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인류무형문화유산·세계기록유산



석굴암은 751년 신라 경덕왕 때 당시 재상이었던 김대성이
창건해 774년 신라 혜공왕 때 완공됐다. 건립 당시의 명칭은
석불사였다. 건축, 수리, 기하학, 종교, 예술이 총체적으로 구현
됐으며 국보로 지정돼 있다.

석굴암의 석굴은 백색 화강암재를 사용해 토함산 중턱에 인
공으로 석굴을 축조하고 그 내부 공간에는 본존불인 석가여래
불상을 중심으로 주벽에 보살상 및 제자상과 금강역사상, 천왕
상 등 총 39체의 불상을 조각했다.
장방형의 전실과 원형의 주실은 통로로 연결돼 있다. 입구
쪽에 위치한 평면방형의 전실에는 좌우로 4구씩 8부신장을 두
고 통로 좌우 입구에는 금강역사상을 조각했으며, 좁은 통로에
는 사천왕상을 2구씩 조각했다.
주실은 360여 개의 판석으로 궁륭천장 등을 구축했는데, 이
건축기법은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주실 입구에
는 좌우로 8각 석주를 세웠고 이곳을 지나면 평면원형의 주실이
나타난다. 주실은 입구 좌우로 천부상 2구, 보살상 2구, 나한상 10
구로 주벽을 채우고 본존 정후면에는 십일면관음보살상이 있다.
석굴암은 원숙한 조법과 사실적인 표현의 석가여래상, 10구
의 얼굴과 전신이 화려하게 조각된 십일면관음보살상, 인왕상
의 용맹, 사천왕상의 위엄, 주실 내 보살들의 우아한 모습, 나
한상들의 개성 있는 표현 등으로 인해 동아시아 불교조각의
최고 걸작으로 꼽힌다.
토함산 서쪽 중턱 경사진 곳에 자리한 불국사는 석굴암과
같은 751년 창건, 774년 완공됐다. 조선 선조 26년(1593)에 왜의
침입으로 대부분의 건물이 불타버린 후 극락전, 자하문, 범영
루 등 일부 건물만이 명맥을 이어오다가 1969년에서 1973년에
걸친 발굴조사로 복원돼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불국사는 신라인이 그린 불국, 이상적인 피안의 세계를 지
상에 옮겨 놓은 것으로 법화경에 근거한 석가모니불의 사바세
계와 무량수경에 근거한 아미타불의 극락세계 및 화엄경에 근
거한 비로자나불의 연화장세계를 형상화했다.
불국사의 건축구조를 살펴보면 크게 두 구역으로 나눠진다.
하나는 대웅전을 중심으로 청운교와 백운교(국보), 자하문, 범
영루, 좌경루, 다보탑과 삼층석탑(석가탑·국보), 무설전 등이
있는 구역이고 다른 하나는 극락전을 중심으로 칠보교와 연화
교(국보), 안양문 등이 있는 구역이다.

▲ 석굴암

▲ 불국사

한국의 세계유산
세계유산(World Heritage)은 유네스코가 1972년 채택한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약칭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전 인류가 공동으로 보
존하고 후세에 전수해야 할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유
산을 말한다. 세계유산은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 문화유산(Cultural Heriatge) : 역사적·미학적·고고학
적·과학적·민족학적·인류학적 가치를 지닌 유적, 기념
물이나 건축물 및 기타 문화재적 가치를 지닌 장소 등
• 자연유산(Natural Heritage) : 뛰어난 외적·생물학적 및
지질학적 형상물이나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서식지, 과
학적 보존 혹은 미학적 가치를 지닌 평원이나 지역 등
•복
 합유산 (Mixed Heritage) :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특징
을 동시에 충족하는 유산

우리나라는 2021년 7월 등재된 ‘한국의 갯벌’(Getbol, Korean
Tidal Flats)을 포함해 세계유산 15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문화유산이 13건, 자연유산이 2건이다.

* ( )안은 등재 시기
■ 석
 굴암

· 불국사(199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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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국사 전면에서 바라볼 때 장대하고 독특한 석조구조는 창
건 당시인 8세기의 유물이다. 석조 구조는 길고 짧은 장대석,
아치석, 둥글게 조출된 기둥석, 난간석 등 잘 다듬은 다양한 형
태의 석재로 화려하게 구성됐다. 특히 연화교와 칠보교의 정교
하게 잘 다듬은 돌기둥과 둥근 돌난간은 그 정교함, 장엄함과
부드러움이 보는 이의 감탄을 자아낸다.
높이 8.2m의 삼층석탑인 석가탑은 각 부분의 비례와 전체의
균형이 알맞아 간결하고 장중한 멋이 있다. 또한 높이 10.4m의
다보탑은 정사각형 기단 위에 여러 가지 정교하게 다듬은 석
재를 목재건축처럼 짜 맞췄는데 복잡하고 화려한 장엄미, 독특
한 구조와 독창적인 표현법, 뛰어난 예술성 등으로 인해 높이
평가되고 있다.

오·탈자 없이 모두 고르고 정밀하다는 점에서 그 보존가치가
매우 크다.
대장경판은 고려 고종 때 대장도감에서 새긴 목판이다. 대
장경은 경(經)·율(律)·논(論)의 삼장(三藏)으로서 불교경전의
총서를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해인사 대장경판은 고려시대에
판각됐기 때문에 고려대장경이라 하며, 또한 판수가 8만여 판
에 이르고 8만4천 법문을 수록했다 해서 팔만대장경이라고도
한다.
해인사 장경판전은 국보로 지정돼 있으며 소장 문화재로서
는 대장경판 8만1천258판(국보), 고려각판 2천725판(국보), 고
려각판 110판(보물)이 있다.
■ 종
 묘(1995.12)

■ 해
 인사

장경판전(1995.12)

▲ 해인사 장경판전

해인사 장경판전(藏經板殿)은 13세기에 제작된 고려 대장경
판 8만여 장(팔만대장경·八萬大藏經)을 봉안하기 위해 지어
진 목판 보관용 건축물이다.
해인사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로 앞면 15칸·옆면 2칸 크기
의 두 건물을 나란히 배치했는데, 남쪽 건물은 ‘수다라장’이라
하고 북쪽 건물은 ‘법보전’이라 한다. 서쪽과 동쪽에는 앞면 2
칸·옆면 1칸 규모의 작은 서고가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긴 네
모형으로 배치돼 있다.
해인사 장경판전은 대장경판을 보관하는 건물의 기능을 충
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장식 요소는 두지 않았으며, 통풍을 위
해 창의 크기를 남쪽과 북쪽을 서로 다르게 하고 각 칸마다 창
을 냈다. 또한 안쪽 흙바닥 속에 숯과 횟가루, 소금을 모래와
함께 차례로 넣음으로써 습도를 조절하도록 했다. 자연의 조건
을 이용한 과학적 설계로 인해 대장경판을 지금까지 잘 보존
할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해인사 장경판전의 정확한 창건연대는 알려져 있지 않다.
조선 세조 3년(1457) 어명으로 판전 40여 칸을 중창했고, 성종
19년(1488) 학조대사가 왕실의 후원으로 30칸의 대장경 경각을
중건한 뒤 ‘보안당’이라 명명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후 광해군
14년(1622)에 ‘수다라장’, 인조 2년(1624)에 ‘법보전’이 각각 중수
됐다.
이 판전에는 8만1천258장의 대장경판이 보관돼 있다. 글자
수는 무려 5천200만 자로 추정되는데 이들 글자 하나하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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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宗廟)는 조선왕조 역대 왕과 왕비 및 추존된 왕과 왕비
의 신주를 모신 유교사당으로서 정제되고 장엄한 건축물로 꼽
힌다. 조선왕조가 한양으로 도읍을 옮긴 태조 3년(1394) 12월
착공해 이듬해 9월 완공됐다. 조선왕조는 종묘 완공 후 곧바로
개성으로부터 태조의 4대조인 목조, 익조, 도조, 환조의 신주를
모셨다.
약 18만6천㎡ 면적의 경내에는 정전(국보)을 비롯해 별묘인
영녕전(보물)과 전사청, 재실, 향대청 및 공신당, 칠사당 등의
건물이 있다.
정전(正殿)은 처음 태실 7칸, 좌우에 딸린 방이 2칸이었으나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으로 불타버려 광해군 즉위년(1608)
에 다시 고쳐 짓고, 그 후 영조와 헌종 때 증축해 지금의 태실
19칸이 됐다. 영녕전(永寧殿)은 세종 3년(1421)에 창건해 처음에
는 태실 4칸, 동서에 곁방 각 1칸씩으로 6칸 규모였는데, 임진
왜란 때 불타버려 광해군 즉위년에 10칸의 규모로 다시 지었
으며 이후 계속 증축해 지금의 16칸으로 됐다.
정전에는 19실에 49위, 영녕전에는 16실에 34위의 신위가
모셔져 있다. 또한 정전 뜰 앞에 있는 공신당에는 조선시대 공
신 83위가 모셔져 있다.

▲ 종묘

조선시대 정전에선 매년 춘하추동과 섣달에 대제를 지냈고,
영녕전에선 매년 춘추와 섣달에 제향일을 따로 정해 제례를
지냈다. 현재는 전주이씨 대동종약원에서 매년 5월 첫째 일요
일에 종묘제례를 거행한다.

종묘는 한국의 일반 건축물과 같이 개별적으로 비대칭구조
를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다. 의례공간의
위계질서를 반영해 정전과 영녕전의 기단과 처마, 지붕의 높
이, 기둥의 굵기를 그 위계에 따라 달리했다.
건축양식은 궁이나 불사의 건축이 화려하고 장식적인데 반
해 유교의 검소한 기품을 따르고 있다. 특히, 정면이 매우 길고
수평성이 강조된 독특한 형식의 건물 모습은 종묘제도의 발생
지인 중국과 다른 건축양식으로 서양건축에서도 그 유례를 찾
아볼 수 없는 세계적으로 희귀한 건축유형이다.
■ 창
 덕궁(1997.12)

창덕궁(昌德宮)은 조선 태종 5년(1405) 경복궁의 이궁으로
지어진 궁궐이다. 창건 시 정전인 인정전, 편전인 선정전, 침전
인 희정당, 대조전 등 중요 전각이 완성됐다. 태종 12년(1412)에
는 돈화문이 건립됐고, 세조 9년(1463)에는 약 20만㎡이던 후
원을 넓혀 50만여㎡ 규모로 궁의 경역을 크게 확장했다.

전이 자리하고 있다. 편전과 침전은 모두 정전의 동쪽에 전개
되는 등 건물 배치가 여러 개의 축으로 이뤄져 있다. 인위적인
건물이 자연의 수림 속에 포근히 자리를 잡도록 함으로써 자
연지형을 크게 변형시키지 않았다.
왕들의 휴식처로 사용되던 후원은 태종 5년(1405) 창덕궁을
창건할 때 조성했으며 창경궁과도 통하도록 했다. 수령 300년
이 넘은 거목, 연못과 정자 등 조원시설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
도록 함으로써 건축사적·조경사적 측면에서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창덕궁 후원은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 조원 시설로서 자연지
형에다 꽃과 나무를 심고 못을 파서 아름답고 조화있게 건물
을 배치했다. 대부분의 정자는 임진왜란 때 소실돼 지금 남아
있는 정자와 전각들은 인조 원년(1623) 이후 개수·증축된 것
이다.
창덕궁의 역사에 대한 기록은 ‘조선왕조실록’, ‘궁궐지’, ‘창
덕궁조영의궤’, ‘동궐도’ 등에 기록돼 있다. 특히 1830년께 그린
‘동궐도’는 창덕궁의 건물 배치와 형태를 그림으로 전하고 있
는데, 궁궐사와 궁궐건축을 연구·고증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창덕궁은 사적으로 지정돼 있으며 소장 문화재로는 돈화문
(보물), 인정문(보물), 인정전(국보), 대조전(보물), 선원전(보물),
선정전(보물), 희정당(보물), 향나무(천연기념물), 다래나무(천연
기념물) 등이 있다.
■ 수
 원

▲ 창덕궁

창덕궁은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을 선조 40년(1607)에 중
건하기 시작해 광해군 5년(1613)에 공사가 끝났으나 다시
1623년 인조반정 때 인정전을 제외한 대부분의 전각이 소실
됐다. 인조 25년(1647)에 복구됐지만 이후에도 여러 번 화재
가 발생했다.
창덕궁 안에는 가장 오래된 궁궐 정문인 돈화문, 신하들의
하례식이나 외국사신의 접견장소로 쓰이던 인정전, 국가의 정
사를 논하던 선정전 등의 치조공간이 있다. 또 왕실 일족이 거
처하는 희정당, 대조전 등의 침전공간 외에 연회, 산책, 학문을
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후원으로 조성돼 있다.
정전은 왕의 권위를 상징해 높게 했고, 침전건축은 정전보
다 낮고 간결하며, 위락공간인 후원에는 자연지형을 위압하지
않도록 작은 정자각을 많이 세웠다.
건물 배치에 있어 정궁인 경복궁, 행궁인 창경궁과 경희궁
은 정문부터 정전, 편전, 침전 등이 일직선상에 대칭으로 배치
돼 궁궐의 위엄성이 강조된 데 반해, 창덕궁은 산세를 따라 건
물을 배치해 ‘자연과 인간이 만들어낸 완벽한 건축의 표상’이
라는 평가를 받는다.
정문인 돈화문은 정남향이고, 궁 안으로 들어서면 금천교가
동향으로 진입돼 있으며 다시 북쪽으로 인정전, 선정전 등 정

화성(1997.12)

화성(華城)에는 조선 정조와 그의 아버지 사도세자의 사
연이 깃들어 있다. 사도세자는 영조의 둘째아들로 세자 책
봉 후 당쟁에 휘말려 뒤주 속에서 생을 마감한 인물이다. 11
살 나이에 아버지의 죽음을 목도한 정조는 즉위하자마자 아
버지의 능침을 양주 배봉산에서 당시 조선 최고의 명당으로
꼽히던 수원 화산으로 천봉한다. 그와 동시에 화산 부근 마
을을 팔달산 아래로 옮기고 성을 쌓는데 그것이 바로 화성
이다.
화성은 정조의 효심이 축성의 근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쟁에 의한 당파정치 근절과 강력한 왕도정치의 실현을 위한
원대한 정치적 포부가 담긴 정치구상의 중심지로 지어졌다. 아
울러 수도 남쪽의 국방 요새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 수원 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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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은 규장각 문신 정약용이 동서양의 기술서를 참고해 만
든 ‘성화주략’을 지침서로 해, 재상을 지낸 영중추부사 채제공
의 총괄 아래 조심태의 지휘로 1794년 1월 착공해 1796년 9월
완공했다.
축성 당시 거중기, 녹로 등 신기재가 고안돼 장대한 석재 등
을 옮기고 쌓는 데 이용됐다. 화성 축성과 함께 부속시설물로
화성행궁, 중포사, 내포사, 사직단 등 많은 시설물을 건립했으
나 전란으로 소멸되고 현재 화성행궁의 일부인 낙남헌만 남아
있다.
화성은 축조 이후 일제 강점기를 지나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성곽의 일부가 파손·손실됐으나 1975~1979년까지 축성 직후
발간된 ‘화성성역의궤’에 의거해 대부분 축성 당시 모습대로
보수·복원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성의 둘레는 5천744m, 면적은 130㏊로 동쪽은 평지를 이루
고 서쪽은 팔달산에 걸쳐 있는 평산성의 형태이다. 성의 시설
물은 문루 4, 수문 2, 공심돈 3, 장대 2, 노대 2, 포(鋪)루 5, 포
(咆)루 5, 각루 4, 암문 5, 봉돈 1, 적대 4, 치성 9, 은구 2개 등 총
48개가 일곽을 이루고 있으나, 이 중 수해와 전란으로 7개 시
설물(수문 1, 공심돈 1, 암문 1, 적대 2, 은구 2)이 소멸되고 41개
시설물이 현존하고 있다.
화성은 축성 시의 성곽이 거의 원형대로 보존돼 있을 뿐 아
니라, 북수문(화홍문)을 통해 흐르던 수원천이 지금도 흐르고
있고, 팔달문과 장안문, 화성행궁과 창룡문을 잇는 가로망이
지금도 도시 내부 가로망 구성의 주요 골격을 유지하고 있는
등 200여 년 전 성의 골격이 그대로 남아 있다.
축성의 동기가 군사적 목적보다는 정치·경제적 측면과 부
모에 대한 효심으로 성곽 자체가 ‘효’ 사상이라는 동양의 철학
을 담고 있어 문화적 가치 외에 정신적·철학적 가치를 가지
는 성으로 관련 문화재가 잘 보존돼 있다. 현재 사적으로 지정
돼 있으며 소장 문화재로는 팔달문(보물), 화서문(보물), 장안
문, 서북공심돈(보물) 등이 있다.

