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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보담」을 약 2년간 구
독한 독자입니다. 「보보담」이 올 때면
이런 잡지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며 같
은 업계의 후배와 이야기하곤 했습니
다. 흔하지 않아서 「보보담」을 좋아합
니다. 오래된 사진집을 펼쳤을 때 드
는 소회나 감동을 「보보담」에서 느끼
는 것 같아요. 여름 호에서는 목물하
는 노부부의 사진에서 엄마에게 등짝
을 맞으며 목물하던 제 어린 날을 떠
올렸고, 어느 페이지에선가 녹음이 농
염하다는 표현을 보고는 제가 뛰놀았
던 수원 광교산의 산자락을 기억했습
니다. 한국적이라는 게 뭔지 저도 이
제는 헷갈립니다만, 장인으로 통하는
마을 아저씨, 푸짐한 엄마의 손맛 등
전통적 의미의 한국미가 「보보담」 속
에 스며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__ 한문희 서울시 관악구
굽이굽이 죽령 옛길을 따라 흐르며 걸
음걸음마다 「보보담」이 들려주고 보여
주는 아름다운 이야기와 풍광들의 꼭
지꼭지에 취해 한여름 무더위도 잊고
너무나 행복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그 숲에는 헌책방이
있다’는 꼭지에서 자연 속에 조화롭
게 녹아든 헌책들의 숲 속 향연을 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손끝에
서 수많은 사연을 만들어냈을 책들이
이제는 단양의 숲 속에서 원초의 모습
으로 정화되어 다시 한 번 누군가와의
인연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왜 이리
애련하고 묘한 아름다움을 느끼게 할
까요. 다시 한 번 세상으로 나아가 누
군가의 미래를 만들어주고자 하는 헌
책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__ 조석 경기도 의정부시
올 때가 되었는데, 이번 달인가? 다
음 달이네, 하며 기다리다 포기할 때
쯤 모습을 보여주는 「보보담」. 가을에
이사 계획이 있어 얼마 전부터 짐을
정리 중입니다. 30년 넘게 가지고 다
니던 누런 책 일부를 버렸습니다. 재
활용품 수거하는 날 노란 끈으로 묶어
내놓고, 허전한 마음에 뒤돌아보고 누
군가를 만날 수 있도록 반듯하게 두
었습니다. 「보보담」에서 숲 속의 헌책
방을 보다가 후회했습니다. 버리지 말

걸. 어디 있는지 알면 다시 데려오고
싶습니다. 숲 속 헌책방의 삐뚤빼뚤
한 책장에 마른 계곡처럼 낙엽과 돌투
성이인 바닥 모습이 안타깝고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서점을 지키는 이금석
님, 존경합니다.
__ 문경후 서울시 영등포구
책을 받고 아껴서 보는 편이라 표지와
목차 등을 조금만 보고 덮어둡니다.
그리고 마음이 여유로울 때 조금씩 봅
니다. 이번 호에서는 꼭 걸어보고 싶
은 단양과 영주의 옛길을 소개해주셨
습니다. 제가 여행 중에 상선암・중선
암・하선암・사인암을 보긴 했으나 금
석문을 모르고 본 것이 아쉽고, 단양의
피화기 마을이 빠진 게 아쉬웠습니다.
숲 속의 헌책방은 전혀 새로운 형식의
서점인 것 같습니다. 저 우거진 숲 속에
서점이 있다니 놀랍고 도시인에겐 꼭
한 번 들러보고 싶은 유혹을 느끼게 하
네요. 또 단구제지의 한지 장인은 꼭 사
진으로 기록해보고 싶은 분입니다. 화
가와 시인이 사랑한 단양에 다시 가고
싶어지는 날입니다. 18호는 어느 지역
일까 벌써 궁금해집니다.
__ 이인구 경남 창원시
지난 15호부터 「보보담」을 읽고 있는
데, 사무실에 앉아 만 리를 내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여백이 넉넉한 사진,
앞선 발걸음을 답습하도록 권유하는
듯한 글들. 사무실에 「보보담」 따라잡
기 모임도 생겼습니다. 화면으로 지난
호 보기도 가능하겠으나 워낙 이 책은
인쇄본으로 보아야 더 넉넉하고 푸근
한 것 같습니다.
__ 김기우 경기도 안산시

독자 의견을 보내주세요
「보보담」을 읽고 난 독자 여러분의 의
견을 보내주세요. 의견이 소개된 분께
는 LS네트웍스 스포츠ㆍ아웃도어 브랜
드 제품(프로스펙스・몽벨・잭울프스킨・스케
쳐스)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www.lsnetworks.com
사이버 홍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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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보담」은 LS네트웍스에서 연 4회 발행하는 멤버십 매거진으로 유가판매는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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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실에서

가을을 상징하는 말 중에 ‘금풍옥로(金風玉露)’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말로 풀면 선선한 가을바람과 찬
이슬이다. 가을이면 바람은 소슬해지고, 이른 새벽
들판에 나서면 풀잎마다 달린 이슬이 구슬처럼 영롱
하다. 사람들은 산과 들의 곱게 물든 단풍을 찾아 몸
과 마음을 물들이며 가을을 만끽한다. 그러나 가을
은 그 형형색색의 아름다움 뒤에 또 하나의 아름다
움을 감춰두었다. 찬란한 색을 자랑하던 화려한 단
풍잎이 모두 떨어지고 난 후, 무채색의 옷으로 갈아
입은 숲이 바로 그것이다.

가을 숲에 남은
진실

아직 가을은 끝나지 않았고 겨울이 오지 않은 시
기, 마지막 남은 나뭇잎 서넛이 나무 끝에서 파르르
떠는 즈음의 숲은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곳
이기도 하다. 당연히 그 수수한 숲의 아름다움은 쉽사
리 드러나지 않는다. 그 숲이 지닌 매력은 다만 마음
으로 느껴야 하는 풍경이기 때문이다.
무릇 세상의 모든 풍경이 반드시 눈에 보이는 것
은 아니다. 눈을 감아도 보이는 감동적인 풍경도 많
다. 언젠가 그 무채색의 숲을 거닌 적이 있다. 그때
모든 나무가 떨군 잎들이 뿌리로 돌아가고, 늦가을
긴 그림자가 숲에 드리울 때 햇빛을 머금은 채 반짝
이며 빛나는 잎들을 본 적이 있다.
그때 언뜻 깨달은 것은 어쩌면 그 잎들이 1년
내 스스로 뒤집어쓰고 있었던 허물과도 같다는 것
이다. 후에 불가(佛家)의 경전을 읽을 일이 있었는데
『대반열반경』에 이런 말이 있었다. “사라림 가운데
한 나무가 있어 백 년이나 된다. 그 나무가 마르고
껍질과 잎이 모두 떨어져 오직 진실만이 남았다.”
곧 가을이 깊어서 수수해진 숲은 갖은 치장으로 치
부를 가리는 것이 아닌 자신의 진면목을 드러낸 것
이라는 말이다.
그러니 잎을 모두 떨군 채 헐벗은 몸을 한 나무
들의 울창한 숲이 어찌 아름답지 않겠는가. 우리 또
한 가을 나무들처럼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을 한다. 사람들 사이에 오로지 진실만이 남도록 말
이다.
편집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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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글 _ 강릉

／

글과 사진. 이지누(본지 편집장)

고개의 이쪽과 저쪽
내가 겪은 강원도는 고등학교 입학시험을 치러놓은
겨울, 아버지를 따라 나선 원주가 처음이었다. 원주
역에서 치악산으로 들어가는 그 지독한 비포장길의
추억, 강원도는 나에게 그렇게 다가왔다. 그다음은
설악산이었다. 서울에서 그곳엘 가려면 6시간 남짓
가야 했으며, 길은 끝도 없는 비포장길이었다. 양평
읍내와 홍천읍내 그러고 인제읍내만 겨우 포장이 되
었을 뿐 원통을 지나 양양으로 넘어가는 한계령조
차 비포장이었다. 그렇게 대여섯 차례, 여름과 겨울
을 가리지 않고 강원도를 오간 다음, 이윽고 대학생
이 된 여름날이었다. 방학이 시작되면서 설악산의
뭇 골짜기와 봉우리들을 헤매고 다니던 나는 한 달
쯤 지나 부랴부랴 속초에서 강릉으로 달려갔었다.

강릉, 그 아름다운
화합의 고장

1975년 가을, 강릉에서 대관령을 넘어 신갈로
향하는 영동고속도로가 완공되었기 때문이다. 그해
여름, 표를 구하러 이틀 동안 뜨거운 볕이 사정없이
쏟아지는 터미널 앞 공터를 지켰었다. 그러곤 드디
어 손에 쥔 고속버스 표는 이틀 동안의 고생을 보상
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한계령을 넘어가는 비포장도
로에 비하여 영동고속도로는 비단 위를 미끄러지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물론 시간도 짧았다. 그때가
처음이었다. 강릉에 간 것이 말이다. 모든 일은 처
음이 어려운 것, 그 후로 몇 차례인지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숱하게 강릉을 드나들었으니 고개와 들판
은 물론 바닷바람이 몰아치는 마을과 여염의 골목까

강릉은 대관령과 바다로 막힌 곳이다. 그러나 강릉단오제를 비롯하여 그 안에서
펼쳐지는 민속놀이는 여느 지역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다양하다.
그것 또한 큰 산과 바다를 동시에 지니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지 눈에 익지 않은 곳이 없다.
앞에 말한 고속버스가 처음 생긴 시대에는 안
내양이 항상 버스에 동승했다. 그녀는 승객들의 불
편을 보살피기도 했지만 관광 가이드이기도 했다.

이렇듯 자칫 단점으로 여겨질 수도 있는 자연지리적인 조건은 오히려 그 지역만의

나라 안에서 손꼽히는 큰 고개인 대관령을 넘어갈

또 다른 문화를 낳기도 한다.

때면 기사가 운전에 집중해야 하니 조용히 해달라는
방송을 하면서도 아흔아홉 구비의 유래에 대하여 맛
깔나게 설명을 하곤 했다. 그렇게 큰 고개를 넘어 다
니면서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고개 이쪽과 저쪽은
모든 것이 사뭇 다르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
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청명한 대관령 마루에서 하
루를 보내게 되었다. 그런데 고갯마루만 청명할 뿐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강릉은 안개에 잠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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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령산신당이다. 1년 내내 기도하는 사람이 끊이지 않는 곳으로 나라 안에서 기도발이 좋기로 소문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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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발밑까지 안개가 넘실거렸지만 종일토록 그 안

러운 기풍이 있다.

나는 생각하건대, 우리나

개는 고갯마루를 넘어 영서지방이 시작되는 횡계면

라 산수의 훌륭한 경치는 관동(關東)이 으뜸이고, 관

으로 넘어오지 못했다.

동에서는 강릉이 제일이다.

(......)

뒷날 혹 몸이 한

그 무렵, 비로소 알게 된 것은 큰 고개나 큰 산

가하여 관동지방에 유람하고 싶은 나의 소원을 이루

을 경계로 우리가 맞닥뜨리는 생활의 많은 것이 서

게 된다면, 마땅히 황학(黃鶴)을 부르고 백운(白雲)을

로 달라진다는 것이었다. 그러한 경계를 중심으로

부여잡아서 이 누에 올라 글을 읊어서 나의 할 말을

달라지는 것들은 지형과 기후는 물론 집이나 음식

마치리라”고 한다.

에서부터 말까지 우리 일상의 전부라고 해도 지나

또한 조선 전기를 살다 간 강릉 출신의 문인으

치지 않다. 일순 생각해보면 문화라는 것은 자연과

로 알려진 국포(菊圃) 박시형(?~?)도 운금루의 기문

의 투쟁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형과 기

에서 “지금은 도호(都護)에다 대(大)자를 붙여서 구

후가 달라지면 삶의 모든 것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

별하게 하였다. 그런데 이름난 구역의 훌륭한 경치

다. 영동인 강릉은 해안이지만 횡계는 해발고도 832

가 사방에 알려져서, 고관으로 풍류를 좋아하는 사

미터의 대관령을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는 산악지형

대부 누구나 그 지역에 한번 가서 평소의 소원을 이

이니 둘은 사뭇 달랐던 것이다.

루고자 하였다.
인걸(人傑)은 지령(地靈)으로 말미암고, 물화(物
華)는

신선의 땅인 듯 아름다운 강릉

강릉의 민속 문화 중 으뜸인 단오제

『신증동국여지승람』 강릉대도호부(江陵大都護府) 편

함이 대관령 동쪽에서 집대성(集大成)하여, 유독 으
뜸이 되게 한 것이로다”라고 말한다.

에서 대관령에 관해 말하기를 “부 서쪽 45리에 있

서거정이 말하는 임영은 고려 공양왕 원년(1389)

으며, 이 주(州)의 진산이다. 여진(女眞) 지역인 장백

에 강릉을 대호부로 승격시키고 그 별호로 불렀던

산(長白山)에서 산맥이 구불구불 비틀비틀, 남쪽으로

이름이다. 그것을 봉영에 빗대었는데 봉영은 신선

뻗어 내리면서 동해가를 차지한 것이 몇 곳인지 모

들이 산다는 봉래(蓬萊)와 영주(瀛洲)로, 선산(仙山)의

르나, 이 영(嶺)이 가장 높다.

이름이며, 여기에 방장산(方丈山)을 더하면 삼신산이

산허리에 옆으로 뻗은 길이 아흔아홉 구비인
데, 서쪽으로 서울과 통하는 큰 길이 있다. 부의 치

된다. 그만큼 강릉은 아름답고 온화하며 편안한 곳
이라는 말일 것이다.

소에서 50리 거리이며 대령(大嶺)이라 부르기도 한

그곳에서 대관령을 넘었을 뿐인데 삼척부

다”고 되어 있다. 또 지금의 횡계면인 횡계역에 대

사를 마치고 한양으로 돌아오던 미수(眉叟) 허목

해서는 “대관령 위에 있으며, 부치(府治)에서 60리이

(1595~1682)은

다. 지대가 매우 높고 서늘하여, 매년 겨울이면 눈

계역인데 날씨가 매우 추워서 오곡은 자라지 못하고

이 두어 길이나 쌓였다가 다음해 3월이라야 비로소

메밀만 심을 수 있다”고 말이다.

녹는다. 8월이면 서리가 내리므로 주인은 오직 구맥
(瞿麥, 귀리)을

24

하늘이 내린 보배인 것으로서 그 절묘하고 장

심는다”고 말한다.

이렇게 말한다. “대관령을 넘으면 횡

『신증동국여지승람』은 물론 허목이 삼척부사
로 있을 때의 기록들을 간추린 글에서도 보이듯 횡

그러나 조선 초의 문인인 사가정(四佳亭) 서거

계는 높고 춥고 척박한 곳이며, 강릉은 바닷가에 임

정(1420~1488)은 1478년,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운

해 있는 아름다운 곳이다. 이는 대관령을 중심으로

금루(雲錦樓)에 대한 기문에서 강릉에 대하여 말하기

산과 바다로 나뉘며 높고 낮음으로 구분된다는 것을

를 “지역이 바닷가라 기이하고 훌륭한 경치가 많으

뜻한다. 바로 거기에서 문화가 생겨난다. 왜냐하면

며, 가끔 신선들이 남긴 자취가 있다. 임영(臨瀛)이

앞에 말했듯 인간은 자신이 처한 자연환경과의 투쟁

라 부르는 것은 대개 봉영(蓬瀛)과 겨루는 것이리라.

속에서 살아남았고,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 우

습속이 맑고 간이(簡易)하며, 인심이 순박하여 예스

리가 말하는 문화이기 때문이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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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령에서 강릉은 손에 잡힐 듯 보인다. 비가 개자 모습을 드러낸 강릉, 지평선이 끝나는 곳이 바다이다.

27

©유동영
28

선교장은 강릉을 대표하는 반가이며, 오은거사(鰲隱居士) 이후가 지은 사랑채인 열화당(悅話堂)이 올해로 200년이 되었다.

29

그렇게 남은 강릉의 민속 문화 중 으뜸은 단오제이

일이라고 할 수 있는 모내기를 마치고 쉬는 틈을 이

다. 과거의 생활 습속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

용하여 시작한 놀이이다. 그래서인지 단오놀이는 북

지하던 민속 문화들은 현대사회로 오면서 하나 둘씩

쪽 지방으로 올라갈수록 성행하지만 남쪽으로 내려

그 모습을 감췄다. 그것 또한 앞에 말한 자연환경의

가면 단오보다는 추석을 더 섬기는 현상도 있다.

변화 때문이다. 산이 평지가 되고 하천은 그 위를

강릉을 비롯한 동해안 일대의 단옷날 풍속은

덮어 도로를 만들거나 건물을 지어 도시를 만들어버

다른 어느 지방보다 활발했던 것으로 보인다. 남으

리는 개발은 자연에 기대어 살아오던 사람들의 생활

로는 옥계, 북으로는 예전에 강릉에 속했던 오대산

을 송두리째 바꿔버렸다.

일대까지 말이다. 널리 알려진 오대산 전나무 숲길

마을 입구를 지키던 당산나무도 개발이라는 이

을 걷다 보면 뜻밖에 성황당을 만나게 된다. 절집

름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베어져버리니 매년 지내

안에 성황당이 있으니 의아하지만 이 성황당 앞에서

던 당산제를 지낼 곳이 없어져버린 것이다. 그러한

단오가 되면 굿을 했다는 이야기가 마을 어른들 사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강릉단오제는 일제강점기에

이에 구전되어왔었다. 이는 강릉단오굿의 주신(主神)

강제로 해산되었을 당시를 제외하면 500여 년 동안

이 스님이었던 범일국사(810~889)였기 때문이다. 범

줄곧 이어져 온 행사이다. 메르스가 창궐한 올해도

일은 물론 그의 제자들까지 오대산에 들어와 수행하

비록 폐쇄적이긴 하지만 단오제를 치렀으니 대단히

였으므로 대관령성황신이 된 범일국사를 기려서 월

독특한 모습이다.

정사 일주문 안에 성황당을 짓고 범일국사를 모시는

유ㆍ불ㆍ무가 함께하는 강릉단오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5월 단오가 되
면 강릉지방은 그야말로 들썩이고 북적이는 고장이
되는 셈이다.

성황신이 된 큰스님

심곡리 여성황신
30

단오(端午)의 단은 처음을 뜻하고, 오는 다섯과 같

그런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지정된 강

다. 그러므로 단오는 초닷새[初五日]를 말하고, 그날

릉단오제를 주목해야 하는 또 다른 까닭 하나는 이

은 수릿날[戌衣日·水瀨日]이라고도 부르는 음력 5월 5

것이 어느 특정 종교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 우리나

일이다. 이날은 1년 중 양기가 가장 왕성한 날이어

라의 고대종교를 모두 아우르고 있기 때문이다. 우

서 큰 명절로 삼았으며, 조선 중종 13년인 1518년에

선 단오제를 치르려면 신에게 드리는 술인 신주(神

는 설과 추석에 더하여 삼대 명절로 지정되기도 했

酒)를

었다. 또 단오놀이는 농경사회에서 1년 중 가장 큰

십시일반으로 내는 헌미(獻米)와 관청의 높은 분을

빚어야 하는데 술을 빚는 쌀은 강릉 주민들이

강문리 여성황신
31

상징하는 시장이 낸다. 술이 익으면 그것을 들고 대
관령 마루로 향하는데 이때 무당들은 물론 제를 모

나라 안의 단오굿으로는 강릉단오제와 더불어 중요

실 유교식 제관들도 함께 산을 오른다. 산에 오르면

무형문화재 제44호인 경산자인단오제(慶山慈仁端午

산신각과 성황당이 같은 장소에 있는데 불과 20미

祭)와

터 남짓한 거리를 사이에 두고 있다. 그곳의 산신은

(靈光法聖浦端午祭)가

삼국통일의 주역인 김유신(595~673) 장군이고, 성황

는 한 장군놀이라는 이름으로 치러지던 마을굿의 일

신은 앞에 말한 범일국사이다.

종이다. 또 법성포단오제는 조기잡이가 한창이던 시

대표적이다. 그러나 자인단오제

절 파시(波市)로 들썩이던 난장(亂場)이 단오를 기점

들을 보면 쌀을 바치는 강릉 시민들과 관리 또 무당

으로 사라지게 되는 즈음이 조운(漕運)의 세곡 운반

들과 유교식 제관 거기에 장군과 스님이다. 무당과

과 영광 일대의 평야에 모내기가 끝나는 시점이 겹

제관들은 먼저 산신제를 지낸다. 물론 제의는 유교

친다. 그래서 단옷날을 잡아서 단오제를 치렀다. 그

식이며, 무당들은 제를 지내는 동안 들러리를 선다.

곳에서는 산신제ㆍ당산제ㆍ용왕제ㆍ무속수륙재를 치

연이어 성황제가 치러지는데 이 또한 유교식 제의가

렀는데 이 중 할아버지 당산제를 유교식으로 치렀으

먼저다. 그러나 유교식 제의가 끝나면 이젠 무당들

며, 용왕제 또한 유교식 제의를 먼저 행하고 난 다

의 차례다. 무당들은 가장 먼저 단오굿을 치르는 동

음 무당들이 굿을 치렀다.
또 수륙재는 대개 사찰에서 지내는 것이긴 하

앞에 말했듯 단오굿의 주신은 스님이었던 범

지만 법성포는 아예 무당들이 그것을 주재하여 무속

일국사가 변하여 된 대관령국사성황신이다. 그 성황

수륙재라는 이름이 붙었다. 그러니 강릉단오제처럼

신은 산신각 뒷산의 나무를 타고 내려온다. 그래서

유ㆍ불ㆍ무가 함께하지는 못한다.

그가 깃든 나무 한 그루를 베어서 산 아래로 모시고

이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서로 궤를 달리하는

내려가 단오굿 내내 성황신으로 모신다. 산을 내려

종교가 서로 자신만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화합하

가면서 대관령국사성황신의 아들성황신이 좌정하고

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더구

있다는 구산성황당과 범일국사가 태어난 학산성황

나 그 화합이 자신들의 이익이 아닌 고을 사람들의

당을 들러 굿 한 석씩을 베풀고 난 후 이윽고 대관

안녕과 기복을 위한다는 점에서 드물게 보이는 것이

령국사성황신은 대관령국사여상황사에서 1년 동안

며, 본받아야 할 점 중 하나라는 생각이다. 그러니

헤어져 있던 아내인 대관령국사여성황신을 만나 둘

단오제가 벌어지는 동안은 서로 귀천과 지위의 차이

은 합사하게 된다.

도 없는 셈이다. 강릉에 사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

이곳에 머물던 두 대관령국사성황신은 단오굿
이 벌어지는 남대천변 굿청으로 나가서 굿을 받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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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무형문화재 제123호인 영광법성포단오제

그러니 지금까지 단오굿을 위하여 등장한 사람

안 신으로 모실 신간목(神竿木)을 구한다.
단오제를 통해 배우는 화합의 모습들

화합의 장인 단오굿

도 단오굿이 펼쳐지는 남대천변 굿청이나 난장으로
한 번쯤 나와서 어울릴 테니까 말이다.

본격적인 굿이 치러지는 아침마다 조전제라고 하는

이처럼 강릉단오굿의 최대 장점은 무당들의 굿

유교식 제의를 치른다. 그 후에야 비로소 무당들이

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다. 무당들의 굿은 강릉 사람

굿을 베풀기 시작하니 이는 유ㆍ불ㆍ무가 혼연일체가

들이 서로 허물없이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매개의

되어 치러지는 독특한 제의인 셈이다. 물론 앞에 말

역할을 하는 것일 뿐, 그렇게 펼쳐지는 화합의 장인

했듯 오대산 월정사처럼 사찰 안에서 굿을 치렀다거

것이다.

나 아직도 사찰 안에서 당산제를 지내는 변산의 내

강릉단오굿은 역사가 500여 년을 거슬러 올라

소사와 같은 사찰도 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유교

가도록 오래된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왜 현재에까

식 제의는 빠져 있다. 과문하지만 여태 30여 년 가

지 이어지고 있는지가 더욱 중요하다. 그리고 그보

까이 한국의 굿판을 찾아다니면서 유ㆍ불ㆍ무가 이렇

다 깊은 눈으로 바라봐야 할 것은 이것이 미래에 우

듯 같이 어울려 있는 곳은 보지 못했다.

리에게 어떤 식으로 작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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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계면 도직리에서는 단옷날 산메기(산멕이) 풍습이 이어져 온다. 이는 삶의 터전인 산(山)을 대접하여 밥을 먹이는 행위
다. 마을 뒷산에는 집집마다 전해져 오는 신앙의 대상인 나무가 있는데 동틀 무렵 산으로 올라 나무 앞에 깨끗한 종이를
깔고 음식을 차려 정성을 올리고 가족들의 건강과 자손들의 번영을 빈다.

강문리에 있는 진또베기, 이는 내륙의 솟대와 같다. 강문리 여성황당을 따로 진또베기 서낭당이라고도 부른다.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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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문리 용왕제는 해마다 열리지 않는다. 대개 날을 받아서 3년마다 열리며, 성황제가 끝난 다음 날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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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그에 대한 해답은 오래전 이 땅을 강점했던

고도 불리는 ‘진또베기’가 서 있는 강문마을의 여성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찾았는지도 모른다. 그들은

황당에서 풍어제가 벌어지고, 3년마다 한 차례씩 성

단오제에 사람들이 몰리는 것을 두려워했다. 혹시

황당 앞 바닷가에서 용왕제를 펼치기도 한다.

