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무에 혼을  

새기는 사람들

나무를 오래 다룬 어떤 목수가 나뭇결에도 혼이 있다는 뜻의 말을 한 일이 있었다. 혼

이라는 말을 그냥 마음이라고도 혹은 정신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일을 통해서 나무를 고르고 깎고 밀고 다듬고 맞추어 가며, 일생을 두고 나무와 그렇

게 만나면서 그는 마침내 살아 있는 나무가 아닌, 집을 짓고 가구를 만드는, 그런 단

순한 자재로서의 나무의 결에 깃들인 혼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 경우 그는 

한 목수이지만 가히 나무의, 혹은 나뭇결의 도에 통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다. 

시인, 이흥우

지정번호 106.

각자장 | 나무판에 글자나 그림을 새기는 장인. 

전통기술

각자장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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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오래된 목판인쇄물, 
무구정광대다라니경

현존하는 목판인쇄물 중에서 세계에서 최고(最古)의 인쇄물은 『무구

정광대다라니경(이하 ‘다라니경’)』이다. 다라니경은 8세기 중엽에 간행

된 목판인쇄본으로, 너비 약 8㎝, 전체길이 약 620㎝이며 1행 8~9자의 

다라니경문을 두루마리 형식으로 적어 놓은 것이다. 

목판본인 다라니경이 발견된 것은 1966년 석가탑에서였다. 당시 도

굴꾼들이 석가탑 안에 있는 사리함을 훔치려고 탑을 해체하려다 미완

에 그친 사건이 있었는데, 이를 기회로 탑을 해체했더니 2층 탑신부에

서 사리함과 함께 다라니경이 발견된 것이다. 

불경이 봉안된 석가탑은 신라 경덕왕 10년(751) 김대성에 의해 불국

사가 중창될 때 세워졌으므로, 이 불경은 그 무렵 간행된 것으로 추정

하고 있다. 또한 본문 가운데 중국 당나라 측천무후 집권 당시에만 썼

던 글자들이 발견되어, 간행연대를 추정할 수 있게 해준다.

이 인쇄물이 발견되기 전까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쇄물은 770

년경에 간행된 일본의 『백만탑다라니경』으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전문을 다 새긴 것이 아니라 ‘다라니경’ 중에서 발췌해 새긴 것

이었다.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은 적어도 그 간행 

연대가 751년 이전이니 일본 것을 20년 이상을 앞지른 것이었다.

이런 경을 석가탑 안에 넣은 것은 이 경이 갖고 있는 주술적인 힘 

때문이었다. 이 경의 이름에 나오는 다라니는 ‘주문’을 뜻하는 것으로 

이 주문에 신비한 힘이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이것을 필사해 탑 같은 

데에 봉안하면 무병장수하고 재앙이나 악업을 소멸시켜준다고 생각

했던 것이다.

무구정광대다라니경

통일신라,국보126-6호,

길이620㎝(전체),너비약8㎝,

불교중앙박물관소장.

•사진출처: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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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판인쇄술의 성격과 특징을 완전하게 갖추고 있는 이 다라니경은 

명실상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본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다라니

경은 국보 제126-6호로 지정되어 불교중앙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

다. 발견 당시 부식되고 산화되어 결실된 부분이 있었는데, 20여 년 

사이 더욱 심해져 1988년에서 1989년 사이 대대적으로 수리 보강했다.

나무에 글자를 새기다

각자장(刻字匠)이란 목판에 글자를 새기는 기능을 가진 장인을 말

한다. 각자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인쇄를 목적으로 

글자를 좌우 바꾸어 새기는 반서각(反書刻)과 공공건물이나 사찰, 재

실에 거는 현판용으로 글자를 목판에 그대로 붙여 새기는 정서각(正

書刻)이 있다. 

한국에는 각자문화가 발달하여, 불교가 보급되기 시작하던 무렵, 

경전의 수요가 늘어나자 목판인쇄술이 발달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알

려진 가장 오래된 목판본은 신라 때 만들어 졌을 것이라 생각되는 『무

구정광대다라니경』이다. 

이 같은 기술은 고려에 전승되어 꾸준한 성장과 발전을 이루었다.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

고려,국보제32호,해인사소장.

•사진출처: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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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의 목판인쇄는 현종 2년(1011) 이후의 『초조대장경(初雕大藏經)』, 

문종 27년(1073)의 『속대장경(續大藏經)』을 거쳐 고종 24년(1237) 이후

의 『재조팔만대장경(再雕八萬大藏經)』에 이르러 절정에 이르렀다. 하

지만 거란과 몽골의 침입으로 모두 소실되었다.

