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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보담(步步譚)은
걸음걸음 이야기를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몸을 움직여 걸음으로써 마음이 자라고
뜻과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세상이 달라집니다.
걷고 말하고 생각하며, 꿈꾸고 성장합니다.
그리고 함께 나눕니다.

20세기는 앞만 보고 달렸던 양적 성장의 시대였습니다. 에릭 홉스봄의 표현처럼 20세기가

발행인

‘극단의 시대’가 된 것은 어쩌면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저마다 목표를 향해 앞만 보고 달렸
20세기는 앞만 보고 달렸던 양적 성장의 시대였습니다. 에릭 홉스봄의 표현처럼 20세기가
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 덕분에 문명은 빠른 속도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극단의 시대’가 된 것은 어쩌면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저마다 목표를 향해 앞만 보고 달렸
경쟁, 갈등, 대립으로 번진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 덕분에 문명은 빠른 속도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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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갈등, 대립으로 번진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는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을 추구합니다. 홀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방법을 고민합니다. 걷는다는 것은 효율과 속도, 경쟁을 강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는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을 추구합니다. 홀로 달리는
하는 대신 다양성과 여유, 공생의 가치에 주목합니다. 스스로를 대면하는 여유, 주변을 살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방법을 고민합니다. 걷는다는 것은 효율과 속도, 경쟁을 강조
피는 배려, 과정을 즐기는 성숙함,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단단한 몸과
하는 대신 다양성과 여유, 공생의 가치에 주목합니다. 스스로를 대면하는 여유, 주변을 살
마음이 모두 그 안에서 자랍니다. 속도를 줄이고 방향을 점검하는 시간, 일상의 궤도에서
피는 배려, 과정을 즐기는 성숙함,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단단한 몸과
벗어난 색다른 경험들이 모여 삶의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먼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마음이 모두 그 안에서 자랍니다. 속도를 줄이고 방향을 점검하는 시간, 일상의 궤도에서
벗어난 색다른 경험들이 모여 삶의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먼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워크 앤 토크, 즉 ‘걸으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움직이며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몸과 정
신은 따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이론과 실천의 겸비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지식의 양이 그
워크 앤 토크, 즉 ‘걸으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움직이며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몸과 정
자체로 의미를 지니는 때는 지났습니다. 스스로에게, 또 서로에게 묻고 답하는 과정을 거
신은 따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이론과 실천의 겸비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지식의 양이 그
쳐 체화(體化)한 지식, 즉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몸을 움직이는
자체로 의미를 지니는 때는 지났습니다. 스스로에게, 또 서로에게 묻고 답하는 과정을 거
까닭을 찾기 위해서는 정신의 가치를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워크와 토
쳐 체화(體化)한 지식, 즉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몸을 움직이는
크의 가치이며, 『보보담』에 담고 싶은 이야기들입니다.
까닭을 찾기 위해서는 정신의 가치를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워크와 토
크의 가치이며, 『보보담』에 담고 싶은 이야기들입니다.
함께 걷고 이야기 나누며 멀리, 오래도록, 더불어 성장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걷고 이야기 나누며 멀리, 오래도록, 더불어 성장할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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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K 01

길 위의
학교

‘길 위의 학교’는 우리 땅과 역사, 그리고
그 속에 담긴 문화를 읽는 안목을 기르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특정한 장소가 놓인 자연과
지리를 살피면서 옛사람들이 어떤 역사적 풍경을
만들었는지 찾아보려 합니다.
우리 건축 답사의 대가, 최종현 교수와 함께
길을 떠납니다.

옛 선비들은 높은 곳에 올라 풍광을 보며 호연의 기를 키우고
시를 읊으며 벗과 교류했습니다. 그러다 경개 좋은 곳 바위에는
각자를 새겨 넣기도 했습니다. 자연을 마주하며
그곳에서 배우고 자랐습니다. 산수는 옛사람들의 학교였습니다.
그 산수 간에 집을 짓고 원림을 꾸밀 때도 자연히 먼저 땅을 읽고
이해하려는 자세가 우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옛 건축을 보노라면
자연스레 우리 땅을 읽고 보는 법을 익히게 됩니다.

마음을 다 닦았습니까?
충남 예산과 서산
충남은 평평한 곳이 많다고 흔히들 생각하지만 예산, 서산, 태안 등 층남 서해안
쪽은 산도 높고 지형 변화도 많은 역동적인 땅입니다. 해안선 역시 들쑥날쑥 복잡
한 리아스식해안입니다. 그러다 보니 구름이나 바람이 산에 걸려 눈과 비도 많습
니다. 기후에 국지성 변화가 많은 것이죠. 이런 지역에서는 농산물이 잘 자랍니다.
바다가 가까워 해산물도 풍부하고, 산에서 나는 것도 부족하지 않으니 예전부터
살 만한 곳이었습니다. 천년 고찰 수덕사부터 시작해 해미읍성과 향교, 마음을 닦
고 올라야 하는 개심사, ‘백제의 미소’로 유명한 서산 마애삼존불, 보원사지, 예산
사면불과 추사고택 등이 이 일대에 있습니다. ‘길 위의 학교’ 첫 번째 수업은 사찰
과 석불, 읍성과 가옥을 아우르며 충남 예산과 서산으로 향합니다.
추사고택 근처 화암사 뒷산의 바위. ‘시경’이라는 각자가 새겨져 있어
선비들이 놀던 자리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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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충남 예산과 서산

최종현 ‘길 위의 학교’를 이끌어 줄 최종현 교수는 1945년 만주 봉천에서 태어나
강의 최종현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정리 편집부

서울에서 살아왔습니다. 한양대학교에서 건축을 공부했고 현재 한양대학교 도시
공학과 교수이자 통의건축도시역사연구소 대표로 있습니다. 서양 건축사에서 비

사진 어상선 (어린 스튜디오)

롯된 그의 학문적 관심은 조경에서 한국 건축사, 한국 및 동서양 도시 역사 등으로

함께하신 분들

옮겨왔고 평생 이 분야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해왔습니다.

민정기 (화가)

1970년대, 새마을운동으로 우리 땅 곳곳이 파괴되는 상황에서 그는 해외 유학 대

성재혁 (국민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교수)

신 국내 건축 답사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고지도와 실록 등의 문헌 연구와 답사를

금선희 (다큐멘터리 영화감독)

통해 지형을 읽고 건축과 문화를 이해하는 독창적인 이론을 정립했습니다. 또 오
랫동안 민학회 건축 답사를 통해 수많은 답사 전문가와 연구자들을 키웠고, 서울
학연구소와 함께 서울 도시사에 대한 많은 전문 자료를 발간했습니다. 대중 저작
을 남기거나 강연을 하는 대신 ‘공부할 시간도 모자란다’며 정년의 나이에도 연구
에 몰두하는 그가 『보보담』을 위해 ‘길 위의 학교’라는 특별한 수업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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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셨습니까? 요즘은 이런 계단을 만들 때 지형과 기후에 대한 고려 없이
무조건 아귀가 딱 맞게 합니다. 그게 더 쉽죠. 그러다 보니 비가 내리면
토압에 의해 계단이 터지고 밀려나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보다 현대 토목
기술이 더 낫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진 않습니다. 어떤 점에서는 옛사람
들만큼의 지혜가 없어요. 이 대웅전은 본래 지형을 깎아 흙을 쌓은 위에
지은 것입니다. 이런 경우 흙과 물의 압력을 견디기 위해선 장대석이 느
슨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래갑니다. 자연을 보는 눈이고, 건물을 짓는 지
혜입니다.
이제 대웅전 건물을 봅시다. 고려 때 건물은 호화롭기보다는 웅장합니다.

01

고려 시대 건물 중에서도 여기가 가장 단순합니다. 창살 문양도 한 종류
로 단정하지요. 정면에서 보면 지붕이 건물보다 좌우로 길게 빠져 있지
첫 번째 여정: 예산 수덕사

04

요? 지붕선이 짧은 건물은 비바람이 옆에서 들이쳐 건물이 상할까 봐 측

오래가려면 느슨해야 합니다

면에 나무로 풍벽을 만들곤 합니다. 이런 경우는 옆에서 볼 때 시야가 막

오늘의 수업은 수덕사에서부터 시작합시다. 수덕사는 지은 지 천 년이 넘

으니 측면이 아주 경쾌합니다. 구조가 명쾌하고 단정해요.

은 절입니다. 고려 목조 건물이 남아 있는 사찰로 흔히 이곳 수덕사와 안

흔히 이 대웅전을 정면 3칸, 측면 4칸 건물이라고 하는데, 저는 좀 의문

동 봉정사, 영주 부석사를 이야기합니다. 같은 고려 때 것이라도 부석사

이 있습니다. 측면을 언뜻 보면 4칸처럼 보이지만, 가운데 기둥은 건물이

무량수전은 여성적인 느낌이 강한 데 비해 여기 수덕사 대웅전은 강인하

커서 보가 휠 것 같으니까 보조로 세운 게 아닐까 합니다. 법당 안쪽에서

고 건강한 느낌이 나죠. 고려 시대 것 중에 가장 건강한 느낌입니다. 전체

보면 다른 기둥들과 달리 가운데는 기둥이 없어요. 밖에서도 ‘이건 진짜

구조나 나무를 쓴 모양새도 굉장히 아름답고요.

기둥이 아니다’ 하고 알 수 있도록 가운데 기둥만 유독 각지게 되어있어

먼저 대웅전 아래 장대석부터 보세요. 돌들의 크기가 다 다르죠? 게다가

요. 이 기둥이 있어서 밖에서 보기에 대웅전 건물의 비례가 맞아떨어집니

돌과 돌 사이가 엉성해서 틈이 있습니다. 대충 맞춘 것 같나요? 그런데 여

다. 역학적으로도, 시각적 균형 차원에서도 훌륭해졌지요.

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도 비가 오는데요, 이 빗물이 어디로 갑니까?

건물 뒤편으로 가볼까요? 나무판자로 막아 놓은 문 같은 게 있습니다.

03. 수덕사에 가면 큰절뿐 아니라 주변의 작은 암자도 둘러볼 만하다. 수덕

엉성한 돌 틈으로 물이 흘러나오고 있죠. 대웅전 올라오는 길에 최근에 새

요즘에는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내오는 걸 법당 옆문을 통해서 하죠.

화백이 그렸다. 화소대라는 이름은 부처와 제자 마하가섭이 한 송이 연꽃

로 조성한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 돌들이 제자리에서 다 밀려나 있는 걸

혀 답답하죠. 하지만 수덕사 대웅전은 지붕 선이 길어서 풍벽이 필요 없

02
01. 수덕사 대웅전(국보 49호). 1937년 완전 해체하여 수리를 하다가 1308
년의 건립 기록이 적힌 문서가 발견되어 정확한 건립 연대를 알 수 있게 되
었다. 02. 대웅전 아래편의 장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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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바로 옆 작은 암자 화소대(花笑臺)에서 만난 목백일홍 한 그루를 민정기

하지만 예전엔 그런 경우 법당 뒤로 들어갔습니다. 정면으로 들어가는 건

을 주고받으며 깨달음을 전한 ‘염화시중의 미소’ 이야기에서 따왔다. 04.

부처님께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법회가 있을 때 큰스님만 정

막아버렸다. 05. 대웅전 건물 측면. 5개의 기둥 대부분이 원기둥 형태를

면으로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수 있다.

수덕사 대웅전 뒤편. 공양 예물 등을 가지고 드나들던 출입문을 널빤지로
띠고 있는 데 비해 유독 가운데 기둥만 각재로 곧게 다듬어진 것을 확인할

주위 환경과 관계를 맺는 게 기준이었죠.
특히 우리나라 건축의 경우는 산과 산봉우리가 마주 대하는
연결선을 건물의 중심축으로 삼은 것이 특징입니다. 주변에
마주 보는 산이 없어 산과 산을 잇는 축이 생기기 어려우면
산과 물을 잇고, 물도 마땅치 않으면 나무를 심어 산과 나무
를 연결한 선상에 건물을 배치하기도 했죠. 이 원칙이 우리
건축의 입지를 정하는 데에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서양과
는 다른, 우리 건축의 정면성이라고도 할 수 있죠. 경사가 진
곳에서는 중요한 건물일수록 높은 곳에 앉히는 것 역시 원칙
입니다. 사찰이라면 대웅전이나 본당, 민가에선 사당이 제일
높은 곳에 있는 식이지요. 제대로 지은 우리 옛 건축들은 거
의 다 이런 정면성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옛 건물을 볼 때엔 경치만 볼 것이 아니라 건축물이
어떤 축선을 따르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건물 중심을 기준으

06

로 해서 앞뒤로 선을 그어보면 마주 보고 있는 산봉우리가
이런 맥락은 왕이 조회를 하던 궁궐 정전(正殿)에도 이어집

있을 겁니다. 경주 황룡사지에 가면 이 원칙이 구현되어 있

니다. 정전은 앞에서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건물 뒤

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황룡사 중심에서 앞뒤 좌우로 선을

쪽을 이용했죠. 그래서 창덕궁 인정전 뒤쪽에 회랑이 있는

그어 보면 각각 대응하는 자연물이나 중요 시설이 있습니다.

것입니다. 임금이 월대(月臺)를 통해 정전으로 출입하는 건,

황룡사 좌우로 선도산과 명월산, 앞으로는 남산 칠불암, 뒤

신하들을 모아놓고 조회를 하든지 가마를 타고 나갈 때처럼

로는 사면불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발견할 때마다 옛 건

특별한 경우였습니다. 그런 옛사람들의 예의와 규칙을 모르

축을 읽는 재미를 느낄 수 있지요.

니까 아무 설명 없이 편의를 위해 이렇게 덜컥 법당 뒷문을

08

두 번째 여정: 서산 해미읍성과 향교

막아버린 겁니다. 옛 문화가 갖고 있는 깊은 의미를 그냥 날
려버리는 거지요. 참 아쉬운 일입니다.

우주를 담은 감옥, 우리식의 인본주의

그런데 지금처럼 정교한 측량 도구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건

수덕사에서는 우리 건축의 입지 원칙을 설명하느라 이야기가 좀 길었습니다. 이제

물의 터를 잡고 방향을 맞추었을지 궁금하지 않나요? 여기에

부터는 조금 속도를 내야겠네요. 해미(海美)로 가 보죠. 해미는 태종 7년(1407)에

우리 건축을 보는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건축의 정면

정해(貞海)와 여미(餘美) 두 현을 병합해 만든 고을입니다. 원래의 해미읍성은 지

성(正面性)입니다. 정면성이란 흔히 서양 건축물을 볼 때 쓰

금 자리보다 더 바다 쪽에 있었는데 고려 말부터 왜구의 침입이 끊이지 않자 읍성

는 용어인데 말 그대로 ‘정면에서 바라본 방향이 갖는 가치’

을 내륙 쪽인 현재 위치로 옮겼습니다. 해미읍성만이 아니라 지금 관광지로 유명

를 뜻합니다. 서양 건축에서는 건물의 4면 중 한 면, 대개 ‘파

한 고창읍성, 낙안읍성 등도 새롭게 옮긴 것이지요. 해미읍성처럼 왜구를 피해 옮

사드(façade)’라 부르는 주출입구 정면부에 특별한 가치와

긴 읍성들은 유사시 민가들이 읍성 안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방향성을 부여합니다. 부조나 조각 같은 장식으로 파사드를

상대적으로 담이 높습니다. 여기 해미읍성의 높이는 20척, 지금 기준으로 약 5미

아름답게 표현해서 정면성을 강조하죠. 서양 건축에서 정면

터 정도 됩니다. 사실 방어용이 되기엔 여전히 그리 높지 않죠. 여러분이 보기에도

성은 인간이 건축물 ‘바깥’에서 그 건축물을 바라봄을 전제

사다리만 걸치면 쉬이 넘을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로 합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궁궐이나 종교적인 건물을

성벽의 발달 과정을 보면 대포의 발달과 관계가 깊습니다. 중국에서는 원나라 때

제외하면 건축물의 어느 한 방향에 중심 지위나 가치를 부여

부터 성을 공략하기 위해 화포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화포 기술이

한 예가 거의 없습니다. 대신 건물의 중심과 그곳에서 본 사
방이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건물을 밖에서 보는 게 아니
라, 인간이 건축물 내부에 자리를 잡고 건축과 하나가 되어

09

발달해 사정거리가 늘어나면 성벽도 점점 높아지고 해자도 넓어집니다. 그러다 사
07

06. 수덕사 대웅전 앞에서 강의를 듣고 있는 ‘길 위의 학교’ 참가자들. 07. 해미향교에 대해
설명 중인 최종현 교수. 08. 09. 10. 해미읍성 안의 감옥. 원형으로 둘러쳐진 담을 확인할 수
있다. 담 안쪽으로는 너른 마당을 두고 건물을 지어 옥사(獄舍)로 사용했다. 허술하게까지 보
이는 외관에서 옛 감옥의 기능이 지금과 달랐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네 옛 감옥은 심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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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었다고 한다.

정거리가 아예 확 늘어나면 어느 순간 성벽은 무용지물이 돼버리지요. 그러니까
여기 해미읍성 같은 경우는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나’라는 정도의 높이로 쌓
은, 일종의 상징 장벽인 셈이지요.
해미읍성에는 동헌, 객사, 감옥, 민가 등의 자리가 남아 있어서 읍성 구조와 기능
을 추측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선 동헌 앞쪽으로 동그랗게 담을 두른 곳이

10

것으로 아무 데나 쓰지 않았어요. 그런 맥락을 모르니, 그저

세 번째 여정: 서산 개심사

보기 좋다는 생각에 현대에 복원하는 전통 담마다 사괴석 담
을 들여서 돌들의 크기를 가지런하게 일정히 맞춰야 합니다.

마음을 닦다,
마음이 열리다

지금 보이는 담처럼 들쑥날쑥하게 쌓으면 안 되죠. 역사적

오늘 마지막 일정은 개심사(開心寺)입니다.

맥락도 없고, 공도 들이지 않고, 총체적 난국이지요.

개심사는 서산군 운산면 상왕산(象王山)에

이제 해미향교로 갑시다. 해미향교는 올라가는 길이 참 좋지

있는 절입니다. 상왕산이란 이름에 코끼리

요. 양쪽으로 오래된 나무들이 서로 어우러져 아주 잘 자랐

가 들어 있지요? 불교적인 상징입니다. 오

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잘 심었던 것이지요. 이 나무

래전부터 이 지역이 불교가 융성했던 곳임

들은 향교로 들어가는 일종의 진입로인 동시에 문 구실을 했

을 짐작할 수 있지요. 조선 시대 들어서 유

던 겁니다. 신성한 배움의 공간과 세속의 일이 벌어지는 공

학자들이 불교나 도교적인 지명을 유교식

간 사이에 경계를 지은 거지요.

으로 바꾼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는 아직도

향교는 대개 이곳처럼 읍성 밖에 둡니다. 향교는 유학의 성

남아 있네요.

현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인 한편 미래의 꿈나무들이 공부

개심사는 절 아래까지 차가 올라갈 수 있지만, 저는 반드시

를 하는 곳이죠? 그러니 읍성 담장 안에 가두지 않고 이렇게

산길을 걸어 절까지 올라가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진입

풍광이 좋은 곳에 자리를 잡았어요. 해미향교 역시 대성전에

로 입구를 보십시오. 입구 양쪽으로 바위에 글씨가 씌어 있

서 내려다보면 남향으로 읍성과 수려한 경치가 보이지요. 향

는 게 보이지요? 오른편 바위는 무슨 글자입니까? 개심사(開

교에는 작게라도 누각이 있게 마련인데 이 누각 이름에 보통

心寺) 즉 마음이 열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왼편 바위에는요?

바람 풍(風)이나 변할 화(化)를 많이 썼습니다. 이 글자에 담

세심동(洗心洞)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닦는 동네입니다.

감옥입니다. 우리나라 엽전 있지요? 그 엽전이 우주를 상징

긴 뜻이 멋있는 게, 세상의 변화를 보라는 겁니다. 단지 자연

몸의 더러움이 아니라 마음의 더러움을 닦으란 말이에요. 저

합니다. 하늘을 상징하는 동그라미 안에 땅을 상징하는 네모

의 변화뿐 아니라 세속이 변하는 것을 관찰하라는 말이지요.

아래 일주문을 지나면서 일단 마음을 가다듬고, 이 입구부터

를 넣은 것이지요. 천원지방(天圓地方)의 우주관입니다. 감

지금은 어떤가요? 도시에 가면 아파트 단지나 큰 건물에 포

절에 이르기 전까지 산길을 오르면서 마음을 열고 마음을 닦

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형으로 담을 쌓고 그 안에 네모난

위당한 학교들이 많습니다. 세속은 고사하고 계절 변화도

으라고 주의를 주는 겁니다.

건물을 지었습니다. 감옥에까지 우주를 담은 것이지요. 너만

보기 어려워요. ‘자연을 탐닉하고 세상 변화를 관찰하고 그

절에 당도하면 본 건물이 나오기 전 ‘경대(鏡臺)’라는 연지

의 작은 우주에 들어가 생각을 해라, 사색을 해라 그런 뜻입

렇게 커서 공부한 것을 세상에 펼쳐 보여라’ 하는 큰 뜻은 들

즉 연못을 먼저 만나게 됩니다. 연못을 거울 삼아 마음을 잘

니다. 형벌도 지금과는 차원이 다르지요? 지금의 감옥 형태

어설 여지가 없지요.

열고 닦았는지 비춰보라는 의미죠. 지금은 연못 크기도 1/3

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괴석 담을 제대로 하자면 공력

11

12

는 유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관리하고 감시하는 사람의 시

정도 줄고, 연못 안에 있던 ‘경석(鏡石)’이라 적힌 돌도 뽑아

각이 중심이 된 구조지요. 우리 감옥은 담부터 둥글둥글하고

내서 아쉽습니다. 이곳까지 올라가는 동안 마음을 고요하게

들어앉아 있어도 하늘이 보입니다. 그러면 왜 나는 세상을

닦지 못했으면 연못 앞에서 뒤돌아 산을 내려가야겠죠.

모나게 살았나 반성도 하게 되는 거지요. 그게 우리식 인본

비가 오는 날 이곳에 온 건 처음이군요. 사람이 없어 오히려

주의인 겁니다.

고즈넉하고 좋지요? 개심사는 건축적으로 특별히 강조하고

수덕사에서 대웅전 뒷문을 막아 놓은 것과 새로 만든 계단

싶은 건 없습니다. 배웠던 것들을 혼자 찾아보고 느껴보세

이야기를 했지요? 여기도 동헌의 담을 좀 보세요. 원래는 크

요. 중심축이 어떻게 그어지는지, 앞뒤 산봉우리로 이어지는

기가 다른 자연석들을 모양 그대로 살려서 담을 올렸을 겁니

선을 스스로 그려보면서요.

다. 그런데 현대에 복원하면서 동헌 정면 쪽 담은 네모반듯

우리 절들을 보면 나무를 곧게 다듬지 않고 자연적으로 휘고

마음대로 다룰 수 있을 만큼 도구들이 발달한 이후 시작된
겁니다. 게다가 왕실이나 지체 높은 이들의 집에나 둘렀던

15

16

비틀어진 모양을 그대로 살려 쓴 곳들이 많은데 이 개심사에

하게 다듬은 사괴석을 쌓아 이어 놓았어요.
사괴석 담은 조선 숙종 이후에 발달했습니다. 단단한 돌을

14

13

11. 해미읍성의 정문인 진남문. 해미읍성은 둘레가 1,800미터에 이르며 북쪽은 산을 끼고 있
다. 12. 해미읍성 동헌 담장. 복원하면서 원래와는 다른 스타일의 축성 방식을 뒤섞어 쌓았다.
사진 오른편이 ‘보기 좋으라고 만들어 놓은’ 사괴석 담장. 13. 해미향교로 오르는 길. 몇백 년
된 느티나무들이 진입로 겸 입구 역할을 하며 향교와 속세를 구분하고 있다. 14. 산길 입구에
서있는 바위에 ‘開心寺’와 ‘洗心洞’이라는 글자가 선명하다. 마음을 여는 절, 마음을 닦는 골짜
기. 15. 개심사 오르는 산길을 다 올라와 만나는 연지(蓮池). 날씨 좋은 4월의 봄날에는 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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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고 있는 개심사 내 건물. 휜 나무를 그대로 사용한 모습이 인상적이다.

서도 그런 편입니다. 곧은 기둥을 찾는 게 더 어려울 지경이
죠. 대웅전 뒤쪽 문도 막지 않은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옛것
을 대하는 마음 씀이 한결 낫지요. 그런 여러 가지를 염두에
두고 천천히 절 곳곳을 관찰해 보세요. 마음을 열었는지, 닦
았는지 스스로 되짚어 보면서 말입니다.
17

18

19

네 번째 여정: 서산 마애삼존불과 보원사지, 예산 사면불

람들의 삶을 반영하지 않겠습니까? 삶의 여유가 있는 곳이라

이글거리는 광배, 문화가 교차하다

삼존불이 이렇게 화사한 미소를 띨 수 있지 않았을까요?
유럽도 12~13세기 사이 도시들이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그

어제 비 오는 개심사도 처음이었는데, 비 오는 날 마애삼존

이곳 마애삼존불은 동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석가모니 본존

때 기후가 온난해지면서 원래 척박한 땅이던 북유럽까지 농

불을 보는 것도 오늘이 처음이네요. 다니기엔 불편해도 이건

불이 가운데 있고 양옆으로 본존을 모시는 협시불이 있지요.

업 생산이 비약적으로 늘었거든요. 도시가 늘어나면서, 그

또 이대로 좋은 것 같습니다. 혹시 이곳이 처음인 분들은 맑

특히 본존불 왼쪽 협시불이 반가사유상이라는 점이 서산 마

림 그리고 조각하고 건물을 짓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생

은 날 다시 한번 찾아와서 햇빛이 비출 때 불상이 어떻게 달

애삼존불의 특징입니다. 세 분 불보살들이 모두 아주 온화하

산력과 문화가 더불어 발전하는 거죠. 실크로드도 마찬가지

리 보이는지 비교해 보면 더 좋겠네요.

고 환한 미소를 짓고 있지요? 그래서 흔히들 ‘백제의 미소’라

입니다. 동서 간에 교역이 활발해 실크로드상의 도시들이 번

한동안 마애삼존불을 보호한다고 바위 앞에 누각을 만들어

부르곤 합니다. 지금은 올라오는 길에 계단이 있어 오기 편

성할 때,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불교미술이 융성했습

씌웠는데 지금은 철거했습니다. 누각 때문에 오히려 유물이

하게 느껴지지만 사실 이 마애삼존불은 천몇백 년 동안 감추

니다. 그만큼 먹고산다는 것이 문화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더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보존과학은 정말 세심해

어져 있다가 수십 년 전에야 학계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

겁니다. 유물과 유적을 대할 때, 지리, 기후, 경제사적 배경

야 합니다. 이런저런 변수들을 다 예측하고 실험을 해 본 후

만큼 외지고 깊은 곳에 있었다는 말이지요.

들을 함께 헤아려 보는 눈을 키워야 하는 까닭이죠.

에 유물과 유적에 적용해야 하는데, 대개는 의견을 내는 사

왜 이런 곳에 마애삼존불이 있는지는 아직도 명확하게 밝혀

람의 목소리가 크면 덜컥 시행해 버리는 식이지요.

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은 이곳이 중국과 백제를 오가는

누각을 철거한 대신 마애삼존불로 오르는 계단 입구에 새로

경로였다고 설명합니다. 중국으로 통하는 바닷가 태안에서

문을 달았습니다. 문 현판에 ‘불이문(不二門)’이라고 적혀 있

부여로 오가는 길이었다는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이 어제오

지요? 둘이 아니다, 즉 하나라는 말입니다. ‘부처와 내가 다

늘 걸어 봐서 알겠지만 이 지역은 산세에 굴곡이 많아 규모

르지 않다, 진리에 이르는 길은 하나다’라는 뜻이죠.

있는 교역로가 되기 어렵습니다. 제 견해로는 이 일대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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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서산 마애삼존불을 옆에서 본 모습. 비 오는 날 젖은 바위에서 느껴지는 조각의 질감이 남
다르다. 일부 문화해설사들은 마애삼존불을 설명하면서 본존 양편의 보살들을 가리켜 본처와
첩이 질투하는 사이에 빗대 표현하곤 하는데, 비록 재미 요소가 필요하다고 해도 이는 위험한
방법으로 보인다. 19. 민정기 화백이 그린 보원사지 전경. 사진으로 담기 어려운 공간 배치의

씨 변화나 자연환경에 변화가 잦아 사람들이 종교에 의지하

특성이 그림 속에 오롯이 살아 있다. 20. 보원사지 입구 쪽 당간지주. ‘당’이란 절에 법회 같

게 되었고 물산도 풍부해 불교문화를 꽃피우기 좋은 조건이

간을 걸어 고정하는 구조물로, 흔히 두 개의 높은 돌기둥 형태로 되어 있다. 21. 보원사지 5층

아니었나 합니다. 이 근방에 유독 큰 절들이 많죠. 불상도 사

20

은 행사가 있을 때 거는 깃발이고, ‘간’은 그 깃발을 지지하는 막대기를 말한다. 당간지주는 당
석탑(보물 제104호)의 기단부. 네 면에 각각 2구씩의 조각이 있는데, 불법을 지키는 여덟 신장
(神將)인 팔부신중(八部神衆)을 새긴 것으로 보인다.

21

1980년대에 문화재관리국에서 정화사업을 한다고 베어버렸
습니다. 역사의 흔적이란 오래된 나무 한 그루에서도 찾을
수 있는 건데 너무 무신경했던 것이죠.
자, 잠시 예산에 들러 사면불을 보고 갑시다. 사면불은 사방
불이라고도 하는데 경주 남산에 조금 남아 있고 우리나라엔
흔하지 않아요. 사면불은 대부분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래되
던 초기에 만들어졌는데 인도 힌두교의 영향이 섞인 겁니다.
사면불 이후에 평면적인 삼존불이 나타나지요. 불교문화가
본격화된 겁니다. 예산 사면불은 백제 시대 것인데 다른 곳
에 있던 돌을 옮겨온 게 아니라 원래 여기 있던 돌에 조각을
22

한 게 아닐까 추측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면에 새긴 부처님

보원사지는 개심사에서 산 너머 반대편에 있습니다. 보원사

들의 크기와 균형이 조금 맞지 않는 것일 테고요.

지 뒷산으로 넘어가면 개심사까지 쉽게 오갈 수 있죠. 보원

네 부처 중 남쪽을 향한 부처가 제일 중요합니다. 정말 조각

사(普願寺)는 백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절이라고 하는데 백

을 열심히 한 게 느껴지지요? 광배의 불꽃을 보세요. 활활 타

제의 유물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통일신라 유물로는

오르잖아요. 이 정도 박력과 테크닉을 갖춘 조각은 드문 편

당간지주와 5층 석탑 등이 있습니다. 석탑 아래쪽을 빙 둘러

입니다. 옷도 겹겹으로 겹쳐 내려오는 걸 잘 표현했고요. 광

조각이 있는데, 많이 마모되어 정확한 형체와 솜씨를 알아보

배는 해를 등진 모습을 상징하는 것으로, 태양을 숭배하던

기 어렵지만 꽤 공을 들인 조각입니다.

유목민들의 전통이 종교에 스며든 것으로 보입니다.

보원사 터에는 예전에 물을 담았던 석조가 있습니다. 크기를

26

보면 이 절이 오래도록 꽤 큰 절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
다. 이 정도 규모 석조는 법주사 정도에만 있고 다른 곳에선

다섯 번째 여정: 예산 추사고택

본 적이 없어요.
의 제약이 있습니다. 절터 가운데로 개울이 흐르면서 앞뒤가

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건물을 보다

좁고 옆으로 긴 지형이 되었죠. 그래서 축선상에 수직으로

이번 답사의 마지막은 추사고택입니다. 추사고택의 건물들

가람(伽藍)을 배치하지 못하고 땅에 맞추었습니다. 법당을

은 단아하면서 밀도가 있습니다. 경사가 있는 지형에 지어졌

지을 때도 앞뒤 산이 아니라 앞산 봉우리를 기준으로 위치를

는데, 맨 위쪽 사당에서부터 안채와 안마당, 중문을 거쳐 사

잡았던 것 같습니다.

랑채로 이어지며 차츰 낮아집니다. 공간마다 기단을 조성해

보원사지를 올 때마다 아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원래는

위계를 반영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추사고택의 전부는

이곳은 앞산과 뒷산을 연결한 축에 건물을 배치하기엔 지형

탑을 바라보고 왼편 산자락, 지금 잡목이 우거진 숲에 민가

아닙니다. 주요 건물 한쪽으로 우물도 있고 아랫사람들이 생
23

가 세 채 있었거든요. 거기 천 년 된 탱자나무가 있었는데

활하던 집들도 있죠. 우리는 옛 건축물을 이야기할 때 습관
적으로 이런 부속 건물들을 제외합니다. 절반만 보는 거지
요. 하인들이나 여자들의 동선이 어떠했을까 생각해 보는 것

22. 보원사지 당간지주와 수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 23. 민정기 화백이 그린 예산

만으로도 옛 건축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공간을 입체적이

사면불과 주위 경관. 사방을 조망할 수 있는 입지에 세운 것을 그림에서 느낄 수 있다. 지금은

고 실제적으로 재구성해 보는 것이지요.

후대에 심은 나무들이 경관을 가로막고 있다. 24. 25. 예산 사면불. 이글거리며 타오르는 듯
한 광배가 인상적이다. ‘4면’이라는 숫자에서 인도의 힌두교적 전통을, ‘광배’에서 중앙아시아

추사고택의 안채는 지형적으로 높습니다. 어떤 분들은 추사

유목민들의 태양 숭배 전통을 엿볼 수 있다. 작은 유물 하나에서도 교차하는 문명의 흔적을 찾
을 수 있다는 것이 흥미롭다. 다만 사면불을 보호하기 위해 씌운 누각을 좀 더 크고 시원하게

고택의 안채가 ㅁ자형이라 답답하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여

지었더라면 햇볕이 자연스레 들어오면서 사면불의 아름다움을 보다 제대로 감상할 수 있었을

기 마당을 좀 보세요. 빛이 구석까지 환하게 들어옵니다. 안

것이다. 26. 추사고택 내부 전경. 앞쪽에 있는 건물이 사랑채, 그 뒤편이 안채이다. 완만한 경
사를 따라 기단부의 높이를 다르게 함으로써 공간에 위계를 부여했다. 27. 추사고택 안채의

채 마루에서 하늘을 보면 시원하게 내다보이죠. 지형의 경

샛문을 통해 곧장 사당으로 올라가는 길. 여성을 배려한 기능적이고 짧은 동선이다.

사를 따라 건물의 지붕들도 층을 달리했기 때문에 전망이 트
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지은, 지금 봐도 훌
018

길 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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륭한 설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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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이 끝나고
옛날 양반 가옥들은 남녀 공간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동선도

서 상이 보이지 않도록 높습니다. 밖에서 보면 딱 앉은 사람

서로 달랐죠. 이 집의 경우, 제사를 지낼 때 남자들은 사랑채

의 상반신만 보이지요. 깔끔하지 않습니까? 서로 예의를 갖

에서 마당을 거쳐 사당으로 가는 구조입니다. 반면 여자들은

추면서 감추고 지킬 것이 있는 거예요. 또한 이 문턱은 방 안

안채에서 음식을 준비해 별도의 샛문으로 빠져나와 곧장 사

에 사람이 누웠어도 밖에서는 사람이 보이지 않고, 창턱에

당으로 오갈 수 있었죠. 이 집은 여성들의 동선이 짧고 기능

턱을 괴고 밖을 내다보기에도 딱 좋은 높이죠. 세심하게 많

적입니다. 남자들은 좀 둘러서 가지요. 의전이라는 건 그렇

은 점을 고려해 지은 집입니다. 서울 사대부 가옥도 이 정도

게 불편함을 감수하며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성의 입장에서

로 꼼꼼히 만들어진 것이 드물죠. 실용성과 기능성, 아름다

안채 뒤편 길로 사당까지 가 봅시다. 길이 어때요? 폭이 좁지

움을 두루 갖춰 지었다는 것이 추사고택의 미덕입니다.

도 넓지도 않은 게 참 단정하지요? 이게 딱 소반을 들고 걷는

자, 첫 번째 ‘길 위의 학교’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옛

폭입니다.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의 삶을 상상해 보고, 그이들의 멋과 지혜를 살펴보는

이번에는 안채 중문과 사랑채가 이어지는 공간을 봅시다. 사

것, 우리 땅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이 ‘길 위의 학교’의 수

랑채 뒤쪽 벽에 창문이 나 있지요. 왜 저 위치에, 저 높이와

업 목표입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저만한 폭으로 창문을 냈을까요? 이건 안채에서 사랑방으로
곧장 상을 들이던 통로입니다. 건물 앞까지 돌아가지 않아도
되니 기능적이죠. 여자들의 동선이 밀도 높고 합리적인 집답
습니다. 창의 위치를 보면 소반을 든 높이 등을 고려했음이

28. 안채(왼쪽 건물) 중문과 사랑채(오른쪽 건물) 뒤편 창문은 약간 비켜서 마주보고 있다. 즉

보입니다.

안채 중문에서 상을 들고 나오면 바로 사랑채 창문으로 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동선이다. 29.

또한 창문턱의 경우, 그 높이가 안에서 상을 받으면 방 밖에

하늘. 공간에 좁아 답답할 것이란 선입견과는 달리, 전망이 트여 시원한 느낌을 준다.

