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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과 멋을 함께 추구한 ‘전통 부채’
깨끗하고 정갈한 자태로 여름살이의 벗이 되어주는 ‘전통 부채’. 느릿하게 부칠 때마다 그 안에 

깃들어 있던 자연의 멋과 고집스러운 장인의 손길이 청량한 바람으로 되살아난다. 대나무와 한지가 

재료의 주를 이뤄 단아한 빛깔을 내는 우리의 부채다. 

100여 번의 과정을 거쳐야만 탄생하는 정교함의 진수 ‘합죽선’, 실용성과 다양성을 더한 ‘칠접선’ 

등 우리네 부채는 그 종류만도 80여 종이 넘을 만큼 다채롭다. 칠접선은 대나무 속대로 만든 

속살에 옻칠을 올리고, 선면은 기름칠이나 황칠을 올려 실용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속살의 숫자도 합죽선보다 적은 23살에서부터 시작한다. 선면의 펼쳐짐도 50~180°까지 

자유스러우며 크기 또한 25~40cm까지 규격이 없는 듯 다양함을 선보인다. 

각각의 부채가 가진 소박함에 나전, 우각, 대모, 금반죽, 칠 등이 접목되고, 백지상태의 한지 위에 

사군자와 산수화를 그려 넣으면 이 또한 어디에도 견줄 수 없는 화려함이 탄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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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4년(단종 2) 수양대군은 삼각산 보현봉에 올라 산수의 형세를 

살피고는, 직접 서울지도의 초안을 작성했다. 그러나 그는 더 큰 

꿈을 꾸고 있었다. 새로운 조선전도를 만들고 싶었던 것이다. 그

의 생각이 허황된 것만은 아니었다. 조선은 이미 세종 때부터 지

역 상황을 파악해 관찬(官撰) 지리지를 만들거나, 편집 지도의 한

계를 극복하고 실측 지도를 제작한 경험이 있었다. 세종은 북으

로 4군 6진을 설치하고 양전 사업을 시행했으며 이를 토대로 「신

찬팔도지리지」라는 관찬 지리서를 편찬했다. 세종은 또 전국의 

지방관들에게 자세한 지리정보가 포함된 군현지도를 만들어 올

리도록 하기도 했다. 

조카인 단종을 왕위에서 밀어낸 수양대군은 스스로 그 자리에 올랐

다. 세조의 입장에서 볼 때 무엇보다 절실한 과제는 정권의 기반을 

강화하는 일이었다. 세조는 진관체제라는 새로운 방어체제를 구축

했으며 『동국통감』이라는 역사서를 편찬했다. 전국지도 제작은 그러

한 일련의 정책과 같은 맥락에 있는 사업이었다. 세조는 삼각산에 

같이 올랐던 정척과 양성지 등을 다시 불렀다. 두 사람은 “의정부와 

협의하여 전국지도를 완성하라”는 세조의 명을 들었다. 1463년(세

조 9) 마침내 새로운 조선지도 <동국지도>가 완성되었다. 

<조선방역지도>(국보 제248호)는 정척과 양성지가 만든 <동국지

도>를 토대로 1557년(명종 12)경에 그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 지

도는 전국 각 군현의 이름을 써넣고, 5가지 색으로 방위를 표시

했다는 점에서도 흥미롭다. 해안선과 산줄기, 물줄기도 매우 사

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두만강의 위치가 부정확한 것은 시대적

인 한계 때문이지만, 15세기 조선지도 편찬의 성과가 집대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이하 <강리도>)는 1402년에 그려진 세

계지도다. 비단 위에 구대륙(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전체를 그

려 넣은 이 지도는 현재 전하는 15세기 고세계지도 중에서도 대

표적인 것이다. 권근의 설명문에 따르면, 1402년(태종 2) 여름에 

좌정승 김사형, 우정승 이무가 정사를 펼치는 중에 <성교광피도>

와 <혼일강리도>를 검토했으며, 검상 이회에게 명하여 상세히 교

정하고 합하여 한 지도로 만들게 했다. 

<성교광피도>와 <혼일강리도>에 담겨 있는 지리정보의 내용은 

대부분 몽골제국시기의 것들이다. 몽골은 명의 환관 정화(鄭和)

가 배를 띄우기 훨씬 전부터 구대륙 전체의 윤곽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남해지』, 『제번지』, 『도이지략』과 같은 기록들은 몽골이 

세계제국답게 놀랄만한 해외지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전

해 준다.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은 나침반을 사용했으며, 몽골

은 그들에게 반드시 해외에서 보고 들은 내용을 적어 제출하게 

했다. 그러나 <강리도>는 몽골제국의 지리지식 수준을 정확히 반

영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적지 않은 오류들이 눈에 띈다. 중원대

륙이 과도하게 강조되어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한족의 세계

관을 반영한다. 그 밖의 오류들은 대부분 <성교광피도>의 원도가 

지도의 길을 따라 흐르는
조선의 역사



되었을 이슬람계통 지리지식에서 온 것이다. 특히 구대륙의 해양

에 관한 정보는 내륙 정보에 비해 현저히 부실하다.

<강리도>의 동남아시아·인도·아라비아반도 표현은 이런 문제

를 잘 보여준다. 베트남-타이만-말레이반도의 동서해안(말라

카해협)에 이르는 굴곡진 해안은 이 지도에서 평평한 선으로 묘

사되고 있다. 인도와 아라비아에서도 왜곡은 심한 편이다. <강리

도>는 육로로 도달할 수 있는 인도 북부지방은 대륙으로, 해로로 

도달했던 인도 남부지방은 섬으로 표시했던 것이다. 

당시 <강리도>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모두 의정부 소속이었다는 사

실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새 나라가 세워진 지 고작 10년 만에 조선

의 최고 기관인 의정부의 관원들이 중국에서 들여온 지리정보들을 

수정·보완하여 이 세계지도를 만들어낸 것이다. <강리도>는 왕조 

개창기 조선이 가진 넓은 시야와 자신감을 웅변해준다.

18세기 남인계 지식인 정상기는 조선의 지도학이 김정호에 이르도

록 징검다리를 놓아준 인물이라는 점에서 특별하다. 그는 지도의 축

척에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백리척(百里尺)이라는 자를 고안한 뒤, 

이 자를 이용해 <동국지도>라는 훌륭한 편집지도를 만들어 냈다. 

정상기의 <동국지도>는 국가가 인정한 관찬 조선전도의 지위를 얻

게 되었다. 그런가 하면 조선 후기 국정운영의 중심기관이던 비변사

는 방안좌표를 활용한 지도집 제작에 나서기도 했다. 영조는 <동국

문헌비고>를 간행한 후, 지도집 제작을 신경준에게 전담시켰다. 신

경준은 <동국지도>와 <비변사지도>의 성과를 종합하였다. 

19세기의 지도제작자 김정호는 그런 신경준의 성과를 계승하였

다. <청구도>(1834년)는 김정호가 만든 가장 이른 시기의 조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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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복제본 ©서울대학교 규장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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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동국지도 ©고려대학교박물관

04 대동여지도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다. <청구도>는 처음부터 국가 운영을 위한 자

료집으로 기획되었지만, 이 프로젝트는 더 이상의 성

과를 내지는 못했다.

그러나 지도와 지리지를 하나의 세트로 하여 유

용한 지리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싶어 했던 김정

호의 의지마저 꺾인 것은 아니었다. <청구도> 

이후에도 김정호의 지도 제작 활동은 계속되었다. 

그중에서도 <대동여지도>(1861년, 22책)는 김정호를 역사

에 남게 한 작품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 지도에서 물줄기는 하류에서 두 줄기로 이어지다가 상류

의 어느 지점에서 한 줄로 묘사된다. 두 줄과 한 줄이 만나는 

지점은 뗏목이나 배가 다닐 수 있는 종점에 해당한다. 도로

는 실제와는 달리 직선으로 표시되어 있다. 도로 위에는 10

리마다 점이 찍혀 있는데, 그 간격은 일정하지 않다. 평야지

대나 하천을 따라가는 곳에서는 지도상의 평균 간격(2.5cm 

정도)으로 유지되는 데 비해, 산간 도로에서는 10리 간격이 

급격하게 좁아진다. 언뜻 보면 이해하기 힘든 이 간격 차

이에는 여행자들을 위한 배려가 담겨 있다. 여행자는 좁은 

간격의 10리 표시를 보고 산간에 가파른 도로나 굽은 도로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대동여지도>는 조선 지

도학의 성과를 수렴한 지도라는 점에서뿐만 아니라, 사용자

를 고려한 지도라는 점에서도 특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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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춤은 뛸 듯이 기쁜 마음으로 시작하여, 흔들리지 않는 신앙

의 행위적 표현으로 전개되고 있다. 풍류 음악의 대표적인 기악

곡인 영산회상의 기원설에서는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기뻐하는 

대중들의 법회 광경과 묘음보살이 천동천녀와 함께 꽃과 향으로

서 공양하고 기악과 가무로서 찬탄하였던 광경이 예술적으로 승

화되었다고 보고 있다.

신공양을 올리는 나비춤은 깊은 디딤의 호흡과 정중동동중정(靜

中動動中靜)이 특색이며 절제된 단아함이 돋보이는 고품격 불교 

무용이라 할 수 있다.

나비춤에는 ‘위로는 깨달음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들을 구제한다’

는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자비(慈悲)로서 자기 자신의 성품을 깨달아 모든 생명의 고

통을 덜어주고, 모든 생명이 부처의 지위에 올라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는 방편으로써, 믿음만을 요구하지 않는다. 보살이 열

반에 이르기 위해 실천해야 할 여섯 덕목인 육바라밀(六波羅密 : 

보시·지계·인욕·정진·선정·지혜)을 행(行) 함으로써 사회

를 윤택하게 이끌어가자는 뜻을 담아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여섯 디딤 속, 그윽한 하늘 향기

‘나비춤’

*처염상정(處染常淨): 더러운 곳에 머물더라도 항상 깨끗함을 잃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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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는 천지를 마음껏 훨훨 날아다니며 

모든 것을 구경하고 또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양각(兩覺)의 의미로 혼자만이 

아닌 더불어 사는 세상을 즐겨야 한다. 

이제 진리를 찾아 어디든지 날아다닐 

수 있는 튼튼한 날개를 펼치어 

아름다운 삶을 승화시켜야 할 때이다.

의식무(儀式舞)는 평상심을 망념과 집착을 버린 청정심으로 승화

시킴으로써 무심의 경지에 올라, 본연의 마음인 본래심을 되찾도

록 이끈다. 나비춤이라 불리는 공양무작법(供養舞作法)은 오공양

무, 육법작법공양무, 다게작법, 운심게작법, 삼귀의작법 등 십여 

가지의 불교의식무가 있다. 또한, 한국무용의 승무(僧舞)와 승학

무(僧鶴舞, 학춤), 민속무(民俗舞)에도 영향을 준 춤으로 승려와 

속인이 하나 되어 예술성을 한층 높였다.

비로관(毘盧冠)이라는 큰 고깔을 쓴 채 나비처럼 하얀 긴 소매가 

달린 팔대장삼을 입고 손에는 연화지(蓮花紙)를 든다. 나비춤을 

추는 사람은 하얀 옷(장삼)에 네 가지 색의 띠를 두른 가사를 입고 

추기 때문에 오방(五方)을 연상케 한다. 동방은 청색, 남방은 적

색, 중앙방은 황색, 서방은 백색, 북방은 흑색(녹색)이다.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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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복식의 형태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 의미는 같다.

팔대장삼의 하얀색은 지극히 선(善)함을 의미하고, 비로관의 빨

간색과 노란색은 해와 달을 상징한다. 몸과 팔의 기장이 같고, 몸

판의 앞깃을 옆으로 활짝 펼쳐보면 여덟 칸으로 꿰매져 있는데, 

이것을 팔금강(八金剛) 또는 팔부신장(八部神將)이라고 한다. 무

심(無心)의 경지에 올라 모두 함께 반야(지혜)를 얻도록 인도하는 

불법 상징의 의미를 갖는 춤이다.

