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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계속 구독 조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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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사우의 으뜸이자 수백 번 필장의 손길과 정성, 그

리고 곧은 정신이 닿아야 탄생하는 우리 전통 붓. 고운 

결을 만들기 위한 수천 수만 번의 빗질과 망치질을 반복

하는 것은 필장의 숙명이다. 어떤 도구 없이 오직 손의 

촉감으로만 털의 무게와 길이, 굵기를 가늠하는 필장은 

고도의 집중과 수양을 통해 한 치의 빈틈이 없는 작품을 

완성한다. 하나로 묶은 알촉에 물을 묻혀 빠지거나 갈

라짐이 없는지 끊임없이 빗질을 하는 물끝보기는 버리

고 또 버리며 완벽에 이르는 과정이다. 하나의 터럭도 

불필요한 것은 남김없이 비워내는 수행이다. 먹물을 머

금은 붓끝이 화선지 위를 가르는 순간, 쓰는 이와 만든 

이의 정신이 함께 번져간다. 

집중과 수행의 반복 ‘필장(筆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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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등기구는 기름을 넣어 빛을 담는 그릇과 앉은 

사람의 눈높이에 맞게 만든 받침대를 모두 포함해서 

얘기한다. 촛대를 비롯하여 방바닥에 놓고 사용했던 등

잔대는 온돌문화의 좌식생활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등기

구의 모양 자체가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중요한 구조물이

라 할 수 있다.

등잔대는 온돌을 쓰지 않는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형태이

다. 중국이 온돌문화가 자신들의 문화라고 주장하고 있는

데, 그들은 우리나라의 등잔대와 같은 조명기구를 사용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온돌문화는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인 

것이다. 앞으로 재단법인 한국등잔박물관의 유물들이 세

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면 온돌문화가 자연스럽게 우리 고

유의 문화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시대에 따라 용도에 따라 등기구는 모양과 이름이 다양했

다. 실내에서 사용한 등잔대와 촛대, 좌등, 서등, 벽걸이등

과 실외등으로 사용된 제등, 조족등은 모두 생활용구로서

의 기능과 함께 공예의 한 종류로 시대를 반영하고 염원을 

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삼국시대부터 전기가 유입된 이후까지 상류층과 서민층 사

이에서 등기의 재료와 문양은 뚜렷한 차이를 보이나 기본

적인 구조에 큰 변화가 없었던 이유는 등기구의 구

조와 형태에 대한 개선보단 빛의 질을 높이는 연소물

인 양질의 기름과 초를 개발하는데 더 중점을 뒀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석유와 같은 광물성 기름이 생산되지 않았던 관계로 우리의 

전통 등잔에는 연소물로 식물성, 동물성 기름을 이용한 유등

과 초가 주를 이뤘다. 주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었기에 삼

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계속 이용했으며 초의 경우 귀했

기 때문에 극히 상류층에서만 사용된 것으로 추측한다.

상류층의 등기는 금속 소재에 크기가 큰 경향이 있으며 문

양의 장식 효과를 더해 화려했고, 서민층의 경우는 주로 

나무로 자가 제작했기 때문에 소박하면서도 만든 이에 따

라 특성을 살려 창조적이다. 특히, 서민의 등기는 대대손

손 물려주기 위해 만들기보다 소모품으로 다 쓰면 다시 만

드는 식이었기 때문에 보존이 어려웠던 점도 있다.

시대별, 종교별 양식의 변화는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대 중국 한문화의 한 줄기인 낙랑 유적에서 청동제 고

배형등과 토제의 칠지등이 발견된 바 있다. 낙랑 유적의 

고배형등과 매우 유사한 것이 고구려 쌍영총 고분 벽화에 

그려져 있어 당시의 등기 형태를 알 수 있는 좋은 예가 되

고 있다. 

귀천 없이 오롯하게
삶을 밝히는 ‘등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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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낙랑의 칠지등보다 일보 발전된 형태로 볼 수 있는 고신라시대의 

다등식등잔(多等式燈盞)이 있다. 낙랑이나 한대 출토품의 다지등은 

여러 개의 등잔이 나뭇가지 형태의 가지 위에 얹혀져 각기 독립된 

형태를 유지하지만, 고신라의 다등식등잔은 4~6개의 등잔이 하나

의 둥근 원통관에 연결되어 기름을 한곳에 넣으면 여러 개의 등잔에 

일정한 유량을 유지하면서 불을 밝힐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1971년 발굴된 백제 무령왕릉 감실에서 출토된 5개의 종지형 등

잔이 조선시대 말 석유가 수입되기 전까지 쓰여진 등잔의 기본형

이었다. 종지형 등잔의 출현은 불교 전래 후 국가 체제가 완성되

고 왕권이 신장되는 변천 과정과 더불어, 등기가 신앙 중심의 제

례로 특수하게 사용된 의기로서의 역할보다는 실생활의 용기로 

광범위한 계층에 사용되는 것과 관계가 있다. 종지형 등잔의 형

태는 제작상의 간편함과 등잔에 사용되는 기름이, 인화성이 약한 

동·식물성 기름으로 일관되어 왔으므로 등잔의 기본 형태로 정

착된 것이라 추정한다.

시대별로 종교가 미친 영향을 봤을 때는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

시대까지는 불교의 영향으로 등기구의 모양도 종교적 성향을 띠

어 귀족적이고 화려한 특성을 보이며, 고려시대는 불교를 국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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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연등 의식이 국가적인 행사로 치러져 제등의 최전성기를 맞

았다. 이는 조선시대 제등의 양식에도 영향을 미쳤다. 대표적인 

것이 의·예식용 청사초롱이다.

반면, 조선시대는 억불숭유 정책으로 화려한 불교문화를 억압하

고 유교적 사상에 입각한 소박하고 자연주의적 성향을 띤 실용적

인 등기가 다량 제작되었다. 또한 조선 중기 이후 시장 경제 발달

로 민간생활이 향상되면서 서민도 질 좋은 등기를 사용할 수 있

게 되고, 이에 더욱 다양한 형태의 등기가 제작되었다.

우리의 등기구는 불을 붙이는 심지와 연소물인 기름을 담는 그릇

인 등잔, 그리고 받침대인 등잔대로 크게 나뉜다. 등잔대는 재료

나 형태, 쓰임에 따라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등잔의 높이를 조

절할 수 있는 ‘등경’, 높이 조절 없이 쓰는 ‘등가’가 있다. 바느질이

든 학업을 익히든 등잔의 불 높이가 앉은 사람의 눈높이보다 약

간 아래쪽에 있도록 제작해 눈이 상하는 걸 막았다.   

등유에 관한 기록은 『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에서 찾을 수 있

다. “참기름은 기름을 짜고 나서 오래 두면 향기가 없어지고 등불

고사리말림형유기 등잔대(조선 후기) 석유 수입 후 만들어진 호형 등잔(조선 후기)

촛대를 비롯하여 방바닥에 놓고 사용했던 

등잔대는 온돌문화의 좌식생활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등기구의 모양 자체가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중요한 구조물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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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피워도 꺼진다. 반드시 수시로 짜서 쓰는 것이 좋다. 들기름으

로 등불을 켜면 빛무리가 생기지 않으며 기름이 맑고 기름양이 많

이 나온다. 피마자기름은 부인들이 길쌈할 때 불을 밝히기는 하지

만 독서하는 데에는 알맞지 않다. 반드시 눈을 상하게 한다. 머구

나무씨 기름은 등불로 쓰기에는 아주 좋지만 독서하지는 못한다. 

눈이 상할까 염려된다”고 전하고 있다. 이와 같이 등기 자체의 구

조와 형태를 언급한 자료보다 등유를 추출하거나 사용방법에 관한 

것이 훨씬 많은 것으로 보아 등기의 구조를 개선하는 것보다는 등

유의 질을 높여 양질의 빛을 얻고자 함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종지형백자 등잔에서 근래까지 사

용하던 등잔의 모습이 1,500여 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도 큰 차이

가 없는 것을 보아 추측할 수 있다. 심지는 솜·삼실(麻絲)·한지

(韓紙)를 꼬아 사용하였다.

촛대는 주로 왕실이나 상류계층에서 사용했는데, 이는 초의 원

료가 워낙 귀하고 만드는 방법도 쉽지 않아 대량생산이 어려웠

기 때문이다. 현존하는 최고의 촛대는 통일신라시대의 출토품으

로 알려진 금동감옥 촛대가 있다. 이 촛대는 높이 36.8cm, 밑지름 

21.5cm의 크기로 여섯 개의 수면(獸面)다리와 여섯 꽃잎의 상·하

반을 가졌고, 촉좌(燭座)와 그 받침은 만개한 겹연꽃 형태로 전체 

각부에 48개의 자수정을 물린 장중하고 화려한 기형을 하고 있다. 

등기면 전체에는 서화(瑞花) 무늬와 작은 고리 무늬가 빈틈없이 

음각되어 있다. 조선시대에 들어서 국력이 신장되고 산업 경제가 

발달되어 초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경제적인 초의 이용 방법을 강

구하게 되었다. 밀초를 사용하면서 밀봉의 절종을 염려한 세종은 

이의 사용을 금하고 유등(油燈)으로 대신하게 했고. 횃불 대신 납

을 오승포에 바른 포초(布燭)를 사용하게 하였다. 쇠기름이나 돼

지기름으로 만든 초가 생산되기도 하였으나 질이 좋지 않았으며, 

밀초는 관청의 엄격한 통제하에서 사적 매매를 금하고 관혼상제 

시에는 관청의 밀초를 배급받아 사용하도록 하였다.

등과 초로 대표되는 우리의 전통 등화구는 근대 생활에도 계속 

조명으로써 기능과 역할을 유지하였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전깃

불과 석유와 성냥, 파라핀 초 등이 일상용품으로 대체되기 시작

하는 양상을 보였다. 등기는 사용되고 잊혀지기 전까지 생활용구

로서의 역할만이 부각되었던 측면에서 확장되어, 시대를 반영하

고 당대의 미의식을 담아내는 민속 공예품으로의 연구가 더욱 풍

부해져야 한다. 

제등(조선 후기)특별한 장식을 하지 않고 나무의 멋을 살린 등잔대.

일반 가정에서 가장 많이 쓰인 형태(조선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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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에서 불어오는 건강한 위안 ‘천연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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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염색은 자연에서 채취한 재료의 색소로 염색하는 것으로 친

환경적 의미를 가지며, 천연염료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하여 그 

역사가 매우 깊다. 1856년 영국의 퍼어킨(W.H. Perkin)이 합성

염료 모우브(Mouve)를 처음으로 합성해 내기 전까지 인류가 사

용해 온 염료는 식물의 잎, 줄기, 나무껍질, 심재, 뿌리, 열매, 꽃 

등과 광물, 곤충 등 모두 자연에서 얻었다. 따라서 천연염료의 역

사는 수천 년이 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역사적 가치를 가진다. 인

류문화사적으로 볼 때 세계의 각 민족은 생활 주변에서 쉽게 구

할 수 있는 색료를 채집하여 그들의 고유한 방법으로 채색, 염색

하였기 때문에 천연염색은 각 민족의 전통적 문화유산이다. 

