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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잊기 쉬운 시대, 다시 한번

누구나 갖추어야 할 도리에 대해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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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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 왔습니다. 2020년 문화재사랑은 

지금도 유용한 선조들의 지혜를 올바르게 이어온 

문화유산을 통해 미래로 이어갈 문화로 새롭게 가꾸어 가길 

바라 봅니다.

문화재, 새로운 문화가 되다

정종익, 안호, 김대현, 조상순

김철주, 오명석, 이종숙, 방인아

이지은, 박정섭, 김경희, 이원호

조성래, 고정주, 김계수

발행일 2020년 7월 1일

창간일 2004년 10월 29일

발행처 문화재청 대변인실

(우)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전화 (042)481-4675

팩스 (042)481-4679

전자우편 chloveu@korea.kr

발행인 정재숙

제작총괄 정성조, 하정식, 이안재, 신준영

편집위원 

홈페이지 www.cha.go.kr

기획·디자인·제작 더에이치

특집1 바로놓기

예(禮), 배려와 참여로 일구는 인간다움

특집2 문화 읽기

서로 배려하고 존중했던 조선시대

부부간의 예의

특집3 문화재 깊게 읽기

혼례(禮婚), 혼수품과 부조로 본

예(禮)의 변천

특집4 문화에 닿기

예(禮)에서 매너로 격식에서 취향으로

아주 오래된 미래

냉장에 대한 오랜 열망

이야기가 있는 삶

곧게 뿌리내린 외길, 5代를 넘다

김동학 국가무형문화재 제93호 전통장 보유자

한국의 전통정원을 말하다

사진작가 김중만과 옥류천에서

여름을 피하다

문득 그 길로 한걸음

남도의 멋, 소리에 취하다

‘남도 소릿길’

문화재 핫이슈

600km 조선왕릉길, 시민들과 만난다

세계문화유산

성리학 이념을 담은 인성(人性) 교육기관

‘한국의 서원’

문화재와 과학기술

지진에 대비하기 위한

전통기술과 첨단기술

해양문화유산 읽기

동아시아 해양 실크로드의 타임캡슐

신안보물선, 남은 이야기들

알면 신기한 문화재 이야기

K-Heritage!

우리는 호주로 간다

문화재 함께 읽기 

백자 소주굴씨 묘지

함께하는 문화재청

문화재청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지원 사업 



오른쪽 마크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보이스아이 바코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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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궤는 왕실 의식(儀式)의 모범이 되는 

책으로, 『국조오례의』가 국가와 왕실의 기본 

의례를 규정한 의례서라면 의궤는 의례를 

예법에 맞게 행하기 위한 전례를 기록한 

책이라 할 수 있다. 

그 중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는 정비인 

정성왕후와 사별한 영조가 3년 상을 마친 

1759년에 15세 된 정순왕후(貞純王后) 

김씨를 계비로 맞이하는 혼례식을 기록한 

의궤다. 영조가 정순왕후를 데리고 궁으로 

가는 50면에 달하는 <친영반차도>가 실려 

있는데 379필의 말과 1,299명의 인물이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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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공감, 배려, 자율의

가치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많은 국가와 사람들이 다른 이의 고통을

방관하거나, 자기 안전에만 급급할 때, 우리나라는 앞선 가치들을

비교적 잘 지켜나가고 있어 국제적인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는 사실

‘예(禮)’를 잘 지키는 편인 우리 문화와 무관하지 않다. ‘예(禮)’라는 건

결국 공감, 배려, 자율의 다른 이름이기 때문이다.

글. 박종천(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교수)

바
로
놓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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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禮), 
배려와 참여로 일구는 

인간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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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예(例)와 예(禮), 세계의 귀감이 되다

대한민국은 지금 타자에 대한 공감적 배려와 시민들의 자율적 참여로,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위

기에 침착하게 대응하며 귀감이 되고 있다. 이는 문화 콘텐츠를 통한 방식과는 또 다른, 전 세계

가 존경할 만한 21세기 ‘한류’의 새로운 에토스라고 할 수 있다.

예로부터 한민족은 다른 이의 상황에 공감하고 배려하며 자신을 절제하고 반성할 줄 아는, 예의

(禮義)와 염치(廉恥)의 가치를 내면화한 민족이었다. 또한 예의와 염치는 문화적인 풍속으로도 정

립되었고, 우리가 ‘동방예의지국(東方禮儀之國)’으로 불리는 까닭이 됐다. “법제로 이끌고 형벌로 

다스리면 백성들이 형벌을 면해도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다. 덕으로 이끌고 예로 다스리면 부끄러

워할 뿐만 아니라 바르게 된다”라고 역설했던 공자(孔子)의 말씀처럼, 한민족은 법제와 형률을 피

하는 수동적이고 타율적인 복종이 아니라, 도덕과 예의의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체현과 참여를 통

해 예의의 문화를 일구어 왔다. 그리고 그것이 대한민국 시민정신의 근간이 되었다.

이러한 자율적 참여는 공감적 배려의 토대 위에서 구현된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라는 속담처럼, 예는 다양한 인간관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호혜성(reciprocity)의 적절한 행동 

양식과 바람직한 질서를 구현해야 한다. “예(禮)는 오고 가는 것[往來]을 숭상한다. 갔는데도 오지 

않으면 예가 아니며, 왔는데도 가지 않는 것 역시 예가 아니다”라고 한 『예기(禮記)』의 문구는예가 

호혜성의 공감적 배려의 구현임을 여실히 보여 준다.

정형성 갖는 예(禮), 시대에 따른 변화 필요

예(禮)는 삶의 규범적 모델이 되는 문화적 형식[儀則, 節文]이다. 언제 어디서나 경건한 자세로 자

신의 심신을 가다듬고 공경하는 태도로 남을 대하여, 인간의 욕망을 적절한 문화적 형식으로 표

현함으로써 조화로운 질서를 이룩하는 것이다. 따라서 예는 군신, 부자, 형제, 부부 관계 등 다양

한 인간관계를 친소(親疏)와 존비(尊卑)에 맞게 규정하고 집안, 지역, 국가,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

는 거시적 규범인 동시에, 관혼상제(冠婚喪祭)를 비롯하여 인생의 중대한 순간은 물론이고 먹고 

입고 앉고 일어나는 일상적인 행동의 자세와 절차까지도 규정하는 미시적 규범이기도 하다. 이러

한 규범의 실천을 통해 개인은 비로소 바람직한 사회적 인간(人間)이 되었다.

이러한 규범성으로 예는 정형성을 갖게 되지만, 그러한 정형성은 시대와 상황의 변화에 따라 낡

은 형식으로 전락하기 쉽다. 따라서 예의 규범성과 정형성은 늘 삶의 근본을 감시하며 되새기는 

경건한 예의 정신으로부터 비롯되지만, 그러한 정신이 실제로 구현되는 현실적 맥락[時]에 따른 

적절한 형식의 변통이 중요하다. 이렇듯 인간다움의 규범이 되었던 예의 정신이 우리 조상들의 

일상 속에서 어떤 의미와 가치를 표출했는지를 다시 생각해 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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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선조들은 부부간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았을까? 

기록들을 살펴보면 한반도의 부부관은 대체로 남녀의 조화를 중시했음을 알 수 

있다. 『삼국사기』에 나오는 <황조가>나 『고려도경』의 내용을 보면 남녀가 대체로 

자연스럽게 어울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성리학적 관점이 들어온 조선시대에도 

선조들의 부부관은 서로를 동등하게 여기는 데 기반을 두었다.

글. 정창권(고려대학교 문화창의학부 조교수, 문화체육관광부 자문위원)

문
화 

읽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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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배려하고 
존중했던 

조선시대 부부간의 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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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손님처럼 공경하며 살아라

조선시대 부부는 예(禮)를 중시했다. 예란 본래 ‘사람으로

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로 해석한다. 하지만 예의 진정

한 의미는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라 할 수 있

다. 이러한 유교적 부부관은 퇴계 이황이 손자 안도에게 보

낸 편지에 잘 나타나 있다.

“부부란 인륜의 시작이요 만복의 근원이란다. 지극히 친근

한 사이이기는 하지만, 또한 지극히 바르고 조심해야 하지. 

그래서 군자의 도는 부부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거란다. 하

지만 세상 사람들은 부부간에 서로 예를 갖추어 공경해야 

하는 것을 싹 잊어버리고, 너무 가깝게만 지내다가 마침내

는 서로 깔보고 업신여기는 지경에 이르고 말지. 이 모두 

서로 손님처럼 공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거란다. 그 집

안을 바르게 하려면 마땅히 시작부터 조심해야 하는 것이

니, 거듭 경계하기 바란다.”

퇴계는 부부란 예의 시작이므로 비록 친근한 사이지만 바

르고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이 서

로 깔보고 업신여기는 지경에 이르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 

퇴계는 손자에게 늘 예를 갖추어 서로 손님처럼 공경하며 

살아가라고 당부했다.

실제로 조선시대 부부는 서로 존칭을 사용하며 존경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는 당시의 언어생활을 반영한 한글편지

에 잘 나타나 있다. 15~16세기 나신걸의 한글편지와 17세

기 곽주의 한글편지를 보면, 남편이 아내에게 ‘~하소’, ‘~

하네’, ‘상백(上白: 아내에게 올립니다)’  같은 경어체를 사

용했다. 추사 김정희 같은 이도 아내 예안 이씨(禮安 李氏)

보다 나이가 두 살이나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극존칭

을 쓰며 존경을 표현했다.

지적장애 아내에게 끝까지 예를 다하다

퇴계 이황의 부부관에 얽힌 이야기는 또 있다. 그는 두 번 

결혼했는데, 첫 번째 부인이 두 아들을 낳고 산후병으로 세

상을 떠난 뒤 나이 서른에 안동 권씨와 재혼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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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퇴계 이황 표준영정

이유태 화백이 그린

퇴계 이황의 표준영정으

로 천 원권 지폐에 사용

되고 있다. 이 초상에서 

퇴계는 폭건과 심의 등 

사대부의 전형적인

편복을 입고 있다. 현재

한국은행에서 소장하고 

있다.

ⓒ문화재청

2.
경상북도 기념물

제42호 퇴계 종택

퇴계 종택에서 1.5km 

쯤 더 가면, 퇴계 묘소와 

양진암 옛터가 있는

하계동에 이른다. 그는

둘째 부인 사후, 46세에

양진암을 짓고 성리학 

연구에 전념했다. 현재 

양진암 옛터에는 양진암

구지(養眞庵舊址)라는 

작은 비석만 덩그러니 

남았다.

ⓒ사진제공

(김지호/한국관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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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는 지적장애인이었다. 전승에는 당시 안동으로 귀양 

온 권씨의 아버지 권질이 퇴계 이황을 찾아와, “과년한 딸

이 정신이 혼미하여 아직 출가하지 못했다”라며 맡아줄 것

을 부탁했다 한다. 그리고 퇴계는 이를 거리낌 없이 승낙했

다. 조선 성리학의 종주답게, 아무리 상대방에게 부족한 면

이 있다 할지라도, 철저히 예로써 대한 것이다.

그렇게 두 번째 부인과 결혼한 후, 한번은 온 식구가 분주

하게 제사상을 차리던 때였다. 그만 상 위에서 배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권씨는 그것을 집어 치마 속에 감추었

다. 퇴계의 큰형수가 그것을 보고 권씨를 나무랐다. 방안에 

있던 퇴계는 그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와, 아내 대신 사과

했다. 그리고 얼마 후 퇴계는 아내 권씨를 따로 불러 그와 

같은 행동의 연유를 물었고, 권씨가 그저 ‘먹고 싶어서’라고 

답하자, 그 배를 손수 깎아 주었다고 한다.

또 하루는 권씨가 흰 두루마기를 다림질하다가 조금 태우

고는 붉은 천을 덧대 기웠다. 그걸 입고 외출한 퇴계를 사

람들은 경망스럽다며 탓했다. 그럼에도 그는 웃으면서 말

했다.

“모르는 소리들 말게. 붉은색은 잡귀를 쫓고 복을 부르는 

것이라네. 우리 부인이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라고 해준 것

인데 어찌 이상하단 말인가.”

이렇듯 퇴계는 부인의 잘못을 탓하지 않고 사랑으로 감싸

며 살아갔다. 그리고 권씨가 세상을 떠났을 때는 예를 다해 

장례를 치렀을 뿐만 아니라, 전처소생 두 아들에게도 친어

머니와 같이 시묘살이를 시켰다. 그리고 스스로 권씨 묘소 

건너편 바위 곁에 ‘양진암’을 짓고 1년 넘게 머무르며 아내

의 넋을 위로했다.

아내를 스승으로 여기며 살다

조선시대 부부는 공경하고, 배려하는 관계 이상인 경우도 

있었다. 학문적 동료로 서로를 대하기도 했고, 조선 후기 

선비 윤광연처럼 아내(강정일당, 1772~1838)를 자신의 스

승으로 여기기도 했다. 

강정일당의 이름은 지덕(至德)으로, 충북 제천에서 강재수

와 안동 권씨의 딸로 태어났다. 그녀는 스무 살 때 윤광연

08

3.
혼인 60주년 기념 잔치

이 화첩은 혼인한 지

60년이 된 것을 기념하

기 위해 다시 한번 혼인 

의식을 치르며 장수를 

축하하던 회혼례 잔치를 

그린 것이다.

ⓒ국립중앙박물관

4.
화조도 8폭 병풍

꽃·나무ㆍ새  등의 그림으

로 이루어진 8폭의 병풍

이며, 꽃나무와 어우러진 

암수 새들의 모습을

다정하게 표현하여

부부간의 화목(和睦)을 

염원하고 있다.

ⓒ국립민속박물관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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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결혼했는데, 당시 그는 열네 살의 어린 신랑이었다. 윤

광연은 명문가의 후예였으나 집안은 곤궁한 상태였다. 부

부는 서울 남대문 밖의 약현에 자리를 잡았는데, 윤광연은 

학당을 열어 아이들을 가르치고, 정일당은 삯바느질을 하

며 조금씩 재산을 모았다. 정일당은 일하는 틈틈이 남편의 

어깨너머로 글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학문에 대한 열

정이 남달랐는데, 마치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는 것과 같았

다고 한다. 그 결과 여러 경전에 두루 통하였고, 고금의 정

치와 인물에 관해 손바닥 보듯 밝았다. 

윤광연은 그런 정일당을 그야말로 ‘스승’으로 여기며 살아

갔다. 학문에 대해서는 물론이요, 서당일과 일상생활까지 

모든 것을 조언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는 아내를 다음과 같

이 말했다.

“나에게 한 가지라도 잘하는 것이 있으면 기뻐하여 격려하

였고, 나에게 한 가지라도 허물이 있으면 걱정하여 문책하

였다. 그래서 반드시 나를 중도의 바른 자리에 서게 하며, 

천지간에 과오가 없는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비록 내

5.
현풍 곽씨 한글편지

17세기 중반, 곽주가

아내 하씨부인에게 보낸 

한글 편지로, 곽주는

만삭의 몸으로 출산을 

위해 친정에 간 하씨부

인에게 편지를 써서,

각별한 아내 사랑을

표현했다.

ⓒ국립대구박물관

6.
나신걸의 한글편지

안정 나씨 나신걸이 부

인 신창 맹씨에게 보낸 

한글 편지로 현전하는 

한글 편지 중 가장 오래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안도 경성에 군관으

로 가면서 고향에 들르

지 못하게 된 것을 안타

까워하며, 필요한 것들을 

아내에게 부탁하고 있는 

내용이다. 

ⓒ대전시립박물관

가 우둔하여 다 실천하지는 못했지만, 좋은 말과 바른 충고

는 죽을 때까지 가슴에 새겼다. 그 때문에 부부지간에 마치 

엄한 스승을 대하듯이 했고, 조심하고 공경하여 조금도 소

홀함이 없었다.”

윤광연은 이처럼 공경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나자 그녀가 

남긴 글을 모아 문집으로 간행했다. 또 주변의 이름난 문사

들을 찾아다니며 서문이나 행장, 묘지명, 발문 등을 받음으

로써 그 문집의 가치를 더욱 빛내고자 했다.

이처럼 우리 조상들은 부부간에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기까지 했다. 서로 예를 다했던 선조들의 마음가짐

은 지금도 부부 사이에 유효한 가치일 것이다.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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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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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학(小學)』에서는 혼례를 위해 남녀가 예물을 주고받는 이유를 

인간의 분별력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 설명했다.

그리고 분별이 있은 뒤에 의리도 나고, 예도 일어난다고 보았다.

그러나 현대에서 혼수나 부조는 그 의미가 조금 달라진 듯하다. 

본래의 의미대로라면 혼수와 부조는 논란이 야기될 이유도, 

필요도 없다.