여러 가지 상황을 세심하게 고려해서 높이를 정한 사랑채 창문. 30. 안채 마루에서 올려다본

금선희 이런 식의 답사는 많이 다녀보지 못해서, 그동안 저

수업이
끝나고
혼자 볼 때 많은
것들을 놓쳤구나 싶습니다. 이번 답사에서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이, 한국 절들은 일본 절들에 비해 색
금선희 이런 식의 답사는 많이 다녀보지 못해서, 그동안 저
깔이 다양하고 아름답다는 점입니다. 일본 신사나 절은 적갈
혼자 볼 때 많은 것들을 놓쳤구나 싶습니다. 이번 답사에서
색이나 진홍색 정도가 많은데, 한국 절의 ‘단청(丹靑)’은 훨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이, 한국 절들은 일본 절들에 비해 색
씬 컬러풀하면서도 그것들이 모나게 튀지 않고 조화를 이룹
깔이 다양하고 아름답다는 점입니다. 일본 신사나 절은 적갈
니다. 단청의 푸른색이 수꿩의 목 깃털 색깔에서 유래했다는
색이나 진홍색 정도가 많은데, 한국 절의 ‘단청(丹靑)’은 훨
점, 절의 기와지붕이 마치 새가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것처
씬 컬러풀하면서도 그것들이 모나게 튀지 않고 조화를 이룹
럼 보이기에 지붕 아래에 화사한 색을 사용했다는 이야기들
니다. 단청의 푸른색이 수꿩의 목 깃털 색깔에서 유래했다는
이 새롭고 재미있었습니다.
점, 절의 기와지붕이 마치 새가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것처

의 기후 조건을 반영한 것이지요. 이처럼 동서양이 같은 원
인을 두고 디자인적으로는 다르게 표현한 점이 재미있습
니다. 해미향교를 오르는 길에 나무로 세속과의 경계를 설
의 기후 조건을 반영한 것이지요. 이처럼 동서양이 같은 원
정한 점이나 천원지방의 우주관을 담은 해미읍성의 감옥도
인을 두고 디자인적으로는 다르게 표현한 점이 재미있습니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식 ‘인본주의 디자인’의 다양한 결
다. 해미향교를 오르는 길에 나무로 세속과의 경계를 설정
을 본 것 같아요.
한 점이나 천원지방의 우주관을 담은 해미읍성의 감옥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식 ‘인본주의 디자인’의 다양한 결
어상선 개심사를 오를 때 조금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다 오
을 본 것 같아요.
르고 나니, ‘그래, 어렸을 때는 절까지 이렇게 올라갔었지’

자갈을 골라서 외벽을 쌓고 철망을 씌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재혁 수덕사 대웅전 앞에서 들은 장대석 이야기가 기억에
리움미술관의 현대미술 전시실 바깥 편에 있는 축대 같은 게
남습니다. 서양식 건물들 중에 적당한 크기로 돌을 쪼개거나
그렇지요. 그 원리가 장대석을 쌓은 원리와 같습니다. 비 등
자갈을 골라서 외벽을 쌓고 철망을 씌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은 관광객들을 위한다고 길
어상선 개심사를 오를 때 조금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다 오
을 닦고 자동차로 절 앞까지 갈 수 있는 곳도 많은데 산길
르고 나니, ‘그래, 어렸을 때는 절까지 이렇게 올라갔었지’
을 걸어 올라가면서 정말 마음이 닦이는구나 싶었어요. 추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은 관광객들을 위한다고 길
사고택 안채에서 바라본 지붕과 하늘도 좋았습니다. 이제
을 닦고 자동차로 절 앞까지 갈 수 있는 곳도 많은데 산길
까지 안마당이 좁은 한옥을 보면 지붕 사이로 보이는 하늘
을 걸어 올라가면서 정말 마음이 닦이는구나 싶었어요. 추
이 갑갑하게 느껴졌었는데, 그동안 제가 잘못 지어진 집들
사고택 안채에서 바라본 지붕과 하늘도 좋았습니다. 이제
만 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까지 안마당이 좁은 한옥을 보면 지붕 사이로 보이는 하늘

리움미술관의 현대미술 전시실 바깥 편에 있는 축대 같은 게

이 갑갑하게 느껴졌었는데, 그동안 제가 잘못 지어진 집들

그렇지요. 그 원리가 장대석을 쌓은 원리와 같습니다. 비 등

만 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럼 보이기에 지붕 아래에 화사한 색을 사용했다는 이야기들
성재혁 수덕사 대웅전 앞에서 들은 장대석 이야기가 기억에
이 새롭고 재미있었습니다.
남습니다. 서양식 건물들 중에 적당한 크기로 돌을 쪼개거나

민정기 ‘길 위의 학교’에 동행하며 그림을 그려 준
민정기 선생은 서양화에서 출발하여 동양의 산수
나 무속화, 고지도의 방법론을 더해 새로운 스타
민정기 ‘길 위의 학교’에 동행하며 그림을 그려 준
일을 만들어낸 화가입니다. 1980년대에는 ‘현실과
민정기 선생은 서양화에서 출발하여 동양의 산수
발언’ 동인으로 활동했고, ‘이발소 그림’ 식의 키
나 무속화, 고지도의 방법론을 더해 새로운 스타
치 요소를 활용해 사회 모순과 삶의 구조에 대한
일을 만들어낸 화가입니다. 1980년대에는 ‘현실과
인식을 담아내기도 했습니다. 1990년대 이후부터
발언’ 동인으로 활동했고, ‘이발소 그림’ 식의 키
는 주로 풍경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연을 그리되
치 요소를 활용해 사회 모순과 삶의 구조에 대한
평면적인 모사가 아니라 대상이 놓인 공간과 시
인식을 담아내기도 했습니다. 1990년대 이후부터
간, 즉 장소의 구체성과 역사성을 화면에 담으려
는 주로 풍경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연을 그리되
합니다. 그래서 미술평론가 최민은 민정기 선생의
평면적인 모사가 아니라 대상이 놓인 공간과 시
작업을 ‘동도서기(東道西器)’라 평가합니다. 서양
간, 즉 장소의 구체성과 역사성을 화면에 담으려
의 방법론으로 동양의 정신을 담는다는 뜻입니다.
합니다. 그래서 미술평론가 최민은 민정기 선생의
이번 여정의 일부를 담은 간단한 드로잉들에서도
작업을 ‘동도서기(東道西器)’라 평가합니다. 서양
그런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을 닮게 그
의 방법론으로 동양의 정신을 담는다는 뜻입니다.
리는 것보다 그 장소에 깃든 관계와 핵심에 주목
이번 여정의 일부를 담은 간단한 드로잉들에서도
한다는 점에 선생의 혜안이 있습니다.
그런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을 닮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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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것보다 그 장소에 깃든 관계와 핵심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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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과 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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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점에 선생의 혜안이 있습니다.

새롭고 화려한 것들도 많은 세상에 구태여 옛 건축을 만나러 가는 건
그곳에 담긴 옛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만나려는 뜻입니다.
우리 땅 구석구석을 천천히 걸으며
빠른 속도의 세상에서 우리가 놓친 것, 잃어버린 것들을 찾으려 합니다.
굳이 지식 삼아 어렵게 외우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 유전자에 새겨져 있으되 잠시 잊혔던 기억들이
걸음걸음 떠올라 어느새 우리 마음을 비춰 줄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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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덕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내려다본 풍경.
Fukuo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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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a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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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kyo
Nagoya

마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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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이다
움직이다
‘마음이 움직이다’는 『보보담』이 응원하고 싶은
것들을 소개하는 지면입니다. 지역과 전통,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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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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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곧 참으로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참으로 보게 된다.”

조용함이여
바위에 스며드는
매미의 울음
閑さや岩にしみ入蟬の声
바쇼芭蕉, 1689년,
야마가타의 류사쿠지立石寺에서

아오모리에서 토와다로 가는 도중 펼쳐지는 토호쿠의 산세.

아오모리현 미사와시에 있는 고마키 온천 정원 .

아오모리에서 토와다로 가는 도중 펼쳐지는 토호쿠의 산세.

길의
끝,
길의 끝,
마음의
시작,
마음의 시작,
토호쿠
기행
토호쿠 기행
東北紀行
東北紀行
글 편집부, 사진 어상선
글 편집부, 사진 어상선

지난 3・11 일본 대지진 이후 많이 익숙해진 말이 있습니다.
일본
)을 가리키는
이틀
지난 말로
3・11동북(
일본東北
대지진
이후 많이‘토호쿠’입니다.
익숙해진 말이 지진
있습니다.
후,
「인디펜던트」가
자 신문 1면에
일본영국
말로일간지
동북(東北
)을 가리키는일요일
‘토호쿠’입니다.
지진 게재
이틀
東北
한
!’(간바레 토호쿠!,
힘내
응원
광
후,‘がんばれ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가
일요일
자토호쿠!)
신문 1면에
게재
고는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東北
한
‘がんばれ
!’(간바레
토호쿠!,
힘내 토호쿠!) 응원 광

고는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오모리에서 토와다로 가는 도중 펼쳐지는 토호쿠의 산세.

토호쿠는 아오모리[靑森], 이와테[岩手], 미야기[宮城], 후쿠
福島],
秋田],
山形
시마[
아키타[靑森
], 이와테[
야마가타[
등 6개宮城
현을
아우
岩手
토호쿠는
아오모리[
], ]미야기[
], 후쿠
릅니다.
2010년
기준으로
978만山形
명에
면적은
66,889제
秋田],인구
시마[福島
], 아키타[
야마가타[
]등
6개 현을
아우

곱킬로미터입니다.
남한의인구
2/3978만
정도 크기에
서울 66,889제
인구보다
릅니다. 2010년 기준으로
명에 면적은
적은
수의 사람들이 남한의
살고 있습니다.
곱킬로미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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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호쿠는 아오모리[靑森], 이와테[岩手], 미야기[宮城], 후쿠
시마[福島], 아키타[秋田], 야마가타[山形] 등 6개 현을 아우
릅니다. 2010년 기준으로 인구 978만 명에 면적은 66,889제
곱킬로미터입니다. 남한의 2/3 정도 크기에 서울 인구보다
적은 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2011년 3월 11일, 토호쿠의 동쪽 해안을 강타한 지진으로 2
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거나 실종되었습니다. 많은 마을
들이 폐허가 됐고, 살아남은 사람들 중 일부는 대피소 생활
을 하거나 아예 고향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습니다.
1997년 <하나비>로 베니스영화제 대상을 수상했던 배우이
자 영화감독인 기타노 다케시는 이 비극에 대해 이렇게 말했
습니다. “이번 지진 재해를 2만 명이 죽은 하나의 사건이라
고 생각하면 안 된다. 한 사람이 죽은 사건이 2만 건 일어난
것이다.” 기타노 다케시는 숫자가 아니라 마음으로 토호쿠를
보자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3・11 일본 대지진 이후 많이 익숙해진 말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토호쿠를 보고 응원의 말을 전하는 방식은 여럿일

일본 말로 동북(東北)을 가리키는 ‘토호쿠’입니다. 지진 이틀

것입니다. ‘마음이 움직이다’는 그 하나의 방법으로 토호쿠

후,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가 일요일 자 신문 1면에 게재

의 문화를 소개합니다. 토호쿠를 일컫는 옛 지명은 ‘길의 끝’

한 ‘がんばれ 東北!’(간바레 토호쿠!, 힘내 토호쿠!) 응원 광

이라는 뜻의 ‘미치노쿠[みちのく]’입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

고는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서 새로운 길이 시작되고, 마음이 시작됩니다.

쓰가루반도의 해안 풍경.

고마키 온천의 유서 깊은 료칸 아오모리야.

아오모리 현립미술관에 전시된 샤갈의 <아레코> 연작 중 4막 배경 그림.

아오모리에서 토와다로 가는 도중 펼쳐지는 토호쿠의 산세.

아오모리에서 토와다로 가는 도중 펼쳐지는 토호쿠의 산세.

6월 18일부터 24일까지 토호쿠를 다녀왔습니다. 토호쿠 지

그동안 토호쿠는 스키나 온천 등의 여행지로 많이 소개됐지

역으로 떠나는 신칸센이 발차하는 도쿄역에는 임시 시간표

만 이곳의 진정한 매력 중 하나는 다채로운 문화 자산입니
토호쿠는 아오모리[靑森], 이와테[岩手], 미야기[宮城], 후쿠
다. 사후 50여 년이 지나서도 여전히 유명 연예인 못지않게
시마[福島], 아키타[秋田], 야마가타[山形] 등 6개 현을 아우
대중의 추앙을 받고 있는 소설가 다자이 오사무, 1960년대부
릅니다. 2010년 기준으로 인구 978만 명에 면적은 66,889제
터 1980년대까지 연극・영화・시・산문 등에 걸쳐 시대 사조
곱킬로미터입니다. 남한의 2/3 정도 크기에 서울 인구보다
를 이끄는 전위로 활동했던 테라야마 슈지, 일본 불교미술의
적은 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전통을 현대적 목판화로 계승해 세계에 알린 무나카타 시코,
2011년 3월 11일, 토호쿠의 동쪽 해안을 강타한 지진으로 2
사회 문제를 고발하는 다큐멘터리 사진과 일본 문화의 아름
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거나 실종되었습니다. 많은 마을
다움을 기록한 예술 사진 모두에서 최고의 기량을 뽐낸 도몬
들이 폐허가 됐고, 살아남은 사람들 중 일부는 대피소 생활
켄 등이 다 토호쿠 출신입니다. 또 토호쿠의 몇몇 미술관들
을 하거나 아예 고향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습니다.
은 일본 전역과 해외에서 일부러 방문하는 현대미술의 순례
1997년 <하나비>로 베니스영화제 대상을 수상했던 배우이
지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움직이다’가 준비한 토호쿠 예술 기
자 영화감독인 기타노 다케시는 이 비극에 대해 이렇게 말했
행에서 그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습니다. “이번 지진 재해를 2만 명이 죽은 하나의 사건이라
토호쿠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 초대에 응할 때 이 인사
고 생각하면 안 된다. 한 사람이 죽은 사건이 2만 건 일어난
말 하나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것이다.” 기타노 다케시는 숫자가 아니라 마음으로 토호쿠를
“간바레 토호쿠! がんばれ 東北!”
보자고 이야기합니다.

길의 끝,
마음의 시작,
토호쿠 기행
東北紀行

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지진과 원전 피해가 가장 큰 후쿠시
마현의 몇몇 도시들을 지나는 일부 지역선을 제외하면, 토호
쿠 지역으로 지나는 대부분의 기차가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편수가 조금 줄고 시간이 더 걸리긴 해도 토호쿠로 가는 데
는 문제가 없습니다. 도쿄 시내 곳곳에는 ‘부흥 지원’을 내걸
고 진행하는 JR東日本(동일본여객철도주식회사)의 토호쿠

여행 홍보물이 걸려 있습니다. 기간 한정이긴 하지만 파격적
인 할인 상품도 등장했습니다. 피해가 심한 후쿠시마와 미야
기현의 일부 지역을 빼면 현지 분위기도 안정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전력 소비제한을 실시하는 도쿄보다 더 쾌적한 곳도
많습니다.

글 편집부, 사진 어상선

길의 끝,
마음의 시작,
토호쿠 기행
東北紀行
글 편집부, 사진 어상선

토호쿠는 아오모리[靑森], 이와테[岩手], 미야기[宮城], 후쿠
시마[福島], 아키타[秋田], 야마가타[山形] 등 6개 현을 아우
릅니다. 2010년 기준으로 인구 978만 명에 면적은 66,889제
곱킬로미터입니다. 남한의 2/3 정도 크기에 서울 인구보다
적은 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2011년 3월 11일, 토호쿠의 동쪽 해안을 강타한 지진으로 2
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거나 실종되었습니다. 많은 마을
들이 폐허가 됐고, 살아남은 사람들 중 일부는 대피소 생활
을 하거나 아예 고향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습니다.
1997년 <하나비>로 베니스영화제 대상을 수상했던 배우이
자 영화감독인 기타노 다케시는 이 비극에 대해 이렇게 말했
습니다. “이번 지진 재해를 2만 명이 죽은 하나의 사건이라
고 생각하면 안 된다. 한 사람이 죽은 사건이 2만 건 일어난
것이다.” 기타노 다케시는 숫자가 아니라 마음으로 토호쿠를
보자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3・11 일본 대지진 이후 많이 익숙해진 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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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자 신문 1면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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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がんばれ 東北!’(간바레 토호쿠!, 힘내 토호쿠!) 응원 광

이라는 뜻의 ‘미치노쿠[みちのく]’입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

한 ‘がんばれ 東北!’(간바레 토호쿠!, 힘내 토호쿠!) 응원 광

이라는 뜻의 ‘미치노쿠[みちのく]’입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

고는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서 새로운 길이 시작되고, 마음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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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이다

토호쿠 기행 東北紀行

이와테현 히라이즈미시에 소재한 천태종 사찰 추손지.

토호쿠의 예술가 1

사진가에게 있어서 촬영이란 피사체와의
진검승부다. 생각한 그대로의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서 타협이란 것은 용서되지 않는다.

시대와 격투한 사진가가 있다!
도몬 켄 土門拳

01. 탄생 100주년 기념 전시회 도록인 『도몬
켄의 쇼와』. 쇼와 10년(1935)부터 54년(1979)
까지 찍은 사진들 중 304점이 수록되어 있
다. 촬영한 지 수십 년이 지나서야 공개된 사
진들도 있는데 요코스카 해병단이나 이바라
키 해군항공대를 촬영한 사진의 경우, 전쟁에
회의적이었던 도몬 켄이 공개를 원하지 않아
통째로 버려둔 작품들이다. 02. 『고사순례』
는 전쟁 때부터 시작해 뇌출혈로 쓰러진 이
후에도 휠체어를 타면서까지 찍었던 ‘고사순
례’ 시리즈를 결산하는 도록이다. 40여 년에
걸쳐 찍었던 수많은 사진 중 171점이 수록되
었다. 03. ‘100엔짜리 사진집’ 『지쿠호의 아
이들』을 새롭게 양장본으로 발간한 것. 표지
에 등장하는 소녀는 전후 일본의 가난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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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갈등을 상징하는 하나의 이미지가 되었다.
01

02

03

2009년, 일본을 대표하는 다큐멘터리 사진가인 도몬 켄[土門拳]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
한 대규모 전시회가 도쿄 니혼바시에 있는 미츠코시 백화점 본점에서 열렸다. 전시회 제목은
<도몬 켄의 쇼와>. 전시를 알리는 대형 포스터와 플라이어, 도록 등에는 담배를 피워 물고 아
아오모리에서 토와다로 가는 도중 펼쳐지는 토호쿠의 산세.

아오모리에서 토와다로 가는 도중 펼쳐지는 토호쿠의 산세.

래를 응시하는 도몬 켄의 사진과 함께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격동의 일본과 격투한 사
진가가 있다.” 도몬 켄은 메이지 시대(1868~1912) 끝자락인 1909년에 태어났다. 그리고 쇼
와 시대(1926~1989)에 왕성하게 활동하다 새로운 연호인 헤이세이가 시작된 이듬해,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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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타계했다. 향년 80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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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호쿠는 아오모리[靑森], 이와테[岩手], 미야기[宮城], 후쿠
04
사진에 대한 도몬 켄의 생각은 그에게 영향을 받은 이들이 자주 인용하면서
사진가들의
秋田], 야마가타[山形] 등 6개 현을 아우
시마[福島],일본
아키타[
경구가 되었다. 말을 살짝 바꾸고 도몬 켄이라는 출처를 지운 채릅니다.
한국 사진가들도
따라하게
2010년 기준으로
인구 978만 명에 면적은 66,889제
된 말. “사진가에 있어서 촬영이란 피사체와의 진검승부다. 생각한
그대로의 작품을남한의
완성하2/3 정도 크기에 서울 인구보다
곱킬로미터입니다.
기 위해서는 타협이란 것은 용서되지 않는다. 상대방이 어른이거나
적은아이일지라도.
수의 사람들이물건이든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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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도몬 켄이 “천하 제일의 미남 부처님”이
라고 불렀던 나라현 무로지[ 室生寺] 미륵당

의 석가여래좌상 얼굴 부분. 도몬 켄은 평생

에 걸쳐 무로지를 여러 번 찾으며 일본 문화

풍경이든. 만반의 준비를 하고 현장으로! 그리고 스스로 납득할 때까지
2011년계속
3월 찍었다.”
11일, 토호쿠의 동쪽 해안을 강타한 지진으로 2

의 원형을 찾고자 했다. 07. 쇼와 시대 인물

고향인 야마가타의 사카타에서 도몬 켄 기념관 관장을 맡고 있는만여
도몬명이
켄의넘는
큰딸은
아버지가
사람들이
죽거나 실종되었습니다. 많은 마을

가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모습. 08. 1955년에

들의 초상을 담은 사진집 『풍모』에 실린 소설

‘가정적’인 사람은 아니었다고 이야기한다. 도몬 켄의 부인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가족 사람들 중 일부는 대피소 생활
들이
폐허가
됐고,
살아남은

도쿄 에도가와 동쪽 마을에서 찍은 아이들 사

사진이요? 그런 것 찍을 이유가 없지요. 작품이 될 정도로 제가을
미인이었다면
재료다른 지역으로 이주했습니다.
하거나 아예 모를까.
고향을 떠나

좋아해 늘 동네 아이들을 몰고 사탕이며 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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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깝지 않습니까. 작품으로 환원되지 않는 것은 찍지 않았어요.
구두쇠는
아니었지만
일
1997년
<하나비>로
베니스영화제
대상을 수상했던 배우이
도몬 켄 기념관 土門拳記念館
에 드는 비용이 아까웠기에 가족사진 같은 것은 찍지 않았어요.”자 영화감독인 기타노 다케시는09:00~16:30
| 4월~11월 무휴, 12월~3월 월요일 휴관,
이 비극에
대해 이렇게 말했
12월 28일~1월 14일 휴관

가족사진 비용도 아까워하던 그였지만, 1960년 큐슈 탄광마을 지쿠호의
실상을
고발한
『지2만www.domonken-kinenkan.jp
습니다. “이번
지진
재해를
명이 죽은 하나의 사건이라
쿠호의 아이들(筑豊のこどもたち)』을 ‘100엔짜리 사진집’으로 발간해
큰 반향을
일으켰다.
05. 도몬
켄 기념관은
그의 사진
고 생각하면
안 된다.
한 사람이04.죽은
사건이
2만1983년,
건 일어난
글 편집부, 사진 어상선

과 관련 유품을 중심으로 설립된 일본 최초
지금으로 따지면 1,000엔에 해당하는, 학생들도 며칠 용돈을 아끼면
살 수기타노
있는 가격이었다.
것이다.”
다케시는 숫자가 아니라 마음으로 토호쿠를

진. 혼자 외롭게 자랐던 도몬 켄은 아이들을

를 사 주곤 했다 한다. 09. 1936년 이즈반도
의 한 섬에서 찍은 사진, 당시 직장이었던 ‘일
본공방’의 의뢰로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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곱킬로미터입니다. 남한의 2/3 정도 크기에 서울 인구보다
적은 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2011년 3월 11일, 토호쿠의 동쪽 해안을 강타한 지진으로 2
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거나 실종되었습니다. 많은 마을
들이 폐허가 됐고, 살아남은 사람들 중 일부는 대피소 생활
을 하거나 아예 고향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습니다.
1997년 <하나비>로 베니스영화제 대상을 수상했던 배우이
자 영화감독인 기타노 다케시는 이 비극에 대해 이렇게 말했
습니다. “이번 지진 재해를 2만 명이 죽은 하나의 사건이라
고 생각하면 안 된다. 한 사람이 죽은 사건이 2만 건 일어난
것이다.” 기타노 다케시는 숫자가 아니라 마음으로 토호쿠를

의 사진 전문 미술관이다. 뉴욕근대미술관을

더 많은 이들이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 도몬 켄의보자고
배려였다.
탄광은 결국 폐광
이야기합니다.

토호쿠는 아오모리[靑森], 이와테[岩手], 미야기[宮城], 후쿠

설계한 다니구치 요시오[谷口吉生]가 설계를

보자고 이야기합니다.

맡았다. 도몬 켄의 전 작품 7만여 점을 소장

됐지만 도몬 켄의 사진은 당대의 어두운 면과 맞섰던 정면 대결의 상징으로 기억되고 있다.
있으며, 3개 전시실에서 연간 10여 회
말을
전하는 방식은 여럿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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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새로운 길이 시작되고, 마음이 시작됩니다.

고는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서 새로운 길이 시작되고, 마음이 시작됩니다.

이상의 기획 전시를 열고 있다.

029

!’(간바레 토호쿠!, 힘내 토호쿠!) 응원 광

움직이다
東北

토호쿠 기행 東北紀行

고는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09

‘스승이 있으면 스승 이상으로 성장할 수 없다’고
생각한 무나카타 시코는 대신 여행을 다니며
거기에서 보고 만난 것들을 통해
자기 스타일을 만들어냈다.

토호쿠의 예술가 2

나무 위에 새긴 마음, 마음
무나카타 시코 棟方志功

“고흐가 되려고 상경한 가난한 청년은 그러나/ 고흐가 되지 않고/ 세계적인 무나카타가 되었

1930년대 후반 무나카타 시코는 한 달 동

다/ 칠순이 된 그는/ 일본 종이로 꼰 머리띠를 하고/ 나무판 가까이에 아슬아슬하게/ 애꾸눈

안 교토를 여행한 적이 있는데, 그때를

과 근시의 안경을 대고 번쩍거리며/ 조각하는/ 무나카타 시코를 새기고 있다.”

이렇게 회고한 바 있다. “나의 영혼이 살
03

시인 구사노 신페이[草野心平]가 무나카타 시코[棟方志功]의 칠순 생일을 맞아 지은 시의 한
구절이다. ‘세계의 무나카타’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무나카타 시코는 1903년에 태어나 1975

계를 통해 무언가가 만들어지고 몸이 점

년에 죽은 일본 판화작가다. 납작한 나무판이나 금속판에 작품을 새기는 것을 뜻하는 ‘판화

점 부풀어 오르는 것 같은 기분 좋은 느

(版畵)’ 대신 커다란 널빤지에 작업한다는 점을 강조해 자신의 작업에 ‘판화(板畵)’라고 새로

낌이 들면서, 혼자 미소 짓게 만들 정도

이름을 붙였다. 독자적인 대형 목판화로 1955년 상파울로 비엔날레 판화 부문 최고상, 1956

로 어떤 느낌이 솟구쳐 오르는 것을 느낄

년 베니스 비엔날레 판화 부문 대상 등을 수상하는 등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았다.

수 있었습니다.”

대대로 대장장이를 하던 집안에서 태어난 무나카타 시코는 아오모리 지방재판소의 변호사

‘기회와 관계’를 통해 배웠던 것이 그 한

01

대기실 급사로 일하던 틈틈이 그림을 그리곤 했다. 1921년, 친구가 보여준 잡지 표지에서 반
고흐의 <해바라기>를 보고 정식으로 화가가 되겠다 결심하고 도쿄로 향한다.
미술학교에 다닌 적도 없고, 학력도 인맥도 없던 무나카타 시코는 도쿄에서도 줄곧 독학으로
아오모리에서 토와다로 가는 도중 펼쳐지는 토호쿠의 산세.

04
01. 무나카타 시코 기념관에서 발간한 소장
년(1961)에 제작된 < 弘仁の冊 >이다. 무나카
타 시코는 1950년대 후반부터 미인도를 많이
제작하였는데 이 작품도 그 연작 중 하나다.

미술관, 박물관, 사찰 등을 다니며 거기에서 보고 만난 것들을 통해 자기 스타일을 만들어냈

菩薩釋迦十大弟子)>. 보현보살을 왼쪽 끝에

02. 1939년 작 <두 보살과 석가 10대 제자(二
문수보살을 오른쪽 끝에 두고 그 사이 석가
에서 지을 수 있는 온갖 표정과 자세들이 출

겨 작품으로 만들었다.

글 편집부, 사진 어상선

몰하는 작품이다.

시마[福島], 아키타[秋田], 야마가타[山形] 등 6개 현을 아우
릅니다. 2010년 기준으로 인구 978만 명에 면적은 66,889제
곱킬로미터입니다. 남한의 2/3 정도 크기에 서울 인구보다
적은 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2011년 3월 11일, 토호쿠의 동쪽 해안을 강타한 지진으로 2
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거나 실종되었습니다. 많은 마을
들이 폐허가 됐고, 살아남은 사람들 중 일부는 대피소 생활
을 하거나 아예 고향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습니다.
1997년 <하나비>로 베니스영화제 대상을 수상했던 배우이
자 영화감독인 기타노 다케시는 이 비극에 대해 이렇게 말했
습니다. “이번 지진 재해를 2만 명이 죽은 하나의 사건이라
고 생각하면 안 된다. 한 사람이 죽은 사건이 2만 건 일어난

길의 끝,
마음의 시작,
토호쿠 기행
東北紀行

03. 도쿄의 무사시노 시립 키치조지미술관
에서 열린 무나카타 시코의 전시회 포스터.

미소 지었던 무나카타 시코였기에, 그의

04. 작품 <삼색 병풍도>. 05. 도몬 켄이 촬

작품을 보는 사람들도 함께 유쾌해진다.

장에서 자신의 작품을 보고 있는 무나카타

배움의 기쁨은 감출 수가 없다. 그것이

터에 사용된 것과 같은, 1954년 작 <화수송

무나카타 시코의 작품이 갖는 가장 큰 미

의 제자들 열 명을 담았다. 지혜에 이르는 길

만나면서 단지 정보를 수집하는 ‘안테나’만 세웠던 것이 아니라 토호쿠는
그것을 자기
안에 깊숙이
靑森],새
아오모리[
이와테[岩手], 미야기[宮城], 후쿠

길의 끝,
마음의 시작,
토호쿠 기행
東北紀行

아오모리에서 토와다로 가는 도중 펼쳐지는 토호쿠의 산세.

06

번의 여행에만 한정되지는 않았을 것이
다. 언제나 눈앞의 배움에 기뻐하며 혼자

작품 도록. 표지에 사용된 이미지는 쇼와 36

공부했다. ‘스승이 있으면 스승 이상으로 성장할 수 없다’고 생각한 그는 대신 여행을 하고
다. 기존 화단과는 교류하지 않았지만, 사람들과의 인연은 소중히 여겼다. 여행하고 사람을

02

찌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회와 관

덕이다.

05

글 편집부, 사진 어상선

영한 무나카타 시코의 작업 모습. 06. 전시
시코. 그가 보고 있는 작품은 왼쪽 위의 포스
(華狩頌)>이다. 강인함과 날렵함이 어우러져
경쾌하다. 고구려 고분 ‘무용총’에 그려진 수
렵도에서 영향을 받은 작품이다.

토호쿠는 아오모리[靑森], 이와테[岩手], 미야기[宮城], 후쿠
시마[福島], 아키타[秋田], 야마가타[山形] 등 6개 현을 아우
릅니다. 2010년 기준으로 인구 978만 명에 면적은 66,889제
곱킬로미터입니다. 남한의 2/3 정도 크기에 서울 인구보다
적은 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2011년 3월 11일, 토호쿠의 동쪽 해안을 강타한 지진으로 2
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거나 실종되었습니다. 많은 마을
들이 폐허가 됐고, 살아남은 사람들 중 일부는 대피소 생활
을 하거나 아예 고향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습니다.
1997년 <하나비>로 베니스영화제 대상을 수상했던 배우이
자 영화감독인 기타노 다케시는 이 비극에 대해 이렇게 말했
습니다. “이번 지진 재해를 2만 명이 죽은 하나의 사건이라
고 생각하면 안 된다. 한 사람이 죽은 사건이 2만 건 일어난

것이다.” 기타노 다케시는 숫자가 아니라 마음으로 토호쿠를

것이다.” 기타노 다케시는 숫자가 아니라 마음으로 토호쿠를

보자고 이야기합니다.

보자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3・11 일본 대지진 이후 많이 익숙해진 말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토호쿠를 보고 응원의 말을 전하는 방식은 여럿일

지난 3・11 일본 대지진 이후 많이 익숙해진 말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토호쿠를 보고 응원의 말을 전하는 방식은 여럿일

일본 말로 동북(東北)을 가리키는 ‘토호쿠’입니다. 지진 이틀

것입니다. ‘마음이 움직이다’는 그 하나의 방법으로 토호쿠

일본 말로 동북(東北)을 가리키는 ‘토호쿠’입니다. 지진 이틀

것입니다. ‘마음이 움직이다’는 그 하나의 방법으로 토호쿠

후,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가 일요일 자 신문 1면에 게재

의 문화를 소개합니다. 토호쿠를 일컫는 옛 지명은 ‘길의 끝’

후,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가 일요일 자 신문 1면에 게재

의 문화를 소개합니다. 토호쿠를 일컫는 옛 지명은 ‘길의 끝’

한 ‘がんばれ 東北!’(간바레 토호쿠!, 힘내 토호쿠!) 응원 광

이라는 뜻의 ‘미치노쿠[みちのく]’입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

한 ‘がんばれ 東北!’(간바레 토호쿠!, 힘내 토호쿠!) 응원 광

이라는 뜻의 ‘미치노쿠[みちのく]’입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

고는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서 새로운 길이 시작되고, 마음이 시작됩니다.

고는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서 새로운 길이 시작되고, 마음이 시작됩니다.

10cm 높이의 슬리퍼를 즐겨 신던
테라야마 슈지에게 불편하지 않느냐
물어보았다. “시선을 10cm 높이면
세계관이 달라지게 마련이다.”

토호쿠의 예술가 3

나의 직업은
테라야마 슈지입니다
테라야마 슈지 寺山修司

04

04. 1976년에 쓴 「사신 카부토시로」의 원고.
테라야마 슈지는 타자기를 사용하지 않고 언
제나 원고지 위에 육필로 글을 쓰곤 했다.
05. 06. 아오모리 미사와시에 있는 테라야
마 슈지 기념관. 아오모리 현립미술관의 테
01

02

라야마 슈지 전시실과 함께, 테라야마 슈지
팬들의 순례지다. 07. 훗날 연극과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테라야마 슈지의 산문집 『책을

언젠가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테라야마 슈지[寺山修司]는 직업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

버리고 거리로 나가자』의 표지 및 본문 디자
인. 디자인은 요쿠 타다노리가 맡았다.

게 답했다. “나의 직업은 테라야마 슈지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직업 삼아 살았던 예술가. 그
는 이 대답이 어색하지 않을 만큼 열정적으로 살았다. 1967년, 자신의 극단 ‘텐조사지키[天
井桟敷]’를 만든 이후 극본을 쓰거나 연출에 참여한 연극만도 30여 편. 연극 이외에도 18편

의 독립영화, 7편의 장편영화, 200여 권에 가까운 저서를 남겼다.
테라야마 슈지는 1935년에 태어나 1983년, 47세의 이른 나이에 죽었다. 그가 활동하던 1960
년대 후반과 1970년대는 일본 문화계가 요동을 치며 언더그라운드 문화가 창조적 역량을 뿜
아오모리에서 토와다로 가는 도중 펼쳐지는 토호쿠의 산세.

어내던 때였고, 테라야마 슈지는 그 전위에 서 있었다. 일본의 소설가로 1994년 노벨문학상

아오모리에서 토와다로 가는 도중 펼쳐지는 토호쿠의 산세.

을 수상했던 오에 겐자부로는 그를 추억하며 이렇게 썼다. “그가 내 소설의 한 부분을 인용
하면 그 문장은 어느새 시로 바뀐다. 우리들은 낯선 영역의 선구자로 테라야마 슈지를 그리
워한다.”

길의 끝,
마음의 시작,
토호쿠 기행
東北紀行

토호쿠는 아오모리[靑森], 이와테[岩手], 미야기[宮城], 후쿠
테라야마 슈지는 연극, 영화, 소설, 시, 평론, 사진 등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서
실험적인 시
시마[福島], 아키타[秋田], 야마가타[山形] 등 6개 현을 아우
도들을 했고 대중적인 성공도 거두었다. 또한 그는 다른 이의 재능을 발굴하는 데도 솜씨가
릅니다. 2010년 기준으로 인구 978만 명에 면적은 66,889제
있었다. 텐조사지키 극단 포스터 디자인을 하던 요쿠 타다노리나 우노 아키라는 일본 현대미
곱킬로미터입니다. 남한의 2/3 정도 크기에 서울 인구보다
술과 디자인계의 중요 인물이 되었고, 음악을 담당하던 줄리어스 시저(J. A. Seazer)는 테
적은 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라야마 슈지 사후 극단 ‘만유인력’을 만들어 그의 실험정신을 계승하고 있다.
2011년 3월 11일, 토호쿠의 동쪽03해안을 강타한 지진으로 2
흔히들 테라야마 슈지를 요절한 천재라 부른다. 하지만 그와 함께 살았던 적이 있는 사람은
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거나 실종되었습니다. 많은 마을
01. 테라야마 슈지가 찍은 사진. 1976년 작
그를 이렇게 기억한다. ‘새벽 두 시에 일이 끝나도 그후 책을 읽고 메모하고 여섯 시에 일어 품. 02. 가짜 엽서 시리즈 중 하나. 테라야
들이 폐허가 됐고, 살아남은 사람들 중 일부는 대피소 생활
나 원고를 쓰는 사람.’ 재일교포 소설가 유미리는 이 기억을 인용한 후 이렇게 덧붙인다. “그 마 슈지는 “진실의 최대의 적은 사실이다.”
을 하거나 아예 고향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습니다.
라는
믿음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카메라는
렇다면 너무 빠른 죽음이라고는 할 수 없다. 테라야마가 일 년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몇 년분 말을 거는 도구’라는 관점에서 극히 작위적
1997년 <하나비>로 베니스영화제
대상을
수상했던
배우이
인 이미지들을 연출했다. 현실에 존재할 수
을 살았다고 한다면 아마 몇 번이나 죽은 게 틀림없다.” 물리적으로는 47년이라는 시간 안에 없는 부조리하고 위협적인 이미지들이 오히
자 영화감독인 기타노 다케시는 이 비극에 대해 이렇게 말했
갇혔지만,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삶의 속도감을 몇 배로 뛰어넘어 1분 1초까지 맹렬히 살았 려 삶의 진실을 더 잘 보여준다고 믿었기 때
습니다. “이번 지진 재해를 2만문이다.
명이가짜
죽은
사건이라
엽서 하나의
시리즈는 엽서
종이에 사
진을 인화한 후 거기에 글을 쓰고, 자신이 오
다는 것이다.
고 생각하면 안 된다. 한 사람이래전에
죽은모았던
사건이
2만 건 일어난
우표들을 모아 지인들에게 보
글 편집부, 사진 어상선
청바지 옷감으로 만든 10센티미터 높이의 슬리퍼를 즐겨 신던 테라야마 슈지에게 누군가 내곤 했던 것들이다. 1976년 작품. 03. 테라
것이다.” 기타노 다케시는 숫자가 아니라 마음으로 토호쿠를
야마 슈지의 초상.
불편하지 않으냐 물어보았을 때 그는 이렇게 답했다. “시선을 10센티미터 높이면 세계관이
보자고 이야기합니다.
달라지게 마련이다.” 일상을 다르게 보는 습관은 그렇게 시작된다.
지난 3・11 일본 대지진 이후 많이 익숙해진 말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토호쿠를 보고 응원의 말을 전하는 방식은 여럿일

길의 끝,
마음의 시작,
토호쿠 기행
東北紀行
테라야마 슈지 기념관 寺山修司記念館
09:00~17:00 | 월요일 휴관
www.terayamawor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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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호쿠는 아오모리[靑森], 이와테[岩手], 미야기[宮城], 후쿠
시마[福島], 아키타[秋田], 야마가타[山形] 등 6개 현을 아우
릅니다. 2010년 기준으로 인구 978만 명에 면적은 66,889제
곱킬로미터입니다. 남한의 2/3 정도 크기에 서울 인구보다
적은 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2011년 3월 11일, 토호쿠의 동쪽 해안을 강타한 지진으로 2
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거나 실종되었습니다. 많은 마을
들이 폐허가 됐고, 살아남은 사람들 중 일부는 대피소 생활
을 하거나 아예 고향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습니다.
1997년 <하나비>로 베니스영화제 대상을 수상했던 배우이
자 영화감독인 기타노 다케시는 이 비극에 대해 이렇게 말했
습니다. “이번 지진 재해를 2만 명이 죽은 하나의 사건이라
고 생각하면 안 된다. 한 사람이 죽은 사건이 2만 건 일어난

글 편집부, 사진 어상선

것이다.” 기타노 다케시는 숫자가 아니라 마음으로 토호쿠를
보자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3・11 일본 대지진 이후 많이 익숙해진 말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토호쿠를 보고 응원의 말을 전하는 방식은 여럿일

일본 말로 동북(東北)을 가리키는 ‘토호쿠’입니다. 지진 이틀

것입니다. ‘마음이 움직이다’는 그 하나의 방법으로 토호쿠

일본 말로 동북(東北)을 가리키는 ‘토호쿠’입니다. 지진 이틀

것입니다. ‘마음이 움직이다’는 그 하나의 방법으로 토호쿠

후,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가
일요일 자 신문 1면에 게재
032
마음이
길의 끝, 마음의 시작,

의 문화를 소개합니다. 토호쿠를 일컫는 옛 지명은 ‘길의 끝’

후,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가 일요일 자 신문 1면에 게재

의 문화를 소개합니다. 토호쿠를 일컫는 옛 지명은 ‘길의 끝’

한 ‘がんばれ

이라는 뜻의 ‘미치노쿠[みちのく]’입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

한 ‘がんばれ 東北!’(간바레 토호쿠!, 힘내 토호쿠!) 응원 광

이라는 뜻의 ‘미치노쿠[みちのく]’입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

서 새로운 길이 시작되고, 마음이 시작됩니다.

고는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서 새로운 길이 시작되고, 마음이 시작됩니다.

033

!’(간바레 토호쿠!, 힘내 토호쿠!) 응원 광

움직이다
東北

토호쿠 기행 東北紀行

고는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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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가에 있어서
스스로촬영이란
풍경이 된
피사체와의
사람들은
진검승부다. 생각한 생활을
그대로의
다져나갈
작품을 뿐이어서
완성하기
위해서는 종종
타협이란
인물 것은
사진들이
용서되지
범하기
않는다.
쉬운
연민 같은 걸 자극하지 않는다.
나약하지 않고 강인한 느낌을 준다.
그 강인함의 비밀은 어둠에 있다.

