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구에게나 익숙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에밀레종’이 바로 ‘성덕대왕신종’이다. 

통일신라시대의 범종인 성덕대왕신종은 종고 333㎝, 구경 227㎝에 이르는 크기를 자랑한다. 국보 제29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성덕왕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771년(혜공왕 7)에 완성했다. 현존하는 최대의 거종으로 각부 양식이 아름답고 

화려한 동종이다. 상원사 동종과 함께 통일신라시대를 대표하는 범종이다. ⓒ국립경주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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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은 생각보다 예민하다. 듣는다는 것은 그것을 바탕으로 

사유하고 새로운 것을 전달하고 혹은 어떤 것을 새롭게 창조해내는 

근원이 되기도 한다. 현대에 있어 새삼 ‘경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런 것에서 비롯되었다. 잘 들어야 그 다음 어떤 것을 

이룰 수 있는 까닭이다. 

우리 선조들도 다르지 않았다. 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알았던 우리 

선조들은 소리에 담긴 흥과 예를 즐길 줄 아는 민족이었고, 그 

소리에 희망을 담기도 했으며, 다양한 문화를 만들어 함께 어우러져 

교감을 나누기도 했다. 때때로 소리는 바람이 되기도 하고 응원이 

되기도 했으며, 하나된 힘을 이끄는 구심점이 되기도 했다.

민족의 정서를 담은 우리네 소리에는 우리 고유의 문화가 

녹아들었으며, 그 힘으로 웅장한 마음의 울림을 이끌어내며, 세월을 

거슬러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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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공존의 가치를 탐구하다

앞선 시대를 살다간 선조들이 빚고 창출한 삶의 

모습은 세계가 감탄하는 우리 문화유산으로 

찬란하게 피어났습니다. 이는 과거에 멈춘 

시간의 흔적이 아닌 현재까지 이어지며 우리 

민족의 삶 속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향해 비상하며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지속할 수 있는 문화유산의 소중한 가치를 

찾아 나선 <2021년 문화재사랑>은 사람과 

함께 꽃피는 문화유산이 지닌 공존의 가치를 

탐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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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보-기

글. 이주항(『국악은 젊다』 저자, 이화여자대학교 D.M.A)

타종행사는 묵은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상징이자 가슴 벅찬 울림의 소리다. 웅장하고 

청아하면서도 섬세한 소리를 내며 새해가 왔음을 

알리는 종소리에는 우리 전통의 소리가 녹아 있다. 

제야의 종, 타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제는 들을 수 

없는 성덕대왕신종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위엄 있는 신라의 종성, 성덕대왕신종에는 여러 예술 

미학이 어우러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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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樂

1

안녕과 평안을 기원한 타종 행사

제야의 종, 타종은 매년 섣달그믐(除夕)께 각 사찰에서 중생

들의 번뇌를 없애기 위해 108번의 타종을 하던 불교식 행사

에서 유래한다. “지옥의 중생도 사찰의 종소리를 들으면 모

두 깨어나 극락으로 간다”는 말이 있을 만큼, 예로부터 불가

에서 종소리는 세인의 혼탁한 영혼을 맑게 깨쳐주는 소리이

자 부처의 진리에 비유되어 왔다. 그러나 지금은 종교에 관계

없이 많은 한국인들이 연말이 되면 밤하늘에 울려 퍼지는 제

야의 종소리를 기대한다. 1년 동안 묵혀둔 감정의 찌꺼기들

을 해소하고 새 기운이 들어오게 해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일

까. 나 또한 1월 1일 0시가 되면 시작되는 서른세 번의 타종 

소리에 귀를 기울이곤 했다. 그런데 왜 하필 서른세 번일까? 

이는 조선시대 보신각이 매일 오경(새벽 4시) 사대문이 열릴 

때 서른세 번 종을 울린 것에서 유래되었다. 여기에는 불교의 

수호신인 제석천이 이끄는 하늘의 삼십삼천에게 나라의 안녕

과 국민의 건강, 평안을 기원하는 뜻이 담겨 있다. 요즘은 매

해 1월 1일이 시작되면 서울의 보신각뿐 아니라 수원 화성행

궁 광장의 여민각, 대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임진각, 전주 

풍남문에서도 타종을 한다. 하지만 정작 가장 듣고 싶은 종

소리는 현재 타종이 중단되어 실제로 들을 수가 없다.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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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밀레종’이라고 불리는 국립경주박물관의 성덕대왕신종이

다. 사실 어릴 적 수학여행에서 본 성덕대왕신종은 대개 신비

로움보다는 무서움에 가까웠을 것이다. 종과 관련된 무시무

시한 전설을 익히 들어왔기 때문이다. 종을 완성하기 위해 거

리를 나선 스님이 한 아이를 재물 대신 보시로 받아 아이를 

도가니에 넣자 비로소 종이 완성되었다는 전설 말이다. 이후 

종을 칠 때마다 아이의 원혼이 ‘에밀레~ 에밀레~’하고 울며 

엄마를 원망했다는 이야기는 ‘에밀레종’이라는 별칭으로 더 

익숙한 성덕대왕신종을 강렬하게 각인시키기 충분했다. 하지

만 성인이 되어 경주를 방문했을 때 본 성덕대왕신종의 느낌

은 달랐다. 그날의 햇살 때문이었을까. 무려 1200여 년 전에 

만들어진 고종(古鍾)임에도 불구하고 성덕대왕신종은 자연

광을 조명삼아 반짝반짝 빛이 났다. 18.9톤의 거대함이 주는 

위압감을 떨치고 펼쳐진 아름다움은 순간 내가 발 딛고 있는 

곳을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으로 만들어주었다. 

유장한 입체감이 만들어내는 우아한 성음

성덕대왕신종 위아래 새겨진 양각의 화려한 꽃문양은 종소

리의 잔여음을 부드럽게 받쳐주고 있는 듯 보이고, 겹겹이 쌓

여있는 연꽃으로 이루어진 당좌, 천의를 걸치고 공양하는 모

습을 한 채 남실거리는 꽃구름을 타고 날아오를 것 같은 형

상을 한 비천은 형언할 수 없는 신비감을 발현한다. 하대(종

의 입구 부분)는 깔끔하게 재단된 대부분의 신라 종과 달리 

중국 종에서 주로 나타나는 8개의 굴곡이 보이는데, 그 곡선

미가 독창적이고 세련되어 우아한 성음을 만들어내는 야무

진 입과도 같다.

눈앞에 나타난 거대한 종신(鍾身)은 예전에 들었던 타종 소

리를 다시금 상기시킨다. 성덕대왕신종이 만들어내는 웅장한 

타격음, 끊어질 듯 이어지는 장엄한 소리는 인간 세상으로 

내려온 천상의 소리 같다. 그 위엄 있는 종성은 자연

스레 신라 때 창작되어 궁중에 연주되던 <수제

천>이라는 곡을 떠올리게 한다. <수제천>의 음

악적 뼈대가 굳건하고 옹골차다. 그 뼈대 사

이를 연음기법의 장식음들이 우아하게 채워 이어간다. 가락

을 맞추어 연주하기보다는 각각의 소리가 겹치듯 더해져 음

악을 풍성하게 채워가는 식이다. 서로가 유려한 소리를 내지

만 어느 악기 하나 결코 홀로 소리를 뽐내지 않는다. 다른 악

기의 음률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전체가 한 호흡으로 조화를 

이룬다. 성덕대왕신종의 소리도 그렇다. 하나의 타격음이 주

거니 받거니 끊어질 듯 이어지며 유장한 입체감을 보여주어 

듣는 이에게 신비로운 감동을 준다. 

이처럼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소리를 ‘맥놀이 현

상’이라고 한다. 이는 종을 칠 때 나는 소리의 주파수 중 매우 

작은 두 개의 파동이 서로 간섭하여 소리의 강약이 주기적으

로 반복되는 현상이다1). 이 맥놀이 현상의 근본 원인은 대칭

형 구조 속에 숨어 있는 미세한 비대칭성에 있다. 한국의 종은 

이러한 특성을 받아들이며 자연스러움 속에 조화를 추구한

다. 반면 서양의 종은 잡음 없는 완벽한 소리를 만들어내기 위

해 종을 주조한 후에도 종신을 갈아내 비대칭성을 제거하는 

등 수많은 교정과정을 거친다. 그러다 보니 한국의 종은 서양

의 종과는 다른 매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서양의 종이 마치 

플루트처럼 맑고 섬세한, 티 없이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내

는데 집중한다면 한국의 종은 대금처럼 정제하지 않은 자연

이 머금은 그 소리를 온전히 담는 데 집중한다. 우리가 한국의 

종소리를 들을 때 공간을 감싸 안는 듯한 푸근함이나 갈대청

에 부딪혀 울리는 듯 청량한 상청을 느낄 수 있는 것도 이 때

문이다.

새해를 맞은 지금, 어쩌면 한국 종 특유의 미감(美感)으로부

터 새로운 한해를 맞이하는 자세를 배울 수도 있겠다는 생

각이 든다. 한국의 종은 비대칭과 불균형을 없애기 위해 노력

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연을 닮은 더 좋은 소리를 만들어내

는 기회로 삼는다. 우리도 일희일비하지 않고 코로나19라

는 유례없는 재난상황을 의연히 받아들이되, 지나간 과거

보다는 더 희망찬 미래가 기다리고 있으리라는 믿음

으로 온라인 중계를 통해서라도 타종 소리에 귀

를 기울이며 새해를 맞이하는 건 어떨까. 

1)   J.S hong and J.M.Lee, “vibrationof circular rings with local deciation”, 
Journal of Applied Mechanics 61-2, 1994.

1  

성덕대왕신종  

각부 양식이 화려하게  

장식된 국보 제29호  

성덕대왕신종 

ⓒ국립경주박물관

2  

용뉴와 음통  

종을 매다는 고리 역할을 

하는 용뉴(龍紐)와 종의 

맨 위에는 소리의 울림을 

도와주는 음통(音筒)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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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면, 일생의 대부분을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반응하는 데 할애한다. 

세상을 보는 눈은 눈꺼풀을 닫아 보고 싶지 않은 것을 차단할 수 있지만, 소리를 듣는 귀는 뚜껑이 

없기에 항상 열려 있다. 열린 귀는 타인과 함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공동체 형성의 기반이 

되는 신체 기관이다. 귀를 즐겁게 하는 음악은 장단과 가락이 어우러져 인간의 영혼을 가장 

직접적이고 정확하게 자극하는 소리예술이다. 무엇보다도 눈보다 공간 장악력이 큰 

음악은 개별적인 욕망으로 가득 찬 ‘시각공간’을 극복하고 공동체적 ‘청각공간’으로 

통합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음악 청취는 인간이 느끼는 황홀경, 행복, 사랑, 동경, 

질서, 아름다움 등이 음파를 타고 밀려오는 격정(激情)을 견뎌내야 하는 

신비스러운 세계 체험이다.

예藝와 흥興,

신명 나는 한국 전통음악에 

어우러지다

글. 김성재(조선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한국의 소리 커뮤니케이션』저자)

깊-이-알-기소리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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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희로애락을 표현한 전통음악

일제 강점기 이후 1990년대 초까지 60년이 넘게 왜색(倭色)

의 엔카(演歌), 일명 2/4∼4/4박자의 ‘뽕짝’ 또는 국적 불명

의 이름 ‘트로트(trot)’가 한국의 대중음악을 완전히 지배했

다. 트로트의 원래 뜻은 ‘잘 훈련된 순종적인 승마용 말의 총

총걸음’이다. 트로트의 대대적인 유행은 민요처럼 자연발생

적으로 나타나 수천 년 동안 세대를 넘어 전승되었던 우리 민

중의 노래가 소멸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 노래 엔카는 

‘도레미솔라’와 ‘라시도미파’라는 두 종류의 5음계로 구성되

어 한결같이 사랑, 이별 그리고 눈물의 메시지를 울부짖는 체

념과 절망의 노래다. 권위주의 사회에서 유행할 수밖에 없었

던 우울한 노래를 처음으로 극복한 아티스트는 ‘문화 대통

령’으로 불리는 서태지였다. 그는 1990년대 초반 젊은 동료

들과 함께 팝뮤직과 힙합이 결합된 댄스 뮤직으로 대중음악 

혁명을 일으켰다. 이 음악 혁명은 당시의 권위주의적 군사문

화를 청산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아이러니하게도 최근 

왜색 트로트의 화려한 부활은 또 따른 권위주의에 대한 동경

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서태지가 일으킨 대중음악 혁명기에 한국의 대학가에서는 군

사독재의 권위주의를 비판적으로 풍자하는 탈춤과 함께 풍

물의 부활 운동이 일어났다. 일제의 문화 말살 정책으로 단절

되고, 1970년대 군사독재 시절 미신으로 낙인찍혀 지금까지

도 ‘농악(농민의 음악)’이라고 불리는 풍물의 부활은 전통음

악의 뜻깊은 재발견이라고 할 수 있다. 음악 소리를 저장해 

널리 유포하는 대중매체로서 음반이 나오기 전까지 민요, 풍

물(농악), 산조, 판소리 등 우리의 전통음악은 민중의 희로애

락을 가장 솔직하게 표현해 왔다. 

놀이이자 가장 진솔한 감정을 담은 소리

조선 후기 실학자이자 기(氣)의 철학자 최한기의 성음학(聲音

學)을 음악기학론(音樂氣學論)으로 발전시킨 민족음악학자 

노동은 교수는 우리의 전통음악을 기가 통하지 못하는 답답

한 심신의 기운을 통하게 하는 기화(氣化)라고 해석한다. 우

리 민족이 부르고 연주해온 노래는 인생살이의 온갖 맺힘을 

푸는 데 필수 불가결한 놀이임과 동시에 가장 진솔한 감정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일터에서는 노동의 고통을 잠시 잊

고 일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우리 조상들이 흥겹게 부르던 노

래가 있었다. 일터를 벗어나면 고단한 일상에서 일탈해 마을 

사람들이 어울려 여유를 즐기던 노래도 있었다. 이 모든 노래

들은 ‘민요’라고 불리는 우리의 전통음악이다. 민요는 농어촌 

공동체의 문화적 산물로서 노동요(勞動謠)로 나타났고, 슬픔

을 공동으로 나누는 장례 의례에서 불렸으며, 농한기의 세시

풍속(歲時風俗)을 뜨겁게 달구었던 유흥요(遊興謠)로서 더욱 

빛났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민요는 모심기 노래, 김매기 노래, 

타작 노래, 물레질 노래, 상여소리, 뱃노래, 길쌈 노래, 맷돌 노

래, 소모는 노래, 애 보는 소리 등 대부분 민중의 자연스러운 

1 2

1  

김천금릉빗내농악  

국가무형문화재  

제11-7호로 지정된  

김천금릉빗내농악은  

진굿이 농악의 형태로  

발전된 것이다. 

ⓒ문화재청

2  

좌수영 어방놀이 

부산 수영지방에서 전승

되는 민속놀이로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노동요다.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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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방식인 노동과 관련되어 있었다. 또한 세시 명절 농한기

에 춤과 함께 집단적 신명을 이끌어냈던 즐거운 노래로는 진

도 아리랑, 밀양 아리랑, 강강술래, 놋다리밟기 등이 있다. 민

요의 메시지는 3/4박자의 장단과 선율 그리고 가사를 통해 

전달된다. 타령조를 기본으로 굿거리,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

모리, 휘모리 등 한배(한 호흡 구간)의 범위 내에서 역동적으

로 전개되는 민요의 장단은 긴장과 여유가 규칙적으로 순환

하는 민중의 삶 그 자체를 정확히 노래에 투영한다. 그래서 

우리의 민요는 말이 노래이고, 노래가 생활이 되는 일체성을 

입증하는 민족음악이다.

공동체적 염원을 신명으로 풀어내는 진취적인 풍물

풍물은 농경사회의 문화유산으로서 태평소를 불어 시작해 

쇠, 징, 장구, 북 등 타악기를 치면서 노래와 춤을 곁들여 희로

애락을 표현하는 놀이다. 또한 풍물은 우리 민족의 공동체적 

염원을 신명으로 풀어내는 진취적 문화양식이다. 놀이 형식의 

풍물은 풍물의 행렬 앞에서 타악기를 연주하는 치배들과 뒤

에서 신명을 주도하는 잡색(허두잡이)으로 구성되고, 구경꾼

들에게 자지러지고, 푸지며, 신명을 긁어내고, 발과 몸을 저절

로 놀리는 충동을 불러일으킨다. 신명을 못 이겨 여기저기서 

불규칙하게 뱉어내는 고함, 추임새, 박수 소리, 거친 숨소리가 

규칙적인 흐름의 가락이 된다. 풍물의 가락은 신명을 맺고 풀

면서 한판의 풍물을 형성해 집단신명(대동신명)을 만들어간

다. 이에 반해 굿 형식의 풍물은 우리 민족의 진지한 존재론적 

문화양식이다. 신과 인간, 영원과 소멸, 이상과 현실 그리고 가

지(可知)와 불가지(不可知)라는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문제와 

그 고통을 신(神)과의 교감을 통해 극복하려는 신인융합(神人

融合)과 성속일여(聖俗一如)의 실천 행위다. 풍물 굿은 아름다

운 현실이고, 다면적인 실제이며, 대동(大同)의 미학(순수한 체

험)이라고 할 수 있다. 

