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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남다

정조 필 <파초도> 뒤에 숨은 군주의 덕성

그 사람이 추천하다

사적 경주 불국사와 국보 경주 석굴암 석굴을 

통해 본 통일신라의 시대정신, 건축가 유현준

기록에 담다

한반도의 몬스터 헌터

호랑이 잡는 특공대 ‘착호갑사’

길 위에서 보물 찾기

소리에 희로애락이 깃들 때, 우리는 울고  

웃었다, 남도 소릿길에서 듣는 우리 가락

역사를 짓다

여성이 주인공인 흔치 않은 건물,

보물 경복궁 자경전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숨 쉬는 무형문화재

누구나 부르는 노래, 아리랑

가까이, 능

왕릉을 지키는 수호신, 석인(石人)

왕의 수장고

인검(寅劍), 호랑이(寅)에 담긴 기운 

재앙을 물리치게 하다

오늘과 내일

염원을 담는 민화의 무궁무진한 변신

서양화가 김민수

세계 속 우리 문화유산

제국주의 흐름에서 전해진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의 한국 유물들

기후변화와 자연유산

기후변화로 달라진 나무의 생태 시계

알면 신기한 발굴 이야기

백제왕의 마지막 숨결을 찾아서

부여 부소산성

문화재 함께 읽기

‘강화 보문사 마애관음보살좌상’의

비밀스러운 주문, 진언(眞言) 

문화재 새로 보기

삼척도호부 관아지 사적 지정

함께하는 문화재청

디지털 세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문화유산 개발 보급 확대

우리 동네 문화재

경기도 남부지역의 시도유형문화재

문화재가 있는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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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의 구독은 무료입니다.

•본지에 실린 내용은 저자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  본지의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그림·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일상,  
그 한가운데서  
숨 쉬는 문화유산

일상과 삶 속에서 남긴 선조들의 

유물부터 지혜를 거듭해 이어온 

무형문화재까지. 문화재는 우리가 

걸어온 흔적과 기억을 담아낸 역사 

문화의 산물이며, 우리 역시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2년 <문화재사랑>은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문화재들의 

친근한 매력을 돌아봅니다. 이를 

통해 문화재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닌 

현재의 우리와 호흡하고 존재함을 

알고 문화유산의 소중한 가치를 

이어갈 방법을 함께 고민합니다.

04
한눈에 반하다

‘엄마 반가사유상(半跏思惟像)’이 

가르쳐 준 진정한 비움

06
두 번 생각하다

빈터에 숨겨진 찬란한 시간

사지(寺址)

10
천천히 다가가다

켜켜이 쌓인 선조들의 발자국

명승 대관령 옛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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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마크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보이스아이 

바코드입니다.

비움의 
지혜

덜어내며 비워진 공간은 또다시 무언가로 

채울 가능성을 상상케 한다. 

삶의 ‘채움’만을 좇을 때, 

선조들의 ‘비움의 지혜’는 놓치고 있던 

소중한 것들을 다시 깨닫게 해 준다.

이 

달
의 

이
야
기

국보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1962-1)

Ⓒ국립중앙박물관

의자 위에 앉아 오른발을 왼쪽 다리 위에 올려 

놓고, 오른쪽 팔꿈치를 무릎 위에 올린 채 

손가락을 뺨에 댄 모습의 보살상으로 높이는 

80cm이다. 머리에는 화려한 관(冠)을 쓰고 

있으며, 여기에서 나온 2가닥의 장식은 좌우로 

어깨까지 늘어져 있다. 네모꼴에 가까운 얼굴은 

풍만한 느낌을 주며, 광대뼈를 나오게 하고 

입가를 들어가게 하여 미소 띤 얼굴로 만들었다. 

한국적 보살상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킨 6세기 

중엽이나 그 직후의 작품으로 생각된다.  

국립중앙박물관 ‘사유의 방’에서는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보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1962-1, 1962-2) 두 점을  

나란히 만날 수 있다.

성불도놀이 

Ⓒ국립민속박물관

도판과 주사위, 말을 이용하여 ‘육도윤회’에서 벗어나 성불에 도달하는 과정을 놀이로 

만들었다. ‘나무아미타불’ 여섯 자를 한 글자씩 쓴 주사위 세 개를 던져서 글자의 조합에 

따라 도판에 적힌 육도의 무수한 길을 따라가며, 윤회에서 벗어나 먼저 대각에 이르는 

자가 이긴다. 고려시대 처음 시작돼 불가에서 전해 오던 것을 서산대사가 대중에게 

불교를 쉽게 전파하기 위해 보급했다.

국보 

합천 해인사 건칠희랑대사좌상

Ⓒ문화재청

희랑대사는 화엄학(華嚴學)에 조예가 깊었던 

학승(學僧)으로 해인사의 희랑대(希朗臺)에 머물며 

수도에 정진했다고 전해진다. 높이 82㎝ 정도의 

등신대(等身大) 크기로 노스님의 반듯한 

모습과 성품 그리고 연륜을 사실적으로 잘 

표현했다. 가슴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이 특징인데 이 흉혈(胸穴)은 해인사 

설화에 따라 희랑대사가 다른 스님들의 

수행 정진을 돕기 위해 가슴에 작은 

구멍을 뚫어 모기에게 피를 보시한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고승의 흉혈이나 

정혈(頂穴, 정수리에 난 구멍)은 보통 

신통력을 상징한다. 제작 시기는 

고려시대 10세기 전반으로 추정되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초상조각이다. 2020년 10월 

국보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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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보

금동미륵보살

반가사유상(1962-1)

ⓒ국립중앙박물관

국보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엄마 반가사유상
(半跏思惟像)’이 

가르쳐준 
진정한 
비움

한눈에 반하다

일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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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비로운 푸른빛에 휩싸인 ‘엄마’

여러 해 전 일이다. 그날도 사사건건 제대로 

되는 일 하나 없는 힘겨운 일상에 잠 못 이루

고 뒤척이다가 불면이 안겨준 피로감에 기절

하듯 겨우 잠들었던 것 같다.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누군가 익숙한 시선

으로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세상을 향해 온

갖 불평불만을 늘어놓던 나는 자꾸 의식되

는 누군가의 시선 쪽을 바라보았다. 연화대

에 걸터앉아 오른쪽 다리를 왼쪽 허벅다리 

위에 수평으로 얹고 오른손을 받쳐 뺨에 댄 

채 생각에 잠긴 희미한 그 모습은 국보 금동

미륵보살반가사유상이었다.

자세히 보니 눈에 익은 금동미륵보살보다 더 

자애롭고 친근한 웃음을 머금은 그 반가사

유상은 신비로운 푸른빛에 휩싸인 ‘엄마’였

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고요히 웃으며 

바라보는 ‘엄마 반가사유상’ 앞에 엎드려 오

래 울었다. 울다가 스스로 그 울음소리에 놀

라 잠에서 깨어났다. 자고 일어났을 뿐 아무

것도 달라진 게 없었는데 기이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다. 꿈속의 ‘엄마 반가사유상’이 건

네준 미소와 그 앞에 엎드렸던 오열의 ‘정화

(淨化)’ 작용일까. 그때까지 머릿속을 횡행하

던 모든 고뇌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시를 한 

편 썼고 그 시는 나의 두 번째 시집의 제목이 

되었다. 『엄마 반가사유상(半跏思惟像)』이다.

오랫동안 ‘비움’의 참뜻을 잘못 알고 살았다. 

누군가 내게 ‘비우라’고 하면 ‘지금도 가진 것 

하나 없는 빈 그릇인데 뭘 더 비우라는 말이

냐?’라며 반발했었다. 물질이 아닌 욕망으로 

마음을 채우고 살았다. 불가(佛家)에서 말하

는 ‘탐진치(貪瞋癡)’, 과도한 ‘탐욕’과 불특정 

대상을 향한 ‘노여움’과 사리를 분별하지 못

하는 ‘어리석음’이 끝없이 일으키는 욕망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고 괴로워했다.

투명한 평안을 가져다준 ‘엄마의 미소’

꿈에 본 ‘엄마 반가사유상’의 미소는 나를 오

랫동안 잊었던 어린 시절로 데려갔다. 아득

한 유년기에는 자주 엄마 손에 이끌려 절에 

다녔는데 엄마는 보살님들의 방에 나를 재

운 뒤 새벽 불공을 드리러 법당으로 건너가

셨다. 어렴풋이 잠에서 깬 아이 눈에 비친 작

은 들창 너머 푸른 새벽하늘, 바람에 흔들리

는 검은 나뭇가지들, 법당 추녀 끝의 풍경 소

리, 가까이 다가왔다 멀어지는 목탁 소리, 큰

스님 독경 소리…….

손에 잡히지 않는, 가질 수 없는, 그럴 필요조

차 없는 모든 사물과 소리가 아름다웠다. 어

쩌면 그때 아이가 느낀 그 아늑한 기쁨은 수

행자들의 법열(法悅)과 같은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꿈에 본 ‘엄마 반가사유상’의 미소는 

그때 어렴풋이 깨었다가 다시 잠든 아이의 

입가에 걸린 작은 웃음과 같은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마음을 텅 

비운 어린아이 같은 사람만이 지닐 수 있는 

웃음. 모든 욕망을 내려놓게 하는 ‘방하착(放

下着)’의 미소다. 

힘겨운 일상에 마음이 어지러워지면 국립중

앙박물관 ‘사유의 방’을 찾아보라 권하고 싶

다. 그곳에 가면 다르되 같은, 은은한 웃음을 

머금은 두 국보 반가사유상이 반겨준다. 누

구에게나 무차별한 넉넉한 ‘비움’의 미소는 그

동안 잊고 지냈던 마음의 평화를 안겨줄 것

이다. 

‘내려놓는다’라는 말은 

‘비운다’라는 말과 같다. 욕망의 

그릇을 비웠으니 번뇌도 없다. 

‘비움’과 ‘채움’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어서 욕망을 비운 

마음의 그릇에는 곧 맑고 

투명한 평안(平安)이 채워진다. 

‘엄마 반가사유상’의 미소는 

모든 욕망을 내려놓게 하는 

‘방하착(放下着)’의 미소다.

글. 손종수(시인)

손종수 시인

1999년 일간스포츠 바둑 관전 기자로 시작해 2010년 

월간 『바둑』 편집장, 2015년 중앙일보 객원기자를 거쳐 

세계사이버기원 상무로 재직했다. 2014년 『시와 경계』 

가을호 신인상으로 데뷔했으며 2017년 출간한 첫 시집 

『밥이 예수다』가 세종도서 문학나눔에 선정되었다. 

2019년 시집 『엄마 반가사유상』을 출간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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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유물로 확인한 

『삼국유사』 속 이야기

사지(寺址)란 법등이 끊긴 사찰의 터를 의미한다. 석탑이

나 석등, 사적비나 고승비, 승탑 등 유형문화재가 남아 있

으며, 지표면 아래 또는 절터에 남아 있는 석조 문화재 내

부에는 사찰이 운영되던 당시 사용하던 수많은 유물이 매

장되어 있다. 

백제 무왕대에 창건된 미륵사는 아름다운 풍경과 고즈넉

한 분위기로 사진 명소로 꼽히는 곳이다. 『삼국유사(三國

遺事)』 무왕조(武王條)에는 ‘왕위에 오른 무왕이 왕후(선

화공주)와 함께 사자사(師子寺)로 가던 길에 용화산 아래 

연못에서 미륵삼존(彌勒三尊)을 친견하자, 왕후가 그곳에 

큰 절 짓기를 청하였고, 이에 왕은 그곳에 전(殿)과 탑(塔)

을 각각 세 곳에 세우고 미륵사(彌勒寺)라 하였다’고 한다. 

이 기록은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삼원가람 배치와도 일치

하고, 2009년 미륵사지 석탑 해체 중 발견된 금제사리봉

안기를 통해 석탑 건립연대가 639년임을 확인할 수 있었

는데 무왕의 재위 기간인 600~641년에도 부합하는 결과 

이다. 

‘금제사리봉안기’는 얇은 금판으로 만들어졌으며, 앞뒷면

에 각각 11줄, 총 193자가 새겨져 있다. 내용은 좌평(佐平) 

사택적덕(沙宅積德)의 딸인 백제 왕후가 재물을 시주해 

사찰을 창건하고 기해년에 사리를 봉안해 왕실의 안녕을 

기원한다는 내용이다. 봉안기가 발견되면서 『삼국유사』를 

통해 미륵사 창건설화만 알려졌던 것에서 한 걸음 더 나

아가 조성 연대와 건립 주체에 대한 새로운 역사적 사실을 

밝히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 외에도 금동사리외호, 금제사

리내호, 각종 구슬과 공양품을 담은 청동합(靑銅合) 등이 

함께 출토되어 보물로 지정됐다. ‘금동사리외호 및 금제사

리내호’는 모두 동체의 허리 부분을 돌려 여는 구조로, 동

아시아 사리기 중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기 어려운 독창적

인 구조로 주목받고 있다. 

사지 속에 잠들어 있는 

기나긴 역사

『삼국유사』에는 ‘절이 별처럼 많고 탑이 기러기처럼 늘어

서 있었다’라는 신라시대 경주를 그린 기록이 있다. 황룡

사는 미륵사보다 70년 앞서 창건된 신라의 국가대표급 사

찰이다. 진흥왕 14년(553) 봄에 월성 동쪽에 새로운 궁전

을 짓다가 황룡이 승천하는 모습을 보고 계획을 변경해 건

립했다. 569년에 담장을 둘러 사역을 완성했고, 진흥왕 35

년(574)에는 장육존상(丈六尊像)을 안치했으며, 10년 뒤 

진평왕 5년(584)에는 금당(金堂)이 조성됐다. 선덕여왕은 

당나라에서 유학하고 온 자장법사의 발원으로 645년 구

층목탑을 세웠다. 이 탑은 조성된 지 50년이 지난 효소왕 

7년(698)에 벼락을 맞고 불탄 이래 다섯 차례의 중수를 

거듭했으나, 고종 25년(1238)에 몽골군의 병화(兵火)로 가

람 전체가 불타버린 참화를 겪은 뒤 중수되지 못했다.

1964년 목탑의 가운데 기둥을 받치던 심초석 상부의 사리

공 안에 있던 사리함이 도굴되었다가 1966년 수습되어 국

립중앙박물관에 수장되었다. 사리내함에는 황룡사 구층

목탑의 건립부터 중수에 이르는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 「금

삼국시대 우리나라에 전래된 불교는 약 1,700년 동안 단순한 종교적 기능을 뛰어넘어  

한국 문화의 큰 축을 담당해 왔다. 그렇기에 과거 사찰이 운영되었던 사지(寺址)는  

겉으로는 빈터처럼 보이지만 뛰어난 가치를 지닌 다양한 문화재가 내재되어 있다.  

