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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함께해요



예나 지금이나 결혼은 인륜지대사(人倫之大事) 중 가장 으뜸으로 꼽습니다. 이는 남자와 여자, 가족과 가족이 만나 ‘인륜’이 시작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중요함으로 인해 우리는 예로부터 만남 하나, 예식 하나에도 정성과 예를 다하였습니다. 절차를 생략한 결혼문화와 절차를 중시하다 못해 호화롭기

까지 한 결혼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지키고 계승해야할 결혼문화는 무엇일지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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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집①  예를 다한 혼례가 꽃피다  |

혼례를 준비하는 단계

우리의 전통 혼례는 조선왕조의 성립과 함께 도입된 주자성리학의 

『주자가례』에 큰 영향을 입고 있다. 그런데 조선왕조는 『주자가례』

의 혼례를 우리 실정에 맞게 변용하려는 노력보다는, 그 곳에서 제

시된 의식들을 온전하게 시행하려고 노력한 편이었다. 이러한 노력

은 건국초기부터 지속되었지만, 『주자가례』가 정착된 것은 한참 뒤

인 조선왕조 후기에서나 가능한 일이었다. 

『주자가례』는 혼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 틀림없지만, 끝내 우리의 

고유한 혼인 예식을 모두 대체하지는 못했다. 이 때문에 사대부와 

양민은 물론 모든 계층의 사람들은 옛 전통의 우리 방식과 주자성리

학의 방식이 결합된 혼례를 따르게 되었다. 여기에 각 지방의 풍속

들이 세세한 변화를 주어 독특한 색채를 띠게 된다. 이 글에서는 조

선중·후기 양반 사대부가와 양민들에게서 볼 수 있었던 혼례에 대

해 알아보고자 한다.

예서(禮書)와 달리 실제로 행해졌던 혼례 절차는 혼인 예식이 거행

되는 사전과 사후를 구분하여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곧 혼례를 

준비하는 단계, 혼례 당일의 예식, 혼례 예식 후의 마무리 등이 그것

이다. 이 단계들 아래에는 몇 가지 하위 절차들이 있는데, 굳이 전통 

예로부터 관혼상제 중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혼례. 전통적으로 혼례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고 가족과 가족이 만나는 ‘인륜

의 시작’으로, 의례를 함에 있어서도 매우 신중하고 까다로웠다. 전통혼례에는 일정한 의식 절차가 정해져 있으며, 이는 

신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배우자를 구하는 일에서부터 혼인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정성과 예를 다하려 노력했다. 

글 이창일(한국학중앙연구원 책임연구원)

사주단자. 신랑집에서 혼인의 의사를 전달하면 신부쪽에서 허락을 한다. 허락과 동시에 신랑과 
신부의 사주(四柱)를 맞춰보고 사주단자를 보낸다. ⓒ한국국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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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례만이 아니라 현재에 통용되는 신식 결혼식에서도 이 절차들이 

계승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혼례의 사전 단계는 의혼(議婚, 혼

례를 논의함)이라고 하며, 여기에는 사주단자를 보내고 함을 지는 

아래 절차들이 있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혼례의 흔한 풍습이

다. 가장 먼저는 중매인이 양가를 부지런히 오가면서 혼인을 성사시

키기 위한 여러 문제들을 조율한다. 이어 신랑 집에서 혼인의 의사

를 전달하면 신부 쪽에서 허락을 한다. 허락과 동시에 신랑과 신부

의 사주(四柱)를 맞춰보고 사주단자를 보낸다. 이 절차에는 중대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만일 이런 저런 불상사가 생겨

서 혼인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주단자를 받지 않아야 한다. 이 절

차를 거친 뒤에 혼인을 거절한다면, 이혼이 될 정도로 혼인 의사는 

매우 중시되었다. 

사주는 신랑과 신부 두 남녀의 태어난 연월일시의 때(時)가 서로 잘 

조화를 이루어서, 두 인연이 참으로 길(吉)하다는 상징적 표현이다. 

이는 때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했던 전통 농경문화의 한 모습이라

고 할 수 있다. 인생은 잘 지어야 하는 농사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

다. 사주를 받은 신부집에서는 혼례 날짜를 택일해 신랑집에 택일단

자(擇日單子)를 보낸다. 이쪽에서 받았으니 저쪽으로 다시 보낼 차

례이다. 귀한 집 딸을 얻었으니 신랑집에서 기분이 아니 좋을 수 없

다. 그래서 격식을 차려 신부집에 옷감, 이불, 음식, 예물 등을 보낸

다. 이어 혼례의 사전 단계에서 가장 유명한 함이 등장한다. 이를 납

폐(納幣)라고 하며 신부에게 줄 폐물과 옷, 혼인문서인 혼서지(婚書

紙)를 함에 담아 보낸다. 함잡이들이 신부집에 방문할 즈음이면 혼

례는 이미 사방에 다 알려지게 된다. 

신랑과 신부의 집에서 주고받는 예물은 혼례의 폐단으로 지목되기 

쉬웠다. 예를 들어, 18세기 실학자 이덕무는 “혼수를 마련하는데 많

은 재물이 들기 때문에 딸을 낳으면 집을 망칠 징조라 하고, 어린 딸

이 죽으면 돈을 벌었다고 위로 하는데, 이는 인륜과 도덕의 타락이

다” ( 『사소절』 )라고 하여 혼례의 타락을 개탄하였다. 현대의 혼례문

화에도 이는 부정적으로 계승되고 있다.

혼례 당일의 예식

의혼을 지나고 드디어 혼례의 본격 예식인 대례(大禮)가 치러진다. 

신랑이 신부집으로 장가를 들러 가서 치르는 모든 의례가 여기에 속

한다. 대례에는 현대에 유행하는 혼례에서처럼, 혼례의 의의를 밝히

고 혼례의 성사를 주관하는 주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지 

않았다. 다만 예식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사회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집사)이 있을 뿐이다. 

신랑이 여러 일행들과 말을 타고 신부집으로 가는 것을 초행(醮行)

이라고 한다. 이 때 부정을 막기 위해 신부집에 들어설 때 짚불을 넘

어가는 등의 민속도 행해진다. 이어 신랑이 신부의 혼주에게 기러기

를 전하는 예식인 전안지례(奠雁之禮)가 행해진다. 기러기는 백년

해로(百年偕老)를 기원하는 혼례의 성스러운 약속을 상징한다. 이 

전안지례는 특이한 절차이다. 

신부집에서는 기러기를 맞이하기 위해 전안상을 차리고, 신랑은 전

안상에 기러기를 놓고 공손히 절을 올린다. 이어 신부의 어머니는 

기러기를 치마에 조심스럽게 안고, 기러기를 신부방에 던지는데, 이

를 통해 아들을 낳을지 딸을 낳을지를 점치기도 한다. 기러기가 똑

바로 놓이면 예상하듯이 아들이다. 기러기를 높이는 것은 역시 백년

해로의 지극정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1784년 정종로 혼서(납폐서). 정종로가 그의 맏아들 상기를 장가보내는
데, 이미 사주단자를 교환하여 신랑 신부의 궁합이 맞다는 길점을 얻었
고, 이에 신부 측에 폐물을 올리는 납징례를 행하기 위해 사자와 더불어 
이 문서를 보냈다. ⓒ한국한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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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랑과 신부가 부부의 예로 절을 하는 절차가 이어진다. 교배지례

(交拜之禮)이다. 이 의식은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 신랑이 

처갓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나서, 신부가 머리를 얹는 치장을 

시작하기 때문이다. 잘 차려 입은 신부가 나오고, 드디어 마주 서게 

된 둘 사이에는 교배상이 차려지는데 여기에는 촛대, 소나무, 대나

무, 꽃, 닭, 쌀, 밤, 대추, 술잔 등을 놓는다. 이들은 가정의 화목을 빌

고, 떡두꺼비 같은 아이들을 낳아 정승판서를 시키라는 소망을 나

타내는 상징이다. 이어 신랑과 신부가 술을 나누어 마시는 합근지례

(合巹之禮)가 이어진다. 술을 교환하여 부부일심동체가 된다는 의

식이다. 그런데 서로 절을 올리고, 술을 나눠 마시는 절차는 온전히 

중국의 예식을 들여온 것이라기보다는 이전부터 내려온 독특한 풍

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중국의 혼례식이 남성 중심인 것에 비해 우

리의 예식 절차를 보면, 비록 중국의 영향 속에서도, 여성을 중심으

로 하거나 동등한 위치를 강조한 측면이 많이 발견된다. 

신방(新房)은 신랑과 신부가 첫날밤을 보내는 절차이다. 축하객들의 

짓궂은 장난도 끝이 나면, 날이 새고 아침 일찍부터 장인과 장모에게 

인사를 드리고, 인근의 친척들을 찾아 인사를 드린다. 점심 무렵이 

되면 신부집안 사람들이 신랑을 거꾸로 매달거나, 냇가에 밀어 넣고, 

고운 색시를 훔쳐간 도둑이라고 몰아붙이며 텃새를 부린다. 

지체 높은 양반가에서는 신랑의 학식을 떠 보려고 운(韻)을 던져 시

를 짓게 하기도 한다. 이를 동상례(東床禮)라고 하는데, 지역에 따라

서 신랑을 호되게 다루는 방법이 다양하다. 이는 낯설고 서먹서먹한 

관계를 가족 간의 끈끈한 정(情)으로 바꾸기 위한 의도적인 장치라

고 볼 수 있다. 

혼례 예식 후의 마무리

이제 혼례의 사후 단계인 후례(後禮)가 남았다. 신부집에서 혼례를 

치르고 신랑은 본가로 돌아갈 차비를 하는데, 신부 입장에서는 시집

가는 일이 남은 것이다. 이를 우귀(于歸)라 한다. 혼례 당일에 돌아

가는 경우가 『예서』에서 제시한 표준이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서 시

집에 가거나 몇 달, 심지어는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시집가는 경우도 

많았다. 이는 우리의 고유한 혼례 관습이 지속된 것이다. 이러한 혼

례 풍속은 삼일을 보내고 시집가는 의식으로 점차 합의를 보게 되었

다. 이때에도 신랑은 당일 혼례를 치르고, 이틀 정도 처갓집 근처에

서 묵다가 삼일이 되어서야 신부를 데리고 본가로 향할 수 있었다. 

신부는 꽃가마를 타고 시집으로 향하는데, 18세기 무렵의 기록을 

보면( 『경도잡지』 ), 양반집은 8명이 메는 가마를 타고, 4쌍의 청사초

롱과 12명의 여종들이 음식과 예물을 이고서, 유모와 하인들이 전

후좌우를 수행한다. 그러나 이는 부유한 양반네들의 상황이고 대부

분은 4명이 메는 가마나 2명이 드는 꽃가마를 탔다. 신부가 시집에 

오면 시집의 사람들에게 인사를 올려야 한다. 이를 현구례(見舅禮)

라 하는데, 보통 폐백으로 부르고 있다. 폐백은 술 한 동이와 안주 다

섯 그릇을 지참하는 것이라 법을 정했지만( 『경국대전』 ), 이도 양반

네에서나 있는 일이고 일반 양민들은 육포 한 접시 정도였다. 어쨌

든 푸짐한 음식으로 상을 차리고 술을 따라 올려 절을 한다. 평생을 

함께 보내야 하는 새로운 가족들에게 하는 일종의 신고식이다. 

시집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아계셔도, 첫 절은 시부모에게 먼저 

김홍도의 <단원풍속화첩> 중 신행.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를 맞이하는 
의식으로, 나무기러기를 든 기럭아비가 앞에 서고 백마를 탄 신랑이 뒤에 선다. 
ⓒ국립중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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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어 연령과 세대 순으로 한다. 시집 식구들이 새 사람을 축하

하기 위해, 예물을 주거나 대추와 밤을 치마에 던져 주기도 한다. 대

추와 밤은 자손을 많이 두라는 의미도 있지만, 앞으로 시집의 가문

을 일으키기 위해 노력하라는 숨은 의미도 있다. 새 사람을 맞는 잔

치가 끝나고, 다음 날부터는 시집에서의 일상적인 삶이 시작된다. 

하지만 혼례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어느 정도 시집에서 생활을 한 뒤에, 친정으로 나들이를 가는 근친

(覲親)의 절차가 남았다. 이는 사돈댁에 대한 매우 정중한 인사가 된

다. 비록 출가외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사회적 신분이 높

을수록 양가의 예법은 절도를 지켜야 한다. 보통은 첫 농사를 거둔 

다음에 수확물이나 예물을 갖추고, 푸짐한 음식과 술을 장만하여 신

랑과 함께 동행한다. 딸자식도 반갑지만, 백년손님인 사위 대접이 

융숭해야 한다. 그러나 부유한 양반가문에서 주로 그런 것이고, 형

편에 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평민들은 떡과 술을 준비했다.

사위를 친정의 친척과 친지들에게 인사를 시키고, 본가로 돌아갈 때

는 푸짐한 예물을 답례로 딸려 보낸다. 이렇게 근친이 끝난 뒤에야 

혼례를 다 마친 것이다. 그래서 혼례의 기간은 짧아도 1년이고, 우귀

의 기간을 생각하면 길게는 몇 년에서 십년 이상도 걸릴 수 있다. 

우리의 전통 혼례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혼인의 성립에서 끝마치

는 기간이 매우 길고, 절차들이 매우 세심하고 복잡하다는 것이다. 

이는 혼인에 대한 이해가 개인들의 결합이라는 생각보다는 서로 다

른 성(姓)이 합치는 것, 즉 가문과 가문의 만남, 서로 다른 지역의 풍

속이 만나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화를 이루기 위한 

숙성의 기간을 길게 두고 절차 역시 복합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면

에는 폐습 또한 적지 않았다. 예식의 내용은 두 가문이 서로 대등한 

세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양가의 자존심을 내세

우는 허례와 허식의 경쟁심리가 적지 않았다. 

전통 혼례에 담긴 혼인의 정신이 현대의 혼인에 계승되는 방식은 어

떤 모습이 가능할까. 아마도 혼례의 세심한 절차에 담긴 두 가문과 

두 남녀의 혼인에 대한 신중하고 경건한 마음가짐을 보존시키면서, 

허례허식의 경쟁심리와 이를 반영한 혼례절차를 개선하거나 타파

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다. 

<평생도> 중 혼인식. 시댁 어른들에게 신부가 첫 인사를 올리는 현구례(見舅禮)의 모습이다. 
ⓒ국립중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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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녀의 혼례는 관련자들, 즉 종친과 부마(駙馬, 왕의 사위) 가문 사람들 위주로 거행되었다. 부마 가문 사람들은 사가 사람들이라 할 수 있고 그들은 왕녀의 혼례

에 사용된 혼수품, 음식 등을 보고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왕녀의 혼례는 조선양반 중 상층 양반의 혼례문화에 영향을 미쳤고 그것이 다시 중하류의 

양반층 등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유교 사상을 기반으로 한 왕실의 혼례, 그 중에서도 왕녀의 혼례가 남다른 이유이다.  

왕녀  시집가다
글 신명호(부경대학교 사학과 교수)

 왕의 금지옥엽

조선시대 왕녀는 생모가 왕비이면 공주, 후궁이면 옹주로 불렸다. 

공주와 옹주는 비록 생모의 신분은 달랐지만 왕의 딸이었기에 금지

옥엽(金枝玉葉)이라 하였다. 조선왕조 500년 동안 실제 왕의 삶을 

살았던 왕은 27명이었다. 또한 실제로 왕의 삶을 살지는 않았지만, 

죽은 뒤에 왕으로 추존된 이들도 5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해서 조선

왕조 500년간 모두 32명의 왕이 있었고, 이들에게서 공주 38명과 옹

주 78명 합 116명의 딸들, 즉 금지옥엽이 태어났다.

