의 탁본 사진과 원문, 그리고 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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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록하였다. 부록으로 미채탁 금석문 목록을 첨부하였다.

○ 『성남문화원 30년사』(성남문화원, 2008. 7. 5)

- 제1장 돌아본 30년, 제2장 30년 발자취, 앞서 가는 주요 사업, 내 고장 성남, 

부록 순으로 수록하였다.

○ 『산성논지』 제2집(광주문화권협의회-광주·성남·하남문화원, 2008. 11. 28)

- 「하남시 고골의 한성백제시대 평지 도성과 남한산성의 추정 왕궁지에 대한 연

구」(오순제), 「둔촌 이집 연구의 현황과 과제」(윤종준), 「정조의 여주 능행과 남한

산성」(박광운), 부록 : 「둔촌 이집 선생 관련 자료」(한춘섭), 「광주문화권의 설화

를 찾아서」(남재호, 광주문화권협의회 행사 자료) 등의 논문을 수록하였다.

○ 『역사 속으로의 성남여행』(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2009. 6)

- 성남의 역사, 성남의 지명유래, 문화유산과 인물, 성남의 어제와 오늘 순으로 

수록하였다.

○ 『산성논지』 제3집(광주문화권협의회-광주·성남·하남문화원, 2009. 11. 30)

- 「광주문화권의 상징 : 남한산성 역사공원 계획」(현영조), 「간판看板을 통해 본 

역사와 문화 : 성남 모란시장의 간판을 중심으로」(손환일), 「충렬공 구치관具致寬 

불천위 제사不遷位 祭祀」(박광운), 「이성산성二聖山城 신앙유적의 재해석」(오순제) 등

의 논문을 수록하였다.

○ 『역사 숨소리가 있는 남한산성』(성남문화원, 2010. 4. 25)

- 『기호일보』에서 2009년에 특별 연재되었던 칼럼 「역사의 숨소리가 있는 남한

산성」을 책으로 발간한 것으로 자랑스러운 문화유산 남한산성과 산성을 둘

러싼 광주와 하남, 성남의 역사와 문화를 자세히 이해할 수 있는 유용한 도

서이다.

○ 『성남인물지(광복이전 편)』(성남문화원, 2010. 7. 5)

- 1945년 이전까지 활동했던 성남 지역의 역사적인 인물 830여 명의 발자취를 

재조명해 보고 훌륭한 인물들의 성품과 당시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인물 백

과사전이다.

○ 『성남 옛 이야기』(윤종준 편저, 성남문화원, 2010. 11. 30)

- 우리 고장 성남에 전해 오는 옛 이야기들을 처음으로 한 권의 책으로 정리한 

책이다. 옛날 이야기를 대개 ‘설화說話’라 하고, 이것을 크게 신화·전설·민담의 

세 가지로 분류한다. 역사에 얽힌 뒷이야기와 지명 전설·성명 전설 등이 있고, 

암석·수목·산천 등에 그 흔적이 남아 있다.

○ 「성남역사의 증언록-자료조사 보고서」(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미발행)

- 오늘의 성남시가 있기 전, 서울의 철거민들이 강제로 이주되어 정착하던 초기 

역사에서 무계획적인 정책에 불만을 품은 주민들에 의해 일어난 ‘8·10 광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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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사건’에 대하여 증언과 언론 보도 및 관공서 문서 등 관련 자료를 수집 

정리하였다. 이 자료는 2012년에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주관으로 

조사되었으나 아직 미발행 상태이다.

 

 기타 기관 발간 자료

○ 『전주이씨 태안군묘泰安君墓 쌍분雙墳 발굴조사 보고서』(윤세영·김우림, 고려대학교 박물

관·한국토지개발공사, 1992)

○ 『분당의 땅이름 이야기』(토지박물관 연구총서 제5집, 김기빈,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1999. 10)

- 분당 지역의 땅이름을 동별로 상세히 소개하였다. 이 책에서 필자는 탄천의 

명칭 유래가 ‘삼천갑자 동방삭’이라는 설을 소개하고 있는데(110~111쪽), 어디에

서 근거하였는지는 밝히지 아니하였다. 동방삭 설화는 역사적 사실과는 근거

가 없다.