그리고 이는 유형문화재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사상과 신앙, 예술혼도  

함께 담긴 역사와 문화 부존자원의 보고이다.

글. 임석규(불교문화재연구소 학예실장)

1 
사적 익산 미륵사지

에서 발굴된 

돌무더기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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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찰주본기(金銅刹柱本記)」가 적혀 있었다. 이는 고대 탑

지(塔誌) 중에서 최고의 가치를 지니는 기록문화유산인

데 처음에는 녹이 두껍게 덮여 몇 글자만 확인할 수 있었

으나, 1972년 복원작업을 통해 명문을 거의 판독하게 되었

다. 그리고 그 기록이 『삼국유사(三國遺事)』 탑상(塔像)편

의 황룡사구층목탑 이야기와도 거의 유사해서 이 찰주본

기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1978년 7월 28일 황룡사 구층목탑 심초석(心礎石, 목탑

을 지탱하는 중앙 기둥의 주춧돌)을 들어 올리자 그 아래

에서 사리기(舍利器)로 추정되는 중국제 백자호(白磁壺·

달 모양의 백색 항아리)와 청동거울, 금동 귀고리, 유리구

슬 등 3,000여 점의 유물이 발견됐다. 이들 유물은 신라인

이 실생활에서 직접 사용하던 것이어서 신라문화사 연구

의 중요한 1차 자료가 되었다. 

현재 사지는 신라왕경복원정비사업 내 8개 단위사업 중 

‘황룡사 복원사업’의 대상으로 선정되어 복원과 정비를 위

한 심화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2016년 사지 서편에 ‘황룡사

역사문화관’이 건립되어 황룡사 9층 목탑 모형 전시, 황룡

사 3D 입체 영상 및 신라 역사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황

룡사지 발굴조사와 정비공사 당시 출토된 유물은 현재 국

립경주박물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국립중앙박물관 등

에 보관되어 있으며 건축 유구와 관련된 석조물은 현장에 

일괄 전시되어 있다. 

잊고 지냈던 

절터의 가치

사지 조사는 이미 조선시대부터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1481년에 편찬돼 1530년에 증보된 『신증동국여지승람(新

增東國輿地勝覽)』과 1760년대에 편찬된 『여지도서(輿地

圖書)』에는 ‘불우(佛宇)’와 ‘사찰(寺刹)’ 항목을 두어 각 지

방에서 운영되고 있던 사찰과 사찰의 터를 기록했다. 18세

기 후반에는 『범우고(梵宇攷)』, 『가람고(伽藍考)』와 같이 

불교사원을 중점적으로 다룬 문헌도 편찬되었다. 이들 고

문헌은 이 땅에서 존폐를 거듭했던 수많은 사찰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20세기 이후,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고적 조사가 행해졌

는데 옛 문헌에 기록된 사찰 중 많은 수가 폐사돼 그 터만 

남아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다. 사지만을 대상으로 

한 전국 단위의 문화재 조사는 대한불교조계종단의 노력

과 관심 아래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는 1997~1998년에 발

간된 『불교사원지(佛敎寺院址)』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러한 

조계종단의 사지 보존·관리에 대한 관심과 요구로 2009년 

문화재보호기금법이 신설되었다. 이 법을 근거로 대한불교

조계종단과 문화재청이 힘을 모아 전국 사지의 전수조사를 

계획했으며, 2010년부터 문화재보호기금법 최초 사업으로 

사지조사사업이 시작되었다. 사지 현황 파악은 2021년까지 

계속되었으며 그 결과 북한 지역을 제외하고도 5,700여 곳

의 사지가 알려지게 되었다. 

매년 사지 현황조사를 통해 자료를 구축하고, 정리할수록 

대다수의 사지는 이제 ‘터’조차 찾기 힘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직면하게 된다. 2000년대 이래 중장비를 사용하여 

대지 정비를 하는 것이 보편화하면서 이러한 상황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그럼 우리가 잊고 지낸 그 많은 절터는 이

제 포기해야 하는 걸까? 지금부터라도 문화재로 지정받지 

못한 채 방치된 절터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합리적 처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두가 고민하고 논의해야 한다. 사지 

안에는 우리 민족의 현재를 만든 역사와 문화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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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물 경주 황룡사 

구층목탑  

금동찰주본기

ⓒ국립경주박물관 

3 
경주 황룡사 구층

목탑 사리장엄구 

청동팔각사리구

ⓒ국립중앙박물관

4 
보물 익산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장엄구  

금제사리봉영기

ⓒ국립문화재연구소

5, 6, 7 
보물 익산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장엄구  

사리호 일괄

ⓒ국립문화재연구소

5

4
3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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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릉시 성산면과 평창군 대관령면 사이에 자리한 명승 대관령 옛길은 

예로부터 영서와 영동의 관문 역할을 담당했다. 신사임당이 어린 율곡의 손을 

잡고 넘던 길이자 송강 정철이 <관동별곡>의 영감을 받았고, 김홍도가 풍경에 

취해 산수화를 그렸던 유서 깊은 곳이기도 하다.

정리. 편집실  사진. Shutterstock

천천히 다가가다

일상에서

켜켜이 
쌓인 
선조들의 
발자국

명승 
대관령 
옛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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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지방과 영서지방을 잇는 교역로

한계령, 미시령, 진부령과 함께 백두대간을 넘는 4대령 중 하나인 대관령은 오

늘날 영동과 영서지방을 나누며 강원도 평창과 강릉의 경계에 솟아 있다. 지금

은 잘 정비된 도로와 터널이 있어 쉽게 대관령을 지날 수 있지만, 과거 대관령

은 ‘아흔아홉 굽이를 대굴대굴 크게 구르는 고개’라는 뜻의 ‘대굴령’으로 불릴 

만큼 고개가 험했다. ‘아흔아홉 굽이’라는 명칭에도 과거를 보러 가던 선비들이 

곶감 100개를 챙겨 떠나 힘들 때마다 곶감 한 개씩을 빼먹었는데, 대관령을 넘

고 보니 곶감이 딱 한 개 남았다는 설화가 전해진다.

이 대관령을 넘는 고갯길이 명승 대관령 옛길이다. 영동 사람들에게는 내륙으

로 통하는 관문으로 동해에서 잡힌 해산물은 대관령을 넘어 영서지방으로 퍼

져 나갔고, 영서지방에서 생산된 토산품 역시 대관령을 거쳐 강릉의 구산장과 

연곡장 등으로 넘어갔다. 큰 뜻을 품고 한양으로 향했던 수많은 선비와 등짐 

들쳐 멘 보부상의 발자국 역시 대관령 옛길에 남았다. 백두대간의 뿌리인 태백

산맥 줄기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대관령 옛길은 주변 계곡과 옛길의 

원형이 잘 보존되어 2010년 명승으로 지정됐다.

수묵화 같은 풍경에서 찾는 옛이야기

대관령 옛길은 고개 중간에 자리한 반정(半程)에서 내려가는 길과 대관령박물

관이나 부동(釜洞, 가마골)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다. 반정은 ‘길의 절반 되는 위

치’라는 뜻으로 ‘반쟁이’라고도 불린다. 도중에는 원울이재(員泣峴, 원울현)가 

있는데, 이곳은 신임 강릉 부사가 부임할 때 고갯길이 험해서 울고, 임기가 끝

나서 다시 고개를 넘어갈 때는 강릉의 인정에 감복해서 울었다는 데서 그 이

름이 유래했다고 한다.

대관령 옛길 깊은 산속에는 아름드리나무가 가득하다. 봄부터 가을까지 야생

화가 지천으로 피고, 궁궐을 지을 때 사용하는 금강소나무 숲이 빽빽하게 펼쳐

진다. 한겨울 눈이 내릴 때는 수묵화처럼 은은한 풍경이 주변을 가득 채운다. 

반정에서 만나는 강릉 시내 모습과 동해의 풍경은 묵묵히 걸어온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길이 험준하고 사람이 살지 않는 대관령은 겨울이면 험난한 

고개를 지나다 목숨을 잃는 여행객이 많았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강릉부의 

향리 이병화가 반정에 주막을 설치했다. 주막에서 쉬거나 하룻밤을 묵는 여행

객은 이후 그를 기리는 ‘기관 이병화 유혜불망비(記官 李秉華 遺惠不忘碑)’를 

근처에 세웠다. 대관령 산신과 함께 강릉단오제의 주신인 국사서낭(성황)을 모

신 대관령 국사성황사(大關嶺 國師城隍祠)도 정상에 자리했다.

지나온 시간만큼 대관령 옛길은 발길 닿는 곳마다 아름다운 풍경과 얽힌 흥미

로운 옛이야기가 가득하다. 선조들의 발자취가 간직된 대관령 옛길은 빠르게 

바뀌는 것에 익숙한 우리에게 느림과 비움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만든다. 

백두대간의 뿌리인 태백산맥 

줄기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대관령 옛길은 주변 

계곡과 옛길의 원형이 잘 

보존되어 2010년 명승으로 

지정됐다.

눈 덮인 

대관령에서 본 

해돋이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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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남다

만나고

정조 필 
<파초도> 
뒤에 숨은

군주의 
덕성

조선 초기 문신 신숙주는 「화기(畵記)」에서 

‘가짜로써 진짜를 끌어 낸다(因假形而奪眞)’라고 

말했다. 진짜를 가지고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가짜로써 진짜를 끌어낸단 말인가? 얼른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말의 함의는 

진리이다. 그렇다면 그림에서 가짜는 무엇이고 

진짜는 무엇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가짜는 

화폭에 그려진 형상들이고, 진짜는 그 뒤에 숨은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다. 이것을 우리는 보통 

화의(畫意)라고 부른다. 화의를 정확히 읽어 내는 

일은 결국 화가의 성품과 입장, 그에 따른 조형 

의지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다.

글. 허균(한국민예미술연구소장)

겉에 가려진 진성(眞性)을 바라보다

정조는 파초, 국화, 매화 등을 소재로한 그림을 남겼지만, 

실생활에서는 화초에 뜻을 둔 적이 없었다. 사사로운 것에 

마음을 뺏겨 큰 뜻을 상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왕위에 오른 후에는 화훼 공물(貢物) 제도조차 

없애려 했다. 그러나 화훼 농민의 삶을 불쌍히 여겨 형식만

은 유지한다는 뜻으로 가을 국화와 여름 석류 분(盆)을 조

금 사두게 했다. 특별히 석류를 가까이한 것은 아름답다거

나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꽃 피고 열매 맺고 익는 절후가 

1 
보물 정조 필 파초도

ⓒ문화재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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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조 

필 

파
초
도

벼농사와 부합하기 때문이었다. 인간 이산(李祘)을 둘러싼 것  

대부분은 개인 취향이나 정서 표출이 아닌 군주로서 공적(公

的) 자아의 발현이었다. 

정조는 화초에 뜻을 두지 않았지만, 영물시(詠物詩) 짓기는 

즐겨 했다. 경사 때나 출행(出行) 중에 잠시 쉴 때마다 시를 

읊고 신하들에게 화답게 할 정도로 시 짓기를 좋아했다. 그는 

영물시를 지을 때 감성적 미사여구보다는 대상이 지닌 교화

와 도덕적 의미 표출에 더 큰 관심을 가졌다. 이러한 성향은 

어릴 때부터 이미 나타나고 있었는데, 다음은 정조가 세손 시

절 춘저(春邸)에 머물고 있을 때 지은 「섬돌의 파초(계초, 階

蕉)」라는 시이다.

    庭苑媚春蕪 정원에 봄풀이 아름다우니 

    綠蕉新葉展 푸른 파초가 새로 잎을 펼쳤네

    展來如箒長 펼쳐 나오면 길기가 비 같으니 

    托物大人勉 사물에 의탁해 대인 되길 힘써야지

    - 『홍재전서』 제2권, 「춘저록(春邸錄)」 2, 시

정조는 파초에서 대인(大人) 군주의 덕을 발견하고 자신을 스

스로 경계하고 훈계하는 말로 이 시를 끝맺었다. 파초의 생태

적 속성을 자기 수양의 방편으로 삼은 것이다. 대인은 할아버

지 영조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이 어린 세손에게 요구했던 군

주의 모습이었다. 맹자는 대인이란 갓난아이 마음을 잃지 않

은 사람으로서 지혜가 밝고 도덕적 인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정조가 어릴 적부터 숭상해 마지않았던 주자

(朱子)는, 만약 갓난아이 마음을 잃어서 조금이라도 꾀를 부

리거나 이익과 손해를 따진다면 이는 곧 소인이 되고 만다고 

했다.

파초의 대인적 풍모를 사랑한 정조

파초는 자랄 때 새로운 심이 같은 곳에서 나와 활짝 펼치고, 

다시금 돌돌 말린 새잎이 돋아나 앞서 펼쳐진 잎의 뒤를 따른

다. 새심으로 새로운 덕을 기르고, 이내 새잎으로써 새로운 세

상을 펼치는 형국을 드러낸다. 정조가 파초를 그림 주제로 삼

은 것은 맑은 기색에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 하는 그 모습이 

대인과 군주의 덕성과 비슷해 좋아하기를 그칠 수 없었던 까

닭이다. 파초는 오랜 시간을 통해 일반화된 인문적 해석과 유

교 성현들의 행적과 관련된 상징성을 띠고 있다. 예컨대 고일

(高逸)한 분위기, 덧없는 인생, 파초우성(芭蕉雨聲), 초엽제시

(蕉葉題詩) 같은 것이 그것이다. 다양한 상징성이 부여됐음에

도 정조는 감성적 측면보다 파초의 대인적 풍모와 자강불식의 

상(象)을 사랑했다.

보물 정조 필 <파초도>는 제작 시기를 확실히 알기 어렵다. 그

렇지만 ‘萬機(만기)’라는 주문 방인의 뜻을 새겨 볼 때 섭정 시

기가 아니면 왕위에 오른 후에 그린 것으로 추정된다. 근거는 

‘만기’가 임금이 천하의 막중한 정치를 총괄한다는 뜻으로 사

용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파초도>와 같은 시기에 그려진 것

으로 알려진 <묵매도>에 찍힌 ‘萬機餘暇(만기여가)’라는 주문 

방인도 <파초도> 제작 시기를 가늠하는 데 또 하나의 증거가 

된다. ‘만기여가’는 왕이 천하의 막중한 직무를 수행하면서 잠

시 틈을 내어 여가를 즐긴다는 뜻이다. 만 가지 나랏일에 애를 

쓰는 와중에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쉬면서 노일(勞逸)을 조절

하는 것도 현명한 군주가 지녀야 할 덕목 중 하나인 것이다.

