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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문화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다이

내믹하다. 우리 문화 속에는 드러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없는 심오함이 있다. 문화재를 잘 들여다 

보면 이치에 맞지 않지만 더 본질적인 인과관계를 

발견할 수 있다. 당장의 필요를 해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궁극적인 가치까지 바라봤던 선조들의  

정신유산을 문화재를 통해 발견해본다. 

문화를 재발견하다

역설;



위 마크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보이스아이 바코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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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박함 속의 세련됨

 특집, 하나

우리는 화려한 것이 곧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하곤 한다. 

하지만 한껏 치장하고 꾸며야만 세련된 것은 아니다.    

우리조상은 소박한 것에서도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투박하면서도 은근히 우러나는 우아함을 사랑했다. 

로마네스크 양식에 한국 전통 건축기법을 조화시킨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창문이 거의 없는 두꺼운 벽과 굵은 기둥이 빚어내는 투박함 속에

황금빛으로 빛나는 모자이크 벽화는 더욱 성스럽고 찬란한 아름다움을 전한다.   

구한말 대표적 우국지사인 면암 최익현 선생의 초상에는

화가 채용신의 근실한 화격이 배어 있다.

기교 없이 담백하게 그렸기에 그 세련된 화면 구성이 더욱 돋보인다.

살림집에서 음식을 담아 먹던 옹기는 또 어떤가.  

자연으로부터 흙, 물, 바람, 불을 빌려 장인의 손길로 만든 

그 모양새는 더없이 순박하고 우아하다. 

자연에 깃든 순수한 아름다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토우는 정교한 표현을 생략하고 과감할 만큼 대상의 순간적인 모습만을 포착해 

투박하지만 그 속에 힘이 넘치고,

여인의 한숨과 같은 서글픔이 깃든 정선아리랑은 

잔잔한 흐름 속에 미려한 감성을 더욱 인상적으로 전한다.  

인위적인 장식은 과해질수록 오히려 아름다움을 가린다. 

우리조상의 삶 속에는 투박하면서도 세련된 미학이 담겨 있었다.    

그 심오한 미학이 깃든 문화재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깊이 있게 바라봐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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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집, 둘

여름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작년 여름을 생각 

하면 올해는 또 얼마나 무더울까 겁이 나기 

까지 한다. 더위가 점차로 기세를 올리 

기 시작하는 요즈음 서울시청 옆 세종대로 

에 전에는 눈에 띄지 않던 낯선 풍경이  

눈길을 끈다. 덕수궁과 서울시의회 건물  

사이에 위치한 뻥 뚫린 공간 때문이다.  

전에는 이 자리에 국세청 별관 건물이 자리 

하고 있었는데 그 건물이 없어지고 그 자리 

에 나지막한 높이의 수평선이 대치되어  

있다. 그 수평선 위쪽에는 그동안 가려져  

있던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주교좌성당이  

선명하게 드러나 보인다. 이 수평선 아래로는 

 최근에 개관한 지상 1층, 지하 3층 구조의 

 ‘서울도시건축박물관’이 자리하고 있다. 세종 

대로 쪽에서 바라보면 1층의 건축물이지만 

뒤쪽 주교좌성당 쪽에서 바라보면 완만한  

경사면 위에 잔디로 덮여진 옥상정원이 조성 

되어 있다. 이 비워진 공간 덕택에 덕수궁도  

선명하게 드러나고, 특히 주교좌성당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 보인다. 한옥으로 이루어진 

덕수궁과 주위의 현대식 건물들에 둘러싸인 

주교좌성당이 한데 어울려 멋진 서울시청 앞 

도시 미관을 형성하고 있다.

글. 윤희철 (대진대학교 휴먼건축공학부 교수, 펜화가)

서양의 로마네스크 양식과 우리 전통 요소가  

어우러진 건물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주교좌성당(이하 주교좌성당)은 

연속된 아치를 특징으로 하는 국내의 대표적인 로마네

스크 양식 건물이다. 로마네스크 양식(Romanesque)

은 유럽 중세시대 고딕 성당이 나타나기 전에 교회 건

축에 주로 사용되었던 양식이다. 로마인(Roman)들이 

사용하던 기술(Esque)인 ‘둥근 아치’를 즐겨 사용하였

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 주교좌성당의 건물은 영국인 아서 딕슨(Arthur 

Dixon)의 설계로 1926년 1차 완공이 이루어진다. 그

러나 당시에는 예산 부족으로 설계자가 의도했던 전

체의 그림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대한성공회에서

는 1993년 선교 100주년을 기념하여 초기의 설계안대

로 건물을 완성하자는 건축운동을 전개하였다. 앞서 

서울시로부터는 미완성의 형태인 기존의 건물을 서울

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한 바 있었기에 원래의 도면으

로 사실을 증명하지 않는 한 증축은 불가능하다는 통

보를 받게 된다. 난관에 빠져 있던 성공회 측에서는 어

느 날 한 영국 관광객으로부터 런던 교외에 있는 렉싱

턴 도서관에 있는 아서 딕슨의 유품들 가운데 이 성당

의 도면이 보관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설계

를 맡았던 김원 씨가 곧바로 영국으로 날아가 그 도면

을 복사하여 문화재위원회에 제출하자 비로소 증축

이 가능해졌다.

1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은 

연속된 아치를 특징으로 하는 

국내의 대표적인 로마네스크 

양식 건물이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2 중앙통로의 안쪽 제단 뒤로 세

미돔 중앙의 모자이크화는 영국

의 장식미술가인 조지 잭(George 

Jack)이 1927년에 시작하여 1938년

에 완성한 작품으로, 소박한 성당

건물에 화려함을 더한다.

ⓒ 문화재청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주교좌성당

도심에 울리는 

성당의 종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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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집, 둘

증축을 시작한 지 2년 만인 1996년. 미완성이었던 건축

물은 70년 후에야 원래의 설계안대로 완공을 보게 되

었다. 설계안은 서양의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건물 내·외부에는 우리의 전통 요소를 담으

려 노력했던 흔적이 곳곳에 보인다. 외관에서는 지붕

의 오렌지색 서양식 기와가 주종을 이룬 가운데 간간이 

우리의 전통 기와가 함께 사용되어 절묘한 색채의 조화

를 만들어내고 있다. 실내에서는 고측창의 창살 문양

이 우리의 전통 창의 격자 창살을 직접 사용하기도 하

고 스테인드글라스에도 격자 창살 문양에서 따온 격자 

문양으로 디자인되어 있다. 

성당 안에 들어서면 중앙통로(身廊, nave) 좌우로 12개

의 기둥이 지붕에서 내려오는 둥근 아치를 받치며 좌우

로 도열해 있다. 예수의 12제자를 상징한다고 한다. 중

앙통로가 높고 좌우 기둥들 외곽으로 측랑(側廊, aisle)

이 낮게 형성된 전형적인 바실리카(basilica)식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소박한 성당 건물에 화려함을 수놓은 모자이크화

중앙통로의 안쪽 제단 뒤로 세미돔(semi-dome, 반구

형의 돔을 다시 반으로 나눈 모양)과 그 아래 반원형

의 후진(後陳, apse)에서 뿜어져 나오는 황금빛 광채

는 신비로움을 더해준다. 가까이 다가서서 바라보면 

황금빛 반구형 돔 중앙에는 예수의 모습이, 그 아래에

는 5명의 성인이 모자이크로 묘사되어 있다. 비잔틴 

양식의 건축에서 볼 수 있는 모자이크화를 로마네스크 

양식인 이 주교좌성당에서 마주하는 순간이다. 높이 

15m, 폭 11m인 이 모자이크화는 영국의 장식미술가

인 조지 잭(George Jack)이 1927년에 시작하여 1938

년에 완성한 작품이다. 

기독교에서는 초기 기독교 시대 이후 교회를 하나의 

소우주로 생각해왔는데 그 소우주 가운데 가장 신성한 

공간이 제단의 안쪽인 후진이다. 이 후진은 교회에 모

인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곳으로 천상을 상

징한다. 이 천상의 중심에 반신상의 예수 모습이 그려

져 있다. 오른손은 세 손가락을 펴서 삼위일체를 상징

하고 있고 왼손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글귀가 

새겨진 성경을 펼쳐들고 있다. 예수의 좌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자인 라틴어 ‘IC’, ‘XC’가 쓰여 있다. 아

래쪽에는 중앙의 성모자를 중심으로 좌우로 각 2명의 

성인이 제작되어 있다. 

성모자상을 중심으로 좌우의 성 사도 요한과 예언자 

이사야는 각각 신약과 구약성경을 대표하는 인물로 묘

사되었다. 가장 왼쪽에 있는 성 스테파노는 예수를 전

파하다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게 되어 돌팔매질을 당

해 순교한 최초의 순교자이다. 가장 우측에 있는 성 니

콜라스는 4세기경 소아시아 뤼치아 지방 미라(Myrae)

의 주교였는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해주

는 성인으로 추앙받는 인물이다. 5명의 성인이 묘사

된 그 아래쪽으로는 12개의 기둥이 후진의 반원을 둘

러싸고 있다. 

그런가 하면 중앙통로와 좌우의 익랑(翼廊,trancept)

이 교차하는 중앙부에는 쌍으로 이루어진 기둥들이  

3

설계안은 서양의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건물 

내·외부에는 우리의 

전통 요소를 담으려 

노력했던 흔적이 

곳곳에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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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로마네스크 양식과 한국의 전통

건축기법이 조화된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주교좌성당의 그림

ⓒ 윤희철

4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의 

사제관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5 증축을 시작한 지 2년 만인

1996년. 미완성이었던 건축물은 

70년 후에야 원래의 설계안대로 

완공된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좌우에 각 3개씩 모두 12개가 놓여 있다. 중앙통로 좌

우로 도열된 12개의 기둥이 그러하듯 이들 역시 12사

도를 상징하고 있다.

제단의 왼쪽에는 일반인은 출입이 금지된 쪽문이 있는

데 이 안쪽에는 성직자들이 출입하는 공간이 계획되어 

있다. 타원형으로 된 나선 계단은 지하의 세례자 요한

성당과 제단 위쪽 종탑을 연결해준다. 이 성당에서는 

평일에는 매일 새벽 6시, 낮 12시, 저녁 6시에 종을 타

종한다. 예배시간이나 결혼식, 장례식 때에도 종을 울

리는데 서울에서는 유일하게 이 성당의 종소리만 들

을 수 있다고 한다.   

서양 양식의 성당과 한옥이 어우러진 풍경

계단을 따라 아래로 내려가면 세례자 요한성당이 이어

진다. 낮은 층고의 아담한 이 성당 역시 실내는 중앙통

로 좌우와 제단을 둘러싸고 각각 12개씩 기둥이 놓여 

있다. 역시 12사도를 상징한다. 중앙통로 바닥에는 3대 

교구장 조마가 주교의 동판이 놓여 있고 그 하부에는 

그의 유해가 안치되어 있다고 한다. 마침 낮 12시가 되

어 밖에는 예배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온다. 평

시에는 이 지하성당에서 예배가 이루어진단다. 신부님

들과 수녀님들이 한 분 한 분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며 

나는 발걸음을 옮긴다. 이곳저곳을 안내해주시면서 소

상히 알려주시던 신부님과 함께 인증샷을 찍고 발걸음

을 성당 밖으로 향한다.

대성당 뒤쪽에 한옥으로 지어진 주교관과 수녀원, 경

운궁 양이재가 자리 잡고 있다. 양이재는 구한말 덕수

궁 내에서 대한제국의 황족과 귀족들의 근대식 교육장

으로 사용되었던 건물인데 성공회에서 이를 매입하여 

대성당 뒤편에 옮겨놓았다. 대성당의 서양 양식과 한

옥이 함께 어우러져 멋진 조화를 이루고 있다. 

차를 움직여 성당을 떠나기 전 서울시청 쪽을 바라본

다. 사라진 국세청 별관 덕분에 운전석에 앉아서도 가

슴이 탁 트이는 개방감이 몰려온다. 비움의 미학이 얼

마나 소중한가를 느껴보는  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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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신(蔡龍臣, 1850~1941)은 호가 석지(石 

芝), 석강(石江), 정산(定山)으로 어려서부터  

그림을 잘 그려 15세 무렵에는 이미 그림 

으로 이름이 알려졌다. 1900년, 창덕궁 선원전 

(璿源殿)에 봉안할 태조어진을 모사(摹寫)할  

주관화사(主管畵師)로 발탁되어 어진화사로 

이름을 알렸다. 그가 그린 태조어진이 화재로  

소실되자 다시 어용을 모사하게 되었고, 이어 

서 숙종, 영조, 정조, 순조, 익종, 헌종의 진영 

을 모사하였다. 또한 고종의 어진도 그리게  

되었는데 채용신은 이때 그린 고종어진의  

초본을 바탕으로 이후에도 여러 차례 모사 

했다. 현재 고종의 어진이 여러 점 현존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그는 어진도사의  

공을 인정받아 고종에게 ‘석강’이라는 호를  

하사받았고, 가선대부 종이품으로 승진하였 

으며 칠곡도호부사(漆谷都護府使)와 정산(定 

山)군수를 지냈다. 그러나 1905년 을사보호 

조약(乙巳保護條約)으로 일본에 의해 외교권 

이 박탈되자 관직에서 물러나 낙향한 후 그림 

에 전념하였다. 1917년에는 도일(渡日)하여 

일본의 유명인사들의 초상화를 그려준 적도 

있으나 대부분의 시간은 주로 호남 지역에서 

활동한 우국지사들의 초상화를 제작하였으며 

때로는 다른 지역에서도 주문을 받아 초상화 

와 성현상을 제작했다. 말년에는 아들, 손자와  

함께 ‘채석강도화소(蔡石江圖畵所)’라는 공방 

을 차려 상업적 목적의 주문 초상화를 제작 

하였다. 그는 초상화를 제작할 때 전통양식을 

계승함은 물론 당시 새롭게 등장한 사진을  

활용하는 등 서양화법의 수용에도 적극적이 

었다. 그의 초상화는 어진상을 비롯해 사대 

부와 유학자상, 성현상과 종교인물상, 부부상 

과 여인상 등 그 신분과 대상이 매우 다양하다. 

글. 조정육 (미술평론가)

화가 채용신의

작품세계

담백한 화법으로

빚어낸 절제미

1



11

1 국보 제1510호 <최익현 초상>. 

굳게 다문 입술에서는 깊게 주름

잡인 노년에도 결코 꺾이지 않는

의기가 서려 있다. 결코 과장

되거나 꾸미지 않는 표현법은 

대상의 본질을 드러내고자 한 

작가의 의도가 잘 살아 있다.

ⓒ 문화재청

2 채용신이 그렸거나 그린 것으로

전해지는 <고종어진>은 정면관이

특징이다. 정면관은 군주의 

위엄과 근엄함을 보여줄 수 

있는 수단으로 어진제작 때 

선호하는 방식이다.

ⓒ 국립중앙박물관

궁궐에서부터 개인의 서재에까지 모셔 놓은 

고종황제의 어진

채용신은 태조어진의 이모(移模)를 위해 궁궐에 입실

한 후 그 실력을 인정받아 1901년에 고종 어진을 그렸

다. 그 후 어진초본을 가지고 여러 차례 모사했는데 이

것은 어진에 대한 개념이 변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진전에 근엄하게 모셔 놓는 용도로만 제작되었던 어진

이 여러 사람이 개인적으로 모셔놓을 수 있는 대상으

로 바뀌었다는 뜻이다. 많은 사람들이 고종황제의 어

진을 모셔두고자 한 저변에는 한일합방 이후 고종황제

로 상징되는 조선에 대한 충성심과 충정심도 바탕이 

되었을 것이다. 

채용신이 그렸거나 그린 것으로 전해지는 고종어진은 

정면관이 특징이다. 정면관은 군주의 위엄과 근엄함을 

보여줄 수 있는 수단으로 어진제작 때 선호하는 방식

인데 채용신은 어진 뿐 아니라 다른 신분의 인물초상

화를 그릴 때도 특히 정면관을 선호했다. 국립박물관

본 <고종어진>은 채용신의 전칭작인데 그가 그린 고종

어진 중 가장 완성도가 높은 작품이다. 어진의 형식은 

익선관에 곤룡포를 입고 두 손은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정면을 바라보고 앉은 전신교의좌상(全身交椅坐像)

이다. 정면관에 옥대가 가슴 위로 올려져 있고 무릎에

는 호패가 달린 술이 늘어져 있는 점과 돗자리가 표현

된 점은 채용신 초상화의 특징이다. 