○ 『성남시의 역사와 문화 유적』(토지박물관 학술조사총서 제11집, 성남시·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

관, 2001. 5. 30)

- 성남시 전역에 걸친 문화 유적 지표조사 보고서이다.

○ 『성남상공회의소 30년사』(성남상공회의소, 2004. 2)

- 성남상공회의소는 1974년 상공부 허가 제212호로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고, 

1976년 중원구 중동에 신축 회관을 준공하였다.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를 모

두 포괄하던 넓은 관할 구역을 갖고 있었던 성남상공회의소는 1997년 하남

시와 광주시에도 상공회의소가 설립됨으로써 그 관할이 성남시로 축소되었

다. 1998년 12월 기존 회관을 매각하고 새로운 회관의 신축 공사에 착수하여 

2001년 분당구 이매동으로 이전하였다. 2002년 8월 고용산재보험 사무조합

을 설립했으며, 2004년 창립 30주년을 맞아 『성남상공회의소 30년사』를 발간

했다.

○ 『둔전교회 100년사(1904~2004)』(김효영, 한국기독교장로회 둔전교회, 2005. 9. 3)

- 성남 지역 기독교 전래의 역사를 정리한 교회 역사서. 『둔전교회 100년사』는 

사료, 자료에 의한 정확한 기술이 돋보이는 교회사 책이다. 둔전교회는 이미 

『둔전교회 80년사』를 발간하였으나 사료 부족으로 인하여 미진한 부분이 있

음을 발견하고 100년사 편찬을 위해 사료를 발굴하여 보완하였다. 100년사를 

쓰면서 1904년부터 2004년 12월 말일까지의 역사를 정리하고 『둔전교회 80

년사』에서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거나 착오로 오기한 부분에 대하여는 자료에 

의하여 바로잡도록 노력하였으며,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새로 

조명을 하였다. 사진으로 본 둔전교회 100년사, 기독교 전래와 역사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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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지역과 기독교의 만남, 성남 최초의 둔전교회 조직 과정, 선교사들의 지

도와 연합제직회, 일제의 교회 탄압과 해방 전후의 교회, 한국전쟁과 전환기

의 둔전교회, 교회 이전과 개혁, 김응철 목사의 목회(1986~1990), 신동국 목사의 

목회(1990~1997), 섬김·나눔 그리고 전파하는 교회, 둔전교회 성장과 평신도운

동, 둔전교회와 주일학교 운동, 부록 등으로 구성되었다. 둔전교회는 당초에 

현 서울공항이 있는 둔전리에 있었으나 여의도에 있던 공군공항이 이전해 옴

으로써 현 위치인 모란으로 이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 『문화유적분포지도(성남시)』(성남시·상명대학교 박물관, 2006. 5. 16)

- 성남시 관내의 문화 유적 분포를 1만분의 1 지도에 표시한 지도책이다.

○ 『심곡교회 100년사(1904~2006)』(김효영, 한국기독교장로회 심곡교회, 2007. 5. 24)

- 수정구 심곡로37번길 3(심곡동)에 있는 심곡교회는 성남 둔전교회와 서울시 강

남구 세곡동교회와 더불어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이다. 사진으로 

보는 심곡교회사, 기독교 전래와 역사적 배경, 성남 지역과 기독교의 만남, 심

곡교회 초창기와 전환기, 성장기, 그리고 새 세기를 향하여, 심곡교회 교육 기

관과 평신도운동 등 8장으로 구성되었고, 부록으로 교회 관련 자료들을 첨부

하였다.

