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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are now searching for the “time of history” in the earth. 
Through the excavation, we have come to realize that the 
past and the present are not that far from one another.
The ancient kingdom of Silla still remains as it once was 
in gyeongju, a small city located approximately 274 km 
southeast of Seoul, the capital of South Korea.
The people of Silla built a palace on a moon-shaped hill 1,900 
years ago. It was given the name Wolseong, meaning moon 
palace, due to its resemblance to the moon. Silla managed to 
remain a unified country for 1,000 years and still conveys its 
splendor to this day. 
In 2014 we started the process of removing the thousand-
year-old soil of Silla. an excavation was conducted to 
uncover the accumulated time of over a thousand years and 
the buried time of another thousand years following Silla’s 
collapse. We found various artifacts such as earthenware 
used by the Silla people, tou (clay figures) reflecting Silla life, 
wooden slips with inscriptions, bones of domestic animals 
such as dogs and pigs, and plant seeds which once bloomed 
beautifully.
History is said to be a way to communicate between the past 
and the present. In art works, a broken Silla pottery series 
depicts the moon as it bathes Wolseong in moonlight. Silla 
tou have been reinterpreted as “joyful play” using Lego in 
Denmark. Through artworks such as these, Wolseong on the 
moon-shaped hill can be reborn as a “new place” with a new 
texture. 
I am very delighted to introduce Copenhagen, Denmark to 
the story of Silla, an ancient kingdom of Korea dating back 
1,900 years. The moon-shaped palace is just about to start 
telling us the very common but exciting story about how the 
past is connected to the present. This exhibition is presented 
with the hope that the story of Wolseong will be something 
that people all over the world can enjoy together outside of 
Korea.

Lee jong-Hoon
Director, 

The gyeongju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foreword 
by the Director



지금, 우리는 흙 속에서 ‘역사의 시간’을 찾고 있습니다. 
발굴조사를 통해 역사와 현재의 시간이 서로 멀리 떨어진 일이 아님
을 알게 됩니다. 
한국의 수도인 서울에서 동남쪽으로 약 274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작은 도시 ‘경주’에는 천년을 이어져 온 고대 국가 신라의 모습이 비
교적 온전히 남겨져 있습니다. 
신라 사람들은 달을 닮은 언덕 위에 1900년 전, 왕궁을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양에 빗대어 왕궁을 ‘월성’이라 불렀습니다. 그렇게 
월성에 자리잡은 ‘신라’는 통일국가로 천 년을 이어가며 지금까지 
그 찬란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2014년, 신라 천년의 흙을 걷어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천년 동안 쌓인 시간, 그리고 다시 묻혔던 천년을 다시 찾는 발굴조
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라인들의 쓰던 흙으로 빚은 그릇(토기), 삶의 
모습을 그대로 담은 토우, 그들이 나무 조각 위에 쓴 글자가 남아 있
는 목간, 월성에 살았던 개, 돼지 등 동물의 뼈, 아름답게 피어올랐을 
연꽃의 씨앗을 찾았습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 
깨진 신라의 토기편은 달빛이 담긴 ‘달’로, 신라인을 닮은 토우는 덴
마크의 레고와 함께 ‘즐거운 놀이’로,  달을 닮은 언덕 위 월성에 새
로운 질감을 부여한 ‘새로운 장소’가 그렇게 다시 태어났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1,900년 전 한국의 고대 국가였던 신라의 이
야기를 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쁩니다. 
‘달을 닮은 성’이 들려주는 과거와 현재가 서로 이어져 있다는 보편
적이고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월성의 옛 이야기
가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인들이 함께 즐기는 소재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장

발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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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word
by the mayor of 
gyeongju

gyeongju was once a capital city of an ancient country 
for an historically unprecedented amount of time. Its 
magnificent culture and everlasting history have been 
developed and polished over time. 
gyeongju was the center of cultural exchanges thanks 
to inland and maritime Silk roads. an ornamental 
golden dagger featuring a red garnet proves that Silla 
was the hub of dynamic cultural exchanges. Silla is 
often referred to as “the kingdom of gold” since a 
number of gold objects were discovered in ancient 
burial mounds belonging to the royal family and 
aristocrats. The history of Silla which managed to 
build a powerful kingdom and extend its power still 
makes our hearts throb. 
Wolseong, the center of Silla, has revealed significant 
artifacts since the start of excavation in December 
of 2014. Wolseong’s true appearance will be exposed 
steadily and carefully. 
just as Silla was at the center of history for a long 
time, I believe the Korea in Denmark: Welcome to the 
moon palace | 월성 exhibition will contribute to newly 
illuminating Korea’s history. 
I am deeply pleased to introduce the history of Silla to 
Copenhagen. 
I hope many people in Copenhagen will enjoy these 
attractive artworks from Silla and Wolseong in nikolaj 
Kunsthal, Copenhagen. 
I wish the history of Silla with its excellence and 
mystery could be blazoned across the world. 