머리에 쓰는 탑모(塔帽)인 비로관은 삼층으로 되어 있고 인격완

성을 뜻하며, 삼층 석탑(石塔) 혹은 만다라(Mandala, 曼陀羅)의 

표현이 담겨있기도 하다. 탑(塔)이란 돌덩어리이다. 아무 데나 굴

러다니던 돌도 잘 갈고 다듬고 잘라서 제자리에 올려놓으면 아름

다운 탑이 되어 만인이 우러러보며 예배하는 대상이 된다. 그런 

뜻에서 인격완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비로관 뒷면에 부착된 도

형은 하늘과 땅을 의미하는 범자(梵字)가 쓰여 있으며, 연꽃 위엔 

동진보살의 금강저(승려들이 불도를 닦을 때 쓰는 도구인 방망

이)가 그려져 있다.

나비춤은 부처에게 드리는 의식이기 때문에 관중을 의식하지 않

고 춘다. 춤의 동작 중 핵심은, 절을 하는 동작인 반신요배(半身搖

拜)와 양쪽 발을 고무래 정(丁)자로 하여 도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반신요배의 의미는 7이란 숫자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태어나

서 아이를 낳아 7×7=49일을 기리듯이 죽은 후에도 7×7=49재를 

지낸다. 그런 의미로 49°의 각도로 좌우요배를 하는 것이다.

시연 시작 전에 징을 세 번 치게 되는데 이는 불교의 세계관 중 하

나인 삼계(三界 : 미혹한 중생이 윤회하는 욕계欲界·색계色界·무

색계無色界의 세계)를 의미한다. 정(靜)에 들 듯하여, 흔들리지 않

는 마음으로 깊은 호흡과 동시에 첫 동작으로부터 마지막 동작까

지 하나로 마치게 된다. 이는 일심(一心)을 뜻하며 곧 깨달음의 길

에 도달하는 것이다. 모시로 된 팔대장삼을 입는 것도 곧게 솟은 

모시 올이 강직과 흔들리지 않는 일심과 같기 때문이다.

발은 외로 돌지만 여섯 디딤을 고무래 정(丁)자로 깊은 호흡을 쓰

며, 무릎과 허리 놀림이 덩실덩실하고 발놀림이 또박또박 장중하

다. 또한, 빠른 동작이 거의 없고 어깨는 호흡만으로 움직이며 고

개도 움직임이 작다. 49° 각도의 시선으로 조용하고 완만한 것이 

특징이다. 발의 움직임은 첫 박자에 무릎을 굽혀 내려앉는 듯한 

몸짓으로 시작하여 상승한다. 삼생(三生)을 의미하는 세 번의 율

동도 포함되어 있다.

양팔은 뫼 산(山)과 같은 형태로 벌리고 어깨보다 처져서는 안 되

며 나비의 날개처럼 펼쳐야 한다. 두 날개를 편 것은 자리(自利)·

이타(利他)·자각(自覺)·각타(覺他)·양리(兩利)를 의미하며 한 

몸통을 움직인 것은 깨달음과 행이 일치한 각행원만(覺行圓滿)을 

상징한다. 여섯 디딤의 방향은 육도(지옥·아귀·축생·수라·인

간·천상), 육식(안眼·이耳·비鼻·설舌·신身·의意)을 뜻하며 

색(色)·성(聲)·향(香)·미(味)·촉(觸)·법(法)의 6경(六境)과 육

바라밀 또한 내포하고 있다. 걸음은 행(行)을 나타낸다. 

요잡(繞匝 : 부처의 둘레를 돌아다니는 일)은 열두 마치에 맞추어

서 시연하게 되는데 열둘의 의미는 미혹한 세계의 인과관계를 설

명한 십이연기(十二緣起) 또는 12인연이라고 한다. 그 내용은 무

명(無明)·행(行)·식(識)·명색(名色)·육처(六處)·촉(觸)·수

(受)·애(愛)·취(取)·유(有)·생(生)·노사(老死) 등이다. 나비

춤은 요잡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관객의 방향으로 여섯 번

의 반신요배를 한 후 여섯디딤으로 돈다. 이로써 모든 육도중생

들과 다 함께 육바라밀행을 통해 부처를 이루자는 뜻으로 회향하

게 된다.

혼탁한 현시대를 참답고 바르게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

다. 인간은 누구나 궁극적으로 행복을 추구한다. 그러나 이런 중

생계에서 사는 우리네 삶이 어찌 호락호락할까. 나비의 애벌레는 

중생이고 나비는 부처이자 깨달음의 인격체이다. 애벌레가 기어 

다니며 먹을 것을 찾는 것처럼 중생들 또한 돈, 사랑 등을 찾느라 

하늘을 제대로 쳐다볼 겨를이 없다. 중생들은 애벌레에서 성충인 

나비가 되기까지 갖은 고초를 겪는다. 

나비는 천지를 마음껏 훨훨 날아다니며 모든 것을 구경하고 또 아름

다운 꽃을 피운다. 혼자만이 아닌 더불어 사는 세상을 즐겨야 한다. 

이제 진리를 찾아 어디든지 날아다닐 수 있는 튼튼한 날개를 펼치어 

아름다운 삶으로 승화시켜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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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익조(比翼鳥)는 문헌마다 차이점이 있지만 공통으로 ‘눈과 날

개가 각각 하나씩밖에 없는 새’로 묘사되며, 중국에서는 이 새가 

나타나는 것을 상서로운 일이 일어날 징조로 여겼다. 이 새는 반

드시 암수 두 마리가 짝을 지어야 날 수 있는데, 밥을 먹을 때도 

항상 붙어 있다고 한다. 그래서 연리지(連理枝), 비목어(比目魚)

와 함께 애정, 사랑, 그리움, 애틋함, 금슬 등을 상징하며 부부사

이의 아름다운 사랑을 의미한다.

또 삼족오(三足烏)는 세 개의 발에 검은 까마귀의 모습을 하고 있

다고 전해지는데, 새 발이 셋인 이유는 하늘의 상징인 주역(周易)

의 건괘(乾卦) 三자에서 연유됐다는 설이 있다. 그리고 삼족오는 

태양에 살고 있어 태양을 상징하는 새로 알려져 있는데, 신들이 

태양의 후예라는 인식을 하고 있던 고구려에서는 원형의 태양 안

에 들어있는 삼족오를 자신들의 상징으로 삼았다고 한다.

불가사리는 우리 설화 속에 등장하는 친근한 이름의 상상 속 동

물이다. 중국의 「산해경(山海經)」에는 ‘곰과 비슷하나 털은 짧고 

광택이 나며 뱀과 동철(銅鐵, 쇠)을 먹고, 사자머리에 코끼리 코, 

소의 꼬리를 가졌으며 흑백으로 얼룩무늬가 있다. 쇠를 먹는데 

똥으로는 옥석(玉石)을 자를 수 있으며, 그 가죽을 덮고 자면 역

병을 피할 수 있고, 그림을 그려 걸어두면 액운을 피할 수 있다고 

신화 속에서 만나는 상상의 동물

하였다. 이와 같이 불가사리는 네 가지 동물이 합쳐진 상상의 동

물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러한 형상은 그림에서 볼 수 있다.

기린(麒麟)은 상서로운 길조가 보일 때 나타난다는 신령스러운 네 

가지 동물 중 하나로, 특히 성인이나 성군이 태어날 때 미리 그 조

짐을 알리기 위해 나타난다고 전해진다. 기린은 이마에 뿔이 하나 

돋아 있고 사슴의 몸에 소의 꼬리, 말과 같은 발굽과 갈기를 지니

고 있으며, 다섯 가지의 몸 색깔을 가진 동물이라고 기록하고 있

다. 특히 기린은 다른 짐승들을 해치지 않는 특성 때문에 어진 성

품을 상징하는 동물로, 유교에서는 기린을 공자(孔子)에 빗대어 

01 기린



15

표현하며 덕(德)과 인(仁)의 상징으로 여겼다. 기린 역시 상상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림에서나 형상을 찾아볼 수 있다.

우리 문화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백호(白虎)는 호랑이에 바탕

을 둔 상상의 동물로 청룡, 주작, 현무와 함께 사신(四神)을 이루

어 신격화되었다. 지금은 털이 흰 호랑이를 백호라 부르지만 본

래 백호는 동양권의 신화나 설화에 나오는 상상의 동물을 의미

한다. 고구려 고분벽화 사신도(四神圖) 가운데 백호의 형상은 일

반적으로 용과 달리 머리에 뿔이 없고 몸에는 비늘 대신 호반(虎

斑, 호랑이 등에 있는 무늬)이 묘사된다. 상상의 동물인 백호의 

영험함과 신성함은 용과 함께 불법(佛法) 수호신으로서 크게 영

향을 미쳤다. 현재 백호는 조선시대에 제작된 사찰 벽화에서 찾

아볼 수 있으며 불교의 교리를 쉽게 함축한 불화(佛畵)나 수미단

(須彌壇) 등에도 등장한다. 또한, 산신도의 호랑이 역시 백호로 

표현하여 그 신성함을 더욱 강조하였다. 신당에 모셔지고 있는 

산신도를 보면 대개 그 배경으로 산과 소나무가 있으며, 노인의 

형상으로 그려진 산신과 함께 호랑이가 나온다. 여기에 등장하

는 호랑이는 포효하는 호랑이가 아니라 인자하고 다정한 모습으

로 그려지는데, 산신령의 사자(使者)로 상징되기도 하고 호랑이 

자체를 산신, 산군(山君)으로 여기기도 하였다.

호랑이에 바탕을 둔 또 다른 상상의 동물로 비호(飛虎)가 있다. 

비호는 보통 나는 듯이 빠르게 달리는 호랑이를 말하는데 흔히 

‘비호같이 빠르다’는 말에 자주 사용된다. 그러나 그림 속에 등장

하는 비호는 단순히 빨리 달리는 모습이 아닌 ‘비(飛)’, 즉 진짜 날 

수 있도록 날개가 달린 호랑이의 모습으로 묘사된다. 이는 비호

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작가의 상상력이 발휘됐던 것으

로 보인다. 

하동(河童)은 물속에 산다는 상상의 동물로, 우리나라에는 잘 알

려져 있지 않다. 일본에서는 갓파라고 부르는데 원래 중국의 황

하강에서 살던 동물로, 이들 중 일부가 바다를 건너 일본에 도착

한 후 번식하였다고 한다. 갓파의 모습은 열 살 정도 된 어린아이

의 몸집에 얼굴은 원숭이를 닮았으며, 물고기 비늘로 덮인 피부

와 거북의 등 껍질을 가진 동물로 묘사된다. 머리 위 구멍에는 물

이 들어있으며 이 물이 없어지면 힘 또한 사라지는 것으로 알려

져 있는데, 이 물을 없애는 방법으로 갓파에게 깍듯하게 인사하

는 것이 알려져 있다. 갓파는 예의 바른 동물이기 때문에 인사를 

하면 반드시 답례로 절을 하기 때문이라고.

또 다른 물속에 사는 상상의 동물로는 목어(木魚)가 있다. 목어는 

원래 중국의 설화에서 기인한 동물이다. 중국의 고승이 가르치던 

제자가 공부를 게을리하고 장난을 일삼는 것에 대한 벌로 그를 물

고기로 만든 후 그 등에 큰 나무를 심었다고 한다. 나중에 참회하

는 제자를 해탈시켜 주고, 그 제자의 등에 있던 나무로 물고기 형

상을 만들어 불도를 정진하는 사람들의 경계로 삼았는데, 이때  

물고기가 바로 목어이다.

그 후 사찰에서는 목어를 설치해 항상 눈을 뜨고 있는 물고기처

럼 정신을 깨워 불도(佛道)에 정진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02 백호

03 마곡사의 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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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은 크게 정악과 민속악으로 나눈다. 이 중에서 개성을 

펼치기에 좋은 음악이 민속악임을 누구나 잘 안다. 정악은 엄밀

히 말해서 음악(音樂), 즉 소리(音)를 통해서 즐거움(樂)을 꾀하는 

것이 아니다.

