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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를 넘는 보편의 가치를 통해 

교육의 문화를 만나봅니다.

특

집

인의(仁義)의 정신(精神)

•본지의 구독은 무료입니다.

•본지에 실린 내용은 저자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본지의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그림·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특집1 바로놓기

경쟁이 아닌 공존을 배우고 익히다

전통교육의 가치

특집2 문화 읽기

통치 교육에서 공존 교육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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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시간

현대예술, 전통과 마주하다

아주 오래된 미래

교과서, 시대사상과 역사를 품다

조선과 근대의 아동 교재, 그 갈래와 흐름

이야기가 있는 삶

백칠십 년을 내려온 귀한 새김

국가무형문화재 제119호 금박장 보유자 김기호

한국의 전통정원을 말하다

겨울왕자와 경복궁의 옛뜰을 거닐다.

이달의 초대손님, 가수 이정석 

문득 그 길로 한걸음

시대를 앞서간 조선의 두 여인

강릉에서 만나다

문화재 핫이슈

신선이 자고 있는 누각

진안 수선루(鎭安 睡仙樓) 보물 지정

세계문화유산

왕을 모신 마음은 같았으나 그 방식은 달랐던

조선왕릉과 명13릉

문화재와 과학기술

사물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법

첨단 IoT(사물인터넷) 기술

해양문화유산 읽기

바닷속 보물을 찾는 사람들

수중고고학자와 보물 사냥꾼

알면 신기한 문화재 이야기

해자 속에서 긴 잠을 깨다

경주 월성 축소 모형 목재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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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중서화실’ 신년맞이 새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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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들의 문화와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문화재. 

하지만 옛 조상들의 역사가 과거의 유물, 사료적 

가치로만 기억되고 있지는 않을까요? 역사 없는 현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화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시대를 이끌며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만들어왔습니다. 

2020년 문화재사랑은 지금도 유용한 선조들의 지혜를 

올바르게 이어온 문화유산을 통해 미래로 이어갈 

문화로 새롭게 가꾸어가길 바라봅니다.

문화재, 새로운 문화가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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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마크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보이스아이 바코드입니다.

철종 14년(1863)에는 임금으로부터 ‘병산’이라는 이름을 받아 서원이 

되었다. 서원 내 건물로는 위패를 모신 존덕사와 강당인 입교당, 유물을 

보관하는 장판각, 기숙사였던 동·서재, 신문, 전사청, 만대루, 고직사가 

있다. 이곳은 선현배향과 지방교육을 담당해 많은 학자를 배출한 

곳으로, 1868년 대원군의

서원철폐령 때에도 남아있었던 47개의 서원 중 하나이며,

한국 건축사에 있어서도 중요한 유적이다.

안동 병산서원은 서애 유성룡의 학문과 업적을 기리기 위한 

곳으로, 안동에서 서남쪽으로 낙동강 상류가 굽이치는 곳에 

화산(花山)을 등지고 자리하고 있다. 원래 풍악서당으로 풍산 유씨의 

교육기관이었는데, 유성룡이 선조 5년(1572)에 이곳으로 옮겼다. 

그 후 광해군 6년(1614)에 존덕사를 세워 그의 위패를 모시고, 1629년에 

그의 셋째 아들 유진의 위패를 추가로 모셨다. 

안
동 

병
산
서
원

사적 제260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안동 병산서원 安東 屛山書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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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집단이나 공동체에서 과거로부터 이어 내려오는 바람직한 사상이나 관습,

행동 따위가 계통을 이루어 현재까지 전해진 것’이 사전적 의미의 전통이다.

이런 의미를 새겨 본다면 우리 교육에서 전통을 찾아보기는 가능하다.

우리의 현대 교육 속에는 과거로부터 계통을 이루어 전해져 내려오는

바람직한 사상이나 관습, 행동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

바
로
놓
기

전통교육의 가치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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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이길상(한국학중앙연구원 교육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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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교육을 모방한 새 교육

일제가 물러나고 해방이 되었을 때 우리 민족에게는 매우 절박한 것이 있었다. 바로 새 나라에 맞는 새 

교육을 세우는 문제였다. 과거 우리 조상들이 했던 교육으로 돌아가자니 그것은 이미 일제 지식인들에 

의해 더럽혀진 지 오래였다. 돌아갈 과거, 이어 내려가야 할 바람직한 교육적 전통이 남아 있지 않은 상

태였다. 그렇다고 일제 강점기 교육을 다시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민족 자존심이 허용하지 않을 일

이었다. 새로 세운 나라에 맞는 교육이념, 학제, 교육내용, 방법 등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해낼 만한 시

간적 여유도 없었거니와 쉬운 일도 아니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서양, 

그중에서도 강대국의 대표였던 미국의 교육을 모방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었다. 그렇게 시작된 교

육이 지금 우리 교육의 출발점이고 바탕이다.

지금 우리 교육의 바탕에는 해방 직후 도입된 미국식 교육, 즉, 표준과 효율성 중심의 교육 정신이 자리

를 잡고 있다. 표준화된 세계에서는 항상 개인보다는 조직이 우선이다. 교육을 받는 하나 하나의 사람

보다도 조직이 추구하는 표준화된 목표가 우선이다. 하지만 우리가 70년간 받아온 이런 교육은 지금 비

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미래 사회에서는 교육받는 사람 한명 한명 모두의 다양성이 존중받고, 그 위에

서 창의성이 살아날 수 있는 교육이 요구된다. 이런 희망을 이야기하면 대부분은 “그건 꿈같은 이야기

지” “세상에 그런 교육이 가능하겠어?”라고 이야기한다. 

개개인을 중시한 맞춤형 교육, 전통교육

이런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우리의 전통교육은 ‘개개인이 추구하는 목표와 개개인

의 특성에 맞는 개인맞춤형 교육’이었었다는 사실이다. 서당이나 서원에서는 나이도 다르고 신분도 다

른 10명 안팎의 학생들이 한 방에서 함께 공부했지만, 학생들이 읽는 책이나 학생마다 달랐고 진도도 

모두 달랐다. 목표도 재능도 서로 다른 학생들이 도움을 주고받으며 공존하는 방법을 배우는 공간이 서

당이고 서원이었지 표준화된 목표를 놓고 경쟁하는 곳은 아니었다. 상부상조하는 사회적 역할을 미리 

경험하는 공간이 바로 서당이고 서원이었다.

우리나라 옛 제도 중에서 가장 비판받는 것은 바로 과거제도이다. 그런데 알고 보면 교육목표의 획일

화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과거제도의 병폐가 컸지만, 신분중심 사회에서 능력에 따른 인재선발을 추구

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버려야 할 것은 과거제도가 만든 교육 

목표의 획일화이지 능력중심의 선발이라고 하는 과거제도의 본질은 아니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 불투명하고 모호한 시간에 대처할 교육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이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다. 미래교육은 개인의 특성을 무시한 ‘표준화된 교육’이 아니라 ‘개인맞춤형 교육’이 되

어야 한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다. 이미 수 백년 동안 그런 교육을 경험했었던 우리 민족의 DNA 속에는 

‘개인맞춤형 교육’의 흔적이 숨어 있다. 잊었던 전통 속에서 긍정적 요소를 되살리기만 하면 다가오는 

미래는 두렵지 않게 맞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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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침, 그리고 배움은 인간만이 아니라

동물 세계에서도 나타난다. 동물과 다른 점은 

인간에게는 가르침과 배움의 과정을 통해 전승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는 구체적인 구성 요소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고조선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역사적 전통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가르침과 배움의 전통이 이어져 왔다.

그 내용은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형성된 전통이며, 

끊임없이 변화를 거듭하면서 전승되고 있다.

글. 김도현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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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 교육에서

공존 교육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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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국가에서 조선 시대까지, 교육에서 추구하는 가치와 내용

유교는 유교 경전을 공부하는 형태로 고대국가 단계에서부

터 국가가 만든 학교의 주요 교과로 자리매김했다. 유학을 

주요 교과로 채택한 이유는 왕 중심의 지배 질서 유지를 지

향한 고대국가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통치 이데올로기로 작

용하면서도, 관리들의 기본 소양을 갖출 수 있는 교과목으로

의 체계화된 논리성도 갖췄기 때문이다.

고구려에서는 4세기 소수림왕 대에 귀족 자제들을 대상으로 

국립교육기관인 태학에서 유교 경전, 5세기 장수왕 대에는 

지방에 설치한 학교인 경당에서 한학을 가르쳤다. 백제의 교

육기관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5경 박사 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유교 경전과 그 교육을 중시하였음을 알 수 있

다. 신라에서도 원광법사가 만든 화랑도의 세속오계에 유교 

관련 내용이 있고, 임신서기석을 보면 2명의 화랑이 3년 내

에 ‘시·상서·예기·전’을 차례로 습득하기를 맹세한 것

을 새긴 금석문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경전 교육을 중시하

였음을 알 수 있다.

남북국시대에 이르러 유교 경전에 대한 교육이 좀 더 구체화

되고 심화됐다. 신라 신문왕은 국학을 설치하여 유교 경전을 

교육하고, 유교를 정치 이념으로 설정하여 9년간의 학업을 

마치면 나마나 대나마에 임용했다. 

고려에서도 유학 교육과 관리 양성을 목적으로 학교를 운영

했다. 태조는 개경과 서경에 학교를 설치했고, 성종은 ‘교육

이 아니면 인재를 얻을 수 없다’는 조서를 발표하고 992년 국

자감을 설치해 유학부에서 유교 경전과 함께 정치, 역사, 문

학을 가르쳤다. 지방에는 향교를 설치하고 전국 12목에 경학

박사를 파견해 유학을 가르쳤다.

조선 시대에는 사농일치의 교육제도를 바탕으로 교육 기회

가 양인 전반에 확대되었고, 수령의 주요 역할 중의 하나가 

교육 진흥이었다. 조선의 교육제도는 과거 제도와 연관되어 

있고, 양반 중심의 교육이었으며, 유학 교육을 숭상했다. 이

를 위해 중앙에 성균관과 4부 학당, 지방에는 향교와 서당(천

자문과 동몽선습 교육)을 설치해 유학 교육을 강화했다. 사

립 교육기관인 서원이 조선 중기에 설치되어 선현에 대한 제

사와 교육을 담당했다.

기술 교육과 무인 양성 과정

고구려는 지방 학교인 경당에서 평민 자제를 대상으로 무

술을 연마하게 했고, 백제는 전문가 집단인 박사 제도를 

운영하여 의박사·역박사를 둔 것으로 보아 기술 교육도 

중시했음을 알 수 있다. 신라는 화랑도 제도를 통해 무술

을 연마하게 했다. 좀 더 구체적인 기술 교육내용과 교육

방법을 알 수는 없으나, 고구려·백제·신라의 역법과 각

종 공예품, 철 생산, 조각품, 축성 등 현재 전해지는 유물

과 유적을 통해 세부 분야별로 매우 체계적인 교육과 지식 

관리가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남북국시대에도 기

술 교육이나 무술 교육을 실시했다는 기록은 발견되지 않

았으나 당시 계속된 전쟁, 그리고 남겨진 유물·유적, 그리

고 교류 흔적 등을 통해 삼국시대의 전통을 계승해 민간 

차원에서 체계적인 기술 교육과 전승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고려 시대에는 국자감에 유학부와 함께 기술학

부인 율학[법률], 서학[서예, 그림], 산학[수학]을 설치하여 

교육하였는데, 평민들이 입학하여 교육받을 수 있게 했다. 

1.
성균관

<명륜당>

보물 제141호

인재양성을 위하여 

서울에 설치한 조선시대 

국립대학격의

유학교육기관

2.
동강서당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285호

동강 이희정이 세운

이래 많은 유학도를 

배출하였으며

19세기 말 이후에는 

사설학원으로 바뀌었고, 

일제강점기 때는

보통학교 2년 과정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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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교육기관인 향교에도 의학박사를 파견해 의학교육을 

한 것으로 보아 고려 시대에는 잡학을 국가 차원에서 매우 

중시했고, 그 대상 분야는 법률, 서예, 그림, 수학, 의학 등

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교방(敎坊)은 향악을 담당했

던 기관으로 기생학교를 겸했으며, 이 제도는 조선 시대까

지 이어졌다고 한다.

조선 시대의 기술 교육은 주로 중인들이 담당했는데, 해당 

관청에서 교육했다. 의학은 전의감, 천문·지리는 관상감, 

외국어는 사역원에서 담당했다. 기생 교육의 경우 평양에

서는 이른바 기생서재(妓生書齋) 또는 예기서재에서 이루

어졌으나, 관기 제도의 폐지를 전후로 하여 주로 퇴기들이 

집에서 기생이 되고자 하는 어린아이들을 위해 반드시 갖

추어야 할 가무와 서화 등을 개인 교습식으로 가르쳤다.

교육으로 부국강병을 꿈꿨던 개항 이후 교육

1876년 개항 이후 조선 정부는 신사유람단·영선사·보빙사

를 해외에 파견했으며, 다양한 문물을 접하면서 교육의 목

적과 내용에도 큰 변화를 보였다. 큰 틀에서 본다면 국가 

입장에서는 부국강병을 위해 근대 문물 교육과 외국어 교

육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민간에서는 대중 계몽을 통해 

자주 의식을 고취하고자 한 개화운동의 일환으로 다양한 

교육을 시도하게 된다. 

최초의 사립학교인 원산학사는 고종 20년(1883) 함경남도 

원산에 설립되어 외국어, 자연과학, 국제법, 무술 등 실용 

학문을 가르쳤다. 이후 국립 교육기관인 육영공원이 고종 

23년(1886)에 설립되면서 미국인 교사를 초빙하여 상류층 

자제들을 대상으로 영어, 수학, 지리학, 정치학 등의 근대 

학문을 가르쳤다. 또한 통역관을 양성하기 위해 동문학을 

세워 외국어 교육도 실시했다.

1894년 단행된 갑오개혁의 결과로 반포된 홍범14조에 실

린 교육 관련 항목은 ‘총명한 젊은이들을 파견해 외국 문물

을 학습하고, 기예를 견습하며, 장교를 교육한다.’라고 적

시하면서 근대 교육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반영했다. 고종

은 근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1894년에 학무아문을 

설치하고, 1895년에는 교육입국조서를 반포했다.

고종 황제는 교육에 대한 관심을 실천하기 위해 한성사범

학교와 외국어학교 관제를 공표하고, 경성의학교, 철도학

교, 광업학교, 상공학교, 광무학교, 한성학교 등 중등교육

기관을 설립했으며, 유학생을 파견하여 선진 문물을 습득

할 수 있도록 했다.

당시 민간 차원에서도 배재 학당(중등), 이화 학당(여성 전

문), 경신 학당(전문 상업) 등 개신교 계통의 사립학교가 만

들어졌고, 애국계몽운동 등 민족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대

성학교, 오산학교 등 사립 학교와 서북학회, 기호학회 등 

08

3.
1883년 민간에 의해서 

함남 원산에 세워진 

한국 최초의 근대적 

교육기관인 

원산학사

ⓒ조선일보DB

4.
평남평양 기생학교 

수업 광경

ⓒ국립중앙박물관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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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배재학당.

고종 22(1885)년 

서울에 설립되었던 

중등과정의 사립학교

ⓒ문화재청

6.
1886년 서울에서 

선교사 스트랜튼 여사가 

세운 초·중·고등과정의 

사립학교로, 우리나라 

최초의 여학교인

이화학당

ⓒ Public Domain

교육단체를 설립했다. 사립학교와 교육단체를 만든 목적

은 국가의 존망 위기에서 백성들을 깨어나게 하고, 나라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하고자 함이었다. 이와 같은 노력은 

일본이 1908년 사립학교령을 제정해 통제하고, 교과용 도

서 검정 규정을 공포하면서 시련에 처하게 된다. 