joo nak-young 
mayor of gyeongju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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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경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긴 시간 동안 한 국가의 수도였습니
다. 
찬란한 문화와 유구한 역사는 시간을 거듭하며 발전하고 다듬어졌
습니다. 
실크로드로부터, 그리고 바다로 다시 이어지는 문화 교류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동유럽의 붉은색 석류석이 반짝이는 황금보검은 신
라가 역동하는 문화 교류의 중심지였음을 대변해줍니다. ‘황금의 나
라, 신라’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양의 황금이 신라 왕들과 귀족들의 
무덤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고 그 힘을 펼쳤
던 신라의 역사는 21세기의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신라의 중심부였던 월성은 2014년 12월 발굴조사가 시작된 이후로 
중요한 유물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 앞으로도 천천히, 그리고 조
심스럽게 숨겨져 있던 모습을 찾아갈 것입니다.
마치 먼 길을 이어 역사의 중심에 섰던 신라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Korea In DenmarK: Welcome to the moon palace | 

월성’ 전시를 통해 한국의 역사를 새롭게 비출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이라 믿습니다.  
신라의 역사를 코펜하겐에서 펼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코펜하겐 니콜라이 쿤스탈 미술관에서 많은 분들이 신라와 월성을 
표현한 작품들을 함께하며 공감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계로 뻗어나가 신라 역사의 우수함과 신비로움을 널리 알릴 수 있
기를 기대합니다. 

경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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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on palace
| Wolseong

History of Silla still remains as it was in ‘gyeongju’, a small city 
located approximately 274 km southeast of Seoul, the capital city 
of South Korea. Silla was the ancient kingdom of Korea and the 
moon-shaped palace, Wolseong was in the center of it. 

“德業日新 網羅四方: 
Virtue is renewed day by day and reaches everywhere.”

- Samguksagi, History of the Three Kingdoms -

Like the wishes of the country’s name, Silla developed around 
Wolseong and unified neighboring countries, becoming an 
important country as an axis for the cultural exchange in east 
asia. 
Wolseong was a palace and located in Seorabeol, the capital 
city of Silla. It was the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center. Wolseong was the place where the royal family and 
administrators stayed over a thousand years. Wolseong had a 
special royal treasure storage ‘Cheonjongo’, where they stored a 
mythical flute ‘manpasikjeok’ – when it was played, the enemy 
retreated, the disease was cured and the waves of the sea calmed 
down’. 
Wolseong was surrounded by historical heritages such as 
gyaelim (coak-grove, the legend of king born from an egg), 
Cheomseongdae (Celestial observatory), and Donggung (the 
palace of the Crown prince) and Wolji (a pond).
In 2000, the UneSCo acknowledged the historical and cultural 
value of Wolseong. Hence, the UneSCo designated Wolseong 
area in the name of ‘the gyeongju Historical areas’ as a World 
Heritage. Wolseong, the central site of the gyeongju Historical 
area, is now a precious cultural heritage not only in Korea but 
also worldwide. 
Wolseong revealed a huge number of artifacts such as tens of 
thousands of earthen wares and roof tiles, a wish-fulfilling ship 
and shields for rituals in 2019. Intentions, motivation and exact 
use of artifacts are still remained as homework yet to be solved.
Today in Wolseong, researchers from various fields including 
archaeology are gathered. Constant journey for solving this 
archaeological puzzle of Silla continues to this very mo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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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한국의 수도 서울에서 동남쪽으로 약 274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작은 도시‘경주’에 신라의 역사가 고스란히 남겨져 있습니다. 신라
는 한국의 고대국가였고 그 중심에 달을 닮은 월성이 있었습니다. 

“德業日新 網羅四方: 
덕업이 날로 새로워져 사방을 망라한다 ”

신라는 그 나라 이름에 담긴 소망처럼 월성을 중심으로 성장하여 주
변 나라를 통일하고, 나아가 동아시아의 문화교류의 한 축으로 번영
하였습니다. 
월성은 서라벌이라 불린 신라의 수도에 위치한 왕궁이었으며, 당시
의 정치·문화·경제 등 중심지였습니다. 그곳에는 약 천년 동안 왕과 
왕족 그리고 관리 등 다양한 인물들이 머물렀던 곳입니다. 월성에는 
그것을 연주하면 적군이 물러나고, 병이 낫고, 바다의 파도가 잔잔해
진다는 피리인 만파식적을 보관했던 왕실 보물창고 천존고도 있었
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숲에서 닭이 우는 소리 듣고 
찾아가 보니 알에서 태어난 사내아이가 있었다는 계림과 별을 관측
했다고 전해지는 첨성대, 아름다운 연못이 펼쳐진 동궁과 월지가 병
풍처럼 둘러싸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유네스코는 월성이 지닌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인정하
여 월성을 포함한 일대를 ‘경주 역사 유적 지구’라는 명칭을 부여하
여 세계 유산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경주 역사 유적 지구’의 중심 유
적인 월성은 이제 한국만이 아닌 전 세계가 공유하는 소중한 문화유
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월성에는 수 만점의 토기와 기와, 당시 사람들이 소
원을 빌면서 띄웠던 배, 의례용으로 썼던 방패 등 수 많은 유물이 쏟
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물들의 제작 의도나 구체적인 용도 등은 
아직 풀지 못한 숙제입니다.  
지금 월성에는 고고학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터를 잡
았습니다. 신라의 수수께끼를 풀기 위한 끊임없는 여정은 지금 이 순
간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Lee Sang Yoon
이 상 윤





moonlight of 
palace and myst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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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Sang Yoon
professor, Department of the advertising in photography & 
Image, 
pai Chai University