따라서 천연염색 문화 속에는 정치적, 사회적 의미와 그 민족의 

미학적인 관점들이 녹아 있어 전통문화적 가치를 지닌다. 이에 

따라 발굴 또는 보존된 천연염료를 사용한 벽화, 그림, 목재, 섬

유, 의복 등 선조들이 남긴 유물들과 기록은 그 시대의 문화를 엿

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또한 이를 체계화한 박물관학, 섬유, 

염료의 분석, 재료과학, 보존과학 등은 전 세계 유명 대학에서 집

중 탐구하고 있는 영역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라 때 소방전, 홍전 등의 염색기관이 있었다

는 것을 토대로 삼국시대 이전부터 천연염색을 해온 것을 알 수 

있다. 서양의 색채체계는 삼원색과 무채색(백, 흑)으로 나눠져 있

지만, 우리의 색채체계는 오방색(청, 적, 백, 흑, 황)을 중심축으

로 융합했다. 

자연에 대한 사고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나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토(土)의 황은 중간 매개적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전통 

염료로서의 의미가 큰 쪽, 홍화, 소목의 예를 들어 보면, 염재 자

체를 물로 열탕 추출해 보면 많은 양의 황색이 추출되지만, 본질

적인 청색, 홍색, 적색은 다음 공정을 거쳐야 얻어진다. ‘쪽’의 노

란 추출물은 의미가 없고, 드러나지 않은 인디고는 알칼리 발효

를 통하여 청색을 얻을 수 있다. ‘홍화’는 상당히 많은 황색을 상

온 추출하여 제거한 다음 알칼리 잿물에 용해시키고 산으로 중화

시켜 홍색을 일구며, ‘소목’은 황적색의 추출물이 명반매염을 통

하여 적색을 만든다. 즉, 많은 황색의 염료가 겉으로 보이는 바탕

이지만 청, 홍, 적을 획득해내는 데는 사물의 본질에 접근하는 융

합적 통찰력이 엿보인다. 많은 식물에서 얻어지는 색소는 황색을 

바탕으로 하고, 그 본질적인 색소도 퇴색되어가는 과정에서 황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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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종결되어간다. 유물로 남아 있는 민화들도 보존 상태에 따

라 누런빛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우리의 삶과 밀착되어 있던 전통적 염료들도 편리한 인공염료를 

주로 사용하면서 잊혀져가고 있었다. 하지만 산업사회로 들어오

면서 소득증대와 편리함의 추구로 물질적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정신가치의 상대적 결핍을 인식하며, 개발에 의한 환경오염이 인

간의 행복한 삶에 대한 위협으로 느껴지게 됐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웰빙시대의 흐름인 자연으로 회귀, 친환경, 인간의 가치, 

삶의 질, 전통에 대한 관심, 여가, 취미, 건강 중심 의식증대, 안

전, 고기능, 고감성, 인체친화적 제품선호, 문화와 역사에 대한 

관심, 속도보다는 느림의 미학 추구쪽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로

써 선명한 색상과 염색의 편리함이 있지만 환경오염과 발암의 위

험 가능성이 많은 합성염료보다는 염색이 다소 복잡하고 색바램

이 있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적인 천연염료에 대한 관심

이 크게 증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의 요청에 따라 자연

스럽고 편안한 색감과 여러 기능성이 많은 천연염료에 대한 재발

견의 노력들이 국가와 민간 주도로 많은 결실을 얻고 있다. 

천연염색의 효능이 모두 인체와 관련하여 신체성 및 건강 관련 

기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천연염색의 정의를 되새기게 

한다. 천연염료의 건강 기능성을 열거해보면 다음과 같다.

심신안정효과(산림효과, 진정, 숙면효과), 냄새제거효과(소취, 방

취), 피부보호효과(아토피 치료효과), 전자파차폐효과, 수분흡착

(수분조절능력) 수질정화효과, 항균효과, 원적외선효과(신진대사 

촉진), 자외선 차단효과 등의 기능을 갖고 있다.

또한 천연물질로서의 천연염료는 매우 많은 영역에서 첨단소재로 

활용되고 있다.

식품분야(식품자체, 항산화기능성 식품, 식품첨가물, 식용색소 

등), 의약분야(한약, 생약, 식용색소 등), 화장품분야(천연색소, 

피부개선 기능성 물질 등), 헤어 염색(천연염료), 섬유패션분야

(천연염색, 항균, 소취, 항알러지, 방향 등), 수질정화분야(천연색

소 타닌, 숯, 황토), 방사성물질 및 금속의 흡착·분리(감 타닌), 

기타(페인트, 플라스틱) 등 활용 범위는 상상을 초월한다.

천연염색은 노동과 관심 속에서 아름다운 색을 

얻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인간성 회복에 도움이 

되며, 자연을 경외하는 심성도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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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염색은 본질적으로 전통, 예술, 공예적, 인간적 따뜻함과 과

학, 그리고 힐링의 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염료를 

자연에서 채취하거나, 요즈음에는 재배하는 경우가 많아 원예적 

의미를 많이 갖는다. 따라서 식물을 키우는 과정과 염료를 추출

하고 이를 사용하여 염색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친환경적으로 자

연에 접근하여 자연과 소통하고, 관찰과 경험을 통하여 자연과학

적인 측면도 알게 된다. 천연염색은 노동과 관심 속에서 아름다

운 색을 얻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인간성 회복에 도움이 되며, 자

연을 경외하는 심성도 얻게 된다. 

천연염료의 미학과 기능성이 요즈음의 힐링시대에 더욱 관심을 

끌게 되는 요인이 되었다. 염재식물의 대부분이 한약재이며, 원

예작물이어서 꽃을 피우는 것이 많기 때문에 대단지로 구성되었

을 때 축제의 소재이기도 하다. 관람객들의 포토존이 만들어짐에 

따라 여가로서의 힐링 효과도 동시에 얻게 되는 재료이다. 

염색활동은 컬러의 체험이자, 내 안의 색을 넓히고, 몰입하는 과

정이 되며, 또한 릴렉스하는 힐링의 재료가 된다. 컬러는 에너지

이며, 한의학, 음양오행론, 명리학, 컬러테라피, 색채심리학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에 따라 인체와 가장 가까운 환경으로

서 의복에 적용하는 경우가 더욱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찬란한 햇볕 아래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이 화려한 색으로 내면을 

채워가는 장엄의 세계에 속한 필자로서는 태초의 빛깔이 마구 번

져나가는 아름다움을 잡아둘 수 없다는 것이 자연스런 시스템이

란 것에 경의를 표하며 오늘도 매일 다른 쪽빛 하늘을 머리에 이

고 치열한 자연의 한 부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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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와 과학으로 응축된 ‘우리 전통의 먹’

우리나라 먹 가운데 가장 오래된 유물은 일본 쇼쇼인(正倉院)에 

소장되어 있는 신라양가상묵(新羅楊家上墨), 신라무가상묵(新羅

武家上墨) 2점으로 신라의 양가와 무가에서 좋은 먹을 생산하였

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원나라 도종의(陶宗儀)의 『철경록(輟耕錄)』

에 고구려에서 송연묵을 당나라에 보냈다는 기록, 고구려 고분 

벽화인 안악 3호분과 모두루묘지(牟頭婁墓誌)에 보이는 묵서명

(墨書銘), 그리고 담징이 제묵법을 일본에 전했다는 『일본서기(日

本書紀)』의 기록으로 보아 삼국시대에 이미 좋은 먹이 생산되고 

먹의 사용이 성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의 먹으로는 청주 명암동 고려시대 목관묘에서 발굴된 

단산오옥(丹山烏玉, 보물 제1880호) 명먹을 들 수 있는데, 우리나

라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먹이다. 단산오옥은 ‘단양의 먹’이

라는 뜻으로 『세종실록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먹 품질

이 가장 좋은데 단산오옥이라고 한다(墨 最良, 號爲丹山烏玉)”라

고 기록할 정도로 명성이 높았다. 이 먹은 출토지와 제작 장소가 

명확하고, 고려시대 먹 제작기술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

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고려의 먹 관련 기록으로는 송나라 서 

긍이 지은 『고려도경』과 원나라 육우(陸友)가 지은 『묵사(墨史)』를 

들 수 있는데, 고려의 송연 먹이 우수했음과 중국에서 명성을 얻

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는 먹의 황금시대를 이루었는데, 특히 황해도 해주(海

州)에서 만든 유연먹은 중국, 일본의 먹에 비해 그 질이 월등히 

우수하여 나라에 진상하고, 그 두 나라에 수출하였으며, 평안도

의 양덕(楊德)에서 만든 송연먹은 향기가 좋기로 이름이 높았다. 

이러한 우수한 먹으로 조선시대 우리 선조들은 찬란한 수묵화 및 

서예 예술을 꽃피웠을 뿐 아니라 세계 인쇄 문화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금속 활자와 목판 인쇄술의 획기적인 발전

을 이룩할 수 있었다. 

먹의 제조법을 알 수 있는 문헌으로 조선시대 어숙권(魚叔權)의

『패관잡기(稗官雜記)』,서명응(徐命膺)의 『고사신서(攷事新書)』, 홍

만선(洪萬選)의 『산림경제(山林經濟)』와 중국 명나라 송응성(宋應

星)의 『천공개물(天工開物)』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홍만선의 

단산오옥 고려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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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제』 卷四 雜方에는 원나라 문헌인 『거가필용(居家必用)』, 

어숙권이 편찬한 『고사촬요(攷事撮要)』, 양우(楊瑀)가 짓고 원나

라 왕여무(汪汝懋)가 증보하여 편집한 『산거사요(山居四要)』 등을 

인용하여 먹 제조법(造墨法)과 먹을 저장하는 방법(藏墨法)을 비

교적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어 먹 제조기술을 이해하는데 커다란 

도움을 주고 있다. 

위의 문헌에서처럼 먹은 그을음과 아교로 만들어진다. 그을음의 

주성분은 탄소로서 그을음 속에 함유된 미량의 성분들이 주변 여

건 등에 의해 변화하지만, 탄소는 완전한 물질로서 변화되지 않

는 특징을 갖고 있다. 아교는 동물성 단백질로 콜라겐이란 단백

질을 분해·정제하여 얻어진다. 그 분자량은 수만 개에서 수십만 

개에 이르는 천연 고분자 물질이기 때문에 온도, 습도 등 주변 여

건 등에 영향을 받아 저분자가 되면서 오랜 기간 동안 변화되는 

성질이 있다. 따라서 먹을 만들 때 아교가 많은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먹이 만들어질 때는 36~40% 또는 50% 정도의 수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 수분이 건조되면서 서서히 배출되어 완제품이 

되었을 때는 16~18%의 수분이 남게 되는 것이다. 건조된 먹은 

수분의 증발로 먹의 내부에 미세한 공기구멍이 형성된다. 이것이 

습기가 많은 날에는 수분을 방출하고, 습기가 적은 날에는 수분

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먹 속의 아교 물질에도 변화

를 주게 되는 것이다. 처음 만든 먹과 1~2년 후의 먹색이 다른 이

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좋은 먹은 손으로 들었을 때 느끼는 촉감과 무게, 눈에 보이는 형

태, 냄새에 의한 향료, 두드렸을 때의 소리로 판별한다. 그러나 무

엇보다 중요한 것은 벼루에 갈 때 부드러우면서도 미끄러지듯이 

쉽게 잘 갈려서 사용에 편리하고 마음 가는 대로 붓을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바탕 위에 농담(濃淡)이 좋으

면 으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전통 먹의 물리적 특성을 들면 먼저 색깔이 검고 오래될

수록 빛깔이 퇴색하지 않아 더욱 깊은 맛이 난다는 점, 그리고 부

식 작용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고서

화가 잘 부패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또한 아교 성분으로 붓의 움직임을 민첩하고 원활하게 해주고, 수

분의 조절에 의해 농담과 번짐의 조형성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아울러 부착력이 강하기 때문에 종이 깊숙이 침투한

다는 점에서 동양화에 사용되는 흡수력이 좋은 한지에 적합하다

는 장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로 우리 먹

의 재현을 위한 고유 먹의 서지학적 분석, 성분 분석, 조묵법 분석, 

재료의 특성 분석 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곧 고유 

먹에 대한 복원은 물론이고 나아가 현대 첨단 과학기술과 접목함

으로써, 송연먹의 탄소 성분과 음이온 및 향료를 활용한 소화·해

독·지혈·테라피 효과를 갖는 약재 개발, 도자기와의 접목에 의

한 고신선도 기능 함유 기능성 신소재 개발로 연결되어 고유 먹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06 07 08 09

01 02 03 04 05

01 송연 채취 가마   02 그을음과 아교의 교반   03 반죽하기

04 먹 형틀   05 형틀에 반죽한 먹 넣기   06 형틀 덮개로 누르기

07 재위에 건조   08 먹 건조   09 채색하기  ©윤용현

한상묵 먹장의 

송연먹 제작 과정



바다의 노래 ‘제주민요’
국가무형문화제 제95호

환태평양의 ‘뜨는 섬’으로 알려져 있는 제주도! 어느 누구라도 살

아보고 싶은 제주도의 과거는 현재와 사뭇 달랐다. 제주의 선인

들은 척박한 땅을 일구며 가난한 삶을 극복하기 위해 힘겨운 노

동을 짊어져야 했다. 힘겹고 지겨운 일들을 가락으로나 이겨내던 

노동의 현장은 이제 사라졌지만, 아직도 제주섬의 노래 전통은 

끈질기게 이어져 오고 있다. 

