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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世宗)과 나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김 안 제

세종이란 말은 세상에서 가장 으뜸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우리가 ‘세종’이라 하면 먼저 떠

오르는 생각이 세종대왕이다. 세종대왕(1397~1450, 재위 1419~1450)은 휘(諱)가 도(祹)이고 

자는 원정(元正)이며 군호는 충녕(忠寧)이고 시호는 장헌(莊憲)이시다. 조선조 제4대 왕으로 

등극하여 한글 창제, 국악 쇄신, 측우기와 혼천의(渾天儀) 제작, 북의 육진(六鎭) 개척, 남의 

삼포(三浦) 개설 등을 위시한 많은 치적을 남겼다. 우리나라 역대 제왕 가운데 가장 훌륭한 

임금이셨으니, 세종이란 칭호를 받아 마땅하다고 할 수 있다.

나는 이상하게도 이렇게 훌륭한 이름의 ‘세종’과 몇 번의 인연을 맺게 되어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하고 있다. 그 첫째의 인연은 ‘한글’이다. 세종대왕께서 1446년에 창제·반포하신 훈민정

음(1927년에 한글이라 명명)을 해방 후인 1945년 9월부터 배우기 시작하여 평생 동안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였다. 한글이 없이 아직까지 한자만을 쓰고 있다면 그 불편함이 얼마나 컸을

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하곤 한다. 어리석은 백성을 어여삐 여겨 자신의 눈을 망치면서까지 백

성에게 글을 읽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눈을 선사해 준 대왕의 참 마음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

다.

두 번째 인연은 ‘세종고등학교’이다. 수도여자사범대학 부속 여자고등학교에서 수학 교사 

한 명을 공모했는데 취업이 어려운 때라 수 백 명이 응모했었다. 운이 좋아 최종 합격되어 수

학 교사로 취임하니 1963년 2월 1일이었다. 대수와 기하를 가르치며 학생들과 매우 재미있는 

교사 생활을 하다가 대학원에 진학하느라 몇 달 후에 사직하고 말았다. 주영하(朱永夏) 교장

선생님을 위시한 여러분들의 만류와 꾸중을 들으면서 그 자리를 떠나서 지금까지도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 그 후에 수도여자사범대학은 세종대학교로 승격되었고 부속 여자고등학

교는 서울세종고등학교로 바뀌었으며, 여고의 교사는 세종호텔로 개조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세 번째는 ‘세종시’와의 가연이다.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대선공약사항을 지키기 위해 신

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했으며, 나는 2003년 6월 5일부터 자문위원

장으로,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추진위원장으로 취임하여 1년 3개월 동안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건설의 계획수립에 진력했다. 신행정수도의 입지를 확정하고 

나서 그 자리를 물러난 다음에도 자문위원으로 계속 활약했다. 그리고 2006년 5월 10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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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명칭제정심의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 공모를 통한 명칭제정에 많은 노

력을 기울였으며, 최종적으로 ‘세종시’라는 명칭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2012년에

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고 중앙행정부처의 이전이 시작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도시건설

이 착실하게 진행 중에 있다. 가끔 건설청과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성공적인 도시가 되기를 

기원하고 있다.

네 번째의 인연은 ‘세종대학교’이다. 세종대학교 재단, 곧 대양학원(大洋學園)은 내부 분규

로 인해 정부 파견 이사진에 의해 운영된지 오래였으며, 나는 2007년 7월 20일부터 임시이사

로 위촉되어 1년 넘게 봉직했다. 40여 년만에 설립자이신 주영하·최옥자(崔玉子) 내외분을 

다시 만나 무척 반가웠고, 그래서 더욱 세종대학 정상화를 위해 진솔하게 봉사했다. 그러나 

분규의 골이 너무 깊어 뜻대로 되지 못하였고 여기에 정치적 영향까지 받아 소망한 바를 이

루지 못한 채 물러났다. 설립자 내외분과 대학 당국에 대해 송구한 마음을 지금도 갖고 있다. 

‘정의사회’의 구현과 ‘사필귀정(事必歸正)’의 길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인간세계의 현실임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끝으로 또 하나 ‘세종’이란 이름과 인연을 맺고 싶은 바람이 있으니, 그것은 신설되는 세종

시의 시민이 되는 것이다. 세종시의 제1호 시민이 되고 싶었으나 그것은 어렵더라도 2013년

경부터 세종시민이 되어 성장하는 세종시를 지켜보면서 세종시 설립의 당초 이념이 올바로 

성취되는 과정을 그 속에서 몸소 느껴 보았으면 한다. 살으리 살으리랏다! 세종에 살으리랏

다!

서울 광화문에 세워져 있는 세종대왕의 동상을 우러러 보면서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무한

한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내가 맺은 ‘세종’과의 인연인 한글과 세종고등학교와 세종대학교

와 세종시가 더욱 발전하고 알찬 결실을 맺도록 두터운 가호를 내리는 성스러운 수호신이 되

어 주시기를 두 손 모아 기원드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