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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남다

영원히 잊지 못할 추억을 그리다 

보물 이기룡 필 〈남지기로회도〉 

그 사람이 추천하다

무엇이든 채울 수 있는 여백의 아름다움

국보 백자 달항아리, 김용건 군

기록에 담다

선조를 반하게 한 신병(神兵)의 정체

길 위에서 보물 찾기

풍류를 찾아 길을 걷다, 관동 풍류의 길

역사를 짓다

두 겹으로 지은 예불을 위한 전각

보물 평창 오대산 중대 적멸보궁의 색다름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숨 쉬는 무형문화재

바다에서 얻는 귀중한 자원, 제염(製鹽)

알기 쉽게 풀어 쓴 무형문화재 이야기

부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축제

연등회(燃燈會) 

가까이, 궁

궁궐 전각의 이름표, ‘현판’

왕의 수장고

순종과 순정효황후의 리무진, 어차(御車)

오늘과 내일

먹으로 그려내는 무한한 상상력

동양화가 손동현

세계 속 우리 문화유산

근대 영국의 한국 도자 사랑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의 르 블론드 컬렉션  

기후변화와 자연유산

자연을 품은 한국의 전통정원, 

기후변화 대응이 필요하다

알면 신기한 발굴 이야기

고대 동서 문화교류 주역들의 흔적을 찾아서

몽골 알타이 시베트 하이르한 유적

문화재 함께 읽기

인녕부명분청사기 속에 숨겨진 

조선 초기 왕실 이야기

문화재 새로 보기

근현대 역사 품은 철도차량 4건,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

함께하는 문화재청

문화재에서 ‘국가유산(國家遺産)’으로 

60년 만에 가진 새로운 이름

우리 동네 문화재

강원도 지역의 시도유·무형문화재

문화재가 있는 풍경

사적 순천 낙안읍성(順天 樂安邑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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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소식지-문화재사랑-구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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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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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한 나를 마주하게 한

하회별신굿탈놀이와 무용극 ‘해탈’

06
두 번 생각하다

아름다운 우리 옷 한복,

한민족의 정체성을 담다

10
천천히 다가가다

100년 전으로 떠나는 시간여행

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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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마크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보이스아이 

바코드입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예고

한복 입기

 ⓒ이미지투데이

한복 입기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오랫동안 전승되어 

온 역사성 있는 문화이자 한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상징하는 전통 생활관습이다. 가족 공동체의 안녕을 

기원하고 예를 갖추는 데 필요한 매개체라는 점에서 

큰 가치를 지니며, 역사학, 미학, 디자인, 패션 등 여러 

분야에서 활발한 학술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한복은 

다양한 전승 공동체를 통해 관련 지식이 전승되고 있는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서양식 옷을 입지만, 

설과 추석 같은 명절날이나 돌잔치, 결혼식, 제사 등 의미 

있는 의식을 치를 때는 한복을 입는다.

지혜의 
이음

환경과 역사, 자연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선조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한 지혜를 터득했다.

세대를 거치며 이어온 일상 속 슬기로움이 

오늘날 우리의 지식과 기술, 문화를 만들었다.

이 

달
의 

이
야
기

국가무형문화재 

하회별신굿탈놀이(河回別神굿탈놀이)

ⓒ국립무형유산원 무형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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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력 12월 15일)이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무진생(戊辰生) 성황님에게 별신굿을 해왔으며 굿과 더불어 성황님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 탈놀이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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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마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탈을 태우며 즐기는 뒷풀이가 없는 것이 특징이며, 우리나라 가면극의 발생과 기원을 밝히는데 

귀중한 유산으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국보 

삼국사기(2018-1) (三國史記(2018-1))

Ⓒ문화재청

고려 인종 23년(1145) 김부식이 

삼국시대 역사를 정리한 우리나라 최초의 

관찬사서(官撰史書, 국가 주도로 편찬한 

역사서). 현재 2건이 국보로 지정되어 있다. 

일연 스님의 『삼국유사』와 더불어 한국고대사 

연구의 보고(寶庫)이자 우리나라 역사 

연구의 시초를 이룬 매우 중요한 사료이다. 

특히 신라시대 다섯 가지 공연을 기록한 

「향악잡영(鄕樂雜詠)」을 통해 우리나라 탈춤의 

기원을 살펴볼 수 있어 한국가면사와 공연사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의가 있다.

*  9세기 신라에서 공연한 다섯 놀이 :  

금빛 나는 여러 개의 공을 가지고 재주를 부리는 금환(金丸), 

여러 선비들이 술잔을 들고 다투면서 노래와 춤으로 관중을 

웃기는 월전(月顚), 황금빛 가면을 쓰고 귀신을 놀리는 

대면(大面), 남색탈을 쓰고 북소리에 맞추어 춤을 추는 

속독(束毒), 사자탈을 쓴 광대들이 사자춤을 추는 산예(狻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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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회별신굿탈놀이 속 

이매로부터 영감을 받아 

만든 무용극 ‘해탈’의 

한 장면

Ⓒ시나브로 가슴에

2 
양반과 선비마당에 별채

역으로 등장하는 이매는 

바보스러운 행동을 하며 

관중의 웃음을 자아낸다. 

Ⓒ문화유산채널

하회별신굿
탈놀이와 

무용극 ‘해탈’

진정한 
나를 
마주하게 한

한눈에 반하다

일상에서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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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학과 풍자가 깃든 

하회별신굿탈놀이에 빠지다

우연히 영상을 통해 하회별신굿탈놀이 속 파

계승마당을 접했을 때 극중 ‘이매’라는 캐릭

터에 푹 빠졌던 것을 생생히 기억한다. 웃고 

있지만, 턱이 없는 우스꽝스러운 외모, 왼쪽 

다리를 절룩거리며 비틀비틀 걷는 바보 같은 

모습이지만, 동시에 강렬하고 아름다웠다. 반

드시 작품으로 만들겠다는 열정이 온몸을 

감쌌다. 자신의 미완성과 부족한 모습을 바

탕으로 완벽을 지향하는 사대부의 허점과 약

점을 드러내는 이매를 작품 속에 담고 싶었

다.

자료 조사를 위해 무작정 안동으로 향해 하

회마을 상설공연장에서 열리는 하회별신굿

탈놀이 공연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봤다. 한 

시간가량 진행되는 공연을 여러 번 보면 지루

할 법도 했지만, 왠지 모르게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볼 때마다 새롭게 다가왔다. 

작품을 더 공부하고 싶어 하회별신굿탈놀이

보존회 선생님들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하기를 여러 번, 이에 굴하지 않고 몇 

번이고 찾아가서 인사하고 기다리기를 반복

하자 “자는 뭐 하는 놈이고?”라면서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셨다. 선생님의 이 한마디를 시

작으로 국가무형문화재 하회별신굿탈놀이와 

이매를 더욱 깊이 알 수 있었고, 동시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해졌다.

인생 속 장애물을 묵묵히 

넘는 이매처럼

하회별신굿탈놀이가 특별한 이유 중 하나는 

그 옛날 상민(常民)이 겪는 삶의 애환을 담아

냈다는 점이다. 탈놀이를 통해 상민은 세상

살이를 풍자(諷刺)하고, 자신들의 억눌린 감

정을 거리낌 없이 마음껏 발산했다. 신분질서

가 엄격했지만, 양반들은 풍자와 해학이 담

긴 탈놀이를 묵인하거나 지원하며 계층 갈등

을 줄이고, 탈놀이를 통해 공동체를 더욱 강

화할 수 있었다.

시대는 다르지만 삶의 애환을 담아내는 탈놀

이의 특성은 내가 사는 현재에도 큰 의미가 

있었다. 환경은 변했지만, 인생에서 가장 필요

한 것은 결국 삶의 가치와 균형이라는 것, 사

람으로 시작해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라는 생

각이 들었다.

그렇게 나는 하회별신굿탈놀이 속 이매에게 

집중했고, 그 속에서 내 삶을 바라보았다. 힘

들어도 웃을 수 있는 용기가 부족했고, 완벽

하지 않은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주변 환경을 신경 쓰지 않는 순수함이 필요

했다. 느릿느릿한 말투에 굽은 팔 한쪽, 비틀

거리지만 아무 근심과 걱정 없이 세상과 부

딪히는 이매는 나를 반성하게 만들었고, 곧 

동경의 대상이 되었다.

이매를 통해 바라본 내 모습과 부족하지만 

거짓 없는 이매의 순수함을 무용극 ‘해탈’ 속

에 담아냈다. 4년이라는 긴 시간에 여러 버전

으로 만들어 낸 ‘해탈’은 안무가이자 창작자

로서 전통이라는 소재가 담고 있는 정서와 

가치를 느끼게 해 주었다. 

나는 치열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불완전

하지만 자신이 처한 상황에 굴하지 않고 묵

묵히 나아가는 하회별신굿탈놀이 속 이매가 

되길 꿈꾼다. 힘들고 지칠 때도 많은 지금, 완

벽하지 않은 나를 자책하지 말고 ‘살아볼 가

치가 있는 인생’이라는 생각으로 춤과 노래로 

놀아보길 바란다. 우스꽝스러운 자신의 모습

으로 양반을 풍자했던 이매처럼 말이다. 

경북 안동 하회마을에서는 

약 500년 전부터 10년에 한 번 

마을 수호신인 성황님에게 

마을의 평화와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별신굿을 치렀다. 

굿과 더불어 성황님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한 탈놀이를 

벌였는데 지배계층인 

양반과 선비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파계승을 통해 

당시 타락한 불교 등 종교의 

허구성을 비판하며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표현했다. 

나는 국가무형문화재 

하회별신굿탈놀이가 가진 

특징과 등장인물 이매에 

주목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고 싶었다.   

글. 안지형(시나브로 가슴에 안무가)

안지형 안무가

‘시나브로 가슴에(company SIGA)’에서 

활동하고 있는 안지형의 창작 배경의 

가장 큰 화두는 휴머니즘이다. ‘가장 

사소한 순간을 가장 특별한 순간으로 

전화(轉化)하는 것’이라는 정체성을 

기반으로 화려하지는 않지만 담고자 

하는 이야기에 맞는 자연스러운 속도와 

환경을 찾아가고 있다. 그저 삶과 예술이 

평행하고 불행하지 않기 위해 고민하는 

안지형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감각에 

집중하고 표현의 영역을 확장하고자 다양한 

창작활동을 진행 중이다. 

다음 QR코드를 찍으면 

‘시나브로 가슴에’의 공연 ‘해탈’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열린 2022 베이징 겨울올림픽 개회식에서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화가 날 장면이 포착됐다. 

중국 국기 입장 장면에서 반짝거리는 분홍색 치마와 흰색 저고리를 입은 여성의 모습이 나타난 것. 

긴 머리를 하나로 땋은 뒤 분홍색 댕기로 장식한 모습까지 영락없는 우리의 한복이었다. 중국의 한

복 공정이 날로 심화하는 가운데 문화재청은 ‘한복 입기’를 신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대표해 온 한복의 가치를 이야기해 본다.

글. 윤양노(중부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교수)

두 번 생각하다

일상에서

아
름
다
운 

우
리 

옷 

한
복

한
민
족
의 

정
체
성
을 

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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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복은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전통복식이다. 

박술녀 作

ⓒ서헌강

2 
손바느질로 한복을 

만들고 있는 모습. 

조바위에 장식대기를 

하고 있다. 조바위는 

조선 후기부터 서양의 

목도리가 등장할 때까

지 부녀자들이 사용한 

방한모(防寒帽)이다. 

ⓒ문화재청

2

2부식 구조, 착용 순서, 고름으로 대표되는 

한복의 특수성 

한복은 한옥, 한식, 한글 등과 함께 한국의 정체성을 나

타낸다. 기본 형태는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찾을 수 있으

며 역사와 문화의 흐름을 반영한 민족복식으로서 전통

을 기반으로 변화하고 발전하며 이어져 내려왔다. 긴 시간 

역사와 문화의 흐름을 반영해 전통을 기반으로 변화하고 

발전하며 이어 온 민족 복식인 것이다. ‘한복’이란 용어는 

1876년 개항 이후 서양에서 들여온 양복과 우리 옷을 구

별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을 뿐 정확히 누가 언

제 처음 사용했는지는 특정하기 어렵다. 다만 1881년 『승

정원일기』에 ‘조선의(朝鮮衣)’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1894

년 일본 신문기사에 ‘한복(韓服)’이 명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개인적인 생각은 1915년 박은식의 역사서 『한국

통사(韓國通史)』 속 ‘안중근 의사가 죽기 전 어머니가 손

수 지어 주신 한복으로 갈아 입었다’라는 대목이야말로 

한복에 담긴 우리 민족정신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고 생각

한다. 

한복의 범주와 개념은 치마저고리, 바지저고리를 기본으

로 하는 상의와 하의가 분리된 2부식 착장, 그 위에 배자

나 두루마기 등의 겉옷을 입어 방한과 예의를 표하고 쓰개

와 장신구로 격식과 치장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한복을 

대표하는 ‘치마저고리’, ‘바지저고리’라는 명칭은 옷의 종류

와 형태, 성별뿐 아니라 하의를 먼저 입고 상의를 나중에 

입는 착장 순서까지 알려주는 매우 함축적인 용어이다. 이

것은 곧 다른 나라의 민족 복식과 차별화되는 뚜렷한 핵

심 요소이기도 하다. 



일상 속  한복 입기가 이뤄지길 

바라며

중국의 한복 공정은 젊은 세대가 한복에 관심을 갖고 국

민 모두 한복을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다지게 해 주었다. 

그 결과 우리 옷의 원류와 특징이 중국 옷과 다름을 설명

하고, 명나라 초기 중국 옷은 오히려 고려가 원나라에 유

행시킨 고려양(高麗樣)의 연속이라는 것을 명쾌하게 이야

기할 수 있게 되었다.

한복 입기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된 것은 한복의 

역사성과 전통성, 사회・문화적 가치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오랫동안 전승되어 온 역사성이 있는 

문화이자 가족 공동체의 안녕을 기원하고 예를 갖추는 데 

필요한 매개체이다. 여전히 한복은 역사학, 미학, 디자인, 패

션 등 여러 분야에서 관심이 주목되고 있으며, 다양한 전승 

공동체를 통해 관련 지식도 전승되고 있다. 

필자는 이번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예고를 계기로 한복 입

기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지길 기대한다. 한복을 입

고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

의 장이 만들어진다면 멀게 느껴졌던 전통 한복과의 거리

도 줄어들 것이다. 생활 속에서 한복입기 실천을 통해 세

계에 우리 한복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다음 세대에도 이어

지길 바란다. 

시대에 따라 변화를 거듭해 온 

한복

개항과 더불어 서양 문물의 유입과 일제강점기 노동력 착

취를 위한 생활의 간편화를 제도화하면서 한복 개량이 시

작되었다. 1924년 6월 15일 동아일보에 연재된 만화를 보

면 치마를 무릎길이까지 자르고 허리까지 내려온 저고리

를 입은 젊은 여인과 전통 모습 그대로의 한복을 입고 있

는 장년층 여인을 함께 그려 놓았다. 이를 통해 당시 한복 

개량은 형태, 관리, 색 등 손질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줄

이는 쪽으로 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1950년대를 전후해 

한복은 도시를 중심으로 이미 예복 성격을 띠고 있었다. 

하얀색 한복에 머리에는 긴 베일을 드리우고 손에 커다란 

부케를 든 신부의 모습은 그 당시 결혼한 우리 어머니들의 

혼례 사진에서 자주 볼 수 있다. 

1960년대부터 서양 옷감이 유통되면서 양장지로 만든 한

복 치마에 망사 안감을 넣은 레이스 저고리 등 한복은 다

양한 모습으로 변화했다. 이민정책이 활성화된 1970년대, 

한복은 출국시 반드시 챙겨가는 필수품이었다. 해외에서 

한복은 마음의 고향이자 대한민국 국민임을 알리고 결속

의 역할을 했다. 이 시기 서양복의 아래위 같은 소재, 같

은 색상의 디자인이 한복에도 도입되었다. 1980년대 아시

안게임과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한복은 우리 문화를 대표

하는 상징으로 그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었다.

오늘날 한복은 MZ세대를 중심으로 생활한복 시장이 확

장되는 추세를 보인다. 2013년경부터는 대여 한복, 체험 한

복이 유행하면서 다양한 소재와 스타일의 한복이 등장했

다. 한복 입기가 꾸준히 이어지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한복의 정통성을 훼손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08

한복을 입고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만들어진다면 생소하게 느껴지는 

전통 한복과 거리도 줄어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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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11년 미국 탐험가 

로이 채프먼 앤드루스

가 촬영한 사진 속 

한복 차림

ⓒ국립민속박물관

4 
1919년 영국 화가 

엘리자베스 키스 

판화 속 한복 차림 

ⓒ국립민속박물관

5  
출산이 가까워질 

때나 해산 후에 만드는 

배냇저고리는 첫  

의례복(儀禮服)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국립민속박물관

6  
2019년 문화체육 

관광부에서 진행한 

한복문화주간 사업

ⓒ한국공예문화디자인

진흥원

3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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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천히 다가가다

일상에서

100년 
전으로

떠나는 
시간여행

전라북도 군산시에는 약 170건의 근대 건축물이 남아 있다. 1899년 개항

이후 일제강점기를 거쳐 산업화 시대 초기까지 버텨온 이들 건축물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군산은 물론이고 한국의 근현대사를 되새겨볼 수 있다. 

그중 군산 내항은 근대 시기의 다양한 문화유산이 간직된 곳으로 문화재청은 

2018년 군산 내항 뜬다리 부두(부잔교), 군산 내항 호안시설, 군산 내항 철도, 

군산 구 제일사료주식회사 공장, 군산 경기화학약품상사 저장탱크에 이르는

군산 내항 일대 15만 2,400여 ㎡를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했다.

한국의 근대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한 군산에서 시간여행을 떠나본다. 

정리. 편집실  사진. 군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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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주요 항구도시로 거듭난 군산

일제강점기 군산 개발이 시작되기 전까지 장미동, 금암동, 월명동 일대

는 금강 하구의 저습지였다. 1899년 개항이 결정되고, 여러 나라 조계

지, 즉 외국인이 자유롭게 거주하고 치외법권을 누릴 수 있는 구역이 

늘면서 군산은 근대 도시로 첫발을 떼었다. 특히 자국으로 쌀을 실어

내기 좋은 항구로 본 일본이 지배권을 장악하면서 군산은 한반도 주

요 항구도시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또한 군산 시가지가 확장되면서 원

도심을 중심으로 다양한 건물이 지어졌는데 그 가운데 상당수가 근대 

군산의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그중 대표적인 곳은 해망로 일대로 해망로는 ‘째보선창’으로 불리던 죽

성포 앞을 지나 구 세관으로 이어지는 동서 방향의 도로이다. 그 주변

에 주요 근대 건축물이 여럿 자리해 있다. 군산을 근거지로 삼은 일본

인의 자금줄 역할을 한 조선은행 군산지점(현 군산 근대건축관), 일본

제18은행 군산지점(현 군산 근대미술관)이 불과 두 블록 떨어져 있고, 

조선은행 앞은 196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명성을 날리는 중화요리

집 빈해원이 있다. 조선은행 군산지점과 일본제18은행 군산지점, 빈혜

원은 모두 국가등록문화재로 군산시는 2000년대 들어 이 일대를 ‘군

산 근대문화유산 거리’로 조성해 왔다.

