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뜻이 있는 곳에서 찾은 길   信



하회별신굿탈놀이 중 무동마당의 한 장면. 각시탈은 

별신굿 외에는 볼 수 없고, 부득이 꺼내 볼 때는 반드시 

제사를 지내야 한다.

Ⓒ문화재청

하회별신굿탈놀이 중 주지마당의 한 장면. 

주지는 상상의 동물인데 사자와 비슷하다.

Ⓒ문화재청

하회별신굿탈놀이 중 파계승마당의 한 장면. 

파계승과 부네가 등장하며, 신랄한 풍자와 

해학이 돋보이는 마당이다.

Ⓒ문화재청

국가무형문화재 하회별신굿탈놀이

별신굿이란 3년, 5년 혹은 10년마다 마을의 수호신인 성황(서낭)님에게 마을의 평화와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굿을 

말한다. 경북 안동 하회마을에서는 약 500년 전부터 10년에 한 번 섣달 보름날(12월 15일)이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무진생(戊辰生) 성황님에게 별신굿을 해 왔으며 굿과 더불어 성황님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하여 탈놀이를 하였다.

하회별신굿탈놀이는 무동마당, 주지마당, 백정마당, 할미마당, 파계승마당, 양반과 선비마당, 혼례마당, 신방마당의 

8마당으로 구성되는데 그중 무동마당에 등장하는 ‘각시’는 성황신의 현신으로 여겨지며 항상 사람 위에 있어야 해 

무동을 타고 등장한다. 주지마당에서는 암수 한 쌍의 주지가 등장하는데 신성한 상상의 동물로 잡귀와 사악한 것을 

쫓아내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일상이 무너지는 데 공포를 느낀다. 그것이 

자연재해나 역병, 기근과 같이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이유 때문이라면 더욱 그렇다. 그럼에도 우리 조상들은 온전히 

제 자신을 지키고 삶을 이어나가는 지혜를 발휘했다. 현대의 

관점에선 신앙의 외피가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 안에 

담긴 간절함만큼은 결코 우습지 않다. 그 간절함, 굳건한 믿음이 

인류가 새로운 길을 찾는 원동력이 되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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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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으며 

지속할 수 있는 문화유산의 소중한 가치를 

찾아 나선 2021년 <문화재사랑>은 사람과 함께 

꽃피는 문화유산이 지닌 공존의 가치를 탐구합니다.

믿음에 대한 이해

믿는다는 건, 때론 비이성적으로 느껴질 때도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일이 믿음의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간절함 속에는 이성이 설명할 수 없는 

진실이 담겨 있기 때문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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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사진·그림·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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信

특집│바로 보기

인간과 신을 이어주는 

안테나, ‘솟대’

06

특집│깊이 알기

믿음을 행하는 간절함 

예술의 경지에 들다, 굿

08

특집│친숙해지기

믿음의 장소, 

인왕산 선바위와 국사당

12

특집│갈무리하기

우리는 왜 대문 앞에 그 종이를 붙일까?

18

특집│전승하기

유서 깊은 역사와 해학이 담긴 장승문화, 세계에 널리 알리다

장승 명인 타목(打木) 김종흥

14



오른쪽 마크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보이스아이 바코드입니다.

14 28 40

20 어제와 오늘

옛마을, 오늘의 매력이 되다 

‘영덕 괴시마을’

40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숨 쉬는 무형문화재

‘떡 만들기’의 역사와 가치 

그리고 그 의미

24 시대를 잇는 삶

대목의 안목, 집을 완성하다

이연훈 한식목공(대목수) 문화재수리기능자

44 문화재 핫이슈

경복궁 향원정, 

제 모습을 찾다

28 타박타박 걷는 문화유산 오솔길

번영과 굴욕이 교차하는 

왕가의 길을 걷다

46 우리 품으로 돌아온 문화유산

극적으로 되찾은 국보, 

김정희 필 <세한도>

34 남북문화재 데칼코마니

한반도 최고 교육기관, 

남과 북의 성균관 이야기

48 함께하는 문화재청

2021년 국립고궁박물관 ‘고궁연화古宮年華,  

경복궁 발굴·복원 30주년 기념 특별전’

37 알기 쉽게 풀어 쓴 무형문화재 이야기

서민들의 삶이 담긴 ‘고성오광대’

38 문화재 함께 읽기

문인들의 음주문화, 

김홍도의 <하지장도>로 들여다보기

50 사진가 눈에 비친 자연유산

천연기념물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53 문화재가 있는 풍경

국가등록문화재 신안 증도 태평염전

자연과 인간이 함께 빚은 소금꽃



信 
믿음 信

‘어촌마을 어귀에 서서 / 마을에 평안함을 기원하는 

진또배기 진또배기 진또배기  

오리 세 마리 솟대에 앉아 / 물 불 바람을 막아주는 

진또배기 진또배기 진또배기’  

(머루와 다래, <진또배기> 中)  

잘 알려진 이 대중가요 가사의 한 구절에  

솟대의 기능이 아주 간단히 잘 설명되어 있다.  

그만큼 솟대는 우리 삶과 가까운 곳에 놓여 있다.

글. 석대권(前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민속문화재분과 위원장, 대전보건대 교수)

바 ┃  로 ┃  보 ┃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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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과 함께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측

강원도 지역에서는 솟대를 ‘진또배기’라고 부른다. 솟대는 

주로 전통적인 벼농사 지대인 남부지역에 많이 분포하여 농

경과도 깊은 관계가 있는 듯하다. 대전 괴정동에서 출토된 

것으로 알려진 보물 농경문 청동기(農耕文 靑銅器)에는 사람

들이 농사짓는 모습으로 따비로 밭을 가는 것을 새겨놓았다. 

한편에는 두 마리의 새가 장대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이 뚜렷

하게 새겨져 있다. 이것이 솟대다.

이 솟대는 그 역사가 청동기시대까지 올라간다는 증거이자 

고대인의 신앙 대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옛 사람

들은 그들의 문제 해결을 하늘에 물었고, 그 통로를 나무 위

에 새를 두는 것으로 한 것이다. 즉, 인간이 기원하는 바를 새

를 통하여 하늘에 전달하였고 하늘의 뜻은 이 새를 통하여 

인간에게 전해진다고 본 것이다.

솟대 신앙은 북아시아 여러 민족에게 공통되게 나타나는 현

상이다. 또한 이 지역 청동기시대의 의기에도 나뭇가지나 기

둥에 새를 앉힌 조형물이나 문양이 간혹 발견된다. 이처럼 

넓은 지역성과 오랜 시간성은 솟대가 고대로부터 북아시아 

전 지역에 퍼져나간 보편적인 신앙 요소임을 알려준다.1)

솟대가 이미 청동기시대에 있었다고 하나 그 신앙이 지속적

으로 이어졌는지는 문헌상으로 확인할 수 없고, 조선 후기 

주로 마을공동체 신앙으로 자리잡은 것으로 여겨진다. 솟대

가 마을 입구에 세워져 수호신으로 여긴 시기도 빨라야 조선 

후기를 앞서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솟대가 수호신으로 여

겨지기 전에, 풍수상의 목적으로 석간의 건립이 성행했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반 서민들은 솟대로 석간을 대신한 것

이 아닌가 추측한다.2)

시대를 지나, 마을 수호신처럼 변화

현재 전승하는 솟대 신앙도 대체로 시대적 산물인 마을 수호

신으로서 변천해 온 것으로 보인다. 솟대를 세우는 것은 마

을 신앙으로 질병, 화재 등 재앙을 막고 농사나 고기잡이의 

풍년, 풍어 등을 기원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이에 풍수

사상, 풍수지리상으로 행주형(行舟形, 배가 떠내려가는 형

국)인 마을에 돛대를 세우는 비보(裨補)로서의 솟대 그리고 

급제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솟대 등으로 분화·발전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솟대는 대체로 마을 어귀에 세우는데, 소나무가 주요 재료

이지만 돌이나 쇠로 만들어 세운 마을도 있다. 솟대 세우기

는 대를 깎을 제관을 먼저 뽑는다. 뽑힌 제관은 목욕재계하

고 미리 점지해 둔 나무 중에서 잘 선정하여 베어낸다. 제관

은 나무를 자르기 전에 간단한 제사를 지낸다. 나무를 옮기

는 과정에서도 말을 하지 않고 마당에 옮겨 정성을 다해 깎

아 세운다. 솟대 위의 새는 1~3마리이다. 대개 ‘오리’라고 하

지만 기러기나 까치, 갈매기 등으로 부르는 마을도 있다. 특

히 오리는 철새이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을 주기로 두 지역을 

오가는 신비의 새로 인식되었다. 이는 곧 이승과 저승, 인간

계와 저승계를 넘나드는 신조(神鳥)로 여겨진 것이다. 특히 

이승과 저승 사이에 가로 놓여 있는 물(강이나 바다로 표현

하는 것들)을 건너 두 세계로 오고 갈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

었다.3)

마을 어귀에 솟대를 단독으로 세우는 곳도 있지만, 장승과 

솟대가 같이 있는 마을이 상당히 많다. 장승과 솟대를 함께 

세운 것은 풍농이나 풍어,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데 상호

보완적인 마을공동체 신앙인 것으로 보인다. 

조선 후기 마을에서는 솟대와 장승의 만남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1 

솟대는 현대에도 장식 

용도나 상징물로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있다.

Ⓒ셔터스톡

2 

보물 농경문 청동기

나뭇 가지 위에 앉아 있는 

새의 모습이 새겨져 있다. 

새는 오래전부터 곡식을 

물어다 주어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가져오고, 

하늘과 땅을 잇는 주술적 

매개체로 인식됐다. 

반대쪽 면에는 농사짓는 

모습이 새겨져 있다.

Ⓒ문화재청

3 

국가민속문화재  

부안 동문안 당산

1) 천진기, 1999, 「장승·솟대의역사」, 『한국민속논총』, 지식산업사, 367쪽

2) 박호원, 1986, 『솟대신앙에 관한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논문, 253쪽

3) 이필영, 1994, 『마을신앙의 사회사』, 웅진출판, 59-60쪽

3

07



깊 ┃  이 ┃  알 ┃  기

무속 신앙은 우리 역사 곳곳에서 그 흔적을 보인다. 유적지에서 제의용 방울 

같은 것이 출토되기도 하고, 『고려사』나 『동국이상국집』 등의 문헌에도 굿에 

관한 기록이 등장한다. 무당이 점을 치고 병을 고쳤다는 이야기도 있는 것을 

보면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삶 가까이에, 무속이 자리했음을 알 수 있다.

글, 사진. 김덕묵(한국민속기록보존소 소장)

믿음을 행하는 

간절함 

예술의 경지에 

들다

믿음 信

1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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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무형문화재

황해도평산소놀음굿

중 대감거리 장면

Ⓒ문화재청

2 

국가무형문화재

황해도평산소놀음굿

중 장군놀이 장면

Ⓒ문화재청

3 

국가무형문화재

황해도평산소놀음굿

중 선녀들이 목욕물 

주위를 도는 장면 

Ⓒ문화재청

신에게 올리는 최고의 표현

굿은 인간이 신에게 올리는 최고의 정성이자 예술적 표현

이다. 각지의 굿에서 이러한 점을 알 수 있다. 그중에서도 

황해도 지역에서 행해졌던 황해도 철물이굿에서 그러한 

특징이 잘 드러난다.

철물이굿의 경우, 굿날이 잡히면 목욕재계를 하고 세 곳에

서 물을 길어와 밥을 지어 술을 담아 아랫목에 둔다. 그런 

다음 옥수(玉水) 세 그릇을 상에 놓고 집안 신들에게 굿하

는 것을 아뢴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동쪽으로 향한 소나

무가지를 꺾어서 추녀 끝이나 대문 양쪽에 솔가지를 꽂고 

대문 앞에 황토를 깐다. 잡인의 출입을 금하는 표시이다.

굿할 때 사용하는 다래천, 감흥천, 수래천, 조상천은 목화

농사로 수확한 최상품의 목화송이로 짠 것이다. 무신도를 

그리는 환쟁이는 한 달 전부터 조상꽃, 군웅꽃, 만도산꽃, 

감흥꽃, 쟁비꽃, 제석꽃, 수팔련 등을 만든다. 음식을 준비

하는 아낙들은 목욕재계한 뒤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에는 

수건을 쓴다. 이윽고 말을 조심하고 경건하게 신에게 올릴 

음식을 조리한다. 조라술은 항아리에 빚어놓았다가 걸러

서 감흥병주, 상산부군병주, 타살병주, 대감병주, 조상병주

로 나누어 솔잎으로 주둥이를 막아 둔다. 떡은 시루떡, 인

절미, 흰떡, 둥글레, 반대기 등을 빚어 놓는다. 이렇게 굿날

3

2

이 다가오면 잡인의 출입을 금하고 신에게 바치는 천과 꽃, 

술, 떡 등은 최상품으로 정성을 다해 만든다.

예와 공경과 정성으로

굿을 하기 3일 전에는 안반 위에 떡과 음식, 술을 놓고 안

반고사를 지낸다. 고사가 끝나면 이웃집을 다니면서 떡을 

나누어주고 굿 구경하러 오도록 알린다. 이때 나누어주는 

떡을 ‘오래떡’이라고 한다. 굿을 하는 저녁에 청포, 감주, 쌀 

등 굿에 쓰이는 음식을 한 가지씩 가지고 온다. 굿에서는 

먼저 신청울림과 주당물림을 한다. 굿을 하기 전에 악기를 

울려서 주당살을 물리고 신들에게 굿이 시작됨을 알린다. 

이어서 산천거리가 시작된다. 무당은 부채와 방울을 들고 

장단에 맞추어 사방으로 재배를 한다. 절을 할 때는 서서 

한쪽 발을 살짝 들었다 놓으면서 얼굴을 옆으로 돌려 귀를 

전면으로 향하게 하여 절을 한다. 신을 정면으로 빤히 쳐다

보는 것은 결례라고 생각하여 옆으로 ‘귀절’을 하는 것이

다. 그만큼 굿에선 예의범절을 중히 여긴다. 사방재배를 마

치고 막춤을 추다가 사뿐히 연풍을 몇 바퀴 돈 다음 장구 

앞에 서서 청배를 한다. “모시랴요. 모시랴요. 본향산천 모

시랴요.” 아름다운 서도소리의 장법과 음률에 신을 지극정

성으로 모신다는 내용을 싣는다. 청배가 끝나면 쇠를 열어 

신을 모시는 쇠열이 타령을 하고 신이 하강하시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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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무형문화재

동해안별신굿

Ⓒ문화재청

5 

국가무형문화재

동해안별신굿 중

무집단과 마을사람들이 

함께하는 후리 장면

Ⓒ문화재청

6 

현대화된 굿은 유희를 

위한 공연이 되기도 한다.

헤~” 하면서 내림을 하고 막춤을 추다가 부채와 방울, 제금

을 든 양손을 치켜 올리고 산신이 내리기를 청한 다음 신

이 내리면 어깨를 들썩이며 양팔을 내리고 잠시 막춤을 추

고 연풍을 돌다가 장구 앞에 서서 산신이 왔음을 알리는 

공수를 한다. 이어서 장군복을 입고 장군칼을 들고 장군의 

일상을 알 수 있는 말을 타고 가는 모습, 칼을 휘두르는 모

습, 허리를 뒤로 젖히고 칼을 혀에 대어 장군의 위력을 보

여준다. 이렇게 장군의 일상을 빠른 막장단에 맞추어 몸짓

과 춤을 통해서 보여준 다음 “네 열시영산에 본산장군, 최

영장군, 장군님들 아니시랴” 하면서 논 다음 소당기를 들

고 서낭을 놀고 서낭님 공수를 한 다음 오방기에 쌀을 놓

고 점을 치고 “네~ 잘 도와준다”라고 하며 공수를 하고 “한 

54

6

거리 잘 놀다가요. 아~헤” 하면서 내림을 하고 마친다. 이

후 굿청에 들어오는 부정을 막고 신들을 모시는 초감흥거

리, 천신과 불교계통의 신을 모시는 칠성거리 등 차례로 

굿거리를 하고 뜰에서 잡귀를 대접하고 보내는 마당거리

로 마무리된다. 굿에서 필요한 술과 음식, 꽃, 베 등을 준비

할 때는 물론이고 목욕재계, 근신, 굿청 장식, 굿을 하기 전

에 안반고사를 지내어 신에게 알리고 각 거리의 절차와 행

위 하나 하나를 할 때도 예의[禮]와 공경[敬], 정성[誠]이 가

득하다. 굿을 행함에 있어서 소소한 것까지 이것이 배어 있

다. ‘예(禮)’와 ‘제(祭)’라는 것은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의

례에서 비롯되었다. 신에게 소망을 희구하는 인간의 지극

함에서 자연히 발생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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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화려한 색감은

굿의 매력이다.

8 

황해도 지역의 

철물이굿 중 

익은타살굿 장면

Ⓒ한국학중앙연구원

7

8

간절하게 바라면, 예술이 된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말이 있듯이 굿을 지낼 때

는 최상품의 재료로 음식을 만들 뿐만 아니라 음식의 모양

까지 ‘미(美)’를 추구한다. 정성스럽게 만든 꽃도 다르지 않

다. 신이 보기에 좋아야 한다. 이것은 음식이나 장식물에 

국한되지 않으며 굿에서 행해지는 예능에도 적용된다. 지

극정성으로 신에게 음악과 노래, 춤, 연희를 선사하여 신을 

흡족하게 해야 한다. 음악과 노래가 아름답지 못하면 소음

이 되며 춤이 예쁘지 않으면 흉한 모습이 된다. 아름다운 

음악과 예쁜 춤으로 신을 달래고 만족하게 해야 한다. 

이러한 정성과 믿음의 간절함이 굿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

올린다. 평범한 사람들도 연회장에 가 아름다운 음악을 듣

는다면 한층 즐거워한다. 그런데 만족스럽지 못하면 성의

가 없어 보인다. 신을 대접하는 데도 마찬가지이다. 믿음의 

간절함은 신에게 올리는 연희에서도 최상의 아름다움, ‘美’

를 요구하게 되며 이것은 예술로 승화된다. 국가무형문화

재인 동해안별신굿, 남해안별신굿, 경기도도당굿 등 세습

무로 행해졌던 굿은 물론이고 서울 새남굿, 황해도 철물이

굿, 평안도 다리굿 등 강신무로 행해졌던 굿 속의 연희도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예술적 미학이다. 우리 국악의 

많은 부분이 종교음악에서 비롯되었듯이 종교는 예술 발

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왔다. 불교에서도 부처님께 정성

을 다해 공양을 바치고 꽃 공양, 춤 공양, 노래 공양을 한다. 