고종의 안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육리문의 붓선이 살

아있고 눈동자에는 반사광이 표현되어 있다. 그는 초

상화를 그릴 때 사진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황현

상(黃玹像)>을 그릴 때 김규진(金圭鎭)이 운영한 천연

당사진관에서 촬영한 초상사진을 참고한 것이 대표적

인 예다. 그러나 입체감과 명암법을 드러낼 때는 서양

화처럼 빛의 각도에 따라 빛의 반사광을 표현하는 대

신 안면의 튀어나온 부분은 밝게 그리고 들어간 부분

은 어둡게 그리는 전통적인 기법을 따랐다. 이를 위해 

안면의 주름살을 육리문에 따라 중첩된 세필로 명암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양감을 살렸다. 입술의 도드라진  

부분과 입술 주변을 밝게 드러냄으로써 입체감을 살리

는 요철법은 이미 조선 후기 초상화에서부터 즐겨 그

리던 기법이다. 사진에서 자신의 초상화에 필요한 부

분만 선택적으로 차용한 점은 동시기 다른 화가들과 

다른 채용신만의 특징이라 하겠다. <고종어진>이 어

좌 뒤에 배경을 생략한 것과는 달리 원광대박물관본  

<고종어진>에는 일월오봉도가 그려져 있다. 그런데 전

북대학교박물관에 소장된 <관우상>이 원광대본 <고종

어진>과 양식이 흡사해 주목된다. 관우상은 익선관 대

신 면류관을 썼지만 황룡포를 입고 어좌에 앉아 있으

며 그 뒤에는 일월오봉도가 둘러쳐져 있다. 증산도의 

교조인 강일순(姜一淳)의 초상화도 이와 비슷한 형식

으로 그렸다. 채용신의 그림 대상이 어진에서 종교의 

대상으로까지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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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도 작용했을 것이다. 최익현을 향사했던 사우(祠

宇)만 16곳이나 되어 최익현의 문인들이 사우에 봉안

할 목적으로 초상화제작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상적인 현모양처로 거듭난 성모자상

채용신은 사대부상과 유학자상 못지않게 여인상과 

미인상도 여러 점 남겼다. 그 중 1914년에 그린 <최

연홍상(崔蓮紅像)>은 ‘운낭자상(雲娘子像)’으로 더 많

이 알려져 있다. 운낭자는 평양 기생이었던 최연홍

(1785~1846)의 초명이다. <최연홍상>은 아기를 안고 

서 있는 연홍의 모습을 아무런 배경 없이 그렸다. 가운데 

3 등록문화재 제486호 <최연홍상

(崔蓮紅像)>. 아기를 안고 서 있는 

연홍의 모습을 아무런 배경 없이 

그렸다. 가운데 가르마를 해서 양

옆으로 빗어 내린 머리모양은 단정

하고 얼굴빛은 기품이 배어 있다.

ⓒ 국립중앙박물관

4 부산 동아대박물관 소장의 <미인

도>. <최연홍상(崔蓮紅像)>은 머리 

모양, 의복 형태 등에서 채용신의 

작품으로 전칭되는 이 그림과의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 부산 동아대박물관

3 4

담백한 화법으로 응축된 조선말기 항일의병장

의 초상

현존하는 채용신의 초상화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

하는 작품은 사대부상과 유학자상이다. 특히 채용신이 

을사늑약으로 군수직을 그만두고 낙향한 후 1910년대

에 그린 유학자상으로는 최익현(崔益鉉, 1833~1906), 

기우만(奇宇萬, 1846~1916), 황현(黃玹, 1855~1910), 

전우(田愚, 1841~1922), 임병찬(林炳贊, 1851~1916), 

김직술(金直述, 1850~1920) 등 우국지사들이 많다. 

채용신은 이들의 초상화를 여러 번 되풀이해서 그렸는

데 위정척사파의 거두이자 항일의병장인 <최익현상> 

도 그런 예에 속한다. 채용신이 1905년에 그린 74세의 

<최익현상>은 최익현의 초상화 중 가장 이른 시기의 

작품으로 그가 생존했을 때 만든 작품이다. 최익현은 

초상화가 제작된 다음 해에 의병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유배지인 쓰시마 섬에서 단식 끝에 순절했다. 최익현

은 유학자들의 복장인 심의(深衣)를 입고 털모자를 쓰

고 있다. 굳게 다문 입술에서는 깊게 주름잡인 노년에

도 결코 꺾이지 않는 의기가 서려 있다. 결코 과장되거

나 꾸미지 않는 표현법은 대상의 본질을 드러내고자 한 

작가의 의도가 잘 살아 있어 마치 빛바랜 사진을 보는 

듯 가슴을 뭉클하게 해준다. 

채용신은 모관본 <최익현상>을 바탕으로 하여 20여 년 

동안 여러 차례 그의 초상화를 제작했다. 채용신이 그

린 <최익현상>은 1909년부터 1925년까지 유복본(儒服

本)과 관복본(官服本) 등을 포함해서 10점 정도가 현존

하는데 관복본에는 좌상과 함께 입상도 포함되어 있어 

흥미롭다. 조선왕조가 패망하고 최익현이 세상을 떠난 

시점에서 굳이 <최익현상>처럼 관복본 초상화가 제작

된 이유는 전직 관료로서의 자부심과 우국충정을 드러

내기 위한 방편이었음을 알 수 있다. 동일한 인물초상

화를 여러 차례 제작한 원인도 조선말에 의병활동을 한 

항일지사에 대해 숭모하는 마음이 매우 컸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와 더불어 1871년 서원철폐령 이후 금지

되었던 사우의 건립으로 인해 초상화의 수요가 많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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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마를 해서 양옆으로 빗어 내린 머리모양은 단정

하고 얼굴빛은 기품이 배어 있다. 연한 황토빛 저고리

와 옥색치마는 풍성하고 넉넉해 여인의 자태를 드러내

기보다는 아이를 기르는 어머니의 역할이 다 강조되었

다. 치마 밑으로 살짝 드러낸 흰 버선발이 그녀의 의기

(義氣)를 드러내는 듯하다. 그녀는 쌍가락지를 낀 손으

로 포동포동하게 살찐 아이를 안고 있는데 짧은 저고

리 밑으로는 젖가슴이 살짝 보인다. 아들을 낳은 조선

시대 여인들이 자랑스럽게 젖가슴을 드러내고 다녔던 

당시 풍조를 엿볼 수 있다.

최연홍에 관한 내용은 『조선왕조실록』 순조12년, 박사

호(朴思浩)의 『심전고(心田稿)』, 유재건(劉在建)의 『이

향견문록(里鄕見聞錄)』등 여러 자료에서 찾아볼 수 있

다. 이에 따르면 최연홍은 평안남도 가산의 청기(廳妓)

였는데 1811년 홍경래의 난으로 군수와 군수의 아버지

가 사망하였다. 그녀가 군수의 첩실이었으니 남편과 

시아버지를 한꺼번에 잃은 셈이다. 그러나 그녀는 어

지러운 때를 당하여 나졸과 아속들이 전부 도망쳤음에

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남편과 시아버지의 시신

을 거두어 장사지냈다. 또한 부상당한 시동생을 구해

내 극진히 치료하여 살려냈다. 홍경래의 난이 평정되

자 나라에서는 그녀를 기안(妓案)에서 빼주었고 토지

를 주고 신역을 면제토록 했다. 왕은 연홍에 대해 ‘미천

한 부류이지만 뛰어난 행실을 숭상할 만하다’고 평가한 

뒤 후하게 상을 주어 위로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채용

신은 기생의 모습을 그리면서도 교태스러움 대신 품위 

있는 현모양처의 분위기가 느껴지도록 그렸다. 비록 

기생이지만 의절(儀節)을 지닌 조선여인의 기백을 드

러내고자 함이었다. 

그런데 최연홍이 아이를 안고 있는 포즈는 서양의 성모

자상(聖母子像)을 떠올리게 한다. 이에 대해 조선미교

수는 ‘운낭자가 군수의 첩실이자 아기 엄마였다는 사실

을 강조’하여 열녀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것

일 뿐 화가 채용신이나 운낭자의 신분과 성향으로 미루

어볼 때 그런 연관성은 고려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태호 교수는 <최연홍상>과 유사한 양식의  

<모자상(母子像)> 발굴해냈다. <모자상>은 오스트리

아 빈민족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조선말기의 도

화서화원 조중묵(趙重 ,1820~1888이후)의 작품으로 

1890년에 수집되었다. 따라서 채용신이 <최연홍상>을 

그리면서 조중묵의 <모자상>을 모본으로 했거나 혹은 

두 사람이 각각 동일한 성모자상을 참고했을 수 있다. 

어느 경우든 그 당시 이미 ‘조용한 은자의 나라 조선’에 

서양미술의 대표적인 이미지인 성모자상이 여러 작가

들에게 알려져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

데 조중묵은 <모자상>에 제시를 쓰면서 아기엄마의 미

모를 양귀비에 비유하고 있어 그가 모본으로 삼은 성

모자의 종교적인 의미에 크게 얽매이지 않은 듯하다. 

마찬가지로 채용신도 <최연홍상>을 그리면서 종교적

인 대상으로서의 성모자를 표현했다기보다는 ‘아내이

자 아기 엄마’의 도상이 필요해 성모자상의 이미지를 

차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도상적으로는 성모자

상과 친연성이 있지만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전혀 다르다. 이것은 채용신이 사진을 이용해 초상화

를 그리면서 빛의 각도에 의한 명암법을 표현하는 대

신 요철법에 따른 음영법으로 입체감을 표현한 경우와 

같은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기법이나 이질

적인 도상을 받아들일 때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대신 

자신의 사정에 맞게 선택적이고 주체적으로 적용하려

는 의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채용신은 조선시대 화가 중 가장 많은 초상화를 그린 

작가다. 그의 초상화는 조선시대 초상화법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사진과 서양화법을 참조해 독특한 작품세계

를 창조했다. 그의 작품은 극세필의 사실적인 묘사가 

특징인데 1910년대에는 전통화법을 바탕으로 육리문

의 표현이 두드러진 수작들이 제작되었다. 절제된 필

선에 외형적인 묘사뿐만 아니라 정신까지 담아낸 그의 

초상화는 그러나 1920년대 후기로 갈수록 선이 짧아지

고 면적인 부분이 강조되다가 1930년대 이후가 되면 

긴장감이 떨어지면서 빛을 잃게 된다.  

그의 초상화는 

조선시대  

초상화법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사진과 

서양화법을 

참조해 독특한 

작품세계를 

창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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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기장이 되기 위해 버텨낸 치열한 과정

“강진 시골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만 겨우 마쳤지요. 

그래서 혼자 힘으로 공부해보겠다고 상경을 한 겁니

다.” 흙냄새 가득한 작업장 한쪽 테이블에 마주 앉은 

정윤석 보유자는 오래 묵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정

윤석 보유자의 부친은 옹기를 파는 상인이었다. 집

안 형편이 넉넉지 않아 중학교 진학을 포기해야 했

던 그는 스스로 공부를 해보겠다고 무작정 서울로 올

라갔다. 직접 학비를 벌어 학교에 다니려는 계획이었

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서울이라고 해서 내려

보니 영등포더군요. 역전에서 주저주저하고 있으니

까 한 아주머니가 다가와서 밥은 먹었냐고 물어보시

더니 자기 집에 같이 가자는 거예요. 배가 고파 따라

가보니 여인숙이더라고요. 그 뒤로 역전에서 손님 호

객을 하면서 지냈는데, 이건 아니다 싶더군요. 가족

도 친구도 보고 싶었고요. 결국 얼마 못 가 고향에 다

시 내려갔답니다.”  

그의 고향인 강진군 칠량면 봉황마을은 옹기로 유명

한 마을이었다. 고향에 돌아온 후 다른 일에 비해 벌

이가 좋은 옹기장을 보고 옹기 제작기술을 배우기로 

결심한다. 그러곤 옹기점에서 일하던 외숙부를 찾아

가 옹기 제작의 기초부터 익히기 시작했다. “직접 해

봐야지 듣기만 해서는 늘지가 않아요. 수도 없이 반복

하다 보면 손에 감이 오죠. 그땐 물레를 혼자 쓰는 게 

아니니까 낮에는 일하고 밤에 남아서 연습하고 그랬

어요.” 물론 쉽지 않았다. 흙이 손에 익을 때까지 수

없이 반복하는 방법밖에 없었으니 말이다. 경쟁에서

도 버텨내야 했다. “봉황마을에 있는 옹기점에 취직

을 했는데, 저 말고도 작업장에 두세 명의 직원이 더 

있었어요. 정해진 시간에 더 많이 만들어야 하니까 서

로 경쟁이 치열했죠. 화장실도 얼른 뛰어갔다 와야 할 

정도였으니까요. 특히 김장철을 앞둔 가을에는 수요

가 많아서 밤잠도 못 자고 일을 했답니다.” 봉황마을

의 옹기장은 자신이 만든 옹기의 수에 따라 품삯을 받

았다. 그러다 보니 노농시간과 노동량은 늘어만 갔다. 

정윤석
국가무형문화재 제96호

옹기장 기능보유자

수수한 그릇에 담긴 우아함,

옹기와 함께한 일평생

턱턱턱턱…. 둔탁한 소리가 멀리서부터 들려 

왔다. 크고 작은 옹기들이 가득한 마당을  

지나 들어선 작업장. 그곳에서 50여 년 옹기 

장의 길을 걸어온 정윤석 보유자가 여념  

없이 소래질을 하고 있었다. 진흙을 빚어  

형태를 만들고 가마에서 구워 완성되는 옹기는 

세계에서 한민족만이 만들고 사용해온 독특한  

음식 저장 용기이다. 정윤석 보유자는 삼국 

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옹기의 전통을 이어 

가며 평생을 보냈다. 진흙 덩이가 하나의 옹기 

가 되기까지, 그 길고 지난한 과정은 옹기장으

로 살아온 정윤석 보유자의 인생과 닮아 있다. 

글. 성혜경  사진. 김하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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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옹기와 일평생을 함께한 

정윤석 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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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된 하루하루 속에 잠시 다른 직업에 눈을 돌린 적도 

있다. 장사도 해보고 둑을 건설하는 현장에서 흙을 퍼 

나르는 일도 해봤다. 이 일 저 일 전전하다 결국 돌아

간 곳은 늘 옹기였다. 

옹기의 사양길에도 지켜낸 전통 

그래도 그때는 옹기를 찾는 사람이 많아 힘들어도 보

람이 컸다. 고되긴 하지만 돈벌이도 괜찮았다. 그런

데 환경은 점점 나빠져만 갔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

데 옹기의 가격은 그대로다 보니 옹기장의 수입은 계

속 낮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옹기를 팔아보기로 

했죠.” 30대 중반에는 독립을 해 봉황마을에 옹기점을 

열었다. 1970년대 들어 플라스틱 그릇이 대중화되면서 

옹기 수요는 점점 줄어들었다. 봉황마을의 옹기점도 

하나둘씩 폐업을 했고, 옹기를 실어 나르던 운반선도  

드라마 촬영용으로 팔려 불태워졌다. 하지만 정윤석 

보유자는 그만둘 수가 없었다. 마을에 20곳이 넘었던 

옹기점이 다 문을 닫고 정윤석 보유자만이 유일하게 옹

기점을 운영했다. “가마에서 5, 6일씩 불을 때는데, 여

러 집이 할 땐 품앗이로 마을 사람들끼리 도와서 했죠. 

그런데 혼자 하려니 정말 힘들었어요. 그 시기에 가스

나 석유로 때는 가마가 나왔고 그걸 도입해서 전통 가

마와 병행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모습도 변하고 기

술도 변해갔다. 지금 돌아보면 과도기를 슬기롭게 헤

쳐나간 것 같다. 

