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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이자 주제로서 문화원형 개념을 전제하고 각 주제를 논의하고 있다.5) 

  한국에서 문화원형이 배태된 배경을 생각해 볼 때, 이런 현상은 예견되어 있었다. 그러나 문

화원형을 문화콘텐츠 사업에서 활용하기 위한 소자(素子)의 만능키(Universal Key)로 여기면 

곤란하다. 용어는 언제나 그 정의와 범주를 갖고 있어야 그것이 생겨난 필요성에 영속적이고 효

율적으로 복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는 기존 여러 논고에서 다양하게 정의된 문화원형의 합집합을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

라 교집합에서 문화원형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를 꼽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해보기 위해 작성되었다. 이 요소는 문화원형의 정의와 이것이 조성된 환경에서 찾을 수 있

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기존 논고에서 문화원형을 구성하는 핵심요소로 꼽은 항목에 문화콘텐

츠 산업의 시각을 적용하여 문화원형의 개념과 범주를 정립해 본 것이다. 이의 구체적인 활용을 

위해 본고에서는 문화원형 상징과 등치되는 개념으로 문화원형 대리표상(代理表象)이라는 개념

을 제시해 보았다. 본고에서 문화원형 대리표상은 한 지역 단위의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구성

될 때 보다 효율적이고 직접적인 문화콘텐츠의 소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논지를 지향하였다.

전개는 다음과 같다. 먼저 문화와 전통문화의 개념적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문화와 

문화원형의 개념적 배치를 통해 전통문화의 문화원형으로써의 원천 콘텐츠가 될 수 있는 가능

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한 지역 단위에서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문화원형을 문화콘

텐츠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언급해 보았다.

2) 문화와 전통문화

추상적인 대상의 개념 정의는 주로 귀납적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인식론과 관련이 있다. 이

를테면 구체적인 사물의 공통적인 부분을 몇 가지 기준으로 꼽아 서로 다른 대상을 하나의 단

위로 엮는 방식이다. 이 단위가 일정 정도의 개연성을 얻는다면 인식적 정당화의 힘(Epistemic 

Justificatory Power)을 부여받아 하나의 개념으로 정착된다.6) 이는 여러 학문에서 응용되고 

있는 방식이며 세계에 두서없이 던져져 있는 여러 사물들을 효율적으로 인식하기 위한 방식이

5)  김민주, 「정부의 문화원형 구축정책-문화원형개념 구분과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1, 서울행정학회, 2011, 

pp.404-405.

6) 이종왕, 2006, 「귀납추론의 인식론적 정당화」, 『범한철학』 제41호, 범한철학회, p.230.

1. 문화원형의 개념과 범주

1) 머리말

‘문화’의 정의가 난해한 것은 익히 알려진 바이고,2) 불분명한 정

의에 합성어로 ‘원형’을 문화 말미에 붙인 단어인 ‘문화원형’을 정의

하는 것도 난맥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래의 유의미한 경향

은 문화의 정의를 개념적으로 추상화하기보다 이를 구체적인 범주

로 세분하여 과학적으로 해석하는 방법과 외적인 분석틀을 중시하

는 경향이 대두되고 있다는 점이다.3) 이 경향성을 일부 반영한 탓

인지 기존 연구자들도 문화원형을 문화콘텐츠 산업에 이용하기 위

한 소자(素子)로 다양한 해석과 범주를 설정을 해왔다.4) 그러나 이

제 와서는 문화원형이 문화콘텐츠 상품을 개발할 때 여느 모나 붙여

도 되는 개념으로 혼탁해졌다. 일각에서는 문화원형의 개념을 별도

로 밝히는 것을 생략하고, 문화산업 측면에서 문화콘텐츠의 원천자

*  이 논문은 ‘2016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하계학술대회(2016)’에서 발표된 신창희·방문식

의 「문화원형의 개념과 범주 : 전통문화 기반 문화원형을 중심으로」를 수정·보완·발전

시킨 것임을 밝혀둔다. 

2)  로렌스 로월(Lowell, A. Lawrence), 존 볼드윈(Baldwin, R. John) 등은 문화의 요소가 무

궁구진하기 때문에 문화를 분석할 수 없으며, 문화를 서술할 수 없고, 고정적인 형상이 

없다고 하면서 문자로 문화를 정의 내리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말한다.(Lowell, 

A. Lawrence, 1915, “Culture”, The North American Review Volume 202,  p.553; 

Baldwin, R. John, Sandra L. Faulkner, Michael L. Hecht, and Sheryl L. Lindslery ed, 

2006, “Redefining Culture: Perspectives Across the Disciplines”,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p.50)

3)  박종한, 2012, 「문화의 정의: 하나의 통합적 정의를 찾기 위한 두 번의 거대한 도전」, 『중국

어문학논집』 제76호, pp.462~468.

4)  김교빈, 2005, 「문화원형의 개념과 활용」, 『인문콘텐츠』 제6호, 인문콘텐츠학회, pp.10-

11; 이윤선, 「신해양시대의 문화원형과 문화콘텐츠 트랜드」, 『남도민속연구』 제12호, 2006, 

p.176; ,pp.180-181; 이윤선, 「민속문화와 문화원형-무형문화재와 ‘문화원형사업’의 문화원

형담론을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11호, 2007, p.12; 배영동, 「문화콘텐츠화 사업

에서 ‘문화원형’개념의 함의와 한계」, 『인문콘텐츠』 제6호, 2005, pp.43-44; 정수진, 『무형

문화재의 탄생』, 역사비평사, 2008, 137-138; 신동흔, 「민속과 문화원형, 그리고 콘텐츠-문

화산업 시대, 민속학자의 자리」, 『한국민속학』 제43호, 2006, pp.258-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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랄 수 있다. ‘전통문화’와 ‘문화원형’을 논할 때도 마찬가지 방식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개념도 마찬가지로 ‘문화원형의 문화콘텐츠 사업으로서의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향하는 개연성

을 바탕으로 재구성한다면, 인식적 정당화의 힘을 얻어 논리적인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문화와 전통문화 또한 기존의 다양한 정의와 개념화가 있었기 때문에 개념을 항목별

로 해체하여 재구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 개념이 포괄하는 대상은 일견 한도가 없

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략하게 본고에서는 기존 논고를 바탕으로 핵심요소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꼽아서 개념적 포괄 관계와 필요한 전통문화의 개념을 꼽아보고자 하였다.

‘전통문화’를 말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화’의 정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대로 이는 난해하고 복잡한 과정이기 때문에 소논고(小論考)에서 다룰 만한 덩어리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다만 여기서는 문화를 “사회 구성원들이 학습에 의해서 습득하고 전달받은 지식과 신

념과 행위의 총체”7), 그리고 “특수한 역사적 상황에서 사람들의 생활에 뿌리내리고, 그것을 형성

하는 데 일조가 되는 ‘공유 감각(common sense)’의 여러 형태”라고 전제하고 논의해 보겠다.8) 

이러한 문화는 기준에 따라 다양한 범주로 나눌 수 있는데, 전통문화도 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전통(傳統)’이라는 단어가 어두(語頭)에 붙을 때는 ‘오랜 시간’과 ‘지역성’이라는 부분

을 특화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의는 이를 바탕으로 하지만 담론의 대상으로써 전통문화는 

운위되는 배경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 것 같다.

먼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전통문화는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에서, 지난 시대에 이미 

만들어져 계통을 이루며 전해 내려오는 사상·관습·행동 따위의 양식을 의미한다. 전래(傳來)

되고 전수(傳受)된 전통이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한 공동체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복잡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걸러 낸 사회적 공감이자 합의의 발현인 것이다.9) 여기서 말하는 

전통문화는 ‘오랜 동안 이어진’이라는 통시성과 ‘해당 지역민’이라는 공간성과 대상에 바탕을 두

고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합의에 따라 구성된 특수한 문화라는 것이다. 즉 특정

한 행동 양식이나 관습, 제도 또는 특정한 시대의 선조들이 남긴 문화적 유산이나 유물 자체만

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몸담고 있는 시대의 관습이나 통념, 정신적 가치 등이 오

랜 전통에 뿌리를 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7) 최경희, 2011, 「이야기 그림책에 나타난 한국 전통문화」, 『한국아동문학연구』 21, p.22.

8) Hall, Stuart; O’Shea, Alan, 2013, “Common-sense neoliberalism”, Soundings No.55,  pp.9-25.

9) 윤기영, 「유아 통일교육을 위한 전통문화교육 적용상의 과제」, 『한국영유아보육학』 Vol.38, 2004, p.258.

한편 전통문화가 근대 동아시아10)라는 특수한 역사적 배경을 만나면 전혀 다른 방식의 이해

가 성립된다. 즉 20세기 제국주의 시대의 서세동점(西勢東漸), 즉 정치적 주도권뿐만 아니라 문

화적 침투로 인해 동아시아는 상기 정의에 따른 전통문화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한

국 근현대사의 변곡점인 개항, 일제강점, 냉전 이데올로기 등의 강제적인 변화에 왜곡되었고, 

전통문화에 대한 재인식과 가치부여가 하나의 담론 형태로 본격화된 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부터라는 것이다.11)

이런 과정은 동아시아 3국, 중국, 일본, 한국을 비교해 보면 극명히 나타난다. 일본은 현재 민

간전승과 신앙을 바탕으로 한 신도(神道)가 여전히 중요한 창작의 모티브가 되고 있다. 중국은 

오랜 종교적, 사상적인 풍부함으로 유교, 도교, 불교를 기반으로 한 이야기 자원이 많다.12) 그러

나 한국은 그렇지 않다. 한국은 자립·근대화가 단절됨으로써 전통으로부터 오는 여러 이야기 

자원이 미신적인 것, 실패한 전근대의 산물로 여겨져 폐기되었다. 실례로 새마을 운동이 대표적

일 것이다.13)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부각된 탈민족주의, 탈냉전과 남북관계 개선, 세

계화의 확산 등에 따른 포스트모더니즘 계열의 사상들에 의해 서구중심주의에 대해 도전하는 동

아시아 담론(East Asian discourse)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동아시아 전통문화 속에 담긴 가치를 찾으려는 이유에 대해 부연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

아시아 일부 국가의 경제적 성취에 힘입어 이들 국가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콘텐츠

가 필요했다는 점, 둘째 현존 사회주의 국가 몰락 이후 대안적 체제에 대한 관심, 셋째 포스트모

더니즘 수용과 더불어 서구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의 고조, 넷째 다문화·다민족 사회를 맞아 한

국사회의 민족주의에서 보편성을 찾으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14)

현재 한국의 전통문화는 근현대사라는 특수한 환경을 거치면서 단절되었다가 문화산업을 위

해 재구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기서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범위와 기준에서 ‘

10)  동아시아는 사전적 의미로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를 포괄하지만, 흔히 남한·북조선·중국·일본 등 동북아시아 지역을 일컫

는 경우가 많다. 이는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이 패권국가가 되면서 동아시아(East Asia)라는 지역 명칭을 통해 열강의 정치경제적, 

문화적 헤게모니를 관철하기 위해 만들어낸 명칭이라고 생각된다.

11)  이병수, 「동아시아 전통문화해석을 위한 방법론적 고찰」, 『통일인문학』 56,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3, pp.257-259; 김성주, 

「동북아 지역정체성과 지역공동체 - 관념과 제도」,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1,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9, pp.245-251.

12)  김윤호, 「애니메이션에 나타난 신화에 관한 고찰-일본·인도 간 비교를 중심으로」, 『남아시아연구』 18,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도

연구소, 2012, pp.4-8.

13) 정용교, 「교육계몽 운동으로서 새마을운동의 특성과 의의」, 『민족문화논총』 49,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1, pp.544-545.

14)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엮음, 『코리언의 민족정체성』, 선인, 2012, pp.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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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한 양태이며, 구성원들이 지키고 싶어 하는 보편적인 가치체계를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파

악했다. 여기서 일정 지역에 오랫동안 생활한 사람들을 문화적 단위에서 민족17)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본고에서는 좁은 단위에서 지역민18)이라고 지칭해 보았다.

2. 문화원형과 문화원형 상징

1) 문화원형의 개념과 필수 요소

본 장에서는 한국에서 문화원형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한 때부터 현재 학술

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말미에서는 다시 회귀하여 문

화원형이 문화콘텐츠 산업에 소자로 유효하게 작용하기 위한 주안점을 몇 가지 꼽아 보았다.

한국에서 문화원형이라는 용어는 20세기 말에 문화산업이 주목 받으면서부터 부상하였다. 특

17)  민족은 체질이나 형질인류학에서는 겉으로 드러난 유전적인 요인에 따라 나누기도 한다. 혹은 문화적인 특성으로 공간 범위를 분

할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대적인 시각에서 전자보다는 후자를 우선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국경과 행정구역의 분할은 희미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본고의 목적이자 앞으로 논의가 전개될 도달점은 현대에서도 충분히 쓰

임이 있는 문화원형의 문화산업적 활용이다. 그렇다면 현재 다민족 사회로 진행중인 상황에서 체질적인 구분으로 전통을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질 것이다. 전통에 문화가 합쳐졌을 때의 의미는 현재도 만들어지고 있는 보편적인 가치체계를 내재한 해당 지

역의 특수한 문화를 이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18)  여기서 오랜 시간이란 어느 정도의 시간을 말하는 것일까. 백년? 이백년? 삼백년? 아니면 한 세대? 두 세대? 아니면 왕조의 변

화? 세기? 문화사가들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 선사, 고대, 중세, 근세, 현대로 나눌 때 특별한 이벤트를 중심으로 통시적인 

흐름을 분절하는 경향이 있다. 문화를 나눌 때 선사는 도구를 중심으로 나누고, 고대부터는 왕조, 즉 사람들이 자신이 기록한 내

용을 중심으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다. 때로는 왕조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정치체제가 바뀐 시점을 말하기도 한다. 그러면 오랜 

시간은 문화사에서 구분한 현대를 제외한 나머지를 역순으로 나타내는 것은 아닐까. 즉 근세, 중세, 고대, 선사를 포괄할 때, 즉 현

대를 기준으로 역순으로 하나의 시대가 더 해질 때 마다 ‘오랜 시간’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한다.

한편으로는 한 개인 차원의 회고가 아니라, 둘이나 셋 이상의 세대, 혹은 그 이상의 세대가 중첩되었을 때 오랜 시간이라는 공감

대가 형성되지 않을까? 한 민족의 조상은 단군이나 기자라는 이야기를 문헌에서 많이 접해 왔다. 그리고 현재도 한민족은 단군

의 후손들이라는 말이 여전히 힘을 잃지 않고 있다. 더 상고하면 고고학계에서는 인류의 조상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를 비롯한 원

시인류가 아프리카 대륙에서 연원하여 세계 각지로 퍼졌다고 한다. 물론 전통이 현대사회에서 약해지는 공동체 결속력을 강화하

기 위해, 즉 국가 통합과 민족 동질성을 강조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파간다라는 설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 바라보아야 할 시각

은 오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해당 지역민을 넘어 인류가 하나로 귀결된다는 공통의 믿음일 것이다. 그럼 여기서 전통문

화의 전제 조건이 나온다. 즉 그것을 향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동질성을 얻는 기저는 ‘오랜 시간’이라는 것이다. 우리 아버지의 아

버지들로부터 같은 들어온 우리들, 즉 해당 지역민일 것이다.

오랜 시간의 지속성’과 ‘해당 공동체’라는 시간성과 공간성 및 대상은 공통성이 있다. 이는 국

가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방식에서 대표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법률 제13964호, 시행 

2016.8.4.)의 제2조 2항에 무형문화재의 범위를 “① 전통적 공연·예술 ②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③ 한의약, 농경ㆍ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④ 구전 전통 및 표현 ⑤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⑥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⑦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가치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3248호, 시행 2016.3.28.) 

제3조에 “① 민족정체성 함양 ②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 ③ 무형문화재의 가치 구현과 향상”이

라고 하였다. 그리고 선정 기준은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대상 및 기준”에 나타나 있다. “① 문

헌, 기록, 구술 등의 자료를 통하여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으로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 ② 한국의 문화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서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 

③ 표현미, 형식미 등이 전통문화의 고유성을 진닌 것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 ④ 제작 기

법 및 관련 지식이 전통성과 고유성을 지닌 것으로서 기술적 가치가 있는 것 ⑤ 지역 또는 한국의 

전통문화로서 대표성을 지닌 것 ⑥ 사회문화적 환경에 대흥하고 세대 간의 전승을 통하여 그 전

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상기 내용처럼 국가무형문화재의 기본 요건은 전통문화의 속성에

서 찾을 수 있다. 여기서 핵심어는 “오랫동안 지속”, 즉 역사성과 전승성, “고유성”과 “대표성”의 

정체성, “전형을 유지”에서 진정성, “관련 공동체, 집단, 개인들”에서 대상성을 찾아볼 수 있다. 

한편 문화콘텐츠 사업에서 말하고 있는 전통문화의 개념은 상기 두 가지 개념이 혼재되어 있

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문화콘텐츠 활용15)에 대한 논고들이 발

표되고 있지만,16) 이는 사실 위에서 규정한 역사성에 바탕을 둔 전승된 우리 고유의 문화라고 

말하기엔 무리가 있다. 물론 기초자료가 예비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다양한 시도를 통해 문화

산업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완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만 이 상황을 인식하고 사업이 진행되는 

것과 아닌 것과는 차이가 크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양태로 발현된 결과물들의 뿌리를 알지 못

한다면 오랫동안 자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상기 내용을 정리하여 전통문화를 일정 지역에 정주한 사람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15)  100대문화 상징이라는 이름으로 ‘전주비빔밥’, ‘선(禪)’, ‘태극기’, ‘무궁화’ 등을 꼽고 있지만 민족문화로서, 혹은 전통문화로서의 상

징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문화관광부, 『100대 문화상징』, 2006; 김영만, 『민족문화상징 100』, 바른사, 2007)

16)  임소연, 『문화원형을 창작소재로 한 개발사례 연구 : 드라마 조선과학수사대 별순검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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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티브로 2008년 개발한 해치 캐릭터는 10여개의 문화상품으로 제작되어 판매중이며, 이는 전

통문화 기반 문화원형 문화산업화의 좋은 예이기도 하다. 하지만 동시에 문화원형의 명확한 개

념과 범주를 간과하여 산업화에만 집중한 안타까운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예이기도 하다. 실

제로 수십억 원을 들여 개발·홍보된 해치 문화상품의 2016년 4월 총 판매금액은 십 만원이 조

금 넘는 수준이다.22) 이와 같은 사례와 같이 문화원형은 문화산업적으로 제대로 된 개념 정의가 

없이 사용되다 보니 사상누각(沙上樓閣)이 아닐 수 없다. 

한편 문화원형과 관련된 논고를 개략해 보면 다음과 같다. 문화원형에서 ‘문화’를 극적으로 단

순화하면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총체적인 인류사회의 유산’이라는 일반적 

정의이며, 두 번째는 한 집단의 성원들이 공유하고 체현해 온 ‘다원적이며 상대적인 다양한 산물’

이라는 정의이다. 후자는 한 집단이 일정한 공간에서 역사적으로 언어, 습관, 전통, 제도뿐 아니

라 사상과 신앙 등을 통해 만들어 온 일종의 추상적 공유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

원형’도 두 가지 의미로 단순화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원형(元型, pattern)은 똑같은 모양을 찍어

낼 수 있는 기본 ‘틀’이나 ‘형’(型, form)을 말한다. 두 번째 원형(原形, originality, archetype, 

prototype, stereotype)은 고유성과 정체성에 초점을 둔 ‘본디 모양’이라는 설명할 수 있다.23) 

이 중 문화원형에서의 문화와 원형은 각각 두 번째 정의로 ‘다원적이며 상대적인 다양한 산물로 

고유성과 정체성에 초점을 둔 본디 모양’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 다시 말해, 원형이 ‘본디 모양’

이라고 할 때 문화원형은 문화가 현대적으로 변용된 가운데 내재하는 보편성을 파헤쳐 여러 곳

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성의 원리를 보여 줄 수 있는 개념이 된다. 

아키타입(archetype)과 프로토타입(prototype)을 보다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아키타입은 심

리학자 융(Karl Gustav Jung)이 제안한 단어로서, 프로이트(Sigmund Freud)의 ‘고대의 잔재

(archaic remnants)’나 융의 ‘원시 이미지(primordial image)’를 의미한다. 한마디로, 선천적

으로 물려받은 인류의 공통 기억으로서,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다가 꿈으로 표출되는 이미지다. 

시각 이미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온 몸으로 공감하며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오감 이미지다. 

그래서 원시 사회 제례의식의 군무를 통한 집단 환각과 같은 열광적 공감과 연계하여 설명된다. 

인류의 공유 이미지들이 꿈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면 ‘원형 이미지 재현 목록’과 같은 것으로 대

상화하여 정리해낼 수 있을 법 하지만, 그런 편리한 카탈로그는 존재하지 않는다. 반복관찰 가

22) 서울특별시, 「해치 문화상품 판매 실적 보고(‘16.4월분)」, 2016.5.18.

23) 김교빈, 「문화원형의 개념과 활용」, 『인문콘텐츠』 제6호, 인문콘텐츠학회, 2005, pp.10-11.

히 2002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을 개정하면서 제31조 8·10항에 문화원형이 언급된 것은 문

화유산 및 민속·설화 등을 기반으로 한 문화원형이 문화산업의 원천이라는 것이 공감대를 형성

하여 성문화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19) 동 법은 2006년 다시 일부 개정되면서 문화원형의 범

위를 다소 축소시킬 수 있는 “박물관·미술관 등에서 기 수집하고 있는 문화유산 데이터베이스 

등의 문화원형 자료”라는 내용을 삭제하여 명문화된 범위의 한계점을 제거하였고, 이후 2009년 

개정을 거쳐 “문화원형 등과 같은 콘텐츠 개발”이라는 내용을 명시하면서 정부 산하의 기관에서 

문화원형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의 의지를 노골적으로 보여준다.

정리하자면, 처음 문화원형이 법령에 삽입될 당시 이에 대한 개념적 정의 없이 “공공기관과 박

물관에서 구축한 문화유산 데이터베이스 등 문화원형 자료에 대한 저작권·사용료 등 제반 권리

의 위탁 관리”라고만 기재되었다. 이는 문화원형이 추상적이어서 개념을 특정하기 힘들지만, 일

종의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는 문화유산 속성들의 집합체로 바라본 것으로 생각된다. 나중에 문

화원형 생산의 주체와 문화유산 데이터베이스라는 조항을 삭제한 것은 오히려 다양한 문화원형 

소재와 생산주체로 확대하여 문화콘텐츠 산업에 이용하기 위해 한계를 지운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법령에서 보이는 공식적인 문화원형의 이해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문화원

형콘텐츠닷컴 웹페이지를 통해 직관적으로 엿볼 수 있다. 해당 웹페이지에서는 문화원형의 정

의를 “문화원형이란?”이란 항목에서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오랜 역사 속에서 형성된 우

리 민족 문화의 모든 것”이라고 두루뭉술하게 정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다양한 형태의 문화원

형은 새로운 스토리텔링의 원동력”이며, “새로운 상상력과 고도의 제작기술이 더해진 창작물”이 

만들어진다면 “세계적인 콘텐츠”로 경제적 부가가지를 창출할 수 있다는 말로 마무리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게재된 문화원형은 사업성을 전제하고,20) 기본이 되어야 할 개

념의 정의와 범주를 간과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처럼 모호한 정의와 범주 위에 문화콘텐츠 사업에 창조적인 활용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원형을 주제로 한 다양한 사업이 단발성 축제나 상품개발 등으로 소진되고 있는 현상이 관

찰되고 있는 형편이다.21)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에서 수십억 원을 들여 경복궁의 석조 해태상을 

19)  2002년 7월 27일부터 시행될 당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서 ‘문화원형’은 ‘기 구축되어 있는 문화유산 데이터베이스 등의 문화

원형 자료에 대한 저작권·사용료 등 제반 권리의 위탁 관리에 대한 사항’과 ‘민속·설화 등 문화원형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저

작권·사용료 등 제반 권리의 관리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0) 이윤선, 「전통문화유산의 지역문화콘텐츠 활용에 대한 고찰」, 『한국민속학』 49, 2009, 362-363.

21) 서정섭, 「지역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관광정책』 제36호, 2009, pp.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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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문제는 아키타입이 대상화, 객체화, 계량화하여 논리적으로 분석할 수 없다는 점이다. 사

례를 발굴해 제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해석의 틀이다. 중요하지만, 본 연구에서 논하는 문

화원형으로 쓸 수는 없는 개념이다.

다음은 프로토타입이다. 대게 정책의 영역에서 사용하는 문화원형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야

기나 시각이미지 등 문화적 산물의 초기 형태를 일컫는 것으로, 그 중에서도 우리는 무언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문화원형이라 칭한다. 문화콘텐츠의 가치를 대중의 공감이라 볼 때, 앞서 언

급한 공감의 효과, 즉 ‘아키타입을 내재한 프로토타입’을 문화원형이라 한다고 보겠다. 

중요한 것은 프로토타입이 최초의 오리지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

더왕(King Arthur) 이야기를 영국 문화원형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오래되었고 많이 활용되

어졌기에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 이야기 역시 많은 신화와 민담, 문학적 관

습과 규범들이 흘러들어와 만들어진 재창작물이다. 따라서 그 기원을 찾는 일은, 큰 학술적 의

미가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더러 불필요하다. 문화원형이라 불릴 만한, 아키타입을 

내재한 프로토타입을 정하는 작업이 문화원형 연구의 핵심이라 하겠다.

표 1. 원형의 세 가지 개념

구분 의미 비고 접근방법

archetype

개인의 정신에 내재

된 원시적 집단의식

의 잔재

-  프로이트, 융 등 고전 심리학자들이 제시한 개념으

로, 심리학계 내에서도 일반진리로 인정받지  

   못한 개념

-  존재를 인정하더라도 관찰 대상으로 포획할 방법

론이 마땅치 않음

-  ‘문화정체성’과 같이 엄존하지만 측정하거나 객관

화하기 힘든 대상에 대한 해석적 연구 프레임으

로 유용

문화원형 함의 해석의 

인식론적 틀

prototype

이야기, 이미지 등  

인지 가능한 감각적 

대상물로 남아있고 

소재로 활용 가능한 

문화적 자산

-  이야기나 시각상징물의 형태로서, 기원 추적, 

   1차적 의미해석, 분류, 분석, 보존 용이

-  인물, 사건, 배경, 플롯 등으로 분할하여 문학적  

방법론으로 분석 및 의미부여 용이

-  형태소나 의미소 등으로 분할하여 기호학적 방법

으로 분석 가능

수집과 분석의 구조화

된 대상

Stereotype

주로 서사물에 등

장하는 등장인물의    

성 격이나 플롯의   

반복되는 전형성

-  캠벨, 프라이 등 신화의 캐릭터와 플롯 구조를    

연구한 학자들의 주된 관심사로서, 영웅과 주변 

인물들의 전형성이 다양한 문화권의 여러 작품에

서 반복됨

원형이 콘텐츠의 성질 

중의 하나로 희석되어 

원래 상태를 확인하기 

힘든 상태

능한 것도 아니고 누구나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원형의 존재는 어차피 과학적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이미지란 것이 마음속에서 잠깐이나마 존재했음을 증명하는 것은 꿈에서 

무언가를 보았다는 주장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 분명한 것은 아키타입이 문화콘텐츠와 같은 ‘대

상’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주체’에 귀속되는 정신작용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이론은 전제와 논리전개 방식이 과학과 거리가 멀며, 주류 심리학자들은 아예 관심을 

두지 않는다. 반면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을 주로 다루는 문화예술영역에서는 대단히 소중

하게 여겨진다. 이 분야는 예컨대 <살아있는 자의 마음속에 있는 죽음의 육체적 불가능성(The 

Physical Impossibility of Death in the Mind of Someone Living)>이라는 잔인한 농담 같은 

제목을 붙이고서, 포름알데히드로 가득 찬 유리 쇼 케이스에 입을 쩍 벌린 채 죽은 상어 한 마

리를 집어넣은 데미안 허스트(Damian Hirst)의 행위가 어째서 예술이 되며, 이런 사람이 어째

서 현대 미술에서 가장 중요한 작가 중 하나가 되었는가와 같은 물음들이 난무하는 곳이다. ‘재

미’, ‘감동’, ‘가치’와 같이 엄존하고 중요하지만 과학의 연구대상이 되지 않는 것에 접근할 때 원

형과 같은 개념은 큰 도움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융의 이론은 강한 설득력이 있다. 단순한 세포 덩어리에서 극도로 복잡한 유기

체로 진화한 인간은 얼굴 생김새의 차이와 같이 개개인에게 귀속되는 육체의 개체성을 가지게 

되었으나, 여전히 생명현상의 다양한 동질성도 함께 지닌다. 유사하게, 모든 인간이 저마다 고

유하고 독특한 정신세계를 가지지만, 고도의 정신진화단계 이전부터 공유하던 단순한 형태의 집

단 무의식이 이미지의 형태로 우리 모두에게 남아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개인의 정신은 타

인의 정신세계로부터 독립된 고립 개체가 아니라, 한 덩어리 정신에서 분화되어 그 성질을 여전

히 간직한 낱개의 조각들이다. 따라서 원형은 육체의 조건반사와 같은 수준의 심층 단계에 존재

하는 정신적 본능에 가깝다고 보겠다.

이 이론은 문화콘텐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특정한 원형 이미지

에 부합하는 문화콘텐츠가 우리의 의식을 자극하면,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던 원형 혹은 원형성

과 공명하며 본능을 자극하는 그 무엇, 다시 말해 감동과 공감을 이끌어 낼 재미를 창출하게 된

다.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좋아한 문화콘텐츠는 우리의 ‘원형을 건드린’ 것이거나, 정도를 따질 

수 있는 개념이라면, 원형성이 높거나 풍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형에 대해 잘 이해하면 문화콘텐츠를 통해 그것을 건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즉 

공감대가 높아 만인이 즐길 수 있고, 국경을 넘어 문화할인율을 극복할 수 있는 콘텐츠의 생산

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해 볼 수 있다. 우리가 문화원형을 찾고자 노력하는 궁극적인 이유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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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고민을 담아 본 조사연구는 아키타입을 내재한 프로토타입과 스테레오타입 중에서 콘

텐츠의 가치와 효과면에서 거론할 만한 것들을 선별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 경기도 문화원형 

상징으로 선별할시 풍성함보다 핵심적이라 생각되는 요소를 발굴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2) 전통문화 기반 문화원형의 가능성

문화원형 대리표상의 구성요소를 바탕으

로 문화원형의 범주를 획정할 때 중요한 개념

은 전통문화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전통문화

는 어떤 민족에게 고대로부터 존재해온 보편

적 상(像)이 여러 상징적 형태로 나타난 집단

표상(representations collectives)이기 때문이

다.27) 다시 말하자면 집단적 무의식은 통시적으

로 전통적 가르침을 통해 개인들에게 의식적 공

식으로 내재화되며, 이것이 개인들에게 집단표

상으로 상징화될 때 전통문화28)라는 이름으로 

남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 <그

림 1>과 같다.

즉 집단적 무의식의 범주 안에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개념적으로 표상화된 문화원형이 원형

질로 존재한다. 이 원형질의 일부는 일종의 심

적(心的) 존재의 결정화(結晶化)와도 같으며 개

인의 경험적으로 축적된 행동원리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표층화된 의식적 공식이라고 할 

27) 칼 구스타브 융, 『원형과 무의식(융 기본 저작집 2)』, 한국융연구원C.G.융저작번역위원 옮김, 솔, 2002, p.107.

28)  상기 Ⅱ장에서 전통문화를 세계화 시대에 타국과 구분되는 문화적 정체성을 확보하여 문화경쟁력을 키우려는 현대적 활용 측면

에서 운위된다고 말한 바 있다.(김원, 「‘한국적인 것’의 전유를 둘러싼 경쟁-민족중흥, 내재적 발전 그리고 대중문화의 흔적」, 『사

회와 역사』 제93호, 한국사회사학회, 2012, p.191.)

마지막으로 전형성(典型性)을 의미하는 ‘스테레오타입’이다. 영어권에서 문화콘텐츠와 관련

된 원형, 즉 아키타입은 종종 스테레오타입을 의미한다. 세계의 모든 신화를 ‘출발-입문-회귀’

라는 통과제의(rite of passage) 구조로 수렴시킨 캠벨(Joseph Campbell)이나, 러시아 민담을 

몇 가지 인물기능과 플롯의 변형으로 정리한 프롭(Vladimir Propp)의 시각에서 보자면, 문화

원형은 결국 신화의 캐릭터와 플롯 구조 자체이거나 그 구조를 구성하는 성분으로서, 다양한 문

화권의 여러 작품에서 반복되는 인물형과 이야기 구조의 전형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구조주의

적 접근과 유사한 성격으로, 같은 원형이 다양한 영화로 표출되고, 서로 다른 영화이지만 같은 

원형을 가질 수 있다.

문화콘텐츠 산업에 이용되고 있는 ‘문화원형’이든 사전적·학술적인 목적에서 개념 정립이 

시도되고 있는 ‘문화원형’이든 두 가지 필수요소를 전제하고 있는데, 이는 ‘보편성’과 ‘특수성’이

다. 문화원형에서의 이 두 요소는 칼 구스타브 융(Carl Gustav Jung)이 말한 ‘집단적 무의식

(collective unconscious)’으로 설명될 수 있다. 융은 인류 문화의 ‘보편성’이 집단적 무의식의 원

형으로 존재하고, ‘특수성’은 한 종족의 규범이 전통적인 가르침을 통해 보편성을 의식적인 공식

으로 표층화된 것으로 설명하였다.24) 즉 문화원형은 언어로 설명되기 힘든 인간의 보편적인 ‘집

단적 무의식’이 각 사회의 전통·규범 등에 따라 특수하게 발현된 일종의 대리표상(代理表象)25)

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문화원형을 문화콘텐츠 산업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특수성’을 문화원형의 구체적인 표현물

로 삼고 ‘보편성’을 문화원형으로서 적합한지 판단하는 잣대로 이용해야 한다. 말하자면 지역적

인 특수성에서 파생된 인물, 사건, 공간 등 다양한 결과물을 문화원형의 대리표상으로 삼고, 나

이가 여기에 내재된 이야기, 즉 서사로써 타자가 공감할 수 있는 보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26) 이와 같은 작업이 선행되어야 문화콘텐츠 산업의 소자로써 완결된 문화원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24) 칼 구스타브 융, 『원형과 무의식(융 기본 저작집 2)』, 한국융연구원C.G.융저작번역위원 옮김, 솔, 2002, pp.105-107. 

25)  대리표상은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와 질 들뢰즈(Gilles Deleuze)의 ‘욕망의 존재론적 해석’과 그 주석에서 차용한 개

념이다. 이 둘의 인간 욕망에 대한 해석은 차이가 있지만, 결국 욕망을 존재론적으로 바로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요원하고, 다

만 표상으로 은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만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이병창, 「들뢰즈와 라캉, 실재계와 초자아」, 『코기토』 

제64호, 2008, pp.37-38.)

26)  스토리텔링에 내재된 보편적인 소자를 발견하고 인식하고 있어야 다양한 이야기와 콘텐츠가 생산될 수 있는 것이다. (이정진, 「‘

바우덕이’ 콘텐츠의 스토리텔링 연구-축제이벤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인문콘텐츠』 25, 인문콘텐츠학회, 2012, pp.214-215)

그림 1. 문화원형과 전통문화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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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대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경기도는 유·무형의 표현물들에 담긴 이야기가 의식적인 가공과 

분해 및 조립을 통해 핵심적인 측면이 표상적 목록으로 다채롭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본고

의 주제를 설명하기 위한 공간적 범위로 적합한 측면이 있다. 

위의 모식도 두 개와 경기도라는 공간적 범위를 인식하고 문화콘텐츠산업을 수행할 기본적인 

소자로 기능할 수 있도록 경기도 전통문화 기반 문화원형 대리표상 목록을 구성하기 위한 요소

는 상기 언급한 전통문화와 문화원형의 가장 기본적인 공통점인 보편성과 특수성을 바탕으로 집

단적 무의식에서 발현된 추상적인 공간 안에서 좌표점이 되는 항목을 꼽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는 최소한 다음의 여섯 가지 항목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ⅰ) 제안목록, ⅱ) 성격, ⅲ) 시대, ⅳ) 소재지, ⅴ) 상징성, ⅵ) 시놉시스(이야기)’ 여섯 가

지 항목이 그것이다. 제안목록은 문화원형을 대리표상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표현물을 일컫는다. 

예컨대 이미지나 캐릭터로 나타낼 수 있는 인물이나 사물, 혹은 완결성이 있는 무형의 표제나 항

목 등도 가능할 것이다. 성격과 시대는 기존 문화원형의 주제별·시대별 분류로써 몇 가지 비슷

한 항목으로 묶을 수 있는 색인으로 적용할 수 있다. 소재지는 앞서 언급한 지역성과 지역민의 

연고를 대표하는 낮은 단위의 분류 준위이다. 상징성은 해당 제안목록이 표상하는 인류무의식

의 욕망을 반영하는 보편성에 대한 항목이다. 시놉시스는 이것이 문화원형의 대리표상임을 수

용자에게 설득시키기 위한 스토리텔링이다. 여기서 전통은 문화원형의 시공간적인 준위를 가늠

하는 일종의 규형(窺衡)이 될 것이다. 

개념적으로 설명하자면 시대와 공간 종횡(縱橫)의 좌표축, 성격은 좌표점이 되어 제안목록의 

구체적인 분류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상징성은 앞서 언급했듯이 전통문화 기반의 문화원형 

대리표상 목록이 될 수 있는 추상화된 보편적인 인자를 말한다. 따라서 이것의 준위가 높아져 

포괄하는 추상성이 강해질수록 전통문화와 집단적 무의식의 경계가 희미해져 혼란이 발생할 것

으로 생각된다.29) 그리고 시놉시스는 제안목록이 표상하는 상징성을 얽힌 이야기자원으로 보다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한편 문화원형은 인식의 지평이 확장됨에 따라 끊임없이 증가할 수 있다. 기존에 문화원형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대상들이 일정한 정도의 시간이 축적되고 해당 지역민들의 지키고자 하는 

29)  예를 들어 생물학의 분류인 ‘종-속-과-목-강-문-계’를 들 수 있다. 종에서 계로 갈수록 포괄하는 생명체가 많아져 개체의 특성

을 특정하기 어려워진다. 마찬가지로 문화원형 대리표상의 목록 기준인 상징성도 그것으로 상징되는 개념적 범위가 넓어질수록 

집단적 무의식의 보편성으로 환원되어 구체적으로 부상(浮上)시키기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다.

수 있다. 말하자면 문화원형과 개인적 감성 및 

욕구 등을 규제하는 행동원리의 가교(架橋)에 전

통문화가 있는 것이다.

전통문화 기반의 문화원형을 문화콘텐츠 산업

에 활용할 수 있는 이론적인 근저를 마련하기 위

해 전통문화 기반 문화원형의 대리표상 목록을 

걸러낼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모식도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그림 2>는 앞서 제시한 <그림 1>의 추상적인 

개념 모식도에서 좀 더 표층화시켜 문화원형 대

리표상 목록이 구체적인 문화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도식화해 본 것이다. 상술하자면 문

화원형의 대리표상 목록 가운데 전통문화 대리

표상이 있는데, 이는 문화콘텐츠로 바로 이용될 

수 있을 만큼의 구체적인 사물을 의미한다. 표상

목록은 시각·청각·촉각·미각 등 개인적 감각

으로 포착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된 표현물을 

일컫는다. 이 중 집단에 속한 개인이 교육받고 

내재화된 규범의 어떤 상징성을 나타내는 인위

적·자연적 표현물이 있다면 전통문화 대리표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문화원형 대리표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전통 상징물에 얽힌 이야기자원으로 검증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직접적으로 전통문화 기반 문화원형의 대리표상 목록을 제안하자면, 논의의 정

세(精細)함을 위해 공간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이를 경기도로 한정해 보았다. 

왜냐하면 경기도는 전근대와 근·현대를 통틀어 한반도 각지의 문물이 집합되던 중심지 역할을 

해오면서 다양한 문화양상을 보여 문화원형 대리표상 목록이 다채롭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

다. 상술하면 경기도는 여러 지역의 주민들이 모여 복합적이며 중층적인 문화적 양상을 보였으

며, 이것의 단점은 해당 공간에 정주하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규정할 뿌리 깊은 단일 문화, 환언

하면 전통과 그에 기반한 정체성을 특정하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그러나 동시에 융이 말하는 신

화, 비의, 민담에서 환원되는 ‘집단표상(representations collectives)’을 걸러내기에 적합한 실

그림 2.  전통문화 기반 문화원형 

          대리 표상 추출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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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문화원형의 대리표상과 범주의 제안을 통해 문화콘텐츠로 활용하려는 노

력은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콘텐츠닷컴 웹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는 문화원형 대

리표상 목록을 몇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층위별로 제시하고 있다. 큰 항목은 세 가지로 ‘주제

별’, ‘시대별’, ‘교과서별’ 범주로 나누었다. ‘주제별’에 해당하는 항목은 14개로 ‘정치·경제·생

업’, ‘종교·신앙’, ‘인물’, ‘문학’, ‘의·식·주’, ‘회화’, ‘미술·공예’, ‘음악’, ‘군사·외교’, ‘교통·

통신·지리’, ‘과학기술·의약’, ‘천문·풍수’, ‘의례·놀이·연희’, ‘문화·기타’이다. 그리고 ‘시

대별’은 역사시대의 구분으로 사서가 남아있는 시대를 바탕으로 ‘고대’, ‘고려’, ‘조선’, ‘근·현대’

로 나누었고, 이 시대 구분을 넘나들면 ‘통시대’로 설정하였다. 또한 한반도라는 공간성에 구애

받지 않고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창작소재로 이용된 것들을 모아 ‘글로벌’이라고 칭하였다. ‘교

과서별’은 중·고등학교 교육 자료로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개설해 둔 범주일 뿐 큰 의미가 있

가치를 대표하는 공감을 얻어 어느 순간 문화원형의 대리표상으로 부상할 수도 있다. 이는 전

통문화의 속성과 같이 현재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변화해 가는 성격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마찬

가지로 문화원형의 대리표상이라고 기존에 설정한 것도 축적되는 자료에 따라 지속적으로 검

증을 받고 비판을 받아야 할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 검증방식을 도식화한 것이 <

그림 3>이다. 

자료의 논증방법은 귀납법과 연역법의 두 가지가 있다. 먼저 귀납법은 전통문화라고 생각되

는 모든 자료의 수집하여 지역민의 공감을 살 수 있는 범위의 분석과정을 통해 과거 문화원형 

대리표상 목록을 꼽는 방법이다. 반면 연역법은 문화원형을 이루는 보편적인 소자들에 대한 가

설을 세우고 이를 지역민들의 공감을 살 수 있는지 검증함으로써 문화원형 대리표상 목록을 설

정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문화원형 대리표상 목록이 지역민의 공감을 살 

수 있는 것인지 아니지를 검토해야 한다. 연역법에 의해 문화원형 대리표상 목록이 구성되었다

고 하더라도 이것이 타당하고 영속성 있는 역사적 깊이를 지녔는지는 전통문화의 속성에 의해 

재차 검토되어야 한다. 이것은 체계이론(system theory)에서 말하는 일종의 순환(feedback)으

로 볼 수 있다.30) 특히 여기서 순환이 중시되는 것은 인간이 문화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이상 관

련 자료는 끊임없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3. 경기도 문화원형 상징 선정 원칙

1) 전통 기반 문화원형의 구성 요건

  문화원형이 문화콘텐츠 산업으로 실제 활용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범주가 설정되어야 하

며,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구성요소를 분명히 해야 한다. 왜냐하면 문화원형이 앞서 밝힌 대

로 집단적 무의식의 대리표상이라고 할 때 이에 대한 기준이 없다면 그 범위가 무한정 넓어지고 

방향성을 잃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문화콘텐츠 산업에서는 사업으로 활용할 구체적

인 대상과 그것이 문화원형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정합성이 담보되어야만 다양한 문화산업 플랫

30) 최성락, 「한국고고학의 연구방향」, 『지방사와 지방문화』 7, 역사문화학회, 2004, pp.273-306.

그림 3.  자료 수집과 해석의 귀납법과 연역법의 연구체계 (일부 수정 및 번역, Ashmore. W. and 

R. J. Sharer, Discovering Our Past-A Brief Introduction to Archaeology(3rd), Mayfield 

Publishing Company, 2000, p.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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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성에 혼란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33) 이는 구체적인 행사로 잘 나타나고 있다. 2014년 2월 

개최된 ‘경기도 탄생 600년’ 기념행사는 대내외적으로 실패한 행사로 규정하고 있고, 현재 2018

년 ‘경기 천년’34)을 준비하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도 경기도의 정체성 규정에 난맥을 보이면

서 구체적인 계획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35)

위의 문제는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지역사회의 고민일 것이다. 말하자면 1648년 웨

스트팔리아 조약 이래 국가가 국제사회의 주요 행위자로 존속하고는 있지만 초국가적 행위자들

의 영향력 증대, 인적·물적 교류의 확대, 세계사회의 일일생활권화 등으로 국가의 행위 패턴이 

변하고 있는 요즘의 세계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상술하면 자본과 정보기술을 통한 국제사회의 

통합이라는 국면에서 ‘세계화’와 ‘정보화’는 이를 견인하고, 지역단위에서는 지역간 상호의존성, 

즉 민감성(sensitiveness)과 취약성(vulnerability)을 동시에 심화시키고 있는 실태36)가 경기도

에서도 발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정체성 규정문제는 본고에서 내내 전개한 문화원형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고 생각된다. 이중 특히 전통문화 기반의 문화원형은 지역의 정체성을 일관(一貫)할 수 있는 소

재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지역정체성을 논할 때 먼저 문화·정치·경제적 관점에서의 배경과 

이력, 즉 총체적인 역사를 살펴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37) 이는 앞서 서술한 문화원형의 정의, 

말하자면 집단의 무의식적 규범이 주변의 여건과 가치의 변화에 따라 특수하게 변화된 형태로 

부상한 것을 말하게 되기 때문이다.

현재 전통 기반 문화원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역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 만한 소재가 바탕

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 지역민들의 성격을 토박이로 볼 것이냐 별개로 현재 행정구역에 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 공감할 수 있는 소재는 달라질 것으로 

생각된다. 지역민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는 이견이 많고 소모적이기 때문에 본고에서 추구하는 

‘활용’을 위해서는 앞서 Ⅱ장에서 논의한 ‘만들어진 전통’이란 개념이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말하자면 토박이든 현주민이든 해당 지역의 전통 바탕의 정체성을 함양하고자 하는 의식은 같

33) 이지훈, 「경기도의 시각으로 본 경기도-근현대를 중심으로-」, 『경기학포럼 자료집』, 2016, pp.10-17.

34)  “개성부를 없애고 개성현령을 두어 정주·덕수·강음 등 3현을 관할하게 하고, 또 장단현령이 송림·임진·토산·임강·적성·파

평·마전 등 7현을 관할하게 하여 모두 상서도성에 직속시켰는데, 이를 경기(京畿)라하였다.”(『고려사』 권56 지10 지리1 왕경개성부)

35) “[경기천년, 새로운 천년을 연다] 경기 천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경기일보, 2016.08.11. 제11면.

36) 박정서, 『국제정치경제론』, 법문사, 1997, pp.103-122.

37) 김성주, 「동북아 지역정체성과 지역공동체 - 관념과 제도」,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1,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9, pp.245-251.

어 보이지 않다.

문화콘텐츠닷컴에서 시도한 문화원형 대리표상의 범주 구분은 일종의 분류를 일반 공중에 게

시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그러나 22만 건의 문화원형을 ‘주제별’ 14개 항목, ‘시대별’ 7개 항

목, ‘교과서별’로 다소 복잡하게 엮어두어 활용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느낌은 배재할 수 없다. 또

한 복잡한 범주 속에 내재적 분류 기준은 결국 ‘공간’, ‘대상’, ‘시간’으로 실제 구분하고 있는 기준

과는 다르다는 점을 웹페이지의 항목들을 조금만 살펴보면 알 수 있다.31) 그리고 이 내재적 분류 

기준은 사실 소설의 ‘배경’, ‘인물’, ‘사건’의 세 가지 구성요소와 매우 유사하다. 이는 소설에서 특

정 시공간을 배경으로 살아온 인물들이 삶과 그것을 대표하는 사건32)을 만나 이야기로 환원된다

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문화원형도 그 내재적 분류 기준인 ‘공간’, ‘대상’, ‘시간’을 통한 이

야기 생성을 통해 그 대리표상이 설득력 있는지 판별해 주는 순환구조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문화원형의 범주를 운위할 때 구성요소로 ‘공간(지역적 배경)’이 가장 우선적으로 

다루어 져야 한다. 상대적으로 ‘대상(소설의 인물)’, ‘시간(시대적 배경)’은 부가적으로 문화원형 

대리표상 목록을 걸러내는 요소로 정리될 수 있다. 왜냐하면 문화원형의 공간, 즉 지역적인 범

주가 넓어질수록 집단적 무의식의 규범화가 ‘보편성’으로 치달아 ‘특수성’이 담보되기 어려워지

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에서 문화원형이라는 용어의 배태된 이유가 문화콘텐츠 산업에서의 활

용에 있다는 것에 주목하여 광역지자체나 기초지자체 행정범위를 기준으로 공간을 재범주할 필

요가 있다.

2) 경기도 전통 기반 문화원형

경기도의 근현대를 살펴보면 행정구역의 변화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았다. 분단 전에는 개성 

부근도 경기도였다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등으로 분리되어 공간적인 분할이 지역민들의 정

31)  시간은 역사적인 통시성, 공간은 한반도, 인물은 민족 혹은 지역민을 일컫는 것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시공간적인 배경과 한민

족이라는 말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본고에서는 한반도를 공간적 배경으로 삼아 임의의 사건 발생 시점을 앞뒤로 연결해 줄 

수 있는 주제와 그 배경 정도로 추상화시켜 생각하고자 한다. 또한, 이는 문화원형의 층위를 시간축, 공간축, 주제축의 세 가지

로 분류한 김기덕의 선행연구와 유사하다. 그러나 해당 논고에서도 공간축이나 주제축이 일관된 기준 없이 다양한 준위가 혼재

되어 있어 문화원형의 층위를 정리하는데 한계가 있어 보인다.(김기덕, 「문화원형의 층위(層位)와 새로운 원형 개념」, 『인문콘텐

츠』 6, 인문콘텐츠학회, 2005, p.60.)

32)  여기서 사건은 구체적이며 개별적인 일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스토리의 전형성(stereotype)

과 확장성(expansivility)을 내포한 서사구조를 지니고 있는 사건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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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영향력, ⑦ 사건 프로토타입으로서의 영향력, ⑧ 배경 및 세계관 프로토타입으로서의 영향

력, ⑨ 플롯 프로토타입으로서의 영향력, ⑩ 인물 스테레오타입으로서의 영향력, ⑪ 사건 스테

레오타입으로서의 영향력, ⑫ 배경 및 세계관 스테레오타입으로서의 영향력, 창발적 도구성으

로 ⑬ 소품의 권능성과 풍성함, ⑭ 캐릭터의 기능적 풍성함, ⑮ 판타지 요소의 풍성함, 부가활용

성으로 ⑯ 간접 영향력의 방대함, ⑰ 현대적 적용성, ⑱ 스토리텔링과 이미지의 결합성, ⑲ 지식

문화 혼종성, ⑳ 문화적 정체성으로 문화정체성 형성 기여도의 20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다음

은 이를 표로 정리해 본 것이다.

표 2. 문화원형의 구성요소

특징 성격

① 역사적 장구함
원전성

② 역사적 실존성

③ 재창작의 방대함

확장성④ 재창작 미디어의 다양성

⑤ 재창작 주체의 다국적성

⑥ 인물 프로토타입으로서의 영향력

전형성

⑦ 사건 프로토타입으로서의 영향력

⑧ 배경 및 세계관 프로토타입으로서의 영향력

⑨ 플롯 프로토타입으로서의 영향력

⑩ 인물 스테레오타입으로서의 영향력

⑪ 사건 스테레오타입으로서의 영향력

⑫ 배경 및 세계관 스테레오타입으로서의 영향력

⑬ 소품의 권능성과 풍성함

창발적 도구성⑭ 캐릭터의 기능적 풍성함

⑮ 판타지 요소의 풍성함

⑯ 간접 영향력의 방대함

부가활용성
⑰ 현대적 적용성

⑱ 스토리텔링과 이미지의 결합성

⑲ 지식문화 혼종성

⑳ 문화정체성 형성 기여도 문화정체성

을 것으로 전제하고,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근거를 역사적인 소재에서 찾아

야 한다는 것이다. 재언하자면 토박이와 현주민을 한 지역에 묶을 수 있는 소재는 역사에서 찾

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편 현재 문화콘텐츠 산업은 하나의 콘텐츠를 지식, 기술, 산업의 융합을 통한 플랫폼으로 

재가공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응용되도록 확장되고 있다. 한켠에서는 이를 ‘디지털 융합(digital 

convergence)’이라고 하며,38) 이는 현 정부에서도 말하고 있는 ‘경제부흥과 문화부흥’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문화산업의 매개체로 보기도 한다.39) 

이런 의미에서 전통문화 콘텐츠는 상징·기호로 구성되는 의미작용(signification)이 시공간

적 축적과 전달을 통해 생산·공유되는 의미구성물이며, 과거의 문화유산과 현재의 가치체계가 

결합하면서 발전하는 역동적인 창조적 산물이다. 수용자가 콘텐츠를 창작하고 이용하는 것은 

곧 의미체계의 시공간적 재구성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얻게 되는 현재적 가치는 미래유산으로

서의 가치를 동시에 지니게 된다.  이들 전통문화 원형을 애니메이션, 게임, 앱 등의 소재로 역

사적인 문화재를 활용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것은 디지털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초

석이 될 수 있다. <그림 5>에서와 같이 문화적 요소가 담긴 전통문화, 문화예술, 생활양식, 이

야기 등 문화원형 창작콘텐츠를 캐릭터, 게임, 영화, 에듀테인먼트, 음악, 만화, 공연, 방송, 애

니메이션 등 다양한 문화산업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것도 현재 상황에

서 할 수 있는 방향성의 일부라고 생각된다.40) 즉 현대 기술 변화에 따라 다양한 플랫폼에 탑재

할 수 있으려면 이에 대한 내용적 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41) 그리고 이에 대한 내용

은 앞서 밝힌 대로 문화원형 대리표상을 구성할 때의 범주, 즉 ‘공간(지역적 배경)’, ‘대상(소설의 

인물)’, ‘시간(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다양한 구성 기준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를 항목화하

면 원전성, 확장성, 전형성, 창발적 도구성, 부가활용성, 문화정체성의 여섯 가지로 나눌 수 있

다. 보다 구체적으로 원전성은 ① 역사적 장구함, ② 역사적 실존성, 확장성은 ③ 재창적의 방대

함, ④ 재창작 미디어의 다양성, ⑤ 재창작 주체의 다국적성, 전형성은 ⑥ 인물 프로토타입으로

38) 헨리 젠킨스, 김정희원 외 역, 『컨버전스 컬처』, 비즈앤비즈, 2008.

39) 이기현 외, 『디지털융합시대 콘텐츠산업 미래정책연구』, 한국콘텐츠진흥원, 2010.

40)  주진오ㆍ이기현, 「문화원형 디지털화 사업의 평가와 향후 발전방향」, 『KOCCA 포커스』, 2012-02호 (통권 50호), 한국콘텐츠진

흥원, 2012.

41)  이영숙·신승윤, 「디지털콘텐츠 제작을 위한 전통문화원형의 캐릭터 분류-관음보살(觀音菩薩) 및 동자(童子)를 중심으로-」,  『만

화애니메이션 연구』 27, 2012,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153-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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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평군 청개구리 설화

1) 유래

청개구리가 비 올 때 우는 이유를 설명하는 설화이다. 중국 당나

라 이석(李石)의 『속박물지(續博物志)』 권9, 은성식(殷成式)의 『유양

잡조속집(酉陽雜俎續集)』 권4, 10세기 말 송나라 『태평광기(太平廣

記)』 권39에 실려 있다. 주로 중국·일본 등지에 분포되어 있다. 중

국 설화는 불효자가 등장하는 인간담(人間譚)이고, 일본 설화는 비

둘기·부엉이와 같은 조류가 등장하여, 새가 울게 된 유래를 다루

는 이야기가 주류를 이룬다. 한편, 이 설화는 우리나라의 여러 지

역에서 구전되고 있다.1) 특히 양평군은 습지가 많아 양서·파충류

의 서식지가 다수 분포하고 있다. 북한강으로 유입되는 서후천의 용

담리습지, 가정천이 남한강과 합류하는 지점의 장현습지 등 청개

구리(Hyla japonica Gȕnther)를 비롯하여 옴개구리(Glandirana 

emeljanovi), 참개구리(Pelophylax nigromaculata Hallowell)가 

발견되고 있다. 그 때문인지 개구리 설화는 주민들에게 친숙하며, 

지자체에서도 양수리환경생태공원을 조성해 자연형 계류 및 생태연

못을 조성하고 소생물권으로 유지하고 있다.

2) 전형

청개구리 설화의 전형을 개략하면 다음과 같다. 엄마의 말을 듣지 

않고 모든 일을 반대로만 하는 청개구리가 있었다. 엄마가 병들어 

죽게 되자, 엄마는 청개구리가 언제나 반대로만 하는 것을 생각하고

는 강가에 묻어 달라고 유언한다. 청개구리는 엄마의 말을 듣지 않

1) 김경희, 한국구비문학대계, 한국정신문화연구소, 1980-1988, 1-7, p.295; 9-3, p.655.

은 것을 뒤늦게 후회하고 마지막 유언을 제대로 듣고자 엄마의 무덤을 강가에 만든다. 이후 청

개구리는 비만 오면 무덤이 떠내려갈 것 같아 슬프게 운다는 이야기이다. 

청개구리 설화(상), 이괄 설화(하)

3) 변형

우리나라는 이것의 변형으로 강원도 홍천에 조선시대 ‘이괄의 난’과 연관된 설화가 있다. 청개

구리처럼 이괄은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 반대로만 하였다. 아버지가 죽음

에 가까워지자 그가 본 강이 아래에 있고 위로는 산이 있는 천하의 명당자리를 묏자리로 쓰고자 

하였다. 이 곳은 무덤을 거꾸로 묻어야하는 곳이었다. 머리가 강 쪽으로 가게 묻어야 용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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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손을 도울 수 있는 지세였다. 아버지는 이괄이 또 반대로 할 줄 알고 시신의 머리가 산으로 묻

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괄은 지난날을 뉘우치며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머리가 위로 가도록 바로 

묻었다. 후에 이괄이 사흘간 용상에 앉았지만, 묏자리를 잘 못 쓰는 바람에 실패했다고 한다. 한

편에선 묘 위쪽에 굴이 있었고 큰 용이 산을 뚫다가 지쳐서 사람들에게 잡혀죽었다고 한다. 용머

리가 강으로 갔으면 진작에 승천하고 이괄의 난도 성공했을 것이라는 후일담이다.2)

4) 원형 해석

말 안 듣는 아이를 ‘청개구리 같다.’라고 하는 관습적 비유가 이루어진 것을 보면, 이 설화는 

우리 민족의 삶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이는 유교·불교적 가치인 효 사상, 그리고 풍수지리

(Geomancy)와 관련 있다. 자연물과 자연지형에 불가사의한 힘이 있다는 믿음은 고래로 다양한 

지역에서 믿어져 왔다. 이것을 지역 안의 보편적 믿음으로서 끌어올린 것이 풍수지리이다. 풍수

지리란 땅의 어떤 곳에 신비로운 힘인 기(氣)가 모여 있어 그곳에 죽은 자를 묻거나 일정한 주거

배치를 이루면 후손이나 거주자가 행운을 얻게 된다는 일종의 지식 체계이다. 이에 ‘지기(地氣)’

와 ‘발복(發福)’이 전통 풍수지리의 핵심 내용이 된다.3) 즉 부모에 대한 효와 자식에 대한 자애(

慈愛)도 기복신앙과 연관되어 민중에 설화로 지속적인 생명력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5) 개구리와 강우의 상관관계

개구리는 허파로는 완전하게 숨을 쉴 수 없어서 살갗으로도 숨을 쉰다. 그리고 살갗에 습기가 

있으면 숨 쉬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개구리는 비가 오려고 하면 습기 때문에 기운이 나고 기

분도 상쾌해져 즐겁게 노래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개구리가 엄마의 말을 듣지 않아 슬퍼서 우는 

것으로 이야기를 만들었다. 

수컷 개구리는 알을 낳을 수 있는 물웅덩이에서 소리를 내어 암컷을 부른다. 암컷은 같은 종

의 울음소리를 듣고 수컷이 있는 곳으로 간다. 대부분의 암컷은 큰 소리로 오랫동안 우는 수컷

을 좋아한다고 한다. 한편 비가 올 때 개구리의 울음소리가 크게 들린다. 개구리는 피부로도 숨

2) 이학주, 「홍천 이괄 관련 지명과 설화 조사 연구」, 『강원민속학』 22, 2008, p.340.

3) 옥한석, 정택동, 「풍수지리의 현대적 재해석」, 『대한지리학회지』 48, 2013 p.969.

을 쉬기 때문에 피부에 물기가 많아야 한다. 비가 오기 전이나 비가 올 때는 공기 중에 물기가 

많아서 개구리가 숨을 쉬는 데 도움이 된다. 숨을 쉬기 편해진 개구리는 울음소리도 더 커진다. 

개구리의 이런 습성을 통하여 사람들은 개구리의 울음소리가 커지면 곧 비가 올 것이라고 생각

해 온 것으로 보인다.

청개구리가 울면 비가 온다는 말도 있고, 청개구리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맑다는 이야기도 있

다. 청개구리의 피부는 습도에 대단히 민감하다. 날씨가 좋은 날은 높은 곳까지 건조하다. 건조

하면 피부가 마르기 때문에 습기를 찾아 습기가 많은 낮은 곳으로 내려오는 성향이 있다. 높은 

곳이 건조하다는 것은 곧 저기압이 멀리 있어 고기압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청개구리가 나무

에서 떨어지면 날씨가 좋다는 것 역시, 날씨가 좋으면 공기가 건조하기 때문이다. 청개구리의 발

에는 둥근 흡반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으로 나뭇가지나 잎사귀에 붙어서 생활하는데, 건조하면 

이 흡반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다. 

2. 여주시 신륵사와 강월헌

1) 유래

신륵사는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천송리 봉미산에 있는 절이다.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 본사

인 용주사(龍珠寺)의 말사이다. 신라 진평왕 때 원효(元曉)가 창건하였다고 하나 정확한 것은 알 

수 없다. 절 이름을 ‘신륵’이라고 한 데는 미륵(彌勒) 또는 왕사 나옹(懶翁)이 신기한 굴레로 용마

(龍馬)를 막았다는 전설에 의한 것이라는 설이 있다. 또한 이 절은 고려 때부터 벽절(甓寺)이라

고도 불렸다. 이는 경내의 동대(東臺) 위에 다층전탑이 있는데, 이 탑 전체를 벽돌(塼)로 쌓아 올

린 데서 유래한 것이다. 이 절의 중요문화재로는 보물 제180호인 조사당(祖師堂), 보물 제225호

인 다층석탑, 보물 제226호인 다층전탑, 보물 제228호인 보제존자석종(普濟尊者石鐘), 보물 제

229호인 보제존자 석종비(普濟尊者石鐘碑), 보물 제230호인 대장각기비(大藏閣記碑), 보물 제

231호인 석등이 있으며, 유형문화재로는 주법당인 극락보전(極樂寶殿)과 그 이외의 부속건물로 

구룡루(九龍樓), 명부전(冥府殿), 시왕전(十王殿), 산신당, 육각정 등이 있다. 조사당에는 무학, 

지공, 나옹이 진영이 봉안되어 있다. 특히 남한강 절벽위에 강월헌(江月軒)이라는 정자도 있다. 

절 앞으로는 남한강이 흐르고, 강가에는 황포돛배나루터가 있다. 강 건너에는 강변유원지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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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리, 매룡리고분군이 있다.4)

2) 전형

사찰의 창건설화는 보통 신이한 이야기로 시작된다. 사찰에 몸담았던 고승의 행적, 사찰 및 주

변의 자연물에 관한 내력, 사찰을 배경으로 일어난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주를 이룬다. 사찰연기

설화는 전설의 한 갈래로 ① 창 건의 구체적인 시공간적 배경 제시, ② 진실성을 위한 실체로서 

대상물 제시, ③ 공간적 전승범위 내의 신이한 주인공들, ④ 해당 사건에 우호적인 화자 등을 특

징으로 한다. 창건연기설화에 서술되고 있는 사찰의 건립과정은 실제 사찰의 조성과정과 병치

하여 생각할 수 있다. 부연하면 ① 사찰터 선정-성소의 발견, ② 건축을 위한 정지(整地)-신적 

존재로부터의 점지(點指), ③ 축조-성소의 점유와 질서화, ④ 완성-희생공희(犧牲供犧) 및 성

소 완성이 그것이다. 이중 신격의 점지를 통하여 사찰 창건지를 정하는 경우는 허다하게 발견되

는 바 그 대표적인 설화를 개략하면 다음과 같다.

①  양산 내원사 : 원효가 천명의 대중을 이끌고 수도할 장소를 찾던 중 원적산(지금의 천성산) 

산신이 마중하자 그 터를 점지한다.

②  송주 송광사 : 문수보살이 혜린대사에게 석존의 명이라며 가사, 발우, 불사리를 전하고, 전

라도 송광산이 불법을 전할 곳이니 절을 세우라고 명한다.

③  서울 봉원사 : 찬즙 스님이 절을 옮기려 백일기도를 마치는 날, 여인으로 화한 관세음보살

이 사찰터를 일러주어 반야암 자리에 도량을 일으켰다.

④ 속초 신흥사 : 백발 신인이 출현, 삼재(三災)가 미치지 않는 터를 점지하여 창건한다.

⑤  예산 향천사 : 황금빛 까마귀 한 쌍이 날아와 머리 위를 맴돌며 덕봉산 기슭까지 안내하자 

그 자리에 절터를 닦았다.

이상의 연기설화에서 사찰 입지를 점지하는 존재는 관음 등의 불신격(佛神格)이나, 부처의 명

을 받은 신인(神人), 혹은 득도한 고승들이다. 신격을 통해 장소를 점지 받음으로써 사찰터는 자

연경관과 별개로 신성한 권위를 보장받는다.5) 

4) 사찰문화연구원, 『전통사찰총서 3-경기도 Ⅰ-』, 1993; 권상로 편, 『한국사찰전서』, 동국대학교 출판부, 1979.

5)  양상현, 「창건연기설화(創建緣起說話) : 사찰건축에 신성(神性)을 부여하는 언술적(言述的) 방편」,『대한건축학회 논문집』21, 대한

건축학회, 2005, pp.101-108.

표 3. 신격의 점지가 등장하는 창건연기설화 사찰

점지 주체 대상 사찰

보살, 신인 낙산사, 용화사, 송광사, 청련사, 백련사, 봉원사

신인, 산신령, 고승 미황사, 쌍계사, 내원사, 영탑사, 정암사, 보문사, 신흥사, 기림사

신이한 동물 운문사, 향천사, 불회사

3) 변형

신륵사의 얽힌 이야기 유래는 주로 ‘신륵’이라는 절 이름에서부터 시작된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신라와 고려에 각각 고승을 중심으로 그들의 기이한 행적과 이어진다. 먼저 진평왕(眞

平王) 때 원효대사 설화가 전해진다. 어느 날 원효대사의 꿈에 흰 옷을 입은 노인이 나타나 지금

의 절터에 있던 연못을 가리키며 신성한 가람이 들어설 곳이라고 일러준 후 사라졌다. 그 말에 

따라 연못을 메워 절을 지으려 하였으나 뜻대로 잘 되지 않았다. 이에 원효대사가 7일 동안 기

도를 올리고 정성을 드리니 9마리의 용이 그 연못에서 나와 하늘로 승천한 후에야 그곳에 절을 

지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한편 고려 말인 1376년(우왕 2) 나옹(懶翁) 혜근(惠勤)이 머물렀던 곳으로 유명한데, 당시 이

미 200여 칸에 달하는 대찰이었다고 한다. 1472년(조선 성종 3)에는 영릉 원찰(英陵願刹)로 삼

아 보은사(報恩寺)라고 불렀다. 신륵사로 부르게 된 유래는 몇 가지 설이 전해지고 있다. 그 하

나는 “미륵(혜근을 가리킴)이, 또는 혜근이 신기한 굴레로 용마(龍馬)를 막았다”는 것이고, 다

른 하나는 “고려 고종 때 건너 마을에서 용마가 나타나, 걷잡을 수 없이 사나우므로 사람들이 붙

잡을 수가 없었는데, 이 때 인당대사(印塘大師)가 나서서 고삐를 잡자 말이 순해졌으므로, 신력

(神力)으로 말을 제압다고 절 이름을 신륵사라고 했다”는 것이다. 고려 때에는 벽절(甓寺)이라 

불려지기도 하였는데, 이는 경내의 동대(東臺) 위에 있는 다층전탑(多層塼塔)을 벽돌로 쌓은 데

서 유래한 것이다.6)

6) 한국불교연구원, 『한국의 사찰 16-신륵사-』, 일지사, 1978; 문화재관리국, 『문화유적총람』,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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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형 해석

“들은 평평하고 산은 멀다” 신륵사에서 나옹화상과 벗 삼아 놀고, 스님의 행장을 비문으로 남

긴 목은(牧隱) 이색(李穡)이 말한 대로 여주는 자연경관이 풍요로운 곳이다.

충주의 월악에서 발원하여 오대산의 물과 합하여 이곳에 이르러 남한강의 상류가 되는 여강(

麗江)을 만들고, 그 주변에 너른 여주평야를 끌어안은 여주가 있다. 굽이굽이 돌던 한강수가 서

울에 이르기 전 한 순간 쉬는 곳. 여주. 그곳 중심을 흐르는 여주군 북내면 천송리 나지막한 봉

미산, 이 산의 꼬리가 여강에까지 뻗어 안벽을 이루는 그 남쪽 기슭에 천년고찰 신륵사가 자리 

잡고 있다.  

신륵사는 예로부터 그 경치가 빼어나게 아름다워 이를 칭송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조선시

대 문인 김수온은 ‘여주는 국토의 상류에 위치하여 산이 맑고 물이 아름다워 낙토라 불렸는데, 

신륵사가 이 형승의 복판에 있다’고 그 절경을 노래한 적이 있다. 신륵사는 우리나라에서는 보

기 드물게 강변에 자리 잡고 있는 사찰이다. 절 앞에는 남한강이 한 구비 돌아 머물면서 넓은 모

랫벌을 만들어 놓았다.

한편 강월헌에서 바라보는 경치는 신륵사 주변의 경관 중 최고를 자랑한다. 이 위에 올라앉으

면 남한강의 물굽이가 한눈에 들어온다. 특히 사방이 툭 터진 정자 위에 오르면 유유히 흐르는 

남한강 줄기가 한눈에 들어온다. 황포돛배를 단 유람선이 두둥실 강줄기에 떠 있는 풍경이 그림 

같다. 특히 휘영청 보름달이 떠오르는 밤에 이곳에 서면 달빛에 젖은 강물과 하얀 은모래 백사

장이 한 폭 그림 같은 정경을 보여준다.

왼손으론 번개를 잡고

오른손으론 바늘에 실을 꿴다네

산에 구름 피어나니 정안(定眼)이요

강 위에 뜬 달엔 선심(禪心)이 서렸구나.

左手捉飛電 (좌수착비전)

右手能穿針 (우수능천침)  

山雲生定眼 (산운생정안)  

江月入禪心 (강월입선심)  

 - 서산대사의 ‘江月軒(강월헌)’

서산대사의 손바닥 안에 건곤(乾坤)이 머문다. 산 구름이 피어나니 그것이 정안(定眼)이다. 정

안(定眼)은 깨달음의 눈 즉 활안(活眼)이다. 강달에 서린 선심(禪心)이라면 선정 삼매이다. 오

늘날에도 강월헌은 절벽위로 넓게 바위가 이어져 있어 연인들이 함께 앉아 사랑을 나누는 장소

가 되고 있다. 

이처럼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곳에 인세에서 벗어나 자연을 벗삼아 살고 싶은 마음이 고래로 

많은 사람들의 염원이었을 것이다. 단지 경관에 끌려 사찰과 정자를 짓자고 하기에는 여러 사람

을 설득시켜 노동력과 자금을 소모시키기에는 명분상 부족했을 수도 있다. 당시 정치적인 목적

과 문화향유에 대한 욕구를 달성하거나 해소할 수 있는 계층은 한정적이었다. 신라, 고려, 조선 

시대를 거쳐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인물들이 고승, 문인, 왕족 등 정치·경제·종교상

의 지도층 계층이었다는 것도 이 설명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현대는 법제상으로 만인이 평등하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어 있고 문화향유 계층의 저변

이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로 넓혀졌다. 이제 자연경관과 더불어 사찰과 정자는 우리나라 고

유의 문화경관을 이루었고, 고승과 문인들이 엮은 이야기 자원은 인문학적 체험을 유도하는 하

나의 관광상품으로 거듭나고 있다.