정악을 예전에는 음률(音律)이라고 했다. 서구식 교육이 이 땅에 

뿌리내리기 전, 이른바 음악 교과서가 생기기 전에, 오늘날의 음

악에 해당하는 말은 음률(音律)이었다. 률(律)이란 무슨 뜻인가? 

법률(法律)이란 말을 생각하면 음률(音律)이란 것을 잘 알게 될 

것이다. 률(律)이란 바로 질서를 뜻한다. 법이 존재해서 세상의 

질서에 도움을 주듯, 소리를 `통해 개인의 인격을 수양하면서 세

상의 질서에 순응하고자 했던 것이다.

자유정신과 탈격의 미학 ‘산조’

판소리와 산조는 민속악에서 출발해서 예술적으로 승화된 음악

이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음률(音律)적인 질서에서 벗어난 음악

이기도 하다. 판소리와 산조 이전에도 민속악이 존재했으나 이런 

음악은 아쉽게도 크게 예술적인 대접을 받지 못했다. 그 계층만

이 즐기는 여흥일 뿐이었다.

예를 들어 음률에 해당하는 가곡(歌曲)만을 ‘노래’라고 했고, 민요와 

잡가와 같은 노래를 ‘소리’로 구분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오직 성악 중에서는 가곡(歌曲)만이 음률인 것이었다. 

판소리는 음률(정악)의 질서를 따르지 않으면서도, 민중부터 시작해 

임금까지 즐긴 예술 음악이 되었다. 판소리도 분명 개성적인 음악이

다. 그러나 산조보다는 못하는 생각이 든다. 판소리는 기본적으로 

사설(辭說), 곧 가사가 주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산조를 가리켜 ‘가사가 없는 판소리’라고 한다. 산조는 판소리와 상

통하는 점이 많다. 그러나 음악적인 자율성은 판소리보다 산조가 

더 클 수 있다. 산조는 여러 가지 조성(調性)이 있는데, 연주자의 기

분에 따라서 그 부분을 더 많이, 더 길게 탈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산조에는 우조(羽調), 계면조(界面調), 경조(京調, 경드름)가 있다. 

우조는 호기 있고 씩씩한 기분이요, 계면조는 슬프고 애잔한 느낌

이며, 경조는 밝고 또박또박한 느낌이다. 경조의 경(京)이 서울을 

뜻하는 것처럼, 예전 서울·경기지방의 선율을 경드름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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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 코드를 읽어보세요.

산조합주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국립국악원

산조의 연주자들은 우조, 계면조, 경조를 두루 넘나들면서도 이

른바 TPO(Time 시간, Place 장소, Occasion 상황)에 따라 가락

을 신축성 있게 연주했다. 그리고 이런 조건을 전제로 산조는 자

신의 생각과 감정을 잘 드러냈다.

산조라는 말 자체가 ‘개성’과 ‘자유’를 의미한다. 예전에는 散調라

고 한자로 쓰고 이를 ‘허튼 가락’이라고 말했다. ‘허튼’이란 관형사

는 ‘쓸데없이 헤프거나 막된’이란 뜻이다. 기존의 관념, 곧 유교적  

혹은 가부장적 질서로 볼 때 가장 멀리 벗어난 것이 바로 이 ‘허

튼’이다. 예를 들어서 같은 ‘타령’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허튼 타

령’이 되면 더욱 자유롭게 연주할 수 있게 된다.

‘허튼 가락’이라고 불린 산조는 개인이 잘 드러날수록 더욱 인정

받는 음악이 되었다. 산조가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것은 그 이전에 

판소리와 같은 성악양식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단, 산조는 판소

리의 ‘이야기’와 ‘상황’에서 벗어나, 연주자가 융통성을 발휘해 보

다 더 자유로이 음악을 만들어 낼 수 있었던 것이다.

산조음악에는 무슨 류(流)라는 글자가 늘 따른다. 김죽파류, 성금

연류 등이 그 예다. 산조는 지금으로부터 130여 년 전에 김창조

(1856~1919)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한다. 이후 다양한 유파가 생

겨났고, 그 앞에 모두 개인의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다. 판소리도 

많은 유파가 있지만 동편제, 서편제 등 지역성이 강조된 것에 반

해, 산조는 초기부터 개인의 이름으로 불렀다. 이는 그만큼 개성

을 존중했다는 얘기다. 

물론 요즘 산조는 서양음악처럼 악보를 보고 연주하기 때문에 ‘즉

흥성’이 들어가기 어렵다. 하지만, 예전의 산조는 기본적인 장단을 

지키면서 매우 ‘즉흥적’으로 연주된 음악이었다. 자신의 생각과 감

정이 흐르는 대로 연주하는 것이 산조의 특징이자 매력이다.

산조는 기본적인 장단과 조성을 전제로 해서 연주자가 매우 자유

자재로 연주할 수 있는 음악이다. 아니, 자유자재로 연주할수록 

청중이 호응해주었고, 연주자의 실력을 높이 평가하는 음악이다. 

이른바 정격(正格)보다는 탈격(奪格)이 드러날 때 청중은 추임새

로 화답했다. 그렇다고 엉뚱하게 마구잡이로 탈격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조선시대의 예술적 경지가 높은 사람들이 그의 작

품에서 자연스럽게 ‘탈격의 미’를 만들어냈듯이, 산조음악 또한 

그런 것이다. 

산조의 꽃은 ‘가야금산조’라고 한다. 산조가 나오기 전까지 한국

악기사에서 가야금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궁중음악에서는 피

리와 같은 관악기가 중심이었다. 때론 가야금은 악기편성에 끼지

도 못 했다. 선비들의 풍류 음악, 곧 음률(정악)에는 늘 거문고가 

함께 했다. 가야금은 산조의 시대를 맞으면서 부각된 것이다. 다

른 악기에 비해 넓은 음역(3옥타브)과 가야금 특유의 다양한 기

교가 ‘개성’을 부각하기에 안성맞춤이었다. 

산조는 가야금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가야금 하면 곧 산조라는 

등식이 생겼다. 한국음악에 있어서 산조의 역사는 개성적 연주사

의 시작을 알렸다. 중세적 질서에서 벗어나 근대로 향하는 음악

이 바로 산조다. 산조의 장단 질서에서 빠른 부분(중중모리, 자진

모리, 휘모리, 단모리 등)을 보면 이런 기운을 보다 더 많이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산조음악을 들으면 그 안에서 자유와 자율을 만

끽할 수 있다. 탈격을 통해서 해방감을 느낄 수 있는 카타르시스

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한성부의 도심을 에워싼
사적 제10호 한양도성(漢陽都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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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북의 대문과 이력 - 4개의 대문과 4개의 소문 

한양도성은 백악·낙산·목멱·인왕의 사산과 동서남북을 기준으로, 4개의 

대문과 4개의 소문이 있다. 한양도성의 남쪽 대문 숭례문은 수도 한양의 상징

적인 건물이다. 1398년에 완공되었는데, 1448년에 중건하였다가 1479년에 

다시 개축했다. 2008년 화재로 훼손되었으나 2013년에 복구되었다. 

동쪽 대문 흥인지문은 1396년에 창건되었는데, 1868년에 낮은 지반을 높이

는 토목공사와 함께 중건됐다. 서쪽 대문 돈의문은 전차노선이 복선화되면서 

1915년에 철거되었고, 북쪽 대문 숙정문은 암문(성벽에 누樓 없이 만들어 놓

은 문) 형태로 남아있었는데 1976년에 수리하고 그 위에 문루를 새로 세웠다.

고려시대부터 개경과 남경을 잇는 길에 세워진 북서쪽 소문인 창의문은 인조

반정을 거친 후 1742년에 중건되었다. 남동쪽 소문 광희문은 1975년에 도

로 확장과 함께 남쪽으로 이축되었으며, 북동쪽 혜화문은 1939년 전차 부설

과 함께 철거되었다가, 1994년 북쪽으로 옮겨 새로 건설했다. 남서쪽 소문 

소의문은 도로 정비와 함께 1914년에 철거됐다. 이렇듯 각 대문들은 오백여

년 동안 지속되어온 조선왕조 수도 한양의 역사와 20세기 근대의 역사를 함

께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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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官)과 민(民), 남북 협력으로 환수
북관대첩비

복원이 완료된 북관대첩비(북한 김책시)



총리가 반환에 합의하였다. 2005년 10월 20일 일본으로 반출된 지 

100년 만에 비가 돌아와 일반에게 공개되었으니 오랜 노력으로 이

루어진 결실인 셈이다. 

필자를 포함한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

는 2005년 7월 비의 현황과 해체, 이송방법 등을 강구하기 위해 일

본을 방문하였다. 깔끔하게 정돈된 야스쿠니 신사에 들어서니 어

딘가 있을 북관대첩비를 처음 마주할 설렘에 긴장됐다. 그러나 습

하고 구석진 그늘의 허름한 보호각 아래 천덕꾸러기처럼 놓여있던 

북관대첩비를 보고 씁쓸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무가 우거져 통풍

도 제대로 안 되는 한 쪽에 덩그러니 놓여 있는 북관대첩비는 벌 받

는 것처럼 무겁고 조악하기 짝이 없는 머릿돌을 지고 있었다. 

한국으로 옮겨진 비는 먼저 암석 조사, 오염물 분석 등 과학적 조사

를 통해 오염물 세척, 균열 부분 수술 등 보존처리가 이루어졌고, 실

측작업을 통해 복원도 실시되었다. 야스쿠니 신사에서부터 이고 있

던 핍박의 역사인 1,000㎏가량의 머릿돌을 벗어던지고, 북관대첩비 

조성 당시와 유사한 시기에 조성된 해남 명량대첩비(鳴梁大捷碑, 보

물 제503호, 1688년)와 강진 백련사사적비(白蓮寺事蹟碑, 보물 제

1396호, 1681년) 등의 머릿돌을 참고하여 복원안이 제시되었다. 여

러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거쳐 화강암으로 정성껏 조각하여 북관

대첩비에 새로운 머릿돌을 올렸다.

2005년 10월 20일, 국립중앙박물관 앞마당에서 환국고유제를 지

내고 10월 28일부터 11월 6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 1층 로비에 머

릿돌이 복원되고 보존 처리가 된 북관대첩비가 조립되어 전시되었

다. 그렇게 전시되어 있던 북관대첩비는 2006년 3월 1일, 북한 개

성으로 이관되어 인도인수식을 가졌다. 2006년 3월 23일 북한 함

경북도 김책시 임명동에 복원된 북관대첩비는 현재 북한 제193호 

국보유적으로 등록되어 역사적 가치를 되찾았다고 한다. 남북교류

의 문화재 사절단으로써 첫 테이프를 끊은 의미 깊은 북관대첩비. 

비록 한국에 머물렀던 시간은 짧았지만 깊은 인상을 주었다. 한편

으로는 우리 손으로 애써 보존 처리한 만큼 한국에 남아주기를 바

랐던 마음도 있지만 다시 제자리를 찾아 소중함을 인정받고 있다

고 하니 그걸로 뿌듯한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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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관대첩비(北關大捷碑)는 임진왜란 당시 함경북도 북평사였던 정

문부 장군이 의병을 규합하여 왜군을 격퇴한 전공(북관대첩)을 기

리기 위해 1707년(숙종 34) 함경북도 길주군 임명리(현 김책시 임

명동)에 건립된 기념비이다. 비(碑)의 내용은 임진왜란 때 조선 육

군의 대승전 기록이다. 이 비가 ‘왜, 어떻게 일본으로 가게 되었는

가?’ 살펴보면, 북관대첩비가 세워지고 200년 후인 1905년 러일 전

쟁 중에 일본군 미요시 중장이 이 비를 일본의 치욕적인 역사라 하

여 강탈해가는 비극이 일어났다. 강탈 후 조선에 패배한 굴욕을 씻

겠다는 명목 아래 야스쿠니 신사에 비를 보관하게 된 것이다.