그 노래는 산을 넘고 물을 건너길 원했으나 결국은 자신의 집 ‘올

레’로 돌아오고야 말았기에 노래의 창자(唱者)는 스스로 강해져

야만 했다. 제주민요가 언제부터 발생되어 불렸는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문헌기록 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고려시대 문인 이

제현(李齊賢)의 문집 『익재난고(益齋亂藁)』 「소악부(小樂府)」의 악

부시에서 그 잔영을 찾을 수 있다. 그는 당시 유행하던 제주민요 

가사를 한문체의 악부시로 번안해 두 수를 실었는데 <수정사(水

精寺)>와 <탐라요(耽羅謠)>가 바로 그것이다.

<수정사>가 사찰 내에서 벌어진 사주(寺主)와 기방(妓房) 여인의 

은밀한 애정행각 행태를 풍자적으로 비판한 노래라고 한다면, 

<탐라요>는 밭농사를 위주로 하는 탐라의 보리농사 정경과 육

지에서 항아리와 백미를 싣고 오는 님을 기다리는 아낙의 심경

을 담아 표현했다. 

과거 제주민요의 창자들은 명창이 아니었다. 단지 노동을 이기기 

위해 줄곧 노래를 따라 불렀고, 자신도 노래를 만들면서 이를 노

래상자에 담아 저장해왔다. 온전한 수인 100상자를 채우기 위해 

노력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제주 지역은 다른 육지에 비해 놀이를 하면서 부르는 

유희요보다는 노동요가 많다. 예컨대 양식거리를 위해서 보리나 

메밀과 같은 곡물을 맷돌이나 방아에서 갈고 찧으면서 노래하곤 

했는데, 이들 노래의 대부분이 서정요로서 시적 수준이 높아 서

민문학의 극치를 맛볼 수 있다.

16



“간장 썩은 말이언마는 / 솟아올라서 눈으로 나온다

눈물 속에 배를 세워 두어서 / 한숨일랑 밥으로 먹고

눈물로랑 세수나 하지”

제주여성들에게 민요를 지칭하는 ‘놀래(노래)’는 ‘울음’ 그 자체였

다. 서러운 정서가 눈물이 되고 그 눈물이 고여서 세수를 하고 마

음속의 한숨은 밥으로 먹겠다는 표현이다. 한 일본인 학자는 제

주섬 민요를 조사하고 정리하면서 결론적으로 중국의 『詩經』 

국풍(國風)조와 일본의 『만엽집(萬葉集)』에 비유하기도 했다. 

제주여성들의 노래 중에서 제주해녀들이 부른 <해녀노래>는 제

주도 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되어 보전·전승되고 있는데 국내

외로 유명하다. 기계화된 발동선이 생기기 이전, 작은 섬이나 육

지(전라, 경상 등)로 갈 때 풍선배의 노를 저으면서 부르던 노래

를 <노 젓는 소리> 또는 <이여싸 소리>, <이여도사나>라고 명명

했다. 이러한 <해녀노래>의 정서는 섬사람들의 노동현장과 삶, 

제주사람들에 대한 정체성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지역적 특수성

을 오롯이 간직하고 있다.  

숨을 참고 바닷속에서 하는 해녀의 물질을 두고 흔히 “저승의 돈 

벌어서 이승의 자식을 먹여 살린다”는 속담이 있다. 죽음을 인식

한 작업이어서 한계적이고 염세적인 정서가 표출되는데, 그 비극

적인 삶의 근원을 자신의 운명 혹은 인생관에서 찾고 있다. 바다 

속의 물질은 ‘저승길’이라는 말처럼 두렵고 가기 싫은 곳이다. 이

러한 곳에서 작업해야 되는 운명, 이를 숙명이라고 여긴다면 그

들의 의식이란 진취적이고 강인하다기보다는 차라리 체념적이고 

순응적이라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해녀들은 자신과 동일 운명을 지녔다고 여기며 기대고 의

지하는 대상으로 ‘어머니’를 끌어온다. 같은 여성으로서 자기를 

낳아 준 어머니는 동류적인 존재이기도 하고 원망의 대상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주해녀들은 삶의 고통에 좌절하지 않고 강했다. 그녀들

은 스스로 노 젓는 노래의 힘찬 기백을 통해 극복하려고 했다. 그

러한 극복의 한 유형으로 연꽃이 피어있는 낙원의 섬인 이어도를 

찾기도 했다. 바다에서 죽은 남편은 <이어도>에 가 있는 것으로 

여기고 그곳을 향해서 한없는 그리움의 노래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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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 코드를 읽어보세요.

제주민요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국립국악원

“이엿문은 저승문이여 / 이여도 질(길)은 저승질(길)이여

신던 보선에 볼을 받아 놓고서 / 애가 타게 기다려도

다시는 올 줄을 모르더라”

노래 속의 이어도는 현실성과 이상성을 내포하고 있는 섬으로 그

려내고 있다. 현실은 고난을 겪는 여인의 심정이 담겨있지만 동

시에 이상적인 유토피아와 같은 섬이기도 했다.

제주섬에는 거친 땅을 일구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람

들의 입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 ‘신들의 고향’이라고 일컬을 정도

로 곳곳에 전해지는 일만팔천의 신들의 이야기와 더불어 제주를 

창조했다고 하는 위대한 여신 설문대에 얽힌 이야기, 세 신인이 

태어나서 벽랑국의 세 처녀를 만나 탐라국을 개국한 탐라개국신

화 등이 있다. 이러한 제주 신화나 민요에는 제주어가 살아있고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어서, 이는 장차 제주인만의 소유물이 아

니라 세계적인 보물이 될 것으로 가늠된다.

또한 이러한 구전전통의 문학적 가치는 구전 이야기와 더불어 잘 

보존된 문화경관과도 관련이 있다. 세계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제

주밭담, 세계자연유산인 한라산과 오름 군락, 동굴 등의 유형 자

산과 함께 신화·전설·민요와 같은 문화유산이 고스란히 남아 

보물처럼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 기네스북에 오른
빛나는 우리 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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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과 민간의 노력이 빛난
데라우치문고(寺內文庫) 환수

20

경남대학교 박물관 데라우치문고 전시실



도 기회가 되면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로부터 몇 달 뒤, 

김영광 의원으로부터 지금의 야마구치현립대학에 데라우치문고

가 있고, 거기에 한국관계 자료가 대량으로 소장되어 있다는 연

락을 받았다. 

사실 경남대학교가 데라우치문고 환수에 나서기 전인 1990년대 

초, 고성 이씨 가문에서는 그들 선조이자 고려 말 송설체의 대가

인 행촌 이암(1297~1364) 선생의 필적을 찾아 나섰다가, 데라우

치문고에 그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하여 종친회에서는 문

고를 방문하여 확인하였고, 귀국 후에는 그곳에 수많은 한국관계 

자료가 소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국사편찬위원회에 보고하였다. 

이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직접 데라우치문고를 찾아 조사하는 한

편, 국가 차원에서 그것의 환수에 나섰지만 별 진척을 보지 못했

다. 사정을 파악한 경남대학교에서는 데라우치문고의 환수를 국

가가 아닌 순수 민간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하고, 과정에서 발생하

는 외교적 문제 등은 한일의원연맹이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당시 경남대학교가 소재한 경상남도는 일본의 야마구치현과 자

매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경남대학교 또한 야마구치

현립대학과 학술교류를 추진하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

로 경남대학교는 지속적으로 야마구치현립대학을 설득하였고, 

다카야마 오사무 학장도 경남대학교의 취지를 공감하면서 데라

우치가를 설득해 기증을 성사시켰다. 

고국으로 돌아온 유물들은 당시 문화재위원장이었던 임창순

(1914~1999) 선생을 비롯해, 전문가들이 직접 방문하여 선별하

였다. 그런 만큼 이들 유물들은 문화재적으로나 사료적으로도 그 

가치가 뛰어나다고 평가되고 있다. 실제로 이들 유물 중 『유한지

예서기원첩』은 보물 제1682호로 지정되어 있고, 나머지 유물들은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509호로 일괄 지정되었다.

이들 자료는 현재 경남대학교 박물관에서 『한마고전총서』라는 이

름의 자료집으로 꾸준히 출간되고 있다. 또 다양한 전시와 도록 

등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소개되었다. 현재까지 『한마고

전총서』는 모두 제16집이 출간되었으며, 이는 공공도서관과 대학

박물관 등에 연구 자료로 무료 배포되었다. 또 2014년에는 국외

소재문화재재단과 『돌아온 문화재 총서 2』로 2권의 책을 펴내기

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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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라우치문고’는 조선 제3대 통감이자 초대 총독을 지낸 데라우

치 마사다케(1852~1919)가 한국과 일본, 중국 등에서 수집한 고

전 서적 등을 이용해 세운 사설 도서관이다. 문고는 데라우치 생

존 시에 계획되었지만, 실제 문을 연 것은 그의 사망 후인 1922년 

아들 히사이치에 의해서다. 데라우치가 죽기 전에 작성해둔 『오

호문고 기』➊에 의하면, 이는 일반 도서관이 아닌 ‘지역 향당자제

들의 역사의식 고취’라는 뚜렷한 목적의식을 둔 역사 전문 도서

관을 세우고자 하였다. 때문에 자료의 수집 역시 이런 것을 염두

에 두고 이루어졌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하고, 육군대장이었던 

히사이치도 사망하면서 데라우치가도 더는 문고를 운영하기 어

려웠다. 이에 1941년에 설립된 야마구치여자전문대학(지금의 야

마구치현립대학)은 데라우치가의 협조를 얻어 문고를 대학 도서

관으로 사용하였고(1946년), 이후 데라우치가로부터의 기부 채

납이 이루어짐에 따라 그 소유권까지 갖게 되었다(1957년). 현재 

데라우치문고는 야마구치현립대학 도서관 2층의 개인 기증문고

실에 보관되어 있다. 여기에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등의 

자료 18,000여 점이 소장되어 있고, 한국관계 자료는 1,000여 종 

1,500여 점에 달한다고 한다. 1996년에 경남대학교로 기증된 한

국관계 자료는 이들 중 일부이다. 