여주 신륵사에서 바라보는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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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신륵사 극락보전

신륵사의 강월헌여주 신륵사 다층석탑

3. 이천시 효양산 은혜 갚은 사슴 이야기

1) 유래

「은혜 갚은 사슴이야기」는 전국에 걸쳐 전승되고 있는 설화와 각종 설화집류에 수록된 자료를 

보면 약 140여 편에 이른다.7) 「금강산 선녀 설화」, 「선녀와 나무꾼」, 「사슴을 구해 준 총각」 등으

로도 불리며 가장 유명한 표제는 「나무꾼과 선녀」라고 할 수 있다. 이 설화는 전승 과정에서 여

러 삽화가 덧붙으면서 많은 변이형이 형성된 대표적인 민담이다. 이 변이형은 결말에 따라 두 

가지로 대별된다. ① 나무꾼이 하늘에 올라가 선녀를 만나 잘 살았다는 행복한 결말, ② 하늘

에 올라갔던 나무꾼이 어머니가 보고 싶어 다시 지상에 내려왔다가 금기를 어겨 수탉이 되었다

는 비극적 결말이 그것이다.8) 이 후 각 지역마다 인물과 사건에 따라 다양한 변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천은 실존 인물과 설화가 결합되어 보다 생동감 있는 은 「은혜 갚은 사슴이야

기」를 들려준다.

2) 전형

사슴 한마리가 황급히 나무꾼에게 달려오더니, 사냥꾼이 쫓아오니 숨겨달라고 애원했다. 사

슴의 몸에는 화살이 박혀있었다. 나무꾼은 사슴을 숨겨주고 사냥꾼에게는 사슴이 저쪽으로 갔

다고 말해 사냥꾼을 따돌렸다. 은혜 갚은 사슴이야기의 전반부다. 전래동화 ‘선녀와 나뭇꾼’에서

는 목숨을 구한 사슴이 나무꾼에게 선녀가 목욕하는 연못의 위치를 알려준다. 나뭇꾼은 선녀와 

결혼해 아이를 낳지만 선녀는 하늘로 돌아간다. 후에 나무꾼은 다시 사슴의 도움으로 하늘에 올

라가 다시 선녀를 만나 행복하게 잘 살았다.

7) 배원룡, 『나무꾼과 선녀 설화 연구』, 집문당, 1993, p.14.

8) 김민옥, 「‘나무꾼과 선녀’ 설화의 소설적 변용」, 『비평문학』 44, 2012, p.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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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형9) 

① 이천의 은혜 갚은 사슴과 서희

이천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의 결말은 이와 다르다. ‘동국여지승람(東國與地勝覺)’ 등의 

옛 문헌에도 소개되어 있는 은혜 갚은 사슴 이야기는 역사적 인물들의 일대기와 접목돼 보다 

생생하고, 드라마틱하다.

사슴을 구해준 사람의 이름은 서신일이다. 그는 여든이 넘도록 자식이 없었다. 사슴의 목

숨을 구해준 날 밤 꿈에 산신령이 나타났다. 산신령은 서 씨에게 “그대가 구한 사슴은 나의 

아들”이라며 “곧 나라의 큰 인물이 될 아이를 얻게 될 것이며 자자손손 크게 번성할 것”이라

고 말했다. 열 달 후 정말로 아들이 태어났다. 천수를 다한 서 씨가 세상을 떠났을 때 사슴이 

다시 나타나 상주의 옷자락을 물고 이끌었다. 상주는 사슴이 안내한 곳에 서 씨의 묘를 썼다. 

이천의 사슴 설화

9)  상기 글은 저자의 허락을 얻어 인용과 변용한 것임을 밝혀둔다.(민정주, “[천년경기, 문화원형으로 읽다·2 ] 이천 효양산 은혜 갚

은 사슴 이야기-’서희 가문‘ 품은 神靈한 산의 정기 굽이굽이 흐르다 ”, 경인일보, 2016.08.24.)

서 씨의 아들은 고려 광종 때 내의령(內議令)을 지낸 정민공 서필(徐弼)이다. 서필은 성품이 

곧고 바른 말을 잘하는 사람이어서,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보면 임금에게라도 간언을 서슴지 

않았다. 사치를 좋아하는 광종이 신하들에게 금으로 만든 술잔을 하나씩 선물했는데, 서필은 

받지 않았다. 왕이 사양하는 이유를 묻자, 그는 “신이 비록 재상 자리에 있다고는 하지만 평

소 임금님을 잘 보필하지 못한 터에, 이제 금 술잔을 내려 주시니 더욱 황공하고 분수에 넘치

는 일입니다. 의복과 그릇의 쓰임에는 각각 구별이 있어야 하고, 사치와 검소한 정도에 따라 

나라의 치란(治亂)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만일 신하들이 모두 금 그릇을 쓴다면 임금님께서

는 장차 어떤 그릇을 쓰시겠습니까?” 라고 대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필은 아들을 셋 두었는데, 둘째 아들 서희는 거란의 80만 대군이 고려를 침입했을 때 단

신으로 적장 소손녕(蕭遜寧)을 만나 피한방울 흘리지 않고, 외교력만으로 나라를 구했다. 소

손녕은 고려가 거란의 땅을 침식하고 있으며, 거란과 땅을 접하고 있는데도 바다 건너 송나라

를 섬기고 있어 침입했음을 밝혔다. 근본적인 이유가 후자라는 것을 간파하고 있던 서희는 “

우리나라는 곧 고구려의 옛 터전을 이었으므로 고려라 이름하고 평양(平壤)을 도읍으로 삼은 

것이다. 만약, 지계(地界)로 논한다면 상국(上國)의 동경(요양遼陽)도 모두 우리 경내에 들어

가니 어찌 침식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뿐만 아니라 압록강 안팎도 역시 우리 경내인데 지금

은 여진이 그곳에 도거(盜據)해 완악(頑惡)하고 간사한 짓을 하므로 도로의 막히고 어려움이 

바다를 건너는 것보다 심하다. 조빙(朝聘)을 통하지 못하게 된 것은 여진 때문이니 만약에 여

진을 쫓아내고 우리의 옛 땅을 되찾게 하여 성보(城堡)를 쌓고 도로가 통하게 되면 감히 조빙

을 닦지 않겠는가”라고 반박, 설득했다. 서희의 언사와 기개를 본 거란은 싸우지 않고 철병했

다. 서희는 그 후로도 북진을 개척해 고려의 국방력을 튼튼히 하는데 힘썼다.

서희의 아들 서눌(徐訥) 또한 정종때 높은 관직에 오른 문신이다. 이처럼, 3대가 모두 정승

의 지위에 올라 크게 이름을 떨치고, 그 후손들이 번창해 이천 서씨 가문의 일대 중흥을 일으

켰다. 후손들은 이 모든것이 신일이 사슴을 구해준 은덕이며, 사슴이 잡아준 신일의 묘자리

가 둘도 없는 명당이라고 여겼다. 

② 효양산 이야기

서신일의 묘가 있는 곳은 이천 효양산이다. 200m가 안되는 야트막한 산이지만 이천 사람

들에게 효양산은 ‘우주산’이다. 그만큼 효양산에는 전해내려오는 이야기도 많고, 보물과 명당

도 많다. 가장 잘 알려진 보물은 금송아지다. 중국 황제가 아침에 세수를 하는데 대야에 금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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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가 보였다. 점쟁이는 이 금송아지가 효양산에 있다고 일렀다. 황제는 금송아지를 몰래 가

져오라며 신하를 보냈다. 이천 작별리에 다다른 신하는 머리가 하얀 노인에게 효양산이 어디

냐고 물었다. 노인은 “이 길을 계속 걸으면 오천 고을이 나오는데, 오천 고을을 지나 억만리

를 가서 다시 이천장을 지나가면 억억다리가 있지. 억억다리를 건너면 구만리벌판이 나오는

데 그 건너편에 있는 산이 효양산”이라고 말했다. 노인은 덧붙였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

을 때 아버지께서 중국으로 장사를 가셨는데 하도 오지 않으셔서 일곱 살 되던 해에 아버지를 

찾아 나섰다가 지금 이 나이가 되도록 못 만났고, 이 지팡이도 원래 두 자가 넘었는데 다 닳아

서 손바닥만큼 짧아졌소.” 이 말을 들은 신하는 금송아지를 포기하고 돌아갔다는 이야기다. 

이 노인은 금송아지를 지키려는 효양산 산신령이며, 금송아지는 아무도 찾지 못했다고 한다. 

효양산에는 이 베틀로 짠 옷을 입으면 사람의 몸이 새털처럼 가벼워져 하늘을 날게 된다는 

‘금베틀’과 무엇이든 그릇에 담는 대로 가득 찬다는 ‘화수분’도 있다. 이천문화원 이동준 사무

국장은 “구만리뜰이나 억억다리 등은 모두 이천에 실제하는 지명으로, 이런 설화들은 이천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준다”며 “보물에 관한 설화가 보물의 효험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쓰느

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이천의 미래도 사람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4) 원형 해석

보은담은 은혜를 입은 동물이나 사람이 시혜자(施惠者)에게 은혜를 갚는다는 내용의 이야기

이다. 주로 동물인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더 극적이며 상징적인 효과도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

된다. 동물도 은혜를 갚는데 하물며 사람이야 당연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다고 본

다. 은혜 갚은 사슴 이야기로 대표되는 보은설화는 자유민권과 인권의식, 그리고 과학적인 사고

방식에 익숙해진 현대인의 관점에서 이해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야기는 이야기로서 그야말

로 이성적 존재가 아니라도 은혜를 입으면 갚는다는 단순 사고로 접근하는 것이 이해와 분석에 

적절할 것이다. 이야기 내용은 과학적인 증명이나 증거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야기를 처음 만들

었던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인간과 동물, 인간과 식물, 즉 인간과 자연이 서로 인격적으로 교류

하며 소통이 가능한 존재로 인식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 소통은 사실 일방적인 측면을 내재하고 있다. 당시 사람들은 은유와 상징, 신화로서 자연에

게 인간사회를 유지할 구체적인 바람과 욕망을 투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생활이 어려워도 

은혜를 베풀며 성실히 살면 현세에 바라는 욕망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담고 있는 것이

다. 이는 현대에도 성행하는 기복신앙과 닮아 있으며, 사건의 인과와는 상관없이 선행에는 긍정

적인 효과가 따라올 것이라는 바람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5) 현대적 활용10)

이천시는 2005년부터 효양산 전설문화축제를 열어 청소년과 시민들이 고장의 전설과 역사를 

알리고, 화합하는 자리를 마련해왔다. 올해부터는 ‘서희문화제’로 이름을 바꿔 9월 10일 서희테

마파크에서 개최한다. 이천시의회 김하식 의원은 “전설문화축제는 효양산이 있는 부발읍에서 

읍단위의 작은 행사로 시작됐다. 읍민들과 초등학생들의 백일장을 치르며 서희선생의 외교능력

을 통해 화합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

10) 위의 기사

이천시 마암리 효양산 서희테마파크 입구) | 경인일보이천 효양상 사슴상) | 이천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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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그는 “이천은 예로부터 살기 좋은 고장으로, 주변 지역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래서 전설과 

문화적으로도 발달할 수 있었던 것 같다”며 “효양산과 서희선생이라는 인물은 이천을 넘어 대한

민국을 대표 할 만한 역사,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전 국민이 참여하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앞으로 이천의 문화원형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4. 성남시 은혜 갚은 두꺼비 

1) 개요

 「은혜 갚은 두꺼비」 설화는 성남시 분당구 두껍능산에 얽힌 전설이다. 「지네장터 설화」, 「두꺼

비와 지네」라고도 하며, 두꺼비가 은혜를 갚기 위하여 지네의 희생물이 된 소녀를 살리고 희생한

다는 내용이다. 희생된 두꺼비의 넋을 기려 마을 사람들이 그 시신을 앞산에 묻고 산이름을 두

껍능산이라고 하였는데 지금의 성남시 분당동 건너편의 야트막한 산이 그것이라는 것이다. 유

래는 알 수 없으나 192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많은 지역에서 오랫동안 전승된 이야기가 한국

학중앙연구원에서 디지털화한 『한국구비문한대계』에 실려 있다. 예컨대 「두꺼비를 도와주고 죽

음을 면한 새댁」(1984, 경북 예천군 보문면), 두꺼비와 각시(1982, 경남 의령군 지정면), 두꺼비

와 지네(1984, 전북 정읍군 고부면) 두꺼비와 지네의 싸움(1980, 경북 영덕군 강구면) 등 70여

건의 유사한 사례가 관찰되고 있다.11)

2) 전형

옛날에 이웃 동네에 살림 잘 하는 처녀가 한 명 살았다. 하루는 부뚜막에서 밥을 푸고 있는데 

옆에 조그만 두꺼비가 한 마리 와서 앉아 있어서 밥을 푸는 김에 한 숟갈 떠주니까 날름 집어먹

고, 일 년이 지나자 두꺼비는 재떨이보다도 더 크게 자랐다. 

그러던 어느 날, 처녀가 사는 마을에서는 마을 뒷쪽 성황당의 신인 지네에게 해마다 18살 먹은 

11)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2016.11.31. 검색.

처녀를 제물로 바쳐야 하는 풍습이 있었는데, 그 처녀가 제물로 뽑히게 되었다. 처녀가 집에서 출

발하려는데 두꺼비가 잡자 치마폭에 두꺼비를 감추어 성황당까지 갔다. 제사를 지내고 두꺼비와 

처녀만 남는데, 큰 지네가 나타나서 잡아먹으려고 하였다. 이 때 두꺼비와 지네는 밤새도록 붉고 

푸른 불을 뿜으며 치열하게 싸우고 처녀는 기절하였다. 이튿날 아침 사람들이 가서 보니 두꺼비

는 지네와 함께 죽고 소녀는 살아 있었다. 그 뒤 마을의 우환이 사라지고 마을은 평화로워졌다.12)

12) 오세정, 한국민속문학사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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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형

비교적 오랜 기간 많은 지역에서 전승된 이야기라 각 편의 수가 많은 편이다. 세세한 이야기

에서 차이가 있더라도 두꺼비가 자신을 보살펴 준 소녀에게 은혜를 갚는다는 내용은 공통이다. 

지네 대신에 구렁이(뱀)가 등장하는 경우도 있다. 소녀가 제물이 되는 경위는 자기 차례가 된 경

우와 아버지를 봉양하기 위해 돈을 받고 제물이 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지네를 퇴치한 두꺼비

가 죽고 소녀는 살아서 집으로 돌아가지만, 이후 소녀에 대한 보상 부분도 조금씩 차이가 있다. 

소녀가 지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아 돌아간 것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돈이나 

좋은 배필을 얻는 이야기도 있다.13)

두꺼비와 지네의 대립구도를 바탕으로 현대의 플랫폼인 애니메이션으로 일본과 한국에서 활

용된 예도 있다. 일본 애니메이션 「만화 세계 옛날 이야기」(まんが世界昔ばなし, 1976)에도 한

국의 설화를 각색하여 수록되어 있다. 이 작품에서는 지네가 아니라 뱀으로 나오는데 두꺼비

가 온 몸을 부풀려 엄청나게 커져 뱀을 놀라게 하여 기선제압하고 기습하여 죽이지만 그 와중

에 몸이 터져 숨을 거둔다. 김청기 감독의 「꼬마어사 똘이」(1980)에서는 인신공양의 모티브를 

딴 악역과 대치구도로 간략하다. 암행어사인 똘이가 식인지네를 쓰러뜨리는데 조상 대대로 전

해지던 두꺼비의 기운이 들어간 구슬을 이용하여 공격하자 비로소 지네가 불멸성을 잃고 퇴치

할 수 있게 된다. 

4) 설화 해석

「은혜 갚은 두꺼비」 설화는 동물을 내세워 인간의 윤리나 행동규범을 이야기하는 점에서 한국

의 동물(보은)설화의 전통을 잇고 있다. 또한 인신공희 모티프로 인간과 자연, 인간과 악신에 대

한 사유방식과 관계 맺기 양상을 살필 수 있다. 악신이거나 공포의 대상인 지네와 인간과 상부

상조하는 두꺼비의 대립 관계로 동물들에 대한 사람들의 상상력이나 관념을 엿볼 수 있다. 특히 

두꺼비의 경우, 한국을 비롯한 동양의 전통에서 재복신 혹은 가신, 수호신 같은 의미를 지닌다

는 점에서 신화적 동물관을 계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14)

1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6-8, p.519, 1980∼1988; 8-14, p.572, 1980∼1988.

14) 오세정, 「희생서사의 구조와 인물 연구」, 『어문연구』 116, 한국어문연구회, 2002.

일반적으로 동물보은설화는 수혜자 동물이 은혜를 베푼 시혜자에게 보은하는 것에 초점이 맞

춰져 있지만 보은의 정도에 따라 해석이 다르다. 「흥부전」의 제비, 「인불구 유래」의 사슴이나 구

렁이, 「나무꾼과 선녀」의 사슴처럼 동물들은 중요한 정보나 재화 등을 제공하여 은혜를 갚는 것

이 보통이다. 이에 반해 「은혜 갚은 두꺼비」에서 두꺼비는 시혜자 인간을 돕기 위해 스스로를 희

생한다. 또한 후자의 특징은 인신공희(human sacrifice, 人身供犧)에 있다. 이는 신화, 전설, 고

전소설에서 자주 발견되는 모티프로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존재에게 약한 인간이 숭배와 복종

의 의미로 산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다. 인신공희는 두 가지 배경이 있는데, ① 경외심에서 

우러나오는 숭배 행위로 하는 인신공희, ② 공포와 폭력에 굴해서 어쩔 수 없이 행해지는 인신

공희가 있고 이 둘 사이에는 해석의 차이가 있다. 경외심의 인신공희 전통은 제임스 조지 프레

이저(James George Frazer)의 『황금가지(The Golden Bough)』에서 소개된, 전 세계에서 행해

진 생산과 풍요를 위한 재생제의에서 잘 나타난다. 반면 우리나라의 설화에서는 「은혜 갚은 두

꺼비」 말고도 「백일홍」이나 「금령사굴 뱀」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이무기나 뱀과 같은 흉악한 동

물에게 강제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백일홍」이나 「금령사굴 뱀」에서는 남

성 영웅이 출현하여 괴물을 퇴치하고 인신공희의 악습을 없앤다는 점에서 「은혜 갚은 두꺼비」

와 다르다.15)

5) 원형 해석

희생은 흔히 숭고한 개념으로 인식된다. 인간이 신체, 생명, 재산 등을 잃을 줄 알면서도 높은 

가치를 위해 희생하는 것을 일컫는다. 희생은 단순한 봉사나 애정과는 차원이 다르다. 왜냐하면 

극단적인 육체·정신적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이 고통은 희생자의 죄과에 있지 않고, 오히

려 타자나 사회적 시스템의 불가피한 부조리에 있는 경우가 많다. 즉 희생은 대가(代價)의 의미

가 강하다. 이런 종류의 이야기는 동서양 고금을 막론하고 다양하게 내려온다. 특히 한국의 ‘희

생서사(犧牲敍事)’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이야기는 대부분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다. 

① 희생양(犧牲羊)으로 통칭할 수 있는 희생당하는 인물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역할로 이야기 주

제와 가치의 형상화, ② 희생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의 구조적 설정을 초월함으로써 일종의 제의

15) 노영근, 「두꺼비 보은형 민담의 유형분류와 해석」, 『비교민속학』 46, 비교민속학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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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양상을 띠는 것이 그것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서사무가(敍事巫歌)인 「바리공주」, 중부지방에 

널리 알려진 전설인 「지네장터」, 판소리와 소설로 내려오는 「심청전」 등도 유사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신화(敍事巫歌), 전설, 소설이라는 장르 차이에도 불구하고 희생을 전면의 가치로 

내세우고 있다.16) 즉 인간이라면 살아가는 활동 이상의 윤리적·이상적 가치의 실현을 위한 행

동을 보여야 그 스스로 주어진 가치를 초월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혀진다.

위기발생 → 주인공의 희생 → 위기극복

희생설화의 일반적인 구조

5. 광주시 엄미리 장승

1) 유래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엄미리에 내려오는 장승, 그리고 산신제와 장승제의 유래는 다음과 같

다. 조선 인조 때 청나라가 남한산까지 내려와 항복한 장군들 다 죽이고 나중에 염병까지 돌아서 

동네사람들이 다 죽어나갔다고 한다. 당시 엄미리 노인들이 무속인한테 가서 살 대책을 물었더

니 장승을 깎아서 마을 입구에 세우고 산신제를 지내면 낫는다고 하여 그렇게 하니까 정말 환자

들이 나았다고 한다. 그것을 시작으로 산신제와 장승제가 병행되었지만 현재는 중부면 엄미2리

에 장승제만 계승되고 있다.17) 광주시 엄미리에 전해오는 장승은 한국 목장승의 대표로 인정되

어 국립민속박물관에 전시되기도 하였고, 88올림픽 때는 엄미리에서 깎은 장승이 선수촌에 세

워지고, 김포공항에도 엄미리 장승을 본 딴 것이 세워져 있다. 광주 엄미리 주민들은 평안과 지

역민들의 무병을 기원하기 위해 2년에 한 번씩 370년 동안 장승제를 지내고 있다.18) 즉 살아있

는 민속과 마을주민들의 삶에 끼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 있을 정도로 장승과 그 속에 담긴 이야

기 자원을 잘 간직하고 있는 셈이다.

16) 오세정, 「희생서사의 구조와 인물 연구」, 『어문연구』 116, 한국어문연구회, 2002, pp.118-119.

17) 김지욱, 「광주시의 마을신앙과 제당」, 『경기도의 마을신앙과 제당』, 전국문화원현합회 경기도지회, 2002.

18) 민정주, “[천년경기, 문화원형으로 읽다·3] 광주 엄미리 장승”, 경인일보, 2016.08.31.

엄미2리 마을 입구의 장승) | 경인일보

2) 전형

장승은 장승자체의 형태와 위치에서 오는 의미와 그것에 담긴 무형적 전승양상으로 구분하여 

설명될 수 있다. 장승은 위치에 따라 사찰장승·읍성장승·마을장승으로 나뉘는데, 먼저 장승

의 형태적·의미적 특성에 대해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장승은 ① 마을입구 또는 사찰입구에 위

치, ② 마을 및 사찰의 규범을 수호하는 수호신, ③ 얼굴은 해학적이라도 무장 얼굴형상을 표현, 

④ 사찰 또는 마을로 들어오는 길 좌우 양쪽에 배치, ⑤ 재질은 석재, 혹은 나무, ⑥ 형태상 크

게 두부와 신부로 나뉘어 신부에 명문상 ‘-선신(善神)’, ‘-대신(大臣)’, ‘-장군(將軍)’, ‘-축귀(逐

鬼)’, ‘-금귀(禁鬼)’ 등 수호신, 장군신, 방위축귀신 계통 등으로 나눌 수 있다.19) 한편 무형적 전

승양상은 산신제와 장승제가 있지만, 본고에서는 현재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광

19) 송화섭, 위의 글 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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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 중부면 엄미2리의 장승제를 중심으로 서술해 보았다. 장승제는 2년에 한 번 음력 이월 초

순에 날을 잡아 장승을 세운 다음 곧바로 시행된다. 이때 제의를 주관할 당주와 화주를 함께 정

한다. 장승은 남장승 2기와 여장승 2기를 만들며, 솟대도 만든다. 장승의 머리는 나무의 밑부분

으로 만든다. 그리고 남장승에 ‘천하대장군(天下大將軍)’, 여장승에 ‘지하대장군(地下大將軍)’이

라고 묵서한다. 장승을 만든 다음 남장승과 여장승이 길을 중심으로 서로 마주보게 세운다. 솟

대는 Y 자형 나무를 기러기 모양으로 깎아 긴 장대에 꽂아 세운다. 솟대는 서울 쪽(북쪽)을 향하

도록 한다. 장승제는 제물을 올린 다음 당주가 먼저 술을 따르고 재배한 다음 간단하게 준비된 

축을 읽음으로써 시작된다. 다시 술을 따르고 당주의 재배가 끝나면 소지를 올린다. 소지는 이

름과 생년을 밝히면서 가구별로 다 올려준다. 소지가 끝나면 통북어를 장승에 매달아 놓는 것으

로 장승제를 마친다. 이전에는 장승제가 끝나면 당주와 화주는 저녁을 먹고 개울물로 몸을 씻고 

밤 9~10시쯤에 산에 올라가 산신제를 지냈다고 한다. 1910년 무렵에는 장승터에서 도당굿을 하

였고, 난장도 들어섰다고 한다.20) 

3) 변형

장승과 관련된 이야기는 제의보다는 장승 자체의 의인적 인물성에 대한 설화가 많다. 신화에서

는 무조신(巫祖神) 바리공주의 남편들이 장승들을 관리하는 신으로서 부임 받는 설화가 직접적으

로 관련이 있다. 한국의 장승들은 인간세상(마을)의 경계를 수호하는 역할이므로, 바리데기가 이

승(인간세계)과 저승(신의 세계)을 이어주는 역할을 맡을 때, 바리데기의 남편은 두 세계의 경계 

혹은 길을 수호하는 신에 대응한다는 해설이 있다. 또한 바리데기의 남편은 산신이나 용신이나 객

사한 여행자를 돌보는 신이 되는 전승도 있는데, 역시나 장승들이 지닌 역할로도 치환가능하다.

한편 민담에 따르면 장승에 해코지를 하면 재액이 따른다고 한다. 장승들끼리는 전국적인 네

트워크가 구축되어 장승이 지나던 길손에게 굴욕을 당하면 대방장승(임금장승)에게 고하여 당

사자에게 수많은 종류의 질병으로 벌하였다고 한다. 그 예로 변강쇠가 장승으로 장작을 만들자 

팔도장승회의를 열어 500가지의 조선의 질병으로 변강쇠를 죽였다는 민담이 있다. 장승에게 해

코지를 하지 않도록 금기를 만들어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꼭 비극적인 결말만 있지 않은 것이 

20) 김지욱, 위의 글

막걸리와 북어대가리를 바치고, 잘못을 빌면서 장승귀를 잡고 입을 맞추면 병이 낫는다고 한다.

4) 원형 해석

장승은 장신, 수살, 벅수, 우석목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며 아직까지 전국의 곳곳에서 어렵

지 않게 볼 수 있는 민간신앙물이다. 흔히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으로 남녀 한 쌍을 만들어 동

네 입구에 세우는데 유래는 정확하지 않다.21) 다만 대전 괴정동에서 출토된 농경문(農耕文) 청

동기에 새겨진 솟대 그림을 경계표시나 이정표, 수호신으로 여긴다면 청동기 시대부터 비슷한 

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국가신앙인 불교가 도입된 이래 장승은 민속신앙으로 자리매

김하여 사찰의 경계표시나 호법신(護法神)으로 맥락을 이어간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시대 후기

에 이르면 새로운 서민·민중 예술형태는 문화적 향유와 소비, 그리고 생산 속에서 이루어지는 

노동문화로 대별된다. 특히 후자는 생산과정의 협업, 즉 두레·품앗이, 그리고 풍요·다산·액

막이·수호신 등 농업생산자들이 자연에 갖는 감정과 정서, 소박한 신앙의 내용으로 엮인다.22) 

한편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 자연재해, 흉년, 기근, 전염병등이 가장 혹심하던 시기, 사찰에

서는 지장전이 건립된 시기가 보다 적합한 유래라고 보기도 한다. 즉 수문신인 인왕상과 불보살 

호위장인 장군신이 내우외환으로 신음하는 중생들을 구원하고자 사찰에서 출타하여 읍과 촌락

으로 내려온 것으로 생각되기도 한다. 부연하면 조선후기 지장신앙의 성행은 말법시대, 모든 재

난에서 백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신장신앙의 이념에 따라 무장형 신장, 즉 장승이 사찰과 마을입

구에 세워지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을 장승의 신앙형태도 성지와 이

정표라기보다 마을주민을 재액으로부터 수호하는 형상의 상징이라는 점이 타당해 보인다.23) 즉 

장승은 개인과 공동체의 평안을 기원하기 위한 일종의 아이돌(idol, 偶像) 성격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장승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지역사회의 통합과 결속기능을 이어가기 위한 

제의이자 축제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21) 황루시, 「장승과 기러기가 지켜주는 마을―엄미리 산시제를 중심으로」, 『문화예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983

22)  이정근, 손성주, 「한국장승의 형태에서 보여지는 조형미에 관한 연구-목장승을 중심으로」,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9, 한국디

자인문화학회, p.538.

23) 송화섭, 「장승의 기원과 출현배경」, 『역사민속학』 18, 한국역사민속학회, 2004. pp.6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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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엄미리 장승의 계승 현황24)

엄미리 장승의 제작방법은 기억과 경험으로 전승됐다. 외지에 나가서 살던 자식들도 장승제

가 열리는 날이면 광주로 돌아온다. 장승과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도 그날은 장승을 깎는다. “여

기는 다 그냥 깎는거야. 집집마다 연장 없는 집이 없어. 낫이며 도끼며 끌이며. 그냥 잡으면 깎

는거지.” 그러나 세월이 피해가는 곳은 없고, 1988년 중부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옛 길이 끊겼

다. 서낭당과 장승이 있던 곳으로 도로가 났고, 사람들은 도로를 따라 도시로 떠났다. 장승이 마

을을 지켜준다는 믿음도 희미해졌다. “알지. 미신 그까짓 거 뭐 대단하다고. 밝은 세월에 미신을 

따라가려고 하냐고 하고, 애들도 반기지 않고 그래서 한 4~5년 장승제를 안했지. 산신제는 아

주 안지내고.” 요즘은 장승제를 2년에 한 번씩 한다. 장승제를 부활시킨 것은 김영윤 이장을 비

롯한 마을 청년들이었다. “한동안 젊은 사람들 중에 나서서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안 

하게 됐어요. 70~80 되신 어르신들이 하기에는 힘든 일이니까요. 그러나 마을의 자랑이라는 것

을 모두 알고 있었고, 잊혀지는게 안타까워서 청년들이 다시 나선 거지요.” 요즘에는 더 많은 사

람들이 장승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평일에 하던 장승제를 음력 2월 첫 번째 일요일에 연다. 장승

을 만들 때 쓰는 연장도 전기톱이나 전기 대패를 써서 제작 시간을 줄였다. 

지난해 열린 장승제는 경기문화재단과 광주문화원, 엄미리 마을이 공동 주관해 마을 행사가 

아닌, 광주시 행사로 치러졌다. 학계나 언론의 관심도 높았다. 문화원 관계자는 “엄미리 장승제

는 수도권에서 원형이 그대로 살아있는 민속 문화로 장승의 모양이나 장승제 진행 방법 등 문화

적 가치가 매우 커 그동안 학계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며 “잘 전승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24)  상기 글은 저자와 협의 하에 기재할 것을 전제로 허락을 득하였음.(민정주, “[천년경기, 문화원형으로 읽다·3] 광주 엄미리 장

승”, 경인일보, 2016.08.31.)

6. 하남시 팔달나루와 도미부인

1) 유래

도미부인 설화는 『삼국사기』 권48 열전8 도미(都彌)에 수록되어 있다. “도미설화”는 “관탈민

녀설화(官奪民女說話)” 또는 “열녀설화(烈女說話)”로 분류된다. “관탈민녀설화”란 지배 권력을 

가진 관리가 민간 여자의 정절을 빼앗으려는 이야기를 말하는데 이 설화는 백제왕으로 대표되

는 관(官)과 도미 부부로 대표되는 민(民)의 대립상을 보여준다. 반면에 지배 계층과 피지배 계

층 간의 대립상보다는 계속되는 시련과 위압을 도미의 아내가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가에 초점

을 두었을 때 이 설화는 “열녀설화”로 분류된다. 동아시아 여성에 대한 지배담론은 한나라 때 

유향(B.C.77~B.C.6)의 『열녀전(列女傳)』에서부터 시작된다. 열녀(烈女)가 아니라 열녀(列女), 

즉 여러 부류의 모범이 될 만한 여인들 삶에 대한 기록이었다. 그러나 사회적 요구와 남성작자

의 유교적 규범에 부합하는 모범적인 어머니, 혹은 정숙한 여인이라는 측면은 열녀(烈女)와 유

사한 측면이 일부 있다. 조선시대 지배계층인 사대부는 성리학적 가부장제 사회를 건설하기 위

해 기존 남성과 여성의 인격적으로 대등한 관계에서 종속관계로 바꾼 것으로 생각된다. 여성은 

남성에게 성은 물론이고 전적으로 종속되며, 이 종속성의 실현을 위해 그 자신의 생명까지 바쳐

야한다는 인식을 심었다고 보인다.25) 이 인식의 발현이 『소학』, 『삼강행실도』, 『열녀편』 등이다. 

도미설화의 도미부인은 이런 열녀(烈女) 이전의 열녀(列女)라고 생각되며, 오히려 관탈민녀형(

官奪民女型) 설화26), 오히려 권력의 압제에 맞서 자신의 정의를 실현한 모범적인 여성상으로서 

바라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전형

백제의 평민 도미와 그 아내에 관한 설화로 『삼국사기』 열전에 기록되어 있다. 삼국사기 열전

의 원문과 해석은 다음과 같다. 백제의 개루왕은 도미의 아내가 아름답고 행실이 좋다는 이야기

를 듣고, 도미를 잡아놓고 도미의 집에 찾아가 강압으로 도미의 처를 범하려 했다. 하지만 도미

25) 서보경, 「동아시아 열녀담론 재고」, 『우리문학연구』 51, 2016, pp.42-43.

26) 최래옥, 「관탈민녀형, 설화의 연구」, 『한국고전산문연구』, 동화문화사,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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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처가 꾀를 내어 자기 대신 계집종을 바치자, 속은 것을 알고 분노한 개루왕은 도미에게 눈을 

빼는 형벌을 가해 장님으로 만들고 배에 태워 강에 떠내려 보냈다. 그리고 도미의 처를 불러들

여 다시 범하려 하자, 도미의 처는 월경을 하고 있다는 핑계를 대서 기한을 미루고 도망쳐 천성

도(泉城島)에 떠내려와있는 도미를 찾았다. 부부는 같이 배를 타고 고구려로 도망쳤으며, 그들

을 불쌍히 여긴 고구려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구차히 살다 객지에서 일생을 마쳤다고 한

다.27) 천성도를 비롯한 이야기의 정확한 장소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현재 하남시 창우동 팔당

나루 부근이 개루왕이 도미를 던진 곳이라고 전해진다.28)

27)  都彌 百濟人也 雖編戸小民 而頗知義理 其妻羙麗 亦有節行 爲時人所稱 蓋婁王聞之 召都彌與語曰 凡婦人之徳 雖以貞㓗爲

先 若在幽昏無人之處 誘之以巧言 則能不動心者 鮮矣乎 對曰 人之情不可測也 而若臣之妻者 雖死無貳者也 王欲試之 留都

彌以事 使一近臣 假王衣服馬從 夜抵其家 使人先報王來 謂其婦曰 我久聞爾好 與都彌愽得之 來日入爾爲宫人 自此後 爾身

吾所有也 遂将亂之 婦曰 國王無妄語 吾敢不順 請大王先人校勘室 吾更衣乃進 退而雜餙一婢子 薦之 王後知見欺 大怒 誣都

彌以罪 矐其兩眸子 使人牵出之 置小舩泛之河上 遂引其婦 強欲淫之 婦曰 今良人已失 單獨一身 不能自持 况爲王御 豈敢相

違 今以月經 渾身汙穢 請俟他日 薰浴而後來 王信而許之 婦便逃 至江口 不能渡 呼天慟哭 忽見孤舟 隨波而至 乗至泉城島 遇

其夫未死 掘草根以喫 遂與同舟 至髙句麗䔉山之下 麗人哀之 丐以衣食 遂苟活 終扵覊旅 [『삼국사기』 권48 열전8 도미(都彌)]

28)  천성도는 현재 어디에 있는 어떤 섬인지 확실하지 않다. 그런데 경기도 광주군 동부면 창우리(현 하남시 창우동) 앞 팔당으로 가는 

팔당나루가 도미의 눈을 빼서 던진 도미나루라고 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권6 광주목(廣州牧) 산천조(山川

條)에 나와 있는 ‘도미진(渡迷津)’이 그 곳이다. 천성도는 한강에 있는 섬으로 추정하는 견해가 있다(조동일, 「설화편」, 『한국학기

초자료선집-고대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p.974; 정구복 외, 『역주 삼국사기』 4 주석편(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p.806).

3) 변형

정조를 지키는 여성이 나오는 작품이라, 유교적 윤리를 중시한 조선시대에도 긍정적인 평가

를 받고 많이 읽혔다고 한다. 또한 비극적인 내용이면서도 사회 구조적으로 약자인 여성이 꾀

로 왕의 권력에 대항하는 흥미로운 구도 때문에 현대에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월탄 박종화

는 단편소설 『아랑의 정조』(1937, 문장)를 집필하였다. 단 김치나 조선시대를 연상케 하는 한성

의 묘사, 곤룡포 등 시대 고증은 틀렸지만, 본래의 스토리 라인은 충실히 옮겼다고 보인다. 작가 

최인호도 『몽유도원도』(1995)라는 단편을 집필했고 개로왕-장수왕 시기를 다룬 『왕도의 비밀』

(1995)에서도 꽤 길게 다루었다. 마찬가지로 작가 방영주도 『도미별전(都彌別傳)』(2004, 한국소

설)에서 도미설화의 얼개를 바탕으로 당시의 사회상을 생동감 있게 그리고 있다. 그 외에도 여

러 가지 각색물이 있다. 도미설화는 본래 권력자가 백성의 인권을 유린하고 피해자는 복수하지 

못하고 비참하게 살다 죽는 결말이다. 한편에서는 어느 정도 타협하여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경

우도 있다. 도미부인이 도미의 한쪽 눈을 고쳐서 도미가 애꾸로 살다가 이 소식을 들은 고구려

의 장수왕이 도미부부를 앞세워 백제를 치고 도미부부 앞에서 개로왕을 베면서 복수한다는 식

으로 나오기도 한다.

4) 원형 해석

열녀(烈女)는 본래 개가하지 않는 여인이나 훼절을 피하기 위해 죽음을 선택한 여인을 말했

다. 관탈민녀(官奪民女)는 권력으로 정절을 빼앗길 상황에 처한 여인을 말했다. 박종화의 『아랑

의 정조』, 최인호의 『몽유도원도』, 『왕도의 비밀』, 방영주의 『도미별전(都彌別傳)』 등 모두 에피

소드를 확장시키거나 일부 변형시켰지만 서사는 관탈민녀형(官奪民女型) 설화29)를 그대로 답습

하고 있다. 현대에도 여전히 문학작품으로 변용되는 것은 조선초에 간행된 『고려사』, 『삼강행실

도』의 열녀(烈女)가 아니다. 다만 열녀(列女), 성별을 떠나 누구라도 칭송할 만한 인간상이 현대

의 인권의식에는 어울린다. 

물론 여자가 남편을 위하여 정절을 지키고자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는 것은 유교적 윤리에서, 

29) 최래옥, 「관탈민녀형, 설화의 연구」, 『한국고전산문연구』, 동화문화사,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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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현재의 관점에서도 일정부분 칭송할 만한 부분이 있다. 또한 여성이 권위의 폭력과 강간

에 맞서 인간으로서 주체성을 살리는 길이라면 현대적 윤리에서도 옳을 것이라 여길 것이다. 그

러나 열녀(烈女)는 고려말부터 조선초에 걸쳐 사대부들에 의해 시작된 성리학의 가부장적 질서

의 굴레이고, 여성을 성적 종속의 대상으로 여기는 인식이 내재되어 있다. 즉 열녀(烈女)는 행

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국가 이데올로기와 남성의 사회적 권위를 위한 종속체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전형적인 열녀설화(烈女說話)는 현대 인권사상에는 걸맞지 않다.30) 반면 동일한 

행위지만 관탈민녀형(官奪民女型) 설화로 바라볼 때 개인의 성과 생명의 자기결정권 인정을 전

제하였기 때문에 현대에 얼개가 살아남은 것으로 보인다. 이 설화는 이야기의 부조리한 설정 안

에서 보다 높은 윤리적 가치를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여 일종의 초월적 인물로 전화하는 약자를 

보여주는 구조이다. 말하자면 보다 숭고한 가치를 위해 나아가는 인간상은 인류의 보편적인 지

향점이다. 그래서 이를 내재한 “도미설화”가 여전히 회자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5) 현대적 해석과 대중매체에서의 등장

 『전설의 고향』(1997, KBS2)에 「도미의 처」라는 에피소드가 있다. 홍일권이 도미 역을, 故 장

진영이 도미의 아내 역을 맡았다. 『전설의 고향』 특유의 호러적인 내용으로 각색되지는 않고, 마

지막 장면에서 역경을 이겨내고 하늘에서 내린 비를 맞은 도미가 두 눈을 회복하는 장면을 보여

줌으로써 부부간의 변하지 않는 신의와 사랑을 교훈으로 마쳤다. 최인호의 소설은 뮤지컬로 각

색되어 2002년에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된 적이 있다. 2016년 2월부터 4월간 충무아트홀 중극

장에서 동일한 설화를 기반으로 한 뮤지컬 「아랑가」가 공연되었다. 『천 개의 비밀 어메이징 스

토리』(2016, 채널A)에서도 「개로왕의 위험한 내기」(165회)라는 제목으로 도미 부부의 이야기가 

등장했다.

30) 강명관, 『열녀의 탄생』, 돌베개, 2009, p.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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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포시 한재 이목의 「다부(茶賦)」

1) 유래

이목(李穆, 1471-1498)은 조선 전기 성종~연산군 연간의 문신

이자 학자이다. 호는 한재(寒齋)이며, 시호는 정간(貞簡)이다. 본관

은 전주, 개국공신 백유(伯由)의 후손이고, 윤생(閏生)의 아들이다. 

김종직(金宗直)에게서 수학하였다. 19세 때 진사시에 합격하여 성

균관 유생이 되었고, 1495년(연산군 1) 증광문과에 장원하였다. 이

후 전적(典籍)으로 종학사회(宗學司誨)를 겸임하였고, 이어 영안도

평사(永安道評事)가 되었다. 1498년 무오사화 때 윤필상의 모함을 

받아 김일손(金馹孫)·권오복(權五福) 등과 함께 사형에 처해졌다. 

1504년 갑자사화(甲子士禍) 때 다시 부관참시되었다가, 뒤에 신원

되어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1) 현재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에는 한

재 이목의 위패를 모신 사당인 한재당(寒齋堂, 1975.9.5. 경기도기

념물 제47호)이 있다. 저술로는 『이평사집(李評事集)』이 있는데, 그

의 증손 구징(久澄)이 1631년에 청송에서 간행한 중간본이 전해진

다. 이목은 당시 성선설(性善說)을 바탕으로 천인감응론(天人感應

論), 혹은 재이론적(災異論的) 요소를 결합시킨 사상체계를 보이고 

있다. 말하자면 김정, 서경덕 등 덕(德)으로서의 성(性), 유상, 김시

습, 이이, 이덕홍, 안민학 등 리(理)로서의 성(性)처럼 조선 전기의 

심성론을 탐구하던 문신이자 학자의 전형이었다고 볼 수 있다.2) 그

러나 현재 그의 심원한 사상보다 개인전집(個人全集)에 가까운 문

집(文集)의 일부 내용이 재조명 받고 있다. 이유는 한국 차문화에 대

한 담론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의 흔적이 현재 경기도 김포시

에 이어지고 있어서이기도 하다. 이목의 문집인 『이평사집(李評事

1) 김영우, 『조선 전기 심성론』,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4, 

2) 김영우, 위의 글

集)』 권1, 부(賦) 다섯 번째 항목에 한국에 현존하는 최고의 차문화에 대한 본격적 시론으로 평가

되는 「다부(茶賦)」가 있다. 부(賦)는 본래 시경의 표현방법의 하나로 경치나 사물, 그에 따른 작

자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서술한 것이다. 「다부(茶賦)」는 차의 이름과 종류, 주요산지, 산지의 정

경, 차의 특성을 서술하고, 각기에 따른 작자의 감상을 표현하고 있다. 

한재당(寒齋堂), 한재사당(정간사) 현판, 한재 위패, 한재묘(시계방향) | 김포시청, 김포다도박물관

2) 전형

문집(文集)은 한 개인의 단편 저술들을 집성한 것이므로, 당사자의 삶과 사유양식 뿐 아니라 

당시 시대모습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따라서 문집은 개인의 사상, 행적, 문학세계를 이해하

는 기본자료이자 그가 속한 시대의 사회상과 사상을 연구하는 중요한 자료이기도 하다. 한국 현

존 최고의 문집인 최치원(崔致遠, 857년~미상)의 『계원필경집(桂苑筆耕集)』(886) 이래 문인과 

지식인이 자신의 저술을 자편(自編)하거나 지인이나 친지가 당사자의 글을 모아 엮는 관습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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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어 있었다.3) 고려에 들어와 이인로(李仁老)가 임춘(林椿) 사후 그의 시문과 유고를 모아 『

서하선생집(西河先生集)』(1222)을 간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본격적인 문집의 체제를 갖춘 작

품은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이다. 조선시대 사대부의 문집은 시문을 망라하고 관련 문헌을 초

록하여 완비하려는 경향이 더욱 강해졌다. 이런 흐름은 현존하는 고려·조선 문집이 한국고전

번역원 한국문집총간 기준 정 350집(663종), 속 94집을 포함하여 총 1,079종 1,078인(최치원 2

종), 정편은 원서로 15,018권 4,917책 381,679명에 이르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장유는 

김현성 문집의 서문에서 무분별하게 유집을 간행하는 세태를 비판하기도 하였다.4) 이런 문집은 

다음 몇 가지의 특성을 보인다. ① 경(經)·사(史)·자(子)의 저술과 달리 일정한 주제를 체계적

으로 집필한 것이 아님,5) ② 문인이나 사대부 등 일정한 문학적 소양을 지닌 사람의 글을 모은 

것, ③ 문집의 서명(書名)은 저자의 호(아호, 별호, 당호, 헌호, 실호)를 이용, ④ 시와 문(文)을 

분리하고, 시를 창작연대순, 문을 문체별로 편찬, ⑤ 소재는 다채로우나 개인의 경험과 사상 등

을 주관적인 관점에서 개편했다는 특징들을 지닌다.

3) 변형

연구자의 입장에서 문집이 개인의 사상과 행적, 문학적 성과를 연구하는 기초자료로 통용되

고 있다. 그러나 시각을 달리하면 문집은 저마다 저자 자신과 둘러싼 세계에 대한 경험과 관

찰, 사유의 일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문집의 변형은 고래 동서양의 다양한 방식으로 기

록된 여러 사람들의 에세이(Essais)가 대표적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일례로 몽테뉴(Michel De 

Montaigne, 1533~1592)의 『수상록(隨想錄, Essais)』을 들 수 있다. 몽테뉴는 온갖 거짓말, 교

만, 권모술수가 판치는 시대에도 자기만은 진실하게 살아보겠다는 자기수련의 의지에서 시작된 

글이다. 『수상록』에는 자유로운 인도주의자로서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 신앙과 과학, 어린이의 

교육, 남녀평등, 식민정책 등 개인의 경험과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담겨있다. 이목의 「다부」도 

소재는 차로 했지만, 저자의 경험과 탐구를 중심으로 사물을 대하는 시각이 드러나 있다. 즉 성

선설 바탕의 천인감응론(天人感應論) 세계관을 차의 효능, 공덕, 감상 등으로 은유한 것이다. 정

3) 심경호, 「조선시대 문집 편찬의 역사적 특징과 문집 체제」, 『한국문화』 72,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5, pp.104~105.

4) 심경호, 위의 글, p.106.

5) 심경호, 한국한문문집을 활용한 학문연구와 정본화 방법에 관한 일고찰, 민족문화 42, 2013, p.292

리하면 「다부」가 기재된 『이평사집(李評事集)』를 비롯한 문집은 일종의 에세이고, 주제의식을 드

러내기 위한 소재의 다양한 변용에 따라 그 변형은 무궁한 것이다.

한재 이목의 『이평사집(李評事集)』 (좌), 「다부(茶賦)」(우) | 김포다도박물관

4) 원형 해석

이목의 「다부」에서 읽혀지는 원형은 취미와 개인적인 감상이 결합된 일종의 문화향유 욕구라

고 볼 수 있다.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소재에 의미를 부여하기 원하고 이런 작업들은 자기

욕구를 보다 고급스럽게 포장할 수 있는 기저(基底)가 된다. 이목은 그의 글에서 “다신(茶神)이 

기운을 움직여 묘경(妙境)에 이르면 저절로 무한히 즐거우니, 내 마음의 차를 굳이 밖에서 구하

겠는가(神動氣而入妙 樂不圖而自至 是亦吾心之茶 又何必求乎彼也)”라는 말로 음차(飮茶)의 의

미를 더 했다. 즉 같은 행위라도 보다 깊은 사상과 의미를 담을 때 특별해진다는 지점을 글 속에 

녹여낸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는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이며 새삼 다인들이 우리나라 차문화

의 연원을 찾아 이목을 추앙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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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인의 소요와 음차(飮茶)

5) 현대적 계승

한국 전통예절과 다도를 계승·

발전시키고 시대에 맞는 생활예절

과 차문화를 연구·보급하여 국민

의 도덕적 정신문화를 함양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다도구류의 전시, 

전통예절과 다도교육을 벌이고 있

다. 전국 다도인들의 집합처이자 한

국의 전통 차문화의 집대성을 한재 

이목으로부터 찾고 김포시에 건립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재 묘소

와 사당에서는 해마다 한재 이목의 기일인 음력 7월 26일 전국 차인들이 모여 헌다례를 올리고 

김포다도박물관 전경 | 김포다도박물관 

있다. 여기에 쓰이는 찻잎은 한재당에 있는 차나무에서 따고 한다.6)

2. 부천시 천년 은행나무

1) 유래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100-1번지에 있는 은행나무는 수령 1천년 이상, 둘레 5.0m

로 부천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이자 증식과 보존 가치가 크기 때문에 제1호 보호수(1982.10.5. 

경기-부천-1)가 되었다. 마을사람들과 얽힌 유래는 다음과 같다. “옛사람들이 은행나무를 귀한 

나무로 여겨 함부로 베면 벌을 받는다고 믿었다. 이 은행나무는 (1000년)도 마찬가지로 마을 사

람들의 보호를 받아왔다. 한편, 1950년~1960년경에 뿌리가 땅 위로 심하게 드러나 복토를 했더

니 마을에 질병과 사고가 잇달았다고 한다. 이에 새로 덮은 흙을 없애자 재앙이 사라졌다고 한

다. 마을사람들은 이 은행나무를 신령스럽게 여기고 있다.”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

이는 제의용 상석도 나무 앞에 놓여 있다. 소사본동의 은행나무는 이른바 노거수(老巨樹)이자 마

을사람들과 얽힌 특별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셈이다.

부천시 천년 은행나무(보호수 : 경기-부천-1, 1982.10.5.)

6) 박정진, “[박정진의 차맥] 〈45〉 조선의 선비 차인들 ④ 한재 이목”, 201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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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형

마을 노거수(老巨樹)와 마을사람들 관계의 전형은 서낭신앙에서 찾을 수 있다. 마을 어귀나 고

갯말, 산허리 등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신앙의 대상이 되는 돌무더기, 혹은 종종 수목과 함께 돌

무더기가 놓여 있어 서낭당의 한 형태를 이루는 것이 전형이다. 이러한 서낭당 형태는 점차 사라

져 온전히 남아 있는 경우가 드물다. 이보다는 오래된 나무에 당집이 결부되어 있거나 당집 단

독으로 서낭당을 삼아 이것을 마을공동체 신앙의 수호신으로 섬기는 사례가 흔하다. 그런데 돌

무더기로서의 서낭당과 마을 제당으로서의 서낭당을 신앙양상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본다. 

즉 전자는 서낭당이 주로 개인적인 기원(祈願)과 관련된 신앙이라면 후자인 당집 형태의 서낭당

은 마을공동체 신앙과 연관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서낭당은 마을의 수호신을 섬기는 마을 제당

이라는 점에서 마을신앙에 포함되는 반면에 때로는 무당이나 주부들의 기도처이기도 하여 무속

신앙과 가정신앙에 포함될 수도 있다.7) 

상주 운곡리 서낭당(城隍堂)

7) 김명자, 「서낭당」, 『한국민속대백과사전』, 2011

3) 변형

우리 신앙이 원천적으로 천신을 모태로 점차 분화된 것으로 본다면 서낭 역시 천신신앙, 그리고 

이어서 나타나는 산신신앙과 맥을 함께한다고 본다. 이에 따라 산신이 그렇듯이 서낭신 역시 단순

한 자연신이나 마을에 처음 들어온 조상신, 역사와 관련된 인물신 등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그만

큼 산신의 변용은 다양하다.8) 이런 변용은 한국에서 공간적 범위를 확장하면 ① 돌무더기형, ② 

수목형, ③ 가공형, ④ 복합형으로 드러나고 있다. 돌무더기형과 수목형은 앞서 설명한 바와 유사

하고, 가공형은 이 중에 특히 인공적인 특색을 가한 것, 복합형은 ①~③까지의 특색이 중첩되어 

나타난 것이다. 이 가운데 특히 돌무더기형은 몽골의 ‘오보(oboo)’, 중국의 ‘성황(城隍)’, 캐나다의 ‘

이눅숙(Inukok)’, 그린란드(Grønland)의 ‘이누쑥(Inussuk)’ 등 세계 곳곳에서 관찰되고 있다. 몽

골과 중국의 것은 우리나라 서낭신앙과 대체로 유사한 형태와 제의를 포괄하고, 캐나다는 길잡이 

역할과 주술적 상징성도 보이나 집단적 유대감의 흔적은 보다 약한 것으로 보인다.

8) 김명자, 「서낭당」, 『한국민속대백과사전』, 2011

제주도 서귀포시 성읍리 느티나무 및 팽나무 군락 일부

(천연기념물 제161호)

부천시 소사본동 천년 은행나무와 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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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형 해석

보호수를 비롯한 기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자연물에 사람들은 특별한 인식을 투영

한다. 이런 사고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시행 2017.8.4)의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과 산림

청의 「자생식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개정 2012.3.5., 예규 제602호) 제25조 보

호수 지정·관리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문화재보호법은 천연기념물의 등록 조건으로 식물은 ① 

한국 자생식물로서 저명한 것, ② 문화·과학·경관·학술적 가치가 큰 수림, 명목(名木), 노거

수(老巨樹), 기형목(畸型木) 외 7가지 요건을 꼽고 있다. 산림청 예규에서는 보호할 만한 가치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① 수령 100년 이상의 노목, 거목, 희귀목, ② 고사 및 전설이 담긴 수목, ③ 

특별히 보호 또는 증식가치가 있는 수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다. 즉 희귀하고 오래되었

으며 내재된 스토리가 있을 때 사람들은 자생한 자연물이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대상으로 재인식

한다는 말이다. 이는 합리적인 사고로 세상을 받아들이기 이전 사람들의 인식체계를 반영하며, 

세상과 개개인을 잇는 일종의 표식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서낭신앙’, 몽골의 ‘오

보(oboo)’, 중국의 ‘성황(城隍)’처럼 신체(神體)를 훼손하면 안 된다는 금기도 기복신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오래된 나무는 해당 지역민에게서 신령(神靈)을 획득하고 마을사람들에

게 장수(長壽)나 기복(祈福)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말하자면 자연물이라도 지역사회의 기념물

이 되는 순간 개인과 지역사회를 결속시켜 하나의 공동체가 추구하는 욕망이나 가치의 일정 부

분을 현시하게 되는 것이다. 

캐나다 앨버타 주 밴프(Banff) 마을 입구의 

이눅숙(Inukok)

덴마크 속령 그린란드(Grønland) 오콰아트수트(Oqaatsut) 돌무지

5) 현대적 활용

노거수(老巨樹)를 비롯한 보호수, 민간신앙 상징으로서의 활용은 분재 및 기념수 등의 기념

품, 관상수 등 자연물이나 지역민과 유착된 민간신앙의 상징성을 활용하는 관점에서 이루어지

고 있다. 산림청 2015년 12월 31일 데이터에 따르면 전국의 보호수 13,671개 가운데 느티나무가 

53.27%로 가장 많고, 은행나무가 778개로 5.69%를 네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중 경기도가 208개, 26.74%로 가장 많은 은행나무 보호수를 지니고 있다.9) 수목원의 한 관계자

는 “보호수 증식과 보존을 위해 지난해부터 은행나무 후계목을 육성했다.”며 “행사를 통해 어린

이들이 보호수의 가치를 알고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2010년 밴쿠버 

올림픽의 엠블럼은 ‘이눅숙(Inukok)’을 형상화한 것이다. 두 팔을 벌리고 두 다리로 서있는 듯한 

돌무지의 모습이다. 이눅숙은 캐나다와 그린란드 지역의 이누이트인들에게 정신적·종교적 의

미가 있는 이정표이다. 이는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의미를 공유하는 협동의 산물이다. 말하자

면 토착민, 협동, 기원, 인간 등의 함의를 지닌 다원성과 복합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동계 올

림픽의 추구 가치와 잘 어울려 선택된 것으로 보인다.

부천 천년은행나무 후계목(좌), 벤쿠버 올림픽 로고(우) | 부천시청, Th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9) 산림청, 『2016 임업통계연보』, p.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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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택시 정도전과 『삼봉집』

1) 유래

평택시 진위면 은산리는 봉화 정씨가 6백년을 살아온 마을이다. 삼봉 정도전의 손자 용인공 

정래(鄭來)가 은산리에 정착하면서 세거가 시작되었다. 정래는 정도전의 장남으로 형조판서 등

을 지낸 정진의 큰아들로 한성판관과 용인현감(성종 1년으로 추정)을 지냈다. 정래가 은산리를 

세거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정도전 이후 가문이 부침을 겪으며 낙향한 것이 아닌가 짐

작할 뿐이다. 정래 이후 후손들은 크고 작은 관직에 진출하고 생진시에 합격한 사람도 배출하면

서 토호 가문으로서 명맥을 유지했다. 

정래가 입향 초기에 정착한 곳은 기동(텃골)이었다. 그러다가 세력이 확대되면서 이웃마을인 

방촌, 평동, 신촌 등 산대 8개 마을로 분동되었다. 지금도 산대 8개 마을은 삼봉 정도전의 직계 

후손들인 문헌공파가 세거한다. 종가는 은산2리 방촌마을에 있으며 정도전의 사당 문헌사와 희

절공 정진과 용인공 정래를 모신 희절사, 삼봉기념관 등도 방촌마을에 있다. 

2) 문헌사(文憲祠)

문헌사(文憲祠)는 평택시 진위면 은산길 80-15에 위치한 사당으로 1986년 3월 5일 평택시

향토유적 제2호로 지정되었다. 이 사당은 고려 말 조선 초의 정치가이며 유학자인 정도전(鄭道

傳, 1342~1398)을 모시고 있다. 정도전은 본관은 봉화奉化, 자는 종지(宗之), 호는 삼봉(三峰)

정도전 유적지 전경(좌), 문헌사 전경(우) | 평택문화원

이며 형부상서 운경(云敬)의 맏아들이다. 1392년 이성계를 추대해 조선 건국에 기여했다. 1394

년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을 편찬했으며 조선초기의 정치이념과 국가체제를 정비하고 한양

에 천도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정도전은 이방원과 왕위계승과 정치이념의 갈등을 빚다가 ‘제1차 왕자의 난(1398)’ 때 

죽임을 당했다. 사후 복권되지 못하다가 고종 때 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조선건국 후 경

복궁 설계와 건축을 주도한 정도전의 공(功)을 기려 복권하였다. 1872년(고종 9년)에는 은산리에 

이웃한 원곡면 산하리에 사당이 건립되었으며, 왕명에 의해 주위 7개 고을의 수령들이 제(祭)를 

올렸고, 왕은 치제문(제사를 지내는 글)을 내려 정도전의 업적과 덕망을 기렸다. 1912년 양성군 

산하리 287번지(현 평택시 진위면 은산리 287번지)에 500여 평의 부지를 마련해 사우가 건립되

었고, 1930년 당초의 종가터(평택시 진위면 은산리 202번지)에 이축(移築)했으며, 1970년 본래

의 위치를 조금 바꾸어 증·개축을 했다. 사당 5칸, 외삼문 3칸, 홍살문(紅箭門) 3칸으로 맞배지

붕의 한식 골기와를 얹은 사당이다. 사우 명칭은 시호를 따서 문헌사(文憲祠)라 했고 ‘유종공종

(儒宗功宗)’이란 현판이 달린 사당 내에 위패와 영정이 있다. 매년 춘추로 제향을 올리고 있다.

3) 삼봉집목판(三峰集木版)

문헌사 경내 삼봉기념관에는 1986년 5월 7일에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32호로 지정된 “삼봉집

목판(三峰集木板)”이 보관되어 있다. 모두 14권 7책 분량 268판으로 현재 266판(2판은 경기도

박물관)이 보관되어 있다. 이곳에 보관 중인 『삼봉집』 목판본은 1791년(정조 15) 왕명으로 대구

에서 간행돼 오대산·정족산·태백산 사고 및 홍문관에 소장됐다. 이 목판이 어떤 경로로 후손

삼봉기념관 전경(좌), 삼봉집 목판(우) | 평택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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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넘어갔는지 기록은 없으나, 지금은 작고하신 종손 정병무씨의 증언에 따르면 1912년 대

구 용연사에 있던 목판을 그의 조부가  마차로 이곳으로 실어왔다고 한다. 목판의 형식은 조선시

대의 다른 목판과 마찬가지로 목판 양측에 손잡이 모양의 띠를 갖고, 본문을 양각한 것으로 글판

은 산벚나무, 마구리는 소나무다. 1988년 ‘삼봉집목판고(三峰集木板庫)’를 건립해서 보관하다가 

2004년 신축된 삼봉기념관 판각고에 보관중이다. 이 기념관에는 삼봉집 목판을 비롯하여 정도

전의 영정, 저서, 삼봉집, 연보, 교지, 시문, 친필액자, 친필서간문 등 120여점이 전시되어 있다.

4) 원형해석

여말선초는 사대부들이 그들의 유고를 모아 문집으로 발간하는 경향이 있었다. 정도전의 『삼

봉집』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정도전이 ‘1차 왕자의 난’ 사건으로 처형되면서 문집의 판본은 모

두 흩어졌었다. 태조 6년(1397)에 정도전의 아들 정진(鄭津)이 초본을 간행한 이래, 세조 11년

(1465), 성종 17·18년(1486·1487), 증손 정문형(鄭文炯)이 속간(續刊)과 중간속간합본(重刊續

刊合本)을 내게 된다. 특히 정조는 정도전의 ‘문장’과 ‘경의(經義)’에 주목하여 경상도 관찰사에게 

『삼봉집』을 베껴오게 하는10) 한편, 재간도 이루어졌다. 고종 8년(1871)에는 정도전은 문헌(文憲)

의 시호를 추증 받았다.11) 이는 단지 정도전의 집안에서 신원을 위한 작업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

라 당시에도 그의 글과 사상이 오랜 세월을 지나서도 불후의 가치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실례이

다. 권근(權近)은 『삼봉집』의 서(序)에서 정도전의 시문이 중체(重體)를 구비하고, 경국(經國)과 

화국(華國)의 도구임을 역설한 바 있다. 즉 정도전은 문장과 사상에 능할 뿐 아니라 한 국가체제

를 설계했으니, 당시 지식인들이 생각한 이상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현대적 활용

평택은 전통문화와 경관을 활용하여 지역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

다. 전통문화 자원은 ‘삼봉 정도전 유적지’. ‘원균 장군 유적지’, ‘이대원 장군 유적지’, ‘안재홍 생

가’ 등 평택에 연고가 있는 인물유적, 조선시대 관아인 팽성읍객사와 중등교육기관인 향교, 경관

10)  『홍재전서(弘齋全書)』 권171, 일득록(日得錄)11, 인물1. 원임 직각 이병모(李秉模)의 을사년(1785) 기록.

11) 심경호, 조선시대 문집 편찬의 역사적 특징과 문집 체제, 한국문화 72, 2015, pp.108-113.

과 현재 이용방식에 따른 다양한 문화자원을 프로그램으로 엮고 있다. 

특히 평택시와 평택문화원에서는 평택의 다양한 전통문화 자원 중에서도 삼봉 정도전과 관련

한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문중과 협력하여 ‘전국삼봉서예대전’을 4회 째 진행 중이며 연중 

20회실시 하는 시티투어에 삼봉정도전유적지를 거점으로 하고 있다. 또한 문헌사 경내 삼봉기

념관에 문화관광해설사를 명절을 제외하곤 연중 상시 배치하여 방문객을 돕고 있다. 2015년부

터 경기도와 평택시는 삼봉기념관 관람환경 개선 및 유적지 주변 정비 사업에 착수했다. 

▶ 평택시티투어 탐방 문화관광유적지

평택의 전통문화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 제공 : 평택문화원

추가적인 활용방안으로 평택문화원에서는 ‘삼봉 아날로그 출판축제’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문

화원은 삼봉 정도전이 학문이든 정치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 후세에 전하기 위해 인쇄의 중

요성과 출판 확대를 강조했다고 한다.12) 현대는 빠르고 편리한 디지털시대고 일각에서는 종이

12)  “마음속의 염원은 서적포를 설치하여, 후학에게 널리 읽혀 무궁토록 전하는 것(誓心願置書籍鋪 廣惠後學垂無疆)”[『삼봉집(三峰

集)』 권1, 칠언고시(七言古詩), 치서적포시(置書籍鋪詩)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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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이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그러나 출판콘텐츠는 종이로 대표되는 아날로그적 감성

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특별한 감흥을 일으킨다.  예를 들어 2009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8회째인 

개인출판축제 ‘언리미티드에디션(unlimited edition)-서울아트북페어’를 들 수 있다. 이는 출판

콘텐츠를 일반인들의 개인성을 표현방식으로 선택한 것이다. 작가의 사상을 독자가 어떻게 받

아들일 수 있는지를 모색하고, 스스로의 작업을 출판하는 방식으로 구성해 본 것이다. 또한 김

소월의 1925년 초판을 복간한 ‘초판본 진달래꽃’과 1948년 출판 된 윤동주의 ‘초판본 하늘과 바

람과 별과 시’등 초판 복간본에 대한 열풍은 디지털 시대가 챙겨주지 못한 독립된 감성들을 품

어주는 아날로그의 힘이다. 마찬가지로 ‘삼봉집목판’은 그 자체로 출판콘텐츠이자 정도전으로 

대표되는 경세가이자 사상가의 유고를 저마다의 방식으로 새길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 평

택문화원에서는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① 전통 제책체험, ② 다양한 주제의 독립출판 장터, ③ 

개인원고를 전통제본 해주는 부스운영, ④ 전통제책방식으로 제작된 삼봉집 및 유교경전 판매 

등, ⑤ 경기도 무형문화재 서각장 이규남 선생과 함께하는 목판체험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들

을 활용한 정기축제는 물론 유적지내에 상설 부스를 운영하고 신축되는 교육관을 활용한 체험

학습, 놀이 개발, 평택의 각종 행사나 축제에 삼봉 정도전과 그의 사상이 지속적으로 알려질 수 

있길 바란다고 하였다.

4. 화성시 용주사 부모은중경

1) 유래

용주사(龍珠寺)는 경기도 화성시 송산동의 화산(華山) 기슭에 있는 사찰로 대한불교조계종 제

2교부 본사이다. 갈양사(葛陽寺, 854~952)의 옛터에 조선 정조가 사일(獅馹)에 명하여 팔도 관

민의 시전(施錢) 8만 7000여 냥을 거두어 145칸의 사찰을 창건하였다. 이 절은 사도세자(思悼

世子)의 능인 현륭원(顯隆園)에 명복을 빌어 주는 능사(陵寺)로 창건되었다. 창건과 동시에 이 

절은 전국 5규정소(五糾正所)의 하나가 되어 승풍(僧風)을 규정하였다. 그 뒤 1900년에 용해(龍

海)가 중수하였고, 1911년에는 30본산의 하나가 되어 수원·안성·남양·죽산·진위·음죽·

용인·고양·시흥 등에 있는 49개 사찰을 관장하였다. 

1931년 일부, 1965년 대웅보전, 1975년 지장전, 1987년 대웅보전 중수가 있었고, 1977년 일

주문, 1981년 부모은중경탑, 1985년 불음각(佛音閣), 1986년 중앙선원 건물, 1993년 천불전을 

짓고 만수리실을 개축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1790년에 건립한 대웅보전(大雄寶殿)이 경기

도 문화재자료 제35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지장전(地藏殿), 시방칠등각(十方七燈閣), 범종각, 

법고각(法鼓閣), 봉향각(奉香閣)과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36호인 천보루(天保樓), 나유타료(那由

他寮), 만수리실(曼殊利室), 삼문각(三門閣), 일주문, 수각(水閣), 동별당(東別堂) 등이 있다. 또 

문화재로는 국보 제120호인 용주사 동종과 보물 제1754호인 불설대보부모은중경판(佛說大報父

母恩重經版),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1호인 금동향로, 제12호인 청동향로, 제13호인 용주사 상량

문, 제14호인 전적수사본(典籍手寫本), 제15호인 용주사 병풍, 제16호인 용주사 대웅전후불탱화 

등이 있다.13) 특히 사찰 설립 배경과 연관하여 부모은중경탑을 비롯하여 불설대보부모은중경판

(佛說大報父母恩重經版) 등 불성(佛性)과는 다른 유교의 윤리적 색채가 녹아 있다.

13)  사찰문화연구원, 『전통사찰총서』 3(경기도Ⅰ), 1993;  『용주사사지』, 1993;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화성시의 역사와 문화유

적』, 화성시, 2006.

화성 용주사 부모은중경탑(父母恩重經塔) 화성 용주사 대웅보전(大雄寶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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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모은중경(父母恩重經)14)

불교가 중국 토착화 과정에서 나타는 현상이 의 위경(僞經)과 의경(疑經)의 양산이다. 위경은 

가짜 경전을, 의경은 진경(眞經)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전을 말한다. 그러나 위의경류는 민중들 

사이에서 개판되고 면면히 이어져 오늘날 고대불교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중국과 

일본에서는 주로 필사본으로 유포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말 이후로 공덕을 위해 목

판본이 많이 간행되어 널리 유통되었다. 이런 위경은 6가지로 구분되는데 ① 주권자(主權者)의 

의도에 부합한 것, ② 주권자의 시정(施政)을 비판한 것, ③ 중국 전통사상과 조화를 고려한 것, 

④ 특정 교의나 신앙을 고취한 것, ⑤ 현존하는 특정 개인 이름을 표한 것, ⑥ 단순 미신류로 기

복신앙과 관련된 것 등이다.15) 이 가운데 『불설부모은중경(佛說父母恩重經)』 , 『불설부모은중태

골경(佛說大報父母恩重經合綴)』, 『불설부모은난보경(佛說父母恩難報經)』은 ③ 번으로 보고 있

다. 이들은 불교 초기경전과는 달리 위정자의 입장에서 오로지 서민, 혹은 하층민의 사회윤리 계

도를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16) 이런 경향은 『불설부모은중경(佛說父母恩重經)』 에 변상

도(變相圖)를 곁들여 서민들의 일상을 대상으로 설해지고 있는 부분에서 가장 잘 드러나 있다. 

조선시대 불교가 탄압 받으면서도 1545년(인종 1)에 초간본이 간행된 이후 20세기 초까지 『부모

은중경언해(父母恩重經諺解)』가 간기(刊記)를 가진 판본만 30종 이상이 된다는 점에서도 효 사

상이 중요한 통치윤리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정조의 용주사판 『불설대보부모

은중경』의 국가적 사업은 효사상의 사회적 파급과 위상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생각

된다. 『불설대보부모은중경』은 부모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10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① 

어머니 품에 품고 지켜 주는 은혜[회탐수호은(懷耽守護恩)], ② 해산날에 즈음하여 고통을 이기

시는 어머니 은혜[임산수고은(臨産受苦恩)], ③ 자식을 낳고 근심을 잊는 은혜[생자망우은(生子

忘憂恩)], ④ 쓴 것을 삼키고 단 것을 뱉어 먹이는 은혜[인고감은(咽苦甘恩)], ⑤ 진자리 마른자

리 가려 누이는 은혜[회건취습은(廻乾就濕恩)], ⑥ 젖을 먹여서 기르는 은혜[유포양육은(乳哺養

育恩)], ⑦ 손발이 닳도록 깨끗이 씻어주시는 은혜[세탁불정은(洗濁不淨恩)], ⑧ 먼 길을 떠나갔

을 때 걱정하시는 은혜[원행억념은(遠行憶念恩)], ⑨ 자식을 위하여 나쁜 일까지 짓는 은혜[위조

14) 한국학중앙연구원, 「불설대보부모은중경」, 『한국민족문화대백과』, 2010.

