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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함께해요



우리나라의 과학적 전통은 오랜 시간 창의적인 발전을 통해 이룩해온 것입니다. 동 시대를 앞선 혁명적인 발상으로 첨성대, 금속활자, 측우기, 거북선, 

수원화성 등 많은 과학유산을 만들어낸 우리 조상의 빛나는 유업, 이제 미래의 새로운 인간생활을 이끌 뛰어난 과학기술을 창조하기 위한 다양한 생각

을 나누어봅니다.



우측 마크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보이스아이 바코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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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집①  새로운 세상을 여는 발명, 창의가 꽃피다  |

글 박성래(한국외국어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

과학기술사의 대표적 성과로 우리는 첨성대, 인쇄술과 금속활자, 거북선, 측우기 등을 말한다. 이들 우리 문화재에 대해 이런 

평가를 시작한 것은 극히 최근의 일로, 과학기술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대략 1세기 전부터였다. 근대 서구 문명의 세례 속에

서 비로소 과학기술 문명의 중요성에 눈뜨게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일제강점기 때 나라를 잃은 당대의 지식층 사이에서 그런 

새로운 시각이 비롯되었다. 우리 역사에서 민족의 창의성이 꽃을 피운 대표적인 예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었음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던 셈이다.

1

명예교수

과 속

주목주 받

기때문

족의창의

글 박성래(한국외

과학기술사술 의대표적성과로과 우리는첨 대 인

평가를가 시작한작작 것은극히최근의일로,과학기

소과학기술문명의중요중 성에눈뜨눈

로운시각이비롯되었다.우리역사

셈이다.



1. 행성과 별의 위치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었던 천문관측기구였던 간의(簡儀) 

  2.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에 있는 세
종대왕릉인 영릉(英陵, 사적 제195호)의 전
경.   3. 관상감 측우대(觀象監 測
雨臺, 보물  제843호)는 조선시대 측우기를 
올려 놓고 강우량을 측정하던 것으로 지금
은 대석(臺石)만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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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이켜 보면 근현대적인 과학기술의 발달은 먼저 서

양에서 일어났다. 17세기에 유럽의 몇 나라가 앞장

을 서서 과학이 눈부신 발달을 시작했고, 곧 이어 18

세기부터는 기술이 놀라운 속도로 세상을 바꾸어갔

다. 그리고 그렇게 앞장선 서양이 세계를 정복해 식

민지 시대를 만들어간 것이 19세기였다. 동아시아 

세 나라 가운데 일본은 서양을 잽싸게 익혀 식민지 

대열에 끼어들었지만, 중국과 조선은 그렇지 못했

다. 이 과정에서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했던 조선의 

지식인들이 울분 속에서 그 역사를 돌이켜 보고 그 

과학적 유산에 눈떠 간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측우기의 발명 과정을 되새겨 보자. 1441년(세종 23) 

4월 26일 『세종실록』에는 ‘길바닥 물( 水)이 누르러 

사람들이 누런 비(黃雨)가 내렸다고 여겼다’는 기록

이 보인다. 예조도 의정부에 황우라 보고했고, 이에 

따라 마침 온양온천에서 요양 중이던 임금에게도 그

렇게 보고되었다. 그런데 임금의 셋째 아들 안평대

군 이용(1418 1453)이 서신으로 세종의 행궁(行宮: 

온양에 있던 임시 궁궐)에 다른 해석을 알렸다. 그것

은 누런 비가 아니라 송화(松花) 가루가 밤사이에 내

린 비에 섞였을 뿐이라는 주장이었다. 그는 증거로 

궁궐 안의 그릇에 내린 빗물은 누렇지가 않았고, 또 

누런 빗물을 맛보니 물에 송화가루를 섞어 만든 씁

쓸한 물맛과 같았다며, 부왕 세종에게 누런 비가 아

니라고 강조했다. 

이 편지를 받은 세종은 비가 내린지 이미 며칠이 지

났으니 이 보고만으로 정부의 황우 보고를 부정하기 

어렵다며, 사람들을 서울로 보내 다시 조사를 시켰

다. 사흘 뒤 그 결과를 보고받은 다음에서야 안평대

군이 옳았다고 판단을 내린 것으로 당시 실록(4월 29

일)은 전하고 있다. 세종 시대 자연 현상을 두고 벌어

진 과학적 태도를 읽을 수 있다.

바로 이 대목에 측우기 발명이 설명되어 있다. ‘세자

가 가뭄을 근심하여 비올 때마다 땅을 파보고 빗물

이 스며든 푼수를 재어보았는데, 그 정확한 푼수를 

알기 어려워 구리를 부어 만든 그릇에 물을 받아 그 

푼수를 재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세자, 즉 후일 문종

(文宗)이 측우기를 처음 발명했음을 가리키는데, 측

우기는 1441년 4월 이전에 당시 세자가 처음 고안했

던 것임을 확인시켜준다.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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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거의 6백 년 전 우리 선조들은 비가 내리는 

것에 대해 지금과는 크게 다른 정도의 큰 관심을 갖

고 있었다. 당시 사람들은 가뭄이나 홍수에 대해 지

나치리만큼 민감했다. 또 비에는 붉은 비, 누런 비도 

있으며 때로는 벌레가 섞여 내리는 비도 있다고 믿

었다. 그리고 이런 요상한 현상은 하늘이 임금에게 

주는 정치를 잘 하라는 경고라는 생각이 강했다. 모

든 자연의 이상(異常) 현상은 바로 하늘이 내리는 재

이(災異)라는 사상이었다. 

1441년 온천에서 휴양 중이던 세종과 그 신하들

이 누런 비를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었던 정황은 바

로 이런 재이사상 때문이었다. 세종의 아버지 태종

에 관련된 재미있는 사건도 이런 당시 사상을 조명

해 준다. 우리 전통 세시풍속을 기록한 『동국세시

기(東國歲時記)』에도 기록된 ‘태종의 비(太宗雨)’가 

그것이다. 왕위에 올라 18년을 통치한 태종 이방원

(1367 1422)은 1422년 5월 10일에 죽었다. 재위 시

절 가뭄이 잦아 마음고생이 심했던 그는 자기가 죽

으면 그 날이나마 비가 오도록 탄원하겠다는 유언을 

남겼다. 그 때문인지 해마다 5월 10일에는 비가 내렸

고, 그것을 ‘태종의 비’라 불렀다는 기록이다.

측우기나 태종우 등은 모두 조선시대의 재이사상과 

관계가 있다. 임금은 하늘의 명을 받아 이 세상을 다

스리며, 하늘은 그의 잘잘못을 자연 현상을 통해 경

고하고 견책한다는 생각(재이론)은 정치 지도자들에

게 하늘의 뜻을 읽도록 하는 노력을 요구했다. 그 결

과 태종우의 전설도 나오고, 측우기도 발명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금 국보 제228호로 지정되어 있는 『천상열차분야

지도 각석(天象列次分野之圖 刻石)』은 태조 때의 것

이지만, 그것이 세종대에 다시 만들어졌다는 기록도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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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 세종은 경회루 연못 둘레에 보루각(報漏閣)

을 세워 자동 물시계 자격루(自擊漏)를, 또 흠경각

(欽敬閣)에는 옥루(玉漏)를 세웠으며, 간의(簡儀)라

는 천문관측 기구, 그 옆에 태양고도 관측을 위한 동

표(銅表)를 세웠다. 뿐만 아니라 휴대용 물시계와 앙

부일구(仰釜日晷) 등의 해시계 등도 여럿 발명했다.

문익점(1329 1398)이 중국에서 목화씨를 얻어왔다

는 일화가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선조들은 기회가 

있으면 무엇인가를 배우고자 했던 노력이 여러 길목

에서 눈에 띈다. 특히 17세기 이후 서양 선교사들이 

북경에 자리잡고 있을 때에는 여러 사신들이 서양 

선교사를 만나 새로운 지식을 배워오기도 했다. 대

표적인 경우로는 홍대용(1731 1783)의 북경 방문을 

들 수 있다. 1765년 북경에 갔던 그는 예수회 선교사

들을 만나 필담하며 서양 천문학에 대한 지식을 넓

혔고, 그리 연마한 지식을 바탕으로 지구 자전(自轉)

과 우주 무한(無限)을 주장했다.

세종대의 임금과 신하들, 그리고 홍대용 같은 학자

들 사이에서 느낄 수 있는 탐구정신과 호기심, 그리

고 비판적 태도는 모두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원동

력이다. 그런 태도가 연면히 흘러오며 우리 선조들

의 창조적 성과는 나온 것이다.

서양에서 현대 과학기술이 먼저 발달하게 된 가장 

근원적인 요인은 그들이 무역을 통해 부를 축적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개방 경쟁의 세계로 바뀌며 새로 

등장한 중산계층 또는 부르주아 계층은 문학과 예

술, 그리고 과학의 탐구에 열중했다. 그러면서 그런 

자극이 사회의 변동을 가속화시키고 때로 혁명을 통

해 민주화 과정을 거쳤다. 18 19세기 동안 서유럽 

나라들의 급격한 사회변혁과 과학기술 발달은 궤를 

함께 했다 말할 수 있다.  

현대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과학기술이며, 그것은 사

회구성체의 창의성에 따라 발달하기도 하고 정체하

기도 한다. 사람들이 저 높은 곳을 향하려는 욕구를 

잃고, ‘개천에서 용이 날 수도 있는 세상’이 갈수록 위

축되기만 한다면, 그 세상에서 과학기술이 발달할 

수는 없을 것이다. 세종대에 과학기술이 크게 융성

했지만, 그 후 조선 사회는 양반 지배의 철저한 신분

사회로 고착되면서 사회의 창의성이 위축일로를 걸

어갔다. 우리 과학 문화유산을 돌이켜 보면서 우리

는 앞으로 어떻게 국민의 창의성을 높여갈 수 있는

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4. 세종 때 경복궁 경회루 남쪽에 시각을 알리는 보루각 자격루를, 궁 서북
쪽에 천문관측시설인 간의대를 두었으며, 강녕전 서쪽에는 흠경각(그림 내 
원표시)을 짓고 시간과 계절을 나타내는 옥루기(玉漏器)를 설치했다. 

  5. 동궐도(東闕圖, 국보 제249-1호)의 오른쪽 아래에 보루각 자격
루가 설치되었던 창덕궁 보루각 터가 보인다.   6. 조선 후기
의 실학자 홍대용이 지은 자연관 및 과학사상서 『의산문답(醫山問答)』.(국립
중앙도서관 소장)  7. 조선시대 후기에 홍석모(洪錫謨)가 연중행사와 풍속들
을 정리하고 설명한 세시풍속집인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8. 세종실록(世宗實錄)』영인본, 규장각 도서.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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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의 문명을 설명할 때 흔히 금속의 발견과 사용이 이루어진 시대로 구분하여 말한다. 석기시대를 지나 인류문명이 일어난 이후 청동기시대, 철

기시대로 구분하는 것이다. 새로운 금속의 발견과 개발은 획기적인 과학기술 발전으로 이어졌고, 이를 통해 인류는 본격적인 역사시대로 접어들

었다. 이집트 문명이 세계 최초로 청동기를 사용했듯이 우리나라도 청동기 문화 속에서 고조선이라는 국가가 역사에 등장했다. 삼국시대를 거쳐 

고려시대, 조선시대에도 뛰어난 청동기 문화유산이 창조됐다. 그 중 압권은 신라시대의 범종과 조선시대의 활자이다. 역사 속에서 면면히 이어져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 된 과학기술의 발견과 개발을 청동기술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글 신명호(부경대학교 사학과 교수)

|  특집②  새로운 세상을 여는 발명, 창의가 꽃피다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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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와 주석의 합금인 청동기가 철기에 앞서 인류 역사를 장식하게 된 이유는 청동이 갖는 장점 때문이다. 구리

의 녹는점은 1,085 고 주석의 녹는점은 232 인데, 구리와 주석의 합금인 청동은 주석의 합금비율에 따라 대략 

875 994 에서 녹는다. 이에 비해 철의 녹는점은 1,538 이다. 불을 다루는 기술이 아직 미숙했던 인류가 철기 

대신에 먼저 청동기를 개발하고 사용하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국의 청동기시대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은 비파형동검(琵琶形銅劍), 세형동검(細形銅劍), 다뉴세문경(多 細文

鏡), 고인돌 등이다. 이 중에서 청동합금기술의 정수는 당연히 비파형동검, 세형동검, 다뉴세문경 등에 들어 있다. 