그렇다면 한국관계 자료가 어떻게 해서 경남대학교로 오게 되었

을까? 거기에는 경남대학교는 물론, 민·관 공동의 노력이 큰 역

할을 하였다. 

경남대학교는 1996년 개교 50주년을 맞아 의미 있는 사업을 구

상하던 중, ‘해외 유출 우리 문화재의 귀환’이란 프로젝트를 추진

하였다. 그리하여 박재규 총장을 중심으로 전문 인력으로 조사단

을 꾸리고, 도쿄, 교토 등 일본의 주요 도시에서 그 대상을 찾아 

2년여의 공을 들였지만 큰 성과를 얻지 못했다. 그러던 중 1995

년 여름 어느 날, 조사단은 일본의 나리타공항에서 국회 한일의

원연맹 한국 측 간사로 활동하던 김영광(1931~2010) 의원을 만

나게 되는데, 그때 저간의 사정을 얘기하였다. 이에 김영광 의원

➊ 오호(櫻圃)는 데라우치의 고향(山口縣 吉敷郡) 미야노(宮

野)의 벚꽃동산에서 따온 이름이다.



일상 그 한 가운데서
숨 쉬는 전통을 꿈꾼다
전통문화 에이전시 ‘모던 韓’의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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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도심 한복판, 어디선가 들려오는 토속적인 가락에 발길

이 이끌려 도착해보니 전통악기로 구성된 퓨전국악 공연이 한창 

진행 중이다. 실내 곳곳에는 현대적 디자인이 가미된 K-Culture 

미술품들이 전시되어 있고, 한복을 입고 펼쳐지는 마술쇼에 관객

들이 환호하고 있다. 테이블마다 전통주와 칵테일 막걸리, 한식

으로 구성된 요리들이 가득하다. 흥겨운 음악과 볼거리, 먹을거

리가 함께 하는 국악 라운지 파티. 이는 전통예술 에이전시 모던 

韓이 그동안 진행해 온 대표적 프로젝트다.

“K-Pop처럼 우리 전통예술도 충분히 세계시장에서 통할 수 있

는 가능성과 저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현대음악과 

재즈 등을 전통 음악과 다양하게 컬래버레이션 하면서 현대인의 

삶 가까이에서 전통예술을 ‘현재진행형’으로 즐길 수 있도록 길을 

열고자 했어요.”

모던 韓을 이끌고 있는 조인선 대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출신의 

젊은 국악연주자인 동시에 전통예술에 매니지먼트 개념을 접목

한 대표적인 예술경영인이기도 하다. 그녀는 전통악기로 오케스

트라를 구성할 수 있는 예술적 자산을 가진 한국의 우수성을 우

리네 스스로도 즐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계무대에 문화상품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에 주목했다.    

“지금까지 전통예술계가 연주자나 기능인을 육성하는 데 집중했

다면 이젠 좋은 기획자와 연출자들이 우리 전통예술의 우수성과 

01 전통예술 에이전시 모던 韓의 소속 아티스트의 소금 연주 모습   02 재즈와 판소리의 컬래버레이션 합주   03 과일과 막걸리를 배합하여 만든 전통주 칵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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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을 최대한 살려 무대에 올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국악을 포함한 우리 전통예술이 대중으로부터 점점 동떨어져 ‘낯

설어지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출범한 것이 전통예술 에이전시 

모던 韓이다. 국악라운지 파티는 한국전통문화를 한자리에서 즐

길 수 있는 종합세트로서, 모던 韓이 지난 3년간 진행해 온 다양

한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다. 

모던 韓이 추구하는 예술세계의 특징을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전

통과 현대의 컬래버레이션’이다. 이질적인 요소들 간의 마주침과 

뒤섞임은 거침없고 자유롭다. 예컨대 가야금 선율과 EDM이 만

나는 무대, 비보이와 판소리가 함께 어우러지는 무대는 지금껏 볼 

수 없었던 특별한 매력으로 대중의 눈과 귀를 사로잡기 충분하다. 

거기에 전통주 등의 먹을거리와 현대식 한복의 매력이 함께 하니, 

말 그대로 오감 만족의 무대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컬래버레이션을 시도하는 목적은 전통예술의 매

력을 보여주자는 것에 있어요. 한번 경험해 보고 ‘오! 괜찮네!’ ‘재

밌네!’ 하는 느낌이 있어야 다시 보고 즐길 수 있는 여지가 생기니

까요.”

그만큼 현대인에게 전통예술이란 대중적으로 접해 볼 기회가 흔

국악라운지 파티는 한국전통문화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종합세트로서, 

모던 韓이 지난 3년간 진행해 온 

다양한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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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한복을 입고 모던 韓 파티에 참가한 최연소 게스트

05 국악과 유럽의 라운지 음악을 접목하여 국내 최초 라운지 국악 음반 출시(2015년)

06 한복과 현대적인 디자인을 접목한 퓨전한복 아이템을 선보일 예정

07 한예종 출신의 아쟁 연주자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조인선 대표

08 조선마술사 이경재의 이색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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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않은 영역에 머물러 있었다. 가까운 곳에서 벌어지는 국악, 직

접 만져보고 입어보는 한복, 마셔 보고 먹어 보는 전통의 느낌이 

있을 때, 일상 속으로 한층 가까이 다가설 수 있고 즐길 수 있게 

된다. 실제로 라운지 파티에서 만나보는 젊은이들만 봐도 처음엔 

어색하게 구경만 하고 가려다 점점 빠져들며 하나로 어우러진다. 

참여자들이 전통의 주변인에서 점차 주인공으로 자리매김하더라

는 조인선 대표의 말은, 지금껏 전통예술의 침체 원인이 어디에 

있었던가를 다시금 확인시켜 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전통예술계의 YG가 되겠다’는 모던 韓의 꿈은 출범 3년 차를 맞

은 지금 점차 현실 가능성을 드러내며 발 빠른 행보를 이어 나가

고 있다. 이들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는 예술인창작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이 주관한 창조융합센터 입주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활동 기반도 

확장하고 있다. 현재 106명 정도의 전통예술인이 모던 韓을 플랫

폼 삼아 활동하며 다양한 기획을 선보이는 무대를 열어 가고 있

다. 그만큼 대중이 전통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경험할 기회가 늘

어나고 있는 것이다. 

한국적인 콘텐츠로도 충분히 파티의 격조와 대중적 즐거움을 창

출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는 조 대표. 모던 韓의 라운지

파티를 요청해 오는 기업들이 점점 늘어가고, 이들의 공연을 관

람한 젊은이들의 후기가 SNS를 타고 확산되고 있다. 

현재 모던 韓이 추구하는 목표는 ‘한국의 오감을 브랜드화’하는 

것이다. 우수한 전통예술인들의 역량을 모아 전통 공예를 일상 

속에 배치하고, 전통 한식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낸다든가, 전통

음악을 스마트폰 앱으로 다운받아 듣게 만드는 일은 어쩌면 생각

보다 가까운 미래에 현실화될 수 있을지 모른다. 이들은 우리의 

전통 향을 담은 향수도 선보일 생각이다. 

“몇 년 전만 해도 한복을 입고 인사동 거리를 활보하는 장면을 상

상하지 못했지만, 최근 불고 있는 한복입기 열풍은 전통의 우수

성과 가치가 인정되는 한 충분히 발전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전통문화를 고정불변의 가치로만 한정하는 것에서 

벗어나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 많은 가능성이 열리지요.”

모던 韓이 추구하는 다양한 컬래버레이션. 그것은 결국 ‘현재’와 

호흡하는 전통문화의 코드를 찾아가는 부단한 시도이다. 과거와 

현재의 삶이 하나의 줄기로 이어지듯, 전통문화 역시 끝없이 진

화하면서 발전해가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07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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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으로 본
30여 년의 영조 일생

먼저 젊은 영조(英祖:1694~1776, 재위 1724~1776)의 초상화를 

보자. 영조가 연잉군 시절인 1714년(숙종 40), 즉 영조가 21세 때 

그린 초상화로 화원 진재해(秦再奚)가 주관화사(主管畵師)였다. 

1745년(영조 21) 경희궁 태령전(太寧殿)에 봉안되었다가 1778년

(정조 2) 선원전으로 옮겨졌다. 왼편 위쪽에 ‘초봉연잉군(初封延

仍君) 고호양성헌(古號養性軒)’이라는 글자가 보이는데, ‘처음 연

잉군으로 봉작되었는데 옛 호는 양성헌이다’는 뜻이다. 초상화에

는 날카로운 눈빛이 예사롭지 않으며 마른 체형인 영조가 익선관

을 쓰고 초록빛의 곤룡포를 입은 모습이 담겨져 있다. 

영조는 1694년 숙종과 숙빈 최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숙종은 정

비인 인경왕후나 계비인 인현왕후와 인원왕후와의 사이에서는 

자식을 두지 못했지만, 후궁인 장희빈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경종이 되고, 또 영조가 왕이 되었으니 후궁 소생의 두 아들이 왕

이 된 것이다. 

영조가 왕이 되는 과정은 험난했다. 1688년 장희빈이 아들을 낳

자 원자(후의 경종)로 책봉하고 3세 때인 1690년 왕세자로 삼아 

후계 구도를 확정하였다. 경종은 장희빈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소

론의 지원 속에 1720년 왕위에 올랐다. 경종은 두 명의 왕비를 두

었지만 후사가 없었고, 결국 이복동생 영조가 1721년 왕세제에 

책봉되었다. 동생으로서 후계자가 되었기 때문에 ‘왕세제’라 한

다. 영조가 왕세제로 책봉된 데는 소론과 대립했던 노론의 지원

이 컸다. 

왕세제 시절 영조는 늘 조심스러운 처신을 했다. 노론과 소론의 

정치적 대립이 치열하게 전개되었고, 조금이라도 잘못을 범하면 

왕세제의 자리가 위태했기 때문이다. 특히 경종이 즉위한 후인 

1721년과 1722년 신임옥사(辛壬獄事)가 일어나 노론 4대신이 희

생되면서 영조에게 정치적으로 큰 위기가 왔다. 한순간만 방심하

면 차기 후계자에서 ‘역모의 중심’으로 목숨까지 날아갈 수 있는 

상황에 몰리기도 했다. 그래서인지 왕세제 시절 초상화에는 뭔

가 불안한 그림자가 드리운 것 같은 모습이 남아 있다. 이 초상화

는 비단에 채색이 되었으며 크기는 150.1×77.7cm이다. 보물 제

1491호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경종의 급서로 1724년 영조가 왕으로 즉위하였다. 영조는 즉위 

과정에서 당쟁의 참상을 뼈저리게 인식했고, 왕위에 오른 후 취

임 일성으로 탕평(蕩平)을 강조했다. 국정의 기본방향을 모든 당

파가 고르게 정치에 참여하는 탕평책으로 잡았다. 정치, 경제, 사

회, 문화 분야에서 의욕적인 모습을 보였던 영조의 모습은 51세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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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의 어진> ©국립고궁박물관

왕세제 시절의 초상화와 비교를 해도 

30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체형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누구보다 

영조가 채식을 즐기고 건강관리에 세심한 

신경을 썼기 때문이었다. 영조는 건강을 

바탕으로 조선의 왕 중 최장수(83세)했으며, 

최장 기간 재위(52년)했다.