일제의 수탈 때문에 발전한 역설적인 군산의 역사

2018년 군산 내항 일대 15만 2,400여 ㎡가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됐

다. 항구로서 기능은 상실했지만, 내항 일대 전체가 근대문화유산으

로 가치를 지녔기 때문이다. 밀물 때는 올라오고, 썰물 때는 내려가 상

황에 맞춰 하역이 가능하도록 해 주는 내항 뜬다리 부두(부잔교)와 

항구 건설에 필요한 호안시설, 항구 안까지 연결된 내항 내 철도, 내

항을 이용하던 구 제일사료주식회사 공장 및 군산 경기화학약품상사 

저장탱크 등이 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에 포함되어 등록됐다.

군산 구 조선운송주식회사 사택과 군산 구 남조선전기주식회사, 구 전

주지방법원 군산지청 관사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영화 촬영지로 

유명한 신흥동 일본식 가옥(히로쓰 가옥)과 일본 승려들이 지은 일본

식 사찰(군산 동국사 대웅전)도 멀지 않은 거리에 있다. 군산 내항 서

쪽에는 사적 구 군산세관 본관을 만날 수 있다. 1908년 벨기에에서 벽

돌을 수입해 와 지은 구 세관 건물은 지붕 위 3개 첨탑이 인상적인 대

한제국 시기 건축물로 그 옆에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 자리해 있다. 일

제의 수탈 때문에 발전한 군산은 긴 세월과 아픈 역사를 버텨 온 근대

의 시간을 품고 있다. 

군산 
내항 

역사문화
공간

군산 내항 역사문화 공간은 

근대 항만의 역사, 근대 산업화 시기 

어업과 산업 생활사 등 대한민국의 

항만 역사를 볼 수 있는 

소중한 장소이다.

개항이 이뤄진 후 군산은 근대 도시로 거듭나기 시작했다.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을 중심으로 구 군산세관, 구 일본제18은행 군산지점,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 등 여러 근대 건축물이 위치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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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남다

만나고

영원히 
잊지 못할 
추억을 
그리다 

보물 
이기룡 필 
〈남지기로회도〉

장맛비가 그쳤다. 처마 위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고 가벼운 바람이 배롱나무꽃을 

뒤흔든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청량함이다. 오늘 중요한 모임이 있는 줄 알고 

천기까지 도와주는 듯하다. 인조 7년(1629) 6월 5일, 12명의 기로(耆老)가 남대문 밖 

홍첨추(洪僉樞)의 집에 모이기로 했다. 기로는 60세 이상의 노인을 뜻한다. 

글. 조정육(미술평론가)

1 
보물 이기룡 필 

〈남지기로회도

(南池耆老會圖)〉, 

1629년, 비단에 색, 

116.7×72.4cm, 

서울대학교박물관 

Ⓒ서울대학교 

박물관 도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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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
룡 

필  

남
지
기
로
회
도

연지를 감상하기 위해 모인 12명의 기로

12명의 기로는 이인기(李麟奇), 윤동로(尹東老), 이유간(李

惟侃), 이호민(李好閔), 이권(李勸), 홍사효(洪思斅), 강인

(姜絪), 이귀(李貴), 서성(徐渻), 강담(姜紞), 유순익(柳舜

翼), 심론(沈惀)이다. 이 중 68세인 심론을 제외하고 모두 

70세가 넘었다. 안타깝게도 유순익은 모임에 참석하지 못

했다. 12명은 임진왜란, 정유재란 계축옥사, 인조반정, 이괄

의 난, 정묘호란 등 끊임없이 발생한 국가적 재난에 적극

적으로 대처해 큰 공을 세운 중신이다. 

기로들이 오늘 첨추벼슬을 한 홍사효의 집에 모인 이유는 

단순하다. 그의 집에서 남대문 밖에 있는 연지(蓮池)가 보

이기 때문이다. 연지는 불기운이 있는 관악산의 화기(火

氣)를 누르고자 나라에서 만든 관지(官池)이다. 한성부에

는 동지, 서지, 남지, 어의동지, 경모궁지 등 5개의 연지가 

있었는데 서지와 남지는 특히 연꽃이 유명했다.

홍사효의 집은 남지를 관람할 수 있는 최고의 ‘뷰포인트’였

다. 남지는 오랜 장마로 물이 가득 찼고 해가 뜨니 활짝 핀 

연꽃에서 향기가 흘러나온다. 어릴 적부터 친했던 반가운 

얼굴들을 보는데 날씨까지 받쳐주니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이다. 마음이 흡족해진 기로들은 시중을 받으며 느

긋하게 앉아 있다. 좌석은 관직 순이 아니라 나이 순으로 

배치했다. 궐내에서 주최한 공식적인 행사가 아니라 사적 

모임이니 장유유서를 따르기 위함이다.

모임이 무르익어 갈 무렵이었다. 이귀가 이 모임을 그림으

로 그려 각자의 집에 한 장씩 보관하자고 했다. 이귀의 제

안에 모두가 한마음으로 찬성했다. 참석하지 못한 유순익

의 그림도 제작하기로 했다. 그렇게 해서 전부 12점의 그림

이 제작되었고 현재는 5점만 남아있다. 그중 서울대박물관  

소장본에만 유일하게 ‘이기룡사(李起龍寫)’라는 관지가 적

혀 있어 1629년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서울대박물관

소장본을 살펴보면 상단에 전서체로 ‘남지기로회도’라는 

제목이 적혀 있고, 제목 아래에 기로회 장면을 그렸다. 그

림 아래 하단부에는 행서체의 지문(識文)과 해서체의 좌

목(座目)이 단을 이루어 배치되었고 양옆에는 해서체로 서

문을 적었다. 기로회 장면을 그린 그림은 건물과 연지를 동

일한 비중으로 안배했다. 연지 앞쪽에는 양옆에 버드나무

를 세워 운치를 더했고 불필요한 공간은 구름으로 덮었다. 

그림 하단에는 남대문을 2층 지붕만 보이게 그려 이곳이 

남지임을 암시했다. 기로회가 열리는 구체적인 장소가 강조

되는 이런 구도는 인물은 작게 그리고 배경 전체를 압축해

서 보여주던 조선 전기의 양식과는 차이가 있어 보인다.

귀한 벗들과 보내는 소중한 시간

많은 학자는 지배층 문인들이 과거에 함께 근무했던 동료

들을 다시 만난 기념으로 계회 장면을 그려 후손들에게 

전해주었다는 데 초점을 맞춘다. 혹은 자손들이 부모의 

강녕을 기리고자 축수의 의미로 제작했다고도 해석한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닐 것이다. 무엇보다도 계회에 

참석한 기로들의 마음이 가장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혹시 이런 느낌은 아니었을까. 이백(李白)은 「봄날 밤 도리

원 연회에서 지은 시문의 서」에서 ‘무릇 천지는 만물이 쉬

어가는 여관이요 / 시간은 긴 세월을 지나가는 나그네라 /

부평초 같은 인생 꿈 같은데 즐긴다 한들 얼마나 되리’라

고 탄식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 구절이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을 것이다. 나이가 들면 다르다. 남지기로회에 참

석한 기로들은 한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 일흔이 넘었다. 그

들 모두 언제 떠날지 모르는 여생을 보내고 있다. 사람들

은 그들을 고위 관직을 거친 국로(國老)라고 부러워하지

만 죽음을 목전에 둔 노인들에게 과거의 영화는 허망할 

뿐이다. 그래서 기로들은 모두가 한결같은 심정으로 연꽃

을 감상했을 것이다. 

오늘 본 연꽃을 내년에도 다시 볼 수 있을까. 이번 모임이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 눈앞에 앉아 있는 벗들이 어찌 귀

하고 소중하지 않겠는가. 보물 이기룡 필 〈남지기로회도〉

는 지금은 떠나고 없지만 당시를 치열하게 살았던 노인 12

명의 생을 한 장의 그림으로 생생하게 증언한다. 삶은 이렇

게 소중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강변하면서 말이다. 이런 시

간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으니 잘 살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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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람이 추천하다

만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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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용
건 

군

0
5

무엇이든 
채울 수 있는
여백의 
아름다움

국보 
백자 
달항아리

김용건 군이 

추천하는 

우리 문화재

1

2019년, 〈SBS 영재발굴단〉에서 13세 소년과 역사교육과 대학생, 현직 역사 

강사가 함께 ‘문화재 퀴즈 대결’을 벌였다. 승리는 긴 시간 역사를 공부해 온 

이들을 제치고, 문화재를 사랑한 소년에게 손쉽게 돌아갔다. 휴대전화 속에 

2,500장이 넘는 문화재 사진을 저장하고, 박물관 도록을 30번쯤 읽어야 

직성이 풀리는 문화재 덕후, 김용건 군의 이야기다. 방송 출연 후 3년이 지난 

지금, 어느새 마지막 중학교 생활을 보내고 있는 용건 군. 자라난 키만큼 

문화재 사랑도 더 커진 그에게 가장 좋아하는 문화재가 무엇인지 물었다.

글. 편집실  사진. 김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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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여백의 미가 

아름다운 

국보 

백자 달항아리

(1991) 

Ⓒ문화재청

2 
김용건 군이 

13세 때 출간한 

『초등학생 김용건이 

쓰고 찍고 그린 문화

유산답사기』 

3 
김환기 화백의 백자

와 꽃, 1949, 캔버

스에 유채, 40.5×

60cm, 

Ⓒ환기미술관

4 
문화재를 마주할 때

마다 현장에서 느낀 

생각을 공책에 자세

히 기록했다. 

이는 책 집필의 자료

가 되었다.

5 
김용건 군은

“여백의 미를 가진

달항아리처럼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사람이 되고 싶다”라

고 전했다.

4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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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가 가장 재미있는 문화재 덕후

김용건 군이 문화재에 관심을 가진 것은 초등학교 4학년 

때이다. 공룡을 가장 좋아했던 용건 군에게 아버지는 역

사 만화책을 선물했다. 책을 통해 역사적 사건의 배경과 

인물, 정책, 문화를 알면 알수록 역사가 남긴 문화재는 무

한한 상상을 하게 해 주었다. 이를 30번이나 읽은 용건 군

은 이후 ‘만화책 말고 글로 된 책도 읽어보라’라는 선생님 

권유에 점심시간만 되면 운동장에 나가 여러 종류의 역사

책을 거듭 읽었다. 역사란 지루하고 머리 아픈 것이라는 편

견과 달리 알면 알수록 새로움과 재미가 가득했다.

“역사를 공부할수록 제 눈으로 직접 문화재를 보고 싶었

어요. 틈날 때마다 부모님과 전국 방방곡곡으로 문화재 투

어를 떠났죠. 우리나라 국보와 보물이 있는 곳은 거의 다 

찾아가서 본 것 같아요. 방송 출연 때 휴대전화에 문화재 

사진이 2,500장 정도 저장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4만 장이

넘었어요.”

문화재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오간 용건 군은 살고 있는 

전라남도 함평군에서 멀리 떨어진 서울도 여러 번 오갔다. 

문화재를 마주할 때마다 현장에서 느낀 점과 생각을 공책

에 자세히 기록했는데 2020년, 이 글을 다듬고 살을 붙여 

책을 펴냈다. 『초등학생 김용건이 쓰고 찍고 그린 문화유

산답사기』이다. 240쪽에 달하는 이 책에는 부여 정림사지, 

부소산성을 비롯해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익산 미륵사

지, 왕궁리 유적 등 용건 군이 탐방한 백제문화 유적지와 

관련해 풍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직접 찍은 현장 사진과 

색연필로 그린 그림도 넣어 누구나 쉽게 문화재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글 쓰는 것을 좋아해 ‘언젠가 책을 내고 싶다’라는 막연한 

꿈이 있었어요. 할아버지께서 ‘기왕 낼 거면 초등학교 때 

내보자’라며 도와주셔서 그동안 수기로 쓴 원고를 취합하

고 정리했죠. 준비하는 동안 장염에 걸려 입원한 적이 있

었는데 그때도 책을 썼을 만큼 나름 열심히 준비했어요.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 도서관에도 제 책이 있는데 조금 

부끄럽기도 해요. (웃음)”

한국의 정서를 가장 잘 담아내는 백자 달항아리

용건 군에게 인터뷰에 앞서 ‘가장 좋아하는 문화재를 추

천해 달라’고 하자 보내온 메일에는 ‘만월을 닮은 한국미의 

정수, 그리고 비움의 미학’이라는 제목으로 백자 달항아리

에 관한 애정 가득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17세기 후반

에 나타나 18세기 중엽까지 유행한 백자대호(白磁大壺), 

백자 달항아리는 보름달처럼 크고 둥글게 생겼다 해서 

1950년대 지금의 이름을 얻었다.

“달항아리의 고향은 현재 경기도 광주에 자리한 금사리 가

마예요. 그 당시에는 고급백자를 생산해 내는 분원의 일원

이었죠. 대부분의 문화가 한중일 삼국에서 돌고 돌아 유행

했는데 달항아리만큼은 오직 조선에서만 나타났어요. 우

리만의 독자적인 백자인 것이죠. 저는 달항아리만의 절제

와 담박함이 너무 좋아요. 순백의 빛깔과 둥근 조형미까지 

우리나라의 정서를 정말 잘 나타내는 문화재이죠.”

현대적으로 재해석되는 유연함도 용건 군이 달항아리에 

푹 빠진 이유 중 하나이다. 달항아리는 도예가뿐 아니라 여

러 화가의 솜씨로 화폭에서 재현되었다.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 김환기는 프랑스 파리에 머물 당시 달항아리를 그

리며 고국을 향한 그리움을 달랬다. 단순함에서 오는 세련

미는 간결하고 소박한 오늘날의 미니멀리즘에도 부합한다.

“없다[無]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무

엇이든 채울 수 있고, 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해요. 흔히 

‘공허’와 ‘여백’을 혼용하지만,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공허와 

달리 여백은 의도적으로 공간을 남긴 비움의 미학입니다.”

현재 함평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용건 군은 올해 안으

로 도자와 금속공예품 100여 개를 소개하는 책을 출판할 

예정이다. 제주부터 강원까지 전국을 답사하며 기른 안목

과 지식을 대중들에게 전할 계획이다.

“미래에 문화재청장이 되길 꿈꾸고 있지만, 그 전에 학예연

구사가 되고 싶고, 이를 위해 역사학과 진학을 목표로 삼

고 있어요. 여백의 미를 지닌 달항아리처럼 저도 늘 꿈을 

꾸는 사람,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사람이 되

고 싶습니다.” 

“조선시대 대부분의 

문화가 한중일 

삼국에서 돌고 

돌아 유행했는데 

달항아리만큼은 

오직 조선에서만 

나타났어요. 

우리만의 독자적인 

백자인 것이죠. 

저는 달항아리만의 

절제와 담박함이 

너무 좋아요. 

순백의 빛깔과 

둥근 조형미까지 

우리나라의 정서를 

정말 잘 나타내는 

문화재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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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에 담다

만나고

05

정리. 편집실  일러스트. 무적핑크

선조를 
반하게 한

신병(神兵)의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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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재란이 한창이던 1598년 5월, 선조는 조선을 돕기 위해 명나라에서 파견 온 장수 팽신고에게 술자

리를 베풀었다. 주흥이 달아오른 팽신고는 ‘얼굴 모습이 다른 신병(神兵)이 있다’라며 함께 온 병사를 소

개한다. “호광(湖廣)의 남쪽 끝에 있는 파랑국(波浪國) 사람입니다. 바다를 세 번 건너야 호광에 이르는

데 15만여 리나 됩니다. 조총을 잘 쏘고, 여러 무예를 지녔습니다.” 팽신고의 자랑에 선조는 “우리 같은 

작은 나라에서 어찌 이런 신병을 보았겠소이까. 대인 덕택에 보게 되었으니 황은(皇恩)이 아닐 수 없소

이다. 이제 흉적(왜적)을 섬멸하는 날은 시간문제겠소이다.”라며 화답했다. 『선조실록』에는 팽신고가 데

려온 용병의 모습을 자세히 묘사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영락없는 흑인의 외형이다.

파랑국은 오늘날 포르투갈의 한문 표기지만, 학계에서는 포르투갈이 아닌 마카오에서 왔을 것으로 보

고 있다. 1557년 포르투갈이 마카오반도의 조차(租借), 즉 통치권을 획득하면서 마카오에는 무역에 종사

하는 포르투갈인이 집단 거주하고 있었고 이들이 고용한 흑인 역시 많았기 때문이다.

『선조실록』 외에도 『난중잡록』, 『서애집』 등 문헌 곳곳에서 흑인 용병의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다. 『서애

집』에서는 ‘몸이 아주 커서 거의 두 길이나 되었다. 말을 타지 못하고 수레를 타고 다녔다’라고 묘사했다. 

풍산 김씨 문중에서 전해 내려오는 《세전서화첩》 속 〈천조장사전별도(天朝將士餞別圖)〉에는 『서애집』 

기록처럼 말이 아닌 수레를 탄 해귀 4명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의 기대와 달리 흑인 용병들은 이렇다 할 활약을 보여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익의 

『성호사설』에는 “명나라 장수 유정(劉綎)이 해귀를 시켜 물속으로 들어가 왜선의 밑을 뚫어 침몰하도

록 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며 이를 꼬집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기대만큼 큰 활약을 보여주

진 못했지만, 외형이 다른 흑인 용병의 모습은 옛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안겨주었다. 

《선조소경대왕실록(宣祖昭敬大王實錄)》또는 《선조실록(宣祖實錄)》은 1567년 음력 7월부터 1608년 

음력 2월까지 조선 선조 시대의 사실을 기록한 실록이다. 총 221권 116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선

왕조실록》의 일부를 이룬다. 《선조실록》은 훗날 기사의 질적 문제와 당파의 영향으로 그 내용을 수정하

여 다시 편찬되었는데 이를 《선조소경대왕수정실록(宣祖昭敬大王修正實錄)》또는 《선조수정실록(宣祖

修正實錄)》이라고 한다. 총 42권 8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역시 《조선왕조실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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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조실록』 100권 선조 31년 5월 26일

일명은 해귀(海鬼)이다. 노란 눈동자에 

얼굴빛은 검고 사지와 온몸도 모두 검다. 

턱수염과 머리카락은 곱슬머리이고 검은 

양모(羊毛)처럼 짧게 꼬부라졌다. 이마는 

대머리가 벗겨졌는데 한 필이나 되는 누른 

비단을 반도(磻桃)의 형상처럼 서려 머리 

위에 올려놓았다. 바다 밑에 잠수하여 

적선(賊船)을 공격할 수가 있고 또 수일 

동안 물속에 있으면서 수족(水族)을 

잡아먹을 줄 안다. 

중원 사람도 보기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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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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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 관동 지역은 풍류객이라면 꼭 한번 찾아봐야 할 곳으로 손꼽혔다. 

선비의 버킷리스트라 하겠다. 경포대와 선교장, 오죽헌이 강릉을 대표하는 곳이라면 

평창에는 월정사, 양양은 낙산사, 속초는 신흥사가 있다.

글, 사진. 임운석(여행작가)

길 위에서 보물 찾기

만나고

풍류를 찾아 

길을 걷다

관동 풍류의 길

의상대사의 창건 설화가 전해오는 명승 양양 낙산사 의상대와 홍련암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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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QR 코드를 찍으면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oute. 관동 
풍류의 
길

강릉 경포대

강릉 선교장

강릉 오죽헌

속초 신흥사

양양 낙산사

평창 월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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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류객의 버킷리스트 

관동

『걷기예찬』의 저자 다비드 르 브르통은 ‘걷는 것은 자신을 

세계로 열어놓는 것이다. 발로, 다리로, 몸으로 걸으면서 

인간은 자신의 실존에 대한 행복한 감정을 되찾는다’라고 

했다. 그래서일까, 오늘날의 ‘걷기’는 단순한 이동이나 노동

의 개념이 아닌 ‘실존을 향한 발걸음’이다. 그와 동시에 그 

걸음이 향한 종착지는 언제나 행복한 감정에 맞닿아 있다. 