옹기장이라는 업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기에 그 길을 

자신의 대에서 끝내려고 했지만 군대에서 제대한 막

내아들(정영균 전수자)이 자신도 배워보겠노라고 나섰

다. 처음에는 절대 하지 말라고 만류했지만 아들의 고

집을 꺾을 수 없었다. 

2 전라도는 흙을 넓고 네모지게 

펴서 만든 타래미를 발물레를 

이용해 쌓아올리는 방법으로 

옹기를 성형한다.

3 옹기는 화장하지 않은 수수한 얼굴 

같은 아름다움을 지녔다.

4 진흙으로 옹기의 모양을 빚고 있는 

정윤석 보유자의 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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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를 빼고는 여기가 남쪽 땅 끝이잖아요. 매일 옹기

만 만들었지 무형문화재라는 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논에 나갔다가 들어와보니 ‘이 번호로 

연락 달라’는 메모가 있더군요. 저녁이나 먹고 전화해보

려고 했는데 먼저 전화가 왔어요. 산업인력공단 순천지

소라면서 선생님 같은 분이 왜 기능전수자 신청을 안 하

셨냐는 거예요.” 1996년 기능전수자(노동부 지정)에 이

어 2004년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2010년에는 

국가무형문화재 제96호 옹기장 기능보유자로 인정됐

다. 그로 인한 지원은 정윤석 보유자에게 큰 힘이 됐다.

누군가는 지켜가야 할 옹기의 아름다움,  그 수

수한 우아함 

“밖에 있는 항아리들을 보면 전부 배가 불러 있을 거예

요. 그래서 거기에 간장이나 된장을 담아놓으면 발효

가 더 잘된답니다. 그게 전라도 옹기의 특징이에요. 옹

기는 만드는 지역, 만드는 사람에 따라 다 달라요. 쳇

바퀴 타래미 기법도 우리 지역에만 있는 기법이지요.” 

전라도는 쳇바퀴 타래미라는 독특한 방법으로 옹기를 

만든다. 다른 지역은 옹기를 성형할 때 진흙을 가래떡 

“옹기 만들어

놓은 걸 보면 

화장하지 않은 

수수한 얼굴 같은 

아름다움을 느끼곤 

해요.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은 오래도록 

변하지 않지요.”

3 4

처럼 만들어서 돌려 쌓아 만드는데, 전라도는 흙을 넓

고 네모지게 펴서 만든 타래미를 발물레를 이용해 쌓

아올리는 방법으로 옹기를 성형한다. 이 기법을 이용

하면 옹기를 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한다. 손으로 

빚고 유약을 발라 1250℃에 이르는 고온의 가마에 구

워 단단한 옹기로 완성한다. 

옹기를 만드는 과정이 그렇듯 옹기장의 업을 이어가

는 길도 인내가 따른다. 그러나 그 시간을 견뎌내는 데

에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 누군가는 지켜내야 할 전통, 

정윤석 보유자가 걸어온 길이 헛되지 않은 이유이다. 

“옹기 만들어놓은 걸 보면 화장하지 않은 수수한 얼굴 

같은 아름다움을 느끼곤 해요.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은 

오래도록 변하지 않지요.” 옹기를 만져보면 흙의 감촉

이 그대로 전해진다. 매끄럽고 윤이 나는 그릇과는 또 

다른 우아함이 묻어난다. 

“내가 죽은 뒤에 아들이 계속 할는지 안 할는지 모르

지만, 옹기마을의 명맥이 안 끊기길 바라는 마음이에

요.” 정윤석 보유자는 주름 가득한 얼굴로 미소를 지었

다. 6월의 태양 아래 빛나는 옹기처럼 환하고 따스한 

미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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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 「유청학산기」

세상이 알아주거나 

몰라보거나 하는 일이 

유독 산의 경우에만

그러하겠는가! 

사방은 모두 돌산이 솟아 있고 푸른 측백나무

와 키 작은 소나무가 그 틈새를 기워 누비고 

있다. 두 병풍 같은 산 사이로 시냇물이 아주

멀리에서 흘러와서 격렬한 기세로 폭포를 

이루어, 맑은 하늘의 우레가 골짝을 뒤흔들며, 

고여서는 못을 이루어서, 차가운 거울에 한 점

흠도 없어, 깊고 맑고 반짝이며 푸르러, 낙엽도 

붙지 못하고, 휘휘 흐르고 굽이굽이 돌아나가,

바위의 형상이 천 가지 만 가지로 바뀐다. 산그

늘과 나무 그림자에 이내의 기운이 섞어, 아슴

프레하여 햇빛이 보이지 않을 정도이다. 흰 바위

위를 거닐며, 맑은 물살을 가지고 놀았다. (중

략) 저 오대산이나 두타산은 여기에 비유하면

풍격이 떨어지거늘, 그런데도 아름다운 이름을

떨치고 있어, 관람하는 자가 끊이지 않는데, 

이 산은 중첩된 봉우리와 골짝 속에 그 광휘를

감추고 숨겨두어 그 영역에 끼어드는 사람

조차 없었으니, 하물며 그 웅성 깊은 곳이야 

더 말해 무엇 하겠는가.

글. 심경호 (고려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사진. 이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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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의 청학산 기행

이 글은 율곡 이이가 지은 「유청학산기(遊靑鶴山記)」의 

일부이다. 조선시대 기행문 선집 『와유록(臥遊錄)』에도 

수록되었다. 청학산은 오늘날 오대산국립공원의 일부

인 강릉 소금강을 말한다.  

1568년(선조 1) 여름 이이는 천추사(千秋使) 목첨(睦詹)

의 서장관이 되어 북경에 갔다가 겨울에 돌아와 부교

리가 되었다. 그리고 우수한 문신들에게 학문을 연마

하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말미를 주어 독서하게 하

는 사가독서(賜暇讀書)의 기회를 얻었다. 하지만 11월

에는 이조 좌랑에 제수되었다. 서른세 살의 이이는 여

가를 갖고 싶었다. 마침 외조모 용인 이씨가 병환 중이

었으므로 그 간병을 위해 사직하고 강원도 강릉으로 

한송정이나 

경포대 같은 

바닷가의 명승이 

아니라 계곡 속의 

그윽한 곳을 

탐방하러 떠났다.

떠났다. 용인 이씨는 신사임당의 어머니로, 이사온(李

思溫)의 딸이다

이듬해 1569년 4월 14일, 강릉에 있던 이이는 아우 위 

(瑋), 서외숙 권(權)씨. 박유(朴宥), 장여필(張汝弼) 등과 

함께, 한송정이나 경포대 같은 바닷가의 명승이 아니

라 계곡 속의 그윽한 곳을 탐방하러 떠났다. 권신(權愼)

은 나중에 합류했다. 이이의 아우 위는 이름을 뒤에 우

(瑀, 1542~1609)로 바꾼다. 시와 글씨, 그림에 거문고

에도 뛰어나 ‘사절(四絶)’이라 칭송받았던 인물이다. 이

이의 서모 권씨는, 『명종실록』에 의하면, 이이를 사랑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이는 서모의 집안사

람들과도 가까이 지낸 듯하다. 서외숙 권씨는 바다에 

무진정(無盡亭)이라는 정자를 가지고 있었다. 권신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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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모의 집안사람인 듯하나, 자세한 것은 알 수 없다. 

장여필(1534~?)은 본관이 부안인데, 강릉에 거주하였

다. 1567년(선조 즉위년)에 생원이 되었다.

4월 14일 이이는 아우와 함께 권씨의 무진정에서 뱃놀

이를 했는데, 장여필이 거기에 합류했다. 4월 15일 말

을 타고 출발해서 백운천(白雲遷)을 지나 토곡( ) 

어구에서 서쪽으로 향했다. 이때 박유가 뒤따라 왔다. 

모래밭에서 식사하고 곡연(曲淵)에 이르고, 두 고개를 

넘어 30여 리를 갔다. 들판이 3, 4리에 걸쳐 있고, 한 초

가집이 있었으며, 5리쯤 가서 승사(암자)에서 쉬었다. 

부근의 폭포를 보고 그 못을 창운담(漲雲潭)이라고 이

름 지었다. 승려 지정(智正)에게 물으니, 서쪽으로 4리

쯤 관음천(觀音遷)이 있고, 그 서쪽에 석문(石門)이 있

으며, 석문 안에 식당담(食堂巖)이 있고, 식당암 서쪽

에 산성이 있으며, 다시 5리쯤 가면 석봉이 셋 있고 봉

우리에 청학의 둥지가 있다고 했다.   

4월 16일, 지팡이를 짚고 승려 지정과 산지기의 안내로 

나아가, 관음천을 거쳐 석문에 이르렀다. 넓은 바위에

서 쉬면서 앞에 보이는 높은 봉우리를 촉운봉(矗雲峯)

이라 이름하고, 식당암은 비선암( )으로 고쳤다. 

계곡은 천유동(天遊洞)이라 하고, 식당암 아래 못은 경

담(鏡潭)이라 하였으며, 산 전체를 청학산이라 하였다. 

비가 올 것 같아 산성에 오르지는 못하고 돌아 나왔다. 

승사 부근의 너럭바위에서 점심을 먹고 산을 나가 토

곡에 이르렀다. 권신이 술을 가지고 와서 층암에서 마

시면서, 바위 곁의 폭포를 취선암(醉仙巖)이라 명명하

였다. 저물녘에 무진정으로 돌아왔다.

명승을 만나 이름을 지어주다 

이이의 글은 비장의 명승을 처음으로 발견하여 이름

을 짓는다는 사실을 안점(眼點)으로 하였다. 안점은 

글이 목표로 하는 궁극의 취지이다. 명승을 처음 발

견하여 이름 짓는 행위는, 재야에 버려져 있던 인재

를 발견함을 비유한다. 산수 경관은 그나마 누군가에 

의하여 그 이름이 드러나지만, 현실 세상에서는 인재

3

2

1 오대산 국립공원 동쪽 지구에 자

리한 청학동 소금강계곡은 기암

들의 모습이 작은 금강산을 보는 

듯 하다고 하여 소금강이라 부르

게 되었다.

3 등산길 어귀마다 누군가 소원을 

담아 쌓아놓은 돌탑이 있다.

2 노인봉, 만물상 방향과 구룡폭포 

방향으로 나뉘는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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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요로(要路)의 지기를 만나 스스로의 뜻을 펼치

는 일이 가능한가? 인재가 한 사람이라도 버려져 있

다면 그것은 현실 정치가 혼란하다는 사실을 드러

내는 징표이다. 동양 정치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용인(用人)’ 곧 사람을 제대로 쓰는 일이었다. 사람을 

제대로 쓰려면 사람을 추천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 ‘지인

(知人)’의 감각이 있어야 한다. 사람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사람을 제대로 쓴다면 백성들이 편안하게 생업

에 힘써 나라가 화평한 결과를 가져오므로, 사람을 제

대로 쓰는 일은 ‘애인(愛人)’ 즉 사람을 사랑함으로 귀결

된다. 다시 말해 ‘사람을 앎’은 ‘사람을 씀’의 과정을 통

해 ‘사람을 사랑함’으로 나아간다. 

『논어』 「안연( )」에 보면 번지라는 제자가 공자에게 

인(仁)에 대해 묻자 공자는 ‘사람을 사랑함’이라고 대답

하고, 번지가 지(知)에 대해 묻자 공자는 ‘사람을 앎’이

라고 대답했다. 『서경』의 「고요모(皐陶謨)」에서는 “사람

을 알면 명철하여 훌륭한 사람을 벼슬시키며 백성을 

편안히 하면 은혜로워 모든 백성들이 그리워할 것이

다.”라고 하였다. 동양정치론의 가장 핵심인 지인(知

人)-관인(官人)-안민(安民)의 상관 논리이다. 

큰 인물은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큰 의미를 부여한

다고 했다. 산수 유람의 걸음걸음에서도 이이는 그러

한 원론적인 정치론을 반추한 것이다. 

물론 산수가 버려져 있느냐 알려지느냐 하는 것을 인재

의 우불우(遇不遇)의 문제와 연관시킨 것은 이이가 처

음은 아니다. 이미 중당 때 유종원(柳宗元, 773~819)

이 호남성(후난성) 영주(永州)에 10년간 유배되어 있

는 동안에 「영주팔기(永州八記)」라는 8편의 유람기를 

지어 그 점을 처음으로 부각시켰다. 이이는 그 주제

를 처음부터 드러내려고 안달하지 않는다. 전해 들어

서 알고 있었던 곳을 실제로 답파하는 즐거움을 노래

하면서 마지막에 그러한 주제를 살짝 띄운 것이다. 이

이는 박유로부터 청학이 깃들어 산다는 바위봉우리에 

관한 말을 듣고 그곳을 탐방하려고 결심했다. 그런데

큰 인물은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큰 의미를 

부여한다고 했다. 

산수 유람의 

걸음걸음에서도 

이이는 그러한 

원론적인 정치론을 

반추한 것이다.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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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도 그곳을 직접 가서 본 것은 아니었다. 박유는 장

여필에게서 들었을 따름이었다. 전해 들은 곳을 답파한

다는 것은 여간한 결단이 아니다. 

이 글은 명명을 중시한다. 기존에 이름이 알려져 있는 

경승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그 이름을 확인하고 실상과 

대조했다. 이름과 실상이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 명명은 

잘못이다. 이이는 ‘청학’이라는 명명이 실상에 부합한

다는 점을 설득시키기 위해, 청(靑)과 학(鶴)의 글자들

이 들어간 사물과 지명에 대해 형형한 시선을 보냈다.       

이이는 청학산 유람에서 정신적인 위안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해 6월에는 교리의 직함을 띠고 조정

으로 돌아왔다. 9월에는 독서당에 있으면서 저 유명한 

「동호문답(東湖問答)」을 지어 선조에게 올렸다. 그런데 

명종 연간의 을사사화로 공신이 되어 있었던 인물들의 

훈공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때문에 물의가 

일어났다. 10월에는 휴가를 얻어 다시 강릉으로 갔는

데, 이때 외조모의 상을 당하고 말았다. 

이이는 오대산이나 두타산도 청학산에 비유하면 그 품

격이 낮다고 평했다. 그런데 오늘날 오대산과 두타산

은 제 이름을 떨치고 있거늘, 청학산은 그 본래 이름

이 잊혀지고 금강산의 아류가 되고 말았다. 이 또한 운

명인가.  

4 연화담과 구룡폭포 사이에 위치

한 금강사

5 등산로 입구에 서 있는 ‘명주 청학

동 소금강’ 표지석 

6 청학동 소금강계곡 중간 3km 구

간에 9개의 크고 작은 폭포가 연

이어져 있고 구룡호에서 나온 

아홉 마리의 용이 폭포 하나씩

을 차지하였다고 하여 구룡폭포

라 한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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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과학사

백제 금속공예의 우수성이 깃든 문화재

익산의 사리장엄구는 금제사리봉영기(金製舍利奉迎

記)와 함께 금동사리외호(金銅舍利外壺), 금제사리내호

(金製舍利內壺), 각종 구슬과 공양품을 담은 청동합(靑

銅合) 6점으로 이뤄졌다. 청동합은 구리와 주석을 합금

한 것이며 금동사리외호와 금제사리내호는 모두 허리

부분을 돌려서 여는 구조로, 동아시아 사리기 중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구조로 알려진다. 

