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바닥 아래 펼쳐진 예술

“요즘 혼인은 너무 서둘러서 메뚜기 혼례식이다. 혼삿날에 양화 고무신을 신거든. 내 

딸은 고무신을 백날 신기느니보다 단 하루라도 꽃신을 신기겠다.” 그때서야 주문도 

받지 않고 꽃신을 만들고 있는 것을 깨달았다. 꽃신의 코를 바라보고 있으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잊어버린다. 아직 덜 된 꽃신은 점점 커져서 해도 없는 바닷가에 사공 

잃은 배가 떠내려가는 것 같았다. 나는 왜 농부들이 저렇게 아름다운 꽃신을 원치 않

는지 알 수 없었다. 신집 사람은 목덜미를 붉히며 말을 이었다. “그놈들은 꽃신 한 켤

레 값이면 고무신 세 켤레 살 수 있다고? 난 그들이 고무신 백 켤레 갖다주어도 내 꽃

신 한 켤레하고 바꾸지 않을 끼다.”

김용익, 『꽃신』 中에서

지정번호 116.

화혜장 | 전통 가죽신을 만드는 장인.

전통기술

화혜장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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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철의 어느 때나 늘 봄과 같구나

그림 한 쪽 기둥에 ‘사시장춘’이라 적어놓은 것이 보인다. 사시장춘

(四時長春), 즉 사철의 어느 때나 늘 봄과 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네 계절이 봄과 같다니. 과연 무엇을 말

하는 것일까. 

도무지 어디가 봄인가 하니, 담 밖으로 살구꽃이 만발한 것이 보인

다. 살구꽃이겠거니, 그냥 넘길 법 하지만, 사실 살구꽃은 나름의 의

미를 지닌 꽃이었다.

사실 살구꽃은 술집과 깊은 인연이 있는 꽃이다. 행화촌(杏花村)이

란 살구꽃이 피어 있는 마을이란 뜻도 되겠지만 그보다는 술집이 있

는 마을을 의미했다. 행화촌이 술집을 의미하게 된 것은 유명한 시인

인 두목(杜牧)의 〈청명(淸明)〉이란 시에서 유래한다.

청명의시절에비가부슬부슬내려

길가는나그네의마음을쓰리게하네

묻노니술집이어느곳에있느뇨

목동은저멀리행화촌을가리키네

청명은 24절기의 하나로 춘분(春分) 후 15일째에 해당한다. 양력 4월 

5일 경으로 이때는 비가 자주 내린다. 부슬부슬 내리는 봄비를 맞으며 

한 나그네가 길을 가고 있다. 길도 험한데다 몸은 피곤하고 차가워진

다. 자연히 마음도 쓸쓸하고 우울해진다. 사람들의 내왕도 끊긴 시골

길 저쪽에서 목동이 소등에 얹혀 이쪽으로 오고 있다. 술이라도 한잔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목동에게 이 근처에 술집이 없느냐고 물으

니 대답 대신 멀리 저쪽이라고 손으로 가리킨다. 가리키는 곳에는 옹

기종기 모인 초가집 사이로 연분홍 살구꽃이 부옇게 피어 있는 마을이 

보이는데 그 중 어느 한 집에 꽂혀 있는 주기(酒旗)가 함빡 젖어 보인

다. 살구꽃이 핀 한적한 농촌마을을 배경으로 한 한편의 그림이다.

조선 선조 때의 문신이자 학자였던 조호익(曺好益) 역시 자신의 문

집인 『지산집(芝山集)』에 〈살구꽃[杏花]>이란 제목의 시를 쓴 바 있다.

전 신윤복, <사시장춘>

조선18세기,지본채색,27.2×15.0㎝,

국립중앙박물관소장.

•사진출처:국립중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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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문앞에붉은살구나무가있으니

길가는나그네응당술집이라짐작하네

우리네 선조들은 이렇듯 살구꽃을 보고 ‘술’을 연상했다.

아니나 다를까 그림 한 쪽에는 어린 여자아이가 술상을 봐오는 것

이 보인다. 그러니 그림은 살구꽃이 만발한 술이 있는 풍경인 것인데, 

그렇다고 해도 ‘봄’을 연상하기에는 어딘가 모자람이 있다.

여기서 우리는 ‘춘정(春情)’을 떠올릴 수 있겠다.

춘정은 봄의 정취를 말하지만 동시에 남녀 간의 정을 뜻하기도 했

다. 그림 어디에도 남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으니 무슨 말인가 싶지만, 

마루 위 남녀의 신발이 바로 그림의 모든 것을 설명해주고 있다.