결국 노동이나 이동의 범주를 벗어난 인간의 걷기는 신체

보다 정신, 즉 마음에 초점이 가 있다. 

옛날 관동 지역은 풍류객에게 소위 오늘날의 ‘핫플레이스’

였다. 강릉에는 경포대・선교장・오죽헌, 평창에는 월정사, 

양양은 낙산사, 속초는 신흥사가 있다. 강릉을 제외하면 

언뜻 산사의 길 같으나, 풍류객 관점에서 본다면 이만한 

곳이 또 있을까 싶다. 산사가 있는 곳은 산세가 우람하고, 

숲이 울창한 데다, 골이 깊다. 게다가 인적이 뜸한 곳에 자

리 잡은 터라 산사를 찾아가는 발걸음 자체가 풍류인 셈

이다. 자연 속에 머묾으로써 마음 상할 일도 없고, 마음 내

려놓기에도 그만이다. 또한 울창한 산은 물론이고 탁 트인 

바다까지 벗하고 있으니 풍류객이 반할 만한 조건은 두루 

갖춘 셈이다. 걷기 예찬론자인 브르통이 말한 것처럼 풍

류객은 자연 속에서 걷기를 통해 자신의 실존에서 행복한 

감정을 되찾지 않았을까. 

산사를 오가며 깨우친 풍류, 

평창 월정사

관동 풍류의 길 가운데 먼저 발길이 닿은 곳은 오대산 국

립공원에 자리한 월정사이다. 평창을 찾은 여행자라면 한

번쯤 이곳을 들렀으리라. 그러나 불교 신도가 아니라면 월

정사보다 절까지 이르는 숲길에 더 마음이 빼앗겼을 터이

다. 이름하여 ‘오대산 월정사 전나무숲길’이다. 월정사 전나

무 숲은 일주문부터 금강교까지 1km 남짓한 숲길이다. 길

가에 늘어선 전나무가 무려 1,800여 그루이고, 평균 수령

은 80년이 훌쩍 넘었다고 한다. 숲을 뚫고 스며드는 찬연

한 빛 한줄기가 진리를 밝히는 등불처럼 빛을 발한다. 

전나무 숲길과 월정사는 맞닿아 있어 숲길을 걷다 보면 

1 
월정사 전나무숲길

에 발을 들이면 천년

의 세월이 온몸으로 

느껴진다.

2 
국보 

평창 월정사 팔각 

구층석탑

Ⓒ클립아트코리아

3 
오대산 월정사 

적광전 뒤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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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I n f o

함께 방문하면 좋은 문화재

# 사적 평창 오대산사고: 오대산사고는 『조선왕조실록』과 왕실의 

족보인 『선원보략』을 보관하기 위해 지었던 조선 후기 5대 사고 

중 하나이다. 6·25전쟁으로 소실 되었는데 1992년 사각과 

선원보각으로 이루어진 사고 건물을 복원했다.

#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강원도의 인제군, 양양군, 속초시에 

걸쳐 넓게 펼쳐진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에는 식물 약 1,013종과 

동물 1,562종이 분포해있다. 특별히 보존해야 할 지질·지형 및 

동·식물 자원이 풍부하며, 경치 또한 아름답다. 전통 사찰 등 많은 

문화유산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 중의 하나로 

설악산 전체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 명승 양양 하조대: 양양 8경 중 하나인 하조대는 조선의 

개국공신인 하륜과 조준의 성을 따 하조대라는 이름을 지었다. 

기암괴석에 자리한 덕분에 검푸른 동해와 주변 송림이 어우러져 

경관이 빼어나다. 특히 기암절벽 위 노송은 과거 애국가 방송에 

등장해 ‘애국송’으로 불린다. 

평창 월정사 033-339-6800

속초 신흥사 033-636-7044

양양 낙산사 033-672-2447

여행 문의 

자연스레 천왕문을 통과한다. 발걸음은 이윽고 월정사 경

내에 접어든다. 월정사는 자장율사가 중국 오대산에서 문

수보살을 만나 깨우침을 얻은 뒤 오대산에 초막을 짓고 수

행했는데 그것이 오늘날의 월정사가 되었다. 여러 차례 전

란을 겪으면서 사찰 대부분이 소실되는 비운을 겪었다. 하

지만 1964년 화엄학의 대가인 탄허스님이 적광전을 중건

함으로써 명실상부 문수보살과 성산에 걸맞은 대가람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적광전 맞은편에 우뚝 선 탑은 국보 평

창 월정사 팔각 구층석탑이고 그 앞에 있는 좌상은 보물 

석조보살좌상을 본떠 만든 것이다. 실물은 월정사성보박

물관에 있다. 팔각 구층석탑은 상륜부 해체보수공사 중이

어서 실물을 가까이서 볼 수 없다. 

월정사 경내를 빠져나와 오대천을 따라 상원사까지 이어

진 9km 남짓한 숲길을 ‘선재길’이라 부른다. ‘선재’란 불교 

경전인 『화엄경』에 등장하는 동자승의 이름이다. 선재길의 

종착지인 상원사는 신라 성덕왕 4년(705)에 창건된 참선 

수행도량으로 명성을 떨쳐온 천년고찰이다. 이곳에는 우리

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아름다운 종, 국보 상원사 동종이 

자리한다. 오랜 세월 온 세상에 울려 퍼졌을 종소리. 그 은

은함에 취해 경내를 걷는 사이 오대산 능선이 코앞에까지 

와 있다. 선재길을 걸으며 선재 동자처럼 큰 깨달음은 얻지 

못했을지라도 숲 내음에 가슴이 열리고 머리가 맑아졌으

니 풍류는 충분히 만끽한 셈이다. 

설악산천연보호구역의 품에 깃든, 

속초 신흥사

설악산의 존재감은 실로 놀랍다. 울창한 산림과 위엄이 느

껴지는 기암괴석과 봉우리. 사계절 다른 옷을 갈아입으며 

대한민국 명산의 기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으뜸 중의 으뜸

이다. 풍류를 안다면 그 누군들 설악산의 수려한 경관에 

취하지 않겠는가. 그 빼어난 경관에 둘러싸인 고요한 산사

가 있다. 신흥사를 찾아가는 길목, 설악산 소공원 입구에 



24

서 있는 반달곰 석상이 반긴다. 그 뒤로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듯한 우람한 암봉의 향연, 병풍처럼 웅장하다. 첫눈

에 해발 1,708m 높이의 위엄이 느껴진다. 반달곰 석상을 

뒤로한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 신흥사 통일대불에 다다

른다. 높이 14.6m, 좌대 높이 4.3m, 좌대 지름 13m, 광배 

높이 17.5m, 불상에 사용된 청동만 108톤에 이르는 거대

한 불상이다. 정면에서 바라보면 미간에서 백호가 반짝이

는데 지름 10cm 크기의 인조 큐빅이다. 민족통일을 기원

하는 뜻을 담아 조성했다. 불상을 뒤로하고 계곡 물소리에 

이끌려 발걸음을 옮긴다. 다리 건너 신흥사가 모습을 드러

낸다. 

신흥사는 신라 진덕여왕 6년(652)에 자장율사가 창건한 

뒤 조선 인조 20년(1642) 지금의 자리에 중창되었다. 강원

도 유형문화재 신흥사보제루를 지나자 경내엔 석가탄신일

을 맞아 화려한 연등이 주렁주렁 걸렸다. 그 뒤로 보물 속

초 신흥사 극락보전이 고색의 멋을 한껏 머금은 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신흥사의 중심 전각인 이 건물은 인조 25년

(1647)에 처음 지어진 이후 여러 차례 수리를 거듭했다. 왕

실에서 죽은 이의 명복을 빌고자 세웠다는 점이 특이하다. 

이 같은 원찰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현판이 보제루에 걸려 

있다. 기단에 조각된 모란과 사자 모양 무늬, 계단 난간 소

맷돌의 삼태극, 귀면, 용머리 모양 조각은 다른 사찰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다. 창문의 솟은 빗꽃살 문양은 고색

창연한 색채와 멋을 전하고 있다. 극락보전에는 보물 목조

아미타여래삼존좌상이 있다. 

4
신흥사 통일대불 

주변에 연등이 

걸렸다.

5   
홍련암에서 바라본 

일출

6   
강원도 유형문화재 

낙산사 홍예문

4

시인 묵객이라면 역시, 

양양 낙산사

거침없이 날아오르는 갈매기의 날갯짓이 지친 일상에 활

력을 더하는 곳, 양양이다. 이곳에 관동팔경 중 유일한 사

찰인 낙산사가 있다. 낙산사는 신라 문무왕 11년(671) 의

상대사가 창건했다. 남해 보리암, 강화 보문사와 함께 우리

나라 3대 관음 기도 도량 중 하나이다. 1,350여 년 긴 역사

를 이어왔지만 2005년 4월 5일 발생한 양양군 일대 대형 

산불로 많은 전각이 소실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후 단원 

김홍도의 〈낙산사도〉와 발굴조사를 근거로 조선 전기 가

람배치 형태대로 원형에 가깝게 복원함으로써 천년고찰의 

면모를 다시 찾게 되었다.

낙산사 관람은 일주문 방향이 좋다. 발을 들이면 소나무 

명상숲길을 따라 길이 이어진다. 길을 따라 짙은 솔향과 

봄날의 싱그러운 숲 내음이 가득하다. 화마가 삼켜버린 숲

이 폐허를 딛고 새롭게 조성되었는데 화마의 흔적은 그 어

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숲이 깊다. 

숲길 끝자락에 강원도 유형문화재 낙산사홍예문이 반긴

다. 1467년 세조가 행차한 것을 기념해 세운 무지개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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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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경에 푹 빠져보세요. 그리고 직접 문화재사랑  

5월호에 소개된 방문코스 또는 그 외 ‘관동 풍류의 길’ 코스를 방문해  

인증 사진을 보내주세요. 네 분을 선정해 선물을 드립니다. 

오른쪽 QR코드를 찍으면 이벤트 참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인증사진을 첨부해 보내주세요. 

5월호 코스: ‘관동 풍류의 길’  

응모기간: 5월 18일까지

문화유산의 모습을 담아도 좋고

문화유산과 함께 있는 자신의 모습을 담아도 좋습니다.

인증 사진을 찍고 메일로 보내주세요!

*  문화유산에 따라 출입이 제한된 곳도 있습니다. 소중한 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해 출입이  

제한된 곳은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5

6의 돌문이다. 그 당시 강원도에는 모두 26개의 고을이 있

었는데 각 고을에서 석재를 한 개씩 추렴해 건립했다고 하

니 그 의미가 남다르다.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보물 칠층석탑이 있는 원통보전으로 

향한다. 원통보전은 2007년 복원된 것이지만 마당의 보물 

칠층석탑과 원통보전 안에 있는 보물 건칠관음보살좌상은 

화재 속에서 낙산사 승려들이 지켜냈다. 강원도 문화재자

료 홍련암도 무사했다. 이 암자는 의상대사가 동굴 속으로 

들어간 파랑새를 따라가 석굴 앞 바위에서 기도하다 연꽃 

위의 관세음보살을 보고 세웠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해

수관음상은 높이 16m에 이르는 거대한 불상으로 그 크기 

때문에 일반인에게도 익히 잘 알려져 있다. 특히 화강암으

로 만들어서 빛을 반사해 신비로움을 더한다. 낙산사 관람 

마지막 코스는 의상대이다. 의상대사의 좌선 수행처였던 

이곳은 해안절벽 위에 있는 정자로 일출명소로 유명하다. 

그런 만큼 낙산사는 새벽에 찾길 권한다. 철썩거리는 파도 

소리와 새벽 예불 소리가 뒤섞여 적막한 새벽을 깨우면 팍

팍한 일상에 찌든 마음도 한결 깨끗해지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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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 

평창 오대산 중대 

적멸보궁의 

색다름 

17세기 호서지방을 대표하는 유학자 윤선거는 봄꽃이 절정에 이른 

음력 3월, 금강산 유람에 나섰다. 때는 1664년으로 그는 『파동일기』라는 

여행기에 매일의 행적을 소상하게 남겼다. 평창을 거쳐 진부를 지나 

월정사에 묵은 윤선거는 이튿날 상원사를 둘러보고 다음날 이른 아침에 

부지런히 중대에 올랐다. 사자암과 금몽암을 지나서 조금 더 나아가자

집 하나가 나타났는데, 철기와에 벽은 두 겹, 편액은 적멸보궁이었다. 

안에는 불상을 두지 않고 부처의 그림만 둔 채 종이꽃으로 화려하게 

치장한 모습이었다.

글, 사진. 김동욱(경기대학교 명예교수)

역사를 짓다

만나고

두 겹으로 지은 

예불을 위한 전각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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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멸보궁은 오대산 

중심인 비로봉과 주변 

봉우리가 둘러싸고

있는 분지 가운데 

중대의 해발고도 

1,189m에 자리 잡고 

있다. 

ⓒ문화재청

2  
평창 오대산 중대 

적멸보궁의 전경 

ⓒ도윤수

3  
적멸보궁 속집의 

공포(栱包). 평창 

오대산 중대 

적멸보궁은 속집과 

겉집의 공포 양식과 

기둥을 세우는 방식 

등에서 시대적인 

차이가 드러난다. 

ⓒ도윤수

시간을 두고 지어진 속집과 겉집 

적멸보궁(寂滅寶宮)이란 부처의 사리를 봉안하고 그 앞에 

예불을 올리기 위해 마련한 전각을 가리킨다. 우리나라는 

다섯 곳의 적멸보궁이 알려져 있는데, 양산 통도사, 영월 법

흥사, 정선 정암사, 양양 봉정암, 그리고 오대산 중대이다. 적

멸보궁 내부에 불상을 모시지 않고 비워두는 방식은 다섯 

곳 모두 같지만, 오대산 중대 적멸보궁만은 윤선거가 적은 

대로 건물 벽이 속집과 겉집 두 겹이란 점이 색다르다. 

오대산 중대에 사리를 안치한 것은 신라시대 자장에서 비

롯되었다고 전한다. 이렇게 시작된 오대산의 사리신앙은 고

려를 거쳐 조선시대로 이어졌다. 『오대산사적』에는 태종이 

사자암을 원찰(願刹)로 삼고 건물을 중창했다고 하며, 불심

이 남달리 깊었던 세조는 상원사에 들렀다가 보궁에서 향

을 피우고 절을 올렸다고 기록했다. 이 같은 사료로 미뤄 속

집은 늦어도 세조 이전에는 건립되지 않았을까 한다.

오대산 적멸보궁 건물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야 뒤늦게 

주목받기 시작했다.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속집과 겉집이란 

독특함 못지않게 속집이 조선 초기의 건축 세부를 지니고 

있어 학계를 놀라게 했다. 속집의 공포1)는 15세기 이전의 

시대 특징을 고스란히 갖추고 있었다. 그 형태는 조선 초기

를 대표하는 봉정사 대웅전이나 개심사 대웅전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하다. 

겉집은 속집을 보호할 목적으로 나중에 덧붙여진 점은 분

명하지만,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다. 윤선거가 보궁

을 찾은 17세기 이전에 이미 겉집이 마련된 사실은 분명하

다. 비바람에 노출된 겉집은 자주 수리해야 했고 현재의 겉

집은 익공식 공포2) 형상으로 미루어 19세기에 다시 지었다

고 판단하고 있다.

오대산의 웅장한 산세를 품은 적멸보궁

왜 오대산 중대 적멸보궁은 속집과 겉집의 이중 벽체를 갖

추었을까? 속 시원하게 이유를 밝혀놓은 기록은 보이지 않

3

는다. 그 답은 적멸보궁이 서 있는 중대에 올라가서 주변을 

둘러보면 저절로 나올 듯하다. 보궁 터는 손꼽히는 명당으

로 전하는데, 주변 산등성이 한눈에 들어오는 높은 언덕 

위다. 강원도의 산간은 겨울이면 한길이 넘게 눈이 오고 시

도 때도 없이 비바람이 내려치기로 유명하며, 오대산 중턱

은 그중에도 추위와 바람이 남다른 곳이다. 처음 여기에 보

궁을 지을 때는 미처 기후 여건을 고려하지 못하다가 후대

에 가서 어쩔 수 없이 마련한 대책이 속집을 그대로 두고 

겉집으로 감싸는 조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지금 조선 초기 다포식 공포3)를 간직한 건물은 한손에 꼽

을 정도인데 국보인 서울 숭례문과 안동 봉정사 대웅전, 보

물인 여주 신륵사 조사당과 서산 개심사 대웅전이다. 오대

산 적멸보궁은 2018년에 보물로 지정되었다. 사리신앙의 오

랜 역사를 지녔으면서 벽체를 두 겹으로 꾸민 독특한 구조

에 조선 초기의 세부 기법을 지닌 점이 높게 평가된 결과였

다. 윤선거가 적멸보궁을 다녀간 이후에도 이름난 선비들

이 중대를 오르고 적멸보궁을 방문하여 행적을 글로 남겼

다. 어떤 이는 보궁 주변의 멋진 경관을 시로 읊고, 어떤 이

는 사리를 봉안한 둔덕을 유심히 살폈지만 두 겹으로 된 

건물 구조의 색다른 점을 글로 남긴 이는 윤선거가 유일하

다. 그의 남다른 관찰력 덕분에 이 집의 특색이 드러났고, 

최근 조사를 통해 조선 초기 다포식 건물로 인정받아 보물

로 지정받기에 이르렀다. 예나 지금이나 적멸보궁에 오르려

면 적지 않은 땀을 흘려야 한다. 하지만 한번쯤 올라서 사

리를 봉안한 웅장한 오대산의 산세와 예불하는 건축이 지

닌 감동을 느껴볼 가치는 충분하다. 

1) 공포 : 처마 끝의 무게를 받치기 위하여 기둥머리에 짜 맞추어 댄 나무쪽

2)  익공식 공포 : 창방(昌枋)과 직교하여 보방향으로 새 날개 모양의 익공이라

는 부재가 결구되어 만들어진 공포유형

3)  다포식 공포 : 기둥 상부 이외에 기둥 사이에도 공포를 배열한 건축양식. 이때 

기둥 위에 올라간 공포를 주상포(柱上包), 기둥 사이에 놓인 포를 간포(間包)

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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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삶 속에서 살아 숨 쉬는 무형문화재

만나고

1

흔히 우리나라의 천일염 역사가 오래된 것으로 아는 사람이 많지만, 이전에는 바닷물을 

가마솥에 담고 불을 지펴 생산했다. 그렇기에 ‘소금을 구웠다’라고 했고, 문헌에는 

‘자염(煮鹽)’이라 표기했다. 자염에는 많은 땔감이 필요하기에 선조들은 갯벌에서 염도를 

높이는 방법을 고안했다. 써레로 갯벌을 갈아엎고 나래로 개흙, 갯벌의 흙을 잘게 

부순다. 그 흙에 햇볕을 쬐면 수분은 증발하고 소금기가 서린다. 이를 함토(鹹土)라 

하는데, 그 위로 바닷물을 부으면 소금기가 녹아서 염도가 높아진다. 자염은 이렇게 얻은 

함수(鹹水), 즉 소금기를 머금은 바닷물을 가마에서 끓인 것이다.