<파초도>에 그려진 파초는 가짜다. 가짜라고 한 것은 그것이 

전혀 가치가 없거나 무의미하거나 허위라는 뜻은 아니다. 그 

자체가 진성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과 방편에 불과한 것이므로 

그렇게 말하는 것뿐이다. 정조가 파초를 그린 것은 파초 그 자

체가 아름다워서도 아니고 더구나 그림 솜씨를 자랑하기 위

한 것도 아니다. 다만 대인의 품격과 군주의 덕성을 지닌 파초

가 군사(君師), 개혁 군주를 지향하는 자신의 공적 자아를 의

탁할 수 있는 이상적 소재였기 때문이다. 보물 정조 필 <파초

도>의 진성과 화의는 바로 여기에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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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람이 추천하다

만나고

유
현
준 

건
축
가

0
1

사적 
경주 
불국사와 
국보 
경주 석굴암
석굴을 
통해 본

통일신라의 
시대정신

건축가 유현준이 

추천하는 

1월의 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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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예능 프로그램 ‘알쓸신잡(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에 

출연해 공간과 사람 사이의 이야기를 들려준 인문 건축가 유현준. 

건축을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에게 

과연 문화재는 어떤 의미일까. 수많은 문화재 중 사적 경주 불국사와 

국보 석굴암 석굴(이하 불국사, 석굴암)을 추천한다는 유현준 건축가. 

그의 이야기를 따라, 그 시대를 짚어 보았다.

글. 정찬영  사진. 김오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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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적 경주 불국사 

ⓒShutterstock

2 
국보 경주 석굴암  

석굴 전경

ⓒ문화재청

3 
국보 경주 불국사  

청운교 및 백운교

ⓒ문화재청

4 
유현준 건축가는 

통일신라의 

부유함과 개방성에 

주목했다.

5 
국보 경주 불국사  

다보탑과 삼층석탑

ⓒShutterstock

2

4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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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결성이 돋보이는 통일신라 문화유산 

“건축가로서 저는 얼마나 힘이 많이 들었을지, 얼마나 세

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썼을지 등에 초점을 두고 건축물을 

바라봐요. 문화재 역시 마찬가지죠. 이걸 설계하고 시공하

기까지 건축가의 노력과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국가의 

문화, 경제적 수준 같은 것을 짚어보죠. 그게 제가 불국사

와 석굴암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입니다.”

그는 통일신라 문화재의 완결성을 높이 평가하며 대한민국

의 모든 역사에서 가장 좋아하는 시대라고 답했다. 그 시대

에서도 단연 손꼽을 수 있는 작품이 그 두 가지라는 것.

불국사는 청운교와 백운교를 중심으로 높이 솟아 있는 구

조로 대중이 사찰을 올려다보게끔 위치해 있다. 유현준 건

축가는 이 거대한 건축물을 지탱할 기단부에 초점을 둔다. 

긴 돌이 가로세로 격자 형태를 띠고, 그 사이에 돌을 쌓아 

만든 ‘가구식 석축’ 형태가 아주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은 

우리 문화재 중 유례없이 독특한 양식이라고 전했다.

“이 기단부를 올라가려면 백운교 18계단과 청운교 16계단

을 넘어야 해요. 권력과 부유함이 있어야 가능한 스케일

이죠. 우리나라에서 이만큼 기단부가 높은 문화재는 경복

궁을 꼽을 수 있어요. 이렇게 비교하니 불국사가 상징하는 

바가 더 잘 드러나는 거 같죠?”

기하학적 구조 속 돋보이는 개방성

불국사와 더불어 그가 손꼽는 문화재는 석굴암이다. 유현

준 건축가는 석굴암이 보여주는 ‘개방성’에 주목했다. 동양 

건축물로서는 드물게 나타나는 기하학적 구조 때문이다. 

유현준 건축가는 이러한 건축구조가 타국과 활발하게 교

류한 통일신라의 개방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 당시 통일신라가 바닷길을 통해 다양한 국가와 교류한 

흔적이 건축물에 드러나지 않았을까 추측해요. 저는 이런 

개방성을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개방적이라는 것은 언제

든지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이야

기거든요. 더 나은 존재로 발전할 계기를 만들어 주죠.”

돌로 쌓아 건축한 뒤 다시 흙으로 덮어버림으로써 외부 사

람들에게 노출되지 않는 석굴암의 형태는 굉장히 특별한 

양식이라고 한다.

“불국사와 석굴암이 건축적으로 상반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승려로 하여금 각자 다른 마음가짐을 갖게 만들 수 

있어요. 불국사는 모두에게 개방된 공간이기 때문에 다른 

승려와 다같이 부처를 모시는 집단성을 띠게 만들죠. 하

지만 석굴암은 달라요. 지리적 위치부터 매우 깊숙한 곳에 

있어요. 그 옛날 오솔길을 혼자서 걸어가는 거예요. 석굴

암을 가는 길목부터 승려는 혼자 부처를 만나 자신의 내

면으로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모든 종교는 집단적 공간과 

사적인 공간이 필요한데, 불국사와 석굴암이 그 대비를 잘 

보여준다고 느낍니다.”

건축의 다양성이 만드는 열린 사고

건축을 통해 한 시대의 정신을 엿본 유현준 건축가.  그렇

다면 현재의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건축물은 무엇이 있을

까? 그는 천년 뒤, 우리의 후손의 시각에서 ‘한강의 다리’

가 가장 상징적인 건축물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강의 다리는 엄청난 양의 콘크리트와 기술로 강남과 강

북을 잇습니다. 그렇게 서울의 규모가 더 확장되었고요. 이

게 21세기 한국인이 얼마나 부유한지, 그리고 얼마나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거대한 건축물과 문화재를 보고 ‘거대 권력의 상징’

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는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사회가 점

점 발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다만, 한국의 건축물이 

조금 더 다양해지길 바란다는 그는 획일화된 주거 환경이 

우리의 생각마저 획일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양성이 주는 힘을 믿습니다. 나와 다른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앞으로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다고 봐요. 건축

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역시 정말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다양하고 열린 사고를 하게끔 돕고 싶습니다.”

사람과 건축의 사이를 이야기하는 유현준 인문건축학자. 

쉴 새 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앞으로 몇 년간은 

준비했던 프로젝트를 완성하며 건축학자의 삶에도 소홀

하지 않을 것이라 전했다. 앞으로도 그의 ‘다양한 이야기’

가 우리의 모든 공간에 전해지길 기대해 본다. 

다양성이 주는 힘을 

믿습니다. 나와 

다른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앞으로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다고 봐요. 

건축이 시대를 

반영하기도 하지만, 

건축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역시 

정말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다양하고 

열린 사고를 할 

수 있게끔 돕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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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에 담다

만나고

01

정리. 편집실  일러스트. 무적핑크

한반도의 몬스터 헌터
호랑이 잡는 특공대 

‘착호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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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위 맹수 호랑이는 조선의 큰 걱정거리였다. 조선 중기의 문신 유몽인은 사람의 잔인하고 포악한 본

성을 호랑이에 빗대 지은 「호정문(虎穽文)」에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호환을 묘사했다. 아낙이 나

물을 캐다가, 농부가 밭을 갈고 김을 매다가 호랑이를 만나는 일이 수시로 일어났고 호랑이가 한양 도성 

안으로 출몰해 사람을 물어 죽이는 일도 빈번했다.

조선 조정은 호환을 막기 위해 일찍부터 많은 정책을 시행했는데 그중 하나가 착호갑사(捉虎甲士)와 착

호인이었다. 착호갑사는 말 그대로 호랑이 잡는 특수부대로 착호갑사는 서울, 착호인은 지방에서 호환

을 방비했다.

착호갑사는 활이나 창의 무예가 뛰어나거나 달리기나 힘이 좋은 사람을 취재(取才) 시험을 통해 선발했

다. 목전·철전·기사·기창·달리기·들어올리기 등 무예가 있는 자를 선발했고 활이나 창으로 호랑이 

2마리를 잡는 자는 시험을 면제하고 임명했다. 착호갑사는 160~170cm에 달하는 강력한 대전(大箭)을 

쏠 수 있는 쇠뇌와 목궁을 사용했는데 호랑이를 추적해 먼저 대전을 쏘아 명중시켜 상처를 입힌 뒤, 다

가가서 창으로 급소를 찌르는 방식으로 사냥했다. 임진왜란 이후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5군영이 생기면

서 착호갑사의 기능을 대신했고, 16세기를 정점으로 사라져 갔다. 

착호갑사는 나라의 안위를 지키고 백성을 돌본다는 사명감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용맹함

과 사명감이야말로 착호갑사가 목숨을 걸고 호랑이와 마주했던 이유였다. 

『세조혜장대왕실록(世祖惠莊大王實錄)』 또는 『세조실록(世祖實錄)』. 1455년 음력 6월부터 1468년 

음력 9월까지의 조선 세조 시대의 사실을 편년체로 기록한 실록이다. 총 49권 18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보 조선왕조실록의 일부를 이룬다.

무적핑크 서울대학교 디자인과 졸업. 2009년부터 2014년에 걸쳐 「실질객관동화」, 「실질객관영화」, 「경운기를 탄 왕자님」을 

연재했다. 2014년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올린 「조선왕조실톡」이 큰 관심과 주목을 받아 네이버 웹툰에 연재되며 

톡 형식과 역사 장르의 대표 콘텐츠로 자리매김했다. 그 인기로 YLAB과 함께 웹툰업계 최초 레이블 ‘핑크잼’을 

세워 저스툰에  「세계사톡」을, 네이버웹툰에 「삼국지톡」을 연재하며 톡 시리즈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갑사(甲士) 박타내(朴他乃)는 창을 가지고 나아가서 잘못 찔러서 

호랑이에게 물려 거의 죽게 되었으므로, 도승지(都承旨) 신면(申㴐) 

에게 명하여 극진히 약으로 구호하게 하고 드디어 환궁하였는데, 

이튿날 박타내가 죽었다. 임금이 듣고 가엾이 여겨 부물(賻物)을 

등(等)에 더해 주고, 또 그 아들을 녹용(錄用)하기를 명하였다.

- 『세조실록』 38권, 세조 12년 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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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에 희로애락이 깃들 때,

우리는 울고 웃었다
남도 소릿길에서 듣는 우리 가락

‘길 위에서 보물찾기’는 매월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 코스와 해당 코스의 

연계 사업을 함께 소개합니다. 

아름다운 풍경과 시간을 간직한

우리 문화유산을 다시 한번 찾아가 봅니다.

길 위에서 보물 찾기

만나고

다음 QR 코드를 찍으면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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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부터 전라도는 예인의 고장이라 부르기를 서슴지 않았다. 빼어난 기량을 가진 예인이 많은 까닭이다. 

구성진 가락은 고단한 일상을 잠시 잊게 했고, 풍성한 이야깃거리와 소리꾼의 재담 그리고 

혼신을 다한 소리는 우리 민족을 울리고 웃겼다. 이런 전통적, 예술적 가치가 오늘날까지 전승되고 있다. 

그 소리를 잇는 소릿길 위에 선다. 

글, 사진. 임운석(여행작가)

달나라의 궁전을 닮았다는 보물 남원 광한루. 광한루를 포함한 이 일대는 명승 광한루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Course.

필봉농악 전수관

고창판소리박물관

광한루원 

국립남도국악원

우수영국민관광지

국립무형유산원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

소릿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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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릿길, 

남도를 구성진 소리로 잇다

“동편제는 무겁고 맺음새가 분명하다면, 서편제는 애절하

고 정한이 많다고들 하지. 하지만 한을 넘어서면, 동편제

도 서편제도 없고 득음의 경지만 있을 뿐이다.” 

영화 ‘서편제’에서 소리꾼 유봉(김명곤 분)이 딸 송화(오정

해 분)에게 하는 말처럼 판소리는 전승 지역에 따라 동·서

편제로 나뉜다. 동편제는 호남 동부 지역인 남원·구례·순

창 등에서 발달한 소리제이고, 서편제는 호남 서남부 지역

인 고창·광주·나주·보성 등지에서 발달한 소리제이다. 

문화재청은 우리 고유의 소리를 연결하는 여행코스 ‘소릿

길’을 내놓았다. 소릿길은 동·서편제로 나뉘는 판소리에 

국한하지 않는다. 민요·단가·잡가·노동요 등을 포함하는 

남도의 모든 소리를 찾아 나선다. 소릿길은 광범위한 지역

으로 뻗어 있다. 권역별로 코스를 나눈 이유이다. 1코스는 

전라북도, 2코스는 전라남도 지역이다. 1코스 전라북도 지

역은 예향의 고장 전주와 호남 좌도농악을 대표하는 필봉

농악의 본고장 임실, 동편제 탯자리가 있는 남원, 판소리

를 이론적으로 확립시킨 고창이 중심이다. 2코스 전라남

도 지역은 아름다운 다도해를 배경으로 해양문화를 꽃피

운 목포, 민속예술의 보배섬 진도, 한반도의 땅끝 해남으

로 이어진다.

춘향과 몽룡 일색이어라, 

사랑의 도시, 남원

판소리 다섯 마당이 있다. 춘향가·심청가·흥보가·수궁

가·적벽가가 그것이다. 이 가운데 춘향가는 성춘향과 이

몽룡의 사랑을 다룬 것으로 남원을 배경으로 한다. 남원

은 춘향으로 시작해 몽룡으로 끝난다. 과연 춘향과 몽룡 

일색인 도시이다. 남원을 관통하는 17번 국도변에 있는 오

리정(전북 문화재자료)도 그렇다. 춘향전에서 오리정은 한

양으로 떠나는 이몽룡을 춘향이 배웅한 곳으로 묘사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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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향가> ‘오리정’ 대목이다. 

“그때여 춘향과 이도령이 이별을 허는디, 향단이 술상하나 

차리여라. 도련님 가시는디 오리정으로 전송가자. 술상채

려 향단들려 앞세우고 오리정 동림 숲속으로 울며불며 나

가는디.” 

오리정이 애끓는 이별의 무대라면, 춘향과 몽룡이 처음 

만난 무대는 광한루원이다. 오리정에서 시내 방향으로 

10km 거리에 있다. 