03. 1957년작 〈北の空>. 04. 1960년 작으로 따로 제목이 달려 있
지 않다. 05. 1959년 작 <소꿉놀이(まま-ごと)>. 코지마 이치로는

영하 수십 도 아래로 기온이 내려가고 눈보라가 거센 날에도 꾸
준히 촬영을 다녔다. 그는 독자적인 암실 기법을 개발하기도 했는
데, 음영이 선명하게 대비되면서도 서로에게 스미는 효과로 인해
03

04

더 깊이 있는 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코지마 이치로의 사진들은 시기적으로 쇼와
[昭和] 30년대, 서력으로
06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 초반 풍경을 담고 있다. 공간적으
로는 토호쿠 북서쪽 끝인 쓰가루 반도가 중
심이다. 2차대전 패전 이후 고난의 행군을
벌이던 일본에 바야흐로 경제 발전과 부흥이
시작되던 시기였다.

아오모리에서 토와다로 가는 도중 펼쳐지는 토호쿠의 산세.

01

토호쿠의 예술가 4

북방의
하늘과 땅, 그 사이 사람
길의 끝,

시마[福島], 아키타[秋田], 야마가타[山形] 등 6개 현을 아우

마음의 시작,
토호쿠 기행
東北紀行

하지만 일본 내에서도 오지 중의 오지로 꼽
히던 쓰가루는 전쟁 전이나 후나 큰 변화가

02

토호쿠는 아오모리[靑森], 이와테[岩手], 미야기[宮城], 후쿠

코지마 이치로 小島一郞

아오모리에서 토와다로 가는 도중 펼쳐지는 토호쿠의 산세.

릅니다. 2010년 기준으로 인구 978만 명에 면적은 66,889제
곱킬로미터입니다. 남한의 2/3 정도 크기에 서울 인구보다

적은 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오모리현 출신의 사진가 코지마 이치로[小島一郞, 1924~1964]의
작품을
대하면
떠오르 동쪽 해안을 강타한 지진으로 2
2011년
3월 11일,
토호쿠의
는 구절이 있다. 『인간실격』으로 유명한 일본 소설가 다자이 오사무가
쓴 넘는
여행기
성격의 죽거나
장
만여 명이
사람들이
실종되었습니다. 많은 마을
편소설 『쓰가루』에 나오는 문장들이다.

들이 폐허가 됐고, 살아남은 사람들 중 일부는 대피소 생활
“그건 우리가 보통 말하는 풍경과는 완전히 다른 무엇이었다. 보통
풍경이라고
것은
오다른 지역으로 이주했습니다.
을 하거나
아예 하는
고향을
떠나
01. 코지마 이치로가 만들어 쓴 일종의 사

랜 세월 동안 다양한 사람들의 눈에 비쳐서 형성되는 것이다. 인간의
눈에
익숙해져서
인간 진 아카이브.
1997년
<하나비>로
베니스영화제
대상을
배우이
명함수상했던
크기로 작게 뽑은
이미지
들을
종이에
붙여
정리했다.
작품마다
번호
의 취향에 길들여지는 게 보통이다. (…) 옛날부터 유명한 그림이나
노래, 그리고
하이쿠에
자 영화감독인
기타노
다케시는 이 비극에 대해 이렇게 말했
가 있고, 연재하던 잡지 「카메라 마이니치(カ

는 모두 인간의 표정이 녹아 들어가 있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었다.
그러나“이번
이 혼슈
북단은
그2만メラ
每日죽은
)」에 이미
게재한 것과
게재 예정
습니다.
지진
재해를
명이
하나의
사건이라
인 것을 별도로 표시했다. 수작업으로 모든

야말로 풍경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지 않았다. 풍경 속에
인물이 존재하지
것 일을
고 생각하면
안 된다.않는
한 사람이
죽은
2만
건 일어난
했던 사건이
쇼와 시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글 편집부, 사진 어상선

풍경화. 02. 아오모리 현립미술관에서 발간

이다. 만일 이런 풍경에 사람이 존재한다면 그 사람은 흰옷 차림의
아이누족
노인이
적합하
것이다.”
기타노
다케시는
숫자가 아니라 마음으로 토호쿠를

한 코지마 이치로의 사진집 『小島–郞寫眞集

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런 풍경에 보랏빛 점퍼를 입은 사람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보자고
이야기합니다.

成』. 표지 사진은 1958년에 쓰가루시 외곽에

서 찍은 작품이다.

없었다. 아직 경제 부흥의 여파가 당도하지

길의 끝,
마음의 시작,
토호쿠 기행
東北紀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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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던 쓰가루에서는 트럭 대신 말이 짐을

토호쿠는 아오모리[靑森], 이와테[岩手], 미야기[宮城], 후쿠

나르고, 기계의 도움 없이
07 농사를 지었다. 아

시마[福島], 아키타[秋田], 야마가타[山形] 등 6개 현을 아우

이들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대신 부모들의

릅니다. 2010년 기준으로 인구 978만 명에 면적은 66,889제

06. 도몬 켄이 “천하 제일의 미남 부처님”이

가난한 세간을 닮은 소꿉놀이를 했다.

곱킬로미터입니다. 남한의 2/3 정도 크기에 서울 인구보다

코지마 이치로는, 세련되고 다듬어진 도시인

적은 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라고 불렀던 나라현 무로지[ 室生寺] 미륵당

의 석가여래좌상 얼굴 부분. 도몬 켄은 평생

에 걸쳐 무로지를 여러 번 찾으며 일본 문화

의 원형을 찾고자 했다. 07. 쇼와 시대 인물

의 미감에 길들지 않은 풍경을 기록했다. 인

들의 초상을 담은 사진집 『풍모』에 실린 소설

2011년 3월 11일, 토호쿠의 동쪽 해안을 강타한 지진으로 2

물이 등장할 때도 관습적 인물 사진에서 한

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거나 실종되었습니다. 많은 마을

걸음 떨어져 찍는다. 사람이 곧 풍경이 되는

들이 폐허가 됐고, 살아남은 사람들 중 일부는 대피소 생활

가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모습. 08. 1955년에

도쿄 에도가와 동쪽 마을에서 찍은 아이들 사
진. 혼자 외롭게 자랐던 도몬 켄은 아이들을

좋아해 늘 동네 아이들을 몰고 사탕이며 과자

데 그 방식이 예쁘거나 박력 있는 것과는 거

를 사 주곤 했다 한다. 09. 1936년 이즈반도
의 한 섬에서 찍은 사진, 당시 직장이었던 ‘일

을 하거나 아예 고향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습니다.

리가 멀다. 스스로 풍경이 된 사람들은 생활

1997년 <하나비>로 베니스영화제 대상을 수상했던 배우이

을 다져나갈 뿐이어서 타인의 연민을 자극하

자 영화감독인 기타노 다케시는 이 비극에 대해 이렇게 말했

지 않는다. 나약하지 않고 강인하다.

습니다. “이번 지진 재해를 2만 명이 죽은 하나의 사건이라

강인함의 비밀은 어둠에 있다. 코지마 이치

고 생각하면 안 된다. 한 사람이 죽은 사건이 2만 건 일어난

로는 빛보다 어둠 쪽에 다가가 찍었다. 네덜

것이다.” 기타노 다케시는 숫자가 아니라 마음으로 토호쿠를

란드 화가 렘브란트가 어둠을 통해 ‘빛’의 존

보자고 이야기합니다.

본공방’의 의뢰로 찍었다.

글 편집부, 사진 어상선

다자이 오사무, 『쓰가루』 중

지난 3・11 일본 대지진 이후 많이 익숙해진 말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토호쿠를 보고 응원의 말을 전하는 방식은 여럿일

지난
11 일본 대지진
많이
익숙해진
재를3・
각인시킨
것처럼,이후
코지마
이치로
역시말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토호쿠를 보고 응원의 말을 전하는 방식은 여럿일

일본 말로 동북(東北)을 가리키는 ‘토호쿠’입니다. 지진 이틀

것입니다. ‘마음이 움직이다’는 그 하나의 방법으로 토호쿠

일본
말로강인함에
동북(東北
)을 가리키는 ‘빛’의
‘토호쿠’입니다.
지진 이틀
어둠의
기반함으로써
가치

것입니다. ‘마음이 움직이다’는 그 하나의 방법으로 토호쿠

후,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가
일요일 자 신문 1면에 게재
034
마음이
길의 끝, 마음의 시작,

의 문화를 소개합니다. 토호쿠를 일컫는 옛 지명은 ‘길의 끝’

후,
일간지 「인디펜던트」가 일요일 자 신문 1면에 게재
를 영국
일깨웠다.

의 문화를 소개합니다. 토호쿠를 일컫는 옛 지명은 ‘길의 끝’

한 ‘がんばれ

이라는 뜻의 ‘미치노쿠[みちのく]’입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

한 ‘がんばれ 東北!’(간바레 토호쿠!, 힘내 토호쿠!) 응원 광

이라는 뜻의 ‘미치노쿠[みちのく]’입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05

서 새로운 길이 시작되고, 마음이 시작됩니다.

고는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서 새로운 길이 시작되고, 마음이 시작됩니다.

035

!’(간바레 토호쿠!, 힘내 토호쿠!) 응원 광

움직이다
東北

토호쿠 기행 東北紀行

고는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09

토호쿠의 미술관들
아오모리 현립미술관 青森県立美術館
09:00~18:00(6월~9월), 09:30~17:00(10월~5월) |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 휴관, 12월 27~12월 31일 휴관
www.aomori-museum.jp

넓이와 높이가 적절히 조화를 이룬 큰 공

다. 그림 크기는 각기 가로 15미터, 세로 9

간은 그 자체로 매력적이다. 런던 테이트

미터. 1막 그림 배경색은 파랑, 2막은 노

모던의 터빈룸이나 베를린 페르가몬박물

랑, 4막은 검정이다. 순백색 홀 내벽은 그

관의 이슈타르 전시실 같은 곳이 좋은 예.

림을 위한 배경으로 딱 제격이다. 그 하얀

아오모리 현립미술관의 아레코홀 또한 그

스크린 위에 빨간 닭이 날고, 푸른 배경색

런 공간을 마주할 때 느낄 수 있는 감격을

에 녹아든 청년이 연인을 안고 있다. 바이

주는 곳이다.

올린을 치켜든 곰, 수풀에서 나오려는 검

여느 미술관처럼 작게 구획된 전시실을 걷

은 원숭이, 그리고 붉은 도시 위로 검은 하

“3막 그림은 미국 필라델피아 미술관에 있

미술관에 가는 이유가 꼭 그림 때문만은 아니다. 이시카와현 카나

다 보면 문득 시원한 공간이 열린다. 4층

늘을 날고 있는 하얀 말이 공간을 채운다.

습니다. 언젠가 그 그림을 빌려와서 <아레

자와에 있는 ‘21세기 현대미술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곳을 설

건물에서 중앙부를 말끔하게 도려낸 공간,

그림 앞에는 쿠션 좋은 의자 몇 개가 단정

코> 연작 전체를 함께 전시하는 게 우리 미

계한 건축사무소 SANAA에 관심을 가지는 이들이 많다. 작품보

미술관 전체 높이에 해당하는 19미터 높이

하게 버티고 있다. 의자에 앉아 그림을 본

술관의 꿈입니다.”

다 건축물이 마음을 끄는 것이다. 세지마 카즈요[妹島和世]와 니

의 아레코홀이다. 흰 벽돌로 벽을 두른 그

다. 몸을 조금만 움직이면 의자가 스르르

곳에 마르크 샤갈의 대형 그림 세 점이 걸

방향을 바꾼다. 바퀴가 달린 의자라 굳이

려 있다. 미국 망명 중이던 샤갈이 1942년

일어나지 않아도 세 점의 그림을 모두 편

뉴욕발레단의 <아레코> 공연에 맞춰 제작

히 볼 수 있다.

한 무대막 그림 <아레코> 연작이다. 전체
아오모리에서 토와다로 가는 도중 펼쳐지는 토호쿠의 산세.

4막 중 1막, 2막, 4막 그림이 소장되어 있

01

02

토와다시 현대미술관 十和田市現代美術館
09:00~17:00 | 월요일 휴관
www.city.towada.lg.jp/artstowada/index.html
01

시자와 류에[西沢立衛]가 함께 운영하는 SANAA는 미니멀리즘
적이며 선(禪, zen)적인 스타일의 건축을 추구하는데, 각 층을 박
스 형태로 엇갈리며 쌓은 뉴욕의 ‘뉴 뮤지엄’으로 이미 화제를 모

01. 아오모리 현립미술관 입구. 02. 울트라맨 등 로봇물, 괴수물
04

의 캐릭터 디자이너로 유명한 나리타 토오루 전시실, 03. 샤갈의
<아레코> 연작 중 1막 배경 그림. 04. 개를 조각한 나라 요시토모

연작 중 3막의 그림은 어디에 있을까? 그
림 속 곰보다 작은 직원에게 물어본다.

03

의 작품 <아오모리–켄>. 관람객들의 요청으로 지난해에 밥그릇을
만들어 주었다. 05. 테라야마 슈지 전시실. 연극실험실 텐조사지
키 극단의 무대 뒤 모습을 모티브로 삼았다.

은 바 있다. 세지마 카즈요가 2010년 베니스 건축비엔날레에서 강
의를 했을 때는 유명 록스타를 대하듯 수천 명이 모여들어 입장을

아오모리에서 토와다로 가는 도중 펼쳐지는 토호쿠의 산세.

제한하기도 했다.
이 두 사람은 각자 독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한다. 토와다시
현대미술관은 니시자와 류에의 작품이다. 21세기 현대미술관이

02

길의 끝,
마음의 시작,
토호쿠 기행
東北紀行
글 편집부, 사진 어상선

04

토호쿠는 아오모리[靑森], 이와테[岩手], 미야기[宮城], 후쿠
시마[福島], 아키타[秋田], 야마가타[山形] 등 6개 현을 아우
릅니다. 2010년 기준으로 인구 978만 명에 면적은 66,889제
곱킬로미터입니다. 남한의 2/3 정도 크기에 서울 인구보다
적은 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2011년 3월 11일, 토호쿠의 동쪽 해안을 강타한 지진으로 2
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거나 실종되었습니다. 많은 마을
들이 폐허가 됐고, 살아남은 사람들 중 일부는 대피소 생활
03

을 하거나 아예 고향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습니다.
1997년 <하나비>로 베니스영화제 대상을 수상했던 배우이
자 영화감독인 기타노 다케시는 이 비극에 대해 이렇게 말했
습니다. “이번 지진 재해를 2만 명이 죽은 하나의 사건이라

길의 끝,
마음의 시작,
토호쿠 기행
東北紀行

원형
유리통의
단면 靑森
안에],전시실을
집어넣은
형태라면,
토와다시
宮城], 후쿠
토호쿠는
아오모리[
이와테[岩手
], 미야기[
현대미술관은
높이와秋田
크기가
다른 직육면체
상자
山形] 등
시마[福島], 아키타[
], 야마가타[
6개여러
현을개를
아우툭툭
던져놓은
모양이다.
그러나인구
건물들
사이가
곡선의 유리
릅니다. 2010년
기준으로
978만
명에부드러운
면적은 66,889제
회랑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있는
건물들
사이를
오가면서
곱킬로미터입니다.
남한의 떨어져
2/3 정도
크기에
서울
인구보다

05

도
분리되어
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는다.
적은
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높이
4미터에
이르는
론 무엑(Ron
<Standing
2011년
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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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쪽 해안을Mueck)의
강타한 지진으로
2
Woman>이나
많은 10만 개의많은
수지마을
인형 조
만여 명이 넘는토와다시
사람들이인구보다
죽거나 실종되었습니다.
각을
한국
작가
서도호의
<Cause
and Effect>
들이 매단
폐허가
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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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일부는
대피소등도
생활좋지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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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작가
한스 옵
드 빅(Hans Op de
을 하거나
아예 고향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습니다.
Beeck)의
<Location(5)>이다.
더듬거리며
정도로 어
1997년 <하나비>로
베니스영화제
대상을들어가야
수상했던할배우이
두운
공간에는 미국
어느
고속도로변
다이닝
카페를
재현한
자 영화감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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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케시는
이 비극에
대해
이렇게
말했듯한
풍경이
창가
테이블에
아래로
길게
뻗어나가는
습니다.펼쳐진다.
“이번 지진
재해를
2만 앉아
명이 저
죽은
하나의
사건이라

것이다.” 기타노 다케시는 숫자가 아니라 마음으로 토호쿠를

도로와
가로등을
내려다보게
되어죽은
있는데,
모든2만
것은
고 생각하면
안 된다.
한 사람이
사건이
건시각적
일어난오해
를
유발하도록
정교하게
기분
좋게 속을
것이다.”
기타노
다케시는계산한
숫자가연출의
아니라효과다.
마음으로
토호쿠를

보자고 이야기합니다.

수
있는 이야기합니다.
곳으로, 추천!
보자고

고 생각하면 안 된다. 한 사람이 죽은 사건이 2만 건 일어난

글 편집부, 사진 어상선

지난 3・11 일본 대지진 이후 많이 익숙해진 말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토호쿠를 보고 응원의 말을 전하는 방식은 여럿일

지난 3・11 일본 대지진 이후 많이 익숙해진 말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토호쿠를 보고 응원의 말을 전하는 방식은 여럿일

일본 말로 동북(東北)을 가리키는 ‘토호쿠’입니다. 지진 이틀

것입니다. ‘마음이 움직이다’는 그 하나의 방법으로 토호쿠

일본 말로 동북(東北)을 가리키는 ‘토호쿠’입니다. 지진 이틀

것입니다.
‘마음이
움직이다’는
그<Ochrea>.
하나의신화에
방법으로
토호쿠모티브를
관. 03. 카페테리아
건물 외벽에
그린 폴 모리슨의
등장하는 사과나무

후,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가 일요일 자 신문 1면에 게재

의 문화를 소개합니다. 토호쿠를 일컫는 옛 지명은 ‘길의 끝’

후,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가 일요일 자 신문 1면에 게재

의
문화를 소개합니다. 토호쿠를 일컫는 옛 지명은 ‘길의 끝’
화의 <Flower Horse>. 06. 보는 이의 마음 상태에 따라 수천, 수만 가지 표정으로 읽히는 론 무엑의

한 ‘がんばれ 東北!’(간바레 토호쿠!, 힘내 토호쿠!) 응원 광

이라는 뜻의 ‘미치노쿠[みちのく]’입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

한 ‘がんばれ 東北!’(간바레 토호쿠!, 힘내 토호쿠!) 응원 광

<Standing Woman>.
이라는
뜻의 ‘미치노쿠[みちのく]’입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

고는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서 새로운 길이 시작되고, 마음이 시작됩니다.

고는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서 새로운 길이 시작되고, 마음이 시작됩니다.

05

06

01. 토와다시 현대미술관을 위에서 내려다 본 모습. 02.미술관 주변 수목과 조화를 이룬 전시실 외

흑백으로 그렸다. 04. 건물과 건물을 잇는 유리 회랑. 05. 정면 입구 앞쪽에 설치된 한국 작가 최정

01

02

03

데와자쿠라 미술관 出羽桜美術館
09:00~17:00 | 월요일, 연말연시, 전시 교체 기간은 휴관
www.dewazakura.co.jp/museum.htm

일본 술 사케에 대한 명언이 있다. “로마가

데와자쿠라 미술관은, 1893년 설립되어 4

여 점에 이르며, 달항아리부터 연적과 명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듯 좋은 술도

대째 사케를 만드는 데와자쿠라 주조회사

기까지 종류도 제법 다양하다. 뒤뜰 정원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소유의 개인 미술관이다. 이 회사는 3대 사

은 틈새 정원처럼 작은 것과 적당한 크기

좋은 술은 좋은 문화가 있을 때 비로소 가

장 세이지로우 때 니혼슈 품평회에서 1위

의 것 둘이 있는데 돌조각과 화초, 초목의

능하다. 맛을 음미할 줄 알고, 어느 음식과

부터 3위까지를 휩쓰는 등 야마가타현을

어울림이 좋다. 술 만드는 회사답게 다양

어떤 사케가 어울리는지 구분할 수 있는

넘어 전국적인 명성을 얻은 기업이다.

한 종류의 술잔들도 모아 놓았다.

안목도 있어야 한다. 매년 열리는 술 품평

데와자쿠라 미술관 소장품과 뒤뜰 정원은

회에서 토호쿠 지역 브랜드들이 상위권을

훌륭한 안목을 보여주는데, 현재 이곳에서

차지하는 건 토호쿠의 쌀과 물이 좋은 덕

제일 귀한 대접을 받는 작품이 조선백자

아오모리에서 토와다로 가는 도중 펼쳐지는 토호쿠의 산세.

01
01. 미술관 외관. 02. 6월 말부터 새로 전시를 시작한 ‘조선백자

도 있겠지만, 그 술 밑바탕에 있는 좋은 문

다. 3대 사장이 대학에 다니던 때부터 하나

전’의 전시 모습. 03. 수천 개의 술잔 컬렉션 중 일부. 04. 국가

화 덕분이기도 하다.

둘 사 모으기 시작한 조선 도자기들이 750

게 내부와 외관 모두 정갈한 느낌이다.

아오모리에서 토와다로 가는 도중 펼쳐지는 토호쿠의 산세.

등록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메이지 후기 양식의 100년 묵은 고택답

다자이 오사무 기념관 <샤요칸> 太宰治記念館 <斜陽館>

길의 끝,
마음의 시작,
토호쿠 기행
東北紀行
글 편집부, 사진 어상선

04

토호쿠는 아오모리[靑森], 이와테[岩手], 미야기[宮城], 후쿠
시마[福島], 아키타[秋田], 야마가타[山形] 등 6개 현을 아우

길의 끝,
마음의 시작,
토호쿠 기행
東北紀行

08:30~18:00(5월~10월), 09:00~17:00(11월~4월) | 12월 29일 휴관

토호쿠는 아오모리[靑森], 이와테[岩手], 미야기[宮城], 후쿠

시마[福島], 아키타[秋田], 야마가타[山形] 등 6개 현을 아우
특히 큰형이 사위에게 금병풍에
그려진 기준으로
두
릅니다. 2010년
인구 978만 명에 면적은 66,889제

릅니다. 2010년 기준으로 인구 978만 명에 면적은 66,889제

일본에서 다자이 오사무는 여전히 연예인

곱킬로미터입니다. 남한의 2/3 정도 크기에 서울 인구보다

못지않게 인기가 높다. 아오모리 곳곳에

적은 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다자이 오사무 문학비와 그와 관련된 건물

2011년 3월 11일, 토호쿠의 동쪽 해안을 강타한 지진으로 2

들이 있는데, 그중 제일은 고향 카나기초

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거나 실종되었습니다. 많은 마을

에 있는 기념관이다. 샤요칸[斜陽館]이라

들이 폐허가 됐고, 살아남은 사람들 중 일부는 대피소 생활

는 이름을 가진 이 기념관은 다자이 오사

을 하거나 아예 고향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습니다.

무의 생가를 개조한 것으로, 관람객이 너

1997년 <하나비>로 베니스영화제 대상을 수상했던 배우이

무 많아 휴관일은 1년에 단 하루뿐이다. 다

자 영화감독인 기타노 다케시는 이 비극에 대해 이렇게 말했

자이 오사무는 “이 집은 멋대가리가 없다.

다자이 오사무의 팬이라면
소설에
언급된 베니스영화제 대상을 수상했던 배우이
1997년
<하나비>로
그림이 지금 기념관에 남아
있는지 살펴보
자 영화감독인
기타노 다케시는 이 비극에 대해 이렇게 말했

습니다. “이번 지진 재해를 2만 명이 죽은 하나의 사건이라

그냥 크기만 하다.”라고 했지만 기념관 구

는 것도 재미있을 테다.습니다.
『쓰가루』는
한국에
“이번
지진 재해를 2만 명이 죽은 하나의 사건이라

고 생각하면 안 된다. 한 사람이 죽은 사건이 2만 건 일어난

석구석을 채우고 있는 그림이나 방마다 달

서 별도로 출간되지는 않았고,
단편집
고 생각하면
안 『여
된다. 한 사람이 죽은 사건이 2만 건 일어난

것이다.” 기타노 다케시는 숫자가 아니라 마음으로 토호쿠를

라지는 인테리어 디테일을 통해 메이지–

보자고 이야기합니다.

다이쇼 시대의 지역 대지주들의 삶을 엿볼

지난 3・11 일본 대지진 이후 많이 익숙해진 말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토호쿠를 보고 응원의 말을 전하는 방식은 여럿일

일본 말로 동북(東北)을 가리키는 ‘토호쿠’입니다. 지진 이틀

것입니다. ‘마음이 움직이다’는 그 하나의 방법으로 토호쿠

후,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가 일요일 자 신문 1면에 게재

의 문화를 소개합니다. 토호쿠를 일컫는 옛 지명은 ‘길의 끝’

한 ‘がんばれ 東北!’(간바레 토호쿠!, 힘내 토호쿠!) 응원 광

이라는 뜻의 ‘미치노쿠[みちのく]’입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

고는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서 새로운 길이 시작되고, 마음이 시작됩니다.

글 편집부, 사진 어상선

점의 그림을 보여주는 대목은
인상적이다. 남한의 2/3 정도 크기에 서울 인구보다
곱킬로미터입니다.
“하나에는 산의 벚꽃 풍경,
다른
적은 수의하나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02

전원의 산수화가 한가로운
필치로
2011년
3월 그려져
11일, 토호쿠의 동쪽 해안을 강타한 지진으로 2
있었다.”는 구절에서 그는,
그림을
살피는
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거나 실종되었습니다. 많은 마을
본인의 안목이 형에 미치지
못하는됐고,
것에 살아남은 사람들 중 일부는 대피소 생활
들이 폐허가
대한 자조를 솔직하게 내비친다.
을 하거나 아예 고향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습니다.

03

자의 결투』 말미에 수록되어
있다.기타노 다케시는 숫자가 아니라 마음으로 토호쿠를
것이다.”

보자고 이야기합니다.
수 있다.
지난 3・11 일본 대지진 이후 많이 익숙해진 말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토호쿠를 보고 응원의 말을 전하는 방식은 여럿일
내부. 1층에 11개, 2층에 8개
그의 작품 『쓰가루』에는 가족들과 관계가 01. 02. 03. 다자이 오사무 기념관의것입니다.
‘마음이 움직이다’는 그 하나의 방법으로 토호쿠
일본 말로 동북(東北)을 가리키는 ‘토호쿠’입니다.
지진
이틀
의 방이 있고 부속
건물을
포함하면 총 면적이 2,247제곱미터에
전에 지어진 건물로 주로
소원한 다자이 오사무가 오랜만에 이 집을 이른다. 다자이 오사무가 태어나기 2년
문화를 소개합니다. 토호쿠를 일컫는 옛 지명은 ‘길의 끝’
후,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가 일요일 노송나무를
자 신문썼다.
1면에
게재외관. 의
04. 기념관
2004년 12월 국가중요문화재
찾았을 때의 일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로 지정되었다.
한 ‘がんばれ 東北!’(간바레 토호쿠!, 힘내 토호쿠!) 응원 광 이라는 뜻의 ‘미치노쿠[みちのく]’입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
고는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서 새로운 길이 시작되고, 마음이 시작됩니다.

04

01

아오모리에서 토와다로 가는 도중 펼쳐지는 토호쿠의 산세.

추손지 中尊寺

08:30~17:00(3월~11월 3일), 08:30~16:30(11월 4일~2월) | 연중 무휴
www.chusonji.or.jp/index.html

길의 끝,
마음의 시작,
토호쿠 기행
東北紀行

천태종의 사찰인 추손지[中尊寺]는 이와

테현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꼽히는데, 이곳

을 더욱 유명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일본
국보 1호인 곤지키도[金色堂]이다. 극락정

토를 모방했다는 곤지키도는 1124년에 완
공되어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건축물로,

당의 안팎을 옻칠과 나전, 금박으로 화려

하게 장식하여 가히 당대 공예 기술의 집
약이라 부를 만하다. 물론 보는 사람에 따
라서 이런 장식에 대한 호불호는 나뉘겠지

만 오래전부터 토호쿠의 순례자와 참배객,
여행자들에게는 ‛로망’ 같은 장소였다.

글 편집부, 사진 어상선
1689년
하이쿠 시인 바쇼가 추손지를 찾

아 이런 기록을 남겼다. “지난날 기둥과 서

토호쿠는 아오모리[靑森], 이와테[岩手], 미야기[宮城], 후쿠
이 무너져 무상한 풀밭으로 변해 버리고
시마[福島], 아키타[秋田], 야마가타[山形] 등 6개 현을 아우
말 형편이었던 것을, 사방을 새로이 두르
릅니다. 2010년 기준으로 인구 978만 명에 면적은 66,889제
고 지붕에 기와를 얹어서 건물을 지은 덕
02
곱킬로미터입니다. 남한의
2/3 정도 크기에 서울 인구보다
에 비바람을 견딜 수 있게 되었다.”
적은 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바쇼가 다녀가고도 300여 년이 지난 오늘
2011년 3월 11일, 토호쿠의 동쪽 해안을 강타한 지진으로 2
날까지 여전히 곤지키도는 그 자리에서 ‘옛
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거나 실종되었습니다. 많은 마을
날을 엿볼 수 있게’ 해 준다. 그리고 2011
들이 폐허가 됐고, 살아남은 사람들 중 일부는 대피소 생활
년 6월, ‘히라이즈미[平泉]–불국토(佛國
을 하거나 아예 고향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습니다.
土)를 꿈꾸는 건축, 정원 및 고고학적 유
1997년 <하나비>로 베니스영화제 대상을 수상했던 배우이
적군’이라는 이름으로 일본에서는 열두 번
자 영화감독인 기타노 다케시는
이 비극에 대해 이렇게 말했
03
째, 토호쿠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세계문화
습니다. “이번 지진 재해를 2만 명이 죽은 하나의 사건이라
유산에 등재됐다.
고 생각하면 안 된다. 한 사람이 죽은 사건이 2만 건 일어난
것이다.” 기타노 다케시는 숫자가 아니라 마음으로 토호쿠를

보자고 이야기합니다.
까래에 칠했던 칠보 장식은 지워지고, 옥
지난 3・11 일본 대지진 이후 많이 익숙해진 말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토호쿠를 보고 응원의 말을 전하는 방식은 여럿일
을 박아서 장식했던 문도 긴 세월 동안의 01. 추손지 보물관인 산코조[讃衡蔵]의 첫 번째 전시실에 있는 삼
‘마음이 움직이다’는
그 하나의 방법으로 토호쿠
일본 말로 동북(東北)을 가리키는 ‘토호쿠’입니다.
지진
이틀 것입니다.
존불상. 가운데
아미타여래좌상을
두고 좌우로 약사여래좌상을
모
바람에 상했으며, 금박을 입혔던 기둥 또 셨다. 모두 12세기 작품이다. 02. 03. 04. 산코조의 공예품 전시
의 문화를 소개합니다. 토호쿠를 일컫는 옛 지명은 ‘길의 끝’
후,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가 일요일 자풍경.
신문
1면에
게재
이곳에는
국보와
중요문화재를 포함해 오슈 후지와라 시대
04
한 서리와 눈보라에 벗겨지는 등 모든 것 부터 전해지는 3천 점 이상의 유물들이 있다.
한 ‘がんばれ 東北!’(간바레 토호쿠!, 힘내 토호쿠!) 응원 광 이라는 뜻의 ‘미치노쿠[みちのく]’입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
고는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서 새로운 길이 시작되고, 마음이 시작됩니다.

TALK 01

Untitled 97-01, 이정진,
100x197.5cm, edition 1,
2000
‘공부, 평생토록 해야 할
일’에 삽입된 작품 사진
들은 사진가 이정진의
<Untitled> 시리즈 중 일
부이다. 모두 한지에 사
진감광유제를 발라 인화
한 뒤 뒷면을 같은 한지
로 배접했다.

공부(工夫),
평생토록
해야 할 일

사람이 한평생 사는 데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평생 할 일, 평생 사랑할 사람, 그리고 평생 할 공부.
이 세 가지를 찾으면 행복한 인생이라 합니다.
이제 와 새삼 공부라니,더구나 평생토록 해야 한다니
말만 들어도 손사래를 칠 법합니다만,
당장의 쓸모가 아니라 자신의 행복을 위해
공부를 해 본 경험이 우리에게 있었던가 싶습니다.
‘공부, 평생토록 해야 할 일’에서는
우리의 앎을 조금씩 넓혀 줄 동서양의 지식을
만납니다. 연재가 끝날 때쯤, 저마다
즐거운 공부거리 하나씩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옛 선비의
수양론

수양(修養)이라는 말은 몸과 마음을 단련하여
품성, 지식, 도덕, 인격 등을 닦는다는 뜻입니다.
그 안에는 몸과 마음이 하나라는 생각,
지식·인성·체력·행동거지가
모두 이어져 있다는 믿음이 담겼습니다.
몸은 몸대로, 마음은 마음대로
또 지식은 지식대로인 세월입니다.
오늘날 굳이 다시 수양을 둘러싼
옛 동아시아의 지혜를 배우려는 이유입니다.

글 편집부

한국의 옛 선비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생각나십니까? 검소한 사랑방에 꼿꼿하게 앉아 낮이나
밤이나, 추위나 더위에나 아랑곳 않고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 모습이 아닌가요. 물론 글 읽기는
선비들의 가장 중요한 공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공부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공자가 말한 ‘유어예(遊於藝)’라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논어(論語)』 「술이(述而)」편에 등
장하는데 원래 구절은 이렇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도에 뜻을 두고 덕을 닦으
며 인에 의지하고 예에서 노닌다고 하셨다(子曰 志於道 據於德 依於仁 遊於藝).” 여기 ‘예에서
노닌다’의 예가 바로 ‘육예(六藝)’ 즉 군자가 마땅히 익혀야 할 여섯 가지 기예입니다.
육예는 유학의 근본이 되는 오랜 책 중 하나인 『주례(周禮)』에 등장합니다. 예(禮), 악(樂), 사
(射), 어(御), 서(書), 수(數)의 여섯 기예로, 각각 순서대로 예학, 음률, 활쏘기, 말타기, 글씨 쓰
기, 수리학을 가리킵니다. 하나하나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나름의 복잡한 개념과 역사가 숨어

Untitled 97-07, 이정진, 100x197.5cm, edition 1, 2000

있는 기예들입니다. 몸과 마음을 움직이는 바탕이 되는 예학부터 시작해, 음악과 체육, 서예와
수학까지 포함하고 있으니 요즘 개념으로는 문과와 이과, 예능과 체육까지 고루 다루고 있는 것
입니다. 공자가 길러낸 삼천 명의 제자 중 육예에 통달한 사람은 고작 72명이었다고 하니 군자
되기의 어려움을 짐작할 만합니다.
유학은 이렇게, 주나라 때나 공자 당시에도 이론 교육이 아닌 생활 교육을 꿈꾼 학문이었습니
다. 유학의 기본 교과서로 글공부를 시작하면서 거의 처음에 읽던 『소학(小學)』 역시 ‘비질하고
물 뿌리는’ 법도부터 충실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몸과 마음을 두루 연마하고, 일상에서 예의
와 절도를 차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며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공부의 기본이었던 것입니
다. 그러니 유학에서 ‘공부’나 ‘수신’ ‘수양’이라는 말이 나오면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을 쌓는 것
이 아니라, 폭넓은 바탕 위에 쌓아가는 인격 도야 과정이라고 이해하는 편이 더 낫습니다.
사람의 몸은 공부의 바탕이니

동양 고전 『대학(大學)』이나 『논어』에서 수신(修身), 수기(修己)라고 할 때 ‘몸 신’자와 ‘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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博學之 審問之 愼思之 明辯之 篤行之

자를 씁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에서도 ‘수신’이 나오지요. 이때의 몸은 정신과 분리

지식을 넓게 배우라. 깊게 캐물으라. 삼가며 생각하라.

된 몸뚱이가 아니라 인간의 개체성을 아울러 가리킵니다. 서양에서는 옛날의 플라톤 식으로 육

밝게 분별하라. 신실하게 실천하라.

체를 ‘영혼의 감옥’이라고 보는 전통이 있습니다. 물질과 정신을 이분법적으로 보기에 나온 시

주희(朱熹), 『중용장구(中庸章句)』 제20장

각입니다. 하지만 동양의 수신 즉 몸 닦음은 이런 이분법을 넘어섭니다. 몸은 마음과 이어져 있

“홀로 걸어갈 적에는
그림자에게 부끄러운 짓을 하지 말고,
혼자 잘 적에도 이불이 보기에
부끄러운 일을 하지 말라”

산책, 대책을 생각하며 내딛는 걸음걸이

옛날에는 오늘날에 비해 사람들의 운동량과 노동량이 필연
적으로 많았을 겁니다. 공부하는 선비라고 해도 집 안에서
나 집 밖 이동을 위해 많이 오르내리고 걸었겠지요. 일도 하
지 않고 세상 경험 없는 ‘백면서생(白面書生)’이라 한들, 요
즘 사람들만큼 꼼짝하지 않았을라고요. 요즘은 동선을 최대
한 줄인 편리한 구조의 집에 살면서, 집 밖만 나서면 곧장 탈
것이 흔하디 흔한 세상이지요. 운동을 위해 부러 시간을 내
고 돈을 들여야 할 만큼, 일상생활과 움직임이 멀어져 있는
우리입니다. 요즘 사람들의 공부가 머리에만, 말에만 그치기
쉬운 것도 어쩌면 이처럼 몸을 쓰지 않는 세태와 관련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01

02

03

여기에서 우리 시대의 선비, 김열규 선생의 말을 빌어옵니
다. 그는 『공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 몸을 올바로 가지지 않으면 마음도 올바로 가지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
리나라나 다른 동아시아 국가의 선비들은 학문을 닦는 공부를 할 때 몸도 함께 닦았습니다.
수양에서 ‘몸을 닦는다’는 것은 건강 관리를 한다든가, 운동을 한다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개념입

《사인삼경도첩(士人三景圖帖)》, 강희언
(姜熙彦, 1710?-1784?), 21x26cm, 수묵
에 담채, 18세기 중엽, 개인 소장.
선비들이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며 활을
쏘는 모습을 담은 세 폭의 그림으로 이

니다. 언제든 예의와 격식에 맞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매사 삼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물

뤄졌다. 문·무·예를 함께 익혔던 선비

론 그런 수양이 가능하기 위해선 몸의 건강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각 폭마다 강세황의 발문이 있다.

동아시아 옛 학자들이 남긴 책 속에는 먹고 마시고 잠자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
다. 배불리 먹지 말고, 법도에 맞는 음식을 예학에 맞게 차리고, 술이나 여색(女色) 같은 유흥에

들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작품들이다.
01. 〈사인시음(士人詩吟)〉 여름날 선비
들이 느티나무 아래 모여서 시를 짓는
모습이다. 02. 〈사인휘호(士人揮毫)〉 대
청마루에 모인 선비들이 그림을 그리고

빠지지 말라고 합니다. 도덕률이기 이전에 생활 관리법인 셈입니다.

있다. 03. 〈사인사예(士人射藝)〉 선비들

이런 옛 학자들의 공부법을 대하면 시시콜콜한 규칙과 원칙 앞에서 답답함을 느낍니다. 공부만

면 왼쪽 상단에 김홍도의 〈빨래터〉와 거

하면 될 일이지, 자세며 생활 태도, 주위 정돈에 무어 그리 신경을 써야 하나 싶습니다. 공부의

이 모여 활을 쏘는 모습을 그렸는데, 화
의 유사한 장면이 보여 이채롭다.

“오늘날 인간의 육체를 보는 시각은 그만큼 달라져 있다. 육체를 통한 지각은 육체에 의한 사고
에까지 높여져 있다. 인간은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육체로도 사색하고 사고한다.
그러니 육체가 공부에 관여하지 않을 수 없다. 사물이며 세계를 살펴보고 알아봄으로써 깨달음
을 얻고, 그래서 지식을 갖추게 되는 일에서 육체는 단단히 한몫을 해내고 있다.
따라서 생각하는 것은 머리만이 아니다. 가슴과 살갗, 그리고 손발뿐만 아니라 다리를 통해서도
우리는 감각하고 생각하고 공부하게 된다. 그런 사실을 우리는 산책(散策)을 하면서 깨닫게 된
다. 산책의 ‘책’은 계책(計策)이나 책략(策略)의 ‘책’이라서 사색(思索)의 ‘색’과도 그 뜻이 통한
다. 책은 채찍이고 지팡이인 동시에 생각을 꾸미고 머리를 쓰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니
까 산책은 대책을 생각하고 사색을 하면서 내딛는 걸음걸이라는 뜻이 될 것이다.
그렇다.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면서 생각에 잠기면 그 걸음걸음이 머리에 작용하여 생각의 매듭

내용만큼 공부에 임하는 마음 자세와 몸가짐, 그를 위한 생활 속의 섭생이 중요했음을 모르기

을 엮어나가는 것을 느끼게 된다. 발걸음의 율동이 생각의 율동을 거들고 나서는 것이다.