이야기에 소리를 투영한 한국의 오페라, 판소리

2003년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으로 선정되었

고, 2008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된 

판소리는 남녀 무당들의 주술적 노래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조선 말기부터 가객들이 서민들의 한 맺힌 이야기를 ‘소리’에 

투영한 소리예술이다. 판소리는 문물집산(文物集散)이 이루

어졌던 수로(水路)를 따라 발달한 ‘산업형 재화의 꽃’으로서 

동·서편제로 나뉘어 주로 전라도를 중심으로 그 명맥을 이어

왔다. 웅장한 느낌의 우조(羽調)를 띠고 발성을 무겁게 하는 

동편제는 전라도 동북 지역(운봉, 구례, 순창)에서 전승되고, 

슬픈 느낌의 계면조(界面調)를 띠고 가벼운 발성법을 사용

하는 서편제는 전라도 서남 지역(보성, 광주, 나주)에서 연행

된다. 오늘날까지 신재효가 구비가창물(口碑歌唱物)로 전해

오던 판소리 사설(긴 서사적 이야기)을 공연가창물(公演歌唱

物)로 정리한 판소리 다섯 마당인 춘향가, 심청가, 수궁가, 흥

보가, 적벽가가 전해온다. 판소리는 노래하고 이야기(아니리)

하는 창자(唱者), 북으로 장단을 맞추며 흥을 돋우기 위해 추

3

4

3  

서도소리 

황해도와 평안도  

지방에서 전승되던  

민요와 잡가인 서도소리 

ⓒ국립무형유산원

4  

판소리 

판소리는 장단에 맞추어 

창(소리), 말(아니리),  

몸짓(너름새)을 섞어가며 

긴 이야기를 음악적으로  

표현한 예술이다. 

ⓒ국립무형유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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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새를 넣는 고수(鼓手) 그리고 추임새를 넣어 직접 소리판에 

참여하는 청자(聽者)가 어우러진 자리(판)에서 노래(소리)를 

즐기는 놀이이자 예술이다. 이러한 판소리는 크게 세 가지 요

소인 사설, 음악 그리고 연창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설

은 구전된 설화, 상황에 맞는 민요, 육자배기, 무가(巫歌) 등

이 혼합되어 있고, 가락 없이 읊는 아니리는 사건의 변화, 시

간의 경과, 주인공의 심리묘사, 작중 인물의 대화 등을 전달

함과 동시에 창자에게 휴식의 기회를 제공한다. 음악적 요소

로서 창조와 유파, 가풍, 스승이 제자에게 전해주는 기교는 

도제(徒弟)적 전승으로 남아 있으며, 장단은 진양, 중모리, 중

중모리, 자진모리, 휘모리, 엇모리 등 여섯 가지가 있다. 연창 

공간은 아니리와 창으로 이루어진 창자의 소리, 장단을 담당

하는 고수의 북소리 그리고 청중의 추임새와 갈채 소리가 결

합된 무대다. 이 무대에서는 서양의 오페라와 달리 문학작품

의 배경을 이루는 무대그림이나 장치가 없기 때문에 창자는 

소리의 장단, 고저, 강약, 천심 등의 억양법을 사용해 모든 장

면과 상황을 음성으로 묘사한다. 가까운 장면은 크고 굵은 

음성으로, 먼 장면은 약하고 가는 음성으로 묘사함으로써 

‘소리의 원근법’을 사용한다. 이처럼 한국의 작은 오페라라고 

할 수 있는 판소리는 우리의 소리꾼만이 보유할 수 있고, 인

류의 창극문화(唱劇文化)에서 보기 드문 최고의 기예(技藝)

를 자랑한다. 그래서 판소리는 소리꾼, 고수, 구경꾼들이 함

께 만든 놀이마당(판)에서 서민들의 희로애락을 오롯이 투영

하는 소리예술로서 오늘날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우리 민족 고유의 실내음악, 산조

19세기 말에 탄생한 산조(散調)는 ‘허튼가락’이란 뜻으로 남도 

무악(巫樂) 계통의 민속음악인 시나위(남도 지방의 즉흥적 환

상곡)에서 파생된 우리의 전통음악이다. 산조에서 산(散)은 흩

어진 가락이고, 조(調)는 흩어진 가락을 모아 놓은 장단이다. 여

기서 가락은 질서 없이 즉흥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본

적인 질서가 유지되면서 새로운 가락의 흩어짐이 창조된다. 이

렇게 가락의 질서를 정확히 지키는 산조는 독주 악기로 연주되

는 우리 민족 고유의 정교한 실내음악이다. 더 나아가 ‘말(사설) 

없는 판소리가 산조’라고 표현되듯이, 산조는 기악화된 음악 

형식으로 구조적·선율적으로 판소리와 닮았다. 그래서 산조는 

장단과 가락을 판소리에서 찾아 새로운 민족기악 형식으로 창

작해 발전시킨 음악이라고 할 수 있다. 산조는 판소리처럼 감

정 표현이 극심한 곡이기 때문에 현악기(가야금, 거문고, 아쟁, 

해금)로는 농현(弄絃)을 만들어내고, 관악기(대금)로는 잦히고 

숙여 농음(弄音) 또는 요성(搖聲)을 창조한다. 농현과 농음은 

연주 음이 울린 다음에 남는 여음으로 산조의 필연적인 놀이이

며, 감추어진 음을 불러일으키는 높은 차원의 연주 기교다. 특

히 산조에서 농현은 우리 민족의 한(恨)과 관련되어, 한을 맺고 

풀어가는 ‘한풀이’이자 ‘줄풀이’의 기예다. 이러한 한풀이 속성

을 가장 잘 표현해내는 산조는 가야금산조라고 할 수 있다. 그

래서 산조는 때로는 눈물단지가 여기저기서 깨지는 슬픔의 세

계를, 때로는 곳곳에서 희열이 넘치는 세계를 창조하는 한국음

악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할 수 있다. 

5 6

5  

거문고산조 

주로 남도소리의  

시나위가락을 장단(長短)

이라는 틀에 넣어서  

연주하는 기악독주  

음악인 거문고산조  

ⓒ국립무형유산원

6  

가야금산조 

가야금의 독특한 음색이 

잘 표현되는 독주곡  

형식으로 반드시 장구  

반주가 따른다.  

ⓒ국립무형유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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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쑤~ 신명나는 

우리 소리로 채워지는 공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소리를 울려 마음을 열다

여러 장르로 나뉘어 저마다 특징과 매력, 그 속에 녹여낸 신명과  

흥 그리고 가락과 정서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움을 담은 우리의 

소리는 가까이서 보고 즐길 때 더 큰 감동을 빚어낸다.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소리를 이어가는 전수교육관에서 비로소  

제대로 된 우리의 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열 수 있다.

글. 김영임

경기소리의 명맥을 잇는 구심점, 경기소리전수관

경기소리의 전통과 예술혼이 숨 쉬는 경기소리전수관은 경

기도무형문화재 제31호로 지정된 경기소리를 보존하고 계승

하기 위하여 설립된 곳이다. 경기소리의 역량 있는 소리꾼 양

성을 위한 체계적인 전수교육을 통하여 전통의 우수성과 명

맥을 잇고 있으며, 살아있는 우리의 전통문화를 대중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기 위하여 다채로운 공연과 문화체험 활동

을 전개하고 있다. 경기소리전수관은 전통과 현대를 잇는 가

교 역할과 더불어 전통문화의 풍부한 잠재력과 예술혼을 깨

워 진정한 신명이 넘치는 문화의 장이 되도록 여러 가지 역할

을 수행하고 있다. 경기소리의 활성화와 저변확대를 위한 현

대적 감성의 공연과 체계적인 전수사업, 매년 진행하는 기획

공연, 정기공연, 상설공연 등을 통해 우리의 전통예술인 경기

소리의 올곧은 보존과 계승에 앞장서고 있다. 

친-숙-해-지-기소리樂

1  

경기소리전수관

02-507-5825

경기 과천시 문원로 40-2  

과천종합문화회관 

및 경기소리전수관

평일 09:00~18:00 

2  

강릉농악전수교육관

033-642-4470

강원도 강릉시 죽헌길 132

평일 09:00~18:00

3  

박동진 판소리전수관

041-858-004

충남 공주시 무릉중말길 22-14  

박동진판소리전수관

매일 09:00 - 17:00

1

12



농악을 매개로 한 열린 문화공간, 강릉농악전수교육관

두산동 농악대, 월호평동 농악대, 저동 농악대, 사천 답교 농

악대 등 네 개 마을 농악대를 아울러 강릉농악이라 통칭하는

데 이들의 ‘판굿’이 국가무형문화재 제11-4호로 지정된 ‘강릉

농악’이다. 농사짓는 과정과 내용을 흉내 내어 재현하는 형태

의 농사풀이가 판굿의 주축을 이루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강릉농악. 강릉농악전수교육관은 국가무형문화재 제

11-4호 강릉농악의 전수와 전승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강릉농악보존회가 운영하고 있다. 강릉농악보존회는 보유

자 1명, 전승교육사 3명, 이수자 129명 등 보존회원이 강릉농

악 전승을 위해 활동하며, 향토 문화 전파에 힘쓰고 있다. 강

릉농악 전수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하는 것과 더불어 

열린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며 전통문화를 즐기고 

친숙해질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명창의 소리를 잇는 가교, 박동진 판소리전수관

박동진 명창의 소리를 잇고 후진을 양성하는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은 전문적인 소리꾼 배출을 위한 교육관이자 박동진 

명창의 생애와 예술세계, 업적 등을 볼 수 있는 전시관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이들이 판소리를 보고 느끼고 감

상할 수 있도록 공연은 물론 전통판소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박동진 명창이 직접 교육을 

담당하다가 선생 타계 이후에는 전승교육사 김양숙 선생이 

대를 이어 제자들을 가르치며 우리 소리의 소중한 유산인 판

소리를 전수하고 홍보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감상하도록 가

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판소리를 활발히 전수하

는 것과 동시에 대중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박동진 판소리전수관은 판소리의 예술적 가치와 의미를 전

하는 구심점이 되고 있다. 

2

3

※ 코로나19로 모든 시설은 반드시 방문 전에 문의를 통해 방문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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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하-기소리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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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계의 이단아로도 불리는 경기민요 소리꾼 이희문은 스스로 

전통의 개념을 재정립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만의 스타일로 

경기민요를 재해석해 가장 힙한 우리 소리를 들려주며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파격적인 분장과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기존의 경기민요와는 또 다른 영역을 구축하면서 우리 민요의 

새로운 가능성과 세계화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그의 무대에서는 

항상 뜨겁게 한국인의 심장과 세계인의 감성을 뒤흔드는 흥과 

열정이 넘쳐흐른다.

글. 김영임   사진. 김인규   사진제공. 이희문 컴퍼니

파격적인 음악에 깊이 뿌리내린 전통의 소리

세상에 이희문이라는 이름을 깊이 각인시킨 ‘씽씽밴드’로 공

연마다 열광의 도가니를 만들어내며 왕성하게 활동을 이어

가고 대중과 소통하면서 경기민요의 현대적 해석을 이끌어내

던 소리꾼 이희문. 이후 ‘레퍼토리 잡’, ‘이희문&프렐류드’, ‘이

희문 프로젝트 날’, ‘오방神과’, ‘경기 Jazz Project 한국남자’ 

등 수많은 공연을 통해 관객들과 소통하며 만나고 있다. 이 

유쾌하고 흥이 넘쳐나는 공연들은 이희문의 가치를 여과없

이 표출하고 그만의 고유한 영역을 구축하며 경기민요를 매

개로 어우러지게 했다. 무엇보다 소리꾼 이희문은 소리가 모

든 공연의 중심이 될 수 있고 소리에 집중하면서 그것을 제대

로 느끼고 교감할 수 있도록 멜로디 악기를 최대한 배제하고 

리듬 악기만으로 공연을 하고 있다. 경기민요 고유의 방식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악기는 소리를 돋보이게 하는 조연이

자 협력자로서 존재하고 그 생명력은 소리 자체에서 비롯되

는 경기민요와 그대로 닮은 모습이다. 

전통음악계의 

괴짜가 쏘아올린

우리 음악의 

새로운 역사

1  

파격적인 분장으로  

관객에게 강렬한 이미지를 

전하는 소리꾼 이희문 

ⓒ이희문 컴퍼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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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자신이 하는 음악은 국악이 아니라 전통음악이라 표

현하고 이희문은 경기민요를 하는 사람이라 밝히는 소리꾼. 

그의 말처럼 이희문은 경기민요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다. 그 출발은 이희문의 태생에서부터 비롯된다. 경기소리

예술원 원장이자 경기민요 소리꾼 고주랑 선생이 그의 어머

니로 자연스럽게 이희문은 소리와 함께 나고 자랐다. 우리 소

리와 가장 친근한 환경에서 자라면서도 이희문은 대중가요

와 팝송도 좋아하는 평범한 한국 남자의 성장과정을 거치면

서 자연스럽게 그의 소리에 전통과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접

목하는 힘을 키웠다. 

경계와 한계를 허문 현재진행형 전통음악

이희문의 저력이 가장 빛을 발하는 것은 단연 무대 위에서다. 

평소 차분하고 수줍음 많은 미소년 같은 모습을 가진 그는 

무대 위에만 오르면 카리스마를 발산하며 소리와 퍼포먼스

로 관객을 압도한다. 재즈와 록 등 다양한 영역을 넘나드는 

음악을 선보이지만 그가 추구하고 연출하는 음악의 밑바탕

에는 경기민요가 굳건히 자리를 잡고 있다. 그건 일종의 이희

문의 생명력일지도 모른다.

“제가 좋아하는 음악과 민요를 잘 어우러지게 할 수 있는 방

법을 찾고자 많이 고민했습니다. 이단아라고 불리기도 할 정

도로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음악을 지향하는 저에게 찬사와 

함께 비난도 쏟아졌습니다. 그때 스승이신 이춘희 명창께서 

전통을 고수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새로운 시도를 하는 사

람도 있어야 균형 있는 발전이 가능하다며 저를 지지해 주셨

습니다. 그게 큰 힘이 되었죠. 이후 저의 정신적인 멘토이신 안

무가 안은미 선생님을 만나면서 제 음악과 공연에 있어 한계

와 경계를 허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이희문은 송혜진 전 국악방송 사장, 음악작업을 함께한 

이태원 감독 등과 운명처럼 인연이 닿으면서 같이 작업을 할 

수 있었고 이희문만의 정체성을 담은 음악세계를 다듬어 나

갈 수 있었다. 누구보다도 왕성한 활동을 하면서 경기민요의 

다양성을 끊임없이 생산해내고 있는 이희문은 강조한다. 

“문화는 현재성과 관심에서 출발합니다. 이를테면 우리나라

의 민요는 수백 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는 그저 과거의 

것으로 머무르지 않고 현재에도 관심 속에 오늘 존재하기 때

문입니다. 전통에 가장 큰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은 현재성입

니다. 현재진행형이어야 하죠. 경기민요가 대중에게 사랑과 

관심을 받던 그 시절에는 아마도 요즘 식으로 표현하면 가장 

힙한 음악이 경기민요였을 것입니다. 답은 거기에 있습니다. 

이어온 시간만큼 앞으로도 이어나가려면 동시대성을 가지면

서도 지금 가장 힙한 것이어야 합니다.”

2  

<프로젝트 날> 공연으로 

무대에 오른 이희문 

ⓒ이희문 컴퍼니

3  

관객과 호흡하며  

신명나는 무대를 보여준 

<오방神과> 공연 

ⓒ이희문 컴퍼니

4  

<깊은사랑> 공연에서  

경기소리를 여러 장르의  

음악으로 표현해 우리  

소리의 다양성을 보여준 

이희문 

ⓒ이희문 컴퍼니

5  

공연 제작기 형식으로  

 이희문이 직접 집필한  

<깊은舍廊사랑 디렉토리>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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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문이 생각하는 전통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경기민요가 

앞으로도 전통음악으로서의 가치를 획득하려면 현재 힙한 

장르여야 한다. 그래야 100년 후에도 전통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저력을 가지는 까닭이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 

그의 음악과 공연에 그대로 담겨 있다.

다양한 영역을 넘나들고 수용하며 지속가능한 공연하고파

음악과 공연으로 모든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이희문의 파격

은 머물러 있지 않고 성장하고 변화한다. 매번 흥미로운 주

제를 녹여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희문은 제대로 된 작품으

로 레퍼토리를 만들어서 연속성을 가지고 공연하고자 고민

하고 있다. 틀에 박힌 것이 아니라 다양성을 흡수한 여러 가

지 레퍼토리를 소화하며 지속적인 공연을 하겠다는 뜻이다. 

단시일에 이 목표를 이루고자 하지 않고 천천히 걸으면서 원

대한 그림을 그려나가고자 하는 이희문은 뮤지컬이나 영화 

등의 영역도 넘나들며 경기민요의 활용도와 파급력

을 넓혀가고자 한다. 

