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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지향하는 건강한 삶,

몸과 마음을 함께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

집

심신(心身)의  안녕(安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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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06

10

14

18

22

26

30

09

36

38

42

44

46

48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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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규형, 안호, 김대현, 조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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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자인·제작 더에이치

특집1 바로놓기

한국인의 건강관리 그 역사적 기원

특집2 문화 읽기

마음은 우리 삶의 주인이다

퇴계의 마음 다스리는 방법  

특집3 문화재 깊게 읽기

‘건축과 공간’으로 살펴보는 근대 병원

특집4 문화에 닿기

잘 씻는 삶에 관하여

아주 오래된 미래

콘텐츠 들려주는 사람들

이야기가 있는 삶

천년의 바람, 대를 이어 불다

김동식 국가무형문화재 제128호 선자장 보유자

한국의 전통정원을 말하다

‘담다디’의 이상은과

제왕의 안식처, 종묘에 머물다

문득 그 길로 한걸음

오롯이 깃든 역사, 그 시간을 달리다

‘왕가의 길’

문화재 핫이슈

수마노탑을 더 위대하게!

정선 정암사 수마노탑 국보 제332호 승격

세계문화유산

동일 한자권 내에서 역사·문화적

유사성이 높은 두 마을,

한국 안동 하회마을 vs 중국 이현 홍춘

문화재와 과학기술

Let's 기립(起立) 열암곡 마애불상

바로 설 수 있을까?

해양문화유산 읽기

바다만 아는 미스터리, 복원으로 풀어낸다

문화재 함께 읽기 

신(神)이 된 관우(關羽)와 

<국사당의 무신도>

알면 신기한 문화재 이야기

나의 이름은 보물 제1884호,

초 심지를 자르는 가위다

함께하는 문화재청

역사, 예술, 염원이 담긴 새 보물 납시었네

코로나19로 모든 국민의 외부활동이 제약되는 상황에서 집안에서 소식지 한 

권으로 우리 문화유산을 즐길 수 있는 ‘월간 문화재사랑’의 2021년도 제작 방

향 수립을 위해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문화재사랑 구독자

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2차)

국민과 함께 만드는

‘2021년도 월간 문화재사랑’

국민생각함 경품 이벤트(2차)

QR코드 바로가기

참여내용 2021년도 독자엽서 문화유산 입체 캐릭터 투표(투표형)

참여방법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 로그인 > 생각참여 > 생각모음 > 

건명 검색(“문화재사랑”) > 투표 실시 > 이벤트 참여(동의&연락

처&전자우편 주소) > “이벤트 참여” 추가 댓글 작성

참여기한  2020. 9. 20.(일)까지

경품  이벤트 참여자 중 “이벤트 참여” 추가 댓글 작성자 50명을 추첨하여 연

말에 ‘2021년도 문화유산 탁상 달력’을 보내드릴 예정임(1차 이벤트 

참여자와 통합하여 추첨할 예정임)



오른쪽 마크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보이스아이 바코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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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중에는 책을 진열하는 공간이 있었는데 이를 그림으로 그린 것이 ‘책가도’다.

정조는 이 책가도를 어좌 뒤에 놓았을 만큼 책 사랑이 지극했다. 정조는 문무를 겸비한 왕으로 유명한데,

그는 바로 ‘마음의 안녕’을 위해 많은 책을 읽고 공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조선의 궁 안에는 임금이 드시는 어약을

조제하기 위한 약방 ‘내의원’이 있었는데 의원 2인이 오로지 어약에 관한 직무를 전담하도록 했다.

이는 존엄한 왕의 ‘몸의 안녕’을 위한 조치였다.

이처럼 몸과 마음, 심신의 안녕을 위해 만들어진 공간은 그 이미지가 서로 닮아 있다.

우리의 삶 속에 책을 두는 것과 약을 두는 것,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자.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 예고

*  이택균은 조선 말기에 활동한 궁중 

도화서 화원이다. 그가 그린 ‘책가도 

병풍’은 10폭 병풍이 이어지도록 제

작한 작품인데 폭마다 3단 또는 4단 

서가를 배치하고 여러 가지 서책과 

물품을 화려한 채색으로 세밀하게 

묘사했다. 지난 8월 6일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 예고되었다.

약

방

창덕궁 내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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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누구나 건강하게 살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를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실천해

왔다. 건강이란 목적은 동일하지만, 그 구체적

실천의 방법은 지역과 나라마다 달랐으며,

그렇게 축적된 지식과 실천은 각 민족 고유

문화의 중요한 일부를 이루어 왔다.

글. 여인석(연세대 의대 의사학과)

한국인의 건강관리 

그 역사적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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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지식과 전통 지식의 풍성한 결합

우리 민족은 고대로부터 이 땅에서 살아오며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이론과 방법을 발전시켜 왔

다. 특히 외부에서 들어온 새로운 지식은 전통적인 자생적 지식과 결합되어 더욱 풍성한 열매

를 맺었다.

삼국시대에 들어온 불교는 종교의 역할만 한 것이 아니다. 새로운 문명으로서 ‘의학’의 발전에

도 기여했다. 종교와 의료가 확실히 구별되지 않던 당시에 종교적 실천과 의료적 실천은 혼합

되어 사용되었다. 기도와 법회, 향 피우기 그리고 엄격한 계율 지키기는 질병을 치료하고 공동

체 내의 질병 전파를 막는 역할을 했다. 어지러웠던 통일신라 말기에는 약사여래 신앙이 유행

하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민중은 신앙의 힘으로 질병을 극복하고자 했다.

고려시대 역시 불교가 융성하던 시기였지만, 종교와 분리된 세속적 의학의 발전이 본격화하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했다. 중국의 의서가 대량으로 들어오고 새로운 의학적 지식을 쌓아갔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생적 의학이 본격적으로 자라났다. 중국 의서에 나오는 약재가 아니라 우리 

산하에서 나는 약재를 통해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려는 노력이 ‘향약(鄕藥)’에 대한 관심과 탐구

로 이어졌다. 고려 말기에 시작된 향약 연구는 조선 전기를 거쳐 『동의보감』에 이르기까지 면면

히 이어졌다. 세종 대에 편찬된 『향약집성방』은 이러한 노력의 결집체였다. 특히 『동의보감』은 

동시대 동아시아 전통의학 지식을 집대성하고 새롭게 정리한 당대 의학의 정(精)미로운 결정체

였다. 

건강관리와 의학, 보편적인 교양의 하나

과거 의학은 일부 전문가에게 맡겨진 지식이 아니었다. 건강의 유지는 모든 사람의 공통적 

관심사인 만큼 의학에 관한 지식은 지식인이 보편적으로 갖추어야 할 교양의 하나로 여겨졌

다. 특히 전문 의료인을 찾기 어려운 시골이나 산간에서는 자신의 건강은 자신이 돌보지 않으

면 안 되었다. 퇴계 이황은 일종의 건강체조라 할 수 있는 도인술을 실천하여 건강을 유지했

으며, 그에 관한 책도 남겼다. 세종 못지않은 호학(好學)의 군주였던 정조는 스스로 의서를 편

찬하기도 했으며, 할아버지 영조의 치료법을 두고 내의원 의관들과 토론할 정도로 의학 지식

에 정통했다. 정조의 사례에서 보이는 것처럼 ‘효’라는 유교적 덕목이 강조된 조선시대에 부모

님의 건강을 돌보는 것은 자식의 도리였고, 이를 위해 최소한의 의학적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글을 아는 선비의 사회적 의무이기도 했다. 물론 첨단의학이 발전한 오늘날 누구나 의학 전문 

지식을 갖기는 어렵다. 그러나 자신의 건강을 자신이 책임지고 돌보는 그 태도만큼은 조상들

에게서 배워야 할 지혜가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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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계 이황은 젊은 시절 지나친 공부로 병을 얻어 

평생동안 여러가지 병을 앓았다. 그런데도 70세까지 

장수한 비결이 뭘까, 많은 사람이 궁금해한다.

퇴계 이황은 스스로 조심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았으며 

특히 ‘치심 -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당대의 선비들은 그 가르침을 따르고자 했으며,

그 효과는 현대인에게도 유효하다. 

글. 이광호(국제퇴계학회 명예회장, 전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

07

1.
안동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에 

자리한 이황 동상

퇴계 이황의 학문은 당대를 풍미했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영호남의

주리적(主理的) 퇴계학파와 근기지역의

실학파를 형성하였다. ‘인간완성’을

지향하는 그의 학문은 현대 동서

학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광호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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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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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는 존재의 다층 구조, 그 주체는 ‘마음’

퇴계 이황(李滉)의 학문과 삶을 연구하고 배우다 보면 우리 

삶에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어쩌면 본말 전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까지 이르게 된다. 과학적 사

유의 학문에서는 객체와 객체가 지닌 법칙이 학문의 대상

이다. 주체는 객체의 법칙을 연구하는 인간 두뇌의 기능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퇴계 이황이 정립하고자 노력한 ‘유학’에서는 마음

이 인간의 주체이며 주재자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

다. 성리학의 자연관인 이기론(理氣論)에서 ‘이(理)’는 객관

적 법칙을 넘어 우주의 주재자이며 창조자이다. 우주 자연

의 주재적 창조자인 ‘이’가 인간을 창조하며 인간에게 본성

을 부여한다. 인간의 본성을 담고 있으면서 인간의 주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다.

성리학의 자연관, 인간관에서 자연과 인간은 다층적 존재

로 설명된다. 퇴계 이황이 1568년 17세의 선조에게 올린 

『성학십도』의 제1도인 「태극도」와 「태극도설」은 성리학의 창

시자인 주돈이(周敦 )가 지은 것으로 성리학의 자연관과 

인간관을 대표한다.

「활인심방」 과 퇴계 이황의 건강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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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도」는 우주자연을 태극권, 음양권, 오행권, 기화권, 만

물화생권의 5층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태극도설」에서

는 자연의 산물인 인간도 소우주로서 ‘신령한 본성’, ‘형체와 

정신’, ‘오성( 性)’, ‘선악의 삶’, ‘만사를 낳음’이라는 5층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위의 층은 상위 층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이처럼 자연과 인간에 대한 다층적 이해에서는 본성을 담고 

있는 존재의 가장 깊은 층인 마음을 이해하고 다스리는 것

이 학문과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

퇴계 이황은 왜 「활인심방」을 필사했을까

「활인심방」의 원래 제목은 『구선활인심법( 仙活人心法)』으

로 상, 중, 하 3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선은 명나라 주권

(朱權)의 호인데, 그는 명 태조 주원장(朱元璋)의 아들 26명 

가운데 17번째로 태어나 14세에 영왕(寧王)에 봉해졌다. 그 

후 번왕으로 세력을 떨쳤지만 중년에 도교에 귀의하여, 『동

천비전(洞天秘典)』, 『태청옥책(太 玉 )』, 『정명오론』 등의 

도가서와 『수역신방(壽域神方)』, 『건곤생의비온(乾坤生意秘

蘊)』 등 의학서를 남긴 인물이다. 명말 청초의 유명한 서화

가 팔대산인(八大山人) 주탑(朱 )이 그의 후손이다.

『구선활인심법( 仙活人心法)』은 1424년에 저술되었다. 상

권은 보화탕(保和湯), 화기환(和氣丸), 양생지법(養生之法), 

치심(治心), 도인법(導引法), 육자법(六字法), 보양정신(保

養精神), 보양음식(補養飮食) 등 수양과 관련된 내용을 주

로 하고, 중권은 옥급(玉 )이십육방, 하권은 가감영비(加

減靈秘)십팔방이라는 처방법을 다룬다.

퇴계 이황은 그 가운데 심신의 수양과 관련이 깊은 상권의 

내용을 필사하였다. 필사하면서 제목을 「활인심방」이라 붙

였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성종 8년(1477)에 간행한 의학총서인 『의방유취(醫方類聚)』

에는 『활인심법』이나 주권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다. 다만 

“의학에 관한 『경험방(經驗方)』, 「활인심방」 등의 저술이 있

었으나 임진란으로 산일되었다”고 한 송당(松堂) 박영(朴

英)의 소개에서 처음으로 그 제목이 나온다. 이후 퇴계 이

황이 필사해 자신의 건강법으로 사용하면서 이 책이 유포

되기 시작하였다. 1550년에는 경주부에서 목판으로 간행

되고, 1610년에 편찬된 『동의보감(東醫寶鑑)』과 이 무렵 양

예수(楊禮壽)가 편찬한 『의림촬요(醫林撮要)』에서는 구선의 

의학설과 처방법이 자주 인용되기에 이른다. 이후 「활인심

방」은 조선시대 학자들의 애독서로 자리 잡게 된다.

병은 마음으로 말미암아 생긴다

「활인심방」에는 마음은 사람의 근본이어서, 마음을 잘 쓰면 

병 없이 오래 살지만 마음을 잘못 쓰면 병이 나서 일찍 죽

게 된다고 적혀 있다.

神聖

舍本逐末

「 」 

2.
『성학십도』 중 제8심학도

퇴계 이황이 선조에게

올린 『성학십도』 전체는 

마음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경(敬)을 바탕으

로 천리를 함양하고

욕망을 다스림으로써

성인이 되는 것을 학문과 

삶의 목표로 삼고 있다. 

그는 『성학십도』를

통하여 위기지학, 즉

‘인간완성’의 학문을

체계화하고자 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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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활인심방」 상권의 도인법

퇴계 이황이 직접 그려 

넣은 것으로 추정되는 

도인법의 동작들. 일종

의 건강체조법으로 천주

혈을 자극하거나, 발을 

잡아당기는 동작, 두 손

을 깍지 끼어 머리 위로 

올리는 동작 등 따라하

기 쉬운 동작으로 구성

되어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처럼 ‘마음’에서 병이 생긴다는 이야기는 과거에만 해당

할까? 전혀 그렇지 않다. 현대 사회는 엄청나게 복잡하다. 

복잡한 사회를 살다 보면 온갖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수

면부족, 소화불량, 정신쇠약으로 건강한 삶을 위협받는 사

람들이 많다. 이는 모두 마음과 관련된 병들이다. 그러나 

과학은 객체는 알지만 주체인 마음은 알지 못한다. 과학적 

교육만 하는 학교에서는 마음에 대해 가르치지 않는다. 교

육과 학문이 마음을 버리고 돌보지 않으니, 어찌 병이 나지 

않을까.

「 」 

「활인심방」에는 마음을 다스려 신선이 되는 방법과 병을 다

스려 의사가 되는 방법이 함께 나온다. 의사는 처방법대로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일반 독자에게는 병

이 나지 않게,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상권의 

내용이 중요하다. 그래서일까. 퇴계 이황도 상권만 필사했

다. 상권에는 ‘삿된 생각을 하지 말라(思無邪)’, ‘마음을 속

이지 말라(莫欺心)’, ‘마음을 맑게 하라(淸心)’, ‘욕심을 적게 

하여라(寡慾)’ 등 30가지 보화탕(保和湯: 퇴계는 中和湯으

로 기록함)을 먼저 복용하고, 그 다음 ‘인(忍)’이라는 화기환

(和氣丸)을 오래도록 복용하라고 나와 있다. 그리고 ‘참으

라’는 뜻의 ‘인(忍)’이라는 한 글자 경전과 ‘방편(方便)’이라는 

두 글자 경전, ‘본분에 따르라’는 ‘의본분(依本分)’ 세 글자 

경전을 진심으로 받들며 실행하면 무한한 복을 받아 건강

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한다. 그 뒤를 이어 마음을 다

스리는 치심법(治心法)과 기운을 조화롭게 하는 도인술, 여

섯 글자의 발성법으로 여섯 가지 장부를 건강하게 하는 법 

등을 소개하고 있다.

「활인심방」도 「태극도」처럼 인간을 몸과 기운과 마음의 다

층구조로 이해하고 있다. 약으로 병든 기운과 몸을 다스리

는 처방법과 달리 도인술과 치심법은 평소에 마음과 기운

을 다스리며 건강하게 살도록 하는 방법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는 화를 참지 못하고 병이 나는 이들이 많

다. 마음을 다스릴 필요성과 그 방법을 알지 못해서다. 병

을 고칠 의료 시설과 기술은 넘치지만, 정작 병을 예방할 

수 있는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에는 모두가 어둡다. 우리도 

퇴계처럼 「활인심방」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마음을 잘 다스

린다면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은 정신적으로는 물론 육체적

으로도 더욱 건강하게 될 것이다.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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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제중원, 세브란스병원, 대한의원 

등 병원 건축의 변화 과정을 통해 서양식 근대 병원이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변화, 발전했는지를 압축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제중원 이전이 구료의료에 제한되어 있었다면, 

재동 제중원과 구리개 제중원을 거치면서 연명의료와 

전문의료의 단계로 발전했다고 할 수 있다. 세브란스병원과 

대한의원 등 유럽풍 병원 건축물의 등장은 최신식 

의료설비를 갖춘 현대식 의료의 출발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글. 신규환(대구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건축과 공간’으로   

 살펴보는

 근대 병원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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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항 이후 조선에서는 서양의학을 시술하는 장소로서 병원

이라는 명칭이 등장했다. 1884년 12월 갑신정변에서 자상을 

입은 민영익이 알렌(Horace N. Allen)의 외과수술을 받고 

극적으로 살아나면서 서양의학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1885

년 알렌은 <병원건설안>을 제안하였고, 그 결과 한국 최초

의 서양식 근대병원인 제중원이 탄생하였다. 재동에 위치한 

홍영식의 가옥을 개조한 제중원은 행랑채에 전염병실, 바깥

채에 대기실·진찰실·수술실·약국·안과병실·암실, 사

랑채에 일반병실·예방접종실, 안채에 여성 병실, 별채에 

독방 등을 두었으며 건물 중심부에 외래진찰실·수술실·

외과병동·부인병동 등을 배치하였다. 또한 당시 유행하던 

두창과 콜레라에 대응하기 위해서 예방접종실과 전염병실

을 설치하기도 했다. 아울러 북쪽에는 의학교를 설치해 의

학교육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였다. 

제중원은 전형적인 전통 한옥 건물을 개조하여 40병상 규모

의 서양식 종합병원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비록 서양식 건

물은 아니었지만, 재동 제중원은 기존 동아시아 병원에서

는 찾아볼 수 없었던 수술실, 전염병실, 예방접종실, 화학실

험실, 의학교 등을 배치하여 근대 의료를 위한 새로운 공간

구성을 시도했다. 제중원은 이처럼 서양 병원의 공간구조를 

한국 사회에 내면화하는 출발점이었다.