일제강점기에는 해외에서 독립을 챙취하기 위해 신흥무관

학교, 서전서숙, 비행학교 등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국

내에서는 일본의 식민지 교육에 반발하며 야학 중심의 민

족 교육, 문맹 퇴치 운동을 실시해 민중들을 계몽하고자 

했으며, 조선교육회를 중심으로 민립대 설립 운동을 전개

해 민족을 이끌어 갈 지도자들을 양성하고자 했다. 비록 

이같은 노력들이 성과를 내지는 못했지만, 교육 활동을 독

립운동과 연계해 진행하려 한 피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 교육은 열 번의 교육 과정 개편을 거

쳐 진화하게 된다. 현재 운영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모든 학생이 배우는 공통과목을 도입하고, 창의융합형 인

재 양성을 목표로 하며, 소프트웨어와 안전교육을 강화하

고, 핵심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의 가치와 나아가야 할 방향

위에서 언급한 제도권 중심의 유학, 잡학, 무술 교육 외에

도 다양한 형태의 문명 자산들에 대한 교육활동이 초기국

가 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전개되고 있다. 고구려 고분을 

예로 들면, 고분 축조 기술과 함께 고분 벽화에 보이는 음

악, 기예, 각종 신앙 행위, 각종 전통 지식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세부 종목에 대한 교육활동들이 있었을 것이

다. 전통지식에 대한 교육은 교육생을 모집하거나 별도로 

찾아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있었으나, 실제 각 

종목 교육은 일손을 도와주는 보조로 들어와서 오랜 기간 

동안 경험하면서 배운 지식을 토대로 전통지식이 전승되

는 사례들도 많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교육은 교육활동이 펼쳐지는 해당 

시기에 강조되는 이데올로기와 지배층을 중심으로 정치·

경제·사회·문화적 배경을 반영하여 전개된다. 그러나 백

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불리는 교육이기에 어떤 형태

의 교육이 이루어지든 ‘①인류 문명 성과물 전승 교육, ②

활용 교육 ③가치관·인성 교육’을 중심으로 각 시대 상황

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활동이 전개되었다. 

지금은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계, 창의 융합

형 인재 양성, 개인의 핵심 역량 강화를 추구하는 시대이

다. 개인이 지닌 역량과 지식을 체계화하여 다양한 형태

(Youtuber, webtoon, 1인 방송 등)로 전승하고, 이를 받아

들여 개인들의 핵심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다시 다른 이

들과 공유하여 인간과 자연이 함께 하는 세계를 지향하는 

가르침과 배움의 세계가 열려야 할 것이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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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적 제260호

안동 병산서원

安東 屛山書院

2.
사적 제170호

안동 도산서원

安東 陶山書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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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서원은 강학과 학문연구(藏修), 선현제향의 기능을 지니면

서, 성리학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지역의 교육, 문화, 지성

사의 수준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 지성과 인문학의 전당

이었다. 이러한 한국 서원문화의 전통과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해 7월에 ‘한국의 서원’ 9개소(소수서원, 남계서원, 옥

산서원, 도산서원, 필암서원, 도동서원, 병산서원, 무성서

원, 돈암서원)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이들 한국의 9

개 서원은 연속 유산으로서, 16세기 중반 서원 제도의 도입

으로부터 시작하여 한국사회에 서원이 정착하고 발전하는 

과정의 역사와 건축적 특징을 통합적이고 연속적으로 증

명하는 문화유산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들 한국의 

9개 서원은 중국이나 일본 베트남과 다른 한국만의 독특한 

특성을 잘 보존·정립한 사례이자, 성리학이 동아시아 전

역에 확산되어 지역적인 특색을 가지며 꽃피운 중요한 사

례라는 점에서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강학과 교육의 전당, 서원

조선시대 서원은 교육과 한국지성문화의 요람이었다. 한

국의 서원은 저명 성리학자를 제향하는 곳이면서, 각 지

방의 고급 인재들이 수시로 출입하고 접촉, 교류했던 공

간이자 상징적 기구였다. 특히 한국 서원의 진면목은 자

신들이 존경하고 멘토로 삼는 스승의 연고지에 후학과 문

인들이 건립하고, 제향과 함께 그 정신을 이어간 것에서 

잘 나타난다. 서원은 일방적인 지식 전수가 아닌 강론과 

학문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고, 여론과 공론의 결집처로서 

지역 지성사의 거점이 되어 문화적·사회적 활동은 물론 

정치적 활동까지 전개하였다.

서원에 제향된 인물의 성격은 서원의 다른 어느 것보다 

우선한다. 제향인물의 학문이나 사회적 지위와 함께 이를 

선양, 추앙하는 세력이 있었을 때 서원은 건립된다. 서원

이 제향과 교육·강학의 기능을 가진 점에서는 관학인 향

교와 크게 차이가 없다. 그러나 서원은 제향 대상이 공자

와 그의 제자가 아닌 해당 지역과 연고가 있는 선현(先賢)

 

교
육
과 

인
문
지
성
의 
산
실
，
서
원

조선시대의 서원은 유교문화와

교육을 상징하는 곳으로 알려진다.

서원은 한국 지성문화의 요람으로 400여 

년의 오랜 역사를 지니며 성리학의 

발전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각 지역의 문화,

그리고 지성인들의 요람이자

주요 활동장으로 기능했던 곳이다. 

글. 이해준 (공주대 명예교수)

돈
암
서
원 

보물 제1569호

논산 돈암서원 응도당

論山 遯岩書院 凝道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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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점, 설립의 주체가 국가가 아닌 사림이라는 점, 설

립의 동기와 배경이 과거 준비를 위한 곳이 아니라 학문하

고 수양하는 곳이라는 점, 그리고 설립된 장소가 중앙 정

부의 직접적인 관여를 받는 군현의 소재지나 그 주변이 아

니고, 경관이 빼어난 곳이라는 점에서 향교와는 그 성격과 

기반이 크게 다르다.

서원 건립이 왜 그 시기에, 그곳에, 그리고 어떤 주체세력

들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면 그 답은 매우 

잘 드러난다. 대체로 서원건립의 유서와 기반은 지역에 연

고를 가지고 후학의 양성이나 학행으로 모범을 보였던 인

물의 유서가 있던 곳이었다. 특히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9

개 서원의 경우 조선 성리학 발전을 주도하고 대표하는 인

물들을 제향하는 곳이면서 그들의 학맥이 전승, 활성화된 

공간이었다. 

그런가하면 한국의 서원은 ‘한국유교문화의 자료관, 박물

관’으로 일컬어질 만큼 다양하고 특징적인 유형, 무형의 

자료들을 간직하고 있다. 역사와 교육 전통, 제향, 건축, 

경관, 기록유산 등 유·무형의 문화유산들은 바로 이러한 

유교, 선비문화의 다양성과 특성을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런 점에서 서원은 지연과 학연별로 한국 유교문화

의 다양성과 지역성이 집약된 문화유산이자, 자료관이라

고 할 수가 있다. 

3.
사적 제154호

경주 옥산서원

慶州 玉山書院

4.
사적 제499호

함양 남계서원

咸陽 溪書院

5.
사적 제166호

정읍 무성서원

井邑 武城書院

유식공간* 강학공간 제향공간

6.
전형적인 경사지 서원의 일렬건축배치를 엿볼 수 있는 도동서원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   유식공간 : 휴식을 취하는 공간으로, 서원에서 공부해야 하는 선비들이 서원 밖이 아닌 서원 안에서

  여유롭게 산수 유람을 즐길 수 있도록 서원 안에 지어진 정자와 누각이 있는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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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과 학연, 공론의 요람

한국 서원이 지닌 가장 특별한 성격으로 지목되는 것은 서

원이 사림의 공론을 형성하고, 사족들의 연명상소를 발의

하거나 여론을 수렴하는 취회소로서 매우 큰 역할을 했다

는 점이다. 즉 향촌사족 간 결속의 매개체로 지연과 학맥, 

때로는 정파의 연대와 교류의 거점이었다. 서원은 지역별

로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발

생하거나, 학술적으로 논란이 된 사안, 혹은 향촌사회에서 

제기된 문제의 해결을 위해 통문이라는 의사 소통의 방식

을 통해 향촌유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지역 여론을 주

도하기도 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공론의 형성과 사회적 

역할이 바로 중국이나 일본의 서원과 근본적으로 차별화

된 한국 서원의 특성 중 하나이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공

론 형성과 수렴에 있어 서원은 수합처이자 형성의 주체로

서 커다란 기능을 했다. 사림의 집단 활동은 서원의 네트

워크에 의해 구체화되었으며, 통문이 그 네트워크를 연결

하는 매개였다. 또 통문을 통해 수렴, 형성된 공론을 국가

와 사회에 전달하는 역할도 서원의 기능 중 하나였다. 연

명상소로, 때로는 격렬한 학문토론으로, 혹은 의병의 격문

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며  서원은 지방의 사론을 대변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음을 알 수 있다.

서원의 공간 구성은 제향, 강학, 교류와 회합의 공간으로 

구분된다. 이는 다른 나라의 서원들과 차별화되는 특별한 

성격으로 강당, 사우, 누각 등의 건축물들이 적절하게 구

성되어 있다. 오랜 역사와 정형화의 과정도 중요하며 탁월

한 사례라는 점이 인정을 받았다. 특히 서원 강당이라든

가, 강당은 아니지만 그와 같은 역할을 하였던 특별한 공

간을 갖춘 병산서원 만대루, 남계서원의 풍영루, 필암서

원의 확연루, 옥산서원의 무변루 등의 문루는 그 대표적인 

건물로 손꼽히고 있다.

지성사의 전당, 그 기능

이상에서 살핀 것처럼 한국의 서원은 지연과 학연이 맺어

준 교육과 지성의 장이었다. 서원은 지역별로 많은 사림을 

양성하여 정계에 공급했고, 문화거점이자 지성사적 활동 

공간으로, 여론과 공론의 ‘결집’, ‘소통’, ‘대변’의 기능을 수

행했다. 특히 정치 및 학술 논쟁과 지역간, 학맥(당론)간 네

트워크 형성이라든가 강학(회), 소회, 창의 등을 통한 활동 

등은 조선의 서원만이 지닌 매우 중요한 특징으로 인정받

았다.

조선시대 서원 문화는 학문과 학자를 대우하며, 자기 수양

의 정신자세 및 도의와 염치를 알고 도덕을 몸으로 실천했

던 조선시대 선비들의 학문적 삶, 도덕적 실천의 삶을 상징

한다. 서원문화에서 보여진 지성들의 개성과 자존심의 삶

은 오히려 현대지성들이 귀감을 삼고 더욱 부러워해야 할 

모범이라 할 만하다. 지성인의 핵심 덕목이라 할 지성사와 

도덕적 실천, 어른스러움의 대명사였던 조선의 선비문화가 

자랑스럽게, 그리고 글로벌 사회에서 한국정신사의 고급브

랜드로, 미래 경쟁력으로 되살려졌으면 싶다. 

강
세
황 

필 

도
산
서
원
도

보물 522 호

강세황

26.8cmx138cm

姜世晃 筆 陶山書院圖

영조 27년(1751)에

강세황이 도산서원의 

실경을 그린 그림

Ⓒ국립중앙박물관

7.
사적 제242호

장성 필암서원

長城 筆巖書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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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교육과 현대 

예술의 만남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시간

현대예술, 

전통과 

마주하다

과거 우리의 교육은 저 멀리 단군신화에서 비롯된,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의 이념부터 ‘충의예지신(忠

義禮知信)’을 중시하는 유학, 성리학의 흐름으로 이어져 

왔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서당, 향교, 서원 등 다양한 교

육기관에서 이러한 이념을 배워왔고, 나라의 근본으로 삼

아왔다. 특히 교육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김홍도의 그림이

나 ‘한석봉 일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과거부터 대단했다. 

2020년을 맞이한 지금도 교육에 대한 관심은 과거에 못지 

않으리라.

새로운 방식으로 소통하는 오래된 전통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을 예술 분야에서 찾아본다면, 우리

는 ‘책가도(冊架圖)’를 꼽을 수 있을 듯 싶다. 18세기부터 유

행한 ‘책가도’는 ‘문방도(文房圖)라고도 하는데, 책장과 서

책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방구와 골동품, 화훼, 기물 등을 

그린 정물화풍의 그림이다. 중국 청나라 시대에 유행한 ‘다

보각경도(多寶閣景圖)’ 혹은 ‘다보격경도(多寶格景圖)’에서 

유래한 이 그림은 청나라 사신으로 간 부연사 일행을 통해 

조선으로 유입되었다. 다보각, 다보격은 원래 중국에서 골

동품을 진열하던 장식장인데, 이러한 그림이 조선으로 들

어오면서 상황에 맞게 번안되어 책가도로 등장한 것이다. 

이렇게 책이 중심이 된 그림이 그려진 이유는 당시 국왕이

었던 정조가 문치(文治)를 추구하면서 책을 강조하고 책그

림을 장려했기 때문이다. 정조는 그의 시문집인 『홍재전서

(弘齋全書)』에서 “어찌 경들이 진짜 책이라고 생각하겠는

가? 책이 아니라 그림일 뿐이다. 예전에 정자가 이르기를 

비록 책을 읽을 수 없다 하더라도 서실에 들어가 책을 어

루만지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했다. 나는 이 말의 의미를 

이 그림을 통해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책가도

를 예찬했다. ‘책가도’는 이후 책장 없이 쌓여있는 책들을 

그리는 등 민간으로 퍼지면서 좀더 다양화되었고, 폭넓은 

문
화
에 

닿
기 

글. 류동현 미술 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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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애란

The Luminous Poem의 Digital Book 설치

강애란 작가는 ‘책가도’를

입체로 형상화했다. 책을 조형적인

오브제로 만들고 책장 위

 빛나는 책 형태의 조각 오브제들을

통해 책의 중요성,

책의 미래에 대해 사유한다.

ⓒ강애란 

책

가

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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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의 ‘책거리화’로 불리게 되었다. 이렇듯 책과 교육에 대

한 관심과 예찬을 보여준 ‘책가도’, 혹은 ‘책거리화’는 현재

에도 면면히 내려와 동시대 미술작가들 또한 이를 모티프

로 다양한 작업을 선보이고 있다.

