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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걸으면서 함께 나누는 이야기 步步譚

통권 45호

함께 걸으며 나누는 이야기인 보보담은 한국의 사람이자 그들
이 처해 있는 자연이며, 또 그들이 자연환경과의 투쟁을 슬기
롭게 이어오며 만들어놓은 문화이다.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하
는 과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결코 앞으로 다가올 미래
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과거로부터 현재를 가
져오고, 현재로부터 미래를 꿈꾸는 것이다. 그래서 보보담은
미래를 꿈꾸기보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에 더욱 관심을 기울인
다. 그것이야말로 먼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첩첩 바위 사이 미친 듯 달려 겹겹 봉우리를 울린다

칼 드라이스 드라이지네

지척에서 하는 사람 말소리도 분간하기 어렵구나

Karl Drais Draisine

시비 다투는 소리 귀에 들릴까 항상 두려워서
짐짓 흐르는 물로 온 산을 둘러싸게 했다네
독일의 산림 감독관이자 발명가였던 칼 드라이스 남작이 개발한 인류

狂奔疊石吼重巒

최초의 조향 가능 자전거다. 페달이 부착되지 않아 두 발로 땅을 내딛으며

人語難分咫尺間

달렸다. 1817년 6월 12일 당시 드라이스 남작이 살던 만하임에서 처음으로

常恐是非聲到耳

주행하여 14 ㎞의 거리를 약 한 시간에 주파하였다. 이는 큰 힘을 들이지

故敎流水盡籠山

않고, 말을 비롯한 다른 보조 동력원 없이 오롯이 인간의 힘만으로 장거리를
빠른 속도로 이동한 최초의 자전거 주행이다.

최치원, <가야산 독서당에서 쓰다題伽倻山讀書堂>

제작

1817년
제작 국가
독일
무게

25. 3㎏
길이

1, 945 ㎜
높이

1, 095 ㎜
바퀴 직경

638 ㎜(앞, 뒤)

LS용산타워 2층에 오시면 교체전시
되고 있는 역사깊은 자전거 컬렉션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92길

LS용산타워 2층
월‒금
09 : 00 ‒ 18 : 00

옛 합천군 봉산면

합천 서편 황강 상류 인근에 있었으며, 인근 학교의 소풍 장소로 애용되었다. 1988년 12월

석가산 앞 풍경

31일에 준공된 합천 다목적댐으로 인해 봉산면과 대병면 일대의 마을들이 수몰되었고,
많은 주민들이 대대로 살아온 정든 고향을 떠나야 했다.

사진 제공.
합천군청

당시의 기록은 김택규 외, 『합천댐수몰지』(한국수자원공사, 1989)에 상세히 남아 있다.

해인사 오르는 숲길

편집노트

함께 나무 냄새를 맡는 길 위에서

모터사이클을 타고 종종 합천에 간 적이 있다. 높고 험준한 산으로 둘러싸인 깊고
수려한 땅이었다. 골짜기 사이로 맑은 물이 흘렀고, 길은 물줄기와 함께 구비구비
놓여 있었다. 이런 길에서는 누구든 난폭 운전을 하기 어려운 노릇이라, 자전거와
모터사이클을 타고 나무 냄새를 맡으며 여유롭게 달리는 이들이 많았다.
특히 여름의 합천에는 진홍빛 꽃을 피운 배롱나무가 유난히 눈에 띄었
다. 여름 내내 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요즈음은 남부 지방 여기저기서 가로수로도
많이 심지만, 예전에는 고즈넉하고 오래된 서원이나 사찰, 옛집의 사랑채 등에서
주로 만날 수 있는 나무였다. 듣기로는 껍질이 없어 겉과 속이 같은 나무라 하여
옛 선비들이 좋아했고, 배롱나무 아래서 함께 공부하던 옛 벗을 떠올리게 하는 그
리움의 나무라고도 했다.
그러나 가난한 시골 농군의 자녀들에게 배롱나무는 그리움보다는 기다
림의 나무였다. 배롱나무 꽃이 전부 지면 비로소 여름이 지나 가을 햇곡식을 추수
하는 때가 오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굶주림을 달랠 생각에 아름다운 꽃들이 모두
떨어져버리기를 손꼽아 기다렸을 것이다.
전통을 다루는 이들은 자칫 어느 한쪽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에 빠지기 쉽
다. 그러나 《보보담》은 양쪽을 잇는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믿는 편이다. 이번 여름
호에서 다루는 합천에는 역사적으로 유난히 고집 세고 목이 곧은 선비와 척박한
환경에 맞서는 농군들이 많았다. 이번 호를 보는 독자들이 함께 붉은 꽃을 보며 서
로의 그리움과 기다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좋겠다. 나무 냄새를 맡으
며 페달을 밟거나 엑셀러레이터를 당긴다면 더욱 즐거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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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에 대한 독자 의견
나름 책을 좋아하고 많이 보지만, 부끄럽게도 《보보담》은