왕흥사지의 사리기 일괄은 청동제 사리합(舍利合), 은

제 사리호(舍利壺), 금제 사리병(舍利甁) 등 3점이다. 가

장 바깥에 청동제의 원통형 사리합을 두고 그 안에 은

으로 만든 사리호, 그리고 보다 작은 금제 사리병을 중

첩하여 안치한 3중의 봉안 방식인데 특이한 것은 가장 

귀한 재질인 금(금 순도 99%), 은, 동을 순서대로 사용

하여 백제 사리 장엄의 면모를 보여준다. 특히 왕흥사

지 사리기에는 백제왕 창, 즉 위덕왕이 ‘정유년(丁酉年, 

577년) 2월 15일에 죽은 왕자를 위해 목탑 찰주를 세웠

다’는 사찰 창건과 관련되는 내용이 명문(銘文)으로 기

록돼 있어 연대가 가장 빠르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의 박물

관을 관람하고 난 뒤 가장 인상 깊은 것이 

뭐냐고 물으면 대부분 정교한 금세공품을 

꼽는다. 이집트 등을 제외하고 신라나 백제,

고구려시대의 금세공품에 버금가는 유물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 우리의 삼국시대보다 

다소 후대로 볼 수 있는 엘도라도(황금의 땅 

또는 황금 인간)라는 전설을 만들어낼 정도로 

황금이 많았다는 잉카제국이나 마야문명의 

금세공품을 보아도 마찬가지다. 한국인들이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백제는 신라, 가

야보다 절대적으로 유물이 적다는 점이다. 무

령왕릉 등의 발굴로 백제가 찬란한 문화 예술

의 진원지였음을 증명했지만 백제문화의 진

수를 보여주는 공예품들이 많지 않은 것은 사

실이다. 그런데 전북 익산 미륵사지 서탑(西

塔)에서 2009년에 출토된 익산 미륵사지 서

탑 출토 사리장엄구와 2007년 10월 국립부여

문화재연구소에 의해 부여 왕흥사지 목탑터

에서 발굴된 사리기 일괄 등은 이런 아쉬움을 

불식시켜주었다.

글.  이종호 (과학저술인협회 회장)

보물 제1991호 익산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장엄구와 

보물 제1767호 부여 왕흥사지 사리기

뛰어난 조형미의 정수,

백제 누금기법

1

鏤

金

技

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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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물 제1767호 부여 왕흥사지 

사리기 일괄. 가장 바깥에 청동제

의 원통형 사리합을 두고 그 

안에 은으로 만든 사리호와 금제 

사리병을 중첩하여 안치한 3중의 

봉안 방식인데 금, 은, 동을 순서대

로 사용하여 백제 사리 장엄의 면

모를 보여준다.

ⓒ 문화재청

2 보물 제1991호 익산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장엄구. 청동합은 구리와 

주석을 합금한 것이며 금동사리

외호와 금제사리내호는 모두 허리 

부분을 돌려서 여는 구조로, 동아

시아 사리기 중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구조로 알려진다.

ⓒ 문화재청

참고 문헌

「한국고대 금속공예의 과학기술적 연구」, 문환철,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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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하고도 특수한 세공술

이들 사리기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것은 제작 기술

면에 있어서도 최고급 금속 재료를 사용해 조형미와 조

각미가 뛰어나 백제 금속공예의 우수성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쌀알보다 작은 유리구슬과 손톱만 한 금공품은 

백제인의 정밀한 세공술(細工術)을 엿보게 한다. 금제 

귀고리의 방울장식은 가는 선과 금 알갱이를 정교하게 

눌러 붙이는 이른바 누금(鏤金)기법이 보이며 탄목(炭

木), 즉 나무숯을 타원형으로 깎고 그 테두리에 금판을 

감아 장식한 탄목금구(炭木金具) 또한 사람들의 찬탄을 

자아낸다. 또한 선형, 나선형, 혹은 사슬 형태를 한 금

실은 현미경 조사 결과 시계 반대 방향으로 꼬아서 제

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누금기법은 이집트에서 발생한 후 페르시아나 인도, 중

국을 거쳐 신라·가야·백제에 직접 전해졌을 것으로 

추정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중국을 통한 육로가 아니라 

해상으로 한반도에 직접 전해졌을 것으로 추정한다. 한

국인들은 외부에서 전래된 누금기법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 아니라, 창조적으로 받아들여 활용했다. 특히 가

는 선이나 금알갱이를 만드는 것은 매우 특수한 기술로

서 단지 아이디어 차원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아

니다. 땜질의 경우 납과 같은 별도의 땜 물질을 사용하

여 접합하는 방식인데, 접합 부위에 땜 물질이 잔류하

게 되는 흠이 있다. 반면 화학적 융점을 이용한 접합 방

식은 부착 대상인 물질에 구리도금을 한 다음, 순간적

으로 고열을 가하여 부착하는 방식이다. 주로 부착 대

상이 되는 금·은과 같은 귀금속은 구리보다 융점이 높

으며, 접합 시 매개체가 되는 표면에 도금된 구리의 경

우는 순간적인 고열을 가할 때 산화되어 접합 흔적이 남

지 않는다. 가는 줄을 만드는 방법은 주조된 금이나 은

막대를 두 점의 석판이나 브론즈판 사이에 끼워 압력을 

가해 굴리면서 조금씩 가늘게 늘인다. 일정한 굵기가 

되면 끝을 가늘게 만들어 마노나 브론즈 덩어리의 구멍

에 집어넣어 천천히 당긴다. 이렇게 여러 번 되풀이하

여 가는 금줄이나 은줄을 만든다.

금구슬을 만드는 방법은 가는 금은줄을 지름과 비슷한 

길이로 잘라, 탄가루에 늘어놓고 다시 그 위에 탄가루

를 덮는다. 탄가루 위에 다시 잘라낸 금은조각을 늘어

놓고 그 위에 또 탄가루를 뿌린다. 이런 공정을 몇 번 

반복하고 이것을 가열하여 금은줄 조각이 융해될 때까

지 열을 가한다. 융해된 금조각은 표면장력에 의해 작

은 알갱이가 된다. 이것을 세정하여 다시 석판 등을 겹

친 사이에 끼우고 연마 처리하면 금구슬이 완성된다.

마지막으로 땜질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녹청(동록)을 

갈아서 풀과 물로 반죽 상태로 만들어 금알갱이나 가

는 줄에 묻혀 기판 위에 접착한다. 섭씨 100℃에서 녹

청은 산화동이 되고, 섭씨 600℃에서 풀은 숯이 된다. 

다시 섭씨 850℃까지 높이면 숯은 산화동의 산소를 빼

앗아 순동 피막을 기판 위에 남기고 탄산가스가 된다. 

그대로 가열하여 섭씨 850℃에 달하면 피막이 된 동은 

기판의 금, 금줄 등과 반응하여 합금되면서 땜질이 완

성된다.

이 방식은 높은 수준의 세공 기술을 보유하여야만 가

능하므로 한반도에 고난도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

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로마 세계의 기술이 한반도에 

들어온 후 한반도의 문화와 결합되어 빛을 발하는데, 

특히 학자들이 주목하는 것은 이들 공양품이나 사리기

가 명백히 백제 자체 기술로 제작되었다는 점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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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에 가보면 전시된 문화유산 중 대다

수가 토기와 도자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토기

는 선사시대부터 오랜 시간에 걸쳐 꾸준히 

시대별 문화의 특징을 보여주며, 도자기는 

사람들이 생활에 직접 썼다는 점에서 중요한 

유물이다. 도자기를 잘 들여다보면 그 그릇을 

썼던 사람들의 시대가 보인다.

글. 성혜경

신석기시대의 상징,  빗살무늬토기

빗살무늬토기는 신석기시대의 대표적 유물이다. 토기

를 쓰면서부터 음식을 끓여 먹을 수 있게 됐다. 또한 토

기는 잘 깨지지 않고 썩지 않는 중요한 도기였다. 

빗살무늬토기는 밑이 길쭉하고 둥근 것이 마치 팽이처

럼 생겼다. 이 토기처럼 밑이 둥글고 길쭉한 토기는 중

서부 지방에서 출토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서울 암

사동 빗살무늬토기는 한강이나 대동강 주변에서 많이 

발견된다. 

빗살무늬토기는 밑이 둥글어서 똑바로 세울 수가 없는

데 어떻게 썼을까 궁금할 수 있다. 이 토기는 땅에 파묻

고 쓰던 그릇이라 이렇게 만들었다는 설과 운반하기 쉽

도록 만든 모양이라는 설이 있다. 빗살무늬토기는 겉

면을 삼등분해서 아가리, 몸통, 바닥에 각각 다른 무늬

를 장식했다. 무늬를 넣음으로써 그릇이 더 단단해지

는 효과도 있었다. 

1

토기와 도자기(동산문화재)

그릇으로 

시대를 읽다



27

독특하고도 뛰어난 도자기 

도자기는 우리나라 공예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 자

기를 처음 만든 것은 중국이지만 우리나라는 그 기

술을 이어받아 세계 도자기사에 한 획을 긋는 발자

취를 남겼다. 

고려 사람들은 청자에 상감무늬를 새긴 상감청자를 

개발하여 중국 청자와는 또 다른 도자기의 세계를 열

었다. 청자상감운학문매병은 12세기에 만들어진 대

표적인 고려청자로, 그릇 선이 매우 날씬한 곡선을 

그리면서도 밑부분이 넓어지면서 안정감을 준다. 도

자기 표면의 학과 구름무늬는 율동감이 넘친다. 그 

이유는 원 안의 학은 위로, 원 밖의 학은 아래로 엇

갈리게 그려 시선을 아래위로 두고 보아야 하기 때문

이다. 상감기법은 무늬를 넣는 방법으로, 초벌구이

한 그릇 표면을 원하는 무늬를 새긴다. 그리고 백토

나 자토로 그 홈을 메운다. 다 메운 다음 그릇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고 유약을 발라 구우면 백토는 흰색으

로, 자토는 검은색으로 나타난다. 상감기법은 중국에

서 시작되었지만 고려 사람들은 그 상감기법을 도자

기에 응용하여 상감청자라는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

재를 만들었다.  

조선시대에는 분청사기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했

다. 분청사기는 청자에 쓰던 회색이나 회흑색 흙 위

에 흰 흙을 덧칠하고 그 위에 유약을 입힌 자기를 가

리킨다. 청자에서 백자로 넘어가는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백자를 만들고 싶지만 백자용 흙을 만드는 기

술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기법을 개발했다고 한다. 

분청사기를 거쳐 드디어 백자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터득하게 된 조선의 도공들은 눈처럼 하얀 자기에 중

국 것과 다른 아름다움을 불어넣었다. 조선백자는 대

개 아무 무늬가 없는 순백자가 많지만, 백자 표면에 

철분 안료를 써서 무늬를 그리면 갈색을 띠는 철화백

자도 만들었다. 무늬는 보통 포도와 함께 풀, 꽃 등을 

그렸다. 조선 중기부터는 철화기법만 쓰지 않고 붉은

색이나 푸른색 안료도 함께 썼다. 

1 빗살무늬토기는 신석기시대의 

대표적 유물이다. 토기를 쓰면서

부터 음식을 끓여 먹을 수 있게 

됐다. 또한 토기는 잘 깨지지 않고 

썩지 않는 중요한 도기였다.

ⓒ 국립중앙박물관

2 비목어가 그려진 분청사기조화어

문편병. 물고기와 모란을 표현한 

간략한 선이 무척 자유롭고, 거꾸

로 선 물고기 모습은 해학적이다.

ⓒ 국립중앙박물관

3 국보 제261호 백자 유개항아리. 

분청사기를 거쳐 드디어 백자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터득한 

조선의 도공들은 눈처럼 하얀 

자기에 중국 것과 다른 아름다움

을 불어넣었다.

ⓒ 문화재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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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쓸모 있는 문화재 세계

5 청자상감운학문매병에 보이는 학

과 구름 그림을 일컬어 운학무늬

라고 한다. 청자의 푸른 하늘을 날

아다니는 학과 구름은 고려시대 

사람들이 바라는 불교적 이상세계

를 나타낸다.

ⓒ 국립중앙박물관

4 국보 제166호 백자철화매죽문 

항아리에서 보이는 대나무와

매화는 난초, 국화와 함께 사군자

로 불린다. 사군자는 선비정신을 

상징하는 소재라 조선 초기 사대

부들이 즐겨 그렸다.

ⓒ 문화재청

시대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도자기의 색이 

달랐다. 

5
4

도자기의 색과 무늬

도자기의 색은 그릇을 구울 때 산소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흙과 유약에 철분

이 얼마나 포함되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도자기를 구울 때 산소가 많이 공급되면 흙

이나 유약 내 철분이 모두 산화되고 녹슬어 산화

제이철이 된다. 그러면 그릇은 갈색을 띠게 된다. 빗살

무늬토기는 땅에 구덩이를 파고 별 특별한 장치 없이 

장작불로 구운 그릇이기에 갈색이나 흑갈색을 띠는 것

이다. 원삼국시대에 가면 산소가 들어갈 수 없도록 막

아버린 밀폐된 가마를 이용해 높은 온도로 구울 수 있

는 기술로 발전한다. 밀폐된 가마는 도자기를 구울 때 

산소를 차단하는데 이런 방식을 환원 변조라고 한다. 

청자와 백자를 이런 방식으로 만든다.

시대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도자기의 색이 달랐다. 

고려청자의 빛깔은 꿈결 같은 아득함, 끝없이 펼쳐진 

세계를 생각나게 한다. 고려청자가 보여주는 세계는 

고려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불교 세계 그 자체

였다.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흰 백자를 좋아했다. 흰색

은 순결함과 검소함을 상징한다. 이것은 그들이 추구

하는 성리학의 세계관과 일치한다. 성리학은 무엇보다

도 검소하고 질박한 것을 생활의 가르침으로 추구하는 

학문이다. 따라서 사대부들은 검소, 질박, 결백을 중요

한 가치로 여겼다. 

빗살무늬토기의 빗살무늬는 강렬한 햇살이나 물고

기의 뼈 모양을 나타낸 것이기

도 하고, 그 밖에 여러 현상을 

추상화하여 표현한 것이다. 신석

기시대 사람들은 토기에 그런 무늬

를 새기면서 곡식이 잘 자라고 물고

기가 많이 잡히기를 빌었다. 청자상감운

학문매병에 보이는 학과 구름 그림을 일컬어 운학무늬

라고 한다. 학 자체가 신성한 동물이라는 점에서 많이 

그렸을 뿐 아니라 푸른 그릇 표면을 하늘로 생각했다. 

청자의 푸른 하늘을 날아다니는 학과 구름은 고려시대 

사람들이 바라는 불교적 이상세계를 나타낸 것이다. 

연꽃잎 무늬도 불교사상을 나타내는 문양이다. 분청

사기조화어문편병의 물고기 문양은 아주 특이하다. 물

고기와 모란을 표현한 간략한 선은 무척 자유롭고, 거

꾸로 선 물고기 모습은 해학적이다. 물고기와 모란 문

양은 분청사기에 많이 나타난다. 물고기는 보통 ‘다산’

을 상징하고 모란은 부귀와 번창을 나타낸다. 고려시

대 사람들이 미래 세계를 중시했다면, 조선시대 사람

들은 현실 세계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백자철화매죽문대호에서 보이는 대나무와 매화는 

난초, 국화와 함께 사군자로 불린다. 사군자는 선비정

신을 상징하는 소재라 조선 초기 사대부들이 즐겨 그

렸다.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 일반 백성들도 문화적인 

수준이 높아지면서 그릇의 문양으로 십장생이나 까치, 

호랑이 같은 민화를 그려 넣었다.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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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문화재와 관련된 직업 문화재감정위원 Q&A

동산문화재와 관련된 직업이

궁금한 당신을 위한 미니 인터뷰

Q.    문화재감정위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가요?
A.     문화재감정위원은 국제공항과 항만에서 한국의 문화재가 해외로 불법 

반출되지 않도록 문화재의 반출 가능 여부를 감정하여 우리 문화재를 보

호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화재감정 업무는 국제선을 이용

하는 여행객의 휴대품과 수하물을 주요 대상으로 하지만, 불법적인 도

굴 혹은 도난된 문화재가 국외로 반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는 역

할도 하고 있습니다.

Q.  문화재감정위원의 길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A.     미술관, 박물관에서 멋진 작품 보는 것을 좋아했어요. 대학교에서 고고학 

발굴이라는 색다른 경험을 하면서 시공간을 견뎌내고 출토된 유물에 애

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래된 미술품일수록 ‘누가, 언제, 어디서, 왜, 어

떻게 만들어졌을까?’ 해답을 찾기 어렵고 그러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과

정에서 문화재감정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었습니다.  

Q.  문화재감정위원이 되기까지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A.     저는 대학교에서 인문대-고고미술사학과에 진학하여 고고학, 미술사학, 

박물관학을 공부하였고 대학원에서는 불교조각을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대학교박물관에서 문화재에 대한 실무 경험도 쌓고 교수님 

따라 문화재 현지조사도 많이 다녔습니다. 문화재감정관실에 입사하기 전  

2년간 비상근 경력 후에 문화재감정위원이 되었습니다.   