새로운 문화와 소리를 향한 갈증을 해소하

고자 쉼 없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 이희

문은 <깊은舍廊사랑 디렉토리>라는 서적도 

출간했다. 이 책은 공연예술 작업의 제작 동기

와 작업 과정, 예술가들의 기록을 담았다. 공연의 

제작기이도 한 <깊은舍廊사랑 디렉토리>를 통해 이

희문은 담담히 경기민요가 서 있는 풍경을 기록하며, 

오늘날 전통은 어디에서 왔으며 이희문 스스로가 새롭게 

제안하는 이 시대의 소리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무대 위에 서면 무당이 접선하듯 새로운 에너지와 능력이 용

솟음친다는 이희문. 전통을 이어 미래로 비상하는 소리꾼 이

희문이 보여줄 우리 소리의 가능성은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창대하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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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된 

제797호 『대한제국애국가』(1902년 제작, 2020. 10. 15. 등록)와 

제474호 『광복군가집 제1집』(1943년 제작, 2011. 8. 24. 등록)은 

모양새의 차이와 41년이라는 제작 연도의 긴 간극에도 

나라사랑과 자주독립을 소리로 표현하고자 했던 

의지와 실천이 담긴 우리나라 근대사의 상징적인 유물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글. 김수현(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연구교수)

근
대
음
악
문
화
재
에
서 
찾
은

우
리
의 

소
리
와 

역
사

나라사랑과 자주독립의 열망을 노래한 대한제국애국가 

황제국으로 위상을 높이고 근대국가를 지향했던 대한제국은 

1900년에 서양식 군악대를 만들고 독일음악가 프란츠에케르

트(Franz Eckert, 1852~1916)를 초빙하여 군악대를 지도하고 

국가를 짓도록 했다. 『대한제국애국가』 악보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국가(國歌)를 만들어 1902년 8월 15일에 국내외에 

공표한 국가 공식 문서나 다름없다. 

악보는 대한제국의 위용을 보여주려는 듯 두껍고 고급스러

운 양장지에 컬러로 인쇄되어 있다. 표지 맨 위에 ‘大韓帝國愛

國歌’ 제목 아래 태극을 무궁화가 감싸고 있는 문양이 새겨

져 있다. <대한제국국가>가 아니라 <대한제국애국가>인 것은 

자주독립을 열망했던 당시 ‘애국가운동(나라사랑 노래짓기)’ 

속에서 탄생했기 때문이다. 내지는 발문 1쪽, 악보 없이 가사

만 쓰인 1쪽, 관악기 총보 4쪽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맥이 통하게 가사를 보완해 보면, “상뎨(上帝)는 우리 황뎨

(皇帝)를 도으 /셩슈무강(聖壽無疆) 옥듀(海屋籌)를 

산(山)갓치 으시고/위권(威權)이 환영(環瀛)에 치사/오 

쳔만셰(於千萬歲)에 복녹(福祿)이 일신(日新)케 소셔/상뎨

(上帝)는 우리 황뎨(皇帝)를 도으소셔”이다. 상제, 곧 하느님

이 우리 황제를 보살펴 성수무강하게 하고 복록이 나날이 새

롭게 해달라는 내용이다. 

1902년 제정 반포된 후 <대한제국애국가>는 국경일, 경축일, 

황실의식 등 국가의식과 외교 행사에서 주요 레퍼토리로 연주

됐다. 1904년에는 각 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치도록 지시가 내

려지기도 했지만, 1910년 강제 합병 직후 모든 애국가와 함께 

금지곡이 됐다. 

하지만 국외의 독립운동 진영에서는 이 곡을 창가집에 떳떳이 

실어 놓았다. 물론 제목을 달리하고 가사도 ‘황제’, ‘성수무강’ 

등을 ‘대한’, ‘독립부강’ 등으로 바꾸고 곡조도 약간 변형했다. 

만주지역 광성학교 『최신창가집』(1914)의 <국가>, 하와이 호놀

룰루 『애국창가』(1916)의 <황실가>가 그 예다. 이 창가집들은 

당시 타국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들의 조국에 대한 그리움, 

독립 염원, 항일투쟁을 담은 노래 악보집이다. 그로부터 거의 

30년이 다 된 1943년 일제와 직접 맞서 싸우는 전투지에서 

『광복군가집 제1집』이 발간됐다. 

수) 재
에에에에
서서서서
찾찾찾찾찾찾
은은은은은은

우
리리리리리리
의의의의
소
리

악보는 대한제국의 위용을 

운 양장지에 컬러로 인쇄되어

國歌’ 제목 아래 태극을 무궁

져 있다있있있 . <대한제국국가>가 아

자자자주독립독립을 을 열망했던 당시 ‘

속에속에속에속에서 탄생탄생했기 때문이다. 내

만 만만만만만만쓰인쓰쓰인쓰인쓰쓰쓰 11111쪽쪽쪽,관관관관관악기악기악기악  총보 4쪽

문맥이이이이이이이통하통하통통 게게 게게게가사가사가사가사사를 보완해

(皇帝)를를를 를 도으도으도으도 /셩슈무강(聖

산(山)갓갓갓치갓치갓치갓치 으시고/위권(威

쳔만셰셰셰(((셰於於千於於 萬歲萬歲萬歲歲)에)에에)에에)에 복녹(福

(上上上上帝帝帝)帝는는는 는 우리우리우우리 황뎨뎨뎨뎨(뎨皇帝)를

이이이 이 우리황황제를를를를 보살펴 성수무

롭롭게롭게롭 해해달달라는 내용이다. 

199900200 년 제정 반포된 후 <대한

황실의식 등 국가의식과 외교

됐다. 1904년에는각 학교학

1

함-께-하-기소리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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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군의 역사가 담긴 광복군가집 제1집

『광복군가집 제1집』은 한국광복군 제2지대 선전위원회에서 

광복군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만든 악보집이다. 광복

군 마크를 직접 그려 넣은 표지에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아

주 작고 얇게 되어 있다. 이 악보집을 발행한 한국광복군은 

1940년 9월 17일 창설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규군이었다. 

한국광복군은 만주 독립군과 1907년 강제 해산된 대한제국

군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런 역사가 『광복군가집 제1집』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범석, 김학규, 이두산, 이해평, 신덕영, 

신하균 등 작사자나 작곡자 한유한은 모두 한국광복군이었

다. 『광복군가집 제1집』에는 독립군들이 지니고 다녔던 노래

집으로는 보기 드물게 전 곡이 악보로 실려 있다. 광복군 제2

지대에 속해 있었던 한유한(韓悠韓, 본명 한형석, 1910~1996)

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한유한은 1930년대 후반부터 

수많은 항일가곡을 작곡했고 <아리랑>(1939)을 대표로 하는 

많은 항일가극을 만든 항일음악가이자 광복군이었다. 

한유한은 자신이 작곡한 곡과 당시 유행했던 항일가요 16곡

을 숫자보로 적고 전체 절의 가사를 꼼꼼하게 달아서 『광복

군가집 제1집』을 만들었다. 수록곡을 보면, <국기가>, <2지대

가>, <신출발>, <압록강행진곡>, <조국행진곡>, <여명의노래>,  

<우리나라 어머니>, <흘러가는 저 구름> 등 자신이 작곡한  

8곡이 있고, 이두산 작곡 <광복군가>, <선봉대>, 신하균 작곡  

<앞으로 행진곡>이 있다. 또 한국민요에 가사를 붙인 <광복

군아리랑>(밀양아리랑), <광복군석탄가>(석탄가) 2곡이 있다. 

그 외에 조선의용대에서 활동하다 1942년에 전사한 윤세주 

작곡의 <최후의 결전>과 차용된 곡조지만 널리 유행하면서 

거의 한국화 된 <용진가>가 실려 있다. 

『광복군가집 제1집』은 광복군이 직접 만든 창작곡이 대부분이

고 한국민요를 개사하여 만든 곡을 수록하였다. 특이한 점은 

광복군도 독립군도 아닌 안익태의 <애국가>(1935년 작곡), 즉 

현재 우리가 국가로 부르고 있는 <애국가>를 넣은 것이다. 군

가집 맨 처음에 <국기가>와 <애국가>를 나란히 넣어 격식을 갖

추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도 그동안 익히 불러왔던 

‘올드랭사인’이라는 외국 곡조를 애국가 악보로 넣을 수 없어

서 생소하지만 이 곡을 선택한 것으로 짐작된다. 

항일의지를 담은 근대음악문화재

광복 후 지금까지 <애국가>를 둘러싼 논쟁은 70여 년 동안 

계속되어 왔다. 다양한 비판과 논쟁은 크게 보면 세 가지다. 

첫째는 작사자가 누구인가를 두고 독립운동가 안창호와 친

일파 윤치호로 압축해 벌인 논쟁이다. 둘째는 불가리아 민요

와 유사성이 높은 곡임이 밝혀져 논란이 된 표절논쟁이다. 셋

째는 작곡자의 친일행위와 관련된 논쟁이다. 

그동안 애국자로만 알려졌던 안익태가 1942년 만주국 10주

년 행사에서 자신이 작곡한 <만주환상곡>을 지휘했을 뿐 아

니라 1940년대 독일, 이탈리아, 루마니아 등지에서 일제 찬

양을 목적으로 벌였던 연주행위가 밝혀진 것이다. 이는 반민

족행위가 뚜렷이 밝혀진 안익태의 애국가를 불러야 하겠느

냐는 문제제기로 이어졌다. 이 때문에 최근 ‘국가 재 제정운

동’이 벌어지고 있으나 국민적 공감대가 될 만한 대안적 곡의 

문제로 고민 중에 있다. 그런 점에서, 『광복군가집 제1집』에 

실린 <국기가>, <광복군가>, <압록강행진곡>, <조국행진곡>, 

<앞으로 행진곡> 등은 작곡·작사자가 독립운동가라는 면에

서나 가사와 곡의 우수성에서 볼 때, 애국가나 제2국가로서 

대안이 될 수 있다. 

첫 국가제정의 경험과 나라의 위상을 높인 증거로 대한제국이 

만든 『대한제국애국가』와 항일가요를 담은 자랑스러운 독립

운동사의 기록인 대한민국(임시정부)이 만든 『광복군가집 제 

1집』이 소중한 유물로 재인식되고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 

1  

대한제국애국가   

대한제국에서 1902년  

제정 반포한  

<대한제국애국가>의 표지 

ⓒ문화재청

2  

광복군가집 제1집   

한국광복군이 만들고 부른 

『광복군가집 제1집』 표지와 

첫 곡 <국기가>악보 

ⓒ한종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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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와  오늘

글. 신병주(건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교통이나 통신기술이 발달되지 않았던 조선시대에 편지는 상대와 의사소통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 직접 방문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거리와 시간의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편지는 인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현재에는 

이메일이나 SNS 등이 편지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지만, 불과 20~30년 전 현대사회에서도 

편지는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보편적인 수단이었다. 

20



당대의 지성이 주고 받은 편지

1501년 같은 해에 태어난 퇴계 이황(李滉:1501~1570)과 남명 

조식(曺植:1501~1572)은 당시 영남학파의 양대산맥으로 지

칭될 만큼 그 명성이 높았다. 두 사람은 직접 만나는 대신에 

편지를 자주 주고 받았다. 이들 편지에는 두 사람의 학문관

과 출처관이 잘 드러나 있다. 1553년 두 사람이 나눈 편지를 

보자. 조식은 “공은 서각(犀角)을 불태우는 듯한 명철함이 있

지만, 저는 동이를 이고 있는 듯한 탄식이 있습니다. … 게다

가 눈병까지 있어 앞이 흐릿하여 사물을 제대로 보지 못한지

가 여러 해 되었습니다. 밝은 눈을 가진 공께서 발운산(撥雲

散)으로 눈을 밝게 열어 주시지 않겠습니까?”라고 하여, 이황

에게 발운산으로 눈을 밝게 열어 달라는 부탁을 한다. 그런

데 발운산에는 정치 현실의 잘못을 걷어 달라는 뜻이 함축되

어 있었다. 이에 이황은 “발운산을 찾아달라고 하신 말씀은 

감히 힘쓰고자 하지 않으리요만은 다만 스스로 당귀(當歸)를 

찾되, 능히 얻지 못하니 어찌 공을 위하여 발운산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라 하여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처지임을 답신으

로 보내고 있다. 

1564년 9월 18일 조식은 발신인에 ‘갑말(甲末:동갑내기 못

난 사람) 건중(楗仲:조식의 자)’이라 하며 다시 이황에게 편지

를 썼다. “평생 마음으로만 사귀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나

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 세상에 머물 날도 얼마 남지 않

았으니, 결국 정신적 사귐으로만 끝나고 마는 것인가요?”라

며 아쉬움을 표한 후에, 자신의 학문적 입장을 피력했다. “요

즘 공부하는 자들을 보건대 손으로 물뿌리고 빗자루질하는 

절도도 모르면서, 입은 천리를 담론하여 헛된 이름이나 훔쳐

서 남들을 속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남에게 상

처를 입게 되고 그 피해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미치니, 아마도 

선생같은 어른께서 꾸짖어 그만두게 하시지 않기 때문일 것

입니다.”라고 하여 이황의 학문 경향과 학자로서의 위치에 대

해 쓴 소리를 하였다. 학문에 있어서 실천을 중시한 학자 조

식은 성리학의 이론 탐구에 주력하는 이황의 학문 경향을 편

지를 통해 비판한 것이었다. 조선시대 학자들이 서로 만나지 

않아도 편지를 통해 자신의 학문관과 출처관을 밝힌 사례가 

잘 확인되고 있다.

피난 중에도 쓴 일기 속 편지

조선중기의 학자 오희문(吳希文, 1539~1613)이 쓴 일기인 

『쇄미록( 尾錄)』에도 편지와 관련한 기록이 자주 보인다. 

『쇄미록』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인 1591년 11월 27일부터 

시작하여 1601년 2월까지 9년 3개월간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목을 ‘쇄미록’이라 한 것은 『시경』의 ‘쇄혜미혜( 兮尾兮:누

구보다 초라함이여) 유리지자(遊離之子:여기저기 떠도는 사

람들)’에서 인용한 것으로, ‘유리기(遊離記)’ 또는 ‘피난의 기록’

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1595년 1월 1일 일기에는 “저녁에 함

열 사람이 한양에 가는 길에 이곳에 들러 묵었다. 딸의 편지

와 날전복 24개를 주었다.”는 기록이 있다. 새해를 맞아 딸이 

현대의 택배 방식으로 선물까지 보낸 것이다. 1월 17일 일기

1  

퇴계 이황 선생의 문장을 

모은 『퇴계집』 

ⓒ국립민속박물관

2  

남명 조식 선생의 문집인 

『학기유편』 

ⓒ국립민속박물관

1 2

조선시대 학자들의 개인 문집의 구성에서 시와 더불어 빠지

지 않는 것이 ‘서(書)’라는 항목으로 나오는 편지다. ‘與○○

書’나 ‘答○○書’ 등의 편지에는 개인 안부, 학문적 토론, 정

치적 입장 등 다양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 조선을 대

표하는 학자 퇴계 이황의 경우 현존하는 편지만 약 3,000여

통이 넘으며, 오희문은 임진왜란 시기 피난 중에도 부지런히 

편지를 썼다. 정약용이 강진 유배지에서 가족에게 보낸 애틋

한 사연을 담은 편지들도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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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저녁에 안악(황해도)에 사는 계집종 복시가 … 올 때 해

주(황해도)에 있는 윤함에게서 편지를 받아 가지고 왔다. (중

략) 내일 사내종 막정을 양덕(평안남도)으로 보내면서 지나

는 길에 마전(연천)에 들러 내 편지와 어머니의 편지를 전해

서 … ”라고 기록되어 있다. 편지는 다른 사람을 이어주는 매

개체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2월 30일의 “누이가 어머니와 내

게 편지를 보냈는데, 온 집안이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한다. 밤

에 등불을 밝히고 윤함과 양덕에게 전할 편지를 썼다. 또 예

산 김한림의 집에 들러 임진사 보낸 의복을 전해준 뒤에 올라

간다고 들었다. 그러므로 김자정(金子定:김지남)에게 보낼 편

지로 썼다.”는 기록에서는 호롱불 아래에서 가족과 지인을 챙

기는 편지를 쓰고, 이를 통해 교유 관계를 유지해가는 오희문

의 모습이 선명하게 눈에 들어온다. 4월 5일에는 “허찬이 하

루를 머물고 한양으로 출발한다고 하기에 편지를 써서 생원

(오윤해)과 시직(오윤겸)에게 전하게 했다. 예산 김한림의 사

내종도 돌아가려고 하기에 편지를 써서 보냈다. 안악의 사내

종 중이는 내일 장에 가서 양식을 사서 모레 돌아간다고 하

니, 편지를 써서 윤함에게도 보내려 한다.”는 기록에서는 인편

만 있으면 편지를 써서 보내려는 오희문의 열정을 확인할 수

가 있다. 9월 19일 일기에는 “자방(신응구)이 어제 편지를 보

내, 이별좌와 강에서 모이기로 약속했다며 나에게 이별좌의 

집으로 일찍 와서 그와 함께 배를 타고 내려 오라고 했다.”라

고 한 내용이 보인다. 편지가 초청장의 역할을 하면서 사회 

관계망 형성에 주요 수단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사례다. 

이처럼 편지는 조선시대 사람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에서 매

우 중요한 수단이었다. 편지지로 쓰기 위한 종이를 구하는 

모습도 일기에서 살펴볼 수 있다. 1595년 2월 30일 일기에는 

“집에 종이가 한 조각도 없어서 시직(오윤겸)을 시켜 홍주서

(홍준)에게 구해 오게 했다. 5장을 얻어다가 세 곳에 편지를 

썼다.”라는 기록이 발견된다.

유배지에서 쓴 편지

1801년 정약용은 신유박해에 연루되어 유배의 길에 올랐다. 