Lee Sang Yoon completed photography at nihon 
University’s Institute of arts and graduated from nihon 
University’s graduate School of art research and Visual 
arts. He worked as a cameraman at Kodansha and had 
private exhibitions more than 10 times in Tokyo, nagoya, 
and Seoul. In 2006, he founded the Korean Documentary 
& Cultural research Centre. He has worked several 
times with the Cultural properties administration and 
the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to photographing Korean cultural heritage and other 
meaningful works. 

이상윤
배재대학교 광고사진영상학과 교수 

니혼대학교(日本大學校) 예술연구소 사진학을 수료했고, 니혼대학교(日本大

學校) 대학원 예술연구과(영상예술전공)를 졸업했다. 일본 코단샤(講談社)에서 
사진기자로 활동했으며 도쿄, 나고야, 서울 등지에서 개인전을 10회 개최
했다. 2006년 한국기록문화연구소를 설립하여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
소와 함께 여러 차례 한국 문화유산 촬영과 같은 의미 있는 작업을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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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LIGHT 1
2018, 900×900, Canv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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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light of palace and mystery
‘moonlight of palace and mystery’ is based on the extent 
of the cracks in the excavated potteries. When viewed 
from above, it looks like the waxing and waning moon. 
moreover, the shape of Wolseong is similar to the half-
moon. Hence, it was once called as Banwolseong (a half-
moon palace). The artist pays attention to the stoneware of 
Wolseong and express it as a moon in his photographs. The 
waxing and waning moon seem to hold aspirations of the 
Silla people from 1,600 years ago. 

moonlight of palace and mystery
‘moonlight of palace and mystery’는 월성 발굴 현장에서 출토
된 토기를 위에서 내려다보면 깨어진 정도에 따라 평면이 마치 달이 차고 
기우는 모습과 연상된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또한 월성의 모양이 반달
과 비슷해 오랫동안 반월성으로도 불려왔는데, 작가는 이러한 사실에 주
목해 월성의 토기를 달로 형상화한 사진으로 표현했다. 차고 기우는 달에 
1,600년 전의 사람들의 염원이 담긴 것 같은 느낌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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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LIGHT 2
2018, 900×900, Canv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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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LIGHT 3
2018, 900×900, Canv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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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LIGHT 4
2018, 900×900, Canv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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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LIGHT 5
2018, 900×900, Canv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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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LIGHT 6
2018, 900×900, Canv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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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LIGHT 7
2018, 900×900, Canv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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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LIGHT 8
2018, 900×900, Canv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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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LIGHT 9
2018, 900×900, Canv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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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ttery with life of the Silla people

Stoneware was made by mixing clay with water and 
shaping it with one’s hands or throwing it on a wheel. It 
was then fired and became proper pottery to use as a food 
and water container or a way to store and carry things. 
Stoneware, the oldest and most universal living product, 
provides abundant information about various activities in 
ancient society. Studying pottery made by the ancients is 
thus essential to understanding their history and culture. 
among the different types of pottery, Silla pottery is 
stoneware which was mainly produced and used in the 
Silla region from the Silla to the Unified Silla period. 
There were various types of stoneware such as footed 
shallow bowls and dishes, lids, plates, pots, bowls, 
bottles, and saucers. Works of Silla pottery have been 
identified extensively in places where Silla people lived 
such as Wolseong, the king’s main residence, and near 
Hwangnamdaechong, the king’s tomb. 
The most distinctive form of Silla pottery is the footed 
bowl. Its features include a long stand that is divided by 
raised ridges into several zones, each of which has several 
rectangular-shaped openwork decorations resembling a 
window. after the unification of Silla, the stands of footed 
shallow bowls became shorter and the rectangular-shaped 
openwork became smaller than before and was done in 
diverse shapes such as rectangles and circles. 
Works of pottery found in Wolseong, gyeongju were 
mainly produced and used during the Three Kingdoms 
and Unified Silla periods. Hence, they represent nearly 
1,000 years of the Silla capital’s history and culture and 
also reflect the life styles and techniques of pottery making 
from that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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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LIGHT 10
2018, 1000×1500, Diasec

MOONLIGHT 11
2018, 1000×1500, Dia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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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LIGHT 12
2018, 1000×1500, Diasec