○ 『성남상공회의소 40년사』(성남상공회의소, 2014. 2. 13)

- 최근 40년간의 명암을 담은 성남상공회의소 40년의 역사책. 총 430여 쪽에 이

르는 이 책자에는 성남상공회의소의 역사 알기를 뛰어넘어 성남시의 역사까

지 알 수 있는 정도의 정보를 담았다. 성남 상공인의 발자취를 태동기(1970년

대), 정착기(1980년대), 성장기(1990년대), 발전기(2000년대), 도약기(2010년대) 등 5장으

로 나누고, 사진을 곁들여 사실적 내용을 기술함으로써 성남시 발전사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했다. 또한 태동기 광주대단지 개발로 시작된 이름 없는 세상

에서 첨단 벤처 도시로 비약 발전된 성남시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다.

개인 발간 단행본

○ 『성남의 뿌리』(경원학보사 편집실 편저, 경원공업전문대학 경원학보사. 1989)

○ 『문화 접변과 굴종 : 성남의 어제 오늘에 대한 소고』(조명천, 새로운 문화사, 1993)

○ 『한국사에 비춘 성남 지역의 역사』(이완재, 민족문화사, 1993. 10. 30)

- 분당에서 출생하고 한양대학교 사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쓴 성남의 역사서. 

크게 분당의 유래, 전통시대의 성남 지역과 근현대의 성남 지역으로 구분하여 

편찬하였다. 여기에 부록으로 시기별 성남 지도와 성남 지역(광주) 역대 선생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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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람표를 첨부하였다. 한편 1996년 6월 20일 재판 발행하였다.

○ 『성남의 지명과 인물』(장삼현, 해양문화사, 1997)

○ 『불교 가사 연구』(임기중,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1. 5. 30)

- 국문학 전공자를 위한 학술서. 다양한 문헌적 고찰을 시작으로 만공과 현암 

등의 작가와 작품, 18~19세기의 전개 양상, 불교 가사의 구성 방식과 작시 원

리에 이르기까지 한국 가사 문학의 시초가 되는 불교 가사를 중심으로 다양

한 예문과 함께 상세히 기술했다. 이 가운데 11쪽에 소개된 「회심가 권단懷心歌 

券單」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으며, 회심곡이 순 한글로 실

려 있다. 마지막 장에는 ‘광주군 낙생면 구미리廣州郡 樂生面 九美里’가 초서체로, 

‘이영평댁 책이라. 이영평댁입납차책상기여재李永平宅入納此冊上記如載’가 해서체

로 기록되어 있어서 이 책이 구미리에 사는 이영평에 의해 필사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이 자료를 통해 분당구 구미동 지역에 전승되어 오는 회심곡의 가

사를 알 수 있다.

○ 『성남 오리뜰두레놀이-농악과 농요』(이희병, 민속원, 2010. 3. 15)

- 분당구 구미동 지역에 전승되어 오던 오리뜰 농악과 두레놀이에 대한 학술적 

고증서이다.

논문

○ 「성남 모란장의 시공간적 변천과 의미 변화」(이상열, 안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해방 이전 성남 지역 한국 여성사」(천화숙, 『실학사상연구』 제23집, 무악실학회, 2002. 9, 

165~214쪽)

○ 「성남 지방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김진호·서태원, 『역사와 실학』 제23집 역사실학회, 2002, 

117~164쪽)

○ 「성남 모란민속장의 변화 양상에 관한 연구」(김진영,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문화유산을 통해 본 성남」(김충배, 『아시아문화연구』 제15집, 경원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08. 11, 1~23쪽)

○ 『역사 속의 성남 : 성남의 역사와 민간설화(1강~2강)』(교양과 행복, 2009)

- 자료형태 : 비디오 녹화 자료

- 강사 : 민유기

○ 「남한 내 고구려 고분의 검토」(백종오, 『고구려발해연구』 제35집, 고구려발해학회, 2009. 11, 

221~250쪽)

○ 「한성시기 백제의 장신구 사여賜與와 지방지배」(이한상, 『역사문화연구』 제33집, 한국외국어

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09. 6, 3~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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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제 한성기의 석실분 특징과 성격 고찰 : 최근 발굴된 백제 석실분을 중심으로」   
(황보경, 『사림』 제37호, 수선사학회, 2010. 10, 1~48쪽)