공주와 옹주는 혼인 후 출궁하기 전까지는 궁궐에서 생모와 함께 살

았다. 왕비와 후궁이 공주와 옹주를 낳으면 양육은 신하들이 맡았

|  특집②  예를 다한 혼례가 꽃피다  |

덕온공주 하가 때 사용된 원삼(중요민속문화재 제211호)
ⓒ단국대학교 석주선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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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유모였다. 예컨대 공주가 갓 

태어나면 한 달 정도만 왕비가 젖을 주고 그 뒤로는 유모가 젖을 먹

였다. 그 기간은 보통 2~3년 정도였다. 그 이외에 보모상궁은 공주

를 재우고 씻기는 일, 책을 읽어 주는 일 등을 책임졌다. 

반면 궁녀는 기저귀를 갈거나 이부자리를 빨고 갈아주는 일, 또는 

방 청소 등을 맡았다. 공주가 조금 자라면 같이 놀아 주기도 했다. 환

관도 보모상궁이나 궁녀만큼은 아니지만 어린 공주 옆에서 많은 시

간을 보냈다. 공주를 모시고 외출하거나 공주의 방으로 사람들을 안

내하는 일 등을 맡았기 때문이었다. 공주와 옹주는 태어난 직후에는 

아기씨라 불리다가 6~7살 쯤 되어 공주 또는 옹주에 봉작되었고 10

살 전후로 혼례를 치렀다. 공주와 옹주는 혼인 후에도 계속 궁궐에

서 살다가 성년인 16살 쯤 출궁하여 남편과 살았다. 

왕녀의 하가(下嫁)

혼례는 근본적으로 남녀가 만나 가정을 꾸리는 일이다. 그런데 남녀

의 만남이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불꽃과 같다. 그러나 위험하다고 남

녀의 만남을 포기할 수는 없다. 불꽃처럼 강렬한 남녀의 만남을 안

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공자는 ‘극기복례(克己復禮)’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공자는 남녀의 만남이 예법으로 다스려지고 통

제될 때만이 안전해질 수 있다고 믿었다. 이 같은 사고방식의 결정

체가 ‘유교 혼례’였다.

유교국가 조선에서 왕실은 유교 혼례를 솔선수범했다. 조선시대 왕

녀의 혼례는 ‘왕녀하가의(王女下嫁儀)’라고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국조오례의』에 실려 있다. 이에 의하면 왕녀하가의는 납채

(納采), 납폐(納幣), 친영(親迎), 동뢰(同牢), 부현구고(婦見舅姑), 부

현사당(婦見祠堂)으로 구성되었다. 납채는 신랑집에서 신부집에 혼

인 약정서를 보내는 절차였고, 납폐는 혼인이 약정된 후 신랑집에서 

신부집에 폐백을 보내는 절차였다. 친영과 동뢰는 신랑이 신부를 맞

이하여 첫날밤을 보내는 절차였고, 부현구고는 첫날밤을 치른 신부

가 아침에 시부모를 뵙고 음식상을 올리는 절차였다. 부현사당은 시

집온 신부가 사흘 만에 시부모의 사당에 인사를 드리는 것으로 조상

에게 인사를 드리는 절차까지 마쳐야 완전한 며느리로 인정되었다.

이 같은 왕녀하가의를 일반적인 유교 혼례와 비교하면 의혼(議婚) 

절차만 빼고 나머지는 모두 같았다. 의혼은 중매를 넣어 혼인을 의

논하는 절차인데, 개인의 자유연애가 금지되었던 조선시대에는 필

수적이었다. 따라서 사가에서는 중매를 통해 양가의 혼인이 성사된 

후 혼인의식은 신부집과 시댁을 왕래하면서 진행되었다. 신부의 혼

인을 주관하는 주혼(主婚)은 물론 신부의 부친이었다. 

하지만 왕녀의 경우는 이렇게 할 수 없었다. 신하의 입장에서 왕에

게 중매를 서겠다고 나서는 일 자체가 불가능하였고 국사에 바쁜 국

효종의 둘째 딸 숙신옹주의 추증교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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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 왕녀를 혼인시키기 위해 주혼이 될 수도 없었다. 이런 사정으

로 부마는 중매가 아닌 간택을 통해 결정되었으며, 주혼 역시 왕이 

아닌 종친이 대신하였다. 

또한 왕녀는 혼인 후 시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살림집을 

장만하여 그곳으로 갔는데, 그곳을 왕녀방이라고 하였다. 왕녀방은 

혼인이 결정된 후 새로 짓거나 다른 사람의 집을 매입하여 크게 수

리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므로 완성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이

에 따라 왕녀의 혼인의식은 왕녀방과 부마방에서 진행되었는데 왕

녀방은 종친 중의 어느 집에, 부마방은 부마집 또는 부마 친족집 중

에서 마련되었다. 

이처럼 복잡한 왕녀의 혼인을 진행하기 위해 가례청(嘉禮廳)이라는 

임시기구가 설치되었다. 왕이 혼인할 때는 가례도감(嘉禮都監)이 

설치되는데 그보다 격을 낮추었던 것이다. 가례청은 부마단자 접수, 

혼례에 필요한 물자조달, 의식절차 마련, 궁방 수리 등 혼례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담당했고, 혼례가 끝나면  『가례등록』을 작성한 후 해

산되었다. 

순조의 막내딸 덕온공주의 하가와 혼수품

덕온공주는 16살 되던 헌종 3년(1837)에 하가했는데, 하가는 5월 

10일에 공포된 금혼령부터 시작되었다. 금혼령은 덕온공주의 생모

인 대왕대비 김씨가 내렸고 대상은 14살부터 16살까지의 미혼남성

이었다. 이후 5월 26일에 12명이 참여한 초간택이 거행되었고, 6월 

4일에는 5명이 참여한 재간택이 거행되었으며, 6월 25일에 3명이 

참여한 삼간택이 거행되었다. 삼간택에서 생원 윤치승의 아들 윤의

선이 최종 부마로 확정되었다. 이후 덕온공주의 혼례는 빠르게 진

행되었다. 

먼저 혼례를 위해 대왕대비의 친정인 사동본방에 공주방이 마련되

었고, 주혼은 완창군 이시인이 맡았다. 부마방은 윤의선의 본가에 

마련되었다. 덕온공주의 혼인에서 간택, 공주방 마련, 주혼 선정 등

을 제외한 나머지 혼인의식은 납채, 납폐, 친영, 동뢰, 부현구고, 부

현사당의 순서대로 진행되었다. 

납채는 7월 4일에 거행되었는데, 혼인약정서인 채서(采書)가 부마

덕온공주의 가례에 대한 전말을 기록한 『덕온공주
가례등록』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덕온공주의 혼수품인 양념국자
(중요민속문화재 제212호) 
ⓒ단국대학교 석주선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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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땔감, 반찬 등 신혼살림에 필요한 수많은 물품들이 지급

되었다.

현재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에는 덕온공주와 관련된 유물 

226점이 소장되어 있다. 이 유물들 중에는 국가지정 중요민속문화

재 제1호인 덕온공주 자적당의 1점, 제211호인 덕온공주 의복 6점, 

제212호인 덕온공주 유물 33점, 제213호인 항아당의 1점, 제216호

인 윤용구 복식 4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민속문화재는 유교에 

입각해 혼례를 거행했던 조선왕실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생활모습

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조선시대 왕녀의 혼례는 철저하게 유교예법에 입각해 거행된 왕실

혼례문화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이 같은 왕녀의 혼례문화를 통해 

궁중문화는 양반층으로 확산되었고, 역으로 양반문화는 궁중으로 

유입되었다. 이렇듯 유교 예법에 따라 거행된 왕녀의 혼례는 양반층

에도 모범이 되어 혼례절차나 혼수품에 영향을 주었다. 오늘날 부마

가문에 전해지는 귀중한 문화유산들이 바로 그 흔적이자 증거물이

라 할 수 있다.   

의 부친인 윤치승의 이름으로 보내졌다. 이를 받은 사람은 주혼으로 

결정된 완창군 이시인이었다. 채서를 받은 완창군은 곧바로 윤치승

에게 답장을 보냈다. 납채에 이어 7월 16일에 납폐가 치러졌고 8월 

13일에 친영이 거행되었다. 친영은 신랑이 신부를 맞이해가는 의식

이므로 덕온공주는 미리 궐밖에 나가 기다려야 했다. 8월 13일 오시

에 덕온공주는 창경궁의 통화문을 나와 사동본궁으로 가서 기다렸

다. 그 사이 남녕위 윤의선은 공동의 본가에서 창덕궁으로 들어가 

대왕대비, 왕대비 등에게 인사를 드렸다. 

이어서 남녕위 윤의선은 사동본방으로 가서 덕온공주와 함께 전안

례(奠雁禮)를 거행하였다. 이후 남녕위 윤의선과 덕온공주는 저동

의 살림집으로 갔다. 그곳에서 덕온공주는 동뢰연을 거행함으로써 

신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처럼 공주가 혼인과 함께 궁궐 밖

으로 나가 사는 것이 출합(出閤)이었다. 

덕온공주의 혼례가 진행되는 동안 납채, 납폐, 동뢰 등 각각의 절차

에 따라 옷감, 복식 등 예물들이 지급되었다. 이런 예물은 영조 때에 

편찬된 『국혼정례(國婚定例)』, 『상방정례(尙房定例)』 등에 근거하여 

지급되었다. 이외에도 덕온공주가 출합할 때 곡식, 옷감, 주방용품, 

덕온공주 하가 때 사용된 자적당의(중요민속문화재 제1호)
ⓒ단국대학교 석주선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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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문물이 유입되면서 우리 결혼문화도 변화에 변화를 거듭하였다. 예복과 예식장, 답례품 등의 변화가 한 예이지만, 무

엇보다 결혼의 과정보다는 결혼하는 단 하루를 위해 많은 사람들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한다. 이런 가운데 결혼의 의미를 

되찾기 위한 새로운 시도들이 이뤄지고 있다. 환경을 생각하는 에코 결혼식이나 전통의 가치를 이어받기 위한 전통 혼례, 

기부나 봉사로 대신하는 결혼 등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새로운 가치관이 반영된 결혼문화라 할 수 있다.

특별한 결혼을 꿈꾸시나요?

글 김인옥(한국혼례연구원 이사) 

ⓒ고대은 



결혼의 변화, 결혼식의 변화 

동서양을 불문하고 결혼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평생을 의지하며 살아갈 반려자를 

맞이하는 결혼은 개인의 성취적 삶을 전개해 나아가는 정점이 되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따

라서 전통혼례 과정에서 볼 수 있는 기러기, 솔가지, 표주박, 삼서(三誓)정신, 혼서지(婚書

紙), 사돈지(査頓紙) 등은 상징적 의미를 포용하고 있기에 지나치게 형식적이라는 표현을 

감히 쓰지 못했다.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서 결혼 문화는 소비와 경제적 부의 상징으로 인식되어 왔다. 또한 서

양식 결혼문화의 도입과정에서 우리의 고유하고 숭고한 의미는 퇴색되고 오히려 전통과 

서양 결혼식이 혼합되면서 절차와 형식에서 간소화되고 획일화되었다.

한국 결혼문화는 개화기를 전후로 시대적 특징이 반영되었다. 집안과 부모의 관여도가 높

은 전통 결혼식에는 절차와 형식을 중시하며 의식에 내재되어 있는 상징성을 귀하게 여겼

다. 당사자 간 의사결정이 생략된 과거의 결혼식은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였을 것

이다. 그래서 집안 어른들을 모시고 성대하게 잔치를 열어 인정받음에 대접을 하였던 것이

다. 즉 결혼식이 개인사이기 이전에 공적영역으로써의 역할이 컸던 것이다. 

개화기 이후 서양문물이 들어오면서 결혼문화는 종교적 관여도가 높아지게 된다. 당시의 

서양 결혼식은 한복에 면사포를 쓴 의식구조의 혼용에서 볼 수 있듯이 과도기였다고 할 수 

있다. 이른바 예배당 결혼식이 서양 결혼식 형태의 대표성을 지니며 근대 결혼문화의 견인

차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순백의 드레스와 면사포, 턱시도를 입는 서양 결혼식은 젊은이들

에게 결혼에 대한 환상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했다. 

예배당 결혼식의 등장은 신부집 마당에서 행해졌던 전통적 결혼방식이 변화하는 요인이 

되었다. 결혼식의 장소 변화는 산업구조와 사회상을 반영하는 매개체로 당시 결혼문화를 

해석할 수 있는 단적인 예가 되곤 하는데, 이는 외형적 공간 이동이 결국 본질적 의미의 변

화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1960년대 전문 예식장의 등장은 산업화의 과정에서 다시 한 번 결

혼식 절차와 형식의 변형을 요구한다. 

지금과 같이 예식이 끝나자마자 예식장 내 폐백실에서 시어른들께 폐백을 드리고 신혼여

행을 떠나는 관례는 이즈음에 시작된 것이다. 상업적인 전문 예식장에서는 결혼식 후 신

랑·신부 집에서 폐백을 드리고 잔치를 열던 풍습을 예식장 안으로 끌어들여 결혼식을 문

화산업으로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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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성당에서의 결혼식 모습. 예배당 결혼식이 서양 결혼식
의 대표성을 지니며 근대 결혼문화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김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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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가족 중심적 결혼 문화가 산업화의 영향으로 사회에서 전담하면서 부수적으로 

동반되는 드레스, 사진, 허니문여행 등 결혼 관련 산업은 확산되어 발달하였다. 

현대 결혼식의 명과 암

결혼이 산업화에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서 화려하거나 혹은 특별한 결혼식에 대한 로망 또

한 커져갔다. 누구나 한 번 쯤 꿈꿔온 나만의 결혼식이 평범한 결혼식과 대조를 이루며 하나

의 트렌드처럼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예식에 색을 입힌 컬러 결혼식, 음악을 

입힌 공연 결혼식, 영화와 같은 결혼식 등 결혼식의 분위기에 맞춰 콘셉트(concept)를 가진 

형태의 결혼식이 있는가 하면, 자전거 결혼식, 스카이다이빙 결혼식, 스킨스쿠버 결혼식, 스

키 결혼식, 런닝머신 결혼식 등 직장이나 동호회를 통해 만난 커플들에게서 볼 수 있는 형태

의 결혼식도 생겨났다. 

호텔이나 예식장 등 틀에 박힌 장소에서의 결혼식이 아닌 야외공원이나 종교기관, 공연장

은 물론 아주 특별함을 추구하는 커플들은 펜션, 갤러리, 지하철, 선상, 해변, 과수원, 고궁, 

학교운동장, 레스토랑, 체육관 등 예식을 진

행할 수 있는 약간의 공간만 주어진다면 그

곳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 이들 공간은 커

플들이 처음 만난 장소일 수도 있고 의미 있

는 추억의 장소일 수도 있다. 이러한 각양각

색의 결혼풍속은 신조어만큼이나 빠른 속도

로 젊은이들 속에 녹아들고 있다. 

결혼식의 식순도 신랑신부의 의지가 강하게 

어필된다. 주례 없는 결혼식을 가 본 적이 있

다. 주례는 양가의 아버지가 대신한다. 양가

의 아버지들은 한 분 씩 나와서 결혼하는 아

들과 딸에게 그 동안 마음속에 담아 두었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한다. 

과묵하기만 했던 아버지가 마음속을 비우

듯 쏟아내는 한마디 한마디에 가족들은 물

론 참석했던 하객들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

었다. 때로는 차마 말로 할 수 없었던 섭섭했

던 표현을 글을 통해 전달하면서 듣는 이들

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참으로 아름다

운 결혼식 장면이었다. 