외래진료와 입원환자가 증가하면서 재동 제중원의 수용 공

1.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식 병원, 재동 제중원

ⓒ동은의학박물관

2.
연세대학교 내에

복원된 제중원 모습 

ⓒPublic domain

3, 4.
국가등록문화재

제447호 제중원

1차년도 보고서

ⓒ문화재청

5.
국가등록문화재

제445호 알렌의 진단서

ⓒ문화재청

간은 한계에 직면했다. 1887년 초 제중원은 조선의 대표적

인 대민의료기관인 혜민서가 있던 구리개(현 을지로) 일대

로 자리를 옮겼다. 구리개 제중원은 질병에 따라 구분된 병

동, 수술실, 대기실, 진료실 등의 진료공간과 교회 창고, 부

엌, 세탁소 등의 부속 건물을 갖추고 있었다. 구리개 제중원 

역시 여전히 전통 한옥을 개조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병동

은 크게 만족스럽지 못했지만, 침대를 사용할 수 있었고 현

미경을 통한 가래 검사로 결핵을 구분해 낼 수 있었다. 이런 

방식으로 구리개 제중원은 콜레라나 말라리아 같은 전염병

에도 적극 대처하면서 세균학 시대를 열어갔다.

현대 병원의 기원, 세브란스병원

1904년 세브란스병원의 개원은 병원 공간과 전염병 관리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한국 근대건축 도입기의 건물이 

대부분 일본식의 의양풍 건물인데 비해 세브란스병원은 르네

상스풍의 구미식 건축물로 근대 한국의 서양식 건축을 대표한

다고 볼 수 있다. 세브란스병원은 제중원 원장인 에비슨(Oliver 

R. Avison) 박사가 1900년 뉴욕 만국선교대회에서 클리블랜드

의 석유 부호인 세브란스(Louis H. Severance)에게서 기부금을 

받아 설립한 병원이었다. 세브란스병원은 반지하와 2층으로 

이루어진 건물로 40병상 규모였으며, 6개의 격리병상이 포함

되어 있었다. 반지하층에는 무료 진료실, 2개의 대기실, 상담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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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검사실, 약국, 의약품 창고, 난방로, 석탄창고, 주방, 세

탁소 등이 있었다. 1층에는 진료실, 엑스레이 기계설비, 증

기탕, 관절 치료 장치, 이비인후과 치료를 위한 압축공기 장

치, 전기설비실, 주방 등이 있었고 남녀 화장실과 목욕실 등

이 배치되었다. 2층에는 대수술실과 소수술실, 7개의 병실, 

목욕탕, 화장실, 간호사실 등이 갖추어졌다.

전체 건물은 온수로 난방이 이루어졌고, 전기 조명이 설치

되었다. 검사실에는 현미경, 원심분리기, 항온기 등이 설치

되어 혈액, 소변, 대변, 가래침 등을 검사할 수 있었으며, 엑

스레이 장비와 실험실을 구축하여 최신 의학의 시연이 가능

했다. 1905년 봄에는 격리병동이 별도로 개설되었고 영안

6.
세브란스병원과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

전경(1930년대)

ⓒ동은의학박물관

7.
국가등록문화재 제448호

에비슨의 수술장면 유리건판 필름

ⓒ문화재청

8.
국가등록문화재 제450호

분쉬의 외과도구

ⓒ문화재청

실, 기숙사, 의학교 등이 추가로 배치되면서 진료, 교육, 연

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었다. 세브란스병원은 

현대병원의 기원으로서 세균실과 실험의학의 이상이 공간

적으로 체현된 결정판이었다.

사적 제248호 서울 대한의원

1905년 대한제국이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초

대 통감으로 부임한 이토 히로부미는 의료 부문 현안으로 

궁내부(왕실업무 총괄) 소속 적십자병원, 내부(내무행정 담

당) 소속 광제원, 학부(교육행정 담당) 소속 의학교 부속병

원 등을 하나로 통합하라고 지시하였고, 그 스스로 이 병원

3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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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서울 대한의원의 전신인 

조선총독부의원 전경

ⓒ동은의학박물관

10.
사적 제248호

서울 대한의원

ⓒ문화재청

을 ‘대한의원(大韓醫院)’으로 명명하였다. 1906년 7월 이토

는 육군 군의총감인 사토 스스무를 위원장으로 두고 일본

인 7인으로 구성된 대한의원 창립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켰

다. 1907년 12월 사토는 대한의원 원장에 취임하였고 1908

년 10월 대한의원이 정식으로 개원했다. 이후 1910년 한국

이 일본에 병합되면서 대한의원은 조선총독부의원으로 개

칭되었다. 1916년 경성의학전문학교가 설립되고 조선총독

부의원장이 교장을 겸직하게 됨에 따라 조선총독부의원은 

경성의학전문학교의 부속병원처럼 사용되었다. 1926년 경

성제대 의학부가 설립되자 조선총독부의원은 그 부속병원

으로 사용되었고, 광복 이후에는 서울대의대 부속병원으로 

사용되었다.

서울 대한의원은 사적 제248호로서 현존하는 가장 이른 시

기의 근대 병원 건축물이다. 대한의원은 부지 3만 평에 병

원과 의학교 기능이 복합된 본관, 7개의 병동과 부속시설 

등 당시 한반도 건축 공사비의 10% 이상이 소요될 정도의 

초대형 건축사업이었다. 대한의원은 도쿄의학교 본관을 모

델로 삼았으나, 목조가 아닌 벽돌조를 택하였다. 그리고 일

본에는 없는 시계탑 건물을 건축함으로써 일본을 능가하는 

새로운 건축을 보여 주었다. 이는 식민지 근대화를 과시하

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

한편 대한의원은 병원 건축 양식이 아닌 학교 건축 양식을 

채택하면서, 의료시설로는 맞지 않는 특징을 갖게 됐다. 중

복도의 일자형 평면구조로 만들어진 탓에 남쪽은 자연채광

이 충분한 반면에 북쪽은 채광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지

니게 되었다. 그 때문에 수술실, 진료실, 실험실 등을 남쪽

에 배치하고, 자연채광을 최대화해 열악한 전기조명 시설

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부인과 진료실은 우선순위에 밀려 후면에 배치되었는데, 

자연 빛을 최대한 얻기 위해 후면의 동쪽 끝에 배치하였다. 

1층에는 병원시설, 2층에는 의학교 시설을 배치했는데 자

연채광을 최대한 돕기 위해 1층을 더 높게 설계했다. 또한 

환기, 급수, 전기시설을 구축하여 최신의 의료 환경을 조성

하는 데에도 신경을 썼다.

이렇게 만들어진 고급 의료시설은 일본인과 한국인 고위 

관료에게 우선 제공되었다. 이는 대한의원의 고급 의료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한편, 한국인에게 마치 시혜라도 베

푸는 양 전시하는 효과가 있었다. 결국 이를 통해 일본의 

선진성, 식민 지배의 정당성 등을 선전한 것이다.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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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화장실 다녀오면 손을 씻네 마네로 논란이 일었던 

때가 있다. 지금은 아무도 손을 씻는 일에 토를 달지 않는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뭐든 잘 씻는 게 감염병 예방의 첫 

단계라는 점에 공감하기 때문이다. 수세기 전, 위생 환경이 

좋지 못했을 때는 어땠을까? 그때도 ‘잘 씻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만큼은 다를 게 없었다.

글. 반주원 (작가, 『조선시대 살아보기』 저자)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씻고 살았을까? 조선시대에 동

네마다 목욕탕이, 집마다 샤워 시설이 있었을 리 만무하다. 

우리 조상들은 주로 부분욕을 했다. 손, 발, 얼굴, 이 등을 

그때그때 적절히 씻었던 것으로 보인다.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한 후의 뒷물이나 머리 감기 등은 필요에 따라 했던 것

으로 보인다. 전신을 씻는 일은 쉽지 않아서, 전신욕이 연

례행사였다는 것은 농담이 아닌 사실이었다.

조선, 비누의 탄생

유교적 질서는 몸가짐을 중시했다. 몸가짐을 통해 마음이 

드러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선시대에는 아침

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낯 씻기였다. 물론 일반 백성들의 경

우는 그냥 물을 묻히는 정도가 전부였다. 하지만 사는 것이 

넉넉한 집안의 여인들은 얼굴을 씻는 일에 좀 더 정성

을 들이기도 했다.

그들은 쌀뜨물이나 쌀겨, 녹두, 콩, 팥을 가루로 

만들어 물과 섞어서 얼굴을 닦기도 했다. 특히 녹

두 가루는 물과 섞어 문지르면 미세한 거품이 나는 

성질이 있어 미백과 청결에 도움이 됐다. 당시로서는 

주목받는 미용품인 셈이다.

14

조선시대 여인들은 이처럼 씻기 위해 사용하는 곡물가루

를 ‘조두박’에 담아 썼다. 그 때문에 이 곡물가루를 ‘콩 팥의 

가루로 씻는다’는 의미를 중의적으로 붙여 ‘조두( 豆)’라고 

부르기도 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더러움을 날려 보낸다’

는 뜻에서 ‘비루(飛陋)’라고 불렀다.

‘비루’라는 명칭은 세월이 지남에 따라 음운변화를 일으켜 

‘비노’로 불리다가1오늘날 ‘비누’라는 단어로 정착되었다. 어

원은 한자지만 세월의 힘이 더해지며 변화를 일으킨 순우

리말이다.

이 닦기와 머리 감기 뭐가 더 견딜 만했을까 

이 닦기는 흔히 양치라고 부르는데, 많은 사람이 ‘치’라는 

한자가 음식을 씹을 때 사용하는 ‘이’를 의미하는 한자인 

‘齒(치)’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전을 찾아보면 ‘양치’라는 말 옆에 한자표기로 

‘楊枝(양지)’라고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양지

(楊枝)’라는 한자말을 풀어보면 ‘버드나무 가지’이다. 

버드나무 가지를 잘라 이를 청소하고 관리했음을 추측

할 수 있다.2 연산군 당시의 기록을 보면 “양치질하는 나

무를 만들어 바치게 하라”라는 대목이 나오고3, 조선시대 

지만 사는 것이 

좀 더 정성

가루로 

히 녹

나는 

시로서는 

한자가 

‘齒(치)’라

하지

‘楊枝

(楊

버드

할 수 

무를 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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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두박

조두는 팥을 맷돌에 갈아 껍질을

벗겨낸 뒤 간 것이다. 팥 외에는 

녹두와 콩으로도 만들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2.
국보 제135호

신윤복 필 풍속도 화첩 중

<단오풍정>

지본채색, 28.2 x 35.6cm,

간송미술관 소장

ⓒ문화재청 

3.
양지(버드나무 가지)

버드나무 가지는 칫솔처럼 쓰이기도 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양 각국에 비슷한 

방식의 도구가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셔터스톡

4.
보물 제1220호 

명안공주 관련 유물

‘백동용화조어문세수대야’

명안공주는 현종과 명성왕후 김씨의

3녀다. 그녀의 유물은 당대 궁중생활사 및 

사회경제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다. 

ⓒ한국문화정보원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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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명으로 만든 어휘사전인 『역어유해』4에는 양치질을 ‘양지

믈 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를 볼 때 오늘날 이쑤시개처

럼 버드나무 가지로 이 사이에 낀 음식 찌꺼기를 제거하기

도 하고 섬유질이 많은 나뭇가지를 이용해 이 표면을 긁어 

이물질을 제거했던 것 같다. 그러고 난 후 물로 헹구어 냈

기 때문에 ‘양지믈 다’라고 표현한 것으로 추측한다. 『동의

보감』에도 “소금으로 이를 닦고 더운물로 헹구면”이라는 기

록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조선시대에도 소금을 손가락에 묻

혀 이를 닦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에 머리는 그리 자주 감는 것이 아니었다. 깨끗한 

물에 머리를 골고루 적셔 감고 빗질을 촘촘하게 해서 틀어 

올린 모양이 남성이나 여성 모두에게 일반적이었으므로 쉽

게 더러워질 일도 없었고 세정제의 도움이 없어도 생각만

큼 냄새가 지독하진 않았다. 염색, 펌, 헤어스타일링 등 열

기구를 사용해 머리를 만지는 일이 없었던 조선시대라 모

발 손상을 걱정할 일도 적었다. 미세먼지나 화학적인 헤어 

제품으로 범벅이 될 일도 없었기 때문에 물로 정성 들여 감

고 말리고 빗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위생관리는 가능

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목욕, 정도와 외도 사이 쉽지 않은 선택

유교적인 덕목이 사람의 삶 속에 자리를 잡고 그 무엇보다

도 우선시되었던 조선시대에 몸을 닦는 일은 군자의 도리

를 다하고 사람답게 사는 바른길[正道]임과 동시에, 옷을 

벗고 살을 내보여야 하는 다소 벗어나는 행동[外道]이기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군자’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던 일반 백성

들은 냇가 등 주변에 깨끗한 물이 있는 곳에서, 사람들의 

이목만 피한다면 쉽게 목욕을 즐길 수 있어 자유로운 측면

이 있었다.

하지만 왕가와 그들을 위해 일하는 이들의 목욕은 훨씬 더 

조심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다. 조선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

는 궁궐에서 일하는 궁녀나 나인들조차 전문적인 목욕 시

설이 갖추어진 것은 아니어서 부엌이나 빈 창고에서 문단

속하고 물을 조금씩 끼얹거나 젖은 수건을 이용해 몸 구석

구석을 닦으며 목욕했다.

왕이나 왕비의 경우에는 비밀스러운 장소를 따로 만들어 

목욕했는데 알몸으로 목욕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목

욕 전용 옷을 걸치고 전신욕을 했다. 오늘날 창덕궁 연경당 

별채에는 ‘북수간’ 혹은 ‘목간통’으로 불리는 목욕 시설의 흔

적이 남아 있다. 목간통은 나무로 만든 둥글고 큰 대형 세

숫대야나 작은 목욕통을 생각하면 된다. 지체 높은 양반들

은 목욕시설인 정방이라는 작은 장소를 집안에 따로 설치

해서 목욕하곤 했는데 이들 역시 유교의 영향을 받아 몸을 

노출하는 것을 꺼렸으므로 목욕을 위한 옷을 갖추어 입고 

몸을 씻곤 했다. 

사극에서 보는 것처럼 목간통 안에 들어가 몸 전체를 담그

고 목욕을 즐기는 탕목욕은 매우 지체 높은 일부 계급이나 

혼례를 앞둔 규수처럼 특수한 경우에나 가능했던 일이다. 

간혹 목욕물을 채운 통속에 들어가 탕목욕을 즐기는 경우

5.
강원도 기념물 제73호

양양동해신묘지

능역 입구에 있는 재실에

는 목욕실을 두어 몸을

깨끗이 하고 제례를 준비

하도록 했다.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고 제례에 임한

다는 뜻이다. 

ⓒ문화재청

6.
보물 제1770호

창덕궁 연경당

연경당 별채에는 북수간 

또는 나무로 만든 둥근 

욕조 목간통의 흔적이

남아 있다. 

ⓒ문화재청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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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온양행궁전도> 

온양행궁 영괴대에

관하여 기록한 조선 후기 

문헌 『영괴대기』에 수록

되어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라 해도 배꼽 아래 반신욕 정도의 목욕이 주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조두’를 목욕할 때도 사용했는데, 곡물가루로 목욕

을 하면 자연스럽게 각질이 제거되고 피부에 윤기가 도는 효

과가 있었다. 일종의 스크럽(scrub)을 사용하는 것 같은 미용 

효과를 보았을 것이다. 먹을 것도 넉넉하지 않았던 시절인

데, 곡물가루는 정말 비싼 목욕용 소모품이었을 것이다.

물 좋은 곳 찾아 떠난 선조들

얼굴을 씻고, 이를 닦고, 머리를 감고 목욕하고 그다음은? 

우리 조상들의 씻는 문화는 ‘씻을 만한 곳’을 찾아다니는 데

까지 닿았다. 바로 온천 문화다. 「세종실록지리지」에 언급

된 바에 따르면 조선에는 온양, 유성, 덕산, 수안보, 평산, 

동래 등 31개의 온천이 있었다고 한다.

온천 이용은 신분에 따라 제한된 건 아니었다. 누구나 목욕

을 즐길 수는 있었다. 다만 일반 백성에게는 역시 힘든 일

이었을 것이다. 시대와 국가를 막론하고 더 자주, 더 호화

롭게 내 몸에 투자하려면 ‘경제적 여유’가 필요하다. 조선시

대에는 일차적으로 신분이 그 여유를 갈랐다. 

왕과 왕비는 몸이 좋지 않거나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면 도

성에 있는 궁궐을 떠나 임시로 머무르는 별궁인 행궁에 머

무르며 온천욕을 즐기기도 했다. 현재까지 명성을 크게 얻

고 있는 충청남도 온양의 온천은 물이 좋다고 소문이 나서 

온양행궁을 지을 정도였다. 온양행궁 안에는 간단한 국가 

1.  『박통사언해』에 한글로 ‘비노’라 기록되어 있다. 내용은 ‘머리 감게 비노 좀 주워 

    달라’는 것이다. 이 비노가 음운 변화를 거쳐 비누가 되었다고 본다.

2. 송나라 손목의 『계림유사』에도 ‘양지(楊枝)’라는 말이 나온다.  

3.  “봉상시의 종 송동을 취홍원으로 차송하여 양치질하는 나무를 만들어 바치게 

    하라” 「연산군일기」 61권 中

4.  『역어유해』는 17세기 말 왕의 명으로 사역원에서 김경준, 신이행 등이 편찬한 

    중국어 어휘사전이다.

5.  사도세자는 영조 36년인 1760년 다리에 종기가 생겨 치료를 위해 10일간 

    온양행궁으로 행차했는데, 당시 사도세자의 온천행차와 치료 내역이 규장각에 

    소장 중인 『온천일기』에 기록되어 있다.
7

정무를 볼 수 있는 정치기구가 설치될 정도였으니 규모 면

에서도 제법 격식을 갖추고 있었던 것 같다. 왕가에서는 온

천을 건강 증진이나 질병 치료에 활용하기 위해 온천물에 

약재를 넣어 함께 몸으로 흡수되도록 했다. 세종, 세조, 현

종, 숙종, 영조 등이 온양행궁을 애용한 것은 『실록』을 비롯

해 공식적인 기록에 자주 등장하고 있으며 사도세자가 이

곳에서 다리 치료를 받으며 건강을 회복하려고 이용했던 

기록이 『온천일기』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전해지고 있다.5 

그 밖에 황해도 평산군에 있는 평산 온천도 태조 이성계가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즐겨 사용한 온천으로 유명한 곳이

지만 현재는 갈 수 없으니 궁금증만 더할 뿐이다.

