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
리
가 

함
께
해
요

2022 07 vol. 212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Monthly Magazine

몸
과 

마
음
을 

치
유
하
는

휴
식
의 

가
치



일
상
에
서

만
나
고

새
기
다

12

14

18

20

26

28

31

32

33

34

38

40

42

44

46

48

50

53

마음에 남다

더위를 식히는 냇가 옆 피서 풍경

보물 김득신 필 풍속도 화첩 속 〈강상회음〉 

그 사람이 추천하다

새로운 이야기로 탄생한 보통인들의 기록

『조선왕조실록』 속 「세종실록」, 곽재식 소설가

기록에 담다

머리를 감으며 액운을 물리치다

한여름 휴식을 위한 유두절(流頭節)

길 위에서 보물 찾기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천년 정신의 길’을 찾아서

역사를 짓다

읽고 배우는 장소의 숙연함, 보물 논산 노강서원 강당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숨 쉬는 무형문화재

생존의 수단에서 문화의 일부로,

스포츠로 거듭난 활쏘기

알기 쉽게 풀어 쓴 무형문화재 이야기

상생의 원리가 담긴 맨손무예 택견

가까이, 능

밤하늘을 품은 고즈넉한 고궁, ‘창덕궁 달빛기행’

왕의 수장고

고종과 명성황후의 혼례 때 사용한

비녀 목록을 적은 기록, 『보잠발기』

오늘과 내일

가장 한국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는

한복의 아름다움, 동양화가 신선미

세계 속 우리 문화유산

일본에서 지켜낸 우리 문화재

정조문 선생과 고려미술관

기후변화와 자연유산

기후변화로부터 지구를 살리는 자연유산의 잠재성

알면 신기한 발굴 이야기

33년 만에 재개된 발굴조사가 품은 이야기

사적 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

문화재 함께 읽기

시(詩)로 담아내어 흥취(興趣)를 돋우어 주다

백자청화시문전접시

문화재 새로 보기

역사와 예술을 품은 유물 11건

국가지정문화재로 거듭나다

함께하는 문화재청

현충사, 이충무공 유적 보존 

민족성금 기탁자 후손 찾기 전개 

우리 동네 문화재

충청남도 지역의 시도유·무형 문화재

문화재가 있는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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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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을 피하는 방법,

지우산 속 한지에 매료되다

06
두 번 생각하다

한류(韓流)에 내재한

풍류(風流) 정신

10
천천히 다가가다

녹음에 둘러싸인 신선의 세상

보물 창덕궁 부용정(昌德宮 芙蓉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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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마크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보이스아이 

바코드입니다.

자연을 벗 삼은 
쉼(休)

자연과 가까이 지내면서도 자유분방함을 잃지 않았던 

옛사람들의 풍류(風流) 정서는 문학과 놀이, 음악, 미술과 

결합하며 찬란한 전통문화로 탄생했다. 

자연과 인생, 예술이 하나 된 풍류 정신은 

진정한 휴식의 가치를 일깨워 준다.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윤규상 우산장 Ⓒ전주공예품전시관

지우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대나무를 다듬고 잘 말린 때죽나무에 홈을 파서 우산 꼭지를 만든다. 

그다음 나무의 껍질을 벗겨 댓살을 나누고 3~72개의 댓살을 우산 꼭지의 홈에 하나씩 조립하여 얼개를 

만들어 한지를 붙이고 들기름을 먹여 방수 기능을 더해서 완성한다. 질 좋은 전주 한지로 만든 지우산은 

전국은 물론이고 일본과 독일로 수출까지 했지만 우산을 대량 생산하는 공장이 등장하면서 자취를 

감췄다. 국내 유일의 지우산 장인 윤규상 우산장은 2005년부터 다시 지우산을 만들기 시작했고 작업용 

기계를 개발하는 등 독자적인 노력으로 전통 지우산을 재현했다.

국보 

평창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좌상(平昌 上院寺 

木造文殊童子坐象) Ⓒ문화재청

강원도 평창군 오대산에 있는 상원사는 신라 

성덕왕 4년(705)에 보천과 효명 두 왕자가 

창건한 진여원(眞如院)이라는 절에서 시작된 

사찰로 조선 세조가 이곳에서 문수동자를 

만나 질병을 치료했다는 전설이 전해온다. 

이와 같이 상원사는 문수신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절로, 상원사의 문수동자상은 

예배의 대상으로 만들어진 국내 유일의 

동자상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신체 균형이 잡혀 있는 이 동자상은 양쪽으로 

묶어 올린 동자머리를 하고 있으며, 도톰한 

볼이 어린아이의 천진스러움을 나타낸다. 

이 

달
의 

이
야
기

국보 

분청사기 음각어문 편병(粉靑沙器 陰刻魚文 扁甁) Ⓒ문화재청

조선 전기에 제작된 분청사기 편병으로 배 부분은 앞뒤 양면은 납작하고 편평한 모양이다. 

백토를 두껍게 입히고 조화수법으로 그린 무늬를 연한 청색의 투명한 유약으로 칠했는데 

앞·뒷면과 옆면에 서로 다른 무늬와 위로 향한 두 마리의 물고기를 생동감이 넘치는 선으로 

나타냈다. 물고기 무늬는 분청사기 조화수법의 특징을 충분히 있는데, 조화수법이란 백토로 

분장한 그릇에 선으로 음각의 무늬를 새겨넣고 백토를 긁어내어 하얀 선으로 된 문양을 

만드는 기법이다. 양 옆면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위와 중간에 4엽 모란무늬를 새기고, 배경을 

긁어냈으며 아랫부분에는 파초를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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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무형문화재 

윤규상 우산장이 만든 

지우산 파라솔 

ⓒ챕터원

지우산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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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료되다

태양을 
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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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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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히 편안한 그늘을 

만들어 주는 종이

한낮의 더위가 제법 힘을 쓰는 여름날, 햇볕

을 피해 한옥 방 한 칸에 누워서 낮잠을 자

는 상상을 해 보자. 바깥은 뜨거운 햇살이 내

리쬐지만 한지 창을 통해 그 햇살을 바라보

면 산들산들 바람에 춤추는 나뭇가지 움직

임처럼 방안으로 부드럽게 들어앉는다. 내가 

생각하는 한국의 아름다움은 이 같은 은은

한 밝음의 미학이다. 공간 디자이너가 된 이

후에는 이러한 생각이 더욱 커졌고, 나는 여

전히 ‘내가 느끼는 한국의 아름다움’에 관한 

소소한 생각과 감각을 발견하고 구현하는 일

을 하고 있다. 

나는 일본 교토에서 오랜 시간 유학하면서 

한지와 같은 종이가 한국에서만 사용되는 소

재가 아니라는 것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 

상업이 발달한 헤이안 시대부터 비교적 일찍 

도시화가 진행되었던 교토의 마치야는 대지

에 비해 밀도 높은 건축 전개를 이루게 되었

다. 그 덕분에 건물과 건물이 인접해 형성되

었고, 실내는 어두울 수밖에 없었다. 바람과 

햇빛을 집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중정’

이라는 장치가 필요했고 일본의 종이 ‘와시’

는 햇볕을 끌어들이기 위해 사용되었다. 

이와 반대로 한국 건축의 가장 중요한 요소

는 ‘어떤 위치에 집을 지을 것인가’ 하는 풍수

적 관점이었고, 그러다 보니 자연과 한 몸처

럼 밀접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갖게 되었다. 집

은 밝고, 양기가 충만한 곳이며 어떻게 하면 

태양을 피해 적당하고 편안한 그늘을 만들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였다. 나는 그러한 문제

를 모두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한지라고 생

각한다.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지우산의 매력

한지는 태양을 피하는 수단인 동시에 밤이 

되면 달빛을 흡수하고 끌어들이는 장치로도 

사용된다. 이 같은 이유로 나는 한지를 조명 

장치로 사용하는 것보다 자연의 태양 아래서 

시시각각 변하는 햇볕과 함께 쓰는 것을 좋

아한다. 평면적인 한지는 접어져 부채가 되고, 

여기에 기름칠로 코팅하면 지우산으로 발전

하기도 한다. 대나무를 가늘게 깎은 대오리

를 엮고 종이를 바르고 기름을 먹여 만드는 

지우산은 일본의 전통 우산으로 오해받기도 

하지만 아시아 전역에서 사용하던 흔한 우산 

형태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옛날부터 전북 전

주를 대표하는 토산품으로 알려졌다.

지우산과 첫 만남은 다도를 시작하고 여름 

차회에 참여했을 때였다. 정원을 거닐며 차 

마실 곳을 물색하던 중 지우산을 한쪽에 펼

친 후 찻자리를 만들었는데 과하지도 부족하

지도 않은 알맞은 햇살을 느끼게 해 주었다. 

펼친 것만으로 태양을 피해 편안하고 부드러

운 공간감이 생겨나는 모습을 보니 움직이는 

지붕처럼 느껴졌다.

지우산의 매력에 빠진 후부터 나는 이 매력적

인 장치가 어떻게 하면 지금의 일상 속에 조

금 더 깊숙이 들어올 수 있을지를 고민한다. 

태양을 피할 수 있는 단순하고도 유용한 물건

인 점도 인상적이지만 한지와 대나무라는 자

연 소재가 햇살과 만나 서정적인 감수성으로 

탄생하는 것이 지우산의 가장 큰 매력일 것

이다. 밝음의 미학을 보여주는 지우산이 공간 

디자인 요소로도 사랑받길 기대해 본다. 

한국의 미학을 찾아가는 

여정이 평생의 사명이라는 

생각을 종종 한다. 공간 

디자이너로서 내가 느끼는 

소소한 생각과 감각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전통의 

아름다움은 새로운 시각과 

도전을 가져다 주었다. 그런 

나에게 한국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망설임 

없이 ‘밝음의 미학’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리고 밝음의 

미학은 우리 전통 종이인 

한지를 통해 유감없이 

발휘된다.

글. 임태희(임태희디자인스튜디오 대표)

임태희 디자이너

건축학과 실내 디자인을 공부한 

임태희 디자이너는 공간디자인을 통해 

삶을 관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배움과 

깨달음을 얻고 있다. 공간을 구현할 때 

전통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는 

한지문화산업센터, 을지 다락 프로젝트 

등을 통해 감각적인 디자인을 보여주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중시하고, 마음을 

움직이는 일을 좇는 그의 프로젝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두 번 생각하다

일상에서

06

1

한국발 영화부터 음악, 드라마까지 이른바 

‘K-문화’가 세계의 중심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 같은 결과가 강화된 우리나라의 국력 또는 

빠른 경제 성장과  비례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필자는 그 원인이 한국인 특유의 ‘신명’ 

덕분이라 생각한다. 오늘날 한류를 만든 

고대 풍류 정신을 뒤쫓아 본다.

글, 사진. 김정대(경남대학교 한국어문학과 명예교수, 고운학연구소장)

한
류(

韓
流)

에

내
재
한

풍
류(

風
流) 

정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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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량산에서 바라본 

마산 앞바다 

2 
신라 제49대 

헌강왕 때 조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적 경주 포석정지는 

당시 사람들의 풍류와 

기상을 엿볼 수 있는 

장소이다.

 ⓒ문화재청

풍류 정신, 최고의 도에 이르게 하다

2021년 9월 9일, 옥스퍼드대 출판부는 옥스퍼드 영어사

전(OED: Oxford English Dictionary)에 ‘Chimaek(치맥)’, 

‘Hallyu(한류)’, ‘Oppa(오빠)’ 등 한국어에서 유래한 영

어 표제어 26개를 새로 등재했다. 그중 필자의 눈을 사로

잡은 것 중 하나는 ‘Fighting(파이팅)’과 접두사 ‘K-’였다. 

‘Fighting’은 ‘전투적인, 싸움・전투’라는 뜻의 영어 단어이

다. 그러나 한국에서 쓰이는 ‘파이팅’은 ‘힘내자’를 뜻한다. 

그래서 이런 뜻으로 ‘Fighting’을 쓰는 것을 두고 일부 지

식인은 ‘콩글리시’라는 딱지를 붙였다. ‘K-’는 접두사로, 접

두사는 어떤 단어 앞에 얹혀 그 단어의 뜻을 더 섬세하게 

만드는 언어 요소이다. 접두사는 그것이 붙을 만한 단어

만 있으면 언제든지 거기에 덧붙어 그 생산성을 발휘한다

는 특성이 있다. ‘K-drama’, ‘K-pop’, ‘K-food’ 등 한국발 

‘K-’는 바야흐로 세계 문화의 중심부로 등장할 태세를 보

인다. 그렇다면 이 같은 한류가 세계 문화의 중심으로 진

출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 필자는 그것이 한국인 특

유의 ‘신명’ 덕분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그 신명의 원류는 

‘풍류(風流)’라 믿는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풍류는 최치원이 지은 ‘난랑비(鸞

郞碑)’ 서문에 나오는 말로 ‘우리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으

니 풍류라 이른다(國有玄妙之道 曰風流)’가 그것이다. ‘현

묘한 도(玄妙之道)’는 최고 도의 다른 표현이다. 풍류의 

내용을 제대로 알려면 그다음에 나오는 ‘실내포함삼교 접

화군생(實乃包含三敎 接化群生)’을 이해해야 한다. 앞부분

은 ‘실로 이는 삼교(유교・도교・불교)를 포함하여’로 쉽게 이

해되지만 ‘접화군생(接化群生)’은 바로 와닿지 않는다. 

이를 두고 학계에서 다양한 논의가 있었지만 필자는 이를 

다음과 같이 이해한다. ‘군생은 뭇 생명체이니, 접화군생

은 풍류가 뭇 생명체로 하여금 어떤 상태에 이르게 한다

[化]’라는 것이다. ‘어떤 상태’란 유교적 치화(治化), 도교

적 조화(造化), 불교적 교화(敎化)로, 요약하면 우리나라 

전래의 풍류 사상은 잘 수련만 하면 모든 유생류(有生類)

가 최고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고국을 향한 신의(信義)를 지킨 고운 최치원

이 같은 본유적 의미의 풍류는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풍류와 거리가 있다. 현재의 우리는 ‘멋스럽고 풍치가 있

는 일. 또는 그렇게 노는 일’을 풍류로 알고 있다. 이는 풍

류 본래의 뜻 중 어떤 한 부분만 강조된 결과이다. 이런 

일과 관련해서 주목되는 것이 신라의 화랑도 정신이다. 화

랑의 수양 방법으로 널리 알려진 것은 ①상마도의(相磨

道義) ②상열가악(相悅歌樂) ③유오산수(遊娛山水)이

다. 많은 학자가 주목한 것처럼 이런 화랑정신이 풍류와 

밀접하게 관계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서로 도의를 닦는다는 것이 상마도의이고, 서로 노래와 

2



음악을 즐긴다는 것이 상열가악이며, 산수 좋은 데를 찾

아 노닌다는 것이 유오산수이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수양 

방법은 같은 차원의 것이 아니다. 화랑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①이고, ②와 ③은 ①을 추구하는 

데 동원된 방법과 수단이다. 다시 말해 상마도의가 주목

적이고, 상열가악은 상마도의를 위한 휴식의 한 방법이

며, 유오산수는 휴식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게 하는 수단

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주목적인 상마도

의 정신은 풍류의 본 의미에서 점차 사라져 간다. 반면에

그 방법이고 수단인 상열가악과 유오산수가 강조되는 느

낌을 준다. 위에서 필자는 풍류의 본질이 도의를 닦는 것

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풍류’라는 말을 후세에 전승한 최

치원을 예로 들어 그의 풍류가 어떤 것이었는지 잠시 살

펴보고자 한다. 당나라에서 귀국한 뒤 그는 ‘①신라 왕실, 

문한의 길 ②변방, 지방관의 길 ③소요자방, 자유인의 길 

④은둔, 천화의 길’을 걸었다(『최치원의 풍류를 걷다』, 경

남대학교 고운학연구소). 필자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그

가 쓰러져 가는 고국 신라를 다시 부흥시킬 생각을 가졌

다는 점이다. 이는 당시 신라의 유학파 천재들이 후백제나 

후고구려(고려) 실권자의 복심이 되어 자기들 생각을 마

음껏 펼쳤던 것과 대비된다. 안 먹힐 것이라는 점을 뻔히 

알면서도 시무책(時務策) 10여 조를 진성여왕에게 바쳤을 

때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함께 망해 갈망정 고국을 배신할 

수는 없다는 신의(信義)는 최치원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

였고, 그것은 바로 풍류 정신에서 비롯한 것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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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가 흘러가며 풍류의 의미는 
변해 갔지만, 그 속에는 변하지 않은 
한 가지가 남아 있다. 
필자는 그것을 끊임없이 움직이는 기운, 
혹은 에너지라고 믿는다.