그런데 비파형동검과 세형동검은 살상을 위한 무기이고 다뉴세문경은 의례용 거울로써 서로 용도가 다르다. 무

기와 거울의 용도 차이는 형태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합금기술에서도 나타난다. 현존하는 비파형동검과 

세형동검의 합금비율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구리:주석:아연의 비율이 대략 75:14:7 정도이다. 반면 다뉴세문경

의 구리:주석 합금비율은 65:33 정도이다. 

동검이 무기로 기능하려면 살상력이 높아야 하고, 다뉴세문경이 거울로 기능하려면 반사율이 높아야 한다. 동검

의 살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당한 강도와 탄성이 필요하다. 청동의 살상력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주석의 합금

비율이 바로 14% 전후인데 한국의 청동기시대 사람들은 바로 이 합금비율을 알고 비파형동검과 세형동검에 적

용했으며, 여기에 7% 정도의 아연을 합금하여 강도를 더 높였던 것이다. 이에 비해 거울로 기능한 다뉴세문경은 

반사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석의 합금비율을 33%까지 올렸다.

『주례(周禮)』에 의하면 중국의 청동기, 특히 칼과 같은 무기류에는 주석이 20% 이상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

며, 실물을 조사할 경우 아연 대신 납이 합금된 경우가 많았다. 이 같은 중국의 청동제 무기에 비해 우리 비파형동

검이나 세형동검은 당연히 강도가 높았다. 물론 살상력 역시 높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비파형동검과 세

형동검은 동북아 청동합금기술의 정수라 할 수 있다.

1. 상원사 동종(국보 제36호)   2. 경북 상주군에서 출토된 비파형동검   3. 세형동검과 동경(거울)   4. 현존하는 다뉴세문경 중 가
장 정교한 것으로 알려진 정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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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에는 신라시대의 범종으로 상원사 동종(上院寺 銅鐘, 국보 제36호), 성덕대왕신종(聖德大王神鐘, 국보 

제29호), 청주 운천동 출토 동종(淸州 雲泉洞 出土 銅鐘, 보물 제1167호) 등이 전하고 있다. 이 중에서 제작연대와 

제작자, 제작 동기 등이 모두 밝혀진 종은 성덕대왕신종 하나이다. 성덕대왕신종은 일명 봉덕사종 또는 에밀레종

이라고도 하며 높이 333㎝, 구경(口徑) 227㎝로써 771년(혜공왕 7)에 완성됐다.

그런데 상원사종·성덕대왕신종·청주 운천동 출토 동종 등은 모두 청동으로 주조된 범종이다. 특이한 사실은 

신라시대의 청동합금비율이 비파형동검과 세형동검의 청동합금비율과 유사하다는 점이다. 특히 상원사종과 성

덕대왕신종의 주석 비율 13%는 비파형동검과 세형동검의 주석비율 14%와 사실상 같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차이

가 있다고 하면 동검에 들어있던 아연이 빠지고 구리의 비율이 8% 내외 높아졌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범종과 동

검에서 나타나는 유사점과 차이점의 역사적 의미를 찾는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신라 삼국통일의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면, 그 통일은 비록 불완

전했지만 청동기시대 이래의 끊임없는 전쟁을 일단락 시켰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신라의 역사로 한정해보면 시조 박혁거세 

이래 지속된 삼국 간의 전쟁이 마무리됐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건국 이래 전쟁에 시달리던 신라는 나당전쟁 이후에야 평화를 

누릴 수 있었지만 그 평화는 위태위태했다. 바다 건너 일본의 도

발 가능성 그리고 내부의 혼란 가능성 때문이었다. 진정한 평화

를 위해서는 일본의 도발은 물론 내부의 혼란도 제거해야 했다. 

『삼국유사(三國遺事, 국보 제306 2호)』에 의하면 문무왕

(626 681)은 평상시에 항상 지의법사(智義法師)에게 “내가 죽

은 후에 나라를 지키는 대룡(大龍)이 되어 불법을 숭상하고 나

라를 수호하고자 합니다”했다고 한다. 문무왕이 대룡이 되어서

라도 막고자 했던 대상은 무엇보다도 일본이었다. 문무왕은 일

본의 도발을 막기 위해 동해 바닷가에 감은사(感恩寺)를 창건하

기도 했다. 하지만 문무왕은 감은사를 완성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고, 유언으로 자신이 죽은 후 감은사 어귀의 바다에 장사지

내라 했다. 문무왕은 아들 신문왕( 692)이 감은사를 완공하자 

만파식적(萬波息笛)이라는 보물을 선사하기까지 했다.

이 같은 이야기에는 삼국통일전쟁과 나당전쟁 등을 치른 신라

인들의 평화에 대한 간절한 염원이 들어있다. 그것이 바로 만파

식적의 피리소리 즉 음악의 힘으로 평화를 지켜내겠다는 염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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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표현된 것이다. 한편 『삼국유사』에 의하면 성덕왕( 737)은 태종무열왕(603 661)을 위해 경주 북천(北川)

에 봉덕사를 창건했는데, 이것은 성덕왕이 태종무열왕의 영령에 힘입어 내부의 혼란을 극복하고자 한 것이다. 나

아가 봉덕사 창건과 완공, 그리고 봉덕사신종으로 알려진 성덕대왕신종의 주조는 앞서 감은사의 창건과 완공,  

그리고 만파식적의 등장이 재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감은사는 문무왕 때부터 창건되었지만 완성은 신문왕 때였으며, 봉덕사는 성덕왕 때부터 창건되었지만 완성은 

효소왕( 702) 때였다. 그리고 봉덕사의 완성을 기념하여 경덕왕( 765)과 혜공왕(758 780) 두 대에 걸쳐 성

덕대왕신종이 주조됐다. 이렇게 보면 성덕대왕신종 역시 만파식적과 마찬가지로 음악의 힘으로 평화를 지켜내

려 한 신라인들의 염원이 표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청동합금기술이라는 측면에서만 보면 성덕대왕신종은 비파형동검과 세형동검의 합금비율을 계승했다. 그러나 

그 용도는 전혀 반대였다. 동검은 살상용이었지만, 신종은 평화용이었던 것이다.

조선시대 사람들 역시 통일신라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청동합금기술을 계승해 계미자(癸未字), 갑인자(甲寅字) 

등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청동 활자를 창조했다. 계미자는 1403년(태종 3 계미년)에 만든 것으로, 유학을 널리 권

장하기 위해서 책의 간행과 보급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제작됐다. 갑인자는 1434년(세종 16)에 만들어졌는데, 특

히 한글 활자로도 만들어져 함께 사용된 우리나라 활자의 백미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역사적 사실들은 한 시대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은 과학기술에 더하여 시대정신이 어우러질 때 가능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5. 성덕대왕신종(국보 제29호)   6. 청주 운천동 출토 동종(보물  제1167호)   7. 현재 경북 경주시 용당리에 있는 감은사지와 삼층석탑(국보 제
112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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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집③  새로운 세상을 여는 발명, 창의가 꽃피다  |

  

 
 

우리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빛나는 과학적 유산이 참 많다. 이러한 과학유산들의 공통적인 점은 사

람들을 널리 편리하게 하려는 의식에서 시작해 현실적이고 깊이 있는 안목, 문화적인 능력과 인문학

적인 접근이 조화된 혁신의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현대 사회에 살며 과학발전과 기술혁신을 

강조하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혁신을 넘어 미래시대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기 위한 우

리의 자세를 생각해본다.

글 박권수(충북대학교 기초교육원 교수, 과학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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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들이 남겨놓은 과학적 업적과 유물들을 무조건적으

로 찬양하거나 과장되게 의미를 부여하는 모습은 경계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도 우리 과학유물들과 

문화유산 중에서 그 우수성을 부인하기 어려운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해그림자를 구면에 투영시킨 ‘앙부일구(仰釜

日晷)’, 세계 최초의 우량측정기인 ‘측우기’, 금속활자 ‘갑인

자’, 과학적인 문자체계인 ‘한글’의 발명 등이 그것이다. 그

들은 과학기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수준 높은 인문적 교

양으로 새로운 문화를 창조했던 것이다.

이 과학유산들은 세종대 과학자들이 과학기술에 대한 ‘정

확한 이해’ 뿐 아니라 과학기술을 ‘현실적으로 구현하고 활

용하는 깊이 있는 안목’을 지니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그리

고 이러한 안목은 기본적으로 당시대 과학기술자들의 ‘문

화적 능력’과 ‘인문적 교양’의 수준을 드러낸다. 즉 당대의 

과학자들은 인문적 교양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을 단지 그 

자체만 이해한 것이 아니라, 항상 문화적 맥락과 실용적 차

원을 고려하면서 이해하고 연구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의 과학기술 분야에서, 그리고 최첨

단의 기술을 보유한 우리 기업들에서 세종 시대와 같은 ‘혁

신성’과 ‘문화의 창조’를 이루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까  

해방 이후 한국의 과학기술은 발전을 거듭해 최근에는 그 

수준이 세계적 반열에 이른 분야도 많다. 특히 기술과 산업 

분야에서 한국의 기업들은 첨단의 제품들을 내놓으며 세

계시장을 장악하는 등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그러나 세계

의 여러 기업들 중에서 현대인의 삶에 혁신을 불러일으키

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한 기업을 하나 꼽으라면 자신있게 

한국의 기업들을 선정하는 이는 거의 없을 것이다. 작금의 

시점에서 혁신을 통해 문화를 창조하는 기업을 하나만 뽑

으라고 하면, 아마도 미국의 애플이 수위로 꼽힐 것이다.

스티브 잡스(1955 2011)가 설립한 애플은 개인용 컴퓨터

를 개발해 대중화시켰으며 아이팟과 아이폰, 아이패드 등

을 만들어 현대인의 문화생활의 새로운 포맷을 만들고 활

력을 부여한 기업이다. 애플사가 개발한 개인용 컴퓨터는 

이제 현대인들에게 생산과 소비를 포함한 삶의 모든 영역

에서 ‘없어서는 안 될’ 생필품이 되어버렸다. 또한 아이폰의 

출시 이후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스마트폰은 통신

과 음악, 영상문화과 정보검색, 쇼핑과 금융 등 생활과 문

화의 모든 요소들을 자그마한 단말기 속으로 통합시켰다. 

1. 1434년(세종 16)에 제작된 것을 17~18
세기에 다시 만든 해시계 앙부일구(보물 
제845호).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
다.   2. 애플은 스마트폰을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 생활들을 통합하는 새
로운 문화적 플랫폼으로 설정하고 이를 여
러 제품들을 통해 구현했다. Apple Inc.  3. 
우리 기업인 새한정보시스템에서 세계 최
초로 발명한 MP3 플레이어. 당시 획기적
인 첨단기기로 큰 주목을 끌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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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만든 혁신적인 제품들은 현대인의 일상생활을 혁

신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한 것이다. 

그렇다면, 애플은 어떻게 해서 혁신적인 제품들을 계속 출

시하면서 세계를 변화시킬 수가 있었을까  스티브 잡스는 

애플이 혁신적인 제품들을 거듭 만들어내며 엄청난 성공

을 거둘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애플의 본질 속에는 기술(Technology)만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인문교양(liberal arts)과 함께 결합해 존

재하고 있다.”

스티브 잡스의 이 말은 한국의 기업들에게, 그리고 한국의 

대학들에게 상당히 많은 점을 시사한다. 기억해보자. 애초 

아이팟의 기원이 된 MP3 플레이어는 한국의 기업인 새한

정보시스템(MP맨닷컴)에 의해 발명되고 알려지기 시작했

지만, 애플은 이것을 단순히 ‘음원을 재생하는 기계’가 아

닌 새로운 방식으로 ‘음악을 유통하고 소비하는 플랫폼’으

로서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이를 구현했다. 즉 애플은 MP3

를 새로운 ‘문화적 혁신의 도구’로서 발전시켰던 것이다.