15) 牧田諦亮, 『疑經硏究』, 京都大學人文科學硏究所, 1976, pp.41~95.

16) 신규탁, 「중국불교의 효사상」, 『동양고전연구』 8. 동양고전학회, 1997, p.351.

악업은(爲造惡業恩)], ⑩ 끝까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 주는 은혜[구의련민은(究意憐愍恩)] 등이

다. 이와 같은 부모의 은혜를 갚는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백중날(음력 7월 15일)에 부모를 위해서 

삼보(三寶)에 공양하고, 이 책을 간행하여 널리 민간에 보급하도록 하였다. 이는 사람들에게 널

리 알리는 공덕을 쌓도록 대승적으로 승화시키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17)

『불설대보부모은중경』 변상도 일괄[① 회탐수호은(懷耽守護恩), ② 임산수고은(臨産受苦恩), ③ 생자망우은(生子忘憂恩), ④ 인고감

은(咽苦甘恩), ⑤ 회건취습은(廻乾就濕恩), ⑥ 유포양육은(乳哺養育恩), ⑦ 세탁불정은(洗濁不淨恩), ⑧ 원행억념은(遠行憶念恩), ⑨ 

위조악업은(爲造惡業恩), ⑩ 구의련민은(究意憐愍恩); 박상국, 『전국사찰소장목판집』, 문화재관리국, 1987, pp.150-152.] 

17) 박상국, 『전국사찰소장목판집』, 문화재관리국, 1987, pp.150-152.

『불설대보부모은중경』 목판과 석판(상,상우), 부모은중경탑 

변상도(變相圖) 세부(하) | 효행박물관(화성 용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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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형해석

일반적으로 효는 동양권에서 유교의 전유물로써 장유유서(長幼有序)의 한 측면으로 이해되어 

온 경향이 있다. 특히 성리학적 왕도국가를 지향한 조선을 비롯해 고래로 그 유습이 뿌리 깊이 

현대 한국사회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유래를 짚어보면 불교가 종단으로 구성

되고 동진(東進) 과정에서 불교사상이 유학의 정립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고, 민중의 사회적 윤

리관계에서도 유교와 보완 관계였음을 알 수 있다. 불교의 효에 대한 관점은 초기경전과 부처 전

생 선업에 관한 본생담(本生譚, Jātaka)에 잘 드러나 있다. 4세기 초 중국 학승 백법조(帛法祚)

가 번역한 『불설대애도반니원경(佛說大愛道般泥洹經)』과 같은 시기 역자미상의 『불설보살섬자경

(佛說菩薩睒子經)』에서 현생과 전생의 부모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보은이 부처가 되는데 큰 영향

을 끼쳤다고 설하였다. 마찬가지로 『유행경(遊行經)』 『대반열반경(大般涅槃經)』, 『기세인본경(起

世人本經)』  『불설시가라월육방례경(佛說尸迦羅越六方禮經)』 등 많은 경전에서 효의 절대적인 가

치를 말하고 있다. 불교의 효행에 대한 관점은 ① 부모님에 대한 효행은 곧 보은의 발로이자 관념

세계에서의 인간성을 지켜주는 윤리적 인과의 기본이 된다는 점, ② 부모에게는 자애, 자식에게

는 공경을 바라는 불성론 토대의 평등사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18) 이는 불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 

더 포용적이어서 유교적 가치관을 받아들였다기 보다 동서양 막론의 인간으로서 추구해야 할 보

편적 인륜(人倫)이기 때문에 습합되고 현재까지 설득력을 가진다고 여기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5. 안산시 표암과 단원

1) 유래

표암(豹菴) 강세황(姜世晃, 1713~1791)과 단원(檀園) 김홍도(金弘道·1745~?) 관계의 유래

는 안산에서부터 시작된다. 강세황은 30대 초반부터 30년 동안 처가가 있던 안산에 살았다. 김

홍도는 젖니를 갈 무렵부터 그에게 그림을 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세황은 조선후기 대표적 

18) 원영상, 「불교의 효사상에 대한 고찰」, 『선학』 23, 한국선학회, pp.553-561.

문인화가로서 시·서·화 삼절(三絶)이며 그림과 글씨에 대한 높은 안목을 갖추고 많은 서화평

(書畫評) 남겼다. 소위 화선(畫仙)이라 칭송받았던 김홍도(金弘道, 1745~?)는 풍속화부터 시작

하여 조선 회화를 대표하는 많은 작품을 남겼다.19) 강세황이 김홍도 보다 서른 살쯤 많았고, 신

분도 달랐지만, 두 사람은 스승과 제자로, 직장 동료로, 친구로 40년 세월을 함께하며 조선 후

기 미술사에 업적을 남겼다. 강세황은 김홍도에 대한 애정을 그의 시문집 『표암유고(豹菴遺稿)』

에  “처음에는 사능(士能, 김홍도의 字)이 어려서 내 문하에 다닐 때에 그의 재능을 칭찬하기도 

하였고, 그에게 그림을 가르치기도 하였다. 중간에는 같은 관청에 있으면서 아침저녁으로 함께 

지냈고, 나중에는 함께 예림(藝林)에 있으며 지기(知己) 같은 느낌을 가졌다.”고 하였다. 즉 각기 

문인화가로, 화원화가로 유명한 두 사람이 공유하고 있던 가치관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배척하

지 않고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강세황 초상(좌)(1783년, 이명기, 145.5×94.0cm, 견본담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송하맹호도(우)(18세기, 전 강세황·김홍도, 90.4×43.8cm, 견본담채, 호암미술관 소장)

19) 변영섭, 「스승과 제자, 강세황이 쓴 김홍도 전기」, 미술사학연구, p.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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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형

강세황과 김홍도는 조선후기 문인화가와 화원화가의 대표였다. 양식상의 차이는 있으나 양자

의 지향점을 분명한 기준으로 나누기는 어렵다. 문인화(文人畵)는 남종화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 ‘남종문인화(南宗文人畵)’라는 용어로 불리기도 한다. 문인화라는 용어는 중국 명나라 

때 동기창(董其昌, 1555~1636)의 화안(畵眼), 용대문집(容臺文集)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그러

나 개념정의 없이 북종화와 남종화를 구분하고, 남종화우월론을 주장하였다. 때문에 대개 시기

상 선행하지만 북송대의 소식(蘇軾, 1037~1101)과 미불(米芾, 1051~1107)의 이론에서 북종·

남종화의 개념을 끌어온다. 부연하면 기교를 중시하는 화공(畫工)을 북종화 계통, 시상(詩想)과 

아취(雅趣)를 드러내는 문인들의 작품을 남종화로 구분한 것이다. 소식은 구체적으로 오도자(吳

道子, 680~759)와 왕유(王維, 699 추정~759)를 예로 들었다. 기운생동(氣韻生動)의 사실적 표

현에 능했던 오도자는 일개 화공일 뿐이며, 시상을 표현한 왕유야말로 뛰어난 화가라는 것이다. 

당시 미술이론가들이 제시한 가치는 기교나 세련된 필력보다 작품 전체에서 느껴지는 사상, 운

치, 자연스러움을 더 높이 산 것이다.20) 이런 경향은 우리나라에서도 줄곧 부침이 있었지만 거

의 그대로 이어져 조선후기 화단에 큰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인다. 한 때 실경산수화나 진경

산수화가 유행하다가도 남종문인화 계통으로 다시 선회한 것도 이런 기조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

다. 말하자면 조선시대는 유려한 기법보다는 사상적 지향점이 당시 성리학적 세계관과 얼마큼 

합치되는가가 그림 평가의 기준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요즘 인식으로 화가는 재능의 

영역이다. 타고난 그림실력을 연마하여 일가를 이룬 사람의 작품에 찬탄한다. 문외한인 일반인

은 겉보기의 감상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지만, 소식에 따르면 “그림을 형사로서 논한다면, 그 식

견은 어린아이와 같은 것(論畵以形似 見興兒童隣)”21)이다. 그래서 강세황은 김홍도의 화원으로

서 사상적 교차점이 찾고 그의 문집에서 칭송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20) 한정희, 「文人畵의 개념과 韓國의 文人畵」, 『미술사논단』 4, 한국미술연구소, 1997, p.43-45.

21) 소식, 「서언릉왕주부소화절지이수(書鄢陵王主簿所畵折枝二首)」, 『소동파전집(蘇東坡全集)』 전집(前集) 권16, 

➊  과옹십촉첩, 항점조어천(1761년 이전, 강세황, 26×27cm, 지본수묵, 개인 소장) | 한국

데이터베이스진흥원

➋  송도기행첩, 영통동구도(1757년, 강세황, 32.9×53.5cm, 지본담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➌  금강사군첩, 구룡연(1788년, 김홍도, 30.4×43.7㎝, 견본담채, 개인 소장) | 한국데이

터베이스진흥원

➍  죽이탄금도(19세기, 김홍도, 23.5×63.7cm, 지본담채, 고려대학교박물관 소장) | 한국

데이터베이스진흥원

➋

➌

➊

➊

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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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형 해석

사람들은 현대 자본주의에서 강세황과 김홍도라는 조선시대 화가들에 주목할 필요성에 의구

심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동아시아 문예의 궁극적인 목적인 ‘진(眞)·선(善)·미(美)

의 일치’를 현대문화에 어떤 식으로 발현할 수 있을 것에 대한 고찰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유

효하다. 이런 관점에서 강세황과 김홍도가 대표적 사례가 될 수 있다. 그들의 관계는 문인화가

와 화원화가들이 그림에 공유하는 인식의 실질적인 예이다. 화원화가의 작품을 양식적으로만 

접근하고 내재된 정신성은 간과하는 것이 현실이다.22) 그러나 문인화가인 강세황이 밝혔듯이 

김홍도에게서 “지기(知己) 같은 느낌”을 받았을 때는 당시 지배적인 문예정신에 대한 이해가 있

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김홍도가 『포의풍류도(布衣風流圖)』를 그려 자신이 ‘선비’라는 것을 강조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즉 강세황과 김홍도는 문인이자 전문화원으로서 서로 문화적 

가치 중심의 삶을 지향하는 연결고리를 보여주는 직접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미술작

품을 감상하는 현대인들의 문화향유 욕구가 지향해야 할 가치관 일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

의가 있을 것이다.

4) 현대적 활용

현재는 강세황과 김홍도의 관계보다

는 잘 알려진 김홍도라는 인물 중심의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문

화관광부는 1991년에 안산을 단원의 도

시로 명명했다. 안산에서는 18년째 매

년 10월 단원미술제가 진행되고 있다. 

1999년 ‘단원전시관’으로 고잔동에서 개

관한 단원미술관은 상록구로 자리를 옮

겨 관련 전시와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22) 변영섭, 위의 글, pp.94-95.

청문당(淸聞堂) 전경, 경기문화재자료 제94호 | 안산시

단원미술관 관계자는 “단원의 도시로 어울리는 문화·인문학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단원학술

심포지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단원에 대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연구·수집하고 있다”고 말

했다. 2002년에는 김홍도의 호를 행정구역명으로 정해 ‘단원구’가 생겼다.  

지난해에는 안산학연구원 주관으로, 청문당에서의 복날 모임을 그린 강세황의 작품 ‘현정승

집도’ 재연행사가 열리기도 했다. 진준현 서울대학교박물관 학예연구관은 “안산은 단원이라는 

인물을 통해 도시 전체의 문화를 형성해가고 있는 것 같다”며 “안산에서 진행하는 세미나나 강

연 등에 가면 안산시민들을 중심으로 단원이라는 인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이 느껴진다.”

고 말했다.  

또한 “인위적일 수 있으나 지자체 공무원들부터 시작해 모든 관계자들도 이 분야에 익숙해진

다는 건 바람직한 일”이라며 “이런 사업을 통해 문화원형으로서의 가치와 더불어 우리 문화예술

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정승집도(1747년, 강세황, 34.9×212.3cm, 지본수묵, 개인 소장)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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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흥시 관곡지 연꽃

1) 유래

사숙제(私淑齊) 강희맹(姜希孟, 1424~1483)은 조선 전기 세종~성종 연간을 대표하는 문신이

자 우리나라 최초의 농학자였다. 『금양잡록(衿陽雜錄)』, 『사숙재집(私淑齋集)』, 『진산세고(晉山世

稿)』 등 강희맹의 농서와 문집에는 자신의 농장인 ‘금양별업(衿陽別業)’, ‘금천장(衿川莊)’, ‘금양

촌사(衿陽村舍)’, ‘고양별업(高陽別業)’, ‘고양촌사(高陽村舍)’, 연성촌사(蓮城村舍) 등에 관한 내

용이 있다. 이 기록 가운데 금양별업에 관한 내용이 가장 많다. 그가 가장 애착을 갖고 정착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별업이 존재한 금양현은, 본래 금천현과 양천현의 통합되면서 생긴 명칭으로 

태종 14~15년에 잠깐 존재했었던 것으로 보인다. 금양은 지금의 안양천을 중심으로 부천과 시

흥을 포함하여 한강에 이르는 지역을 말한다.23) 시흥에는 강희맹이 명나라에 다녀오면서 ‘전당

홍’이라는 새로운 품종의 연꽃을 들여왔는데, 처음 식재(植栽)한 곳이 작은 연못인 ‘관곡지(官谷

池)’였다고 한다. 세조 12년에는 연꽃이 무성해져 ‘연성(蓮城)’, 즉 연꽃의 고을이 되었다는 유래

도 전해진다. 현재 시흥시의 연성초·중학교, 연성동, 연성문화제 등의 명칭은 이런 유래와 무

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전형

관곡지(官谷池) 보다는 연꽃과 얽힌 이야기가 많다. 관곡지는 시흥시 향토유적 8호지만, 관

련 논고와 저서는 전무하다시피 하다. 반면 연꽃은 논고, 문학작품, 사회과학, 농수해양학 등 다

양한 분야로 데이터베이스화된 것만 해도 1,000여건이 넘는다. 말하자면 관곡지는 연꽃을 부

각시키기 위한 일종의 매개체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중심 콘텐츠는 연꽃이라는 것이다. 

연꽃(Nelumbo nucifera, 蓮─)은 쌍떡잎식물 미나리아재비목 수련과의 여러해살이 수초로, 

잎이 초발수성(超撥水性, Superhydrophobic Surfaces)의 표면특성을 지녀24) 진흙 속에서 자

23) 박경안, 「강희맹(1424~1483)의 농장에 관하여」, 『역사와현실』 46, 한국역사연구회, pp.109-110

24)  나종주, 황윤철, 정용수, 문성모, 안계혁, 「연꽃잎을 모방한 초발수 표면 제작」,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대한기계학회, 

2005, p.1.

라면서도 자체적인 자정효과로 항상 청결하고 고귀해 보이는 특성이 있다. 이런 특징 때문에 우

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의 세계관에서 현실를 풍진세계로, 깨달음을 더러움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에 비유하는 불교와 연관이 짙다. 불교의 출현에 따라 연꽃은 부처님의 탄생을 알리려 꽃이 

피었다고 전하며, 불교에서의 극락세계에서는 모든 신자가 연꽃 위에 신으로 태어난다고 믿었

다. 인도에서는 여러 신에게 연꽃을 바치며 신을 연꽃 위에 앉히거나 손에 쥐어주며, 불교에서

도 부처상이나 스님이 연꽃 대좌에 앉는 풍습이 생겼다. 중국에서는 불교 전파 이전부터 연꽃이 

진흙 속에서 깨끗한 꽃이 달리는 모습을 속세에 물들지 않는 군자의 꽃으로 표현하였고 종자가 

많이 달리는 현실을 다산의 징표로 하였다. 중국에 들어온 불교에서는 극락세계를 신성한 연꽃

이 자라는 연못이라고 생각하여 사찰 경내에 연못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강희맹선생묘와 신도비(시흥시 경기 시흥시 하상동 2번지) | 문화재청

하얀색 백련 분홍색 홍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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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곡지 전경(향토유적 제8호,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 | 시흥시청

연꽃잎의 초발수성과 미세 현미경으로 본 구조(임호선, 「나노 구조를 이용한 초발수 표면 특성 제어 기술」, 『KIC News』 

15, 2012, p.12.)

3) 변형

연꽃이 상징적으로 등장한 예는 고전소설 『심청전』에서 볼 수 있다. 심청이 아버지의 눈을 뜨

게 하고자 목숨과 공양미를 맞바꾼다. 이후 신적인 존재에 의해 환생하게 되는데, 이 때 커다란 

연꽃 속에서 심청이 다시 살아나오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는 연꽃이 재생과 부활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꽃상여의 장식으로 연꽃이 사용되고 있는 점도 민중에게 재생, 즉 내세의 

행복과 생명을 준다고 연상할 수 있다.25)

한편 서양에서 영어 로터스(lotus)는 연과 수련을 함께 취급한다. 나일강가에서 피는 이집트

인의 신성한 로터스는 수련이고 그리스 신화에서 식연인(lotus eater)이 먹은 로터스는 벌노랑

종류이다. 인디안로터스(Indian lotus)는 연이며 인도의 고대 민속에서 여성의 생식을 상징하고 

다산(多産), 힘과 생명의 창조를 나타낸다. 또한 풍요·행운·번영·장수·건강 및 명예의 상징 

또는 대지와 그 창조력, 신성 및 영원불사의 상징으로도 삼았다. 인도에서는 BC 3000년경으로 

추정되는 연꽃의 여신상(女神像)이 발굴되었고, 바라문교(婆羅門敎)의 경전에는 이 여신이 연꽃 

위에 서서 연꽃을 쓰고 태어났다는 기록이 있다.26)

4) 원형 해석

우리 주변을 둘러싼 사물의 특성을 포착하고 그것을 의인화하는 경향은 세계 어느 문화권에나 

나타나는 보편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고대의 고분벽화를 비롯한 여러 가지 유물을 보면 갖

가지 동식물 무늬가 많이 나타난다. 신장위구르자치구 호탄(현 허톈(和田))의 니야 유적을 비롯

한 여러 유적과 묘관(墓棺)에서 출토된 후한(後漢)의 기(綺)나 계(罽) 같은 견직물 또는 모직물에 

포도 문양이 수놓아져 있다. 이는 포도열매가 한 가지에 많이 열리는 것에 착안하여 풍요와 다산

(多産)을 기원하는 상징으로 쓰인 것이다. 꽃도 마찬가지다. 신라 때에는 동남(童男), 동녀(童女)

를 뽑아 화랑(花郞)과 원화(源花)라 하고 그 용모와 행실을 본받게 하였는데, 이때 화랑은 머리

에 천지화(天地花)를 꽂았다고 한다. 고구려 고분벽화를 비롯하여 고대 장신구류에서도 연화문, 

보상화문, 그밖에 갖가지 초화문을 볼 수 있으나 사실적이거나 구체적인 꽃 모양이라기보다는 

상징화된 도형으로 표현되었다. 그러다가 통일신라기에 이르러 서역문화(西域文化)가 들어오면

서 포도·석류 등이 와당의 문양이나 무늬전돌, 석조(石造) 등에 나타나기 시작하며, 고려시대에 

와서 비로소 장신구류를 비롯하여 도자문양과 불구류(佛具類)인 청동거울(靑鋼鏡), 청동 은입사

(靑鋼銀入絲) 등에서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꽃을 사실적인 조형으로 나타내기 시작한다. 조선

시대에는 다양한 꽃 모양이 각종분야에서 묘사되었다. 파초(芭蕉), 사계화(四季花), 연화(蓮花), 

모란, 매(梅), 난(蘭), 국(菊), 죽(竹) 등은 성인과 신선을, 보상화문, 당초문, 버드나무와 갈대는 

25) 이상희, 『꽃으로 보는 한국문화』, 넥서스, 1999, p.378

26) “연꽃”, 두산백과 검색, 검색일자 : 2016.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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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와 다남(多男)을 상징하였다. 현대에도 통용되는 꽃말도 마찬가지다. 장미의 꽃말은 순정, 

월계수는 영광을 뜻하고, 연꽃은 군자, 살구꽃은 소인 혹은 요염한 자태에서 여인과 비유되었으

며, 해바라기는 충신, 모란은 화중화(花中花)라 하였다.27) 말하자면 사람들은 고래로 주변 사물

을 동사(同寫)하기보다 도상화(圖上化)하여 심상에 대한 일종의 상징물로 투사하여 각기 의미를 

추구하는 경향이 이어져 왔다는 것이다. 조선시대 매(梅), 난(蘭), 국(菊), 죽(竹)의 사군자가 문

인이라면 문집과 함께 항상 그려져 온 것도 성리학의 윤리적 인간상을 이들의 특성에서 찾았기 

때문이다. 이는 개인이나 공동체가 바라는 이상적인 상태나 윤리적 품성의 지향점을 구체적인 

사물, 특히 아름다운 꽃에 투영하여 다양한 욕구를 은유한 것으로 생각된다.

5) 현대적 계승과 활용

시흥시 관곡지는 이곳에 연꽃씨를 가져와 보급한 강희맹의 사위 권만형의 후손들이 대대로 터

를 잡고 사는 곳으로 재실과 저택이 지금도 연못 주위에 남아 있다. 최근에는 관곡지 주변 3만여 

평에 이르는 농지에 연꽃을 심어 연꽃테마공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세계 각지에서 자라는 다양

한 연꽃들을 심어 놓고 있어 수도권의 대표적인 연꽃테마공원이라 할 수 있다. 

관곡지 및 연꽃테마파크 안내도와 전경 | ‘나들이뷰’, ‘학산의 사진여행’ 홈페이지 참조(Creative Commons License 2.0)

27) 임영주, 『꽃에 담긴 상징성』, 대원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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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하던 부친이 병을 얻었다. 추운 겨울 약을 써도 낫지 않았는데, 부친은 최사립에게 “내가 칡

꽃을 먹으면 살 것 같다”고 말했다. 

칡은 흔한 식물이지만, 칡꽃은 한여름에 볼 수 있다. 최사립은 칡꽃을 구하려 애썼지만 구하지 

못했다. 그는 정한수를 떠놓고 신령에게 기도했다. 정성이 하늘에 닿아 죽어있던 칡넝쿨이 방 벽

을 타고 뻗어 들어와 꽃을 피웠다. 이 꽃으로 갈화탕을 만들어 부친에게 드리자 병이 깨끗이 나

았다. 부친이 임종하기 전 몹시 수박을 먹고 싶어 했지만 끝내 구해드리지 못했다. 때문에 최사

립은 남은 평생 수박을 먹지 않았으며 수박을 볼 때마다 몹시 슬퍼했다고 전해진다.  

어머니가 아플 때도 그는 지극정성으로 보살폈다. 병을 낫게 하기 위해 손가락을 잘라 피를 마

시게 해 어머니는 5

년을 더 살았다. 어머

니가 돌아가신 뒤에

는 묘 옆에 막을 짓고 

3년 동안 여묘살이를 

했다. 홀로 남은 아

버지의 슬픔을 달래

기 위해 날마다 친척 

일가를 불러 모아 술

과 고기를 대접했다

는 기록이 『동국신속

삼강행실도(東國新

1. 과천시 칡꽃과 최사립

1) 유래

최사립(崔斯立)은 1505년 과천 막계(莫溪)에서 출생하여 살았던 

효자로서 『삼강행실록(三綱行實錄)』에 그 지극한 효행(孝行)이 기록

되어 있다. 최사립의 호는 입지(立之)이고 본관은 전주이며, 남대문

을 축조한 평도공(平度公) 최유경(崔有慶)의 6세손이다. 첨지중추부

사(僉知中樞府事)를 지낸 최결(崔潔)의 아들이다. 벼슬은 음직으로 

배천군수(白川郡守)를 역임하였고, 1531년(중종 26)년에는 진사시

에 합격하였다. 1514년(중종 9)에 최사립은 효행으로 참의(參議)에 

추증되었으며, 1574년(선조 7)년에 조정으로부터 정려(旌閭)1)를 받

았다. 최사립의 아들인 최덕순(崔德恂)도 효성이 지극하여 선조 때

에 정문이 세워졌으며, 손자 최기(崔基)도 어머니가 병환으로 누워 

있을 때 효성으로 간호하여 인조 때 정려가 세워졌다. 이렇게 3대

에 걸쳐 정려가 세워졌다. 효자 정려는 현재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351-7번지에 있으며, 과천시 향토유적 제3호로 지정되어 있다. 묘

소는 경기도 과천시 막계동에 있었으나 1979년에 서울대공원 공사

로 인해 용인시 남사면 완장리로 옮겨졌다.2)

2) 전형  

최사립(崔斯立)은 어려서부터 효성이 지극했다. 부지런히 학문을 

익혀 『소학(小學)』을 행동 강령으로 삼고 부모를 섬겼다. 평소 술을 

1)  국가에서 미풍양속을 장려하기 위해 효자·충신·열녀 등이 살던 동네에 붉은 칠을 한 

정문(旌門)을 세워 표창하던 것을 이른다. 신라 때부터 고려를 거쳐 조선에 이르러 전국

적으로 상당수 세워졌다.(한국학중앙연구원, 「정려(旌閭)」,  『한국민족문화대백과』, 검색일

자 2016.9.30)

2) 전주최씨판윤공파종중회, 『덕전천추(德傳千秋)』, 2009, pp.471-499

최사립효자정각(과천시 향토유적 제3호, 1995년 복원), 최사립 묘(용인시) | 한국효문화센터, 한국학중앙연구원

『동국신속삼강행실도(東國新續三綱行實圖)』사립단지(斯立斷指) | 한국효문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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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형 해석

효는 근래에는 조금 다른 의미로 귀하다. 예전만큼 효의 가치가 높지 않다. 효 보다 귀한 것

이 많아졌다. 전통적 개념의 효 문화는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합리적이지 않아 보인다. 현대생

활과 맞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최사립이 정성으로 피운 칡꽃은 지금의 상식에는 어긋나, 진실

성을 의심받는다. 

전통적 개념의 효 문화를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합리적이지 못하거나 과학적으로 규명될 수 

없는 사항들이 곳곳에 담겨 있다. 예를 들어 과거처럼 무조건적인 효(孝)의 강요는 자칫 가정폭

력이나 아동학대 등의 비윤리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고 부모 사후의 지나친 효행은 허례허

식이 되거나 현대의 생활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효에 관한 이야기는 드물어졌고, 효에 관해 이야기하는 사람도 그렇다. 한국효문화센터 최종

수 이사장은 중국 유학자 장재(張載)가 말한 효의 정의를 들어 우리가 추구해야 할 효의 진짜 모

습을 설명했다. 그는 “장재는 모든 사람이 나의 동포요, 나의 동반자이니 그들을 보호하고 살피

는 것은 자식으로서 공양하는 것이요 이를 즐겁게 여기고 근심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효라고 했

다”며 “효의 덕목을 넓게 해석해 어른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어린이와 노약자를 돌보는 

모두에 대한 사랑으로 정의했다”고 말했다. 또한 “모두에게 공감대가 형성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대에 맞는 효의 모습을 찾아야 한다” 고 했다.

5) 현대적 활용

과천에 있는 한국효문화센터는 지난 2009년부터 매년 ‘입지 효문화 예술축제’를 열어 최사립 

선생을 추모하고 효문화를 현대적으로 계승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다.  

과천은 정조의 효행과 관련된 무동답교놀이도 유명하다. 정조가 억울하게 죽은 사도세자의 

무덤인 현륭원으로 행차할 때, 과천의 부락민들이 무동놀이를 펼쳐 그의 효행을 찬양하고 능

행길을 환송했는데, 무동 놀이에 다리밟기인 답교놀이가 결합한 민속놀이가 과천무동답교놀이

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명백이 끊어진 것을 1981년 민속학자와 지역민의 노력으로 복원됐다.  

입지효문화예술축제는 효문화운동의 일환으로 생활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바른 인성으로 

갖도록 하는 체험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었다. 

최 이사장은 “청소년들의 효의식을 조사하면 과반수가 효도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이 어떤 건

續三綱行實圖)』(1617)에 남아있다. 

3) 변형

우리나라 문화유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효’다. 예부터 효는 귀한 것이라, 효행에는 남녀

노소를 따지지 않고 상을 내렸다. 상은 왕이 내린 벼슬인 때도 있었고, 하늘이 내린 복인 때도 있

었다. 사람들은 누구나 효에 관한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였고, 이를 기렸다.  

그 덕분에 효행에 관해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는 많다. 부친의 병환이 위독하자 자신의 손가락

을 깨물어 피를 부친의 입 안에 흘려넣어 살렸다는 효자, 홀어머니를 부양하기 위해 부잣집에 스

스로 팔려간 효녀, 시아버지가 호랑이에게 물려 죽을 위기에 처하자 어린 자식을 호랑이 먹이로 

내어 준 효부의 이야기는 언제나 놀라우면서도 또한 익숙하다. 

그들은 효자, 효녀, 효부라는 이름으로 전해진다. 전해지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그들의 효행

과 효심이다. 효를 중요한 가치로 여기던 선조들은 이름 대신에 효의 정신이 모두에게 깃들기를 

바랐을 것이다. 그런 와중에도 이름난 효자, 효녀, 효부는 있었다. 

『동국신속삼강행실도』 은이단지(좌), 유령단지(우) | 문화콘텐츠닷컴 풍속화 콘텐츠(검색일자 : 2016.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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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고 과거를 준비하는 사람과 그 가족들이 온갖 정성을 올리는 곳이 되어 그에 얽힌 애절한 이

야기가 전해오고 있다. 

2) 전형  

천년 가까운 은행나무가 우뚝 서 있는 삼성마을 샘물 우물가에는 빨래하는 아낙네들이 항상 

모여들었다. 그 아래로는 주야로 소년들의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서당이 있었고, 멀지 않

은 곳 남쪽 언덕에는 유교 성리학을 창건한 주자(朱子), 곧 주희를 모시는 사당인 모현재(慕賢

齋)가 있었다.

과거공부를 하러 온 청년들 중에는 우물가와 모현재 사이를 자주 오가며 달님에게 정성 드리

기를 좋아하는 총각이 있었는데 우물가에서 동네 아가씨들에게 물을 가끔 얻어 마시곤 하다가 

한 예쁜 아가씨에게 마음을 빼앗겨 남모르게 사랑하게 되었다. 그들은 밤이면 남몰래 우물가나 

은행나무 밑에서, 혹은 과거시험 합격을 비는 서낭당에서 만나게 되었으며 달이 떠오르면 달님

에게 꼭 과거에 등과하게 해달라고 함께 정성을 다해 빌었다. 

과거시험이 다가와 청년은 아가씨에게 꼭 합격하여 돌아올 것을 굳게 약속하고는 한양으로 떠

났다. 아가씨는 홀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샘물을 떠놓고 뒤뜰에서 빌고, 우물가 옆 은행나무에 

절하며 삼성사와 서낭당에 가서 빌고 또 빌었다. 그것도 모자랄 것 같으면 뒷산의 높은 산본(山

本)마을로 향한 중턱에서 물이 철철 흐르기로 유명한 ‘원수(元水)’물을 떠가지고 감투봉으로 올

라 달님에게 빌며 소년이자 장차 낭군이 될 청년이 꼭 장원급제하기를 매일 기원하였다. 그런 정

성이 통하였는지 청년은 드디어 과거에 장원급제하여 노란 옷에 화관을 쓰고 삼일유가를 다니

며 장원급제 행차를 하고 삼성마을로 돌아온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런데 아가씨에게 그만 이변이 생기고 말았다. 아가씨는 청년의 장원급제 소식을 듣고 이는 

곧 달님의 덕이라 생각하고 감사의 기도와 함께 앞으로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빌기 위해 감

투봉에 올랐다. 

그때 산기슭 용호리 마을에서 힘겨루기를 하느라 잘 다투던 호랑이와 용이 마침 샘물가에서 

아가씨를 보고 그 마음씨와 외모를 탐내어 사람으로 변해 서로 차지하겠다고 감투봉 아래까지 

따라 올라가 그 편편한 봉우리에서 무섭게 싸우기 시작하였다. 

그것도 모르고 아가씨는 마냥 달님에게 빌고 있었고, 한편 과거에 합격하여 돌아온 청년은 아

가씨를 백방으로 찾았으나 보이지 않자 예전에 같이 달님에게 소원을 빌던 감투봉으로 항하게 

지 모른다고 답한다”며 “요즘 청소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

다. 어르신께 공수하고 인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부터 시작해 효를 주제로 한 토론의 장을 열

고, 세대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더 나아가 효를 주제로 하는 어린이 

동화를 제작하고, UCC 및 음반을 제작하고, 학생들이 3D펜을 이용해 만들 전래놀이 게임을 선

보이기도 했다. 전문공연단체와 손잡고 벽상갈화를 원작으로 한 창작무용극도 개발하는 등 다

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 이사장은 “효는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의 첫걸음으로,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남을 사

랑할 수 있고 또한 그 덕을 나눌 수 있다는 진리다. 세월이 변해도 낡거나 가치가 사라지지 않

는다”며 “사람답게 사는 법을 배우고,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에 동참하는 일이 효”라고 말했다.

2. 군포시 감투봉 아가씨

1) 유래

군포시 군포2동(부곡동) 삼성

마을에는 ‘감투봉 아가씨’ 전설

이 전하고 있다. 이 마을은 예로

부터 과거시험을 준비하는 청년

들이 각처에서 모여들어 등과를 

위해 정성을 올리는 마을로 유명

했다. 위치상 한양이 가깝고 삶

의 이치를 깨우쳐주는 신령스러

운 기가 있다는 수리산(修理山)

을 뒤로 하고 있으며, 남북으로

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가르는 

삼파산(감투봉)의 높은 봉우리와 삼태기 같이 포근하면서 종 모양을 하고 마을 가운데 복스럽게 

살짝 뻗쳐 나온 언덕, 그리고 양 골짜기 사이 바위에서 솟아나는 두 샘물이 있어 명당 터로 소

문이 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유로 이 마을은 예로부터 과거시험에 합격하는 인재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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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대적 활용

(1) 스토리텔링 및 체험코스 개발

감투봉 아가씨 전설을 스토리텔링 하여 이를 테마로 체험코스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

이다. 오늘날 스토리텔링을 통해 하나의 테마 코스를 개발하는 것은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전설이 가진 특성은 한 지역의 지역성을 밝히는 데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전설을 증거 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마을 여기저기에 존재한다는 

사실은 지역 특화상품 개발의 충분한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전설에 담긴 남녀의 

애틋한 사랑을 활용하여 스토리텔링하고, 여기에 내재된 문화요소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

하여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여기서 유의할 사항은 감투봉 아가씨와 

선비라는 막연한 인물을 스토리텔링을 통해 구체적으로 특정화 할 필요가 있다. 즉 시민 공

모 등을 통해 지역과 연관된 가상의 인물을 설정하고 ‘춘향과 이도령’,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이름을 부여하여 상징화 하는 것이다.

(2) 샘터 발굴과 신비의 샘으로 특화

삼성마을의 양 골짜기 사이 바위에서 솟아나는 샘터를 발굴하여 신비의 샘으로 특화하는 것

이다. 이 샘터는 전설 속에서 명당 터로 소문났던 곳이며 이 물을 마시거나 소원을 빌면 과거시

험에 합격한다는 전설을 토대로 샘터를 발굴하고 그곳에서 나오는 샘물을 대학입시나 입사시

험 등 수험생들에게 효험이 있는 물로 콘텐츠화 하여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실례로 

맑은 물이 흐른다는 뜻을 가진 일본의 ‘기요미즈데라(靑水寺)’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사

찰로 778년에 엔친대사가 꿈에서 본 폭포를 실제로 오토와산에서 발견하여 건축한 것인데 이 

절의 유래가 된 오토와 폭포는 예로부터 ‘황금의 물’, ‘수명을 연장시키는 물’이라 하여 신성시 

되어 왔으며, 현재는 마시면 건강, 학업, 연애에 효험이 있다는 설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4)

(3) 문화상품 및 캐릭터 개발

감투봉 아가씨 전설과 관련된 문화상품이나 캐릭터 개발이다. 사람들은 특별한 이야기가 

4) 『Justgo 해외여행 가이드북 02 오사카·고베·나라·교토』, (시공사), 2013, p.359

되었다. 멀리서 보니 역시 아가씨는 감투봉에서 물을 떠놓고 빌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앞에 사람처럼 보였던 사내 둘이 싸우고 있다가 갑자기 용과 호랑이로 변하여 무섭게 싸우는 

것이 아닌가. 청년은 소리쳐 아가씨를 불렀고, 아가씨는 사랑하는 낭군의 부르는 소리에 돌아보

니 청년은 보이지 않고 웬 무시무시한 호랑이와 용이 피투성이가 되어 싸우는 모습만이 앞을 막

았다. 그 모습에 아가씨는 그만 기절을 하고 청년은 나뭇가지와 돌로 호랑이와 용을 처치하고는 

지친몸으로 아가씨 앞으로 다가갔으나 아가씨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다. 그동안 지나치게 정

성을 다하느라 몸이 쇠약해진데다 흉악한 짐승들이 싸우는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아 계속 깨어나

지 못하였고 청년은 아가씨를 밤새도록 껴안고 흔들며 울었다.

다음날 마을사람들은 장원급제 축하잔치를 준비하고 청년을 찾았으나 도대체 찾을 수가 없어

서 나중에는 감투봉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난밤 추운 날씨에 두 남녀가 꼭 

부둥켜안고 얼어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 후 이 마을은 이 봉우리를 마치 장원 급제한 벼슬아치의 관모와 같이 생겼다 하여 관모봉

이라 이름 붙이고, 애절한 두 남녀의 못 다한 사랑의 사연을 생각하여 감투봉 아가씨 전설을 후

세에 전해오고 있다. 이후 정월 보름이 되면 젊은이들은 쇠가죽 큰북을 밤낮으로 치며 악귀와 

도둑을 내몰기 위해 마을 안을 돌아다녔으며 저녁이 되면 감투봉에 올라 옛 전설을 생각하고 둥

근 보름달이 뜨는 것을 제일 먼저 보는 사람이 그해 장가를 갈 수 있다고 하며 풍성하고 떠들썩

한 보름행사를 즐겼다.3)

3) 원형 해석

군포의 감투봉 아가씨 전설은 이 지역에 뿌리를 두고 생성되고 소통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

역성이 잘 반영되어 있고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콘텐츠로 거듭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

고 있다고 본다. 우리에게 너무도 유명한 로미오와 줄리엣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 못지않은 콘

텐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 주민들은 일종의 마을의 역사로서 이 이야기를 오래도록 들어

왔고, 그리고 믿어왔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단순히 허구로 기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역사가 되기도 하고 문화가 되고, 지역을 상징하는 정체성의 뿌리가 될 수 있다. 

3) 군포시 문화관광 사이트(http://culture.gunpo.go.kr/cms/content/view/1582.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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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츠로 활용하여 마을축제를 개발한다면 마을의 장소성과 어우러져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감투봉 아가씨 전설을 콘텐츠화 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전설이 

단순히 마을 사람들이나 소수인들만 알고 있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대중들이 그

것을 통하여 즐거움을 얻고 지역문화 진흥은 물론 다양한 산업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3. 수원시 팔달문

팔달문은 수원의 4대문 중 그 첫 관문인 남문으로 1794년(정조 18년) 화성 축성 당시 건립된 

성문으로 높은 석축과 홍예문 위에 2층으로 세운 문루다. 문의 4변에는 여장(女墻)을 돌리고 전

면에는 반월형의 옹성(甕城)을 쌓았으며, 중앙에 또 하나의 홍예 형태인 출입문을 냈다.

성문의 석축은 거의 돌로 축조되었으나 옹성은 전돌(벽돌)로 쌓았고 옹성 홍예문의 성부에는 

오성지(五星池)라는 구멍 다섯 개가 뚫린 물탱크 같은 누조를 설치했는데, 이것은 적이 성문에 

불을 지르고 공격을 해올 때를 대비하여 만든 것으로 다른 성에는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시설

물이다.

문루의 좌우에는 적을 감시하고 공격할 수 있는 높은 적대가 하나씩 있고 2층 4면에는 태극문

양과 괴수의 그림을 그려 넣은 여러 개의 판문을 달고 총구를 내어 적을 경계하고 공격할 수 있게 

담긴 장소에 가면 그것과 관련된 문화상품이나 기념품을 구입하기 마련이다. 아버지를 살리

기 위해 진달래꽃을 따다 우물물로 술을 빚어 아버지의 병을 고쳤다는 ‘복지겸’ 전설을 토대

로 충남 면천에서는 ‘면천 두견주’를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이야기와 함께 시판하고 있

다. 또한, 일본 교토에 있는 산네이자카(三年坂)의 경우, 그 골목이나 계단에서 넘어지면 3년 

안에 죽는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그 액땜을 위해 근처의 기념품 가게에서는 호리병

을 팔고 있다고 한다. 이는 호리병이 오뚝이처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특성에 기인하고 

있다. 이처럼 전설에 대한 상상력을 보다 폭넓게 활용한 상품을 모색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토리텔링이다. 스토리텔링은 문화 원형을 활용하여 유형에 알맞은 소

재를 선택하고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전개, 연결하여 미학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상품을 만드

는 것이다.5)

(4) 문화예술 콘텐츠의 개발

전설을 배경으로 한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의 전설을 단

순히 그대로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의 재가공을 통해 더욱 많은 대중들이 공감

할 수 있는 문화 예술 콘텐츠를 창작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 라인 강 기슭의 로렐라이 절벽을 

배경으로 한 로렐라이 전설이 수많은 시, 소설, 뮤지컬, 오페라 등의 예술작품으로 재창조된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감투봉 아가씨 전설은 2007년 음악과 무용이 결합된 타악 퍼포

먼스로 재구성한 ‘감투봉, 그 여명의 어울림’이란 타이틀로 공연되었고,6) 2016년에는 ‘감투봉 

아가씨와 선비’라는 이름으로 춤, 판소리, 풍물이 함께 어우러지는 창작물을 무대에 올렸다.7) 

 

(5) 지역축제의 개발

이러한 다양한 콘텐츠들을 활용하여 감투봉 아가씨 전설을 지역축제로 승화시킬 수 있을 것

이다. 지역주민 누구나 공감하는 가치를 축제의 소재로 삼기 때문에 축제가 지역에 쉽게 뿌

리내릴 수 있고, 축제가 마을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의 직접적인 경제

적 효과를 창출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을 지역문화 콘

5) 김태영, 「경남지역 관광스토리텔링 활성화 방안」, (경남발전연구원), 2008, p.18

6) 경인일보(2016년 5월 17일자 20면)

7) 연합뉴스(2007년 10월 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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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에서 치밀한 건축구조와 중층문루(門樓)의 구조 등을 놓고 볼 때 한양 숭례문을 모본(模本) 

삼아 건축된 도성의 문이라는 주장이 나왔고, 숭례문 건축 이후 40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지어진 

중층 문루 건축물로서 당시대의 장인과 건축기술을 체계적으로 집약해 건축함으로써 목조건축

기술을 한 단계 발전시켰다고 평가하였다.10)

그것을 입증이라도 하듯 수원 팔달문은 창덕궁 인정전과 세부가 매우 유사하다고 한다. 그것

은 1804년 인정전 복원에 참여한 강원도 회양 출신의 목수 윤사범이 10년 전인 1794년 수원 화

성 축성 당시 팔달문을 짓는데 참여한 목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11)

수원 팔달문은 자체가 하나의 문화 콘텐츠로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팔달문(八達門)은 사방으로 

통하고 팔방으로 닿아 있다는 뜻의 사통팔달(四通八達)이란 고사성어의 줄임말 명칭이다. 사통팔

달의 의미는 방위적, 공간적 개념이지만 이를 확대하여 인간의 심리적, 정신적 개념으로 의미를 

부여한다면 사람들의 관심과 호기를 자극하는 또 다른 문화 콘텐츠로서 가치가 확산될 수 있다.

또 팔달문을 시민들에게 주기적으로 개방하여 내부를 관람할 수 있게 하고 팔달문과 관련된 체

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다양한 캐릭터 상품을 개발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4. 용인시 사주당 이씨와 ‘태교신기’

사주당 이씨(師朱堂 李氏, 1739-1821)는 목천현감 유한규(柳

漢奎)의 아내이다. 15세의 어린 나이에 유한규의 후처로 들어

가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매산리 시댁에서 시부모를 모시며 어

려운 살림을 도맡았다. 후에 <언문지(諺文志)>를 저술한 조선후

기의 대표적인 언문학자 유희(柳僖:1773~1837)와 두 딸을 키우

며 경험했던 바를 여러 문헌을 참고하여 <태교신기(胎敎新記)>

를 저술했다. 

<태교신기>는 총 10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 태

교의 이치를, 제2장에서는 태교의 효험을 설명하였으며 제3장에

10) 연합뉴스(2013년 7월 18일자) 

11) 헤럴드경제(2015년 9월 17일자), (http://biz.heraldcorp.com)

하였다. 문루는 정면 5칸, 측면 2칸으로 중층의 우진각 지붕이며 처마에는 화려하고 복잡한 다

포식 공포를 짜서 얹어 성문으로서의 장중한 위엄과 조선 건축의 예술성이 돋보이는 성문이다.8)

화성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조선 후기의 성으로 1963년 1월 21일 사적 제3호로 지정

되었고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둘레 5,744m, 높이 4.9m~ 6.2m이며, 

면적은 18만 8048㎡이다. 수원성은 단순히 토축된 읍성이었으나, 조선 정조 때 성곽을 새롭게 

축조함으로써 이후로는 화성이라 하였다.

정약용의 『성설》을 설계 지침으로 하고, 채제공을 중심으로 조심태 등의 진력으로 이룬, 뛰어

난 과학적인 구조물이다. 돌과 벽돌을 혼용한 과감한 방법, 거중기 등의 기계를 적극적으로 활

용하고 용재를 규격화한 점, 화포를 주무기로 하는 공용화기 사용의 방어구조 등은 다른 성곽에

서 볼 수 없는 새로운 것이다.

수원 화성은 조선왕조 제 22대 정조에 의해 건립된 성곽이자 도시로서 군사적 목적보다는 효

심과 개혁사상이 축성의 근본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당쟁에 의한 당파근절과 강력한 왕도정치

의 실현을 위해 양경체제(兩京體制)를 실시하여 상왕(上王)으로 수원에 거주하여 백성을 위한 새

로운 개혁정치를 하고자 하는 원대한 포부가 담긴 정치구상의 중심지였다.9)

하지만 화성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많은 시설물들이 파괴되어 그 본래의 모습

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다행히 화성 축성 보고서인 『화성성역의궤』를 기반으로 1975년부터 1979

년까지 화성 복원 정비사업이 추진되었다.

콘텐츠 활용방안

보물 제402호인 팔달문은 수원화성을 출입하는 4개의 성문 가운데 하나로 수원화성의 제1의 

관문이자 수원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문화유산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문화콘텐츠 개발에 관한 

논의에서 팔달문은 수원화성의 주요 구성요소의 일부로 간주되어 왔다. 그래서 팔달문이 조선

시대 성문으로서 건축학적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숭례문이나 전주의 풍남문 보다 상대적으로 주

목을 받지 못해 왔다.

2013년 수원화성박물관에서 열린 ‘팔달문에 나타난 18세기 목조건축기술의 특징’이라는 학술

8) 박영순, 「수원 화성(華城)의 팔달문(八達門)」, 국토(구 국토정보), 2002, 131-131

9) 김준혁, 「조선 왕실기록을 기반으로 하는 수원 화성의 문화콘텐츠 활성화」, 『인문콘텐츠』(34), (인문콘텐츠학회), 2014, p.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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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사람으로 한글 음운서(音韻書), <언문지(諺文志)>를 저술했는데, 최초로 언문글자(訓民正音)

에 대한 연구 업적을 담았다. 

그는 저서에서 특히 언문자의 표음기능을 적극적으로 긍정하되, 당시에 사용되고 있던 훈민정

음의 본의에 어긋나는 표기들을 고치고, 음을 바로잡는데 치중했다. 이를 위해 수많은 참고 서적

들의 표기법을 살피고 그것들의 옳고 그름을 취사하여 자신이 교정한 사례들을 나열하였다. 이

는 당시의 한글 체제를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 문헌이다.12)

콘텐츠 활용방안 

용인시는 2015년 9월 용인시민의 날 기념식을 통해 ‘태교도시’를 선포하고 전문기관에 태교 

관련 연구 용역을 의뢰하여 태교교실 운영, 태교숲길 조성, 임산부를 위한 토크 콘서트, 태교 페

스티벌 등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한 중·장기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오

고 있다.

그런가 하면 민간 영역에서는 2010년 <사주당이씨기념사업회>를 조직하고 다양한 선양사업

을 전개해 왔다. 사업회는 <태교신기>의 의미를 규명하고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기 위한 각

종 학술대회를 개최하는가 하면 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수종의 단행본도 발간하였다. 또 태

교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한국태교아카데미>를 설립하고 ‘태교지도사’를 배출해 오고 있다.

1) 『태교신기』 연구를 통한 현대적 재해석

태중의 여아를 남아로 바꾸는 민간요법이 공공연하게 시도되던 조선시대에 인간의 기질을 올

곧게 만들기 위해 그 근본이 되는 태아 때부터 인성 교육을 시작하자고 주창한 사주당의 태교론

은 매우 설득력이 있고,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의 입장에서도 그대로 수용될 수 있는 합리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정인보(1893-1950) 선생은 『태교신기』의 의의를 인(仁)으로 불어 주고 의

(義)로 품고 덕(德)으로 가르치는 오묘한 세계를 담고 있는 것으로, 서양의 우생학(優生學)보다 

훨씬 본질적이라고 평가했을 정도이다.13) 하지만 『태교신기』는 성리학적 관념과 조선시대의 정

12) 김장환, 「용인의 실학인물 조명」, 『용인문화』 21호, (용인문화원), 2012, pp.22-31

13) 이숙인, 「이사주당(李師朱堂), 경험을 지식화한 여성 실학자」, 『내일을 여는 역사』, 2015, p.266

서는 옛 사람들이 태교를 잘하여 자식이 어질었다 하여 태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제4장에서

는 태교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항목별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하였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태교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며 옛사람들이 행한 일이나 관계 조항을 인용하였다. 마지막 장은 남편에

게도 태교의 책임이 있으므로 부인에게 가르쳐주도록 하였다. 이 책은 태교에 관한 이론과 실제

를 구비하여 태교의 중요성을 체계화한 데 의의가 있다.

사주당 이씨는 18세기 후반 사회적으로 새로운 가치가 요구되던 시대에 그 누구보다 사회변화

의 필요성을 읽어내고 앞서나간 지식인이었다. 특히 여성들의 일상의 지식들을 단순한 경험으로 

치부하지 않고 이를 정리 출판함으로써 새로운 지식의 반열에 올려놓은 주인공이었다. 즉 여성

은 지식의 소비자만이 아니라 생산자를 겸할 수 있다는 파격적인 사고를 가졌던 인물인 것이다. 

애초부터 사주당은 자신의 책을 태교에만 국한시키지 않았다. 그녀의 생각은 태교를 넘어 어

린 자녀를 기르는 초급 교육의 주체로서 어머니를 상정했었다. 현실적으로도 당시 어머니들은 

자식 교육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었지만 유교적 가치관으로 인해 교육에서 배제되어 있었

고 사회에 참여한다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한 일이었다. 사주당 역시 스스로가 유교의 덕목을 내

면화하고 있던 터라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기 어려웠다. 비록 교육의 내용이 근대적인 여성 해

방과 남녀평등에 기초한 주체적 활동을 담아낸 것은 아니었지만, 자녀 교육에 주체적으로 참여

했던 자신의 이미지를 어머니의 본보기로 상정했던 사주당의 생각은 정녕 시대를 앞서간 선각

자의 모습이었다. 

사주당 사후 수 십 여년이 지난 1889년 유길준과 같은 개화론자들은 여성 교육의 필요성을 새

삼 주장하였다. 여성이 유아기의 교육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생학적으로 모체의 건강을 

배려하는 일이 국력과 직결된다는 논리였다. 교육의 주인공으로서 여성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주장한 셈이다. 뿐만 아니라 당시 여러 신문에서도 여성에게 교육의 기회와 사회 활동을 보장하

라는 신지식인들의 사설이 줄을 이었다. 

사주당이 교육의 주체로서 여성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 이미 100년 전 일인데 말이다. 즉 사주

당이 그렸던 이상(理想)의 세계는 <태교신기>가 간행된 지 100년이 훌쩍 지난 20세기에 이르러

서야 비로소 실현 가능해졌던 것이다.

그런가 하면 사주당의 아들 유희(柳僖, 1773~1837)는 한글을 연구하고 훈민정음의 자모를 독

창적 방법으로 분류 해설한 언문학자이다. 아버지를 11살 때 여의고 어머니 슬하에서 자란 선생

은 65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농사를 지으며 일생 동안 저술에만 몰두하여 <언문지> 등 100권

에 가까운 저서를 남겼다. 그는 양명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실사구시(責事求是) 학문을 추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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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판 및 상품 개발 사업

태교도시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타 도시와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용인만이 지닐 수 있는 

독특한 아이콘과 이를 통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 사업이 필요하다. 특히 출판이나 관련 상품 개

발은 이 사업의 매력을 높이고 세인의 관심을 증대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특히 

태교도시 선포 후 『태교신기』와 관련된 여려 종류의 간행물이 나오고 있지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전문가들의 공동 연구를 통한 현대판 『태교신기』의 간행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태교

신기』 관련 캐릭터의 개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태교신기』가 조선시대 간행물이므로 전통성을 

살리면서도 현대인의 취향에 맞는 깜찍한 캐릭터를 개발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태교신기를 

쉽게 설명하는 에니메이션 영상물이나 태교음악, 태교명상 음반 제작 등 태교와 관련된 다양한 

상품들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胎敎爲本 師敎爲末 태교가 기본(本)이고 스승의 가르침은 끝(末)이다. 

父生之 母育之 아버지가 낳으시고, 어머니가 기르시며, 

師敎之一也. 스승의 가르침은 모두 한 가지다. 

善醫者 治於未病 의술을 잘하는 자는 병들지 아니하였을 때 다스리고, 

善斅者 斅於未生 잘 가르치는 자는 태어나기 전에 가르친다. 

故 師敎十年 그런 까닭에 스승의 십 년 가르치심이 

未若母十月之育 어머니 열 달 기르심만 못하고 

母育十月 어머니 열 달 기르심은 

未若父一日之生 아버지 하루 낳아주심만 못하다. 

태교신기(胎敎新記)에 나온 말이다. 태교신기는 1800년에 쓰여진 태교전문서다. 이 책을 쓴 

사람은 사주당(師朱堂) 이씨(1739~1821)로, 여성이다. 태교에 관한 내용이니 여성이 쓰는 것이 

당연해 보이지만 조선 후기 사회에서 여성이 책을 쓰는 일은 흔치 않았다.  

사주당 이씨는 목천 현감 유한규의 아내로 25살의 나이에 청주에서 용인으로 시집왔다. 네 자

녀를 낳아 키운 경험과 학문으로 쌓은 지식 등을 토대로 62세에 태교신기를 집필했다. 1801년 

사주당의 아들 유희가 언해한 수고본이 성균관대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태교신기는 총 10개의 장으로 구성돼 있다. 1장에서는 태교의 이치를, 2장에서는 태교의 효

서를 바탕으로 쓰인 글이다. 때문에 본질적인 내용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가 있지만 현대적 관점

에서의 연구를 통한 재해석과 교육학이나 심리학 등 학문적 이론이 병립된 현대판 『태교신기』의 

발간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까지 『태교신기』 번역판이 여러 종 발간되었지만 연구사

업은 또 다른 측면에서의 『태교신기』 콘텐츠 사업이라 할 수 있다.

2) 인물 콘텐츠 선양 사업

현재 용인시에서는 태교교실, 토크 콘서트, 태교 페스티벌 등 ‘태교도시’선포에 따른 콘텐츠 

사업이 2년째 진행되고 있지만 『태교신기』를 저작한 사주당 이씨와 관련된 인물 콘텐츠 사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주당 이씨라는 역사인물은 태교도시의 원천 소스이자 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문화 콘텐츠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인물 자체에 역사성, 

친연성, 위대성이 함축되어 있고, 이것이 결국 ‘태교도시’라는 지역 정체성을 발휘하는 핵심 동

력이 되는 것이다. 더욱이 한국외대 동편 산기슭에 위치한 그녀의 묘소는 일반인들이 찾아가기 

어려울 정도로 험한 지형에 위치해 있으며 봉분이나 잔디 식재가 초라하기 짝이 없다. 사주당 이

씨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묘소를 찾는 사람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감안, 사

주당 이씨 선양 사업과 함께 묘역 정비사업도 병행되어야 한다.

3) 교육 콘텐츠 개발 사업

교육 콘텐츠 개발 사업은 태교도시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사주당 이

씨와 『태교신기』 관련 교육 콘텐츠는 제작자의 역량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가능하겠

지만 우선 두 가지 영역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사주당 이씨가 집필한 『태교신기』의 강독이다. 

많은 임산부와 혼인을 앞둔 예비 신부들을 대상으로 『태교신기』의 내용을 해설하고 태교와 관련

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태교도시 사업의 핵심 콘텐츠가 될 것이다. 둘째는 해당 인물

과 관련이 있는 현장의 유적 탐방이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모현면 한국외대 동편에 위치한 사

주당의 묘소와 이웃하고 있는 아들 유희 선생의 묘소를 정비하고 현장 답사하는 코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용인시에서 묘역 주변에 태교숲길을 조성하고 있는 만큼 매우 유익한 탐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덧붙여 태교숲길을 좀 더 확대하여 ‘태교 테마 공원’으로 조성한다면 보다 다

양한 체험과 함께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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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다”고 주장했다. 

성내지 않고, 찬 곳에 앉지 않고, 나쁜 것을 보지 않는 것, 주변 사람이 임산부를 화나게 해

서는 안된다는 것 등의 지침은 산모의 스트레스가 태아에 미치는 악영향을 방지한다는 의미라

는 설명이다.

박 회장은 “200년도 더 전에 쓰여진 태교서지만, 음식에 관한 몇 가지 설명을 제외하고는 현

재에도 유용하다”며 “태교의 본질은 인성과 건강이고 이는 인간답게 살아가는 길을 안내하는 최

초의 길잡이”리고 말했다.

용인시는 2010년께부터 태교신기에 주목했다. 태교신기를 용인시가 가진 자원으로 여기고 이

를 바탕으로 ‘인성·배려·존중의 태교도시’라는 비전을 세웠다.  

용인시가 꿈꾸는 태교도시란 ‘태교신기의 근본가치인 인성존중을 바탕으로 한 올바른 교육을 

통해 건강한 시민을 육성하고 이를 위한 기반시설 및 사회적 환경을 구축해 모든 시민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세대 간에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도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2020년까지 태교도시 조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이

디어를 모았다. 태교 및 인성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태교 숲 힐링 체험, 태교축제 등을 진행

했다. 문화원형을 통해 도시 정책을 수립한 하나의 사례다.  

그러나 성공적인 사례로 남기위해서는 더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용인시 

문화계 관계자는 “태교신기라는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태교도시를 만들려면, 축제

나 행사도 좋지만, 문화적·역사적 토대를 다지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험을 설명했다. 태교의 중요성과 구체적인 방법이 주를 이루고, 남편과 가족이 임산부의 태교를 

위해 지켜야 할 것들도 일러두었다. 사주당의 개인사에 관한 기록은 남아있는 것이 별로 없다.  

남편 유한규와 아들 유희 등 주변 인물이 남긴 글에서 그녀의 성정과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아

들 유희가 쓴 ‘어머니 가장(家狀)’과 신작이 쓴 ‘사주당 묘지명’에 따르면, 사주당은 남편 없이 어

린 자녀들을 이끌고 용인으로 들어가 변변한 호미도 없이 밭을 일구고 촛불도 없이 길쌈을 하는 

고통스런 환경에서 아이들을 먹이느라 몸이 부서지는 줄도 몰랐다.  

그런데도 딸들에게는 아궁이 불 때는 일을 시키지 않았고, 아들에게는 식량을 싸서 스승을 찾

아 멀리 보내기까지 했다. 딸들은 모두 글공부를 해 ‘태교신기’의 발문을 쓸 정도의 문장을 갖추

었고, 아들 유희는 훈민정음의 자모를 독창적인 방법으로 분류, 해설한 언문학자로 ‘언문지’등 

100권에 가까운 저서를 남겼다. 

사주당 스스로도 학문을 향한 열망이 컸다. 83세에 세상을 떠나기 전 “돌아가신 어머니의 편

지 한 묶음과 남편 목천공과의 성리문답, 내가 필사한 격몽요결은 입던 옷과 같이 넣어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진다. 20살의 나이차에도 목천공과 사주당 부부는 함께 학문을 토론했고, 남편

은 아내를 지지했다.

태교신기에는 사주당의 지식인, 선각자로서의 면모가 함축돼있다. 현대의 학자들은 사주당이 

18세기 후반 새로운 사회적 가치가 요구되던 시기에 누구보다 앞서 사회변화의 필요성을 읽어

낸 지식인이라고 평가한다. 

여성들이 지닌 지혜나 지식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이를 종합해 책을 써냈으며 그 책 안에는 당

시에는 찾기 힘든 주체적이고 평등한 시선이 담겨있다.  

그녀는 누구나 태교를 하면 군자를 낳을 수 있다고 했고, 자녀를 기르는 초급 교육의 주체가 

어머니라고 했다. 당시 유교적 가치관으로 여성이 교육에서 배제돼 있던 것을 생각하면 파격적

인 주장이다. 

이사주당기념사업회 박숙현 회장은 태교신기의 과학성과 현대성에 주목했다. 박 회장은 “사

주당은 현대식으로 표현하자면 의학전문가이자 육아교육학자”라며 “태교신기는 육아 경험과 경

서에 기반한 사상, 황재내경·동의보감 등의 한의서, 여성 교양서와 구전태교를 집대성한 세계 

최초의 태교전문서”라고 평가했다. 

또한 “태교가 한때 전통적인 것, 혹은 ‘미신’에 가까운 것으로 치부된 것은 일제강점기와 한국

전쟁을 겪으며 태교문화가 단절됐기 때문”이라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태교에 대한 관심이 

커졌는데, 산부인과·뇌과학 등 현대 의학이 제안하는 태교방법과 사주당의 방법이 크게 다르

<태교신기> <이사주당 묘역> 사진제공 |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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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불교운동을 전개하면서 회삼귀일(會三歸一)의 일불승(一佛乘) 사상과 구원성불(久遠成佛)

을 근간으로 하여 새로운 경전을 편찬하게 되니 이것이 <법화경>의 성립 배경이다. 이 경은 그 

후 불교경전 중 가장 넓은 지역에 유포되어 많은 민족들에게 애호됐으며, 가장 깊이 연구된 대

승경전이다.15)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종류의 한역본 중 구마라습(鳩摩羅什)이 번역한 ≪묘법연

화경 妙法蓮華經≫ 8권이 가장 널리 보급, 유통되었다.16)

청계사에 소장되어 있는 묘법연화경(妙法蓮華經)은 조선 광해군 14년(1622)에 판각한 것으로 

모두 213판이다. 

콘텐츠 활용방안

1) 가상현실 체험관 운영

청계사에 소장되어 있는 묘법연화경(妙法蓮華經)을 비롯한 경판들은 17~18세기에 제작된 조

선시대 목판으로 당시 불교문화의 위상을 가늠케 하는 중요한 기록문화재이다. 하지만 일반인

들에게는 직접 공개가 되지 않아 그 존재 사실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접근이 어렵다. 소중한 문

화유산을 보호하면서도 일반 시민이 그 가치와 의미를 직접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이 가

상현실 체험관 운영이다. 가상현실은 실제 환경과 유사하게 만들어진 컴퓨터 모델 속에서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같은 감각들을 사이버 미디어를 통하여 체험하고 대화식으로 정보를 주

고받는 것을 말한다.17) 청계사 내에 가상현실 체험관을 마련하고 목판의 의미와 문화재적 가치 

등을 설명하고 그 활용법을 눈으로 보고 느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일반인들이 문화재에 쉽

게 다가가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 목판인출(木板印出) 시연 행사

경판을 전통적인 방식으로 인쇄하는 목판인출(木板印出) 시연 행사를 주기적으로 개최할 필요

15) 국립중앙박물관(http://www.museum.go.kr)

16)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17) 강진갑, 「경기도 문화유산 가상현실체험 시스템 개발과 인문학자의 역할」, 『인문콘텐츠』 창간호, (인문콘텐츠학회), 2003, p.106

5. 의왕시 청계사 묘법연화경

경기도 의왕시 청계사는 통

일신라 때 창건된 전통사찰로 

고려 충렬왕 때인 1284년 평

양부원군 조인규(趙仁規)가 

사재를 들여 중창했으며, 경

기문화재자료 6호(3동의 요사

와 10채의 건물), 국보 11-7

호 동종(1701년 주조), 경기유

형문화재 135호(경판) 등 각종 문화재가 소장돼 있다. 

이곳에 소장된 18종 466판의 목판은 광해군 14년(1622)에 새긴 묘법연화경 213판을 비롯하여 

인조 원년(1623)에 새긴 선요·도서·절요·서장 등 불교 교과목과 『예수십왕생칠경』, 『오대진

언』,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궤』 등의 불교의식에 관한 문헌이다. 이외에도 순조 31년(1831)에 

새긴 『천지팔양신주경판』과 『몽산법어』, 『천자문』, 『계초심학인문·발심수행장』이 있다.14)

이곳에 소장되어 있는 묘법연화경(妙法蓮華經)은 <법화경(法華經)>이라 약칭되며, 천태종(天

台宗)의 근본 경전으로 <화엄경(華嚴經)>과 함께 한국 불교사상을 확립하는 데 가장 크게 영향

을 미친 경전이다. 이 경은 예로부터 모든 경전들 중의 왕으로 인정받았고, 초기 대승경전(大乘

經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불경이다.

<법화경>은 부처님의 지혜를 열어 보여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부처님의 지혜에 들게 

함을 목적으로 편찬된 경이다. 따라서 다른 경에서는 성불할 수 없다고 설한 악인이나 여인까지

도 성불이 가능하다고 설하고 있다.

대승불교(大乘佛敎)가 발생한 시기는 소승불교(小乘佛敎)의 학문적 추구와 전문화로 말미암아 

출가교단이 일반대중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 주지 못할 때였다. 그런 연유로 대중들은 자

연히 부처님을 기억해 낼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됐다. 바로 이때 진보적이며 신앙심이 강렬한 재

가보살들이 중심이 되어 ‘보살단’이라는 자치단체를 구성, 부처님의 사리탑 신앙을 중심으로 새

14) 문화재청(http://www.ch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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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하여 쌓았다. 1796년(정조 20)에 수원성 축조와 함께 고쳐 쌓아 오늘에 이르는데, 당시 성

의 둘레는 1,800보이고 성문 4곳이 있었다고 한다.

이 산성은 많은 군사들이 주둔하기에는 물이 부족한 편이다. 이것은 세마대(洗馬臺)를 낳았

다. 곧 1593년에 권율이 이곳에 주둔하였을 때 가토 기요마사(加藤淸正)가 이끄는 왜군이 와서 

산에 물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는 물 한 지게를 산 위로 올려 보내며 조롱하였다. 권율은 물이 

많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백마를 산 위로 끌어 올리고서 목욕시키는 것처럼 흰 쌀을 끼얹었다. 

이를 본 왜군은 말을 씻길 만큼 산꼭대기에 물이 풍부하다고 생각하고는 물러났다고 한다. 세마

대는 1957년에 복원되었다.18)

콘텐츠 활용방안 

1) 독산성문화제의 평가와 피드백

오산시에서는 매년 10월 독산성문화제를 개최하고 있다. 2014년에 열린 제5회 독산성문화제

18)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가 있다. 시연행사를 통해 수장고에 묻혀 있던 문화재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 소중한 가치

를 일깨우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2008년도에는 청계사와 경기문화재단이 청계사 

경내 동요사채에서 경판 30여질을 전통방식으로 인쇄하는 인출(印出) 시연행사를 개최하였다.

3) 경판인쇄 체험 프로그램 운영

일반인들이 청계사의 경판을 전통방식으로 인쇄해 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

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묘법연화경 등 경판은 모조 제작한 목판을 이용하도록 하고 해설

사의 설명과 함께 답사자들이 직접 경판을 인쇄해 볼 수 있게 한다면 조선시대 불교 인쇄문화

의 진수를 직접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는 막연하게 느껴지던 문화

재와 보다 친숙해지는 기회가 될 것이며 문화재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자긍심을 느끼게 하는 방

안이 될 수 있다.

6. 오산시 독산성(禿山城)과 세마대지(洗馬臺址)

경기도 오산시 지곶동에 있는 독산성(禿山城)은 백제시대 산성으로 사적 제140호로 지정되

어 있으며 독성산성(禿城山城)이라고도 불린다. 돌로 쌓은 산성으로 둘레는 약 3.6㎞인데, 현

재 약 400m 정도의 성벽과 성문 4곳이 남아 있다. 쌓은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전략적 요

충지에 자리하였으므로, 한강 하류에 도성을 두었던 백제시대에 축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산성은 통일신라시대와 고려시대를 거쳐 임진왜란 때까지 계속 사용되었다. 곧 1593년(선

조 26) 7월에 전라도관찰사 겸 순변사였던 권율(權慄)이 근왕병 2만 명을 모아 북상하다가 이곳

에 진을 치고 왜적을 물리쳤고, 이듬해 9월 11일~14일에는 백성들이 힘을 모아 불과 4일 만에 

고쳐 쌓았다. 이러한 과정은 주변에 알려져 금지산성(衿之山城)에서도 군량을 모으고 병사를 훈

련시켰으며, 월계산성(月溪山城)과 파사산성(婆娑山城)까지 영향을 미쳤다. 1595년에는 포루(

砲樓) 시설을 갖추었고, 1597년 2월에는 왜병이 쏜 조총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성벽 안쪽에 평

평한 집을 지었으며, 석차(石車)와 함께 투석용으로 쓰던 포차(抛車)를 배치하면서 성 밖에 목책

을 세우려고 계획하기도 하였다.

임진왜란이 끝난 뒤에는 전략적 위상이 계속 중시되어 1602년(선조 35)에 변응성(邊應星)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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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향유하는 수요자 중심의 축제를 기획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축제와 관련된 스토리

텔링 체계를 축제의 각 요소에 구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축제를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에는 이 

축제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하는 메시지와 가치가 응축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스토리텔링이다.

7. 안성시 돌미륵

삼국시대의 국경지대였던 안성은 4세기 이전에는 백제 땅이었다가 5세기 고구려 광개토대왕

과 장수왕의 남하정책 때는 고구려 영토가 되는 등 고구려, 백제, 신라가 수시로 세력다툼을 펼

치던 각축장이었다. 그래서일까, 불안정했던 삼국시대의 유적들은 드물고, 현재 남아 있는 대

부분이 고려시대 이후의 작품들이다. 그 중에서 특히 시 곳곳에서 만나는 다양한 돌미륵과 석

불입상들은 안성의 자랑거리다. 이들은 하나같이 후덕하고, 때로는 익살스러우며 친근한 표정

과 차림새를 하고 있다.

안성시 아양주공아파트 107동 바로 뒤에 미륵 2기가 모셔져 있다. 본래는 아롱개 마을이었으

나 개명된 이름으로 아양동이라 부른다. 왼쪽 불상은 상체만 보이고 오른쪽 불상은 전신에 가깝

에서는 임진왜란 당시 왜군을 물리친 권율 장군의 지혜와 충 사상을 기리는 다례(茶禮) 의식과 

세마(洗馬) 의식이 진행되고, 금암 거북놀이를 비롯해 장치기 대회 등 민속놀이가 진행되었다. 

기획공연으로 ‘독산의 노래’, ‘권율장군 재현극’ 등과 함께 ‘선비복 입어보기’, ‘서예·탁본·다도 

배우기’ 등의 체험행사도 진행되었다. 이 외에도 문화해설사가 동승하는 ‘독산성 역사탐방 버스

투어’가 가족 단위 참가자들의 호응 속에 운영되었다.19)

2016년 제6회 독산성문화제는 ‘무예로 충을 배우다’라는 주제로 역사·문화를 체험하는 행사

를 진행하였다. ‘독산성 빅3’ 라는 이름으로 독산성 정(情) 트레킹, 어린이 무과시험, 오산시민 

과거시험을 통해 시민 참여를 확대하였으며, ‘권율장군 신호연 날리기’와 ‘독산성 전국휘호대회’

를 개최했다.20)

이처럼 독산성문화제는 과거 여러 차례의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최근 민관의 유기적인 협력 

속에 상당히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고무적인 것은 행사 주관 단체

가 축제 콘텐츠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 돋보이고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향적인 발전을 위하여 유의해야 할 것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을 운영하여 행사 기획단

계에서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 결

과물이 다음 행사에 피드백 되어야 한다.