아름다운 승무, 바라춤, 범패 등은 부처님에 대한 지극한 

정성에서 비롯된다. 굿도 같은 이치이고 굿 속의 예능은 종

교성과 무관하지 않으며 믿음의 간절함과 지극함이 예술

에 닿아 있다. 이처럼 굿의 아름다운 음악과 춤, 노래를 통

해서 우리는 거꾸로 그것을 잉태한 인간 내면의 지극함을 

생각할 수 있다.

소리만 잘하고 춤만 잘 춘다고 굿이 잘된다고 할 수는 없

지만, 신에게 올리는 노래 한 구절, 춤사위 하나에도 노력

과 정성이 들어가야 한다. 그래야 신의 감흥을 자연스럽게 

이끌어 낼 수 있다. 굿은 이렇게 예술을 잉태하였으며 문화

유산으로 전승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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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왕산 선바위>,  

서울시 민속자료  

높이 7~8m  

Ⓒ서울특별시

2 

김홍도,  

<송석원시사야연도> 

(인왕산 송석원), 1791년 

Ⓒ한독의약박물관

3 

<무학대사>, 

<아태조(이성계)>,  

<최영장군>무신도

Ⓒ인왕산 국사당

인왕산은 서울의 대표적 명승지요 왕의 기운이 서린 곳으로 

알려졌으며 불교와 무속의 성지이고 조선 문인들의 창작터였다. 

인왕산은 언제나 변함없이 사계절의 옷만 갈아입으며 현재까지 

서울의 명승지로 자리하고 있지만 변화무쌍한 인간들은 이름난 

인왕산을 중심으로 정치와 종교, 문화를 성하게도 하고 쇠하게도 

했다. 시대마다 사람의 필요에 따라 생성되고 발전했던 ‘인왕산 무속 

문화’를 선바위와 국사당 무신도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글. 강영주(문화재청 인천공항T1 문화재감정관실 문화재감정위원)

믿음의 장소, 
인왕산 선바위와 국사당

왕의 기운이 깃든 곳(王氣說)이자 조선 문인문화의 중심지

한양으로 도읍을 옮긴 태조 이성계는 북악산을 주산으로 

하여 경복궁을 건립하고 인왕산을 조선 왕실 우측에서 보

좌하는 내사산(內四山; 북악산, 인왕산, 낙산, 남산) 중 하나

로 삼았다. 조선의 궁궐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지리적 위

치로 인왕산 인근에는 왕실 일원들과 사림(士林)의 거주지, 

모임터가 많았다. 특히 인왕산은 중종과 선조의 잠저(潛邸)

가 있어 풍수지리적으로 왕의 기운이 깃든 곳으로 간주되

었다.

인왕산은 도성 내 풍광이 뛰어난 곳으로 조선 문인들이 아

회, 문회, 시회(詩會) 등으로 모인 곳이며 문인문화의 중심

지가 되기도했다. 특히 조선후기 위항문인(서울을 중심으

로한 중인 출신 문인)들은 그들의 집거지인 인왕산 서촌 옥

인동 송석원 등에서 시문서화를 제작하고 즐기면서 그곳을 

고상한 모임터로 만들었다. 정선은 인왕산을 주제로 〈인왕

제색도〉, 〈인곡유거도〉 등의 명작을 남겼으며, 1791년 47세 

김홍도는 송석원의 시회 광경을 〈송석원시사야연도(松石

園詩社夜宴圖)〉라는 작품으로 남겼다. 

그리고 한양 불교와 무속의 성지

인왕산은 조선 명작의 탄생 공간이기 이전에 한양의 불교성

지였다. ‘인왕(仁王)’은 본래 금강역사(金剛力士)라는 뜻으로 

사찰 입구에 있는 수호신이다. 그 때문에 인왕산은 방위신인 

좌청룡처럼 서쪽에서 조선 왕실을 지켜주는 수문장 역할을 

했다. ‘인왕산’은 인왕사(仁王寺)에서 비롯되고, 선승들의 수

도처인 금강굴(金剛窟), 세조 때 지은 복세암(福世菴), 궁중

의 내불당(內佛堂) 등 도성의 내사산 가운데 사찰이 가장 많

았다. 현재에도 선바위와 국사당 아래 인왕사 주변의 집들은 

거의 사찰 간판이 걸려 있어 ‘절 마을’로 불린다.

보통 ‘선바위’는 ‘서 있는 바위[立石]’로 불리지만 인왕산 선

바위는 뒤에서 보면 스님이 장삼을 입고 있는 형상이라고 

해서 참선할 ‘선(禪)’자를 써 선암(禪巖)이라고 한다. 처음엔 

기이한 암석에 정령이 있다고 믿고 숭배하는 민간신앙터였

지만 무학대사가 이곳에서 기도했기때문에 이성계가 조선

을 건국했다는 설화로 하여금 두 개의 큰 바위는 무학대사

와 이성계 또는 이성계 부부라 전해지고 있다. 특히 태조 이

성계는 한양의 도성 경계에 대하여 무학대사와 정도전의 

1

믿음 信 친 ┃  숙 ┃  해 ┃  지 ┃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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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대립으로 고민하였는데 그 와중에 인왕산에 내린 눈

이 선바위를 경계로 안쪽은 녹고 바깥쪽은 녹지 않아 안쪽

으로 성을 쌓았다. “선바위가 도성 안에 들어가도록 성을 쌓

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무학대사의 뜻이 좌절되었으며 

그때 무학대사는 “이제 중이 선비의 보따리나 짊어지고 다

니게 되었다”라며 탄식했다고 한다. 이러한 전설은 불교와 

유교의 대립으로 해석할 수 있고, 결국 불교를 국교로 삼았

던 고려는 지고 유교를 중심으로 한 조선의 시작을 예시하

는 전설로 이해할 수 있다. 민간설화에서는 ‘선바위는 인간

이 죽어서 석불 (石佛)이 된 것’이라고 믿고 이 바위에 빌면 

소원성취할 수 있다고 하여 일찍부터 신앙의 대상이 되었다.

인왕산 국사당의 무신도(巫神圖)

국사당은 무신당으로서 굿을 행하는 곳이니 바로 옆에 있

는 선바위와 복합적으로 신앙의 대상이 되었다. 국사당에는 

태조와 왕비 강씨 부인상, 무학대사, 나옹화상, 최영 장군, 

산신, 용왕신, 칠성신, 삼불제석 등이 모셔져 있다. 

태조 이성계부부상과 고려의 국사인 나옹화상과 조선의 국

사인 무학대사의 복식은 그들의 성격에 맞게 묘사했다. 또

한 태조상과 아울러 가장 강력한 효험을 지닌 신으로 알려

진 최영장군상도 무속의 성지 개성 덕물산 최영장군당의 

최영상을 모티브로 삼아 고려 말 무신(武臣)의 복장과 기물

3

2

**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연구를 참고하였다. 허경진, 「인왕산에서 활동한 위항시인들의 

모임터 변천사」, 『서울학연구』 13, 1999, pp. 87-152; 황인규, 「仁王山寺와 無學大師」, 

『한국선학』 22, 2009, pp. 239-272; 정연학, 「서울 국사당의 역사적 변천과 기능」, 

『서울민속학』 5, 2018, pp. 87-151. ; 강영주, 「19세기 말~20세기 전반기 최영장군 

신앙과 무신도 연구」, 『한국민화』 11, 2019, pp. 58-97.

을 표현하였다. 살아 생전에 이성계와 최영은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했던 인물들이다. 그러나 죽어서는 최영의 목

숨을 앗아간 이성계는 조선의 건국자로 숭배되고, 목숨을 

잃은 최영장군은 고려의 영웅이자 최고의 장군신으로 각각

의 긍정적 면모를 부각시켜 나란히 신앙되었다. 이처럼 역

사와 신앙의 아이러니는 무속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인왕산의 ‘仁王’이 금강역사인 불교 용어라 조선의 사대부

는 ‘王’자에 ‘日’자를 붙여 ‘仁旺山’이라 표기했다고 한다. 국

사당의 ‘국사’는 본래 천신의 하강터인 ‘마루’의 의미지만 

이성계와 무학대사의 전설이 있는 선바위 아래로 터를 잡

으며 ‘임금의 스승’으로 인식되어 국사당의 의미와 성격이 

변한다. 인왕산은 뛰어난 풍광과 지리적 환경으로 왕실과 

국왕을 보필하는 인격화된 산이 되었고, 기이한 형태로 영

험함이 부여된 선바위는 온갖 고난과 역경에 처한 백성을 

위로하고 그들의 의지처가 되었다. 그리 보면 인간은 불변

하는 자연물에 의미를 부여해 믿음의 대상과 공간을 특정

하면서도 정치, 사회, 문화 등의 변화에 따라 인문환경을 주

도하는 능력자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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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  승 ┃  하 ┃  기믿음 信

고목처럼 거대한 몸집과 익살스러우면서도 험상궂은 

표정으로 마을을 지켜주는 장승. 김종흥 명인은 

예로부터 마을의 수호신 역할을 해온 장승을 예술로 

승화했다. 국가무형문화재 목조각장과 하회별신굿 

탈놀이 이수자인 그는 우리나라의 전통과 역사가 

깃든 장승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금도 세계 

곳곳을 누비며 장승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글. 김수은   사진. 주효상

유
서 

깊
은 

역
사
와 
해
학
이  

마을 수호신 장승을 예술로 승화하다

머리띠를 질끈 동여매고 자귀로 장승을 조각하는 초로의 사

내. 투박한 장승의 형체가 만들어지는 절정의 순간이 다가

오면 그는 상투를 풀어헤치고 둔탁한 소리를 내며 망치로 

나무를 내리친다. 장승을 주제로 한 김종흥 명인의 흡인력 

있는 퍼포먼스는 관객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는다. 그는 

한국의 장승을 알리기 위해 장승을 조각하고 창의적인 도전

을 멈추지 않는다. 

“옛 사람들은 장승을 신령처럼 여겨 제사를 지내거나 치성

을 드리기도 했어요. 전통적인 장승은 근엄하고 무서운 표

정으로 좌중을 압도하는 모습이 많죠. 최근엔 전통 장승뿐

만 아니라 현대적인 감각을 입힌 장승도 만들고 있어요. 해

학적인 웃음과 익살스러운 표정을 띤 탈과 접목한 새로운 

장승을 선보일 때면 관객이 친근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장승은 돌이나 나무에 사람의 얼굴을 새겨서 마을과 절 어

귀에 세운 조각품이다. 단순한 조각상의 의미를 넘어 이정

표이자 수호신 역할도 했다.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등 

명문을 새겨넣고 길가에 세웠던 신상(神像)으로, 그 기원은 

1 

김종흥 명인이 

제작한 장승의 모습. 

그는 목조각장 및 

하회별신굿탈놀이의 

이수자이기도 하다.

담
긴 

장
승
문
화
， 

세
계
에 

널
리 

알
리
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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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

국
가
무
형
문
화
재 

목
조
각
장
，
하
회
별
신
굿
탈
놀
이 

이
수
자

타
목(

打
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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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신라와 고려시대에는 ‘장생

(長生)’으로 불리기도 했던 장승은 산업화·도시화된 이후 그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장승은 한국의 토속문화로 역사적, 미적 가치가 있는 것인

데 점점 사라져가는 것이 안타까웠어요. 한국문화를 고스란

히 간직하고 있는 하회마을에서 태어나 그 영향을 받고 성

장했기 때문에 우리 고유의 장승문화를 계승해야겠다는 사

명감을 갖게 됐어요.”

창작 장승과 퍼포먼스로 저변 확대

김종흥 명인은 어린 시절부터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굿이나 풍물놀이에 끼어 북과 꽹과리를 치며 돌아다

니길 좋아했고 손재주가 뛰어났다. 노래와 춤에도 발군의 실

력을 발휘해 농악대회 같은 공식 행사에서 주목을 받았다. 

젊은 시절에는 농사나 돈벌이보다 분재나 목공예를 하느라 

생계 걱정을 하기도 했다. 하회별신굿탈놀이 이수자인 이상

호 선생의 권유로 스님 탈을 쓰고 탈춤을 추던 그는 장터마

을 중리에서 하회로 들어온 후 장승 만들기를 시작했다.  

“하회마을의 쓸모없는 다랑논을 사서 농사를 지으면서 나무

를 심었어요. 어릴 적 어깨너머로 배운 기술로 장승을 한 두 

개씩 만들었죠. 30대 중반 무렵부터 전통 장승 깎는 일로 밥

벌이를 했어요. 장승의 원형을 찾기 위해 발품을 팔아가며 

관련 문헌을 찾아 읽고 전통 장승의 흔적이 있는 죽령, 상주 

이안, 남장사 석장승 등지를 부지런히 답사해 전통 장승의 

원형을 재현했어요. 1990년대에는 지금의 목석원 공원도 조

성했습니다.”

장승문화를 계승하기 위해서는 보고 즐길 거리를 통해 저변

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 그는 전통 장승 조각에 이어 창

작 장승 만들기와 퍼포먼스에도 도전했다. 양반과 부네의 

얼굴을 하고 하회탈의 인자한 미소를 보여주는 창작 장승

은 많은 사람의 눈길을 끌었고 장승 명인으로 알려진 계기

가 되었다. 장승 만드는 과정부터 예술성까지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장승 퍼포먼스는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다이내믹하기로 정평이 나 있다. 

“마당극처럼 펼쳐지는 탈춤처럼 장승 퍼포먼스는 짧은 시간 

안에 관객과 호흡하며 즐기는 공연입니다. 그 때문에 대중을 

사로잡는 스토리텔링과 연기력이 필요해요.”

별도로 퍼포먼스의 구성을 짜진 않지만 40여 년 동안 장승

을 만들어 온 시간과 내공은 ‘극본 없는 명작’을 펼치는 원동

력이 되어 주었다. 

장승박물관 세워 전통문화 계승하는 것이 목표 

커다란 체구에 부리부리한 눈, 큼지막한 주먹코와 성글고 뻐

드러진 이빨을 드러낸 전통적인 장승의 모습은 위압적이지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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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김종흥 명인은 세계 

곳곳을 누비며 

장승문화를 전파하고 

있다. 올해 11월엔 미국 

버지니아 주의 코리안 

벨 가든 공원을 방문해 

작품을 전시했다.

Ⓒ김종흥

3 

하회마을에서 태어난 

그는 우리 고유의 

장승문화를 계승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다.

4 

그가 만드는 장승에는 

칼 흔적이 붓 터치처럼 

남아 거칠고 투박한 

매력이 있다.

만 해학적인 요소가 담겨 있다. 장승장이의 솜씨에 따라 인

자한 모습, 험상궂은 얼굴, 근엄한 표정, 익살스러운 모양으

로 다채롭게 변화하는 장승은 최근엔 예술적인 조각품으로 

변모하고 있다.  그의 손길을 탄 장승은 크기와 표정도 각양

각색이다. 장소 제한 없이 오래 두고 보아도 정감이 느껴진

다. 그가 만든 장승은 칼 흔적이 붓 터치처럼 남아 있어 거칠

고 투박한 매력이 있다. 

“장승 만드는 과정은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

니다. 장승의 재료가 되는 나무는 개와 닭 울음소리가 들리

지 않는 깊은 산, 양지바른 곳에서 베어 온 소나무를 주로 사

용해요. 나무의 윤곽, 미관, 결에 따라 구도도 달리 잡고, 표

정을 잡을 땐 사람의 얼굴을 자세히 관찰한 후 마음에 꽂히

는 상을 장승에 옮겨요. 나무 종류나 모양에 따라 구도를 잡

아 윤곽을 뜨고 전체적인 미관을 고려하면서 끌과 망치로 

조각합니다.” 

그가 성심을 다해 조각한 장승은 모두 다른 표정과 형체를 

가지며 독특한 분위기를 내뿜는다. 장승은 깎는 작업이 끝났

을 때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을 치르고 지정한 장소

에 세워진 후에야 비로소 완성된다. 

“조각을 마친 후에는 명문을 쓰고 장승의 눈에 생명을 불어

넣는 점안식과 성인식을 합니다. 장승의 옷을 입히는 채단식

을 거행하고 머리를 세 번 부딪혀 합궁식을 치른 후 현장에 

나가 장승을 세웁니다.”

그가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열정을 쏟아 만든 장승은 국내

뿐 아니라 해외 각지에서도 볼 수 있다. 그 전환점이 되어준 

것은 1999년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하회마을 방문 행

사였다. 여왕과 생일 날짜가 같은 그가 장승 명인으로 함께 

축배를 한 이후 그는 유명인사가 되었다. 이후 그는 일본, 미

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 80여 회의 초청 공연을 펼치며 한국

의 장승문화를 전파해 왔다. 올해 9월에는 한·벨 수교 120주

년을 맞아 벨기에 브뤼셀 국제만화축제에서 장승 퍼포먼스

와 팬 사인회, 토크쇼 등을 펼쳐 주목을 받았다. 11월에는 미

국 ‘코리안 벨 가든’(버지니아 비엔나 메도 보태니컬 가든 공

원 내 위치한 한국식 정원) 완공 10주년을 맞아 장승 4개를 

새로 건립하는 행사도 치렀다.  

“장승과 함께 하회별신굿탈놀이와 안동의 역사도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장승 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해서는 개인

의 힘만으로는 부족해요.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과 지속

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마을을 굳건하게 지키던 

장승이 세계 곳곳의 어둠을 물리치고 다양한 문화를 지켜내

는 수호자 역할을 하는 명물이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화회마을에 장승박물관을 세워 장승문화를 계승하

고 싶다는 그의 꿈이 이뤄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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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제삿날에 대문과 방문을 열어놨었다. 아마 혼령도 

문으로 드나든다고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가 하면 입춘 

시기에는 대문에 ‘건양다경(建陽多慶)’, ‘입춘대길(立春大吉)’ 

등의 글씨를 써서 붙이기도 했다. 이는 행복과 불행도 문을 

통해 드나든다는 믿음에서 기인한 행위였을 것이다.

글. 우종선(한국민속극박물관 객원연구원, 삼괴고등학교 국어교사)

1 

올해 초 광화문에 붙인 

‘문배도’

Ⓒ한덕택

2, 3

문배도가 붙어 있는

옛 광화문 모습

Ⓒ미국의회도서관

우리는 왜

대문 앞에 
그 종이를 
붙일까?