1909년 당시 일본 유학생이었던 조소앙(趙素昻) 선생이 우연히 북

관대첩비를 발견하여, 비를 가져온 일본을 꾸짖는 글을 기고하면

서 북관대첩비의 소재가 밝혀지게 되었다. 이후 1978년 한국연구

원장 최서면(崔書勉) 선생이 그 기고문을 보고 야스쿠니 신사에서 

다시 비를 찾아내면서 북관대첩비의 한국 반환 요구가 시작되었

다. 같은 해 해주 정씨 문중에서는 한일친선협회를 통해 일본의 야

스쿠니 신사 측에 처음으로 비 반환을 요청하였고, 1979년 한국 정

부의 비 반환 공식 요청에 일본 정부는 원소재지인 북한과의 합의

가 있으면 반환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그 후 계속된 반환 요청

에도 일본 정부는 북한과의 합의가 필요하며 당시 점유자였던 야

스쿠니 신사에 강제 반환을 요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반환

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민간차원의 지속적인 반환 노

력으로 2005년 3월 남측의 한일불교복지협회(초산스님)와 북측의 

조선불교도연맹(박태화) 간의 비 반환에 관한 남북합의서가 체결

되었고, 같은 해 6월 한일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놓여 있었던 북관대첩비 모습



시공을 넘나드는 두드림
타악기의 퓨전 쇼가 시작됐다

퓨전 타악그룹 ‘타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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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전 타악그룹 ‘타쇼’는 지난해까지는 여성 타악그룹 ‘크레이지 

타’로 활동하다가 올해부터 ‘타쇼’로 팀 명을 바꾸고 한층 다채로

운 무대를 선보이고자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다.

“타쇼는 전통과 현대를 접목한 창작 공연 위주의 타악퍼포먼스 

그룹입니다. 전통과 현대의 리듬을 아우름과 동시에 현대적 세련

미를 더해 웅장하고 파워풀함을 느끼실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크레이지 타’ 시절부터 팀을 이끌고 있는 김보경 대표는 타악과 

마임, 탈춤, 사물놀이 등의 콜라보를 시도함으로써, 장르의 융합

에도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다. 그것이 ‘타쇼의 길’이란다. 혼성으

로 팀 구성에 변화를 준 것도 보다 웅장하고 역동적인 타악 무대

를 꾸며 보려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팀의 구성은 장구춤을 전공한 김 대표처럼 국악에 뿌리를 둔 팀

원부터 현대실용음악, 무용, 퍼포먼스, 연극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기량을 쌓은 프로들까지 다양하다. 대중이 즐겨 찾지 않는

다면 고전의 가치를 이어갈 생명력을 잃기 마련이다. 현대음악 

역시 차별성 없이 비슷한 무대를 반복한다면 그 이상의 성장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각각의 영역에서 수년간 활동하던 팀원들의 

생생한 경험이기도 하며, 그것이 퓨전 타악의 가능성을 실험하는 

타쇼에 의욕적으로 참가하게 된 주요 배경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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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자신의 공연을 기획하고 무대에 올리는 것뿐만 아

니라 후학을 양성하는 지도자로서의 역량까지 갖추고 있

다. 타악 장르의 대중화와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보는 즐거

움뿐 아니라 직접 참여하는 즐거움까지 열려 있어야 한다

는 믿음 때문이다.

“퓨전을 뭐라고 정의할까요? 퓨전은 그저 이런저런 요소

의 단순결합이 아닌 ‘새로운 가치의 창조’입니다. 전통과 

현대가 만나고, 너와 내가 만나 일으키는 일종의 화학작용

인 거죠. 그 결과가 어떤 모습으로 대중에게 드러날지는 

항상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더 기대되고 재밌는 작업이 되

는 것 같아요.”

공연의 예술적 완성도와 레퍼토리를 총괄 기획하고 있는 

정종석 감독이 내린 ‘퓨전’의 정의다. 물론 퓨전이기에 무

한한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지만 현실적 한계와 어려움도 

분명 있다. 도무지 ‘정체가 무엇인가?’란 물음이다. 

“가령 국악페스티벌에 참가하는데 타쇼는 ‘국악은 아니잖

아?’하는 겁니다. 현대음악축제 쪽에서도 ‘너희가 왜?’하는 

식이고, 퍼포먼스에서도 무용에서도 다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어요. 고립감, 외로움... 뭐 피할 수 없죠.”

김보경 대표는 이런 현실이 퓨전팀의 숙명이기도 하지만 

주저앉거나 물러설 생각이 없다. 오히려 독보적이고 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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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어떤 것’을 창조하는 복합장르로 타쇼의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단다. 현실에 안주하기보다 예술적 새로움을 개척해 나가는 것

이 타쇼의 태생적 출발인 동시에 도달 목표인 것이다.

매년 12월에 열리는 정기공연은 이들의 모든 노력을 총결산하는 

중요한 무대이다. 타쇼만의 색깔 찾기가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

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다.

“딱히 이만하면 됐다는 건 없어요. 퓨전이 더는 퓨전이 아니게 되

는 것, 대중에게 ‘그래, 이게 타쇼지!’하는 확실한 인정을 받는 순

간까지 우리는 날마다 진화하며 성장할 겁니다.”

전통 타악으로는 보여줄 수 없었던 세련된 무대와 환상적인 퍼포

먼스가 대중의 눈과 귀를 사로잡으며 점차 입소문을 타고 있다. 

퓨전은 ‘새로운 가치의 창조’입니다. 전통과 현대가 만나고, 너와 내가 만나 

일으키는 일종의 화학작용인 거죠. 그 결과가 어떤 모습으로 대중에게 드러날지는 

항상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더 기대되고 재밌는 작업이 되는 것 같아요.

단아한 아리랑의 선율과 다이내믹한 타악 리듬이 만나는 타쇼의 

무대. 세상 만물을 두드려 깨울 듯한 웅장한 생명의 울림이, 북소

리 하나하나에 담겼다. 그런가 하면 화려한 LED 의상과 퍼포먼

스가 어우러지고, 시원한 물줄기와 불꽃의 향연으로 시종일관 관

중의 시선을 장악한다. 공연이 펼쳐지는 한두 시간 내내 온몸으

로 뿜어내는 열정의 몸짓으로 이들은 ‘보이는 타악’의 진수를 선

사하는 것이다.

“이미 봤던 공연인데도, 또 기대가 되네요.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

거립니다.”

타쇼의 공연을 접한 한 누리꾼의 댓글이다. 이 한 마디가 타쇼라

는 팀이 세상에 있어야 할 존재증명이요, 최고의 찬사라며 환히 

웃는 사람들. 이런 관객이 있어 내려치는 북소리엔 힘이 넘치고 

자신감은 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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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기로회도> 필자 미상, 1730년 ©국립중앙박물관

1730년 이원(장악원)에서 열린 장악원 전·현직 관원의 계회(고려와 조선 

시대에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직된 모임)도이다. 앞줄에 악공들이 앉아 

기녀들의 춤과 노래에 반주음악을 연주하고 있다. 관현맹인도 궁중의 내연에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음악을 연주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역사 속, 시각장애인은 
어떻게 살았을까?

조선시대 시각장애인 음악가, 관현맹인

관현맹인(管絃盲人)이란 시각장애인 가운데 음악적 재능이 뛰어

난 사람을 뽑아 궁중음악 기관인 장악원에서 퉁소, 피리, 가야금, 

거문고 등 관악기와 현악기를 연주하도록 하는 이들을 말한다. 

임진왜란 이전만 해도 장악원에는 900여 명의 악공, 악생과 20

여 명의 관현맹인이 소속되어 있었다. 관현맹인은 양인뿐 아니라 

천인 중에서도 선발되었는데, 장악원에서 일 년에 네 차례씩 이

조(吏曹)에 추천서를 올려 사령서(임명, 해임 따위의 인사에 관한 

명령을 적어 본인에게 주는 문서)를 받아 임명했다. 

이러한 관현맹인 제도를 설치한 이유는 내외법이 엄격한 시대 상

황에서 남자 악공들이 왕대비나 왕비, 후궁 등의 내연(內宴)에 들

어가 기녀들의 춤이나 노래에 반주 음악을 연주할 수 없었으므로, 

부득이 앞이 보이지 않는 관현맹인을 동원했던 것이다. 또 시각장

애인에게 직업과 관직을 주어 자립하도록 하려는 복지정책의 일환

이기도 했다. 조선후기 실학자인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에 

따르면, 이는 고대 중국의 제도를 본받아 설치한 것이라고 한다.

삼대(三代: 하·은·주) 시대엔 맹인을 시켜 시를 외고 북을 두드

리게 하였으니(시를 외워 바른 일을 말하고 북을 두드려 일식과 

월식을 막았다고 한다), 이는 『주례』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들은 

또 악(樂)을 맡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본보기로 맹인

을 장악원에 예속시켜 두고 내전에서 잔치를 베풀 때면 맹인에게 

눈 화장을 하고 악기를 들고 들어가 연주하도록 하였다.

그들이 언제부터 장악원에 소속되어 악기를 연주했는지는 정확

하지 않으나, 최소한 세종 6년 이전에는 설치된 듯하다. 『세종실

록』 6년(1424) 7월 22일조를 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나타난다.

맹인 26명이 아뢰기를 “우리들이 각기 거문고와 비파를 타

는 것을 직업 삼아 스스로 생계를 이어왔는데, 근래 국상(國

喪)으로 인해 음악을 정지했으니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라

고 하니, 임금이 각각 쌀 한 섬씩을 주라고 명하였다.

또 성종 때에 편찬된 『경국대전』에 의하면 이들 관현맹인은 장악

원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그 정확한 숫자는 밝혀져 있지 않다. 다

만 20명의 관현맹인 중에서 4명을 뽑아 종9품의 체아직(현직을 

떠난 문무관에게 계속하여서 녹봉을 주려고 만든 벼슬)을 주고, 

출근 일수가 400일이 되면 품계를 올려주되 천인의 경우엔 종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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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축년진찬도병』 中 <자경전내진찬> 필자 미상, 1829년 ©국립중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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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했다고 한다.

이후 관현맹인 제도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잠시 폐

지되었다가 효종 때에 부활되었고, 조선 말기인 고종 때까지 이

어졌다. 그러나 조선후기에는 나라의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이들의 생활도 궁핍해질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악장등록』 숙종 

6년(1680) 11월 24일조를 보면, 관현맹인 홍석해 등이 자신들의 

녹봉을 복구해달라고 임금께 상소를 올리고 있다. 

이들 관현맹인의 임무는 앞에서처럼 궁중 잔치 가운데 왕대비나 

왕비, 후궁, 공주 등을 위한 내연에서 기녀들의 춤과 노래의 반주

를 맡는 것이었다. 그들이 내연에서 연주하는 모습은 궁중기록화

인 『기축년진찬도병』 중 <자경전내진찬>을 통해 유추해볼 수 있

는데, 관현맹인과 장악원 악공들이 대문간에서 가림막 뒤에 혹은 

그냥 앉아 기녀들의 춤을 위한 반주 음악을 넣어주고 있다. 

이들은 조선후기까지 주로 내연에서 연주했다. 예컨대 영조 20

년(1744) 『진연의궤』를 보면, 김진성과 신찬휘, 전득주, 윤덕상, 

백봉익 등의 피리잽이, 이덕균과 최덕항 등의 젓대잽이, 최영찬

과 박지형 등의 해금잽이, 이필강 등 거문고잽이, 주세근과 함세

중 등의 비파잽이, 강상문 등과 같은 초적잽이 등 13명의 관현맹

인이 등장하고 있다. 

한편, 세종대의 난계 박연(朴堧: 1378~1458)은 이들 관현맹인의 

처우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세종 13년(1431) 12월 

박연은 임금 앞에서 관현맹인의 어려움을 호소한 뒤, 그들에게 

더 높은 벼슬을 내리고 일반 관원들처럼 사철마다 녹봉을 주자고 

요청한다. 또 그는 이 자리에서 ‘세상에 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

라고 강조했는데, 해당 부분만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대개 관현의 음악을 익히는 일은 고생을 면치 못하는 반면 

점복의 일은 처자를 봉양할 만하므로, 총명하고 나이 젊은 

사람들이 모두 음양학으로 가고 음률을 일삼지 않습니다. 