비누가 1790년 처음으로 대량 보급된 이후, 유럽의 평균 수

명이 약 20년가량 연장되었다는 뉴스가 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살려낸 것이 어떤 의약품이 아니라 ‘비누’

라는 이야기도 있다. 실제로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코

로나19 대처에 최선의 방법 중 하나가 ‘비누로 깨끗하게 손 

씻기’이다. 개인위생이 그만큼 중요한 시대이다. 그리고 사실 

개인위생은 인류 전체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현대의 과학이 만들어 낸 문명의 이

기를 조화롭게 활용하여 잘 씻고 닦는 일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 보자. 삶의 질을 높이는, 깨끗하고 건강한 혁명을 

통해 우리 일상 속에서 매일 일어나는 작은 기적을 경험하

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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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는 책을 읽어 주는 사람 ‘전기수’가 있었다. 근대에는 영화의 대사를 읽어 주는 ‘변사’가 

존재했다. 비슷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현대에도 있다. 강독사, 오디오북 내레이션 성우, 유튜브를 

통해 책을 읽어 주는 크리에이터까지 다양하다. 좁게 보면 책을 읽는 일이지만 시야를 넓혀 보면 

이들의 역할이 ‘콘텐츠를 들려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콘텐츠를 들려 주고, 누군가를 

통해 듣는 것. 그 행위는 아주 오래된 우리의 미래였다. 

글. 정명섭(소설가)

아주 오래된 미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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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남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을까

여기, 이야기를 들려주는 남자가 있다. 운종가를 걷던 사람

들은 남자의 낭랑하고 유쾌한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췄다. 

마침 잘 아는 삼국지의 내용을 말하는 중이었다. 벽처럼 둘

러싼 구경꾼을 헤치고 들어가니, 담벼락을 등지고 서 있는 

남자가 한창 적벽대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중이었다. 

둘러싼 구경꾼은 점점 높아지는 남자의 목소리에 숨을 죽인 

채 귀를 기울였다. 그런데 제갈량의 동남풍에 관해 이야기

를 하던 그 남자가 갑자기 입을 다물어버렸다. 다들 어서 다

음 내용을 들려 달라고 채근했지만 남자는 뒷짐을 진 채 딴

청을 피웠다. 결국 앞에 있던 몇 명이 엽전 몇 닢을 앞에 던

졌다. 엽전이 쌓이는 소리를 들은 남자는 그제야 흡족한 표

정으로 다시 입을 열었다.

“그때, 동남풍이 우루루루! 불어오면서~!”

남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사람들은 잠깐 동안이나마 팍팍한 

삶의 현실을 잊어버렸다. 오늘 저녁을 못 먹을 수 있고, 성

질 사나운 주인에게 혹독한 매질을 당할지 모른다는 사실을 

내려놓은 채 남자가 들려주는 이야기의 세계에 푹 빠졌다. 

이야기를 천대하던 조선시대에 전기수들이 많은 사랑을 받

을 수 있었던 이유였다.

오늘도 이야기하는 남자, 전기수의 탄생과 변화

조선 후기 조수삼이 쓴 『추재집』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자리를 잡고 소설을 낭독했다. 특히 흥미로운 대목에 

이르면 소리를 그치고 청중이 돈을 던져주기 기다렸다가 

낭독을 계속했다’라고 나와 있다. 전기수가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들려주고 생계를 유지했는지 보여 주는 대목이

다. 영화나 드라마를 볼 수 없었고, 책도 마음껏 읽을 수 없

었던 조선시대 전기수는 걸어 다니는 극장이나 TV 혹은 오

디오북이었던 셈이다. 전기수는 책을 읽고 내용을 외워야 

했기 때문에 머리가 대단히 좋아야 했고 사람들 앞에서 긴

장하지 않는 느긋함과 배짱도 있어야만 했다. 배짱과 자신

감으로 무장한 전기수는 한양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다리 주변에 자리를 잡았다. 혹은 담배를 썰어서 파는 절초

전이나 약방 앞에 자리를 잡기도 했다. 이들은 『삼국지』나 

1.
『추재집』

조선후기 시인 조수삼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939년에 간행한 시문집

ⓒ한국학중앙연구원

2.
『청구야담』

조선 후기에 편찬된 편자 미상의 야담집

ⓒ한국학중앙연구원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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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업전』, 『심청전』이나 『박씨부인전』같이 사람들이 잘 알

고 있거나 호기심을 끌 수 있는 이야기를 주로 들려줬다고 

한다. 한양뿐만 아니라 지방의 장터를 돌아다니면서 이야

기를 들려주기도 했고, 이야기를 좋아하는 규방의 부인들

과도 만났다. 특히 규방에 출입하기 위해 여장을 하다 이런 

저런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전기수의 이런 행동은 소설이 위험하다고 여겼던 사대부의 

눈에 안 좋게 보였다. 그래서 붓을 들어 전기수의 악행을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백성들은 그런 것에 상관없이 열

광했으며, 몇몇 전기수는 엄청난 인기를 누렸다. 지친 삶을 

달래주는 전기수가 양반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든지 개의

치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인지 이야기를 들려주는 전기수

에 관한 기록은 조선시대에 압도적으로 많이 남아있다. ‘이

업복’이나 ‘이자상’ 같은 당대 최고의 인기를 누린 전기수에 

관한 이런 저런 이야기를 선비들이 자신의 문집에 남겨놨

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실, 이야기를 들려주는 일의 역사는 이보다 오래

됐다. 이야기는 아주 오랜 기간 인간과 같이 지내온 것이

다. 신라 원성왕 때 도적들에게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들려

주어서 모두 자신의 제자로 삼은 승려 영재*의 일화도 그

런 흔적 중 하나이다. 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원시시

대, 모닥불 주변에 둘러앉아 누군가 자연스럽게 오늘 함께

한 사냥 이야기를 재미나게 풀어내면서 고기 한 점을 더 얻

어먹었을 것이다.

사람들에게 책을 읽어 주며 인기를 끌던 전기수는 구한말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접어들면서 지위가 위태로워졌다. 책

이 대량으로 인쇄되고, 문맹률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하지

만 전기수의 후예가 탄생했다. 바로 극장에서 영화 대사를 

들려주는 변사가 등장한 것이다. 낯선 외국 영화에 코믹한 

대사를 덧입히며 들려준 변사들은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 

그래서 극장에서 신작 영화를 홍보할 때 영화 자체보다는 

어떤 변사가 해설을 해 주는지를 소개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우미관과 단성사의 주임변사로 일하던 ‘서상호’는 웬

만한 영화배우보다 더 큰 인기를 끌기도 했다. 이렇게 하늘 

높이 치솟던 변사의 인기는 1930년대 중반, 배우가 직접 대

사를 들려주는 유성영화가 등장하면서 시들해졌다. 변사가 

몰락한 이후에도 전기수의 후예는 1960년대까지 근근이 활

동을 이어갔다. 지방의 장터를 다니면서 책을 팔던 장사꾼

들이 바로 그들인데 책의 내용을 외워서 사람들에게 들려

줬던 것이다. 시대가 변하면서 한때 외면을 당하기도 했지

3.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39호 강독사 정규헌

ⓒ문화재청

4.
무성영화 <검사와 여선

생>에서 변사의 모습

ⓒ한국학중앙연구원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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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은 사라지지 않은 것이다.

오디오북과 북튜버, 이야기는 계속된다

영상이나 활자를 통해 이야기를 접할 수 있는 현대에도 전

기수의 후예가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

이 바로 소설을 읽어 주는 오디오북이다. 활자를 눈으로 본

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서 누군가의 목소리로 소설을 듣는

다는 편안함이 오디오북의 최대 장점인데, 이는 전기수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할 수 있다. 작가가 

자신이 쓴 동화나 그림책을 직접 들려주는 방식도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 활성화되고 있는 독서토론 모임도 전기수와 

비슷한 측면이 있다. 책을 읽고 감상평이나 내용에 관한 이

야기를 주고받기 때문이다. 유튜브를 통해서 책을 읽어 주

는 북튜버는 그야말로 전기수의 직접적인 후예라고 할 수 

있다. 책을 읽을 수 있고, 영화나 드라마를 쉽게 볼 수 있는 

현대에도 여전히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문화가 살아남은 것

이다. 타인의 목소리라는 장치를 통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마음이 시대를 흐르면서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래에도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그것은 어쩌

면 원시시대, 모닥불을 쬐면서 말주변 좋은 부족원들의 이

야기를 들으며 피곤함을 잊어버리던 때의 유전자가 이어져 

내려오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 남북국시대 통일신라에서 10구체 향가인 「우적가」를 지은 승려다. 그는 천성이  

  익살스러웠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년에 지리산에서 은거하다 도적떼를 만난 

  일화가 『삼국유사』에 남겨져 있다. 영재는 도적떼를 화기롭게 대하며 이야기를 

  들려줬는데, 도적떼가 이에 감동해 그의 제자가 되었다 한다.  

  참고문헌

  이덕무, <아정유고>, 조수삼, <추재기이> 

  정명섭, <조선직업실록>, 북로드, 2014

5.
뮤지컬 <판>

양반가 자제 '달수'가 조선 

최고의 전기수 '호태'를 만

나 최고의 이야기꾼이 되

는 과정을 그린 뮤지컬

ⓒ정동극장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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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가 있는 삶  

국가무형문화재 제128호

선자장 보유자 

선자장(扇子匠)

선자장은 전통 부채를 만드는 기술과 그 기능을 보유한 장인을 말한다. 우리나라 부채는 형태상으로 자루가 달린 

둥근 모양의 단선(團扇)과 접고 펼 수 있는 접선(摺扇, 접부채)으로 나눌 수 있다. 

그중 접선의 한 종류인 합죽선(合竹扇)은 최고 수준의 정교함과 세련미를 갖춘 공예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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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의 고장, 전주에서 나고 배우다 

석소 마을(현재 전주시 인후동)에 있던 김동식 선자장의 외

가는 합죽선의 명가였다. 특히 고종황제에게 합죽선을 진

상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만큼, 외조부 라학천의 솜씨는 

당대에 비견할 사람이 없었다. 외조부 라학천, 외삼촌 라태

순 명인의 작품을 어깨너머로 보면서 아직 소년이던 김동

식은 기술을 익힐 수 있었다. 거기에 타고난 재주가 있었던 

걸까. 그가 깎고, 잇고, 다듬은 ‘살’을 보며 외가 어른들은 

“너 솜씨가 있구나”라고 평했다. 좋은 스승에게 칭찬을 받

으니 더 힘이 났다. 그 나이의 소년이라면 앉아만 있는 일

이 쉽지 않았을 텐데 그는 제법 잘 버텨냈다. 그렇게 김동

식 선자장은 열네 살부터 합죽선의 길로 들어섰다. 그리고 

한해 두해, 노력한 만큼 기술이 늘었다. 일을 잘 배웠고, 남

들이 보기에는 참 쉽게 작품을 만들었다. 하지만 그가 만든 

합죽선의 수준만큼은 나무랄 데가 없었다.

시간이 지나 군대를 다녀온 후에는, 기술을 더 가르쳐줄 사

람이 없이 온전히 혼자 힘으로 합죽선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5년 선자장 보유자로 인정받기까지 그는 

60여 년의 시간을 오직 합죽선 한길을 걸으며 

선대가 남긴 기술을 갈고닦았다.

“처음 어른들에게 칭찬받았던 게 순수

하게 기뻤어요. 그게 좋아 계속해서 

만들었더니 벌써 세월이 이렇게 됐

네요.”

바람이 불면 소년은 바깥에 나가고 싶었다. 한겨울 

추위쯤은 썰매 탈 생각을 하면 견딜 만했다. 하지만 

소년은 마음껏 나가 놀지 못했다. 뜻하지 않게 외가에 

머물면서, 그에겐 매일 해야만 하는 숙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접부채인 ‘합죽선’ 만드는 일을 돕는 

것. 대나무를 깎고, 한지를 살에 붙이고, 작업 도구를 

정리하다 보면 하루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 시절이 소년 김동식에겐 고된 시간이었지만 ‘선자장 

김동식’에겐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다.

글. 최대규  사진. 이현재

1.
황칠조각윤선

접선의 한 종류인 윤선은 펼치면 둥근 

모양이 된다. 이 부채는 바람을 일으키는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햇볕을 가리는 

일산(日傘)으로서의 기능이 더 크다.

2.
색선(붉은색)

전통부채의 틀 안에서 새로운 다양성을 

추구하는 김동식 선자장은 다채로운 

기법과 색채가 활용된 합죽선 작품을 

만든다..

람이 없이 온전히 혼자 힘으

그리고 2015년 선자

60여 년의 시간

선대가 남

“처음 어

하게

만들

네요

을 가리는 

다.

양성을 

로운 

품을 

 

천 
년
의 

바
람     

대
를 

이
어 

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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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 낙죽, 목조각, 칠 … 

공예 분야의 정수가 한자루에

합죽선은 대나무 겉대를 얇게 깎은 대껍질 두 개를 맞붙여 

살을 만든다. 두 개의 겉대가 합쳐진 만큼 내구도가 높고 

쥐는 맛이 좋다. 제작에 드는 품이 많고, 기간도 길며, 제작 

과정에서 정교한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에 난도가 높은 공

예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오랫동안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가 지정되지 않은 것도 그런 까닭이다.

“합죽선 만드는 과정을 2부 6방이라 불렀어요. 크게 보면 

부채의 골격을 만들어 다듬고 장식하는 일이죠. 세부적으

론 여섯 단계를 거칩니다. 지금은 그걸 모두 한 사람이 소

화해야 해요. 쉽지 않죠.”

김동식 선자장은 직접 깨끗한 왕대를 고르고 알맞은 크기

로 쪼개고, 쪼갠 대나무를 끓는 물에 담가 불린다. 불린 대

나무는 빛이 투과되어 보일 정도로 얇게 속대를 깎아 낸다. 

그 후 아교와 어교를 섞어서 만든 풀로 깎아 놓은 겉대 두 

개를 붙인다. 이 과정이 바로 ‘합죽’이다. 일반적인 사십선

(살이 40개인 부채)을 만들려면 양쪽 변죽(부채의 단단한 

겉)을 제외하고 76조각의 대나무를 합죽해야 한다. 그렇게 

대나무를 깎고 붙이다 보면 종종 손에 가시가 박힐 수밖에 

없다. 김동식 장인의 손끝이 언제나 부어 있는 이유이다.

“일본, 중국의 부채 기술자들이 배우겠다고 온 적이 있어

요. 그런데 와서는 막상 제가 대나무 자르고 붙이는 과정을 

보더니 ‘이건 따라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더군요. 

그러곤 그냥 돌아갔죠.”

정성스레 합죽한 이후에는 붙여 놓은 부챗살을 단단히 묶

어 일주일 정도 말린다. 그 후 다듬고 낙죽을 넣고 한지를 

붙이고 장식을 박아 합죽선 한 자루를 완성한다. 적게는 보

름 정도 걸리는 합죽선 공정 과정은 그 자체로 우리 공예의 

정수이다.  

바람의 나라에서 근본 있는 명품, 합죽선

우리나라에서 부채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이 나오는 문

헌은 『삼국사기』이다. 애장왕 8년의 기록으로 “가척 5명이 

채색 옷에 수놓은 부채를 들고”라고 적혀 있다. 접을 수 있

는 부채, 접선에 관한 가장 이른 기록은 서긍의 『고려도경』

이다. 서긍은 당시 고려에서 본 화탑선, 삼선, 백접선, 송선 

등의 부채를 언급했는데 그중 백접선이 바로 접선으로 보

인다.

이후 『조선왕실록』에도 부채에 대한 기록은 계속 나온다. 

태종 10년의 기록을 보면 “칠한 부채[漆扇]를 금하였다”라

는 말이 나온다. 부채가 점차 화려해진 것을 알 수 있다. 특

히 임진왜란을 지나면서부터 부채는 점차 대형화되었고, 

다양한 형태로 발전했으며 영조 때에는 길이가 1척인 살을 

지닌 사치스러운 부채도 유행했다. 그 당시 사대부의 풍류

와 멋의 수준을 부채로 가늠할 정도였다. 요즘으로 치면 일

종의 ‘명품’이었던 셈이다.

“부채고리에 매는 장식을 ‘선추’라고 하는데 부채의 멋을 높

이는 장식이었습니다. 상아, 금, 은, 호박, 향낭 그리고 패

철 등으로 장식하곤 했는데, 그 길이를 길게 하는 것으로 

자신을 과시했던 것 같습니다.”

3.
전통방식에 따라 

완성도를 추구하는 

김동식 선자장의 합죽선 

작품들은 펼쳐졌을 때 

남다른 격이 느껴진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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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유행이 조선 후기로 갈수록 심해져, 정조 18년 11월 

기록에는 암행어사 서유문이 부채 만드는 일의 폐단을 임

금에게 고하는 내용이 나온다. 조선시대에는 전라감영이 

있던 전주에 ‘선자청’이라는 관청을 두어 장인들이 부채를 

제작하고 이를 사신이나 관료들에게 선물했는데, 정조 대

에 이르러 살 수가 많아지고 겉에 뿔을 대는 등 기교를 부

린 부채가 늘어 백성들이 힘들어하자, 암행어사 서유문이 

이를 금할 것을 건의한 것이다. ‘합죽’이라는 표현은 이 정

조 18년의 기록에서 처음 등장한다.

기록을 살펴보면 우리 민족은 이미 오래전부터 부채를 사

용했고, 조선 후기에는 그 미적 감각이 최고조에 달했으며, 

‘합죽선’은 바로 그 시기에 만들어진 마스터피스 같은 작품

이었다.

여든을 앞둔 장인에게 남은 세 가지 소원

김동식 선자장에게는 남은 생애에 세 가지 소원이 있다. 첫 

번째는 작품이다. 특히 지금까지 4자루밖에 만들지 못한 

50cm 이상 백접선 같은 작품 제작에 다시 한 번 도전할 계

획이다.

