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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것 하나, 같은 모양새와 빛깔이 없다. 빚으면 빚는 데로 제각각 

올곧게 자기 자신 하나로 존재하는 한국의 전통 수제 기와. 거칠게 잘려진 

옆면은 제와장의 손에서 빚어졌다는 증거다. 나무로 만든 와통(瓦筒)에 

입힌 기와의 흙이 잘 떨어지기 위해 통 표면에 삼베와 같은 천을 두르는데, 

 빚는 순간마다 모습을 달리하는

‘전통 수제 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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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기와의 굽은 안쪽에는 지문과 같은 고유의 흔적이 남는다. 미세한 흔적뿐만 아니라 손으로 빚어낸 노고는 색으로도 

쉽게 구분된다. 기왓가마에서 소성되는 수제 기와는 장작으로 불을 집히는 화구 쪽에서는 은회색으로, 연기가 빠져 나오는 굴뚝 

쪽에서는 온도가 낮아 짙은 청색이나 검정색으로, 낯빛부터 다르다. 지붕에 차곡차곡 쌓아올린 기와의 각기 다른 색은 고택의 

고풍스런 멋을 완성한다. 손에서 비롯된 솜씨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아름다움을 창조한다.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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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철화백자운룡문 항아리, 17세기, 높이 45.8cm ©이화여대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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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화백자는 초벌구이한 그릇 표면에 철분이 포함된 철화 안료로 

그림을 그리고 백자 유약을 바른 후 굽는 백자다. 이러한 철화백

자는 조선 초기부터 제작되었지만, 당시 성리학을 국시(國是)로 

한 조선은 지배계층인 왕실과 사대부들의 이념을 표출한 순백자

가 주를 이루었고, 중국에서 수입한 코발트를 안료로 사용했던 

청화백자가 대세를 형성한 탓에 크게 각광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17세기에 들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같은 전란(戰亂)과 악

화된 경제 사정은 백자의 판도를 바꿔놓았다. 연이은 전란으로 

조선의 경제 상황은 피폐, 그 자체였다. 전란 후에 불어닥친 경제

적 궁핍은 백자, 특히 청화백자 제작에 영향을 미쳤다. 비싼 가격

으로 북경에서 사와야 하는 청화 안료는 청화백자 제작에 커다란 

부담이 된 것. 이에 청화 안료의 구입이 용이치 않게 되자 그 자

리를 철화백자가 대신하게 되었고, 효종 이후에는 반청 감정까지 

더해지면서 청화백자 생산은 상당 기간 중단되었다. 

제작 기술적으로 보면 철화백자의 안료를 문헌에서는 석간주(石

間朱)로 표현하였는데 석간주란 산화철이 주원료인 광물성 안료

로 국내에서는 여러 곳에서 출토되어 구하기 용이하였다. 초벌구

이한 백자에 석간주로 문양을 그리고 재벌구이를 하면 주로 갈색

이나 적갈색이 되어, 푸른 청화에 비해서는 하얀 바탕을 고려할 

때 산뜻한 느낌은 줄어든다. 게다가 안료의 휘발성이 강해서 농

담 조절과 붓질이 어렵다. 

또한, 가마에서 소성 시 안료의 화학적 상태가 불안정하여 청화

와 같은 선명한 문양을 얻기는 매우 어렵다. 더구나 백자 초벌구

이 표면은 수분 흡수율이 높아 신속하게 붓질을 해야 하고 덧칠

을 하면 구운 후에 그대로 드러나 보기에 좋지 않다. 그럼에도 석

간주를 안료로 사용한 철화백자는 거칠지만 독특한 문양 표현과 

대담한 구도로 이 시대 백자를 주도하였다. 

18세기 영조 임금이 전 시기 철화백자에 대해 ‘당시 물력(物力)이 

부족하여 비록 색이 일정치 않고 형태가 불분명하지만 사대부의 

검소함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한 내용을 보면 철화백자는 선비의 

그릇으로 그 시대 나름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백자임을 알 수 있

다. 정교함과 섬세함에서 떨어졌던 철화백자를 ‘꾸밈을 최소화한 

선비의 심성’에 비유한 것은 철화백자에 나타난 단순과 생략, 비

정형의 형태를 자연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동 시기 등장

한 달항아리의 삐뚤삐뚤한 구연부와 몸체에서 느낄 수 있는 자연

미도 이와 같은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한다.

철화백자 문양의 가장 큰 특징은 추상적인 문양 표현과 파격적

선비의 품격이 스며있는
‘철화백자’



인 구도, 대범한 붓질이다. 예를 들어 용은 말 그대로 왕실을 상

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교하고 섬세하게 표현되는 것이 상례이

지만 17세기 철화백자에 그려진 용은 엄격한 모습부터 윤곽선만

으로 간략하게 그려져 그 형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까지 다양

하다. 예를 들어 이화여대박물관 소장 철화백자운룡문 항아리의 

용(그림 1)은 신속하게 그린 몸체 윤곽선, 마치 안경을 쓴 듯한 

눈과 눈동자, 진행 방향과 같이 앞으로 휘날리는 멋을 한껏 부린 

머리카락, 몸체 각 부분의 비례와 상관없이 과장되게 표현한 발

톱, S자 곡선을 연상시키는 일부 과장된 몸짓과 해학적인 모습

을 하고 있다.

17세기 중후반인 숙종 이후에 등장하는 철화백자운룡문 항아리

(그림 2)에는 종속문이 생략되어 있고 오직 용과 신속하게 윤곽

선만으로 그려진 구름만이 항아리 가득 그려져 있다. 커다란 타

원을 그리며 꺾어진 목과 만화의 한 장면처럼 허공에 떠있는 한 

쪽 눈, 정교함은 찾아볼 수 없는 비늘 채색, 천진난만하게 이빨

을 드러낸 표현은 이 시기 왕릉의 석물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 시

대 양식의 한 부분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용문 항아리는 왕실 뿐 

아니라 민간에도 유통되면서 보다 양식화된 것으로 보인다. 최

근 경기도 일대 지방가마에서도 익살맞은 운룡문이 커다란 철화

백자 항아리에 그려진 것이 출토되어 지방에서도 사번(私燔)으로 

유통되었던 것 같다.

한편, 용뿐이 아니라 호환으로 불리며 공포의 대상이던 호랑이에

서도 용에서 보이는 해학적인 풍모가 발견된다. 일본 오사카동양

도자미술관에 소장된 철화백자호로문 항아리(그림 3)에는 조선시

대 무시무시했던 호랑이가 천진난만하게 묘사되었다. 대략의 윤

곽선으로 그린 호랑이의 놀라는 큰 눈동자와 얼굴 표현은 대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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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철화백자운룡문 항아리, 17세기, 높이 32cm ©국립광주박물관 03 철화백자호로문 항아리, 17세기, 높이 30.1cm ©오사카동양도자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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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해학이 그대로 묻어 있다. 호랑이는 이전부터 벽사의 의미로 

궁궐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세화(歲畵)와 문배(門排) 그림으로 크

게 유행하였지만 도자기에는 이 시기 들어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조선 초기부터 애용되었던 매화와 대나무의 표현에서는 바람에 

날리는 댓잎을 표현한 추상적인 것도 있지만 당대 화풍의 면모를 

꼼꼼히 재현한 명품도 남아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철

화백자매죽문 항아리(그림 4)는 대나무와 매화를 전후 화면에 주

제 문양으로 배치했다. 매화가 그려진 면은 중앙을 비워 입체감

을 강조하였고 반원을 그리듯 굽어 올라간 가지, 부러진 굵은 줄

기와 과장된 옹이가 표현되어 17세기 전반의 화풍과 유사하다. 

반대편 대나무의 죽절과 죽엽 등에 나타난 구도와 강렬한 명암대

비, 묘법 등은 선조 연간 묵죽화의 대가였던 탄은(灘隱) 이정(李

霆: 1554-1626)의 묵죽도와 유사하다.

반면 17세기 후반에는 매화 잎을 윤곽선으로 형식적으로 처리하

고 가지는 굵게 채색하였다. 뒷면의 대나무는 산만하게 세 갈래

로 갈라진 잎을 거칠게 표현하여 화풍 상으로는 17세기 후반 허

목, 김세록, 이징 등의 대나무 화풍과 가깝다.

철화백자는 18세기 이후 청화백자 생산이 재개되면서 생산이 주

춤하다가 18세기 후반부터는 청화와 동화 등과 어울려 사용되면

서 청색, 갈색, 적색 등의 다양하고 화사한 채색 효과를 내게 되

었다. 결국 조선 철화백자는 질박하고 대범하면서 편안한 추상

미를 보여준 점에서 조선 선비 그 자체요, 조선의 자연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정교함과 섬세함에서 떨어졌던 철화백자를 

‘꾸밈을 최소화한 선비의 심성’에 비유한 것은 

철화백자에 나타난 단순과 생략, 비정형의 형태를 

자연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일 것이다.

04 철화백자매죽문 항아리, 17세기, 높이 40cm ©국립중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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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떡을 흔히 쌀의 재료에 따라 멥쌀떡 혹은 찹쌀떡이라고 

지칭한다. 그러나 멥쌀떡이든 찹쌀떡이든 그 만드는 방법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이 지칭 방법은 옳은 것이 아니다.

조선시대도 같은 지칭 방법을 채택하여 멥쌀떡을 경미병(粳米

餠), 찹쌀떡을 점미병(粘米餠)이라 했다. 경미병이든 점미병이든 

쌀을 쪄서 절구에 치는 떡은 자(餈), 쌀가루로 만들어 찐 것은 고

(糕)라 했다. 찹쌀이 주재료인 인점미(引粘米, 인절미)와 멥쌀이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손맛

‘한국 전통의 떡’

주재료인 백병(白餠, 가래떡)·절병(切餠, 절편)은 자에 속하고, 

찹쌀가루와 멥쌀가루로 만든 시루떡은 고에 속하는 셈이다.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쌀가루를 반죽하여 기름에 지진 떡, 쌀가

루에 소를 넣고 다양한 고물을 재료로 하여 찐 떡, 쌀가루를 쪄서 

안판에 올려놓고 목추(木椎)로 친 다음에 다양한 여러 소를 넣고 

반죽하여 만들거나 이것에 다양한 고물을 묻힌 떡, 찹쌀을 쪄서 

안판에 올려놓고 목추로 쳐서 찰기를 내어 여러 소를 넣고 반죽

하여 다양한 고물을 묻혀 만든 떡 등으로 분화하였다.

민중들은 정월과 2월에는 송편을 만들고, 2월과 3월에는 개피

떡·산병·꼼장떡을 만들었다. 3월과 5월은 잔절편을 만들고, 6

월과 7월은 증편·깨인절미·밀쌈·깨편을 만들었으며, 8월은 

호박떡과 송편을 만들었다. 9월은 두텁떡·밤경단·주악을 만들

고, 10월과 11월, 그리고 12월에는 밤경단·콩경단·쑥구리를 만

들어 먹었다.

궁중 떡 중에서 민중들이 9월에 만들어 먹었던 두텁떡과 연결

되는, 합병(盒餠)과 후병(厚餠)은 같은 종류의 떡이다. 조선왕조 

중·후기에는 합병, 후기에는 후병이라 했다. 盒은 ‘뚜껑 합’, 厚

는 ‘두터울 후’이니 원래 찹쌀가루 반죽을 접시 모양으로 만들어 

뚜껑을 덮어 찐 떡이라 하여 합병이라 한 것이 세월이 흘러 모양

이 두텁게 보인다 해서 후병이라 칭했던 것 같다. 이 두텁게 보이

두텁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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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후병은 반가에 전해져서 ‘두텁떡’이 되었다.

궁중에서의 합병 만드는 방법은, 소금과 꿀을 넣은 찹쌀가루에 

물을 넣고 반죽한 다음 달걀 크기만 하게 떼어 내 둥글게 빚고, 

무르게 쪄낸 거피팥에 꿀과 약간의 간장을 넣고 번철에 담아 볶

아낸다. 대추·밤·잣·계피가루·볶은 약간의 거피팥을 합하여 

소로 만들어서, 베보자기를 깐 시루에 볶은 거피팥 고물을 뿌리

고 둥글게 빚은 찹쌀가루 반죽을 올려놓는다. 이 위에 소를 올려 

놓고 다시 이 위에 둥글게 빚은 찹쌀가루 반죽으로 뚜껑을 덮고

는 거피팥 고물을 뿌려서 베보자기를 덮어 쪄내는 것이다

합병은 궁중 떡 중의 정수라고 할 정도로 찹쌀을 가루로 만드는 

과정, 찹쌀가루를 반죽하는 과정, 거피팥을 삶아 볶아 거피팥 고

물을 만드는 과정, 소를 만드는 과정, 찌는 과정 등 상당히 번거로

운 제조 과정을 거친다. 그뿐만 아니라 대단히 맛이 있다. 이 맛있

는 떡이 반가에 전해져 두텁떡이 되었다. 기계 산업이 발달되지 

못했던 조선시대에, 쌀을 불려서 맷돌에 갈아 습식제분을 하여 가

루로 만드는 공정은 상당히 힘든 작업이었을 것이다.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쪄낸 찹쌀밥을 안판에 올려놓고 목추로 

쳐서 만드는 떡에 비하면 그 힘든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1909년

에 나온 『조선만화』에는 당시의 떡 치는 풍경을 전쟁에 비유했다.