▲ 경주역사유적지구(첨성대)

월성지구에는 신라왕궁이 자리하고 있던 월성, 신라 김씨왕
조의 시조인 김알지가 태어난 계림, 통일신라기의 별궁인 임해
전지, 그리고 동양 최고(最古)의 천문시설인 첨성대 등이 있다.
대능원지구에는 미추왕릉 등 신라시대의 왕과 왕비, 귀족
등 높은 신분계층의 무덤들이 있고 구획에 따라 황남리 고분
군, 노동리 고분군, 노서리 고분군 등으로 부르고 있다. 무덤의
발굴조사에서 신라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금관, 천마도, 유리
잔, 각종 토기 등 당시의 생활상을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유물
들이 출토됐다.
황룡사지구에는 황룡사지와 분황사가 있으며, 황룡사는 몽
고의 침입으로 소실됐으나 발굴을 통해 당시의 웅장했던 대사
찰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으며, 4만여 점의 출토유물은 신라시
대사 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산성지구에는 5세기 이전에 쌓은 것으로 추정되는 명활산
성이 있는데 신라의 축성술은 일본에까지 전해져 영향을 끼
쳤다.
■ 고
 창

· 화순 · 강화 고인돌 유적(2000.12)

■ 경
 주역사유적지구(2000.12)

경주역사유적지구는 신라 천년(B.C 57~A.D 935) 고도인 경
주의 역사와 문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불교유적, 왕경(王京)
유적이 잘 보존돼 있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일본의 교토, 나
라의 역사유적과 비교했을 때 유적의 밀집도 및 다양성 측면
에서 더 뛰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경주역사유적지구는 신라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유산이 산재해 있는 종합역사지구로서
유적의 성격에 따라 모두 5개 지구로 나눠져 있다. 불교미술의
보고인 남산지구, 천년왕조의 궁궐터인 월성지구, 신라 왕을
비롯한 고분군 분포지역인 대능원지구, 신라불교의 정수인 황
룡사지구, 왕경 방어시설의 핵심인 산성지구로 구분돼 있으며
52개의 지정문화재가 세계유산지역에 포함돼 있다.
경주 남산지구는 야외박물관이라고 할 만큼 신라의 숨결이
살아 숨 쉬는 곳으로 신라 건국설화에 나타나는 나정(蘿井),
신라왕조의 종말을 맞게 했던 포석정과 미륵곡 석불좌상, 배
리 석불입상, 칠불암 마애석불 등 수많은 불교유적이 산재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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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는 청동기시대 거석문화의 유산인 고인돌의 중심지
로 통한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고인돌 5만여 기의 절반 이
상이 한반도에 몰려 있다.
1999년 서울대 박물관이 문화재청의 학술용역사업으로 실
시한 ‘한국 고인돌 유적 종합 조사·연구’에 따르면 총 2만9천
510기가 전국 각지에 분포돼 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가장 많
은 1만9천68기를 비롯해 경북 2천800기, 전북 1천597기, 경남
1천238기 등이며 북한 지역에도 3천160기가 있는 것으로 파악
되고 있다.
연구에 의하면 고인돌 1개를 만드는 데 수십에서 수백 명의
인원이 동원됐으며, 지렛대와 밧줄이 돌을 운반하고 쌓는 데
사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덮개돌을 들어 올릴 때는 주
변에 받침돌을 세우고 그것과 같은 높이의 흙을 쌓은 뒤 경사
면을 이용해 덮개돌을 끌어 올리고 이어 흙을 제거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우리나라 고인돌은 지역에 따라 시기와 형태가 다르게 나타
나고 있다. 고인돌 유적을 통해 선사시대 문화상을 파악할 수
있고 나아가 사회구조, 정치체계는 물론 당시 사람들의 정신세

계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선사시대 연구의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특히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고창·화순·강화 고인돌유적은
밀집분포도, 형식의 다양성으로 인해 고인돌의 형성과 발전과
정을 규명하는 중요한 유적으로 꼽힌다.

▲ 고창 고인돌

백록담 현무암이 분포하며 한라산 조면암은 높은 점성을 갖고
돔상으로 솟아 한라산을 더욱 웅장하게 만들고 있다.
또한 계절에 따라 색과 모습이 달라지는 한라산은 폭포, 갖
가지 모양으로 형성된 암석, 주상절리(柱狀節理) 절벽, 분화구
에 호수가 있는 우뚝 솟은 정상 등이 경관과 미적 매력을 더해
준다. 특히 생태계의 보고로서 식물 총 1천565종과 동물 1천179
종이 자생하고 있다.
성산일출봉은 제주도에 분포하는 360개 오름 중의 하나로
해안선 근처에 뛰어난 경관을 제공한다. 해뜨는 오름으로도 불
리는 성산일출봉은 5만~12만 년 전 얕은 수심의 해저에서 화
산분출에 의해 형성된 전형적인 수성화산이다.
높이 179m로 제주도 동쪽 해안에서 사면이 절벽인 거대
한 고성처럼 자리잡고 있는 이 분화구는 바다에서 바라볼
때는 마치 왕관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으며, 하늘에서 바라
보면 웅장함과 자연이 만든 조각의 오묘함이 어우러져 그
자체만으로도 뛰어난 경관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일출
봉’ 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해 뜨는 시각에 태양을
배경으로 바라보는 모습은 그 경관의 장엄함과 아름다움이
뛰어나다.

◇ 고창고인돌유적
전북 고창군 죽림리와 도산리 일대에 매산마을을 중심으
로 동서로 약 1천764m 범위에 447기가 분포하고 있으며, 우
리나라에서 가장 큰 고인돌 군집을 이루고 있는 지역이다.
10t 미만에서 300t에 이르는 다양한 크기의 고인돌이 분포하
고 있다. 탁자식, 바둑판식, 지상석곽형 등 고인돌의 형식도
다양하다.
◇ 화순고인돌유적
전남 화순군 도곡면 효산리와 춘양면 대신리 일대의 계곡을
따라 약 10㎞에 걸쳐 596기(고인돌 287기, 추정고인돌 309기)
의 고인돌이 군집을 이루며 집중분포하고 있으며 최근에 발견
돼 보존상태가 좋다. 또한 고인돌의 축조과정을 보여주는 채석
장이 발견돼 당시의 석재를 다루는 기술, 축조와 운반방법 등
을 확인할 수 있는 유적으로 평가된다.
◇ 강화고인돌유적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삼거리, 오상리 등의 지
역에 고려산 기슭을 따라 160여 기의 고인돌이 분포하고 있다.
전체 높이가 2.6m이고 덮개돌의 길이가 6.5m, 너비가 5.2m에
달하는 한국 최대 북방식 고인돌인 강화지석묘(사적)가 대표적
이다. 우리나라 고인돌의 평균고도보다 높은 해발 100~200m
까지 고인돌이 분포하고 있다.
■ 제
 주

화산섬과 용암동굴(2007.6/자연유산)

제주도는 약 180만 년 전부터 역사시대에 걸쳐 일어난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졌다.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지역은 한라산, 성
산일출봉, 거문오름용암동굴계 등 크게 3개로 이뤄져 있다.
한라산은 남한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서 화산활동에 의해 생
성된 순상(방패모양)화산체이다. 정상부에는 한라산 조면암과

▲ 제주 화산섬 성산일출봉

거문오름용암동굴계는 약 10만~30만 년 전 거문오름에서
분출된 용암으로부터 만들어진 여러 개의 용암동굴을 말한다.
이 동굴계에서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동굴은 벵뒤굴, 만장
굴, 김녕굴, 용천동굴, 그리고 당처물동굴이다.
가장 규모가 큰 용암동굴은 만장굴로서 이 동굴의 길이와
규모는 세계적이다. 만장굴과 김녕굴은 길이뿐만 아니라 통로
의 규모면에서도 세계적이다. 또한 벵뒤굴은 미로형 동굴로서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통로의 형태를 보인다. 대부분의 용암동
굴은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다양한 규모와 형태, 지형, 그리
고 동굴생성물을 보여준다.
세계적인 경관과 가치를 지니고 있는 또 다른 동굴은 제주
도 해안 저지대의 용천동굴과 당처물동굴이다. 이들 동굴 내에
는 용암동굴 내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석회질 동굴생성물이
성장하고 있다. 특히 종유관, 종유석, 석순, 석주, 휴석, 커튼, 동
굴산호 등 다양한 동굴생성물이 잘 보존돼 있어 전 세계적으
로 용암동굴 내의 탄산칼슘으로 이뤄진 2차 동굴생성물이 가
장 발달된 동굴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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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선

왕릉(2009.6)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은 모두 40
기(북한소재 2기 제외)로 구성돼 있다. 모두 사적으로 지정돼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서울과 경기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해
있다.

500년 이상 이어졌고 모든 왕과 왕비의 능이 온전히 남은 사
례는 세계에서 조선왕릉이 유일하다.
현재 전주이씨 대동종약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산릉제례는
조선왕조 60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돼 왔다. 이는 조선
시대의 대표적 사상인 유교의 충과 효를 상징하는 예제의 집
결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선왕조가 멸망한 후 오늘날
까지 왕실 후손들에 의해 계속되고 있는 한국만의 독특한 문
화유산이다.
■ 한
 국의

▲ 조선 왕릉

조선왕조(1392~1910)는 초대 태조 이래 마지막 순종에 이르
기까지 모두 27명의 왕이 있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왕
릉’이라면 27기여야 정상이지만, 40기가 된 까닭은 생전에는
왕이 되지 못했으나 나중에 왕으로 추봉(推封)된 경우가 있는
가 하면, 왕비의 무덤 또한 이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조선 왕릉은 조선시대의 국가통치 이념인 유교와 그 예법에
근거해 시대에 따라 다양한 공간의 크기, 문인과 무인 공간의
구분, 석물의 배치, 기타 시설물의 배치 등 특색을 띠고 있다.
특히 왕릉의 석물 중 문석인, 무석인의 규모와 조각양식 등은
예술성을 각각 달리하며, 시대별로 변하는 사상과 정치사를 반
영하고 있어서 역사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뛰어난 문화유산
에 속한다.
또한 왕릉은 하나의 우주세계를 반영하도록 조영됐다. 능역
의 공간은 속세의 공간인 진입공간(재실, 연못, 금천교), 제향공
간(홍살문, 정자각, 수복방), 그리고 성역공간(비각, 능침공간)의
3단계로 구분·조성됐는데, 이는 사후의 세계관을 강조하는
것이다.
조영 당시부터 계획적으로 조성되고 엄격하게 관리된 왕릉
내부와 주변의 녹지와 산림은 당시에도 주요한 생태계로 작용
해 왔으며, 특히 도시화가 고도로 진행되고 있는 현대 한국의
대도시 서울 주변 지역의 생태적 안정성과 종 다양성을 보장
하는 주요한 생태계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국왕의 무덤은 절대 왕권을 과시하기 위해 규모를 크게 만
드는 것이 일반적이나 조선 왕릉은 유교적 위민사상에 따라
규모가 과대하게 크지 않은 것도 특징이다. 도성과 멀리 떨어
져 있지 않은 범위에서 풍수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위치를 찾
다 보니 특정 지역에 집중해 있는 것이 아니라 입지 조건이 우
수한 여러 곳에 산재해 있다.
조선 왕릉은 한국의 독자적인 문화와 중국의 성리학 이론,
자연경관을 적절하게 융합했으며 공간배치, 석물의 조형도 빼
어난데다 보존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왕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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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마을 : 하회와 양동(2010.7)

하회마을과 양동마을은 조선시대의 대표적 마을유형인 씨
족마을 중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됐고, 경관 또한 가장 탁월한
곳으로 꼽힌다.
씨족마을이란 장자 상속을 기반으로 같은 성씨의 혈연집단
이 대를 이어 모여 사는 유교문화 특유의 마을을 말한다. 안동
하회마을은 풍산유씨가, 경주 양동마을은 월성손씨와 여강이
씨가 모인 씨족마을이다.
조선 전기에 형성된 두 마을은 ‘개척입향’(開拓入鄕)과 ‘처가
입향’(妻家入鄕)이라고 해서 씨족마을이 만들어지는 두 가지
전형적인 모습을 각각 대표한다. 하회마을이 새로운 살 곳을
찾아 이주해 정착한 개척입향의 사례라면, 양동마을은 혼인을
통해 처가에 들어와 살면서 자리를 잡은 처가입향의 사례이다.
이후 수백 년을 거치면서 대표적인 양반마을인 두 마을 문중
간에 빈번하게 혼인이 이뤄지기도 했다.

▲ 안동 하회마을

한국의 역사마을로 한데 묶여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두 마
을은 씨족마을이라는 점을 빼고도 공통점이 많다.
먼저 하회마을과 양동마을은 모두 풍수사상에 따른 길지에
자리를 잡았다. 하회마을은 물이 마을을 섬처럼 둘러싼 형태
로, 연꽃이 물에 떠 있는 모습과 같다는 연화부수형(蓮花浮水
形)의 명당이다. ‘하회(河回)’라는 이름도 ‘강(河)이 마을을 감싸
고 돈다(回)’는 뜻이다. 양동마을은 여러 작은 골짜기가 나란히
흐르는 이른바 ‘물(勿)’자형 터에 자리잡았다.
이들 마을은 이중환의 ‘택리지’에서 길지로 언급됐고, 일제
강점기 일본인 학자인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의 저서 ‘조선
의 풍수’에도 ‘삼남의 4대 길지’에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가 풍수의 원칙을 따라 구조화했기 때문에 지형과 조화하

고 자연과 일체화한 경관을 이루며, ‘농경지-거주지-유보지’
등 생산공간-생활공간-의식공간으로 나뉘어 유교적 의식이
강조되는 독특한 특징도 갖췄다.
특히 의식공간에는 정자 등을 세워 자연을 조망할 뿐 아니
라 학문과 교육, 사교의 장으로 만들었다. 여기서 지은 시나 기
문 등을 새긴 목판도 아직 남아 있다.
두 마을의 역사가 600여 년에 이르는 만큼 중요한 문화재
도 많이 소장하고 있다. 하회마을에 있는 풍산유씨 종가인 양
진당과 서애 유성룡의 생가인 충효당, 양동마을에 있는 이언적
의 향단(香壇)과 독락당ㆍ관가정ㆍ무첨당 등 건물 6채가 보물
로 지정돼 있다.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도 하회마을
에 9건, 양동마을에 12건이나 있다.
조선시대부터 이어진 족보와 문헌자료도 풍부하다. 하회마
을에 있는 유성룡의 ‘징비록’(국보)과 양동마을의 금속활자본
‘통감속편’(국보) 등은 각각 역사적ㆍ인쇄사 측면에서 중요하
다. 양동마을의 손씨 가문이 보관하는 ‘손소 영정’(보물) 역시
15세기 말에 그린 초상화로 큰 의미가 있다. 이밖에도 개인 사
이에 주고받은 간찰과 매매 계약 문서, 관혼상제 관련 문서, 상
속이나 분쟁과 관련된 문서 등도 잘 보관돼 있다.
무형문화유산도 주목할 만하다. 무엇보다 두 마을에서 모두
전통적인 방식의 관혼상제가 이어진다는 점은 왕실의 종묘제
례에 비길 만한 소중한 가치가 있다. 특히 하회마을의 ‘하회별
신굿탈놀이’(국가무형문화재)는 빼놓을 수 없다. 여기서 사용하
는 ‘하회탈 및 병산탈’(국보)도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는다.
하회마을과 양동마을은 마을 전체가 하나의 문화유산으로
인정돼 각각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돼 있다.
■ 남
 한산성(2014.6)

남한산성(南漢山城)은 극동아시아 여러 지역의 영향을 바탕
으로 다양한 군사 방어 기술을 종합적으로 구현하면서 조선왕
조의 유사시를 대비해 임시 수도로서 역할을 담당하도록 건설
된 산성이다.
서울의 중심부에서 동남쪽으로 25㎞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
으며, 지형적으로 평균 고도 해발 480m 이상의 험준한 산세를
이용해 방어력을 극대화한 곳이다. 남한산성은 둘레 12㎞에 이
르며 중심 도시가 입지할 수 있을 만큼 넓은 분지이기 때문에
백성과 함께 왕조가 대피할 수 있는 조선 왕실의 보장처였다.
동 유산은 본성(한봉성과 봉함성을 포함)과 신남성(동서돈
대)으로 구성된 연속유산으로 16세기에서 18세기에 이르는 기
간 동안 동아시아 국가들 간 축성술과 도시 계획이 상호 교류
한 증거이다.
남한산성은 7세기 초에 처음 만들어져 여러 차례 재건됐으
며, 특히 17세기 청(淸)나라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크게 중건된
바 있다. 주로 승군(僧軍)이 동원돼 축성됐으며 이들이 산성을
지켰다. 남한산성은 중국과 일본의 영향을 수용하면서 서양식
무기 도입에 따른 성곽축조 기술의 변화를 종합한 군사 방어
기술의 개념을 집대성하고 있다.
이에 7세기부터 19세기까지 축성술의 시대별 발달 단계와
무기 체계의 변화상을 잘 보여주며 지금까지 주민들이 거주하
고 있는 살아 있는 유산으로서 가치를 지닌다.