광한루는 황희가 태종의 ‘양녕대군 폐위’를 반대하다가 남

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누각이다. 원래 이름은 ‘광통루’

이다. 시간이 흘러 세종 16년(1434)에 중건한 이후 정인지

가 달나라에 있는 궁전 ‘광한청허부(廣寒淸虛府)’를 닮았

다 해 ‘광한루’라 고쳐 불렀다. 광한루가 지금의 모습으로 

완성된 것은 1431년 이후이다. 그 당시 부사 장의국이 광

한루 앞에 흐르는 요천을 끌어다가 은하수를 상징하는 연

못을 만들고, 그 위에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오작교를 놓

았다. 또한 연못에는 신선이 산다는 삼신산을 인공섬으로 

조성해 놓았다. 각각의 섬에는 다리가 놓여 있으며, 영주

산에는 화려한 색감이 돋보이는 영주각이 소담하게 자리

하고, 방장산에는 팔작지붕을 얹은 방장정이 단아한 모습

으로 앉아 있다. 이같이 당대 최고의 누각인 광한루는 평

양의 부벽루, 밀양의 영남루, 진주 촉석루와 함께 우리나라 

4대 누각 중 하나로 손꼽힌다. 그러나 당시 누각은 정유재

란 때 소실되었고, 지금 것은 인조 16년(1638)에 복원한 것

이다. 광한루는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이 당했던 시대의 

아픔을 고스란히 겪었다. 일제가 누각 마루 위는 재판소

로, 누각 마루 밑은 감옥으로 사용한 것이다. 

오작교를 건너면 왼편에 완월정이 반긴다. 광한루원을 확

장하면서 1971년 세운 수중 2층 누각이다. 광한루가 달나

라의 궁전을 재현한 것이라면, 완월정은 지상의 사람이 달

1 
남원시 봉운읍  

화수리에 자리한  

국악의 성지

2 
춘향과 몽룡이  

이별한 오리정

2

여행 문의 

남원시청 063-620-6162~5, 고창군청 063-560-2957, 

진도군청 061-540-3441~2

다음 QR코드를 찍으면

남원시 문화관광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I n f o

함께 방문하면 좋은 남원 문화재와 행사

# 가왕 송흥록 생가: 인근에 국악의 성지(063-620-5742)가 

있다. 국악의 보존과 전승, 발전을 위해 건립되었다. 판소리기념실, 

민속국악실, 국악체험실, 국악공연장 등을 갖추고 있어 소릿길 

탐방객이라면 한 번쯤 챙겨볼 만하다. 

# 남원춘향제: 따뜻한 봄날 남원은 한바탕 축제의 장으로 변신한다. 

변화의 중심은 역시 춘향과 몽룡의 사랑이다. 열녀 춘향의 얼을 

기리고, 정절과 사랑을 테마로 한 춘향제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춘향제향을 비롯해 신관 사또 부임 축하연, 춘향 그네 

체험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춘향제의 백미는 광한루원에서 

열리는 전국 춘향선발대회와 창극 춘향국악대전을 꼽을 수 있다.  

매년 음력 4월 8일 전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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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즐긴다는 뜻을 담았다. 해마다 춘향제 공연 무대

로 활용된다. 그 외에도 광한루원에는 춘향과 몽룡이 백년

가약을 맺은 월매집, 남원의 유지들과 권번 기생들이 성금

을 모아 지은 춘향사당 등이 있다. 광한루원은 남쪽 정문 

외에 서문, 북문이 더 있다. 그중 북문으로 나서면 한옥의 

아름다움이 깃든 호텔 남원예촌과 ‘안숙선 명창의 여정’으

로 연결된다. 전시관에는 안숙선(국가무형문화재 가야금

병창 보유자) 명창의 소리 인생을 연대순으로 확인하고 남

원의 판소리 이모저모를 살펴볼 수 있다. 안숙선 명창이 

남원 산동면 출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남원의 소릿길은 지리산에 안긴 듯한 운봉읍으로 스며든

다. 지리산 둘레길 운봉~인월 구간 중간 쉼터이기도 한 이

곳에 송흥록의 생가가 있다. 가왕이라 칭송받는 송흥록은 

19세기 전반에 활동한 명창으로 당시의 모든 판소리를 집

대성했으며 동편제 창법을 창시했다. 그의 생가가 있는 비

전마을을 동편제 탯자리라 부르는 이유이다. 생가 마당에

는 <춘향가> 중 ‘쑥대머리’ 대목이 마당을 휘감는다. 

“쑥대머리 귀신형용, 정막 옥방의 찬 자리여, 생각나는 것

이 임뿐이라. 보고지고 보고지고 한양 낭군을 보고지고 

오리정 정별 후로 일장서를 내가 못봤으니.”

소리가 예술이 되고

삶의 애환을 담다 

남원에 동편제 가왕 송흥록이 있다면, 서편제에 뿌리를 

둔 고창에는 동리 신재효 선생(1812~1884)이 있다. 선생

은 중인 출신으로 고창 관아의 아전이었다. 따라서 판소리

와는 인연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오늘날 그는 판소리 여섯 

마당의 집성가이자, 연출가 그리고 광대의 지휘자로 불린

다. 그 배경에는 향리였던 그가 이방, 호장 등을 지내면서 

소리꾼을 연회에 섭외하는 임무를 맡았기 때문인데, 판소

리를 자주 접하다 보니 자연스레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쏟

기 시작한 것이다. 또 현실적으로 그는 곡식 1,000석을 추

수하고 50가구가 넘는 세대를 거느린 부호였기에 경제적 

뒷받침도 가능했다. 그 결과 자신의 집에 노래청을 짓고 수

많은 제자를 키웠으며 그중 다수가 명창의 반열에 올랐다. 

그뿐만 아니다. 그 당시에는 파격이라 할 수 있는 여성 소

리꾼을 발굴했다. 

3  
삼신산에서 바라본 

광한루

4   
송흥록의 생가가  

있는 비전마을은  

동편제 탯자리이다.

5   
고창 신재효 고택에 

판소리를 배우는  

장면이 재현되어  

있다.

6    
가왕으로 칭송받는 

송흥록의 동상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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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신재효 고택(국가민속문화재)은 사랑채만 재현해 놓

았다. 눈여겨볼 것은 원기둥과 사각기둥이 섞여 있다는 점. 

건축 당시 모두 원기둥이었으나, 암행어사 어윤중에게 신

분에 맞게 사각기둥으로 고칠 것을 지적받은 뒤 사각기둥

으로 고쳤다고 한다. 이런 일화에 비추어 보아 선생은 신

분상의 현실적 고뇌가 많았을 것이다. 그가 판소리의 대부

가 된 배경에는 신분적 한계를 뛰어넘고자 하는 갈망 때문

이 아닐까. 

전라북도에서 시작한 소릿길은 전라남도 진도로 연결된다. 

예로부터 진도는 민속의 보고라 했다. 섬은 고립에 따른 외

로움과 거친 바다를 터전 삼아야 하는 두려움이 뒤엉켜 

있다. 그러나 진도 사람들은 섬이라는 그 같은 난관이 밀

려올 때마다 쉽게 굴하지 않았다. 오히려 삶과 죽음을 민

속예술로 승화시켰다. 그 흔적이 ‘진도아리랑’ 노랫말에 고

스란히 묻어 있다. 

“만경창파에 두둥둥 뜬 배 어기여차 어야디여라 노를 저어

라,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아리랑 응응으

응 아라리가 났네.”

망망한 바다에 기대어 살아가는 섬사람들의 애환 그리고 

선창과 후렴을 주고받는 소리꾼의 모습에서 함께하지 않

으면 고단한 삶을 이겨낼 수 없는 섬사람들의 애환이 묻어

난다. 또 죽은 자의 영혼을 위해 이승에 맺힌 원한을 씻어

주는 진도씻김굿(국가무형문화재)도 빼놓을 수 없다. 진도

씻김굿은 단순히 죽은 자의 영혼을 위로하는 진혼곡이 아

5

니다. 유족은 물론이고 궁극적으로 살아서 남아 있는 사

람들의 마음조차 위로한다. 

진도에서 우리 소리를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국립남도국

악원, 진도향토문화회관, 진도아리랑체험관 등이 있다. 

6

문화유산 방문하고, 선물 받으세요!

가장 한국다움이 넘치는, 신비로운 우리 문화유산을 함께 만드는 

길에 동참하세요. 10개의 길, 75개의 만남이 있는 문화유산 

방문코스가 2022년 월간 <문화재사랑>을 통해 독자 여러분에게 

소개됩니다. 방문코스에 나오는 아름다운 우리 문화유산에 관한 

이야기, 멋진 풍경들에 푹 빠져보세요. 그리고 직접 문화재사랑 

1월호에 소개된 방문코스 또는 그 외 ‘소릿길’ 코스를 방문해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4명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 the-h11@daum.net

첨부 내용 :  문화유산 방문캠페인 코스(소릿길)에서 직접 

촬영한 사진, 사진에 대한 간단한 설명, 독자 이름, 

전화번호(상품 발송에 필요합니다)

응모기간 : 1월 18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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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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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주인공인 

흔치 않은 

건물

경복궁 자경전은 꽃담과 십장생 무늬를 새긴 굴뚝으로 유명하다. 꽃담은 

붉은 벽돌로 꽃문양을 만들어 네모난 틀 안에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고, 굴뚝 

벽에는 해와 달, 소나무와 불로초, 거북과 학 등을 생생하게 묘사해 놓았다. 

교태전 후원에도 벽돌 무늬로 치장한 굴뚝이 있지만 자경전에는 못 미친다. 

경복궁 자경전은 왕실 최고 여성이 주인공인 흔치 않은 건물이다.

글, 사진. 김동욱(경기대학교 명예교수)

역사를 짓다

만나고

보물 경복궁 자경전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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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치장으로 가득한 집

자경전은 고종 5년(1868) 경복궁을 중건할 때 지었다. 나

이 열두 살에 고종이 즉위하자 왕실 최고 어른인 대왕대비 

신정왕후가 국정을 맡았으며, 경복궁 중건은 왕후의 명으

로 이루어졌다. 자경전은 바로 신정왕후의 거처로 지은 집

이다. 자경전은 6칸 대청을 가운데 두고 좌우에 온돌방을 

들였다. 동편에는 청연루라는 우뚝한 누각을 달아내고, 사

방을 에워싸는 행랑에는 상궁과 나인들이 거처하는 방과 

창고가 즐비했다. 대비 한 사람을 위한 전각치고는 참으로 

크고 우뚝하며 아름다운 치장으로 가득하다.

조선 전기 경복궁에는 대비를 위한 전각 이름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왕이 승하하고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게 

되면 선왕의 왕비는 대비가 되어 뒤로 물러나고 새 왕과 

왕비가 궁궐의 주인이 된다. 대비는 내전의 후미진 건물로 

물러나 조용히 남은 세월을 선왕을 추모하며 지냈다. 성종 

때는 어린 왕이 즉위하면서 대비에 준하는 할머니가 여럿 

되자 별궁으로 창경궁을 지어 대비들을 모셨다. 이런 관행

에 변화가 나타난 것은 17세기 효종이 즉위하면서이다.

인조의 뒤를 이어 효종이 왕위에 오르는 데는 인조 계비 

장렬왕후의 도움이 컸다. 효종은 재위 중에 대비를 극진

히 모셨다. 효종이 거처하던 창덕궁에는 대비를 위한 수정

당이 있었는데 집이 작고 초라했다. 효종은 장렬왕후를 위

해 인정전 서쪽 흠경각이 있던 터에 만수전이라는 큰 규모

에 치장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연못을 갖춘 전각을 지었다. 

대비 처소는 정전의 동편에 두는 것이 법도라는 신하들의 

꽤 강한 반대를 뿌리치고 지은 집이었다. 

왕실 최고 어른을 위한 공간

19세기에 들어오면서 왕실에는 공교롭게 대비가 정권을 쥐

는 상황이 벌어졌다. 정조 승하 후 영조 계비 정순왕후, 순

조 승하 후에는 순원왕후가 어려서 즉위한 순조와 헌종을 

대신해 수렴청정을 하면서 국정을 주도했다. 대비들은 만

수전 터에 다시 지은 경복전을 거처로 삼았다. 나이 어린 

왕들은 경복전으로 가서 할머니에게 문안을 올리곤 했다.

1, 2 
자경전 꽃담.

자경전의 서쪽 담장 

외벽에는 매화, 천도, 

모란, 국화, 대나무, 

나비, 연꽃 등을 색깔

이 든 벽돌로 장식해 

아름다운 조형미를 

보여준다.

ⓒ문화재청

3  
자경전 십장생 굴뚝. 

불로장생을 상징하는 

십장생 무늬와 당초

문, 박쥐문을 정교하

게 새겨 넣었다.

궁궐의 전각은 늘 최첨단 건축기술을 동원해 집을 지어 왔

다. 벽돌이 궁궐에 적극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헌종 때였

다. 낙선재는 헌종이 서재로 삼은 별당인데, 이 건물 곳곳

에 이전에 볼 수 없던 벽돌 장식이 등장해서 궁궐 건축의 

새로운 경지를 열었다. 낙선재 지붕 박공은 벽돌로 치장하

고 후원 담장에는 벽돌로 길상문양을 장식했다.

경복궁 중건공사는 궁궐 건축의 새로운 실험장이었다. 무

려 7,000칸에 달하는 많은 건물을 40개월 안에 끝내는 강

행군이었다. 이 공사에는 단기간에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

칠 수 있는 다양한 기술 고안이 시도되는 동시에 새로운 

재료의 도입도 따랐다. 벽돌의 적극적인 활용도 그중 하나

였다. 중건 경복궁에서 벽돌 활용이 가장 돋보이는 전각이 

자경전인데, 왕실 최고 어른을 위한 건물이라는 점이 작용

했다.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왕비를 위해서는 교태전을 세우고, 

고종의 할머니뻘 되는 분들을 위해서도 전각을 따로 지어

드렸다. 자경전을 비롯해 헌종비 효정왕후를 위해 만경전, 

철종비 철인왕후을 위해 흥복전, 헌종 후궁 경빈 김씨를 

위해 만화당을 지었다. 모두 여성이 주인공인 전각이었다. 

그 가운데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건

물이 자경전이다. 자경전은 중건 이후 한두 번 화재를 당했

지만 그때마다 본래 모습으로 다시 지어졌다.

최근 교태전이 복원되고 2020년에는 흥복전도 되살렸지

만, 자경전의 격식에 비기지 못한다. 자경전은 집의 규모

도 클 뿐 아니라 높고 시원한 누각을 곁들이고 곁에다 별

당까지 둔 점이 각별하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치장은 

십장생으로 꾸민 굴뚝과 아름다운 꽃담이다. ‘어머니께서 

복을 누린다’는 자경전이 지닌 의미를 생각하며 굴뚝과 

꽃담을 다시 바라보면 새삼 이 집이 지닌 가치가 크게 다

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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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삶 속에서 살아 숨 쉬는 무형문화재

만나고

누구나 

부르는 노래,

아리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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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이의 마음을 

담아낼 수 있는 노래

아리랑을 모르는 한국인은 없을 것이다. 심지어 아리랑을 

모르는 외국인도 많지 않다. 예전 세계의 음악학자들이 모

이는 자리에서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찾다가 결국 아

리랑을 불렀던 적이 있다. 그처럼 쉽게 뇌리에 남겨지는 노

래, 가사가 쉽고 반복적이어서 익히기 쉬운 노래가 아리랑

이다.