전』도 읽으며 많은 생각을 했던 소설이라, 《보보담》에서 남

처음이다. 독자들의 찬사가 틀리지 않음을 확인하는 데는

원의 지리와 생태를 보면서 소설의 공간적 배경이 너무나

채 십 분도 걸리지 않았다. 경탄과 감동 그 자체였다. 푸른

새롭게 다가왔다. 남원에 한번 다녀와야겠다. 감사한다.

수목과 붉은 꽃, 강과 산이 어우러지는 남원을 과거부터 현

안정숙 (서울시 관악구)

재에 이르기까지 살펴보고, 전통을 지키는 소리꾼과 공예
가, 생태 지리와 춘향전까지 다루는 《보보담》을 읽으며 사

『춘향전』의 고장으로만 알았던 남원이 복잡하고 다양한 역

흘 간 참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책에서 구성진 전라도 사

사와 자연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다는 데 놀랐다. 특히 남원

투리가 들리는 듯하고, 소의 등줄기처럼 유장한 지리산 능

과 같은 지리적인 요충지를 차지하기 위해 삼국시대부터

선이 보인다. 춘향전에 대한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해설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민중의 애환과 척박한 삶이 있었다

은 어디서도 만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지키고 싶은 가치,

는 것을 알았다. 『춘향전』의 이야기는 단순한 오락이 아니

생명과 자유를 위해 싸운 남원 사람들께 경의를 표한다. 전

라 삶과 문화가 세월이 흘러가며 쌓이고, 그러면서 한 마을

투에 대한 세세한 도해까지 있어서 현장을 직접 목격하는

의 고유한 전통으로 자리매김하는 것과 같은 모습인 듯하

느낌마저 들었다. 곳곳에 엉킨 이야기들의 날줄과 씨줄을

다. 『보보담』 봄호를 읽으며 어느 한 지역의 역사와, 그것에

엮어내는 것, 현대판 대동여지도를 만드는 데는 큰 수고가

얽힌 삶의 이야기, 문화를 깊이 있게 통찰할 수 있도록 도

필요했을 것이다. 단체든 회사든 이를 이끄는 사람의 생각

와준다는 느낌을 받았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사보를 읽

이 참 중요하다. 편집주간의 열정과 철학에 뜨거운 박수를

는 듯한 느낌이었다. 앞으로도 《보보담》을 통해서 그동안

보내고, 고마운 마음에 고개가 절로 숙여진다.

당연한 듯이 지나쳐 왔던 우리 주변의 문화와 전통에 얽힌

최태욱 (서울시 도봉구)

깊은 역사와 가치를 새롭게 깨닫게 되는 지혜를 얻기를 희
망한다.

《보보담》 이번호는 남원에 얽힌 이야기를 풀어냈다. 단지

류광현 (대전시 대덕구)

춘향전의 배경이 된 고장으로만 알았는데, 이성계가 왜구
를 토벌하고 정유재란의 격전지였으며, 동학의 아픔이 배

남원에 꽃 피고 봄바람이 불었고, 이제는 여름이 다가온다.

어 있는 고장이라는 것을 알았다. 동학의 전봉준과 김개남

지인의 권유로 보보담을 만나 걸으며 담소에 빠졌다. 도톰

의 혁명이 성공하였다면 우리의 근현대사는 어떻게 바뀌었

한 종이 질감과 다양하고 고급스러운 사진, 잘 모르던 남원

을까. 책은 혁명을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성숙이 필요하고

역사의 현장 곳곳에 대한 인문학 강의를 듣는 듯 편안하고

시대적인 상황도 어우러져야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흥미로웠다. 지리산 자락의 뱀사골이 있고, 이성계가 황산

일깨운다. 아쉽지만 이런 시도가 한국을 발전시키는 저력

에서 싸웠으며, 최제우가 동학의 꿈을 꾸고, 사랑이 맴도는

이 아니었을까.