글, 사진. 오석민(지역문화연구소장)

바다에서 얻는 

귀중한 자원 제염(製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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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가마로 구웠던 전통 소금, 자염

‘소금가마’라 하면 으레 무쇠 가마솥을 생각하지만, 소금

가마는 열을 고르게 받도록 바닥이 평평하다. 굳이 둥근 

모양도 아니었고, 무쇠로 제작하지도 않았다. 불에 태운 

굴 껍데기를 빻아 만든 석회가루를 물에 갠 후에 대나무

로 엮은 틀에 발라서 흙가마[土盆]를 만들었다. 다만 갯벌

이 없어 바닷물을 직접 졸였던 동해안에서는 무쇠가마[鐵

盆]를 썼다. 서・남해안에서 개항이 된 후에야 쇠가마를 

쓰기 시작했다.

수분을 모두 증발시켜야 소금 입자가 형성되는 것도 아니

다. 자염이건 천일염이건 염도가 높아지면 물속에서도 결

정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이것을 건져내 쌓아두면 마그네

슘 등 일부 무기질이 함유된 물기가 빠진다. 소금에서 빠

지는 물을 ‘간수’라 하는데, 간수는 두부를 응고시키는 촉

매제로 쓴다.

함수를 얻는 방법은 지역마다 달랐다. 갯벌의 구성 입자에 

따라 함토를 쌓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태안반도 지역

에서는 모래가 많이 섞인 갯벌을 파서 함수를 모으는 구

덩이[갈통]를 만든다. 갯벌 위에 함토를 쌓고 바닷물을 부

으면, 함토가 쉽게 무너져 내려 함수를 모을 수 없기 때문

1 
약 462만㎡에 

달하는 

국가등록문화재 

신안 증도 

태평염전 전경 

Ⓒ문화재청

2  
국가무형문화재 

낙화장 김영조 

보유자가 그린 자염 

생산 모습. 낙화는 

불에 달군 인두를 

나무, 종이, 비단 

등에 지져서 

그리는 그림이다. 

Ⓒ문화재청

3  
자염 과정 중 소를 

이용해 개흙을 

써레질하는 모습 

Ⓒ태안문화원

이다. 구덩이를 판 흙으로 함토를 만들고, 말린 후에 다시 

구덩이를 채운다. 그리고 사리 때가 되면 밀물 때마다 함

토가 바닷물에 잠기게 되고, 바닷물이 함토층을 통과하면

서 염도가 높아진 채로 구덩이에 모이는 것이다. 조선 후

기 소금 수요가 증가하자, 낙동강 유역에서는 제방을 쌓아 

바닷물 출입을 조절했다. 동해안에서는 육지에 염전을 만

들고, 도랑을 파서 바닷물을 근처까지 끌어들여 함수를 

만들었다.

화학 원료 생산을 위한 일제의 천일염전

개항 후 일본은 서해안에 천일염 생산기지를 건설했다. 갯

벌과 봄가을의 건조한 날씨가 소금 생산에 적합하다고 본 

것이다. 주된 목적은 화학 원료로 사용하는 가성소다, 즉 

수산화나트륨을 얻기 위함이었다. 일본은 1906년 인천 주

안에 대만식 천일염 시험장을 설치했다. 바닷물을 저수지

에 저장하다가 증발지로 이동시켜 햇볕에 수분을 증발시

킨 후에 결정지에서 소금 결정을 얻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 방식은 조선시대에도 알려져 있었다. 정조 때 성

해응이 살핀 ‘쇄염법(曬 鹽法)’이 그것이다. 「연중잡록(燕中

雜錄)」에 실려 있으니 중국의 사실을 기록한 글이라는 뜻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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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염 과정 중 

나뭇가지와 

이엉으로 덮는 

모습 

Ⓒ김준

5 
햇볕과 바람만으로 

수분을 증발시키면

서 소금을 생산

하는 천일제염법 

Ⓒ이미지투데이

이고, ‘쇄(曬)’라 했으니 햇볕을 쬐는 방법이다. ‘저수지 5개

를 파고, 먼저 제1 저수지를 채운 후 5~6일 동안 햇볕을 쬐

다가 다음 저수지로 옮기고, 마지막 저수지에 이르면 서리

와 눈처럼 희게 소금이 엉긴다’라고 했다.  조선에서 왜 쇄

염법을 도입하지 않았는지 알 수 없다. 다만 천일염전은 해

일 등의 피해를 막는 제방을 쌓아야 하고, 바닥을 평평하

게 다져야 한다. 더욱이 당시에는 화학공업이 발달하지 않

았으니, 소금의 용도는 식용으로 제한되었다. 이러한 상황

에서 막대한 자본투자를 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천일염전을 경기만 이북에 조성했다. 삼남 지방의 

자염 생산과 마찰을 피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6・25전쟁

으로 남북한이 분단되면서 남한에는 경기도의 천일염전

만 남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소금 증산정책을 추진했다. 

1957년부터 소금이 과잉생산되기 시작하면서 정부는 염

전을 폐지하고 이를 논으로 바꾸려 했다. 그러나 섬에 조

성된 염전은 농업용수 부족으로 염전을 유지할 수밖에 없

었고, 그 결과 섬으로만 구성된 전라남도 신안군은 오늘날 

‘천일염의 고장’이라는 명성을 얻게 된다.

쇠퇴하는 한국 제염을 되살려야 한다

염업은 사양산업이다. 외국산 소금이 수입되면서 경쟁력

을 잃은 것이다. 그런데 외국에서 수입해 가공한 정제염은 

4

5

수산화나트륨 성분이 대부분이며 자염 또는 천일염에 포

함된 각종 미네랄 성분이 없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최

근 프랑스의 게랑드 소금 등을 구입하는 경우도 늘고 있

다. 전통 자염이나 천일염과 다를 바 없는 제품을 비싼 가

격에 구매하는 것이다.

옛 기술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염은 바닷물을 개흙에 

투과시키고, 열을 가열해서 만든다. 오염물질이 상당 부분 

걸러질 수도 있다. 예전 방식 그대로는 아니겠지만, 그 원리

는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할 듯하다. 전통 기술의 잠재력은 

그런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부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축제

Yeondeunghoe(Buddhist Lantern Festival) 

국가무형문화재(2012. 4. 6.)

글, 사진. 국립무형유산원 조사연구기록과

연등회

연등회는 음력 4월 초파일에 등불을 밝히고, 이를 감상하며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불교 행사이다. 신라, 고려

를 거쳐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민속화되었고, 모든 사람이 즐기는 축제이자 세시풍속으로 자리매김했다.

연등회는 1년 동안 준비하는 불교계 최대 행사이다. 연등회의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는 등(燈)은 기능에 따라 장엄

등, 조형등, 행렬등, 가로연등 등으로 구분된다. 또한 등의 모양은 연꽃을 비롯해 동물, 수박, 법고, 운판 등 매우 

다양하다. 광화문에서 봉축점등식으로 시작되는 연등회는 대회일과 소회일로 구분되었던 고려시대 전통에 따라 

본격적인 행사는 이틀에 걸쳐 진행한다. 첫날에는 연등 행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흥을 돋우는 어울림마당과 장

엄등을 비롯한 호위 행렬과 함께 아기 부처님을 조계사로 이운하는 연등 행렬, 연등 행렬을 마무리하는 회향 한마

당이 이루어진다. 이튿날에는 먹을거리, 볼거리, 체험거리를 두루 갖춘 전통문화마당과 공연마당, 그리고 연등회

의 대미를 장식하는 연등놀이가 펼쳐진다. 연등회는 음력 4월 초파일에 부처님의 탄생 의미를 되새기고 세계의 

평화를 기원하는 봉축법요식으로 마무리된다.

연등회는 부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불교 행사에서 온 국민이 즐기는 민속행사로 발전했다. 또한 외국인도 함께

하는 국제적인 축제로 거듭남으로써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 2020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 목록

으로 등재되었다.

알기 쉽게 풀어 쓴 무형문화재 이야기

만나고

(燃燈會)

31연등회의 백미인 회향 한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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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경궁 통명전 현판 순조 어필 창덕궁 관람정

덕수궁 대한문 숭례문

가까이, 궁

만나고

궁
궐 

전
각
의 

이
름
표 

현
판

우리나라의 옛 건축물에는 대부분 현판(懸板)이 걸려 있다. 현판은 건축물의 기능이나 성격에 맞게 이름을 

붙이고 이를 적은 것으로 수많은 건물과 문이 있는 궁궐에서는 각양각색의 현판을 만나볼 수 있다.

현판은 건물의 위계에 따라 그 모양이 달랐다. 위계가 가장 높은 건물에는 옻칠한 검은 바탕에 금박으로 글

자를 표현하고 테두리를 조각해 화려하게 꾸민 현판을 달았다. 그보다 위계가 낮은 건물이나 문의 현판은 

검은 바탕에 글자를 흰색으로 하고 액자처럼 단정한 테두리를 두르기도 했다. 한편 궁궐 담장에 설치된 문

의 현판은 대부분 테두리가 없다. 창덕궁 후원 관람정 현판처럼 아예 특별한 모양으로 조각한 경우도 찾아

볼 수 있다. 

현판의 글씨는 임금이 서사관으로 임명한 신하들이 주로 썼다. 그러나 왕이나 왕세자가 직접 쓴 경우도 많았

는데 현판에 작은 글씨로 어필(御筆, 왕의 글씨) 또는 예필(睿筆, 왕세자의 글씨)이라고 새겨 이를 표시했다.

한편 현판에는 주로 건물의 이름, 관청의 명칭 등을 새기지만 왕이 신하에게 내린 명령이나 관리가 지킬 수

칙, 임금과 신하들이 지은 시문, 건물을 세운 사실과 과정을 기록한 글 등을 새겨 걸어두기도 했다. 궁궐에 

방문할 때 건물마다 걸린 다양한 현판을 유심히 관찰해 보자. 

글. 양설희 실무관(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  사진. 궁능유적본부



대한제국 제2대 황제이자 조선의 마지막 임금인 순종과 순종의 비 순정효황후가 탔던 어차이다. 순종의 어

차는 미국 제너럴모터스(GM)사의 캐딜락 리무진이며, 순정효황후의 어차는 영국 다임러(DAIMLER)사가 

제작한 리무진이다. 본래 창덕궁 어차고(御車庫, 옛 빈청)에 장기간 보관되어 있던 두 어차는 자연 부식에 따

른 노후화, 부품 손실 등으로 많은 부분이 훼손되었다. 1997년부터 5년간 수리·복원 작업을 거쳐 지금의 모

습을 찾게 되었고, 2005년 국립고궁박물관의 개관과 함께 이곳으로 옮겨져 전시되었다. 

두 어차 모두 7인승의 대형 리무진으로 목조로 된 마차 형태의 차체가 초기 자동차의 형태를 보여준다. 외부

는 전통 기법인 옻칠로 도장했다. 차 문에는 대한제국을 상징하는 자두꽃무늬, 이화문(李花紋)의 금장이 장

식되어 있고, 내부 공간 역시 이화문 비단으로 꾸몄다. 어차는 대한제국 황실의 생활 문화를 보여주는 중요

한 근대 자료이자, 당시의 자동차 기술을 집약한 고급 리무진으로서 자동차 발달사에 있어서도 상징적인 유

물이다. 두 어차는 그 가치를 인정받아 2006년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었다. 

순종과 순정효황후의 리무진

어차(御車)
글. 이승희(국립고궁박물관 전시홍보과 학예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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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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의 수장고

만나고

순정효황후 어차: 높이 179.2cm, 길이 444.4cm

순종황제 어차, 높이 210cm, 길이 478.8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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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

새기다



1

일상 속 소재로 고정관념을 깨다

손동현 작가를 대중적으로 널리 알린 작품은 마이클 잭슨

의 모습을 동양화로 표현한 〈Portrait of the King〉 연작이

다. 데뷔 때부터 사망 전까지 마이클 잭슨이 발표한 싱글

앨범 사진을 근거 자료로 삼아 그의 일대기를 한지에 수묵 

채색해 그렸다. 그밖에도 배트맨을 그린 〈영웅배투만선생

상(英雄裵套曼先生像)〉처럼 할리우드 영화 속 등장인물

을 동양화로 그리는가 하면, 나이키, 스타벅스, 버거킹 등 

해외 유명 브랜드와 상표를 전통 민화풍으로 해석한 〈문

자도〉 시리즈를 보여주기도 했다. 대중적인 이미지를 동양

화에 녹여낸 손동현 작가는 과거와 현재, 동양과 서양, 대

중문화와 순수미술, 창작과 인용 등 늘 많은 이야깃거리를 

가져다주었다.

“전통적인 형식과 내용에 머물고 싶지 않았어요. 198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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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데뷔한 손동현 작가는 동양화에 

서구적인 대중문화 아이콘을 결합한 

작업을 시작으로 동양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해 왔다. 지난해 중국 

북송(北宋)의 화가 곽희(郭熙)의 

〈조춘도(早春圖)〉에서 영감을 받아 

〈이른 봄〉을 선보인 그는 최근 그림의 

재료를 주제로 한 3부작 개인전 ‘Ink On 

Paper’를 마무리했다. 한지 위에 퍼져 

나가는 먹의 파열처럼 동양화를 소재로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손동현 

작가를 만났다.

글. 편집실  사진. 주효상

1 
이른 봄 전시 전경. 

194×1300cm

(10폭), 종이에 먹, 

잉크, 아크릴릭 

잉크

먹으로 

그려내는

무한한 상상력

동양화가 

손

동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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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인 저는 제 또래들처럼 어려서부터 슈퍼히어로가 등장

하는 만화책을 즐겨 읽었고, 마이클 잭슨의 팬이었거든요. 

브랜드와 상표도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것들이죠. 대

중문화의 이미지나 브랜드 로고 등이 동시대의 일상적인 

소재라는 것에 착안해 전통적인 형식과 연결시켰어요.”

이후 손동현 작가는 끊임없이 진화해 왔다. 신선도(神仙

圖)나 불교회화의 사천왕도(四天王圖)에서 영감받은 듯한 

〈Master Correspondence〉에는 무협 판타지 소설 속에 등

장할 법한 이국적인 인물의 모습을 담았다. 인물화 다음은 

산수화였다. 〈배틀스케이프〉 시리즈를 통해 자신만의 시선

으로 산수를 표현해 냈던 그는 지난해 10폭짜리 대작 〈이

른 봄〉을 선보였다. 11세기 중국 북송의 대화가 곽희의 〈조

춘도〉를 본 그만의 느낌과 상상력을 표현해 낸 작품이다. 

그림의 재료에 주목한 ‘Ink on Paper’

“〈이른 봄〉 열 폭의 그림은 모두 〈조춘도〉 속 일부를 소재

로 합니다. 작업할 때 수많은 시각 이미지를 참고하는데 

〈조춘도〉의 경우 직접 제 눈으로 본 적은 없었지만, 곽희가 

자연을 바라보고 자기 방식으로 산수화를 그린 것처럼, 저 

역시 제 시선으로 바라본 〈조춘도〉를 제 방식대로 그려냈

어요.” 2 
〈3P06〉, 종이에 

먹, 탁본 먹, 194×

520cm(overall 

212×520cm), 

4 panels, 

2021-2022

3 
2022년 열린 

‘Ink on Paper III’ 

전시 전경. 종이에 

먹을 사용한 회화와 

화첩, 족자, 부채 등 

다양한 작품을 

설치했다.

4 
손동현 작가는

“그림을 그리며 한없

이 자유로웠던 과거

의 화가들처럼 자신

의 생각을 그림을 

통해 표현하고 싶다”

라고 말했다.

2

3

손동현 작가는 “산수(山水)라는 틀은 있었지만, 먹과 잉

크, 붓의 종류 등이 다양해 그것으로 재미있게 놀아보자

는 생각이 강했다”라고 전했다. 산수화를 그리고 있다는 

것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는 작가의 말답게 〈이른 봄〉은 

바라보는 이에 따라 추상화 혹은 그래픽 아트워크처럼 느

껴지기도 했다.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 〈이른 봄〉을 작업하면서 자연스럽

게 그림의 주제가 아닌 ‘재료’에 주목할 수 있었다. 2015년 

개인전 ‘Ink on Paper’에서 종이와 먹만 사용한 수묵 작품

을 선보였던 손동현 작가는 2020년 먹과 다양한 잉크를 

함께 사용한 작품을 주제로 한 개인전 ‘Ink on Paper Ⅱ’를

열었다. 전시회의 제목인 ‘Ink on Paper’는 재료 정보인 ‘지

본수묵(紙本水墨)’을 영어로 표기한 것이다. 여기서 그는 

동양의 먹[墨]처럼 채색과 필기에 이용되는 잉크를 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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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5

결합해 다양한 작품을 선보였다. 말풍선, 캘리그래피, 그래

피티 등 그동안 활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식도 적극적으

로 도입하며 또 다른 동양화의 변신을 보여주었다.

닮고 싶은 동양화의 자유로움과 익살

앞선 전시에서 먹과 잉크를 다뤘던 그는 최근 3부작 마지

막 전시 ‘Ink on Paper Ⅲ’에서 종이(Paper)를 주제로 삼았

다. 다양한 색의 잉크를 사용했던 이전 전시와 다르게 먹만 

사용하고 인물을 배제하며, 붓도 쓰지 않았다. 이번 전시

의 대표작인 〈3P06〉의 경우, 종이를 구겨서 산 모양을 만들

고 여러 방향에서 분무기로 먹물을 분사했다. 그 형태대로 

말린 다음 종이에 물을 뿌린 뒤 화판에 당겨 붙여 완성했

다. 입체적인 상태의 종이에 분사한 먹은 평면 위에서 봉우

리와 골짜기가 되었고, 평면 상태에서 필선(筆線)에 가까운 

분무와 스텐실 기법은 산세와 구름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유아용 레고인 듀플로 판을 탁본해 입체감을 더했다. 

종이를 주제로 한 만큼 화첩, 부채, 족자 등 종이의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준 작품도 있었다. 손동현 작가는 전시회를 

준비했던 모든 과정을 ‘놀았다’라고 표현했다.

“사군자와 더불어 문인들이 즐겨 그린 수묵산수화는 기법

에 얽매이거나 사물을 세부적으로 표현하려 하지 않았어

요. 오히려 종이 위에서 퍼지는 먹의 농담과 번짐, 다채로

운 먹색과 선을 자유롭게 그려냈습니다. 수묵산수화를 그

리고 놀았던 선조들의 마음처럼 이번 전시를 준비했어요.”

같은 작가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매번 색다른 작품을 

선보여 온 손동현 작가. 그러나 기존 동양화의 고정관념을 

깸과 동시에 현대를 사는 대중에게도 무한한 상상력을 품

게 하는 것은 한결같았다. 또 한 번 진화를 거듭할 그의 다

음 작품이 기다려지는 이유이다.

“늘 그랬던 것처럼 어떤 목표나 꿈보다는 그저 제가 다음

에 흥미를 가지는 소재로 새로운 작품을 보여드릴 것 같

아요. 그 옛날, 그림을 그리며 한없이 자유로웠던 과거의 

화가들처럼 저도 제가 가진 생각을 그저 자유롭게 나타

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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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인들을 사로잡은 

한국 도자

19세기 후반 서구인이 조선에서의 경험을 담은 책이나 확

인되지 않은 소문으로 한국 도자에 환상을 품었다면 20

세기 초에는 직접 한국을 여행하며 도자를 구입하기 시작

했다. 20세기 초 유럽에서는 아시아 여행이 붐을 이뤘는

데, 이때 한국 여행안내서는 도자를 꼭 사야 하는 물건으

로 묘사하고 있다. 조선 황제의 소장품이었던 15엔짜리 대

접이 오사카 경매에서 90,000엔에 팔렸다는 이야기를 전

하며 한국 도자 구매가 경제적 이득이 될 수 있음을 암시

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동양 미술에 대한 순수한 관심으

로 수집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영국인 오브리 르 블론드

(Aubrey Le Blond)는 여행 중 한국 도자를 수집한 대표적

인 수장가이다. 그가 동양 도자에 관심을 가진 것은 극동 

지역을 여행하면서부터이다. 1912년 르 블론드는 부인과 

함께 이집트에서 유람선을 타고 아시아 여행을 시작했다. 