신라인의 생활이 담긴 토기

토기土器는 점토를 물에 개어 손이나 물레를 이용하여 빚은 후 불을 가열
하여 제작한 용기로 식품과 물의 식사·취사·저장·운반에 사용된다. 인류의 
가장 보편적이고 오래된 생활 용품인 토기는 과거 사회의 다양한 행위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에 옛 사람들이 만들고 사용했던 토기를 
연구하는 것은 당시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 중 신라 토기란 신라~통일신라까지 신라 권역을 중심으로 생산되고 사
용된 토기를 일컫는다. 신라 토기의 종류는 고배高杯(굽다리접시), 개蓋, 뚜껑, 
배盃, 접시, 호壺, 항아리, 완碗, 사발, 병甁, 병, 기대器臺(그릇받침) 등으로 다양
하다. 신라 토기는 왕이 거주했던 왕궁인 월성, 왕의 무덤인 황남대총 등 
신라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확인되고 있다. 가장 특징적
인 신라 토기가 고배이다. 긴 다리의 여러 단에 사각형의 창문과 같은 구멍
을 뚫는것이 특징이다. 신라가 통일된 이후에는 굽다리가 짧아지고, 앞선 
시기에 비해 비교적 작은 창문과 같은 구멍을 뚫고, 그 형태도 사각형, 원 
등 다양해진다. 경주 월성에서 출토된 토기류는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에 걸쳐 제작·사용되었던 것들로 천년에 이르는 신라 왕경의 역사와 문화
를 대표하며 당시 사람들의 토기 제작기술과 당시의 생활모습을 담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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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STERY 1 
Skull of Wild Boar
2018, 1000×1800, Diasec

animals of Silla, 
bones of animals left behind  

animals are closely related to human life. It is known that 
they were domesticated by humans during the neolithic 
era. animals were not only the closest friends of humans, 
they were also used as a main source of food. moreover, 
wild mammals like bears and tigers contributed to the 
existence of fear in humans. 
evidence that animals were closely tied to human life can 
be found in their bones. residents of Wolseong created 
moats that were similar to swampy areas. Thousands 
of animal bones have been excavated from this special 
environment. Bones of cows, horses, dogs, wild boars, 
bears, sea lions, deer, and sharks have been identified 
so far. among these animals, it could be assumed that 
dogs, horses, and cows were used for domestication while 
deer and wild boars were mainly for hunting. Bones of 
sea animals such as sea lions and sharks were unearthed 
at Wolseong even though it is not close to the sea. This 
might indicate that people used sea animal bones in 
the palace in Wolseong. With no flesh or leather to aid 
research, animal bones are morphologically compared 
through features that vary from one animal to the next 
using an identification process. This often includes 
comparing the bones with zoological specimens. an 
animal’s evolution and morphology can be identified in 
this process.
The animal bones found in historical sites tell us about 
the life of the people who lived in their time in addition 
to information about the food the animals ate and the 
environment in which they lived. moreover, they also 
give insight into the appearance of the animals that lived 
during the Silla era. Such animal bones contain traces of 
Silla it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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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STERY 2  
Skull of Wild Boar
2018, 1000×1800, Diasec

신라의 동물, 남겨진 동물 뼈

동물은 인간 생활과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신석기시대부터 
동물은 인간에 의해 길들여지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물은 
인간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기도 하였고, 고기를 제공하는 주요 식량원이
었다. 또한 곰과 호랑이등 사나운 포유류의 경우 생명을 위협하는 두려움
의 존재이기도 하였다.
이렇게 인간 생활과 가깝던 동물의 흔적은 동물 뼈로 남겨져 있다. 월성에
서는 저습지와 같은 환경이 형성된 해자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수 천 점 이상의 동물 뼈가 출토되었다. 지금까지 확인된 
동물 뼈는 소, 말, 개, 멧돼지, 곰, 강치, 사슴, 상어 등이 있다. 이러한 동물
들 중 개, 소, 말은 사람들이 기르던 것이며 사슴과 멧돼지는 주로 사냥했
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강치와 상어는 바다에서 사는 동물인데 바다와 
인접하지 않은 월성에서 바다동물의 뼈는 당시 왕궁이 있었던 월성으로 
가져와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살과 가죽이 모두 없어지고 뼈만 남겨진 
상태로 확인되는 동물 뼈는 각 동물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특징을 통해 형
태비교를 하는데, 이를 동정Identification, 同定이라고 한다. 동정은 현재 살
고 있는 동물의 표본을 비교하기도 하며 이를 통해 동물의 진화 방법과 형
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유적에서 확인되는 동물 뼈는 당시 사람들의 생활, 먹거리, 동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전해준다. 과거 신라에 살았던 동물들의 모습은 어떠했
는지도 알려준다. 그러한 동물 뼈는 그 자체로 신라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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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STERY 3
Mandible of Wild Boar
2018, 1000×1800, Dia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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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STERY 4
Cattle Horn
2018, 1000×1800, Diasec

MYSTERY 5
Cattle Scapula
2018, 1000×1800, Dia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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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STERY 8
2018, 10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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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STERY9
2018, 10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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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STERY 10
2018, 1000×1800

photographer’s note

I have done work involving the recording of tangible and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This job entails delivering 
the exact history of yesterday to the present. In the case 
of tangible cultural properties, representing the special 
formativeness, color and quality of the relic is most 
crucial. This work should be done in a way that excludes 
one’s subjective view so as to adhere to traditional 
and objective perspectives. Hence, it often emphasizes 
techniques concerning lighting and taking photographs 
instead of the photographer’s artistic sense during the 
work process.  