1

2

3

문이 지닌 신성한 기능

문은 개방과 폐쇄의 이중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대문은 경

계이며 공간의 구분이다. 민속신앙에서 대문은 신성(神聖)

의 공간으로 들어가는 통로이다. 전통적으로 가택에서 대문

을 기준으로 안쪽은 집의 수호신인 성주신(成造神)의 공간

이었다. 절의 일주문(一柱門)은 속세에서 부처의 세계로 들

어가는 경계를 상징한다. 이처럼 우리 조상들은 문을 기준

으로 신성과 세속의 경계가 나뉜다고 생각했다. 현대 사회

는 신성이 쇠퇴하고 파편화된 개인이 융성하였다. 이에 따

라 문이 신성과 세속을 구분하던 옛날과 달리, 사적인 삶의 

공간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하지만 문이 지닌 신성 수호의 기능에 대한 믿음은 여전히 

남아 있다. 정월 초 문에 부적을 붙이거나 엄나무와 실을 걸

어놓는 집들이 종종 있다. 올해 초에는 광화문에 코로나19 

극복을 기원하는 ‘문배도(門排圖)’를 붙이기도 했다. 이는 

정월 초하루 궁궐 정문에 문배도를 붙여 나쁜 기운을 물리

치고 복을 구한다는 세시풍속에서 착안해 기획된 행사이다.

갈 ┃  무 ┃  리 ┃  하 ┃  기믿음 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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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도잡지』에는 

"황금갑옷의 두 장군의 

길이가 한 길이 넘는데, 

하나는 도끼를 들었고 

하나는 절을 들었다. 

그것을 궁문의 양쪽에 

붙인다"는 기록이 나온다.

Ⓒ문화재청

5 

『동국세시기』에도 

문배도에 관한 기록이 

나온다.

Ⓒ문화재청

6, 7 

올해 초 광화문에 붙었던 

문배도의 금갑장군 그림 

Ⓒ문화재청

4

6

5

7

옛 기록에도 보이는 풍속

『동국세시기』의 기록에는 19세기 중후반 세시풍속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실려 있다.

도화서(圖 署)에서 수성·선녀·직일신장 그림을 그려 임

금에게 드리고 또 서로 선물하는 것을 일컬어 세화(歲畵)라 

하는데 세화로써 송축의 뜻을 나타낸다. 또 금갑(金甲)의 두 

장군을 그리는데 길이가 한 길이 넘는다. 한 장군은 도끼를 

들고 또 한 장군은 절(節)을 들었는데 이 그림을 대궐문 양

쪽에 붙인다. 이를 문배(門排)라 한다. 또 붉은 도포를 입고 

까만 사모를 쓴 화상을 그려 편전의 겹대문에 붙이기도 하

고, 종규(鐘 )가 귀신 잡는 상을 그려 문에 붙이기도 한다. 

또 귀신의 머리를 그려 문설주에 붙여 악귀와 염병을 물리

치게 한다. 왕실과 외척들도 문에 이것들을 붙인다. 민가에

서도 이를 따라한다.

세화(歲 )는 벽사( 邪)와 송축(頌祝)의 의미를 담은 그림

이다. 벽사 세화는 섣달그믐 밤에 잡귀를 쫓기 위한 의식인 

나례(儺禮)를 행한 후 문간에 붙여 놓는 것에서 유래된 것

이다. 신도(神 )와 울루(鬱壘)·위지공(蔚遲恭)·진숙보(秦

叔寶)·종규(鐘 ) 같은 수호신장, 혹은 호랑이나 금계(金鷄)  

같은 주술성을 지닌 소재가 주를 이루었다.

문배도는 신성의 공간을 수호하기 위한 일종의 부적(符籍)

이다. 부적에는 벽사와 길상, 재액과 초복의 염원이 담겨  

있다. 부적은 당대 사람들이 겪었던 삶의 문제들을 담고 있

는 문화유산이다. 부적의 효능은 물리적 실재 너머의 세계

와 신령한 존재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해진다. 

음양의 밸런스를 맞추고자 한 부적

조선 후기 실학자 이익(李瀷)의 『성호사설(星湖僿說)』에  

신령한 존재인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다. 이에 따

르면 귀(鬼)는 음(陰)의 영(靈)이고, 신(神)은 양(陽)의 영

(靈)이다. 그리고 인간 삶의 험난한 문제들은 바로 이 음양

(陰陽)의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이때 신의 힘을 빌려 귀의 삿됨을 물리치고자 하는 것이 부

적이다. 부적에는 음양의 균형 회복을 통해 삶을 이롭게 하

려는 염원이 반영되어 있다.

문배도는 신성(神聖)을 이미지화한 부적이다. 눈에 보이는 

것은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문배도는 신성의 

힘을 빌려 세속의 험난함을 이겨내고자 했던 선조들의 지

혜가 담긴 정신문화유산이다. 

19



어제와 오늘

‘영덕 괴시마을’은 고려말 대학자인 목은 이색이 태어난 마을로, 함창 김씨(이색의 외가)가 처음 터를 

잡은 이후 조선 인조대 영양 남씨가 정착하면서 남씨 집성촌이 되었으며, 경북 북부 해안지방에서 

현재까지 단일 문중의 역사와 문화가 전승·유지되고 있는 대표적인 반촌마을이다. 마을 내에는 

40여 호의 전통가옥과 전통적인 마을 경관이 잘 보존되어 있어 문화재로서 가치가 높다.

글, 사진. 김왕직(명지대학교 문화재실측설계전공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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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민속문화재

영덕 괴시마을 전경

2 

괴시파종택 모습

옛날 옛날 한 옛날엔 ‘호지촌’

영덕 괴시마을은 경북 영덕군 영해면에 있는 전통마을로 

2021년 국가민속문화재(민속마을)로 지정되었다. 영해면

은 조선시대 도호부가 있던 곳으로 북쪽으로 태백산맥에

서 발원한 송천이 서에서 동으로 흘러 동해로 빠지며 남

쪽으로는 역시 태백산맥에서 발원한 오십천이 서에서 동

으로 흘러 동해안으로 빠진다. 괴시마을 동쪽에는 해발 

286m의 대소산이 있어서 동해안과는 차단되어 있으며 마

을은 대소산을 주산으로 서향이다.

괴시마을은 현재 영양 남씨가 가장 번성하여 주류를 이루

고 있지만 시작은 고려 말 함창 김씨가 처음으로 여기에 

터를 잡은 것부터이다. 그 당시 마을 주변으로는 늪이 많고 

북쪽에는 호지(濠池, 성 밖을 둘러싼 못)가 있어서 호지촌

으로 불렸다. 이후 수안 김씨, 영해 신씨를 거쳐 1630년경 

영양 남씨가 정착하면서 영양 남씨 집성촌이 되었다. 괴시

마을의 영양 남씨 괴시파는 남홍보의 7세손인 남영번의 네 

아들별 네 개 지파로 파시조가 되었다. 그중 괴시파는 4남 

남수(南須)의 후손이다. 남수는 조선 세종대에 벼슬길에 올

랐으나 단종이 왕위를 빼앗기자 벼슬을 버리고 부인 대흥 

백씨의 세거지였던 영해군 창수면 인량리로 낙향하였다.

이후 남수의 후손들은 인량마을을 시작으로 영해의 여러 

지역을 이동하며 거주했다. 괴시마을은 인량리와 4km 정

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자리한 마을이다. 남수의 3세손에 이

르러 장남은 인량리에 남고 차남 이하의 아들들은 영해 원

구마을, 청송, 예천 등으로 이주하였다. 차남인 세하의 손

자 남정방이 괴시리에 거주하고 있던 수안 김씨와 혼인하

게 되면서 괴시마을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남정방은 퇴계 

이황의 문인이며 괴시마을 입향조는 세하의 4세손 남두원

으로 보고 있다. 영양 남씨의 15세손에 해당한다. 남두원

의 장남 남붕익은 낙향하여 스무나무골 입천정과 영양 남

씨 괴시파종택을 지었다. 차남 남붕한은 수안 김씨와 혼인

으로 분가하여 대남댁을 지었다. 입향 초기에는 선주민들

과 함께 마을을 형성하다가 18세기에 영양 남씨들의 분가

가 이루어져서 괴시파종택을 중심으로 한 윗말과 대남댁

을 중심으로 한 아랫말의 경계가 나타났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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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덕 괴시마을은 원래 

근처에 늪과 연못이 있어 

호지촌으로 불렸다. 

Ⓒ문화재청

4 

괴시파종택의 사당 모습

Ⓒ문화재청

5 

영덕 괴시마을 동제 모습. 

정월 14일 자정에 지낸다. 

괴시마을에는 혼례와 제사 

및 묘사 등 생활문화가 

전승되고 있다.

Ⓒ문화재청

6 

해촌고택 모습. 해촌고택은 

ㅁ자형 정침과 사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화재청

채의 분화가 없는 건축적 특징 보여

가옥 대부분은 ‘ㅁ’자형의 뜰집으로 ‘채의 분화(사랑채, 안

채 등 공간이 채와 채로 분리된 것이 우리 전통 건축의 일

반적인 모습이다)’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안채와 사랑채 

그리고 부속채가 하나로 연결되어 ‘ㅁ’자 형을 이루는 주택

을 안동에서는 뜰집이라고 하는데 안동을 시작으로 안동

과 지리적으로 소통이 있었던 청송과 영주, 봉화, 울진, 영

덕 그리고 강원도 삼척 지역에서 주로 나타난다. 안동 지역

을 중심으로 뜰집이 나타나는 것은 고려 개국공신들의 후

손이라는 측면에서 조정과 정치적으로 밀접한 상류계층이 

개경의 가옥을 모방하여 지었기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다. 

안동 지방의 뜰집은 태백산맥 양사면에 혼인을 통한 교류

로 확산되었다. 이처럼 폐쇄형 주택을 지은 것은 부녀유폐

와 동남축에 많이 거주하였던 남인계와 연계가 있을 것으

로 보고 있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퇴계 이황과 학봉 김성일로 이어지

는 가문 및 이들과 교류했던 가문에서 뜰집이 많이 나타난

다. 따라서 그 지역적 특색을 알 수 있으며 임진왜란 이후

에는 전란 시 공적을 세운 가문의 뜰집이 규모도 크고 외

관이 화려한 것을 알 수 있다. 뜰집의 확산은 학문적 교류

와 더불어 혼인을 통하여 태백산맥을 넘나들면서 확산되

었다. 영덕 지방의 무안 박씨, 재령 이씨, 영양 남씨는 태백

산맥을 넘어 안동지역과 혼사가 이루어졌다. 이들 역시 뜰

집을 확산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혼인에 의해서는 본가

만이 아니라 외가의 건축 유형을 모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통해 당시 학맥과 혼인이 건축에 미친 영향도 파악할 

수 있다.

조선 후기의 변화를 반영한 마을

괴시마을 최초 입향가옥인 경상북도 민속문화재 영양 남

씨 괴시파종택은 동쪽에 산을 등지고 있는 마을의 특성상 

서향으로 지었는데 이후의 집들은 안채는 서향으로, 사랑

채는 남향으로 지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경제적 여건에 따

라 사랑채의 평면이 커지고, 정형의 맞배지붕에서 팔작지

붕으로 변화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괴시마을의 뜰집은 대

부분 18~19세기에 지어진 것으로 안동 지역보다 늦다. 따

라서 안동 지역은 초기 뜰집의 정형을 보여주지만 괴시마

을은 조선 후기 생활과 유교 제례 등의 변화를 반영한 다

양한 모습을 하고 있다. 또 뜰집은 채의 분리 없이 안채와 

사랑채, 행랑 등이 하나로 연결된 것이 특징이지만 사당까

지도 별동으로 두지 않는 것은 매우 특징적인 부분이다. 그

래서 신위는 안채 상방 부근에 감실을 두어 봉안했으며 후

에는 사랑채로 옮겨가는 현상도 나타난다. 20세기에는 괴

시파종택, 대남댁, 혜촌고택의 경우 일반 반가와 같이 사당

을 별동으로 증축하기도 하였다.

감실이 사랑채로 옮겨지고 제례와 접객의 중심 공간이 되

면서 사랑채 부분은 퇴를 달아내고 칸을 늘리는 등 규모가 

확장되고 팔작지붕의 도입으로 장식과 정면성을 강조하는 

변화가 일어났다. 뜰집은 안채의 규모를 일자형으로 크게 

만들지 않는 이상 중정 마당이 종축으로 길 수밖에 없다. 

이러한 깊이감 있는 마당은 남인계열 가옥의 형식적 엄격

성에서 나타난다. 이후 일제강점기와 근대기를 거치면서 

개축되거나 새로 지어진 가옥들은 뜰집보다는 6칸 양통이

나 8칸 양통으로 지어졌다. 제례나 유교적 규범보다는 실

용적인 이유로 개편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괴시마을은 위치상 해안에 가까워 해안적 특징이 있을 것

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안동 내륙의 건축 특징이 엿보이는

데 학맥, 혼인, 분가 등을 통해 그러한 특징이 옮겨갔음을 

알 수 있다. 또 괴시마을의 가옥들은 뜰집에서는 형식의 엄

격성을 보이지만 일제강점기와 근대기를 거치면서 실용적

인 방향으로 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자연 요인보다 인

문 요인에 따라 건축이 변화한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것으

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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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짓는 일의 모든 과정을 책임지는 목수, 대목장. 

나무로 집을 짓는 한옥의 특성상 집의 뼈대를 

설계하는 대목의 임무는 실로 막중하다. 이연훈 

대목장은 자신이 만드는 집이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되기까지 그의 책임에 걸맞게 정성을 기울인다.

글. 정찬영   사진. 김오늘

1 

대목은 집 짓는 일의 

전 과정을 감독한다. 

그러기 위해서 목수의 

역할도 당연히 잘 

해내야 한다.

2 

이익공 일출목 귀포 작업

Ⓒ이연훈

기술을 넘어, 작품으로서의 ‘집’

건물을 설계하고, 공사의 감리를 겸하는 대목장은 현장을 

진두지휘하며 집의 시작과 끝을 모두 책임진다. 이연훈 대

목장은 자신이 있는 자리에 대한 책임을 놓지 않으며, 그의 

손을 거쳐 간 모든 집을 작품이라 칭했다. 그는 집이 사람

의 삶을 좌우할 수 있는 힘을 지녔다고 믿는다. 자신이 만

든 집은 최대한 그 힘을 살릴 수 있길 바랐고, 지금까지의 

경험이 거기에 보탬이 되길 바랐다.

“집은 대목의 안목에 따라 좌우됩니다. 안목을 기르기 위

해 어딜 가나 집에 대한 연구를 해요. 기둥의 두께, 벽의 내

장, 집의 구조 등등.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집을 만들 수 있을

지 고민하죠. 집을 하나 잘 만들면 그 만족감이 엄청나거든

요. 평소에 연구했던 것을 실제에 접목하고, 그게 좋은 결

과를 낼 때 기쁨이 큽니다.”

평소에도 좋은 집이 있다면 한걸음에 달려가 집의 구조를 

찬찬히 살펴본다는 이연훈 대목장. 그는 좋은 작품을 만드

는 비결은 좋은 작품을 많이 보는 것이라고 전했다. 선대의 

작품을 참고해 자신만의 생각을 떠올리고, 그것을 집에 하

나씩 넣어볼 때 건축가로서, 대목장으로서 보람을 느낀다.

1

대목장: 

집 짓는 일의 전 과정, 

즉 재목을 마름질하고 

다듬는 기술설계는 

물론이고 공사의 

감리까지의 전 과정을 

책임지는 목수로 현대의 

건축가라고 할 수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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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경험이 대목장을 만든다

그는 지난 9월,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대목장 보유자로 인

정되었다. 그가 목수의 일을 시작한 것은 1975년, 동네의 

아는 형님이었던 故 신재언 대목장을 따라서였다. 대대로 

목수 집안이었던 신재언 대목장은 이연훈 대목장에게 건

축에 관련된 기술을 가르치며 일을 돕게 하였다. 그러던 중 

신재언 대목장이 외국에 나가게 되어 이연훈 대목장이 대

신 책임을 맡게 된 것이 본격적인 ‘대목’으로서의 출발이었

다고 한다.

“제가 건축에서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아무래도 목수라는 

직업만으로는 생계가 힘들어서 벽돌 쌓기, 인테리어 등 현

대 가옥에 필요한 일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대목장으로 현

장을 책임질 때 그때의 경험이 많이 도움이 되더군요. 일을 

시키려면 그 일을 할 줄 알아야 하잖아요. 목수 일만 하던 

사람이 시키는 것과 일의 전체를 아는 사람이 시키는 건 

아무래도 다른 것이죠.”

일을 종합적으로 볼 줄 아는 눈을 기르기 위해선 우선 그 

일을 직접 경험해 봐야 한다는 이연훈 대목장. 이런 점에서 

점점 분업화가 되어 가는 건축 현장이 안타깝다고 한다. 각

자의 역할에 충실한 것은 좋지만, 대목장은 아무래도 더 큰 

시야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일의 마무리가 부족하면 대

목장이 나서서 마무리까지 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

고 생각한다는 그였다.

“사실 대목장이라는 위치는 그 책임감만큼 짊어져야 할 무

게가 많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대목장보다는 기술자로 

머물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아요. 저도 많은 건축가를 보았

지만, 진짜 책임감을 가지고 현장을 진두지휘하는 분은 사

실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는 대목장이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성

격’이라고 말했다. 끝까지 책임을 지는 성실함과 책임감 그

리고 주도성을 지닌 사람이 결국 대목장이 되는 것을 오랜 

세월 지켜보았다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는 말을 자

주 하는 사람일수록, 그 책임을 질 줄 아는 대목장이 될 확

률이 높았다고 한다.

3 

이연훈 대목장이 

거주하는 한옥은

 아들이 두 살 무렵에 

그가 직접 시공한 것이다.

4 

그는 지난 9월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대목장 

보유자로 인정되었다.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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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

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무라고 말하는 그. 

그만큼 나무를 고르고 

다듬는 일이 중요하다.

5

6

집은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그가 거주하고 있는 한옥은 아들이 두 살 되었을 때 직접 시

공한 것이다. 당시 절을 짓던 그의 기술이 그대로 담겨 일반 

가정집보다는 사찰의 느낌이 많이 풍긴다. 그는 자신의 집

을 보여주며, 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나무’라고 

전했다. 나무로 짓는 집인 만큼, 그 골격을 만드는 자재의 

쓰임이 집의 전부를 결정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집은 속을 잘 채우는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목재 결합

이 단단하게 이루어져야 하죠. 또한 좋은 나무를 고르는 게 

중요해요. 나이테가 촘촘하고 원구가 중앙에 있어야 합니

다. 그리고 나무의 휨이나 갈라짐의 방향을 잘 보고 적합한 

위치에 써야 해요. 예를 들면 나무가 갈라진 쪽이 집의 벽

을 바라보게 세워야 갈라짐이 안 보이게 집을 지을 수 있

다든지요.”