한편, 부모를 비롯한 기성세대의 관여도가 

낮아지면서 이와 같은 결혼식을 이벤트성 

오락으로 보는 시선도 있다. 사회자의 구령

에 맞춰 상대의 애정을 확인하는 각종 게임

은 예식에 참석한 친척어른이나 하객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지극히 개인적인 행태로

서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한다. 

오늘날 언론에서 이슈가 되곤 하는 ‘사치스

2012년 11월 3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우리 힘으로 하는 작은 혼례’에서 신부와 신랑이 맞절을 하고 있다. (사)청년여성문화원에서 
주최한 이 결혼식은 허례허식과 과소비를 없애 내 힘으로 시작하는 작은 혼례문화를 확산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연합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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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쌍의 커플이 결혼식을 올리는데 드는 자원과 에너지의 소비를 줄이고자 친환경 재료를 이용한 드레스, 콩기름으로 인쇄한 청첩
장, 뿌리 부케, 공정무역 허니문 등 에코 웨딩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고대은

151515

러운 결혼문화’의 저변에는 예식으로서의 엄숙함은 찾아보기 어렵고 본질에서 벗어난 호

사스러움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위한 출발선, 결혼

시대에 따라 변화해 온 결혼, 여기에는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결혼을 대하는 당사자들의 생

각이나 가치관 등의 변화가 자리해 있다. 이 역시 받아들여야 할 새로운 결혼문화일 테지만, 

아쉬운 것은 ‘결혼’이 애초 가진 본래의 뜻, 그러니까 ‘남녀가 정식으로 부부 관계를 맺음’에 

대한 진지함이 상실된 부분이다. 진지함이 곧 엄숙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백년해로(百

年偕老)가 무색해진 이때, 적어도 두 사람이 연을 맺어 하나가 됨을 알리는 날에 대한 진지

한 자세와 마음가짐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결혼식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한 출발선으로서 생각하는 움직임

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지난 2005년 4월 전통무예가 김종복 씨와 연극인 송희정 씨는 독

도에서 전통혼례로 결혼식을 올렸다. 그들은 국내 최초로 독도에서 결혼식을 올린 커플이 

되었다. 또한 최근에 한 방송사의 여자 아나

운서는 결혼식 후 독도로 신혼여행을 다녀

온 것이 이슈가 되고 있다. 독도에서의 결혼

식과 신혼여행을 다녀온 그들에게 결혼은 

개인적인 의미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 의식

이었을 것이다. 한편 2013년 11월 정박 중인 

해경 대형 경비함정 갑판에서 이색 결혼식

이 연출됐다. 신랑은 한국해양인명구조협

회 자원봉사 조직위원장 김성우 씨로 해상

안전사고에 대한 메시지를 국민들에겐 전

하고자 해양경찰에 요청하여 결혼식을 올

리게 되었다고 한다. 해상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신랑, 신부는 물론 결혼식에 참석한 하

객들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하였다고 한다. 

자연친화적 결혼식, 축의금 대신 나눔 기부

금을 받는 행위 모두 결혼 문화가 개인적 가

치에서 사회적 가치로 기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행동들이다. 

이제 결혼하기 좋은 계절 봄이 되었다. 결혼

을 앞 둔 예비부부들에게 전하고 싶다. 지나

치게 형식적이고 허례허식이라는 말은 알맹

이 없는 쭉정이 의식일 때 붙이는 말이다. 내

게 그리고 나의 배우자가 될 사람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메시지와 울림을 전할 수 없

는 형식이라면 과감히 버려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그 형식과 절차에 자신들의 

에너지를 불어넣으라고 말하고 싶다. 왜냐

하면 일생에 한번 하는 결혼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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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땅의 숨.결①  경북 봉화  |



17

산수(山水)에 잠긴 선비의 고장

등록문화재 제218호 봉화 유곡리 근대 한옥 ⓒ남윤중



|  우리 땅의 숨.결②  경북 봉화  |

경상북도 봉화는 예로부터 충절과 기개로 대표되는 선비 정신이 돋보이는 고장이다. 크고 작은 산줄기, 물줄기가 수려한 자연 경관을 연출

해 낙향한 선비들이 산수(山水)에 묻혀 일생을 보낸 자취가 남아 있기도 하다. 봉화 지역의 빼어난 산수는 이들이 학문에 열중하고 정신을 수양

하는데 한몫을 하였으며, 그 안에 지어진 정자들은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인격 수양에 힘썼던 선비 정신의 상징으로서 지금도 전해지고 있다.

글 임노직(한국국학진흥원 수석연구위원)

산수가 빚은 충절의 고을,

경북 봉화 

18 

ⓒ봉화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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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의 수려한 산수와 선비 정신

동아시아에서는 전통적으로 자연을 대신하는 말로 산수(山水)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다. 그러나 산수는 스스로 드러날 수 없고 사람으로 

인해 이름을 얻고 그 아름다운 이름이 드러나는 법이다. 그 영검이 있

는 산수의 대지에서 걸출한 인물이 태어나고 살아간다. 경북 봉화는 

곳곳에 산들이 우뚝 솟아 있고 군소 산봉우리들이 첩첩으로 에워싸

고 있다. 이러한 자연환경은 시대와의 불화를 빚은 선비들이 자발적

으로 은거해 자신들의 뜻을 추구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은거의 이유와 목적은 역사적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지

만 예나 지금이나 ‘고결’과 ‘지조’의 상징으로 인식되어진다.

특히 경치 좋은 곳에 지어진 봉화 지역의 정자(亭子)들은 자연과 문화

가 일체화된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산수문화의 생생한 현장으로 그들

의 정신세계가 깃들어 있는 초월적 공간이다. 건축물 곳곳에서 묻어나

는 자연과 인간이 상생하는 이 지역 산수의 공익적 가치는 바야흐로 문

화 융성의 시대를 맞아 무가지보(無價之寶)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시름을 달래던 와선정(臥仙亭)

명나라가 망한 후 나타난 조선 선비의 대명 의식은 의리와 절의를 핵

심으로 하는 정신세계를 형성하고 있다. 와선정은 나라의 치욕을 참

지 못해 태백산에 숨어 세상을 등진 다섯 사람, 이른바 태백오현(太

白五賢)을 만나는 역사적 공간이다. 인조가 1637년 청나라에게 무릎

을 꿇고 항복하는 치욕을 당하자, 조선의 뜻있는 선비들은 도연명과 

백이숙제의 정신으로 절의를 지키고자 명리를 버리고 은둔했다. 그 

중 태백산 줄기 깊은 산골짜기 봉화 문수산을 중심으로 모여 들어 자

연을 벗삼아 소요하며 나라를 걱정했던 다섯 명을 태백오현이라 일

컫는데, 청양군 심의겸의 손자인 심장세(1594~1660), 만전당 홍가신

의 손자 홍우정(1595~1656), 송강 정철의 손자인 정양(1600~1668), 

참판 강집의 현손 강흡(1603~1681)과 영의정 홍섬의 증손 홍석

(1604~1680)이다. 이들은 각각 봉화 땅에 터를 잡아 정착했지만 서로 

빈번하게 교류했는데 그 주된 만남의 장소가 바로 산수가 수려한 와

선대였다. 이곳에서 시론을 논하고 풍류를 즐기면서 신선처럼 탈속

적 삶을 추구하며 나라 걱정의 시름을 달랬다. 이들 태백오현의 후손

들은 계를 결성하여 오늘날까지 조상의 올곧은 선비 정신을 이어가

고 있다. 

이 가운데 홍우정은 병자호란 이후 봉화 뒤뜨물마을로 은둔하여 다

시는 벼슬길에 나가지 않았다. 머리에는 벙거지를 쓰고 해진 베잠방

이를 입고 망태기를 둘러메고 하류배들과 섞여 살았다. 때로는 북쪽 

하늘을 우러러 눈물을 흘렸으나 사람들은 그 뜻을 알지 못했다. 그의 

삶은 뜻이 너무 크고 행동이 자유로워 일반 사람들로서는 짐작하기 

어려웠던 외로운 삶이었다. 마을에는 그를 기리는 ‘숭정처사유허비’

가 세워져 있는데 ‘대명 천지에 집 없는 나그네 되어, 태백산 속에 승

려처럼 살아가네’라는 그의 시구가 새겨져 있다. 

소나무와 달을 벗으로 삼은 송월재(松月齋) 

주민들에게 시드물이라고 불리는 풍정리 마을에는 군자의 깨끗한 

지조를 상징하는 송월재라는 아담한 서재가 있다. 소나무가 늘 푸르

고 달이 일정하게 밝다는 뜻을 취해서 이름을 붙인 곳이다. 이곳은 확

고한 신념으로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코 남에게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532호 와선정. 나라의 치욕을 참지 못해 태백산에 숨어 세상을 등진 태백
오현의 흔적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봉화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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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주기를 구하지 않겠다’는 선

비 이시선(1625~1715)이 학문

을 닦던 사색의 공간이었다. 그

는 태종의 아들인 온령군의 후손

으로 당대의 큰 선비였지만, 일

생 중 단 한 번도 벼슬길에 나간 

적이 없었다. 그는 가슴 속에 품

은 큰 뜻을 비록 세상에 펼치지

는 못했지만, 향리의 숲속에 세 

칸짜리 작은 서재를 짓고 독서와 

학문 연구에 전념했다. 그는 모

범적 지식인으로서 이때의 자신의 생활을 이렇게 시로 읊었다. 

“청산은 예닐곱 길, 

초가 두세 칸. 

그 속에 물정 모르는 한 선비, 

평생토록 글만 짓는다.” 

고금의 서적과 다양한 학문에 두루 해박한 지식을 갖추었던 이시선

은 그의 말대로 활발한 저술 활동을 벌여 유가 경전에 대한 많은 저작

을 남겼다. 또한 평생 명리를 멀리한 그는 성품 또한 고고하여 늘 제

자들에게 ‘선비의 행실은 마음에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며, 선

비의 도덕적 양심을 강조했다. 이것은 호연한 기질을 갖춘 그의 평생

의 신조이자 학문정신이기도 했다. 그는 처사적 삶의 전형으로 오로

지 학문탐구에 전념하면서 후학을 양성했던 봉화가 낳은 대표적인 

유현(遺賢)의 한 사람이다. 

북쪽으로 창을 낸 공북정(拱北亭)

도촌의 사제 마을은 우계 이씨가 세거하는 집성촌인데 종가에서 조

금 떨어진 곳에 공북정이라는 정자가 있다. 이 지역은 수양대군이 단

종을 폐위시키자 벼슬을 버리고 궁벽한 시골 봉화로 낙향한 이수형

(1435~1528)이 은거하던 곳이다. 그는 생육신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어계 조려 등과 원주 치악산에 있는 바위에 충절을 맹세하며 나란히 

이름을 새겨 놓고 당시 순흥 땅인 이곳으로 내려왔다. 

그는 거실을 지으면서 북쪽에 창을 두었는데 그 이유는 다름 아닌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496호 봉화송월재종택. 이시선이 학문을 닦
던 사색의 공간으로, 소나무가 늘 푸르고 달이 일정하게 밝다는 뜻을 
품고 있다. ⓒ봉화군청

조선 후기 학자 이시선의 문집 『송월재선생
집』. 1763년(영조 39)에 손자 인산, 인실, 인
구 등의 주선으로 이광정의 편집을 거쳐 간행
되었다. ⓒ한국국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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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쪽 방향에 단종이 유배된 영월의 청령포가 있기 때문이었다. 그는 

영월에 있는 단종을 사모하여 북쪽으로 문을 내고 북극성을 바라보

듯 일편단심의 마음으로 일생을 보냈다. 나중에 이광정은 단종에 대

한 이수형의 충절을 기려 ‘우계 이씨 공북헌’이라는 현판을 달았고, 

권두경은 그 방에 ‘천인실(千仞室)’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사제 마을

의 우계 이씨는 조상 대대로 충절을 가장 중요한 덕목이자 가치로 

받아들였다. 

이수형의 충절은 한 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 마을의 괴화나

무에 의해 상징되기도 한다. 공북헌의 서남쪽 지점에 서 있는 이 괴

화나무는 이수형이 손수 심은 나무라 전해지는데, 이수형이 죽은 후 

저절로 말라 죽었다가 단종이 신원되자 다시 살아났다. 배운 것을 그

대로 실천하는 지식인의 책무에 누구보다 엄격했던 선비 이수형. 단

종에 대한 무한한 충정과 신의가 무정물인 나무까지도 감동케 했던 

것이리라.

애민의 정신이 깃든 노봉정사(蘆峯精舍) 

물야면에 자리 잡은 오록마을은 풍산 김씨 문중이 대대로 살고 있는 

전통 양반 마을이다. 뒤에는 우뚝하게 갈봉산이 솟아 있고 앞에는 

두 자락의 산이 마을을 둘러싼 어림으로 짐작해도 아늑한 형국의 명

당 지역이다. 마을 입구에는 울창한 솔숲이 있는데 전하기로는 이곳

에 터전을 잡은 노봉 김정(1670~1737)이 심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을의 초입에 자리 잡은 노봉정사 또한 김정이 후학을 양성하기 위

해 지은 건물이다. 8형제가 모두 사마시에 합격하고 그중에 5형제가 

문과에 급제해서 ‘팔련오계(八蓮五桂)’라는 미칭으로 유명한 풍산 김

씨는 영남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손꼽히는 명문가이다. 

오록의 풍산 김씨 문중은 비록 자손이 크게 번성하지는 않았으나 학

문과 덕업으로 문명을 떨친 문인 학자가 상당수 배출되었다. 오록마

을의 입향조가 되는 김정은 한성부 우윤을 지낸 김응조의 증손자로 

‘이인좌의 난’ 때 의병을 일으켜 공신록에 오르고, 지방관이 되어서는 

교육을 진흥하고 풍속을 순화하는 등 치적을 남겼다. 

특히 제주목사로 나가서는 녹봉을 털어 항구를 증축해 도민의 근심

을 덜어 주는 등 선정을 베풀었다. 방파제를 쌓을 때는 백성들과 함께 

직접 등짐으로 돌을 지어 날랐다고 하는데, 그것이 탈이 되어 부임지

에서 세상을 떴다. 부고를 전해들은 영조는 특별히 지방관에게 장사 

행렬을 호송케 하여 고향에서 장사 지낼 수 있도록 배려를 아끼지 않

았다. 나라와 백성을 위해 애민정신을 일관되게 실천한 김정은 어진 

목민관의 표상으로서 오늘날까지 공직자의 귀감이 되는 인물이다. 

산수를 다시 보기

조선시대의 유학자들은 자의든 타의든 현실정치에 직접 참여하기보

다는 향촌에 은거하기를 원했다. 그들의 은거지는 대부분 산수 경치

가 빼어난 명소이자 현인군자의 자취가 배어있기에 장소적 의미가 특

별한 곳이다. 평생 절조를 지켜 은거한 산수자연은 인간의 문화적 심

미 평가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산수 경관을 올바르게 감상하기 위해서는 그 장소에 있었던 

인물의 정신세계와 교감할 수 있어야 한다. 

산수와의 교감은 정신을 화창하게 하고 자연에 대한 신선한 체험을 

얻게 한다. 봉화는 자연과 문화가 일체화된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산

수문화의 생생한 현장으로 그들의 정신세계가 깃들어 있는 초월적 공

간이다. 자연과 인간이 상생하는 이 지역 산수의 공익적 가치는 문화 

융성의 시대를 맞아 무가지보의 의미를 지닌다.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537호 공북헌. 수양대군이 단종을 폐위시키자 벼슬을 버리고 시골로 낙
향한 이수형(1435~1528)이 은거하던 곳이다. ⓒ봉화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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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는 산이 아름답고 물빛이 고운 고장이다. 예

로부터 산 빛 물 빛 고운 곳에는 어김없이 선비들

이 찾아 들었고, 지금도 그 체취가 남아있는 봉화

에서는 가는 곳 마다 옛 사람들의 시간을 만나게 

된다. 온전한 자연과 맑은 선비의 숨결이 흐르는 

봉화, 그 중에서 닭실마을을 찾았다.