앞서 살펴본 세종 시대에 이루어진 혁신과 애플의 혁신에

서 보듯 새로운 문화 창조에 대한 이야기들은 하나의 가르

침을 말해준다. 그것은 과학기술을 단지 과학기술 그 자체

로서만 이해해서는 발전에 한계가 있으며, 과학기술이 인

문교양과 결합되고 융합되는 가운데에서 혁신과 문화창조

의 계기가 도출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문화적 능력은 단기간에, 혹은 계획적으로 배양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 사회의 문화적 능력은 ‘기술혁신 계획’이

나 ‘경제발전 계획’ 같이 계획에 의거해 발전되거나 자원을 

투입한다고 해서 곧바로 효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다. 문화

14 

4. 예전의 과학 관련 교과서들   5. 1970년대 과학실험 광경 
  6. 과학기술을 보다 가치있게 하는 것은 인간 문화와 생활에 대한 깊이 있는 접

근이다. 첨단로봇이 공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처럼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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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능력은 오랜 시간에 걸친 인문교양 교육이 진행되어야

만 배양될 수 있고 높은 수준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이다. 

여러 선진국들은 이런 점들을 인식해서 이미 초·중등 교

육과 대학 교육, 나아가 사회교육 차원에서 인문교양 전반

을 강조해왔고, 과학기술은 인문교양과 융합되어 교육돼

왔다. 이에 비해 한국은 그동안 중등학교와 대학에서 이공

계 인문사회계 교육을 분리했으며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

한 기능적인 관점만을 강조했다.

세종 시대를 포함한 우리의 역사를 살펴보면, 19세기 이전

까지는 문학과 역사, 철학과 과학의 분야의 학문들이 융합

적인 형태로 존재해왔고, 후세대들에게 통합적으로 교육

됐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통합적 학문체계와 교육체계 아

래에서 세종시대의 과학기술자들은 인문적 교양을 기본적

으로 지닐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과학

기술과 인문교양이 결합되어서 기술적 혁신을 이루어내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한 역사적 경험들이 과거로부터 이어

지고 있는 셈이다.

이런 점에서 과학기술의 혁신적 발전과 이를 통한 새로운 

문화의 창조는 우리 한국의 과학기술계, 나아가 한국 사회

가 이루어내기 어려운 일이 결코 아니다. 한국에는 과거에 

그것을 이루어낸 경험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사회와 대학에서 인문교양을 강조하

는 풍토를 회복하고 교육을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

지고 개선하는 작업을 먼저 진행해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

써 후세에 길이 남을 과학유산을 탄생시켜 선조들이 누대에 

걸쳐 이룩한 창의정신을 이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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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땅의 숨.결①  전라북도 김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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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땅의 숨.결②  전라북도 김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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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인평등, 

천하태평의 이상향이

펼쳐진 유토피아,

글 김성환(군산대학교 철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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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와 완주, 전주에 걸쳐진 모악산은 충남 계룡산과 더불어 

우리나라 민중 신앙의 거점, 신흥종교의 발상지, 후천개벽의 성지로 

손꼽힌다. 예로부터 모악산은 천상의 신 내지는 하늘의 기운이 지상

으로 왕래하는 통로요, 종교적 인간이 상징적으로 하늘에 오르는 계

단으로 숭배되었다. 그것은 동북아시아 샤머니즘의 오랜 산악신앙 

전통에 뿌리를 둔다. 그렇지만 모든 산이 신령스러운 힘과 의미를 

획득하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는 뭔가 특별한 계기가 필요하다. 

심령을 압도하는 자연현상이나 경관, 공간 자체의 특이한 기운, 위

대하거나 성스러운 인물의 행적, 뚜렷하게 기억된 역사적 사건, 심

지어 세속적 권력의 교묘한 책략조차 어떤 공간을 성스럽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 그런데 이런 계기들은 대개 단일하기보다, 중층적으로 

누적되고 복합적으로 작동한다. 또한 계기는 계속 새롭게 발견되고 

재창조된다. 그것이 모여 성스러운 공간의 사연이 만들어진다.

그렇다면 모악산은 어떻게 신성화되고, 그(녀)만의 사연을 품게 되

었을까  우선 그 이름에 담긴 의미부터 살펴보자. 모악산의 오래된 

이름은 ‘엄뫼’ 내지 ‘큰뫼’였다고 한다. 1921년 김영수가 편찬한 『금

산사지(金山寺志, 1921)』에 보이는 기록이다.

이 산의 외산명(外山名)을 조선의 고어(古語)로 ‘엄뫼’라고도 불렀

고, ‘큰뫼’라고도 칭하였던 것이다. ‘엄뫼’나 ‘큰뫼’라는 이름은 다 

제일 수위(首位)에 참열한 태산(泰山)이란 의미로서, 조선 고대의 

산악숭배로부터 시작된 이름이다. 이것을 한자로 전사(轉寫)할 

때에 ‘엄뫼’는 모악이라 의역하고, ‘큰뫼’는 ‘큼’을 음역하여 ‘금(金)’

으로 하고 ‘뫼’는 의역하여 산(山)으로 하였다.

한편 ‘모악’의 이름에 관해 다른 설도 전한다. 산꼭대기에 아기를 안

은 어미 형상의 바위가 있어 모악산이라거나, 일제강점기까지도 금

이 많이 나와 ‘금산’으로 불렸다는 이야기가 떠돈다. 

모악산이 ‘수위(首位)에 참열한 태산(泰山)’, 즉 으뜸가는 큰 산이라

는 설명에서 고개를 갸우뚱할 독자도 있을 법하다. 고작 793m의 모

악이 으뜸가는 산이라 이건 지나친 과장이 아닌가  하지만 그것은 

단지 눈에 보이는 산이 크고 높다는 현상적 의미를 넘어선다.

‘엄뫼’나 ‘큰뫼’는 하늘에 닿아 있고, 그래서 지상과 천상을 연결하는 

세상에서 으뜸가는 산이다. 그 이름에는 자신의 거주지가 세계의 중

심에 위치하고 우주의 배꼽이 되기를 원하는, 그리하여 언제라도 하

늘과 통하고자하는 종교적 인간의 오랜 염원이 새겨져있다.

2 3

1. 모악산 아래 삼천천은 김제 만경평야의 농업용수와 상수도원으로 쓰인다.   2. 거대한 미륵존불을 모신 법당인 금산사 미륵전(金山寺 彌勒殿, 국보 제62호)   3. 종 모양의 석탑이 특징인 
금산사 금강계단(金山寺 金剛戒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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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악은 한반도 최대의 김제 만경평야를 품에 안았다. 너른들 어디서 

보더라도 우뚝 솟은 태산이며, 그녀의 치맛자락에 기름진 대지의 풍

요를 품어 억조창생을 살리는 어머니의 산이다. 그러니 언제부터랄 

것도 없이 아득한 예로부터 종교적 인간이 이 산을 경배하지 않을 

수 없었으리라. 삼한에 천군이 다스리는 소도가 있었다니, 모악산이 

제외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처럼 오래된 일이야 어디서든 

자취를 찾기 어렵다.

역사·종교적으로 입증될 만한 모악산의 기록은 백제 말에 나타난

다. 백제 말 법왕(재위 599∼600) 원년에 국가의 번영과 왕실의 안녕

을 비는 자복사찰(資福寺刹)로 김제 모악산에 금산사를 세웠다(『금

산사지』 중에서 「고승편」). 그것은 아주 작은 절이었지만, 왕실에 직

속된 은밀한 제의공간이었다. 하지만 금산사가 지금처럼 우리나라 

최대의 미륵불교 성지가 된 것은 백제가 패망한 뒤의 일이다. 백제 

유민 출신으로는 드물게, 김제 만경 출신의 진표율사가 신라 중대에 

불교승려로 대성했다.

12세에 금산사에서 출가한 진표는 각고의 수행으로 지장보살과 미

륵보살을 친견하는 종교적 이적을 경험했다. 그는 자신의 종교체험

을 토대로, 누구라도 간절히 기도하고 갈망하면 미래의 메시아인 미

륵을 만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신앙을 확산시켰다. 김제 지역을 

중심으로 살며 백제 유민으로서 정치적 차별과 경제적 수탈에 시달

리던 민초들에게 그것은 천상의 복음이었다.

민초들은 혼탁한 말세에서 중생을 구원할 영웅 미륵의 출현을 고

대했고, 모악산은 평등하고 태평한 미래의 이상을 꿈꾸는 이들의 성

역이 되었다. 미륵신앙은 대체로 사회혼란기나 격동기에 고조되었

고, 피지배층과 소외집단에게 환영받았다. 백제유민들이 신라에 억

압받던 신라 하대, 권문세족이 대지주가 되어 학정과 수탈을 일삼던 

고려 말기, 그리고 임진왜란 이후의 혼란기와 일제강점기에 미륵신

앙이 크게 성행했다. 어느 시기에나 모악산은 그 거점이 되었다. 

한 예로 신라 말에 견훤도 미륵신앙을 등에 업고 후백제를 창건했

다. 미륵신도들이 김제로 와서 모악산 금산사 일대에 포진해 백제의 

부흥과 새 세상을 창건할 미륵부처의 출현을 고대했다. 견훤은 스스

로 미륵을 자처하며 그들의 종교적 열망에 호응했다. 한편 미륵사상

은 유교의 이상사회론과 만나고, 참위나 풍수설 등과도 결합했다. 

따라서 이 지역의 미륵신앙은 단지 불교에 그치지 않고 복합적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를 조선 중엽의 정여립에서 볼 수 있다. 그는 만민

이 평등하고 재화가 공평히 분배되며 인륜이 구현되는 ‘대동사회’를 

추구했다. 그것은  『예기』 〈예운〉편에서 밝힌 고대 유교의 이상사회

였다. 하지만 정여립은 동시에 『정감록』 류의 참위를 이용했고, 풍수

와 점성술 등도 사람들에게 강론했다(『조선왕조실록』 선조  『수정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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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22년 10월). 그는 모악산 서쪽 자락의 제비산(帝妃山) 기슭에 거

점을 마련하고, 대동의 이상, 지상선경, 미륵의 세상을 향한 사람들

의 갈망을 하나로 결집했다.

견훤과 정여립, 역사의 격랑 앞에서 그들은 모두 비운의 풍운아가 

되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불온한 반역이 모악산에서

는 성스러움으로 다시 태어났다. 신라와 조선의 지배집단에게 그들

은 패역의 수뇌였지만, 모악산 일대에서 그들은 위대한 영웅으로 기

억되었다. 그리고 조선 말기에 이르러. 이런 기억이 다시 개벽사상

으로 승화되었다. 

개벽사상은 북송의 소옹(邵雍)이 정립해 조선에 유입된 『황극경세

서』 류의 역법, 그리고 전래의 미륵신앙, 도참 등이 결합된 독특한 

신앙체계로 발전했다. ‘개벽’은 차별과 억압·대립·갈등이 지배한 

낡은 선천시대의 종언, 그리고 억눌린 사람들이 대접받고 자유와 평

등과 풍요를 누리는 새로운 후천시대의 출발을 표상하는 기호였다. 

사람들은 이런 유토피아의 도래를 ‘후천개벽’으로 불렀다. 동학으로

부터 증산도·원불교 등에 이르기까지, 모악산 일대에서 크게 일어

난 민족종교들이 모두 이구동성으로 개벽을 말했다.

진표율사, 정여립, 진묵대사, 전봉준, 강증산, 그리고 다시 헤아릴 수 

없는 현인달사들이 모악산과 그 아래 펼쳐진 비옥한 김제 만경평야

의 대지에 깃들어 유토피아를 꿈꿨다. 그들은 탐욕과 억압과 차별이 

사라진 세상, 서로를 인정하는 상생의 문화, 돈과 권세보다 생명을 

중시하는 사회, 자유롭고 평등한 삶, 여성과 약자가 존중받는 공동

체,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세계를 갈망했다. 이들의 사상과 

변혁운동은 오랫동안 차별받고 수탈당한 민초들의 고난에서 자라

난 희망, 새로움을 향한 열망에 뿌리를 두었다. 

이런 열망이 자라고 또 폭발하게 만든 에너지가 김제에 모여들어 모

악산에서 응축됐다. 그 열망을 품은 이들에게 모악은 세계 중심의 

우주산, 영원한 생명의 산, 미륵이 도래하는 산, 그리고 후천개벽의 

유토피아가 열리는 성스러운 어머니의 산이었다. 그리하여 모악산

은 ‘힘이 있고 의미가 깊은 공간’이 되었다. 하지만 그게 단지 이 성

스러운 공간의 과거 스토리로 끝나는 것만은 아니다. 앞서 말했듯이 

성스러움의 계기는 계속 발견되고, 새롭게 재창조된다. 

