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는 6.25 전쟁 정전 60주년이 되는 해로 국가보훈처에서는 

대한민국을 수호한 참전용사 중 올해의 전쟁영웅 12인을 

선정하였는데 9월의 전쟁영웅으로 故차일혁 경무관이 선정 되었다 

故차일혁 경무관은 1953년 영화 애정산맥과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TV드라마 여명의눈동자의 실제모델이기도 하며 

특히 우리전통문화에 조예가 깊었으며 또 평소 즐기고 소중히 

생각하였던 분이기도 하다 

이에 십여년전 필연같은 우연한 만남으로 故차일혁 경무관의 

아들인 차길진법사와의 인연으로 전통무용가 박경랑이 기획 연출한 

추모공연이다

1부에서는 故차일혁경무관의 영상과 함께 헌화의식이 있고 

1947년 열살때 백조가극단의 소녀가수로 무대를 시작하여 

2000년 악극 ‘곡예사의사랑’ ‘경성스타’까지 70여년간 무대활동을 한 

우리시대 마지막 전통가극 배우이자 원로가수 원희옥선생이 출연해 

故차일혁경무관과의 인연으로 전쟁의포화가 이땅을 휩쓰는 와중에 

노래로 절망에빠진 민초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었던 전쟁 당시의 

일화를 직접 증언해본다

또 그때 불렀던 대중가요를 가수 김태한의 기타반주로 들어보게 되며 

드럼 연주자 김희헌 모둠북의 고석진 장구반주 고석용의 협연으로 

전통춤꾼 박경랑이 살풀이춤과 용선놀음으로 어우러지는 

영혼의몸부림이라는 천도의 춤을 춘다

 

2부에서는 유랑춤꾼 김운태단장이 이끄는 연희단 팔산대의 판굿과 

소리 채상소고춤 박경랑의 영남교방춤 교방소반춤 등으로 

지난 20여년간 꾸준히 올리는 박경랑만의 풍류 한마당이 

한층 진일보하여 관객을 모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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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내용

기획 연출  박경랑

출연진

원희옥  인터뷰 및 노래

김태한  기타

김희헌  드럼

고석진  모듬북

고석용  장단

연희단팔산대  판굿 소리

김운태  채상소고춤

박경랑  살풀이춤

          교방소반춤 

          영남교방청춤

총진행  백재화

진행  김정미 김정임 김혜수 

        박선영 유안나 한지연

영상  서재준

사진  정광진

의상  장한나

분장  조은희

스텝  김형섭 윤상혁 조월수

글씨  환옹 김진희

영상제공  차일혁기념사업회

영남교방청춤  www.gyobang.com

국악의 모든것 국악포털아리랑  www.arirangs.com 



▒ 차일혁 경무관 어록

이 땅의 평화를 기원하며(1953)

이른 아침 들판에 나가 일하는 농부에게 물어 보라.

공산주의가 무엇이며 자본주의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는가.

지리산 싸움에서 죽은 군경이나 빨치산에게 물어보라.

공산주의를 위해 죽었다 민주주의를 위해 죽었다 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는가?

그들은 왜 죽었는지 영문도 모른다고 할 사람이 태반일 것이다.

이 싸움은 어쩔 수 없이 하지만 

후에 세월이 가면 다 밝혀질 것이다. 

미국과 소련 두 강대국 사이에 끼여 벌어진 

부질없는 골육상쟁 동족상잔이었다고.

                                  (진중일기 中에서)

                                          

                          -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제2연대장 차일혁 총경 -

참전의 결의문 중에서(1950)

六.二五 動亂以後 中共의 南侵으로 祖國의 運命은 最大危機에 놓인 

오늘 나는 遊擊戰에서 負傷이 完治도 前에 名譽도 地位도 階級도 없이 

微力한 힘을 祖國에 바치기로 決心하였다.

                                            檀紀 四二八三年 十二月 十五日

                                            御全州 車一赫 書

지리산 화엄사와 관련하여

“절을 태우는 데는 한나절이면 족하지만 절을 세우는 데는 천년 이상의 

세월로도 부족하다.”

1920년 7월 7일 전북 김제군 금산면 성계리 출생

1935년 (15세)   홍성공업전수학교에 입학

1936년 (16세)   중국 상해로 망명하여 독립운동에 투신 

1941년 (21세)   중국 태항산 전투 참가하여 승리 

1945년 (25세)   악질 고등계형사 사이가, 쓰보이를 저격하는 등 일제 잔당 청산 

1949년 (29세)   103연대 1대대장 

1950년 (30세)   제7사단 직속 구국의용대장(대위)으로 6.25 참전, 경각산에서 

                       ‘옹골연 유격대’를 조직하여 유격전

                       전북경찰국 제18전투대대장(경감) 임명, 빨치산 토벌. 