그러니 만약 격려하는 법이 없다면, 맹인 음악은 끊어지고 

장차 힘쓰지도 않을 것입니다. 옛날 제왕은 모두 장님으로 

악사를 삼아서 현송(絃誦:거문고를 타며 시를 읊음)의 임무

를 맡겼으니, 그들은 눈이 없어도 소리를 살피기 때문이며, 

또 세상에 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시대

에 쓰임이 있다면, 또한 그들을 돌봐주는 은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자 세종은 이듬해 1월에 박연이 제시한 사항들을 모두 그대

로 따르도록 지시한다. 이와 같이 조선 정부는 별도로 관현맹인 

제도를 두어 시각장애인의 자립을 유도했다. 그래서인지 조선시

대에는 시각장애인 음악가가 매우 많았을 뿐 아니라 그 가운데에

서 유명한 사람들도 상당수 출현했다. 

조선전기 관현맹인 출신의 시각장애인 음악가만 해도 세종 때의 

이반, 성종 때의 정범, 김복산, 이마지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반은 

현금을 잘 타서 궁중에 출입했고, 정범과 김복산은 가야금으로 

유명했다. 특히 김복산은 가야금 솜씨가 뛰어나서 성종에게 포상

으로 벼슬을 받기도 했다. 이마지도 빼어난 가야금 솜씨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으며, 특히 임금의 은혜를 입어 두 번씩이

나 장악원 전악(음악감독)이 되었다. 관현맹인 뿐 아니라 장악원 

전체의 음악감독이 된 것이다.

조선시대 관현맹인 제도는 비록 근대에 이르러 폐지되었지만, 시

각장애인 단체의 음악적 전통은 현대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단적으로 2005년 ‘한빛예술단’이 창단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

고, 2011년 실로암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는 ‘관현맹인전통예술

단’을 복원하여 운영하고 있다. 시각장애인 단체의 음악적 전통

이 앞으로도 면면히 이어져 나가길 간절히 바란다. 

그들은 눈이 없어도 소리를 살피기 때문이며, 또 세상에 

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시대에 쓰임이 

있다면, 또한 그들을 돌봐주는 은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1905년 을사늑약, 1907년 한일

신협약(정미7조약)을 통해 외

교, 사법, 행정권을 장악하고 군

대를 해산시킨 일본 제국주의

는 그들의 침략에 맞서 부단히 싸워왔던 의병과 계몽운동가 등 항

일세력을 강력히 통제하기 위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감옥 ‘경성감

옥’을 1908년 10월 서울 서대문 현저동에 개소하였다. 

근대혁명 이후 제국주의로 치닫는 속에서 각국은 강력한 정권 유

지가 필요했으며, 이에 효율적으로 대중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

해 파놉티콘(Panopticon: 인신의 구속을 전제로 한 감옥 건축양

식) 구조의 근대감옥을 설치했다.

일제 역시 식민지 침략을 위해 항일세력을 감옥에 가두어 일반인

과 철저히 분리, 통제함으로써 항일운동의 확산과 일반인의 사상

적 동요를 막으려 했다. 

당시 전국 8개 감옥의 수용인원이 500명이 채 되지 않았음에 비

해 경성감옥의 수용인원은 500명으로, 대한제국기 가장 큰 감옥

으로 만들어졌다. 초기 수감된 사람들은 허위(1854~1908), 이강

년(1858~1908), 이인영(1868~1909) 등 무장 항일투쟁을 전개한 

의병들이었다. 이들은 감옥에서 순국했다.

1912년 ‘서대문감옥’으로 이름

을 바꾸고, 늘어나는 독립운동

가를 수용하기 위해 1915년부

터 본격적으로 감옥 확장 계획

에 돌입하여 붉은 벽돌로 옥사

를 만들기 시작했다. 1919년 3.1독립만세운동을 기해 수감인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약 3,000명을 수용하기에 이르렀다.

1923년 ‘서대문형무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후 일제강점기 내내 

전국 최대 규모의 감옥으로 운용되었다. 1925년 6월 ‘치안유지법’

을 발효한 일제는 일체의 식민지 반대 운동을 용납하지 않고 사

소한 혐의만으로도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감옥에 가두었

다. 1935년에는 수용인원 600명 규모의 소위 ‘사상범’ 전용 독방 

구치감을 만들어 독립운동가들을 수감하였다.

감옥에 갇힌 독립운동가들은 사형으로 죽는 비율보다 배고픔과 

질병, 추위를 견디지 못하여 옥사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감옥에

서 주는 식량의 배급량은 9단계였으며, 독립운동가는 4등급 이

하를 지급하였다. 그것도 규정뿐 실제 배급에서는 콩깻묵과 맑은 

소금국이 전부인 경우가 다반사였다. 따라서 급격한 영양실조와 

독립과 민주의 현장
사적 제324호 서대문형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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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수증, 이에 따른 면역력 결핍으로 장티푸스, 발진티푸스, 피부

병, 복막염, 늑막염, 신경통, 정신공황 등 각종 질병에 시달려야 

했다.

여름철에는 5명당 1개의 부채가 지급될 뿐 더위를 피할 어떠한 

방법도 없었고, 겨울철에는 난방장치가 없어 얇은 홑이불 하나로 

영하의 추위를 견뎌야 했다. 동상은 다반사였고 목숨조차 부지하

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여운형(1886~1947)은 건강한 몸으로 수

감되었으나 감옥에서 신경통이 격렬하게 일어나 머리가 온통 하

얗게 세었고, 치질로 고생했다고 한다. 우당 이회영의 아들 이규

창(1913~2005)은 감옥에서 걸린 동상으로 발가락이 썩어 평생을 

고생하였다. 도산 안창호(1878~1938)는 수감 중 1937년 병세가 

심해져 12월 병보석으로 출옥하였으나 다음 해 3월 서거하였다.

그러나 감옥은 희망의 장소이기도 했다. 1920년 3월 1일 유관순

(1902~1920)은 같은 감방 동지 어윤희, 이신애, 권애라 등과 3.1

운동 1주년 만세투쟁을 옥중에서 벌이기도 하였다. 이 여파로 서

대문형무소 전역에 독립만세 소리가 울려 퍼졌고 심지어 인근 마

을 주민들도 호응하면서 독립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한편, 수감된 독립운동가들이 재기를 도모하거나 단체를 결성

하기도 했다. 1930년대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을 주도한 이재유

(1905~1944)는 서대문형무소에서 이현상(1906~1953), 김상룡

(미상~1950)을 만나 출옥 후 경성트로이카를 조직, 1930년대 일

제가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던 노동운동, 학생운동, 농민운동을 

서울·경기 전역에서 펼쳐 나가면서 항일운동을 전개하였다.

1945년 8월 15일 해방 다음 날 여운형의 주도로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던 독립운동가들이 석방되었다. 이들은 독립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군중들과 만세를 환호하며 종로 일대까지 시가행

진을 벌였다. 서대문형무소에 근무하였던 일본인 간수들은 모두 

출근하지 않았으며 오로지 한국인 간수들만이 해방 후 수습 작업

에 매진하였다.

이후 서대문형무소는 1945년 서울형무소, 1961년 서울교도소, 

1967년 서울구치소로 이름이 바뀌었고 1987년까지 사용되었다. 

서울구치소는 1987년 11월 경기도 의왕시로 이전하였고, 1998년 

11월 서대문형무소역사관으로 개관하였다.

해방의 기쁨도 잠시, 서대문형무소는 또 한 번 우리 현대사의 아

픔을 겪는다. 이승만 독재정권과 박정희 군사정권, 전두환·노태

우 신군부정권을 거치면서 그들 정권에 저항하였던 반독재 투쟁, 

민주화운동가들이 대거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다. 정권 유지

를 위한 대중 감시 및 통제 장치로 서대문형무소가 그대로 운용

되었던 것이다. 진보당 사건(1958), 민족일보 사건(1960)으로 조

봉암(1899~1959)과 조용수(1930~1961)가 사형당했고, 동베를린 

간첩단 사건(1967), 제2차 인혁당 사건(1974),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1975) 등으로 많은 사람이 옥고를 치르거나 사형당

했다.

근현대기의 온갖 굴곡을 다 지켜본 서대문 형무소. 이곳에 수감

되었던 사람들은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 극한의 고통을 감내하면

서 싸웠을까? 이들의 연령대는 15세부터 72세까지 전 계층을 망

라했다. 소년, 소녀와 초로의 노파까지도 일제의 식민정책에 조

금이라도 방해된다면 감옥에 갇혔던 것이 식민지 조국의 현실이

었다. 이들은 대단한 투쟁가도, 지식인도, 지도자도 아닌 그저 평

범한 우리의 누나, 언니, 아버지, 어머니, 이웃들이었다.

그들이 일제에 맞섰던 이유는 한국인이 차별대우 받지 않고 살아

가는 것, 자유롭게 사는 것,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다. 해방 후 엄혹한 독재정권과 

살벌한 군사정권 아래에서도 두려움 없이 반독재 투쟁과 민주화운

동에 나설 수 있었던 것도 자유롭고 인간답게 살고 싶은 희망이 있

었기 때문이었다.

이제 평온한 일상을 맞이하는 서대문형무소는 이곳에 수감되었던 

이들이 그토록 원했던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품는 역사의 현장

이 되었다. 지난 80년간 독립운동가와 민주화 운동가들이 실제 수

감되었던 옥사와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간 사형장, 그리고 경내를 

걷다 보면 어느새 평범한 영웅들의 치열한 삶과 역사의 흔적이 우

리 가슴속에 뿌듯함으로 메아리쳐 전해온다. 아팠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치열했지만 가슴 따뜻했던 우리의 굴곡진 근현대사가 이

제 자유와 평화라는 소중한 선물을 전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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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락마다 펼쳐지는
신비로운 ‘靜中動(정중동)’

무주 구천동 33경을 따라

33

진안·장수와 함께 전라북도의 지붕이라 불리는 무주. 삼국

시대 당시 신라와 백제의 국경이 맞닿아 있던 요충지이자, 

덕유산국립공원을 품고 있는 청정 지역이다. 특히나 빼어난 

경치를 자랑하는 무주 구천동 33경의 속내는 너무 깊어 오

랫동안 덮어뒀던 책장을 여는 일과 같다. 발을 디딜 때마다 

한장씩 펼쳐지는 반전의 풍광은 등산객들의 마음을 사로잡

기 충분하다. 세차게 휘몰아치던 폭포를 뒤로한 지 10분 남

짓 걸어왔을까. 세상의 고요는 모두 모인듯한 맑은 소(沼)가 

하늘을 오롯하게 담아내고 있다. 장장 70리에 걸쳐 흐르는 

계곡이 이처럼 물살의 완급이 급하다 보니, 마치 우리네 인

생의 굴곡과도 같다.

무주 구천동 33경은 나제통문(羅濟通門)을 출발점으로 덕유

산국립공원 중턱에 위치한 백련사까지의 28㎞ 사이에 숨어 

있다. 일부는 차량으로 이동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은 튼튼한 

두 다리로 구불구불한 산길을 타야만 한다. 무주의 설천면과 

무풍면을 막고 있던 암벽을 뚫어 만든 나제통문을 지나는 순

간, 구천동으로의 수고롭지만 후회 없을 여정이 펼쳐진다.

앞서 구천동이란 이름이 계곡의 굽이가 9천 번 헤아린다는 

데서 유래한 바 있다고 했는데, 또 다른 사연이 하나 더 있

다. 현재 유일하게 남아 있는 백련사 외에도 실제로는 이 계

곡에 14개의 사찰이 존재했으며 이곳을 찾는 불자가 9천 명

이 되었다는 데서도 그 이름의 뿌리를 볼 수 있다. 아울러 

명소마다 이름에 얽힌 유래와 전설을 함께 살펴보는 것도 

이색적인 즐거움을 준다.