▲ 남한산성

조선은 임진왜란(1592~1598)과 연이은 정묘호란, 병자호란
등 청과의 전쟁(1627~1637)을 겪으며 일본의 아주치-모모야마
시대, 중국의 명나라, 청나라 시대와 광범위하게 상호 교류를
하게 됐다.
그 결과 새로운 화포와 무기에 효과적으로 대항하고 장기전
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산성을 지속적으로 증·개축을 하게 됐
고, 이를 통해 남한산성은 16세기에서 18세기에 이르는 기간
동안 동아시아 국가들 간 축성술과 도시 계획술을 종합적으로
구현하게 됐다.
오랜 세월 동안 지방의 도성이었으면서 아직도 대를 이어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남한산성의 성곽 안쪽에는 당시에 만
들어진 다양한 형태의 군사·민간·종교 시설 건축물의 증거
가 남아 있다. 남한산성은 한민족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나타내
는 상징이기도 하다.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에 위치한 남한산성은 사적으로
지정돼 있다. 국가지정 문화재 2개(성곽, 남한산성 행궁), 경기
도 지정문화재 6건(수어장대, 연무관, 숭렬전, 청량당, 현절사,
침괘정) 및 경기도 기념물 2건(망월사지, 개원사지) 등으로 구
성돼 있다. 총 면적은 3만6천447㎢로 성 안쪽이 2천317㎢(6%),
성 바깥쪽이 3만4천130㎢(94%)를 차지한다.
■ 백
 제역사유적지구(2015.7)

한반도 중서부 산지에 위치한 백제의 옛 수도였던 3개 도시
에 남아 있는 유적이다. 이웃한 지역과의 빈번한 교류를 통해
문화적 전성기를 구가했던 고대 백제왕국의 후기 시대를 대표
한다.
백제는 기원전 18년에 건국돼 660년에 멸망할 때까지 700
여 년 동안 존속했던 고대 왕국으로 한반도에서 형성된 초기
삼국 중 하나였다. 백제역사유적지구는 공주시, 부여군, 익산
시 등 3개 지역에 분포된 8개 고고학 유적지로 이뤄져 있다.
공주에는 서기 475년 고구려 공격으로 한성(漢城)에서 웅
진(熊津·공주)으로 천도한 이후의 웅진시대 백제의 유적이
남아 있다. 외부 침입을 막는 방어의 거점이자 전략적 요충지
로 택해 왕궁으로 삼았던 공산성과 무령왕릉을 포함한 웅진
시대 왕과 왕족들의 무덤으로 구성된 송산리 고분군 등 2곳이
있다.

주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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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에는 538년(성왕 16년) 도읍지를 웅진에서 사비(泗沘·
부여)로 옮긴 이후 사비시대 왕궁지인 관북리 유적과 왕궁의
배후 산성이자 후원인 부소산성, 백제 가람배치 건축의 전형
을 보여주는 정림사지, 도성 밖에 위치한 사비시대 왕릉군인
능산리 고분군, 사비도성을 둘러싼 외곽성인 나성 등 4곳이
포함된다.

도사, 영주 부석사, 안동 봉정사, 보은 법주사, 공주 마곡사, 순
천 선암사, 해남 대흥사 등 7개로 이뤄져 있다.
7~9세기에 창건된 이들 7개 사찰은 신앙과 영적 수행, 승
려 공동체 생활의 중심지로 한국 불교의 역사적인 전개를 보
여주고 있다. 한국의 다양한 불교신앙이 산사의 경내에 수용
됐으며, 이는 역사적인 구조물과 전각, 유물, 문서 등에 잘 남
아 있다.
사찰 운영에서 나타나는 자립성과 승려 교육, 한국 선불교
의 특징인 영적 수행과 교리 학습의 공존 등의 지속적인 전통
에서 한국 불교의 무형적·역사적 측면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산사는 조선시대 억압과 전란으로 인한 손상에도 불구
하고, 오늘날까지 신앙과 일상적인 종교적 실천의 살아 있는
중심으로 남아 있는 신성한 장소이다.
◇ 양산 통도사

▲ 백제역사유적지구(정림사지 오층석탑)

익산에는 사비시대 백제의 두 번째 수도였던 익산지역 왕궁
구조의 모범을 보여주는 왕궁리 유적, 찬란했던 백제 건축기술
로 완성한 동양 최대 규모의 사찰터로 평가받는 미륵사지 등 2
곳이 있다.
백제역사유적지구는 5~7세기 한국, 중국, 일본의 고대 동아
시아 왕국들 사이의 교류와 그 결과로 나타난 건축기술의 발
전과 불교의 확산을 보여주는 고고학 유적이다.
또한 백제역사유적지구는 수도의 입지, 불교 사찰과 고분
군, 건축물과 석탑을 통해 고대왕국 백제의 문화, 종교, 예술미
를 보여준다. 수도 입지 선정을 통해 백제의 역사를, 불교사찰
을 통해 백제의 내세관과 종교를, 성곽과 건축물의 하부구조를
통해 독특했던 백제의 건축기술을, 고분과 석탑을 통해 백제의
예술미를 찾아볼 수 있다. 이들 유적은 475~660년 사이의 백
제 왕국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고대 도성의 필수 요소인 산성, 왕궁지, 외곽성, 왕릉, 불교
사찰은 백제역사유적지구의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보여주며
그 전부가 유산에 포함돼 있다. 이 유적들은 백제 건축 구조의
중요한 증거와 기술적 진보, 발전을 온전한 형태로 보존하고
있다. 산성, 성벽, 왕릉의 산지 지형과 교통로의 입지 또한 중
요한 요소이다.
유산의 모든 요소는 각각 국가지정 문화재이며, 세 개의 도
시는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보존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고대
수도이다.
■ 산
 사,

한국의 산지승원(2018.6)

1천 년 넘게 우리 불교문화를 계승하고 지킨 종합 승원을
묶은 ‘산사(山寺), 한국의 산지승원’(Sansa, Buddhist Mountain
Monasteries in Korea·이하 ‘한국의 산사’) 7곳이 한국의 열세
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됐다.
등재된 한국의 산사는 한반도 남쪽 지방에 위치한 양산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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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유사에 따르면 양산 영축산 통도사(通度寺)는 신라 자
장율사가 643년 당나라에서 가져온 부처 사리와 금실을 넣고
짠 베로 만든 가사, 대장경을 봉안해 창건했다. 통도사 역사
를 정리한 책인 ‘통도사사리가사사적약록’에도 비슷한 시기인
646년 자장율사가 연못을 메우고 절을 세웠다고 기록돼 있다.
통도사는 무엇보다 부처 진신사리를 모신 불보사찰(佛寶寺
刹)로 유명하다. 대웅전에 불상을 두지 않고, 건물 뒤쪽에 금강
계단을 설치해 부처 법신(法身)을 봉안했다.
신라시대에는 계율을 지키는 근본도량이었다. 조선 초기에
는 수위사찰로 지정됐고, 경남 사찰 대본산 역할을 했다. 지금
은 대한불교조계종 15교구 본사다. 대웅전과 금강계단은 국보
이고, 보물 18점과 경남유형문화재 50점을 보유하고 있다.
◇ 영주 부석사
국립중앙박물관장을 지낸 혜곡 최순우 선생이 저서 ‘무량수
전 배흘림기둥에 기대서서’에서 극찬한 고려시대 건축물 무량
수전(無量壽殿)이 있는 사찰이다.
의상대사가 676년 당나라 유학에서 돌아온 뒤 처음 지은 절
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관련 기록이 있다. 의상대사가 창
건 이후 40일간 법회를 연 뒤 대립을 지양하고 마음 통일을 지
향하는 화엄사상의 근본 도량이 됐다.
고려 후기인 1376년 중수했다는 묵서가 확인된 무량수전은
13세기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부석사 중심건물로 정면 5칸,
측면 3칸 규모다. 누대인 안양루에서 올려다보는 무량수전 풍
경은 한국 건축의 백미로 꼽힌다. 무량수전은 물론 무량수전
앞 석등과 전각 안에 있는 소조여래좌상, 조사당과 조사당 벽
화가 모두 국보로 지정돼 있다.
◇ 안동 봉정사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로 국보인 극락전(極
樂殿)이 있다. 1972년 건물을 보수할 때 나온 상량문에 따르면
1363년 처음으로 건물을 중수했다. 규모는 작지만 건축미와 품
격이 느껴진다.
봉정사(鳳停寺)를 창건한 인물은 기록마다 차이가 있어 명
확하지 않지만, 의상대사의 10대 제자 중 한 명인 능인대사가
7세기 후반께 지었을 가능성이 크다.

임진왜란 시기에 피해를 보지 않아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건
축물과 불상, 불화가 잘 보존돼 있다. 극락전과 보물로 지정된
대웅전, 화엄강당, 고금당이 한데 모여 있으며, 건물 배치는 전
반적으로 일자형이다.
◇ 보은 법주사
속리산 법주사(法住寺)는 조선시대 지리지 ‘동국여지승람’에
의신조사가 553년 창건했다고 기록돼 있다. 역사적으로 통일
신라시대에는 길상사(吉祥寺), 고려시대에는 속리사(俗離寺)로
불린 것으로 추정된다.
법상종 중심 사찰이었던 법주사 건물 배치는 화엄사상과 미
륵사상 영향을 두루 받았다. 가장 유명한 건물은 국내 최고(最
古) 오층목탑인 팔상전(捌相殿)이다.
팔상전은 정유재란 때 소실됐으나 사명대사가 1624년 복원
했으며, 목탑 아래 월대는 통일신라시대 유물로 추정된다. 팔
상전 외에도 쌍사자 석등과 석련지가 국보로 지정됐고, 보물
13건이 있다.

년에 갖춰졌다. 중심건물인 대웅전도 같은 해에 재건됐다.
선암사는 절 입구에 사천왕문을 두지 않은 점이 특징이다.
경내에 있는 보물 14점 가운데 가장 유명한 유물은 승선교(昇
仙橋)다. 화강암을 다듬은 장대석으로 아치인 홍예를 만들었
다. 이른 봄에 피는 매화인 ‘선암매’는 천연기념물이다.
◇ 해남 대흥사
두륜산에 있는 대흥사(大興寺)는 창건 시점이 명확히 밝혀
지지 않았으나, 늦어도 통일신라시대부터 운영됐다. 선암사처
럼 아도화상 혹은 도선국사가 창건 주인공으로 알려졌다.
두륜산을 대둔산(大芚山)이라고도 하는 까닭에 사찰도 대둔
사로 불린 적이 있다. 계곡이 대흥사를 지나가는데, 이로 인해
마곡사처럼 건물이 남원과 북원에 나뉘어 배치됐다.
대흥사가 다른 사찰과 구별되는 점은 호국정신이 깃든 도량
이라는 사실이다. 대흥사에 대해 ‘전쟁을 비롯한 삼재가 미치
지 못할 곳’이라고 평가한 서산대사의 충정을 기리는 사당인
표충사(表忠祠)도 있다. 차 문화도 대흥사의 특징이다. 대흥사
가 배출한 대종사(大宗師) 13명 중 한 명인 초의선사는 우리나
라 다도(茶道)를 재정립한 인물이다.
조계종 22교구 본사로, 북미륵암 마애여래좌상이 국보다. 보
물 8건과 전남유형문화재 5건도 있다.
■ 한
 국의

▲ 보은 법주사

◇ 공주 마곡사
마곡사(麻谷寺) 창건 시기와 과정은 기록에 따라 차이가 있
다. ‘마곡사사적입안’은 자장율사가 당나라에서 돌아온 뒤 세
웠다고 적었고, ‘마곡사연기략초’에 따르면 보조선사 체칭이
지었다. 자장율사는 7세기, 체칭은 9세기에 활동했다.
절은 고려시대에 중흥했다. 계곡을 경계로 남원과 북원으로
나뉘는 건물 배치도 고려시대에 완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
시대에는 세조가 마곡사에 들러 ‘만세에 망하지 않을 땅’이라
고 평가했고, 17세기 이후 중창을 거듭했다.
마곡사는 남방화소(南方畵所)로 불릴 정도로 많은 승려화가
를 배출했다. 국보는 없지만 오층석탑, 영산전, 대웅보전, 대광
보전, 석가모니불괘불탱이 보물로 지정돼 있다.
◇ 순천 선암사
선암사 창건에 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다. 아도화상이
529년 세웠다는 글이 있고, 도선국사가 875년 지었다는 기록
도 있다.
고려시대 승려 대각국사 의천이 중창하면서 대찰이 됐으나,
정유재란으로 건물이 모두 불탔고 1759년에도 화재를 겪었다.
이에 따라 건물 배치가 여러 차례 변했는데, 현재 모습은 1824

서원(2019.7)

한국의 서원(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은
조선시대 핵심 이념인 성리학을 보급하고 구현한 교육시설의
한 유형이다. 서원은 공립학교인 향교와 달리 지방 지식인이
설립한 사립학교로, 성리학 가치에 부합하는 지식인을 양성하
고 지역을 대표하는 성리학자를 사표(師表)로 삼아 배향했다.
세계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서원은 모두 9곳이다. 조선 첫 서
원인 영주 소수서원을 비롯해 안동 도산서원과 병산서원, 경주
옥산서원, 달성 도동서원, 함양 남계서원, 정읍 무성서원, 장성
필암서원, 논산 돈암서원으로 구성돼 있다.
서원의 향촌 지식인들은 학습에 정진할 수 있는 교육체계와
유형적 구조를 만들어냈다. 학습과 배향, 상호교류는 서원의
핵심적인 기능이었으며 이는 건물의 배치에 잘 드러나 있다.
서원은 그 지역 지식인들인 사림이 이끌었으며, 사림의 이해관
계에 따라 향촌의 중심으로 발전하고 번성했다.
16∼17세기에 건립한 이 서원들은 조선 후기 흥선대원군이
서원 철폐령을 내렸을 때 훼철되지 않았고, 2009년 이전에 모
두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돼 원형을 비교적 잘 유지했
다는 평가를 받는다.
◇ 영주 소수서원
소수서원(紹修書院)은 풍기군수 주세붕이 1543년에 ‘백운동
서원’이라는 명칭으로 건립했으며, 한국 서원 역사가 시작된
곳이다. 명종이 1550년 풍기군수였던 퇴계 이황 요청을 받아
‘소수서원’ 현판을 내리면서 명칭이 변경됐다.
조선 첫 서원인 소수서원은 교육과 제향에 관한 운영 규정
을 처음으로 만들었다. 예컨대 강의 횟수, 평가 방식, 입학 관
련 사항, 제향 절차, 제향 참여자 역할 등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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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 서원 가운데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가장 먼저 지
정됐다. 사당인 문성공묘(文成公廟)와 강론 장소인 강학당(講
學堂)이 2004년 각각 보물이 됐다. 숙수사지 당간지주도 보물
이다. 서원 옆에 박물관이 있다.
◇ 안동 도산서원
도산서원(陶山書院)은 퇴계 이황이 제자를 가르치기 위해
1560년 세운 도산서당을 모태로 한다. 선조는 1575년 석봉 한
호가 쓴 글씨를 사액했다.
조선에 성리학이 정착하고 서원이 퍼지는 데 결정적 공헌을
한 이황을 배향한 도산서원은 경상북도뿐만 아니라 한국을 대
표하는 서원 중 하나로 꼽힌다.
건축물은 전반적으로 간결하고 검소한 편이다. 소수서원처
럼 교육 장소인 전교당(典敎堂)과 퇴계 신주를 모신 상덕사(尙
德祠)가 각각 보물로 지정됐다. 옥진각(玉振閣)은 퇴계 유물 전
시관이다. 서원이 소장한 고서와 고문서, 목판은 안동 한국국
학진흥원이 관리 중이다.
◇ 안동 병산서원
임진왜란이 일어난 1592년 영의정 자리에 오른 풍산류씨 서
애 류성룡이 1575년에 가문 교육기구로 지은 풍악서당 자리에
1613년 지역 사림들이 세웠다. 사액 시점은 철종 14년인 1863년
이다.