글 이현주 사진 남윤중 

청빈한 삶을 살았던 선비들의 삶을 보다 

큰 욕심 없이 자연과 더불어, 그리고 사람 도리 다하며 살라했던 우리네 선비들. 그 후예들이 

사는 봉화는 선비의 고장이다. 그 중 닭실마을은 안동 권씨 집성촌으로 조선시대 청렴한 선비

의 표상으로 알려진 충재 권벌 선생의 후예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다. 택리지에서 영남의 4대 

길지 중 한곳으로 뽑았다는 닭실마을의 기품 있는 봄 풍경이 궁금해 길을 나섰다.  

닭실마을 들머리에 위치한 석천계곡에는 봄빛이 완연하다. 맑은 물길을 따라 보송보송 피어

난 버들강아지가 봄바람에 몸을 맡긴 채 하늘하늘 춤을 춘다. 그 옆에는 청하동천(靑霞洞天)이

라는 글이 쓰인 큰 바위가 보인다. ‘신선들이 사는 마을’이라는 뜻을 지닌 이 계곡의 아름다움

은 도깨비들까지 들끓게 했다고 한다. 

마을로 들어서니 아름다운 정자 하나가 길손을 맞는다. 조선 중종 때 권벌 선생이 직접 지었다

는 청암정(靑巖亭)이다. 권벌 선생은 사화와 당쟁이 판치는 현실정치에서 벗어난 신선세계를 

이 정자로 표현했다고 한다. 정자에 올라앉으니 바깥 풍경이 한없이 평화롭기만 하다. 새삼 옛 

선현들의 풍류와 빼어난 미적 감각이 놀라워진다. 

청암정 옆으로는 권벌 선생 종택이 위치해 있다. 높은 지휘에 올랐으나 청빈한 삶을 살았던 권

벌 선생의 18대 종부와 종손이 이곳을 지키고 있다. 지어진 지 500년이 지났지만 고택은 여전

히 종가의 풍모를 유지하고 있다. 초승달처럼 휘어진 솟을대문을 넘어 □자형 살림채가 눈에 

들어오는데, 세월의 풍파에도 꼿꼿이 양반가의 전통을 이어온 종가답게 위상이 남다르다. 청

빈한 삶을 살았던 선비들의 삶이 이 안에 깃들어 있다 생각하니 마당의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

루, 오래된 나무 기둥의 주름 하나도 쉬 보이지 않는다.  

단단한 목질 속 선비의 기품을 담다

1956년 영암선 철도가 개통되면서 기차에 실려 전국으로 팔려나간 명품 소나무가 있다. 바로 

봉화군 춘양면에서 자란, 그래서 목재상들이 춘양목이라 이름 붙인 소나무다. 봉화의 명물인 

춘양목을 아니 보고 갈 수 없어 발길을 재촉한다.  

1 충재 권벌 선생의 장자인 청암 권동보가 지은 석천정사. 그 
앞으로 석천계곡이 흐른다.  2 석천계곡을 걷다 보면 ‘신선이 
사는 마을’이란 뜻의 청하동천(靑霞洞天) 네 글자가 새겨진 
바위와 만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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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오는 산길을 한참 걸어 춘양면의 외씨버선길 끝자락에 닿으니 쭉쭉 뻗은 아름드리 소나무

들이 반겨준다. ‘억지 춘양’이란 말도 바로 이 춘양목에서 나왔다고 한다. 가짜 춘양목을 두고 

진짜라고 억지를 부렸다는데, 춘양목이 얼마나 인기였기에 이런 말까지 나왔을까 싶다.

춘양목은 모든 나무의 으뜸이라고 한다. 줄기가 곧게 자라며 결이 곧고, 재질이 단단한 나무는 

켠 뒤에도 크게 굽거나 트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벌레가 먹거나 썩지 않으며, 대패질을 해놓으

면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나무라고 한다. 그래서 춘양목은 한옥을 짓는 데에 으뜸가는 목재로 

쳤다고 한다. 

긴 세월 귀한 대접 받아온 춘양목 곁을 천천히 걸으니 소나무의 맑은 기운이 길손에게도 전해

진다. 상쾌함에도 격이 있다면 춘양목에서 느껴지는 이 상쾌함이야말로 최고가 아닐까 생각

된다. 나무들 하나하나에 눈을 맞춰 본다. 쭉쭉 뻗어나가기 위해 스스로 가지를 자르는 춘양목. 

그 모습이 보면 볼수록 꼿꼿한 선비의 풍모를 닮았다.

조선 선비의 집에 몸을 누이다

소나무 길을 걷다보니 어느새 저녁이다. 조선 선비의 집에서 하룻밤 묵고자 춘양면의 만산고

택(晩山古宅)을 찾는다. 만산 강용 선생이 지은 만산고택은 고종 15년(1878)에 지어진 집이다. 

마당에 들어서니 옛 선비의 집답게 곳곳에서 단아한 기품이 느껴진다. 이 오래된 집과 마당을 

가꾸고 있는 이는 만산 선생의 4대 후손 강백기 씨다. 길손을 맞이한 종손은 집의 전체적인 구

조와 의미를 설명해 준다. 

“조선 사대부 가옥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춘양목으로 지은 기

3 모든 나무 중 으뜸으로 꼽히는 춘양목이 곧게 솟아있다.  
4. 만산 강용 선생이 지은 만산고택. 지난 해 12월 중요민속
문화재 제279호로 지정되었다.  5. 흥선대원군이 친필로 하
사한 현판  6. 협곡열차의 시발역인 분천역

3 5



25

을 다지고, 늙어가는 고택을 지키는 삶은 누구나 쉬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것이다. 그렇기에 종

가의 후손으로 산다는 건 고단함이 수반된 크나큰 명예가 아닐까…. 이 생각 저 생각 하다 보니 

어느 덧 선비 마을에 밤이 깊어 간다.  

철길로만 허락된 비경을 만나다

봉화를 찾아간다고 하니 누군가 전해준 말이 있다. 봉화를 제대로 느껴보기 위해서는 기차를 

타봐야 한다고 말이다. 그도 그럴 것이 요즘처럼 도로가 많이 놓이기 전 과거 봉화 사람들의 발

이 되어준 건 기차였기 때문이다. 봉화에선 유독 많은 터널을 지나게 된다. 산이 많다 보니 터

널이 많은데 이렇듯 험준한 산과 깊은 계곡 때문에 열차가 봉화의 주된 교통수단이 될 수밖에 

없었다. 봉화에는 작은 간이역들이 많다. 요즘은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이 줄면서 여객열차가 

정차하지 않고 그냥 통과하는 역도 많아졌지만 봉화에선 기차가 서는 간이역에 내려 주변을 

돌아보는 것도 재미있는 방법이다. 그중에서도 분천역은 협곡열차의 시발역으로, 산에 둘러

싸인 작은 역이지만 백두대간 오지에서 반백년을 지낸 간이역이다. 협곡열차는 분천을 출발

해~양원~승부~철암(태백시) 구간(27.7㎞)을 왕복하며 평소 보기 힘든 백두대간 협곡의 절

경을 선사한다. 설레는 마음 가득 싣고 백두대간을 누비는 협곡열차를 타고 느릿느릿 달리다 

보면  어느새 몸도 마음도 자연에 닿게 된다. 

여행의 끝자락은 송이로 마무리 된다. 봉화에서는 몸값 귀한 송이가 밥에도 된장찌개에도 우

동에도 들어간다. 소나무가 많다보니 소나무 뿌리에서 자라는 송이버섯이 많이 자라는 탓이

다. 송이솥밥과 송이차를 마주하니 다시 한 번 향긋한 봉화의 매력에 푹 빠지고 만다.

숲을 이뤄 온 나무처럼, 꿋꿋하게 자리를 지켜 온 사람들이 사는 곳. 그리고 흐르는 물처럼 욕

심 없이 살아온 그들이 지켜온 땅. 선비의 시간을 품은 자연으로 남은 봉화의 여행이 향긋하게 

끝을 맺어간다. 

둥은 140여 년이 지난 아직도 끄떡없습니다.” 

철근, 콘크리트로 지은 현대식 아파트도 30

년이 지나면 부식하고 균열이 생겨 재건축

하겠다고 난리인데… 새삼 낮에 들러보고 

온 춘양목의 격이 달라 보인다. 

마당 정면으로 보이는 사랑채는 당시 강용 

선생이 거처하던 곳이라 했다. 맨 오른쪽에 

‘晩山(만산)’이라는 현판이 있는데, 만산은 

강용 선생의 호로 흥선대원군이 친필로 써

주었다고 한다. 마당 왼편 서당의 ‘翰墨淸緣

(한묵청연)’이라는 현판도 눈길을 끈다. 고종

의 일곱 번째 아들 영친왕이 8세 때 쓴 글씨

라는데 여덟 살이 어쩌면 저리도 멋진 글씨

를 쓸 수 있었는지 놀라울 뿐이다. 허나 아쉽

게도 이곳에 현재 걸려 있는 현판은 모두 탁

본이다. 도난 때문에 모두 연세대학교 박물

관에 보관하고 있다고 한다. 진품을 못 본 것

이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도난당하는 것 

보단 낫다는 생각이 든다.  

길손이 안내된 방은 마당 오른편의 별채 칠

류헌(七柳軒)이다. 이 건물의 용도는 손님이 

오면 모시는 장소라 했다. 방에 들어서니 싸

늘함이 느껴진다. 주인장은 불을 넣어 놓을 

테니 식사를 하고 오라 한다. 아쉽게도 고택

에서 선비의 밥상을 기대할 수는 없었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니 그 사이 방이 따뜻

하게 데워져 있다. 잠을 청할 방은 작고 단정

하다. 있는 거라곤 이불과 베개 뿐. 문고리

를 걸고 누워 잠을 청하며 종가의 삶을 생각

해본다. 뿌리를 기억하고 후손을 돌보며 가

문의 구심점이 되어야 하는 종가. 선비정신

을 대대로 전하기 위해 마음을 다지고, 일상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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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년 조선 왕실문화를 만날 수 있는 국립고궁박물관. 

찬란했던 역사의 흔적은 세월과 함께 사라졌지만, 선조

들의 소중한 유산은 남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

거를 느끼게 한다. 서준 학예연구사(국립고궁박물관 유

물과학과)가 유물을 보존ㆍ관리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

지 않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글 정연희  사진 이서연

|  문화재를 밝히는 사람들  |

13년, 수장고 유물과 함께 한 시간  

국립고궁박물관 지하 2층. 잠긴 문을 열고 들어서

니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지하창고다. 한참을 걷

고 돌아 마주한 막다른 길에는 육중한 철문으로 

무장한 수장고(收藏庫)가 있다. 우리나라 박물관 

중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유물을 보유하고 있는 박

물관답게 수장고 수만 18개에 달한다.  

“유물의 특성 상 재질별, 형태별로 분류하여 각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는데, 유물 수로 보자면 약 

5만 건(20만 점)에 달합니다. 항온·항습과 같은 

잠든 
문화재의 
가치를 
깨우는 사람
서준 학예연구사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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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호) 뿐이다. 이를 복원하기 위해 국립고궁박

물관은 2004년부터 당시 건국대 남문현 교수와 

박물관의 서준 학예연구사를 중심으로 30명이 넘

는 인원이 참여한 가운데 2006년 자격루 복원에 

성공하였다. 세종시대 우리 과학정신과 과학능력

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유물이라는 점에서 복원

의 의의가 매우 크다고 그는 말한다.

그 밖에도 서준 학예연구사는 2011년 어보 도록

화 작업( 『조선왕실의 어보』 )에 이어 올해 어책 연

구를 진행 중이다. 유물에 깊이 아로새겨진 가치

를 끊임없이 발굴해 내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등

재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는 그다. 우리 문

화재 속 잠들어있는 가치를 깨우고, 어둠에 가려

진 참 모습을 밝히는 일, 서준 학예연구사가 앞으

로도 이루고 싶은 일들이다.

“유물에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것은 그 속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깨닫는 일입니다. 학예연구사로서 

그만한 보람과 희열은 없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 유물을 후대에 잘 물려주는 것이야말로 

저의 사명이자 목표입니다.” 

기본 시스템에서부터 탈색을 방지하는 형광등과 화학성분을 차단하는 불투습 패널 등

의 시설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유물이 가장 편안한 상태로 지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곳이죠.”

유물을 잘 보존·관리해야 하는 유물과학과의 특성 상 유물이 보관된 수장고야말로 서

준 학예연구사의 ‘일터’인 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침 9시부터 11시 30분까지, 오후 1시

부터 저녁 5시까지 그는 직원들과 함께 수장고에서 생활한다. 박물관 자체적으로 전시

를 하는 일은 물론 국내·외 박물관에서 전시 또는 대여를 할 때 유물이 파손·훼손되는 

일을 막고, 이를 다시 재질과 형태에 맞게 정리·보관하는 일이 주요 업무이다 보니 시와 

때를 가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그의 말이다.   

“집안의 물건도 가만히 놔두면 색이 바래거나 삭아버립니다. 유물도 똑같습니다. 수장고

에 가만히 놔두는 것은 방치입니다. 매일 확인하고 세심히 관리해야 보존이죠. 죽어있는 

것 같지만 문화재야말로 ‘살아있는 생명’과도 같습니다.”

미래 후손들에게 돌려줘야 하니 최소 몇백 년은 바라보고 보전·관리를 해야 한다는 서

준 학예연구사의 노력은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결같기만 하다. 어두운 수장고 불빛에 

익숙해진 나머지 환한 대낮은 어느새 낯선 풍경이 되어 버렸지만, 여전히 이곳을 찾을 때

는 보물창고에 오는 것처럼 설렌다고 서준 학예연구사는 말한다. 

실제로 이곳에는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를 비롯해 사료적 가치가 높은 우수한 유

물들이 많다. 조선 통치이념의 상징물이자 하늘의 이치를 알고자 했던 선조들의 위대한 

과학적 산물인 천상열차분야지도, 서양에서보다 무려 200년가량 앞선 세종 24년(1442

년)에 제작된 측우기는 가장 대표적인 문화재이다. 그밖에도 왕실 및 국가의 주요 행사를 

기록한 의궤(儀軌) 167권과 의례용 도장인 어보(御寶) 316점, 왕과 왕비, 세자와 세자빈

을 칭송하는 글을 옥이나 대나무, 금판 등에 적은 어책(御冊) 256점을 비롯해 역대 임금

의 글씨를 돌에 새긴 조각 등이 100점 가량 보관돼 있다. 

영조대왕이 쓴 글에는 65세가 되던 해 자신의 눈을 시험해보고자 아주 작은 글씨를 써 시

력을 측정하려 했던 내용도 담겨 있다. 유물에 담긴 속내를 알고 나니 당시의 시대가, 그

리고 인물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하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명제가 들어맞는 순간이다. 

유물에 생명을 불어넣는 일은 곧 사명

유물의 보존·관리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복원이다. 유실되거나 훼손된 유물은 고증을 

통해 복원작업이 이뤄지는데, 서준 학예연구사에게 있어 가장 기억에 남는 작업은 다

름 아닌 자격루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자동 물시계인 자격루는 세종 16년(1434) 장영실

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현재 남아있는 것은 자동시보장치가 빠진 창경궁 자격루(국보 제

육중한 철문으로 무장한 수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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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대와 현대의 조우  |

 

광장은 근대화의 상징 

토목은 건축과 달라 모든 것이 관 주도로 이뤄진다. 토목에는 도로, 상하수도, 철도, 

터널, 교량 그리고 등대 등이 해당한다. 광장을 다른 분야로 따로 두지는 않는다. 