넘치는 에너지 속에 담긴 풍류의 기원

경남 창원(마산)은 합천과 더불어 최치원의 숨결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곳이다. 합포(合浦. 마산의 옛 이름)에 그

의 별서(別墅)가 있었다는 『삼국사기』 속 기록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합포 별서와 함께 월영대(月影臺), 고운대

(孤雲臺)도 마산에 남아 있는 유명한 사적이다.

그 옛날 마산 앞바다는 천하의 절경이었다. 호수처럼 잔잔

한 합포만 변두리로 십리 백사장이 펼쳐졌고, 밤이면 앞바

다에 달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일

본인이 거주하면서 마산은 매립으로 흉하게 망가지고 만

다. 그리하여 현재의 월영대는 육지 한가운데 고층 건물 

사이에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공간이 되고 말았다. 

고운대는 마산의 진산인 무학산(두척산)의 한 봉우리에 

있었다. 지금은 아무런 흔적 없이 터만 남았고 그곳이 고

운대였음을 알리는 표지판만 역사의 현장을 지키고 있다. 

이곳에서 보면 저 멀리 거제 앞바다도 한눈에 들어온다. 

최치원은 여기에서 무엇을 생각했을까. 쓰러져 가는 고국

의 앞날을 걱정하며 개혁을 이루지 못했다는 한에 몸부

림치지는 않았을까. 이 또한 풍류의 한 양상이었을 것이

니, 이처럼 풍류는 사람이 갖춰야 할 도리 지키기를 그 기

본으로 하는 정신적, 육체적 현상이었던 것이다.

시대가 흘러가며 풍류의 의미는 변해 갔지만, 그 속에는 

변하지 않은 한 가지가 남아 있다. 필자는 그것을 끊임없

이 움직이는 기운 혹은 에너지라고 믿는다. 삼교의 정신으

로 도의를 닦는 것은 정신적인 기운일 것이다. 풍광 좋은 

곳을 찾아 시를 읊조리고 그림을 그리며 노래하고 춤추

는 것은 정신적, 육체적 기운일 것이다. 이것저것 다 던져 

버리고 그냥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는 것은 육체적 기

운일 터이다. 최치원은 일찍이 한국 사람들의 피 속에는 

이런 넘치는 에너지가 있음을 알았고 그리하여 ‘현묘한 

도’인 ‘풍류’가 있었다고 갈파(喝破)했음이 분명하다. 콩글

리시를 잉글리시 본국에 역수출하고 ‘K-’ 접두사를 탄생

시킨 저력은 풍류 DNA를 타고난 한국 사람들의 역동적

인 에너지 덕분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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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충남 보령시 남포면

월전리에 자리한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최고운유적. 관직에 

미련을 버리고 전국을 

유람한 최치원은 경치

가 아름다운 이곳에 

머물며 병풍처럼 둘러

싸인 암벽에 한시(漢

詩)를 새겼다고 

전해진다. 

ⓒ문화재청

4  
『고려사악지』에 

전하는 「자하동(紫霞

洞)」. 『고려사』의 시중 

채홍철(蔡洪哲)은 자하

동에 살면서 그가 놀던 

당(堂)을 중화당(中和

堂)이라 하고  매일 원로 

들을 맞아 즐겼으며, 

「자하동」을 지어 가비

(家婢)에게 부르게 했다

고 한다. 「자하동」은  

조선시대 선비가 풍류

를 읊은 시를 노래로  

부른 대표적인 작품 중 

하나이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5  
2021년 전 세계에서 

큰 화제를 모은 드라마 

〈오징어게임〉. 

한국인의 풍류 DNA는 

한류를 이끄는 원동력

이 되었다. 

ⓒNetflix

6  
고운 최치원과 조선 

중종 때 관리였던 

신잠(申潛)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사적 

정읍 무성서원

ⓒ문화재청

3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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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천히 다가가다

일상에서

녹음에 
둘러싸인 
신선의 
세상

보물 
창덕궁 부용정
(昌德宮 芙蓉亭)

창덕궁의 내전을 거쳐 후원으로 향하면 궁궐의 너른 뒷동산이 펼쳐진다. 네모난 

연못과 함께 주합루(宙合樓)와 규장각(奎章閣), 영화당(暎花堂)이 눈에 들어오는 

가운데 연못 남쪽에는 제왕의 휴식 공간으로 사랑받던 보물 창덕궁 부용정을 만날 수 

있다. 녹음으로 둘러싸인 고요한 창덕궁 부용정에서 자연과 하나 되어 휴식을 즐겼던 

선인들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 

정리. 편집실   사진. 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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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를 털어낸

소박한 정자

창덕궁은 조선왕조 태종 5년(140년) 때 경복궁 동쪽에 이궁(離宮)으

로 지어진 궁궐이다. 경복궁과 달리 언덕 지형에 지어졌는데 풍수지리 

사상에 따라 불규칙한 지형 지세를 이용해 경내 남쪽에 궁궐 건물을 

배치하고 북쪽의 넓은 구릉에 후원을 조성했다. 후원 입구에서 길을 

따라 올라가면 연못 부용지(芙蓉池)와 그 한가운데 떠 있는 둥근 섬을 

만날 수 있다. 이 같은 방지원도형(方池圓島形)은 ‘하늘은 둥글고 땅은 

모나다’라는 천원지방(天圓地方)의 우주론에서 비롯된 조화로운 형태

를 의미한다.

부용지 바로 옆에는 주변 풍경과 자연스럽게 녹아든 부용정이 자리해

있다. 『궁궐지(宮闕志)』에 따르면 부용정은 숙종 33년(1707)에 지은 

택수재(澤水齋)를 정조 17년(1793)에 고쳐 지은 뒤, 그 이름을 부용정

으로 바꾸었다. 이때 정조는 직접 상량문(上樑文)을 지어 이를 기념

했는데 정조의 시문집 『홍재전서(弘齋全書)』에 그 목적과 내용이 잘 

나타나 있다. 시문집 내용에 따르면 정조는 창덕궁 후원의 아름다운 

경치에 비해 택수재가 낡고 기울어져 주위 경관과 어울리지 않아 새

로운 정자를 지었다. 검소하고 소박한 규모로 하되, 신선이 살았다고 

하는 중국 정원에 비추어 손색이 없도록 연꽃을 심어 군자의 모습을 

드러내도록 했다. 

세상 만물과

조화하는 휴식

정조가 지향한 풍류의 뜻이 담긴 부용정은 정조와 그의 손자 효명세

자의 각별한 사랑을 받았다. 정조는 1795년 어머니 혜경궁 홍씨를 모

시고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인 현륭원(顯隆園)에 다녀오는 을묘원행(乙

卯園幸)을 마치고 신하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부용정 부근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 정조의 총애를 받던 다산 정약용은 이 일을 자신

의 문집에 「부용정시연기(芙蓉亭侍宴記)」라는 글로 남겼다.

「부용정시연기」에는 부용지에 둘러앉아 낚싯대를 드리우고 고기를 잡

는 이들, 그 옆에서 음악을 연주하고 연못에 배를 띄우고 시 짓는 이들

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부용지에 새겨진 물 위를 뛰어오르는 잉어의 

모습처럼 왕과 신하들은 부용정에서 함께 소통했다. 군신이 하나 되어 

어울리는 모습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어울리는 부용정의 풍경과

도 닮아 있다. 

부용지에 새겨진  

물 위를 뛰어오르는 

잉어의 모습처럼 왕과 

신하들은 부용정에서 

함께 소통했다. 군신이 

하나 되어 어울리는 

모습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어울리는 

부용정의 풍경과도 

닮아 있다.

창덕궁 부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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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남다

만나고

더위를 식히는 
냇가 옆 
피서 풍경

초여름이다. 초여름 날씨는 살짝 더워도 못 견딜 

정도로 덥지는 않다. 후덥지근하지만 불쾌하지는 

않고, 더위 중간중간에 섞여 있는 서늘함이 은근히 

기대되는 계절. 무엇을 해도 좋고, 무엇을 하지 않아도 

좋은 계절이다. 이렇게 좋은 날에는 하던 일을 잠깐 

내려놓고 하루쯤 그냥 넋 놓고 앉아 짙어가는 신록에 

빠져 있어도 상관없다. 그런데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 

계속되는 가뭄에 나뭇잎은 축 처지고, 나무의 다리를 

감싸던 이끼도 사라진 지 오래이다. 계곡물도 말라 

돌바닥을 드러냈다. 이렇게 메마른 계절에는 물가에서 

놀았던 추억이 새록새록 그립다.

글. 조정육(미술평론가)

1 
보물 김득신 필 풍속도 화첩(金得臣  

筆 風俗圖 畵帖) 속 〈강상회음〉, 종이에 

연한 색, 22.4×27cm, 간송미술관

1

보물 김득신 필 
풍속도 화첩(金得
臣 筆 風俗圖 畵帖) 
속 〈강상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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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하지만 특별했던

그날

김득신이 그린 〈강상회음(江上會飮)〉도 그렇게 그리운 추

억의 한 장면일 것이다. 여섯 명의 장정이 강변에 모였다. 

햇볕 따가울 때는 나무 그늘이 최고이다. 강가에 거룻배를 

대어놓고 버드나무 그늘 아래 앉아 갓 잡은 물고기를 반

찬 삼아 점심을 먹는다. 한 남자는 이미 식사를 마친 듯 다

리를 깍지끼고 앉아 먼 산을 바라본다. 나머지 다섯 명은 

몸을 밥그릇에 기울여 가며 먹기에 바쁘다. 비록 물고기는 

한 마리밖에 잡지 못했지만 물 속에서 첨벙거리며 웃고 떠

든 것만으로 충분히 즐거운 천렵*이었다. 시장이 반찬이다. 

생선 한 마리면 다른 반찬이 필요 없다. 어른들을 따라온 

아이는 뒤통수를 보이며 오른쪽을 쳐다본다. 그 시선을 따

라가 보니 어른들 너머 버드나무 뒤에 또래 친구가 서 있

다. 나무 뒤의 아이는 일행들과 함께 오지는 않은 듯 쭈뼛

거린다. 시선을 마주친 아이가 부르기라도 하면 금세라도 

그 옆으로 달려갈 태세이다.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친구 되

기가 훨씬 쉽다.

김득신의 〈강상회음〉은 한여름에 냇가에서 흔히 볼 수 있

는 풍경을 그린 작품이다. 그림은 오른쪽에 무게중심이 쏠

리도록 대각선으로 배치했다. 나머지 왼쪽 상단 빈 공간에

는 낚싯대 위에 앉은 가마우지를 그려 균형을 맞췄다. 네 

마리 가마우지는 휘어진 낚싯대에 앉은 반면 다른 한 마

리는 우측을 향해 날아간다. 볼수록 정겹고 옛날 생각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작품이다. 〈강상회음〉은 김득신이 냇가

의 풍경을 보고 그린 독창적인 작품 같지만 그렇지 않다. 

중국 명대에 출판된 《고씨명인화보(顧氏歷代名人畵譜)》

에서 염립덕(閻立德)의 그림을 참고해 그렸다. 차이가 있다

면 염립덕의 그림이 세로가 긴 반면 김득신의 그림은 가로

가 길다. 그래서 김득신의 그림이 훨씬 안정감이 느껴진다. 

차이점은 또 있다. 염립덕 그림에서는 바람에 휘날리는 버

드나무가 화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김득신 그림에

서는 인물들이 주인공이고 버드나무는 오른쪽으로 비켜

나 있어 배경으로만 설정했을 뿐이다. 그래서 〈강상회음〉

에서는 밥을 먹는 중간중간 터져 나오는 농담 소리와 시끌

벅적한 웃음소리 그리고 가마우지의 울음소리가 찰랑거

리는 강물 소리에 섞여 들려온다. 화보에서 아이디어를 얻

었지만 그대로 베끼지 않고 조선의 현장으로 번안한 덕분

이다. 우리가 〈강상회음〉을 보면서 중국 화보를 참고해서 

그린 작품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을 그렸다고 생각하

는 것은 그 때문이다. 

김홍도와 쌍벽을 이룬 

풍속화가 김득신

이렇게 현장감 있는 조선풍속을 그린 김득신(1754~1822)의 

자는 현보(賢輔), 호는 홍월헌(弘月軒), 긍재(兢齋)이다. 홍

월헌은 초기 작품에서 긍재는 후기 작품에서 주로 발견된

다. 그는 4대에 걸쳐 17명의 도화서 화원을 배출한 개성 김

씨 가문 사람이었다. 개성 김씨 가문에서는 그의 작은아버

지 김응환(金應煥)을 필두로 동생 김석신, 김양신 그리고 세 

아들인 김건종(金建鍾), 김수종(金秀鍾), 김하종(金夏鍾)

이 모두 화원을 지냈다. 김득신은 산수, 풍속, 화조, 영모, 고

사인물, 도석인물 등 전 화목의 그림을 골고루 다 남겼다. 그

중에서도 특히 〈파적도(破寂圖)〉, 〈귀시도(歸市圖)〉, 〈오동폐

월도(梧桐吠月圖)〉 등 《풍속도 화첩》 속 그림은 해학적이면

서도 현장성이 농후해서 김홍도 못지않은 역량을 느끼게 해 

준다. 이것은 김득신의 풍속화가 김홍도의 영향을 받았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그의 작은아버지인 김응환은 김홍도와 함

께 화원 생활을 보냈고 두 사람의 관계 역시 매우 돈독했다. 

그러나 김득신은 단순히 김홍도의 영향을 받은 아류에 머

물지는 않았다. 그의 풍속화는 김홍도의 작품에 비해 훨씬 

더 설명적이고 배경묘사도 꼼꼼하다. 이것은 우열을 가리는 

차원이 아니라 개성의 차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강상회음〉에서처럼 김득신의 그림은 우리에게 좋은 추억 

만들기를 권유한다. 평범하지만 지나고 보면 한없이 그리

운 한때를 만들어 보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한다. 올여름에

는 동네 탄천이라도 나가 거닐며 그런 추억을 만들어 봐야

겠다. 
* 천렵: 더위를 피하거나 여가를 즐기기 위해 뜻이 맞는 사람끼리 냇가에서 고기

를 잡으며 하루를 즐기는 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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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람이 추천하다

만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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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이야기로 탄생한 
보통인들의 
기록

『조선왕조실록』 
속 「세종실록」

곽재식 소설가가 

추천하는 

우리 문화재

1

직장 생활과 병행하며 16년간 책을 써 온 곽재식 소설가. 공학박사인 본업 

탓에 SF 소설가로 익숙하지만 사실 그는 SF뿐 아니라 역사, 추리소설을 

비롯해 인공지능, 기후위기를 다룬 과학 에세이 등 픽션과 논픽션을 

넘나들며 30여 권의 책을 집필했다. 글쓰기가 일상이 된 그가 작품의 소재를 

얻는 것 중에는 우리 문화재 속에 남은 역사 기록도 큰 부분을 차지한다. 

최근 숭실사이버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 부임한 곽재식 작가의 추천 

문화재 「세종실록」에 관해 들어봤다.

글. 편집실   사진. 서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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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

6

1 
『세종장헌대왕실록

(世宗莊憲大王實

錄)』 또는 『세종실

록』은 세종의 즉위년

(1418) 8월부터 

세종 32년(1450) 

2월 승하하기까지의 

역사적 사실을 기록

한 책으로 모두 163

권 154책으로 구성

되어 조선왕조실록

의 한 부분을 

이룬다. 

Ⓒ한국민족문화대

백과사전

2 
『세종실록지리지』 

에 나타난 울릉도와 

독도의 관리 내용. 

조선왕조가 15세기 

초부터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 영토로 

관리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국가기록원

3 
오례(五禮) 의식과 

진행 절차를 담은 

『세종실록오례의(世

宗實錄五禮儀)』는 

그 내용을 그림과 함

께 자세히 소개한다. 