처음 경상도 장기로 갔다가, 마지막 유배지가 된 곳은 전라도 

강진이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편지를 통해 외부와 소통

하였다. 특히 하피첩을 이용하여 쓴 편지에는 가족에 대한 사

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하피첩에 제(題)함」이란 글에서는, 

“내가 강진에서 귀양살이하고 있을 적에 병이 든 아내가 헌 치

마 다섯 폭을 보내왔는데, 그것은 시집올 적에 가져온 훈염(

 시집갈 때 입는 활옷)으로서 붉은빛이 담황색으로 바래서 

서첩으로 쓰기에 알맞았다. 이리하여 이를 재단하고, 조그만 

첩을 만들어 손이 가는 대로 훈계하는 말을 써서 두 아이에게 

전해 준다. 다음 날에 이 글을 보고 감회를 일으켜 두 어버이

의 흔적과 손때를 생각한다면 틀림없이 그리는 감정이 뭉클

하게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하피첩’이라고 명명하였는데, 이

는 곧 ‘다홍치마’의 전용된 말이다.”고 적어 하피첩을 만든 사

연을 기록하고 있다. 유배 시절인 1810년의 어느 날, 풍산 홍

씨 아내는 시집올 때 입었던 치마폭을 인편으로 보내왔다. 정

약용이 15세 때 혼인을 했으니, 35년의 세월이 흘렀다. 치마

는 이제 다섯 폭의 천이 되었고, 다홍색의 짙은 색깔도 빛이 바

랜 황색으로 변했다. 정약용은 옛적 곱고 풋풋했던 아내를 떠

올리며 치마폭에 두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다. 훗날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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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기억하라는 뜻을 상징물과 함께 보낸 것이다. 3년이 지난 

1813년 다시 이 치마폭에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와 함께 시집

가는 외동딸을 위해 매화나무에 멧새 두 마리를 그려 넣고 시 

한 수를 보탰다. 이 매조도(梅鳥圖)에는

사뿐사뿐 새가 날아와/ 

우리 뜨락 매화나무 가지에 앉아서 쉬네/

…이제부터 여기에 머물러 지내며/ 

네 집안을 즐겁게 해주어라./

꽃도 이제 활짝 피었으니/

열매도 주렁주렁 맺으리

라는 시를 써서 딸이 시집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라는 당부

를 담았다.   

정약용은 유배지인 장기와 강진에서 자식들에게 자주 편지

를 보냈다. 자식에 대한 정약용의 각별한 사랑에는 뼈아픈 경

험이 자리했다. 정약용은 홍 씨와의 사이에서 6남 3녀를 낳았

지만, 2남 1녀만 살아 남고 4남 2녀는 만 세 살을 넘기지 못

하고 죽었다. 조선시대에도 전염병으로 큰 곤욕을 치렀다. 정

약용의 딸 효순도 마마로 희생되었다. “내 어린 딸은 임자년

(1792년) 2월 27일에 태어났다. 태어날 때 순하게 나와 제 엄

마에게 효도하였으므로 처음에는 ‘효순’이라고 불렀다. (중

략) 태어난 지 24개월 만에 마마를 앓았다. 제대로 곪지를 않

고 까만 점이 되며 설사를 하더니 하루 만에 숨을 거두었다. 

모습이 단정하고 예뻤는데 병이 들자 까맣게 되어 타서 숯처

럼 되었다. (중략) 이제 또 너를 여기에 묻는구나. 오빠의 무덤 

곁에 둔 것은 서로 의지해 지냈으면 해서이다.”이라 하여 딸

을 잃은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1801년 9월 3일 첫 유배지인 장기에서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

는 “날짜를 헤아려 보니 82일 만에 너의 편지를 받았구나. 그

동안 턱 밑에 준치 가시고기 같은 흰 수염이 7, 8개가 생겼다. 

네 어머니가 병이 날 줄은 짐작하고 있었다. 큰 며느리도 학

질을 앓은 뒤라 모습이 더욱 초췌하겠구나. 생각하면 견디기 

어렵다. 더욱이 신지도에 계신 둘째 형님(정약전)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 (중략) 내가 밤낮으로 축원하는 것은 오로

지 문아(둘째 아들 학유)가 독서하는 것 뿐이다. 문아가 선비

의 마음 자세를 갖춘다면 내가 다시 무슨 한이 있겠느냐. 아

침 저녁으로 부지런히 책을 읽어서 아비의 간절한 마음을 저

버리지 말아라. 팔이 시큰거려 이만 줄인다.”고 하여, 아들이 

학문과 독서에 정진할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1802년에는 

막내아들을 잃는 슬픔도 겪었다. ‘우리 농이’라는 글에서 “농

(農)이는 내가 곡산에 있을 때 잉태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

이 나은데도 나는 살아있고,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나은데

도 너는 죽었다. (중략) 네 모습은 깎아 놓은 듯 빼어났다. 코 

왼쪽에 조그만 검은 점이 있고, 웃을 때면 양쪽 송곳니가 드

러나곤 하였다. 아아 네 얼굴이 생각이 나서 사실대로 말한

다.” 하여 정약용은 막내를 잃은 안타까움을 편지에서 절절

하게 표현하였다. 

16세기 최고의 지성 이황과 조식이 주고받은 편지, 임진왜란

이라는 극한 상황에서도 편지가 소통의 중요 역할을 했음을 

보여주는 『쇄미록』의 기록, 그리고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쓴 

편지 등에서 전통시대 편지가 주는 기능이 매우 컸음을 짐작

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접촉이 일상화된 지금의 시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편지를 써 볼 것을 권

한다. 그동안 잊히거나 소원했던 관계들이 회복되는 계기도 

마련되지 않을까? 

3  

조선시대 학자 오희문이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당시의 상황을 담아 쓴  

일기인 『쇄미록』에  

담긴 편지 

ⓒ문화재청

4  

정약용이 유배 중  

자식들에게 보낸 당부의 

편지인 하피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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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를 잇는 삶

글. 김영임   사진. 김인규

우리에게 익숙한 국악기 중 대표적 악기인 가야금은 

가야금산조에서 그 매력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 

가야금산조는 산조류 중에서도 가장 먼저 발생한 

산조로 그만큼 많이 연주되기도 한다. 가야금산조는 

다양한 유파로 전승되고 있는데 그 중 김윤덕류 

가야금산조는 이수자가 많지 않아 더욱 귀하다. 

김윤덕류 가야금산조 전승교육 체계화를 위한 연주법 

영상자료와 악보 채보, 학교 교육과 연주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이수와 동시에 널리 알리는 역할에 

투신하고 있는 국가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산조 및 

병창 이수자 정길선 선생의 삶은 가야금의 소리처럼 

우아하고 청아한 감동을 선사한다.

비주류에서 주류로 옮겨가는 김윤덕류 가야금산조

가야금산조는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엇모리, 굿거리, 늦

은자진모리, 자진모리, 휘모리, 단모리(세산조시) 등의 장단 

중 산조에 따라 3~6개의 장단 구성에 의한 악장으로 구분된

다. 가야금산조를 세대별로 구분하면 총 11세대로 정리할 수 

있는데 그 중 마지막인 11세대인 김윤덕류는 10세대인 김창

조에서부터 내려와 안기옥을 거쳐 사사한 가야금산조에 김

윤덕의 가락을 넣은 것으로 장단은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

리, 자진모리, 휘모리, 단모리로 이루어져 있다. 김윤덕류 가

야금산조의 특징은 남성적이면서도 꿋꿋하고 리듬의 변화가 

잦고 엇박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처럼 가야금산조의 중요한 유파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김윤덕류 가야금산조는 학교 교육에서 주류 유파에 

속하지 않아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수자가 많지 않아 힘겹게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김윤덕

류 가야금산조의 이수자로 국가무형문화재 제23호 보유자

인 이영희 선생에게 지난 1988년부터 가르침을 받기 시작한 

정길선 선생, 무엇보다 선생은 전승 교육에 집중해 다양한 교

육 자료를 만드는 작업을 하면서 가르침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02년 이수자가 된 이후에는 여러 영역을 넘나들며 꾸

준하게 김윤덕류 가야금산조를 알리고 가르치는 일에도 매

진하고 있다. 

1

1  

전통방식대로 제작해  

정길선 이수자가  

연주하는 가야금

‘우수 이수자’는 2019년 무형문화재 전승체계의 바탕을 

이루는 이수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3년 이상 

활동한 이수자 중에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참여와 

전승실적이 탁월한 사람을 추천받아 1년 간 우수 

이수자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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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이 넘는 세월을 흔들림 없이 무형문화재인 이영희 선생

께 김윤덕류 가야금산조 가르침을 받은 정길선 선생은 아직

도 공부를 멈출 수 없다고 말한다. 이제는 제자들을 가르치

는 입장도 겸하고 있지만 귀한 우리 전통의 소리를 이어간다

는 사명감과 책임감이 선생을 더욱 깊이 배움에 몰입하게 한

다. 무엇보다 해당 분야의 전공자가 늘어나도록 김윤덕류 가

야금산조를 제대로 가르치는 역할에 충실하는 것은 물론 대

중들이 친근하게 가야금을 듣고 연주할 수 있도록 취미로 가

야금을 즐기는 문화도 뿌리내리고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

는 가야금 연주반도 14년째 지도하고 있다. 매년 봉사연주와 

함께 전국을 누비며 공연에도 열정을 쏟고 있는 정길선 선생

은 지난 2019년에는 사단법인 가야금산조 보존연구회 경기

지회를 설립하며 김윤덕류 가야금산조를 보급하고자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연주와 교육으로 닦아 나가는 가야금산조 이수자의 길

중학교 음악교사 출신인 정길선 선생은 다양한 활동을 겸하

고 있지만 김윤덕류 가야금산조 전승교육 체계화를 위한 연

주법에 대한 영상자료와 악보 채보 등 더 많은 사람들이 연

주할 수 있는 교육에 가장 주력한다. 아직은 김윤덕류 가야

금산조 유파가 많지 않고, 가야금 대회에서도 김윤덕류 가야

금산조를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

다는 정길선 선생.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힘들고 지칠 

때도 있지만 해결책은 오직 교육을 통해서만 제시할 수 있다

는 생각이다. 많은 이들이 김윤덕류 가야금산조를 배우고 전

공하며 이수하려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자연스럽게 성장·발전

하는 것은 물론 대중들이 가까이 즐길 수 있는 문화가 형성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길선 선생은 중등·고등 음악교과서에 집필자로 참

여하기도 하고 『가야금 재미있어요』라는 책을 발간하기도 했

다. 교과서 집필을 통해서는 학생들이 가야금산조를 비롯한 

국악의 다양한 영역을 이해하고 그 가치를 깨닫게 하는 것은 

물론 호기심을 자극해 배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가

야금 재미있어요』라는 책은 교과서에 나오는 국악곡을 가야

금을 위한 곡으로 만들어 쉽고 재미있게 가야금을 배울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교과서에 수록된 전래동요와 창작곡을 연

습곡으로 실어 학교 교육과 연계 지도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 

눈에 띈다. 가야금의 역사와 종류, 구조와 악기 다루는 법, 연

주법을 소개하는 것과 더불어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민요를 

각 지방 민요의 특징과 장구 장단을 함께 정리했으며, 재미

있는 가야금 병창곡도 수록했다. 가야금에 대해서 충분히 이

해하고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배워나갈 수 있도록 한 가야금 

교본으로 손색이 없는 『가야금 재미있어요』는 정길선 선생이 

특별한 애정과 열정을 쏟아 만든 것이다. 이 한 권만 제대로 

익히고 숙지해도 가야금을 자유롭게 연주할 수 있는 실력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이 정길선 선생의 설명이다.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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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강조하는 정길선 선생은 

스승이신 이영희 선생과 뜻을 같이해 2019년부터는 가야금

을 활성화시키고자 사비로 가야금을 구입해서 전국 초중고

교에 파견교육을 나가기도 하고, 2018년부터는 대학에서 김

윤덕류 가야금산조를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

하고 있기도 하다. 

“장학사업은 가야금을 활성화시키고 무형문화재 이수로 연

결되는 통로가 아닐까 합니다. 저도 이영희 선생님의 사업에 

동참해 열심히 돕고 있습니다. 이 역시 이수자가 해야 할 중

요한 몫이라고 생각해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은 결국은 무형문화

재에 관심과 재능이 있는 인재를 발굴해 또 다른 이수자의 길

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말하는 정길선 선생은 세대를 넘어 지

속적으로 김윤덕류 가야금산조가 전승되도록 다양한 노력

을 펼쳐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숙명처럼 매력에 젖어든 가야금과 함께하는 삶

이수자로서의 책무에는 가르치는 것 못지않게 스스로 이수

자로서의 실력을 연마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정길선 선생은 

해가 거듭될수록 가야금산조가 어렵다며 끊임없는 담금질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수 이수자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가야금산조는 캐도 캐도 

무엇인가 나오는 것이자 실타래를 풀어가는 과정에 다름 아

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임할수록 매력도 더해지는 게 

바로 가야금산조죠. 연주자가 긴장과 이완을 자유자재로 조

율하며 기를 모아 가야금을 연주할 때 듣는 사람들도 편안히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 경지에 이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이기에 끊임없는 연습으로 깊이를 더해가는 것은 이수자의 

숙명 같은 것입니다.”

아직은 경지에 오르지 못했다고 스스로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가야금에 몰입하는 정길선 선생은 앞으로의 계획도 

많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김윤덕류 가야금산조 보급에 지속

성을 가지고 힘쓰며 연주와 봉사활동을 겸해 다양한 방법으

로 가야금산조를 알리는 것은 물론 교과서에 가야금산조를 

포함한 무형유산에 대한 내용을 소개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

을 정리하는 것에도 정진할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경기 꿈의 

학교에서 ‘인류무형유산 생생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

에게 무형유산을 알리는 데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무형문화재 이수자의 삶은 만만치 않다. 해당 종목과 지고지

순한 사랑을 나누듯 끊임없이 관심을 쏟고 각고의 노력으로 

실력을 높여가야 하며, 널리 보급하기 위한 고민의 끈도 놓을 

수 없다. 어려운 길이지만 그 속에서 보석처럼 빛나는 무형유

산의 귀한 가치를 찾아내는 것 또한 이수자로서의 삶이다. 정

길선 선생은 이 모든 것을 묵묵히 소화하는 뚝심을 보여주고 

있다. 

2  

바쁜 일정 속에서도  

가야금 교육에 열정을  

쏟는 정길선 이수자

3  

이수자로서의 삶에 투신한 

정길선 선생의 남다른  

가야금 사랑 

4  

가야금산조를 알리는  

공연은 이수자가 수행해야 

할 중요한 역할 중 하나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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닿지 않는 것들은 애틋한 그리움을 만든다. 이는 문화유산이 가진 공통된 가치일 지도 모른다. 닿을 수 없지만 우리에게 

남겨진 문화유산을 매개로 그 시대를 더듬어 상상하고 소통하며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그 귀한 가치를 가늠함으로써 

과거를 현재에 새기고 미래로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 오랜 빗장을 풀고 마침내 후세에 걸음을 허락한 한양도성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북악산 북측 탐방로를 걸으며 오랜 세월 굳건히 자리를 지켜온 한양도성에서 조선 건국의 큰 그림을 

그린 왕의 마음으로 한해의 계획을 세우며 미래를 향한 걸음을 내딛어도 좋을 것이다.

타박타박 걷는 문화유산 오솔길

글. 김영임   사진. 김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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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악산은 비밀스러운 공간 그 자체였다. 조선시대에는 궁궐이 내

려다보인다는 이유로 출입할 수 없는 지역이었고, 일제강점기에

는 총독 관저로 사용되면서 오를 수 없는 산이 되었으며, 광복이 

된 후에도 청와대가 자리를 잡으면서 일반인들의 통행이 자유롭

지 못한 지역이 되어버렸다. 금단의 구역이 된 결정적인 사건도 있

었다. 1968년 1·21 사태(청와대 기습 미수사건)가 발생하면서 문

을 걸어 잠근 이후 청와대 방호를 위해 출입이 완전히 통제되면

서 닿지 못하는 서울의 DMZ 같은 곳으로 존재해왔다. 하지만 지

난 2007년 4월 한양도성 성곽길 개방을 시작으로 베일에 싸여있

던 북악산은 조금씩 공개되기 시작해 지난해 11월 1일 마침내 북

악산 북측 탐방로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이번에 공개된 구

간은 총 3.5km로 북악산 둘레길 탐방로 3번 출입구로 입장해 옛 

군견 훈련장, 청운대, 1·21 소나무, 백악마루를 거쳐 청운대 쉼터

와 한양도성 옆길을 지나 곡장 전망대까지 이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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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수려한 산세를 한눈에 조망하는 곡장 전망대

북악산 북측 탐방로에 올라 탁 트인 풍경과 마주하게 되는 

대표적인 장소가 바로 곡장 전망대다. 아득하게 시야에 들어

오는 인왕산과 북악스카이웨이에 있는 팔각정, 그리고 서울

의 풍경이 어우러져 오랜 역사를 이어온 도시의 매력을 발산

한다. 제법 가파른 곡장 전망대에 오르는 동안 내뱉은 거친 

숨을 가다듬고 휴식을 취하면서 사방으로 펼쳐진 풍경과 끝

없이 이어진 성곽 등을 바라보면서 서울의 시간을 더듬어 볼 

수 있다. 곡장 전망대는 조선시대에 주요 지점이나 시설을 효

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성벽의 일부분을 둥글게 돌출시킨 독

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한양도성 내에 곡장은 인왕산과 북

악산에 하나씩 자리하고 있는데 이곳 곡장 전망대에서 저 멀

리 인왕산에 있는 곡장도 바라볼 수 있어서 더욱 값지다.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굳건히 자리를 지켜온 곡장 전망대의 조망은 

가히 일품이라 할 정도로 서울의 수려하면서도 험준한 산세

가 가려지는 것 없이 펼쳐져 힘겹게 올라온 탐방객의 감탄을 

자아낸다.