글. 김도현(문화재청 민속문화재분과 전문위원)

10

다. 여기에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게 하다’, ‘정성을 들여 음

식을 보내다’라는 뜻이 담겨 있다. 근래에는 큰상의 차림새

가 차츰 사라지면서 음식을 예물로 주고받는 이바지음식 

풍속으로 이어지고 있다.

기록으로 보는 혼수품과 결혼 준비의 예(例)

가. 고대 ~ 고려시대

기록을 살펴보면 앞서 이야기한 납폐(納幣)와 같은 예가 고

대 국가에서부터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삼국지』 「위지동이전」 

고구려조를 보면, 혼인을 할 때 구두로 이미 정하면 사위가 

여가에 이르러 문 밖에서 자신의 이름을 말하고 꿇어앉아 여

자와 동숙하게 해 줄 것을 애걸했다. 이렇게 두세 차례 하면 

여자의 부모가 듣고는 소옥에 나아가 자게 한다. 그리고 옆

에는 전백(錢帛)을 놓아두었다.

신라 신문왕은 김흠운의 딸을 맞이하는 과정에서 대아찬 지

상을 시켜 납폐를 하게 하였는데 폐백 15수레, 쌀, 술, 기름, 

간장, 된장, 포, 식혜 135수레, 벼 150수레를 보냈다고 하니 

혼례가 성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지배층과 달리 일반인은 비교적 간소하였다. 『북사』 「고구려

전」에는 “결혼함에 있어서 남자 집에서는 돼지고기와 술만 

보낼 뿐이지 재물을 보내는 예는 없었다”라고 한 것으로 보

아 혼인 의례가 매우 간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고려에도 신부 집에 혼인의 징표로 예물을 보내는 납폐(納

1

혼
례(

婚
禮)     

 

혼
수
품
과 

부
조
로 

본 

예(

禮)

의 

변
천

혼인은 일생을 함께할 반려자를 선택하는 일로서, 예로부

터 개인뿐만 아니라 집안 간에 소중한 인연을 맺는 ‘의례’로 

여겨졌다. 그리고 혼례가 진행되는 각각의 과정에서 신랑

과 신부는 다양한 준비를 하고, 상호 간에 혼수품을 주고받

았다. 

먼저 의혼(議婚)·납채(納采)의 단계에서는 신랑의 옷 치수

를 적은 의양(衣樣)이나 사주(四柱)를 전했다. 그리고 신랑 

측에서 신부 측으로 예물을 보내는 납폐(納幣)는 빈(賓, 손

님)과 눈에 보이지 않는 빈(신)에게 일종의 선물을 올리는 

행위였는데, ‘함 보내기’가 이에 해당한다.

신행 기간 중 신랑이 신부 집에 가는 것은 ‘재행(再行)’이라 

했는데, 신랑이 재행을 갈 때는 부모의 허락을 받은 후 떡

과 여러 가지 음식을 가지고 갔다. 신부의 신행 기간이 길

면 신랑은 몇 차례 신부 집에 재행을 가기도 했다.

현구고례(見舅姑禮)는 신부가 처음으로 시집에 가서 신랑

의 부모, 즉 시부모를 만나서 배례(拜禮)하고 폐백을 올리

는 의례로, 이때에 시가의 친족과 상면(相面)하는 예도 같

이 한다. ‘폐백드린다’는 말은 여기서 기원한다. 자녀들이 

평생 화목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도록 부모는 애틋한 마

음으로 지극한 정성과 예를 담아 음식을 차리는 것이 폐백

이다. 폐백 음식과 함께 혼인 때 신랑 신부를 맞이하는 양

가에서는 큰상을 차려 이들을 축하하고 상에 올린 음식을 

사돈댁에 보내는 풍습이 있었다. 이를 상수(床需)라 하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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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안

전안례(奠雁禮)에 사용되는 나무 기러기이

다. 전안례(奠雁禮)는 전통 혼례에서 신랑

이 신부 부모에게 기러기를 드리는 의식으

로 다복을 기원하는 의미가 있다.

ⓒ국립민속박물관

2.
국가민속문화재 제265호 영친왕 일가

복식 및 장신구류 ‘영친왕비 족두리’

족두리는 예복을 입을 때 쓰는 관모의 하나로 

영조때 가체 금지령이 내린 이후 성행하였다. 

이 족두리는 전면에 수(壽), 후면에 복(福), 양

측면에 희(囍)자를 투조한 옥을 장식했다.

ⓒ국립고궁박물관

3.
국가민속문화재 제265호 영친왕 일가

복식 및 장신구류 ‘영친왕비 대홍원삼’

원삼은 조선 왕실과 대한제국 황실의 여성들

이 국가의 크고 작은 의식이 있을 때 입었던 

예복이다. 서민들은 주로 혼례 때에 입었다.

ⓒ국립고궁박물관

4.
소반

신랑과 신부는 교배례를 마치고 서로 술잔

을 나누는 동뢰연을 가졌다. 이 소반은 바닥

면에  ‘뎡유듕츄뎌동궁길녜시 이뉴일사고

간’이라고 쓰여 있어, 덕온공주의 동뢰연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국립고궁박물관

2

1.
목안

전안례(奠雁禮)에 사

다. 전안례(奠雁禮)는

이 신부 부모에게 기

로 다복을 기원하는 

ⓒ국립민속박물관

2.
국가민속문화재 제2

복식 및 장신구류 ‘영

족두리는 예복을 입을

영조때 가체 금지령이

측면에 희(囍)자를

ⓒ국립고궁박물관

3.
국가민속문화재

복식 및 장신구류

원삼은 조선 왕실

이 국가의크고 작

예복이다. 서민들

ⓒ국립고궁박물

4.
소반

신랑과신부는 교

을 나누는 동뢰연

면에 ‘뎡유듕츄뎌

간’이라고 쓰여 있

사용된 것으로 추

ⓒ국립고궁박물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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幣)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사』에 의하면, 충선왕이 

세자 시절 진왕의 딸 보탑실련 공주와 혼인할 때 황제와 태

후, 진왕에게 각각 백마 81필씩을 폐백으로 바쳤다고 나온

다. 우왕이 최영의 딸과 혼인할 때에도 최영에게 말을 주고, 

최영은 왕에게 안마(鞍馬)와 의대(衣帶)를 바쳤다고 기록되

어 있다. 『고려도경』에 귀족이나 벼슬아치 집안에서는 혼인

할 때 예물은 주로 비단을 쓰나, 서민들은 술과 쌀을 서로 보

낼 뿐이라는 기록을 통해 ‘납폐’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나. 조선시대

조선시대에는 혼례 과정에서 절차별로 다양한 품목을 준비

하였다. 그중 집에서 쓰는 열쇠들을 꿰어 보관하기 위해 만

든 열쇠패가 있다. 조선 말기에는 친정어머니가 혼인을 축

하하기 위해 특별히 별전(別錢)으로 혼수용 열쇠패를 만들

어 선물하였다. 신부는 열쇠패를 신방에 걸어 집안의 평안

과 번영을 기원했다.

18세기 후반에 이덕무(1741~1793)가 지은 『김신부부전(金

申夫婦傳)』과 『동상기(同廂記)』에는 혼례에 들어가는 온

갖 물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정조의 명으로 가난

한 양반 서손(庶孫)을 위해 관아에서 마련한 물품은 납폐

에 쓸 비단, 관(冠)·신발, 비녀·가락지, 치마·저고리, 이

불·요, 쟁반·바리 등 그릇붙이와 소반·대야, 청주·탁

주, 떡, 장막·병풍, 화문석, 그림, 초·향, 경대, 연지·분 

등 온갖 화장품 그리고 안장 갖춘 말 등이며, 호위할 하인

도 갖추었다. 또 신방에는 병풍·화문석·등매(登每), 이불

과 요, 남녀 베개와 요강·비누통·나무 양치통·경대·놋

대야·놋반상·혼서함(婚書函)과 보자기 등을 마련하였다. 

신랑신부의 의복 또한 하나하나 열거할 수 없을 만큼 화려

하게 갖추었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측면 못지않게 신랑 쪽에서 준비

하는 혼수, 특히 납폐 때 보내는 혼인 선물은 신랑이 속한 

집안의 부와 위세를 과시하는 동시에 신부 집안에 이 혼례

가 대단히 성공적인 연대임을 확인하게 해 주는 기회였다. 

유희춘이 손자 사돈집에 보낸 혼수함에는 현(玄)·훈( ) 

각 한 필, 홍사(紅絲) 한 필, 자단자(紫段子) 한 끝, 압두록

(鴨頭綠) 한 단, 청릉(靑綾)·명주 각 한 필이 차곡차곡 담

겨 있었다. 신부 집에서는 유희춘 집안이 죽도 못 먹는 가

난한 집이라고 여겼다가 이를 받아보고 의혹을 풀었다 할 

만큼 꽤 화려한 규모였다.

부조는 어찌합니까, 어떻게 하죠?

예나 지금이나 혼인을 앞둔 혼주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혼수 마련이다. 『광례람』을 보면 햇빛 가리개, 고족상, 병

풍, 상보, 지의 등 각종 자리, 꽃방석, 등롱, 큰 촉대, 큰 붉

은 초, 향꽂이, 붉은 나조, 횃불, 장목, 말[馬], 각종 옷가지 

등등 1회용으로 쓸 물건이나 개인이 마련하기 힘든 물품은 

관아나 군문(軍門)에서 빌리고, 함지박이나 가마는 시중에

서 돈을 주고 세내도록 했다고 나온다.

상민이 혼례 물품을 관아에서 빌릴 수 있었던 것은 혼인을 

통해 백성들을 잘 정착시켜, 양인(良人)을 안정적으로 확보

하기 위한 정책 덕분이었다. 이는 조선에서 혼인이 단순히 

개인의 일로 치부되지 않고 상부상조해 잘 마쳐야 하는 공

5.
경기도 민속문화재

제15호 화촉

화촉은 주로 궁중이나

상류층에서 사용했고,

민간에서는 혼례식에서

나 사용하던 귀한 초였다. 

ⓒ문화재청

6.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42-2호 혼례음식

혼례음식은 크게 봉치떡, 

동뢰상음식(대례상),

큰상음식, 폐백음식,

이바지음식 등이 있다. 

폐백음식은 재료와 부재

료의 선정, 도구와 제조기

법 모두 전통을 따르며, 

장식성과 예술성도 뛰어

나다. 사진은 전남의례음

식장의 혼례음식이다.

ⓒ문화재청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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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간돌검

점판암이나 혈암 등의 돌을 갈아서 만든 칼로, 

청동기시대를 대표하는 석기이며 마제석검

(磨製石劍)이라고도 한다. 

ⓒ국립중앙박물관

동과제였다는 점을 보여 준다. 이와 관련하여 혼사계(婚事

契)를 구성하여 혼례를 치르기 위해 필요한 혼례복을 비롯

해 가마 등 많은 물품을 공동으로 준비한 사례도 있다.

조선시대의 결혼식 부조 관련 규정을 보면, 부조 담당 주체

로는 개별부조(個別扶助)와 계중부조(契中扶助)를 설정하

고 있지만 중심은 개별부조였다. 그리고 결혼식 부조는 동

일 신분 내에서만 교환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하층

민이 양반 결혼에 물품 부조를 안 하여도 노동력 부조는 하

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양반 또한 하층민의 결혼식에 직접 

방문하여 부조하지 않더라도 사람을 대신 보내 부조하는 

등 최소한의 성의 표시는 하였다고 본다.

삼척 강길댁 사례를 보면 당시 부조는 주로 주류(酒類)로 

했으며, 그 다음으로 치계류(달걀 포함). 과일류, 식품류, 

해산물, 곡물 순이었다. 현금 부조가 처음 등장한 건 1888

년 무렵이었다고 그 당시 작성된 부조기에 기록이 남아 있

다. 5년 후의 부조기에는 현금 부조가 15건으로 증가해 19

세기 말 이후 현금 부조가 늘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조선 후기 결혼식 부조는 대체로 자기 거주지를 중심으로 

10리 안에 있는 결혼에만 규정대로 하였고, 그 범위 밖의 

결혼에는 친인척 혹은 친우 관계의 정분이 없으면 부조를 

하지 않아도 되었다. 이처럼 시대의 변화에 따라 부조의 방

식과 범위도 달라졌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1940~1970년대의 혼수는 주로 좌식생활 침구류, 바느질 

용구, 의류, 가구류, 가전제품, 주방용품류와 그 밖에 보자

기, 요강 등이었다. 특히 신부의 치맛감과 저고릿감은 지역

과 시대에 상관없이 필수적인 품목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이르러 좌식생활에서 입식생활로 변화

하면서 이 시기의 혼수는 침대 사용을 위한 침구류와 가구

류, 가전제품류, 주방용품 등이 주를 이루었다.

과거에는 친정어머니가 의류를 손수 준비한 사례가 많았

다. 그러나 산업화 이후 생필품으로 자리 잡은 가전제품이 

혼수품의 주류로 대체되었으며, 신거주제가 보편화되면서 

더 많은 품목이 요구되었다. 이에 현금 형식의 혼수가 오히

려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경향이 생겨났다.

폐백과 관련하여 오늘날에는 혼인 당일 혼례를 마치고 곧 

폐백(현구고례) 의례를 하는데 과거 신부만이 현구고례에 

임했던 것과는 달리 신랑과 신부 모두 폐백에 참석한다. 시

부모는 반(盤)에 담은 대추와 밤 일부를 신랑과 신부에게 

돌려주고, 신랑과 신부는 반에 담은 과일, 약과, 포 등을 술

안주로 시부모에게 올린다. 대추, 밤을 신랑과 신부에게 주

는 것은 과거 큰상을 받았을 때 소년이 신랑에게 밤을 주던 

관행의 흔적일 것이다.

그리고 의례에 필요한 물품으로 부조가 이루어졌던 20세

기 중반까지는 부조록에 쌀, 감주, 떡 같은 현물(現物)의 종

류와 수량이 기록되었으나, 이후 현물 부조가 점차 사라지

고 ‘축의금(祝儀金)’ 형태의 현금 부조가 일반화되었다.

도시화·핵가족화가 일상화된 현대사회에서도 혼례 준비

는 여전히 신랑신부와 부모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다. 물론 그 형태는 많이 변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수·폐백음식·재행·부조 등의 전통은 본래 지녔던 의

미를 간직한 채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그때는 맞고, 지금

은 틀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이에는 그때도 맞고 지금도 

맞는, 중요한 예(禮)가 남아 있음을 기억하자. 

7.
보물 제527호

김홍도 필 풍속도 화첩

김홍도의 작품으로, 혼례

를 치르기 위해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가는 행렬

을 그린 것이다. 

ⓒ국립중앙박물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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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보 제287호

백제 금동대향로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은 아들 

위덕왕을 만나러 가다 매복에 

걸려 죽는다. 이에 죄책감을 느

낀 위덕왕은 사찰을 세웠는데, 

그 사찰이 있던 자리로 추정되

는 곳에서 이 향로가 출토되었

다. 백제의 뛰어난 미적 감각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아버지에 

대한 예를 지킨 위덕왕의 마음

이 느껴진다.

ⓒ사진제공

(김지호/한국관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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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아로마세러피, 우리한테도 있었다

요즘 여기저기서 쉽게 볼 수 있는 단어가 ‘아로마세러피’다. 

향기를 의미하는 아로마(aroma)와 요법(치료)을 의미하는 

세러피(therapy)의 합성어로, 번역하자면 ‘향기요법(香氣療

法)’이다. 말 그대로 향을 이용하는 치료법이다. 그런데 향

을 이용하는 건 사실 우리에게 낯선 문화가 아니다. 여전히 

차례상이나 제사상에 향이 놓이기도 하고, 장례식장에 가

면 향부터 피운다.

역사를 들여다보면 향은 좀 더 우리에게 익숙한 존재다. 각

종 문헌기록과 유물을 통해 우리 조상들이 시대에 따라 다

양하게 향 문화를 누려 왔음을 알 수 있다.

우리의 단군신화(檀君神話)부터 사실 향 문화의 시작이다. 

단군신화에는 우리 민족의 첫 주거지라고 하는 태백산 꼭

대기 신단수(神檀樹)와 마늘, 쑥이 등장한다. 여기서 태백

산은 지금의 묘향산(妙香山, 향내가 묘한 산)을 가리킨다. 

단(檀)은 우리나라 토종 향나무인 자단(紫檀)과 백단(白檀)

이다. 자단과 백단 그리고 마늘과 쑥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인 향 식물이다.