때문에 드는 생각입니다. 책을 읽고 외우고 글을 쓰는 것뿐 아니라 시시콜콜해 보이는 모든 제

그러다가 거꾸로 생각의 율동이 발걸음의 율동에 변화를 준다는 사실도 깨닫게 된다. 산책을 나

반 사항들을 다 포함한 것이 공부임을 알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가 걷다 보면 불현듯이 발바닥에 닿는 흙의 촉감마저도 생각을 일깨운다는 사실을 느끼게 된다.

오늘날 아이들을 키우면서 ‘공부만 잘하면 된다’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제대로 ‘공부만 잘하

다리와 머리가 단짝이 되어서 생각을 엮는다. 그래서 우리는 다리로도 생각하고 공부하게 된다.

기’ 위해선, 학과 공부뿐 아니라 예의범절이며 문학・그림・음악 같은 예술 취미, 과학 지식, 걷

이미 말한 대로 사람은 온몸으로 감각하고 사고하고 공부하는데, 몸을 온전히 떠받치고 있고 몸

고 움직이는 운동까지 고루 연마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러니 ‘공부는 잘하는데 인성 교육이

을 거의 전적으로 이동시키는 다리가 생각과 공부에 관여를 하지 않을 수는 없다. 사람은 다리

부족하다’는 표현은 따지자면 절반만 옳습니다. 공부라는 말에는 인성 연마까지 이미 포함되어

로 걸으면서도 공부한다.”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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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명이 방울과 칼을 지닌 까닭

어려운 길, 하지만 나만이 할 수 있는

‘하학상달(下學上達)’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가 있는 곳은 바로 현실 세계이

이런 자세로 해야 하니 공부가 쉬울 리가 있습니까.

니,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형이상학적 진리, 자연의 원리까지 깨달을 수 있다는 생각입

차라리 요즘 말하는 공부가 속이 편할 지경입니다.

니다. 『논어』 「헌문(憲問)」편에 나오는 이 개념은 공자의 학문 정신인 동시에 공부하는 방법이

그러니 퇴계 학맥의 학자 이광정(李光靖)이 아들을

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개념은 성리학으로 이어져 유학의 고유한 공부론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간곡하게 타이른 것도 당연한 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옛 학자들의 공부법은 일상에서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인가를 묘사하면서 드러

“독서는 또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발분하여 스스로

나곤 합니다.

노력해 굳세고 고달픈 공부를 하지 않으면 끝내 성취

퇴계 이황의 제자는 스승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계시는 곳은 깔끔하고 조용했고, 책

하는 것이 없게 될 것이다. 또 한갓 글을 외우고 읽는

상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으며, 책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으나 늘 가지런하여 어지럽지 않았

것으로는 불가하다. 글의 뜻을 조용히 음미하며, 의

다. 새벽에 일어나면 향을 피우고 고요히 앉아 정신을 가다듬었으며, 종일토록 책을 읽어도 게

리에 침잠해야 한다. 낮에는 글을 읽고 밤에는 그 뜻

으른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다.”

을 생각하면 거의 가망이 있을 것이다.”

남명 조식의 생활은 또 이러했다고 합니다. “닭 울음소리를 듣고 새벽에 일어나 의관을 갖추고

‘진실심지 각고공부(眞實心地刻苦工夫)’라는 말도 있

띠를 매고는 자리를 바로 하여 꼿꼿이 앉아서 어깨와 등을 빳빳이 펴니 바라보면 그림이나 조

습니다. 주자의 문인인 황간(黃榦)이 한 말입니다.’

각상 같았다.” 가히 수도자의 자세와도 같지 않습니까. 남명은 밤을 새워 공부하면서 물 대접을

진실한 마음 자세와 뼈를 깎는 노력’이란 뜻입니다.

손으로 받친 채로 글을 읽었다고 합니다. 바르게 앉아 있지 않으면 물이 쏟아질 테니, 긴장을 풀

이 둘이 합해져야 공부를 이룰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 않고 꼿꼿이 앉아 공부를 했다는 거지요.

이 말은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끼쳐서, 조선 시

한편 남명은 일생 동안 칼과 방울을 차고 다녔다고 전합니다. 그의 칼에는 “內明者敬 外斷者義

대 학자들 가운데에는 이 여덟 글자를 걸어 놓고 공

(안으로 마음을 밝게 하는 것은 경이요, 밖으로 시비를 결단하는 것은 의다)”라고 새겨져 있었

부에 매진한 사람도 여럿이었습니다.

다고 합니다. 안으로 스스로의 마음 자세를 굳게 하고, 밖으로 행동을 조심하려는 결의입니다.

이쯤에서 지레 마음을 접고 “그래, 난 역시 공부 체

칼이야 그렇다 치고 방울이라니 뜬금없다 싶습니다. 이 방울에는 ‘성성자(惺惺子)’라는 이름까

질이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분도 더러 있으실 것 같

지 있었습니다. ‘성성(惺惺)’은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가리키니, 언제나 정신

습니다. 하지만 그런 평범한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이 깨어 있음을 뜻합니다. 쇠로 만든 방울 소리를 들으면서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경각심을 일으

주는 글이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이 제자 황상(黃裳)

키며 긴장이 흩어지지 않게 하려는 의도였을 겁니다.

을 처음 만났을 때 해 준 이야기입니다. 황상은 스승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혼자서도 마음을 추스르는 이런 태도가 바로 ‘신독(愼獨)’입니

을 처음 만난 날부터 60주년이 되는 때, 스승과의 만

다. 『대학』 「성의(誠意)」장과 『중용』 제1장에도 등장하는 신독은, 올바르지 못한 생각이 일어났

남을 회상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스승이 ‘문사(文史)’

을 때 바로 물리치겠다는 마음입니다. 16세기의 학자 임숙영(任叔英)은 신독을 이렇게 말했습

를 공부하라고 하자 황상이 이렇게 말했다지요.

니다. “신독 공부가 어찌 어렵지 않겠는가? 만약 신독을 능히 한다면 집 안의 은밀한 곳에서도

“제게 세 가지 병통이 있습니다. 첫째는 둔하고 둘째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하는 것이 상등이 될 것이다. (…) 자기 아내에게 부끄럽지 않게 하는

는 꽉 막혔고 셋째는 미욱하다는 것입니다.”

것이 그다음이다.” 혼자 있을 때에도, 아내와 둘이 있을 때에도 부끄러운 언행을 하지 말라는

그러자 다산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야기입니다. 송나라 때의 학자 진덕수(眞德秀)는 한층 더해서 “홀로 걸어갈 적에는 그림자에

“공부하는 자들이 갖고 있는 세 가지 병통을 너는 하

게 부끄러운 짓을 하지 말고, 혼자 잘 적에도 이불이 보기에 부끄러운 일을 하지 말라.”고 말했

나도 갖고 있지 않구나! 첫째는 기억력이 뛰어난 병

습니다. 사람이 아닌 사물을 놓고도 삼가며 경계하라는 말입니다.

통으로 공부를 소홀히 하는 폐단을 낳는다. 둘째는

한편 송나라 때의 유학자 정자(程子) 형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욕심을 막기를 구덩이 메우듯

글 짓는 재주가 좋은 병통으로 허황한 데에 흐르는 폐단을 낳는다. 셋째는 이해력이 빠른

이 하라. 분노를 징계하기를 산을 꺾어 버리듯이 하라. 배움은 남이 보지 않는 어두운 방 안에서

병통으로 거친 데에 흐르는 폐단을 낳는다. 둔하지만 공부에 파고드는 사람은 식견이 넓

도 자신을 속이지 않는 데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어지고, 막혔지만 잘 뚫는 사람은 흐름이 거세지며, 미욱하지만 잘 닦는 사람은 빛이 난

신독이 왜 필요한지를 말해주는 구절입니다. 나의 욕심과 분노를 다스리는 것, 스스로에게 정직

다. 파고드는 방법은 무엇이냐. 근면함이다. 뚫는 방법은 무엇이냐. 근면함이다. 닦는 방

었다. 이는 나라의 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이었다.

한 것에서 공부가 시작됩니다. 마음을 올바로 세우면 몸이 저절로 곧아집니다. 몸이 곧아지면

법은 무엇이냐. 근면함이다. 그렇다면 근면함은 어떻게 지속하느냐. 마음가짐을 확고히

의 전용 연구 기관이었다. 성종 때 처음 생긴 독

마음은 다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혼자서도 떳떳하게, 멈추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갖는 데에 있다.”

길을 함께 가는 도반이 있다면야 더 바랄 나위가 없겠지요.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우리도 한번 해봄 직하지 않겠습니까?

04

04. <독서당계회도( 讀書堂契會圖 )>, 작자 미상,
57.5x 102㎝, 비단에 수묵, 1570년 작으로 추정,
서울대학교 박물관 소장.
조선 시대에는 나라에서 문신들에게 휴가를 주어
책을 읽도록 하는 사가독서(賜暇讀書) 제도가 있
독서당은 사가독서에 선발된 사람들을 위한 일종
서당은 풍광이 좋았던 현재의 용산에 있었고 중종
때 동호(東湖)에 새로 독서당을 지어 옮겼다. 동호
독서당 위치는 약간의 논란이 있지만, 한강이 보
이는 경치가 좋은 곳이었으리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이 그림은 독서당에서 열린 선비들의 모임
을 그렸는데 정철·이이·유성룡 등 9인이 참석한
계회를 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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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工夫),

옛 선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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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토록 해야 할 일

수양론

마음이
몸의 주인

퇴계의 활인심방

마음이 고요하지 못하면
기혈의 흐름이 고르지 못하고 탁하여
온갖 병의 원인이 된다.

글 편집부

『활인심방』은 퇴계가 필사한 책 『활인
심』의 다른 이름이다. 퇴계 이황은 명나
라 주권이 쓴 『구선활인심법』을 원본으
로 직접 필사를 했는데, 원전의 상하 2
권 가운데 상권을 옮겼다. 퇴계의 『활인
심방』은 서문과 본문으로 나뉘는데, 서
문에서는 양생의 중심은 예방에, 의학의
중심은 치료에 있으며 그 근원이 상고
시대 성인과 황제들에서 시작한다는 점,
마음의 중요함과 책을 쓰게 된 유래 등
을 밝혔다. 본문에서는 병의 종류를 논
하면서 병의 원인이 마음에 있음을 다
시 한번 강조한 후, 마음을 다스려 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대강을 밝혔다. 그리
고 기를 다스리는 치료법과 여러 양생
법, 기공법 및 보양 음식 등이 차례로 등

Untitled 99-19, 이정진, 97x180.5cm, edition 3, 2000

장한다.

又曰 病中有病中工夫 馬上有馬上工夫 以至枕上厠上
坐臥行步 亦各有當然之工夫 何處非用工之地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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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계의 『활인심방』

또한
마상
누운
어느

말씀하시기를 ‘병중에는 병중 공부가 있고 말을 탔을 때는
공부가 있다. 심지어 베갯머리, 측간, 앉은 도중,
도중, 실천할 때, 걸을 때에도 각기 그에 합당한 공부가 있다.
곳인들 공부하는 곳이 아니겠는가?’ 하셨다.

윤동원(尹東源), 『일암유고(一庵遺稿)』 권3, 「가장(家狀)」 , ‘조고문성공가장(祖考文成公家狀)’

퇴계 이황은 스무 살 때부터 주역 공부에 지나치게 빠져들며 건강을 해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책을 많이 읽고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소화도 안 되고 몸이 전체적으로 약해지는 것이 자연스
러운 일입니다. 그래서인지 퇴계의 문집에는 병으로 고통을 겪는다고 털어놓은 대목이 꽤나 많
이 등장합니다.
그런 퇴계에게 중국 양생서인 『구선활인심법(臞僊活人心法)』과의 만남은 참 반가운 것이었
나 봅니다. 책을 직접 베껴 써서 『활인심』이라고 이름 짓고, 그 안에 등장하는 양생법을 직
접 실천했으니 말입니다. 『활인심』의 원본인 『구선활인심법』은 중국 명나라 사람 주권(朱權,
1378~1448)이 쓴 책입니다. 도교의 양생법을 담은 책이라서, 성리학을 중심에 두었던 조선의
선비가 이 책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이 좀 이채롭기도 합니다.
퇴계가 이 책을 언제 필사했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만, 연구에 따르면 아마 그의 나이 33세 이
후 40대 초반 사이에 『구선활인심법』을 접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퇴계의 나이 50대에 친구에게
쓴 편지 속에 “평소 익힌 도인 기공법의 이치에 힘입어” 지병이 크게 도지지 않고 견뎌냈다는
구절도 등장하니, 꽤 오랜 기간 동안 『활인심방』의 도인 기공법을 활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활인심방』에서 주목할 만한 구절이 바로 공부와 개인의 수양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람의 병을
다스리고 고치려는 사람은 먼저 병의 원인을 잘 알아야 한다. 특히 사람이 일생을 통해 공부를
한다고 하면, 자신의 수양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은 자신을 살리는 방법, 즉 자신의 결점과 단점을 보완하고 그것을 고쳐 나갈 수 있는 방법
을 고민해야 한다. 그래야 세상에 떳떳하게 나설 수 있으리라.”
공부를 하는 사람은 모름지기 자신의 건강 관리와 섭생법에 대해 스스로 통달하고 있어야 한다
는 말입니다. 몸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 원인을 알아차리고, 고칠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모두 수
양의 일환이라 했습니다.
요즘도 공부나 일에 골몰하느라 건강을 해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부의 바탕, 깨달음의 근원
인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보살피는 것에서부터 공부가 시작됨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일을 하는
주체인 나 자신을 망각하고, 일이라는 대상에만 빠지는 실수를 범한 것이지요.
뒤늦게라도, 내 몸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상태와 변화를 예민하게 살피는 것도 공부요, 일이라
는 사실을 자각해야 옳습니다. 내 몸과 공부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 일과 내 몸이 떨어져 있
지 않습니다.

01

오래 살고 싶다면 우주에 순응하라

있는 도인법은 ‘좌식팔단금(坐式八段錦)’이라는 기공법입니다. 앉아서 하는 체조 비슷한 여러

『활인심방』은 병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예방과 치료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병의 근원은 하

01. 좌식팔단금의 그림은 퇴계 이전에

나, 즉 모든 것이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모든 일에 태연하고 맥박의

보이는 그림은 퇴계학연구원에서 1973

흐름이 활발하다. 그러나 마음이 고요하지 못하면 기혈의 흐름이 고르지 못하고 탁하여 온갖 병

도 중국의 여러 문헌에 등장한다. 위에
년 영인 배포한 퇴계 필사본 『활인심방
퇴계선생 유묵(遺墨)』에 나오는 것이다.

의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성품이 차분하면 정신이 평안해지고, 마음이 산란하면 정신이 피로하

『활인심방』 원문에서는 도인법 동작을

다. 따라서 참됨을 지키면 저절로 뜻이 가득하게 된다. 여러 가지 일을 복잡하게 추구하면 생각

은 용’ ‘신비한 물’ ‘도르래 ‘물 푸는 수

이 얽히고설켜 정신이 산란하게 되고, 정신이 산란하게 되면 기운이 흩어져 병이 생기게 되며,

설명하면서 ‘하늘의 북’ ‘하늘 기둥’ ‘붉
레’ 등의 비유적인 표현을 쓰고 있다. 책
에서는 이 도인법을 오래 계속하면 모든

결국은 죽게 된다.”

질병이 깨끗이 제거됨을 스스로 알게 되

그러니 훌륭한 의사는 사람의 마음을 살펴 병증을 다스립니다. 병의 원인을 고쳐야 하니 말입니

런히 애써 게으르지 않으면 신선의 길도

고 차츰 몸이 가벼워짐을 느끼며, 부지

다. 행동이나 습관으로도 병이 생기지만, 그 행동 역시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지요. 건강이 좋

멀지만은 않다고 말한다.

동작들을 설명해 놓고, 소박한 그림들도 곁들였습니다. 퇴계가 직접 그린 삽화라고 합니다.
눈을 감고 마음이 캄캄한 상태로 앉아서 시작되는 이 도인기공은 어금니 마주치기, 두 손으로
정수리 감싸기, 손으로 머리를 치기, 목과 척추 비틀기, 혀로 양치질하기, 손바닥 비비기, 허리
문지르기, 어깨 돌리기, 다리 뻗기, 깍지 껴서 팔 올리기, 다리 뻗고 몸 앞으로 굽히기 등으로 이
어집니다. 요즘의 요가 동작이나 스트레칭 체조와도 비슷해 보입니다만, 원문에는 조금 더 개념
적인 설명이 덧붙어 있습니다. 갑자일 한밤중 자시에 처음으로 시작하고, 매일 자시 이후 오시
이전에 한 차례씩 실행하거나 낮밤을 합하여 세 차례씩 실행하라는 충고도 있습니다.
마음이 병의 원인이며,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고 말하는 『활인심방』에 이런 도인법이 들어 있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퇴계 본인이 직접 동작을 설명하는 그림까지 곁들일 만큼 책 속에서 중

아지기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먼저 마음을 다스리는 게 당연해집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의심과

요한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을 보면 그 이유가 더 궁금해집니다.

걱정, 잡념 등을 버리고 불평과 차별심을 버려야 몸과 마음이 자연에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선의 대표적인 성리학자로 꼽는 퇴계도 아마, 학문에 전념하고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활인심방』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우주의 원리와 연결시켜 생각합니다. 자연 즉 우주의 원리와

몸의 건강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지켜가는 방법

질서에 순응하여 그것을 자신의 마음으로 삼는 것이 옳은 삶이라고 합니다. 그런 이치를 깨달은

의 하나로 좌식팔단금 도인기공을 실천하면서, 퇴계는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스스로 떳떳해질

사람은 병도 없어지며, 다른 사람의 병도 고칠 수 있다고도 합니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현대를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에게 이런 경지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도, 마음이 평온해

『활인심방』에 등장하는 도인기공은 모르고 보면 그냥 단순한 체조입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차

지면 일상의 온갖 경쟁과 스트레스가 가볍게 느껴지기는 할 듯합니다. 몸도 홀가분해지고, 나

분히 살펴보면 동작 속에 우주의 이치와 에너지의 순환을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같은 동작을

자신에게 좀 더 충실해질 수 있을 듯도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고 그 길을 잘

하더라도 심오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런 작은 실천이 내 공부의 하나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지키고 산다면, 무리하거나 욕심내지 않고 자신의 수명만큼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옛 유학자들의 과장된 의미부여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지금 내가 몸을 움직이고
호흡하는 동작들이 단순한 심박수나 근지구력 수치가 아닌, 자연의 순환 속으로 스며드는 마음

체조가 아니라 공부입니다

공부의 하나라고 생각한다면 나의 일상이 조금씩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꼭 책을 읽어야 공부인

『활인심방』에서는 운동 부족을 경계합니다. “사람이 할 일이 없으면 몸이 노곤해진다. (…) 한

가요. 스트레칭 하나에도 정성을 담아, 의미와 깊이를 담아 실천한다면 벌써 공부의 세계로 성

가로이 노는 사람은 기운을 쓰는 일이 적다. 또한 배부르게 먹고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때가 많

큼 걸어들어간 셈입니다.

다. 그러므로 경맥이 통하지 않고 혈맥이 응어리져서 그렇게 된다.” 누가 보아도 당연한 이치입
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도인법(導引法)’입니다. 도를 이뤘다는 도인(道人)이 아니라, 마음
으로 몸속의 기를 이끌어서 필요한 곳으로 흐르게 하는 기공 방법을 의미합니다. 『활인심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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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계의 『활인심방』

서로 다른 방향의
수양록

삼강행실도 와 성학십도

유교적인 통치 이념의 수양 교과서
『삼강행실도』는
수도에서 지방으로, 상층에서 하층으로
번져나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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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다닐 때 누구든 역사 시간에 이름을 들어보았을 책으로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와 『성학

라는 사람이 아버지를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나 유교적인 충효의 가치를 국가적으로 강조할 필

십도(聖學十圖)』가 있습니다. 이 두 책은 전혀 다른 독자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독자가 책 내용

요가 있었습니다. 또 아직 왕실의 기반이 확고하지 않아 새로운 왕조의 통치 이념과 정책을 잘

을 좀 더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그림을 곁들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책 모두,

이해하지 못하거나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가르쳐 주는 ‘수양 교과서’ 역할을 했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책이 편찬되고 세월이 흘러, 조선에는 점점 효자와 열녀가 늘어났습니다. 중종 때 나라에서 표
창을 받은 효자와 열녀 47명 가운데 여러 사람이 『삼강행실도』를 언급했습니다. 책을 보고 부모

01. 『삼강행실도』는 세종 13년(1431)에
간행된 책으로, 집현전 부제학 설순 등
이 왕명에 따라 우리나라와 중국 서적에
서 군신(君臣), 부자(父子), 부부 등 삼강
의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을 뽑아 편찬했
다. 인물의 고사에 대한 설명마다 한 편
의 그림으로 내용을 설명하고, 그림 위
에 한글 번역을 붙였다. 분류별로 각각
35인씩 전체 105인의 충신, 효자, 열녀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우
리나라 인물은 효자 4인, 충신 6인, 열녀
5인이다. 본 기사에 사용된 『삼강행실
록』 이미지는 삼성출판박물관 소장으로,
1871년에 필사된 효자편(孝子篇)이다.

사대부에서 서민까지 널리 읽던 윤리 교과서, 『삼강행실도』

의 병을 고치기 위해 손가락을 자른 효자, 평상시에 『삼강행실도』를 암송하며 생활하던 중 지극

『삼강행실도』는 조선 시대 동안 가장 많이 출판된 책으로 꼽힙니다. 이 책은 지식인층뿐 아니라

한 정성으로 남편의 병을 완쾌시킨 열녀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들에서 유교 통치 이념의 수양

한자를 읽지 못하는 서민들에게까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삼강행실도』는 세종 13년인 1431

교과서가 수도에서 지방으로, 상층에서 하층으로 번져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년, 왕의 명령으로 집현전 부제학 설순이 편찬・간행한 책입니다. 효자와 열녀・충신 가운데 남
달리 뛰어난 사례들을 뽑아서 소개하고 시와 그림을 덧붙인, 일종의 수양 교과서입니다.

02.~05. 『삼강행실도』에 등장하는 삼

세종은 이런 교과서가 발간되어 널리 읽히면, 사대부는 물론이거니와 일반 백성들의 풍속도 크

보기에는 자못 극단적인 것이 많다. 부

강오륜의 사례들은 현대인의 시각으로
모가 깊은 병이 들자 자식이 손가락이

게 바뀌어서 백성들이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할 것이라 기대했다 합니다. 그래서 책 제

나 신체를 훼손하여 봉양했다든가, 아버

목부터 인쇄며 배포, 교육에까지 왕이 직접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삼강행실도』가 유학적

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호랑이를 죽였다

인 가치를 굳건하게 다져주면, 곧 왕조의 통치 이념도 반석에 오를 것이라 보았기 때문이지요.

세 사람들에게 이 책은 가장 인기 있는

는 등의 이야기들이 그렇다. 하지만 중
윤리 교과서였고, 판본을 고쳐가며 거듭

『삼강행실도』에서 독특한 점은 중국의 효자・충신・열녀를 소개하면서 각각 마지막에 우리나라

출판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륜행실도』

의 사례를 첨가했다는 사실입니다. 독자들에게 이 책이 좀 더 친근하게 느껴지기를 바라서였을

『오륜행실도』 『속삼강행실도』 『동국신속

것입니다. 이 책에 그림이 들어간 것은 명목상으로는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내용을 쉽게 이해하

이어졌다.

삼강행실도』 등 관련 작품들의 출판도

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만, 실은 그림을 통해 내용을 더욱 강하게 각인시키려는 의도가 있
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 그림만으로는 내용을 짐작할 수 없고, 그것과 함께

04

05

있는 글을 읽어야만 비로소 그림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삼강행실도』가 처음 편찬되던 당시 조선은 안정적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진주에 살던 김화
왕을 위한 수양록, 『성학십도』
『성학십도』는 『삼강행실도』와는 전혀 다른 독자층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책은 퇴계 이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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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양록

68세 되던 해에, 17세의 어린 임금 선조를 위해 쓴 책입니다. 제목을 보아 알 수 있듯이 ‘성인

조선의 임금을 만든
몸과 마음의 교육

(聖人)’이 되기 위해 알아야 할 성리학의 핵심 내용을 열 장의 그림을 통해 요약 정리하고 있습
니다. 쉽게 말해 그림으로 보는 성리학 요점 정리 교재인 셈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그림 10장으
로 보는 성리학’정도의 제목이 어울리겠지요?
이 책에 등장하는 10장의 그림은 대부분 퇴계 이전부터 전해오던 것입니다. 제6도인 <심통성정
도>는 옛 그림을 바탕으로 퇴계가 보충했고, 제5도인 <백록동규도>와 제10도 <숙흥야매잠도>는
내용만 있던 것에 퇴계가 직접 그림을 그렸습니다. 처음 다섯 장의 그림은 하늘의 도에 근거하
여 우주의 원리를 밝히고 이를 통해 인간의 도리를 밝히는 내용입니다. 뒤 다섯 장은 인간 심성
에 근거하여 일상생활에서 힘써야 할 일을 말했습니다. 열 장을 통틀어 말하면 ‘경(敬) 중심의
철학 체계’가 됩니다.
‘성학’이란 성인이 되기 위한 학문을 의미하는 동시에, ‘성인의 참모습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
다. 성인을 존경하면서 나 스스로 그런 성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라는 뜻이 책 속에 담겼습니다.
만물의 근원을 담은 태극도에서 시작해, 『소학』과 『대학』, 학문하는 방법, 인간 마음의 본성, 감
정의 구조, 사단칠정, 경을 실천하는 자세, 공부하는 방법 등을 다 담았으니 유학의 원리와 수행
방법이 고스란히 표현된 것입니다.

조선 왕세자 교육은
문무를 겸비한
완전 인격체로서의 왕을
꿈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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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학십도』의 원래 명칭은 ‘진성학십도차병도(進聖學十圖劄幷圖)’입니다. 새로 즉위한 선조 임
금에게 장차 성군이 되어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쳐 달라는 취지의 상소문을 올리고, 그 끝에 상
소문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을 덧붙인 형식입니다. 『삼강행실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영학이나 자기계발 쪽에서 가끔씩 ‘제왕학’이라는 말을 씁니다. 왕이 될 사람이 받는 교육을

이해를 돕는다는 명분이 있기는 하지만, 내용을 머릿속에 각인시키려는 의도가 더 컸으리라고

가리키는 말이지요. 요즘은 제왕학을 지도자에게 필요한 덕목이라 하여 재조명하는 시각도 있습

보입니다. 비단 선조 임금만이 아니고, 성리학을 배우고자 하는 독자들이 일목요연하게 퇴계의

니다. 텔레비전의 사극이나 역사서 속에서 스승을 모시고 유교 경전을 공부하는 세자의 모습이

사상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성리학 수양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종 등장하는 때문인지,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임금이나 세자들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 했다는

교과서가 재미없기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모양입니다. 어떻게든 공부하는 사람들의 시선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왕들은 과연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요.

을 끌고 기억에 무엇인가 새기기 위해, 사람들이 동원하는 방법이 시각 자료입니다. 『삼강행실
도』와 『성학십도』는 조선 시대의 대표적인 수양 교과서들로, 많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영향을

왕세자여, 학문을 일으키고 무예를 익히라

끼쳐온 책들입니다. 성리학은 생활 윤리부터 국가의 통치 이념, 나아가 우주의 근원과 질서까지

조선 시대에는 국왕의 학문을 성학(聖學)이라고 불렀고 그에 비해 왕세자의 학문을 예학(睿學)

담은 철학입니다. 그래서 가장 형이상학적인 철학 논의를 담은 교과서도,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름만 달랐을 뿐 학문의 내용이 다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왕세자란

생활 속 교훈을 담는 교과서도 이로부터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장차 국왕이 될 사람이었으니까요.
예학이라면 보통 성리학만 떠올리기 쉽지만, 그와 더불어 세자로서 갖춰야 할 품성과 행실을 배
06. 이황이 선조에게 올린 『진성학십도

01. <어사도(御射圖)>, 《대사례도첩(大射

차병도』는 서론 격인 ‘진성학십도차’와

禮圖帖)》, 46.9 x 60.4㎝, 1743년, 고려대

10개의 도표로 구성되었다. 그 차례는

학교 박물관 소장.

다음과 같다. 제1도 <태극도(太極圖)>, 제

대사례는 왕이 성균관에서 석전례를 지

2도 <서명도(西銘圖)>, 제3도 <소학도(小

낸 후 신하들과 하는 활쏘기 의식이다.

學圖)>, 제4도 <대학도(大學圖)>, 제5도 <

이 <어사도>는 영조 19년(1743) 윤4월 7

백록동규도( 白鹿洞規圖)>, 제6도 <심통

일에 거행된 대사례 광경을 담은 《대사

성정도(心統性情圖)>, 제7도 <인설도(仁

례도첩》의 첫 작품으로, 영조의 활쏘기

說圖)>, 제8도 <심학도(心學圖)>, 제9도 <

장면을 담고 있다. 이 뒤로 종친, 의빈,

경재잠도(敬齋箴圖)>, 제10도 <숙흥야매

문무관 등 신하들이 짝지어 활을 쏘는

잠도(夙興夜寐箴圖)>.

모습을 담은 <시사도>, 활쏘기 결과에 따

사진은 왼쪽부터 제5도, 제6도, 제7도.

라 시상하는 것을 그린 <상벌도>가 함께

각각 36×66.5cm로 조선 후기에 옮겨

있다. 그림 뒤에는 ‘어사삼획’이라 하여

그린 그림들이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영조의 활쏘기를 기록하고 시사관 30명
의 좌목과 성적, 병조판서 서종옥이 쓴
‘대사례도서’를 수록했다.

우는 것도 역시 공부 과정에 포함되었습니다. 세조가 세자에게 내린 ‘훈사(訓辭) 10장’은 예학을
닦는 도리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조가 세자에게 부탁한 열 가지 당부사항은 이렇습니다.
항덕(恒德) 한결같은 덕을 가질 것. 배필을 중하게 여기고, 대신을 공경하며,
어진 신하를 가까이 하고, 소인을 멀리하라.
경신(敬神) 신을 공경하여 섬길 것. 신을 업신여기고 백성을 학대하면,
복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없어진다.
납간(納諫) 간언을 받아들일 것. 바른말로 간언하는 사람이 없으면
세상일에 어두워져 아는 것이 전혀 없고 폐단을 알 수 없게 되어 나라가 망한다.
두참(杜讒) 참소를 막을 것. 백성들의 근심과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항상 너그럽게 용서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백성들의 뜻을 살피면 참소가 없어진다.
용인(用人) 사람을 가려서 쓸 것. 사람을 쓸 때에는 그 마음을 취해야지 재주를 취하지 말라.
부모와 화목하고 자상하며 은혜로운 사람을 써라.
물치(勿侈) 사치하지 말 것. 군주가 귀하게 되고 나라가 부유해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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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치하려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 백성을 위하여 정사를 부지런히 해야 할 뿐이다.

사환(使宦) 환관을 조심해서 부릴 것. 국왕이 궁중에 있으면서 환관이 명령을 전하거나
분명한 신념 없이 소문만 들으면 안 된다.
항상 신하들을 직접 만나 정사를 듣거나 편지를 이용하라.
신형(愼刑) 형벌을 신중히 할 것. 사람을 지나치게 벌 주는 일이 없게 하라.
문무(文武) 학문을 일으키고 무예를 익힐 것. 술을 좋아하지 말고, 대신을 자주 만나며,
사냥을 폐지하지 말고, 군대 조련을 엄격히 하라.
선술(善述) 부모의 뜻을 잘 계승할 것. 옛말에 선왕의 법을 준수하면
잘못되는 일이 없다고 한 것을 명심하라.
‘훈사 10장’을 보면 조선의 왕세자가 배우고 익혀야 할 교육 내용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며 심신을 단련했습니다. 강무 같은 행사는 궁궐 속에서만 있던 세자

데 이 가운데 아홉 번째, ‘학문을 일으키고 무예를 익히라’는 부분이 눈에 띕니다. 세자들 역시

가 직접 국토와 백성을 접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왕세자가 국왕을

유학이나 예학, 통치 철학 등의 이론 외에도 몸으로 익히는 교육을 받았던 것입니다.

대신하여 강무를 주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규모가 조금 작기는 해

그중에서도 유교의 육예 중 하나인 활쏘기는 조선 시대 왕세자 교육에서 중요하게 여긴 부분입

도, 왕이 되기 전 직접 군사 훈련을 실습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

니다. 태종이 한때 세자에게 활을 바친 환관들을 벌했으나, 얼마 뒤에는 세자에게 활쏘기를 가

의미를 가지는 강무는 워낙 많은 인원과 물자가 동원되며 백성들의 피

르치라고 명한 일도 있습니다. 세자에게 학문을 가르치는 서연관(書筵官)들이 그것을 반대하

해가 컸기 때문에 중종 때 이후 점차 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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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옛사람은 ‘활 쏘는 것으로 덕을 알아본다’ 하고 ‘재주를 겨루는 것이 군자의 도’라 하였으
왕세자, 바닥에 엎드려 책을 읽다

므로 활 쏘는 것은 폐지할 수 없다.”며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켰습니다.

한편, 조선의 왕세자나 왕세손들은 책봉례를 마친 후 반드시 성균관
활쏘기와 말타기는 왕세자의 기본

에서 입학식을 거행했습니다. 세자가 성균관을 찾아가 대성전에 참배

조선 시대 국왕들은 활쏘기와 말타기를 반드시 할 줄 알아야 했습니

하고, 성균관 박사에게 제자로서의 예를 갖춘 후 가르침을 받는 것입

다. 국왕과 신하가 활을 쏘는 대사례(大射禮)는 군신 간의 일체감을

니다. 물론 입학례는 한 차례 열리는 행사일 뿐, 세자가 성균관에 계

도모하는 중요한 의전 행사였습니다. 『예기(禮記)』 「사의(射儀)」에 나

속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공자에게 참배하고 박사에게 배우는 ‘의식’

오는 “활 쏘는 것은 인(仁)을 행하는 길이다.”라는 구절처럼, 활쏘기

을 통해, 세자 역시 유학을 배우고 익히는 학생 출신임을 천하에 알리

는 단순한 무술이 아니라 덕을 수행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과녁

는 것이 입학례의 의의였습니다. 입학례를 치르는 동안에는 세자라 해

을 맞추는 것보다, 활을 쏘기 위해 마음을 모으고 몸가짐을 반듯하게

도 학생이기 때문에 스승에게 먼저 절하여 인사를 했고, 가르침을 받

하는 과정이 더욱 중요했습니다. 모름지기 활쏘기를 통해 스스로의 덕

을 때에도 책을 바닥에 놓고 엎드려서 읽어야 했습니다. 성리학 국가

을 쌓을 수 있고 남의 덕을 살필 수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의 왕이 되기 위한 상징적인 의례인 입학례는, 중국에서는 실제로 거
행한 사례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에 비해 조선에서는 태종 대부터

또한 선대의 능에 성묘를 가는 능행이나, 사냥을 겸한 군사 훈련인 강
무(講武) 같은 행사에서 왕은 군복을 입고 말을 달리면서 군대를 이끌

05

02

고종 대까지 왕세자의 입학례가 열렸습니다. 학문과 예의를 중시했던

었습니다. 세자 시절부터 말타기를 익혀야 하는 것이 당연했을 것입니

조선 왕실의 면모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 그에 더해, 조선의 왕들이 즐긴 운동이 바로 격구였습니다. 서양의

이렇듯 조선의 왕세자 교육은, 유교 국가라는 명분과 왕이 가져야 할

폴로와 비슷한 격구는, 두 편으로 나뉘어 말을 타고 달리면서 공을 공

실제적인 덕목을 잘 융합시킨 전인 교육이었습니다. 제왕학을 오늘에

채로 떠서 골에 넣는 경기입니다. 서양 귀족들이 승마나 폴로・사냥 같

되살려 무엇인가를 해 보려는 현대 사람들이라면, 조선의 왕세자들이

은 스포츠를 즐겼던 점과 조선 왕족들이 사냥과 활쏘기・말타기를 익

공부했던 과정과 커리큘럼뿐 아니라, 심신을 조화시킨 종합 교육이라

혔던 점이 서로 비슷합니다. 동서를 막론하고 신분 사회에서 통치계급

는 특징에까지 눈을 돌릴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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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필요한 덕목과 기예는 비슷했던 모양입니다.
강무는 국왕이 해마다 정기적으로 신하와 군사들을 이끌고 사냥을 하
며 군사 훈련을 겸했던 의례입니다. 강무 때 잡은 짐승은 종묘 사직
의 제사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왕세자도 강무에 참여해서, 말을 달리

《왕세자입학도첩(王世子入學圖帖)》, 46.5 x 34.1cm, 1817년으로 추정,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03

순조 17년(1817) 3월 11일 성균관에서 치러진 효명세자의 입학례를 기념한 화첩이다. 입학례의 과정을 다섯
장면으로 구성하고, 이튿날 있었던 진하례 장면을 마지막에 그렸다.
02. 〈왕세자출궁도(王世子出宮圖)〉 왕세자의 행렬이 창경궁을 나와 성균관으로 향한다. 03. 〈작헌도(酌獻
圖)〉 입학례 전에 왕세자가 공자에게 술잔을 올린다. 04. 〈왕복도(往復圖)〉 왕세자가 박사에게 수업을 청

하고, 박사가 수락하여 명륜당 안으로 들어온다. 05. 〈수폐도(脩幣圖)〉 박사에게 여러 가지 예물을 올린다.
056

공부(工夫),

조선의 임금을 만든

06. 〈입학도(入學圖)〉 명륜당에서 왕세자가 박사에게 교육을 받는다. 07. 〈왕세자수하도(王世子受賀圖)〉 입

057

평생토록 해야 할 일

몸과 마음의 교육

학례를 마친 왕세자가 신하들에게 하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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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itled 99-18, 이정진, 97x180.5cm, edition 3, 2000

Untitled 99-09, 이정진, 100x197.5cm, edition 3, 2000

蓋古今功夫 莫不以順天理爲主 則其於不合處
豈可望天理之從我 固宜自我變通以合天理耳
今之學者 如登山麓 方其迤邐 莫不濶步 及到峻處 便逡巡

058

공부(工夫),

059

평생토록 해야 할 일

오늘날의 공부하는 사람은 산등성이를 오르는 것과 같아서
산 아래의 구불구불한 길에서는 활보를 하다가도 높은 곳에
이르면 뒷걸음질 치며 물러선다.

대개 고금의 공부는 하늘의 이치에 순응하는 것을 위주로
하지 않음이 없었다. 그러니 자신이 천리에 합하지 않는 점
에 대해, 어찌 천리가 나를 따르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참으로 나로부터 변통해 천리에 합하도록 할 따름이다.

『근사록(近思錄)』 권2, 「위학(僞學)」

최한기(崔漢綺), 『추측록(推測錄)』 권1, ‘추측제강–추형유무(推測提綱 推形有無)’

사무라이의 수양
무사도

‘一期一會’
지금의 이 만남, 이 순간을 평생 딱 한 번밖에
없는 것으로 여기며 소중히 하라.