○ 「성남 야탑동野塔洞 적석총積石塚의 재검토」(유태용, 『백산학보』 제90호, 백산학회, 2011. 8, 5~36쪽)

○ 「성남 판교 출토 청동보살상의 제작기법 및 납 원료의 산지추정」(최미라·조남철·김동

민·윤선영, 『보존과학회지』 제29권 제3호,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2013. 9, 231~241쪽)

06 『성남시사』 편찬의 발자취

○ 『성남시지』(권기흥, 영림서관, 1982. 9. 20)

- 총 796쪽 단행본으로 편찬된 성남시 10년사. 제1편 총설에서 성남시의 탄생 

배경, 개발 이전의 성남 지역, 도시 개발과 발전, 인구 및 주민 구조, 제2편 지

리(위치, 면적, 지형 및 지질, 기후), 제3편 역사, 제4편 특수한 도시 생성에서 광주대

단지 사건 등을 다루었고, 제5편 행정, 제6편 선거^정당을, 제7편에서 산업 경̂

제^사회, 제8편에서 교육^문화^종교, 제9편에서 지명유래 고̂적 명̂승 등을 수

록하였다.

○ 『성남20년사』(장삼현, 향토문화사, 1991. 1. 10)

- 총 759쪽의 단행본으로 편찬된 성남의 20년 역사책. 성남시가 아닌 장삼현 교

수가 일반 출판하였다. 개발 이전의 성남 역사, 광주대단지 탄생, 성남시의 탄

생, 비약 발전하는 성남, 성남 교육 기관의 개황, 기관의 연혁과 개황, 동의 연

혁, 동명 유래, 정착인, 성남경찰서 각 파출소 개황, 성남의 금융 기관, 성남의 

사회단체, 산업 유통 서비스업, 남한산성사, 명승고적, 성남 지방의 선현, 성

남을 일구어 온 사람들 등 총 15장으로 구성하였는데, 제15장의 성남을 일구

어 온 사람들 편은 현대 인물 172명을 소개한 것이 특징이다.

○ 『성남시사』(성남시사편찬위원회, 1993. 10. 20)

- 『성남시사』는 성남시 20년의 역사를 편찬하였다. 편찬위원장은 임석봉 시장이

고 상임위원은 성남문화원 조윤제 부원장이 맡았다. 제1편 총설에서 자연환

경, 인문 환경, 생태계를 제2편에서 역사, 제3편 성남의 탄생과 발전, 제4편 정

치, 제5편 행정, 제6편 사법̂ 치안, 제7편 교육 체̂육, 제8편 산업 및 경제, 제9

편 사회 보̂건, 제10편 문화예술^종교̂ 언론, 제11편 문화 유적 인̂물 지̂명 세̂거 

성씨, 제12편 민속 등 총 12편에 1973쪽 분량의 단행본으로 발행되었다.

○ 『내 고장 성남』(성남시, 199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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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윤제에 의해 편찬된 이 책은 1993년 10월 20일 발행한 『성남시사』의 내용을 

333쪽 분량으로 축약 정리하여 발행된 것이다.

○ 『성남시사』(성남시사편찬위원회, 2004. 12. 1)

- 성남시 30년사를 총 5권으로 나누어 편찬하였다. 제1권 자연과 민속(자연과 지

리, 지명과 세거 성씨, 전설, 민속과 종교, 언어), 제2권 성남의 역사(역사와 인물, 성남의 탄생, 

분당  건설과 판교 개발 계획), 제3권 정치와 행정(정치, 행정, 사법, 치안, 소방), 제4권 경제

와 사회(경제산업, 사회, 복지, 노동, 환경, 언론과 출판), 제5권 교육과 문화(교육과 체육, 문

화예술, 문화 유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07 성남의 문학지

○ 『성남문학』( 한국문인협회 성남시지부, 1977 년 창간, 연간지 )