지금도 강화도 마니산 참성단에서 제사를 올릴 때 쑥을 사

용하는데, 고대 제천의식(祭天儀式)에서 연기나 향은 신

(神)과 교감하는 매개체로 인식했다. 이러한 인식은 동

서양에 모두 퍼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향의 영문 표기 

‘Perfume’은 라틴어의 ‘per fumum(through smoke)’이 어

원으로, ‘연기를 통하여’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동양에선 

‘香’의 발음이 ‘향할 향(向)’ 자와 같아, ‘신에게로 향하다’는 

의미에서 향(香)이 되었다고도 한다. 

예(

禮)

에
서 

매
너
로        
     

격
식
에
서 

취
향
으
로

‘향’은 제례의식을 대표하는 행위이다.

유교식 제례에서는 향합의 향을 세 번 피우고

그 향로를 신위 앞에 올리는 것이 ‘예(禮)’였다.

왕실과 귀족 그리고 격식 있는 자리에는 향이 빠지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향’은 좀 더 일상과 가까워졌고, 

격식이 아닌 취향으로 자리 잡았다.

글. 최영숙(문화재감정위원)

『삼국유사(三國遺事)』에도 향이 등장한다. 중국 양(梁)나라

에서 신라(눌지왕)로 보낸 향물(香物)을 보고, 묵호자(墨胡

子)가 ‘향(香)’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것을 태우면 꽃다

운 향기가 나며 신께 올리면 그 정성이 신에게 사무치게 되

는 것이다. 거룩한 신께 올리는 공양으로는 향(香)보다 더 

나은 것이 없으니, 만일 그것을 태워서 소원을 빌면 반드시 

영험이 있으리라”라고 말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삼국시대부터 본격적으로 발전한 향 문화

삼국시대 향 문화를 한눈에 짐작할 수 있는 유물이 있는데, 바

로 국보 제287호 백제 금동대향로(百濟 金銅大香爐)이다. 뚜껑

은 중국의 영산(靈山)인 박산(博山)을 형상화했는데, 그 중앙에

는 날개를 활짝 편 봉황이 장식되어 있다. 그리고 정교한 연꽃

무늬를 새긴 몸통은 한 마리의 용이 솟아오르듯 받치고 있다. 

향을 사르면 봉황의 가슴과 뚜껑에 난 12개의 구멍으로 향이 

피어오른다. 중국의 박산향로(博山香爐) 형식이지만, 조형적

으로나 기술적으로 중국을 뛰어넘는 수작(秀作)이다. 이 향로

는 불교에서 사용된 향 문화의 일면을 보여 주는 예이며 그 외

에도 고구려 고분벽화에 그려진 향로나 신라의 향료무역에 관

한 기록을 볼 때 삼국시대에 이미 다양한 향 문화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2.
국보 제60호

청자 사자형뚜껑 향로

고려청자의 전성기였던 

12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고려청자 특유의 아름다

운 비색과 더불어 세련된 

조형이 돋보인다. 당시

고려 공예의 높은 수준을 

엿볼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2



16

 

왕실과 귀족 중심의 고려 ‘향’

고려의 향 문화는 왕실과 귀족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불교행사와 국가적인 의례(儀禮)에서 향을 피웠고, 귀

족들도 일상에서 다양하게 향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특히 1123년(인종 1년)에 고려를 방문

했던 송나라 서긍(徐兢)이 쓴 『선화봉사고려도

경(宣和奉使高麗圖經)』에는 외국인의 눈에 비친 

고려의 향 문화가 기술되어 있다. 내용을 살펴보

면, 당시 고려는 외국 사신을 맞이할 때나 공

적인 모임에서 향을 피웠으며, 귀부인들도 

향낭(香囊)을 지니는 것을 좋아한 것으로 보

인다. 왕실과 귀족을 중심으로 향의 사용이 

일상적이었다고 짐작할 수 있는 근거다.

향구(香具)에 관한 기록도 있다. 은(銀)으로 만든 ‘향합(香

盒)’과 ‘정형향로(鼎形香爐)’, ‘은제자모수로(銀製子母獸爐)’, 

‘산예출향( 猊出香)’, 옷에 향 연기를 쏘이는 ‘박산로(博山

爐)’ 등이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에 소개

되어 있다. 그중 ‘산예출향’은 기록된 묘

사를 볼 때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이 소장하고 있는 국보 제

60호 청자 사자형뚜껑 향로와 유사했을 것으로 짐작된

다. 근래 보령 원산도, 태안 대섬, 진도 명량대첩로 해역

에서 수장되어 있던 청자 향로가 인양됐는데, 그중에 사

자, 기린, 오리, 원앙, 용 등이 장식된 유물이 있어, 

당시 고려인의 고급스러운 취향을 짐작게 한다.

서긍의 기록에는 보이지 않지만, 현존하는 청자 

향로 중 백미(白眉)는 국보 제95호 청자 투각칠

보문뚜껑 향로다. 뚜껑은 구형인데, 칠보(七寶) 무

늬를 투각하고 몸통에는 꽃잎을 하나하나 붙여 

활짝 핀 연꽃을 형상화했다. 꽃잎에는 섬세하

게 잎맥까지 표현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

선비와 민가에도 퍼진 향 문화

조선시대에는 향 문화가 제도화되는 한편 매우 활성화됐

다. 궁중에서는 각종 제례(祭禮) 등 국가행사에서 향을 피

웠으며 전향별감(傳香別監)을 통해 지방으로 향을 보내기

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궐내에 항상 침향(沈香)을 피우고, 

설날 아침에는 임금이 직접 향을 피워 그해 나라가 평안하

기를 기원했다. 때로 관료들에게 향을 하사하는 경우도 있

었다.

이처럼 늘어나는 향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 궁궐 안에는 향

료의 수급과 관리를 전담하는 ‘향실(香室)’이라는 조직이 있

었으며, 향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향장(香匠)’도 존재했다.

왕실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에는 전반적으로 향 문화가 퍼졌

는데, 특히 선비들의 향 문화가 두드러졌다. 선비들은 책을 

읽거나, 시를 지을 때 그리고 차를 마시거나 손님을 맞이할 

때 옷을 단정히 하고 향을 피웠다. 그래서 선비가 사는 집

을 ‘난 향기가 나는 집’이라는 의미로 ‘난형지실(蘭馨之室)’

이라 부르기도 했다. 특히 책을 읽기 전에 향을 피워 정신

을 맑게 하는 행위를 훈목(薰沐)이라 지칭하며 생활화했다. 

여인들도 향을 즐겼다. 향을 담은 주머니 ‘향낭(香囊)’이나 

‘향갑(香匣)’ 같은 장신구를 애용했고, 향료를 넣은 물로 머

리를 감거나 목욕을 하며, 옷에 향을 쐬는 등 향을 생활화

했다. 향낭 같은 경우는 남자들도 사용했는데, 승지가 임금

을 대면할 때나 부모의 처소에 문안드리러 갈 때 향낭을 차

3.
국보 제95호

청자 투각칠보문뚜껑

향로

투각·첩화·상형 등 각종 

기법을 통해 제작된 12세

기 고려시대 향로로 고려 

전성기 비색청자의 조형

적 우수성과 비색의 전형

을 잘 보여 준다.

ⓒ국립중앙박물관

4.
왕실 향로(종묘9806)

향로는 향을 태운 연기로 

천상(天上)의 혼(魂)을 내

려 모시는 의식에 사용하

는 제기이다. 

ⓒ국립고궁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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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법도로 정해질 정도였다. 예를 갖추는 중요한 품목

으로 여긴 셈이다.

혼례에서도 향은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향로 앞에서 부부

가 백년해로를 서약했으며, 부부의 침실에는 으레 사향(麝

香)을 사르고 난향(蘭香)의 촛불을 켰다. 사향은 응혈된 피

를 용해시키거나 토사곽란을 진정시키는 구급약으로도 효

용이 있었으며, 조정(助情) 효과도 뛰어나 애용되었다.

특히 19세기의 백과사전인 『규합총서(閨閤叢書)』에 향 제조

법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 당시 민가에서도 쉽게 향을 

만들어 애용하였다는 점을 추측할 수 있으며, 이는 곧 향의 

대중화를 말해준다. 향 문화가 널리 퍼지면서, 향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향구(香具)도 함께 발달했다.

향로뿐만아니라 막대형의 선향(線香)을 꽂아 사르는 향꽂

이, 향을 감싼 향낭(香囊), 향갑(香匣), 향유병(香油甁), 향

을 담아두는 향합(香盒) 등이 다양한 형태로 제작되었다.  

현재 고궁박물관에는 왕실에서 사용하던 향로와 향합, 향

낭, 향갑노리개 등이 소장되어 있는데, 국가의례에 사용하

거나 왕실 여인들이 사용하던 것으로 조형적으로나 기술적

으로 매우 뛰어난 유물이다.

다시, 우리들의 전통 향이 피어나길

이처럼 한반도에서 ‘향’은 그 자체로 하나의 문화였다. 그러

나 대한제국의 멸망과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우리의 전

통 향 문화는 거의 단절되었다. 광복 후에도 생활방식의 변

화로 향 문화는 위축되어 발전하지 못했다. 특히 구한말

부터 전해지기 시작한 근대 개념의 알코올 향수는 우리 국

민에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 우리의 근현대 향 문화는 발

전하지 못했다. 다행히 1990년대 후반 들어 유행한 웰빙

(well-being) 문화와 함께 천연재료를 이용한 고급 향과 이

를 즐기는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다양한 색상과 향기

를 지닌 향초(香燭), 디퓨저(diffuser) 등 향을 즐기는 새로

운 방법과 도구가 등장했고, 지금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추세이다.

이처럼 향과 향구의 형태는 달라졌지만 향으로 주변을 정

화하고 심신을 안정시키는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으며 사

람들은 생활 속에서 향을 즐기는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다. 

그리고 점차 그런 문화가 확산되고 있어 고무적이다. 아직

은 전통 향과 접목이 미흡해 아쉽지만 근래 전통문화에 관

심이 고조되면서 우리 향에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니 앞으

로의 변화를 기대해 본다. 

5

6

7

5.
창덕궁 향실

조선시대 교서관(校書館) 

소속의 제향에 쓰일 향을 

보관, 관리하는 직소(職

所)로 궁마다 있었으며, 

창덕궁의 경우에는 인정

전 서쪽에 있었다.

6.
향갑노리개

향갑노리개에는 귀한 사

향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향기를 즐긴 것뿐

만 아니라 구급약 및 뱀

이나 벌레의 범접을 막는 

용도 등으로 다양하게 사

용됐다.

ⓒ국립민속박물관

7.
영친왕 도류불수문

자수 향낭

기록에 따르면 왕실에서

는 향을 넣어 옷에 차는 

향낭(香囊)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주머니 안

에는 한지로 싼 고급향이 

담겨 있었다. 이 향낭은 

영친왕(英親王)의 것으로 

추정된다.

ⓒ국립고궁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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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 기술은 문명을 바탕으로 한 현대의 전유물일까? 

기와 냉매를 떠올리면 뭔가 기술적인 발전이 있어야만 

냉장이 가능할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실은 아주 

오래된 기록에서부터 ‘냉장’에 대한 이야기를 찾을 수 있다.

얼린다는 개념은 우리 역사와 궤를 같이해 온 셈이다.

글. 김지영(한국전통문화대학교 연구교수)

도대체 언제부터 얼렸을까

기원전 6세기에 공자가 중국의 고대 시가를 엮어 펴냈다는 

『시경(詩經)』에는 “12월이 되면 얼음을 탕탕 깨어 정월에는 

빙고에 넣는다네”라는 시구절이 있다. 『춘추좌씨전(春秋左

氏傳)』의 기원전 538년 기록에도 “옛날에 태양이 북륙에 있

을 때 얼음을 떠서 저장하고, 서륙에 있고 새벽 동방에 규

성이 나타날 때 얼음을 꺼내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이전

부터 얼음을 저장하고 쓰는 풍습이 있었고 이를 위한 체계

가 갖추어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역사서에도 얼음을 

저장하는 일이 『삼국유사(三國遺事)』와 『삼국사기(三國史

記)』에 기록되어 있다. 신라에서 왕이 얼음 저장을 명하였

고, 이를 담당하는 관리를 두었다는 것이다.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와 『고려사(高麗史)』를 보면 “왕이 

신하에게 얼음을 하사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최이가 사빙

고(私氷庫)를 운영하려 백성들을 힘들게 하였다”라는 내용 

등 얼음에 관한 내용이 심심찮게 나온다. 조선 역시 고려

의 장빙제도를 이어받아 국가 주도로 동빙고, 서빙고, 내빙

고를 경영하였다. 『경국대전(經國大典)』, 『대전회통(大典會

通)』,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승정원일기(承政院日

記)』, 『일성록(日省錄)』 등에는 빙고의 엄격한 제도뿐만 아

니라 연관된 사건이 무수히 많이 등장한다. 당시 얼음을 저

장했다가 여름에 사용하는 일이 보편화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널리 그리고 다양하게 쓰여

전통시대에 얼음은 무더운 날 더위를 식히기 위해 먹기도 

하고, 열병에 걸린 환자를 치료하는 데도 사용했다. 생선과 

고기가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데 쓰이기도 하였다. 국가의 

중요한 제사에 쓸 얼음을 얻기 위해, 깨끗한 강가에서 얼음

을 떠서 저장해두기도 했고 여름에 장례를 치를 때 시신을 

목욕시키거나 차갑게 보관하는 용도로도 사용하였다. 『삼

국지(三國志)』 「동이전(東夷傳)」 ‘부여(夫餘)’  편에는 “基死 

夏月皆用氷(여름에 사람이 죽으면 얼음을 채워 넣는다)”라

고 기록되어 있어 얼음을 사용한 장례풍습이 매우 오래되

었음을 보여 준다.

1.
보물 제66호 경주 석빙고

우리나라 석빙고는 현재 7개가 남아 있다. 그중 가장 완벽한 

것이 바로 경주 석빙고다.

ⓒ문화재청

2.
보물 제323호 청도 석빙고

경주 석빙고 다음으로 규모가 크고 연대가 오래되었다. 석빙

고 입구 왼쪽의 석비에 ‘계사(癸巳)’년이라는 기록이 있어 조선 

숙종 39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짐작된다.

ⓒ이미지투데이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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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재매정지 빙고터, 공주 정지산 빙고터, 부여 구드래 

빙고터 등 삼국시대의 흔적을 보면 빙고는 땅에 구덩이를 

파서 얼음을 채워 넣고 그 위를 짚이나 나무로 두껍게 덮

는 형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보다 발전된 것이 목빙고

로서, 땅을 파서 공간을 만들고 배수구를 낸 것은 똑같지만 

창고의 뼈대를 나무로 만들었다. 충남 홍성 오관리 유적에 

목빙고 터가 잘 남아 있다. 조선시대까지 대부분의 빙고는 

초개빙고(草蓋氷庫)와 목빙고(木氷庫)였다. 국가에서 관리

하였던 서울의 서빙고, 동빙고, 내빙고도 모두 목빙고로서 

석빙고보다 더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에는 목빙고를 수리하는 내용

이 많이 등장한다. 빙고를 수리하기 위해 군사 500여 명을 

동원한 것이나 목재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재사용하였다

는 것 등이다. 국영 빙고를 매해 수리하는 데 목재와 인력

의 소모가 크자 영조, 정조 때에는 빙고를 돌로 고쳐 짓자

는 논의가 여러 차례 진행되었다. 하지만 결국 석빙고를 짓

는 데 필요한 석재와 재력이 확보되지 않아 실현되지는 못

하였다. 이에 비해 오히려 지방에서는 기존의 목빙고를 석

빙고로 고쳐 지어 오늘날까지 남아 있다.

냉장의 비밀은 ‘구조’에 있어

어떻게 무더운 여름까지 빙고에 얼음을 저장할 수 있었을

까? 남아 있는 석빙고를 살펴보면 해답이 보인다. 경주, 

안동, 창녕, 청도, 현풍, 영산 그리고 북한 해주의 석빙고

는 반지하 구조, 작은 입구, 환기구 그리고 배수구를 갖추

고 있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반지하는 여름에 시원하고 온

도 변화가 적은 특성이 있다. 작은 입구는 공기가 드나드는 

개구부를 최소화하고 입구 옆에는 벽을 세워 바람이 들지 

않도록 하였다. 빙고 내 데워진 공기는 위로 올라가 천장

의 환기구를 통해 빠져나갈 수 있고, 얼음이 녹은 물은 경

사진 바닥을 따라 배수구로 흘러나가 빙실이 차갑고 건조

하게 유지되도록 하였다. 또 중요한 것은 단열재의 효과적

인 사용이었다. 승정원일기 인조 때의 기록을 보면 압도(鴨

島), 지금의 난지도에서 갈대 1만 5,000묶음을 채취해 빙고

의 상하 사방을 덮었다고 나온다. 얼음 사이에 부서진 얼음 

조각이나 겨, 짚 등을 끼워 넣기도 하였다. 갈대, 겨, 짚에

는 공기층이 있어 가볍고 단열성이 우수하다. 이처럼 자연

자원을 활용해 꼼꼼하게 설계함으로써 얼음을 최대한 오랫

동안 보관하려 하였다.