글 후지모토 토시카즈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초빙교수)

武(士道
)

일본 후쿠시마현 중앙부에 있는 이나와시로 호수 옆에 아이즈와카마쓰[會津若松]라는 도시가

“무사도의 정수는 죽음에 있다.” 이것은 18세기에 큐슈의 한 사무라이가 쓴 책 『하가쿠레[葉

있다. 일본에서는 1868년에서 1869년에 걸쳐 메이지유신을 지지하는 신정부군과 기존의 권력

隱]』에 나오는 유명한 말이다. 명예를 소중히 하는 사무라이들이 가장 피해야 할 행위는 바로 비

집단인 막부군 사이에 대규모 내전이 벌어졌다. 아이즈와카마쓰의 영주는 막부의 지배 가문인

겁하고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패전했다고 해서 적에게 투항하는 것이야말로

도쿠가와 가문과 인척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신정부군에 치열하게 저항했다. 내전은 결국 막부

수치스러운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밧코타이의 선택은 사무라이를 지향하던 소년들로서 당연한

군의 패배로 끝이 났는데 이 소식을 들은 아이즈와카마쓰 사무라이의 아들들 19명이 집단으로

선택이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식으로 자기 수양을 하며 사무라이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할복자살을 한다. 소년들의 조직 이름인 ‘밧코타이[白虎隊]’로 유명한 이 사건은, 47명의 사무라
이들이 주군의 원수를 갚고 전원 할복자살한 ‘주신구라[忠臣藏]’ 이야기와 함께 지금도 일본 사
02

람들 사이에서 많이 이야기되고 있다. 삶과 죽음에 대한 사무라이들의 태도를 잘 보여 주기 때
문이다.

전국 시대 이후 검을 쓸 일이 줄어든 사

밧코타이의 소년들은 어떤 교육을 받았기에 과감하게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을까? 통상적

무라이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관리적 소

으로 사무라이의 자식들 중 남자아이들은 7세 무렵부터 20세쯤까지 사무라이를 키우는 학교에

치이념인 유학에 능통해야 했다.

서 함께 교육을 받았다. 물론 그 교육의 목표는 문무에 두루 뛰어난 사무라이가 되는 것이다. 아
이즈와카마쓰에 있던 학교의 경우 ‛8조의 교육 방침’으로 유명하다.

양을 쌓는 일이었다. 그를 위해 국가 통
01. 중국 위나라 때 하안(何晏)이 『논어』
에 주석을 단 해설서 『논어집해(論語集
解)』이다. 이름이나 직책 등 몇몇 한자에

가타가나로 일본식 발음을 달아 놓은 것
이 보인다. 02. 사무라이들의 일상공간

1. 연장자의 말을 따른다.

5.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다.

을 재현한 이미지다. 사무라이들에게 차
를 마시고 꽃을 보고 그림이나 글씨를
감상하는 것은 심신 수양을 위해 중요한

무념무상의 경지에 있으면 불 또한 시원하다
이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무라이들의 정신력은 어디에서 유래했을까? 사무라이의 정
신력을 지탱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선(禪)이다. 사무라이가 역사 무대에 등장한 것은 10세기
부터로, 12세기에는 일본 최초의 무사정권인 가마쿠라막부가 성립한다. 일본의 고도(古都)라고
하면 교토와 나라가 가장 유명하지만 가마쿠라도 그에 못지않게 고도의 정취를 간직하고 있다.
가마쿠라 시대는 막부의 성립과 함께 선종을 중심으로 한 불교문화가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일본에서 선종의 역사는 길지 않다. 중국에서 선종이 전해 들어온 것이 12세기, 바로 가마쿠라
막부가 성립된 무렵이고 그때부터 사무라이들 사이에 급속히 퍼져 그들의 수양 과목이 됐다. 왜
검을 다루는 사무라이들에게 종교적인 선의 수양이 필요했을까? 하나는 선이 중시하는 수업법

2. 연장자에게는 예를 갖추어 인사를 한다.

6. 약한 사람을 괴롭히지 않는다.

3.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7. 밖에서 여성과 이야기하지 않는다.

시대에 오다 노부나가가 에린지[惠林寺]를 공격해 태워 버렸을 때 그곳의 선사(禪師)가 “무념무

4. 비겁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8.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

상의 경지에 있으면 불 또한 시원하다.”라고 하면서 의연하게 죽음을 맞았다는 유명한 일화가

일상이었다.

즉 좌선 등에 의한 집중이 무예를 업으로 하는 사무라이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이다. 16세기 전국

있다. 사무라이들이 추구하던 것이 바로 죽음 앞에서도 의연한 그런 경지였다.
차(茶) 역시 선종과 함께 그때 처음 일본에 들어왔다. 차는 그 자체로 마음을 진정시키는 작용
이 있으며, 격식을 갖춰 차를 마시는 행위인 다도를 통해 거친 성정을 다스리고 절도를 몸에 익
게 해 준다. 사무라이들에게 다도란 단지 차를 마시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실이라는 좁
고 조용한 공간에서 마음을 집중시켜 닦는 수양이기도 했던 것이다.
다도가 사무라이들 사이에 유행이 되면서 다도를 모르면 아예 사무라이로 취급을 받지 못할 정
도였다. 지금도 일본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一期一會(일기일회, 이치고이치에)’라는 것이
있다. 지금의 이 만남, 이 순간을 평생 딱 한 번밖에 없는 것으로 여기며 소중히 하라는 말로 다
도에서 왔다. 늘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았던 사무라이들에게 이 말은 무엇보다 절실했을 것이다.
귀족들의 화려한 삶에 비해 사무라이들의 세계는 검소하다. 늘 죽음을 각오하고 있는 사무라이
들이기에 부유함이 특별한 가치를 갖지 않았는데, 이는 선의 가르침과 일치한다. 사무라이들의
이런 생활철학은 하나의 미의식으로 승화한다. 바로 ‘와비(わび)’와 ‘사비(さび)’다. 와비, 사비
란 간소하고 차분함 속에 있는 정취를 말하는데 나는 이 말을 한국의 대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이렇게 설명한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이 잘 아는 법정 스님의 삶이야말로 와비, 사
비 그 자체다.” 텔레비전에서 법정 스님이 사시던 암자를 본 적이 있는데 방이 검소하고 깔끔했
01

다. 그리고 작은 꽃병에 들꽃 한 송이가 꽂혀 있었다. 바로 와비와 사비의 세계다.
일본이 자랑하는 무술의 하나인 검도는 전에는 검술이라고 해서 사무라이들의 수양을 위한 필

060

공부(工夫),

사무라이의 수양

061

평생토록 해야 할 일

무사도(武士道)

수과목이었다. 일본을 대표하는 무사로 미야모토 무사시[宮本武藏]를 들 수 있는데 수많은 명승

부를 남긴 그는 병법서 『오륜서(五輪書)』에서 “병법의 정신은 공(空)에 도달하는 데에 있다.”라

비겁한 짓을 하면 말리는 사람이 있었다.
지금은 다 모르는 척을 하고 있다.
왜 이렇게 안쓰러운 나라가 돼 버렸는가.

는 말을 남겼다. 이 또한 선의 경지를 일컫는 말이다. 이 경지는 ‘검선일치(劍禪一致)’라는 말로
표현되기도 한다. 미야모토 무사시는 또 수많은 훌륭한 수묵화도 남기고 있는데 거기에는 진검
승부를 방불케 하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남자는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
무사도라고 하면 ‛충성’이 먼저 떠오르지만 사무라이들이 처음부터 충성심이 강했던 것은 아니

야단을 쳤다. 된장국에 된장이 빠졌다는 것이다. 하

다. 주군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기 시작한 것은 17세기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천하를 통일하고

녀는 그때서야 다카모리가 아무 말도 없이 싱거운

국가 질서를 유지하는 통치 이념으로 유교를 채택한 후의 일이다. 막부는 에도(지금의 도쿄)에

된장국을 마시고 간 사실을 알게 됐다. ‘남자는 작

공자 사당과 한국의 성균관에 해당하는 학문소를 만들고, 일본 각지의 사무라이 자제들을 교육

은 것에 연연하지 않아야 된다.’는 가르침에 충실했

하는 학교인 한코[藩校]도 만들었다. 한코에서는 먼저 무예를 가르쳤다. 학생들은 일본 전통 무
술인 유술(柔術)부터 검술, 창술, 궁술, 마술, 포술, 봉술 등 각종 무기와 말을 다루는 법을 배웠

을 수양하는 중요한 도구이자 방법론이

고, 수영을 가르치는 곳도 있었다. 유교 교육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수업은 사서와 오경을

03. 사진 위쪽에 보이는 『당시화보(唐詩

중심으로 진행했고, 충효사상과 인・의・예・지・신을 가르쳤다.
그 외에도 한코에서는 『십팔사략』 등의 역사서를 가르치는 한편, 한시와 일본의 정형시 와카[和

이들의 정신을 국민들에게 심으려고 했다.

畵譜)』는 이백과 두보 등 당나라 유명 시

인들의 시를 인용하고, 그것을 제재로
그린 그림을 함께 모아 놓은 것이다. 그

안쓰러운 나라가 되어 버린 일본

아래쪽 『방씨묵보(方氏墨譜)』는 명나라

歌]도 함께 가르쳤다. 에도 시대는 시의 전성기였다. 스스로 한시를 지을 수 있는 사무라이들도

적지 않았다. 또 사무라이들은 지세이노구[辭世句]라고 해서, 죽음에 임해 와카를 한 수 읊곤 했

책이다. 사무라이들은 이런 책을 보며

상적으로 시를 가까이 접함으로써 마음에 여백을 주고 멋과 격을 익힌 것이다.

신교육에서는 이런 예를 들면서 이전 시대 사무라

었다.

때의 유명한 묵장인 방우로가 만든 먹

는데 평소 꾸준히 시를 익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검이 우선인 사무라이들이지만 일

던 것이다.

사무라이들에게 시와 그림, 글씨는 마음

패전 이후의 일본은 과거를 부정하는 것부터 시작

385개의 표면 장식을 그림으로 기록한

했다. 역사관은 물론 교육 방침도 180도 달라졌다.

문화적 안목을 키웠다. 04. 사무라이들

먼저 슈신이 없어지고 남녀평등의 이른바 민주주

의 정취인 와비와 사비는 검소한 방에
들꽃 한 송이를 꽂아 놓는 것으로 완성

의 교육이 시작됐다. 미 점령군은 주신구라 이야기

된다.

메이지유신으로 사무라이의 시대는 끝나고 사농공상의 신분차별도 없어졌다. 하지만 ‘충성’이

가 등장하는 영화의 제작과 상영을 금지했다. 일본

라는 가치는 사라지지 않았다. 개국과 함께 서양에서 새로운 학문이 홍수처럼 들어왔다. 그러나

인들의 보복을 우려한 조치였다. 고도성장과 함께

신정부가 채택한 것은 서양 신교육이 아니라 유교 교육이었다. 즉 기술은 서양의 선진 문화를

사무라이와 무사도라는 말 자체가 사어가 되어가

배우되 일본의 정신은 지키겠다는 ‘화혼양재

던 무렵, 사건 하나가 일어났다. 소설가 미시마 유키
04

(和魂洋才)’의 교육관을 지켜 나갔다. 메이지

오[三島由起夫]가 자위대를 점거한 후 ‘평화헌법 반

시대 교육의 큰 목적 중 하나는 ‘충군애국 사

대’와 ‘천황제 복귀’를 외치며 할복자살한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미시마 유키오 개인의 문제

상’을 심는 것이었다. 천황에 충성하고 나라를

로 처리돼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이내 사라졌다.

사랑하는 교육이 실시된 것이다. 여기서 중요

그 후 무사도의 복권을 외치는 소리를 들은 것은 이지메 사건이 잇따랐을 때였다. 수학자인 후

한 것은, 막부 시대보다 메이지 시대 때 유교

지와라 마사히코가 ‘8조 교육방침’을 다시 가르치자고 주장해 화제가 됐다. “예전에는 이지메

교육을 받은 사람이 많았다는 점이다. 에도 시

같은 비겁한 짓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말리는 친구가 있었다. 지금은 다 모르는 척을 한다.

대의 사무라이는 많게 잡아도 총인구의 10퍼

왜 이렇게 안쓰러운 나라가 돼 버렸는가. 청소년들에게 무사도 정신을 다시 가르쳐야 한다.”

센트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다시 사무라이라는 말이 등장한 것은 대지진 이후의 일이다. 현대판 사무라이가 출현

이 신교육에서는 윤리, 도덕을 가르치는 ‛슈신

했다고 화제가 됐는데, 그 주인공은 후쿠시마 원전의 요시다 소장이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원

[修身]’이라는 과목이 필수로, 산수나 국어보

자로 냉각을 위해 해수 주입을 시작했는데 총리의 허가가 나지 않았다며 도쿄전력 간부가 중지

다 중요시됐다. 예를 들어 슈신의 교과서에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요시다 소장은 주입을 계속했다. 만일 그때 중단했더라면 더 심각한 원

이런 이야기도 나와 있다.

자로 융해가 일어났을지도 모를 일이다. “사고는 회의실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일

일본 개화기의 정치가 사이고 다카모리[西鄕

어나고 있다.” 요시다 소장의 말이었다. 사무라이의 미덕 중 하나인 용기를 내보인 것이다.

隆盛]는 지금도 일본에서 존경받는 인물이다.

이번 대지진을 거치며 일본인의 질서 의식이 해외에서 높이 평가받았다. 서로를 배려하는 이재

어느 날, 그가 형보다 아침을 먼저 먹고 집을

민들을 보면서 일본인의 화(和) 즉 조화와 화목을 소중히 하는 국민성이 아직 남아 있다고 느낀

나섰다. 이어서 밥상에 앉은 형이 하녀를 불러

사람도 많다. 그렇다면 무사도는 어떨까? 요시다 소장과 같은 용기가 아직도 남아 있을까? 물론
03

과거의 사무라이나 무사도를 절대적으로 예찬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가 사무
라이나 무사도에서 배울 점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용기와 지혜, 관용을 겸비한 현대판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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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工夫),

사무라이의 수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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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토록 해야 할 일

무사도(武士道)

라이들이 나올 것을 기대해 본다.

侍の修養（武士道）

名誉を重んじる侍たちが何よりも避けな

修行なのである。それはまた武人たち

えば忠誠だが、最初から武士たちは忠誠

儒教教育を受けた人の数が幕府時代より

たらそれを止める友達が必ずいた。今で

ければならない行為は卑怯で恥ずかしい

に、ひとときの安らぎをもたらす時間で

心が強かったわけではない。主君に対す

も増えたということだ。なぜなら江戸時

は見て見ぬふりをしている。どうしてこ

藤本敏和

ことをすることだ。敗戦したからといっ

*이 글은 60~63쪽에 게재된 「사무라이의 수양, 무사도(武士
道)」의 일본어 원문 텍스트입니다.

もあった。茶道は激しい戦いが続いた戦

る忠誠を叫び始めたのは１７世紀に徳川

代の武士は多く見積もっても全人口の

んな情けない国になってしまったのか。

て敵に投降することはまさに恥ずべき行

国時代の武将たちの間で流行した。茶道

家康が天下を統一し儒教を国教としてか

１０パーセントにもならなかったから

青少年にもう一度、武士道精神を教える

為だった。白虎隊の選択は武士としては

を知らなければ武将としての扱いを受け

らのことだ。国家秩序を維持する統治理

だ。

必要がある。」

当然のことだった。「武士道というは死

ないほどだった。今も日本人の間でよく

念として儒教を採用したのだ。江戸には

この新教育では倫理、道徳を教える修身

侍という言葉が最近、話題になったのは

ぬことと見つけたり。」これは１８世紀

使われている言葉の一つに一期一会とい

孔子を祀る廟と韓国の成均館にあたる学

という科目が必須科目になり算数や国語

今回の大地震のあとだった。現代版の侍

福島県の中央部にある猪苗代湖のほとり

に九州の侍が著した書「葉隠れ」にある

う言葉がある。今のこの出会い、この瞬

問所が設けられ、日本各地に武士の子弟

よりも重要視された。たとえば修身の教

があらわれたと言って話題になったが、

に会津若松という町がある。日本では

有名なくだりだ。

間を一生一度だけのものと思い大切にし

を教育するための学校、藩校が設けられ

科書にはこんな話が載っていた。韓国で

その主人公は福島原発の吉田所長だっ

１８６８年から１８６９年にかけて新政府軍

ろと言う教えで、これも茶道から出た言

た。藩校で教えたのは当然のことながら

は征韓論を唱えた人として知られている

た。福島原発では原子炉を冷却するため

と幕府軍の間で大規模な内戦が繰り広げ

心頭滅却すれば火も自ずから涼し

葉だ。いつも死を念頭に置きながら生き

先ず武術だ。剣術、槍術、弓術、馬術、

西郷隆盛は今でも日本では人気の高い歴

に海水を注入したが、総理大臣の許可が

られた。会津若松の藩主は徳川家と姻戚

このような死を恐れぬ強い精神力は何に

ていた武士たちにとってこの言葉は何よ

柔術、砲術、棒術、中には水泳を教えた

史上の人物だ。ある朝、西郷隆盛が兄よ

下りないと言って東京電力の幹部が中止

関係にあったため新政府軍に激しく抵抗

由来するのか。侍の精神力を支えるもの

りも切実だっただろう。

藩校もあった。武士の理想は文武両道で

りも先に朝食を取り家を出た。続いて膳

命令を出した。しかし吉田所長は注入を

した。内戦は結局幕府軍の敗北で終わっ

の一つが禅だ。侍が歴史の舞台に登場す

貴族たちの華やかな暮らしに比べ侍たち

あり、儒学の教育にも多くの時間が割か

についた兄が下女を叱りつけた。味噌汁

続けた。もしあの時注入をやめていれ

たが、この知らせを聞いた会津若松の武

るのは１０世紀ごろのことだと一般的に

の世界は簡素だ。いつも死を覚悟してい

れた。四書、五経を中心に教育は進めら

に味噌が入っていないと言うのだ。その

ば、もっと深刻なメルトダウンが起きて

士の子弟１９人が集団で自刃して命を落

言われている。１２世紀には日本最初の

る侍たちにとって富は特別な価値は持た

れ、忠孝思想や仁、義、礼、智、信を教

時下女は西郷隆盛が何も言わずにその味

いたかもしれなかった。「事故は会議

とした。少年たちの組織の名前、白虎隊

武士政権、鎌倉幕府が成立する。日本の

ない。これもまた禅の教えと一致する。

えた。士農工商の頂点にある武士たちは

噌の入っていない味噌汁を飲んで行った

室で起きるのではなく現場で起きてい

で知られるこの事件は、４７人の武士た

古都と言えば京都、奈良が有名だが鎌倉

このような武士たちの生活哲学は一つの

ノーブレスオブリージュを実践しなけれ

ことに気づいた。男は小さなことにこだ

る。」吉田所長の言葉だ。多くの日本人

ちが主君の復讐を果たし全員切腹した忠

もまた古都の佇まいを今に伝えている。

美意識に昇華する。「わび」と「さび」

ばならなかった。卑怯な振舞いをしては

わってはならないという教えに忠実だっ

は侍、武士の美徳の一つ勇気をそこに見

臣蔵の話とともに今でも日本人の間には

鎌倉には武士政権の成立と同時に禅を中

だ。「わび」、「さび」というのは閑寂

なりません。弱い者をいじめてはなりま

たわけだ。新教育ではこのような武士の

たのだ。

語り継がれている。

心にした仏教文化の花が開いた。

さの中にある情趣のことを言うが私はこ

せんという会津若松の子弟に対する教育

精神を多くの国民たちに植え付けようと

今回の大地震で日本人の秩序意識が高く

白虎隊の少年たちはどのような教育を受

日本では禅宗の歴史は長くない。中国か

の言葉を韓国の大学生達に教える時にこ

もこのような過程の中から生まれた。

した。

評価された。お互いにいたわり合う被災

けていたために、このように果敢に自分

ら禅宗が伝わってきたのは１２世紀、ま

のように説明する。「難しく考える必要

藩校ではまた十八史略などの歴史書、そ

の命を投げ出すことができたのだろう

さに鎌倉幕府が成立したころであり、そ

はない。諸君がよく知っている法頂禅師

れに漢詩の教育も行われ、自分で漢詩を

情けない国になってしまった日本

る国民性がまだ残っていると感じた人は

か。一般に武家の男子は７歳ごろから

の頃から武士たちの間に急速に広がり武

の生き方こそがわび、さびだ。」テレビ

作れる武士も少なくなく、江戸時代は日

敗戦後の日本は過去を否定することか

少なくなかったはずだ。では武士道はど

２０歳ごろまで侍の子弟が通う学校で一

士たちの修養科目になった。なぜ剣を扱

で法頂禅師が暮らしていた庵を見たこと

本の漢詩の全盛期だったと言われる。そ

ら始まった。歴史観は勿論教育方針も

うだろうか。吉田所長のような勇気がま

者たちを見ながら、日本人の和を重んじ

緒に教育を受けた。勿論教育の目的は文

う武士たちに禅の修養が必要なのだろう

があるが部屋は質素できれいに片付いて

れ以外に日本固有の定形詩、和歌も教え

１８０度変わった。まず修身がなくなっ

だ残っているだろうか。勿論、私は過去

武に秀でた武士になることだった。その

か。その理由の一つは禅が重んじる修行

いた。そして小さな花瓶には小さな野の

られた。日本の侍たちには死に臨み辞世

た。男女平等のいわゆる民主主義教育が

の侍、武士道を絶対的に礼賛しようとし

会津若松にあった学校には八条からなる

法つまり、座禅などによる集中が武芸を

花が飾られていた。まさにわび、さびの

の句を詠むのを伝統としているが、それ

始まった。アメリカ占領軍は日本人が大

ているのではない。しかし、今、私たち

教育方針があった。

生業とする武士たちには必要だったか

世界だ。

は和歌の教養がなくてはできないこと

好きな忠臣蔵の映画の製作、上映を禁止

が侍、武士道から学ばなければならない

らだ。１６世紀の戦国時代に織田信長が

日本が誇る武術の一つ剣道は以前は剣術

だ。

にした。日本人の報復を恐れての措置だ

ことが多いということも事実だ。勇気と

恵林寺を焼き打ちした時、そこの禅僧が

と言われ侍の修養のための必修科目だ。

明治維新によって武士の時代は終わり士

った。高度成長とともに武士道という言

知恵と寛容を兼ね備えた現代版、侍たち

「心頭滅却すれば火も自ずから涼し」と

日本を代表する武士と言えば宮本武蔵だ

農工商の身分差別もなくなった。だが忠

葉が死語になろうとしていたころ、ある

が現れることを期待したい。

言いながら毅然と死んでいったという逸

が数々の名勝負で知られる彼が残した兵

誠という価値は消えはしなかった。開国

事件が起きた。小説家、三島由紀夫が自

話がある。武士たちが求めたのも死を前

法書「五輪書」には「兵法の精神は真の

と同時に西洋から新しい文物や思想が洪

衛隊を占拠したのち割腹自殺をしたの

３．嘘を言うことはなりません。

にしても毅然としたそのような境地だっ

空に到達することにある」という言葉が

水のように入って来た。しかし新政府が

だ。しかしこの事件も三島由紀夫の個人

４．卑怯な振舞いをしてはなりま

た。

ある。これもまた禅の境地である。この

採用した教育は西洋の新教育ではなく儒

の問題として片づけられ記憶の中からす

茶もまた禅と共にその時代に中国から伝

境地は「剣禅一致」という言葉で表現さ

教教育だった。つまり技術は西洋の先進

ぐに消え去った。

５．弱い者をいじめてはなりません。

わってきた。茶には心を落ち着かせる作

れることもある。宮本武蔵はまた数々の

文化に学ぶが日本の精神は守ると言う和

次に武士道の復権の声を聞いたのはいじ

６．戸外で物を食べてはいけません。

用がありそれを飲むだけでも波だった心

水墨画をも残しているが、そこには真剣

魂洋才の教育が行われたのだ。明治時代

め事件が日本で社会問題になった時のこ

７．戸外で婦人と言葉を交えてはいけ

が鎮まるが、日本人たちはそれを茶道と

勝負を思わせる緊張感が漂っている。

の教育の大きな目的の一つは忠君愛国思

とだった。数学者、藤原正彦が会津若松

想を国民に植え付けることだった。天皇

の教育方針をもう一度教える必要がある

１．年長者の言うことに背いてはな
りません。
２．年長者にはお辞儀をしなければな
りません。

せん。

ません。
８．ならぬことはならぬものです。

いう修養にまで高めた。茶道とは単にお
茶を飲むことだけなく、茶室という狭

男は小さなことにこだわってはならない

に忠誠を誓い、国を愛する教育が行われ

と主張し話題になった。「前だったらい

く、静かな空間で心を集中し、心を磨く

武士道と言ってすぐ思い浮かぶ言葉と言

たのだ。ここで重要なのは明治維新後、

じめのような卑怯なことをする人間がい

공자에서
소림사까지

중국의 다양한 수양론

글 쳔팡(陈方)
화남사범대학에서 중국 고전문학 석사 학위를 받고 현재 광저우 중샨대학(中山大学) 정보관리학과(资

讯管理) 부교수로 재직하며 고대 정부기록물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다. 저서로 『음악미학(音乐美学)』
『장자주역(庄子注译』 『중국근대문학사전(中国近代文学辞典)』 『광저우 역사인물사전(广东历史人物辞

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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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와 맹자의 수양론-양심(養心)으로 나아가라
유학을 창시한 공자는 그 스스로가 도덕을 실천하는 주체였다. 자신을 억제하여 예를 행하는

중국인들은 수천 년 전부터 수신과 양생의 도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켜왔다. 중국에서 수신과 양
03

생은 자연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확립하는 데에서 시작한다. 오랜 시간 많은 학파와 사상이 출

“극기복례(克己復禮)”(『논어』 「안연」)는 공자의 문화적 이상이었다. 그는 개인의 수양이 곧 사회

현했고 이론과 실천의 경험들이 융합하면서, 중국의 수신과 양생론에는 자연과 사람 사이에서

인륜과 예악 제도 중건에 이른다고 보았다. 자아를 억제함으로써 사회질서가 유지되기 때문에

축적한 생존의 지혜나 심미안이 집약되어 있다. 특히 중국에서 양생론은 물질의 기능을 빌어 사

당연히 스스로에게 특별히 엄격할 것을 요구한다. 공자는 모든 일에서 자신부터 반성했다. “반

람의 생명을 보존・연장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여기에서 한 단계 나아간 수양론은, 물질에 대한

구제기신(反求諸其身)”(『예기』 『중용』) 즉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고, 하늘을 원망하거나 남을 탓

의존에서 벗어나 외적인 만족을 따지지 않고 정신의 완벽함을 추구하며,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이 공과 잘못, 성공과 실패에 대처하는 가장 아름다운 태도

를 이루려 했다. 수양론이 바라는 경지는 ‘하늘과 마음이 화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으로, 이는

다. 모든 동물 가운데 오직 인간만이 스스로 반성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공자의 가장

여러 철학 학파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으로 등장했다.

통찰력 있는 발견이라 할 것이다.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고 남을 탓하지 않는 도덕적 실천은 수양의 기본 양식이다. 공자의 제자인

유학의 수양론-안으로는 성인, 밖으로는 제왕

증참(曾參)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날마다 여러 번씩 세 가지 항목을 반성한다. 다른 사람을 위

고대 유가에서는 사회 인륜과 질서 유지를 개인의 임무로 보았다. 인(仁)과 덕(德)이 있는 사회,

해 일을 도모함에 충실하였는가? 벗과 더불어 사귐에 미더웠는가? 배운 것을 익히지 못한 바는

우애 있는 윤리, 도덕적 인격이 한데 어우러져 완벽한 그물망을 구성한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없는가?”(『논어』 「학이」) 이런 자아 성찰이야말로 극기의 정수이며 신독의 전형이라 볼 수 있다.

이상적인 인격의 자아를 완성하기 위해 수양을 하는 것은 곧 도덕을 실천해야 한다는 논리의 출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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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점에 있었다.

“천명(天命)”이 삶에서 일종의 사명이라고 했고, 삶의 과정이란 곧 천명을 확인하고 완성하는

유가의 경전 중 하나인 『대학』의 ‘팔조목(八條目)’은 격물(格物)・치지(致知)・성의(誠意)・정심

과정이라 보았다. 맹자 또한 인생이 한 번뿐인 도덕 수양 과정이라고 보았다. “자기의 마음을 살

(正心)・수신(修身)・제가(齊家)・치국(治国)・평천하(平天下)의 여덟 가지이다.

피고, 자기의 심성을 기르는 것이 하늘을 섬기는 방법이다.”(『맹자』 「진심상」) 마음을 닦고 품성

“옛날에 명덕(인간 본성의 선한 덕)을 천하에 밝히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나라를 다스리고, 그

을 기르는 그 자체가 곧 ‘천명’에 종사하는 것이며, 이것이 인생의 수단이자 목적이라는 말이다.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집안을 가지런히 하고, 그 집안을 가지런히 하고자 하는

맹자는 성선설을 주창한 것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사람의 성품이 원래 선하다는 말이, 모든 사

자는 먼저 그 몸을 닦고, 그 몸을 닦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마음을 바로 하고, 그 마음을 바로

람의 인성이 영원히 완벽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심성을 수양하는 것이 매우

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뜻을 성실히 하고, 그 뜻을 성실히 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앎을 지

중요해지며 , ‘마음을 다하는 것[盡心]’에 머무르지 않고 반드시 ‘마음 수양[養心]’을 해야 한다.

극히 하였으니, 앎을 지극히 함은 사물의 이치를 궁구함에 있다.”

맹자는 이렇게 주장했다. “마음을 수양하는 데에는 욕심을 적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즉 팔조목의 논리 구조는 “큰일은 작은 일에서부터 결정이 된다(大定于小)”는 것이다. 특히 격

(『맹자』 「진심하」) 즉 본성을 방임해서 생긴 물욕과 정욕을 제거한다면 순결한 심성을 유지할 수

물에서 수신까지의 다섯 조목은 모두 자아 수양이 관건이었다. 팔조목의 실현은 모두 이상적인

02
01. 증자, 즉 증참의 반성기념탑. 02. 장
자의 초상.

유학의 또 다른 창시자인 맹자는 도덕적 품격을 배양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보다 앞선 공자는

06

있다는 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말할 나위 없이, 몸과 마음의 기운을 그 대가로 치러야 하고,

인격에 달려 있음이 매우 명백해진다. 이것은 안에서 밖을 향하는 전개 과정이며, 바로 유가에

03. 공자의 초상. 04. 공자가 제자들에게

일상 속에서 부지런히 정기를 키우고 길러 정신의 활력을 끌어내야 한다. 이것을 곧 양기(養氣)

서 말하는 ‘내성외왕(內聖外王)’의 길이다. 먼저 ‘내성’ 즉 정신적, 인격적으로 성인과 같은 완벽

강론하는 모습. 05. 도교의 창시자인 노

라고 불렀다.

자. 06. 푸젠성에 있는 노자상.

한 경지에 이른 뒤 ‘외왕’ 즉 왕과 같이 타인을 완성시키는 존재가 되는 순서다.

맹자는 이렇게 밝혔다. “나는 내 호연지기를 잘 기른다.” 호연지기는 가장 드넓고 가장 강건하

품성을 갈고 닦는 일은 외부에서 강제적으로 하게 할 수 없으며 본인의 자각이 필요하다. ‘성의’

며 하늘과 땅 사이를 가득 채우는데, 도나 윤리와 서로 부합하고도 남음이 있다는(『맹자』 「공손

의 ‘성(誠)’이나, ‘정심’의 ‘정(正)’이 바로 자각 상태를 강조하는 표현이다. 『중용』에 등장하는

축」) 기운이다. 이 기운이 바로 맹자가 말했던 “부귀도 그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게 할 수 없으

‘신독(愼獨)’은 홀로 있는 환경에서도 근신하며 절제하라고 가르친다. 자아를 수양하고 자각 상

며, 빈천도 그 사람의 지조를 옮기지 못하며, 위엄이나 무력으로 그 사람의 지조를 굽힐 수 없

태에 이르러야 도덕적인 인격을 완성한 군자가 되고, 그렇지 못하면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이는

다”(『맹자』 「등문공」)는 대장부의 기백이 아니겠는가? 맹자의 이런 양심(養心) 양기(養氣) 사상

소인배로 미끄러지기가 너무나 쉽다는 것이다.

은 중국의 수신론과 양생론에서 가장 진취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066

공부(工夫),

공자에서

067

평생토록 해야 할 일

소림사까지

도가의 수양론-하늘의 이치에 따라 소를 잡다

중국에서는 정신적 가치에서 출발한
유가와 도가의 수양론과는 달리
몸을 다스리는 것을 중시한
쿵푸 양생론도 발전했다.

적극적으로 세상을 향했던 유가와는 달리, 도가는 은
둔해서 수양하는 길을 모색했다. 자신의 생명을 합리
적으로 연장시키는 방법에 많은 관심을 가졌고, 천지
만물의 근원이 되는 도와 더불어 스스로 자연의 성장
과 공동체를 이루고자 했다.
도가에서 ‘도’는 천지만물의 본원이며 자연의 법칙이

서로 다른 단계의 보양을 거쳐 서로 다른 단계의 인품이 배양된다. 세상에는 애써 세속을 벗어

다. 사람이 나고 존재하는 것이 ‘도’에 의거하니, 이로

나 불만스러운 의견을 가진 사람 즉 산림에 숨은 선비와 세상에 분개한 사람이 있다. 말마다 인

인해 하늘의 도[天道]가 곧 인간의 도[人道]가 된다.

의를 이야기하고 공손하고 검소하게 사양하는 사람, 즉 세상을 다스리는 선비와 지식을 전달하

사람은 다만 천지에 순응할 뿐이고, 자연을 본받으며

는 교사들이 있다. 또한 공훈을 세우고 업적을 쌓으며 군신을 지켜내는 사람, 즉 조정의 선비와

천성을 따라 인위적인 것을 배제해야 한다. 그때 비로

나라를 돕는 사람들도 있다. 세상을 피하여 산야에 은거하며 인위적이지 않아 자유로운 사람,

소 생명의 시작과 끝을 합리적으로 완성할 수 있다.

즉 강해(江海)의 선비와 세상을 피하는 사람도 있다. 호흡법을 익히면서 신체 운동을 하는 사

이것이 바로 도가에서 말하는 양생의 전제 조건이다.

람, 즉 (기공) 도인(導引)법을 하는 선비와 양형(養形)을 하는 사람도 있다. 장자가 보기에 이런

도가를 창시한 노자는 160세(혹자는 200세)를 살았다

다섯 종류의 사람들은 모두 ‘양신(養神)’이 아닌 ‘양형’을 하는 부류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07

고 하는데 바로 ‘도를 닦아서 수명을 늘였’던 덕분이

장자는 ‘양생’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뜻을 높이지 않아도 높아지고, 어짊과 의

었다(『사기(史記)』 「노자전」). “정신을 유지하는 혼과 육체를 주재하는 백(魄)을 하나로 유지함

로움 없이도 몸이 닦이고, 공명 없이도 다스려지고, 강해에 노닐지 않아도 한가롭고, 기운을 끌

(營魄抱一)”에 이르러, 정신과 육체가 융합되었던 것이다. “기에 전념하여 부드러움에 이른다

어들이지 않아도 오래 사는 사람. 잊지 않는 것도 없고 갖지 않은 것도 없는 사람이다. 담담히

(專氣致柔)”(『노자』 10장)는 것은 정기를 집중하여 몸이 부드럽고 순해져서 어린아이 같은 상태

끝이 없지만 모든 미덕은 그를 따른다. 이것이 천지의 도이며 성인의 덕이다.”(『장자』 「각의」)

로 오래도록 머물 수 있다는 뜻이다. 노자는 또한 “소박한 것을 찾아서 지니며, 사사로움을 적
게 하고 욕심을 줄임(見素抱朴 少私寡欲)”에 이르러야 한다고 했다.(『노자』 19장) 이 또한 양생

쿵푸의 수양론 - 공부, 쿵푸, 소림사, 태극권

을 위해 인위적인 요소를 배제하라고 말한 것이다.

위에서 유교와 도가의 양생론을 살펴보았는데, 이들은 정신적인 가치에서 출발하여 몸을 다스
리는 데에 이르렀다. 그런데 중국에는 이와는 조금 다른 수양법도 있다.

도가를 집대성한 장자는 생명과 정신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를 이야기하면서 “중간의 입장을 따
라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다(缘督以爲經)” 즉 자연을 기준으로 삼아 순응할 것을 주장했다. 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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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은 움직임에 있다”는 말이 있다. 중국 양생론 가운데에서 몸을 움직이는 쿵푸[功夫] 양생

가 글을 통해 말했던 “포정해우(庖丁解牛)” 이야기가 그 좋은 사례다. 백정이 소의 복잡한 골격

이 이런 생각에 잘 부합한다. 흔히 외국에서는 쿵푸를 단순히 무술의 하나로 생각하지만 사실

과 근육, 혈관 등을 앞에 놓고 “하늘의 이치에 따라(依乎天理)” 즉 자연적인 결을 따라 움직였

중국 쿵푸는 여러 가지로 나뉘며, 양생론의 하나라고 보아야 한다. 간략히 쿵푸의 종류를 살펴

다. “그 몸의 원래 그러한 대로(因其固然)” 생리적인 특징에 따라 침착하게 소를 분해하되 칼 놀

보며, 정신과 육체를 함께 발전시키고자 하는 중국 양생론을 생각해 보도록 하자.

림에 여유가 있는 모습을 보고 문혜군이 감동하여 말했다. “훌륭하구나. 내가 백정의 말을 듣고

첫째로 호흡[行氣]을 중시하는 쿵푸가 있다. 이는 호흡이 인체에 미치는 작용에 착안해, 호흡의

양생의 이치를 얻었다.”

길고 짧음, 깊음과 얕음, 묵은 공기를 뱉고 신선한 공

이 이야기에 나오는 양생의 비유는 유익한 데가 있다. 인생에서 비록 복잡한 문제들을 만나더라
도 자연의 법칙에 따르기만 한다면 순리적으로 풀리지 않는 바가 없음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기를 들이마셔 탁한 것을 토해내고 맑은 것을 받아들
09

이는 것을 중시했다. 『장자』 「각의」장에서 말한 “깊게

장자가 말한 양생의 법칙은 더 있다. ‘마음을 재계하는[心齋]’ 법을 익히면, 텅 비고 고요한 밝

중국 선비들의 수양을 나타낸 다양한 그

은 마음으로 사물을 이해하게 되어 외부 사물에 의해 감각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장자』

짐작할 수 있다.

「인간세」). 또 ‘앉아서 모든 것을 잊는[坐忘]’ 법을 통해 생리적인 욕망과 마음이 알고 있는 거
짓을 다 없애고 넓고 큰 경지를 향해 정신이 활짝 펼쳐지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장자』 「대종
사」). 이런 방법들이 모두 후세에 발전한 양생론의 밑바탕이 되었다.
사실상 장자는 ‘양생’과 ‘양형(養形)’의 차이를 엄격히 구분했는데, 둘 사이에는 질적인 차이가

호흡을 하며 낡은 것을 뱉고 새로운 것을 들이마신다

림들로, 일상생활 속의 수양과 공부를

(吹呴呼吸 吐故納新)”는 것이 이것이다.

07. 〈귀거래도( 歸去來圖 )〉, 진홍수, 높

호흡 수련법은 기공・조식(調息)・조신(調身)으로 체계

이 31.4cm, 1650년, 호놀룰루예술대학
소장. 자연 속에 은거하며 심신 수양에
힘쓰는 모습이다.

화되었는데, 이 세 가지가 기공 수련의 삼대 요소라고

08. 〈인물고사도책

볼 수 있다. 체내 오장육부의 특징에 따라 호흡을 조

(人物故事圖冊)〉, 구영, 33.8 x 41.4cm,
명대, 북경 고궁박물원 소장. 09. 〈복

절하고, 때로는 순방향 때로는 역방향으로, 때로는 눕

생수경도( 伏生授經圖 )〉, 왕유, 45.5 x

있다는 것이 그의 견해였다. “세상 사람들은 육체를 보존함으로써 삶을 보존할 수 있다고 생각

25.5cm, 성당 시대, 오사카시립미술관

한다(世之人以爲養形足以存生)”(『장자』 「달생」)는 구절은 세속 사람들이 형체가 곧 ‘양생’이라는

58.5 x 31.3cm, 오대, 북경 고궁박물원

생각을 유지한다는 말이다. 장자는 이런 생각을 저속한 견해라고 보았던 것이다.

문구, 70.5 x 40.3cm, 오대, 북경 고궁박

소장.