그중 한국 여행 일정은 짧았지만, 홍콩에서 만난 아치볼드 

근대 영국의 

한국 도자 사랑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의 

르 블론드 컬렉션  

세계 속 우리 문화유산

새기다

1 2

3

1
르 블론드 한국 

도자 컬렉션을 연

구한 『Catalogue 

of the Le Blond 

Collection of 

Corean Pottery』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

2  
1914년 작성된 

르 블론드 한국 

도자 컬렉션의 기

증 관련 보고서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

1880년대까지 유럽의 동양 미술 수집가와 

연구자들은 ‘한국 도자는 실체가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매우 오래된 좋은 도자일 

것이다’라며 극과 극으로 판단했다. 1876년 

강화도조약 이후, 일본의 많은 다채(多彩) 

도자가 제물포를 통해 유럽으로 보내지면서 

한국 도자로 둔갑했고, 이에 따라 영국에서는 

1887년경까지 중국과 일본산 도자가 한국 

도자로 유통되었다. 한국이 일본 도자의 

원류로 알려지면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 

빚어진 현상이었다. 그러나 곧 일본의 현대 

도자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진정한 한국 도자의 

실체를 확인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글, 사진. 김윤정(고려대학교 문화유산융합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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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리 세이스(Archibald Henry Sayce) 교수의 조언으로 고

려시대 도자를 구입하기 위해 예정보다 긴 시간을 머물렀

다. 옥스퍼드대학교에서 언어학을 가르쳤던 세이스 교수는 

“미국과 일본 수집가들이 한국의 고려시대 도자를 수집하

기 시작했지만 아직까지는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할 수 있

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르 블론드의 부인 미세스 오브리가 1928년에 출판한 자전

적 저서 『Day in, Day out』에는 한국에서 도자를 구매한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부부에게 물건을 팔려는 

사람 중에는 관직에서 쫓겨난 전직 관료가 많았는데, 가장 

좋은 몇 점은 이들에게서 구매한 것이었다. 르 블론드는 

고려시대 도자는 무덤을 도굴해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 도굴꾼에게서 구매하는 경우

도 있었다. 일본 정부가 도굴을 금지하는 규제를 강화하면

서 도굴꾼은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했기 때문에 물건을 

비싸게 팔기 위해 기다리기보다 빨리 팔기를 원했다. 부부

가 직접 기차를 타고 특정 지역으로 이동해 도자를 구매

한 경우도 있었다. 한국인 판매업자가 안내하는 지역으로 

가면 농민들이 도자를 지고 와서 바닥에 펼쳐놓았고, 그

중 좋은 물건을 골라 가격을 흥정했다. 이렇게 구매한 한

국 도자는 대부분 고려청자였으며, 일부 조선시대 자기와 

중국 송, 원대 자기도 포함되어 있었다. 한국에서 도자를 

구매한 부부는 시베리아횡단 열차를 타고 영국으로 돌아

왔다.

한국 도자 연구의 기틀을 마련한 

르 블론드 컬렉션

르 블론드는 한국에서 구매한 도자 가격과 관련한 기록

을 남기지 않았지만 비싸지 않은 값을 치렀을 것으로 추정

된다. 그런데 그의 한국 도자 컬렉션은 가격보다 유럽에서 

한국 도자 연구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 더욱 중요한 의

의가 있다. 그는 여행 직후인 1914년 영국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에 한국 도자 컬렉션 기증을 의뢰했고, 전문적인 

연구가 이뤄지길 희망했다.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 큐레이터였던 와일드(C.H. 

3  
오브리 르 블론

드(Aubrey Le 

Blond)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

4  
르 블론드 부부가 

한국 여행 중 구매

한 조선 청화백자

와 고려 철화청자 

ⓒMrs. Aubrey 

Le Blond, 『Day 

in, Day out』

5
1887년에 발표

된 영국 논문에

서 한국 도자 컬

렉션으로 소개된 

일본 현대 도자

(Madeline Anne 

Wallace Dunlop, 

‘KOREAN WARE’, 

THE MAGAZINE 

OF ART)

Wylde)는 르 블론드의 한국 도자 컬렉션을 조사한 후, 당

시에는 접할 수 없었던 새롭고 다양한 종류의 한국 도자

가 매우 중요하고 흥미로운 전시가 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박물관은 1918년 르 블론드의 한국 도자 컬렉션을 

연구한 『Catalogue of the Le Blond Collection of Corean 

Pottery』를 출판했다. 카탈로그에는 통일신라 도기, 고려

청자, 중국 송・원대 도자 등 총 143점이 사진과 함께 실려 

있다.

카탈로그는 1장은 독창적인 한국 도자, 2장은 한국과 중

국 중 기원이 불분명한 자기, 3장은 고려에 수입된 중국 자

기로 나누어 구성했다. 한국에서 발견한 다양한 도자와 

관련한 학술적인 접근을 시도했고, 박물관의 동양 도자 

큐레이터였던 버나드 래컴(Bernard Rackham)이 집필을 

담당했다. 르 블론드의 한국 도자 컬렉션 카탈로그는 유럽

에서 한국 도자를 대상으로 한 최초의 전문 서적으로 20

세기 전반 유럽의 한국 도자 연구자들에게 필독서가 되면

서 학문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쳤다.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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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자연유산

새기다

자연, 그 자체를 중시하는 한국의 정원

한국의 정원은 인위성을 최대한 배제한다. 자연경관을 주

로 삼고 인공 경물은 그저 거들 뿐이다. 인공물을 첨가한다 

하더라도 자연을 더욱 즐기기 위함이 그 목적이었다. 계절

에 따라 낙엽이 지고 꽃이 피기도 하는 활엽수를 주로 사

용하고, 물의 흐름을 새롭게 설계하기보다는 기존의 계류

를 거의 그대로 활용한다. 이처럼 자연의 섭리를 따르고자 

하는 철학을 여실히 드러냈으며, 자연 그 자체의 아름다움

을 중시했던 선조들의 미적 취향을 느낄 수 있다.

1

자연을 품은 

한국의 전통정원, 기후변화 대응이 필요하다

한국의 정원은 ‘자연주의’라는 특징을 지녔다. 

꾸미되 꾸미지 않은 듯한 자연 그대로의 모습에 

약간의 손질만 더한 서정미가 녹아있다. 한국의 

정원이 날로 심해지는 기후변화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다.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탄소 중립을 실현할 

방법을 연구하며 기후변화에 대처할 방안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글. 김승민(디자인 봄 대표)   자료. 천연기념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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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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유산을 알아보고 이를 보존할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본다.

1 
명승 광한루원.

호수에는 지상의 

낙원을 상징하는 

연꽃을 심고, 견우와 

직녀가 은하수에 

가로막혀 만나지 

못하다가 칠월칠석

날 단 한번 만난다는 

사랑의 다리 

‘오작교’를 연못 위에 

설치했다. 한국 정원

의 가장 대표적인 

다리이다.

ⓒ이미지투데이

2
명승 담양 소쇄원은 

우리나라 선비의 

고고한 품성과 

절의가 엿보이는 

아름다운 정원으로, 

조선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정원이다.

ⓒ이미지투데이

2

이 같은 이유로 점점 심각해지는 기후변화는 전통정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크게 정원의 안과 밖에서 

영향을 주고받을 수량, 수질, 바람, 토양, 미기후, 동식물의 

서식환경에 의한 식생의 변화는 시설물들의 도입에도 영향

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통정원에서의 다양한 소재들의 

퇴화, 이탈, 소멸, 천이 등의 과정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을 

염려하게 한다. 전통정원의 소재 쓰임과 형태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다.

전통정원을 이루는 다양한 요소 가운데 으뜸은 식물이다. 

선조들은 자신의 사상과 이념을 표현할 수 있는 식물을 선

정해 정원에 도입했고, 이에 따라 식물은 시대적으로 다양

한 의미와 연계성을 갖는다. 그러나 기후변화로 정원 식물

의 서식환경이 변화하면서 일부 종은 멸종에 이르거나, 특

정 식물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증식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정원 안에서 에너지 소비를 줄일 방법은 무엇인가?

정원의 주요 재료인 식물은 채취 및 육종에 의한 종자 생산

과 육묘를 위한 파종, 병충해와 양분관리, 수분과 온도관리 

등의 재배과정을 거쳐 정원에 심어진다. 이렇게 심어진 정

원 식물은 성장을 거듭해 계절에 따라 꽃을 피우고, 다양

한 생물이 함께 어우러지는 작은 생태계로 변모한다. 그리

고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정원 식물을 마주하

며 아름다움을 넘어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낀다. 식물의 식

재 과정에서 에너지 소비가 이뤄짐에도 정원을 가꿀 가치

가 충분한 이유다. 아름다운 전통정원을 보다 건강하게 유

지하기 위해서는 식물을 정원에 식재하고 관리하는 과정에

서 발생하는 에너지 소비를 줄일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다. 

자연 상태의 농경지인 노지에서 생산된 식물을 사용하거

나, 정원과 가까운 곳에서 생산된 식물을 식재한다면 운반

에 따른 화석연료의 소비를 감소시킬 수 있다. 정원 내 식물

의 기후 적응력을 높인다면 별도의 온도관리가 필요 없어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생태발자국(Ecological Footprint)은 인류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도록 한 환경 지표로 인간이 전 생애에 소

비하는 자원의 양을 그 자원 생산에 필요한 땅 면적으로 

환산한 것이다. 우리가 정원 내 꽃을 즐기고 생산할 때 천연

에너지를 이용하거나, 최소의 에너지원만 투자한다면 생태

발자국을 줄여 진정한 탄소 중립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정원은 흙, 바람, 햇볕, 물길 등에 따른 환경에서 찾

고자 했다. 잘 조성되었다고 꼽을 수 있는 정원은 간결하면

서도 계절의 변화를 주는 정원으로 특히 겨울에 좋아야 사

계절 내내 보기 좋은 정원으로 여겨진다. 겨울정원에 꽃이 

있어서가 아니다. 봄이 되면 땅속에서 나타나 줄 식물을 상

상하는 즐거움, 나목의 형태가 흰 눈과 바람, 햇살이 비추

는 회화정원, 그래서 에너지 소비가 적은 정원이 좋다. 시기

별 영양제가 필요하다거나, 병충해에 약한 식물은 그만큼 

여러 부분에서 에너지 사용량도 많아진다. 봄정원, 여름정

원, 가을정원 순으로 계획할 때 사계절이 있는 우리나라는 

정원의 틀을 겨울정원에서 완성된다. 이렇듯 겨울정원은 노

지에서 식물이 견뎌낼 수 있고, 사용에너지가 필요 없는 정

원이야말로 친환경적이고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정원이라 

할 수 있겠다. 자연과 정원을 아낀다면 기후변화를 멈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아름다운 우리의 전통정원을 오래 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하다. 그 옛날, 자연과 동화

되길 바라며 정원을 가꾸던 선조들처럼 우리 역시 자연의 

일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중앙아시아 내륙 고원지대에 우뚝 솟아 동서로 연결된 

알타이산맥은 그 길이가 2,000km에 달하며 예로부터 

중앙아시아 여러 민족의 고국(故國)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 알타이의 깊은 협곡은 수천 년 동안 동서 문화교류의 통로가 

되었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은 몽골 과학아카데미 

고고학연구소와 ‘문화유산 연구 교류 협력’ 약정을 체결하고, 

2009년부터 우리 역사・문화 관련 고대 문화 네트워크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다. 

글, 사진. 남상원(국립문화재연구원 고고연구실 학예연구사)

대자연 속에서 마주한 고대 유목 문화

조사지역은 몽골 최서단 바양울기(Bayan Ulgii) 아이

막에 소재한 해발 3,300m 시베트 하이르한(Shiveet 

Khairkhan)산에 위치한다. 나무 하나 없이 삭막한 바위산

에 둘러싸인 광활한 초원 속에는 한・몽 공동 발굴조사단

과 우리가 조사할 무덤, 그리고 가끔 지나가는 양떼와 유

목민이 전부였다. 과연 이곳에 사람이 살 수 있었을까 의

구심이 들었지만, 무덤 속에서 확인한 고대 유목민과 그들 

삶의 단편을 보여주는 유물을 마주할 때면 경이로우면서

도 무거운 마음이 들었다. 

조사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차에 걸쳐 이루어졌으

며, 대상은 스키타이 중 하나인 파지릭(Pazyryk) 문화의 

무덤 7기(기원전 4세기~기원전 2세기)와 선비 시기 무덤 7

기(기원후 1~3세기) 였다. 조사 결과 당시 이 지역 고대 유

목민의 무덤 축조 방식, 피장자의 매장 방식, 장례의식, 사

망원인, 생산기술, 교역 양상 등 과거 다방면의 인간 행위

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그 외에도 출토 인

골의 DNA 분석, 안정동위원소 분석을 통한 식생활 분석, 

동물 유체의 동물 고고학적 분석, 복식 보존처리 등 다양

한 과학적 연구를 병행해 고대 유목문화를 생생하게 복원

하고자 했다.

파지릭 문화 무덤은 돌을 쌓아 만든 적석묘이다. 평면 형태

는 원형으로 작은 것은 지름 5m에서 큰 것은 18m까지 차

고대 동서 
문화교류 주역들의
흔적을 찾아서

몽골 알타이 시베트 
하이르한 유적

알면 신기한 발굴이야기

새기다

1

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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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몽골 알타이 

시베트 하이르한 

유적 전경

2 
선비시기 

무덤 4호에서 

출토된 반미라 

상태의 인골

3 
파지릭 문화 무덤 

9호의 매장주체부. 

출토 인골의 두개

골에 구멍이 뚫려 

있다.

4 
파지릭 문화 

무덤에서 출토된 

목제 금박 장식품. 

황금을 지키는 상

상의 동물 그리핀

의 머리가 장식되

어 있다.

이가 있다. 석재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큰 돌을 이

용했으며, 적석 높이는 약 1.5m로 그리 높지 않다. 매장주

체부(시신이 있는 자리)는 지표에서 2~3m 가량의 지하에 

위치하며, 석관, 목곽, 통나무관 등을 다양하게 사용했다.

발굴조사로 확인한 흥미로운 옛 이야기

몇 가지 흥미로운 내용을 소개하자면 파지릭 문화 피장자

는 대부분 전투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출토

된 인골을 살펴보면 두개골이 뾰족한 도구에 뚫린 경우도 

있고, 무슨 연유인지 인골 일부가 훼손되어 적석부로 올라

와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인골 DNA 분석 결과, 동아시아에

서 보이는 유전정보와 유럽 지역에서 보이는 유전정보가 

함께 검출되어 동서문화 교류의 주역다운 유전적 다양성

도 확인되었다. 한편 안정동위원소 분석을 통해 소, 양, 염

소의 낙농을 통한 생계경제가 있었고, 인근의 호수 낚시를 

통한 담수어 섭취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유물로는 황금을 

지키는 상상의 동물 ‘그리핀(griffin)’ 머리가 장식된 목각 

짐승이 출토되었다. 이는 2,500년 전 그리스 헤로도투스의 

『역사』에 “알타이 지역에는 황금을 지키는 그리핀이 있다”

라는 기록과 부합하는 양상이다. 

한편 선비시기 무덤은 지름 3~5m의 평면 타원형의 작은 

적석 무덤으로 3~4기가 군집을 이루고 있었다. 4・5・6호 

무덤 내부에서 완전한 형태의 인골이 한 구씩 출토되었는

2 3 4

데, 일부 피장자가 미라 상태로 발견되어 놀라웠다. 반미

라 상태인 4호 주인공은 35~40세, 신장 170cm 정도의 

남자로 대머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5호 주인공은 연령

은 알 수 없었지만 역시 반미라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여

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장이 168cm 정도로 매우 컸다. 그

리고 퇴색된 머리카락과 겨드랑이 체모 일부가 확인되었

는데, 복장으로 보아 상류층임에도 불구하고 고지대의 

척박한 삶을 반증하듯 건강 상태는 좋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라는 의도적으로 시신의 부패 방지를 위

해 별도의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 춥고 건조한 환경에 기

인한 것으로 보였다. 착용하고 있었던 염습용 끈과 직령

의(깃이 곧고 소매가 넓은 상의), 동물털로 짠 직물에 부

착된 은 장신구 등이 확인되어 고대 선비족의 수의(壽

衣)까지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를 제공했다. 한편 선비

시기 3호 무덤에서는 주로 대만 동남해안~한반도 남해

안에 서식하는 개오지(cowry, 카우리)라는 조개껍데기

가 확인되어,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물질문화 교류가 있

었음을 알 수 있었다.

현대 문명과 완벽하게 차단된 알타이 대자연 속에서 고

대 유목민을 마주할 수 있었던 이번 조사는 필자에게 평

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다. 한・몽 양국을 대표하여 수

행하는 공동 프로젝트가 앞으로 세계 문명 교류사를 밝

히는 데 많은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 



인녕부명분청사기 속에 숨겨진

조선 초기 왕실 이야기

궁궐 안 여러 관사에서 사용한 분청사기에는 

왕실부를 포함한 각 관사의 사호(司號)가 

표기되었다. 공납자기를 생산한 가마터와 이를 

사용한 궁궐 영역에 대한 발굴에서 공안부, 인수부, 

경승부, 인순부, 덕녕부가 표기된 분청사기가 다수 

확인되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태종비 원경왕후의 

중궁부와 대비부인 인녕부가 표기된 분청사기는 

단 한 점뿐이다. 이는 조선 초기 원경왕후의 

중궁부와 대비부로 존재했던 인녕부와 관련된 

『조선왕조실록』의 내용과 부합하는 실증자료로서 그 

의의가 크다.

글, 사진. 박경자(청주국제공항 문화재감정관실 문화재감정위원)

왕실 성원을 관장하는 여러 왕실부

태조 이성계 다섯째 아들인 이방원은 1400년 1월 제2차 

왕자의 난에서 승리한 직후 왕세자로 책봉되었다. 또 그해 

11월 정종이 왕위를 선위하자 조선의 제3대 왕으로 즉위

했다. 이로써 당시 조선 왕실에는 국왕인 태종과 왕비 원

경왕후 민씨 외에 1398년 9월 정종에게 왕위를 선위한 태

상왕(태조 이성계), 상왕(정종 이방과), 왕대비(정종비 정안

왕후 김씨)가 모두 존재하게 되었다.

왕실 성원들의 지위는 새로운 국왕의 즉위와 함께 바뀌었

는데 성원마다 별도의 부(府)를 개설해 부주(府主)의 복

식 관리와 음식 제공, 재화에 관한 일을 관장하게 했다. 조

선의 왕실부는 태조 이성계가 즉위한 직후에 문무백관의 

관제를 정할 때 신덕왕후 강씨의 중궁부로 경흥부를 설치

한 이래 정종의 즉위 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조선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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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기록을 살펴보면 1400년 2월 이방원의 세자부로 인

수부가, 같은 해 6월에는 태조의 상왕부로 승녕부가 설치

되었다. 또 태종이 즉위한 후, 상왕이 된 정종을 위해 공안

부가 설치되었고, 승녕부는 태상왕부가 되었다.