1744
五
十
一
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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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던 1744년에 제작된 초상화에 잘 남아 있다. 초상화가 그려

진 1744년(영조 20)이 영조가 51세가 되던 해임을 고려하면 영조

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국가 정책을 추진

하던 시기이다. 

영조는 익선관과 곤룡포 차림이며, 전체적으로 은은한 채색과 더

불어 곤룡포의 붉은 색과 금색이 더해져 화려함과 위엄이 잘 드

러나 있다. 어진 제작은 궐내에서 간소하게 진행되었는데, 주관

화사에는 장경주, 동참화사로 김두량, 조창희였음이 『승정원일

기』에 기록되어 있다. 당시 초상화를 본 대신 송인명은 “장경주의 

초상화에는 정신이 있다”고 표현하였다. 어진은 영조의 생모 숙

빈 최씨를 모신 사당인 육상궁의 냉천정에 보관했다. 현재 전해

지는 어진은 바로 이 1744년 어진을 모본으로 하여, 1900년(광무 

4) 최고의 화원인 조석진, 채용신 등이 이모(移模:옮겨서 그림)한 

것이다. 

오른쪽 상단에 붙인 첨지에는 광무 4년에 이모했음을 밝히고 있

다. 이 어진은 비단에 채색이 되었으며 크기는 110.5×61.8cm이

다. 보물 제932호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

되어 있다.   

1744년 무렵 영조는 1735년 42세에 얻은 늦둥이 아들 사도세자

를 후계자로 키우면서 의욕적인 삶을 살았다. 1744년 1월에는 혜

경궁 홍씨를 며느리로 간택하여 후계 구도를 탄탄히 했다. 한 해 

전인 1743년 윤 4월에는 왕과 신하가 활쏘기 시합을 벌이는 대사

례(大射禮)를 실시하면서 군신 간의 화합을 도모하였다. 이 초상

화에는 비록 눈매는 날카롭지만 오래도록 국가를 경륜한 왕의 경

험과 완숙미가 잘 드러나 있다. 

특히 왕세제 시절의 초상화와 비교를 해도 30년의 세월이 무색하

게 체형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누구보다 영

조가 채식을 즐기고 건강관리에 세심한 신경을 썼기 때문이었다. 

영조는 건강을 바탕으로 조선의 왕 중 최장수(83세) 했으며, 최장 

기간 재위(52년)했다. 영조는 스스로도 자신이 건강한 까닭에 대

해 이야기하고 있다. 『영조실록』 1750년(영조 26) 2월 10일의 기

록은 이러한 면모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

“내가 일생토록 얇은 옷과 거친 음식을 먹기 때문에 자전(慈殿:왕

의 어머니)께서는 늘 염려를 하셨고, 영빈(寧嬪:숙종의 후궁, 영

조를 친아들처럼 길렀다)도 매양 경계하기를, ‘스스로 먹는 것이 

너무 박하니 늙으면 반드시 병이 생길 것이라’고 하였지만, 나는 

지금도 병이 없으니 옷과 먹는 것이 후하지 않았던 보람이다. 모

든 사람의 근력은 순전히 잘 입고 잘 먹는 데서 소모되는 것이다. 

듣자니, 사대부 집에서는 초피(貂皮)의 이불과 이름도 모를 반찬

이 많다고 한다. 사치가 어찌 이토록 심하게 되었는가?”

영조는 사치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자신이 병이 없는 것은 일

생 동안 거친 음식을 먹고 얇은 옷으로 생활했기 때문이라 하였

다. 검소한 식단과 옷차림이 건강에 중요 요인임을 밝힌 것이다. 

조선시대 왕들의 평균 수명이 47세 정도임을 감안하면 83세까지 

산 영조의 장수는 파격적인 것이었다. 

영조는 건강 진단도 철저히 했다. 『승정원일기』에 의하면 영조는 

재위 52년 동안 7,284회나 내의원(內醫院)에서 진찰을 받았음이 

나타난다. 승정원의 업무 지침을 정리한 책인 『은대조례(銀臺條

例)』의 ‘문안진후(問安診候)’ 항목에는 승지들이 닷새마다 한번씩 

내의원 의원과 함께 입시하여 왕의 건강상태를 살펴보았음이 나

타나는데, 영조의 경우에는 월평균 11.7회나 입진을 받을 정도로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였다. 

철저한 건강관리 덕분이었을까? 초상화에 나타난 영조도 건강하

고 의욕에 찬 모습이다. 재위 30년의 완숙기에 접어든 영조는 이

후에도 탕평책을 비롯하여 균역법, 청계천 공사, 『속대전』과 『속

오례의』, 『여지도서』의 편찬 등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의 주

요 정책들을 진두지휘하였다. 어진에는 조선의 정치, 문화 중흥

의 기반을 조성했던 왕 영조의 자신감까지 짙게 배어 있다. 



백범의 숨결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흔적이 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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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제465호 경교장

경교장(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소재)



경교장은 원래 광산업자인 최창학의 집이었다. 최창학은 일제시

대에 금광 등을 통해 많은 돈을 벌었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1938

년 그는 자신의 저택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의 서양식 건물을 지

었고, 이름을 죽첨장(竹添莊)이라고 했다. 죽첨장은 근대건축의 

선구자로 알려진 김세연(金世演)이 설계하였다고 하며, 『조선과 

건축』(1938년 8월호)에 소개될 정도로 유명한 건축물이라고 한다. 

최창학의 집이 김구와 관련을 맺게 된 것은 해방 이후이다. 1945

년 8월 일제가 패망하면서, 중국에서 활동하던 임시정부의 환국 

문제가 대두되었다. 임시정부도 국내로 환국하기 위한 준비를 했

고, 국내에 있던 인사들이 ‘대한민국임시정부환국봉영회’, ‘대한

민국임시정부개선환영회’ 등 임시정부를 환영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들이 임시정부 환영을 준비하면서, 주석을 

비롯한 임시정부 요인들이 거주할 거처를 마련하였다.

이들은 대원군의 사저였던 운현궁을 임시정부 주석의 숙소로 마

련해 놓았으나 김구가 왕실과 관련된 곳을 사용할 수 없다며 받

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봉영회를 주도하고 있던 김석황이 

평소 알고 지내던 최창학을 찾아가 그의 저택을 제공할 것을 요

청하여 승낙을 받았다. 이로써 최창학의 집이 주석의 숙소로 결

정되었다. 부주석의 숙소는 삼청장으로, 요인들의 숙소는 한미호

텔로 정해졌다. 운현궁은 여당으로 역할을 하던 한국독립당에서 

사용하기로 하였고, 국회 역할을 하던 임시의정원은 창덕궁 인정

전에 사무소를 마련하였다. 

국내 인사들이 환영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임시정부 요인들은 곧

바로 환국할 수 없었다. 교통편 등 여러 문제들도 있었지만, 미국

이 개인 자격으로 입국할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중경에서 

해방을 맞은 임시정부 요인들은 두 달이 훨씬 지난 11월 5일에서

야 상해로 이동하였다. 상해에서 머물다가 두 차례로 나뉘어 환

국하게 되었다. 주석 김구와 부주석 김규식을 비롯한 제1진은 11

월 23일 환국하였고, 국무위원 대부분은 제2진으로 12월 2일 서

울에 도착하였다. 

환국한 김구는 곧바로 죽첨장으로 안내되었다. 김구의 비서로 함

께 환국한 선우진의 회고에 의하면, 김포 비행장에 내렸을 때 미

군에서 준비한 세단 2대와 지프 10여 대가 대기하고 있었는데, 김

구와 김규식은 각각 세단을 타고 시내로 들어왔다고 한다. 죽첨장

에 도착한 것은 오후 5시가 넘어서였다. 김구는 며느리 안미생, 그

리고 최측근인 엄항섭의 가족들과 함께 이곳에서 생활하였다. 이

로써 죽첨장은 주석 김구의 숙소가 되었다. 김구는 죽첨장의 이름

을 바꾸었다. 죽첨장은 일본식 이름이라며, 서대문 근처에 있는 

경교(京橋)라는 다리의 이름을 따서 ‘경교장’이라고 불렀다.

임시정부 요인들이 모여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정부로서 활동한 

곳이 바로 경교장이었다. 제1진에 이어 제2진이 환국하자 곧바로 

모임을 가졌다. 12월 3일이었다. 미국에서 귀국한 이승만도 참석

하였다. 『자유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은 이들의 모임을 

‘전 각료가 모인 환국 후 최초의 국무회의’라는 내용으로 보도하

였다. 임시정부가 경교장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한 것이다. 

흔히 임시정부 요인들이 ‘개인 자격’으로 환국하였다는 점 때문

에, 임시정부는 중국에서 끝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미국의 요

구에 의해 ‘개인 자격’으로 들어왔지만, 임시정부 요인들은 그렇

게 생각하지 않았다. 국민들도 마찬가지였다. 임시정부 요인들은 

국내에서도 ‘정부’로 활동하였다. 경교장에 모여 계속 국무회의를 

개최하였고, 당시 사진도 남아 있다. 복원을 추진하면서 서울시 

직원들이 미국의 『LIFE』라는 잡지에 실린 국무회의 사진을 여러 

장 찾아냈다. 이 사진들은 전시실에서 볼 수 있다. 

임시정부가 반탁운동을 추진한 곳도 경교장이다. 1945년 12월 

28일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한국에 대해 신탁통치를 결정하였

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임시정부는 즉각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 

이에 반대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리고 경교장에서 각 정당·단

체·언론계 대표들과 함께 신탁통치반대국민총동원위원회를 결

성하고, 반탁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경교장은 임시정부가 활동하

던 공간이었고, 중심지이기도 했다.

1949년 6월 26일, 경교장에서 김구가 서거하였다. 이후 경교장은 

여러 차례 변화를 겪었다. 원래 주인이었던 최창학이 사용하다

가 자유중국대사관저로, 6·25전쟁 때에는 미군특수부대 주둔지

로, 월남대사관저로, 그리고 1967년 삼성재단에서 매입하여 강북

삼성병원으로 사용하였다. 이를 서울시에서 복원하여 경교장의 

원래 모습을 되살렸다. 그리고 임시정부가 사용할 당시의 모습을 

재현하고, 전시실을 마련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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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이 머물고 
바람이 노니는 소금밭, 
사람이 산다! 

등록문화재 제360호 신안 증도 태평염전

33

태평염전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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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부터 발길을 재촉한 덕분에 태평염전의 색다른 얼굴과 마주

한다. 새벽녘 텅 비어 있는 듯한 드넓은 염전은 무게를 가늠할 수 

없는 해무(海霧)만이 자욱하게 깔려 있다. 해가 들면서 차츰 제 

모습을 찾아가는 태평염전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장관은 

3㎞에 걸쳐 길게 줄을 선 소금창고다. 67개의 소금밭만큼이나 장

관이다. 규모가 큰 만큼 태평염전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은 국내 

생산량의 5~6%를 차지한다.  

금과 같이 귀했다는 소금. 태평염전의 탄생은 한국전쟁 후 피난

민 구제·정착과 국내 시장의 소금 생산을 증가하기 위한 목적에

서 시작됐다. 본래 증도는 전증도와 후증도로 나눠져 있었고 이 

두 지역을 둑으로 연결하면서 그 사이에 조성된 갯벌이 바로 국

내 최대 단일 염전인 ‘태평염전’이 된 것이다. 매년 15,000t의 천

일염을 생산하고 있고 그 면적은 여의도의 2배 규모이다.