판 위로 떡을 치는 일은 전쟁만화에 있을 법한 그림이다. 절구(목

추)는 10전으로 살 수 없는 고가의 제품이다. 마주 보고 둘이서 

친다. 매우 조심스런 일이지만 혼자서 하기에는 벅찬 일이기 때

문에 둘이서 하는 것이다. 한 사람은 그 사이에서 잠깐 쉰다. 쌀

을 찜통에서 찌는 것이 아니라 일단 쌀을 가루로 만들어 반죽하

여 찜통에서 쪄서 이것을 치는 것이다. 이 떡은 진백색으로 대단

히 상등이고, 미미(美味)이다.

『조선만화』는 멥쌀로 치는 떡 만드는 과정을 기술한 것이다. 찹쌀

로 치는 떡을 만들 때에는 여전히 물에 불린 찹쌀을 쪄서 절구에 

담아 치거나 안판에 올려놓고 쳤다. 1916년에 나온 『조선인의 의

식주』에는 ‘찹쌀을 쪄서 안판에 올려놓고 친 다음에 여기에 콩가

루·깨가루·밤채·대추채로 고물을 입힌다’ 고 했다.

안판에 올려놓고 치는 떡을 포함한 여러 떡은 궁중의 사옹원에 

소속된 생물방(生物房)에서 떡만을 전문으로 만드는 남자 조과숙

수(造果熟手)들의 지휘 하에 만들어졌다. 이들 밑에는 병공(餠工)

이 있었다. 병공은 물론 남자노비들이다. 평생을 떡만 만드는 자

로서, 일종의 조수 격인 조역을 데리고 일했다. 조역들의 일부분

은 병모(餠母)라고도 했다.

평생을 본인의 일만을 전업으로 하게 했던 궁중의 사옹원 제도에

서 적색(炙色, 고기 굽는 일에 종사하는 자)·장색(醬色, 장 만드

는 일을 담당한 자)과 달리 색(色) 대신에 공(工)이 붙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떡 만드는 일은 너무도 힘든 일이었다. 그래서 『조

선만화』에서도 떡 치는 일을 전쟁에 비유한 것이다.

수염을 기른 남자 3명이 한 조가 되어 머리에 수건을 쓴 채 안판 

위의 떡을 치는데, 양쪽의 2명은 목추(떡치는 방망이)로 떡을 치

고 있고 가운데 앉은 1명은 친 떡을 뒤집고 있다. 이 『조선만화』의 

모습은 비록 1909년 당시의 민중들이지만 궁중 생물방에서의 떡 

만드는 과정도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중요한 사실은 궁중이든 

민중이든 떡 제조는 남자들의 몫이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친 떡은 방으로 들여와 도마 위에 올려 놓고 홍두깨 등의 조

리도구를 사용하여 잘라 인점미·절병·백병 등을 포함한 여러 종

류의 떡을 만들었다. 여기에 동원된 여자들이 병모이다.

떡 만들 때 생물방 안은 대단히 분주하였을 것이다. 때로는 고물이 

필요한 떡을 위하여 삶거나 쪄서 체에 내리기도 하고, 대추나 밤 등

을 채로 썰어서 장만하기도 한다. 혹은 안판과 목추를 준비하여 칠 

필요가 없는 합병 등과 같은, 가루를 내어 찌는 떡을 전담했다.

기계화되지 않았던 조선시대, 아름답고 맛있는 떡을 만드는 일은 

전쟁과도 흡사한 치열하고도 정성스러운 과정을 거치는 일인 만큼 

궁중의 생일잔치에서 진어찬안(進御饌案)의 가장 처음에 등장할 

정도로 떡은 찬품(饌品) 가운데에서도 으뜸을 차지했다. 

궁중이든 민중이든 혼례·제사·생일과 같은 날 결코 빼놓을 수 

없었던 떡은 행사가 끝나면 음복(飮福) 음식 중 가장 최상의 음식

이 되어 연회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골고루 복 받게 하는데 동원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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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고유의 자수, 손끝에서 빚는 미학

01 화순옹주(영조 차녀)의 봉황흉배 궁중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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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준에 그쳤을 뿐인 것에 비해, 자수는 무늬와 색채를 임의대로 

화려하게 꾸밀 수 있었기 때문에 관영 수공업으로 성장하고, 고대 

자수의 기틀을 마련하는 전거를 마련했다고 본다.

고대 자수에는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후 미친 종교사상과 간

다라 미술의 영향이 지대했다. 신라 애장왕 7년 때 의료(衣料), 

병풍, 말안장, 다래의 자수 장식뿐 아니라 금수(錦繡)의 불공을 

금령(禁令)한 기록이 이를 대변한다. 이 시대의 특색을 보여주는 

불교 자수품은 고구려 사람인 ‘가서일(加西溢)’이 밑그림을 디자

인하고, 백제의 ‘진구마(秦久麻)’가 제작을 총 지휘한 ‘천수국수장

(天壽國繡帳)’이 일본 국보로 남아있다. 故 한상수 국가무형문화

재 자수장 보유자가 20년간 연구 제작한 ‘능문라지천수국수장’은

7세기경 우리 장인들에 의해 일본으로 전수된 문라 직물과 자수

의 원형기술을 복원하고, 1,500년 전 우리 고대 자수의 면모를 널

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그림 2).

고려시대에는 사실주의를 추구하는 이학(理學) 사상과 더불어 거

란의 요, 여진의 금나라 등 북방의 초원문화적인 특색이 반영되어 

화조, 산수 등 자연경물을 관조하고 정신의 내면세계까지 표출하

고자 하는 사실주의적 표현이 중시되었다. 송나라 서긍의 『고려도

경』에 수막(繡幕)이나 수도(繡圖)에 관한 기록은 관상 위주의 미술 

자수품이 성행하였음을 말한다. 실제로 안동 태사묘에 소장된 화

훼단원문수(花卉團圓紋繡)는 꽃 형상의 묘사, 색실의 농담, 색차

의 전이, 무늬 결의 방향 등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자련수 침

법은 수작을 넘어 격물궁리(格物窮理: 진실을 깨닫는 일)의 시대

적 철리(哲理)관념을 자수양식에 반영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조선시대의 자수는 유교사회의 풍토에서 복(福), 녹(祿), 수(壽), 

권(勸), 이(逸), 요(遊)의 내용을 담아 현세의 이상과 염원을 구현

하고자 하였다. 왕실의 궁수는 화원에서 설계한 정교한 도안과 

화아장(花兒匠)이라 불리는 자수 장인들에 의해 공정을 나누어 

종사하였다. 궁수의 특징은 실 꼬임새의 눈목이 알알이 살아있는 

초창기 원시 자수는 달팽이나 조개껍데기, 돌이나 옥구슬, 깃털, 

청동, 금·은 달개 등 입체적인 자연의 조형물을 직접 거죽 표면에 

달아 3차원 체적 유형의 ‘올림수’와 면적 유형의 ‘새김수’ 자수침법

으로 수무늬를 이루었다. 또한 인피 섬유나 동물 힘줄로 만든 실로 

바느질과 그물, 망태기를 제작하면서 그 바늘땀 궤적의 점선과 매

듭이 평면에서 전개되는 ‘평수’, ‘사슬수’ 유형의 자수침법이 함께 사

용되었다. 신석기 이후 가락바퀴가 발명되고 양잠과 잠업이 시작

되자, 비로소 부드럽고 유연한 촉감과 안정된 발색감이 우수한 양

모실, 누에실의 자수품이 나타난다.

당시 동·서아시아에서 출토된 ‘홍색 모직 평수 천’이나 청동기에 

부착된 ‘견직 사슬수 천’에서 간단한 기하무늬가 수놓아진 것을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다채로운 수무늬는 제정일치 사회의 의례문화

에서 신분의 귀천과 존비(尊卑)를 나타내는 표지로 사용되었다. 따

라서 지배계층의 의장(衣裝), 거마(車馬), 침장(寢裝)에 대한 자수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그 생산 규모도 확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

원전 사서 기록과 출토 자수품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주변 국가의 

왕조마다 값비싼 옷감과 생활품에 자수를 놓은 사례가 빈번히 나

타난 것에 비추어봤을 때, 우리 자수의 현황을 반추해 볼 수 있다. 

특히, 2천 년 전 평양에서 출토된 ‘구름, 꽃가지 무늬 사슬수 자수

천’을 보면 기(綺), 금(錦) 직물이 2~3가지 색채나 무늬를 짤 수 있

02 故 한상수 국가무형문화재 자수장 보유자가

 연구 제작한 ‘능문라지천수국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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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사(强撚絲)를 사용하고, 다채로운 색실을 배합하여 마치 부조와 같이 

뛰어난 입체감을 지녔다. 또한 물총새나 공작새의 깃털, 금·은박을 면실

에 감아 만든 연금사(撚金絲), 그리고 구슬, 보석 등의 재료를 활용해 고급

스럽고 화려하게 표현했다. 15세기 이후 흉배제도가 시행되자 근엄한 군

주의 표장(表章)으로부터 문무백관의 품계 구별, 서민의 길사(吉事)까지 

자수흉배를 달았다. 영조의 차녀 화순옹주의 봉황흉배는 궁중자수의 예술

성과 장인의 기량이 배어든 걸작이다. 자리수와 자련수, 이음수 등의 침법

은 물론이거니와 수무늬결의 방향, 색채 배합의 표현이 매우 뛰어난 궁수

(宮繡)의 진품이라고 할 만하다(그림 1).

반면, 민수(民繡)는 길복을 나타내는 자수문양에 색실의 수도 많지 않고 밑

그림도 둔탁하나, 대비색채를 활용하여 배합의 묘미와 순박한 기운을 지녔

다. 이러한 생활자수품에 대한 서민의 수요가 증가하자 사치의 폐단을 염

려하여 이를 금지한 사실이 『경국대전』, 『속대전』, 『목민심서』 등에 여러 차

례 기술되었다. 

후기에는 비단의 명산지인 평안도 안주에서 병자호란 때 산동으로 귀양 간 선

비가 소일거리로 배운 솜씨로 귀국 후 궁수(宮繡)에 종사하는데 이때 유래한 안

주수(安州繡)가 전국에 보급되었다(그림 4). 자수특산품은 집단 수공업으로 보

부상을 통하여 전국에 보급되었고, 이것이 조선시대 민수를 대표하였다.

이밖에도 궁실과 사대부가에서는 그림과 자수기법이 병용된 그림 자수(수

화(繡畵))가 유행하였다. 성현들의 역사적 일화를 그린 고사설화(故事說話), 

불로불사의 신선이나 현실구복을 희구하는 신선사상, 신화(神話)를 주제로 

당시 규중여성들에게 길상을 염원하고 내적수양을 함양하는 덕목으로 널리 

선호되었다. 예를 들어 한상수자수박물관에 소장된 ‘사군자수화액’은 기운

찬 일필휘지의 중봉과 대조되어 한 땀씩 빚어낸 수무늬가 풍부한 형상미와 

소박한 색채미를 이루고 있어 감상의 즐거움을 선사한다(그림 3).

오늘날 전통자수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현대예술의 조류 속에서 여전

히 자수의 예술정신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가 훌륭한 자수품을 마주

할 때 느끼는 깊은 감동은 자수의 행위가 기술적 공예성을 극복하는 동시

에, 행위자의 주체적 자각을 향상하고자 자유로운 예술정신을 내포하고 

이를 승화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는 데서 비롯된다. 말하자면 자수 감상

에는 기능의 우월성과 예술의 표현성을 초월한 심미 감수성이 작용되어 

미적 특질로 수용된다는 점에서 예술적 감응도 깊이가 남다른 것이다. 

비록 자수의 공정 과정이 무엇과도 비견할 수 없는 긴 시간이 필요하고, 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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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감당하는 작업량이 방대하므로 다수의 협업이 필요하다

는 특수성을 지녔으나, 미적 조형으로서 탐구와 창작은 회화의 

조형성이 요구하는 수준과 같은 맥락에 있다. 회화와 동일한 수

준의 예술적 안목과 기량에 대한 성찰이 요구된다. 그렇기 때문

에 전통 자수는 다른 공예분야와 달리 기능만을 최우선시하는 인

식을 극복하고 자유로운 창작정신과 신예술 조류의 개념을 전승 

속에 융합하여 계승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표현이 자유로운 공예적 특성상 수놓는 제작자의 타고난 기

민성(機敏性)과 주관성에 따라 임의로 다양한 미감을 표현할 수 있

다. 그림은 흥취에 따라 그릴 수 있으나, 자수는 실가닥을 늘려가

며 조형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한 올이라도 부족하면 그 정취의 맛

이 없어진다. 그러므로 제작인의 예술 소양이 깃든 공력에 따른 노

력과 미술적 조예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자수품의 완성도 수준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이것이 자수의 가치와 그 의의가 기술적 표

현성에만 방점을 찍고 기능에만 치우칠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수조형예술의 원리를 탐구하는 것은 현대의 

미술, 공예, 디자인 영역에서 더욱 진일보한 연구와 개척의 여지

가 남아있는 영역이다. 자수침법의 결구와 수무늬 규율을 비롯해 

자수품의 질료(천연섬유, 자연염색), 문양도안, 미학 등의 지식과 

경험은 오늘날 예술디자인 영역에서 모방과 창조, 영감과 계시, 

철학과 비전을 제시한다. 