북악산 북측 탐방로의 백미, 한양도성 성곽길

곡장 전망대를 벗어나 숨을 고르며 비교적 평탄한 길을 따라 

걸음을 옮기면 오랜 시간이 고스란히 내려앉은 굳건한 성곽

이 동행하듯 따라온다. 이곳이 바로 한양도성 성곽길이다. 이

번 북악산 북측 탐방로가 개방되면서 마주하게 된 여러 풍경 

중 한양도성 성곽길은 단연 백미로 손꼽힌다. 이 길은 조선의  

성곽 축조 방식을 시대별로 비교하면서 한눈에 가늠할 수 있

는 곳으로 쉽게 그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을 정도다. 한양도성

은 태조, 세종, 숙종, 순조 등 4개 시기에 축성된 것으로 평균 

높이 약 5~8m, 전체 길이 약 18.6km로 현존하는 도성 중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도록 성의 역할을 다한 건축물이라 그 의

미가 값지다. 

축성 시기에 따른 형태를 살펴보면 1396년 태조 때 축조된 것

은 산지는 석성, 평지는 토성으로 쌓았으며, 모양은 자연석을 

거칠게 다듬어서 사용했다. 축성된 후 확장, 보완되는 등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는 아쉽게도 그 흔적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다. 세종 때(1422)에 쌓은 성곽은 재정비 차원에서 작업한 

1·21 사태 소나무

북악산이 금단의 땅이 된 결정적인 계기

가 된 1·21 사태의 총격의 흔적이 남아

있는 1·21 사태 소나무는 한양도성 성

곽길 백악마루 인근에 있다. 1968년 1월  

21일 김신조를 비롯한 31명의 무장공비

들이 청와대를 습격하고자 침투해 경찰과 교전을 벌이다가 북악산과 인왕산 

일대로 숨어들었다. 당시 치열한 교전을 벌이면서 소나무에 15발의 총탄의 흔적

이 남았다. 그 후로 1·21 사태 소나무로 불리는 이 나무는 총탄의 흔적에도 불구

하고 푸르름을 잃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한양도성 각자성석

한양도성을 걸으며 놓치지 말고 봐야 

할 것이 바로 한양도성 각자성석이다. 

숨은그림찾기를 하는 심정으로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보이는 한양도성 각

자성석은 일종의 건축 실명제 같은 것으

로 순조 4년(1804) 10월 오재민이 공사를 이끌고, 공사의 감독은 이동한이 담당

했으며, 전문 석수 용성휘가 성벽을 보수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처럼 축성

과 관련된 기록이 새겨진 성돌을 각자성석이라고 한다.

1

2

한양도성에서 만난 조선 그리고 근대의 기록

30



것으로 이 시기에 평지의 토성을 석성으로 교체하고 성돌 역시 

마치 옥수수알을 연상케 하는 다소 작고 둥근 모양으로 다듬

어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군사적 목적으로 도성을 축조한 것

으로 알려진 숙종 때는 1704년부터 여러 해 동안 무너진 구

간을 수차례에 걸쳐 새로 쌓았다. 이 시기에는 성돌을 가로세

로 40~45cm 내외의 장방형으로 규격화해 사용했으며, 그를 

통해 성벽은 한층 견고해졌다. 마지막 시기인 순조 때에 축조

한 성곽은 규모와 정교함에 있어서 정점에 이른 모습을 보여

준다. 정방형으로 다듬어 쌓은 성돌은 크기가 무려 가로세로 

60cm에 이를 정도로 큰 것을 사용했다. 

각 시기별로 축성방식이나 성돌의 모양도 달라졌지만 각각

의 시기가 모두 왕권이 강화되고 안정적인 때였다는 공통점

을 가진다. 태평성대와 부국강병, 강력한 왕권을 향한 염원을 

담아 쌓았을 한양도성. 그 묵직한 무게감까지 마주할 수 있

는 한양도성 성곽길은 오래 그곳에 있었고 또한 앞으로도 더 

오래 그곳을 지킬 귀하고 강건한 우리의 문화유산이다.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공간, 청운대와 백악마루

한양도성이 품고 있는 남다른 가치 중 빼놓을 수 없는 부분

은 바로 경복궁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정점이 청운

대와 백악마루다. 청운대는 북악산 전면개방을 기념해 서울

의 진산인 북쪽 최정상인 백운대를 본떠 청운대라는 이름을 

붙였다. 청운대는 북악산에서 경복궁을 조망하기 가장 좋은 

곳으로 손꼽힌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경복궁은 마치 조감도

1  

축성시대별로 그 모양의 

차이가 뚜렷한 한양도성

2  

험준한 서울의 산세가  

한눈에 들어오는 탁 트인 

풍경

3  

경복궁을 조망하기에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청운대

3

를 펼쳐놓은 듯 궁궐의 모습이 그림처럼 시야에 잡힌다. 든든

한 모습으로 등 뒤에 한양도성을 두고 산 아래로 자리 잡은 

경복궁을 바라보는 심정은 마치 조선 건국을 계획한 정도전

에 빙의된 듯 비장해진다. 수백 년을 거슬러 소통하는 느낌을 

선사하는 한양도성의 위엄은 찬란한 왕조 조선의 심장과 다

름없는 경복궁으로 옮겨간다. 청운대와 나란히 자리한 백악

마루에 서면 조금 더 가까이 보이는 경복궁과 그 시절 수도 

한양의 모습까지 그려볼 수 있다. 한양도성에서 가장 높은 

지점인 백악마루는 경복궁과 일직선으로 이어진 세종로, 그

리고 한강을 지나 아득히 보이는 관악산까지 시선이 닿는 곳

이다. 한눈에 들어오는 풍경들을 바라보며 상상력을 동원해 

조선의 모습을 그려보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청운대와 

백악마루는 한양도성이라는 위대한 건축물이 품은 또 하나

의 명품이다. 

현재 10년째 종로구청 소속 문화해설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별

히 북악산 북측 탐방로는 제가 활동을 시작한 이래로 개방을 통해 조

금씩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이어와 근대의 아픈 역사까지 담고 있는 이 탐방로는 다양한 문화유

산을 가득 품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탐방로가 개방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 이곳의 의미와 가치를 더듬는 시간을 가지는 데 해설

사로서 작은 보탬이 될 수 있어 보람을 느낍니다. 한양도성을 중심으

로 조선의 역사와 문화가 빚어진 만큼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이곳에

서 우리의 유구한 문화의 힘을 느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화해설사 홍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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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문화재 데칼코마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감염병 사태로 2020년 한 해가 후딱 가버렸다. 많은 

곳이 서로 빗장을 걸어 잠그고 왕래도 어려운 형편이지만 남북이 함께 DMZ 

일대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여전히 노력 중이라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제3공화국 이래 남한은 신라의 통일을 강조하고 통일신라를 중심에 

두는 역사를, 북한은 고구려에 정통성을 두는 역사를 내세웠다. 하지만 남과 

북 모두 등한시할 수 없는 것이 고려의 역사와 문화다. 

글. 강희정(서강대 동아연구소 교수)

서글픈 역사가 담긴 강화와 개성의 고려 왕릉

918년에 건국된 고려는 474년이나 존속했던 나라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통일신라나 조선만큼 잘 알려지지 않았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주요 정치, 사회, 문화적 사건이 수도 개성을 

중심으로 이뤄져 우리가 접근하기 어렵다는 점에 있을 것이

다. 사실 38선이 그어질 때만 해도 개성은 남한에 속해있었

지만 한국전쟁 후 체결된 휴전협정에 따라 북한에 속하게 된 

것이니 분단의 시간만큼 우리는 더욱 고려의 역사와 문화로

부터 멀어진 셈이다. 

하지만 개성이 아니라도 고려의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유적이 

있다. 강화의 고려 왕릉이다. 만월대니 선죽교니 개성 관음굴

처럼 눈에 띄는 곳은 아니지만 왕릉은 남과 북이 공통으로 

보유하고 있는 고려의 문화유산으로 주목할 만하다. 강화도

에 고려 왕릉이 존재하는 것은 잘 알려진 대로 고려가 몽골

을 피해 천도를 했기 때문이다. 몽골의 대대적인 침략으로 나

라가 황폐해지자 1232년 무인정권의 실권자 최우(崔瑀)는 항

전을 결의하고 강화로 천도를 단행했다. 강화도는 개경과 가

까우면서 조수간만의 차가 커서 몽골군을 막아내는데 유리

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1270년까지 38년간 강

화는 강도(江都)라는 이름으로 고려의 수도 역할을 했다. 급

하게 천도를 추진한 최우는 성곽을 쌓고, 개경에 못지않은 

도성을 만들며 대몽항쟁을 이끄는 기지로 삼았다. 고려 왕릉

이 이 시기의 수도 강화에 존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고려사』에 기록된 왕릉은 87기나 되지만 실제 왕이나 왕비

릉으로 그 위치가 추정된 곳은 58기밖에 없다. 왕릉 대부분

은 개성 인근에 조성되었고, 강도 시기 사망한 왕과 왕후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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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은 강화에 있다. 강화에는 왕릉급 고분이 여러 기가 있는데 

그 가운데 제21대 희종, 제23대 고종의 능을 비롯하여 4기의 

고분이 대략적인 피장자와 능호(陵號)가 밝혀졌다. 현재 남아 

있는 규모로 미루어 왕실의 무덤으로 여겨지는 곳이 능내리, 

인산리, 연리에 있는데 모두 석실분이다. 개성에는 태조의 현

릉(顯陵)이 943년 개풍군 해선리에 축조한 것을 비롯해 주로 

개풍군과 판문군에 많은 왕과 왕후의 무덤이 분포한다. 북한

은 해방 이후 20여 차례 고려 왕릉을 발굴했으며, 2016년에

는 덕종의 숙릉(肅陵)과 정종의 안릉(安陵) 역시 개풍군에서 

발견했다고 전한다. 

능침제도에 기반해 길지에 영면한 고려왕

사실 고려의 왕이 승하했을 때, 장례를 어떻게 치렀는지 예

법으로 규정하지도 않았고, 장지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는

지도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특별한 의궤나 도감이 없어

서 장례와 능침제도는 『고려사』를 통해 추측할 뿐이다. 『고

려사』를 보면 중국의 한(漢)이나 위(魏)나라에 준하여 장례를 

치르되, 가장 짧은 기간인 27일에 장례를 마치는 단상제(短

喪製)를 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명백하게 규정된 의궤가 없기 

때문에 왕실의 장례 기간은 통상 30일에서 40일까지 다양하

게 걸렸다. 며칠간 장례를 치르든 왕과 왕비가 승하하면 흰

옷과 검은 갓으로 상복을 입는 것은 같았다. 공민왕 때는 국

장도감(國葬都監), 빈전도감(殯殿都監)을 두어 왕실의 국장

을 관장하게 했다. 장지를 정하는 기준도 명시되지 않았지만 

분명 길지(吉地)를 택했을 것이다. 고려 왕실 역시 풍수지리설

이나 불교의 비보설(裨補說)에 적합한 길지를 신중하게 골라

서 장지로 삼고 능묘를 조성했을 것이다. 강화에 자리한 왕

릉 역시 풍수지리에 입각해 선정한 능지로 보인다.   

권위와 격식을 갖춘 고려 왕릉

고려 왕릉은 크게 삼단으로 높이를 달리 한 공간으로 능역을 

구성하고 각 단마다 흙을 다져 층을 명확히 구획하고 지대석

을 쌓았다. 가장 안쪽에는 석실분을 조성하여 망자를 모시고 

봉분을 쌓았다. 봉분 둘레에는 병풍석을 쌓아 능의 권위를 과

시하는 한편, 흙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효과도 노렸다. 봉분 앞

에는 석수와 망주석, 문석인(文石人), 무석인(武石人)을 나란히 

세웠고, 정면 중앙에는 혼유석(魂遊石)과 장명등(長明燈)을 두

어 격식을 갖췄다. 가장 아래, 즉 능역 입구에는 제사를 모시기 

위한 정자각(丁字閣)을 세워 제례를 지냈다. 

강화도에 있는 중요한 왕릉은 희종의 석릉(碩陵)이다. 희종은 

1204년에 즉위해 최충헌에 의해 1211년 폐위당해 강화로 유

배되었고, 그 후에도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며 귀양살이를 한 불

운한 왕이었다. 1237년 붕어하여 석릉에 안치되었다. 석릉 역

시 3단의 능역에 봉분과 곡장, 석인상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

으로 보이나 원래 쌍을 이루어 양쪽에 세워졌을 석인은 1구만 

발견되었다. 2001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한 결과, 지

하에 설치된 횡구식 석실과 다량의 기와편이 나와서 정자각으

로 추정되는 유구가 확인되었다. 석인상은 장승처럼 얼굴만 

조각이 남아 있어 무석인인지, 문석인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여

느 고려 능묘처럼 청자편 160점이 출토되었다. 그중에는 구

연부에 금속 테를 두른 흔적이 남은 청자양각국화당초문대

접 파편도 있다. 고려에서는 중국의 영향을 받아 금, 금도금한 

은, 순은 등으로 도자기에 금속 테두리를 씌운 금구자기(金

瓷器)를 썼다는 기록과 그 실물이 있다. 그러므로 석릉에서 발

굴된 이 청자대접 파편에 금속은 남아 있지 않지만 원래 금이

나 은을 그릇 구연부에 돌린 왕실용 금구자기를 부장했던 것

으로 보인다. 사용한 금속의 재질은 각 금속의 가치와 사용자

의 신분에 따라 종류가 정해졌다. 금이나 은을 입혀 화려하게 

만든 도자기의 품격이 사용자의 권위를 높여주는 역할을 했

던 것이다. 거의 폐허가 되어 봉분도 허물어진 왕릉의 주인 희

종의 영화로웠던 어느 때를 기억하게 해주는 청자 파편이다. 

1  

개성과 강화에 분포되어 

있는 고려 왕릉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2  

고려 21대왕인 희종의  

석릉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3  

석릉의 담장과 석실  

상면의 전경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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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왕실문화의 세련미를 표현

제24대 원종의 비인 순경태후(順敬太后) 역시 강화도에 묻혔

다. 1235년 14세의 어린 나이에 태자비가 되어 충렬왕과 공주

를 낳은 바로 뒤인 1237년 16세에 사망하여 가릉(嘉陵)에 모

셔졌고, 아들인 충렬왕이 왕위에 오른 후 태후로 추존되었다. 

가릉은 석릉과 달리 지상에 돌을 쌓아 석실을 만들고 할석

을 넓게 덮고 그 위에 봉분을 얹은 형태이며 석실 윗면은 8각

으로 호석을 둘렀다. 잘 다듬은 장대석을 쌓아 지상에 건축한 

석실 내부에는 원래 회칠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잘 남아 있지 

않다. 떨어져 나간 회벽에 그림을 그린 흔적이 남아 있어서 고

려 석실분 내부에 벽화를 그리던 전통을 따랐음을 알려준다. 

다만 높이가 1.75미터에 불과해 고구려 무덤 벽화처럼 다채롭

지는 않았을 것이다. 가릉에도 등신대의 석인상 2구와 석수  

2구가 남아 있다. 석릉의 석인상보다 상태가 좋아서 신체 부

분의 조각선이 살아있다. 얼굴은 제주도의 하루방이나 여타 

장승과 다를 바 없으나 손에 홀(笏)을 들고 있어서 애초에 문

석인으로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발굴 당시 현재 석인상의 

하부에서 시멘트가 발견된 반면 석인을 세우기 위한 토대인 

적심이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1974년에 능역을 정비할 때 

가릉과 가까이 있는 능내리 석실분에서 옮겨진 것으로 추정되

나 확실하지는 않다. 가릉에서도 청자 및 백자 파편이 발굴되

었고, 태후의 능답게 여성용 장신구들이 나왔다. 새가 나뭇가

지에 앉아있는 모습의 깔끔한 옥장식은 고려 왕실문화의 세

련미를 대변한다. 

구조와 형태가 유사한 남과 북의 고려 왕릉

강화도의 왕릉이나 개성의 왕릉은 구조와 형태가 유사하다. 