전통 방식을 고수하며 소금 생산을 끊임없이 유지하고, 천일염을 

보존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근대문화유산으

로도 보존 가치를 인정받아 2007년 11월 등록문화재 제360호로 

지정됐다. 염전 내에는 목조 소금창고, 석조 소금창고, 염부(鹽

夫)들의 사택, 목욕탕 등의 건축물이 있다. 일부는 개정해서 소금

박물관으로 개관하여 소금의 역사와 생성에 대해 살펴볼 수 있어 

가족단위나 학교 단체로 증도를 자주 찾고 있는 편이다. 지키기

만 하는 문화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지

고 직접 체험해보는 옛 문화인 것이다. (소금 박물관 또한 등록문

화재 제361호로 지정되어 있다.) 

새까맣게 그을린 탄탄한 염부의 피부와 깊게 패인 주름은 게으

름 모르고 그저 햇볕 아래서 바람과의 끝없는 대화를 주고받으며 

‘자연 그대로의 천일염’과 함께 세월을 먹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증도가 세계슬로시티로 지정되는 데도 태평염전은 중요한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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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즐기려면 우선 바닷길을 따라 걷다가 돌아올 때는 해송 

숲길을 지나는 것이다. 소나무 10만여 그루가 한반도 모양을 하

고 있어 일명 ‘한반도 해송 숲’이라고도 하다. 모래바람을 막기 위

해 조성한 솔숲이 지금은 느림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산

책길이 됐다.

자연과 하나 되어 소금을 만드는 사람들과의 만남은 물론 천혜 

자연을 날 것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갯벌과 해변이 가진 매력 때문

에 누구나 증도를 또다시 찾게 될 것이다. 또한 소금전망대 아래 

소금 가게, 소금 레스토랑, 소금 아이스크림 등 소금으로 이색적

인 맛을 즐길 수 있는 곳도 지나치지 않도록 하자. 

35

을 했다. 인류의 생명을 위해 갯벌 염전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는 입장을 밝혔고, 그에 따라 국제슬로시티연맹은 증도를 아시아 

첫 슬로시티로 지정했다. 

태평염전에 갔다면 국내 최고의 염생식물원을 놓쳐서는 안 된다. 

유네스코 생물다양성 보전지역으로도 지정되어 있으며 이곳은 

함초, 나문재, 칠면초. 해홍나물 등 70여 종의 군락이 색색이 어

우러져 있다. 대부분이 소금기가 많은 땅에서 잘 자라는 종이라 

할 수 있다. 나무 데크로 되어 있는 식물원 탐방로를 걷다 보면 

짱뚱어, 칠게, 방게, 고동 등 반가운 갯벌 생물도 만날 수 있다. 

갯벌을 벗어나 한국의 발리라 불릴 정도로 이국적인 풍광을 자랑

하는 우전해변으로 향해보자. 에메랄드빛 바다와 드문드문 놓여

있는 파라솔은 동남아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이곳을 

01 태평염전의 풍경

02 국내 최고 염생식물원

03 소금 박물관 내, 소금 성분 모빌 

04 한국의 발리라 불리는 ‘우전해변’

05 한반도 해송 숲

초창기 창고로 쓰던 곳을 소금 박물관으로 개조해 소금의 역사와 문화, 미네랄 소금, 지구촌 소

금여행 등을 관람할 수 있다. 또한 박물관 옆 체험장에서는 장화를 신고 고무래로 대파질을 하며 

소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04 05



한국 과학문명에 이바지한 것뿐만이 아니다. 여러 차례에 걸

쳐 소설과 드라마로 한국인, 더 나아가 한류의 일부로서 그것

을 즐긴 세계인에게 『동의보감』과 저자 허준은 이미 익숙한 존

재가 되었으며, 2009년 유네스코에서는 전 세계 의학서적 중 

최초로 세계기록유산으로 공인했다.

그럼에도 책 알맹이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최

상급 숭배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는지 의심을 품어야 한다. 

『동의보감』이 어떤 점 때문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

는지, 또 그런 의서를 탄생시킨 조선의 지적·학문적·사회

적 역량이 무엇인지 밝힌 본격적인 연구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룩한 학계의 결과로는 한국 사람끼리는 서로 자랑

스러워하며 고개를 끄덕일 정도는 되지만 민족적인 자긍심

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설득시킬 정도는 아니었다. 한

국인을 넘어 중국인이나 일본인, 더 나아가 모든 세계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동의보감』의 성격과 가치를 밝히려고 한다. 

산에 난 모든 생로를 표시하여 산에서 험한 일을 당하지 않

도록 한 것이 허준의 작업이었다. 그는 여러 선현이 앞서 그

린 내용을 바탕으로 삼고, 게다가 자신이 의학의 길을 밟으

면서 얻은 경험과 정보를 종합하여 전인미답의 새 지도를 그

렸다. 허준은 의학을 창시했다는 황제 이후 17세기에 이르는 

동아시아의학의 역정 전부를 대상으로 삼아 방대하면서도 

정밀한 지도를 만들어냈다. 한마디로 말해 의학의 표준을 세

운 것이다.

「동의보감」
의학의 종합과 전범의 확립을 이루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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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중국에서 『황제내경』이 양생의 정신을 강조하면서 신체와 

병증에 대한 이해를 폭넓게 시도하고 침과 뜸을 이용한 치료법을 

제시했지만, 그것이 일목요연한 체제를 이뤘던 것은 아니다. 후

대의 의학자들은 『황제내경』이 제시한 체제를 밀고 나가는 대신

에 병인(病因), 진단법, 병증 파악, 방제학, 본초, 침구, 부인과와 

소아과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의학이론을 확충하고 의술 경험

을 축적해나갔다. 특히 금·원대 이후 여러 학자들이 병의 원인

을 특정 의학이론에 입각하여 병증을 해석하고 치료법을 제시하

는 경향이 심해졌다. 의학은 풍부해졌으나 오히려 임상 의사에게

는 어떤 것이 올바른지 그른 것인지 혼란 요인이 되었다. 허준보

다 약간 앞선 시기인 중국 명대의 우단(虞摶, 1438~1517), 이천

(李梴, 16세기 인물), 공신(龔信)과 공정현(龔廷賢, 1522~1619) 

부자 등의 여러 의학자들도 이런 문제점을 잘 인식하고 있었으

며, 나름대로 통일된 의학체계의 마련과 처방의 취사선택을 통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결과물을 내놓았다. 그럼에도 조선의 의학

자인 허준은 이런 결과물로 의학의 혼란이 극복되기보다는 혼란

이 가중된 것으로 인식하여 ‘제대로 된’ 새 의서 편찬에 뛰어들었

다. 그는 양생학과 의학을 결합한, 기존 의서의 틀을 뛰어넘는 통

일된 의학체제를 고안해 냈다. 

허준은 “옛것을 기술하기는 하되 새로이 짓지는 않는다”는 ‘술이

부작(述而不作)’의 서술 방침에 따라, 기존 중국과 조선의 다섯 

의학 전통을 용광로에 녹여 종합했다. 첫째, 양생과 의학 내용을 

종합했다. 『황제내경』 이후 양생학과 의학은 별개의 전통으로 나

뉘어 진전되었는데, 양생학의 일부 내용을 취한 다른 기존의 의

서와 달리 신체와 질병, 약물학과 침구학 등의 전면적인 차원에

서 양자를 종합했다. 둘째, 고금의 의학 내용을 종합했다. 고대로

부터 중국 송대 사이의 고방과 금·원 시대 이후 신방의 종합이 

그것이다. 셋째, 기존 의학의 혼란 극복과 통일을 주장하고 나선, 

위에 언급된 여러 명대 종합 의서의 내용을 다시 일통하여 거대 

종합을 이끌어냈다. 넷째, 의학의 영역을 이루는 내과, 외과, 부

인과, 소아과, 본초학, 침구학 등 전문 영역의 내용을 종합했다. 

다섯째, 조선의학 전통의 종합이다. 여기에는 고려 중엽부터 성

장해온 국산약재를 위주로 병을 치료하는 향약의학의 전통을 수

렴한 것 이외에도 15~16세기 민간에 널리 보급한 대민 의학, 즉 

아이를 낳고 신생아를 돌보는 태산학(胎産學), 구급의학, 두창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의학, 역병에 대응하는 의학, 기근을 이겨내

기 위한 구황(救荒) 의학을 종합했다. 동아시아의학사를 아우르

는 이런 제반 종합은 ‘종합의 종합’이라 이름 부를만하다.

『동의보감』의 동아시아적 현상은 궁극적으로 의학 분야에서 이른

바 동아시아적 전통이 무엇인지에 대해 통찰할 계기를 제공한다. 

중국의학사와 한국의학사 학계를 지배한 설명은, 중국의학의 전

파와 확산(중국) 또는 자기화(한국)였다. 『동의보감』의 출현과 역

류 현상은 이런 해석에 균열 지점을 제공한다. 『동의보감』의 경

우, 중심인 중국에 대한 지역적 후진성 또는 지역적 특이성이 주

변성을 규정하지 않는다. 『동의보감』을 비롯한 후대 조선 의학 전

통은 『소문』과 『영추』에 근본하고 주자학적 신체관을 내세워 당대 

중국의학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고금의 의학 전통을 

재구성한 것을 조선적 지역성의 특징으로 삼았다. 이것은 대단한 

역설이다. 그렇기에 의학 분야에서 중국과 조선의 중심/주변의 

관계는 바로 현실적 중국과의 세력 관계에 따른 중심/주변이 아

니라, 옛 중화 정신의 혼란과 극복을 기준으로 하여 주변/중심의 

역전 현상이 벌어진 특징을 보인다. 

『동의보감』 이후 조선의 의가들은 이 책이 의학의 핵심을 다 잡

아낸 것처럼 받아들여 추종했다. 중국의 의가들은 『동의보감』의 

모든 출처가 중국의서이며, 그 내용을 훌륭하게 정리한 것을 칭

송하면서 이 책을 널리 읽었다. 일본의 경우에는 도쿠가와 막부

가 직접 나서 어지러운 의학을 바로잡을 전범으로 『동의보감』을 

찍어 보급했다. 이렇듯 조선·중국·일본에서 맥락은 약간씩 다

르지만, 『동의보감』이 이전 의서들이 성취하지 못한 의학의 종합

과 전범의 확립이라는 측면을 높이 평가한 공통점을 지닌다. 세

계의학사에서 이 비슷한 사례를 찾는다면, 이슬람의 아비첸나

(Avicenna, 980~1037)가 지은 『의학정전』을 들 수 있다. 아비첸

나가 다른 지역에서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와 로마의 갈렌의 의

학을 종합한 체계를 세웠듯, 허준의 『동의보감』도 다른 지역에서 

『황제내경』, 『상한론』 등의 전통으로부터 비롯한 고금의 의학 전

통을 종합적 체계로 제시한 성격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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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무속신당, 
그 일상의 풍경을 담다
다큐멘터리 감독 & 사진작가 조이 로시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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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테네시주 내쉬빌 출신인 조이 로시타노가 제주도에 온 것

은 9년 전의 일이다. 영화를 전공한 친구들과 다큐멘터리에 대

한 아이디어를 주고받고, 본격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그는 제주의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다. 인터뷰의 맺

음 마다 제주의 아픈 역사와 신당에 대한 남다른 도민의 애정이 

절실히 전해져 왔다. 천혜의 아름다움 때문에 끊임없이 개발이 

가속화 되면서 토속 문화인 신당이 점차 사라지자 조이 로시타

노는 이를 기록으로 남겨야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다큐멘터리 감독이자 사진작가인 조이 로시타노는 ‘신당은 제주 

섬이 가진 정체성의 중심’을 보여준다고 강조한다. 그의 이야기

가 담긴 사진집은 물론 다큐멘터리 ‘영혼: 제주의 신당 이야기’는 

단순한 기록을 넘어 수 세기 동안 이어져 온 토속 문화에 대한 

경외의 시각이 고스란히 베어있었다. 1만 장에 달하는 그의 사진 

중 고르고 고른 220여 장의 사진 속에는 마을 곳곳의 무속신앙

이 그대로 살아 있었다.