- 1975 년 11월 21일 한국문인협회로부터 인준을 받은 한국문인협회 성남시지부 

( 약칭, 성남문인협회 ) 는 곧 종합문예지 창간 업무에 착수했다. 그러나 당시의 출

판 사정과 이제 창립된 지역 문학 단체의 형편으로 책을 발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우여곡절 끝에 제 2 대 배정웅 지부장 때인 1977 년 4 월 10

일 『성남문학』 창간호를 발간하는 쾌거를 이룩했다. 그 후 제 2 집부터는 제호

를 『성남문예』로 바꾸어 발간하다가 새로운 바람과 개혁을 내세우며 제 8 대 

지부장에 취임한 김건중은 제 12 집부터 창간호의 제호인 『성남문학』으로 환

원하여 발간했고 , 지부 조직과 운영 개편을 마친 1990 년 5 월부터 현재까지 계

속 증면하여 평균 600 쪽 내외로 발간하고 있다.

○ 『성남탄천문학』( 탄천문학회, 2008 년 창간, 연간지 )

- 성남탄천문학은 2003 년에 시 낭송 단체로 발족한 탄천문학회 ( 초대 회장 한춘섭 )

에서 2008 년에 창간호를 낸 이후 매년 1권씩 발행해 오고 있다. 탄천문학회는 

시민대상 시 낭송회와 유명 문인 초청 강연회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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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본 장은 성남의 토박이인 김효영(1945, 남, 수정구 수진동)이 

소장 중인 각종 자료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기타 자료

로는 광주대단지 시기에 성남에 입주해 초·중·고등학교를 다

니고 현재도 거주하고 있는 김웅호(1967, 남, 중원구 은행동)

의 학교생활 때의 각종 상장과 성적표, 그리고 유미자(1961, 

여, 분당구 야탑동)가 제공한 모란예식장 사용 계약서와 결혼 

청첩장 등이 있다. 김효영은 성남 자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근현대에 발간된 수많은 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며, 현재도 수

집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특히 각종 100년사와 창간호 

등을 수집하고 있으며, 성남시에서 발간된 신문과 잡지 창간

호 거의 대부분을 소장하고 있기도 하다.

김효영과 김웅호가 제공한 자료의 경우 별도의 출처를 적시

하지 않았으며, 유미자의 자료에 한하여 소장 및 제공자를 적

시하였음을 밝힌다.

개인 소장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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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저금통장郵便貯金通帳

- 개설일 : 1914. 4. 26

- 원부소관原簿所管 : 경성저금관리소京城貯金管理所

- 크기 : 18.6×7.5㎝(펼친 면 18.6×30.2㎝)

01

김효영 소장
각종
문서 및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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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금융조합 출자증권出資證券

- 발행일 : 1915. 8. 30

- 발행처 : 송파금융조합松坡金融組合

- 크기 : 18.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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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공립보통학교 통신부通信簿 1

- 발행연도 : 1929

- 발행처 : 판교공립보통학교板橋公立普通學校

- 크기 : 21.0×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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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공립보통학교 통신부通信簿 2

- 발행연도 : 1930

- 발행처 : 판교공립보통학교板橋公立普通學校

- 크기 : 21.0×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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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간이생명보험朝鮮簡易生命保險 약관約款

- 발행일 : 1930. 10. 8

- 발행처 : 조선총독부 체신국朝鮮總督府遞信局

- 크기 : 18.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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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종신보험) 보험증서保險證書

- 발행일 : 1930. 10. 8

- 발행처 : 조선총독부 체신국朝鮮總督府遞信局

- 크기 : 18.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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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영수장保險料領收帳

- 발행일 : 1947. 3. 6

- 발행처 : 조선총독부 체신국朝鮮總督府遞信局

- 크기 : 12.9×6.0㎝(펼친 면 12.9×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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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총인구 조사결과 속보總人口調査結果速報

- 발행일 : 1949. 5. 1

- 발행처 : 공보처 통계국公報處統計局

- 크기 : 22.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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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농지分配農地 상환증서償還證書