모악산 자락의 김제 만경평야 끄트머리로 새만금이 다시 열린다.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다. 하지만 새만금의 브랜드 슬로건이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천

년 뒤에 우리 후손이 그 ‘새로운 문명’을  무엇으로 기억할지  한 가

지 기대가 있다면, 수천 년 동안 이 땅에서 미륵·대동·개벽의 세

상을 꿈꿔온 이들의 소망이 실현되는 그런 미래면 좋겠다. 

4. 금산사 일원   5. 전봉준이 각 마을 동학집강소에 돌려 궐기를 촉구한 사발통
문. 전봉준의 최후 항전지가 김제시 금산면 원평리에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제공)  6. 새
로운 문명을 연다는 뜻의 새만금 방조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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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과 땅이 맞닿듯

    

    ,        . 

            ,  

    .          

 .

글 이현주  사진 남윤중

바라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다는 김제 만경평야에 들어서니 가을의 풍요로움이 가득하다. 유

난히 뜨거웠던 지난 여름, 낱알은 그래도 야물게 여물어 주었다. 제 몸이 겨운 듯 고개 숙인 이

삭들 사이로 곧게 뻗은 길을 따라 달리니 빌딩 숲에 가로막혀 답답했던 시야가 오랜만에 호사

를 누린다. 김제시 죽산면에서 광활면으로 이어지는 평야지대는 ‘그 끝을 알 수 없다’하여 만

경들이라 불렸다. 깊어진 가을, 황금물결처럼 출렁거리는 만경들판은 작가 조정래의 표현처

럼 ‘그 끝이 하늘과 맞닿아 있는 넓디나 넓은 들판은 어느 누구나 기를 쓰고 걸어도 언제나 헛

제자리걸음질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져들게 한다. 

김제의 너른 들녘 끝으로는 푸른 산 하나가 우뚝 솟아있다. 노령산맥의 힘찬 기운이 깃든 모

악산이다. 모악산은 김제의 지형을 배반하는 이단아처럼 보이지만 기실 평야가 갖지 못한 

수직의 힘으로 이 지역 신앙의 근거지 역할을 해온 곳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산의 

‘기운’과 무관치 않다고 주장한다. 모악산의 배꼽 위치에 ‘오리알 터’가 있고 이곳에서 기운

이 나온다고 보는 것이다. 오리알터는 ‘올(來)터’의 의미고 올터는 메시아의 재림사상과 연

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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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이 모여 희망을 품은 땅

              ‘김제’

모악산의 많은 종교 유적들은 현재와 과거가 함께 공존하는 공간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곳이 백제 천년 고찰 금산사다. 국내 최고의 미륵성지인 금산사는 백제가 멸망한 

뒤 새 세상을 간절히 기원한 백제 유민의 소망이 깃든 곳이다. 

경내에 들어서면 백제 후기 사찰 건축의 단아하면서도 짜임새 있는 가람 배치가 한 눈에 들어

온다. 발길이 닿는 곳마다 1,400년의 역사를 가진 고찰의 연륜을 만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웅장한 3층 규모의 미륵전(국보 제62호)이다. 

3층의 중축 구조로 지어진 미륵전은 한국 사찰에서 쉬 볼 수 없는 건축 양식으로 한국 사찰 건

축의 백미로 꼽힌다. 

미륵전 안으로 들어서면 천장까지 뚫린 통층 공간에 11.8m의 미륵불이 모셔져 있다. 3층을 통

으로 튼 높은 공간이 비좁아 보일만큼 거대한 규모의 미륵불은 동양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이 미륵불은 석가모니가 업멸하고 56억7천만 년 후에 중생을 제도(濟度)하러 온다고 했다. 미

래의 부처 미륵은 과거 고달픈 현실을 살아가는 가난한 민초들의 정신적 구원자였고, 오늘도 

백발의 노인이 간절한 맘으로 찾는 마음의 안식처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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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산사(사적 제496호)는 미륵신앙의 본산으로 법맥을 이어오고 있으며, 후백제 견훤의 유배지로도 알려져 있다.  2. 증산법종교는 강증산의 딸과 사위가 창시한 증산교의 종파로, 본부는 김제시 금산면에 
있다.  3. 1889년에 세워진 수류성당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신부를 배출한 곳이다.  4. 1905년에 세워지고 1908년에 이전된 금산교회는 남자와 여자가 따로 예배를 보도록 ㄱ자 형태로 지어졌다.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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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악산은 예로부터 논산의 신도안(新都安), 영주의 금계동(金鷄洞)과 함께 난리를 피할 수 있

는 명당으로도 알려져 왔다. 이 때문에 각종 무속신앙의 본거지가 되었고 한때 80여 개의 신

흥종교 단체들이 난립하기도 했다.

증산법종교의 발상지 또한 바로 모악산 자락이다. 증산교는 구한 말 어지럽던 세상을 바로잡

고 구제하고자 했던 증산 강일순(1871 1909)에 의해 시작된 종교이다. 혼란한 세상, 빈천하

고 병약한 백성의 몸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주기 위해 동곡약방을 열었는데, 그곳이 바로 모

악산 금산저주지 건너편 시루봉 아래였다. 

조선시대의 혁명아 정여립(1546 1589) 또한 서른아홉에 한양의 벼슬을 버리고 이곳에 내려

와 터를 잡고 살았다. 그는 이곳에서 대동계(大同契)를 만들어 반상의 귀천과 사농공상의 차

별, 남녀차별이 전혀 없는 ‘더불어 사는 세상’을 꿈꿨다. 녹두장군 전봉준(1855 1895)은 오리

알터 아래 감곡 황새마을에서 ‘사람이 하늘’인 세상을 꿈꿨다.

오리알 터 주변에는 증산계열 종파도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 증산의 유일한 혈육인 강순임이 

세운 증산법종교, 제자 안내성의 증산대도회(백운동 교인촌), 제자 이상호·이정립 형제의 증

산교본부, 제자 김형렬의 미륵불교, 제자 서백일의 용화교본부, 증산 외손자가 세운 전각 청

도대향원, 증산의 둘째 부인 고수부(태을교)를 모신 도통사…. 그들은 오늘도 이곳에서 미래

의 부처 미륵을 기다리고 있다. 

1900년대 초엔 개화의 물결을 타고 기독교와 천주교도 모악산에 터를 잡았다. 금산면에 위치

한 금산교회는 전국의 기독교인이 성지 순례지처럼 들르는 유서 깊은 곳이다. 한옥구조의 교

회 건물은 1908년 지어진 예배당으로 특이하게 ㄱ자 형태를 띠고 있다. 모서리의 설교 강단을 

돌아들면 또 하나 마루공간이 나타나는데, 강단의 앞쪽은 남자석 옆쪽은 여자신도들이 나눠 

앉아 예배를 보았다 한다. 100여 년 전 들어온 외래종교와 당시의 유교전통이 만들어낸 특별

한 구조인 것이다. 

금산면 화율리에 자리한 수류성당은 1889년 문을 열었다. 구한말 조선의 천주교인들은 박해

를 피해 산 속에 숨어들었다. 당시 수류성당은 전북은 물론 호남의 주요 천주교 근거지였고,  

이곳에서 많은 이들이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켜냈다. 이런 역사 때문인지 수류성당은 그 동안 

수많은 신앙인 뿐 아니라 사재들을 배출했다. 고은 시인은 모악산을 ‘산이 아닌 어머니’라고 읊

었다. ‘홀로 높지 않고 타지 사람들마저 품에 들여 마치 어머니 품 속 같다’고 썼다. 각 종교의 

정당성과 사상의 옳고 그름을 떠나 언제나 약자 편이었고 민중들과 운명을 함께했던 수많은 

믿음들을 품은 모악산은, 오늘도 산이 아닌 어머니의 품으로 미래의 희망을 틔우고 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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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축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연금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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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를 밝히는 사람들  |

고궁의 묵은 지붕기와가 새 단장을 하고 기울어진 석축이 제자리를 찾을 때, 

서까래의 나무들은 숨을 쉬고 단청의 꽃들은 향기를 내뿜는다. 흔히 문화재 

보수를 고치고 정비하는 일 정도로 이해하곤 한다. 하지만 양동호 직영사업단 

단장의 조심스러운 손길이 닿을 때, 이제까지 색깔을 잃고 있던 문화재는 신

비로운 생명력으로 거듭난다.

글 이종철  사진 이규철

직영사업단 양동호 단장
(문화재청 궁능문화재과)



창덕궁 내 후원 깊숙한 공간에서 양동호 단장이 나무토막 하나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굳은 얼굴에서 근심 한 가닥이 엿보인다.

“며칠 전에 비가 많이 와서 창덕궁 전각들의 상태를 관찰하던 중

에 부용지 뒤편 어수문에서 발견된 겁니다. 오랜 세월 풍우(風雨)

를 견뎌내다 이제야 떨어져 나온 거죠. 우리 목조 문화재들도 비

슷한 위험에 처해 있어요. 한시라도 빨리 찾아서 고쳐내야죠.”

직영사업단의 역할에 대해 그는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보수를 요하는 고궁 

전각들과 종묘, 서울과 경기 일원에 있는 능(왕과 왕후의 무덤)들

을 살피다보면 ‘미리 일찍 알았더라면 이렇게 상하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 때가 많다고. 1969년 창경궁(당시 창경

원)에서부터 시작해 40여 년 넘게 고건축물 보수·정비 업무를 

담당해온 그이기에 문화재는 각별함을 넘어 무엇보다 소중한 존

재가 됐다. 작은 나무토막을 자꾸만 매만지는 그에게서 숭고함마

저 느껴진다.

문화재를 사랑한다는 말에는 사랑이라 말할 수 있을 만큼 관심

과 정성이 깊다는 의미일 것이다. 사랑의 어원이 ‘생각하다’ , ‘살

다’인 것처럼 문화재를 사랑한다는 말은 문화재에 생명력을 불

어넣는다는 뜻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양동호 단장은 고건축물

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중세의 연금술사와 같다. 닳거나 틀

어진 곡장(曲牆, 나지막한 담)이나 팔작지붕의 기와도 그의 손을 

거칠 때 비로소 총천연색으로 빛난다.

“새벽 5시 30분쯤 출근해 직원들과 함께 간단한 아침을 들고 바

로 작업에 나섭니다. 관람객들을 방해하지 않고 집중적으로 일

하기 위해서는 이른 시간에 시작해야 하거든요.”

직영사업단의 인력은 약 40여 명으로, 그중 문화재수리기능 자

격증을 보유한 사람이 23명이다. 고건축물에 대한 전문적인 이

해 없이는 접근도 허락해서는 안 될 일이기에 인원 충원 뿐 아니

라 전문가적인 능력을 기르게 하는 데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고.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 고건축물이요, 그것이 문화재”라고 

말하는 양동호 단장. “그래서 문화재에 애정을 갖게 되면 보다 

완벽한 보수·정비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단언한다.

1980년 6월 기동보수단이라는 이름으로 탄생한 직영사업단은 

이후 조경사업단, 직영보수단을 통합해 2008년 2월 현재의 조직

으로 확정됐다. 지난해에는 고건축물을 비롯한 문화재 시설물 

243건, 조경정비 32건 등을 보수하고 정비했다. 매년 300건 정도

의 보수·정비를 하는데, 숫자로만 봐도 하루가 멀다고 이뤄진 

땀방울의 결과다. 올해 초 동해안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설로 고

택 문화재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을 때 긴급히 달려가 복구 작

업을 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수명을 다한 고목이 쓰러져 궁궐담

을 재빨리 보수하거나, 폭우로 봉분이 쓸려 내려간 광릉에 출동

해 지게와 삽으로 일일이 작업하던 일은 그저 추억담일 정도다.

“직원들에게 ‘언젠가 할 일이면 지금하고, 누군가가 할 일이면 

내가 하자’라고 말하곤 해요. 그런 책임감 없이는 어려운 일이죠. 

그래도 창덕궁 후원이며 동구릉과 같은 멋진 정원을 벗 삼아 일

할 수 있으니 이만한 혜택도 또 없을 거예요.”