  

2) 독산성과 세마대의 스토리텔링

권율 장군이 산위로 흰 말을 끌고 올라가 흰 쌀로 말을 씻기는 시늉을 해 보이므로 왜군이 성

안에 물이 풍부한 것으로 알고 물러났다는 세마대(洗馬臺)의 전설을 응용하여 권율 장군의 지

혜와 독산성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져야 한다. 문화유산이나 역사인

물에 사연이 담기고 이야기가 담기면 그것은 날개를 달고 훨훨 날며 다시 살아나 숨 쉬게 된다. 

디지털 매체가 발달하고 체험이 중요시되면서 사람들은 백과사전 식 지식을 얻거나 심미적으로 

감상만 하는 욕구를 넘어 그것이 지닌 이야기를 듣거나 자신의 체험을 보태어 특별한 기억을 담

기를 원하게 되었다. 이러한 스토리텔링은 또한 독산성문화제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축

19) 이뉴스튜데이(https://www.enewstoday.co.kr)

20) 에너지경제신문(http://www.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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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평범하고 친근감 있는 풍만한 얼굴이 이름 그대로 태평스런 느낌을 준다. 꼿꼿이 정면을 향

하고 서 있는데, 두 다리는 아직도 땅에 묻혀 있다. 오른손은 두려움을 없애주는 시무외인(施無

畏印), 왼손은 중생의 소원을 모두 받아들인다는 뜻의 여원인(與願印)을 취하였는데, 두툼한 두 

손의 손가락을 유연하게 구부려 멋을 부렸다. 목에는 삼도가 뚜렷하고, 귀가 둥근 어깨에 닿을 

듯이 내려와 있으며, 가슴이 듬직하여 당당한 느낌을 준다. 어깨에 걸친 가사가 두껍게 처리되

었는데, 앞으로 내려오면서 U자형 계단식을 이루고 있다. 거대한 이 불상은 얼굴과 몸체의 균

형이 덜 맞고 투박하다 치더라도 지방민의 친근미를 지니고 있는 고려 초기 양식을 대표할 만한 

작품으로 꼽힌다.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37호이다.

대농리 미륵불은 사시사철 풍화에도 잘 견뎌낸 듯 보존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다. 두툼한 얼굴

에 두 눈은 곱게 내리떴으나 눈두덩을 마을사람에게 내어준 흔적이 있다. 하도 매만져 콧잔등이 

게 노출되어 있다. 보이지 않는 하체는 땅속에 묻혀 있다. 왼쪽 불상은 상체의 키가 훌쩍 크고 꽃

무늬가 선명한 보관을 썼으며 어깨가 곧고 당당하다. 긴 목에 윤곽이 뚜렷한데 마치 화장을 막 

끝낸 도시 미인처럼 화려하다. 하얀 자갈로 눈동자를 삼은 것도 특이하다. 반면에 오른쪽 불상

은 키 높은 모자를 썼으나 장식 없이 소박하고, 목이 밭아 어깨가 붙어버렸다. 옷도 법의가 아닌 

관복처럼 보인다. 얼굴의 윤곽도 생전 다듬어본 일 없는 시골 할아버지의 형상이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왼쪽 불상을 할머니, 오른쪽 불상을 할아버지 미륵으로 부른다. 두 불상 모두 수인(手

印)이라 할 수 없는 손 모양도 인상적이다. 아양동 미륵은 언젠가 홍수에 떠밀려 논바닥에 파묻

힌 적이 있었다고 한다. 마을사람들도 겨를이 없어 방치하고 있었는데 여러 사람 꿈에 선몽을 하

더란다. 이에 마을 사람들은 풍물을 치며 집집을 방문해 복을 기원해주고 시주를 모으는 걸립패

를 조직, 불상을 다시 이곳에 모셨다. 이때부터 마을사람은 매년 정월 보름이 되면 치성을 드린

다고 하는데, 남자들은 풍물을 치고 여자들이 제를 주관하는 점이 이채롭다.

기솔리석불입상(基率里石佛立像)은 정확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지(寺址)에 서 있는 2구의 석

불로 오른쪽(向右) 불상은 높이 5.4m, 왼쪽(向左) 불상은 높이 5.0m이다. 방형의 중후한 얼굴, 

돌출한 코와 커다란 눈과 입, 형식적인 삼도를 음각한 굵은 목, 장방형의 신체에 짧은 상체, 각

이 진 어깨와 양감없는 체구 등은 바로 당시의 지방적인 석불양식임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다. 이런 특징은 U형으로 중첩해서 내려지고 있는 통견의 법의나 변형 시무외·여원인을 짓고 

있는 갖다 붙인 듯한 두 손 등에서도 잘 묘사되고 있다. 높이 5m나 되는 거구의 이 불상들은 아

마도 장륙불상으로 조성하였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당시 흔히 조성되던 장륙불상의 한 예로 

보아 좋을 것이다. 이러한 거구의 석불들은 이 지방 일대에 상당수 남아 있어서 이 지방 석불양

식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국사봉의 궁예미륵이라 불리는 3기의 아담한 미륵이 있다. 그러나 이 미륵은 미륵이라기보

다 문인석에 가까운 석인상에 걸맞다. 문·무인석이 홀(笏) 대신 육환장을 짚었거나 두 손을 그

대로 읍(泣)하고 서 있는 모습이 불상이 보여주는 외양이나 수인(手印)은 아니다. 모자는 몸체

와 어울리지 않고, 목도 지나치게 짧으며 얼굴의 윤곽에는 불상이 주는 이미지나 친근미가 나

타나 있지 않다.

죽산면 매산리에 죽주산성을 등지고 있는 미륵이 태평미륵이다. 키가 3.9m나 되는 거대한 크

기의 불상이 2층 높이의 누각 안에 모셔져 있다. 마을사람들은 이 누각을 일러 미륵당이라 한다. 

머리에는 높이 솟은 커다란 보관을 썼는데, 이마를 덮고 있는 꽃문양이 아름답다. 높은 보관은 

고려 초기 보살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양식으로, 이 불상이 고려 초에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

기솔리석불입상(基率里石佛立像)

국사봉 궁예미륵 태평미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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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야외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야외박물관으로 분류하여 ‘에코 뮤지엄(eco-museum)’의 개념

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유물을 전시하는 건물 중심의 기존의 박물관 개념에서 벗어나 ‘본래의 

장소에서’ ‘현지에 살고 있는 사람의 생활 모습’을 보여주는 야외 박물관이라는 측면에서 콘텐츠 

개발 방안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2) 돌미륵 맵 제작 및 탐방 코스 개발

안성의 돌미륵은 그 수가 많고 형태도 다양한 만큼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하다. 그러

나 분포되어 있는 위치의 영역이 넓어 일반인들이 찾아다니기에 많은 불편함이 있다. 어디로 움

직이면서 어떻게 탐방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동선에 관한 안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돌미륵 맵을 제작하여 자신이 가고자 하는 미륵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손쉽게 사용

할 수 있는 디지털 맵과 함께 전체적인 조감도를 제작하여 각 미륵이나 해당 마을회관 등에 비

치한다. 뿐만 아니라 탐방코스를 개발하여 개인이나 단체가 지정된 동선에 따라 탐방할 수 있

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안성시에서 돌미륵 탐방 시티버스를 운영하는 방안도 검

토해 볼 만 하다.

3) 돌미륵 스토리텔링 및 스토리텔러 배치

현재 각 돌미륵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문들은 딱딱하고 형식적인 내용이 대부분이다. 돌미륵

에 얽힌 설화나 민담을 조사하여 이를 스토리텔링(Storytelling)하여 미륵을 쉽게 이해할 수 있

도록 이미지화하고 특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콘텐츠의 가치를 높이고 캐릭터 상품 개발 등 콘

텐츠를 다양하게 확장하는 바탕이 될 수 있다. 후삼국시대 궁예와 관련된 이야기나 임꺽정 이야

기, 죽주산성과의 관련성, 특히 일곱 도적이 개과천선해 성인이 되었다는 칠장사 이야기, 미륵

의 세상이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라는 역동성을 강조한 운부대사 이야기 등은 스

토리텔링에 너무도 좋은 소재들이다. 이와 함께 돌미륵 전담 스토리텔러를 배치하여 탐방자들

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다.

가무잡잡해졌으며 풍화에 시달려 윤곽이 무뎌지기도 

했다. 하나 미륵불은 달관한 노인처럼 푸근하고 넉넉

하다. 덕성을 베풀 만한 상호이고, 마을사람이 이상으

로 삼을 만한 미륵이다. 벙거지형 모자에는 보개가 얹

혀 있고, 귀가 어깨에 닿는다. 왼손으론 약병을 잡고 

오른손으론 아래서 받쳐 든 모습이 가지런하다. 관세

음보살의 감로병처럼, 약사여래의 약합처럼 미륵보살

은 여기 담긴 약으로 마을사람의 애환을 치유했을 것

이다.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46호로 지정되어 있다.21)

미륵은 친구를 뜻하는 미트라(mitra)에서 파생한 마이트리야(Maitreya)를 음역한 것으로, 자

씨(慈氏)로 의역된다. 따라서 미륵보살은 흔히 자씨보살로도 불린다. 불교사상의 발전과 함께 

미래불이 나타나 석가모니 부처님이 구제할 수 없었던 중생들을 남김없이 구제한다는 사상이 싹

트게 됨에 따라 미륵보살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래서 미륵은 구원의 불(佛)이다. 미륵보살은 석

가모니불로부터 미래에 성불하리라는 수기를 받고 도솔천에 올라가 천인(天人)들을 위해 설법하

고 있으며, 석가모니의 교화시대가 끝나는 56억 7천만 년 후에 이 세상에 출현하기로 약속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울 때면 오랜 세월을 기다릴 수 없어 미륵이 빨리 

지상에 강림하기를 염원하며 수행하는 미륵신앙이 우리나라에서 널리 유행하였다.

콘텐츠 활용방안 

1) 돌미륵 에코 뮤지엄 개념 도입

언제나 소박한 마을사람과 함께 있어왔던 돌미륵들... 안성엔 유난히 돌미륵이 많다. 태평미

륵, 기솔리 미륵, 아양동 미륵, 대농리 미륵이 그들이다. 민중들은 그들이 고대하는 이상세계를 

현재 시점으로 옮겨놓기 위해 마을 어귀나 중심에 미륵불을 세웠을 것이고, 미륵의 넉넉한 미소

는 그들에게 위안이 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안성에 분포되어 있는 많은 돌미륵들은 유적의 특성

21) 『답사여행의 길잡이-경기남부와 남한강』, (한국문화유산답사회), (http://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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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궁예가 있었다. 궁예는 안성 죽산에 머물며 스스로를 미륵이라 칭했다는 이야기가 남

아있다. 궁예미륵 불상이 건립된 것은 이와 연관이 있다. 안성문화원 소병성 부원장은 “삼국사

기 궁예전에 따르면 궁예는 스스로 머리를 깎고 법명을 지어 사찰을 순례했다”며 “안성은 신라 

못지않게 불교가 성장했는데 이는 궁예와 무관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궁예미륵의 정식명칭은 석조삼존불상이다. 기솔리 국사암에 있다. 국사암은 법상종의 사찰로 

쌍미륵사에서 국사봉 쪽으로 2km정도 오르면 나타난다. 암자 뒤쪽으로 세 미륵상이 서 있다. 

궁예미륵이라고 하지만 험상궂지는 않다. 크기도 작고 단순하게 조각돼있다. 중앙에 궁예를 둔, 

삼존불의 구도를 지니고 있는데, 고려 후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쌍미륵사에는 거대불상 한 쌍이 사찰을 굽어보고 있다. 두 미륵석불입상 중 체구가 굵고 약간 

큰 미륵을 남미륵이라 부른다. 5.4m 높이에 둘레가 4m에 이른다. 남쪽에 있는 날씬한 미륵은 

여미륵이다. 여미륵도 높이가 5m, 둘레가 3m다. 중생의 모든 불안을 없애 주고 모든 소원을 들

어준다는 시무외여원인(施無畏與願印) 손모양을 하고 있다. 

미륵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든 뒤 56억7천 만 년이 지나면 이 사바세계에 출현하는 미

래의 부처님이다. 중생을 구제할 미륵이 오면 세계는 이상적인 국토로 변해, 땅은 유리와 같이 

평평하고 깨끗하며 꽃과 향이 뒤덮인다고 한다. 인간의 수명은 8만4천 세나 되며, 지혜와 위덕

이 갖추어져 있고 안온한 기쁨으로 가득 찬다. 이러한 미륵불신앙은 우리나라에서 희망의 신앙

으로 수용됐다. 백성들은 국가의 풍요와 안락을 미륵에게 빌었던 것이다. 

고려시대부터 시작된 미륵신앙에는 더 깊은 민중의 염원이 더해지면서 많은 이야기를 지니게 

됐다. 대농리석불입상(대농리 미륵)에는 마을 사람들이 미륵의 위치를 옮기려 하니 오히려 미륵 

불상이 땅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안성땅에 힘이 세고 큰 장수가 있었는데 실수로 아양미륵을 다치게 해 전장에서 사망했다는 

이야기는 백성들이 미륵에게 가졌던 경외감을 드러낸다. 돌미륵의 코를 갈아 마시면 아들을 낳

을 수 있다는 속설도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다. 

지금까지 연구된 바로는, 안성미륵은 대부분 고려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나말려초(羅末麗初)

의 미륵사상을 계승하면서도 궁예와 연관돼 독특한 안성의 미륵불상으로 발전했다. 

거대불의 특징은 고려초기 불상의 일반적 특징이고 발이 땅에 묻혀있는 것이 미륵불상이 갖

는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한다면, 형태가 소박하고 서민적인 것은 안성미륵이 지닌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호국정신과 결합된다는 점 또한 안성미륵신앙의 특징이다. 태평미륵에 얽힌 이야기 중 하나

4) 돌미륵 자연마을 순례길 조성

청소년이나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돌미륵 자연마을 걷기 순례길을 조성하는 방안도 생각

해 볼 수 있다. 즉, 돌미륵이 위치해 있는 자연마을의 농촌 풍경과 돌미륵에 얽힌 민간신앙 및 

인문학적 요소들을 순례를 통해 체험하고 느끼게 하는 것이다. 더불어 죽주산성 탐방로와 연결

하여 죽주산성의 역사적 의미도 이해하고, 나아가 자연생태 학습의 장으로 활용한다면 그 효과

는 배가될 것이다.

1. 안성 돌미륵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여름 한낮에, 누군가 생수 한 병을 두고 갔다. 그보다 더 일찍 차려졌

을 떡이며 과일이 상한데 없이 정갈하다. 태평미륵 제단 앞은 사철 정성이 모인다. 오가던 마을

주민이 한 번씩 들여다보고, 일부러 찾아온 관광객도 있고, 주변 식당을 찾아온 객들이 멀리서 

발견하고 구경 오기도 한다.

태평미륵의 정식명칭은 매산리 석불입상이다. 경기도 유형문화재 37호다. 미륵당이라 부르는 

높은 누각 안에 모셔진 높이 3.9m의 석조 보살상으로 고려 초에 건립한 것으로 전해진다. 눈이 

길고 입은 작다. 목에는 번뇌, 업을 상징하는 삼도(三道)가 표현되어 있다.  

얼굴에 비해서 체구는 다소 작고, 좁은 어깨는 조금 처져있다. 두 손의 구부러진 모양이 두드

러져 보인다. 사찰에서 보던 불상과는 다르게 투박하고 단순하고, 거대하다. 이것은 안성 미륵

의 특징이다.

태평미륵은 여수에서 용인까지 이어지는 17번 국도에서 500여m 떨어진 곳에 있다. 오래전에

는 한양에서 부산까지 연결된 영남대로의 길목이었던 곳이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 누구나 잘 볼 

수 있을 만큼 커다란 돌미륵이 서 있다. 안성은 예로부터 돌미륵의 고장으로 알려졌다. 

안성에는 16개의 미륵불상이 남아있다. 유허지도 두 곳이 있다. 대부분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다. 안성에 유독 돌미륵이 많은 것은 지역적 특성과 더불어 불교의 전파과정과 연관이 있다. 

안성은 온갖 것이 모여들던 곳이었다. 남쪽지방에서 개성이나 한양을 가려면 안성을 지나야 했

다. 한양에서 남쪽으로 갈 때도 마찬가지다. 갓도 고쳐 쓰고, 여장도 다시 꾸리던 곳이다. 매일 

장이 서고, 사람이며 물건이며 돈이 넘쳤다. 통로라는 것이 그렇듯, 외침이 끊이지 않았다. 고구

려 남쪽 경계선이었고 삼국시대 영토 싸움이 숱하게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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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는 자신의 재위 20주년과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을 맞아 1795년 윤2월 9일부터 16

일까지 지금의 수원성에서 성대한 잔치를 열었으니, 그해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회갑이기도 했

던 것이다.

정조는 노량진 앞 한강에 38대의 큰 배를 동원해 배다리를 놓고 2천여 명의 수행원을 동원해 

능행길 첫 관문으로 한강을 건너는데, 개혁정치의 걸림돌을 속시원히 떨쳐버릴 듯 장엄함과 화

려함의 극치를 이루었다. 이에 백성들이 다투어 나와 구경하였으며, 정조는 이따금 어가(御駕)

에서 내려 백성들의 삶에 귀를 기울이곤 했다. 역사가들은 정조가 수원 천도를 계획한 것은 앞

으로 진행될 개혁정치의 기반을 다지고 왕권을 강화하려던 의도적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당

시 능행 때의 세세한 기록은 『원행을묘정리의궤』(園幸乙卯整理儀軌)에 나와 있고, 수원능행도의 

자세한 장면은 8폭 병풍에 담겨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돼 있다.

서울에서 수원으로 가는 길은 용산에서 노량진으로 한강을 건너고 동작을 거쳐 과천, 수원으

로 통하는 길이었다. 그러나 이 길에는 교량이 많고 남태령이라는 고갯길이 있어서 길을 닦고 행

차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또 영조를 부추겨 사도세자(思悼世子)를 죽음에 이르게 한 김상노(

金尙魯)의 묘(형인 김약로의 묘라고도 함)를 지나게 되므로 정조의 심기가 불편함을 고려, 시흥

길로 바꾸도록 하였으며 이때 안양에 만안교를 세웠다고 전한다.22)

만안교는 길이 31.2m, 폭 8m인데 특히 실용성이 돋보인다. 다리 표면은 대청마루를 엇물려 

짠 것처럼 화강암 판석과 장대석을 정교하게 깔았는데 약간의 곡선을 이루어 경직된 감을 덜고 

있다. 7개의 홍예는 하단부터 곡선을 그어 전체의 모양으론 완전한 반원을 형성하고, 다리 아랫

부분은 모래에 묻혀 있다. 홍수가 져도 바닥이 파이지 않도록 개천 바닥에 보도블록처럼 다듬은 

판석을 바둑판처럼 깐 것도 정성을 들인 흔적이다.

만안교 축조 공사에는 경기관찰사, 병마수군절도사, 수원·개성·강화 유수까지 동원되었다. 

정조의 마음씀이 어떠했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겠다. 만안교는 원래 지금의 위치에서 남쪽으로 

200m 정도 벗어난 지점에 있었던 것을 1980년 국도 확장과 함께 이곳으로 옮겼는데, 다리 아

래로 흐르는 탁한 물만 아니라면 만안교는 옛모습 그대로 온전하고 아름답다. 경기도 유형문화

재 제38호이다.

22) 문화재청(http://www.cha.go.kr)

로 1235년 몽고군이 침입했을 때 죽주산성의 방호별감으로 있었던 송문주 장군의 이야기가 전

해 내려온다. 몽고군의 남진을 저지한 장군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태평미륵이 만들어졌다는 것

이다. 그러나 아직 안성 미륵에 관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고, 그 가치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소병성 부원장은 ‘안성 사람들이 돌미륵을 대하는 태도는 형제지간과 같다’며 돌미륵의 가치를 

설명했다. 그는 “매일 같이 있으니 특별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무심한 것 같지만 전혀 거리감없

이 친근한 존재”라며 “60대 이상의 안성 사람치고 돌미륵 앞에서 손 한번 안 모아보고, 고개 한 

번씩 안 숙여본 사람 없고, 1년에 한두 번은 향불을 피운다”고 전했다. 이어 “돌미륵을 향한 마음

은 고려시대부터 이어져온 것이고 돌미륵은 안성의 역사, 종교, 민중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귀중

한 문화유산”이라며 “안성의 문화원형으로서 더 연구하고 가치를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8. 안양시 만안교와 정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는 정조의 현륭원(顯隆園) 참배 행차시 통행 편의를 위해 축조한 홍예

(虹蜺) 모양의 다리인 만안교(萬安橋)가 있다. 정조 19년인1795년에 건축된 만안교는 조선 후기 

양식의 대표적인 홍예 석교로서 다리의 길이와 폭이 상당히 길고 큰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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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6년(인조 14) 시작된 병자호란은 다음 해인 1637년 1월 삼전도의 굴욕으로 전쟁을 마치게 

된다. 그러나 전쟁에서 패한 조선은 청과의 약속에 따라 소현세자와 빈궁, 봉림대군 등을 인질

로 청나라에 보내게 되며, 강빈 역시 1637년 소현세자와 함께 볼모로 청나라 심양에 도착하였

다. 소현세자는 왕실 가족과 수행원이 거처할 심양 관소를 열고, 이곳에서 조선 정부를 대신하

는 공식 기관의 일을 수행하였다.

당시 심양에는 청나라를 반대하며 반청 운동을 하다가 붙들려 와 재판을 받던 김상헌(金尙憲, 

1570~1652)의 처리를 포함해 전쟁 포로로 끌려와 공공연하게 노예 시장에서 매매되는 조선인 

문제 등이 산적해 있었다. 돈이 있으면 조선인 포로를 사서 속환(贖還)시킬 수 있었으나 당시 궁

핍한 조선의 경제 사정은 개인은 물론 조정조차 이들을 돌볼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다. 소현세

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청국의 국력과 실상을 받아들이고 양국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하여 청

의 황제와 고관들과의 친목을 다지는 등 노력을 기울인다.

이때 강빈은 현실적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경제 활동을 통한 부의 축적과 이를 통한 포로의 

속환 자금을 마련하는 일에 눈을 돌리게 된다. 이러한 이면에는 당시 청국이 개국 후 물품 부족

과 함께 질 좋은 조선 상품에 관심을 가졌던 상황이 작용하였다. 강빈은 농지 경작에 선진 농업 

기술을 지닌 조선의 농법으로 매년 큰 수확을 거두었으며, 동시에 조선과 청국의 무역 거래를 통

해 막대한 부를 쌓았다. 그리고 수입금은 조선인을 속환하는 자금으로 이용하면서 많은 조선인

을 구하게 되고 더불어 심양관은 국제 무역의 거점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

『인조실록(仁祖實錄)』 23년 6월 27일조에는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포로로 잡혀 간 조선 사람

들을 모집하여 둔전(屯田)을 경작해서 곡식을 쌓아 두고는 그것으로 진기한 물품과 무역을 하느

라 관소(館所)의 문이 마치 시장 같았다’라는 기록이 있어 강빈의 탁월한 사업 경영과 수완, 그

리고 이역만리에서 신음하는 백성을 위해 힘쓴 모습을 잘 보여 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그러

나 조선 정부는 여전히 청나라에 적대시 하였고, 특히 소현세자와 강빈의 친청적인 행동에 대하

여는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었다.

여기에는 소현세자가 청국의 힘을 등에 업고 조선 조정에 대한 압력을 행사할지 모른다는 불

안감도 있었으나, 더 근본적으로 소현세자와 강빈을 의심한 이유는 중화사상에 물들었던 친명

적인 조정 세력이 지닌 청나라에 대한 불신 때문이었다. 조선 조정과 인조는 1644년(인조 22) 강

빈의 부친인 강석기의 조문을 위하여 소현세자와 함께 잠시 귀국할 때도 강빈의 문상을 허락하

지 않았을 정도였으니 당시 불신의 골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있다.

세자 내외는 같은 해 4월 2일 또다시 조국을 등지고 청나라 연경에 머물게 되며 이때 서양 천

콘텐츠 활용방안 

안양시는 매년 10월 초 안양시민의 날 행사를 여는데, 이 행사의 기원이 만안교 설치를 기념

한 데서 비롯되어 행사명도 ‘만안문화제’라고 한다. 안양문화원이 주관하는 ‘만안문화제’는 정조

대왕 화산능행차가 재현된다.

어버이 섬기듯 백성을 섬기는 마음이 담긴 만안교(萬安橋)는 정조의 효심(孝心)이 깃든 다리

이다. 현재 안양시에서 시민의 날 행사로 운영하고 있는 ‘만안문화제’를 효를 테마로 하는 효문

화축제로 발전시켜 볼 수 있다. 만안교를 소재로 효와 관련된 독특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전

국에서 열리고 있는 효 관련 지역축제와 차별화된 이미지를 확보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또 정조의 효행과 함께 홍예교의 조형적 아름다움을 부각시키는 의미의 다리축제도 생각

해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다리 축제는 영도다리축제와 한강다리축제가 있다. 영

도다리나 한강다리는 모두가 대도시에 위치해 있고 역사성이 담긴 유명한 다리이지만 만안교는 

효심과 홍예라는 독특한 테마를 활용하여 이들과 차별화 할 수 있으리라 본다.

9. 광명시 민회빈 강씨

민회빈 강씨(愍懷嬪 姜氏)는 1627년(인조 5) 9월 소현세자의 빈으로 간택되어 12월에 가례를 

올리고 3남 3녀의 자녀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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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활용방안

1) 영회원 일원 역사 테마공원 조성

민회빈 강씨가 심양 볼모생활 중에 고난을 헤쳐 나가는 과정에서 보여준 국제적 경영감각, 선

각자적 면모 등이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활발해진 우리시대에 새로운 여성상의 구현이라는 상징

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민회빈 강씨 자체만으로도 멋진 소재이므로 지역을 대표하는 역사인물 

콘텐츠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민회빈 강씨의 묘역인 영회원을 정비하고 주변의 애기능 저수지 

일대를 수변공원으로 조성하여 역사 테마 공원화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는 시

민들에게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광명시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방안

이 될 수 있으며 나아가 광명시의 위상을 높여줄 수 있을 것이다.

2) 스토리텔링을 통한 콘텐츠 개발

민회빈 강씨는 세자빈으로서 적국에서 볼모의 삶을 살았던 여인이면서도 절망하지 않고 난국

을 타개하기 위해 농경지를 개척한 여성이며 나아가 상업을 통해 부를 축적하고 서양의 신문물

을 적극 수용하고자 했던 여성 CEO로서의 면모를 다양하게 갖추고 있다. 여성의 사회활동이 금

기시 되었던 조선시대에, 그것도 적국에 볼모로 잡혀간 왕실 여성이 그러한 활동을 보여주었다

는 것은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을 초월하는 대단한 모습이 분명하다. 이는 오늘을 살아가는 현

대인의 관점에서 우리가 지향하는 하나의 여성상으로 설정해도 손색이 없다고 본다. 중요한 것

은 이러한 일련의 활동 모습을 보여준 강빈의 삶을 지역문화 콘텐츠로 개발하는 것은 너무도 당

연하다고 생각하며, 이 보다 좋은 소재는 찾기 어렵다고 본다. 우선은 민회빈 강씨의 삶을 스토

리텔링 할 필요가 있다. 스토리텔링은 저명 작가에게 위탁할 수도 있고, 전국 공모를 통해 구축

할 수도 있다. 어느 경우든 장단점이 있지만 필자 입장에서는 전국공모를 추천하고 싶다. 왜냐 

하면 전국 공모는 다양한 시각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취합될 수 있고, 또 그 과정을 통해 강빈을 

홍보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다음에는 탄탄한 스토리텔링을 바탕으로 OSMU 기법을 통한 

다양한 콘텐츠의 연계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연극, 뮤지컬, 영화, 음반, 애니메이션, 출판, 캐

릭터 상품 개발 등 다양한 장르로 변용 및 확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주교 선교사인 아담 샬(Adam Schall)을 만나게 된다. 그를 통해 새로운 서구 문명과 과학 기술

을 접하며 관련 서적과 기구 등을 선물로 받는다. 마침내 1644년 명나라가 멸망하자 1645년(인

조 23) 1월 23일 세자 내외는 9년 만에 조국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러나 조선 조정과 인조는 여전히 세자 내외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으며, 특히 청국에서 

가져온 많은 재물에 대한 불신과 함께 강빈과 왕의 총비인 조소용과의 반목은 적대적인 양상으

로 치닫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소현세자는 귀국 2개월 후 급작스런 병으로 죽음을 

맞게 되고, 세자의 의심스런 죽음에 이어 아우인 봉림대군이 세자에 책봉된다.

이후 강빈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조소용의 저주 사건 배후자로 지목되어 자신의 궁녀

가 처형되고, 1646년(인조 24) 인조의 수라상에 독을 넣었다는 무고로 마침내 사사(賜死)된다. 

이 옥사로 어머니와 친정의 4형제, 궁녀와 노비 등이 죽음을 당하고 소생인 이석철과 이석린은 

제주도에 유배되어 병으로 요절하게 된다.

이후 1718년(숙종 44) 강씨의 무고함이 판명되어 복위와 함께 민회(愍懷)라고 신원되었으며, 

같은 해 숙종은 민회빈 강씨의 총명함과 덕을 칭송하며 제문을 지어 원혼을 위로하였다. 또한 민

회빈 강씨의 아버지 강석기도 관작이 복위되었으며 그의 형제들도 함께 신원되었다.

민회빈 강씨는 중국 심양의 활동에서 살펴볼 수 있듯 비록 여성의 몸이었으나 남성 못지않은 

기개와 총명한 재능을 지닌 실용적 여성 경영자로서 그 의미를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현실에 대한 

시대적 감각과 미래 지향적 사고를 지닌 인물임을 엿볼 수 있다. 이와 함께 포로로 끌려 와 신음

하는 백성을 위한 세자빈의 행동에서 덕과 애민의 사상을 지닌 여성으로서의 모습도 보여 준다.

묘소는 광명시 학온동 산141-20번지에 있다. 사적 제357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처음에는 민

회원으로 불렸으나 1903년(고종 40) 영회원(永懷園)으로 명칭이 변 경되었다. ‘애기릉’ 또는 ‘아

왕릉(阿王陵)’으로 부르기도 한다. 주변에 치석된 석재와 기와 조각이 있어 부속건물의 흔적을 

추정할 수 있다. 봉분 앞으로 혼유석과 장명등이 있고 좌우에는 문인석과 망주석, 석양, 석마, 

석호 등의 석물이 있으며 비석은 없다.23)

23)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http://www.grandcultur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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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냥이나 참가하거나 청과 명의 전쟁터에 나가야 했다.  

강빈은 혼자 남아 심양관의 살림을 돌보아야 했다. 볼모로 끌려간 이들이 거주하는 심양관의 

운영과 경비도 큰 문제였다. 처음에는 청이 식량과 일용품을 지급했지만, 몇 년 후부터는 농사

를 지어 비용을 해결하라고 했다.  

1637년부터 1644년까지 볼모 생활을 한 끝에 소현세자와 강빈은 조선으로 돌아왔다. 인조는 

돌아온 아들 내외를 반기지 않았다. 청이 세자를 돌려보낸 것은 자신을 입조케하고 세자를 왕으

로 세우려는 의도라고 의심했다. 소현세자는 귀국한 해에 병으로 급서했다.  

인조는 원손이 있었지만 둘째 아들인 봉림대군을 세자로 책봉했다. 1646년 가을에는 자신의 

음식에 독이 들었다며 강빈의 나인들에게 죄를 물었다. 심양에서 ‘잠도역위(몰래 왕위를 바꾸려 

함)’의 음모를 꾸며 독약을 넣었다며 강빈은 후원 별당에 가두었다.  

강빈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인조는 강빈에게 사약을 내리고 부친의 관직을 삭탈하고 

모친과 오라비 4명을 죽였다. 원손 형제들은 제주도에 유배됐다. 

강빈에게 민회(愍懷)라는 시호가 내려진 것은 70여 년이 지난 후인 숙종 44년이다. 숙종은 강

빈이 지위를 잃고 죽은 것을 가슴 아파하며 시호를 내렸다. 부친의 관작이 복위되고 형제들도 신

원됐지만 강빈의 삶이 이제와 더 안타까운 것은 심양에서의 행적 때문이다.  

‘심양장계’, ‘심양일기’ 등에 따르면 강빈은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재산을 모았다. 조선의 

선진 농법으로 경작지에서 매년 큰 수확을 얻고, 청국과의 무역거래로 돈을 벌었다. 수입금을 

당시 전쟁 포로로 끌려와 노예시장에서 매매되는 조선인들을 속환하는 데 사용해 많은 조선인

을 구했다.  

더불어 심양관은 국제 무역의 거점으로 자리를 잡게 됐다. ‘인조실록’에도 ‘포로로 잡혀간 조

선인들을 모집하여 둔전을 경작해서 곡식을 쌓아두고 그것으로 진기한 물품과 무역하느라 관소

의 문이 마치 시장 같았다’고 기록돼있다. 볼모생활을 끝내고 조선으로 돌아갈 때 강빈은 상당

한 재물을 가지고 갔다. 

1644년에 이들은 관소를 옮겼다. 명을 몰아낸 청이 북경으로 천도한 것이다. 북경에서 강빈은 

소현세자와 함께 천주교와 서양의 과학기술을 접했다. 개방과 실용주의적 면모를 갖추어 나가는 

한편 명-청 교체의 현장을 직접 목격하며 국제정세를 파악하고 새로운 조선의 모습을 꿈꾸었다.  

유순한 덕을 갖추었던 세자빈은 불행하고 혼란한 시기에 스스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여성 리

더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조선의 신하들은 역모의 혐의가 없다는 간쟁에도 끝내 멸문지화

를 당한 강빈의 운명을 안타까워했다.  

3) 축제의 개발

민회빈 강씨를 소재로 지역축제 개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역사인물의 경우 일반인들의 관심

을 끌어내기 쉽지 않다. 지역축제는 대상 인물을 가장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고 축

제 운영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앞

에서도 언급했지만 스토리텔링이 탄탄해야 한다. 스토리텔링을 도입한 축제는 소재가 유사하더

라도 해당 축제만의 이야기를 발굴해 타 축제와의 차별화를 가져다주며,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방식의 표현은 모방이 아닌 재창조의 신선함을 방문객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러므

로 수많은 축제들 속에서 경쟁력을 갖고 자생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스토리텔링 요

소들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스토리텔링의 구성 요소인 이야기성, 현장성, 상호작용성은 

축제의 스토리, 전달하는 방식, 관객들과의 소통을 의미하는 것으로 축제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특히 스토리텔링의 상호작용성을 축제에서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축제는 무대와 객석이 분리

된 일반 공연장과는 다른 체험적 요소가 많기 때문에 관객이 직접 축제에 참여하여 일부가 된다

고 느꼈을 때 축제의 매력은 높아지게 된다.

8. 광명 민회빈 강씨

누구나 인생에는 결정적 순간이 있다. 화양연화든 비래횡화든, 인생길의 한굽이를 이루는 시

간이. 그 시간은 인생을 바꾸고, 때로는 나라의 운명을 바꾸기도 한다. 

1627년, 조선 인조 때 우의정 강석기의 딸은 소현세자 빈이 됐다. 가례를 올린 후 반포된 교

서에는 ‘선인의 교훈대로 덕을 기준으로 하여 유순한 이를 힘써 구하였고, 조정에서 제신에게 

물어서 명문가 출신을 얻었다’고 기록됐다. 강빈은 가례 10년이 되는 1636년 3월 원손(왕세자

의 맏아들)을 낳았다.

그해 12월, 병자호란이 발발했다. 청의 기동대는 파죽지세로 한양을 향해 달렸다. 원손과 왕

자들, 백관의 가족들은 강화도로 피난을 떠났다. 인조는 세자와 백관을 이끌고 남한산성으로 들

어갔다. 도성은 무방비인 채로 함락됐다. 이듬해 1월에 강화성도 함락됐다.  

강화도 수비를 맡았던 이들은 가장 먼저 도망쳤다. 강빈은 원손을 피신시켰다. 인조는 항복

했다. 화약 조건에 따라 소현세자와 봉림대군 부부는 볼모로 끌려가 청나라 심양에서 살았다. 

청의 감시와 통제 아래 속환과 군사징발 등의 압박에 시달렸다. 소현세자는 황제의 명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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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비가 되지 못해서, 여성이라서 역사 속에 가려져 있던 강빈의 일생은 요즘 사람들에게도 안

타까움과 아쉬움을 남긴다. 최근 민회빈 강씨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다큐멘터리나 소

설 등에서 재조명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여성 리더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

이다.  

광명시 학온동에 민회빈 강씨의 묘소가 있다. 민회원으로 불렸으나 1903년 영회원(永懷園·

사적 제 357호)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애기릉’, ‘아왕릉’이라고도 한다. 주변에 치석된 석재와 기

와조각이 있어 부속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06년 이전에는 문화재청이, 2006년부터 2013년까지 광명시가 관리했다 현재는 다시 문화

재청이 관리하고 있다. 올해 일부 사유지를 매입해 주변을 정비했고 수목, 벌초사업을 진행할 예

정이다. 학계나 문화계의 관심에 비해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강회빈 민씨를 지역의 문화유적, 국내 역사인물의 범주를 뛰어넘어 행적을 기리고 가치를 알

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중연행노정답사연구회 신춘호 대표는 “조선의 역사는 왕을 중심으로 기록돼 강빈에 대한 직

접적인 기록은 많지 않지만 우리 문화원형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한 인물”이라며 “강빈의 역사적 

행적과 면모를 가장 잘 엿볼 수 있는 곳은 바로 볼모 생활을 하던 심양이므로 중국의 역사적 장

소도 조사하고 관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심양으로 간 사람들의 연행로를 직접 오가며 당시의 유적을 연구한 신 대표는 “요즘은 관

광하러 심양으로 가는 한국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은 중국의 고궁만 보고 오게 된다.  

상해처럼 심양도 이국땅에서 우리의 역사성을 세울 수 있는 곳 중 하나”라며 “강빈의 연행길

을 따라가면 당시의 국제정제와 한중관계, 무역과 사신들의 행적 등을 파악 할 수 있을 것”이라

고 말했다.



경기 북부

문화원형 목록

1. 구리시  온달과 평강공주

2. 가평시  문명개화의 오경석

3. 고양시  행주산성과 행주치마

4. 연천군  전곡리 선사유적지와 주먹도끼

5. 동두천시  소요산 자재암

6. 포천시  오성과 한음

7. 의정부시  의순공주

8. 양주시  별산대놀이

9. 남양주시  광릉(光陵)

10. 파주시  율곡과 신사임당



132경기도 문화원형 상징 기초 조사 연구

 Ⅴ
경기 북부
문화원형
목록

133 Ⅴ 경기 북부 문화원형 목록

되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평강공주의 도움과 가르침을 받은 온달은 뛰어난 무예를 지니게 되었다.

고구려에는 매년 3월 3일 군신(君臣) 및 5부의 병사 등이 낙랑(樂浪)의 언덕에서 사냥한 노획

물로 천신(天神)과 산천신(山川神)에게 제사하는 국가적인 대제전이 있었다. 온달은 여기에 공

주가 기른 말을 타고 참여해 뛰어난 사냥 솜씨를 발휘해 왕의 감탄을 샀다. 그 뒤, 북주(北周) 무

제(武帝)군대의 요동 침입 때 고구려군의 선봉으로 북주군을 격퇴하는 대공을 세워 비로소 국왕

의 사위임을 공인받고 대형(大兄)이라는 관위를 받음으로써 점차 고구려 지배세력 내에서 두각

을 드러내게 되었다.

590년 영양왕이 즉위하자, 신라에게 빼앗긴 한강유역 탈환을 위한 군사의 출정에 자원해서 

참전했으나 아단성(阿旦城 : 지금의 구리시 峨嵯山城)전투에서 화살에 맞아 전사하였다.  온달

이 죽자 그 시체를 넣은 관을 운반하려했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공주가 달려와 관을 어루만지며 

돌아가자고 말하니, 비로소 관이 움직여 이를 매장하였다고 한다. 『삼국사기』온달전의 내용에서 

전하는 평강공주의 행적은 당시 사회에서는 퍽이나 파격적인 것이다. 그녀는 집안의 문벌이나 

권력에 얽매이지 않고 순수한 애정에 의해 결혼을 한 훌륭한 여인으로 칭송되기도 하였다. 또

한 불우한 처지의 남편을 도와 입신출세하게 한 현명한 아내의 본보기로 내세워지기도 하였다.

온달전의 내용은 설화적인 면이 짙다. 그러나 그것을 전혀 허구적인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 속에서 일정한 역사적 사실을 추출해보려는 시각이 필요하다. 

파격적인 공주와 온달간의 결혼을 두고 당시 귀족집안의 사람들이 야유와 시기를 하게 되어, 

온달을 미천한 바보로 묘사하는 설화를 낳게 되었다. 자기들과는 다른 족속이나 신분에 속한 이

를 이상하게 생긴 못난 인물로 묘사하는 예는 고대사회에서 널리 보인다. 이렇게 풀이해볼 때, 

평강공주는 고구려의 귀족사회를 살아갔던 현명하고 정열적인 한 여인의 모습을 나타내준다.

구리시와 서울 광진구에 걸쳐있는 아차산에는 온달샘이라는 약수터가 있다. 온달샘은 온달

이 이 산에서 진을 치고 있을 때 마셨다는 우물이라고 전해진다. 온달샘 바로 옆에 석탑이 세워

져 있다. 사람들은 온달샘을 기리려고 탑을 세웠다고 말한다. 이 탑은 그 양식으로 보아 고려시

대에 세운 것으로 보인다.

또 보루성 아래에는 온달이 주먹을 쥐고 결의를 다지는 형상을 한 ‘주먹바위’가 있다. ‘주먹 바

위’ 옆에 평강공주가 통곡한 곳으로 알려진 ‘통곡바위’도 있다. 온달의 관이 움직이지 않아 마침

내 평강공주가 와서 시체를 부여안고 통곡을 하자 그때서야 관이 움직였다고 한다. 그 이후 평

강공주가 통곡하는 모습을 한 바위가 생겨났다고 전한다.

1. 구리시 온달과 평강공주

구리시에 소재하고 있는 아차산은 한강과 인접한 곳으로 1994년 

지표조사에서 고구려보루 20여 개가 확인되면서 학계의 관심을 끌

었다. 구리시는  2010년 고구려 아차산 4보루를 복원한데 이어 시

루봉 보루까지 복원함으로써, 고구려의 면모를 더욱 확고히 알리며 

‘고구려 도시’를 표방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구리시는 문헌기록에 

나오는 온달 장군의 활동 근거지와 전사한 곳이 아차산성임을 부각

시키고 있다.  

온달(溫達, ?~590(영양왕 1)은 고구려 시대의 장군으로 어린 시

절에는 집안이 몹시 가난해 눈먼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거리를 다

니며 걸식을 하였다. 그런데 용모가 파리하고 우스꽝스러워 사람들

로부터 ‘바보 온달’이라고 불렸다.

그러다가 어린 시절 울기를 잘해 바보 온달에게나 시집을 보내야

겠다던 평강왕의 놀림을 진실로 믿고 온달과의 결합을 고집하다 쫓

겨난 평강왕의 공주(평강공주)를 처로 맞아들이면서 가세가 펴지게 

아차산성 입구의 온달과 평강공주 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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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개혁주체 세력을 형성하는 길밖에 없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이들을 교육시키고자 하였으나 

중인이란 신분의 한계 때문에 은밀한 방법으로 개화사상을 펼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1869년 사절단의 일원으로 북경을 방문하고 돌아온 박규수가 평안도관찰사에서 한

성부판윤으로 자리를 옮기면서부터 이들의 개화운동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박규수의 주선으

로 재동 사랑방에 김옥균·박영효·박영교·서광범·유길준·김홍집등 소위 양반청년들을 불

러모아 이들에게 신서를 읽도록 하고, 신사조의 이야기를 오경석·박규수를 통해 들으면서부터 

개화사상의 눈을 떴고, 이들의 세력은 하나의 정치세력으로 발전하여 개화당이 되었던 것은 너

무도 유명한 개화사상의 시발이었던 것이다. 1869년(고종 6)에 통정대부가 된 후 가선대부·자

헌대부를 거치고, 1876년 한학당상역관으로 있으면서 좌의정 박규수와 더불어 개국을 주장하여 

병자수호조약의 체결을 지지함으로써 이 조약을 원활히 맺게 하였다.

1877년 승정대부를 거쳐 숭록대부가 되면서 부터 쇄국정책에 반대하고, 문호의 개방과 선진

문명의 수입을 주장하는 등 명실공히 개화사상의 선봉이 되었다.

당시 오경석이 저술한 양요기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이 적혀 있다. “1866년 프랑스 함

대가 우리나라 인천부근으로 쳐들어오던 병인양요 사건당시 오경석은 대원군의 지시로 북경에

서 이 프랑스 함대에 관한 기밀정보를 빼내고, 그 방어대책을 마련하는 등 외교활동을 벌였는데, 

대원군은 이 전투에서 프랑스 함대를 격파하고 기세를 올렸다.”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오경석의 외교수완이 대단했음을 알 수 있고, 또 그의 덕분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대원군의 쇄국정치를 반대함으로써 그 후 대원군의 위협을 받았다.

관련문화자원

•아차산성 : 사적 제234호

•아차산성 입구 온달과 평강공주 동상

•주먹바위 : 온달이 결의를 다지기위해 주먹을 쥔 형상

•통곡바위 : 평강공주가 온달의 죽음으로 통곡했다는 바위

2. 가평시 문명개화의 오경석

가평의 인물인 오경석(吳慶錫)은 본관이 해주로서 1831년 지충주부사를 지내던 오응현의 아

들로 태어났다. 8대 동안이나 역관(譯官)을 지내온 관계로 역관대감댁이라 불렸으며, 오경석 또

한 대를 이어 역관이 되었다.

18세 되던 해(1853년)에 역관으로 중국에 건너 갔다가 중국 신문화의 개혁사상가가된 장지

동·주수창·오대징 등을 북경의 어느 서점가에서 만나 알게 되어 깊은 교류를 갖게 되면서부

터 개화사상에 눈을 뜨기 시작하였다.

그는 중국에서 구입한 해국도지·영환지략등의 서책을 갖고 귀국하여 친구이자 의관이던 유

대치에게 보여주고, 현실의 역사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양반 청년들에게 개화사상을 보급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의 오경석 묘

아차산성 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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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 장병 만 여명을 거느리고 행주산성에 진주하였다. 이 싸움에서는 우리나라의 전쟁 역

사상 처음으로 ‘재주머니 던지기’라는 전법이 쓰였다. 아낙네들은 긴 치마를 잘라 짧게 덧치마

를 만들어 입고는 치마폭에 돌을 주워 담아 싸움을 거들었는데, 행주치마라는 이름이 바로 여

기서 유래되었다고 알려져있다. 그러나 행주치마의 어원에 대해서는 행주대첩이 있기 76년 전

인 1517년 최세진이 쓴 ‘사성통해’에도 기록이 보이고 있어 행주치마의 어원을 두고 여전히 논

란이 계속되고 있다. 

행주산성의 정확한 축성연대와 목적은 알 수 없으나, 성 안에서 백제시대의 기와조각과 토기 

등 유물이 많이 나와 아마도 백제 때 처음 축성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행주산성 내에는 권율 

장군의 영정을 모셔놓은 충장사가 자리한다. 원래는 행주나루터 안마을에 정면3칸, 측면1칸의 

규모로 행주기공사가 있었으나 6.25전쟁 때 소실되고 1970년 대대적인 행주산성 정화공사 때 

이곳에 다시 짓고, 정자와 문을 세워 경역을 조성하였다. 1602년 건립한 행주대첩비가 비각 속

에 남아 있으며 1963년에 세운 대첩비도 서 있다. 

고양시는 매년 3월 14일 행주산성에서 임진왜란때 왜군을 격파하여 나라를 위기에서 벗어나

게 하는데 큰 공을 세운 충장공 권율 도원수의 행주대첩을 기념하기 위한 제례행사와 그 밖의 여

러 가지 문화행사를 펼치는 행주문화제를 개최하고 있다. 

행주문화제의 메인행사인 행주대첩제는 권율 도원수의 영정이 모셔져 있는 충장사에서 행해

지는데 이 제례에는 고양시장이 초헌관이 되어 장군의 영혼을 불러들이기 위해 향을 피우고 술

을 잔에 따라 모토 위에 붓는 강신례, 장군의 신위를 봉헌하는 헌폐, 제사에 사용한 술과 제물을 

마시고 먹는 음복례, 그리고 망료례, 사신례(사당을 지키는 청룡, 백호, 주작, 현무의 사방위신에

게 절을 올리는 것)등의 순으로 지낸다. 원래 이 제례는 해방전까지 봄과 가을 두 차례에 걸쳐 올

려졌으나, 오늘날에는 한해에 한번 양

력으로 3월 14일에 행해지고 있으며 또 

원래는 행주 나루터 부근에 있는 행주

기공사에서 제례가 올려졌으나 6.25전

쟁으로 사당이 소실되는 바람에, 1970

년에 장소를 이동하여 복원된 충장사에

서 제례를 지내고 있다. 

오경석은 일찌기 병자수호조약 당시 태극기(太極旗)를 제일 먼저 그려 일장기와 나란히 걸어

놓고 조약을 체결한 장본인이니 우리나라 태극기 제작의 효시였음이 분명하다. 

그의 아들 오세창은 3.1독립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중의 한사람이다. 

오경석의 묘는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 밤가시골에 있는데 묘는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으며 무덤

앞에는 묘비조차 없다. 우리나라 최초의 개화사상가인 오경석 묘에 대해 문화재지정이 필요하다.

관련문화자원 •오경석 묘 :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

3. 고양시 행주산성과 행주치마

고양시 덕양산 정상에 축조된 행주산성(幸州山城, 사적 제56호)은 임진왜란 당시 의병과 승

병을 포함한 2천3백여명으로 왜군 3만여명을 크게 물리친 임진왜란 3대첩 중 하나인 행주대첩

이 일어났던 곳이다.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전라도 순찰사로 있던 권율 장군은 

이 터에서 3만 왜군을 막아내고 그 여세를 몰아 수원 독산성에 포진하여 서울을 탈환하고자 경

기, 충청, 전라 3도의 총 지휘관이 되어 선조 26년(1593) 2월 11일 승장 처영이 이끄는 승군을 

행주대첩비

고양시 행주문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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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주산성의 축성시기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다. 한강 유역을 둘러싼 고구려와 백제·신라 

간의 전투가 치열했던 당시 백제가 육로와 수로를 통제하기 위한 거점성으로 쌓은 것이 아니냐

는 추측만 있을 뿐이다.

산성 관광안내소를 지나면 오른쪽으로 장검을 빼어 짚고 선 권율 장군 동상을 볼 수 있다. 주

변으로는 관군과 승병, 민병과 아녀자 등 행주대첩을 승리로 이끈 주역들에 대한 소개가 동판으

로 새겨져 있어 보는 이의 이해를 돕는다. 

길을 따라 올라가면 홍살문(궁전·관아·능·묘·원 등의 앞에 세우던 붉은색을 칠한 나무문)

으로 빠지는 길이 오른쪽으로 나 있다. 문을 지나 5분 여를 걸으면 권율 장군의 제사를 모시는 

충장사가 눈에 들어온다. 앞마당에는 행주대첩비가 서 있다.  

행주산성 안에는 권율 장군을 기리는 대첩비가 3개 있는데 충장사 앞에 세워진 비석은 헌종 시

절 지금의 행주대교에서 약 200여m 떨어진 곳에 권율 장군을 기리는 사당을 세우면서 함께 만

든 것이다. 한국전쟁 당시 사당이 포탄에 불타 없어져 비만 행주산성으로 옮겨 왔다. 

충장사 위 대첩기념관에선 행주대첩도와 당시 사용했던 무기들이 전시돼 있다. 흔히 행주대

첩의 무기는 여인들이 행주치마로 옮긴 돌을 가장 먼저 떠올릴 테지만 전쟁을 승리로 이끈 건 

소질려포통, 대질려포통, 화차 등 당시로써 대단히 선진화된 무기들이 투입된 덕분이라는 사실

이 짐작된다.

행주산성 곳곳에서 행주산성과 행주치마 설화에 대한 소개문이 볼 수 있다. 행주대첩에서 치

마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 옷 위에 덧댄 자그마한 치마로 돌을 날랐다 해서 행주치마라 이름 붙

여졌다는 설화다. 너무도 유명해 이젠 상식처럼 여겨지지만, 실은 단순 속설이라는 분석이 학계

에서는 더욱 지배적이다. 

기록에 의하면 행주대첩 훨씬 이전인 중종 12년(1517년)에 발간된 ‘사성통해’에 행주치마와 관

련된 언급이 등장하며, 행주 자체는 오늘날의 뜻과 마찬가지로 예전부터 사용된 어휘라 산성과 

대첩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행주산성 뒤편에는 여인들이 날라다 던지기 좋은 돌무더기를 쉽게 볼 수 있는 토양이 

있어 전쟁 당시 행주치마를 활용한 여인들의 조력이 큰 힘이 되었음은 분명한 사실인 듯하다.

정상 부근에 세워진 덕양정에 다가가면 사방이 트인 한강 유역의 절경이 드러난다. 김포공

항으로 이어지는 올림픽대로와 파주로 연결된 자유로가 강을 사이에 두고 한 눈에 들어온다. 

산성에서 북쪽으로 내려오는 길에선 토성과 문터가 차례로 나와 전략 요충지로서 산성의 진면

모를 제대로 볼 수 있다. 흙으로 형성됐지만 누구나 산성임을 짐작할 수 있는 경사도와 탄탄함

관련문화자원

•행주산성 : 사적 제56호

•행주치마 : 행주대첩에서 유래

•행주기씨(幸州奇氏) : 고양 행주(幸州)를 본관으로 한 성씨. 시조는 기우성(箕友誠)

•행주문화제 : 고양시 주최/ 고양문화원 주관 

•행주대첩제

•행주서원(幸州書院) : 경기도문화재자료 제71호

임진왜란 발발한지 10개월이 지나 왜의 기세가 한층 수그러들었던 1593년 2월, 전라도관찰사 

권율 장군은 서울을 수복하기 위해 병력을 행주산성에 집결시켰다. 전란의 발톱이 전국을 할퀴

고 간 후라 정예병사가 몇 남아있지 않았다.  

모인 병력은 수중의 관군 5천여 명과 승병 1천여 명이 전부, 부족한 전력을 보충하기 위해 백

성과 아녀자들까지 끌어 모았지만 전 병력은 채 1만 명이 되지 않았다. 반면 이들이 상대해야 할 

적병은 총대장 우키타(宇喜多秀家)를 필두로 한 3만여 군에 달했다.

어린아이가 봐도 흑과 백이 명확한 상황. 그러나 권율 장군은 이기기 위한 준비를 했다. 토

성에 목책을 대어 성벽을 이중으로 쌓고 은밀히 병사들을 성 안으로 옮겼다. 병사에게 재를 담

은 주머니를 차게 했고, 민병들에겐 이번 전투에 나라의 명운이 걸려 있음을 주지시키며 사기

를 북돋았다.

왜군은 이달 12일 채 동이 트기도 전에 제1 대장 고니시를 선봉으로 진격해 들어왔다. 성 안의 

조선군은 일제히 화포를 발사하고 강궁의 시위를 당겼다. 벼랑 뒤에 흐르는 강을 등지고 반대편 

언덕에 목책을 세운 지형의 유리함에 1진은 전투 시작과 동시에 궤멸했다. 

곧이어 2군이 들이닥쳤지만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숨돌릴 새 없이 다시 3군이 달려들었다. 

1~3군이 연이어 당하는 것을 본 총대장 우키타는 크게 노해 4군을 선두에서 이끌고 진격해왔다. 

아녀자들은 치마로 쉴새없이 돌을 날랐고, 미리 준비한 물로 목책에 붙은 불을 껐다. 

마침내 일본군은 퇴각했다. 최소한의 인원 손실로 3배에 달하는 병력을 물리친 대승이었다. 

그러나 권율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달아나는 왜군을 추격해 130여 명의 목을 더 베었다. 이 전투

가 진주대첩, 한산도대첩과 함께 임진왜란 3대첩 중 하나로 불리는 행주대첩이다. 

오늘 날 행주산성은 고양시의 대표 사적지다. 행주산성이 있는 덕양산은 해발 125m의 야트막

한 산이다. 산성 입구에서부터 한눈에 들어오는 산세는 아담하고 고즈넉하다. 혈투가 벌어졌던 

현장이라고는 상상하기 어렵다. 그러나 벼랑을 끼고 한강을 등진 행주산성이 전략적 요충지임에

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 일대는 삼국시대부터 끝없는 전란을 지켜본 땅이다.  



140경기도 문화원형 상징 기초 조사 연구 141 Ⅴ 경기 북부 문화원형 목록

4. 연천군 전곡리 선사유적지와 주먹도끼

연천군 전곡리 선사유적지(사적 제268호)는 우리나라 구석기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지이다. 5, 

60년 전만 하더라도 세계 고고학계는 동아시아에는 주먹도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

배적이었다. 특히 미국의 모비우스(H. L. Movius) 교수는 그 때까지 동아시아에서 주먹도끼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인류단계에서부터 동아시아지역의 인류가 서구지역의 인류에 비

해 문화적으로 열등한 상태였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그러나 전곡리에서 유럽, 아프

리카지역의 주먹도끼와 동일한 생김새의 주먹도끼가 발견되면서 새로운 관점에서 동아시아지

역의 구석기 문화를 연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전곡리 선사유적지는 실로 우연한 기회에 학계에 

알려지게 되었다. 1978년 4월, 동두천에 근무하던 미공군 하사관 그렉 보웬(G. Bowen)은 한탄

강유원지에 놀러왔다가 지표면에 나뒹굴고 있는 가공한 듯한 몇 개의 돌덩어리를 보게 된다. 대

학에서 고고학을 전공했던 그는 이 돌들이 한눈에도 예사롭지 않은 석기시대 유물임을 알 수 있

었다. 그는 이 돌들을 주워 부대로 돌아온다. 그리고 그 즉시 사진과 함께 발견 경위를 소상하게 

적어 프랑스의 저명한 고고학자인 보르도 교수에게 보내게 된다. 

보르도 교수는 편지를 받고는 보웬으로 하여금 당시 서울대학교에 재직 중인 김원룡 박사를 

은 시원한 조경과는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행주산성은 오늘날 고양시의 대표적 문화콘텐츠로 자리 잡았다. 행주대첩이 있었던 날을 양

력으로 환산해 매년 3월 14일 ‘행주대첩제’를 열고 있다.  

또 행주산성의 이름을 딴 고양행주문화제는 올해로 29회를 맞았고, 행주산성 해맞이 축제, 휘

호대회 등 다양한 행사도 이어지고 있다. 행주산성은 자유로와 이어진 접근성과 그 풍광 덕에 드

라이브와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 고양문화원 방규동 원장은 “행주산성은 

국난극복의 상징이며 민족의 성지이자 삶의 터전”이라며 “행주산성을 더 널리 알리기 위해 관련 

보고서 발간, 뜻을 기리는 휘호대회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 중이니 더 많은 국민이 민족의 얼을 

제대로 만끽할 수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중의정(좌), 행주대첩비와 대첩비각(우)

충장사의 권율장군 초상(좌), 권율장군 동상(우) 사진제공 | 고양시

전곡리 선사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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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두천시 소요산 자재암

소요산 자재암은 동두천시 상봉암동 소요산(逍遙山)에 있는 절이다.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 본사인 봉선사의 말사이다. 654년(무열왕 1) 원효가 창건하여 자

재암이라고 했다. 

고려시대 974년(광종 25) 각규(覺圭)가 태조의 명으로 중건하여 소요사로 바꾸고 1153년(의

종 7) 화재로 소실된 것을 이듬해 각령(覺玲)이 대웅전과 요사채만을 복구하여 명맥만 이어왔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1872년(고종 9) 원공(元空)과 제암(濟庵)이 퇴락한 이 절 44칸을 모두 중

창하고 영원사(靈源寺)라 하였다. 

이때 영산전·만월보전(滿月寶殿)·독성각·산신각·별원(別院) 등의 건물이 있었으나 1907

년 화재로 만월보전을 제외하고 모두 소실되었다. 

1909년 성파(性坡)와 제암이 다시 중창하고 절 이름을 자재암으로 고쳤다. 

6·25전쟁 때 다시 소실되어 1961년 진정(眞精)이 대웅전을, 1968년 성각(性覺)이 요사채를, 

1977년에는 삼성각을, 1982년에는 일주문을 각각 지었다. 

만나볼 것을 권고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보웬은 한탄강유원지에서 발견한 돌을 갖고 김원룡 박

사의 연구실을 찾아가게 된다. 김원룡 교수는 이 돌들을 보자마자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고 한

다. 보웬이 갖고 온 돌들은 바로 구석기시대 유물인 주먹도끼 3점과 긁개 1점이었다. 그 후 조사

단이 구성되어 전곡리 일대에 본격적인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1979년에 

<진단학보>에 ‘전곡리 아슐리안양면핵석기 문화예보’라는 제목의 논문이 발표되면서 전곡리 선

사유적지가 학계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주먹도끼는 전기구석기시대의 대표적인 유물로 조그만 호박 크기의 돌을 가공하여 끝 부분은 

뾰족하고, 넓적한 양 옆에는 날이 서 있으며, 손으로 잡는 부분은 둥근 형태인 다용도 석기를 말

한다. 한탄강 유역에서 발견되는 주먹도끼는 유럽, 아프리카지역에서 발견되는 아슐리안계 주

먹도끼와 동일한 제작기법을 보여주고 있으며 주변

에서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는 규암이나 석영재 자

연석으로 만들어졌다. 이러한 석기들은 인류 최초의 

도구로 한반도에 살았던 우리의 조상들이 상당한 지

적 수준을 갖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전곡리에서는 30년에 걸친 발굴조사 결과 주먹도

끼를 비롯하여 찍개, 긁개, 밀개, 뚫개 등 대략 5천여 

점의 구석기 유물들이 발견되었다.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들은 신석기시대의 주거지역이었던 서울 암사동 

선사유적지에서 발견된 유물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자들은 전곡리에서 발견된 유물

이 약 30만 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즉 우리 조상은 이미 수십만 년 전에 이 땅에 구석기

시대를 열었으며, 신석기시대, 그리고 청동기시대를 

거치며 우리민족의 기틀을 형성해 나갔던 것이다. 

관련문화자원

•전곡리선사유적지 : 사적 제268호

•경기도 선사박물관

•전곡리 구석기축제 : 매년 5월 5일경에 전곡리선사유적지에서 개최

연천 전곡리 출토 주먹도끼

자재암 대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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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길에 올랐다. 그러던 중 비바람이 몰아쳤고, 험로에 놓인 그들은 근처 동굴로 몸을 피했다

가 목마름에 동굴 속 물로 목을 축였다. 

그러나 잠에서 깬 원효는 그토록 달게 마신 물이 해골에 담긴 썩은 물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챘

다. 주체할 수 없는 매스꺼움에 구역질을 하던 원효는 그 순간 일체유심조(一切唯心造, 모든 것

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의 깨달음을 얻었다. 

이로부터 1천여 년이 흘렀다. 우리는 여전히 원효의 깨달음을 높이 사며 현인의 한 사람으로 

기억한다. 그러나 과연 이게 다일까. ‘깨달음’은 때론 무척 덧없다. 아무리 명백한 진리여도 실천

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보다 그 깨달음을 일생 동안 지켜나가는 것이 더 어렵다. 

이는 원효대사도 마찬가지였다. 불가에 귀의한 신분으로 요석공주와 혼인을 올린 것이 그가 

깨달은 일체유심조의 결단인지, 단지 번민에 사로잡힌 결과인지는 지금으로선 알 길이 없다.

다만 깨달음을 종착지로 삼은 게 아니라 끊임없이 번민에 시달려온 그의 일생을 되짚어 봤을 

때, 그것 역시 번민과 깨달음이 오가는 한 과정이 아닐까 추측할 뿐이다. 원효대사가 현인인 이

유는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깨달음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번뇌와 싸워왔기 때문

이다.

원효대사가 유학길을 포기하고 동두천 소요산에 자리를 잡았을 때의 일이다.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던 날 토막에 정좌하고 명상을 하던 원효대사의 귀에 여인의 음성이 들려왔다. 정제됐던 

마음에 한순간 일렁임이 생긴 그때 한 여인이 다급하게 토막의 문을 두드렸다. 

비바람을 피하게 해 달라는 여인의 간청에 그는 갈등을 느꼈지만, 폭풍우에 여인을 그냥 둘 수 

없어 결국 안으로 들였다. 화톳불에 비친 여인의 모습은 아름다웠다. 여인이 원효에게 비에 언 

자신의 몸을 녹여 달라 부탁했다. 그도 역시 사람, 마음 한 편에 색정이 떠오르는 것을 느꼈다. 

해골물의 교훈을 되뇌며 여자를 목석으로 생각하려 마음먹었지만, 날이 밝고서야 깨달을 수 있

었던 해골물과 달리 눈앞의 여인은 실재했다. 굳어졌다 생각한 마음은 자그만 바람에도 흩어져

버릴 정도로 쪼개지고 파여갔다. 결국 원효는 고개를 저으며 여인을 내버려둔 채 비바람 속으로 

뛰쳐나왔다. 번뇌를 던지듯 옷을 벗고 옥류폭포에 몸을 담갔다. 그러나 여인은 곧 폭포까지 따

라왔다. 참다못한 원효는 여인에게 소리쳤다. 

“너는 대관절 누구인데 나를 유혹해서 어쩌자는 거냐?” 그러자 여인이 웃으며 말했다. “제가 

스님을 유혹하다니요. 스님이 저를 색안으로 보시면서….”

그 순간 원효의 머릿속에 깨달음의 경종이 다시 한 번 울렸다. 여인을 목석이라고 여기겠다

이어 1984년에는 부설 유치원이 개원하였고 1983~1985년에 오래된 건물이 헐리고 새로운 중

창이 이루어지면서 오늘날의 면모를 갖추었다. 

이 절에는 여러 가지 설화가 전한다. 원효가 요석공주와 세속의 인연을 맺은 뒤,  이곳에 초막

을 짓고 수행에 정진하고 있을 때, 관세음보살이 변신한 아름다운 여인이 유혹을 하였다. 

설법으로 유혹을 물리친 원효는 이내 그 여인이 관세음보살이었음을 깨닫고 더욱 수행에 정

진하는 한편 관세음보살을 친견하고 자재무애의 수행을 쌓았다는 뜻에서 절을 짓고 자재암이

라 했다고 전한다. 

또한 수락산 흥국사(興國寺)의 승려이던 제암과 자재암의 주지인 원공이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우연히 만나 절을 중창했다는 영험담도 전한다.

현존하는 건물로는 대웅전·삼성각·나한전·일주문·백운암·요사채가 있는데 전부 1961

년 이후의 중창 때 세운 것이다. 경내 및 주위에는 1980년에 세운 속리교와 세심교가 있다. 1909

년 중창 때 그린 불화도 많이 남아 있었는데 6·25전쟁 중에 대부분 소실되었고, 1914년 무렵

에 그린 칠성탱화만 가장 오래된 작품으로 삼성각에 봉안되어 있다. 그 밖에 추담대종사 사리

탑 및 탑비가 절 입구에 있고, 1985년에 세운 소요산자재암 나한전불사기가 나한전 앞에 있다. 

유물은 《반야바라밀다심경약소(金剛般若波羅蜜多心經略疎)》(보물 제1211호) 언해본 1책을 제

외하고는 전부 최근의 것들이다. 

절 근처에는 원효와 요석공주의 전설이 얽힌 요석궁지와 조선 태조의 행궁(行宮)터가 있다. 

요석궁지는 요석공주가 설총을 키웠다는 곳인데 그 위치는 자재암 부근의 하백운대 부근으로 

보인다.

관련문화자원

•자재암 :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 본사인 봉선사의 말사 

•반야바라밀다심경약소(金剛般若波羅蜜多心經略疎) : 보물 제1211호

•제1회 소요산 자재암 108문화제(2015) : 동두천문화원, 자재암 오르는 108계단

 

원효대사와 해골물 일화. 남루한 기연을 통해 돈오의 경지를 연 모든 상황을 설명하는 에피소

드로 시공과 불문(佛門)을 초월해 인구에 회자돼 왔다. 만일 원효가 해골물의 기연 없이 당나라 

유학 여정을 예정대로 마쳤다면 그의 역사적 위치는 어디에 머물지 궁금하다. 

다만 그가 유학을 강행했다면 소요산에 깃든 원효 스토리 대부분도 유실됐으리라 추측해보니 

다행이지 싶다.신라 진덕여왕 시대인 660년, 그는 더 큰 배움을 위해 의상대사와 함께 당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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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보다는 바로 옆 옥류폭포에서 실려오는 풀과 바람의 향이 절을 메우고 있다. 

박 사무국장은 ‘자재암과 얽힌 원효대사의 생애는 깨달음의 확인이 아닌 번뇌와 싸운 역사’라

고 설명했다. 그는 “자재암을 찾는 사람들은 뭔가 대단한 깨달음의 기회를 발견하려 한 것이 아

니라 일상 속에서 쌓을 수 있는 마음의 정진을 찾으러 오는 것”이라며 “마음 속에 고민과 갈등이 

있는 사람이 그에 대한 해결을 꾀한다기 보다는 안식을 찾기 위해 오는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효대사와 자재암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제법 알려져 있지만 자재암 청량폭포를 시작으로 흐

르는 다천약수가 다도(茶道)의 원류라는 사실은 아직 일부 문인들 외엔 언급되거나 문화원형으

로서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 대중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는 방

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동두천 자재암 관련 사진은 경인일보 사진부에서 촬영한 것을 사용하였습니다.

6. 포천시 오성과 한음

오성 이항복(李恒福, 1556(명종 11)∼1618(광해군 10)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경주(慶

는 일체유심조의 도리엔 한계가 있었다. 사물을 보며 새로이 생겨나는 그 마음까지도 버려야 하

는 것이었다. 

깨달음을 얻자 원효는 캄캄했던 주변의 사물이 제 빛을 찾듯 빛나는 것을 느꼈다. 그 모습을 

바라본 여인은 그윽한 미소를 지으며 어느새 금빛 찬란한 후광을 띤 보살로 변해 폭포를 거슬러 

사라졌다. 원효대사는 그 곳에 암자를 세웠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뜻대로 한 곳이라 해 절 이름

을 자재암이라 했다. 이것이 소요산 자재암에 얽힌 설화다. 

자재암 일대에는 원효대사가 번뇌와 싸워온 흔적이 아직 고스란히 남아있다. 소요산 등산로를 

따라 걷다 보면 나무와 어우러진 웅장한 일주문이 눈에 들어온다. 조금 더 올라가면 원효대사가 

수도 중 내려와 휴식을 취했다고 알려진 원효폭포가 시원한 물줄기를 내뿜는다.  

폭포 옆 석굴에는 작은 삼존불이 자리해 사람들의 염원을 묵묵히 듣고 있다. 원효폭포 오른

쪽에는 자재암으로 이어지는 다리인 속리교(俗離橋)가 있다. 속세와의 인연을 끊어낸다는 의미

다. 폭포수를 건너게끔 조성된 다리는 조용한 산중 속 서로에게 건네는 불자들의 합장과 어우러

져 경건함을 자아낸다. 

다리를 건너면 소요산의 명물인 108계단이 모습을 드러낸다. 계단을 오르며 백팔번뇌를 하나

하나 내려놓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동두천문화원과 자재암은 지난해부터 원효대사의 뜻을 이

어 매해 신정으로부터 108일이 되는 날을 맞춰 ‘108 문화제’를 열고 있다.  

108개의 계단을 하나씩 오르며 각각의 의미를 되뇌고 번민을 떨친다는 의미다. 108계단을 오

르면 윤회의 가르침을 형상화 하고 있는 해탈문이 나온다. 연꽃과 만다라, 법륜 등으로 장식된 

문에는 종이 매달려 있어 계단을 오른 이가 종을 울리며 깨달음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동두천문화원 박용철 사무국장은 “108개의 계단을 올라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고작 몇 분 남

짓이지만 각각의 의미를 새기며 걷는 데는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불교의 교리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어우러진 산세를 느끼며 걷는 길은 누구에게나 마음의 울림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해탈문을 지나자마자 눈에 들어오는 건 원효대사가 정좌하고 마음을 다스렸다는 원효대다. 평

평한 암석 위에 자세를 고쳐잡고 앉으면 폭포를 아래에 둔 탁 트인 절경이 눈에 들어온다. 왜 원

효대사가 번뇌를 다스릴 수행의 장소로 이곳을 택했는지 알만 하다. 