“인터뷰를 시작할 때 한국인 친구는 걱정을 했어요. 인터뷰이들

의 연세가 많은 터라 기억을 다 하실 수 있을지 말이에요. 하지

만 그들에겐 신당의 이야기가 과거의 역사나 전설이 아니었어

요. 오늘도 찾았던 현재의 공간이었던 거죠. 신당에 대한 살아있

는 전설이 된 그분들의 이야기가 1~2년 후면 사라질 것만 같아 

기록으로 남기기로 했어요.”

그저 제주 도민의 일상이자 위안이었던 신당을 지켜내고 싶었던 

마음이 시발점이 된 것이다.  

제주의 무속신앙은 조금 남달랐다. 관광산업이 부흥하기까지 

고립되어 있는 섬이었기 때문에 본 모습 그대로 훼손되지 않

고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다. 제주의 마을마다 1~2명의 무당

이 있는데 이는 기독교에 빗대면 목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 전

통 장례식, 가족의 건강을 위한 염원 등 마을 사람들은 정서

적인 교류와 위로를 얻기 위해 무당을 찾았다. 마치 유럽에

서 목사가 마을 사람들을 돕고, 그들이 옳고 바른길로 갈 수  

있도록 서포터의 역할을 했다는 점이 조이 로시타노의 시선에서

는 비슷하게 보였던 것이다.  

“함덕에는 영등할망신을 모셔요. 그 지역은 리조트며 호텔 등 다

양한 기업들이 운영하는 시설이 많은데 지금도 특정한 날에 기

업인들도 곡물을 바치는 행위를 합니다. 이처럼 토속 문화의 의

식을 치르는 것은 지금까지 무속신앙이 뿌리 깊게 내렸다는 것

을 알 수 있어요.” 

무엇보다 제주 무속신앙의 특이점은 ‘일상성’에 있다. 일반적으

로 떠오르는 무속신앙의 무서운 퍼포먼스나 미스터리함, 위협적

인 춤사위가 제주 무속신앙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그 속에는 우

리 생활에서 일반적으로 만났던 할머니, 할아버지 신들이 대다

수이기 때문에 친근하기까지 한 것이다. 

“제주 무속신앙은 가족적이고 여성신이 많아서 무속신앙에 편

견을 갖고 있거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

어요. 막연히 한국의 무속신앙이 무섭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제주 무속신앙은 조금 더 편하게 접할 수 있는 문화라고 생각

합니다.” 

12시간에서 길게는 2~3일 동안 퍼포먼스가 이어지는 제주 무속

신앙을 보며 연세가 많은 도민들도 함께 춤을 추거나 연주를 하

면서 참여하는 모습이 조이 로시타노에게는 인상 깊었다. 

“그들은 단순한 신도가 아니라 예술가처럼 보였습니다. 아니요. 

예술가가 맞습니다. 춤도 추고 연주도 하고 노래도 합니다. 예술

적 행위를 무속신앙과 함께하고 있죠. 가만히 살펴보면 무당들

은 신화를 12개 정도 외우고 있는 만큼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

습니다. 방대할 뿐만 아니라 드라마틱한 요소도 있어요.” 

그가 보여주고 싶은 제주 무속신앙의 모습은 펑범한 일상이다. 

그 생활의 자체를 담고 싶은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아티스트적

인 면모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이제는 그들의 신비스런 모습을 

세계에 당당히 보여주고, 아름다움을 알릴 때가 됐기에 그는 또 

다른 프로젝트들을 준비하고 있다. 제주를 넘어 한국의 무속신

앙, 그리고 세계 각국의 무속신앙을 탐구할 예정이다. 그것이 그

들의 정신과 뿌리를 이해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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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바타하 산호초 자연공원
VS 

이 과 수  국 립 공 원

푸름, 고요하거나 거세지거나

T U B B A T A H A  R E E F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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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바타하 산호초 자연공원(Tubbataha Reefs Natural Park)으로 

접근하려면 인내가 요구된다. 마닐라에서 항공기를 타고 팔라완 

섬의 관문 푸에르토린세가까지 2시간 비행 후 선박으로 갈아타

고 한나절을 이동해야 한다. 두 개의 암초지대를 중심으로 이루

어진 투바타하 산호초 자연공원의 면적은 332㎢로 팔라완, 네그

로스, 민다나오 섬에 에워싸여 있다. 투바타하 산호초 자연공원

으로 접근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물리적인 거리만이 아니

다. 태풍으로 불리는 계절풍이 휴식을 취하는 3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 3개월 정도만 방문을 허락한다. 수많은 목숨과 재산을 

삼키는 계절풍은 한편으론 투바타하 산호초 자연공원을 회복시

키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셈이다. 

투바타하 산호초 자연공원은 길이 8㎞에 이르는 남쪽 암초지대

와 16㎞에 달하는 북쪽 암초지대로 이루어져 있다. 쪽빛 바다에 

고개를 내민 암초와 주변풍광은 흡사하면서도 고유한 특성을 지

니고 있다. 큰 암초의 경우 높이가 수십 미터에 달하고 주변이 모

래로 조성되어 있지만, 작은 암초는 꼭지 부분만 겨우 바다 위로 

머리를 내밀고 있다. 규모와 모양은 다르지만 해양공원을 구성하

는 암초들은 각종 조류와 수많은 해양생물의 안식처이다. 유네스

코 자료에 따르면 투바타하 산호초 자연공원에 서식하는 산호, 

말미잘, 해파리, 히드라 같은 강장 동물만도 약 50여 종에 이르고 

조류와 어패류는 400종이 넘는다. 

투바타하 산호초 자연공원의 지상을 점령한 주인공은 조류다. 암

초와 모래에서 서식하는 조류는 바다의 무법자 갈매기다. 검은 

제비갈매기, 검은등 제비갈매기, 노랑부리 갈매기 등으로 이루어

진 이 집단은 수십만에 이른다. 갈매기 천국 투바타하 산호초 자

연공원에 서식하는 다른 친구로 바다거북이 있다. 갈매기와 숨바

꼭질하며 공생하는 그룹은 매부리거북이다. 평소 환상적인 산호

지대에 서식하는 매부리거북은 산란기가 되면 암초 주변 모래지

역으로 몰려든다. 산란의 고통을 감내한 거북은 갈매기로부터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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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키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경주하며 공존한다. 한편 척박한 

암초지대에 뿌리를 내린 식물도 여러 종류가 있다. 나도바랭이

속, 쇠비롬, 강아지풀, 하와이 아카시아, 분꽃, 알크라이아는 암

초와 조류에게 생명의 향기를 전하고 있다. 

투바타하 산호초 자연공원의 놓칠 수 없는 자랑거리는 심해를 화

려하게 바꿔놓은 산호와 청정한 바다를 배경삼아 살아가는 어류

다. 석회질 골격으로 이루어진 산호는 여느 산호해변과 별반 다

르지 않다. 다만 해저화산이 선물한 산호는 화려함에서 타의 추

종을 불허할 정도로 뛰어나 많은 스킨스쿠버를 불러 모은다. 투

바타하 산호초 자연공원 산호지대는 희귀어류의 보고로 명성이 

자자하다. 길이 7~8m에 이르는 거대한 가오리를 비롯하여 뱀상

어, 고래, 돌고래, 나폴레옹놀래기 등까지. 필리핀 투바타하 산

호초 자연공원은 오스트레일리아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Great 

Barrier Reef)와 팔라우 록아일랜드 남쪽 석호(Rock Islands 

Southern Lagoon)에 비해 면적도 작고 웅장하지도 않다. 그러나 

투바타하 산호초 자연공원은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와 룩아일랜

드 남쪽 석호를 결합시켜 놓은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갖춘 인류의 

보물이다.  

이과수 국립공원(Iguazu National Park)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에 걸쳐있다.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폭포로 상징되는 이과수 

국립공원은 단순한 공원이 아니다. 아열대 원시정글과 푸른 하

늘, 거대한 폭포, 붉은 토지가 만들어낸 생태계는 희귀한 동식물

의 안식처로 태초의 자연이 어떤 것인지 잘 보여준다.   

흥미로운 장소와 생태계로 이루어진 이과수 국립공원의 상징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을 따라 격렬하게 떨어져 내리는 이과수 폭포

다. 모두 275개의 크고 작은 폭포로 이루어진 이 거대한 물줄기

는 길이만도 2,700m가 넘는다. 하나같이 다른 규모와 모양을 간

직한 이과수 지역을 대표하는 폭포는 ‘아담과 이브’와 ‘악마의 목

구멍’이다. 브라질 지역에 파노라마로 펼쳐진 아담과 이브 폭포

는 이과수 지역이 얼마나 변화무쌍하게 구성되어졌는지 직접 확

인할 수 있는 장소다. 아르헨티나 지역을 대표하는 악마의 목구

멍은 격렬한 굉음을 토해내는 폭포다. 이과수 폭포의 꽃으로 불

리는 이곳은 약 80m에 이르는 낙차가 발생시키는 굉음과 물이 

떨어지면서 연출하는 물줄기, 그리고 물보라 너머로 만들어 낸 

일곱 빛깔 무지개로 목구멍을 갓 넘어온 탄성마저 막아버린다. 

위풍당당한 폭포로 인하여 국립공원의 자랑거리는 대부분 묻혀 

있다. 이과수 국립공원의 여러 자랑거리 중 하나는 태초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한 아열대 우림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동식물이다. 

태초의 자연생태계가 잘 보존된 우림에 서식하는 동식물은 너무 

많아 파악조차 어렵다. 각 기관에서 발표하는 자료는 조금씩 차

이를 보이지만 줄잡아 3,000여 종에 이른다. 이과수 국립공원에 

서식하는 동물은 구역에 따라 집단으로 서식하는데 맹수류만도 

십여 종류나 된다. 대형 고양이과에 해당하는 재규어와 푸마를 

비롯하여 야행성 동물인 오셀롯과 아름다운 가죽으로 유명한 마

게이 같은 희귀동물은 정글 내륙에 터를 잡고 살아간다. 팜파스

사슴과 아메리카테이퍼, 흰목페커리, 큰수달, 큰개미핥기, 물돼

지 등은 물이 풍부한 강가와 초원에서 서식한다. 황금앵무새, 토

코큰부리새, 쿠바비단날개새, 큰검정칼새, 외톨이도요타조, 붉은

목뿔매, 붉은가슴부리새, 부채머리독수리 등 정글의 숲을 오가며 

살고 있다. 또 포식자 카이만악어와 넓은 코카이만악어를 비롯하

여 풀살무사 등은 길이 1,200㎞가 넘는 이과수 강의 여러 지류들

을 터전으로 서식한다,

풍부한 물과 연중 20도를 유지하는 습하고 따뜻한 이과수 국립공

원은 식물의 보고이다. 국립공원의 붉은 색 땅에 뿌리를 내린 식

물과 나무는 자그마치 2,000종이 넘는다. 코코넛야자와 아라우

카리아삼나무, 나무고사리를 비롯하여 양치식물과 착생식물, 덩

굴식물이 어우러진 정글과 숲은 사람과 동물의 접근을 가로막을 

정도다. 끊임없이 떨어지는 물줄기와 하얀 물거품을 품어 내는 

물보라가 태초 생태계를 가로질러 흐르는 이과수 국립공원은 경

이로운 자연을 잘 보여주는 인류의 보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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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혜의 자연환경을 품고

역사가 흐르는 땅, 거창

44

수승대는 백제에서 신라로 가는 사신을 송별하던 곳이다. 당시 

백제와 신라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신라로 떠난 사신이 ‘돌아오지 

못할 것을 근심하였다’고 해서 근심 수(愁), 보낼 송(送)자를 써서 

수송대(愁送臺)라 불렀다. 1543년 퇴계 이황 선생이 그 내력을 전

해 듣고, 이름에 담긴 뜻이 좋지 않다고 하며 음이 같은 수승대

(搜勝臺)라 고칠 것을 권하고, 명칭이 바뀌었다.