신작로, 즉 새로운 도로와 도로가 만나는 곳에 만남의 장소인 ‘광장’이 만들어진다. 

유럽식 아고라(agora), 포럼(forum)이 여기에 해당한다. 재래식의 불규칙한 작은 길

과 길이 만나는 곳을 우리는 마당이라 한다. 마당의 큰 개념이 광장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광장 만들기는 도시계획, 상하수도 등을 전문으로 하는 토목가의 영역이다. 

우리 개화기의 가장 중요한 사업은 도로개수(道路改修), 쉽게 말해서 ‘길내기’였

다. 이는 김옥균(金玉均, 1851~94)의 『치도약론』으로 대표되는데, 길을 만드는 일 

그것이 치도(治道)였다. 이 책에서 그는 도로 만들기가 근대화, 부국강병의 핵심임

을 역설하였다. 그는 아울러 위생문제에도 접근한다. 당시 정치가로서는 의외의 

접근이었으나 매우 탁월한 안식(眼識)이었다. 이 책은 김옥균이 임오군란 후, 일본

에 파견된 수신사 박영효를 수행한 1882년 11월에 

집필한 것인데, 표제명은 『치도규칙』이며 통리교

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에서 간

행하였다. 

등록문화재 제565호인 『치도규칙』 (서울대학교 규

장각도서)은 이듬해인 1883년 초 한성부에서 일시

적으로 실시된 적이 있다. 

귀국한 박영효가 한성부 판윤에 임명되어 치도국

(治道局)을 설치하고 도로정비사업을 실시한 것

으로, 1883년은 우리 근대 도로사의 기점이 되는 

것이다. 박영효는 안타깝게도 3개월 후 광주유수

(廣州留守)로 좌천되어 도로정비사업은 소강상태

글 김정동(우리근대건축연구소장)

올 6월이면 ‘2014 브라질 월드컵’이 열린다. 우리 국민들에게 월드컵이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은 2002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의 뜨거운 응원 때문일 것

이다.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응원의 메카로 부각되면서 시민 결집과 커뮤니케이션 공간으로 자리 잡게 된 서울시청 앞 광장, 그 역사가 어느덧 100년의 

시간을 흐르고 있다.   

서울시청 앞 광장 100돌맞이

ⓒ서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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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접어들었다. 도로 정비는 매우 어려운 일로, 계획도로변 민가의 철거 등을 수반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김옥균과 박영효의 꿈은 좌절되었으나 1897년 이채연(李采淵, 1861~1900)이 한성

부 판윤에 임명되면서 다시 시작되었다. 이채연은 서대문 주변과 정동 일대의 길을 

보수하고 이어 숭례문 안 도로를 확장해 나갔다. 도로변 가옥도 정비했다. 

대한제국시기 일제의 영향

대한제국시기 1906년부터 서울(당시 경성)의 도시개조사업이 시작되었다. 안타

까운 일이지만 일제의 입김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통감부 그리고 조선총독부가 차지했다. 

1909년 광화문과 현 남대문 길을 내기 위해 현 동아일보사 앞 황토현(黃土峴)이 정

비되었다. 황토현의 흙은 청계천 정비에 쓰였다. 서울 간선도로와 청계천변 길이 

정비된 것이다. 서울은 종로, 태평로 도로뿐 아니라 도로변 가옥과 상점도 정비되

어 나갔다. 이와 같은 도로정비사업을 바탕으로 하여 종로 길 전차도 개설되었다. 

서울시청 앞 광장은 도시개조사업의 일환으로 생겨난 것이다. 

경성일보의 사옥은 1914년 10월에 세워졌다. 덕수궁 주변이 아직 한적한 모습이었

을 때였다. 조선총독부 기관지인 이 신문사 사옥은 지나칠 정도로 좋은 자리에 들

어섰다. 사옥의 위치가 현 서울시청 자리였다. 원래 이 자리는 1466년 이래 군기시

(軍器寺) 터였다. 조선의 병기창이었다. 이 터에 신문사가 세워졌다가 다시 서울시

청이 세워진 것이다. 

이 건물이 처음 기록에 나타나 관심을 끈 것은 그 건물의 중요성보다는 오히려 고

종의 승하를 애도하는 백성들이 모여 있는 장면을 찍은 한 장의 사진 때문이었다. 

1919년 1월 22일 승하한 고종의 국장은 3월 3일 거행됐다. 이때의 사진설명은 ‘시

청 앞 광장’이라고 하고 있으나 이것은 잘못이다. 이 건물은 경성일보사였기 때문

이다. 오히려 ‘덕수궁 광장’이라고 하는 것이 옳다. 현재도 마찬가지이다. 시청은 

옮길 수 있으나 덕수궁은 옮길 수 없기 때문이다. 

1923년 2월 경성부청사 신축 부지가 결정되었다. 현 서울시청 위치, 덕수궁 광장

의 경성일보사 자리로 결정된 것이다. 공터로 600평을 남기기로 했다. 시청 터는 

덕수궁(경운궁), 남별궁(원구단, 조선호텔 터)과 연계된다. 

덕수궁 광장을 전면에 두고 서측은 태평로, 동측은 무교로에 접하는 서울의 핵심

위치였다. 또한 서울역, 남대문에서 중앙청으로 가는 결절점이고, 을지로, 소공동

으로 가는 분절점이기도 했다. 당시의 ‘접근성’도 이곳이 제일 좋았던 것이다. 

경성일보사는 헐리고 경성부청사가 세워지기 시

작했다. 경성부청 신축기사는 오사카 <아사히신

문>(大阪每日 朝日新聞 부록 朝鮮朝日) 1925년 9

월 15일 자에 실려 있다. ‘덕수궁 앞의 신축 경성부

청사’라는 제목으로 사진과 함께 싣고 있다. 청사

는 1926년 10월 30일 준공되었다. 

1945년 해방 이듬해 경성부청사는 서울시 청사가 

되었다. 1946년 9월 28일부로 경성부가 서울시가 

된 것이다. 6·25전쟁 중에는 북한 인민군이 접수

해, 건축물은 북한의 손 안에 들어갔다. 시청 앞은 

북한군 치하 무서운 공간으로 변했다. 5·16 때는 

군사혁명의 핵심적 무대였다.  

광장 100년, 또 하나의 역사 

서울시청 터는 경복궁과 함께 서울의 중심이었

다. 광화문, 태평로, 남대문은 연속되는 축이었다. 

우리는 서울시청 건물이 1926년 이후, 이어 1945

년 해방 이후 우리 서울과 함께 해 온 역사를 잊

어서는 안 된다. 어쨌든 현재의 서울시청 앞 광장

은 2014년 현재 100여 년간 서울의 맨얼굴이었다. 

2002년 월드컵 때 시청 복관과 그 앞 광장은 세계 

뉴스의 현장이었다. 강렬한 붉은 색 물결은 지금

도 넘실거리는 꿈을 꾼다.   

고종 승하 때 덕수궁 앞 광장. 전면 건물이 현 시청 자리에 있던 경성일보
사 사옥이다. ⓒ『대한제국 고종황제 국장서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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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이팝나무의 탄생설화도 무척 슬

프다. 이팝나무의 슬픈 사연은 이름에 숨어 

있다. 이팝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하나는 ‘이밥’이고, 다른 하나는 ‘입하(立夏)’

이다. 전자는 꽃의 상징을, 후자는 개화기를 

뜻한다. 이밥은 이팝나무의 꽃을 이성계가 세

운 조선왕조의 왕족이나 지배자들만이 주로 

먹었던 쌀밥에 비유한 것이고, 입하는 24절기 

중 하나에 비유한 것이다. 이팝나무의 탄생설

화는 다음과 같이 ‘이밥’에서 탄생했다.   

슬픔과 아픔으로 태어난 이팝나무  

슬픔과 아픔은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에너지

이다. 그래서 나무의 탄생설화에는 대부분 슬

픈 사연을 담고 있다. 슬픔과 아픔 없이는 아

름다운 것을 만들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고

통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다. 그래서 모든 생

명체의 삶은 언제나 고통으로 채울 수밖에 없

다. 그러나 삶의 모습은 고통을 어떻게 받아

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나무의 아름다운 

모습은 고통을 피하지 않고 온전히 받아들였

|  자연의 속살  |

우리나라의 천연기념물

이팝나무
글 강판권(계명대학교 사학과 교수)

순천 평중리 이팝나무(천연기념물 제36호)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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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경상도 어느 마을에 열여덟 살에 시집 

온 착한 며느리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시부

모님께 순종하며 쉴 틈 없이 집안일을 하며 

살았지만 시어머니는 늘 트집을 잡고 구박하

며 시집살이를 시켰다. 그러나 동네 사람들

은 이 집 며느리를 동정하고 칭송했다. 그러

던 어느 날, 집의 큰 제사 때 며느리는 조상들

께 드리는 쌀밥을 지었다. 항상 잡곡밥만 짓

다가 쌀밥을 지으려니 혹 밥을 잘못 지어 시

어머니께 꾸중 듣는 것이 두려워 며느리는 

밥에 뜸이 잘 들었나 보기 위해 밥 알 몇 개를 

먹어보았다. 그런데 그 때 마침 시어머니가 

부엌에 들어갔다가 그 광경을 보고 제사에 

쓸 밥을 며느리가 먼저 퍼먹었다며 온갖 학

대를 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구박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뒷산에 올라가 목을 매어 

죽었다. 이듬해 며느리가 묻힌 무덤가에서 

나무가 자라더니 흰 꽃을 나무 가득 피워 냈

다. 동네 사람들은 이밥에 한이 맺힌 며느리

가 죽어서 생긴 나무라 생각했으며, 이 나무

를 이팝나무라 불렀다.    

물푸레나뭇과 갈잎 큰 키 이팝나무의 탄생

설화에는 서민의 가난한 삶이 배어있다. 이

팝나무에 꽃이 피는 입하는 시기적으로 서

민들의 삶이 가장 힘든 ‘보릿고개’였다. 그러

나 이팝나무의 탄생설화에는 며느리의 슬픈 

죽음만 배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원망을 뛰어넘은 ‘씻김’도 숨어 있다. 꽃이 

바로 죽음의 승화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이팝나무를 사랑하는 것도 단순

히 며느리의 슬픈 죽음에 대한 동정심 때문

만이 아니라 죽음을 뛰어 넘은 씻김의 승

화 때문이다. 이팝나무의 학명(Chionanthus 

retusa Lindley et Paxton)을 붙인 영국의 식물

학자 린들리(Lindley, 1799-1865)와 팩스턴

(Paxton, 1801~1865)도 꽃을 강조했다. 

학명 중 ‘키오난투스(Chionanthus)’는 ‘흰 눈’

을 의미하는 ‘키온(chion)’과 ‘꽃’을 의미하는 

‘안토스(anthos)’의 합성어다. 영어권에서는 

이팝나무를 ‘프린지 트리(Fringe tree)', 즉 ‘하

얀 술이 달린 나무’라 부른다. 

이팝나무의 한자 이름은 ‘류소수(流蘇樹)’와 

‘육도수(六道樹)’이다. 류소수는 이팝나무의 

꽃을, 육도수는 이 나무의 용도를 강조한 이

름이다. 일본에서는 이팝나무를 ‘차엽수(茶

葉樹)’라 부른다. 이팝나무의 잎으로 차를 만

들었기 때문이다. 

이팝나무는 껍질이 벗겨지는 어린 모습과 

껍질이 벗겨지지 않는 성장 뒤의 모습이 상

당히 다르다. 열매는 형제인 왕쥐똥나무처

럼 둥근 콩알을 닮았다.  

천연기념물 이팝나무의 가치 

우리나라에는 순천 평중리 이팝나무(천연기

념물 제36호), 고창 중산리 이팝나무(천연기

념물 제183호), 광양읍수와 이팝나무(천연

기념물 제235호), 진안 평지리 이팝나무군

(천연기념물 제214호), 양산 신전리 이팝나

무(천연기념물 제234호), 김해 신천리 이팝

나무(천연기념물 제185호), 김해 천곡리 이

팝나무(천연기념물 제307호) 등지에 천연기

념물 이팝나무가 살고 있다. 

천연기념물 이팝나무가 살고 있는 곳은 전

라남북도와 경상남도 지역이다. 이처럼 천

연기념물 이팝나무가 모두 남쪽 지역에 살

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 지역의 

이팝나무는 농사의 지표였다. 이곳 사람들

은 이팝나무의 꽃을 통해 농사의 흉풍을 점

쳤다. 꽃이 많이 피면 풍년, 적게 피면 흉년

이라 생각했다. 이 같은 풍속은 물이 많은 곳

에서 이팝나무가 잘 자라기 때문이다. 

천연기념물 이팝나무는 250살에서 600살까

지 지역마다 나이가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

점은 그 지역민들의 수호신(守護神)이라는 

사실이다. 이팝나무에 대한 믿음은 기본적

으로 농업사회의 산물이지만, 그 가치는 지

금도 여전히 높다. 천연기념물 이팝나무는 

무엇보다도 생태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현

재 천연기념물 이팝나무는 아주 긴 세월 동

안 인간과 함께 살면서 몸속에 수 백 년 간 

자신의 삶은 물론 마을의 역사까지 고스란

히 품고 있다. 그래서 천연기념물 이팝나무

는 자연생태로서의 가치만이 아니라 인문생

태 및 사회생태까지 읽을 수 있는 귀중한 사

료(史料)이다.   

김해 신천리 이팝나무(천연기념물 제185호) ⓒ문화재청



|  무형유산을 찾아서  |

봄철 절식 가운데 으뜸인 두견주

우리 풍속에 햇볕 따스하고 봄바람이 살랑대는 3월이면 하루 날을 

잡고 장소를 골라 즐겨 노는 민속놀이로 ‘꽃놀이’와 ‘화류놀이’가 있

다. 제각기 좋아하는 음식을 장만하여 약속한 장소에 와서 서로 나누

며 즐기는데 남성들은 시조창이나 단가를 부르거나 시를 짓고 술을 

마시며, 부녀자들은 진달래꽃을 따서 화전을 부쳐 먹으며 꽃노래를 

불렀다. 놀이가 끝날 즈음, 소년 소녀들은 꽃을 꺾어 꽃방망이를 만들

어 어깨에 둘러메고 꽃노래를 부르며 마을로 돌아오는 꽃놀이가 전

국적으로 행해졌는데, 그 중심에 ‘진달래꽃’이 있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달래를 좋아하게 된 이유로, 진달래가 생동하

는 봄의 정취를 한껏 돋궈주는 꽃이면서 식용이 가능하여 화전이나 

술을 빚어 마심으로써 봄의 시작을 자연과 더불어 즐기는 신명이 있

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봄이 되면 방방곡곡의 야산은 물론이고 심심

산천을 온통 연분홍으로 물들이는 꽃이 진달래꽃이라면, 이 땅에 사

는 우리 겨레의 가슴과 볼에 연분홍의 꽃물을 들이던 술이 두견주(杜

鵑酒)이다. 