그는 집을 잘 만드는 것을 넘어 무릇 집이란 ‘숨을 쉴 수 있

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현대 가옥에서는 단열을 

강조하여 벽의 내부를 내장재로 꽉 채웁니다. 옆방에서 소

리를 질러도 몰라요. 그만큼 단열이 잘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한옥은 흙과 나무, 돌을 이용해 지은 집이기에 단열

은 부족하지만 한옥의 구조가 그대로 보여서 옛 맛을 그대

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여유라고 꼽았다. 이연

훈 대목장을 이어 일을 이어나갈 후배들에게도 가장 전하

고 싶은 말이 ‘여유’를 찾으라는 것이었다. 사회가 복잡해

지며 한번에 너무 많은 일을 하려다 보니 사람이 조급해지

며 일을 거칠게 하는 경향이 생겼다고 그는 생각한다. 집을 

10채 지을 것을 7채만 짓더라도 천천히, 정성을 다해서 제

대로 된 집을 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이연훈 대목장은 작은 집을 짓더라도, 자신의 모든 

힘을 쏟아내야 한다고 믿는다. 힘들면 쉬어가며, 끝까지 자

신의 리듬을 잃지 않고 책임을 다하는 그. 집은 주인의 향

기를 닮는다지만 주인 역시 집의 이야기를 따라가기 마련

이다. 숨을 쉴 수 있는 집이라면, 그런 집을 만들기 위해 천

천히 지어낸 집이라면, 집의 주인 역시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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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박타박 걷는 문화유산 오솔길

남한산성의 여장

28



왕은 왕조시대의 중심이다. 따라서 왕이 머물던 궁궐 또한 존엄한 공간이었다. 

조선시대 한양에는 정궁인 경복궁을 비롯해 다섯 개의 궁궐이 있었으며, 전란이나 

유사시를 대비한 행궁이 강화도와 남한산성에 있었다. ‘왕가의 길’을 따라 조선시대 

궁궐 건축의 백미로 손꼽히는 창덕궁과 난공불락의 요새, 남한산성으로 향한다. 

글, 사진. 임운석(여행작가)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

문화재청은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을 통해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많은 사람들이 문화유산을 방문할 수 있도록 홍보한다. ‘문화유

산 방문 캠페인’은 우리의 대표 문화유산을 지역과 특색에 따라 묶어낸 10가

지의 길(문화유산 방문코스)로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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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해

360° VR 이미지를

확인하세요!

자연과 인공, 동서 문화가 조화 이룬 창덕궁

창덕궁은 지형지물에 맞게 지은 독특한 특징이 있다. 자연

을 거스르지 않고 조화를 이뤄 조선시대 5대 궁궐 가운데 

정수로 꼽힌다. 1997년 12월 3일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열린 

제21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수원 화성과 함께 세

계유산으로 등재됐다.

창덕궁은 왕의 공적 공간인 외전과 왕과 왕가의 사적 공간

인 내전, 궁궐의 정원인 후원으로 나뉜다. 보물 돈화문은 창

덕궁의 정문이다. 현존하는 궁궐의 대문 가운데 가장 오래

됐으며 유일하게 정면이 5칸이다. 돈화문을 지나면 천연기

념물로 지정된 회화나무를 마주한다. 300~400년 동안 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조선의 번영과 위기의 순간을 함께한 

셈이다. 

활짝 열린 보물 인정문 사이로 인정전이 위엄을 뽐낸다. 인

정전은 왕의 즉위식이나 외국 사신을 접견하는 등 공식 국

가 행사를 치르던 곳이다. 겉은 2층이지만, 실내는 하나로 

트여 단층이다. 실내에는 서양식 가구와 마루, 커튼, 샹들리

에가 설치돼 있다. 조선 제27대 왕 순종대에 이르러 근대화

의 급물살이 밀려온 결과이다.

보물 선정전은 임금의 집무실인 편전이다. 인정전과 같은 

선상이 아닌 옆으로 비켜있다. 지형 여건상 인정전 뒤에 건

물을 짓기에 부적절해 위치를 변경한 것이다. 선정전 동쪽

에 내전인 희정당이 있고, 그 너머에 왕비의 침전인 대조전

이 있다. 대조전 대청은 서양식 거실로 꾸며져 있다. 게다가 

침실에는 침대까지 있다. 동서양의 조화가 생경하다. 왕가

에서 만나는 이 같은 낯섦은 안타까움으로 이어진다. 굴곡

진 역사를 아는 까닭이다. 그 흔적은 보물 낙선재에도 남아 

있다. 낙선재는 원래 창경궁에 속했으나 고종 13년(1876)에 

경복궁에 큰불이 난 뒤 편전으로 이용했다. 왕가의 권위나 

위엄 따위는 찾아볼 수 없는 이곳에서 고종은 열강의 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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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왕가의 기품이  

느껴지는 창덕궁

2 

남한산성 행궁의  

정문인 한남루

함께 방문하면 좋은 광주 문화재와 행사

지수당, 연무관, 침괘정

지수당은 1672년에 이세화가 지은 정자이다. 연못과 주변에 아

름드리 은행나무가 많아 운치 있다. 인근 연무관은 조선시대 군

사시설로 무기 시범은 물론이고 문무관 시험 등을 치른 곳이다. 

침괘정은 조선 후기 궁궐 건물에 쓰인 전형적인 관식 기법이 갖

추어져 있는데 군사적인 목적으로 지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광주남한산성문화제

백제의 첫 도읍지로 온조왕

의 얼이 깃든 남한산성을 널

리 알리고, 향토유적 축제를 

계승 발전하기 위해 1996년 

산성마을 주민이 운영하는 

대동제였다. 2001년부터 광주시가 운영해 오다 2003년부터 광

주시가 주최하고 남한산성문화제 추진위원회가 주관하였다. 이

때부터 어엿한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여 경기도와 경기관광공

사가 주관하는 지역축제심의위원회에서 경기 관광 대표 축제로 

2019년부터 3년 연속 선정된 바 있다. 축제 프로그램은 왕실 시

찰 퍼포먼스, 한남루 근무 교대식, 군영체험, 풍물공연, 줄타기 공

연, 특산물 마당 등이다. 축제는 매년 10월에 열린다.

ⓒ문화재청

여행 문의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 031-743-6610, 창덕궁 02-3668-2300

2

들과 마주했다.

창덕궁의 숨은 보석 후원은 자연과 조화를 이룬 왕가의 휴

식처이다. 후원은 자연 지형에 인공미를 더하였으나 훼손하

지 않고 조화를 추구했다. 부용지를 중심으로 주변에 왕과 

왕실 가족들이 휴식을 취하거나 독서를 했던 부용정, 왕실

의 도서를 보관하는 규장각 주합루, 과거시험을 보던 영화

당이 있다. 북쪽으로 발길을 돌리면 연꽃을 특히 좋아했던 

숙종 때 지은 애련지에 닿는다. 그 너머에는 사대부 가옥을 

본떠 지은 보물 연경당이 있다. 120칸의 저택이지만 궁궐에 

비하면 소박하다. 완만한 비탈을 내려서면 다양한 정자가 

한곳에 모여 있다. 임금은 옥류천 청의정에서 농사를 직접 

체험하고 백성들의 삶을 몸소 느꼈다고 한다. 

난공불락의 남한산성, 한양을 방어하다

예로부터 경기도에는 수도 서울을 방어하는 4곳의 요새가 

있었다. 사적 남한산성도 그중 하나로 동남쪽 요새이다. 서

울 도심에서 24km 떨어진 곳이다. 성이 있는 광주시는 약 

80%가 산지로서 산골짝을 적신 물은 한강으로 흘러든다. 

남한산성은 삼국시대 한반도의 패권을 결정짓는 주요 거점

이었다. 백제 시조 온조대왕의 사당인 숭렬전이 이곳에 조

성된 까닭이 여기에 있다. 신라 문무왕 13년(673)에 한산주

에 주장성을 쌓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데, 이를 남한산성

이라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고려가 몽골군의 침략에 맞

서 싸웠던 곳도 이곳이다. 산성을 대대적으로 수축한 이는 

조선 제16대 왕 인조이다. 그 당시 227칸의 행궁과 함께 옹

성 3개와 대문 4개, 암문 16개를 짓고 우물 80개를 팠다. 옹

성은 성문을 보호하고 성을 튼튼히 지키기 위하여 큰 성문 

밖에 원형이나 방형을 쌓은 작은 성이고, 암문은 성곽에 문

루를 일부러 세우지 않고 뚫은 문이다. 즉, 적군이 쉽게 발

견하지 못하도록 만든 비밀통로인 셈이다. 행궁은 임금이 

궁 밖으로 행차할 때 임시로 머물던 별궁으로 전란 발생 시

에는 피란처로 사용됐다. 남한산성의 용도는 이것으로 끝나

지 않았다. 구한말에는 외세에 항거하던 의병의 기지로 사

용됐다. 이러한 이유로 일제는 성안에 무기고와 화약고가 

있다며 많은 시설들을 무참히 파괴했다. 남한산성은 삼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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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 국난이 있을 때마다 항쟁의 거점이

었다. 하지만 남한산성은 우리 역사에서 지울 수 없는 크나

큰 치욕의 현장이기도 하다.

1636년 병자년 12월 2일 청 태종이 이끈 20만 군사가 파죽

지세로 조선 곳곳을 짓밟는 병자호란이 발발했다. 열이틀 

후인 14일, 인조는 한양의 도성을 버리고 남한산성에 몸을 

숨겼다. 47일간의 항쟁은 이렇게 시작됐다. 청군의 포위로 

산중에 고립된 인조와 군사들에게 추위와 굶주림, 무엇보다 

고립이라는 감당할 수 없는 공포가 엄습했다. 

이듬해 1월, 임금은 치욕의 ‘하성(下城)’을 결심하고 삼전도

에서 항복했다. 삼전도의 굴욕 이후 많은 신하와 왕자가 인

질로 잡혀갔고, 청 태종은 자신의 공덕을 자랑하는 ‘삼전도

비’를 세웠다. 

‘왕가의 길’을 압축한 ‘국왕의 길’

남한산성은 수도권에 있어 주말이면 수많은 사람이 찾는다. 

남한산성 트레킹 코스는 1코스 장수의 길, 2코스 국왕의 길, 

3코스 승병의 길, 4코스 융성의 길, 5코스 산성의 길로 나뉜

다. 그 가운데 2코스 국왕의 길은 조선시대 국왕의 공간이

었던 행궁에서 출발해 침괘정을 지나, 병자호란 시기 인조

가 항복하러 성문을 나간 서문을 아우른다. 총거리 2.9km

이며 1시간 정도 걸린다.

사적 남한산성 행궁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이 훼손했던 것

을 1999년 발굴 조사를 시작하여 2011년 한남루 복원을 끝

으로 중건한 것이다. 행궁의 정문에 해당하는 한남루는 ‘한

강 남쪽 성진(城鎭)의 누대’라는 뜻이다. 한남루를 지나면 

외삼문, 외행전, 내행전이 궁궐 건축 양식에 따라 일직선상

에 자리한다. 좌전과 우실에 각각 종묘사직을 옮길 수 있도

록 시설을 갖춘 것이 남한산성 행궁의 특징이다.

행궁이 있는 산성리는 조선시대 한강 이남에서 가장 번성

했던 지역 중 하나였다. 하지만 근대로 접어들면서 남한산

성이 행정·군사도시로서의 위상을 잃자 산성 인근에 거주

하던 주민들이 음식 장사를 시작했다. 이후부터 산성사거

리 주변에는 닭백숙, 산채비빔밥, 도토리묵 등을 파는 식당

이 줄을 잇게 되었다. 즐비한 식당가를 지나 숲에 발을 들이

면 한결 고즈넉하다. 이후 비탈을 오르면 백제의 시조 온조

왕과 산성 축성 당시 책임자였던 이서 장군을 모신 숭렬전

에 이른다. 그리고 발걸음을 재촉하면 서장대로 불리는 수

3 4

3 

남한산성 행궁(사적)

4 

남한산성의 여장  

안으로 산책로

가 놓여 있다.

5 

서장대로 불리는 수어장대 

6 

연주봉 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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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한국다움이 넘치는, 신비로운 우리 문화유산을 함께 만드

는 길에 동참하세요. 10개의 길, 75개의 만남이 있는 문화유산 방

문코스가 2022년 월간 <문화재사랑>을 통해 독자 여러분에게 

소개됩니다. 방문코스에 나오는 아름다운 우리 문화유산에 관한 

이야기, 멋진 풍경들에 푹 빠져보세요. 그리고 직접 문화재사랑 

12월호에 소개된 방문코스(남한산성 또는 창덕궁)를 방문해 인

증샷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4명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 the-h11@daum.net

첨부 내용 :  문화유산 방문캠페인 코스(남한산성 또는 창덕궁)에

서 직접 촬영한 사진, 사진에 대한 간단한 설명, 독자 

이름, 전화번호(상품 발송에 필요합니다)

응모기간 : 12월 15일까지

( 아래 사진처럼 인증샷을 촬영해주세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문화유산의 모습을 담아도 좋고

문화유산과 함께 있는 자신의 모습을 담아도 좋습니다.

인증샷을 찍고 메일로 보내주세요!

*  문화유산에 따라 출입이 제한된 곳도 있습니다. 소중한 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해 출입이 제한된 곳은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어장대에 도착한다. 장대란 지휘관이 군대를 지휘하도록 높

은 곳에 쌓은 대(臺)를 일컫는다. 인조 2년(1624) 남한산성 

수축 당시엔 4개의 장대가 설치됐다. 그러나 현재 남은 것

은 이게 유일하다. 47일의 항쟁 중에 인조는 여기서 직접 군

사를 지휘했다고 한다. 그 당시엔 단층이었지만 영조 27년

(1751)에 2층으로 증축했다. ‘수어장대’라고 쓴 편액이 걸린 

것도 그때였다. 

국왕의 길은 우익문(서문)으로 이어진다. 성문 주변은 가파

른 산세와 굳건한 성벽으로 이루어져 있다. 난공불락의 요

새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인조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채 1637년 스스로 성문을 열고 항복했다. 추위와 배고픔, 심

장을 옥죄는 고립감과 공포심은 항전 의지마저 얼어붙게 

했을 것이다.

마지막 북문을 향하는 길목에 연주봉 옹성이 있다. 옹성은 

성벽으로 접근하는 적을 3면에서 입체적으로 공격하고, 요

충지에 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성에서는 찾아

보기 어렵다. 옹성 앞에는 포대가 있어 적이 성으로 접근하

는 것을 미리 막아준다. 

드디어 마지막 지점인 전승문(북문)에 이른다. 문의 이름은 

정조 3년(1779) 성곽 개보수 때 명명한 것이다. 전승(全勝)

이란 다시는 병자호란과 같은 치욕을 당하지 말자는 뜻이 

아닐까. 왕가가 걸었던 길은 찬란한 번영의 길만 있는 게 아

니다. 때론 치욕과 불명예의 길도 있다. 이것이 역사가 우리

에게 전하는 메시지일 것이다.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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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문화재 데칼코마니

1

2

남북

고려와 조선을 대표하는 한반도 최고의 교육기관 

‘성균관’. 남과 북에 자리한 각각의 성균관은 형태적으로 

닮았지만 서로 다른 기능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닮은 듯 다른 두 성균관의 이야기를 살펴본다.

글. 안현정(성균관대학교 박물관 학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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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말에 시작해 조선시대까지 한반도 최고 교육기관으로 

역사적 가치가 깊은 사적 서울 문묘와 성균관 그리고 북한 

개성에 흔적이 남아 있는 개성 성균관(북한 국보문화유물). 

성균관 이전, 도읍에 학교를 세워 국가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으로는 고구려 태학, 통일신라 국학, 고려 국

자감이 있었다. 이후 국학, 성균감, 성균관 등으로 명칭이 바

뀌었고 조선도 이를 계승해 조선시대 교육의 표상으로 삼았

다. 각각 옛 교육기관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지만 활용의 측

면에선 다른 방식을 취한다. 서울 성균관은 그 상징성을 사

립대학 성균관대학교와 재단법인 성균관이라는 민간단체가 

유지하고 있다면, 개성 성균관은 간부를 길러내는 국립종합

대학 고려성균관과 국가가 직접 관리, 운영하는 고려박물관

(성균관의 18채 건물 중 대성전, 동무, 서무, 계성사 4개 건물

을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다.)으로 명맥이 유지되고 있다. 

‘교육기관’이라는 비슷한 지향점을 지니면서도 고려시대 국

자감을 계승한 개성 성균관과 조선 유교의 정통성을 계승한 

서울 성균관은 닮은 듯 다르다.

서울 성균관의 어제와 오늘 

서울 성균관은 11월 중순이 되면 5세기를 살아낸 명륜당 앞 

은행나무를 즐기기 위해 많은 인파가 몰린다. 오랜 역사만

큼이나 가을의 흔적을 가장 늦게까지 즐길 수 있는 단풍명

소이기 때문이다. 성균관은 명실 공히 조선시대 최고의 교

육기관이다. 속칭 ‘반궁(泮宮)’으로 불리는데 ‘반(泮)’이란 나

라의 학교란 뜻으로, 반궁을 감싸고 흐르는 물길을 ‘반수(泮

水)’, 주변 마을을 ‘반촌(泮村)’이라 불렀다. 문묘를 맡아 지

키던 유생과 이들을 보살폈던 성균관 공노비들은 사라지고 

없지만, 성균관대학교가 그 뜻을 이어받아 교육기관으로의 

의미를 이어가고 있다. 이웃한 재단법인 성균관은 유교조직

을 대표하는 중앙기구로서 아직도 한국 유교의 교단과 의

례(문묘향사, 성균관과 지방향교의 통합관리, 사회사업 등)

를 수호한다. 

성균관은 고려 충선왕 때 당시 최고 교육기관이던 국학을 성

균관으로 개칭한 데서 비롯되었는데, 공민왕 때 잠시 국자

감으로 불리다가 다시 그 이름을 회복하여 조선으로 이어진

1 

사적 서울 문묘와 성균관

대성전 모습

Ⓒ문화재청

2 

고려박물관의 

고려 성균관 대성전

Ⓒ한국학중앙연구원

3 

『조선고적도보』 속

경성 문묘 명륜당

Ⓒ국립중앙박물관

4 

문묘 일원의 모습

Ⓒ문화재청

다. 조선 태조는 한양으로 천도한 뒤 종묘와 사직, 경복궁을 

차례로 창건한 다음 1397년 2월 도평의사사에 명하여 성균

관의 터를 선정케 하고, 이듬해인 1398년 7월에 준공했는데, 

현존하는 성균관의 출발이 되었다. 완공된 성균관의 총 규

모는 96칸이지만, 정종 2년(1400)에 문묘가 불타버려 태종 7

년(1407)에 재건되었다. 이후 큰 시련은 임진왜란 때 찾아왔

다. 화마로 잿더미가 되어 선조 34년(1601)부터 복구작업이 

시작됐고 이듬해 문묘의 대성전이 중건되었으며 선조 39년

(1606) 지금의 명륜당이 재건되었다. 현재 유명한 것은 영조 

18년(1742)에 쓴 친필을 새긴 탕평비이다.