고 때로는 서서, 정신의 긴장을 풀고 무념무상의 경지

10. 〈문원도( 文苑圖 )〉, 주문구,

에 들어간다. 심리 상태를 조절하여 마음을 하나로 모

소장. 11. 〈중회기도(重會棋圖〉 부분, 주

으고, 잡념을 없애면 자연히 이상적인 호흡에 이르게

물원 소장. 바둑은 단순한 여가 생활이

되어 양생에 이른다는 것이다.

아니라 선비들의 정신 세계를 단련시키
는 수양의 한 방법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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쿵푸 수련의 두 번째로는 동물의 동작을 모방한 것[禽
11

戱]이 있다. 인류의 생활이 고기잡이와 사냥에서 시작

되었기에, 동물들의 여러 특성은 사람들에게 익숙하다. 사람들은 다른 생물들의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보완하면서 동시에 몸을 건강하게 하는 효과를 얻고자 했다. 중국 상고 시대에 이미 ‘백
수솔무(百獸率舞)’를 공연했다고 하는데, 당시 사람들이 각종 동물이 움직이는 모양을 흉내 내
어 춤으로 만들었음을 그 이름에서 상상할 수 있다. 동한(東漢)의 명의 화타(華陀)는 동물을 모
방한 이런 동작들을 ‘오금희(五禽戱)’로 총정리했다. “나에게는 한 가지 기예가 있는데, 다섯 동
물의 움직임이라고 부른다. 호랑이, 사슴, 곰, 원숭이, 새가 그것이다.” 다섯 금수의 동작을 섭
렵하면 “답답했던 위가 트이고, 혈맥이 흐르는” 결과를 얻게 되어, 질병이 없어지고 수족이 날
렵해지며 몸이 가벼워지고 식욕이 늘어나는 등의 효과가 있다고 한다(『후한서』 「화타전」).
몸을 수련하는 세 번째 방법은 도인법(導引法)이다. 몸을 구부리고 펴며, 위아래를 바라보고, 서
고 누우며, 비스듬히 서는 등의 각종 신체 동작을 통해 호흡 조절이 조화를 이루게 되는데, 『황
제내경』에도 도인법이 등장한다. 당나라 때의 승려 혜림(慧琳)이 저술한 『일체경음의』에는 이
런 구절이 등장한다. “사람이 스스로 안마를 하거나 손발을 폈다 구부렸다 하면 피로가 사라지
고 머리가 맑아지는데 이것을 일러 도인(導引)이라고 한다”(권 18).
쿵푸를 통한 신체 수련의 한 갈래는 무예로 발전하기도 했다. 중국에서는 고대부터 무력을 일종
의 기술로 간주하여, 힘으로 각축전을 벌이거나 시합을 열어 신체의 건강을 꾀하는 전통이 있었
다. 주나라 때에는 육예가 있어서 활쏘기와 말타기를 가르쳤으며, 공자 자신도 활쏘기와 말타기
를 잘했다고 한다(『논어』 「자한」).
중국 무술 가운데에서 수준이 가장 높으며 가장 칭송받는 것이 바로 소림사의 쿵푸다. 외국인들
도 쿵푸라고 하면 소림사를 먼저 떠올린다. 소림사 쿵푸는 고대부터 명성을 얻었는데, 북위 때
창건된 이 절에서 주지인 발타(跋陀)와 인도 승려 달마(達磨)가 처음 전수한 무술이 쿵푸다. 수
나라와 당나라를 거쳐 무예 체계로 완성되었고 송나라와 명나라 때에 중국 각지로 전파되었다.
하지만 이런 소림 쿵푸는 장기간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 익힐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전
문으로 하는 사람은 소수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날 대다수의 중국인들은 수백 년 역사의
태극권을 소림 쿵푸보다 더 애호한다. 태극권은 음양과 정동(靜動)이 서로 평형을 이루는 쿵푸
수양법이니, 결국 전통적인 중국 수양 양생론과 맥이 닿아 있는 것이다.
이 밖에도 중국의 수양과 양생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다. 제자백가 중 잡가에서도 양생론을 중요
하게 다루었고, 중국 전통 의학에서 주창한 양생론들도 흥미롭다. 수련을 거쳐 신선이 되고자
했던 내단론과 외단론 역시 몸과 마음의 수양과 관련이 있다. 이 글에서 그 모든 학파들의 논의
를 다 다루지는 못했다. 대신 정신과 육체의 관계에 주목한 대표적인 학설인 유가, 도가의 수양
론과 신체 단련으로 정신 수양에 이르고자 했던 쿵푸 정도를 간략히 살펴보았다. 독자들이 한국
이나 일본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중국 수양론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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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2. 〈초음결하도(蕉陰結夏圖)〉, 구영, 99
x 279.1cm, 명대, 타이페이 고궁박물원
소장. 예악은 중국 사대부들의 빼놓을
수 없는 수양법 중 하나였다.

TALK 02

관점과
논평
Walk the Line,
문화의 경계를 넘어
정진홍—천천히 읽기 위하여
이준희—노래 歌 사람 人, 대중가요 이야기
이혜주—컬러 파워, 지루한 세상에 도전하라!
권보드래—근대를 만든 베스트셀러
이충웅—과학과의 화해
서형욱—스포츠 스포일러
이지원—안녕하세요, 디자인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관심사와 생각들이 있으니
어느 것이 가장 옳다 섣부르게 말할 수 없고
어느 것에 유독 귀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할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이란, 따지고 보면
타인의 고민과 관점에 많은 부분을
빚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여기, 여러 주제에 대한 여러 사람의
관점과 논평이 펼쳐집니다.
나와 다를 수도, 같을 수도 있는 생각들을 통해
세상을 보는 우리 각자의 관점이
보다 넓고 튼실해지길 바랍니다.

잘난 논의,
못난 논의

천천히 읽기
위하여

정의를 구현하는 것은 당위이지만
그 현실은 그렇게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글 정진홍

이 너무 많이 제시되면서, 오히려 그 방법의 다양성 때문에

종교학자로 현재 울산대 석좌교수로 있다. 저서로 『종교학 서설』 『기독교와 타 종교와의 대화』

그 주장의 당위성을 실현하는 일이 끊임없이 지연되고, 산만

『종교와 과학』 『한국 종교문화의 전개』 『신을 찾아 인간을 찾아』 『경험과 기억』 『만남, 죽음과
의 만남』 『정직한 인식과 열린 상상력』 등이 있다.

해지고, 실타래 엉키듯 풀기 어렵게 되곤 합니다. 우리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러한 사실을 새롭게 확인합니다.
특정한 정의를 주장하고 그를 위해 특정한 구현 방법을 강조
하면서, 자신과 다른 정의 주장과 구현 방법을 억제하고 배

주장 자체로는 마땅하고 옳은데, 그 주장의 실현은 불가능하

제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른바 ‘자기의 정의’만이, ‘자기 투

거나 주장의 현실이 끝내 실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 정의 구현’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현실을 낳는 것입니다.

커다랗게 ‘도덕의 완성’이라는 범주에 들 법한 덕목들이 대

그러한 정의 담론은 대체로, 특정한 사회적 힘의 실체를 정

체로 그러합니다.

당화하고 그 힘의 행사를 지지하는 ‘수단’으로 정착하는 경
우가 많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몇 가지 의문

정의 담론이 특정한 힘에 의하여 전유되고, 그렇게 되면서

다른 나라에서보다 우리나라에서 유난히 많이 팔리고 읽혔

이제는 그 주장이나 어휘 자체가 사람들에게 낯설어지기 시

다는 꽤 ‘어려운 책’이 있습니다.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

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결국 지극한 정의 담론인데도

엇인가』라는 책입니다. 책 제목을 봐서는 ‘이 책만 읽으면 정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정의를 훼손하는 데 이르고 맙니다. 실

의가 무엇인지 환하게 알게 되겠구나’ 기대를 가질 만합니

천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정의 구현의 온갖 행위가 아예

다. 또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방

‘정의 구현이라는 이름의 폭력’으로 화하는 경우조차 일게

법에 대한 친절한 안내도 만날 수 있겠구나 기대도 하게 됩

되는 것입니다.

니다. 하지만 막상 책을 읽어 보면 우리의 소박한 기대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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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리 쉽게 충족될 수는 없음을 곧 느끼게 됩니다.

그래도 논의를 계속해야 하는 이유

이 책을 읽으면, 그것도 건둥건둥 읽는 것이 아니라 찬찬히

비단 정의뿐이겠습니까? 평등에 관한 논의도 그렇고, 자유에

읽어 보면 볼수록, 우리는 정의라는 것의 당위성은 자연스럽

대한 논의도 다르지 않습니다. 착함과 아름다움과 거룩함에

게 주장할 수 있지만 그 실현마저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라는

관한 논의조차 이러한 ‘모호성의 구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 또 그런 모호성을 지양하려는 의도에서 출현한 강한 주

이를테면 정의롭게 살아야 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해야

장이 빚는 ‘역설적인 폭력적 사태’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래

한다는 주장에는 누구나 어디서나 언제나 분명하게 승인하

저래 도덕적 덕목의 완성을 추구하는 태도에 의해 도덕적 덕

고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목이 처참하게 깨져 버리는 기막힌 사태가 우리 삶의 현실이

무엇보다도 정의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다양한 규정이 첩 쌓

라 해야 옳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면 아예 정의(正義) 자체가 불투명해지기도 합니다. 그런

그래도 우리는 이러한 논의를 지속해야 합니다. 할 수밖에

가 하면, 정의 구현을 위한 ‘진정하고 현실적인’ 여러 방법들

없습니다. 주장의 당위성이 진정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직하게 승인한다면, 다시 말해 그것을 실현하는 일이 삶의

운 사회를 만들어야겠다’는, 어쩌면 세상과 삶과 인간에 대

진정한 보람이라는 경험적 진술을 우리가 피해갈 수 없다면,

한 ‘분노로부터 비롯하는 논의’의 태도가 있습니다. 당위의

그렇습니다.

자리에서 논의를 출발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막연한 고뇌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나도

이런 자리나 태도는 대체로, 앞의 예를 이어 든다면, 정의가

제법 중요한 문제를 심각하게 직면하고 있는 괜찮은 사람’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규정하려 하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방

라는 생각하는 자의식에만 머물 수 없습니다. 흔히 우리는

법은 어떤 것이어야 한다는 점도 분명하게 제시하고자 합니

가치나 의미의 문제에 직면하여 좌절을 겪는 경우, ‘나도 생

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 끝에 이루어진 개념적 명료성, 논리

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생각할 만큼 하고 있다’고 자위하곤

의 일관성, 행위의 효율성을 준거로 하여 다듬은 정의 담론

합니다. 물론 그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아무리 심각한 문제

을 모든 사람들에게 일관되게 부과합니다. 이를 위해 거의

도 몇 번 거치다 보면 곧 무감각하게 되고, 우리 삶을 관성의

순교자적 순수와 열정과 희생을 유지하고 쏟고 감내합니다.

법칙에 실어 흘러가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여기에서 깊은 감동을 받고 이런 태도를 좇지 못하

그렇다면 이 정도 성찰만으로도 우리는 자신의 성숙이 상당

는 자신에 대해 심한 가책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이런 태도

하다고 일컬어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의 현존이 우리의 더할 수 없는 희망이라는 사실도 고백합니

그렇다고 이에서 머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차원에서든 어

다. 아울러 이 분위기 속에서, 그런 태도를 지닌 ‘훌륭한 사

떤 형태로든, ‘의도한 것의 좌절’을 경험했다면 어떻게 해서

람’들은 자기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도하고 질

든 그 정황을 벗어날 출구를 모색해야 하는 것이 삶의 주체

책하고 정죄하는 일을 당당하게 행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사

가 마땅히 해야 할 몸짓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가능한 하나

명이라 스스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의 선택은 이제까지와는 다른 방법을 택해 보는 일입니다.

당연히 자기들의 정의 담론과 상치되는 담론의 가능성이나

한계가 분명할 때 사람들은 누구나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현실성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부정합니다. 마침내 정의 담론

‘다른 접근’이라든지 ‘다른 발상’이라든지 ‘낯선 것을 선택하

에 대한 담론의 배타적인 펼침이 곧 정의 구현이고 또한 정

는 것’이라든지, 그 표현이야 어떻든 문제는 ‘근원적인 되시

의 구현을 위한 모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런 태도는 그

작의 감행’입니다. 도구를 바꾼다고 해도 좋고, 아예 판을 뒤

극에 이릅니다.

집는다고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태도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니 무언지
제대로 아귀가 맞지 않는 것을 느낍니다. 무언지 끊임없이

정의를 말하는 두 가지 출발점

삐그덕거리고 서로 부닥쳐 굉음을 냅니다. 사람들을 보면,

저는 이를 위하여 특정한 덕목의 규범적 당위성에서 논의를

염치도 없고 생각도 없고 자기만을 위해 무모할 만큼 덤비듯

시작하지 말고, 그러한 당위성을 불가피하게 요청하게 된 삶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깊은

의 현실을 살피면서 논의를 비롯하게 하는 것이, 하나의 ‘다

속에서부터 치미는데, 자신을 돌아보니 이것은 무어라 묘사

른’ 모습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곤 합니다. 이를테면 정의

해야 좋을지 알 수 없을 만큼 엉망입니다. 그래서 간신히 용

의 문제가 심각하고, 그것을 구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를 내어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경험에

초미의 과제라 했을 때, 이 문제에 다가가는 다른 두 태도를

서 논의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는 ‘부끄러운 아픔

상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서 비롯하는 정의 담론’이라고 해도 좋을 듯합니다.

하나는 ‘이 못된 불의한 사회를 당장 부수고 다잡아 정의로

이러한 담론은 자연히, 자기 생각을 펴기 전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묻고 그 대답을 기다립니다. 그 대답을 귀하게 여기
면서 간신히 자기 생각을 조심스럽게 발언합니다. 자신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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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고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정의의 당위성에 대한 승인이 절실

노래 歌 사람 人
대중가요 이야기

조선 가요계를
풍미한
마이더스의 손,
이철

세 번의 특별한 인연으로 삶을 바꾼 이철은
탁월한 흥행 감각과 기획력으로
조선 가요계를 석권했다.

글 이준희

1920년대 말에서 1930년대 초 사이, 식민지 조선에서는 비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대중음악을 공부하고 있고 글, 음반, 방송, 동호 모임, 강의 등의 형식으

교적 규모가 큰 음반회사 다섯 군데가 등장해 본격적으로 대

로 대중음악 관련 일을 하고 있다. 노래를 찾는 사람, 노래로 역사를 쓰는 사람, 노래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다.

중가요를 만들기 시작했다. 일본 본사의 지점 형태로 운영된
5대 음반회사는 빅타(Victor), 콜럼비아(Columbia), 포리돌
(Polydor), 태평(太平), 오케(Okeh)였는데, 이철은 바로 오
케레코드의 운영자였다.

지금은 철거되고 없지만, 1935년 준공 이후 조선인 자본에

오케레코드는 다른 음반회사들보다 늦게 영업을 시작했지만

의해 세워졌다는 자부심으로 길 건너 화신백화점 건물과 함

전체 음반 발매 규모에서 두 번째로 꼽힐 만큼 빠른 속도로

께 일제 시대 종로 네거리에서 랜드마크 구실을 했던 한청

성장했고, 특히 대중가요 부문에서 가히 일당백이라 할 만큼

(韓靑)빌딩이 있었다. 1950년대 후반 가수 남인수가 발표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지금까지 많은 이들이 한국 대중가

한 노래 <어린 결심> 가사에도 “한청빌딩 골목길 전봇대 옆

요의 고전으로 기억하고 있는 명곡 태반이 오케레코드에서

에 나는야 구두닦이 슈샤인보이”로 등장했을 만큼, 오랫동안

발매되었고, 이른바 대중가요 제1세대 명인으로 기억되는 작

서울 시민에게 친숙했던 건물. 노래 이야기에 앞서 난데없는

가와 가수 태반이 역시 오케레코드에서 활동했다.

옛날 빌딩 타령이 뜬금없을 수도 있지만, 한청빌딩 신문 광

<노들강변> <타향살이> <목포의 눈물> <짝사랑> <연락선은 떠

고에 등장한 빌딩 운영자 이철(李哲)의 이름을 끌어내기 위

난다> <애수의 소야곡> <눈물 젖은 두만강> <감격시대> <꿈꾸

해 펼쳐 본 전설(前說) 한 자락이다. 한청빌딩 전무 이철이야

는 백마강> <선창> 등의 노래가 그러하고, 손목인, 박시춘, 김

말로 한국 대중가요 역사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인물이기

해송, 조명암 등의 작가와 이난영, 고복수, 남인수, 김정구,

때문이다.

장세정, 백년설 등의 가수가 그러하다. 그 많은 명인들을 발
탁하고 조직해 그 숱한 명곡들이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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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가요 이야기

대중음악으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이루다

이가 바로 이철이다.

대중가요를 좋아하는 이들은 보통 그 노래를 부른 가수를 기

이철이 대중음악계의 역사적 인물로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억한다.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파고드는 이들은 그 노래

이유는 그의 음악 관련 활동이 단지 대중가요 음반 제작에

의 곡조를 짓고 가사를 쓴 작가를 기억한다. 작가와 가수가

만 국한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오케레코드 운영 이전

있음으로 해서 노래가 사람들과 만나게 되는 것은 물론이지

에 그는 이미 음악 전문 출판사를 설립해 운영했고, 홍난파

만, 여기서 또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작품인 동시에 상품이

등과 함께 한국 최초의 재즈 연주단인 코리안재즈밴드의 일

기도 한’ 대중가요의 기본 속성이다. 작가와 가수가 만들어

원으로 직접 연주 활동을 하기도 했다. 최초의 음악영화 <노

놓은 작품을 효과적으로 상품화시켜 세상에 내놓기 위한 일

래 조선>1(1936년 개봉)을 제작한 이도 이철이었고, 오케레

련의 과정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이를 통상 프로듀서라 하는

코드 소속 작가와 가수들이 대거 참여한 조선악극단2을 조직

데, 이철은 바로 1945년 이전 한국, 즉 식민지 조선에서 가장

해 1939년 이후 조선 팔도는 물론 일본과 중국 전역을 누빈

영향력 있는 대중가요 프로듀서였다. 비록 지금 그를 기억하

이도 그였다. 비록 국가로서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식민지

는 사람이 많지는 않다 해도, 그는 진정 당대를 풍미한 보이

상황이기는 했지만, 산업 차원의 한국 대중문화 해외 진출을

지 않는 마이더스의 손이었다.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했다는 점에서 이철이 이끈 조

선악극단의 활동은 한류의 선구로 평가받기에 충분하다.

이철이 좀 더 오래 살았더라면
한국 대중음악은 또 어떤 차원으로 발전했을까

이철의 감각과 시야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 1940년, 그는 대중예술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
재를 양성하기 위해 전문교육기관인 오케음악무용연구소를
설립했다. 연구소 제3기 연구생으로 발탁된 김희숙은 1944

후 평생을 두고 함께한 두 번째 중요한 인연을 만나게 된다.

맡았고 때로 조선총독부 정책에 협조적인 모습을 보인 반면,

년 여름 조선악극단 중국 공연에 참가해 상하이에서 처음으

바로 이철과 함께 연희전문학교 밴드부의 주축이었던 다섯

‘치안을 방해’하는 불온한 언동이나 조선악극단 일본 공연

로 솔로 무대에 섰는데, 그가 바로 10년 뒤 <봄날은 간다>를

살 아래 수물과(數物科) 학생 김성흠이다. 그는 이후 공적으

당시 재일 조선인들의 민족 감정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구속

불러 전쟁 직후 대중의 피폐한 마음을 달래 주었던 가수 백

로는 오케레코드를 함께 운영한 동업자로, 사적으로는 이철

되기도 여러 차례였다. 물론 오늘날에는 식민 권력에 협조적

설희이다.

의 여동생과 결혼한 매부로 이철의 곁을 지켰다. 활달하고

이었던 면을 주로 들추어 그의 행적을 ‘친일’로 재단하는 경

사교적이었던 이철과 내성적이면서도 꼼꼼했던 김성흠은 서

우도 있기는 하다.

이철의 삶을 바꾼 세 번의 인연

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이상적인

30대 젊은 나이에 대중가요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다

이철은 1903년 충청남도 공주에서 태어났다. 본명은 억길

파트너였다.

이루었던 이철은, 그러나 너무나 허망한 죽음을 맞았다. 중

(億吉)이었고 위로 형과 누나, 아래로 여동생 셋이 있는 육남

이철의 삶을 가장 크게 뒤흔든 세 번째 인연은 아내 현송자

국 출장 전에 받은 치과 치료 상처가 바쁜 일정으로 인한 과

매 중 셋째였다. 그리 빈한하지는 않았지만 딱히 넉넉하지도

다. 이철은 연희전문학교 입학 직전에 같은 교회 신도로 현

로 탓에 패혈증으로 덧났는데, 오진으로 그 진단과 처치의

않았던 집안의 둘째 아들 이억길은 고향에서 보통학교와 1년

송자를 처음 만났다. 현송자는 대한제국 고위 관료의 딸이

때를 놓쳐 불과 며칠 만에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

과정 농업학교를 다니고 가사를 도우며 특별할 것 없는 10대

자 마지막 황제 순종의 황후를 배출해 사회적 영향력이 상당

다고 한다. 1944년 6월 20일 오후 3시, 며칠 동안 의식을 잃

시절을 보냈던 것으로 보인다.

했던 윤씨 일족의 부인이었고, 빼어난 미모와 일본 유학 경

고 사경을 헤매던 마흔한 살 이철은 결국 허무하게 숨을 놓

험을 바탕으로 한 교양을 갖춰 당시 사교계 유명 인사이기도

아 버렸다. 1941년에 이철의 면접과 격려를 거쳐 조선악극단

했다. 네 살 연상에 남편까지 있던 현송자와 이철이 서로를

기타 연주자로 음악 인생을 시작한 <노란 샤쓰의 사나이>의

요한 인연이 큰 영향을 미쳤다. 첫 번째 인연은 그가 열아홉

교우가 아닌 이성으로 느끼게 된 과정은 세세히 알 수 없지

작곡가 손석우는, ‘그가 좀 더 오래 살았더라면 한국 대중음

살 때 세상을 떠난 아버지 대신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준 양

만, 두 사람의 은밀한 사랑은 1930년 들어 결국 세간에 알려

악이 또 다른 차원으로 발전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지금도

아버지 이인규였다. 통상 부친이 사망하면 가세가 어려워지

지고 말았다. 그 결과 이철은 교회와 학교에서 모두 쫓겨나

아쉬워한다.

는 경우가 많은데, 이철은 양아버지의 지원 덕분에 바로 그

는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았으나, 위기는 곧 현송자의 힘 덕

시점에 뒤늦게나마 고등보통학교에 입학했고, 스물두 살 되

분에 일생일대의 기회가 되었다.

던 해에는 서울로 유학을 가서 배재고보에 편입했다. 같은

현송자는 이제 사실상 새 남편이 된 이철이 그동안 쌓아온

전주 이씨인 것으로 보아 먼 친척뻘이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음악 관련 경력을 고려해, 일본 유학 시절의 인맥을 총동원

이인규는, 비록 은퇴한 상태이기는 했으나 여러 지역의 군수

하여 그가 음반회사 지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주선했고, 그

를 지낸 관료 출신이었으므로, 경제적인 면과 인적 네트워크

결과 이철의 오케레코드가 1933년 세상에 등장하게 되었던

면에서 이철에게 적지 않은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것이다. 두 사람은 오케레코드 운영이 안정 궤도에 들어선

동급생들에 비해 한참 많은 나이로 학업을 이어간 늦깎이 배

이듬해 가을 정식으로 결혼을 했다.

평범하다면 평범했다 할 그런 이억길의 삶이 조선 최고의 대
중가요 프로듀서 이철의 삶으로 바뀌기까지에는 세 번의 중

재고보 학생 이철은, 동시에 학교 밖에서는 대중음악 전문가

01

참조 및 각주
1. 1936년 4월에 개봉한 영화 <노래 조선>은 최초의 ‘조선음악영화 전발성(全發聲)’ 작품이었
다. 필름이 전부는 남아 있지 않아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고복수·김해송·이난영·임방
울 등 당대의 음악가들이 대거 출연했다. 영화를 만든 곳은 오케영화제작소였는데 이 회사의

02

로 차근차근 지명도를 높여가기 시작했다. 그가 본격적으로
음악과 만난 계기는 확실치 않지만, 이미 배재고보 악대에서

01. 1940년 무렵의 이철과 부인 현송자.

도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던 것은 분명하다. 이철은 그 유명

년대 중반의 이철. 03. 연희전문학교 시절

02. 오케레코드 사무실에서 집무 중인 1930
의 이철.

마흔한 살, 어이없는 죽음

모체가 바로 오케레코드사였고, 고복수를 비롯한 주요 출연자들 모두가 오케레코드사 전속 가

공주 소년 이억길이 오케레코드 운영자 이철로 거듭난 데에

지 진행된 오케연주단의 일본 오사카 공연 영상이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 촬영한 코믹 춘향전

이런 중요한 조력자들이 있기는 했으나, 그가 식민지 조선의

수였다. 영화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하나는 1936년 2월부터 3월까
이 영화에 포함되었다. 감독은 김상진이 맡았다고 한다.
2. 이철은 1933년부터 오케연주단을 조직해 공연 분야로 활동 영역을 넓혔다. 오케연주단은

대중가요계를 석권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1938년부터 오케그랜드쇼라는 이름으로 확대되었고, 1939년 3월부터 5월까지 두 번째 일본

가수 윤심덕과도 남다른 교분이 있었고, 음악 전문 출판사를

역시 그만의 탁월한 감각과 능력 덕분이었다. 무명의 인재

시모토와 제휴한 조선악극단의 일본 공연은 도쿄, 오사카, 나고야, 교토 등 주요 도시를 순회

운영한 것도 배재고보 재학 시절이었다.

를 발굴하고 경쟁 회사의 간판급 스타를 끌어오는 스카우트

지에는 현지 음악평론가들의 호평이 실린 기사가 남아 있다.

1928년에 연희전문학교 상과에 입학한 이철은 배재고보 시

는 음반회사의 사활을 가르는 중요한 일이었는데, 이런 일에

조선악극단은 일본 공연에 이어 1940년 중국과 만주 순회 공연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

절과 마찬가지로 학교 밴드부 리더로 활동했는데, 거기서 이

서 이철의 판단과 추진력은 틀림없고 과감하기로 이미 당대

힘입어 이철은 <노래 조선>의 뒤를 잇는 두 번째 자체 제작 영화 기획에 착수했다. 1941년 4월

에 정평이 나 있었다. 음반 검열을 통해 끊임없이 감시의 눈

전속 작사가이자 조선악극단 전속 극작가였던 조명암이 원작을 쓴 이 영화는 경주·부여·평

한 <사의 찬미>를 남기고 1926년 여름 현해탄에 몸을 던진

길을 보낸 식민 권력을 대하는 태도 또한 현실적이면서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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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했다. 사실상 어용단체라 할 수 있는 조선연예협회의 장을

순회공연을 하면서 ‘조선악극단’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일본 굴지의 흥행 업체 요
했으며, 재일교포뿐 아니라 일본인 관객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전한다. 또한 일본의 신문과 잡

서, 조선을 뛰어넘어 동양 삼국을 넘나드는 국제적인 대형 공연 단체로 성장했다. 그런 성공에
무렵 가시화된 새로운 조선악극단 영화의 제목은 <노래의 낙원으로 간다>였다. 오케레코드사
양·금강산 등 조선 팔도의 경승지를 돌며 찍은 영상과 노래를 결합시키는 내용으로 기획되었
으나 단 한 건의 신문 기사에만 등장할 뿐으로, 아마도 결국 미완의 기획으로 끝난 듯하다.

컬러 파워,
지루한 세상에 도전하라!

무채색 도시에
색을 입히다
–아일랜드의
동화 속 마을 킨세일

컬러 파워는
감성에 가장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저렴한 전략이다.

글 이혜주

만 한 도시의 이미지를 만드는 데에 의외로 큰 힘을 가지고

중앙대학교 디자인학부 교수로 중앙대학교 예술문화통합연구원장을 겸하고 있다. 한국브랜드

있는 것이 컬러다. 날씨와 계절 변화로 인한 도시 하늘의 색

문화학회 회장이며 인천시 색채 디자인 기본 계획에 참가했다. 저서로 『감성경제와 브랜드 디
자인 매니지먼트』가 있다.

깔, 도시를 이루는 건물들의 색깔, 흙이며 바위 같은 자연물
의 색깔들이 모여 한 도시의 이미지 컬러를 형성한다.
날씨나 하늘 빛깔, 물 빛깔 같은 자연 환경을 인간의 힘으로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도시의 건축물이나 조경물을 이루는

우리나라에도 언제부터인가 ‘감성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색깔은 사람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다. 많은 도시

소리가 드높다. 조지워싱턴대학의 윌리엄 할랄(William

들이 자신들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이미 컬러 전략을 쓰고

Halal) 교수는 정보의 시대(Information Age)가 끝나고 지

있고, 성공 사례로 꼽히는 곳 역시 꽤 많다. 그중에서 오늘은

식 이상의 가치와 목표를 중시하는 영감의 시대(Spiritual

아일랜드의 도시를 살펴보자.

Age)가 올 것이라고 말한다. 하와이대학의 짐 데이터(Jim

아일랜드라고 할 때 ‘밝고 명랑한’ 이미지가 떠오르는 사람

Dator) 교수는 “아이콘과 심미적인 경험들로 이루어진 꿈의

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위도가 높아서 겨울엔 밤이 길고,

사회(Dream Society)가 정보・지식 사회 이후의 미래 모습

날씨 역시 흐린 날이 많다. 건축물들 역시 오랜 역사를 말해

일 것”이라고 강조한다. 앞으로는 사회 모든 면에서 인간 감

주듯 무겁고 어두운 색이 많다. 녹지가 많아 ‘녹색의 나라’라

성을 최고조에 이르게 하는 문화 차원의 전략이 필요한 시대

고 불리기는 하지만, 아일랜드라고 하면 역시 무거운 컬러

라는 의미다. 비단 브랜드나 기업의 이야기만이 아니다. 도

톤을 떠올리기가 더 쉽다.

시나 국가도 사람들이 그곳에 머물고 싶도록 하려면 사람들

킨세일(Kinsale)이라는 아일랜드의 작은 도시를 아는 사람

의 감성에 호소하는 도시 계획을 구사해야 한다.

은 우리 주위에 그리 많지 않을 것 같다. 아일랜드에서 두 번

그런 감성 전략에서 컬러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컬러

째로 큰 도시인 코크 시티(Cork City)에서 가까운 이 항구

가 세상을 바꾼다’라고 말하면 과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도시는 인구가 겨우 2천 명을 조금 넘는 아주 작은 곳이다.

많을 것 같다. 하지만 ‘컬러 파워’는 사람의 감성에 가장 직

하지만 킨세일은 요트를 비롯해 레저를 즐기려는 관광객들

접적으로 작용하며, 효율성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쉽게

로 여름이면 활기가 넘치는 도시로 변모한다.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전략이다. 이 연재는 앞으로 여

킨세일에 가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곳의 아름다운 색깔을

러 나라, 여러 분야에서 색깔이 힘을 발휘했던 사례를 살펴

기억할 것이다. 마을 거의 전부에, 특히 마을 중심으로 들어

보면서, 우리 현실에 컬러 파워를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

갈수록 깊고 선명한 색깔이 넘쳐난다. 집이나 상점의 지붕과

들을 제안하려 한다.

벽, 창틀과 문이 두드러지게 대조를 이루는 알록달록한 컬러
로 칠해져 있다. 또한 진하고 강한 파스텔 톤의 건물들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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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2천의 작은 도시를 바꾼 컬러의 힘

입구며 창문은 예쁜 색깔의 꽃으로 장식해 놓았다. 건물의

어떤 도시의 이미지를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

색만으로도 화려해서 어디부터 먼저 봐야 할지 모를 지경인

이 특정한 건물이나 자연 환경이라고 대답할 것 같다. 하지

데, 꽃들의 아름다운 자연색 역시 시선과 마음을 빼앗는다.

마치 동화 속에나 나올 것 같은 아름다운 건물과 쇼윈도들은

색

측색 장소

킨세일은 환경색과 도시 주조색이
어둡고 깊은 톤임에 반해, 보조색과 대비색들이
워낙 강렬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도시 전체의 이미지까지 바꿔 버렸다.

색상

킨세일의 중요한 관광 요소이기도 하다. 어느 곳을 찍어도
그림엽서처럼 아기자기한 사진을 얻을 수 있어서 관광객들
의 사진 촬영은 끊이지 않는다. 여기에 독특한 특징과 분위
기를 가진 유명 식당들까지 있으니 더욱 매력적인 관광지가

환경색

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동 하나 정도 크기나 되려나 싶
게 규모가 작은 이 도시에서 ‘미식 축제(Gourmet Festival)’
은 관광 명소가 되지는 못했을 것이다. 오늘날에야 아일랜드

선물로 신부의 레이스 면사포를 주었다고 한다. 이런 전설

경제가 많이 좋아졌지만, 한동안 이곳은 나라 전체 살림이

과 레이스의 아련하고 섬세한 분위기가 어우러지면서 부라

위기에 처했던 곳이 아니던가. 그중에서도 바닷가 작은 마을

노 섬의 관광 가치는 더 높아진다. 단순히 컬러풀한 집들만

킨세일이고 보니, 대규모 토목 공사나 화려한 건축물, 체계

들어섰다면 영화 세트장 같았을 섬마을에, 일상의 흔적과 전

적인 도시 계획을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었을 것이다. 그 대

설, 그리고 수공예가 어우러지면서 살아 움직이는 아름다움

들이 그 선명한 컬러 아래에 숨어 있다. 칠을 하지 않고 그냥

신 이곳에는 큰돈을 들여 집을 고칠 능력은 없어도, 낡은 집

을 지니게 된 것이다. 오늘날 유럽 곳곳에서 컬러풀한 파스

두었더라면 쇠락해서 무너져가는 건물로 보일 수도 있을 만

이지만 컬러풀하게 색을 칠하고 집 앞을 꽃으로 장식하는 사

텔 톤의 도시와 마을들을 발견할 수 있는 데에는 이 부라노

큼 오래되고 허름하다. 시야를 좀 넓혀 본다. 군데군데, 원색

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겉으로 드러나고 눈에 보이는 가치보

의 영향이 음으로 양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을 포인트로 썼지만 원래의 구조가 드러나는 오래된 건물들

다, 당장은 눈에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생활을 불편하게 만

이 있다. 우리가 기존에 아일랜드에 대해 가졌던 인상과 비

들 수도 있는 ‘환경’이라는 가치에 주목했다. 킨세일의 컬러

한국의 도시는 아직 명확한 컬러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

를 완성한 것은 바로 그곳 사람들의 마음과 생활이었다.

다. 가끔씩 컬러를 적용했을 때 실패한 사례가 많아서 ‘도시

가 열리는 것도 아마 이런 매력 덕분이 아닐까.
세계 최초의 트랜지션 타운, 킨세일
도시의 화려함에 눈을 빼앗겼다 잠시 후 찬찬히 킨세일의 그
컬러풀한 건물들을 살펴본다. 의외로 아주 낡고 허술한 건물

슷한, 좀 우중충한 회색 톤 건물들이 대부분이다. 한번 더 시
선을 넓혀 본다. 킨세일의 자연까지 눈에 넣어보는 것이다.

주조색

보조색

와 컬러’라고 하면 오히려 반감을 가지는 사람들도 많다. 하

하늘색, 바다색, 나무의 색. 역시나 지중해의 파란빛과는 다

화사한 색과 소박한 일상의 조화, 부라노

지만 도시의 환경과 자연, 역사와 문화를 제대로 분석해서

른, 아일랜드 북쪽 바닷가 특유의 무겁고 어두운 색들이다.

사실 킨세일이 이렇게 과감하고 알록달록한 컬러를 적용한

올바르게 적용하기만 한다면, 컬러는 가장 쉽고 저렴하게,

킨세일이라는 도시는 환경색과 도시의 주조색이 어둡고 깊

최초의 도시는 아니다. 이런 컬러 이미지로 가장 유명하고

또한 즐겁게 도시를 바꿀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아일랜드의

역사가 오랜 곳은 이탈리아의 부라노(Burano) 섬이다. 베니

킨세일은 그런 가능성을 보여 주는 즐거운 사례이다.

은 톤임에 반해, 보조색과 대비색들은 매우 발랄하고 선명한
원색을 썼다. 보조색과 대비색들이 워낙 강렬한 인상을 주기

강조색

스 인근에 있는 이 작은 섬은 다른 특별한 관광 자원 없이 색

때문에 도시 전체 이미지가 바뀌었고, 그 결과 매력을 느끼

색의 컬러풀한 집들로 유명 관광지의 반열에 올랐다. 안개가

고 찾아드는 관광객들의 수까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킨세

많은 기후 속에서 집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칠하기 시작했다

일의 주요 관광 자원인 요트를 생각해 보라. 단순히 바다만

는 부라노의 컬러는 이제 명실공히 섬의 개성이 되었고, 관

있다고 요트를 타고 가서 머물지는 않는다. 맛있는 음식이나

공서에서는 구역에 따라 집에 칠하는 색을 규제할 정도라고

훌륭한 문화 시설, 관광 포인트 같은 추가적인 매력 요소가

한다. 킨세일과 마찬가지로, 부라노 섬의 집들 역시 자세히

있어야 비로소 요트 여행객이 찾는 명소가 되지 않겠는가.

보면 소박하고 작은 건물들이다. 비싸고 거창한 건물이 없어

사실 환경운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킨세일은 낯선

도 색깔만으로 충분히 화사해 보이는 집들.

이름이 아니다. 이곳이 바로 세계 최초의 ‘트랜지션 타운

맑은 날은 맑은 대로, 안개 낀 날은 또 그대로 부라노의 컬러
는 선명하고 그윽하다. 크레파스처럼 밝고 알록달록한 색깔

(transition town)’이기 때문이다. ‘지역사회 전환 운동’이라
고도 불리는 이 운동은 ‘석유 정점(oil peak)’에 대비해 에너

대비색

의 작은 집들 덕분에 저절로 동화 속 마을을 연상하게 만드

지 과소비를 줄이고, 세계화에 맞서 지역화를 꿈꾼다. 이를

는 부라노는 디즈니월드 패밀리 리조트의 모델이 된 것으로

위해 지역 화폐, 도시 농업, 로컬 푸드, 교통 체계 개편 같은

도 유명하다.

생활 속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동화 속 마을 같은 킨세일

더불어 부라노를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그 컬러풀한

에 어울리는 시민 운동이다.

집들 사이로 널린 빨래며 고운 레이스 커튼 같은 생활의 흔

만약 킨세일에 밝은 색깔의 집만 있었다면 이곳이 오늘날 같

적들이다. 이곳의 특산품은 레이스 공예인데, 아마도 바다
로 고기잡이 나간 남편과 아버지를 기다리며 여인들이 그물
을 엮듯 한 코 한 코 곱게 레이스를 떴던 데에서 유래했을 것

084

관점과

컬러 파워,

085

논평

지루한 세상에 도전하라!

이다. 전설에 따르면 이 섬의 성실한 어부에게 인어가 결혼

부라노 섬을 유명하게 만든 컬러풀한 집들.

하늘은 정말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가?
–스마일즈의 『자조론』

근대를 만든
베스트셀러

‘자조’ 정신은 개개인에게 진정한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으면
나약해지기 마련이지만, 내면으로부터의 도움은
언제든 활력을 불어넣는다.

글 권보드래

근 반세기 후 최남선이 번역해 『자조론』(1918)으로 상권이

고려대학교 국문학과 교수. 저서로 『한국 근대소설의 기원』 『연애의 시대–1920년대 초반의

소개되었다. 출판 당시 『자조론』은 “출판계의 신등록을 작

문화와 유행』 『1910년대, 풍문의 시대를 읽다』 『아프레걸 사상계를 읽다–1950년대 문화의
자유와 통제』 등이 있다.