해당 그림은 궁중 행

사에서 음악을 연주

할 때 사용되는 북인 

건고(建鼓)를 그린 

그림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4 
조선시대 각종 사료

에서 발굴한 괴물 

기록을 담은 곽재식 

작가의 저서 『괴물, 

조선의 또 다른  

풍경』 

Ⓒ알라딘

5 
곽재식 작가는 

“역사 기록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내

는 내게 「세종실록」

은 ‘이야기보따리’

이다”라고 전했다.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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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기록과 만난 상상력

“흔히 조선을 ‘기록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방대한 기록을 담은 『조선왕조실

록』과 『승정원일기』, 『조선왕조 의궤』 등 유네스코 세계기

록유산으로 등재된 문화재도 많죠. 하지만 왕실의 모습을 

담은 국가의 공식적인 기록 외에 민간의 모습을 알 수 있

는 기록물이 적다는 게 아쉬워요.”

화학 분야 공학박사인 곽재식 작가는 고등학교 때부터 취

미로 글을 써 왔다. 단편소설 『토끼의 아리아』가 드라마로 

영상화되면서 글쓰기는 취미를 넘어 부업이 되었다. 일상 

속 모든 것에서 소재를 얻는 곽재식 작가에게 기록 문화재 

역시 영감의 원천이다. 그는 2013년 고대 문헌 속 짧은 기

록들을 소재로 소설집 『모살기』를 발간했고 2014년 『역적

전』에서 광개토대왕의 정복 전쟁을 배경으로 고구려에 침

략당한 남부 3국 사람들의 군상을 다뤘다.

“조선 후기 실학자인 이규경이 쓴 『오주연문장전산고』라

는 책이 있어요. 그 당시 지식으로 여겨진 것을 모두 써놓

은 책인데 현재는 원본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황당한 일화가 전해지는데 1920년대 중반 즈음 국문연구

소에서 근무했던 권보상 서기관이 겨울에 군밤을 사 먹었

다고 해요. 밤장수가 싸 주는 종이가 이상해 자세히 살펴

봤더니 고서였고, 이를 검토한 결과 『오주연문장전산고』로 

판명 났죠. 그 당시 조선 사람들이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

라의 지식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해석했는지 알 수 있

는 문헌인데 원본이 남아 있지 않아 안타까워요.”

백성들의 소소한 이야기가 담긴 「세종실록」

역사의 주인공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을 소재로 이야기를 

만드는 곽재식 작가가 추천한 문화재는 태조(1392)부터 철

종(1863)까지 25대에 걸친 472년간 조선 왕조의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조선왕조실록』, 그중에서도 「세종실록」이

다. 건국 초기 조선의 각 고을 정보와 지리를 담은 「세종실

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가 실린 점도 의미가 있지만 

그는 “백성들의 소소한 이야기가 함께 기록돼 있는 점이 

흥미롭다”라며 추천 이유를 전했다.

“『조선왕조실록』은 당대의 현실이 기록 양상에 반영돼 있어

요. 전쟁이 많았던 선조 때나 조정이 혼란스러웠던 광해군 

때는 왕실 이야기 위주로 단조롭게 작성돼 있지만 성군이 

통치했던 시기인 「세종실록」에는 일반 백성의 이야기나 민

간에서 내려오는 전설 등 다양한 이야기가 기록돼 있어요.”

「세종실록오례의(世宗實錄五禮儀)」가 포함된 것도 그가 

「세종실록」을 좋아하는 이유이다. 조선시대 국가 운영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던 오례(五禮) 의식과 그 진행 절차를 담

은 「세종실록오례의」는 1400년대 초 우리나라에서 사용되

던 예례 의식과 의식기구를 그림과 함께 상세히 설명했다. 

그 밖에도 「세종실록」에는 그가 11년 동안 사료를 모아 책

을 발간했을 만큼 흥미를 끈 괴물에 관한 기록도 상세히 

담겨 있다. 

“대표적으로 ‘만인사(萬人蛇)’라는 괴물 뱀 이야기를 꼽을 

수 있어요. 만인사는 함경도 북방에 살면서 사람을 수없

이 잡아먹었는데 이름처럼 사람 만 명을 잡아먹으면 몸속

에 사람의 피가 응축된 검푸른 돌, 만인혈석(萬人血石)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이 만인사의 천적인 거대한 새 ‘여이조

(汝而鳥)’가 뱀을 뜯어먹고 나면 그 자리에 돌만 남는 것이

죠. 「세종실록」에 어떤 여진족 한 사람이 이 돌을 만병통

치약이라면서 세종에게 바친 일화가 나와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들은 세종이 어이가 없어 김종서를 시켜 그 사실

여부를 알아보는 후일담도 기록돼 있죠. 역사 기록 일부를 

바탕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제게 「세종실록」

은 그야말로 ‘이야기보따리’예요.”

최근 숭실사이버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 부임한 곽

재식 작가는 직장을 그만둔 지난 1년 동안 가장 많은 책을 

집필했다고 한다. 올 하반기 과학교양서와 에세이 두 권의 

책이 출간될 예정인 그에게 다작의 비결을 묻자, “크게 흥

한 책이 없기 때문”이라는 답이 돌아온다. 그저 좋아하는 

것을 좇다 여기까지 오게 됐다는 곽재식 작가. 우리의 상상

력을 자라나게 할 그의 다음 이야기를 손꼽아 기대해 본다.

“좋아하는 일이라 계속 해 왔지만, 독자 분들이 있기에 지

금까지 책을 써 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재밌는 이야

기, 흥미로운 책으로 찾아뵐게요.” 

『조선왕조실록』은 

당대의 현실이 기록 

양상에 반영돼 

있어요. 대부분 왕실 

이야기이죠. 하지만 

성군이 통치했던 

시기에 만들어진 

「세종실록」에는 일반 

백성의 이야기를 

다른 시기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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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에 담다

만나고

07

정리. 편집실   일러스트. 무적핑크

머리를 감으며 
액운을 물리치다
한여름 휴식을 위한 
유두절(流頭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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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24절기 가운데 소서와 대서가 있고 초복과 중복이 시작되는 때이

다. 과거 선조들은 더운 여름을 나기 위해 음력 6월 15일을 유두절(流頭節)로 지냈다.

유두절은 신라시대 처음 생겨난 풍속으로 ‘유두’라는 말은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는다’는 ‘동류두 목욕’

이라는 말에서 유래된 것으로 전해진다. 『고려사』뿐 아니라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 『둔촌잡영

(遁村雜詠)』, 『목은선생문집(牧隱先生文集)』,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등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여러 

문집에서 그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유두절은 물과 관련이 깊은 명절이다. 물은 부정(不淨)을 씻는 것으로서 이날 탁족(濯足), 즉 발 씻기 놀

이를 즐기는데 이 역시 단순히 발을 씻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정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동쪽

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으며 궂은일과 액운을 털어버린 뒤 음식을 차려 먹으며 놀았다. 가정에 따

라서 제사를 지내기도 했는데 유두절 무렵에는 참외나 수박 같은 과일을 수확하기 시작하므로 햇과일

과 함께 밭작물인 밀로 만든 국수 또는 밀전병을 조상에게 제물로 올렸다.

유두절에 먹는 유두 음식에는 유두면, 수단, 건단, 연병 등을 들 수 있다. 그중 대표 음식인 유두면은 밀

가루를 반죽해 구슬처럼 만들어 오색으로 물들인 뒤 3개를 색실로 꿰어 허리에 차고 다니거나 대문 위

에 걸어두는 것이다. 이는 잡귀의 출입을 막고 액을 쫓기 위한 행동이었다. 뜨거운 여름, 조상들의 유두

절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무더위를 이겨내자. 

『고려사』는 정인지(鄭麟趾), 정창손(鄭昌孫) 등이 문종 1년(1451)에 기전체(紀傳體)로 찬진(撰

進)한 고려의 정사(正史)로서 『삼국사기』와 더불어 우리나라 2대 정사 중 하나이다. 고려시대 연

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사료인 동시에 고려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자

료로 세가(世家) 46권, 열전(列傳) 50권, 지(志) 39권, 연표(年表) 2권, 목록(目錄) 2권 등 모두 

139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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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사』 권20 명종(明宗) 15년(1185) 음력 6월 15일

병인 시어사(侍御史) 2인이 환관(宦官) 최동수(崔東秀)와 함께 

광진사(廣眞寺)에 모여서 유두음(流頭飮) 놀이를 하였다. 

나라의 풍속에 이달 15일에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아서 

좋지 못한 재앙을 떨쳐버리고 함께 모여 술을 마셨는데 

이를 유두음이라고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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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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위에서 보물 찾기

만나고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만송정 숲에서 바라본 부용대

Route.

천년 
정신의 길

경주 계림

경주 대릉원 일원

경주 불국사

경주 석굴암

경주 월성

안동 도산서원 안동 봉정사

안동 하회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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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QR 코드를 찍으면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년 정신의 길’을 찾아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건국이 선언됐다. 

이로써 2천여 년 간 유랑하던 유대인들이 

온전한 국가로 세계무대에 선 것이다.  

다양한 정치적 배경과 해석이 있겠으나,  

오랜 세월 동안 지켜온 그들의 정신 또한 간과할 

수 없다. 한국의 정신문화 수도로 불리는 안동 

또한 천년 정신이 투영된 다양한 유무형 산물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그것을 하나의 

선으로 연결한 것이 ‘천년 정신의 길’이다. 

글, 사진. 임운석(여행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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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계 이황의 가치를 담다, 도산서원

도산서원으로 가는 길. 신작로처럼 잘 다져진 흙길을 밟는 

기분이 좋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길을 밟으며 세상의 

이치를 구했을까. 길 왼편으로 울창한 단풍나무가 신록의 

기운을 뿜어낸다. 눈과 마음이 신록에 빠져 호사를 누리며 

걷기 시작한 지 10여 분, 도산서원 앞마당에 닿는다. 마당 

맞은편에 천광운영대와 천연대가 있다. 두 곳 모두 퇴계 이

황이 명명한 것으로 강을 마주한다. 막힘없이 시원한 풍광

이다. 강 건너에 섬처럼 둔덕을 쌓아 지은 작은 건물 한 채

가 보인다. 시사단이다. 1792년 정조가 이황을 추모해 서원 

앞 소나무 숲에서 치른 과시를 기념하는 장소이다. 강물에 

반영된 시사단의 모습이 이채롭다. 

퇴계 이황은 조선의 대표적인 철학자이자 교육자, 시인이며 

정치인이었다. 화려한 이력을 가졌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그

는 정치인보다 철학자, 특히 성리학자로 더 잘 알고 있다. 그

는 관직 생활을 오래 하지 않았다. 중종 29년(1534)에 문

과에 급제한 이후 관직에 올라 승진을 거듭하면서 성균관  

1

I n f o

함께 방문하면 좋은 문화재와 행사

# 병산서원: 하회마을에서 차량으로 10분 거리에 위치하며 

걸어가려면 328m의 화산을 넘어야 한다. 도산서원과 함께 2019년 

‘한국의 서원’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낙동강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빼어난 전경 위에 자리 잡아, 자연과의 조화가 

탁월하다. 우리나라 서원 건축의 백미로 손꼽힌다. 

#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800년 역사를 지닌 하회별신굿 

탈놀이를 세계에 알리고자 매년 9월 마지막 주 금요일부터 10월 

첫째 주 일요일까지 안동 탈춤공원과 시내 일원에서 열린다. 

세계탈놀이경연대회, 탈춤 페스티벌 미술대전, 안동 민속축제, 

하회마을행사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채워진 국제적인 축제이다.

# 월영야행: 매년 여름 휴가철(7~8월)을 맞아 안동댐 월영교 

일대에서 펼쳐지는 문화 축제이다. 보물 임청각을 비롯해 국보 

법흥사지 칠층전탑 등 주변 문화재와 연계하면 보다 풍성한 축제를 

즐길 수 있다. 

도산서원 054-851-2000

하회마을 054-852-3588

봉정사 054-853-4181

여행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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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록짙은 숲에 

둘러싸인 도산서원

2 
‘공(工)’자 모양으로 

지은 농운정사에 

볕이 잘들고 있다

2

대사성까지 지냈다. 하지만 조정이 어지러워지자 부모 봉양

을 명분 삼아 낙향했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관직에 임명됐

으나 번번이 다른 이유를 들어 고사했다. 서원 주변을 돌아

보니 퇴계의 마음이 조금은 헤아려진다. 최소한 여긴 정쟁

보다 고요함이 있지 않은가. 

도산서원은 1574년 퇴계의 제자와 지역 유림이 건립한 성리

학 교육 시설이다. 선조 8년(1575)에 왕이 현판을 내려 사액

서원이 됐다. 도산은 서원이 있는 산 이름이다. 서원은 강학 

공간인 전면부에 도산서당과 농운정사 등이 있고, 후면부

에 제향 공간인 상덕사와 전사청이 있다. 도산서당은 퇴계

가 4년에 걸쳐 구상해 지은 건물로 기교 없이 소박하다. 그

는 여기서 학문에 몰두했고 제자들을 가르쳤다. 책으로 가

득했던 거처 완락재와 마루 암서헌은 퇴계가 지향했던 선

비의 삶을 여지없이 보여준다. 완락재는 ‘완상하여 즐기니 

족히 여기서 평생 지내도 싫지 않겠다’라는 뜻이다. 눈여겨

볼 것은 암서헌에 덧붙인 평상이다. 이것은 제자인 이덕홍

의 조부 이현우의 집에서 본 것을 본떠 만든 것으로 퇴계는 

“모름지기 선비는 저리 살아야 한다”라며 검소함에 감탄했

다고 한다. 결국, 이 평상은 퇴계가 무욕의 선비로 살 수 있

도록 이끌어준 말 없는 스승인 셈이다. 퇴계가 머물던 도산

서당과 달리 ‘공(工)’자 모양으로 지은 농운정사는 꽤 화려

하다. 제자들의 숙소로 사용하던 이곳은 원래 뒷방까지 햇

볕이 잘 들지 않아 민가에서 꺼리는 형태이다. 하지만 퇴계

는 처마를 짧게 해서 볕이 잘 들도록 하는 등 손수 설계도

를 그리면서까지 ‘공(工)’자 모양을 고집했다고 한다. 이 모

양의 건축이 기숙사로 적합한 데다 ‘공부(工夫)한다’라는 

뜻을 잘 담고 있기 때문이다.  

현판은 퇴계의 친필이다. 서원의 중심 건물인 전교당은 선

조 7년(1574)에 건립된 대강당이다. 현판은 명필 한석봉의 

글씨이다. 제향 공간인 상덕사는 서원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다. 이곳에 퇴계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다. 울창한 자연 속

에 파묻힌 듯 숲으로 둘러싸인 도산서원이지만, 서원의 건

축물만큼은 퇴계의 성품을 본뜬 듯 소박하고 간결하며 올

곧다. 이 같은 퇴계의 정신은 훗날 한국의 서원이 하나의 

독창적인 유형으로 정립되는 데 큰 밑그림이 됐으며 나아

가 병산서원 등 8개 서원과 함께 2019년 ‘한국의 서원’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는 배경이 됐다. 

물길이 마을을 휘감아 도는 하회마을 

안동 하회마을은 1999년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가

장 한국다운 곳’이라며 극찬한 바 있다. 그 이후 하회마을

은 문지방이 닳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찾고 있다. 하회(河

回)라는 이름은 낙동강이 태극 모양을 그리듯 마을을 휘

감고 돌아가는 모습에서 따온 것이다. 2010년 7월 경주 양

동마을과 함께 유네스코로부터 ‘한국의 역사마을’로 인정

받아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마을의 모든 길은 삼신당의 신

목으로 향한다. 신목은 수령이 600여 년 된 느티나무로 이

곳에서 매년 정월 대보름에 마을의 평안을 기원하는 동제

를 지낸다. 마을의 집들은 이 신목을 중심으로 강을 향하

고 있다. 그래서 다른 전통 마을처럼 집들이 일정하게 정남

향이거나 동남향이 아니다. 하회마을은 풍산 류씨가 600

여 년간 대를 이어 살아온 동성마을이다. 조선시대 대유학

자인 겸암 류운룡과 임진왜란 때 영의정을 지낸 서애 류성

룡 형제가 태어난 곳이다. 따라서 마을에서 챙겨볼 만한 것

들은 그들과 연관된 곳이 많다. 먼저 보물 양진당은 겸암의 

종택으로 풍산 류씨의 대종가이다. 사랑채에 걸려 있는 현

판 ‘입암고택’은 그의 아버지 입암 류중영의 호에서 따 왔다. 