남들에게는 힘들고 궂은 일이더라도,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힘써 보전한 문화재를 보고 감동을 느끼는 관람객들을 생각하며 

위안을 삼는다는 양동호 단장. “우리나라에 뛰어난 문화유산이 

있음을 감사할 후손들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노력하겠다”고 다

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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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대와 현대의 조우  |

냉전 시기 미국과 소련은 동맹국을 하나라도 더 늘리기 위해 전 

세계적인 선심 경쟁에 뛰어들었다. 특히 미국은 신생독립국에 

직접 식량을 원조하는 것 뿐 아니라 농업 기술 원조에도 공을 들

였다. 쌀을 주식으로 삼는 아시아의 인구 밀집 지역에서 농업의 

성장이 인구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면 빈곤층이 늘어나 사회가 

불안해지고, 결국 공산주의 운동의 기반이 넓어질 수 있다는 것

이 미국 개발론자들의 우려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960년 미국의 주도 아래 필리핀에 동남아시아 쌀 연

구의 전진기지인 국제미작연구소(IRRI)가 설립됐다. 국제미작

연구소가 역점을 둔 신품종들은 잎과 줄기가 짧고 빳빳해 질소

비료를 듬뿍 주어도 웃자라 쓰러지지 않도록 설계됐다. 그 중 가

장 먼저 보급된 IR8은 ‘기적의 벼’로 불리며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전쟁 중의 남베트남 정부는 체제 우수

성을 선전하기 위해 접경지역에 IR8을 일부러 집중적으로 심기

도 했다. 그런데 이 IR8의 개발에 참여한 한국인 농학자가 있었

으니, 그가 바로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교수로 국제미작연구소에 

연수중이던 허문회였다. 

허문회는 IR8의 육종에 참여하면서 그와 같이 키가 작고 줄기가 

튼튼한 품종이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

다. 하지만 IR8은 인디카 품종(남방벼)이었으므로 그대로 한국에 글 김태호(한양대학교 비교역사문화연구소 교수)

꿈에 그리던 

쌀밥의 기억
‘통일벼’

갓 지어 김이 모락모락 오르고 윤기가 흐르는 

흰쌀밥을 한 공기 앞에 두면, 반찬이 무엇인지

는 이미 사소한 일이 된다. 한국인에게 쌀밥은 

그만큼 소중하다. 그러나 불과 한 세대 전까지만 

해도, 그 소중한 쌀밥을 원하는 만큼 먹는다는 

것은 꿈만 같은 소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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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할 수는 없었다. 허문회는 2년의 연수 기간 동안 한국에서 

재배할 수 있는 IR8의 후예를 개발하는 데 열중했고, 결국 IR8과 

추위에 잘 견디는 일본 홋카이도 품종, 키 작은 대만의 재래 품종 

등을 교배해 새로운 품종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이 품종은 한국에서 ‘통일’이라는 정식 이름을 얻고 1971년부터 

농가에 보급되었다. 통일벼는 한국에서 재배하던 어떤 기존 품

종보다도 월등한 수확량을 자랑했지만, 인디카 품종의 후예였으

므로 차진 밥을 좋아하는 한국인의 입맛에는 그 밥맛이 다소 미

흡하다는 평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쌀의 절대량이 부족했던 시

절이었기 때문에 밥맛을 따질 수 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다. 

통일벼의 보급 전에는 돈을 주고도 쌀을 구하기 어려울 때가 있

었지만, 통일벼가 전국적으로 재배되면서 쌀의 공급은 차츰 원

활해졌다.

전국적으로 쌀 생산은 꾸준히 늘어나서 드디어 1977년에는 쌀

의 국내 총 생산량이 수요량을 앞지르게 되었다. 정부는 이에 ‘녹

색혁명 성취’를 선포하고, 전국적인 기념행사를 벌였다. 비록 이

듬해인 1978년부터 1980년까지 3년 동안 내리 병충해와 냉해 등

으로 수확량이 줄기는 했으나, 1970년대 녹색혁명을 거치면서 

높아진 농업생산성은 다시 내려가지 않았다. 통일벼가 퇴장한 

1980년대 이후에도 쌀이 다시 부족해지는 일은 없었다. 

쌀의 절대량이 부족했던 시대가 지나자 통일벼의 시대도 함께 

저물어 갔다.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중산층 이상의 소비자들은 

쌀값 지출을 조금 늘리더라도 품질 좋은 쌀을 선택했다. 때로는 

맛좋은 쌀에 대한 욕구가 과열되어 가짜 경기미가 비싼 값에 거

래되는 일도 있었고, 미군 부대에서 빼돌린 ‘칼로스’와 같은 미국 

쌀이 유통되는 일도 있었다. 

반면 대다수 서민들은 ‘정부미’에 의지했다. 정부미는 추곡수매

를 통해 확보해 일정기간 비축했다가 시중에 출하하는 쌀을 말

한다. 통일벼의 전성기에 추곡수매는 거의 전량 통일쌀이었으므

로, 1980년대의 정부미는 대부분 통일쌀이었다. 장기 비축한 통

일쌀은 쌀값 안정에는 크게 기여했지만 자포니카계 햅쌀과 밥맛

을 겨룰 수 있는 처지는 아니었다. 결국 정부미는 ‘맛은 없지만 값

이 싸서 먹는 쌀’이 되었고, 지금은 어려웠던 옛 시절을 상징하는 

낱말이 되고 말았다. 

농업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식어 가는 가운데, 사실 한국의 식

량자급률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다. 현재 풍요롭기 그지없는 

한국 사회지만 정부미 소비를 권장하던 시절, 그리고 쌀 소비를 

줄여 보기 위해 혼분식을 강제하던 시절이 불과 삼십년 전이라

는 사실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1. 통일벼 품종을 필리핀에서 공수하는 
모습   2. 통일벼가 전국에 공
급되면서 주식인 쌀의 자급자족을 실현
할 수 있었다.   3. 세계의 다
양한 쌀 품종 IRRI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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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수풍경의 지극한 
아름다움

‘폭포’
금강산이 1만2천봉을 자랑한다면 설악산은 1만

2천 폭포가 절경이라고 말한다. 그만큼 설악의 폭

포가 명승이라는 뜻이다. 맑은 물소리가 하늘의 

구름도 멈추게 한다는 비룡폭포, 토왕성폭포, 대

승폭포를 비롯해 설악산 계곡들은 가히 다양한 폭

포를 품고 있는 천하의 왕국이다. 한 여름철에 비

가 내리면 설악산 계곡들에 흐르는 물줄기가 무려 

1만2천 폭포를 이루어 이곳저곳에서 웅장한 교향

악이 들리는 듯하다. ‘설악’이 아니라 ‘벼락’이라고 

읊은 송강 정철의 시조는 폭포수가 떨어지는 소리

를 달리 표현한 것이다.

글 장정룡(강릉원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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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룡폭포(명승 제95호) 
  2. 토왕성폭포(명

승 제96호) 
   3. 대승폭포(명승 

제97호)  

설악산은 그 이름만 들어도 머릿속이 상쾌

해진다. 흰 눈의 냉기가 청량한 바람을 타고 

옷깃을 스쳐가는 느낌이다. 

그곳이 설악이다. ‘설악’의 어원은 신성광명

의 산이라는 의미를 지녔다. 이는 우리의 고

어 ‘ ’ 또는 ‘서리뫼’를 한자 표기한 것으

로 신성, 결백, 숭고함이라는 뜻이다. 줄지은 

바위색깔이 모두 흰 눈과 같다든지, 한가위

에서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하여 이듬해 하

지까지 눈이 녹지 않아서 붙여진 이름이라

는 기록들이 전하듯이 설악의 명칭은 그 외

면적 양태와 정신적 세계관을 보듬고 있다.

명승 제95호 비룡폭포 계곡 일원과 명승 제

96호 토왕성폭포는 바위 틈새로 절묘하게 흐

르는 물줄기, 깎아지른 바위산들, 이름 모를 

희귀한 새와 곤충들, 가을 돈단풍을 비롯하

여 솜다리꽃(에델바이스), 금강초롱, 구절초, 

참취꽃, 과남풀, 산오이풀, 산꿩의 다리, 투구

꽃, 분취, 바위떡풀꽃, 흰꼬리조팝나무꽃, 바

람꽃, 잔다리, 솔채꽃이 계절마다 천상의 화

원을 이룬다. 비룡 폭포는 속초시 설악동 소

공원에서 남쪽으로 뻗은 골짜기인 토왕골에 

있다. 육담폭포와 토왕성폭포의 중간에 수

직으로 떨어지는 40m의 직탕이다. 전설에 

의하면, 오래전에 가물었을 때 처녀를 이곳

에 사는 용에게 희생제물로 바쳐 한재(旱災)

를 면했다고 하며 기우제를 지냈다고도 전

한다.

화채능선에서 시작된 계곡물이 솟구쳐 오르

는 듯한 토왕성(土旺城)폭포는 3단 연폭(連

瀑)으로 굽이쳐 흐르는 장관이다. 일명 ‘신광

(神光)폭포’라고도 부르는데 높이 320m로서 

아시아 3대 폭포 중의 하나이며 빙벽등반대회가 15회째 겨울철에 이틀간 열린다. 토왕성이

라는 이름은 이른바 땅(土)의 기운이 왕성하지 않으면 기암괴봉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오행

설(五行說)에서 유래했다고도 한다. 봉우리가 폭포를 성벽처럼 둘러싼 양상으로 옛 기록에

는 토왕성(土王城)이라 표기하고 옛 성터가 남아 있다고 했다. 칠성봉(1,077m) 북쪽계곡에

서 발원한 물이 토왕골을 이루고 석가봉, 노적봉, 문주봉, 보현봉, 문필봉이 병풍처럼 둘러

싸고 있으며, 멀리서보면 선녀가 흰색 비단을 바위 위에 쭉 널어놓은 듯 오묘하다.

대승(大乘)폭포는 인제군 북면 한계리에 있는데 길이 88m로서 금강산 구룡폭, 개성 천마산 

박연폭포와 함께 한국의 3대 폭포라고 칭한다. 일명 ‘폭포의 왕자’라하며, 한계폭포라고도 

부른다. 한계령 자락 장수대에서 올라가면 대승령(1,210m) 일대로서 신라 때 경순왕이 머

물던 곳이며, 폭포 맞은편 반석에는 ‘구천은하(九天銀河)’라고 쓴 글씨가 있다. 이 글씨는 곡

운 김수증(1624 1701)이 썼다고 한다.

이 폭포전설은 모성애가 깃들어 있다. 옛날에 대승이라는 총각이 동아줄을 내리고 폭포 암

벽에서 버섯을 따는데 절벽위에서 “대승아, 대승아”라고 부르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급히 올라가보니 짚신만한 지네가 동아줄을 뜯어서 끊어질 위기였

다. 아들 대승이의 위험을 알려준 어머니 외침이 메아리친 폭포라고 하여 대승폭포로 지었

다고 한다. 

설악의 명승 10곳은 계절에 따라 다채롭게 옷을 갈아입듯이 특별한 장관을 이룬다. 비룡, 토

왕성, 대승폭포를 비롯하여 십이선녀탕(명승 제98호), 수렴동계곡(명승 제99호), 울산바위

(명승 제100호), 비선대와 천불동계곡(명승 제101호), 용아장성(명승 제102호), 공룡능성(명

승 제103호), 내설악만경대(명승 제104호) 등 이곳에서는 세속의 티끌을 깨끗이 털어내는 생

명회복의 힘을 얻을 수 있다. 폭포는 자연의 역동적 몸짓이자 숨겨진 속살이다. 세계적 명산 

설악산이 내보이는 폭포는 조물주가 인간에게 준 큰 선물이자 암호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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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 영혼을 극락으로 
이끄는 불교의식

수륙재(水陸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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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실록』에는 태조 이성계가 개국과정에서 죽음을 당한 왕씨 

왕족들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 수륙재를 개설했다고 하고, 이후 명종 

때까지 왕실을 중심으로 크게 성행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에 걸

쳐 시행된 억불(抑佛) 정책으로 조선 중·후기에는 주로 물가와 바

닷가에서 민속신앙과 결합해 용왕재(龍王齋)·수륙제(水陸祭)·천

도재(薦度齋)란 이름으로 행해져왔다.