성균관은 단순히 교육만을 담당하는 기관이 아니라, 공자와 

선현의 제사를 받드는 향사(享祀) 역할을 하는 ‘문묘’의 기능

을 한다. 전묘후학(前廟後學)이라는 전통적인 방식에 따라 

앞쪽에 선현의 제사를 받드는 향사 공간을 마련하고 그 뒤로 

교육 공간을 배치한 방식으로, 이는 개성 성균관도 동일하

다. 성균관대학교 대로 쪽으로 난 외삼문(外三門)은 대성전

의 정문으로 항상 굳게 닫혀 있지만, 석전대제 때만 열린다. 

문묘의 향사는 멀리 신라 성덕왕 13년(714)에 문선왕(文宣王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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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선고적도보』 속 

개성 성균관(開城 

成均館) 전경

Ⓒ국립중앙박물관

6 

『조선고적도보』 속 

서울 성균관의 

대성전 모습

Ⓒ국립중앙박물관

: 공자)과 그 문하의 뛰어난 열 명의 제자[孔門十哲]를 비롯

한 72제자의 화상(畵像)을 국학에 안치한 데서 시작되었다. 

이들을 위한 제사인 ‘석전대제’는 중국이나 일본에도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석전대

제는 옛 악기와 제기, 고전음악인 문묘제례악과 팔일무, 제

관이 입는 전통적인 의상과 고전적 의식 절차 등이 원형대로 

잘 보존되어 있다.

개성 성균관의 어제와 오늘 

북한 황해북도 개성시에 있는, 고려시대 국자감을 계승한 개

성 성균관은 외국 사신들의 숙소인 순천관, 교육기관인 숭문

관으로 변천되다가 1089년 국자감을 지금 자리로 옮겨왔고, 

1310년 성균관으로 고쳐 부르게 되었다. 조선 초에 한양에 

성균관을 지으면서 개성 성균관은 향교가 되었고, 현재 건

물들은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전소된 것을 1602년에 복원한 

것이다. 앞부분에 대성전 구획이 있고 뒤에 명륜당 구획이 

있는 서울 성균관과 달리, 개성 성균관은 앞부분에 명륜당 

구획이 있고 뒷부분에 대성전 구획이 있다. 명륜당 앞마당의 

은행나무 두 그루는 서울 성균관과 마찬가지로 좌우로 학생

5

6

들의 숙소였던 동재(東齋), 서재(西齋)와 함께 자리한다. 명륜

당 뒤편 내삼문을 지나면 공자를 제사 지내던 대성전과 앞뜰 

좌우에 동무와 서무가 자리한 형태도 서울 성균관과 같은 형

식이다. 다만 유교의 상징인 석전대제와 전통행사는 일절 계

승하지 않고 현존하는 교육기관과 박물관의 기능을 국가가 

직접 운영한다. 

교육기관인 고려성균관은 경공업 부문의 전문 간부를 양성

하는 북한의 종합대학으로, 1992년 5월 5일 개성경공업단과

대학을 성균관으로 개칭하였다. 북한에서는 고려성균관의 

개교일을 성균관의 전신인 국자감이 설립된  9월 1일(992년)

로 지정했는데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원산농

업종합대학과 함께 북한에서 4개뿐인 종합대학 중 하나이

다. 현재 북한 국보 유적인 개성 성균관은 1988년부터 고려

박물관 전시실로 운영하고 있다. 1931년 일제강점기 때  세워

진 개성부립박물관이 그 전신으로, 광복 이후 개성부립박물

관은 국립중앙박물관의 개성분관으로 개편되었다. 4개의 전

시관으로 운영 중인 고려박물관은 동무의 제1전시관에 고려

의 성립과 발전의 역사를 보여주는 유물을, 대성전의 제2전

시관에 과학기술과 문화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유물을, 계성

사(공자 부모의 사당터)의 제3전시관에 개성시 박연리 적조

사터의 발굴 유물 등을, 서무의 제4전시관에 불일사오층석

탑에서 발견된 금동탑 3기를 비롯한 공민왕릉의 조각상과 

벽화 등을 전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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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 쓴 무형문화재 이야기

서민들의 삶이 담긴

Goseong Ogwangdae(Mask Dance Drama of Goseong) 

국가무형문화재(1964. 12. 28.)

글, 사진. 국립무형유산원 조사연구기록과

고성오광대( )

고성오광대는 경상남도 고성군에 전승되는 탈놀이로, 주로 정월 대보름과 농한기에 연행되었다. 고성오광대에는 양

반과 파계승에 대한 풍자, 그리고 처와 첩의 문제 등 당시 서민들의 삶이 담겨있다.

고성오광대는 총 다섯 과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과장은 양반의 자손이지만 조상들의 죄업으로 문둥이가 된 

인물이 신명을 통해 병을 극복하는 내용을 춤으로 표현한 문둥북춤이다. 다음으로 양반의 횡포와 어리석은 면을 비

판·조롱하는 오광대 과장, 비비 과장, 승무 과장을 거쳐, 처첩갈등을 담은 제밀주 과장으로 끝난다.

고성오광대에는 경상도 지역 토속춤인 덧배기춤이 주된 춤사위로 나타난다. 덧배기춤은 발 디딤새가 강하고 움직임

의 폭이 큰 춤이다. 반주음악에는 꽹과리, 징, 장구, 북 등의 타악기가 사용된다. 고성오광대는 귀신을 쫓는 의식춤을 

추는 대신 오락성이 강한 놀이들로 구성되어 있다. 고성오광대의 연희 내용에는 춤 대목이 많으며 배역에 따른 인물

의 성격이 잘 드러나 있다. 고성오광대의 문둥북춤과 제밀주 과장에는 삶에 대한 통찰이 나타나며, 양반 과장과 비비 

과장에는 냉철한 민중 의식이 나타난다. 고성오광대는 지역 특유의 춤인 덧배기가 연희에 잘 표출되어 고성만의 색

깔을 잘 간직하고 있다.

오광대 과장 양반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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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함께 읽기

1

1

술을 사랑한 문인, 그림이 되다

요즘 젊은이들이 직업 선택에서 현실에 안주할 것인가 아

니면 꿈을 위해 도전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처럼, 동양

의 문인들에게 출사(出仕)와 은둔(隱遁)은 삶의 방향을 결

정짓는 중요한 키워드였다. 과거 급제로 벼슬을 하든 은거

를 선택하든 술은 문인들에게 즐거움과 예술적 영감을 선

사하고 현실의 고통이나 어려움 따위를 잊게 하는 친구였

다. 그 때문에 특정 문인의 술과 관련한 일화나 문학작품이 

시공을 초월해 회자되며 회화작품으로도 그려졌다. 그중

에서 김홍도가 몇 번의 붓질로 간결하게 그려낸 <하지장

도(賀知章圖)>는 애주가(愛酒家) 하지장(賀知章)의 일화를 

그린 것으로 문인의 아취를 물씬 풍기며 보는 이의 눈길을 

머물게 한다.1)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술’처럼 자연스럽게 통하는 이야기가 

있을까? 우리 조상들 역시 ‘술’ 때문에 울고 웃고,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어 왔을 것이다. <하지장도(賀知章圖)>는 

그런 이야기 중 하나를 간결하게 묘사하고 있다.

글. 최경현(김포공항 문화재감정관실 문화재감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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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위에 앉은 관복 차림의 하지장은 만취 상태로 몸을 가누

지 못한 채 하인의 부축을 받으며 귀가하고 있다. 그 곁에

는 일산(日傘)을 든 하인이 있고, 술동이를 등에 맨 채 뒤에

서 걸음을 재촉하는 나이 지긋한 남성과 시선을 마주하고 

있다. 이때 일산을 든 하인의 표정은 난감한 반면, 술동이를 

맨 남성은 마치 하인이나 술 취한 하지장의 마음을 이해한

다는 듯 눈가에 웃음이 가득하다. 화면의 좌우 여백에는 시

문(詩文)과 관지(款識)가 있을 뿐 공간이나 시간에 관한 정

보는 전혀 없다. 하지만 관모도 벗어버린 남성의 만취한 모

습이나 피곤해 보이는 말, 일산 등에서 낮부터 시작된 술자

리가 야심한 시각이 되어서야 겨우 끝났다는 사실을 충분

히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화면 속 인물들의 동작이나 시선 

처리, 특정 지물로 공간이나 시간적 배경, 관련 메시지까지 

은유적으로 전하는 것은 김홍도의 풍속화에서 보이는 독특

한 표현기법이다. 이러한 면모는 그가 조선시대 최고의 화

원화가로 평가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탁월한 문재이자 예술가, 하지장

만취한 하지장(당나라의 시인으로 시인 이백의 발견자로 

알려졌으며 풍류인으로 유명하다)을 관복 차림으로 그린 

것은, 695년 급제 이후 744년 사직하고 귀향할 때까지 중

종, 예종, 현종을 섬기며 관직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관직 생활이 녹록치 않았는지 거의 매일 밤 문사들과 술을 

마시며 탁월한 문재(文才)를 발휘한 예술가로 더 잘 알려져 

있다. 그의 「회향우서(回鄕偶書)」는 당시(唐詩)를 대표하는 

천고의 명편(名篇)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신룡연간(神龍年

間 705-707)에 포융(包融), 장욱(張旭), 장약허(張若虛)와 함

께 오중사사(吳中四士)로 칭송된 것은 그러한 사실을 입증

해준다.2) 또한 하지장은 자신보다 나이가 42세나 어린 이백

(李白)의 「촉도난(蜀道難)」, 「오서곡(烏栖曲)」 등을 읽고, ‘하

늘에서 귀양 온 신선[謫仙人]’이라 칭찬하며 그의 재능을 

미리 알아본 일화로도 유명하다.

화면의 오른쪽 상단에는 “하지장이 말을 타면 배에 오른 듯 

흔들리고, 눈앞이 어지러워 우물에 떨어지면 물 아래 잠드

네[知章騎馬似乘船 眼花落井水底眼]”라는 문구가 적혀 있

1 

김홍도, 

<하지장도(賀知章圖)>, 

18세기 후반, 종이에 

수묵담채, 22×26cm 

Ⓒ국립중앙박물관 

1)  이 작품을 둘러싼 진위 논란이 있지만, 필자는 그 원형을 유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오중사사’는 『신당서(新唐書)』 「유안전(劉晏傳)」에서 처음 보이며, 절강성 소주의 

옛 지명인 오중(吳中)에서 활동했던 뛰어난 문사 4명을 가리킨다. 이들은 당나라 

초기의 시가에서 뛰어난 장점을 수용함과 동시에, 경물과 작가의 감정이 하나되는 

정경융합(情景融合)의 시가로 성당기 시가의 전범을 제시하였다.

3)  「음중팔선가」는 두보가 장안에 처음 도착한 745~746년경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팔선은 하지장을 필두로 여양왕(汝陽王) 이진(李璡), 좌승상 이적지(李適之), 

최종지(崔宗之), 소진(蘇晉), 이백(李白), 장욱(張旭), 초수(焦遂)이다. 연장자 

하지장을 맨 앞에 뒤고 그 다음부터는 관직 순서로 시를 읊었으며, 맨 마지막의 

초수는 관직이 없었기 때문에 『당서(唐書)』 「전기(傳記)」에 수록되지 않았다. 

4)  화면 왼쪽에 “갑자랍념단구사우서묵재(甲子臘念丹邱寫于瑞墨齋)”라 적은 다음 

주문방인 “신홍도(臣弘道)”와 백문방인 “취화사(醉畵士)”가 찍혀 있다. 이는 

김홍도의 <하지장도>가 1804년 12월 20일 동갑내기 화원화가 박유성(朴維城)의 

서묵재에서 그려졌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다. 이는 두보(杜甫)가 지은 「음중팔선가(飮中八仙歌)」의 첫 

구절로, 하지장이 평상시 퇴청하면 매일 밤 몸을 가누지 못

할 정도로 술을 마셨기 때문에 온전히 귀가하지 못했던 일

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3) 이러한 문구와 딱 들어맞는 하

지장의 모습을 보면 무릎을 치며 ‘아!’라는 탄복이 절로 나

오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김홍도의 <하지장도>는 고사인

물도일 뿐만 아니라 시의도(詩意圖)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문인세계를 지향한 노년기의 김홍도가 백묘법(白描法)으로 

대상의 특징만을 묘사하여 높은 화격을 보여준다..4)

두보의 「음중팔선가」에 등장하는 문인들은 관직 생활보다

는 자유로운 영혼을 지닌 이들과 술을 마시고 시문을 지으

며 예술가로서의 삶을 탐닉하였다. 동 시기 백성들은 음중

팔선의 행보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것이다. 그

렇다면 두보는 어떤 마음으로 시를 지었을까? 백성의 입장

에서 그들을 지탄하고 싶었던 것인가 아니면 동경했던 것

인가? 오늘날 그의 생각은 알 수 없지만 「음중팔선가」는 오

랫동안 회자되고 그림 소재가 되면서 어느 순간 동경의 대

상이 되어버렸다. 현대에도 샐러리맨들은 일과를 마치고 하

루 회포를 풀거나 비즈니스의 연장이라는 미명 아래 술자

리 문화를 여전히 계속하고 있다. 김홍도는 <하지장도>로 

정조 연간에 관리들의 음주문화를 조심스럽게 꼬집고 싶었

던 것은 아니었을까? 

있있있있있있있있있다다다다다다다다다 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 는는는는는는는는 하하하하하하하하하지장지장지장지장지장지장지장지장지장

문화문화문화화문화문화문화문화화화화화문화화화화를 를 를를 를 를 를 를 를를를를 를를 를 조심조심조심조심조심조심조심조심조심조심심심조심조심심스럽스럽스럽스럽스럽스스스럽스럽스럽스스럽스럽스스럽스럽스럽럽게게게게게게게게게게게꼬집꼬집꼬집꼬집꼬집꼬집꼬집꼬집꼬집꼬집꼬집꼬집꼬집꼬집집꼬꼬꼬집집고 고 고 고 고 고 고고 고 고고고 고고고고싶었싶었싶었싶었싶었싶었싶었싶었싶었싶었싶었싶었싶었싶었싶었었싶었었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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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삶 속에서 살아 숨 쉬는 무형문화재

떡은 우리가 일생 동안 거치는 각종 의례와 행사마다 

만들어서 나누어 먹는 음식으로,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무형적 자산이다. 또한 그 역사도 매우 

오래되었다.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아 '떡 만들기'가 

지난 11월 1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글. 윤덕인(가톨릭관동대학교 명예교수)

1

2

3

정보무늬(QR코드)를 찍으면 ‘떡 만들기’와 관련한 이야기를 

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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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일상의 가장 친숙한 간식

“…정월 대보름 ‘달떡’이요……팔월 가위 ‘오려 송편’, 구

월 구일 ‘국화떡’이다. 시월 상달 ‘무시루떡’, 동짓달 동짓날 

‘새알시미’, 섣달에는 ‘골무떡’이다. 떡 사오, 떡 사오, 떡 사

려오….” 절기마다 먹는 떡을 노래한 ‘떡타령’이다. 요즘처

럼 찬바람이 불어 올 때, 따끈하고 두툼한 ‘무시루떡’이 눈 

앞에 어른거린다.

떡은 이처럼 절기에 따라 먹는 특별한 음식이고 ‘밥 먹는 

배 따로, 떡 먹는 배 따로 있다’,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 

는 속담처럼 우리의 일상에서도 친숙한 간식이고 제물로

도 쓰이는 음식이다.

이러한 ‘떡[餠]’은 ‘떡 만들기’로 2021년 11월 1일 국가무형

문화재로 신규 지정되었다. 이번 지정에는 떡을 만들고 나

누어 먹는 전통적 생활관습까지를 포괄했는데, 한반도 전

역에서 온 국민이 떡을 ‘나눔과 배려의 상징’, ‘정(情)을 주

고받는 매개물’로 여기고 함께 전승·향유하는 문화라는 점

에서 이미 지정된 ‘김치 담그기’, ‘장 담그기’와 같이 특정

한 보유자나 보유단체 없이 종목만 지정하였다. 떡은 공동

체 구성원 간의 화합을 매개하는 특별한 음식인 셈이다.

떡은 곡식가루를 시루에 안쳐서 찌거나(찐떡), 쪄서 치거나

(친떡), 물에 삶아서(삶은 떡), 혹은 기름에 지져서(지진 떡) 

익힌 음식이다. 즉, 떡의 종류는 크게 떡의 켜와 켜 사이에 

고물을 얹은 시루떡, 켜를 만들지 않고 찌는 설기떡과 증

편, 송편, 두텁떡 등의 찐떡, 인절미, 가래떡(흰떡), 절편, 개

피떡, 단자 등의 친떡, 경단 등의 삶은 떡, 전병, 화전, 부꾸

미 등의 지진떡으로 구분된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우리 떡

은 ‘시루떡’ 등 찐떡이다.

당신이 아는 그 떡은 언제 떡?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떡을 만들어 먹기 시작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청동기시대, 철기시대 유적에서 시루가 

발견된 점, 황해도 안악 3호 고분벽화를 통해 부엌에 시루

가 그려진 점 등으로 미루어 고대에도 떡을 만들어 먹었음

을 알 수 있다. 주식으로 밥을 주로 먹게 되면서 떡은 밥에 

주식 자리를 내주고 특별한 음식이 되어 현재까지 우리 식

생활에서 특별식으로 자리하고 있다.

문헌상 떡에 관한 기록으로는 『삼국사기』에서 떡을 뜻하

는 글자인 ‘병(餠)’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삼국유사』 권

2 「가락국기」에 ‘법민왕 19년에 수로왕 17대손에게 선조의 

제사를 지내도록 좋은 논을 하사했는데 해마다 술, 감주, 떡, 

쌀밥, 차, 과로 제사를 지냈다’고 하여 떡을 제물로 올렸음

도 알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권농정책에 따른 양곡의 증산

과 숭불 사상에 따라 육식을 가급적 금하고 차를 즐기는 음

다 풍속이 유행하면서 떡이 더욱 발전하였다. 『고려사』를 

비롯하여 『동국이상국집』, 『지봉유설』, 『목은집』 등 각종 문

헌에서 떡을 만들어 먹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고려가요 「쌍화점」에서는 떡이 상품으로 음식점에서 팔리

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 ‘쌍화’는 고려 때 중국에서 들어 

온 것으로 밀가루를 술로 반죽하여 부풀려 찐 증편의 한 

종류이다. 후대에는 밀가루 대신 멥쌀가루에 막걸리를 넣

고 발효시키는 법으로 변했으며, 현재는 제주도에서 ‘쌍화’

를 ‘상애’, ‘제사빵’이라고 부르며 판매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조선시대에 다양해지고 화려해져

조선시대에는 농업 기술이 발달하고, 조리가공법이 발전

하면서 떡의 재료 및 만드는 방법이 다양화되어 각종 의례

에 떡의 사용이 보편화되었다. 특히 궁중과 반가를 중심으

로 종류와 맛이 한층 다양해지고 화려해졌다.