높은 축대 위에 지어진 사랑채는 고려 건축양식을, 안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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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용대에서 바라본 

하회마을 정경

4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소원을 

빌어 유명해진 

돌무더기 탑

5   
색바랜 나뭇결이 

인상적인 봉정사 

만세루

조선 건축양식에 따라 지었다. 이처럼 두 왕조의 건축양식

을 모두 품고 있어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종가의 위엄이 느

껴진다. 집의 이름을 뜻하는 당호는 ‘양진당’이지만, ‘입암고

택’이라 부른다. 양진당은 겸암 류운룡의 6대손인 류영공의 

아호이다. 보물 충효당은 서애의 종택이다. 하지만 서애는 

이 집에서 태어나지도, 살지도, 운명하지도 않았다. 그는 충

효당이 지어지기 이전 집에서 나고 자랐으며 관직에서 물

러난 뒤 마을에 수해가 들자 가까운 풍산읍 서미동으로 거

처를 옮겨 삼간 초옥을 짓고 살다 별세했다. 충효당은 그의 

문하생과 지역 사림이 서애의 유덕을 추모하며 건립했다. 

현재 사랑채, 안채, 행랑채를 포함해 52칸이 남아 있다. 당

호 ‘충효당’은 생전 서애가 입버릇처럼 말하던 ‘나라에 충성

하고 부모에 효도하라’라는 가르침에 따라 지은 것이다. 충

효당 앞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심은 나무가 있다. 20년

이 훌쩍 지난 덕에 나무가 제법 우람해졌다. 솟을대문 안으

로 발을 들이면 고택에서 뿜어져 나오는 오래된 숨결이 느

껴지는 것 같다. 사랑채를 에둘러 지나면 다양한 유물과 유

품을 전시한 영모각을 만난다. 고샅길을 따라 걷다 보면 발

길이 만송정 숲에 닿는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이 숲은 겸

암이 젊은 시절 조성한 것으로 마을의 서쪽 지기가 약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심은 비보림(裨補林)이다. 지리와 풍수

를 허투루 하지 않는 조상들의 세심함이 엿보인다. 송림은 

울창한 만큼 그늘도 넉넉하다. 더군다나 강바람이 솔솔 불

어오면 피서지로도 그만이다. 

송림 앞에 낙동강이 유유히 흐르고 그 뒤로 높다란 절벽이 

우뚝하다. 부용대이다. 강을 건너 언덕에 오른다. 마을 전체

를 오롯이 조망하기 위해서이다. 가파른 숲길을 지나 64m 

높이에 있는 부용대 꼭대기에 오르자, 순간 하늘이 열리고 

낙동강과 하회마을이 한눈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드넓게 

나타난다. 부용대는 깎아지른 절벽인 터라 끝자락에 서면 

현기증이 날 정도로 아찔하다. 몇 날 며칠 동안 비가 오지 

않아 강이 메말랐지만, 고즈넉한 마을의 정취만은 변함없

다. 낙동강이 휘감아 도는 마을의 정경은 마치 생생한 마을 

안내 지도를 보는 듯하다. 와가(瓦家)와 초가(草家)가 어우

러진 정감 어린 풍경, 그 모습에 취해 한참 동안 머문다. 

부용대는 중국 고사에서 따온 것으로 연꽃을 뜻한다. 하회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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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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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호에 소개된 방문코스 또는 그 외 ‘천년 정신의 길’ 코스를 방문해 

인증 사진을 보내주세요. 네 분을 선정해 선물을 드립니다.

오른쪽 QR코드를 찍으면 이벤트 참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인증사진을 첨부해 보내주세요. 

7월호 코스: ‘천년 정신의 길’

응모기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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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의 지형을 ‘연화부수형’이라 부르는데 ‘물 위에 떠 있는 

연꽃’이라는 뜻이다. 부용대 아래에는 서애가 학문연구와 

제자를 양성할 목적으로 지은 옥연정사와 겸암이 지은 겸

암정사, 그를 주향으로 모신 화천서원이 있다. 

끝으로 하회탈춤으로 알려진 하회별신굿탈놀이까지 챙겨

보면 더 아쉬울 게 없다.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이 탈놀이는 무료 공연이다. 하회탈은 원래 12개였으나 현

재 9개만 전해온다. 그나마 다른 탈놀이에 비해 보존 상태

가 좋은 편이다. 보통 탈놀이를 마치면 불태우는 것이 일반

적이지만, 하회탈은 그렇지 않다. 게다가 하회탈은 종이나 

박이 아닌 오리나무로 만들어 색을 입히고 옻칠을 2번 이

상 할 정도로 매우 정교하게 만들었다. 

최고(最古)의 목조 건축물을 품은 봉정사

울울창창 쭉쭉 뻗은 소나무 숲길 속에 명옥대가 다소곳하

다. 숲속에 자리한 터라 사람들이 잘 찾지 않지만, 이곳은 

퇴계가 후학들에게 학문을 가르치던 곳을 기념하기 위해 

조선 현종 6년(1665)에 사림이 건립한 누각 형태의 정자이

다. 원래 이름은 ‘낙수대’였으나 유가형의 시에 나오는 ‘솟구

쳐 나는 샘이 명옥을 씻어 내리네’라는 글귀에 따라 ‘명옥

대’로 이름을 고쳤다. 

1999년 4월,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하회마을과 함께 방

문한 이 절은 2018년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으로 유네스

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봉정사는 신라 문무왕 12년(672)

에 승려 능인이 창건한 것으로 전해 온다. 문루인 만세루

의 색 바랜 나뭇결에서 오랜 세월의 풍파가 고스란히 느껴

진다. 특히 현존하는 우리나라의 목조 건축물 중 가장 오

래된 국보 극락전 앞에 서면 그 무게감이 예사롭지 않다. 

국보 대웅전 역시 고려말・조선초 건축양식이 두루두루 조

화를 이룬 건축물이다. 대웅전 옆에 있는 보물 화엄강당과 

극락전 옆 보물 고금당은 같은 시기에 같은 목수가 지은 것

으로 조선 중기 건축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봉정

사의 건축물들은 고려 중기부터 조선 말기까지 이어져 온 

목조 건축물의 다양한 특징을 두루 살펴볼 수 있다. 극락

전 앞마당에는 삼층석탑과 돌무더기 탑이 있다. 그중 돌무

더기 탑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돌을 얹으며 소원을 빌어 유

명해졌다. 봉정사는 산사 특유의 고풍스러움과 정갈하면서

도 아기자기한 모습을 두루 갖추고 있다. 그래서 불교 건축

물이나 문화재 관련 전문 식견이 없어도 경내를 한 바퀴 도

는 것만으로 마음이 편안해진다. 천년을 이어온 정신의 뿌

리는 예나 지금이나 안동을 감싸 안고 흐르는 낙동강처럼 

도도히 흘러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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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 

논산 

노강서원 강당

충남 논산시 광석면 오강리에 자리한 

보물 논산 노강서원 강당은 학문을 

익히고 이를 가르치는 장소가 갖추어야 

하는 모범을 잘 보여준다.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도 훼철되지 않고 창건 

이후 현재까지 350년 가까이 한자리를 

지켜 온 유서 깊은 곳으로 공간마다 

학자의 검소함과 소박함, 읽고 배우는 

장소의 숙연함을 느낄 수 있다.

역사를 짓다

만나고

읽고 배우는 

장소의 

숙연함

학자의 검박함이 담긴 배움의 전당

조선 제19대 숙종이 왕위에 있던 기간은 서원이 가장 많이 지어진 때였다. 논산

의 노강서원은 숙종 1년(1675)에 호서지역의 큰 학자 윤황을 기리기 위해 조정

의 대신들과 명망 있는 관리들이 서원 건립을 발의하고 추진하여 세웠다. 8년 

후에는 나라에서 사액을 내렸으며 이때 아들 윤문거를 추가로 배향했다.

우리나라 서원은 16세기 후반 소수서원에서 시작되었는데, 아직 서원 제도 체계

가 덜 잡히고 질서가 갖추어지지 못했다. 보통 서원은 사당과 강당, 그리고 재사

를 기본으로 했다. 사당에서는 선현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올렸고 강당은 유

생들이 모여 공부했으며, 재사에는 생도들이 머물며 숙식했다. 이 같은 건물들

이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질서정연하게 배치된 것은 17세기에 들어와서이다. 건

물의 배치는 사당을 경내 뒤편 중앙에 두고 앞에는 강당을 세우고 강당 앞뒤 또

1

글. 김동욱(경기대학교 명예교수)   

사진. 명헌건설(논산 노강서원 강당 해체보수공사) 이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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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강서원 강당의 

건축은 배움의 

장소가 갖추어야 

할 모범을 잘 

보여준다.

2  
노강서원 강당은 

맞배지붕을 올린 

후 짧은 덧지붕을 

단 ‘눈썹지붕’ 

형태를 보인다.

3  
노강서원 강당의 

간결하고 탁 트인 

내부 전경

2

3

는 마당 좌우에 재사를 마주 보도록 했다. 노강서원의 경

우, 정문을 들어서면 넓은 마당이 나오고 그 좌우에 동재와 

서재가 마주하고 있다. 마당 뒤 높은 기단 위에 강당이 우

뚝하게 서고 그 뒤 세 개의 출입문 안쪽 높은 곳에 사당이 

단정하게 서 있는 모습이다.

최근 해체 수리 공사를 하면서 사당은 1675년에 건립했지

만 강당은 그보다 20년 늦은 1695년에 지은 사실이 목재 

연륜연대* 조사 등을 통해 확인되었다. 사당을 먼저 짓고 

사액된 후에 재력을 모아 번듯하게 강당을 마련했음을 알 

수 있다. 노강서원의 교칙이라고 할 수 있는 〈노강서원 학

규〉에 따르면 매달 초하루와 보름날 아침에 모든 유생은 옷

을 갖추어 입고 사당에 나아가 두 번 절하고 분향을 하도

록 정했는데 이를 ‘분향례’라고 했다. 또 재사에 머무는 학

생들은 매일 새벽에 일어나면 마당을 쓸고 세수를 하고 난 

후 사당 뜰에 나아가 두 번 절을 올렸다. 이후 마당 동서에 

서서 마주하여 절을 나누고 나서야 방에 들어가 독서를 시

작했다. 사당은 하루 일상을 시작하는 출발점이었다.

한 달에 두 번 분향례를 마친 뒤에는 원장을 비롯해 서원에 

속한 모든 사람이 강당 앞뜰에 동서로 나누어 서서 서로 

절을 했는데 이를 ‘정읍례’라고 했다. 정읍례를 마치고 나면 

강당 대청에 올라가 앉아 학규를 펼쳐 들고 읽은 다음 소

학・가례・심경・근사록과 사서・육경 등 성현의 글을 읽고 

의미를 강론했다. 강론을 마치고 나면 평소에 공부했던 경

서의 문구 중에 논란이 있는 부분은 가르침을 서로 주고받

으며 이해를 돕고 실력이 자라도록 했다. 학생들의 생활규

범을 정한 〈노강서원 재규〉에서는 공부 수준에 따라 생도

를 세 등급으로 나누었는데 1등급은 통독하면서 강론하고 

2등급은 따라서 읽으며, 3등급은 상황에 맞춰 통독이나 따

라 읽기를 행했다.

스승을 향한 존경과 예절이 담긴 곳

노강서원 여러 건물 중 가장 돋보이는 곳은 강당이다. 강

당 건물은 1m가 넘는 높은 기단 위에 있고 기단에서 대청

*  연륜연대 조사: 나무의 나이테 특성을 파악하여 건물이 지어진 시기를 판별하

는 조사 방법

마루 위까지 다시 1m 이상 높다. 마당에서 정읍례를 치르

고 난 참여자들이 조심스럽게 강당 대청에 오르는 모습이 

그려진다. 대청 천장은 서까래가 훤히 올려다보일 만큼 탁 

트여 있다. 집 어디에도 번잡한 치장이나 울긋불긋한 단청 

장식은 보이지 않는다. 간결한 대청에서는 지금도 낭랑한 

음성으로 경전을 읽고 또 그 의미를 가르치는 소리가 울

려 퍼질 듯하다. 강당은 간소한 맞배지붕을 올렸는데 특이

하게 양 측면 기둥 높이쯤에 짧은 덧지붕을 달았다. 이런 

지붕을 우리말로 ‘눈썹지붕’이라고 부르지만 중국 옛 문헌

에서는 ‘영(榮)’이라고 썼다. 고대 중국의 『예서』에서는 의

례를 거행하는 건물이 갖추어야 할 일정한 형식을 정해 놓

았는데 그중 하나가 영이었고 노강서원 강당에서 이를 따

랐다. 노강서원 강당은 책을 읽고 가르치는 장소가 갖추어

야하는 모범을 잘 보여주는 교과서 같은 집이다. 강당 대청

마루에 앉으면 그 숙연한 분위기에 절로 자세를 가다듬게 

된다. 강당과 더불어 그 앞의 넓은 마당, 그리고 사당과 사

당 앞뜰에 서면 글 읽는 낭랑한 목소리와 함께 선현에게 절

을 올리고 스승과 제자들이 공손하게 두 손을 마주하여 절

을 나누던 모습이 그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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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삶 속에서 살아 숨 쉬는 무형문화재

만나고

1

활쏘기를 나타낸 오래된 유물 중 하나는 고구려 고분벽화에 그려진 수렵도이다. 그러나 이보다 훨씬 

오래된 활쏘기 그림이 1970년대 초에 발견된 국보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에 그려져 있다. 7,000년 

전 고래사냥 모습이 새겨진 반구대 암각화에는 고구려 고분벽화 속 수렵도처럼 짐승을 사냥하기 위해 

활을 쏘는 모습이 보인다. 생존을 위해 활이나 화살, 촉을 이용해 짐승을 사냥하는 활쏘기 그림은 세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반구대 암각화와 고구려 고분벽화 수렵도에는 생존기술임과 동시에 

전투기술인 활쏘기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반구대 암각화 속 활 쏘는 모습은 단순한 사냥을 넘어 

우리나라 최초의 스포츠문화에 관한 기록인 셈이다.

글, 사진. 나영일(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명예교수)

생존의 수단에서 문화의 일부로,

스포츠로 거듭난

 
활
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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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기술과 전투기술로 

여겨진 활쏘기

고구려시대 무덤인 덕흥리 고분에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마사희(馬射戱)’ 장면이 있다. 마사희란 말을 타고 달리면

서 화살을 쏘아 과녁을 맞히는 마상 궁술 놀이로 이 벽화

에는 말을 타고 나무 기둥 위에 설치된 5개의 과녁을 향해 

활을 쏘는 두 사람과 대기조 두 사람, 이를 기록하는 세 사

람이 그려져 있다. 벽화에 나타나 있는 마사희는 훗날 조

선시대 말을 타고 활 쏘는 무과 과목인 ‘기사(騎射)’ 또는 

‘기추(騎芻)’로 이어졌고 일본에까지 전파되었다.

삼국시대 이전의 고조선, 부여, 읍루, 옥저, 예와 마한, 진

한, 변한 등 부족 국가시대는 물론이고 이를 통합 계승하

면서 발전해 나간 고구려, 백제, 신라 등 삼국이 활동하던 

시대에도 활쏘기는 수렵과 전쟁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

지하고 있었다. 고조선시대부터 우리 민족의 활동지역에

서는 주변국에서도 인정할 만큼 품질 좋은 활과 화살을 

생산했고 기사에 능한 민족으로 알려졌다. 고구려의 전설

1 
보물 김홍도 필 

풍속도 화첩 

중 활쏘기 

Ⓒ국립중앙박물관

2  
고구려 고분벽화 

수렵도 속에 나타난 

활쏘기 장면

 Ⓒ우리역사넷

3  
고구려시대 무덤인 

덕흥리 고분에 

그려진 마사희 장면 

Ⓒ동북아역사넷

적인 명궁수인 주몽(朱蒙)도 활을 잘 쏘는 사람 즉, 선사

자(善射者)를 뜻하는 부여의 말이다. 주몽을 비롯해 우리

나라 역사 속 왕 대부분은 명궁수였다. 고려시대에도 무신

은 물론이고 문신과 일반 백성들에게도 활쏘기 훈련을 수

시로 강조했다. 개경과 각 주진(州鎭)에서는 활쏘기 성적

에 따라 녹봉을 올리거나 승진을 시키며 활쏘기 장려책을 

제도화했다.