만세운동이라도 벌어질지 모르니까 말이다. 그러나

풍어제나 용왕제가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그것은 단편적인 생각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겠다.

살아가는 사람들이 섬기는 신앙이라면, 산에 기대어

그들은 당장 만세운동이 벌어지지 않더라도 단오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산메기(산맥이)’라는 독특한 습

를 통하여 화합을 배운 민족을 감당할 수 없다는 생

속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이는 말 그대로 산을 대

각을 한 것은 아닐까 싶기 때문이다.

접하여 맛난 음식을 먹이는 행위이다.

사람들이 몰리는 단오제를 폐쇄할 정도로 일본

이러한 신앙은 삼척 일대에 성행하지만 강릉

이 두려워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지위 고하,

강동면 심곡리와 강릉 옥계면 도직리에서도 활발하

신분의 귀천, 돈이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고 화합하

게 이어져오고 있다. 마을 주민들은 단옷날 새벽,

여 단단한 조약돌처럼 뭉치는 모습이지 않았을까 싶

일찌감치 산으로 올라 왼새끼를 꼬아 1년 동안 부

기도 하다.

엌에 걸어두었던 ‘산’과 갖가지 제물을 이고 산으로

그렇게 서로 화합하는 모습은 과거에나 현재

오른다. 부엌에 걸어두는 ‘산’은 집에서 날것을 먹

그리고 미래를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을 때마다 한 조각씩 떼어서 왼새끼에 걸어두었던

다. 단오굿의 그러한 대동(大同)을 이미 500여 년 전

것을 말한다. 이때 산에 오르는 사람은 남자가 아니

부터 이어왔으니 그 저력은 어마어마한 것이지 싶
민간신앙을 통한 사람들의 내밀한 속내

다. 강릉은 그 거대한 단오굿의 에너지를 바탕으로

라 아낙네들이다.
산바람 바닷바람 가득 담고 가야 할 곳

아낙네들은 마을 뒷산에 오르면 집집마다 전해

지금까지 험한 바다나 깊고 높은 산으로부터 자신들

져오는 나무에 자신들의 ‘산’을 건 다음 그 아래 깨

을 지켜왔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지 싶다.

끗한 종이를 펴서 제물을 차리고 정성껏 절을 하며

강릉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해야 함에도

비손을 한다. 당연히 그들이 비는 것은 가족의 안녕

단오제 이야기만 하고 있다. 그것은 단오제가 강릉

과 자손들의 번영이다. 그렇게 비손을 마칠 무렵 해

의 전부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단오제 외에도

가 뜨고 집으로 돌아온 아낙네들은 다시 왼새끼를

강릉을 대표하는 것은 많다. 구산선문 중 사굴산문

꼬아서 부엌에 걸어둔다. 그렇게 부엌에서 부엌으로

인 굴산사를 비롯한 불교문화도 아름답게 꽃을 피웠

이어지는 습속이므로 이는 시어머니로부터 며느리

지만 그 굴산사를 창건한 스님이 대관령국사성황신

에게로 전승되는 여성 중심의 신앙이다.

이 된 범일국사이다. 또 500여 년 전의 단오제를 기

이처럼 한 지역을 알아가는 방법은 다양하다.

록한 이는 바로 강릉을 대표하는 사대부 중 한 명인

요즈음은 대개 관광지로 그 지역을 판단하는 경우가

교산(蛟山) 허균(1569~1618)이 아닌가. 그러니 어떤

많지만 여기에 밝힌 것처럼 알려지지 않은 민속신앙

식의 이야기를 펼치더라도 이야기의 귀결은 단오제

을 찾는 것도 방법이다. 민간신앙을 통하여 그 지역

로 모이기 마련이다.

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내밀한 속내를 얼핏이나마

물론 율곡(栗谷) 이이(1536~1584)의 어머니인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임당(師任堂) 신씨(1504~1551)나 난설헌(蘭雪軒) 허

이제 강릉에 가려거든 대관령 마루에서부터 걸

씨(1563~1589)와 같은 규방문화의 아름다움은 물론

어서 가라. 그렇게 산길을 걸으며 몸과 마음에 산을

서화나 시문에 특별했던 여인들도 있었다. 그러나

가득 담고 바다에 다다르기 바란다. 산바람과 바닷

산뿐 아니라 바다를 끼고 있는 강릉은 다른 어떤 곳

바람을 몸에 가득 담은 채 가야 할 곳, 바로 민간신

보다 전통 민속 문화가 아름답게 꽃피었고 잘 가꿔

앙이 펼쳐지는 현장이다.

져온 곳이다. 대관령 마루에서 대관령국사성황제가
벌어지는 날에는 나라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솟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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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강릉단오제

／

글. 이지누(본지 편집장), 사진. 무빙재 제공

중요무형문화재 제13호이자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으로
지정된 강릉단오제는 언제 시작되었는지는 분명하게 알지 못한다. 다
만 교산(蛟山) 허균(1569~1618)이 「대령산신찬(大嶺山神贊)」에서 신을 맞
이하여 노는 장면이 나오는데 다음과 같다.
계묘년(1603, 선조 36) 여름이었다. 나는 명주(溟州 지금
의 강릉)에

있었는데, 고을 사람들이 5월 초하룻날에

대령신(大嶺神)을 맞이한다. 하기에, 그 연유를 수리
(首吏)에게 물으니, 수리가 이렇게 말하였다.

“대령신이란 바로 신라(新羅) 대장군(大將軍) 김
공 유신(金公庾信)입니다. 공이 젊었을 때 명주에서
공부하였는데, 산신(山神)이 검술(劍術)을 가르쳐주
었고, 명주 남쪽 선지사(禪智寺)에서 칼을 주조(鑄造)
하였는데, 90일 만에 불 속에서 꺼내니 그 빛은 햇

“꽃 바칠래 꽃 바칠래
사월 보름날 꽃 바칠래”

빛을 무색하게 할 만큼 번쩍거렸답니다. 공이 이것
을 차고, 성내면 저절로 칼집에서 튀어나오곤 하였
는데, 끝내 이 칼로 고구려를 쳐부수고 백제를 평정
하였답니다.
그러다가 죽어서는 대령의 산신이 되어 지금도
신령스러운 이적이 있기에, 고을 사람들이 해마다 5
월 초하루에, 번개(旛蓋)와 향화(香花)를 갖추어 대령
에서 맞아다가 명주 부사(溟州府司)에 모신답니다. 그
리하여 닷새 되는 날, 갖은 놀이[雜戲]로 신(神)을 기
쁘게 해드린답니다. 신이 기뻐하면 하루 종일 일산
[蓋]이

쓰러지지 않아 그 해는 풍년이 들고, 신이 화

를 내면 일산이 쓰러져, 그 해는 반드시 풍재(風災)
나 한재(旱災)가 있답니다.”
이 말을 듣고, 나는 이상하게 여겨, 그날에 가
서 보았다. 과연 일산이 쓰러지지 않자, 고을 사람
들이 모두 좋아하고 환호성을 지르며, 경사롭게 여
겨 서로 손뼉 치며 춤을 추는 것이었다. 내 생각건
대, 공은, 살아서는 왕실에 공(功)을 세워 삼국 통일
의 성업(盛業)을 완성하였고, 죽어서는 수천 년이 되

강릉단오제는 신과 인간, 유교와 불교 그리고 무속신앙이 어우러진 강릉 지방의 고유한
놀이이다. 현재에도 대관령 마루에는 산신각과 성황당이 나란히 있으며, 그곳에서는
1년에 한 차례 제의가 치러진다. 그중 산신각에서는 유교식 제의가 이뤄지고 성황당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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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오히려 이 백성에게 화복(禍福)을 내려서 그 신
령스러움을 나타내니, 이는 진정 기록할 만한 것이
기에 드디어 다음과 같이 찬(贊)한다.

유교식 제의와 더불어 무속적 행위가 펼쳐진다. 이처럼 단오제는 어느 한쪽만을 위한

이 글에서는 단오굿의 주신(主神) 대관령성황신인 통효(通曉) 범일(810~889)

축제가 아니라 강릉 지방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축제라고 할 수 있다.

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산신인 김유신을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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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무들이 섬기는 신을 그린 무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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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무와 작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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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도 꽃맞이굿의 호살랑굿

					

황해도 꽃맞이굿의 군웅굿

내림과 물림

한국의 무당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신병(神病)이나 무병(巫病)과 같은 말로는 설명되지 않는 현상을 겪으며

도 하다. 굿을 하는 동안 강신무들은 무복을 자주 갈아입는다. 자신에게 들어오는 신들의 행색에 맞는 복식을

신을 내려받는 내림굿을 통하여 무당이 되는 강신무(降神巫)와 혈연관계에 의하여 대물림되는 세습무(世襲巫)

갖춰 입어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죽은 자들의 말을 전하기도 하는데 그때는 죽은 자의 모습으로 변신하는

가 있다. 이들은 굿을 하는 모양새도 서로 달라 강신무들은 대개 제상의 신을 향하여 굿을 하는 반면, 세습무

복장을 한다. 그렇기에 강신무들의 무복은 세습무에 비하여 화려하며 그들이 들고 있는 도구들도 세습무보다

들은 대개 청중을 향하여 굿을 한다. 강신무도 물론 청중을 향하기는 한다. 그러나 세습무와의 차이점은 강신

다양하다. 그중 강신무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 중 하나는 요령, 곧 방울이다. 방울은 강신무들이 신을

무들은 굿의 시작과 끝에 반드시 제상의 신을 향하여 절을 한다는 것이다. 이는 세습무의 굿이 강신무의 굿보

부르거나 신의 말을 할 때 반드시 흔들며 소리를 내는 것으로 세습무들은 가지고 있지 않다.

다는 청중에게 보여주는 연희성이 강하다는 것을 뜻한다. 세습무들은 신과 인간의 매개자로서 해야 할 역할

요령은 무령(巫鈴)이라고도 하며 대개 방울 일곱 개가 한꺼번에 달린 방울의 긴 손잡이를 왼손에 잡고 흔

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신에게 대중의 기복을 빌고 신을 즐겁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굿이 노래와

드는데 이때 일곱은 칠성을 상징하며 칠금령(七金鈴)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간혹 여덟 개의 방울이 달린 것도

춤이나 놀이와 같은 연희성을 띤 공연의 형식으로 치러지는 것이다.

있는데 이는 큰 무당들만 사용할 수 있다. 이들이 춤을 출 때 방울을 흔드는 것은 잡귀를 쫓아내고 신령을 부르

그러나 강신무들은 스스로가 신이 되기도 한다. 신이 자신의 몸으로 들어와 내뱉는 말인 공수가 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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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소리이며, 공수 때에 흔들며 소리를 내는 것은 무당 자신의 정신을 신령에게 집중하기 위함이다.

적인 것이다. 공수는 신이 무당의 입을 빌려 말을 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기도 하며, 무당과 신이 서로 대화

이처럼 강신무들은 내림으로 정의된다면 세습무들은 물림으로 정의되는 무당들이다. 그중 강릉단오제

하는 구조를 갖추기도 한다. 무당들이 신의 말을 직접 전하는 것이지 신의 뜻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다. 이처

를 치르는 무당들은 강신무가 아닌 세습무들이다. 그러므로 강릉단오제에 가서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흥분되

럼 공수는 강신무들에게 절대적인 것이어서 내림굿을 할 때 처음 일어나는 공수를 두고 말문을 연다고 한다.

고 버라이어티한 장면들을 기대하면 안 된다. 앞에 말했듯 강릉단오제를 주도하는 무당들은 세습무로서 신과

또 강신무들은 세습무와는 달리 신을 모시는 신당을 가지고 있다. 각자가 모시는 신을 위한 당인 것이다. 이

의 소통보다는 청중과의 교감에 중점을 둔다. 때문에 그들의 굿은 대개 청중을 향하여 있으며, 굿 한 석이 있

두 가지는 세습무들이 지니고 있지 못한 것으로 세습무와 강신무를 가장 명확하게 구분 짓는 것 중 하나이기

고 나면 반드시 춤과 노래로써 청중과의 교감을 시도하며 흥을 돋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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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단오제의 가장 처음 행사는 신주(神酒) 빚기이다. 음력 4월 5일, 강
릉 시내에 있는 칠사당(七事堂)에서 시민들이 낸 헌미(獻米)와 누룩으로
술을 담그는데 이것은 오로지 대관령산신제와 성황제 그리고 그 행사
에 참여한 사람들을 위해서만 사용한다.
그 술이 익는 날은 대개 열흘로 음력 4월 15일이면 대관령 마루
에서 단오제의 두 번째 행사라고 할 수 있는 대관령산신제 및 성황제
가 벌어진다. 먼저 유교식 제의인 산신제가 치러지고, 곧이어 성황제의
유교식 제의가 끝이 나면 그날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신목베기
가 이어진다. 신장부가 산신각 뒷산으로 올라 불현듯 눈에 들어차는 나
무 한 그루를 잡는데 신이 내려오면 그의 손과 함께 나무가 떨린다. 이
처럼 신이 나무에 들어오기를 기다렸다가 나무를 베어 성황당으로 내
려온다. 신간목(神竿木)이 내려오기를 기다리던 주민들이 신목에 자신
의 기원을 담은 오방색의 물색을 매달면 단오제가 끝날 때까지 가는 곳
마다 단오제의 중심이 될 신목의 모습이 갖춰진 것이다. 신목은 대관령
옛길을 걸어서 산을 내려가는데 구산성황당에 이르러 굿 한 석을 베풀
고 신명 나게 한바탕 논다.
이처럼 긴 나무에 갖가지 색의 물색을 매단 채 옛길을 통하여 산
아래로 내려가는 신목은 앞서 말했듯 성황신이자 단오제의 주신(主神)
으로 그는 스님이었던 범일이다. 범일은 그날 강릉 시내에 두고 온 색
시를 만나러 가는 길이기도 하다. 사실 범일은 입적한 후 성황신이 되
어 대관령으로 올라가서 산 아래를 보니 시내 한가운데에 있는 초계 정
씨 부잣집 뒤뜰에 노랑 저고리에 빨간 치마를 입은 처자가 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한눈에 반한 그는 자신을 수호하는 호랑이를 시켜 그 처자를 물어
오게 하였다. 처녀는 혼절하여 성황당 앞으로 물려가 성황신과 혼인을
하고 말았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가족들이 부랴부랴 성황당 앞으로
달려갔지만 대관령 성황신과 함께 서 있는 딸은 이미 죽어 있었다. 이
에 가족들이 화공을 불러 화상을 그려 세웠더니 성황신 곁에 있던 색시
의 몸이 떨어져 나왔다. 이 화상이 곧 대관령국사여성황신이다.
그렇게 산을 내려온 처자는 대관령국사여성황신이 되어 혼자 살

금줄은 인줄이라고도 하며 부정(不淨)을 막기 위하여 문이나 길 어귀에 건너질러 매거나 신성(神聖)한 대상물에 매는 새
끼줄을 일컫는다. 대관령산신제나 성황제가 치러지기 전 그곳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도 금줄을 친다. 마찬가지로 부정한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며, 행사가 시작되면 걷어서 한쪽으로 치운다.

고 있으며, 비로소 4월 15일이 되면 신목(神木)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신
랑인 대관령국사성황신을 맞아 합방한다. 하지만 이들은 단오제가 끝
나는 날까지는 같이 지내지만 굿이 끝나면 다시 이별하여 1년 동안 떨
어져 살아야 한다. 이는 성황신과 인간의 혼인이다. 이를 이류교혼(異類
交婚)이라고

하며, 인간이 인간과 다른 종류의 존재와 결혼하는 설화소

를 일컫는다. 이러한 이류교혼은 큐피드와 프시케처럼 세계적으로 흔
한 설화 중 하나이다. 신화적 성격이나 설화적 요소가 강하여 교혼의
주인공들은 인간과의 관계 설정에서 보다 신비로운 존재로 인식되는
양상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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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건물이 산신각, 뒤의 건물이 성황당이며, 오른쪽 끝 사람들 있는 곳은 용신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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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신제를 지내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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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목을 잡은 신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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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을 비는 기원을 적은 물색을 들고 신목이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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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황당 앞에 다다르면 주민들은 신목에 물색을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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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여 년 전부터 이곳에 자리 잡았다는 구산성황당은 대관령국사성황의 아들이 정좌한 성황당으로 알려져 있다. 음력 4

옛날에는 신목 행차가 이곳에 다다르면 수백 명이 횃불을 들고 길을 밝혔다고 한다. 서낭님이 오시는 날 횃불을 들고 나

월 15일, 신목을 멘 행차가 이곳을 지날 때 들러서 굿 한 석을 베풀고 점심 후 다시 출발한다.

서면 1년 동안 재난이 없다고 알려져 집집마다 횃불을 들고 신목 행차를 마중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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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산성황당에서 굿 한 석을 마치고 학산성황당으로 떠나는 신목 행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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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령에서 내려온 신목 행차는 구산성황당을 거쳐 학산성황당에 다다
른다. 이곳에서도 구산과 마찬가지로 굿 한 석을 베푸는데 참여하는 주
민의 수가 대단하다. 학산에 범일국사의 탄생 설화가 서려 있기 때문이
다. 학산에는 아주 작은 석천(石泉)이 하나 있다. 어느 날, 그곳에 물을
길러 갔던 마을 처녀가 바가지에 물을 뜨자 그 안에 말간 태양이 들어
있었다. 아무 의심 없이 바가지에 든 물을 마신 처녀는 태양도 같이 마
셨다.
그러자 날이 갈수록 처녀의 배가 불러왔고 어찌할 수 없이 아이를
낳고 말았다. 그러자 부모는 물론 마을 사람들까지도 기괴한 일이라 하
여 아이를 마을 뒤 산마루에 있는 바위 밑에 갖다 버렸다. 그러나 어미
된 도리로 아픔을 견디기 어려웠던 처녀는 사흘이 지난 밤에 몰래 그
바위를 찾아갔는데 한겨울에 사흘이나 지났음에도 아이는 죽지 않고
말똥말똥한 눈망울로 어미를 쳐다보는 것이 아닌가. 이에 놀란 어미는
아이를 품고 그곳에서 밤을 지새우고자 한다. 그런데 자정이 되자 흰
학 한 마리가 날아와 날개 한쪽은 요를 만들고 다른 날개로는 이불을
만들어 아이를 보듬는 것이 아닌가. 더구나 해가 밝아오자 붉은 열매인
단실(丹實) 세 알을 아이의 입에 넣어주곤 날아가버렸다.
어미가 며칠을 지켜보았으나 학은 날마다 어김없이 날아와 아이
를 돌봤으며 이 사실을 안 가족들이 아이가 범상치 않음을 깨닫고는 다
시 데려와 키웠다는 것이다. 그 아이가 커서 스님이 되었고, 당나라에
유학을 다녀온 후에는 왕의 스승으로 국사가 되었으니 범일국사의 아
버지는 바로 태양인 셈이다. 이러한 내용은 다분히 범일국사를 신격화
하려는 모습이다. 사실 그가 태어난 해는 신라 헌덕왕 2년(810)이었다.
아버지는 명주(지금의 강릉) 도독을 지낸 김술원(金述元)이며, 어머니는 문
씨(文氏)인데 태양을 머리 위로 받드는 태몽을 꾸고 13개월 만에 태어났
다고 한다.
이와 같은 설화를 간직한 학산마을의 성황당에서 치르는 굿은 본
디 하지 않았으나 1989년부터 하고 있다. 또 어느 해에는 범일을 잉태
했다고 알려진 석천을 에돌아 범일국사의 부도라고 알려진 곳까지 무
당들이 올라서 부도를 한 바퀴 돌고 내려오기도 하였으나 올해는 또 그
렇게 하지 않았다. 무당들이 성황당에 자리 잡으면 이장을 비롯한 마을
주민들이 정성을 올리고 무당들은 부정굿과 성황굿을 한 차례씩 벌인
후 대관령국사여성황사로 향한다.
대관령국사여성황사에 다다른 대관령국사성황신 행차는 위패와
신목을 봉안함으로써 음력 4월 15일 아침에 시작된 대관령산신제 및 국
사성황제가 끝이 나는 셈이다. 그 후 음력 5월 3일, 신목과 위패는 국사
여성황의 친정이라고 할 수 있는 남문동에 있는 경방 댁에서 치제와 영
신제를 치르는 날 대관령국사여성황사를 떠나 남대천변 단오제 굿청에
봉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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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목이 학산성황당 안으로 들어간다. 학산은 신목의 주인공인 범일국사가 태어난 고향마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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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황당에 신목을 모시고 나면 무당들이 한 차례 신명나게 놀며 신이 오셨음을 알린다. 그 후에 제의가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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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머리가 상에 오르고, 마을 유지들이 상에 정성을 드리고 나면 무당들은 소지를 올려 기원을 빌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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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산성황제는 구정면 재궁말 마을 성황제이다. 대관령국사성황신인 범일국사의 탄생지이자 당나라에서 유학하고 돌아

학산성황제는 마을 주민들이 상을 차린다. 무당들은 성황당에 도착해 성황굿과 부정굿을 한 차례씩 치르는데 마을 주민

와 굴산사를 짓고 입적한 유적지로 1989년부터 성황제를 치르고 있다. 마을에는 범일국사의 탄생 설화가 깃들어 있는

들의 참여도가 아주 높아서 무당들 또한 흥겹게 굿을 치르고 논다. 이곳에서 굿이 끝나면 대관령국사여성황사에 합사하

석천(石泉)과 학바위가 있다.

기 위하여 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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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령국사여성황사에 다다른 신목 행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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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 저고리에 붉은 치마를 입은 그림 속의 처녀가 대관령국사여성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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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황사 봉안제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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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력 5월 3일 저녁, 대관령국사여성황의 친정이라고 알려진 초계 정씨 경방 댁으로 간 국사성황신 부부는 현재 이 집에

경방 댁에서 치제가 끝나면 신목은 길놀이패와 함께 남대천변에 차려진 굿청으로 나간다. 이때 신목 앞에 나가는 위패

살고 있는 최씨 집안에서 장만한 제물 앞에 머무른다. 집주인은 제례를 지내기 3일 전에 금줄을 치고 황토를 뿌려 부정

에 대관령국사성황신과 대관령국사여성황신위가 함께 모셔져 있다. 또 행렬에는 관노가면극과 농악대 그리고 화개(花

을 막고, 행동을 조심하고 근신한다.