따라서 이 같은 문화유산을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에 무궁

한 온고지신(溫故知新)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 현시대의 

범세계적 요구에 부응하는 자연환경의 보존, 녹색성장을 추구하

는 가치를 지니고 있는 예술 산업으로서 향후 무한히 발전가능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생활에 더욱 풍부한 문

화향유를 제공하고 더불어 현대 예술, 디자인 각 관련 산업 분야

에 활용할 수 있는 우리 문화원형의 발굴과 보존 및 각종 콘텐츠 

개발, 스토리텔링의 확산으로 그 가치를 전승하고 확대할 필요가 

절실하다. 

04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자수공예로 꼽히는 ‘안주수(安州繡)’ 기법

자수조형예술의 원리를 탐구하는 

것은 현대의 미술, 공예, 디자인 

영역에서 더욱 진일보한 연구와 

개척의 여지가 남아있는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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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인형연행은 고려시대 이전에 기반이 마련되고, 제의적 문

맥과 오락적 문맥에 걸쳐 연행이 이루어졌다. 상고시대에서 삼국

시대를 거쳐 남북국시대로 이어지는 동안 인형은 다양한 방식으

로 이용되었다. 인형이 상·장례에서 망자(亡者)를 의미하는 것

으로 쓰였는가 하면, 나무나 뼈로 만든 인형이 신격화되어 사당

에 모셔지기도 했다. 또 망자의 봉사자, 지킴이 등의 의미를 갖고 

함께 묻히기도 했다. 때로는 전쟁에서 적군을 위협하기 위해서, 

또는 적을 속이기 위한 위장용 병사로, 그리고 아군의 사기를 올

리기 위한 술책의 하나로 인형이 이용됐다. 여기서 우리는 인형

을 모시고 섬기거나, 나아가 놀리고 꾸며대고 진열하는 인형연행 

기반의 형성과 존재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고려시대 역시 제의적 문맥과 오락적 문맥 모두에 걸쳐 인형연행

이 벌어졌다. 제의적 인형연행의 경우, 궁중나례에서 연행자가 

황소 인형에게 일정한 행위를 직접적으로 하는 연행 방식이 나타

난다. 또한 팔관회 잡희(雜戲)에서 움직임을 보이는 동적 인형(動

的 人形)이 등장하기도 한다. 오락적 인형연행 역시 활성화되었

다. 이규보(李奎報)의 시를 통해, 뛰어난 조종술을 가진 인형 조

종사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정교하게 만들어진 인형들이나 

단청을 만들었다가 순식간에 거두어 버리는 내용의 인형연행이 

벌어졌음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시대의 양상은 제의적 인형연행의 다양화와 오락적 인형연

행의 발전으로 정리할 수 있다. 제의적 인형연행의 경우, 마을 공

동 제의, 기우제, 제웅치기, 주술적 저주, 궁중 내농작(內農作) 등

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신격이나 초자연적 존재로 전환된 인형들

이 등장하였다. 특히, 궁중 내농작에서 나타나는 인형들의 진열

이라는 연행방식은 주목할 만하다. 1년 농사짓는 모습과 풍년이 

들어 백성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이 진열을 통해 표현되었다. 이러

한 진열이라는 연행방식은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 산대잡상놀

이라는 오락적 인형연행에서도 등장한다. 산대잡상놀이는 이미 

널리 공유된 전형적 상황을 정교하게 꾸며진 인형들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산대잡상놀이는 조선 후기에 성행했다.     

조선시대에 이루어진 오락적 인형극의 양상은 발전이라 말할 수 

있다. 궁중과 민간을 막론하여 인형연행이 확산되었다. 다양한 

형태와 개성적 모습을 한 인형이 등장하고, 인형 연행술 역시 발

전하였다. 말을 하는 유언 인형(有言 人形)의 등장과 극적 구조를 

갖춘 인형극 역시 여러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선시대 오락

적 인형연행의 양상을 보여주는 자료들을 통해 막대 인형, 줄 인

남사당패(꼭두각시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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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 코드를 읽어보세요.

꼭두각시놀음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국악방송

형, 손 인형이 등장하며 현전하는 ‘꼭두각시놀음’과 동일한 무대 

구조가 만들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인형연행자들의 목소리 연

기와 인형 조종이 모두 갖추어진 명실상부한 인형극이 성행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 전승되는 전통적 인형연행은 제의적 문맥에서 연행되

는 것과 오락적 문맥에서 연행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의

적 인형연행인 경우 대체로 마을굿이나 무당굿 속에서 종속적인 

형태로 존재한다. 등장하는 인형들의 제작 수준이나 인형을 연행

하는 방식은 투박하고 거칠다. 이에 비해 오락적 인형연행은 하

나의 완결된 형태로, 독립적으로 그 연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인

형들의 제작 수준이나 연행 방식의 경우, 제의적 인형연행과 비

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정교하고 세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러한 오락적 인형연행을 보통 전통인형극이라 하는데, ‘꼭두각시

놀음’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꼭두각시놀음은 조선시대 유랑광대패 중 하나인 남사당패에 의

해 전승되어 온 인형극이다. 꼭두각시놀음의 연행은 무대로 이용

되는 포장막 속에 숨어서 인형들을 놀리는 조종사들(대잡이, 대

잡이손)과 포장막 밖에 앉아서 반주를 하는 악사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꼭두각시놀음의 극 진행은, 등장하는 인형들과 산받

이라 불리는 악사 한 사람의 대화를 통해 주로 이루어진다. 그 내

용은 박첨지의 유람, 뒷절 중들과 피조리들의 애정 행각, 부인과 

첩의 갈등, 사람을 해치는 이심이 퇴치, 평안 감사의 횡포와 장

례, 절 짓기를 통한 기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에는 

남녀 간의 갈등을 통해서 나타나는 남성의 횡포 비판, 벼슬아치

와 하층민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신분적 특권 비판, 종교인

과 세속인 사이의 갈등을 통해서 나타나는 관념적 허위 비판 등

의 주제의식이 담겨있다. 

꼭두각시놀음에 등장하는 인형들의 형태는 막대 인형, 줄 인형, 

손 인형, 줄타기 인형 등을 망라하고 있다. 인형들의 형태가 다양

함에 따라 그 조종 방식 역시 다양하다. 막대를 통한 조종, 손을 

통한 조종, 장치를 통한 조종, 줄을 꿰어 날리는 조종, 줄을 통한 

조종 등이 독자적 혹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 꼭두각시놀음은 

우리의 전통적 인형연행 중에서 가장 정교한 인형들이 등장하고, 

세련된 연행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본 인형

극과 중국 인형극을 염두에 둔다면, 그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 중

국과 일본의 인형극과 비교해 볼 때, 그 투박함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달리 본다면, 꼭두각시놀음은 동아시아 인형극의 고대적 

양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고대 동아시아의 나무 인형의 특징을 

거의 그대로 유지한 인형극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한국의 

인형극이 소박하고 예스러운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인형을 주된 표현도구로 삼는 인형연행은 현대에 와서도 여전히 

주목받고 있다. 인형연행에서는 인간이 할 수 없거나 하지 않는 

것을 능히 해내고 있기 때문이다. 인형연행이 갖는 너른 표현의 

가능성은 거의 제한이 없다. 인간이 상상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

들을 인형연행에서는 능히 해낼 수 있다. 상상 그 이상의 표현까

지도 가능한 것이 인형연행이다. 오랜 옛날부터 미래까지 인형연

행에서 우리가 언제나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무제한의 상

상력과 그 실현이다. 이는 인형연행이라는 장르가 상상력 훈련의 

장이 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인형이 갖는 주제 전달의 용이

함 역시 인형연행의 전망을 밝게 한다. 특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여러 교육·예술 활동에서 인형은 효과적인 기능을 하고 있

다. 글이나 말로만 표현하는 것보다 인형을 통한 표현이 주제 전

달력에 있어 탁월한 효과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남사당놀이(박첨지놀음) 



한여름, 천연기념물 동굴에서
더위를 식히자

숫자로 떠나는 천연기념물 동굴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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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궁내청에서
 환수된
한국 고도서

20

2011년 12월 6일, 일본 궁내청(宮內廳) 서릉부(書陵部)에 소장되어 있던 우리

나라 고도서 150종 1,205책이 국내로 환수되었다. 이는 2010년 11월에 제18차 

APEC 정상회의에서 前 이명박 대통령과 칸 나오토 일본 총리가 합의하고 양

국 외무장관이 서명한 ‘도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협정’

에 의거한 조치였다.

궁내청 소장 한국 고도서는 1998~2000년 해외전적조사연구회의 조사를 통

해 그 존재가 알려지면서 국내 학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6년 

9월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조선왕조 의궤 환수위원회’가 발족하여 궁내청 소

장 의궤의 환수 운동이 추진되었다.

한국 정부도 2009년 5월부터 외교부, 문화재청 등 관계 부처가 긴밀히 협력

하며 의궤를 비롯한 궁내청 소장 한국 도서의 반환 문제를 검토하였다. 이러

한 노력의 결과로 2010년 8월 일본 칸 나오토 총리는 ‘일본이 통치하던 기간

에 조선총독부를 경유해 반출돼서 일본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도서’의 반환 

의사를 밝혔고, 이것이 양국 정상의 반환 합의로 이어지게 되었다.

환수된 한국 고도서는 반출 과정을 기준으로 볼 때,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진

다. 하나는 조선총독부에서 ‘기증’ 형식으로 반출한 도서들이고, 다른 하나는 

이토 히로부미가 대출 형식으로 가져간 책들이다.

01 대례의궤 ©국립고궁박물관

02 홍재전서 ©국립고궁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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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 도서들 중에서 ‘조선총독부기증(朝鮮總督府寄贈)’이라는 인

장이 찍혀 있는 책은 의궤(儀軌) 80종 163책과 『증보문헌비고(增

補文獻備考)』(2종 99책), 『대전회통(大典會通)』(1책) 등인데,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의궤이다. 이 의궤들은 1910년 이후 조선총독부에

서 관리하던 ‘규장각도서’의 일부로서, 1922년 5월에 조선총독부

가 일본 궁내성(宮內省: 현재의 궁내청)에 기증하는 형식으로 반

출되었다.

당시 의궤 반출은 궁내성의 요청으로 추진되었다. 1920년 9월 궁

내청에서는 조선총독부에 공문을 보내 조선총독부에서 관리하

는 고종·순종대 의궤 중 4부 이상 있는 것들을 1부씩 무상 양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궁내성에서 의궤 양도를 요청한 것은 ‘이왕

공족실록(李王公族實錄)’ 편찬의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였다. 

1910년 조선을 강제 병합한 일본은 조선왕실을 ‘이왕공가(李王

公家)’, 고종을 ‘이태왕(李太王)’, 순종을 ‘이왕(李王)’으로 명명하

고 ‘이왕직(李王職)’을 설치하여 왕실 사무를 담당하게 했다. 그리

고 1919년부터 고종대 이후 조선왕실의 기록을 정리한 ‘이왕공족

실록’ 편찬을 추진했는데, 이 임무를 담당한 곳이 바로 일본 왕가

(王家)의 기록물을 관리하던 궁내성 도서료(圖書寮: 지금의 서릉

부)였다. 

조선왕실의 역사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왕실의 각종 행사 내역이 

상세하게 기록된 의궤는 필수 자료였다. 이에 궁내성에서는 ‘이

왕공족실록’ 편찬 초기부터 의궤를 중요 자료로 이용하였다. 당

초 궁내성에서는 필요한 의궤를 조선총독부에서 대여하여 필사

한 다음, 원본은 반납하고 사본(寫本)을 이용하였다. 그런데 의궤 

내용을 일일이 필사하는데 물력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자, 방법을 

바꿔서 조선총독부에 고종·순종대 편찬 의궤의 무상 양도를 요

청한 것이다. 다만 의궤는 조선총독부에서도 조선 통치를 위한 

각종 제도 연구에 중요하게 이용되었으므로, 유일본은 제외하고 

여러 건 소장되어 있는 의궤들만 양도 대상으로 삼았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조선총독부에서는 소장 의궤를 검토하여 최종적으

로 80종 163책을 선별해서 1922년 5월 29일에 궁내성으로 반출

하였다.