이는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였는데 궁궐 내에도 관덕정, 

춘당대, 오운정 등 관설 활터가 여럿 있었고 그 전통을 이

어 민간 활터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 오늘날 전통활터

는 400여 곳에 이른다. 활쏘기는 무과시험의 대표 종목으

로 목전(木箭), 철전(鐵箭), 편전(片箭), 유엽전(柳葉箭) 등 

다양한 형태의 활쏘기 종목이 있었고 또한 두 팀으로 나

뉘어 활쏘기를 겨루는 편사(便射)를 열기도 했다. 활터인 

사정(射亭)을 만들고 활터 운영을 위한 각종 제도와 회비 

등에 관한 규례를 정해 사계(射契)를 조직하는 등 오늘날 

스포츠클럽의 원형을 활쏘기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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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각궁을 잡아당기고 

있는  故 김박영 

국가무형문화재 

궁시장 보유자

Ⓒ문화재청

5
대한궁도협회 

산하에서 함께 

발전한 양궁은 

우리나라 올림픽 

효자종목으로 

거듭났다. 

Ⓒ아이클릭아트

6 
대사례도(大射禮圖) 

궁중행사 대사례 

장면 중 일부. 

왕이 활을 쏠 때는 

곰이 그려진 과녁, 

신하가 활을 쏠 

때는 사슴이 그려진 

과녁을 사용했다. 

Ⓒ국립중앙박물관

여러 문화재에서 찾아볼 수 있는 

활쏘기 흔적

성리학을 숭상하던 조선시대에 활쏘기는 『논어(論語)』와 

『맹자(孟子)』에서 말하는 ‘군자(君子)가 되기 위한 교양과

목’이었다. 임금부터 서민들까지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하

고 살펴볼 수 있는 관덕(觀德)의 척도임과 동시에 여가 놀

이의 대명사로 여겨진 것이다. 조선 후기 실학자 서유구(徐

有榘)의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 중 「유예지(遊藝志)」, 

장언식(張彦植)의 『정사론(正射論)』 등 활쏘기 관련 전문

서적이 간행되기도 했다. 조선시대 기록화와 풍속화 속에

서 활터와 과녁, 선비들의 활쏘기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한편 활쏘기는 임금이 참여하는 대사례(大射禮)1), 민관

에서 실시하는 지방 향사례(鄕射禮)2)등 하나의 제도로 이

어져 내려왔다. 1899년 우리나라 최초의 국빈인 하인리히 

폰 프로이센 왕자가 ‘북궐(北闕, 왕이 머무는 곳)’이라 불리

던 지금의 청와대 자리에서 직접 활을 쏘기도 했다. 당시 

1894년 무과시험이 폐지되면서 활쏘기가 명목을 잃어가

1)  대사례: 왕과 신하가 함께 활쏘기를 함으로써 군신(君臣) 간의 의리를 밝히

고 화합을 도모하는 의식

2)  향사례: 전국 지방에서 성부 및 각 주부군현(州府郡縣)의 수령이 참여하는 

활쏘기 의식. 단순히 활을 쏘는 기예를 뽐내는 것을 넘어 향촌의 질서와 안정

을 이루기 위한 교화 의식으로 여겨짐

던 때였는데 하인리히 폰 프로이센 왕자의 방문으로 전통 

활쏘기가 부활하면서 일제강점기에도 민족전통놀이로 시

행되었다.

생존의 수단에서 문화의 일부로 자리 잡은 활쏘기는 오

늘날 우리 주변에서 그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무과

시험의 활쏘기 종목 중 하나였던 유엽전(柳葉箭)은 일제

강점기를 거쳐 궁도 경기로 발전했고 현재 전국체전의 한 

종목으로 자리 잡았다. 또 1960년대 서양의 양궁이 국내

에 유입된 후, 1984년까지 대한궁도협회 산하에서 함께 발

전했는데 그 결과 한국은 올림픽 금메달 27개를 획득하고 

여자 단체전 종목 9연패의 영광을 이어가고 있다.

단군보다 오래된 역사를 지닌 활쏘기는 우리 민족의 가치 

있는 문화유산인 동시에 스포츠 역사가 담긴 문화재로 필

자는 활쏘기가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을 넘어 유네스코 인

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길 바란다. 또한 생존과 국방, 

그리고 의례와 놀이 성격을 모두 갖춘 활쏘기가 앞으로도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놀이로 전승되길 바란다. 

4

5

6



상생의 원리가 담긴 맨손무예

Taekkyeon(Traditional Korean Martial Art) 

국가무형문화재(1983. 6. 1. )

글, 사진. 국립무형유산원 조사연구기록과

택견

택견은 율동적인 동작으로 발과 손을 써서 상대를 공격하고 자기 몸을 방어하는 맨손무예이다.

택견과 관련된 맨손무예의 첫 기록은 고려시대에 등장하는데, 택견은 당시 무인들의 완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만큼 널리 성행했다. 조선시대에는 택견이 군사의 무예뿐만 아니라 민간의 세시놀이로까지 확대되었다.

택견의 기본자세에는 양발을 삼각형 모양으로 교차하여 몸에 리듬을 불러일으키는 ‘품밟기’와 두 팔로 원형의 선

을 그리는 ‘활갯짓’이 있다. 이 동작들은 상대방의 시야를 흐리며 공격과 방어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세로，독

특한 몸놀림과 섬세하고 부드러운 곡선을 보인다. 발로 차거나 걸고, 손으로 치거나 잡아당겨 상대를 쓰러트린다

는 점에서 격투기와 힘겨루기가 혼합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택견의 기술에는 상대와 힘과 기량을 겨루는 활법

과, 상대를 해치거나 급소 위주의 격투를 벌이는 살법이 있다. 활법은 민간의 놀이에서, 살법은 전쟁이나 군대에

서 사용되어 왔다. 오늘날 택견은 주로 심신을 단련하는 민속 경기놀이로 전승되어 오고 있다. 택견은 상해를 입

히지 않고도 상대를 물러나게 할 수 있어, 공격보다는 수비에 치중하는 상생의 원리가 담겨 있다. 택견은 세계적

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 2011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되었다.

알기 쉽게 풀어 쓴 무형문화재 이야기

만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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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견 발질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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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이, 궁

만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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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왕들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궁, 창덕궁. 

‘창덕궁 달빛기행’은 시끄러운 도심에서 벗어나 고요한 밤이 주는 고궁의 운치를 만끽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입니다. 전문 해설사의 궁궐 곳곳 숨은 옛이야기와 함께 청사초롱으로 불 밝히며 창덕궁의 밤을 걸어

보세요. 궁궐 곳곳의 기념사진 촬영 공간에서 멋진 순간과 추억을 담아보세요. 

관람 동선은 ‘돈화문–금천교–인정전–희정당–낙선재–상량정–부용지·부용정–불로문–연경당–후원 

숲길–돈화문’ 순으로 약 100분 정도 소요됩니다. 궁궐의 야경과 어우러진 대금, 거문고, 가곡, 궁중무용을 

감상할 수 있는 전통예술공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2010년부터 시작된 달빛기행은 좋은 후기가 퍼지면서 관람객이 점점 늘어나 어느덧 창덕궁의 대표 행사가 

되었습니다. 달빛과 별이 어우러진 밤하늘 아래 고궁을 고즈넉하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창덕궁 달빛기행’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글. 양설희 실무관(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   사진. 궁능유적본부



고종과 명성황후의 혼례 때 사용한 비녀 목록인 발기이다. 발기는 주로 왕실 의례에 소용되는 물품, 인명 등

을 나열하여 작성한 목록으로 각 건의 기록이라 하여 한자로는 ‘건기(件記)’라고 하는데, ‘건(件)’은 우리 옛말

로 ‘ ’로 불러 ‘발기’라고도 했다. 발기는 소용되는 물품을 확인하거나 목록을 보관하기 위한 목적에서 주로 

제작되었다. 한글로 작성된 이 기록물은 두툼한 붉은색 종이를 아코디언 식으로 접어 직사각형 형태로 만든 

첩이다. 표지는 직물로 만들어 기록물의 품격을 높였다. 종이 표면에는 물목을 바르게 쓸 수 있도록 표시해 

두었는데 상당부에 기준점이 되는 작은 구멍을 내고, 그 아래 세로로 홈을 내고 칸을 마련하여 흐트러짐 없

이 글을 쓸 수 있게 했다. 

비녀는 큰머리와 조짐머리 장식으로 나누어 작성했다. 큰머리는 국가의 가장 큰 의례를 행할 때 입는 대례복

에 갖추는 머리 모양이며, 조짐머리는 궁중 머리 모양 중 가장 약식의 머리 모양이다. 이 기록물은 별도로 부

착한 작은 첨지를 통해서 작성 배경을 파악할 수 있다. 이 기록은 ‘병인 가례시 보 오실  볼  아니 보  오

시니(병인년 가례 때 보내오실 때 본래 아니 보내오신 것)’이다. 즉, 비녀는 병인년 가례인 1866년 고종과 명

성황후의 가례에 소요되었던 것이며, 처음에 도착하지 않았던 비녀를 다시 마련하면서 목록이 작성되었음

을 알 수 있다. 발기는 업무상 확인을 위한 용도부터 최종 보관 용도까지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확인된

다. 그중 도톰한 색지와 직물로 된 표지를 갖춘 이 기록물은 여러 번 작성을 거친 최종 보관용으로 보인다. 

고종과 명성황후의 혼례 때 
사용한 비녀 목록을 적은 기록, 

『보잠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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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이상백(국립고궁박물관 전시홍보과 학예연구사)   사진. 국립고궁박물관

『보잠발기(寶簪件記)』, 조선, 1866년, 크기: 26.3×105.7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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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

새기다



1

어린 시절 환상에서 탄생한 개미 요정과 고양이의 모험

신선미 작가에게 한복은 늘 특별한 존재였다. 어렸을 적 

한복이 보고 싶어 매주 역사 드라마를 빼놓지 않고 시청

했다는 그에게 어떤 장소이든 화사하고 기품 있게 바꿔 

주는 한복은 작품의 영감이 되었다. 울산대 동양화과를 

졸업한 그는 2000년대 초반부터 전통기법 그대로 한복

을 그리기 시작했다.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선 먼저 한지에  

아교반수*를 하고 합판에 고정한 뒤 따로 스케치한 종이

를 덧씌워 볼펜으로 눌러 스케치를 따야한다. 이를 따라 

먹선을 긋고 그 위에 여러 번 색을 올려야 비로소 완성된

다. 50호(약 116.8×91cm) 크기의 작품에 꼬박 한 달이 소

요될 만큼 번거로운 과정을 거듭해야 한다.

“먹선을 그리는 것도 쉽지 않지만, 채색의 경우 수정이 불

가능해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될 수 없어요. 염색하듯 엷게 

35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여인의 모습 속에 

현대적인 요소가 어우러져 있다. 아이를 

병간호하는 엄마 곁에 놓인 체온계, 베고 누운 

메모리폼 베개, 손에 들린 스마트폰. 한지 

위를 수놓은 한복의 섬세한 색감은 작가의 

스토리텔링이 더해져 환상적인 느낌을 

선물한다. 그동안 한복의 다양한 모습을 

작품 속에 담아온 신선미 작가가 지난 5월, 

그림책 『한밤중 개미 요정』으로 일본 산케이 

아동출판문화상 번역 작품상을 수상했다. 

한국의 전통기법으로 그린 한복 그림이 담긴 

책이기에 그 의미가 더욱 컸다. 동양화가 

신선미 작가를 만났다.

글. 권유진   사진. 강민범

1 
〈나는 당신이 

그립습니다4〉, 

2018, 장지에 

채색, 46×35cm

©신선미

가장 한국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는

한복의 아름다움

동양화가

신

선

미

*  아교반수: 동양화 안료를 안착시키는 접착제인 아교와 명반(백반)으로 종이를 

코팅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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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4

발라 말리고 색 올리고, 말리고 색 올리는 작업을 해야 하

죠. 새빨간 치마를 완성하려면 이 과정을 몇 십 번 반복해

야 돼요. 색을 섞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처음에 노란색을 

올리고, 그다음에 주홍색을 올리고, 그런 식으로 나눠 빨

간색이 만들어질 때까지 쌓는 거예요.”

배경을 삭제하며 인물에게 집중한 작가의 그림은 독자가 

그림 속 상황을 상상하게 해준다. 여백 곳곳을 수놓은 자그

마한 ‘개미 요정’과 앙증맞은 고양이는 현실과 환상 사이에

서 다채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준다. 개미 요정과 고양이 모

두 신선미 작가의 어릴 적 일화를 반영한 요소이다.

“어렸을 때 몸이 안 좋아 누워 있을 때가 많았어요. 독한 

약을 먹고 몽롱한 상태로 누워 있을 때면 요정을 본 것 같

았죠. 이를 부모님께 얘기할 때마다 ‘꿈을 꾼 거야’라면서 

제 말을 믿어주시지 않아 무척 억울했어요. (웃음) 고양이 

역시 부모님 가게에 자주 오던 길고양이를 기억하며 그린 

거예요. 어른이 된 후에 알레르기가 생겨 고양이를 키울 

순 없지만, 귀엽고 앙증맞은 모습을 작품 속에 담아내고 

있어요.”

일본 독자들까지 사로잡은 『한밤중 개미요정』

그림만 그려 오던 작가가 어린이를 위한 이야기를 더하기 

시작한 것은 아이를 낳고 나면서부터이다. 성인이 돼서야 

흥미를 갖게 되는 미술작품을 어렸을 때부터 접하게 해 주

고 싶었다. 스케치만 1년, 채색 1년을 거쳐 2016년 『한밤중 

개미 요정』을 출간했다. 판타지가 중심인 것처럼 보이지만 

임신과 육아, 모성애, 친정엄마를 보는 딸의 마음이 그림 

속에 스며들었다. 책 속에 등장하는 남자아이는 2009년 

태어난 작가의 아들이고 한복 입은 여인은 가상의 인물이

지만 작가 자신의 이야기이다. 메모리폼 베개나 스마트폰 

같은 현대적인 요소도 실제로 모자가 사용하는 것들이다.

“육아를 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아이의 모습을 볼 때가 있

었어요. 그럴 때면 어렸을 적 ‘꿈을 꾼 거야’라고 말씀하셨

던 부모님이 생각나요. 아이를 보면서 느낀 그런 생각들을 

이야기로 풀어낸 거죠. 상상의 일부 같던 개미 요정은 아

이가 등장한 뒤 친구가 돼요. 순수한 아이는 요정을 볼 수 

2 
 〈그들만의 사정〉, 

2010, 장지에 채색, 

79x181cm 

©신선미

3 
산케이 아동출판문

화상 번역 작품상을 

수상한 신선미 작가

의 첫 번째 그림책

『한밤중 개미 요정』 

©출판사 창비

4 
어린 정조와 혜경궁 

홍씨의 모습을 담은 

〈나는 당신이 그립

습니다2〉, 2018, 

장지에 채색, 

54×44cm 

©신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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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선미 작가는 

“개미 요정 시리즈

를 통해 독자들이 

지나간 시간을 돌

아보길 바란다”라

고 전했다.

6 
스케치를 딴 뒤, 

먹선을 그릴 때 

사용하는 

벼루와 먹

5

6

있다는 설정이거든요. 복잡한 해석이 담긴 상징이 아닌 그

저 제가 느낀 것들, 아이를 통해 보았던 것들을 그려낸 것

이죠.”