문헌에 수록된 두견주는 옛 문헌인 『술 만드는 법』을 비롯하여 『양주

방』 , 『술방문』 , 『규합총서』 , 『김승지댁주방문』 , 『시의전서』 , 『조선무

쌍신식요리제법』 , 『한국민속대관』 등 18종의 문헌에 21차례나 등장

한다. 1800년대의 기록인 『홍씨주방문』을 비롯한 고문헌에 수록된 두

견주 주방문은 대개가 멥쌀가루와 끓는 물을 섞어 범벅을 만들어 누

룩과 섞어 밑술을 빚은 후, 다시 멥쌀과 찹쌀을 동량으로 하여 고두밥

을 짓고 끓는 물과 합하여 진고두밥을 만들어 누룩과 섞어 술밑을 빚

는데, 진달래꽃을 먼저 안치고 그 위에 술밑을 안치는 방법으로 이루

어진다. 두견주와 달리 민간의 전승주이자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

재로 지정된 충남 지방의 면천두견주(沔川杜鵑酒)는 두 번에 걸쳐 찹

쌀로 고두밥을 짓고 식혀서 누룩과 물을 섞어 술을 빚는데, 덧술을 할 

때에 진달래꽃을 함께 버무려 넣고, 술을 안친 다음에 맨 위에 진달래

꽃으로 덮어두는 제조방법으로 이뤄진다. 면천두견주의 술 빚는 방

법이 훨씬 간편화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후대로 내려오면서 양조

방법의 간편화와 함께 식량 증산이 이뤄지면서 주재료인 쌀의 고급

화를 추구하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 

꽃과 더불어 
취하는 
면천두견주
중요무형문화재 제86-2호 

글 박록담(숙명여대 전통문화예술대학원 객원교수, 한국전통주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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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천두견주의 설화에 담긴 뜻

면천두견주와 같이 찹쌀 중심으로 빚은 진달래술은 끈적거릴 정도

로 단맛이 강하고 진달래꽃의 빛깔이 그대로 술에 녹아들어 엷은 담

황색을 자랑하는데, 특히 재료로 사용되는 꽃 특유의 독특한 향취를 

간직하고 있어 우리나라 가향주(佳香酒)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예부터 “두견주 석 잔에 5리를 못 간다”는 말이 전해 오는데, 이는 면

천두견주가 처음 마실 때의 부드러움과는 달리 알코올 도수가 높아 

마신 후에 은근하게 취기가 올라오기 때문이다. 

명주(名酒)가 갖춰야 할 조건으로, 과일과 꽃향기로 대변되는 풍부

한 방향(芳香)을 으뜸으로 하고, 달고 시고 쓰고 떫고 매운 맛이 고

루 느껴지면서도 깔끔한 오미(五味), 그리고 목 넘김이 부드러우면

서도 여운이 남는 맛의 지속성, 끝으로 맑고 깨끗하면서도 밝은 황

금빛 색깔을 말하는데, 두견주는 그 어느 것 한 가지도 부족함이 없

다 할 수 있다.

면천두견주의 가치는 무엇보다 오랜 역사와 전통성, 주재료의 선택, 

그리고 지극한 효성의 마음이 탄생시킨 술이라는 점에서 여느 전통

주들과는 차별화된다. 우선, 면천두견주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1200

년 전의 구전설화(口傳說話)에 따르면 “면천에 있는 동안 복지겸의 

병세가 날로 악화되고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당시 열일곱 살이

던 그의 딸 영랑이 아미산에 올라가서 지극한 정성으로 백일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가 끝나는 마지막 날밤 꿈에 신령으로부터 두견주

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 복지겸의 딸 영랑이 신령의 계시대로 진달래

꽃술을 빚어 복지겸의 병을 고치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물론, 면천두견주의 등장 배경은 설화에서 보듯 ‘원인 모를 중병을 앓

고 있는 부친의 건강을 되찾고 싶어 했던 딸의 지극한 효성(孝誠)의 

발로(發露)’였다. 우리 민족의 부자자효(父子慈孝) 사상을 엿볼 수 있

거니와, 전통 양조방법이나 목적이 다름 아닌 필요에 의해서 제조되

고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생산되었다는 가양주의 등장 배경과 잇닿

아 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는 ‘약식동원

(藥食同源, 약과 음식은 그 근원이 같다)’으로서 바로 술은 ‘백약지장

(百藥之長)’이라는 의식을 확인할 수 있는 배경이 된다고 하겠다.

설화를 바탕으로 등장하는 여러 가지 조건과 시간적 공간으로서, 당

시 영랑이 올라가 기도했다고 하는 ‘아미산’은 해발 349.5m로, 당진

군 내 최고봉의 산이다. 아미산의 위치는 행정구역상 면천면과 순성

면의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사실적으로는 면천면을 안고 있는 산이

다. 그리고 면천두견주에 사용되었다고 하는 진달래꽃은 바로 이 아

미산에서 채취한 것임을 추측할 수 있으며, 아직도 아미산 자락에는 

진달래 군락지가 존재한다. 또한 영랑이 심었다는 은행나무 두 그루

는 면천면의 상징이 된 지 오래이다. 현재 이 은행나무는 면천초등학

교 교정에 자리하고 있으며, 당진군 내 최고 수령(樹齡)으로 복지겸

의 딸 영랑이 살았던 시대에 심은 나무라고 한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 가운데 하나는 면천면 사람들

은 아직까지도 진달래꽃을 이용한 두견주를 빚어 즐기고, 이러한 풍

습은 이 지역의 전통문화 중 하나로 뿌리를 내려왔다는 점이다. 가양

주의 특징은 한 개인이나 한 집안에서 출발하여 부락의 술이 되고 향

리를 대표하는 술이 된다. 그러다가 이 가양주가 좀 더 멀리 원근의 

고을에까지 알려지게 되고, 그 지방을 대표하는 명주로 자리 잡게 되

면 곧 그 나라의 전통문화가 된다는 사실이다. 

어쩌면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전통문화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가양

주로서 가향주(加香·佳香酒)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엿볼 수 있

는 술이 면천두견주인 셈이다. 

가양주가 한 집안의 전승주라는 사실을 바탕에 깔고, 여기에 더하여 

진달래와 같은 약용과 가향 목적의 양조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

은, 세계의 양조 역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경우라고 할 수 있다. 

1 면천두견주의 재료인 찹쌀, 진달
래꽃, 누룩 ⓒ면천두견주보존회  
2 덧술 안치기. 덧술은 식힌 고두밥
과 누룩, 물을 섞은 것에 진달래꽃
을 섞어 안친다. ⓒ면천두견주보존회

3 면천두견주 ⓒ면천두견주보존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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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밥상  |

궁중 식생활을 ‘메모’한 발기

궁중음식을 연구하는 자료로 궁중연회의 시작과 끝을 적어둔 『진연

의궤』 , 『가례도감 의궤』 , 『영접도감 의궤』는 모두 대규모 잔치의 

기록이었으나 그 이외 궁궐에서 벌어졌던 작은 잔치나 제사

에 관련된 기록은 ‘발기(發記)’에 남아 있다.

발기는 19세기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작성된 것으로, 한

지 두루마리에 일정한 형식과 정연한 한글궁체로 쓰여 

있고, 또 같은 내용이면서 반지(半紙) 같은 얇고 질이 

떨어진 종이에 서투른 글씨로 아무렇게나 적어 놓은 

메모지 같은 것이 간혹 존재한다. 

발기 중에 궁중 음식과 관련된 것으로는 진어(進御) 

및 사찬(賜饌)발기, 제례 혹은 상례와 관련된 진향(進

享)발기, 다례(茶禮)발기, 그리고 반사(頒賜) 물목 발기 

등 500여 종에 이른다. 발기는 크게 접대식이나 제사식으로 

볼 수 있는데 탄일이나 생신, 양로연에 왕족 뿐 아니라 내·외

빈, 척신(隻身) 손님에게 베푼 음식내용, 천연두와 같은 특이한 병

후 회복을 축하하기 위해 음식을 차리거나 약방에서 왕족의 보양식

에 관한 내용까지도 궁중음식의 더 많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

는 자료이다. 

접대식 발기는 접대상의 구성을 가리킨 것으로 관례(冠禮), 가례(嘉

禮), 장례(葬禮) 시의 접대식, 병 회복을 축하하는 접대식, 각종 경사

에 내리는 접대식, 각종 행사시의 접대식에 관한 것이다. 별다례 발

기에는 정월대보름, 삼월삼짇날, 초파일, 단오, 유두, 말복, 칠석, 추

석, 중양절, 동지 등 궁중에서 각 절기마다 상에 올랐던 궁중음식의 

목록이 기록되어 있다.

1900년부터 1906년 사이 탄일 발기에서는 고종 7월 25일, 순종 2월 8

일, 영친왕 9월 25일, 귀비 엄씨 11월 5일로 날짜와 대상이 분명히 나

타나므로 참여한 손님과 축하를 나누기 위해 신하들에게 내린 상차

림의 규모와 음식까지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1902년 9월 ‘아기씨

(영친왕) 생신 조반상과 진어상 발기’에는 꿀찰시루편·녹두찰시루

편·당귀메시루편·백설고·양색주악·석이단자·율단자·화전을 담

은 떡 한 그릇, 약식, 전복초·누름적, 잡찜, 생선전유아·생합전, 양전

36 

궁중 어류, 
          조기와 웅어
음식 이름을 적은 글발인 ‘발기’는 궁중음식에 대한 내용을 구체

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로 꼽힌다. 발기의 사료적 가치와 더불어 

발기에 등장하는 궁중 어류로 조기와 웅어를 소개한다. 

글  한복려(중요무형문화재 조선왕조궁중음식 기능 보유자)

36 

고추장을 풀어 웅어를 넣고 바
특하게 끓여 상추쌈에 곁들이는 
웅어감정 ⓒ궁중음식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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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친왕 생신 조반상과 진어상 발기
    일부분 ⓒ한국학중앙연구원  
2 웅어 ⓒ궁중음식연구소

1

2

나며, 매년 4월에 소하(遡河)하는데 한강의 행주(杏洲, 지금의 幸州), 

임진강의 동파탄(東坡灘) 상하류, 평양의 대동강에 가장 많고 4월이 

지나면 없다”고 기록되어 있다. 웅어는 한강 하류인 행주나루와 고양

(高陽)에 사옹원의 한부서인 위어소를 두고 관리하였으며, 천신(薦

新)이나 제사상의 중요품목, 궁중조달물품으로 왕가에 진상하니 궁

중에서 그 계절에 가장 맛있게 먹었던 생선임을 알 수 있다. 웅어는 

기름지고 잔가시가 많아 뼈가 억세기 전에 잘게 회를 쳐 먹거나 다져

서 쇠고기와 섞어 둥글게 뭉쳐 웅어 완자탕을 해서 먹었다. 또 상추쌈

을 먹을 때 된장조치, 장똑똑이, 웅어감정을 끓여 같이 싸서 먹는다. 

궁중에서 즐겨먹던 식품과 음식들은 현재 잊힌 음식으로 되어 버린 

경우가 많다. 요즘에는 조기가 귀해서 현재의 궁중음식과 같이 고급

음식이 되었고, 과거에는 최고의 궁중에 진상되던 생선인 웅어는 하

찮은 물고기가 되었으니 세월은 돌고 돌아가는 것 같다. 

유아·간전유아, 편육·족편, 저태·저숙편, 각색어채, 잡탕, 면, 만두, 

초장, 개자(겨자)를 고종, 순종, 영친왕께 올렸다고 기록되어 있다.

입맛을 돋은 궁중 생선, 조기와 웅어

발기에 기록된 생선 음식은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오히려 월령 진

상 식품 중에 조개·참조기·생오징어·구이용굴비·은구어·쏘가리·

참게·소라·생굴·낙지·숭어·전복·처어·대구·해삼·문어·송어 등

의 어류가 보인다. 날씨가 춥거나 이른 봄, 늦가을이 되어야 살아있는 

생선을 먹을 수 있으며, 대부분 소금 간을 짜게 또는 싱겁게 하여 반쯤 

말리거나 완전 건조시킨 상태로 궁에 들어오게 된다. 

봄이 되는 3, 4월에 잡히는 조기는 서해바다를 접한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에서 비늘을 모두 긁고 손질한 상태로, 구워 먹기 좋게 말린 채 

들어온다. 조기는 기운을 나게 하는 생선이며, 머리에 돌 같은 것이 

있다 해서 석수어(石首魚)라 부르기도 한다. 중국 고대문헌 『설문해

자(說文解字)』에 보면 낙랑(樂浪)에 조기가 난다 했으니 조기의 역사

도 유구하다 할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태조 1397년 4월 1일 새로 난 석수어를 종묘

에 천신(薦新)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세종, 세조 때는 사신이 가져

가는 진헌물목에 조기 1천 마리[尾]가 들어가 있었다. 또 조기에서 나

오는 어교는 활을 만드는데 알맞아 관찰사에게 바치게 하였다. 성종 

때는 조기알젓을 황제에게 올리는 물목으로 쳤으며 가난한 성균관

학정에게 석수어를 내린 기록도 있다.

우리나라 팔도 명물 토산품과 별미음식을 소개한 허균의 『도문대작』

에는 황조기[黃石魚]가 나오는데, 조기는 아주 큰 것은 굴비를 만들

어 입맛 없는 여름 반찬으로 굽거나 물을 조금 붓고 찜을 하여 어른들 

상에 올리며, 맑은 장국에 조기를 토막을 내 넣고 쑥갓을 많이 넣어 

담백하게 맑은 탕을 끓여 먹었다. 궁중에서는 조기를 이용해 젓갈로 

만들어 많이 썼는데, 궁중젓국지는 조기젓국물로 간을 맞추는 김치

이다. 

봄철 궁중에 진상되던 생선 중 또 하나는 바로 웅어[葦魚, 위어]로 

『도문대작』을 비롯한 여러 고문헌에 자주 등장한다. 1820년경 서유

구가 기록한 『난호어목지』에 보면 “강호(江湖)와 바다가 통하는 곳에 



입 안에서 살살 녹는 추억의 뻥튀기

뻥튀기 장수 김영목 씨(60)가 운영하는 뻥튀기 가게는 사람 많기로 

유명한 모란시장에서도 단연 상종가를 친다. 각종 곡물을 튀겨가는 

사람들과 뻥튀기를 사가는 사람, 어린 시절 추억에 젖는 사람이 뒤섞

여 이곳은 항상 문전성시를 이룬다. 가게를 빙 둘러 서 있는 손님들의 

시선 끝에는 바쁘게 돌아가는 두 개의 뻥튀기 기계와 뻥튀기 튀기기

에 여념이 없는 뻥튀기 아저씨 김영목 씨가 있다. 

“뻥이오~!” 김영목 씨의 외침에 이어 뻥튀기 기계가 “펑!” 소리와 하

얀 연기를 시장곳곳에 퍼트린다. 대포소리 같은 우렁찬 소리에 손님

|  역사를 잇는 사람  |

“뻥이오~!”
달콤하고 아련한 
추억을 튀긴다
뻥튀기 장수 김영목

전국 최대 오일장 경기도 성남 모란시장에는 점점 잊혀져가는 추억을 되살려

주는 곳이 있다. 군것질거리가 별로 없던 시절, 사람들의 뱃속을 달래주던 추

억의 간식 뻥튀기집이 그곳이다. 장이 서는 날이면 이곳은 말 그대로 쉴 새 없

이 손님들이 밀려든다. 뻥튀기를 얼마나 맛있게 튀겨 주기에 이렇게 손님이 

많은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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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얼른 양쪽 귀를 막아보지만, 만면에는 익살스러운 표정이 가득 

떠오른다. 모처럼 중장년층의 얼굴에 동심이 되살아나는 순간이다.