고려 말기에 조성된 현정릉은 공민왕의 현릉(玄陵)과 노국대

장공주의 정릉(正陵)을 합쳐 일컫는 이름이다. 1365년 사랑해 

마지않던 노국공주의 죽음에 몹시 슬퍼한 공민왕이 직접 능의 

축조를 지휘했다. 그러므로 현정릉의 건축에는 당시까지 발달

된 고려의 수학, 천문, 석조건축 기술이 집대성되었고, 기본적

인 능의 구조는 같아도 몽골군을 피해 천도한 강도 시기의 왕

릉과는 천양지차가 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3단의 층을 두고 

가장 안쪽에 병풍석을 두른 봉분을 조성하고, 능 앞 좌우에 

석수와 석인을 나란히 마주 세운 점, 능 정면 중앙에 혼유석

과 장명등을 두는 축조 방식은 비슷하다. 아마 처음에는 통일

신라의 왕릉과 큰 차이가 없었겠지만 점차 공민왕의 현정릉

과 같은 방식으로 고려 왕릉의 구성과 석물 배치가 제도화되

었을 것이다. 능의 석실 내부에 회칠을 하고 벽화를 그린 것도 

유사하다. 다만 강도 시기는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왕실 권

력이 미약했으므로 정연한 현정릉에 비하면 왕릉들이 소략하

기 그지없다. 그래도 화려하고 우아한 아름다움을 추구했던 

고려 왕실의 미의식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청자 파편

이나 각종 금속제 파편, 장신구 등이 강화도에서 발굴되는 것

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석실을 매장부로 하는 능의 구조상 도

굴이 쉬워서 부장품들이 제대로 남아 있지 않은 것은 개성과 

강화, 남과 북 모두 마찬가지다. 

19세기 말 이래 시중에 유통되던 고려청자가 대부분 도굴품

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일이다.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많은 

청자들이 왕릉급이거나 적어도 권력층의 무덤에서 도굴된 것

이라는 점은 비록 도굴이 오랜 세월에 걸쳐 일어난 일이기는 

하지만 고려 왕릉의 보존과 보호가 얼마나 시급한지 새삼 깨

닫게 한다. 개성과 강화도의 고려 왕릉이 모두 고려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귀중한 유적인 만큼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

록 속히 남북이 손을 맞잡아야 한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4  

가릉에서 출토된 섬세한 

문양의 장신구와 옥장식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5  

보존 상태가 뛰어난  

현정릉 

ⓒ오세윤 작가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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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용무는 9세기 설화에 등장하는 처용이라는 신인(神人)의 가면과 복장을 착용하고 추는 궁중무용이다. 이러한 복식

을 갖추고 춤을 추는 것에는 역병의 접근을 막고, 복되고 태평한 세상을 맞이하고자 하는 범국가적, 범이타적인 기원의 

의미가 담겨 있다. 세계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아 2009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되었다.

처용무는 오행사상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춤으로, 다섯 명의 무용수가 동·서·남·북·중앙을 상징하는 의상을 입고 

연행을 한다. 동쪽의 청 처용은 봄기운을 상징하고, 남쪽의 홍 처용은 여름이며, 서쪽의 백 처용은 가을, 북쪽의 

흑 처용은 겨울을 상징한다. 중앙의 황 처용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모두 관장하는 대지와 같은 포용을 의미한

다. 다섯 명의 처용은 대지 위에서 자연 만물이 생장하였다가 수장되는 순환의 원리를 춤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처용무는 궁중기악곡인 수제천(壽齊天)에 맞추어 다섯 명이 일렬로 등장해서 처용가를 부른다. 중앙의 황 처용

을 중심으로 춤이 진행되는데, 서로 상대(相對)·상배(相背)를 반복한 다음 사방작대도(□형)와 회무(回舞), 오방

작대도(◇형)와 회무(回舞), 일렬로 서서 산하천리국(山河千里國)이란 노래를 부른 후에 퇴장한다.

처용가면은 흑갈색의 피부색에 눈은 부리부리하며, 머리 위에는 부귀를 상징하는 모란꽃과 귀신을 쫓는 복숭아 

나뭇가지를 꽂은 사모를 쓴다. 그리고 손에는 흰색 한삼을 끼고 힘차게 뿌리면서 춤을 춘다. 

위용 넘치는 얼굴의 가면을 쓰고서 나쁜 역병을 몰아내고 좋은 기운이 들어오길 소원하는 처용의 역동적인 춤

사위를 보며, 오늘날 방역 마스크를 쓰고 하루하루를 이겨내고 있는 우리의 일상에 반가운 소식이 한시바삐 찾

아오길 소망해본다. 

역병을 물리치기를 소원하는 국가의 춤,

처용무 處容舞 

 Cheoyongmu (Dance of Cheoyong)

지정번호/지정일 국가무형문화재 제39호 / 1971. 1. 8.

알기 쉽게 풀어 쓴 무형문화재 이야기 글. 국립무형유산원 조사연구기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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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60년사

광복 이후에도 진정한 자주독립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던 

문화유산은 1961년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문화재 

관리행정을 전담할 중앙행정기관으로 문화재관리국이 

탄생하면서 문화재보호법을 지정해 문화 독립국의 

자존심을 회복했다. 이후 문화재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해 

문화재 관리 재정의 자립을 꾀했으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화재 관리 행정의 진정한 자주독립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남대문 중수 공사_창건 515년만의 공사

총예산 1억 2,000만 환 / 1년 6개월간 공사

년

  10월 2일, 문교부 문화보존과와 구 황실재산사무총국을  

통합해 문화재관리국 설치

   국보 제1호 남대문 중수 공사 착공 및 칠궁과 종묘 공개

  문화재위원회 설치와 더불어 문화재를 유형(국보, 보물),  

무형(중요무형문화재), 기념물(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민속자료(중요민속자료) 네 가지로 구분

남대문과 석굴암 석굴을 수리·복원해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드러내고  

국보와 보물 등을 처음 지정해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과시했다.

정리. 편집부   자료. 『문화재청 50년사』 참고 

1961년 중수공사 중인 국보 제1호 서울 남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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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61호로 문화재보호법 최초 제정 시행

  문화재위원회 구성 및 대한민국 최초로 116건의 국보와  

154건의 천연기념물 지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관련 규정에 따라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세부 사항과 행정 절차 정비

  경복궁 보수 3개년계획 수립 및 산업박람회 개막

  법률 제1417호로 문화재관리특별회계법 제정

  남대문 중수공사 착공 22개월만에 완공

  석굴암 보수계획 수립 및 복원공사

  보물 제1호 동대문을 비롯한 400건, 사적 제1호 포석정지를 

비롯한 125건 지정

116건의 국보,

154건의 천연기념물 지정

건

호보물 제

동대문 보물 제1호로 지정

건

1962년 남대문 중수공사 상량문

사적 제1호 경주 포석정지

천연기념물 제8호 서울 재동 백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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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굴암 1200년만에 

창건 당시의 원형에 가깝게 복원

풍납동 토성과 

공주 석장리 구석기시대 

유적 발굴조사

  6월 22일,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문화재 및 문화 협력에  

관한 협정’ 체결

  문화재 연구활성화와 발전적인 연구 방향 모색을 위한  

전문 학술지 『문화재』 창간

  창덕궁 비원 조경 정비 및 5대 궁궐 야간 관람시간 연장

  보물 청자투각돈,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금판불경, 신라시대 

토기요지 등 문화재 지정과 발굴 및 발견

  석굴암 1200년만에 창건 당시의 원형에 가깝게 복원

  풍납동 토성과 공주 석장리 구석기시대 유적 발굴조사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세부 절차 적용 보완

  중요무형문화재와 중요민속자료 지정 및 보존관리와  

전승 기반 구축

  매장문화재 발견 신고 등 유공자에게 표창 및 보상금 지급

년

권

『문화재』 창간 후  

2020년 제53권 발간(2020. 12월말 기준) 

일제에 강탈당했던 문화재를 반환받고  

현충사 성역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일제강점기 수리 전의 석굴암 법당 내부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고궁(경희루)에 설치된 스케이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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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제

세계 최초의 수중릉 문무대왕릉 발견

  한일 문화재 협정에 따라 일본 불법 반출 문화재 1432점 환수 

및 7월부터 덕수궁에서 특별 전시 

  익산 미륵사지 발굴 및 사적 지정

  석가탑 보수공사 중 세계 최고의 목판인쇄물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 발견

  석가탑 원형 복원 및 사리함 봉안식 거행

  문화재위원회 위원 위촉

  현충사 일대 사적 제155호로 지정해 성역화 추진

  세계 최초의 수중릉 문무대왕릉 발견

  민족문화의 정수를 집대성한 『문화재대관-국보편』 발간

  광화문 복원 설계 시행 및 훼손이 심각한 문화재 긴급 보수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에 대한 무료 진료 혜택 제공  

등 문화재 보존전승 활동

cm
무구정광대다리니경_너비 8cm, 전체 길이 약 620cm / 

국보 제126호로 지정 / 1200년 전 제작

문화재관리국 출범 후 국민에게 

우리 문화재에 대한 사랑과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호

불국사 석가탑 복원공사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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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함께 읽기

수묵화에 담은 소의 우직함

시인 박인환은 <기축도>를 보고 “동양화가 가지고 있는 봉건정

신을 위기에서 구출한 최초의 용사(勇士)”이며 이 개인전이 “금

년도의 최대 수확”이라고 극찬했다. 미술평론가 박문원은 1948

년 화단의 동향을 정리하는 자리에서 “중견들의 새로운 진출을 

의미하는 작품” 중 하나로 언급하였고, 시인 이수형도 “동물을 

빌려서 전체 인민들이 오늘날 체험하고 또 실천으로 맹진(猛進)

하고 있는 현실적인 생활감을 약동시켰다”고 평했다. 나아가 이

수형은 이 그림을 바탕으로 <기축도>라는 시를 쓰기도 했다. 이

렇게 호평이 쏟아졌지만 아쉽게도 이 그림은 전해지지 않는다.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1949년 3월 28일자 『週刊서울』에 

실린 흑백 도판밖에 없다. 비록 흑백 도판이지만 해방 후 여러 

어려움을 헤치며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고자 했던 당시 사람

들의 꿈과 힘찬 의지가 느껴지는 작품이다. 

<기축도>를 그린 청계(靑谿) 정종여(鄭鍾汝, 1914~1984)는 1914

년 경남 거창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 가정형편으로 경상도 일

대의 사찰에서 지내던 그는 합천 해인사 주지 스님의 도움으로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 오사카미술학교에 다니면서 방학 때면 

고국에 돌아와 청전 이상범에게 그림을 배웠다. 이렇게 배운 실

력으로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입선과 특선을 거듭했고, 해방 후

에는 미술단체에서 활동하며 수묵과 채색, 불화 등 다양한 화목

을 자유자재로 넘나들었다. 1950년 9월 28일 수복을 앞두고 월

북한 그는 조선화의 정착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1974년 공훈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빗속을 소 두 마리가 서로를 의지하며 

묵묵히 걸어가고 있다. 73년 전인 1948년 12월, 기축년(己丑年)을 

앞두고 서울 동화화랑에서 생애 첫 개인전을 열었던 화가 정종여가 

그린 <기축도(己丑圖)>(도4)의 모습이다. 이 그림은 해방기 미술이 

북한미술로 이어지는 맥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작품이다. 

글, 사진자료. 신수경(평택항 문화재감정관실 문화재감정위원)

예술가, 1982년 인민예술가 칭호를 받는 등 화가이자 교육자로

서 북한미술사에 뚜렷한 업적을 남겼다. 

현재 작품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기축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1940년대 초반 정종여가 그린 <우시장>(도1)을 보면 웅크리고 

앉아있거나, 또는 어딘가를 걸어가는 소의 앞, 옆, 뒷모습이 수많

은 사람들 사이로 보인다. 정종여와 절친했던 김기창은 정종여가 

“늘 방석만한 스케치북을 옆에 끼고 다녔다”고 회고했는데, <우

시장>을 보면 소의 다양한 자세와 형태가 늘 관찰하고 스케치하

며 노력해온 결과물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탄탄하게 다져진 기

량 위에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씨를 가미해 우직한 소의 모습을 

수묵으로 극대화시킨 것이 <기축도>다.   

사군자와 기명절지를 통해 표현한 생동감 있는 묵색

정종여는 월북 후 소를 소재로 또 하나의 걸작을 탄생시켰다. 인

물까지 넣어 더욱 생동감 있고 큰 화면으로 그렸는데, 1958년 북

한의 국가미술전람회에 입상한 <고성인민들의 전선원호>(도3)가 

바로 그것이다. 이 작품은 화면구성과 소재, 어떤 난관도 헤치고 

앞을 향해 가는 모습이 <기축도>와 유사하다. 폭우가 눈보라로 

바뀌고, 5미터가 넘는 대화면 속에 고지를 향해 가는 인물과 말

이 추가되었지만, 화면 가운데 부러질 듯 휘어진 나뭇가지와 소

를 소재로 한 점이 <기축도>를 연상시킨다. 정종여는 이 <고성인

민들의 전선원호>를 그리면서 ‘세찬 눈보라를 이겨내며 고지에

로 향하는 여성들의 심정’도 되어보고, ‘소의 느린 발걸음을 재

1   정종여, <우시장> 1940년대 초, 엽서화, 소재 미상

2  정현웅, 『協同』 통권 제21호 표지, 1949. 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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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하여 고삐를 잡아당기며 가는 할아버지의 심정’도 되어보면서 

그림을 완성했다고 한다. 또 그림은 눈보라 치는 겨울인데, 작품

을 제작하던 시기가 한참 더운 여름이라 인물과 동물을 모델로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소를 

모델로 하기가 어려워 조각가 조규봉에게 직접 점토로 소를 만

들어달라고 해서 그렸으며, 놀란 말을 표현하기 위해서 50여 매 

이상의 습작을 그렸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 우마차 사업소에 가

서 말을 때리며 그렸다고 한다. 한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화가

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과

정을 거쳐 제작했기 때문인지 이 작품은 북한 화가들에게 조선

화의 제작기법을 설명하는데 교과서처럼 중시되는 작품이다. 

이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정종여는 고전들(조선시대 작품)

을 많이 참고했다고 한다. 특히 오원 장승업의 <매화도> 병풍에

서 그 기백과 필치와 먹색을, 단원의 <신선도> 병풍에서 구도와 

선묘의 구사 등 선조들의 높은 작화 정신을 배우려고 노력했다

고 밝혔다. 북한에서 한때 봉건시대 착취계급의 유물로 여겨왔

던 사군자와 기명절지를 통해 정종여는 오히려 생동성 있는 필

치와 묵색들을 적용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의 창작체험기는 오

늘날 북한의 조선화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는지 잘 보

여준다. 지금은 남과 북의 미술이 많이 다른 모습이지만, 정종여

의 작품과 글은 남과 북 미술이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일깨워준다. 

잡지 표지에 담은 친구 같은, 순박한 소 

월북작가를 통해 북한미술로 이어지는 모습은 삽화가이자 장정

가였던 정현웅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1949년 『協同』 제21호 

표지화(도2)를 보면 털모자를 쓰고, 목도리를 둘러맨 농부가 소

와 박자를 맞추며 경쾌한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다. 정현웅은 이

렇게 잡지 표지나 소설 삽화에 종종 그리곤 했던 소를 월북 후

에도 즐겨 다루었다. 『協同』 제21호 표지 그림은 월북 후, 독일의 

캐테 콜비츠 탄생 100주년을 기념한 전시에 출품해 호평을 받았

던 판화 <소 관리공>(도5)으로 재탄생한다. 

정현웅의 그림처럼 우리 선조들은 우직하고 순박하며 성급하지 

않은 소를 아끼고 사랑했다. 소의 이러한 천성은 은근과 끈기를 

지닌 우리 민족의 기질과 잘 융화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소는 살

아서나 죽어서나 사람에게 헌신적인 동물로 잘 알려져 있다. 그

래서인지 우리나라 그림 속 소는 가족같이 친근한 모습이다. 소

의 해를 맞이하여 소처럼 우직하게 앞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

며 서로를 아끼고 돕는 세상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3   정종여, <고성인민들의 전선원호> 1958, 종이에 수묵담채, 145x520cm,  

평양 : 조선미술박물관 소장

4   정종여, <己丑圖> 1948, 출처 : 『週刊서울』, 1949. 3. 28.  

3

5

4

5   

정현웅, <소 관리공>  

1963, 목판화,  

78x46cm,  

개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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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핫이슈

오랜 역사를 이어 온 이 땅에는 겨레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살아 숨 쉬고 있다. 

문화유산은 우리 삶의 뿌리이자 창의성의 원천이며  

인류 모두의 자산이다.

문화유산을 알고, 찾고, 가꾸어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일은  

우리의 마땅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문화유산의 원래 모습과 가치를 온전하게 지키고, 주변의 역사·문화 

환경과 자연유산을 보호한다.

문화유산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도록 국민, 지역공동체, 

정부는 그 보존과 가치 구현에 힘을 모은다. 

문화유산을 누구나 일상에서 배우고 즐기며 맘껏 누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문화유산이 과학, 기술, 예술, 관광과 어우러져 미래 자원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한다.

문화유산의 인류 보편적 가치가 실현되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한다.

우리는 이와 같이 실천함으로써 삶을 풍요롭게 이어 가며  

다음 세대에 문화유산을 더욱 값지게 전해 주고자 한다.

2020년 12월 8일

개정된 문화유산 헌장 전문

문화유산  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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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8일 23년만에 개정된 문화유산 헌장이 새롭게 선포되었다. 대국민 

설문조사를 거쳐 국민 공감대를 형성해 개정한 이번 문화유산 헌장에는 보존, 삶, 과학기술, 

인류 보편 등의 가치가 담겼으며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을 천명했다. 