대비, 왕비와 관련된 왕실부에는 태조비 신덕왕후의 중궁

부인 경흥부, 태종비 원경왕후의 중궁부이자 후에 대비부

가 된 인녕부가 있다. 정종비 정안왕후 김씨의 중궁부는 

『조선왕조실록』에 관련 기록이 없어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태종 즉위로 정종은 상왕이 되었고 정안

왕후 김씨는 상왕대비(上王大妃)가 되었다. 이후 1405년

에 상왕대비의 공상을 담당한 공상별진사를 없애고 이를 

상왕부인 공안부에서 함께 담당하게 한 조치가 취해졌기 

때문에 정종비 정안왕후의 중궁부와 대비부는 별도로 설

치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정종 비(妃) 정안왕후와 달리 태종 비 원경왕후 민씨의 중

궁부인 인녕부는 왕비[靜妃]로 봉하는 책봉례가 있기 두 

달 전 태종이 왕위에 오른 당일 설치되었다. 1400년 11월 

11일에 정종은 태종에게 왕위를 선위했고, 11월 13일 정종

의 상왕부로 공안부(恭安府)가, 태종비 원경왕후의 중궁

부로 인녕부가 설치되었다. 이 내용은 『태종실록』이 아닌 

『정종실록』에 실려 있는데 ‘주상을 높여 상왕을 삼고, 부

를 세워 공안부라 하고, 중궁의 부를 인녕부라 하였다’라

는 기록 중 ‘중궁’을 상왕이 된 정종비로 오역함으로써 인

녕부는 오랫동안 정안왕후 김씨의 중궁부로 잘못 알려지

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국왕으로 즉위하여 왕위를 선위한 

선왕(정종)을 상왕으로 높이고, 세자빈을 왕비로 책봉하고 

중궁의 부(府)를 설치할 수 있는 주체는 태종이다. 또 훗날 

세종의 즉위로 모후인 원경왕후는 대비가 되었고 세종은 

원경왕후의 중궁부였던 인녕부를 예전대로 대비전(大妃

殿)에 소속시키는 조치를 취한다. 이는 인녕부의 부주(府

主)가 태종비 원경왕후 민씨임을 알려주는 내용이다.

그림으로 전해진 단 한 점의 인녕부명분청사기

왕실 성원인 태상왕, 상왕과 상왕대비, 국왕과 왕비, 세자와 

세자빈은 원칙적으로 궁(宮) 안의 각 전(殿)에 거주하며 그 

1 
동양도자

연구소 간행물 

『도자(陶磁)』 

10권 3호에 실린 

인녕부명분

청사기(仁寧府銘

粉靑沙器) 관찰 

내용과 도면 

45

위계에 맞는 일상생활을 영위했다. 이때 앞서 설명한 여러 

왕실부 관사는 필요한 물자를 지방 군현에서 상납하는 공

물로 충당하며 왕실 성원의 생활을 도왔다. 각종 현물로 조

달되는 공물에는 자기와 도기가 포함되었고, 태종과 세종

의 재위 기간 궁궐 안 여러 관사에서 사용한 분청사기에 왕

실부를 포함한 각 관사 사호(司號)가 표기되었다. 

왕실부 사호에는 상왕부인 공안부, 인수부, 덕녕부 그리고 

세자부인 경승부, 인순부가 있고, 중궁부인 인녕부가 있다. 

지금까지 공납자기를 생산한 가마터와 이를 사용한 궁궐

영역에 대한 발굴에서 공안부, 인수부, 경승부, 인순부, 덕

녕부가 표기된 분청사기가 다수 확인되었다. 그러나 태종

비 원경왕후의 중궁부와 대비부인 인녕부가 표기된 분청

사기는 단 한 점이 알려졌으나 실물은 전하지 않고, 세종

비 소헌왕후의 중궁부인 경창부가 표기된 예는 확인된 바

가 없다.

인녕부명분청사기(仁寧府銘粉靑沙器)는 일제강점기 경성, 

당시 서울에 있었던 일본인 가사이 슈이치로가 그 존재를 

알렸다. 그는 1938년 4월 한 골동품 가게에서 파편이지만 

안쪽 바닥에 ‘인녕부(仁寧府)’ 석 자가 상감된 분청사기를 

발견하고 구매하려 했으나 가격이 너무 비싸 결국 실패했

다. 그러나 그 세부를 자세히 관찰하고 내용과 도면을 동

양도자연구소가 간행한 『도자(陶磁)』 10권 3호에 ‘三島手

の一つの銘款’라는 짧은 글로 게재했다. 그림으로 남은 인

녕부명분청사기는 『조선왕조실록』 속 원경왕후의 중궁부

와 대비부로 존재했던 인녕부 내용과 부합하는 실증자료

로서 그 의의가 크다.

한편 왕비는 왕실의 대를 이어야 하는 국왕의 아내이자 다

음 국왕의 모후(母后)이고, 내명부 전체를 통솔하는 공적인 

책무가 막중한 존재이다. 그럼에도 공식적으로 중궁부로 

설치되었던 원경왕후의 인녕부가 표기된 분청사기가 단 한 

점만 알려졌고, 소헌왕후의 경창부가 표기된 분청사기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태종의 집권 초기 절대왕권의 

확립 과정에서 외척인 여흥 민씨와 청송 심씨 가문이 멸문

의 화를 당함으로써 정치적인 위상은 물론이고 한없이 불

행했던 두 왕비의 운명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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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기 철도교통의 역사를 품은 터우5형 증기기관차 700호와 대통령 

전용 디젤전기동차, 협궤 디젤동차 163호, 협궤 객차 18011호가 

문화재로 등록됐다. 네 유물 모두 1900년대 만들어져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매우 크며, 의왕시에 자리한 철도박물관에서 만나볼 수 있다.

정리. 편집실   자료. 근대문화재과  

근현대 역사 품은 

철도차량 4건,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
등록일: 2022. 4. 7.

국내 기관차 중 가장 오래된 

‘터우5형 증기기관차 700호’

‘터우’는 텐 휠(Ten Wheel)의 준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터우형 증기기관차는 바퀴가 10개(전륜 4개, 동륜 6개, 

후륜 0개) 있는 증기기관차를 통칭하는데 모두 6개 형

식이 존재했다.

터우5형 증기기관차 700호는 1914년 미국 아메리칸 로

코모티브사에서 제작해 들여와 1919년 서울의 용산공

작창에서 조립했다. 이후 1935년까지 15년간 경부선, 경

의선, 호남선, 경전선, 평원선, 만포선 등 전국적으로 운

행했으며 여객열차, 화물열차 등 모든 열차를 연결해 수

송했다. 조선총독부는 1935년 서울 용산철도학교에 철

도박물관을 설치하면서 터우5형 증기기관차 700호를 

옮겨와 교육용으로 활용했다. 증기기관차의 원통형 부

분의 겉면과 내부를 모두 단면 절개해 내부를 노출 시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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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 증기기관차의 구조와 작동원리를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80년 이상 철도인 양성을 위한 교육사

적 자료로 활용된 터우5형 증기기관차 700호는 1986년

부터 경기 의왕시 철도박물관 옆 한국교통대학 야외에 

전시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증기기관차이자 유

일한 터우형 증기기관차로 1927년 터우6형 증기기관차

를 국산화하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한 것으로도 평가받았

다. 또한 1935년 식민지 상황에서 증기기관차와 철도에 

관한 일제와 우리 사회의 인식의 일단을 엿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철도 유산이다.

근현대사를 함께 달린  

‘대통령 전용 디젤전기동차’

대통령 전용 디젤전기동차는 1969년 4월 일본에서 제

작해 들여온 것으로 1969년 11월부터 2001년 4월까지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등 6명의 

전직 대통령이 이용했다. 국가원수의 의전 차량으로 대

통령 집무실(회의실 겸용), 침실, 주방, 식당, 샤워실, 화

장실, 수행원실 등 일반 열차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

별한 모습을 갖추었다. 대통령 전용 열차로 이용되다가 

2001년 운행을 중단한 이후 시흥차량사업소에서 보관

했고 2014년부터 철도박물관 야외에서 전시하고 있다. 

대통령 전용 디젤전기동차는 한국 현대 정치사와 철도

사, 문화사에서 매우 의미 있는 유산이자 그 활용도 역

시 큰 가치를 지녔다.

시민들의 발이 되어 준 

협궤 디젤동차 163호와 협궤 객차 18011호

협궤 디젤동차 163호와 협궤 객차 18011호는 수원~여

주 구간 수여선과 수원~인천 구간 수인선을 운행한 차

량이다. 수여선은 1930년 12월 개통해 1972년 3월까지, 

수인선은 1937년 7월 개통해 1995년 12월까지 운영했

는데 두 노선 모두 일제강점기의 수탈, 지역주민의 일상

의 애환이 가득한 철도 노선이었으며, 그중에서도 수인

선은 1970~1980년대 낭만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협궤(狹軌)란 궤간의 폭이 표준기준인 1,435mm보다 좁

은 것을 의미한다. 그 당시 수인선과 수여선은 765mm

의 좁은 궤간으로 건설되어 철도차량도 협궤용 철도차량

으로 운영되어야 했다. 협궤 디젤동차 163호는 1965년 국

내에서 제작해 수여선과 수인선에서 1995년까지 운행했

는데 협궤 디젤동차로서 유일하게 남아 있다. 협궤 객차 

18011호 역시 1965년 국내에서 제작되어 1987년까지 협

궤 증기기관차나 협궤 동차에 연결해 수여선, 수인선을 오

갔다. 두 열차 모두 국내에서는 찾기 힘든 협궤철도에서 

운영되던 것으로 현존하지 않는 철도차량 형식이자, 수인

선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으로 이용되며 철도사뿐 아

니라 생활사, 문화사 측면에서도 큰 가치를 지닌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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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문화재청

새기다

문화재에서 ‘국가유산(國家遺産)’으로 문화재에서 ‘국가유산(國家遺産)’으로 
60년 만에 가진 새로운 이름60년 만에 가진 새로운 이름

결의문 전달 기념촬영

것에서 제작한 사람과 시기, 방법 등 역사와 정신적 가치로 

확장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

에 따른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를 60년 동안 고수하여 왔

다. 이는 1950년 제정된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을 대부분 원

용한 것이다. ‘문화재’라는 통칭을 사용하는 국가는 일본과 

우리나라뿐이며, 문화‘재(財)’라는 명칭이 과거 유물에 재화

적 성격이 강한 점, 천연기념물(동식물・지질) 등 자연물과 

무형문화재인 사람을 문화재로 지칭하는 것이 부적합하다

는 점, 국제기준인 유네스코 분류체계와 상이하다는 점 등

이 극복해야 할 문제로 꾸준히 제기됐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의 결의문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

여 ‘문화재’를 ‘유산’ 개념으로 변경하고 국가유산 체제로 전

면 전환할 것이다. 또한 국민 친화적, 포괄적 미래가치 보호

에 적극적으로 나서 국가유산기본법을 필두로 관련 체제를 

정비할 방침이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60년간 법률・행정 용어

로 폭넓게 쓰여온 ‘문화재(文化財)’라는 용어와 개념이 ‘국

가유산(國家遺産)’으로 대체된다. 유형・무형문화재 등으로 

나누던 분류체계도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개

편된다. 문화재위원회와 무형문화재위원회는 4월 11일 국립

고궁박물관에서 회의를 열어 ‘국가유산’을 중심으로 하위

에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을 두는 개선안과 용어・

분류체계 개선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문화재청에 전달했

다. 이에 문화재청은 하반기에 개선안을 반영한 국가유산

기본법안 마련 등 관련 법령 제정과 체제 개편에 나설 계획

이다.

개선안은 다양한 유산을 통칭하는 용어로 ‘국가유산’을 선

택한 것이 핵심이다. 국가유산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상

응하는 개념으로 한 국가의 총체적 유산을 뜻한다. 국보・

보물 등 지정문화재 지정기준도 오래된 것, 귀한 것, 유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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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문화재

새기다

1

 철원상노리지경다지기(鐵原上路里地硬다지기) / 민속관

소재지 강원 철원군 동송읍 상길성길 51-15

지경다지기는 집을 지을 때 집터를 다지는 작업을 말한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 함께하는 협동노동으로, 재앙을 쫓고 축복하는 의식이 담겨 있다. 

상노리지경다지기는 터다지기의 단순한 의미를 넘어 전통적인 농경사회

의 생활에서 유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철원군 동송읍 상노2리에 민속관

과 놀이마당이 조성되어 있다.

문의 철원군 관광경제과 033-450-4921

화천 위라리칠층석탑(位羅里七層石塔)

소재지 강원 화천군 하남면 춘화로 3370 (위라리)

고려시대 옛 절터에 남아 있는 7층 석탑이다. 기단부재, 탑몸돌, 지붕돌 

등이 사방에 흩어져 있던 것을 수습하여 다시 세운 것으로, 지붕돌과 탑

신의 1·2·3층의 몸돌은 원래의 것이고 4층 이상의 몸돌은 1975년 복원

할 때 보충한 것이다. 국보 남계원칠층석탑과 매우 비슷한 양식과 수법을 

보이고 있어 두 탑의 제작연대가 비슷한 시기일 것으로 보인다.

문의 화천군 문화체육과 033-440-2549

2

강원도 지역의

시도유·무형문화재 정리. 편집실  자료, 사진.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외

10
삼척

영은사팔상전

화천 
위라리칠층석탑

2



고성 청간정(淸澗亭)

소재지 강원 고성군 토성면 동해대로 5110 (청간리)

청간천 하구 언덕에 위치한 조선시대 정자로 관동팔경 중 하나이다. 처음 

지은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중종 15년(1520) 군수 최청이 고쳐 세웠다는 

기록으로 보아 그 이전에 세워진 것으로 생각된다. 앞면 3칸·옆면 2칸의 

규모이며, 지붕은 옆면이 여덟 팔(八)자 모양인 팔작지붕의 누각형식 정

자이다. 

문의 고성군 관광문화체육과 033-680-3365

3

7 8 9 10

4

춘천향교(春川鄕校)

소재지 강원 춘천시 삭주로 21(교동)

임진왜란 때 불탄 것을 선조 27년(1594)에 다시 지었다. 그 후 여러 차례

의 수리가 있었으며, 한국전쟁으로 불탄 것을 1960년에 복원했다. 지금 

남아있는 건물은 대성전과 명륜당·장수루·동재·서재·동무·서무·내삼

문 등이다. 명륜당은 학생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강당으로 교화의 원천이 

되었다. 『수춘향약』 등 향토사연구에 귀중한 책들을 소장하고 있다.

문의 춘천시 문화콘텐츠과 033-250-3086

5

속초김종우가옥(束草金宗友家屋)

소재지 강원 속초시 도문동 1190번지

18세기 중엽에 건립되었다고 전해진다. 안채와 행랑채 그리고 부속 창고

로 이루어지며 집의 본채인 안채는 온돌 중심의 겹집에 마루가 도입된 ‘ㄱ’

자 형태이다. 팔작지붕의 5량가 짜임새이며 평면 배치는 우측에 부엌이 있

고 전열에는 마루 2칸과 사랑방이 놓이고 후열에는 안방, 뒷방, 뒷사랑이 

있다. 자연석 쌓기 기단과 투박하게 다듬은 목재는 독특한 멋을 낸다.

문의 속초시 교육문화체육과 033-639-2958

6

홍천 수타사대적광전(壽陀寺大寂光殿)

소재지 강원 홍천군 동면 수타사로 473 (덕치리)

수타사는 신라 성덕왕 7년(708)에 세워 일월사로 불렸다고 전한다. 조선 

선조 2년(1569)에 현 위치로 옮겨 지으면서 수타사(水墮寺)로 이름을 바

꾸었다. 임진왜란 후 폐허로 남아 있던 것을 인조 14년(1636) 공잠대사가 

대적광전을 다시 짓고 이후 차례로 건축물을 중건하여 지금의 모습을 갖

추게 되었다. 

문의 홍천군 문화관광과 033-430-2424

정선강릉부삼산봉표(旌善江陵府蔘山封標)

소재지 강원 정선군 정선읍 회동리 산1번지

봉표란 나라에서 일정한 곳의 출입을 금지하는 경계표로 이 비는 정선군 

정선읍 회동리에서 평창군 진부면 장전리로 넘어가는 고개 정상에 자리

하고 있다. 예부터 이 지역은 인삼과 산삼이 많이 나는 곳으로 삼을 캐려

는 사람들의 손길이 빈번했다. 이에 나라에서 삼의 주산지가 훼손되는 것

을 막기 위해 비를 세워 출입을 금하도록 했다.

문의 정선군 문화관광과 033-560-2564

횡성풍수원천주교회(橫城豊水院天主敎會)

소재지 강원 횡성군 서원면 경강로유현1길 30 (유현리)

원래 이곳은 조선 고종 3년(1866) 병인양요로 천주교 탄압이 심해지자 

신도들이 피난처로 삼아 모여 살던 곳이다. 고종 27년(1890) 프랑스인 

르메르 신부가 1대 신부로 부임해 초가 20칸의 본당을 창설했다. 고딕 건

축 양식으로 앞면에는 종탑부가 있고 출입구는 무지개 모양으로 개방되

어 있다. 지붕에는 두꺼운 동판을 깔았고 내부에는 기둥이 줄지어 있는

데 벽돌 기둥처럼 보이게끔 줄눈을 그려 넣었다.

문의 횡성군 기획감사실 033-340-2223

강릉학산오독떼기(江陵鶴山오독떼기) / 전수관

소재지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학산리 628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학산리를 중심으로 강릉지방에 전해 내려오는 민요

이다. 언제부터 불렸는지 확실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문헌에 따르면 신라

시대부터 마을마다 즐겨 부르던 농요로 농사의 전 과정을 순서대로 담았

다. 어느 원님이 학산마을 왕고개라는 고개를 넘다가 학산리에서 부르는 

오독떼기의 농요를 듣고 어찌나 좋았던지 향청으로 불러 노래를 시킨 후 

상을 주었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

문의 강릉시 문화예술과 033-640-5118

삼척영은사팔상전(三陟靈隱寺八相殿)

소재지 강원 삼척시 근덕면 궁촌길 1162 (궁촌리)

영은사는 통일신라 말에 범일조사가 지은 절로 기록에 따르면 팔상전은 

조선 인조 19년(1641)에 지었다고 한다. 앞면 3칸·옆면 2칸의 규모이며, 

지붕 옆면이 사람 인(人)자 모양인 맞배지붕이다. 앞쪽은 겹처마이고 뒤

쪽은 홑처마로 되어 있는데, 뒤쪽의 덧서까래를 앞쪽보다 길게 하여 건물

의 균형을 맞추고 있다. 또 지붕 옆면에 방풍판을 달았는데, 모서리를 서로 

다르게 하여 균형을 이루고 있어 특이하다.

문의 삼척시 문화공보실 033-570-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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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가 있는 풍경

사적

순천 낙안읍성 

(順天 樂安邑城)

전라남도 순천시 낙안면에 자리한 

낙안읍성은 조선시대 대표적인 

지방계획도시이다. 그 이름은 ‘대지와 

사람이 두루 평안하다’라는 의미의 

‘낙토민안(樂土民安)’에서 유래했지만,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가운데 

분지형의 드넓은 평야가 발달해 있어 

조선 초기 왜구의 침략을 자주 받았다.

왜구의 침입 피해를 막기 위해 

조선 태조 6년(1397)에 처음 성을 

쌓기 시작했고, 『세종실록』에 따르면 

1424년부터 여러 해에 걸쳐 돌로 

성을 쌓아 규모를 넓혔다. 총 길이는 

1,410m로 동·서·남쪽에는 성안의 큰 

도로와 연결된 문이 있고, 적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 성 일부분이 

밖으로 튀어나와 있다.