(作)하는 대호평”을 얻었다. 이 책은 다시 세월을 건너 2006
년에 국내에서 새롭게 번역, 출간되어 있기도 하다.
개인을 자유롭게 내버려 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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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셀러

『인생을 최고로 사는 지혜』 『자기를 향상시키는 최고의 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Heaven helps those who

혜』 『세상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몸값을 올리는

help themselves).” 도무지 한국어답지 않은 이 구문에 갸우뚱

노하우 47가지』, 『2030 자신 있게 살아라』 『3040 성공 마

거렸던 기억이 난다. 이 격언이 바로 『자조론』의 첫 문장이다.

인드 전략』 『너 자신을 경영하라』 『성공만이 최대의 복수

책 전체의 사고가 집약되어 있는 해당 문단을 대략 소개하자

다』…… 1960년대 이래 처세술 책과 자기 계발서는 독서시

면 이렇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격언은 이

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기 상품이다. 이른바 IMF 이후,

미 검증을 충분히 거친 진리다. (…) ‘자조’ 정신은 개개인에

2000년대 이래 그 인기는 더 뜨거워졌다. 수신서처럼 보이는

게 진정한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 더 나아가, 많은 사람이 자

『인생을 최고로 사는 지혜』에서 노골적일 대로 노골적인 『성

조 정신을 실천하면 그것이 곧 국력의 원천이 된다. 외부로

공만이 최대의 복수다』까지, 이 다양한 자기 계발서 세계에

부터 도움을 받으면 나약해지기 마련이지만, 내면으로부터

서 오래도록 반복되는 이름이 있으니, 바로 1백여 년 전의 영

의 도움은 언제든 활력을 불어넣는다.”

국인 새무얼 스마일즈(Samuel Smiles, 1812~1904)이다.

스마일즈에 따르면 “제도가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국민 개개

1859년 출판된 스마일즈의 『자조론(Self-Help)』은 아마 근

인에게 도움을 충분히 줄 수가 없다. 최선책은 각자 자기 계

세 최고의 베스트셀러 중 하나가 아닐까 싶다. 본래 의사

발에 정진하고 자신의 여건을 개선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요, 정치 개혁가였던 스마일즈는 40대에 접어들어 정치 대

다.” 개인의 노력이 제도 개선보다 우선한다는 말이다.

신 ‘개인의 개혁’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그 생각을 『자조론』

그러고 보면 『자조론』이 ‘자유주의의 통속 교과서’처럼 이

으로 풀어내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으며, 이후 『인격론』 『검

해되곤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자조론』이 출간된 것은

약론』 『의무론』 등의 저서 속에서 빅토리아 시대 영국의 인

1859년, 동인도회사에서 퇴직한 존 스튜어트 밀이 유명한

물형을 확고하게 구축했다. 그의 책 제목인 ‘자조’의 영향력

『자유론』을 펴냈던 바로 그해이다. 실제로 『자조론』에서 존

은 유구하여, 영어권에서는 아직도 ‘자조’가 ‘자기계발(self-

스튜어트 밀을 ‘학자이기에 앞서 유능한 관료인’ 모범적 사

improvement)’과 동의어로 쓰이고 있을 정도다.

례로 소개하고 있기도 하다. 지도하거나 통치하려 하지 말고

『자조론』은 근대 초기 동아시아에서 큰 영향을 발휘한 것으

개인을 자유롭게 “내버려 두는” 것, 『자조론』은 각자 저 좋을

로도 유명하다. 일본에서는 메이지유신 직후 나카무라 마사

대로 ‘내버려 두’어야 한다고 제안한다는 점에서 19세기에

나오[中村正直]가 『서국입지편(西國入志編)』(1871)이라는

본격화된 자유방임(laissez-faire), 말 그대로 ‘내버려 두는’

제목으로 번역해 자극과 변화의 촉매로 쓰였고, 한국에서는

정책과 통한다.

다양한 분야의 인물들을 망라하고 있는 전 13장(章)의 지면

최남선 역시 개인이 자립해야 국가가 설 수 있다고 믿었고,
개인의 수양이 전제되지 않는 한 국가의 문명과 부강은
공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은 역경과 고투, 영광의 드라마를 넘치도록 풍성하게 보여
준다. 성실한 대서인이기도 했던 인기 작가 월터 스코트나
구두장이로서 철학적 대저술을 남긴 드루, 대장장이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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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영어판 『자조론』의 속표지. 02. 새무얼 스마일즈의 초상. 03. 일본에서 발간된 당시의
『자조론』 표지. ‘서국입지편’이라는 제목이 보인다. 04. 최남선이 번역한 『자조론』의 표지.

판화가로 대성한 샤플즈 같은 당대 유명인들을 가장 사랑하

되는 애국의 방도, 즉 눈물과 흥분으로 얼룩진 길에는 격하

최남선이 『자조론』을 번역한 것도 그런 믿음 때문이었으리

면서, 스마일즈는 미켈란젤로나 뉴턴으로 거슬러 올라가기

게 반발했다. 민영환이나 최익현의 죽음을 두고 “아침에는

라. 최남선은 역자 서문을 붙인 것은 물론, 장(章)마다 해제

도 하고, 세포이 항쟁이나 버컨헤드호 이야기에서 동시대 무

민 모가 죽었다 저녁에는 최 모가 죽었다 하여 가뜩이나 소

를 다는 등 한국판 『자조론』을 태반 자신의 책으로 만들었다.

명의 다수를 불러내기도 한다. 세포이 항쟁 당시 인도에서는

동된 민심을 거듭 거듭 경악케 할 뿐이 아니오니까.”라고 썼

이 책이 일본에서 번역되며 ‘메이지 일본을 만든 책’ 중 하나

숱한 영국인들이 죽기 직전까지 “침착하고 용감하게 저항”

던 약관 청년 최남선의 발언은 가히 도발적이다(노파심 삼아

라는 평판을 들었음을 밝히 알아서인지, 최남선은 『자조론』

했고, 1850년대에 아프리카 근해에서 난파한 버컨헤드호에

추가하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남선이 민영환의 순국 즈

에 거의 획시기적인 역할을 기대했던 것 같다. “신시세(新時

서는 여성과 아이들을 탈출시킨 후 젊은 남성들이 “한 사람

음 신문에 추모 광고를 게재한 기록도 남아 있다).

勢)에 적응할 정신적 준비를 선유(先有)하라.”는 것이 광고

도 움츠러들지 않”은 채 꿋꿋하게 죽음을 맞았다. 자조는 현

최남선은 자칭 애국자들이 입으로 하는 애국에만 자족한다

꼭대기의 문구였는데, 어쩌면 그는 1918년에 이르러 비로소

실적인 성공뿐 아니라 고결한 최후까지 보장한다.

며 ‘수족(手足)과 사실로’ 애국할 필요를 역설한다. “이름

식민지라는 상황을 살아낼 방도를 찾았다고 생각했는지도

세포이 ‘반란’이나 아프리카 식민지로의 항해를 회고하면서

없는 영웅으로 기쁘게 (…)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서 기공

모르겠다.

철두철미 제국의 입장에 섰다는 데에서 알 수 있듯, 『자조론』

비(紀功碑)도 세우지 않고 포훈장도 가지지 아니하리라.”는

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자부하던 빅토리아 시대 영국

것. 최남선이 ‘무실역행(懋實力行)’이라는 안창호의 노선에

스마일즈의 ‘자조’가 팽창하는 제국의 공격적인 자유방임에,

의 초상을 잘 보여 주는 책이다. 산업혁명 영웅들이 칭송되

공감한 것도 이 때문이다.

상승하는 시민계급의 반(反) 귀족적 정서에 기댄 것이었던

고, 낭만주의 정신은 폄하되며, 제국을 위해 죽은 생애는 격

스마일즈처럼 최남선 역시 개인이 자립해야 국가가 설 수 있

반면 최남선의 ‘자조’는 식민화 이후 그나마 발판을 잃어가

정의 파토스가 아니라 성실과 절제의 로고스 속에 소환된다.

다고 믿었고, 개인의 수양이 전제되지 않는 한 국가의 문명・

던 중인의식에 위태롭게 걸쳐 있는 것이었다. 프랑스혁명 이

반면 벵자맹 콩스탕, 코울리지, 바이런 등 낭만주의의 명성

부강은 공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모두 ‘영웅’을 갈구하

후 유럽이 피투성이 행진을 치르는 와중, 빅토리아 시대 영

을 높인 이들은 국적과 시대를 불문하고 스마일즈의 가혹

는 판에 ‘범인(凡人)’의 힘으로 신대한을 건설할 것을 기약하

국이 ‘식민지의 피’로 내부의 출혈을 막을 수 있는 제국이었

한 문초에 시달린다. 콩스탕은 ‘천박’하고 ‘추잡’한 생애 때

고, 사생결단을 맹세하는 상황에 “느직느직 실력을 양성하”

다면, 1910년대의 조선은 스스로 ‘피’를 흘려야 하는 새로운

문에, 코울리지는 “의지가 부족하고 결단력이 없어서” 그렇

는 길을 모색하곤 했던 것이다.

식민지에 불과했다. ‘자조’의 계층적・국가적 토대는 그만큼

잖았더라면 훨씬 성대했을 업적을 끌어내림 당한다. 스마일

최남선은 급진에도 후퇴에도 반대한다고 선언하면서 ‘점진

허약했다. 당연히 3・1 운동 이후 『자조론』은 베스트셀러 자

즈의 유년, 즉 섭정기 영국(1811~1820)을 대표하는 귀족적

(slow progress)’을 자신의 방략으로 내세웠다. 1910년 나

리에 계속 머무를 수 없었다. 3・1 운동으로 수감된 최남선은

탕아 바이런은 스마일즈에 따르면 “현실을 멸시하며 기존 관

라의 강점 이후, 우국지사 대부분이 망명하거나 침묵해 버린

옥중에서 『자조론』 하권 번역을 끝마치지만 그 출간은 끝내

“아무리 엄격한 법률이라도 게으른 사람을 근면하게, 낭비

례를 혐오하는” 유행을 남겼다. 스마일즈가 보기에 독일의

상황에서 그가 홀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그 때문이

성사되지 못한다. 조선 사회가 다시 바이런을 향해, 낭만을

벽이 있는 사람을 검소하게, 술주정뱅이를 절제하게 만들 수

베르테르 주의와 비견되는 이 몹쓸 유행은 질병과도 같아서,

기도 할 것이다. 그 역시 2~3년간 앞이 없는 좌절 속에 빠져

향해 소용돌이치고 있었던 때문이다.

없다.” 제도의 개입은 직접 행동하려는 의지를 꺾을 뿐이다.

“이 위황병(萎黃病)의 유일한 치료 방법은 신체 단련, 즉 활

있었지만, 진작부터 ‘개인’의 ‘수양’을 중시했던 까닭에 나라

빈민 지역 의료 활동을 펼쳤고 선거권 평등화를 위해 투신했

동, 일, 그리고 육체적인 직업”뿐이다.

없는 처지를 견뎌낼 동력 역시 거기서 길어 올릴 수 있었다.

던 만큼, 스마일즈의 책 곳곳에 스며 있는 제도에 대한 좌절
경험은 설득력이 높다. 그 자체로 최선인 제도나 정책은 없

식민지 지식인 최남선을 버티게 한 힘, ‘자조’

다. 개인은 저마다 다르고, 같은 제도나 정책이라도 전혀 다

『자조론』의 한국어 번역자였던 최남선은 아이러니하게도 바

른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마일즈는 제도나 정

이런과 스마일즈를 동시에 애호했다. 그의 「해(海)에게서 소

책이 아니라 자조의 정신이 핵심이라고 되풀이 설파한다.

년에게」(1908)가 바이런의 영향을 입었다는 사실은 널리 합
의되고 있는데, 그 무렵 스마일즈에도 관심을 가졌던 것이

빅토리아 시대 영국의 초상, 『자조론』

다. 『자조론』을 번역하리라 마음먹은 것도 당시였다고 한다.

『자조론』의 대부분은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로 채워져 있다.

최남선은 스마일즈의 격언을 여러 차례 소개하면서 특히 “요

면직업과 도자기업의 선구자들로 시작해 종교・과학・예술 등

사이 이른바 애국주의란 것은 고루편협”하다는 말을 남다르
게 받아들였다. 애국의 혈성(血誠)이 가히 신분 불문, 개성
불문 거의 모든 이들을 감염시키던 시절이다. 최남선은 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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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셀러

정신의 필요에는 충심으로 공감했지만, 혈서나 자결로 표상

참고

저마다 인격을 닦고 실력을 기르면 사회의 문제, 국가의 문제

새무얼 스마일즈, 김유신 옮김, 『새무얼 스마일즈의 자조론』, 21세기북스, 2006.

역시 해결할 수 있으리라 믿어 둘 수 있었다는 뜻이다.

김남이, 「1910년대 최남선의 『자조론』 번역과 그 함의」, 민족문학사연구 43호, 2010.

다양한 판본으로 국내외에 출간된 『자조론』.

최희정, 「한국 근대 지식인과 ‘자조론’」, 서강대 박사논문, 2004.

아이들에게
기술을
가르치자

과학과의
화해

자신의 일상을 구성하는 기술에 대해
현대인은 놀라울 만큼 무지하거나 무기력하다.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다.

글 이충웅

보이지만 흥미롭기 짝이 없는, 자연 속 온갖 물리 화학적 현

과학저술가. 저서로 『과학은 열광이 아니라 성찰을 필요로 한다』와 『문명의 관객』이 있고, 번역

상, 생명현상 등에 대한 이성적 사고의 유발이다.

서로 『고통과의 화해』가 있다.

어떻게 해야 그럴 수 있을까? 과학자들마저 지극히 전문화된
탓에 자신의 연구실 밖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놀라운
무지를 보여 주는 형편에, 일반인이 과학 기술 일반에 폭넓
은 관심을 가져서 생기는 유용성이나 가치는 도대체 무엇인

‘황우석 전성시대’가 과학 기술 담론의 다양성 결핍 문제를

가? (차라리 <나는 가수다> 같은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편이

심각하게 드러내던 때였다면, 지금은 과학 기술 담론의 양적

삶을 더 즐겁게 하지 않을까?)

빈곤을 걱정해야 할 때인지도 모르겠다. 애초에 다양성이 확

일반인들의 과학 기술에 대한 관심은 관념적으로는 고전적

보됐다면 현재의 빈곤에 이르지도 않았겠지만, 현재 과학 관

의미에서 ‘자연철학’의 대중화일수도 있지만, 실천적 의미로

련 보도가 적잖이 ‘위축’되었다는 말은 사실로 보인다. ‘황우

는 일상적 삶을 재구성하는 데로 이어진다(일상의 변화야말

석’이나 ‘최초의 우주인’ 같은 쇼나 이벤트 후 남겨진 보잘것

로 세상의 변화를 위한 시작이며 마무리다).

없음에 대한 허망함 때문이든, 언론사 내부의 조정에 따른

과학 기술에 대한 관심이나 교육의 필요성 혹은 교육의 목표

것이든, 변화된 미디어 환경 탓이든,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이

라는 것에 반드시 따라붙는 ‘국가경쟁력 강화’ 운운하는 주

조금씩 뒤섞여 일어난 변화이든 간에 말이다. 은하계나 천체

장들은 내적 모순에 허덕일 수밖에 없다. ‘시장에서의 가치’

의 화려한 이미지가 간혹 눈길을 끌 뿐, 뉴스 소비의 장을 장

가 모든 것의 척도가 되는 듯한 사회에서, 재능 있는 학생들

악한 포털 사이트 초기 화면에서 ‘IT’가 아닌 ‘일반 과학’ 기

이 안정된 생활을 위해 의사나 한의사 혹은 변리사를 선택하

사가 뜨는 경우는 확실히 드물다. (몇 번의 클릭이라는 수고

는 상황을 저지할 만한 말을 찾는 것은 버겁다. 자본주의 체

를 통해서만 우리는 ‘과학 기사 모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

제에서 국가경쟁력이나 개인의 경제적 지위 문제가 서로 동
떨어지지 않은 까닭이기도 하다.

‘과학 기술’에 대한 관심, 너무나도 관념적인

국가경쟁력 운운이 이른바 ‘과학 영재교육’ 담론으로 이어지

일부 언론과 과학자는 또 한 번 슈퍼스타가 나타나 다른 과

는 논리 또한 천편일률이다. 과학은 경쟁력이고, 그런데 지

학 기술 분야에 ‘하이퍼링크’ 기능이라도 발휘해 주길 바라

금은 위기고, 기초과학을 강화해야 하고, 인재를 잘 모아 교

는지 모를 일이지만, 늘 그렇듯 스타에 대한 바람과 과학 기

육 지원을 잘해야 하며, 현대 과학의 성과를 ‘대중’들에게 알

술의 건강성 사이엔 두꺼운 벽이 가로놓여 있다. 이미지는

기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작업을 하는 역할 역시 중요하고

또 다른 이미지에 기댈 따름이고, 거품이라면 그것의 지지대

운운, 딱 거기까지다. 주장은 녹음기를 튼 것처럼 반복된다.

는 주변의 거품들일 뿐이다. 진정 필요한 것은 누군가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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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장으로 ‘드라이브 하는’ 과학 기술이 아닌, 평범한 이들의 일

과학이 아니라 ‘기술’에 주목한다

상적이고도 자발적인 관심이다. 어떤 지적 허영에 따른 것도

늘 그대로인 상황 때문에라도 상상력은 필요하다. 때론 꽤

아닌, 희망과 꿈의 메시지를 담고 있지도 않은, 작고 사소해

긴 ‘꿈’을 꾸기도 한다. 하지만 꿈은 현실을 견디기 위한 것

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것일 때 조금이라도 더 가치가 있으

히 복잡해져 있는 탓에 기술자도 자신이 하는 일에만 매진할

이다. 정복이 아닌 자연과의 ‘화해’를 배우도록 하고, 기술에

리라. 이른바 영재가 아닌 보통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소위

뿐 ‘전체’를 파악하기란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럴 필

서 타인에 대한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가르친다. 기술

대안적 교육이 아닌 제도권 내에서 이뤄져야 할, 과학 기술

요도 없을 지경이다. 또 한편으로는 단지 ‘구매할 뿐’인 생활

문제가 ‘윤리’ 문제와 동떨어져 있지 않다는 의미고, 기술 교

에 대한 다양하고 풍부한 관심과 담론을 자연스럽게 이끌 수

영역이 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물건이나 준비된 서비스를

육이 인문학적 훈련과 연계될 수 있고 또 연계돼야만 한다는

있는, 그런 좀 더 구체적인 ‘꿈’을 꿔 보려 한다.

사서 이용하면 된다. ‘돈’ 외에 준비할 건 없다. 어느 시점부

뜻이다. 학생들은 사람을 위한 ‘적절한 기술’이라는 게 무엇

그 꿈에서 아이들은 일찌감치 ‘기술’을 배운다. 우선 이 장면

터는 매우 간단한 ‘기술’이 필요한 일 앞에서도 무력해져 있

인지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할 것이다.

에서 적잖은 편견이나 부정적 의견이 끼어들지 않으면 다행

는 자신을 발견한다. 조명 기구를 바꿔 다는 것조차 직접 하

‘기술적인 것’과 ‘예술적인 것’의 친화성은 역사적으로 볼 때

이다. “머리를 사용하는 과학자가 돼야지 ‘손’을 사용하는 기

기 두렵다. 문명화한 현대인은,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문명

도 크고 의미심장하다. 최근 몇몇 대학에서 시행하는 ‘과학

술을 일찌감치 가르쳐야 할 이유가 뭐지? 아이들을 다 ‘공돌

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신세가 됐다.

과 예술 통합 교육 프로그램’은 어떤 면에선 뒤늦은 것이고,

이’로 만들자는 얘긴가?”

‘기술 교육’은 교육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당연

단절의 부자연스러움에 대한 반성이기도 하다. 아이들을 위

하지만 이런 식의 불만이나 의구심은, 기술이 과학의 하위

한 말이지만, 그것은 기존의 사회・정치・경제 시스템의 변

한 기술 교육은 미술, 음악 혹은 기타 미적 감수성을 끌어올

범주거나 그것보다 못한 것이라는 생각에 기인한다. “과학

화와 맞물려 있다. 일단 직접적으로는, 영어 수학 성적

릴 훈련들과 긴밀히 상호작용하면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은 계획하고 기술은 실천한다.”는 관념은 근대 이후에 생겨

을 위해 1년에 20조 이상이 사교육 시장에 투입되는 현실

이러한 교육 안에서 과학 기술에 대한 관심 부족을 푸념하는

난, 아니 오히려 지극히 현대적인 것이다. 그런 관념이 생김

과 전면적으로 충돌한다. 중등교육 기관에서 직업 교육

건 불필요한 일이 될 것이다. 기술 교육은 궁극적으로, 사물

과 동시에 과학과 기술은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상태로 뒤섞

을 강화하고, 대학은 고등학교 졸업 직후에 가는 곳이라

이 아닌 인간 존재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일이다. 아이들 자

여 버렸다. ‘관념’의 탄생과 더불어 ‘실재’가 사라진 셈이다.

기보다는 직장 생활을 하는 중에도 필요에 따라 선택하

신의 손이 사물에 가 닿아 어떤 변화가 일어날 때, 인간의 과

인류 역사의 대부분 동안 기술과 과학은 서로 분리된 채 기

가지고 노느라 정신없는 지금 한국 아이들의 것보다는 훨씬

는 곳이 되며, 기술자가 지금보다는 존경받는 그런 사회를

거와 미래를 잇는 어떤 선이 살짝 튕겨 울림을 느낄 것이다.

능해 왔다. 실제로 역사의 대부분을 관통하며 사회 변화(그

그 미세한 떨림으로부터, 시작하자.

나은 삶의 풍경을 제시할 것이다.

지향한다. 또한 미시적 관점에서 기술 교육은 일반적 ‘지능’

것이 좋든 나쁘든)를 촉진한 것은 과학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이 기술 교육은 기술 자체에 그치지 않는다. 아이들은 간단

개념이 누락하고 있는 ‘창의성’을 개발하는 데도 효과적이

기술이었고, 이러한 인식은 적어도 과학 기술사 학계에서만

한 테이블이나 의자, 책꽂이 혹은 그릇을 스스로 만들면서

다. 공작(工作)수업을 중심에 놓는 교육 방식의 긍정적 성

큼은 익숙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역사적 중요성 때문에 어

그 연장선에서 수학과 물리의 기초를 배운다. 듣고 말하기

과는 일본의 기노쿠니 같은 몇몇 대안학교의 사례에서도 엿

릴 때부터 기술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다.

를 통해 외국어를 처음 접하게 하는 것과 유사한 원리다. 기

볼 수 있다. 다만 그런 학교 졸업생이 일반 학교로 진학했을

그것은 기술 교육이 지니는 장기지속적인 가치 때문이다.

술 습득은 ‘현장’ 경험을 통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는 기술

때 오히려 더 좋은 성적을 낸다거나(그것이 사실일지라도),

자들의 한결같은 얘기를 굳이 염두에 두지 않더라도, 적어도

이러한 교육이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것(충분한

‘기술 교육’으로 달라질 학교 풍경, 혹은 삶의 풍경

초기 몇 년 동안의 학습은 ‘프로젝트’ 중심으로 실습 현장에

개연성이 있다)이라는 얘기로 기술 교육의 가치를 강조할

(내가 꿈꾸는)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자신의 손으로 직접 뭔

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옳다.

필요는 없다.

가를 만들거나 고치며 생명을 다루고 키우는 일을 돕는데,

기술 교육을 예술 및 인문·사회과학 훈련과 연결시키는 것

그런 것들이 주요 교과목이 된다. 미술이나 가정 시간의 ‘이

또한 결코 어색하지 않다. 가령 ‘집 짓기’에 대해 배울 때 에

지불하는 ‘손’, 변화를 일으키는 ‘손’

벤트’ 정도가 아니라 장기적이고 연속적인, 그래서 훨씬 깊

너지 절감 문제와 환경 문제, 혹은 ‘미(美)’에 대한 논의를 자

필요를 위해 돈을 지불하는 ‘손’만 필요한 세계에서, 필요하

은 수준을 지향한다는 말이다. 목공은 물론 토목의 기초, 전

연스럽게 이끌 수 있다. 여러 기술을 배우면서 어느 시점부

기 때문에 어떤 사물에 변화를 일으키는 ‘손’에 대한 감각은

기 배선, 농업, 심지어 미장과 도배도 가르친다. 초등학교를

터는 학생들과 ‘기술의 윤리’를 토론할 것이다. 이런 ‘연계’

점점 더 희미해져간다. 일차적으로 기술 훈련은 그 감각의

졸업할 무렵엔 집에서 일어나는 어지간한 고장 수리나 필요

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과 교수법이

기억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현실적으로 기술 교육은 적게 소

한 설치는 스스로 할 수 있을 것이고, 중등학교를 마칠 무렵

필요한 것은 물론이다. 기술 훈련을 시작으로 아이들은 천천

비하는 방법도 가르쳐 줄 수 있다. 고장 나면 바로 버리고 새

엔 지금 수준으로는 ‘전문가’라 할 만한 경지에 오른 아이들

히 자신의 길을 택할 것이다. 전기 기술자가 되기로 결심할

것을 사는 대신 고쳐 쓸 여지를 알고, 이미 있는 것을 가지고

도 드물지 않게 나온다. 이런 교육은, 유치원 때부터 이 학원

수도 있고, 토목이나 건축공학자, 혹은 목축을 하기로 하거

새로운 것을 만드는 가능성을 볼 줄 아는 상황은, 낭비를 줄

저 학원 떠밀려 다니고 남는 시간에는 휴대전화나 게임기를

나, 아니면 인문·사회과학자의 길을 갈 수도 있다.

이는 적절한 소비 감각을 일깨워 줄 수 있을 것이다.

현대인은 온갖 기술적 결과물들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자

또한 기술 교육은 이 세계와 개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소통의

신의 일상을 구성하는 기술들에 놀라울 만큼 무지하거나 무

단절을 적잖이 치유시켜 줄 가능성을 제공한다. 제대로 된

기력하다.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다. 기술 자체가 대단

기술 훈련은 자연과 관계 맺는 방식에서 ‘겸손’을 가르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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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체스터 시티,
새로운
명문 구단의 탄생은
가능할 것인가

스포츠
스포일러

리그 중하위권을 맴돌던 맨시티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거대 자본의 유입이 한 시대를 끝장낸 것이다.

글 서형욱

권 팀의 승부. ‘더비’가 주는 긴장감은 여전했지만 예측의 시

MBC 스포츠 해설위원이자 네이버 스포츠 <서형욱의 풋볼리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저서로

소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유럽 축구 기행』 『유럽 축구 유럽 문화』 등이 있다.

그러나 방문 당시 맨시티는 서서히 변화하는 중이었다. 해
외 자본의 유입으로 주머니가 두둑해진 맨시티는 나라 안팎
에서 좋은 선수들을 대거 영입하고 있었다. 레알 마드리드에
600억 원을 내 주고 데려온 브라질 국가대표 호비뉴는 그 무

2009년 봄 영국.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더비’ 현

렵 맨시티의 변화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맨시티의 영입은 그

지 생중계를 위해 찾은 맨체스터는 언제나처럼 을씨년스러

렇게 ‘돈벼락’을 앞세워 공격적으로 진행됐다. 1995년 프리

웠다. 스산한 이 도시는 이렇다 할 명승지나 근사한 풍경이

미어리그 우승팀인 블랙번 로버스, 2005년 이후 맨유와 어

없음에도 우리에겐 매우 낯익다. 이유는 오직 하나다. 축구,

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런던의 첼시는 돈벼락 효과의 위대함

그리고 박지성. 맨체스터를 대표하는 클럽 맨체스터 유나이

(?)을 입증한 팀들이다. 맨시티는 마찬가지로 ‘부자’ 구단주

티드는 자기들 도시를 넘어 영국 전역, 아니 유럽과 세계에

와의 만남과 동시에 새로운 강호로 급부상하고 있었다.

그 이름을 각인시킨 최고의 명문 축구단이다. 하지만 이 도

외부 자본에 기대어 도약을 꿈꾸는 맨시티의 변화는 팀 안팎

시의 축구팀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하나가 아니다. 붉은색

의 비난 여론에 부딪혔다. “돈으로 트로피를 살 수는 없다.”

을 앞세운 유나이티드와 푸른색으로 치장한 맨체스터 시티

는 비판은 이른바 축구의 순수성을 믿는 이들이 뱉는 가장

는 도시를 양분하는 거대 축구 클럽이다. 그리고 이 둘의 충

강력한 구호였다. 하지만 경기장에서의 성공이 가진 ‘판돈’

돌은 ‘맨체스터 더비’라는 이름으로 포장된다. 지역 라이벌

의 크기에 비례할 확률이 높아지는 건 예나 지금이나 같다.

간의 맞대결을 뜻하는 ‘더비’는 축제이자 전쟁이다. 지역 맹

이미 ‘명문’이라는 소리를 듣는 팀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주가 되기 위한 외나무다리 승부이면서, 축구를 좋아하는 지

단지, 다른 팀들보다 앞서 ‘돈’을 갖고 있었을 뿐 아닌가. 그

역민들의 잔치이기 때문이다.

래서였을까. 맨시티 팬들은 해외 자본이 구단을 인수하는 것
에 대해 다른 클럽들(이를테면 맨유)보다 저항에 소극적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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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시티의 오랜 꿈, 맨유를 뛰어 넘어라!

다. 맨시티가 이미 객석 점유율 99%를 자랑하는 두터운 팬

그 무렵 더비는 오랜 동안 흥이 떨어진 터였다. 한때 리그 우

층을 가진 팀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다소 의외였다. 이들은

승권을 다투며 옥신각신할 때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맨시티가 2부 리그로 추락해도 매 경기 90% 이상 좌석을 메

둘의 격차는 점점 벌어졌다. 자고로 싸움은 전력이 비슷한

워줄 만큼 충성스런 지지자들이었다.

상대가 맞붙어야 기대가 커지는 법.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

하기야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아니다. ‘우승’이라는 자신들의

하 맨유)가 꾸준한 상승세 속에 매 시즌 우승을 다투는 동안,

숙원을 풀기 위해서는 다른 수가 없다는 것을 열성적 팬들도

맨체스터 시티(이하 맨시티)는 1부 리그와 2부 리그를 오가

알고 있었다. 여러 면에서 저만치 앞서가는 맨유를 따라잡기

며 고난의 길을 걸었다. 둘의 맞대결은 누가 보더라도 긴장

위해서 무엇보다 전력 보강이 절실했고, 우수 선수들을 대거

감 떨어지는 승부일 수밖에 없었다. 만년 우승후보와 중하위

영입해 전체 전력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었다.

현대 축구의 스타 선수들은 대부분 최소한 한 번 이상 ‘이직’
한다. 즉, 축구단은 더 이상 ‘클럽’이 아닌 ‘회사’에 더 가까
운 조직이 되었다. 더 좋은 급료와 환경을 제공하는 곳이 나
타나면 얼마든지 옮길 수 있다. 새로운 일터에서 새로운 옷
을 입고 새로운 팬들에게 허리를 숙인다. 그런 이유로 축구
클럽은 예전보다 많은 ‘돈’이 필요하고, ‘선수’는 클럽 최대
의 ‘자산’으로 장부에 등재된다. 좋은 선수가 우리 팀에 없다
면, 돈을 주고 좋은 선수를 데려올 수 있다. 이와 같은 비즈
니스의 세계에서 클럽에 속한 선수들에게 ‘충성심’을 요구하
맨시티가 자본의 집중 공략 대상이 된 배경에는 클럽의 탄탄

는 것은 매우 순진한 생각이다.

격을 박탈하겠다는 선언이다. 인플레 현상을 보이는 선수들

한 팬층과 ‘맨체스터’라는 상징성이 큰 몫을 차지한다. 태국

현지에서 중계한 2008/2009 시즌 맨체스터 더비는 맨유의

의 이적료나 급료를 현실화하고 각 클럽들이 분수에 맞는 지

정치가이자 재벌인 탁신에 이어 두바이 갑부인 셰이크 만수

완승으로 끝났다. 맨유의 홈구장 올드 트라포드에서 열린 경

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긴급 조치이다.

르가 천문학적 액수로 맨시티를 인수했을 때, 그는 단순히

기에서 맨유의 아르헨티나 출신 공격수 카를로스 테베스는

이에 따르면, 각 클럽은 매년 우리 돈 400억 원 이상의 적자

한두 번의 우승을 원하는 게 아니었다. 맨시티의 오랜 꿈이

멋진 골을 터뜨렸다. 그러곤 객석을 향해 귀를 기울이는 골

를 기록해서는 안 되며 구단의 빚이나 투자에 구단주 개인의

라 할, 맨유를 뛰어넘는 명문 구단의 완성. 이를테면 리그 우

세리머니를 펼치며 다음 시즌에도 팀에 남게 해 달라는 무언

재산이 비정상적으로 투입되어도 안 된다. 2011/12 시즌부

승 2회에 그친 맨시티가 클럽 앰블럼에 별을 세 개나 그려 넣

의 시위를 펼쳤다. 그러나 맨유는 테베스의 소속사가 요구한

터 적용될 이 규정은 현재 여러 명문 구단들이 재정 운영 상

은 것이 더 이상 ‘장식용’에 그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래서

거액의 이적료를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테베스는 시즌

태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을

맨유 팬들의 조롱을 받지 않고, 나아가 맨유 앞에 주눅 들 필

이 끝난 뒤 팀을 떠났고, 공교롭게도 다음 행선지로 같은 도

요 없는 진정한 명문 클럽이 되는 것.

시의 라이벌 맨시티를 택했다.

로 우승컵을 살 수는 없다.”고 비웃어도, 맨유의 알렉스 퍼거

를 기록한 맨시티는 물론이고 선수 및 직원 연봉으로만 매년

이를 위해 그는 맨시티가 세계 최고 수준의 트레이닝 센터와

맨시티의 선택은 탁월했다. 지역 최고의 팀인 맨유조차 부담

슨 감독이 “맨시티는 시끄러운 이웃일 뿐”이라 말해도 대응

4000억 원을 지불하는 FC바르셀로나, 이적료와 위약금을

경기장을 신축하고 유소년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막대한 자

스러워한 이적료를 거뜬히 지급해 우월한 재력을 과시하면

하지 않는다. 당장의 수모(?)보다는 최후의 승리로 보여 주

과도하게 낭비한 첼시, 챔피언스리그 진출 실패로 적자가 눈

금을 지원했다. 또한 지역 사회와의 더욱 밀접한 접촉은 물

서, 테베스를 첨예한 라이벌 관계의 상징으로 활용하는 영

겠다는 태도다. 맨시티 골수팬인 전설적 밴드 ‘오아시스’의

덩이처럼 불어난 리버풀 등이 당장 재정 건전성 확보 미흡으

론 세계로도 눈을 돌려 광범위한 마케팅을 시도하도록 계획

리한 홍보력을 발휘했다. 그 뒤에도 맨시티는 선수 보강에

멤버 리암 갤러거의 농담은 맨시티의 속내를 그대로 보여 준

로 어려움을 겪을 처지에 놓였다.

을 짰다. 공식 홈페이지 리뉴얼에만 20억 원이 넘는 돈을 투

거액을 아끼지 않았다. 아랍 거부의 든든한 재정을 바탕으

다. “맨유 팬들이 자가용에 기름을 넣을 때마다 맨시티 이적

이런 변화가 빅 클럽들의 위세를 크게 떨어뜨릴 것 같지는

자한 것은 변화에 걸맞는 시도였다. 이런 여러 준비과정에서

로 스타 선수 사재기에 나선 맨시티는 콜로 투레, 아데바요

자금이 두둑해진다고.” “외부 자금이 유입되면서 클럽의 역

않다. 이미 기득권을 확보한 거대 구단들은 1군 선수의 수를

맨시티는 (자신들의 뜻과 무관하게) 현대 축구에서 ‘돈’이 얼

르, 산타 크루스, 레스콧 등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 중인 스

사가 짓밟혔다고? 천만의 말씀. 우리(팬)는 여전히 맨체스터

조정하고 새로운 영입 선수에게 쓰는 돈을 제한하는 선에서

마나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실증하고 있다.

타 선수들을 대거 영입했다. 이를 통해 리그 중하위권을 맴

시티다.” 석유 재벌의 소유로 넘어간 클럽이지만 결국 팀의

적자 관리가 가능하다. 적자에 포함되지 않는 유스팀 육성에

돌던 맨시티에 새 시대가 열렸다. 거대 자본 유입이 한 시대

주인은 팬이라는 자긍심. 그리고 독기.

더 많이 투자할 수 있고, 기왕에 확보한 마케팅 툴을 활용해

조성하는 데에 성공했다. 지난해 2000억 원에 가까운 적자

회사가 되어 버린 축구 클럽

를 끝장낸 것이다. 마침내 2011년 여름, 맨시티는 쟁쟁한 클

현대의 축구 클럽은 더 이상 해당 지역의 축구를 대표하는

럽들을 제치고 리그 최종 순위 3위를 차지함으로써 유럽축구

지갑을 단속하시오!

지난 시즌의 맨시티처럼 중위권에서 최상위권으로 도약하려

데 그치지 않는다. 세계 각지에서 불러 모은 재능들을 얼마

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본선 진출권을 따 낸다. 42년 만

변수가 있다면 최근 유럽 축구계에 개혁의 목소리가 커지

는 팀만 조급해졌다. 새로운 스타 선수를 끌어들이기가 쉽지

나 효과적으로 조합하느냐에 따라 성과가 갈리는 조직이 되

에 들어 올린 FA컵 우승 트로피와 함께 그야말로 엄청난 성

고 있다는 것이다. 해외 투기 자본, 혹은 거부들의 개인 재산

않고 구단주의 재산에 의한 시설 투자도 위축될 우려가 높아

었다. 선수와 감독, 팬 모두가 그 지역에서 나고 자란, ‘가족’

과였다. 십여 년간 이어진 맨유–아스널–첼시–리버풀의 ‘빅4’

에 의존해 덩치를 불리는 팀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경각

졌기 때문이다. 지금껏 의욕적으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온

의 테두리에서 운영되는 ‘클럽’은 이른바 ‘빅 리그’에는 더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최상의 대항마로 떠오른 것이다.

심이 높아졌다. 클럽이 정상적인 영업 행위로 벌어들인 돈

맨시티의 앞날은 그래서 더 주목을 받는다.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다국적 선수들이 한데 모여 각자가

‘챔피언스리그 진출 클럽’ 또는 ‘새로운 빅4’의 일원으로 새

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돈벼락’을 통해 팀을 꾸리

맨시티는 과연 21세기형 명문 클럽 탄생의 기준을 제시할 수

보유한 최고의 기량으로 협주를 벌인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롭게 맞이할 맨시티의 2011/12 시즌은 그야말로 사기충천이

는 데 대한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다. 축구 외적 요인으로 확

있을까. 그것이 비록 외부 자금에 의존해 출발한 도약이라

파올로 말디니(AC밀란), 게리 네빌(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다. 맨유를 넘어 영국 최고, 아니 유럽 최고의 클럽이 되려는

보한 돈이 클럽에서 철수할 경우 팀이 공중분해 될 위기에

하더라도 기존 빅 클럽들의 공고한 카르텔을 깨고 하나의 이

처럼 한 클럽에서 선수 인생을 시작하고 마감하는 스타 선수

오랜 꿈을 마침내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기

처할 수 있다는 지적은 그 위기감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이

정표를 세울 수 있다면 이는 분명 축구사에 의미 있는 지점

들, 이른바 ‘원 클럽 맨’이 희귀한 시대가 되었다.

때문이다. 이를 위해 맨시티는 더 막대한 자금을 풀어 팀 안

를 방지하기 위해 UEFA에서는 플라티니 회장의 주도하에

으로 기록될 것이다. 팽창할 대로 팽창한 유럽 축구산업에서

팎의 면면을 새롭게 바꾸는 중이다. 뛰어난 선수들을 영입하

‘UEFA 재정성 페어플레이(financial fairplay)’ 규정을 만들

맨시티가 걷는 길은, 걸어갈 길은, 그래서 더욱 흥미로운 관

는 것은 물론 지역 내에서 클럽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다각

었다. 클럽들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UEFA

찰의 대상이 되고 있다.