Q.  문화재감정위원이라는 직업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A.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늘도 ‘문화재를 지키는 최전방의 파수꾼’이라는 

문화재감정위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집니다. 무엇보다 다양하

고 수많은 문화재를 대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미있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Q.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A.     모든 미술품은 국외로 반출 가능 여부를 신고하고 확인받아야 합니다. 많

은 분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현장에서 업무를 진행하면서 이런 

사항을 안내하고 홍보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대구공항에서 근무할 때였

어요. 출국장에서 만났던 할머니께서 문화재 확인 감정을 마치자 제 손까

지 잡으시며 정말 훌륭한 일을 한다면서 우리 역사가 다른 나라와 다르다

는 말씀을 해주셨을 때, 가슴이 먹먹했던 기억이 납니다.  

Q.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 그리고 바람이 있다면요?
A.     우리나라는 특별한 역사적인 상황으로 문화재가 해외로 상당히 많이 유

출되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문화재감정관실은 지난해 50주년을 맞이

했습니다. 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많은 분들이 공항, 항만에서 문화재

감정이라는 업무를 의아하게 생각하고 잘 모릅니다. 우리 문화재의 보존

을 위해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문화재감정위원은 최선을 다하고 있

습니다. 선배님들이 하신 것처럼 문화재감정위원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Q.   문화재감정위원이 되고 싶은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한 

말씀 남겨주세요.

A.     해외로 반출된 문화재를 되찾아오려면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합니
다. 작은 문화재 하나가 우리 역사의 조각난 퍼즐과도 같습니다. 문화재

감정위원은 본인의 전공별 전문적인 지식을 탄탄히 갖추어야 함은 물론

이고 무엇보다 문화재에 대한 사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은령 

문화재청 부산국제여객부두 

문화재감정관실 문화재감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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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속 문화재

“이제 곧 전투가 벌어질 터인데 죽음이 두렵지 

않느냐?” 전투를 앞두고 있는 동학군의 백이 

강(조정석)에게 녹두장군 전봉준(최무성)이  

묻는다. 그러자 백이강은 동학군이 등뒤에  

붙이고 다니는 ‘궁을(弓乙)’이란 글자를 들어  

“총알도 피해간다는 부적이 등짝에 붙었는데  

겁날 게 뭐냐”고 되묻는다. 그러자 전봉준은 

그 부적에 적힌 글자의 의미를 이야기해준다. 

그건 “한없이 약하고 더없이 힘없는 진짜  

약자”란 뜻이란다. 그 말에 백이강이 싸우러 

가는 사람한테 고약하다며 투덜대자, 전봉 

준이 말한다. “세상을 바꾸는 건 항상 약자 

였다”고. 동학농민혁명을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SBS 드라마 <녹두꽃>은 여러모로 우리 

가 살고있는 지금의 시대적 변화를 읽게 만드 

는 드라마다. 지금껏 많은 사극들이 왕조 중심 

의 이야기들을 주로 다뤘던 것과 달리, <녹두 

꽃>은 사실상 현 민주주의의 시작점이라고  

해도 좋을 법한 민초들의 역사를 다루고 있어 

서다. 한때는 ‘횃불’이란 단어조차 민감했던  

시기가있었지만, 지금은 ‘촛불’ 이전에 ‘횃불’ 

이 있었다고 말할 정도로 민중의식이 성숙해 

졌다. <녹두꽃>은 그래서 단지 동학농민혁 

명을 이끌었던 전봉준이라는 한 영웅을 그리 

는 것이 아니라, 한때는 ‘거시기’로 불리다  

백이강이라는 이름으로 이 혁명의 전면에  

뛰어든 한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당시 이름도  

없이 스러져간 민초들의 열망과 성숙, 좌절  

등을 그리고 있다. 

글.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

민초들의 혼과 애환이 
살아 숨 쉬는 공주 고마나루

‘녹두꽃’이 피고 진

그곳, 공주 고마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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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두꽃’과 함께 피어나고 있는 공주 고마나루 

<녹두꽃>과 함께 당시 동학농민혁명의 전투가 벌어졌던 

곳에 대한 관심도 다시금 되살아나고 있다. 지금껏 소외

되어 오다가 지난해 겨우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동학농

민혁명 기념일이었던 5월 11일 마침 드라마가 황토현 전

투를 다룬 건 꽤 의미 있는 일이었다. 5월 11일이 기념일

이 됐던 건 바로 그 동학농민군이 관군을 크게 이겼던 황

토현 전투 전승일이었기 때문이다. 전라도 고부에 부임

한 조병갑의 비리와 폭정이 도화선이 되어 일어난 동학

농민혁명은 그렇게 전라도 고부에서 시작해 전주로 넘

어왔다가 관군과 화약을 맺고 일단락되는가 싶었지만, 

청나라와 일본이 개입하게 되면서 다시 봉기한 동학군

이 서울 진입을 위해 공주에서 마지막 전투를 벌이는 일

련의 이동 과정을 겪었다. 여기서 중요한 전적지로서 주

목받는 곳이 바로 동학농민혁명을 끝장냈던 우금치 전

투가 벌어진 공주 명승 제21호 고마나루(곰나루)다. 

우금치는 소 우(牛)자에 금할 금(禁)이 더해진 이름을 가

진 고개로, ‘소를 금한다’는 의미를 갖게 된 건 옛날 이 

고개에 도적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해가 저문 뒤

에는 소를 몰고 고개를 넘어가는 걸 금하였다는 데서 유

래한 이름이라는 것. 우금치가 동학군 최후의 전투지가 

되었던 건 그곳이 충청도의 중심지였던 공주로 들어가

는 관문이었기 때문이다. 공주시 남쪽에 있는 이 고개

에서 동학군은 결사항전을 벌였지만 뛰어난 화력을 가

진 최신무기로 무장한 일본군과 관군에 의해 대패하고 

만다. 전투가 아니라 학살에 가까웠다는 이곳에는 그래

서 당시 희생된 이름 없는 녹두꽃 즉 동학군을 위한 위

령탑이 세워져 있다. 이 전투의 패배로 패색이 짙어진 

동학군을 전봉준은 해산했고, 결국 그해 12월 배반자의 

밀고로 순창에서 체포되었다. 우금치 전투의 패배가 사

실상 동학농민혁명을 미완의 혁명으로 만든 결정적 계

기가 된 것이다.

1 동학농민혁명을 끝장냈던 우금치 

전투가 벌어진 명승 제21호 공주 

고마나루의 곰사당

ⓒ 문화재청

2, 3 사적 제387호 우금치 전적. 1894년 

9월, 전봉준이 이끄는 동학농민군

이 일본군의 경복궁 침범과 경제

적 약탈을 규탄하며 반봉건·반외

세의 기치를 내걸고 재봉기를 일

으킨 곳이다.

ⓒ 문화재청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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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속 문화재

우금치 전투의 아픔이 서려 있는 곳으로 공주시 향토

문화제 용못 송장배미가 있다. 공주 시내에서 고마나

루로 이어지는 길, 금강변에 못 미쳐 닿는 용못은 ‘강물

은 말라도 용못의 물은 마르지 않는다’고 전해지는 연

못이다. 이 연못에 당시 우금치 전투에서 패퇴한 동학

농민군들이 빠져 죽었다 해서 ‘송장배미’라는 이름이 붙

었다. 당시 동학군들의 피해는 그 주검이 계곡을 가득 

메웠고 피는 금강까지 붉게 물들였다고 할 만큼 참혹했

던 것으로 전해진다.

고마나루 전설에 담긴 공주 웅진의 꿈과 한

고마나루는 공주의 옛 지명으로서 금강변 나루 일대를 

일컬으며 ‘곰나루’라고도 불린다. ‘고마(固麻)’는 곰의 옛

말이고, 한자로는 우리에게 익숙한 백제의 수도였던 

‘웅진(熊津)’이다. 475년 개로왕의 아들 문주왕이 웅진으

로 천도하면서 백제의 두 번째 수도가 되었지만, 538년  

성왕은 수도를 다시 사비(부여)로 옮겼다. 사비로 수도

이름 없는 

민초들의 혼이 서린 곳. 

그렇게 고마나루는 

민초들의 역사가

자연 풍광 속에 

스며 있는 곳이다.

가 옮겨가기 전까지 웅진은 삼국시대 마한지역에서 가

장 크고 번성했던 곳이었다.

고마나루라는 지명에서 미루어 알 수 있듯이 이곳에는 

단군신화처럼 곰과 관련된 전설이 전해져 내려온다. 아

득한 옛날 한 나무꾼이 연미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다

가 여자로 변신한 암곰을 만나 굴속으로 들어갔다. 곰

은 좋은 음식을 가져다주며 나무꾼을 보살폈고, 사냥을 

하러 갈 때면 굴 입구를 큰 바위로 막아 나무꾼이 도망

가지 못하게 했다. 세월이 지나 자식이 둘이나 생기자 

안심한 곰은 굴 입구를 돌로 막지 않은 채 사냥을 나갔

고 결국 나무꾼은 강 건너편으로 도망쳤다. 곰은 돌아

와달라고 애원했지만 나무꾼은 냉정하게 돌아섰고, 상

심한 곰은 두 자식과 함께 강물에 몸을 던져 죽고 말았

다. 그 후로 배가 지날 때마다 이곳에는 풍랑이 일고 변

고가 생겨 곰 사당을 지어 영혼을 위로했다는 전설이

다. 공주시는 매년 음력 3월 열엿새 날을 전후해 연미산 

암곰과 새끼 곰들의 원혼을 달래고, 지역의 안녕을 기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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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고마나루 수신제’를 지내고 있다. 백제시대부터 

국가적인 행사로 자리 잡았던 이 수신제는 일제강점기

에 폐지됐다가 1998년 계룡산 산신제가 복원되면서 다

시 개최되고 있다. 

공주에는 곰에서 유래된 지명들이 많다. 고마나루 근

처의 공산성은 본래 곰나루 지역에 만들어진 산성으로 

‘곰산성’으로 불리다 한자로 옮겨 적으며 공산성(公山

城)이 되었다고 하며, 공주라는 지명 역시 ‘곰주’로 불리

던 이름이 공주(公州)라는 한자 표기로 바뀌었다고 한

다. 항간에는 고마나루에 얽힌 전설이 웅진에서 사비

로 수도가 천도된 상황에 대한 이야기라는 해석도 나온

다. 수도 이전에 따른 어려움을 겪던 웅진 사람들을 위

무하는 내용을 신화가 이야기로 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주 고마나루는 백제 수도의 관문으로서 여러 역사적 

사건들의 주요 무대가 되어왔다. 660년 나당연합군의 

당나라 장수 소정방이 백제를 공격하려고 거슬러 와 주

둔했던 곳이었고, 백제 멸망 뒤에는 웅진도독부가 설치

되었던 곳이었으며 또 동학군이 서울로 가는 요충지로

서 최후의 전투를 벌였던 곳이기도 했다. 1945년 큰 장

마로 인해 고마나루 일대의 모래가 쓸려 나갔는데 그 자

리에 가로세로로 쌓은 건물의 흔적들이 확연히 드러났

다고 한다. 그만큼 이곳은 오래전부터 많이 이들이 모

여 살았던 백제 역사의 중심부였다는 것이다. 

금강변의 넓은 백사장과 솔향이 바람에 묻어나는 솔밭, 

그리고 나루 북쪽 연미산의 자태가 어우러진 고마나루

는 물론 그 자연경관 때문에 많은 이들이 찾는 곳이기

도 하다. 솔숲을 지나 금강의 모래사장을 걷는 그 길은 

지친 도시인들을 편안하게 끌어안아준다. 하지만 고즈

넉한 풍광 속에서도 그곳은 민초들의 혼과 애환이 느껴

지는 역사적인 공간이기도 하다. 한때 백제의 수도였지

만 떠나버린 나무꾼처럼 이전된 수도로 힘겨워했을 민

초들과, 요충지로서 많은 이들이 차지하려 했고 그래

서 스러져갔을 이름 없는 민초들의 혼이 서린 곳. 그렇

게 고마나루는 민초들의 역사가 자연풍광 속에 스며 있

는 곳이다.  

4 SBS 드라마 <녹두꽃>

포스터

5 동학농민운동의 지도자로서 부패

한 관리를 처단하고 시정개혁을 

도모하였던 전봉준

ⓒ 위키백과

6, 7 명승 제21호 공주 고마나루는 백

제 역사의 중심에 있던 곳으로 역

사적 가치가 클 뿐 아니라 금강변

에 넓게 펼쳐진 백사장과 450여

주의 마을 솔밭이 금강 및 연미산

과 함께 어우러져 아름다운 경관

을 자아내고 있다.

ⓒ 문화재청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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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일의 현장,  투쟁의 기록

윤동주 시인의 

북간도 항일교육의

성지, 명동촌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부끄러움이 아니야.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지.” 

이준익 감독의 영화 <동주>(2016년)에서  

정지용 시인은 일본 유학을 앞두고 마음속  

고뇌를 털어놓는 윤동주에게 이렇게 말한다. 

자신이 그토록 존경했던 스승으로부터 한 가 

닥 위안을 얻고서도 유학을 위해 창씨개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수치심은 좀처럼 수그 

러들지 않았다. 청년 윤동주는 결국 1942년  

4월 ‘히라누마 도오주’라는 이름으로 창씨 

개명을 하고 일본 도쿄의 릿쿄대에 입학했다.  

온순하고 여린 성품의 청년이 당시 느꼈던  

모욕감과 비애는 개명 직전에 쓴 시인 <참회록> 

에 절절히 나타나 있다. 영화 <동주>가 제대로 

묘사했듯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이자 

대표적인 민족 시인인 윤동주(1917~1945) 

의 짧은 생애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부끄러움’ 

이었다. 윤동주는 항일 투쟁을 위해 독립운동 

에 전념한 동갑내기 사촌인 송몽규를 보면서 

골방에 틀어박혀 시어(詩語)나 만지작거리는 

자신의 모습을 자책했다. 그러나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과 걷는 길이 달랐을 뿐 일제의  

탄압에 맞서 조국의 해방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은 동주도 몽규도 마찬가지였다.

글. 나윤석 (서울경제신문 문화레저부 기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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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윤동주 생가가 있는 명동촌 입구. 

명동촌은 1899~1900년 윤동주의 

조부인 윤하현을 비롯해 재력 있

고 학식 높은 유학자들이 낡고 부

패한 조선을 벗어나 우리민족의 

밝은 미래를 도모하기 위해 중국 

땅에 모이면서 만든 마을이다.

© 독립기념관

3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기원하고, 이런 

염원을 주옥같은 시편에 담아냈

던 윤동주

© 독립기념관 

4 정면에서 바라본 윤동주 생가

© 독립기념관

‘중국 조선족 애국 시인’으로 둔갑한 윤동주

하지만 막상 일본 제국주의에 뜨거운 예술혼으로 저항

했던 민족 시인의 숨결을 느끼고자 했던 기대는 명동촌

에 들어서는 순간 무참히 깨졌다. 생가 입구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비석은 윤동주를 ‘중국 조선족 애국 시

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었다. 중국 정부는 명동촌을 ‘옌

볜조선족자치주 중점 문물 보호단위’로 지정해 관리하

고 있는데, 지난 1994년 생가를 복원하면서 이런 문구

를 비석에 새겨 넣었다고 한다. 시인이 출생한 지역은 

지린성이 맞지만, 역사적으로 한참 뒤에 만들어진 개

념인 ‘조선족’이라는 수식어를 갖다 붙이면서 마치 윤

동주의 국적이 중국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셈

이다. 자국 영토에서 벌어진 일을 자국 역사에 편입하

려는 ‘동북공정’ 프로젝트의 그림자가 문화·예술 분야

까지 전방위로 뻗치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섬뜩했다. 

국내 역사학계와 문학계는 윤동주를 중국의 애국 시인

으로 포장하는 것에 줄기차게 반발하고 있지만 중국 정

부는 이들의 목소리를 들은 체도 않고 있다.

3

동쪽을 밝히는 마을

대표작인 <서시>에 나오는 시구처럼 ‘죽는 날까지 하늘

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기원하고, 이런 염원

을 주옥같은 시편에 담아냈던 윤동주는 일본으로 건너

간 지 1년여 뒤인 1943년 7월 사상범의 혐의를 뒤집어

쓰고 체포됐다. 2년형을 선고받은 그는 후쿠오카 형무

소에서 생체실험을 당하다가 옥사했다.