오병재 작가는 <문양화된 지적 이미지(Patterned intel

-lectual image)>라는 제목의 현대적으로 변용된 책가도

를 선보인다. 책장에 꽂혀있는 형형색색의 책들과 이들 앞

에 세련된 복장으로 책을 고르고 있는 여성들은 변화한 세

상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지식들은 영원

하며 이를 통해 지식이 영속성을 지니고 이어짐을 드러낸

다. 특히 작가는 과거 우리 그림이 드러낸 근경, 중경, 원경

의 다각화된 시점을 새로이 해석해, 나와 남의 시점이 가운

데서 만나는 역원근법을 만들어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한

다. 이또한 면면히 내려온 우리의 그림 교육에서 비롯된 것

이다. 이렇듯 책을 작업한 현대 작가들은 꽤 많은데, 강애

란 작가는 책을 모티프로 조형적인 오브제로 구현한다. 책

장에 빛나는 책 형상의 조각 오브제들을 통해 책의 중요성, 

책의 미래에 대해 사유한다. 책이라는 매체를 직접적으로 

연결한 작가도 있다. 전광영 작가는 고서적을 삼각형 형태

로 만들고 이를 화면에 붙여 하나의 색다른 회화를 제작한

다. 글이 꽉 차 있는 오브제 회화라고 할 수 있다. 컴퓨터나 

태블릿을 이용한 영상과 데이터를 통한 교육이 활발한 지

금도 책의 역할은 결코 작지 않다. 책이 가지는 역할의 묵

직함을 여전히 예술작품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붓과 먹으로 그려내는 내면의 정신성

과거 조선시대에는 사대부가 여기(餘技)로 그리는 시서화

(詩書畵)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른바 문인화다. 시서화

는 시와 글씨, 그림을 뜻하는 데, 사대부는 단순히 취미생

활이 아닌, 자신을 수양하고 스스로를 교육하는 의미에서 

이들을 그렸다. 조선 말기 추사 김정희가 그린 <세한도>는 

이러한 문인화의 정신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하겠다. 이

렇듯 과거의 모든 교육은 붓과 먹을 통해 이루어졌고, 붓

과 먹은 또다른 교육의 매개체였다. 사대부는 먹을 갈고 

붓의 획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정신성을 드러냈다. 그리고 

붓과 먹을 이용해 자신을 연마하는 작가들은 여전히 현대

에도 존재한다.

김은형 작가는 이른바 일필휘지의 붓놀림을 통해 다양한 

자신의 마음 속 이야기를 풀어낸다. 정신과 행위를 구분 

짓지 않았던 전통 문인화의 세계를 호방한 필치를 통해 드

러낸다. 먹의 농담을 자유로이 구사하면서 화면을 빼곡히 

채운 <나는 누구인가>라는 작업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

리들의 삶을 초현실적으로 표현하면서, 우리가 과연 누구

인지를 사유하게 한다. 동양화의 전통에는 ‘방(倣)’이란 개

3.
전광영 

<Aggregation 08-SE023 

BLUE>

63cmx131cm 2013

전광영 작가는

아예 고서적을 이용해

새로운 미술 작품을 

제작했다.

ⓒ전광영

2.
오병재 <문양화된 지적 이미지>

230x190cm 2009 

오병재 작가의 <문양화된 지적 이미지>는 ‘책가도’의 현대적 변용이다. 

ⓒ오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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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이 있다. 서양화의 ‘모방’과는 다른 이 개념은 과거 대가

의 작업을 통해 자신만의 새로운 작업세계를 구축하는 방

식이다. 과거의 그림으로부터 새로운 그림을 배우는, 교육

이자 창조의 개념이 바로 ‘방’이다. 김은형 작가의 또다른 

작업인 <타임머신(방 김홍도 초원시명)>은 김홍도의 <초원

시명(蕉園試茗)>을 방(倣)한 도상과 미래에서 온듯한 인물

화, 그 외의 다양한 요소가 대담한 필치로 화면을 채우고 

있다.

교육이 예술에 닿는 또다른 예가 있다. 과거 『대학』에 이러

한 문구가 나온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

下)’. 나를 바르게 수양하고 가정을 돌보고 나라를 다스려

야 천하를 태평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의미로, 나를 바르게 

수양하는 방식으로 과거 사대부는 초상화, 혹은 자화상을 

그렸다. 윤두서의 <자화상>은 자신의 결기가 느껴지는 대

담함과 세밀함이 공존하는 걸작으로 평가된다. 현재 동서

양을 막론하고 자신의 예술세계를 드러내는 데 자화상이 

많이 그려진다. 유근택 작가는 자신의 작업에 자신을 많이 

등장시킨다. 외로이 창조의 길을 가는 작가의 길을 외줄타

기에 비유하는 <나>라는 작품이나 작업을 하는 자신을 비

추는 <자화상> 등은 과거 자기 자신을 통해 고민하고 사유

하고 수행했던 자신의 정신과 연결된다. 김승영 작가는 등

신대로 출력한 자화상 사진을 벽에 붙여놓고 떨어지면 붙

이는 작업을 끊임없이 수행하는 영상작업 <자화상>을 통

해 새로운 형식의 자화상을 우리들에게 제시한다. 어려운 

7.
김은형 <나는 누구인가>

162x130cm 2017

조선시대 사대부가 그린 

문인화는 먹과 붓으로 펼친 

자신에 대한 교육이자 

수행이었다. 이는 현대에도 

마찬가지다. 

ⓒ김은형

6.
추사 김정희

<세한도>

ⓒ Public Domain

4.
윤두서 <자화상>

과거 사대부는 자신의 

자화상을 통해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수양을 쌓았다. 현대의 

미술가들도 자화상을 

통해 자신의 사유를 

확장시킨다.

ⓒ Public Domain

수행의 길을 끊임없이 무한 반복해서 나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을 작업을 통해 드러낸다.  

교육은 100년의 큰 계획(百年大計)이라고 한다. 그만큼 중

요하다. 그 교육의 끝에는 나에 대한 수양이 있다. 현대 예

술의 존재 이유 중 하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사회를 

반영하는 데 있다. 책그림, 먹과 붓의 전통 회화, 자화상 

등은 바로 이러한 교육과 예술이 교차하는 하나의 지점이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과 예술이 날실과 씨실로 더

욱 촘촘히 교차될 100년 뒤를 기대해 본다. 

5.
김승영 <자화상>

싱글채널비디오

16분 10초 1999 

ⓒ김승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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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말, 조선을 찾은 외국인들이 가장 경탄한 것은 조선이 바로 책과 교육의 나라라는 사실이었다.

비록 생활은 오두막살이의 곤궁함을 면하지 못하였으나 교육에 대한 열정만큼은 대단했다. 일제 치하인 1917년 총독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국에 산재한 서당 수는 2만 4,274개, 학생 수는 26만 5천여 명에 이르고 있었다.

가히 교육의 나라라고 할 수 있고 외국인들이 놀라움을 표시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글. 정순우(한국학대학원 명예교수)

오래된 미래  

선을 찾은 외국인들이 가장 경탄한 것은 조선이 바로 책과 교육의 나라라는 사

교과서,

시대사상과 역사를 품다
조선과 근대의 아동 교재
그 갈래와 흐름

敎
科
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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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의 분류 방식과 성격

조선 시대 아동 교재의 종류와 성격은 다양하다. 그 이유

는 교육을 시행한 각 가문이나 서당의 성격에 따라 서로 

상이한 교재를 이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동의 학습 발

전 단계를 기준으로 할 때, 크게 세 가지의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조선 후기의 유학자 오당( 堂) 이상수(李象秀)의 

분류법에 따르면 문자학습(音而不釋) 단계의 교재, 훈석

(訓釋) 단계의 교재, 소학 학습 단계(초학용 수신교재)의 교

재로 대별된다.

아이들의 생애 첫 교과서, 문자학습용 교재

조선의 아동들이 처음 대하는 교재는 주흥사(周興嗣)의 

『천자문(千字文)』과 박세무(朴世茂)의 『동몽선습(童蒙先

習)』, 최세진(崔世珍)의 『훈몽자회(訓蒙字會)』 등이다. 이상

수에 따르면 이 단계에서는 아동들이 그 음만 깨우칠 뿐 

글 뜻의 해석에는 이르지 않는 단계이다. 이상수는 우리 

말과 글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으로 보고, 이 과정에서 착실한 노력을 강조

하고 있다. 

이들 교재 중 조선의 모든 집에 비치하고 있던 책이 『천자

문』이다. 그만큼 조선조 문화에 끼친 이 책의 영향은 엄청

나다. 그러나 『천자문』의 단점은 아이들에게는 그 의미가 

너무 어렵고 깊어 제대로 된 이해가 불가능하다는 점에 있

었다. 다산은 천자문을 실패한 교재의 표본으로 지목한다. 

조선 시대의 대표적인 문자교육용 교재의 교과서인 『유합

(類合)』, 『훈몽자회(訓蒙字會)』, 『신증유합(新增類合)』 등은 

모두 앞서 반포되었던 책의 결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편찬

되고 있음을 공통적인 특징으로 한다. 최세진은 『훈몽자

회』를 편찬하면서 종래의 한자 교육이 실제 경험세계와 동

떨어져 왔음을 비판하고 한자 교육은 경험세계와 밀접히 

연결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생활상을 반영한 훈석(訓釋) 단계의 교재 

훈석 단계의 교재는 대체로 아동이 처음 한자의 자의(字

義)를 이해하고 난 후, 본격적으로 경서를 학습하기 이전

1.
천자문 

千字文

보물 제1659호

©문화재청

에 거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 교재는 자제, 혹은 

향리의 아동들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경험 속에서 간행됐

기 때문에 당시의 생활상과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이상수에 따르면, 『천자문』과 『동몽선습』을 마친 후에는 증

선지(曾先之)의 『사략(史略)』이나 강지(江贄)의 『통감절요

(通鑑節要)』가 훈석 단계의 책으로 이용되었음을 알려준

다. 

한편 조선조의 아동들은 이 단계 전후에 주자의 『소학』과 

유사한 수준의 교재들을 학습했다. 우복 정경세(鄭經世)

가 쓴 『양정편』의 발문에 의하면, 갓 입학하는 아들에게 『소

학』은 지나치게 어려워 명나라의 『향교예집』을 수준에 맞

게 산삭( 刪削)하여 책을 간행했음을 밝히고 있다. 조선 후

2.
양정편

養正編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128호 

조선 인조 때

우복 정경세가

편찬한 아동용

수신 교과서이다.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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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이상정에 의해 작성된 『제양록(制養錄)』, 작자 미상의『소

아칙(小兒則)』, 조선조 말에 박재형에 의해 쓰여진 『해동속

소학(海東續小學)』, 일제 강점기 시대 최응교에 의해 작성

된 『훈몽편집(訓蒙編集)』도 모두 이러한 범주에 해당한다

고 볼 수 있다. 그중에서 몇 가지 사례들을 살펴보자. 저

자가 미상인『소아칙(小兒則)』은 상편과 하편으로 나뉘어져 

있다. 상편은 아동들이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예절과 규

범, 서당과 촌락사회에서 행해야 할 행동거지 등을 알기 

쉽게 수록했다. 하편은 역사상 인물들의 선행과 가언을 수

록했다. 또 다른 책 『동몽의학(童蒙宜學)』은 조선 말기의 문

인 조종호(趙鍾灝)의 작품이다. 그는 1899년에 자손들을 

위해 이 책을 찬술했다. 이 책은 자손들로 하여금 지식을 

확대하고(擴知識), 나아갈 바를 바르게 하고(正趣向), 집안

에서 덕의에 알맞은 교훈을 갖도록 하는(立義方) 세 가지 

목표를 지니고 있다. 

훈구파에 대항했던『소학』 단계의 교재 

주자학적 가치체계에 의해 구성된 조선 시대에서 일반 백

성과 아동의 교육을 위해 간행되는 교재용 서책은 매우 엄

격하게 그 선택 및 간행에 신중했다. 가장 중요한 준거 기

준의 하나가 곧 『소학』이 제시하는 구성체계이다. 특히 명

륜(明倫), 경신(敬身), 입교(立敎)의 3가지 준거 기준은 조

선조 교재의 3강령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종류의 

교재로는 김성일(金誠一)의 『동자례(童子禮)』, 김정국(金正

國)의 『경민편(警民編)』, 박재형(朴在馨)의 『해동속소학(海

東續小學)』, 이상정(李象靖)의 『제양록(制養錄)』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소학류의 성격이 물씬 드러나는 교재가 『경민편

(警民編)』이다. 이 책은 중종조 기묘년(1519) 봄에 김정국

(金正國)에 의하여 작성됐다. 관찰사로 재직 중이던 김정

국이 도내의 어리석은 백성(蠢愚之民)을 대상으로 간행했

으나, 뒤에 불학한 백성 및 부녀자, 동몽용으로 전국적으

로 권장됐다.

『경민편』이 저작된 시기는 기묘사화가 일어나기 직전의 시

기이다. 김정국은 기묘사화 시 사림파로 지목되어 파직된 

3.
훈몽자회

訓蒙字會

조선 아동들의

첫 교과서로 쓰인

최세진의 훈몽자회.

앞서 반포된 교과서의

결점을 극복하기 위해

편찬되었다.

Ⓒ국립한글박물관

5.
해동속소학판목

海東續小學板木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208호

조선 후기의 학자인

진계 박재형 선생이

고종 21년(1884)에

간행한 것으로,

128매가 있다.

Ⓒ문화재청

4.
경민편

警民編

©국립중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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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큼, 그들 정치성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림파가 도

학 정치를 표방하며 앞세운 서적이 곧 소학이었다. 

근대 계몽기 교재와 교육개혁  

우리의 전통교육에서는 국가가 직접 교재를 간행하는 경

우는 거의 없었다. 국가가 교재 작성에 직접 개입하기 시

작한 것은 갑오경장에서부터 비롯됐다. 이 시기에는 아직 

관계 법령이 없을 뿐, 실제적으로는 일종의 국정교과서 형

태를 띠게 된다. 우리나라 최초의 교과서인 『국민소학독

본』 과 『소학독본』, 그리고 『심상소학』은 학부가 최초로 간

행한 아동용 교재 중의 하나이다. 최초의 교재인 『국민소

학독본』은 1895년 음력 7월에 간행되었다. 책의 내용은 개

화지식에 관한 것이 압도적으로 많다. 특기할 만한 점은 

국체(國體)에 대한 강조와 중국으로부터의 자주독립을 강

조하는 내용이 상당히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뒤이어 그

해 음력 11월에 학부에서 간행된 책이 『소학독본(小學讀

本)』 이다. 이 책은 이 퇴계, 송 우암 등 명현들의 덕행을 다

섯 장으로 나뉘어 설명하고 있다. 다만 책의 주요 내용이 

전통사회에서 중시되던 강상(綱常) 윤리를 배제하고 어느 

시대에나 필요한 보편적 덕목을 유가적 관점에서 뽑아 놓

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심상소학』도 이 무렵을 전후하여 학부에 의해 간행되었

다. 한성부 내 관립 소학교가 설립된 직후 학부에서 편찬

한 최초의 교재 중 하나이다. 이 책은 일제의 영향력이 노

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심상소학』에서부터 교재

가 국한문 혼용체로 바뀐 것은 우리의 교육사에서 획기적

인 변화라 할 수 있다. 초학 아동이 학교에서 한글을 먼저 

학습하기 시작한 것은 한자 문화권이었던 우리 사회가 전

반적인 문화체계의 변동을 경험하게 됨을 의미한다.

변화의 바람을 일으킨 선교사 편찬 교과서의 의미

선교사들에 의한 교재 편찬은 교과 내용의 다양성을 촉발

하였다. 『유몽천자( 蒙千字)』는 구한말의 대표적인 선교사

였던 게일(James Scarth Gale)이 쓴 책이다. 이 책은 구한

말 눈부신 정치활동과 교육활동을 하였던 헐버트(Homer 

Bezaleel Hulbert)의 『사민필지』, 『대한역사』와 함께 선교

사가 직접 쓴 대표적인 교재로 꼽힌다.