It is quite rare to be able to work with cultural properties 
freely like I did during the gyeongju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s Wolseong project without 
feeling burdened and suffering from visual fixations. I 
had a meaningful time exploring my desire to re-interpret 
cultural properties in my own way. 

Lee Sang Yoon



42 43



43

photographer’s note

오랜 시간 유·무형 문화재 기록 작업에 참여해왔다. 이 작업의 기본적인 
목적은 어제의 역사를 오늘의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다. 유
형문화재의 경우에는 유물 고유의 조형성과 색깔, 재질 등을 ‘있는 그대
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체의 주관적인 시각을 배제하고, 
전통적·객관적 시각에 따라야 한다. 그래서 작업 과정에서는 촬영자의 조
형 감각보다 조명이나 촬영 같은 기술적 측면이 더 강조되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진행한 경주 월성 프로젝트는 기존의 
문화재 기록이 주는 무게감이나 고정된 시각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작업할 수 있었던 극히 드문 경우였다. 문화재를 기록하면서 늘 해소하지 
못한 채 갖고 있던 놀이(재해석)에 대한 욕망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의
미 있는 시간이었다.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탄탄하고 신선한 기획에 참여할 수 있
어서 작가로서는 더 없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다. 시간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었지만 이전과 달리 유물을 자유롭게 
다뤄 볼 수 있어서 한층 만족감이 높았다. 경주 월성 프로젝트가 앞으로도 
새로운 시선을 향해 계속 나아가길 바란다. 그리하여 유물이나 문화재가 
새로운 생명력을 얻기를 소망한다. 





Yang HYUn moH
양 현 모





Tou, 
plays with Le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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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ng HYUn moH
representative, Ill Studio

Yang Hyun moh graduated with a major in photography 
from Chung-ang University. He went to Istituto Italiano 
Di fotografia in milan and graduated with Top honours 
in photography. He had tens of exhibitions since an 
invitational exhibition in milan, Italy. He worked as 
a lecturer at Sang-myeong University and Chung-ang 
University. Currently, he is a representative of Il studio. 
He has taken pictures of pagodas in Korea for several 
years. He had an exhibition in new York in December 
2017. 

양현모
일스튜디오 대표 

중앙대학교 사진학과를 졸업하고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는 이탈리아노 디 
포토그라피아 인스티튜토를 수석 졸업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초대전
을 시작으로 수십 차례 전시회를 했으며, 상명대학교와 중앙대학교 사진
학과 대학원 강사를 역임했다. 현재 일 스튜디오 대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수년 동안 우리나라 탑 사진을 찍어왔고 그 결과물을 모아 2017, 8년 뉴욕
에서 전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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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 HaT
2018, 900×1350, Hanji, Traditional 
Korean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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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 plays with Lego! 
Yang Hyun moh imagined the tou, what Silla people 
would like to express through it, with Lego. The 6th 
century tou and 21st century Lego are almost the same 
size in the proportion of height, head, and torso. Tou 
slept in the earth of Silla for 1600 years. However, now 
tou could fly in the sky and also become a warrior of 
the universe riding a horse. Children’s imagination 
extends beyond our grasp. He worked with his son in rich 
imagination and joy for several months. I hope the tou 
could stimulate children to dream and imagine. 

토우, 레고와 함께 놀다!
양현모 작가는 토우를 통해 신라 사람들이 표현하고자 했던 것을 레고와 
함께 상상하였다. 6세기의 토우와 21세기의 레고는 전체적인 키나 머리, 
그리고 몸통의 비례가 비슷하다. 1,600년을 신라 땅 속에서 잠들어있던 
토우가 깨어나 하늘을 날고, 우주에서 내려온 전사는 말을 타고, 우주에서 
스타워즈 전투를 한다. 어린이들의 상상력은 어른이 알 수 없는 곳까지 날
아간다. 양현모 작가는 아들과 함께 풍부한 상상력과 즐거움을 더해 작업
하였다. 아이들에게 꿈과 상상력을 주고 즐거움이 있는 작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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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RSO
2018, 530×790, Hanji, Traditional 
Korean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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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 HaT
2018, 1350×900, Hanji, Traditional 
Korean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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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TION
2018, 1350×900, Hanji, Traditional 
Korean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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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 WaRS a
2018, 1350×900, Hanji, Traditional 
Korean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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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 WaRS B
2018, 1350×900, Hanji, Traditional 
Korean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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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GS
2018, 1350×900, Hanji, Traditional 
Korean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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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 life of the Silla, Tou  