정리. 편집부   자료. 문화재청 정책총괄과

문화유산 보호의 의지를 담고 제정된 문화유산 헌장

문화유산 헌장이 처음 제정된 것은 1997년이다. ‘문화유산의 

해’였던 1997년에 제정된 문화유산 헌장은 지난 1990년대 당

시 도시화와 산업화 등으로 날로 보존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과 전승에 대한 공감대를 전 국민적으

로 확산시켜 국민 스스로 아끼고 가꾸는 마음을 갖도록 하고, 

국가 차원의 문화유산 보호 의지를 다짐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하지만 문화유산 헌장이 제정된 지 20년이 넘게 지나면서 달

라진 환경과 가치, 수용에 있어서의 소통 문제 등을 고려해 

개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무엇보다 시대가 달라

지면서 최근 삶의 질을 중시하는 문화적 분위기 형성과 공동

체에 적극적으로 참여 의견을 피력하는 가치의 중요성, 차별

없이 누구나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

의 기대, 인류 보편적 가치와 지속가능한 보존과 활용 등 새

롭게 변화된 사회 환경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변화된 다양

한 가치를 문화유산 헌장에 담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

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문화재청은 적극적인 행정 차원에서 2020년 초 일반 국

민과 학계, 학생 등을 비롯한 문화재청 정책고객, 문화재 전

문가 등을 대상으로 헌장 개정 여부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

했다. 그 결과 응답자(788명) 중 무려 70.5%에 해당하는 556

명이 문화유산 헌장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문화재청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전

제로 문화유산 기본 철학과 시대정신, 국제 동향, 미래 가치 

등이 반영된 헌장 개정안 계획과 세부사항을 수립하면서 지

속적으로 국민과 공유하며 소통했다. 

문화유산의 가치를 천명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헌장 공감대를 확대한 이번 개

정의 방향은 ‘보존’과 함께 다양한 가치의 균형과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것에 맞춰졌다. 따라서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고자 

보존과 활용, 정부와 민간, 인문학과 과학기술, 중앙과 지방, 

국내와 국제 등 여러 면을 수용했다.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문화유산 헌장 개정위원회에서 개정 

시안을 마련해 헌장 명칭, 개정 범위, 개정 초안 등을 검토하

는 과정을 거쳤고, 8월과 9월에 걸쳐서는 개정을 위해 2차 개

정 시안을 마련하는 시간을 가졌다. 개정된 문화유산 헌장은 

지난해 10월에 마침내 최종안을 작성해 국립국어원의 감수를 

거쳤으며, 11월 10일 개정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검토했다. 

이처럼 공감을 이끌어내고 철저한 검증과정까지 거친 후 지난

해 12월 8일에 마침내 공포한 개정된 문화유산 헌장은 문화

유산 원형과 주변 역사, 문화환경, 자연유산도 함께 보존하며, 

국민과 지역공동체, 정부의 협력을 제고하고, 학습과 문화유

산 향유를 추구하며, 과학기술 활용 필요성과 인류보편적 가

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문화재청은 개정된 문화유산 헌장을 문화유산 정책 수립 시 

반영하는 것은 물론 교과서에 수록하는 등 교육자료로도 활

용할 예정이다.  

1  

지난 12월 8일 진행된  

개정된 문화유산 헌장  

선포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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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날아오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문화유산에 생명을 불어넣고 지키며 

보존하는 역할을 하는 이들은 숨은 영웅과도 같은 존재다.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그 역할에 충실하며 

문화재를 보존하고, 안전방재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수리복원에 집중하고, 활용 방안을 창출하며, 디지털 

헤리티지라는 새로운 영역도 구축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헤리티지 코리아 어워드. ‘2020 국제문화재산업전’에서 

만난 수상자들은 영광스러운 순간에도 사명감과 책임감의 

무게를 내려놓지 않았다. 

글. 김영임   사진. 김인규

문화재 보존 부문 - (주)가일전통안료

120여 년간 단절되었던 전통안료를 복원해 완전한 국산화

가 가능해진 점을 인정받아 수상했다고 봅니다. 전통안료를 

고증하고 분석해서 인증에 필요한 여러 기준을 마련하고 시

공에 필요한 제도를 준비해 준 문화재청과 궂은 작업을 해

준 직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문화재청에서 

전통단청 완벽 복원을 위해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시범

단청제도에 저희 전통안료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서원들

과 사찰, 동구릉 등에도 적용했는데 어려운 환경에서도 시공

에 노력해준 장인들과 문화재수리기능자분께도 감사드립니

다. 앞으로 국내 광물질을 기반으로 추가적인 천연 색채의 개

발과 문화재에 완벽하게 적용할 수 있는 품질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재 안전방재 부문 - (주)한국아이티에스

화재로 인한 문화재 소실이라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

해서 안전방재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지난 2018년부터 

IoT 기술을 상용화해 문화재를 지키는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지금은 IoT 문화재 관제 시스템, 발열측정, 문화재 관제 드론, 

레이더와 IP 스피커 등을 이용한 딥러닝 기술의 문화재통합

관리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령 성주사지, 남원 만복

사지, 김제 금산사 혜덕왕사탑비, 익산 미륵사지 등에 해당 기

술을 도입한 상태입니다. 국제문화재산업전을 통해서 새로운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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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선보이며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더욱 

성장해 문화재 관리와 보호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

습니다. 이번 수상도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 더욱 분발하겠습

니다.

문화재 수리복원 부문 - 문화재수리협회

협회가 문화재 수리복원 업체들의 대표기관으로 기술자들

도 전국적으로 포진해 있고 각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을 보유

해 문화재 보수 및 복원사업에 종사하면서 역량을 발휘한 덕

분에 이번 수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을 주신 문화

재청과 상호보완적으로 협업하고 있는 다른 협회에도 감사

를 드립니다. 문화재 발전을 위해 기술자와 기능인이 서로 잘 

어울려 조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도 각 분야가 상호협력해서 문화재 발전에 기여하는 사명감

을 가지고 일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바람이 있다면 문화재수

리협회에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를 통해서 

사업을 더 활발히 진행하고 자연스럽게 문화재 발전에 기여

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화재 활용 부문 - 해남문화원

문화재 활용사업을 통해 지역문화유산을 주제로 학생과 일

반인에게 교육, 체험, 이수 등 과정을 도입했습니다. 지역의 

특성을 잘 분석하고 활용해 무형문화재인 우수영 노동요 활

용 프로그램이나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인문학 프로그

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이 이번 수상에 주효했

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다양성을 도입해 현장실습이나 소

풍, 지역의 음식문화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결합해 교육과 재

미를 더한 것이 문화재 활용에 있어 효과를 높였다고 자평합

니다. 지역 문화를 여러 계층이 함께 누리고 즐길 수 있도록 

향후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더 많은 사람이 해

남의 문화재를 통해 풍류를 체험하고 문화재에 대한 이해도

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디지털 헤리티지 부문 - 위프코 주식회사

디지털 헤리티지가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천연기념물, 기록

유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중요성을 높여가고 있다고 봅니

다. 문화재에 어떻게 기술을 접목할지에 대한 고민과 노력을 

이어온 끝에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문화재에 접근하거나 

훼손된 문화재를 원형 그대로 복원하는데 스캔 데이터 등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의미 있는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면 그만큼 문화유산의 관리와 보존 복원 등을 

정교하고 정확하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문화재는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라 디지털 데이터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데 디지털 헤리티지 선두기업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앞으로도 

기술력을 높여 가면서 문화유산 관리 복원에 기여하고자 합

니다. 

3 4 5

1  

전통안료 복원으로  

문화재 보존 부문에서  

수상한 (주)가일전통안료

2  

문화재통합관리시스템을 

적용해 문화재 안전방재 

부문에서 수상한  

(주)한국아이티에스

3  

문화재 수리 등과 관련된 

사업 부문에서 수상한  

문화재수리협회

4  

문화재와 관련된 다양한 

요소를 결합한 프로그램

으로 문화재 활용 부문에서 

수상한 해남문화원

5  

문화재 디지털화 선두 

기업으로 디지털 헤리티지 

부문에서 수상한  

위프코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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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품으로 돌아온 문화유산

국립경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경주 얼굴무늬 수막새는 ‘신라의 

미소’로 잘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수막새 중에서 유일하게 

손으로 빚은 것으로 당시 우수한 와당기술이 집약된 문화재이기도 하다. 

1934년 일본인에게 팔려 당시 고고학술 자료를 통해 존재가 알려진 이래 

일본으로 반출되었다가 1972년 국내로 환수되었다.

글. 사진자료. 김성구(전 국립경주박물관장)

문화재 사랑이라는 한마음으로 이룬 환수의 모범 사례

‘신라의 미소’로 회자되고 있는 경주 얼굴무늬 수막새(人面文

圓瓦當)는 2018년에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 제2010호로 지

정되었다. 수막새는 목조건물의 처마 끝에 잇는 대표적인 무

늬기와로 구름과 연꽃, 인동과 보상화, 용과 봉황, 가릉빈가

와 사자 및 귀면 등 다양한 무늬가 새겨져 길상과 벽사, 극락

왕생 등을 나타낸다. 

얼굴무늬 수막새1는 소박한 미소를 머금은 사람 얼굴 장식의

장이 특이하고, 지붕을 이는 기와로서 처음 보물로 지정되어 

그 의의와 가치가 매우 높고 귀중하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인

이 고가로 구입하여 반출하였다가 광복 이후 우리나라로 돌

아온 환수문화재의 모범적인 사례로, 개인 소장가가 아무런 

보상 없이 기증한 사연도 주목된다. 

얼굴무늬 수막새는 일제강점기에 영묘사지가 위치한 경주 사

정동에서 수집되었다. 1934년 공의(公醫)로 경주 야마구치(山

口)의원에 근무했던 다나카 도시노부(田中敏信)가 골동품상

에서 고가로 구입하여 애장(愛藏)하게 되었다. 당시 경주분관

에 근무한 오사카 긴타로(大坂金太郞)는 조선총독부 기관지인 

『조선(朝鮮)』에 처음 보는 이 기와를 ‘신라예술의 귀중한 가면

와(假面瓦)’로 소개하였고, 교토(京都) 제국대에서 출판한 『신

라고와의 연구(新羅古瓦の硏究)』에서는 ‘특이한 인면기와’로 

해설을 곁들어 게재하였다. 이후 이 수막새는 일본으로 반출되

었고 세인의 관심에서 사라져 그 행방을 전혀 알 수 없었다. 

1972년 2월 박일훈 경주박물관장은 일본 나라(奈良)를 방

문해, 경주공립보통학교(현 계림초등학교)에 다녔을 때 스

승이었던 오사카 긴타로를 만나 얼굴무늬 수막새의 행방을 

물었고 이의 기증을 주선해 주도록 간곡히 부탁하였다. 얼

굴무늬 수막새를 소장한 다나카 도시노부는 경주에서 구입

한 160여 점의 신라 문화재를 후쿠오카현 기타규슈시립역

사박물관에 대부분 기증하였다. 얼굴무늬 수막새는 다행히 

박물관의 기증품에서 제외되어 다나카 도시노부의 자택에 

수장되어 있었다. 일제강점기에 총독부 경주분관장을 역임

1  

국립경주박물관에 소장

되어 있는 '신라의 미소'로 

불리는 경주 얼굴무늬  

수막새(보물 제20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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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이 시문된 막새와 망와가 성행하였다. 구미 수

다사의 명부전에 이어진 망와4는 오뚝한 코에 입과 

눈, 귀가 음각되었다. 합천 묵와고가의 안채에 이

어진 망와5는 고택을 지키는 수호신과 같이 의장되

었는데, 계축(癸丑)의 간지에서 조선 철종 4년(1853)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얼굴무늬 기와는 사귀

를 막는 벽사기능을 지녀 귀면과 같이 무섭고 근엄하

게 장식되는 것이 기본이나,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인

자한 모습으로 묘사된 것은 한국인의 따스한 심성이 

잘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잔잔하면서도 신비스러운 미소를 지닌 얼굴무늬 수

막새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규모

가 크지 않은 작은 기와로 눈과 입, 코와 두 뺨이 절묘한 조

화를 이루었다. 사람 얼굴은 대개 귀면과 같이 사귀를 막는 

벽사를 상징하여 얼굴을 찡그리거나 근엄한 모습으로 의장

되는데, 얼굴무늬 수막새는 눈을 감고 미소 짓는 소박한 모

습에서 포근하고 편안함을 느끼게 한다. 

얼굴무늬 수막새는 돌아온 문화유산으로 많은 사연을 간직

한 채 우리에게 아픈 역사와 문화재 사랑을 새삼 일깨워 준

다. 일제강점기에 자행된 수많은 문화유산의 도굴과 해외 반

출을 교훈삼아, 우리 문화유산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문

화재 사랑을 다짐해 볼 만하다. 경주에 가면 경주박물관 전

시실에 들러 얼굴무늬 수막새를 들여다보면서 환수문화재의 

모범적 사례인 세 사람의 인연을 되새겨, 따스한 ‘신라의 미

소’를 느끼고 훈훈한 문화재 사랑에 젖는 것도 뜻깊은 여정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 오사카 긴타로와 박일훈 경주박물관장의 누차에 

걸친 지극한 정성과 설득으로, 다나카 도시노부는 마

침내 1972년 10월 경주박물관을 방문하여 무상으로 

얼굴무늬 수막새를 기증하여 귀환이 무사히 성사되었

다. 의사로서 신라 문화재를 수집한 다나카 도시노부와 

두 관장 모두 경주 및 신라문화와 깊은 인연을 맺은 순수한 

문화재 사랑이 공유되어, 얼굴무늬 수막새가 무사히 제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다. 

신라인의 염원과 이상향을 담은 명품

얼굴무늬 수막새는 목재 틀에서 찍어낸 후, 얼굴의 각 

부위를 손으로 정성스럽게 매만지고 다듬어 완성하였다. 

얼굴에는 목리(木理)와 지두 흔적이 약간씩 관찰되며 숙련된 

와공의 수준 높은 마무리 솜씨가 돋보인다. 입은 작으나 입

술을 오므려 붙여 오묘하고, 두 눈은 눈꺼풀이 두툼하며 눈

동자가 깊숙이 묻혀 잔잔한 웃음이 서렸다. 코는 크고 오뚝

하여 당차며 두 뺨은 알맞게 살이 올라 자애롭고 넉넉한 모

습이다. 우측 하단이 없어졌으나 얼굴 전체가 조화를 이루며 

따스한 미소가 번져 신비하다. 가히 신라인의 염원과 이상향

을 엿볼 수 있는 명품으로, 수준 높은 예술적 경지를 함축해 

후세 사람들의 찬탄을 받을 만하다. 

수막새의 테두리인 주연은 목재 틀에서 보축된 자국이 침선

(沈線)처럼 남았다. 뒷면 상단은 수키와가 부착된 흔적이 뚜

렷하여 실제 지붕에 이어져 사용한 기와임을 알 수 있다. 수

막새는 현재 지름이 11.5cm 내외로 작은 규모인데 호국영령

을 위무한 사원의 묘당(廟堂)에 이어진 신라의 기와로 추정

된다. 

얼굴이 장식된 우리나라의 기와는 삼국에서 조선까지 계속 

제작되어 사귀를 막는 벽사의 의미를 잘 나타냈다. 고구려의 

수막새2는 연꽃과 귀면, 얼굴이 번갈아 장식되었는데 두 얼

굴은 입을 벌린 채 근엄한 장수의 모습이다. 경주 황룡사지에

서 출토된 신라의 대형치미는 손으로 빚은 자애로운 할아버

지와 할머니의 얼굴장식이 감입되어 이채롭다. 익산 미륵사지

에서 출토된 통일신라의 수막새3는 입을 다물고 턱에 수염이 

났는데 두 눈은 길쭉하고 양 볼이 도톰하다. 조선시대에는 

2  

유금와당박물관에 소장

되어 있는 고구려의 복합

무늬 수막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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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주박물관에 소장

되어 있는 통일신라의  

수막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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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수다사에 소장되어 

있는 얼굴무늬 망와

5  

합천 묵와고가의  

얼굴무늬 망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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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문화재청

문화재청 코로나19미래대응반

문화재청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방식 선호와 디지털 기술의 

필요성이 부각되는 등 사회적인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각

계 의견을 수렴하여 ‘문화유산 미래 전략’을 수립하였다. 2030년까

지 10개년 계획으로 추진되는 ‘문화유산 미래 전략’은 최근 사회변

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문화유산 정책 발전 

방향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7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였다. 

우선 문화유산 관련 정보와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문화유산 디지

털 혁신 기반 마련’을 위해 문화유산 디지털 정보를 생산·저장·관리

하는 문화유산 ‘데이터 댐’을 구축할 예정이다. 더불어 인공지능(AI)

을 활용한 시대별 문화유산 4차원 공간을 조성해 주요 문화유산 

정보를 디지털 정보로 구현할 계획이다. 데이터 댐(Data Dam)은 모

든 문화유산 정보를 디지털로 변환하고 저장·관리하는 시스템으로 

2030년까지 완료하여 국민에게도 정보를 공개해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문화유산 기술혁신 역량 강화로 디지털 문화유산 전환을 위

한 연구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사물인터

넷(IoT)·드론·레이더기술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더욱 튼

튼한 문화유산 관리를 실현하는 ‘첨단기술 기반 안전한 예방관리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가상공간에서 재해·수리 등을 모의실험

(시뮬레이션)하는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예방관리 체계 구축을 

포함하여, 실시간 사전점검(모니터링)과 도난·대응 체계 구축, 

지진과 강수량 등 과거정보를 바탕으로 재해 위험 요소를 사전

에 예측하는 인공지능 기반 사전예방 관리체계 도입을 내용으

로 한다.