2011년에 환수된 궁내청 한국 고도서 중 66종 938책은 이토 히로

부미가 반출한 책들이다.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 통감으로 재직하

던 1906년에서 1909년 사이에 고도서 77종 1,028책을 ‘대출’ 방식을 

통해 일본으로 가져갔다. 이 책들은 이토 히로부미 사망 후 궁내성 

도서료에서 보관해 왔으며, 이 중 11종 90책은 1965년 한입협정 때 

반환되었고 그 나머지 책들이 2011년에 국내로 돌아온 것이다.

이토 히로부미의 반출 도서는 다시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데, 하나

는 원래 규장각도서에 속했던 책들로 33종 563책이며, 다른 하나

는 통감부에서 수집한 책들로 33종 375책이다. 이 중 6종 28책은 

국내에 없는 유일본으로 연구 자료 및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큰 것

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일부 자료들은 국내 소장본과 다른 판본

이거나 국내에는 완질이 아닌 일부만 소장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영남인물고(嶺南人物考)’는 2011년에 환수된 7책과 기

존에 규장각에 소장된 10책이 합해져야 완질이 이루어진다.

1911년 5월에 궁내성에서는 조선총독부에 공문을 보내 이토 히로

부미의 ‘대출’ 도서를 완전히 양도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당시 궁내

성은 양도 요청의 이유를 두 가지로 제시했는데, 첫째는 이왕공족 

실록 편찬의 참고자료가 된다는 점이고, 둘째는 일본 제실도서에 

없는 책들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이에 조선총독부는 24종 

200책은 양도할 수 있지만 그 나머지는 조선총독부에도 필요한 서

적이므로 반환해 줄 수 없다고 해서, 결국 반출된 지 100년이 넘은 

2011년에야 국내로 돌아오게 되었다.

2011년 12월 일본 궁내청에서 환수된 한국 고도서들은 현재 국립

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특별전시회 등을 통해 일반 대중

들에게 공개되었다. 소중한 우리의 기록유산을 되찾아온 지금, 

우리 앞에는 환수된 기록물을 이전보다 더 완벽하게 보존·관리

하며, 또 그 기록들을 이용한 다방면의 연구를 통해 우리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풍부히 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져 있다. 이러

한 과제를 잘 수행했을 때 환수된 고도서들의 가치는 더욱 높아

질 것이며, 또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해외 유출 문화재들을 되찾

아오는 데에도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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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극 사이에 존재하는 예술
‘겹’의 컬러풀한 시각화

퓨전 동양화가 홍지윤 작가

22

너에게 꽃을 꽂아줄게 Let me be sure to wear some flowers in your heart_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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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게 칠한 한지 위에 형광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 잔물결 위로 꽃

무리가 소용돌이치기도 한다. 한글과 한문, 때로는 영어로 쓴 문

구들이 그림 사이에 숨어있기도 하고, 그림과 같은 비중을 차지

하기도 한다. 홍지윤 작가의 작품을 보고 있노라면 정중동(靜中

動)의 미(美), 관조 등의 단어가 어울리는 기존 동양화와 달리 활

기, 환희 등의 단어를 떠올리게 된다. 동양화가 그저 옛 그림양식

의 하나로 머물길 원치 않는다는 홍 작가는 “단순히 매체가 섞이

는 것을 뛰어넘어 인간과 자연의 관계, 결국은 인간도 자연의 일

부라는 동양의 철학을 작품으로 보여주고 싶습니다”라고 말한다. 

“‘앞서 간다’, ‘선도 한다’는 해석 때문에 요즘 의도치 않게 제 이미

지가 너무 진지해진 것 같아요. 물론 이런저런 모습이 저겠지요. 

꽃과 새도 모두 개별적인 하나의 존재이지만 한마디로 존재를 규

정할 수 없잖아요. 여러 겹의 꽃잎이 한 송이의 꽃이 되고, 여러 

깃털이 모여 한 마리 새의 형상을 이루죠. 제 작품도 음과 양, 동

과 서, 과거와 미래 등의 이분법에 의한 융합이라기보다는 그 사

이사이에 존재하는 간극, ‘겹’에 주목하고 있어요. 수많은 겹이 새

롭게 하나가 되는 것이야말로 예술세계의 근본이라고 생각하거

든요.”

홍지윤 작가의 캔버스에는 기쁨과 슬픔, 환희와 고뇌가 동서양의 

경계를 넘어 종횡무진 펼쳐진다. 동양화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려

운 다채로운 색감이 우선 강렬하게 눈길을 사로잡는다. 오방색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꽃 그림은 동양화의 몰골법을 이용해 윤곽선 

없이 단번에 그렸다. 오행의 각 기운이 직결된 오방색과 형광색을 

병치한, 꽃 사이사이에는 작가의 시(詩)가 자리 잡았다. 영상이라

는 첨단매체와의 결합도 시도했다. 수묵 그림에 자작시를 담아 만

든 영상에는 전통과 현대,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함께 담겼다.

“저는 음악, 드라마, 영화, 광고, 패션에 관심이 많고, 만물에 생

명과 에너지가 있다고 믿어요. 정원의 작은 새나 도둑고양이, 풀

벌레, 꽃들을 바라보고 교감하는 것을 즐깁니다. 사람들과의 관

계와 사건을 서사적으로 이해하려고도 노력하죠. 그리고 이 모든 

동양화의 단조로운 속성을 벗어던진 

공감각적 이미지들은 한지에 

머물지 않고 영상, 그래픽, 사진, 

설치 등 다양한 매체와 결합하며

무한 변주를 보여준다.

홍지윤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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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하나로 연결돼있다고 믿고, 공감각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모든 요소가 하나로 합쳐져 둥근 꽃이 되어 서로를 품고, 새가 되

어 화려한 날갯짓으로 세상을 향해 날아오르며 노래한다. 찬란한 

색동꽃과 새, 그 위를 흥얼거리는 글자들이 하나 되어 춤춘다. 동

양화의 단조로운 속성을 벗어던진 공감각적 이미지들은 한지에 

머물지 않고 영상, 그래픽, 사진, 설치 등 다양한 매체와 결합하

며 무한 변주를 보여준다. 이를테면 2004년 작품 <백만 송이 장

미>는 동명의 샹송을 배경음악으로 꽃과 글이 움직이는데, 이미

지의 움직임이 재미있으면서도 애틋한 감정을 자극한다. <봉별

(逢別)>은 어느 날 문득 손톱에 바른 분홍 매니큐어를 보고 그린 

꽃나무 그림과 그 무렵 읽은 이상(李箱)의 시가 모티브가 됐다. 

일제강점기에 날개를 접고 고전과 모던의 틈을 살아간 지식인 이

상, 그리고 그의 자화상인 기생 금홍의 만남과 이별이 홍 작가의 

자작시 <생멸>과 조형 오브제, 비디오 작품으로 구현됐다. 이상

과 금홍의 방에는 사랑과 서글픔이 공존하며, 고운 꽃들이 흐드

러지게 피었다가 이내 시들기도 한다. 

“시의 문학적 특징은 수묵 동양화의 회화적 특징과 같아요. 함축과 

은유로 표현하거든요. 동대문종합상가 오뚜기주단 언니, 동화상가 

초원자수 아줌마, 황학동 상보당 아줌마, 그리고 일찍 돌아가신 엄

마까지, 자신들만의 꽃나무를 피워냈을 현대판 ‘금홍’들과의 만남

과 이별을 통해 신작 <봉별>을 완성했어요. 내 엄마가 나를 피워냈

고 시들어갔던 것처럼, 이상과 금홍이 그렇게 만났고 헤어졌던 것

처럼, 저에게 작품 <봉별>은 새로 피워낸 꽃나무가 되었죠.”

예술과 일상의 경계를 허무는 홍지윤 작가는 미술관과 갤러리 말

고도 대중이 미술을 더 가까이서 만나고 공유할 수 있는 프로젝

트에 늘 마음을 연다. <어진 바다-화려한 경계>는 군사분계선 

부근에 위치한 남한의 최북단 백령도에서 촬영했다. 여성의 옷과 

군복, 그림을 넌 빨랫줄 사이를 춤추는 무용수의 퍼포먼스는 무

수한 경계를 허물고 그 사이를 오가고자 하는 작가의 마음을 대

변했다.

01 봉별 逢別  Being and dead_Meet and separate_2011

02 인생다채  Life is Colorful_2009

03 어진 바다 - 화려한 경계  Gorgeous Border_ 2012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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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선을 갖기 위해서는 시도를 겁내지 말고 실천해야 한

다고 했다. 대중이 반응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내 대기업 사

옥 외벽의 대형 LED 스크린에 작품이 전시됐는가 하면, 런던 피

카딜리서커스에서 공개한 그녀의 수묵 영상은 적지 않은 사람들

을 매료시켰다. 랜드마크 노스(홍콩), 갤러리 TN(중국), 쿤스트디

렉트 갤러리(독일) 등에서 개인전을 성황리에 마친 홍지윤 작가

는 플로렌스비엔날레 로렌초 일 마니피코상(2001, 2003), 올해의 

주목할 예술가상(2013, 한국예술평론가협회), 서울문화재단기금 

중진작가상(2014) 등을 연이어 수상하며 주목받고 있다. 

당분간 홍지윤 작가를 만나기도 쉽지 않을 것 같다. 연이은 개인

전과 작품전을 비롯해 오는 9월 창원조각비엔날레에 출품할 조

형물도 제작해야 하고, 홍콩 프린지클럽의 초청으로 갤러리 평

면작품과 함께 건물 외벽에 전시할 대형 미디어 작품도 완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술’과 ‘미술 주변’의 경계 넘기를 시도해온 그녀

답게 다양한 분야와의 협업도 멈추지 않을 계획이다. 엉뚱한 질

문을 던지는 것이 더욱 즐거운 인생을 사는 묘책이라고 말하는 

홍지윤 작가의 표정이, 난생처음 붓을 머리에 꽂아본 소녀처럼 

들떠 보인다. 

“수묵은 물처럼 유연하게 살아가는 동양적 사유체계를 제 삶의 

태도로 삼게 하고, 제 작품의 형식적 기반이 됐어요. 저의 최대 

화두는 동양화를 통해 어떻게 지금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하

는 점이에요. 그래서 그림뿐만 아니라 설치나 사진, 그래픽, 영

상, 디자인, 인테리어 등 다양한 각도에서 작업을 시도하죠. 동양

화뿐만 아니라 동양의 정신이 경계를 넘어 확장될 가능성을 부단

히 찾아 나설 겁니다.”

늘 꽃길만 걸을 수는 없을 터이다. 예술이, 인생이 어찌 늘 찬란할 

수만 있겠냐만은, 홍지윤 작가는 작품을 통해 이렇게 말한다. “너

에게 꽃을 꽂아줄게. 그러니 두려워 말고, 무겁고 가벼운 인생 사

이에서 줄다리기하듯 인생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며 춤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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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궐의 그림
상징을 품은 ‘장식병풍’

과거의 전통이 서서히 사라져 가는 오늘날, 일상에서 병풍을 사용

하는 문화는 거의 찾아볼 수 없지만 20세기 전반까지만 해도 병풍

은 한국인의 삶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생활용구였다.

‘병풍’에 대한 어원을 살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여

러 의미가 담겨 있다. 바닥 위에 판을 세우거나 의자나 침대 등 

가구 주변을 두르기 위해 여러 장의 판을 이어 붙인 것을 ‘병(屛)’ 

또는 ‘장(障)’이라 하는데 둘 다 ‘가리다’라는 뜻이다. 국어사전에 

의하면 ‘병풍(屛風)’은 집안에 장식을 겸하여 바람(風)을 막기(屛) 

위해 둘러치는 물건을 일컫는다. 이러한 해석을 종합하면 병풍의 

기능은 무엇을 가리거나 막는 것이 일차적인 용도이고 그 위에 

그림이나 글씨, 수(繡)를 곁들였기 때문에 벽면이나 공간을 꾸미

는 장식용으로도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병풍은 동아시아 사회에서 매우 오래전부터 사용되었다. 

중국의 주(周)나라 천자가 높이 8척의 판에 자루가 없는 여러 개

의 도끼를 그려 벽에 두었다는 『예기(禮記)』의 기록이 병풍과 관

련된 가장 오래된 문헌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신라시대 애장

왕(哀莊王) 때 금실로 수놓은 병풍을 사용했다는 『삼국사기』의 기

록이 있다.

병풍은 장방형으로 짠 나무틀에 종이를 바르고 종이·비단 또는 

삼베에 그려진 그림이나 글씨·자수 등을 붙였으며 폭(화면)과 폭 

사이는 종이나 경첩 등으로 접합시켜 접었다 폈다 하기에 이동성

과 편리함이 뛰어나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통 2폭에서부터 4폭,  

6폭, 8폭, 10폭, 12폭에 이르기까지 짝수로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

다. 병풍의 종류 역시 형식에 따라 다양하게 나뉘었다. 