“왕대를 고르는 데만 몇 년이 걸립니다. 오십살 백접선을 만

들려면 추미 길이가 50cm는 나와야 하는데 그 정도 길이가 

거의 없어요. 그런 걸 만나려면 운과 때가 맞아야죠.”

그래서 그는 10월부터 2월까지 담양, 구례, 순천을 돌며 직

접 좋은 대나무를 찾는다. ‘작품’은 ‘대나무’일 때부터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김동식 선자장의 두 번째 소원은 이수자다. 현재 그의 아들 

김대성 씨가 선자장의 명맥을 이으려 기술을 배우고 있지

만, 더 많은 이들에게 우리 전통 기술을 알리고 남기고 싶은 

게 그의 마음이다. 부채에 대한 애정으로 제자가 되고 싶다

며 찾아온 사람들도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에 하나 둘 떠

났다.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그들이 떠난 후 한동안 공허

한 마음에 힘이 들기도 했다. 그래도 인내하며 그는 합죽선

의 길을 간다.

“제작 과정도 힘들고 최근에는 수요도 줄어서 어려움이 많

습니다. 하지만 사라져 가는 기술이기 때문에 내가 안 지키

면 아예 없어져 버리잖아요? 합죽선이 제 인생의 전부이기

도 하고요.”  

그런 의무감 때문일까, 그는 2007년부터 꾸준히 기획전시

를 통해 합죽선의 아름다움을 알려 왔다. 황칠선, 염색선, 

자개선, 옻칠선 등 미적으로 뛰어난 합죽선을 다양하게 시

도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의 마지막 소원은 이러한 시도와 연결되어 있다. 바로 전

수교육관을 마련하는 것이다. 더 많은 사람이 보다 쉽고 재

밌게, 체계적으로 합죽선 기술을 배우고, 우리 부채에 관해 

공부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고 싶다고.

“어떻게든 우리 합죽선의 아름다움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어요. 역사의 뒤편으로 그냥 사라지게 둘 수는 없죠. 만졌

을 때 기분 좋고, 펼쳤을 때 기분 좋은 바람이 불어오는 그

런 부채니까요.”

우리 전통이 다음 세대에 자연스레 이어지길 바라는 김동식 

선자장. 합죽선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망설이지 않고 찾

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리길 기대하고 있다. 

4.
부하기

단시와 장시를 아교와 

어교를 녹여 섞은 풀로 

칠하여 붙이는 과정

5.
도배

풀칠한 부챗살에

접은 종이를 넣어 

붙이는 과정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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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전통정원을 말하다  

26

1988년 강변가요제가 열리던 남이섬, 흥겨운 멜로디에 꺽다리 춤을 추던

앳된 소녀가 외치는 ‘담다디’는 마치 주술처럼 세상 사람들을 마법에 빠져들게 했었다. 

그후 이상은은 ‘사랑할 거야’, ‘언젠가는’부터 고대가요를 새롭게 해석한

‘공무도하가’, ‘정읍사’ 그리고 최근 영화 <벌새>의 ‘넌 아름다워’까지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우리 곁에 항상 스타로 빛났다.

어느덧 데뷔 30주년을 넘기며 문화예술 전반에 걸친 천재성을

바탕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여성 싱어송라이터이자

아트-테이너(Art entertainer)로 자리매김한 이상은! 그녀에게 또 다른 영감을

이끌어낼 법한 제왕의 안식처인 종묘에서 또 다른 정원을 보았다.

글. 신현실 문화재 전문위원(우석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사진. 김오늘

한국의 전통정원을 말하다  

‘담다디’의

이상은과

제왕의 안식처,

종묘에 머물다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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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가장 성스러운 정원, 종묘

교수 신현실(이하 신현실) -------- 안녕하세요? 이상은 씨! 지난 

겨울에 연락드렸을 때 본가에서 부모님 병환을 돌보신다

고 출연을 고사하셔서 마음이 먹먹했었는데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해요. 문화재사랑 독자분들에게도 인사해 주

시죠!

가수 이상은(이하 이상은) -------- 문화재사랑 독자 여러분, 무척

이나 더운 날인데요! 다들 괜찮으시죠? 오랜만에 밖에 나

오니 땀이 줄줄 흐르지만 이번 여름은 코로나19와 수해까

지 겹쳐 아직도 고생하시는 분들을 생각하니 맘이 너무 아

파요. 조금 더 힘내시고 버티다 보면 분명 좋은 날이 올 겁

니다. 지금 폭염도 견디기 힘들지만 곧 시원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것처럼요.

신현실 -------- 평소 효녀라고 들었는데 역시 힘든 국민들을 

먼저 위로하는 착한 마음씨가 이상은 씨의 매력인거 같습

니다. 이 기사를 보는 많은 분들이 힘을 얻으실 거라 생각

해요.

이상은 --------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가고 모두가 행복한 가을

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신현실 -------- 많은 사람이 이상은 씨 하면 ‘담다디’를 떠올리

죠! 저는 개인적으로 ‘비밀의 화원’이라는 노래를 참 좋아

해요. 그 솜털처럼 가벼운 멜로디와 용기를 주는 노랫말에 

치유 받는 기분이 들어요. ‘공무도하가’와 ‘삼도천’ 역시 한

국적인 색채가 짙게 배어 있어 좋아하고요.

이상은 -------- 음악으로 누군가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은 가수

로서 정말 보람 있는 일이에요. 지금도 열심히 곡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실 -------- 종묘는 이상은 씨께서 먼저 제안하셨죠? 한국

의 전통 정원하면 대다수 분들은 종묘를 떠올리기 쉽지 않

을 텐데 이상은씨는 역시 특별한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종

묘에 애정을 가지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상은 --------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가 이 근처에 있었어요. 

학창시절 지은 지 100년이 넘은 강당에서 노래를 부르던 

추억이 있는데, 저한테 종묘는 도시 가운데 남아 있는 조

선시대 임금님들의 영혼이 쉬시는 신성한 곳으로 기억돼

요. 그래서인지 옛것에 대한 관심도 많아진 것 같아요.

신현실 -------- 종묘는 조선왕조 역대 왕과 왕후, 추존 왕과 왕

후의 신주를 모신 사당이에요. 이상은 씨의 ‘공무도하가’나 

‘삼도천’의 사람들처럼 이승과 저승 사이, 옛 선조와 임금

이 만나는 존엄한 곳이죠.

이상은 -------- 교수님 인터뷰에서 산자와 죽은 자의 정원에 

대해 언뜻 본 기억이 있어요. 이곳은 이집트 정원처럼 사

자(死者)의 정원인가요?

1. 
삼도를 거니는 두 사람

중지1

상지2

정전3영녕전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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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실 -------- 종묘는 조선시대 일종의 신궁(神宮)이지요. 살

아있는 사람들의 정원처럼 주변 경관을 바라보며 휴식하

는 정자나 화계를 두지 않았죠. 괴석이나 화려한 화목을 

두지 않은 것도 같은 이유랍니다.

이상은 -------- 교수님의 말씀대로 종묘는 성스럽고 존엄한 장

소군요. 정원이 그 분위기를 완성하는 도구인 셈 인거죠?

신현실 -------- 네. 길도 종묘제례의 동선을 따라서 정문에서부

터 종묘의 가장 안쪽 정전과 영녕전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세계유산 종묘

이상은 -------- 여기 세계유산 표지석이 있네요. 종묘제례악이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줄은 알고 있었지만, 종묘도 세계유

산인지는 몰랐어요. 

신현실 -------- 역시 음악을 하셔서인지 잘 아시네요. 종묘제

례악은 국내 최초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2001)으

로 등재되었죠. 종묘는 그보다 먼저 1995년에 세계유산이 

되었어요. 왕이 국가와 백성의 안위를 기원하기 위해 정기

적으로 제사를 지낸 왕실의 상징성과 정통성 그리고 동아

시아의 유교적 왕실 제례 공간으로 인정받았답니다.

종묘의 세 연못

이상은 -------- 입구에 들어오면서 연못이 있는 것을 얼핏 봤

는데 여기 연못이 또 있네요. 

신현실 -------- 종묘에는 3개의 연못이 있어요. 상지와 중지는 

조선시대부터 있었고 하지는 근현대기에 조성된 연못이에

요. 1960년대만 하더라도 네모난 하지 그 반대편에 물결 

모양의 연못이 있었어요. 이 연못은 1947년 이전에 만들어

졌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중에서 물결 모양의 연못은 1980

년대 중반 종묘정비사업 중에 산세를 자연스럽게 연결하

면서 메워졌습니다.

이상은 -------- 문화재를 보면 오래된 것이 더 가치가 있어 보

이던데요. 그렇다면 종묘 연못의 원형은 상지와 중지 두 

곳이라는 거죠?

신현실 -------- 네. 우리가 서 있는 중지는 숙종 대 이전에 만

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은 네모난 형태에 동그란 섬이 

있지요? 하지만 중지의 원래 모습은 숙종 대만 하더라도 

두 개의 섬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영조 대에

는 지금처럼 하나의 섬만 기록돼 있어요. 『승정원일기』에 

보면 비슷한 시기에 종묘의 개수공사에 필요한 흙을 충당

하기 위해 연못에서 파낸 흙을 썼다는 기록이 보이는데요. 

그때 이후로 하나의 섬이 되었다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이상은 -------- 이곳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상지겠군요.

신현실 -------- 네. 상지는 종묘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만들어

진 연못이에요. 이 연못은 세종 대에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후의 기록에서도 상지의 모습이 지금과 같은 형태로 표

현된 것을 보면 과거의 형태가 그대로 이어져 온 것으로 

추측할 수 있죠.

이상은 -------- 우리나라 정원은 그 내막을 들어야 제대로 이3

2

2. 
종묘의 세계유산적 가

치에 대해 이야기하는 

두 사람

3. 
종묘의 지당에 대해 설

명하는 신현실 교수



29

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한 의미를 품고 있는

지 몰랐어요. 정말 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것 같아요. 

종묘의 중심인 정전과 영녕전

신현실 -------- 이제 종묘의 주요 공간인 정전으로 왔습니다. 

이곳에는 태조부터 순종까지 19개 신실에 총 49위의 신주

가 모셔져 있어요.

이상은 -------- 와! TV에서 보면 종묘의 모습으로 항상 정전이 

나왔었는데,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웅장하네요. 지금 

보니 마치 서양의 신전 같아요. 

신현실 -------- 정전은 어느 서양 건축가가 동양의 파르테논 

신전이라는 찬사를 보내기도 했어요. 이곳은 14세기 말 태

조 대에 7개 실 규모로 창건된 이후 점차 증축해 나갔어요. 

지금의 모습은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을 광해군 즉위년에 

중건했고 여기에 영조 대 15칸, 헌종 대 19칸으로 두 번 더 

늘린 것입니다.

이상은 --------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정전을 보느라 교수님께

서 말씀하시지 않았으면 지나칠 뻔했어요. 공신당 앞에서 

보니 정전과 뒤의 숲, 파란 하늘이 어우러져서 정말 멋진

데요?

신현실 -------- 이곳은 영녕전입니다.  태조의 선대인 목조에서

부터 1991년 이방자 여사까지 총 34위가 모셔져 있습니다.

이상은 -------- 오늘 종묘를 찾길 잘한 것 같아요. 종묘는 경복

궁이나 창덕궁처럼 왕이 이용하는 곳인데도 외부 공간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르네요. 절제된 분위기 속에서도 주

변의 자연과 어우러진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앞으로 

우리 전통문화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어요. 한국 

정원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는 데 제가 도움이 됐으면 좋

겠습니다.

이상은 -------- 임금님들도 저희 부모님의 건강을 바래주셨으

면 좋겠네요.

신현실 -------- 네. 부모님 건강과 활발한 활동 응원하겠습니

다. 한국 정원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4. 
주변의 숲과 어우러진 

정전

5. 
정전을 걸으며 사자(死

者)의 정원에 대해 이야

기하는 두 사람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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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득 그  길로  한걸음  

30

왕가의 길

오롯이 깃든 역사, 

그 시간을 달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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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시티 서울은 백제시대에 위례성이라 불렸고, 

조선시대에는 한양으로 불렸다. 서울은 약 600년간 이 땅의 

수도로써 그 자리를 굳건히 지켜 왔다. 특히 조선의 역사가 

오롯이 깃들어 오늘날까지 전해온다.

조선 왕조의 궁궐이 다섯 개나 있는 서울은 수원, 화성, 

김포, 강화에 이르기까지 왕가의 흔적을 흩어 놓았다. 

왕가의 길은 그 자취를 따라 걷는 길이다.

글, 사진. 임운석(여행작가)

국보 제223호 경복궁 근정전

경복궁 근정전은 조선시대 법궁인 

경복궁의 중심 건물로, 신하들이 

임금에게 새해 인사를 드리거나 

국가의식을 거행하고 외국 사신을 

맞이하던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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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번째 길인 ‘왕가의 길’로 안내하고자 한다.



32

창덕궁, 조선시대 궁궐의 전형(典型)을 이루다

창덕궁은 자연 지형을 거스르지 않고 비정형적으로 지어졌

다. 특히 북한산과 매봉산 줄기가 창덕궁과 연결된 까닭에 

궁의 건물들을 일직선 위에 놓지 않고 제각기 용도와 규모

에 따라 공간을 배치했다. 정문인 보물 제383호 돈화문에

서 정전이 보이지 않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여기에 연못, 

정자 등이 어우러진 후원은 조선 궁궐 정원의 전형으로 손

꼽힌다. 돈화문을 지나 금천교를 건넌 뒤 진선문과 인정문 

안으로 발길을 들이면 국보 제225호 인정전에 닿는다. 왕

의 즉위식이나 외국 사신을 맞이하는 등 나라의 공식 행사

가 열리던 정전이다. 창덕궁의 진가는 낙성재 옆 야트막한 

언덕을 지나야 모습을 드러낸다. 창덕궁 전체 면적의 60%

가량을 차지하는 후원이 바로 그곳인데 호젓한 숲길마다 

연못과 정자가 있어 마치 비밀의 숲을 거니는 듯하다. 왕가

의 길은 이처럼 아늑한 숲길로 이어진다. 창덕궁은 1997년 

조선 5대 궁궐 중 유일하게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

다. 후원 관람 소요 시간은 약 90분(약 2.5km 구간)이다. 

수원 화성, 조선 중흥을 향한 정조의 꿈

조선 제22대 왕 정조는 조선의 중흥을 이끌었다. 당쟁의 희

생양으로 뒤주에서 생을 마감한 아버지 사도세자와 어머니 

혜경궁 홍씨를 향한 지극한 효심 그리고 꿈꾸던 이상 국가

를 만들기 위해 축조한 사적 제3호 수원 화성이 그 결정판

이다. 

1776년 즉위한 정조는 1789년 10월 와신상담하던 일을 드

디어 감행했다.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소를 옛 수원부 읍치 

자리로 옮긴 것이다. 그리고 이듬해부터 꾸준히 현륭원을 

방문했다. 그 무렵 정조는 또 하나의 꿈을 이루었다. 1789

년 화성행궁, 1796년 수원 화성을 완성한 것이다.

수원 화성은 동서양의 축성 방식이 결합한 성곽 건축의 백

미이다. 팔달산을 중심으로 5.7km에 걸쳐 이어진 성곽은 

곡선미가 특히 돋보인다. 정조는 성을 지으면서 “미려함이 

적에게 두려움을 준다”라며 곡선을 살려 성을 쌓을 것을 주

문했다. 

수원 화성은 4개의 성문을 비롯해 망루, 포루, 각루, 장대 

등을 두루 갖추고 있다. 그 가운데 팔달산 정상에 있는 서

장대는 정조가 군사훈련을 지휘하던 곳으로 수원 화성에서 

전망이 가장 좋은 곳이다. 행궁을 시작으로 구불구불 성곽

이 이어지고 안팎에는 크고 작은 건물이 오밀조밀 모여 있

다. 과거와 현재가 일상 속에서 만나는 모습은 뭐라 말할 

수 없는 장관이다. 서장대 이후부터는 길이 완만해 걷기에 

편하다.

보물 제403호 화서문은 성문을 감싼 반원 모양의 옹성이 

특히 아름답다. 이후 수원 화성의 정문인 장안문과 수원천

을 잇는 화홍문을 돌아보고 보물 제1709호 수원 방화수류

정에 발걸음을 멈춰 보자. 원래 군사지휘소 역할을 했던 곳

인데 요즘은 주변 카페에서 피크닉 세트를 주문해 한가로

이 시간을 보내기에 좋다. 방화수류정 가까운 곳에는 무예

를 수련하던 연무대가 있다. 국궁 체험장 맞은편으로는 동

1.
부채꼴 모양으로 지은 관

람정

2.
수원천을 잇는 화홍문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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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기억했다.

한 맺힌 아버지의 죽음을 겪은 정조는 즉위한 후 아버지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왕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감행

하였다. 그 첫 번째는 사도세자의 존호를 장헌(莊獻)으로 

높이는 것이었고, 두 번째가 경기도 양주시 배봉산(현재 동

대문구 휘경동) 기슭에 있던 사도세자의 묘를 수원 화산(현

재 경기 화성 화산동)으로 이전하는 것이었다. 정조는 이

장을 마친 뒤 이곳을 현륭원이라 했다. 이후 고종이 장헌을 

장조(莊祖)로 추존하고 현륭원을 융릉으로 격상시켰다. 

정조의 행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세 번째 과제가 남아 

있었는데 바로 당쟁 종식을 통한 왕권 강화였다. 이를 위해 

정조는 당파 간 정치 세력에 균형을 꾀하는 탕평책, 국왕 

호위군대 장용영, 개혁 정치의 기반이 될 신도시 수원 화성 

축성 등이 대표적이다. 정조의 계획은 치밀했고 실행은 단

호했다. 또 정조는 재위 기간 수차례 현륭원을 찾아 참배했

다. 정조의 지극한 효심이 기본이었겠으나 수원 화성 축성 

현장을 직접 챙겨 보려는 목적도 있었을 것이다.

정조의 지극한 효심과 정성 덕분일까. 생부가 묻힌 융릉은 

물론이고 자신이 묻힌 건릉까지 볕이 잘 들고 숲이 우거져 

오늘날에는 아름다운 명소가 되었다. 화성 팔경 중 제1경에 

꼽히는 게 당연해 보인다.