3.
경주 석빙고 횡단면도

석빙고는 효과적인 

장빙을 위해 입지선택은 

물론 반지하에

홍예 구조로 축조하는 등 

과학적인 설계와 시공이 

적용되었다.

4.
경주 석빙고 환기구

석빙고의 지붕은 

반원형이며 3곳에 

환기구를 마련했다. 

석빙고의 천장은 

아치형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각각의 아치형 

천장 사이에 공간이 

있어, 내부의 더운 

공기를 가두었다가 

환기구를 통해 바깥으로 

빼내게 된다.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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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빙고 횡단면도

봉토

환기구 환기구
환기구

경사진 바닥

봉토

빙실

배수구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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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수요, 어려운 관리

조선시대에는 얼음 수요가 많았다. 얼음 한 덩어리를 1정

(丁)이라 하였는데 서빙고에 13만 정, 동빙고에 1만 정, 내

빙고에 4만 정의 얼음을 저장해 제사, 음식 보관, 반빙(얼

음을 나누는 일) 등에 두루두루 사용하였다. 단단한 얼음을 

얻기 위해 가장 추운 음력 12월 중에 날을 택하여 얼음 두

께가 4치 이상 되어야 비로소 채취하였다. 혹독한 추위에 

얼음을 캐다 보면 빙부들이 동상에 걸리거나 다치고 심지

어 얼어 죽는 경우도 많았다. 그래서 역을 피해 몰래 도망

가는 이들도 있었다고 한다. 저장되는 얼음의 양이 많았어

도 자연적으로 녹아 없어지는 것이 상당해 매우 엄격히 관

리하였다. 나누어 주는 얼음은 대상과 수량, 시기를 법으로 

정하였고, 만약 얼음 관리를 소홀히 하여 녹아 버리면 빙고 

관원에게 무거운 벌을 내렸다. 

그러나 조선 후기로 갈수록 빙고를 둘러싼 재정 문제, 백성

의 고초, 관원의 부패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자 정조는 

1782년 백성들에게 부과된 의무적인 빙고역을 줄이는 대신 

얼음을 돈으로 사고팔도록 허락하였다. 정확히 언제 국영 

빙고가 폐지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기록상 19세기 말까지 

빙고를 관할하는 아문이 존속하였고 20세기 초까지도 빙

고 얼음에 관한 기록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이후의 일로 

생각된다. 

냉장의 발전, 미래에 남긴 숙제

1909년(순종 3)에 제빙공장과 빙고 설비 조사가 이루어져 

1910년 부산에 최초의 제빙공장이 설립되었다. 이어 인천

과 군산 등 주요 항에도 얼음 공장이 만들어져 얼음 공급

이 확대되자 옛 빙고는 점차 잊어져 갔다. 석빙고는 콘크리

트 얼음창고가 그 역할을 대신하기도 하였다. 강원도 철원

에는 국가등록문화재 제24호로 지정된 콘크리트 얼음창고

(1946년)가 남아 있어 시대 변화에 따른 빙고의 변화상을 

보여 준다. 그리고 1965년 가정용 냉장고가 보급되어 오늘

날에는 집집마다 현대식 사빙고(私氷庫)를 보유하기에 이

르렀다. 전통시대의 채빙기술이 근대의 제빙기술로 대체되

고, 얼음을 저장했던 초개빙고와 목빙고가 석빙고, 콘크리

트 빙고를 거쳐 냉장고로 변모하였다. 이젠 최초의 가정용 

냉장고가 문화재(국가등록문화재 제560호)로 지정될 정도

로 제법 나이를 먹었다.

올해 여름은 그 어느 해보다 뜨거울 것이라 한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에게 시원한 여름을 선사했던 냉장고와 에어컨의 

냉매가 오히려 지구를 더 뜨겁게 하는 데 기여했다고 하니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다. 어쩌면 냉장의 열망을 채워줄 

미래 세대의 냉장고는, 다시금 자연친화적인 석빙고와 같은 

형태로 재탄생하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된다. 

5

6
5.
국가등록문화재 제24호 

철원 얼음창고

1930년대에 세운 

콘크리트 단층건물이며 

박스형태로, 얼음을 

보관하였던 당시의 

벽체(두께 15cm)구조를

 볼 수 있다. 겨울에 

산명호의 자연수를 

채취하여 이 창고에 

보관해 판매했다고 

전해진다.

ⓒ문화재청

6.
국가등록문화재

제560호

금성 냉장고 GR-120 

1965년 금성사에서 

제조한 우리나라 최초의 

상용화된 가정용

식품보관 냉장고. 이때 

축적된 기술이 후에

실내용 에어컨, 대형 

건물의 냉온방 컨트롤, 

대형 냉장 시설 등에 

응용되는 등 냉장산업의 

기술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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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가 있는 삶  

국가무형문화재 제93호

전통장 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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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장(箭筒匠)
전쟁을 하거나 사냥을 하기 위해 화살을 담아 몸에 지니고 다녔던 
화살통을 전통(箭筒)이라 일컫는다. 전통장(箭筒匠)은 그 전통을 
만드는 기술 또는 기술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전통(傳統)을 이어 온 전통(箭筒)

경상북도 경주시 하동공예촌. 곧고 멋스럽게 기와를 내린 

한 공방에 들어서자 과거에서 걸어 나온 듯 한복에 백발이 

단정한 구순의 장인(匠人)이 인사를 건넨다. 한쪽 벽을 가

득 채운 공구며 연장이 어느 것 하나 흐트러짐이 없다.

“조선시대부터 대대로 이어 온 가업(家業)이니 지켜 나가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책임감도 막중하고 자부심도 없지 않

지만, 평생을 이 하나에 바쳤는데도 내가 만든 것 중에 마

음에 들었던 적이 단 한 번 없었어요. 그러니 정신 바짝 붙

들어 매고 계속해서 노력할 수밖에요.” 

1989년 국내 유일의 국가무형문화재 전통장(箭筒匠) 보유

자로 인정된 김동학 선생은 전통적인 제작 방식을 4대째 

잇고 있다. 순조와 헌종 때 당삼관 정3품인 통정대부를 지

냈던 증조부와 일제강점기 때 사재를 팔아 독립운동에 참

여했던 조부 그리고 그 가업을 숙명으로 받아들였던 부친 

곁에서 어릴 적부터 눈대중으로 기술을 익혔다. 

“아버지는 사실 제가 이 일을 하지 않길 바라셨습니다. 단

호하셨어요. 평생 밥벌이하기 힘들 거라고요. 밤늦은 시간

에 몰래 대나무 다루는 방법, 화살통의 고리를 조각하는 기

법 등을 틈틈이 익혔지요. 그러다 들키는 날에는 다 불태워

지기 일쑤였어요.”

사시사철 곧고 푸르러 지조와 절개를 상징했던 

대나무를 옛 사람들은 사군자 중 으뜸으로 여겼다. 

국가무형문화재 제93호 전통장(箭筒匠) 보유자인 

김동학 선생은

그 대[竹]에 독보적인 그의 세계를 덧입힌다. 

우리나라 유일의 전통(箭筒) 명맥을 이어오는 동안 

얼굴 마디마디에 평생 한길을 고수해 온 대쪽 같은 

세월이 새겨졌다.

글. 김은섭 사진. 김오늘

1

1.
하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 고된 정질은 

기본이다. 칼을 

다듬어야 각도(刻刀)가 

수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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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를 위해 가구를 만들다

부친의 말은 기우가 아니었다. 부유층이 활쏘기를 취미로 

즐겼던 조선시대나 전국적으로 활쏘기 운동이 활발했던 

1970년대까지는 그런대로 수요가 있었지만, 대나무를 손질

하는 밑작업을 비롯해 오랜 제작 기간이 필요한데다 조각

과 장식에 공을 들이는 것에 비해 수지타산이 맞지 않았다. 

1980년대에 들어서는 수요마저 점점 줄었다.

1985년 공예촌으로 오기 전까지 생계를 유지하기가 녹록지 

않았던 선생은 포항에서 소목(小木)으로 소반이나 애기장 

등 가구를 만들어 벌이에 나섰다. 다행히 손재주가 특별했

던 그의 손에서 탄생한 가구는 국내에서 인기가 많았다.

“한 15년 정도 소목 일을 병행했지요. 그 덕에 전통(箭筒)

을 만드는 일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걸 안 했더

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싶을 때가 많아요. 그 당시만 해

도 전통(傳統) 가구가 대접을 받았어요. 이제는 그것도 안 

팔리는 시대가 되었지만.” 

혼이 담긴 명작, 시대를 넘다

우리 민족의 역사와 혼을 수천 년 동안 이어 내려온 전통

(箭筒)은 맑고 진한 녹색으로 둥글게 잘 영근 2년 이상 된 

왕죽을 재료로 사용한다. 며칠을 삶아서 기름기를 빼고 1

년여를 건조한 후 조각과 장식을 거쳐 칠을 하고 용머리가 

디자인된 덮개를 씌운다. 크기가 다 다른 대나무에 일정

한 비율로 문양과 조각을 옛 모습 그대로 재현해 내는 일

이 여간 까다롭지 않다. 모양과 자태가 빼어난 것은 하나

에 7,000만 원을 호가할 정도로, 공정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전통(箭筒)은 공예품을 넘어 예술품으로 평

가받는다. 

“옛날에는 방송이나 신문에 내 이야기가 나가면 주문도 늘

고 찾는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하지만 이게 생필품이나 

소모품이 아니다 보니 아무래도 요즘은 찾는 이가 드물지

요. 계속해서 관심을 두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 문화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리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한때 박정희, 김영삼 전 대통령과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쓸 전통(箭筒)을 제작하기도 했던 김동학 선생은 1974년 

중앙민속박물관 전시를 시작으로 1988년 서울올림픽 문화

행사인 전통공예대전과 브라질, 독일, 미국 등 해외 전통

공예대전에 여러 차례 초대되어 각광을 받았고, 2010년에

는 옥관문화훈장을 수훈한 바 있다. 지금도 공예촌을 찾는 

외국인은 그의 작품 앞에서 모두 감탄을 금치 못한다.

올해 아흔이 된 김동학 선생의 명맥은 막내아들이자 이수

자인 김선권 씨가 30여 년째 이어오고 있다. 70여 년 전 

김동학 선생이 그러했듯 아들 김선권 씨 역시 망설임 없이 

그 길에 들어섰다. 우리나라 유일의 전통(箭筒) 장인이니 

대물림은 어찌 보면 피할 수 없는 숙명이었다. 대나무처럼 

곧은 그의 단호한 예술혼은 시대를 넘어 역사에 깊이 각인

될 것이다. 

2

2.
밑그림을 바탕으로 

여러 종류의 칼로 

문양을 조각한다. 

몸통에 조각이 끝나면 

몸통 속에 막혀 있는 

마디를 창칼과 채칼로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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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살통 하나가 완성되기까지 쓰이는 

제작공구가 다양하다. 먼저 대나무

를 자를 때 그리고 각종 장식물을 만

들 때 사용하는 톱, 창칼과 가죽골무, 

삼각도, 평도, 원형칼, 장칼, 채칼, 줄, 

솔, 글개, 반월칼, 자귀, 대패 및 끌, 정, 

가위, 망치와 집게, 인두, 지필묵 등이 

필요하다.

4.
경주시 하동 민속공예촌 공방에는

전시실도 마련되어 있다.

5

5.
죽각문자 전통. 통의 윗부분에는

그만의 개성 있는 용목이 조각된다.

3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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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전통정원을 말하다  

26

작가와 인기 연예인 사이의 경계를 무색하게 

할 만큼 대중의 인기를 누렸던 사진작가. 

야생의 아프리카 대륙에서 의사였던 부친과 함께 

보낸 유년시절, 그리고 유럽을 주유하며 체득한 

강렬한 구도와 색은 그의 사진에서 예술로 빛났다.

2007년 잘나가던 상업사진을 접고

대한민국의 아름다움과 뿌리를 찾기 위해

홀로 섰던 김중만!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이 활성화되기 시작할 즈음 

문화재를 만난 김중만은 우리 국토 곳곳의 명승을 

카메라 렌즈에 담았다. 

알파치노를 연상케 하는, 선글라스 속 강렬한 눈빛과 

천진스러운 아이 같은 미소는 그의 문화재에 대한 

열정을 나타내기에 충분했다.

글. 신현실 문화재 전문위원(우석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사진. 김오늘

한국의 전통정원을 말하다  

사진작가 김중만과

옥류천에서

여름을 피하다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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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만이 사랑한 창덕궁

교수 신현실(이하 신현실) --------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릴 적부터 

아프리카 마사이족의 모습, 꽃, 유명 연예인들, 자연경관과 문

화재 등 다양한 선생님의 사진만 보아오다 이렇게 직접 만나 

뵙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진작가 김중만(이하 김중만) -------- 안녕하세요. 문화재사랑 독자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사진작가 김중만입니다.

신현실 -------- 세계적인 사진작가라 그러신지 스타일이 너무 멋

지세요! 연세가 드실수록 카리스마가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김중만 -------- 각종 초대전에도 참여하고 작품활동과 자선모임을 

주로 하며 지내왔어요. 최근에는 “한국의 뿌리”라는 주제로 역

사적 인물과 관련된 공간들을 통해 한국의 사계를 사진에 담

고 있습니다.

신현실 -------- 개인적으로 2019년 중국 북경의 <삼영당촬영예술

중심>에서 개최된 초대전에서 “나는 예술의 힘을 믿는다”고 

말씀하신 것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선생님의 눈이 살포시 

쌓인 나무 사진은 그 쓸쓸함 속에 나무가 겪어온 세월이 주마

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 전부터 해외에서 독도

사진전이나 아프리카 어린이 돕기 행사 등 최일선에서 한류를 

이끌어가고 계셨죠.

김중만 -------- 그동안 사진작품에 대한 열정 하나만으로 살아왔

는데 지금 와선 주위를 좀 돌아보며 지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해요. 하지만 그런 삶의 방식이 오늘의 나와 작품

세계를 만든 것이겠죠?

1. 
창덕궁을 사랑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김중만 작가

2. 
창덕궁 후원으로 향하는 두 사람

1 2

주합루 일원

옥류천 일원

애련정 일원

주

애련정 일원

1 부용지

애련정

취규정

옥류천 소요암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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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실 -------- 문화재사랑 출연제의에 주제가 정원이라 단번

에 승낙하셨다고 들었어요. 장소도 특별히 창덕궁을 고집

하셨다고요. 선생님의 정원사랑은 그동안 사진을 통해서

도 느껴왔어요.

김중만 -------- 창덕궁은 제가 사랑하는 공간이고 한국정원에

서 가장 극적인 곳이지요, 이곳은 자연스러우면서도 하나 

하나가 의미를 지니고 있어 좋아요. 각 공간을 지날 때 마

다 새로운 장면이 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매력이죠.

자연과 인공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공간

김중만 -------- 창덕궁은 자랑스런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는

데 각국의 관광객들에게 창덕궁 후원의 아름다움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겠어요. 요즘 세계적으로도 정원이 

사랑받고 있으니 보다 많이 보러 오게 해야죠. 

신현실 -------- 창덕궁은 정원과 건물이 이루는 공간이 자연과 

어우러져 자연보다 더 자연스럽게 조성되었다는 점이 중

요합니다. 부용지 권역은 한국의 전통정원 양식이 집약적

으로 형성된 곳이라 할 수 있어요. 

김중만 -------- 2층 건물과 계단, 연못과 정자가 만들어내는 

강한 축선과 공간 비율이 이보다 완벽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곳이라 창덕궁에서 이곳을 가장 사랑하게 되었어요. 

볼 때마다 새로워요. 참 이곳에서 과거 시험도 치러졌다는

데 임금께서 주합루에 올라 과거시험을 보는 선비들을 보

셨겠는데요?

신현실 -------- 영화당 앞쪽에서 문·무과 과거시험이 치러지

고 과거급제자는 이 어수문을 통해 올라가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죠.

김중만 -------- 지금이 부용지에 최고의 빛이 들어 가장 멋질 

때에요. 좀 더 지나면 블루와 핑크 빛이 돌아 운치가 조금 

덜하게 되죠. 이 여름에 주합루에 서니 부용지에 비치는 

빛과 윤곽이 가을과 겨울의 풍경도 기대되는데요.

신현실 -------- 선생님은 전문가답게 일반인들이 보지 못하는 

경관을 보시는군요?