Tou (clay figures) resemble people, animals, houses and 
tools that directly reflect how Silla people lived in those 
days. Using their hands, they created tou in hunting, 
dancing, singing and intimate poses. It seems as though 
they were normally attached to the lid of a receptacle or 
pot as forms of decoration. They might have been used to 
pray for fertility or as ritual objects. 
most of the ancient tou in Korea were discovered in the 
Silla territory of ancient times. many were found in the 
moats of Wolseong where a royal palace had existed 1,000 
years ago. They were able to survive in perfect condition 
until now as they were buried deep in the mud of these 
moats which provided barriers of protection. 
It is intriguing how the tou are all different with varying 
shapes: a man with his arms stretched out sideways as 
if dancing, a man with an accent on his sexual organ, a 
rider on a horse, a dancer, a man looking up at the sky. 
They resemble toys, providing entertainment with their 
fun shapes, but they are much more than that: they are 
important treasures that allow us to study the daily life of 
the Silla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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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ELD
2018, 1350×900, Hanji, Traditional 
Korean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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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MMER
2018, 900×4000, Silk

BaTMaN
2018, 900×4000, Silk

신라인의 일상, 토우土偶

토우는 흙으로 만든 형상을 말한다. 주로 사람, 동물, 집, 사용하던 공구 등
을 본떠 만든 것으로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신라인들의 눈에 비친 사냥하는 모습, 춤추고 노래하고 사랑하는 모
습을 그들의 손을 통해 고스란히 만들어냈다. 주로 그릇의 뚜껑이나 항아
리에 붙이는 장식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장식은 물론 풍요 등을 기원
하거나 제의의 대상으로도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대 토우는 신라 지역에서 가장 많이 확인되고 있는데 신라 
천년의 궁성이었던 경주 월성의 해자에서도 토우가 다수 발견되었다. 적
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벽을 따라 깊이 파놓은 도랑인 해자의 진흙 속
에 빠져 있어 온전히 제 모습을 간직한 채 천년 이상의 세월을 버텨낼 수 
있었다. 춤을 추는 듯 양팔을 옆으로 쫙 펴고 있는 사람, 성기가 강조된 남
성, 말을 탄 사람, 춤추는 사람,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 등 같은 모양은 
하나도 없고 모두 다른 행동을 하고 있어 더욱 흥미롭다. 토우는 장난감처
럼 재미있는 모양을 가지고 있어 재미를 주기도 하지만 신라 사람들의 생
활상을 연구 할 수 있는 귀중한 보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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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ETHER
2018, 1900×940, Hanji, Traditional 
Korean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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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uLDER TO SHOuLDER 
2018, 530×790, Hanji, Traditional 
Korean paper

SOGDIaN
2018, 1350×900, Hanji, Traditional 
Korean paper

photographer’s note

Tou slept in the ground of Silla for 1,600 years but have 
now awoken and can fly in the sky. Tou can now become 
hockey players in the Winter olympics, stormtroopers in 
a Star Wars battle in space, or para-athletes in the Winter 
paralympics. 

I believe that we can dream about the future through the 
past. Children’s imaginations extend beyond our grasp. 
I think about how I can draw children’s attention to 
ancient artifacts which children only see in books and are 
not familiar with. 
my son, who wants to be a Lego designer, reminds me of 
the similarities between tou and Lego. In fact, 6th century 
tou and 21st century Lego share almost the same size, 
height, head and torso proportions. With this in mind, I 
attempted to combine tou with Lego. Luckily, I was able 
to create a composition naturally with computer graphic 
techniques. 

The clay surface texture of tou is quite rough but still 
reasonable. Lego imparts a fresh colour and smooth 
feeling when it is captured in photography. I printed 
the picture on Korean traditional paper to express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ou and Lego. 
Working with my son for several months was a period full 
of joy and imagination. I hope tou can encourage children 
to dream and have exciting imaginations. 

Yang HYUn m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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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KEY
2018, 940×1720, Hanji, Traditional 
Korean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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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grapher’s note

1,600년을 신라 땅속에 묻혀 잠자던 토우가 잠에서 깨어 하늘을 날고, 동
계올림픽에서 하키 선수로 출전하고, 우주에서 스타워즈 전투를 합니다. 
두 팔이 없는 토우는 동계패럴림픽 스키 선수로 등장합니다.

저는 과거를 통해 미래를 꿈 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이들의 상
상력은 어른이 알 수 없는 곳까지 뻗어나갑니다. 아이들이 책으로만 볼 수 
있고 조금은 먼 선조들의 유물을 어떻게 하면 흥미롭게 대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레고 디자이너가 꿈인 아들을 보면서 토우와 레고의 
랑데부를 자연스럽게 떠올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6세기 토우와 21세기 레고는 키와 머리와 몸통의 비례가 매
우 비슷합니다. 그 덕에 컴퓨터 그래픽으로 합성하는 데 유리했고 자연스
럽게 표현되었습니다.

토우의 표면 질감은 흙으로 만들어져 소박하고 거친 느낌입니다. 레고는 
사진으로 표현되어도 산뜻한 칼라와 매끄러운 느낌을 줍니다. 우리나라 
한지에 프린트해서 여러 가지 차이와 같음을 두터운 닥종이에 스며들게 
했습니다.
아들과 함께한 작업에서 풍부한 상상력과 즐거움으로 지난 몇 달을 보냈
습니다. 아이들에게 꿈과 즐거운 상상력을 선사하는 토우가 되기를 바랍
니다. 