蓋)가

따르며 신목은 굿청에 봉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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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오굿은 굿이 되기 전 매일 조전제(朝奠祭)를 먼저 치른다. 이는 유교
식 제의이며 홀기에 따라 유교식 복장을 갖춰 입고 제례 부분 기능보유
자가 함께 진행하는데, 지역의 단체장이나 인사들이 지역의 안녕을 기
원하며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조전제를 마치고 나면 5월 7일까지 열두
거리의 무당굿이 날마다 펼쳐지는데 대개의 사람들은 조전제보다 무당
굿을 보러 몰려든다. 요즈음은 뜸하지만 20여 년 전만 하더라도 굿을
보러 나오는 할머니들은 먼 곳으로부터 몰려들었으며, 그들은 모두 머
리에 쑥을 꽂고 있었다. 쑥을 한 줄기 남짓 꽂으면 1년 동안 부정한 것
들이 몸에 들지 않는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말했듯 굿은 열두 거리인데 이는 그때그때 달라진다. 열두 거리보
다 더할 때도 있지만 덜할 때도 있다. 대개 부정굿ㆍ감응굿ㆍ군웅굿ㆍ시
중굿[豊年祝]ㆍ성황굿[城隍祝]ㆍ지신굿ㆍ맞이굿[海神祝]ㆍ별상굿[疫神祝]ㆍ조상
굿[祖先祝]ㆍ성조굿[家神祝]ㆍ조왕굿[竈神祝]ㆍ거리풀이굿 같은 것들이 치러
졌다고 하지만 필자가 굿을 보기 시작했을 때인 1987년에는 부정굿ㆍ서
낭굿ㆍ성주굿ㆍ군웅굿ㆍ세존굿ㆍ조상굿ㆍ설영굿ㆍ제석굿ㆍ당고마기ㆍ심청
굿ㆍ손요굿ㆍ뒤풀이였다. 이외에도 때에 따라 산신굿ㆍ천왕굿(원님굿)ㆍ축원
굿ㆍ조상굿과 같은 굿거리가 추가되기도 한다.
최근 조사된 굿을 보면 부정굿ㆍ축원굿(대관령

성황굿)ㆍ청좌굿ㆍ화

회동참굿ㆍ조상굿ㆍ세존굿(당고매기굿)ㆍ산신굿ㆍ성주굿ㆍ칠성굿ㆍ군웅장수
굿ㆍ심청굿ㆍ천왕굿(원님굿)ㆍ손님굿ㆍ제면굿ㆍ꽃노래굿ㆍ뱃노래굿ㆍ등노래
굿ㆍ대내리고 환우굿과 같은 순서로 치러진다. 이 중 뱃노래굿은 불교
에서 말하는 반야용선과도 같은 것이다. 뱃노래굿을 할 때 무당들이 힘
차게 흔드는 배는 단오제 내내 천장에 매달려 있으며 배를 흔들며 부르
는 노래에는 “저 배 이름들이 무엇일까. 선개용선배가 분명하네. 이물
에 무상임은 문수보현보살님이 오르셨네. 공월에 사공님은 지장보살님
도 오르셨네. 우편좌편에 오른 님은 문수지장여래도 오르셨네”라고 하
니 이 배 또한 영혼들을 극락으로 이끄는 반야용선인 것이다.
또한 꽃노래굿은 무녀들 여럿이 나와 굿상의 지화를 양손에 들고
꽃풀이를 하면서 둥글게 원을 그리며 춤을 춘다. 개인들이 치르는 굿의
꽃노래는 망자를 위해 하는 굿이지만, 강릉단오제굿의 꽃노래는 신들
을 위해서 하는 굿이다.
굿의 내용은 신들이 강릉단오제 행사 동안 강릉 시민과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 복을 받게 하고, 신들에게 다음 해 행사에도 잊지 말고
다시 찾아오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와 같은 꽃노래굿과 뱃노래굿은 단
오굿의 마지막 날 중에서도 후반부에 치른다. 이와 함께 마지막을 장
식하는 등노래굿 중 탑등을 들고 추는 춤은 무당들이 커다란 탑등을
위아래로 던지고 돌리면서 대미를 장식한다. 이때의 등은 신이 돌아가
시는 길을 환히 밝혀준다고 믿으며 굿이 끝나면 환우굿을 치르며 등을
태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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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굿은 끝나간다. 뱃노래굿에 이어 탑등을 들고 노는 등노래굿이
끝나면 이내 송신제를 치른다. 송신제는 조전제와 마찬가지로 유교식
제의이다. 송신제가 끝나면 굿청에 놓였던 신목을 내려서 국사성황님
이 정성으로 올린 굿을 잘 받으셨는지 대맞이를 한다. 대맞이는 신목을
맞이하는 것이다. 대잡이가 신목을 잡으면 무녀가 요란하게 바라를 울
리면서 대를 내리는데 대가 내리면 국사서낭님이 오셔서 그간 반가이
보시고 즐기셨는지를 묻고, 잘 보셨으면 안과태평하고 자손들 부귀공
명시켜달라고 축원을 한다. 대맞이가 끝나면 위패를 앞세운 신목 행렬
과 꽃을 든 사람들이 길게 행렬을 이루어 남대천 강변으로 나온다.
신목을 비롯하여 굿청에서 사용하던 신목ㆍ지화ㆍ탑등ㆍ초롱등ㆍ용
선 같은 것들이 켜켜이 쌓인다. 이윽고 제전부장이 불을 지르면 제관
과 무녀, 사람들은 대관령 쪽으로 신이 돌아가는 불길을 향해 계속 절
을 한다. 이를 환우굿이라고 하며, 환우굿을 끝으로 강릉단오제는 비로
소 끝이 난다. 대관령국사성황신은 불길을 타고 하늘 위로 날아서 대관
령으로 돌아가버리므로 그들 부부는 한 해 뒤 4월 보름에 다시 만날 때
까지 이별인 셈이다. 이때 대관령국사성황신은 탑등(팔모등)에 올라타고
대관령성황당으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탑등은 팔모몸통・마늘몸통・합사
몸통・치마몸통을 마치 탑처럼 층층이 쌓아올린 등이다. 이처럼 성황신
을 보내기 위한 봉송굿은 화려하다.
지금까지 알아본 강릉단오굿은 유교식 제의와 무속이 번갈아가면
서 치러지며, 그들이 모시는 신 또한 범일국사라는 스님이어서 종합 종
교예술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독특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더
불어 성황신은 인간과의 이류교혼(異類交婚)으로 아들까지 두었으니 이
또한 특이하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무형문화재 지정은 물론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으로 지정되었음에도 점점 그 제의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
가 줄어드는 것이다. 또 세습무들의 굿이 연희성이 강하다고는 하지만
점점 도식화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대개의 무형
문화들이 문화재로 지정되고 나면 생활밀착형 놀이에서 공연으로 옮겨
가는 순서를 밟듯이 강릉단오굿 또한 어쩔 수 없는 과정을 겪고 있는

대관령국사성황신을 다시 산으로 돌려보내는 굿을 환우굿이라고 한다. 강릉단오제의 마지막 장면으로 굿청에서 사용한
종이로 만든 각종 도구들을 한곳에 모아 태우는 굿이다. 더구나 4월 보름날 베어서 단오제 기간 내내 모시고 다니던 신
목마저 태운다.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무당들이나 주최 측의 문제만은 아니다. 오히려 메
말라버린 대중의 관심 부족이 그 까닭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변하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세상의 변화에 따르는 것이다. 그러나 대중
과 스스럼없이 소통하던 살가운 모습의 무당들과 굿 한 석을 마치고 노
래 한 자락이 시작되면 흥을 견디지 못하여 굿마당으로 나가 덩실덩실
춤을 추던 사람들의 모습을 기억하는 필자로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크
다. 그럼에도 강릉단오제는 여전히 나라 안에 몇 남지 않은 전통 봄 축
제 중 으뜸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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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두 할머니 이야기 그 첫 번째

／

쉰두 살, 김씨 할머니 길을 나서다

글. 김성은, 그림. 김정

계축년인 1913년 추석을 코앞에 둔 즈음, 강릉에서부터 온전히 걸어
서 서울로 온 사람이 있다. 음력 8월 3일 강릉을 출발, 꼬박 열흘을 걸
어 서울에 닿은 날은 8월 12일, 그로부터 열엿새 동안을 여관에 머물면
서 서울 구경을 하고, 8월 29일부터 열하루 동안 왔던 길을 되짚어 강
릉에 다다른 날은 9월 8일이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양력으로는 9월 3일
부터 10월 7일까지 한 달에 걸쳐 천 리 길 나들이를 한 셈이다. 더군다
나 짧지 않은 여정에서 그날그날 있었던 일과 보고 들은 것들을 빠짐없
이 기록해 책으로 남긴 사람은 다름 아닌 당시 쉰두 살의 할머니였다.
동행한 연아라는 여식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정황으로 보아 지식인이었
을 남편이 모든 여정을 함께했음에도 그이가 기록을 남겼다는 것은 매
우 특이한 일이다.

“보고 듣는 것 다 적자면
만 장 종이도 부족이라”
『셔유록』

그이가 살던 시대나 그보다 앞선 시대에는 여성이 친정 나들이조
차 하기 힘들던 때이니만큼 여행을 꿈꾸기는 더더구나 어려운 일이 아
니던가. 하물며 한 달이 넘는 장거리 여행은 언감생심 꿈도 꾸기 힘들
던 시절이다. 그 탓에 기행문이라는 것은 남자들의 전유물과도 같았다.
그러니 겉에는 『경셩유록』, 안에는 『셔유록』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국문필사본인 이 책을 만난 기쁨이 어찌 크지 않을 수 있겠는가.
더욱 특이한 것은 여인네가 쓴 기행문임에도 아름다운 자연풍광
에 대한 이야기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셔유록』보다 80여 년 앞
서 1832년에 쓰인 『의유당 관북유람일기』의 「동명일기」와는 같은 여자
가 쓴 기행문임에도 서로 보고 느끼는 것이 너무도 달랐다. 그러나 공
통된 것 하나는 주인공들이 남편에게 허락을 얻는 과정이 순탄치 않았
다는 점이다.
하나같이 단번에 허락을 얻은 것이 아니라 수차례에 걸친 노력으
로 떠나게 되었음을 글의 도입부에 밝히고 있다. 그만큼 당시 여자들의
여행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대목이다.
남녀를 물론하고 그 나라에 생장(生長)하여 늙도록
서울 구경 한 번 못하고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항
상 구경하기를 기약하되 여자 몸 되어 용이치 못함
을 한탄하였더니 어언간 나이 오십이 세라. …

『셔유록』은 1913년의 기록이다. 당시 강릉에 살던 52세의 여인이 추석 무렵, 남편
그리고 막내딸과 함께 서울에 다녀온 것을 언문으로 쓴 책이다. 강릉에서부터
꼬박 열하루를 걸어서 서울에 다다라 15박 16일 동안 서울은 물론 인천 항구까지
구경하고 다시 열흘을 걸어서 강릉으로 돌아온 그이는 그날그날 보고 들은 것을
빼놓지 않고 기록하였다. 걸어서 서울 구경을 했다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남편이 동행하였음에도 여인이 직접 언문으로 기록하여 책을 남겼다는 것이 특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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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 『셔유록』

일 월출이 보암직다 하되, 상거(相距)가 50리라 하
니, 마음에 중란(中亂)하되 기생들이 못내 칭찬하여
거룩함을 일컬으니, 내 마음이 들썩여 원님께 청한
대, 사군(使君)이 하시되, “여자의 출입이 어찌 경
(輕)히

하리요” 하여 뇌거(牢拒) 불허(不許)하니 하릴

119

없이 그쳤더니 …

독특한 생각도 깔려 있다. 하지만 그 시절에 그만한 까닭으로 한 달 동

__ 「동명일기」

안이나 서울로 떠날 수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들의
신분이 그저 평범하지는 않았으며, 재력 또한 만만치 않았음을 암시하

「동명일기」는 순조 32년인 1832년 8월 21일에 해 뜨는 광경을 보러 갔

는 것이다.

다가 날씨 탓에 보지 못하고 9월 17일에 다시 다녀온 기록이다. 드디어

또 가군이라고 부르는 남편은 무엇을 하던 사람인지 알 수 없지만

해돋이를 볼 수 있다는 들뜬 마음에 끓여놓은 떡국조차 먹지 않고 귀경

간혹 그이의 글 속에 나타나 이것저것을 설명해주는데 집에서 「황성신

대(龜景臺)에 오른 주인공은 그만 감동에 젖고 만다. 그 넘치는 감동을

문」을 볼 정도로 그는 이미 새로운 문명을 접해본 사람이었으며, 나라

마음에 담은 채 해가 돋는 정경을 섬세하게 묘사한 부분은 「동명일기」

사정을 자세히 알고 있던 지식인임이 분명하다. 여자의 몸으로 왕복 천

를 빼어난 기행문의 반열에 올려놓기에 모자람이 없는 것이다. 또한 솟

리 길을 걸어서 다녀온 후 서울의 신문물과 변화하는 나라 이야기를 기

아오르는 해의 색깔이 “붉기는 호박(琥珀) 구슬 같고, 맑고 통랑(通朗)하

록으로 남긴 그이니 그런 남편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이다. 『셔유록』

기는 호박도곤 더 곱더라”는 표현들과 해가 쟁반만 하다고 하는 것은

의 말미에 글을 남기는 까닭에 대해 말하며 자신과는 처지가 다른 여자

주로 여인들이 접하는 사물들을 예로 들어 비유한 것이니 여인들이 아

들이 하루빨리 깨우쳐야 한다고 한 것과 서울을 견문하던 중 청소년들

니면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으리라.

이 학교에 가는 모습을 두고 가장 보기 좋은 모습이라고 한 것들은 당

그러나 『셔유록』에서는 자연풍광에 대한 섬세한 표현보다는 오히

시의 애국계몽사상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려 일제의 강점이 막 시작된 당시의 변화된 시대적 상황에 울분을 토하

그이의 집은 강릉시 강남동에 포함된 장현리(長峴里)에 있었던 것

는가 하면, 근대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 서울의 신문물에 더욱 관심을

으로 생각되며 뒤로는 냇물이 흘렀다. 자식은 연아를 포함해 모두 여섯

표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이 걸어서 오간 곳에 대한 풍습이나 거

이었는데 먼 길 떠나는 어른들을 배웅하러 나서지만, 맏이와 둘째는 집

리 그리고 걸리는 시간 따위를 섬세하게 기록하고 있으니 그동안 보아

뒤의 냇물을 건너자마자 되돌려 보낸다. 이는 집안에 어른의 자리가 비

온 부녀자들의 가사체로 된 그것들과는 달리 보기 드문 것이었다. 가능

어 있게 되었으므로 맏이와 둘째가 어른 노릇으로 집을 지키고 돌보도

한 한 그이가 쓴 문체 그대로 『셔유록』의 시작 부분을 읽어보자.

록 한 것이지 싶다. 셋째와 넷째 그리고 다섯째는 구산성황당까지 20리
를 따라와 배웅했는데, 그곳은 강릉에서 서울로 오자면 성산면 소재지

계축년 당하야 삼월 초십일에 천지가 아득하고 일월

를 지나자마자 왼쪽에 있으며 지금도 당집이 잘 남아 있다. 나귀에 짐

이 무광한 변고로 가운인지 문운인지 맏손자를 지하

을 싣고 본격적으로 서울로 향하여 대관령을 넘어가는 그들의 모습을

에 영결하니 심장이 녹아난 듯 가슴이 억색(臆塞)한

살펴본다.

중 오월 초칠일에 맏손부마저 잃으니 저의 내외 천
정연분으로 그러하다. 오호통재라. 나의 가슴에 맺

연아를 데리고 가군을 따라 나귀 부람하여 앞에 몰

힌 못이 어느 때 녹을꼬. 통분한 심회(心懷)를 이기

고 서를 향하여 행할 새 굴면리 제민원 지나 솔경리

지 못하여 한심으로 세월을 보내자니 하루가 일 년

당도하니 대관령 초입이라. 거기서 점심하고…… 상

같이 여광여취하여 진정하기 어렵도다. 일일은 가군

상봉에 올라서니 강릉 일경이 안하에 나열하매 측량

(家君)을

향하여 서울 구경하기를 청할 새 심회도 진

없이 높은 고지로다. 망망한 동해물은 옷깃같이 둘

정하고 연아의 볼도 고쳐보자 한데 가군이 락(諾)하

러싸고 경포대는 잔과 같고 모산봉은 주먹 같더라.

여 가로되 나 역시 그 마음 있노라. 하거늘 가중이

장현 본집 망견하니 지점 중에 완연하다.…… 얼핏

의논하고 팔월 초삼일에 발정(發程)하여 대문 앞에

돌아서서 성황당에 다다르니 성황은 유명한 국사성

썩 나서니 비감한 마음 더욱 새롭도다.

황인데 강릉 사람이 누 백년 숭배하여 수부다남을
축원하고 매년 사월 초팔일에 강릉읍 남천 물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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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그이가 머나먼 서울로 떠나게 된 까닭이다. 집안에 연이어서 닥

성황에 모실 새 그날 저녁 풍악소리와 횃불 빛은 일

친 불행으로 걷잡을 수 없게 된 마음을 진정시키고 막내딸인 연아의 병

대 장관일러니 수년간에는 완전히 폐지하였으나 이

또한 고쳐보고자 했던 것이다. 물론 그 배경에는 한 나라의 국민 된 도

전부터 숭배하던 일을 생각하여 심중으로 평안이 왕

리로 쉰두 살이 되어 늙도록 서울 구경을 하지 못한 것이 부끄럽다는

반(往返)하기와 만사여의함을 축원하고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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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계 주막 다다르니 서산에 해가 걸려 석양천이 되

놀이는 유구한 전통을 가진 으뜸가는 명절이었기 때문에 강릉 사람들

었거늘 인하여 숙소를 정하니 행로가 오십 리라. 그

뿐 아니라 인근 사람들까지도 몰려들었으니 그리 한 것이리라. 대관령

곳은 이전에 역촌이더니 지금은 헌병파견소가 되어

마루에 있는 국사성황당 앞에서 마음속으로나마 무사히 다녀올 수 있

일본 사람도 있더라. 여자는 먼 길 출입이 본래 없

도록 빌며 떠난 그이 일행의 여정을 굵직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로 주막집 숙식이 처음이라. 그래도 연아가 보채
안 구산 성황당 - 제민원 - 반정리 주막 - 원울 고

지 아니하니 기특하도다.

개 - 국사 서낭당 - 가시머리 - 술바위 - 횡계 주막
굴면리 제민원(濟民院)은 지금 대관령 박물관이 있는 곳이며, 솔경리는

(1일 50리)

- 싸리재 - 너래 주막 - 월정거리 - 웃진

지금의 어흘리 일대를 말하는 것이지 싶다. 그곳에 마방이 있었으니 나

부 - 아래 진부 - 배나무정(2일 50리) - 청심대 - 대화

귀도 쉬어 갈 겸 점심을 먹었으리라. 그곳에서 두 곳의 주막을 더 지나

- 반정(하안미리) - 웃방림 - 아래 방림(3일 65리) - 문

야만 대관령 마루에 닿을 수 있었고, 그이가 들러 축원을 빌었다는 성

재(장현에서 200리) - 운교 주막 - 웃안흥(4일 45리) - 오

황당은 나라 안에서 기도발이 가장 으뜸이라는 대관령국사성황당을 일

원 주막 - 횡성 객주(5일 70리) - 장지고개 - 배나정이

컫는 것이다. 단옷날 성황님을 남대천에 모시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주막 - 풍수원 - 정안 - 구베 주막(6일 55리) - 미륵당

같지만 다른 것은 성황님을 모시는 날이다.

- 봉황정 - 박다우 주막(7일 50리) - 양근 - 월계베루

지금은 음력으로 사월 보름에 대관령의 성황님을 모시고 내려가

- 두물머리 - 고랑이 주막(8일 장현에서 470리) - 봉안

홍제동의 대관령국사여성황당에 모셨다가 5월 5일 단옷날에 굿청을 마

주막 - 두미강 베루길 - 호랑바위 - 선바위 - 바당이

련하여 남대천 물가로 모시는데, 그때는 사월 초파일날 남대천에 모셨

주막 - 덕소 - 평구 - 조운이(9일 40리) - 왕산내 - 망

던 모양이다. 그러나 보다 흥미로운 것은 수년간에는 폐지했다고 하니

우리 고개 - 홍릉거리 - 동대문 - 교동

일제가 강점을 시작한 후의 일이다.
일제는 우리의 전통놀이 중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놀이들을 통제

그이 일행이 서울로 향한 길은 안흥을 지나 오원역까지는 전통도로인

해서 집단행동을 하지 못하게끔 원천적으로 막으려는 꿍꿍이를 지녔던

관동로와 서로 같았다. 그곳에서 관동로는 원주를 지나 문막의 섬강을

것이다. 우리 놀이의 기본은 대동(大同)이다. 모두 모여 한마음 한뜻으

건너고 솔고개를 넘어 양평으로 향하지만, 그이는 강을 건너지 않고

로 그날을 즐기는 것이 습속인 셈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모이면 당연히

양평으로 갈 수 있는 횡성으로 방향을 잡았다. 또 그이는 글머리에 강

삶에 대한 정보가 오가게 되고 또 일을 벌이기에 그만한 날이 없었을

릉에서 서울까지 모두 550리라고 밝히고 있으며, 하루하루 걸은 거리

테니 일본으로서는 식민 통치의 큰 걸림돌이었을 것이다. 강릉의 단오

를 정확하게 기록해두었는데 그 거리를 어떻게 측정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
그이가 길을 나선 시대보다 훨씬 앞서 발간된 『신증동국여지승
람』에는 강릉까지 600리, 삼척은 632리, 평해까지는 971리라고 되어
있다. 조선 후기 김정호가 펴낸 『대동지지』의 정리고, 성문분로에는 관
동로의 전체 거리가 880리이며, 삼척까지는 650리, 강릉까지는 530리
라고 되어 있다. 강릉까지 주요 역원간의 거리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서울 - 25리 - 망우리 - 13리 - 왕산탄(왕숙천) - 7리
- 평구역 - 25리 - 봉안역 - 7리 - 고랑진 - 13리 월계 - 30리 - 양근 - 30리 - 지평 - 20리 - 전양현 40리 - 안창역 - 30리 - 원주 - 50리 - 오원참 - 20
리 - 안흥역 - 30리 - 운교역창 - 30리 - 방림역 - 60
리 - 청심대참 - 10리 - 진부역참 - 40리 - 횡계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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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리 - 대관령 - 20리 - 평산역 - 20리 - 강릉

리가 안 아프냐고 물으니 ‘관계치 아니하오’ 하거늘
다행이 여기고 잠깐 앉아 쉬노라니 가군이 하는 말

시대에 따라 거리가 서로 다른 것은 오가는 길이 조금씩 달라진 탓이

이 이전에는 강릉 땅 경계가 이 재말랑인데 장현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그러나 그이의 시대와 그리 멀지 않은 『대동지지』

여기서 200리라 하거늘…… 서울 550리에 이제 겨

의 그것과 견주어보면 20리 정도만 차이가 나는 것이니 비교적 정확하

우 200리 왔으니 350리가 남았도다. 멀기도 하도다.

다고 해야 할 것이다.

몇 날 며칠이면 동대문에 들어설꼬.…… 산천은 갈

우리는 도로의 리(里) 수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명나라의 척관법을

수록 첩첩한데 산도 설고 물도 설어 200리 밖에 있

따랐는데 주척(周尺) 6척을 1보(步)로 했다. 주척 1척은 20센티미터 남

는 집 생각에 천리도 같고 만리도 같아 회심(悔心)이

짓이고, 1보는 120센티미터 남짓이다. 1리는 360보를 기준으로 했으니

자연 생기더라.

대략 450미터 남짓하며, 30리를 1참(站)이나 1식(息)이라고 했으며, 참
이나 식을 역원의 기준으로 삼기도 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눈대중

집으로 돌아갈 생각까지 했으니 지금까지 온 길도 그렇거니와 앞으로

으로 어림잡았을 뿐 그 먼 길을 일일이 자로 재며 다니지는 않았을 것

갈 길이 아득하게만 여겨졌던 모양이다. 그 탓인지 그날은 45리를 걷고

이다. 걸음의 넓이가 때로는 넓을 수도 있지만 좁을 수도 있지 않았겠

는 안흥에서 일가붙이로 보이는 김인경의 집에서 쉬었다.
그이가 전체 여정에서 주막이나 객주가 아닌 일가붙이의 집에서

는가.

잠을 잔 것은 안흥에서 한 번, 서울 중학동에 살던 일가붙이인 김해진
씨 댁에서 한 번 그리고 서울로 돌아오면서 진부의 범우리 작은댁에서
한 달 객지 괴롭다가 집에 오니 날 것 같네

한 번 모두 세 번이다.

여하튼 그이 일행은 열흘 동안 걸었지만 천우신조로 단 한 차례도 비를

‘35박 36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가장 힘들어했던 것은 첫

맞지 않아 서울행에 별다른 지장을 받지 않았다. 그 덕에 날마다 평균

날 횡계의 주막에서도 말했듯이 잠자리였다. 여자였던 까닭에 바깥 잠

50리를 걸을 수 있었는데 가장 짧게 걸었던 날은 9일째 40리였으며, 가

이 드물기도 했지만 더군다나 주막이나 객주와 같은 곳에서 잠을 자야

장 긴 거리를 걸은 날은 5일째인데 무려 70리를 걸었다. 그날은 오원주

할 만큼 먼 길을 떠날 일이 없었던 까닭이다. 그렇지만 음식에 대해서

막에서 횡성의 객주까지 가는 길이었는데, 신작로도 아닌 산길을 28킬

는 별 무리가 없었는지 단 한 차례도 불평이 없다. 조선총독부 중추원

로미터 가까이 걸었으니 만만치 않은 강행군이었던 셈이다.

에서 발간한 『조선풍속집』의 「조선의 여관」이라는 꼭지를 보면 그이가

그러나 집을 떠날 때 아무리 단단히 각오를 했더라도 여인네가 걷

걸을 때 조선의 여관은 크게 객주와 주막 그리고 여각으로 나뉜다. 또

기에는 만만치 않은 거리이다. 그렇기에 전체 여정에서 드문드문 서울

이름은 거창하지만 막상 그곳에 가보면 왜소한 초가집에 불결한 음식

로 길 나선 것을 후회하곤 하는데, 장현 본집에서 200리 떨어진 문재

으로 조선 사람들조차도 견디기 어려울 정도라 했으니 그이의 고통 또

를 올라갈 때에도 그랬다. 지금도 운교에서 안흥으로 넘어오려면 큰 고

한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개를 넘어야 하는데 그 고개가 바로 문재이다. 그렇지만 지금의 문재와
이들이 넘은 문재는 서로 다르다. 백덕산(1350미터)의 가장 낮은 목을 넘
는 고개인 문재는 지금의 길 곁으로 옛 고갯길이 고스란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이가 지금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는 옛 고개를 넘으며
내놓는 말은 이렇다.
거기서 점심을 먹고 한 모퉁이 돌아드니 문재의 초
입이라. 쳐다보니 재말랑이 구름 가운데 솟아 있는
듯 …… 이렇듯 높은 재를 넘자하니 숨도 차고 다리
도 아파 못 견딜 것 같으나 억지로 막대기를 끌고
상상봉에 올라서니 흉악도 하고 굉장한 대령이라.
대관령과 조금도 다름없거늘 연아를 돌아다보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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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으로서 쉽지 않았을 여정을 묵묵히 견디며 강원도 땅을 벗어나 경

중종 때의 고형산(高荊山)이라는 인물이라고 했다. 그는 사재를 털어 대

기도 양평에 다다른 그이는 이렇게 말한다.