도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지역 라이벌 맨유 팬들이 “돈으

가 주관하는 각종 대회(챔피언스리그, 유로파리그) 출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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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수입 증대 정책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녕하세요
디자인입니다

기업은 디자이너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나?
–좋은 디자인은
좋은 관계에서 나온다

같은 제품이라도 겉모양을 바꾸면
다시 팔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사업가들은
겉포장을 위해 디자이너를 필요로 했다.

글 이지원

술가(당시의 디자이너)를 찾기 바빴다.

버지니아 주립 올드 도미니언 대학(Old Dominion University) 인문예술학부 조교수. 크리에이

유럽 모더니즘은 사실 사상 면에서 미국 기업들과 정반대의

티브 에이전시 ‘Crispin Porter & Bogusky’에서 인터렉티브 디자인 실장으로 근무하며 코카콜
라, 폭스바겐 U.S., 버거킹, 도미노 등의 기업과 관련된 디자인을 수행했다. 디자인 비평 블로
그 <디자인 읽기>의 필진이며, 번역서로 『그래픽 디자인 들여다보기 3』과 『그래픽 디자인 이
론』이 있다.

위치에 있었다. 모더니즘 디자인은 ‘영속적(timeless) 디자
인’이라는 가치를 중요히 여겼다. 재료를 정직하게 사용하
고, 기능을 살려 최소한의 형태를 취하고, 특정 취향을 배제
한 객관적이고 근원적인 모습의 사물을 만들었다.1

기업 활동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소가 디자인이다. 디

하지만 미국 기업과 예술가들은 모더니즘의 배경에는 관심

자인이 좋다는 이유로 사람들은 ‘애플’ 매장 앞에 줄을 선다.

이 없었다. 모더니즘이 낳은 간결한 형태와 메시지가 새롭고

전문가들이 TV에 나와 “디자인이 경쟁력”이라고 하고, 서

이국적이라는 점에 착안해 ‘모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트렌

울시는 디자인 때문에 살맛이 난다고 한다. 하지만 사람들

드를 탄생시키며 소비를 조장하고자 했을 뿐이다. 영속성을

은 디자인이 가져다 줄 경제적 이익에 대한 공상을 늘어놓을

표방하는 디자인이 한시적인 트렌드로 와전된 것이다.

뿐, 막상 ‘디자인’의 실체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하지 않는다.
본질과 정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어떤 것을 단편적으로 ‘이

기업과 디자이너의 뒤틀린 밀월 관계

용’하려는 시도는 무모하기 짝이 없다. 디자인을 이용해 이

기업의 디자인은 제품 치장에 그치지 않고 회사 이미지를 총

른바 ‘경쟁력’을 갖추려면 일단 디자인이 어떤 식으로 기업

체적으로 구축하는 이미지를 개발하는 데에까지 이르렀다.

활동에 연관돼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단편적 심벌마크가 아닌, 단일한 시각 시스템으로서의 기업
아이덴티티 디자인은 1950년대에 성장한 미국 기업들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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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 예술과 자본의 만남

음 시도했다.2 ‘CBS’, ‘IBM’, ‘웨스팅하우스’, ‘ABC’, ‘인

1900년대 중반 미국에서는 기업과 디자인, 대중문화라는 삼

터내셔널 페이퍼’, ‘체이스 맨해튼’, ‘모바일’, ‘벨(AT&T)’,

각편대의 의기투합이 이뤄졌다. 당시 미국 건축가와 디자이

‘아메리칸 에어라인’ 같은 유수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자

너들은 제1, 2차 세계대전 직후 사회 재건을 이끄는 사업가

사 이미지를 일관되게 드러내기 위해 시각 아이덴티티 시스

들에 편승하여 자신의 야망을 실현할 희망에 차 있었다. 폭

템 개발에 심혈을 기울였다.

발적으로 규모가 늘어난 제품 시장을 점유하기 위해 기업은

이런 작업을 한 디자이너들도 모더니즘 방법론을 그대로 따

투자를 아끼지 않았고, 자본의 비호 아래 디자이너들은 자신

오는 편을 택했다. 단순하고 기하학적인 형태와 글꼴로 기업

의 전위적 디자인 철학을 실현할 기회를 얻었다. 기회를 노

그래픽 시스템을 만들고 그것을 모든 제품과 서비스, 홍보물

리고 미국으로 이민한 유럽 디자이너들도 많았다.

에 일관되게 적용해 시간과 장소를 초월한 단일 이미지를 사

여기에 유럽에서 발생한 예술운동 ‘모더니즘’이 미국 대중문

람들에게 깊이 각인시킨 것이다.

화 유행을 형성하면서 신제품 수요가 엄청나게 늘었다. 같은

아이덴티티 디자인 시스템은 큰 성공을 거두며 다국적 기

제품이라도 겉모양을 바꾸면 다시 팔 수 있다는 것을 알게

업 유통망을 타고 전세계로 퍼져 나갔다. 이 일에 뛰어든 디

된 사업가들은 자사 제품을 번지르르하게 포장해 줄 상업 예

자이너들은 돈과 명예를 동시에 거머쥐었다. 디자인 대학

유능한 기업가는 디자이너에게
어떠한 구체적 요구도 하지 않고
그들을 최대한 자유롭게 풀어놓는다.

들은 앞다투어 “CI (Corporation Identity)”, “BI (Brand

다. 이런 이식은 겉으로 보기엔 꽤 순조로워서, 한동안 한국
5

점을 감추기 위해 교묘한 거짓말을 서슴지 않는다. 허황된

디자이너를 디자이너답게 활용하기

트렌드를 날조해 어떻게든 소비자가 새것을 사도록 유도한

사업가와 디자이너는 원칙적으로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입장

다. 이러한 ‘베끼기’와 ‘은폐’, ‘거짓말’을 좀 더 세련되게 하

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가가 디자이너와의 관계에 세심하

기 위해 디자이너를 찾는다. 기업의 요구를 좇아 생전 본 적

게 신경 쓰지 않는다면 디자인 팀의 창의력을 옥죄는 결과가

도 없는 제품의 광고를 만드는 디자이너는 사람들에게 허위

발생하기 쉽다.

를 유포한다는 죄의식에 사로잡힌다. 물론 ‘시키는 대로 했

당신이 1800년대의 갑부 상인이라 가정해 보자. 당신은 반

을 뿐’이란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고흐에게 돈을 지불하고 좋은 그림 한 폭을 그려 달라며 이

훌륭한 디자이너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프로젝트

렇게 주문한다. “나는 고갱의 작품과 확실히 차별된 그림을

Identity)” 등의 과목을 개설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에서 디자인은 “경제 발전 및 수출 동반자” 역할을 하는, 다

를 연구하며 애정을 쏟는다. 클라이언트의 요구를 맞추는 것

원합니다. 주조색은 빨강색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왼쪽 구석

양산했다. 사업가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기업 경영의 열

소 애국적인 동시에 이국적인 느낌의 직업으로 여겨졌다. 물

외에 자신만의 방식을 따로 개발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과정

에 태양을, 중앙에는 여성을 꼭 넣어 주세요. 그리고 시간이

쇠를 디자이너가 쥔 셈이니 취업은 백 퍼센트 보장이었다.

론 이 과정에서 미국 기업 디자인의 모태였던 유럽 좌파 아

에서 성취감을 느낀다. 클라이언트의 승인을 받은 후에도 스

없으니까 2주 내로 완성해 주셔야 합니다.” 이래서야 아무리

기업 내부에 디자인 부서를 개설하거나(인하우스 디자인),

방가르드 예술 철학이 철저히 간과됐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스로의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계속해서 디자인을 뜯어

많은 돈을 지불한다 한들 좋은 그림이 나올 리 만무하다.

외부 디자인 스튜디오에 디자인 프로젝트를 일괄 위탁하는

1980년대에 한국에서 기업 관련 일을 했던 디자이너는 기업

고친다. 이런 디자이너에게 ‘잔소리 말고 시키는 대로 해라’

유능한 사업가는 디자이너에게 어떠한 구체적 요구사항도

산업 구조가 형성됐다. 이때 자리 잡은 ‘클라이언트–에이전

을 도움으로써 사회에 긍정적 기여를 한다고 믿을 수 있었

는 식의 요구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다. 문제는 모든 기업

말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을 최대한 자유롭게 풀어놓는다. 그

트’라는 기업–디자이너 구도는 지금까지 이어진다.

다. 그뿐만 아니라 당시만 해도 불모지였던 디자인이라는 영

경영인과 임원, 마케팅 담당자들이 자신이 디자인을 잘 안다

저 유용하게, 멋지게, 재미있게 해 달라는 식의 폭넓은 얘

1950~1960년대 미국 기업 아이덴티티 디자인 스타일은 전

역을 일종의 비즈니스 활동으로 ‘격상’시키는 중책을 수행한

고 착각하는 데 있다. 큰 조직을 위해 일하는 디자이너는 수

기를 할 뿐이다. 디자인 팀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업

략적 마케팅의 일환으로 유럽 문화의 표피를 모방하여 미국

다는 일종의 사명감도 있었다.

십 명에 달하는 ‘디자인 평가단’의 요구사항을 일일이 반영

가는 디자이너에게 처음부터 온갖 세부 요구사항을 들이대

과 세계 소비 시장에 맞게 개조한 결과물일 따름이다. 이런

이런 직업적 소명 의식은 1990년대를 지나며 송두리째 무너

하느라 작업 시간의 대부분을 할애한다.

고, 작업 진행 내내 조직의 관행과 복잡한 승인 과정을 강요

일이 가능했던 것은 모더니즘의 가치를 실험하는 데 필요했

졌다. 한국 산업 디자인의 견본이었던 미국 산업 디자인, 특

기업 입장에서 보자면, 제품과 광고 디자인에 꾸준히 예산

한다. 이런 상황에서 디자이너는 수백 개의 요구에 짓눌리고

던 막대한 자본을 미국 기업이 쥐고 있었기 때문이다. 디자

히 기업 아이덴티티와 광고 디자인 분야가 서양 디자인 사회

을 들이고, 계속해서 많은 디자이너를 고용하는 상황인데 도

매번 번복되는 회사 결정에 휘둘리다 결국 자포자기하고 하

이너는 자신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기업의 돈을 이용했고,

의 지탄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인간을 불특정 소비자로 취

대체 뭐가 문제냐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여타의 기

루빨리 프로젝트가 끝나기를 바라는 지경에 이른다.

기업은 회사 성장을 위해 디자이너의 능력을 이용한 셈이다.

급하고 제품을 팔기 위해 지어낸 허위를 퍼뜨림으로써 “자본

업 활동과는 달리 디자인의 핵심은 예산 규모에 있지 않다.

최악의 경우 사업가는 디자이너에게 벤치마킹, 시장조사, 영

하지만 이런 표리부동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이 주도하는 문화 산업의 일방적인 놀음에 좌지우지되며 현

투자액 증가가 디자인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진 않는다. 아

업 이익 실적 같은 것들을 공부하라고 요구도 하는데, 이건

실을 왜곡하는 한낱 거짓된 활동으로 타락”했다는 혐의가

무리 돈을 많이 쏟아 붓는다 한들 디자이너가 마음껏 자신의

마치 권투 선수를 데려다 놓고 리본체조를 시키는 꼴이다.

미국 산업 디자이너들에게 쏟아졌다.

세계를 펼칠 여건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비즈니스맨이 갖춰야 할 능력을 디자이너에게서 찾으려는

붓기일 뿐이다.

태도는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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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자긍심
한국에서는 미국보다 늦은 1970년대부터 기업이 고도로 성
장했고, “경영 전략의 일환으로서의 기업 디자인은 1980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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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계의 이런 자기 반성은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되어
8

1990년대 말에 절정을 이뤘다. 급기야 미국 디자이너들 사

대 이후에 중요한 디자인 비즈니스로 등장했다.” 국내 기업

이에서 대기업 관련 일은 ‘돈을 벌 수는 있지만 도덕성은 포

들은 이때부터 적극적으로 디자인에 투자하기 시작했고, 대

기해야 하는’ 일로 통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인식 변화에서

학 디자인 학과와 독립 디자인 스튜디오가 생겨났다. 미국에

한국 디자이너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서 40년에 걸쳐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이 한국에서 10년 만에
압축적으로 재현됐던 것이다.

디자인을 향한 디자이너의 마음

1990년대 말 북미권을 중심

한국 사회의 여러 다른 제도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디자인은

많은 사람들은 기업을, 이윤을 추구하는 거대한 익명의 조직

스로 반성하며 비판적인 시

미국 기업 디자인 모델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출발했

체라고 생각한다. 많은 기업이 단기적으로 돈이 되는 일이라

100

관점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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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디자인입니다

으로, 상업화된 디자인을 스
각을 던지는 디자이너들이 등
장했다. 01. ‘중요한 일을 우

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반면, 장기적인 연구나 문화 활

선으로(First Things First)’ 선

동에 대한 후원은 뒷전이다. 전문성, 공익, 타 집단에 대한

동의 중심이 되었던 디자이

배려는 거의 없다. 타사의 성공작을 베끼고, 자사 제품의 결

언문. 02. 비판적 디자인 운
너 티보 칼맨(Tibor Kalman,
1949~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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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이너가 뭘 하든 무조건 내버려두란 뜻은 아니다. 벌판에

면 윤리적 제품 탄생과 기업 번영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

서 뛰놀던 말은 마구간으로 돌아와야 한다. 하지만 디자이너

두 이룰 수 있다. 하지만 어느 한쪽이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

는 회사 경영 비전과 재정 사정에는 관심이 없다. 시장 상황

를 다른 쪽에게 강요하는 관계가 형성된다면 양쪽 모두 2류

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취향에 대해서도 어둡다. 사업가는

로 전락하는 참혹한 결과를 맛보게 될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 비즈니스적 능력을 발휘해 디자인 팀을 적절

좋은 디자이너와 사업가의 관계는 비유하자면 마치 말을 제

히 단속하고 이끄는 역할을 해야 한다.

때 풀어주고 불러들이는 일과도 비슷하다. 디자인 팀이 마음

디자이너에게 기업 임원을 맡기는 경우를 가끔 볼 수 있는

껏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면 결국 회사에 큰

데, 이는 그다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좋은 디자이너의 자질

이익이 되어 돌아온다. 그러니 건강한 말들이 당신의 목장에

은 좋은 사업가의 그것과 완전히 다르다. 간혹 디자이너 중

서 자유로이 뛰놀고 풀을 뜯으며 번식하게 내버려 두라. 말

우수한 사업 수완을 갖춘 사람도 있으나 상당히 예외적인 일

들이 마구간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말과 망아지들은 고스란

이다. 고도의 경지에 오른 디자이너는 세세한 사항에 편집증

히 당신 것이 된다. 병든 말이 풀을 뜯지 않는다고 해서 걱정

적으로 반응하고 자신의 직관적 판단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

할 필요는 없다. 그런 말은 목장에서 쫓아내면 그만이다.

람을 무시하는 성향이 있다. 따라서 사업의 전반적 전략을
짜내거나 조직을 관리하기에 적합하지는 않다. 그들을 높은
위치에 올려 결정권을 쥐여 주기보다는, 조직 체계에 얽매이
지 않고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게 놔두는 편이 좋다. 외부의
독립 디자인 사무실과 함께 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요
는 어떻게든 디자이너로 하여금 진부하지 않은 발상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내부 체계에 갇힌 디자이너는 자기 반복을
답습한다. 한정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는 인습적 디자인만
큼 진부한 게 또 어딨을까.
좋은 관계를 맺기 이전에 좋은 디자이너나 디자인 팀을 찾아
내는 일도 중요하다. 세상에는 아무리 많은 돈을 주고 자유

&

로운 여건을 보장해 줘도 창의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수준 낮
은 디자이너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약 기업가가 우수한
디자인 팀과 함께 일한다고 확신한다면 제품과 메시지 디자
인에 관해서 만큼은 그들을 완전히 신뢰해도 좋다. 디자이너
의 통찰력은 개인의 단편적인 취향을 넘어서며, 그들의 직관

아웃도어
리포트

적인 판단 능력은 통계와 분석자료가 예측하지 못하는 창의
적 디자인을 낳는 원천이다.
디자이너의 창의력을 마케팅적 잣대로 평가하려는 시도는
금물이다. 디자인은 비즈니스에 종속된 활동이 아니다. 따라
서 디자인의 가치는 비즈니스적 가치로 측정될 수 없다. 사

잡지 「애드버스터」는 1989년 캐나다에서 설립된 문화운동 네트워크인 ‘애드버스터스 미디어

업가와 디자이너가 서로를 인정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들의 고민과 작업 결과물을 담고 있다.

참조 및 각주

부분 인용. 정시화, ‘문화정체성과 디자인’,

자로서 디자인 역할 수행)의 전시 자료 참조.

내용을 발표했다. 8. 1999년 당시 암 투병

1. ‘Bauhaus 1919–1928’, Walter Gropius,

『라라 프로젝트 01: 우리 문화의 제다움 찾

6. 얀 반 툰, ‘디자인 그리고 깨어 있는 의

중이던 티보 칼맨은 1964년 켄 가렌드가 쓴

The Theory and Organization of the
Bauhaus, The Museum of Modern Art,
1975, 20–29쪽. 2. Philip B. Meggs, A
History of Graphic Design: Third Edition,
John Wiley & Sons, Inc., 1998, 363쪽. 3.

기』, 안그라픽스, 2006, 78쪽. 4. 정시화, ‘문

식’, 『그래픽 디자인 이론: 그 사상의 흐름』,

‘중요한 일을 우선으로’ 선언을 재발표하기

화정체성과 디자인’, 『라라 프로젝트 01: 우

비즈앤비즈, 2009, 103쪽. 7. 1989년에 개최

로 결정하고, 업계와 학계에서 활발한 활동

리 문화의 제다움 찾기』, 안그라픽스, 2006,

된 AIGA 컨퍼런스 ‘Dangerous Idea’에서 티

을 펼치던 33인 디자이너의 서명과 함께 「에

81쪽. 5. 서울 마포구 창전동에 있는 근현대

보 칼맨을 비롯한 몇몇 연사가 자본주의 시

미그레(Emigre)」에 선언문을 싣는다.

디자인박물관 제4관(경제발전 및 수출 동반

장에서 허위를 퍼뜨리는 디자인을 비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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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디자인입니다

재단’에서 발행했다. 디자인과 상업의 결탁을 반성하며 문화훼방꾼의 역할을 자처한 디자이너

걷기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길 위의 이야기, 길 밖의 이야기들이
사람들의 발걸음에 섞여듭니다.
『보보담』에 대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여기 있습니다.

아웃도어 인사이트 1
요즘 각 분야에서 가장 세련된 것으로 평가받는 트렌드는 바

라고 하면 ‘묵직함’과 ‘투박함’이 먼저 떠올랐다. 등산용 신발

로 ‘힘을 빼는 것’이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단일 브랜드, 단일

이나 옷, 배낭 등은 대개가 기능성을 강조하며 무겁거나 두

콘셉트로 맞춰 입는 대신,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들이 시즌

꺼웠다. ‘산에 간다’고 하면 다들 이사라도 가는 듯 크고 묵직

마다 내놓는 옷들은 어딘가 한구석 모자라거나 엉뚱하다. 섬

한 배낭을 짊어진 모습으로 나타났다. 등산화나 등산복은 온

세한 이브닝 드레스에 길거리 패션 요소가 더해지고, 정장 수

전히 등산만을 위해 갖추는 ‘장비’이므로 이것들을 일상에 활

트에 샌들이나 운동화를 맞춰 신는다. 액세서리건 가방이건

용하기란 불가능했다. 과거 간첩 식별 요령에 “등산화를 신고

‘너무 잘 차려 입은’ 느낌을 주는 것은 ‘너무 무거운’ 것과 같

다니는 사람”이라는 항목이 있었음을 떠올려 보자. 그만큼 아

은 말이다.

웃도어 라이프와 일상은 단절되어 있었다.

라이프스타일도 변하고 있다. 어깨가 딱딱하고 무거운 정장

무거운 아웃도어 제품이 달갑지 않기는 전문 산악인들도 마

수트, 정장 구두 차림에 각 잡힌 서류 가방을 들고 일 중독자

찬가지다. 아니, 정신과 체력의 한계에 도전하는 이들이야말

로 서류 더미에 파묻히는 건 매력적이지 않다. 정장을 입어도

로 무게와 사투를 벌인다. 극한 상황에서는 칫솔 하나 수건

어딘가에는 숨 쉴 틈이 있고, 열심히 일하지만 자신의 색깔을

한 장의 무게에도 민감해진다. 내 눈썹마저도 무겁게 느껴지

잃지 않는다는 태도가 호감을 얻는다.

는 상황. 몸과 짐의 무게가 줄면 갈 수 있는 거리와 고도가 달

가벼움에 대한 추구는 조금씩 더 큰 범주로 나아간다. 쓰지

라진다. 1kg이 아니라 1g 단위를 두고 많은 것이 바뀐다.

않는 묵은 살림살이와 입지 않는 옷들을 정리해 기부하거나

상황이 이러하니 이즈음 아웃도어 브랜드들의 초경량화 경

벼룩시장을 열어 새 주인을 찾아 준다. 도심에서 벗어나 좀

쟁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다들 알고 있듯 아웃도어 제품의

더 녹색 공간이 많은 곳으로 주거지를 옮긴다. 수입이 줄더라

경량화는 간단하지 않다. 제품 특성상 아웃도어 활동을 돕는

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일을 선택한다. 모두가 삶의 무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혹은 무거운 제품들보다 더 뛰어

게를 줄이는 일들이다.

나면서) 무게도 가벼워야 한다는 두 가지 미션을 동시에 수
행해야 한다. 아웃도어 브랜드들의 경량화 경쟁이 결국 기술

아웃도어 시장으로 번진 가벼움 예찬
아웃도어 제품의 경량화 또한 이런 ‘힘 빼기’ 현상과 궤를 같
이한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아웃도어 브랜드

가벼운 길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아웃도어 제품의
경량화
2010년 겨울 다운 점퍼 시장 최대 이슈가 된 세계 최초 1,000FP(필 파워) 구스 다운 재킷. 지난해 몽

글 편집부, 사진 제공 몽벨(montbell)

벨이 1,000FP 제품을 내 놓기 전만 해도 업계에서는 1,000FP가 불가능하다고 말했고, 국제공인기
관인 IDFL(국제다운·페더검사기관)조차 몽벨 제품을 검사하기 전에는 ‘설마’라고 말할 정도였다.
2010년 제작 물량을 모두 소화한 몽벨의 1,000FP 구스다운 점퍼는 최고의 환경에서 3년 이상 자란
거위의 가슴털로 제작된 최고급 순수 다운 제품으로 희소가치가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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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1

력 경쟁으로 귀결되는 이유기도 하다.

일상에서조차 자꾸만 무게를 덜어내고 싶은
것이 현대인의 마음이다. 유행가 가사처럼
“등이 휠 것 같은 삶의 무게”에
지친 사람들에게 아웃도어에서마저
무거움을 참으라고 하는 건 가혹한 일.

바람보다 가벼운 바람막이

가공을 통해 100회 이상 세탁해도 발수 기능이 변하지 않도

고어텍스 팩라이트 쉘을 사용해 100% 방수·방풍 기능을 갖

사용했던 산소통 무게는 20kg이 넘었다. 로마 제국 시대 군

별다른 설명 없이 185g, 1.65kg 등의 숫자를 앞세운 광고가

록 함으로써 ‘기능성 옷은 세탁이 어렵다’는 고정관념도 깨뜨

춘 동시에 고어텍스 특유의 무게감과 부피감을 해결했다. 다

인들의 갑옷 무게는 30kg,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짐을 날랐

나왔다. 뒤이어 한 손으로 텐트를 돌리고, 저글링하던 물체

렸다.

시 한번 초경량과 고기능을 결합한 기술의 힘이다.

던 한국인 노무자들이 지게로 한번에 져야 했던 무게는 45kg

가 재킷으로 변하는 흥미로운 비주얼이 등장한다. ‘세계 최초

FP는 필 파워(Fill Power)의 약자로, 다운 점퍼를 힘껏 눌러

가벼움의 즐거움은 옷에서 끝나지 않는다. 두 사람이 잘 수

이었다. 평지를 가기도 버거운 무게를 짊어지고 어떻게 전쟁

1,000FP 다운 재킷’, ‘세계 최초 53g 7D 방풍 재킷’, ‘세계 최

납작하게 만든 뒤 다시 부풀어 오르는 정도를 수치화한 것이

있는 텐트의 무게가 1.65kg이라면, 보다 가뿐한 마음으로 길

을 하고 산에 올랐는지 지금 생각하면 신기할 정도다.

경량 12D 고어텍스 재킷’ 등 “Light & Fast”라는 브랜드 콘셉

다. 수치가 높을 수록 그만큼 공기를 많이 품고 있다는 것이

을 나설 수 있지 않을까. 스텔라릿지 텐트 1형은 백에 넣었

평소 생활에서조차 자꾸만 무게를 덜어내고 싶은 것이 현대

트를 실현하며 고공비행 중인 몽벨(Mont-Bell)의 광고다.

며, 그만큼 가볍고 따뜻하다는 의미다. 캐주얼 브랜드의 구스

을 때도 지름 14cm, 길이 31cm로 어린이용 베개보다 작다.

인의 마음이다. 유행가 가사처럼 “등이 휠 것 같은 삶의 무게”

7D, 1,000FP 같은 수치는 일반인들에겐 낯설다. 하지만 아웃

다운 의류는 대개 600FP 안팎이며, 아웃도어 브랜드 제품은

또한 가벼움을 앞세운 제품임에도 텐트를 써 본 고객들은

에 이미 지친 사람들에게 휴식을 위한 아웃도어 활동에서 또

도어 초경량의 비밀은 바로 이 암호 같은 수치에 들어 있다.

700~800FP 수준으로, 900~1,000FP 구스 다운을 내놓은 곳

기능성을 먼저 꼽는다. 슬리브 폴 삽입 형태로 설치가 편리

무거움을 감당하라는 것은 가혹한 일이다.

7D에서 D는 ‘데니어(Denier)’로, 원사의 굵기를 나타내는 단

은 현재로선 몽벨이 유일하다. 참고로 다운 재킷의 모든 것이

하고 조작이 간편하다는 점, 지퍼 플립이나 연결 부위 등의

사람을 만나도 긴장 없이 마음이 홀가분해야 관계가 오래가

위이다. 통상 원사 9km가 1g이면 1D, 9km가 2g이면 2D라

라 해도 좋을 필 파워 수치는 재킷 손목 부위에 표시되어 있

디테일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써 보온성과 방수성이 뛰어나

듯, 무슨 일이건 그 일을 할 때 마음이 가벼워야 즐겁게 오래

고 한다. 7D는 원사 9km가 7g이라는 것으로, 현존하는 원사

다. 다운 재킷를 사기 전엔 손목 수치를 확인하는 게 필수.

다는 점이 경험자들이 하나같이 거론하는 장점들이다.

할 수 있다. Light & Fast. 아웃도어 제품은 진화하고 있다. 더

“바람보다 가벼운 바람막이”라고 말하는 몽벨의 광고는 그래

아이들도 가뿐히 들 수 있는 텐트

가볍게 시작된 걸음이 오래갈 수 있다

수 있도록, 아웃도어 브랜드들의 기술 경쟁은 계절이 바뀔수

서 과장이 아니다. 달걀 하나의 무게를 말할 때 평균 57g을

200ml 우유 한 팩보다 가벼운 세계 최경량 185g의 고어텍스

조선 시대 여인들의 머리장식이 한창 사치스러웠을 때 가채

록 치열해지고 있다.

기준으로 삼으니, 달걀 하나보다 가벼운 무게로 비바람을 막

재킷도 있다. 재킷 두개를 합쳐도 500ml 생수 한 병보다 가벼

의 무게만도 3kg이 훨씬 넘었다고 한다. 1953년 세계 최초

는 셈이다. 또한 접으면 주머니에 쏙 들어 갈 만큼 작고, 특수

운 몽벨의 12D 고어텍스 제품은 일반적인 고어텍스와 달리

로 에베레스트에 오른 뉴질랜드 탐험가 에드먼드 힐러리가

많은 사람들이 동네 마실 가듯 가볍고 부담 없이 길을 나설

중 가장 가늘다. 7D 방풍 재킷을 두고 “입지 않은 것 같은 옷”

01. 총 무게 1.65kg인 몽벨의 초경량 텐트, 스텔라릿지. 디테일에 세심하게 신경을 쓴 제품으로 플라
이(왼쪽)와 함께 사용하면 강한 비나 눈에도 버틸 만큼 방수성과 보온성이 뛰어나다. 02. 03. 세계
최초 초경량 쉘 소재인 7D 원단을 사용한 몽벨의 여름용 윈드 재킷. 한 손에 쏙 들어가는 콤팩트한
패킹 사이즈로 휴대가 간편하며 발수 기능이 뛰어나다. 04. 고어텍스 팩라이트 쉘을 사용해 100%
방수·방풍 기능을 자랑하는 몽벨의 12D 고어텍스 재킷. 세계 최경량인 185g으로 등산뿐 아니라 피
크닉, 사이클, 골프 등 일상적인 야외 활동에 모두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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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도 운동 삼아, 아니면 여행으로라도 걷기
를 시작해 보려는 마음을 먹을 법하다. 걷
기가 뇌졸중이며 심장병 발생률을 낮춘다
더라, 걸으면 관절에도 좋다더라, 제일 쉽
게 유산소 운동이 되어서 살도 빠진다더라.

이곳에서 여행이 시작된다–
도보 여행의 모든 것, 웍앤톡

이런 기사들을 보며 매일 밤 동네 초등학
교 운동장이라도 걸어 보자 결심하는 사람
도 많겠다. 걷는 건 그렇다 치고, 제주도 올
글 편집부, 사진 김경수

레길이 그리 좋다던데, 지리산 둘레길에 꽃
이 피었다는데 하며 꽃구경에 마음 두근거

바야흐로 걷기 열풍이다. 이른 아침에도,

릴 수도 있다. 집 안이든 일터든 들어앉아

늦은 밤에도,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스트레스 지수만 높여가며 인상 쓰고 있느

혹은 다이어트를 위해 걷는다. 재미난 건

니, 일단 나가서 걸어 보자 마음 먹는 것은

피트니스 센터의 러닝 머신 위에서도 이젠

좋고 또 좋은 일이다.

뛰는 사람보다 걷는 사람이 더 많다는 사

사진 제공 : Peak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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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이다. 인터넷에는 걷기 관련 정보를 주고

나도 도보 여행을 떠나 볼까?

받는 커뮤니티들이 빼곡하다.

그런데 막상 걷기를 시작하려니 걸리는 게

제주도 올레길의 대성공 이후 지리산 둘레

한두 가지가 아니다.

길이며 서울 성곽길이 열렸고, 지역마다 속

‘뭘 신고 걷지? 운동화? 등산화? 아니면 워

속 크고 작은 규모의 산책길들을 개발해서

킹화를 새로 장만해야 하나? 옷은 뭘 입

발표하고 있다. 외국 길들도 인기라서, 올

지? 아무 운동복이나 입는 건 좀 그런가?

레길의 모티프라 할 수 있는 ‘카미노 데 산

가만, 물도 챙겨 가야지. 근데 물통은 손에

티아고’를 비롯해 해외 유명 트레킹 코스

들고 걷나? 가방을 메야 하나? 어떤 가방?

를 찾아 떠나는 한국인들도 계속 늘어난다.

걷다 보면 지루할 테니 음악도 챙길까?’

서점에 걷기에 대한 책들이 쏟아져 나오는

동네를 운동 삼아 걷자 해도 챙겨야 할 게

것을 보면, 이즈음 걷기가 국민 운동이 된

이 정도이니, 걷기 여행이라도 떠나려면 생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걷기를 인문학적

각거리가 바야흐로 우후죽순이다. 어디로

으로 예찬한 책이 있는가 하면, 걷기 여행

가나? 산티아고도 좋고 티베트도 훌륭할

행 기록을 남기려면 작은 노트랑 필기구도

에 대한 정보를 담은 책, 걷기 여행을 다녀

테지만 자금과 시간의 압박이 만만치 않다.

챙겨야겠네.’

와서 쓴 에세이들도 많다. 한때의 유행인가

그런데 또 국내엔 걷기 코스가 너무 많아

만약 당신이 이런 상황의 어디쯤에 처해

싶던 흐름이 점점 더 번져가고 커져간다.

선택이 어렵다.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

‘멀지 않은 곳으로, 내 체력에 맞는 길은 어

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걷기’ ‘도보여

걷기, 국민 운동이 되다

디 있으려나? 당일 코스가 좋을까, 아니면

행’ 같은 검색어를 친다. 하지만 좀 더 쉬운

사실 걷기란, 직립보행을 시작했다고 전해

1박 2일? 숙식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지?

길이 있다. 그 검색창에 ‘웍앤톡’이라는 검

지는 원인(猿人) 이래 오래도록 인류의 유

텐트를 가져 가나? 숙소는 어디가 좋지?

색어를 넣어 보는 것이다.

전자에 새겨진 행동이다. 대부분의 사람들

장거리를 걸으려면 정말 이 신발로 될까?

은 태어나 약 1년쯤 지나면 걷기 시작하고,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걷나? 우비가 편하

교통 수단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는 걷

려나? 가만 있자, 여행에서 남는 건 사진뿐

기가 인간의 유일한 이동 수단이었다. 그런

인데 카메라도 챙겨야지. 카메라는 그냥 배

데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한 수단

낭에 넣어 가나? 카메라 가방을 하나 장만

이던 이 ‘걷기’가 별다르게 툭 떨어져 나와

할까? 아예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작은 디

새삼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지털 카메라를 하나 장만해? 핸드폰으로

이쯤 되면 평소 걷기에 관심이 없던 사람

해결하는 건 아무래도 좀 그렇겠지? 참, 여

수 있듯 웍앤톡을 한마디로 요약하기는 어
렵다. 전문 아웃도어 신발 브랜드만 27개
가 입점해 있고, 스포츠용품 전문 조사기관
인 미국 SGI가 선정한 세계 6대 아웃도어
신발 브랜드가 모두 모여 있으니 아웃도어
신발에 관한 한 독보적인 곳임에는 틀림없
다. 그러나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면 이내
국내외 브랜드의 옷과 모자, 배낭이며 텐트
같은 아이템에서 시작해 버프며 스트링 같
은 소소하지만 꼭 필요한 것들, 랜턴이며
아웃도어 조리 도구, 해먹이나 손목 시계,
심지어 야외에서 쓰기 좋은 친환경 화장품
까지 준비되어 있다.

2011년 3월 런칭한 국내 유일의 도보 여행 전문 멀티 숍, WALK&TALK
www.walkntalk.co.kr | 오픈 시간 : 오전 10시 30분 ~ 오후 9시 30분 |
대치점 : 02-3454-0090 | 압구정점 : 02-3448-2365 | 울산점 : 052258-2013

전 세계에서 호명된 내공 있는 브랜드들
웍앤톡의 특별한 재미 중 하나는 대중화
된 제품보다는 마니아들 사이에서 명성
이 높은, 이름만으로도 반가운 해외 브랜
드를 만날 수 있다는 점이다. 스웨덴의 신
개념 아웃도어 브랜드 픽 퍼포먼스(Peak
Performance),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기능

도보여행자를 위한 국내 유일의 멀티 숍, 웍앤톡(WALK&TALK)

성 이너웨어 브랜드 오들로(ODLO)도 웍

사실 해발 8,000m 고지를 오르거나 암벽 등반을 즐기는 사람들이라면 자신에게 필요한

앤톡을 통해 국내에 론칭했다.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들에게는 옷이나 신발, 등산 장비들이 ‘선택’의

참고로 문구용품에 열광하는 사람들이라

문제가 아니라 종종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전문 산악인들은 첫째도 둘째도 기능을

면 이곳에 구비된 노트며 필기구에 주목하

따지며 제품을 고르고, 이들을 위한 전문 매장은 이미 많다.

자. 웍앤톡 머천다이저(MD)들이 어떤 기

하지만 집 주변에서 운동 삼아 걷기를 시작한 사람, 소박한 걷기 여행을 취미로 즐기는 사

준으로 어떤 수준의 제품을 선택하는지 그

람들에겐 그런 고기능성 제품이 별 필요가 없다. 사실 전문 산악인이라고 해도 집을 나서

조그만 소품들로도 금세 미루어 알 수 있

서 높은 산 아래까지 가는 동안에는 소위 말하는 전문 장비가 크게 필요치 않다. 워킹이나

다. 비단 걷기 여행뿐 아니라 교통편을 활

하이킹, 또 트레킹을 하는 사람들은 험준한 산을 오르는 산악인들과는 다른 기준으로 제
품을 골라야 한다. 신발이나 재킷, 가방, 하다못해 우산도 구입 기준이 달라진다. 웍앤톡은
바로 그런 도보여행자들을 위해 유무형의 토털 솔루션을 제공하는 공간이다.
매장 구경이 곧 여행 준비
웍앤톡은 프랑스에서 시작해 스페인에서 마무리되는 ‘카미노 데 산티아고’의 순례자 전용
숙소들인 ‘알베르게’를 모델로 삼았다.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매장이 아니라, 도보 여행
자들의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공간을 표방한 것이다. 이는 차 한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트래커스 라운지’나 세심히 고른 도보여행 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는 서가에서
금세 짐작할 수 있다. 도보여행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곳에서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고,
도보여행과 관련된 이벤트들을 개최하기도 한다. 여행 작가들의 강연이나 걷기 행사도 수
시로 열린다. 고객별로 맞춤형 여행 정보를 제공하는 웍앤톡 세일즈 컨설턴트들은 여행
컨설턴트의 역할을 톡톡히 한다.
웍앤톡에 입점해 있는 112개 브랜드, 만여 가지의 제품들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면 도보
여행에 음으로든 양으로든 필요한 물품이라는 점이다. 멀티 브랜드 숍이라는 이름에서 알

용하는 간단한 여행이나 출장용품도 두루
갖추고 있으니, 물건 구경하다 보면 시간이
어느새 훌쩍 흐른다.
여행은 언제 시작되는 것일까? 누군가는
비행기 티켓을 사면서, 누구는 대문을 나서
면서 여행이 시작된다고 한다. 꿈꾸고 계획
하는 순간부터 여행이 시작된다고 말하는
이도 있다. 그러나 당신의 여행이 만약 다
른 것이 아닌 도보여행이라면, 그 여행은
당신이 온/오프라인의 웍앤톡 숍을 들어서
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그곳에서는 당신이
도보여행을 꿈꾸고 계획하고 실제로 준비
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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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보담 2호에서는
‘길 위의 학교’가 강원도로 떠납니다.
고려 때 사람 안축은 관동 여행에 대한 기록을 처음 남긴 이입니다. 경치가 좋은 관동 지방을 여
행하고 남긴 시와 기문 같은 글들이 문집 『관동와주』에 남아 있습니다. 안축 이후 수많은 옛사람
들이 관동을 여행하며 기록을 남겼고, 오늘날까지 이 지역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여행
지입니다. 안축의 여정을 따라가며 관동 지방의 자연과 건축 문화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마음이 움직이다’는 습지를 찾아가려 합니다.
흔히 습지를 ‘지구의 허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알면 알수록 습지는 지구와 인간을 위해 허파
이상의 역할을 하는 기특한 곳입니다. 꼭 람사르 협약을 거론하지 않아도, 지구 온난화와 환경 파
괴에 밀려 사라져가는 습지가 지금 우리의 관심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물이 고여 축축한 곳’
이 아니라, 그 안에 수많은 생명을 따뜻이 품어 키우는 습지의 다양한 얼굴을 만납니다.
‘공부, 평생토록 해야 할 일’에서는 여행을 생각합니다.
요즘의 여행은 여가에 가깝습니다. 몸과 마음의 스트레스를 벗어던지고 또다시 새로운 일상을
시작하기 위한 재충전의 시간인 것이지요. 하지만 옛날에는 조금 다른 의미의 여행이 있었습니
다. 동양에는 주유천하(周遊天下)라는 개념이, 유럽에는 대여행(le grand tour)이나 교양 여행
(die Bildungs-Tour)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같은 듯 다른 듯, 지식인들이 견문을 넓히고 교
양을 쌓기 위한 여행이었습니다. 공부를 위한 동서양의 여행을 보면서 오늘날의 여행을 다시 생
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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