거문고 타는 소리가 들린다는 3경 청금대를 지나면 명승 제

55호이자 6경인 일사대 일원이 나타난다. 하천 침식 작용에 

의해 배의 돛대 모양으로 형성된 기암절벽은 그야말로 절경

이다. 그뿐만 아니라 일사대 주변은 소나무와 활엽수가 어우

러져 있어 가을이면 사시사철 푸른 소나무와 붉은 단풍이 서

로를 물들이려 살을 부대낀다.
01 파회

02 일사대 일원 ©문화재청

02



일만이천 봉을 연상케 한다고 해서 소금강이라고도 불린다. 옥같

이 맑은 물이 굽이쳐 흐르는 모습을 보고 신라의 일지대사가 물

빛의 맑음 때문에 깨우친 바가 있다 하여 ‘수심대’라 이름 지었다

고 한다. 물길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일상의 번뇌를 잊

고 한결 편안해진 우리들의 얼굴이 물 위에 어린다. 

14경까지는 자동차로 접근이 가능하다. 하지만 15경부터는 오직 

산길 구보다. 구천동 계곡은 각각의 규모가 작은 편인데, 산길이 

펼쳐지는 15경 월하탄은 물줄기가 꽤 큰 폭포다. 등산객들은 위

험하기 때문에 밤의 풍경을 볼 수는 없으나 월하탄의 폭포수는 

달빛 아래서 장관을 이룬다고 한다. 수직 낙하를 통해 들려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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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으로는 구천동의 3대 명소 중 하나인 11경 파회가 모습을 

드러낸다. 정적이었던 소(沼)에서 급류가 암석에 부딪히는가 하

면 다시 고요한 연못이 되는 황홀한 선경이 펼쳐진다. 변화무쌍

한 물살의 모습이 신비롭다. 넓게 자리 잡은 암반 사이로 유연하

게 흐르는 계류를 보며 풍류를 즐길 줄 아는 이들은 이미 아지트

로 삼았을 파회. 커다란 바위 위에 25인 춘추계원의 이름이 새겨

져 있다. 시 한 수 읊지 않고서는 배길 수 없는 감성에 젖었을 사

람들이다. 

파회에는 좌중을 압도하는 크기의 바위가 자리잡고 있는데 그 위

에 노송 한 그루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 바위에 뿌리를 내린 것이 

기특한 천년송은 그 위엄도 당당하다.

12경에 해당되는 수심대는 병풍처럼 둘러싼 절벽산이 금강산의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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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파회의 천년송

02 수심대의 절벽산

03 파회의 바위 위에 새겨진 25인 춘추계원 이름

깨끗하고 청아한 물소리가 몸 안에 시원한 기운을 불어넣는다. 

월하탄까지 갔다면 구천동 자연관찰로라고 푯말을 붙인 구천동 

옛길도 한번 들러보자. 느림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복원해낸 

길이다. 

자연에 취해 걷다 보면 16경으로 넘어가는 길목에 놓인 순국비와 

수호비를 지나칠 수도 있다. 월하탄과 인월담 사이에 있는 의병

대장 문태서 순국비와 구천동수호비를 보면 이곳이 항일격전지

였음을 알 수 있다. 호남 의병장 문태서와 의병들은 1908년 일본

군 헌병대와 격전을 벌였으며 용맹함으로 승리를 거뒀다. 문태서

는 1906년 덕유산을 중심으로 의병활동을 일으킨 인물이다. 순국

비 옆에 세워져 있는 구천동수호비는 한국전쟁 당시 구천동 계곡

에 몸을 숨겼다가 인민군에 의해 희생당한 이들을 추모하는 의미

가 담겨 있다. 

이와 같은 역사적 사건 외에도 구천동 계곡은 신선들이 차를 끓

여 마시며 계곡의 경치를 즐겼다는 20경 다연대, 산신령 심부름

을 가던 칠불산 호랑이가 떨어졌다는 23경 호탄암 등 친숙한 설

화들과 함께하는 공간도 많다. 

계곡이 끝나는 지점에서 만나는 32경 백련사는 신라 신문왕 때 

지은 고찰이었으나 한국전쟁 때 소실돼 재건했다. 마지막 무주 

구천동 33경은 덕유산의 웅장한 능선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향

적봉이다. 현재 무주 덕유산 리조트에서 운영하고 있는 곤돌라를 

타면 향적봉에서 600m 거리에 있는 설천봉까지 금방 도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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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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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사적 제57호 남한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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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산성은 신라 문무왕 12년(672)에 한산주에 쌓은 주장성(晝長

城; 일명 日長城)에서 비롯되어 고려시대 광주성, 그리고 조선시대

에 이르러 지금의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특히 남한산성은 임진

왜란 때 증·개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정묘호란 이후 서인정

권에 의하여 인조 2년(1624) 9월부터 성역을 시작해 4년(1626) 7월

에 완성되었다. 이후 청나라를 방어하기 위해 인조 16년(1638) 개

축, 정조 3년(1779)의 증축을 통해 대규모 성곽시설이 갖춰졌다. 

병자호란 이후, 취약점을 보완하고자 숙종 12년(1686) 봉암성, 숙종 

19년(1693) 한봉성, 그리고 숙종 45년(1719) 신남성(일명 남격대)과 

같은 외성을 축성함으로써 한결 튼튼한 도성 방위체계를 구축해 

오늘에 이르러 우리의 소중한 국방 문화유산이자 관광 자원으로서 

한몫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남한산성이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인류의 문화유산으로서 주목받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

먼저 남한산성은 무엇보다도 유네스코 운영지침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세계유산으로서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진정성’ 및 ‘완전성’

을 지녔다는 점이다. 보편적 가치의 측면에서 보면 많은 연구자가 

강조한 바와 같이 남한산성은 조선시대 유사시에 대비한 임시수도

(副都)로서의 기능과 좌묘우사(左廟右社) 원리에 의한 종묘와 사직

을 갖춘 성곽도시이다. 동시에 5군영의 하나인 수어청과 광주 치소

(治所)가 있었던 군사행정도시이며, 시대별 산성 축성기술이 잘 나

타나 있다. 

또한 국청사 등 10여 개 사찰에 승군이 주둔하여 축성과 방어를 맡

았고 읍치 이설 이후 지금까지 산성주민들이 거주하며 각종 제례 

의식과 음식, 민속, 설화 등 무형 유산이 풍부하게 남아 있다. 아울

러 비대칭적인 행궁 배치와 부속시설(내행전, 외행전, 한남루, 재

덕당)을 비롯하여 좌전(左殿)과 우실(右室), 읍치 시설인 좌승당·

일장각, 수어재영(守禦在營)인 연무관 외에 각종 무기, 식량 저장

용 창고 시설을 발견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전란을 겪으면서 중국의 방어기술을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하여 화포 공격에 대응할 옹성과 포루 시설, 성벽 축성법을 개

발함으로써 7~19세기 축성술의 변천과 무기 체계의 변화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퇴물림 방식의 성벽 축성, 화포 공격 대비 성벽 

지지력 강화, 옹성과 포루 및 포혈 설치, 여장의 근총안·원총안 

시설 등 공격과 방어에 알맞은 무기·방어 체계를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진정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자연 지세를 따라 비교적 성

벽이 잘 보전된 타원형 포곡식 산성으로, 성돌은 편마암과 화강

암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여장은 전돌과 미사토, 강회 등을 사

용하여 구조적 안정감을 더해주고 있다. 도성에서 약 25㎞ 떨어

진 거리에 위치, 한강과 경안천을 자연 해자로 이용할 뿐만 아니라 

4,000여 명의 인구를 수용하고 한강 수운과 송파대로, 동래로 등이 

연결되는 교통 요충지 역할을 하였다. 

특히 남한산성은 10여 개 사찰과 승군들의 활약, 숭렬전·현절사 

제향을 통한 충절 고양, 천주교 성지 등 종교적 요소가 융합된 유

적지로서 외세에 대한 저항과 민족 자주의식의 정신적 역할을 해 

종래의 치욕스런 기억을 대신하고 있다. 최근에는 여러 갈래의 남

한산성 관리체계를 통합,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를 설립하여 성곽 

및 목조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복원하고 있다. 『증정남한지』, 

『남한등록』 외에 금석문 등 산성의 기록문화 자료도 비교적 풍부하

게 남아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앞으로 남한산성은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가 중심이 되어 최근의 

남장대터 발굴과 같이 유물·유적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보전관

리 대책을 꾸준히 실현해 가야 할 것이며 조속히 성곽연구소나 산성

박물관 등을 건립하여 국민 교육의 공간으로서 재탄생되어야 할 것

이다. 또 옥천정터 등 비지정 문화유적의 조사·발굴 및 복원을 통

해 문화재 지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 외에도 소나무 군

락이나 야생동물 등 자연 생태계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광주유수 등

의 인물 연구와 설화 자료를 스토리텔링화하여 문화콘텐츠 산업 개

발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기존의 남한산성 뮤지컬이나 창작 

판소리, 소설 창작 등이 그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산성 내·외를 연결하는 도로교통과 장시 루트 분석, 생필품

과 군량미 운송, 이천·여주행궁에서의 숙식제공과 접대, 마필 동

원에 대한 교통사적 연구와 남한산성 고전적 등 고서들을 종합적

으로 조사하고 번역하여 후세들의 교육적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살

아있는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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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을 맞았지만 그는 여전히 다음 학기에 필요한 강의 자료를 

준비하느라 연구실을 지킨다.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 그는 넓

은 세상에 대한 호기심 많은 청년이었고 지금은 한국인 아내와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중년의 교수다.

“한국에 대한 첫 느낌은 경이로움과 충격 그 자체였죠. 첫 여정이 김

포공항에서 길동까지 가는 거였는데, 지하철로 한 시간이 넘는 거예

요. 세상에 이렇게 큰 도시가 다 있나! 그저 놀라울 따름이었죠.”

캐나다 시골의 작은 섬마을 출신 청년에게 도로를 메운 차량행

렬과 번쩍이는 네온사인, 수많은 행인의 물결은 처음 보는 ‘딴 

세상’이었다. 그러다 지금의 아내를 만나고, 대학교수로서 강단

에 서게 된 인연은 한국에 조금 더 머물게 되는 계기가 됐다. 

“판소리 명창 소지영 선생님을 만난 건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였

어요. 어릴 적 음치에 가까웠던 제가 판소리를 하며 관중 앞에 

서게 될 줄은 꿈도 꿀 수 없었죠.”

8년 전, 난생처음 판소리 공연을 본 것이 계기가 됐다. 가사도 

내용도 모르지만,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연을 찾아다니면서 형

용할 수 없는 판소리만의 매력에 빠져들었다. 

처음엔 그저 북장단이나 배워볼까 시작했지만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이수자 소지영 명창의 권유로 소리를 시작한 라이

언 캐시디 교수. 현재 판소리를 배우는 외국인 1호 제자로 살고 

있지만 그는 ‘과거에 뭘 알았다면 덥석 시작하지 못했을 거’라며 

판소리의 정교함과 우수성에 대해 다시금 감탄한다.

그의 노트에는 심청가 가사가 빼곡하다. 또박또박 정자체로 써

내려간 글자 위엔 밑줄도 그어 있고, 스승에게 들은 코멘트도 깨

알같이 적혀 있다.

‘범피중류 둥덩실 떠나간다. 망망한 창해이며 탕탕한 물결이로

구나. 백빈주 갈매기는, 홍요안으로 날아들고, 어적이 여기렸만 

곡종인불견의 수봉만 푸르렀다.’

외우는 건 고사하고 그대로 읽어 내리기조차 벅찬 단어의 나열. 

한판의 즐거움
판소리에 눈뜨다

한림대학교 국제학부 라이언 캐시디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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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에게도 낯설기만 한 이것을 외우고 익혀 무대에서 공연까

지 하는 어려움이 어떨지 짐작조차 어렵다. “지금도 이걸 내가 

왜 하려고 했나 한다”며 고개를 내두르는 그의 얼굴에는 고비를 

넘겨 본 사람의 여유가 느껴진다. 대회 수상도 하고 여러 번 언

론의 조명도 받았지만 ‘판소리 이수자’라는 말에는 손사래를 쳤

다. 이전에 그가 접했던 사군자나 검도가 그랬듯, 무겁지 않게, 

할 수 있는 만큼 다가가고자 하는 자유로움이다. 