관령 길을 넓힌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후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그
가 넓혀놓은 대관령 길이 주문진으로 상륙한 청군들에게 도움이 되었

당초 집 떠날 제 첫째는 심회풀이 둘째는 연아 볼

다는 이유로 부관참시를 당하는 수난을 겪은 인물이다.

고치기 셋째는 구경이라. 이렇듯이 멀고 먼 길 갈수

여하튼 그 바위에 새겨놓은 사람의 이마에 돌을 던져 올라가면 과

록 고생인 듯 집 생각이 절로 나니 후회한들 무익이

거에 합격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무수히 많은 돌이 주변에 흩어져 있다

라. 그 이튿날 조발하여 용모루 장터 다다르니 경기

고 했다. 경진년 증광시에 진사로 합격한 증조부 또한 저 바위 위에 돌

도 양평 땅인데 경기도 초입이라.…… 신작로로 막

을 던졌을까 하는 이야기 속에서 그이의 집안 내력을 가늠해볼 수 있기

대 끌고 가니 길, 치도(治道) 굉장하다.…… 그 이튿

도 하다.

날 조발하여 양근 읍내 다다르니 층무장터 굉장하

그처럼 만만치 않은 여정 탓이었는지 서울에 다다른 후 그만 몸살

다. 좌우에 상점은 몇백 호인지 수가 없고 인물이며

이 나고 말았다. 그 탓에 약을 먹어가며 꼼짝없이 며칠을 여관에서 지

상품들은 번화하고 찬란하니 경기바람이 완연하다.

내기도 했지만 꿈에도 그렸을 서울은 놀랍고도 놀라운 것이었다. 하지

장터를 지나서니 좌우에 버드나무 오리에 뻗쳐 섰고

만 서울에서의 꿈같은 시간을 보내고 다시 강릉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중간으로 길을 닦아 빈 수레가 록임(綠林)중에 왕래

루지 못한 일이 있었으니 딸 연아의 병을 고치지 못한 것이었다. 볼을

하니 경치도 제일이라.…… 그 길로 반정이 지나 월

고친다고 했으니 얼굴에 병이 있었던 모양인데 서울의 최신식 병원에

계베루 다다르니 호호탕탕 대 강상에 어선이며 상선

서 세 번이나 진찰을 받았지만 서양의학으로도 치료를 하는 것이 위험

이며 떼나무 타고 가던 선인들 돛대를 달고 오가는

하다는 이야기만 듣고 만다. 차라리 손을 대지 않고 그냥 두는 것이 좋

구경이 가장 좋다. 주막에 잠깐 앉아 이것저것 구경

겠다는 의사의 이야기만 듣고 돌아선 그이는 애초에 서울로 나서며 생

하다 베루길로 약방 모퉁이 지나 두물머리 득달하여

각했던 심회풀이마저 되지 않은 듯하고 그저 연아가 딱하게만 여겨졌

숙소를 정하니 행로가 오십 리라. 이곳은 양강 흡수

다고 한다.

한 곳이니 남강은 양근강이고 북강은 용진강 고랑이

그이의 나이 쉰두 살에 막내딸이라면 아마 열두어 살 정도 되지

라.…… 고랑강물 당도하니 수광은 접천하고 강성은

않았을까 싶다. 서울에 있는 일가붙이의 자식들이 여학교에 다니는데

동지로다. 배를 타고 건너서니 고랑이 주막인데 그

그녀들을 보고는 처녀라고 하고 연아를 철부지라고 표현하고 있으니

곳에도 헌병 파견소가 있더라. 파죽 고개 넘어서 봉

그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짐작하는 것이다. 그처럼 어린 딸이 고통스러

안 주막 얼른 지나 두미강 베루길로 가자 하니 월계

워하는 것을 차마 보기가 힘들어 큰마음을 먹고 먼 길에 동행했으나 성

베루와 한 모양이나 이 강은 양수가 합류한 강이라

과가 없었으니 실망이 여간 크지 않았으리라. 딸의 병을 고치지 못해

깊이도 측량없고 크기도 한량없다. 저렇듯 대 강수

아예 서울 나들이가 헛걸음이라는 말까지도 서슴지 않으니 딸에 대한

가 어디로 흘러가오. 가군이 하는 말이 서울 오강(五

연민이나 사랑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지 싶다.

江)물

되어 서해바다 들어가는데 오강물은 이 강뿐

강릉으로 되돌아가는 길은 횡성까지는 같은 여정이지만 그곳에

아니라 다른 강이 또 합수하였다. 하거늘 다시 생각

서 일가붙이들을 찾아 봉평으로 향한다. 봉평으로 향하는 길이 강릉으

하니 오강수는 필경 바다나 다름 없을로다.

로 가는 전체 여정에서 가깝기도 할뿐더러 일가붙이까지 만날 심산이
었지만 길이 험한 협로였던 탓에 무던히도 고생했던 모양이다. 그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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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에도 오대천이라는 물이 흐르긴 하지만 두물머리의 넓은 물에 견

럴 것이 횡성에서 봉평을 가자면 태기산을 넘어야 하는데 험산준령이

주기는 초라한 물이다. 강원도의 첩첩산중을 빠져나와 맞닥뜨린 바다

다. 하지만 타지에 나와 혼자 사는 일가붙이가 한량없이 반갑게 맞이해

와도 같은 큰물에 뗏목이나 황포 돛을 단 갖가지 배들이 둥실 떠 있는

주니 고생 또한 보람 있었으리라.

광경은 그이에게 놀라운 풍경이었지 싶다. 그렇게 강을 지나는 그이가

또 진부에서는 범우리 작은댁을 찾아가 서울 이야기로 밤을 보내

흥미를 느끼는 것은 팔당 근처 어디엔가 있었을 큰 바위 하나이다. 지

고 다음 날 장현 본집으로 향한다. 드디어 대관령에 올라서자 장현 본

금은 길을 넓히느라 사라져버린 것이긴 하지만 그이의 기록에 따르면

집이 빤히 보이지만 발병이 난 다리가 아파 잠깐 앉아서 쉬었다. 그러

길섶에 있던 그 바위에는 사람의 모양을 그려놓았는데 그 사람은 조선

나 더 이상 주막에서 자기 싫다며 재촉을 하던 연아가 앞장을 서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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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들보다 더 믿음직하며 그 뒤를 따른다. 딸 연아는 여행을 하는 내내

구리 통 둘을 두었는데, 구리 통 사이에는 목이을

단 한 번도 부모를 성가시게 하지 않는다. 그이가 힘이 들어 딸에게 걱

(乙)

정을 내놓으면 힘들다고 하는 법이 없었으며, 오히려 부모를 다독거리

둘이어서 양쪽 구리 통에 통하였고, 양쪽 구리 통은

기까지 했다. 그토록 기특한 딸의 뒤를 따라 집으로 들어선 대목은 다

짧은 다리가 있어서 밑에 구멍이 뚫렸으며, 구멍은

음과 같다. 이로써 그이의 35박 36일 서울행은 끝이 난 것이다.

얇은 구리 쇠 쪽으로 문짝을 만들어서 물의 오르내

자 모양으로 생긴 물총을 세웠다. 물총은 발이

림을 따라 여닫게 되었다.…… 여남은 길이나 물발
대문 안에 들어서니 온 집안이 다 나와 영접하는데

이 서고 가로는 3, 40보에 뻗는다. 그 제도가 생황(笙

그것 내외 못 보겠네. 원통하고 원통하다. 어디 가

簧)과

고 아니 오니 심회가 비참하여 집안사람 만나 반가

들어부을 따름이다.

비슷하고 물 긷는 이는 연방 나무 구유에 물을

운 인사 눈물이라. 속절없고 속절없다.…… 저녁밥
먹은 후에 서울 이야기 하자 하니 형용 난 측 암암

이처럼 탈것들의 발명은 어쩌면 문명의 상징일 수도 있다. 사람이 스스

하다.…… 두루 대강 말한 후에 노독을 이기지 못하

로의 두 발로 걷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을 타고 이동하거나 물건들을

여 자자하니 편하고 편하도다. 각지에 팔진미가 제

실어 옮길 수 있다는 것은 곧 삶의 형태가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집안의 장맛 못하고 이층여관 좋다 한들 제집처럼

그것은 산업화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박지원은 중국에 비해 우리가

편할 손가.…… 한 달 객지 괴롭다가 집에 오니 날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한 가지 까닭을 수레가 개발되지 않았기 때

것 같네.

문이라고까지 했다. 수레가 용이하게 다니려면 길 또한 그것에 맞게 넓
어져야 하는 것인데 우리의 길은 그리 넓지 못했으며, 그로 인해 지방
마다의 산물들이 순조롭게 이곳저곳으로 이동하지 못하여 가난하게 살

궁궐을 돌아보니 황락한 빈집이라. 오호통재 분하도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지방을 연결하는 길을 넓혀 산물을 가

비록 조선의 끝자락이긴 하지만 한 달여 동안 집을 나선 그이에 대한

득 실은 수레들이 서로 오가고 그로 인한 상거래가 이루어짐으로써 우

궁금증은 자못 큰 것이었다. 『열하일기』를 처음 읽을 때도 그랬다. 박

리가 잘살 수 있다고 했던 것이다. 그처럼 그이 또한 서울에 다다라 가

지원이 이야기하는 연경 거리보다 자신이 경험했던 것과는 다른 문화

장 먼저 놀라움을 표하는 대상이 바로 탈것이다. 양평과 양수리 그러고

에 대해 끊임없이 호기심을 발동시키는 박지원이라는 사람에게 더 흥

팔당을 지나 청량리로 들어온 그이가 맞닥뜨린 서울 거리에서 정신이

미를 느끼며 호기심을 가지곤 했던 것이 말이다. 그것은 『셔유록』의 그

아득하도록 놀란 것은 전차였다.

이에게도 마찬가지였다. 마이크로필름으로 만들어진 책에서 복사를 한
탓에 잘 보이지도 않는 책을 한 쪽씩 넘길 때마다 그이의 시각과 열정

홍릉거리 다달으니 동대문이 십리더라. 그곳에 쉬어

그리고 호기심에 그저 놀랍기만 했으니 말이다.

구경하니 원산으로 왕래하는 화륜차(火輪車)는 번개

박지원은 『열하일기』의 「일신수필」, 거제(車制) 편에서 처음 본 탈

같이 달아나고 인력거며 자행차(自行車)는 베틀 북같

짐

이 왕래하고 나무바리 황아짐은 떼를 모아 출입하고

을 싣는 대차(大車), 밭에 거름을 내는데 편리하다고 한 독륜차(獨輪車)

구경하는 남녀들은 연락부절(聯絡不絶)하는 중에 번

가 있었으며, 밭에 물을 댈 수 있는 것으로는 용미차(龍尾車)나 용골차

갯불이 번득하며 수 칸 되는 유리옥(琉璃屋)이 노상

(龍骨車),

(路上)으로 굴러오니 그것은 전차(電車)로다.

것들에 대해 잔뜩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사람이 타는

태평차(太平車),

항승차(恒升車), 옥형차(玉衡車) 등이 있다고 쓰고 있다. 또 어

느 달 밝은 밤, 북진묘에서 신광녕으로 돌아오는 길에 불난 집을 지나

정거장을 구경 후에 가군은 나귀 몰고 행로로

게 되었는데 그 앞에 서 있는 지금의 소방차와 같은 수총차(水銃車)라는

오게 상약(相約)하고 여아를 데리고 전차 위에 올라

이름을 지닌 물차의 생김새가 궁금하여 자세히 기록해두었는데 다음과

앉으니 번개같이 구르는 바퀴 편시간(片時間)에 머물

같다.

거늘 전차에서 내려서니 동대문 안 벌써 왔네. 서울
이야기 들었지만 이청목도(耳聽目睹) 처음이라. 정신
바퀴가 넷에 그 위에 큰 나무 구유가 놓였고, 구유

이 아득하여 어떠한지 모르겠네.

속에 커다란 구리그릇이 있으며, 구리그릇 속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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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글은 고종 13년인 1876년 일본에 수신사로 다녀온 김기수가
쓴 『일동기유』에 그가 처음 맞닥뜨린 기차(火輪車)에 대한 이야기를 써
놓았는데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이가 그것을 읽을 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문명의 이기를 처음 대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써놓은 탈
것에 대한 것을 견주어보는 것도 흥미롭다.
화륜차가 벌써 역루(驛樓) 앞에서 기다린다 하기
에 역루 밖에서 또 복도를 따라 수십 칸을 다 지나
갔는데도 차는 보이지 않는다. 기다란 행랑 하나
가 40~50칸이나 되는 것이 길가에 있기에 차가 어
디 있느냐고 물었더니 이것이 바로 차라고 한다. 보
니, 조금 전에 기다란 행랑이라고 생각하던 것이 차
이지 행랑은 아니었다.…… 양편은 모두 유리로 막
았는데, 장식이 찬란하여 눈을 부시게 한다. 차마다
모두 바퀴가 있어 앞차의 화륜이 한 번 구르면 여러
차의 바퀴가 따라서 모두 구르게 되는데 천둥 번개
처럼 달리고 비바람처럼 날뛰어 한 시간에 3~4백
리를 달린다고 하는데도 차체는 안온하여 조금도 요

문과 모화관 근처의 독립문 그리고 남대문으로 가서 지금의 서울역인

산천ㆍ초목ㆍ옥택(屋宅)

남대문 정거장에서 화륜차를 보고 종로로 돌아오는 강행군이었다. 경

ㆍ인물만이 보이기는 하나, 앞뒤에서 번쩍번쩍하므

복궁의 근정전 앞뜰에 피어난 풀과 처마에 깃든 새를 보며 더 이상 왕

로 도저히 걷잡을 수가 없다.

이 계시지 않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는가 하면, 경회루를 돌아보며 그 좋

동하지 않는다. 다만 좌우의

은 경치를 두고 쫓겨나다시피 떠나야 했던 왕에 대한 연민과 일본에 대
그이는 강릉의 집을 나서서 돌아올 때까지 연암이 연경 거리를 거닐며

한 분노를 표현한다.

가졌던 것과도 같은 무한대의 호기심으로 무장하고 다녔다. 특히 그이

13 0

가 서울에 머문 열엿새 동안은 더더욱 그랬던 것 같다. 하지만 그이가

조반 후에 구경차로 첨 나서서 제일 먼저 경복궁 구

서울에 머무는 동안 큰비가 내려서 나들이를 하지 못한 날과 몸이 아파

경코자 중학다리 건너서서 육조 앞에 다달으니 경

쉰 날을 빼면 정작 구경에 나선 것은 열흘 남짓이다. 서울에 다다른 첫

복궁 앞대문이 오운(五雲) 속에 높이 있어 한 글자

날, 지금의 교동(橋洞)에 방을 구했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 다음 날 지금

가 자리만큼 광화문이라 써 붙이고 그 앞으로 돌을

의 종로구 수송동인 수진동의 여관으로 옮겨서 하루를 더 쉬고 14일,

때려 낭간 짜고 낭간 아래 돌로 개 형상을 만들어서

일가붙이인 김해진의 집이 있는 한국일보 근처 중학동으로 간다. 김해

마주 앉혔는데 이름은 해태요 크기는 말 같더라. 그

진은 강릉에 살다가 서울로 이사를 했는데 친정 쪽으로 일가가 되는 한

앞으로 너른 길은 오마대(五馬臺)라. 좌우로 육조를

다리 김씨이다. 또 김해진의 안사람은 서당댁 딸인데 그의 시댁과 일가

세웠으니 지금은 거진 폐지되고 빈집만 남은 것 같

가 되는 이들이었다. 이로 미루어 『셔유록』을 쓴 사람은 김씨 성을 지

더라. 광화문 안 들어서서 근정전 앞 다달으니 문무

닌 것으로 보일 뿐 그이의 이름은 책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가 없다.

백관 조의하던 곳이로다. 문관 무관 패만 섰고 근정

추석이었던 그 다음 날인 15일, 약 세 첩으로 노독을 푼 그이는 김

전 앞문에서 전리(殿裏)을 들여다보니 임금께서 앉아

해진 씨 집에 가서 아침 조반을 한다. 아침을 먹은 후 종일 집에서 쉬

조의 받던 용상이 뚜렷한데 폐지한 지 여러 해라 섬

었다. 이튿날인 16일 아침을 먹자마자 맨 먼저 구경을 나선 곳은 경복

뜰에 풀이 나고 처마에 새가 나니 도리어 처량하다.

궁이었다. 그이의 기록에 따르면 집이 5만여 호, 인구는 20만 명이었던

그 집 제도 살펴보니 굉장하고 놀랍도다. 나라 인력

서울에서 그날 그이가 다닌 곳은 경복궁 일대와 서대문이라 했던 돈의

무던하네. 그 길로 사정전, 연생전, 강녕전, 함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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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태전 차례로 구경하니 궁궐도 굉장하고 수다하여

농사일을 섬기고 풍년을 기원하는 본보기를 보이던 곳이 있었다. 그곳

이름 다 알기 어려우나 그중 교태전은 우리나라 황

에는 아래위로 밭을 두었으며 동쪽과 남쪽에는 무(畝)를 두고 왕이 직접

후께서 거처하시던 집이라 더욱 찬란하도다. 그리

나서서 농사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기도 했는데, 이곳을 그들이 모범장

고 청연루, 융문루, 융무루, 경회루를 차례로 구경

으로 만든 것은 아닐까 싶기도 하다.

하니 궁전보다도 누각이 더욱 굉장한데 그중 경회루

그이의 일본에 대한 분노는 독립문에서도 마찬가지여서 “문밖에

는 제일 굉장하다. 기둥은 모두 돌기둥이요 이층집

썩 나서니 서편에 독립문 돌기둥만 남았거늘 물은즉 ‘일본 사람이 헐었

인데 상층에는 올라가지 못하게 하거늘 하층에서 구

다’ 하니 근들 아니 분할 손가”라고 한다. 그러나 지금의 서울역인 남

경하니 사방에 큰 연못을 파고 연을 심어서 잎이 피

대문 밖 정거장에서 본 화륜차는 일본이 이 땅에 가져온 것이지만 아랑

어 덮였는데 운치도 제일 좋다. 그러한들 쓸 데 있

곳하지 않은 채 개화된 문명의 상징으로 그이에게 자리 잡았던 모양이

나. 독립기관 이름으로 궁궐조차 폐지하니 그 나라

다. 서울에 머무는 내내 남대문 근처를 지날 때마다 화륜차 구경을 아

신민 된 자의 마음이 이렇듯이 통분한데 이 궁궐에

끼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계시던 우리나라 황상께서 여북이나 분탄하실까. 자

사실 화륜차는 앞에 말했듯 그이가 서울에 다다라 지금의 청량리

경전을 지나 경무대를 구경하니 전일 과거 뵈이던

인 홍릉 거리에서 처음 보았다. 물론 번갯불을 번뜩이며 달리는 전차

곳이라. 이것저것 모두 보니 처량한 마음 절로 생겨

또한 그곳에서 동대문까지 처음 탔는데 그 전찻길은 고종을 위해 놓은

이전 일이 꿈같더라.

것이었다. 명성황후를 잃은 아픔을 달래고자 고종은 홍릉으로 잦은 거

궁성 사문 구경하니 동편에는 건춘문, 북편에

동을 했고, 그것을 본 한성전기주식회사의 미국인 H. 콜브란이 능행길

는 신무문, 서편에는 영추문, 남편에는 광화문이라.

에 들어가는 경비와 시간 절약을 내세워 전차를 도입하자는 주장을 했

궁장 안이 너르기도 한량없다. 일본 사람 모범장(模

다. 이에 서대문에서부터 종로와 동대문을 거쳐 청량리에 이르는 8킬로

範莊)에

각종 실과나무와 여러 가지 채소를 모두 심

미터 남짓한 공사를 1898년 10월 17일에 시작해 12월 25일에 마쳤으며,

었으니 어이없기도 하려니와 분하기도 측량없네. 당

이듬해인 1899년 4월 초파일에 개통식을 했던 것이다. 그런 전차를 처

당한 대한제국 궁장 안에 일본사람 모범장이 어인

음 타보았으니 청량리를 떠나 삽시간에 동대문에 내려놓는 전차의 빠

일고. 궁궐을 돌아보니 황락한 빈집이라. 오호통재

른 속도와 번개같이 달아나는 화륜거는 그저 신기하고 놀라운 존재여

분하도다.

서 그이를 사로잡기에 모자람이 없었다.
그토록 놀랍던 화륜차의 모양을 이날 지금의 서울역에서 다시 보

일본은 1910년 경복궁 안에 있던 건물을 마음대로 헐어 왕궁 안에 있던

고 남대문과 종로를 거쳐 여관으로 돌아간 그이의 기록을 읽어본다.

전각들을 일본인들의 별장이나 요릿집 건물로 팔기도 했으니 그이가
갔을 즈음에는 이미 폐궁이나 다름없었을 무렵인 것이다. 또 그 경복궁
안에 모범장이 있었고 그곳에 각종 실과나무를 심었다고 하니 원예모
범장을 말하는 것이지 싶다.
그것은 일본이 1906년 지금의 뚝섬에 설치한 것이 그 처음이다.
본디는 1905년 10월에 우리가 농상공학교 부속의 농사시험장이라는 이
름으로 뚝섬에 각종 채소와 실과나무를 심어 우리의 토양에 적합한 품
종들을 개발하던 곳이었다. 하지만 이듬해 통감부의 요구로 원예모범
장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어찌 이름만 바뀐
것이겠는가. 그 후 원예모범장은 우리의 농업을 장악하기 위한 농업침
탈의 전초기지 역할을 했다. 그들 또한 농상공학교에서 하던 대로 우리
땅에 적합한 채소와 과실나무들을 실험하여 자국에서 농업이민을 오는
일본인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으니 말이다. 경복궁에는 1893년
신무문 밖, 지금의 청와대 앞에 경농재(慶農齋)와 대유헌(大有軒)을 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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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문 밖 정거장에 다다르니 인산인해 되여 신의주

길과 거리는 편편하고 곧고 발라서 규옥의 머리처럼

원산 부산 인천항에 왕래하는 화륜거가 들락날락 연

뾰족한 것도 없고, 을(乙)자의 목처럼 구부러진 것도

락부절 하는데 화통 소리는 벽력같고 빠르기는 번

없었다. 한 번 바라보면 막힘없이 툭 틔어서 먹줄을

개 같아 정신이 어지러워 어떻다 말 못하겠더라. 조

친 것 같았으며, 꺾어 돌아가는 데도 법도에 맞고

화도 무궁하다. 눈으로는 분명하게 보아도 형언하

능각(楞角)도 서로 어긋나지 않았다. 길은 맑고 깨끗

여 이야기하기 어렵도다. 남대문으로 들어오니 길바

하여 맨발로 다녀도 더럽지 않았으며, 큰비가 온 후

닥도 돌을 때려 이 맞추어 깔았으니 비가 와도 질지

에도 그다지 진흙이 미끄럽지도 않았다. 대개 물가

않고 바람 불어도 먼지 없데. 남대문 좌우 성을 헐

의 잔돌을 먼저 가져다가 이것을 땅 위에 깔고, 사

어 전차 다니는 길을 만들고 남대문은 뚜렷한 공중

토를 그 위에 편편하게 폈으니, 그런 까닭으로 비가

누각과 같고 문 안 문밖 좌우로 양옥집이 즐비하여

한 번 지나가자마자 곧 깨끗하게 되었던 것이다.

구름 밖에 이러는 듯 그중에 은행소는 온통 돌로 지
었는데 웅장하고 기려함은 시골 안목 놀랍더라. 종

이만하면 그이의 안목이 어느 정도인지 또 관심이 어느 곳에 가 있는지

로에 와 닿으니 자동차며 자행차며 인력거며 전차는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으리라. 그날 그이는 종로 거리를 지나며 “종이

래역부절하고 상점을 살펴보니 형형색색 기기괴괴

만 장이 있어도 보고 들은 것을 다 기록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기막혀서 말 못하겠더라. 사관(舍館)에 돌아와서 구

차라리 못 본 듯이 지나치고 말았다는 것이다. 짐작컨대 그 말은 사실

경한 것 생각하니 저승인지 인간인지 아득하여 형용

이지 싶다. 그 말 한마디로 나는 그이에게 흥미를 가지기 시작했으며,

못 하겠네.

그이의 호기심의 폭과 안목이 어떤 것인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이 땅에 자전거를 처음 들여온 사람은 윤치호라고 알려져 있다. 1881
년, 17세의 어린 나이로 신사유람단에 끼여 일본을 다녀오며 개화사상

천주교당 뾰족집과 화륜거 멀미

에 눈을 뜬 그가 1895년 미국유학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가져왔다는 것

경복궁을 구경하고 남대문과 종로를 둘러본 그이는 다음날인 8월 17일,

이다. 그 후 1905년에는 밤에 불을 켜지 않고는 자전거를 탈 수 없다는

대황제 폐하가 머무는 창덕궁의 돈화문 앞을 지나 창경궁이었지만 순

법령을 만들어야 했을 정도로 보급이 빨랐다고 한다. 하지만 자동차는

종 3년인 1909년에 동물원과 식물원이 들어서며 창경원으로 이름이 바

1911년 통계로는 고작 3대가 전부였는데 고종황제가 1903년에 들여온

뀐 동물원을 구경한다. 원앙새와 앵무새, 공작새와 칠면조 그리고 사자

것 한 대와 1911년 조선총독부에서 한 대 그리고 이왕직이 한 대를 소

와 낙타, 호랑이와 곰과 원숭이도 봤지만 그중 가장 흉측하게 생겨 보

유했다. 하지만 이 자동차들은 일반인을 위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자동

기도 싫은 것은 코끼리와 하마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이는 식물원

차를 구경 하기는 매우 드물었을 것이다.