김중만 -------- 사진은 빛을 기록하는 작업이에요. 해와 달을 

이해하고 피사체의 그림자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창

덕궁 정원은 빛이 예술인 곳이죠. 칼 세이건이 <Pale Blue 

Dot>에서 보이저 1호가 찍은 지구의 사진을 보고 지구는 

창백한 푸른점에 불과하다고 했는데 창덕궁에 와보니 지

구는 보잘 것 없는 존재가 아니라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

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네요. 

3. 
부용지에서 한국정원의 공간비례에 대해 이야기하는 두 사람

4. 
어수문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두 사람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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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의 숨은 뜻을 되새기며

김중만 -------- 정자 옆 돌로 된 화분에 돌이 심겨져 있는 데 

연못에서 바라보니 구도가 좋아요. 

신현실 -------- 애련정 옆 석분에 심겨진 괴석 말씀이시죠? 조

선시대 선비들은 연꽃이 진흙에서 깨끗한 꽃을 피운다 하

여 선비정신을 상징한다고 여겼고, 국가와 가족의 평안을 

위해 심었다고 해요.

신현실 -------- 취규정은 인조가 1640년에 세웠는데 별이 모

인 정자라는 뜻으로 여기서 별은 신하들을 뜻합니다. 이곳

에서 신하들과 인조가 함께 휴식을 취하며 수양했던 곳입

니다.

김중만 -------- 별보기 딱 좋은 장소인데요. 여기 있으면 별이 

사람인지 사람이 별인지 모를 만큼 경관이 아름답고 조용

하네요. 

5. 
애련정에 담긴 뜻을 되새기는 두 사람

6. 
옥류천 소요암에서 유상곡수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신 교수

5

6

조선 후기 화가인 겸재 정선은 금강산을 매일 관찰해서 지

형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겨울 금강산의 형상을 그 뒷면까지 

보이는 듯 묘사했습니다. 이게 한국 회화의 묘미인데 지금

은 사진이 대신하고 있죠.

왕들의 비밀스런 우물 옥류천

김중만 -------- 이런 곳이 창덕궁 안쪽 깊숙이 숨어 있었다니 

독창적이고 신비롭네요. 물이 굽이쳐 흘러 폭포처럼 떨어

지는 이 암석은 뭔가요? 너무 독특한데요.

신현실 -------- 이곳이 옥류천의 대표공간인 소요암이라는 곳

입니다. 어정 앞에는 북악산 동쪽에서 흘러 온 물로 창덕

궁 가장 깊숙한 곳에 곡수구와 폭포를 만들었어요. 바위에 

새겨진 인조의 옥류천 글씨가 보이시죠? 이곳에서 임금과 

몇몇 신하들이 모여 유상곡수연을 열었었죠. 그리고 그 위

에는 숙종이 지은 시가 새겨져 있어요. 소요암에서 떨어지

는 물줄기를 ‘구천에서부터 삼백 척의 물이 흘러와 그 우렛

소리가 골짜기마다 가득하다’는 시를 짓기도 했어요.

김중만 -------- 시를 듣기만 해도 벌써 시원해지네요. 이곳이 

바로 조선왕실의 비밀스런 피서지군요! 자연은 항상 뜻하

지 않는 곳에서 감동을 주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행복임

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오늘 더운 날이었지만 창덕

궁에 숨겨진 정원의 의미를 배운 뜻 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네요. 앞으로 정원을 통해 한국의 뿌리를 찾고 알리는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신현실 -------- 선생님 건강하시고 한국 정원도 많이 홍보해주

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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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득 그  길로  한걸음  

30

남도 소릿길

예로부터 전라도는 ‘예향’으로 불렸다. 그만큼 예인이 많았다. 

그들의 재주는 오늘날 아름다운 무형문화유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중에서 남도소리는 우리나라 민요 중

가장 음악적으로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 가락에 흠뻑 젖을 수 있는 여행길이 바로 ‘소릿길’이다.

글, 사진. 임운석(여행작가)

1.
전주 풍남동과 교동일대에 700여 채의 한옥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이곳에서 20여 분을 가면 국립무형유산원에 도착한다.

남도의 멋,
소리에 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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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방문 캠페인

문화재청은 올해부터 진행하는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을 통해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많은 사람들이 문화유산을 방문할 수 있도록 홍보한다.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에서는 우리의 대표 문화유산을 지역과 특색에 따라 묶어낸 

일곱 가지의 길(문화유산 방문코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번 호에서는 일곱 가지 중 

세 번째 길인 '남도 소릿길'로 안내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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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에서 위안을 얻다

“야! 이놈아, 쌀이 나오고 밥이 나와야 소리를 하냐? 지 소

리에 지가 미쳐가지고 득음을 하면 부귀공명보다 좋고, 황

금보다 좋은 것이 이 소리 속판이여. 이놈아!” 

임권택 감독의 영화 ‘서편제’에 나오는 대사다. 자기 소리에 

자기가 미치는 단계가 득음이라면, 그것은 분명 세상 무엇

과도 바꿀 수 없는 완전하고 충만한 수준일 것이다. 그 수

준에 이르기 위해 지금 이 순간도 예인들은 기량을 연마하

고 있으리라. 그러나 그들이 추구하는 득음은 비단 그들만

의 것이 아니다. 그들의 소리에 뭇사람이 감동하고 삶에 큰 

위안을 얻고 있으니 말이다. 

남도의 소리를 따라 이어진 남도 소릿길은 1코스 전라북도 

권역과 2코스 전라남도 권역으로 나뉜다. 전북 1코스는 예

술과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예향의 도시 전주와 호남 좌도농

악을 대표하는 필봉농악의 본고장 임실, 판소리 춘향가와 

흥부가의 배경이자 동편제가 탄생한 남원, 판소리의 중흥

을 이끈 고창으로 연결되며, 2코스 전남의 소릿길은 개항

도시 목포와 남도 특유의 멋과 흥이 넘치는 진도, 명량대첩

의 고장 땅끝 해남으로 이어진다.

남도 소릿길의 시작, 국립무형유산원

소리를 비롯한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처럼 형태가 없

는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

치가 큰 것’을 무형문화재라 한다. 현재 문화재청에서 지정

한 국가무형문화재는 모두 146개 종목이며 보유자, 전수교

육조교, 이수자 등 6,969명의 전승자가 있다. 이러한 무형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전승하기 위해 복합행정 

및 문화공간으로 설립된 곳이 국립무형유산원이다.

남도 소릿길 1코스를 시작하는 국립무형유산원은 전주천이 

감싸 안은 듯 흐르는 전주 한옥마을에 위치한다. 전주는 후

백제의 도읍이었으며, 조선왕조의 본향이다. 또 전주비빔

밥을 비롯한 다양한 전통 먹거리와 한지, 부채 등 우리 문

화의 정수를 맛볼 수 있는 전통과 현대적인 감각이 어우러

진 고장이다. 그 중심에 자리한 전주 한옥마을은 700여 채

의 한옥이 군락을 이룬 곳으로, 일제강점기에 일본 상인들

이 성안으로 들어오자 이에 맞서 조성한 대단위 한옥단지

다. 국립무형유산원이 터를 잡은 곳이 이와 같은 곳이니 남

도 소릿길의 출발지로 손색이 없어 보인다.

국립무형유산원은 중정(中庭)을 가운데 두고 건물과 각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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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을 지키고 이어준 그들의 노고가 느껴진다. 

기념관에는 공연 보유자의 유품만 있는 게 아니다. 전통음

식과 전통술을 전승한 이경찬 보유자가 디자인한 문배주 

주병, 우리 고유의 맵시를 전승한 정정완 보유자의 도포 옷

본 같은 희귀자료도 볼 수 있다. 윤덕진 보유자가 제작한 

용고는 짙은 색감이 돋보여 청룡이 꿈틀대는 듯하다. 그 외

에 안동 차전놀이와 광주 칠석 고싸움놀이에 사용했던 의

상과 도구도 전시 중이다.

상설전시실로 사용 중인 열린마루 1층에 들어서면 넓게 펼

쳐진 대형 파노라마 스크린에 압도당한다. 우거진 솔숲에

서 들려주는 가야금 연주와 황금 들녘에서 풍년을 기원하

는 신명 나는 농악 연주가 현장감 있게 전해 온다. 스크린 

뒤편에는 무형문화유산인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그

중 녹원삼(綠圓衫)이 눈에 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119호 

금박장 보유자 김덕환의 작품이다. 꽃무늬가 더해진 고운 

색감에 ‘수(壽)’와 ‘복(福)’자를 일정하게 금박을 입혀 매우 

정교하고 화려하다. 

‘솜씨방’에는 일상의 멋과 지혜라는 주제로 ‘국가무형문화

재 전통공예기술(傳統工藝技術)과 생활관습(生活慣習)’이 

상설전시 중이다. 전시 중인 국가무형문화재는 자연의 아

름다움에 장인의 솜씨를 더해 일상의 물건을 만드는 소목

장, 유기장, 소반장, 당혜, 옹기장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작

품이다. 손때 묻은 연장에서 장인의 수고가 고스란히 전해

지는 것은 평생을 바쳐 일해 온 그들의 정성이 느껴지기 때

문이리라. 이들 작품이 과거처럼 오늘날에도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길 바란다.

무형유산 디지털체험관 ‘꿈나래터’가 지난봄 개관했다. 어

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등 최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국가무형문화재를 즐겁게 체험할 수 

있도록 꾸며 놓은 공간이다. 줄타기에 도전하거나, 학무를 

따라 춤을 추며 한 쌍의 학이 되어 볼 수도 있다. 

국립무형유산원 야외는 잘 가꿔 놓은 정원을 보는 듯하다. 

전주천을 끌어들여 안팎이 소통하게끔 했으며 창덕궁 후원

의 불로문(不老門)을 재연해 기품과 운치를 더한다. 불로문 

주변에는 사시사철 푸른 소나무와 대나무가 울창하게 자라 

의 기둥이 에워싸듯 조화를 이루고 있다. 건물의 의미는 우

리나라 궁궐의 회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라고 한

다. 흔히 명당을 논할 때 배산임수(背山臨水) 지형을 꼽는

다. 그런데 국립무형유산원 중정에서 바라본 건물과 주변 

경관이 그에 합당한 자리로 여겨진다. 기린봉(307.3m)이 

병풍처럼 두르고 전주천이 감싸 흐르니, 그리 상상하는 것

도 무리는 아닐 듯하다. 

국립무형유산원은 공연장 얼쑤마루, 기획전시실 누리마루, 

상설전시실 및 아카이브 자료실 열린마루, 회의장으로 사

용하는 어울마루, 교육공간 전승마루, 사무공간 도움마루, 

전승 교육프로그램 참여자와 전승자를 위한 숙박 공간 사

랑채로 구성되어 있다. 그 가운데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곳

은 어울마루 1층에 마련된 무형문화재기념관과 상설전시관 

누리마루, 열린마루이며 얼쑤마루는 공연 때 개방한다.

먼저 찾은 곳은 무형문화재기념관이다. 이곳 전시품은 국

가무형문화재 중 유품 전시가 가능한 일부만 전시 중이다. 

홍원기 보유자의 수업자료와 김천홍 보유자의 처용무 전승 

관련 서류, 이매방 보유자가 손수 지어 입은 무대의상 등 

보유자 당사자나 유족이 아니면 쉽게 접할 수 없는 것이 대

부분이어서 흥미롭다. 손때 묻은 유품에서 우리 소리의 명

2.
국립무형유산원은 우리

나라 궁궐의 회랑을 현대

적으로 재해석한 건축물

이다.

3.
국가무형문화재

제119호 금박장 보유자 

김덕환의 작품 ‘녹원삼’

4.
상설전시관인 열린마루 

1층 영상실에 설치된 대

형 파노라마 스크린에서

는 다양한 공연 장면을 만

날 수 있다.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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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의 숲을 보는 듯하다. 무형유산 창의공방 프로젝트에 

참여한 공예작품도 볼 만하다. 재료를 재해석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아이디어가 돋보인다.

국립무형유산원 관람을 끝내고 임실 필봉농악전수관을 찾

는다.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농악은 농사나 명

절 때 흥을 돋우기 위한 연주 음악으로 풍물, 풍장, 두레, 

굿이라고도 한다. 국가무형문화재 제11-5호 임실필봉농악

(任實筆峰農樂)은 호남 좌도농악에 속한다. 전수관은 ‘필봉

문화촌’에 조성돼 있는데, 매주 금·토요일에 상설공연이 

있다. 숙박시설인 한옥 ‘취락원’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이번

에는 남원 광한루원으로 향한다. 보물 제281호인 남원 광

한루(南原 廣寒樓)는 평양 부벽루, 진주 촉석루, 밀양 영남

루와 더불어 우리나라 4대 누각으로 손꼽힌다. 판소리 ‘춘

향전’의 무대로 알려져 사시사철 많은 사람이 찾는다. 송흥

록·박초월 생가도 놓칠 수 없다. 송홍록은 동편제 판소리

의 창시자 겸 조선 말기의 판소리 명창이고, 박초월은 당대 

최고의 동편제 명창이다. 생가 마당에 이르면 박초월이 부

르는 춘향가 한 대목이 흘러나온다. 남도 소릿길 1코스 마

지막은 고창의 판소리박물관이다. 판소리 대중화에 앞섰던 

신재효 선생의 유품이 전시돼 있어 예인과 명창의 삶을 엿

볼 수 있다.

바다와 함께 우는 남도 소릿길 2코스

남도 소릿길 2코스는 목포, 진도, 해남으로 이어진다. 목

포는 예부터 해양문화의 거점으로서 해상 교역이 활발했

던 만큼 그 과정에서 침몰하는 배도 많았다. 국립해양문화

재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에는 바다에서 인양한 배의 잔해

와 각종 유물을 전시한다. 목포에 이어 도착한 곳은 무형

유산의 보고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은 소리의 섬, 진도다. 

진도아리랑과 진도씻김굿, 육자배기 등 친숙한 무형문화

재 공연을 진도향토문화회관, 소포전통민속전수관, 국립

남도국악원, 강강술래전수관 등에서 다채롭게 즐길 수 있

다. 진도 여행을 마치고 진도대교를 건너면 남도 소릿길 2

코스 종착지인 해남에 닿는다. 급하게 휘몰아치는 파도가 

진도대교 아래에서 요동친다. 바로 이순신 장군이 일본 수

군을 대파한 명량대첩의 격전지인 명량해협이다. 명량대

첩은 한산도대첩, 노량대첩과 함께 이순신 장군의 3대 대

첩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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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적 제303호 광한루원 

신선의 세계관과 천상의 

우주관을 표현한 우리나

라 제일의 누원이다. 앞에

는 오작교가 놓여 있다.

5.
진도와 해남을 연결하

는 진도대교, 그 아래 

바다가 명량해협이다.

6.
명량대첩 해전사 기념전

시관은 단순히 전시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해전사의 전환기를 엿볼 

수 있는 내용으로 알차게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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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길 거리

한복 및 근대 복식 체험 | 전주한옥마을에서는 특색 있는 

인생사진을 담을 수 있도록 한복 및 근대 복식 체험이 

가능하다. 사진 촬영 명소는 경기전, 전동성당, 전주향교 

등이다. 

# 자만벽화마을 | 자만벽화마을은 전 세계 유명 화가의 

작품은 물론이고, 이색적인 다양한 스타일의 벽화로 

이루어진 곳이다. 5년 전 한 화가가 남은 페인트를 재활용해 

벽화를 그린 것이 계기가 되어 지금은 40가구 이상의 집 

담장과 대문이 갤러리로 변했다. 

# 덕진공원 | 7월에 덕진공원을 찾으면 만개한 연꽃을 만날 

수 있다. 고려시대에 조성된 자연호수인데 오늘날에는 

도시공원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아치형 현수교, 취향정, 

창포 늪, 인공폭포, 전봉준 장군 동상 등 볼거리가 많은 것도 

이곳만의 매력이다. 

문의

전주한옥마을 관광안내소 063-282-1330 

임실군청 관광치즈과 063-640-2601 

남원시종합관광안내소 063-632-1330 

고창군 관광안내소 063-560-8055 

목포시 관광안내소 061-270-8599 

진도군청 관광정책팀 061-540-3405

해남군 관광안내소 061-530-5541 

‘남도 소릿길’ 탐방 코스 

1코스 ➊ 전주(국립무형유산원, 전주한옥마을)

➋ 임실(필봉농악전수관)

➌ 남원(광한루원, 송흥록·박초월 생가) 

➍ 고창(고창판소리박물관)

2코스 ➊ 목포(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 

➋ 진도(진도향토문화회관, 소포전통민속전수관,

     강강술래전수관, 국립남도국악원) 

➌ 해남(우수영국민관광지)

여행
정보

당시 왜구는 위치상 가깝고 어족자원과 산물이 풍부한 전

라도와 경상도에 자주 출몰해 약탈을 일삼았다. 조선 시대

에는 왜구의 침략을 막기 위해 수군절도사가 주재하는 진

영을 전라도와 경상도에 설치해, 각각 우수영과 좌수영이

라 했다. 그 가운데 해남은 전라우수영이 있던 지역이다.