신선미 작가는 4년 뒤인 2020년, ‘개미 요정’ 두 번째 이야

기 『개미 요정의 선물』로 또 한 번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

주었다. 전작에서 보여준 모자간의 사랑을 넘어 할머니, 엄

마, 아이로 이어지는 가족 삼대의 모습을 통해 사랑하는 

사람들과 개미 요정이 함께하는 모습을 표현했다. 지난 5월 

13일에는 전작 『한밤중 개미 요정』이 일본의 제69회 산케

이 아동출판문화상 번역 작품상을 수상했다는 낭보가 전

해졌다. 1954년에 제정된 ‘산케이 아동출판문화상’은 직전 

해 일본에서 초판 발행된 아동 도서 중 학습 참고서를 제

외한 모든 책을 대상으로 작가, 번역가, 도서관장, 교수 등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7개 부문에서 가장 우수한 작품을 

선정한다. 올해의 경우 지난해 발행된 4,405편 중 『한밤중 

개미 요정』을 포함한 8편만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일본에 번역되어 출판된 것만으로도 기뻤는데 아동출판

문화상을 수상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전통 기

법을 따라 그린 한복 그림이 일본 독자들에게 사랑받았다

는 것이 더욱 뜻깊습니다. 또 그림 속 따스함과 한복의 아

름다움은 국적에 상관없이 누구나 느낄 수 있다는 생각에 

자랑스러워요.”

한류의 인기로 한복을 향한 전 세계인의 관심이 더욱 높

아지는 것 같아 기쁘다는 신선미 작가. 이를 반영하듯 지

난 3월, 주스페인한국문화원의 주최로 열린 첫 스페인 현

지 전시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그리면 그릴수록 아름다움

에 더 빠져들게 되는 소재이기에 신선미 작가는 당분간 한

복을 소재로 한 작품 활동을 이어갈 것 같다고 전했다. 한

복의 자태를 가장 한국적인 방법으로 담아내는 그의 이야

기 세계는 여전히 무궁무진하다.

“개미 요정 시리즈는 아이들을 위한 책인 동시에 어른들도 

감상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만든 책이에요. 제 그림과 

이야기를 통해 그리운 시간을 돌아보고, 지금 내 곁에 있

는 소중한 이들을 더 많이 봐 주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도 이런 이야기를 그리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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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픔과 설움을 치유해 준 조선백자 항아리

1918년 경북 예천군 풍양면 우망리에서 태어난 정조문 선

생은 그의 나이 6세 때 독립운동가였던 아버지와 가족 모

두가 일본 교토에 정착했다. 매 끼니를 걱정해야 할 만큼 

경제적으로 궁핍했고 소학교 졸업식 대표로 단상에 올랐

음에도 형편이 어려워 중학교에 가는 것을 포기해야만 했

다. 이후 거주지를 교토에서 오사카로 옮기고 살던 정조

문 선생은 강제징용으로 도쿄 군수물자 공장에서 일하다 

1945년 3월 10일, 전쟁의 조기 종결을 위해 미군이 도쿄와 

그 주변 일대에 대량의 소이탄을 투하한 도쿄 대공습을 

겪고 다시 오사카로 돌아왔다. 전쟁이 끝난 후 아버지는 

일본에서 지켜낸 

우리 문화재

정조문 선생과 

고려미술관

세계 속 우리 문화유산

새기다

조국 재건을 위해 정조문 선생의 새어머니와 이복동생을 

데리고 한국으로 먼저 귀국했다. 청년 정조문 선생은 형 

정귀문과 함께 아버지의 부름을 기다렸지만, 대구 10・1 사

건에 휘말려 돌아가셨다는 부친의 부고를 듣고 결국 귀국

을 포기한다.

이후 교토에서 파친코 사업을 시작하며 성공 가도를 달리

던 정조문 선생은 1951년, 운명처럼 고미술 상점에 전시된 

조선백자 항아리를 만나게 된다. 첫눈에 반한 항아리의 가

격은 50만 엔, 현재 한화로 480만 원이 넘는 고가였다. 선

생은 너무나 갖고 싶던 마음에 할부로 항아리를 구입하는 

데 훗날 그는 이 순간을 “조센진이라 멸시받던 그간의 아

지난 3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통해 공개된 드라마 

‘파친코’가 세계적으로 큰 화제를 모았다. 1910년대 민중의 시선으로 

일제강점기의 실상과 아픔을 섬세하게 표현한 ‘파친코’는 먹고 살기 

위해 또는 새로운 희망을 찾기 위해 조선 땅을 떠나 대한해협을 건넌 

재일교포 1세대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이 시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한 사람이 있다. 바로 일본 교토에서 파친코를 운영하면서 부를 

축적했던 고(故) 정조문 선생(1918~1989)이다. 정조문 선생은 일본에 

산재한 한국 문화재를 수집해 교토에 고려미술관을 세운 인물로  

먼 타국에서 우리 문화재 수집에 열정을 쏟으며 평생을 바쳤다. 

글, 사진.  신정아(사단법인 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 선임연구원)

1  
백자항아리.  

정조문 선생은 이 

달항아리와의 

만남을 계기로 

조선 미술품 수집

에 열정을 기울이

기 시작했다.

Ⓒ고려미술관

2  
백자철화범선문항

아리. 정조문 선생

은 이 항아리를 항

상 곁에 두었고 고

향으로 가고픈 소

원을 담아 이 문양

을 고려미술관 로

고로 사용했다. 

Ⓒ고려미술관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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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음으로 구입한 

백자를 들고 있는 

정조문 선생. 통일

조국을 그린 선생

은 박물관 이름을 

‘고려미술관’이라 

짓고 기와에 ‘고려

(高麗)’를 새겼다. 

Ⓒ고려미술관

4
일본 교토부 

교토시 기타구에 

위치한 고려미술관 

Ⓒ한국사데이터베

이스

픔과 설움을 치유받았다”라고 회상했다. 이후 선생은 일본

인들에게 귀하게 여겨지던 조국의 문화재를 하나하나 수

집했고, 조국의 문화재로부터 상처를 치유받았던 자신처

럼 동포들에게도 조선의 자랑스러움을 보여주고 싶었다.

선생의 꿈과 바람을 담은 교토 고려미술관

이 같은 선생의 마음은 1988년 10월 25일, 교토에 ‘고려미

술관’ 건립으로 이어졌다. 해외에서 유일하게 한국문화재

만을 전시하고 있는 고려미술관은 고려청자부터 조선백자

와 토기, 고고 자료와 회화, 민속자료 등 국보급 문화재를 

포함해 1,700여 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 고려미술관

은 매년 1~2회씩 특별전을 개최하고 다양한 교육활동도 

펼치는 등 일본 교토에서 한국문화재를 소개하고 자연스

럽게 한국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재일동포 후세들의 교육에도 관심이 많았던 정조문 선생

은 교토 조선학교 건립에도 앞장서는 등 여러 방면으로 지

원했다. 또한 일본과 한국의 유명 지식인들과 교류하면서 

잡지 『일본 속의 조선문화』를 창간하며 한국의 고대문화

를 알리고 왜곡된 한국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다. 이 

같은 선생의 노력으로 이후 재일동포와 일본인들이 자발

적으로 참여하는 문화답사단이 꾸려지기도 했다.

“재일교포 3세, 4세가 태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놀러 와

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런 도구를 써서 생활했다는 것

을 보았으면 합니다. 책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보여주

고 싶습니다.” - 1988년 정조문 선생의 NHK 방송 인터뷰 내용 중 -

해외 소재 한국문화재와 문화재 환수에 대한 관심은 1990

년대부터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그간 정부의 외교적 노력

으로 중요한 문화재를 국내로 환수한 성과도 여럿 있었고, 

2000년대부터 시민사회와 종교기관, 지방정부 등도 환수

에 앞장서며 크고 작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해외에 

소재하는 우리 문화재는 현지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며 한

국문화를 알리는 길잡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조문 선

생이 세운 고려미술관도 일본 현지에서 지금처럼 꿋꿋하

게 그 자리를 지키며 선생이 꿈꿨던 것처럼 한국문화의 메

카로 거듭나길 바란다.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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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자연유산

새기다

기후변화의 속도를 늦춰줄 자연유산을 향한 

새로운 접근

기후변화가 자연유산에 일상적으로 스며들면서 점진적이

고 급진적인 충격을 전하고 있다. 기온과 수온이 전반적으

로 상승하면서 육상 및 해상 생태계가 변화하고 동식물 

유산이 생존에 위협을 받은 지 오래이다. 해수면 상승률

이 가팔라지고 태풍과 집중호우가 극심해지면서 천년만년 

그 모습 그대로일 것 같던 해안의 지질, 지형 유산이 그 충

격으로 잠기고, 깨지고, 부서지고 있다. 세계자연보전연맹

(IUCN)에 따르면 2014년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 자연유

산의 첫 번째 위협요인으로 꼽히던 것은 침입 외래종 유입

이었는데, 2017년 조사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기후변화가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런 소식은 가슴 아

프고 우울한 뉴스 정도를 넘어 우리의 현재와 미래 생존에 

대한 기후변화의 경고로 다가오기도 한다.

최근 자연유산이 겪는 여러 피해가 기후변화로 발생한 

것임이 자명해지고 있다. 하지만 자연유산이 단순히 

기후변화의 ‘피해자’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기후변화로부터 우리 인류를 지켜줄 ‘영웅’이자 

마지막 보루일 수 있다.

글. 김지수(국립문화재연구원 안전방재연구실 연구원)   자료. 천연기념물과

기후변화로부터 

지구를 살리는

자연유산의 잠재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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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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베리아부터 

오스트레일리아

까지 10,000km를 

이동하는 도요물떼

새들의 쉼터인 

서천갯벌

ⓒ(재)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단

2
명승 순천만을 

찾은 흑두루미. 

흑두루미는 전 세계 

1만9,000여 마리만 

생존하고 있으며, 

그중 14%인 2,700

여 마리가 순천만에

서 매년 월동하고 

있다. 

ⓒ순천만습지

3
천연기념물 강화 

갯벌 및 저어새 번식

지. 1억 3,600만 평

으로 서울 여의도의 

52.7배에 달해 

단일 문화재 지정구

역으로는 가장 넓다. 

세계적으로도 가장 

우수한 갯벌로 갯벌

보존과 저어새의 

서식환경을 보존

하기 위해 천연기념

물로 지정해 보호

하고 있다. 

ⓒ문화재청

2 3

그런데 자연유산은 단순히 기후변화의 ‘피해자’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구를 살리는 ‘영웅’이 될 수도 있다. 

최근 국내외 학계와 정부에서는 기후변화의 속도를 늦추고 

그 영향을 줄일 자연유산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모색하면

서 그 이면의 가치에 주목하고 있다.

기후변화 회복 탄력성을 높여주는 자연유산,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일정한 지역이 자연유산으로 지정되면 그 지역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동식물과 지질・지형 등 자연환경의 보호와 보존

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그 덕분에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지역은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원형 모습을 간직할 수 있

게 된다. 이러한 보호구역(Protected Area)의 지정은 생물

종과 서식지, 생태계뿐 아니라 유산적 가치를 지닌 지질・

지형 및 자연경관을 인간 간섭으로부터 보호하는 가장 효

과적인 방법이다. 이에 다양한 형태의 자연유산을 보호하

기 위해 2021년 5월 기준 전 세계의 육상 16.6%, 해상 7.7%

의 영역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러한 곳에서 보

호된 건강한 자연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흡수

하고 저장하는 능력을 탁월하게 발휘한다. 전 세계 곳곳

에 저마다의 형태로 지정된 보호구역은 육상에서는 그린 

카본1), 해상에서는 블루카본2)을 저장하고 있다. 가령 캐나

다에서는 육상의 국립공원에만 40억 톤 이상의 그린카본

이 저장돼 있으며, 이를 탄소배출권으로 환산하면 390억

~87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갯벌은 육상보

다 최대 50배 이상 더 빠른 속도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

여 세계 5대 갯벌3)을 보유한 우리나라의 경우 약 1,300만 

톤의 블루카본을 저장하고 있다. 인류가 탄소 중립을 이루

기 위해 어마어마한 재정을 투자하고 있는 것을 자연은 탄

소저감, 포집, 활용을 통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국제사회에서는 자연유산이 지닌 기후변화의 회복탄력성

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 무엇보다 보호구역의 보존상태가 

양호하도록 지속적・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절대적인 면적을 

더욱 확대할 것을 소리 높여 이야기하고 있다. 보호구역 관

리를 위한 서슴없는 투자와 전 지구의 최소 30% 이상을 보

호구역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목소리는 다

소 과격하게 들리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생물다양성 등 자

연유산적 가치의 손실을 막기 위한 필요조건인 동시에 인

류가 살아남기 위한 최후의 보루이다. 산업혁명 이래 인간

은 자연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탄소를 배출하고 무분별

한 개발과 착취를 해 오며, 자연뿐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크

나큰 우를 범했다. 역설적이지만 이를 극복할 열쇠도 인간

에게 있다. 보호구역을 확대해 기후변화로부터 자연유산을 

보호해야 하며 우리 자신과 미래 세대를 위해 자연유산의 

보존과 확대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1)  그린카본(Green Carbon): 산림이 흡수한 탄소로 나무에 저장되어 있다.

2)  블루카본(Blue Carbosn): 바닷가에 서식하는 생물, 맹그로브 숲 등 해양 생

태계가 흡수하는 탄소를 의미한다.

3)   ‘한국의 갯벌’은 2021년 7월 우리나라에서 15번째로 등재된 세계유산으로 

2007년 등재된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에 이어 14년 만에 두 번째로 등재

된 세계자연유산이다.



   

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는 1930년대 일본인 도자사학자 아사카와 

노리타카가 처음 발견한 후, 1960년대 정양모 선생이 고려시대 

초기 요지임을 재차 확인하면서 학계에 널리 알려졌다. 1984년부터 

호암미술관이 세 차례 발굴조사를 시행한 결과, 벽돌가마(전축요)와 

길이 83m에 달하는 초대형 진흙 가마(토축요), 가마 양쪽에 언덕 형태를 

한 폐기물 퇴적구릉부, 건물지대상의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자기(磁器)의 발생 및 초기 자기 제작과 관련된 여러 사실을 

밝힐 수 있었다. 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는 이 같은 고고학적, 도자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1989년 1월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글, 사진. 이유진(재단법인 서경문화재연구원 유물관리부 부장)

33년 만에 
재개된 
발굴조사가
품은 이야기 
사적 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

알면 신기한 발굴이야기

새기다

1

2

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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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인 서리 고려 

백자 요지 건물지 

전경

2 
보와 궤 밀집지역 

노출 전경

3 
용인 서리 고려

백자 요지 

보와 궤 유물

가마와 건물지 간 관계를 품은 출토 유물

3차 발굴조사가 마무리된 후 33년 만인 2021년 6월, 용인시

는 문화재청과 함께 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의 4차 발굴조

사를 수행했다. 호암미술관에서 일부 조사가 이뤄졌던 건

물지를 재조사했는데 건물지는 그간 민가가 들어서고 경작

이 이루어지면서 일부 훼손된 상태였다. 조사 결과 건물지 8

동과 함께 석축 시설, 이동시설, 출입시설, 석렬유구(石列遺

構), 수혈유구1) 등이 노출되었으며 건물지에서 세 차례의 중

복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가장 아래층에서 확인된 1차 시기 건물지는 2동이 조사되

었으며, 초기에 운영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차 시기 건물

지 2동이 조사된 가운데 건물지 동쪽과 서쪽에 갑발2) 또는 

할석(割石)을 깔아 만든 이동로와 남쪽 출입 시설이 확인되

었다. 건물지의 전체적인 방향은 북서-남동향을 이루고 있

는데 3차 시기 건물지는 1・2차 건물지보다 서쪽으로 좀더 

기울어져 조성되었다. 

건물지 출토 유물은 대부분 백자류로 한국식 해무리굽3) 또

는 퇴화 해무리굽의 완이 주를 이루고 접시, 잔탁, 퇴수기(타

호), 다연 등의 차도구, 보(簠), 궤(簋), 뚜껑, 얼굴모양제기 등

제기류, 백자갓모, 고리형받침, 갑발 같은 요도구와 물레부

속품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다. 유물 대부분은 앞서 조

사한 가마와 퇴적구릉부에서 출토된 10세기 후반에서 12세

기 초반에 해당하는 유물과 동일하거나 유사해 가마와 건

물지 간의 연관성을 엿볼 수 있다.