- 발행연도 : 1950

- 발행처 : 농림부農林部

- 크기 : 19.5×27.1㎝

경기도 광주군 『내각의회의원명람內各議會議員名覽』
- 발행일 : 1952. 10. 20

- 발행처 : 국도신문사 광주지국國都新聞社 廣州支局

- 크기 : 1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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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당원증自由黨員證

- 발행일 : 1953. 7

- 발행처 : 자유당 광주군당부自由黨 廣州郡黨部

- 크기 : 8.9×13.4㎝

경기도민증京畿道民證

- 발행연도 : 1955

- 발행처 : 경기도

- 크기 : 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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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병역수첩陸軍兵役手帖(만기전역증)

- 발행일 : 1970. 5. 16

- 발행처 : 대한민국 육군

- 크기 : 10.5×7.5㎝

수원도립병원 평생진찰권
- 발행일 : 1971. 9. 9

- 발행처 : 수원도립병원

- 크기 : 6.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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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수첩
- 발행일 : 1974. 9. 18

- 발행처 : 육군본부

- 크기 : 9.8×7.0㎝(펼친 면 9.8×28.0㎝)

광주군 공무원증
- 발행일 : 1973. 3. 8

- 발행처 : 경기도 광주군

- 크기 : 8.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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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회 종신회원증
- 발행일 : 1977. 10. 6

- 발행처 :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 크기 : 6.5×8.8㎝

성남YMCA 회원증
- 발행일 : 1981. 8. 1

- 발행처 : 성남YMCA

- 크기 : 6.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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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국민학교 통지표
- 발행연도 : 1979

- 발행처 : 대원국민학교

- 크기 : 19.3×13.4㎝(펼친 면 19.3×26.8㎝)

02

김웅호(김응호)와 유미자 소
장 문서 및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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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국민학교 성적통지표
- 발행연도 : 1980

- 발행처 : 대원국민학교

- 크기 : 13.8×19.1㎝

대원국민학교 생활통지표
- 발행연도 : 1980

- 발행처 : 대원국민학교

- 크기 : 9.6×13.2㎝(펼친 면 9.6×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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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서중학교 생활통지표
- 발행연도 : 1982

- 발행처 : 성남서중학교

- 크기 : 12.6×13.3㎝(펼친 면 12.6×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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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국민학교 임명장
- 발행일 : 1980. 8. 25

- 발행처 : 대원국민학교

- 크기 : 27.1×19.5㎝

대원국민학교 상장
- 발행일 : 1981. 2. 13

- 발행처 : 대원국민학교

- 크기 : 27.1×19.6㎝

대원국민학교 상장
- 발행일 : 1980. 10. 18

- 발행처 : 대원국민학교

- 크기 : 26.5×19.2㎝

대원국민학교 졸업장
- 발행일 : 1981. 2. 13

- 발행처 : 대원국민학교

- 크기 : 26.9×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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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서중학교 개근상장
- 발행일 : 1983. 2. 21

- 발행처 : 성남서중학교

- 크기 : 26.6×19.1㎝

성남서중학교 임명장
- 발행일 : 1983. 3. 7

- 발행처 : 성남서중학교

- 크기 : 26.6×19.1㎝

성남서중학교 우등상장
- 발행일 : 1982. 2. 20

- 발행처 : 성남서중학교

- 크기 : 26.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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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서고등학교 우등상장
- 발행일 : 1985. 2. 23

- 발행처 : 성남서고등학교

- 크기 : 19.5×27.1㎝

성남서고등학교 개근상장
- 발행일 : 1985. 2. 23

- 발행처 : 성남서고등학교

- 크기 : 19.6×27.1㎝



260   /사진으로 보고 자료로 읽는 성남

성남서고등학교 임명장
- 발행일 : 1985. 3. 4

- 발행처 : 성남서고등학교

- 크기 : 19.6×27.0㎝

세종장학회 장학증서
- 발행일 : 1985. 10. 8

- 발행처 : 세종장학회

- 크기 : 26.9×19.4㎝



260   / 261자료로 읽는 성남

예식장 사용 계약서
- 발행일 : 1987. 9. 20

- 발행처 : 모란예식장

- 크기 : 18.8×25.7㎝

- 자료 제공 : 유미자



262   /사진으로 보고 자료로 읽는 성남

결혼 청첩장
- 발행일 : 1987. 10

- 크기 : 8.9×13.4㎝(펼친 면 17.8×13.4㎝)