판소리로 한국어를 배우고, 고전문학을 접하며 그 시대의 역사

도 들여다보게 됐다. 또 무대 공연도 하니 한복이라는 전통복식

에 대해서도 익혀야 하고, 공연자로서의 다양한 표현에 대해서

도 공부할 수밖에 없다.

“도무지 알 수 없던 세상을 보게 되는 건, 심봉사가 눈 뜨는 것과 

비슷하지 않나요? 결국 모든 건 인간으로서의 공통적인 본성과 

맞닿아 있어요. 심청가에 나타난 가족에 대한 고귀한 헌신은 세

상 모두에게 통하는 진실 같은 거죠.”

외국인이기에 오히려 한국의 전통문화를 바라보는 데에 자연스

러운 호기심이 발동하고, 좀 더 쉽게 그 세계에 발을 들일 수 있

었다는 사람. 그에게 지금 판소리는 자녀들과 함께 집에서도 메

기고 받는 한판의 즐거움이 되었다.

“판소리는 소리꾼과 고수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청중들도 함께 

어우러지며 완성되는 예술이에요. ‘얼씨구!’ ‘옳거니!’ ‘으이!’ 하며 함

께 호흡할 때의 그 신명을 한 번쯤은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판소리 장단에 추임새 정도 넣을 수 있다면 K-Pop을 즐기고 힙

합의 리듬을 탈 때 더욱 풍성한 감정과 표현을 담을 수 있지 않

겠느냐는 그의 열변은 홍대에서도 만날 수 있는 판소리 공연을 

소개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판소리도 거리공연 하는 거 아세요? 10월 말까지 주말 저녁 홍

대거리에 가면 볼 수 있어요. 한 번 맛을 보는 정도로도 충분히 

그 멋과 흥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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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의 빛과 그림자
쇤 브 룬  궁 전

이상국가의  모형
청 더  피 서 산 장

VS

V
쉼의 공간을 넘어 왕조의 역사가 스민 ‘여름 별장’ 

물속 축대 위에 지은 수심사



청더(承德)는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250㎞ 정도 떨어진 곳으로 

청나라 황제의 여름 별장 피서산장이 있는 곳이다. 피서산장은 

현존하는 중국 최대의 황제정원으로 쑤저우의 졸정원과 류원, 베

이징의 이화원과 더불어 사대명원 중 하나다. 피서산장의 역사는 

1703년 청나라 제4대 황제인 강희제가 2개의 별궁건축을 결정하

면서 시작됐다. 이후 1741년 건륭제가 대규모 정비를 시작하고 

1790년에 비로소 완공했다. 강희제는 중국 역사상 최초로 외국

(러시아)과 국제조약을 맺은 왕이다. 그는 새로운 시대조류에 휩

쓸리지 않으면서도 장점을 취할 줄 아는 지혜로운 왕이었다. 62

년이라는 오랜 재위 기간 동안 초심을 잃지 않았던 성군이었으며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황제로 손꼽힌다. 

뜨는 해가 있다면 지는 해도 있던가. 청 말기 파란만장한 삶을 산 

서태후도 피서산장에서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했다. 1860년 제2

차 아편전쟁으로 영·프 연합군이 베이징을 침략하자, 황제 함풍

제는 서태후와 함께 피서산장으로 피란을 갔다가 다음 해 이곳에

서 병으로 최후를 맞았다. 이로 인해 여섯 살 동치제가 대통을 이

어받았고 서태후는 섭정을 시작했다. 이때부터 서태후 시대가 막

을 열었으나 그것은 청조 몰락의 시작이었다. 

역사의 흥망성쇠를 간직한 청더 피서산장은 규모면에서 압도적

이다. 여의도와 같은 면적인 이화원보다 규모가 2배에 이른다. 

온종일 다리품을 팔아도 속속들이 들여다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처럼 어마어마한 규모의 피서산장은 궁전구, 수호구, 

평원구, 산악구로 나뉘는데, 구마다 중국 동서남북의 절경과 문

화, 종교가 어우러진 이상국가의 모형으로 건설되었다. 궁전구는 

황제가 머물면서 행정사무를 보거나 사신을 만나는 등 의식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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넵튠 분수와 글로리에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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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는 장소였다. 이곳에는 청조 말기 함풍제가 남긴 유물이 많다. 남동

쪽 수호구에는 양쯔 강 남부지역을 본뜬 8개의 호수와 건물이 들어서 

있어 서정적이다. 몽골의 초원 지역을 옮겨놓은 것 같은 수호구에서는 

만주족의 후예답게 경마를 즐겼다고 한다. 이곳에 자리한 만수원은 ‘만 

그루의 나무가 있는 정원’으로 특별한 손님을 접대했던 공간이다. 산악

구는 동북지역의 험난한 삼림지대 형상으로 지어졌는데 4개의 시원한 

협곡이 큰 획을 긋고 곳곳에 정자와 사원, 수도원이 그림처럼 놓여있

다. 이렇듯 피서산장은 중국의 역사와 자연환경, 건축물이 조화를 이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문화유산으로 가치를 인정받아 1994년 세

계유산으로 지정됐다. 

연암 박지원은 조선인으로서 피서산장을 처음 방문한 인물이다. 그는 청

나라 건륭제의 칠순연을 축하하기 위해 ‘열하’를 방문하고 <열하일기>를 

남겼다. 열하는 피서산장의 다른 이름인 열하행궁에서 따온 말로써 ‘더운 

강(熱河)’, 즉 겨울에도 얼지 않고 물이 흐르는 청더의 별칭이다. 연암의 

눈에 비친 피서산장은 단순한 황제의 여름 별궁이 아니었다. 만리장성 

끝자락 변방에 피서산장을 지은 이유는 분명했다. 황제는 한족문화에 동

조되어 만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할까 두려웠던 것이다. 그래서 그

는 피서산장에서 만주족 군사를 앞세워 사냥을 가장한 군사훈련을 가졌

다. 황제에게 피서산장은 만주족의 기상을 불태우는 충전소였으며 한족

을 품어 제국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강희제가 꿈꾸던 이상국가를 향한 

비책 중의 비책이었던 것이다.

아름다운 왈츠가 푸른 도나우 강을 따라 흐르는 나라.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은 말 그대로 음악의 도시이다. 슈베르트, 모차르트, 베토벤, 

요한 슈트라우스 2세, 브람스 등 쟁쟁한 거장들이 활약한 고장이다. 

그 뒤에는 650년간 이어져 온 합스부르크 왕조의 공이 컸다. 합스부

르크 왕가는 유럽에서 가장 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가문이지만 원

래는 알프스 자락의 작은 영주에 불과했다. 하지만 역사는 반전의 연

속이다. 백작 루돌프 1세가 신성로마제국의 왕으로 선출되면서 하룻

밤에 왕가로서 이름을 얻게 됐다. 이후 1452년 신성로마제국 왕에 즉

위한 프리드리히 3세가 교황 니콜라우스 5세의 집행 하에 황제에 올

랐다. 이후 합스부르크 왕실은 460년 동안 신성로마제국의 황제를 배

출하는 황실로 명실공히 자리 잡았고, 그 때문에 긴 세월 유럽의 지배

01 피서산장 동쪽에 위치한 경추봉 내 보락사

02 피서산장 영우사 사리탑

避暑山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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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가장 화려한 궁정문화를 남겼다. 오스트리아 빈에서는 1273년 

루돌프 1세를 시작으로 1918년 카를 1세에 이르기까지 6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유럽 절반을 통치했던 합스부르크 왕가의 찬란한 번영과 쇠

락을 오롯이 느낄 수 있다.

쇤브룬 궁전은 1695년 오스트리아가 오스만튀르크와의 전쟁에서 승리

한 후 지었다. 황제 레오폴드 1세는 국민들의 마음을 추스르고 오스트

리아의 위상을 다시 세운다는 의미에서 여름 별궁을 건설하기 시작했

다. 처음에는 그리 크지 않은 규모로 시작했던 궁전이 요제프 1세를 거

쳐 마리아 테레지아 여제에 이르러 최고의 전성기를 맞았다. 마리아 테

레지아는 아버지 카를 6세를 이어 1740년에 즉위한 뒤 철의 여인으로 

군림했다. 왕위 계승 전쟁에서 특출한 용기와 지략으로 승리한 후 국가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16명의 자녀를 통해서 전 유럽과 사돈을 

맺은 뒤 권력의 거미줄을 쥐고 강력한 합스부르크 시대를 주도했다. 루

이 16세와 정략결혼하고 프랑스혁명 당시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진 마

리 앙투아네트가 마리아 테레지아의 딸이다. 

쇤브룬 궁전은 마리아 테레지아에게 특별한 공간이었다. 그녀의 남편

인 황제 프란츠 1세는 아내를 위해서 왕궁의 정원을 아름답게 꾸몄다. 

여제는 한발 더 나아가 숙적인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을 능가하는 궁전

으로 만들기 위해 규모를 키웠다. ‘합스부르크 옐로’로 알려진 독특한 

색채의 외형은 바로크 양식을 따랐고 실내는 우아하고 유려한 곡선을 

드러내는 로코코 양식이다. 황금 장식과 우아한 거울, 크리스털 샹들리

에로 가득한 궁전 안에는 무려 1,441개의 방이 있다. 그중 거울의 방이 

유명하다. 이 방에서 여섯 살의 음악천재 모차르트는 유럽을 호령했던 

여제 앞에서 피아노를 연주했다고 한다. 연주를 마친 뒤, 어린 모차르

트는 마리 앙투아네트가 된 막내 공주 마리아 안토니아에게 사랑을 고

백했다고 전한다. 

쇤브룬 궁전의 정원에는 ‘글로리에테’라는 웅장한 신고전주의풍 아치와 

로마유적을 모방한 작품, 화려한 분수, 종려나무 온실과 함께 1750년에 

유럽 최초로 조성된 동물원이 있다. 유럽 최고의 왕정문화를 꽃피웠던 

합스부르크 왕조는 1918년 카를 1세를 끝으로 막을 내리고 오스트리아

는 공화국이 되었다. 마지막 황제는 쇤브룬에서 퇴임연설을 하고 역사

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03 쇤브룬 궁전 내부

04 쇤브룬 궁전의 프리비 정원

SCHLOSS SCHÖNBRU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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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년의 역사

풍류로 되살아나다

01

강릉대도호부 관아에서 함께하는 생생문화재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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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제388호 강릉대도호부 관아는 고려부터 조선에 걸쳐 중앙 관

리들이 강릉에 내려와 머물던 건물터로, 최초 지정 시에는 ‘강릉 임

영관지’였다가 임영관이 복원되면서 2011년에 ‘강릉 임영관’으로 바

뀌었다. 그 이후에 동헌 등 관아 건물이 복원되면서 읍치 공간을 아

우르는 ‘강릉대도호부 관아’로 명칭이 변경됐다. 강릉대도호부 관아

는 건물지 유구가 양호한 상태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고려시대 

이후 관아의 건물지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서 의미가 있으며, 관아 

내 임영관 삼문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문으로 역사적 가치가 높

다. 문 위에 임영관(臨瀛館)이라고 쓰인 현판은 고려 공민왕이 신돈

과 시종 반야를 데리고 낙산사(洛山寺) 관음에 후사를 빌기 위하여 

왔다가 우천으로 인해 강릉에서 10일간 머무를 때 썼다고 전해진다.

강릉 행정 중심 공간이었던 강릉대도호부 관아는 일제강점기에 

임영관 삼문(국보 제51호)과 호적·농사·병무·교육·세금·

재판·풍속의 7가지 정사에 관한 일을 베풀었다는 칠사당(강원

도 유형문화재 제7호)을 제외하고 대부분 훼손됐다. 2023년까지 

복원을 계획 중인 강릉대도호부 관아는 임영관에 이어 관아의 아

문, 동헌, 의운루 등을 순차적으로 복원하며 점차 본래의 모습을 

되찾고 있다.