『산가요록(山家要錄)』, 『음식디미방』, 『증보산림경제(增補

山林經濟)』, 『규합총서(閨閤叢書)』 등에서 다양한 떡의 이

1 

가래떡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2 

시루떡

Ⓒ셔터스톡

3 

송편

Ⓒ셔터스톡

4 

옹기시루

Ⓒ국립민속박물관

5 

청태콩을 소로 넣어  

송편을 빚는 모습

Ⓒ서애 류성룡 종가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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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8

름과 만드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었다.

『조선왕조실록』에 ‘떡’과 관련된 기록은 총 161회이며, 조

선 중기 이후에는 남아존중, 장자상속, 출가외인 등 가족

제도와 유교예절에 따른 관혼상제의 규범이 엄격해지면서 

조상 봉제사, 가족의 생일, 혼례, 수연 등 여러 잔치와 명절 

등의 행사음식이 의례화되었다. 이때 중심 품목은 ‘떡’이었

다. 어린아이 백일 떡인 ‘백설기’는 흰 쌀가루로 만드는데 

이는 아이의 순진무구함과 신성함을 상징한다. 팥고물을 

묻힌 ‘찰수수경단’은 잡귀를 몰아내고 액을 물리친다고 여

겨 만들었다. 첫돌에는 ‘백설기’, ‘찰수수경단’과 함께 ‘오색

송편’을 만들었다. 오행을 갖춘 성인이 되기를 염원하기 때

문이었다.

혼례 때에는 신부집에서 ‘봉치떡’을 만들어 놓고 함을 받았

다. ‘봉치떡’은 찹쌀과 붉은 팥 두 켜로 만든 ‘팥찰시루떡’

이다. 위에는 대추를 놓는다. 부부의 화합을 축복하고 붉은 

팥고물로 액을 없애고자 하였다.

제례 때의 떡은 ‘편’이라고 하며 ‘백편’, ‘승검초편’, ‘꿀편’, 

‘녹두찰편’ 등을 놓는데 켜가 얇다. 웃기로는 ‘증편’, ‘흰주

악’, ‘쑥주악’, ‘대추주악’ 등을 얹는다. 

19세기 말 서양식 식문화의 도입으로 우리 고유의 식생활

에 변화가 생겼고 떡 만들기 문화가 일부 축소되었지만 방

앗간의 증가로 떡 만들기가 분업화되고 떡의 생산과 소비 

주체가 형성되었다. 

우리 문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무형 자산

지역마다 다양한 떡이 전승되는 것도 ‘떡 만들기’ 문화의 

특징이다. 감자와 옥수수 생산이 많은 강원도에서는 ‘감자

시루떡’, ‘찰옥수수시루떡’이 전승되고 잡곡이 많이 생산되

는 제주도에서는 ‘오메기떡’, ‘빙떡’이 전해지고 있다.

또한 떡은 한 해 마을의 안녕을 비는 마을신앙 의례, 상달 

고사 등 가정신앙 의례, 별신굿 및 진오귀굿 등 각종 굿 의

례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제물이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

에도 개업떡, 이사떡 등의 형태로 이웃 간에 떡을 나누는 

문화가 지속적으로 유지 및 전승되고 있다. 의례별로 사용

되는 떡은 상징적 의미가 깃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무형적 자산이다. 

현재는 손쉽게 떡을 만들 수 있는 믹스 떡가루 제품이 개

발되고, 아침식사용 떡, 떡 카페 등장, 세계인의 입맛에 맞

춘 퓨전 떡볶이, 굳지 않는 떡 만들기 기술 특허, 얼마 전에

는 ‘떡 제조기능사’ 국가자격증까지 도입되어 떡 만들기가 

적극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떡산업은 최근 웰빙과 전통, 

슬로푸드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호

기를 맞고 있다.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또한 떡 만들기와 떡

을 향유하는 떡 문화의 시대를 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

럼 다양한 떡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 만큼 어려서

부터 우리 떡을 즐겨 먹는 습관을 유지하는 길이 떡 문화

를 더욱 견고하게 지킬 수 있는 길이라 여겨진다.

떡 만들기의 장인에게 어느 떡이 가장 맛있느냐고 질문했

을 때 돌아온 답은 “지금 막 만든 떡을 먹을 때”였다. 떡을 

만들어 먹을 때의 감사함을 표현한 것으로, 이는 우리가 기

억해야 할 이야기이다.  

6

6 

떡메로 떡을 치는 모습

Ⓒ국립민속박물관

7 

불천위 제사에 올린 

완성된 편

Ⓒ충재 권벌 종가

8 

개업떡편과 편청 

Ⓒ심온 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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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아리랑 (2015. 9. 22.)

‘아리랑’은 향토민요 또는 통속민요로 불리는 모든 아리랑

계통 악곡으로, 한민족의 정서가 녹아 있는 노래이자 가장 

널리 공유되고 있는 대표적인 문화상징 중의 하나이다.

4월 

제다 (2016. 7. 14.)

‘제다’는 차나무의 싹, 잎, 어린줄기를 찌거나 덖거나 발효 

해 재료로 만든 후 비비기, 찧기, 압착, 건조 등의 공정을 통

해 마실 수 있는 차(茶)로 만드는 전통기술을 말한다.

7월 

활쏘기 (2020. 7. 30.)

‘활쏘기’는 활과 화살로 표적을 맞히는 전통무술 또는 민속

경기이다. 만드는 방법, 쏘는 방법, 그리고 활을 쏠 때의 태

도 및 마음가짐 등에서 우리만의 고유성을 보유하고 있다.

10월 

인삼 재배와 약용문화 (2020. 12. 1.)

인삼은 불로초(不老草) 또는 만병초(萬病草)로 불리며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재배, 활용되면서 이를 

매개로 한 음식·의례·설화 등 관련 문화가 풍부하다. 

2월

 장 담그기 (2018. 12. 27.)

‘장 담그기’는 콩을 사용하여 만든 식품인 장(醬) 

그 자체의 효능을 넘어, 재료를 직접 준비해서 

장을 만들고 발효시키는 전반적인 과정이다. 

5월 

제염 (2018. 4. 30.)

‘제염’은 조선시대까지 이어져온 전통적인 자염법과 1907

년 도입되어 현재까지 지속되어 온 천일제염법이 있다. 

제염은 갯벌에서 조성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8월 

막걸리 빚기 (2021. 6. 15.)

막걸리는 곡물과 누룩, 물로 빚는 우리 고유의 술로 예로부

터 마을 공동체의 생업·의례·경조사에서 빠지지 않는 요소

였으며 오늘날에도 많은 국민이 즐기는 대중적인 술이다.

11월 

김치 담그기 (2017. 11. 15.)

‘김치 담그기’는 한국 사회에서 지역적, 사회적, 경제적 차이

를 넘어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공동체로 참여하는 일상적

이고 반복적인 문화로,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이다.

3월 

전통어로방식- 어살 (2019. 4. 3.)

어촌 지역의 대표적인 전통어업문화로 대나무발 등을 치거

나 돌을 쌓아서 밀물 때 연안으로 몰려들었다가 썰물 때 빠

져나가지 못한 물고기를 잡는 어구 또는 어법을 말한다.

6월 

씨름 (2017. 1. 4.)

‘씨름’은 두 사람이 샅바를 맞잡고 힘과 기술을 이용해 상대

를 넘어뜨려 승부를 겨루는 경기로, 한민족 특유의 공동체 

문화를 바탕으로 현재까지 전승되는 세시풍속 놀이다.

9월 

해녀 (2017. 5. 1.)

‘해녀’는 한국의 전통적 해양문화와 여성 어로문화를 대표

하는 산증인으로 17세기 제주도 관련 기록에서도 보이듯

이 오랜 역사를 지녔으며 독특한 공동체적 생활문화이다.

12월 

온돌문화 (2018. 4. 30.)

‘온돌’은 한반도에서 2천 년 이상 전승된 문화이자 한국을 

대표하는 주거 요소로, 중국 등의 바닥 난방 방식과는 분명

히 구별되는 고유한 주거 기술 및 주생활 문화유산이다.

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의 신규종목 지정을 통해 보호 대상을 확대하여 우리의 전통 문화가 후대에 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 전역에서 온 국민이 전승·향유하고 있는 문화들을 특정한 보유자나 보유단체 없이 종목만 지정하고 있다. 

<문화재사랑>은 2022년도에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숨 쉬는’ 종목 지정 국가무형문화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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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의 가치와 역사성 재조명 계기 될 것

이번 복원작업을 통해 그동안 베일에 싸여 있던 향원정 구

들의 구체적인 형태와 연도(煙道, 연기가 나가는 통로)의 위

치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현재 남아 있는 유구를 그대로 활

용하여 향원지 호안석축1) 외부와 연결된 낮은 형태의 굴뚝

을 복원하였고, 배연실험2)으로 아궁이에서 연도를 통해 연

기가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는 것도 확인하였다. 또한 향원정

의 6개 기둥 중 동남방향 초석(楚石, 주춧돌)3)을 조사한 결과 

건물 기울어짐의 주요 원인이 초석을 받치는 초반석의 균열

로 인한 초석 침하 현상이었다는 사실도 알아냈다. 복원 과

정은 전통 방식의 말뚝기초 시공을 통해 지반을 보강하였으

며, 향원지 영역의 옛 사진을 분석하여 변형·훼손된 절병통, 

창호, 능화지, 외부 난간대 등을 복원했다. 또한 과학적 실험

을 통해 향원정의 원형 단청도 확인하였는데, 향후 단청안료

를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취향교 복원과 향원정 보수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경복궁 2

차 복원정비사업과 함께 경복궁의 문화재적 가치와 역사성

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1, 2 

경복궁 향원정 

복원 후 전경

3 

단청 문양도 원형대로 복

원하였다.  

4 

향원정 내부 1층 복원 모습.

5 

능화지로 도배된 향원정 

실내 모습

지난 11월 5일, 경복궁 향원정이 3년 만에 복원을 완료했다. 이는 문화재청이 일제강점기에 훼손된 

법궁(法宮) 경복궁의 원래 모습을 되찾기 위해 꾸준히 복원사업을 추진한 결과이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민족문화유산의 품격과 국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글. 편집실   자료. 궁능유적본부 복원정비과

왕과 왕비의 휴식처, 다시 우리 곁으로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휴식처였던 경복궁 향원지. 이곳에 위

치한 향원정과 취향교가 3년 만에 복원을 완료했다.

경복궁 향원정과 취향교는 오랫동안 정확한 창건연대 기록

이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1887년(고종 24년)의 『승정원일

기』에 ‘향원정’이라는 명칭이 처음 등장하기 때문에 건립 시

점을 1887년 이전으로 추정해 왔다. 그러나 이번 복원공사에

서 수행한 목재 연륜연대조사를 통해 1881년과 1884년 두 차

례에 걸쳐 벌채된 목재가 사용된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건

립 시기를 추정하는 근거가 마련되면서 향원정 건립 시기는 

1885년으로 추정하게 되었다.

향원정은 오랜 시간에 걸쳐 낡고 기울어지면서 2012년 정밀

실측조사를 시작으로 주기적으로 안전진단을 받다가 2018

년 11월부터 보수공사에 들어가 총 3년간의 공사 끝에 본래

의 모습을 되찾은 것이다.

한편 취향교는 건청궁에서 향원정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원

래 향원정의 북쪽에 세워진 다리였으나, 6·25전쟁 때 파괴

되었다. 1953년 관람 편의를 위하여 본래 위치(향원정 북쪽)

가 아닌 향원정 남쪽에 세워졌으나 이번 복원을 통해 원래

의 자리를 되찾게 되었다. 그리고 이전에는 석교 교각에 목

재 난간을 갖춘 평교형태였다가 이번에 아치형 목교로 제 

모습을 찾았다. 

1)  호안석축(護岸石築): 강이나 바닥기슭 둑이 무너지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만든 돌로 만든 벽

2) 배연실험: 온돌의 굴뚝에서 연기가 외부로 배출되는지를 확인하는 실험

3) 초석(楚石): 건물 기둥 밑에 기초로 받혀놓은 주춧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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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품으로 돌아온 문화유산

움직임은 변화를 만들고 특별한 사연을 낳는다. 국보 

<세한도>는 우리나라 문화재 중 움직임과 변화의 

대명사이다. <세한도>는 한중일을 넘나들었으나 

극적으로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 긴 여정에서 

<세한도>의 소장자가 여러 번 바뀌었고, 중국과 

한국인들의 감상 글이 더해져 길이 108.2cm의 

<세한도>가 1,469.5cm의 <세한도> 두루마리가 

되었다. <세한도>가 제작되고, 전해지면서 

다채로운 사연이 차곡차곡 쌓여갔다.

글. 이수경(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닌 그림 

<세한도>는 왜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것일까? <세한도>를 

되찾은 극적인 이야기 때문만은 아니다. 세한의 시간과 송백

의 마음이라는 <세한도>에 담긴 인류 보편적 가치에서 이유

를 찾을 수 있다. <세한도>는 누구에게나 역경이 닥칠 수 있

으며, 변치 않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

지 알려주는 명작이다. “세한연후(歲寒然後) 송백지후조(松

柏知後凋)” 즉, “한겨울 추운 날씨가 된 다음에야 소나무와 

측백나무가 시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공자의 

말은 예로부터 즐겨 인용되었다. 그러나 그림으로 그려진 예

가 거의 없었다. 김정희는 ‘세한’과 ‘송백지후조’를 평생 쌓아

온 지력과 필력으로 해결했다.

김정희는 둥근 문이 있는 집 좌우로 소나무 두 그루, 측백나

무 두 그루만 그려서 화면의 반이 여백으로 남아 있다. 집조

차 너무 허름해서 추워 보인다. 한겨울의 메마름을 물기가 

거의 없는 바짝 마른 까슬까슬한 붓질로 표현했다. 이처럼 

물기 없는 마른 붓에 진한 먹물을 묻혀 그리는 필법은 그가 

59년 동안 갈고 닦아 이루어낸 필력에서 나온 것이다. ‘송백

지후조’는 소나무와 측백나무 잎이 기운차게 솟아올라 있는 

모습으로 전달했다. 단순해 보이는 그림이지만, 확대해 보면 

필치의 단단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파란만장한 명작의 여정

울타리 밖을 나갈 수 없던 김정희에게 책은 유일한 지식의 

보고였다. 또한 책은 이전의 윤택했던 삶과 연결되는 통로로 

그는 책을 보면서 세한의 시간을 잊을 수 있었을 것이다. 계

속 새 책을 보내주는 역관 이상적에게 고마움을 표하기 위

해 1844년 김정희는 <세한도>를 제작해서 한양으로 보냈

다. 이상적은 <세한도>를 받고 감격했고 그해 음력 10월 일

곱 번째 중국 출장길에 이를 가져갔다. 1845년 음력 1월 그의 

연경 방문을 축하하기 위해 중국인 친구들이 모임을 열었다. 

이 모임에서 이상적은 <세한도>를 보여주었다. <세한도>의 

“세한연후 지송백지후조”에 공감한 중국인 지인 16명이 감

상 글을 남겼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세한도>는 개성에 있었다. 1914

년 김준학이 쓴 글이 <세한도> 두루마리 제일 앞에 있는데, 

개성에서 작성한 것이다. 이외에도 중국인들의 감상 글 사이

에 그의 글 2개를 더 찾을 수 있다. 이들 글에서 그의 부친이

자 역관 김병선이 <세한도>를 소장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시문에 뛰어났던 김병선은 이상적의 양자 이용림과 모임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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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보 김정희 필 세한도

Ⓒ국립중앙박물관

2 

후지쓰카 

지카시(1879~1948) 

경성제대 법문학부 교수 

시절

Ⓒ국립중앙박물관

함께하는 사이였다. 아마도 이러한 인연으로 김병선이 <세

한도>를 소장했고, 아들 김준학에게 이를 물려주었을 것이

다. 이후 휘문의숙을 설립한 민영휘의 아들 민규식이 <세한

도>를 소장했다고 하나 정확하지는 않다. 1932년 <세한도>

의 소장자는 일본인 후지쓰카 지카시였다. 그는 김정희를 제

대로 연구한 첫 번째 학자였다. 그는 <세한도> 외에도 김정

희의 여러 작품을 소장했는데, 그와 교유한 문예계 인사들이 

그의 연구와 수집을 도왔다. 김병선의 사후 <세한도>를 소

장했을 그의 아들 김상준은 후지쓰카에게 19세기 역관들이 

시문과 편지 등 일괄 자료를 팔았다. 후지쓰카는 김정희 업

적을 알리고자 노력했고 <세한도> 영인본 100부를 제작하

기도 했다. 그는 일본으로 돌아가면서 그는 <세한도>와 함

께 여러 자료를 가지고 갔다.

기가 막힌 <세한도> 환수 그리고 기증에 이르기까지

1944년 말 진도 출신 서화가 손재형은 <세한도>를 찾기 위

해 미군의 공습이 이어지던 일본 도쿄로 후지쓰카를 찾았다. 

약 3개월 동안 노력을 기울인 손재형은 드디어 <세한도>를 

얻게 되었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1945년 3월 미군의 공

습으로 후지쓰카의 연구소가 불에 타버렸으니 아찔한 상황

이 아닐 수 없다. 손재형은 목숨을 걸고 정성을 다해 설득했

고, 후지쓰카가 이를 이해했기에 <세한도>가 극적으로 한국

우리 품으로

돌아온 문화유산 

카드뉴스

11월호 

‘북관대첩비’

2

2

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1949년 손재형은 이시영, 정인보, 오

세창에게 <세한도>를 보여주고 글을 받아 덧붙여서 지금의 

모습으로 장황하게 된 것이다. 손재형은 미군의 일본 공습과 

6.25전쟁의 포화 속에서 <세한도>를 지켜냈지만, 안타깝게

도 채 30년도 소장하지 못했다. 그는 1958년부터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과 당선을 거듭하다가 돈이 궁해지자 수집품

을 저당잡혔다가 되찾지 못했다. 1974년 <세한도>가 국보로 

지정될 때 소장자는 개성 출신 사업가 손세기였다. 손세기는 

동향 출신 사채업자 이근태에게서 <세한도>를 구입했다. 손

세기는 고서화 수집에 관심이 많아서 간송미술관 전시를 매

우 오랫동안 관람했다고 한다. 그의 아들 손창근도 고서화 

수집을 이어갔다. 손창근은 정성을 기울여 수집한 소장품을 

2005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국립중앙박물관에 기탁했

다. 2018년 202건 304점 기증에 이어 2020년에는 <세한도>

를 아무런 조건 없이 기증했다. <세한도> 기증을 결심할 수 

있었던 데에는 부인 김연순 여사의 조언이 큰 힘이 되었다. 