이후 고종 23년(1236) 강화도에 피난한 고려가 부처의 힘을 빌려 몽

고 세력을 물리치고자 대장경판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16년에 걸쳐 완

성되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남아 전하는 『팔만대장경(재조대장경)』

이다. 처음에는 강화도 대장경판당에 두었다가 조선 초기에 서울의 

서대문 밖에 있던 지천사로 옮겼고, 다시 조선 태조 7년(1398)에 경

상남도 합천에 위치한 해인사로 옮겨 오늘날까지 잘 보존되어 있다. 

2007년에는 ‘고려대장경판 및 제 경판’이라는 명칭으로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

고려의 목판인쇄는 11~12세기 초까지 크게 발전해 닥나무 껍질에 

의한 용지 제조술, 소나무 그을음에 의한 송연묵 제조술 등 관련 산

업도 발달했다. 또 그 보급은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의 관청과 민간

에까지 미쳐 성행했다. 그 외에도 사찰을 중심으로 경전이나 고승의 

시·문집 및 저술의 간행이 성행하면서 목판인쇄의 최고 전성기를 

이루었다.

조선 초기에는 왕실 불교의 성행과 불교 경전의 간행에 상당한 영

향을 끼쳤으며, 세조 4년(1458)에는 해인사의 ‘대장경’을 다시 인출하

는 큰 사업을 벌였다. 세조(1455~1468) 때에는 간경도감에서 불교 경

전 등을 한글로 번역해 한글과 한문으로 간행했다.

하지만 조선 시대에는 금속을 이용한 주자인쇄(鑄字印刷)의 확산

과 억불숭유정책으로 관에서 제작된 관판본(官板本)보다 사찰에서 

제작된 사찰판(寺刹板), 서원에서 제작된 서원판(書院板), 가정이나 

일반인이 제작한 사가판(私家板) 등으로 구분된 사판본(私板本)이 성

행했다. 

그중 한 예가 바로 보물 제1895호에 해당하는 ‘퇴계선생문집목판’일 

것이다. 『퇴계선생문집』은 조선시대 중기에 성리학을 독자적인 학문

체계로 수립하여 후일 영남학파의 종주가 된 퇴계의 전집으로, 퇴계

의 학문관과 문학관의 연구에는 물론 성리학 등의 사상사 연구에 매

우 귀중한 자료이다. 따라서 그 문집의 본이 되는 ‘퇴계선생문집목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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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퇴계선생문집』에 못지않게 판본학적으로 매우 귀중한 문화재일 

뿐 아니라, 서지학연구와 조선시대 중기의 목판인쇄문화연구 등에도 

크게 활용될 수 있을 자료이다. 

조선 후기로 오면 각자의 정교함이 매우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지

만 목판 인쇄술을 대신할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목판 인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하지만 이후 일제강점기 사진술과 새로운 인

쇄술의 도입으로 전통적인 목판 인쇄는 급속히 사라지게 되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각자장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

하고 있다. 1996년 국가무형문화재 제106호 각자장 기능보유자로 인

정된 오옥진(吳玉鎭)은 선대로부터 각자 기술을 이어받았다. 증조부 

오성수(吳聖秀)는 각자 작업으로 생활수단을 삼았고 이후 2대, 그리

고 오옥진의 5촌 당숙들까지 가업으로 삼았다. 

각자장 고(故) 오옥진 보유자 

•사진출처:문화재청

퇴계선생문집목판

조선1600년,보물제1895호,

한국국학진흥원소장.

•사진출처: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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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옥진은 옛 판본의 복원에 남다른 애정을 보여 국보 제70호인 훈

민정음(33판)을 비롯하여 농가월령가(68판), 고려가요(56판), 대동여

지도, 화성전도도설, 부모은중경도설(14판), 수선전도 등을 복원하였

다. 또한 정서각(正書刻)인 현판 제작에도 뛰어나 경복궁의 <자선당> 

현판을 비롯해 경복궁, 창경궁, 창덕궁 등 고궁과 송광사, 화엄사, 금

산사 등 고찰의 현판 복원에 참여하였다. 

오옥진의 각자 기법은 가계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통적인 각법을 가

장 충실하게 지켜내었다. 그것은 옛날 증조부가 쓰던 도구를 물려받

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다시 말해, 기계화가 아닌 칼과 

망치에 의한 전통적 수공 기법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현재는 그의 제자 김각한 보유자가 뒤를 잇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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