천년의 시간을 견딘 고려왕실 제기

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 발굴조사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

은 고려 성종대에 유교적 관료제도와 통치 이념을 정립하기 

위해 송나라로부터 『예서』를 처음 도입하면서 함께 들여온 

『삼례도』 속 제기인 보(簠)와 궤(簋)가 3차 시기 건물지 중

앙 부근에서 갑발, 할석 등과 뒤섞여 노출된 점이다. 특히 출

토된 30여 점 중 25점이 온전한 상태로 보존되었는데 고려

시대 유적 중 한 곳에서 온전한 상태의 제기가 출토된 것은 

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가 처음이다. 앞서 진행된 조사에

서 편으로만 출토된 가마와 퇴적구릉 내 보와 궤가 원래 어

떤 형태였는지 알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3

출토된 보와 궤의 기고는 29~35cm , 두께는 18~23cm, 무게

는 무려 7~12kg에 달한다. 보의 전체적인 형태나 제작기법

은 『삼례도』 기록과 유사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형태에 차

이점을 보이는 등 개성이 나타나 있다. 

그렇다면 보와 궤가 이곳에 밀집되어 노출된 이유는 무엇일

까? 이에 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조사단은 보와 궤의 샘

플을 제작했을 가능성도 염두하고 있다. 실제로 벽돌가마에

서 진흙가마로 넘어가는 11세기 즈음, 요업(窯業) 체계가 한

반도 남서부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이후 진흙가마에서는 다

양한 형식의 제기를 생산하게 된다. 1059년 문종대에 ‘제기도

감’이라는 관청이 설치된 기록을 통해서도 이 시기 제기 제작

과 관련한 국가시설을 설치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용인 서

리 고려백자 요지의 가마와 건물지, 건물지 내 밀집 출토된 

다양한 형식의 보와 궤는 이곳이 가마 관련 수급을 관장하

거나 제작을 관리하는 시설이었음을 짐작하게 해 준다.

현재 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는 재발굴과 문화재 구역 확

장조사의 시작단계에 서 있음에 따라 조사된 건물지의 명확

한 규모나 성격 등을 단정할 수는 없다. 앞으로 이어질 가마

의 재발굴, 그리고 주변의 확장 조사와 심도 있는 연구를 통

해 수정・보완하고자 하며, 필자 역시 다음 발굴을 두근거리

는 마음으로 기대해 본다. 

1)  수혈유구: 땅에 구덩이를 파서 만든 자리를 뜻하는 것으로 무덤이나 주거지 

등의 흔적이 이에 속한다.

2)  갑발: 가마 안에서 재가 묻거나 불길이 직접 닿는 것을 방지하고, 일정한 온

도를 유지하기 위해 도자기에 씌우는 보호용구

3)  해무리굽: 태양 주변에 동그랗게 형성되는 띠(해무리)처럼 바닥이 해무리 모

양인 도자기로 고려시대 초기 청자의 대표적인 형식



시(詩)로 담아내어 

흥취(興趣)를 

돋우어 주다

백자청화시문전접시

예나 지금이나 술은 즐거움과 위로를 주고 때로는 괴로움을 동반하며 

무수한 추억과 일화를 남긴다. 조선 초기는 태종, 세종, 성종 때 

재차 시행된 금주령에도 불구하고, 술을 어떻게 마시는가보다 

얼마나 마시는가에 중점을 두었을 만큼 술이 애호되었던 시기였다. 

주당이자 문인이었던 윤회(尹淮)는 세종이 무절제한 음주를 금하려 

내린 삼배주계(三杯酒戒)에 술잔의 크기를 늘려 주량을 채웠고, 

이사철(李思哲)은 목숨을 위태롭게 한 종기를 앓고 있음에도 

독주(毒酒)를 고집할 만큼 술을 탐했다. 한편으로 수많은 문인에게 

술은 인격을 평하기에 내면적 자질과 연관된 요소로 인지되었고, 

취하지 않은 정신이 취한 육체를 제어한다는 맥락에서 음주를 

합리화했다.

글. 오영인(김포국제공항 문화재감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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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함께 읽기

새기다

도연명과 이백을 칠언절구로 표현하다

술은 여럿이 술잔을 주고받으며 담소를 즐기는 매개체에 

그치지 않고, 술을 마시며 그림을 그리거나 시를 짓고, 가

무를 즐기는 놀이문화의 모습으로 그 영역을 넓혀 오랜 기

간 이어져 왔다. 고상한 군자의 삶을 닮고 싶었던 문인들

은 평소 존경해 온 과거 고사의 행위를 따라 했고 친목을 

위한 모임에서 금기서화(琴棋書畵, 거문고・바둑・글씨・그

림)를 즐겨 행하기도 했다. 1447년 5월 안평대군(安平大

君)은 성삼문(成三問)을 비롯한 지인들과 강가에서 술을 

마시며 달을 감상하고, 동궁이 보낸 동정귤 쟁반에 놓인 

시구에 따라 시 한 편을 지어 즐겼던 일화는 당시 정황을 

그대로 보여준다. 문인들에게 술을 마시며 시를 지어 읊음

은 풍류를 누리고, 한편으로는 자신과 시대의 시름을 달

래는 방편이 되었을 것이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백자청화시문전접시(詩銘白磁靑畫
皿)는 술에 의탁해 시를 즐겨 읊었던 대표적인 중국 시인, 

도연명(陶淵明)과 이백(李白)을 칠언절구(七言絶句)의 시

로 담아내고 있다. 고상한 음주의 멋을 지닌 도연명과 이

백은 대나무 숲속 달빛 아래에서, 꽃을 파는 거리에서 술

에 취해 잠들었다. 마치 술을 마시지 않고도 취하는 꿈만 

같은 세상사 이치와 멋은 보는 이의 마음을 위로하고 다독

여 준다. 또한 백자청화시문전접시의 투명하고 옅은 백색 

유조와 수려한 왕희지체로 표기된 시는 이러한 분위기를 

한층 단정하고 청아하게 이끈다.

16세기 중후반, 음주문화를 보여주는 도자기

이 백자청화시문전접시의 시는 1505년경 제작된 백자청

화편의 검게 발색되거나 고르지 않은 청화 안료와 비교해 

한층 밝은 청색조로 표기된 점에서 청화 안료를 다루는 

기술의 차이를 보여준다. 또한 전체 높이가 낮아지고 구경

이 넓어져 굽 내면이 고르게 다듬어진 점에서 16세기 중

후반 경기도 광주 관요에서 제작된 백자였던 것으로 이해

된다. 「세종실록오례의」에 금제 잔과 함께 그려진, 턱[盞

座] 없이 바닥이 넓고 편평하며 가장자리에 전이 달린 잔

받침과 기형상 일치하는 모습도 보인다. 이에 조선 왕실과 

1

1 
백자

청화시문전접시, 

조선, 높이 1.8cm, 

구경 21.2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덕수3834. 

접시에 새겨진 

글귀는 ‘竹溪月冷

陶令醉 / 花市風香

李白眠 / 到頭世事

情如夢 / 人間無飮

似樽前’으로 

‘대나무 숲 계곡에 

달빛이 서늘하매 

도연명이 취하고, / 

꽃 가게 부는 향기

에 이백이 잠드네 / 

세상의 정은 꿈과 

같은 것! / 인간사란 

마시지 않아도 취해 

사는 것과 같네’

라는 의미이다. 

ⓒ국립중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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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에서 진행되는 의례용으로 관요에서 정해진 규격과 

기형, 문양에 따라 특별 제작하였던 것으로 보는 것이 일

반적이다.

다만 백자청화시문전접시에 담긴 도연명은 일찍이 절의

(節義)와 충분(忠憤)의 표상으로 받아들여졌고, 그의 문

학은 유적이나 명승의 이름뿐만 아니라 자호(自號), 당호

(堂號), 실명(室名) 등으로 사용될 만큼 처사(處士)적인 

삶을 지향했던 이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백은 술

을 좋아하는 팔선[飮中八仙] 중 한 명으로 조선시대 수많

은 고사 인물화의 주인공으로 묘사될 만큼 선망의 대상이

었다. 그런 의미에서 백자청화시문전접시의 도연명과 이백

을 다룬 시는 조선시대 의례용 기물에 표기되기에 거리가 

먼, 지극히 사적 영역에 치우쳐 있는 것이 사실이다. 

관요를 관할한 사옹원의 책임자, 도제조는 늦어도 1470년

부터 대군이나 왕자, 부마(駙馬), 의정부의 재상이 겸했다. 

또한 제조는 종 1・2품 및 왕실의 종친(宗親)이나 부마가 

담당해 관요 운영에 관여해 왔다. 흥미롭게도 1524년 당시 

사옹원 제조였던 경명군(景明君) 이침(李忱)은 관요에서 

제작한 자기를 사적으로 취득했고, 1540년 번조관이었던 

한세명(韓世鳴)은 사사로이 자기를 제작(사번)하고 관요 

소속의 인력을 마음대로 이용했다. 즉, 사옹원의 책임자와 

관요 실무 관리자가 개인의 이득과 남용을 위해 사번을 일

삼았고, 한편으로 관요에 소속된 인력은 생계를 위해 암묵

적으로 사번에 동참하고 있었다.

자연히 관요에서는 개인의 요구에 따른 주문 제작이 이뤄

질 수 있었고, 시장의 수요에 따른 공급도 가능했다. 실제

로 심수경(沈守慶)은 사옹원의 참봉이자 관요 감조관이었

던 자신의 5촌 조카 심일승(沈日昇)에게 오언절구의 시를 

지어 보냈고, 그 시를 표기한 잔과 잔받침을 받았다고 밝

혔다. 술을 마시는 데 공간의 시각, 청각, 후각, 미각적 정

취, 그 안에 자리한 인물과 주고받는 이야기와 놀이, 여기

에 술을 위한 기물까지 사용자의 취향이 고스란히 반영되

어 술자리의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키길 기대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도연명과 이백은 고상한 음주의 표상으로 

투영되기에 적합한 대상이었다. 즉, 이들을 술잔받침의 공

간 속 시로 담아낸 백자청화시문전접시는 16세기 중후반 

술자리의 흥취를 한층 돋우었던 음주문화의 일면을 고스

란히 보여주고 있다. 

2 3

2 
백자

청화전접시편 등, 

조선 1505년경, 

경기도 광주 

도마리 1호 

가마터 출토,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신수 19367 

ⓒ국립중앙박물관

3 
「세종실록」 132권 

오례 / 가례 서례 / 

준작 / 준작의 

예에 나타난 

쌍이초엽금잔 및 

잔받침 

ⓒ국사편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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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새로 보기

새기다

조선시대부터 

근대기까지

역사와 예술을 품은 

유물 11건, 

국가지정문화재로 

거듭나다
지정일 : 2022. 6. 23.

14세기 고려 불상 청양 장곡사 금동약사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국보 승격

국보로 지정된 ‘청양 장곡사 금동약사여래좌상 및 복장

유물(靑陽 長谷寺 金銅藥師如來坐像 및 腹藏遺物)’은 

1963년 보물로 지정된 것으로 고려 후기 유일한 금동약

사불상이자 단아하고 정제된 당시 조각 경향을 잘 반영

한 작품으로 평가되어 왔다. 특히 발원문에는 고려 충

목왕 2년(1346)이라는 정확한 제작 시기가 있어 고려 

후기 불상 연구의 기준 연대를 제시해 주고 있다.

고려 후기 불상 조각 중 약합(藥盒)을 들고 있는 약사

여래의 도상을 정확하게 보여줌과 동시에 온화하고 자

비로운 표정, 비례감이 알맞은 신체, 섬세한 의복의 장

식 표현 등 14세기 불상 조각의 전형적인 양식을 보여주

고 있어 이 시기 불상 중에서도 뛰어난 예술적 조형성을 

지닌다. 조성발원문에는 약 1,117명에 달하는 시주자와 

발원자의 이름이 적혀 있으며, 이는 고려시대 단일 복장

발원문으로서는 가장 많은 인명을 담고 있다. 특히 발원

문을 지은 승려 백운(白雲)은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

활자본이자 ‘직지’로 잘 알려진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

심체요절』을 편찬한 백운 경한(白雲 景閑)과 동일 인물

로 추정되어 그의 행적을 밝힐 수 있는 또 다른 자료로

서 매우 의미가 깊다.

조선왕조 최고 법전 『경국대전』 등 

보물 지정

조선왕조의 기틀을 담은 법전 『경국대전』 중 

현존하는 판본 중 인쇄 시기가 앞서고 내용・서

지학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경국대전 권1~2」

(삼성출판박물관 소장), 「경국대전 권1～3」(국립

중앙도서관 소장), 「경국대전 권4～6」(수

원화성박물관 소장)이 보물로 지정되

2022
07

1
청양 장곡사 

금동약사여래좌상

2
청양 장곡사 

금동약사여래좌상 

발원문(백운화상 

서명)

3
「경국대전 권1~2」

4
‘정조 한글어찰첩’ 

중 정조가 원손 

시절 쓴 한글편지

5
《신·구법천문도 

병풍》

6
안중근의사 유묵 

〈일통청화공〉

문화재청이 ‘청양 장곡사 금동약사여래좌상 

및 복장유물’을 국보로 지정했다. 이와 

더불어 조선왕조 법전『 『경국대전』을 

비롯해 ‘정조 한글어찰첩’, 《신・구법천문도 

병풍》, ‘안중근의사 유묵’ 등 조선시대부터 

근대기에 이르는 전적 및 회화, 서예작품 등 

총 10건을 보물로 지정했다.

정리. 편집실   자료. 유형문화재과



었다. 조선의 통치체제를 규정한 최고의 성문법전 경국대전은 

완성 이후 조선시대 조문의 수정 없이 적용되었으며, 당대 법

제사・제도사의 연구에 핵심이 되는 매우 귀중한 문헌이다. 

《신・구법천문도 병풍》은 전통적으로 동양에서 그려진 천문도

(구법천문도)와 서양에서 도입된 새로운 천문도(신법천문도)

를 좌우로 배치해 구성한 것으로 비단에 채색으로 그려 8폭 

병풍으로 제작한 별자리 그림이다. 19세기 후반 서양에서 수입

한 합성 안료인 짙은 초록색의 양록(洋綠, 에메랄드 그린)이 

사용된 것으로 보아 제작 시기 역시 이 시기 즈음으로 추정된

다. 〈신・구법천문도〉는 동양의 전통적인 천문도와 영조 16년

(1740) 중국을 통해 조선에 전해진 서양의 새로운 천문도가 

함께 그려진 것으로 동서양의 천문 지식이 융합된 모습을 보

여주며 당시 천문학, 기하학, 수학 등의 과학기술사적 특징과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47

‘정조 한글어찰첩(正祖 한글御札帖)’은 정조가 원손시절부터 

세손시절(1759), 재위시절(1776~1800)에 걸쳐 외숙모 여흥민씨

에게 한글로 쓴 편지 14통을 모은 편지첩이다. 원손시절에 쓴 

편지와 예찰(睿札・왕세자 시절 쓴 편지), 어찰(御札・보위에 오

른 후 쓴 편지)에 이르는 글씨 등 시기를 달리해 50여 년에 이

르는 정조의 한글서체 변화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안중근의사 유묵 5점은 안중근 의사가 중국 여순감옥에서 순

국하기 전인 1910년 3월에 쓴 것으로 화면 왼쪽 아래 ‘경술삼

월 여순감옥에서 대한국인 안중근이 쓰다(庚戌三月 於旅順獄

中 大韓國人 安重根 書)’라는 문구와 안 의사의 손도장이 있다. 

일제강점기 대표적 독립운동가였던 안중근 의사의 유묵이 가

진 역사성과 상징성을 보여주는 유물로, 보존 상태가 양호하며 

제작 시기가 분명해 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 

2

5 6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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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문화재청

새기다

현충사, 이충무공 유적 보존 현충사, 이충무공 유적 보존 
민족성금 기탁자 후손 찾기 전개 민족성금 기탁자 후손 찾기 전개 

사패와 함께 오는 10월 예정된 현충사 중건 90주년 문화행

사에 초청할 계획이다. 한편 현충사는 숙종 32년(1706)에 

처음 세워졌으나 1868년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따라 

훼철되었다가 일제강점기인 1932년 민족적 문화유산 보존

을 위한 온 겨레의 민족 성금으로 중건된 바 있다.

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국난을 극복

했던 충무공의 정신과 혹독한 일제강점기에도 우리의 소중

한 문화유산을 지켜내기 위해 희생한 선조들의 숭고한 정신

이되새겨지기를 기대한다. 