『유몽천자』는 1891년 헐버트가 쓴 『사민필지(士民必知)』의 

형식을 상당 부분 참고하였다. 다만 『사민필지』가 천문, 역

사, 지리 등에 논의의 중심을 두고 있는 것에 비교하여 『유

몽천자』는 좀 더 윤리와 도덕의 문제를 내용의 중심에 두

고 있다. 그러나 서구 중심적인 인종적 편견이 자주 눈에 

띈다. 『대한역사』는 1908년에 헐버트와 오성근(吳聖根)이 

함께 엮어 펴낸 교과서이다. 이 책은, 중국사 중심으로 되

어 있던 국사 교육을 한국 민족사의 재정립이라는 관점에

서 기술하고 있다. 국사 교육의 목표를 문명개화와 주체적 

민족정신의 함양에 두고 있었다. 비록 전근대적 한계를 보

여 주고 있으나, 역사교육을 통한 국난극복의 이념은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다. 

6.
유몽천자

蒙千字

광학서포에서 1909년도 

간행한 유물로서

선교사 게일이

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아동들에게 한자와

한문을 가르치기 위한

교과서로 저술하였다.

Ⓒ사이버

기록역사박물관

7.
호머 B. 헐버트

Homer B, Hulbert

미국인 선교사였으며,

고종의 최측근 보필

역할 및 자문 역할을

하여 미국 등 서방 국가

들과의 외교 및 대화

창구 역할을 해왔다.

ⒸPublic Domain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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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형문화재 제119호 

금박장 보유자 

글. 공주영 / 사진. 김종현

이야기가 있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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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방이 밀집해 있는 미로 같은 북촌의 골목길을 꺾어 들어가면 

나오는 금박연. 문턱을 넘자마자 기와 처마 끝에 달린 풍경이 

맑은 소리를 내고 이내 작업실의 문이 드르륵 열렸다. 

우리나라 유일의 금박장, 김기호. 그가 이야기를 가득 품은 

얼굴로 사람을 맞이했다.

5대째 왕실장인으로 이어온 금박장

금박은 금을 종이처럼 얇게 만들어 의복 등에 붙이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금박 작업을 하는 이가 금박장이다. 과거

에는 금박을 하는 장인이 여러 명이었지만 현재에 이르러

서는 김기호 금박장뿐이다. 

조선 철종 때 왕실에서 일하던 고조부 김완형 금박장으로

부터 시작해 4대인 김덕환 금박장에 이어 5대 김기호 금

박장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지금은 금박장으로 

불리지만 과거 문헌에는 부금장으로 쓰여 있다. 

“우리나라의 금박이 다른 나라의 금박과 다른 점은 주로 

의복에 부착한다는 점입니다. 의복에 금박을 도장을 이용

해 붙이는 것이 우리나라 전통 방식입니다.” 

부처님 불상에 붙이거나 청심환 등에 붙이는 것도 금박 중 

하나이다. 선대에서는 궁 현판이나 청심환 등에 금박을 붙

이는 작업을 했다. 김기호 금박장도 기물이나 금속물 금

박을 하지만 주로 하는 것은 의복에 금박을 입히는 작업이

다. 금박은 주로 왕실 의복 가운데에서도 혼례 등 중요한 

행사가 있는 날에 입는 의복에 들어갔다. 왕실의 품위와 

국가 번영의 염원이 금박에 담겨 있었다. 

“지금은 귀한 날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금박 옷을 입습니

다. 결혼, 회갑, 돌 등 인생에 한 번뿐인 귀한 날에 복과 장

수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금박이 들어간 옷을 해 입지요.”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만든 오늘의 자리

김기호 금박장은 대학을 나와 로봇 엔지니어로 삼성전자

에서 4년여 동안 일을 했다. 그런 그가 자신의 직업을 내려

놓고 가업을 잇겠다고 나선 것은 금박장의 대가 끊어지면 

안 된다는 사명감 때문이었다. 

백
칠
십
년
을 

내
려
온 
귀
한 

새
김

1
1.
5대째 내려오는 

금박 작업 도구  

금박장(金箔匠)

직물 위에 얇은 금박을 이용해 

다양한 문양을 찍어내는 

장인으로, 오늘날에는

여성의 혼례복 등에서

금박을 볼 수 있다. 금박(金箔)은 

금 조각[金片]을 계속 두드려 얇은 

종이처럼 만들어진 것을 뜻하나 

오늘날에는

이 금박을 이용해 직물 등에 

문양을 장식하는 기술로 

이해되고 있어 지정명칭을 

‘금박장(金箔匠)’으로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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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이 편찮으시면서 저 역시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밖

에 없었습니다. 유형적으로는 대대로 내려오는 금박 작업 

도구가, 무형적으로는 전통적인 금박 기술이 저희 집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맥이 끊어지면 안 된다는 책임감이 

컸습니다.”

3대째 금박을 하면서 쓰던 도구와 기술이 아버지인 4대인 

김덕환 금박장에게 이어졌다. 그 도구를 지키기 위해 집안

의 할머니 중에 한 분은 6·25전쟁 때 피난도 가지 않고 종

로 공평동에 있는 집에 남아 있었다고 한다. 그토록 어렵

게 지켜온 도구와 기술을 지킬 사람이 자신밖에 없었기에 

로봇 엔지니어라는 미래 지향적인 직업을 내려놓고 전통

을 잇는 일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결정에 지금

도 후회가 없다. 

“5대에 이어 한 가지 가업에 종사하고 있고 그것

을 물려받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요. 그런 면에

서는 저는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지만 감사

한 마음도 큽니다.”

금박 문양 속에 담긴 간절한 기원

전통금박공예 공방인 금박연에는 원삼, 면사

포, 대댕기, 함보 등의 금박 전시물을 볼 수 있

는 전시실이 있고 김기호 금박장의 작업실도 있다. 

이곳에 금박을 찍어내는 수백 종의 문양이 있다. 문양은 

김기호 금박장이 직접 도안하고 제작한다. 그리고 손가락

을 이용해 비단 위에 금박을 붙이는 작업을 한다.

금박을 입히는 것이 기술의 영역이라면 문양을 생각해내

는 것은 창조의 영역이다. 김기호 금박장이 작업 중 가장 

많은 시간을 쓰는 것은 문양을 만드는 일이다. 어떤 문양

을 만들어 어떻게 넣을 것인지, 여백 처리는 어떻게 할 것

인지 설계를 하듯이 미리 짜야 한다. 

“구성이 끝난 뒤, 문양을 도안하고 조각합니다. 그리고 의

복을 만들어서 금박을 하는 시간까지는 대략 일 년여 정도 

걸립니다.”

이미 만들어진 문양으로 금박을 찍는 작업은 두세 달여 정

도이지만, 새로 문양을 구성하는 데는 시간이 꽤 걸린다. 

김기호 금박장은 하루 열 시간씩 작업해도 항상 시간이 부

족하다 느낀다.

“문양은 상황에 따라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문

양도 진화하는 셈이지요.”

문양은 시대를 반영하기 때문에 현재와 소통하며 진화해

야 한다고 생각한다. 같은 문양이라도 어떻게 표현하고 담

아내느냐에 따라 느낌이 달라진다. 그러니 문양에 쏟는 시

간을 게을리할 수가 없다.

“금박은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바라는 명예, 부, 

사랑 같은 소망들이 금박 문양에 들어갑니다. 바래지 않는 

금에 자신의 꿈을 표현하는 거죠.”

더 가깝게 다가가는 전통을 위해

많은 사람과 협업하며 일하던 직업을 떠나 오롯이 

혼자 작업하는 금박장을 선택한 이후 작업실

에서 고독한 작업을 할 때가 많다. 어떤 공예

도 마찬가지겠지만 금박은 그 시간을 겪어

야만 아름다운 작품을 탄생시킬 수 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옆에서 일을 

도우면서 배웠습니다. 하지만 금박은 혼자 

많은 연습을 통해 기술을 연마해야 하는 작업

입니다.”

직장을 다니는 딸과 군대를 제대한 아들도 시간 날 때마

다 그가 했던 것처럼 아버지의 일을 도왔다. 김기호 금박장

은 언젠가 자식들이 자신의 대를 이어줬으면 하면서도 강

요하지는 않는다. 자신이 선택한 것처럼 스스로 선택해야

만 후회 없이 이 길을 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쌓인 목판본과 작품들을 모아 박물관을 세우는 

것이 김기호 금박장의 다음 목표이다. 

“박물관은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주변에서 많이 합

니다. 여러 가지 고민이 되지만 전통 금박 작품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싶다는 생각은 계속해왔습니

다. 많은 분이 전통 금박이 얼마나 우아하고 아름다운지 느

꼈으면 합니다.” 

2.
금박에서 문양은 

꿈을 담는다. 

장수와 복을 

기원하는 마음이 

금박을 통해 

의복에 표현된다. 

사

사

더

많

혼

도

많

입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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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왕실 여성 예복에 함께 

사용되던 화관이다.

4.
홍원삼에 금박 작업을

하고 있는 제119호

금박장 보유자

김기호 장인.

작업은 금박 작업의

뒷손질 과정이다.

3.
금박이 입혀진

대댕기를 바라보는

김기호 금박장

5.
금박연에는 작업실

외에도 금박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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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뉴트로 열풍과 함께

‘옛날 명곡’ 들이 음원 차트에 속속 재등장하고 

있다. 예전 유행곡들 중에도 계절 따라 

특히 사랑받는 곡들이 있었다. 그중에는 

인기가 치솟다가 한철이 지나기도 전에 금세 

잊혀지기도 하고 여러 해 동안을 꾸준히 

각광받아온 것들도 있다.

 2월에 만난 초대 손님은 1980년대 중반부터 

겨울이면 어김없이 돌아와 준 ‘첫 눈이 

온다구요’의 대학가요제 출신 가수 이정석.

올해는 문화유산 방문의 해! 지난해 534만 

명이라는 최대 관람객 수를 경신한 경복궁의 옛 

뜰을 겨울왕자 이정석과 함께 거닐었다.

교수 신현실(이하 신현실) -------- 안녕하세요? 이정석 씨! 바쁜 

일정 중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전모습 그대

로 변함이 없으신거 같아요! 역시 노래가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가수 이정석(이하 이정석) -------- 반갑습니다. 하하! 항상 열정을 

잃지 않고 살아가려고 노력 중입니다. 겨울은 제게 가장 바

쁜 계절입니다. 겨울에 팬 분들을 가장 많이 찾아뵙게 되니 

추위에 힘들기도 하지만 늘 고마운 일이지요. 매번 겨울이

면 ‘첫 눈이 온다구요’를 수백번은 부르는 것 같아요.

신현실 -------- 대표곡인 ‘첫 눈이 온다구요’, ‘사랑의 대화’, ‘사

랑하기에’는 제 청춘시절 사랑앓이 주제곡이였습니다. ‘수

줍은 고백’, ‘우리사랑 이대로’등 히트곡이 아닌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문화재사랑 독자분들도 이정석 씨가 어떻게 지

내시는지 궁금할 것 같습니다.

이정석 -------- 문화재 사랑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986년 

대학가요제 금상을 받고 데뷔했던 34년차 가수 이정석입

니다. 그간 콘서트를 통해 인사드렸었는데요, 2월부터 대

학가요제 선후배님들과 함께 ‘대학가요제 리멤버 콘서트’

와 3월에 시작되는 토크 앤 발라드 전국투어 콘서트로 여

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신현실 -------- 이정석 씨 하면 감미로운 노래뿐만 아니라 비

틀즈의 존 레논처럼 사회공헌으로 유명한 가수이기도 하

신데요. 특히 위안부 할머니들, 소외아동들에게 공연 수익

금 일부를 기부하셨다고 들었어요. 겨울왕자가 오히려 추

운 겨울에 힘들고 소외된 분들에게 음악의 힘으로 온기를 

불어 넣고 계시는 군요.

겨울왕자와

경복궁의

옛 뜰을 거닐다

글. 신현실 문화재 전문위원 (우석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사진. 김오늘

한국의 전통 정원을 말하다  

이달의 초대손님,

‘첫 눈이 온다구요’의 가수 이정석 

1.
경회루에 올라 주변을 

바라보는 두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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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석 --------  큰 힘은 되어드지리 못하지만 제가 잘 할 수 

있는 음악으로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을 드리

고 싶습니다. 음악이 주는 치유 효과는 회복이라는 과정을 

통해 각자 삶의 열정을 다시 끌어내게 됩니다. 이것이 더

불어 사는 건강한 세상의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해요.

신현실 -------- 어려운 이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

해 노력하는 이정석 씨의 신념은 이곳 경복궁의 역사와 비

슷한 것 같아요. 조선의 정궁이었지만 임진왜란과 일제강

점기를 거치면서 훼손되었고 오늘날 문화재 복원을 통해 

가장 많은 관람객들이 찾는 한국의 대표궁궐이 되었으니

까요.

신현실 -------- 경복궁의 서북쪽에 있는 경회루와 연못 경회

루지입니다. 이곳의 모습이 뭔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이정석 -------- 아! 기억납니다. 옛 만 원짜리 지폐 뒤에 이곳

이 있었지요!

신현실 -------- 네. 맞습니다. 조선 태종이 연못을 넓히고 누

각을 지어 외국사신을 맞이하거나 연회의 장소로 사용했

던 곳입니다. 이곳은 한국 궁궐정원의 대표 경관 중 하나

로 빠지지 않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정석 --------  그렇군요. 수면에 비친 경회루의 모습이 매우 

경
회
루
에
서

아름답습니다. 겨울철 바깥공간은 왠지 스산한 느낌이 있

는데 이곳은 겨울과 잘 어울리는데요? 눈이 오면 멋질 것 

같아요.

신현실 -------- 경회루는 설경이 정말 아름다운 곳이죠! 이 연못 안

에는 인공으로 섬을 만들었는데 과연 몇 개의 섬이 있을까요?

이정석 -------- (경회루 일대를 둘러보며) 두 개의 섬이 있고 

섬 안에 소나무가 심겨져 있네요?

신현실 -------- 네. 연못 안에는 만세산이라 해서 두 개의 섬을 

두고 소나무를 심었죠. 연산군 대에는 이곳에 화려한 꽃을 

심고 작은 모형의 궁을 만들어 두었다고도 해요. 그런데 

사실 이곳에는 섬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경회루가 있는 

곳이지요. 그래서 이곳에는 신선이 살고 있는 세 개의 섬

인 봉래, 영주, 방장 이렇게 삼신산을 상징하고 있답니다. 

그럼 경회루로 올라가 볼까요?

신현실 -------- 경회루는 연못에 비친 누각의 모습도 아름답지

만 이곳에 올라 연못과 주변의 전각들을 바라보는 것도 일

품입니다. 또 연못에서 배를 띄워 노닐기도 했습니다. 하

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의 이면에는 아픈 역사를 가지

고 있기도 해요. 1920년 경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조

선박람회장 배치도에는 경회루 앞에 남북을 가로지르는 

긴 다리가 놓여있었고, 경회루 동쪽의 담장은 일제강점기

2.
경회루지는 삼신산을 상징하는 세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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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철거되어 공원처럼 사용되기도 했지요. 오늘날 경회루로 

출입할 수 있는 문과 담장은 2005년에 복원된 것입니다.

이정석 --------  이곳은 새로 지은 한옥 같은데요?

신현실 -------- 여기가 고종이 외국사신을 접견했던 흥복전입

니다. 1917년 창덕궁 침전 권역을 재건한다는 미명하에 일

본이 허물었던 것을 최근 문화재청에서 복원했습니다. 완

벽한 흥복전의 모습은 2022년쯤에 보실 수 있을 거에요. 

과거 흥복전 일원에는 향원지에서 내려오는 물길을 끌어

다가 조성한 일본식 정원이 있었어요.  『조선총독부지평면

도』에는 두 개의 섬이 있는 연못을 중심으로 규모가 작은 

회유임천형의 정원을 꾸몄던 사실이 자세히 남아있습니

다. 지금의 모습은 일본식 정원이 만들어지기 이전인 고종 

대의 모습으로 복원한 것입니다.