산길을 따라 좀 더 오르면 절로 이어지는 마지막 관문인 극락교(極樂橋)와 함께 산세에 파묻힌 

듯한 자재암의 안락한 자태가 모습을 드러낸다. 자재암의 규모는 크지 않다. 대웅전과 삼성각이 

있고, 그나마 특이하다면 천연 동굴 속에 마련된 사찰인 나한전이 있다는 것 정도다. 하지만 절

의 형태는 원효대사의 깨달음과 묘하게 닮았다. 자연과 다른 듯 묘하게 섞여 있고 인위적인 향 

포천의 화산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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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0년(선조 13) 별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승문원에 보직되고 대제학 이이(李珥)에게 발

탁되어 정자(正字)를 거쳐 사가독서(賜暇讀書)했다. 이듬해 박사(博士)가 되고 수찬·교리 등을 

역임하였다. 1591년 예조참판에 오르고 겨우 31세에 대제학을 겸임했다. 당시 이덕형의 학문과 

인품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며 조선역사에서 가장 젊은 나이에 대제학에 올랐다. 1592년 임진왜

란이 일어나자 중추부동지사(中樞府同知事)로서 대동강까지 파죽지세로 공격해온 왜군의 사신 

겐소[玄蘇]와 홀로 배를 타고나가 화의를 교섭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왕을 정주(定州)까지 호종

하였고 청원사(請援使)가 되어 명나라로 가서 원병을 요청하여 성공하였다. 귀국 후 한성부판윤

이 되고, 이여송(李如松)의 접반관으로 활약했다. 1593년 선조는 이덕형의 공을 인정하여 병조

판서에 임명하였고 이듬해에는 이조판서가 되고 조선의 군사편제를 새롭게 만든 훈련도감(訓鍊

都監) 당상에 임명하였다.

1598년 우의정에 승진하였고 이어 좌의정에 올랐다. 1613년(광해군 5) 영창대군(永昌大君)

의 처형과 인목대비(仁穆大妃) 폐모론을 반대하다가 북인(대북파)와 대립하였고 결국 모든 관직

이 삭직되고 낙향하여 경기도 양근(楊根)으로 물러났다가 경기도 광주 사저에 머물다 병을 얻

어 1613년 사망했다. 

절친한 사이로 잘 알려진 이항복(李恒福)과는 기발한 장난과 우정이 얽힌 많은 일화를 남겼

州). 자는 자상(子常). 호는 백사(白沙)·필운(弼雲)·청화진인(淸化眞人)·동강(東岡)·소운(素

雲). 형조판서와 우참찬을 지낸 이몽량(李夢亮)의 아들이며 권율(權慄) 장군의 딸과 혼인하였다. 

어렸을 때, 훗날 함께 재상이 된 이덕형(李德馨)과 돈독한 우정을 유지하여 오성(鰲城)과 한음(

漢陰)의 우정과 해학이 얽힌 일화가 오랫동안 전해지고 있다.

1580년(선조 13) 알성문과에 병과로 급제하고 1581년 검열(檢閱)이 되었으며, 1583년 사가독

서(賜暇讀書)를 하였다. 이이의 문하로 서인에 속했다. 이후 저작(著作)·박사·정언(正言)·수

찬(修撰) 등 언관직을 두루 거쳤으며, 1589년 예조정랑으로 정여립(鄭汝立)의 옥사를 다스리는

데 참여했다. 1590년 정여립의 옥사를 무난히 수습한 공으로 평난공신(平難功臣) 3등에 올랐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도승지로 선조를 호종하여 의주로 갔으며, 전란 중에 병조판서가 

되었으며 한음 이덕형을 명나라에 급파하여 군대의 파병을 요청하는 한편 국왕의 근위병을 모

집하는 데 주력하였다. 

1595년 이조판서에 올랐다가, 1597년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다시 병조판서를 맡아 전란을 지

휘하는데 앞장섰다. 1598년 조선이 왜와 함께 명나라를 치려고 한다는 오해가 발생하자 목숨을 

걸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진주사(陳奏使)가 되어 명나라를 다녀왔다. 그의 탁월한 외교적 수완

으로 전란을 무사히 극복하여 그 공로가 인정되었으며 1599년 우의정을 거쳐 이듬해에 영의정

이 되었으며, 1602년 오성부원군(鰲城府院君)에 진봉되었다. 

광해군이 즉위한 후에도 정승의 자리에 있었으나, 대북파(大北派)들과는 정치적 입장이 달랐

으며 1617년 이이첨(李爾瞻) 등 강경 대북파가 주도한 폐모론(廢母論)에 적극 반대하다가 1618

년 삭탈관직되었다. 이후 북청(北靑)으로 유배되었다가 그곳에서 죽었다. 사후에 복관되고 청백

리(淸白吏)에 녹선되었다. 임진왜란, 정유재란 당시 5번이나 병조판서에 오를 만큼 선조의 신임

을 받았으며, 전란 후에는 그 수습책에 힘썼다. 고향인 포천의 화산서원(花山書院)과 북청의 노

덕서원(老德書院)에 제향되었다. 저서로는 《백사집》 《북천일록(北遷日錄)》 《사례훈몽(四禮訓蒙)

》 등이 있다.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선조조상신(宣祖朝相臣)〉조에 행적이 소개되어 있다. 

한음 이덕형(李德馨, 1561(명종 16)∼1613(광해군 5)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광주(廣

州). 자는 명보(明甫). 호는 한음(漢陰)·쌍송(雙松)·포옹산인(抱雍散人). 시호는 문익(文翼)이

다. 1561년 출생하였고 부친은 지중추부사를 역임한 이민성(李民聖)이다. 당시 대사간이자 동인

에 속한 이산해(李山海)의 딸과 혼인하여 그의 사위가 되었으며 이때 토정비결로 유명한 이지함(

이산해의 작은아버지)이 이덕형의 인물됨을 알아보고 사윗감으로 추천하였다고 전해진다. 이덕

형의 부인 한산이씨는 임진왜란 때 왜적을 피해 절벽에서 뛰어내려 자결하였다.

경기도기념물 제89호 한음 이덕형 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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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음이 아픔을 참고 견디자 정승까지 하겠다고 말한 뒤 한음에게 변소에서 일어난 일을 본 

것같이 말하였다. 이에 한음은 비로소 오성에게 속은 줄 알았다는 것이다.

⑤ 오성과 대장장이

오성은 어려서 대장간에 놀러 다니면서 대장장이가 만들어 놓은 정(釘)을 하나씩 궁둥이에 

끼어다가 모아 놓았다. 정이 하나씩 없어지자 대장장이는 오성의 장난인 줄 알고 불에 달군 

정을 맨 위에 놓아 오성의 볼기짝을 데이게 하였다. 뒷날 대장장이가 곤궁하게 되자 오성은 

모아 놓았던 정을 도로 주어 곤궁을 면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오성과 한음설화」는 두 사람의 기지와 해학을 통하여 인간의 약점과 인간의 본성을 신선하

게 조명한 귀중한 해학문학으로서 가치를 가진다.

관련문화자원

•오성 이항복 묘 : 포천시 가산면 오성길 29 | 경기도기념물 제24호

•한음 이덕형 묘 : 양평군 양서면 목왕리 산 82번지 | 경기도기념물 제89호 

•화산서원(花山書院) : 포천군 가산면 방축리 산16-1 | 경기도기념물 제46호 

•용연서원(龍淵書院) : 포천시 신북면 신평로 82-1 | 경기도유형문화재 제70호 

•오성과 한음 설화

옛날 옛적, 포천에 한 소년이 살았다. 소년의 집에는 감나무가 있다. 감나무 가지는 담장을 넘

어 옆집 마당으로 뻗어 자랐고, 그 가지에서도 감이 열렸다. 옆집 대감네는 마당으로 넘어온 감

을 차지했다.  

소년은 대감의 방문 앞으로 갔다. 창호지를 뚫어 자신의 팔을 대감의 방안으로 밀어넣고 물었

다. “이 주먹은 누구의 주먹입니까?” 대감은 “네 주먹이지 누구 주먹이겠느냐”대답했고 소년은 

감나무의 감을 돌려받았다.

소년은 친구와 함께 놀고 있었다. 어느 날 농부가 급히 이들은 찾아와 도움을 청했다. 농부의 

처가 밭두렁에서 소변을 보았는데, 밭 주인이 화를 내며 관아로 끌려가 곤장을 맞고 싶지 않으

면 황소를 바치라 했다는 것이다. 밭 주인은 고을 세도가인 황 대감이었고, 사또도 그를 말릴 수 

없었다.  

똘똘하기로 소문난 두 사람에게 농부는 황소를 빼앗기지 않을 방법을 찾아달라고 하소연했다. 

소년과 친구는 꾀를 냈다. 둘은 황 대감이 지나다니는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가 나타나자 

고 1613년 사망했을 때 이항복이 가장 슬퍼하며 이덕형을 직접 염을 했다고 전해진다. 인조 때 

복관되고, 포천의 용연서원(龍淵書院)에 제향되었다. 문집 《한음문고(漢陰文稿)》가 있다. 묘소

는 양평군 양서면 목왕리 산 82번지에 위치하고 1985년 경기도기념물 제89호로 지정되었다. 

오성과 한음은 조선 선조 때 명신으로, 어려서부터 친구로 지내면서 장난이 심하고 기지가 뛰

어나 수많은 일화를 남겼다. 그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몇 개의 이야기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오성의 담력

한음으로부터 한밤중에 전염병으로 일가족이 몰살한 집에 시체 감장을 부탁받은 오성이 혼

자 그 집에 이르러 시체를 감장하다가 갑자기 한 시체가 벌떡 일어나며 볼을 쥐어박는 바람에 

혼비백산하였는데, 알고 보니 시체인 체 누워 있었던 한음의 장난이었다는 것이다.

오성의 아버지는 오성의 담력을 시험하려고 한밤중에 외딴 숲 속의 고목나무 구멍에 무엇

이 있는가를 알아 오라고 시키고, 먼저 가서 나무 구멍 속에 숨어 있다가 오성이 구멍 속으로 

손을 넣을 때 안에서 그의 손을 잡았는데, 오성은 놀라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체온이 느껴지

자 귀신이 아니고 사람의 장난임을 알았다는 것이다.

② 오성에게 똥을 먹인 한음 부인

오성이 한음 부인과 정을 통하였다고 한음에게 말하자, 이 말을 들은 한음 부인은 오성을 

초청해서 떡에 똥을 넣어 오성에게 먹이고 거짓말을 하는 입에는 똥이 들어가야 한다고 하

였다는 것이다.

③ 오성의 선보기

오성은 신붓감을 선보려고 인절미를 해서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고 몽둥이로 자기를 쫓으며 

때리라고 시킨 뒤 도망치는체하며 신부의 치마폭 속으로 들어갔다. 신부는 이에 황하지 않고 

“선을 보려면 겉선이나 보시지 속선까지 보십니까.”라고 말하였다고 한다.

④ 한음의 참을성

오성은 우연히 도깨비를 만나 장차 정승까지 하리란 예언을 듣는다. 그리고 한음에게 변소

에서 자기는 불알을 당기는 도깨비를 만나 예언을 들었다고 하며 변소에 가서 앉아 있어 보라

고 한 뒤 노끈으로 한음의 불알을 매어 당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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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실제와 비슷하다. 이덕형은 젠틀한 성격의 훈남이었고, 수재인데다 모범생이었다. 문헌 설화

에도 한음(이덕형)이 장난을 쳤다는 내용은 없다. 반면 이항복은 영정의 표정에서도 짓궂은 면

모가 드러난다. 선조도 그의 해학적인 성격을 알고 있을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단지 두 사람의 우애가 후대의 귀감이 되어 수많은 설화가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전해진 것은 

아니다. 설화가 친구사이의 장난과 놀이만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둘의 꾀와 협동을 드러내

는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 역사에서도 이항복과 이덕형은 빛나는 업적을 남겼다.  

이 교수는 “임진왜란하면 이순신과 유성룡만 기억하지만, 오성과 한음도 그들 못지않은 역할

을 했다. 명나라 원군 파병을 요청하자는 데 뜻을 같이한 오성과 한음은 위험천만한 먼 길을 서

로 가겠다고 다투었다. 결국 외교력이 출중한 한음이 길을 떠났다. 행정에 강했던 오성은 전쟁

의 상처를 살피며 내치에 힘썼다. 한음은 유성룡과 함께 상시군사훈련체계를 확립하기도 했다”

고 전했다. 

뒤엉켜 싸우기 시작했다. 황 대감은 길을 막고 싸우는 두 사람에게 싸우는 이유를 물었다.  

소년이 말했다. “제가 길을 가다가 하도 급해서 이 밭두렁에 오줌을 누려고 하니까 이 친구가 말

하기를, 여기다 오줌을 누다가는 황소 한 마리를 빼앗기게 된다며 말리지 않겠습니까? 하도 터무

니없는 말이라 그냥 오줌을 누려고 하는데 끝끝내 말려서 제가 바지에 오줌을 싸버렸지 뭡니까.”  

친구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정말 이 고을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친구를 말린 

겁니다. 자기 밭에다 오줌을 누었다고 그 사람의 전 재산인 황소를 끌고 갔다고 하던데, 혹시 대

감 어르신께서는 그 이야기 모르시나요?” 

황 대감은 헛기침을 하며 딴전을 피웠다. 소년이 다시 말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번에 

암행어사가 되신 제 숙부께 말씀드려서 혼을 내주라고 할 겁니다. 하지만, 세상에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황 대감은 그 길로 되돌아가 농부에게 황소를 돌려주었다. 

오성과 한음 두 사람에 관한 어린 시절 에피소드는 동화책 한 권을 채울 만큼 많다. 동화책 속

에서는 짓궂은 오성이 한음을 자주 골탕먹이지만, 두 사람은 동네사람들이 다 아는 죽마고우다. 

흔히 알려진 오성과 한음의 이야기는 설화다. 설화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이야기이며, 꾸

며진 이야기다. 오성과 한음의 어린시절 이야기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 진짜 이야기는 이렇다.

오성의 이름은 이항복(1556~1618)이다. 호는 백사(白沙)이나 오성부원군에 봉해져 오성대감

으로 불리었다. 소년시절에는 부랑배의 우두머리로 보냈으나 곧 학업에 열중했다. 25살 가을, 

알성문과에 급제했다. 선조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고, 병조판서를 5차례지냈다. 우의정과 영의

정의 자리에 올랐다.

한음의 이름은 이덕형(1561~1613)이다. 호는 한음(漢陰)이다. 어려서부터 문학에 뛰어난 재

주를 보였고 성품이 점잖아 총각정승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스무 살 되는 해 3월 별시문과에 급

제했다. 선조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고, 병조판서를 5차례 지냈다. 우의정과 좌의정, 영의정의 

자리에 올랐다.

설화 연구가 이병찬 대진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이항복과 이덕형이 친분을 쌓기 시작한 것은 

1580년부터라고 했다. 두 사람은 같은 해에 급제했다. 관직 생활에서 거의 평생 동안 동고동락

했다. 두 사람은 성향은 달랐지만 뜻을 함께했고, 서로를 존중했다.  

어릴 적 친구는 아니지만, 우정을 대표할 만한 인물이라고 할 만하다. 이 교수는 “두 사람의 일

화는 실록에도 기록이 돼 있고, 설화로는 문헌설화가 70여 편, 구비설화는 90~150편정도 전해

진다. 인물에 대해 이렇게 많은 설화가 전해지는 것은 매우 드물다”며 “설화 속 두 사람의 성격

경기도기념물 제46호 화산서원(좌), 경기유형문화재 제70호 용연서원(우)

경기도기념물 24호 이항복선생 묘(좌), 포천시 마스코트  오성과 한음(우)



154경기도 문화원형 상징 기초 조사 연구 155 Ⅴ 경기 북부 문화원형 목록

이때 의정부 금오리에 살고있는 종실의 금림군(錦林君) 이개윤(李愷胤)의 딸이 간택되어 효종

의 양녀로 입적하여 의순공주(義順公主)라 부르고 공조판서 원두표와 시녀16인과 여의(女醫), 

유모 등 몇 사람과 함께 청나라로 시집을 갔다. 

예친왕 도르곤은 사냥을 나갔다가 말에서 떨어져 부상하였는데 회복하지 못하고 1650년 11월 

9일 카라호툼(喀剌和屯)에서 39세의 나이로 급사하였고, 구왕이 죽자 의순공주를 구왕의 수하

장수《친왕, 보로(博洛)》에게 주었었는데, 친왕 보로 역시 그해인 1652년에 죽고, 의순공주는 외

롭고 고단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의순공주의 아버지인 금림군 이개윤이 사명(使命)을 받들고 연경(燕京)에 들어가서 귀환시켜

주기를 청하자 청나라 순치제는 1656년 2월 19일 출송의신공주칙(出送義信公主勅)을 내리고, 의

순공주를 조선까지 호송하기 위하여 의정대신 카쓰툰(哈什屯)을 특파하였다. 의순공주는 1656

년 효종 7년 4월 26일(갑술) 청나라에서 돌아올 수 있었다. 

조정에서는 청나라에 사신을 보내어 의순공주의 환국에 감사하는 조치를 취하고, 조정의 명

령을 어긴 죄로 금림군(錦林君) 이개윤(李愷胤)과 이행진(李行進), 이지무(李枝茂) 사신 일행 모

두를 삭탈관직 했다. 

청나라에 끌려갔다가 돌아온 조선여인들을 환향녀(還鄕女)라 부르고, 행실이 좋지 못한 여인

들에게 사용되었던 당시의 조선사회의 정서로 볼 때, 조선에 돌아온 의순공주는 나라와 가족들

에게서도 버림받은 가엾은 공주로 전락되어 외롭고 고단한 삶을 살다가 청나라에서 얻은 병으

로 짧은 생애를 마감했다. 

조선왕실의 수치를 막았고, 당면한 외교 현안을 푸는 열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많은 삶

을 안고 27세가 되던 1662년 8월 18일 파란 많은 여정 속에 죽었다. 

환향한 의순공주라는 실존적 현실을 인정할 수 없었던 당시의 정서가 “의순공주는 시집가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오랑캐에 대하여 절의를 지켰다”라는 전설로 전해오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민족은 머리에 쓰는 관(冠)을 매우 귀중하게 여기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의순공

주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몸이니 육신은 죽은 것이지만 정신적인 정절(貞節)만이라도 지켜 달

라고 머리에 썼던 족두리를 벗어 주었고, 부모는 그녀의 뜻을 기리기 위해 의장(衣葬) 장사를 지

낸 것이『의순공주의 족두리 산소』의 전설내용이다.

의정부 금오동에는 의순공주와 관련 ‘정주당놀이’가 전래되고 있다.

오리 마을에는 옛날부터 자연에 대한 마을신앙이 있었는데, 전해 내려오는 과정에서 의순공

주의 한 많은 죽음이란 큰 사건이 발생된 것이다. 

설화에는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의 인생관이나 가치관, 바람이 담겨있다. 오성과 한음의 이야

기에도 그렇다. 두 사람에 관한 설화는 제각각의 형태로 전국에 퍼져있는데, 그 중 포천이 오성

과 한음을 시의 마스코트로 삼았다. 이항복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포천에 살았고, 이덕형은 외

가가 포천이었다는 인연을 내세운 것이다. 

이들 사후에 포천의 유생들이 재산을 모아 사우(祠宇)를 세워 화산서원에 이항복을, 용연서원

에 이덕형을 모셨다. 이항복의 묘소와 신도비도 포천 가산면에 있다. 포천시는 2000년부터 오

성과 한음의 캐릭터를 제작해 인쇄물과 환영 안내판 등에 표시하며 포천이 오성과 한음의 고장

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다.

그러나 이 교수는 아직 이러한 활용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문화원형을 상징화하고 활용

하는 것은 교훈, 교육적 가치 외에도 여러 장점이 있지만,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별로 없다”

며 “오성과 한음의 이야기는 확실한 역사적 사실과 남겨져 있는 여러 가지 유적들, 거기에 더해

서 풍부한 이야기도 전하고 있으므로 관련 축제나 박물관 및 거리조성 등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7. 의정부시 의순공주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이후 

1650년 청나라 구왕《九王,도

르곤(多爾袞)》이 조선의 공주

에게 장가를 들겠다고 청혼을 

해 왔다. 

효종에게는 숙안(淑安), 숙

명(淑明), 숙휘(淑徽), 숙정(淑

靜), 숙경(淑敬)공주와 숙녕(淑

寧)옹주가 있었으나, 나라를 잃

고, 공주까지 청나라에 빼앗기

는 수치를 당해야하는 어려운 

곤경에 빠지게 되었다. 의순공주의 족두리 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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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시자 금림군(錦林君) 할아버지께서 효종(孝宗)의 근심을 덜어드리기 위해 자기 따님을 효

종에게 바치자 기뻐하시며 궁중에 불러들여 술까지 같이 드셨다고 한다.” 

금림군 이개윤의 자손은 여인에 대해 이렇게 알고 있었다. 여인은 자신이 바쳐지는 것을 알

지 못한 채 바쳐졌고, 바쳐져서 한때 청의 실권자였던 도르곤의 첩이 됐다. 여인의 의지가 어떠

했는지는 알 수 없다.

병자호란 이후 청은 조선에 국혼을 청했다. 거절할 수 없는 청이었다. 효종에게는 딸이 여섯 

있었지만 청에 ‘공주는 이제 2살에 불과해 국혼 대상이 될 수 없다’ 고하고 종실, 또는 대신의 딸 

중에서 대상자를 찾았다. 

금림군 이개윤은 효종과는 먼 친척이었지만, 국혼의 여건을 갖추기 위해 효종과 5촌 형제로, 

그 딸은 효종의 양녀로 입적했다고 꾸몄다. 효종은 이개윤의 딸에게 ‘의순공주’라는 칭호를 내

렸다. ‘대의(大義)에 순종(順從)’한다는 뜻이다. 의순공주가 시녀들과 청으로 떠난 후 효종은 의

순공주의 오빠 이준(李浚)을 장릉 참봉(章陵參奉)으로, 이수(李洙)를 전설사별검(典設司別檢)으

로 삼았다. 

의순공주가 도르곤의 대복진(大福晉: 정실 중 으뜸 부인)이 된 지 7개월 만에 도르곤이 갑자

기 사망했다. 의순공주는 도르곤의 수하장에게로 보내졌으나 1년 남짓 후에 그도 죽었다. 아버

지 금림군은 청에 딸을 조선으로 돌려보내 줄 것을 간청했다. 청이 이를 허락해 의순공주는 6년 

만에 조선으로 돌아왔다.

의순공주를 맞이하는 조선의 표정은 착잡하고 비통했다. 의순공주는 조선의 치부였고, 조정

은 의순공주의 환국이 또 다른 사단을 불러올까 걱정했다. 그래서 의순공주의 환국을 요청한 금

림군을 삭탈관직했다. 

고국으로 돌아온 의순공주의 새로운 이름은 ‘환향녀(還鄕女)’였다. ‘고향으로 돌아온 여인’이

라 썼지만, 절개를 잃은 여인이라고 비하하는 뜻에서 ‘화냥년’이라 불렸다. 청에 끌려갔다 돌아

온 모든 여인들의 이름이었다.

실록의 기사에는 의순공주가 환국 후 6년을 살다 병들어 죽었다고 기록돼 있다. 27살이었다. 

의정부 금오리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은 이와 다르다.  

‘족두리 산소’에 관한 전설에 따르면 병자호란이 끝난 후 금오리에 사는 왕족 금림군의 딸이 왕

명으로 청나라에 붙들려가다가 오랑캐 놈에게 정조를 짓밟히는 욕을 당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고 정주(定州)땅에서 강물에 몸을 던져 죽었다고 한다. 

이때 몸은 물 속에 가라앉고, 쓰고 있던 족두리만 물에 떠올라 이것을 건져다가 부친에게 주었

마을에서 재해나 역질이 발생되었을때 제일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의순공주의 한 많은 죽

음이었던 것이다. 특히 청나라에 시집 갖다 돌아온 환향녀(還鄕女)로 전락된 의순공주의 죽음은 

당시의 마을사람들에게는 마음에 커다란 짐을 갖고 있었을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불쌍한 의

순공주의 한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었을 것이다. 

우리나라 전설의 대부분은 한으로부터 해방을 미화시키려는 우리의 정서가 녹아있기 때문에『

의정부정주당놀이』역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자연에 대한 외경이나 두려움, 인간 자신의 나

약함도 가미되어 신앙으로 정착하게 된 배경이 될 수 있으며, 자연의 재해로부터의 해방은 생

산의 풍요로 귀결된다. 

마을공동제례로서 날이 택해지면 제주를 선발하고, 마을사람들은 며칠 전부터 장단(산가락, 

상주가락) 연습을 하였으며, 풍물패들이 집집마다 돌며 제수를 추렴하여 마을공동으로 제례를 

마친 후 국수를 끊여 먹고 신명나게 놀았다는 것은 마을의 축제이다. 

마을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구성원임을 인식하고, 함께 준비하고 함께 놀이를 통하여 정체성

과 동질성을 확인하고, 풍족한 수확을 기원하는 생산의례로서 의순공주를 제신으로 모시고 마

을공동체에서 행하여지는 대동제의로 전해 내려오는 민속놀이이다. 

 

관련문화자원
•의순공주 묘 : 의정부시 금오동 산45-20

•의정부 정주당놀이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전쟁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국가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리고 모든 이야기가 그렇듯, 인간에 관한 이야기이고, 슬픈 이야기이다.  

“청나라에서 공주가 예쁘다는 소식을 듣고 결혼을 강요하자 효종(孝宗)께서 걱정이 태산 같다

의정부 정주당놀이 재연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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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받은 금림군이 족두리로 의장(衣葬)장사를 지내고 묘지를 조성했다. 사람들이 이를 족

두리 산소라고 부르며 나라 위해 죽은 공주를 애처로워 했다고 전해진다. 

의순공주의 이름은 족보에서 지워졌고 아무도 그녀를 위해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 딸의 죽음

을 슬퍼한 의순공주의 어머니는 날마다 천보산 꼭대기에 올라 정주 땅을 내려다보며 넋을 달랬

다. 이곳을 정주당이라, 산봉우리는 공주봉이라 불리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정주당은 폐

허가 됐고, 공주도 잊혀졌다.

한편, 전쟁이 끝나고도 조선의 고장들은 평화롭지 못했다. 전염병이 돌았고 흉년이 들었다. 

금오리에도 횡액이 자주 발생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의순공주의 넋을 달래주지 않아 일어나

는 재앙이라는 말이 돌았다. 

마을 사람들은 정주당 터에 올라가 제를 지냈다. 마을에 풍년이 들고 재해(災害)가 없어져 해

마다 3월 초순 좋은 날을 택하여 제를 지냈다. 제가 끝나면 마을사람 모두가 국수와 음식을 나눠

먹고 온종일 신명나게 즐기던 풍습이 금오리에 전해 내려오는데 이것이 ‘의정부정주당 놀이’다.  

의정부정주당놀이는 의순공주를 제신으로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했던 마을 풍물굿이다. 

한국전쟁이후 중단됐던 것을 지난 2004년 지역 청년들이 주축이 돼 재연을 시작했다. 지금은 의

정부문화원과 손잡고 매년 봄 열리는 지역 행사로 자리 잡았다.

날이 택해지면 제주를 선발하고, 마을사람들은 며칠 전부터 산가락, 상주가락을 연습한다. 풍

물패들이 집집마다 돌며 제수를 추렴해 마을공동으로 제례를 마친 후 국수를 끊여 먹고 신명나

게 놀며 화해와 화합을 청한다. 

의순공주대제보존회의 의순공주 대제도 이 무렵 시 행사로 확대됐다. 장영순 만신이 의순공주

의 넋을 달래고 의정부시의 평안을 기원하고자 1996년부터 시작한 전통굿이다. 

2005년 문화원이 문화원형 발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의순공주가 주목을 받았던 것은 이러한 

지역 내 분위기가 영향을 미쳤다. 문화원 관계자는 “문화원형을 발굴하기 위해 시놉시스를 공모

했을 때 의순공주 이야기가 다수 거론됐다”며 “처음 정주당 놀이를 시작했을때는 의순공주 문중

에서 불편함을 내비쳤지만 의정부 안에서 의순공주를 높이 평가하니 변화가 생겼다”고 말했다. 

의정부시와 문화원은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의순공주를 주제로 문화원형 사업을 벌이고 있

다. 2010년 ‘뮤지컬 의순공주’를 제작해 의정부예술의전당에서 공연했을 때는 6천여 명의 관객

이 관람했다. 의정부시립무용단에서는 창작무용극을 선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대형 문화사업은 예산 부족으로 한차례 이벤트로 끝나 아쉬움을 남겼다. 문화

원 관계자는 “문화원형의 가치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지만 예산 문제로 보다 적

극적인 사업을 벌이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라며 “다양한 홍보 아이디어를 통해 꾸준히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8. 양주시 별산대놀이

양주별산대(楊州別山臺)놀이는 양주시 유양리에 전승되고 있는 탈놀이다. 중요무형문화재 제

2호로 지정되었다. 그 근원은 서울 중심의 경기지방에서 연희되어 온 산대도감극(山臺都監劇)의 

한 분파로서, 녹번(碌磻)·아현(阿峴) 등지의 본산대(本山臺)와 같다.

송파산대놀이·애오개산대놀이·녹번산대놀이·구파발산대놀이·퇴계원산대놀이·노량진

산대놀이·파주산대놀이 등과 같은 산대놀이 계통의 하나이다. 산대라는 명칭을 쓰고 있으나 

산대를 만들어놓고 하는 것은 아니며 조선 후기에 산대의 전통을 이어서 연행된다는 의미에서 

산대놀이 또는 별산대놀이라는 명칭을 쓰게 되었다. 요즈음은 주로 경기도지역에서 하는 탈놀

이를 산대놀이라 지칭한다.

대보름·삼짇날·초파일·단오·유두·백중·추석 등의 여러 명절 때와 가뭄이 들 때 기우

제(祈雨祭)로 연희되었다.

양주별산대놀이 정기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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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듬어진 볼록면을 지니고 있으며, 색감이 밝고 회화적으로 배합되어 있다.

춤은 우아하고 섬세한 중부지방의 무용적 전통을 전형적으로 계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춤

사위가 매우 분화되고 종류도 다양하여 한국 탈춤을 대표할 만하다. 전반적으로 염불장단의 거

드름춤이 발달되어 있으며 정중동(靜中動), 답지무(踏地舞), 감치고 조이는 손춤사위 등이 특

징이다. 중요무형문화재 제2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기·예능보유자에  양주의 석거억(石巨億)

(1994 해제)·김상용(金相容)(2001 해제)·노재영(盧載永-지난 8월 23일 별세)이 있다.

관련문화자원

•양주별산대놀이 : 중요무형문화재 제2호

•양주별산대놀이 전승관

•양주별산대놀이마당

9. 남양주시 광릉(光陵)

조선 제7대 세조와 정희왕후의 능인 광릉(光陵)은  남양주시 광릉수목원로 354에 위치한다. 

광릉은 같은 산줄기에 좌우 언덕을 달리하여 왕과 왕비를 각각 따로 모시고, 능 중간 지점에 하나

의 정자각을 세우는 형식인 동원이강릉(同原異岡陵)의 형태로서, 이러한 형태의 능으로 최초로 

조성되었다. 정자각 앞에서 바라보았을 때 왼쪽 언덕이 세조, 오른쪽 언덕이 정희왕후의 능이다. 

세조는 “내가 죽으면 속히 썩어야 하니 석실과 석곽을 사용하지 말 것이며, 병풍석을 세우지 말

관아의 이속(吏屬)과 연희자, 마을의 

책임자들이 의논하여 행사를 준비하고, 

주민들이 공동 추렴하며 일부 재원은 놀

이판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들이 내는 자

리세로써 충당했다. 전통적인 놀이판은 

사직골(방언으로 새젖골)이었는데, 그 

곳에는 사직당이 있었고 그 당집 앞 넓

은 마당이 공연장소, 주변의 비스듬한 

산비탈이 관중석으로 활용되었다. 공연시기 및 공연장소가 농경생활과 신앙생활에 깊이 관련되

어 있었을 뿐 아니라, 가면이나 공연 내용도 이러한 측면과 연관되어 있었다.

눈끔쩍이·연잎·신할아비·미얄할미 등의 가면과 상좌마당의 사방치기춤이나 마지막 마당

의 진오귀굿은 구체적인 사례가 된다. 관아의 악사청(樂士廳)을 기반으로 하는 음악적인 지원

도 놀이의 발전에 기여했다. 놀이에 사용되는 악기는 삼현육각(三絃六角)으로서 피리 2, 대금 

1, 해금 1, 장고 1, 북 1 등으로 편성되며, 반주음악으로는 자진한잎·영산회상·염불·타령·

굿거리 등이 연주된다. 이러한 음악 편성은 타악기만으로 공연이 가능한 오광대탈놀이나 들놀

음류와 큰 차이를 갖는다.

연희자는 주로 관아에서 잡역에 종사하던 하리(下吏)들이었는데, 그들의 신분이 상층인과 주

민들, 그리고 악사청의 허락과 협조를 받아내는 데 유리했다.

연희자들은 양주뿐만 아니라 인근의 지역을 순회공연하여 오락을 제공하고 수익을 올려 마을

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조선시대 이후에는 연희자들의 후예를 주축으로 차차 인근

에서 연희에 재능이 있는 서민층으로 바뀌어갔다. 놀이는 크게 앞놀이·본놀이·뒷놀이로 구성

되고, 때로는 본놀이만을 지칭하기도 한다.

앞놀이는 마을을 순회하는 길놀이와 탈을 놓고 제사하는 탈고사로 구성된다. 본놀이는 완전히 

연극적인 부분으로서 상좌춤, 상좌와 옴중놀이, 옴중과 목중놀이, 연잎과 눈끔쩍이놀이, 염불놀

이, 침놀이, 애사당법고놀이, 파계승놀이, 신장수놀이, 취발이놀이, 의막사령놀이, 포도부장놀

이, 신할아비와 미얄할미놀이 등의 마당으로 구성된다. 놀이는 연희자와 관중들이 함께 어울리

는 화해와 유흥의 잔치이다. 전체 등장인물을 보면 절반 정도가 대사를 하는 탈이고, 나머지는 

춤과 몸짓으로 무언극을 하는 탈이다.

현재 놀이에 사용되고 있는 유경성이 제작한 탈들은 전반적으로 완만한 타원형의 곡선과 곱게 

양주별산대놀이마당 및 전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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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후 1483년(성종 14)에 세조의 왕비 정희왕후 윤씨가 온양 행궁에서 66세로 세상을 떠나, 

같은 해에 광릉 동쪽 언덕에 능을 조성하였다. 

관련문화자원
•광릉(光陵) : 사적 제197호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광릉수목원

10. 파주시 율곡과 신사임당

율곡 이이 선생은 퇴계 이황과 더불어 조선시대 성리학의 대표이자 경세가이며 정치가, 학자

이니 오늘날까지 우리나라 성현 중 으뜸인 분이다. 

1536년(중종 31) 외가집인 강릉의 오죽헌에서 태어나니 어머니인 신사임당이 선생을 낳던 날 

밤 꿈에 검은 용이 동해바다에서 침실로 날아와 아이를 안겨주는 것을 보았다하여 어릴 때 이

름을 현룡(見龍)이라 했으며 산실(産室)을 몽룡실(夢龍室)이라 하였다. 자(字)는 숙헌(叔獻)이며 

호는 율곡(栗谷)·석담(石潭)·우재(愚齋)인데 그 중 율곡이 가장 많이 불려진 호이다. 아버지

라.”는 유명을 남겼다. 이러한 세조의 유언에 따라 이전까지 석실로 되어 있던 능을 회격(灰隔)으

로 바꾸어 부역 인원을 반으로 줄이고 비용을 절감하였다. 봉분 주위에 둘렀던 병풍석을 생략하

면서 병풍석에 새겼던 십이지신상은 난간석의 동자

석주에 옮겨 새기는 등의 상설 제도를 개혁하였다.

능침아래에는 정자각, 비각, 홍살문 등이 배치되

어 있으며, 향로와 어로는 유실되어있는 상태이다. 

본래 정자각은 세조의 능역 앞에 있었으나, 정희왕

후의 능을 조성하면서 두 능의 사이로 옮겨 지은 것

이다. 

1468년(예종 즉위)에 세조가 수강궁 정침에서 52

세로 세상을 떠나, 같은 해 주엽산 아래에 광릉을 조

성하였다. 본래 이 자리는 동래정씨 정창손의 선대

묘역이 있던 자리였으나, 광릉이 조성되면서 동래

정씨 묘역은 다른 곳으로 이장되었다. 세조의 광릉 

자리가 좋아 조선 500여 년을 세조의 후손들이 통

치하였다고 하는 일부 풍수가들의 이야기가 전해진

남양주시 광릉

광릉숲

율곡과 신사임당 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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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2~1695) 두 분을 추가 배향하였다. 

사람은 죽어 고향에 묻히길 원한다. 영원한 파주인으로 남길 원하신 율곡 선생께서는 파주 자

운산에 묻혔다. 법원읍 동문리 자운산 자락이 병풍처럼 둘러져 있는 자운산하에는 선생을 비롯

한 가족묘 13기와 선생의 위패를 모신 사당 자운서원이 자리잡고 있다.

율곡 선생 가족 묘 13기는 자운산 세 자락에 나누어 분포하는데 가운데 자락이 그 중심 묘역이

다. 중심 묘역에는 모두 4기의 묘가 위치하는데 아래로부터 율곡 선생의 아들 경림景臨의 묘-선

생의 부모인 이원수와 신사임당의 합장묘-큰 형인 선璿의 묘가 자리하고 맨 위에 율곡선생의 묘

소가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선생의 묘소 봉분 뒤로 부인 곡산 노씨의 봉분이 위치한다.

관련문화자원

•파주이이유적 : 사적 제525호 | 이이묘 | 신사임당묘 | 자운서원

•화석정(花石亭) : 파주시 화석정로 152-72 |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61호

•율곡리마을(栗谷村) : 율곡 이이선생의 호가 유래된 본향 마을

•국가통용지폐 : 5천원권(율곡 이이) | 5만원권(신사임당)

는 사헌부감찰을 지낸 이원수(李元秀)이며 어머니는 우리나라 여성의 표상이신 신사임당(申師

任堂) 이다. 

율곡 선생의 생애와 관련이 깊은 곳으로 세 곳을 들 수 있는데 첫째는 태어나신 출생지이며 

외가인 강릉 오죽헌이고 둘째는 처가가 있던 황해도 해주의 석담이다. 그리고 세째는 바로 덕

수이씨(德水李氏) 가문의 세거지이며 율곡 선생이 성장했던 파주의 율곡리를 들 수 있을 것이

다. 특히 선생의 호 율곡은 파주 율곡촌에서 유래된 것인 만큼 선생에게 파주는 선대의 뿌리가 

있는 본향인 것이다.

율곡리 마을에서 불과 걸어서 채 5분거리에 위치한 화석정은 본래 고려말의 대유학자였던 야

은 길재吉再의 유지가 있던 곳이라 한다. 이 곳에 세종 25년(1443)에 율곡 선생의 5대조부인 강

평공康平公께서 정자를 짓고 성종 9년(1478) 선생의 증조부께서 보수하고 이숙함李叔咸 선생

이 화석정이라 이름을 지으니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율곡 선생은 국사중에도 여가가 날때

마다 이 곳을 찾았고 관직에서 물러나신 후 여생을 이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보내며 시와 학문

을 논했다고 한다. 

화석정의 건물 중앙에 ‘花石亭’이라 쓴 현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썼으며 내부 뒷면에는 율곡 

선생이 8세때 지으셨다는 8세부시八歲賦詩가 걸려있다.

최근 국가사적 제525호로 승격 지정된 파주이이유적에는 자운서원을 비롯해 율곡이이묘, 신

사임당묘 등이 자리잡고 있다.

자운서원은 연간 방문객이 약 10만여명에 이르는 파주를 대표하는 문화유적지 이다.

자운서원이 건립된 것은 조

선 중기 광해군 7년(1615)이다. 

당시 지역 유림들에 의해 창건

된 이 서원은 율곡 이이 선생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세워졌다. 그 후 효종孝宗 원

년(1650)에 ‘자운紫雲’이라 사

액을 받았으며 숙종肅宗 39년

(1713)에 와서 후학인 사계 김

장생沙溪 金長生(1548~1631)

과 현석 박세채玄石 朴世采파주 자운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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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메이지와 다이쇼 시대를 거치면서 점차 인간과 유사하게 그려졌음. 에도 시대의 모

모타로 이야기가 오락적 성격이 강하다면, 메이지 시대에는 교훈적인 인물로 변화하였음

• 에도 시대 이야기에 따르면, 모모타로는 거대한 복숭아 안에서 태어났다고 전해짐. 어느 날 

강가에서 빨래를 하던 노부부가 강물에 떠내려 온 커다란 복숭아를 발견하고 이를 먹기 위해 

집으로 가져가 복숭아를 갈랐더니 그 안에서 사내아이가 나왔는데, 자식이 없던 노부부가 그 

아이에게 복숭아에서 나온 사내아이(장남)라는 뜻의 ‘모모타로’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자식

으로 삼았다고 함. 몇 년이 흘러 모모타로는 부모 곁을 떠나, 약탈을 일삼는 도깨비(오니)를 

없애기 위하여 괴물이 살고 있는 오니가시마라는 섬으로 향했음. 도중에 모모타로는 말하는 

개와 원숭이, 꿩을 만나 자신의 임무를 도와줄 친구로 삼아 함께 섬으로 향했고, 섬에 도착한 

모모타로는 동물 친구들과 함께 도깨비들의 요새로 쳐들어가 도깨비들의 대장인 우라와 그

의 군대를 섬멸하고 친구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과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다고 함

• 모모타로와 관련한 전설은 지역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버전의 이야기가 존재함. 어느 지

역에서는 모모타로가 바구니, 하얀 복숭아 또는 빨간 복숭아 안에 담겨 떠내려 왔다고 하

고, 어느 곳에서는 모모타로의 동물 친구들이 벌과 게, 맷돌, 밤, 쇠똥으로 묘사되기도 함

• 모모타로 이야기가 오카야마와 연관되기 시작한 것은 쇼와 시대부터였음. 당시 오카야마에 

거주하고 있던 조형예술가 난바 킨노스케(難波金之助)가 모모타로의 이야기가 오카야마의 

대표적인 전설인 ‘키비츠히코노미코토 우라 퇴치(吉備津彦命の温羅退治)’에서 비롯되었다

고 주장했기 때문임. 이에, 오카야마는 키비츠히코노미코토를 주신으로 모시는 키비츠 신

사와 오카야마 지역의 대표 특산물인 복숭아를 상징으로 하여 모모타로 이야기에 기반을 

둔 축제를 기획하여 운영하고 있음

(3) 오카야마의 모모타로 축제의 특징

• 오카야마에서 모모타로 이야기를 활용한 축제는 원래 매년 4월에 실시되었으나, 2001년부

터 각각 4월과 8월과 10월에 실시되던 3개의 축제를 통합하여 매년 8월 첫째 주 토요일과 

일요일 양일에 걸쳐 ‘오카야마 모모타로 마츠리’로 진행하고 있음

• 통합된 모모타로 마츠리는 오카야마의 지역방송인 ‘오카야바 방송’과 오카야마 케이블 방

송국인 ‘오카야마 네트워크’가 지역에 중계방송을 하고 있음

• 오카야마 모모타로 마츠리의 주요 프로그램 내용은 모모타로가 ‘우라’라는 도깨비(오니)를 

물리치는 내용에서 착안한 것으로서, 도깨비로 분장하여 서로의 춤을 겨루는 이벤트를 메

1. 일본 문화원형 활용 사례

1) 전설 : 오카야마(岡山) 모모타로(桃太郎) 전설

(1) 오카야마 지역 개요

• 오카야마현(岡山県)은 일본 혼슈(本州) 서부, 세토나이카이(瀨

戶內海)에 인접해 있는 도시로, 인구 약 192만 이상이 거주하

고 있으며 현청은 오카야마시에 위치해 있음 예로부터 세토나

이카이 항로와 육로 교통을 끼고 있어서 도쿄와 규슈를 잇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여 문화 산업이 발달하였음

• 오카야마 현을 상징하는 꽃은 복숭아꽃임. 대표적인 관광지로

는 아사히 강 서쪽 언덕에 세워진 평산성으로 우키타 나오이에, 

고바야카와 히데아키, 이케다 집안을 거치면서 지금의 형태를 

갖춘 오카야마 성과 오카야마 영주였던 이케다 미쓰마사가 그

의 부하인 쓰다 나카타나에게 명하여 지은 다이묘 정원인 고

라쿠엔(後樂園)이 있음 (고라쿠엔은 미토의 가이라쿠엔, 가나

자와의 겐로쿠엔과 함께 일본의 3대 정원으로 꼽히는 정원임)

(2) 모모타로 전설

• 모모타로(桃太郎)는 일본 전설에 등장하는 대중적인 영웅임. 

모모타로라는 명칭은 복숭아를 뜻하는 일본어 ‘모모(桃)’에 장

남을 의미하는 ‘타로(太郎)’가 합쳐져 만들어진 이름임. 모모타

로의 전설이 정확히 언제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구전 

모모타로가 성립된 시기는 무로마치 시대(1550~1630) 말기, 

특히 전국시대(1467~1568)에서 에도 시대(1603~1867) 초기

에 걸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정설이며, 문자화된 것은 에도

시대 초기라고 알려져 있음

• 다른 전설이나 미담과 마찬가지로 모모타로 전설은 형성 초기

에는 모모타로를 신통력을 지닌 신과 유사한 존재로 묘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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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카야마에서는 원래 4월과 8월 10일에 각기 다른 이름으로 축제를 진행하다가, 이를 ‘

오카야마 모모타로 마츠리’라는 이름으로 통합하여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었음

-  여름에는 우라자 춤 경연과 불꽃놀이, 가을에는 지역의 향토 역사 및 문화, 먹거리, 겨

울에는 크리스마스 일루미네이션을 메인 이벤트로 한다는 점에서 각기 차이가 있지만, 

각각의 축제는 모모타로라는 상징 아래 통일성을 지님. 모모타로 이야기가 축제의 바탕

이 되기 때문에 복숭아, 수수경단, 도깨비 등과 같은 모모타로 이야기에 등장하는 주요 

소재로 각각의 축제에 일관성 있게 활용되고 있음. 모모타로 이야기라는 문화원형을 활

용한 ‘다양성 속의 일치’의 흐름을 볼 수 있음

c) 지역 공동체 중심의 축제

-  축제를 통한 기대 효과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지역 경제의 활성화임. 그러나 

그보다 좀 더 근본적인 축제의 효과는 축제를 통해 지역 주민이 지역사회에 대하여 소

속감을 느끼고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의식을 갖게 하는 것임

-  메인 프로그램의 특성을 통해 잘 나타나듯이, 오카야마 모모타로 마츠리는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형태의 축제임. 전통 춤인 우라자를 추거나 지역 민속 악기인 

태고(太鼓)를 연주하는 등의 전통문화 체험과 오카야마 성을 무대로 한 전국시대의 역

사에 대한 이해와 같은 축제의 내용은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여 지역의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 형성과 함께 지역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

2) 전통 공예: 아리타도기(有田燒)

(1) 아리타 지역 개요

• 아리타정(有田町)은 규슈(九州) 사가현(佐賀県) 서부 나시마츠우라군(西松浦郡)에 위치한 

인구 약 2만의 조용한 산간 마을임. 북쪽에는 이마리시(伊万里市), 남쪽으로는 나가사키현

(長崎県) 하사미정(波佐見町)과 접해 있으며, 아리타를 가로지르는 아리타강(有田川)이 이

마리만(伊万里湾)으로 이어짐

• 지역 면적의 약 70%가 산림과 산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중 이즈미산(泉山)은 백자의 

원료가 되는 도석이 다량 산출되어 일본에서 최초로 도자기가 만들어진 곳이기도 하며, 지

금도 도자기 생산지로 유명한 곳임

인으로 진행함. 이때 참가자는 오카야마의 

전통춤인 ‘우라자’ 춤과 이 축제를 위해 특

별히 만든 ‘모모타로’ 춤 중 하나만을 골라 

참가할 수 있음

• 이 이외에도 퍼레이드와 각종 공연, 불꽃

놀이, 그리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도깨

비 분장 체험이나 특산물 판매 등의 이벤트

를 진행함. 2007년부터는 매년 10월 첫째 

토, 일, 월 3일에 걸쳐 지역의 전통문화와 

역사, 가을 먹거리를 모티브로 한 ‘가을의 

오카야마 모모타로 마츠리’를 개최하기 시

작하였으며, 겨울에는 ‘오카야마 모모타로 

축제-모모타로 판타지’라는 이름으로 모

모타로와 함꼐 크리스마스를 보낸다는 테

마 아래 11월 말부터 크리스마스까지 일루

미네이션 축제를 개최하고 있음

•오카야마의 모모타로 마츠리의 특징은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a) 축제의 지역화

-  모모타로 이야기는 한국의 홍길동이나 전우치와 마찬가지로 그 명확한 시작과 연고지

를 알 수 없는 전설에서 출발하였음. 이를 지역의 전설과 연계하여 키비츠 신사나 복

숭아와 같은 지역 문화유산 및 지역 특산물과 엮어 하나의 스토리로 만들어 이를 축제

의 형태로 만들어 냄으로 인해 일본의 전통적인 전설을 오카야마의 전설로 특성화 하

고 지역화 시켰음

-  모모타로 이야기는 모모타로 마츠리뿐만 아니라 오카야마의 신사나 박물관, 미술관과 

공방과 같은 관광 시설, 도시 경관 조형물 및 시설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되면서 ‘오카야

마=모모타로’의 이미지를 상징화하였음

b) 축제의 브랜드화

그림 4. 제 15회 오카야미 모모타로 마쯔리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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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리타도기시의 특징

• ‘아리타도기시(有田陶器市)’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아리타도기 시장’ 정도의 의미로 해석 가

능함

• 옛날 아리타는 헤이안 초기 승려인 코우보우대사(弘法大師)가 오른 쿠로카미산(黒髪山)을 

찾아온 순례자들이 지나는 길이었음. 그래서 가마터의 주인이나 상인들은 이들 순례자들을 

위해서 품질이 떨어지는 도자기 상품을 자루나 상자에 담아 팔았는데 그것이 오늘날 아리

타도기시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음

• 메이지 29년인 1896년 코우란사(香蘭社)의 사장이었던 9대 후카가와 에이자에몬(深川栄左

衛門)과 아리타자기합자회사(有田磁器合資会社) 사장이었던 타시로 테이이치가 중심이 되

어 도자기품평회를 열기 시작하였음

• 1915년에 이르러서는 도자기품평회(오늘날의 규슈 야마구치 도자기전[九州山口陶磁展])와 

함께 지역의 도자기상점들이 재고품이나 등외품을 마치 창고판매와 같은 형태로 팔기 시작

하였는데, 그것이 아리타도기시의 시작이었음

•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흠집이 있거나 품질이 떨어지는 물건, 때에 따라서는 아리타도기 

이외의 저급품을 모아 다양하고 많은 제품

들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형태로 바뀌었는

데, 고객의 입장에서는 좋은 상품을 골라

내고 상인들과 흥정하는 재미가 있어 성공

적인 행사로 자리 잡았음. 오늘날에는 다

양한 신인 도예가들도 참가하게 되면서 도

자기 품평, 전시, 구매가 가능한 도자기 박

람회와 같은 형태를 갖추게 되었음

• 아리타도기시는 매년 4월 49일부터 5월 5

일 기간에 축제의 형태로 대대적인 이벤트

를 개최하는데, 이 시기에는 인구 2만의 도

시에 전국에서 약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

이 모여들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영향

을 미치고 있음

• 축제 기간 동안 아리타를 포함한 규슈 지

• 주요 관광지로는 아리타 도자기와 관련하여 아리타도자미술관(有田陶磁美術館)과 사가현

립큐슈도자문화관(佐賀県立九州陶磁文化館), 18세기 독일의 바로크 양식의 궁전을 재현한 

테마파크인 아리타포세린파크(有田ポーセリンパーク), 역사와 문화의 숲 공원(歴史と文化

の森公園), 이나사신사(稲佐神社), 류몬협곡(竜門峡), 계단식 논(棚田) 등이 있음

(2) 아리타도기와 이삼평

• 이삼평(李參平)은 충남 공주시 반표면 출신으로 임진왜란 때 조선에 출병한 사가번(佐賀

藩)의 번주(藩主) 나베시마 나오시게(鍋島直茂)가 1598년 일본으로 끌고 간 도공의 한 사

람임. 당시 백자를 필두로 조선의 도기 제작 기술에 관심이 있었던 일본이 ‘일본의 보물’로 

삼고자 이삼평을 끌고 갔음

• 일본으로 끌려 간 이삼평은, 일본명 가나가에 산페이(金江三兵, 또는 金江三兵衛)로 불리

며 사가현 아리타에 거주하게 되었음. 아리타에 거주하던 이삼평은 아리타 이즈미산에서 

자기의 원료가 되는 도석을 발견하고 1616년 뎅구다니(天狗谷)에 가마를 설치하였고, 함께 

끌려갔던 조선인 도예공들과 도자기를 굽기 시작하였음

• 그의 도자기는 곧 예술성과 품질을 인정받아 이내 일본 전역으로 퍼지기 시작하였음. 사람

들은 아리타에 위치한 가마에서 만들어진 도자기라는 의미에서 이삼평의 도자기를 아리타

도기(有田燒)라고 불렀음. 그의 아리타도기가 아리타에서 12킬로 정도 떨어진 이마리 항구

를 통해 일본 전국으로 확산되었기 때문에, 이마리도기라는 별칭도 얻게 되었음. 이삼평의 

아리타도기 창시는 일본의 도자기사상 획기적인 사건으로 기록이었고, 이로 인해 이삼평은 

일본의 도조(陶祖)로 추앙받게 되었음

• 오늘날 아리타에는 150여개의 도요와 250여개에 달하는 도자기 상회에 운영되고 있음. 이

삼평이 처음 가마를 연 1616년으로부터 300년이 지난 1916년에는 이삼평 기념비를 세우고 

1917년부터 아리타 지역에서 대대적으로 도조제(陶祖祭)를 열고 있음

• 아리타도기는 아리타 지역의 상징이자 대표적인 특산품으로 이삼평과 조선인 도공들의 손

에 의해 탄생되었음. 아리타도기는 청자, 백자, 청화백자 등이 있는데 그 무늬나 형태가 중

국의 영향을 많은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특히 17세기 중반부터 명나라 말기의 적회식(

赤繪式) 자기 제조법을 배워 직물무늬에서 따온 회화적 무늬를 사용하시 시작하였음. 아리

타도기는 일본 전역은 물론 해외에서도 호평을 받아 17세기 후반인 1659년에는 네덜란드의 

동인도회사를 통해 세계 여러 나라에 수출되기도 하였음 그림 5. 2016년 아리타도기시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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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임

-  아리타도기를 활용하여 다양한 이벤트와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힘쓰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아리타는 아리타도기를 처음 창시한 이삼평을 기리기 위하

여 신사를 짓고 기념비를 세우고 도제를 지내며, 아리타도기를 보전하고 명성을 잇기 위

해 품평회를 여는 등의 전통성 보존을 위한 다양한 활동도 함께 진행하고 있음

3) 인물: 사카이미나토(境港) 미즈키 시게루(水木しげる) 

(1) 사카이미나토 지역 개요

• 사카이미나토시(境港市)는 톳토리현(鳥取県) 서북단 유미가하마반도(弓ヶ浜半島)에 위치

한 인구 3만 5천여명이 사는 작은 도시로 넓은 백사장과 소나무숲으로 유명하며, 수산업 

중심의 도시로 해산물이 유명함

• 요나고공항(米子空港), JR사카이선(境線)의 교통편이 있으며, 미즈키시게루로드(水木しげ

るロード), 시라오신사(白尾神社), 우미토쿠라시노사료관(海とくらしの史料館]), 유메미

나토공원(夢みなと公園) 등이 주요 관광지임

 

(2) 미즈키 시게루와 요괴

• 미즈키 시게루(水木しげる)는 일본의 대표적인 만화가로 특히 일본 전설에 등장하는 요괴 

이야기를 주로 소재로 다뤄 일본 요괴만화의 거장으로 불리는 인물임

• 미즈키 시게루는 톳토리현의 사카이미나토시 출신으로 본명은 무라 시게루(武良 茂)임. 미

즈키 시게루는 1922년 3월 8일 오사카에서 출생하였으나, 2세 경 아버지의 사업으로 인해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의 고향인 톳토리현 사카이미나토로 돌아와 정착하게 되었음. 스스

로도 인정한 바 있는 것처럼, 자기성향이 강한 미즈키 시게루는 학창 시절 공부에는 관심

이 없었으나 그림 실력이 뛰어나 당시 고등 초등학교 재학 시절 교감의 권유로 수업 시간

에 그린 그림을 전시회에 내 신문에 개재된 적도 있었다고 함. 20세에 징병되어 전쟁에 참

여한 그는 처참한 전쟁의 참상을 겪고 말라리아에 걸려 죽을 고비를 넘기고 왼팔을 잃게 되

면서 허무주의적 사고를 지니게 되다고 함. 특히 뉴 브리튼 섬에서의 전쟁 경험은 이후 미

즈키 시게루의 작품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함

• 미즈키 시게루는 제대 후 학교에 진학하여 미술 공부를 마무리한 뒤, 그림연극을 만들다가 

역의 도자기들을 전시하는 전람회를 개최하고, 이삼평과 아리타의 역사적 도예가들로 분

장하여 퍼레이드를 하는가 하면, 보물찾기와 같이 일반인들이 참가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

트를 실시함. 특히 축제 기간인 5월 4일에는 이삼평을 모신 토야마신사(陶山神社)에서 도

조제를 지냄.

•아리타도기시의 특징은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a) 특산품의 지역 브랜드화

-  아리타는 도자기가 생산되기 이전에는 작은 산골 마을에 지나지 않았으나, 이삼평이 도

요를 세우고 도자기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일본 전역에 그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하였음

-  그러한 유명세에 힘입어 이후 아리타에서 생산된 도자기는 이삼평이 만든 것이 아니라

도 ‘아리타도기’라는 브랜드를 확보할 수 있었음. 아리타도기는 하나의 상징적 브랜드가 

되었고, 이러한 브랜드를 활용하여 아리타는 지역 상회들과 연계하여 도자기와 관련한 

다양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이벤트를 개최할 수 있게 되었음

b) 일상의 비일상화

-  아리타도기시는 일 년 내내 열리는 일종의 도자기 시장임. 따라서 언제 어느 때이고 찾

아갈 수 있는 일상적 공간임. 그러나 아리타는 이러한 일상적 공간인 도자기 시장을 특

정 기간 사람들이 방문하고 싶은 특별한 장소로 바꾸었는데, 그 시기가 바로 아리타도

기시 축제 기간인 4월 29일부터 5월 5일까지임(일본에서는 매년 4월 말부터 5월 초 공

유일이 집중되면서 이른바 ‘골든위크[ゴールデンウィーク, Golden Week]가 형성되

는데, 아리타도기시는 이 시기에 맞춰 도자기와 관련한 대대적인 축제를 개최하는 것)

-  이처럼, 일상적인 공간으로서의 시장이 축제라는 형태의 비일상적 이벤트와 만나면서 

사람들이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아리타 도자문화를 다른 각도에서 즐길 수 있는 비일

상적 공간을 창출함

c) 지역의 전통성 보전 및 경제 활성화의 동시 모색

-  도자기는 아리타의 특산품이자 동시에 아리타의 전통임. 이삼평이 처음 도자기를 구웠

던 1616년 이후로 400년의 시간이 흘러 이제는 높은 품질을 자랑하면서도 저렴한 도자

기들이 공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리타도기의 명성과 명맥을 이어가는 것은 지역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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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등장 인물들로 도색한 ‘기타로열차’를 운

행하기 시작하였음

• 2003년에는 캐릭터 사용에 대한 저작권을 

무료로 기부한 미즈키 시게루를 기리기 위

한 기념관을 건립하였고, 이후에도 지속적

으로 요괴 동상 설치를 늘리고 관련 테마 상

품을 개발하는 등 미즈키 시게루와 요과 테

마 거리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며 사카이

미나토의 대표적이자 상징적인 관광지로 자

리매김하였음

• 사카이미나토시가 발표한 2016년도 10월 기

준 자료를 보면 시내 대표적인 관광지 중 미즈키 시게루 관련 콘텐츠인 미즈키시게루로

드와 미즈키시게루기념관의 방문객 수를 합친 수가 나머지 관광지의 방문객 전체를 합한 

수에 두 배에 달하며, 미즈키시게루로드를 방문하는 방문객 수만 연간 200만 명에 달함. 

2016년 5월 20일을 기점으로 누적방문객수가 3000만명을 돌파하면서 6월 4일 기념식을 

열기도 하였다.

•미즈키시게루로드의 특징은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a) 지역의 인물을 활용한 새로운 정체성 확립

-  사카이미나토는 원래 어업도시로 수산물이 유명한 지역이나, 섬나라인 일본에서 해안

에 인접한 도시들 모두 사카이미나토와 같은 어업도시로 해산물이 유명하여 사카이미

나토만의 개성이 드러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었음.

-  그러한 조건에서 사카이미나토가 미즈키시게루로드를 조성하기로 결정하고 미즈키 시

게루라는 인물과 그의 작품을 도시 디자인에 활용하면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더불

어 미즈키 시게루의 고향이며 그의 캐릭터들이 살고 있는 요괴 도시라는 새로운 정체성

을 갖게 되면서 일본 내 다른 어업 중심 도시들과는 차별성을 갖게 되었음

b) 통일성을 통한 명확한 정체성의 확립

-  미즈키시게루로드의 핵심은 길의 시작부터 끝까지 미즈키 시게루와 그의 작품들로 연결

대본만화가 유행하면서 만화를 그리기 시작했음. 이후 팔리지 않는 만화가로 전전하다가 

1965년 <텔레비전군>이라는 작품이 일본 최고의 만화출판사 ‘고단사’의 아동만화상을 수상

하면서 차츰 인기를 얻게 되었음. 이후 <악마군(悪魔くん)>, <게게게의 기타로(ゲゲゲの鬼

太郎, 한국명: 묘지의 기타로)>라는 작품을 성공시키면서 최고의 인기 작가임과 동시에 일

본 요괴만화의 일인자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음

• 미즈키 시게루는 2007년 프랑스 ‘앙굴렘 국제만화페스티벌’에서 <농농할멈과  나>로 최우

수 작품상을 수상하였고, 2008년에는 ‘부천만화축제’에서 해외작가상을 수상하였음

• 요괴만화의 수장이자 요괴연구가였던 미즈키 시게루는 다수의 요괴도감을 집필하기도 했

음. 이러한 그의 이야기는 2010년에 <게게게 여보(ゲゲゲの女房)>라는 제목으로 영화와 

드라마로도 제작되었음

• 미즈키 시게루는 일본 전통 요괴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고문건이나 화첩에서 전설로 전

해져오는 요괴를 찾아 정리하고 이를 그림으로 그려 자신의 만화소재에 사용하곤 하였는

데, 이러한 그의 요괴에 대한 연구가 만화에 잘 녹아든 작품이 그의 대표작이자 최고의 히

트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게게게의 기타로>임

 

(3) 미즈키시게루로드의 특징

• 미즈키시게루로드는 사카이미나토시에 있는 상점가 거리의 명칭으로 JR사카이미나토역 

출구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마츠가에쵸(松ケ枝町), 다이쇼쵸(大正町), 혼쵸(本町)

에 걸쳐 구성되어 있고 길의 끝에는 미즈키시게루기념관이 위치하고 있음

• 사카이미나토시는 어업이 활발한 도시이자 상점가가 발전한 도시였음.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 자동차의 대중화와 1974년 ‘대규모소매점포법’ 시행 등으로 인해 상점가가 쇠퇴하기 

시작하였음. 이에 시에서는 “녹지와 문화가 함께 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사업의 일환으로 1989년 사카이미나토 출신 만화가 미즈키 시게루의 대표작 <게게게의 기

타로>, <악마군>, <갓파의 산페이(河童の三平)>에 등장하는 요괴를 모티브로 하여 상점가

를 재단장하기로 결정하였음

• 미즈키 시게루 작품에 등장하는 요괴를 동상으로 만들어 세우고 각종 공공시설에 캐릭터

를 삽입하는 등 통일성을 주어 요괴 테마 거리인 미즈키시게루로드가 1997년 조성이 완료

되었음

• 미즈키 시게루 로드 조성에 맞춰 1993년에는 JR사카이미나토 노선에 <게게게의 기타로>

그림 6. JR 사카이미나토선의 기타로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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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해안에서는 참새우나 김, 진주 양식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아마쿠사 제도와 아소산 및 아소산 일원의 

화산지형과 온천, 그리고 임진왜란 때 선봉장으로 조선을 침공한 카토 기요마사(加藤淸正)

가 축조한 성이자 일본 3대 미성(美城) 중 하나로 꼽히는 쿠마모토 성이 사적지로 유명하

고, 규슈 제1의 명원(名園)으로 꼽히는 이젠지(水前寺)이 공원도 유명함

(2) 쿠마모토현 지역 캐릭터 쿠마몬의 탄생

• 쿠마몬은 일본 쿠마모토 현에서 만든 마스코트로 2010년 규슈 신칸센 개통 이후 지역에 관

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만들어졌음. 당시 규슈의 신칸센 종착역이 쿠마

모토보다 더 아래에 위치한 가고시마로 정해지면서 쿠마모토현은 관광객의 수가 줄어들

고 그로 인해 지역의 경제 활성이 낮아질 것을 우려하였음. 이에, 쿠마모토 현에서 ‘쿠마모

토 서프라이즈’를 개최하기로 기획하였는데, 이때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였던 코야마 쿤도

가 이 프로젝트의 로고 디자인을 자신의 지인인 미즈노 마나부에게 의뢰하였고, 미즈노 마

나부가 더 큰 효과를 위해 로고가 아닌 캐릭터를 제작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하면서 쿠

마몬이 탄생하게 되었음

• 쿠마몬의 이름은 쿠마모토의 앞 글자이자 일본어로 ‘곰’을 의미하는 ‘쿠마’와 쿠마모토 사투

리로 사람을 의미하는 ‘몬’을 붙여 만들었는데, 이는 일본에서 상대의 이름을 축약하여 애

칭으로 부를 때 귀여운 느낌을 주기위해 습관적으로 붙이는 어미인 ‘ん’을 쿠마모토라는 지

명과 합쳐 부른 쿠마모토의 애칭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음

표 4. 쿠마몬 공식 사이트의 쿠마몬 캐릭터 설명 내용

출생지 쿠마모토 현

출생일 3월 12일(큐슈 신칸센 개통 일자)

성   별 ‘수컷’이 아닌 ‘소년’

나   이 비밀

성   격 응석이 많고 호기심 가득한 성격

특   기 ‘쿠마몬 체조’와 ‘서프라이즈’참여

하는 일

직업은 공무원. 현재 쿠마모토 현 영업부장 겸 행

복부장으로 활동 중. ‘쿠마모토 서프라이즈’를 확

산시켜서 쿠마모토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 일을 하

고 있음

쿠마몬 공식 사이트 (http://kumamon-official.jp/profile)

되어 있다는 점임. 미즈키시게루로드 참관을 위해 사카이미나토시를 방문하기 위해서

는 JR 사카이미나토선을 이용해야 함. 이 때 이용하는 열차를 ‘기타로열차’로 테마화하

였음. 미즈키시게루로드 곳곳에는 그의 작품 속 요괴 캐릭터 동상과 같은 설치물이 조

성되어 있으며, 그 길의 끝에는 미즈키시게루기념관이 자리하고 있음. 상점가의 상점에

서 파는 상품도 미즈키 시게루 작품 속 캐릭터를 활용한 것들임

-  이러한 통일성은 사카이미나토라는 도시에 미즈키시게루의 고향이자 그의 작품에 등장

하는 요괴 캐릭터의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드러내는데 기여하고 있음

 

c) 지역 주민의 협력

-  시의 주도하에 ‘마을 만들기’ 사업이 진행되고 미즈키 시게루와 그의 요괴 캐릭터를 도

시의 이미지로 사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음

-  미즈키시게루 로드에는 시에서 설치한 공공설치물 이외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설치한 

미즈키 시게루의 만화 캐릭터들이 자리 잡고 있으며, 상점에서는 미즈키 시게루 작품 속 

요괴를 모티브로 하여 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판매하고 있음. 상점가에서는 상점가의 모

든 가게가 미즈키 시게루의 요괴 캐릭터 관련 상품을 개발ㆍ판매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음. 이에 미즈키 시게루의 요괴 캐릭터를 이미지화 한 빵이나 과자와 같은 

식품이나 기념품등이 제작되어 상점가에서 판매되고 있음

4) 캐릭터: 쿠마모토(熊本) 쿠마몬(くまモン)

(1) 쿠마모토 지역 개요

• 쿠마모토현(熊本県)은 규슈의 중앙부에 위치한 현으로 인구 약 178만명이 거주하고 있으

며, 후쿠오카현(福岡県), 오이타현(大分県), 미야자키현(宮崎県), 가고시마현(鹿児島県)과 

경계를 접하고 있음. 북동부에는 아소산의 화산지형이, 서부지역은 기쿠치 강(菊池川), 시

라카와 강(白川), 미도리가와 강(綠川]), 구마 강(球磨川) 등이 서류하여 구마모토 평야와 

야쓰시로 평야를 이루고 있으며, 아리아케해(有明海), 야쓰시로 해(八代海)를 접하고 있음

• 쿠마모토는 산과 바다, 평야를 고루 갖춘 지형으로 일본 유수의 농업 지역으로 알려져 있

음. 토마토와 잎담배의 생산량이 전국 1위이며, 수박, 밤, 가지, 생강은 전국 2위, 메론, 딸

기가 전국 3위의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으며, 한라봉과 여름 귤의 명산지이기도 함. 또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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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쿠마몬의 특징

•쿠마몬의 특징은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a) 캐릭터 디자인의 단순화와 캐릭터의 중립성

-  쿠마몬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곰을 형상화 한 것임. 전체적으로 동글동글한 형태

에 검정색과 흰색, 붉은색의 세 가지 색만을 사용하여 형태와 색채를 최대한 단순화하

였다는 것이 쿠마몬 캐릭터 디자인의 강점으로 꼽히고 있음. 또한, 곰이라는 동물을 캐

릭터화 함으로 인해 캐릭터의 중립성을 확보하여 남녀노소 모두에게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었음 

b) 스토리텔링을 통한 캐릭터의 성공적인 의인화

-  쿠마몬은 움직임이 자유로운 캐릭터로 단순 캐릭터로서 상품이 인쇄되는 것으로 한정되

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인격을 지닌 사람처럼 의인화되어 있음. 쿠마몬의 공식 홈페이지

에 올라온 자기소개에서도 쿠마몬의 성별을 수컷이 아닌 ‘남자’라고 소개한 부분을 통해

서도 쿠마몬이 의인화되어 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  출생에서부터 성별, 연령, 성격, 직업, 특기 등의 이야기를 입은 쿠마몬은 2차원적 캐릭

터의 차원을 넘어 현실감 있게 느껴짐. 이로 인하여 쿠마몬은 살아있는 존재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음. 예컨대, 현재 쿠마몬은 쿠마모토현

의 공무원으로 영업부장과 행복부장 직을 겸임하고 있고, 현청에 그의 직무실까지 마련

되어 있으며 그의 스케줄은 현청 홈페이지는 물론 쿠마몬 공식 홈페이지, 블로그, 트위

터,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통해 대중에게 공개되고 있음. 매일 그의 일과를 SNS를 통

해 사진으로 공개하고 방송이나 행사에 출연하여 사람들과 친근하게 다가감으로써 사

람들은 마치 사람처럼 움직이고 활동하는 캐릭터와 감정을 공유하고, 그 결과 팬덤이 형

성될 수 있었음. 2016년 현재 쿠마몬 트위터의 팔로잉 수가 11만5천명이 넘으며, 페이

스북의 ‘좋아요’ 숫자가 18만 4천여 명에 달하고, 그의 굿즈가 따로 제작되어 판매될 정

도로 인기를 누리고 있음. 쿠마몬은 이제 단순히 지역을 대표하는 캐릭터의 차원을 넘

어 쿠마모토가 낳은 스타라고 할 수 있음([그림 5] 및 [그림 6] 참조)

c) 사람들과의 끊임없는 소통

• 쿠마몬의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쿠마몬의 프로필([표 1] 참조)에 따르면, 쿠마몬은 쿠마

모토현에서 태어났으며 생일은 규슈신칸센 전 노선이 개통된 날인 3월 12일이고, 성별은 

수컷이 아닌 소년 즉 남자임. 연령은 비밀이지만 5살이라는 것이 공공연한 도시의 전설임. 