광한루가 있는 남원의 이야기를 살뜰히 챙겨 실은 《보보

김봉현 (서울시 마포구)

담》 분들께 감사드린다. 어려운 시국에도 사회 공헌에 힘쓰
시는 관계자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보보담》에 수록된 운봉 행정리 서어나무숲을 보면서 춘향

최효숙 (인천시 부평구)

전의 등장인물인 운봉 현감을 떠올렸다. 그래도 가장 먼저
몽룡을 알아본 이다. 운봉은 낯익은 이름이지만, 지리적으
로 남원과 관련되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광한루의

독자 의견을 보내주세요

희미한 기억을 떠올리며 《보보담》을 누워서 보기 시작했는
데, 어느 순간부터 벌떡 일어나서 『춘향전』과 김연수의 소

《보보담》을 읽으신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의

설을 읽었다. 너무나 행복했다. 내가 알고 싶었던 『춘향전』

견이 소개된 분께는 LS네트웍스 스포츠·아웃도어 브랜드

이 진짜로 손을 내밀었기 때문이다. 오래 전, 임권택 감독의

제품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영화 《춘향뎐》을 다시 보면서 ‘일편단심’이라는 단어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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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와 변사또의 어떤 엘리트주의를 이해하게 되었다. 『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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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산면 화양리 산자락의 연못

홍류동 계곡에 흐르는 물

가야산 깊은 숲

정양늪의 연꽃

오도리 이팝나무의 뿌리

대암산 배롱나무 군락

합천의 여름,
굽이치는
시간을 걷다

합천은 영남 서부 내륙 깊숙이 자리한 땅이다. 거친 산자락
과 굽이치는 물줄기를 겹겹이 지나야만 다다를 수 있는 이곳
에는, 예부터 목이 곧은 이들이 살며 무언가를 지켜내려 안
간힘을 썼다. 그것은 장대한 경전이거나, 어떤 기이한 의로
움이거나, 혹은 고향의 땅 한 조각이기도 했다.
《보보담》은 독자들과 함께 합천 땅을 걸으며 그들이 지
켜내려 했던 것과 받은 것에 대해 생각한다. 어떤 이들은 역
사에 향기로운 이름을 남겼으나, 어떤 이들은 이름도 낯선
‘피폭자’가 되거나 정든 고향을 잃었다. 우리의 답사가 마냥
밝고 유쾌하지는 않겠지만, 이 깊은 땅을 걷기 위해서는 때
로 진중하고 무거운 걸음걸이도 필요할 듯하다.

깊고 내밀한 땅, 목이 곧은 사람들
글. 김현호
한국의 히로시마 합천,
그들의 고통이 말하는 것
글. 전진성 자료 제공. 합천원폭자료관
이제는 갈 수 없는 물속의 고향에서
글. 장혜령 사진. 조재무
가야산과 황매산, 합천호 일대
사진. 손묵광

이번호에 다루는 인명과 사건들을 연대 순으로 정리하여 연표를 묶고, 주요

지도와 연표

사건들이 벌어진 장소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지도에 표시한다. 특히
이번호에는 합천을 직접 다루지 않더라도 다소의 유사성이나 인연을 지닌

가야산

사건들도 일부 등장한다. 합천의 역사와 함께 읽으며 그 맥락을 가늠해 보는 것도

해인사

좋겠다.