김영목 씨가 처음 뻥튀기 기계를 손에 잡은 것은 1986년. 햇수로 29년

이 됐다. 어느새 인생의 절반을 뻥튀기와 함께 해 온 셈이다. 예전에

는 과일 파는 일을 했는데, 아는 사람의 권유로 뻥튀기 일을 접한 뒤

로 지금까지 쭉 뻥튀기 장수의 길을 걷고 있다. 5일에 한 번씩은 모란

시장에 자리를 펴고, 평소에는 경기도 성남에 있는 뻥튀기 가게에서 

일을 한다. 특히 모란시장에서 장사를 할 때면 항상 손님들이 그의 주

변을 빙 둘러 서는 바람에 밥 먹을 시간은커녕 잠깐 앉아있을 겨를도 

없다. 이렇게 손님을 많이 끄는 비결을 묻자 그는 특유의 투박하고 겸

손한 말투로 대답한다. 

“글쎄요. 손님에게 성심성의껏 해주는 거죠. 맛있다고 손님들이 소문

을 내주고 그래요.” 

사실 이 집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이들의 대화를 귀동냥해서 듣다

보면 이내 감지할 수 있다. 

“내가 지금 두 시간도 더 기다렸는데, 내 것은 이제 들어갔어.”

“여기가 잘 튀겨서 저도 자주 와요. 벌써 몇 년이 됐어.”

“이건 잘 튀기는 집에서 튀겨야 돼. 잘 못 하는 데서 튀기면 딱딱하고 

타서 맛이 없어요. 밥 짓는 것하고 똑같아.”

30년 뻥튀기의 내공, 손님에 따라 다르게 튀긴다

가만히 보니 손님들이 튀겨가는 곡물이 참으로 다양하다. 쌀, 콩, 누

룽지부터 밤, 마카로니, 은행 등 낟알은 무엇이든 튀기는 것이 이 집

의 특징이다. 세상의 모든 먹거리가 그런 것처럼 뻥튀기도 튀기는 사

람 솜씨에 따라 맛이 좌지우지된다. 김영목 씨는 30년의 뻥튀기 내공

을 담아 손님의 연령대와 기호를 감안하여 뻥튀기 맛을 조절한다. 

“할머니, 연세 때문에 좀 연하게 튀겼어요.” 

뻥튀기를 받아드는 할머니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피어난다. 이렇

게 김영목 씨는 특유의 서글서글하고 따뜻한 성격으로 틈만 나면 손

님들과 담소를 나눈다. 

“오늘 많이 안 가져오셨네? 지난번에는 다른 손님들 다 나눠주셨잖아.” 

오랜 세월 이 일을 하면서 손님들과 정을 나누다보니 수 십 년 된 단

골손님도 적지 않다. 30년 전부터 지금까지도 찾아오는 손님이 있을 

정도라고 그는 말한다. 장사가 잘 된다고 힘든 순간이 없을 리는 없

다. 한참을 공들여 지나치게 마른 곡류를 튀겨 주었는데도 불만을 쏟

아내는 사람, 돈을 주지 않고 가 버리는 사람 등 별별 사람들이 다 있

다. 한번은 길에 잠시 뻥튀기 기계를 놓아두었다가 기계를 통째로 잃

어버린 적도 있었다. 달고 쓴 기억을 고스란히 껴안고 있지만, 그래도 

30년간 뻥튀기를 튀겨 번 돈으로 4남 2녀 자식들을 대학 공부까지 다 

시켰다. 가업을 잇겠다는 25살 막내 아이의 생각이 앞으로도 이어질

지 지켜보는 중이라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뻥튀기 일을 하며 사는 것

이 소박하고 유일한 그의 바람이다. 

세상의 먹을거리가 아무리 다양해진다고 해도 그 시절 뻥튀기의 맛

을 잊을 수 없는 것은,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뻥튀기가 출출한 뱃속뿐 

아니라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주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이것이 지

금껏 내가 계속 해온 일이고, 앞으로도 내가 해 나갈 일”이라고 우직

하게 말하는 그가 튀기는 뻥튀기 소리가 앞으로도 우렁차게 울려 퍼

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추억의 뻥튀기’를 공유하는 한국인이라면 모

두 같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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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당,
그 ‘오래된 미래’의 전언(傳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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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당은 평화이다. 

마당에서 우리들의 좁은 마음은 넓어지고, 우리들의 격한 마음은 숨을 고른다. 마당에 서게 되면 누구나 

긴장되었던 마음이 풀어지며, 산란했던 마음이 정돈되는 것을 느낀다. 이런 마당에서 누가 쓸 데 없이 인

색해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무모한 공격성을 드러낼 수 있겠는가. 마당은 그런 점에서 치유의 땅이다.

마당은 침묵이다. 

마당은 한 생각도 일으킴이 없이 언제나 무심(無心) 속에서 살아가는 여여(如如)한 존재이다. 마당은 말

을 넘어선 공간이고, 말 이전의 공간이기에 마당 앞에 서게 되면 모든 인간적 언어들은 잉여의 낙엽처럼 

떨어져 내린다. 잉여를 없애고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곳, 잉여가 무엇이며 본질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땅, 그곳이 마당이다. 

마당은 일색(一色)이다.

마당은 이음매 없이 전체가 한 덩어리로 존재하는 무봉(無縫)의 땅이다. 마당에서 우리들의 조각났던 마

음은 일원상(一圓相)으로 하나가 되며, 얼룩덜룩했던 마음은 본색(本色)을 찾는다. 마음이 제 갈피를 찾

지 못하고 우왕좌왕할 때, 마음이 흩어져 분열의 아픔을 겪을 때, 마당의 일색을 깊이 사유하는 것은 뜻

있는 일이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분명 최초의 상처나지 않은 질박한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될 것이다.

마당은 하심(下心)이다.

가장 낮은 곳에 머물며 모든 것을 포월(包越)하는 존재가 마당이다. 마당은 그의 에고를 내려놓은 지 오

래된 존재이며, 에고 같은 것에 처음부터 영원까지 휘둘리지 않는 무아의 존재이다. 이런 마당에서 한 며

칠쯤 서성거리며 머물러 보라. 그러면 우리도 어느새 마당의 하심을 닮게 될 것이다. 아니 그런 마당을 

아예 품에 안고 일상의 나날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보라. 그러면 끝도 없이 아상(我相)과 아만

(我慢)에 휘둘리던 우리의 마음은 시나브로 자취를 감추고, 언제나 칭얼대던 불만과 결여의 마음 또한 

봄눈처럼 사라질 것이다.  

또 다시 말해보자. 마당은 열림이다.

마당에선 굳이 비밀스러울 까닭이 없다. 유별난 프라이버시를 넘어선 세계가 마당이다. 모두의 땅이면

서 어느 곳으로도 열려 있는 곳, 그런 곳이 마당이다. 여기서 사람들은 함께 사는 일과 열림의 마음으로 

사는 일을 배운다. 사람들끼리의 어울림은 물론 천지인(天地人) 의 어울림을 알고 그 속에서 살아간다. 

그러니 과도하게 자기만의 방에 칩거해 온 자폐적인 사람들은 문을 열고 마당에 나가 볼 일이다. 마당은 

가릴 것 없이 모든 것을 열어놓고 사는, 아무렇지도 않은 상급(上級)의 삶을 몸소 보여주며 당신들을 단

절된 지대로부터 시원하게 해방시킬 것이다.



42 

마당은 부동(不動)이다. 

부동은 부동심이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 부동심은 우주와 자연과 삶의 이치를 알고 그것과 계합되었을 

때 찾아오는 축복의 선물이다. 마당은 그가 우주임을 아는 존재이다. 그리고 자연임을 아는 존재이다. 그

뿐인가. 마당은 그가 인간들과 인간사 속에서 살고 있음을 아는 존재이다. 그러니 마당이 부동의 얼굴을 

하고 있지 않을 수 없다. 마당은 부동의 얼굴로 그 어떤 외물에도 끌려가지 않고, 그 어떤 욕망에도 휘둘

리지 않는 초탈한 자의 무게중심을 갖고 있다. 

그런 마당은 그것을 보는 일만으로도 우리들의 흔들림과 방황을 멈추게 한다. 마당은 당신들의 연약한 

흔들림과 방황이 어리석음의 산물임을 가르쳐주며 지금 이곳에서 뿌리내리고 사는 법을 알게 한다. 당

신이 그토록 가고자 한 저쪽이야말로 저쪽 사람들이 그토록 떠나고자 한 이쪽임을 깨닫게 하며 더 이상 

먼 곳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애태우지 않도록 한다. 이러한 마당은 한곳에서 죽음의 시간까지 산다. 그는 

아무 곳에도 가지 않지만 어떤 곳도 그립지 않은 초탈의 존재이다.

마당은 맨얼굴이다.

마당에서 우리는 어떤 장식도 발견할 수 없다. 마당은 인위를 멀리하는 무위의 땅이며, 교언을 멀리하는 

자연스러움의 땅이다. 시골집과 절집의 흙마당은 이런 맨얼굴을 간직하고 있는 대표적인 공간이다. 일

체의 색을 넘어선 정갈한 대지, 일체의 수식을 배제한 절제의 땅이 그곳이다. 누가 뭐라 해도 마당 가운

데 으뜸은 흙마당이다. 흙마당은 마당의 원조일 뿐만 아니라 마당 가운데 단연 최고의 품격을 지닌 존재

이다. 흙마당은 얼핏 보면 투박하고 거칠기 짝이 없지만 그 진미를 아는 자에겐 더할 나위 없는 예술품

이다. 잘 쓸어서 단련된 마당, 그런 마당은 명경(明鏡)과 같다. 지나가는 이의 모습이 어슴푸레 비췰 것만 

같고, 마당가의 나무들이 제 얼굴을 비취며 쉬고 있는 듯하다. 이런 흙마당에선 깊은 빛이 난다. 마당이 

내뿜는 그 빛을 ‘영광(靈光)’이라고 하면 안 될까. 그런 마당에서 우리는 존재가 정화되는 기쁨을 맛본다. 

그리고 마당이 성소(聖所)로 변하는 신성을 경험한다.

또 다시 말해보자. 마당에 대한 사색은 끝이 없다. 마당은 허(虛)이다. 

마당은 채움이 아니라 비움의 공간이고, 유용이 아니라 무용의 공간이다. 그것이 손바닥만한 것일지라도 

마당을 지니고 산다는 것은 이 비움과 무용의 가치를 알고 향유한다는 것이다. 비움은 버림이 아니고 무

용은 무가치함이 아니다. 비움은 채움보다 윗길이며 무용은 유용보다 멋스럽다. 비움과 무용을 사랑할 수 

있을 때 그곳에선 풍류가 싹트기 시작한다. 실용성과 효용성을 넘어선 경지의 아름다움이다. 물론 실용성

과 효용성도 중요하다. 그러나 삶에 이들만이 존재할 뿐 ‘허’가 부재할 때 그 속에서 사람들은 질식된다. 

마당은 음덕(陰德)이다. 

건물이 양(陽)이라면 마당은 음(陰)이다. 양은 겉으로 드러나 쉽게 알아차릴 수 있지만 음은 속으로 숨어 



있기에 깨어 있지 않으면 알아볼 수 없다. 세상은 언제나 음양이 함께 움직이는 이중성의 땅이다. 그 이

중성을 함께 관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존재의 전모를 파악하고 편협되지 않은 중도의 삶을 살 수 있다. 

마당은 그런 점에서 음의 덕성을 알려주는 세계이다. 마당이 소중하다면 그것은 이 음덕의 힘이 발현되

는 땅이기 때문이다. 건물의 아래쪽에서, 그리고 사람들의 발밑에서 이 마당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채 

다른 존재들을 돋보이게 하고 살려내고 있다. 우리 시대가 불안정하다면 이 음덕의 힘이 미약하기 때문

이다. 양기가 과도한 시대, 그것이 우리들의 시대이지 않은가. 그래서일까. 마당은 그 이름을 듣는 것만

으로도 사람들을 푸근하고 편안하게 해준다.

마당은 일터이며 놀이터이며 쉼터이다.  

가을날, 시골집 마당에서 농부들은 타작을 하고 거기서 거둔 곡물들을 가을볕에 말린다. 그리고 어머니

들은 모여서 김장을 하고 그 김장을 마당가에 저장한다. 또한 그 마당에서 할머니들은 수탉이며 병아리

들에게 모이를 주고 아이들은 어른들의 심부름을 하느라 분주하다.

봄이 오면 아이들은 일제히 뛰쳐나와 마당에서 놀기 시작한다. 그 놀이는 여름으로, 다시 가을로 이

어지며 때로는 겨울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어른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봄이면 밖으로 나와 마당가

에 꽃씨를 뿌리고 그 꽃들을 가을까지 공들여 가꾸며, 여름 저녁이면 느긋한 마당식사를 즐기면서 하

늘의 별들과 공중의 바람결을 감상한다. 이때 마당은 놀이터이자 쉼터이다. 이웃집 사람들이 마실을 

오고, 우물물에서 갓 건져온 수박이라도 한 통 자르는 날이면 마당식사와 마당에서의 쉼은 한결 정취

를 더한다. 

마당에선 강아지와 새들과 함께 노는 것도 

큰 즐거움이다. 한 식구가 된 것 같은 

이들과 눈을 맞추고 호흡을 맞추

는 일은 이 땅에 인간 이외의 

무수한 생명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다. 그리

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알게 한다.

마당은 나무랄 데가 한 군 데도 없

다. 오직 우리가 그들을 버렸을 뿐, 마당

은 언제든지 우리에게로 다가올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전처럼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 마당을 불러낼 때이다. 그 ‘오래된 

미래’를 사랑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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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 따라 지명 따라  |

글 ·그림 유영수

조선시대 일본 무역의 땅

경북 왜관

모처럼 부산 나들이를 떠난 문여사 가족 

용두산 공원도 
가는 거죠? 

우와, 
이순신 장군!

어머, 
초량왜관은 
뭐지?

우리가 
분명히 
왜관역을 
지나 
왔는데…?

하하, 향토사학자
입니다. 그건 제가 
설명드리지요. 

고려 말기 이후 조선 초기까지 
왜구의 노략질이 극심해지자 
이성계 장군 등이 왜구를 
토벌하고 세종 때는 이종무가 
대마도 정벌까지 하지요. 

당연하지.

그래도 왜구들의 노략질이 
멈추질 않으니 이번에는 회유책으로 
교역을 허용합시다.

그렇게 해서 무역을 
허용한  공간이 
왜관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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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왜관이 설치된 곳은 
부산과 서울 부근에 모두 
10개소였는데 그 지명이 
현재까지 남아있는 곳은 
유일하게 칠곡의 왜관뿐이지요. 

그렇게 해서 1675년부터 용두산 
부근 10만 평 부지에 총 3년에 걸쳐 
125만 명을 투입해 만들어진 
마을이 여기 초량 왜관이랍니다.

맞습니다. 초량 왜관을 근거지로 
활동한 상인들이 바로 그 유명한 
동래상인이지요. 

이런 은혜도 
모르는…!

갑자기 
어딜 가니?

바다 쪽을 
향해 할 말이 
있다고요! 

야, 이 배은망덕한 것들아, 
독도는 우리 땅이야! 넘볼 걸 넘봐야지!

그 마을은 1678년부터 
무려 200년 동안이나 존재했고 
거주하는 일본인만도 500여 명에 
이르렀답니다.

조선의 인삼, 중국의 생사, 
일본의 은이 거래되었지만 
조선산은 20%에 불과하고 중국산이 
주로 80%를 차지했어요.

동래상인도 
유명하잖아요. 

주로 무엇을 
거래했나요?10만 평이나!

그러나 임진왜란이 일어나 
전 왜관을 폐쇄했는데, 
전쟁이 끝난 후 일본에서 
왜관의 재설치를 끈질기게 
요구해오자 결국…. 

좋다. 부산에 지어줄테니 그곳에서만 
살아라. 일본 사신이나 무역 사신은 
부산 이상을 올라오지 못한다! 
알겠느냐?