2폭의 것은 가리개 혹은 곡병(曲屛)이라고 하며, 머리맡에 치는 얕

은 병풍은 머리병풍 또는 침병(枕屛)이라고 한다. ‘곽분양행락도’

처럼 한 주제의 그림만으로 꾸민 것은 왜장병(倭粧屛)이라고 부른

다. 그리고 여러 가지 주제의 작은 그림들 또는 글씨·탁본·도장 

등을 전면에 붙여서 꾸민 것은 백납병(百衲屛)이라고 하며, 자수

를 놓은 것은 수병(繡屛), 나무로 만든 세로로 긴 틀 안에 끼워서 

쓰는 병풍을 삽병(揷屛)이라고 한다. 또한 흰 종이만으로 바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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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문양도 칠하지 않은 병풍을 소병(素屛)이라고 하는데 왕실과 

민가에서는 상중(喪中)이거나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였다. 

조선시대 양반가에서는 이미 다양한 소재의 그림을 곁들인 병

풍이 유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민가에서의 병풍 사용량은 궁중

의 수량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것이었다. 그만큼 궁중에서 필요

로 한 병풍의 수량과 종류는 많았다고 할 수 있는데, 왕실혼례나 

회갑연, 국장(國葬) 등 각종 의례나 행사를 위해 사용하거나 대전

(大殿), 중궁전(中宮殿), 동궁전(東宮殿), 나인(內人)들이 머무는 

처소 등 궐내 거의 모든 전각에 병풍이 비치되었기 때문에 수량

이나 종류 역시 다양할 수밖에 없었다.

민가에서는 궁궐에 비해 규모가 훨씬 작다보니 병풍과 더불어 방

안에 족자나 1m 정도의 키 작은 단병(短屛), 벽이나 창호에 그림

을 붙여 내부를 아기자기하게 장식하는 방식이 발달했다면, 궁중

에서는 넓은 내부를 장엄하게 보이도록 하고 방한효과를 높이기 

위해 족자보다는 여러 폭으로 구성된 비교적 큰 규모의 병풍을 

많이 선호하였다. 전각 안에 세워진 병풍은 입체적인 막(幕)을 형

성해 하나의 공간 구조물로서 기능함과 동시에 전각의 용도에 맞

게 그 안에서 생활하는 구성원들을 위한 특별한 분위기를 연출하

였다. 임금의 어좌(御座) 뒤에 항상 놓였던 일월오봉병(日月五峯

屛)이 통치자의 장소를 명확히 하고 권위를 상징하는 기능을 한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1920년대 초 창덕궁 인정전 내부에 큰 

봉황걸개그림이 내려진 어좌 주변에 산수·난초·백동자·와전

문양 등이 그려진 각종 병풍과 소소한 단병이 배열된 모습을 통

해 왕을 위호하고 내부를 치장하며, 방한의 목적으로 사용된 궁

중 병풍의 활용상을 짐작할 수 있다.

조선 궁궐에서 병풍은 거의 모든 전각에 놓였고 왕실행사에 있어 

중요한 시각적인 기능을 담당하였던 만큼 용도에 맞게 다양한 크

기와 주제로 제작되었다. 유교경전의 내용을 뽑아서 쓴 글씨병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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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일월오봉병> 6첩 병풍, 비단에 채색, 149.3×325.8cm ©국립고궁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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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십장생도> 10첩 병풍, 19세기, 비단에 채색, 208.5×389.0cm ©국립고궁박물관

04 <곽분양행락도> 8첩 병풍, 비단에 채색, 165.9× 388.0cm ©국립고궁박물관03 <백동자도> 6첩 병풍(부분), 비단에 채색, 각 72.8×40.6cm ©서울역사박물관

조선궁궐에서 병풍은 거의 모든 전각에 놓였고 

왕실행사에 있어 중요한 시각적인 기능을 담당하였던 

만큼 용도에 맞게 다양한 크기와 주제로 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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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書屛)도 사용되었으나 단청으로 장식된 목조건축의 특성상 화려

함과 장중함을 배가시키는 채색그림병풍이 더 많이 제작되었다. 

이러한 채색병풍은 왕실의 존엄을 높이고 평안과 다복을 기원한 

주제로 그려졌으며 오봉병, 모란병, 십장생도, 곽분양행락도, 책

가도, 백동자도, 해학반도도(海鶴蟠桃圖), 한궁도(漢宮圖) 등이 

대표적이다. 아래에서는 조선궁궐에서 쓰인 몇 가지 그림병풍 사

례를 들어 소개하도록 하겠다.

 국왕의 상징, 일월오봉병

‘일월오봉병’은 국왕의 변치 않는 권위를 상징하는 해와 달, 다섯 

봉우리로 이루어진 도상(圖像)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오봉병’

이라고도 하며, 중국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조선 고유의 궁

중회화이다. 이 병풍은 살아계신 왕이 거처하는 장소뿐 아니라 돌

아가신 왕의 시신이나 초상을 모신 곳에도 반드시 놓았기 때문에 

궁궐 정전의 당가(唐家), 선원전과 같은 진전(眞殿), 국장 시 설치

한 빈전(殯殿)과 혼전(魂殿)에는 의무적으로 비치되었다. 양 끝에 

소나무를 배치하고 그 가운데에 다섯 봉우리의 산과 해와 달을 그

렸으며, 화면 아래에는 굽이치는 파도를 그린 구도가 공통적이다. 

청색과 녹색, 붉은색 위주의 짙은 채색을 사용하여 사물과의 거리

감을 배제해 도안화하고, 보수성이 강한 느낌을 주며 멀리서도 국

왕의 존재를 강력하게 전달하는 시각적 효과가 있다.(그림 1)

 왕실의 장수를 빌다, 십장생 병풍 

‘십장생(十長生)’은 장수를 상징하는 사물(해, 달, 산, 물, 학, 거

북, 소나무, 대나무, 사슴, 영지)을 의미하며, 한국 고유문화 속에

서 성립된 독자적인 길상 표현이다. 십장생은 이미 고려 왕실에

서 그려지기 시작했으며, 조선시대에는 궁중이나 민가에서 가장 

많이 애용한 주제였다. 왕실에서는 왕대비와 대왕대비 등 왕실어

른과 왕세자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이들과 관련한 행

사에 주로 사용하였고 간혹 가례 때 그려지기도 했다. 일월오봉

병처럼 짙은 청록색과 붉은색이 대조를 이루는 강렬한 색상이 특

징이며, 군데군데 배치된 사슴과 학, 거북, 구름 등이 신비롭고 

상서로운 분위기를 전달해 준다.(그림 2)

 다복함과 다산의 기원, 백동자도 병풍

‘백동자도’는 많은 어린아이들이 천진스럽게 정원에서 노는 장면

을 그린 그림이다. ‘백자도(百子圖)’, ‘백동도(白童圖)’라고도 불렸

으며, 여기서 ‘백(白)’자는 반드시 백 명의 아이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많다’라는 의미를 강조한 것이다. 백동자도는 중

국에서 유래한 것으로, 다산과 득남을 상징한 그림으로 그려졌

다. 조선시대에도 백동자도 병풍은 득남을 상징한 그림이었는데, 

왕실에서는 주로 가례 때 왕비 후보자가 정식으로 간택되기 전 

거처하는 별궁에 비치해 두고 득남을 기원하기도 했다. 이밖에 

궁중연향 시 왕세자와 왕세자빈이 머무는 장소에 백동자도 병풍

을 둔 것으로 보아, 향후 혈통승계를 위한 자손이 번창하기를 바

랐던 왕실의 염원이 담긴 그림이라고 하겠다.(그림 3)

 태평과 복락의 상징, 곽분양행락도 병풍

‘곽분양행락도’는 중국 당나라 장군이었던 곽자의(郭子儀)의 일

생을 주제로 한 그림이다. 곽자의는 80세 넘게 부귀영화를 누리

며 장수하였고 자식들도 모두 성공한 삶을 살았기에 후대에 이상

적인 일생을 보낸 인물로 상징화되었다. 우리나라에는 숙종 연간

(1675~1720)부터 곽자의를 복락(福樂)의 인물로 여기며 그를 칭송

한 글이나 그림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장수와 다복한 인생, 

자손 번창의 의미를 담은 곽분양행락도는 왕세자를 위해 동궁전에 

놓이기도 했지만 왕실 가례 때 왕비가 거처하는 별궁에 주로 비치

하면서 19세기에는 주로 혼례용 그림으로 많이 그려졌다. 

곽분양행락도는 하나의 스토리가 몇 폭으로 연결되어 그려졌기 때

문에 모두 왜장(倭粧) 병풍 형식이다. 병풍 가운데 곽자의가 자손

들에게 둘러싸여 연회를 감상하는 장면이 있고 오른쪽으로는 부인

과 시녀들, 아이들이 평온하게 거처하는 공간이 묘사되었으며, 왼

쪽에는 손님들이 곽자의를 축하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 명예와 

장수, 자손 등을 두루 갖춘 곽자의에 대한 조선 사람들의 인식이 

반영되어 그의 태평한 생활이 구현된 그림이다.(그림 4) 



창원기계공업단지 중심에 우뚝 서있는 
‘사적 제240호 창원 성산 패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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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유적은 광활한 창원기계공업단지 가운데 성산이라는 야트막

한 구릉에 자리하고 있다. 성산유적의 남쪽에는 불모산에서 발원

하여 2㎞ 정도 떨어진 남해안으로 연결되는 남천이 있으며 북쪽

으로 가음정동 유적과 연결되어 있다. 1973년 11월 창원기계공업

단지 조성공사 중 패각과 토기편들이 노출되어 문화재관리국(현, 

문화재청)에서 1974년에 긴급조사가 실시되었다. 그리고 1991년 

태풍에 유실된 부분을 긴급 발굴한 바 있다.

발굴조사결과 패총을 비롯하여 산성과 야철지가 확인되었다. 그

리고 최하층에서는 민무늬토기, 붉은간토기 등이 출토되어 성산

패총은 청동기시대에서 통일신라시대에 이르는 복합유적임이 밝

혀졌다.

패총은 성산의 여러 골짜기를 조개껍데기로 메우면서 형성되었

는데, 이중에서 동쪽과 서남쪽, 북쪽에 형성된 3곳의 패총만 발

굴조사 되었다. 골짜기마다 패총이 존재한다는 것은 구릉 정상

부에 조개껍데기를 버렸던 사람의 마을이 존재한 것을 의미한다. 

추후 정상부를 조사한다면 성산마을의 전모가 확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패총에서는 물고기나 짐승 뼈, 조개껍데기 등 당시 사

람들이 먹은 뒤 버려진 자연유물뿐만 아니라, 민무늬토기편, 시

루, 솥모양토기, 항아리, 뚜껑, 숟가락, 잔 등의 토기류, 반달돌

칼, 갈돌, 갈판, 숫돌 등의 석기류, 뼈화살촉, 찌르개, 뿔손잡이 

등의 골각기를 포함한 생활유물도 확인되고 있다. 

패총 바닥층에서는 야철지도 확인되었다. 이 야철지는 가야지역 

제철 유적 중 사천 늑도 유적과 함께 가장 이른 시기에 속한다. 잔

존하는 원형의 유구는 제련시설 굴뚝의 아랫부분으로 추정되며 

철분 함량이 많고, 길이는 15㎝, 두께는 3.5㎝ 정도이다. 이와 연

결되어 쇳물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경사진 도랑 시설도 확인되었

다. 패층(貝層)에서 중국 한나라 화폐인 오수전(五銖錢)을 통해 볼 

때 유적의 형성시기를 대략 기원전 1세기 전후로 추정할 수 있다.

성산산성은 성산(城山)이라는 지명에서 알 수 있듯이 성이 있는 

산이라는 의미로 실제 발굴조사에서 통일신라시대 석성(石城)이 

확인되었다. 산성은 패총을 파내고 산세를 따라 사방을 에워싸듯

이 축조된 테뫼식 산성이다. 성벽은 자연석을 가공하여 고른 면

을 수직으로 1.5~2.7m 정도 쌓았으며 총 길이는 423m 정도 남

아 있다. (축조 수법으로 보아 통일신라시대 석성의 특징이 확인

되고 있으나 정확한 축조 시기는 알 수 없다. 다만 패총이 폐기된 

이후 어느 시점에 축조되었고, 성벽조사시 통일신라시대 토기와 

621년에 주조된 당나라의 개원통보가 확인되었던 것으로 보아 

그 이후까지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성산유적은 청동기시대에서 삼한시대 패총, 야철지, 통일신라시

대 산성까지 형성되어 있는 유적으로 인근의 가음정동유적과 함

께 이 일대가 청동기시대 이후 창원분지의 중심지였다는 것을 보

여준다. 특히 성산유적에서 확인된 야철지, 그리고 오수전, 개원

통보와 같은 중국 화폐가 조사된 것은 인근의 다호리 유적에서 

발굴된 오수전, 성운경, 철광석의 의미와 마찬가지로 창원지역이 

중국과 철을 매개로 교역을 하였던 국제무역항임을 알려준다. 