모두가 알고 함께 노래할 수 있지만 제대로 알기는 힘든 것

이 또한 아리랑이다. 우리는 아리랑을 ‘민족의 노래’라고 

부르며, 남북한이나 한민족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아리랑

을 노래할 때면 이유 없이 울컥하며 그 감동을 나누기도 

한다. 과연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이 노래를 그렇게 부르고, 

그런 느낌을 갖게 된 것일까?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아리 아라리오’ 같은 가사

가 들어 있는 노래를 우리는 아리랑이라고 부른다. 

현재 아리랑이라는 제목이 붙은 노래는 130곡이 넘지만 

이 수치는 큰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새

로운 아리랑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어떤 아리랑은 불리지 

않아 없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896년 아리랑의 악보를 처음으로 만든 선교사 헐버트

민요 조사를 할 때 민요를 불러주셨던 분들에게 자주 들었던 

이야기가 있다.  ‘그 노래도 모리믄 사람인가?’, ‘아리랑도 못하는 

사람이 있당가?’ 아리랑은 누구나 알고 있고, 누구나 부를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예를 들어 강원도 정선에서는 ‘정선 사람은 

모두 아라리를 부를 줄 안다’라고 이야기한다. ‘누구나 부르는 

노래’, 그것이 아리랑이다. 

글. 김혜정(경인교육대학교 음악교육과 교수)

1 
1896년 선교사 

헐버트가 

서양악보로 처음 

채보한 아리랑 악보

ⓒ문경 옛길박물관

2  
1952년 미국 

ROYAL ROOTS 

음반회사에서 

발매한 SP 음반 

Ah-Dee-Dong 

Blues.  

6.25전쟁 때 미국 

재즈연주자인 

오스카 페티포드는 

1951년 공연을 

위해 한국에 

왔다가 화장실에서 

통역관이 

휘파람으로 

부르던 아리랑의 

멜로디에 매료돼  

재즈풍으로 편곡해 

음반을 발매했다. 

ⓒ아리랑박물관

3 
정선아리랑(강원도 

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 김남기

ⓒ정선아리랑 

문화재단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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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r B. Hulbert, 1863~1949)는 “이 노래는 즉흥곡의 

명수인 한국인들이 끝없이 바꿔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졌

지만, 후렴구는 바꾸지 않고 부른다. 한국인에게 아리랑은 

밥과 같은 존재로 언제나 어디서나 들을 수 있다”라고 적

고 있다. 헐버트가 아리랑 악보를 만들 당시에도 아리랑은 

누구나 부르던 민요였던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130곡이 

넘는 아리랑을 만든 것은 헐버트의 이야기처럼 한국인들

이 끝없이 바꾸어 부르기 때문에 만들어진 결과이다. 

바꾸어 부른다는 것은 가사를 바꾸거나, 지역의 특성에 

따라 선율을 바꾸거나, 음악을 꾸미는 시김새나 표현을 바

꾸는 것 등을 포함한다. 그래서 음악적으로 큰 변화가 없

더라도 자신의 가사를 붙이고 감정을 담아 노래하면 그것

만으로 그 사람의 아리랑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아

리랑의 전승 방식은 전승자들의 창의성과 주체적인 향유

가 돋보인다는 점에서 중요한 무형문화유산적 가치가 있

다고 할 수 있다. 즉, 아리랑은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며 살

아 있는 생명체이며, 모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인 것이다.

공감대를 형성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되다

아리랑 악곡의 수가 많다고 하지만 실제로 음악적인 유형

으로 묶어 보면 몇 곡으로 정리할 수 있다. 우측 위의 지도

와 같이 전국적인 아리랑 유행과 확산을 만든 계기는 나운

규의 영화 <아리랑, 1926>이었다. 이 영화는 지주와 소작, 일

제강점기의 고난을 직간접적으로 다루면서 주제곡으로 아

리랑을 활용한 무성영화였다. 민족적 슬픔을 담은 영화의 

소재와 주제곡 아리랑의 만남은 폭발적인 유행을 이끌었고 

그 결과 전국적인 지역별 아리랑 생성에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20세기 초 불행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한민족

의 강제 이주와 함께 아리랑은 세계 각처로 퍼져 나갔다. 

그 당시 고국을 떠난 이들은 아리랑을 모국의 노래, 망향

의 노래로 기억했다. 그래서 아리랑은 슬픈 역사를 기억하

는 이들에게 공통의 감정을 불러일으켜 공감대를 형성케 

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되었다. 우리가 아리랑에 ‘한민족의 

노래’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이유이다.

아리랑은 끊임없이 재생산되면서 시대성을 담아내고 있어 

4 
아리랑의 역사를 

담은 정선 아리랑 

박물관 상설전시실

ⓒ아리랑박물관

5 
관현악으로 

재구성된 

남도 아리랑

ⓒ국립국악원  

아카이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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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영화 ‘아리랑’ 

포스터

ⓒ문화재청

7 
진도 아리랑 마을

ⓒ진도군청

21세기에도 현재의 노래로 살아 있다. 그리고 민족의 노래

로서의 공동체성과 개인의 창의성을 발현케 하는 개방성

과 유동성, 정서를 표출하고 소통하는 도구로서의 무형문

화유산적 가치 등을 인정받아 2012년 12월 5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되었고, 2015년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흔히 국가무형문화재라 하면 대표적인 보유자가 전승하는 

형태를 떠올리게 되지만 아리랑은 ‘누구나’ 부르는 노래이

므로 보유자나 전승 단체가 없는 종목 지정 문화재로 지정

되었다. 현재 아리랑을 전승하는 단체는 100여 개에 달하

고 있으며 이들은 각자 자신들의 아리랑을 만들어 확산·

전승하고 있다. 종목 지정은 ‘누구나 부르는 아리랑의 정

신’을 이어받아 더 많은 이가 자신만의 아리랑을 만들고 즐

기기를 원하는 정책적 기반이다. 이제껏 그래왔던 것처럼 

아리랑은 특정 인물이나 특정 단체의 것이 아닌 ‘누구나’의 

아리랑이어야 하며, 종목 지정 문화재 정책은 아리랑을 만

들고 부르고자 하는 모든 이를 응원해야 할 것이다. 

5

7

6

구아리랑

긴아리랑

아리랑

아라리

자진아라리

엮음아라리

강원도아리랑

정선아리랑

밀양아리랑

진도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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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이, 능

만나고

왕
릉
을 

지
키
는 

수
호
신 

， 

석
인(

石
人)

조선 왕릉에는 봉분 주변에 사람 형상을 한 돌 조각상, 석인(石人)이 자리하고 있다. 석인은 능

묘를 수호하는 석물 중 하나로, 왕을 섬기는 문관과 무관을 조각하여 왕의 권위를 상징한다.

문석인은 머리에 복두(幞頭)를 쓰고 공복(公服)을 입은 채 홀(笏)을 잡은 모습이다. 조선 초기

부터 이 같은 복두공복형이 주류를 이루었다. 일부 왕릉에는 금관을 쓰고 조복을 입은 금관조

복형(金冠朝服型) 문석인이 세워지기도 했다. 무석인은 갑옷[甲]을 입고 투구[胄]를 쓴 채 손

에 칼을 쥔 모습이다. 무석인은 문석인에 비해 무서운 표정이 강조되고 갑옷의 문양이 화려하게 

조각되었다. 

석인의 매력 포인트는 다양한 표정에 있다. 비슷비슷하게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각의 

석인마다 개성 넘치는 이목구비를 발견할 수 있다. 조선 왕릉을 방문했을 때 석인의 의복과 표

정을 살펴보는 것도 궁능문화재를 즐기는 또 다른 방법이 될 것이다. 

인자한 미소 앙 다문 미소 엄격한 미소 드릉드릉한 미소

문석인(태릉) 무석인(태릉)

투구[胄]

허리띠 대(帶)

머리에 쓰는 복두(幞頭)

칼집

갑옷[甲]: 
가죽이나 

금속 조각을 

비늘처럼 

이어만든 옷 

칼

손에 드는 홀(笏)

공복(公服): 
관리들이 입던 

예복의 하나. 

포(袍)로 

불리는 옷

가죽신 화(靴): 
목이 올라오는

가죽신 

글. 양설희 실무관(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  사진. 궁능유적본부

현릉(顯陵) 태릉(泰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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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의 수장고

만나고

인검은 12간지 중 호랑이를 뜻하는 ‘인(寅)’자가 겹쳐지는 시간에 제작한 의례용 칼이다. 인은 양기

(陽氣)를 뜻함과 동시에 의(義)를 상징하여 음기(陰氣)를 막고 군신 간의 도리를 나타낸다. 이에 따

라 인검은 왕실이 만들어 보관하고 있거나 공신에게 하사하기도 했다. 인검에는 사인검(四寅劍)과 

삼인검(三寅劍)이 있는데, 사인검은 인년(寅年), 인월(寅月), 인일(寅日), 인시(寅時)에 맞추어 제작

하고, 삼인검은 삼인(三寅)을 맞추어 제작했다.

조선시대 인검은 태조 7년(1398) 무인년(戊寅年)에 처음 제작된 이래로 재앙을 물리치고 사귀(邪

鬼)를 쫓아내길 바라는 염원을 담아 지속적으로 만들어졌다. 조선시대 인년은 총 43회 있었으나 모

든 인년에 인검을 제작한 것은 아니다. 때로는 인년이 아닌 해에도 제작하거나 천재지변이 발생 시

에는 제작하지 않기도 했다. 인검은 특정 시기에 만들어졌을 뿐 아니라 특수한 재료와 장소, 장인이 

구비된 조건에서만 제작이 가능했다. 인검은 다양한 문양을 그려 넣어 주술적 기능을 강화했다.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인검의 검날 한 면에는 사인검 또는 삼인검이라는 명칭과 27자의 주문[劍訣], 

산스크리트어[梵語]를 새기고 다른 한 면에는 북두칠성과 28개의 별자리를 입사로 표현했다. 인검은 

특수한 제작공정과 천문도 같은 다양한 장식을 통해 하늘의 신령한 힘을 빌려 벽사의 기능뿐 아니라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고 군신 간의 도리를 강조하는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한 것이다. 

사인검, 철제, 금입사, 길이 101.3cm, 너비 10.6cm

인검(寅劒)

호랑이(寅)에 담긴 기운 
재앙을 물리치게 하다 

글. 고준성 연구원(국립고궁박물관 전시홍보과)  사진. 국립고궁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은 매월 ‘큐레이터 추천 이달의 왕실 유물’을 정해 박물관에서 전시하고,  

소개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로 공개합니다. 왼쪽 QR코드를 찍으면 해당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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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

만나고



팝아트와 민화, 그 사이

김민수 작가의 어린 시절에는 늘 우리 전통의 아름다움

이 함께했다. 어렸을 적 외가에는 외할머니가 모은 고가구

나 도자기 같은 옛 물건이 많았고 다도를 하시던 어머니

는 한복과 꽃신 속 전통 문양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다. 대

학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후 극사실주의, 하이퍼리얼리즘

(Hyperrealism) 작업을 했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리

는 데 벗어나 자신만의 이야기를 담고 싶었다. 그때 수많은 

상징을 담아내는 민화가 눈에 들어왔다.

“민화는 단순히 ‘보는 그림’을 넘어 ‘읽는 그림’이기도 합니

다. 무명의 화가가 주변에서 보는 광경, 모든 사물이나 현

상을 소재로 하기에 보통 사람들의 생생한 삶이 담겨 있어

요. 또 꽃이나 새, 물고기, 산수나 자연현상 같은 그림 안

에 부귀영화나 출세를 바라는 소망을 함께 담아냅니다. 화

려한 색 속에 숨어 있는 상징이 무척 재밌었어요.”

민화 속 도상을 시작으로 이론을 공부하기 시작한 그는 

전통 민화의 형식을 벗어나 자신에게 익숙한 서양화 표현

방식으로 독특한 작품을 내놓았다. 한지가 아닌 캔버스

에 전통 안료 대신 아크릴 물감을 사용하는데 성격이 급

한 탓에 물감이 채 마르기 전에 드라이어로 말리며 그림

을 그린다.

“차분한 색감보다는 화려하고 선명한 색을 좋아해요. 어쩌

면 민화의 이론만 공부하고 그리는 법을 배우진 않아 더 

자유롭게 표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람의 욕망과 염원을 

담는 게 그림의 가장 원시적인 출발이기도 하잖아요? 빨

리 마르고 계속 덧칠할 수 있는 아크릴 물감이 그 표현을 

더 강렬하게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그림 속에 담긴 인간의 솔직한 욕망

김민수 작가의 대표작인 <책거리> 시리즈에는 모란, 닭, 호

랑이와 용 같은 전통적인 문양과 슈퍼맨 옷을 입은 성모 

마리아, 스타벅스 커피, 하이힐과 명품 가방 등 현대적인 

물건이 동시에 등장한다. 캐릭터 된 자신의 모습과 ‘보통 

사람들’로 상징되는 개미도 곳곳에 숨어 있다. 아크릴 물감

으로 그린 강렬한 색감과 명료한 선이 두드러지고 만화의 

35

기원전 1만 5000년 ~ 기원전 1만 년경 작품으로 

추정되는 <알타미라 동굴 벽화> 속에는 위협적인 

자연과 야수에게서 벗어나 사냥에 꼭 성공하길 

바라던 구석기 사람들의 염원이 담겼다. 우리 

선조들 역시 다산과 입신양명을 바랄 땐 물고기와 

게를 화폭에 담았고, 부귀와 행복을 꿈꾸며 모란을 

그렸다. 김민수 작가 역시 그런 보통 사람들의 

염원을 담는다. 민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새로운 장르로 변주하는 김민수 작가를 만났다.

글. 권유진  사진. 이대원

염원을 담는

민화의 무궁무진한 

변신

서양화가 

김

민

수

1 
PVC 토이 위에 

페인팅한  

전통도자기_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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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을 차용해 대중적인 이미지를 표현한다는 점에서 팝

아트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언뜻 현대 물질문명을 비판하

는 것 같지만 이는 반대로 민화처럼 우리의 솔직한 욕망을 

표현해 낸 작가만의 상징이다.