으로 접어들면서 구경은 좋게 했으나 안타까운 심정을 감추지 않는다.

하지만 그이의 글 내용을 보자면 종로에 자동차가 눈에 띌 정도
로 오갔다고 하니 2년 사이에 많은 수의 자동차가 수입되었던 모양이

그 까닭은 식물원이 생긴 자리가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특별히 치르는
과거인 춘당대시(春塘臺試)를 보던 엄숙한 터였기 때문이다.

다. 1918년에는 자동차가 모두 212대였다고 하니 말이다. 자동차와 자
전거 그리고 전차에 놀란 그이는 길가의 상점을 둘러보면서 형형색색

그 이튿날 구경할 새 북송현 대안동 소안동 재동 원

으로 많은 물건들에 또다시 놀라서 기가 막혀 말을 잇지를 못한다고 쓰

동으로 돈화문 밖 다달으니 대황제페하 계신 창덕궁

고 있다. 그날 여관에 들어온 그이의 말이 걸작이다. “여관에 돌아와서

정문이라. 망견할 뿐이요 궁장 안에 경개는 어원(御

구경한 것을 생각해보니 저승인지 인간인지 아득하여 형용하지 못하겠

苑)

네”라고 했으니 마음속으로 지니고 있던 막연한 호기심보다 실제 눈으

이며 창송취죽이 옥유천에 가경이라더라.

로 보는 것들이 더욱 강했던 탓이리라.
앞서 이야기한 『일동기유』에도 지금의 동경인 강호성(江戶城)의 깨
끗한 길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중에 제일인데 이야기 잠깐 들어보니 청천백석
동편으로 종묘를 지나 흥화문 들어가서 동물원

을 구경하니 평생 보지 못하던 짐승 이름인들 다 알
손가. 앵무새 원앙새 공작새 칠면새며 서양쥐 서양
돼지며 사자며 낙타며 호랑이며 곰이며 원숭이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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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름 모르는 것 기록하기 어렵도다. 그중에 코끼

그러나 안상호는 1926년, 순종이 서거할 때까지도 전의촉탁으로 매일

리와 수마[하마]는 흉측하고 기막혀서 보기 도리어

순종을 진찰하였다고 하니 잃어버린 역사의 궁금증은 갈래만 더할 뿐

싫더라. 식물원 잠깐 가서 각색 화초 구경하니 그

이다.

역시 놀랍도다. 이곳은 전일 과거 뵈이던 춘당대(春
塘臺)인데

동식물원 될 줄 누가 알았으리오.

다음날인 23일에는 지금의 연건동인 연동에 있던 국립병원인 대
한의원 최상층에서 외과의 진찰을 받았다고 하지만 당시는 이미 병원
이름이 바뀌었을 무렵이다. 광제원과 대한적십자병원을 합해 만들어진

그 이튿날인 18일과 19일은 큰비가 내려 종일 여관에서 머물렀는데 마

대한의원은 1908년 10월 24일 순종 2년에 지금의 서울대학병원 자리에

침 19일은 친정 할머니와 시어머니의 기일이었다. 안 그래도 비가 와서

개원했으며, 일제가 강점을 시작한 다음부터 국호를 상징하는 대한이

심란한 데다 기일까지 겹쳤으나 객지에 나온 탓에 제사를 모시지 못하

라는 이름을 중앙으로 바꾸어 부르다가 1910년 9월 30일부터 조선총독

는 마음이 안타깝기만 하다. 20일과 21일은 몸살이 났는지 몸이 아파서

부의원으로 불리게 되었다. 지금 서울대학병원 안에 남아 있는 돔형 지

다시 여관에서 쉰다. 객지에 나와 하루가 아까운데 몸이 아파 구경도

붕을 한 시계탑 건물이 바로 그 본관 건물이다. 개원 당시 돔에 씌워져

하지 못한 채 돈만 쓰고 있는 자신이 또 안타깝다. 22일은 몸이 웬만했

있던 청동판은 일제가 전쟁을 치르는 동안 군수물자 조달을 위해 뜯어

는지 여식인 연아를 진찰하기 위해 교동 아래에 있는 안상호라는 의사

가버렸다. 그 후 내내 함석지붕으로 남아 있던 것을 지난 2001년에 다

가 운영하는 의원에 간다.

시 청동으로 바꾸어서 입혔으니 이래저래 그 건물은 일본과는 뗄 수 없

그이는 안상호가 일본에 가서 신식 의술을 공부하고 온 명예가 대

는 악연을 지닌 것이다.

단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여식의 진찰 결과에 대해서는 기록하

24일에는 다시 몸이 좋지 않아서 여관에 머물다가 밤이 되어서야

지 않았다. 혹시 그 안상호라는 인물이 그만큼 소문난 의원이었다면 고

새문 밖 예배당에 가서 예수교 연설을 듣고 왔다는데, 그것이 지금의

종의 독살사건에 언급된 그 안상호가 아닐는지 궁금한 일이다. 2004년

새문안교회(新門內敎會)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강북삼성병원과 정동 경향

6월, 일본의 향토사학자로부터 부산 외국어대 김문길 교수가 입수했다

신문 사이 고갯마루에 서대문인 돈의문이 있었고 이 문을 새문(新門)이

는 문건에 따르면, 고종은 1919년 1월 21일 일본의 사주를 받은 전의(典

라고도 했다. 또 그 고개를 새문고개라 불렀지만 도성을 중심으로 고개

안상호에 의해 비소를 탄 홍차를 마시고 독살됐다고 하니까 말이다.

의 안쪽을 새문 안, 밖을 새문 밖이라 했으니 그이가 간 교회가 새문안

醫)

교회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다. 당시 서울 장안에 큰 교회는 연동의 연
못골교회와 승동의 곤당골교회가 있었으니 이들 모두 새문안교회에서
갈라져 나온 것이다. 그 밖에도 1895년경에 새문안교회는 남대문과 서
대문 밖의 독립문 근처 모화관 일대에 예배처를 거느리고 있었다. 1907
년부터 1914년 사이에 새문안교회 출석 교인의 수가 205명이었는데,
모화관에 거주하는 신도의 수가 무려 64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
났으니 따로 작은 예배당이 있었겠다 싶기도 하지만, 모화관을 가려면
새문안교회 앞을 지나야 할 터인데 구태여 그곳까지 갔을지도 의문스
러운 일이니 어느 곳을 다녀온 것인지 궁금하기만 하다.
25일은 몸이 날아갈 것처럼 가벼워 종로를 지나 선교사이자 의사
였던 H. N. 앨런이 1885년, 재동(齋洞)에 왕립광혜원이라는 명칭으로
설립했다가 1904년 실업가인 L. H. 세브란스의 도움을 받아 남산 기슭
의 도동(桃洞)에 새로 세운 제중원에 가서 다시 여식인 연아를 진찰했다
고 하나 그 결과는 여전히 알 수가 없다. 지금의 세브란스 병원인 제중
원에서 나온 그이는 서울역의 화륜거 정거장에 가서 화륜차가 오가는
것을 보고는 병원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던 남관왕묘(南關王廟)로
향했는데 그곳은 관우의 영정을 모신 곳이다. 지금 종로구 숭인동에 있
는 것은 동관왕묘인데, 임진왜란이 끝난 후 선조 31년인 1598년에 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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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밖에 남관왕묘, 1602년에 흥인문 밖에 동관왕묘를 세웠다. 삼국지의

는 우리나라의 풍속을 조사하여 『조선풍속』이라는 책을 만들었다. 그곳

명장인 관우를 모신 사당이 우리나라에 있는 까닭은 명나라의 장수였

에 「전내(殿內) 및 영웅 숭배」라는 꼭지가 있는데, 전내라는 것이 관우

던 유격진인(遊擊陳寅)이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치르는 동안 관우의 혼

를 모신 관왕묘라고 밝히고 있다. 그 책에 따르면 남대문 밖에 있는 것

령이 남산에 머물며 군사들을 돌봐주었으니 그에 대한 예우를 다해야

은 생관왕묘, 동대문 밖의 그것은 사관왕묘라 하며, 정면에는 관우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에 명나라 군인들의 군신(軍神)을 섬긴다

모시고 양옆에는 왕보와 조누・관평・관흥의 목상을 높이 약 1장 정도로

는 목적으로 남산 기슭에 관왕묘를 세웠으며, 우리 조정에서도 그 비용

만들어 모셨다고 한다. 또 남묘의 관우상은 살아 있는 것이므로 채색을

의 일부를 감당했다고 한다.

하였다고 하고, 동묘의 그것은 죽은 모습이기 때문에 금칠을 했다고 한

비록 그이의 안목이 남다르기도 했을뿐더러 “옛날 임진년 왜란 시

다. 또 조선 사람들은 관우를 향해 빌거나 그 상을 몸에 지니면 아픈 사

에 관운장이 현성하여 우리나라 도왔으므로 이렇듯이 위하였다 하니

람이 낫고 자식을 얻으며 가문이 번창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며,

우리나라 사람으로 영웅사업 하고 보면 저보담도 더 위할 듯, 그 아니

묘안에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상주하며 사람들을 상대했다고 하니 짐작

좋은 일인가”라고 말하고 있지만 반드시 그 까닭만으로 남관왕묘에 갔

컨대 그이 또한 겸사겸사 남관왕묘에 들른 것은 아닐지 모를 일이다.

던 것인지는 궁금한 일이다. 요즘에도 중국에서는 관우를 재물과 복을

그이는 다시 남대문으로 들어와 정동 신작로를 걸어 덕수궁을 두

가져다주는 신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이다. 『열하일기』에서 중국의 관

루 구경하고, 지금 서대문 로터리의 대한적십자사 건물이 된 경기도청

제묘(關帝廟)를 본 기록이 있는데, 중국의 어느 곳이든 집이 서너 가구만

대문 앞의 다리를 건너 은행소(銀行所)를 지났다고 하는데, 남대문 안에

모여 있는 궁촌벽지라 할지라도 관제묘가 없는 곳이 없으며, 제를 올리

숱하게 많은 벽돌집 중 그 은행소는 너무도 굉장하여 어이없기까지 했

는 날은 민간의 참배가 극성스럽다고 했다. 우리나라 남관왕묘의 바람

다고 한다. 남대문에 있었다는 은행이라면 1907년 5월 당시 남대문로

벽에 걸린 그림이 그곳의 것을 모방했다고 했으니 우리라고 크게 다르

에서 2층 양옥으로 가장 번듯하고 화려하게 지었다는 대한천일은행은

지 않았을 것이다. 조선 후기 문인이었던 영재 유득공의 아들인 본예(本

아닐는지 모를 일이다. 대한천일은행은 후에 상업은행 또 최근에 우리

藝)

수헌거사가 썼다고 알려진 『한경지략』에도 남관왕묘는 관우의 영험

은행으로 이름을 바꾼 은행이다.

함을 빌려 사대부 집안의 부녀자들이 기도를 드리는 곳이라고 되어 있

26일은 종로를 지나 지금의 을지로인 구리개(銅峴)로 간다. 구리개

다. 이것은 이미 조선 후기로 접어들면서 관왕묘는 그 본래적인 신앙의

는 을지로 1가와 2가 사이인데, 황토로 된 흙이 질어서 멀리서 보면 햇

기능과는 또 다른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영조실록』

빛을 받은 그곳이 구리처럼 빛이 난다고 해서 그리 불렀으며, 운현(雲

에도 나타난다.

峴)이라고도

영조 37년인 1761년 12월에 동과 남의 두 관왕묘가 음사(淫祠)의

(苧洞)을

했다. 그곳에서 벽돌로 지은 상점들을 구경하고 다시 저동

지나 진고개(泥峴)로 가서 일본인들이 몰려 사는 왜관을 둘러보

성격을 강하게 띠게 되어 그러한 행위들을 금지시켰다는 것인데, 음사

는데, 없는 것 없이 가득 쌓인 물건들을 보고 놀란 입을 다물지 못한다.

란 것은 나라에서 정해놓고 섬기는 신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행위를

일본의 민간인들이 정식으로 서울에 거주하기 시작한 것은 1884년 3월

말한다. 그것은 전래되어오는 토속적인 민속신앙을 일컫는 것이고, 대

일본공사관을 건축할 때였다. 이듬해 2월 ‘조일통상장정’이 체결된 후

개 무당들이 모시는 제의를 말하는 것이다. 이는 곧 재물을 바라는 사

본격적으로 일본인들이 서울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들은 그들의 공

람들이 관우를 재물신으로 간주하여 그에게 재물과 복을 빌었던 것이

사관이 있던 진고개 일대에 집단 거주를 시작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10

며, 이는 이능화가 쓴 『조선도교사』의 아래와 같은 글을 통해서도 알

년 후인 1894년 3월 이곳을 방문한 영국의 I. B. 비숍 여사가 『한국과

수 있다.

그 이웃나라들』이라는 책에 이 왜관에 대한 기록을 남겼다.
우리 조선인이 관성제(關聖帝)를 재신으로 받들며 그

남산 비탈에 단조롭고 수수한 흰색 목조의 일본공

소상을 경성종로의 보신각 곁에 모셔 이로써 시가를

사관 건물이 위치하고 그 앞쪽에 근 5000명이 살고

지키게 하고 있다. 또 매년 10월에는 시정상가는 남

있는 일본인 거류지가 있다. 다방도 있고 극장도 있

묘에 고사하여 돈을 많이 벌리는 것을 기원하는 것

으며 그밖에 각종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그곳

은 모두 중국에서 전래한 습속이다.

은 조선인 거리와는 대조적으로 점포와 주택이 들어
선 가로는 깨끗하고 말끔하다. 얼굴을 가리지 않은

또 그이가 관왕묘에 가기 4년 전인 1909년 조선총독부의 중추원에서

13 8

여인들이 허리띠를 두른 긴 일본 옷을 입고, 남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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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모두 나막신을 신은 채 일본에서와 같이 자유롭

은 말 그대로 고갯마루에 종이 매달려 있었으며, 따로 남현 혹은 북달

게 살고 있다.…… 일본인 거리에는 은행도 우편국

재, 북고개라고도 불렀다. 이곳에 종이 달려 있었던 까닭은 임란을 피

도 있어 훌륭히 경영이 되고 있다.

해 있던 선조가 한양으로 되돌아오자 오경 삼점인 오전 4시와 일경 삼
점인 오후 7시경에 울리던 종과 종루마저 불타고 없었다. 그러자 중종

당시 우리 여인들은 장옷으로 얼굴을 가리다시피 했는데 일본 여인들

당시 숭례문으로 옮겨놓았던 원각사의 대종으로 대신 오경 삼점의 파

은 기모노를 입고 얼굴을 가리지 않은 것이 비숍의 눈에 띄었던 모양

루(罷漏)와 일경 삼점의 인정(人定)을 알리는 종을 쳤다고 한다. 그러던

이다. 비숍이 다녀간 후 1895년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를 하자 중

중 1597년 명나라의 장수인 양호(楊鎬)가 한양으로 오면서 종현 근처에

국 상인들의 상점까지 일본인들이 차지하여 진고개 일대에는 일본인들

진을 치자 숭례문에 있던 종을 종현, 즉 북고개 마루로 옮겨 달아 파루

이 득시글거릴 만큼 많았다고 할 수 있다. 일제강점 당시인 1910년 9월

와 인정을 알렸다. 그 후 광해군 11년인 1619년 4월에 원각사 종이 원

말 서울에 살고 있던 일본인의 수가 8794호 3만4468명이었으며, 이들

래 있던 자리인 종로 네거리의 종각으로 되돌아가기까지 그곳에 종이

대부분이 왜관을 중심으로 그 터전을 잡았던 것이다. 이에 용산이나 영

있었던 까닭으로 그곳을 종현이라고 했던 것이다.

등포 일대의 일본인까지 합하면 그 수는 4만 명이 넘을 것이라고 하니,

그이는 뾰족집을 보고 장안에서 벽돌로 지은 집 중에 그중 높은

당시 서울 인구의 5분의 1 정도가 일본인이었다는 이야기다. 그에 비해

집이라고 했으며, 그곳의 고갯마루에서 성안을 굽어보면 넓은 장안이

중국인의 수는 1893년에 3000명에 이르던 것이 1897년 2월에는 1273

눈 아래에 펼쳐져 있다고 했는데 그 풍광을 두고

명, 1910년에는 1828명에 불과하게 되었다.
일제강점기의 상권은 그나마 종로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인, 소공

즐비한 궁궐은 옛 모습대로 웅장하고 층층한 양옥집

동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인 그리고 일본인이 중심이 된 진고개 일대로

은 문명태도 분명하다. 오만여 호나 되는 집들은 모

나뉘었지만, 1904년 러일전쟁이 끝난 후 일본인들의 기세는 더욱 등등

두 기와집인데 즐비하고 총총한 모양이 마치 하늘의

해져서 지금의 충무로와 남대문 그리고 명동과 회현동으로 자신들의

별과 같고 계곡의 돌과 같다.

상권과 거주 지역을 넓혔던 셈이다. 그들이 본격적인 강점을 시작하고
마을의 이름을 자기네 식으로 바꿀 때 그 일대가 중구로 되었으며, 진

고 한다. 그날 밤 우미관에서 활동사진을 보고 가로등이 환한 종로거리

고개 일대를 본정통(本町通)이라 했는데 그것은 일본인들이 많이 사는

를 걸어 여관으로 돌아왔는데 길가의 장명등이 성월(星月)을 희롱하고

그곳이 서울의 중심이라는 뜻에서였다. 하지만 강점에서 벗어나 다시

전차 위에 달려 있는 맑고 맑은 전기등은 일월(日月)이 왕래하는 듯 형

우리 식으로 동명을 바꾸면서 그곳은 충무로가 되었다. 그 까닭은 임진

용하기 어렵다고 한다. 종로거리에 전등을 처음 매달고 불을 밝힌 것은

왜란에서 가장 많은 왜군을 물리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지금의 인현

1900년 4월 10일이다. 처음에는 전등 세 개를 밝혔다고 하며, 일반 가

동인 건천동(乾川洞)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다.

정집에 전깃불을 밝힌 것은 다음 달인 5월 진고개가 처음이었으며, 전

여하튼 그 거리를 걸으며 2층으로 된 돌집인 총독부를 보는 그이

등 하나의 밝기가 촛불 열 개 정도의 밝기였다고 한다. 그이에게는 전

의 마음은 편치 않다. 그 건물은 처음에는 공사관이었다가 통감부 그리

기 또한 화륜차 못지않은 문명의 상징처럼 여겨졌을 것이지만, 그래도

고 강점이 되고 나서는 총독부로 변했으니 점입가경인 그들의 정책에

그날 보고 들은 것 중 활동사진이 가장 신통하고 기묘하다며 잠이 들었

분하기만 하다고 한다. 진고개의 왜관을 거닐며 그이가 보여주는 것은

다. 그날 본 활동사진은 석수장이가 구루마에 돌을 싣고 가는 장면과

두 가지 입장이다. 하나는 많은 산물이나 문물에 놀라는 것이고, 다른

일본이 아라사(俄羅斯)와 전쟁을 하는데, 포성이 천지를 진동하고 보병

하나는 아무리 그렇더라도 일본인들은 역시 못마땅하다는 것이다. 그

과 말을 탄 병사들이 서로 싸우다가 양옆으로 달아나는 장면 그리고 서

이가 진고개의 일본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까닭은 본디 진고개며 명동

양의 어떤 나라에 하얀 눈이 수북하게 내린 장면이라고 한다. 아라사는

그리고 구리개의 모든 상점이 조선 사람들의 것이었으나 점점 일본 사

아국(俄國)이라고도 불리던 러시아를 일컫는 말이며 1904년에 치러진

람들이 그곳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정당하지 않았기 때

러일전쟁이 영화의 주제였을 테고, 그것은 일본이 자기들의 정당성과

문에 그들이 장사하는 태도를 따르기가 어렵다며 반감을 표하고 있는

위대함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었지 싶다. 27일은 지금의 견지동인 전동

것이다.

(典洞)

다음에 들른 곳은 종현(鐘峴)의 천주교당 뾰족집이다. 그곳은 처음
에는 종현성당이라 불렀으며, 후에 명동성당으로 불리는 곳이다. 종현

14 0

비단 상점을 시작으로 구경을 시작하는데, 옷감이 지천으로 있는

것을 보고 놀라지만 돈이 없어서 사지 못한다며 대신 실과 바늘 그리고
아이들의 댕기와 같은 잡동사니를 사며 흥정을 벌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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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이는 축현정거장에서 화륜거를 기다리는 동안 가군이 말해주는 부산
항과 부산정거장 그리고 그 밖의 항구들에 대해 강한 호기심을 나타내
는데 생각이 자못 크다.
그이의 생각은 남대문 정거장에서 부산 정거장까지 화륜차를 타
고 가서 구경을 하고 다시 화륜선을 타고 주문진으로 가서 강릉의 집으
로 가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 구경도 못 한 여인네들이 많은데 자기
의 욕심이 대단하고 또 어릴 때부터 가마멀미를 하던 터라 이천 리나
되는 그 길을 윤거(輪車)와 윤선(輪船)을 번갈아 타는 것이 감당이 되지
않을 거라며 생각을 접고 만다.
그날 밤,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내는데 우선 가로등이 환하게
켜진 종로거리를 다시 구경하고는 밤늦게까지 대사동의 연흥사(演興社)
에 가서 기생 소리와 춤 그리고 광대들이 재주 부리는 것을 구경했다.
연흥사는 1907년 지금의 종로구청 자리인 절골(寺洞)에 있던 장윤식의
집을 고쳐서 만든 극장인데, 처음에는 판소리와 같은 것을 공연했으나
1910년 이후에는 신파극을 주로 공연했다고 하니 그이가 본 것 또한 신
파극이지 싶다.
그 후에는 시내에 있는 학교들을 구경 다니는데, 그이는 서울 구경을
하는 중에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모습이 제일 귀하고 반갑다고 했을 정

그 길로 전차를 타고 종로에 내려 수진동 여관에 와

도로 학구열이 높았다.

서 해를 보니 아직 석양천은 멀었더라. 서울서 인천

드디어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인 28일은 종로에서 전차를 타고 남

이 몇 리인지 물으니 80리라 하는데 가서 구경하고

대문 밖 정거장으로 가 그곳에서 드디어 증기를 뿜어대는 화륜차를 타

돌아와도 해가 높이 있으니 빠르기도 한량없거니와

고 인천으로 향한다. 전차가 아닌 화륜차는 눈으로 보기만 했을 뿐 타

천하만국 교통하나 이 시대에 없지 못할 것이로다.

기는 이날이 처음이었다. 용산에서 노들강 그리고 한강에 무지개처럼

의주천리, 부산천리를 하룻밤에도 가고 하루낮에도

놓인 쇠곱다리를 덜컹거리며 지날 때까지만 해도 좋았으리라. 그러나
___

등 와사등이 휘황찬란한데 그중에 활동사진하는 우

를 지날 무렵 그만 여식과 함께 멀미를 하고 말았다. 주안과 축현 정거

필자가 『셔유록』을 처음 읽었을 때

미관 전기등이 제일 많더라.

장을 지나 인천에 닿을 때까지 죽을 고생을 한 그이는 마침 비가 내리

는 2000년대 초반이었다. 그때까지

는 바람에 연아와 함께 역전의 국숫집 뜨뜻한 방에 들어가 멀미도 달랠
겸 한참을 누워 있었다. 비가 그치자 국수 한 그릇을 먹고 구경을 나서

만 하더라도 『셔유록』을 쓴 주인공
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그 후 한

이만하면 그이를 여장부라 불러도 모자람이 없지 싶다. 하지만 아쉬운

언론사에서 필자를 밝혔다고 하는

점은 그이가 서울에서 맞닥뜨린 문명의 이기나 개화된 모습에 대한 입

데, 여전히 이름은 알 수 없다. 다

장의 깊이이다. 일본에 의해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

또 항구에 나가서 중국의 상해로 가는 화륜선(火輪船)이나 풍선(風

만 글 속에 가군으로 등장하는 글쓴

과 울분을 표하고는 있지만, 많은 부분 그것은 일차원적인 것에 머물고

비롯한 각종 배를 보고는 항구의 번화한 모습이 어이없고 기가 막

이의 남편은 호를 춘인(春人)으로 사

있다. 책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것은 나라를 빼앗은 일본에 대한 강한

힐 정도였다고 한다. 멀리서 월미도를 바라보고는 축현 정거장에서 고

용한 최동길(1862~1936)이며, 부인

적대감, 나라를 잃은 것에 대한 비애와 울분 그리고 새로운 문물에 대

동소리를 우레같이 울리며 달려온 화륜거를 타고 남대문으로 돌아왔

김씨는 1832년 6월 15일에 태어나

는데, 인천 또한 벽돌집이 장안과 다를 바 없이 많았다고 한다.
船)을

다. 그이가 구태여 인천으로 간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인천이 개항
과 함께 서양의 문물이 물밀듯 밀려들어 오던 곳이었으며, 반대로 세계
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지 싶다. 또 화륜거를
타고 하루에 가볼 만한 곳 또한 서울에서는 인천이 가장 가까웠던 까닭
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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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다더라. 그날 밤 종로에 나와 등불 구경하니 전기

처음 탄 화륜차가 워낙 번개같이 내달리는지라 영등포와 오류동, 소사

1941년 6월 22일 80세를 일기로 영
면했다고 한다. 또 부부를 따라 길
을 나섰던 기특한 딸 연아는 1899년

한 적극적인 관심과 희망이다.
그이는 그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 배워야 한다는 명제를
내세운다. 신문물과 신교육 그것만이 그들을 몰아내고 잃어버린 나라

출생으로 서울 여행 당시 14세였으

를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여겼던 것 같다. 그러나 더 깊고

며, 후에 결혼했으나 1917년 9월 6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은 나의 욕심일 뿐 당시의 상황에 이만한 글을 남

일에 숨을 거둔 것으로 밝혀졌다.