1970년대 자주국방의 기치 아래 기계공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

서 성산유적은 공단 조성에 가장 중요한 토취장이었고 부지의 중

심에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엄청난 창원기계공업단지부지(4만 

3천㎢)를 조성하면서 성산 패총은 공단 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발굴조사 된 유적이었고 다행히 보존까지 이루어져, 현재 창원공

단지 내의 유일한 역사교육장으로 잘 활용되고 있다.

그렇지만 성산 패총이 보존되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당시 문화재관리국은 유적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보존을 주장하였

다. 그러나 건설부는 자주국방이라는 국가 최대의 목표 앞에 패총

쯤은 별 볼일 없는 유적으로 치부하였고 유적을 보존할 경우 추가 

예산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공업단지 조성이 1년 이상 지연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루 빨리 성산을 밀어버리려고 하였다. 

결국 유적이 위치한 곳이 창원공단을 조망할 수 있는 입지조건이

란 이유로 보존이 결정되었으나 사실은 성산 패총이 고대 철을 생

산하는 야철지였으므로 철과 관련된 국가기계공업단지 조성과 부

합되는 유적이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보존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에 창원 봉림동 유적, 현동 유적, 불모산, 반계동 유

적, 여래리 유적 등 창원 일원에서 대규모 철 생산 유적이 다수 

확인되었다. 이러한 철 생산 유적의 존재는 창원지역이 고대 철 

생산의 중심지였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어쩌면 현재 창

원이 기계공업단지의 중심기지로 발전한 것은 정말 고대사회의 

철 생산과 무관하지 않은 숙명일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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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산 줄기 따라 굽이쳐 흐른다
마음속, 한 평의 쉼표 ‘영월 평창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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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지형

극성맞은 한여름의 재촉에 못 이겨 여행길에 나서긴 했지만, 사람

들로 북적거리는 유명 해수욕장은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다. 일상

보다 더 치열해 보이는 쉼의 현장은 갑절 이상으로 심신을 괴롭힌

다. 영월은 그런 바쁜 세상으로부터 벗어날 우리들의 유배지로 제

격이다. 녹음(綠陰)이 짙어질수록 거침없는 물살의 맛을 보겠다며 

영월의 동강을 찾는 래프팅족들이 있지만, 비움을 위해 길 떠난 

사람에겐 한없이 조용하고 느린 서쪽의 평창강이 맞춤형이다. 태

백산맥의 준령인 계방산에서 발원한 평창강 유역은 1,000m가 넘

는 산악들로 둘러싸여 있어 깊고 또 깊다. 산세의 깊이를 조금이

나마 굽어보고 싶어, 패러글라이딩 명소인 영월 장암산의 활공장 

위에 섰다. 평창강 줄기와 산들 사이에 아늑하게 움을 튼 평창읍이 

한눈에 들어온다. 그 너른 품에 안기고 싶은 충동이 일만큼 강줄기

와 산등성이가 만들어낸 원시적인 풍경에 뜻 모를 안식을 얻는다. 

평창강의 속내가 더욱 궁금해져 괜스레 발걸음을 재촉해본다. 

평창강에 시간을 맡기고 유속의 흐름대로 길을 걷는다. 맑은 물

빛과 어우러진 기암괴석의 자태에 과객의 발걸음은 평창강보다 



분이 채 걸리지 않는 요선정으로 안내하기 위한 오솔길의 부름일

지라. 본래 법흥사에 딸려 있던 작은 암자가 있던 곳에 자리한 요

선정은 1915년 숙종의 어제시를 봉안하기 위해 건립됐다. 요선정 

안에는 화재로 인해 소실되었던 숙종의 어제시를 영조가 다시 쓴 

것과 정조 어제시의 편액이 걸려있다. 이외에도 요선정 바로 앞

에 놓인 커다란 바위에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74호 마애여래좌상

이 새겨져 있으며, 좌상 뒤편으로 보이는 절벽의 풍경은 주천강

과 법흥계곡의 물줄기이다. 절벽 끝자락에 기세 좋게 뻗어난 한 

그루의 소나무는 화룡점정의 역할을 해낸다. 

수양대군(세조)에게 왕위를 찬탈 당하고 영월로 유배길을 오른 

단종. 유배행렬을 걷던 단종이 유독 험준한 고개를 넘으며 금부

도사 왕반연에게 고개의 이름을 묻자, “노산군께서 오르시니 이

제부터는 군등치(君登峙)라고 하옵지요”라고 답하여 고개는 ‘군

등치’란 이름을 얻게 됐다. 어렵사리 고개를 넘어 청령포에 도착

한 단종은 이 곳에서 두 달간 유배생활을 했다. 청령포는 3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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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템포 느릿해진다. 수많은 기암괴석 중에서도 천연기념물 제

543호 영월 무릉리 요선암은 시공간의 초월을 느낄 만큼 신비로

운 풍광을 완성한다. ‘신선을 맞이하는 바위’라는 뜻을 지닌 요선

암(邀仙岩)은 조선시대 문예가 봉래 양사언이 평창 군수 시절 경

치의 아름다움을 즐기며 너럭바위 위에 ‘요선암’이라 새겼다는 데

서 유래했다. 

요선암에 산재해 있는 기이한 돌개구멍은 마치 수천 년 전 일렁

이던 물살이 일시에 멈춰 돌이 된 것 같은 착각을 일게 한다. 움

푹움푹 깊이 패인 항아리 모양의 구멍들이 물살의 찰랑거림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형은 암반의 오목한 부분에 자갈이나 

모래 등이 들어가 물살과 함께 소용돌이치면서 암반을 더욱 마모

시켜 만든 구멍들이다. 단단한 화강암반을 가지고 이토록 유려한 

곡선을 만들기까지 물살은 수백 번, 수천 번이 넘게 다듬는 수고

를 아끼지 않았다. 그 덕에 억겁의 세월이 흐른 지금 우리는 요선

암에서 신선이 되어 호사를 누릴 수 있다.

요선암에 앉아 돌개구멍 하나를 들여다보며 우리네 삶에서 매일 

깎고 다듬어 깊이를 더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에 

젖는다. 그때 코끝을 스치는 푸른 솔 내음. 아마도 요선암에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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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요선암 돌개구멍

02 요선정

03 청령포 단종어소의 엄흥도소나무

04 선돌

강으로 둘려싸여 있어 나룻배 없이는 출입이 전무했고 서쪽에 육

육봉이라 불리는 절벽이 솟아 있어 지형 자체만으로도 단종을 더

욱 외롭게 했으리라. 지금은 선착장에서 배를 타면 청령포까지 

단 몇 분이면 도착할 수 있을 만큼 왕래가 쉬워졌다.

현재 청령포에 가면 단종이 기거했던 단종어소가 있으며, 이곳을 

향해 절을 하고 있는 담장 밖 소나무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숨어 

있다. 단종의 시신을 거두지 못하도록 한 세조의 엄명에도 목숨을 

걸고 시신을 수습한 호장 엄흥도의 충절을 기리고 있어 이름 또한 

‘엄흥도소나무’이다. 또 하나 놓쳐서는 안 되는 소나무, 관음송(觀

音松)이 있다. 30m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키가 큰 소나무이며 수

령은 600년으로 추정되고 있다. 관음송이란 이름은 ‘단종의 슬픈 

말소리를 들었다’는 데서 비롯됐다.

인간의 초인적인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대의 명작 앞에서 가

슴 벅찬 먹먹함에 사로잡히곤 한다. 하지만 자연이 만든 웅장한 

작품들 앞에서는 ‘감흥’이라 부르기에 한없이 모자란 ‘숭고함’이 

전해져 온다. 평창강 끝자락에 자리하고 있는 영월의 한반도 지

형 또한 신비로움에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럽다. 하천의 침식과 

퇴적 등의 반복에 의해 만들어진 지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른

쪽 절벽은 백두대간을, 왼쪽의 작은 모래사장은 서해를 연상하게 

해 한반도를 꼭 빼닮았다.

현재 이곳에는 한반도 지형을 천천히 둘러볼 수 있는 예스런 ‘뗏

목’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줄배 체험, 섶다리 건너기, 미니 뗏목 

만들기 등의 다양한 문화체험이 운영되고 있어 영월을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특별한 체험을 하지 않더라도 한

반도 지형을 걷다 보면 청초한 아름다움의 야생화와 다양한 수목

을 만나는 행복이 자리하고 있다.

또 하나의 기이한 풍경을 가진 명승지 ‘선돌’도 빼놓지 말자. 상

상 속에서나 존재할 것 같은 거구의 장수가 단칼로 절벽을 쪼갠 

듯한 선돌의 형상이 ‘신선암’이라 불리는 이유를 가늠케 한다. 약 

70m 정도의 선돌 또한 단종이 유배 가는 길에 이곳에서 잠시 쉬

어가며 우뚝 서 있는 기암의 모습이 신선처럼 보인다 해서 붙여

진 이름이다. 전망대가 설치되어 있어 선돌과 평창강이 이루는 

절경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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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끝에서 탄생한 단아한 아름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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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한산모시’

한산모시의 역사에 관해서는 여러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가운데 1910년 발행된 『조선

산업지(朝鮮産業誌)』에는 “한산, 서천, 홍산, 비

인, 임천, 정산, 남포의 7군은 모시의 제직이 주된 

곳이므로 저포칠소(苧布七所)라고 칭한다”라는 

말이 기재돼있다. 이와 같이 한산모시는 오래전

부터 대표적인 전통 옷감으로 널리 알려져 왔다.

1967년 ‘한산모시짜기’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4호

로, 1974년에는 ‘한산세모시짜기’가 충청남도 무

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되었다. 유사 종목으로 동

일 지역에서 국가와 시도무형문화재가 함께 지정

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며 특히 직물 분야에서

는 최초이다. 한산모시는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2011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

로도 등재되기까지 했다.

한산모시는 특성상 하절기 옷감으로 즐겨 사용되

었다. 무덥고 습한 우리나라의 여름 날씨에 몸이 

붙지 않고 까슬까슬한 촉감을 주는 모시는 훌륭

한 여름 의복 소재이다. 또한 세모시라는 명칭에

서 알 수 있듯이 한산모시의 특징은 올이 매우 가

늘고 품질이 우수하다. 그러나 모시 제작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섬세하며, 수많은 공정을 거쳐야 

한다.



수확한 모시를 속대로부터 껍질을 분리한다. 겉껍질을 벗겨내면 

연둣빛의 속껍질이 드러나는데 이것이 모시의 재료이며 ‘태모시’

라고 불린다. 태모시는 물에 적셨다가 앞니로 가늘게 째서 침으

로 훑어내는데 초보자는 입술이 갈라지고 혀에서 피가 나기도 한

다. 모시를 얼마나 가늘고 일정한 굵기로 째느냐에 따라 모시의 

품질이 결정되며 이후의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므로 이 모

시째기는 가장 숙련된 기술을 요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가

늘게 짼 모시실은 길어야 2m 이내이므로 옷감으로 짜기 위해서

는 길게 이어줘야 하는데 이 과정을 삼기라고 한다.

모시삼기를 할 때에는 잇는 실이 항상 머리 쪽이 되도록 하고 침

을 발라 습기를 주면서 삼는다. 어느 정도 실이 이어지면 굵은 실

로 ‘十’형이 되도록 바닥에 놓고 삼아놓은 모시실이 담긴 광주리

를 엎어 아래의 실로 묶어 모시굿을 만든다. 모시굿은 저울에 무

게를 재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삼는 사람의 눈대중에 의해 분

량이 정해지므로 그들의 모시와 함께 한 긴 세월을 느낄 수 있다. 

모시 1필을 짜는데 소요되는 굿의 수량은 모시의 새수(升數)에 따

라 달라지는데, 7~8새의 모시 1필을 짜는 데에는 대략 날실용으

로 10굿, 씨실용으로는 8굿 정도가 필요하다.

모시날기는 직조하고자 하는 모시의 길이에 맞춰 날실을 정경하

는 과정으로 조슬대에 있는 10개의 구멍에 모시실을 통과시켜 한 

묶음으로 해, 새의 수와 길이에 맞춰 날기를 한다. 날기가 끝나면 

다음은 모시실에 풀을 바르는 매기를 해야 하는데 먼저 개새대, 

참새대, 바디, 뒷대, 사침대, 걸막대 순서로 가지런히 두고 실을 

끼운다. 그리고 마당에 볏불을 지피고 콩풀을 매기면서 모시매기

를 한다. 매기에 풀을 사용하는 이유는 실의 이음새를 매끄럽게 

하고 실의 강도와 탄력성을 높여주기 위해서인데 한산에서는 콩

가루에 소금을 약간 넣은 콩풀을 사용한다. 매기가 끝나면 베틀 

위에 앉히고 잉아에 모시실을 걸면서 잉아대를 만든다. 전통 베

틀에서 잉아에 실을 거는 과정은 베짜는 모든 사람이 했던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숙련된 사람들만 가능했다. 한 올이라도 빠지

거나 잘못 걸면 베를 짤 수 없었기 때문이다. 베틀에 모시실 앉히

기가 끝나면 꾸리에 모시실을 감아 실꾸리를 만들어 북집에 끼워 

넣는다. 그리고 비로소 모시를 짜기 시작하는데 모시짜기를 할 

때에는 실내의 습도가 중요하므로 대개 봄부터 초가을까지 짠다. 