그림은 춘정이 오가는 장면을 그저 신발 두 켤레로 표현했다. 

더도 덜도 말고 신발 두 켤레.

그것도 가지런히 놓인 신발이 아니라 살짝 흐트러진 신발로 표현했

다. 우리는 이것으로 장지문 너머의 상황까지 어렴풋이 연상할 수 있

다. 담장 너머로 만발한 살구꽃. 술상을 들고서 머뭇거리며 서 있는 

어린 아이, 사시장춘이란 글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흐트러

진 신발 두 켤레.

발아래서 흙만 디디던 신발이 이렇게 생생히 존재감을 빛내며 춘정

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정말이지 기가 막힌 표현법이 아닐 수 없다.

발. 신을 신다

우리 역사상 가장 오래된 신발은 기원전 7세기경 고조선의 무덤인 

심양시 정가와자 6512호 무덤과 요동반도 남단의 누상무덤 무덤 주인

의 다리에 놓여 있는 수많은 청동 단추가 달린 가죽장화를 들 수 있

다. 여기서 단추가 달린 가죽장화를 신었다는 것은 이 보다 앞서 신발

이 발전해왔음을 짐작하게 해준다.

고조선 다음으로 성립된 부여에 대한 『삼국지』 기록에 따르면, 부여 

사람들은 신발로 혁탑(革鞜)을 신었다고 하였다. 혁탑은 발목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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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짧은 형태의 가죽신이다. 그런데 마한의 경우 『삼국지』에서는 ‘가

죽신을 신어 민첩하게 다닌다’고 했지만, 『후한서』에서는 ‘짚신[草履]

을 신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한편 고구려 고분벽화에는 짚신은 보이지 않고, 목이 길거나[靴]과 

짧은[鞾] 가죽신이 보인다. 목이 긴 가죽신은 말을 탈 때 사용했고, 짧

은 것은 평상시에 신었다. 특히 중국에서 시작되어 우리나라에도 전파

된 ‘혜(鞋)’는 목이 짧고 앞이 높이 들린 모양인데, 고구려 사람들의 신

발은 앞부분이 들어 올려 진 것이 적고, 모양은 조금 뾰족한 형태로 중

국의 신발과는 다르다. 가죽신은 오래 신을 수 있고, 착용감 등이 좋기 

때문에 마한, 백제, 신라에서도 귀족들을 중심으로 신었다. 신라에서는 

가죽신을 만드는 화전(靴典), 탑전(鞜典), 미투리를 만드는 마이전(麻履

典) 등의 관청을 두어 왕실과 의례에 필요한 신발을 생산하기도 했다.

이렇듯 우리 고유 신발은 가죽신인 ‘화(鞾, 靴)’와 짚신인 ‘초혜(草

鞋)’, 나무로 만든 ‘나막신’ 등이 있었다. 사냥을 자주 하여 짐승의 가

죽이 풍부한 데다 자주 말을 타야 하는 북부 지방에서는 가죽신을 발

전시킨 반면, 말을 적게 탔고 가죽 제품이 적은 남쪽 사람들은 풍부한 

짚으로 짚신을 발전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신발은 재료는 가죽과 짚신뿐만이 아니라 실로 다양했다. 

백제 무령왕릉을 비롯해, 나주 신촌리 9호분 등에서는 바닥에 압정이 

달린 금동신발이 출토된 바 있다. 이 같은 신발은 실제로 신지 않은 

신발이라고 여겨왔다. 

하지만 고구려 삼실총, 통구12호분 벽화에도 신발 아래에 못이 달

린 신발이 그려져 있다. 기병이 적을 타격하는 무기로 못 신발을 사용

하였고, 보병이 눈 쌓인 길이나, 진창길을 갈 때도 사용했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신라의 수도 경주 노동동에 위치한 식리총에서 발견된 

금동신발의 바닥에는 거북등무늬 안에 짐승얼굴무늬와 새, 기린, 날

개 달린 물고기 등을 새겨 넣기도 했다. 

이러한 신들은 조선시대로 오면 신분 계급 등에 따라 신의 종류도 

다양하고 착용도 엄격히 제한되었다. 나막신과 짚신도 여전히 신기는 

했으나, 다양한 신의 종류를 찾아볼 수 있는 건 역시 가죽으로 만든 

신이라 하겠다.

가죽으로 만드는 갖신은 갠 날 신는 마른 신과, 눈비 오는 궂은 날

금동신발

백제,29.7㎝,국립중앙박물관소장.