“조선시대의 민화에서 책거리는 주로 병풍으로 제작됐어

요. 그림 안에는 책과 문방사우뿐 아니라 도자기나 각종 

화려한 물건도 등장합니다. 단순히 장식하려는 목적 외에

도 그림을 그린 사람이 가진 귀중품에 대한 욕망, 자랑하

고 싶은 욕심이 동시에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욕망

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인간의 본성이기에 현재를 

사는 우리 기준에서 표현하고 싶었어요.”

<영웅부적> 시리즈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만화 속 주인공

이 등장한다. 배트맨, 원더우먼, 슈퍼맨, 아이언맨, 뮬란 등 

셀 수도 없이 많은 영웅이 민화 속 도상과 함께 작품을 빼

곡히 채운다. 

“부적에는 거대한 대의적 소망이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바람도 담겨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 없

지만, 이를 믿는 사람에게는 기댈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

죠. 과거 사신도나 무속화에 등장하는 신은 대부분 안녕

과 부귀영화를 지켜줬습니다. 문화와 전통에 따라 양식과 

서사가 변하는 것처럼 부적도 현재 복을 원하는 사람의 

바람이 직접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흔히 볼 

수 있는 이 만화 주인공들, 사신도나 무속화에 등장하는 

지금의 신과 같은 것이죠.”

<영웅부적> 시리즈는 가장 가느다란 세필의 붓털을 뽑아 

아이라이너보다 가늘게 만들어 그림을 그린다. 그리다가 

한번 멈추면 붓에 물감이 말라버려 같은 느낌을 낼 수 없

어 한번 작업을 시작하면 식사도 미룬 채 몇 시간 동안 그

림에만 매달린다고 한다. 작가의 말대로 ‘도 닦는 심정’으

로 탄생한 그림은 워낙 정교하고 세밀한 탓에 디지털화된 

일러스트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직접 그린 게 아니라는 오

해가 늘면서 전시회 때 라이브 방송으로 시연하는 웃지 못

할 일화도 있었다.

“배경색을 가장 심사숙고해서 고르는 편이에요. 제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행복해지기를 기원하며 작업합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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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실제로 제 그림을 걸어놨더니 사업이 잘 풀렸다거나 

돈을 더 잘 벌게 됐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로 제 그림 때문은 아니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

다 보람이 무척 커요. 민화를 그렸던 옛날 작가들도 같은 

마음 아니었을까요?”

경계를 넘나드는 민화의 변주

작업실이 있는 대구와 서울을 오가며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김민수 작가는 회화뿐만 아니라 디자인, 공예 등 다

양한 영역으로 스펙트럼을 넓히고 있다. 패션디자이너, 가

방, 패브릭, 주얼리, 도자기 등 여러 분야의 예술가들과 협

업한 그는 자신의 모습을 딴 토이 작품을 선보이기도 했

다. 최근 미뤄두었던 주역(周易)을 공부하고 있다는 작가

는 <책거리> 시리즈와 <영웅부적> 시리즈에 이어 또 한번 

새로운 변신을 고민 중이다.

“생활 속에서 전통적 소재를 많이 접해서 그런지 문화재에

서도 영감을 많이 받아요. 아마 미대를 가지 않았다면 사

학이나 문화재 관련 학과를 갔을 것 같아요. 미술관만큼 

박물관을 더 즐겨 찾는 편인데 앞으로도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소재를 바탕으로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얇고 넓게 섭렵하기를 좋아한다’는 김민수 작가는 40대 

초반 나이에 25회의 개인전, 300회 이상의 단체전에 참여

할 만큼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경계를 넘나들며 우리

의 민화를 자유롭게 변주하는 그의 다음 작품을 기대해 

본다. 

2 
호랑이가 전하는 

현대의 부귀영화 

150×150cm. 

2점. Acrylic on 

canvas.  

2010- 2011

3 
영웅부적 

(Gold&red)

150x150cm.

Acrylic on 

Canvas,2017

4 
데님-도자기 속 

부귀영화  

73x91.cm_

Acrylic on 

Canvas_2020

5 
김민수 작가는  

자신의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행복해

지기를 기원한다.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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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강을 사로잡은 

한국 미술품

전시된 한국 유물은 프리어 갤러리 창립자인 찰스 랭 프리

어(Charles Lang Freer)의 소장품이다. 프리어는 조선시대

의 다완(차를 마실 때 사용하는 사발)에 대한 관심이 계

기가 돼 한국 미술을 수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가인 

프리어는 철도 차량 제작업체를 운영하며 막대한 부를 거

머쥐었고 20세기 초 은퇴한 뒤에는 미술품 수집에 몰두

하며 여생을 보냈다. 고려자기, 불화 등 프리어 컬렉션은 

그의 사후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에 기증했고 프리어 갤러

리 창립의 모태가 됐다. 프리어 갤러리는 사후 몇 년 뒤인 

1923년 문을 열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되기 전인 2019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이곳에서 ‘신성한 헌신: 한국 불

교미술 걸작’전이 오프라인으로 열렸다.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대여한 13세기 ‘목조관음

보살좌상’과 이곳 소장품인 고려불화 <수

월관음도>가 특히 사랑을 받았다. 고려불

화는 세계적으로도 아름다운 종교예술품으

로 손꼽히는데 이 작품은 프리어가 1919년 

프랑스 파리의 한 경매에서 구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프리어가 파리의 경매에서 한국 미술품을 

구입했다는 사실은 당시 미술시장에 대한 

힌트를 준다. 그때는 파리에서 일본인 미술 

중개상들이 미국 고객을 상대로 한국에서 가

져온 고려자기, 궁중회화 등을 판매할 정도로 한

제국주의 흐름에서 전해진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의 

한국 유물들

세계 속 우리 문화유산

새기다

미국 워싱턴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은 자국인뿐 

아니라 현지를 방문한 외국인이 꼭 찾게 되는 

간판 박물관이다. 지난해 2월 26일 워싱턴 

한국문화원 주최로 스미스소니언 박물관 

산하 아시아 전문 프리어·새클러 갤러리의 

‘한국실’ 전시에 대한 온라인 투어가 열렸다. 

‘미국 속의 한국미술’이란 주제로 열린 전시를 

통해 교포들은 고려자기 등 전통 도자기와 

불화, 서화 등 박물관이 소장한 한국미술품을 

온라인으로나마 감상하며 고국에 대한 향수를 

달랠 수 있었다.

글. 손영옥(국민일보 문화전문기자, 논설위원)

1,  2 
버나도와 

알렌이 각각 

수집한 고려자기

ⓒSmithsonian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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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유물이 인기가 있었다.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이 소장한 

한국 유물은 그런 시대적 분위기의 반영이다. 프리어도 한

국 미술품 수집 대열에 합류했던 컬렉터 중 한 명이었다.

그런데 프리어보다 먼저 이 대열에 합류한 미국인들이 있

다. 해군 무관 존 버나도(John Bernadou), 조류학자 피에

르 루이스 주이(Pierre Louis Jouy), 의료 선교사 호레이스 

알렌(Horace Allen, 당시 서울 주재 미 공사관 근무)이다. 

이들 셋은 조선이 서구에 문호를 개방한 1880년대 초반 

한국에 건너와 미술품을 모았다. 이들의 수집품은 고려청

자, 조선백자, 민화, 화조화, 영모화(동물 그림) 같은 회화 

등 미술로 취급되는 것뿐 아니라 직물, 무기, 갑옷, 담배, 투

전 등 일상용품과 오락 기구에 이르기까지 방대했다.

여기서 생기는 질문 하나. 도대체 값나가는 미술품 말고도 

무기나 오락 기구까지 사 모은 것은 무슨 연유에서였을까? 

놀랍게도 이들은 자발적인 컬렉터가 아니었다. 스미스소니

언 박물관의 부탁을 받고 한국에서 수집 활동을 대리했던 

것이다.

서구에 보내진 

‘아마도 첫 민속학적 조선 컬렉션’

세 사람의 수집 행위가 갖는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들의 약력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버나도는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1882년 미국 해군부 프로젝트인 미 

국립박물관프로그램에 선발돼 교육받고 1883년 9월부터 

1885년 4월까지 서울의 미공사관에 근무하면서 수집을 

대리했다. 알렌은 선교사이자 의사, 외교관으로 활동했고 

주이는 스미스소니언 박물관 소속 조류학자로 서울 미공

사관에서 근무하며 컬렉션을 수집했다. 이들 중 관련 전문

가는 주이뿐이다.

미국은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 제국주의 정책을 미술

로 뒷받침하기 위해 자국에 민속박물관을 많이 설립했다. 

스미스소니언 박물관도 그런 대열 중 하나이다. 식민지에

서 획득한 유물과 민속품을 전시하기 위해 소장품을 갖춰

야 했는데 한국은 1880년대에야 문호를 개방했으니 이들

로서는 텅 빈 한국 유물 창고를 채우는 게 시급했다. 스미

스소니언 박물관을 비롯해 독일의 라이프치히 그라시 박

물관 등 과거 미국의 박물관이 너도나도 조선에 있는 자국

인을 활용해 미술품과 민속품을 모았던 데는 그런 배경이 

있다. 세 사람의 수집품 목록은 이후 박물관 소속 민속학

자 월터 휴(Walter Hough)가 1893년 완성한 수집품 보고

서를 통해 확인된다. 이 보고서는 한국 유물이 미술적 관점

보다는 제국주의적 관점에서 수집됐음을 책 서문과 분류 

방식을 통해 확연히 보여준다. 휴는 서문에서 “아마도 한국

으로부터 서구에 보내진 첫 민족학적 컬렉션일 것”이라며 

“한국의 사회상과 산업적 발전상을 보여주기 위해 현명하

게 수집되었다”라고 밝혔다.

당대의 목적과 달리 시간이 지나며 이들의 수집품은 과거

의 한국 사회를 보여주는 타임캡슐이 되고 있다. 근대화를 

거치며 우리가 보존하지 못한 유물이 그곳에 오롯이 보존

되고 있는 것이 아이러니하다. 

3  
버나도가 

수집한 

고려시대 정병

ⓒSmithsonian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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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에 따르면 2021년 벚꽃의 개화 시기는 3월 24일로 평년보다 17일, 1922년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이르게 나타났다. 배롱나무와 이팝나무는 20여 년 전만 해도 식물학 교과서에 ‘남부지방에서만 

자랄 수 있는 나무’로 기술되어 있었지만, 두 나무 모두 서울에서 겨울 추위를 너끈히 이겨내며 잘 

살아간다. 기후변화로 나무의 생태 시계도 달라진 것이다.

글, 사진. 고규홍(천리포수목원 이사)  자료. 천연기념물과

기후변화와 자연유산

새기다

기후변화로 달라진 

나무의 생태 시계

변화의 ‘속도’에 담긴 경고 메시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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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로 바뀐 

서식환경

1962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강화 갑곶리 탱자나무’와 ‘강

화 사기리 탱자나무’ 역시 최근 50년 동안 나타난 기후변

화가 지난 300년 동안 일어난 변화와 맞먹을 만큼 빠르게 

진행됐음을 알 수 있다.

탱자나무가 강화도에 심어진 것은 조선 숙종 때이다. 그 당

시 조정은 외적 침입에 대응할 임금의 피난처가 절실하게 

필요했는데 이에 강화도에 토성(土城)을 쌓았고, 강화도 

관리는 생울타리로 탱자나무를 심어 키우자고 제안했다. 

중부지방에 없던 탱자나무를 영남 지방에서 공수해 강화

도 토성에 심었지만 살아남는 건 불가능했다. 그렇게 심고 

죽기를 반복하면서 겨우 두 그루만 살아남았다. 강화도의 

두 탱자나무는 조상들이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여 심은 국

토방위의 유물로서 역사성을 지닌 동시에 탱자나무가 자

랄 수 있는 가장 북쪽 한계선인 강화도에 자리하고 있어 

1962년 천연기념물로 지정했다. 1962년부터 다시 50년의 

세월이 흐른 이즈음, 강화도의 기후는 탱자나무가 살아가

는 데에 ‘꽤 괜찮은 환경’이 됐다. 심지어 강화도보다 북쪽

인 강원도 양양 지역 민가에서도 잘 자라는 탱자나무가 

발견되었고, 휴전선 이북인 개성 지역에는 1945년에 심은 

탱자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

탱자나무의 서식환경이 나아진 것과는 정반대로 한라산

과 지리산을 대표하는 고산 침엽수인 구상나무는 지구온

난화로 집단 고사 현상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또한 고

산 침엽수 뿌리가 토양을 잡아주던 기능을 상실하면서 지

리산의 산사태 피해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우리 민족문화

의 상징인 소나무 역시 한반도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경

고 메시지가 끊이지 않는다. 

이제 변화의 속도를 

늦춰야 할 때이다

기후변화는 그 자체보다 변화의 속도에 더 큰 위협이 있

다. 지구를 하나의 생명체로 보는 ‘가이아 이론’을 제창한 

기후변화와 각종 자연재해로 지구가 병들고 있는 가운데 올바르게 보존해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유산이 위험에 빠져 있다. <기후변화와 자연유산>에서는 

급격한 기후변화로 달라진 우리의 자연유산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보존할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본다.

영국의 과학자 제임스 러브록은 지구의 변화는 지구 스스

로 견뎌낼 치유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변

화속도가 지구 생태계의 수용 한계를 넘어선다는 것이다. 

지난 45억 년 동안 매우 느린 속도를 변화한 지구가 지금

의 급격한 변화 속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이다. 제

임스 러브록은 지구에서의 살림살이를 건강하게 이어가기 

위해서 의지를 발동할 주체는 인지능력을 가진 인간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지구를 관리한다거나 운영한다는 

자만심을 내려놓고, 우리가 곧 지구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

을 겸허하게 깨닫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지구의 지배자라는 헛된 자만심이 아니라, 사람도 나무와 

풀과 곤충과 동물이 어울려 사는 복합 생태계인 지구의 

한 부분임을 깨닫는 것이다. 우리 모두 지금 이 땅에서 일

어나는 변화의 속도를 늦추는 데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이제 더는 실패할 겨를이 없다. 지금이야말로 거대 생태계

의 축소판으로 살아있는 우리의 자연유산을 더 세심히 살

피고 지구가 우리의 자연유산을 통해 던져오는 갖가지 위

기의 시그널을 알아채야 한다. 그것이 곧 우리의 자연유산

을 더 오래 지키는 첫걸음이고, 이는 곧 우리가 아름다운 

자연유산과 함께 더 오래 더 평화롭게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다. 