이렇게 섬세하고 예민한 감수성으로 민족의 아픔을 노

래했던 윤동주는 북간도 지역인 중국 지린성 룽징시

에서 태어났다. 현재 옌볜조선족자치주에 속하는 룽

징시의 ‘명동촌(明東村)’에 가면 윤동주의 생가를 만날 

수 있다. 명동촌은 1899~1900년 윤동주의 조부인 윤

하현을 비롯해 재력 있고 학식 높은 유학자들이 낡고 

부패한 조선을 벗어나 우리민족의 밝은 미래를 도모하

기 위해 중국 땅에 모이면서 만들어진 마을이다. 명동

(明東)이라는 이름에 담긴 뜻 역시 동쪽, 즉 조선을 밝

힌다는 의미였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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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일의 현장,  투쟁의 기록

걸출한 역사 인물을 배출한 명동학교

복잡한 심경을 안고 윤동주 생가를 빠져나와 천천히 

몇 걸음을 옮기자 이내 기념관으로 새롭게 꾸민 명동

학교 옛터가 나왔다. 명동학교는 윤동주의 외삼촌이었

던 독립운동가 김약연(1868~1942)이 1908년 4월 건립

한 교육 기관으로 윤동주·송몽규를 비롯해 문익환·

나운규 등 역사 속의 걸출한 인물을 숱하게 배출했다. 

1899년 함경북도 회령에서 간도의 명동으로 이주해 한

인 집단부락을 건설한 김약연은 1910년대와 1920년대 

초 반일운동의 중심 기지였던 명동촌을 더욱 유명하게 

만든 인물로 ‘간도 대통령’이라고도 불린다.

윤동주는 이 명동학교에서 5년 동안 공부했다. 독립운

동가를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된 명동학교에서 조선의 

역사와 조선 독립의 당위성을 교육받지 않았다면 윤

동주의 작품은 그저 순수 서정시로만 흘러갔을지 모

른다. 이곳에서 치열하게 공부하며 민족의 아픔을 자

신의 고통으로, 시적인 슬픔으로 승화했기에 윤동주

는 민족 시인으로 우리 문학사에 길이길이 남을 수 있

었다.

<서시>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만큼 유명하지는 않

지만 1930~40년대 발표된 <거리에서>와 <간판 없는 

거리>, <흐르는 거리>를 보면 암흑의 시대에 윤동주가 

얼마나 결연한 역사적 인식을 갖고 있었는지 금세 알 

수 있다. 각각 북만주·한국·일본에 머물 당시 지어

진 이들 작품은 모두 어두운 밤거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밤거리를 시공간으로 하는 작품을 통해 고독과 

방황을 강조하는 한편 일제 치하의 어두운 역사적 상황

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예를 들어 <거리에서> 

라는 시에는 ‘달밤의 거리/ 광풍이 휘날리는/(중략)/

괴롬(괴로움)의 거리’라는 시구가 나온다. 1941년에 쓴  

<간판 없는 거리>를 통해서는 ‘다들 손님들뿐/ 손님 같

은 사람들뿐/집집마다 간판이 없어’라고 노래했다. 일

제의 황국신민화 전략으로 창씨개명과 함께 집집마다 

모든 간판을 일본어로 바꿔야 하는 상황을 상징적으

로 표현한 이 시에서 윤동주는 ‘손님들뿐’이라는 시구

를 통해 주인 의식을 상실한 한국인의 상황을 가슴 아

프게 드러냈다. ‘으스름히 안개가 흐른다. 거리가 흘

러간다/저 전차, 자동차, 모든 바퀴가 어디로 흘리워  

5 6

‘타협의 길’ 대신 

민족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고난의 길’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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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것일까? 정박할 아무 항구도 없이…’라는 시구를 

담은 ‘흐르는 거리’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독자의 마음

을 적신다.

윤동주 문학의 텃밭이 된 교회

독립운동가들을 중심으로 기독교 신앙의 산파 역할

을 한 명동교회는 ‘명동역사전시관’으로 바뀌어 선조

들이 남긴 자취를 더듬고 있다. 1909년 명동교회가 

설립되자 윤동주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교회의 장

로가 됐다. 집 바로 옆에 있는 명동교회는 소년 윤동

주의 놀이터나 다름없었다. 교회를 제집처럼 드나들

면서 윤동주는 신앙의 힘을 체득했다. 신앙을 통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너머를 바라보는 초월적 시선

을 갖지 못했다면 윤동주의 시가 그토록 영롱하고 아

름답지는 못했을 것이다. 현재 윤동주 생가를 관리하

고 있는 송길연(63) 전 명동촌장은 “일본군은 독립의

지를 고취하는 명동학교에 세 차례나 불을 지를 정

도로 이곳을 눈엣가시로 여겼다”며 “명동학교 졸업 

8

생의 99%는 독립운동에 투신했다고 보면 된다”고 설

명했다.

명동소학교와 은진중학교를 거쳐 평양의 숭시중학교

에 편입한 윤동주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자퇴한 것 

역시 독실한 기독교 신앙 때문이었다. 그는 1941년 연

희전문학교 문과를 졸업한 후 일본으로 건너가 도쿄 

릿쿄대 영문과에 입학했다가 6개월 뒤 교토 도시샤대 

문학부로 전학했다.

물론 그가 일본으로 유학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집

안의 넉넉한 경제적 여유가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그

러나 윤동주는 지주 자식들이 일반적으로 택했던 일

본과의 ‘타협의 길’ 대신 민족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고난의 길’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갔다. 투쟁의 전면

에서 일제에 맞선 것은 아니지만 그는 도덕적 양심을 

행동의 첫 번째 준거로 삼고 암흑의 시대를 헤쳐가고

자 했다. 윤동주가 사상범 혐의를 받고 일본 경찰에 

체포된 것 역시 일제가 윤동주의 시에서 불온한 희망

과 상상력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7

5 윤동주·송몽규를 비롯해 문익

환·나운규 등 역사 속의 걸출한 

인물을 숱하게 배출한 명동학교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6 문익환 등 친구들과 함께 사진촬

영을 하고 있는 윤동주(맨 우측)

© 위키백과

7 윤동주의 원고 원본

© 위키백과

8 명동촌 입구에서 바라본 명동교회

© 독립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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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왕실의 어보와 어책’은 왕실에서 책봉 

하거나 존호를 수여할 때 제작한 의례용 도장 

과 오색 비단에 책임을 다할 것을 훈계하고  

깨우쳐주는 글을 쓴 교명, 책봉의 명칭과 위호 

의 내용에 대한 글을 판에 새긴 책을 말한다. 

이는 왕실의 인물이 생존해 있을 때 뿐 아니라 

사후에도 종묘에 봉안되었다. 이처럼 의례를 

통해 제작되고 전승된 어보와 어책은 조선 

왕실의 역사와 정통성을 증명하고 왕조의  

영원한 지속성을 시각이미지로 구현한 신성한 

상징물이다. 이러한 의물든은 살아있는 왕과 

고인이 된 왕을 이어주는 유교 미학을 함축한 

연결고리였다.

글. 김주연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연구원)

어보에 새겨진 위호(位號,  여러 이름)

조선의 어보에는 역대 왕과 왕비에게 올린 여러 이름

들을 새겼다. 그 내용에는 왕비, 세자, 세자빈 등 책봉

명만 새긴 것부터 왕과 비의 업적을 칭송하는 이름인 

존호(尊號), 승하 이후 왕과 비의 행적을 기리는 이름

인 시호(諡號), 종묘에 신위(神位)를 모실 때 붙이는 이

름인 묘호(廟號), 왕비의 성품을 기리는 이름인 휘호 

(徽號) 등이 있다.  

존호를 새긴 존호보는 살아있는 국왕 뿐 아니라 왕실

의 선조에게도 올려졌다. 태조 이성계를 비롯하여 많

은 국왕들이 존호를 받았는데 조선후기로 갈수록 정치

사와 연관되며 그 수가 늘어났다. 이는 유교적 사고방

식이 깊어질수록 왕의 공덕을 문자로 찬양하는 관행이 

점점 심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선대를 기리는 

존호를 계속 더해 올리며, 그때마다 어보를 또 새겼는

데 먼저 올린 존호까지 합쳐서 어보에 새겨진 글자의 

수가 100자가 넘는 예도 찾아 볼 수 있다.   1

어보(御寶)와 어책(御冊) 

조선 왕실의 권위와

영원한 지속을 표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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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실 의례와 어보,  어책

위호를 새긴 어보는 임금을 비롯한 왕실 인물들의 각종 

의례를 위해 제작한 인장이다. 따라서 나라의 여러 공무

에 사용하는 관인(官印)인 국새(國璽, 玉璽)와는 구별되

는 것이다. 책봉 의례의 경우, 그 대상은 왕비를 비롯하

여 왕세자, 왕세제, 왕세손과 그 빈들에 해당한다. 왕세

자, 왕세제, 왕세손의 책봉은 공식적으로 왕의 후계자를 

결정하는 선포의식이었다. 국왕의 자리를 이을 아들이

나 손자 등은 국본(國本)으로서 왕위에 오르기 전에 왕

세자나 왕세손에 책봉되는 전례(典禮)를 거쳐야 했다. 

이 때 공식적으로 이를 승인하는 의물로 책봉보인과 교

명, 책을 수여하였는데, 이러한 의물들은 해당 인물을 

왕실의 일원으로 인정하는 권위를 드러내는 상징물이

었다. 임금의 책봉 명령을 적은 교명은 지위의 존귀함을 

강조하고 책임을 다할 것을 훈유하는 내용으로 말미에 

<시명지보(施命之寶)>를 찍었다.  

국왕이 사망하면 국장도감에서는 시책과, 결정된 시호

보를 제작하여 행사에 대비하였다. 이후 왕이나 왕비

의 삼년상을 마치고 나면 신주를 종묘에 모시게 되는

데 이 때 묘호보를 제작하여 종묘에 봉안하였다. 조선

의 어보는 신위와 함께 나라와 왕실을 지키는 상징이 되

었다. 종묘의 신실은 신주함을 기준으로 동쪽에는 보장

(寶欌)을 두어 어보를, 서쪽에는 책장(冊欌)을 두어 어책

을 봉안하였다. 

1 조선왕실 어보는 왕조의 영원한 

지속성을 상징한다.

© 국립고궁박물관 

2 왕세자나 왕세손에 책봉되면 그 

징표로 국왕에게 받는 죽책(竹冊)

© 국립고궁박물관2

이처럼 어보와 어책은 왕실 인물들의 책봉과 등극, 국

장과 종묘에 이르기까지 일생의 전환기에 치러지는 

주요 의례를 위해 제작되고 보관되었다. 어버이와 선

조의 공덕을 높이고, 효라는 유교윤리를 실천하는 한

편 왕실의 전통을 드러내는 성스러운 예물로서 자리

했던 것이다. 

어보와 어책의 제작 

왕의 어보는 최상품질의 옥이나 금 두 가지 재질로 만

들고, 왕비로 책봉되면 옥이나 은에서 금으로 바꾸어 

제작했는데, 금보는 주로 금속에 도금(鍍金)한 것이다. 

어보의 글은 전문사서관이 쓰고 이를 사자관이 베낀 후 

각 재료에 북칠사자관 또는 북칠화원이 어보 인면에 새

길 글자를 내려앉힌다. 이후 각장이 새겨 보문을 완성

하였다. 아울러 어보를 보호하고 장식하기 위한 각종 

상자를 비롯하여 보자기, 끈, 열쇠, 자물쇠 등 많은 부

속물이 함께 제작되었는데, 이를 통해 왕실공예의 종

합적인 면모를 살펴볼 수 있다. 조선시대 의궤의 기록

에 의하면, 제작에 참여한 장인의 수는 적게는 20여명, 

많게는 50명이 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어보의 제작 

뿐 아니라 보통, 보록, 호갑(護匣), 자물쇠 등의 제작에

도 참여하였다. 금보는 주조의 비중이 높고 옥보는 조

각적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옥을 다루는 장인과 금은

을 다루는 장인을 구분하여 기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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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보와 어책의 장식

어보는 상서로운 동물인 거북이나 용모양의 손잡이를 

갖추었다. 조선시대에는 주로 거북이형 손잡이가 제작

되었는데, 이는 중국에 대한 신하의 도리를 상징한다

고 한다. 그러나 대한제국기에는 황제국을 천명하고 

용형의 손잡이를 만들었다. 제작이 완성된 어보는 이

중으로 보관하게 된다. 직접 어보를 담는 통을 보통(寶

筒)이라 하고 보통을 담는 외함을 보록(寶 )이라 한

다. 무늬 없이 붉은 칠만 한 보록도 있으나, 보록의 앞

면에는 주로 두 마리의 승룡을 금니로 그렸으며 이는 

대한제국기까지 지속된다. 여의주를 아래쪽이나 가운

데 두고 얼굴과 꼬리를 맞대고 있는 두 마리 승룡 도

상은 왕뿐 아니라 왕비, 왕세자의 보록에도 그려졌다. 

교명의 양식은 전대의 것과 중국의 『대명회전』을 참조

어책 또한 신분과 재질에 따라 옥책·죽책·금책으

로 구분한다. 책의 글은 문장력이 뛰어난 제술관이 작

성한다. 제술관은 높은 직위와 가문, 학식, 명망을 고

루 갖추어야 했으며, 글씨를 쓰는 서사관 또한 정 3

품 이상의 품계와 명망을 지녀야 했다. 실제 제작에는 

40~50여명의 장인들이 세분화된 체계에서 업무를 분

장했다.         

교명은 조선 초기에는 종이에 먹으로 글을 쓴 일반 문

서 형태였으나, 세종 19년(1437)에 중국의 제도에 따

라 비단으로 장황하고 축을 갖춘 두루마리 교명을 처

음으로 제작하기 시작하였다. 직물로 격을 높여 제작

한 교명을 축(軸), 즉 두루마리로 장황함으로써 왕실 

주인공에 수여하는 문서를 일반관리들의 문서와 차별

화 하였다. 

3

3 왕세자나 왕세손이 국왕에 즉위

할 때 즉위식에서 왕비가 받았던 

옥책(玉冊)

© 국립고궁박물관 

6 하나의 어보는 의례용 도장뿐만 

아니라 도장을 담는 보통(寶筒), 보

통을 담는 보록( ), 이를 각각 

싸는 보자기와 보자기를 묶는 끈 

등 다양한 유물이 한 묶음으로 구

성돼 있다.

© 국립고궁박물관 

4, 5 고종어보. 손잡이를 용(龍) 모양으

로 하였는데 이것은 황제의 신분

을 나타낸 것이다.

© 국립고궁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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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는데, 1609년 교명축의 무늬를 정하기 위한 논의를 

보면 “고명의 양식은 오색 삼베실이나 명주실로 만드

는 것으로 전면에 ‘봉사고명(奉使誥命)’이란 글자를 수

놓는 것이고…… 올라가고 내려가는 용의 무늬가 좌우

로 서려 있으며 …… 그 무늬에 있어서 관복의 꽃무늬

가 품계의 높낮이에 따라 다른 것과는 같은 것이 아닙니

다” 라고 언급하고 있어 문식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다. 

옥책의 경우 가장자리 꾸미개인 변철(邊鐵)에는 만초문

이 주로 사용되다가 고종대에 들어 쌍룡문이 등장한다.

이처럼 대한제국 성립 이후 어보와 변철에 용을 시문하

는 변화가 보이지만, 보록과 교명, 변철에는 시대를 거

치며 큰 변화 없이 일관된 장식들이 나타난다. 이러한 

문식들은 위의 기록에서 제시한 것처럼 품계의 높낮이

를 나타내는 용도가 아니라 왕실의 권위를 함축적으로 

드러내는 상징으로 작용했다. 

문식들은 

위의 기록에서 

제시한 것처럼 

품계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용도가 

아니라 왕실의 

권위를 함축적으로 

드러내는 상징으로 

작용했다. 