감사하므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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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 사랑과 만나다  |

지난 봄, 백제의 고도(古都)인 충남 공주에서 초등학교 동창생의 여

식 결혼식이 있었다. 그래서 이곳 대전에 사는 친구들 다섯이 모여 한 

차에 올라 공주로 향했다. 결혼식은 오후 1시부터였지만, 공산성(公

山城)을 구경할 요량으로 일부러 친구들을 오전 10시에 집합시켰다. 

“다른 사람들은 일부러 시간을 만들어 놀러 다니는데, 조금만 일찍 

가면 공산성과 금강을 구경하고 예식도 본 뒤에 밥까지 먹을 수 있으

니 이런 호사가 어딨어?” 

“그래, 맞다.”

 “언젠가 밤에 이 근방을 지나치려니 공산성은 밤에 오면 더욱 운치

가 있을 것 같더라고!” 

친구들의 즐거운 이구동성 합창이 이어졌다. 이윽고 도착한 충남 공

주의 관문에 위치한 공산성. 화사한 날씨답게 이곳을 찾은 사람들은 

꽤 많았다. 사적 제12호인 공산성은 백제의 수도가 공주였을 때 공주

를 지키던 백제의 산성이다. 금강변 야산의 계곡을 둘러싼 산성으로

서 원래는 흙으로 쌓은 토성이었으나 조선시대에 석성으로 고쳤다

고 한다. 또한 백제 때에는 ‘웅진성’으로, 고려시대에는 ‘공주산성’과 

‘공산성’으로 불렸으며, 조선 인조 이후에는 ‘쌍수산성’으로도 불린 

게 바로 공산성의 역사다. 

공산성은 백제의 멸망 직후 의자왕이 잠시 머물기도 하였으며 백

제부흥운동의 거점지였다고 한다. 아울러 조선시대엔 ‘이괄의 난

(1623)’으로 말미암아 인조가 피난했던 곳이기도 하다니 역사적으로

도 매우 중요한 방점을 찍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공산성인 셈이다. 공

산성 성곽의 총길이는 2,660m로서 외성(外城)을 제외하면 2,193m나 

되는 결코 짧지 않은 길을 자랑한다. 그래서였을까. 부모를 따라 공산

성에 나들이 나온 어떤 아이는 뜬금없이 “여기가 우리나라의 만리장

성(萬里長城)이야?”라는 말을 하여 그만 실소를 금치 못하게 하였다.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공산성은 어쩌면 중국의 만리장성을 능가

하는 상징성과 위용까지 지니고 있다. 

필자는 8년 전 모 문학전에서 수상을 하고 보너스로 중국으로 5박 6일

간의 문화기행을 간 바 있다. 그리곤 만리장성에도 올랐는데 주지하

듯 만리장성은 북쪽의 흉노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 진나라 시황제가 

증축하면서 쌓은 산성이다. 또한 명나라 때는 몽골의 침입을 막기 위

해 대대적으로 확장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인류 최대의 토목공사라고 

불리는 이 거대한 유적은 중국 역대 왕조들이 북방민족의 침입을 막

기 위해서 세운 방어용 성벽이다. 그럼에도 필자가 자의적으로 만리

장성이 공산성보다 못하다고 보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중국 최초의 황제였던 진시황은 기원전 221년에 천하의 권력을 한 

손에 쥐게 된다. 그러나 그렇게 애써 천하를 통일해 놓고도 겨우 50

세의 나이로 객사하기에 이르른다. 진시황의 둘째 아들 호해(胡亥)

가 뒤를 잇지만 그러나 호해는 영리하지 못해 조고에게 죽음을 당하

글 ·사진  홍경석(대전시 서구)

만리장성 ‘능가하는’ 
공산성의 위용

공산성 성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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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 사적 제12호 공산성

고 마지막 3세 황제엔 자영이 즉위하지만 그 또한 유방이 관중에 들

어서자 항복을 했고 이후엔 항우에게 죽음을 당하고 만다. 따라서 진

나라의 역사는 일천(日淺)할 수밖에 없다는 셈법이 쉬 드러나는 것이

다. 만리장성의 증축에 앞장섰던 명(明)나라 역시 주원장(朱元璋)이 

원(元)나라를 멸망시키고 세운 왕조지만 276년 동안 존속하다가 만

주족 청나라에 의해 멸망당하고 만다. 

반면 백제는 B.C. 18년에서 A.D. 660년까지 한반도 남서부 지역을 점

유하고 있던 실로 ‘우뚝한 국가’였다. 그러니까 무려 700년 가까운 장

구한 세월을 이어온 막강 국가였다는 주장이다. 아무튼 날씨까지 너

무도 화창한 데다가 공산성 정상에서 한 눈에 보이는 금강의 수려한 

풍광까지 음미하자니 친구들은 하나같이 감탄사를 연발했다.  

친구들의 탄성에 고무된 필자는 친구들을 웃기자고 한 술 더 떠 아예 

이런 망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옛날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서 그 바쁘신 와중에도 어느 날엔가는 여

기 공산성에도 잠시 오셔서 이런 시조를 한 수 남기셨대?” 

“교과서에선 안 배웠는데 그런 일도 진짜 있었니?” 

친구들의 귀가 일제히 커다란 토끼 귀로 바뀌었다. 

“공산성 달 밝은 밤에 수루(戍樓)에 혼자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 하는 차에 어디서 한 잔 술의 내음은 나의 속을 끓나니….” 

그러자 금세 친구들의 포복절도가 이어졌다. 

“해마다 가을이면 이곳과 인근에서 부여와 공동으로 ‘백제문화제’가 

열린다고 하니, 올 가을에도 우리 또 오자.”

필자의 제안에 친구들도 모두 고개를 주억거리며 동의한다. 한 친구

는 공산성의 한가운데 위치한 천년 고찰 영은사 부근에서 냉이나물

까지 쏠쏠하게 수확하는 기쁨까지 누릴 수 있었다. 올 가을에 다시금 

성대하게 열릴 ‘백제문화제’ 때는 가족들도 데리고 공주를 다시 찾을 

요량이다. 

 ‘문화재 사랑과 만나다’ 코너는 독자 여러분이 만드는 코너입니다. 여행에서 만난 

문화재, 내가 가장 사랑하는 문화재, 우리 역사의 흐름을 알 수 있었던 박물관 기

행 등 문화재와 관련된 독자 여러분의 기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해진 주제는 

없으며 문화재에 관한 소중한 이야기,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언제든지 보내주시

면, 기쁜 마음으로 지면에 싣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양식에 맞는 원고와 사진을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보내주세요. 

ㆍ원고분량 : A4용지 기준 1장(10pt)

ㆍ사진 : 해당 여행 관련 사진 5매 이상

ㆍ보내실 곳 : 문화재청 대변인실 김수현(nicosia@korea.kr)

독자참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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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학과 전공
일반전형

세부연구분야
모집인원(명)

대학원

(일반대학원)
문화유산학과

문화재법정책 0

문화재경영정책 0

고고유산 0

역사유산 0

문화유산

융합대학원

(전문대학원)

수리복원학과

문화재수리 0 전통조경, 
전통건축, 
보존과학문화재복원 0

무형유산학과 무형유산전승 0
회화문화재보존수리, 
전통회화복원(모사), 
전통조각, 전통목공예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주소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367
홈페이지 www.nuch.ac.kr  전화 041-830-7121, 7124

천년을 이끌어 갈 최고급 전통문화 인력을 양성하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대학원에서 2014학년도 석사과정 후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국립 한국전통문화대학교 
2014학년도 석사과정 후기 신입생 모집

01. 모집학과 및 인원

구분 전형일정 비 고

원서접수 2014. 4. 21(월) ~ 4. 25(금) 인터넷 접수

구비서류 제출 2014. 4. 21(월) ~ 4. 25(금)
서류심사 통과자 

본교 홈페이지 게시(5.7)
* 게시일정 변경 가능

전공필답고사 2014. 5. 13(화)

필답고사 합격자 
본교 홈페이지 게시(5.16)
장소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게시일정 변경 가능

면접 및 구술고사 2014. 5. 22(목)
장소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무형유산학과 지원자 포트폴리오 지참 제출

최종합격자 발표 2014. 5. 30(금) 본교 홈페이지 공고 

합격자 등록 2014. 6. 25(수) ~ 6. 26(목)

02. 전형일정

구분 금 액 비 고

장학금

성적우수

장학금

● 자격 : 성적 상위 70% 이내인 자 
● 금액 : 등록금 전액 면제ㆍ지원 

학과별 등록금 총액에 
따라 차등 지원

우수인재

학업보조비

● 자격 : 전공별 성적우수자 
● 금액 : 매월 100,000원

기숙사 ● 입학생 전원 제공
관리비ㆍ공공요금 
개인 부담 

03. 입학 특전



대한지적공사는 지난 2011년 2월 문화재청과 ‘한 문화재 한 지킴이’ 협약을 체결했다.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시설에 대해 대한지적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 등을 활용하기 위해 ‘한 문화재 한 지

킴이’ 활동을 시작하게 된 대한지적공사는 문화재의 정확한 기록보존과 보호활동을 위해 3차원 정밀측

량과 함께 정기적인 변화측량을 지속하며 문화재분야의 지적공간 측량기술력 향상을 위해 기술, 인력, 

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대한지적공사는 2011년 3차원 레이저측량을 활용하여 근정전(국보 제223호)과 정림사

지 5층석탑(국보 제9호)의 정밀측량을 무상 지원하였다. 그밖에도 대한지적공사는 전국 201개 기관(본

사, 연구소, 지역본부, 지사 등) 4,000여 임직원이 분기 별 1회 이상 각 지역 문화재 주변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적측량을 위해 전국을 누비는 업무 특성을 활용하여 문화재 안전 모니터링을 통한 

문화재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이러한 활동에 힘입어 대한지적공사는 지난 2012년 

‘한 문화재 한 지킴이 활동 유공자 시상식’에서 문화재

청장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앞으로도 대한지적공사

는 문화재분야의 기록보존, 측량기술력, 예방모니터 

활동 향상을 위해 문화재 3차원 정밀측량 및 지적측량 

관련 기술지원 등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49

|  한 문화재 한 지킴이  |

글 정연희  사진 대한지적공사

지적공간 측량기술로 문화재 지킨다 
대한지적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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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⒃ ⒔ ⒕

⒖ ⒗

독 자  퍼 즐

유은경(대전시 중구 서문로)

투박하고 거친 해안선과 잘 어우러진 송림의 풍경이 때 묻

지 않은 자연환경에 신선이 머무를 수밖에 없었음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업준비에 분주한 선착장의 

배, 빨랫줄에 매달린 생선을 보며 바다와 함께 인생을 살

아가시는 고향의 부모님 모습도 잠시 떠올려보게 되었습

니다. 하얀 물결을 일으키며 떠나는 섬 여행. 그곳 주민들

의 후덕한 인심과 함께 푸짐한 바다 먹거리를 즐기며 오감 

만족하는 봄날의 여유를 즐겨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태오(광주시 서구 월드컵4강로)

문화재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

는 문화재 GIS에 대한 기사를 읽고 정부기관의 공공정보를 

대국민 서비스에 활용하는 훌륭한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었

습니다. 자료의 축적과 서비스의 개선이 꾸준히 지속하여 

문화재청의 대표 서비스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이선미(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한국 미인을 통해 본 화장의 역사>가 좋았습니다. 삼국시

대부터 화장과 화장술이 발달했다는 사실에 놀랐고, 신라 

때에는 남자들까지 화장을 했었다는 게 재미있었습니다. 시

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어 직업을 구별 짓는 수단이 되기

도 하고, 계급에 따른 화장법이 있었다고 하지만 변하지 않

는 진리는 타고난 본래의 아름다움을 해치지 않고 내면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내보이는 화장이었다는 점이 자연스러

운 것을 아름답게 여기고 청결한 몸과 마음을 가꾸려 했던 

선조에게 본받아야 할 덕목인 듯합니다.

조영희(경남 창원시 진해구 가주로)

꿩에 대한 글을 읽으며, 임금님이 즐겨 드실 정도의 고급 

음식에 대한 요리법이 소개되어 있었으면 한 번 따라 해보

며 음식으로 만들 수 있었을 텐데 꿩 요리에 대한 역사와 

정보에만 만족해야 해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

번 기회에 진상 음식이었던 꿩의 활용법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혜경(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공간 공감 - 나의 살던 고향, 그 시절 놀이터에서> 어린 시

절 친구들과 골목길에서 해가 지고 어둑어둑해질 시각까

지 신이 나게 뛰어놀았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책가방

을 던져두고 냇가로, 들로, 마당으로 달려가 흙과 물을 만

나 재미나게 놀았죠. 우리 아이들이 각박한 ‘교육’이란 이

름 아래 자연을 접하는 못하는 듯하여 안타깝습니다.

<문화재 사랑>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문화재 사랑>을 읽고 느낀 점이나 
편집실에 바라는 독자의 말씀 을 이 코너를 통해 
소개해 드리는 것은 물론  
향후 <문화재 사랑> 편집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014년 3월호 당첨자입니다.

세로열쇠

①   자식과 손자를 아울러 이르는 말

②   혼인을 행할 때 수반되는 모든 의례(儀禮)와 그 절차

③   청어목 멸치과의 바닷물고기로, 맛이 좋아 조선시대부
터 수라상에 올랐다.

④   꼴이 볼만하다는 뜻으로, 남의 언행이나 어떤 상태를 
비웃는 뜻으로 이르는 말

⑤   경상북도 봉화 닭실마을에 있는 정자로, 권벌이 1526년
(중종 21)에 조성하였다.

⑦   서울시 종로에 있는 종각 

⑧   일본에서 만든 사기

⑩   박물관 등에 전시된 유물이 보관되는 장소

⑪   조선 세종 이후부터 말기에 이르기까지 강우량을 측정
하기 위해 쓰인 기구

⑫   조선 제6대 왕으로, 12세에 왕위에 올랐으나 수양대군
에게 왕위를 빼앗겼다. 이 왕의 복위운동을 하다 죽음
을 당한 6명을 사육신(死六臣)이라 한다. 

⑮   24절기 중 첫째 절기로, 대한(大寒)과 우수(雨水) 사이
에 있는 절기

⒔   이야기의 첫머리

⒕   조선시대 임금의 후궁에게서 난 딸을 이르던 말

가로열쇠

①   우리나라 최초의 자동 물시계로, 세종 때 장영실 등이 
제작하였다.  

④   조선시대 왕자나 공주ㆍ옹주 등의 가례나 국혼을 치르
기 위해 임시로 설치한 관아

⑥   왕실의 권위를 상징하는 의례용 도장 

⑧   조선시대, 입국한 왜인들이 머물면서 외교적인 업무나 
무역을 행하던 관사 

⑨   신부가 혼례식을 마치고 신방을 치른 뒤 신랑집으로 
가는 의식

⑩   바로잡아 고침.

⑪   각도를 잼.

⑫   짧은 기간 

⑬   절에서 사람을 모이게 하거나 시각을 알리기 위하여 치
는 종

⑭   수첩이나 문서 따위에 적어 넣음. 

⒃   경상북도 북부에 있는 읍. 지형의 80%가 산으로 이뤄
져 있으며, 조선시대 낙향한 선비들의 자취가 고스란
히 남아있다. 

⒖   소나무의 한 종류로, 모든 나무 중 으뜸으로 꼽혀 주로 
건축재나 가구재로 사용된다. 

⒗   진달래꽃을 넣어 빚은 술. 진달래꽃의 다른 말인 ◯◯주

독 자  여 러 분 의  참 여 를  기 다 립 니 다

독 자 의 소 리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귀를  기울입니다





앱진을 통해 <문화재 사랑>을 
더욱 편리하게 만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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