1 
기후변화에 따라  

집단고사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제주 한라산  

구상나무

2
1962년에  

‘생육 북한계지’라는 

가치가 인정되어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강화 사기리 

탱자나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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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차에 걸친 부소산성 발굴 과정

부소산성에 대한 본격적인 발굴조사는 1981년 성내(城內) 

가장 넓은 평탄대지가 있던 군창지 일원부터 시작되었으

며, 2002년까지 14차에 걸친 조사가 진행되었다.

그 당시 조사는 적은 예산으로 시작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도 백제부터 조선시대까지 성벽의 변화 양상 및 축조 방법

을 파악했고 성과 관련된 문지, 장대지, 치 등을 확인했다. 

성 내부에는 약 40기의 건물지와 함께 저장을 위한 수혈 

유구, 성내 생활을 위한 우물이나 저수조 등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금동 꾸미개, 금동 광배 등 각종 금동제 장식과 함께 

중국과 교류한 흔적을 보여주는 중국제 자기와 동전, 백제 

왕실 혹은 상류 계층의 음식문화를 보여주는 토기, 전쟁

을 위한 철제 갑옷과 무기 등 중요한 유물이 다수 출토되

었다.

42

부여 부소산성은 백제의 마지막 도읍지인 

사비의 북쪽 중앙부에 자리한 백제시대 

왕성으로 남쪽에는 추정 왕궁지인 부여 

관북리 유적이 위치하고 있다. 부소산성은 

부여 지역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핵심 

위치인 동시에 주변의 수려한 풍광을 

감상할 수 있는 곳으로 백제시대 왕실의 

후원(後苑) 역할도 겸했던 곳이다.

글, 사진. 김대영(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

백제왕의 
마지막 숨결을 
찾아서 
부여 부소산성

1 
부여 부소산성

에서 출토된  

명문토기

알면 신기한 발굴이야기

새기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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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 왜 거기서 나와?’ 새롭게 확인된 것들

2020년 부소산성 내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현지 대

처와 문화재 보호를 위한 재난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이 착

수되었다. 재난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한 관로 매설 공사는 

폭 1m 내외의 좁은 범위로 진행되었으나 터파기 도중 7개 

지점에서 새로운 유구의 흔적이 확인되었다.

현재 군창지 동쪽으로 인접한 지점에서는 백제를 대표하

는 와적기단과 함께 잘 다듬은 초석을 사용한 건물지가 

확인되었으며, 사자루 남쪽에서는 백제부터 통일신라까지

의 성벽과 더불어 건물지가 조사되었다. 그리고 궁녀사 남

쪽의 집수시설에서는 수백 점의 백제 토기가 확인되었는

데, 특히 만들어진 시기와 날짜, 만든 사람, 백제시대 당시 

토기 기종 명까지 함께 적힌 명문토기가 출토됐다. 

명문토기의 마지막 글자인 ‘ (장)’자는 한반도에서 처음 

확인된 사례로 한일 간 교류 관계를 보여주는 글자로도 주

목받았다.

부소산성 조사·연구의 새로운 시작 

2021년 부소산성 발굴조사 40주년을 기념해 국립부여문

화재연구소에서는 1981년부터 2002년까지 조사된 유적의 

사진과 도면을 고화질의 디지털(컬러) 자료로 변환해 새

로운 책자로 발간했다. 그리고 수백 점의 토기와 명문토기

가 출토되었던 집수시설 주변 지역을 확장 조사하여 백제

시대 건물지가 누층에 걸쳐 조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고,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문화재

청과 부여군에서 진행한 정밀 항공 라이다 촬영으로 부소

산성의 미세지형과 성벽라인 등을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

었다.

2022년에는 라이다 촬영 결과를 바탕으로 평탄대지와 건

물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곳에 대한 지하 물리탐사를 계획 

중이다. 부소산성의 내부구조와 성격을 밝히기 위한 과학

적이고 체계적인 두 번째 조사가 이제 막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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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보문사 

 마애관음보살좌상’의

 비밀스러운 주문, 

 진언(眞言) 

‘옴 마니 반메 훔’?

‘강화 보문사 마애관음보살좌상’은 일제강점기였던 1928년 조성된 

거대한 규모의 마애불상으로 한국 근대 불교 조각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기년명(紀年銘) 불상이다. 마애불의 두광(頭光)에는 

총 6글자의 범자(梵字)가 새겨져 있다. 그동안 이 6글자는 관음보살의 

자비를 나타내는 진언(眞言)인 ‘옴 마니 반메 훔(唵麽抳鉢銘吽, 

oṃ maṇi padme hūṃ, )’으로 알려져 왔다. ‘보관에는 

화불(化佛), 손에는 정병(淨甁)’이라는 관음보살의 도상을 

정확히 지키고 있고, 일말의 오해도 허락지 않겠다는 듯 불단에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이라는 이름표를 붙이고 있어 두광에 있는 

범자를 관음보살과 관련한 진언으로 해석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만, 

사실은 다음의 두 가지 진언이 함께 조합된 것이다.

글, 사진. 이주민(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문화재감정관실 문화재감정위원)

문화재 함께읽기

새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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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법계진언(淨法界眞言)과 

사방진언(四方眞言)의 조합

6글자의 범자는 정법계진언(淨法界眞言)과 사방진언(四方

眞言) 두 개의 진언이 조합된 것이다. 중단 왼쪽에서 오른쪽

으로 전개되는 ‘옴( )·람( )’은 정법계진언(淨法界眞言)

으로 자신을 포함한 일체 법계를 청정하게 하는 진언이다. 

‘안양암 금강경탑다라니’ 상륜부 옆에도 정법계진언이 있

다. 7층 보탑 내부에 금강경의 내용이 담겨 있어서 ‘금강경

탑다라니’라고 하며 장례 때 망자(亡者)를 염할 때 덮어주

거나 함께 묻어서 태웠다. 향을 담아 매달았던 주머니인 

향낭(香囊)에도 정법계진언이 활용된다. 

향낭은 경내를 향기롭게 할 뿐만 아니라 방충 효과도 있어

서 사찰에 없어서는 안 될 물품이다. 안양암 천오백불전 향

낭의 주머니 부분에는 ‘옴’과 ‘람’의 범자가 배치되어 있고, 

장식 수술 부분에는 나비와 박쥐, 전보문(錢寶紋), 화문(花

紋) 등의 무늬를 넣어 풍요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안양

암에서 가장 오래된 향낭으로 알려진 금륜전 향낭에도 ‘옴’

과 ‘람’ 범자가 수놓아져 있다. 상단부 중앙에 박쥐무늬가 

새겨져 있는데, 날개가 부엉이의 눈처럼 보이도록 표현했다. 

또한 부리 부분에는 만(卍)자가 있고, 양옆으로는 수술을 

날개처럼 길게 늘어뜨림으로써 전체적으로 부엉이 모습을 

형상화했다. 정법계진언은 이 외에 수행승이 입는 가사(袈

裟)에도 표현되어 있다. 가사에 해를 상징하는 삼족오(三足

烏)와 달을 상징하는 옥토끼를 배치했는데, 해와 달 아래로 

각각 ‘옴’과 ‘람’의 범자를 새겨 넣었다. 

사방진언(四方眞言)으로 알 수 있는 

관음보살의 좌향(坐向)

보살상의 머리 오른쪽 상단에서 시작해 시계방향으로 배

치된 4자의 범자는 동·남·서·북 방위를 나타내는 ‘아마

라하( )’ 즉, 사방진언(四方眞言)이다. 관음보살은 

남서향을 하고 있으므로 좌향을 두광에 정확히 표기했

음을 알 수 있다. 이 진언은 방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불화나  

불상, 불복장물, 다라니 등 다양한 곳에 자주 쓰인다. 1926년 

에 제작된 ‘통도사 응진전 십육나한도’ 네 모서리에는 사방

진언(四方眞言)이 적혀 있다. 이외에 ‘상원사 제석천왕 복장 

다리니’, ‘구례 화엄사 석가불과 노사나불 후령통’ 표면에도 

사방주가 방위에 따라 쓰여 있다. 암벽 위에 새겨진 두 개

의 진언으로 우리는 관음보살이 바라보는 방향과 마애불

이 서 있는 이곳이 바로 청정한 곳임을 알 수 있다. 

1 
강화 보문사 

마애관음보살

좌상

2 
광배에 새겨진 

범자(梵字)

3 
홍가사

ⓒ『安養庵에 

담긴 衆生의 

念願과 꿈』

4 
천오백불전 

향낭

ⓒ한국불교 

미술박물관

5 
금륜전 향낭

ⓒ『安養庵에 

담긴 衆生의 

念願과 꿈』

6 
강화 보문사 

마애관음보살

좌상의 좌향

(坐向)

7

3

4

5

6

7 
통도사 응진전 

십육나한도, 

1926년

ⓒ『韓國의 

 佛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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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삼척시에 자리한 삼척도호부 관아지(三陟都護府 官衙址)가 

지난해 12월 20일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됐다. 삼척도호부 

관아지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총 4차에 걸친 발굴조사와 많은 

고문헌 기록을 통해 실체가 밝혀지면서 삼척도호부가 조선시대 삼척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관아 유적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평가됐다.

글. 편집실  자료. 보존정책과

문화재 새로 보기

새기다

삼척의 

통치 

중심지 

1 
정면에서 바라본 

진안 수선루 

ⓒ삼척시

삼척도호부 관아지

(三陟都護府 官衙址) 

사적 지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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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 삼척 죽서루 옆에 자리한 

중심 치소(治所)

삼척도호부 관아지는 강원도 삼척시 성내동 8-2번지에 

위치해 있다. 관아지 일대는 문화재구역으로 보물 삼척 

죽서루, 그리고 명승 삼척 죽서루와 오십천이 국가지정

문화재로 관리되고 있다. 삼척 죽서루 주변 일대는 신라

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삼척 관아의 중심 치

소(治所)로 자리잡고 있었다. 이 일대에 대한 4차에 걸친 

발굴조사 결과, 신라시대 수혈주거지, 고려시대 건물지 

및 토성, 조선시대 관아 건물지와 읍성(석성) 등이 확인

됐다.

신라 수혈주거지에서는 5세기 말에서 8세기까지 폭넓

은 기간에 사용된 토기가 다량 출토되었는데, 특히 6세

기대의 편년을 보여주는 유물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사찰유적과 관아유적에서만 주로 출토되는 당나

라 말부터 오대 십국 시기에 제작된 ‘월주요계 옥환저청

자완’과 북송대에 제작된 ‘경덕진계’, ‘정요계 백자’ 그리

고 고려 말에 제작된 양질의 상감청자도 죽서루 일대에

서 출토되었다는 점에서 고려시대에도 삼척 치소의 중

심적 위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출토유물로 밝혀진 

삼척도호부의 위상

조선 시대에는 태종 13년(1413)에 삼척부가 삼척도호부

로 지명이 변경되어 1895년까지 오랜 기간 삼척의 행정

명으로 사용됐다. 죽서루 주변 일대 발굴조사를 통해서 

삼척도호부 관아유적과 관련된 읍성, 객사, 동헌, 내아를 

비롯한 다수의 유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출토유물 중 

흑상감된 백자상감초화문연적, 백자상감초화문병, 백자

상감초화문발은 최고급의 상품 자기로 왕실과 중앙 관

아용으로만 특별히 제작되어 진상되는 물품이다. 이러한 

자기가 삼척 관아유적에 출토되었다는 점으로부터 15세

기 전반 삼척도호부의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삼척도호부 관아건물의 배치 양상은 문헌 자료와 회

화자료를 통해 관아시설의 위치와 성격을 비교 검토

할 수 있다. 특히 1780년경에 제작된 김홍도의 《금강

사군첩》에 수록된 <죽서루> 회화는 죽서루 주변 관아

건물의 배치 양상과 발굴조사에서 노출된 건물지의 

구조가 거의 일치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일

제 강점기에 촬영된 유리건판 사진에서도 당시 삼척 

관아의 주요 건물들이 확인되었다.

이처럼 삼척도호부 관아 유적은 신라시대부터 조선시

대까지 오랜 기간 삼척의 치소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이 

같은 역사적 진정성과 관아의 주요 시설이 확인되면

서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됐다. 

삼
척
도
호
부 

관
아
지 
三
陟
都
護
府 

官
衙
址

2022
01

2
1959년 지적도

상의 삼척도호

부 관아유적과 

삼척읍성

ⓒ삼척시

3
1915년 촬영한

삼척  

도호부 객사

조선총독부 

유리건판 사진

ⓒ삼척시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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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문화재청

새기다

1월
NEWS

문화재청이 4차 산업혁명 가속화와 디지털 대전환 시대 도래로 

디지털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디지털문

화유산이 미래 문화콘텐츠 원천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

에 대한 개발과 보급 활성화 정책을 확대 강화한다. 디지털문화

유산이란 아날로그 자료를 디지털 형태로 변환하거나 현실의 문

화유산을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복원·재현한 디지털콘텐츠이다. 

문화재청은 문화유산 멸실·훼손을 대비하여 국보, 보물, 사적, 천

연기념물, 근대유산 등 국가지정·등록문화재 4,000여 건을 초정

밀 디지털 기술로 기록하기 위해 2012년부터 2025년까지 760억 

원을 투입해 ‘문화유산 원형기록 통합 데이터베이스(이하 DB) 구

축’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렇게 구축된 원천데이터를 이용

하여 제작된 디지털문화유산 콘텐츠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소

득 증대, 지역경제 발전 등 미래산업을 끌어갈 새로운 자원으로 

기대되고 있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개방 예정인 대표적 디지털문화유산 원천

데이터는 문화유산 원형기록 통합DB 구축 사업을 통해 축적된 3

차원 원형기록 데이터와 ‘한양도성 타임머신 구축’ 사업으로 축적

된 인문학 융합연구 시맨틱 모델링 데이터 18만 건, 3차원 복원·

재현모델링 데이터 2,300여 건, 개인·개별 기관에 분산 소장된 

문화재 사진, 도면, 영상, 문서 등 기록정보자원 60만 건 등이다.  

문화재청은 개방된 디지털문화유산 원천데이터가 게임·영화·웹

만화(웹툰) 등 디지털 콘텐츠와 관련된 민간기업과 국민이 문화

유산을 소재로 한 콘텐츠 제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원천데이터 

발굴과 개방을 대폭 확대하고, 이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

한다. 또한 개방된 원천데이터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 

데이터의 형식, 제공 방식, 품질 수준, 저작재산권 등을 민간기업

이 속한 단체·협회와 논의하는 체계도 만든다.