명량해협은 우리나라에서 조류가 거칠고 빠르기로 유명하

다. 급류가 암초에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바다가 우는 것 

같다고 해서 ‘울돌목’이라 부른다. 명량(鳴梁)은 울돌목의 

한자 표기이다. 1597년(선조 30년), 명량해협에서 세계 해

전사에 길이 남을 ‘13대 133의 승리’가 펼쳐졌다. 바로 이순

신 장군이 명량의 지형과 조류를 이용해 서해로 북상하는 

왜선을 13척의 배로 대파시킨 명량대첩이다. 이를 기념하

기 위해 이곳에 조성한 것이 우수영국민관광지이다. 

관광지 내에는 명량대첩 해전사 기념전시관, 명량무대, 울

돌목 거북선 등 둘러볼 곳이 많다. 그 가운데 명량대첩 해

전사 기념전시관은 ‘그날, 이순신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VR 

체험존을 운영하고, 난중일기를 통해 이순신 장군의 인간

적인 모습도 엿볼 수 있게 만들었다. 그뿐만 아니라 당시 

조선 수군의 주력선이었던 판옥선과 왜선을 비교 체험할 

수도 있다. 물살체험장도 챙겨 봐야 한다. 급하게 회오리치

는 듯한 물살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수변 길을 따라 걸어가면 진도대교가 보이는 곳에 도포를 

입고 지도를 든 ‘고뇌하는 인간 이순신’ 동상이 서 있다. 풍

전등화와 같은 나라의 운명을 두고 생각에 잠긴 그의 모습

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다.

인근 해남 우수영여객터미널이 있는 우수영문화마을은 강

강술래 발상지로 알려진 마을이다. 마을 곳곳에는 벽화와 

조형물이 설치돼 있어 야외미술관을 방불케 한다. 

전주에서 시작해 땅끝 해남에서 끝나는 남도 소릿길은 단

순히 소리의 궤적을 따라가는 길이 아니다. 자랑스러운 역

사와 무형의 유산을 지켜 온, 우리 삶의 흔적을 되짚어 가

는 여정이다.  

목포시 관광안

진도군청 관광

해남군 관광안

‘남도 소릿길’ 

1코스 ➊ 전주

➋ 임실

➌ 남원

➍ 고창

2코스 ➊ 목포

➋ 진도

     강강

➌ 해남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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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릉 내부 숲길은 하반기 시민에게 개방

조선왕릉 내 11개소, 총연장 12.3km 구간에 이르는 왕릉 

내부 숲길이 시민들에게 개방된다. 그간 문화재청은 조선

왕릉을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고, 세계유산 등재 10주년을 맞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조선왕릉길 조성 인프라구축 연구’를 수행했다. 

그리고 연구 결과에 따라 왕릉 내부 숲길을 단계적으로 정

비하는 계획을 진행해 왔는데, 올 하반기 드디어 그 길들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열린다. 

우선 구리 동구릉의 경릉~양묘장 길(1,500m)과 남양

주 사릉의 소나무 길(200m), 서울 정릉의 팥배나무숲 길

600km 조선왕릉길,

시민들과 만난다

조선왕릉은 수십 년에 걸친 연구와 복원, 관리사업을 통해 주변 

환경이 개선되고 산림과 식생도 풍요로워졌다. 그 결과 도심 속에서 

시민들에게 인기 높은 휴식처가 된 곳도 있고,  근교에 있어 나들이 

장소로 손꼽히는 곳도 생겼다. 올해는 ‘보고, 느끼며, 함께 걷는 600km 

조선왕릉길’을 목표로 숲길을 정비하고 왕릉 간 연계성을 더욱 긴밀하게 

만들 예정이다.

글, 사진 자료. 궁능유적본부

문화재 핫이슈  

36

조선왕릉순례길

조선의 상징적인 성지인 왕릉을

하나로 잇는 여행길

거둥길

왕릉과 궁궐을 연결한 거둥길

왕릉숲길

왕릉 내부의 역사, 문화, 생태 등

다양한 자연경관을 잇는 길

궁궐

장미테마길

경춘선숲길

불암사

 티길

능, 원, 묘와 지역 문화자원

및 길을 잇는 길

두름길

도래솔길

자욱길
두름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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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m), 고양 서오릉의 서어나무 길(800m) 등이 순차적으

로 시민들과 만나게 되며, 전체 대상은 동구릉, 사릉, 홍유

릉, 태강릉, 의릉, 헌인릉, 정릉, 서오릉, 융건릉, 김포 장

릉, 여주 영릉 등 11개 능이다. 

왕릉 외부 길은 코스 탐방 프로그램 추진

내부 숲길 정비와 별개로, 왕릉 숲길을 주변 지역과 연결하

고 왕릉 간 연계성을 높이는 ‘왕릉 외부 길’ 코스 탐방 프로

그램도 추진된다. 탐방 길은 주제에 따라 연결되는데, ‘왕

릉과 왕릉간을 연결한 순례길’, ‘왕릉과 궁궐을 연결한 거둥

길’, ‘왕릉과 주변 지역을 연결한   티길’ 등 다양한 관광, 

문화자원과 이어지는 형태가 될 것이다.

일례로 ‘순례길’은 창덕궁에서 시작해 조선왕릉 30개소를 

연결하는 총 길이 약 558km의 순환형 노선으로 만들어진

다. ‘거둥길’은 능행길로 7개 노선, 총 길이 173.5km로 만들 

계획이다. 그리고 ‘  티길’은 왕릉·원묘를 주변의 지역문

화자원과 연결하는 7개소의 길이 된다.

이 왕릉 외부길은 조선왕릉 내외부를 연결하게 되므로, 지

역 문화관광 활성화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

다. 또한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자체와도 지속적인 협의가 계획되어 있다.

왕릉과 길에 담긴 의미, 되새겨볼 기회 

조선은 역대 왕과 왕비에 대한 제사의식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임금이 왕릉을 찾아가는 ‘능행’은 그 자체로 국가적

인 행사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왕은 ‘능행길’을 통해 

죽어서도 궁궐과 연결될 수 있었다. 

그러나 ‘능행길’이 단지 왕만을 위한 길은 아니었다. 능행을 

마치고 환궁하는 길은 민의를 보여 주는 중요한 기회이기도 

했다. 백성들의 운집 정도나 환영, 칭송의 모습을 통해 이를 

가늠할 수 있었다. 이처럼 조선왕릉과 관계된 내외부의 길

은 그 자체로 다양한 역사적 가치를 함의한 공간이다. 올해 

순차적으로 열리는 왕릉 내부 숲길을 따라 더 많은 시민이 

그 역사적 가치를 보고, 느끼며, 함께 걷길 기대해 본다. 

1.
조선왕릉길의

유형 개념도

왕릉을 잇는 여행길과 

자연경관을 잇는

왕릉 숲길이 더욱 긴밀

하게 연계된다.

2.
태조 이성계의 유해를 안

장한 조선왕조 최초의 왕

릉인 건원릉

조
선
왕
릉 

내
부 

숲
길 

정
비 
및 
순
례
길 

등 

외
부 

길 

코
스 

탐
방 

추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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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리학 이념을 담은 인성(人性) 교육기관

‘한국의 서원’

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
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
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
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
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세계문화유산  

한국의 서원은 하나가 아닌 9개 서원이 함께 어우러진 연속 유산으로 

이제는 ‘하나를 위한 아홉’이라는 인식을 모두가 가져야 한다. 한국의 서원은 

동아시아에서 성리학이 교류한 사실과 함께, 그 정신과 활동이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전통교육의 정신과 유교 건축의 전형이라는 

유·무형의 가치를 모두 지녔다. 그러므로 단순히 한 국가의 유산이 아니라, 

세계유산으로서 전 세계가 공유하고 함께 보호하여 인류의 후손들에게 온전히 

물려줄 만한 의미가 있다.

글, 사진. 박진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팀장)

소수서원

도산서원

병산서원

옥산서원
도동서원

돈암서원

무성서원

필암서원 남계서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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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중중중중중중중중중중중중중중중중중중중중중중중중중중중중중중중중중중중중중중중중중중중중중중중중중중중중중
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
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
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
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10년 노력의 결실,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

2019년 7월 6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 제43차 세

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서원(Seowon, Neo-confucian 

Academies in Korea)’을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하기로 결

정하였다. 발표 당일 각 서원을 대표하는 유림은 도포와 

갓을 갖춰 입고 등장했는데, 이 장면에 많은 관심이 집중

되었다. 그리고 등재 순간 만세를 부르고 전통예법에 따라 

예를 올리는 모습에 세계인은 박수를 보내며 축하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서원이 “오늘날까지 교육과 사

회적 관습 형태로 지속되고 있는 한국의 성리학과 관련된 

문화전통의 증거이자, 성리학 개념이 한국의 여건에 맞게 

변화하는 역사적 과정을 보여 준다는 점이 인정된다”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등재 결정과 함께 등재 이후 9개 서원의 

통합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세계유산 등재 추진 과정은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2009년 

등재 추진 논의를 시작으로 2012년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록한 후 2015년 등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유네

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심사하는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

적협의회(ICOMOS, 이하 이코모스)의 ‘반려(Defer)’ 의견

에 따라 2016년 등재신청을 자진 철회하였다. 이후 2018

년 1월 재신청과 이코모스 심사를 거쳐 2019년 7월 마침내 

등재에 성공하였다. 한 차례의 고배와 10년 노력의 산물인 

셈이다.

한국의 서원 vs 중국의 서원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당시 중국대표단에서 다음과 

같은 지지와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중국은 이코모스 권고와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

1.
안동 도산서원 전교당

安東 陶山書院 典敎堂

안동 도산서원 강학공간

의 중심인 보물 제210호 

전교당의 모습

2.
중국 백록동서원

白鹿洞書院

산발을 따라 조성된 백록

동 서원은 예스러운 건물

과 누각, 아담한 정원이 

키 높이로 자란 고목과 

어우러져  빼어난 경관을 

자랑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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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결정문 초안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우리는 세계유산

목록에 새로운 유산을 등재시킨 한국 대표단에 축하를 보

냅니다. 중국어로는 ‘슈위안(서원)’으로 불리는 성리학 교

육기관이 중국에서 시작되기는 했지만, 한국의 서원 역

시 16~17세기에 동아시아의 유교 문화의 보급과 현지화

에 기여한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러한 서원은 자연환경과 

잘 조화되어 독자적인 건축설계를 발전시킴으로써 한국에

서 성리학적 이상이 꽃피도록 도왔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가 아시아 지역과 전 세계 국가들 

간에 더 많은 문화교류를 위한 촉매제가 되어 세계유산목

록의 성리학 유산이 더 잘 대표되기를 기원합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서원은 성리학을 정립한 주희(朱熹, 1130

~1200)가 체계적으로 발전시켰다. 한국 서원은 조선 중기 

향촌에 근거지를 둔 사림(士林)이 성리학을 연구하고 선현

(先賢)을 기리기 위해 설립했다. 한국 서원과 중국 서원은 

‘서원(書院)’이라는 동일한 명칭을 사용했지만, 각자의 독

특한 문화전통 속에서 교육의 내용과 성격을 달리하였다. 

중국의 서원은 송대에 사학으로 시작해 성리학의 발전과 

함께 학문연구와 후학양성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명·청

대에 관학화되어 국가의 통제 아래 운영되었고, 관료 양성

을 위한 과거시험 준비 기관으로 변모하였다. 학문의 영역 

또한 다변화되어 주자학과 양명학, 고증학이 공존했다. 그

러나 한국의 서원은 16세기 중반 소수서원 건립 이후 성리

학을 중심으로, 사립교육기관(사학)의 성격을 유지하며 심

신의 수양을 통한 인격 도야에 치중하였다. 

그리고 중국과 한국의 유학교육에 대한 지향점에서 서원 

기능과 제향 의식의 차이가 나타난다. 중국의 서원은 강학

을 중심으로 한 교육 기능이 강했지만, 한국의 서원은 교

육 기능과 함께 선현에 대한 제향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

다. 또한 중국 서원이 기본적으로 공자를 포함해 유학과 

관련된 인물을 제향하면서 시대적 변천에 따라 지역의 토

속신이나 인물을 추가로 배향하고, 제향공간을 카테고리

별로 확장해 별도 공간을 마련하지만, 한국의 서원은 공자

가 아닌 선현을 제향하며 이러한 전통이 각기 독자성을 유

지하면서 현재까지 이어 오고 있다. 중국과 한국의 서원은 

공간구조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중국의 서원은 장서(도서

관)-강학-유식공간이 중심축이 되고, 제향공간은 부속시

설의 하나로 강학공간 옆에 병렬로 위치하지만, 한국의 서

원은 제향-강학-교류 및 유식공간의 위계적 정형성을 가

지고 있다. 

현재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 중 중국의 백록동서원(白鹿

洞書院, 1996년 루산국립공원), 숭양서원(嵩陽書院, 2010

3.
사현대

思賢臺

백록동 서원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사현대, 그리

고 그 아래에는 백록동을 

상징하는 흰 사슴상이 있

는 동굴이 있다.

4.
패방

백록동 서원의

이 패방을 지나면 장원교

(壯元橋)가 있고 그 뒤

정학지문(正學之門)을

지나 공자 사당이 있다.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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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덩펑역사기념물군), 남호서원(南湖書院, 2000년 안후

이성 시디춘과 훙춘 전통마을)과 북한에 숭양서원(崧陽書

院, 2013년 개성역사유적지구)이 세계유산목록으로 등재

된 유산의 일부 요소로 서원이 포함되어 있다. 

9개 서원으로 구성된 연속유산 ‘한국의 서원’

한국에 현존하는 서원은 약 600여 개다. 그 중에서 19세기 

흥선대원군의 서원훼철령(書院毁撤令)에 훼손되지 않은 47

개 서원 중, 다시 일제강점기 및 6·25전쟁 등을 거치면서 

현재까지 유무형의 가치를 온전히 보존하고 있는 9개 서

원을 등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9개 서원은 서원 건립 초

기에 해당하는 16세기 중반부터 약 1세기간 건립되어 한국 

서원의 교육과 건축 유형을 선도했으며, 제향, 강학 외 사

림 활동의 본거지로 서원 기능이 확대되는 모습을 증명하

고 있다. 9개 서원은 모두 사액서원으로 현재 국가 사적으

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사액서원이란 임금이 이름을 지

어 새긴 편액을 내린 서원으로 국가에서 인정한 사설 교육

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 

9개로 구성된 한국의 서원은 다음과 같다. 영주 소수서원

(紹修書院, 1543)은 우리나라 최초, 함양 남계서원( 溪書

院, 1552)은 향촌의 사림이 자발적으로 설립, 경주 옥산서

원(玉山書院, 1573)은 출판과 장서의 중심 기구로서 역할, 

안동 도산서원(陶山書院, 1574)은 학문과 학파의 중심 기

구로 발전, 장성 필암서원(筆巖書院, 1590)은 동남부 지역

을 중심으로 시작된 서원 운동이 서남부지역까지 확산, 달

성 도동서원(道東書院, 1605)은 서원 교육방식의 실천윤리

와 학풍을 정착 및 발전, 안동 병산서원(屛山書院, 1613)은 

교육과 함께 사림의 공론장으로 기능 확대, 정읍 무성서원

(武城書院, 1615)은 사림이 향촌 교화 활동을 통해 성리학

적 사회질서를 구축, 논산 돈암서원(遯巖書院, 1634)은 예

학 논의의 산실로 각각 대표된다. 

5.
도동서원 환주문과 담장

도동서원은 환주문을

가운데 두고 양 옆으로

토담이 축조되어 있다.

사당, 강당과 함께 보물 

제350호로 지정될 만큼, 

도동서원의 담장은

맛깔난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6.
필암서원 확연루

출입문 겸 외삼문인

고풍스런 확연루(廓然樓)

의 모습. 앞에는

홍살문이 세워져 있다.

7.
만대루에서 바라본

병산서원

만대루 2층 다락 누마루

에 오르면 한쪽으로는

병산과 낙동강이 펼쳐지

는 주변 풍광을 다 끌어

안을 수 있고 다른 한쪽

으로는 서원 일곽을

한눈에 살필 수 있다.

한국서원 누마루 건축의 

아름다움이 돋보인다.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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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에 대비하기 위한

전통기술과 첨단기술

문화재와 과학기술  

42

2016년과 2017년, 두 번에 걸쳐 발생한 지진은 우리 한반도가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재난이었다. 사실,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역사 기록을 살펴보면, 

기록된 지진만 2,000회가 넘고, 피해가 심각한 규모 8 이상(추정) 지진도 15회에 이른다.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한반도, 어떻게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을까?