겨놓은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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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두 할머니 이야기 그 두 번째

／

글과 사진. 이지누(본지 편집장)

꽁치구이와
맞바꾼
부부 사진

양양의 어성전에서
18세에 시집온 윤재옥은
대관령 아래 첫 마을인
어흘리에 살았던 분이다.
그이를 처음 만난 것은
1995년 10월이었고,
마지막으로 만난 것은
2006년 가을이었다.
1995년 당시 79세였으니
살아 계시면 100세이겠지만
안타깝게도 그이는 세상을
떴다. 그이가 살던 집은
강릉에서 대관령 마루로
오르는 초입의 마방
바로 뒷집이었다.

20여 년 전, 대관령 위 옛길로 들어가는 길은 거짓말처럼 이랬다. 지금은 신작로처럼 넓어져서 정감이 없다.
1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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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령 마방 뒷집
강릉에서 대관령박물관 앞, 굴면리 제민원을 지나 대관령으로 오르는
시멘트 포장길로 20분 남짓 걸으면 산간마을이 나타난다. 그곳은 어흘
리이며, 길 오른쪽으로 보이는 마당 너른 집이 예전에 마방(馬房)집이었
다. 마방은 외양간이나 마구간 시설을 갖춘 주막집이다. 강릉에서 어흘
리까지는 제법 먼 거리여서 대관령을 오르려면 대개는 이 마방집에서
하루를 묵었다. 그 후 여러 사람이 모이면 이른 아침에 출발하여야만
산길로 들어섰는데, 그래야만 짐승은 물론 화적들을 피할 수 있었기 때
문이다. 횡계 우시장으로 소를 팔러 가는 사람들도 이 마방집에서 야무
지게 채비를 하곤 했다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중간에 소를 잃어버리
는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소장수 한 명이 열 마리에 가까운 소를 끌고
대관령을 올랐다고 한다. 그것도 신작로가 아니라 구불구불한 오솔길
을 걸어서 말이다. 그러니 채비를 소홀히 할 수 없다. 그 때문에 소장수
들은 우시장이 열리기 며칠 전부터 마방집에 자리를 잡고 소에게 입혀
서 서로를 묶을 수 있는 옷처럼 생긴 것들을 짚으로 엮었다고 한다. 그
러니 어흘리 일대는 언제나 대관령을 오르내리는 사람들로 득시글거렸
으며, 그 많은 사람을 상대로 마을 사람이 펼쳐놓는 작은 장도 섰다고
한다. 그러나 말이 장이지 노점에 불과했을 뿐이지만 산중을 오가는 사
람들에게는 더없이 귀한 장터였다고 한다. 윤재옥 할머니의 집은 바로
그 마방 뒷집이었다. 그러니 그이도 더러 노점을 펼치기도 했고, 마방
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면 일을 거들기도 했다. 그러나 그이는 시아버
지가 목상을 했기에 배곯을 일 없이 살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장사를 하
지는 않았다. 다만 앞에 말한 것처럼 짚으로 소에게 입히는 옷을 만들
어 소를 끌고 오솔길을 올라가는 소장수들의 모습은 하도 신기해서 기
억하고 있는 것이라 했다.
그이가 살던 집은 시집온 후 시아버지가 뚝딱거려서 지은 집인데
처음 사흘 동안은 방 안에서 마당으로 나오지도 못했다. 시아버지가 하
도 엄하게 꼼짝 말라고 해서 그렇게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
흘이 자신의 인생에 주어진 유일한 휴가였다. 사흘이 지나자마자 열여
덟 나이에 집안 살림을 맡아야 했는데, 그 후로는 단 하루도 맘 편히 쉴
수 있는 날이 없었다는 것이다. 사실 방 안에 있었던 그 사흘도 어렵기
는 마찬가지였다. 밖에서 어른들이 시도 때도 없이 들락거리고 있으니
갓 시집온 새색시는 몸 둘 바를 몰랐다는 것이다.
그렇게 남편과 사이에 자식 다섯을 두었지만 위로 셋은 모두 돌을
넘기지 못하고 저세상 사람이 되었고 딸 하나와 아들만 남았다. 딸은
대구로 시집을 가고, 아들은 같이 사는데 며느리는 산골 살림이 갑갑했
는지 사내자식 둘을 낳고는 온다 간다 말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그래서
손주들은 애지중지 당신의 손으로 키웠고, 아들은 특출한 기술이 없어
서 허드렛일에 품을 팔아서 근근이 살아가는 형편이었다.
초가을, 햇살 담뿍 머금은 빨래가 바람에 펄럭이고 속바지 차림의 할머니는 마당의 은행나무 아래 평상에 나와 앉았다.
14 6

각종 도구들을 한곳에 모아 태우는 굿이다. 더구나 4월 보름날 베어서 단오제 기간 내내 모시고 다니던 신목마저 태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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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최돈천 씨가 강릉으로 마실을 갈 참인지 옷을 갈아입고 나섰다. 버스를 타려면 큰길까지 20분은 걸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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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버섯과 연고
그이를 만나고 돌아온 후, 자꾸 그이의 메마른 오른팔이 생각났다. 가
을로 접어들면서 건조해진 날씨 때문인지 이야기하는 내내 툭하면 긁
어대곤 했기 때문이다. 그래 옷을 걷어 올리고 팔을 보니 마치 거북등
처럼 갈라져 있었다. 그 모습이 마치 목에 걸린 가시처럼 마음에 걸렸
다. 아무래도 안될 것 같았다. 솔직히 그이의 팔보다 내 마음이 불편한
것을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다시 길을 나섰다. 가는 길 내내 안개가
온 산하에 가득했다.
대관령을 넘기 전, 횡계에 들러 약을 비롯해 두부와 같은 신선 식
품들을 사서 비닐봉지에 담아 들고 그이 집을 찾았다. 첫인사는 왜 평
일에 일은 안 하고 놀러 다니느냐는 식의 타박이었다. 그이가 보기에
평일에는 일을 해야 하는데 사무실에서 일은 안 하고 밖으로 나왔으니
놀러 다니는 것으로 여겨진 모양이었다. 그이가 나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을 본 적도 없을 터이니 당연한 일이다. 설명을 시작하면 한도 끝
도 없이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아예 시작도 하지 않았다. 그이는
‘전국노래자랑’의 사회자인 송해를 보고 매주 여자들과 놀아난다며 불
한당이라고 하는 정도였기 때문이다.
그러니 굳이 말을 시작하지 않은 것이다. 대신 살갑게 너스레를
떨며 다 먹고사는 방법이 있으니 할머니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며, 팔을
좀 보자고 했다. 연고를 꺼내 팔에 바르자 빈말일 것 같지만 시원하다
며 좋아하시더니 이내 마당에 작은 화로를 꺼내고 숯을 옮겨 담으란다.
부엌 아궁이의 숯을 꺼내 화로에 옮겨 담자 석쇠를 걸치고는 냉장고에
서 봉지 하나를 꺼내 오셨다. 그러고는 석쇠 위에 척척 걸쳐 올리는데
송이였다. 처음 만난 날도 그랬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그이는
마당에 화로를 꺼내고 석쇠를 걸치더니 송이는 구워야 제맛이라며 아
들이 캐 온 그 귀한 송이를 구웠었다. 거기에 마당에서 자라는 앵두로
담근 술까지 곁들였으니 산골 마을이 아니면 그 어디에서도 누리지 못
할 호사였다. 그런데 오늘 다시 송이를 굽는 것이 아닌가. 그때처럼 좋
은 송이가 아니라 상품으로 팔지 못하는 다 핀 송이여서 오히려 미안하
다면서 말이다. 마실 다녀온 아들과 함께 몇 순배 잔을 돌리고 난 후에
야 자리가 끝이 났다.
집 앞 계곡을 거닐며 술이 깨기를 기다렸다가 이제 그만 가야겠다
고 했다. 그러자 할머니가 두 번 봤을 뿐인데도 뜻밖에 “인자 가마 또
언제 오나”라며 아쉬움을 꺼냈다. “금방 또 오죠 뭐. 저거 뭐지, 그 할
아버지하고 사진 찍어 달라면서요. 가을 가기 전에 한 번 더 올게요.”
“참말로 같이 사진 찍을 수 있는가. 영감도 없는데.” “기다려보세요.
내가 이래도 구르는 재주는 있으니까 어떻게 찍어볼게요.” “그래주마
고맙소. 그거 한 장 없는 기 마음에 걸리나 말이오.” 할머니와 그렇게
정이 들기 시작했다.
늦가을, 할머니에게로 가는 이른 아침은 항상 안개에 잠겨 있었다. 나무는 나무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말이다.
15 0

151

사진과 바꾼 꽁치구이
그날, 할머니 집을 돌아 나오다가 뒤돌아보니 모자가 같이 문간에 나와
섰다. 당신 집에 다녀가는 사람을 배웅하는 것이리라. 그런데 나는 그
모습에 반하고 말았다. 물론 옆에 보이는 사진은 내가 본 그 순간을 본
다음, 좀 더 가까이 서라고 재구성을 하여 찍은 것이다. 하지만 이 사진
도 처음 본 그 순간 못지않다. 아직 두꺼운 옷을 입지 않아도 되던 이날
이후, 한 달여가 지나서 다시 할머니 집을 찾았다. 내가 사진 찍는 사람
인 걸 알게 된 할머니가 부탁을 한 것이다.
그 부탁은 당신과 할아버지가 함께 찍은 사진이 없는데 그걸 만
들어줄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마침 마당을 쓸고 있던 할머니는 반색을
하며 반겼고, 방으로 들어가서 그이가 가지고 있는 앨범을 모두 뒤졌
다. 할아버지 사진은 단 한 장이었다. 그 사진과 할머니 젊었을 때 사진
을 펼쳐두고 고민을 했다. 이 사진들을 서울로 가져가서 감쪽같이 합성
을 할까 어쩔까 하고 말이다.
그러다 사진 두 장을 들고 마당으로 나갔다. 그러곤 집의 흙벽에
난 틈을 찾아 사진을 끼웠다. 찰칵거리며 서너 장의 사진을 찍고 다시
두 사람 사진의 위치를 바꿔 다시 서너 장을 찍었다. 그 모습을 물끄러
미 바라보던 할머니가 “그기 뭐하는 거래”라면서 궁금증을 나타냈지만
모른 체하고 사진은 다음에 갖다드리겠다고 했다. 부랴부랴 서울로 돌
아왔다가 사진을 만들어서 일주일 후에 다시 할머니 집을 찾았다. 너덧
장의 사진을 불쑥 내밀었고, 할머니는 그 사진을 쓰다듬듯 만졌다. 한
참을 만지시더니 불현듯 “오늘은 꼭 밥 먹고 가래” 하면서 분주히 준
비를 하셨다. 아들도 사진을 들여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어머니를 도와
밥을 지었다.
마침 오늘 만물상 차가 다녀갔다며 미리 사둔 꽁치도 화롯불 석쇠
위에 올렸다. 할머니가 느린 걸음으로 부엌과 마당을 오가는 사이, 굵
은소금이 불에 튀는 소리를 내며 꽁치가 맛나게 익었고, 그 곁 석쇠 끝
에 올려둔 된장찌개는 아까부터 보글거렸다. 아들이 밥상을 들고 방으
로 들어왔지만 할머니는 상에 밥을 올리지 않았다. ‘아들님’ 맛나게 드
시라고 하면서 당신은 밥을 물에 말아 신 김치 한 쪽으로 먹을 뿐 꽁치
에도 젓가락을 대지 않았다.
식사를 마치고 내가 사진을 찍자고 했다. 할아버지하고 찍은 사
진은 없으니 아들하고는 원 없이 찍어두라고 꼬드긴 것이다. 머리가 시
리다고 언제나 두르고 있던 수건도 벗고 꾀죄죄한 스웨터도 갈아입었
다. 그런데 말이다. 도통 바지는 갈아입지 않으신다. 그래서 정말 바지
가 그거 한 벌밖에 없는 줄 알았다. 그러나 할머니 방에는 바지가 수두
룩했다. 모두 같은 무늬의 바지가 말이다. 그래서 한 번 웃고, 또 사진
을 찍어서 암실에서 인화를 하다 보니 어쩌면 모자의 얼굴 길이가 그렇
게 닮았는지 웃음이 절로 났다.
1995년에 찍은 할머니와 아들 최돈천 씨. 지금은 모두 이 세상 사람이 아니지만 두 사람은 몹시 살가운 모자였다.
15 2

153

15 4

할머니가 마당 가득한 낙엽을 쓸어내고 있었다. 안 그래도 굽은 허리가 몽당 빗자루로 마당을 쓰느라 더 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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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는 1980년 즈음해서 돌아가셨다. 같이 찍은 사진 한 장 없다 해서 찍어드린 부부 사진이다.
15 6

옆의 사진들을 갖다드리자 사진을 쓰다듬듯 만지다가 오늘은 무조건 밥을 먹고 가라며 밥 지을 준비를 서둘렀다.
157

밥을 한 번 지으려면 꼬부랑 허리를 한 할머니가 부엌에서 마당의 수돗가를 열 차례는 더 드나들어야 한다.
15 8

뒤란으로 나가는 부엌문에 새겨진 문양은 기름틀이다. 문을 떼어 산초기름과 같은 것을 짤 때 사용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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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0

부엌 바닥은 왜 그리 깊은지 작은 키에 허리까지 꼬부라져 부엌 드나드는 일이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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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

아들이 앞서고 할머니가 뒤따른다. 마당에서 쌀을 씻어 부엌으로 가는 길이다.

163

아궁이에서 숯을 빼서 화로에 옮겨 담고는 공사장에서 자갈을 걸러내는 철망을 석쇠 삼아 꽁치를 구웠다. 깊은 산골에서 꽁치
를 구경하다니 의외였다. 알고 보니 만물상이라고 불리는 부식차가 아침에 다녀갔는데 괜히 꽁치를 사고 싶었단다. 그래서 한
손을 샀는데 내가 온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내가 그랬다. “할매, 이 꽁치하고 사진하고 바꾸마 되겠네.”

아들이 들고 들어오는 밥상의 밥이 고봉밥이다. 두 그릇 중 한 그릇은 내가 먹었는데 꿀맛은 비할 바가 아니었다.
1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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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는 결코 밥상에 밥을 올리지 않았다. 밥상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앉아서 드시는데 반찬은 신 김치 쪼가리가 전부였다.
꽁치는 구워서 아들 밥상에 모두 올려주고 말이다. 그게 한 번이 아니었다. 10년이 넘도록 그 집에 드나들면서 매번 그렇게 드
시지 말고 밥을 올려서 같이 드시자 해도 그때마다 손사래칠 뿐, 결코 올리지 않았다.

식사 후에 사진 한 장 찍자고 했다. 머릿수건도 벗고 스웨터도 밝고 예쁜 것으로 갈아입으니 절로 미소가 좋다.
1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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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찍을 때는 몰랐는데 암실에서 웃음이 터졌다. 아들이 할머니를 빼다 박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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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그래 살았소”
“그날, 내가 방에 들어가 가마이 앉아 있으니 영감이 들어왔데. 그래

“나는 시집와서 친정에 두 번밖에 못 가봤다 말이오. 오자마자 갓 시무

뭐, 족두리 벗기고 그랬지. 그때 영감이 우리 어려운 집에 시집왔으니

살 넘기고 한 번 가보고, 또 이삼 년 있다가 한 번, 그기 전부지. 요새하

우리 잘해가지고 잘살고 끝끝내 해로하지 이랬는데 고마 영감이 먼저

고 달라서 친정은 마음으로는 가까운데 항상 못 가니 그거보다 먼 데가

가버려서 맴이 편치가 않아, 그래 영감이 그럴 때는 난 꿀 문 벙어리지

또 없소. 우리 친정 어머이 돌아가싯다는 소식 듣고도 못 가봤으니 그

뭐. 암 말도 못하고 가마이 앉아 있었어. 영감이 무섭기도 하고, 뭐가

래 먼 데가 또 어디 있겟소. 그때 하필 장질부사라는 돌림병이 돌았는

뭔지 알기나 하나. 그때부터는 내가 영감한테 매인 사람이니 영감이 죽

데 어머이가 그거에 걸렸다 말이오. 친정은 아무리 없어도 농사지어놓

으라 하마 죽고 살라 하마 사는 기지 뭐. 하다못해 시늉이라도 해야지

은 나락 베고 죽을 정도로 농사를 꽝꽝 지었는데 어머이는 낟알을 산더

뭐. 그래 가주고 사흘을 신방에 있었어.

미처럼 쌓아놓고도 굶어 죽었지 않소. 그거는 생각만 해도 원통하고 분

밖에 나갈라 하믄 시아버이가 못 나오게 해. 사흘을 꼬박 밥 받아

통이 터진다 말이오. 그러이 소식은 들어도 이 산중에서 내가 뭘 어쩌

묵어가마 방에만 있고 부엌일이고 뭐고 집안일은 일체 손도 못 대게 했

겠소. 나는 이미 남의 집 사람인데… 이 집이 내가 시집오고 얼마 안 있

으니 평생 이런 갑다 했더이 어데, 그기 인자 앞으로 평생 고생할 꺼이

다 지은 집이라 말이오. 그때 일본 놈들이 신작로 닦는다고 지랄을 할

니 한번 호강하라 이 말이야. 그래 사흘 지나고부터 집안일을 했는데

때가 있었다 말이오. 새벽마다 마을 사람들 전부 델고 가서 일 부려 먹

일이 얼마나 호된지 영감한테 속 썩이믄 내가 내빼 갈끼니 잘하라고 했

고 저녁에는 그 현장에다 그냥 버려둔다 말이오. 왜 그러냐 하믄 아침

어. 그래도 우리 영감은 산에만 살던 사람이라 간혹 부애 날 짓은 해도

에는 일을 마이 부려 먹을라고 집집마다 차로다가 모셔가고, 저녁에는

속 썩인 적은 없었어.

걸어서 가라고 공사 현장에 버려두이 참 나쁜 놈들이지 않소. 그때 신

그래도 생각해보오. 이 산골에 뭐 양슥 할 꺼이 있겠나 말이오. 이

개척이라고 해서 마을을 다 새로 짓다시피 했어. 동네를 새로 꾸민 거

아래 내려가믄 성산이라고 안 있소, 그기 지나믄 구산 그 아래쪽으로

지. 낡은 집들은 헐고 새로 짓고 그랬는데 이 집도 그때 새로 지은 집이

논농사도 하지만 그 위로 이쪽은 논농사도 아예 없어. 그러이 이짝에

라. 시아버이가 뚝딱해서 지었는데 여태 안 무너지고 잘 있으이 고마운

논이라고는 구경하고 죽을라 해도 없다 말이오. 그러이 양슥은 밭농사

일이잖소.

가 전분데 첨에는 밭뙈기도 별로 없었다 말이오.

저 집 앞에 우물 안 있소, 저 우물이 대관령 질 댕기던 사람들 약

시아버이하고 영감이 산판에도 다니면서 벌목도 하고 목도질도

수라. 전부 저 앞에서 앉아서 물 떠먹고 그랬는데 신작로 생기고 나이

하고 또 한때는 목상도 하고 그랬는데 그 일 해서 나오는 돈 조금씩 있

사람들이 이 질로 오지를 않아. 사람 사는 동네에 사람들이 오지를 않

으믄 그걸로 양슥 팔았는데 전부 감자・콩・수수・메밀 이런 거지 뭐. 그

으이 영 이상하다 말이오. 내 젊었을 적에는 온 동네가 시끌벅적했는데

러이 어쩌겠소. 봄만 되면 이 산 저 산 저 대관령 만댕이까지 나물 뜯으

전부 큰 질로 댕기지 동네가 죽었지 않소. 거다 고속도로가 생기이 더

러 돌아댕기고 그랬잖소.

그렇다 말이오. 인자는 아무도 타지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는 동네가 됐

그래도 뭐 그걸 우리나 먹지 내다 팔 데가 있소. 없으이 이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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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무는 것과 지나치는 것

으이 세월이 무섭지 않소.”

지나 댕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전부 횡계나 진부, 대화 이런 데 장에

그러나 요즈음 할머니가 말하던 당시와 또 달라졌다. 20여 년 전,

댕기는 사람들이라. 그 사람들이 마방 앞으로 지나댕기이 거다 좌판을

할머니가 아무도 찾지 않는다는 동네에는 펜션이 가득 들어섰고, 계절

펼쳐놓고 파는 기지 뭐. 저 앞에 있는 질 안 있소. 저 질이 옛날에 대관

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주말이면 대관령 옛길을 걷는 사람들이 인산

령 올라댕기던 본 질이라. 이 앞에서 대관령 가는 질이 셋이나 된다 말

인해를 이룰 정도다. 그러나 사람만 들끓을 뿐 중요한 것은 그들은 마

이오. 샛길도 있고, 조금 빠르다고 장꾼들은 그 질로 댕기고 그랬지. 그

을에 머물지 않고 지나쳐버리고 만다. 문화란 머물러야 생기는 것이며,

래 그래 살았지 뭐 별거 있겠나. 가을에는 송이 캐러 다니고, 인자 겨울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도 지나치고 말면 고이는 것이 없는 법이다. 그래

되믄 운 좋으면 산돼지나 노루 같은 거 잡아서 고기 맛도 보고 하는데

서인가. 최근 들어 대관령 옛길에 사람은 많지만 그들로 인하여 생겨나

눈이 하도 많이 와서 뭐 꼼짝할 수 없는 날이 태반이라 고기 구경하는

는 문화는 없다. 그들은 오로지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걸을 뿐이다. 바

날은 1년에 며칠이나 될까 말까. 여는 눈이 한번 대차게 내리면요, 허리

꿔서 말하면 그들은 무엇인가를 얻으러 올 뿐, 그 장소나 그곳에 머물

까지 빠지는 건 일도 아이래. 허리는 툭하면 빠지고 내 여서 살다가 키

러 살던 사람들과 무엇을 도모하려 하지 않는다. 곧 생산은 되지 않고

넘기 오는 것도 숱하게 봤다 말이오. 요새는 눈도 그리 오지를 안 한다

그 지역의 자연지리적인 조건이 소비만 되는 꼴이다. 길은 같되 할머니

마는 우리는 그래 살았소.”

의 시대와 우리의 시대는 그렇게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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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울이 되어 다시 찾은 할머니 집 처마에 고드름이 즐비했다. 그날은 고드름 두엇 따서 입에 물어보기도 하다가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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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네트웍스는 LS용산타워
2층에 앤티크 자전거 전시 공간인
<두바쿠 Bicycle Gallery>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전거의
원형인 ‘드라이지네’, 최초의 페달
자전거인 ‘미쇼 벨로시페드’ 등
20여 점의 앤티크 자전거와 관련
포스터가 전시되어 있으며
관람은 무료입니다.
관람 안내
위치: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92길 LS용산타워 2층
교통: 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
시간: 오전 9시~오후 6시(월~금)
문의: 02-799-7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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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풍경

／

포르투갈의 역사마을

／

마드리드에 도착한 저녁, 기차역에 다다라 커피 한

글. 이지누(본지 편집장), 사진. 이동은

잔을 손에 들자마자 리스본으로 가는 열차가 출발한
다는 방송이 들렸다. 리스본행 야간열차다. 열차는
지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지치기 시
작했다. 만사가 귀찮았다. 몸은 두툼한 침대 시트를
뚫고 기차 바닥마저 파헤치고 땅 속으로 들어갈 만
큼 무거운 물질이 되어 있었다.
당연히 아무 생각이 없다. 예전 같으면 호들갑
을 떨며 이 책, 저 영화를 샅샅이 훑었을 텐데 포르

몬산토 마을의
또 다른 매력

투갈에는 그 어떤 것도 손에 쥐고 오지 않았다. 빈
몸과 빈 마음이 전부였다. 덕분에 간혹 잠에서 깨어
커튼을 젖히면 쏜살같이 지나치는 달빛이 찬란하게
비치는 벌판을 멍하니 바라볼 수 있었다. 어둠을 견
딜 수 있는 시간만큼 벌판을 바라보다가 다시 자리
에 누워 눈을 붙이면 기차가 덜컹거려 벌어진 커튼
틈으로 가로등 불빛이 비쳐들 때가 있었다. 그때마
다 버릇처럼 일어나 얼른 커튼을 젖혔지만 포르투갈
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다.
역사보다 사람이 더욱 아름다운 몬산토

다음 날 아침, 10시간 가까이 달린 기차는 리
스본 역에 다다랐다. 얼른 밖으로 나가 노란 트램이
언덕을 오르내리는 골목길을 걷고 나니 비로소 포
르투갈이 보이기 시작했다. 리스본은 적당히 나태했

파로(Faro)에서 몬산토(Monsanto)로

다. 도시의 긴장감은 적절하게 풀어졌고, 건물들은

가는 길은 황량했다. 드문드문

알맞게 낡아 있었다. 그것은 남쪽 휴양도시인 파로

상처 입은 코르크나무들이 군락을
이루었을 뿐, 벌판에는 햇살과 바람만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묘한 것은
그토록 황량한 벌판 속의 마을로
들어가면 사람들은 온화하고 풍성했다.