•사진출처:국립중앙박물관

금동신발

신라5세기,32.0㎝,

국립중앙박물관소장.

•사진출처:국립중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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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신는 진신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마른 신은 태사혜, 당혜, 운혜 

등이고 진신은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하려고 가죽을 기름에다 결어 바

닥에 징을 박아 만든 것으로 유혜(油鞋) 또는 징신이라고도 하였다. 

사대부나 양반 계층의 남자가 신던 태사혜는 가장 화려한 신이다. 

헝겊이나 가죽으로 울을 하고, 코와 뒤축에 선으로 무늬를 새겼으며, 

밑창은 푸른 안가죽을 댔다. 발막신은 흔히 상류층 노인이 신었던 것

으로, 뒤축과 코에 꿰맨 솔기가 없고 코끝이 넓적하며 가죽 조각을 대

고 경분(輕粉)을 칠했다.

당혜는 상류층 부녀자나 양반집 규수가 혼수를 장만할 때 준비하는 

귀한 신이었다. 신코에 당초문을 수놓았는데, 홍색 바탕에 청색 무늬

를 놓은 것은 청목댕이, 청색 바탕에 홍색 무늬를 놓은 것은 홍목댕이

라 하며, 청목댕이는 좀 나이 든 사람이 신었다. 

운혜는 온혜(溫鞋)라고도 하며, 형태는 당혜와 같다. 바닥은 가죽

을 댄 단창이며, 융 같은 것을 대고 곱게 기워 아름답게 꾸몄다. 제비

부리같이 생겼다 하여 ‘제비부리신’이라고도 하였으며, 여염집 부녀가 

신었다.

수혜(繡鞋)는 신 전체에 아름다운 무늬로 수놓은 신목이 짧은 신의 

당혜(唐鞋)

조선,24.5×7.5㎝,국립민속박물관소장.

당혜(唐鞋)

조선,24.5×6.5㎝,국립민속박물관소장.

운혜

21.7×7.5㎝,국립민속박물관소장.

수혜(繡鞋)

광복이후,18×5㎝,국립민속박물관소장.

•사진출처:국립민속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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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꽃신이라고도 한다. 꽃신은 젊은 부녀자가 주로 신었던 것으

로, 베를 여러 겹 붙인 위에 청홍색의 무늬 있는 비단을 두르고 다시 

바탕색과 반대되는 색실로 매화, 대나무, 나비 등을 수놓아 아름답게 

꾸몄다.

신을 만드는 사람들 

“꽃신의묘미는곡선을그리며날렵하게올라간신발코에있습니다.인

체공학상평평한신발은코의곡선을따라앞으로걸을때벗겨지지않

고나아가게됩니다.왼쪽오른쪽구별이없는듯하지만조금신다보면

발모양이나서제짝이생겨납니다.우리의전통신은사람이신에맞추는

게아니라신이발모양에맞게서서히변하면서사람에맞추어가는게

특징이죠.”

화혜장황해봉보유자

우리 전통신발인 화혜(靴鞋)는 원래 화(靴)가 목이 있는 장화형태의 

신발이고, 혜(鞋)는 목이 짧고 운두가 없는 신발을 일컫는 것이라 하

여 별도의 장인으로 구분하였으나 현대에는 이 두 가지 기술을 통칭

해 화혜장(靴鞋匠)이라 한다. 다른 말로는 주피장(周皮匠)이라고도 하

며, 순우리말로는 ‘갖바치’로 부른다.

가죽신은 일제강점기 이후 신분제가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한때 서

민들의 수요가 급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서양문물이 유입하면서 구

두를 비롯한 서양식 신발이 주류를 이룸에 따라 갖바치의 명맥도 거

의 끊어졌다. 이후 조선의 마지막 왕실 갖바치를 지낸 황한갑(黃漢甲)

이 1971년 국가무형문화재 화장 기능보유자로 인정되었으나, 1978년 

사망하면서 갖바치의 명맥이 끊어졌다.

이에 황한갑의 손자인 황해봉(黃海逢)이 할아버지에게 배운 기술에 

옛 문헌과 복식학자들의 도움을 더하여 전통 화혜를 재현하는 데 성

공, 1999년 전승공예대전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 그의 노력으로 화

혜장은 새롭게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고, 그는 기능보유자로 인

정받았다.
화혜장 황해봉 보유자 작품 

•사진출처:문화재청

화혜장 황해봉 보유자

•사진출처: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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