◇ 달성 도동서원
대구 지역을 대표하는 달성 도동서원(道東書院)은 1605년 정
구가 주도해 세웠다. 김종직 문하에서 학문을 배우고 조광조를
제자로 둔 한훤당 김굉필이 주된 배향 인물이다. 1607년 사액을
받았는데, 서원 명칭은 ‘공자의 도가 동쪽으로 왔다’를 뜻한다.
도동서원 특색은 무엇보다 건축적 요소에 있다. 서원이 사
적으로 지정되기 전에 중정당(中正堂)과 사당, 담장이 보물로
지정됐다. 문루인 수월루(水月樓)는 1849년 처음 건립했으나,
1888년 화재로 소실돼 1973년 다시 지었다.
◇ 함양 남계서원
남계서원은 영주 소수서원보다 9년 늦은 1552년에 건립됐
다. 함양에서 출생한 문인 일두 정여창을 배향했다.
1566년 ‘남계(濫溪)’라는 사액을 받았으며, 임진왜란이 터지
자 의병 활동을 주도한 공간이라는 이유로 왜군이 건물을 불
태웠다. 하지만 사림들이 1603년 옮겨지었고, 1612년 오늘날 위
치에 재건했다. 문루인 풍영루(風詠樓)는 1841년에 세웠다.
창건 무렵부터 19세기까지 사림들이 기부한 내역을 적은 ‘부
보록’이 남았고, 책판과 서적은 장판각(藏板閣)에 보관했다. 소
장 자료는 함양박물관에 있다.
◇ 정읍 무성서원
세계유산이 된 다른 서원과 비교하면 무성서원(武城書院)은
마을에 있는 교육 공간인 흥학당이 서원으로 발전했다는 점에
서 독특하다. 1615년 건립했으며, ‘태산서원’이라고 하다가 숙종
22년(1696) 사액된 이후 전북 지역 사림 활동의 거점이 됐다.
무성서원에서는 지역 자치규약인 향약을 통해 주민을 결집
했다. 이러한 전통을 기반으로 1906년에는 일제에 항거하는 병
오창의가 일어났다. 건물은 사우와 강당인 명륜당(明倫堂), 기
숙사인 강수재(講修齋)가 있다.
◇ 장성 필암서원

▲ 안동 병산서원

병산서원(屛山書院)은 정면 7칸, 측면 2칸 누마루인 만대루
(晩對樓)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수려하기로 유명하다. 한국 서
원이 간직한 경관적 요소를 잘 드러내는 건축물이다. 장서와
책판은 한국국학진흥원에 있으며, 목판은 2015년 세계기록유
산 ‘한국의 유교책판’에 등재됐다.
◇ 경주 옥산서원
1572년에 창건한 옥산서원은 양동마을에서 태어난 조선 중
기 문신 회재 이언적을 배향했다. 선조는 1573년 ‘옥산’(玉山)
글씨를 사액했다.
옥산서원에는 고서가 많은데, 그중에는 1573년 경주부에서
찍은 ‘삼국사기’ 완질도 있다. 삼국사기는 2018년 2월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됐다. 아울러 입학 규정, 교육 평가 내용과 관련된
고문서와 사림 8천849명이 서명한 만인소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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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성 출신 문인인 하서 김인후를 숭앙하려고 1590년에
지은 서원이다. 필암서원(筆巖書院)이라는 사액은 1659년에 받
았다. 남계서원처럼 임진왜란 시기인 1597년 건물이 전소됐으
나, 1624년 지역 사림이 재건했다. 1672년 지금 자리로 서원을
이건했다.
17세기 초반부터 구한말까지 제작한 문서들이 ‘필암서원 문
적 일괄’이라는 명칭으로 보물로 지정됐다. 서원이 소유한 전
답 규모와 소출량, 노비 등에 관한 정보를 상세하게 기록한 문
서도 있으며, 노비 명단과 계보도인 ‘노비보’가 현존한다.
◇ 논산 돈암서원
돈암서원(遯巖書院)은 1634년 건립돼 세계유산에 등재된 한
국의 서원 중 조성 시기가 가장 늦다. 사계 김장생이 학문을 가
르치던 양성당(養性堂)을 중심으로 서원을 만들었고, 사액은
현종 원년인 1660년에 받았다.
돈암서원은 1881년 홍수가 나면서 지금 위치에 재건됐다. 강
당인 응도당(凝道堂)은 당시에 기술력이 부족해 옮기지 못했
고, 90년이 흐른 1971년에야 이전했다. 보물로 지정된 응도당은
현존하는 서원 강당 중에 가장 크다고 알려졌다.

■ 한
 국의

갯벌(2021.7/자연유산)

한국의 갯벌(Getbol, Korean Tidal Flats)은 황해의 동쪽이자
대한민국의 서남해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멸종위기종 철새를
비롯해 생물 2천200여 종이 살아가는 진귀한 생물종의 보고이
다.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2007년)에 이어 14년 만에 두 번째
로 자연유산으로 등재됐다.

한국의 인류무형문화유산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에 의거해 문화
적 다양성과 창의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각국의 무형유산을
등재하는 제도다. 2005년까지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걸작’이라
는 명칭으로 유네스코 프로그램 사업이었으나, 지금은 세계유
산과 마찬가지로 정부 간 협약으로 발전됐다.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와 집단이 자신들의 환경, 자연, 역사
와의 상호작용에 따라 끊임없이 만들어 낸 각종 지식과 기술,
공연예술, 문화적 표현을 아우른다. 따라서 공동체 내에서 공
유하는 집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을 통해 생활 속
에서 주로 구전에 의해 전승돼 왔다.
한국은 2001년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을 시작으로 2020년
12월 연등회까지 총 21건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 종
 묘제례

▲ 전남 신안군 증도면 갯벌

이 유산은 충남 서천, 전북 고창, 전남 신안, 전남 보성·순
천 등 4곳에 있는 갯벌을 묶어 구성돼 있다. 신안 갯벌이 1천
100㎢로 가장 넓고, 나머지 갯벌 면적은 각각 60㎢ 안팎이다.
모두 습지보호지역이고, 일부가 람사르 습지이다.
한국의 갯벌에는 멸종위기에 처한 물새 22종과 해양 무척추동
물 5종이 서식하며, 범게를 포함해 고유종 47종이 있다. 대표적
멸종위기종은 넓적부리도요, 검은머리물떼새, 황새, 흑두루미, 작
은 돌고래인 상괭이 등이다. 또 한국의 갯벌은 동아시아와 대양
주 철새 이동 경로에 있는 중요한 서식지이자 중간 기착지이다.
등재 기준 가운데 한국의 갯벌은 ‘과학이나 보존 관점에서
볼 때 보편적 가치가 탁월하고 현재 멸종위기에 처한 종을 포
함한 생물학적 다양성의 현장 보존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의
미가 큰 자연 서식지를 포괄한다’를 충족했다.
서천 갯벌은 새만금 갯벌이 사라진 후 금강하구에 남아 있
는 유일한 하구갯벌이다. 멸종위기종인 넓적부리도요·검은머
리물떼새 등 조류와 해양 보호 생물이 공존하는 갯벌로 검은
머리물떼새의 국내 최대 서식지이기도 하다.
고창 갯벌은 멸종위기종인 검은머리물떼새, 저어새 등 수
많은 희귀조류가 서식한다. 또 계절과 퇴적 양상에 따라 펄
갯벌, 혼합갯벌, 모래갯벌로 변하는 희귀 갯벌이다. 쉐니어
(Chenier·해안을 따라 모래 혹은 조개껍데기 등이 쌓여 만들
어진 언덕)가 형성돼 지형·지질학적으로도 의미가 있다.
신안 갯벌은 1천100.86㎢에 달하는 넓은 면적의 갯벌을 습
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특이퇴적
체와 90종 5만4천 개체에 달하는 물새가 방문하는 철새이동
중간기착지이다.
보성·순천 갯벌은 금강에서 시작한 갯벌 퇴적물이 모이는
곳으로, 넓게 발달한 염습지와 뛰어난 염생식물 군락을 보여준
다. 멸종위기종인 흑두루미의 최대 월동지이며, 노랑부리저어
새 등 25종의 국제 희귀조류와 220여 종의 조류가 찾는 등 생
물학적 가치가 큰 갯벌로 평가되고 있다.

및 종묘제례악(2001.5)

종묘제례(宗廟祭禮)는 조선시대 역대 왕과 왕비의 신위를
모신 종묘에서 국태민안과 왕조의 번영을 기원하던 제향의식
이다. 조선시대 국가 제사 중 규모가 가장 크고 중요한 제사였
기 때문에 종묘대제(宗廟大祭)라고도 한다.
1462년에 정형화된 형태를 500년 이상 거의 그대로 보존하
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종합적 의례 문
화라고 할 수 있다.

▲ 종묘제례

종묘제례는 정시제(定時祭)와 임시제(臨時祭)로 나뉜다. 정시
제는 사계절의 첫 달인 1월, 4월, 7월, 10월에 지냈고, 임시제는
나라에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있을 때마다 지냈다. 해방 이후 한
때 종묘제례가 폐지되기도 했으나 1969년부터 전주이씨 대동종
약원이 행사를 주관해 매년 5월 첫째 일요일에 봉행하고 있다.
종묘제례는 제사를 지내는 예법이나 예절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의식인 만큼 엄격하고 장엄하다. 제례는 크게 신을 모셔
와 즐겁게 하고 보내드리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그 절차를 보면 선행절차→취위(就位)→영신(迎神)→행신나
례(行晨裸禮)→진찬(進饌)→초헌례(初獻禮)→아헌례(亞獻禮)→
종헌례(終獻禮)→음복례(飮福禮)→철변두(撤籩豆)→망료(望
僚)→제후처리(祭後處理)의 순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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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제례악은 조선시대 역대 왕과 왕비의 신위를 모신 종묘
에서 제사(종묘제례)를 지낼 때 무용과 노래와 악기를 사용해
연주하는 음악을 가리키며, ‘종묘악’이라고도 한다.
세종대왕이 연희음악으로 직접 지은 보태평(保太平, 역대
제왕의 문덕을 찬양하는 노래)과 정대업(定大業, 무공을 기리
는 노래) 각 11곡씩 모두 22곡이 세조 10년부터 종묘제례악으로
채택돼 종묘제례를 올릴 때마다 연주돼 왔다.
악인(樂人)이 제례 절차에 따라 연주를 하면, 이에 맞춰 가
인(歌人)이 노래하고 무인(舞人)이 일무를 추는 형식으로 음악
이 진행된다.
종묘제례악은 조선시대의 기악연주와 노래, 춤이 어우러진
궁중음악의 정수로서 우리의 문화적 전통과 특성이 잘 나타나
있으면서도 외국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멋과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종묘제례와 종묘제례악은 각각 국가무형문화재
로 지정돼 보존·전승되고 있다.

판소리는 전라도를 중심으로 충청도, 경기도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서 전승돼 지역적 특징에 따른 소리제를 형성하고 있다.
지역에 따라 동편제(전라도 동북지역), 서편제(전라도 서남지
역), 중고제(경기도·충청도) 등으로 나뉜다.
판소리가 생겨날 당시에는 한 마당의 길이가 그리 길지 않
아 판소리 열두 마당이라 하여 춘향가, 심청가, 수궁가, 흥보가,
적벽가, 배비장타령, 변강쇠타령, 장끼타령, 옹고집타령, 무숙
이타령, 강릉매화타령, 가짜신선타령 등 그 수가 많았다. 그러
나 점차 소리가 길어지면서 충, 효, 의리, 정절 등 조선시대의
가치관을 담은 판소리 다섯마당인 춘향가, 심청가, 수궁가, 흥
보가, 적벽가로 정착됐다.
판소리는 1964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돼 보존·전승되고
있다.
■ 강
 릉

단오제(2005.11)

■ 판
 소리(2003.11)

판소리는 한 명의 소리꾼이 고수(북 치는 사람)의 장단에 맞
춰 소리(창), 아니리(말), 너름새(몸짓)를 섞어가며 구연하는 일
종의 솔로 오페라다. ‘판’과 ‘소리’의 합성어로 ‘많은 청중들이
모인 놀이판에서 부르는 노래’라는 뜻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 시대적 정서를 나타내는 전통예술로 삶의 희로애
락을 해학적으로 음악과 어울려서 표현하며 청중도 참여한다
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 특히 고수의 북 장단에 맞춰 1명의 창
자(唱者)가 여러 가지 역할을 소화해 내며 서너 시간 이상씩
‘완창’을 해 내는 방식은 외국인들도 ‘초인의 경지’라며 혀를 내
두를 정도다.
판소리는 느린 진양조, 중모리, 보통 빠른 중중모리, 휘모리
등 극적 내용에 따라 느리고 빠른 장단으로 구성된다. 고수의
반주는 소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면서 “얼씨구”, “좋
다”, “으이”, “그렇지” 등의 감탄사를 내는데, 이를 추임새라고
한다.
판소리는 순조(재위 1800~1834) 무렵부터 판소리 8명창이
라 하여 권삼득, 송흥록, 모흥갑, 염계달, 고수관, 신만엽 등이
유명했는데 이들에 의해 장단과 곡조가 오늘날과 같이 발전
했다.

▲ 판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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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단오제

강릉단오제는 유교식 제의와 무당굿의 종교적 의례를 기반으
로 가면극과 단오민속놀이, 난장(亂場)이 합쳐진 전통 축제이다.
매년 음력 4월 5일 제례에 사용할 술을 빚는 이른바 ‘신주(神酒)
빚기’를 시작으로 5월 7일 송신제까지 1개월가량 진행된다.
기원전 고대 부족국가인 동예(東濊)의 제천의식과 농경의례
에서 비롯된 강릉단오제는 고려 때 문헌에 산신제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그 역사가 기록으로 확인된다. 특히 조선
시대 허균의 ‘성소부부고’에는 “백성들이 단오를 맞이해 대관
령 산신을 모셔와 기원제를 올린다”면서 강릉단오제의 구체적
인 모습을 기록으로 남겼다.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어울리는 행사로 농악과 농요, 가면
극, 민속놀이, 무속 제례 등이 번성했는데, 이 행사들이 강릉단
오제라는 축제로 진화했다. 신과 인간이 어울린다는 이 축제는
천년의 유구한 역사 속에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 제례 = 강릉단오제에서 모시는 신은 신라의 명장 김유신
으로 알려져 있는 대관령산신, 신라말 고승 범일국사인 대관령
국사서낭신, 강릉정씨 처녀인 대관령국사여서낭신 등이다. 단
오장에서 펼쳐지는 관노가면극은 국내 유일의 무언극으로 전
통가면극의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는데, 해학이 넘치며 풍년과
안녕을 기원한다.
△ 놀이 = 단오장을 찾는 사람들은 영신행차, 향토민요경창
대회, 그네대회, 농악경연대회, 사물놀이, 줄다리기, 한시백일

장 등 다양한 전통민속놀이를 즐길 수 있다.
△ 난장 = ‘없는 것 빼고는 다 있다’는 전국 최대 규모의 난
장에서는 지역 특산물과 수공업 제품의 거래 외에도 씨름판과
노름판, 농악·엿장사·서커스공연 등이 펼쳐진다.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강릉단오제는 민중의 역사와 삶이
녹아있는 전통축제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강릉단오제는 국
가무형문화재로 지정돼 보존·전승되고 있다.

밤을 새워가며 가사를 바꿔 부르는 노랫말은 여성들의 삶의
애환이 담겨있어 문학성이 풍부한 구비문학으로 평가받는다.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돼 보존·전승되고 있다.
■ 남
 사당놀이(2009.9)

■ 강
 강술래(2009.9)

강강술래는 손잡고 원을 그리며 가무하는 기본형을 바탕으
로 여러 가지 놀이가 결합된 가무놀이다. 강강술래라고 부른
이유는 노래에서 거듭 반복되는 ‘강강술래’라는 후렴구에서 유
래했지만 그 정확한 의미는 알려져 있지 않다.
전통적으로 강강술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세시 절기인
설, 대보름, 단오, 백중, 추석날 밤에 거행됐다. 특히 팔월 추석
날 밤에는 대대적인 강강술래 판이 벌여졌다.
강강술래의 원형은 고대 중국의 문헌에 의하면 약 2천 년
전 마한의 농촌 풍습에서 발견된다. 인류 역사상 무형의 문화
유산이 이처럼 오래 전해지는 경우는 흔치 않다.
강강술래는 노래, 무용, 음악이 삼위일체의 형태로 이뤄진 원
시종합예술로서 한국 특유의 발라드 댄스(Ballad Dance)이다. 춤
을 추는 여성들 중에서 노래 잘하는 한 사람이 앞소리를 하면
모든 사람이 뒷소리를 받는 선·후창의 형태로 노랫소리에 맞
춰 많은 여성이 손에 손을 잡고 둥글게 원을 그리며 춤을 춘다.
민요와 민속무용이 일체화되며, 여기에 북과 장구 등 한국
의 전통적인 농악기를 반주로 한 민속음악이 흥을 더한다.
강강술래는 초저녁에 달이 뜰 때 시작해 달이 서산에 기울
때까지 계속 놀 정도로 흥겹고 역동적이다. 앞소리를 하는 사
람의 노랫가락 빠르기에 따라 긴강강술래, 중강강술래, 잦은강
강술래로 구분되는데, 노래의 빠르기에 따라 손을 잡고 뛰는
여성들의 발놀림도 빠르기가 달라진다.

▲ 강강술래

또한 이러한 세 가지의 형태는 같으면서 다만 빠르기를 달
리하는 것에 반해서 남생이놀이, 고사리꺾기, 청어엮기, 기와
밟기, 덕석말기, 쥔쥐새끼놀이, 대문놀이, 가마등밟기, 수건찾
기, 봉사놀이 등 다양하며 부대적인 놀이들이 중간에 행해지기
도 한다.