북공심돈이 눈에 띈다. 동북공심돈은 성곽 주위와 비상시 

적의 동향을 살피는 망루이다. 우리나라에서 찾아보기 힘

든 이국적인 모습이다. 수원 화성은 전통 성곽의 장점에다 

서양 성곽의 장점까지 알뜰히 챙겼다. 젊은 실학자 정약용

이 정조의 뜻을 설계에 반영했고, 영의정 채제공이 축성을 

맡았다. 창룡문을 지나 팔달문에 이르면 수원 화성 성곽길 

걷기가 마무리된다.

화성 융릉과 건릉, 역사의 비극도 막지 못한 왕가의 길

수원 화성에서 15km 남짓 떨어진 곳에 사적 제206호 화성 

융릉과 건릉이 있다. 융릉은 사도세자와 혜경궁 홍씨의 능

이고 건릉은 정조와 효의왕후의 능이다. 

사도세자는 어려서부터 남달리 총명했다. 부왕인 영조와 

왕실의 기대에 충분히 부합할 정도로. 하지만 안타깝게도 

무인의 기질이 강했지만 학문은 그에 미치지 못했다. 그 때

문에 꼼꼼하고 치밀한 성격의 소유자인 영조와 갈등을 빚

기 시작했다. 부자간의 관계가 극심해진 때는 사도세자가 

대리청정하면서부터이다. 당시 정국은 당쟁의 폐해가 나날

이 더 심각해 가던 때였다. 결국 사도세자는 당쟁의 희생양

으로 제 아비 영조의 명에 따라 뒤주에서 죽어 갔다. 천륜

을 저버린 이 비참한 사건을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는 똑똑

3.
융릉의 홍살문과 정자각

4.
화성 융릉과 건릉의 울창

한 참나무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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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건릉 관광안내소를 지나면 곧바로 오솔길이 열린다. 길

섶에서 500년을 지켜 온 왕가의 기품이 느껴진다. 숲이 깊

으니 늦여름의 뜨거운 햇살도 문제되지 않는다. 산책의 즐

거움을 만끽하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도 1시간이면 두 능

을 마주할 수 있다. 갈림길에서 왼쪽으로 가면 건릉, 오른

쪽으로 가면 융릉이다. 기왕이면 아들 정조의 정성과 온기

가 느껴지는 융릉부터 찾아보자. 길은 참나무숲 사이로 조

붓하게 나 있다. 참나무는 흔히 도토리나무로 불리는 수종

으로 쓰임새가 많아 유용한 나무라는 뜻을 지녔다.

홍살문을 넘으면 박석이 깔린 참도를 마주한다. 윗단 길은 

왕이 걷는 길이고, 아랫단 길은 대신들이 읍한 채 걷는다. 

정자각을 지나면 봉분을 에두른 화려한 병풍석이 보인다. 

병풍석에는 목단과 연화문을 번갈아 새겼다. 정조가 잠든 

건릉은 부자간처럼 융릉을 닮았다. 

건릉을 돌아 나오는 길에 소나무숲이 울창하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정조가 이곳을 조성할 때 소나무 45만 그

루를 심었다고 한다. 그때 심은 나무가 아직 자라고 있다면 

250년은 족히 되었을 터이다. 그러나 숲에서 그 정도 수령

의 나무는 찾아보기 어렵다. 설령 그때 심은 소나무가 모조

리 죽었다 해도 그 씨가 떨어져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지 않

았을까. 왕조의 길이 쉽게 끊어지지 않듯이. 

조선 왕조의 유교적 예법이 깃들다

경복궁은 조선시대 다섯 개의 궁궐 가운데 첫 번째로 지어

진 궁궐이다. 그렇지만 준공 당시 규모는 최소한의 시설만 

갖춘 것이어서 왕실의 존엄을 드러내기에는 부족했다. 궁

궐로서 완전한 모습을 선보인 것은 세종 대에 이르러서이

다. 세종은 1421년부터 1426년까지 5년에 걸쳐 근정전을 

포함한 전각 대부분을 새로 짓고 개보수했다. 경복궁 건립

을 시작한 지 30년 만에 법궁(法宮)다운 면모를 갖추게 된 

것이다. 실제로 높은 궁성과 장대한 광화문 앞에 서면 500

년 왕조의 위엄이 느껴진다. 경복궁은 광화문, 홍례문, 근

정문, 근정전, 사정전, 강녕전, 교태전을 중심축으로 일직

선 위에 놓인 대칭 구조이다. 그러나 이들 건물을 제외하면 

크고 작은 건물이 자유롭게 비대칭적으로 배치되어 변화무

쌍한 건축미를 느낄 수 있다.

경복궁 관람을 마친 뒤 30분 정도 걸으면 종묘에 닿는다. 

조선 왕조는 유교 예법에 따라 수도 한양의 공간을 구성했

다. 그중 가장 먼저 지은 것이 조상에게 제사하는 사적 제

125호 종묘였다. ‘종묘’는 그 자체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며, 종묘에서 치르는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은 인류무형

문화유산에 등재됐다. 국내 단일건물 가운데 가장 긴 건물

인 국보 제227호 종묘 정전은 길이만 101m에 이른다. 검은

색 기와를 이고 있으며 붉은색 기둥은 질서정연하게 늘어

서 있다. 19칸의 태실에 모두 49위의 신주가 봉안돼 있는 

이 건축물 앞에 서면 누구나 엄숙하고 경건해진다. 관람코

스는 하마비에서 출발해 정전과 영녕전을 돌아본 뒤 돌아 

나오게 되며 소요 시간은 1시간 이내이다. 

사적 제202호 김포 장릉은 선조의 다섯 번째 아들이자, 인

조의 생부인 추존왕 원종 그리고 그의 부인인 인헌왕후의 

무덤이다. 원종은 아들 능양군이 1623년 인조반정으로 왕

위에 오른 후 대원군에 봉해졌고, 그 이후 왕으로 추존되었

5.
국보 제225호

창덕궁 인정전

6.
전등사 경내 풍경

ⓒ사진제공(한국관광공

사/이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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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의 무덤도 장릉으로 불리게 됐다. 장릉은 왕릉과 왕

비릉이 나란히 있는 쌍릉으로 왼쪽이 원종, 오른쪽이 인헌

왕후의 능이다.

지붕 없는 역사박물관 강화도에서 만나는 옛 선인의 자취

지붕 없는 역사박물관 강화도에는 1,600여 년을 이어온 

한국의 대표적인 고찰, 전등사가 있다. 창건 시기는 1,639

년 전인 381년(고구려 소수림왕 11)으로 알려져 있다. 전등

사에 가려면 성문을 먼저 지나야 한다. 성은 단군의 세 아

들 부여, 부우, 부소가 쌓았다고 전하는 삼랑성이다. 원래

는 토성이었는데 여러 국난을 겪으면서 민초들이 돌을 다

듬어 고쳐 쌓았다. 성벽을 지탱하고 있는 돌에서 그들의 

한과 정성이 느껴진다. 성곽 길이는 약 2.3km이고 동서

남북 각 방향에 성문이 있다. 전등사는 문화재가 있는 지

점을 따라 관람 동선을 짜는 게 편하다. 먼저 삼랑성의 정

문 격인 남문을 지나 곧장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67호 강

화 정족산사고지로 향하자. 이곳은 국보 제151-1호인 조

선왕조실록 정족산사고본을 보관해온 곳으로 유일하게 전

책(1,187책)을 보존했다. 이어서 보물 제179호 강화 전등사 

약사전과 보물 제393호 전등사 철종을 돌아보고 보물 제

178호 강화 전등사 대웅전을 살펴보면 된다.

강화도에는 160여 기의 고인돌이 고려산 기슭을 따라 부

근리, 삼거리, 오상리 등에 흩어져 있다. 그 가운데 사적 

제137호인 강화 부근리 지석묘는 길이 6.4m, 폭 5.2m, 두

께 1.1m로 남한에서 가장 큰 탁자식 고인돌이다. 축조할 

때 동원된 인원만 약 1,000명으로 추정한다. 고인돌 주인

여행
정보

즐길 거리

# 수원에서 핫한 데이트 코스 | 팔달문 관광안내소에서 이면 

도로를 따라가면 공방 거리와 연결된다. 주말에는 데이트 나온 

연인들로 북적이는 수원의 핫플레이스이다. 

# 통닭 골목 | 바삭바삭한 튀김옷에 부드러운 속살을 숨기고 

있는 통닭이 발목을 붙잡는 골목이다. 통닭 한 마리를 

주문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맥주를 찾게 된다.

# 수원화성박물관 | 수원 화성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화성성역의궤』뿐만 아니라 

정조와 그 당시 실학자들의 사상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많아 꼭 챙겨 봐야 할 곳이다.

문의

창덕궁 02-3668-2300  종묘 02-765-0195

남한산성 031-743-6610  수원 화성 031-290-3600

화성 융릉과 건릉 031-222-0142  경복궁 02-3700-3900 

김포 장릉 031-984-2897  전등사 032-937-0125

강화 고인돌유적 032-933-3624

왕가의 길 탐방 코스

➊ 창덕궁 - 종묘 - 남한산성 - 수원 화성 - 화성 융릉과 건릉

➋ 경복궁 - 종묘 - 김포 장릉 - 전등사 - 강화 고인돌 유적

7.
사적 제137호

강화 부근리 지석묘

의 권력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용도는 부족장의 무

덤이라는 주장과 제단이라는 주장이 있다.

고인돌공원에는 청동기시대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움막

과 다양한 형태의 고인돌 모형을 전시해 놓았다. 그 외에

도 48번 국도변에는 ‘하도리 아랫말 고인돌군’과 ‘점골지

석묘’가 있다. 점골지석묘는 전형적인 탁자식 고인돌로 발

굴 당시 쓰러져 있던 것을 2010년에 복원했다. 모두 12기

의 고인돌이 모여 있는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47호 오상리

고인돌군에서는 발굴 당시 구석기시대의 타제석기, 신석

기시대의 빗살무늬토기 편, 청동기시대의 석촉, 석검 등이 

출토됐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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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마노탑을 더 위대하게!

정선 정암사 수마노탑

국보 제332호 승격

정선 정암사 수마노탑은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짐작되는 7층 

모전석탑이다. 정암사 적멸보궁 뒤쪽에 

자리하고 있는데 경사진 산비탈에 

축대를 쌓고 세웠다. 수마노탑은 9m 

높이에 형태와 조성 수법이 매우 정교해 

오랫동안 그 가치를 인정받아 왔으며, 

마침내 지난 6월 25일 보물 제410호에서 

국보 제332호로 승격되었다.

글, 사진 자료.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문화재 핫이슈  

그 탑에는 멋진 전설이 있어

‘정선 정암사 수마노탑’이 있는 정암사는 『삼국유사』 기록

에 따르면 신라 자장율사가 당나라 오대산에서 문수보살로

부터 석가모니의 몸에서 나온 진신사리를 받아 귀국한 후 

643년에 창건하였다고 전해진다. 이 창건설화 외에 정암사

에 대해 전해지는 자료는 더 없다. 자료가 부족한 탓에 외

려 ‘전설’이 서려 있는 곳처럼 여겨진다. 그래서일까? 불사

리를 봉안한 수마노탑도 그 이름과 관련해 전설적인 이야

기가 전해진다. 바로 서해 용왕이 자장율사의 신심에 감화

되어 ‘마노석’을 비장해 두었다가 자장율사가 진신사리를 

갖고 귀국할 때 그것을 주었고, 이후 자장율사가 정암사를 

창건할 때 그 돌로 탑을 건조해 ‘마노탑’이 되었다는 전설이

다. 그리고 물길을 따라 이 돌이 반입되었기에 ‘水’ 자를 앞

에 붙여 최종적으로 이름이 ‘수마노탑’이 되었다고 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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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마노탑은 총 길이가 9m에 달하며, 화강암 기단 위에 세

워진 1층 탑신에 감실을 상징하는 문비가 있다. 그 위로는 

정교하게 다듬은 모전석재를 포개어 쌓았고 옥개석 위 낙

수면과 아래 층급받침의 단 수를 층별로 일정하게 더해 쌓

았다. 이처럼 수마노탑은 국보 제30호인 경주 분황사 모전

석탑 등 신라시대 이래 모전석탑에서 시작된 조형적인 안

정감과 입체감 그리고 균형미를 잘 보여 주고 있어 늦어도 

고려시대 이전에 축조된 것으로 추측한다.

전설보다 더 놀라운 탑의 기록

수마노탑은 파손이 심해서 1972년 해체, 복원되었다. 이때 

탑지석 5매와 사리구가 발견되었는데 특히 탑지석에 탑의 

건립 이유, 수리 기록 등이 적혀 있어 조성 역사와 조탑기술

을 연구하는 데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되었다. 국보 제21호 경

주 불국사 삼층석탑, 국보 제20호 경주 불국사 다보탑을 포

함해 탑의 이름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희소한 탑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석탑 중에서 탑의 중수 과정을 알 수 있는 

사례는 국보 제21호 경주 불국사 삼층석탑과 사적 제493호 

포항 법광사지의 삼층석탑 등 그 예가 매우 적다. 수마노탑

은 1972년 보수 과정에서 출토된 5매의 탑지석과 적멸보궁 

옆의 중수비 1기가 전해지고 있어 보수 시기와 범위, 공사 

기간, 참여 인원 및 참여 사찰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록을 

모두 확인할 수 있었다. 정암사와 수마노탑은 현존하는 적

멸보궁 가운데 설악산 봉정암과 함께 석탑을 이용해 보궁을 

형성한 사례로도 주목할 만하다. 특히 석재를 벽돌 형태로 

가공해 축조한 모전석탑 형식과 정암사 가람 전체를 조망

할 수 있는 장소에 탑을 건립한 것은 고려시대에 유행한 비

보사탑의 개념으로 보인다. 이는 시대 변화에 따라 다양한 

목적으로 수마노탑이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어서 한

국 석탑 발전사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이유가 된다. 이처럼 

수마노탑은 탑지석을 비롯한 자료를 통해 그 기록과 연혁을 

알 수 있고, 진신사리 봉안탑 중에서 모전석탑으로 조성된 

것은 유일하다는 점 등으로 이미 역사, 예술, 학술적 가치

를 인정받고 있었다. 결국 2020년 6월 25일 보물에서 국보

로 승격되었으며,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정암예술제 고한읍

번영회 주관으로 정암사 경내에서 개최되었다. 기념식에는 

정재숙 문화재청장을 비롯해 최승준 정선군수, 조계종 관계

자, 지역주민 등이 참석해 축하 자리를 빛냈다. 

앞으로 문화재청은 정선 정암사 수마노탑을 체계적으로 보

존하고 활용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소유자(관리자) 

등과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다. 

1.
국보 제332호

정선 정암사 수마노탑

전체는 7층으로 탑의

층수는 지붕돌(옥개석)의 

개수를 세면 알 수 있다. 

지붕의 네 모서리에는

풍경이 달려 있다.

2.
7월 10일 열린 국보 승격  

경축 기념식

3.
수마노탑은 기단에서 상

륜부까지 완전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 모전석탑으

로 상륜부는 청동으로 만

들어졌다.

4.
1972년 해체 당시

출토된 금합과 은합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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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
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
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
역역역역역역역역역역역역역역역역역역역역역역역역역역역역역
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
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
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

세계문화유산  

1

한국 안동 하회마을 전경

안동 하회마을은 전통적인 유교문화가 살아 숨 쉬고 있는 상징공간으로

손꼽히는 곳으로서 가장 한국적이며 독창적인 문화를 간직한 씨족마을이다.

중국 이현 홍춘 전경

이현( 縣)에서 11km 떨어진 황산 남서쪽 기슭에 위치한 홍춘(宏村) 마을은 

배산임수(背山臨水)의 지형에 자리 잡고 있다. 송나라 때 마을이 처음

건설되었고, 현재와 같은 구조를 갖춘 것은 15세기 명나라 때이다.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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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한자권 내에서

역사·문화적 유사성이

높은 두 마을

한국과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인접해 있고 동일 

한자권에 속해  유사한 자연환경과 역사·문화적으로 

밀접한 관계 속에 발전해 왔다. 특히 홍춘이 위치한 

중국의 휘주지역과 한국의 안동은 크고 작은 산봉들이 

어우러져 농지가 많지 않은 지형적 특성, 주로 마을이 

산을 의지하고 강을 앞에 둔 입지를 지니고 있으며, 

산과 강으로 막힌 각각의 마을들이 강한 혈연의식과 

독자적 문화를 오랜 기간 유지해왔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갖는다(임세권, 2010).*

이 두 곳의 역사마을은 세계유산 등재 이후 관광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에 따라 

해당 유산의 보존관리와 이용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민·관이 서로 협력하며 노력하고 있다. 

글, 사진. 이원호(국립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

중중중중중중중중중중중중중중중중중중중중중중중중중중중중중중중중중중중중중중중중중중중중중중중중중중중중중중중중중중중중중
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
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
역역역역역역역역역역역역역역역역역역역역역역역역역역역역역역역역
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
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
을을을

한국 안동 하회마을 

vs 중국 이현 홍춘

조선시대 초기 촌락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안동 하회마을

하회마을은 양동마을과 함께 유교적 이념에 따른 조선시대 

초기 촌락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세계유산 등재기준 

ⅲ), 신분계급에 따른 마을의 조화로운 배치구조(세계유산 

등재기준 ⅳ)가 지니는 가치를 인정받아  2010년 경주 양

동마을과 함께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한국 하회마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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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에 위치하는 풍산 류씨 씨

족 마을이다. 풍산 류씨는 고려 말에 새로운 거주지를 찾아 

이곳으로 이주해 왔으며, 마을에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인

물이 많이 나오면서 16세기부터는 영남지방의 대표적인 양

반 문중으로 이름났다.

하회마을의 면적은 중심 영역만 해도 499.5ha에 달하며, 

가옥의 수는 124호로 현존하는 한국의 씨족마을과 비교할 

때 제법 큰 규모다. 하회마을이 자리 잡은 곳은 태백산맥

에서 뻗어 나온 화산(花山) 자락을 낙동강이 돌아 흐르면서 

형성된 넓은 퇴적층으로 되어 있다. 마을은 한 면이 산, 나

머지 세 면은 강이 둘러싸고 있으며, 낙동강 너머로는 부용

대, 원지산, 남산, 병산 등의 산줄기가 이어지면서 마을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다. 여러 겹의 산과 강으로 둘러싸인 하

회마을은 주변지역과 자연스럽게 격리되고 마을 주변에는 

유학자들이 학문과 휴식을 즐기던 경승지가 많이 분포해 

있다.