수승대는 영남 제일의 동천으로 알려진 안의삼동(安義三洞) 중 

하나인 원학동 계곡에 위치해 있다. 화강암 암반으로 이루어진 

계곡 한가운데 자리 잡은 수승대는 흐르는 물줄기와 주변 산세가 

어우러져 수려한 경관을 자랑한다. 수승대를 휘감고 있는 산길

을 따라 걷다 보면 요수 선생이 제자들에게 강학을 하던 요수정

이 그 모습을 드러낸다. 1542년 요수 선생이 처음 건립했으나 임

수승대 요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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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왜란 때 소실되고 1805년 다시 만든 것이 바로 지금의 요수정

이다. 요수정의 건너편에는 거북이 형상을 한 거대한 암석이 있

다. 이는 거북바위로 불리며, 예부터 수승대를 지키던 거북이 죽

어 바위로 변했다는 전설이 흐르는 암석이다. 거북바위에는 퇴계 

이황이 수승대라 이름 지을 것을 권한 내용이 담긴 개명시를 비

롯해 옛 선비들의 문장이 가득 새겨져 있다. 이뿐만 아니라 요수 

선생이 후학을 양성했던 구연서원, 구연서원의 문루인 관수루 등

의 문화재를 만날 수 있어 그 가치를 더하고 있다.

현재 수승대는 여름철 관광객들의 피서지와 거창국제연극제가 

열리는 축제의 장으로도 널리 알려진 곳이다. 이곳에서 수승대

의 문화재적 가치를 느끼는 시간을 가져보자. 문화재청에서 시행

하는 생생문화재 프로그램 ‘정자따라 물길따라 문화유산 기행’에

서는 정자문화와 선비문화가 유지되고 있는 거창의 특색있는 문

수승대 - 거창향교 - 거창박물관 - 덕천서원

01 거창향교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성산길 34 거창향교

거창향교는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230호로 지정되어 있다. 현존하는 건물은 대성

전·명륜당·동재·서재·내신문·외신문·교직사·춘풍루 등이다.

02 거창박물관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수남로 2181

거창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창박물관은 2층 구조의 한옥 형태로 건설되어 

있다. 이곳에서는 둔마리고분벽화 자료를 비롯하여 거창의 지역적 특성을 품고 있

는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다.

03 덕천서원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

1979년 이학두가 선조들을 기리는 마음으로 설립한 서원으로, 사시사철 아름다운 

경관을 즐기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한다.

|  문의처 : 거창흥사단(Tel. 055-943-2013)

1. 수승대를 사수하라!

GPS를 가지고 수승대의 유래가 담겨져 있는 각

각의 장소들을 찾아가 미션 활동(국악 체험, 다

도 체험, 한시 및 탁본 체험, 북아트 체험, 포토

존 체험, 부채만들기 체험 등) 및 스탬프 투어

*장소 : 수승대 일대

*시행시기 : 6월 18일, 7월 16일, 9월 10일, 

                10월 15일 / 12:00~16:00

2. 수승대에서의 1박 2일

1박 2일 동안 거창지역 및 수승대의 문화재들을 

돌아다니면서 직접 체험하는 여행이다.

*장소 : 거창지역, 수승대 일대

*시행시기 : 6월 4일~5일, 10월 8일~9일 / 

                13:00~익일 13:00

화유산에 대해 알리고 있다. 프로그램 중 하나인 ‘수승대를 사수

하라!’는 먼저 거창군 북상면에 위치한 농촌체험마을인 숲옛마을

에서 부녀회장이 직접 농사지은 재료들로 차린 진수성찬을 먹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 후 TV 예능프로그램인 ‘런닝맨’과 유사하게 

GPS와 지도를 가지고 수승대의 유래가 담긴 장소로 찾아가서 문

화관광해설사의 알찬 설명과 함께 주어진 임무를 수행한다. 각각

의 장소에는 정자에서의 국악체험이나 서원에서의 탁본체험 등 

여러 체험을 경험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이 끝난 후 담당자가 워

크북에 스탬프를 찍어준다. 스템프를 모두 찍은 참가자에게는 거

창군수 명의로 거창군문화재홍보대사 위촉증과 함께 거창지역의 

특산물을 기념품으로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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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의 대표술! 
그윽한 솔향기에 취하다

‘송화백일주’

송화백일주의 유래는 1300년 전 신라 진덕여왕 때로 거슬러 올

라간다. 당시 『불교사와집』에는 부설거사(浮雪居士)가 영희(靈熙)

와 영조(靈照) 등의 승인들과 수도 후 헤어짐을 아쉬워하며 송화 

곡차를 마셨다는 기록이 전해지며 『수왕사사지』에도 모악산 고지 

아래 있는 수왕사에서 수도승들이 기압차에 의한 고산병을 예방

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나무 꽃을 이용한 곡차(송화백일주, 송화

오곡주)를 빚어 마셨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이처럼 송화백

일주는 수왕사에서 천 년 이상 전해 내려온 명주인 셈이다. 일제 

강점기와 밀주 단속이 강화됐을 때도 송화백일주의 맥이 끊기지 

않았던 이유는 제조비법을 전수받는 이가 수왕사 주지들이었기 

때문이다. 

송화백일주는 산사의 술로는 식품명인과 문화재(전라북도 무형

문화재 제64호)로 지정된 대표 명주이다. 지금은 전북 완주의 모

악산 수왕사 주지로 있는 벽암 조영귀 스님과 그의 전수자인 조

의주가 함께 빚고 있는데, 산사의 수행 중 얻게 되는 혈액순환 장

애와 위장병, 고산병 증세인 두통 등을 견디기 위해 소량으로 빚

어 약으로 음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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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스케타(Brustchetta)는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전채요리이다. 여름철 

과일인 새콤달콤한 살구에 짭조름한 하몽(스페인 전통 음식인 소금에 절

인 돼지 뒷다리 생햄)을 싸서 살짝 구운 바게트 위에 올린다. 빵 위에는 

크림치즈 혹은 녹차 스프레드를 발라 풍미를 더하고, 새콤한 맛을 높이기 

위해 산딸기를 올려 완성한 브루스케타.

대중에게는 솔향이 깊고 신경통과 원기회복에 좋은 약술로 알려

져 있다. 그리고 350년 전 도통한 스님으로 잘 알려진 진묵대사

가 빚어 마셨다는 유래와 함께 그에 따른 전설도 전한다.

송화백일주는 송홧가루를 비롯해 산수유, 구기자, 국화, 당귀, 하

수오, 감초 등의 약초와 수왕사 절벽에서 흘러나오는 약수와 찹

쌀, 멥쌀, 누룩을 혼합하여 100일간 발효·숙성시킨 후 증류한 

소주를 또다시 100일간 숙성시켜 정성으로 빚어내는 술이다. 솔

향이 깊은 술로 한 잔을 입안에 머금는 순간 마치 숲 속에 들어가 

있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하는 명주이다 . 

산사에 특별한 사람이 올 때는 소나무 밑에서 100일 동안 저장

해놓은 술을 꺼내어 생솔 3근을 넣은 후 술을 내놓는다. 멋과 맛, 

향이 어우러진 술맛을 제대로 느껴볼 수 있는 순간이다. 

청량감을 주는 솔향의 송화백일주와 곁들여 먹기에는 가벼운 안

주가 궁합이 좋다. 과일이나 횟감이 적절하기 때문에 여름에 즐

기기에는 그만인 전통주이다. 여름이 제철인 천도복숭아나 포

도, 자두와 같이 달큰한 향이 강한 과일이 입맛을 돋운다. 그 외

에도 식사 시 송화백일주를 한두 잔씩 곁들이면 위암이나 직장

암 등의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전해지기도 한다. 대용량의 송화

백일주(38%)는 산사 아래에서 빚어지는데 이때는 16도의 약주

인 송죽오곡주도 빚고 있다. 송죽오곡주는 보리, 콩, 조, 수수, 

팥의 오곡과 솔잎, 댓잎, 산수유, 구기자, 오미자를 넣어 빚어지

는 약주이다. 진한 솔향이 일품인 술에 곁들여 산채 나물을 먹게 

되면 더욱 깊은 자연의 맛을 느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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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한국사 인기 강사인 대광고등학교 최태성 교사

와 함께 청소년을 위한 인터넷 강의 동영상 「큰별쌤 최태성

의 교과서에 나오는 우리 문화재」를 제작하여 온라인을 통

해 무료로 제공한다. 교과서에 등장하는 선사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의 문화재를 시대별·주제별로 정리하여 알기 쉽게 

보여주며, 각 편마다 20분 분량으로 총 20강을 진행한다. 

큰별쌤 최태성 선생님과 함께하는

‘우리 문화재 이야기’

 문화유산채널(www.k-heritage.tv)

 네이버 TV캐스트

 유튜브 등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준비생, 역사와 전통

문화에 관심 있는 일반인에게도 유익한 강의가 될 것이다.

강의를 만나볼 수 있어요!



2016년 5월호 독자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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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우리 문화재에 
색을 입혀주세요 

2016년 5월호 우수작

※바로 잡습니다



안내 말씀드립니다.

우선 <문화재 사랑>을 아껴주시고 관심 가져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으로 <문화재 사랑> 애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많은 수요에 보답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문화재 사랑>은 매월 42,000부가 발간되고 있습니다. 

이중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면서 볼 수 있도록 중·고등학교 교육용, 주민센터, 도서관, 공공기관 등

에도 2부 또는 3부 정도 보내드렸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개인 구독자 수가 너무 많아서 이들 기

관에도 1부밖에 보내드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화재 사랑> 책자가 반송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구독하고 계시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

지만, 이사를 하거나 직장이 바뀌어도 저희 쪽에 연락을 하지 않아서 책자가 계속 보내지고 있는 상

황이 왕왕 있으며, 한 가구 또는 한 사무실에서 여러 권을 구독하고 계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부득이하게 개인 구독자분들의 <문화재 사랑> 실제 구독 여부 및 계속 구독 의사를 확인하게 

되었으니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재 사랑> 책자는 e-Book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로 매월 보내드리고 있으니 

컴퓨터나 핸드폰, 태블릿 PC등으로 많이 활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성원에 다 보답해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문화재 사랑> 애독자 여러분께

앞으로도 계속 <문화재 사랑>을 우편물로 받아 보시기를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문화재 사랑> 책자에 포함되어 있는 ‘독자엽서’ 뒷면, 

‘우편물 계속 구독 희망’칸에 표시하여 연락 전화번호를 기재하신 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구독 여부를 표시하는 ‘독자엽서’는 <문화재 사랑> 4월호부터 6월호까지 수록하오니

2016.6.30 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4월호 엽서, 5월호 엽서, 6월호 엽서 중 한번만 보내시면 됩니다.)

이 기간까지 보내주시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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