문화유산을 국민들의 치유 아이콘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

략으로 ‘지친 국민을 치유하는 기반 조성’을 추진한다. 조선 

왕릉 숲길과 명승 옛길 활용 치유 콘텐츠 등 문화유산 치유 

공간 조성을 비롯하여 궁궐과 무형유산, 세계유산 등을 

다양한 온라인 영상으로 제작·보급하는 비대면 문

화유산 치유 콘텐츠 제공, 고도와 역사문화공

간을 교육과 체험, 놀이 등으로 운영하는 치유형 역사문화공간 조

성(10개소) 등이 추진된다.

문화유산을 친환경 녹색공간으로 전환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는 

‘일상생활 속 문화유산 인프라 녹색 전환’도 추진과제다. 보존유

적·방치된 문화유산을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도심 속 문화유산 

새단장을 비롯해 고택과 근대건축물, 근대역사문화공간의 에너지 

고효율 시설 전환, 민속마을(8개소)의 지능형 전력망 도입 등 문화

유산 거주공간 생활환경 개선, 교육관과 박물관 등 전시 관람 시설

의 방문객 편의를 높이는 환경친화적 문화유산 전시·관람·교육시

설 정비 등이 추진된다.

‘문화유산 기반 신산업·일자리 창출’은 문화유산과 디지털 기술을 

융합하여 새로운 산업 분야를 만들고, 나아가 새로운 일자리까지 

창출하는 전략이다. 문화유산 디지털 정보를 민간에 무료개방해 

교육, 게임, 수리 등 문화유산 산업 분야에 활용하는 문화유산 디지

털 원천정보 개방도 추진한다. 

일반 국민의 문화유산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실감형 문화

유산 콘텐츠 활용 지원’ 과제도 추진된다. 가상현실(VR)과 증강현

실(AR) 기술을 이용한 궁궐 관람 서비스 제공, 인공지능 로봇 해설

사 도입 등 실감형 기술을 활용한 문화유산 콘텐츠 제작·보급 확

산, 입장권 예약·추천 관람 구역·문화재와 관련된 역사·전설·민담·

이야깃거리 등을 제공하는 문화유산 향유 지원 온라인 플랫폼 

구축이 실행될 예정이다.

‘공유·상생을 통한 주민 주도형 보존·활용’은 지역 주민들이 문

화유산을 활용하여 공동체를 회복하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문화유산 

기업 육성·지원을 비롯하여 생활밀착형 문화유산 보존·

활용 확산, 주민 주도의 문화유산 활용 체계 정비 등이 

시행된다. 문화재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

여 문화유산을 통해서 국민들이 행복하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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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저는저는저는저는늘늘늘늘따따따따따듯한듯한듯한듯한한한한한한듯한한한한한한한한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음이음이음이음이음이음이음이음이이음이음이음이음이음이음이음이음이음이음이음이음이음이음이이음이음이음이음이음이음음음이음이음이음이이었습었습었습었습었습었습었습었습었습었습었습었습었습었습었습었습었습었습었습었습었습었습습습었습습습었습었습었었습습습니다니다니다니다니다니다니다니다니다니다니다니다니다다다니다니다니니다니다다니다니다다다니다다니다니다니다니니다다다다다니다다다.......

새해새해새새해새새해첫첫첫첫첫해해해해해돋이돋이돋이이이는는는는는

미지미지미지미지미지미지미지미지지미지미지미지미미지미지미지미지미미지미지미지미미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의의의의의의의희망희망희망희망희망희망망망망망망망망망망망망,, , , 그 그 그 그 그그 그 그 그그 그 그그그 그그 그그그그그그 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첫 첫 첫 첫 첫첫 첫첫첫첫첫 첫첫첫첫첫첫첫첫첫첫첫 첫첫첫첫만남만남만남만남만남만남남남만남남남만남남남남남만남남남남남만남만남만남만남만남만남만남남만남만남만남만남남남과과과과과과과과과과과과과과과과

다름다름다름다름다름다름다름다름다름다름다름다름다름다름다름다다다다름다름름름다름름다름다름름름름다름름다름다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니기니기니기니기니기기니기니기니기니기니기니기니기니기니기니기니기니기니기니기니기니니니기기니기니니기니기니기니기니기니기니기기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올해올해올해올해올올 도 도 도 도도도도 도 그럴그럴그럴그럴그럴그럴그럴그럴그그럴그럴그그그럴럴그럴것것것것것것것것것것것것것것것것것것것것것것것것것것것것것것것것입니입니입니입니입니입니입니입니입니입니입니입니입니입니입니입니입니입니입입니입니입입입니입니입니입니니니니니니니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단,단,단,단단,단 약약약약약약약약약약약약약약약약약약약간은간은간은간은간은간은간은간은간은간간은간은간은간은간간은간간은간간은간은은간간은간은간은간은간은간은간은간은간은간은은은간은은간간

쓸쓸쓸쓸쓸쓸쓸쓸쓸쓸쓸쓸쓸쓸쓸쓸쓸쓸쓸쓸쓸쓸쓸쓸쓸쓸쓸쓸쓸쓸쓸쓸쓸쓸쓸쓸쓸쓸쓸쓸쓸쓸쓸쓸쓸쓸쓸쓸쓸쓸쓸쓸쓸쓸쓸 하고하고하고하고하고하고하고하고하고하고하고하고하고하고하고하고하고하고하고하고하고하하고고하고하고하하고하고하고고하고고하고하고고고고고하하 적적적적적적적적적적적적적적적적적적적적적적적적적적막한막한막한막한막한한한한한새새새새새새새새새새새새새새새새새새새새새새새새새새새새새새새새새해가해가해가해가해가

될 될 될 될 될 될 될될될될 될 될 될 될될될될 될될될될될될될될될될될될것입것입것입것입것것것입것입것입것입것입것입것입것입것입것것입것입것입것입것입것입것것입것입것입것입것입것입것입것입입입것입니다니다니다니다니니다니다니다니다니다니다니다니다니다니다니다다니다니니니다니다니다니다니니니다니다니다다니니다니다니다니니다니 ...........

하여하여하여하여하여하여하여하여하여하여하여하여하하하하여여,,,,,,,,,,,

우리우리우리우리우리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는 는 는 는 는는모두모두모두모두모두모두두가 가 가 가 가가 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우리우리우리우리우리우리리를 를 를 를를돌아돌아돌아돌아돌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보고보고보고보고보고보고보고보고보고보고보고보고보고고보고고보고보고고고고보고보보보고보고보

아무아무아무아무무리리리리추운추운추운추추운추운한한한한한한파가파가파가파가파가파가파가파가파가파가파가가파가파가가가파가가가파가가가파가가가가가가가파가파가가파가가가닥닥닥닥닥닥닥닥닥닥닥닥닥닥닥닥닥닥닥닥닥닥닥닥닥쳐도쳐도쳐도쳐도쳐도쳐도쳐도쳐도쳐도쳐도쳐도쳐도쳐도쳐도쳐도쳐도쳐도쳐도쳐도쳐도쳐도쳐도쳐도쳐도쳐도쳐도쳐도쳐도쳐도쳐도쳐도쳐도쳐도도도쳐

나보나보나보나보나보다 다 다 다다 조금조금조금조금금조조조금금금금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춥고춥고춥고춥춥고춥고춥 외외외외외외로운로운로운로운로운로운사사사사람들람들람들람들람들들들들들들들들들들들들들들들들들람람 을 을 을을을을을을을을 을을을을을을을 생각생각생각생각생각하고하고하고하고하고

행동행동행동행동동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도도도도도움이움이움이이움이움이움 되되되되는 는는 는 는

그러그러그러그러그그 한 한 한 한 소박소박소박소박소박소 하고하고하고하고하하고담담담담담백백한백한백한백한한백백한

바람바람바람바람바람,,

그것그것그것그것것것을 을 을 을 을

나는나는나는나는는여여여여여여러분러분러분러분과 과 과 과과

소원소원원소원원이라이라이라이라라불불불불불러보러보러보러보보겠습겠습겠습겠습겠습습니다니다니다니다니다다...

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망망망망망망망망망망망망망망망망망망망망망망망망망망망망망망망망망망망망망망망망망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 새새새새새새새새새새새새새새새새새새새새새새새새새새새새새새새새새새새새새새새새새해해해해를를를를 여여여는는는는 

함함함함함함함함함함함함함함함함함함함함함박박박박박박박박박박박박박박박박박박박박박박박박박박박박박박박박박박눈눈눈눈눈눈눈눈눈눈눈눈눈눈눈눈눈눈눈눈눈눈눈눈눈눈눈눈눈눈눈눈눈눈눈눈눈눈눈눈눈눈눈눈눈눈눈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린린린린린린린린린린린린린린린린린린린린린린린린린린린린린린린린린린린린린린린린린린린린린린린린린린린린린린린린린  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 설설설설설설설설설설설설설경경경경경(((雪雪雪雪雪景景景景景景)))))

글, 글, 글글글글글글,글,글글글글글글, 글글글글글글글글글 사진사진사사진사진.사진.사진.진사진사진.사진.사진.사진.사진.사진.사진.사진사사진사진.사진.사진.사사진사사진.사진.사진.사진진.진.사사진사진 김중김중김중김중김중김중김중김중김중김중김중김중김김중김김중김중중김중중김중김중중중중중중중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

김중만 사진작가는 1954년 강원도 

철원에서 출생해 아프리카와 프랑스 

에서 생활하며 작품활동을 해왔다. 

다양한 영역의 사진을 찍으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진작가 중 

한 명으로 명성을 쌓았다. 

사진작가 눈에 비친 자연유산

사진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182호)

Photographer

김중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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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가 있는 풍경

국가민속문화재  제275호

장흥 방촌리 석장승

사진. 문화재청 김홍기

전염병으로부터 

마을의 안녕을 지킨

수호신 장흥 방촌리 석장승

장흥 방촌리 석장승은 관산읍에서 방촌으로 

넘어가는 23번 국도변 양쪽에 서 있는 2기의 

장승으로 고려 말에 건립한 성문장승이라는 설과 

조선시대 후기(17~18세기)에 창궐한 천연두를 

퇴치하고자 세웠다는 설이 있다. 방촌리 석장승은 

현재에도 마을에서 매년 정월 대보름에 동제인 

별신제의 신격으로서 마을 수호의 기능을 하고 있어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있다. 회주고성 읍성의 보허 

진압 및 수호를 위해 서문 밖에 이 장승을 세웠다고 

전하는데 조선 후기에 창궐한 두창(천연두)을 

퇴치하기 위해 ‘진서대장군’이라는 명문을 새긴 

것으로 보기도 한다. 코로나19로 팬데믹에 빠진 요즘, 

전염병으로부터 마을을 지키고자 하는 염원을 담은 

석장승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온다.



< >

천연기념물  

검독수리를

입체 캐릭터로

만나보세요.

발송유효기간

2021. 1. 1. ~ 2021. 12. 31.

요금수취인

후 납 부 담

대전둔산우체국

제108호

보내는 사람

<문화재사랑> 구독 안내

⊙ 구독신청 

➊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 

➋ 새소식 바로 가기 

➌ 문화재청 소식지 

➍ 월간문화재사랑 

➎ 구독신청, 주소변경, 구독해지, 웹진보기

⊙ 주소지관련 문의사항 

 T. 02-2233-6383

➊

검독수리
(천연기념물 제243-2호)

천연기념물 입체 캐릭터

천연기념물(동물) 

멀티미디어 점자감각책

하늘의 추적자, 검독수리

다 자란 딸을 데리고 사냥을 나온 

검독수리가 하늘을 날아요. 

“배고픈데... 저기 죽어 있는 너구리라도 

뜯어먹으면 안 돼요?” 

딸의 투정에 엄마는 고개를 저어요. 

“죽은 동물을 먹는 건 독수리들이 

할 일이야. 우리 검독수리는 예부터 

사냥꾼으로 유명하잖니.” 

한낮에는 2km 밖에 있는 사냥감도 

발견하는 밝은 눈, 빛보다 빠른 반응 

신경, 날렵한 비행술, 날카로운 부리와 

발톱. 도망가던 꿩을 발톱으로 움켜쥐고 

날아오른 엄마를 보며 딸이 감탄해요. 

그리고 엄마처럼 해보려 쫓아갑니다.

“이번에는 내가 엄마처럼 해볼래요!”

받는 사람

대전 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대변인실

35208

이름

주소

연락처

QR코드 
바로가기

국민참여 목소리 기부 

음성 QR코드



독자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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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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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2월호 독자의견

독자 퀴즈

다음 중 천연기념물이 아닌 것은?

질문에 해당하는 답의 번호를 정답란에 적어 주세요.

① 두루미  ② 뜸부기  

③ 붉은배새매 ④ 새호리기

독자 퀴즈 정답

*지난 호 정답은 4번 ‘홍수’입니다.

귀하의 성별과 나이는? ① 남   ②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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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자의견 등 관련 문의는 02-549-5298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QR코드 
바로가기

독자설문조사

독자설문을 작성하여 15일까지 보내주시

면 여섯 분을 선정하여 소정의 상품을 보

내드립니다. 설문 응모는 아래의 QR코드 

또는 독자엽서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장 대응력 극대화로 안전한 문화재

문화재청은 문화재 방재환경 인프라 구축 및 첨

단기술 활용을 통해 재난예방체계를 강화하고 재

난안전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상황

관리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한다. 또한 문화재 재

난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 대응 매뉴얼 

개선, 체계적인 안전점검 및 교육 훈련을 실시하

여 현장 대응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고, 문화재 재

난안전위원회의 상시 가동을 통해 문화재 재난안

전 정책추진 체계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문화재 

안전관리 환경 구축에 노력해 나갈 것이다.

첨단기술 활용

자율주행 순찰, 자동출동(비상방송 

포함) 및 무인 충전 등의 성능 구현이 

가능한 방재드론스테이션을 구축하

고, 누전, 과부하 등의 전기화재예방

을 위한 ICT 시스템 설치, 불법침입 

조기인지로 문화재 안전관리를 위한 

사물인터넷 기술 적용 시스템을 문화

재 현장에 확대 설치

방재시설 확대 및 기능개선

방재시설 신규설치 확대(83%→94%), 

방재시설(소방, 방범) 중 노후된 설비

에 대한 현대화 추진

현장 대응력 강화

현장별 안전점검, 교육·훈련 강화 및 

현장 대응 매뉴얼 개선 추진

문화재
안전

김*선 /광주시 서구

신안 앞바다의 유물발굴은 한

국사에 남을 기적적인 작업이

라고 생각합니다. 목포전시관

의 보물선 유물을 전시한 ‘신안

선실’이 꼭 들러봐야 할 소중한 공간인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라

고 생각합니다. 수중발굴 역사의 족적이 서린 곳의 정보에 귀 기울

이게 됩니다.

최*수 /대구시 수성구

익산미륵사지석탑이 고증과 

보존과학에 힘입어 원형의 감

동적인 자태로 다가와 역사를 

공부하고 가르친 한 사람으로

서 기쁨이 두 배였습니다. 문화재는 있던 곳에 원형대로 있을 때 그 

가치를 더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혜 /부산시 동래구

강화도는 고려와 조선으로 이

어지는 1천여 년의 세월 동안 

역사상 가장 중요한 국방의 요

충지였다는 것과 마니산의 참

성단은 강화도 역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상징이라는 생각을 합니

다. 선사시대를 지나 삼국시대, 고려와 조선, 현대에 이르는 역사의 

자취를 알 수 있어 좋았습니다.

이*란 /경기도 성남시

‘죽음’에 대해 다룬 목련경변상

도를 심도 있게 정독했습니다. 

사람이라면 피할 수 없는 죽음

과 관련해 아주 흥미롭게 다룬 

그림을 보면서 지옥순례기를 재미있게 읽으면서 선하게 살아야 한

다는 생각도 할 수 있었습니다. 

유*정 /경기도 안양시

제가 좋아하는 백자청화철채

동채초충문병이나 강화도 유

적, 인간문화재 김태원 선생 등

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뵈었던 희랑대사님의 모습을 상상하며 

여러 가지 고민과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서*석 /대전시 서구

오래 전 해인사에 들렀을 때 

스님의 목조각상을 보고 참 특

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초

상 조각의 주인공이 고려 태조 

왕건의 스승이자 후삼국 통일에 도움을 준 희랑대사였다는 것을 알

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youtube.com/user/chluvu   blog.naver.com/chagov   www.facebook.com/chloveu   twitter.com/chlove_u   instagram.com/chlove_u

2020년 12월 '인삼 재배와 약용문화'가 농경 분야(농경에 관한 전통지식)에서 

최초로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이번에 지정된 대상은 인삼 자체가 아닌 인삼을 

재배하고 가공하는 기술을 비롯하여 인삼과 관련해 먹는 음식 등의 문화를 

포괄한 것이다. 인삼과 관련된 문화의 핵심적인 요소는 ‘약용(藥用)’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약용문화란 약재의 의미를 넘어서 인삼 관련 음식, 제의, 설화, 민담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인삼 재배와 약용문화’는 우리나라에서 오랜 기간 동안 재배, 활용되면서 이를 

매개로 한 음식·의례·설화 등 관련 문화도 풍부하고, 현재에도 세대 간 전승을 

통해 경험적 농업 지식이 유지되고 있는 점에서 가치가 있어 2020년 12월 1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QR코드를 찍으면 ‘인삼 재배와 약용문화’와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를 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사랑>을  

웹진(e-book)으로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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