▲ 남사당놀이

남사당놀이는 꼭두쇠(우두머리)를 비롯해 최소 40명에 이르
는 남자들로 구성된 유랑예인인 남사당패가 농어촌을 돌며, 서
민층을 대상으로 조선 후기부터 1920년대까지 행했던 다방면
의 한국 전통 민속공연이다.
주요 공연은 풍물놀이, 버나(대접, 버나 돌리기), 살판(땅재
주), 어름(줄타기), 덧뵈기(탈놀이), 덜미(꼭두각시놀음) 등으로
재인 광대의 가무백희(歌舞百戱)의 전통을 잇는다.
‘풍물’은 일종의 농악놀이로 공연 시작을 알리면서 구경꾼을
유도하기 위한 놀이라 볼 수 있다. ‘버나’는 중국의 접시돌리기
와 비슷하게 쳇바퀴나 대접 등을 막대기나 담뱃대 등으로 돌
리는 묘기이다.
‘살판’은 오늘날의 덤블링(재주넘기)과 같은 땅재주로 ‘잘하
면 살판이요 못하면 죽을판’이란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어
름’은 줄타기 곡예를 이르는 말로 얼음 위를 조심스럽게 걷는
것만큼 어렵다 해서 쓰이던 말이다.
‘덧뵈기’는 탈을 쓰고 하는 일종의 탈놀이이다. 인형극을 이
르는 ‘덜미’는 인형극에 나오는 중요 등장인물에 따라 꼭두각
시놀음, 박첨지놀음, 홍동지놀음이라고 부른다. 특히 꼭두각시
놀음은 오늘날까지 전승돼 오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통인형극
이 남사당놀이밖에 없다는 데 역사적 의미가 크다.
남사당놀이는 서민층에서 발생해 서민들을 위해 공연된 놀
이로, 당시 사회에서 천대받던 한과 양반사회의 부도덕성을 놀
이를 통해서 비판하며 풀고, 민중의식을 일깨우는 역할을 했
다. 다양한 기예를 보여주면서 현실적 삶에 억눌린 민중들에게
삶의 즐거움을 선사하고 노래, 춤, 음악 등을 통해 흥과 신명을
불어넣었다. 이를 통해 기층 민중들은 심리적 억압상태에서 벗
어난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었다.
남사당놀이는 전체적으로 각종 잡희(다양한 놀이), 대사, 노
래, 음악, 무용, 몸짓, 집단움직임이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돼 있
기 때문에 전통예술의 종합적 성격을 지닌다. 국가무형문화재
로 지정돼 꾸준하게 전승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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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산재(2009.9)

▲ 영산재

영산재(靈山齋)는 49재(고인이 숨진 날부터 7일이 될 때마다
재를 올려 7주째에 마무리하는 제사)의 한 형태로 영혼이 불교
를 믿고 의지함으로써 극락왕생하게 하는 의식이다. 석가모니
부처가 인도의 영취산에서 중생이 모인 가운데 법화경을 설파
하는 설법회상인 영산회상을 오늘날에 재현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불교 음악인 범음범패(梵音梵唄)에 바라춤과 나비춤, 법고
춤 등 무용적인 요소, 부처나 보살의 모습을 그린 괘불과 감
로탱화 등 미술적 요소가 더해져 불교예술의 백미로 꼽힌다.
불교 천도의례 중 대표적인 제사로 일명 ‘영산작법’이라고도
한다.
영산재는 제단이 만들어지는 곳을 상징화하기 위해 야외에
영산회상도를 내다 거는 것으로 시작한다. 신앙의 대상을 절
밖에서 모셔오는 행렬의식을 하는데, 이때 부처의 공덕을 찬양
하기 위해 해금, 북, 장구, 거문고 등의 각종 악기가 연주되고,
바라춤·나비춤·법고춤 등을 춘다. 신앙의 대상을 옮긴 후에
는 여러 가지 예를 갖춰 소망을 기원하며 영혼에게 제사를 지
낸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대상을 돌려보내는 봉송의례를 하는데
제단이 세워진 곳에서 모든 대중이 열을 지어 돌면서 독경 등
을 행한다. 예전에는 사흘 낮과 밤에 걸쳐 이뤄졌으나 근래에
는 규모가 축소돼 하루 동안 이뤄진다.
영산재는 우리 전통문화의 하나로 살아 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모두 부처님의 참진리를 깨달아 번뇌와 괴로움에서 벗어
날 수 있는 경지에 이르게 하고, 공연이 아닌 대중이 참여하는
장엄한 불교의식으로서 가치가 있다.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돼 보존·전승되고 있다.
■ 제
 주

칠머리당 영등굿(2009.9)

제주칠머리당영등굿은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신당인 칠머
리당에서 마을 수호신에게 하는 굿으로 영등신에 대한 제주도
특유의 해녀신앙과 민속신앙이 담겨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유
일하게 해녀가 하는 굿이다.
영등굿은 해마다 ‘영등달’인 음력 2월 초하룻날 제주에 찾아
왔다가 열나흗날 떠나는 ‘영등할망(영등할머니)’, 즉 영등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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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무속 제례다. ‘할망’은 본래 ‘할머니’라는 뜻의 사투리지
만 이 경우는 북서 계절풍을 몰고 와 풍어를 가져다주는 바다
의 여신을 뜻한다.
영등 시기가 돌아오면 제주도의 곳곳에서는 영등굿을 행하
며 바다의 평화와 풍어를 기원한다. 수많은 영등굿 중에 제주
시 건입동 칠머리당에서 펼쳐지는 굿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
정된 칠머리당영등굿이다.
굿날이 되면 건입동 주민뿐 아니라 제주 시내 어부와 해녀
들도 참가한다. 각 가정에서 제사에 쓰일 음식을 차려서 당으
로 가져 온다. 굿은 심방(무당의 제주어)이 징과 북, 설쇠(쟁) 등
의 악기 장단에 맞춰 노래와 춤으로 진행한다.
굿의 순서는 모든 신을 초청하는 초감제→본향신을 청하는
본향듦→용왕과 영등신을 청하는 요왕맞이→해산물의 씨앗을
바다에 뿌리는 씨드림→영감차림을 한 도깨비들이 한바탕 난
장을 펼치는 풍자놀이굿인 영감놀이→모든 신을 원래의 자리
로 돌려보내는 도진 등으로 구성되며 5시간가량 진행된다. 씨
드림에서는 미역, 소라, 전복 등의 씨를 대신해 좁쌀을 바다에
뿌리고, 해산물 채취의 풍흉을 알아보려고 좁쌀을 돗자리 위에
뿌린 뒤 점을 치기도 한다.
제주칠머리당영등굿은 영등신에 대한 제주도 특유의 해녀
신앙과 민속신앙이 담겨져 있는 굿이며, 우리나라 유일의 해녀
의 굿이라는 점에서 그 특이성과 학술적 가치가 있다.

▲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
■ 처
 용무(2009.9)

처용무(處容舞)란 궁중 연례에서 악귀를 몰아내고 평온을
기원하거나, 섣달그믐날 악귀를 쫓는 의식인 나례에서 복을 구
하면 춘 춤이었다. 궁중무용 가운데 유일하게 사람 형상의 처
용 가면을 쓰고 추는 춤으로 가면과 의상, 음악, 춤이 어우러진
무용예술이다.
통일신라 헌강왕(재위 875∼886) 때 동해 용왕의 아들 중 하
나였던 처용이 인간 아내를 범하려던 역신(疫神: 전염병을 옮
기는 신) 앞에서 자신이 지은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춰서 귀신을
물리쳤다는 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처용무는 5명이 동서남북과 중앙의 5방향을 상징하는 옷을
입고 추는데 동은 파란색, 서는 흰색, 남은 붉은색, 북은 검은
색, 중앙은 노란색이다.

춤의 내용은 음양오행설의 기본정신을 기초로 해 악운을 쫓
는 의미가 담겨 있다. 춤사위는 화려하고 현란하며, 당당하고
활기찬 움직임 속에서 씩씩하고 호탕한 모습을 엿볼 수 있고,
가면과도 조화를 이룬다.
통일신라에서 고려 후기까지는 한 사람이 춤을 추었으나,
조선 세종(재위 1418~1450) 때에 이르러 지금과 같은 다섯 사
람으로 구성됐고, 성종(재위 1469~1494) 때는 더욱 발전해 궁
중의식에 사용하게 됐다. 그 후 조선 후기까지 노래의 가사나
음악을 바꿔가면서 전승돼 왔다. 1910년 국권을 빼앗기면서 중
단됐던 것을 1920년대 말 이왕직 아악부가 창덕궁에서 공연하
기 위해 재현한 것을 계기로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으며, 남창가곡 계면조(界面調)에는 초삭대엽ㆍ이삭대엽ㆍ중
거ㆍ평거ㆍ두거ㆍ삼삭대엽ㆍ소용ㆍ언롱ㆍ평롱ㆍ계락ㆍ편삭
대엽ㆍ연편ㆍ태평가가 있다. 또한 평조에서 계면조로 바뀌는
곡으로는 반엽과 편락이 있다.

▲ 가곡

▲ 처용무

처용 탈은 팥죽색 피부에 하얀 치아, 양쪽 귀에는 주석고리
와 납 구슬을 달았다. 예전 관복에 사용하던 모자인 사모를 쓰
고 사모 위에는 모란꽃 2송이와 복숭아 열매 7개를 꽂는다. 팥
죽색이나 복숭아 열매 등은 악귀를 물리치는 벽사(辟邪)의 의
미를, 모란꽃은 재물을 불러온다는 부귀화로서 경사로운 일을
맞이하는 진경의 의미를 각각 담고 있다.
■ 가


곡(2010.11)

가곡(歌曲)은 우리 고유의 정형시인 시조시에 곡을 붙여 관
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한국의 전통음악으로, 삭대엽(數大
葉)이라고도 하고 그냥 ‘노래’라고도 한다. 등재된 가곡은 판소
리, 민요, 잡가와 구분되는 정가(正歌)며 성악곡이다.
삭대엽 이전에는 만대엽과 중대엽이 있었지만 이 중 상대적
으로 느린 만대엽은 조선 영조(재위 1724~1776) 시대 이전에
이미 없어졌고, 중간 빠르기인 중대엽 또한 조선 말기에는 더
이상 불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의 가곡은 조선 후기에 나타나기 시작한 빠른 곡인 삭
대엽에서 파생한 것으로, 가락적으로 관계가 있는 여러 곡이 5
장 형식의 노래모음을 이룬 것이다.
현재 전승되는 가곡은 남창 26곡, 여창 15곡 등 모두 41곡이다.
이 가운데 여창은 남창가곡을 여자가 부를 수 있도록 조금 변형
시킨 것으로 남창과 거의 동일하다. 다만 여창 특유의 섬세함이
돋보이는 선율과 높은 음역의 속소리(가성)를 내는 점이 다르다.
남창가곡 평조(平調)에는 초삭대엽ㆍ이삭대엽ㆍ중거ㆍ평
거ㆍ두거ㆍ삼삭대엽ㆍ소용ㆍ우롱ㆍ우락ㆍ언락ㆍ우편이 있

형식을 보면 시조시 한 편을 5장으로 구분해 부르는데 전주
곡인 대여음과 간주곡인 중여음을 넣어서 대여음ㆍ1장ㆍ2장ㆍ
3장ㆍ중여음ㆍ4장ㆍ5장 순으로 반복한다. 짜임새 있는 연주는
거문고와 가야금, 해금, 대금, 단소, 장구 등으로 이뤄진다.
가곡은 조선시대에 꽃을 피웠으며, 변화 없이 오랜 세월 명
맥을 유지해 오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창자(唱子)와 청자(聽子)
가 서로 즐길 수 있는 노래로 발전했다. 예술적 가치가 높아 국
가무형문화재로 지정돼 보존·전승되고 있다.
■ 대
 목장(2010.11)

대목장(大木匠)은 글자 그대로는 나무를 다루는 장인 중
우두머리라는 뜻이다. 한국에서는 나무 장인을 목장, 목공,
목수 등으로 불렀다. 목장에 대한 기록은 이미 삼국시대에
발견된다.
목장 중 궁궐이나 사찰 또는 가옥을 짓고 건축과 관계된 일
을 대목(大木)이라 하고, 그 일을 하는 장인을 대목장이라 했
다. 설계ㆍ시공ㆍ감리 등 나무를 재료로 해 집을 짓는 전 과정
을 책임지는 장인으로서, 오늘날 건축가를 일컫는 전통적 명칭
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전통적 건축기법은 예로부터 목수들에 의해 전해 내
려왔다. 그중에서 목수의 우두머리인 대목장의 역할은 많은 장
인을 지휘 통솔하는 능력뿐 아니라, 건축과 관련된 모든 기술
과 기법을 충분히 갖춘 이들만이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집을 짓기 위한 목재 구입, 건물의 배치, 건물의 용도에 따른
설계 과정을 거쳐 목재의 치목과 모든 부재를 조립해 건물의
뼈대를 완성한다. 벽을 만들고 지붕을 올리고 기와, 단청에 이
르는 여러 단계의 후반 작업 역시 거쳐야 한다.
또한 각 과정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기법들, 이음과 맞춤, 사
용되는 도구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그 기술을 습득해야 한
다. 따라서 대목장 기능의 습득은 짧은 시간에 이뤄질 수 없다.
수십 년에 걸친 현장 경험과 스승으로부터의 가르침을 통해
전통적인 대목장 기능이 갖추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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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데 이런 장소를 ‘매방’이라 하고, 매 주인은 매방에서 매와
함께 지내며 친근함을 쌓는다.
사냥은 개인보다는 팀 단위로 한다. 팀은 꿩을 몰아주는 몰
이꾼(털이꾼), 매를 다루는 봉받이, 매가 날아가는 방향을 봐주
는 배꾼이로 구성된다. 봉받이는 매를 데리고 몰이꾼, 배꾼이
등과 함께 산에 오른다. 산에 오르기 전 매의 주인을 식별하는
이름표인 시치미를 방울과 함께 매의 꼬리에 매단다. 시치미는
보통 소뿔을 갈아 만든 길이 5㎝ 정도의 조각으로 매 주인의
이름을 새긴다.
매사냥꾼들의 문화적 배경은 다양하지만, 이들은 보편적인
가치와 전통, 관습을 공유하고 있다. 매사냥은 멘토링, 가족 내
학습, 공식적인 훈련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하나의 문화적 전
통으로 세대를 이어 전승되고 있다.

▲ 대목장

한국전통 건축은 이들 대목장을 통해 명맥을 이어왔다고 해
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대목장을 국가무형문화재
로 지정했다.

■ 줄
 타기(2011.11)

■ 매
 사냥(2010.11)

매사냥은 매를 훈련해 야생 상태에 있는 먹이를 잡는 사냥
방식을 말한다. 그 역사는 4천 년 이상이며, 아시아에서 발원
해 무역과 문화교류를 통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된 것으로 추
정된다. 한국을 비롯한 11개국이 공동 신청해 인류무형유산으
로 등재됐다.
과거 매사냥은 식량 확보 수단이었지만, 지금은 자연과의
융화를 추구하는 야외활동으로 자리매김했으며 60개 이상 국
가에서 전승되고 있다.
한국의 매사냥 역사는 유구하다. 선사시대부터 매를 이용해
사냥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본격적인 레저로 즐긴 것은 삼국시
대부터로 알려졌다. 특히 고려시대 충렬왕은 매 사육과 사냥을
전담하는 응방제도를 만들었고, 그 전통은 조선시대 숙종 때까
지 이어져 왔다. 하지만 총기 사냥이 늘어나고 농촌이 해체되
면서 매사냥 풍습은 자취를 감춰가고 있다.
사냥용 매는 겨울 동안 야산에 그물을 쳐서 잡는다. 처음 잡
은 매는 야성이 강해 매섭게 날뛰기 때문에 숙달된 봉받이라
는 전문 기술자가 길들인다. 매를 길들이기 위해 방안에서 키

▲ 매사냥

984

l

주요 자료

▲ 줄타기

줄타기는 공중에 걸린 줄 위에서 걷는 기예뿐만이 아니라,
재미있는 이야기와 발림(몸짓)을 섞어가며 갖가지 재주를 부리
는 한국의 전통 공연예술이다. 과거에는 주로 음력 4월 15일이
나 단오날, 추석 등 명절날에 공연이 이뤄졌으며, 개인이 초청
해 공연하는 경우도 있었다.
줄타기 공연은 야외에서 펼쳐지며 공연자들은 줄광대, 어릿
광대, 삼현육각재비로 나눠진다. 줄을 타는 줄광대는 다양한
줄타기 기술과 재담, 노래, 춤을 선보이고, 땅 위의 어릿광대는
줄광대와 농담을 주고받는다. 삼현육각재비(악사)는 줄 밑 한
편에 한 줄로 앉아서 장구, 피리, 해금 등으로 광대들의 동작에
맞춰 연주한다.
줄타기는 행사의 안전을 비는 ‘줄고사’로 시작해 여러 기술
을 보여주면서 관중의 극적인 긴장을 유도한다. 이후 ‘중놀이’
와 ‘왈자놀이’를 통해 극적 긴장을 이완시키고 흥미를 유발토
록 한다. 이어 다시 여러 기예를 통해 관중의 극적 긴장을 유도
했다가 살판을 통해 긴장을 해소한 후 마무리한다.
이러한 공연 내용을 바탕으로 상황에 따라 다소 변화를 주
고 있다. 줄광대가 선보이는 재주는 단순한 동작에서 점차 어
려운 기술로 옮겨간다. 대체로 한 번 공연에서 40여 가지에 달
하는 기술을 선보인다.
줄타기는 천만이 넘는 관객을 동원한 영화 ‘왕의 남자’에서

주요한 소재로 등장하면서 일반에도 익숙한 전통예술로 등장
했다.
등재된 줄타기는 한국만의 전매특허는 아니다. 전 세계에서
널리 행해지는 공연 예술이다. 하지만 여타 지역에서 줄타기가
줄을 타는 재주에만 중점을 두는 데 비해, 한국의 줄타기는 음
악을 연주하고 줄을 타는 줄광대와 땅에 있는 어릿광대 사이
에 대화를 한다는 점이 특징으로 꼽힌다. 일종의 종합 연희예
술인 셈이다.
■ 택


■ 한
 산모시짜기(2011.11)

한산모시짜기는 자연 원료인 모시풀에서 얻은 모시실을 베
틀을 이용해 전통 방식으로 직조하는 기술이다. 한산모시짜기
는 모시를 짜는 기술일 뿐만 아니라 실행자들이 모시를 생산
하는 전 과정을 함께 즐기는 오락적 성격도 갖는다.

견(2011.11)

택견은 흡사 춤을 추듯 흐느적거리며 율동적인 동작으로
상대를 발로 차거나 넘어뜨리는 한국의 전통무예다. 몸을 비
틀며 능청거리는 곡선 동작은 웃음을 자아내기도 하는데, 보
는 이에 따라 춤인지 무술인지 헛갈리기도 한다. 그러나 택견
수련자의 내면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거대한 유연성과 힘으로
분출된다.
고구려 고분벽화에 택견을 하는 모습이 있어 삼국시대부터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부터 본격적으로 전통 무술로
전승된 택견은 세계 전통무예 중에서 인류무형유산에 오른 첫
번째 주인공이 됐다.