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는 현충사 중건 90주년을 맞아 6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충무공 유적 보존 민족성금 후손 

찾기 운동’을 전개한다. 이번 캠페인은 일제강점기에 이충무

공의 묘소와 위토(位土)를 되찾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펼쳐졌던 모금운동에 동참한 2만여 명의 성금 기탁자들의 

후손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현충사관리소는 누

리집(hcs.cha.go.kr)에 당시 모금에 참여한 성금 기탁자 2만

여 명과 400여 단체의 이름과 지역 정보를 공개한다.

자신의 조상이 모금에 동참한 경우, 누리집에서 기탁자 이

름과 일제강점기 당시 기탁자가 살던 지역명 등을 같이 확

인한 후 재적등본이나 족보 등의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현

충사관리소는 확인 과정을 거친 후 문화재청장 명의의 감

7월
NEWS

정리. 편집실   자료. 현충사관리소

다음 QR 코드를 찍으면 

현충사 누리집으로 이동됩니다.

대구 기탁자가 보내온 편지. 

‘조선사람으로서 참을 수 없는 

분기를 느낀 결과, 세 친구가 

금연을 단행하여 하루 10전씩 

20일간 2원씩 저축하여 성금을 

보냅니다’라고 적고 있다.

성금 기탁에 참여한 동아인쇄주식회사 직원들이 보내온 편지. 

‘우리들은 박봉으로 생활하는 몸으로써 마음에 가득한 정성을 다할 길이 없어 

약소한 돈이나마 모아서 보내오니 우리의 은인이신 이충무공의 묘소와 유물 

보존사업에 보태주소서’라고 적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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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문화재

새기다

1

천안 광덕사부도(廣德寺浮屠)

소재지 충남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광덕리 산175-1

광덕사는 신라 진덕여왕 6년(652) 자장이 창건했다. 대웅전에서 북쪽으

로 약 150m 떨어진 산기슭에 4기의 부도가 자리하고 있는데, 각각 청상

당 부도, 적조당 부도, 우암당 부도, 무명 부도라 일컫는다. 청상당 부도

는 현종 12년(1671) 은적사에서 입적한 청상스님의 사리를 모신 부도로 

제자들이 스님의 사리를 얻어와 이곳 광덕사에 부도를 세웠다고 한다. 

문의 천안시 문화관광과 041-521-5168

예산 이광임선생고택(李廣任先生故宅)

소재지 충남 예산군 대술면 방산리 334-5

이광임이 조선 순조 20년(1820)에 지은 목조기와집으로 ㄱ자형의 안채와 

一자형 사랑채, 그리고 행랑채가 안마당을 중심으로 ㅁ자 모양을 하고 있

다. 경사진 곳에 여러 단으로 땅을 고르게 하여 지었는데, 건물기단과 마당

의 높낮이가 심해 변화 있는 외부 공간을 연출하고 있다. 아들인 이승유의 

효자정려 현판이 걸려 있어 효도와 우애로 유서 깊은 건물임을 알 수 있다.

문의 예산군 문화관광과 041-339-7332

2

충청남도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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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

서산

당진 

아산 천안

공주

예산

홍성

청양

부여

보령

서천

논산

계룡

금산

예산 
이광임선생고택

3

보령 외연도 당제

9

홍성 
전운상영정

6

10

논산원목다리 원항교

공주
가척리석탑

2

서산박첨지놀이/
서산박첨지놀이전수관

4

태안
몽산리석가여래좌상

5 1 천안 광덕사부도

청양
화정사 목조보살좌상

7

부여홍양리오층석탑

8



공주가척리석탑(公州加尺里石塔)

소재지 충남 공주시 탄천면 청림1길 136(가척리)

청림사의 절터로 전하는 곳에 이 탑이 서 있다. 석탑은 전체의 무게를 받치

는 기단(基壇)을 2층으로 쌓고, 3층의 탑신(塔身)을 올렸는데, 원래는 5층

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탑신의 각 지붕돌은 얇고 작으며 밑면에 3단의 

받침을 두었다. 균형미는 없지만 이 지방만의 독특한 양식을 보여주고 있

어 고려시대 작품으로 추측된다.

문의  공주시 문화재과 041-840-8208

3

7 8 9 10

4

서산박첨지놀이(瑞山박첨지놀이) / 서산박첨지놀이전수관

소재지 충남 서산시 음암면 탑곡고양동1길 113-9

고려시대부터 양반사회의 모순을 풍자하면서 서민층에서 즐겨 놀았던 민

속극으로 꼭두각시놀음, 홍동지놀음, 꼭두박첨지놀음 등으로 불리며 남

사당패를 통해 전해 왔다. 인형을 매개로 한 사회풍자극인 박첨지 놀이의 

‘박’은 인형을 바가지로 만들었다는 데서 비롯되었고 ‘첨지’는 벼슬 이름으

로 양반을 풍자해 붙여진 이름이다. 

문의 서산시 문화예술과 041-660-2247

5

태안 몽산리석가여래좌상(夢山里釋迦如來坐像)

소재지 충남 태안군 남면 몽산리 산182

태안군 청계산에 위치한 죽사(竹寺)의 절터에 있으며 전체 높이는 1.03m

이다. 옷은 양어깨를 감싸 입고 있으며, 양 발을 무릎 위로 올려 발바닥이 

하늘을 향한 자세로 앉아 있다. 오른손은 무릎 위에 올려 손끝이 땅을 향

하고 있으며, 왼손은 왼쪽 무릎 위에 올려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했다. 광

배에서는 통일신라의 조각기법이 잘 나타나고 있다. 

문의 태안군 문화예술과 041-670-5963

6

홍성 전운상영정(田雲祥影幀)

소재지 충남 홍성군 아문길 20(홍성읍, 홍주성역사관)

조선 후기 무신 전운상 선생의 초상화이다. 전운상은 숙종 43년(1717) 

24세의 나이로 무과에 급제했으며 함경도 부사로 있을 때 어진 정치를 베

풀어 왕의 표창을 받기도 했다. 비단 바탕에 채색하여 그린 선생의 초상화

는 감색 조복을 입고 의자에 앉아 정면을 바라보고 있다. 얼굴은 붉은색으

로 엷게 칠하고 수염은 작은 붓으로 세밀하게 표현했다.

문의 홍성군 문화관광과 041-630-1256

청양화정사 목조보살좌상(靑陽和鼎寺 木造菩薩坐像)

소재지 충남 청양군 수단길 192(남양면, 화정사)

청양군 남양면 신왕리 262-4번지에 소재한 청양화장사 목조보살좌상

은 높이 900mm, 무릎 폭 545mm이다. 17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

며, 조각과 개금 상태가 세밀하고 양호하다. 목조보살좌상은 신체 비례

감이 정확하고, 잔잔한 미소를 머금은 상호가 단아하며 수려한 보관장식

은 17세기 목조보살좌상의 정형적인 조형 양식을 보여준다.

문의 청양군 문화체육과 041-940-2194

부여홍양리오층석탑(扶餘鴻良里五層石塔)

소재지 충남 부여군 홍산면 홍양리 190-1

안량사(安良寺)라는 절이 있었다고 전해지는 곳에 남아 있는 5층 석탑이

다. 현재는 절이 있었던 흔적은 찾을 수 없고 다만 탑 주변으로 기와·자

기조각, 토기 등이 흩어져 있을 뿐이다. 탑의 실제 기단 하부는 확인되지 

않지만 지대석이 있고 상·하단의 기단석이 마련되었다. 기단부가 약간 

허술하긴 하나 단아한 느낌이 드는 고려시대 탑으로 지붕돌에서 보여주

는 비례 등에서 백제 석탑의 전통이 느껴진다.

문의 부여군 문화관광과 041-830-2640

보령 외연도 당제(保寧 外煙島 堂祭)

소재지 충남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일원

서해안의 외딴섬에서 행해지는 마을 신앙으로 매년 음력 2월 15일 열리는 

전통행사이다. 당제, 풍어제, 전횡장군 사당제 등 여러 제향 행사가 거행되

며, 도서 지역만의 특색이 담긴 풍물 소리 등이 특징이다. 충남 도서 지역을 

대표하는 마을신앙인 동시에 한국의 민간신앙 측면에서 볼 때 종교적 욕

구의 변화 속에서 산신(山神)과 인물신(人物神)의 분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앙자료이다.

문의 보령시 관광과 041-930-4809

논산원목다리 원항교(論山원목다리 院項橋)

소재지 소재지: 충남 논산시 채운면 야화리 193-2번지

조선시대에 만든 3칸 규모의 돌다리로 양 끝을 처지게 하고 가운데는 무

지개처럼 둥글고 높게 만들었다. 고종 광무 4년(1900)에 홍수로 파괴된 

다리를 민간인과 승려들이 돈을 모아서 다시 놓았다고 한다. 현재는 사용

하지 않지만 과거 전라도와 충청도의 경계 역할을 하던 다리이다.

문의 논산시 문화예술과 041-746-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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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 

정읍 피향정(井邑 披香亭)

전라북도 정읍시 태인면 태창리에 있는 

피향정은 한여름이면 뜨거운 태양처럼 

만개한 연꽃이 가득하다. ‘피향’이란 

향국(香國)을 둘로 나누었다는 의미로 

본래 이곳에는 상연지제(上蓮池堤)와 

하연지제(下蓮池堤) 두 연지(蓮池)가 

있었다. 여름이 되면 연꽃이 만발하면서 

누정 주위에 그윽한 연꽃 향기가 가득 차 

이 이름이 붙여졌다.

‘호남제일정’(湖南第一亭)’이라는 현판처럼 

호남에서 아름답기로 손꼽히는 피향정은 

통일신라 헌안왕(재위 857~861) 때 

최치원이 세웠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지은 

시기는 확실하게 알 수 없다. 기록에 

따르면 조선 광해군 때 현감 이지굉이 

다시 짓고 현종 때 현감 박숭고가 

건물을 넓혔으며, 숙종 42년(1716) 현감 

유근(柳近)이 넓혀 세우며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 피향정에는 누정을 거쳐 간 

시인과 선비들의 시가(詩歌)가 기록돼 

있다. 녹색 잎과 연분홍 꽃봉오리의 

어우러짐은 눈을 즐겁게 하고, 바람 끝에 

묻어나는 은은한 향이 코끝을 간질이며 

여름이 왔음을 느끼게 해 준다.

사진. 김홍기

군자의 

고고한 덕처럼

그윽한 연꽃 향기

7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문화재가 있는 풍경

새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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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표지 

이야기

세상이 온통 초록빛으로 물든 여름날, 

국보 평창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좌상이 

수영장에서 피서를 즐기고 있다. 

대나무와 한지로 만든 지우산 

파라솔 아래 달콤한 수박과 국보 

분청사기 음각어문 편병이 놓여 있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난 문수동자의 

모습은 그 옛날, 조선 세조의 

질병을 치료해 주었다는 전설처럼 

휴식과 쉼의 가치를 보여준다.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여름 피서 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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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
과 

마
음
을 

치
유
하
는

휴
식
의 

가
치



독자설문조사

독자설문을 작성하여 15일까지 보내주시면 

여섯 분을 선정해 정해진 상품을 보내드립니

다. 설문 응모는 아래의 QR코드 또는 독자엽

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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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6월호 독자의견

김*률 / 전남 나주시

어릴 적 교과서에서 배웠던 

우리나라 최초의 시조집 청

구영언이 보물로 지정되었

다는 반가운 소식을 <문화재 

새로 보기>를 통해 들었습니다.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시조집이 

이후 가곡집의 편찬 기준이 되었다고 하니 더욱 놀랍습니다.

정*배 / 전남 광양시

<우리 동네 문화재>에 소

개된 경기도 북부 지역의 

시도유·무형문화재를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 주변의 문화유산은 익숙

하지만 여행을 하지 않는 이상 마주치기 어려운 문화재들을 한

눈에 볼 수 있어 유익했습니다.

강*우 / 인천 남동구

<길 위에서 보물찾기>에서 

다룬 강화도 왕가의 길을 읽

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강

화도의 역사가 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사진을 보니 꼭 한 번 다녀오고 싶

은 마음이 들었어요.

채*조 / 부산 동례구

평소 천상열차분야지도에  

궁금증이  많았는데, 이번에 

문화재사랑 <한눈에 반하다>

를 통해 그 궁금증이 해소되

었습니다. 이렇게  멋지고 위대한 작품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기

쁩니다. 앞으로도 아름다운 우리 문화재를 더욱 관심 있게 살펴

보아야겠습니다.

이*옥 / 대전 대덕구

보물 곤여만국전도와 보물 

혼개통헌의 이야기를 담은 

<두 번 생각하다>를 재밌게 

보았어요. ‘곤여’가 지구의 

별칭이었다니, 그 당시에도 서양에 관심이 아예 없지는 않았나 

봅니다. 서양 문물을 바라보는 조상들의 눈을 알 수 있어 흥미로

웠습니다.

최*주 / 충북 청주시

약 10년 전, 대학생 신분으로 

다산초당 답사를 간 적이 있

어요. 이번에 <천천히 다가가

가> 코너를 통해 오랜 기억 속 

한 조각을 꺼내 볼 수 있었습니다. 사진 속 한결같은 다산초당의 모

습에 옛 생각도 새록새록 나고 정약용 선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

게 돼 참 좋았습니다.

7

문화유산 

ASMR

금박장은 직물 위에 얇은 금박을 

이용해 다양한 문양을 찍어내는 

장인으로 금박은 오늘날 여성의 

혼례복 등에서 볼 수 있다. 금박장식은 

접착제를 바른 문양판을 문양을 

넣고자 하는 위치에 접착제가 완전히 

마르기 전 금박지를 붙인 다음, 문양 

밖에 있는 금박지를 다시 떼어내는 

방법으로 제작된다. 한복의 관심이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그 아름다움을 극대화하는 금빛 

문양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소리를 

국가무형문화재 김기호 금박장 

보유자의 작업으로 만나보자.

국가무형문화재
금박장(金箔匠)

왼쪽 QR코드를 찍으면 

김기호 금박장의 작업을 

ASMR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독자 퀴즈

국가무형문화재인 이것은 율동적인 동작으로  

발과 손을 써서 상대를 공격하는 맨손무예로 조선 

시대에는 무예를 넘어 민간의 세시놀이로까지 확대

되었습니다. 2011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된 이것은 무엇일까요? 힌트 31쪽

① 탈춤  ② 택견

③ 태권도     ④ 활쏘기

독자 퀴즈 정답

* 지난 호 정답은 2번 ‘사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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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공자포상

유산보호
문화2022문화

유공자포상

2022.6.15(수) 
~ 
7.29(금)

접수기간

유산보호

문의

문화재청 정책총괄과 042-481-4815~6

포상 부문

보존·관리 부문

문화재의 보존·관리, 세계유산 등재·관리 분야 

학술·연구 부문

문화재의 학술적, 과학적 조사·연구 분야

봉사·활용 부문

문화재에 대한 봉사 활용·홍보·교육 분야

포상 후보자 추천

제출서류

•추천서 1부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

• 정부포상 후보자 공적 확인서 1부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 시)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접수처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정책총괄과 포상담당자

제출서류 양식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 ※ 새소식 공지사항 참조

포상 대상자 발표 

2022년 12월 초 (개별 통지)

시상식 개최    2022년 12월 8일(목, 예정) 



우리 문화유산 展

‘왕가의 길’에 가다

종묘 영녕전에서 학우들과 함께

문*미

민초의 역사가 담긴 강화산성 성곽

장*원

신*훈 강*희

정조대왕의 꿈을 좇아보는 여행 변치 않는 남한산성에서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 코스에서 담은 나만의 인생 사진!

7월 ‘길 위에서 보물 찾기’ 코너에 소개된 코스 또는 그 외 ‘천년 정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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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정신문화 수도로 불리는 안동은 천년 정신이 투영된 다양한 유무형 산물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길 위에서 보물 찾기’ 7월호에서는 이를 하나로 연결한 안동의 ‘천년 정신의 길’을 걸어봅니다.

왼쪽 QR코드를 찍으면 

이벤트 참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인증사진을 첨부해 보내주세요. 

마감 7월 18일   

7월호 코스 ‘천년 정신의 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