예전에는 움집이나 토굴 등에서 짜기를 하였으나 근래에는 가습

기를 사용하여 습도를 유지하고 있다.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무

덥고 습한 환경에서 가장 시원한 옷감을 짜고 있는 것이다.

모시 한 필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새수와 숙련도에 따

라 다르지만 대개 두 달 정도 걸리며 직조에만 약 4~5일이 소요

된다. 짜기가 끝난 모시는 잿물에 20~30분 정도 담갔다 꺼낸 후 

증기를 이용하여 찜솥에서 쪄서 풀기를 제거하고 표백을 한다. 

그리고 깨끗이 헹궈 말리고 다듬기를 하여 완성한다. 햇볕에 바

래기를 할 때 반쯤 표백한 것을 ‘반저’라고 하고 완전히 하얗게 표

백한 것을 ‘백저’라고 한다. 한산모시는 일반적으로 7새에서 15새

까지 제직되는데 보통 10새 이상을 세모시라고 하며 새(升)의 숫

자가 높을수록 가는 모시실로 제직하므로 가격도 높아진다.

요즘 한산에서는 모시 길쌈의 과정이 많이 수월해졌다. 모시매기

를 가스불을 사용하도록 만든 장치에서 하므로 볏불의 세기를 염

려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답판을 밟으면서 잉아대

(종광판)를 움직이는 족답식 직기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 여러 공

정이 생략되었고 허리에 부티를 매지 않아도 되니 훨씬 힘이 덜 

들어간다.

그러나 도구의 개선으로 몇 가지 과정이 생략되었다 하더라도 기

계로 대치될 수 없는 수많은 고된 작업이 그대로 남아있다. 아무

리 모시 길쌈이 힘들다 하더라도 여성들이 계속 이어온 것은 길

쌈을 통해 수입을 창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모시 길쌈은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되었고 이것은 곧 지역 경제에도 직결이 되어서 

지역의 경제수준을 끌어 올릴 수 있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인

정받는 지역 문화로까지 지켜내었으니 한산지역 여성들의 노고

와 열성에 찬사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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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의 시각과 기록의 열정
‘문화유산을 지키는 힘’

영남대학교 국제학부 한국학과 토마스 듀버네이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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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 국제학부에서 한국학을 강의하는 토마스 듀버네이 교

수가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역사관은 ‘섣부르게 결론 내리지 말 

것’이다. 역사가로서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중립’을 지킬 것을 

채찍질하는 그다운 교육 철학이다. 특정 사실에 관련한 모든 

측면의 관점을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결정이나 생각

에 대해 종결짓기를 권장하는 것이다. 이는 역사를 넘어 스스

로를 객관화하는 과정에도 필요한 삶의 자세라고 한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했던 1980년대의 경주를 기억하고, 모던한 

모습으로 급변한 지금의 한국을 살아가며, 국궁과 도자기의 아

름다움을 즐길 줄 아는 그야말로 한국에 대한 어제·오늘·내

일을 제대로 수집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토마스 듀버

네이 교수의 행보는 확고하고 뚜렷하다. 

“32년 전 한국에 와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고 경주, 포항, 경산 

순으로 터를 두고 살았습니다. 미국은 제가 태어난 나라이고, 

한국은 선택한 ‘집’입니다. 미국에서부터 배운 궁도의 매력은 한

국에서 ‘국궁’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마련했고, 토속적이고 전통

적인 국궁의 매력은 ‘정신적인 것’에서 더욱 크게 발현됐습니다. 

중심을 잡고 집중해야 하는 국궁은 자신과의 싸움이었고, 이로

써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즐기는 것을 넘어 세계

에 국궁을 알리고자 영문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책을 저술하기

도 했습니다. 이렇듯 모든 것은 진정으로 마음이 동(動)해야만 

실천할 수 있고 완벽히 매료될 수 있는 것입니다.”

20여 년 전 그가 미국의 해병대 박물관에 전시된 ‘어재연 수자

기’를 봤을 때도 머리가 아닌 마음이 먼저 움직였다. 돌돌 말려 

전시되어 있는 수자기의 가치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곳으로 돌

려보내야 한다는 생각은 곧 행동으로 옮겨졌다. 당시 현직에 

있던 빌 클린턴 대통령과 후임인 조지 부시 대통령, 퇴임한 지

미 카터 대통령에게까지 수자기 반환을 요청하는 서신을 보내

며 문화재 반환 운동에 앞장섰다. 강화박물관에 크게 펼쳐져 

있는 ‘어재연 수자기’의 모습을 보며 그는 뭉클함을 주체할 수 

없었다. 문화유산은 진정으로 가치를 이해하고 애정을 품을 수 

있는 사람들에 의해 보호되고 계승되어야 한다는 그의 생각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자연스레 그가 관심을 갖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연구를 시작한 

‘신미양요’. 미국인이지만 신미양요의 전쟁사적 측면을 보편적

이고 객관적인 입장으로 접근했다. 현재 병인양요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연구를 계획하고 있는 토마스 듀버네이 교수는 수

시로 강화도를 찾는다. 역사의 산물이라 할 수 있는 강화도에서 

무분별하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개발에 그는 마음이 급하다. 

“개발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

다. 한번 개발이 되고 나면 그 전으로의 복구는 힘들어져요. 개

발을 진행하기에 앞서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한시라도 빨리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장소의 경우 발굴하고 현장을 기록하

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문화재 보존은 물론 문화유산을 지키고 기록하는 일에 일조할 

수 있는 활동이라면 기꺼이 참여하겠다는 토마스 듀버네이 교

수. 그는 자신의 아들과도 국궁이란 한국 토속적인 소재로 소

통하고 있다. 가치를 알려야 하는 것에는 집 안팎의 구분이 없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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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 비날레스 계곡필리핀 코르딜레라스 VS

예술이 된 시가고단한 삶의 흔적

C O R D I L L E R A S  i n  P H I L I P P I N E  
V



세계 8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계단식 논 코르딜레라스. 논둑의 

길이를 합치면 지구 둘레를 반 바퀴 돌 수 있는 2만㎞로 서울과 

부산을 44번 오갈 수 있는 거리다. 더구나 과학이나 기계의 도움 

없이 사람의 손으로만 완성되었기에 더 놀랍다. 

섬나라 필리핀에는 루손과 민다나오라는 대표 섬이 있는데 이 

계단식 논은 수도 마닐라가 자리한 루손 섬에 있다. 척박한 이

곳에 논을 만든 부족은 이푸가오족이었다. 2000년 전 다른 부

족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자 이곳까지 밀려오게 된 이들은 해발 

700~1,500m나 되는 고지대에 정착하게 된 것이다. 60~70도 경

사라면 맨 몸으로 등산하기에도 버거운 가파른 곳인데 이 부족은 

2~3m 너비의 조그만 논배미 수만 개를 만들었다. 손바닥만 한 

논을 만들기 위해 6~7m 높이의 논둑을 쌓아 올리는 건 다반사였

다. 진흙이나 돌만으로 튼실하게 쌓아야 그나마 무너지지 않으니 

정성껏 논둑을 쌓았던 것이다. 작은 논들이 겹치듯 연결되다 보니 

맨 위 논에서 맨 아래 논까지 거리가 1,000m가 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맨 아래에서 꼭대기 논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치 하늘로 향

한 계단 같아서 ‘천국으로 가는 계단’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악조건을 이용해 논을 만든 이유는 이들의 주식이 벼농사를 지어 

얻는 쌀이기 때문이다. 벼는 물을 댄 논에서 자라는 수생식물이

다. 물을 대려면 땅이 평평해야 하니 산을 깎아 반반하게 골랐던 

것이다. 이들은 계곡을 타고 내려오는 물길에 속을 파낸 대나무

를 잇댄 뒤 논으로 물을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물 문제를 해결했

다. 맨 위쪽 논부터 물을 대 아래 논으로 내려보내는 원시적인 방

법을 사용했던 것이다. 산악지대인데도 햇볕이 잘 드는 곳은 일 

년에 세 번까지 벼농사를 지을 수 있다. 일 년 내내 여름이니 가

능한 일이다.

코르딜레라스에서는 지금도 대부분 모를 키우고, 모내기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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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매기를 하고, 곡식을 거둬들이는 모든 과정을 사람의 손을 빌

려 한다. 논 하나가 워낙 작은 데다 논과 논 사이의 둑이 높아 기

계나 소를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30㎝폭의 논둑길은 사람 

한 명 걷기에도 비좁다.

필리핀 정부가 이곳에서 농사를 체계적으로 짓기 위해 연구를 한 

적이 있다. 여러 종류의 벼 종자를 심어보고, 비료나 농약도 쳐서 

일손은 줄이고 수확은 늘리려는 계획이었다. 그런데 이곳 사람들

이 해오던 전통적인 방법보다 나을 게 없었다고 한다. 다행히 그 

덕에 흙이 오염되지 않아 다슬기가 자랄 수 있었고 밤이 되면 다

슬기를 먹고 자란 반짝이는 반딧불이를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들은 보통 계단식 논 주변에 몇몇 가족이 구성원인 작은 마을

을 이루고 산다. 큰 동네를 이룰 정도의 넓은 땅이 없기 때문이

다. 집은 대개 네 개의 기둥을 세우고 땅에서 조금 떨어진 위쪽에 

짓는다. 집으로 올라갈 때는 사다리를 이용한다. 논 가에 집을 짓

다보니 땅에서 올라오는 습기와 뱀이나 들짐승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그들만의 생존법이다.

굽이굽이 이어지는 논둑길은 마치 지난한 세월을 견뎌온 늙은 노

인의 주름살처럼 깊다. 그러나 노인이 그러했듯 이곳 또한 한 땀 

한 땀 정성으로 만들어진 곳이기에 남루하지 않고 웅숭깊으며 오

히려 아름답기까지 하다.   

시가를 입에 문 체 게바라는 우수에 젖은 눈빛으로 남성적 매력

을 한껏 발산한다. 그가 시가를 물지 않았다면 훨씬 밋밋하고 혁

명가적 향취를 내뿜지는 못했을 것이다. 만약 그의 손에 쿠바의 

시가가 아닌 다른 시가가 들렸다면 어땠을까? 모르긴 몰라도 그

의 매력은 반감되었을 것이다.

중남미의 섬나라 쿠바를 이야기할 때 시가를 빼면 할 말이 많지 

않다. 레닌, 처칠, 보들레르, 스탈당, 체 게베라 모두 쿠바 시가의 

애연가들이었다. 작가 마크 트웨인은 ‘천국에 시가가 없다면 나

는 그곳에 가지 않겠다’고 말할 정도로 쿠바 시가의 신봉자였다. 

세계 고급 시가 시장의 80%는 쿠바산이 차지할 정도다.

이렇듯 시가가 쿠바를 대표하게 된 건 비날레스 계곡 덕분이다. 

이곳에선 대부분 담배 농사를 짓는다. 16세기 이래 스페인의 식민

지가 되면서 쿠바 전역에서 담배농사를 짓게 되었는데 특히 이곳

은 기름진 붉은 황토 덕분에 양질의 담뱃잎을 생산할 수 있었다. 

소련의 붕괴로 원조가 끊기자 원유, 비료, 농약, 농기계 공급에 

문제가 생겼다. 뜻하지 않게 유기농 담배농사를 지어야 하는 처

지가 되었는데 그것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어 질 좋은 담배 생

산의 길을 열어주었다. 

시가를 제조하는 과정은 일반 담배와 다르다. 일체의 화학물질이

나 독성물질을 사용하지 않으며 잘 말린 담뱃잎에 잘게 부순 잎

만 넣어 말아주면 최고급 시가가 되는 것이다. 이 과정이 모두 수

작업으로 이루어지는데 최고급 시가인 ‘코히바’를 마는 장인은 하

루에 300개비 정도 만든다고 한다. 마지막 공정에서 몇몇의 노

인이 직접 피워봄으로써 품질을 확인한다. 우아하고 기품있는 시

가, 건강한 시가, 냄새가 아닌 향기가 나는 시가라는 다소 낯선 

수식이 어색하지 않은 이유다.

비날레스 계곡은 1억 년 전 바다의 석회암 지대가 솟아오르면서 

형성된 카르스트 지형이다. 물에 약한 석회암 지대는 깎이고 단

단한 지반만 남아 섬처럼 우뚝 선 산이 되었는데 이를 모고테라 

부른다. 보통의 산과 달리 날카롭지 않고 동글동글하며 원만하

다. 그러나 모고테 사방은 깎인 탓에 수직에 가까운 암벽이다. 