이정석 --------  일제강점기에 옛 궁궐이 훼손된 것도 아픈 역

사지만 감히 조선의 궁궐에 일본식 정원을 만드는 만행을 

저지르다니 정말 분통하군요.

신현실 -------- 흥복전 남쪽의 화계는 좀 전에 보셨던 교태전 

북쪽에 있는 아미산과 담장 하나를 두고 위치하고 있었어

요. 아미산을 조성하기 위해 돋운 언덕의 남사면에는 아미

산이 위치해 있고 북사면에는 흥복전 남편의 화계가 조성

되어 있었던 셈이죠.

신현실 -------- 이 곳은 궁궐 내 여성의 공간, 즉 왕비가 머무

르던 곳 교태전의 후원인데요, 경복궁의 정원 중에서도 화

려한 장식으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경사진 지형을 활용해

서 단을 두고 여러 경물을 배치하는 수법입니다. 이곳 아

미산에 화계를 두고 각 단에 괴석이나 석지, 굴뚝 등을 배

치해서 정원을 꾸몄습니다. 첫 번째 단을 보시면 연꽃 문

양의 수조와 괴석이 있고, 두 번째 단에는 괴석, 앙부일귀

대, 달이 잠긴 못이라는 뜻을 담고 있고 함월지와 노을이 

어리는 못이라는 뜻의 낙하담이 있어요. 세 번째 단에는 4

개의 굴뚝이 세워져 있지요? 굴뚝을 자세히 보시면 소나

무, 대나무, 매화, 박쥐, 해태 등 임금과 신하, 행복과 장

수, 사군자를 상징하는 요소들로 장식해두었습니다. 네 번

째 단에는 자칫 인공적일 수 있는 공간에 꽃나무를 심어 

자연과 어우러진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정석 --------  와!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 마치 정원이 아니라 

정교하게 짜여진 가구와 세부장식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런

데 화계는 모두 경사진 지형에만 만드나요?

신현실 -------- 역시 보는 눈이 남다르시군요! 이것이 한국정원

의 단아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죠! 한국 전통정

원에서 화계는 원래 경사진 지형을 이용해 만들지만 교태전 

후원은 태종 때 경회루 연못(1412년)을 팔 때 나온 흙을 이용

해 만든 일종의 가산에 만든 화계라는 점이 다르지요.

신현실 -------- 교태전 후원에서 본 굴뚝과 비슷한 것이 대비

가 거처했던 자경전에도 있습니다. 자경전으로 가볼까요? 

(자경전으로 이동) 자경전의 굴뚝과 꽃담은 우리나라에서 

복
원
된 

흥
복
전
에
서

교
태
전 

후
원
에
서

3.
흥복전은 일제강점기 일본식 정원이 조성되어 있었으나, 

최근 고종 때의 모습으로 복원하였다.

1
2

3

4

5

경회루

교태전 후원

흥복전

자경전 건청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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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벽면에는 해, 

십장생과 바다, 포도, 연꽃, 대나무가 장식되어 있어요. 또 

굴뚝 위에는 왕을 상징하는 용, 신하를 상징하는 학이 있

고, 재앙을 막아주는 해태와 자손의 번성과 부귀를 상징하

는 박쥐가 장식되어 있는데, 삼화토로 회벽을 만들고 흙으

로 구운 장식을 벽면에 넣어 화려하게 꾸민 것입니다. 

이정석 --------  이 담장은 마치 민화를 보는 것 같은데요?

신현실 -------- 이곳은 담 자체를 장식적 요소로 사용하고, 또 

대비가 거처하는 곳이기에 만수무강을 기원하기 위한 요

소들이 사용된 것이지요.

이정석 --------  그렇군요. 교태전 후원도 그렇고 자경전까지 

궁궐 안에서 여성에 대한 배려가 정원에서 느껴지네요.

신현실 -------- 경복궁에서 가장 아픈 역사를 지닌 곳은 이곳 

건청궁입니다. 명성황후가 일본 낭인들에게 시해된 곳이

지요. 1898년에 일본 학자가 건청궁을 설명한 부분을 보면 

‘정원에 필요한 나무를 많이 쓰지 않아 생기도 없고 풍취도 

없는 무미건조한 정원이다’라고 전하고 있지만, 이것은 우

리 궁궐정원의 진면목을 몰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건

청궁의 장안당 뒤쪽 화계는 단정한 모습을 지니고 있고 북

악산 차경을 통하여 보는 즐거움을 더하고있습니다.

이정석 --------  오늘 경복궁의 옛 뜰을 둘러보며 한국 정원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연을 다

니며 한국정원을 많이 돌아보고 아름다움을 전파하는 한

국정원 전도사가 되고 싶다는 결심도 하게 됐어요. 

신현실 -------- 저도 이정석 씨께 많이 배웠습니다. 

특히 한국 정원을 알리는 전도사가 되시겠다는 

약속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씨의 사

회봉사 활동과 함께 아름다운 음악으로 한국 정

원을 설명하시는 모습 정말 기대됩니다. 기회가 

되면 전국 콘서트에 저도 꼭 가보고 싶습니다. 

콘서트 대박나세요! 

건
청
궁
에
서

4.
자경전의 꽃담은 

여러가지 문양을 

이용하여 담 자체를 

장식적 요소로 삼았다.

5.
교태전 후원의 화계는 

아미산이라는 가산에 

만든 화계이다.

6.
건청궁에서 북악산을 

바라보며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 보는 

두 사람

자
경
전 

꽃
담
에
서

무엇인지 조금은 알게 된 것 같습니

니며 한국정원을 많이 돌아보고 아

국정원 전도사가 되고 싶다는 결심도

신현실 --------저도 이정석 씨

특히 한국 정원을 알리는

약속 꼭 지켜 주시기 바랍

회봉사 활동과 함께 아름

원을 설명하시는 모습 정

되면 전국 콘서트에 저도

콘서트 대박나세요! 

청궁에서 북악산을

라보며 과거의 

사를 되돌아 보는 

사람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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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득 그  길로  한  걸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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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를 앞서간 조선의 두 여인

강릉에서 만나다

江
陵

글. 사진. 임운석(여행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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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려의 바다에 서다

일반인들에게 강릉의 진면목이 알려지지 시작한 것은 

1975년 인천과 강릉을 연결하는 영동고속도로가 놓이면서

부터다. 이후부터 강릉은 제주도와 함께 여름휴가지 1, 2

위를 다투는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했다. 그 공은 강릉 바다

를 대표하는 경포대해수욕장에 있을 것이다. 

경포대해수욕장의 매력은 동해 특유의 맑고 깨끗한 바닷

물과 가슴속 상념까지 씻어줄 것 같은 시원한 파도에 있

다. 번잡할 정도로 활기찼던 여름과 달리 다시 찾은 겨울 

바다는 깊은 잠에 빠진 듯 적요(寂寥)하다. 하늘을 비상하

는 갈매기조차 추위에 날개가 얼어붙었는지 좀처럼 찾아

보기 어렵다. 

김남조 시인의 시 ‘겨울 바다’처럼 보고 싶던 새들은 죽고 

없는 것일까. 바닷물을 머금은 차디찬 바람이 칼처럼 예리

하게 뺨을 베듯 스친다. 매운 해풍에 눈물마저 얼어 버릴 

그런 바람이다. 칼날 위에 서봐야 땅을 밟고 선 것이 얼마

나 큰 축복인지 알 듯 겨울 바다에 서 보니 뜨거운 가슴이 

그립다. 겨울 바다를 ‘숙려(熟廬)의 바다’라 부르는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다. 차디찬 바다 앞에 서면 누구나 인고(忍

苦)하듯 숙려하게 되니 말이다.

바다를 한 발짝 벗어난 곳에 솔숲이 드넓다. ‘솔향 강릉’이

라 하지 않았던가. 원래 방풍림으로 조성한 것인데, 이제

는 원래 목적보다 그 넉넉한 품이 더 좋다. 짙은 솔밭에서

는 짠 바다 내음도 무색하다.  

1.
경포대에서

 바라본 

경포호수

2.
깔끔한 허균, 

허난설헌생가터

강원도 강릉은 허난설헌과

신사임당을 배출한 고장이다.

그들의 삶의 흔적과 예술혼은

허균, 허난설헌 생가터와 기념공원, 율곡 

이이가 태어난 오죽헌에서

찾아볼 수 있다. 두 곳 모두

경포대와 가까워 경포호를

찾은 뒤 방문하기 좋다.

시대를 앞서 산 조선의

두 여인을 찾아 강릉에 다녀왔다. 

3.
난설헌집

蘭雪軒集

강릉시 오죽헌

©시립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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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3~1589)은 『홍길동전』으로 잘 알려진 허균의 누나로, 

신사임당, 황진이와 함께 조선 3대 여류 시인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조선은 여성의 사회진출은 물론이고 가정 내에서도 그 위

치가 매우 제한적이던 봉건국가였다. 그러한 속에서 그녀

가 가졌던 출중한 문학적 소질은 당시 여성들의 고통을 여

과 없이 드러내 준다.

어려서부터 문학에 천재성을 드러낸 허난설헌은 여덟 살 

때 ‘광한전백옥루상량문(廣寒殿白玉樓上樑文)’이라는 한시

를 지어 주변의 어른들을 놀라게 하였다. 하지만 당시 여

성들에게 문학적 자질과 소양이란 ‘개 발에 편자’ 같이 어

울리지 않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그녀의 문학에 대한 열정

은 식을 줄 몰라서 15세에 출가하기 전까지 수백 편의 시를 

남겼다. 

그녀의 불운한 운명은 결혼과 함께 시작되었다. 시어머니

는 시를 쓰는 며느리가 달갑지 않았고, 남편 역시 자신보

다 똑똑한 아내가 어여쁘지 않았다. 그녀에게 닥친 불운은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연이어 불어 닥쳤다. 친정아버지

와 오빠가 잇따라 객사하는가 하면 어린 두 자녀마저 돌림

병으로 잃고 배 속의 아이도 유산하는 아픔을 겪었다. 가

문의 대를 이을 자식을 저세상으로 먼저 보냈으니 시집에

서의 학대와 질시는 불을 보듯 뻔한 일. 결국 그녀는 스물

일곱 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등지고 만다. 

그녀가 세상에 재조명된 것은 허균이 『난설헌집(蘭雪軒

集)』을 펴내면서부터다. 그럼에도 아쉬움은 남는다. 평소 

다작을 했던 그녀가 죽음을 앞두고 자신이 쓴 시를 모두 

불태우라고 유언을 남긴 것이다. 그 결과 시집에 실린 시

들은 213편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시집은 명나라와 

일본에까지 전해져 큰 인기를 끌었다. 특히 명나라에서는 

시집을 《허난설헌집》으로 발간해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되

었다. 당시에 ‘시집을 내느라 종잇값이 올랐다’는 이야기까

지 전해질 정도였다. 

생가터 주변에 솔숲이 울창하다. 허난설헌이 태어났을 때

부터 있었다고 전하는 솔숲이다. 어린 허난설헌과 허균은 

솔숲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으리라. 그 시간은 그들의 문학

관동팔경의 으뜸, 경포대

이번 강릉 여행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 지난해 12월 27일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6호인 ‘강릉 경포대(鏡浦臺)’가 국가

지정문화재 ‘보물’로 승격·지정된 것이다. 강릉을 찾을 때

면 습관처럼 경포대를 찾곤 했는데, 보물이 되었다니 새

삼 꼼꼼히 챙겨 보게 된다. 보물 제2046호 ‘강릉 경포대’는 

강원도 동해안에 있는 여덟 곳의 명승지를 일컫는 관동팔

경(關東八景) 가운데 제1경으로 꼽힌다. 고려 충숙왕 13년

(1326)에 창건한 이례로 고려 말 안축(1282~1348)과 조선 

송강 정철(1536~1593)이 지은 ‘관동별곡(關東別曲)’을 비

롯해 수많은 시인 묵객들의 문학작품 소재가 되었다. 

경포대 앞에 서면 고색창연한 모습에 빠져든다. 팔작지붕

의 위세(威勢)는 하늘을 나는 듯 가뿐하고 전자체(篆字體)

로 쓴 ‘경포대’ 현판은 굵은 글씨만큼이나 힘차고 당차다. 

전서(篆書)와 예서(隷書)를 잘 써 일대에 이름을 남긴 유한

지(1760~1834)의 글씨이다. 내부에는 율곡 이이가 열 살 

때 지었다는 ‘경포대부(鏡浦臺賦)’를 비롯하여 숙종이 쓴 

어제시(御製詩) 등 수많은 문장가가 쓴 글들이 걸려 있다. 

경포대는 마루를 3단으로 나눠 단차를 둔 것이 특징이다. 

여타 누각에 비해 매우 입체적으로 보이는 이유도 그에 있

다. 이처럼 누마루를 2단 이상으로 구성한 것은 유례를 찾

아보기 어렵다고 한다. 3단 마루에 오르면 경포호(명승 제

108호)가 내려다보인다. 호수 수면이 거울처럼 맑아 경호

(鏡湖)라고도 한다. 시인 묵객들은 경포호에 다섯 개의 달

이 뜬다고 했다. 하늘, 바다, 호수, 술잔, 임의 눈동자가 그

것이다. 

경포호는 과거 바다였다. 해안사구가 발달하면서 바다와 

단절된 것이다. 호수 둘레는 약 4.5km 정도이다. 한 바퀴 

돌아보려면 1시간 30분 정도는 잡아야 한다. 경포호는 사

계절이 아름답지만, 꽃의 계절을 으뜸으로 꼽는다. 봄에는 

눈이 내려앉은 듯 벚꽃이 화사하고, 초여름에는 싱그러운 

연꽃이 피어 넋을 잃게 한다. 

문학, 삶의 열정과 아픔이 되다

경포호 남쪽에 허균·허난설헌 생가터가 있다. 허난설헌

강
릉 

경
포
대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6호

鏡浦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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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감수성을 높이는데도 한몫을 했을 것이다. 비록 날씨는 

차지만 솔숲에서 여류시인의 기품과 문학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것도 그 때문일 터이다. 솔숲은 지난 2010년 아름

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아름다운 어울림상’과 ‘아름다운 누

리상’을 받았다. 

원래 생가는 허물어지고 대신 생가터 위에 ‘이광로 고옥’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고옥에 햇살이 따사롭게 내려쬐여 고

색창연한 빛이 한결 멋스럽다. 어깨높이의 담장 뒤로 기품 

있는 기와의 물결이 경포 호수의 물비늘처럼 미끄럽다. 정

갈한 정원과 사랑채, 그리고 안채까지 고즈넉한 한옥의 운

치가 고스란히 전해온다. 기념관은 작은 한옥이다. 《난설

헌집》과 《홍길동전》의 목판본과 여러 작품이 전시 중이며 

그들의 생애 또한 엿볼 수 있다. 

일상의 소재를 작품화한 천재 화가

조선 중기 여류 예술가 신사임당(1504~1551)은 외가에서 

시와 그림, 글씨 등을 배웠으며 7세 때 이미 탁월한 재능

을 보였다. 19세에 혼인하여 34세에 오죽헌에서 율곡 이이

(1536~1584)를 낳았다. 그녀는 허난설헌보다 두 세대 앞

서 태어났다. 그런 까닭에 그녀가 겪었던 여성으로서 삶의 

무게 또한 허난설헌과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신사

임당의 결혼생활은 예술가로서 살기에 부족하지 않았다. 