Lee In Hee
이 인 희





a journey to aD101



72 73

Lee In Hee
professor, Department of photography, Kyung Il University

Lee In Hee graduated with a degree in photography from 
Chung-ang University. He worked as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photography at Serabeol University and 
now works at Kyeongil University. He was a president of 
the Korean photographic education research association, 
a judge for several photo contests, and a president of the 
Contemporary photography Institute. moreover, he also 
took scientific photography and analysed the photo of 
Yoon Bonggil being arrested in a documentary for the SBS 
anniversary of the march first Independence movement 
2012.

이인희
경일대학교 사진영상학부 교수 

중앙대학교 사진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서라벌대학을 거쳐 현재 
경일대학교 사진영상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사단법인 한국사진교육학
회 회장과 여러 기관의 사진 공모전 심사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현대
사진영상학회 회장으로 학술단체를 이끌고 있다. 또한, 2012년 SBS 3.1
절 특집 다큐멘터리에서 윤봉길의사의 체포사진 분석 등 과학적 사진 촬
영과 분석 활동을 하고 있다.

aD101_23
2018, 1700×1100, Dia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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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journey to aD101

Lee In Hee expressed ‘The past, There’ through ‘now, 
Here’. He strived to catching scenery of Wolseong: 
its sunset, cloudy days, and sunny days. The image of 
Wolseong which was taken with an infrared camera showed 
unrealistic space while images which were taken in colour 
pictures meticulously depict each of us and the scenery of 
Wolseong. 

aD101로 떠나는 여행

이인희 작가는 ‘지금, 여기’를 통해 ‘과거, 그 곳’을 충실히 담아냈다. 월성
의 해가 지는 모습, 흐린 하늘, 쨍한 어느 날 등 월성을 담는 일에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하여 적외선 카메라로 찍은 월성의 모습은 현실인 듯 
비현실적인 공간 연출을 자아냈고, 컬러 사진으로 찍은 월성은 우리들의 
모습과 월성이 하나하나 꼼꼼히 담겨져 있다. 

aD101_5, 7, 8
2018, 800×530 each, Dia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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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101_3
2018, 1100×730, Dia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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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101_6
2018, 1100×730, Dia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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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101_9   2018, 800×530, Dia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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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101_2   2018, 1648×1100, Dia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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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101_4   2018,1648×1100, 
Dia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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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101_10   2018, 1648×1100, 
Dia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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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101_20   2018, 1648×1100, 
Dia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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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101_21   2018, 1100×730, 
Dia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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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101_11   
2018, 1648×1100, Dia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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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101_12   
2018, 800×530, Diasec



92 93aD101_13   2018, 800×530, Dia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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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95aD101_14   2018, 1100×730, Dia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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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97aD101_19   2018, 800×530, Dia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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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101_1   
2018, 1650×900, Dia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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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101_16   
2018, 530×800, Diasec

photographer’s note

gyeongju is a place where I have many connections. 
my father went to middle and high school in gyeongju 
between 1943 and 1948. 53 years later in 1996, I, his son, 
came to work in gyeongju and lived there until 1999. 
gyeongju is a place where part of my father’s childhood 
and my youth were spent. as father and son, we both 
spent parts of our splendid lives in gyeongju in a 53-
year gap. although we could not share that time together, 
we lived in the same place and that time connects us. 
Wolseong is an extension of this idea. I wonder how 
far the present could continue to a time far more than 
53 years ago. This pulled the trigger on my ‘project 
Wolseong’. 

It began with a record of Wolseong in Samguksagi (History 
of the Three Kingdoms) 1,917 years ago. I was curious 
about Silla life and how the Silla palace looked at that 
time. The king moved to Wolseong in aD 101, the 22nd 
year of pasa Isageum, the fifth king of Silla. The actual 
image of Wolseong from that period must be totally 
different from now as it has changed tremendously over 
time. I would like to see the real appearance of Wolseong. 
no one can help but see the changes between Silla 1,917 
years ago and the years that followed. However, this 
Wolseong excavation project is like opening a time capsule 
from 1,917 years ago. I was so thrilled but also nervous as 
I had to capture sites as they are. I also wonder how the 
life I am living now will look after 1,917 years. I am very 
conscious about the way someone will look at me 1,917 
years later. I am now leaving behind my own perspective 
of how I see the Wolseong of 1,917 years ago. 