한국불교에서 행하는 사십구일재(四十九日齋, 사람이 죽은 지 사

수륙재(水陸齋)는 부처님을 청해 공덕을 증명 받고, 물과 육지에서 헤매는 

영혼과 아귀(餓鬼, 계율을 어기거나 악행을 저질러 죽은 귀신) 등 의지할 곳 

없이 떠도는 외로운 넋이 극락세계로 갈 수 있도록 명복을 비는 대표적인 불

교의례이다. 중국 양나라 무제에 의해 시작됐으며 우리나라는 고려시대인 

970년(광종 21)에 갈양사(葛陽寺)에서 처음 개설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글혜일명조(한국불교전통의례전승원 의례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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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구일 되는 날에 지내는 재)를 비롯한 일반적인 불공들이 부처님

과 성현에게 공양 올린 다음 영가에게 공양을 베푸는 것에 주안점

을 뒀다면, 수륙재는 공양을 베풀기 위해 청하는 영가가 전생의 악

업을 참회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해 오계(五戒, ① 살생하지 

말라 ② 도둑질 하지 말라 ③ 음행을 하지 말라 ④ 거짓말을 하지 

말라 ⑤ 술을 마시지 말라)를 지키도록 인도한다. 더불어 영혼이 스

스로 깨달음을 얻어 고통에서 벗어나 부처님이 사는 세상에 이를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전승하고 있는 수륙재의 원본은 크게 4종으로 『중례문(中禮

文)』,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와 『결수문

(結手文)』으로 알려진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水陸無遮平等齋儀撮

要)』, 『지반문(志盤文)』으로 알려진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궤(法

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 『자기문(仔夔文)으로 알려진 『자기산보

집(仔夔刪補集)』 등이다.

과거의 수륙재는 여러 날에 걸쳐 의식을 행한 것으로 보여 지는데, 

18세기에 간행된 『천지명양수륙재의범음산보집(天地冥陽水陸齋

儀梵音刪補集)』엔 하루 밤낮, 삼일, 칠일에 걸쳐 시행할 수 있는 다

양한 모습을 전하고 있어 국가적으로 거행한 대규모 행사였음을 짐

작하게 한다. 

수륙재는 한국 고유의 민속 신앙을 포용하며 전승했다. 가령 『의식

집(儀式集)』에 『풍백우사청좌의문』(風白雨師請坐儀文)·『성황진재

청좌의문』(城隍眞宰請坐儀文)·『당산산주천왕대재청좌의문』(當山

山主天王大宰請坐儀文)·『당산용왕급제용군청좌의문』(當山龍王

及諸龍君請坐儀文)·『제산단청좌의문』(諸山壇請坐儀文) 등 민족 

고유의 신앙적 요소를 담은 의식문을 전하고, 이를 『풍백우사단』(風

伯雨師壇)·『가람단』(伽藍壇)·『당산천왕단』(當山天王壇)·『당산

용왕단』(當山龍王壇)·『성황단』(城隍壇) 등의 명칭으로 수륙재의 절

차 속에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18세기에 접어들면서 『중례문』·『결

수문』·『지반문』·『자기문』 등의 독립된 수륙재 의식문과 더불어 민

속 신앙적 요소가 깃든 다양한 의식을 함께 봉행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륙재를 전승하는 개인과 단체는 크게 동해 삼화사 국행수륙

재(중요무형문화재 제125호), 서울 진관사 국행수륙재(중요무형문

화재 제126호), 마산 백운사 아랫녘 수륙재(수륙무차평등재, 중요무

형문화재 제127호) 등이 있다. 

1. 삼화사 수륙재(중요무형문화재  제125호)의 오로단 의식   2. 아랫녘 수륙재
(중요무형문화재  제127호)는 경남 일대에서 전승되던 범패의 맥을 이어 의례와 음악적 
측면에서 경남 지방의 지역성을 내포하고 있는 불교의례다.   3. 진관사 수륙재
(중요무형문화재  제126호) 명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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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적 왕권이념에 투철했던 조선시대, 전 국토와 백성의 주인은 왕이기에 백성들은 자신들이 사는 곳

의 특산물을 궁궐에 올렸다. 왕은 그것으로 종묘에 신위(神位)를 올리고 하사품을 신하들에게 내렸다. 

효종은 10세부터 약 6년간 윤선도에게 가르침을 받았는데, 대전·내전·세자전에서는 사계절 여러 가

지 물품을 윤선도의 집에 내려 보냈다. 이때 하사품에는 곡류, 소금(鹽)을 비롯해 과실류·어류·건어

물·후추 등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전약(煎藥)·어만두(魚饅頭)·전복숙(全鰒熟)·홍합초(紅蛤炒)·추

복탕( 鰒湯)·편육(片肉)·향온주(香 酒) 등 음식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영·정조 때에 살며 규장각(奎章閣)의 검서관(檢書官)을 지냈던 이덕무(1741 1793)는 일찍부터 중국여

행을 통해 많은 견문을 넓힘으로써 학문의 범위가 넓어 많은 저서를 남겼다. 『선고적성현감 부군연보(先

考積城縣監府君年譜)』에 검서관으로 있는 동안 임금으로부터 하사 받은 식품을 기록했는데, 생선으로

는 웅어·소어·산게·청어·전복·석수어·문어·대구·준치·뱅어·가오리, 과일은 당유자·생

글  한복려(중요무형문화재 조선왕조궁중음식 기능 보유자)  
사진 궁중음식연구원

신하에게 내려준 귀한 하사품

‘과일’

배동치미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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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산귤·곶감·유자·밀감, 기타 호초(후추 또는 후추의 껍질)·통계피가 있었으며, 고기로는 양고

기·쇠고기 산적 등을 받았다.

조선시대에는 국가기관에 필요한 과일을 조달했던 관청으로 장원서(掌苑署)가 있었는데, 구체적인 일

은 철따라 나온 햇과일을 사당이나 신전에 정기적으로 올리는 천신(薦新), 종묘와 왕실의 각전(各殿) 및 

주요 국가기관에 정기적으로 과일을 올리는 공상(供上)·진상(進上)등이 있었다. 특히 주목할 과일은 귤

이었는데, 귤은 겨울철에 제주와 전라도 남쪽에서만 생산되니 궁궐까지 오기에 가장 힘든 품목이었다. 

귤은 1392년(태조 1) 공부상정도감(貢賦詳定都監)에서 공물을 정할 때 별공(別貢)으로 규정되었고, 국가

에서 필요한 감귤류는 모두 제주의 공납으로 하니 제주에서의 민폐는 계속 이어졌다. 감귤은 뇌물 품목

에 들어가기도 하여, 숙종 때에는 성균관에서 유생들에게 귤을 나누어 줄 때 서로 차지하려고 잡고 빼앗

는 소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포도도 귀한 과일로 대접받았다.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하는 먹포도인 마유(馬乳)포도와 청포도인 수정

포도 등은 전문적으로 재배하기보다는 개인의 집 정원이나 궁궐 혹은 관청 정원에 심는 정도였다. 1411

년(태종 11) 8월에 검교참의(檢校參議) 박승(朴昇)이 포도를 바치자 쌀 5석을 내렸던 것에서 보듯 당시 

포도의 가치를 짐작해 볼 수 있다.

궁중잔치에서 음식을 가장 많이 차린 진찬상은 45 50㎝나 되는 고배상이다. 그중 반은 과일이 차지하

는데, 생과일인 배·귤·밥·유자·석류와 마른과일인 대추·황률·잣·호두·곶감, 그리고 중국에서 

온 과일인 예지·용안이 있으며, 생과와 건과로 만든 숙실과인 율란·조란·대추초·과편·정과(배·

산사·유자·모과·청매·왜감자), 화채와 수정과(유자·오미자·산사·앵두)들로 꾸며 올렸다.

궁중에서는 과일 중 배를 많이 사용했으며, 배숙은 배로 만든 대표적인 궁중 음료로서 생강물에 배와 꿀

을 넣고 끓여 만들었다. 쌀쌀한 가을부터 추운 겨울까지 마시며 기관지를 보했던 약선 음료였다. 

배는 고기요리를 할 때 갈아 넣어 고기를 연하게 하는 작용을 하므로 양념할 때 쓰고, 김치

를 담글 때, 시원하고 달콤한 국물을 더 내고자 할 때도 쓰였다. 특히 고종은 밤참

으로 배를 많이 넣어 담근 배동치미에 국수를 말아 먹는 것을 즐겼다고 한다. 

달콤하고 시원한 동치미국에 육수를 더하고 메밀국수를 말고서는, 그 위에 숟

가락으로 쪽배처럼 수저로 떠낸 배를 하얗게 덮었다. 고종은 단 음식과 채식

을 선호한 왕으로, 수라간 상궁들은 겨울이면 국수를 만들 육수를 위해 따로 배

동치미를 담글 정도였다. 야심한 밤, 여느 동치미보다 훨씬 단 배동치미국수를 

먹으며 고단했던 하루의 시름을 잊고자 했던 것은 아닐까. 만경전 진찬 배숙



우리나라에 서양음악, 즉 고전음악이나 클래식음

악이라 불리는 새로운 문물이 도입된 것은 19세

기 말, 근대화의 문이 열릴 때 들어와 식자층을 중

심으로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최초

의 관현악단은 1926년 창단된 ‘중앙악우회’로, 우

리의 정서가 담긴 노랫말에 서양식 가락을 붙인 

가곡과 유행가가 레코드, 라디오 등을 통해 보급

된 것도 이즈음의 일이다. 이때를 우리 고전음악

사의 초창기로 본다면, 적지 않은 세월동안 우리 

문화예술 분야의 하나로 자리매김한 고전음악은 

이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유산

이 된 게 분명하다.

임헌정은 서양음악을 전공하고 서양음악의 산물인 오케

스트라를 지휘하는, 우리나라의 서양음악계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서양음악인이겠지만 정확

히 말해 우리 민족음악의 현대적인 모색을 탐구하는 가

장 한국적인 음악가다. 그런 그가 국립국악관현악단과 

국악을 연주한다는 소식에 서둘러 그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글 이웅규

우리 음악의 

미래를 듣다

관현악으로 펼치는 

웅혼한 울림으로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예술감독 임헌정

38 

|  역사를 잇는 사람  |



하면서 국립단체들과의 연락을 위해 마지못해 마

련했다는 것인데, 그런 모습은 그가 꽤 노자적 의

미에서 무위의 삶을 그야말로 무위하며 살고 있

다는 인상이 든다. 삶의 자연스러운 현현(玄玄), 

그것은 우리 음악과 얼마나 닮아 있는가. 

당신의 꿈이 무엇이냐고 묻자 “꿈을 꾸지 않는다”

라는 의외의 대답에 꽤나 놀랐다. 그리고 그의 부

연하는 말. “그저 음악을 잘 연주했으면 합니다. 

그것이 쌓이면 관습이 되고 바람직한 문화가 형

성될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오늘날 지향하는 삶의 태도는 지나치

게 수단적이며 목적지향적이다. 임헌정은 꿈을 

꾸지 않음으로써 꿈을 이루며 살고 있었다. 

올해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이하 코리안심포니)의 예술감독이 된 임헌정은, 지난 25년

간 지방의 오케스트라였던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이하 부천필)의 상임지휘자로서 이 

작은 오케스트라를 가장 주목받는 최고의 오케스트라로 키워낸 사람이다. 우리 고전음악

사에서 전례 없던 최장수 지휘자로서 어느새 스스로 역사가 된 셈이다.

부천필에 몸담으며 당시 국내 오케스트라 역량으로는 연주가 불가능할 것이라던 ‘말러

(Gustav Mahler, 1860 1911)’의 교향곡 전10곡을 하나씩 공연무대에 올리며 놀라움과 경

탄을 일으키기도 했고, 해외 순회연주회를 통해서 우리의 문화예술 수준을 크게 알리는 

첨병이 되기도 했다. 그런 그가 부천필을 떠나 우리나라의 유일한 국립 오케스트라인 코

리안심포니의 포디엄(Podium, 지휘대)에 선다는 소식에 고전음악계가 들썩였던 것은 당

연한 일이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오케스트라인 만큼 이제는 내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천필과 함께한 시간이 많아 아쉽긴 하지만 오래 전부터 물러날 때를 생각

해오면서 25년은 넘기지 않겠다고 말해온 것도 있었어요. 4월에 있었던 교향악축제와 8

월의 유럽연주를 통해 서운한 마음도 털어낼 수 있었습니다.”