- 자료 제공 : 유미자



262   / 263자료로 읽는 성남

『新丘學報(신구학보)』 창간호
- 발행일 : 1974. 11. 1

- 판형 : 대판

- 발행처 : 신구대학교

03

김효영 제공 성남시 관내 
발간 신문 및 소식지류 
창간호



264   /사진으로 보고 자료로 읽는 성남

『城南文化院報(성남문화원보)』 창간호
- 발행일 : 1986. 1. 1

- 판형 : 국배판

- 발행처 : 성남문화원



264   / 265자료로 읽는 성남

『발전하는 수진1동소식』 창간호
- 발행일 : 1987. 5. 20

- 판형 : 국배판

- 발행처 : 수진1동 기관단체장협의회

『주간 성남신보』 창간호
- 발행일 : 1989. 1. 22

- 판형 : 대판

- 발행처 : 성남신문사



266   /사진으로 보고 자료로 읽는 성남

『성남시민신문』 창간준비호
- 발행일 : 1989. 2. 22(1989. 5. 1 창간)

- 판형 : 대판

- 발행처 : 성남시민신문사

『수정소식』 창간호
- 발행일 : 1989. 4. 25

- 판형 : 국배판

- 발행처 : 성남시 수정출장소



266   / 267자료로 읽는 성남

『성남청년회의소』 창간호
- 발행연도 : 1989

- 판형 : 대판

- 발행처 : 성남청년회의소

『도시신문』 창간호
- 발행일 : 1990. 4. 19

- 판형 : 대판

- 발행처 : 도시신문사



268   /사진으로 보고 자료로 읽는 성남

『성남신문』 재창간호
- 발행일 : 1990. 5. 23

- 판형 : 대판

- 발행처 : 성남신문사

『성남타임』 창간호
- 발행일 : 1991. 12. 9

- 판형 : 대판

- 발행처 : 성남타임사



268   / 269자료로 읽는 성남

『성남살림뉴스』 창간호
- 발행일 : 1986. 1. 1

- 판형 : 타블로이드판

- 발행처 : 주간성남살림뉴스사

『성남벼룩시장』 안내지1호
- 발행일 : 1992. 8. 17

- 판형 : 타블로이드판

- 발행처 : 벼룩시장



270   /사진으로 보고 자료로 읽는 성남

『성남로터리』 창간호
- 발행일 : 1992. 12. 14

- 판형 : 타블로이드판

- 발행처 : 성남로터리

『우리신문』 창간호
- 발행일 : 1992. 12. 23

- 판형 : 대판

- 발행처 : 우리신문사



270   / 271자료로 읽는 성남

『자치신문』 창간준비호
- 발행일 : 1995. 2. 28

- 판형 : 타블로이드판

- 발행처 : 성남자치신문사

『성남시민모임』 창간호
- 발행일 : 1995. 6. 15

- 판형 : 타블로이드판

- 발행처 : 성남시민모임



272   /사진으로 보고 자료로 읽는 성남

『분당에 향기를』 창간호
- 발행일 : 1996. 2. 23

- 판형 : 국배판

- 발행처 : 분당경찰서

『성남유아교육』 창간호
- 발행일 : 1996. 11. 18

- 판형 : 타블로이드판

- 발행처 : 성남시 사립유치원연합회



272   / 273자료로 읽는 성남

『한성일보』 창간호
- 발행일 : 1997. 6. 24

- 판형 : 대판

- 발행처 : 한성인쇄

『한나라당 수정신문』 창간호
- 발행일 : 2000. 2. 20

- 판형 : 대판

- 발행처 : 한나라당 경기도 성남 수정지구당



274   /사진으로 보고 자료로 읽는 성남

『성남서고』 창간호
- 발행일 : 2001. 5. 28

- 판형 : 타블로이드판

- 발행처 : 성남서고등학교

『성남스포츠』 제7호
- 발행일 : 2001. 9. 1

- 판형 : 타블로이드판

- 발행처 : 월간 성남스포츠신문사



274   / 275자료로 읽는 성남

『성남뉴스ⓔ넷』 창간호
- 발행일 : 2002. 4. 22

- 판형 : 대판

- 발행처 : 성남뉴스

『민주노동당 성남시협의회』 창간호
- 발행일 : 2005. 7. 29

- 판형 : 타블로이드판

- 발행처 : 민주노동당 성남시협의회