Lee In 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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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는 나에게 있어 연이 많은 곳이다.
1943년부터 1948년까지 나의 아버지는 경주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녔다. 
그리고 53년 뒤 그 아들인 내가 1996년부터 경주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1999년까지 삶을 꾸렸다. 이렇게 경주는 내 아버지의 어린 시절이자 나의 
젊은 시절이 녹아 있는 곳이다. 
53년의 시간을 사이에 두고 인생의 가장 화창했던 시절을 경주에서 보낸 
아버지와 아들. 함께 공유하지는 못하지만 각각의 시간을 살았고 그 시간
이 흘러 둘을 이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시간 속 경주다. 월성 또한 같
은 연장선 위에 있다. 53년보다 더 먼 시간의 어디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어
지는 그 무엇이 궁금했고, 그렇게 나의 월성 프로젝트 작업은 시작되었다. 
시작은 1917년 전 『삼국사기』에 기록된 월성이었다. 신라의 궁성이 축
성될 당시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곳의 삶이 궁금했다. aD 101년은 파사
이사금(22년)이 월성으로 궁성을 옮길 때이다. 현재를 기점으로 보자면 
1917번 강산이 변하기 전의 모습일 것이다. 나는 그것이 보고 싶었다. 
그 누구도 1917년 전의 신라와 그 후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는 없다. 하지
만 이번 월성 발굴과 이 프로젝트는 나에게 있어 1917년 전의 타임캡슐
을 열어보는 것과 같았다. 매우 설레면서도 한편으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
을 담아야 한다는 사명감에 가슴이 떨렸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모습이 
1917년 후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를 생각했다. 1917년 후 나를 바라볼 그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며, 1917년 전 월성을 바라본 나를, 나의 시선을 
남긴다. 

photographer’s note

aD101_17   
2018, 530×800, Dia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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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 of plate

Lee Sang Yoon 
moonlight of palace and mystery

MOONLIGHT 1
2018
900×900
Canvas

MOONLIGHT 9
2018
900×900
Canvas

MOONLIGHT 5
2018
900×900
Canvas

MOONLIGHT 2
2018
900×900
Canvas

MOONLIGHT 10
2018
1000×1500
Diasec

MOONLIGHT 6
2018
900×900
Canvas

MOONLIGHT 3
2018
900×900
Canvas

MOONLIGHT 11
2018
1000×1500
Diasec

MOONLIGHT 7
2018
900×900
Canvas

MOONLIGHT 4
2018
900×900
Canvas

MOONLIGHT 12
2018
1000×1500
Diasec

MOONLIGHT 8
2018
900×900
Canv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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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STERY 1
Skull of Wild Boar
2018
1000×1800
Diasec

MYSTERY 5
Cattle Scapula
2018
1000×1800
Diasec

MYSTERY 2
Skull of Wild Boar
2018
1000×1800
Diasec

MYSTERY 8
2018
1000×1800

MYSTERY 3
Mandible of Wild Boar
2018
1000×1800
Diasec

MYSTERY 9
2018
1000×1800

MYSTERY 4
Cattle Horn
2018
1000×1800
Diasec

MYSTERY 10
2018
10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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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ng HYUn moH 
Tou, plays with Lego! 

BLuE HaT
2018
900×1350
H a n j i ,  T r a d i t i o n a l 
Korean paper

TORSO
2018
530×790
H a n j i ,  T r a d i t i o n a l 
Korean paper

RED HaT
2018
1350×900
H a n j i ,  T r a d i t i o n a l 
Korean paper

auDITION
2018
1350×900
H a n j i ,  T r a d i t i o n a l 
Korean paper

WING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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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a n j i ,  T r a d i t i o n a l 
Korean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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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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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a n j i ,  T r a d i t i o n a l 
Korean paper

SHIELD
2018
1350×900
H a n j i ,  T r a d i t i o n a l 
Korean paper

STaR WaRS B
2018
1350×900
H a n j i ,  T r a d i t i o n a l 
Korean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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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MaN
2018
900×4000
Silk

HaMMER
2018
900×4000
Silk

HOCKEY
2018
940×1720
H a n j i ,  T r a d i t i o n a l 
Korean paper

SHOuLDER TO SHOuLDER 
2018
530×790
Hanji, Traditional Korean paper

TOGETHER
2018
1900×940
H a n j i ,  T r a d i t i o n a l 
Korean paper

SOGDIaN
2018
1350×900
H a n j i ,  T r a d i t i o n a l 
Korean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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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In Hee 
a journey to aD101

aD101_23
2018
1700×1100
Diasec

aD101_5
2018
800×530
Diasec

aD101_3
2018
1100×730
Diasec

aD101_2
2018
1648×1100
Diasec

aD101_8
2018
800×530
Diasec

aD101_9
2018
800×530
Diasec

aD101_7
2018
800×530
Diasec

aD101_6
2018
1100×730
Diasec

aD101_4
2018
1648×1100
Diasec

List of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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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101_16
2018
530×800
Diasec

aD101_17
2018
530×800
Diasec

aD101_20
2018
1648×1100
Diasec

aD101_12
2018
800×530
Diasec

aD101_19
2018
800×530
Diasec

aD101_10
2018
1648×1100
Diasec

aD101_11
2018
1648×1100
Diasec

aD101_14
2018
1100×730
Diasec

aD101_21
2018
1100×730
Diasec

aD101_13
2018
800×530
Diasec

aD101_1
2018
1650×900
Dia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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