봉건시대 휘주 촌락의 형태를 간직한 홍춘(宏村)

중국 홍춘과 시디춘은 봉건시대 무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조성된 촌락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세계유산 등재기준 

ⅲ), 마을 내 수로를 따라 구획된 건조물과 도로체계(세계

유산 등재기준 ⅳ), 중국의 도시화 및 개발에 따른 위협에

서 벗어나 오늘날까지 보존되어 있는 정주지(세계유산 등

재기준 ⅴ)의 가치를 인정받아 2000년 세계유산으로 등재

되었다. 중국 홍춘은 안휘성 이현에 위치한 휘주 민거의 전

형적인 양식을 지니고 있는 왕씨 가족의 집단 거주지다. 마

을은 북송 정화 3년(1113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하였으며, 

명대 영락황제 때 왕씨 성을 가진 족장이 촌락을 정비하고 

마을에 물을 끌어들였으며, 이후 청대 중기 대규모의 공사

가 이루어지면서 마을 이름이 홍춘(宏村)으로 바뀌었다.

홍춘은 뢰강산을 포함한 주변의 산과 강에 둘러싸인 풍수

구조를 지니고 면적은 330ha에 달한다. 마을 안에는 주택

과 개인 정원이 대부분을 이루나 서원과 사당 등 공공시설

로는 월소(月沼)를 중심으로 남호서원(南湖 院), 악서당(

堂), 승지당(承志堂), 덕의당(德 堂), 송학당(松 堂), 벽

원(碧 ) 등이 관광객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역사마을을 지켜내는 법과 제도

한국 안동 하회마을은 사적, 보물, 국가민속문화재로 지

정·관리되고 있었으며 세계유산 등재 이후에는 기존의 법

령 외에도 문화재보호법 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및 자

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을 준수하도록 했고, 지자체에서

는 경상북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

라 보존·관리되다가 2020년 제정된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통합 보호 관리되고 있다.

중국 이현 홍춘은 세계유산 등재 이전에는 지방정부의 보

호조례 및 보호방법에 따라 관리되다가 세계유산 등재 이

후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지원이 활성화되고, 2002년 세

계문화유산사 신설 이후, 국가문물국에서 보호·관리하고 

있다. 중국 홍춘은 마을 전역이 안휘성 역사문물보호단위, 

전국중점문물보호단위, 국가역사문화명촌 등 다양한 보호

체계가 중복되고, 건설부의 성향계획법, 토지관리법, 국가

1.
안동 하회마을 주택과

가로 체계

전통가옥 외에도 소규모

의 토담집과 붕담집은 기

본적 건축 재료인 진흙만

으로 벽체를 쌓아올리는 

원초적 민가축조기법을 

보여주고 있다.

2.
국가민속문화재 제85호 

원지정사

하회마을 북촌의 화천(花

川)과 부용대(芙蓉臺)를 

바라볼 수 있도록 북향한 

이 정사는 유성룡(柳成

龍)이 34세 때 은거하였

고, 병환 중 요양하던 곳

이다.

3.
안동 병산서원

병산서원은 2019년 7월 

‘한국의 서원’이라는 명칭

으로 다른 8곳의 서원과 

더불어 유네스코 세계유

산에 등재되었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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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국 홍춘의

전통주택의장

고풍스럽고 아름다운 하

얀 벽과 검은 지붕이 홍춘 

마을 건축물의 특징이다. 

낡은 벽면 하나에서도 오

랜 역사의 향기가 깊게 느

껴진다. 

5.
중국 홍춘의 화교

마을로 들어가는 다리인 

화교. 영화 <와호장룡>의 

첫 장면에 등장하며 이곳

에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6.
중국 홍춘의 주택과

가로체계

홍춘에는 명·청시대 고건

축물이 잘 보존되어 있다. 

현재 휘저우 거주 양식의 

대표적인 전형이 되었다.

4

문물국의 문물보호법, 문물보호법 시행지침 및 문물보호법

시행방법에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안휘성과 이현이 제정

한 시행규칙과 각종 조례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 한국은 중

앙정부 중심의 보호체계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지

방정부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한 역사마을의 보존관리

안동 하회마을의 보존을 위한 보호지역 경계는 1977년 처음

으로 설정되었다. 점차 민속마을의 보호대책이 요구됨에 따

라 마을 전체가 ‘집단민속자료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에 이

른다. 1983년에 들어 하회마을이 ‘중요민속자료(現 국가민

속문화재)’로 지정되면서 마을 전면의 부용대를 포함한 주

변의 자연경관, 하회마을과 관련된 병산서원을 지정구역 내

부에 포함하여 유산의 완전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60년대 하회마을의 근대화에 따른 원형 훼손의 문제는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과 함께 보호사업의 가속화로 전환국

면을 맞게 된다. 하회마을 내부 상업시설·숙박시설 증가, 

마을경관 획일화, 하회마을 주변에 관광지가 들어서면서 

원형 보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다. 세계

유산 등재 이후에는 UNESCO의 권고 이행과 함께 정기적 

*  임세권, 2010, 중국 홍춘과 시디에서 생각하는 전통마을의 미래, 대구경북개발

  연구 제72호, pp.28-33

모니터링, 내부적 정비사업의 지속적인 시행 등을 통해 보

호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 이현 홍춘은 세계유산 등재 이전 건축물 중심의 보호

관리 정책 위주에서 세계유산(2000)으로 등재되면서 서계

와 뢰강산 사이의 마을을 경계로 지정구역을 설정하였다. 

지정구역은 총 28ha로 주변의 산과 강에 둘러싸인 풍수구

조를 포함하였으며, 내부에 고건축물이 집중되어 있는 지

역을 중점보호부분으로 보호관리하고 있다. 

홍춘은 문화대혁명 시기를 거치면서 마을의 형태가 변화되

었으나, 지방정부 주도의 정비사업을 통해 보호관리가 시

작되었다. 전국중점문물보호단위로 지정되면서 조례를 마

련하고 자체적인 정비사업이 이루어졌다. 또한 국가역사문

화명촌 지정 이후, 주변지역의 개발 압력에 대한 보호관리 

정책과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역사마을에서 ‘인간 삶의 터전’이라는 본질적 가치가 훼손

되기 시작하면 그 유산적 가치는 소멸되고 말 것이다. ‘세

계유산의 가치를 인식하는 것’과 ‘주민들의 자긍심’ 그리고 

‘유산의 진정성을 이해할 수 있는 지역문화’ 이 세 가지 요

소가 유산을 지속가능하게 계승할 수 있는 원천이며, 이는 

역사마을 주민들과 관광객에게 교육되어야 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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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s 기립(起立)

열암곡 마애불상은

바로 설 수 있을까?

문화재와 과학기술  

2007년 경주 남산에서 큰 발견이 있었다. 

통일신라시대의 마애불상이 열암곡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 마애불상은 엎드려진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무게는 약 80톤으로 추정된다. 

다행히 보존 상태는 좋았지만, 과연 이를 바로 세우는 

것이 가능할지 고민이 많은 상황이다. 수십 톤의 암석을 

과연 표면 손상 없이 움직일 수 있을까?

글, 사진. 최준현(고송문화재보존연구소 대표)

고중량체 이송의 첫 번째 관문, 문화재의 안전 확보

고중량의 물체를 다루는 크레인이나 호이스트는 그 자체로 중

량이 매우 많이 나가는 장비이다. 보통 이런 장비는 기초를 충

분히 다진 안정적인 지반에 설치되는 것을 상정해 만들어졌다. 

만약 이러한 크레인을 이용해 열암곡 마애불상을 세우려 한다

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유네스코 세계 유산인 남산의 일부를 

깎아내고 평탄하게 만드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이 기초 작업

에만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그리고 산중턱에 세울 

수 있는 특수 호이스트를 제작하고 시험해야 하는데 이것 역시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기존의 장비를 사용해 마애

불상을 세우는 데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크레인이나 호이스트를 사용

할 경우에 무게중심을 정확히 맞추지 못한다는 점이다. 즉, 대

상물의 어느 부분이 먼저 들어 올려질지 그리고 이에 따라 나

중에 올려지는 부분에 얼마나 하중이 집중될지 예상하기 힘들

다. 그리고 들어 올렸을 때 무게중심이 공중에 있게 되는데, 이

는 지반이 불안정하거나 들어 올리는 대상물이 비정형일 때 전

도 사고가 발생하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위험 요인은 특히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불상의 경우

에 부각된다. 현재 열암곡 마애불상은 불상의 상호 중 이마 부

분과 무릎 부분이 각각 하부의 암반과 맞닿아 있는데, 마애불

상을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암석의 무릎 쪽이 먼저 들리면 이마 

부분에 하중이 집중되면서 불상의 얼굴이 파손될 수 있다. 반

대로 상호 쪽이 먼저 들리는 경우 무릎 부분이 파손된다. 마애

불상을 다시 세우는 과정에서 중요한 전제가 ‘마애불상의 조각

면이 손상되면 안 된다’인데, 들어 올리는 데 급급해 안전에 소

홀함이 발생하면 절대 안 될 일이다. 

고중량체 이송을 위한 특수한 이송제어장치 필요

산중턱이라는 위치, 조각면이 아래를 향해 엎드려져 있는 마애

불상의 상태, 이 두 가지를 고려할 때 가장 간명하고, 합리적인 

이송 방법은 무엇일까? 열암곡 마애불상이 문화재 보전과 관

리에 던져준 숙제가 그것이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

법으로 개발된 것이 ‘고송이송제어장치(특허 제10-1704784호 

중량물 이송 장치 및 이송 방법)’이다. 

1.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33호

동송읍마애불상

이 마애불은 불두를

별도로 조각한 것으로 

조성 후 어느 시기에

하단부가 전단되어 

뒤로 쓰러진 형태로 

보존되어 왔다. 

2006년 보존처리에서

고중량의 암반을 움직

일 방법이 없어 암반보

다 더 뒤로 넘어간 불두

만 쓰러진 각도에 맞춰 

세우는 소극적인 방법

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고중량 문화재를 움직

이기 어려운 환경이 

고송이송제어장치가 

개발된 배경이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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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열암곡 마애불상은

발견 당시, 지면에서 

겨우 5cm 정도 

이격되어 있었다.

3.
석탑 부재 

해체 시 무게중심

4.
고송이송제어장치 

모형 실험(모형 외부)

5.
고송이송제어장치 

모형 실험(하중 분산)

6.
고송이송제어장치 

모형 실험(유압 50톤)

‘고송이송제어장치’는 우선 고중량물인 열암곡 마애불의 모서

리 부분을 감싸는 형태로 외부 프레임을 만든다. 그리고 이를 

체결한 후 프레임과 대상물 간의 공극을 완충재로 채우고 각종 

센서를 연동하여 이송 및 움직임을 안전하게 모니터링하는 준

비 단계를 거친다. 이후 열암곡 마애불상의 무게를 분산하여 

가력하며, 하중 분산과 프레임의 변위를 모니터링한다.

첫 번째 단계는 마애불의 안전을 1차적으로 확보하는 단계로 

마애불에 가해지는 모든 응력을 프레임에 먼저 작용하고 완충

재를 통해 간접적으로 마애불에 작용하게 함으로써 하중의 집

중을 피해 고르게 작용시켜 조각면은 물론이고 암석 전체를 보

호하도록 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외부 프레임을 들어 올릴 때 하중이 지반

으로 흐르기 때문에 흔들림이나 불안정한 요소가 배제된다. 그

리고 실린더에 센서를 연동하여 실제 하중이 분산 작용하고 있

는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2차적인 안전도 확보된

다.

‘고송이송제어장치’를 통한 중량물의 이송은 대상물의 예상 하

중에 따라 안전율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

*  고송이송제어장치는 모형실험을 통해 30.6kg의 모형을 6.1~6.2kg으로 분산 

적용시켜 들어올리는 데 성공했다. 100g의 편차는 80톤 무게에서 최대 261kg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다 정확한 계측을 통해 이 편차를 줄일 수 있다.

다. 예를 들면 열암곡 마애불상은 예상 하중이 80여 톤인데, 

안전율을 150%로 설정해 120톤 하중을 들어 올릴 수 있는 유

압실린더(직경 약 31cm)를 배치할 수 있다. 

하부 프레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하부 프레임의 폭을 50cm

로 설정하면 80톤의 하중을 제곱미터당 약 5.5톤으로 분산하

여 전달하게 되는데, 보통 연약 지반의 지내력이 제곱미터당 

10톤 내외임을 감안하면 매우 안정적으로 지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애불상을 감싸는 외부 프레임의 경우도 마찬가지

로, 안전율을 설정하는 대로 자유롭게 제작, 설치할 수 있으므

로 여기에서 3차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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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문화유산 읽기  

바다만 아는 미스터리,

복원으로 풀어낸다

바닷속에서 발견되는 도기는 개흙에 완전히 매몰된 상태가 아니면 깨진 편으로

출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당시 백성들이 사용하던 생활 용구인 도기의 발견은 선원들의

선상생활을 추정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된다. 따라서 도기 형태를 복원하는 것은 역사적 가치를

되살리는 중요한 작업이다. 대부도2호선 도기의 발견 및 복원 과정을 통해 그 가치를 되새겨 보자.

글, 사진.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44

조각조각난 도기도기퍼퍼즐,즐,어어떻게맞맞출까?

20200151515151 년년 년 6월6월6월,, 경기경기도 도도 도 안산안산안산안산시 시시 대대부대부도에도에에에서서서발굴발굴굴발굴발굴한 한한 한한 대대부대대 도2호

선 선선 내부내부내부내부에는에는에는 11100000000개가개가개가 넘넘넘는 는는 도기도도기 편편이이 개흙개흙개흙에에에 뒤섞뒤섞뒤섞뒤섞뒤섞여여여여여여 있었있었있었있었있었

다.다다 발발발발견된견된된된도도도도기기기기편은편은편은편 보보보존처존처존처존 리를리를리를리를위위위위위해해해실실험실험실험실로실로실로옮옮옮겨겨상태상태태태태

조사조사와 와 표면표면표면표면표 이이이물질물질물질제제거,거, 탈탈탈염염처리리리처리(((도(도기기기기내부내부내부내 의 의의 염분염분염분 제

거)거)거거)거)거)거거거를를를를 를 진행진행진행진행하하였하였하였다.다.다.다. 이이이이후 후 후후 유약유약유유약유약유약유약약약약유약약약약약 유유유유유유유유유유유유유유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 단면단면단면단면면면단면단면면단면단면단면단면단면단단면 색색색색색색색색색색색색색색색색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 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작작작작작작 작 작작 작작 작작작 작작

방법방법방법방방법방법에서에서에서에서에서에서확확확확확확확인할인할인할인할인할할인할인할인할인할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있있있있있있있있있있있있는는는는는는는는는는 는는 는물레물레물레물레물레레물레물레물레물레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흔적흔흔흔흔흔적흔적흔적적적흔적적적적,,,, 두두두께두께두두께두께두께두께등등등등등등등을을을을을을 을 을고려고려고려고려고려고려고려려하여하여하여하여하여하여하여하여하여하여여 

도기도기도기도기도기도기도기를를를를를를를 를 를 분분분류분분류분류분류분류분 하였하였하였하였하였였였다다다다다.다.다. 개개개개개개체별체별체별체별체별체별체별로로로로 로모모모은모은은은은도도도도도도도기기기기기기편은편은편은편은은은정정정정확한확한확한확한접접접접접합합합합 합 합합

위위위치위치치위치위치치와와 와 와와순서서순서순서순서를를를 를 정하정하정하정하기기기기기위해위해위해위해위해해해위해임임임임임임시로시로시로시로시시로시로시 각각각각편편편편을을 을 을붙붙여붙여붙여붙여보보보보는는 는 는 과정과정과정과정

을을 거친거친친친친다.다.다.다다 이이이이 작작작작업을을 가가가(假)접합합이합이라고라라고라고 하하하는데는 전전체적체체적적인인인 인 

형태형 와 파편파편파편파편편의의 의의의의 접합합접 순순순순순서서서를서 확확확확인해인해인해해 본본본접합접합 과정에에정 서서 발생발생발생

할할 수 있는있는는는오오류를류를류 최최최소화소화소소소화하는는작작작업으업으업으업으로 로로꼭 꼭 필요필요한 한 한 한한과정과정정이이이

다.다.다다

본본격본격본본격본격본본본본 적인적인적인적적인적인적인적인인 접접접접접접접합합에합에합에합에에합에합합합에합에합에합에합합에 앞앞앞앞앞앞앞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 재재재질재질재질재질재질재질질에에에에 에 에 적적적합적합적합합적합합합합합한한 한한 한 한 한 접접접착접착접착접착접착착착제를제를제를제를제를제를제를 선선선선선선선선택해택해택해택해택해해택해택해택해야야야야야 야 야야

한한한다한다한다한다한다다한다.. 적절적절적절절절절절절한 한한 한 한 한 접접착접착접착접착착착착착제의의제의제의제의제의 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단단단단 단단단 기준기준기준기준준은은은은 은 은 첫째첫째첫째첫째째째첫첫첫 ,, 부부착부착부착부착부 강강도이도이이이다.다.다다  

유물유물유물유물유물유물물유물유물물보다보다보다보다보다다다 접접접접접착착제착제착제착제제의의의의 강도강도강도강도강도강강 가가가가 가 가 약해약해약해약해약해약 야야야야 야 야 야 한다한다한다한다한한다한다한다.. 둘째둘째둘째둘째둘째는는 는 접착접착접착접착접착착제의제의제의제의 

점점점성점점성점성점성점점성이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 기기공기공기공기공기기공기공기공이이이이이이이이 많은많은많은은많은많많은은편편편편편편편편편편에에에에에 에에에에점성점성점성점성성성이이이이 이 이 이이낮낮은낮은낮은낮은접접접접착제제제제착제착제착제를를 를 를사용사용사용사용하하하하하하

면면면 기기공기공기공기공기공으로으로로으로으로으로접접접접접접착제제제가 가 흡수흡수흡수흡수흡수흡 되어되어되어되어되 접접접접접착이착이착착착이착이착이착 잘잘잘잘잘잘잘안안안안될될될될 뿐만뿐만뿐만아아아아니니니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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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부도2호선 도기편의 

처리 전 모습

2.
접합을 마친 후 없어진

부분은 복원 재료를

이용해 채운다.