고려시대 건축물 가운데 현재 남아있는 몇 안 되는 건물 중 하나

인 임영관 삼문(객사의 정문)을 들어서면 ‘과연 객사란 어떤 역할

을 했던 곳일까’란 궁금증이 인다. 단어의 의미로 봤을 때는 여관

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조선시대에는 사신을 접대하는 국가 기

관이었으며 전패(殿牌: 임금을 상징하는 ‘殿’ 자를 새겨 각 고을의 

객사에 세운 나무패)와 궐패(闕牌: 중국 황제를 상징하는 ‘闕’ 자

를 새긴 나무패)를 모셨던 시설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렇기 때

문에 객사는 관아 시설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화려하며 전망

이 좋은 곳에 자리하고 있다. 객사는 주로 왕이 지방 군현에 보낸 

사신이나 외국 사신들이 이용하였다. 이외에도 객사는 지방관리

가 왕에 대한 예를 다하는 곳으로 ‘삭망례’를 올리는 곳이었다. 삭

망례란 임금을 직접 배알하지 못하는 지방관리가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객사 전청(殿廳)에 놓인 전패와 궐패를 향하여 절을 올리

는 것을 말한다.

천 년의 역사가 깃든 강릉대도호부 관아가 손님 맞을 준비로 떠

들썩하다. 절기마다 행해지던 농악을 관아 내 넓은 마당에서 크

게 한판 벌이려는 것이다. 생생문화재 프로그램 ‘마카모데 두

드려라’는 정겹고 신명 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귀한 손님들이 

거했던 객사에서 의미를 딴 ‘客이 되어 즐기는 풍류’는 농악을 4

분기로 나눠 잔치를 벌이는 식이다. ‘풍류 樂 쿵덕쿵 마을 지화

자 놀아보세’는 강릉의 문화와 다양한 국악, 퓨전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콘서트이며, 청소년들을 위한 ‘이야기 임영관-난 이야

기꾼 내가 주인!’은 청소년들이 문화 해설사가 되어 문화 지킴

이 역할을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매주 토요일마다 총 10

회에 걸쳐 강릉대도호부 관아에 대한 학습과 퍼즐 만들기, 그림 

그리기, 역할극, 전통 풍속 체험까지 풍성하게 마련돼 있다. 그 

외에도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3인 이상 단체로 참여할 수 

있는 ‘動鼓同樂-그대와 함께’는 강릉농악을 배우고 직접 가락

을 활용한 공연을 제작해 문화를 익히며 전통으로 소통하는 기

회를 제공한다. 이처럼 문화재의 진정한 보존이란 사람을 매개

체로 고장의 전통문화를 이어갈 때 가능하며, 그 순간에야 비로

소 역사는 어제가 아닌 현재를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강릉에는 아직까지 시민들이 모이고 즐길 광장문화가 부족한 편이다. 강릉대도호부 관

아는 그 역할을 하기에 공간이 충분하며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문화유적이라는 점에서 

접근성이 높다. 

2년째 강릉대도호부 관아에서 운영되고 있는 ‘명주 프리마켓’은 또 다른 즐거움을 안겨준

다. 매월 세 번째 토요일마다 벼룩시장과 푸드 마켓, 개인 창작자들의 판매·전시가 이뤄

지고 있다. 특별히 6월과 7월에는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 나이트 마켓으로 진행된다.

장소 : 강릉대도호부 관아, 작은 공연장 단

일시 : 4, 5, 9, 10월 셋째 주 토요일 오전 11시 ~ 오후 4시

          6, 7월 셋째 주 토요일 저녁 6시 ~ 밤 10시

01 강릉대도호부 관아 ©문화재청

02 임영관 삼문 ©문화재청

03 생생문화재 프로그램 ‘마카모데 두드려라’ ©강릉농악보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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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날 무더위를 달래줄

‘과하주(過夏酒)’

46

재료 : 버미셀리(얇은 쌀국수), 오이, 깻잎, 양파, 고수, 파프리카,

         통조림 골뱅이, 스리라차 칠리소스

① 버미셀리는 찬물에 20분 정도 불린다.

② 파프리카, 오이, 양파, 깻잎 등은 채 썬다.

③ 골뱅이는 채에 받쳐 물기를 뺀다.

④ 버미셀리는 30초 간 뜨거운 물에 데친 후 찬물에 헹궈둔다.

⑤ 재료를 한데 모아 스리라차 칠리소스에 묻힌다.



우리에게도 여름에 마실 수 있는 전통주가 있다. 바로 여름 술 ‘과

하주’이다. 조상들이 여름을 보내며 술을 마실 수 있는 방법을 찾다

가 탄생한 술이다. 지날 과(過), 여름 하(夏), 술 주(酒)자를 사용하

는 과하주는 풀이하면 ‘여름을 보낼 수 있는 술’이라는 의미이다.

과하주 탄생의 이유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이렇다. 온도가 높은 

여름에는 술 안의 미생물이 쉽게 번식하기 때문에 술이 상하기 

쉽고 보관 또한 어렵다. 하지만 알코올 도수가 20도를 넘어가면 

미생물이 살 수 없다. 이러한 점에 착안해 만든 술이 바로 과하주

다. 우리 조상들은 약주와 소주를 혼합해 재차 발효숙성을 시켜 

알코올 도수 23도의 과하주를 만들어 여름에도 즐겼던 것이다. 

이렇게 탄생한 과하주는 특유의 독특한 향기와 뛰어난 맛 때문에 

조선시대 초기부터 임금에게 진상되었다. 사대부들은 귀빈 접대

용으로 이 술을 사용했다고 한다.

과하주는 경북 김천을 중심으로 그 명성을 전국으로 떨쳤다. 

1718년 간행된 향토지 『금릉승람(金陵勝覽)』에는 “김천 과하주는 

익산의 여산주(礪山酒), 문경의 호산춘(湖山春)과 더불어 전국에

서 이름난 술”이라고 언급했을 정도다. 김천시 남산동에 있는 과

하천(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228호)의 물을 사용해 술을 빚으면 

술 맛이 좋고 여름이 지나도 그 맛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여 ‘과하

주’라고 이름이 붙여졌다는 이야기도 있다.

과하천은 재미있는 일화도 간직하고 있다. 임진왜란 때 명나라 군

대가 김천을 지날 때 명나라 장수 이여송이 샘물 맛을 보고 중국 

금릉 땅의 과하천 물맛과 같다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후에 이 샘물을 과하천이라 불렀고 그것으로 빚은 술을 과하주라 

했다는 것. 멀리서도 명성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과하주를 배우기 

위해 김천을 찾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그 맛이 나지 않아 ‘역시 

물맛은 술 맛이다’라는 명제를 한 번 더 증명했다고 한다.

조선시대 초기부터 명맥을 이어온 과하주는 일제강점기라는 암

흑시대에도 그 뛰어난 맛으로 일본인들의 마음을 빼앗았다. 이 

술은 밀주를 단속했던 일제강점기에도 유일하게 생산이 허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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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전통주다. 일본인들이 나서서 합작회사를 만들어 대량생산

하고 일본으로 수출까지 했을 정도. 심지어 일제강점기 열차에는 

‘과하주요! 과하주!’라 외치며 병에 담긴 과하주를 파는 판매원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광복 이후 주세법이 바뀌면서 빚기 어렵게 되었고, 명맥

이 끊겼다. 198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김천 민속주를 운영하고 있

는 전통식품명인 제17호 송강호 명인의 부친인 송재성 씨의 노력

에 의해 다시금 부활하기 시작했다. 그 후 1987년 5월 13일 경상

북도 무형문화재 제11호로 지정되었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쌀(찹쌀, 멥쌀)과 누룩으로만 빚어낸 과하주는 투명한 황갈색이

며, 신맛과 단맛이 은근히 어우러진다. 맛이 부드러우며 약주 특

유의 달콤함을 지니고 있다. 또한 소주 특유의 쏘는 듯한 시원한 

맛도 갖고 있다. 숙취가 없고 갈증을 해소하며 적당량은 혈액순

환을 도와 신경통이나 고혈압에 좋다고 한다. 이번 무더운 여름

을 탈 없이 지낼 수 있는 술, 과하주와 함께 해보는 건 어떨까?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술이다. 

사라진 입맛을 되찾기 위해, 사시사철 더운 동남아 음식을 들춰

보기로 한다. 그 중에서도 이국적인 감칠맛을 더하는데 핫타이 

누들 샐러드만한 것이 없다. 매콤한 맛에 저절로 손이 가고 전통

주 과하주와도 궁합이 좋다. 

달콤하고 부드럽지만 도수가 높은 과하주를 공복에 즐기다가는 

쉽게 취할 수도 있다. 이를 대비해 쌀국수를 활용한 누들 샐러드

로 속을 든든히 채워보는 것. 

베트남식 요리에 빠질 수 없는 고수는 입맛을 돋울 뿐만 아니라 

소화를 촉진하고 위장 및 복부의 가스와 위통을 감소시키는 효능

이 있다. 여름철 찬 음식을 많이 먹다 보면 복통을 호소하는 경우

가 잦기 때문에 고수를 곁들임으로써 이를 예방할 수도 있다.

베트남식 누들 샐러드에 골뱅이를 함께 곁들여 영양과 식감을 보

완하는 것도 방법이다. 안주로 골뱅이를 차게 활용하고 있는 우

리의 식문화와 유사하기 때문에 거부감 없이 즐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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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문화재를 찾은 관람객이 제일 먼저 접하는 정보이자, 기본

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문화재 이해 길라잡이

Q
어려운 전문 용어와 복잡한 문장 표현이 많아 문화재의 가

치와 중요성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함

Q
①  문화재 안내문을 작성·번역할 때 적용되는 기본 원칙

②  안내문에 담겨야 할 내용(문화재 명칭, 지정유형, 연

혁·유래, 규모, 특징, 역사적·문화재적 가치 등)

③  외국어·한자·숫자·연대·도량형 표기방법과 같은 

세부 작성기준 등

위의 기준을 적용해 실제 문화재 안내문에서 볼 수 있었던 30종의 

오류를 사례별로 살펴봄으로써 독자의 이해를 도움.

•쉬운 말 : 출생한 가옥 → 태어난 집

•맞춤법 : 뼈조각 → 뼛조각

•낱말 : 일제 시대 → 일제강점기 등

Q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공

행정정보 ▶ 문화재도서 ▶ 간행물 코너에서 열람 가능

문화재 안내문 ‘더 쉽고 더 정확하게’
한눈에 알아보는 문화재 안내문 바로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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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사업의 특성을 살려 문화재 내 조경관리, 수목방제 등 

문화재 보존을 위한 재능기부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삼성물

산 리조트 부문은 지난 6월 8일, 김봉영 사장을 비롯한 40

여 명의 임직원이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종묘를 찾아 ‘문화

재지킴이’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활동은 조선시대 역대 임금의 신위를 모시고 제례를 

지내는 정전과 영녕전 주변을 찾아 참나무시들음병 방제를 

위한 끈끈이 롤트랩을 설치하고 외래 잡초를 제거했다.

‘참나무시들음병’은 참나무 선충류가 나무 안에서 물이 올

라가는 관을 막아 나무가 말라 죽는 병이다. 선충류와 공생

관계인 광릉긴나무좀이 매개체로, 2000년부터 조금씩 발

생하여 2013년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사회 문제로 대두됐

다. 참나무가 이 병에 걸리면 잎이 시들고 빨갛게 말라 한

여름에도 단풍이 든 것처럼 보인다.

이날 봉사활동에 직접 참여한 김봉영 사장은 “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며 “일의 전문

성과 임직원들의 재능을 살려 사회와 공생하는 봉사활동을 

지속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삼성물산은 지난 2013년 문화재청과 협약을 맺은 후 지금

까지 종묘, 창덕궁, 덕수궁, 단양 신라적성비 등 56개 문화

재에 1,800여 명의 임직원이 참여해 문화재지킴이 활동을 

펼쳐 오고 있다. 올해부터는 에버랜드 인근인 용인지역 서

원, 향교와 고택 지킴이로 새롭게 나서 목조 문화재에 대

한 방염처리 등 화재 예방과 정화활동, 주변지역 수목 가꾸

기에 나서는 등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삼성물산, 문화재 보존 위한 재능기부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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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우리 문화재에 
색을 입혀주세요 

2016년 6월호 우수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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