개구쟁이에 호기심 많은 성격에 쿠마몬체조와 새로운 것들을 발견해 알리는 것이 특기임. 

직업은 공무원으로 쿠마모토 지사로부터 쿠마모토현의 영업부장 겸 행복부장에 발탁되어 

가장 좋아하는 쿠마모토의 매력을 모두에게 알리는 일을 하고 있으며,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곳에 나타난다고 스스로를 설명하고 있음

• 쿠마몬은 일본 내의 전국적인 인기에 힘입어 2011년 후반 ‘전국 마스코트 설문조사’에서 

280,000표를 얻으며 1위를 기록하였음. 쿠마모토는 쿠마몬은 통해 2011년 한해 28억 엔

의 판매 수익을 올렸고, 전국 마스코트 설문조사, 통칭 ‘유루캬라’에서 우승을 한 이후에는 

2012년 상반기에만 118억 엔의 판매 수익을 달성하였음. 쿠마몬의 인기로 인해 규슈 신칸

센의 중간경유지였던 쿠마모토는 고속철도의 종착역으로 변경되기도 하였음. 일본은행은 

2012년부터 2014년의 2년 간 쿠마몬이 1232억 엔의 가치를 창출하였다고 추산하였으며, 

2015년에는 1007억 엔의 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이와 같은 놀라운 수익에 쿠마몬 캐릭터와 관련한 저작권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음. 원칙적으로 쿠마몬을 이용한 상품 제작은 쿠마모토현의 허가

를 받아야 가능하지만, 캐릭터 저작권 비용을 별도로 청구하지 않음. 이는 저작권을 통한 

단기적 이익을 계산하기보다 캐릭터의 노출 빈도를 높여서 인지도를 높이고 친근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장기적인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음

그림 7. 사무실에서 집무 중인 쿠마몬 그림 8. SNS로 소통하는 쿠마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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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자·유라쿠초·니혼바시를 중심으로 출점이 지속되고 있음.

- 절반 가량의 안테나숍이 식당 운영을 병행하고 있으며 종류도 다양함. 

-  일본어 책자뿐만 아니라, 외국어 책자를 설치하는 가게가 급증하는 등, 외국인 방문자에 

대한 대응이 진전되고 있음.

• 일본의 지자체 안테나숍의 설립 목적은 [표 2]와 같음. 특산품PR, 특산품 판로 확대, 지자

체 PR, 관광 안내, 지역정보 발신 등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이 밖에

도, 귀농 및 이주, 지역간 교류, 현지출신자와의 교류, 지역주민 의욕 확대 등의 목적을 통

해서, 지자체 안테나숍이 지역문화 창생 및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5. 안테나 숍의 설립 목적

개설목적 점포수 개설목적 점포수

지자체PR 46 지역간교류 12

특산품PR 55 지역정보발신 45

특산품 판로확대 46 귀농,이주 16

시장·니즈 조사 31 기업유치 7

관광안내 46 지역주민 의욕확대 7

현지출신자와의 교류 12 기타 2

(3) 지자체 안테나숍 운영의 효과

• 지방자치단체는 안테나숍을 도시에 상설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동시에, 지

역의 물산 및 문화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음. 그리고 그에 

따른 특산품 판매 전략 및 관광 시책 수립이 가능하게 되었음. 이에 따라 지역산업의 활성

화를 기대할 수 있고 지역 브랜드의 가치를 올리는 데 효과가 있음

• 나카모토 외 2인은 안테나숍이 지방과 수도권(소비자)을 직접적으로 묶음과 동시에 세 가

지 효과를 가져 왔다고 분석하였음. 첫째, 생산자가 그동안 구하기 힘들었던 소비 동향에 

관한 정보의 선점을 가능하게 해 줌. 둘째, 지방의 농림 수산물 가공품이나 공예품의 판매

는 실제 매출과 비용이 경제적인 지표로 수치화되어 생산자 및 자치 단체가, 어떤 상품·서

비스가 팔릴지 안 팔릴지에 대해서, 단기적, 중장기적, 계절마다 평가할 수 있게 됨. 셋째, 

이것으로 효과적인 지역 브랜드 전략을 분석할 수 있게 됨(仲本, 2009)

-  쿠마몬은 공무원으로서의 지역주민과 면담의 시간을 갖거나 각종 지역 행사에 참여하

고 국내외 출장을 통한 외교 활동을 통해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한다. 또 그와 동시

에 공식 홍페이지 개설, SNS 운영, 방송 출연과 같은 미디어를 활용하여 간접적인 형태

로도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고 있음

-  쿠마몬이 쿠마모토 지역 주민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것은 

쿠마모토를 홍보하는 목적도 있으나, 그의 또 다른 직함인 ‘행복부장’에서 알 수 있는 것

처럼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행복의 감정을 공유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음. 쿠마몬의 다

양한 방식을 통한 사람들과의 소통은 쿠마몬이 단순한 쿠마모토 지역의 캐릭터가 아닌 

쿠마모토가 낳은 스타이자 브랜드로 대중의 공감을 얻는데 기여했음

5) 일본의 지자체 안테나숍과 지역문화 활성화

(1) 지자체 안테나숍의 개념

• 지자체 안테나숍은 단순한 관광·물산 안내소 개념에 그치지 않음. 지역의 다양한 문화정

보를 송·수신하는 동시에, 특산품 판매 시설이나 음식점 시설 등을 설치하고 있는 문화·

비즈니스 복합 시설임

• 지자체 안테나숍은 “지역 특산품 선전·판매, 관광, 이벤트 정보의 제공, 현지 산업의 소

개 등의 활동으로, 지역 자원과 지역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

해 지방 자치 단체가 직접·간접으로 운영하는 점포 또는 출장소”로서의 기능을 수행함(

今井, 2005)

• 우에무라가 진행한 청취 조사(上村, 2013)에서는 “도심부의 안테나숍을 통해서 지역의 매

력을 발신하고 물산 판매나 관광 고객 유치를 촉진한다.”라는 응답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

였음

(2) 도쿄 도내의 지자체 안테나숍의 현황과 목적

•도쿄 도내의 지자체 안테나숍의 현황

- 전체 점포 수는 55개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음.

-  연간 매출이 1억 엔을 넘는 점포는 29개로, 2009년 조사 개시 이래 최고를 기록했음. 또

한 연간 매출이 7억 엔 이상인 점포도 3개 점포로 증가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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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본의 사례가 주는 시사점

(1) 지역 문화원형 상징의 활용

• 2장에서 살펴 본 일본의 4개 지역의 사례는 지역의 문화원형 상징으로서의 전설, 특산품, 

인물, 캐릭터를 활용하여 이를 콘텐츠화 하여 운영하고 있는 성공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2장에서 살펴 본 일본의 4개 사례는 공통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음 ⇒ 첫째, 지역의 문화원

형 상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는 한편, 이를 통해 관광객을 유치함

으로써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가져왔다는 점. 둘째, 이들 지역이 선정한 문화원형 상징이 

주민들이 공감할 수밖에 없는, 지역문화의 대표성과 상징성을 지닌 소자였기 때문에 결과

적으로 이를 활용한 문화콘텐츠들이 지역 주민들의 공동체의식을 강화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점. 셋째, 이들 지역의 문화원형 상징이 지역 경제 발전과 지역 공동체 강화에 

기여하였기 때문에 문화원형 상징이 그대로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이자 더 나아가 지역의 

정체성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

• 일본의 네 지역의 사례는 경기도 지역의 각 시·군의 문화원형 상징 활용에 참고할만한 요

소가 많음

• 오카야마의 전설을 스토리텔링하여 축제와 관광 상품으로 제작하는 것이나 특산품인 복숭

아에 이야기를 더하여 이를 문화상품화 한 사례는 지역별로 다양한 전설과 특산물을 가지

고 있는 경기도에도 충분히 적용 가능함. 실제 오카야마시는 경기도 부천시와 ‘복숭아’를 매

개로 하여 자매도시를 맺고 있는 상태임.

• 아리타의 아리타도기는 경기도 이천의 도자기마을이나 도자기축제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 우리나라에서도 도자기로 유명한 강진이 위치해 있는 전라남도가 아리타가 

소재한 사가현과 1998년 우호도시협정을 맺었고, 아리타도기 400주년을 기념하여 2016년 

11월 정식으로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강진 청자의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지

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사카이미나토시의 경우 지역의 상징적 인물과 그의 업적을 활용하여 도시를 디자인하고 테

마화 시켜 타 도시와의 차별성을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31개의 시·군으로 이루어진 경기도

에서 지역별 차별성을 확립하는 방법으로 참고할 만한 좋은 사례라고 생각됨. 세종대왕(경

기도 여주의 세종대왕릉)이나, 다산 정약용(수원)처럼 그 지역 출신이 아니라고 해도 그들

과 관련한 문화유산이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이라면, 이러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활용하

표 6. 안테나숍 운영의 효과

운영효과 점포수 운영효과 점포수

지자체 지명도 상승 46 지역간 교류 12

특산품 지명도 상승 53 지역정보 발신 44

특산품 판로 확대 44 귀농·이주 8

소비자 니즈파악 35 기업 유치촉진 3

관광객 확대 29 지역주민의욕확대 8

지역 출신자와의 교류확대 19 기타 0

• [표 3]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자치 단체는 안테나숍의 운영을 통해 지역에 대한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지역 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안테나숍은 지역의 인지

도에 대한 상황 인식을 돕는 동시에 지역 상품의 매출 분석의 바로미터가 됨으로써, 지역

문화 브랜딩 및 지역상품 창출 및 소통의 방향과 효과를 예측하여 정책적 방향을 설정하는 

데 기여하게 됨을 알 수 있음

(4) 안테나샵의 과제

• 안테나샵의 대표적인 과제 가운데 하나는 비용 대비 효과의 문제임. 현재 안테나샵의 대

부분은 도쿄 시내에서도 특히 땅값이 높은 긴자·유라쿠초 지구 중심에 위치해 있어서([부

록] ‘도쿄 내 지자체 안테나숍 일람’ 참조), 임대료와 인건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점이 경비

를 압박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안테나샵의 활동을 통하여 농림 수산물 등 특산품의 판로를 확대하고, 관

광 자원이나 이벤트의 개발·발전, 전통 공예·현지 산업의 재생 등,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의도가 강함. 그러나, 수도권의 안테나숍은 경쟁 상대(대형 소매점, 전문점, 다

른 현의 안테나 숍)가 집중되는 환경 속에서, 항상 경쟁 우위성을 요구하는 소매점에 가까

운 존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방향성과 안테나숍의 실제 운영 사이에 갭이 

생기고 있음 (仲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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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안테나숍을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성향 및 반응을 파악하고, 이를 상품 기획 및 생

산에 반영하기 위해 운영하는 일종의 테스트 공간이며 자사제품에 대한 경험을 제공”하는 

장소로 이해하고 있음. 안테나숍을 파일럿숍(pilot shop)의 측면에서 이해하는 측면이 강

함(신광수, 2014)

• 한국에서의 안테나숍 개념 및 활용은 경제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안테나

숍에 대한 이해를 문화적 차원으로 확대시켜서 지역문화 발신 및 교류 센터로서의 위상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한국에서는 최근 이른바 ‘6차 산업’과 관련해서 안테나숍이 주목받고 있음. 6차산업 안테

나숍은 제품에 대한 성향 및 반응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제품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설

치하는 일종의 테스트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지님.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015년 4월부

터 추진하고 있는 6차산업 안테나숍이 대부분 소비자 왕래가 잦은 대형마트 내에 설치되

어 있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 이러한 개념의 6차산업 안테나숍에는 6차산업 인증

업체 제품을 입점해서 홍보, 판매 및 소비자 트렌드 파악 등을 통해 제품개발과 마케팅 활

성을 촉진하고 있음

• 경기도에서도 최근 안테나숍 개념을 적용한, 중소기업의 제품 판매와 마케팅을 지원하는‘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서울 1호점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오픈했음

• 농림축산식품부의 6차산업 안테나숍이나 경기도의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안테나숍은 안

테나숍의 가능성에 대한 실천적 모색을 추진한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들임. 하

지만 이들 사례가 ‘경제적’ 측면에만 시각이 제한되어 있는 점은 한계점으로 사료됨. ‘문화

적’ 측면의 보완이 필요함

•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문화적 측면을 겸비한 ‘문화·경제 복합 센터’로서의 안테나숍의 

도입을 통해 지역문화 정보 발신 및 지역 간 문화교류의 허브를 확보해야 함. 그 과정에서 

경기도 각 시·군의 문화원형 상징의 창조적 활용 프로젝트를 동력으로 확보해야 함 

여 테마 거리를 조성하는 것도 시도해볼만 한 작업임. 아울러, 경기도 출신의 작가와 그들

의 작품을 테마로 삼는 도시 브랜딩 전략에 대한 연구 및 실행도 가능할 것임

• 쿠마모토의 지역 캐릭터 쿠마몬의 사례는 경기도에 속한 31개의 시·군은 물론 경기도가 

문화원형 상징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개발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사례임. 이미 

경기도를 비록한 경기도 내 31개 시·군은 고양시의 ‘고양이’ 수원시의 ‘수원이’, 성남시의 ‘

새남이와 새롱이’, 포천시의 ‘오성과 한음’ 등과 같이 각각의 지역을 상징하는 캐릭터 또는 

마스코트를 가지고 있음. 이러한 캐릭터 또는 마스코트를 어떻게 활용하여 지역을 알릴 것

인가, 어떻게 지역 주민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

과 그에 따른 해결 방안을 쿠마몬의 사례를 통해 벤치마킹 할 수 있을 것임

•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콘텐츠화 하는 것은, 경제적 차원으로는 지역마케팅과 지역브

랜드화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사회적 차원으로는 지역에 대한 교육과 정보 전달의 

기능을 담당하고 동시에 지역민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사회적 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

는다는 점에서 활용 범위와 효용 가치가 매우 넓고 큼

• 특히 지역 콘텐츠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전통, 관습, 가치, 문화재, 인물 등과 같이 그 지

역의 유·무형적 가치들을 기반으로 하여 가공되거나 창조되기 때문에 지역 사회의 가치 

그 자체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음. 그러므로 지역의 다양한 문화자원 중 문화원형 상징을 

선택하는 일은 다각적인 측면에서 고려하여 보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 왜냐하면 문화원

형 상징을 통해 개발된 콘텐츠들은 지역을 찾는 외지인에게는 지역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지역 주민에게는 지역 사회의 가치를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는 것과 같기 때문임

• 일본의 지역 문화원형 상징 활용 사례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처럼, 문화원형 상징의 선정이 

단순히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에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 귀

속감을 주고 공동체 의식을 확산하며 더 나아가 지역의 정체성을 심어줄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됨

(2) 지역 문화정보의 발신과 소통

• 일본의 지자체 안테나숍은 단순한 지역 상품(토산품)의 판매처에 그치지 않고, 지역문화 정

보를 발신하고 문화교류를 선도하는 지역문화 복합센터로서의 위상을 지님

• 한국의 경우에도 최근 안테나숍(antenna shop)에 대하여 주목하기 시작하였음.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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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를 창출하고 있다.

시장 영역에서 영국의 콘텐츠 산업은 초국가적 활동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자국 제작 콘텐

츠 해외 수출과 같은 단순한 접근을 벗어나 원작 변형활동에 의한 부가가치 창출 전반을 아우

르고 있다. 가령, 미국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중 <007 제임스 본드(James Bond)>, <셜록 홈즈

(Sherlock Holmes)>와 같은 성공작들이 영국 소설 원작 콘텐츠로서, 저작권 수익, 영국인 배우 

기용 등에 그치지 않고 자본투자, 공동제작 등 경영활동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 가지 의

미에서 영국을 세계에서 손꼽히는 세련된 문화산업 생태계를 가진 나라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문화산업 융성에 전통문화와 독특한 국가적, 지역적 개성에 기반을 둔 콘텐츠의 기여도가 매

우 높아, 영국은 문화원형 성공사례 연구의 대상으로서 높은 가치가 있다고 평가된다. 특히 해외 

성공사례 연구의 기본 목표가 한국 실정에 적용 가능한 문화원형 활용방안 마련의 전범 발굴이

라고 본다면, 영국 사례는 분명 문화원형 활용에 통찰력을 제공해 주는 요소들이 있다고 여겨진

다. 본문을 통해 영국의 사례와 경험을 분석하고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고찰해 보겠다. 

(2) 조사의 방법 : 문화원형의 분류 

원형의 정의는 학계에서 오래전부터 검토되어 왔으며,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인문학적 탐구

욕망을 부추기는 매력적인 개념이지만 포획하기 쉽지 않음을 의미한다. 학술논문은 물론, 기사

나 블로그 글에서도 흔히 쓰이지만, 엄밀하게 통일된 정의가 없어 글의 문맥에 따라 글쓴이의 

의도를 유추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영어권이라고 다르지 않다. 대체로 ‘아키타입(archetype)’, 

‘프로토타입(prototype)’, ‘스테레오타입(stereotype)’ 세 가지가 뒤 섞여 쓰인다. 한국에서 ‘원

형’ 단어를 쓰는 태도도 이와 비슷하다고 보겠다. ‘원형’을 논하기 위해서 세 가지 모두를 짧게나

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아키타입은 심리학자 융(Karl Gustav Jung)이 제안한 단어로서, 프로이트(Sigmund Freud)

의 ‘고대의 잔재(archaic remnants)’나 융의 ‘원시 이미지(primordial image)’를 의미한다. 한

마디로, 선천적으로 물려받은 인류의 공통 기억으로서,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다가 꿈으로 표출

되는 이미지다. 시각 이미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온 몸으로 공감하며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오감 이미지다. 그래서 원시 사회 제례의식의 군무를 통한 집단 환각과 같은 열광적 공감과 연

계하여 설명된다. 

인류의 공유 이미지들이 꿈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면 ‘원형 이미지 재현 목록’과 같은 것으로 대

상화하여 정리해낼 수 있을 법 하지만, 그런 편리한 카탈로그는 존재하지 않는다. 반복관찰 가

2. 영국 문화원형 활용 사례

1) 조사의 목적과 방법

(1) 영국 문화원형 조사연구의 의의와 시사점 

영국은 문화산업 강국이다.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즉 시장과 정부가 각자 몫의 역할을 해 왔

고, 양자가 만나 시너지를 형성했다. 가령 영국정부의 문화정책은 1950년대 정부가 나서서, 자

금을 지원하고 관리감독은 하되 정권에 유리한 방향으로 문화예술정책을 조종할 위험이 있으므

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다는 팔 거리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을 수립해, 비정부기구를 

통한 공공지원 정책을 유지해왔다. 국민 문화예술 향유의 극대화와 경제발전을 연계시킨 것으

로, 이미 반세기 전 문화예술의 질적 중흥과 문화 복지, 경제성장을 패키지로 묶어 문화정책으

로 시행한다는 발상이 생겨난 것이다.

뒤이어, 산업혁명 이래 수세기 동안 세계를 제패해 온 제조업 기반 산업이 쇠퇴하자, 1990년

대 중후반 정부가 나서서 ‘창조산업(Creative Industries)’이라는 이름을 붙이며 문화산업 육성

에 노력해 왔다. 기본방침은 문화예술 질적 발전, 국민향유의 양적 증대를 통한 문화 복지 증진

과 사회적 약자의 포용(social inclusion) 등 민주주의 가치 실현, 경제발전과의 연계 등 다양

하지만, 고용을 필두로 한 경제현안을 풀기위한 ‘성장 동력론’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한 것이 사

실이다.

성패와 함의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다. 특히 2010년 보수정권이 들어선 이후 만성 재정적

자를 줄이기 위해 문화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여러 지원기관을 통폐합하는 등 최근 분위기는 밝

지만은 않다. 더군다나 근현대 민주주의 발상지답게, 영국은 비판이 열려있는 ‘말이 많은’ 나라

다. 문화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다만 타 국가 정부와의 비교, 파급효과 등을 볼 때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을만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영국예찬(Anglophile)1)이라는 단어가 함

의하듯, 유럽 문화와 교역의 중심지 중 하나로서 국가 브랜드 가치가 높고, 선호도 높은 볼거리

가 많아 관광산업이 융성했으며, 지명도 높은 콘텐츠가 많아 다양한 문화산업 분야에서 성공사

1)  영국의 문호 찰스 디킨즈(Charles Dickens)가 1864년 작 <All the Year Round>에서 프랑스 파리에서 간행된 잡지 <두 세계 리뷰

(the Revue des deux Mondes)>의 영국에 대한 태도를 지칭한 말에서 비롯된 것으로, 오늘날 많은 경우 미국인들의 영국 문화 선

호 묘사에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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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문제는 아키타입이 대상화, 객체화, 계량화하여 논리적으로 분석할 수 없다는 점이다. 사

례를 발굴해 제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해석의 틀이다. 중요하지만, 본 연구에서 논하는 문

화원형으로 쓸 수는 없는 개념이다.

다음은 프로토타입이다. 대게 정책의 영역에서 사용하는 문화원형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야

기나 시각이미지 등 문화적 산물의 초기 형태를 일컫는 것으로, 그 중에서도 우리는 무언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문화원형이라 칭한다. 문화콘텐츠의 가치를 대중의 공감이라 볼 때, 앞서 언

급한 공감의 효과, 즉 ‘아키타입을 내재한 프로토타입’을 문화원형이라 한다고 보겠다. 

표 7. 아더왕 이야기의 의의를 통해 본 성공적 문화원형의 특징 혹은 구성요소

구분 의미 비고 접근방법

Archetype
개인의 정신에 내재된 

원시적 집단의식의 잔재

-  프로이트, 융 등 고전 심리학자들이 제시한 

   개념으로, 심리학계 내에서도 일반진리로 

   인정받지 못한 개념

-  존재를 인정하더라도 관찰 대상으로 포획할 

   방법론이 마땅치 않음

-  ‘문화정체성’과 같이 엄존하지만 측정하거나 

   객관화하기 힘든 대상에 대한 해석적 연구 

   프레임으로 유용

문화원형 함의 

해석의 인식론적 틀

Prototype

이야기, 이미지 등 인지 

가능한 감각적 대상물로 

남아있고 소재로 활용 

가능한 문화적 자산

-  이야기나 시각상징물의 형태로서, 기원 추적, 

   1차적 의미해석, 분류, 분석, 보존 용이

-  인물, 사건, 배경, 플롯 등으로 분할하여 문학적 

   방법론으로 분석 및 의미부여 용이

-  형태소나 의미소 등으로 분할하여 기호학적 

   방법으로 분석 가능

수집과 분석의 

구조화된 대상

Stereotype

주로 서사물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의 성격이나 

플롯의  반복되는 

전형성

-  캠벨, 프라이 등 신화의 캐릭터와 플롯 구조를 

   연구한 학자들의 주된 관심사로서, 영웅과 주변 

   인물들의 전형성이 다양한 문화권의 여러 

   작품에서 반복됨

원형이 콘텐츠의 성질 

중의 하나로 희석되어 

원래 상태를 확인하기 

힘든 상태

중요한 것은 프로토타입이 최초의 오리지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

더왕(King Arthur) 이야기를 영국 문화원형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오래되었고 많이 활용되

어졌기에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 이야기 역시 많은 신화와 민담, 문학적 관

습과 규범들이 흘러들어와 만들어진 재창작물이다. 따라서 그 기원을 찾는 일은, 큰 학술적 의

미가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더러 불필요하다. 문화원형이라 불릴 만한, 아키타입을 

능한 것도 아니고 누구나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원형의 존재는 어차피 과학적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이미지란 것이 마음속에서 잠깐이나마 존재했음을 증명하는 것은 꿈에서 

무언가를 보았다는 주장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 분명한 것은 아키타입이 문화콘텐츠와 같은 ‘대

상’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주체’에 귀속되는 정신작용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이론은 전제와 논리전개 방식이 과학과 거리가 멀며, 주류 심리학자들은 아예 관심을 

두지 않는다. 반면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을 주로 다루는 문화예술영역에서는 대단히 소중

하게 여겨진다. 이 분야는 예컨대 <살아있는 자의 마음속에 있는 죽음의 육체적 불가능성(The 

Physical Impossibility of Death in the Mind of Someone Living)>이라는 잔인한 농담 같은 

제목을 붙이고서, 포름알데히드로 가득 찬 유리 쇼 케이스에 입을 쩍 벌린 채 죽은 상어 한 마

리를 집어넣은 데미안 허스트(Damian Hirst)의 행위가 어째서 예술이 되며, 이런 사람이 어째

서 현대 미술에서 가장 중요한 작가 중 하나가 되었는가와 같은 물음들이 난무하는 곳이다. ‘재

미’, ‘감동’, ‘가치’와 같이 엄존하고 중요하지만 과학의 연구대상이 되지 않는 것에 접근할 때 원

형과 같은 개념은 큰 도움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융의 이론은 강한 설득력이 있다. 단순한 세포 덩어리에서 극도로 복잡한 유기

체로 진화한 인간은 얼굴 생김새의 차이와 같이 개개인에게 귀속되는 육체의 개체성을 가지게 

되었으나, 여전히 생명현상의 다양한 동질성도 함께 지닌다. 유사하게, 모든 인간이 저마다 고

유하고 독특한 정신세계를 가지지만, 고도의 정신진화단계 이전부터 공유하던 단순한 형태의 집

단 무의식이 이미지의 형태로 우리 모두에게 남아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개인의 정신은 타

인의 정신세계로부터 독립된 고립 개체가 아니라, 한 덩어리 정신에서 분화되어 그 성질을 여전

히 간직한 낱개의 조각들이다. 따라서 원형은 육체의 조건반사와 같은 수준의 심층 단계에 존재

하는 정신적 본능에 가깝다고 보겠다.

이 이론은 문화콘텐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특정한 원형 이미지

에 부합하는 문화콘텐츠가 우리의 의식을 자극하면,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던 원형 혹은 원형성

과 공명하며 본능을 자극하는 그 무엇, 다시 말해 감동과 공감을 이끌어 낼 재미를 창출하게 된

다.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좋아한 문화콘텐츠는 우리의 ‘원형을 건드린’ 것이거나, 정도를 따질 

수 있는 개념이라면, 원형성이 높거나 풍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형에 대해 잘 이해하면 문화콘텐츠를 통해 그것을 건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즉 

공감대가 높아 만인이 즐길 수 있고, 국경을 넘어 문화할인율을 극복할 수 있는 콘텐츠의 생산

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해 볼 수 있다. 우리가 문화원형을 찾고자 노력하는 궁극적인 이유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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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더왕 이야기를 통해 본 영국 문화원형

(1) 영국물(The Matter of Britain)과 아더왕 이야기

영국은 왕과 기사가 등장하는 중세 이야기의 산실이라 할 만하다. 중세 배경 서사텍스트들이 

대단히 많지만 후대의 <반지의 제왕>, <해리 포터>류 콘텐츠에 미친 직, 간접적 영향을 상기하

면, 영국의 중세 이야기 세계는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원형을 이루고 있다고 보겠다.

이를 지칭하는 용어가 있는데 ‘영국물’, ‘영국 이야기’로 번역할 수 있는 ‘The Matter of Britain’

이다. 12세기 프랑스 시인 장 보델(Jean Bodel)이 <색슨족의 노래(Chanson de Saisnes)>(1200)

에서 당대 가장 중요한 이야기 소재를 영국물과 함께, 샤를마뉴(Charlmagne)와 그의 기사들

을 주로 다룬 ‘프랑스물(The Matter of France)’과 영웅들의 세계인 ‘로마물(The Matter of 

Rome)’로 나눈 것이 기원으로, 오늘날도 문헌에서 흔히 쓰이는 관용어다. 

‘영국물’은 리어왕 등 다양한 왕을 포함하지만, 그간 다루어진 양이나 관심도 면에서 아더왕이 

압도적이다. 문화원형 활용 성공사례로서, 모르는 사람이 드물 정도로 인지도가 높고, 지방자치

단체를 비롯해 공공과 민간의 많은 노력으로 다양한 형태의 성공사례를 창출했으며, 현재도 할

리우드 블록버스터가 제작되고 있는 등,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아더왕 이야기의 문화콘텐츠화는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초기 기여자로 12세기 

활동했던 문필가 몬머스의 조프리(Geoffrey of Monmouth)를 들 수 있다. 전부터 전해온 이야

기를 정리하고, 현재까지도 출처 확인이 안 되는 이야기들을 덧대어 역사적 사실인양 이야기를 

재창작했다. 이 문필가가 아더왕이 활약한 지역 몇 곳을 역사적 사실인양 구체적으로 기술해 놓

았고, 그 덕에 오늘날까지도 해당 지역들은 ‘아더왕 특수’를 누리고 있다. 

내재한 프로토타입을 정하는 작업이 문화원형 연구의 핵심이라 하겠다.

마지막으로 전형성(典型性)을 의미하는 ‘스테레오타입’이다. 영어권에서 문화콘텐츠와 관련된 

원형, 즉 아키타입은 종종 스테레오타입을 의미한다. 세계의 모든 신화를 ‘출발-입문-회귀’라

는 통과제의(rite of passage) 구조로 수렴시킨 캠벨(Joseph Campbell)이나, 러시아 민담을 몇 

가지 인물기능과 플롯의 변형으로 정리한 프롭(Vladimir Propp)의 시각에서 보자면, 문화원형

은 결국 신화의 캐릭터와 플롯 구조 자체이거나 그 구조를 구성하는 성분으로서, 다양한 문화

권의 여러 작품에서 반복되는 영웅과 이야기 구조의 전형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구조주의적 접

근과 유사한 성격으로, 같은 원형이 다양한 영화로 표출되고, 서로 다른 영화이지만 같은 원형

을 가질 수 있다.

이상의 고민을 담아 본 조사연구는 아키타입을 내재한 프로토타입과 스테레오타입 중에서 콘

텐츠의 가치와 효과면에서 거론할 만한 것들을 선별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 영국에 이에 해

당하는 많은 대상들이 있으나 지면의 한계로 선택과 집중이 불가피하다. 양적 풍성함보다 핵심

적이라 생각되는 요소를 발굴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연구는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먼저 ‘영국물’ 혹은 ‘영국 이야기’라 할 수 있는 ‘The Matter of 

Britain’과 아더왕 이야기를 검토하며 서사체 문화원형의 본성과 다양한 활용사례에 대해 알아

보겠다. 이 과정에서 성공한 문화원형, 혹은 대표적인 문화원형의 특징에 대한 고민을 함께 담

아, 표로 정리하여 분석프레임으로 제시하겠다. 다음으로 최근 관광, 축제, 영화 등 다양한 영국

적 문화원형 활용의 중심에 서있는 영국의 왕정과 왕실을 하나의 문화원형으로 보고, 군중 스펙

터클을 비롯한 문화콘텐츠적 재현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페스티벌 중심의 사례들을 검토하겠다. 영국은 관광산업 강국으로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페스티벌이 개최되는 나라여서 이에 대한 관찰이 누락될 수 없다. 특히 한국은 지방자

치단체를 중심으로 문화원형을 활용한 페스티벌 기획이나 관광콘텐츠 개발에 관심이 많다. 문

화원형적 해석에 초점을 맞춘 성공원인 분석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기존의 연구에서 성공한 

페스티벌이나 관광콘텐츠는 접근성이나 홍보와 같은 마케팅과 매니지먼트에 주안점을 두었고, 

본 연구자의 견해도 다르지 않다. 문화원형의 매력과 문화산업의 성공을 단순한 인과적 함수관

계로 단정하지 말고, 어떤 문화원형이 어떠한 맥락에서 어떻게 발현되어 성공했는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똑같은 소재의 문화원형으로 같은 장소에서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가정했을 때, 

성공과 실패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다. 최근 영국에서 크게 성공한 축제콘텐츠를 보고하며 본 

연구자는 창조도시적 관점에서 성공원인을 해석하였다.       영국 콘월 지역 틴타겔 성의 아더왕 관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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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돌들을 운반해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덧대어 있다.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며, 황당함의 정도로 보아 과학적 고증의 필요성조차 

못 느끼게 된다. 영국인들의 경험주의적(empirical) 본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더욱 그러하리라 

생각된다. 그럼에도 영국인들과 세계인들은 아더왕의 유적지를 즐겨 방문하고 있다. 그들의 주

요 관심사는 역사적 사실의 확인이 아니라 상상력의 창발과 팩션(faction)적 유희다. 핵심은 문

화원형이 분명히 역사성을 필요로 하지만, 문화원형이 역사적 사실과 맺고 있는 관계는 이성적, 

합리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창의적인 상관관계라는 점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장은 전체를 할애해 문화원형으로서의 아더왕 이야기를 논하고자 한다. 

이 콘텐츠가 ‘문화원형의 전형’이라 할 수 있어 문화원형의 개념 이해 자체에 도움이 되기 때문

이다. 즉, 문화원형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쉽게 설명하고자 할 때 아더왕 이야기, 혹은 아더왕 콘

텐츠의 특징과 의의를 나열해 보면, 우리가 문화원형이라 부르는 것, 혹은 문화원형이라 부르고 

싶은 어떤 것의 윤곽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2) 아더왕 이야기의 문화원형적 특성

문화원형 개념은 틀림없이 어떤 자격요건을 요구하는 것 같다. 아무 콘텐츠에나 문화원형 용

어를 붙이지 않는다는 의미다. 자격은 정량적인 기준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령, 문

화원형은 오래된 것을 선호하는 뚜렷한 경향이 있는데, 몇 년이나 지난 문화적 산물을 원형이라 

부를 수 있는 가를 획정할 수는 없다. 합의된 표준은 없으나 우리는 대체로 특정 콘텐츠의 성격

과 특징에 대한 정성적인 평가를 통해 문화원형성을 느끼고, 인정하고,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

고 있다고 볼 것이다

대표적으로 콘월(Cornwall) 지역이 있다. 영국 최남단의 영국해협과 켈트해(한국의 남해와 

서해 위치)에 걸쳐있는 지역인데, 콘월 켈트어로 된 주가(州歌)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들의 땅

(Bro Goth Agan Tasow)>에 “아더왕의 왕국, 고대의 성자들과 성배. 이처럼 사랑받은 땅, 어디

에도 없었네”라는 가사가 있을 정도로 아더왕 이야기의 ‘원형 지역’임을 특유의 강한 자부심으로 

웅변하는 곳이다. 이 지역 틴타겔 성(Tintagel Castle) 유적지가 대표적 관광지로, 암석 위에 잔

해만 남은 성이지만 아더왕의 유적지로 알려지며 유명해졌고, 현재도 민관이 아더왕 스토리텔

링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가 투자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아더왕은 이야기 속에서 영국 전

역은 물론 바다 건너까지 정복사업

을 펼친 것으로 되어 있다. 덕분에 

웨일즈, 잉글랜드는 물론 스코틀랜

드를 포함하는 영국 곳곳에 ‘아더왕

이 여기에서 전투를 했다’, ‘아더왕

과 기사들이 이곳에서 마상시합을 

했다’ 식의 이야기를 품은 관광지들

이 조성되어 있다. 가령, 헤리퍼드

셔(Herefordshire) 지역은 골든 밸

리(Golden Valley)에 위치한 신석기시대 고인돌에 ‘아더왕의 바위(King Arthur’s Stone)’라고 

이름을 붙여 인근 관광지와 연계시켜 놓았는데, 아더왕이 거인과 싸운 유명한 이야기의 실제 장

소가 해당 장소라는 설이 있다는 정도 설명만으로도 유명세를 얻고 있다.

좀 더 황당한 것은 잉글랜드 북부 컴브리아(Cumbria) 지역의 ‘아더왕의 원탁(King Arthur’s 

Round Table)’ 유적지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윌트셔(Wiltshire) 지역의 선사시

대 원형 돌무더기 유적 스톤헨지(Stonehenge)와의 관련성이다. 전자는 기원전 1, 2천년 경 조성

된 것으로, 지반을 큰 원형의 방둑으로 파놓은 유적이고, 후자는 방사선탄소연대측정법으로 기

원전 2,200에서 2,400년경부터 지금의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5세기경의 인물

인 아더왕을 실존인물이라 믿더라도 그가 출생하기 1,500년에서 3,000여 년 전에 만들어진 셈

이다. 그런데 전자는 아더왕이 기사들과 마상시합을 한 곳으로, 후자는 아더왕의 책사이자 마법

사로 알려진 멀린(Merlin)이 아더왕의 아버지 무덤을 조성하기 위해 마법을 써서 아일랜드에서

영국 헤리퍼드셔의 아더왕의 바위

영국 컴브리아 지역의 아더왕의 원탁 전경 아더왕의 원탁에서의 마상 시합 상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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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 것 보다는 조선시대의 것, 그 중에서도 여말선초라면 더욱 좋고, 삼국시대에 발원한 이

야기가 있다면 기본적으로 더 큰 환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겠다.

아더왕은 1,500년 정도 된 인물이다. 라틴어로 된 9세기 문헌 <영국인의 역사(The Historia 

Brittonum)>와 10세기의 <웨일즈 연대기(Annales Cambriae)>에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에 

앵글로-색슨 족의 침략을 막은 지도자로 묘사되어 있다. 또 12세기 몬머스의 조프리가 쓴 <

영국 왕들의 역사(Historia Regum Britanniae)>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고, 7세기 경 북부 

웨일즈의 성 애서프(St. Asaph)가 아더를 언급했다는 기록도 있다. 이처럼 아더왕 이야기는 

첫째, 주인공이 오래 전 사람이라는 의미에서의 역사성과, 둘째, 스토리텔링의 창작과 유통

의 기간이라는 면에서 장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역사적 실존성(원본의 진정성)

흥미롭게도, 아더왕은 실존인물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흥미롭다고 한 이유는, 역사적 고

증 결과에 아랑곳없이 아더왕 이야기가 문화원형으로서 큰 힘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

근 학자들은, 비교적 신뢰할만한 과거의 역사서에 아더왕 이야기의 핵심 중 하나인 바돈 전투

(Battle of Badon Hill) 대목에 그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 점 등 다양한 논거를 제시하며 그

가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그를 실존인물로 기술한 역사서에 대한 합리적 

불신도 한 몫을 하고 있다. 가령 <영국인의 역사>는 아더를 바돈 전투에서 한 손으로 960명

을 죽였다고 기술하는 등 과장이 심해 역사로 보기는 힘든 것으로 평가된다.

이름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남부 켈트어 계열 브리손(Brittonic)어 가문 명으로서, 

곰왕(Bear King)을 의미하는 아르토리지오스(Arto-rīg-ios)가 어원이라는 주장, 웨일즈 지

역의 망각된 신의 이름이었을 가능성 등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관련 연구에 탁월한 업

적을 남긴 불핀치(Thomas Bulfinch)는 아더를 신화적 인물로 주장하는 어느 학자의 사례를 

드는데, 그에 따르면 이름이 어원 ‘Arctos’, ‘Arcturus’에 가까운 것으로 보아 대웅성(大熊星)

을 의미하는 듯 하며, 이 별자리가 뚜렷한 원을 그리고 있어 원탁의 창작을 견인했을 것이라

고까지 말한다. 아더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창작이었다는 것이다.

실존 여부를 알 도리가 없으므로, 우리가 아는 아더는 12세기 몬머스의 조프리가 <영국 왕

들의 역사>를 집필하며 스토리텔링을 통해 발굴해낸 창조물임이 확실하다. ‘역사’라고 이름 

붙여 놓았으나 조프리의 저작 역시 신빙성이 낮기 때문이다. 이 텍스트에는 셰익스피어 극

으로 유명한 리어왕과 세 딸의 이야기 등 ‘영국물’의 핵심 이야기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의미에서 아더왕 이야기의 특징, 성격, 의의 등을 나열해 보면 대체로 아래와 같은 키워

드들을 도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문화원형 혹은 ‘우리가 문화원형이라 부르는 어떤 것’의 개

념적 윤곽을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8. 아더왕 이야기의 의의를 통해 본 성공적 문화원형의 특징 혹은 구성요소

특징 성격

① 역사적 장구함
원전성

② 역사적 실존성

③ 재창작의 방대함

확장성④ 재창작 미디어의 다양성

⑤ 재창작 주체의 다국적성

⑥ 인물 프로토타입으로서의 영향력

전형성

⑦ 사건 프로토타입으로서의 영향력

⑧ 배경 및 세계관 프로토타입으로서의 영향력

⑨ 플롯 프로토타입으로서의 영향력

⑩ 인물 스테레오타입으로서의 영향력

⑪ 사건 스테레오타입으로서의 영향력

⑫ 배경 및 세계관 스테레오타입으로서의 영향력

⑬ 소품의 권능성과 풍성함

창발적 도구성⑭ 캐릭터의 기능적 풍성함

⑮ 판타지 요소의 풍성함

⑯ 간접 영향력의 방대함

부가활용성
⑰ 현대적 적용성

⑱ 스토리텔링과 이미지의 결합성

⑲ 지식문화 혼종성

⑳ 문화정체성 형성 기여도 문화정체성

① 역사적 장구함

문화원형은 ‘오래전부터 전해져오는 문화’라는 함의를 지닌다. 비록 원형개념에 필요충분조

건으로 부과할 ‘반드시’라는 절대기준이 없는데다, 특히 얼마나 오래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기

준 또한 없으나, 가급적 오래된 것을 선호하고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분명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가령 비슷한 인물역할과 플롯을 가진 스토리 여러 개가 주어져 있고 가치평

가를 해야 한다고 가정할 때, 오랜 된 것에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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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한 <아더왕의 죽음(The Morte d’Arthur)>이 근현대 아더왕 스토리텔링에 가장 중요한 일

종의 ‘중간 원형’ 역할을 하고 있다. 특이점은 아더왕 보다 기사들에게 큰 관심을 두어 퍼시벌

(Percival), 트리스트람(Tristram) 등의 캐릭터 구성에 공을 들였다는 것이다. 기타, 기사들

의 결투나 초자연적 존재들과의 투쟁, 사랑 이야기 등 세부 내용의 정교화에 큰 공을 세웠다. 

이렇게 아더왕 재창작에 기여한 공로로 그는 “아더왕과 기사단에 대한 우리의 관념은 말로리

의 것으로, 원탁이 (실존) 역사라는 것은 말로리가 한 이야기이고, 기사도, 방랑 기사, 아더

왕 시절의 모험 등의 이미지들은 모두 말로리가 만든 것”2)이라는 후학의 평가를 받고 있다.

방대한 재창작의 과정에서 아더왕 이야기는 분화되고 세련화되며 직, 간접적인 영향력을 

증대하게 되었고, 이런 과정이 아더왕 이야기에 문화원형으로서의 권위를 부가하는 역할을 

했다.

④ 재창작 미디어의 다양성

원소스멀티유스(OSMU), 미디어믹스, 트랜스미디어, 그 현상에 어떤 이름을 붙이건 현대

에 들어 다양한 미디어에 걸쳐 활용되고 재창작되는 것은 특정 문화 산물을 ‘원형’으로 만드

는 중요한 과정이라 하겠다. 아더왕 이야기는 대단히 다양한 미디어에 걸쳐 창작되었다. 라

디오, 연극, 뮤지컬, TV, 영화에 재현된 아더왕 콘텐츠의 일부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라디오 드라마로서 클레멘스 데인(Clemence Dane)의 <구원자(The Saviours)>(1942), 연

극으로서 로버트 쉐리프(Robert Sherriff)의 <기나긴 일몰(The Long Sunset)>(1955), 뮤

지컬로서 <마이 페어 레이디>로 유명한 제작 팀 러너 앤 로우(the Lerner and Loewe)의 브

로드웨이 뮤지컬 <카멜롯(Camelot(1960)>, TV 시리즈로서 <아더와 영국인(Arthur of the 

Britons>(1972–73)과 <아더왕 전설(The Legend of King Arthur)>(1979), 그리고 <카멜롯

(Camelot)>(2011) 등이 있다.

영화로서 존 부어먼(John Boorman)의 <엑스칼리버(Excalibur)>(1981)가 대단히 유명하

며, 앞서 언급한 <아더왕(King Arthur)>(2004) 이외에 숀 코넬리, 리처드 기어 주연의 <카

멜롯의 전설(First Knight)>(1995), <마지막 군단(The Last Legion)>(2007) 등 여러 편이 

있다. 여기에 현재 제작 중인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도 있어 아더 캐릭터의 다매체에 걸친 인

2) Larry Benson, Malory’s Morte D’Arthur, Havard University Press, 1976, p.vii.

관계에 기초하지 않아 역사학보다는 문학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문화원형으로서의 아

더는 오랜 문헌에 등장하여 실존한 것으로 믿어지는, 즉 ‘원본이 실존하는 가공의 인물’인 것

이다.

아더왕의 사례는 사실관계 고증이 문화원형의 권위와 함수관계에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가령, 2004년 안톤 후쿠아(Antoine Fuqua) 감독은 할리우드 영화 <아더왕>을 통해 그를 로

마인 아버지와 켈트족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로마 멸망 시기 영국에 남겨진 로마군 장교로 

설정하고, 실존했던 로마의 가문 명을 부여해 아토리우스 카스투스(Artorius Castus)로 제시

하며 아토리우스가 아더의 어원이 되었음을 암시하는 등 전반적으로 사실 고증에 무게를 싣

는 서사 전략으로 접근했으나 흥행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사람들은 역사적 사실 추적이나 

아더왕의 실존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접근과 같은 것에 큰 관심이 없었다. 중세 기사 이야기

의 원형이라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마법과 전투, 기사도와 충성을 버무려 각색, 

윤색된 문화원형으로서의 ‘그’ 아더왕을 요구하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아더왕 이야기의 힘은 분명 오랜 역사 텍스트에서 비롯된다. 그 존재의 증거가 

될 원본이 필요한 것이며, 이 원본의 진정성이 문화원형의 권위를 만드는 요체다. 천 년이 넘

는 기간 동안 아더와 관련된 수많은 텍스트들이 양산되어 왔고, 역사서에 그 텍스트들의 존

재가 재인용되며 권위를 더 해 왔다. 개별 사실관계들이 부정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사랑받는 

것은 아더왕이 문화원형으로서의 권위를 잃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성공한 문화원형의 

역사적 실존성의 권위는 고증에 의한 과학적 권위가 아니라 상상적 권위로서, 창조유발적인

(creativogenic) 유희를 지지해주는 가상의 실존성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③ 재창작의 방대함

성공한 문화원형은 재창작의 선순환 구조를 창출한 콘텐츠다. 아더왕 이야기를 전형으로 

제시할 수 있다. 중세시대에 아더가 등장하는 기사이야기는 로망스 문학(romance)과 운문

로망스(metrical romance) 장르, 웨일즈의 <마비노전(Mabinogion)> 등 다양한 작가에 의

해 수많은 버전으로 각색되었다. 마비노전은 ‘마비노기(Mabinogi)’의 복수형으로, 웨일즈어

로 ‘이야기’를 의미한다. 중세 웨일즈 농민들의 언어로 써진 텍스트들로서, 그 중 <퀼휘흐와 

올웬(Culhwch ac Olwen)>, <로나뷔의 꿈(Breuddwyd Rhonabwy)> 등에 아더와 관련된 이

야기가 있다.

근대에 들어 가장 중요한 작가는 말로리 경(Sir Thomas Malory)으로서, 그가 1485년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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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창작자들은 아더왕 보다 그의 기사들을 부각시키는 강한 경향을 보이게 된다. 

그 중 몇몇은 ‘스타덤’에 오르게 되는데, 특정한 성격이나 사건의 아이콘으로서 기사들 각자

가 인물 원형적 프로토타입을 형성하게 되었다. 현대의 사례를 보자면 로베르 브레송(Robert 

Bresson)의 <호수의 란셀롯(Lancelot du Lac)>(1974), 에릭 뢰머(Eric Rohmer)의 <웨일즈

의 퍼시벌(Perceval le Gallois)>(1978)을 비롯, 할리우드 영화 <트리스탄과 이졸데(Tristan 

and Isolde)>(2006) 등이 있다.

아더왕 이야기가 아닌 다른 작품에 아더왕의 프로토타입이 쓰이는 경우도 있다. 2017년 

개봉 예정인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트랜스포머 : 최후의 기사(Transformers : the Last 

Knight)>에 아더왕과 멀린이 등장할 예정이다. ABC 방송사의 드라마 <원스 어폰 어 타임

(Once Upon a Time)>에서 아더왕으로 분한 리암 개리건(Liam Garrigan)이 출연하기로 해, 

배우가 자기 것으로 만든 아더왕의 프로토타입 이미지를 상호텍스트적으로 연계한 SF 영화

가 제작중인 것이다. ‘아더왕’이라는 인물에 부가된 강한 전형성과 지배적 이미지, 즉 프로토

타입은 여전히 문화산업계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⑦ 사건 프로토타입으로서의 영향력

특정 사건도 원형으로 기능하며 창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건 프로토타입은 ‘돌에 꽂

힌 칼 뽑기’, ‘요정으로부터 권능의 상징인 칼 건네받기’, ‘영원한 생명을 주는 성배 찾기’와 

같은 원형적 모티프를 말한다. 가령 디즈니 애니메이션 <바위에 꽂힌 칼(The Sword in the 

Stone)>(1963)이나 스필버그의 블록버스터 영화 <인디애나 존스와 마지막 십자군(Indiana 

Jones and The Last Crusade)>(1989)이 사례이며, 조금 간접적인 영향으로 댄 브라운(Dan 

Brown)의 소설 <다 빈치 코드(The Da Vinci Code)>(2003)가 성배 찾기 프로토타입의 현대

판이라 할 수 있다. 아더는 이러한 사건 프로토타입을 풍성하게 제공하고 있다.

⑧ 배경 및 세계관 프로토타입으로서의 영향력

아더왕 이야기와 관련하여 배경 프로토타입은 카멜롯 성이나 기사의 원탁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배경이 되는 장소와 사물이 오랜 기간 구축된 강한 상징성과 분위기를 가지기 때문

에, 이들 또한 하나의 원형으로 기능하며 재창작의 대상이 되었다. 카멜롯의 경우, 마크 트

웨인(Mark Twain)의 소설 <아더 왕궁의 코네티컷 양키(A Connecticut Yankee in King 

Arthur’s Court)>(1889)와 같은 작품의 배경으로 등장한다.

기를 증명하고 있다.

⑤ 재창작 주체의 다국적성

한류 현상이 해를 거듭하고 경험치의 수준이 깊어짐에 따라, 문화원형 활용에 기울이는 한

국인의 관심에 초국가성은 기본으로 포함되게 되었다. 아더왕 이야기 역시 영국 내에 머문 것

이 아니라 이미 조프리 시절 전후3) 타 국가에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당대에 영국은 지금과 달

리 약소국이었고,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지배 세력은 프랑스였다. 12세기에 프랑스 

작가 크레티앵 드 트루아(Chrétien de Troyes)가 의미있게 다루면서 아더왕 이야기는 당대의 

국제적 이슈로 등장하게 된다. 이를 통해 이야기에 복합문화적 특성이 부가되는데, 가령, 아

더 휘하의 위대한 기사로서 프랑스어 이름을 가진 란셀롯(Lacelot)이 등장하게 된 것 등이다.

프랑스의 강대함과 트루아의 뛰어난 창작성에 힘입어 아더왕 이야기는 곧 유럽 전역으로 

퍼져갔다. 가령, 13세기 독일 문학자 볼프람 폰 에셴바흐(Wolfram von Eschenbach)가 아

더의 기사 퍼시벌을 소재로 창작한 <파르치팔(Parzival)>은 해당 국가 문학사에서 중요한 작

품 중 하나로 간주된다. 현대에 들어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의 영국 밖에서 아더왕 이야기는 

다매체적으로 계속해서 창작되고 있다.

  

⑥ 인물 프로토타입으로서의 영향력

서사체 문화원형은 작품의 캐릭터들이 프로토타입이 되어 많은 부가 창작을 유도했을 경

우 더 큰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아더왕은 매력도가 대단히 높아 많은 작

가의 창작 욕망을 자극했는데, 가령 현대에 들어 <반지의 제왕(The Lord of the Rings)>의 

작가 톨킨(J.R.R. Tolkien)이 수 십 년간 쓰고 발표하지 못한 시 <아더의 몰락(The Fall of 

Arthur)>을 들 수 있다. 시집은 작가의 사후인 1977년 발간되었다.

재창작을 거치며 아더왕 이야기의 인물들은 입체적 전형을 형성하게 되는데, 가령, 예수와 

열 두 제자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아더왕과 원탁의 기사의 관계 설정은 유다의 영향으로 충성

과 배신 이항대립 모티프와 연계되었고, 아더와 반역자 모드레드(Mordred)의 격한 권력 투

쟁, 사랑하는 아내와 신뢰하던 기사의 불륜을 비롯한 다양한 창작으로 연결된다.

3)  아더왕 관련 텍스트 생산에서 조프리가 후대에 미친 영향이 워낙 커서, 관련 분야에서는 조프리의 라틴 표기인 갈프리두스

(Galfridus)를 따서 Pre-Galfridian, Post-Galfridian으로 시대를 구분하는 관행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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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인물 스테레오타입으로서의 영향력

스테레오타입은 작품에 내면화된 클리세(Cliché)라 하겠다. 서사의 내적 필연성이나 장르

의 규범 보다는 우리의 보편적인 선입견 혹은 기대치를 반영한다. 아더왕 이야기에서 보이는 

위대한 전쟁군주의 이미지, 저마다 개성적이고 충성스러운 기사들, 왕비의 고귀한 행실이나 

남편 휘하의 미남 장수와의 연분, 싸움에 임하는 말 탄 기사의 용맹 등 모티프의 자태를 총칭

하는데, 콘텐츠의 영향력과 스테레오타입 형성력은 비례관계에 있다고 보겠다.

프로토타입과의 변별점은 아더왕이나 기사

가 등장하는 이야기가 아닌 작품의 인물들이 

아더왕 이야기의 원형성에 영향을 받은 것이

다. 가령 <스타워즈> 시리즈에서 제다이 기

사단(Jedi Knights)이 원탁의 기사단 모티프

에서 받은 영향과 같은 것이다. 기사도를 의

미하는 ‘chivalry’가 불어로 말을 의미하는 등 

이 장르에서 말은 대단히 중요한 모티프다. 이 

관습을 그대로 이어받은 서부 활극을 ‘Horse 

Opera’라 부르며, <스타워즈> 류의 우주 이야

기를 ‘Space Opera’라 한다. 특히 <스타워즈

>는 나치 독일에 대항하는 연합국을 모티프로 

만든 것으로, 극 중 중요한 제다이 기사는 영

국배우를 기용해 왔다.

기사들의 충성심과 투지, 그리고 각자의 개

성, 젊고 뛰어난 기사와 신분 높은 공주와의 

사랑 등 조금씩 변형된 아더왕 기사들 내지는 

영국물의 스테레오 타입은 스페이스 오페라에

서 십분 활용되고 있다. 최근 개봉되어 전미 역대 흥행 1위를 기록한 <스타워즈 : 깨어난 포

스(Force Awaken)>에서 곧 제다이 기사가 될 여주인공 역시 미국식이 아니라 영연방 억양

을 쓰는 배우가 기용되었다. 또, 전편의 영화에서 제다이 기사단 평의회의 회합이 원탁에서 

이루어지는 등 영향의 흔적은 확연하다. 이것이 스테레오타입이고 보면, 일대일 대응관계가 

아니라 해석의 문제로 볼 여지는 있다.

또한 카멜롯은 과거 랑카셔(Lancashire) 지역에 있었던 테마파크 이름이기도 했다. 테마

파크는 아더왕의 기사인 란셀롯의 부모가 프랑스의 적들로부터 도망쳐 랑카셔 지역에 도착했

다는 스토리텔링에 기반을 두고 만들어졌다. 부친이 어린 란셀롯을 호숫가에 놓고 호수의 요

정 비비안(Vivian the Nymph)에 의해 끌려들어갔고, 요정은 장성한 란셀롯이 아더왕 휘하

에서 기사로 출세하도록 도와줬다는 이야기다. 

배경 및 세계관 프로토타입은 관광산업과 연계되며 시너지를 얻기도 한다. 영국 정부가 지

원하는 기구 잉글리시 헤리티지(English Heritige)는 틴타겔성 인근 아더왕 관광지 개선사업

을 통해 관람 동선 바위에 멀린의 얼굴 조각을 하는 등(이로 인해 비난도 감수해야 했다) 극

히 최근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고, 웨일즈 주정부는 몬머스의 조프리가 멀린이 태어난 곳으로 

지목한 카마덴셔(Carmarthenshire)를 비롯, 코스메스톤 중세 마을(Cosmeston Medieval 

Village), 브레콘 비콘 국립공원(Brecon Beacons National Park), 쳅스토우 앤 라글란 성

(Chepstow and Raglan Castle) 등을 아더 관광 코스로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

더왕 배경과 세계관 프로토타입은 확대 재생산되며 원형의 권위를 유지시키는 큰 힘이 되고 

있다.  

 

⑨ 플롯 프로토타입으로서의 영향력

아더왕 이야기의 서사는, 시대와 국경, 다양한 작가와 미디어를 넘나들며 변형·재창조되

어 왔고, 어느 시점에서 ‘아더왕 이야기는 이런 것’이라는 플롯 프로토타입이 형성되었다. 많

은 창작들이 이 프로토타입에 변주를 가한 것이라고 보겠다. 가령, 1937년부터 연재된 만화 

<밸리언트 왕자(Prince Valiant)>와 같은 것이 있다.

프로토타입화 되어 있는 풍성한 구성요소들, 가령 귀니비어(Guinevere,) 왕비, 마법사 멀

린, 기사들 등 캐릭터들과 모드레드, 색슨족, 괴물, 마법사 등 특정한 적대 세력들을 대립시

키는 조합구성만으로도 수많은 플롯 구성이 가능해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화와 TV 드

라마의 단골 메뉴가 되어 왔다.

2017년 개봉 예정으로 제작중인 작품도 있다. <아더왕 : 검의 전설(King Arthur : Legend 

of Sword)>이 그것으로, <셜록 홈즈(Sherlock Holmes)> 시리즈로 유명한 영국출신 액션영

화감독 가이 리치(Guy Ritchie)가 만든 것이다. 유명 배우 주드 로(Jude Law)가 아더의 선

대 왕으로서 대립각을 세울 보티전(Vortigern) 역으로 캐스팅되는 등 흥행을 위한 기본적 스

타시스템을 갖춰 관심을 끌고 있다. 

2017년 개봉 예정인 <아더왕: 검의 전설> 홍보 이미지



204경기도 문화원형 상징 기초 조사 연구 205 Ⅵ 국외 사례 분석

워’로 명명하는데 아더왕 이야기의 문화원형성을 진지하게 논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가령, 

미국 미네소타(Minnesota)의 놀이공원 밸리페어(Valleyfair)의 롤러코스터 이름이 엑스칼리

버인데, 앞서 언급한 카멜롯 테마파크와는 달리, 개연성 있는 스토리텔링 없이 이름만 빌려

왔다고 보겠다. 일종의 브랜드 물신주의(brand fetishism)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역시 아더

왕 문화원형의 간접 영향력을 증명해 준다고 하겠다. 

⑬ 소품의 권능성과 풍성함 / 14) 캐릭터의 풍성함 / 15) 판타지 요소의 풍성함

성공적 문화원형은 창작자들에게 창발적 요소들을 풍성하게 지원해준다. 소재, 주제, 소

품, 캐릭터, 배경, 분위기 등 다양한 면에서 재구성과 변형, 추가 창작의 욕망을 가지도록 만

든다. 아더왕 이야기에는 기사들의 소지품을 포함한 많은 소품들이 등장하여 창작 소재로 활

용되는데, 이들 소품은 독자적인 캐릭터의 역할을 부여받고 있어 창작 의욕을 고취하는 힘

을 가진다.

가령, 아더만 보더라도, 엑스칼리버와 클라렌트(Clarent)와 같은 유명한 칼 외에도 프

리드웬(Pridwen)이라는 방패를 지녔으며, <마비노전>은 아더가 웨일즈어로 카른웬난

(Carnwennan)이라 불리던 단도와 롱고미니아드(Rhongomyniad)라 불리던 창을 가지고 있

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 기록의 태도 역시 사뭇 엄숙하여, 엑스칼리버에서 보듯 소품들은 

주인의 권위와 종종 동일시되는 권능을 부여받는다.

판타지가 게임 산업의 지배적 장르로 자리매김한 이래 이러한 소품과 캐릭터, 판타지 요

소는 수많은 열성 애호가들과 창작자들의 주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빛나는 성배를 들고 성

을 배회하는 예언자 처녀와 용이 산다는 마법의 성 코베닉(Corbenic), 종종 마법사로 묘사되

는 멀린과 호수의 요정 비비안이 산다는 브로셀리앙(Brocéliande) 숲, 인큐버스와 거인, 켈

트족의 신화화된 드루이드(Druid)의 영향 등 수 많은 판타지 요소를 담고 있는 아더왕 이야

기의 풍성한 소품과 인물, 세계관은 향후에도 문화원형으로서의 강한 권위를 유지하는 요체

가 될 것으로 보인다.  

⑭ 간접 영향력의 방대함

좋은 문화원형은 창작의 소재로 직접 활용될 뿐 아니라, 그 문화원형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작품의 창작에 영감을 불어넣는 역할을 한다. 아마도 ‘문화원형’ 개념의 가장 소박하고 중요

한 의의일 것이다. 그러나 작가의 정신적 영역에서 특정 문화원형이 작동하는 매커니즘이나, 

⑪ 사건 스테레오타입으로서의 영향력

이 역시 해석의 문제로서, 아더왕 이야기의 원형성이 직접 관련성이 없는 작품에 미친 간

접 영향력에 관한 것이다. 그 영향의 지대함은 자명해 보이나 간접 관련성을 밝히기는 쉽지

않다. 심지어 작가 자신도 정확하게 어떤 모티프에서 어느 정도 창작의 영감을 받았는지 알

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를 노골적으로 밝힌 텍스트가 있어 사건 스테레오 타입을 설명할 수 있다. 가령 T. 

S. 엘리엇(T. S. Elliot)이 1차 대전 이후 유럽 문명의 정신적 황폐함을 노래한 시 <황무지

(The Wasteland)>에 미친 아더왕 모티프의 영향에 관한 것이다. 엘리엇의 시가 제시 웨스턴

(Jessie Weston)의 황무지 모티프에 대한 해석연구, 즉 왕이 실의에 빠져 건강을 잃으면 왕

국이 황폐해지고, 영웅이 나서서 성배를 찾으면 왕과 왕국이 함께 회생된다는 성배 찾기 모

티프4)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 시인 엘리엇은 웨스턴과 이 모티프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

하며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음을 밝힌 바 있다.  

왕과 왕국의 건강성을 동일시하는 황무지 모티프와 성배 찾기 모티프는 <마비노전>에서 중

요하게 다뤄진다. 이는 <반지의 제왕 2 : 두 개의 탑>에서 로한(Rohan) 왕국의 국왕 세오덴

(Théoden)이 절대악의 꼬임에 빠져 황폐한 정신 상태에 있을 때, 그의 백성과 영토 또한 황

폐하게 묘사되는 수법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성배가 물리적인 포도주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치 있는 것을 찾아 헤매는 영웅의 행위를 상징한다는 황무지 모티프 해

석을 적용하자면, <반지의 제왕>에 아더왕 이야기의 사건 스테레오타입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⑫ 배경 및 세계관 스테레오타입으로서의 영향력

테마와 직접 관련성이 없거나 희박한 경우, 그럼에도 문화원형으로서의 아더왕 이야기의 

영향을 받았음에 틀림없는 문화적 산물들을 이 카테고리와 관련지어 볼 수 있다. 카멜롯 성

이라는 아더왕 이야기의 주요 배경을 사례로 들 수 있다. 그 이름의 높은 인지도와 긍정적·

진취적·낭만적 분위기에 기인하여 영어권에서는 대단히 많은 회사명, 학교명, 호텔명, 건물

명, 지명 등에 쓰이고 있다. 미국 어느 도시의 특정 건물을 ‘카멜롯 빌딩’이나 ‘엑스칼리버 타

4) Jessie L. Weston, From Ritual to Romance, Doubleday & Company, 1957,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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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대 영국에서는 기독교와 기사도적 가치 함양을 위해 ‘원탁의 기사단(the Order of 

the Fellowship of the Knights of the Round Table)’이 조직되기도 했고, 미국에서도 아

더의 이름을 딴 많은 청소년 단체와 행사들이 있어 이런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또, 케네디

(John. F. Kennedy) 전 미국 대통령이 아더왕 작품 중 “카멜롯이라 불리었던 짧고 찬란했

던 한 순간이 영원히 망각되지 않도록 하라”는 구절을 좋아했다고 해서, 그의 짧은 치세를 카

멜롯이라 부르는 이도 있다. 이런 현대적 적용이 더해지며 아더왕 이야기의 원형성을 강화

하고 있다. 

⑯ 스토리텔링과 이미지의 결합성

아더왕이 활약하고 영면에 들었다는 카멜롯성이나 아발론(Avalon) 섬 등은 그 실존 여부

를 알 수 없음에도 많은 작품의 이미지 상상력을 자극한 원형의 기능을 수행했다. 사실 아

더왕 이야기의 현대적 생명력은 많은 경우 영화, TV 드라마, 게임과 같은 비주얼 미디어에 

기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게임의 경우, 실시간 전략 롤플레잉게임인 <아더왕 : 롤

플레잉 전쟁게임(Neocore Games)>(2009), <엑스칼리버 : 모가나의 복수(ExcaliburWorld 

Software)>(2007), 동명 영화 게임 <아더왕(Krome Studios)>(2004)을 비롯해, 수많은 게

임들이 제작되며 다양한 이미지들을 유포했고, 아더왕이라는 추상적 존재에 구체적 이미지

를 부여해 생명력을 불어넣었다고 볼 것이다. 이미지는 디지털 미디어 사용의 보편화와 기

술발전의 심화와 함께 문화원형의 생명력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으로서 중요도가 높아

질 것으로 보인다.

 

⑰ 지식문화 혼종성

성공한 문화원형은 이야기의 확산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지식문화와 뒤섞이며 영향을 주

고받는다. 힘 있는 문학적 원형은 철학의 소재가 되기도 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많다. 시지

프스 신화가 실존철학에 미친 영향이나 외디푸스 신화가 심리학에 미친 영향 등 그리스, 로

마 신화가 서구 지식계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같은 것이 노골적인 사례가 되겠다. 짜라투스

트라가 니체 저작에 미친 영향과, 니체 철학에 영감을 얻어 만든 클래식 음악, 그 영감의 연

장선상에서 제작된 스탠리 큐브릭(Stanley Cubrick)의 영화 <2001 오딧세이>가 지식문화 

혼종성의 사례가 된다. 사례들이 풍성할수록 더욱 성공한 문화원형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더왕 이야기의 중세적 원형성은 철학과 음악을 잇는 매개로 작용하기도 했다. 바그너

무슨 영감을 얼마나 불어넣어주었는지 밝혀내는 것은, 아마도 창작자 본인조차 어려운 일

일 것이다. 간헐적으로 영화 등속에 오마주 형태의 소재로 등장하여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가령, 할리우드 영화로 유명한 <엑스맨>은 앞서 언급한 화이트의 독특한 아더왕 이야기 <

영원한 제왕>(1958)에 집요하리만큼 강한 애착을 보인다. 마블 코믹스(Marvel Comics) 만

화 버전에서, 초능력 주인공의 지도자인 자비어(Xavier) 교수는 자신을 멀린과 동일시하며 

이 책을 언급한다. 영화 버전의 <엑스맨 2(X2 : X-Men United)>(2003)에서 전편 마지막

에 체포된 악역 마그네토가 감옥에서 <영원한 제왕>을 읽고 있는 장면이 의미 있게 보여 제

시되며, 영화 마지막에 자비어 교수가 수업 도중 이 책을 교재로 사용한다. 2016년 영화 <엑

스맨 : 아포칼립스(X-Men: Apocalypse>(2016)에는 자비어가 이 책을 학생들에게 읽어주

는 장면이 등장한다. 작가가 아더왕 이야기에 매료되었고 그 원형성이 창작에 큰 영감을 주

었음에 틀림없는 것이다.

하나 더 예를 들자면, 아더왕 이야기에는 기사들이 성배 찾기에 나섰을 때, 성배를 가지고 

돌아올 기사를 위해 멀린이 원탁에 남겨둔 한자리인 ‘위험한 자리(Siege Perilous)’ 모티프가 

큰 비중으로 등장한다. 성배를 찾을 운명이 아닌 자가 앉으면 모두 죽였다는 이야기가 덧붙

여지는데, 이 모티프는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끈 소설과 TV 드라마 <왕좌의 게임(The Game 

of Thrones)>의 철의 왕좌(Iron Throne) 소품에서 찾아볼 수 있다.

⑮ 현대적 적용성

성공한 문화원형의 ‘성공’은 지금의 시점에서 판단한 것이므로, 오랜 원형이 사회·정치·

경제 구조가 바뀐 오늘날 살아남은 것은 현대적 적용성이 뛰어나기 때문으로 보겠다. 이는 윤

리적 가치관과 깊은 관련을 맺는다. 가령, 같은 시대의 문화원형이라 하더라도 기사도, 충성, 

의리, 맹세와 같은 보편가치를 가지지 못하고 굴종, 군림, 지배와 같이 다만 인간이 인간을 합

법적으로 지배한 봉건적 잔재만을 가진 것이라면, 혹은 마녀사냥 시기의 화형식이나 고문과 

같이 비윤리적인 것이라면 현대적 적용성이 매우 낮다고 볼 것이다.

아더왕의 시기인 5세기경은 공공연한 노예제도가 존속하던 시기로, 인본주의와 같은 것은 

없었으며, 오늘날 시각으로 보자면 중세 봉건제도의 기사들은 유한계급으로서 대체로 하층민

들의 착취자로 해석하는 것이 사실관계에 근접한다 할 것이다. 아더왕 이야기는 오랜 세월 여

러 작가에 의해 재창작이라는 제련과정 속에서 현대에 적용될 수 없는 것들을 배제하고 인간 

중심적 보편 가치와의 결합에 성공해 살아남은 문화원형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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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명 이상 관객을 동원한 <사도>, <광해>, <관상>이 군주와 관련된 근래의 영상서사들이고, 이

런 사극에 대한 관심은 직간접적으로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영국을 보면 특이점이 쉽게 포착된다. 한국의 경우 군주는 과거의 역사다. 영

국은 군주제가 지금도 시행되는 나라다. 한국은 과거의 군주와 폐기된 군주정에 현대의 정치 권

력자와 정치제도를 상상적으로 투사한다. 영국은 군주의 행차를 실제 옆에서 지켜볼 수 있다. 

큰 차이를 보인다. 이번 장에서는 군주제, 왕정, 왕실을 영국의 대표적 문화원형으로 보고 관련 

콘텐츠에 대해 알아보겠다. 

영국은 입헌군주제 국가다. 명칭 자체가 권력구도를 설명한다. 헌법으로 정한(constitutional) 

군주제(monarchy)다. 유럽 군주제의 전통사상은 군주(Rex)를 법(Lex), 평화(Pax), 빛(Lux)과 

동일시하는 것이다. 군주는 법 자체이거나 그것을 초월하는 존재다. 왕권신수설에 대한 믿음은 

동서양을 막론하는 것으로, 1950년 후반 영국의 여론조사에서도 30퍼센트 넘는 국민들이 신이 

영국국왕을 선택한 것으로 믿는다고 답했다고 한다. 그런데 군주를 법의 테두리 안에 가둔 것

이 입헌군주제다.

국왕은 지금도 선거결과와 상관없이 내각구성을 반대할 권한 등 법적 권한이 있기는 하나 사

용한 적도, 사용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정치권력은 명예혁명 이래 지난한 권력투쟁의 

과정을 거치며 평민대표자회의(House of Commons)인 하원으로 넘어갔다. 한국식으로 말하자

면, 여당 대표가 대통령인 시스템이다. 

(Richard Wagner)가 사례로서, 쇼펜하우어(Arthur Schopenhauer)의 철학과 아더왕 이야

기의 세계관을 결합해 근엄하고 장중한 세계관을 창조해 <파르지팔(Parsifal)>, <트리스탄과 

이졸데(Tristan und Isolde)>와 같은 오페라를 선보였다.  후자는 현대 음악의 시작으로 일

컬어지기도 하는 만큼, 지식문화의 밑거름이 되고 영감을 주는 역할을 했다는 의미에서 성공

한 문화원형이라 하겠다. 

⑱ 문화정체성 형성 기여도

리처드 케이번디쉬(Richard Cavendish)는 아더왕 이야기가 미친 영향력에 대해 “한낮 허

구에 지나지 않은 이야기가 아니다. 아더는 그들의 국가정체성과 자부심의 상징과 초점이 되

었다”5)라고 쓴 바 있다. 테일러와 브류어(Taylor and Brewer)는 또한 아더왕 이야기가 특히 

2차 대전 때 나치 독일과 영웅적인 투쟁을 독려하기 위해 용감한 영국인의 전형으로 재발굴

되며 크게 부각된 점을 강조한다. 아더왕 이야기의 원형적 가치는 문화산업을 넘어 집단의 동

질감과 동지애 조형이라는 문화의 보편가치 달성을 통해 영국인의 원형으로 거듭나고 있다.