3.
모든 보존처리 단계를

마친 후 모습

라 주변을 오염시킬 수 있다. 셋째 기준은 가역성이다. 제

거 시 유물에 영향을 주지 않고 쉽게 제거할 수 있어야 한

다. 넷째 기준은 영속성인데, 온도나 습도 등 환경요인에 

오래 견딜 수 있는 성질을 말한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용할 접착제를 결정한다.

대부도2호선 도기 편 접합에서는 두 종류의 접착제를 

썼는데, 우선 도기 저부에 에폭시 수지 성분 접착

제를 사용했다. 도기 저부는 하중을 지탱하는 중

요한 부분인데, 기벽이 두껍고 힘을 많이 받아 뒤

틀릴 수 있는 부분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축률

이 낮고,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강한 에폭시 수지 성

분 접착제를 썼다. 하중을 받지 않는 구연부·몸통부(동

체부)는 쉽게 제거할 수 있는 시아노아크릴레이트 성분의 

접착제를 사용하였다.

진행 과정에서 접착제가 완전하게 굳을 때까지 작은 편은 

유리구슬 상자를, 큰 편은 고정용 클램프를 사용하여 형태

를 고정해 가면서 접합하였다. 

형태부터 질감까지, 사라진 흔적을 복원하다

접합이 끝나면 복원 작업을 진행한다. 복원은 일부 없어진 

1

2

부분만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형태 추정이 가능하다

면 더욱 넓은 범위의 없어진 부분도 복원할 수 있다. 빈 곳

을 채우는 형태 복원은 원래 도기의 태토보다 다소 약하게 

하고, 표면 질감은 원래 도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진행한다.

복원 방법은 도기의 상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복원해

야 할 범위가 작고 작업이 쉬운 경우에는 복원 부위에 복원 

재료를 직접 채운 다음, 복원재가 굳으면 사포를 사용하여 

정리한다. 반면에 복원해야 할 범위가 넓은 경우, 보존처리

용 틀을 없어진 부분의 모양과 비슷하게 변형시켜 부착한 

뒤 그 위에 충전제를 채워 넣는 방법을 사용한다.

대부도2호선 도기는 저부 또는 하중을 받는 부위의 복원재

료로 에폭시 우드를, 하중을 받지 않는 부분은 클레이 텍스

를 선택하여 원래 유물의 질감·경도와 유사하도록 표현하

였다. 에폭시우드는 비교적 성형이 쉬운 재질로서 한 번 경

화되면 어느 정도의 강도를 지니기 때문에 도기를 처리하

는 데 적합하다.

보존처리의 마지막은 ‘색’

보존처리의 마지막 단계는 색 맞춤 작업이다. 주로 아크릴 

물감을 사용하는데, 붓으로 칠하거나 에어브러시를 이용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각 방법에는 모두 장단점

이 있기 때문에 유물의 특성에 가장 알맞은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도기의 색은 전체적으론 단색처럼 

보일지라도, 실제는 여러 색이 다양하게 혼합된 상

태이다. 대부도2호선 도기의 경우에는 다양한 채색 

도구를 이용하여 옅은 색부터 칠하고 점차 특징이 있

는 색을 덧칠하였다. 색 맞춤 정도는 전시장에 진열되었

을 때 유물의 색과 이질감이 없도록 하되 가까운 거리에서 

보면 복원된 부분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하였다.

보존처리의 모든 과정이 끝나면 기록 카드에 처리 과정과 

사용 약품, 처리 후 중량, 처리 과정에서 발견된 사항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처리 후 모습을 사진으로 남긴다. 이렇

게 모든 보존처리 과정을 거쳐 온전한 모습으로 복원된 도

기는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며 수장고에서 관리되고 

전시장에서 관람객과 만나게 된다. 

종류의 접착제를 

지 성분 접착

탱하는 중

이 받아 뒤

위해 수축률

에폭시 수지 성

구연부·몸통부(동

아크릴레이트 성분의 

물감을 사용

하는 등 다

이 있기

선택해

보일

태이다

도구를 

는 색을덧

을 때 유물의

보면복원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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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함께 읽기   

신(神)이 된 관우(關羽)와

<국사당의 무신도>

무신(武神) 관우. 그의 자는 운장이나 그 이름 앞에 무신을 붙여도 전혀 

어색함이 없다. 『삼국지연의』에서 무력 최고치를 100으로 놓는다면 그 

자리엔 당연히 여포가 들어설 것이다. 하지만 정작 무신으로 불리는 건 

관우다. 왜 그럴까? 관우의 신격화는 어떻게 이뤄졌고 그 영향이 관우

의 그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강영주 감정위원의 ‘문화재 함께 읽기’

를 통해 살펴보자.

글, 사진자료. 강영주(제주공항 문화재감정관실 문화재감정위원)

관우의 신격화

촉한의 무장이었던 관우가 전쟁의 신, 재물의 신, 무(武)의 신으

로 추앙받은 것은 명청대에 소설화된 나관중의 『삼국지연의』가 

유행하면서부터이다. 

무장인 그가 위진남북조시대에는 장군이 되고, 수·당대에는 무

성왕묘(武成王廟) 종사를 통해 국가의 사전(祀典)에 편입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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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송·원대에는 후(侯)에서 공(公)으로 그리고 왕(王)으로 추존

되고 명·청대에는 관우 신격화가 절정에 달해 황제(皇帝)에 등

극하고 신령(神靈)으로 숭배된다. 특히 종교적으로도 불교에서

는 사찰의 수호신, 도교에서는 만능수호신, 유교는 충의(忠義)의 

무신으로, 국가통치질서 확립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조선에서 관우를 섬기며 제사를 지내는 관왕묘의 건립은 정유재

란 때 이루어졌다. 1598년 당시 명군(明軍)이 남묘를 지었고, 이

듬해 동묘가 세워졌다. 그리고 고종대에 이르러서는 북묘와 서

묘가 건립되는 등 한양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 관우를 모시는 사

당이 생겼다. 이때 관우신앙의 정치적 활용도 주목할 만하다. 선

조, 숙종, 영조, 정조, 고종 등은 관우의 ‘충의용절신(忠義勇節

信)’을 퍼뜨려 자연스럽게 왕에 대한 충성을 중요한 미덕으로 내

세울 수 있었고, 이를 통한 권력 강화를 기대했다.

고종대 관우신앙의 정치적 성격

조선에서는 특히 고종 대에 관우신앙에 대한 관심이 절정에 달했

다. 임오군란 중 충주로 피신했던 명성황후의 환궁 시기를 ‘관성

제군의 딸’이라 자처한 진령군이 맞힌 후 왕가의 자손번창과 복운

을 위해 1883년 북묘가 건립됐다. 이후 1884년 갑신정변 때는 그 

북묘로 피신할 만큼 관우신령에 의지하기도 했다.

도1.
국가민속문화재 제17호

<국사당의 무신도>

20세기 초반, 견본채색, 

101.0x57.0㎝

ⓒ문화재청

도2.
채용신 <관제도>

1928년, 견본채색, 

108.0x71.2cm 

ⓒ전북대박물관  

도3.
<관우도> 

지본채색, 민속박물관

(소장번호: 민속30578)

ⓒ국립민속박물관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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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1902년 세워진 서묘는 엄비가 고종에게 건의하여 건립되었

고, 관왕을 관제로 격상시켰다. 한편 국가주도로 『관성제군명성

경』 같은 관우 관련 서적을 간행하기도 했는데, 이는 관성교 같은 

종교단체의 경전으로 쓰이는 등 황제권 강화와 상무정신 보급을 

위한 이념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활용됐다. 고종은 대내적으로 

충의로운 신하의 상징인 관우신앙을 이용하여 약해진 왕권을 강

화하고 국가와 백성을 보호하려 했으며, 대외적으로는 강력한 무

신이며 수호신인 관우를 이용해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국난을 극

복하고자 했다. 이후 1908년 향사이정(享祀釐正)의 발표로 관왕

묘 제사가 종료되며 관우라는 인물 자체에 대한 숭배보다 재액초

복 등 기복적인 성격이 강화된 민간 신앙으로 확산된다. 

무속의 신이 된 관우와 그 도상

조선 후기부터 무속에서 관우가 신령으로 모셔졌지만 19세기 후

반에서 20세기 전반기에는 국가 주도의 제의와 맞물려 관우신앙

이 고조되었다. 이에 관왕묘에는 건물의 장식과 장엄을 위한 조

각상이나 『삼국지연의』의 대표적 내용을 담은 벽화 등이 묘사 되

었고 숭배 대상이자 주신(主神)인 관우의 화상을 봉안하는 사례

도 생겼다. 특히 서울을 비롯해 지방의 관묘나 민간 사당에 무속

의 신으로 모셔지며 수많은 관우도가 제작되었는데, 1904년 경무

사가 서울에서 3,000점이나 되는 관왕도상을 수합하여 태웠다는 

기록과 일본인 재정고문이 각 지방과 공공장소에 관우묘가 설치

되었다고 기록한 것에서 관우신앙이 민간에 상당이 확산되었음

을 알 수 있다.

국가 주관의 숭배 대상이며 무속에서 가장 영험한 신령이었던 관

우는 어떤 모습으로 제작되었을까? 소설 『삼국지연의』의 내용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관우도상의 특징은 큰 키와 대춧빛 얼굴, 길

게 찢어진 봉황의 눈, 누에 같은 눈썹, 연지를 바른 것처럼 붉은 

입술, 세 갈래의 긴 수염이 특징이다. 지물로는 청룡언월도나 공

자의 『춘추』를 들고 있고도3, 가운데의 긴 수염이나 옥대를 잡고 있

는 도상이 많다. 복식은 두건을 쓰거나 투구에 갑옷을 입고 전포

를 걸친 장군의 모습도1, 익선관을 쓰고 황룡이 그려진 흉배가 있

는 붉은 곤룡포를 입고 옥대를 한 왕의 모습, 면류관을 쓰고 황색 

곤룡포를 입고, 양손으로 홀을 쥐고 옥대를 두른 황제의 모습도2 

등으로 그려진다. 

*   이 글은 ‘장장식, 「삼국지연의도와 관우신앙」’, ‘『삼국지연의도』, 국립민속박물관’, 

‘2016; 장준구, 「中國의 關羽圖像」’, ‘『미술자료』 76, 국립중앙박물관’, ‘2007; 종로구청, 

『동관왕묘-소장유물 기초학술 조사보고서』, 2012’ 같은 관우에 대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였다.

**  이 글은 필자가 「최영 장군 신앙과 무신도 유형 고찰」(강영주), 「2019 한국민화학회 

학술대회 ‘민화와 생(生)’」 pp.43-61(한국민화학회, 국립중앙박물관, 2019. 8. 31.)에서 

발표하고, 그중 관우도 관련 내용을 보완·재집필한 것이며, 추후 「19세기 말~20세기 

전반기 관우도상의 표상과 <관우도(關羽圖)> 연구」로 별도 지면에 발표할 예정이다.

인왕산 국사당의 <관우도>

남산에 있던 국사당을 1925년 일본인이 인왕산으로 옮겼다. 신

사(神社)가 가장 높은 곳에 있어야 한다는 게 일본인들이 내세운 

이유였다. 이때 태조[이성계], 무학대사, 최영 장군, 민중전[민

비], 창부씨, 삼불제석, 별상[사도세자], 용왕 등 신상들이 새로 

봉안되었다.

현존하는 무신도 중 가장 뛰어난 필력을 보여 주는 <국사당의 

무신도>는 당주의 구술로 신상의 명칭이 구전되어, 명확한 도상

과 성격 등이 모호한 상태이다. 그중 군웅, 금성, 별상 심지어 최

영 장군으로 불리는, 투구와 갑옷을 걸친 장군상은 관우도일 가

능성이 크다.도1 위에서 언급한 관우도상의 가장 큰 특징인 대춧

빛 얼굴색, 치켜뜬 눈, 붉은 입술, 세 갈래의 긴 수염, 칼을 지물

로 들고 있는 것,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쓴 모습 등이 표현되어 있

기 때문이다. 특히 관우를 회유하려던 조조가 내린 새 비단 전포 

위에 유비가 준 낡은 녹색 전포를 입어 그 의리(義理)를 나타낸 

도상은 관우 그림의 가장 큰 특징이다.도1, 2, 3 특히 좌상일 때 다

리 사이로 보이는 갑옷의 일부분은 관우의 유비에 대한 충과 의

리를 반영한 것으로, 원대 소설의 삽화에서부터 즐겨 사용되는 

상징기호 같은 것이다.

이렇듯 그의 신상은 전쟁에서 나라와 백성을 보호하는 ‘전쟁의 

신’인 장군상으로 제작되기도 하고, 유가의 충절과 의리를 실현

한 도덕적이고 청렴한 관리의 모습으로도 그려지며, 불가에서는 

가람신이자 관제보살(關帝菩薩)로, 상인들에게는 재복신으로 제

작되고 숭배되었다. 특히 그는 국가와 백성을 위해 목숨을 바쳐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억울한 죽음을 당해 무속 신령이 되

었으며, 지배계층은 물론이고 일반 백성들의 억울한 마음을 위

로하고 치유하는 최고의 신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나라 각 신당에 봉안된 여러 토속신 사이에서도, 중국에서 건너

온 관우가 신으로 당당하게 자리 잡은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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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는 다수의 고대 가위가 남아 전해지고 있지만, 금동초심지가위 형태로는 이 유물이 유일

하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형태로 중국에서도 전혀 출토된 바가 없고, 일본 정창원에만 비

슷한 형태가 남아 있다. 

경주 월지 금동초심지가위는 월지 발굴조사 때 다른 많은 수의 금속공예품, 생활용품과 함께 발

견된 통일신라의 귀중한 공예품이다. 전면에 새겨진 섬세한 어자문(물고기 알 모양의 무늬)을 통

해 통일신라 전성기인 8세기에 제작된 작품으로 추정한다.

반원형의 가윗날 가장자리 부위는 수직으로 세워 붙였는데, 초심지를 자르면 잘린 초심지가 초 

위로 떨어져 내리지 않도록 고안한 것이다. 가윗날이 교차된 부분은 별도의 금속구로 연결했으

며 손잡이 끝단은 앵무새 부리처럼 둥글게 안으로 말았다. 손잡이 표면에는 당초문을 선각했는

데 신라인의 창의적인 미감을 잘 보여 준다.

월지 금동초심지가위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일본 정창원의 가위가 유일한 형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 예전에는 이것이 중국 당나라 제작품을 수입한 것이 아닌가 추정했으며, 그 용도도 불분

명하게 설명됐다. 그런데 경주 월지 금동심지가위가 발견되면서 이러한 형태의 가위가 특수 용

도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더욱 분명해졌다.

무엇보다 경주 월지 금동심지가위가 정창원의 가위에 비해 제작 연도가 100여 년 앞선 것으로 

밝혀져, 8세기 무렵 금동가위의 생산지를 밝혀주는 근거유물로서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게 평가

된다. 조형적인 완성도 면에서도 손잡이 끝단의 마감이나 문양 등을 볼 때 경주 월지 금동초심지

가위가 더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는다. 

알면 신기한 문화재 이야기  

보물 제1844호

경주 월지 금동초심지가위

1975년 월지 준설공사에 따라 시작된 

유물 발굴 작업에서 이색적인 풍모를 

지닌 금동초심지가위 1점이 발견됐다. 

이는 신라의 정교한 조형미를 

단적으로 보여 준 공예품으로 평가 

받는다. 실제 가위의 쓰임은 초의 

심지를 자르는 것에 불과했지만 

독보적인 조형미가 이 가위를 명품의 

반열에 서게 했다.

ⓒ문화재청

8세기 한반도 금속 공예의

우수성 드러내

사진, 자료제공.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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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보물을 찾아서, 심쿵한 보물찾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 7.21.~9.27.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역사, 예술, 염원이 담긴 새 보물 납시었네

특별전 ‘새 보물 납시었네, 신국보보물전 2017-2019’가 국립

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지난 7월 21일 시작됐다. 2017년

부터 2019년까지 3년간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총 157건의 문

화재 가운데 83건 196점이 한자리에 모인 이번 특별전은 국내 

전시회 사상 가장 많은 국보와 보물이 출품된 자리로 문화재 

대여 기관만도 총 34곳에 달한다.

전시는 ‘역사를 지키다’, ‘예술을 펼치다’, ‘염원을 담다’ 등 3개 

주제로 나뉘며, 1부 ‘역사를 지키다’는 우리 역사를 살펴 볼 수 

있는 다양한 기록 유산을 소개하는 공간으로 구성됐다. 국보 

제322-1호 『삼국사기』와 국보 제306-3호 『삼국유사』를 비롯

해 국보 제151호 『조선왕조실록』 등 다양한 역사기록물이 전시

된다.

2부 ‘예술을 펼치다’는 우리 조상들의 다양한 미의식이 담긴 

예술품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다. 고려 초기의 청자 제작을 

보여 주는 국보 제326호 <청자 ‘순화4년’명 항아리>, 고려 상

형청자의 정수로 알려진 보물 제1932호 ‘청자 투각 연당초문 

붓꽂이’ 등 뛰어난 기술과 절제된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고려

청자를 볼 수 있다.

우리 강산의 모습을 담은 조선시대 실경산수화와 풍속화도 이

번 특별전에 함께한다. 보물 제1951호 <정선 필 풍악내산총람

도>를 비롯해 보물 제1987호 <김득신 필 풍속도 화첩>, 조선

시대 이상향을 그린 길이 8.5m의 대작 보물 제2029호 <이인

문 필 강산무진도> 등이 한자리에 모였다. 

3부 ‘염원을 담다’에서는 우리나라 국보와 보물의 절반이 넘는 

불교문화재의 위상을 살펴볼 수 있다. 우리나라 불교는 오랜 

세월 함께하면서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며 문화

를 풍요롭게 해준 정신적 토대였다. 우리 조상들의 삶의 괴로

움에서 벗어나길 염원하며 사찰을 세우고, 탑을 건립하며, 불

상과 불화를 봉안하고, 경전을 간행했다. 특히 사리장엄구에

는 개인과 왕실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을 담았는데, 이번 특별

전에는 가장 오래된 사리장엄구인 국보 제327호 ‘부여 왕흥사

지 출토 사리기’가 전시된다. 그 밖에도 불경 인쇄를 위해 새

긴 보물 제1961호 ‘묘법연화경 목판’, 불교 의식집인 국보 제

320호 『월인천강지곡 권상』, 보물 제2015호 <고려 천수관음보

살도> 등이 소개된다.