이제 <세한도>가 국민의 품으로 오게 되면서 <세한도>의 

176년 여정이 아름답게 마무리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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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문화재청

古宮年華

정리. 편집실  자료. 국립고궁박물관 전시홍보과

1 

특별전 포스터

2 

연지당 발굴터 모습

Ⓒ이한구

3 

개조당 치목 공사 장면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경복궁 발굴·복원 30주년

을 기념하여 ‘고궁연화 古宮年華, 경복궁 발굴·복원 30주

년 기념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특별전은 30년 복원 

과정을 겨울, 가을, 여름, 봄 역순으로 사계절에 투영시켜 

우리 옛 궁궐이 본 모습을 찾는 과정과, 이를 위해 노고를 

보탠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명합니다. 

제 모습을 잃고 방치되던 경복궁은 수많은 손길과 노력이 

쌓인 발굴, 복원 과정을 거치며 우리 곁으로 돌아왔습니

다. 지난 30년 동안 경복궁 발굴, 복원 사업도 변화를 거

듭해 왔습니다. 그저 바라만 보는 옛 왕조의 궁궐이 아닌, 

우리의 삶 속에 녹아 함께 숨 쉬는 공간으로 바꾸는 것이 

경복궁을 발굴, 복원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경복궁 복원 

공사는 앞으로도 우리의 역사를 치유하고 과거와 현재를 

잇는 교량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전시는 총 4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1부에서 경복궁

의 겨울에서는 흥복전에서 궁궐이 훼철되는 과정과 복원

의 이유를 영상과 근대문학으로 살펴봅니다. 2부에서 경

복궁의 가을은 소주방지를 배경으로 발굴 작업에 힘 쓴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명합니다. 3부에서 경복궁

의 여름에서는 근정전과 교태전의 복원 모습을 도면 영

상을 통해 감상해 봅니다. 4부에서는 영상을 통해 마침내  

향후 복원 공사가 끝나고 맞이할 경복궁의 찬란한 봄날, 

고궁연화(古宮年華)를 선보입니다. 고궁에 살았던 옛 사

람의 자취, 황폐했던 고궁의 복원을 위해 노고를 보탠 사

람들 그리고 그 고궁에서 현재의 삶을 즐기는 우리들, 어

느 것 하나 제자리에 없어서는 안 될 경복궁을 이루는 조

각입니다. 이들 마음이 모여 만나게 될 경복궁의 가장 빛

나는 시간, 고궁연화를 꿈꿔봅니다. 

2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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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가 눈에 비친 자연유산

감사합니다

글, 사진. 김중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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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 일원)



문화재가 있는 풍경

국가등록문화재

신안 증도 태평염전 新安 曾島 太平鹽田

140만 평의 갯벌에서 생산되는 15,000톤의 천일염. 

바닷물을 끌어들여 바람과 햇빛으로 수분만 증발시켜 

만드는 이 소금은 그 자체로 자연의 경이를 보여준다.

신안 증도 태평염전은 바로 이 천일염의 보존 기반을 

마련하고 우리의 옛 소금 생산 수단을 유지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곳이다. 6·25전쟁 이후 피란민 구제와 국내 

소금 생산 증대를 목적으로 건립된 태평염전은 전증도와 

후증도를 둑으로 연결하고 그 사이 갯벌에 조성한 국내 

최대의 단일 염전으로, 동서 방향으로 긴 장방형의 

1공구가 북쪽에, 2공구가 남쪽에, 남북 방향으로 3공구가 

조성되어 있다. 염전 영역에는 목조 소금창고, 석조 

소금창고, 염부사, 목욕탕 등의 건축물이 있으며 자연 

생태의 갯벌, 저수지와 함께 천혜의 아름다운 경치를 

이루고 있다. 이곳 염전이 만들어 내는 파란 하늘, 그 

하늘이 만들어 내는 반짝이는 소금은 그야말로 장관이다.
사진. 문화재청 김홍기

자연과 인간이 
함께 빚은 소금꽃



QR코드를 찍으시면

실감나는 입체 캐릭터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황새를

입체 캐릭터로

만나보세요.

12

천연기념물 입체 캐릭터

천연기념물(동물)

멀티미디어 점자감각책

국민참여 목소리 기부

음성 QR코드

〈문화재사랑〉 구독 안내

⊙ 구독신청

➊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

➋ 새소식 바로 가기

➌ 문화재청 소식지

➍ 문화재사랑

➎  구독신청, 주소변경, 구독확인, 

구독해지, 웹진보기

⊙ 구독 관련 문의사항

     T. 02-2233-6383

행운을 가져오는 큰 새, 황새

황새는 큰 새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한새’로 불렸어요.

큰 소라는 의미의 ‘한소’가 

황소로 변한 것처럼

한새에서 황새로 이름이 변한 거예요.

황새는 날개 끝의 까만 깃털을 제외하고

몸 전체가 하얗고 다리는 붉은색이에요.

강가나 습지, 갯벌 등지에서 물고기등 

작은 동물을 먹고 살아요.

황새는 우리 속담이나 전설, 

민요에 자주 등장해서

무척 친숙하게 느껴져요.

옛날에는 황새가 좋은 소식과 

행운을 가져다준다고 알려져서

사람들은 황새에게 해를 

끼치는 걸 꺼렸답니다.

황새
(천연기념물)

QR코드
바로가기

요금수취인

후 납 부 담

발송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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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둔산우체국

제108호

받는 사람

대전 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대변인실

35208

보내는 사람

성명

주소

연락처

〈문화재사랑〉은 독자엽서로 구독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천연기념물 황새



문화재  
안전

겨울철 화재 및  

동파 대비 문화재 안전점검 추진

문화재청은 겨울철 화재, 폭설 및 동파에 의한 

문화재 피해를 예방하고자 보물, 사적, 국가민

속문화재 등 국가지정문화재 중 화재 및 폭설에 

취약한 목조문화재 25건에 대해 문화재청과 자

치단체가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문화재와 주변 시설 현황 점

검(동파 및 붕괴 취약지역, 건축물의 균열·누수, 

석축 배부름 등), 소방설비(소화전 및 자동화재

속보기 등), 방범설비(CCTV 등) 및 전기설비(분

전반 및 전기배선 등)의 정상작동 여부, 안전경

비원 근무실태와 재난대응 매뉴얼 비치 여부 등

이며, 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

단체에 조치토록 통보하여 완료 시까지 지속 관

리할 예정이다.

• 점검기간: 2021년 12월(3주간)

•  점검대상:  보물, 사적, 국가민속문화재 등  

국가지정 목조문화재 25건

• 점 검 반: 문화재청, 자치단체 등 합동점검

독자설문조사

독자설문을 작성하여 15일까지 보내주시면 여

섯 분을 선정하여 정해진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설문 응모는 아래의 QR코드 또는 독자엽서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11월호 바로잡습니다

옆서 뒷면 문화재 안전의 ‘문화재청 재난대응 안

전한국훈련’ 기간은 11월 17일부터 29일까지이며, 

토론훈련도 16일이 아닌 29일에 실시하였습니다.

2021년 11월호 독자의견

QR코드
바로가기

독자 퀴즈

제가 오면 아기를 낳는다는 설화가 있으며, 임금새

란 의미로 임금 황(皇)을 써서 이것이라고 부릅니

다. 저는 누구일까요?

① 황로  ② 황새

③ 황조  ④ 황조롱이

독자설문조사

1. 이번 호 〈문화재사랑〉에서 가장 좋았던 기사와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2.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이나 〈문화재사랑〉과 문화재청에 바라는 점을 적어 주세요.

독자 퀴즈 정답

* 지난 호 정답은 2번 ‘두루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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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진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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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 / 경기도 고양시

요즘에는 인터넷이나 영상을 

통해 요리 레시피를 접하는데 

한자로 쓰인 조선시대 레시피 

책이 있다니 신기했습니다. 

또 조선시대의 것이 남아있다니 다행스러운 마음과 함께 그 레시피

대로 조리해서 그 시대를 느껴보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3

우리 음식문화의 기원을 찾아

『수운잡방』은 조선시대 양반들이 제사를 받드는 문화인 ‘봉

제사(奉祭祀)’와 손님을 모시는 문화인 ‘접빈객(接賓客)’을 

잘 보여주는 자료이자 우리나라 전통 조리법과 저장법의 기

원과 역사, 조선 초·중기 음식 관련 용어 등을 살펴볼 수 있

다는 점에서 역사·학술적 의의가 있다. 아울러 저자가 직접 

쓴 원고본이고 후대의 전사본(傳寫本, 베낀 글)도 알려지지 

않은 유일본으로서 서지적 가치도 크다.

또한 학술적으로도 안동 예안 지방의 광산 김씨 문중과 주

변 지역에서 내려오던 전통적인 음식 조리법을 정리한 책이

자 이를 통해 우리나라 전통 조리법과 저장법의 기원과 역

사, 조선 초·중기 음식 관련 용어 등을 고찰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우리나라 전통 

음식의 복원과 문화의 전승이라는 차원에서 현대적으로 활

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수운잡방』은 지금까지 알려진 조선 전기 요리서가 극히 드

물어 희소성이 있다는 점, 그 당시 사람들의 음식문화를 담

고 있는 고유의 독창성이 돋보인다는 점, 더 나아가 오늘날 

한국인의 음식문화 기원을 찾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역사·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지난 8월 24일 보물로 

지정되었다. 

1, 2, 3

보물 

『수운잡방(需雲雜方)』

총 114종의 음식 조리와 

관련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중에 가장 먼저 보물 되다

방』은 경북 안동의 유학자 김유와 그의 손자 김영이 

한문 필사본 음식조리서이다. 우리나라에는 『수문사

의전서』, 『임원십육지』 중 「정조지」, 『군학회등』, 『음

방』, 『음식방문니라』, 『반찬등속』 등 다양한 음식 관

들이 전해지고 있지만 그중에서 보물로서 그 가치를 

은 것은 『수운잡방』이 최초이다.

방』에서 ‘수운’*은 ‘격조를 지닌 음식 문화’를 뜻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일컫는다. 곧 풍류를 아는 사람

걸맞은 요리를 만드는 방법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김유가 지은 앞부분에 86항, 김영이 지은 뒷부분에 

수록되어 모두 122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14종

조리와 관련한 내용이 수록되었다. 항목을 분류하

酒類) 57종, 식초류 6종, 채소 절임 및 침채(沈菜,  김

종, 장류(醬類) 9종, 조과(造菓, 과자류) 및 당류(糖類, 

5종, 찬물류 6종, 탕류 6종, 두부 1종, 타락(駝酪, 우

면류 2종, 채소와 과일의 파종과 저장법 7종이다. 중

조선의 다른 요리서를 참조한 예도 있지만, ‘오천양

釀法, 안동 오천 지방의 술 빚는 법)’ 등 조선시대 안

양반가에서 만든 음식법이 여럿 포함되어 있다.

운(需雲)’은 『주역(周易)』의 “구름이 하늘로 오르는 것이 ‘수(需), 즉 

이니, 군자가 이로써 마시고 먹으며, 잔치를 벌여 즐긴다(雲上于天, 需, 

食宴樂)”에서 유래한 것으로 연회를 베풀어 즐긴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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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서 중

『수운잡방

저술한 한

설』, 『시의

식디미방

련 서적들

인정받은 

『수운잡방

‘잡방’은 

들에게 걸

이 책은 김

36항이 수

의 음식 조

면 주류(酒

치류) 14종

사탕류) 5

유) 1종, 면

국이나 조

법(烏川釀

동 지역 양

** 제목의 ‘수운

수괘(需卦)’이

君子以飮食

1

음식을 조리하는 방법을 적은 ‘레시피’. 일반인들에게 레시피는 그저 조리 방법이지만, 그 음식을 

만든 이에게 이는 엄연한 ‘저작물’이다. 그렇다면 그런 방법들을 담은 책이 있다면? 그리고 그 책이 

무척 오래되었다면, 말 그대로 ‘보물’일 것이다. 『수운잡방(需雲雜方)』엔 그만한 가치가 있다.

정리. 편집실,  사진. 문화재청,  자료. 유형문화재과

문화재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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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 / 전북 전주시

음식에도 법도와 예의가 있다

고 이야기한 한복례 궁중음식

보유자 이야기 잘 보았습니

다. 맛에 대한 관점이 다르고, 

음식을 가르치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기술보다 정신이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와 닿았어요.

1

15

1

전 ┃  승 ┃  하 ┃  기먹을 食

궁에서 먹는 음식은 무엇이 다를까. 그 당시 백성들이 

접할 수 없었던 진귀한 재료와 나라에서 제일가는 

솜씨를 얹어 만든 궁중음식이지만 현대에 이르러 

그 ‘맛과 기능’이 재현되었다. 그럼에도 궁중의 

음식은 무언가 다르다. 지도자의 법도가 있으며, 귀한 

손님을 대하는 예(禮)가 있다. 모든 재료가 생명임을 

알고, 귀한 것을 귀하게 다룰 줄 아는 마음, 그것이 

궁중 음식이 우리에게 물려준 무형의 정신이다. 

글. 정찬영   사진. 이대원

궁
중
의 

일
상
이 

담
긴 

음식에도 법도와 예의가 있다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순간만큼 우리를 사로잡는 것이 

있을까. 이렇듯 음식은 주로 입안에서 펼쳐지는 맛을 위주

로 묘사된다. 하지만 궁중음식은 다르다. 팔도의 식재료를 

사용해 만들어 낸 요리를 법도에 맞게 맛보기까지, 모든 과

정은 음식을 통해 나라의 질서를 살피는 것과 다름 아니다. 

이에 궁중음식을 배운다는 것은 단순한 요리 기능을 익히는 

것을 넘어서, 시대를 이어가는 문화와 정치 전반까지 알아

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궁중음식은 궁에 사는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과 궁중의 특

별한 의식이 모두 담긴 문화재입니다. 그래서 궁중음식을 

배운다는 것은 단순한 요리를 넘어 식문화 속에 담긴 역사

를 알아간다는 것과 같죠. 저는 기능인이면서 동시에 궁중

음식의 이론적인 면을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학원 

과정에서 궁중음식 외에 식문화 부분도 더 공부했지요.”

궁중음식연구원은 

1971년 

조선왕조궁중음식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자 이를 보급하고 

계승하기 위해 설립된 

전수교육기관이다. 

왕
의 

식
사

국
가
무
형
문
화
재 

한
복
려 조

선
왕
조
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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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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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 / 서울시 강동구

우리나라 배달 역사가 이렇게 

오래된 줄 몰랐습니다. 그 당

시 유행하던 배달 음식인 ‘효

종갱’은 오늘날 우리에게 친숙

한 배달음식으로 볼 수 있겠지요. 과거 부유한 집안에서만 시킬 수 

있었던 배달이 현대에는 보편적인 일이 된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황*진 / 경남 양산시

남편이 20여 년 전 골동품상

에서 비싼 소반을 사왔다고 

핀잔을 준 적이 있습니다. 지

금 보니 대단한 작품이었어

요. 소반의 종류, 음식, 그릇의 내용 특히 상 놓는 방법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1상이 우리의 예법

선 후기, 세상의 온갖 사정을 글로 정리한 서유구는 “중국

은 모두 의자에 앉기 때문에 매번 두서너 명이 하나의 탁

에 함께 앉아 식사한다. 우리나라 사람은 땅에 앉기 때문

한 사람에게 오로지 한 개의 소반(小盤)을 준다”라고 했

그 당시 조선 사람에게는 이런 모습이 너무나 당연했지

서양 사람이나 중국 사람에게는 매우 신기한 장면이었다.

1년 3월, 비밀리에 조선에 와서 천주교를 선교했던 파리

방전교회 소속의 리델 신부는 의관을 갖춘 사대부 남성이 

랑방에서 혼자 식사하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 자신이 받

강한 인상을 남겼다. 그 당시만 해도 서양인은 혼자서 식

하면 좋지 않다고 믿었다. 그러니 조선에 와서 목격한 사

부 남성의 독상 식사를 두고 서양인 방문객은 거의 빠짐없

글을 남겼다. 왜 조선의 성리학자들은 독상 식사를 당연

예법이라고 여겼을까? 유교식 예법을 기록한 고대 중국

『예기』와 『주례』에는 손님을 대접할 때나 마을에서 남자

이 모여서 술을 마실 때, 주인과 손님에게 독상을 차려내

된다고 쓰여 있다. 심지어 혼인한 부부마저도 함께 식사

하지 않고, 남편 혼자 식사를 해야 한다고 적어 놓았다. 하

만 당나라 이후 북방의 여러 유목 민족의 영향을 받으면서

국에서는 독상 식사가 사라지고 두서너 명이 함께 하나의 

탁에서 식사하는 규칙이 일상으로 자리 잡았다. 이에 비해

선시대 성리학자들은 고대 중국의 예법을 일상생활에서

천하려고 노력했고, 사대부 남성은 반드시 소반으로 독상

받아야 한다고 믿었다. 

선 후기에 널리 사용된 소반은 지역에 따라 상판으로 은행

무·팽나무·느티나무·가래나무·배나무 등을, 다리로 버드

무를 써서 만든 것이 고급으로 꼽혔다. 생김새에 따라 둥

소반, 사각 소반, 팔각 소반 등이 있었다. 나주반·통영반·

주반 같은 이름은 생산지를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다. 둥근 

반의 다리 모양을 두고 호랑이 다리를 닮았다고 호족반(虎

盤), 개의 다리를 닮았다고 구족반(狗足盤)이라고도 불렀

제대로 격식을 갖춘 소반은 전문 장인이 만들어 값도 만

치 않았다. 그래서 왕실과 부유한 사대부가여야 소반을 여

갖출 수 있었다.

예법 속에 담긴 지혜를 들여다봐야

끼니로 마련하는 독상에는 밥과 국 그리고 반찬이 한번에 다 

차려졌다. 부엌에서 음식을 장만하여 사랑방이나 대청마루

로 옮겨야 하므로 소반에 놓는 그릇은 속이 깊은 편이었다. 

사기나 놋으로 만든 밥그릇과 국대접은 많은 양을 담기 위

해 소반 위에 오르는 그릇 중 가장 컸다. 반찬은 마른반찬과 

진반찬의 두 종류로 구성되었다. 마른반찬은 접시에 담아도 

문제가 없었지만, 진반찬은 대접보다 입구가 좁고 속이 깊은 

‘보시기’라는 그릇에 담겼다. 개인별로 제공된 소반 위의 음

식이 코앞에 놓여 있지만 무겁고 열전도가 쉬운 사기나 놋그

릇이라서 놋으로 만든 숟가락과 젓가락이 식사의 필수 도구

였다.

