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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화 유 산  스 토 리 텔 링

:
옹기처럼 뜨거운 불길 속에 살아오다

옹기장 박재환은 청원군 강외면 점촌마을에서 6대째 전통 옹기

도공의 가업을 이어가고 있다. 점촌마을은 질 좋은 흙이 매장

돼 있어 옹기촌이 형성될 수 있는 자연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그래서 근대 이전에 이 마을에는 수많은 옹기도공이 있었으며

프랑스 선교사들이 옹기공방을 만들고 선교활동과 옹기제작

을 함께 하기도 했다. 지금 이곳에는 일흔이 넘은 박재환의 불

꽃같은 옹기인생 이야기가 깃들어 있다. 

1932년 청원군 강외면 봉산리 점촌마을에서 태어난 박재환은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다. 아버지가 일제시대 일본탄광에 끌려갔다가 폭약 파편에 왼쪽 발목이 절단되었고 이

듬해 쓰러져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죽어도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천주와 함께 살 것이다. 먼저 갈 테니 나중에 너희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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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님 나라로 오거라.”

그후 어머니는 여자 혼자의 몸으로 힘겹게 살림을 꾸려 나가야 했다. 어린 박재환도 어머

니를 도우며 옹기공장에서 일해 살림을 도왔다. 옹기공장에서 일하며 옹기 뚜껑 만드는 기

술을 익혔다. 아무도 가르쳐 주는 사람은 없었다. 아버지와 친분이 있던 박노성은 이렇게

강조하곤 했다.

“본인 기술은 본인이 실습해서 터득하는 것이다.”

남보다 더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었다. 박재환의 옹기 기술은 나날이 향상되었다. 그는 다

른 사람보다 기술을 익히는 속도가 배나 빨랐다. 20대 혈기 왕성한 청년이 된 그는 당시

일류도공을 찾아가 실력을 겨뤄보자고 시합을 청한 적이 있었다. 그 일류옹기장은 일곱 개

를 만든 반면 박재환은 열 개를 만들어 냈다. 박재환의 승리였다. 그때부터 박재환에게는

‘일류 옹기장’이라는 별명이 따라붙었다. 

1958년 보은 송평리 옹기공장에서 가마 온도를 조절하는 기술을 익혔고 1959년부터 3년

간 용인 삼계리 옹기공장에서 흙 다루는 기술을 익혔다. 1961년부터 5년간 안성 양협리

옹기공장에서 큰 단지 만드는 기술을 전수받았다. 1967년부터 2년간 연기 용담리 옹기공

장에서 기름으로 불 때는 기술도 전수받았다.  1969년부터 2년간 인천 경서동 옹기공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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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큰 가마 다루는 기술을 전수받는 동시에 후배 도공들을 지도했다.

이렇게 10여 년 동안 전국의 고수들에게 옹기 제작 기술을 전수받고, 1971년도에 고향으

로 돌아왔다. 고향으로 돌아온 박재환은 자신만의 옹기공장을 시작했다. 박재환의 옹기

인생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2003년에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제12호

옹기장이 되었다. 

한편 그는 우리의 옹기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2010년 울산 세계옹기문화엑스포 광고 모델

로 활약했다. 점촌마을 옹기 가마에서 불을 지펴 그 불을 엑스포 성화불로 옮기는 모습이

전 세계에 방영되었다. 

지금 봉산리 점촌마을 옹기공장에는 박재환이 돌리던 낡은 물레가 있다. 노년의 체력이라

예전만큼 물레를 돌릴 수 없지만, 옹기장 박재환은 이렇게 말한다. 

“병들어 쓰러질 때까지 물레를 돌리고 싶다.”

불속에서 명품 옹기가 만들어지듯 그의 옹기 인생도 불꽃같은 것이었다. 

숨 쉬는 그릇, 옹기 

옹기는 숨 쉬는 그릇이다. 고운 흙으로 만든 청자나 백자와 달리 작은 알갱이가 섞여 있는

점토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마에서 소성될 때 점토가 녹으면서 미세한 구멍이 생긴다. 이곳

에서 공기나 미생물, 효모 등이 드나들 수 있다고 해서 숨 쉬는 그릇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처럼 옹기는 점토와 천연잿물을 사용하여 1,200℃의 높은 온도에서 구워낸 질그릇을 말

한다.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제12호로 지정되어 있는 박재환 옹기장은 1932년 충북 청원군 오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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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 봉산리 점촌(店村)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6대째 전통옹기 도공으로 가업을 이어가고 있

다. 박재환의 7대조부터 천주교 신자였는데, 6대조 박예진이 천주교 박해를 피해 이곳에

정착하여 옹기를 굽기 시작한 이후 옹기마을로 번성하였다고 전해진다. 박재환의 가마에

서 주로 만드는 옹기는 독·항아리·소줏고리·장군·자배기 등의 생활용기이다. 충청북도에

서는 그의 전통적인 옹기 제작기능을 공인하는 한편, 이러한 기능을 후세에 길이 보존하기

위하여 2003년 10월 24일 그를 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법적인 보호를 하고 있으며, 그의

아들인 박성일 씨가 7대째의 가업을 잇기 위해 전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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