한편 문화재청은 디지털문화유산 개발과 보급 활성화 정책을 체

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관련 사업과 기

술 개발,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고자 전담부서인 디지털문화유산

팀을 신설했다. 또한 디지털문화유산의 제공·이용 활성화를 위

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디지털문화유산의 수집, 개발촉진, 

이용 활성화, 플랫폼 구축·운영, 전담기구 설립 운영 등을 포함

한 문화재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디지털문화유산 원천

자원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콘텐츠로 보급·확산하고자 

국립디지털문화유산센터 건립을 본격 추진한다.

문화재청은 디지털문화유산 개발과 보급 확대를 통해 문화유산

의 가치를 국민과 공유함은 물론이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신

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3D 모델링(광화문) 3D 모델링(금보, 옥보, 홍원삼)

디지털 세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문화유산 개발 보급 확대
정리. 편집실  자료. 디지털문화유산팀





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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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안양

과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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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양평

여주

이천

광주

용인

안성

오산

평택

화성

수원

안산 군포 의왕

봉녕사 
석조삼존불

1

광명 
이원익 초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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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중초사지
삼층석탑

3

팽성읍객사

4

이천

어석리석불입상

5

명성황후생가

9

청계사
소장목판

10

기솔리석불입상

7

남한산성 

수어장대

6

궐리사
성적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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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문화재

새기다

1

봉녕사 석조삼존불(奉寧寺 石造三尊佛)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236-54, 봉령사

봉녕사에 있는 고려시대의 불상. 높이 중앙 1.45m, 우측 1.33m, 좌측 

1.37m. 편평한 느낌을 주는 볼륨감 없는 신체, 토속성 짙은 얼굴 모습, 

옷 주름의 도식화 경향 등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 고려시대의 작품으로 

짐작된다.

문의 수원시 문화예술과 031-228-2413

광명 이원익 초상화(光明 李元翼 肖像畵)

소재지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347번길 5-6, 충현박물관

영정의 얼굴은 이원익의 공신도상과 자세 및 이목구비의 형태가 정확히 

일치하고 있어, 이원익의 호성공신도상을 모사했을 가능성이 크다. 영정

의 뒤편에는 화기가 붙어 있다. 이 중 ‘초(草)’라고 한 것은 호성공신도상

을 제작한 1604년 당시의 공신도상으로 그린 원본이 아니라 원본에 앞

서서 그린 것이거나 별도로 그린 ‘초본(草本)’이라는 의미로 이해된다.

문의 광명시 문화체육과 02-2680-6142

2

경기도 남부지역의

시도유형문화재 정리. 편집실  자료, 사진. 문화재청



안양중초사지삼층석탑(安養中初寺址三層石塔)

소재지 경기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103번길 4

안양시 석수동 삼성천을 끼고 창건된 것으로 보이는 중초사지에 남아 있

다. 이 탑은 원래 당간지주에서 동북쪽으로 약 60m 떨어진 지점의 사찰 

중심 공간으로 추정되는 곳에 넘어져 있었는데, 1960년 공장이 들어서

면서 현재의 위치로 옮겨 세웠다고 한다. 일부가 파손·결실되었지만, 나

머지 부재는 비교적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다.

문의 안양시 문화관광과 031-8045-2474

3

7 8 9 10

4

팽성읍객사(彭城邑客舍)

소재지 경기 평택시 팽성읍 동서촌로 101-3 

조선 성종 19년(1488)에 크게 지었으며, 그 후로 2번의 수리를 거쳤다. 

일제강점기에는 양조장으로 바뀌었다가 주택으로 사용되었는데, 1994

년 해체·수리하면서 옛 모습을 되찾게 되었다. 현재는 대문간채와 본채

가 남아 있다.

문의 평택시 문화예술과 031-8024-3249

5

이천어석리석불입상(利川於石里石佛立像)

소재지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어석로72번길 33-4

이천 어석 2리 마을 한가운데 주택 사이에 위치한 높이 약 5m의 석불상

이다. 고려 전기 충청도와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유행한 커다란 석조 불

상의 특징이 보인다. 백발의 머리에 폭 120cm의 팔각형 보개(寶蓋)를 쓰

고 있고 이마에는 백호공(白毫孔)이 확연하게 보인다.

문의 이천시 문화관광과 031-645-3655

6

남한산성 수어장대(南漢山城 守禦將臺) 

소재지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815-1

인조 2년(1624)에 남한산성(南漢山城)을 쌓을 때 지은 장대(將臺, 전쟁

이나 군사훈련 때 지휘관이 군사들을 지휘하기 위해 만든 장소) 가운데 

유일하게 남아 있는 건물이다. 남한산성 안에서 제일 높은 청량산 꼭대

기에 자리 잡고 있어서 남한산성 내부와 인근 주변까지 모두 바라볼 수 

있다. ※ 2021년 12월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되었다.

문의 광주시 문화관광과 031-760-4822

기솔리석불입상(基率里石佛立像)

소재지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텃골길 105

쌍미륵사 경내에 있는 고려시대의 불상이다. 요사채 뒤편에 쌓은 석축 위

에 약 10m의 간격을 두고 남쪽을 향해 동서로 세워져 있다. 전체적으로 

세부를 정교하게 조각하지 않고, 신체에 비해 큰 머리에 갓을 쓰는 등 고

려 전기 불상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특히 불상의 갓은 통일신라에는 없

던 것으로, 충청도와 경기 남부의 불상에서 주로 나타나는 고려시대 불

상의 특징이다.

문의 안성시 문화관광과 031-678-2504

궐리사성적도(闕里祠聖蹟圖)

소재지 경기도 오산시 매홀로 3, 궐리사 

궐리사는 공자(孔子)를 모시는 사당으로 ‘궐리’는 중국 산둥성 취푸(曲

阜)에 있는 공자가 태어나서 살던 궐리촌을 본떠 지은 이름이다. 성적도

는 공자의 행적을 그림으로 그린 뒤 해설을 붙인 도설을 말한다. 이 성적

도는 고종 8년(1904)에 조병식(趙秉式) 등이 중국 산둥성에서 구한 성

적도를 가져와 목판에 다시 새긴 것이다. 

문의 오산시 문화체육관광과 031-8036-7603

명성황후생가(明成皇后生家)

소재지 경기도 여주시 명성로 71 

고종의 황후로 개화기 국정에 참여했으나 을미사변(乙未事變, 1895)으

로 시해된 명성황후가 태어나서 8세 때까지 살았던 집이다. 본래 숙종

(1661~1720)의 비였던 인현왕후(仁顯王后)의 부친이자 명성황후의 6대 

조부인 민유중(閔維重)의 묘지기용 작은집으로 숙종 13년(1687)에 처

음 지어지고, 그 당시 건물로는 안채만이 지금까지 남아 보존되고 있다.

문의 여주시 문화관광과 031-887-3563

청계사소장목판(淸溪寺所藏木板) 

소재지 경기도 의왕시 청계로 475, 청계사

청계사에 있는 18종 466판의 목판. 광해군 14년(1622)에 새긴 묘법연

화경을 비롯하여 인조 원년(1623)에 새긴 선요·도서·절요·서장 등 불교 

교과목과 『예수십왕생칠경』, 『오대진언』,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궤』 

등의 불교의식에 관한 문헌이다. 그외에도 순조 31년(1831)에 새긴 『천

지팔양신주경판』과 『몽산법어』, 『천자문』, 『계초심학인문·발심수행장』

이 있다. 모두 청계사에서 새긴 목판이다.

문의 의왕시 문화체육과 031-345-2534



문화재가 있는 풍경

국보 

평창 월정사 팔각 구층석탑

(平昌 月精寺 八角 九層石塔)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에 자리한 

월정사는 6·25전쟁 당시 후퇴하던 

국군의 작전으로 전각들이 대부분 

전소됐다. 유일하게 전란 피해를 피한 

것이 바로 국보 평창 월정사 팔각 

구층석탑으로 고려 전기 석탑을 

대표하는 작품이다. 

석탑은 총 9층이며 높이 15.2m로 

하늘을 향해 쭉 솟아 있다. 평면은 

팔각형을 이루고 있는데 탑을 받치고 

있는 기단부를 연꽃 모양으로 조각해 

마치 연꽃에서 탑이 솟아난 듯한 

모습이다. 지붕돌의 여덟 곳 귀퉁이에는 

풍경을 매달았다. 장식한 80개의 풍경은 

눈으로 바라만 봐도 소리가 들릴 듯하고 

바람이라도 불면 은은한 풍경 소리가 

절 경내를 가득 채운다. 지붕돌 위의 

머리 장식이 완벽하게 남아 있는데, 

아랫부분은 돌로, 윗부분은 금동으로 

만들었다. 풍경이 연주하는 화음과 

어울려 화려한 아름다움을 자아낸다.
사진. 김홍기 

절 경내를 

가득 채우는

풍경의 

아름다운 화음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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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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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신청
QR코드
바로가기

요금수취인

후 납 부 담

발송유효기간

2022. 1. 1.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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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표지 

이야기

창밖으로 눈발이 날리는 가운데 국보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1962-1)과 

국보 합천 해인사 건칠희랑대사좌상이 

함께 차를 마시며 성불도놀이를 하고 

있다. 분주한 일상에서 벗어나 여유를 

찾는 두 문화재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우리 주변에서 자주 만날 수 있는 카페와 

편의점이란 장소를 활용해 일상과 

함께하는 문화유산의 의미를 표현했다.

성불도놀이를 함께하는 

두 문화재의 여유로운 모습

작가 지성광

(주)온스온소프트 게임 콘셉트 

디자이너, 피엔아이 컴퍼니 미술감독, 

작품 <모두모두쇼>, <리틀스톤즈> (TV 

방영 애니메이션), 그림책 <채소들의 

목욕탕> 등 다수 제작. 대상을 낯설게 

봄으로써 오히려 쉽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콘텐츠로 만들어 나가는 

아티스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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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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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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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설문조사

독자설문을 작성하여 15일까지 보내주시면 

여섯 분을 선정하여 정해진 상품을 보내드립

니다. 설문 응모는 아래의 QR코드 또는 독자

엽서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설문조사
QR코드
바로가기

독자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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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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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2월호 독자의견

노*희 / 경기 고양시

‘우리 품으로 돌아온 문화유

산’ 기사가 인상 깊었습니

다. 손재형 선생님이 목숨 

걸고 정성을 다해 설득하고  

되찾아온 부분도 감명 깊었지만, 손창근 선생의 조건 없는 기증

에도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모여 문

화유산이 우리 품으로 돌아오길 기대합니다.

김*영 / 대전 유성구

‘갈무리하기’ 코너에 소개된 

대문에 관한 기사가 흥미로

웠습니다. 제삿날 대문과 방

문을 열어 놨던 것도 혼령이 

문으로 드나들고, 행복과 불행도 문을 통해 드나든다는 믿음에

서 기인했을 것이라니 문이 지닌 신성한 기능을 알게 됐습니다.

김*훈 / 서울 동작구

국가민속문화재 민속마을로 

지정된 괴시마을의 역사와 

배경에 대해 자세하게 알 수 

있어 유익했습니다. 특히 건

축물의 특징이 자연 요인보다 인문 요인에 따라 변한다는 점은 

괴시마을의 역사를 통해 새롭게 알 수 있었습니다.

황*란 / 서울 금천구

‘떡 만들기’의 역사와 가치, 

그리고 그 의미를 접하게 돼 

좋았습니다. 떡은 우리에게 

명설, 생일뿐만 아니라 기쁨

을 나누고자 할 때 그리고 간식으로도 늘 곁에 있는 식문화인데

요, 떡의 맛과 매력을 K-food로 세계인과 공유하는 날이 오길 

기대합니다.

정*아 / 경기 용인시

‘깊이알기’에 소개된 굿에 

대한 기사가 좋았습니다. 평

소 무속행사인 ‘굿’이 어떻

게 국가무형문화재가 되었

는지 그 이유가 궁금했는데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이 종교적 차

원을 넘어 예술의 경지가 되는 과정 자체가 참 멋지고 소중하다

는 생각이 듭니다.

김*홍 / 대전 유성구

‘번영과 굴욕이 교차하는 왕

가의 길을 걷다’를 읽고 동

서 문화가 조화를 이룬 창덕

궁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됐습

니다. 그 옛날 서울 도심에서 24km 떨어진 곳에 남한산성을 만

든 선조들의 지혜가 감동스럽습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문화유

산 방문 캠페인에 저도 참여하려고 합니다.

1

문화유산 

ASMR

한국인의 집집마다 적게는 네다섯 

개부터 많게는 수십 개씩 가지고 있던 

옹기는 한국 도자기 역사상 가장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으며 널리 

쓰이던 생활용기이다. 점차 가벼운 

플라스틱 그릇과 스테인리스 용기로 

대체되며 옹기를 사용하는 이들과 

만드는 이들도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전남 강진군 칠량면 봉황마을은 그런 

옹기를 만들어 내는 곳으로 유명한 

마을이다. 옹기장 보유자가 만들어 

내는 옹기의 전 제작 과정을 지켜보고, 

전통을 꿋꿋이 지키며 빚어온 옹기에 

쏟는 정성과 인내를 배워보자. 

국가무형문화재 
옹기장(甕器匠)

왼쪽 QR코드를 찍으면 

옹기장의 작업 과정과 

ASMR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독자 퀴즈

꽃담과 십장생 무늬를 새긴 굴뚝으로 유명한 건축

물로 왕실 최고 여성이 주인공인 경복궁의 이 건축

물은 무엇일까요? 힌트 26p

① 사정전  ② 강녕전

③ 자경전  ④ 근정전

독자 퀴즈 정답

* 지난 호 정답은 2번 ‘황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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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tube.com/chluvu

blog.naver.com/chagov

www.facebook.com/chloveu

twitter.com/chlove_u

instagram.com/chlove_u





우리 문화유산 展

‘왕가의 길’에, 가다

남한산성 행궁에서 함께한 걸음마 연습

양*래

방*희

고등학생 딸들과 창덕궁 야간 관람

김*주

홍*표

생각을 정리하고 싶을 때 찾는 남한산성 초겨울 창덕궁 관물헌 앞에서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 코스에서 담은 나만의 인생샷!

‘길 위에서 보물 찾기’ 코너에 소개된 코스 또는 그 외 ‘소릿길’ 코스를 방문해 인증샷을 보내주세요.

*인증샷은 문화유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한 거리에서 촬영해 주세요!

*문화유산에 올라가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문화재사랑>을 

웹진(e-book)으로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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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로부터 문화예술의 본고장으로 불린 전라도에는 빼어난 기량을 가진 예인이 많았습니다. 이들에 의해 전승된 

소리는 세대를 이어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며 오늘의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길 위에서 보물 찾기’  

1월호에서는 ‘소릿길’을 걸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