(Faro)도

마찬가지였으며, 중동부 산간마을인 몬산토

(Monsanto)도

예외 없었다.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으

며 맞닥뜨린 골목길은 긴장감 제로였다. 90명 남짓
하다는 주민들은 대개 노인들이었으며, 그들은 자기
들만의 시간을 즐기고 있었다.
몬산토는 포르투갈에서 내로라하는 역사 마을

그것은 내가 가본 포르투갈 어디라도

이지만 골목길을 걷다가 만난 주민들에게 동화되고

그랬다. 포르투갈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나면 역사는 간 곳 없이 사라지고 만다. 역사는 잠

아름다운 경치도, 망망한 바다도 아닌
사람이었다. 그들은 부드러웠고,
친절했기에 아름다운 존재들이었다.

시 제쳐둘 수 있지만 그들의 선한 마음은 모른 체할
수 없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드문드문, 몬산토
작은 마을을 거닐고 있는 그들은 사람을 중독시키
는 묘한 매력을 지니고 있었다. 짐작컨대 그것은 속
도 때문이었다. 그들의 속도는 결코 흉내 낼 수 있
는 것이 아니었다. 수천 년 동안 몸에 배고 마음에
서 우러나온 몸짓인 것 같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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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때문이었을까, 골목길에서 그들과 몇 차례 마주
치고 눈인사를 하다 보면 나 또한 그들의 속도를 닮
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것도 겸허한 자세로
그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들이 나에게
시키지도 않았고, 나 또한 그들을 흉내 내려 하지 않
았는데도 말이다. 그것은 마치 마법과도 같았다. 사
실 몬산토에는 역사의 흔적을 보러 가지 않았던가.
그러나 역사는 뒷전이 되어버린 채 사람의 매력에
풍덩 빠지게 되는 곳, 참 아름다운 마을이다.

18 0

몬산토 성에서 맞이한 해돋이, 동쪽은 스페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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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

몬산토에서는 흙을 찾아보기 어렵다. 온 마을이 돌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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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4

몬산토의 인형, 신혼 첫날밤에 침대에 넣고 자면 임신할 수 있다고 전한다.

마을에는 구멍가게와 같은 카페가 하나 있는데, 그곳은 마을 노인들의 놀이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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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6

몬산토 마을의 골목길은 아름답다. 어디를 가도 꽃과 사람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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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8

마을 뒤에 있는 성에 오르면 몬산토 마을이 손에 잡힐 듯 보인다.

몬산토의 골목길에는 꽃들이 가득하고, 화분과 덩굴식물들도 아름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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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0

집 안으로부터 지붕을 뚫고 나온 듯한 바위, 바위를 깨뜨리지 않고 수용한 마음이 아름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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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

둥근 아치만 남은 산후안(San Juan) 성당은 성 동쪽 아래에 있다.

193

19 4

왼쪽 아래는 산 미구엘(San Miguel) 성당이며, 위로 보이는 것이 몬산토 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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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6

몬산토 들판이 노을에 물들 무렵, 사람들은 성에 올라 스스로를 물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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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풍경

／

포르투갈의 시인 페소아

／

글과 그림. 김한민

네 명의 시인과 한 명의 산문 작가
지난여름의 일이다. 리스본의 한 대안공간에서 열
린 시 낭송회에 초대를 받아 참석했다. 테마는 포르
투갈의 시인 페르난두 페소아(1888~1935), 특별 초대
손님은 페소아의 영어 번역자로 잘 알려진 리처드
제니스. 그는 페소아를 세계무대에 널리 알린 공로
를 인정받아 2012년 페소아 상(Prémio

페소아,
복수(複數)의
화신

Pessoa)을

받은

자타공인 페소아 번역・연구의 권위자다. 포르투갈
에서 열리는 행사가 대개 그렇듯, 예정된 시간을 훌
쩍 넘기고 좁은 행사장이 참석객들로 가득 차고 나
서야 행사의 사회를 맡은 이탈리아인 문학청년 티모
시가 시작을 알렸다.

포르투갈은 서점이 많은 나라다.
새 책을 파는 곳이든 헌 책을 파는 곳이든
가리지 않고 말이다. 몇몇의 알려진
서점을 순례하듯이 스치고 난 후
오비도스(Obidos)의 골목길에서 우연히
만난 헌책방은 제각각 멋대로 만들어졌지만
일정한 규격을 유지하고 있는
와인박스를 책장으로 쓰고 있었다.
그곳에 꽂힌 책들 또한 제멋대로였지만
그것들이 쌓여 올라간 벽면 전체가
자아내는 아름다움은 기가 막혔다.
편집자가 이해한 페소아는 그런
사람이었다. 낱낱의 이름 뒤에 자신을
숨기려 했지만 오히려 그 이름들이
거대한 하나의 아름다움이 되어버린
그런 사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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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많이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시다

내가 몇 개의 영혼을 가졌는지 나는 모른다.

시피 이탈리아인들의 페소아 사랑은 남다릅니다만,

나는 매 순간 변화했다.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자니 마치 제가 타부키의 계보

나는 늘 내가 낯설었다.

를 이어가는 것만 같네요.”

나는 한 번도 날 본 적도 찾은 적도 없다. (…)

안토니오 타부키(1943~2012)는 페소아를 유럽

모국어로 단 한 권의 책을 펴낸 시인

전역에 소개하는 데 크게 기여한 이탈리아의 소설가

낭송을 마친 여성은 프랑스에서 왔다는 소개와 함

로, 한국에서도 그를 통해 페소아를 처음 접하는 경

께 쑥스럽다는 듯 덧붙였다. “고백하자면 저는 페

우가 종종 있다. 짤막한 인사말을 마친 티모시는 곧

소아(Pessoa·사람)라는 말이 흔히 쓰이는 말인지도 모

바로 오늘의 초대 손님 리처드에게 마이크를 넘겼

르고 처음 리스본에 왔을 때 어느 엘리베이터 안에

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국적과 배경의 사

‘6Pessoas(6명)’이라고 쓰여 있는 걸 보고 신기해서

람들이 페소아에 대한 흥미 하나만으로 한자리에 모

사진까지 찍었다니까요! 아시다시피 ‘페소아’라는

일 수 있다는 게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네요. 이미

말의 어원은 페르소나(Persona), 그러니까 ‘가면’인데,

페소아를 잘 아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직 잘 모르는

이렇게 정체성이 여러 개인 사람이 하필 페소아라

분들을 위해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니, 정말 기막힌 우연 아닌가요?”

리처드는 요약하기 쉽지 않은 시인의 생애를

리처드가 말을 이어받았다. “프랑스에서 오셨

몇 가지 핵심적인 사실을 중심으로 노련하게 짚어냈

으니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불어에서 사람을 뜻

다. 페르난두 안토니우 노게이라 페소아. 포르투갈,

하는 말 ‘페르손느(Personne)’는 문맥에 따라 ‘아무도

나아가 20세기 유럽 문학을 대표하는 시인 중 하나

없음(Nobody)’을 뜻하기도 하죠. 한번은 페소아가 여

로 손꼽힘. 리스본에서 태어나 다섯 살에 아버지를

러 이명을 창조하게 된 경위를 친구에게 설명하는

여의고, 2년 후 외교관과 재혼한 어머니를 따라 어

편지에서 흥미로운 말을 남겼어요. ‘그들 모두를 창

린 시절을 남아공에서 영국식 교육을 받으며 성장.

조한 사람,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없던 사람이었어’

열일곱에 리스본에 돌아온 후 한 번도 나라 밖을 떠

라고요.”

난 적 없이 독신으로 살았음. 20대에 동료들과 「오

아닌 게 아니라 페소아는 여러 사람인 동시에

르페우」라는 문예지를 창간, 침체되어 있던 포르투

그 누구도 아니었다. 그가 창조해낸 이명들 때문에

갈 문학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 정작 본인은 생전에

그를 규정하려고 시도하는 사람은 복잡한 고민에 빠

모국어로 단 한 권밖에 책을 내지 못하고, 마흔일곱

지게 된다. 그의 작품들을 망라해보면 아무리 좁혀

이라는 나이에 폐결핵으로 세상을 등짐. 사후에 엄

도 네 명의 시인 이하로 좁히기 힘들다.

청난 양의 유고들이 발견되면서 뒤늦게 ‘국민 시인’

첫째로 다른 이명들의 스승이자 반형이상학자

대접을 받음. 특히 여러 개의 가명을 사용한 것으로

와 이교도 그리고 전원시인인 ‘알베르투 카에이루’

유명한데, 단순히 이름을 짓는 데 그친 게 아니라

가 있다. 둘째로 호라티우스에 비견되는 고전적인

가명마다 확연히 구별되는 문체・개성・철학・전기(傳

정형시인 ‘리카르두 레이스’가 있고, 셋째로 모더니

심지어 별자리 운세까지 부여함. 그래서 가명이

스트이자 댄디 선동가인 ‘알바루 드 캄푸스’가, 마

아니라 ‘이명(異名)’이라고 부름. 그런 이명들이(어떤

지막으로 ‘페소아’ 본인이 있다. 앞의 말처럼 페소

적게는 서너 개에서 많게는 수

아는 자기 자신조차 하나의 이명으로 취급했다. 여

記)

기준을 세우느냐에 따라)

십 개에 달할 만큼 왕성한 창작활동을 펼친 기인….

20 0

기에 시는 못 쓴다는 산문가, 『불안의 책』의 주인공

페소아의 생애는 반복해서 들어도 호기심과 상

인 회계사 보조원 ‘베르나르두 수아르스’도 빼놓을

상력을 자극한다. 청중은 벌써 질문을 하려고 들썩

수 없다. 그러니 페소아라고 하면 우리는 기본적으

거리는 손이 여럿이었지만, 사회자는 식순을 의식하

로 네 명의 시인과 한 명의 산문 작가, 총 다섯 명에

고 준비된 첫 번째 시의 낭송부터 제안한다.

관해 말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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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에 잠긴 사이, 어느새 두 번째로 카에이루의 시

“페소아라는 그 시인은…. 정말 완벽하게 자유로운

가 낭송되고 있었다.

인간이었음에 틀림없군요!” 그러자 우레와 같은 박
수가 터져 나왔다. 한때 무명에 가까웠던 유럽 변방

창문을 여는 것만으론 부족하지

의 시인이 어느 순간 짐바브웨에서 절대적 자유를

들판과 강을 보려면

몸소 실현한 혁명적 인물이 되어 있었다.

장님이 아닌 것만으론 부족하지

페소아와 자유라! 몇 해 전 기억이 떠올랐다.

나무와 꽃을 보려면

서울에 계신 아버지께 페소아의 생애를 얘기한 적이

아무런 철학도 가지지 말아야 하지 (…)

있는데 그때는 전혀 다른 반응이 나왔었다. 아버지
께서는 굉장히 슬픈 표정을 지으시더니 “아, 네 말
이 맞다면 그는 천형(天罰)을 받은 사람이 아닌가?

페소아와 자유

시인 한 명이 되기도 힘든데 여럿이라면 남들보다
리우데자네이루 출신의 타치아나는 자신이 방금 읽

몇 배로 예민하고 몇 배로 많이 느낄 수밖에 없었을

은 카에이루가 ‘페소아들’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든다

텐데…”라고 하셨다.

며, 무엇보다 접근이 쉽고 현학적이지 않은 점이 좋

페소아는 당차게 말했다. “복수(複數)가 되어

다고 말했다. 어쩌면 페소아의 가장 큰 매력이 그런

라, 이 우주만큼!” 하지만 감각과 감수성을 끝없이

넓은 폭일 수도 있다. 누구나 쉽게 좋아할 ‘꺼리’ 혹

확장한다는 것, 그것은 분명 낭만적인 일만은 아니

은 접점을 찾을 수 있다는 점. 가볍게 한 줄 인용하

리라. 실제로 페소아를 정신분열증 혹은 다중인격장

기 좋은 경구에서부터 학자들의 도전 욕구를 자극할

애를 앓은 일종의 환자로 ‘진단’하는 이도 있다. 복

복잡하고 철학적인 이론까지… 어찌나 다양한지 때

수의 문학적 정체성 덕분에 창조적 자유를 누렸다

론 한 사람이 쓴 게 맞나 싶을 정도이다. 사회자도

면 그에 따르는 대가도 없을 수 없다. 흡연과 음주

공감을 표시했다.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만

가 과도했던 것도, 그래서 간경화로 죽은 것도 우연

약 페소아의 독자들을 극장에 앉혀놓는다면 그 풍경

은 아닐 것이다.

은 마치 셰익스피어 극이 열리는 글로브 극장의 객

“복수(複數)가 되어라, 이 우주만큼!”

리처드는 이명에 대해 이어지는 질문들에 답을

석 같을 거라고요. 거지와 평민에서부터 귀족과 왕

하려 애쓰고 있었다. “이명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기

까지 극장을 메웠잖아요.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관통

란 참 어려워요. 초기엔 일종의 장난이나 유희로 보

하는 어떤 공통점이 있었다기보다는 누구나 건져갈

기도 했고, 요즘은 문학적 전략이나 장치로 많이들

다양함이 있었다는 편이 맞겠지만요.”

해석합니다. 물론 둘 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 요

리처드가 웃으면서 대꾸했다.“페소아를 좋아
하는 사람들만의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괴

소들이 분명 있긴 했으니까요. 문제는 그게 다가 아
니라는 겁니다.”

짜라는 거죠. 어쩌다 보니 지난 20년 동안 페소아

이명들은 시인의 삶에도 스며들었다. 그가 고

전도사 역할을 맡아 여기저기 강연을 하고 다녔는

백하듯 적은 편지들을 읽어보면, 완벽히 통제할 수

데, 가는 곳마다 예기치 못한 반응들이 나오곤 합니

없는 발명품을 앞에 둔 발명가의 고뇌마저 느껴진

다. 얼마 전 아프리카 여행 때 있었던 일화가 생각

다. 페소아와 이명들의 관계는 어떤 것이었을까? 시

나네요.”

인과 뮤즈?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아니면 바그너

짐바브웨의 문학 모임에 초청되어 페소아를 소

의 「발퀴레」에 나오는 보탄과 그의 사랑하는 아들

개하는 자리였다. 리처드는 여느 때처럼 시인에 관

지그문트의 관계? 자유의지를 가진 독립적인 존재

한 개괄을 하고 시 한 수를 낭독했다. 낭독이 끝나

가 되길 바라지만 결국은 자기 손으로 없애야 하는

기가 무섭게 청중에서 한 짐바브웨인 여류 작가가

존재…?

벌떡 일어나더니 선언이라도 하듯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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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로 보이는 소녀가 불쑥 소개도 없이 끼어들었
다. “요즘 세대에게는 이명이란 게 별로 새로운 개
념도 아닐걸요? 우리에게 친근한 ‘아바타’와도 다
를 게 없다고 봐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나 가상세
계에서 전혀 다른 정체성으로 ‘빙의’해서 자기표현
을 하는 사람은 정말 많잖아요? 굳이 일반인까지 안
가도 여러 가지 다양한 스타일을 구사하는 아티스트
도 많고요.”
어쩌면 맞는 말이다. 이 시대에는 우리 모두
가 조금씩 페소아가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단,
중요한 차이를 간과하면 안 된다. 페소아는 그만의
‘가상공간과 캐릭터’를 처음부터 끝까지 능동적으로
창조했다. 이미 주어진 웹 환경이나 인터페이스를
도구로써 사용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작은 차이가
아니다.

관광 상품이 된 페소아의 흔적
이번엔 리처드 대신 고등학교에서 문학을 가르친다
는 주앙이 나섰다. “물론 피카소처럼 시기마다 뚜렷
한 변화가 있는 작가도 있지요. 하지만 동시성도 중
요한 것 같아요. 페소아는 동시에 여러 이명들로 창
작했죠. 물론 어떤 이명은 더 일찍 ‘죽었고’, 어떤
이는 죽음의 순간까지 함께했지만 많은 기간 동안
‘겹쳐진’ 상태로 창작했죠. 동시에 하면서도 차이를
둔다는 점이 특별하지 않을까요?”
자신을 ‘여러 언어를 할 줄 아는 중국계 이탈
리아인’으로 소개한 중년 남자는 같은 맥락에서 언
어를 예로 들어 이해하고 싶어 했다. “외국어에 비
유하자면 전 독일에 살 땐 독일어, 프랑스에선 불어
를 가장 잘했죠. 지금은 물론 포어고요. 하나를 잘
하기도 어렵지만 여러 언어를 ‘동시에’, 그것도 높
은 수준으로 하는 건 정말 다른 경지죠. 그런 도전
을 페소아는 시에서 했다고 생각해요.”
이 언어의 귀재는 사회자를 향해 윙크를 날리
며 이 공간에 대해 한마디만 해달라고 부탁했다. 티
모시는 당황한 듯 서둘러 답했다. “아차, 제가 중요
한 걸 잊고 있었네요! 우리에게 이 귀중한 장소를
제공해준 ‘문화 조합-공간 페소아와 친구들(Espaç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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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ssoa e Companhia-Associação Cultural)’의

조합장이세요.”

뒤늦게나마 행사 후원자가 응당 받아야 할 박
수를 받은 데 다소 안심이 된 듯 사회자는 침착함을
되찾고 말을 이었다. “사실 처음에는 이 모임을 더
유서 깊은 곳, 가령 페소아가 살아생전에 자주 갔던
카페 ‘마르티뉴 다 아르카다(Martinho da Arcada)’나 ‘브
라질레이라(A

Brasileira)’

같은 장소에서 가지면 뜻깊지

않을까 생각하긴 했는…”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영어 억양이 강한 포어
를 쓰는 중년 여성이 말을 가로챘다. “거긴 너무 비
싸요. 특히 브라질레이라는 그 유명한 페소아 동상
때문에 매일 관광객들로 붐벼서 이런 대화를 나눌
분위기가 아니죠. 과연 그 동상에서 사진을 찍어가
는 사람들 중에 페소아의 시를 한 수라도 읽은 사람
이 몇 명이나 될까요? 페소아도 이젠 완전히 관광
상품이 돼서 발자취를 남긴 데는 죄다 비싼 카페나
‘포토 존’으로 전락해버렸죠.”
조합장이 익살맞은 표정으로 대꾸했다. “실은
저희 조합 역시 페소아를 테마로 한 리스본 투어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수박 겉핥기식 투어는 아니니
걱정마시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좌중에서 웃음이 터진 틈을 놓치지 않고 사회
자가 재치 있게 말을 마무리했다. “네, 제가 하고 싶
었던 말도 바로 그런 이유로 페소아의 역사적 흔적
이 없는 곳, 하지만 그의 시가 읽히는, 이를테면 지
금 이런 공간에서 역설적으로 그의 존재감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 캄푸스의 「리스본 재방문」이
낭송되었다.
아무것도 나를 붙들 수 없다.
나는 오십 가지를 한꺼번에 원한다. (…)
시계를 봤다. 벌써 10시가 넘어가고 있다. 그러고
보니 이제 두 시간 후면 내가 포르투갈에 온 지도
벌써 만 2년이 된다. 그동안 페소아에 관해서 아는
게 생겼다면 알면 알수록 모르겠다는 것뿐. 아니다.
또 한 가지 확실한 게 있다. 그의 이야기를 한번 시
작하면 시간 내에 끝난 적이 없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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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풍경

／

포르투갈의 도서관과 책방

／

글. 김이정(소설가), 그림. Guy Moll

리스본행 야간열차. 포르투갈의 도서관과 책방 순
례길에 오르면서 가장 먼저 챙긴 것은 파스칼 메르
시어의 장편소설 『리스본행 야간열차』였다. 어느 날
출근길에 다리 위에서 만난 포르투갈 여인으로 인해
일탈이 시작되는 주인공 그레고리우스. 그는 우연히
발견한 포르투갈 책 『언어의 연금술사』의 저자 프라
두의 행적을 추적하기 위해 급기야 리스본행 열차를
타게 된다. 고문헌 학자인 그가 다닌 리스본의 거리
들과 헌책방, 그리고 코임브라 대학의 도서관과 운
전 미숙으로 우연히 들르게 되는 포르투까지, 그와
나의 행로가 몇 군데나 겹치고 있었다. 그레고리우
스가 지나다니던 길에 내 발자국을 포개기라도 하듯
나는 포르투갈의 도서관과 서점들을 찾아다녔다.

아름다운 도서관과
오래된 책방

리스본의 품격, 베르트랑 서점
아직 끝나지 않은 여름 햇살이 수정도처럼 날카롭
게 살갗을 파고드는 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서
점을 찾아 길을 나섰다. 베르트랑(Bertrand) 서점. 나
는 행인들에게 “버틀란드 서점이 어디냐”고 물으
며 언덕길을 올랐다. 좁고 경사진 골목길 옆으로 헌
책방들이 제법 눈에 띄었다. 소설 속에서 그레고리
우스가 프라두의 책을 추적하느라 들렀던 헌책방인
지도 모른다. 언덕길 꼭대기에 올라 다시 한 청년에
게 ‘버틀란드 서점’을 물었다. 그 청년은 어머니와
가던 길을 꺾어 나를 서점 앞까지 데려다준다. 푸른
타일로 장식된 건물엔 주홍색으로 ‘B’라고 쓴 간판
이 조촐하게 달려 있다. 1732년에 시작되었다는 세
계 최고(最古)의 서점, 입구엔 기네스 인증서가 붙어
있다. 내가 ‘버틀란드’라고 읽은 글자들은 포르투갈
발음으로 ‘베르트랑’이었다.
서점의 진열대에는 프란츠 카프카와 안네 프
랑크, 프리모 레비 등 우리에게도 익숙한 책들이 보

왕궁의 도서관에서 압도당했던 긴장감이 동네 헌책방의 서가를 살피는 동안 느슨해지고
있었다. 칠레의 작가 이사벨 아옌데의 소설들을 비롯해 문학서들이 나란히 꽂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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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다. 라만차의 기사 돈키호테도 위풍당당하게 입구
를 장식하고 있다. 그러나 베르트랑 서점의 가장 많
은 지분은 역시 페르난도 페소아였다. 리스본의 작

나는 페소아의 『불안의 서』와 체 게바라의 『볼리비아 일기』를 샀다.

가 페소아는 서점 입구에 따로 코너가 마련돼 있다.

포르투갈 언어라 읽지는 못하지만 갖고 싶었다. 어쩌면 왕궁의 도서관에서 느낀

서점 근처엔 페소아가 살던 집과 그의 단골 카페가

소외감을 씻어내려는 것인지도 몰랐다.

있고, 관광객은 카페에서 만든 그의 동상 옆 의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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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아 사진을 찍었다. 서점 일대가 페소아 거리라 해
도 과언이 아니다. 서점의 젊은 직원은 페소아가 리
스본의 대표적 작가인 데다 외국에도 널리 알려져
많은 독자들이 그의 책을 찾기 때문이라고 했다.
서점 안에서 책을 뒤적이던 40대 여자가 잠시
후 들어온 친구와 볼인사를 하더니 다정히 어디론가
사라진다. 20대 연인들이 손잡고 들어와 전공서적
을 찾는지 흰 아치형 매장 안으로 들어간다. 예닐곱
살로 보이는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는 슬라보예
지젝의 책을 읽고 있다. 리모델링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서점은 깔끔하면서도 곳곳에 오랜 시간의
흔적이 짙게 배어 있다. 문득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서울의 종로서적이 떠오른다. 종로서적은 왜 한국의
베르트랑이 되지 못한 걸까. 고풍스러운 고동색 나
무 서가와 방마다 이어진 흰 아치형 천장, 높은 서
가의 책을 꺼내는 데 쓰는 오래 묵은 나무 사다리를
바라보다 보니 허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의 문화 환
경이 안타깝기만 했다.
서점을 나와 다시 한 번 주위를 둘러보았다.
서점은 리스본 최고의 명품점들이 모여 있는 거리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다. 명품 브랜드들 사이에서
‘베르트랑’이라는 선명한 주홍색 간판을 지키고 있
는 힘은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혹
그것은 리스본을 지키는 자존심과 품격 같은 게 아
닐까, 아니 ‘B’자가 새겨진 저 주홍색 간판이야말로
리스본 최고의 명품 브랜드라는 걸 그들은 오래전부
터 알고 있던 게 아닐까.