6

세계 문화속의 어보와 어책

어보와 어책은 과거 중국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

된 책봉제도(冊封制度)의 유산이다. 그러나 조선은 중

국에서 내리는 시호를 사용하지 않고 왕과 신료들의 상

의 아래 결정된 존호와 시호를 어책과 어보에 새긴 것

으로 자국의 주체성을 드러냈다. 또한 건국이후 57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어보와 어책을 제작·봉헌하고 보

존해 온 긴 여정을 통해 조선에서 꽃핀 유교문화의 절

정을 보여주었다.  

한편 보수적이면서도 엄격한 왕실의 전통을 담은 성스

러운 의물이면서도 어보에 표현된 조각 및 기타 부속품

들의 제작 기법, 어보와 어책, 교명에 쓰여진 글의 내용

과 문장의 형식, 글씨체 등에는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

을 담고 있어 매우 가치가 높은 기록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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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그리브스

(Camp Greaves)

1

어떤 공간이나 대부분 역사성을 지니게 된다.  

그러나 DMZ나 그 안에 위치한  캠프그리브스 

같은 곳은 역사적 의미와 상징적인 느낌이 

남다른 장소이다. 그곳에는 오랜 기간 가슴  

아픈 이야기와  정치, 이념적으로 다른 견해와 

해석들이 존재해왔다. 현대에는 많은 예술가 

들이 일정 기간 체류하며 작업할 수 있는 레지 

던시 프로그램 또는 동시대적인 표현이 가능한 

전시 공간을 찾아 이동하고 있다. 또한 세계  

곳곳에서 무용의 장소들을 문화 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화합과  지역재생사업에 성공하는  

사례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캠프그리브스  

또한 시대에 걸맞는 이러한 취지를 담고 있으 

면서도 민간 통제선 안의 위치나 장소의 특성 

상 다른 사례들과는 확연히 다른 구조를 가지 

고 있고 정전 상태인 현시점에서의 상징성  

또한 무척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간의 

새로운 활용과 정책의 변화는 캠프그리브스   

자체의 문화적인 가치와 더불어 한반도와  

세계평화의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 역할과  

문화 예술로의 동시대적인 소통을 지속적으로  

가능케 하는 중요한 공간으로 확장되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글. 이호진 (인천가톨릭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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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그리브스의 시대적 배경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 산72-1번지 일원에 위

치한 캠프그리브스는 1953년 7월 한국전쟁 정전협전 

후 미군기지로 공여되어 미군이 사용하다 2004년도

에 철수되었다.

2004년 8월 미 육군 제506연대 보경대대가 주둔해 

오다가 1977년 철수 이후 2007년 8월 한국 정부에 반

환된 캠프 군사시설이다. 과거 50여 년간 미군의 기지

로 사용된 군사시설로 미군 철수 이후 캠프그리브스

는 평화와 문화의 예술 공간으로 변모되어왔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미군시설이 원형 그대로 보존되

어 있고 DMZ 내 군사시설을 체험할 수 있는 숙박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전시와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

고 있다.

미군 주둔의 캠프 시설은 미 건축물의 형태와 모습을 

간직한 독특한 특성과 함께 지리적 장소와 용도에 관

한 중요한 역사성을 지니고 있다.

캠프그리브스는 DMZ 남방한계선에서 불과 2km 남

짓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파주 민간인 통제구

역 안에 있는 최초의 체험형 유스호스텔이기도 하다. 

출입 제한구역인 민간인 통제선 내에 입지하고 있어

서 개발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자유로, 경의선

과 가까운 위치에 있어 서울과도 접근성이 좋으며 임

진강과도 인접해 있어 경관과 환경이 뛰어나다.

약 700여 명의 미군들이 본국으로 철수한 후 캠프그

리브스는 활용성 없는 공간으로 남겨졌다가 2013년 

DMZ 체험형 유스호스텔로 다시 탄생하였다. 

미군 장교들의 숙소 한 동을 리모델링한 유스호스텔

은 최대 24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1층에는 사무실과 소강당, 2~3층에는 숙소, 4층에는 

대강당과 식당이 자리 잡고 있다. 또한 다양한 통일 관

련 프로그램과 소통을 위한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다. 

캠프그리브스는 과거에 미군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

적의 UN군과 한국 근무자, 지역 주민 등이 함께 공간

을 사용하고 거쳐갔으며 한국전쟁과 정전후의 중요한 
3

2

1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 

산72-1번지 일원에 위치한 캠프

그리브스는 1953년 7월  한국전쟁 

정전협전 후 미군기지로 공여되어

미군이 사용하다  2004년도에 

철수되었다.

© 연합이미지

2 영화제 등 각종 행사 장소로 활용

되고 있는 체육관

© 한국관광공사

3 ‘남북통일’을 꾹꾹 눌러쓴 방문객

들의 염원이 마음으로 전해진다.

© 한국관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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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이야기가 남겨졌을 것으로 보여진다. 새로운 시

각으로 보는 이들의 긴 여정과 장소 특성에 대한 연

구는 다양한 이슈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향후 캠프그리브스는 유사한 환경의 다양한 활용방

법과 역할에 대한 우수한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캠프그리브스의 문화 예술과 공간 

2002년 한미 연합 토지관리계획 협정이 체결되고 

2004년에 개정되면서 기존의 미군기지가 반환되었

다. 국방부는 캠프그리브스가 위치적 특성상 군사작

전 시설임을 감안해 군사시설로 사용하기를 원했지

만, 50여 년간 미군주둔으로 지역발전에 어려움을 겪

은 파주 시민과 경기도의 노력을 통해 원형 보존 원칙 

및 캠프그리브스를 역사 문화공간으로 지정하여 활

용하는 내용의 협약서가 작성되었다.

2014년 10월 문화체육관광부 산업단지 및 폐산업시

설 문화 재생 사업 공모에 당선되면서 캠프그리브스

는 변화의 전환점이 되었다.

캠프그리브스 내 10개의 공간을 문화 재생사업을 통

해 리모델링이 되고 새로운 플랫폼을 세우기 위한 기

반작업을 시작하였으며, 기존의 유스호스텔 건물과 

함께  탄약고, 퀀셋막사, 조적도 건물, 하사관숙소, 볼

링장 등의 다양한 장소를 유효 공간으로 활용 가능하

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알리기 위해 전시들을 새롭

게 기획하여 진행하면서 DMZ에 위치한 캠프그리브

스를 기억하고 문화 예술을 통해 시대의 흐름에 걸맞

는 새로운 공간으로서 문화재생사업이 시작되었다.

캠프그리브스의 문화재생사업은 유스호스텔 운영과 

함께 주변 시설인 퀸셋막사, 탄약고, 볼링장 등과 야

외를 파일럿 전시를 통해 공간의 정체성과 변화를 알

리기 위해 진행되었다. 

일차 파일럿 전시는 ‘단절에서 소통으로’ 라는 주제

로 2016년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5인의 참여 

작가와 함께 처음으로 진행되었고 그 후 현재까지 진

행된 전시들은 흥미로운 전시 내용과 함께 공간에  

4 한때 버려졌던 캠프그리브스에서

는 최근 미술 전시를 비롯한 ‘DMZ 

평화정거장 사업’이 진행 중이다.

© 경기관광공사

5 DMZ 전시관을 구경 중인 대성

고 학생들

© 한국관광공사

6 파주 민간인 통제구역 안에 있는 

최초의 체험형 유스호스텔이기도 

한 캠프그리브스

© 경기관광공사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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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재구성으로 특별한 의미와 시각적인 가치를 충

족해왔다.

각각의 용도와 역할이 있는 건축물들은 과거의 모습

을 간직한 채로 공간의 성격에 맞게 제한적으로 변

모하였고 시각 예술가들은 이러한 구조와 특성을 살

린 예술 작품을 선보이기도 했다. 주된 전시관이 되

는 도큐멘타관인 캠프그리브스의 퀸셋막사(Quon-

set Huts)는 1950년부터 1990년까지의 미군 건축

양식이 축적된 곳으로서 휴전 협정 이후 미군이 주

둔하면서 조립과 철거가 쉬운 퀸셋막사를 짓기 시

작했다. 1953년부터 병사들의 숙소와 사무실. 식

당 등의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1982년부터 2

층 공용숙소가 콘트리트 벽돌로 지어졌으며 추위

를 막기 위해 아연도금 골강판 내·외부에 우레탄  

발포단 연재를 사용하여 시공되었다. 퀸셋막사 외

에도 기획 전시관이 된 무기실과 중대사무실과 설치 

작품을 전시해온 탄약고와 볼링장 같은 시설 공간이 

있다. 또한 작가 스튜디오 레지던시 및 전시 공간으

로 활용하고 있는 독신 하사관 숙소 등 미군 군사시

설은 특색 있고 문화적인 새로운 공간으로 활용되고 

그 안에서 예술을 담고 관객과 소통의 역할을 하고 

있다.

DMZ와 캠프그리브스의 역사와 공간성이 가지는 여

러 부분의 가치와 더불어서 현대적이며 예술성 있게 

활용됨으로써 일반인들과 예술인들이 함께 경험하고

만들어나가는 특색 있는 장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곳에 설치된 예술 작품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

래상에 대한 기억과 희망을 흥미로운 방식을 통해 소

통하고 전달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통일

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해본다.   

건축물들은 과거의 

모습을 간직한 채로 

공간의 성격에 맞게 

제한적으로 변모하였고 

시각 예술가들은 

이러한 구조와 특성을 

살린 예술 작품을 

선보이기도 했다. 

6



스무 해,  그 시작부터 돌아보니

“민족자존 문화창달을 건학이념으로 ...” 매년 입학식과 졸업식 때마다 

교학처장이 낭독하는 학사보고 첫머리에 등장하는 말이다. 그랬다. “민

족의 전통을 찾아 자존의 역사를 새로 쓰는 대학이요, 21세기 문화의 세

기를 열어나갈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대학”을 만들겠다는 꿈으로 2000년 

3월 2일, 교수 16명, 학생 40명으로 첫발을 디딘 한국전통문화대학교가 

내년이면 개교 20년을 맞는다. 2개 학과 40명으로 시작한 학교는 7개 학

과 560명(입학정원 기준)으로 성장하고, 2011년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재출범하여 2013년부터는 대학원까지 개설하였다. 그사이 문화재관리

국도 문화재청으로 승격되어 한 해 먼저 스무 살이 되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김병모 초대 총장 이후 이종철, 배기동, 김봉건, 

김재열 총장이 대학 발전을 이끌어나갔다. 역대 총장들은 모두 학계와 

문화재 관련 분야에서 뛰어난 학문 성과와 업적을 이루어내어 본 대학으

1998년 11월 19일, 충남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 한 행사장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 백제의 옛 수도라고 하지만 부여는  

인구 8만이 안 되는 조그만 시골군이다. 게다가 

사흘 전까지만 해도 20℃까지 올랐던 기온이 

영하 5℃ 아래로 곤두박질치는 추운 날씨 

였다. 일찌감치 추수를 끝낸 꽁꽁 얼어붙은  

논바닥 위로 푸른색 가설무대가 자리했다.  

무대 위에서는 남사당놀이, 경기민요, 사물 

놀이가 잇달아 펼쳐졌다.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행사의 열기는 한껏 달아올랐다.  

한국전통문화학교 건립공사 기공식. 시행 

청은 문화관광부 문화재관리국이다. 이태 전 

4월 19일 공포된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 

령’이, 이제 현실이 되려 한다. 이곳에 다시  

두 해 뒤에는 첫 학생들을 받을 예정이다.

글. 사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46

문화재청 20년사

2

1

한국전통문화대학교 20년

누가 문화재의

미래를 묻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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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현재 문화유산전문대학원과 일반대학원에 각각 학생정원 110명

씩을 두고 있다. 전문대학원 문화재수리기술학과는 건축·조경·도시

전공과 보존·복원전공을 두고 있는데 문화재수리복원 현장에서 이론

적 역량과 실무능력을 함께 갖춘 최고 전문가를 배출하고 있다. 문화유

산산업학과는 첨단 ICT 기술을 기반으로 문화유산의 디지털산업화의 실

무형 인재를 키우기 위해 2017년 신설하였다. 

2008년 개원한 전통문화교육원은 문화재수리의 최일선 현장에서 일하

는 전문가를 키우는 문화재수리기능자 양성과정을 비롯해, 문화재 담

당 공무원·교사 및 일반인들을 위한 다양한 단기 교육과정을 운영하

고 있다. 

제2의 창학,  이제는 미래다

2004년 2월 첫 졸업생 18명을 배출한 이래 지금까지 1,613명의 졸업생이 

나왔다. 전통대학 졸업생들은 문화재청, 국립박물관을 비롯해 각종 문

화재보수·복원업체, 발굴기관, 공공기관 등 문화재현장에 취업하여 실

력 있고 인성 좋은 인재라는 평판을 받고 있다. 초기 졸업생들은 이제 어

엿한 중견 실무자 혹은 관리자로 성장하여 각종 문화재현장에서 기둥 역

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아마 여러분 근처에 일 잘하고, 품성 바른 사

람이 있다면 그중에 반드시 우리 대학 졸업생이 있을 것이다. 

내년이면 개교 20년이다. 이제 국내 유일의 대학에 만족하지 않고 세계

적인 문화유산 명문대학으로 발돋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제문화재

교육센터와 취·창업센터, 교육혁신팀을 출범시키고, 지역사회와의 상

생을 도모하는 돌봄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학습과 생활이 대학 

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숙형대학(Residential College)으로서의 혁신적 

교육체제를 완성하고자 한다. 2020년, 제2의 창학을 위한 한국전통문화

대학교의 도전을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볼 일이다.   

로 초빙되었다. 그런 가운데 이제는 본교 교수 출신의 총장이 필요하다

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바람으로 2018년 6월, 김영모 교수가 7

대 총장으로 취임하였다. 2002년 전통조경학과 교수로 임용된 이후 학

과장, 전문대학원장, 교학처장 등을 역임하며 학교 발전을 위해 헌신하

면서 높은 추진력과 지도력을 보여줬던 김영모 총장은, 그동안 고민하

고 연구해왔던 학교 발전 방안을 쏟아내며 제2의 창학을 준비하고 있다.

문화재현장 전문인력 양성의 요람 

2000년 개교 당시 처음 설치된 학과는 문화재관리와 전통조경학과였다. 

이후 전통건축, 전통미술공예학과(2001년), 문화유적, 보존과학과(2002

년)가 차례로 생겼다. 학과 설립 순서의 흔적은 지금 각 학과사무실 전화

번호에 남아 있다. 6개 학과로 유지되던 학부는 2017년 교육체제 개편을 

통해 전통미술공예학과 내 공예이론 세부전공이 무형유산학과로 발전

하여 7개 학과로 늘어났다. 이때 문화유적학과가 융합고고학과로, 보존

과학과가 문화재보존과학과로 학과 이름을 바꾸었다. 

모든 학과는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전문인 양성을 위해 현장 

중심의 실기실습과목을 대거 개설하고 있다. 이를 위해 최고의 전임 교

수진 외에 무형문화재 전승자,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 등 문화재

현장에서 오랫동안 기량을 닦아온 전문가들을 강사와 겸임교원 등으로 

적극 초빙하고 있다. 

우리 대학은 또 강의실 안에서만 배우지 않고 전국의 문화재 현장이 모

두 학습 공간이라는 취지 아래 연간 150회에 이르는 활발한 현장답사를 

실시하고 있다.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1인당 평균 20회 내외의 문화

재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수업을 받는다. 이는 다른 어느 대학도 시행하

지 못하는 현장 중심 교육으로 우리 대학의 중요한 장점 중 하나이다. 

2019학년부터는 더욱 현장과 밀착된 실무능력을 높이기 위해 전통문화

와 관련한 국내외 산업체, 연구기관 등에서 일하며 배울 수 있는 현장실

습학점제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교 이래 학생들의 글로벌 역

량을 키우기 위한 교류협력관계를 꾸준히 넓혀 지금까지 50여 명의 학생

들이 일본, 중국, 러시아, 이탈리아의 대학에서 수학하는 기회를 얻었다. 

이로써 학생들은 4년간의 학부과정을 통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하고 나

아가 문화재 현장을 두루 꿰고, 글로벌 역량까지 갖춘 실력 있는 현장적

합형 인재로 키워지고 있다.