임헌정의 공식적인 직함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교수, 코리안심포니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그리고 특기할 것은 부천필 계관(桂冠)지휘자이다. 본래 ‘계관’이란 가장 

영광스러운 명예를 뜻하는 말로, 사반세기 동안 부천필과 고전음악계에 큰 공로를 세운 

그에게 딱 맞는 호칭이라고 할 수 있겠다.

부천필 때에 그러했듯이 그는 다시 새로운 시도를 준비하고 있다. 30년 전 작곡학도 시

절, 우리 음악에 맞는 현대적인 어법을 고민하던 그가 이제 얼마 후면 오랜 숙원을 이루

어낼 참이다. 내년부터 시작될 ‘임헌정과 국립국악관현악단(가제)’ 연주가 그것이다. 한 

인터뷰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국악은 잘 키워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의 자존심이기도 하고 고유의 전통이니까요. 

당연히 가꾸어 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해반』 제66호

그가 늘 염두했던 우리 음악의 새로운 모색, 새로운 작업이 어떤 형태로 보여질 것인지 

궁금해진다. 한 가지 믿음직한 것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어느 서양음악 지휘자가 국악

연주를 시도한다는 정도에 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믿을 수 없더라도 임헌정은 최근까지 휴대전화 없이 살았다. 올해 코리안심포니에 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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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준의 노래 ‘하숙생’을 문우가 문자 메시지로 보내왔다. 오랜만에 들어서이기도 하겠지만 이만

큼 나이가 들어서인지 가사가 유난히 가슴을 파고든다. 구름이 흘러가듯 강물이 흘러가듯 우리 또

한 이 세상에서 하숙을 하다가 먼저 가신 이들처럼 소리 없이 가야 하는 게 인생일 것이다. 나도 몰

래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는데 지나간 날들이 주마등처럼 눈앞을 지나간다. 헌데 그 속에서 손을 흔

들고 스쳐가는 한 모습이 있다.

그의 고향은 전남 순창이었다. 고등학교를 마치자 그는 대학에 들어가면서 하숙을 했다. 학교 옆이었다. 아니다. 

처음엔 분명히 자취를 한다고 했고 자취집을 구한 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하숙집을 정했다고 했다. 조금 

엉뚱한 구석도 있지만 그의 집 생활은 비교적 넉넉했기에 하숙비 걱정은 없을 터였다. 그런데도 고등학교 3년의 

전력을 내세우며 부득부득 자취를 하겠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하숙으로 바꾼 걸까. 하숙집은 자취집을 정했던 바

로 옆집이라고 했다.

자취집에서 반찬거리를 사러 나가는데 한 아가씨가 바로 옆집으로 들어가더란다. 순간 내 성향이구

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녀가 들어간 집을 바라보니 ‘하숙생 구함’이란 글이 붙어있더란다. 그는 앞

뒤 가릴 것 없이 뒤쫓아 들어가 하숙을 하겠다고 했더니 여학생만 받는다고 하더란다. 허나 그가 어

찌나 집요하게 간청하고 설득하여 물고 늘어졌는지 결국 허락을 받아냈고 그날부터 바로 하숙을 하

게 되었다는 것이다. 순전히 한 번 본 그 아가씨에 빠져 그 집으로 들어간 것이었다. 나도 녀석의 하

숙집엘 몇 번 갔었는데 괄괄한 성격의 그가 어찌나 그 집에선 고분고분한지 이상해 보일 정도였다. 

바로 그 집 딸인 S여대생 때문이었다. 나도 그 여학생과 몇 번 마주쳤지만 말을 건네거나 해보진 못

했었다. 하지만 녀석은 넉살 좋게 하숙집 주인에게 “어머니, 어머니”하면서 싹싹하게 해댔고, 늘 늦

게 들어오는 주인아저씨 대신 남자 손이 필요할 일들을 곧잘 해주어 식구처럼 지내는 것 같았다.

정처 없는 인생길에
만나 교차하던 

글 최원현(수필가)  그림 이예숙

‘하숙집’



그 집엔 꽤 큰 석류나무가 있었는데 그 시고 달콤하던 맛은 지금까지 잊어지지 않는다. 마당가엔 펌

프도 있어서 여름이면 녀석은 그곳에서 등목도 한다고 했다. 하숙집이란 내 가족이 아니면서도 내 

가족처럼 마음과 공간을 공유하는 곳이다. 특별한 음식을 마련할 때도 있지만 대개 일상의 먹는 반

찬에 손님용 반찬 한 가지 정도 더 마련하고 식구들 식탁에 숟가락 하나 더 올리는 것이 일반적 행

태였다. 물론 대대적으로 하는 그런 직업적 하숙과는 다른 경우다. 

한 집에서 매일 같이 밥을 먹는 사이이니 가족이 아닌가. 그것이 1년, 2년, 3년으로 이어지면 가족보다 더 정이 들 

수도 있다. 나는 직접 하숙할 기회는 가져보지 못했지만 친구의 하숙집을 통해 그 맛을 조금은 맛보면서 한껏 부러

운 마음을 갖기도 했었다. 녀석은 그 집 딸과 상당히 관계가 진척되어 결혼을 하게 되지 않을까도 상상을 했었지만 

인연은 거기까지만 이었던 것 같다. 하지만 내가 볼 때 군 입대로 막이 내린 녀석의 하숙생활 3년여는 아주 행복한 

시절이었다는 것이 분명하다.

내가 결혼해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인데 시골에 내려가니 장모님께서 하숙을 치신다 했다. 웬 하숙

이냐 했더니 마을 건너에 중학교가 생겼는데 학교 선생님 중 몇이 찾아와 부탁을 했다 한다. 환갑 

나이에 어떻게 손님식사를 매끼 해 줄 수 있겠느냐고 거절을 했지만 드시는 식사와 반찬대로 해달

라고 간청을 하니 거절을 더 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결국 처음에 선생님 둘을 받게 되었고 하나 더 

늘어 셋의 식사를 해 주게 되었단다. 점심까지도 먹어야 하는데 집까지 먹으러 오는 게 번거롭고 불

편할 테니 학교로 가져다주겠다고 했더니 학교에서 일하는 아이를 보내 가지러 오고 그릇은 퇴근 

때 가져오곤 한단다. 

그래도 부부만의 식사로 가벼울 수 있던 식탁인데 매끼 반찬 걱정을 해야 했고 늘 같은 반찬만 상에 

올릴 수도 없으니 꽤 신경이 씌었을 법하다. 한데 매월 꼬박꼬박 정해진 날에 들어오는 하숙비에, 

두 노인만 사는 집에 젊은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것이 좋기도 했었나 보다. 장모님께 나중에 들은 얘

기지만 그 몇 년간이 참 즐거웠다고 하셨다. 거기다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간 후에도 가족과 함께 찾

아오거나 명절 때 인사를 오곤 했다 한다. 장모님이 참 잘 해주셨던 것 같고 그들은 그들대로 가족

과 떨어져 살면서 많이 외로웠을 텐데 장모님 덕에 가족의 정을 느끼며 살았던가 보다. 그렇고 보면 

하숙집이란 피가 섞이지 않은 가족의 구성체요, 세상에서 가장 끈끈한 조직이 가정이라면 하숙집

도 그만 할 것 같다. 

친구의 하숙집에서 보고 느끼던 따뜻함과 스스럼없음, 어쩌다 처가에 갔을 때 한 상에 둘러 식사하던 하숙생 선생님

들을 생각하면 요즘 가족끼리도 한 달에 한 번 함께 식사하기도 어려운 현실이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 그러니 아무

리 피붙이라도 정이 자랄 수 있겠는가. 그저 가족이라는 의무감으로 겨우 지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한 

상에 밥을 먹어야 정이 나고, 한 방에 잠을 자야 흉허물이 이해된다고 했던 옛 어른들 말씀이 결코 그르지 않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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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텔레비전에서 하숙집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가 아주 큰 인기를 끌었는데 하숙집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곳

일 수 있지만 가장 사람 사는 맛을 느끼게 하는 우리만의 공유 공간이 아닐까 싶다.

그래서인지 최희준의 ‘하숙생’ 노래 가사가 더 실감나게 다가온다. 인생 자체가 잠시 머물고 가는 

하숙집이고 우리 모두가 하숙생이다. 내 품안에 있던 자식도 어느 순간 제 날개가 생겼다고 그 날개 

힘만큼씩 날아가 버린다. 손주 녀석들은 아직 날개가 없으니 저러지 곧 할애비 찾아오는 것도 핑계 

앞세워 미루고 미루리라.

문우가 보내준 노래를 틀어놓고 듣노라니 내 집이라고 살고 있는 이 집도 하숙집이고 북적대는 아

들네 식구도 얼마 후면 저들 길로 떠날 하숙생이 빤하니,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이란 노래 가사가 꼭 

맞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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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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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 따라 지명 따라  |

글 ·그림 유영수

검은 바다에 새까맣게 
물새가 몰려온 고장

동해로 떠난 문여사 가족

묵호동  
무슨 뜻이지

까마득한 옛날, 바닷가 어느 
마을에 산새와 물새가 어우러져 
평화롭게 살았대요.

새들은 밤이면 어디론가 
날아가 날이 새면 돌아 왔지요.

사람들은 
이곳을 
새나루라고 
불렀어요.

새가 
어디로 
가는 거지

그건 
새박사라도 
모를 걸

잘 오셨어요. 묵호란 이름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궁금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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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곳에도 교육기관(서당)이 
들어서고 사람들이 글자를 
알게 되었지요.

훗날 ‘오’자를 오동나무 ‘오’자로 바꾸어  
말할 때는 새나루, 
쓸 때는 오이진(梧耳津)이라고 썼지요.

그래서 이곳은 물도 검고 바다도 
검고 물새도 검으니, ‘먹 묵(墨)’ 
자를 써서 묵호(湖洞)로 부르기로 
했답니다!

재미있는 이름이지만 
부를 때와 쓸 때 이름이 
다르니 사람들이 헷갈릴 
수 있겠다. 한 가지로 
통일하도록 하자꾸나!

새나루라고 
합니다.

폐하, 동해안에 
해일이 덮쳐 백성들의 
피해가 심각하다 
하옵니다.

시간은 흘러흘러 조선 순조 시절··· 이유응 부사는 피해
지역을 돌며 수습을 
하다가,

유독 새가 많은 마을을 보고는

저 마을 이름이 
무엇인고

아 
저기요.

저게 
뭐지

저런, 급히 이유응 부사를    
파견해 수습토록 하시오!

쓸 때는
오이진이라고 
하지요.

그럽지요.

재미있군요.

우리도 글자를 배웠으니까 
새나루보다는 까만 새들이 
모여드니 ‘까마귀 오(烏)’ 자를 
써서 오이진(烏耳津)으로 합시다!

이름이 좀 
세련되어
보이는군요.

바다가 보이는 
서당이라
낭만적이죠



양옆으로 늘어선 고송(古松)들의 의전(儀典)을 받는다. 즐비하게 늘

어선 키 큰 소나무들은 그 푸르름으로 소수서원을 향해 입장하는 사

람들에게 공손히 예(禮)를 갖추고 있다. 소나무길을 걷는 동안 그 옛

날 내가 이곳에 방문했다면 ‘어서 빨리 책을 펼치고 싶다’고 마음먹

었을 것이다. 서원의 아름다운 경관이 도시에서 채 내려놓지 못하고 

온 나의 무거운 짐조차도 편안하게 내려놓게 하니, 오래전 학생들의 

서원을 향하는 발걸음 역시 가벼웠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순

간, 우리 아이들의 무겁기만 한 등하교길이 떠오른다. 어쩌면 자발

적이고도 의욕적인 학문탐구로서의 공부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요

구되는 공부를 그저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안타까움이 밀려든다.