276   /사진으로 보고 자료로 읽는 성남

『경원』
- 발행연도 : 1984

- 판형 : 4×6배판

- 발행처 : 경원공업전문대학 학도호국단

『성   미』
- 발행연도 : 1989 

- 판형 : 4×6배판

- 발행처 : 한국전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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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   / 277자료로 읽는 성남

『성남영우지』
- 발행연도 : 1989

- 판형 : 4×6배판

- 발행처 : 성남시 영남향우회

『성보』
- 발행연도 : 1989

- 판형 : 신국판

- 발행처 : 성보여자상업고등학교

『성남의 빛』
- 발행연도 : 1989

- 판형 : 4×6배판

- 발행처 : 

『둥지』
- 발행연도 : 1990

- 판형 : 신국판

- 발행처 : 성남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



278   /사진으로 보고 자료로 읽는 성남

『성남』
- 발행연도 : 1990

- 판형 : 4×6배판

- 발행처 : 성남시

『낙원마을』
- 발행연도 : 1992

- 판형 : 4×6배판

- 발행처 : 태평낙원새마을금고 

『산성로』
- 발행연도 : 1991

- 판형 : 4×6배판

- 발행처 : 

『산성』
- 발행연도 : 1992

- 판형 : 신국판

- 발행처 : 성일상업고등학교



278   / 279자료로 읽는 성남

『서고』
- 발행연도 : 1992

- 판형 : 신국판

- 발행처 : 성남서고등학교

『월간 문화광장』
- 발행연도 : 1992

- 판형 : 4×6배판

- 발행처 : 

『성남연구』
- 발행연도 : 1992

- 판형 : 신국판

- 발행처 : 성남지역사회발전연구소 

『산성문화』
- 발행연도 : 1994

- 판형 : 4×6배판

- 발행처 : 성남문화원



280   /사진으로 보고 자료로 읽는 성남

『성남문화연구』
- 발행연도 : 1994

- 판형 : 4×6배판

- 발행처 :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분당저널』
- 발행연도 : 1995

- 판형 : 4×6배판

- 발행처 : 로컬애드

『성남예술』
- 발행연도 : 1994

- 판형 : 신국판

- 발행처 :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성남시지부

『분당수필』
- 발행연도 : 1997

- 판형 : 신국판

- 발행처 : 분당수필문학회



280   / 281자료로 읽는 성남

『우리시정소식』
- 발행연도 : 1997

- 판형 : 4×6배판

- 발행처 : 성남시

『분당소프트21』
- 발행연도 : 1999

- 판형 : 국배판

- 발행처 : 소프트커뮤니케이션

『해오름』
- 발행연도 : 1997

- 판형 : 4×6배판

- 발행처 : 분당고등학교

『id분당』
- 발행연도 : 2000

- 판형 : 타블로이드판

- 발행처 : 소프트커뮤니케이션



282   /사진으로 보고 자료로 읽는 성남

『샛별』
- 발행연도 : 2002

- 판형 : 4×6배판

- 발행처 : 효성고등학교

『성남시 중앙문화정보센터 소식지』
- 발행연도 : 2002

- 판형 : 국배판

- 발행처 : 성남시



282   / 283자료로 읽는 성남

『분당문학』
- 발행연도 : 2005

- 판형 : 신국판

- 발행처 : 분당문학회

『예향』
- 발행연도 : 2007

- 판형 : 국배판

- 발행처 : 성남시 호남향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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