석사급 이상의 전문인력을 요구하는 문화재 분야의 수요에 부응하고, 심

화된 학술이론과 실천이론의 연구개발을 위해 2013년 개설된 대학원은 

2
전문대학원 문화재수리기술학과

는 건축·조경·도시전공과 보

존·복원전공을 두고 있는데 문화

재수리복원 현장에서 이론적 역량

과 실무능력을 함께 갖춘 최고 전

문가를 배출하고 있다.

1 2개 학과 40명으로 시작한 한국전

통문화대학교는 7개 학과 560명

으로 성장하고, 2011년 한국전통문

화대학교로 재출범하여 2013년부

터는 대학원까지 개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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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문화재청 ①

조선을 통틀어 역사가 남긴 가장 아픈 전쟁은 1592년 임진왜란이다.  

임진년 1차 침입을 임진왜란, 정유년 2차 침입을 정유재란으로 부른다. 

이 전쟁은 1592년부터 1598년까지 두 번에 걸쳐 약 7년 동안 계속된 전

쟁으로 이를 합하여 임진왜란이라 한다. 거의 무방비 상태였던 조선은 

임진년 1차  침략으로 삽시간에 전 국토가 유린되었고,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한반도에서 수천 년의 역사를 지켜오던 찬란한 문화유산

은 수도 없이 잿더미로 변해가고, 조선왕조실록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1592년 4월에 발발한 전쟁은 두 달 후인 6월, 춘추관, 성주사고, 충주사

고에 보관 중이던 조선왕조실록이 소실되고 말았다. 이런 급박한 상황

을 감지한 내장사 주지 희묵대사와 민간 출신인 정읍의 유생 안의, 손홍

록은 집안 식솔들과 함께 전주사고에 보관 중인 실록을 정읍 내장산 용

굴암으로 이안하여 1년 동안이나 목숨을 걸고 이를 지켜낸다. 이들의 공

로로 국가 보물인 조선왕조실록이 지켜졌고 더 크게는 조선의 역사를 

지켜낸 것이다. 그날이 바로 6월 22일이다. 

문화재청과 사단법인 한국문화재지킴이단체연합회(약칭 한지연)는 이

러한 민간 참여의 역사성과 문화재지킴이의 훌륭한 정신을 본받아 문화재 

기록의 나라 
조선을 이어가다
아름다운 손길, 제1회 문화재지킴이 날 기념식

글. 사진. 조상열 (한국문화재지킴이단체연합회장)

지킴이의 날을 선포하기에 이른다. 이는 온 국민이 문화재의 가치를  

바로 알고 문화재를 가꾸고 지켜가는 참여형 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함 

으로 2018년 6월 21일, 경복궁 수정전에서 전야제를 통해 6월 22일을  

「문화재지킴이 날」로 선포했다. 

이로부터 1년이 지난 6월 22일, 문화재청과 한지연은 문화재지킴이 날 

기념식을 왕조실록을 이안했던 역사적 현장인 용굴암이 있는 정읍 내

장사에서 ‘2019년 문화재지킴이 날’ 기념식을 가졌다. 이 행사는 오전 

10시 30분 전북 정읍시 내장산 경내 내장사 앞 야외 특설무대에서 정

관계 인사를 비롯한 전국의 지킴이 회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

데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실록 이안 재현연극’, ‘축하공연’, 문화재지킴이 유공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와 한국문화재지킴이단체연합회장의 대회사, 정읍 

시장의 축사에 이어 문화재청 차장, 국회의원 등이 단상에 올라 뜨거

운 열기를 치하했다. 이 행사는 문화재청과 문화재지킴이단체연합회

가 공동주최하고 정읍시와 내장산 내장사, 정읍문화원, 내장산국립 

공원사무소 등이 공동으로 후원하여 문화재지킴이의 필요성에 대한  

특별함을 알렸다.

기록의 나라 조선이라는 이름은 바로 관군이 아닌 백성이 중심이 되었

던 문화재지킴이의 선례이다. 이러한 정신은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

다. 1990년대 민간에서 시작된 문화재지킴이 운동은 소중한 문화유산

을 알고, 가꾸고, 지키고, 이어나가는 문화재사랑운동으로 전파되었다. 

2005년부터 문화재청은 민관협력의 ‘한문화재 한지킴이’ 운동을 전국으

로 확산시켜나갔으며, 오늘날 전국 10만여 명의 문화재지킴이가 제각기 

맡은 바 위치에서 활동하고 있다. 전란의 위기에서도 문화재를 지켰던 

선조들의 훌륭한 정신을 이어받아, 오늘날의 문화재지킴이 역시 지킴이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 특히 한지연은 문화재청 문화유산교육 

팀과의 긴밀한 협조 아래 각종 문화재지킴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상

시적인 문화재 정화활동 및 모니터링을 비롯하여 문화재지킴이 위촉교

육, 문화재지킴이 권역별 포럼 등 지역 네트워크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나아가 미래세대 문화재지킴이 양성을 위하여 「청소년 문화재지킴이」,  

「청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킴이」 사업을 실시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문화인재 양성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제1회 「문화재지킴이 날」 기념식을 계기로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우리

의 소중한 문화재를 알고, 가꾸고, 지켜나가는 문화재지킴이를 소망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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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문화재청 ②

문화재청은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국립공주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 

국립익산박물관, 공주시, 부여군, 익산시, 정림사지박물관, (재)백제세

계유산센터 등 9개 기관과 협력하여 오는 7월 8일부터 14일까지 공주, 

부여, 익산 등 백제왕도에서 ‘백제문화유산주간’을 개최한다. 

백제문화유산주간은 백제역사유적지구(8개소)가 2015년 7월 세계유산

으로 등재된 것을 기념하여 백제 문화유산이 갖는 역사적·문화적 중요

성을 국민이 더 쉽게 이해하고 체험하기 위해 2018년을 시작으로 해마

다 7월 8일부터 일주일 동안 개최하는 행사다.

주요 행사로는 ▲ 명사 특강·강좌, ▲ 체험학습·활동, ▲ 답사 프로

그램, ▲ 사진·그림 전시회, ▲ 유물·유적 연계프로그램(백제문화유

산 녹턴) 등으로 지난해 행사에서 참가자들에게 호평을 받은 프로그램

과 신설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백제왕도에서 펼쳐지는
백제문화의 모든 것
공주, 부여, 익산에서

‘백제문화유산주간’ 개최 / 7.8.~14.

특히, 올해 처음 선보이는 ‘백제문화유산 녹턴’은 백제왕도의 중요유적

과 출토유물을 연계한 참여기관의 공동 협력사업으로 백제문화유산주

간을 대표하는 프로그램이다. 7월 9일부터 13일까지 공주, 부여, 익산에

서 총 4회에 걸쳐 운영한다.

‘녹턴(Nocturne)’은 야상곡이라는 뜻으로 ‘백제문화유산 녹턴’은 한여름 

밤에 열리는 전통·퓨전음악회와 체험이 결합된 행사다. 전통 공연을 

즐기며 박물관 소장품이자 유적지에서 나온 유물을 유적지와 연계한 이

야기를 들을 수 있는 이 행사는 각 박물관 누리집에서 신청(선착순)하

면 참여할 수 있다. 

국립공주박물관 gongju.museum.go.kr

정림사지박물관 www.jeongnimsaji.or.kr

국립익산박물관 iksan.museum.go.kr

국립부여박물관 buyeo.museum.go.kr

그밖에도 백제왕도를 주제로 한 강연과 포럼, 어린이와 가족을 대상으

로 한 만들기 체험, 백제왕도를 보여주는 다양한 사진과 그림 전시 등 다

채로운 프로그램을 행사 기간 내내 즐길 수 있다. 

백제문화유산주간은 백제왕도를 역사교육현장이자 문화공간으로서 활

용하는 행사로, 지난해 참여자들의 큰 호응과 관심 속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된 만큼, 올해도 백제왕도(공주, 부여, 익산)를 대표하는 고품격 문

화재활용·홍보사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각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백제왕도 핵심

유적이 국민에게 더욱 친근하고 유익하고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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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카툰

궁궐 문화유산 재난 관리, 우리가 지킨다

저기 기둥에 철사처럼
보이는 것이 광센서

화재감지기이고, 단청색과
비슷하게 칠이 되어 있는 

파이프가 자동소화 
설비입니다.



영월 방절리 서강가의 절벽에 자리한 선돌. 신

선암(神仙岩)이라고도 불리는 70m 높이의 커다

란 입석은 마치 큰 칼로 절벽을 쪼개 내리다 그

친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 입석 바로 앞에 우뚝 

서 있는 기암은 선돌의 신비스러움을 더해준다. 

시선을 돌려 아래를 바라보면 절벽과 입석 사이

로 내려다 보이는 강물이 또 한 번 감탄을 자아

낸다. 1820년(순조 20) 문신 홍이간이 영월부사

로 재임하고 있을 때, 문신이자 학자인 오희상과 

홍직필이 그를 찾아와 구름에 싸인 선돌의 경관

에 반해 시를 읊고, 암벽에 ‘운장벽(雲莊壁)’이라

는 글씨를 새겨놓았다고 한다. 이런 전설도 전한

다. 단종이 영월 청령포로 가는 길에 선돌 인근

에 들렀는데 우뚝 서 있는 것이 마치 신선처럼 

보였다고 하여 ‘선돌’이 되었다는 것이다. 전설일 

뿐이지만 단종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큼 아름다

운 것만은 분명하다. 푸른 강물과 층암절벽이 어

우러진 선돌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마치 

금강산의 일부를 보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진다.

<영월 선돌>

소재지: 강원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문의처: 영월관광안내 1577-0545

주변 볼거리: 장릉, 청령포, 별마로 천문대, 어라연, 고씨굴

관련 웹사이트: www.ywtour.com

문화재가 있는 풍경

한 편의 한국화를
담은 절경 
영월 선돌



사진 : 문화재청 김홍기



이달의 문화재 행사

어린 나이에 부왕인 정조를 여읜 후 정순왕후의 

수렴청정과 김조순을 중심으로 한 외척 세력 속 

에서 힘겹게 왕위를 지켜가고 있던 순조(재위 

1800~1834)에게 1809년 태어난 장남 효명세자 

(1809~1830)는 왕실의 희망이었습니다. 용모가  

준수하고 총명하며 효성스러운 세자에게 순조는  

많은 기대를 걸었습니다. 효명세자는 순조의 관심 

속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으며 왕위의 굳건한  

계승자로 성장해갔습니다.

효명세자가 19세가 된 1827년에는 순조를 대신해  

공식적으로 정사를 돌보는 대리청정을 시작해 문예 

를 숭상하고 백성을 위하는 정치를 행하고자 노력 

했습니다. 대리청정 3년 만에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였지만, 이 기간 동안 정치·문학 ·회화·

건축·궁중잔치와 정재 분야에서 이룩한 효명 세자 

의 업적은 정조(재위 1776~1800)를 잇는 또 한 명 

의 뛰어난 문예 군주를 볼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아쉬움을 불러일으킵니다.

“문예 군주를 꿈꾼 왕세자, 효명”은 효명세자의 삶, 

정조에 버금가는 문학적 성취, 궁중잔치와 궁중  

정재 분야에서의 괄목할 만한 업적, 궁궐 영건과  

이들 건축물을 통해 효명세자가 추구한 삶의 지향 

등을 다양한 유물과 문헌, 영상을 통해 소개합니다.  

이번 전시가 문예 군주를 꿈꿨던 효명세자의 짧지만  

찬란한 자취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 

니다.

1 .  효명세자의 생애 

효명세자는 1809년 8월 9일 창덕궁 대조전(大造殿)에서 순조

와 순원왕후의 맏아들로 태어났다. 1812년 네 살의 어린 나이

로 왕세자에 책봉되어 왕실을 이어나갈 존재임을 명확히 하였

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왕위 계승자로 성장해갔다. 1819년에

는 경희궁 경현당(景賢堂)에서 관례를 행하고, 조만영(趙萬永)

의 딸 신정왕후(1808~1890)를 세자빈으로 맞아 가례를 행했다.

효명세자가 19세가 되던 1827년 2월 순조는 세자의 대리청정을 

명했다. 안동 김씨의 외척세도를 극복하고 왕권을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시도한 정치적 조처였다. 세자 또한 학문을 중시하고, 

백성을 위하는 정치를 위해 힘을 기울였으나 대리청정 3년 만

인 1830년에 22세의 나이로 서거하였다.

“문예군주를 꿈꾼 왕세자, 효명(孝明)”

기간 : 2019. 6. 28. (금) ~ 2019. 9. 22. (일)

장소 : 국립고궁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

국립고궁박물관 특별전



2 .  조선 왕실을 대표하는 시인,  효명 

효명세자는 시에 뛰어난 재능을 보여, 20년 남짓의 짧은 생애 

에도 불구하고 400여 제(題)의 시를 남겼다. 궁궐 내외에 그가 

자주 방문하던 누각이나 정자, 그곳에서 보이는 풍경과 계절의 

변화는 그가 지은 시의 주요 소재가 되었다. 효명세자는 세자시

강원 이나 세자익위사 소속 관료들과 함께 한 구절씩 이어서 짓

는 연구(聯句) 형식의 시도 다수 남겼다.

3 .  궁궐도에 나타난 효명세자의 공간

효명세자의 대리청정 기간 동안 궁궐 곳곳의 모습도 새로워졌다.

효명세자는 연경당(演慶堂)을 짓고 자경전(慈慶殿)을 증축하여 잔

치를 베풀었으며, 서실인 의두합(倚斗閤)을 지어 독서하며 여가를 

보냈다. 효명세자의 대리청정 기간 중에 제작된 것으로 알려진

《동궐도(東闕圖)》에는 그와 관련된 건물들이 상세히 표현되어 있

다. 동궐도와 화풍이 유사한 〈서궐도안(西闕圖案)〉에도 효명세자

의 생애와 관련된 공간이 세밀하게 표현되어 있다.

4 .  궁중잔치의 개최와 궁중정재의 창작

효명세자는 대리청정 기간 동안 1년에 한번 이상 잔치를 베풀

어 왕실의 권위를 높이고 정치적 통합을 이루고자 했다. 1827년 

순조와 순원왕후에게 존호(尊號)를 올린 것을 기념하는 잔치에 

서는 작은 규모의 잔치인 ‘진작(進爵)’을 새로이 명명하고 절차

를 마련했다. 1828년 순원왕후의 사순(四旬)[40세] 기념 잔치에 

서는 밤 잔치[야진(夜進)]와 준비자를 위한 잔치[회작(會酌)]를 

처음으로 행했다. 1829년에는 순조의 사순과 즉위 30년을 기념 

하여 대리청정 기간 중 가장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다. 1828년과 

1829년 잔치에서는 효명세자의 명으로 다양한 궁중 무용[정재 

(呈才)]이 창작되었다. 효명세자는 여기에 직접 지은 노랫말[악

장(樂章)]을 붙여 잔치와 정재 창작을 주도한 왕세자로서의 권

위를 널리 알렸다.  

1

2

1 효명세자 관례 그림

《수교도첩》

© 국립고궁박물관

2 효명세자의 편지글 모음

『익종간첩』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

연구원·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3 정재를 공연한 여령이 입었던 복식

몽두리, 한삼, 대대

© 독일 라이프치히 그라시민

족학박물관 (GRASSI Museum 

für Völkerkunde zu Leipzig, 

Staatliche Kunstsammlungen 

Dresden)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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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남북분단과 냉전을 상징하는 군사시설물인 「고성 

최동북단 감시초소(GP)」와 항일유산인 「대한민국 임시정부 

환국기념 23인 필묵」 그리고 「부산 구 동래역사」와 「세종 구 

산일제사 공장」 등 4건을 문화재로 등록하고, 「신안 흑산성당」

을 문화재로 등록 예고하였다. 이 중 등록문화재 제752호 「고성 

최동북단 감시초소(GP)」는 1953년 군사정전협정 체결 직후 

남측 지역에 설치된 최초의 감시초소로, 북측 감시초소와 최단 

거리(약 580m)에 자리하였던 역사성과 상징성 등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남북분단과 이후 남북평화의 상징성을 생생

하게 보여주는 시설로 활용 가치가 매우 높다.

고성 최동북단 감시초소(G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