남편과 사별한 사부인을 위해 며느리가 친정에 머무를 수 

있도록 배려한 시어머니나, 아내의 재능을 인정하고 그림

을 친구들에게 자랑한 남편의 모습에서 각별한 관심과 애

정을 엿볼 수 있다. 

4.
초충도

草蟲圖

종이에 채색,

34×28.5㎝

©국립중앙박물관

6.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1호

신사임당초충도병

申師任堂草蟲圖屛

종이에 채색, 34×28.5㎝

©문화재청

5.
새하얀 눈이 내리고 

있는 오죽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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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의 작품 소재는 과실이나 화초, 풀벌레처럼 집안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것들이었다. 현재 전해오는 대표작으

로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1호 <신사임당 초충도병(申師任

堂草蟲圖屛)>을 비롯하여 <노안도(蘆雁圖)>, <어하도(魚鰕

圖)>, <포도> 등의 그림과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41호 <신

사임당 초서병풍(申師任堂草書屛風)>’ 등이 있다. 

보물 제165호 강릉 오죽헌(烏竹軒). 검은 빛깔 대나무가 건

물 주변에 가득해 오죽헌이라 불리는 이 건물은 조선 중종

(1488~1544) 때 건축되었다. 우리 주택 건축물 가운데 비

교적 오래된 건물 가운데 하나로 손꼽힌다. 별당인 이 건

물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단층 팔작지붕 양식인데 후기

에 지은 한옥에 비해 기단이 낮아 권위적이지 않다. 신사

임당과 율곡의 성품이 온화했다고 전하는데 그것이 가옥

의 영향인지도 모를 일이다. 그녀가 율곡의 태몽으로 용꿈

을 꾸었다고 해 ‘몽룡실’이라 불린다. 내부엔 신사임당의 

영정이 놓여있다. 드라마 <사임당 빛의 일기>에서 신사임

당 역을 맡은 이영애의 표정이 무척 온화하다 느꼈는데 그 

표정의 원조를 보는 듯하다. 

오죽헌 오른쪽에 높은 기단에 앉은 건물은 문성사다. 율

곡 이이의 영정이 보관되어 있다. 오죽헌과 문성사 사이로 

난 협문을 지나면 사랑채에 이른다. 1975년 오죽헌 정화사

업 당시 철거되지 않고 오죽헌과 함께 보존된 건축물이다. 

옛 모습이 훼손되지 않아 고마울 따름이다. 사랑채는 단출

하면서 정갈한 한옥의 기품이 잘 드러난다. 툇마루 기둥에 

걸린 주련(柱聯)은 추사 김정희(1786~1856)의 글씨를 새긴 

것이다. 추사체로 인해 사랑채가 돋보인다.

오죽헌 뒷마당에는 천연기념물 제484호 강릉 오죽헌 율곡

매(江陵 烏竹軒 栗谷梅)가 자리한다. 오죽헌이 지어질 때 

함께 식재된 것으로 전한다. 신사임당은 매화를 극진히 사

랑했다. 매화를 소재로 그림을 그렸으며 맏딸 이름도 매창

(梅窓)이라 지었다. 두어 달 지나면 연분홍색 홍매가 만발

하리라. 아니 매화는 눈보라 속에서도 핀다고 한다고 하

니, 더 빨리 고운 분홍 꽃을 볼 수도 있겠다. 매화를 기다

리는 마음은 이미 봄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지역 별미

허난설헌의 아버지 허엽이 만들어 그의 호 ‘초당’에서 이름을 

따 초당두부라 부른다. 여타 두부와 달리 바닷물을 간수로 

쓰고 국산 콩을 이용해 두부를 제조하는 전통 두부다. 

초당두부마을에는 20여 식당이 성업 중인데 대를 이어 

손맛을 뽐내는 맛집들도 있다. 

따뜻하게 몸을 데우고 싶다면 구수한 

국물까지 맛볼 수 있는 초당 순두부 

정식이 좋다. 고부순두부식당(033-

653-7271)은 3대째 순두부를 

만드는 고집스러운 집이다.

문의

허균·허난설헌기념관 033-640-4798

오죽헌 033-660-3301

당일치기 문화재 탐방 코스

➊경포해변 ➋경포대 ➌오죽헌 ➍허균허난설헌기념공원 

➎초당두부마을(도보 약 10km, 2시간 30분 소요) 

➏안목해변(커피거리 택시이용 약 10분 소요)

여행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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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천연기념물 제484호 

강릉 오죽헌 율곡매

8.
강릉의 대표적인 

카페거리인 안목해변, 

주변에 30여 개의 

커피전문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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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선이 자고 있는 누각’

진안 수선루 鎭安 睡仙樓

보물 지정

전라북도 진안군에 있는 진안 수선루(鎭安 睡仙樓)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되었다.

진안 수선루는 숙종 12년(1686) 건립되고 고종 25년(1888)과 고종 29년(1892) 중수된 정자로, 자연 암반으로 형성된 동굴에 위치하여 

독특한 외관 및 특색을 자랑해왔다. 수선루는 신선이 낮잠을 즐기며 유유자적한다는 뜻으로,

연안 송 씨 4형제가 80세가 넘도록 아침저녁으로 정자를 오르내리며 바둑도 두고 시도 읊는 모습이

옛날 4호(四皓)의 네 신선이 놀았다는 이야기와 비슷하다 하여 이름 붙였다고 한다.

자료 출처. 진안군청

문화재 핫이슈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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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면에서 바라본

진안 수선루

ⓒ문화재청 

2

3

4

2.
수선루 내부

ⓒ문화재청 

3.
수선루 지붕

ⓒ문화재청 

4.
바위를 활용한 

처마구성

ⓒ문화재청 

자연과 조화를 이룬 천혜의 누정

수선루는 전북 진안군 마령면 강정리 월운마을 앞으로 흐

르는 오원천을 따라 약 1km 정도 거슬러 올라 거북재 우측 

암굴에 2층 규모로 세워져 있다. 숙종 12년(1686)에 연안 

송 씨 사형제(진유, 명유, 철유, 서유)가 건립한 것으로 고

종 25년(1888)에 후손 송석노가 중수하였고, 최병선 등이 

재중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수선루는 섬진강 상류의 오원천이 휘돌아 흐르는 하안의 

거북재 암굴 표고 300m 지점에 입지한다. 마을 앞산인 ‘거

북재’ 중턱 암벽에 2층 누각의 겹처마, 맞배지붕 형태로 지

어진 수선루는 정면 3칸, 측면 1칸 규모이다. 자연석을 가

공하여 3단으로 된 석단으로 진입공간을 확보하였고, 자연 

암굴을 이용하여 누를 자리 잡았는데 바위 요철형태에 맞

추어 기둥을 세우고 마루와 구들을 두었다. 방 앞에는 작은 

툇마루를 부설하고 계자난간을 둘렀는데, 높이차로 인해 

분절되고 있다. 방과 한 칸의 마루 위에 지붕을 두었고, 나

머지 한 칸은 동굴 천장이 지붕을 대신한다. 2층 중앙에 수

선루 현판이 있는데, 1층의 문을 통하여 오르게 되어 있다.

특히 수선루는 자연암벽의 지세를 이용하여 가파른 절벽중

턱에 접근 경사로를 만들고 3단의 석단과 누 좌우 동, 서쪽

에 월대를 두어 안팎의 경계를 설정하여 암굴에 끼워 넣은 

듯 약간 돌출시켜 세워져 있는데, 마치 암벽 공중에 매달린 

누정처럼 절묘하게 조용되었다. 

상부는 휜 창방(기둥머리를 좌우로 연결하는 부재)의 사용, 

방 내부는 연등천장(椽燈天障)(별도로 천장을 만들지 않고 

진
안 

수
선
루

鎭
安 
睡
仙
樓

서까래를 그대로 노출시켜 만든 천장)으로 구성되었고, 진

입의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두움과 밝음의 극적 대비 등은 

정형의 건물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당시의 시대에 파격적

으로 시도되었던 건축 형식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수선루는 누정건축으로서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

고 지형을 이용해 건축하였으며, 지붕의 전면은 기와로 하

고 후면은 돌너와로 마감하여 지역의 건축적 특성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학계에서는 누정의 기능과 형태에서 벗

어나 있는 독특한 외관 및 특색 등 전통적인 누정 건축의 

한 부류로 평가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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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많은 민족은 자신들의 최고 리더이며 통치자였던 

왕릉을 자신들 문화유산으로 소중히 보존해 오고 있다. 

한국도 조선 시대(1392~1910) 왕릉 40개소의 능원이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다.

글. 이창환(상지대학교 환경조경학과 교수)

세계문화유산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릉과 명13릉

2009년 6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조선 시대(1392~1910) 왕

릉 40개소의 능원이 한국인의 자연관과 조선 시대의 통치 

철학인 유교의 예법과 조상숭배 사상에 의해 조성된 대표

하는 공간으로 인정받아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이들은 

1408년부터 1966년까지 조성된 한국의 대표적 능원이며 

서울을 중심으로 18개소에 40기가 조성되어 분포한다.

한편 중국에서는 베이징 동북 측의 창평(昌平) 시의 천수

산(千壽山)을 주산으로 하여 입지하고 있는 명13릉이 2002

년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이곳은 중국의 명나라와 청나

라의 황제릉을 함께 포함(Imperial Tombs of the Ming 

and Qing Dynasties)시킨 연속유산으로 황제릉의 대표적 

능원이라 할 수 있다. 

이들 한국과 중국을 대표하는 조선왕릉과 명시대 대표적

인 명(明) 13릉을 중심으로 한국과 중국 능원의 조영 기법

을 비교해 보았다. 

왕을 모신 

마음은 같았으나

그 방식은 

달랐던

조선왕릉과 명13릉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조선과 중국의 릉

조선왕릉과 명·청의 황제릉은 한국과 중국의 대표적 능

역으로 양국의 전통 공간구성이론 및 건축, 조각 등 조영적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조선 시대와 명(明) 시대의 능원은 풍수적 길지에 조영되어 

있다. 중국의 능원 앞에는 능원으로 유도되는 부분으로 신

도(神道)를 따라 진입부의 건물과 석상생(石象生)이 배치되

어 있다. 그리고 조선의 제향 공간에 해당하는 곳에는 비정

(碑亭), 향전(享殿), 등 제향 건물이 있다. 제일 뒷편 공간에

는 가장 신성시하는 공간으로 인공적인 커다란 산인 보성

( 城)이 있다. 이는 조선 시대의 능침에 해당하는 곳으로 

규모가 크고 지하궁전을 이루고 있다. 원형의 대토구(大土

丘)에는 소나무와 측백나무 등 나무를 심었다. 조선 시대의 

능침의 봉분이 잔디로 피복한 것과는 사뭇 다르다.

조선릉과 명릉의 제향 공간

조선과 명 시대의 능원 공간구성은 전조후침(前朝後寢)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 전면에 제향 공간이, 후면에는 능침

이 있다. 명의 능역은 족분능역으로 입구에만 신도(神道) 

양옆으로 석상생과 문무석인이 배치되어 있다. 이는 조선

의 능원이 모든 능침에 석상을 배치한 것과 다르다. 그 결

과 조선왕릉의 능침에는 중국과 달리 많은 석물 조각을 볼 

수 있으며 능침마다 각 시대를 대표하는 문무석인과 석양, 

석호 등이 있어 시대의 조각기술을 볼 수 있는 조각예술 

공간이다.



39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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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제제제제제
릉릉릉릉릉릉릉릉릉릉릉릉릉릉릉릉릉

정형적 배치와 

건조물의 화려한 

조영을 강조한 명13릉 

장릉(長陵) 능은전

조선 제3대 임금인 

태종과 왕비 

원경왕후의 능인 

헌릉과 제23대 순조와 

순원왕후의 능을 합친 

헌인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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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대의 제향 공간에는 여러 개의 건축물이 궁전과 같이 배

치되어 있으며 인위적으로 담장을 쌓아 위요성을 강조하

고 있으나, 조선의 왕릉은 건축군을 적게 간소화시키고 인

위적 담장도 상징적으로 숲이나 능선으로 위요성을 강조

하여 자연친화적 조영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의 황릉은 능

문-능은문-능은전-내홍문-석오공-방성명루-보정으로 

이어지는 절대적 직선축의 의한 건물군을 이루고 있으나, 

조선왕릉은 홍살문-정자각-능침이 직선축으로 이루어지

며 지형의 특성에 따라 직선축 또는 절선축으로 하여 자연

의 지형을 고려하여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화려하고 위용적인 중국 능원, 

자연환경을 고려한 조선 왕릉

건조물의 배치는 명 시대의 경우 대칭과 정형성을 강조했

고 조선 시대의 왕릉은 정형성을 지키며 자연환경에 적합

하게 유기적 배치를 한 것이 특징이다. 건조물의 치장은 

중국의 능원은 엄격한 좌우대칭에 장식이 화려하고 위용

적이며, 조선의 왕릉은 간소하고 소박하며 과도한 치장을 

절제하였다. 

능침공간은 명·청의 능은 거대한 규모의 지하궁전을 조영

하여 황제와 황후를 합장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깊

이도 100여 척으로 도굴 방지를 위해 깊게 설치했다. 조선

왕릉이 지하 10여 척의 깊이로 이루어지며 간편하면서 견

고하게 하여 도굴을 방지한 것과 대조적이다. 중국의 능은 

하나 지하궁전에 합장의 형태인데 조선의 왕릉은 자연의 

지형에 따라 능침을 단릉, 쌍릉, 합장릉, 동원이강릉, 동원

상하릉 등 다양한 형식을 갖춘 것이 대표적 특징이다. 

경관적으로 중국의 능원은 건물로 둘러싸인 인공적인 중

정들로 이루어져 폐쇄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조선의 왕릉

은 자연의 지형과 수림으로 둘러싸인 자연의 위요성을 강

조하였다. 따라서 조선왕릉은 외부의 공간감이 밝고 평온

1.
절대적 정형성을

강조한 명13릉

제향공간(定陵)

ⓒ이창환

3.
 자연의 조화로움을

강조한 조선왕릉

(건원릉) 능침

ⓒ이창환

2.
웅장한 건축과 장식

위주의 청나라

동릉(東陵) 보성

ⓒ이창환

곡장

난간석

혼유석

상계

중계

하계

석마무석인

문석인

망주석

석양

석호

4.
조선왕릉  능침배치도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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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심 속의 자연이 된

선릉(宣陵)과 정릉(靖陵) 

5

하며 안정적이고 시각적인 패쇄감과 개방감을 갖고 있다. 

즉 중국의 능원은 웅장하고 과대하며 절대적 통치감이 특

징이라면 조선의 왕릉은 부드러운 곡선미와 인공적인 직

선처리보다 자연 질서에 조화하려는 한국인의 자연관이 

반영되었다. 

일반적으로 중국 명·청의 능은 넓고 광활한 평원 지역에 

족분능으로 자리를 잡았으나 조선왕릉은 배산임수의 지형

에 좌우의 여러 능선이 감싸고 있는 산기슭의 중심능선 끝

자락 볼록한 곳에 혈(능침)을 써서 위요성을 강조하고 있

다. 능제의 시설물 배치도 중국의 능은 직선축을 강조한 

반면, 조선왕릉은 자연의 지세에 따라 다양한 축선을 만들

었다. 또한 중국의 능침은 합장릉의 형식을 이루어 지하궁

전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으나, 조선왕릉은 자연지형에 따

라 다양한 형식의 능침제도를 갖춘 것이 대표적 특징이다. 