박쥐들의 거처, 마프라 궁전도서관

유럽에서 가장 큰 궁전이라고 일컫는 마프라 왕궁(Royal

Palace at Mafra)은

주앙 5세(1689~1750년, 재위: 1706~1750년)가 카푸

리스본에서 버스로 한 시간 남짓 떨어진 옛 도시 마

치노 수도원이었던 곳에 1717년부터 건설하기 시작했다. 궁전 안의 도서관은 1771년에 완공되었으며, 전 세계에서 손

프라 가는 길은 시골길처럼 구불구불했다. 도대체

꼽히는 아름다운 도서관이다. 길이 88미터, 너비 9.5미터, 높이 13미터로 전 세계 로코코 양식 도서관 중에서 가장 긴

왕궁이 나올 것 같지 않은 곳이었다. 버스는 동네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다 빠짐없이 정차하고 기사는 종이로 된 버스표
를 끊어주느라 오래 지체하곤 했다. 옆자리의 여인
은 자리에 앉자마자 뜨개질거리를 꺼내더니 내내 흰
레이스를 짰다.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다. 저 오래된
왕궁 도서관처럼.
마프라 왕궁은 수도원과 함께 있다. 이 수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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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이란 전시품이 아닌 읽는 것

이 지어지는 과정을 배경으로 포르투갈의 소설가 사

듯이 이 도서관의 거주민이라는 박쥐. 책과 책 사이

라마구는 『수도원의 비망록』이란 소설을 써서 마프

어두운 공간에 지금도 박쥐 열 마리가 사는데 밤마

라 수도원을 전 세계에 알렸다. 마프라 도서관은 수

다 도서관 안을 날아다니며 책벌레들을 잡아먹는다

도원과 궁정 안의 무수한 방들을 다 지나고 나서야

고 한다. 그 박쥐들 덕에 책벌레들로부터 책을 안전

마지막으로 나타났다. 수사들이 기거하던 좁고 문도

하게 지킬 수 있었다. 움베르토 에코가 자신의 서재

없는 수도원 방들을 지나자 화려하기 이를 데 없는

에 박쥐를 잡아넣으려다가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들

궁정이 나왔다. 왕족들이 모여서 악사의 연주를 감

은 적이 있다. 중세의 도서관은 상상력의 보물창고

상하던 노란 방을 지나자 방 전체가 온통 사슴뿔로

이다. 마프라 왕궁을 나와 건너편 골목길을 정처 없

양 벽면이 가득 차 있고 의자와 탁자마저 사슴뿔과

이 걸었다. 골목 한쪽에 작은 헌책방이 보인다. 서

가죽으로 만든 방이 나왔다. 방 안에서 사슴들의 비

가 위 벽면엔 포르투갈 언어권 작가들의 초상이 걸

명이 들리는 것 같았다. 발길이 지쳐갈 즈음, 불쑥

려 있다. 왕궁의 도서관에서 압도당했던 긴장감이

마프라 도서관이 나타났다. 책 몇 권이 전시된 작

동네 헌책방의 서가를 살피는 동안 느슨해지고 있었

은 방을 지나니 갑자기 궁정무도회라도 열릴 것 같

다. 칠레의 작가 이사벨 아옌데의 소설들을 비롯해

은 길쭉하고 넓은 도서관이 드러났다. 생각보다 훨

문학서들이 나란히 꽂혀 있다. 나는 페소아의 『불안

씬 큰 규모였다. 아치형의 지붕을 한, 긴 플로어 양

의 서』와 체 게바라의 『볼리비아 일기』를 샀다. 포

쪽 벽 2층으로 서가가 빽빽이 들어서 있고, 가운데

르투갈 언어라 읽지는 못하지만 갖고 싶었다. 어쩌

는 텅 비워놓았다. 갑자기 말문이 콱 막혔다.

면 왕궁의 도서관에서 느낀 소외감을 씻어내려는 것

두꺼운 가죽 장정의 책들이 분야별로 잘 정돈

인지도 몰랐다.

돼 있다. 1771년에 공사를 시작해 1792년에 완성되

돌아오는 길은 어두웠다. 버스가 다시 굽잇길

었다는 도서관에는 1493년에 인쇄된 백과사전, 『뉘

을 달릴 때마다 몸이 좌우로 쏠렸다. 그제야 나는

른베르크 연대기』를 비롯하여 1595년에 발간된 최

내 몸이 너무 직선의 길에 익숙해져 있다는 사실을

초의 지도도 소장돼 있다. 그 밖에도 종교·철학·의

깨달았다. 서울에서 한 시간쯤 걸리는 그 어느 곳에

학·약학·역사·법률 등의 책들이 3만6000권이나 된

도 이런 굽잇길은 없었다. 서울 근교는 물론 대관령

다. 문득 나는 왕조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게 천만다

이나 미시령까지 기어이 직선의 도로를 뚫고야 마는

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18세기에 태어났더라면 나는

나라에서 나는 어느새 너무 직선도로에만 익숙해져

이 도서관을 구경도 하지 못했을 게 아닌가. 매일 출

서인지 이런 흔들림이 몹시 낯설었다. 문득 생각했

근하다시피 하는 우리 동네의 공공도서관을 떠올리

다. 이런 흔들림이 저 오래된 도서관과 동네의 작은

니 무척이나 안심이 됐다. 나는 왕궁도서관의 권위

헌책방들을 유지하게 만드는 힘은 아닐까.

에 저항이라도 하듯 마프라 도서관에서 일한 지 20년
이 되었다는 루드라는 안내원에게 물었다. 이 책들
을 일반인이 빌려볼 수도 있느냐? 그녀는 꼭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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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덕 위의 비밀, 코임브라 대학의 조아니나 도서관

학자나 학생들에게 열람을 허락한다고 대답한다. 그

『리스본행 야간열차』에 액자소설로 나오는 『언어의

제야 나는 마음이 좀 누그러진다. 책이란 모름지기

연금술사』의 저자 프라두는 의사인데 코임브라 대

전시품이 아니라 읽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던가.

학을 졸업했다. 그는 코임브라 대학 안의 ‘행동의

마침 관람객이 모두 나가고 도서관이 조용해

방’을 좋아해서 그걸 보기 위해 자주 리스본에서 기

졌다. 적막한 공간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온다. 전파

차를 타고 코임브라를 다녀오곤 했다. 그레고리우스

소리 같은 것이 신경을 자극한다. 그때 루드가 내게

는 프라두의 자취를 찾아 코임브라행 기차를 타고

귀를 기울여보라는 신호를 한다. 그제야 나는 깨닫

가서 ‘행동의 방’과 조아니나 도서관을 찾는다. 그

는다. 박쥐였다. 서가 옆에 마른 박쥐가 모셔져 있

들의 뒤를 좇아 나도 코임브라를 찾았다. 대학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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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제일 꼭대기에 있었다. 1290년 리스본에서 시
작된 포르투갈 최초의 대학은 1537년 지금의 코임
브라로 이전했다. 프라두가 좋아했다는 방은 학위수
여식이나 음악회를 할 수 있는 강당이다. 타일로 장
식된 긴 복도와 천장이 인상적이다.
조아니나 도서관은 9유로(약

1만2000원)라는

적

지 않은 입장료를 내고도 스무 명 남짓 단체로 들어
가야 해서 나는 2시간 20분이나 더 기다렸다. 사진
도 찍을 수 없다니 머리와 마음에 새기는 수밖에.
마프라 도서관에 비하면 코임브라는 실내가 몹
시 어둡다. 역시 2층으로 빈틈없이 짠 서가의 천장
엔 천사와 여신들의 프레스코화가 화려하게 장식되
어 있다. 전면엔 피아노가 놓여 있고 책을 읽을 수
있는 커다란 탁자도 양쪽으로 늘어서 있다. 그러나
전형적인 바로크 양식으로 지어졌다는 도서관 안은
여느 유럽풍의 실내와 같지 않았다. 서가는 긴 역삼
각형 기둥들이 떠받치고 있는데, 두 개의 서가는 검
은 채색 위에, 하나는 붉은 채색 위에 금물을 칠해
동양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다. 서가의 측면에는
목단과 새, 바위와 정자 등 중국풍 그림이 그려져
있다. 15~16세기 이른바 ‘대항해 시대’를 열었던 포
르투갈이 중국과 교류했던 영향일까? 아무리 보아
도 중국 화풍이다. 다시 보니 금빛 장식도 중국풍이
다. 역사는 어김없이 흔적을 남기고 있었다.
지하로 난 계단을 내려가니 도서관이 소장한
책들이 전시돼 있다. 한때 해상왕국답게 고지도가
많았다. 다시 한 층을 더 내려가니 서늘한 기운이
훅 밀려온다. 돌로 된 계단들과 좁은 입구와 미로
같은 복도, 직원에게 물으니 감옥이라고 했다. 학칙
마프라 궁전도서관과 코임브라 도서관은 박쥐를 이용하여 장서를 보존하는 독특한 곳이기도 하다. 박쥐들은 밤에 날아

이나 법률을 어긴 학생과 선생을 가두었던 감옥. 한

다니며 오래된 고서를 갉아먹는 벌레들을 잡아먹는 역할을 하는데 낮에는 잠을 자기 때문에 도서관 운영에는 아무런 지

사람 누우면 딱 맞을 독방이었다. 그것도 키 큰 사

장이 없다고 한다. 그 때문에 두 도서관에 비치된 테이블들에는 테이블보가 덮여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박쥐들의

람은 몸을 구부려야 했다. 도서관과 감옥, 바로크

배설물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양식의 화려한 도서관에 숨겨진 비밀문서라도 훔쳐
본 듯 가슴이 서늘해졌다.

환상을 부르는 작품, 포르투의 렐루 서점
포르투의 서점 앞엔 사람들이 표를 사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이해가 안 됐다. 영업하는 서점인데 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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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니, 못마땅한 얼굴로 3유로(약

4000원)를

냈다.

네오고딕 양식이라는 흰색의 서점 외관 양쪽엔 과학
과 예술을 상징하는 여신상이 새겨져 있다. 무심코
들어간 서점에서 갑자기 놀라 멈춰 선다. 서점 중앙
에 혓바닥을 내밀고 있는 듯한 붉은 나선형 계단과
그 뒤를 받치고 있는 호두나무색 조각들이 강렬한
대비를 이룬다. 사람들은 붉은 계단에 서서 사진 찍
기에 바쁘다.
붉게 반짝이는 계단을 오르는데 거인의 입안으
로 들어가는 기분이다. 뱃속 같은 27개의 계단을 지
나 당도한 2층은 서점 실내가 항해에 나선 배처럼
보인다. 한때 포르투에서 영어강사를 하던 작가 조
앤 롤랑이 이 서점에서 영감을 얻어 『해리포터』를
썼다는 이야기가 충분히 그럴 만했다. 그 덕에 이
서점은 입장료를 받아야 할 만큼 더 북적거리게 되
었고, 서점 한쪽엔 『해리포터』 시리즈 전권이 따로
수레에 담겨 있었다.
아래층 벽에는 1906년, 기존의 서점을 인수
해 지금의 자리에 다시 세운 렐루 형제의 부조가 걸
려 있다. 책을 파는 서점을 예술작품으로 만든 이들
의 정성이 조각 하나하나에 새겨져 있다. 나무 바닥
의 푸근한 감각을 즐기며 푸른 의자에 앉는다. 문
득 고개를 젖히니 꽃이 핀 듯 스테인드글라스가 눈
에 들어온다. 망치를 들고 일하는 대장장이 그림이
었다. ‘DECUS IN LABORE’. 뜻을 알 수가 없어 2
층 카페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물었다. 라틴어인데
‘dedication to work’라고 했다. ‘노동에 대한 헌신’,
책을 단지 지식인의 전유물로만 생각하지 않고 노동
자들에 대한 헌신을 강조하고 있었다. 그동안 본 왕
궁과 명문 대학의 도서관에서 느꼈던 소외감이 단
숨에 위로받는 느낌이다. 책 앞에 모두 평등하다는
선언 같기도 했다. 사실 이것은 인류가 얼마나 오랜
시간에 걸쳐 이뤄낸 성과인가! 나는 급기야 이 붉은
___
Guy Moll
그림을 그린 그는 포르투갈 남부 휴양도시인 파로(Faro)

혓바닥을 타고 들어간 고래 뱃속 같은 서점이 한없
이 눈물겨웠다.
리스본으로 돌아오는 열차 안, 올리브나무 잎

에 살고 있다. 프랑스 콜마르(Colmar)에서 태어나 교육자

새를 흔드는 바람을 보며 나는 깨닫는다. 그레고리

로 은퇴한 그는 세계의 역사도시들을 스케치하는 어반스

우스가 그러했듯, 책과 함께한 이 순례길이 그 어떤

케처스(Urban Sketchers)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여행보다 충만한 시간이었음을!

렐루 서점은 책을 단지 지식인의 전유물로만 생각하지 않고 노동자들에 대한 헌신을 강조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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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풍경

／

장서표(Ex Libris) 이야기

／

글과 그림. 남궁산(판화가)

책 주인을 알려주는 작은 판화
“차서환서구일치(借書還書俱一癡)” 조선 후기 서화가
인 추사 김정희가 쓴 시의 한 구절이다. “책은 빌려
주는 사람도 돌려주는 사람도 바보”라는 뜻이다. 책
욕심은 시대를 초월하는지 도덕적 유교관념이 지배
하던 그 시절에도 다를 바 없었나 보다. 현재는 제
지술과 인쇄술이 발전한 덕분에 흔해졌지만, 과거엔
특별한 사람이나 가질 수 있는 귀중품이 책이었다.
그래서 장서가(藏書家)들은 책의 겉장이나 뒷장에 서

장서표는 표주의

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소

직업・취미・세계관 등을

중한 책을 보호했다. ‘장서표(藏書票, Ex

한 욕구와 실용의 차원에서 생겨난 ‘책 소유의 표’이

사용한다.

다. 다시 말하자면 장서가 자신이 소장(所藏)하고 있

즉 책을 소장하고 있는

는 책에 붙여 책의 소유자를 알리는 작은 판화(版畵)

주인을 형상화하는 것이다.

인 셈이다.
장서표의 시작은 중세 유럽 봉건 귀족들로부터

이러한 장서표는 중세 유럽

비롯되었다. 자신의 가문(家門)이 소장했던 책에 자

봉건 귀족들로부터

신들의 문장(紋章) 이미지를 표시하면서였다. 그러다

시작되었으며, 자신의

15세기 후반 구텐베르크에 의해 활판으로 인쇄된

가문(家門)이 소장했던

책들이 생산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책에 자신들의

소량의 필사본이 아닌 다량의 활판 인쇄본으로 많

문장(紋章) 이미지를

은 책이 생산되었지만 역시 책을 소유할 수 있는 사

표시하였던 것이다.

람들은 귀족이나 승려들과 같은 사람들이었다. 그래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면서

서 이때 제작된 장서표에는 귀족 가문의 고유한 문
장 이미지를 널리 사용하였다. 이것들은 따로 ‘문장

책은 더 이상 귀중한

(紋章)

물건이 아닌 소모품처럼
책에 직접 붙이는 행위는
점점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장서표(Heraldic Bookplate)’라고 부르기도 한다.

장서표는 독일 르네상스의 화가이자 판화가인

되어버려 장서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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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ris)’는 이러

압축해서 표현한 그림을

알브레히트 뒤러, 한스 홀바인 그리고 루카스 크라

책의
예술적 가치를
드높이던
장서표

나흐 등이 제작에 참여하면서 더욱 발전하기 시작한
다. 그러다가 19세기에는 인쇄술이 더욱 발달하고
책이 대량생산되면서 마침 부상한 부유한 시민계급
의 수요 창출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된다. 기왕
의 문장 형식의 틀에서 벗어나 풍부한 내용과 다양
한 형식의 장서표가 나타났고, 그 저변이 확대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와 중국 등 한자 문화권에서는 과거부
터 도장 문화가 발달하여 책에 직접 찍는 장서인(藏
書印)을

사용했다. 하지만 유럽 문화권에서는 별도의

종이에 장서표를 제작하여 책에 붙이는 방식을 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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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장서인은 단순한 형상과 한정된 색상을 사용할

등이다.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와 작곡가 리하르트

수밖에 없었던 반면, 별도의 종이에 판화로 만든 장

슈트라우스 그리고 물리학자 아인슈타인과 영화 분

서표는 형상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고, 다

야의 찰리 채플린・그레타 가르보・월트 디즈니 등도

양하게 채색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장서표를 굳이

장서표를 사용했다. 정치가로는 조지 워싱턴의 장서

판화로 제작했던 이유는 장서표는 책의 수만큼 많은

표가 남아 있고, 2차 세계대전의 주역이었던 윈스턴

수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처칠과 루스벨트 그리고 히틀러・무솔리니・드골이

현대에 이르러서는 다양한 인쇄 방법이 발달한

사용했던 장서표도 찾아볼 수 있다.

데다 컴퓨터의 프린트를 사용해서 장서표를 제작하

이처럼 장서가들이 사용한 장서표를 제작한 유

기도 하지만 장서가들은 판화로 제작한 장서표를 더

명한 화가로는 마티스・보나르・피사로・구스타프 클

애용하고 있다.

림트・알폰소 무하・코코슈카・피카소・달리 그리고
네덜란드 판화가 에셔 등을 꼽을 수 있으며, 비어즐
리・클링거・바이로스・포겔러 등 ‘아르누보 스타일’

장서표에는 라틴어 ‘EX-LIBRIS’
라는 국제 공통의 표기를 하는
것이 특징이다. ‘EX’는 영어의
‘From’, ‘LIBRIS’는 ‘Library’
또는 ‘Books’을 뜻한다.

판화가들도 전문 장서표 작가로 이름을 떨치기도 했
다. 다른 미술품과 마찬가지로 장서표 수집을 취미
로 하는 컬렉터도 생겼는데 앞에서 열거한 명사들이
사용했던 장서표나 유명 작가가 제작한 장서표는 오
랜 유럽 귀족가문의 장서표와 함께 컬렉터들의 주목
을 받는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면서 책은 더 이상 귀중
한 물건이 아닌 소모품처럼 되어버렸다. 심지어 컴

시인과 화가가 사랑한 판화 예술

퓨터 문화가 발전하면서 전자책의 발흥으로 종이책

장서표는 책 표지의 뒷면이나 안쪽 겉장에 붙여 사

의 미래는 불안하여 장서표를 책에 직접 붙이는 행

용하는데, 문자와 그림이 조화롭게 결합된 것이 중

위는 점점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장서

요한 예술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표는 책에 붙이는 실용 예술품이라는 위상을 뛰어

대개는 가로 세로 5~10센티미터 크기로 제작

넘어 독립된 판화 예술의 한 갈래로 발전하고 있다.

하고 언뜻 보면 소형 판화와 큰 차이가 없다. 하지

마치 사진술의 발전이 회화의 새로운 길을 열었듯

만 장서표에는 라틴어 ‘EX-LIBRIS’라는 국제 공통

이, 역사적 걸음을 같이해오던 인쇄술과 판화가 서

의 표기를 하는 것이 특징이다. ‘EX’는 영어의 ‘From’,

로 다른 길을 가고 있듯이 이제 장서표는 자신의 길

‘LIBRIS’는 ‘Library’ 또는 ‘Books’를 뜻한다. 이러한

을 걷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장서표를 영어권에서는 ‘Bookplate’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장서표의 본령은 단순히 읽고 버리는

하며, 어느 나라이든 장서표에는 그 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소중한 책에 부착되어 있음으로써 책에

표주(票主)의 이름을 써넣는 것도 장서표의 필수적인

역사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책의 예술적 가치를 드높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것이 역할이다. 이처럼 아름다움과 실용의 목

장서표에 들어가는 그림은 표주의 직업・취미・

적을 동시에 갖춘 장서표는 많은 사람이 책을 더 가

세계관 등을 압축해서 표현한다. 즉 책을 소장하고

까이 할 수 있도록 부추기는 또 하나의 미술품이라

있는 주인을 형상화하는 것이다. 장서표를 애용한

는 생각이다.

외국의 명사들을 살펴보면 시인으로는 실러・바이런
・릴케・예이츠・프로스트 등이며, 소설가로는 빅토르
위고・찰스 디킨스・잭 런던・피츠제랄드・헤밍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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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 남부 베네길 해안의 트레킹 코스를 걷다가 본 동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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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 남부 베네길(Benegil) 해안은 트레킹 코스가 아름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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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풍경

／

포르투갈의 산간마을

／

글. 이지누(본지 편집장), 사진. 이동은

몬산토에서 사람에 취하여 떠난 날, 다다른 마을은
소아주(Soaju)였다. 화강암으로 만든 곡물 창고인 에
스피게이루스(Espigueiros)가 독특한 소아주에는 대개
집집마다 창고들이 있지만 마을 한쪽에 공동으로 관
리하는 곡물 창고들도 있었다. 각각 형편에 따라 곡
물 창고를 짓기는 하지만 대개 이 지역은 지붕과 몸
체 그리고 다리 받침까지 모두 화강암 일색이다. 더
구나 문까지 화강암으로 한 창고도 있지만 문만은
나무로 단 창고들도 있었다.
이는 스페인 국경과 아주 가까운 린도소(Lindoso)
마을도 마찬가지이지만 산중마을인 제레밀은 달랐
다. 제레밀 마을의 곡물 창고는 기본 골격은 화강암
이지만 지붕은 기와, 몸체는 판자로 만드는 경우도

사람의 얼굴을 한
펠로리뇨와 곡물 창고

있었다. 물론 이는 그 지역의 자연환경에 따라 만들
어지는 것이지 싶다. 이는 포르투갈 소아주의 북쪽
에 있는 스페인의 갈리시아(Galicia)에서 볼 수 있는
곡물 창고와 상당히 닮았다.
이 창고에는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르긴 하지만
대개 옥수수를 비롯한 다양한 곡물들을 보관한다.
그러나 이처럼 서로 다른 곡물 창고들임에도 어김없
이 닮은 점이 있는데 몸체를 받치는 기둥들이다. 습

소아주(Soaju) 마을은 포르투갈의 국립공원인 페네다 제레스(Peneda-Geres) 의
기슭에 있지만 제레밀(Geremil) 마을은 국립공원 내 높은 지역에 있다.
이 두 마을에는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며 만나는 곡물 창고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곡물 창고들이 있다. 그러나 그 마을로 내 발길을 이끈 것은
해시계와 돌로 만든 펠로리뇨(Pelourinho)이다.

기가 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체를 받치고 있
는 기둥의 윗부분은 마치 피어나지 않은 송이버섯처
럼 생겼는데 이는 쥐와 같은 설치류들의 침입을 막
기 위한 것이다. 설사 쥐들이 직선으로 생긴 돌기둥
을 타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마지막 부분에서 턱걸이
를 하지 못하여 떨어지게 만든 장치인 셈이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제레밀 마을의 곡물 창고
지붕에는 가슴에 쇠꼬챙이를 꽂은 사람의 형상을 한
것이 올라앉아 있다. 곡물 창고의 지붕에는 대개 십
자가를 세워두기 마련인데 말이다. 그것은 해시계였
다. 두툼하게 이끼가 끼고 조각이 많이 상하여 해시
계의 그림자가 제대로 드리우는지 확인할 수는 없었
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낯선 동양 사람이 손짓발
짓으로 그것을 찾자 당연하다는 듯이 손목의 시계를
가리켰으니 잘 사용하던 것이었으리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나를 이 서북부 골짜기로 이끈 것은 바
로 소아주 마을의 펠로리뇨(Pelourinho)이다. 우리말
로 하면 ‘칼’이라고 번역할 수 있을까. 여하튼 긴 돌

24 2

243

기둥이 마을 한가운데의 광장에 세워져 있다. 이는

그런데 이토록 예쁜 얼굴을 한 펠로리뇨는 아주 엄

포르투갈뿐 아니라 대개의 유럽 전통마을에서 볼 수

중한 심판의 칼이었다고 마을 사람들이 전해 주었

있는 광경이긴 하지만 소아주의 그것이 특이한 것은

다. 마을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허튼짓을 한 사람

삼각형 모자를 쓰고 있는 인물상이라는 점이다. 더

들을 이 펠로리뇨 앞으로 데려와 심판하여 감옥에

구나 그 인물은 전혀 서양 사람을 닮지 않았다. 언

가두거나 풀어주곤 했다니까 말이다. 이미 포르투갈

뜻 보면 마치 우리 들녘이나 마을 어귀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취한 때문일까, 아무리 돌아봐도 돌기

미륵과도 같아 보인다.

둥의 인물상이 차갑기는커녕 나를 미소 짓게 만들었
다.

24 4

제레밀 마을에서 가장 긴 곡물 창고, 길이가 10여 미터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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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제레밀 마을의 곡물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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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주 마을의 곡물 창고는 옥수수를 보관하려 만든 것이지만, 요사이는 포도 재배가 왕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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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주 마을의 곡물 창고, 출입구를 제외하고 모두 화강암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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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가 포도 재배로 바뀌고 난 후 집집마다 사용하지 않는 곡물 창고가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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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4

소아주 마을의 펠로리뇨, 마치 우리네의 돌장승이나 미륵을 닮았다.

제레밀 마을의 곡물 창고 위에 놓인, 사람 형상을 한 해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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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레밀 마을 전경. 왼쪽에 곡물 창고가 보이고, 포도를 주로 재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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