아름드리 피어난 꽃들과 탁청지(濯淸池) 연못을 둘러본다. 마치 고

른 크기로 인절미를 썰어 촘촘히 올려놓은 듯, 죽계천의 돌다리가 

정감 있게 느껴진다. 성현들의 멋스러움을 느끼며 자연스레 시 한 

구절 읊어보고 싶은 생각까지 들게 하니, 어쩌면 고된 학업으로 인

한 지친 마음을 이렇게라도 달래보라고 권유한 방법은 아니었을

까  오래전 이곳에서 공부하던 유생들도 과거를 준비하며 글공부

에 매진하면서도, 도포자락 휘날리며 사뿐사뿐 돌다리를 건너기도 

했을 것이며, 한가로이 탁청지 연못을 둘러보면서 마음을 다스리기

도 했을 것이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한가로운 쉼표의 시간과 여유로운 공간이 

주어졌다면 어땠을까 생각해본다. 아직 생각이 여린 아이들이 소중

히 간직해야 할 우정을 밀어내고, 그저 무한경쟁의 대열 속에 내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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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 사랑과 만나다  |

소수서원에서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를 꿈꾸다
글 사진 고미령(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 26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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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 사랑과 만나다’ 코너는 독자 여러분이 만드는 코너입니다. 여행에서 만

난 문화재, 내가 가장 사랑하는 문화재, 우리 역사의 흐름을 알 수 있었던 박물

관 기행 등 문화재와 관련된 독자 여러분의 기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해진 

주제는 없으며 문화재에 관한 소중한 이야기,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언제든지 

보내주시면, 기쁜 마음으로 지면에 싣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양식에 맞는 원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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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 과연 청소년기의 아름다운 추억들이 가슴 한 켠에 남겨질 자리는 

있을지 싶다.

독서를 통한 학문의 즐거움을 의미하는 지락재(至樂齋), 성현의 길

을 따라 학문을 연구하는 학구재(學求齋), 날마다 새롭게 한다는 일

신재(日新齊), 그리고 깨어있어 마음을 곧게 한다는 직방재(直方齋)

로 구성된 학문의 차례와 단계를 거치면, 비로소 명륜당이라 불리는 

강학당에 들어가 세상의 이치를 밝히게 된다고 한다. 지혜로운 우리

의 조상들은 이때부터 맹목적 주입식 교육이 전부가 아닌, 지덕(知

德)을 겸비한 전인교육을 가장 중요하게 보았던 것이리라. 참다운 

공부에 대한 의미를 깨우치는데 주력하면서도 이에 못지않게 내적

인 수양도 중요시 여기며 내면의 힘을 바르고 올곧게 키우는데 애썼

던 마음이 돋보인다. 복잡했던 현실의 교육문제에 대해서도 자성하

는 마음을 이끌어내며, 서원을 거닐고 있던 내내 평온함으로 어지럽

게 담아두었던 생각들마저 정돈되도록 도와준 서원이 내 영혼의 안

식처처럼 느껴진다.

노거수(老巨樹)가 우거진 틈 사이로 푸른 하늘을 올려다본다. 그 

푸르름 속에 옛 선현들이 담고 있던 소중한 의미를 되새기며 대한

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아름다운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를 꿈

꿔본다. 



2014년 10월 1일 국립무형유산원이 정식으로 출범한다. 이와 함께 출범을 기념하는 ‘열림 한마당’ 행사

가 10월 1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된다. 국립무형유산원은 우리나라 무형문화유산의 창조적 계승과 가치 

확산은 물론, 세계 인류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전승에 앞장서는 세계적인 무형유산 복합기관이다.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멋과 맛을 간직한 전라북도 전주시에 보금자리를 튼 국립무형유산원은 공연장과 전시

실, 아카이브(디지털 종합 기록 보관소), 교육 공간 등을 갖추고 있어,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는 무

형문화유산의 전승과 확산의 거점이 되고, 국민에게는 무형문화유산을 즐기고 향유하는 공간이 되며, 

또한 전국 대상의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와도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함께 하는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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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무형유산원이 

문을 엽니다
글  조선영(학예연구사)  자료 문화재청

홈페이지: http://nith.cha.go.kr

장소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0/10 10/11 10/12

중정 개원식 서해안 배연신굿 
및 대동굿

대공연장 축하공연 여류명무
삼인전

영상제
소공연장

교육동
체험교육 체험교육

무형유산 기업초대전

국제회의장 영상제(콘퍼런스)

전시장

상설전시

무형유산 마켓

기획전시

‘열림 한마당’ 행사 프로그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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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문화재 한 지킴이  |

삼성생명보험(대표 김창수)은 2007년 문화재청과 ‘한 문화

재 한 지킴이’ 협약을 체결하고, 우리나라의 목조 문화재를 

훼손하는 흰개미를 발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흰개미 

탐지견을 양성해왔다. 이를 통해 목조 문화재 및 유네스코

(UNESCO) 지정 세계문화유산 보존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

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9년 6월에는 문화재지킴이활동 우

수 사례로 문화재청장상을 수상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활동

의 의미를 인정받았고, 점차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목조 건물의 틈새로 침투해 안쪽부터 건물을 갉아먹는 흰개

미는 나무의 천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소나무를 파고

들어 집을 짓고 사는 습성상 소나무가 많은 우리 목조 문화

재에 큰 피해를 입혀왔다. 이에 흰개미 탐지견(잉글리쉬 스

프링거 스파니엘 종) ‘보람’이와 ‘보배’가 흰개미를 냄새로 

찾아내는 훈련을 받고 탐지 활동을 펼친 결과, 지난 2007년 

이후 300여 건 이상, 성공률 100%의 성과를 거뒀으며 2011

년에는 18개 문화재에서 213건의 흰개미를 발견하는 성과

를 거뒀다.

앞으로 삼성생명보험은 국가의 문화재 보전에 일조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문화재청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목조 

문화재의 든든한 지킴이로서 역할을 해나갈 계획이다. 

소중한 목조 문화재 지키는

‘흰개미 탐지견’을 

아시나요
글  고윤주  사진 삼성생명보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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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혜진(경북 포항시 남구)

특집 기사에서 <이웃을 가까이, 공동체의 또 다른 말 ‘이웃

사촌’>을 유심히 읽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예부터 정이 많

고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살아왔는데 지금은 

일상생활 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있

는 점에서 스스로 반성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김영훈(전남 강진군 강진읍)

드라마 사극에 보면 수라상을 준비하는 상궁들이 전국의 

산해진미로 상다리를 가득 채우곤 했었는데, <왕의 밥상>

에서는 반대로 검소하고 소박한 면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

다. 왕들은 밥상을 통해 백성의 살림살이나 어려움을 위로

하는 수단으로 생각했다는 데서 흥미로웠습니다.

강상철(서울시 서대문구)

<세월 따라 지명 따라>에 소개된 ‘아리랑 고개’ 기사를 관

심 있게 읽었습니다. 그동안 아리랑 고개가 어떤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는 노랫말인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많은 아리

랑 고개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모

쪼록 각각의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는 아리랑 고개가 우리 

문화유산으로 잘 보존되었으면 합니다.

전옥경(경기도 의정부시)

참 오랜만에 들어본 변사라는 말이 반갑고 정겨웠습니다. 

어렸을 때 화면을 통해 구성지게 웃고 울면서 이야기를 이

끌어 가던 변사의 해설을 재미있게 들었던 기억이 났습니

다. 잊고 지냈던 무성영화를 통해 소중한 우리유산의 가치

를 재생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봉숙정(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체를 위한 참다운 나눔, 실천을 통해 나눔정신 구현

한 사람들> 칼럼이 반가웠습니다. 특히 나눔을 실천한 이

들이 여성이라는 점이 좋았고, 또 오늘날 부의 분배가 제대

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리의 삶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

라는 점에서 큰 공감이 되었습니다.

       
     
      

    
     

※ 2014년 9월호 당첨자입니다.

독 자 의 소 리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귀를  기울입니다

독 자  퍼 즐
독 자  여 러 분 의  참 여 를  기 다 립 니 다

세로열쇠

①   세종 시대에 청동으로 만들어진 활자로, 한글 서적을 
널리 펴는 데에 쓰였다.

②   경복궁에 있는 누각으로 근정전의 서북쪽에 위치해 있
다. 국보 제224호

③   자전거나 차 등 타지 않고 걸어가는 것. ○○여행

④   청동기시대의 금속거울로 현존하는 가장 정교한 것으
로 알려져 있다.

⑥   전북 김제와 완주, 전주에 걸쳐진 산 이름으로, 우리나
라 민중 신앙의 거점이자 후천개벽의 성지다.

⑧   격투를 벌여 승패를 가리는 경기로, 권투·유도·레슬링·
태권도 등을 아울러 부른다.

⑨   어떤 나라나 민족만의 독특한 신앙

⑪   목 앞 중앙, 식도와 기관 앞쪽에 위치해 있는데, 목밑샘
이라고도 불린다. ○○○암

⑫   한나절만 일하고 쉬는 날

⑬   세종 이후부터 조선시대 말까지 강우량을 측정하기 위
해 쓰인 기구의 이름

⒃   피부가 늘어지거나 노화되어 생긴 잔금. 또는 옷 폭을 
줄지게 접은 금.

⒕   만주에 살던 고대 민족국가의 하나. 또는 충남에 있는 
지명으로 백제의 도읍지가 있던 곳.

⒖   일상적인 대화에 쓰는 말. 문어(文語)의 반대말

가로열쇠

②   경상남·북도를 전부 포함하는 지역 이름. 신라가 이 지
역을 영토로 가지고 있었다.

⑤   보육원 등의 아동 복지 시설에서 어린이를 돌보아 주며 
가르치는 여자

⑦   세종 시대에 경회루 연못 둘레에 보루각(報漏閣)을 세
워 설치한 자동 물시계

⑨   높은 산. ○○기후, ○○병

⑩   전차·장갑차 따위와 같이 기동력과 화력을 갖춘 병기
로 무장한 것

⑫   반지름의 다른 말. 또는 행동이 미치는 범위. ○○ 5㎞ 
내를 수색하다.

⑭   사람의 몸에서 허리 위의 부분. 하반신의 반대말

⑮   우주 공간을 나는 비행체

⒔   해그림자를 구면에 투영시킨 해시계의 명칭

⒗   물보다 가볍고 불을 붙이면 잘 타는 액체. 또는 얼굴이
나 살갗에서 나오는 미끈미끈한 액체. 얼굴에 ○○이 
돌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⒃ ⒔ ⒕ ⒖

⒗

바로 잡습니다_  1. 9월호 <특집2> 칼럼의 2번 사진 내용 중 충남 아산의 논산명재 고택은 충남 논산 명재고택으로, 중요민속문화재 제170호는 제190호로 바로 잡습니다.

                           2. 9월호 <문화재 가까이 보기> 코너에서 6, 7번 그림은 대모, 좌단으로 바로 잡으며, 설명에 있는 6.술대는 그림에서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재사랑」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화유산 탐방 소식을 기다리신 분 많이 계시죠? 올해 독자 여러

분들과 함께 세 번째 탐방 길에 오르려고 합니다. 

아래 일정을 참고하시어 독자엽서로 많은 신청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재사랑」 독자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은 소식이 하나 있

습니다.

이번 10월은 「문화재사랑」이 창간된 지 딱 10주년이 되는 
달입니다. 

2004년 10월 29일, 주간지로 시작했던 「문화재사랑」이 월 41,000

부의 발행부수를 자랑하며 명실상부 최고의 정부기관 소식지로

서 사랑받게 된 것은 독자 여러분들의 진심어린 애정과 성원 덕

분이었습니다.

「문화재사랑」 10주년을 같이 축하해 주시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럼 기쁨과 서로 축하하는 마음을 

가지고 탐방을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문화재 사랑」 문화유산 탐방 안내

•일     시 : 2014년 11월 6일(목)~7일(금) / 1박 2일

•장     소 : 충남 아산 및 서산

•인     원 : 30명

•응모방법 :  독자엽서의 겉면 보내는 사람 우편번호 아래 공란에 ‘문화유산     

탐방 신청’이라고 기재한 독자엽서를 10월 27일까지 보내주세요.  

(27일 도착 분 까지 유효. 일반 엽서로는 참여 불가)

•선정방법 : 신청자 중 추첨

•결과알림 : 개별통보(전화 연락)

•유의사항

   - 경비 일체는 문화재청 부담

   - 본인 이외 대리 참석 불가

   - 가족 동행 불가

   - 여행자 보험 가입을 위한 고객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요청할 수 있음

•기타 문의사항 : 문화재청 대변인실 김수현 

                        042-481-4675, nicosia@korea.kr

아산 외암마을

서산 마애삼존불

해미읍성



앱진을 통해 <문화재 사랑>을 
더욱 편리하게 만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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