1951년 (31세)   2500명의 빨치산이 장악한 당시 남한 유일한 칠보발전소를 

                       75명의 대원으로 사수 

                       화엄사 및 지리산일대 사찰 소각을 명받았지만, 기지를 발휘하여 

                       6개 사찰을 전화(戰火)에서 구함  

1953년 (33세)   5월 총경 승진,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2연대장으로 임명 

                       9월 남부군 총사령관 이현상 사살. 적장의 시신을 거두어 섬진강

                       에서 장례 지냄. 태극무공훈장 서훈 거부 

1954년 (34세)   충주경찰서장 부임

1956년 (36세)   진해경찰서장 부임

1957년 (37세)   공주경찰서장 부임

1958년 (38세)   5월 5일 조계종 초대종정 효봉 스님으로부터 감사장을 수여받음 

                       8월 9일. 공주 금강에서 심장마비로 순직 

▒ 사후 상훈

1998년   화엄사 경내에 공적비 건립

2000년   조선일보창간 80주년기념 20세기를 빛낸 위대한 인물로 선정  

2008년   6월 문화재청에서 감사장을 추서하고 문화재호국인물로 선정 

             10월 경찰공무원 최초로 보관문화훈장 추서 

2011년  1958년 8월 8일자로 경무관 승진 추서 

2012년  국가보훈처에서 6.25전쟁 영웅으로 선정

2013년  전쟁기념사업회에서 호국의 인물로 선정 

한국 무용가 박경랑 선생과의 인연은 11년 전이었습니다. 

선친 차일혁 경무관의 추모 행사에 흔쾌히 추모 공연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구명시식으로 좋은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처음 본 박경랑 선생은 곱고 청초한 난초였습니다. 

이제는 점차 관록이 쌓여 어느덧 강인한 민족혼을 상징하는 

반송(盤松)으로 성장했습니다. 

문화예술은 영혼을 위로하는 과정에서 탄생했습니다. 

한국의 정(情)과 한(恨)은 예술의 원천입니다. 

추모 55주기에 열리는 ‘영웅찬가’는 차일혁 경무관께서 전쟁영웅과 

호국인물로 선정되고, 화엄사에 공덕비가 다시 세워지고, 

임실국립호국원에 안장됨을 기념하는 의미가 깊습니다. 

이번 공연은 차일혁 경무관을 통해 한국 전쟁으로 

응어리진 한의 매듭을 푸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문화예술은 영혼을 자정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 

여러분의 심연을 조용히 정화시키는 청량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 사단법인 후암미래연구소 대표  차길진 -

凡夫가 하기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을 영웅이라고 한다는 

사전적 의미를 꼭 부여하지는 않겠습니다

6.25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은 이땅의 어떤 民草도 원하지 않았고 

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어야하는가 하는 

연유조차도 몰랐습니다 

비록 계곡마다 시신은 쌓이고 핏물은 내(川)가 되어 흘러도 

반만년 조상들의 흔적들을 지키려 애썼으며

지리산자락에 흩뿌리는 총알비보다

서로의 가슴에 오랫도록 남아 있을 

상채기를 더 두려워한 당신이셨습니다

아마 당신은 同時代의 아픔들을 치유하지 못하고 

짧은 생을 마감하셨기에 

내이름이 칭송받기를 원하지 않으실 수 도 

있으시겠지요

하지만 이런 당신이 계셨기에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늦게나마 큰 업적을 기리고 그 큰 뜻을 가슴에 새기며 

더 두터운 인연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몸짓으로

당신을 노래하려 합니다

사람은 꽃이라 하였으니 

당신의 꽃은 강하면서도 부드러운 꽃으로 영원할 것입니다

님이시여!

당신은 우리의 영원한 친구같은 영웅으로 오래 오래 

남으실 것입니다 

 

                                                                  

                                          - 故차일혁 경무관님을 기리며   박 경 랑 -

▒ 차일혁 경무관 연보

당신의 꽃은 강하면서도 부드러운 꽃으로 

영원할 것입니다

어느덧 강인한 민족혼을 상징하는 
반송(盤松)으로 성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