즉 중국의 능원은 자연을 지배하려는 통치 사상이 있다면 

조선의 왕릉은 자연의 생기인 지덕의 힘을 중시하고 자연

과 함께하려는 한국의 자연관에서 유래된다. 

시대의 통치 철학 및 조영 기법을 볼 수 있는 

조선과 중국의 능제

한국과 중국 능제는 동양의 자연사상인 풍수 사상으로 자

연과의 유기적 통합원칙을 배경으로 하는 같은 이론에 의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공간구성은 유·불·교 

등 통치철학과 영혼을 위한 제례 행위의 계층적 질서의 규

칙에 따라 배치 및 조영 원칙을 달리하고 있어 그 시대의 통

치 철학 및 조영 기법을 볼 수 있는 대표적 유적으로 꼽힌

다. 이 조영 기법은 산자보다는 죽은 자를 위한 신성한 곳에 

위엄성을 강조하는 건축배치 및 조영적 기술과 장식을 사

용하고 있다. 이들은 내세를 위한 신념뿐만 아니라 권위를 

확인하는 공간구성 방법을 택하고 있는 유사 유산이지만, 

각기 다른 문화를 볼 수 있는 독특함도 갖추고 있다. 

조선왕릉의 현황적 무형 문화유산적 특징은 지금까지 600

여 년을 이어 오는 제례 문화이다. 전주이씨 대동종약원에

서 각 능별로 봉양회를 두어 이어오고 있는 제례는 우리 장

묘문화의 탁월성과 가치를 입증하는 살아있는 문화유산이

다.

이렇듯 한국의 조선왕릉과 중국 황릉은 인간과 자연의 관

계, 인간의 생사에 대한 이해방식 그리고 유교적 의례의 공

간적 처리에 대한 한국인과 중국인의 고유한 정신적, 종교

적 가치관이 반영되어 서로 다른 모습을 취하고 있다. 즉 조

선왕릉은 인공적 처리보다는 자연의 질서에 귀의하려는 한

국인의 자연관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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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법

첨단 IoT(사물인터넷) 기술

문화재와 과학기술  

매년 2월 10일은 문화재 방재의 날이다.

2008년 국보 제1호 숭례문이 방화로 인해 전소되었던

바로 그 날이기도 하다. 화재 예방의 중요성은

인명손실 방지 측면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나, 특히 건축 문화재에 대한 화재 예방은 문화재가

소실되는 순간 인명뿐만 아니라 그 문화재와 함께

쌓아온 세월, 그리고 그에 담긴 선조들의 손길까지도

모두 단번에 소실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

건축 문화재는 화재로 인한 훼손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환경

적 위협에도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최근 들어 빈발하는 한반

도의 지진, 이상기후로 인한 폭우 및 폭설과 이로 인한 지붕 

하중의 변화, 주변 주거환경 및 도심 환경 변화로 인한 지반 

침하와 각종 진동, 이로 인한 균열의 발생이나 부재의 탈락 

등이 그 위협요소들로 꼽힌다.

이러한 새로운 위협들은 기존의 문화재 관리 기법에도 변화

를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특히 첨단화된 ICT 기술이 등장함

에 따라 문화재 방재 분야에서 이를 접목하려는 시도가 필연

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다.

문화재 손상을 최소화한 IoT 문화재 방재 시스템 

기존의 문화재 방재 시스템은 현대식 건축물에 적용되던 화

재감지 센서 및 배선, 침입감지 센서 등을 건축문화재에 그대

로 적용하여 구축하였다. 이러한 상용 제품을 사용할 경우 설

치 및 운영 비용적인 부분에서는 일부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설치된 센서들이 문화재의 외형과 어울리지 않고, 각

종 전기·통신배선과 부자재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문화재를 

상당 부분 훼손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앞서 언급한 새로운 위협요소들의 등장은 종래 침입 및 

화재 발생만을 감지하던 수준에서 벗어나, 기울기·균열 등 

변위량의 추이가 문화재에 어떤 위험 상황을 불러오며, 또한 

장기적으로는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에 대한 고찰을 안겨주었

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년간 ICT 기술, 특히 IoT 무선 센서 

기술을 문화재 방재 분야에 접목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 성과로 건축문화재의 방재 분야에서 문화재의 손상을 최

소화하면서도 전체적인 외관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며, 데이

터의 정밀도가 재래식 센서 대비 크게 개선된 ‘문화재 IoT 모

니터링 시스템’이 개발되었다.

미세한 변화까지 감지하는 순수 국내 기술 시스템

현재 강원도에서 도입, 적용한 무선 측정 센서 하드웨어는 명

함 정도의 크기로 손가락 두 마디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있

다. 이 무선 측정 센서의 내부에는 초소형 IoT 회로장치와 함

께 높은 내환경성·안정성을 가진 특수 배터리가 탑재되어 

글. 홍민호(강원도청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유산과)

IoT 문화재 방재 시스템

은 작은 크기와 무선 시

스텝으로 문화재의 훼손

을 최소화하면서도 매우 

효과적인 방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사진은 

석조의 균열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설치한 석탑

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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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를 통해 원격으로 문화재의 안전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한 강원도 문화재 IoT 모니터링 시스템

있으며, 실시간으로 균열 및 기울기, 그리고 온·습도 등의 

외부환경에 대해 고해상도 센서를 연결하여 측정할 수 있도

록 유선 연결 포트가 구성되어 있다.

이 측정 센서 하드웨어는 건축문화재의 이상 현상이 발생한 

위치 또는 건축문화재 기둥 상부에 부착하고, 데이터를 각 15

초 단위로 수집하여 5분 간격으로 원격 관제센터에 무선으로 

전송한다. 배선작업 문제나 부피 문제 등으로 인해 기존에 부

착, 측정하기 어려웠던 위치에도 부착 및 측정 가능하며, 전

원 배선이 없으므로 화재 문제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특히 높은 정밀도로 인해 문화재에 발생하는 아주 미세한 변

화까지도 감지해낼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크기

와 가벼운 무게로 인해 부착과정에서 문화재의 손상을 최소

화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으므로 관람객이 많은 건축문화재나 크기가 작은 건축문화

재에서 그 적용 효과가 높다. 

다년간의 개선을 통해 최근에는 기울기의 경우 각각 x축 및 y

축 방향에 대해 0.1도 단위까지 정밀측정 가능하며, 균열 및 

부재 간 이격의 경우 그 변화량을 최소 3cm에서 최대 10cm

까지, 0.1mm 단위로 측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모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는 강원도 내에 위치한 한 기업

체가 자체기술로 개발하였다. 특히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장거리 무선통신 기술은 국제표준 중 하나인 로라(LoRa) 기

술로 구현하였는데, 관련된 통신단말장치뿐 아니라 통신망 

구성을 위한 통신중계기, 서버, 모니터링 시스템까지 모두 자

체 기술력으로 개발, 각종 인증을 마쳤다. 시스템의 개발 과

정에서 강원도 및 강원문화재연구소와의 공동특허출원을 비

롯하여 다양한 학술적, 기술적 성과를 도출하는 쾌거를 이룩

하기도 하였다.

원거리에서도 문화재 이상 징후 실시간 점검

강원도 춘천시에 위치한 강원문화재연구소에는 ‘강원도 문화

재 안전관리 상황실’이 위치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지진이나 

폭우, 폭설, 강풍 등 위험 상황이 발생할 경우 현장방문 없이

도 원격으로 문화재의 안전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

다. 또한 평상시 수집되어 축적되는 빅데이터는 위험도 분석

을 거쳐 현장 인력출동, 유지보수 작업, 나아가 지자체의 향

후 문화재 유지보수 방향 설정과 예산책정을 위한 근거자료

로 사용되고 있다.

강원도는 IoT 시스템을 이용한 문화재 방재의 공로를 인정받

아 문화재청으로부터 2018년도에 ‘최우수 안전관리 기관 표

창’을 수상하였다. 해당 IoT 시스템을 개발한 기업 또한 2019

년도에 '문화재 산업 기술·진흥 유공단체 표창'을 수상하였

다. 강원도의 문화재 IoT 방재 시스템은 2019년 도내 25개 건

축문화재에 설치된 것을 비롯하여 2020년과 그 이후로도 계

속해서 확산구축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다양한 공공 안전 모니터링에도 활용 가능

과거 현대식 건축물에 적용되던 화재감지 센서를 문화재에 

적용하였듯이, 역으로 문화재를 위해 제작된 IoT 정밀측정 센

서를 현대식 건축물에 적용하는 사례도 있다. 문화재 IoT 모

니터링 시스템 통신망은 최대 10km 범위까지 도달 가능한 

LoRaWAN 무선통신에 기반하므로, 이 범위 내에서 문화재뿐

만 아니라 각종 노후건축물, 석축, 공사현장 등의 관리 대상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이 추가로 가능하다.

시스템 도입 시 문화재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공공 안전 모

니터링 분야에도 함께 적용할 수 있으므로 비용 효율적이며, 

규모의 경제를 갖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IoT 시스템과 기술의 발전이 기대되는 이유 중 하나이다. 



44

침몰선의 보물을 찾아 바다에 뛰어드는 보물사냥꾼

울릉도 근처에서 침몰한 러시아 군함인 드미트리 돈스코

이호를 인양한다는 내용이 방송되어 크게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다. 1905년 러일전쟁 당시 일본군에게 배를 빼앗길 

위기에 처한 러시아군이 울릉도 깊은 바다에 스스로 침몰

시킨 배가 돈스코이호이다. 이 배가 사람들의 뜨거운 관심

을 받은 이유는 침몰 당시 영국의 소버린 금화를 약 200톤

(현재 가치 약 150조 원) 싣고 있었다는 소문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보물 인양을 미끼로 투자자들의 돈을 노

린 회사의 사기극으로 끝이 났다.

씁쓸한 해프닝으로 끝난 보물선 이슈. 하지만 실제로 보물

선을 인양해 막대한 부를 얻은 사람도 있다. 미국의 멜피

셔(Mel Fisher)는 플로리다 앞바다에 침몰한 옛 스페인의 

보물선을 찾기 위해 16년 동안을 찾아 헤맨 끝에 아토차호

(Nuestra senora de atoch, 1622년 침몰한 스페인 선박)를 

발견했다. 약 40톤의 금괴와 은괴, 에메랄드 등의 보석 등

을 인양하는 데 성공했는데, 그 값어치는 약 4억 달러(약 

해양문화유산 읽기  

난파선, 보물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보물을 찾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이다.

보물을 위해 난파선을 찾는 보물사냥꾼과

고고학적 연구를 위해 난파선을 찾는 수중고고학자.

바닷속 난파선을 둘러싼 닮은 듯 다른 둘의 이야기를 만나보자.

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바닷속 보물을

찾는 사람들

수중고고학자와

보물사냥꾼

2.
역사적 맥락을 알 수 있는 글자가 적힌 나무 조각(목간)이 수중고고

학자에게는 금은보화보다 가치가 있다.

1.
돛대를 인양하는

수중고고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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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억 원)에 달했다고 한다. 후일 그의 이름을 딴 ‘멜피

셔 박물관’이 세워져 금과 보석 등 다양한 보물의 일부를 

전시하고 있다. 

이렇게 값어치 있는 보물들이 매장되어 있는 장소를 찾아

다니는 사람들을 보물사냥꾼(Treasure hunter)이라 부른

다. 보물사냥꾼은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유물이나 매

장문화재를 찾고 발굴한다는 점에서 도굴꾼과는 구분된

다.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바닷속에 매장되어있는 유

물을 찾는 보물사냥꾼. 하지만 이들 역시 바닷속에 매장되

어 있는 유물을 찾는 수중고고학자와는 구분된다. 

목적이 다른 수중고고학자와 보물사냥꾼

수중고고학자와 보물사냥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물속의 매장물을 찾아나서는 것은 같다. 하지만 이 둘은 

결코 닿지 않을 평행선을 걷는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이 

둘은 서로 어떻게 다른 것일까?

그 차이를 알아보기에 앞서, 수중고고학자는 어떤 일을 하

3.
울릉도 근처에서 침몰

한 러시아 군함 드리트

리 돈스코이 호

Ⓒ뉴시스

는 사람들인지 알아보자. 수중고고학자는 수중유적을 발

굴하고 유물이나 유적을 통해 얻어지는 정보를 분석해 학

술적으로 연구한다. 주로 바다속에 있는 유적, 난파선의 

발굴을 다루기 때문에 흔히 수중고고학자하면 보물선을 

발굴하는 모습으로 상상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수중고

고학자의 일은 유물 인양만이 아니다. 유물의 발굴에 앞서 

유물이 묻혀 있는 정황을 기록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이며, 

발견된 유물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의 분석을 통해 당시의 

생활상이나 문화상 등을 연구한다. 조사결과와 연구결과

를 보고서로 만들어 국민과 공유하는 것도 수중고고학자

가 하는 일 중 하나이다. 전시를 통해 수중문화재를 만날 

수 있지만, 전시만으로는 알 수 없는 수중문화재의 발견 

당시의 상황을 세세하게 공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

로 발굴조사보고서*이기 때문이다.

*수중발굴조사 보고서는 연구소 누리집(www.seamuse.go.kr)에 디지털파일로(PDF) 

공개하고 있다. 

그렇다면 보물사냥꾼은 어떠할까? 수중고고학자들과 다

르게 영리를 목적으로 보물을 찾는다. 그들은 대부분의 유

물들을 단순히 ‘돈’으로, 즉 재화적 가치로 판단한다. 따라

서 귀금속이나 골동품처럼 돈이 되는 것들을 원한다. 선체

와 같이 돈이 되지 않는 유물들은 뒷전이 된다. 하지만 수

중고고학자는 학술적인 목적을 가지고 유물을 찾는다. 유

물(유적)의 흔적을 통해 당시 문화상이나 생활상을 연구하

는데 목적이 있기에 유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더 가치를 

둔다. 선체역시 선박사나 해양사 등 관련된 여러 분야에 

대한 연구에 큰 도움이 되기에 가치를 따지기 힘든 소중한 

유물이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소장한 보물 제1783호 

청자 상감국화모란유로죽문 매병 및 죽찰, 보물 제1784호 

5.
해양에서 발굴된 금괴

Ⓒwww.coolkeywest.

com/mel-fisher-

museum

4.
아토차호를 발견한

미국의 멜피셔,

그는 후에 그의 이름을

따 박물관을 세웠다.

Ⓒwww.coolkeywest.

com/mel-fisher-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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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자 음각연화절지문 매병 및 죽찰이 있다. 이 매병들은 

함께 발견된 목간과 죽찰을 통해 그 기능 및 용도, 명칭, 

무신정권기 고려 사회상을 알 수 있는 역사성 등의 가치를 

인정받아 보물로 지정되었다. 이렇게 역사적 맥락을 알 수 

있는 글자가 적힌 나무 조각(목간)이나 돌덩이(닻돌)가 수

중고고학자에게는 금괴나 보석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의 차이는 매장물을 인양하는 과정에 큰 영향

을 미친다. 수중고고학자는 고고학적인 맥락이 파괴되지 

않도록, 발굴하는 과정과 매장되어 있던 상태를 최대한 자

세하게 기록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보물사냥꾼은 최

대한 시간과 돈을 절약하여 원하는 매장물을 빨리 인양하

려 한다. 이 때문에 외국에서는 보물사냥꾼에 의해 발견

된 유적이 파괴되고, 고고학적인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경

우가 종종 발생한다. 앞서 이야기한 아토차호 역시 고고학

적인 조사 기록은 전혀 남아있지 않다. 아쉽게도 17세기의 

침몰선 유적이 수중고고학자가 아닌 보물사냥꾼에게 먼

저 발견되어 파괴된 것이다.