이 모고테 주변에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으며 이곳에서 담배 농

사를 짓는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에 일반적으로 없는 것이 사유재산이다. 이곳 역

시 개인 소유의 땅은 없다. 대부분 국가에서 운영하는 농장이거

나 땅을 빌려 경작한 뒤 임금을 분배하는 형태의 농장이다. 가을

에 재배해 봄에 수확하는 담배는 적당한 습도를 유지하며 세심하

게 말리는 것이 중요하다. 한 차례 햇볕에 말린 뒤 건조용 창고에

서 보름 정도 더 말려야 질 좋은 담뱃잎이 된다고 한다.

기계를 이용한 담배 재배를 시도하지 않은 건 아니라고 한다. 하지

만 담배의 질이 떨어지는 결과가 나오자 소를 이용한 전통 방법을 

지켜나가고 있다. 비록 고단한 농사법이지만 이 계곡에 사는 8천여 

명의 농민들은 최상의 시가를 생산한다는 자부심만은 대단하다. 

그들 손에서 예술에 비견할만한 시가가 창조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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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천국으로 가는 계단이라 불리는 코르딜레라스의 논은 수도 마닐라가 자리한 루손 섬에 위치해 있으며

이곳에 이푸가오족이 2000년 전 해발 700~1,500m의 고지대에 정착했다.

02 2~3m 너비의 조그만 논배미 수만 개를 만들어 지금까지 전통 방식을 고수하며 벼농사를 짓고 있다.

03 비날레스 계곡의 기름진 붉은 황토는 양질의 담뱃잎을 생산할 수 있는 조건이 됐다.

04 기계를 이용한 담배 재배가 이뤄지고 있기는 하나 8천여 명의 농민들은 세계 최고의 시가를 만들기 위해 

고단한 농사법이지만 전통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01 02

03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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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겨진 문화재를 찾아서

44

‘구름이 머문다’라는 뜻의 운주산 자락에 고즈넉하게 자리 잡은 

절, 비암사. 비암사에 방문하는 이를 제일 반기는 것은 바로 800

여 년이 넘은 느티나무다. 절의 역사와 함께하는 수호목으로 계

단 입구에서 웅장한 자태를 자랑하고 있다. 비암사는 대한불교조

계종 제6교구 본사인 마곡사(麻谷寺)의 말사로, 확실한 창건 연

대는 전해지지 않는다. 이곳의 극락보전은 앞면 3칸·옆면 2칸

의 규모이며, 여덟 팔(八)자 모양인 화려한 팔작지붕집이다. 내부

에는 아미타불이 모셔져 있으며, 불상 위에 아름답고 정교한 닫

집을 마련하였다. 극락보전의 앞뜰에 있는 고려시대 삼층석탑에

서 계유명전씨아미타불비상(국보 제106호), 기축명아미타불비상

(보물 제367호), 미륵보살반가사유비상(보물 제368호)이 발견되

었으며 현재 국립청주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비암사에 가는 산

비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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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중 약 150m가량의 도로는 내려가는 길인데도 마치 올라가는 

것 같은 착시현상을 일으키게 하는 이른바 ‘도깨비 도로’다. 호기

심 많은 관광객은 직접 실험을 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정려란 충신·효자·열녀 등의 행적을 기리기 위해 그들이 살던 

집 앞에 문(門)을 세우거나, 마을에 소규모 건축물 형태인 정각

(旌閣) 등을 세워 기념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정려문이나 

정려각으로 칭하며, 정려각의 내부에는 해당 내용을 담은 현판을 

게시하는 특징이 있다. 이는 조망이 좋은 시골 마을 언덕에 두루 

설치되어 있는 이른바 ‘마을 문화재’라고 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

치시에는 문헌상으로는 총 60여 개에 이르는 정려가 있고, 이 중 

38개소가 정려각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시의 향토유적(향토

문화유산)으로 분류해 관리되고 있다. 이는 여타 지역에 비해 상

당한 수치에 이른다.

세종문화원에서는 4~6월에 문화재청에서 시행하는 생생문화재 

프로그램 중 하나인 ‘세종시 정려문화유산풍경 그리기’를 진행하

여 ‘정려 답사’라는 새로운 답사프로그램의 가능성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 이번 달에는 이준원 전 공주대학교 교수, 임덕수 세종시 

문화재 위원이 ‘정려’를 주제로 문화재에 대해 심도있게 알아보는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랜 세월 농촌 마을의 한 자리에서 마

을의 역사와 함께한 ‘정려’ 공부를 통해 도시문화에 찌들어가는 

현대인의 마음에 잃어버린 향토 감성을 다시금 환기시키는 시간

을 가져보자. 

비암사 - 고복저수지 - 운주산성

01 고복저수지 |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용암리

충남 도내 유일의 군립공원인 고복저수지는 다양한 어종이 살고 있어 낚시꾼들이 

즐겨 찾는 장소이자 공원 내에 수영장이 있어 여름철 관광지로 사랑받는다. 이곳은 

저수지의 중간에 있는 정자 ‘민락정’에서 내려다보는 경치가 일품이다. 연기대첩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연기대첩비도 볼만하다.

02 운주산성 |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청송리 산90 외

세종특별자치시 기념물 제1호로 운주산의 정상부에 축조된 산성이다. 길이 

3,210m에 이르는 외성과 1,230m의 내성이 있는 이중성(二重城)이다.

|  문의처 : 세종문화원(Tel. 044-865-2411~2)

1. 세종특별자치시 정려(충·효·열)이야기

*장소 : 세종문화원

*시행시기 : 7월 7일(목) 09:00 

*진행자 : 이준원 전 공주대학교 교수

2. 세종특별자치시 정려 문화재 현장답사 총정리

*장소: 세종문화원

*시행시기 : 7월 14일(목) 09:00 

*진행자 : 임덕수 세종시 문화재 위원

3. 블로그 활동 결과 보고 및 토론

*장소 : 세종문화원

*시행시기 : 7월 21일(목) 09:00 

*진행자 : 송길룡 세종향토사연구소 위원



파도의 넘실거림 한 잔

‘녹파주(綠波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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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인들에게는 녹파주란 이름이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이미 고

려시대부터 빚어지기 시작하여 『동국이상국집』, 『산가요록』, 『음

식디미방』, 『증보산림경제』, 『규합총서』, 『임원십육지』 등 여러 문

헌에 소개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조선시대에 이르기까

지 상당히 널리 애용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멥쌀이나 찹쌀가루로 밑술을 빚고 찹쌀 또는 멥쌀로 덧술을 하는 

이양주(二釀酒)로, 일찍이 평양지방의 명주로서 이름을 널리 알

렸던 벽향주(碧香酒)와 흡사한 청주(淸酒)이다. 녹파주의 방문(方

文)에는 문헌마다 다소 차이가 있는데, 이 글에서는 『산가요록』의 

방문을 따르기로 한다. 『산가요록』 방문의 특이한 점은 밑술을 빚

을 때 멥쌀을 가루 내고 바로 죽을 쑤는 것이 아니라 쌀가루를 푹 

찐 다음 다시 끓는 물로 죽을 쑤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한 

과정을 더 거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죽을 태울 염려가 없어서 

좋다.

“멥쌀 1말을 곱게 가루를 내고 푹 찐 다음에 끓는 물 3말로 죽을 

쑨다. 식으면 좋은 누룩 1되, 밀가루 5홉을 섞어 항아리에 넣는

다. 3일 후에 찹쌀 2말을 푹 쪄서 앞에 만든 밑술과 섞어 덧술하

여 항아리에 넣었다가 맑아지면 쓴다.” - 산가요록 원문

우선 소량의 재료로 빚어보기를 권한다. 전통주의 뛰어난 풍미

는 수없는 제조과정을 반복하면서 정확한 제조법을 터득했을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다. 여기서 소개하는 녹파주의 주조과정은 쌀 

10kg을 기준(100)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참고로 각 재료의 비율

은 쌀 100 : 물 100 : 누룩 3.3 : 밀가루 1.5 이다.

재료는 밑술용으로 멥쌀 3.3kg, 물 10L, 누룩 330g, 밀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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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 맛을 갖고 있는 녹파주에는 양념이 된 고기가 안주로는 제격이다. 발

사믹 식초로 숙성시킨 찹 스테이크 위에, 꽈리고추와 발사믹 식초를 끓여 만

든 소스를 뿌리면 한국적인 스테이크 완성이다. 소스 안에 매콤한 꽈리고추 

향이 배어 느끼함을 잡아준다. 꽈리고추는 비타민 C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매운 맛의 성분인 캡사이신이 들어 있어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다.

170g, 덧술용으로 찹쌀 6.7kg을 준비한다. 멥쌀 3.3kg을 깨끗이 

씻어 8시간 이상 물에 담가 건진 다음 곱게 가루를 낸다. 멥쌀가

루를 시루떡을 찔 때와 같은 방법으로 푹 찐다. 시루떡에 끊는 물 

10L를 넣어 잘 풀어 죽으로 만든 다음, 차게 식힌다. 죽에 누룩 

330g과 밀가루 170g을 골고루 섞은 후 항아리에 넣어 밑술을 완

성한다. 3일 후 찹쌀 6.7kg을 깨끗이 씻어 8시간 이상 물에 담가

서 불린다. 쌀을 씻어 건져서 고두밥으로 찐 후 고루 펼쳐서 식힌

다. 고두밥을 밑술과 고루 버무려서 덧술로 빚어 항아리에 넣어 

14∼21일 간 발효시킨다. 맑아지면 채주한다.

제대로 빚어졌다면 술은 톡 쏘는듯 하면서도 감칠맛을 가지며 깨

끗한 빛깔을 나타낼 것이다. 그 이유는 누룩 사용량이 아주 적어 

자칫 텁텁하게 느낄 수 있는 누룩취를 줄였기 때문이다. 또한 밀

가루를 섞어 빚을 때 톡 쏘는 맛과 감칠맛을 더 부여했다. 

간략하게 녹파주 빚는 방법을 알아보며, 많은 한국인들이 전통주

로 불리는 우리의 술을 아끼고 즐기게 되어 가까운 미래에 와인

이나 맥주 등의 외래 주류들과 어깨를 나란히 견주게 되고, 더 나

아가 널리 세계에 알려져 한류의 일익도 맡아내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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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보호에 기여한 숨은 공로자를 찾습니다.

2016년도 문화유산보호 유공자 포상 후보자 접수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보존·관리·활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을 선정, 

정부포상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적극적인 추천 부탁드립니다.

        

2015년 문화유산보호유공자 시상식



49

‘한국 문화유산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회 환원 활동을 이

어가고 있는 라이엇 게임즈가 지난 4월 26일 ‘주미 대한제

국공사관 복원·활용 후원 약정식’을 진행했다. 

세계적인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의 개발 및 유통사

인 라이엇 게임즈는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에 위치한 국립고

궁박물관 대강당에서 문화재청, 국외소재문화재재단과 함

께 120여 년 전 주미 대한제국공사관의 모습을 재현하는데 

뜻을 모았다.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 활용사업 후원 프로젝트를 위해 라

이엇 게임즈가 전달한 5억 원의 기부금은 건물 3층에 마련

될 전시공간 조성에 쓰일 예정이다. 해당 전시공간은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 개설의 역사적 의의와 외교적 활동, 재매

입 과정, 대한민국의 발전상 등을 누구나 쉽게 접하고 이해

할 수 있도록 마련한 ‘역사교육의 공간’이라는 점에서 주목

할 만하다. 또한 이번 프로젝트는 우리 문화유산의 활용 사

업에 일반 기업이 후원사로 참여한 민·관의 협력 사례라

는 점에서 그 의미가 배가됐다. 

라이엇 게임즈 이승현 대표는 “문화 콘텐츠 기업으로서 선

조들의 지혜와 삶이 담긴 한국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지원

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뿌듯함을 느낀다”

며 “대한제국 시절 외국에 설치한 공관 중 유일하게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공간인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사업에 지원

해 향후 많은 분들이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

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라이엇 게임즈는 2012년 문화재청과 ‘문화재 지킴이’ 

협약을 맺고 한국 문화유산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회환원 

활동을 시작했으며 국외 소재 문화재 환수를 비롯해 서울

문묘 및 성균관, 주요 서원에 대한 3D 정밀측량 사업 지원, 

조선왕릉 관리 보존 지원 등의 우리 문화재 지원 사업에 앞

장서 왔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2월부터는 약 두 달간 문화재청 및 문

화유산국민신탁이 주최·주관한 ‘국민의 빛으로 역사의 빛

을 더하다’ 전시에 후원사로 참여하여 대한제국, 을사늑약, 

독립 운동과 관련된 유물 및 작품 20여 점을 일반에 공개하

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라이엇 게임즈,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 복원·활용 후원 나서

120여 년 전 공사관 재현, 역사교육 공간으로 재탄생



2016년 6월호 독자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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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우리 문화재에 
색을 입혀주세요 

2016년 5월호 우수작

※바로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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