낙안읍성은 조선시대 석성과 객사, 장터, 

민가 등이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그 당시 생활풍속과 문화를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90여 가구, 200명 

이상의 주민이 생활하고 있다.
사진. 김홍기 

600여 년 전 

과거와 현재가

함께 거니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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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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표지 

이야기

국가무형문화재 하회별신굿탈놀이에 

등장하는 초랭이탈과 양반탈을 쓴 

두 사람이 공연장으로 향하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양반탈을 쓴 사람 

손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가면극 

기록이 담긴 『삼국사기』가 들려있고, 

초랭이탈을 쓴 사람은 자신들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기록한다. 세대를 

거듭해 이어온 하회별신굿탈놀이와 

한민족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한복처럼 

선조들의 지혜와 슬기로움은 

앞으로도 영원히 전승될 것이다.

세대를 넘어 

전승될

탈놀이의 매력

왼쪽 QR코드를 찍으면 표지 
이미지를 모바일 배경화면으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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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아티스트이다.

세
대
를 

거
듭
한    

슬
기
로
움



독자설문조사

독자설문을 작성하여 15일까지 보내주시면 

여섯 분을 선정해 정해진 상품을 보내드립니

다. 설문 응모는 아래의 QR코드 또는 독자엽

서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4월호 바로잡습니다

•  13쪽 ‘인조 즉위년에’를 ‘인종 즉위년에’로 

수정합니다.

•  17쪽 국내 마애불 중 가장 오래된 것은 국

보 태안 동문리 마애삼존불입상로 본문 ‘국

내 마애불 중 가장 오래되고 조각미가 뛰어

나다’를 ‘뛰어난 조각미를 엿볼 수 있다’로 

수정합니다.

•  23쪽 ‘반대로 앞 벽에 있는 아래 창은 작고 

위 창은 크다’를 ‘반대로 앞 벽에 있는 아래 

창은 크고 위 창은 작다’로 수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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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4월호 독자의견

고*영 / 경남 창원시

동서양 교류사의 통로가 되

었고, 그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 뛰어든 수많은 상인과 

순례자, 여행자 그리고 모험

가의 실크로드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무

엇보다 활발한 수출과 교역을 통해 지금의 한국이 있듯이 개방

과 연결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합니다.

정*섭 / 울산 남구

‘길 위에서 보물찾기’에 소

개된 산사의 길 기사를 재밌

게 읽었습니다. 한국의 사찰

은 자연과 함께 조화를 이루

며 긴 역사를 간직한 곳이 많은데, 화창한 날씨에 거리두기도 완

화되었으니 조만간 저도 이번 호에 소개된 산사의 길 코스를 걸

어봐야겠어요.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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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 팔경 중 하나인 가야산, 고봉 7개가 모여 있는 영남알프스, 

백두대간에 잇댄 봉황산. 이들 깊은 산중에 천년고찰이 깃들어 있다. 

이처럼 한국의 사찰은 인가가 밀집한 곳보다 산지에 자리한 산사(山寺)가 

유난히 많다. 깊은 산자락에 터 잡은 산지 승원을 찾아 나선다.

글, 사진. 임운석(여행작가)

길 위에서 보물 찾기

만나고

다음 QR 코드를 찍으면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즈넉한 산사에 물들다 

한국의 산지 승원

산사의 길

소백산의 연봉(連峯)이 보이는 영주 부석사 전각

Route.

산사의 
길 공주 마곡사

보은 법주사 순천 선암사 순천 송광사

안동 봉정사

양산 통도사

영주 부석사 합천 해인사

해남 대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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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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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 팔경 중 하나인 가야산, 고봉 7개가 모여 있는 영남알프스, 

백두대간에 잇댄 봉황산. 이들 깊은 산중에 천년고찰이 깃들어 있다. 

이처럼 한국의 사찰은 인가가 밀집한 곳보다 산지에 자리한 산사(山寺)가 

유난히 많다. 깊은 산자락에 터 잡은 산지 승원을 찾아 나선다.

글, 사진. 임운석(여행작가)

길 위에서 보물 찾기

만나고

다음 QR 코드를 찍으면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즈넉한 산사에 물들다 

한국의 산지 승원

산사의 길

소백산의 연봉(連峯)이 보이는 영주 부석사 전각

Route.

산사의 
길 공주 마곡사

보은 법주사 순천 선암사 순천 송광사

안동 봉정사

양산 통도사

영주 부석사 합천 해인사

해남 대흥사

김*균 / 전남 순천시

‘알면 신기한 발굴이야기’

에 소개된 황남대총 북분 발

굴 조사 이야기가 흥미로웠

습니다. 그 옛날에도 열정과 

애정으로 어려운 상황을 헤쳐 가며 발굴 조사에 임했던 분들이 

계셨기에 오늘날의 우리가 역사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발굴

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워주는 이야기였습니다.

43

신라 고분연구의 근간을 형성한 

황남대총 북분 발굴조사

황남대총은 경주중심고분군인 대릉원지구 북편에 자리한 

초대형 무덤이다. 현재까지 발굴한 신라 무덤 중 가장 크

며 남·북분이 연접한 표주박 모양을 하고 있다. 무덤의 크

기만큼 많은 유물이 출토되어 다양한 고고학 자료를 제공

하고 있다. 거대한 크기와 화려한 유물 때문에 황남대총 

남분은 왕릉으로 추정되는데, 그 주인공을 누구로 보느냐

에 따라 50년가량의 절대 편년에 차이가 있어 신라사 연구

의 주요 쟁점이 되어 왔다. 

황남대총을 발굴한 1970년대는 우리나라가 산업화를 시

작하고 급변하던 시기였다. 1970년 경부고속도로를 개통

하고 관광자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1971년 ‘경주관광종합

개발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일환으로 미추왕릉지구 정화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황남대총과 천마총 발굴을 기획했

다. 원래는 황남대총을 발굴하여 그 내부를 복원, 공개할 

계획이었으나, 남·북분을 합치면 120m에 달하고 당시 조

사 경험도 부족했던 탓에, 그에 앞서 천마총을 시험 삼아 

발굴하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시작한 황남대총 발굴은 북

분을 먼저 조사하고 남분은 뒤에 조사했다. 이는 발굴 과

정상의 문제이기도 했지만, 두 고분을 동시에 발굴했을 때 

발생할 착오를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북분은 1973년 6월 

천마총의 적석부(積石部, 시신을 안치한 곳으로 나무곽을 

둘러싼 돌무지)를 조사할 무렵 발굴을 시작했고 그다음 

해 12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이루어졌다. 북분 발굴에서

는 무덤 주인공이 착장한 금관을 비롯해 35,769점의 유물

이 나왔다. 또한 나무곽 주변으로 적석을 쌓기 위해 마련

한 목가구(木架構) 구조를 처음으로 확인하여 신라 마립

간기(麻立干期) 최상위 무덤의 구조를 밝힐 수 있었다. 무

엇보다 80m에 달하는 신라 무덤을 발굴한 것 자체가 큰 

광복 이후 우리나라 고고학은 많은 유적과 유물을 발굴하고 

그 성과를 축적하며 발전해 왔다. 그중에서도 경주는 신라의 

옛 수도로 고고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특히 

1970년대 발굴한 천마총과 황남대총은 그 규모와 발굴 

성과의 의미가 매우 크다. 발굴조사와 기록 그리고 연구에 

이르는 과정은 시대를 거듭하며 보완되어 왔고 더 나은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고고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황남대총 북분 발굴조사 과정을 재조명해 본다.

글, 사진. 정익재(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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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신기한 발굴이야기

새기다

성과였다. 발굴 이후 50여 년이 다 되어 가지만, 그 성과는 

여전히 신라 고분 연구에 중요한 근간을 형성하고 있다.

발굴조사의 과거를 돌아보며

미래를 그리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황남대총을 발굴했던 경주고적

발굴조사단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신라 고분 발굴을 이어

오고 있다. 연구소에서는 그 시작점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타진하는 의미에서 2021년 『황남대총 북분, 발

굴조사의 기록』을 발간했다. 발굴 후 50년가량 지난 시점

에서 당시의 기록을 수집, 정리하는 작업은 쉬운 일이 아

니었다. 여기저기 흩어진 자료를 모으고 자료실에 켜켜이 

쌓인 사진과 기록물을 일일이 확인하며 분류하는 과정을 

거쳤다. 

‘1973년 7월 초 대통령 시찰에 대비하여 문화재관리국에

서 판자 등을 실어 보내주어 가건물 사무실을 급조했지만, 

지붕은 천막 그대로였다가 함석으로 덮으니 막상 여름에

는 그 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있을 수가 없었다.’ 

그 당시 발굴을 담당했던 최병현 선생의 이야기 속에는 어

려운 환경에서 황남대총을 발굴해야 했던 압박감과 고고

학자로서의 고민이 그대로 묻어난다.

고고학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유적과 유구를 

조사해 왔다. 그 내용은 현장의 기록과 도면, 사진으로 남

아 보고서를 통해 공식화된다. 현재의 고고학 성과 뒤에는 

발굴조사에 최선을 다한 고고학계의 열정이 있었다. 그리

고 지금까지의 발굴조사 기록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

졌는지 살피는 일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변화를 위한 필수

작업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시도가 계속되어 발굴조사와 

연구 과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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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 고분연구의 근간을 형성한 

황남대총 북분 발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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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경험도 부족했던 탓에, 그에 앞서 천마총을 시험 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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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왔다. 또한 나무곽 주변으로 적석을 쌓기 위해 마련

한 목가구(木架構) 구조를 처음으로 확인하여 신라 마립

간기(麻立干期) 최상위 무덤의 구조를 밝힐 수 있었다. 무

엇보다 80m에 달하는 신라 무덤을 발굴한 것 자체가 큰 

광복 이후 우리나라 고고학은 많은 유적과 유물을 발굴하고 

그 성과를 축적하며 발전해 왔다. 그중에서도 경주는 신라의 

옛 수도로 고고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특히 

1970년대 발굴한 천마총과 황남대총은 그 규모와 발굴 

성과의 의미가 매우 크다. 발굴조사와 기록 그리고 연구에 

이르는 과정은 시대를 거듭하며 보완되어 왔고 더 나은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고고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황남대총 북분 발굴조사 과정을 재조명해 본다.

글, 사진. 정익재(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연구원)

발굴조사의 
현재를 있게 한 
50년 전의 열정

『황남대총 북분, 
 발굴조사의 기록』

1 
남분과의 연접

부 조사 모습

2 
천마총 발굴  

조사원들의  

모습

3 
『황남대총 북분 

발굴조사의 

기록』

알면 신기한 발굴이야기

새기다

성과였다. 발굴 이후 50여 년이 다 되어 가지만, 그 성과는 

여전히 신라 고분 연구에 중요한 근간을 형성하고 있다.

발굴조사의 과거를 돌아보며

미래를 그리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황남대총을 발굴했던 경주고적

발굴조사단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신라 고분 발굴을 이어

오고 있다. 연구소에서는 그 시작점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타진하는 의미에서 2021년 『황남대총 북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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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은 천막 그대로였다가 함석으로 덮으니 막상 여름에

는 그 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있을 수가 없었다.’ 

그 당시 발굴을 담당했던 최병현 선생의 이야기 속에는 어

려운 환경에서 황남대총을 발굴해야 했던 압박감과 고고

학자로서의 고민이 그대로 묻어난다.

고고학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유적과 유구를 

조사해 왔다. 그 내용은 현장의 기록과 도면, 사진으로 남

아 보고서를 통해 공식화된다. 현재의 고고학 성과 뒤에는 

발굴조사에 최선을 다한 고고학계의 열정이 있었다. 그리

고 지금까지의 발굴조사 기록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

졌는지 살피는 일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변화를 위한 필수

작업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시도가 계속되어 발굴조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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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다’가 이뤄지는 과정을 읽

으면서 정성만큼 그 기반에

는 자연이 준 싱싱한 찻잎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

다. 날씨, 차나무, 토양 등의 조화로 만들어지는 것이 찻잎이기에 

조상들도 그 소중함을 알고 정성스레 차를 덖고 발효시킨 게 아

닐까요? 

2928

제다 - 차의 효능, 본연의 색・향・미를 찾다

제다는 차나무의 싹, 잎으로 찌거나 덖거나 발효하여 비비

기, 찧기, 압착, 건조 등의 공정을 거쳐 차로 만드는 전통 기

술이다. 우리나라에 전승된 제다는 그 형태에 따라 크게 

잎차[散茶]와 떡차[餠茶]로 나뉜다. 잎차는 찻잎을 덖어서 

산화를 억제하는 불발효차인 녹차가 있고, 반대로 산화를 

촉진하여 만든 발효차인 홍차, 황차 등이 있다. 떡차는 찻

잎을 증제하고 찧어서 단단하게 성형(成形)하기 때문에 고

형차[固形茶]라고도 불리는데, 둥글게 빚은 단차, 엽전 모

양의 돈차 등이 있다.

그렇다면 선조들은 왜 차를 만들게 되었을까? 차 문헌에

는 차가 잠을 쫓아내 수행을 잘하게 하고, 당뇨를 낫게 하

며, 설사를 멈추게 할 뿐 아니라 심신의 응어리와 두통을 

해소한다고 쓰여 있다. 현대 과학은 차 속에 들어 있는 카

페인의 각성·이뇨 작용, 카테친·다당류의 혈당 저하, 사포

닌의 항균 작용, 비타민C, B₂, E의 항산화 작용, 스트레스 

감소, 노화방지 등으로 그 약리적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몸을 이롭게 하고 마음을 안정되게 하는 차의 효능은 수

행자와 문인 사대부의 관심을 끌면서 헌다용 의례품, 시・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숨 쉬는 무형문화재

만나고

1 
보성 영천리 

봇재다원에서 

제다의 첫 단계인 

찻잎 따기를 하고 

있다.  

ⓒ보성군청

2  
솥에서 찻잎을 

덖는 모습 

ⓒ문화재청

3  
덖은 찻잎은 

멍석에서 비벼준다. 

ⓒ차학인문연구소

1

‘제다(製茶)’는 차나무 재배의 북방한계선에 따라 한반도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봄철에 

집중적으로 시행되어 왔다. 제다를 통해 완성된 한국의 차는 단순한 음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의식, 불가의 수행, 유가의 다례, 그리고 문인의 다예 활동에 

사용됨으로써 정치와 종교는 물론 사회, 문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나의 물질 음료를 

만들어내는 기술이지만 정신성을 담아내는 바탕이 되었다는 점에서 제다는 다른 

무형문화재와 구분되는 특징을 지닌다.

글, 사진. 고연미(차학인문연구소 소장)

찻잎 속에 담은

선조들의 정신, 제다(製茶)

서・화가 펼쳐지는 아집(雅集)에서 기호품이 되었다. 더 나

아가 차 본연의 색・향・미를 논하면서 ‘음용’을 위한 제다

가 보편적으로 자리매김했다.

지역 곳곳에 살아 숨 쉬는 제다의 유구한 역사

제다의 원료가 되는 우리나라 차나무의 원산지는 중국 남

동부이고, 문헌상으로는 『삼국사기(三國史記)』 「흥덕왕

(興德王)」(828)에 대렴이 차 씨앗을 가져와 지리산에 심은 

기록으로 확인된다. 이에 앞서 『삼국유사(三國遺事)』 「가

락국기(駕洛國記)」(661)에 차를 제사상에 올린 기록이 있

어 그 역사는 더 소급한다. 『고려사(高麗史)』에는 뇌원차, 

대차로 불리는 고려차가 하사품 혹은 부의품으로 사용된 

기록이 있고, 차를 만들어낸 다소(茶所)가 여러 지역에 산

재해 있는 것을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1454),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1530)에서 발

견할 수 있다. 또 조선 후기 『부풍향다보(扶風鄕茶譜)』

(1755-1756)에서 향약차 제다를 알 수 있고, 『다신전(茶神

傳)』(1830)을 통해 덖음 녹차 제법의 유입을 확인할 수 있

다. 일제강점기에는 『조선의 차와 선』(1940)에서 최초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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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크로드를 통해 전해진 타국의 문화

동서 문명의 교류를 상징하는 단어인 ‘실크로드’는 독일의 

지리학자 페르디난트 폰 리히트호펜이 중국의 비단 교역

로를 독일어 ‘Seidenstrasse, 비단길’로 명명한 데서 유래되

었다. 긴 세월에 걸친 연구와 조사를 통해 비단 등 교역품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문물과 문화가 동아시아에서 유럽까

지 왕래했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 우리나라 또한 각종 유

물을 통해 실크로드 교류의 한 축임이 밝혀졌다.

대표적인 유물은 경주시 황남동 계림로 14호분에서 출토

된 보물 경주 계림로 보검이다. 1973년 경주 시가지에 자리

한 고분 공원을 정화하는 과정에서 대대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작은 규모의 무덤들이 자리잡고 있던 가운데  

길이 3.5m, 너비 1.2m 크기에 불과한 14호분에서 화려한 

유물이 발견되었다. 이 무덤의 출토품 가운데 가장 주목받

은 유물이 피장자(被葬者)의 허리춤에서 출토된 장식 보

검이었다. 발견 당시 철제 칼날과 나무 칼집은 거의 없어지

고 칼집 장식만 남아 있었다.

보물 경주 계림로 보검의 장식은 금, 은, 동을 사용해 구획

하고 그 안에 보석과 유리를 감입(嵌入)하는 클루아조네 

기법을 사용했는데 이는 이집트에서 발달해 주변 지역으

로 전파된 기법이다. 금립(金粒)을 사용하는 누금기법은 

흑해 지역에서 발견되는 스키타이1) 금제품에 보이는 것과 

같으며, 중국 신장 지역의 키질 석굴 69호굴 벽화에서도 

이 형태의 보검을 찬 사람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카자흐

스탄 북부 지방의 보로보에호수(Borovoe lake) 주변 훈족

2)의 묘에서도 같은 형태의 보검이 출토되었다. 이 같은 사

실로 봤을 때 필자는 이를 계승한 훈족이 양자를 결합해 

제작한 것으로 추정해 본다.

나아가 계림로 14호분의 묘주에 관해서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길이 3.5m 작은 적석목곽분3)임에도 왕과 왕족

급 부장품인 황금보검이 부장된 점에서 필자는 신라인이 

아니라고 본다. 훈족의 후예 또는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활

동한 스키타이 계열의 유목민족인 소그드인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경주 월성에서 5세기의 소그드인을 묘사한 토

우가 출토된 점으로 보았을 때 소그드인을 매개로 신라에 

문물이 이입되었을 개연성도 있다.

실크로드는 고대 동서 문명이 교류하던 교통로였으며, 중앙아시아 초원과 이란 고원을 지나 

지중해와 로마까지 이어지던 대장정으로, 이 길을 통해 비단은 물론이고 정치, 경제, 문화 

등 동서양의 찬란한 문명이 오갔다. 고대 실크로드의 동단에 위치한 우리나라는 초원, 사막, 

바다를 통해 서방세계와 교류했고 그 흔적은 유물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다.

글, 사진. 박천수(경북대학교 고고인류학과 교수, 실크로드조사연구센터장)

두 번 생각하다

일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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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 

경주 계림로 보검. 

금립(金粒)을 사용 

하는 누금기법 보석과  

유리를 감입(嵌入)한 

모습이 이국적이다.

2 
카자흐스탄 북부 

보로보에호수 주변  

훈족 묘에서 출토된  

보검으로 보물 경주  

계림로 보검과  

흡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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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원전 6~3세기경 러시아 남부 초원지대를 지배한 최초의 기마유목민

2)  4~6세기 중앙아시아와 코카서스에 존재하던 민족으로, 튀르크 계열로 추정되는  

유목민족이다.