3) 왕실 문화원형과 헤리티지 산업

(1) 영국 왕실 문화원형과 스펙터클

군주와 관련된 이야기는 한국에서도 콘텐츠화가 용이한 문화원형의 보고로 손꼽힌다. 특히 유

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조선왕조실록』은 조선군주 문화원형의 저수지로서, 문화콘텐츠 창작의 젓

줄 역할을 한다. 과거 동명의 정사극 TV 시리즈가 있었고, 최근에는 대어놓고 대안역사극으로 

창작을 하는 팩션이 TV 드라마에서 유행하고 있다. <뿌리 깊은 나무>, <육룡이 나르샤>와 같이 

대체로 무협 액션과 로맨스 혼종 장르들이 많은데, 군주정 자체가 주제다. 

조선 국왕 중에서 오랜 콘텐츠화를 거치며 프로토타입과 스테레오타입을 형성하며 강한 문화

원형으로 작동하는 몇몇 ‘스타’들이 있다. 가령 태조 이성계와 태종 이방원은 콘텐츠적 전형이미

지가 형성되어 있어서 그 이미지를 다시 비틀며 재창작이 용이한 인물들이다. 세종과 연산군, 세

조와 단종, 영조, 정조도 반복 콘텐화되며 인물 문화원형 역할을 하고 있다. 수백 만 명에서 천 

5) Richard Cavendish, King Arthur & the Grail, Taplinger Publishing Company, 1979, p.10. 영국 왕실의 행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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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수장, 군대의 최고사령관, 국교 성공회 최고지도자”가 덧붙여진다. 이 밖에도 여태 말끔

히 정리되지 않은 식민지와의 관계 속에서 ‘추장 급’ 여왕 직위가 수 십 개 더 있다. 실효적 권력

행사 가능성 면에서 대부분 유명무실한 것들이다.

학계에서는 1980년대에 이 문제

가 거론되었다. 찰스 왕세자가 다

이애나 비와 치른 성대한 결혼식과 

미디어를 통한 전 세계적 관심이 학

계를 자극했다. 사회역사학자인 홉

스봄(Eric Hobsbawm)과 캐너다인

(David Cannadine)은 『전통의 발

명(The Invention of Tradition)』

을 통해 왕실행사와 같은 근현대 군

주제의 전통 행사는 기득권 부르주

아 정치인들이 발명한 것으로서, 진

짜가 아니라 날조된 가짜라고 비판했다. 국가권력과 식민 국가들에 대한 정치적 실권이 있던 시

기 국가적 행사로서 주효했던 것이, 빈 껍질밖에 남지 않은 지금도 행해진다는 것은 기만적이

며, 이는 모두 조작된 권위를 통한 기득권 유지의 방편일 뿐이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 마치 먼 

과거로부터 전수되어 온 것처럼 보이는 전통들도 극히 최근 만들어진 것들이 많고, 의도적인 

연출이라는 것이다. 유사한 비판과 비평이 많다. 특히 ‘허위 투성이의 자명성’을 밝히는데 관심

이 많았던 포스트모던 문화이론은 이를 기득권 수호를 위해 시민을 기만하는 눈속임으로 비판

해 왔다. 이러한 논의는 현대 군주제가 문화원형에 기댄 하나의 문화콘텐츠임을 역설적으로 드

러내기도 한다. 

비판은 정당해 보였고, 당대에 큰 동조를 받았다. 특히 1980년대 이래 영국의 경제가 내리막

인 가운데 왕실이 막대한 부를 소유하고 있음이 알려지면서 민심은 더욱 이반되었다. 왕가는 사

유재산 일부로 펀드를 조성해 공익사회사업에 내어놓는 한편, 직접 가난한 이들을 찾아 보듬는 

보여주기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게 된다. 소위 복지군주제(Welfare Monarchy)의 탄생이다. 

권위가 추락하면서 왕실 구성원은 황색 저널리즘의 선정적 기사의 단골 메뉴가 되었다. 왕가

의 잦은 혼인과 파경의 반복, 찰스 왕세자의 불륜과 백작 가문 출신 다이애너비와 헤어진 이유

를 길거리 서민 같은 천박성 때문이라고 한 발언 등, 민심을 흉흉하게 만들 악재가 겹쳤다. 왕

이런 과정에서 왕의 존재는 애매하게 되었다. 왕실, 왕정, 왕가, 왕위, 왕권 모든 것들의 정체

성과 존재가치가 모호해졌다. 국왕과 왕실은 왕국의 상징으로서 권위와 체면을 세우는 것이 중

요하다. 아랫사람들의 존경과 충성을 요구하는 것인데, 이는 권력에서 나온다. 통치권이 있을 

때는 문제되지 않았다. 권력이 없는데 왕 노릇을 하는 것은 대단히 힘들다.

18, 19세기 사회주의와 공화주의를 망라하고 봉건적 잔재를 타파하는 전 지구적 움직임 속에

서 왕정은 급속히 소멸해 갔다. 프랑스에서 퍼져나간 혁명의 기운에 많은 왕가와 귀족 가문이 사

라졌다. 20세기 초 1차 대전은 독일과 러시아 황제에 의해 시작되었으나, 전쟁이 끝날 무렵 양국

의 왕정도 끝나 있었다. 군주제는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여겨졌고, 2차 대전 발발 전까지 조선왕

조와 청 왕조를 포함한 수많은 왕정이 타의에 의해 사라진 후 복원되지 않았다. 이런 와중에 영국

은 군주제를 꿋꿋이 유지했다. 이는 오늘날 영국이라는 국가와 문화를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이론적으로 영국 그 자체인 여왕은 그것을 피로 이어받은 ‘영국임’의 현현(incarnation)이다. 

왕가의 자손들이 고귀한 이유는 외모나 지성, 인격과 같이 인간적 특질이나 후천적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득적으로 전수된 피에 있다. 고귀한 피를 이어받았다는 단 한 가지 이유에서 왕

실의 자손은 고귀한 것이다. 왕위는 결코 선거로 결정되지 않는다. 이런 가치는 거의 모든 국가

에서 소멸되었다. 왕위찬탈이 아니라 근대적 의미의 공화정을 세울 목적으로 왕의 목을 친 최초

의 국가가 영국이다. 영국에서 왕과 군주제의 존립은 국민들의 지지에 힘입은 것이다. 국민들은 

왜 군주제를 지지하는가? 이는 문화원형적으로 해석할 가치가 있다.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왕이 영국의 상징이라는 점이다. 엄연히 법적인 국가의 대표자

다. 간헐적으로 개최되는 여왕의 퍼레이드에 운집한 수십 만 명의 군중들은 ‘영국임’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다. 영국인들에게는 함께 모여 즐기는 문화정체성 재확립 축제가 되고, 외국인 관광객

들에게는 ‘영국적인 것(Britishness)’을 온 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구경거리가 된다.

  영국 군주제를 문화원형으로 볼 경우, 그 원형은 분명 팍스 브리타니카(Pax Britannica) 시

기 위대한 대영제국에 대한 향수를 지향하는 성격이 있다고 봐야 한다. 더 이상 제국이 아니지

만, 왕실행사를 통해 볼 수 있는 일반의 기대치는 위대했던 과거의 한 순간에 고착되어 있다. 노

스탤지어의 상징적 충족인데, 이 충족을 위해 여왕이라는 역할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 행사시

기 반복 보도되며 강조되는 현직 영국 국왕의 정식 직함은 “엘리자베스 2세 폐하, 하느님의 가

호 아래 그레이트브리튼과 북아일랜드, 그 밖의 해외 왕국과 영토의 통치자요 영연방의 수장이

시며 신앙의 수호자”다. 영연방 여왕이므로 엘리자베스 2세는 캐나다와 호주 등의 여왕이기도 

하다. 여기에 “함대최고사령관, 맨 섬의 영주, 피지의 추장, 랭커스터 여공작, 노르망디 여공작, 

여왕 행차에 운집한 국민들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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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군악대만 수 백 명에 달하는 대규모 군대가 필요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

들 행사는 과거에 왕가의 영광을 표상하는 권위의 과시였고, 지금은 그 원형성을 고스란히 간

직한 왕실문화콘텐츠로 수렴되었다.

왕실행사와 관련된 또 다른 시각적 스펙터클은 여왕과 관련된 행사가 있을 때면 등장하는 

기마병 군악대로서, 최근 상급 기마기사 군악대(The Band of the Household Cavalry)로 

재조직 되었다. 늘 교통체증에 시달리던 도심의 도로는 차량 통제를 통해  말끔히 정돈되고, 

화려한 금장 제복을 입은 남성들 수 백 명이 말을 타고 일사분란하게 도로 위를 행진하며 군

악을 연주한다. 대도시 도심 행사에서 기대하기 힘든 전통성과 큰 스케일로서, 다소 충격적

이기까지 한 장관이다. 

가장 장대한 스펙터클은 여왕의 화려한 마차가 아니라 마차를 보며 환호하는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다. 볼거리가 넘쳐나는 문화예술의 나라 영국에서, 여왕이 행차한다고 이처럼 많은 

이들이 몰려드는 것은, 과거와 같이 국왕에 대한 외경심과 충성심 때문이 아니라 행사가 원

형성이 풍부한 문화콘텐츠 시민축제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국왕폐하 알현이 콘텐츠가 되었

다는 것은 이 행위가 불가피하게 페스티벌이나 테마파크와 경쟁관계에 놓이게 되었음을 의미

한다. 영국왕실의 경쟁력은 대단히 강하다. 왕실문화원형은 성공적으로 콘텐츠화되고 있다.   

문화콘텐츠산업론적 관점에서 이러한 현상과 결부되는 개념은 ‘관광객 증대 효과’, ‘고용창

출 효과’, ‘인근 상권 활성화’, ‘관광산업 부흥’, ‘문화산업 내수시장 확대’ 등이다. 경제가 정치

의 우위에 선 시대다. 영국 왕실은 자신들의 존재 자체가 국가의 상징이므로 존재만 하면 된다

실은 부자인데 국가예산도 상당히 축낸다. 영국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정책을 최초로 시행

했던 나라였고, 몇 십 년 지나지 않아 재정이 버티지 못해 크게 후퇴한 국가이기도 하다. 왕실

을 보는 시선이 고울 리 없다.

의아하게도, 지속적이고 거센 비판은 큰 흐름의 왕정폐지 운동으로 연계되지 않는다. 본 연구

자가 영국에 체류하던 당시 TV에서 왕정폐지를 주장하는 공화주의자에 관한 보도를 본 기억이 

있다. 몇몇 남녀가 모여 자못 심각한 표정으로 왕정폐지담론을 어떻게 확산해 나갈 것인가 의논

하고 있었다. 지금까지도, 또 앞으로도, 영국에 왕정폐지를 원하는 국민들이 분명히 있을 것으

로 여겨진다. 아울러,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해 보인다. 

영국은 군주제를 원한다. 오히려 최근 들어 군주제는 강화되고 있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

크, 스페인, 네덜란드 등 입헌군주제를 채택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 중 영국은 도드라져 보인다. 

네덜란드 국왕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으나 영국의 국왕이 엘리자베스 2세라는 사

실을 모르는 사람은 적을 것이다. 왕가는 왕실 문화원형의 담지체이다. 영국인에게 그 문화원형

은 매우 소중하다. 엘리자베스 2세를 필두로 한 왕가는 하나의 문화콘텐츠가 되었다. 정치권력

을 내어놓은 대신 상징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는 전반적인 문화산업의 부흥 분위기 

속에서 왕실 문화원형이 적절한 콘텐츠들을 통해 발현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다음 절에서 헤

리티지 산업과 연계하여 살펴보겠다. 

(2) 헤리티지 산업과 왕실 문화원형

① 왕실문화원형의 콘텐츠화

버킹엄 궁전의 근위대 교대식(Changing the Guard)은 영국의 대표적인 관광코스 중 하

나다. 이색적이면서 전통적인 볼거리다. 인지도가 높은데다 지속적인 미디어 노출과 스마

트 폰 셀피들의 인스타그램 활동으로 홍보의 선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여왕 호위대 교대식

(Changing of the Queen’s Life Guard), 여왕 탄신일 기념 기수의장사열(Trooping the 

Colours), 근위보병 군악대(The Band of the Grenadier Guards) 행사 등 관련 조직도 방

대하고 프로그램도 다채롭다. 

근위병이 하는 일은 궁극적으로 군주제 수호다. 과거에는 목숨을 바쳐 주군을 보호함으로

써 임무를 완수했겠지만, 지금은 가시적 왕실문화콘텐츠를 통한 권위 재생산을 통해 주군을 

지킨다. 훈련받은 군인들이므로 경호에 대한 이들의 전문성을 의심하지는 않지만, 권력이 없

어 쿠데타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내전 가능성도 희박한 오늘날, 몇몇 왕실 인사를 보호

근위병 군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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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전반적인 흐름은 1980년대 보수당 대처(Margaret Thatcher) 정권의 정책과 맞물리

며 퇴행적 과거 회귀에 의한 보수화 추동 움직임으로 읽혀 비판받기도 했다. 조롱이 다분히 

섞인 헤리티지 산업(Heritage Industry)이라는 용어도 등장했다.7) 시간이 지나 역사, 전통

과 관련된 관광 등 문화산업 전반에 적용되는 가치중립적 용어로 변해갔다. 

경제난 극복에 실패한 보수당은 1997년 토니 블레어(Tony Blair) 노동당에 정권을 내 주었

다. 젊은 40대 초중반 진보 엘리트들이 주축이었던 노동당 정권은 아이돌 그룹 스파이스 걸

즈(Spice Girls)와 같은 ‘쿨하면서도 핫한’ 문화콘텐츠로 영국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했다. 그

들에게 헤리티지 산업은 영국을 낡고 노쇠한 국가로 보이게 만드는 부정적인 것이었다. ‘쿨한 

영국(Cool Britannia)’을 모토로 내 걸며, 진보주의자들은 과거 지향성을 희석하고 젊은 영

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정책을 펼쳤다. 소속 구단뿐만 아니라 프리미어리그 프로 축구를 반석

에 올린 데이비드 베컴(David Beckham), 망해가던 지방시(Givenchy) 패션 브랜드를 약관

의 나이에 구원한 디자이너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 등 재능과 열정 넘치는 젊

은이들이 ‘쿨한 영국’ 시대의 아이콘이 되었다.

7) Robert Hewison, The Heritage Industry: Britain in a Climate of Decline, A Methuen Paperback, 1987.

는 수동적 주장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그 상징을 적극적으로 공급하는 왕실문화콘텐츠 활용

정책과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창출 기여를 통해 존재가치를 획득하고 있다. 왕실은 자신들

이 어떤 문화원형성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콘텐츠화해야 하는지 잘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 

실제 영국 관광 산업계는 여왕과 ‘왕실 팔기’에 적극적이다. 정부지원 관광지원기관인 영국

방문진흥원(visitbritain)의 2010년 문서에는 왕실과 군주정 관련 체험이 영국 관광 아이템 중 

3위에 올랐고, 영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자신의 소셜미디어 친구들에게 사진을 보여줄 때 ‘

어떤 아이콘이 가장 영국적으로 보이겠는가’ 설문조사를 통해, 빨간색 2층 버스와 암석 해안

의 고성 다음으로 엘리자베스 여왕이라고 답한 조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외국인들은 영국

에 여왕이 있다는 것을 신기해한다고 소개하는 한편, 영국런던관광센터의 조사를 인용하며 

외국 관광객들 중 상당수가 여왕과 차 한 잔을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문구를 담

고 있다. 서술의 뉘앙스는 국가수반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이다.

② 정치경제적 변화와 헤리티지 산업의 전개

현상의 배경에는 영국의 경제사정과 보수, 진보 정권의 부침이 복잡하게 얽혀있다. 이는 헤

리티지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영국 정부는 제조업의 쇠락과 심각한 고

용, 재정, 복지 문제가 장기화되자 1980년대에 관광산업 등 문화산업에서 해법을 찾으려는 

노력을 전개했다. 1983년 국가유산 관리법(National Heritage Act) 발효로 수행기관인 잉

글리시 헤리티지(English Heritage)가 발족되었고, 이후 박물관의 연쇄 개관 등 상당한 투

자가 이루어졌다.

영국의 과거 전통을 관광자원화 하는 방향으로 전개된 움직임에 영화 창작도 발을 맞췄

다. 1980년대에는 특이할 만큼 대영제국 시절을 배경으로 영국적인 것(Britishness 혹은 

Englishness)을 향수어린 시각으로 재구성하는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이를 헤리티지 

영화(Heritage Films)라 부르기도 한다.6) <인도로 가는 길(A Passage to India)>(1984), <전

망 좋은 방(A Room With a View)>(1985), <하워즈 엔드(Howards End)>(1992), <남아있는 

나날(The Remains of the Day)>(1993), <센스 앤 센서빌리티(Sense and Sensibility)>(1995) 

등 원작소설의 권위를 바탕으로 작품성을 인정받은 다수의 영화들이 제작되었다.

6)  가치중립적인 장르 명칭이라기 보다 조소적인 표현으로 제시된 것이다. Andrew Higson, English Heritage, English Cinema: 

Costume Drama Since 1980,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헤리티지 영화 <센스 앤 센서빌리티> 헤리티지 영화 <하워즈 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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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증명조차 힘겨워보였던 영국왕실의 상징적 권위를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했다. 

③ 왕실 문화원형과 콘텐츠

왕실은 그 자체가 문화원형이자 콘텐츠다. 가령 웨스트민스터 사원(Westminster Abbey)

은 약 1,000년간 영국 국왕의 대관식이 동일한 의례로 거행되어 온 곳이다. 의례 자체가 프

로토타입과 스테레오타입으로서 수많은 문화예술 창작에 스며들었을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1953년 현 국왕인 엘리자베스 2세 즉위가 가장 최근 행사였고, 다음 국왕의 대관식도 

이곳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현대의 선진문명국가에서 ‘진짜 국왕의 진짜 대관식’은 흔하지 않

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희소가치까지 더해지고 있다. 살아있는 문화원형이며, 그 원형 자체

가 미디어를 통해 콘텐츠화 되어 있다. 차기 국왕 대관식은 또 한 번의 엄청난 문화콘텐츠 페

스티벌이 될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

왕가는 과거로부터 이목의 집중을 받아왔겠으나 방향과 태도가 180도 달라졌다. 권위의 추

락과 미디어의 발달, 황색 저널리즘의 선정기사와 파파라치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찰스 왕

세자는 가장으로서의 행실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어서 미디어의 표적이 되었고, 대중들의 사

랑을 받던 아내 다이애너비는 이혼 후 파파라치를 피해 운전을 하다 사망할 정도로 시달렸다. 

왕실에 대한 민심은 좋지 않았다. 

둘 사이에 난 큰 아들 윌리엄 왕세손이 이름부터 중간계급(Middleton)인 평민여성과 혼인

을 하고 무탈하게 살며 출산까지 해서 왕실에 대한 호의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언론의 표

적은 미혼인 둘째 해리 왕자의 사생활로 옮겨갔다. 배우 메건 마클(Meghan Markle)과 교제

그러나 돈 문제가 다시 반전을 만든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닥치자 영국은 금융서비스산업

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했으나, 런던을 세계적 금융허브로 성장시킨 것 이외에 수혜지역

을 전역으로 확대하는 낙수효과는 보지 못했다. 제시된 1인당 국내총생산 그래프에서 보듯, 

경제지표는 곤두박질쳤고, 다시 문화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이런 와중에 2010년 보수

당과 자민당 연정으로 정권이 교체된다. 정권을 잡은 캐매런(David Cameron) 총리는 ‘쿨한 

영국’ 대신 전통문화 기반 관광산업을 육성하자고 주창했다. 상징 모토는 영국의 준 애국가 

정도 되는 유명한 노래의 제목을 따서 ‘최고가 되어라, 영국이여!(Rule, Britannia!)’였다. 관

광산업은 좋아졌다. 올림픽 특수의 영향과 파운드화 가치 변동 요인도 따라주었다.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주류 정치권은 왕정존립을 지지한다. 헤리티지 산업에서 보듯 보

수정권이 군주제에 좀 더 호의적인 분위기가 있었다. 그러나 경제문제에 의한 관광산업 육성

의 필요성과 주류 권력집단의 부침은 오히려 헤리티지 산업을 정치적 보혁갈등에서 해방시

켜 주었고, 이는 군주제의 존립필요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지방자치단체나 지

역민들이 역사와 전통을 문화콘텐츠화 하는 것은 더 이상 정치적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생

존의 문제가 되었다. 오히려 비판은 헤리티지 산업이 과도하게 전개되어 전 영국을 거대한 테

마파크로 만들고 있다는 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영국왕실이 비용 문제로 비난을 받아가며 꿋꿋이 지켜온 군주제 문화전통은 

상대적으로 부각되었다. 지난 30여 년 전개된 헤리티지 산업과 문화산업의 중요성 강조는 존

집단적 무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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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영국 1인당 국내총생산 추이(단위: 파운드). 동그라미 표시 시점에 정권 교체.    

(출처: 영국정부통계청. 데이터를 그래프로 가공)

조지4세 대관식 그림 (1821) 엘리자베스 2세 대관식 사진(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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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주가 등장하는 사극은 한국에도 흔하므로 생략하겠다. 영국왕실콘텐츠의 독보적 특

징은 현직 국왕과 가족들의 영화화가 빈번한 것이다. 현직 여왕을 다룬 영화 <더 퀸(The 

Queen)>(2016)과 TV 시리즈 <더 크라운(The Crown)>(2016)이 대표적이다. 왕자와 평민

의 결혼은 신데렐라 판타지로 제작되기 쉬워서, 지난 2011년 <윌리엄과 케이트(William & 

Kate)>, <윌리엄과 캐더린 : 왕실 로맨스(William & Catherine: A Royal Romance)>와 같

은 TV 영화가 제작되었다.

현재 가장 사랑받는 소재는 ‘왕실에 시집 온 비운의 여인’ 캐릭터로 프로토타입화 된 다이

애너비다. 찰스 왕세자와 혼인하던 시절 로맨스부터 그녀의 죽음이 왕실의 음모라는 소문

에 근거한 콘텐츠까지 줄기차게 제작되었다. <찰스와 다이애너의 왕실 로맨스(The Royal 

Romance of Charles and Diana)>(1982), <찰스와 다이애너 : 그 뒤 영원히 불행했답니

다(Charles and Diana: Unhappily Ever After)(1992), <다이애너 : 그녀의 진실 이야기

(Diana: Her True Story)>(1993), <다이애너(Diana)>(1998), <다이애너비 최후의 나날들

(Diana: Last Days of a Princess>(2007), <다이애너비 살해사건(The Murder of Princess 

Diana)>(2007) 등 열거하기 힘들 만큼 많다. 최근 영화로는 유명 배우 나오미 왓츠(Naomi 

Watts)가 출연한 <다이애너(Diana)>(2013)가 있다.

군주정의 문화콘텐츠화는 왕실가족을 ‘특수 신분 연예인’으로 만들었다. 불편하지만, 진실

이다. 이런 분위기는 영화 <킹즈 스피치(King’s Speech)>(2010)에 잘 나타나있다. 헤리티지 

영화 계열로서, 급변하는 군주정의 문화원형성에 대한 자기반영적 영화다. 정치권력을 잃어

버린 영국 왕실이 2차 대전을 즈음하여 대국민 라디오 연설을 하며 존재가치를 증명해야 하

는 상황에서, 국왕 조지 5세가 훗날 국왕 조지 6세가 되는 아들 앨버트(Albert) 왕자에게 “과

거엔 왕이 할 일이라곤 근엄한 눈빛으로 의관정재하고, 말 타다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

밖에 없었지만, 우리는 [BBC 라디오를 통해] 백성들의 집을 가가호호 방문하며 환심을 얻어

야만 하는 처지야. 우리 가족은 그렇게 가장 비루하고 낮은 바닥까지 영락했어. 우리들은 배

우가 된 거야!”라고 하자 앨버트 왕자가 “아빠, 우리는 가족이 아니에요. 우리는 회사에요”라

고 대답한 대사에서 잘 드러난다. 역사가 아니고 창작이지만 의의가 있다. 첫째, 영화 자체가 

왕실 팔기 문화콘텐츠, 즉 헤리티지 영화이고, 둘째, 왕실 팔기와 관련된 영국인들의 안타깝

지만 싫지는 않은 미묘한 감정을 잘 드러내고 있으며, 셋째, 결국 왕실의 편에서 왕실 팔기와 

왕실의 존립가치의 함수관계를 긍정적이고 온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2년 개최된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즉위 60주년 기념행사(Diamond Jubilee of Elizabeth 

한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황색 저널리즘은 이 여성에게 집중했다. 얼마나 괴롭혔던지 해리 왕

자측은 성명을 발표하고 가택침입을 시도하거나 모친을 괴롭히는 언론마저 있다며 가혹행위

와 괴롭힘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기까지 했다. 황색 저널은 해리 왕자가 마클과 교재하면서 다

른 여성과 바람을 피웠다는 기사로 응수했다. 이런 일이 다반사로 벌어진다.

왕실의 체통이 말이 아니지만 이는 정치권력 없는 군주와 그 가족이 살아가는 새로운 방식

이다. 언론의 저급성이 옹호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권력이 아닌 문화로 살아가는 왕실은 세

인의 관심이 끊어지면 권위도 사라지기에, 황색 저널리즘과 일종의 공생관계가 되고 말았다. 

참고로 한국에 잘 알려진 『가디언(The Guardian)』, 『타임(The Time)』과 같은 정론지보다 선

정적 타블로이드가 수백 배 더 많이 팔린다. 황색 저널리즘은 명백하게도 가장 활발한 왕실

문화콘텐츠 생산자들이다.

왕실문화원형을 재생산하는 문화콘텐츠는 이 밖에도 주로 드라마로 제작되고 있다. 셰

익스피어 류 정통 연극과 드라마, 영화, 오페라에 등장한 왕 이외에, 재혼을 위해 로마가

톨릭과 투쟁한 헨리 8세가 가장 빈번하게 영화화되는 소재다. 고전 영화로 <천일의 앤

(Anne of the Thousand Days)>(1969)이 유명하고, 최근에는 TV 드라마 시리즈 <튜더스

(Tudors)>(2007-2010)가 국내에도 소개된 사례다.

TV 시리즈 <더 크라운> 영화 <더 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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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를 통해 지속적으로 살아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왕실문화원형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의 

제작 또한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4) 영국 축제 문화원형의 혼종성과 창조도시론

(1) 문화원형과 축제

① 영국의 관광경쟁력 

이번 장에서는 축제를 중심으로 영국의 관광산업 경쟁력을 문화원형적 의미에서 고찰해 보

겠다. 영국은 연간 3,440만 명가량의 외국인 관광객이 유입되는 나라다. 표에서 보듯 프랑스

가 8,450만 명으로 영국보다 2.5배 정도 많은데 관광 수입은 비슷하다. 프랑스는 유럽대륙의 

관문으로서, 항공편으로 파리로 입국하여 지상교통을 이용해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등 이

웃 나라들을 방문하기 때문이다. 영국은 섬나라여서, 여행을 위한 시간을 길게 내고 추가 항

공료 부담을 감수하지 않는 한, 영국관광만 하겠다는 의사결정을 해야 방문할 수 있다. 이런 

한계까지 고려한다면 영국의 관광객 유치는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보겠다.

표 9. 2015년 해외관광객 유입과 관광 수입 세계 순위(출처: UNWTO)

해외 관광객 유입 수 순위 국제 관광 수입 순위

순위 국가 단위(만명) 순위 국가 단위(억달러)

1 프랑스 8,450 1 미국 2,045

2 미국 7,750 2 중국 1,141

3 스페인 6,820 3 스페인 565

4 중국 5,690 4 프랑스 459 

5 이태리 5,070 5 영국 455

6 터키 3,950 6 태국 446

7 독일 3,500 7 이태리 394

8 영국 3,440 8 독일 369

9 멕시코 3,210 9 홍콩 384 

10 러시아 연방 3,130 10 마카오 313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관광산업 활성화에 관심이 많은 한국으로서는 부러운 일이다. 외국

인들의 방문을 견인하는 영국의 매력과 이미지는 열거하기 어려울 만큼 많을 것이다. 소호에

서의 쇼핑, 웨스트엔드에서 즐기는 앤드류 로이드 웨버(Andrew Lloyd Webber)의 뮤지컬, 

II)에서 목격할 수 있었던 놀랄만한 관중 동원능력이 잘 말해주듯, 왕실은 영국의 문화관광산

업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왕실을 팔아서 거두는 경제효과가 몇 천만 파운드인가 

하는 말들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정치권력 없는 영국 국왕과 왕실의 존재는 이처럼, 살아

있는 문화원형이라는 가치와 적절하고 지속적인 콘텐츠화를 통해, 또 직간접적인 경제적 기

TV 영화 <다이애너 : 그녀의 진실> 영화 <다이애너>

TV 영화 <윌리엄과 캐더린: 왕실 로맨스> 영화 <킹즈 스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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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업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이에, 지역마다 문화원형을 발굴해 관광산업과 연계하려는 

노력이 경주되어 왔다.

② 관광자원으로서의 문화원형 활용

영국의 대표적 문화원형과 그 활용의 사례에 대해 많은 이들이 헤리티지, 즉, 무언가 ‘중

세풍의 옛 것’을 기대할 것이다. 가령 ‘셔우드 숲의 로빈 후드 축제(Robin Hood Festival in 

Sherwood Forest)’와 같은 것이다. 유명한 영웅이야기 문화원형으로서, 동화책과 영화 등으

로 많이 알려져 있다. 11세기 경 잉글랜드 셔우드(Sherwood) 숲에서 포악한 성직자, 탐욕스

러운 관리와 귀족 등 강자에 저항하고 약자를 도운 의인으로 되어 있다. 14세기 『농부 피어스

의 환상(The Vision of Piers the Plowman)』이라는 작품으로 알려지게 되었는데, 창작을 거

치며 대체로 한국의 홍길동처럼 신출귀몰하고 활을 아주 잘 쏘는 인물 프로토타입을 형성하

게 되었다. 조직을 이끄는 리더의 이미지와 여성 상대역 매리언(Marian)이 추가되며, 로맨스 

장르의 특징도 가지게 되었다.

축제는 잉글랜드 노팅엄셔

(Nottinghamshire)의 지방

자치단체(Nottinghamshire 

County Council)가 주관하고, 

산하의 문화 위원회가 실행하

는 구조로서, 1984년 시작되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마

상결투시합, 매 부리기 시범, 

커스튬 플레이, 결투 시범, 중

세 음악 감상, 활쏘기 체험, 숲

길 걷기 체험과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있다. 중세 옷을 

입은 연기자들을 동원해 관람객들이 따라 다니며 로빈 후드 일당이 되어보는 체험 프로그램

을 통해 원형성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되었다.   

이런 문화원형과 축제는 꽤 많다. 가령, 1605년 의회 의사당을 폭파시켜 국왕을 살해하려 

했던 가이 폭스(Guy Fawkes)의 화약음모 사건은 영국에서 빼놓을 수 없는 문화원형이다. 

비틀즈(Beatles)와 브리티시 록, 에이미 와인하우스(Amy Winehouse)와 아델(Adele)의 나

라. 프롬스(Proms)로 저렴하게 즐기는 클래식 음악과 대영박물관을 비롯해 무료로 즐기는 

수준 높은 예술 전시들. 거기에 프리미어리그 축구도 있다.

런던은 금융 산업 중심지여서 MICE 산업 또한 발달해 있다. 이벤트 산업계에서 발표한 활

동별 직접지출액 현황에서 보듯, 국제회의와 비즈니스 페어 등 MICE 분야의 직접지출액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분야는 농업, 광업 등 1차 산업부터 기계공작, 전자부

품 등 제조업과 서비스업, 패션과 디자인까지 아우르는 산업 컨벤션을 포함한다. 분야가 많

으니 덩치가 클 수밖에 없다. 거기에 산업 관련 비즈니스 여행과 보상관광 등을 아우르기 때

문에 규모는 더욱 증가한다.

표 10. 영국의 이벤트 활동별 직접지출액 현황(출처: 투어리즘 얼라이언스)

이벤트 활동 직접 지출액(억 파운드)

MICE 분야

컨퍼런스, 미팅 £1,990

산업 전시 및 비즈니스 페어 £1,100

보상관광 분야 £120

기업 접대(Corporate hospitality) 분야 £120

아웃도어 이벤트 £110

축제 및 문화 이벤트 £110

음악 이벤트 £130

스포츠 이벤트 £230

세계적 규모를 자랑하는 MICE 산업의 화려함과 떠들썩함은 런던을 벗어나면 분위기가 바

뀐다. 전체 인바운드(inbound) 관광이 창출하는 가치의 56.3%가 런던에 집중되어 있다. 860

만 인구의 런던을 제외하면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도시가 없다시피 하다. 이는 잉글랜드, 스

코틀랜드, 웨일즈로 나누어진 지역적 특성과 결부되어 문화자원의 지역 배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인구지리학적 특성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문화지리학적으로 각 지역이 고

유의 문화를 가지기 쉬운, 지역색이 강한 특성과 연계될 수도 있다. 

문제는 경제다. 영국은 대영제국 시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가 쇠락했고, 도시노

후화로 도심재생문제와 도농과 지역간 경제격차를 줄어야 하는 문제와 심각한 고용문제, 재

정적자 문제 등 총체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각 지역들은 다양한 산업의 유치로 문제를 해결

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구책으로서 헤리티지 산업을 비롯해 문화관

로빈 후드 페스티벌 장면



224경기도 문화원형 상징 기초 조사 연구 225 Ⅵ 국외 사례 분석

리처드 플로리다(Richard Florida)의 창조계급, 창조경제론을 통해 쉽게 설명할 수 있다. 

그는 특정 지역이 창조적 지역, 창조도시가 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으로 3T를 주창했다. 기

술(Technology), 인재(Talent),그리고 관용(Tolerance)이다.8) 관용은 그가 보헤미안 지수

(Bohemian Index), 게이/레즈비언 지수(Gay/Lesbian Index)와 같은 것으로 설명하려 한 “

다양성에 대한 개방성(openness to diversity)”으로서, 첨단기술과 뛰어난 인재를 모이게 하

는 플랫폼이다. 그에 의하면, 창의성은 서로 다른 인지 유형들이 관용되는 토양에서 효율적으

로 발현되며, 이는 인종적 다양성이나 성소수자에 대한 개방성 등을 포함한다.

14세기 피렌체 이래 가장 창의적이었던 도시로 알려진 19세기 말 오스트리아 빈(Wien)

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리 크지 않은 도시에 심리학자 프로이트(Sigmund Freud)와 아들러

(Alfred Adler), 화가 클림트(Gustav Klimt), 에곤 쉴레(Egon Schiele), 코코슈카(Oskar 

Kokoschka), 건축가 오토 바그너(Otto Wagner), 음악가 쇤베르크(Arnold Schönberg), 문

학가 호프만슈탈Hugo Hofmannsthal), 슈니츨러(Arthur Schnitzler), 언어철학자 비트겐

슈타인(Ludwig Wittgenstein)이 살았다. 이 문화예술지식의 총체적 융성에 대해 서로 분야

가 다른 많은 인재들이 살롱에서 뒤엉키며 서로의 아이디어를 충돌시키고 새로운 영감을 얻

으며 늘 혁신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발전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진다. 

플로리다는 현대에 들어, 다양한 국적과 문화적, 인종적 배경을 관용하는 도시들이  진입

장벽이 높은 산업과 중산층 백인엘리트 일색의 도시보다 특허출원의 수, 평균임금 등에서 수

월성을 보여주었음을 통시적으로 관찰하고 있다. 이런 도시들을 창조도시라 일컫는 것이다.

영국에서 최근 가장 유명한 축제라면  에딘버러 페스티벌(Edinburgh Festival)과 노팅힐 

카니발(Notting Hill Carnival)이 빠지지 않는다. 이 행사들에서 창조도시적 성격을 관찰하

고 문화원형적 해석을 통해 성공적인 문화원형 활용과 페스티벌에 대해 고찰하도록 하겠다. 

   

② 문화혼종성과 창조유발적 페스티벌

본 연구자는 2016년 8월, 에딘버러 축제를 탐방하기 위해 스코틀랜드를 방문한 바 있다. 

축제는 공식적으로 12개의 페스티벌로 이루어져 있으며, 여름에 개최되는 행사는 8건이다. 

연극 등 퍼포먼스 아트 위주의 에딘버러 국제 페스티벌이 중심행사이나, 프린지 페스티벌이 

8) Richard Florida, 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 Basic Books, 2002.

11월 5일이 가이 폭스의 날이며 매년 런던은 물론, 서섹스(Sussex), 셰필드(Sheffield) 등 영

국 전역에서 크고 작은 불꽃 축제가 벌어진다. 영화와 TV 시리즈 <셜록 홈즈> 등 많은 영국 

작품에 웨스트민스터 의사당 폭파 내지는 독가스 살포 음모가 그려지는데, 가이 폭스 사건이 

원형 프로토타입이다. 

1982년 만화 <브이 포 벤데타(V for Vendetta>에서 인물이 쓴 가면이 도안된 후 동명의 

영화에 소개되었고, 해커그룹 어나니머스(Anonymous)가 로고로 사용하며 크게 알려졌다. 

2011년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 시위 당시 시위대가 이를 착용하며 더욱 유

명해 졌다. 앞으로도 이 인물원형은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유명한 프로토타입의 연례적 반복은 페스티벌을 크게 키우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테마 안에 갇히게 되며, 해마다의 반복 자체가 의미를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로빈 후드 행사를 개최하며 매년 관람객의 재방문을 견인할 새롭고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마

련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실제 이 행사의 과년도 프로그램을 보면, 활쏘기 체험과 결투시범

과 같은 프로그램을 해마다 반복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야기 원형덕분에 명맥이야 

유지하겠지만, 페스티벌을 키우는 것은 힘들어 보인다. 우리가 문화원형을 발굴하고 활용하

고자 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할 함정이 이것이다. 

(2) 창조도시론과 문화혼종성  

 ① 페스티벌의 성공조건

영국에서 최근 성공적인 페스티벌은 문화원형적 혼종성이라는 특징이 있다. 한마디로, 창

조유발적(creativogenic)이다. 고답적인 원형스토리 프로토타입을 반복해 재현하는 선형적

이고 전달형의 축제들은, 몇 가지 상호작용 체험 프로그램을 배치한다 해도, 긴 생명력을 보

여주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창조유발적이라 함은 개최자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자발적인 참가자들에 의해 수행되는 것

을 의미한다. 개최자도 원하는 바일 것이다. 기획에 힘을 들이지 않고 재주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들어 프로그램을 채워주면 고마운 일이다. 쉽게 될 리 만무하다. ‘플랫폼’은 다양한 지

역에서 유입된 다양한 문화가 서로 부딪히며 폭발적인 에너지를 내는 창의적 장소와 분위기

를 의미한다. 따라서 자발적인 참가자가 원하는 것은, 이름을 알리고자 하는 기본적 욕망 이

외에, 창조성의 함양이고 자기발전이다. 이것이 가능한 곳에 인재들이 모이고, 선순환이 창

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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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늘어나고, 소비자가 무언가를 선택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실제 위에 제시된 공식 행사 

외에도 많은 소규모 페스티벌들이 전개된다. 가령 본 연구자가 방문한 2016년 8월에는 에딘

버러 베건 페스티벌(Edinburgh Vegan Festival), 에딘버러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페스티벌

(Edinburgh Digital Entertainment Festival)과 같은 행사들이 곳곳에서 개최되고 있었다. 

클러스터 시너지는 양적 선순환을 창출하며 큰 힘을 발휘하고 있었다. 

클러스터 시너지의 기원은 2차 대전 직후 전쟁의 아픔을 예술로 보듬기 위해  에딘버러 국

제페스티벌이 개최된 194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행사는 엄선된 작품들로 큰 성공을 거

두었다. 이 ‘엄선’에 들지 못한 8개의 공연사가 대안 행사를 만든 것이 프린지 페스티벌의 효

시다. 공식 페스티벌이 에딘버러 시의 큰 극장을 모두 예약했기 때문에 이들은 자그마한 장

소들을 섭외해 하고 싶은 공연을 했다. 그래서 프린지는 공연에 올릴 작품을 ‘엄선’하지 않는

(unjuried) 것을 원칙으로 하며,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해 놓았다. 지금도 공식기관

은 프로그램 및 홍보책자 제작 및 배포, 공연장 계약 정보제공, 티켓 판매와 정산 등 개인들이 

하기 힘든 관리업무만 해줄 뿐, 조직위원회와 사무국 같은 ‘중앙’은 없다.

참여가능 장르도 제한을 두지 않았다. 공식적으로도 연극, 코미디, 댄스, 서커스, 뮤지컬, 

오페라, 구술 스토리텔링, 전시와 이벤트 등 사실상 모든 예술행위가 가능한 카테고리를 제

안하고 있다. 하고 싶은 것은 뭐든 해도 된다. 장소 섭외, 기업 협찬, 개별 홍보 등은 모두 참

가자가 알아서 할 일이다. 

행사가 성공하면서, 1950년 스코틀랜드 전통의 치마 입은 군인들의 군악행렬과 스코틀랜드 

남녀의 다양한 퍼레이드인 밀리터리 타투가 가세했고, 이후 행사들이 연이어 개설되며 클러

스터를 형성하게 되었다. 프린지의 힘이 세지고 전반적인 페스티벌의 분위기를 주도하면서, 

전반적으로 행사의 분위기는 문화혼종적 양상을 보이게 된다. 연극과 무용, 음악공연과 뮤지

컬 등 다양한 예술행위에 세계 각국의 문화원형들이 묻어 들어와 뒤섞이며 도시는 서로 다른 

문화권의 아이디어와 서로 다른 인지 유형들이 관용되는 토양을 형성하게 된다.

이 거대한 관용의 장은 행위예술을 하는 전 세계 젊은이들을 매혹하고 있다. 행사가 70여 

년 진행되다 보니, 에딘버러라는 도시 자체가 창조적이고 참여적인 개방 페스티벌의 프로토

타입과 스테레오타입을 형성한다. 오늘날 전 세계 수많은 도시의 페스티벌들이 프린지를 지

향한다. 물론, 거대한 관용의 장, 창조유발적 플랫폼을 만들지 않고, 장소를 무료로 제공하면 

공연하는 이들이 콘텐츠를 채운다는 안일한 기획들도 있는 듯하다. 성공하기 쉽지 않아 보인

다. 예술가들이 원하는 것은 무료 장소가 아니라 창조유발성이며, 에딘버러가 아니면 경험할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하다. 2015년 기준, 25일간 313개 행사장에서 3,314개 50,459회의 공

연이 개최되었다. 

표 11. 에딘버러 페스티벌의 여름 행사들

명칭 기간 (2016 기준)

에딘버러 국제 영화제(Edinburgh International Film Festival) 6월 15일 ~ 26일

에딘버러 재즈 앤 블루스 페스티벌(Edinburgh Jazz & Blues Festival) 7월 15일 ~ 24일

에딘버러 아트 페스티벌(Edinburgh Art Festival) 7월 28일 ~ 8월 28일

로얄 에딘버러 밀리터리 타투(Royal Edinburgh Military Tattoo) 8월 5일 ~ 27일

에딘버러 프린지 페스티벌(Edinburgh Festival Fringe) 8월 5일 ~ 29일

에딘버러 국제 페스티벌(Edinburgh International Festival) 8월 5일 ~ 29일

에딘버러 멜라(Edinburgh Mela) 8월 27일 ~ 28일

에딘버러 국제 도서 축제(Edinburgh International Book Festival) 8월 13일 ~ 29일

에딘버러 페스티벌은 세계적으로 성공한 대표적 행사로 회자되어 왔다. 성공의 원인에 대

해 대게 나오는 이야기들은, 무엇보다 클러스터 효과다. 행사들이 여럿 모여서 유기적으로 연

계하면 시너지가 나기 때문에 모든 행사 주체들에게 이익이라는 것이다. 설득력있는 논리다. 

문화예술정보를 단위 시간과 공간에 가급적 알차게 집적시켜 놓으면 선택의 여지와 즐길 거

에딘버러 국제 페스티벌 프린지 2016. 한국 청년의 거리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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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원형과 감수성이 바다를 건너와 뒤엉켜 있다는 것이다. 축제의 정체성이 다중적, 다층적

인 경우 크게 환영받는 추세다. 단일하고 고정된 정체성을 추구하는 페스티벌은 매력을 잃어

가는 것으로 여겨진다. 혼란의 과정에서 정체성을 찾아가고 끝없이 유동적인 정체성을 묶어

두기 위해 애쓰는 글로컬라이제이션적 페스티벌들이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다중적, 다층적, 다국적, 다문화적 정체성의 의미에서 최근 성장한 기념일 퍼레이드 ‘성 조

지의 날(St. George’s Day Feast)’ 행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잉글랜드의 정체성 문제

와 직결되어 있다. 영국의 국기 유니온 잭(Union Jack)은 주지하다시피 잉글랜드와 웨일즈, 

스코틀랜드 국기를 합쳐놓은 것이다. 여기에는 해당 국가들끼리의 수백년 된 피의 역사를 배

경으로 한 인물 문화원형이 숨겨져 있다. 유니온 잭의 도안 중 파란색 바탕에 흰색 엑스(X)자

가 스코틀랜드를 상징하는 성 앤드류(Saint Andrew)의 십자가(Saltire)이고, 빨간색 십자가

가 바로 ‘성 조지의 십자가(St. George’s Cross)’다.

성 조지의 십자가는 잉글랜드와 웨일즈, 스코틀랜드의 단결을 저해할 소지가 있어 단독 사

용이 금기시되어 왔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들어, 특히 월드컵과 유럽 챔피언스 리그 축구 응

원 문화가 민족주의를 자극하며 변화가 생겼다. 유럽에서 축구는 가끔 심각한 폭력을 유발할 

만큼 과열된 인기 스포츠이고, 또 영국은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가 따로 대표팀을 구성한다. 

잉글랜드에서 성 조지의 십자가가 응원도구로 자주 보이더니, 2000년대 들어 잉글리시 헤리

티지나 잉글랜드 보수단체인 왕립 성조지 협회(the Royal Society of Saint George) 등이 성 

조지의 날인 4월 23일을 공휴일로 지정할 것을 주장하며 분위기를 이끌었다.

행사는 해마다 커지고 있으며, 분위기에 따라 잉글랜드 내 공휴일 지정 가능성도 없지 않

다. 문제의 소지가 있다. 브렉시트(Brexit) 국민투표 가결, 스코틀랜드 분리주의자들의 해

당 지역 하원의석 석권 등과 같이 민족주의적, 분열적 움직임 속에 극우성향의 행사로 치

닫지 않도록 조심히 관리하는 일

이다. 이미 이에 자극받은 스코

틀랜드 의회는 성 앤드류의 날

을 은행 공휴일로 지정했는데, 

잉글랜드의 움직임에 대한 노골

적인 저항의 표시임은 명백하다. 

수개월 전 스코틀랜드를 방문했

을 때, 성 앤드류의 십자가가 어

수 없는 다양한 감성과 문화적 충격이다. 관객들은 또한 그런 충돌들을 즐기기 위해 해마다 

수십만명씩 운집하는 것이다.

노팅힐 카니발도 유사한 사례다. 아마도 영국에서 최근 가장 힘 있는 행사일 것이다. 일 년

에 백만 명씩 참가하는 세계적 행사로서, 리우 카니발을 제외하고 가장 큰 카니발이 런던 거

리에서 개최된다. 행사는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 높은 것과 낮은 것, 위대한 것과 사소

한 것, 현명한 것과 멍청한 것을 뒤섞어” 버린다는 바흐친(Mikhail Bakhtin)9)의 말을 실현

하는 듯 보인다.

트리니다드섬(Trinidadian) 출신 흑인 신문 발행인으로서, 사회운동가였던 클라우디아 존

스(Claudia Jones)라는 흑인 여성이 주도한 1959년 카르비안 카니발과 1966년 당대를 풍미

했던 히피운동의 영향으로 론 라슬렛(Rhaune Laslett)이 주도했던 노팅 힐 페스티벌의 두 

지류가 만나 오늘날의 노팅힐 카니발을 이루게 되었다. 존스는 억압 받는 흑인 인권에 관심이 

많았던 사회운동가였고, 라슬렛은 미국원주민 어머니와 러시아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런던 

출신으로, 당대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노팅 힐에서 우크라이나,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

랜드 카리브, 아프리카 출신의 다양한 인종의 사람을 초대해 축제를 열었다.

이러다보니 히피나 68운동과 연계되었던 과거 경찰과의 유형충돌도 잦았다. 그럼에도 행

사는 너무 커졌고, 런던 관광의 명소가 되었다. 상업화된 오늘날 카니벌의 초기 이념들이 지

켜지는지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이 행사가 이름을 나열할 수 없이 많은 문화권 및 국가의 

9)  Mikhail Bakhtin, ‘Carnival and the carnivalesque’, Cultural Theory and Popular Culture : A Reader, in John Storey & Hemel 

Hemstead (Eds.), Prentice Hill, 1998, p.250.

노팅 힐 카니발

성 조지의 날 퍼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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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구성물로 볼 필요가 있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

이다. 이는 특히 ‘원형’이라는 개념이 ‘기원(the origin)’의 대용어로서 권위를 요구하는 성질이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좋은 문화원형의 발견이 인과적으로 콘텐츠의 성공으로 이어

질 것이라는 소박한 바람은 원형에 대한 과도한 신비화나 낭만화를 낳을 수 있다. 원류를 거슬

러 올라가 기원을 탐구하고자 하는 인류학적 연구목적이 아니라면, 원 스토리(Ur-story)와 같

은 것을 찾아 헤매는 것보다, 다양한 창발적 요소들을 발견해 내는 것이 문화원형을 대하는 올

바른 태도로 여겨진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태도’, ‘다양한 창발적 요소들의 발견’이라 함은 문화원형을 가공 즉시 판

매진열대에 올릴 수 있는 보석의 원석이나, 요리만 하면 테이블에 놓아 바로 만찬이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된 조리대 위의 식재료와 같은 것으로 가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태도는 

콘텐츠화 가능한 많은 문화원형을 보고도 지나치게 만들어 잠정적인 미학적, 경제적 손실을 초

래한다. 평생 땅굴을 파며 보석을 찾아 헤매다 실패한 사람이 놓친 것은 정작 그 보석이 아니라 

거들떠보지 않은 대리석이나 지하수, 암석에서 뿜어져 나오는 원적외선과 오묘한 분위기, 혹은 

갱도의 시원함 자체일 수 있다. 비유하자면 문화원형은 동굴 자체이며, 가치창출 가능한 요소

들로 가득 차있다.

따라서 문화원형에 대한 올바른 태도는 보석 발견 자체가 아니라 가치 창출이 목적이라는 점

을 잊지 않는 것이다. 문화원형은 가능태이고, 씨 뿌리고 수확하는 과정 속에서 발현되는 것이

다. 맨 먼저 발견하는 사람이 임자인 백년 묵은 산삼 같은 문화원형은 없으며, 가치창출 행위 과

정에서 필요조건으로 기여한 핵심적인 미학적 요소에 문화원형이라는 이름을 부여하는 것이다.

영국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시사점은 문화원형을 문화정체성, 문화코드, 문화유전자

와 같이 특정 사회나 국가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심원한 정신의 상징적 표상으로 간주하는 태

도다. 대게 문화원형 발굴 활동은 그것을 창작의 재료로 활용하기 위해 행해지며, 많은 경우 스

토리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이 일반적 가정이다. 구술시대부터 인간의 지식 생산과 유통, 소

비가 모두 이야기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는 당연하다.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될 것은 문화원형 

자체도 누군가의 창작물이라는 사실이다. 특정 문화원형이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서 발생했다고 

볼 때, 결국 그 문화원형은 그 지역과 주민들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 가정하고 이를 탐

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것이 어떤 형태이건 문화원형은 창의성의 산물이다. 창의성이 한 인간의 고유하고 내재적인 

능력에 귀속되어 그 능력에 비례하는 수준의 성취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문화라는 외재적 체제

디를 가나 대단히 눈에 많이 띄었다. 또한 잉글랜드성의 강조가 백인우월주의와 같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미 잉글랜드는 수백만의 소수민족이 뒤

섞여 사는 다문화 국가이기 때문이다.

이 행사는 기로에 서 있다. 폐쇄적 민족주의 우경화와 다민족 포용 창조도시적 페스티벌 사

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소지들이 잘 관리된다면, 이 행사는 잉

글랜드의 문화정체성을 포용적(inclusive)이고 관용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성 조지는 용을 죽인 용맹한 전사-성직자로 잘 알려져 있으며, 유럽 전역 어디

를 가도 관련 회화나 조각 등을 쉽게 볼 수 있는 유명한 성인이다. 판타지 요소를 비롯해 문

화원형으로서 성공할 가능성이 풍부한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성공한 문화원

형 활용 페스티벌이 될 확률도 높다고 하겠다.  

5) 영국의 사례가 주는 시사점

GDP는 한국의 두 배이지만 관광수입은 세 배인 비교 그래프에서 보듯, 영국은 관광산업에 기

대는 바가 크고 육성에 힘을 쏟고 있다. 본문을 통해 알아본 바와 같이 영국은 문화원형이 풍부

하고 활용에 적극적이며, ‘내공’이라고 표현할 일정한 경험치도 쌓인 듯 보인다. 또한 본문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풀어야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영국사례가 주는 시사점은 ‘문화원형’에 대한 해석과 태도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금맥을 찾는 심정으로 가공 가능한 문화원형을 찾아 헤맨다. 그러나 문화원형은 주어진 

집단적 무의식

한국 한국

GDP(십억달러) 관광수입(백만달러)

영국 영국

문화원형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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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richt Treaty)이다10). 그러나 유럽에서는 이미 1940년대부터 유럽공동체의 활동영역 안

에서 문화에 관련한 사항이 고려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국가들은 전쟁으로 파괴된 경

제를 부흥시키며, 미국과 구소련의 냉전 체계에서 전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지속적인 평화를 

정착시킬 방안을 구상하기에 이르렀다. 1945년 런던에서 창설된 유네스코의 설립목적은 문화를 

통한 협력이 강조되었고, 1948년 ‘인권헌장’에서는 문화적 생활에 참여하는 것을 인간생존과 존

엄성의 조건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1949년 유럽 이사회의 설립목적에서는 민주주의, 인권 등

과 함께 문화협력을 명시하고 있다.11) 그 결과 유럽통합과정에서 문화 및 문화원형의 발굴과 보

호라는 영역의 하나의 화두로 떠오르게 되었다.

유럽통합에 대한 유럽시민들의 요구는 중세시대부터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으나, 실질적으

로 유럽통합과정은 쟝 모네(Jean Monnet)12)의 사상을 바탕으로 1950년 프랑스 외무장관 로

버트 슈만이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유럽석탄철강공동체)’ 출범 계획을 밝힌 

‘슈만선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듯 유럽통합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끝에, 

1951년에 프랑스·독일·이탈리아·베네룩스 3국간에 파리조약이 체결되면서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유럽석탄철강공동체)’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후 1954년에는 ‘European 

Cultural Convention(유럽문화컨벤션)’이 만들어졌다. 뒤이어 1957년에는 위 6개 국가들 간

에 로마협약이 체결되면서 ‘European Economic Community(유럽경제공동체)’가 설립되었고, 

1958년에는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Euratom(유럽원자력공동체)’가 발족되

기에 이르렀다.13) 특히, 1957년 체결된 로마조약은 문화를 자유무역 대상에서 예외로 간주하였

는데, 이는 예술적·역사적·고고학적 가치를 지닌 국가 보물을 자유무역의 대상으로 간주할 

수 없었기 때문 이었다.14)

하지만 유럽경제공동체가 정치연합으로 발전하면서 문화 및 문화원형 영역에서의 교류를 확

10) 윤성원, 「유럽연합 문화정책의 역할과 의미 : 발전과정과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EU학 연구』(14(1), 2009, 72쪽.

11) 한경애, 「유럽통합과 문화적 다양성」, 『EU학 연구』, 2005, 2-3쪽.

12)  쟝 모네(Jean Monnet, 1888. 11. 9.~979. 3. 16.)는 술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연합국 해군위원회의 프랑스 대표가 되었고, 1919~1923

년 국제연맹 사무차장으로 일하였다. 1925년 뉴욕의 투자은행 설립에 참가하였고,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자, 영국·프랑스 간

의 경제문제조정위원회 의장에 취임하였다. 이어 전시(戰時) 물자구입을 위하여 영국 정부에 의해 워싱턴으로 파견되었다. 1943

년 알제리로 가서 프랑스 해방국민위원회에 참가하였다. 전후에는 모네플랜을 제안하여 프랑스 경제부흥에 힘썼고, 1950년 슈만

플랜 작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석탄·철강의 유럽공동체 설립에 기여하고, 1952∼1955년 유럽공동체 의장을 지냈다. 1966

년 독일 본대학에서 로베르 슈만상을 받았다. 

13) 박동준, 「유럽연합의 문화통합과 문화적 예외 그리고 문화 다양성」, 『유럽사회문화』(5), 2010, 60쪽.

14) 박민권,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의 문화정책에 관한 연구』(가천대학교 경영대학원), 2014, 10쪽.

에 의존해 함양될 수 있다는 이론에 따르자면, 문화원형이라는 창작물은 어떤 경우에도 창작자

의 문화적 정체성을 담고 있을 것이며, 그 정체성이 문화원형 형성의 요체일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영국의 사례에서, 서사의 내용이 정체성 문제와 직접 관련을 맺고 있는 콘텐츠로 스코틀

랜드와 잉글랜드의 민족정체성 갈등을 저항과 전쟁으로 극화한 <브레이브 하트(Brave Heart)>

와 같은 영화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간접적인 ‘원형성’이 영향을 미친 사

례다. 잉글랜드인 이지만 상대적으로 소외된 웨일즈 지방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프랑스문학

을 전공하고 해외로 건너가 결혼과 직장생활을 하다 이혼 직후 4개월 된 딸을 안고서 저항과 전

통이 뒤얽힌 스코틀랜드에 정착한 한 여성작가가 집필한 소설을 사례로 들 수 있다. 소설의 제목

은 『해리 포터(Harry Potter)』다. 이 작품의 성공이 단순히 ‘매력적인 캐릭터, 소재와 몰입도 높

은 플롯 전개의 결합’ 정도의 기계적 접근으로 요약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데 동의한다면, 전

체 작품의 매력의 많은 부분이 작가의 정체성과 그 혼란, 정체성을 구성하는 역사적 배경, 정체

성 구성 요소들끼리의 충돌에서 오는 것이라는 점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해리 포터>는 최

근의 창작이지만, 작품은 수많은 문화원형적 배경들을 조합해 전경화한 것이며, 문화정체성과 

관련된 개인적, 집단적인 인식에서 그 조합의 원리를 찾아볼 수 있다.

영국 사례의 마지막 시사점은 정체성 문제와 결부하여, 순결하고 순수한 우리의 문화원형을 

찾는 것 자체에 의의를 두지 말고 창발적인 활용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다. 즉, 다양한 문화원형

이 자연스럽게 뒤섞이며 충돌과 교접하는 플랫폼 마련을 통해 의미 있고 생명력이 긴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장르와 문화적 배경, 철학과 정체성이 서로 다른 문화원형들을 의미 있

게 구조화할 수 있는 역량이 문화콘텐츠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앞서가는 기술이나 뛰어난 인재

를 탐하기 이전에 관용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 그 첫걸음은 다른 생각, 다른 가치관, 다른 문화

를 존중하는 열린 마음을 갖는 노력이 될 것이다.

3. 유럽 문화원형 활용 사례

1) 유럽연합(EU)의 문화원형정책의 형성과정

(1) 유럽연합 문화정책의 역사적 배경

유럽연합에서 문화 및 문화원형에 관한 정책이 공식적으로 포함된 것은 마스트리히트 조약 



234경기도 문화원형 상징 기초 조사 연구 235 Ⅵ 국외 사례 분석

정책 형성과정이 비효율적이라는 단점을 초래하였다. 유럽연합의 정책을 회원국과의 정책 결정

권한 측면에서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회원국으로부터 정책 주권을 완전히 위임 받은 분야로서 관세동맹·경쟁·유로국가의 

통화정책·공동어업정책상의 해양생물 자원의 보존·공동체 통상정책·유럽연합의 법적행위

가 요구되는 국제협정 체결 등이 있다. 예를 들어, 대외관세율 조정, 경쟁 관련 적법성 여부 판

단, 어종별 쿼터 설정 등은 개별 정부가 아니라 유럽연합 차원에서 정책이 결정 되어 모든 회원

국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회원국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정책초안 작성 

시 자국의 이익이 반영되도록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두고 있다. 그렇

다 하더라도 일단 결정된 공통 정책은 모든 회원국을 구속하며 회원국이 결정된 정책을 변경 및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정책결정과정에 따라야 한다.

둘째, 유럽연합과 회원국이 정책결정을 공유하고 있는 분야로 해당 정책의 많은 부분이 공동

체 차원에서 결정되지만 회원국도 상당한 정책권한을 갖고 있는 분야이다. 대부분의 유럽연합 

정책이 이 유형에 속한다. 예컨대, 단일시장 정책·사회정책·지역개발·농업 및 수산(해양생

물자원 보존분야 제외)·환경·소비자보호·교통·에너지·내무사법·공중보건 등 공동안전 

관련 사항·연구 및 개발기술·개발협력·인도적 지원 등이 있다. 

셋째, 회원국 차원에서 상당수의 정책이 결정되며 유럽연합은 회원국의 정책을 주로 조율하거

나 보완하는 기능을 행사하는 분야이다. 산업·공중보건 중 일부·관광·교육 및 직업훈련·청

소년·스포츠·시민보호·문화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분야는 각 회원국의 역사적·문화

적 백락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유럽연합에서는 개괄적인 원칙만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개별국가들이 정책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공동정책이라기 보다 각 

회원국가의 문화적 다양성을 유럽연합 차원에서 정책입안 시 서로 협력하는 분야로 볼 수 있다. 

특히 교육 및 문화(원형) 분야에서 각 국가들 간의 주권문제와 연관을 가지고 있어 유럽연합 차

원에서 정책결정이 이루어져 개별국가를 구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회원국들의 정치·경

제·문화면에서의 통합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초창기 유럽연합의 회원국이 15개에서 오늘날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에 복잡해 

보이던 유럽연합의 정책결정 과정이 한층 더 비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

다.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과거보다 서전협상 및 비공식협의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회

의 및 협의 기간이 증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원국 산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의장국, 이

사회 사무국, 집행위원회의 영향력이 증가하였고, 입법과정에서 시민들의 직선에 의해 선출된 

대해 나가기 시작했다. 1961년 들어서 Fouchet Plan에서 문화교류와 과학 분야가 유럽공동체 

정책입안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1970년대까지 이러져 문화가 사회 

및 지역이슈와 관련하여 공동체에서 새로운 분야로 발돋움하였다가 1977년에 집행위원회에서 

문화 영역과 관련된 자료들을 발표하였다. 이것을 기반으로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 문화 분야

가 중추적인 정책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다.

데탕트로부터 시작된 동서간의 냉전완화는 1980년대 유럽 통합에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게 하

였다. 기존 유럽석탄철강공동체·유럽경제공동체·유럽원자력공동체가 하나의 협력체로 통합

된 것이 ‘European Community(유럽공동체)’이다. 유럽공동체는 구소련과 동유럽의 사회체제

가 와해되고, 통일독일이 성립되는 등 국제적 급변을 맞이하여 유럽의 정치적·경제적 통합을 

이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였다. 1980년대에는 유럽공동체 내에서 문화 및 문화원

형 분야는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특히, 독일의 Stuttgart(스투트가르트)에서 회원국 간의 문

화증진을 위하여 공동협력을 강화하기로 공식 서명하였다. 그리고 문화증진을 위한 모금행사도 

병행하였는데, 이는 유럽의회와 각료 이사회의 노력이 뒷받침되었다. 1987년 문화장관회의가 

성문화되고, 1988년에는 문화분과위원회과 만들어졌다.15)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1992년 ‘Treaty on European Union(유럽연합에 관한 조약)’이 체결되었

고, 1993년 11월 15개 유럽국가가 회원이 되어 ‘European Union(유럽연합)’이 탄생하게 되었다.16)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유럽연합의 창설을 위한 조약은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의 설립을 근거

한 ‘로마조약’, 1987년 유럽의 경제적 통합을 결정한 ‘유럽통합의정서’, 그리고 1991년 유럽연합

의 창설의 사발점이 된 마스트리히트조약인 ‘유럽연합조약’이다.

2) 유럽연합 문화정책의 역사적 배경

(1) 유럽연합의 문화정책

유럽연합 정책의 기본적인 특성은 회원국 간 정치적·경제적 타협에 의하여 결정된다. 유럽

연합의 통합단계는 ‘United Nations(국제연합)’과 같은 국제기구의 수준과 비슷하였지만, 미국

의 연방정부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이런 유럽연합의 정치적·경제적 통합의 문제는 그 

15) 한경애, 상게서, 6쪽.

16) 이승근, 「마스트리히트 조약과 유럽안보」, 『사회고학논총』, 2004, 2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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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조정과 타협의 결과인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특정 회원국가나 유럽연합집행위원

회 등이 단독으로 기존 정책에 대한 개혁안을 제출하여 회원국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은 어렵

다. 그리고 개혁안에 대해 유럽연합 회원국 간 일반적인 합의를 이룬다고 하더라도 세부적인 내

용조율 과정에서 예외조항(Opt-in Opt-out) 등이 허용되기 쉽다.

그리고 기존 정책에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의 이해관계가 반영되어 있고, 오랜 기간 동안 점진

적으로 발전되어 온 내용들이 존재하므로 회원국들은 변화보다 현상유지를 원하는 경향이 강하

다. 특정 분야의 개혁안은 이로 인해 이익을 보는 국가와 손해를 보는 국가 간의 갈등과 이해당

사자들 간의 반발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급격한 개혁안들은 조정과정에서 약화되어 중립정인 내

용으로 수정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 유지적인 태도는 유럽연합의 특성에 기인한 

전반적 상황을 대변하는 것일 뿐이고, 유럽연합의 정책적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다. 세

계정치·경제의 변화에 따라 유럽연합은 정상회의 차원의 정치적 결단과 타협의 과정을 통해 정

책적 개혁을 이루어가고 있다.

셋째, 느린 정책 결정이다. 유럽연합의 정책은 회원국들 간 이해조정 및 산하 가관 간의 합의

과정 등으로 정책결정이 느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개별회원국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

는 사안이나, 정책결정의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가중다수결이 적용되지 않는 중요한 사안

일 경우에는 정책결정이 매우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정책 결정과정이 항상 느린 것은 아니며 정책 내용에 따라 정책결정 속도의 상당한 차

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농산물 가격이나, 공동체 예산의 경우는 정해진 연간 계획에 의해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이사회 규칙, 결정이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리고 최근에는 유럽연합의 기존 조약의 개정을 통해 이사회 결정시 가중다수결 제도의 

확대적용을 추진하는 등 신속한 정책결정을 모색하고 있다. 

2) 유럽연합(EU)의 문화원형정책의 역사와 현황

(1) 마스트리히트 조약 이전의 유럽문화정책

유럽연합 차원에서 실제적인 문화 및 문화원형정책 프로그램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유럽통

합추진의 실제가 등장한 이후 60여년만인 1980년 중반부터 이다. 유럽연합 문화정책 발전에 있

어 하나의 전기를 이룬 것은 1984년 풍텐블로(Fontainebleau) 유럽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아도

니스 위원회(Adonnino Committee)를 설립하면서 시작되었다. 1984에 개최된 제2차 유럽의회 

선거에서 저조한 투표율을 보이자, 1984년 6월 유럽연합이사회는 유럽시민들의 유럽공동체에 

기관인 유럽의회의 역할이 날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 시점이다.

2009년 발효한 ‘리스본조약’은 회원국 확대에 따른 복잡한 의사결정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편

하였다. 이 조약은 이민·형사사법 협력·경찰협력·지식재산권·에너지·관광·긴급국제원

조·재난 및 테러리즘 대응조치 등 내무사법 분야를 중심으로 다수결 방식을 통해 정책결정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2014년부터 ‘Qualified Majority (가중다수결)’ 요건을 회원국 55%이상, 

유럽연합 전체인구의 65% 이상 찬성으로 단순화 하였다. 하지만, 리스본조약에 따라 유럽의회

가 예산 및 법안 제정과정에서 이사회와 동등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의사결정과정이 한

층 더 복잡해 질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

(2) 유럽연합의 주요 정책결정과정

유럽연합 정책결정 과정의 특성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타협과 정책적 연계

이다. 유럽연합은 정책의 다양성 및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경향 때문에 해당 정책에 대한 주요 국가 간 합의를 이룬 다음 이러한 합의 내

용을 다른 회원국·유럽연합 산하 기구·시민단체 등과의 협의과정을 통해 구체화 시킨다. 정

책결정 과정에서 주요 회원국 정부 간 합의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하고, 만약 합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다른 사안과 연계시켜 회원국 간 타협을 유도하기도 한다.

주요 회원국들이 특정 정책에 대해 일정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거나 전혀 합의할 의향이 없

을 경우에는 정책결정이 지연되거나 결론이 쉽게 나지 않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European 

Council (유럽연합 정상회의)’를 통해 중요 사항에 대한 회원국 간의 이견을 좁히는 정책적 타

협과정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예컨대, 1980년 초 공동체재정개혁에 대한 영국의 

완고한 입장을 돌려세우기 위하여 1984년 퐁텐블로 정상회의에서 관세와 부가가치세의 수입

원 확대를 통한 영국의 분담금 축소에 관한 정책결정을 통해 재정위기를 극복한 사례가 있다.

또한, 해결되지 못한 여러 정책을 연계하여 회원국 간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Package 

Deal(패키지 딜)’로 서로의 타협점을 찾기도 한다. 1992년에 개최된 에딘버러 정상회의에서 재

정개혁안·스페인 증 상대적으로 경제발전 수준이 미약한 유럽연합국가에 대한 재정지원계획·

유럽연합 확대 협상 개시·보조성의 원칙(Subsidiary Principle) 적용문제를 일괄 타결하였다. 

이러한 타협의 과정은 분문별 이사회 회의 또는 실무회의에서 다루어지는데 농산물 공동 가격 

조정·공동체 규범 조문 내용에 대한 회원국 간의 타협과정 등에 흔히 나타나고 있다. 

둘째, 급격한 정책 변화에 따른 문제점이다. 유럽연합의 정책은 오랜 기간 동안 회원국 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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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을 완성하고자 하는 기본 개념(Scheme)이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반영되는 계기가 되었다.19)

(2) 마스트리히트 조약 이후의 유럽문화정책

① 제1기 문화프로그램(1994~1999년)

•컬레이도스코프(Kaleidoscope) 프로그램

컬레이도스코프 프로그램은 마스트리히트 조약 128조에 근거한 문화 연역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대규모 공동체 프로그램으로 예술과 문화원형 창조, 그리고 협력활동 지원사업이

다.20) 이 사업의 목적은 크게 제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유럽인들의 문화와 문화

적 경험에 대한 지식과 공감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프로젝트에 지원을 한다. 둘째, 문화부

문에 종사하는 예술가 및 문화사업 운영자들이 해당 분야에 대한 저문 기술을 지원한다. 셋

째, 모든 유럽인들의 문화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유럽적 차원의 프로젝트를 지원

한다. 넷째, 회원국의 다양한 기관들과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이 사업은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진행되면서 유럽문화도시(European City of 

Culture),21) 유럽문화의 달(European Cultural Month), 유럽연합바로크오케스트라

(European Union Baroque Orchestra), 유럽연합 청소년오케스트라(European Union 

Youth Orchestra) 등 문화사업에 3,670만 유로가 투자되었다.22)

이 사업은 협력을 통한 유럽에서의 문화예술 및 문화콘텐츠 창작을 발굴 육성하고 회원

국 산하 다양한 문화예술기관들이 참여하는 콘텐츠를 지원하여 유럽문화의 가치를 재확인

하고 문화원형 및 콘텐츠를 보급·확산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프로그램의 지원대상 문화

콘텐츠는 공연예술(무용, 연극, 음악 등) 콘텐츠, 조형 및 시각예술(회화, 건축 등) 콘텐츠, 

응용예술 및 예술표현(시각예술, 디자인 등) 콘텐츠의 한 형태로서의 멀티미디어콘텐츠 프

19) 박민권, 상게서, 28쪽. 

20) European Communities, Kaleidoscope programme report 1996-98, 1999, 23쪽.