▲ 택견

택견은 수련자가 통제력을 갖는 순간 상대를 파악하는 능력
을 가르치는 드문 종류의 무예로, 공격보다 방어 기술을 더 많
이 가르치는 것이 특징이다.
전문 택견인이 선보이는 동작은 곧고 경직되기보다는 부드
럽고 둥글다. 그러면서도 큰 유연성과 힘을 폭발적으로 분출한
다. 택견에서 발은 손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동작은 부드러
워 보이지만 싸움에 활용하는 모든 방법을 이용해 다양한 공
격과 수비 기술을 특징으로 하는 효과적인 무예로 꼽힌다.
택견은 배려를 가르치기도 한다. 숙련된 택견인은 상대를
재빨리 제압할 수 있지만 진정한 명인은 해를 끼치지 않고 상
대를 물러나게 하는 법을 안다.
택견은 농업 관련 전통의 하나로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
고,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는 운동으로 일반 대중의 건강을 증
진하는 역할도 한다. 한국전통택견협회가 택견의 전승과 발전
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돼
보존·전승되고 있다.

▲ 한산모시짜기

한산모시가 최초로 상업화된 조선 후기(18세기)부터 한산모
시짜기를 실행하는 주된 목적은 수익 획득이었다. 더 많은 이
익을 얻기 위해 가족 내 분업과 마을 내 협업을 통해 모시를
생산했으며, 이는 모시 두레의 조성으로 이어졌다. 모시 두레
는 주로 친척이나 마을 이웃 단위로 형성됐으며, 가족과 이웃
간의 결속과 화합의 중요한 수단이 됐다.
한산모시짜기는 충남 한산(韓山) 지역 중년 여성들이 주로
행한다. 한산은 비옥한 토양과 바닷바람으로 모시풀이 자라기
에 적합한 조건을 자랑한다.
모시를 짜기 위해서는 모시풀을 베고, 삶으며, 표백하고 실
을 자아 베로 짜는 등의 공정을 거쳐야 한다. 모시는 무더운 여
름 날씨에 활용하기 좋으며 의례복, 군복, 상복 등 다양한 의류
를 생산하는 데 이용된다. 표백한 모시천의 순백과 세련된 질
감, 깔끔함은 고급의류와 일반의류에 적합하다.
전통적인 모시짜기는 여성 중심의 가내작업 형태로 이뤄
지며, 어머니가 자신의 기술과 경험을 딸과 며느리에게 전수
한다.
모시짜기는 마을의 정해진 구역에서 함께 작업하는 이웃들
과의 공동체 유대를 강화하는 역할도 한다. 현재 한산 모시짜
기는 해당 지역주민 약 500여 명이 다양한 모시짜기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 아
 리랑(2012.12)

아리랑은 한국의 대표적인 민요로 ‘아리랑’, 또는 그와 유사
한 발음의 어휘가 들어 있는 후렴을 규칙적으로, 또는 간헐적
으로 띄엄띄엄 부르는 한 무리의 노래다.
아리랑은 한반도와 해외에서 한민족이 널리 애창하는 대표
적인 노래이며, 한민족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아리랑을 알고 즐
겨 부른다. 또한 가사가 정해져 있지 않고 주제가 개방돼 있기
에 누구든 자유롭게 노래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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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리랑’이라는 제목으로 전승되는 민요는 약 60여 종,
3천600여 곡에 이른다. 이 가운데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아리
랑은 강원의 ‘정선아리랑’, 호남의 ‘진도아리랑’, 경남 일원의
‘밀양아리랑’ 등 3가지이다. 지역마다 가사와 가락, 창법이 다
르지만 아리랑에는 이별의 슬픔, 신세에 대한 한탄, 설움과 분
노 등 일상적인 평민 정서가 담겨 있다.
아리랑은 본래 강원도와 그 인근지역의 향토민요로서 나무
하기, 나물뜯기, 모심기, 논매기, 밭매기, 삼심기 등과 같이 산
과 들, 집안에서 이런 저런 일을 할 때 어울려 놀거나 혼자 있
어 무료할 때 부르는 노래였다.
1926년 일제강점기 민중에게 충격을 안겨준 영화 ‘아리랑’이
상영됐다. 이 영화는 일제에 억눌렸던 겨레의 저항정신에 불을
붙이고, 민요 아리랑을 민족의 아리랑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했
다. 아리랑은 이후 삼천리 방방곡곡으로, 일본과 중국의 동포
사회로 퍼져 나가며 가장 유명한 노래가 됐다.

▲ 아리랑

영화 ‘아리랑’을 통해 민족을 대표하는 노래가 된 아리랑은
이후 한국 문화의 모든 장르에 퍼져 나갔다. 영화를 비롯해 뮤
지컬·드라마·춤·문학 등 다양한 예술 장르와 매체에서 대
중적 주제이자 모티프로 이용돼 왔다.
아리랑은 지역과 세대를 초월해 광범위하게 전승되고 재창
조되고 있다는 점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라는 후렴구만
들어가면 누구나 쉽게 만들어 부를 수 있다는 다양성의 가치
를 담았다.

▲ 김장문화

김장의 기원은 알 수 없으나, 문헌상으로는 고려시대 이규
보(1168~1241)가 쓴 시에 ‘무를 장에 담그거나, 소금에 절인다’
는 내용으로 김장이 언급됐다. 김치를 초겨울에 김장한 기록은
19세기 문헌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오랜 시간에 걸쳐 한국 사람들은 주변의 자연환경에 가장
잘 맞는 김장 방식을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왔으며, 김장의 구
체적인 방식과 재료는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고 있다.
김장은 1년 동안 계절별로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다. 봄에
는 각 가정에서 새우젓, 멸치젓 등 다양한 해산물 젓갈을 준비
한다. 여름에는 천일염을 구비해 놓고, 늦여름에는 고추를 말
려 고춧가루를 빻아 둔다. 늦은 가을과 초겨울 김장철이 되면
지역 공동체가 다함께 모여 해당 지역의 모든 가구가 길고 추
운 겨울 동안 먹을 김치를 충분히 담그고 나눈다.
이처럼 김장은 지역과 세대를 초월해 광범위하게 전승되고,
김장 품앗이 등을 통해 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한다. 해외 한
인들 역시 김치와 김장문화를 통해 한국인이라는 정체성과 소
속감을 형성하고 있다.
■ 농


악(2014.11)

농악은 한국 사회에서 마을 공동체의 화합과 마을 주민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행해지는 대표적인 민속예술이다. 꽹과
리, 징, 장구, 북, 소고 등 타악기를 합주하면서 행진하거나 춤
을 추며 연극을 펼치기도 하는 종합예술이다.

■ 김
 장문화(2013.12)

한국이 당초 등재 신청한 이름은 ‘김장문화’였지만, 유네스
코는 한국의 김장문화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영문 명칭에 ‘in
the Republic of Korea’라는 말을 붙이기로 결정하면서 정확한
등재 명칭은 ‘김장, 한국에서의 김치 만들기와 나누기’다.
김장은 한국인들이 길고 혹독한 겨울을 나기 위해 많은 양
의 김치를 담그는 것을 말한다.
김치는 각종 야채와 고추, 마늘 등 향신료 그리고 젓갈 등이
어우러져 독특한 맛을 내는 영양이 풍부한 발효 저장식품인데
다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야채선호 추세 등과 영
합하는 합리적인 식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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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악

가장 오래된 전통예술의 하나인 농악은 연초에 마을의 축원
을 비는 당굿과 정월에 풍어와 무사를 비는 서낭굿, 가뭄 때 비
를 기원하는 기우제굿, 그리고 농경사회의 두레농악, 놀이로서
의 판굿 등 다양한 형태와 용도를 갖고 있다. 마을 공동체의 여
러 행사에서 연주되며 신명을 끌어내고 화합하고 단결하게 하
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적 특색에 따라 경기·충청북부를 중심으로 한 웃다리
농악, 강원 영동지역의 영동농악, 경상도 지방의 영남농악, 충
남과 전라도 해변 지역의 호남우도농악, 산간지역의 호남좌도
농악으로 크게 구분된다.
지역별로 영남농악은 진주삼천포농악(국가무형문화재)이,
웃다리농악은 평택농악, 호남우도농악은 이리농악, 호남좌도
는 임실필봉농악, 영동농악은 강릉농악이 농악분야 국가무형
문화재로 지정돼 있다.
특히 농악에서는 한국인이 좋아하는 1박을 3분하는 3소박과
혼박, 혼소박 등 불균등 구조의 복잡한 리듬이 많이 사용된다.
꽹과리와 장구가 주요 리듬을 연주하면 징과 북은 단순한 리
듬으로 음악의 강세를 만들어준다.
농악의 또 다른 볼거리인 농악 춤은 노랑, 파랑, 초록의 삼
색 띠를 두르거나 색동이 들어간 화려한 의상을 입고 추는 개
인 춤과 함께 단체가 만드는 진짜기, 상모를 이용한 춤 등이 있
다. 연극은 탈을 쓰거나 특별한 옷차림을 한 잡색들에 의해 진
행되고, 무동놀이나 버나돌리기와 같은 기예도 함께 연행된다.
농악은 공연자와 관객이 혼연일체가 돼 즐기는 예술이며,
각종 마을 행사 등에서 공연되면서 주민 간 결속을 다지고 ‘한
마을 주민’이라는 정체성을 강화하는 기능이 있다.
■ 줄
 다리기(2015.12)

전통 농경놀이 중 하나인 ‘줄다리기’(Tugging rituals and
games)는 벼농사와 관련된 의례이자 놀이로서 널리 행해져
왔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농경문화권인 동아시아와 동
남아시아에서 농사에 필요한 비와 풍년을 기원하거나 농사의
풍흉을 점치기 위한 취지로 행해졌다. 마을 공동체 구성원들은
줄다리기를 함으로써 사회적 결속과 연대감을 도모하고, 새로
운 농경주기가 시작됐음을 알렸다.
한국을 비롯해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등 아태지역 4개국
이 공동 등재한 줄다리기는 벼농사 문화권에서 행해진 대표적
인 전통문화로서의 가치를 평가받았다.
등재된 줄다리기 중 한국의 것은 영산(靈山)줄다리기, 기지시
(機池市)줄다리기 등 국가 지정 무형문화재 2개와 삼척(三陟)기
줄다리기, 감내게줄당기기, 의령(宜寧)큰줄땡기기, 남해선구(南
海仙區)줄끗기 등 시·도 지정 무형문화재 4개가 포함됐다.
한국의 전통 줄다리기는 풍년을 비는 농경의식으로서 행해
졌다고 전해진다. 대보름날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육지 지방
에서는 대개 동부와 서부, 섬 지방에서는 상촌과 하촌으로 편
을 가른다.
줄다리기는 두 팀으로 나눠 줄을 반대 방향으로 당기는 놀
이이며, 승부에 연연하지 않고 공동체의 풍요와 안위를 도모하
는 데 본질이 있다. 줄다리기를 통해 마을의 연장자들은 젊은

▲ 줄다리기

이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연행의 중심적 역할을 하며, 공동체 구
성원들은 이를 통해 결속과 단결을 강화한다.
■ 제
 주해녀문화(2016.11)

제주해녀문화는 잠녀 혹은 잠수라고 불리는 ‘해녀’, 제주해
녀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세대 간 전승되는 ‘물질 기술’, 바
다의 여신인 용왕 할머니에게 풍요와 안전을 기원하기 위한
‘잠수굿’, 바다로 나가는 배 위에서 부르는 노동요인 ‘해녀노래’
등을 포함한다.
일고여덟 살 때 얕은 바다에서 헤엄과 잠수를 익혀 열다섯
살 무렵 ‘애기해녀’로 성장하는 제주 여성들의 필연적 운명은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에서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었다. 어떤 잠
수장비 없이 맨몸으로 바닷속에 들어가 해산물을 캐야 했기
때문에 다치거나 죽는 일이 많았다.

▲ 제주해녀문화

조선시대 해녀는 가장 고통스러웠던 여섯 가지 천역(賤役)
인 6고역(六苦役) 중 잠녀역(潛女役)이었다. 조선 인조 7년에
제주도에서 인구 대탈출을 막기 위한 출륙금지령이 내려지고
남자들의 몫이었던 전복잡이 포작역(鮑作役)까지 떠안아야
했다.
해녀들은 이처럼 오랫동안 천대를 받았음에도 서로가 서로
에게 의지하며 제주에서 고된 삶을 이어왔다. 일제 강점기에는
식민지 경제수탈정책에 거세게 저항하며 시위에 참가해 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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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자존감을 드높이기도 했다.
제주해녀들은 자연친화적 채집기술인 물질작업을 통해 해
산물을 채취한다. 해녀는 산소공급 장치 없이 10m 정도 깊이
의 바닷속으로 약 1분간 잠수한 후 숨을 길게 내뱉으며 특이한
소리를 내는데, 이를 ‘숨비소리’라고 한다. 해녀들은 저마다의
물질 능력에 따라 상군, 중군, 하군의 세 집단으로 분류되며 상
군 해녀들이 나머지 해녀들을 지도한다.
제주해녀문화는 원초적 어로법 계승과 바다에서의 안전과
풍어를 위한 전통적 신앙 전승을 지켜가고 있다. 또한 ‘어촌계’
또는 ‘해녀회’라는 공동체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등 인류의 자산으로서 가치를 지닌다.
■ 씨
 름,

한국의 전통 레슬링(2018.11)

▲ 씨름

한국을 대표하는 민속놀이인 씨름은 명절, 장날, 운동회, 축
제 등 각종 행사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전통적인 오락이자
체육활동이다. 삼국시대부터 전해온 한국의 씨름은 두 사람이
다리와 허리에 맨 샅바를 잡고 힘과 기술을 사용해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경기이다.
씨름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세계기록유
산을 통틀어 남북이 함께 등재한 첫 사례다. 유네스코는 남북
씨름이 연행과 전승 양상, 공동체에 대한 사회적·문화적 의미
등에서 공통점 있다고 판단해 전례가 없던 공동 등재를 결정
했다.
중국 지린성 지안(集安)에 있는 고구려 고분 각저총(角抵塚)
벽화는 씨름의 유구한 역사를 입증하는 유물이다. 널방 한쪽
에 두 사람이 상대 허리춤을 붙잡고, 몸을 숙인 모습이 생생하
게 묘사됐다. 문헌상 씨름 첫 기록은 고려 후기인 14세기 초반
에 등장한다. 씨름은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비로소 세시풍속
으로 자리잡았다.
씨름은 일본 전통 무예인 스모(相撲)처럼 두 명이 맨손으로
하는 운동이지만, 다리와 허리에 샅바라는 끈을 매고 다리를
이용한 기술이 발달한 점이 특색이다.
씨름은 주로 강변의 모래사장이나 장터, 마을 공터에서 열
린다.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공동체의 구성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애기씨름(10대 이하), 총각씨름(10대), 상씨름(20대 이상)
으로 구분해 차례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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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름의 고수들이 겨루는 상씨름에서 이긴 최종 승자에게는
‘장사’의 칭호가 부여되며 황소를 부상으로 준다. 경기가 끝나
면 장사는 주민들의 축하 속에서 황소를 타고 마을을 돌며 축
하 퍼레이드를 벌인다.
씨름은 한반도 각지에서 명절마다 공동체 단위로 이뤄지고,
교육과 지역 공동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승되며, 한국인의
문화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대표 유산이다.
■ 연
 등회(2020.12)

연등회는 부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거행하는 불교 행사
로, 진리의 빛으로 세상을 비춰 차별 없고 풍요로운 세상을 만
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이 가
까워오면 대한민국 전역에 소망을 담아 만든 등을 밝히고, 장
대한 행렬을 이뤄 거리를 행진한다.
본래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기 위한 종교의식으로 시작됐
으나 오늘날 인종, 세대, 종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봄철 축제로 발전했다. 거리에는 다채로운 연등이 내
걸리고, 사람들은 대나무, 한지 등을 이용한 전통 방식으로 만
든 연등을 들고 축하 행렬을 위해 모여든다.
삼국사기에는 신라 경문왕 6년(866)과 진성여왕 4년(890)에
‘황룡사에 가서 연등을 보았다’는 기록이 있어 고대부터 전통
이 이어져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연등 법회와 행렬, 회향(廻向) 등으로 구성되는 연등회는
관불의식을 시작으로 연등을 든 사람들의 행진이 이어지며,
행진이 끝난 뒤에는 참여자들이 모여 회향 한마당에 모여 화
합의 절정을 이룬다. 참여자들은 스스로 만든 연등을 밝혀
개인과 가족, 그리고 이웃과 나라 전체의 안녕과 행복을 기
원한다.
연등회는 사회적 경계를 일시적으로 허물어 기쁨을 나누고
위기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사회적 역경이
찾아올 때 사회를 통합하고 당면한 문제를 극복하도록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연등회와 관련된 지식과 기술은 주로 사찰과 여러 공동체를
통해서 전승되고 있는데, 특히 중심 보존단체인 ‘연등회보존위
원회’가 교육 프로그램을 조직하는 등 주요 역할을 하고 있으
며, 지역봉축위원회와 연계해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 연등회