글, 사진. 조상순(국립문화재연구소 안전방재연구실 학예연구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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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문화재 보존의 원칙을 지킨다

2016년과 2017년 경주와 포항을 중심으로 발생한 지진으로 많

은 피해가 발생했고, 다수의 건축문화재가 피해를 보았다. 현

대건축은 다양한 보강 재료나 기법을 이용하여 지진 충격을 흡

수하거나 피할 수 있다. 그러나 문화재의 경우, 문화재적 가치 

훼손 우려가 있는 인위적 보강이나 비가역적(非可逆的)인 수리

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진으로 기와가 탈락

되거나 담장이 무너지는 피해에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

는데, 이는 인명 피해와도 연결되는 부분이다. 국립문화재연구

소는 피해 현장 조사 중 기와 고정 방안과 담장 구조의 보강을 

위한 아이디어를 찾았다.

기와 고정 장치와 전통 담장 보강용 구조물 고안

건축문화재의 지붕에 올리는 기와는 바닥에 오목하게 놓이는 

암키와 그리고 그 위에 볼록하게 놓이는 수키와로 이루어지는

데, 경우에 따라서는 처마 끝에 놓이는 수키와에 못구멍을 내

고 못을 박아 지붕에 고정시킨다. 그러나 현재 생산되는 대부

분의 기와는 이러한 구멍이 없다. 이때 처마 방향을 향한 암키

와의 좌우 끝부분에 ‘ㄷ’자형 철물을 고정하고, 부식에 강한 금

속선을 연결한 후, 금속선의 끝에 못을 달아 기와 아랫면 적심

에 고정한다. 이러한 장치(특허 제10-1990849호)는 처마 끝부

분과 지붕 중간에 시공하는데, 암키와 위로 튀어나온 철물은 

수키와가 덮어 보이지 않는다. 지진 같은 진동이나 바람으로 

기와의 탈락, 적설하중에 따른 기와 미끄러짐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통 담장은 흙과 돌로 쌓는데, 지진과 비바람 등으로 파

손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담장 기초부에 장대석을 두고 그 위

에 목조 뼈대를 심은 뒤, 뼈대와 뼈대를 철선으로 연결하였다. 

이러한 구조물과 시공방법(특허 제10-2006630호)을 사용할 

경우, 진동으로 돌이 탈락되거나 담장이 넘어갈 수 있는 가능

성이 낮아지게 된다.

첨단 내진, 제진, 면진 기술의 적용

건축물의 지진 피해를 줄이기 위한 현대 기술은 크게 지진

을 견디는 내진(耐震), 지진 진동을 제어할 수 있는 제진(制

震), 지진 진동을 차단하는 면진(免震)으로 나뉘며, 이들 기

술의 도입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 특허청에서 발

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2019년 면진기술 관련 특허가 

105건에 이른다. 전시 중인 유물의 받침대나 전시장, 유물 

수장 시설 등에는 이러한 기술 도입을 통하여 지진 진동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건축문화재의 경우 면진

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초의 훼손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쉽게 적용하기 어렵다.

지진 피해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문화재 분야에서도 이러

한 기존 전통기법의 고찰을 바탕으로, 기술 개발과 첨단 기

술의 적용 방안 등을 연구해 문화재의 지진 대응력을 향상

시킬 필요가 있다. 더불어 재해 피해를 본 문화재를 수리할 

때 이러한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이다. 

2 1.
특허 제10-1990849호 

기와 고정 장치

2.
2017년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으로

훼손된 흥해향교 모습

3.
2018년 지진으로

훼손된 포항 제남헌

부속사 기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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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문화유산 읽기  

동아시아 해양 실크로드의

타임캡슐

신안보물선,

남은 이야기들

1970년대 신안보물선의 수중발굴은 ‘보물선 신드롬’을 일으켰다. 신안보물선은 우리나라 최초의 수중발굴이었다.

신안보물선이 발굴되기 전까지 수중고고학은 잘 알려지지 않은 생소한 학문이었다.

신안보물선은 약 10년간 발굴했다. 출수*유물은 신안보물선 선체와 중국 송·원시기의 도자기 등 2만 4,000여 점이다. 발굴 결

과는 세계적으로 주목받았다. 중세 해양실크로드를 실물로 증명하고, 국제교류를 뒷받침하는

‘타임캡슐’이었다. 현재까지도 세계 수중고고학의 중요 발굴로 소개되고 있다.

글, 사진.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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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안 해저발굴 해역

Ⓒ신안군

2.
신안보물선 수중발굴을 

지휘한 해군 함정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1

2

신안보물선의 수중발굴은 군관이 협력한

세계에서 보기 드문 발굴이었다.

신안보물선이 발굴된 위치는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면 방

축리’ 해역이다. 증도는 전남 목포에서 서북쪽으로 약 

40km 거리에 있는 섬이다. 이곳에서 북으로 임자도가 마

주하고 있다. 침몰지역은 물살이 빨라 항해에 어려움이 많

았다. 이곳에서 중국 도자기가 1975년 8월경 확인되었다. 

고기잡이하던 어부 그물에 중국 도자기 6점이 걸려 올라왔

다. 이를 계기로 신안보물선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졌다.

신안보물선의 발굴을 위해 1976년 문화재관리국, 국립중

앙박물관, 해군해난구조대(SSU) 등으로 합동조사단을 구

성했다. 바다에서 조난 등 사고 수습을 하는 해군해난구조

대가 발굴조사 현장에 투입된 것은 당시 고고학자는 잠수

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현재 태국 등 일부 국가에서 해군

이 수중발굴에 참여하지만 당시만 해도 해군이 수중발굴에 

참여한 경우는 극히 이례적으로 세계 수중발굴에서도 드문 

예이다.

1976년 10월 26일 해군의 협조를 받아 우리나라 수중발굴

의 서막을 알리는 제1차 수중발굴조사(1976. 10. 26.~11. 

2.)가 시작되었다. 이후 1984년까지 9년간 모두 11차례의 

수중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발굴 현장은 시야가 좋지 않

고, 조류가 빠른 열악한 조건이었다. 

발굴 해역은 북위 35°01′15″, 동경 126°05′06″에 위치한다. 

수심은 평균 20m 정도이다. 수심은 밀물과 썰물에 따라  

4m 정도 차이가 있다. 물의 흐름이 없는 시간은 15분 정도

이다. 이때를 기점으로 밀물과 썰물이 바뀐다.

발굴은 밀물과 썰물이 바뀌는 시간에 주로 이루어졌다. 

정밀한 수중발굴조사를 위해 1977년 제3차 발굴(1977. 6. 

27.~7. 31.)부터 바둑판 모양의 그리드를 설치했다. 육상

고고학과 같이 조사결과를 도면상에 기록했다. 수중제토

는 액체에 공기를 주입할 때 밀도가 낮아지는 현상을 이용

하여 물을 퍼 올리는 방법인 에어리프트(Air Lift) 방법으로 

개흙을 제거했다. 이후 유물을 수습하고, 배 위에서 수중 

상황을 구두로 듣고 실측했다. 해군이 유물을 발굴하고, 고

고학자가 유물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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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제4차 발굴(1978. 6. 16.~8. 15.)은 청자, 균요 

등 5,406점과 지치삼년(至治參年, 1323) 목간이 출

수되었다. 지치삼년은 중국 원(元)시대 연호이다. 이

는 신안보물선이 중국 원 시대 선박임을 밝혔다. 선

체는 제6차 발굴(1980. 6. 5.~8. 4.)부터 제11차 발

굴(1984. 9. 13.~9. 17.)까지 마무리했다.

신안보물선에서 발굴된 유물은 중국 송·원대 유

물이 대부분이다. 유물의 수량은 2만 4,000여 점에 

달한다. 종류는 도자기 2만여 점, 금속품 1,000여 

점, 자단목 1,000여 점, 향신료, 약제품, 석제품, 

목제품, 유리·골각제품 등 다양하다. 그 외에 다

량의 동전도 출수되었다. 청자매병·청자베개·

청동숟가락 등 고려 유물도 발견되었다. 일본과 관

련한 유물은 세토(瀨戶)매병·나막신·칼코 등이 있다. 이

는 당시 해양실크로드 교역 상황을 생생하게 보여 준다. 특

히 대량으로 출수된 도자기는 발굴 당시 세계 수중고고학 

사상 유례가 없었다. 도자기는 룽취안요(龍泉窯) 등 중국  

여러 지역에서 만들어졌다.

3.
신안보물선에서 출수된 

도자기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4.
선체 복원이 완료된

신안선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5.
지치삼년 토후쿠지 목간

Ⓒ국립중앙박물관

5

*    고고학에서는 출토라는 용어를 쓴다. 수중고고학도 출토가 혼용되다가

     현재는 대부분 출수로 표기한다. 

**  중국 푸젠 지역의 독특한 제작 방식이다. 배의 맨 아랫부분 용골의 이음부에   

     동전·동경을 넣었다. 동전은 북두칠성 모양으로 배치하여, 무사 항해를  

     기원하였다. 

*** 선체의 맨 아랫부분에 있다. 선박의 척추 역할을 한다. 용골에 외판과 

     격벽(칸막이)을 만들면 선체의 기본 형태가 만들어진다.   

유물은 당시 해상운송의 규모를 말해 준다. 또한 해양실크

로드를 통해 경제적인 교류가 활발하였음을 보여 준다.

수중발굴로 밝혀진 신안보물선의 의미

신안보물선은 연구 결과 중국 배로 밝혀졌다. 신안보물선

이 알려 주는 의미를 몇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목간이 출수되어 국적과 절대연대를 확인했다. 목간 

중 ‘지치삼년(至治參年)’은 중국 원나라 영종 3년(1323)이

다. 이는 연호로 국가와 연대가 확인된 것이다. 동복사(東

福寺) 목간은 신안보물선에 실렸던 물품의 최종 목적지가 

일본 교토(京都) 도후쿠지(東福寺)임을 밝혔다.

둘째, 신안보물선의 구조이다. 잔존 신안보물선의 크기는 

길이 28.4m, 너비 6.6m이다. 선체 내부는 7개의 격벽(隔

壁)과 8격창(隔艙)으로 나눠졌다.

신안보물선은 배 밑부분이 ‘V’자 모양으로 뾰족한 첨저선

(尖底船)으로 중국 푸젠(福建)성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

되었다. 푸젠 지역은 바다 수심이 깊어 첨저형 배를 만들었

다. 그리고 푸젠 지역에서 배를 만들 때 무사 항해와 안녕

을 기원하는 보수공(保壽孔)**이 용골(龍骨)***이음

부에서 발견되었다.

셋째, 신안보물선은 중세 동아시아 세계를 살펴볼 

수 있는 결정판이다. 신안보물선의 출수 유물은 대

부분 중국 유물인데, 기타 무역품도 중국이 동남아

시아 지역에서 수입해, 중간무역을 한 제품이다. 또

한 일부 고려·일본 유물이 실려 있어서 국제무역

이 활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중세 동아시아 해

양실크로드를 생생하게 보여 준다. 그 외에도 유물을 

통해 항로, 조선사, 미술사, 국제무역, 경제사, 도자

사, 생활사 등을 가늠할 수 있다.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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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문화비평가 기 소르망은 “백자 달항아리는 어떤 문명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라며 한국만의 미적 결정체로 달항아리를 꼽

았다. 보는 것만으로 무념무상에 젖어들게 만들어 그저 계속 바라보

게 된다는 게 그가 덧붙인 설명이었다. 이처럼 백자 달항아리는 외국

인의 눈에 몹시 신기하고, 새로운 예술품이다. BTS의 음악이 그들의 

귀를 사로잡은 것처럼, 이번에는 백자 달항아리가 그들의 마음을 붙

들지 모른다.

문화재청이 지난 4월 16일 백자 달항아리 1점을 호주로 영구 반출한 

것은 이러한 해외의 관심에 부응한 결과다. 영구 반출을 허가받은 곳은 

호주 빅토리아 국립미술관으로 1861년 설립된 후 호주에서 가장 오

래되고 규모가 큰 미술관이다. 이 미술관에는 상설전시실로 아시아관

내 한국실이 있으나, 상대적으로 중국실이나 일본실에 비해 전시품이 

부족하였다.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데 비해서, 외국인들이 

엔터테인먼트 분야를 제외하고는 한국 문화를 접할 기회가 적었던 것

이다. 이에 세계로 확산하는 우리 문화의 외연을 확장하고 미래의 문화 

문화재 한류 첨병,

백자 달항아리 영구 반출 허가 

알면 신기한 문화재 이야기  

47

자원을 만들기 위한 뜻깊은 조치로 지난해 6월 처음으로 ‘책가도(冊架

圖)’(19세기 말~20세기 초 제작)와 ‘연화도(蓮花圖)’가 문화재청 허가 

후 반출되었고, 이번 백자 달항아리가 추가로 반출 된 것이다.

이번에 반출되는 백자 달항아리는 가로 35cm, 높이 34cm 크기로 기

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같은 유형의 달항아리에 비해서 상대적

으로 크기는 작은 편이다. 그러나 유백색 유조에 풍만한 형태 그리고 

곡선미는 17세기 말부터 18세기까지 크게 유행한 백자 달항아리의 

스타일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문화재는 국외 반출이 금지되어 있지만, 외국 정부가 인

증하는 박물관이나 문화재 관련 단체가 자국의 박물관 등에서 전시할 

목적으로, 국내에서 일반동산문화재를 구매 또는 기증받은 경우에 한

해 이번처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후 반출할 수 있다.

앞으로 더 다양한 문화재가 국외에 전시되어 우리의 전통문화와 얼을 

알리는 데 활용되길 기대해 본다. 

백자 달항아리

유백색 유조에 풍만한 형태와

곡선미가 돋보이는 달항아리는 

조선 후기 등장해 17세기 말부터 

18세기까지 크게 유행했다.

사진은 이번에 호주 빅토리아 

국립미술관으로 영구 반출되는 

달항아리이다.

ⓒ문화재청

사진, 자료제공.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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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자 소주굴씨 묘지

白磁蘇州屈氏墓誌

문화재 함께 읽기   

묘지(墓誌)는 무덤에 묻힌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히기 위해서 만들고, 피장자의 묘광(墓壙) 주변에 묻는다. 

조선시대 백자(白磁) 묘지의 주인공은 대부분

남성이고, 여성은 아주 드물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명(明)의 궁인이었고 조선(朝鮮)에서도

궁녀였던 굴씨의 ‘황명궁인조선국상기소주굴씨묘지

<皇明宮人朝鮮國尙記蘇州屈氏墓誌>’가 존재한다는 것을

처음 알게된 순간은 낯설고 당혹스러웠다.

글, 사진. 박경자(청주공항 문화재감정관실 문화재감정위원)

길지 않게 남은 묘지문, 하지만 오래 기억될 삶 

굴씨(屈氏)의 묘지는 세로방향이 긴 백자판이고, 글자는 청화

안료(靑畵顔料)로 썼다. 그녀의 일생을 기록한 묘지문(墓誌文)

은 그녀가 중국 소주부 출신으로 일곱 살에 명 황실의 궁녀가 

되었고, 조선에서는 내명부(內命婦)의 문서와 장부를 관장한 

종6품의 벼슬인 상기(尙記)를 지냈음을 밝히고 있다. 굴씨의 

묘지문은 임금의 친족으로서 종친부(宗親府)에 속한 임창군 

이혼(李 )이 썼다. 굴씨는 정축년(丁丑, 숙종 23)인 1697년 새

해 첫날에 사망하였고, 임창군은 사은정사(謝恩正使)로 청나

라에 갔다가 그해 봄에 돌아와 5월 5일 굴씨의 묘지명(墓誌銘)

을 경기 고양 대자동에 있는 선대의 장산(葬山)에 묻었다.

두 장의 백자판에 적힌, 그리 길지 않은 묘지문에는 굴씨의 삶

과 관련이 있는 여러 인물이 등장한다. 명의 마지막 황제 숭정

제(崇禎帝), 숭정제의 생모 효순황태후(孝純皇太后 劉氏)*, 조

선 인조의 계비 장렬왕후(莊烈王后), 소현세자와 세자빈, 소현

세자의 3남 경안군 이회, 경안군의 장남 임창군, 굴씨의 장사

(葬事)에 부의(賻儀)로 관(棺)을 내린 숙종이 그들이다.