법으로 보호되는 한국의 매장문화재

다행히 우리나라는 매장물, 매장문화재에 대해 법적 보호

조치*가 마련되어 있어, 허가를 받은 기관이 아니면 발굴

할 수 없다. 허가 없이 함부로 유적을 건드리다가는 도굴

범이 된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수중보물사냥꾼의 활동

이 불가능할까? 아니다. 보물사냥꾼 역시 신고를 통한 매

장물(여기서는 문화재적인 가치가 없는 매장물로 판단된 

경우에 한함)을 발굴할 수 있다. 하지만 문화재로 판단되

는 유적이나 유물에 대한 발굴조사는 현재까지는 문화

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만 가능하다.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문화재청)’,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

한편, 보물사냥꾼이 문화재를 발견해 신고한 유적도 존

재한다. 대표적인 곳이 충청남도 보령 원산도 유적이다. 

수중보물을 전문적으로 찾아다니던 사람이 해안가에 흩

어져있던 도자기 파편을 발견하고 신고를 했다. 이렇게 문

화재발견신고가 접수되면 탐사조사를 통해 발굴조사에 

들어가게 된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발견신고지역에 

대한 발굴조사(2004)를 진행해 13세기 최고급 청자파편 

1,000여 점을 발굴했다.

바다의 역사에서 보물사냥꾼은 항상 존재해왔다. 이들은 

물속에 잠겨있는 오래된 보물을 찾아 부를 얻기 위해서 잠

수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인양한 물건들이 가지고 있

는 의미와 시대상을 해석하고 연구하기 위해 수중고고학

이라는 학문이 생겨났다. 수중고고학이 탄생하고, 유물의 

가치를 판단하고 해석하는 기준이 달라지며 수

중고고학자와 수중보물사냥꾼으로 나눠지게 

된 것이다. 수중고고학이라는 학문이 생기기 

전에는 보물사냥꾼이라는 호칭도 없었을 것

이다. 

다만 목적이 명확히 다른 보물사냥꾼과 수중고

고학자가 일반인들에게 같은 일을 하는 사람으

로 비춰지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이 글이 수

중고고학자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

었으면 한다. 

6.
보물사냥꾼이 문화재를 발견해

신고한 충청남도 보령 원산도 유적

7.
보령 원산도에서

출토된 유물

8.
보물 제1784호

청자 음각연화절지문 매병 

및 죽찰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판단된 

판단되

문화

의 

도 존

이다. 

가에 흩

렇게 문

조사에

지역에 

는 

이라

중

다

고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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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월성(사적 제16호) 해자 내부에서 의례에 사용된 가장 이른 시기

(最古)의 축소 모형(미니어처) 목재 배가 발견되었다. 이번에 공개되는 

축소 모형 목재 배는 현재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축소 모형 배로는 가

장 오래된 것이다. 

이번에 새롭게 발견된 미니어처 목재 배는 통나무배보다 발전된 형태

이며, 실제 배와 같이 선수(뱃머리)와 선미(배꼬리)가 분명하게 표현

된 준구조선(準構造船)*으로 크기는 약 40cm이다. 특히, 배의 형태를 

정교하게 모방하고 공을 들여 만들었는데, 안팎에서 불에 그슬리거나 

탄 흔적이 확인되었다. 다른 유적에서 출토된 배의 사례로 보아 이번

에 출토된 유물도 의례용으로 추정된다. 배는 약 5년생의 잣나무류로 

제작된 것으로 보이며, 제작 연대는 4세기에서 5세기 초(350~367년 

또는 380~424년)로 산출된다.

축소 모형 배의 경우 일본에서는 약 500여 점이 출토되어 활발한 연

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번에 나온 월성의 모형 배는 일본의 시즈

오카현 야마노하나 유적에서 출토된 고분 시대 중기

(5세기)의 모형 배와 선수·선미의 표현방식, 현측판

(상부 구조물이 연결되는 부분)의 표현 방법 등이 매우 

유사하다. 월성 해자에서는 이 밖에도 4~5세기에 제작

된 가장 온전한 형태의 실물 방패(防牌) 2점, 소규모 부대 지

휘관 또는 군(郡)을 다스리는 지방관인 당주(幢主)와 곡물이 언급 된 

문서 목간 1점 등이 발굴되었다. 특히 방패는 손잡이가 있는 형태로 

발견된 최초의 사례이며, 가장 온전한 실물 자료라는 점에서 그 의의

가 크다.

경주 월성 발굴조사(22만 2천㎡)는 올해로 5년 차이며, 지금은 성벽

(A지구)과 건물지(C지구), 해자를 조사 중이다. 이제까지 월성 C지구

에서는 건물지를 비롯한 내부 공간 활용 방식과 삼국~통일신라 시대

에 걸친 층위별 유구 조성 양상이 확인되었다. 월성 해자는 물을 담아 

성 안팎을 구분하면서 방어나 조경(造景)의 기능을 했으며, 다양한 의

례가 이루어진 특별한 공간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준구조선(準構造船): 통나무배에서 구조선(構造船)으로 발전하는 중간단계의 선박 

형태

경주 월성

축소 모형 목재 배

알면 신기한 문화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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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인의 손길로

신명과 흥을 더하고 곱하다

국립무형유산원

2020 무형유산 예능풍류방(레지던시) 운영 2~6월

글. 사진. 국립무형유산원 무형유산진흥과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무형유산 전승자(예능 분야)의 연

희역량을 강화하고 전승활성화 기반 조성과 창작 활동 운영 등

을 위한 프로그램 ‘2020 무형유산 예능풍류방(레지던시)’을 2월

부터 6월까지 5개월 간 운영한다.

‘무형유산 예능풍류방(레지던시)’은 국가무형문화재 공연·예

술 이수자들을 대상으로 무형유산을 활용해 다양한 작품을 만

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고품격 공연 콘텐츠를 스스로 제

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국립무형유산원이 마련한 프

로그램이다. 

이번 사업에는 국립무형유산원에서 ‘공연연출 및 실무과정’을 

수료한 전승자 중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예능종목 이수자들

이 함께 한다. 입주종목으로는 유네스코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 국가무형문화재 제13호 강릉단오제 ▲ 국가무형문화

재 제23호 가야금산조 및 병창 ▲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 국가무형문화재 제73호 가산오광대에서 활동하는 4명의 예

인들이 국립무형유산원에 입주하여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시간

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063-280-1464 )

이들은 내년 2월부터 국립무형유산원에 5개월 간 입주하여 무

형유산의 본질적 가치를 기반으로 창작공연 제작을 위한 프로

젝트를 수행한다. 또한, 전승자 간 협업을 통해 소규모 기획공

연을 추진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교류하며 전승역량을 

키워갈 것이다.

예능풍류방 활동 결과는 참여 전승자들이 직접 기획한 ‘첫 발을 

딛다’라는 주제로 내년 7월에 선보일 예정이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앞으로도 예능 분야 전승자들이 활

발한 전승활동을 펼치도록 꾸준히 지원하고, 더 많은 국민이 널

리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함께하는 문화재청  

1.
국가무형문화재 제13호

강릉단오제 신희라 이수자

2.
국가무형문화재 제73호

가산오광대 김태호 이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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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체험관 ‘바다야 놀자’로

놀러오세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어린이 체험관 재개관 1.1.

글. 사진.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전시홍보과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연구소 내 어린이체험관 ‘바

다야 놀자!’의 새 단장을 마치고 1월 1일부터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다.

어린이체험관 ‘바다야 놀자!’는 수중발굴, 수중문화재, 전통배 

등 해양문화유산의 주요 내용을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쉽게 이

해할 수 있는 체험전시로 구성한 전시관이다. 기존 전시관이 체

험 중심의 구성이었다면 이번 재개관을 통해 디지털 미디어 체

험을 새롭게 적용하여 관람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입구에 들어선 관람객들은 마치 바닷속 세상에 온 것처럼 펼쳐

지는 푸른 영상을 만날 수 있다. 수중발굴 증강현실(AR) 모래

놀이 체험, 디지털 게임으로 경험하는 유물탐사, 영상으로 펼

쳐지는 도자기 문양, 증강현실로 만나는 바다 상인 등 다채로

운 디지털 체험은 현실과 가상을 넘나드는 즐거운 기억을 선사

해 줄 것이다. 또한, 고려 시대 그릇 포장, 목간, 전통배, 문화

49

재 복원 등 해양문화유산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놀이처럼 쉽게 해양문화유산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

였다.

어린이체험관은 10세(만 9세) 미만 어린이들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휴관일인 월요일을 제외한 화~일요일 오전 9

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한다. 유치원 등 단체 방문 시

에는 전화(☎ 061-270-2055)로 사전예약을 해야 한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이번 어린이체험관 재개관

으로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어린이체험관 ‘바다야 놀자!’에서 특

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

의 전시·교육 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해양문화에 관심

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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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란도대병’등 궁중장식화와 

왕실 문예 취미를 만나보세요

국립고궁박물관 ‘궁중서화실’ 신년맞이 새 단장

글. 국립고궁박물관 전시홍보과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이 전시관 지하 1층에 자리한 ‘궁중서

화실’을 새로 단장해 궁중장식화와 왕실의 문예 취미를 감상할 

수 있는 상설 전시 공간으로 재개관했다.

전시는 두 가지 주제로 구성되었는데, 1부 ‘궁중장식화‘에서는 왕

실의 연회를 장식한 <모란도 병풍>과 19세기에 유행한 <기명절

지도 가리개>, <화조도 병풍>을 소개한다. 2부 ‘왕실의 문예 취

미‘에서는 서재를 재현한 공간과 문방구, 국왕과 신하가 주고받

은 한시(漢詩)를 적은 책과 현판, 왕실 사인(私印, 개인 용도로 

사용한 도장) 등을 감상할 수 있다. 전시에 나온 작품 중 모란도 

병풍은 국내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3m 크기의 대병으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공개된다. 

1부 <모란도 병풍>은 높이 약 3m의 대병(大屛)으로 왕실의 생일, 

혼례, 회갑 등 각종 연회를 장식했던 궁중 병풍의 위용을 보여준

다. 평양 출신 서화가 양기훈(1843~?)이 그린 <화조도 병풍>에

는 장수, 부귀 등 세속적 기원을 담은 노안, 백로 등을 묘사해 19

세기에 크게 유행한 길상화풍(吉祥 風)을 감상할 수 있다. 이외

에도, 조선 말기 화가 조석진(1853~1920)과 강필주(1852~1932)

가 그린 <기명절지도 가리개> 2점도 나란히 전시한다. 진귀한 

갖가지 옛날 그릇과 화초, 고동기(古銅器)* 등을 그린 기명절지

도는 문방청완(文房淸玩)**의 취미를 드러내고 부귀, 관직 등용

을 기원하는 의미로 애호되었다.

2부 전시에서는 효명세자와 신하들이 의두합(倚斗閤)*** 주변 

풍경을 주제로 주고받은 한시를 새긴 현판 2점과 임금이 지은 글

에 신하들이 화답한 글을 모은 <어제 갱진첩> 등도 선보인다.

같이 출품된 왕실 사인(私印)은 공적인 용도 외에 사적인 용도로 

제작한 개인용 인장으로 다양한 모양과 크기, 아름다운 조각을 

새겨 조형미와 예술성이 잘 드러나는 왕실 공예품이다.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새롭게 단장한 상설전시에서 관람

객들이 다양한 왕실 서화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기를 바란다. 아

울러 앞으로도 상설 전시실 개편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더욱 쾌

적한 관람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모란도 병풍(牡丹圖風) 

높이 3m 대병. 화면을 모란 그림으로 채운 4폭 병풍

Ⓒ국립고궁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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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동기: 구리쇠로 만든 옛날의 그릇이나 물건

**  문방청완: 옛 선비가 문방(서재)에서 향을 피우고 밝은 창 맑은 책상

    아래 옛 글씨와 그림, 잘 만들어진 좋은 문방구를 완상한다는 뜻

*** 의두합(倚斗閤): 1826년 효명세자가 창덕궁 후원 주합루(宙合樓) 뒤

     편과 애련지(愛蓮池) 사이에 책을 보관하기 위해 지은 서실(書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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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 제84호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

(瑞山 龍賢里 磨崖如來三尊像)

소재지

충남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2-10번지

(도로명)운산면 마애삼존불로 65-13 

문의처

마애여래삼존상 관리사무소:041-660-2538

주변 볼거리

해미읍성, 개심사, 유기방가옥, 간월암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가야산 계곡을 

따라 들어가면 층암절벽에 거대한 

여래입상을 중심으로 오른쪽에는 

보살입상, 왼쪽에는 반가사유상이 

조각되어 있다. 연꽃잎을 새긴 

대좌(臺座) 위에

서 있는 여래입상은 살이 많이 오른 

얼굴에 반원형의 눈썹, 살구씨 모양의 

눈, 얕고 넓은 코, 미소를 띤 입 등을 

표현하였는데, 전체 얼굴 윤곽이 둥글고 

풍만하여 백제 불상 특유의 자비로운 

인상을 보여준다.

반가상이 조각된 이례적인

이 삼존상은 『법화경』에 나오는 석가와 

미륵, 제화갈라보살을 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본존불의 묵직하면서 당당한 

체구와 둥근 맛이 감도는 윤곽선, 

보살상의 세련된

조형 감각, 그리고 공통적으로

나타나 있는 쾌활한 인상 등에서 6세기 

말이나 7세기 초에

만든 것으로 보인다. 

사진. 문화재청 김홍기

문화재가 있는 풍경   

2月     2월

1     2     3     4     5     6     7     8     9     1 0     1 1     1 2     1 3     1 4     1 5     1 6     1 7     1 8     1 9     2 0     2 1     2 2     2 3     2 4     2 5     2 6     2 7     2 8     2 9    



경복궁에서
엿본 
한국건축의
미학

월간<문화재사랑>에서

제공하는 입체캐릭터 

12개를 모아

경복궁 지도를

완성해보세요!

1. 광화문    2. 수정전    3. 영추문    4. 근정전    5. 신무문    6. 경회루

7. 강녕전    8. 함원전    9. 자경전    10. 함화당    11. 건춘문    12. 장안당

광화문 근정전

강녕전

함원전

자경전

함화당

장안당

영추문

수정전

건춘문

신무문

경회루

QR 코드를 찍으시면 문화재사랑에 실린 우리문화재 입체 캐릭터와 

캐릭터를 붙일 수 있는 경복궁 지도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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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사랑>을 

웹진(e-book)으로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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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지난 2019년 마지막 날, 보물 제561호 ‘금영 측우기’를 비롯해 보물 제842호 대구 선

화당 측우대, 그리고 제844호 창덕궁 측우대 이렇게 총3점에 대해 국보 지정 예고를 했다. 금영측

우기는 세종시대를 대표하는 과학기기로, 이미 1911년 세계적으로 현존 유일한 측우기로 인정받

아 희소성에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유물이다. 두 점의 측우대의 경우 비록 측우기는 없어졌지만, 제

작 시기가 명확하고 조선 시대 강수량 측정제도가 수백 년을 거쳐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

례로, 그 역사적 가치가 인정되어 함께 국보로 예고되었다.

QR코드를 찍으시면 금영 측우기와 측우대의 남은 이야기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금영 측우기와

측우대 

보물 제561호

금영 측우기

보물 제842호

대구 선화당 측우기

보물 제844호

창덕궁 측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