한국의 세계기록유산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은 세계적 영향이 있는
인류의 중요한 기록으로 인정받을 만한 기록물로 유네스코가
2년마다 선정한다. 이는 인류의 소중한 기록유산을 가장 적절
한 기술을 통해 보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많은 대중이 기록
유산에 접근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세계기록유산은 한 국가를 초월해 세계사와 세계문화에 큰
영향을 준 자료, 역사적 시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거나 그 시
기를 특별한 방법으로 반영하는 자료 등을 대상으로 한다. 유
산에는 서적(책)이나 문서, 편지, 필사본, 구비전승자료, 시청각
자료, 도서관 및 기록보존소의 소장품 등 다양한 종류의 동산
유산이 포함된다.
한국이 보유한 세계기록유산은 1997년 훈민정음과 조선
왕조실록을 시작으로 승정원일기, 조선왕조 의궤, 동의보감,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 난중일기, 조선왕실의 어보와 어책,
조선통신사 기록물 등 16건이다.
■ 훈
 민정음(해례본)[1997.10]

훈민정음(訓民正音) 해례본은 1446년(세종 28년) 음력 9월에
간행된 한 권의 목판본으로, 새로 만든 문자 ‘훈민정음’의 창제
목적과 이 문자의 음가 및 운용법, 그리고 이들에 대한 해설과
용례를 붙인 책이다.
1443년(세종 25년) 세종이 창제한 문자 이름과 똑같이 ‘훈민
정음’이라고 부르거나, 해례가 붙어 있고 훈민정음(언해본)과
구분하기 위해서 ‘훈민정음 해례본’ 또는 ‘훈민정음 원본’ 등으
로 지칭한다.
이 책은 세종이 직접 작성한 ‘예의(例義)’ 부분과 정인지를 비
롯해 신숙주·성삼문·최항·박팽년·강희안·이개·이선로 등
집현전 학자 8명이 만든 ‘해례(解例)’ 두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전체 33장 중 예의 부분이 4장, 해례 부분은 29장이다. 세종이
쓴 예의를 큰 글씨의 본문으로 하고, 신하들이 쓴 해례 부분을
작은 글씨로 해 그에 대한 해설로 짝지어 놓은 체재로 돼 있다.
예의는 세종의 훈민정음 서문과 새로 만든 문자 훈민정음의
음가 및 그 운용법에 대한 간략한 설명으로 구성돼 있다. ‘예
의’라는 말은 정인지의 해례 서문에 나온다. 해례는 제자해(制
字解), 초성해(初聲解), 중성해(中聲解), 종성해(終聲解), 합자해
(合字解)의 5해(解)와 용자례(用字例)의 1례(例) 및 정인지의 해
례 서문으로 이뤄져 있다.
훈민정음(즉, 한글)은 매우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문자 체계
이다. 바로 이 새로운 문자 훈민정음을 다루고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도 그에 못지않게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저작물이다.
따라서 이 책은 학술사적으로나 문화사적인 면에서도 중요한
가치와 의의를 지닌다.
■ 조
 선왕조실록(1997.10)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은 조선 태조부터 철종까지 25
대 472년간(1392~1863)의 역사를 연월일 순서에 따라 편년체

로 기록한 책이다. 총 1천893권 888책으로 된 방대한 양의 역
사서로 조선시대의 정치, 외교, 군사, 제도, 법률, 경제, 산업, 교
통, 통신, 사회, 풍속, 미술, 공예, 종교 등 각 방면의 역사적 사
실을 망라하고 있다.

▲ 조선왕조실록

그러나 ‘고종실록’ 52책 52권과 ‘순종실록’ 8책 22권은 일제
하인 1927년부터 1934년 사이에 편찬되면서 중요한 사실이 누
락되는 등 일제의 의도가 반영됐기 때문에 조선왕조실록의 반
열에는 오르지 못했다.
실록의 편찬은 다음 국왕이 즉위한 후 실록청을 개설하고
관계관을 배치해 편찬했다. 사초는 군주라 해도 함부로 열람할
수 없도록 비밀을 보장함으로써 실록의 진실성과 신빙성을 확
보했다. 실록의 기초자료 작성에서 실제 편술까지의 편수 간행
작업을 담당했던 사관은 관직으로서의 독립성과 기술에 대한
비밀성을 제도적으로 보장받았다.
이렇게 만들어진 조선왕조실록은 임진왜란 때 전주 사고(史
庫)본만을 제외하고 성주와 충주, 한양에 있던 실록들이 모두
불타는 수난을 겪기도 했다. 이후 실록을 창덕궁 춘추관 내 중
앙 사고와 깊은 산중의 강화 정족산과 무주 적상산, 태백산, 오
대산 등에 분산 보관해 실록이 오늘에 전하게 됐다.
유산에 등재된 조선왕조실록은 정족산 사고본 1천181책, 태
백산 사고본 848책, 오대산 사고본 27책, 기타 산엽본 21책을
포함해 총 2천77책으로, 이 모두가 매우 높은 역사적 가치를
지닌다.
조선왕조실록은 양적인 면에서 중국의 명(明)실록 2천964권과
청(淸)실록 4천4권에 버금갈 정도로 그 분량이 방대한 데다 내용
에서도 단 4부를 찍기 위해 금속활자를 사용했으며 사관들의 철
저한 역사의식이 반영돼 있다. 또한 그 역사기술에 있어 매우 진
실성과 신빙성이 높은 역사기록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 직
 지심체요절(2001.9)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 이하 직지)은 고려 공민왕 21년
(1372) 백운화상이 저술한 것으로서, 고려 우왕 3년(1377)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활자로 인쇄됐다.
직지는 고려 말기의 고승 경한(景閑, 백운화상이라고도 함)
이 선대의 여러 부처와 조사(祖師)의 게송(偈頌)ㆍ법어ㆍ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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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서 선(禪)의 요체에 관한 내용을 뽑아 역은 책으로 정식명
은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白雲和尙抄錄佛祖直指
心體要節)이다. 불조직지심체요절, 직지심체, 직지심경(直指心
經), 또는 직지 등의 다른 이름으로도 불린다.
이 책은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만든 ‘42행 성경’보다 70여 년
이나 앞선 1377년 청주 흥덕사지에서 발간된 것으로, 1972년
파리 국제도서전에서 현존하는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
으로 인정받았다.
금속활자로 찍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책인 ‘직지’는 콜랭
드 플랑시 프랑스 초대 대리공사가 1890년경 수집해 프랑스로
가져가 1900년 프랑스 만국박람회에서 전시됐다. 이후 1911년
경매를 통해 앙리 베베르가 소장하다가 1952년 프랑스국립도
서관에 기증됐다.
본래 상·하 2권으로 돼 있으나 현재 하권만이 프랑스 국립
도서관에 소장돼 있다. 하권은 39장으로 이뤄져 있는데, 첫째
장은 없고 2장부터 39장까지 보존되고 있다.
한국 학계와 시민단체들은 프랑스 정부에 직지 반환을 계속
요구해 왔지만 성사되지 않고 있다. 반환이 아니라 한국에 들
여와 전시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상황이다. 프랑스는 한국 전시
가 이뤄질 경우 압류·몰수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직지심체요절을 통해 인쇄술은 보다 편리하고 실용적으로
발전했으며 교정을 쉽게 만들어 주었다. 이 모든 것은 책의 신
속한 생산에 공헌했다. 또한 활자 인쇄에 적합한 먹(기름먹)을
발명하는 계기가 됐다. 고려의 혁신적이며 실용적인 활판 인쇄
술은 동양 인쇄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유럽 등지로 전파
된 것으로 보인다.
■ 승
 정원일기(2001.9)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는 조선시대 왕명의 출납을 관장하
던 승정원에서 매일 취급한 문서와 사건을 기록한 일기로, 국
왕의 하루 일과와 지시, 각 부처의 보고, 국정회의 상소 사료
등을 총망라한다. 조선시대 최고 기밀 기록으로써 실록과 함께
조선시대사 연구에 가장 기본이 되는 사료이다.
원래 조선 개국 초부터 일기가 있었으나, 임진왜란과 이괄
의 난으로 인해 이전 기록이 모두 소실됐다. 현재 인조 원년
(1623) 3월 12일부터 순종 융희 4년(1910) 8월 29일 대한제국이
멸망하던 날까지 288년간의 분량만 남아있다.
엄밀히 말해 지금 남아있는 ‘승정원일기’라는 이름의 기록은
1623년부터 1894년 갑오경장 때까지의 3천45책만 해당된다.
승정원이란 기구가 폐지되면서 이후에는 승선원일기나 궁내
부일기, 비서감일기, 규장각일기(이상 198책)라는 이름으로 명
칭이 바뀌었다.
이 기록에는 국가의 중요한 공사는 물론 의례적인 일에 이
르기까지 국정의 중추적 역할을 했던 승정원의 전모가 나타나
있고, 조선왕조에서 일어난 광범위한 사건을 매일 기록함으로
써 조선왕조실록 편찬의 기본자료가 됐다.
실록이 국왕 사후 사관들이 편집한 2차 자료라면 승정원일기
는 당시의 정치·경제·국방·사회·문화 등 전반에 걸친 생생
한 역사를 그대로 담고 있는 1차 사료이다. 이 기록이 얼마나 방
대하고 치밀한지, 288년간 매일의 날씨가 수록돼 있을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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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자료

중국의 ‘중국 25사’(3천386책, 약 4천만 자) 및 우리나라의
‘조선왕조실록’(888책, 5천400만 자)보다 더 방대한 내용을 담
은 세계 최대의 연대 기록물(총 3천243책, 2억4천250만 자)이
다. 또 승정원일기를 보면 조선왕조실록에서 빠진 기록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료적인 가치는 더 큰 것으로 평가
된다.
■ 해
 인사

대장경판 및 제경판(2007.6)

▲ 해인사 대장경판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高麗大藏經板-諸經板)은 합천 해
인사에 소장된 팔만대장경판과 같은 장소에 보관된 다른 경
판 모두라는 뜻이다. 전체 8만7천여 장의 목판은 1098년부터
1958년까지 오래 시간에 걸쳐 완성된 경판들이다.
대장경은 경(經)·율(橮)·논(論)의 삼장(三藏)으로서 불교경
전의 총서를 가리키는 말이다. 총 8만1천258판의 목판에 삼장
을 새긴 고려대장경판은 13세기 고려 왕조의 후원을 받아 제작
됐다. 고려시대에 판각됐기 때문에 고려대장경이라 하며, 또한
판수가 8만여 판에 이르고 8만4천여 법문을 수록했다 하여 팔
만대장경이라고도 한다.
고려대장경판은 당시까지 알려진 모든 불경을 대조하고 교
정, 가감, 배열한 가장 완벽한 불교문헌 목판 인쇄물로 꼽히는
것은 물론 이후 일본, 중국, 대만에서 간행된 대장경 대부분의
모본(母本)으로 군림했다.
1237~1248년에 제작된 고려대장경판은 아시아 전역에서는
유일하게 완벽한 형태로 현존하는 판본자료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정확하고, 완벽한 불교 대장경판으로 산스크리
트어에서 한역된 불교대장경의 원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고려대장경판은 초기 목판 제작술의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
고 있다. 또 고려시대의 정치, 문화, 사상의 흐름과 면모를 엿
볼 수 있는 역사기록물이기도 하다. 경판 표면에 옻칠을 해 글
자의 새김이 770여 년이 지나도록 생생한 상태로 남아 현재까
지 인쇄할 수 있을 정도다.
고려대장경판이 고려 왕조의 후원을 받아 진행한 조판 사
업이었던 반면, 별도로 해인사에서 직접 후원해 제작한 제경
판(諸經板)이 있다. 1098~1958년에 조판된 총 5천987판의
목각 제경판이 해인사에 보관돼 있다. 이 제경판은 「대장경」
을 보완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그중 일부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다.

■ 조
 선왕조

의궤(2007.6)

고유한 기록유산인 의궤(儀軌)는 조선왕조(1392~1910) 500
여 년간의 왕실 의례에 관한 기록물로, 왕실의 중요한 의식을
글과 그림으로 기록해 보여 주고 있다. 의궤에서 의(儀)는 의
례ㆍ의식을 뜻하며 궤(軌)는 규범을 의미한다.
조선왕조 의궤는 제사가 주축인 길례(吉禮), 혼례와 책봉 중
심의 가례(嘉禮), 외국 손님 접대를 위한 빈례(賓禮), 군사 행사
인 군례(軍禮), 장례식이 대부분인 흉례(凶禮) 등 반복적으로
행하는 왕실의 오례(五禮)를 기록과 그림으로 정리한 책이다.
의궤에는 국가 의례는 물론 건축물과 왕릉의 조성, 왕실의
문화 활동 및 궁궐 수리, 무기 제작 등에 대한 기록도 그림으로
남겨져 있다. 이는 조선시대 생활상을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희소성을 갖고 있다.
의궤는 조선 건국 직후부터 일제강점기까지 편찬됐지만 조
선 전기 의궤는 임진왜란 때 사라져 현존하는 의궤는 모두 왜
란 이후 제작된 것들이다.
총 3천895여 권의 방대한 분량에 이르는 의궤는 왕실의 주
요 의식이 시기별, 주제별로 정리돼 있다. 이를 통해 오랜 시간
에 걸쳐 왕실 의식에서 일어난 변화를 알 수 있고, 동시대 동아
시아의 다른 문화와 자세하게 비교할 수 있다.
특히 반차도, 도설 등 행사모습을 묘사한 시각 자료는 오늘
날의 영상자료처럼 당시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생동감 있게 보
여준다. 정조의 능행도(陵幸圖)의 경우 전 여정을 15.4m에 걸
쳐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 중심(Visual-oriented)’의 기록
유산은 뛰어난 미술장인과 사관의 공동 작업을 통해서만 만들
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의궤는 장기간에 걸쳐 조선왕조의 주요 의식을 방대한 양의
그림과 글로 체계적으로 담고 있다. 이러한 유형은 동·서양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매우 뛰어난
기록유산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 동
 의보감(2009.7)

동의보감(東醫寶鑑)은 17세기 초 왕명에 따라 발간된 의학지
식과 치료법에 관한 백과사전적 의서다. 이 책은 국내 의서인
의방유취(醫方類聚)나 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을 비롯해 중국
의서 등 수 백종의 의서를 참고해 당시까지의 동양의학을 집
대성했다.
동의보감 편찬을 주도한 허준(許浚, 1539~1615)은 소설과
드라마 등을 통해 일반에도 잘 알려져 있다.
허준은 선조 30년(1597) ‘조선의 실정에 맞는 의서를 편찬하
라’는 임금의 명을 받고 동의보감 편찬에 착수했다. 1608년 선
조가 승하하자 어의로서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의주로 유배
됐다가 곧 풀려나 광해군의 어의로 활동하면서 의서 편찬을
계속했다.
그가 관직에서 물러난 뒤 16년간의 연구 끝에 1610년 동의보
감의 집필을 끝냈고, 1613년(광해군 5년) 왕실의료기관인 내의
원에서 초간본을 간행했다. 이는 총 25권 25책이며 훈련도감
에서 만든 목활자로 인쇄됐다.
동의보감은 각 병마다 처방을 풀이한 체계가 정연하다. 모

두 23편으로 내과학인 ‘내경편’, ‘외형편’ 4편, 유행병·곽란·
부인병·소아병 관계의 ‘자편’ 11편, ‘탕액편’ 3편, ‘침구편’ 1편
과 이외에 목록 2편으로 구성돼 있다.
국가가 주도해 편찬한 동의보감은 평민의 보건의료에 대한
책무가 국가에 있다는 근대적 이념을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물재료와 치료기술을
자세히 싣고 있으며, 병이 생기기 전에 치료한다는 양생의 개
념을 적극적으로 개진했다.
우리나라 최고의 한방의서인 동의보감은 당시 중국과 일본
에서도 널리 유통된 의학의 ‘스테디셀러’였다. 특히 콧대 높은
중국 본토에서도 많이 읽혔다는 사실은 동의보감이 갖는 세계
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케 한다.
동의보감에서 정리한 전통의학 지식은 임상 치료에 적극 활
용되고 있으며, 현대 의학지식에서 체계적으로 재해석돼 의학
발전을 꾀하는 연구의 기초가 되고 있다.
■ 일
 성록(2011.5)

일성록(日省錄)은 조선 후기에 국왕의 동정이나 국왕이 결
정에 개입한 국정의 제반 운영사항을 매일매일 일기체로 정리
한 연대기 자료다.
1760년(영조 36)에서 1910년(융희 4)까지 151년치 기록을 담
은 일성록은 한 질만 편찬된 유일본이자 필사본으로 전 2천
329책이 모두 전한다. 원본은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
보관 중이며 국유물이다.
일성록은 제22대 임금 정조가 세손 시절에 쓰기 시작한 존
현각일기(尊賢閣日記)를 뿌리로 한다. 이 때문에 일성록은 정
조의 창안물로 간주된다.
정조는 논어에 나오는 증자의 말 오일삼성(吾日三省), 즉,
“나는 매일 세 번 반성한다”에 깊은 감명을 받아 자신을 반성
하는 자료로 삼고자 이 일기를 작성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후 일기는 정조가 할아버지 영조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
른 후 국가의 공식 기록으로 편입됐다. 정조는 규장각 관원
들에게 매일매일 일기를 작성하게 한 다음 5일마다 그 일기
를 정서해 자신에게 올려 결재를 받도록 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일성록은 정조의 개인 일기를 뛰어넘어 국정 일기로 전
환됐다.
일성록은 세계기록유산에 이름을 올린 조선왕조실록과 승
정원일기와 더불어 조선왕조 3대 연대기로 꼽힌다.
하지만 실록과 승정원일기가 당시의 국왕을 ‘상(上)’이라 해
서 3인칭으로 표현하며 사안들을 시간 순서로 서술한 편년체
(編年體)인 데 비해, 일성록은 국왕을 1인칭 용어인 ‘여(予)’, 즉,
‘나’라고 해서 국왕 주도의 기록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한
편, 시간 순서가 아니라 주제 순으로 사안들을 기록한 강목체
(綱目體)다.
일성록은 단순한 조선 후기의 역사 기록물에 그치지 않고,
18~20세기 동서양의 정치ㆍ문화 교류의 구체적 실상과 세계
사의 보편적 흐름을 담은 기록물이라는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또한 한 질로만 편찬된 유일본이며, 왕명에 의해 국가기관이
작성해 국가 주도하에 보존 관리가 잘 이루어진 기록물로 그
진정성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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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18