조선의 굴곡진 역사와 함께 역경의 시간 보낸 굴씨 

명 황궁의 궁녀였던 굴씨가 조선에 온 것은 조선이 병자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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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백자 소주굴씨 묘지

白磁蘇州屈氏墓誌

조선 1697년(숙종 23년), 폭(幅) 20.2×14.6cm 두께(厚) 1.3cm 

프랑스 세브르 국립도자박물관 소장,

1894년 빅토르 콜랭 드 플랑시 기증

2.
프랑스 세브르 국립도자박물관 전시장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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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패하고 청이 제시한 항복조건의 하나로 소현세자가 1637년

부터 심양(瀋陽)에서 볼모생활을 한 후 1645년 2월 귀국할 때

이다. 소현세자는 1644년 4월에 청 구왕(九王, 도르곤)의 명

으로 종군하여 만리장성의 동쪽 끝 산해관(山海關)에서 벌어

진 전투에 참가하였다. 명 숭정제는 1644년 3월 반란군 이자

성(李自成)이 황성(皇城)인 북경을 점령하자 황궁[紫禁城, 자

금성]을 나와 자결하였다. 이자성의 군대는 명군(明軍)이 있는 

산해관으로 진격하여 오삼계(吳三桂)와 구왕이 이끄는 명청 

연합군과 격돌하였다. 산해관 전투에서 승리한 청군은 곧 북

경으로 향하였고, 구왕을 따라 소현세자도 5월 2일에 황궁에 

입성하였다. 또 청군은 전투에서 패해 달아나던 이자성의 기

병(騎兵)을 습격하여 황자(皇子) 한 명과 궁녀 100여 명을 빼

앗았다. 북경에서 소현세자의 거처는 처음에 황궁 안 문연각

(文淵閣) 동쪽의 관청건물이었다가, 이내 황궁 밖 광인가(廣仁

街)에 있는 명 융경제 부마의 집으로 옮겼다. 임창군이 쓴 굴

씨의 묘지문을 근거로 판단하면, 이때 청인(淸人)이 굴씨를 소

현세자의 관소로 보내어 시녀가 되었다. 청의 구왕은 소현세

자에게 세자빈, 봉림대군(鳳林大君) 등과 8월에 다시 북경으

로 오라는 명(命)과 함께 심양으로 돌아갈 것을 허락하였다. 

소현세자는 1644년 5월 24일에 북경을 출발하여 6월 18일에 

심양 관소(館所)에 도착하였다. 이후 청이 북경으로 천도(遷

都)한 8월 20일 세자빈, 봉림대군과 함께  다시 심양을 출발

하여 9월 19일에 북경에 도착하였다. 세자빈은 북경에 도착한 

지 약 보름 만인 10월 5일에 경안군(慶安君)을 출산하였고, 굴

씨가 경안군을 돌보았다. 이후 11월 26일에 순치제의 명으로 

볼모에서 풀려난 소현세자는 12월 20일 북경을 출발하여 심

양을 거쳐 이듬해인 1645년 2월 한성(漢城)에 도착하였다. 이

때 순치제가 소현세자에게 하사한, 청(淸)에 포로로 잡혔던 명

(明) 환관 다섯 명과 궁녀가 세자 일행과 함께 조선에 왔다. 그

러나 두 달여 만인 4월 26일 소현세자가 급서하였고, 세자의 

장례를 마친 7월 인조는 이들을 청 사신을 따라 본국으로 송

환시켰다. 이때 굴씨는 조선에 남아 인조의 계비 장렬왕후(莊

烈王后)를 모시는 궁녀가 되었고 그 품계가 종6품 상기(尙記)

에 이르렀다. 장렬왕후가 1688년(숙종 14) 8월에 돌아가고, 66

세의 굴씨는 약 43년간의 궁녀 생활을 마감하고 경안군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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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인 임창군의 집으로 갔다. 임창군은 그해부터 장남 밀풍군 

이탄, 이듬해 차남 밀남군 감을 비롯하여 모두 6남을 낳았다. 

육십대 중반의 굴씨는 임창군의 아들들을 돌보며 9년을 살았

고, 1697년 1월 1일 약 75년간의 긴 생을 마감하였다. 그리하

여 당시 북경에 갔다가 굴씨가 돌아간 지 한 달 후에 돌아온 

임창군은 그녀의 묘지문에 “왕후가 돌아가신 후 소저는 궁에

서 나와 나의 집에 머물며 자녀들을 돌보았는데 심히 수고로

웠다(后薨姐出居余家保視余子女甚 )”라고 썼다. 또 일곱 살 

어린 나이에 궁[明]에 들어간 후에는 나라가 망하여 오랑캐에

게 포로가 되는 어려움을 겪었으며, 마침내 타국(조선)에서 사

망한 것과 자신의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아 준 수고로움에 슬

퍼하며 묘비명을 썼다. 더하여 훗날 굴씨가 묻힌 능곡(陵谷)이 

변한 후에라도, 이를 알아보는자가 있다면 슬퍼 마음이 상하

지 않기를 바랐다.

세대를 지나 마음을 울리는 그녀의 긴 여정

현재 굴씨(屈氏)의 백자묘지는 프랑스 세브르 국립도자박물관 

1층 아시아실에 전시되어 있다. 1894년에 굴씨의 백자묘지를 

기증한 빅토르 콜랭 드 플랑시는 프랑스인이고 1887년 말부터 

1890년 8월까지 영사 자격으로, 1896년 4월부터 1906년 1월까

지는 총영사를 겸한 대리공사로 조선과 대한제국의 수도였던 

한성부(漢城府)에 머물렀다. 투명한 유리 한 장을 사이에 두고 

그녀의 묘지 앞에 서자 당혹스러움도 호기심도 아닌 알 수 없

는 감정이 피어났다. 그렇지 않아도 나는 굴씨의 고단한 일생

을 마주하기 위해 프랑스로 오기 직전, 경기도 고양시 대자동

에 있는 그녀의 묘소(墓所)에 다녀온 터였다. 임창군의 당부에

도 불구하고 눈썹 끝으로 헤아릴 수 없는 슬픔이 차올랐다. 

*   임창군은 ‘孝純劉太后’로 썼다. 하지만 효순황태후는 굴씨가 태어나기 전인 

      1615년에 사망했기 때문에 이는 숭정제의 황후인 효절열황후(孝節烈皇后)의 

오기(誤記)로 판단된다.  

※ 이 글은 李 , <皇明宮人朝鮮國尙記蘇州屈氏墓誌> ; 심양관, 『瀋陽狀啓』 ;  

     시강원, 『昭顯瀋陽日記』 ; 시강원, 『昭顯乙酉東宮日記』 ; 『仁祖實錄』 ; 『肅宗實錄』 ; 

     『承政院日記』에서 굴씨의 묘지명(墓誌銘)에 등장하는 인물과 관련된 기사를 

     종합하여 작성하였다. <皇明宮人朝鮮國尙記蘇州屈氏墓誌>의 원문과 전체 내용은      

     조만간 별도의 지면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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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문화재청  

철저한 방역 체계 속 ‘고창농악 전수교육관’ 프로그램 운영 재개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50

문화재청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지원 사업

고창농악 전수교육관은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7-6호 고창

농악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

화 사업의 일환으로 ‘사시사철 굿 피는 고창’과 ‘고창농악 전

통예술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사시사철 굿 피는 고창’은 계절마다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고창농악의 특색 있는 악기 교육 이외에도 굿과 사람에 대한 

‘굿 이야기’와 ‘고깔 만들기’ 등을 진행한다. 매년 1,000여 명

의 전수생을 배출하고 있으나, 현재 코로나19로 중단된 상태

이며, 철저한 방역체계 속에서 여름부터 프로그램을 재개할 

계획이다.

‘고창농악 전통예술학교’는 ‘기초-중급-고급반’으로 나뉘며, 

‘고깔소고춤’, ‘꽹과리’ 등 부문별 강좌도 함께 운영한다. 올해 

‘고창농악 전통예술학교’는 코로나19로 5월부터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9월 종합 발표회를 열 예정

이다.  

한편 (사)고창농악보존회는 2019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문화재청장 표창을 받은 

바 있다. 고창농악 활성화 프로그램의 더 자세한 내용은 고창

농악 전수교육관(T. 063-562-2044)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화재청은 매년 전국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을 대상으로 활

성화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무형유산 배움터

인 전수교육관에서 무형문화재 전승자뿐만 아니라 무형유산 

교육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

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전수교육관 운영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정부 대응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2018년 전통예술학교 발표회 ⓒ(사)고창농악보존회

2.
2019년 전통예술학교 판굿 기초반 수업사진 ⓒ(사)고창농악보존회

1

2

문화재청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공식SNS

instagram.com/ichstf_offi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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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제158호

경주 문무대왕릉

(慶州 文武大王陵)

소재지

경북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앞 해중(대왕암)

문의처

054-779-8585

주변 볼거리

감은사지 삼층석탑, 이견대, 석탈해왕 탄강유허

경주 문무대왕릉은 신라 30대 문무왕(재위 661∼681)의 

무덤이다. 동해안에서 200m 떨어진 바다에 있는 

수중릉으로, 신라인들의 창의적인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곳이다. 문무왕은 아버지인 태종 무열왕의 

업적을 이어받아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당의 침략을 

막아 삼국통일을 이루었다. 또한 병부, 창부 등 

중앙관청을 창설하였고, 지방통치를 위한 5소경제도와 

9서당 10정의 군사제도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국가 

체제 완성의 기초를 제공하였다. 대왕암은 자연 

바위를 이용하여 만든 것으로 그 안은 동서남북으로 

인공수로를 만들었다. 바닷물은 동쪽에서 들어와 

서쪽으로 나가게 만들어 항상 잔잔하게 하였다. 수면 

아래에는 길이 3.7m, 폭 2.06m의 남북으로 길게 놓인 

넓적한 거북모양의 돌이 덮여 있는데 이 안에 문무왕의 

유골이 매장되어 있을 것이라 추측된다. 

사진. 문화재청 김홍기

문화재가 있는 풍경   

7月 -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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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     3 1    

동 해 의  용 이  되 어 ,  나 라 를  수 호 하 고 자  한  대 왕 의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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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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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가면 좋은 여행지 | 전주, 임실, 남원, 고창, 목포, 진도, 해남

‘소릿길’ 탐방코스
형태가 없는 문화유산을 체득하는 것은 역사의 생명력을 확인하는 행위이다. 몸짓과 소리를 통해 시대를 초월하는 

가치를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길이 생긴다. 전라도는 특히 구성진 가락과 극적인 창법, 폭넓은 감정을 담고 있는 ‘소

리’를 통해 무형의 ‘길’을 만들어 왔다. 전라북도는 음식과 예향의 도시 전주, 호남 좌도농악을 대표하는 필봉농악의 

고장 임실, 춘향가와 흥부가의 배경인 남원, 판소리를 중흥시킨 고창으로 이어지는 소릿길을 만들었다. 반면에 전라

남도는 육지와 바다의 문화적 다양성을 품은 항구도시 목포, 다수의 무형문화재와 민속의 원형이 살아있는 진도, 남

해의 비경을 간직한 풍요로운 전통의 고장 해남으로 소릿길을 열었다.

문화유산 방문캠페인

‘소릿길’ 전주, 임실, 남원, 고창, 목포, 진도, 해남

국립무형유산원은 음악과 영상으로 

접할 수 있는 무형문화재를 비롯해 

전통 악기와 의상, 장신구, 매듭, 탈 

등 다양한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또

한 무형문화유산의 의미와 가치를 직

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이 흥미롭게 준비되어 있다. 매주 토

요일에는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의 공연을 열어, 멋과 흥을 느낄 수 있는 기회

도 제공한다.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

문의 | 063-280-1400 www.nihc.go.kr

주요 프로그램

•이수자전

    2020.8.1.~10.31. 차세대 무형유산 전승 주역들이 펼치는 가무악회

•국제무형유산 영상축제

    2020.9.10.~9.12. 무형유산 영상 상영, 필름콘서트, VR체험관, GV

국립무형유산원#1
임실필봉농악(국가무형문화재 제

11-5호)은 전북 임실군 강진면 필봉

리에 전승되어 온 마을 풍물굿이다. 

전라도 동부지역의 농악을 좌도농악

이라 하는데, 그중 원형이 가장 잘 보

존된 것이 필봉농악이다. 가락이 힘차

고 씩씩한 필봉농악은 개인의 기교보

다는 단체의 화합과 단결을 중시하는 것이 특징으로 필봉농악전수관에서 바로 

이 필봉농악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다. 

주소 | 전북 임실군 강진면 강운로 272

문의 | 063-643-1902 www.pilbong.co.kr

주요 프로그램

•전수교육

   하계전수(6~8월), 동계전수(12월~이듬해 2월) 대학생 및

   일반인 풍물동아리 대상

•풍물스테이

   관계 형성과 회복을 위한 1박 2일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

   가족단위 참여 가능 

임실필봉농악전수관#2

광한루는 남원으로 유배를 온 황희가 

1419년에 세운 것이다. 현재의 건물

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1638년

(인조 16년)에 재건한 것이다. 광한루

가 있는 정원은 광한루원이라 하는데, 

우리나라 조경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조선의 조경문화에는 음양

오행, 풍수지리, 성리학적 세계관, 신선사상 등이 담겨 있는데, 광한루원에 이러

한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

주소 | 전북 남원시 요천로 1447

문의 | 063-625-4861 www.namwon.go.kr

광한루원 개장 시간

하절기(4~10월) 08:00~21:00 동절기(11월~이듬해 3월) 08:00~20:00

광한루원#3
고창 판소리박물관이 있는 곳은 신재

효의 고택이 있던 자리이다. 신재효는 

판소리 이론가이자 비평가, 후원자로 

판소리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이다. 

박물관에는 그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

는 유품이 전시되어 있고 다른 고창의 

명창들을 조명하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또한 판소리의 역사와 특징, 예술세계, 전승 계보 등이 다양한 형태로 정리

되어 있다.

주소 | 전북 고창군 고창읍 동리로 100

문의 | 063-560-8061 www.gochang.go.kr/pansorimuseum

박물관 개장 시간

하절기(4월~10월) 09:00~18:00, 동절기(09:00~17:00)

휴관일 : 월요일, 1월 1일, 설, 추석

고창판소리박물관#4

1코스 

1 국립무형유산원

2 임실 필봉농악전수관

3 광한루원
4 고창 판소리박물관

우리나라는 일찍부터 바닷길을 개척

하고 해양활동을 펼쳤다. 그와 관련된 

잔해와 유물을 연구하는 곳이 목포 국

립해양문화재연구소다. 연구소는 해

양유물전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다

양한 해양 유물과 문화재를 공개하고 

있다. 전국에서 발굴된 모든 해양유물

이 모이는 이곳에선 조상들의 선박 건조기술 발달 과정과 생활문화를 한눈에 파

악할 수 있다.

주소 | 전남 목포시 남농로 136

문의 | 061-270-3001 www.seamuse.go.kr

주요 전시실

해양교류실, 신안선실, 세계의 배 역사실, 한국의 배 역사실

어린이 체험관 프로그램

수중발굴 증강현실 모래놀이 체험, 디지털 게임으로 경험하는 유물탐사,

영상으로 펼쳐지는 도자기 문양, AR로 만나는 바다상인들,

고려시대 그릇 포장법, 전통배 복원 등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5

국립 남도 국악원은 유서 깊은 남도의 

전통문화예술을 계승, 발전시키고 국

악의 체계적인 연구와 교육, 공연 등

을 위해 설립됐다. '보배로운 소리의 

전당'이라는 뜻의 진악당, 여귀산과 

귀성포구를 감상할 수 있는 달빛마당, 

하늘 가득한 별을 볼 수 있는 별빛마

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채로운 상설 및 기획 공연이 펼쳐진다.

주소 |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대로 3818

문의 | 061-540-4031 jindo.gugak.go.kr

주요 프로그램

•금요국악공감 | 매주 금요일 오후 7시부터(3~12월) 진악당에서

•주말 문화체험 | 3~12월 기간 내 금·토요일

   주말 문화체험은 공연관람과 국악배우기(강강술래, 진도아리랑),

   남도문화탐방 등 1박 2일로 구성되어 있음

남도 국악원#6
해남은 조선시대 우수영이 있던 지역

으로, 명량대첩을 기념하고 옛 성지의 

모습을 간직하기 위해 우수영국민관

광지를 조성했다. 울돌목을 바라보는 

위치에는 명량대첩기념공원이 만들어

졌고, 이곳에는 판옥선을 본떠 만든 명

량대첩 해전사 기념전시관이 있다. 근

처에는 전망대가 있으며, 울돌목과 진도대교, 진도타워가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주소 | 전남 해남군 문내면 관광레저로 12

문의 | 061-530-5541 www.haenam.go.kr

명량대첩 해전사 기념전시관 이용시간 및 입장료

09:00~18:00(매주 월요일 휴관) | 성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

우수영국민관광지#7

2코스 

5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6

7

남도 국악원

우수영 국민관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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