이번 특별전은 코로나19로 전시장을 찾기 어려운 관람객을 위

해 ‘온라인 전시’를 병행한다. 주요 전시품을 국립중앙박물관 

누리집과 SNS 등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다. 코로나19로 지친 

사람들에게 선현들의 지혜가 담긴 국보와 보물이 따뜻한 위로

가 되길 기대한다.   

함께하는 문화재청  

전시기간 2020. 7. 21.(화) ~ 9. 27.(일)

전시장소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

입장료

성인(만 25세 이상 ~ 만 65세 미만) 5,000원

청소년 및 어린이(만 7세 이상 ~ 만 25세 미만) 3,000원

※ 본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보물 제638호 <기사계첩>

1719년(숙종 45)에 열린 기신의 계회를 글과 그림으로 기록한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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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가 있는 풍경   

부
여 

대
조
사 

석
조
미
륵
보
살
입
상

9月 - 9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고려시대에 유행한 거대한 석조미륵보살의 하나로 국보 제323호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과 쌍벽을 이루는 작품이다. 

미래세계에 나타나 중생을 구제한다는 미륵보살을 형상화한 것으로 높이가 10m나 되는 거구이다. 머리 위에는 이중 보개(寶蓋)를 

얹은 네모난 관(冠)을 쓰고 있으며 보개의 네 모서리에는 작은 풍경이 달려 있다. 관 밑으로는 머리카락이 짧게 내려져 있다. 얼굴은 

4각형으로 넓적하고, 양쪽 귀와 눈은 크지만 코와 입이 작아, 마치 만화 속 캐릭터를 보는 것처럼 정겹고 친근한 인상을 준다.

보물 제217호

부여 대조사 석조미륵보살입상

(扶餘 大鳥寺 石造彌勒菩薩立像)

소재지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면 구교리 760

문의처

대조사 041-833-2510

주변 볼거리

부여 가림성(드라마 <서동요> 촬영지),

용안 생태습지공원, 부여 나르메 산방 캠핑장

사진. 문화재청 김홍기

마
음
의 

소
리
를 

듣
고 

중
생
들
의 

미
래
를 

구
제
하
는



함께 가면 좋은 여행지 | 서울, 광주, 수원, 화성, 김포, 강화

‘왕가의 길’ 탐방코스
선사시대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한 서울. 조선시대 이후로 현재까지 수도로 존재해 온 이곳은 우리

나라의 역사가 압축된 곳으로, 근현대 역사의 중심이라 할 수 있다. 궁궐이 다섯 개나 있다 보니 왕

실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남아 있는데, 유적과 유물로 남아 있는 풍성한 이야기는 수원과 화성, 김

포와 강화로 확장된다.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길은 도성 안과 밖을 연결하는 길이다. 켜켜

이 쌓여 온 시간으로 만들어진 길 위에는 왕실의 위엄과 화려한 문화, 번영과 위기의 순간이 중첩되

어 있다. 

문화유산 방문캠페인

‘왕가의 길’, 서울, 광주, 수원, 화성, 김포, 강화

2코스 

  ⓒ사진제공(김지호/한국관광공사)

조선의 별궁. 경복궁이 

중건되기 전까지 조선

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 

경복궁 건물이 일직선

상에 질서정연하게 지

어진 반면에 창덕궁은 

자연지형에 맞춰 자유

롭게 지어졌다. 특히 왕실의 정원인 후원은 인공적인 건축물마

저 숲의 일부로 보일 만큼 자연경관을 그대로 살리고 있는데, 이

는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한 우리나라 특유의 정서와 문화가 반

영된 것이다. 

위치 | 서울 종로구 율곡로 99

문의 | 창덕궁관리소 02-3668-2300

입장료 | 성인 3,000원(한복착용자 무료)

관람시간

2월~10월 09:00~18:00(6월~8월은 18:30까지),

11월~1월 09:00~17:30, 매주 월요일 휴관 

창덕궁#1   ⓒ사진제공(IR스튜디오/한국관광공사)

조선의 왕과 왕비, 죽은 

후 왕으로 추존된 왕과 

왕비의 신위를 모시는 

사당이다. 유교에 뿌리

를 둔 조선왕조는 제사

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

다. 유교의 예법을 충실

히 따르는 것은 왕실의 권위와 직결되는 일이었기에 태조 이성

계는 종묘를 가장 먼저 지었다. 이는 종묘가 국가의 상징이면

서 동시에 왕실의 정통성을 보여 주는 신성한 곳이었음을 의미

한다.

위치 | 서울 종로구 종로 157

문의 | 종묘관리소 02-765-0195

관람시간

시간제 관람(홈페이지 참고 jm.cha.go.kr), 매주 토요일 및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명절, 국경일엔 자유 관람 가능(매주 화요일 

휴관)

종묘#2

  ⓒ사진제공(이제국/한국관광공사)

패배의 역사가 남아 있

긴 하지만 남한산성 자

체는 한 번도 함락된 적

이 없는 천혜의 요새다. 

험준한 산세를 이용하

여 지어진 성에는 많은 

건물이 있었지만, 현재

는 동·서·남문루와 방어시설, 군사훈련시설, 관청 등이 남아 있

다. 정무시설뿐만 아니라 종묘사직의 위패를 봉안한 건물까지 

있어, 남한산성이 유사시 임시 수도 역할을 할 수 있었음을 보여 

준다.

위치 |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산23

문의 | 경기도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 031-8008-5155

입장료 | 성인 2,000원 청소년 1,000원

남한산성행궁 관람시간

4월~10월 10:00~18:00,

11월~3월 10:00~17:00(매주 월요일 휴관)

남한산성#3   ⓒ사진제공(오도연/한국관광공사)

정조의 개혁정신을 바

탕으로 실학자 정약용

의 설계와 문신 채제공

의 감독으로 축성된 수

원 화성은 거주지 기능

과 방어 기능, 상업 기능

이 합쳐진 성곽도시였

다. 동서양의 과학기술과 건축술이 총동원된 이 계획도시는 유

례를 찾기 힘들 만큼 독창적이고 독보적이다.

위치 | 장안문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910

          팔달문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780

          화성행궁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825

문의 | 장안문 안내소 031-251-4514

          팔달문 안내소 031-228-2765

          화성행궁 안내소 031-228-4480

통합관람권 | 수원 화성, 화성행궁, 수원화성박물관, 수원박

물관 통합매표가 시행되고 있다. 성인 3,500원, 청소년·군인 

2,000원, 어린이 800원 

수원 화성#4   ⓒ문화재청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

자를 장헌세자로 개칭

한 뒤 배봉산 기슭에 있

던 무덤을 지금의 경기

도 화성으로 이장했다. 

그 당시 현륭원으로 불

렸지만, 1899년 ‘장조

의황제’로 추존되어 융릉으로 승격됐다. 조선 최고 명당에 조성

된 융릉은 추존왕이라는 사실이 무색할 만큼 장중하고 화려하

다. 융릉 서쪽 울창한 숲길 너머로 정조와 효의왕후 김씨의 합장

릉인 건릉이 자리하고 있다.

위치 | 경기 화성시 효행로 481번길 21

문의 | 융건릉관리사무소 031-222-0142

입장료 | 1,000원

관람시간

2월~10월 09:00~18:00(6월~8월은 18:30까지)

11월~1월 09:00~17:30(매주 월요일 휴무)

화성 융릉과 건릉#5

  ⓒ사진제공(임귀빈/한국관광공사)

임진왜란으로 불타버렸

던 경복궁은 고종 때인 

1867년 다시 세워졌다. 

중건된 경복궁은 처음 

지어졌을 때보다도 규

모가 훨씬 컸다. 

그러나 주요 건물을 제

외하고 대부분 일제강점기에 철거당했다. 현재는 복원 사업을 

통해 원래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다. 비록 많은 건물이 없어지

긴 했으나 처음 지어진 자리에 있는 법궁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유적이다.

위치 | 서울 종로구 사직로 161

문의 | 경복궁관리소 02-3700-3900

입장료 | 성인 3,000원(한복착용자 무료)

관람시간

11월~2월 09:00~17:00, 3월~10월 09:00~18:00

(6월~8월은 18:30까지), 매주 화요일 휴관

경복궁#6   ⓒ문화재청

김포 장릉은 추존왕인 

원종(인조의 아버지)이 

묻힌 곳이다. 장릉산 자

락에 자리한 김포 장릉

은 같은 언덕에 왕과 왕

비의 봉분을 나란히 조

성한 쌍릉 형식으로 되

어 있다. 정자각 앞에서 바라보았을 때 왼쪽이 원종, 오른쪽이 

인헌왕후의 능이다. 추존된 다른 왕릉의 전례를 따라 봉분 아

랫부분에 병풍석이나 난간석은 설치하지 않았다.

위치 | 경기 김포시 장릉로 79

문의 | 장릉관리소 031-984-2897

입장료 | 1,000원

관람시간

2월~10월 06:00~18:00(6월~8월은 18:30까지)

11월~1월 06:30~17:30(매주 월요일 휴무)

김포 장릉#7

  ⓒ사진제공(이제국/한국관광공사)

강화도에는 단군과 관

련된 장소가 있다. 하나

는 마니산이고 다른 하

나는 삼랑성이다. 단군

의 세 아들이 쌓았다고 

전해지는 삼랑성은 ‘정

족산성’이라고도 하는

데, 고려의 수도 개경과 조선의 수도 한양의 외곽 방어 기능을 

담당했다. 전등사는 바로 그 삼람성 안에 위치해 있다. 원래 이

름은 진종사였으나 고려 때 ‘불법(佛法)의 등불을 전한다’는 뜻

의 전등사로 바뀌었다.

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전등사로 37-41

문의 | 전등사 종무소 032-937-0125

입장료 | 성인 3,000원, 청소년 2,000원, 어린이 1,000원

관람시간

3월~10월 08:00~18:30, 11월~2월 08:30~18:00

전등사#8   ⓒ최대규

강화 부근리 지석묘는 

전체 높이가 2.6m, 덮개

돌의 길이가 6.5m에 이

르는데, 이는 우리나라

에 있는 탁자식 고인돌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것이다. 2개의 대형 고

임돌 위에 얹혀 있는 덮개돌의 무게는 무려 50톤에 달한다. 웅

장하면서도 세련된 조형미를 보여 주고 있는 부근리 지석묘는 

선사시대의 기술, 사회, 정신세계 등을 엿볼 수 있어 귀중한 유

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317번지

문의 | 고인돌 관광안내소 032-933-3624

프로그램

문화관광해설 10:00~17:00

(강화군 문화관광과 032-930-3525로 문의)

강화 고인돌 유적#9

1 2

3

4

5

6 2

7

9

1코스 

경복궁

김포 장릉

종묘

강화 고인돌 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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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등사

종묘

창덕궁

남한산성

수원 화성

융릉과 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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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사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대변인실

35208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연락처

요금수취인
후 납 부 담

발송유효기간
2020.1.1 ~ 2020.12.31

대전둔산우체국
제108호

경복궁 지도를
완성해보세요.

QR코드를 찍으시면

<문화재사랑>에 실린

우리 문화재 입체 캐릭터와

캐릭터를 붙일 수 있는

경복궁 지도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문화재 입체 캐릭터

❾

자경전은 대비가 일상생활을 하는 침전 건물

로, 총 44칸 규모다. 1867년 경복궁을 다시 

지으면서 자미당 터에 세웠는데, 중건 이후 화

재로 소실됨에 따라 고종 25년(1888)에 다시 

지어 오늘에 이른다. 자경전 주변에는 장수를 

기원하는 뜻을 지닌 글자와 꽃·나비·대나무 형

태를 흙으로 구워 새겨 넣은 아름다운 꽃담장

과 동식물 무늬인 십장생을 조화롭게 새겨 넣

은 집 모양의 굴뚝이 남아 있다.

경복궁 자경전
景福宮 慈慶殿

<문화재사랑> 구독 안내

•구독신청

  ➊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cha.go.kr)접속 

  ➋ 새소식 바로 가기

  ➌ 문화재청 소식지

  ➍ 구독신청, 주소변경, 구독해지

•주소지관련 문의사항

    T. 02-2233-6383

QR코드 바로가기

경복궁 자경전을

입체 캐릭터로

만나보세요.

국민과 함께 만드는

‘2021년도 월간 문화재사랑’

국민생각함 경품 이벤트(2차)

다음 QR코드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문화재사랑> 목차를 확인

해 주세요.

QR코드 바로가기

바로잡습니다

·  문화재사랑 8월호 <문화에 닿기>(16p) ‘계곡 장

유’의 생몰연도는 1587~1638로 정정합니다.

·  문화재사랑 8월호 <문화재 함께 읽기>(46p)

  2번 그림은 〈서원소정도(西園小亭圖)〉입니다.



독자설문조사

1. 이번 호 <문화재사랑>에서 가장 좋았던 기사와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2.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이나 <문화재사랑>과 문화재청에 바라는 점을 적어 주세요.

2020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문화재청에서는 2020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9.21.~9.23. 시행한다. 

금년도 훈련은 코로나19 사태로 토론훈련

(9.21.)은 실시하지만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유관기관 합동 현장훈련은 취소되었다. 따라

서 비대면 토론훈련을 강화하고자 영상 회의

등을 활용하여 유관기관이 참여하도록 하고, 

대본 없는 문제 해결형 토론훈련으로 지휘부 

역량 강화 및 훈련 효과를 높이고자 한다.

이번 토론훈련은 김제 모악산에서 발생한 산 

불이 확산되어 인근에 있는 금산사 미륵전 등

문화재피해 상황을 가정한 훈련으로 실시된다.

아울러, 소속기관인 종묘관리소는 매뉴얼에 

따른 초동대응훈련(9.22.)을 실시하고, 국립

무형유산원에서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훈련(9.23.)을 실시할 예정이다.

문화재 
안전

귀하의 성별과 나이는?     ①남    ②여 [         ]세                       

개인정보 사용 및 제공 등에 관한 동의  □  동의

*  수집된 개인정보(성명, 주소, 연락처)는 <문화재사랑> 발송 및 독자엽서 당첨자 

경품 지급 행정처리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행정처리 후 일괄 삭제합니다.

독자설문을 작성하여 15일까지 보내주시면 여섯 분을 선정하여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2020년 8월호 독자의견

이*봄 / 충청북도 보은군

장과 국은 우리 일상 

에서 매우 친숙한 식품

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깊게 생각해 보지 못했

는데, 이번 ‘문화재사

랑’ 책을 통해, 문화적

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기회를 갖게 되어 새롭고 재미있

었습니다.

심*경 / 서울시 노원구

숟가락에 대한 역사적

인 사실 그리고 새로운 

정보를 알 수 있게 되어 

매우 유익하고 흥미로

웠습니다. 앞으로도 잘 

알려지지 않은 우리 문

화, 문화재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세요.

김*미 / 경기도 의왕시

2020년의 절반이 코로

나 사태로 아주 느리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 선

조들에게도 비슷한 일

들이 있었고, 어떤 부분

은 유사하고, 또 다른 

게 신기했습니다. 내일, 한 달 후, 일 년 후의 미래를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지금, 우리가 돌아볼 것은 ‘아주 오래된 미

래’라고 생각합니다.

이*형 / 경기도 수원시 

‘이야기가 있는 삶’을 통

해 정길자 선생님의 이

야기를 관심있게 보았

습니다. 조선왕조의 전

통을 담아 병과의 역사

를 이어가는 음식문화

의 가치에 찬사를 보내며, 앞으로도 궁중음식 및 병과의 발

전을 기원합니다. 

김*연 / 강원도 속초시

책장을 넘기다가 산방

산 사진을 보고 정말 아

름답다고 생각했습니

다. 제주도에 몇 번 가

봤는데도 이런 명소를 

보지 못한 것이 아쉬웠

습니다. 다음에는 미리 이런 장소를 알게 되면 좋을 것 같

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뒤에 자세히 설명된 장소들을 다 

가보고 싶네요.

손*주 / 경상북도 영주시

‘한국의 산사’에 대한 기

사가 좋았습니다. 제 고

향인 영주 부석사에 자

주 갔었는데, 이제 부석

사뿐 아니라 다른 지역

의 산사들도 가보고 싶

어졌습니다. 산사에 가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편안해져서 

좋습니다.

독자설문조사

독자설문을 작성하여 15일까지 보내주시면 

여섯 분을 선정하여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설문 응모는 아래의

QR코드와 독자엽서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QR코드 바로가기

* 독자의견 등 관련 문의는 031-247-5141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독자 퀴즈 

문화재 대상으로 실시하는 방재훈련 중

적합하지 않은 것은?

질문에 해당하는 답의 번호를 정답란에 적어 주세요. 

① 동산문화재 반출훈련                        ② 관람객 대피훈련

③ 소화기와 소화전 분사훈련               ④ 사격훈련

독자 퀴즈 정답 : 

* 지난 호 정답은 3번 ‘경비지도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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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사랑>을 

웹진(e-book)으로 

만나보세요.

발간등록번호 

11-1550000-

000370-06

ISSN 2005-3584

youtube.com/user/chluvu

blog.naver.com/chagov

www.facebook.com/chloveu

twitter.com/chlove_u

instagram.com/chlove_u

'활쏘기'는 전 세계인이 즐기는 활동으로 나라마다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구려 

무용총의 「수렵도」를 비롯해 삼국시대의 여러 고문헌에 그 기록이 남아 있고 각종 관찬(官撰)

자료와 조선시대 선비들의 문집, 당대 풍속화에서도 관련 내용을 볼 수 있다. 특히 활을 만들고 다루는 

방법, 활을 쏘는 방법, 활을 쏠 때의 태도 및 마음가짐 등에서 우리만의 고유성을 보유하고 있는 활쏘기는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으로 2020년 7월 30일 국가무형문화재 제142호로 지정되었다. 누구나 즐길

수있는 문화라는 점에서 씨름과 마찬가지로 특정 보유자나 보유 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무형문화

재로 지정하였다.

QR코드를 찍으면 ‘활쏘기’와 관련한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새
내
기 

문
화
재

국가무형문화재 제142호

활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