민주화운동 기록물(2011.5)

5.18 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은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
지 대한민국 광주를 중심으로 전개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
들의 일련의 활동과 이후에 이 사건의 책임자 처벌, 피해자 보
상과 관련해 기록되고 생산된 문건, 사진, 영상 등의 자료를 총
칭한다.
구체적으로 정부기관 자료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자료, 시
민 성명서·선언문·취재수첩·일기, 사진·필름, 피해자 병
원 치료기록, 국회 자료, 국가 보상 자료, 미국 비밀해제문서
등 5.18 전개 과정과 흐름을 보여주는 방대한 자료이다. 이 자
료들은 국가기록원, 광주광역시, 육군본부, 국회도서관, 5.18기
념재단 등에 소장돼 관리되고 있다.
5.18 기록물들은 항쟁의 당사자들이 ‘폭도’로 몰려 구속되고,
많은 시민들이 생명의 위협에 노출되는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
고 지속적으로 계엄군의 총칼에 맞서 민주주의를 외친 장엄한
기록들이다.
5.18 기록물은 부당한 국가권력이 국민의 존엄성을 유린할
때 얼마나 비극적이며 반인권적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을 뿐 아니라, 부당한 국가권력에 맞서 자신의 가족을 지키
고 신념을 지킨 광주 시민들의 인권과 평화의 메시지를 고스
란히 담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은 한국의 민주화에 큰 전기가 됐을 뿐 아
니라, 1980년대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의 냉전 체제를 해체하
고 민주화를 이루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여겨져
왔다.
유네스코는 5.18이 동아시아 국가들의 냉전 체제를 해체하
고 민주화를 이루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는 점과 인간
의 존엄성을 유린하는 국가폭력에 대한 민중의 숭고한 저항을
담은 기록을 인류가 보존하고 후세에 교육해야 한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 난
 중일기(2013.6)

▲ 난중일기

난중일기(亂中日記)는 이순신(李舜臣, 1545~1598) 장군이
임진왜란(1592~1598) 때 군중(軍中)에서 직접 쓴 친필 일기이
다. 일기는 모두 8권의 책으로 구성돼 있으며, 임진왜란이 발
발한 1592년 1월 이후부터 1598년 11월, 노량해전에서 전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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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까지 7년의 기간을 망라해 기록하고 있다.
난중일기는 원래 임진일기(1592년), 계사일기(1593년), 갑오
일기(1594년), 을미일기(1595년), 병신일기(1596년), 정유일기
(1597년), 속정유일기(1597년), 무술일기(1598년)로 구성돼 있었
으나, 현재는 1595년의 을미일기를 뺀 총 7책이 보존돼 전해오
고 있다.
일기의 역사적 배경이었던 임진왜란은 외형적으로는 조선
과 일본 사이에 치러진 전쟁이었지만, 일본의 동아시아 세력
확보를 위해 일으킨 전쟁이었다는 세계사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일본과 명(중국)은 모두 서양에서 전래된 각종 총포 등
의 무기를 대량생산해 이 전쟁에서 사용했으며, 조선은 세계
최초의 장갑선으로 알려진 거북선을 개발해 전장에 투입했다.
또한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와 유럽의 용병이 참전한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난중일기는 개인의 일기 형식 기록이지만, 전쟁 기간에 해
군의 최고 지휘관이 직접 매일 매일의 전투 상황과 개인적 소
회를 현장감 있게 다뤘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나 세계사적으
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기록물이다.
또한 전투 상황에 대한 상세한 기록뿐 아니라 당시의 기후
나 지형, 일반 서민들의 삶에 대한 기록도 전하고 있어 과거의
자연지형 및 환경, 서민의 생활상을 연구하는 중요한 자료로도
활용되고 있다.
난중일기는 문장이 간결하면서도 유려하며, 현재까지도 대
한민국 국민이 애송하는 시(詩)도 다수 포함돼 있어 문학사적
가치도 매우 높다.
■ 새
 마을운동

기록물(2013.6)

‘새마을운동 기록물’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이 1970~
1979년까지 추진한 새마을운동에 관한 기록물들이다. 이 기록
물은 새마을운동 과정에서 생산된 대통령 연설문, 정부 문서,
마을 단위의 기록물, 새마을지도자들의 성공사례 원고와 편지,
시민들의 편지, 새마을운동 교재, 관련 사진과 영상 등 약 2만2
천여 건으로 이뤄져 있다.
1970년대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산업화와 도시화가 빠르게 이뤄졌지만 농촌을 떠나는 사람이
늘면서 낙후한 농촌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했고 새마을운동
이 그 대안이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0년 4월 전국지방장관회의에서 새
마을가꾸기를 제창하면서 새마을운동이 시작돼 이후 농가 소
득 증대와 주택개량 등 성과를 거뒀다.
‘근면·자조·협동’이라는 새마을정신은 농촌 주민들 사이
에서 널리 확산됐다. 새마을운동은 한때 세계 최빈국 중 하나
였던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게 해준 토대가 됐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인들이 얻은 경험은 인류의 소중한 자산
이기도 하다.
새마을운동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정부와 민간의 합
동추진 형태로 전환됐고, 1990년대에는 민간주도로 추진됐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새마을운동은 국제연합을 비롯한 국제
기구와 개발도상국에서 지역사회개발운동의 한 모델이 됐다.

우리 정부는 2003년 필리핀을 시작으로 아프리카와 아시아
의 개도국에 새마을운동을 보급하고 있다. 또한 많은 국가의
지도자와 공무원 등이 한국 새마을운동의 성과와 경험을 습득
하기 위해 방문했다.
전국 3만4천여 개 마을에서 전개된 농촌 근대화에 관해 종
합적으로 기록한 새마을운동 기록물은 빈곤 퇴치와 농촌 개발
을 위해 노력하는 국제개발기구와 개발도상국가들에 매우 귀
중한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 한
 국의

무려 138일, 453시간 45분 동안 진행한 생방송 관련 자료를 아
우른다.
이산가족 생방송 기록물은 녹화원본 비디오테이프 463개를
비롯해 담당 프로듀서 업무수첩, 이산가족이 작성한 신청서,
일일 방송진행표, 큐시트, 기념음반, 사진 등 자료 2만522건으
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는 출연자의 이름과 나이 등을 기술한
사연판, 접수자 명부, 시청자 감상문, 이산가족 찾기를 주제로
제작된 특집 드라마와 다큐멘터리, 정부 지원 내역, 국민 여론
조사 결과표 등이 포함됐다.

유교책판(2015.10)

유교책판(儒敎冊版)은 15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조
선시대 유학자들의 저작물을 간행하기 위해 판각한 목판으로
305개 문중에서 기탁한 718종 6만4천226장으로 구성됐다.
내용은 유학자의 문집, 성리학 서적, 족보·연보, 예학서(禮
學書·예법에 관한 책), 역사서, 훈몽서(訓蒙書·어린아이를
위한 책), 지리지 등이며, 경북 안동에 있는 한국국학진흥원이
보존·관리하고 있다.
이 가운데는 1460년에 판각된 ‘배자예부운략’(排字禮部韻
略)과 1598년 만들어진 이우의 ‘송재선생 문집’ 등 가치가 탁월
한 것들도 있다.
유교책판은 종교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국가 주도로 제작
한 해인사 대장경판과 달리 여러 지역의 지식인 공동체가 오
랜 세월에 걸쳐 만든 점이 특징이다.
지역 지식인들은 문중, 학맥, 서원, 지역사회로 연결되는 네
트워크를 꾸려 모든 제작 과정을 수행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공론(公論)에 의한 공동체 출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문학과 정
치, 경제, 사회, 대인관계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면서 인륜공동
체를 실현하고자 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책판은 스승과 제자를 잇는 매개체가 됐
으며, 유학자들은 책판을 통해 500년 가까이 아날로그 방식의
집단지성을 형성했다. 또 유교책판은 서책의 유일한 원형이자
세상에 단 하나만 있는 원본으로서 희소성이 있다는 점에서도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각각의 책판은 규격이 가로 450∼600㎜, 세로 180∼250㎜,
두께 20∼30㎜, 무게 2천∼3천g이다. 한 면에는 글자 18∼20
개가 세로로 조각된 행(行)이 평균 10개씩 있다. 중심부에는 책
의 제목과 권차, 장차를 표시한 판심제(版心題)를 새겼으며, 고
로쇠나무를 비롯해 박달나무, 거제수나무, 감나무, 산벚나무,
서어나무 등으로 제작됐다.
국가나 종교 차원이 아니라 민간이 자발적으로 제작한 목판
으로는 유교책판이 세계 최초다. 유교책판은 시대와 거주지가
다른 저자들이 제작한 것이나 ‘도덕적 인간의 완성’이라는 하
나의 주제로 서술했고 그 내용도 점차 연구·발전하는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 K
 BS

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기록물
(2015.10)

「KBS 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기록물은 KBS가
1983년 6월 30일 오후 10시 15분부터 11월 14일 오전 4시까지

▲ KBS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기록물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냉전 체제가 지속되고 있
는 지역으로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수많은 이산
가족이 발생했다.
KBS는 1983년 한국전쟁 33주년과 휴전협정 30주년을 맞아
방송을 기획했고, 이 프로그램은 1985년 9월 남북 이산가족 최
초 상봉의 촉매제 역할을 했다.
전담인력 1천641명이 투입된 생방송에는 이산가족 사연 10
만952건이 접수됐으며, 절반을 조금 넘는 5만3천536건이 방송
에 소개돼 1만189건의 상봉이 이뤄졌다.
생방송될 당시 KBS 본관 앞은 잃어버린 가족을 찾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고, 주제곡으로 쓰인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는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다. 특히 헤어
진 혈육이 방송에서 만나 울부짖는 장면은 전쟁의 참상과 비
극적인 냉전 상황을 단적으로 표현한 장면으로 꼽혔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는 이산가족 생방송
기록물이 전쟁의 아픔을 세계에 고발하고 각계각층의 참여와
공감을 끌어내 전쟁을 겪은 세대와 전후 세대 사이의 단절을
극복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 조
 선통신사

기록물(2017.10)

조선통신사(朝鮮通信使)는 조선이 임진왜란이 끝난 뒤인
1607년부터 1811년까지 에도 막부(幕府, 무사정권)의 요청으로
일본에 12차례 파견한 외교사절이다. 이들은 단절된 국교를 회
복하고, 문화교류를 통해 평화 관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
등재된 조선통신사 기록물은 조선통신사와 관련된 일체의
기록을 아우른다. 기록물은 외교 기록, 여정 기록, 문화교류 기
록 등으로 나뉘며 111건, 333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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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박물관, 국사편찬위원회,
국립고궁박물관, 부산박물관에 소장된 63건, 124점, 일본 자료
중에는 48건, 209점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1783년 변박이
초량왜관을 그린 ‘왜관도’와 신유한이 1719년 통신사로 다녀온
뒤 쓴 ‘해유록’(海游錄) 등이 세계기록유산이 됐다.
조선통신사가 일본 각지에서 일본 인사들과 나눈 필담 기
록, 바쿠후(幕府)가 기증한 그림, 조선이 바쿠후에 보낸 공식문
서, 통신사의 모습이 담긴 일본 화가의 그림 병풍도 기록물로
서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아울러 조선통신사 기록물에는 당시 사회상과 문화상이 상
세하게 담겼다. 300∼500명으로 구성된 사절단은 쓰시마에서
배로 오사카까지 간 뒤 오사카부터는 육로로 도쿄까지 이동했
는데, 이들의 행렬은 그 자체로 훌륭한 볼거리였다고 한다.
이 기록에는 비참한 전쟁을 경험한 양국이 평화로운 시대를
구축하고 유지해 가는 방법과 지혜가 응축돼 있으며, 성신교린
(誠信交隣)을 공통의 교류 이념으로 대등한 입장에서 상대를
존중하는 이민족간의 교류가 구현돼 있다.
역사적인 경위로 인해 이 자료는 한국과 일본에 소재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 양국이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해 성공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따라서, 이 기록은 양국의 역사적 경험으로 증명된 평화
적·지적 유산으로, 항구적인 평화공존관계와 다른 문화(異文
化) 존중을 지향해야 할 인류공통의 과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서 현저하고 보편적인 가치를 가진다.
■ 조
 선왕실의

어보와 어책(2017.10)

▲ 조선왕실의 어보와 어책

어보(御寶)는 금·은·옥 재질의 의례용 도장으로, 왕과 왕
후의 덕을 기리는 칭호를 올릴 때나 왕비·세자·세자빈을 책
봉할 때 만들었다. 어책(御冊)은 세자·세자빈 책봉과 비·빈
의 직위 하사 시에 대나무나 옥에 새긴 교서를 뜻한다.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어보와 어책은 각각 331점, 338점이
며, 조선조 건국 초부터 근대까지 57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제작되고 봉헌됐다. 1392년부터 1966년까지 570여 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책보를 제작해 봉헌한 사례는 한국
이 유일무이하다.
조선은 유교를 통치이념으로 받아들인 나라였고, 유교는 효
(孝)와 조상 숭배를 중시했다. 왕가에서 전해오는 어보와 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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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록물로서의 가치는 물론 종교적 의미까지 지닌 유물이다.
조선왕조가 협의나 지명이 아닌 세습을 통해 왕위를 넘겨줬
다는 점에서도 어보와 어책은 중요했다. 세자나 세손으로 책
봉돼 어보와 어책을 받으면 왕권을 계승할 인물이라는 사실을
공인받은 셈이었다.
또 왕과 왕비에게는 죽은 뒤에 붙이는 호인 묘호(廟號)나 시
호(諡號)가 정해지면 또다시 어보와 어책이 봉안됐다. 이러한
어보와 어책은 조선의 신전이라 할 수 있는 종묘에 신주와 함
께 보관됐다.
아울러 어보와 어책에는 제작 시기의 독특한 예술성이 반영
됐다. 이러한 사실은 문구 내용, 문장 형식, 글씨체, 재료, 장식
물이 조금씩 다르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왕조의 영원한 지속성을 상징하는 어보와 그것을 주석한 어
책은 현재의 왕에게는 정통성을, 사후에는 권위를 보장하는 신
성성을 부여함으로서 성물(聖物)로 숭배됐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어보와 어책은 왕실의 정치적 안정성을 확립하는데 크게
기여했고, 당대의 문화와 예술이 깃든 유물이란 점에서 그 가
치가 매우 높은 기록문화 유산이라 할 수 있다.
조선왕실의 어보와 어책은 국립고궁박물관을 비롯해 국립
중앙박물관,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려대 등이 소장하고 있다.
■ 국
 채보상운동

기록물(2017.10)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은 국가가 진 빚을 국민이 갚기 위해
1907년부터 1910년까지 이어진 국채보상운동에 관한 일체의
기록이다.
기록물은 운동의 발단과 전개를 기록한 수기(手記) 12건, 운
동의 확산과 파급을 적은 수기 75건, 국채보상운동에 대한 일제
기록물 121건, 언론 보도 2천264건 등 2천472건으로 구성됐다.
대한제국이 수립된 뒤 한반도를 식민지로 편입하려는 야욕
을 드러낸 일제는 1904년부터 차관 도입을 강요했다. 경제적으
로 예속시켜 주권을 빼앗겠다는 속셈이었다. 나랏빚은 순식간
에 불어나 1907년 한 해 예산에 버금가는1천300만원이 됐다.
그해 1월 29일 대구에 있는 출판사 광문사에 사람들이 모였
다. 을사늑약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유배를 당했던 사장
김광제와 보부상 출신인 부사장 서상돈이 금연을 선언하면서
빚을 갚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2월 21일 대구에서 국채보상운동 대구군민대회를 열
어 500만원을 모금했다. 이 사실은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제국신문, 만세보 등 민족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 고종도 금연
에 참가했다. 남성들은 술과 담배를 끊고, 여성들은 반지와 비
녀를 꺼내서 내놓았으며, 걸인과 도적까지도 의연금을 냈다.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은 20세기 식민지와 피식민지 사이에 존
재했던 외채 문제가 각지에서 현안이 되는 계기로 작용했다. 국
내에 있는 영어신문이 국채보상운동을 보도했고, 1907년 네덜란
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서 거론된 뒤 중국과 멕시
코, 베트남 등에서 유사한 방식의 외채 상환 운동이 일어났다.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은 시민적 연대를 통해 국난을 극복하
고자 했던 유산이고, 전 국민이 참여한 기념비적 사건의 기록
물이 온전히 보존돼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크다.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유네스코 등재유산’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