21)  1985년: Athens, 1986년: Florence, 1987년: Amsterdam, 1988년: Berlin, 1989년: Paris, 1990년: Glasgow, 1991년: Dublin, 1992년: 

Madrid, 1993년: Antwerp, 1994년: Lisbon, 1995년: Luxembourg, 1996년: Corpenhagen, 1997년: Thessaloniki, 1998년: Stockholm, 

1999년: Weimar, 2000년: Avignon, Bergen, Bologna, Brussels, Helsinki, Cracow, Reykjavik, Prague, Santiago de Compostela, 

2001년: Porto, Rotterdam, 2002년: Bruges, Salamanca, 2003년: Graz, 2004년: Genova, Lille, 2005년: Cork, 2006년: Patras, 

Greece, 2007년: Luxembourg, 2008년: Liverpool, Stavanger, 2009년: Vilnius, Linz, 2010년:  Essen, Istanbul, Pecs, 2011년: Turku, 

Tallinn, 2012년: Guimaraes, 2013년: Marseille, Kosice, 2014년: Riga, Umea, 2015년: Mons, Umea, 2016년: San Sebastian, Wroclaw

22)  Kyriakos Kouveliotis, The Impact of EU’s Cultural Activities on establishing a European identity(Paper Outline for the group 

theme: Governance and Citizenship in the European Union: The Influence of Culture), 2000, 5쪽.

대한 무관심을 극복하고 유럽통합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자 아도니스를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 위원회를 통하여 유럽공동체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강화하고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유업이사회는 이 위원회로 하여금 유럽공동체를 상징하는 유

럽기(旗)와 유럽가(歌) 등을 제정하고, 유럽 단일 스포츠팀 구성들을 검토하였다.17) 이후 1985년 

7월 아도니스 특별위원회(Committe on a People’s Europe)는 유럽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서 유럽공동체 자원의 이미지 및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럽기(旗)와 유럽가(歌)의 활용·

유럽우표 제작·유럽의 날(매년 5월9일)제정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문화 및 문화원형정책이 유럽 시민들에게 유럽의 정체성 및 유럽공동체의 이미지를 형

성하는데 가장 중용한 요소임을 주장하였다. 이 위워회는 유럽의 정체성 및 유럽공동체의 이미

지를 형성하기 위해 몇몇 정책을 펴고 있다. 첫째, 1985년 그리스의 소도인 아테네를 시작으로 

매년 유럽문화도시(European City of Culture)를 선정하고 있다. 둘째, Multi-language(다언

어) 유럽 TV 채널의 설립 및 유럼 영화 및 방송의 해(1988년)로 선언하였다. 셋째, 유럽 과학 및 

문명을 조명할 수 있는 과학기술예술 아카데미를 설립하였다. 넷째, 문화정책을 실행할 재정 확

보 수단으로 유럽복권기금을 마련하였다. 다섯째, 박물관 등 문화유산기관 및 문화 행사에 대한 

젊은이들의 접근기회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아도니스 보고서는 유럽공동체 차원에서 유럽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으로서의 문화 

및 문화원형 정책을 인식했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유럽경제공동체(ECC: European 

Economic Community)가 1958년 발족된 계기는 신기능주의의 확산이 그 맥락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20세기 신기능주의를 이끈 하스(E. Hass)와 같은 학자들은 지역통합은 대부분 확산

효과(Spillover Effect)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다시 말해, 경제적 통합은 나중에 정

치적 통합으로 확산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18)

그러나 이러한 신기능주의자들의 예측과는 다르게 유럽의 현실은 다르게 전개되었다. 위에서 

밝혔듯이 유럽공동체에 대한 유럽시민들의 무관심 등으로 인해 유럽통합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

임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에 문화정책이 중요한 돌파구로 자리매김하였다. 아도니스 

보고서에서 제시한 정책 가운데 유럽기(旗)와 유럽가(歌) 제정, 유럽의 날 확립, 유럽문화도시 

프로그램 운영 등 상당수가 채택되었으며, 문화정책을 통해 유럽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유럽통

17) 최진우, 「유럽연합의 문화정책과 정체성의 정치」, 『국제정치논총』 (46(4)), 2006, 87-96쪽.

18) 최진우, 상게서, 104쪽.



240경기도 문화원형 상징 기초 조사 연구 241 Ⅵ 국외 사례 분석

정체성 확립에 기여할 수 있으며, 그 속에서 유럽의 단일한 가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25)

아리안느 사업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책과 독서 분야에서 회원국 사

이의 협력을 권장한다. 둘째, 회원국의 국가적이고 지역적인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그 문

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활동을 지원하고 보완한다. 셋째, 문학작품, 희곡, 사전류 번역 지

원, 공동협력 기획지원, 전문가 연구 지원에 의해 유럽 시민들에게 유럽 민족의 문학과 역

사에 대한 지식을 촉진하고 보급한다. 지원대상은 번역분야, 책과 독서에 주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공동프로젝트 기획분야, 유럽문학의 지식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전문가 연

수분야 이다.26)

이 프로그램은 1997년에서 1999년까지 1,110만 유로를 투입하여, 767건의 번역과 유럽

문학상(European Literary Prize), 유럽 번역상(European Translation Prize)을 지원하

였다.27)

•라파엘(Raphael) 사업28)

라파엘은 유럽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보호하는 프로그램이다.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진

행되었고, 2000년에 접어들어 ‘문화2000’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본 프로그램에 흡수·통

합되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유럽문화유산의 보존 및 보호, 확대를 통한 협력을 고취하

고, 유럽시민들의 유럽 내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접근성의 증대이다. 그리고 지원 대상으

로 동산문화재 및 부동산문화재의 보존 및 보호 사업을 그 범주에 포함시켰다.29)

이 프로그램은 1997년부터 1999년까지 회원국 소재 박물관과 기념물 등에 각 국가의 언

어표기·멀티미디어에 의한 각 국가의 홍보활동 촉진·문화재 분야 전문가의 육성과 연수 

및 교류 등 고고학적 유산·바로크 유산·해저 유산·건축유산 등 222건의 프로젝트와 유

럽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거점역할을 담당할 연구소 18곳을 지원하였다.30)

  1980년대 초 유럽의회 주도로 문화유산보호를 위한 활동이 전개되었다. 그리고 1986년 

25) 권진, 『유럽연합 문화정책의 현황과 과제: 유럽문화정체성 형성의 가능성 검토』(연세대학교 대학원), 2006, 37쪽.

26) 송기형, 「유럽연합의 문화정책」, 『유럽연구』, 1998, 116쪽.

27) 한경애, 상게서, 11쪽.

28) EU, Decision No 2228/97/EC(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1997, 31-41쪽.

29) Kyriakos Kouveliotis, 상게서, 9쪽.

30) 사순옥, 「유럽연합의 문화정책과 문화협력 프로그램」, 『독일언어문학』 (30), 2005, 224쪽.

로젝트를 지원 대상으로 하였다.23) 이 프로그램은 유럽공동체의 지역통합에 일조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 공동체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며 문화원형의 발굴과 콘텐츠로서의 활용에 

관한 정책입안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아리안느(Ariane) 프로그램

아리안느는 출판 및 독서, 번역 분야에서의 회원국간 협력을 진작시키고 유럽의 문학 및 

역사를 보급·확산시키기 위해 시행된 프로그램으로 1997년부터 1998년까지 2년간 실시

되었다. 주요내용은 책과 독서를 통해 각 회원국 간에 네트워크망을 구축시키고, 이를 수

행하는 회원국 산하 유관기관(공공도서관 등)과 명작의 번역 지원과 독서를 권장하는 프로

젝트를 실행하고 있다.24)

언어와 문화의 다양성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책은 문화를 발전시키고 이해시키는 중요

한 수단이 된다. 책은 문화적인 표현 양식으로, 각 국의 문화수준을 증명할 수 있으며 지식

의 교류증대에 있어 그 역할이 크다. 그래서 도서를 보급함으로써 유럽 문화에 대한 이해 및 

23) 한경애, 상게서, 9쪽.

24) Kyriakos Kouveliotis, 상게서, 7쪽.

그림 10. 유럽연합바로크오케스트라 (European Union Baroque Orchestra) 연주장면

자료 출처 : https://bachtrack.com/article-interview-eubo-baroque-mo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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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유럽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1990년대 중반 유럽 영화와 TV 프로그램의 낮은 시장 점유율로 인한 경쟁력 약화는 유럽

문화가 미국을 비롯한 타 문화권에서의 문화적 공세에 잠식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했

다. 그래서 유럽의 시청각 부문의 취약성에 대한 이러한 경각심은 더욱 공고한 유럽공동체

의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이미 미국 영화는 1920년대부터 유럽 영화시장의 50% 이상

을 점유하였고, 영국이나 이탈리아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상회하였다.33) 그리고 1989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럽 영상매체 회의’ 개박연설에서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은 “Coca-

Colonization of European Television”을 경계하고, 미국의 문화제국주의를 망각해서는 

안된다면서 유럽의 문화적 정체성을 강조하였다.34) 

이러한 측면에서 유럽에서는 문화적 보호주의에 입각하여 각 나라와 범 유럽적인 차원에

서 영화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펴왔는데, ‘ 유럽적인 문화’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영

화뿐 아니라 TV산업육성을 포함하는 통합 시청각정책이 바로 ‘MEDIA Ⅱ‘ 프로그램이다. 

1995년 7월 10일 이사회는 유럽의 시청각 산업의 발전과 배급을 지원하는 본 프로그램을 

5년간(1996-2000년) 이행한다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MEDIA Ⅱ’는 인력양성(Training), 

제작 및 프로젝트 개발(Development)과 유통(Distribution)이라는 세 분야의 진흥에 목표

를 두고 시행되었다. MEDIA Ⅱ프로그램의 구체적인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

다. 첫째, 대본 집필 기술, 디지털이나 멀티미디어 같은 새로운 영상기술의 개발과 이용 등

에 대한 노하우 제공과, 대학의 영화 및 TV 관련 학과와 전문적인 훈련센터를 운영한다. 둘

째, 영화·TV드라마·창작 다큐멘터리·애니메이션 등의 장르 제작에 대한 기술적·재정

적 지원을 하고 , 대본 집필, 합작 추진, 제작비 조성 등을 위한 대출지원이 이루어진다. 셋

째, 극장·비디오·TV를 통해 유럽 영화와 영상물의 국제적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여덟가

지 지원사업을 펼쳤다. 첫째, 영화 배급의 자동 지원 체계, 둘째, 유럽 배급사 선별 지원, 셋

째, 유럽 영화 및 영상물의 개봉과 비디오 배급 지원, 넷째, 유럽 TV 방송 지원, 다섯째, 유

럽 영상물의 마케팅 지원, 여섯째, 멀티미디어물의 출판과 방송 지원, 일곱째, 흥행과 시장 

진출 지원, 여덟째, 극장 네트워크 지원 등이 이루어 졌다.

33)  Nowell-Smith, G., Hollywood and Europe: Economics, Culture, National Identity 1945-1995, Itroduction London: British film 

Institute, 1990, 36쪽. 

34) Pitcher, Fiona, Searching for European Cultural Identity: Vient Les Differences!, Intermedia, December, 1989, 22쪽.

11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더욱 강화되었다. 공동체 문화정책이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의

해 제도화되기 이전부터 이미 유럽 개별국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공동체 차원에서 문화유

산 보호에 관한 각국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었다.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사업 중 집행위원회

에서 가장 주력한 분야는 1984년부터 1995년까지 시행된 ‘유럽 건축유산 보존 시범사업 지

원’ 프로그램이다. 이 사업은 기념물의 역사적·예술적 가치와 보존 작업의 기술수준 향상

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이 사업을 계기로 유럽 건축 문화유산의 수리복원 사업

이 전개되었고, 유럽 건축물의 다양성을 확인 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1989년부터는 정

책이 공평하고 일관되게 진행되도록 주제별로 지원을 하기 시작하였다.31) 그 밖에도 역사

적·예술적으로 가치가 높은 유럽 기념물과 현장 복원을 진행하였다.

라파엘 사업의 지원은 문화유산을 통하여 유럽 및 유럽시민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들

을 결집시키는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활용하였다. 유럽 곳곳의 문화유산은 지역적, 환경적 

다양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유럽이라는 지역을 구성하는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나라의 유산이 민족 또는 국가시민의식을 고취하듯이, 유럽의 공

둥 문화유산은 유럽민족 또는 유럽시민의식을 고취하게 만들고 있다.

이렇듯 라파엘 사업은 유럽의 문화와 문화유산을 통한 유럽의 정체성 확립과 공동체 확

립이라는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특히 유럽 내에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 교류하

면서 각각의 연관성을 교류를 통해 인식하고 이를 유럽차원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 과정

에서 유럽연합의 문화정책 이념이 자연스럽게 성립되었다.

•MEDIA Ⅱ 사업 : 시청각 부문 지원 정책 (1996~2000년)

영상산업은 문화적 콘텐츠를 가루고 있기 때문에 유럽연합회원국들의 정치적·경제적 이

해관계를 넘어 유럽인들이 융합하고 연대할 수 있는 상상의 공동체를 만들어냄으로써 유럽

의식을 형성하려는 공동체의 의도가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다고 본다.32) 다

시 말해, ‘유럽문화’라는 상징성을 공유함으로써 사회적·문화적 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뿐 

31)   1989년: 중요한 종교·민간 기념물, 1990년: 도시나 도시외곽지역을 구성하는 역사적 건물 및 지역, 1991년: 농업·공업·수공업 

등 기타 생산 활동의 근거지, 1992년:  도시·마을의 기념물과 그 주변을 통합적으로 재개발하기 위한 보존 사업, 1993년:  역사

적 공원, 1994년: 역사적인 공연장과 현장, 1995년: 종교적 기념물

32) 송도영, 이호영, 『프랑스의 문화산업체계 : 문화예술인력·문화산업·문화정책』 (미래인력연구원), 2006, 2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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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문화프로그램의 의의와 과제

제1기 프로그램에서 무엇보다 중요시 된 것은 다양한 문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회원국 

간 그리고 문화예술기관 상호간의 협력임을 알 수 있다. 유럽연합은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각 국가의 고유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나아가 유럽 공동체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문화정책의 목표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 사업으로 유럽연합 집행위

원회의 다른 기관들이 비문화적 목적의 사업에서 문화의 역할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긍

정적인 평가가 있다.36)

하지만 컬레이더스코프, 아리안느, 라파엘 프로그램은 서로 중복된 사항을 포함하고 있

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유럽시민에게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다양한 

문화유산을 거본으로 하는 문화원형 프로그램은 진행했다는 미래지향적 정책이라는 호평

이 있었지만, 예산부족과 대중화 실패라는 악재를 만나면서 유럽의 문화정체성을 형성하

는 수준까지 미치지 못했다.

‘MEDIAⅡ’ 사업은 유럽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빈약한 미디어 프로그램 유통구조 속에서, 

연수·개발·유통으로 이루어진 체계적인 프로그램 시행으로 영화와 미디어 분야 활성화와 

관련한 Stakeholder(이해당사자) 간의 네트워크 조성을 촉진하여 유럽의 독립적인 영상물 

제작 및 시장 접근을 촉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특정 국가의 시장 

독점에 대항하기 위한 유럽영화 및 시청각문화원형 시장에 대한 영향력과 경쟁력에 있어서

는 여전히 열세에 놓여 있다. 이러한 현상은 유럽의 문화를 보호해야 한다는 유럽시민들의 

적극적인 의식 부족과 함께, 유럽의 문화원형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활동도 소극적

으로 진행하나는 현실에서 유럽연합차원의 영상콘텐츠 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결국 제1기 문화프로그램 정책은 유럽연합 전면에 문화가 등장했음을 확인시켜주었으나, 

여전히 정치·경제·사회적 상관관계에 의해 수립되어 과도기적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초기 문화정책 사업에서 얻은 교훈과 평가를 반영하여 유럽연합의 문화정

책은 전면적인 개편을 맞이하게 되었다.

36) Perret et Saez, Institutions et via culturelles, Paris: Hachette, 1996, 12쪽.

  위의 상황을 보면 예술적·문화적으로 유럽문화가 내포하고 있는 콘텐츠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하였고, 특히 관련분야의 중소기업에게 많은 지원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그 결과,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유럽의 영상산업은 진일보하였고, 문화

상품과 서비스 분야가 특히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미국 영상매체의 수입은 

여전히 강세를 띠고 있었고, 유럽의 영상콘텐츠의 성장세는 미미한 편이었다.

표 12. 'MEDIA Ⅱ' 프로그램 1996년과 2000년 현황 비교

내용 1996년 2000년 증감

유럽 시청각콘텐츠 시장 462억 EUR 722억 EUR (+)56.3%

뗘-미국과의 상업적 균형 -43억 EUR -74억 EUR (-)118%

유럽영화 점유율(유럽내) 19% 23% (+)4%

미국영화 점유율(유럽내) 71% 73% (+)2%

유럽영화 수출(건) 246 499 (+)103%

위 <표1>을 보면 5년간 유럽의 시청각콘텐츠(TV 프로그램,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등)

는 매년 13%의 평균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유럽에서 제작한 영화콘텐츠는 영국과 

프랑스 영화시장에 의존한 측면이 컸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에는 미국의 영상콘텐츠의 확

대를 규제하는 스크린 쿼터제 및 영상물 의무방송제도화35)를 시행하여 문화 보호주의로 흐

르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MEDIA Ⅱ’ 프로그램은 유럽 문화의 문화적·역사적 맥락에서 지역적 정체성을 찾아 문

화원형의 발굴과 이에 파생된 문화콘텐츠를 확대·보급하고자 하지 유럽연합의 의지를 보

여주고 있다. 하지만 미디어콘텐츠 생산과 수출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미국에 비

해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는 현실도 각인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유럽이 갖

는 문화적·언어적 유리함을 십분 발휘하여 세계시장을 향해 경쟁력 있는 유럽만의 문화 

원형 및 콘텐츠를 육성하여 유럽 문화의 정체성을 바로잡는 미디어 정책의 개선이 요구되

었다.

35)  장편 영화와 영상물 방송시 최소 60%는 유럽영상콘텐츠(최소 40%는 프랑스제작 영상콘텐츠)여야 하며, 방송시간의 최소 60%

는 유럽영상콘텐츠(최소 40%는 프랑스어 표현물)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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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과 교류를 중요시하고, 유럽시민들에게 문화향유권과 접근성을 보장하여, 문화·예술

의 보급과 문화 간 교류를 확대하여 유럽의 역사지식 습득을 장려하였다. 더 나아가 문화

와 문화콘텐츠를 육성하여 유럽의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한편 사회의 발전을 지속적으

로 유지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Culture 2000’ 프로그램의 목적은 범 유럽적 차원에서 문화적 다양성

과 공동의 문화정체성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일반적 문화부문의 활성화에 두고 이싸. 특히 

문화 운영자·예술가·문화전문가들과 예술작품이 쉽게 이동·교류하여 청소년과 사회적

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문화향유권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Culture 2000’ 프로그램에는 30개국의 문화예술기관 및 종사자들이 참여하였다. 이 당

시 회원국 25개국 이외에도 EEA(European Economic Area) 3개국인 아이슬란드·리히텐

쉬타인·노르웨이 및 2007년 EU에 가입 예정국이었던 불가리아·루마니아도 참여하였다.

‘Culture 2000’ 프로그램은 공식적으로 5년(2000년~2004년)으로 실시되어 2004년 12

월 31일에 종료되었지만, 2004년 3월 31일 결의문 626호(Decision No 626/2004/EC)39)에

서 2년 더 연장하여 2006년 12월 31일에 종료할 것을 결정하였다.40) 특히 2004년까지 진행

된 ‘Culture 2000’ 프로그램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하여 2007년부터 시작되는 미래의 

프로그램에서 최상의 성과를 얻어 보다 심화 된 문화협력을 나가다는 목표를 구상하였다.

- 1년 단위의 특수한 실험적·창의적 활동 (Specific Annual Activities)

‘Culture 2000’ 프로그램은 참신하고 혁신적이고 실험적인 사업을 매년 최소 5만유로 

최대 15만 유로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 회원국 이외에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강

화하여 새로운 형태의 문화·예술 콘텐츠의 발굴을 장려하며, 문화유산, 책과 독서, 번역, 

공연예술과 시각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다.41) 2001년 여러 전문분야에 걸친 창

39) EU, Decision No 626/2004/EC(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2004, 1쪽.

40) ‘Culture 2005-2006’ 프로그램의 주력분야

   - 리스본 전략을 위한 유럽의 성장과 결속을 위한 창조적인 문화산업 기여

   -  디저털화 : 국민에게 유럽의 문화유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무제한적이고 지속적이며 믿을 수 있는 디지털 접근을 제고, 

문화에 대한 지식을 빠르게 공유함으로써 지식 경제 설립에 이바지

   - 예술가들의 역동성, 작품·소장품·전시회의 역동성, 문화 간 교류 개선

41) http://ec.europa.eu/culture/tools/culture-2000_en.htm 참조.

② 제2기 문화프로그램(2000~2006년)

유럽연합은 제1기 문화정책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2000년에 맞추어, 중복된 사업을 통합

하고 참신한 프로그램으로 재무장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문화정책을 기획하였다. 그 결과 탄

생한 것이 ‘Culture 2000’이었고, 지금까지 유럽연합 문화정책의 기반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2000년에 종료하는 ‘MEDIAⅡ’ 사업의 후속 프로그램으로 ‘MEDIA PLUS’가 기획되

어, 전 사업의 결과평가를 토대로 보다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시청각 문화콘텐츠 정책의 시

작을 알리게 되었다. 

•Culture 2000(문화 2000) 프로그램

‘Culture 2000’은 앞의 1세대 문화 프로그램의 경험을 기초로 하여 프로그램 상호간의 통

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정책 프로그램을 하나의 종합체로 결집하여 각 부문 간 연계

성을 강화하고 시너지 효과를 제고해 나가고자 수립된 문화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마스트리히트 조약 제151조(전 제128조) 5항에 의거하여 처음에는 2000년부터 2004년까

지 5개년 계획이었으나 2년 연장하여 2006년까지 7년 동안 시행된 EU차원의 유일한 문화

협력 지원 프로그램이다.37)

이 프로그램은 1세대 프로그램인 컬레이더스코프(Kaleidoscope), 아리안느(Ariane) 라

파엘(Raphael)을 통합한 보다 체계적이고 발전된 형태의 문화 추진 사업으로 추진되면서 

EU회원국 간 모든 문화예술 분야의 협력 프로젝트에 대해 과거에 비해 지원자금과 프로그

램의 다양성 면에서 대폭 확대된 내용을 담고 있다. ‘Culture 2000’ 프로그램은 2000년부

터 2006년까지 7년간 총 236,500만 유로의 예산이 토입되어 앞선 과거의 프로그램들과는 

달리 모든 예술·문화 분야(공연예술, 조형예술, 시각예술, 문학, 문화유산, 문화적 역사 

등)에서의 문화적인 협력프로젝트를 제공했다.

‘문화 2000’ 프로그램은 “공동체의 문화다양성과 공유한 문화유산을 통해 공동의 문화

공간의 가치화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38) 이는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 명문화 된 ‘다양

성 속의 통합(Unity in Diversity)’이라는 문화정책의 목표를 재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

해 ’Culture 2000‘은 과거보다 더욱 다양한 정책들을 수립하였다. 특히, 문화영역에서의 창

37) Kyriakos Kouveliotis, 상게서, 12-14쪽.

38) 윤성원, 「유럽연합과 문화 : 문화정책에 반영된 ‘문화’의 재해석」, 『EU연구』 (24), 2009, 204-2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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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의 극장 연구소의 역학과 영향을 알리기 위해 활동하였다. 예술가들의 교류와 작

품 공연, 그리고 교육·훈련 지원을 통해 행위예술에 대한 소개와 확대를 지원했다. 여기

에는 퍼포먼스, 페스티벌, 공연투어를 포함하여 대학이나 문화센터에서 각종 학술대회를 

열고 이에 파생된 여러 레코딩 기록들을 남기는 등의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 특별 문화 행사 (Special Cultural Events)

유럽인들의 소속감을 증대시켜 화합을 이끌어내고, 공동의 문화적 유산과 문화적 다양

성을 이해시키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최소 15만 유로 최대 30만 유로를 지원하

는 프로그램이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European Capitals of Culture(유럽문화도시)’

사업이 있다. 이와 함께, ‘European Union Prize for Contemporary Architecture(유

럽현대건축물상),44) ‘European Union Prize for Cultural Heritage(유럽문화유산상),45) 

European Heritage Laboratories(유럽문화유산연구소),46)‘European Heritage Days(

44) http://europa.eu/comm/culture/eac/culture2000/special_events/architecture_en.htm 참조.

45) http://europa.eu/comm/culture/eac/culture2000/special_events/patrimoine_en.htm 참조.

46) http://europa.eu/comm/culture/eac/culture2000/special_events/laboratoire_en.htm 참조.

작활동을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 “Access to Art” 프로젝트가 기획되었다. 이 프로젝트

는 벨기에와 불가리아에서 정신적·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젊은이들을 위해 예술 워크샵을 

여는 것으로 시작하여 이후 유럽국가 투어로 발전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예술활동이 사회

적 약자로 문화향유권을 상실한 시민들을 아우를 수 있도록 기획된 것으로, 예술작품에 대

한 일반 시민과 사회적 약자의 접근을 쉽게 하여 그들 간의 사회적 통합을 실현하고자 하

였다.42) 또한 제3국과의 협력 프로젝트로써 “Alexandria The Mediterranean(지중해 도

시 알렉산드리아)”가 기획되었는데, 알렉산드리아의 발전에 관한 시청각 자료 전시를 열

고 퍼포먼스와 이벤트를 개최함으로써 알렉산드리아 도시의 역사적 유산을 보존하고, 철

학·문학·음악·건축·고대유물에 관한 문화적·예술적 관점을 연구하고 강조하기 위

해서 국제적 회의가 개최되었다.

- 다년간의 통합 활동 (Multiannual Activities)

참여 대상은 유럽과 그 이외의 국가 중 최소 5개국이 참여하며, 최대 3년 동안 최대 연 

30만유로까지 지원하는 프로잭트이다. 각기 다른 회원국에서 활동 중인 문화 관련자와 조

직, 기구들 사이의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다년간 지속되는 다 학문 분야 간의 협동을 촉

진한다. 음악, 공연예술, 시각예술, 공간예술, 문학, 책과 독서, 문화유산, 번역 분과와 새

로운 미디어 사용에 대한 지원과 공동작업을 지원한다. 전시회나 축제 같은 이벤트 분야, 

문화 전문가의 훈련과 이동, 그리고 다양한 문화 간의 협력을 연결해 주는 활동도 여기에 

속한다.43)

2002년 현대 유럽 문학작품에 대해 독자들이 보다 쉽게 접근하고, 다양한 문화권의 국

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The Liffey Project’가 기획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온라

인을 통해 문학작품이 유럽의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는 사업을 추진하며, 아일랜드·오스

트리아·웨일즈·독일·덴마크 등에서 출간된 명시 선집을 제작하여 전자도서로 출판하

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2003년에는 ’European Theatre Laboratories as Culture 

Innovators(문화적 창조자로서의 유럽 극장 연구소)‘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문화다원주의 

42)  오정숙, 「유럽연합 문화정책 수립 과정에서 프랑스의 역할과 전략: ‘Culture 2000’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프랑스문화예술연구』

(34), 2010, 592-593쪽.

43) http://europa.eu/comm/culture/eac/culture2000/pluriannuwl/projects2_en.htm 참조.

그림 11. 2015년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열린 유럽극장연구소의 영화상영 장면 

자료 출처 : http://www.creativeeuropeuk.eu/news/follow-conversation-europa-cinemas-innovation-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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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과 2005년 사이에 ‘Culture 2000’프로그램을 통해 실행된 프로젝트를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48)

표 13. 2000-2005년 동안 시행된 ‘Culture 2000' 프로젝트 개요

연도 지원금액(€) 프로젝트수 참가국수 프로젝트 내용 특징

2000 3,200만 219개
유럽문화도시 프로젝트에 

9개 도시 선정

2001 3,200만 200개 27개국
문학번역과 문화유산 분야 

집중 지원

중부·동부유럽 9개국 

처음 참여

2002 3,300만 224개 28개국 시각예술 분야 집중 지원 슬로베니아 처음 참여

2003 3,000만 201개 30개국 공연예술 분야 집중 지원 사이프러스·말타 참여

2004 233개 30개국 문화유산분야 집중 지원 제3국과의 협력 증진

2005 3,300만 217개 모든 예술·문화분야 지원

•MEDIA PLUS 사업 : 유럽 시청각산업 경쟁력 제고

MEDIA PLUS 사업은 21세기 디지털화가 촉진되면서 새로운 기술과 영상콘텐츠 기술의 

진전으로 인해 세계 시장 경쟁의 원리에 영향을 받기 시작한 유럽의 시청각콘텐츠산업의 경

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채택된 정책이다.49)

유럽문화가 내포하고 있는 문화원형의 요소가 콘텐츠화 하여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분

야는 방송과 영화 부분이다. 이로 보아 유럽연합의 정체성이나 회원국의 문화적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 우선시 되는 분야이다. 이렇듯 유럽 공통의 정체성의 보존과 가치의 발굴은 

공동체의 고유성이 다양한 미디어콘텐츠 속에서 표현되어야 하고, 이러한 다양성이 보존될 

때 진정한 성과를 이룰 수 있다. 유럽연합의 정체성은 유럽 공동체의 다양성과 고유성이 보

존된 문화원형에 기반한 문화콘텐츠가 생산될 때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 속

에서 TV·영화 및 통합 시청각 정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었고, 21세기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에 맞추어 ‘MEDIA PLUS’ 프로그램이 입안되었다.

‘MEDIA PLUS’ 프로그램은 인력양성(Training), 판매촉진과 홍보(Promotion), 프로젝

트 개발과 제작(Development), 유통 및 배급(Distribution)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총 소요

48) 권진, 상게서, 53쪽.

49) EU, Council Decision 2000/821/EC(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2000, 1쪽.

유럽 문화유산의 날)’47)등이 운영되고 있어 유럽 문화의 고유성과 역사성을 인식시켜주

고 있다.

47) http://europa.eu/comm/culture/eac/culture2000/special_events/jep_en.htm 참조.

그림 13. 2016 유럽문화도시로 선정된 폴란드 브로츠와프 전경

자료 출처 :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Wroc%C5%82aw_-_Ratusz.jpg

그림 12. 2016년 유럽현대건축물상을 수상한 폴란드 슈체친의 Philharmonic Hall

자료 출처 :  https://ec.europa.eu/programmes/creative-europe/content/winner-eu-prize-contemporary-

architecture-mies-van-der-rohe-award-announced_en



252경기도 문화원형 상징 기초 조사 연구 253 Ⅵ 국외 사례 분석

•제2기 문화프로그램의 의의와 과제

제2기 문화프로그램은 전작과 다르게 유럽문화의 고유성 및 다양성에 초첨을 맞추고 프

로그램을 기획·진행하였다. 특히, ‘Culture 2000’의 성과로는 첫째, 참여국가들 간의 문화

교류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 유럽의 문화예술 분야 이해당사자들 간의 

협력활동을 통해 유럽 공동체 문화영역 확대에 기여했다. 셋째, 유럽연합 회원국들 간의 문

화정책 및 문화 활동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그리고 외부 평가보고서에서

는 이 사업에 대한 개선점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언급하였다.50) 경영적인 측면에서 사업

공고에서 결과보고서 취합까지 프로젝트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는 관리인력이 턱없이 부족

했다. 그래서 사업의 데이터베이스 수집 및 활용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홍보활

동도 적재적소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다. 또한 학술대회 및 다양한 프

로젝트를 통해 일반 대중들에게 유럽의 고유한 문화 원형 및 콘텐츠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창

구를 제때 만들어 내지 못한 점은 못내 아쉬운 평가를 유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부족한 부

분은 다음 세대 프로그램에서 적용되어 개선될 여지를 만들어 주었다.

③ 제3기 문화프로그램(2007~2013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01년 11월 21일과 22일에, 제2기 프로그램을 대체하는 새 시대 

후속 프로그램을 입안하기 위해 ‘문화협력에 관한 포럼(Forum on Cultural Cooperation)’

을 개최하였다. 전문가 집단을 모집하여 미래의 문화 프로그램을 논의하고 문화협력에 관련

된 주제에 대한 다양한 국제학술대회가 진행되었고 유럽 시민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조직하

여, 정책수립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자연스럽게 유도했다.

유럽연합은 ‘Culture 200’ 문화 프로그램과 ’MEDIA 2007’ 영상예술지원 프로그램을 준비

하고 있다. 초기의 프로그램들은 12개국의 회원국이 참여하였지만, 이후 25개국으로 늘어나

면서 이에 걸맞는 예산 증편의 요구가 증대되었다. 

•The New Culture 2007~2013

2000년에서 2007년에 시행되었던, ‘Culture 2000’ 프로그램은 문화 간 대화, 역사와 문

50)  ECOTEC, Final External Evaluation of the Culture 2000 programme (2000-2006) - Framework Contract on Evaluation, 

Impact Assessment and Related Services, 2008, 13-15쪽.

예산은 4억 유로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이 다섯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인력양성을 위해 영화를 제작할 때 필요한 상업적·법적 교육과 새로운 기술에 대

한 교육을 장려하고, 뉴미디어에 접목할 수 있는 대본 집필을 권장한다. 둘째, 개발 부분에

서 국제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제작과 배급이 용이한 프로젝트를 우선시하며, 드라마·

다큐멘터리·애니메이션·온라인 및 오프라인 등 모든 시청각콘텐츠가 대상이 된다. 셋

째, 영상콘텐츠의 판매촉진과 시장접근성 확대를 위해서 유럽과 다른 문화권에서 개최되

는 국제행사를 이용하고 있다. 유럽에서 생산된 영상콘텐츠가 출품되는 국제 영상 페스티

벌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유럽 영상콘텐츠의 소개와 확산을 장려하고 있다. 넷째, 유럽의 

시청각 콘텐츠 아카이브를 디지털화하고 이 콘텐츠의 저작권자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

여 온라인을 통해 개발 및 보급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Pilot 

Projet(파일롯 프로젝트)라는 역점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다섯째, 유통분야에 대한 지원은 

영화배급·오프라인배급·TV방송·온라인배급으로 구분한다. 뉴미디어 시장의 요구에 부

합하기 위해 각 수요층의 특성에 맞게 온라인 및 오프라인 배급방식을 분화했다. 그리고 비

디오·DVD 등에 대한 지원을 선별지원에서 자동지원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상

업적 이용가치가 높은 콘텐츠의 배급을 지원함으로써 다른 유럽국가에서 생산된 영상콘텐

츠의 배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표 14. MEDIA PLUS 지원체계(2001년~2005년)

구분 사업내용 비고

인력양성 문화경영, 대본작성 방법, 뉴테크놀로지 5천만 €

개발 개별 프로젝트 개발, 종합 프로젝트 개발

3억5천만 €

배급
배급자동지원, 배급선별지원, 영화관 지원, 세일즈 에이전트 지원, 사운드트랙 

제작지원, TV방송 선별, 비디오 및 DVD배급 지원, 인터넷 및 VOD서비스 지원

프로모션 영화 및 TV 시장, 데이터베이스 및 카탈로그

파일롯

프로젝트
영화유산 보존, 아카이브 디지털 작업, 인터넷 테마 채널, 온라인 배급 서비스

자료 출처 : http://europa.eu/european-union/index_en

이렇듯 유럽의 문화 미디어 콘텐츠 정책은 국가와 지역의 문화다양성을 풍부하게 해주

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의미하며, 유럽 문화에 대한 소속감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연대성

을 포함하고 있어, 그 중요성과 함께 유럽 연합 차원의 지원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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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는 각 회원국의 개별적 정책수행이 아니라, 유럽연합이라는 보다 큰 규모의 시

장을 활용함으로써 미국의 영상콘텐츠 시장에 대응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시청각콘텐츠 분야 종사자들의 훈련프로그램을 통해 습득한 새로운 디지털기술

을 실제적으로 프로젝트 개발에 효과적으로 적용하여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유기적

이고 긴밀한 조치가 부족하고, 양질의 영상 콘텐츠를 확보하여 상업적인 효과와 유럽산 영

상물에 대한 선호도를 높여야 한다는 문제점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래서 현행 ‘MEDIA PLUS’와 ‘MEDIA TRAINING’을 통합하여 운영하게 될  ‘MEDIA 

2007’ 프로그램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변혁을 겪게 되었다. 첫째, 유럽문화의 다양성과 유

럽의 영화 및 시청각 유산의 가치에 대한 유럽 시민의 인식을 고취하고 그들이 이 문화적 

자산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한다. 둘째, 다양한 문화들의 상호 교류의 

증진을 지원한다. 셋째, 유럽 시청각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을 

집행한다. 특히 유럽현합 회원국이 확대된 시점에서 회원국들 사이의 영화산업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제작보증기금(Media Production 

Guarantee Fund)을 신설하여 영화 제작자들이 용이하게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

였다. 또한 새로운 프로그램인 MEDIA MUNDUS를 창설하여 전문가 교육과 함께 협동 제

작사 조직, 세계적인 영화교류를 위한 국제교류 사업 등을 진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소수

언어 및 소량제작 배급사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지원금을 배정하였고, 영화배급사에 대

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은 영화의 더빙과 자막 제작 및 독립제작사에 한정하여 제작한다는 

규정을 두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러한 정책프로그램들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문화정책 총괄 

부서인 Directorate-general for Education and Culture(교육문화총국)에서 관할하고 있

다. 이외에 경제·사회·복지·지역개발 등 분야에 문화 및 문화원형에 관한 사항을 포함

시켜 공동협력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3) 유럽연합(EU)의 문화원형정책 세부내용

(1) 유럽연합의 문화원형정책 지원정책

① 유럽 문화유산 관련 프로그램

유럽연합은 매년 9월 중 주말을 택하여 ‘European Heritage Days (유럽문화유산의 날)’로 

화 인식 및 문화의 초국가적 보급, 문화다양성 등 사회·경제적 통합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유럽의 공통분모를 통해 다년간 활동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을 일관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이끌만한 리더십 있는 구성원의 부

재가 프로젝트 간 연계성의 부족, 목표의식결여, 예산부족으로 인한 프로그램의 질적 저하, 

회원국간 문화원형 정책의 이질성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재선하기 위해서 실행된 것이 ‘The New Culture 

2007~2013’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총 4억8만 유로를 배당받아 2007년 1월 1일에 

시행되어 2013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유럽연합 내 문화부문 종사자들의 자유로운 교류를 보장한다. 둘째, 예술작품과 문

화』예술 상품의 자유로운 유통을 실현한다. 셋째, 문화 상호간의 교류와 대화를 촉진한다. 

이를 위하여, 세 가지 지원방식도 채택하게 되었다. 첫째, 지속적이고 실험적인 특별한 협

력 프로젝트를 위한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보장한다. 교류와 이동, 협력을 용이하게 하기 위

한 제도적 지원정책을 마련한다. 셋째, 상호교류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보제공 

및 분석활동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한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유럽연합은 유럽통합의 관점에서 문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

고 있다. 즉, 유럽연합 문화정책의 핵심은 문화적 다양성의 보장 및 공동 문화유산 확대를 

통하여 유럽통합을 강화시키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그리고 최근에 문화청책 프로그램에서 

볼 수 있듯이 유럽연합은 이와 같은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유럽 내 문화 종사자 및 기관 상

호간의 협력 등을 구조화·지속화·체계화함으로써 유럽의 공동 정체성을 확대하고 유럽

통합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Culture lies at the heart of the European project. 

(문화가 유럽 프로젝트의 중심이다)’의 유럽문화 아젠다의 표현처럼 문화를 통한 유럽연합

의 통합 노력은 앞으로 강화될 것이다.

‘The New Culture 2007~2013’ 프로그램은 문화 및 문화콘텐츠 이해당사자와 유럽시

민들에게 네트워크 형성과 유동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제1기 및 제2기 문화활동에 비해 

보다 집약적이고 유대적인 유럽적 문화다양성을 지향함을 알 수 있다.

•MEDIA 2007~2013

2006년 12월에 종료된 ‘MEDIA PLUS’ 프로그램은 디지털시대로 접어든 세계 문화원형 

및 문화콘텐츠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판매촉진과 시장접근‘이라는 부문을 추가하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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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콘텐츠산업의 잠재력 계발에 관한 녹서(Green Paper)

유럽연합은 문화원형 및 콘텐츠산업에 대한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세우고 관련 정책 입안 및 

실행을 독려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콘텐츠산업은 유럽 문화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

고, 유럽의 가장 창의적인 경제 영역이다. 이 분야의 시장규모는 1,078억 유로에 달하며, 고

용 인력은 유럽연합 27개국 내에서 600만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 GDP의 

2,6%를 차지하고 있고, 경제의 다른 영역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추세에 있다. 그리고 

콘텐츠산업은 사회적·지역적 단합의 중추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의 

경제적 측면에 영향을 주면서 긍정적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연합의 콘텐츠산업의 잠재성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할 과제가 

아직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서는 각종 학술토론과 자문을 거쳐 다양한 콘텐츠산업 발전에 관한 정책을 입안·집행하고 

있다.

④ 문화통계

객관적인 데이터와 기타 증거들을 통해 정책결정에 활용하는 것이 유럽 문화 아젠다에 의

해 제시된 새로운 경향으로 자리잡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산하 통계전문기관인 

EUROSTAT를 통해 문화정책과 관련한 통계시스템을 개발하여 관련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

록 보급에 힘쓰고 있다. 이와 함께, 문화원형 및 콘텐츠 분야에 대한 통계업무의 발전을 계속

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2007년 첫 번째 문화정책 관련 통계보고서를 발간한 이후 사용자 중

심으로 개편한 개정판을 2011년에 다시 발간하게 되었다.

문화통계 관련 기관들이 문화와 관련된 통계의 다양한 이슈를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국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권고하였고, 2009년 ESSnet-culture를 구축하였다. 이 교

류시스템은 네 개의 주제로 각각 Task Force(TF)로 구성되었다. 이 TF가 담당하는 분야는 

문화통계의 방법론적 프레임워크, 문화창조산업, 문화원형 분야에 대한 공공부문과 민간부

문의 재정업무, 문화 활동 참여 및 문화의 사회적 영향 등이다. 이와 함께 EUROSTAT는 문

화와 관련된 국제기구와도 문화통계 관련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속하는 기

관은 UNESCO, OECD, UNCTAD, WIPO 등이며, 이 기관들과 2010년 첫 국제회의를 개

최하여 문화통계를 국제적 차원에서 인식제고를 통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상 중에 있다.

유럽연합의 문화원형정책 통계 데이터 공개와 관련하여, 유럽연합 소속 기관들은 공통적

지정하여, 일반인에게 비공개했던 유럽 소재 역사유적지를 이날 개방하는 행사를 갖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50여 개 국가에 산재한 주요 역사유적지를 약 2천만 병의 방문객이 찾아

와 유럽의 역사를 한껏 느끼고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유럽

문화유산포럼과 연계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매년 문화유산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문화유산 관련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미래발전 전략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유럽의 통합을 위하여 유럽 공통의 역사를 타 지역에 확산시키고 상

징화하는 유적지를 조망하기 위하여, ‘European Heritage Label(유럽문화유산표시)’제도를 

제안하였고, 2010년 공식적인 문화정책으로 채택하였다. 그래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시행

되고 있다. 이 제도의 계획안에 따르면 유럽연합 회원국은 매년 두 곳의 문화역사유적지에 

대해 유럽문화유산표시에 대한 신청을 할 수 있다. 현재 이 제도를 통해 유럽의 다양한 공동

문화유산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문화 콘텐츠 및 관광산업의 교류에 상당한 영향

을 끼치고 있다. 

 

② 예술가를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

유럽연합 회원국 소속 예술가들이 유럽지역 내에서 자유롭게 교류하며 문화적 다양성 및 

공통성을 발견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이를 더욱 확대

적용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지원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후 파일럿프

로그램의 결과를 ‘Open Method of Coordination(OMC)’ 형태로 회원국들의 공동 작업에 

포함시켜 진행하고 있고, 검증이 완료된 2013년부터는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채택되어 실행

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첫 번째 요소는 문화영역에서의 ‘Mobility(이동성)’와 관련 있는 법률적·행

정적 측면에서 문화 및 예술 분야 종사자를 위한 범 유럽적인 보편적 정보시스템 구축에 대

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외부 전문가에 의해 수행된 이 연구는 2009년에 완료되었다. 여기

서 제안된 모델은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에 대한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고, 이 제안은 

OMC 형태로 각국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되었다. 두 번째 요소는 각기 다른 문화영

역 간 이동성을 지원하는 시스템 간의 교류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네 개의 제안을 채택하여 

3년동안 실행하였다. 2008년 유럽연합의회는 이 파일럿 프로그램을 지속시키기 위하여 예산

증액과 9개의 정책안을 추가로 선정하여 2년간 이를 실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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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프로그램은 유럽의 시청각산업을 더욱 경쟁력 있게 만들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

으로 아래 세 가지 목적달성을 위하여 기획되었다. 첫째, 산업의 구조적 변화에 유럽 시청각 

산업의 적응력을 향상시킨다. 둘째, 중소규모의 영화와 시청각 분야 법인들의 체질을 개선

하여 건전한 기업 환경을 조성한다. 셋째,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디지털기술의 발달과 유럽연합의 정책지원 확대로 미디어 프로그램

의 정책적 수단이 지속적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그래서 교육훈련·개발자와 제작자 지원·

중소규모 사업체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배급 지원·시장과 각종 축제에서의 프로모션·

상품 전시회와 새로운 기술개발 등이 세부실행 부문이다.

매년 50여개의 전문가 대상 교육훈련 사업이 이 프로그램의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고, 영

화학교의 학생과 교사들 간의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유럽의 독립제작사

가 영화를 제작하고 시청각 관련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매년 350여 개에 이른다. 배급 및 유통 분야 지원과 관련해서 유럽 내 영화 스크린

에 상영되는 영화의 과반 수 이상이 미디어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고 있다. 유럽 내에서 국

가 간 유통되는 유럽 영화의 90%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유럽 내 다른 국가와 세계시

장을 대상으로 한 유통과 프로모션에 있어서 예산의 65%까지 지원해 주고 있다. 또한 영화 

산업 간의 네트워크 구축과 매년 100개 이상의 영화제에서 70%이상 유럽에서 제작된 영화

를 상영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다.

•MEDIA Mundus51)

이 프로그램은 유럽의 시청각산업과 타 국가의 관련분야 전문가들 간의 상업적·문화적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는 것을 목표로 기획된 문화정책이다. 유럽 및 세계 시청각콘텐츠 시

장에서 문화적 다양성에 입각하여 제작된 영상물을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선택

권을 다양하게 확대시키고, 유럽과 다른 국가의 시청각콘텐츠산업 전문가들에게 새로운 사

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 1,500백만 유로의 예산

이 투입되었다.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MEDIA International 

51) EU, MEDIA Mundis 2013, European Commission, 2014, 7-39쪽.

으로 모든 정책 자료를 기관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일반인들이 주요 정책 관련 파일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였다. 특히, 문화정책 수립을 위해 사전에 전문가들이 모여 회의

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정보들도 접할 수 있어 일반인들의 유럽연합 문화원형정책에 

관한 관심을 갖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2) 유럽연합의 시청각 문화원형분야 지원정책

2007년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서 열린 유럽 정상회의에서는 유럽 각 국가의 수장들이 모여 ‘

콘텐츠산업은 유럽의 문화적 다양성을 활용하고 네트워킹 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

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문화콘텐츠산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시청각분야는 그 잠

재력은 타 분야보다 월등히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게다가 문화적·사회적으로도 상당

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 이에 대한 관심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분야는 정치적·문화적인 잠재력을 발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① 법률적 측면

유럽연합의 시청각분야 문화원형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시청각분야의 발

전에 도움이 되는 구조를 구축한다. 둘째, 본질적으로 문화적인 이 산업이 범국가적으로 교

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2010년 3월 ‘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 (시청각미디어서비스명령)‘을 제정하였다. 이 규정은 시청각분야에 있어서 국제적

으로 사업 확장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시청각미디어서비스명령은 유럽 제작물

에 대한 개념을 유럽연합 회원국가와의 공동체 저작물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그래서 국

제적 협력을 증진시키고, 시청각 제작물의 교류를 촉진함으로ㅆ 문화적 다양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확대시켰다.

② 지원정책 세부사항

•미디어 프로그램 (MEDIA Program)

미디어 프로그램은 유럽의 시청각콘텐츠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1991년에 시작되었다. 이

후 4개년 계획으로 프로그램이 기획되었고, 최종 운용된 것이 ‘MEDIA 2007-2013’이다. 

1991년부터 2013년까지 이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20억 유로에 달할 정도로 상당한 관심 속

에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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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시청각 문화유산과 유럽의 문화원형 및 콘텐츠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중

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미디어 리터러시는 오늘날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

류의 통합과 시민의식 함양의 촉매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요컨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07년 ‘Communication on Media Literacy(미디어 리

터러시)’에 관한 의견을 채택하였고, 2009년에는 이를 ’Recommendation(권고)’로 격상시

켰다. 이후 집행위원회는 각종 유럽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 문화원형 및 

문화콘텐츠와 관련된 시청각매체와 관련된 산업 간의 교류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일반

대중들이 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플랫폼 구축에 힘쓰고 있다.

4) 유럽연합의 타 분야 정책과 연계한 문화 관련 정책 및 사업

(1) 문화예술과 교육

오늘날 살아가는데 교육을 통해 창의성을 증진시키고 문화적 의식을 향상시키는데 문화예

술을 접목시킨 훈련 방법이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연계정책은 유럽의 교육·훈련 연계정책

(ET 2020)의 네 가지 목표 중 하나이다. 

Eurydice 네트워크는 2007년 하반기에 ‘유럽학교에서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조사연구를 

실행하였고, 2009년 보고된 결과는 예술교육이 학생들의 창의성을 개발하고 자신만의 개성

을 찾는데 필요한 기술을 제공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하지만 예술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해결해야할 과제가 몇 가지 산재해 있다. 이 중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예술교육

시간·선택과목으로 인신된 교육시스템·교육성과 측정의 어려움 등이 대표적이다. 예술계

화 학교 간 공고한 네트워크 구축과 협조체계 마련이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예술교육을 확

대·적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Indicators for Creative(창의성 지표)’ 개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가시적인 측정지표로 산

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09년 관련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창의성이 개

인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국가의 경쟁력과 창의성이 연계되며, 교육시스템이 창의성을 키

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Lifelong Learning Programme 2007~2013(평생학습 프로그램 

2007~2013)’에서 문화원형과 교육을 연계한 프로그램이 실행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총 70억 

유로가 투입되었고 학생교류·연구방문·네트워킹 부분이 주를 이루었다.

Preparatory Action 프로그램에 800만 유로를 투입하여 사전에 운영을 하였다. 이를 통

해 검증된 사업을 MEDIA Mundus에 포함시켜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매년 500만 유

로를 집행하고 있는데, 유럽과 제3세계의 시청각콘텐츠산업 전문가들이 신청한 프로젝트

를 상호간 이익의 원칙에서 선정하여 자금을 지원한다. 다시 말해, 유럽과 제3세계 국가들

의 관련분야 교육생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국제적 공동제작을 위한 

포럼 지원, 시청각 제작물 등 국제적 판촉 및 마케팅 활동, 유럽과 제3세계 국가의 영화 제

작자 및 제작사 간의 상호 호혜적인 공동제작, 유럽과 제3세계 국가 간의 시청각 제작물의 

공급을 확대하고 방영 플렛폼 개선, 젊은 시청자를 위한 이벤트 기획 및 미디어 활성화 등

이 사업내용에 포함된다.

•온라인 콘텐츠 활성화 정책(Creative Content Online)

온라인 콘텐츠 활성화 정책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시청각콘텐츠산업이 디지털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인터넷 보급의 확대라는 변혁 속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해 기획된 문화정책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06년부터 관련분야 전문가 77명으로 

구성된 문화정책자문단을 운영하여 많은 논의를 거쳐 2009년 온라인 콘텐츠의 초국가적인 

유통·다양한 플랫폼 구축·디지털저작권보호시스템·저작권 침해 대처 등의 내용을 포함

한 정책보고서를 제작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밝힌 정책방안들은 현실가능성과 각 국가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다시금 개

정되어 2011년 7월 녹서(Green Paper)로 발간하게 되었다. 이 녹서의 목표는 유럽의 시청

각콘텐츠분야 사업체들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새로운 유통망을 형성하여, 

소비자들이 유럽 내에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책적

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을 형성하

여 실현가능한 정책입안이 진행되도록 계획되었다.

‘Media Literacy(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에 접근하고, 미디어와 미디어 콘텐츠의 다

양한 측면을 비판적으로 평가 및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52) 미디어 리터러시는 모든 

시청각매체들과 관련되며, 유럽 시청각 분야의 문화유산 및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

52) 박민권, 상게서, 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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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큘럼을 통해 새로운 경영학 접근방법을 습득하도록 하고 , 예술분야 종사자들에게는 전문

적인 경영 노하우를 교육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와 다른 프로그램으로 문화예

술과 문화산업 종사자들 간의 범 유럽적인 네트워크인 ‘Artesnet Europe’과 음악교육분야 관

련 네트워크인 ’Polyfonia Network’프로젝트가 있다.

③ 레오나르도다빈치(Leonardo Da Vinci)55)

레오나르도다빈치 프로그램은 1995년부터 1999년 사이에 실시된 직업교육 훈련에 해당한

다. 이 프로젝트는 고등교육기관과 기업과의 협력과, 유럽차원에서의 평생교육과 직업훈련

에 중점을 두었다.56)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개인이 국외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과 관

련한 교육을 받도록 지원하고 있다. 문화예술분야와 관련된 이해당사들의 유럽 내에서의 교

류에 기여하고 있는데, 그래픽디자인·패션·문화유산·공연예술·미디어·영화 및 시청각 

콘텐츠 산업·음악·고고학·건축 등 분야에서의 개인적인 국외연수와 공동 프로젝트 등에 

지원을 하고 있다.

④ 그룬비그(Grundtvig)

그룬비그 프로그램은 성인대상 교육프로그램으로 2000년부터 운영되었다. 성인 대상자의 

지식과 기술을 증진시키고, 능력 개발을 통해 취업활동에 유리하도록 플랜을 짜주며, 고령화 

사회의 문제에 대처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주된 목표이다. 이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문화예

술과 관련된 프로젝트는 문화예술기관들이 성인 대상 교·프로그램을 적극적이고 효율적으

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관의 조직적 역량을 확대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고 있

다. 2008년의 경우에는 118개의 문화예술을 주제로 한 학습 파트너쉽 사업들, 79개의 예술

교육 프로젝트, 문화 정체성과 민속 문화 분야에 대한 상호 문화인식 교육을 다루는 209개의 

성인 학습 파트너쉽 사업들이 실시되었다.

(2) 유럽 디지털 도서관(EUROPEANA) 구축사업57)

55)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URISERV:c11025 참조.

56) 민문홍, 「1990년대 유럽연합의 교육, 문화정책 연구 - 동아시아에서의 정책적 함의를 찾아서」, 『담론201』(8(2)), 2005, 35쪽.

57) EU, Online access to Europe’s Cultural Heritage, 2009, 1-3쪽.

‘평생학습 프로그램 2007~2013’운 교육과 문화를 이어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

다. 삭생들의 창의성을 고양시키고 문화간 다양성을 이해시키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주된 목

표이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네 개의 하위 프로그램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각 하

위 프로그램의 문화예술과 관계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코메니우스(Comenius)53)

코메니우스 프로그램은 유럽 내 소재하는 유치원·초등 및 중등학교의 교사와 학생·학부

모단체·유관기관 등을 범위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유럽의 학생

들과 교육관계자들의 이동성을 증대시키고, 각 회원국내 학교들 간 범국가적인 네트워크를 

확대시켜 2010년까지 연인원 300만 명 내외의 학생들이 이러한 교류사업에 참여하였으며, 

언어교육과 혁신적인 IT기반 콘텐츠와 서비스, 교수기법 개발 등을 촉진하고, 교사연수 및 학

교 운영 개선 등을 우선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코메니우스 프로젝트는 다문화적 환경

에서 소외된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과 학교교육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

다. 이 프로그램은 2007년 이후 문화예술과 교육 간 연계하는 사업에 대해 매년 예산을 증액

하여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② 에라스무스(Erasmus)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은 고등교육과 관련 사업으로서 유럽연합이 교육 분야에서 가장 성공

한 사례로 꼽히고 있다. 연간 20만여 명의 학생들이 다른 국가에 유학을 가거나 일자리를 얻

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유럽 내 소재한 고등교육기관 간 교류협력사업에 대해 

재정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교수, 학생, 국외에서 교사를 하려는 기업 종사자, 대

학교의 교원 등 다양하다.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의 지원 속에 운영되고 있는 학교교과과정 개발 프로젝트들이 문화

예술분야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문화예술과 접목한 경영 교육프로

그램인 ‘EMAC(European Master on Arts, Culture and International Management)’이

다.54) 2년 간의 학위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 교육제도는 경영학도들에게 문화예술분야 커

53) http://ec.europa.eu/education/lifelong-learning-programme/doc84_en.htm 참조.

54) http://www.emacim.eu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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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설 정도로 그 인기가 대단하였다.

이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자료들은 기존 자료의 원형자료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단편적인 

정보들을 취함 가공하여 의미와 가치를 제고시킨 ‘Semantic Web(시멘틱 웹)’59) 형태로 제공

하고 있다. 초기 자료축적과정에서 루브르 박물관, 프랑스 국립 시청각연구소인 오디오 비쥬

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인 레이크스 미술관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지속적인 프로그램과 운영체계 개발을 통해 2010년에는 양방향 기능을 추가하였고, 공공 

도서관 및 미술관 등의 자료는 아카이브화 했을 뿐만 아니라, 개인과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문

화원형자료를 대거 포함시킴으로써 대규모의 디지털 도서관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그래

서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간의 교류협력과 유럽의 문화유산 디지털화를 위한 민간 부문의 지

원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3) 지역개발정책(Cohesion Policy) 연계 사업60)

유럽연합은 회원국과 유럽지역 간의 경제적·사회적 격차가 유럽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

는 인식 하에 지역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한 지역의 문화적 인

프라, 문화 활동, 문화산업이 그 지역의 브랜드화에 중요한 요소이자 지역경제 발전에 영향

을 줄 수 있다는 인식에서 지역개발 사업 내에 문화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추진되고 있다. 문

화원형과 문화콘텐츠의 생산은 살수록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그 성패여부는 지역의 

문화적 환경에 달려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럽연합은 ‘Cohesion Policy 2007-2013’ 프로

그램을 통해 지역개발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문화와 창의성을 만개시키는 정책을 적극적으

로 펼치고 있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지역개발정책을 위한 예산 중 60억 유로가 각 회원국들의 문화 분야

에 투입되었다. 이 중에서 문화유산의 보호와 보존에 30억 유로, 문화 인프라 개발에 22억 유로, 

문화 서비스 분야에 8억 유로가 사용되었다. 이데 더해 문화산업분야에 대한 지원이 지역개발 

사업 중 관광개발, 연구 및 혁신, 중소기업 지원, 정보화 산업, 인적 개발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

59)  현재의 컴퓨터처럼 사람이 마우스나 키보드를 이용해 원하는 정보를 찾아 눈으로 보고 이해하는 웹이 아니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웹을 말한다. 즉 사람이 읽고 해석하기에 편리하게 설계되어 있는 현재의 웹 대신에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새

로운 언어로 표현해 기계들끼리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지능형 웹이다.

60) http://www.europa.eu/regional_policy 참조.

유럽연합의 디지털 도서관 프로젝트는 유럽의 모든 문화원형자원과 과학적 자료를 디지털

화 하여 보존함으로써 이 문화유산을 후대에 전하고 모든 사람들이 온라인을 통해 쉽게 열람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이 사업은 2005년 발표된 ‘i2010’58)의 핵심내용 중 하나로 채택되어 추진되어 왔으며, 이를 

통해 탄생한 것이 포털사이트 “Europeana”이다. 2006년 프랑스국립도서관이 작업을 시작하

여 2008년 11월 이 사이트를 오픈하게 되었다. 

이 사이트가 공개되자마자 서버 용량의 2배가 넘는 접속 폭주로 인하여 메인서버가 다운될 

만큼 많은 관심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유럽연합의 대표적인 문화원형 활용 정책 사례 중 하나

로 자리매김 하였다.

2008년 당시에는 200만여 개의 디지털 정보자료와 145개의 유럽 내 문화기관들과의 네트

워크로 출발했으나, 현재는 보유자료 수가 1,200만개, 네트워크 기관수는 1,000개를 넘어서

고 있다. 사이트 오픈년도인 2008년에만 방문자 수가 600만 명, 1억2천만번의 조회 수를 넘

58)  ‘i2010’은 유럽연합이 2005년에 발표한 중장기발전계획으로서, 2010년까지 유럽의 정보사회 및 미디어콘텐츠산업 분야의 성장

과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포괄적으로 추진되는 문화원형정책 프레임워크로 유럽연합차원에서 정보사회와 시청각 미디어 정책

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위해 입안된 정책이다.

그림 14. EUROPEANA 웹사이트 화면

자료 출처 : http://research.europeana.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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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기획되었다. 중장기적 프로젝트로 추진 중인 이 사업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총 

5,110만 유로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2007년과 2008년에는 유럽 문화유산 관련 원형을 활용

하여, 디지털화·유물이미지 3D·영화·디지털 라이브러리 개발·다언어(Multilingual) 정

보접근 시스템 개발 등이 주요 사업으로 수행되었다. 2009년과 2010년에는 주로 디지털 라

이브러리와 디지털 보존 시스템 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지하였고, 이 기간 중에 투입된 총 예

산은 6,900만 유로이다.

정보사회기술 분야 프로그램에 속한 또 하나의 문화 분야 사업으로 유럽의 다양한 언어를 

활용한 문화원형 사업이 기획되었다. 이 사업은 ‘Multi-lingualism (다언어 정책)’62)으로 텍

스트분석·인덱싱·자동번역·자동동시통역 시스템 개발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② 문화 관련 사회과학과 휴머니티 연구63)

이 사업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

뉘어 진행되고 있다. 첫째, ‘The Citizen 

in the EU (유럽시민)’ 프로젝트의 연구 

주제로 유럽의 역사적 기원을 밝히고, 

유럽 역사의 다양성과 시민의식·국제

적 관점에서의 문화적 상호작용·문화

유산·유럽의 정체성·다양한 문화에 

대한 접근방법·태도와 가치·예술과 

종교·언어의 역할 등을 조사연구하고 

있다.64) 이 프로그램에 투입된 총 예산

은 1,100만 유로이다.

62)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URISER:am0001&from=EN 참조.

63) http://www.heranet.info 참조.

64)  유럽의 축제와 대중문화의 현상을 분석하고 미래들 조망하는 ‘EUROFESTIVAL’, 유럽의 박물관 연구를 통한 유럽의 정체성과 

유럽 시민에 관한 연구 ‘EUNAMUS (European National Museums)’, 다문화사회에 있어서 인종차별 및 성차별 문제를 다루는  

‘GENDERACE’, 유럽의 정체성과 국가의 정체성을 구축하기 위한 프로그램인 ‘IME(Identities and modernities in Europe)’, 정체

성과 갈등의 문제를 다루는 ‘CRIC(Cultural heritage and the Reconstruction of identities after Conflict)’, 유럽의 미디어 문제를 

다루는 ‘MediaAcT(Media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in Europe) & MEDIADEM(European Media Policies Revisited)’ 등

이 있다. 

램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각 회원국별·지역별 특성에 맞게 채택되

기 때문에 일률적인 내용의 사업은 없으며 각각 다양하고 특수한 내용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다.

예컨대, 순수예술과 문화산업을 접목한 사업으로서, 라트비아 다우가프필스시 위원회와 벨

라루스 비테브스크시 문화국이 공동주관한 ‘Homegrown talent inspired cultural industry’

는 인접한 지역 간의 공통분모적인 요소와 샤갈의 고향이라는 문화적 유산을 활용하여 세계 

예술가들의 교류 및 공동작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젊은 학생과 예술가 지망생들을 대상으

로 한 회화, 미학 강의 등으로 구성된 방학프로그램 및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4) 문화 분야 연구 및 개발사업

① 문화 관련 정보사회기술 연구61)

이 사업은 유럽의 다양한 문화와 과학 자원을 일반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

기술을 개발하고, 현재 개발된 문화콘텐츠가 미래의 지식정보로 계승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61) http://cordis.europa.eu/fp7/ict/teleam-digicult/home_en.htm 참조.

그림 15. 'Homegrown talent inspired cultural industry' 프로그램 한장면

자료 출처 : http://ec.europa.eu/regional_policy/en/projects/latvia/homegrown-talent-inspires-cultural-industry

그림 16. EUNAMUS(European National Museums) 홈페이지

자료 출처 : http://www.ep.liu.se/eunamus/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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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BCreative : 다양한 혁신지원 메카니즘을 제공하여 창조산업 기반의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ⅴ)  EPISIS INNO-Net : 서비스 혁신을 통해 형성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젝트

이다.

문화 분야 기업의 성장과 진흥을 지원하는 ‘Enterprose Europe Network(유럽기업 네트

워크)’는 2008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출범시킨 뒤 유럽의 중소기업체들에게 특화된 경영

과 혁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45개국의 577개 단체들로 구성된 이 네트워크는 범국가적

인 교류사업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문화 관련 중소기업들이 유럽연합의 정책지원금을 지

원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 

② 중소기업지원법

2008년에 채택된 ‘Small Business Act(중소기업지원법)’은 중소기업이 유럽경제에 있어

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고자 제정되었다. 이 법안의 주된 목적은 기업체들이 건전한 기

업가 정신을 함양하여, ‘Think Small First Principle(소기업 우선 원칙)’을 모든 정책과정에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중소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제반 문제들을 기업체들이 

풀어가도록 도움으로써 중소기업체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③ 혁신주도자로서의 디자인67)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09년 ‘Design as a Driver of User-cntered Innovation(고객 

지향적 혁신 주도자로서의 디자인)’이라는 실무 정책참고자료를 발표하였다. 이 자료는 문화

와 문화산업 간의 가교역할을 하는 디자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새로운 상품의 매력도를 증

대시킬 뿐만 아니라 기존 시장의 혁신을 유도하는 디자인의 가치에 대해 인식하도록 하였다. 

디자인의 적용이 단지 미적 차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혁신 활동으로서 다양한 고객의 요

구에 부응하는 것임을 명시하였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일반대중들의 의견을 온라인을 통

해 수렴한 후, 이 정책을 이끌어나갈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11년 이 추진단이 주축이 

되어 디자인 정책인 ‘European Innovation Initiative’를 수립하였다.

67) http://ec.europa.eu/enterprise/policies/innovation/policy/design-creativity 참조. 

두 번째, ‘Major trends in Society and their Implication(사회의 주요 경향과 함축적 의

미)’ 연구 프로젝트는 문화교류·다문화주의·문화적 다양성 등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65)

③ 문화 관련 기타 사업

위에서 언급한 사업 이외에도 ‘Framework Programme’ 사업 중 각 분야 간 인적 교류와 

역량 개발과 관련한 ‘Mobility and Capacity-building(이동성과 능력 개발)’, 기후변화문제

와 관련하여 문화가 환경보존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는 ‘Culture and Environment 

(문화와 환경)’ 연구 프로그램 등이 문화와 연계되어 있다.

(5) 문화 분야 기업육성정책 

① 경쟁력 및 혁신제고

‘The Competitiveness and Innovation Program(경쟁력과 혁신 제고 프로그램)’은 2007

년부터 2013년까지 36억 유로가 투자되었고, 그 대상은 유럽 소재 기업체(특히 중소기업)이

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문화관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각종 정책적 지원을 제

공하며, 정보통신기술 및 재생에너지 사용과 에너지 효율성 등의 문화정책을 펼치고 있다. 

유럽연합은 문화산업 기업들의 혁신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 사례들

은 아래와 같이 열거할 수 있다.66)

 

ⅰ) ADMIRE : 디자인을 활용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ⅱ)  C.I.R.C.U.S. : 혁신 관련 프로그램으로서 혁신을 끌어내는 힘을 규명하고, 혁신 및 

창의성과 관련한 사례를 기록하여 전파하는 프로젝트이다.

ⅲ)  ImMediaTe : 유럽의 6개 도시에서 혁신과 창의성을 주제로 한 ‘Innovation Festival 

(혁신축제)’ 개최 및 문화산업과 디지털 미디어 분야의 중소기업체의 성장과 혁신전략

을 모색하는 프로그램이다.

65)  관용과 상호 존중의 입장에서 다문화 사회에 있어서 공적 공간의 배분 정책에 대해 비교 연구하는 ‘RESPECT’, 21세기 유럽사회

의 주요 사회 이슈인 관용·다양성·사회적 결속 등의 문제를 다루는 ‘ACCEPT’, 유럽연합의 정치적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초국

가적 TV문화에 대한 ‘MEDIA & CITIZENSHIP’ 등이 있다.

66) http://www..europa-innova.eu 및 http://www..proinno-europe.eu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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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넷째, 2,500개의 유럽 소재 극장에 상영연화의 50%이상이 유럽 제작 영화로 채워질 수 있

도록 지원책을 마련한다. 다섯째, 5,500개 내외의 문학작품이 번역지원을 받게 되고 이를 통

해 독자들은 언어적 다양성을 향유할 수 있다.

(2) Work Plan for Culture 2015-201869)

2012년 11월 26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는 회원국 간의 문화정책입안에 대해 연대감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그 후 2년이 지난 2014년 5월 21일에

는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하는 전략을 통해 지속적인 유럽의 문화원형의 가치를 발굴하는 사

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하여 장기적인 문화유산 정책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통하여 

‘Europe 2020’ 전략에까지 접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전략을 제시하도록 설계되

었다. 이 ‘Work Plan for Culture 2015-2018’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하여 유럽연합 집행위

원회는 크게 네 가지 실행목표70)를 제시하였다. 첫째, 사용하기 쉽고 포괄적인 문화정책으로 

유럽연합 회원국이 제작한 문화기관의 디지털기술 실행 메뉴얼 개발이 이에 속한다. 둘째, 인

간에 의한 위협과 자연재해로 인한 훼손으로부터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위기관리지표와 

재난방재연구를 추진한다. 셋째, 유럽연합 회원국들 간에 문화적·창조적 영역에서 신개념의 

경제관과 혁신을 모색한다. 넷째, 문화적 다양성과 유럽연합 회원국 및 그 외 국가와의 협력을 

위하여,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제작되는 영화콘텐츠의 질적 향상을 위한 매뉴얼을 개발한다.

69) EU, Council Decision 2014/C463/01(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2014, 1쪽.

70) EU, The EU’s Culture work plan (2015-2018), 2015, 1쪽.

5) 유럽연합의 새 문화정책

(1) Creative Europe 2014-202068)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11년 11월 새로운 중장기 문화정책 방향을 담은 ‘Creative Europe’

을 발표하였다. 이 정책은 문화예술과 이에 파생된 문화원형 등 문화정책 전반을 포괄하여,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운영될 중장기 프로젝트이다. 문화 및 문화콘텐츠 분야가 유럽의 경

제 성장과 사회결속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유럽연합은 이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려

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다. ‘Creative Europe’은 문화적 다양성을 보호·증진하고 문화 원

형 및 콘텐츠 산업과 연계한 창의적인 파생분야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

고 있다. 이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목표는 문화 원형 및 콘텐츠 분야가 세계의 디지털화의 변

혁속에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며, 동 분야의 잠재력을 발현시킴으로써 유럽의 지속적인 

성장과 사회결속을 목표로 하는 ’Europe 2020’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한다. 또한 기존의 

문화 원형 및 콘텐츠 관련 산업을 지원하던 여러 문화정책의 성공적인 추진과 세계 시장으로

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술가

들과 문화 영역의 전문가들이 기술개발에 참여하고 이를 범국가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둘째, 유럽연합 안팎에서 국제적 네트워크망을 통한 문화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확대한다. 셋째, 유럽연합의 시청각 산업과 문화예술 분야의 특

별한 요구에 부응하는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한다. 넷째, 자금조달 시 10억 유로 상당의 융자

가 가능하도록 보증제도를 마련한다. 다섯째, 문화 창조 분야의 ‘Banking Expertise (은행상

품)’을 확대한다. 여섯째, 문화적·언어적 다양성을 보호하면서 유럽의 문화 원형 및 콘텐츠(

영화 등) 경쟁력을 제고 시킨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계획은 아래 다섯 개의 기대효과가 있다. 첫째, 30만 명의 예술가와 

문화 분야 전문가들, 그리고 그들의 작품들이 다른 국가의 새로운 관람객을 만날 수 있도록 한

다. 둘째, 유럽 제작 영화들이 배급지원을 받게 되며, 그 지원대상은 유럽 및 전 세계 영화시

장의 기존 스크린·디지털 스크린을 포함한다. 셋째, 유럽의 문화관련 유관기관과 전문가들

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국제적으로 활동 할 수 있도록 직무역량강화 연수기회를 제공한

68) http://ec.europa.eu/culture/creative-europe/index_en.ht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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