1939년 출간된 『조선요리법(朝鮮料理法)』에서 조자호는 소

반을 어른에게 옮기는 방식을 다음과 같이 적어 놓았다. “어

른 진지상을 내어갈 때는 반드시 자세를 반듯하게 가진 후 

진지 놓은 쪽을 뒤로 하고 반찬 놓은 쪽을 앞으로 향해서 드

는데, 얕게 들어 팔이 축 늘어져서는 안 됩니다. 팔에 힘을 단

단히 주어 가지고 상을 높직이 들어 상전과 눈이 일치하게 

되어야 합니다.” 소반을 옮기는 이러한 자세를 한자로 ‘거안

제미(擧案齊眉)’라고 불렀다. ‘거안제미’는 부인이 가장에게 

독상을 올리는 규칙으로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 내내 강조되

었다. 20세기 이후 가정에서 독상에 식사를 준비하는 일이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국가까지 나서서 가장의 독상 식

사를 비판했다.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자 가

정과 음식점에서 여러 명이 함께 식사하는 교자상이 널리 

퍼졌다. 교자상에서 식사하면서 식탁에 앉은 사람들은 밥

과 국만 빼고 나머지 반찬을 함께 먹게 되었다. 조선시대 

남성의 독상 식사는 가부장의 인식이 짙게 드리워져 있으

므로 오늘날 타파의 대상이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의 고

통을 겪고 있는 오늘날, 선조들의 독상 식사는 여러 명이 

반찬을 함께 먹는 요즈음의 비위생적 식사 방식을 바꿀 대

안 중 하나이다. 

1

파리 외방전교회 소속의 

리델 주교가 그린 그림

Ⓒ한국교회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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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조선

인은

자에

에 한

다. 그

만, 서

1861년

외방

사랑

은 강

사하

대부

이 글

한 예

의 『

들이

야 된

를 하

지만

중국

식탁

조선

실천

을 받

조선

나무

나무

근 소

해주

소반

足盤

다. 제

만치

럿 갖

食
먹을 食

왜 조선의 성리학자들은 독상 식사를 당연한 예법이라고 여겼을까? 고대 중국의 예법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한 것이 그 이유일 것이다. 낡은 가부장의 습속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을 겪는 요즘, 선조들의 독상 식사는 되돌아볼 만한 지혜이다.

글. 주영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교수, 문화재청 무형문화재위원회 전통지식분과 전문위원)

바 ┃ 로 ┃  보 ┃  기

상을 놓다
독상을 썼던 선조들

1

06

유*정 / 경기도 안양시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는 요즘 

문화재청이 국민의 편의와 행

복을 위해 펼쳐갈 문화재 행정

이 기대됩니다. 그 목표를 이

루기 위해 여러 관점에서 던지는 질문 하나하나가 흥미로워 이에 대

한 답을 어떻게 찾아갈지 기대됩니다.

가지 전략에 따라 보존, 관리, 활용 방식 달라진다

화재 디지털 대전환은 4가지 전략에 따라 올해부터 2030

까지 17개 정책과제, 59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4가

전략은 첫째, 데이터 축적과 관리 방식의 전환, 둘째, 일하

방식의 디지털 전환, 셋째, 대국민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째, 디지털 대전환 생태계 강화이다.

이를 통해 문화재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수집, 축적, 통합, 

관리하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서 시작해 문화재 정보 서

비스를 개선하고 디지털 취약계층도 문화재 디지털 향유 서

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현안과 미래에 관한 12가지 질문

디지털로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유산

데이터·증거 기반 합리적 의사결정 예측·지속가능한 과학적 보존관리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국민과 공유

추진목표추 목

핵심전략핵심 략

데이터 축적과 관리방식

전환

일하는 방식의 디지털

전환

대국민 서비스 디지털

전환

디지털 대전환 생태계 

강화

1 2 3 4

원형의형의

보존

사, 분석, 해석, 복원의 근거를 미래에도 신뢰할 수 있을까?

형가치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보존인가? 경험적 임시처방인가? 

후변화에 따른 재난으로부터 문화재를 지킬 수 있을까?

금의 문화재 기록이 후대에도 유용하게 활용될까?

체계적

관리리

문화재로 인한 개발과 보존의 갈등을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관리대상 문화재는 늘어나는데 우리의 역량은 갖춰져 있는가?

문화재가 사회·경제문제 해결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문화재 예산은 적재적소에 합리적으로 배분되고 있는가? 

효율적

활용활용

미래 디지털 세대에게도 문화재의 가치는 여전히 유효할까?

문화재는 소수의 애호가와 전문가만을 위한 전유물인가?

글로벌 환경에서 한국의 문화유산을 어떻게 알릴 것인가?

디지털 활용에 따른 진정성 훼손과 윤리 문제는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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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

문화

년까

지 

는 

넷째

조사

원형

기후

지금

문화재 디지털 대전환 2030

세밀한 원형 기록과 지속적 관찰로 예측 가능한 보존 

문화재와 사람, 주변 환경도 고려한 맥락적·종합적 관리 

문화재의 새로운 가치 발견과 국민의 요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 

정리. 편집실, 자료. 정보화담당관

디지털 시대 - 문화재의 변화, 문화재청의 변화

디지털이 일상화된 시대, 사람들은 다양한 콘텐츠를 ‘디지

털’ 방식으로 즐긴다. 특히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활용에 보다 많은 관

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화재’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이에 문

화재청은 지난 6월 사회·경제 전반의 디지털 대전환에 체계

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방식을 디지

털로 전환하는 ‘문화재 디지털 대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그

동안 문화재에 관한 정보, 데이터를 소비하는 방식이 변화하

고 있는 가운데,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등 의사결정이 문화

재위원 등 소수 전문가의 경험과 직관에 따른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는 데이터와 증거 

기반의 행정을 요구하는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것이었

다. 이에 문화재청은 문화재 분야에서 중요한 의사 결정 방

식이나 대국민 서비스에 과학적인 자료와 지능정보기술을 

폭넓게 접목하고자 문화재 디지털 대전환 계획을 수립했다. 

올해는 시작 단계이며 2022~2025년은 분야별 데이터를 축

적, 가공, 통합하여 문화재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단

계로, 2026~2030년은 분야별 인공지능 업무와 서비스를 실

제 업무에 적용하고 빅데이터 분석 역량을 강화하는 시기로 

잡았다. 2031년부터는 대국민 서비스를 본격화할 것이다. 문

화재청은 이번 문화재 디지털 대전환 추진을 통해 예측 가능

한 보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요구를 분석한 맞춤

형 서비스를 구현할 것이며, 나아가 미래 문화재 정책과 행

정서비스의 변화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디지털 전략을 마

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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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갱, 배달의 시작종갱

조선 후기 시인이자 관리인 최영년이 1921년에 쓴 『해동자 관리인 최영년이 1921년에 쓴 『해동1년에 쓴 『해동

죽지』라는 책에 효종갱(曉鐘羹)이라는 음식이 나죽지』라는 책에 효종갱(曉鐘羹)이라는 음식이 나온다. 북종갱(曉鐘羹)이라는 음식이

을 주장한 효종과 관련된 음식이 아니라 새벽 효(曉)와 을 주장한 효종과 관련된 음식이 아니라 새벽 아

북 종(鐘) 그리고 국 갱(羹)자를 쓰는 음식이다. 그러니북 종(鐘) 그리고 국 갱(羹)자를 쓰는 음식이다. 그식이

까새벽에 종이 울리면 먹는 국이라는 뜻의 효종갱은 경기새벽에 종이 울리면 먹는 국이라는 뜻의 효종갱은 경기는

도 광주 남한산성에서 만들어진 음식이다. 콩나물과 배추도 광주 남한산성에서 만들어진 음식이다. 콩나물과 배추들어

속대에 송이버섯과 표고버섯, 소갈비, 해삼, 전복을 토장에 에 송이버섯과 표고버섯, 소갈비, 해삼, 전복을 토장에 토장에 

어 종일 푹 끓인 음식이다. 이걸 밤에 한양으로 보낸다. 어 종일 푹 끓인 음식이다. 이걸 밤에 한양으

남한산성에서 한양까지는 직선거리로도 20킬로미터나 된남한산성에서 한양까지는 직선거리로도 20킬로미터나 된

다. 거기에 당시에는 경강으로 불리는 한강까지 건너야만 거기에 당시에는 경강으로 불리는 한강까지 건너야만 

다. 그러니까 아마 자정이 되기 전에 출발해야 했을 것다. 그러니까 아마 자정이 되기 전에 출발해야 했을 것야

다. 오토바이나 철가방 같은 게 없을 때였으니, 항아리에 다. 오토바이나 철가방 같은 게 없을 때였으니, 항아리에 

효종갱을 넣고 지게로 짊어지고 가야 했다. 이때 효종갱이 효종갱을 넣고 지게로 짊어지고 가야 했다. 이때 효종갱이 

을까 봐 항아리를 솜에 싸서 보냈다고 한다. 이렇게 하면 을까 봐 항아리를 솜에 싸서 보냈다고 한다. 이렇게 하면다

1

효종갱

Ⓒ한국의집

2

김준근

《국수 누르는 모양》

Ⓒ한국문화원연합회

11

22

밤새 걸어서 새벽에 한양의 성문들이 열릴 즈음에 도착할 새 걸어서 새벽에 한양의 성문들이 열릴 즈음에 도착할 릴 

때까지 효종갱이 식지 않았다. 주고객은 아마 전날 과음을 지 효종갱이 식지 않았다. 주고객은 아마

한 양반들이었을 것이다. 들어간 재료부터 거리 그리고 배한 양반들이었을 것이다. 들어간 재료부터 거리 그리고 배한 양반들이었을 것이

달에 인건비까지 감안하면 지금의 해장국과는 비교가 불비까지 감안하면 지금의 해장국과는 비교가국국국과국과

가능할 정도로 비쌌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효종갱을 능할 정도로 비쌌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효종갱을 

먹기 위해서는 막대한 돈을 들여야만 했다. 효종갱의 다른 기 위해서는 막대한 돈을 들여야만 했다. 효종갱의 다른

이름이 조선시대 부유한 양반들이 모여 살았던 북촌을 빗름이 조선시대 부유한 양반들이 모여 살았던 북이름이 조선시대 부유한 양반들이 모여 살았던 북던 북

댄 북촌갱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더더욱 그러하다. 하지북촌갱이라는 점을 감안댄 북촌갱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더더욱 그러하다. 하지

만 자기 집 안방에서 쓰린 속을 달래 줄 음식을 먹을 수 있자기 집 안방에서 쓰린 속을 달래 줄 음식을 먹을래 줄 음

다는 것은 엄청난 장점이었다. 다는 것은 엄청난 장점이었다.

기록 속에 다양하게 등장하는 배달 관련 문화기록 속에 다양하게 등장하는 배달 관련 문화기록 속에 다양하게 등장하는 배달 관련 문화배

배달의 장점은 그것을 먹거나 얻기 위해서 들여야 하는 시배달의 장점은 그것을 먹거나 얻기 위해서 들여야 하는 시야

간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그곳으로 가지 않아도 간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그곳으로 가지 않아도 간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그곳으로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엄청난 장점이었다. 따라서 효종갱의 사례에된다는 것은 엄청난 장점이었다. 따라서 효종갱의 사례에난 장점이었다. 따라서 효

212

효효종

조선

죽지죽지

벌을을

쇠북쇠북

까 

도 도 

속대속

섞어섞어

남한남한

다.

했다했다

이다이다

효종효종효

식을식을

우리 삶에서 배달은 일상적인 문화이다. 예전에는 중국집 정도나 가능했던 ‘배달’이 

지금은 거의 모든 것이 가능한 수준에 도달했다. 그런데 이런 배달의 역사는 

최근에 불거진 것이 아니다.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배달을 해 왔다.

글. 정명섭(소설가)

어제와 오늘

“늬들이 
효종갱 맛을 알아?”

- 배달의 시작 그리고 진화 -

20

최*혜 / 부산 북구

도심 속 한옥의 멋과 미를 지

닌 ‘한국의집’은 우리의 전통

문화를 알리기 위해 지은 문

화공간으로서 질곡의 역사 현

장이었던 곳이기도 하네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공간으로 어

울리는 것 같습니다.

1

한국의집 별채(청우정)

2

고호재 궁중다과상

곡의 역사 현장을 지켜 온 ‘한국의집’

선시대 이후 ‘한국의집’의 역사성을 조

해 보면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

데, 그중 하나가 ‘한국의집’이 국내에 가

먼저 광복 소식을 알린 자리였다는 점

다. 1945년 8월 15일 일제강점기 조선

독부 정무총감 관저로 사용되기도 했던

국의집’에서는 일왕이 항복 선언을 하

4시간 전 그 당시 엔도 정무총감이 여운

선생을 불러 국내 치안권을 양도하겠다

의사를 전했다. 6·25전쟁 시기 주한미군 제8군사령관

로 부임한 제임스 밴 플리트 장군이 이곳을 임시 숙소로 

용하기도 했다. 제임스 밴 플리트 장군은 6·25전쟁이 끝

후 1957년 코리아소사이어티를 창립하여 한국의 전쟁 

해 복구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된다. 이후 코리아소사이어

에서는 1995년 밴플리트상을 제정 한미 관계에 공헌한 

물 또는 단체에 매년 이 상을 수여했다. 최근에는 ‘한국

집’에서 빌보드 표지 촬영을 했던 BTS가 2020년 밴플리

상을 받았다.

품격 전통문화 복합체험공간으로

국의집’은 1957년 주한 외교사절과 국내 귀빈을 모시는 

한민국 정부 영빈관 기능으로 개관하였다. 현재의 모습을 

추게 된 시점은 1981년으로, 일본식 가옥·양관 건물 등 국

불명의 건물을 모두 허물고 우리 고유의 전통 건축양식

로 운영 목적에 적합하게 신축했다. 그 후 어엿한 ‘한국의

으로 다시 태어나 한국문화재재단이 ‘고품격 전통문화복

체험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조선왕조 궁중요리 및 

갓집 음식 등 사대부 음식을 기반으로 장인들의 손맛과 

성을 느낄 수 있는 음식을 널리 보급하는 데 앞장서고 있

데, 그중에서도 ‘한국의집’ 별채공간(문향루, 녹음정, 청우

에서 즐기는 정식(定食)은 도심 속 작은 숲속인 전통한옥

어우러져 궁중음식의 진수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 

에도 ‘한국의집’ 예술단이 선보이는 전통공연을 즐길 수 

고 고증을 바탕으로 한 품격 있는 전통혼례나 각종 문화

체험(김치 담그기, 한지공예, 전통매듭, 사물

놀이, 한국무용 등)도 가능하다. 전통적인 소

재의 문화상품도 만날 수 있다.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공간

매년 성장을 거듭해 온 ‘한국의집’도 2020년

부터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코로나19의 여

파는 피해 가지 못했다. 특히 집합 금지 및

입국 제한 등으로 ‘한국의집’을 방문하는 내

외국인이 코로나19 이전 대비 급격하게 줄

어들어 사업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며, 현재 ‘한

국의집’은 코로나19 위기상황을 기회로 바꾸기 위해 새로운 

사업 영역을 개척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먼저, 전통음

식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조리방법을 표준화하는 등의 업

무를 보다 강화하여 수행하였다. 그 결과 고문헌을 참고하여 

보다 쉽고 편하게 대중에게 다가가기 위해 스토리텔링을 가

미한 전통음식을 새롭게 해석하여 선보였다. 『해동죽지』에

소개된 조선시대 최초의 배달음식 ‘효종갱’과 눈 내리는 밤

에 찾는 고기구이 ‘설리적’, 『임원경제지』 중 「정조지」에 소

개된 조선시대 군관이 쓰던 모자 벙거지를 거꾸로 뒤집어 놓

은 모양의 그릇에 끓여내는 소고기 전골요리 ‘전립투’, 『산가

요록』에 소개된 우리나라 최초의 치킨이라고 볼 수 있는 궁

중 닭요리 ‘포계’ 등이 대표적이다. 그다음으로, 대표적인 고

품격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별채(문향루) 활용도를 제고하

기 위해 고품격 궁중다과 ‘고호재’를 선보였다. 2020년 첫

선을 보인 ‘고호재’는 절기별로 전통한옥에서 제철 전통차

와 다과 등을 고즈넉하게 즐기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예약하

면 매번 곧바로 마감되는 인기 프로그램이며, 코로나19 상황

에서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12,560여 명이 참여하였다. 특히 

MZ세대로 일컬어지는 젊은 세대의 참여도가 매우 높아 고

무적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의집’ 명성을 브랜드화하여 보다 

많은 국민이 전통음식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요 쇼핑몰 외부 

매장 개관, HMR 상품 개발 및 온라인몰 입점, 명절 차례상 

차림 ‘분향(焚香)’ 및 도슭(도시락) 상품 등을 출시하여 전통

음식의 보급 다각화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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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집’은 세종대왕의 총애를 한몸에 받았던 집현전 학사 박팽년의  

사저터에 지어진, 도심 속 아름다운 한옥의 미를 지닌 곳으로 내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전통문화를 알리기 위해 지어진 문화공간이다.  

그러나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은 우리 질곡의 역사를 함께한 공간이기도 하다.

글. 나정희(한국문화재재단 한국의집 관장) 사진. 한국문화재재단

전통음식의 맛과 전통문화의 멋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

1

한국문화재재단 ‘한국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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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무늬(QR코드)를 찍으면 ‘갯벌어로’와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를 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갯벌은 예로부터 어민들에게 ‘갯벌밭’, ‘굴밭’으로 불리는 등 농경의 밭에 상응(相應)하여 ‘바다의 밭’으로 인식

되어 왔다. 갯벌은 공동재산으로 여겨졌으며 이는 현재에도 어촌공동체(어촌계)를 중심으로 어민들 생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갯벌에서 맨손 혹은 손도구를 이용해 패류·연체류 등을 채취하는 어로 기술

을 ‘갯벌어로’라 하는데 이는 관련된 공동체 조직문화(어촌계)와 의례·의식을 함께 의미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는 서·남해안에서 발굴된 신석기·청동기·철기 그리고 고려시대 패총에서 패류(참굴, 꼬막, 바지락 등)가 다량

으로 확인됨에 따라 그 역사가 오래되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역사성과 학술연구 자료로서 가

치와 가능성 등을 인정받아 ‘갯벌어로’는 지난 10월 ‘어살’에 이어 두 번째로 어로방식에 관한 국가무형문화재

로 지정 예고되었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갯벌이 펼쳐진 한반도 서·남

해안 전역의 갯벌 어민들이 전승·향유하고 있는 문화라는 점에서 특정한 보유자나 보유단체 없이 종목만 지

정 예고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