3)  지하에 무덤광을 파고 상자형 나무덧널을 넣은 뒤,  그 주위와 위를 돌로 덮은 다음 다시 

그 바깥을 봉토로 씌운 신라 귀족의 특수 무덤으로 돌무지덧널무덤이라고도 부른다.

실크로드를 통한 문화교류의 양상

2928

제다 - 차의 효능, 본연의 색・향・미를 찾다

제다는 차나무의 싹, 잎으로 찌거나 덖거나 발효하여 비비

기, 찧기, 압착, 건조 등의 공정을 거쳐 차로 만드는 전통 기

술이다. 우리나라에 전승된 제다는 그 형태에 따라 크게 

잎차[散茶]와 떡차[餠茶]로 나뉜다. 잎차는 찻잎을 덖어서 

산화를 억제하는 불발효차인 녹차가 있고, 반대로 산화를 

촉진하여 만든 발효차인 홍차, 황차 등이 있다. 떡차는 찻

잎을 증제하고 찧어서 단단하게 성형(成形)하기 때문에 고

형차[固形茶]라고도 불리는데, 둥글게 빚은 단차, 엽전 모

양의 돈차 등이 있다.

그렇다면 선조들은 왜 차를 만들게 되었을까? 차 문헌에

는 차가 잠을 쫓아내 수행을 잘하게 하고, 당뇨를 낫게 하

며, 설사를 멈추게 할 뿐 아니라 심신의 응어리와 두통을 

해소한다고 쓰여 있다. 현대 과학은 차 속에 들어 있는 카

페인의 각성·이뇨 작용, 카테친·다당류의 혈당 저하, 사포

닌의 항균 작용, 비타민C, B₂, E의 항산화 작용, 스트레스 

감소, 노화방지 등으로 그 약리적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몸을 이롭게 하고 마음을 안정되게 하는 차의 효능은 수

행자와 문인 사대부의 관심을 끌면서 헌다용 의례품, 시・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숨 쉬는 무형문화재

만나고

1 
보성 영천리 

봇재다원에서 

제다의 첫 단계인 

찻잎 따기를 하고 

있다.  

ⓒ보성군청

2  
솥에서 찻잎을 

덖는 모습 

ⓒ문화재청

3  
덖은 찻잎은 

멍석에서 비벼준다. 

ⓒ차학인문연구소

1

‘제다(製茶)’는 차나무 재배의 북방한계선에 따라 한반도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봄철에 

집중적으로 시행되어 왔다. 제다를 통해 완성된 한국의 차는 단순한 음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의식, 불가의 수행, 유가의 다례, 그리고 문인의 다예 활동에 

사용됨으로써 정치와 종교는 물론 사회, 문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나의 물질 음료를 

만들어내는 기술이지만 정신성을 담아내는 바탕이 되었다는 점에서 제다는 다른 

무형문화재와 구분되는 특징을 지닌다.

글, 사진. 고연미(차학인문연구소 소장)

찻잎 속에 담은

선조들의 정신, 제다(製茶)

서・화가 펼쳐지는 아집(雅集)에서 기호품이 되었다. 더 나

아가 차 본연의 색・향・미를 논하면서 ‘음용’을 위한 제다

가 보편적으로 자리매김했다.

지역 곳곳에 살아 숨 쉬는 제다의 유구한 역사

제다의 원료가 되는 우리나라 차나무의 원산지는 중국 남

동부이고, 문헌상으로는 『삼국사기(三國史記)』 「흥덕왕

(興德王)」(828)에 대렴이 차 씨앗을 가져와 지리산에 심은 

기록으로 확인된다. 이에 앞서 『삼국유사(三國遺事)』 「가

락국기(駕洛國記)」(661)에 차를 제사상에 올린 기록이 있

어 그 역사는 더 소급한다. 『고려사(高麗史)』에는 뇌원차, 

대차로 불리는 고려차가 하사품 혹은 부의품으로 사용된 

기록이 있고, 차를 만들어낸 다소(茶所)가 여러 지역에 산

재해 있는 것을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1454),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1530)에서 발

견할 수 있다. 또 조선 후기 『부풍향다보(扶風鄕茶譜)』

(1755-1756)에서 향약차 제다를 알 수 있고, 『다신전(茶神

傳)』(1830)을 통해 덖음 녹차 제법의 유입을 확인할 수 있

다. 일제강점기에는 『조선의 차와 선』(1940)에서 최초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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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칼집 장식만 남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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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그 안에 보석과 유리를 감입(嵌入)하는 클루아조네 

기법을 사용했는데 이는 이집트에서 발달해 주변 지역으

로 전파된 기법이다. 금립(金粒)을 사용하는 누금기법은 

흑해 지역에서 발견되는 스키타이1) 금제품에 보이는 것과 

같으며, 중국 신장 지역의 키질 석굴 69호굴 벽화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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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 묘에서도 같은 형태의 보검이 출토되었다. 이 같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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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물이 이입되었을 개연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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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원전 6~3세기경 러시아 남부 초원지대를 지배한 최초의 기마유목민

2)  4~6세기 중앙아시아와 코카서스에 존재하던 민족으로, 튀르크 계열로 추정되는  

유목민족이다.

3)  지하에 무덤광을 파고 상자형 나무덧널을 넣은 뒤,  그 주위와 위를 돌로 덮은 다음 다시 

그 바깥을 봉토로 씌운 신라 귀족의 특수 무덤으로 돌무지덧널무덤이라고도 부른다.

실크로드를 통한 문화교류의 양상

이*진 / 서울 중랑구

‘한눈에 반하다’에서 작가님

의 상감청자 감상을 읽어보

며 저도 상감청자의 너그러

움을, 더 나아가 고려시대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게 되었습니다. 유약 철분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푸른 빛, 이러한 효과를 내기 위해 겪은 

많은 시행착오까지 예술을 통한 소통은 시대를 뛰어넘는다는 

작가님의 말씀에 공감되었습니다.

0504

청자, 

독보적인 단아한 아름다움

평소 작업을 대하며 중요하게 여기는 화두 

중 하나는 ‘제 빛깔’에 관한 것이다. 혼돈에 

맞서 의지로 이루어 낸 승리의 소산과 같은 

작품을 만나면 숙연한 마음에 압도되지만, 

나는 어쩐지 본연의 자질을 충분히 발휘하

면서도 나를 새롭게 각성시키는 아름다움을 

자꾸만 좇게 된다. 

청자에 내가 지닌 각별한 애정의 이유도 그랬

다. 나는 줄곧 청자를 소금구이 요리에 비유

해 왔다. 최소의 가공으로 재료의 신선한 풍

미만 충분히 살려도 더 바랄 것 없는 맛이 나

오듯, 환원소성으로 기물 속 산소를 충분히 

끌어내 주기만 해도 유약의 철분으로부터 자

연스럽게 우러나오는 푸른 빛, 그 단순한 원

리로 만들어진 가장 유려하고 깊이 있는 빛

깔. 자연히 나는 비색(翡色)이 절정의 미를 

이루는 고려청자에 단숨에 마음을 빼앗겼다. 

비색의 순청자는 별다른 장식 없이 단순하고 

균형 잡힌 형태미에 청자의 유색만으로 검소

하고 우아한 자태를 뽐낸다. 기법이나 기형에

서 중국의 영향이 남아 있기도 하지만, 새롭

게 받아들인 기술을 한국의 흙과 한국의 재

료로 소화하는 과정에서 나온 고려청자만의 

푸른 비색은 독보적으로 단아한 분위기를 자

아낸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익숙한 고려청자의 아이콘

은 단연 국보 청자 상감운학문 매병의 이미지

로 대표되는 ‘상감청자’일 것이다. 어딘가 이미 

심드렁한 내 마음속 고정관념의 장벽을 뛰어넘

어 상감청자의 실체와 직관적으로 공명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했다.

순청자가 마음을 사로잡았던 이유는 ‘비색’이

라 칭해지는 청자 유약의 오롯한 빛깔이 좀

더 고요하게 돋보이기 때문이었다. 그에 비하

면 상감청자는 유약이 비교적 투명한 까닭에 

유약 아래 태토(胎土)의 색이 함께 비쳐 보인

다. 청자를 대하는 미적 취향이 단순했던 나

에게 상감청자의 유약은 제 빛을 온전히 발

휘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쉽게 느껴졌고 정

교한 상감 장식마저 온전한 유색의 감상을 

방해한다 여겼다. ‘제 빛깔’이라는 것은 그 시

절 나에게 그런 의미였다. 

서로의 개성에 시너지를 더해준 

상감청자

야금야금 여러 해가 지나고 세상살이를 더하

게 되면서 그렇게나 익숙하던 상감청자에서 

새로운 아름다움이 보이기 시작했다. 제 색을 

충분히 내지 못해 아쉽다 느꼈던 유약의 투

명함은 태토의 상감 장식이 적당히 드러나 보

일 수 있도록 겸손하게 자기를 양보하고 있었

고, 태토와 유약의 빛깔은 마치 자갈이 비치

는 덕에 더욱 청량해 보이는 개울물처럼 시너

지효과를 내고 있었다. 각 요소가 절묘하게 

공존하며 서로의 개성을 함께 발휘할 수 있는 

그 ‘너그러운 열어둠’의 태도 덕분에 다른 공

예에서 쓰이던 상감 기법을 청자에 새롭게 접

목해 볼 수 있는 역사적인 창조의 기회가 탄

생했고, 그것이 상감청자의 독창적인 예술적 

가치를 이루게 했다. 그리고 마침내 각 재료의 

‘제 빛깔’을 하나하나 깊이 이해하고 조화롭게 

요리해 낼 수 있는 고려시대 사람들의 섬세한 

균형감각이 조금씩 나의 마음을 움직여 여는 

것이었다.

예술을 통한 소통은 800년쯤은 아무렇지 않

게 뛰어넘었다. 같은 아름다움을 이해하고 공

명한다는 느낌은 시간도 공간도 초월한다. 그렇

게 마음이 연결되고, 언제라도 연결될 여지를 

열어두는 것, 그 과정에서 ‘제 빛깔’은 당연한 

듯 마법처럼 스며들게 되는 것이 아닐까? 

언제부턴가 그렇게나 익숙하던 

상감청자에서 새로운 

아름다움이 보이기 시작했다. 

제 색을 충분히 내지 못해 

아쉽다 느꼈던 유약의 투명함은 

상감 장식을 적당히 드러내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었고, 

그 빛깔은 자갈이 비치는 

개울물처럼 청량하게 느껴졌다.

800년 전, 고려시대 사람들의 

섬세한 균형감은 나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이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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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진

국보 
청자 

상감운학문 
매병

나를 
움직이게 한

‘너그러운 
 열어둠’

한눈에 반하다

일상에서

이가진 작가

청자의 감각적 심상을 현대적이고 

독창적인 방식으로 표현한다.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학부와 대학원에서 도예를 

수학하고 국내외에서 활발한 작품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Waterdrop〉, 〈Dewdrop〉 

시리즈에 이어 평면 회화로 번역한 청자의 

물질성이 명상적인 자연을 떠올리게 하는 

〈Fluidity〉 시리즈를 선보이며 소재와 양식의 

고정관념을 넘나드는 유연한 태도로 새로운 

미적 가능성을 탐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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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열 / 경기 수원시

‘역사를 짓다’에 소개된 수원

향교 대성전은 수원에 살면서 

자주 봤던 문화재라 더욱 반

복해서 읽었습니다. 다른 지

역 향교와 같다고 생각했는데, 수원 행궁 건설 때 옮겨왔군요. 게다

가 정조의 배려로 번듯하게 보수할 수 있었다니 새롭게 다가옵니

다. 우리도 정성을 다해 문화재를 보존하고 후손에게 남겨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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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가 모친 혜경궁의 회갑 잔치를 수원 화성에서 

성대하게 치른 때는 정조 19년(1795) 윤2월이었다. 

회갑연을 위해 수원에 내려온 왕은 수원향교에 들러 

공자 신주를 모신 대성전에 가서 절을 올렸다. 국왕이 

지방 향교에 나아가 절을 올리는 일은 좀처럼 보기 

드물었다. 예를 마친 왕은 향교를 둘러본 후 건물이 

거칠고 누추하다고 지적하면서 수리하도록 명했다. 이에 

마침 행궁을 짓기 위해 서울에서 내려와 있던 목수들이 

수원향교를 다시 짓는 공사에 동원되었다. 2020년 보물로 

지정된 수원향교 대성전의 격식을 알아본다.

글, 사진. 김동욱(경기대학교 명예교수)

역사를 짓다

만나고

왕이 직접 수리를 지시한 향교

혜경궁의 회갑연보다 몇 해 앞서 정조는 부친 사도세자 묘

소를 옛 수원도호부 뒷산으로 옮기고 고을을 팔달산 아래

로 이전시켰다. 신도시 수원은 이름을 화성으로 고치고 정

2품 관청인 부로 승격되었다. 고을에는 새로 성곽을 쌓고 

성내에는 왕이 머물 행궁을 지었다. 고을을 이전하면서 옛 

도호부 시절에 지었던 관청 건물을 옮겨 지었는데, 향교 역

시 팔달산 남녘 자리에 옮겨 세웠다. 향교 이전공사는 서둘

러 이루어진 데다 헌 자재를 재사용한 탓에 누추한 모습을 

피할 수 없었다. 조선시대 향교는 전국 300곳이 넘는 군현

마다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시설이었다. 향교에는 공자와  

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107-9

에 자리한 수원향교 

대성전 전경  

ⓒ문화재청

2  
수원향교 대성전 

내부. 정면 5칸, 

측면 3칸으로 

면적이 넓다.

 ⓒ문화재청

3  
수원향교 대성전 

익공. 행궁인 

낙남헌과 유사한 

방식이다.

궁궐 목수가 

지은 향교 건물

4대 제자에게 제사 지내는 대성전과 학생들이 공부하는 명

륜당 외에 여러 부속시설이 마련되어 있었다. 향교 건물을 

짓고 이를 관리하는 일은 전적으로 고을 수령의 책무였다. 

고을 재정 형편이 넉넉하면 유능한 장인을 부르고 좋은 재

목으로 집을 번듯하게 지을 수 있었지만, 영세한 고을에서는 

겨우 형태를 갖추기에 급급했다. 도호부 시절 수원향교도 

볼만한 형태는 아니었던 듯하였다. 왕이 수리를 지시하자 

마침 행궁을 짓기 위해 서울에서 내려와 있던 목수들이 수

원향교를 다시 짓는 공사에 동원되었다. 목수 책임자인 목

수변수는 정복룡(丁福龍)이었다. 그는 내수사 소속 목수로

서 정조 13년(1789)에 사도세자 묘소를 옮기는 공사에서 책

임자로 일했고, 화성축성 과정에서는 팔달문과 행궁 내 낙

남헌을 짓는 일의 책임자였다. 몇 해 뒤에는 창덕궁 인정전

을 짓는 공사에도 참여한 그 당시 손꼽히는 궁궐 목수였다.

향교를 다시 짓는 공사는 정조 19년(1795) 5월에 시작해  

8월에 마쳤다. 기존의 대성전을 철거하고 터를 조금 넓혀 

새 대성전을 짓고 그 아래에 동무와 서무도 지었다. 그러나 

명륜당과 동·서재는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제사 지

내는 시설만 다시 짓고 학생들이 공부하던 곳은 남겨둔 셈

인데, 일을 크게 벌이지 않으려는 뜻으로 짐작된다.

행궁 못지않은 격식을 갖추다

새 대성전은 정면 5칸, 측면 3칸의 넓은 내부 면적을 갖추

었다. 이를 위해 고주를 앞뒤에 세우고 일곱 개 도리로 지붕

을 짠 2고주 7량의 번듯한 구조를 취했다. 모든 부재는 반

2

1

3

1

듯하고 정교하게 다듬어졌으며 세부는 18세기 말의 성숙

한 기술이 충실하게 반영되었다. 기둥 위에 짜인 익공식 공

포는 행궁인 낙남헌과 유사한 방식이고 초각도 닮았다. 같

은 목수변수의 솜씨가 발휘되면서 행궁 못지않은 격식을 

갖추게 되었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대성전 실내 바닥을 덮은 전돌이다. 조

선시대 사당 건물은 초기에는 바닥을 전돌로 까는 방식을 

원칙으로 삼았다. 그러나 전돌은 구하기도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었다. 시간이 가면서 전돌 바닥 대신에 마루를 설치

하는 경향이 널리 퍼졌다. 마룻바닥은 실내를 정결하게 유

지하는 이점도 따랐다. 조선 후기에 들면 많은 향교 대성전

의 바닥이 마루로 덮였다고 추측된다. 그러나 이에 관한 비

판이 없지는 않았다. 17세기 초 안동지방 읍지인 《영가지》

를 보면, 전에 안동향교 대성전의 바닥을 마루로 고친 적이 

있었는데 이는 예에 어긋나기 때문에 마루를 철거하고 다

시 전돌로 바꾸었다는 기사가 있다. 현실 여건 탓에 잘 지

켜지지 않았지만 사당의 실내 바닥은 전돌로 덮어야 예에 

맞는다는 믿음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수원향교 대성전의 

실내 바닥은 같은 시기에 널리 쓰던 마루가 아니라 전돌로 

바닥을 깔아 격식을 갖추었다. 

현존하는 향교 건물 가운데는 강릉향교와 나주향교, 장수

향교, 영천향교 대성전이 일찍부터 건축적 가치를 인정받아 

보물로 지정되었다. 최근 들어 향교에 관한 인식을 새롭게 

하면서 몇 군데 대성전이 추가로 지정되었는데, 수원향교 

대성전도 2020년 보물의 반열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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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QR코드를 찍으면 

국가무형문화재 제주민요 

‘산천초목’을 ASMR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독자 퀴즈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60년간 법률·행정  

용어로 폭넓게 쓰여온 ‘문화재(文化財)’라는 용어와  

개념이 이 용어로 대체될 계획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상응하는 개념인 문화재의  

새 이름은 무엇일까요? 힌트 48쪽

① 민족유산 ② 국가유산

③ 대한유산     ④ 한국유산

독자 퀴즈 정답

* 지난 호 정답은 3번 ‘청완 예초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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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문화유산 展

‘산사의 길’에 가다

법주사 팔상전 앞에서 우리 부부 찰칵!

안*선

통도사로 향하는 무풍한송길을 달리는 아이들

조*호

오*수 이*호

7년 만에 다시 찾은 부석사에서 마곡사.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 코스에서 담은 나만의 인생 사진!

5월 ‘길 위에서 보물 찾기’ 코너에 소개된 코스 또는 그 외 ‘관동 풍류의 길’ 코스를 방문해 인증 사진을 보내주세요.

네 분을 선정해 다음 달 15일 이후에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인증 사진은 문화유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한 거리에서 촬영해 주세요!

*문화유산에 올라가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문화재사랑>을 

웹진(e-book)으로 만나보세요.

발간등록번호 

11-1550000-000370-06

ISSN 2005-3584

                                                                                                                                                                 
옛날 관동 지역은 풍류객이라면 꼭 한번 찾아봐야 할 곳으로 손꼽혔습니다. ‘길 위에서 보물 찾기’ 5월호에서는 

경포대와 선교장, 오죽헌, 월정사, 낙산사, 신흥사에 이르는 ‘관동 풍류의 길’을 걸어봅니다.

왼쪽 QR코드를 찍으면 

이벤트 참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인증사진을 첨부해 보내주세요. 

마감 5월 18일   

5월호 코스 ‘관동 풍류의 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