연도

주요내용

페이지

B.C. 3~4만 년 경

지름 2백 미터에 달하는 운석이 초계면에 떨어져 거대한 분지를 이루다

129

신석기

합천 서쪽 봉산면 인근에 사람들이 취락지를 이루어 살다

27

6세기 초

가야 다라국, 백제와 동맹을 맺고 신라와 맞서다

32

565

통일 신라, 합천 땅에 5소경 중 하나인 대야주를 설치하다

32

642

신라 사내 죽죽, 대야성에서 백제와 싸우다 죽다

32

802

신라 애장왕, 왕비를 고쳐 준 스님들의 은공에 보답하려 합천 해인사를 세우다

153

900년 경

최치원, 해인사 학사대에 지팡이를 꽂고 산에 들어가 신선이 되다

147

1555

남명 조식, <을묘사직소>를 올려 당대 조선의 현실을 매섭게 비판하다

37

1592

합천 선비 정인홍, 의병장이 되어 성주성 전투에 참전하다

39

1613

억울하게 역적으로 몰린 김제남의 6촌 동생, 합천 묘산면에 숨어들어와 정착하다

156

1902

세키노 다다시, 합천 해인사를 답사하다

106

1908

내암 정인홍이 사후 285년만에 복권되다

39

1914

아사카와 다쿠미, 광릉 총독부 임업시험장 파견 근무자로 한국에 오다

189

1919

합천 사람들, 불공을 드린 후 장터로 몰려가 큰 소리를 지르며 만세를 외치다

28

1940년대 초

김부년과 김기철, 남양군도와 큐슈로 각각 징용되다

207

1945

히로시마에 원폭이 투하되어 징용을 떠난 합천 사람 5만여 명이 피폭되다

51

1989

합천다목적댐이 준공되어 봉산면, 대병면 일대가 수몰되다

63

1989

구본창, 도예가 루시 리가 달항아리와 함께 찍은 사진을 처음으로 보다

189

2005

한국원폭2세환우회 초대 회장 김형률, 만 서른넷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다

57

2007

합천박물관 조원영 학예사, 전시 《황강이 전하는 삶, 흔적》을 기획하다

71

2013

에티엔 드라사예트, 밴드 ‘배씨방(Baeshi Bang)’을 결성하다

223

2021

임재수 박사 연구팀, 운석 충돌의 결정적 증거인 섀터콘(shatter cone)을 발견하다

137

2022

김원영, 부산항 북항 제1부두 창고에서 무용수들과 함께 공연하다

203

오도산

단봉산

대암산

황매산

깊고 내밀한 땅, 목이 곧은 사람들 26
한국의 히로시마 합천, 그들의 고통이 말하는 것 40
이제는 갈 수 없는 물속의 고향에서

50

해인사의 건축적 공간, 깊은 땅과 무거운 시간들 112
초계 분지의 돌에서 운석 충돌의 순간을 보다
합천의 오래된 나무들

154

130

깊고 내밀한 땅,
목이 곧은 사람들

산맥과 강으로 둘러싸인 땅,
지키고 맞서는 목이 곧은 사람들
합천은 영남 서부 내륙 산지 깊숙이 자리한 땅이다. 동쪽으로는 창녕, 서
남쪽으로는 산청, 서북쪽으로는 거창, 남쪽으로는 의령, 북쪽으로는 성주
와 고령에 접한다. 이들이 모여 있는 옛 경상우도의 지형은 한국에서 산
맥과 강으로 가장 단단히 둘러싸인 곳에 속한다.
즉 이 일대는 북쪽과 서쪽으로는 태백산맥에서 뻗어나와 여수
반도에 이르는 소백산맥을 장벽처럼 두르고, 동쪽으로는 영남의 수많은
지류가 합류하는 낙동강에 감싸인다. 남쪽으로는 지리산에서 출발해 해
안을 따라 솟아난 여러 산들과, 함양 남쪽 덕유산에서 발원하여 크게 휘

흔히 고려 팔만대장경의 봉안처로만

돌며 진주를 관통하여 낙동강으로 흘러가는 남강이 있다. 즉 어디에서 출

알려진 합천의 역사는 대단히 깊고

발하건 간에 이 영남 서부 내륙의 고장들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거친 산자

유장하다. 내륙 지역으로는 드물게도

락과 굽이치는 물줄기를 겹겹이 지나야만 한다.
합천의 위치는 그 중에서도 한복판에 해당한다. 저녁 무렵 대구

신석기 시대의 유적이 발견되었고,

나 진주와 같은 인근의 도시에서 출발하여 땅거미가 드리워진 산자락과

찬란한 문명을 지닌 가야 다라국이

어둡고 구불구불한 길을 차로 한참 달려 들어가다 보면, 합천이 얼마나

있었고, 신라의 전략적 요충지인

깊고 내밀한 곳에 있는지를 새삼 느끼게 된다.

대야성이 자리했다. 조선 시대에

산맥과 강이 어깨를 맞대며 둘러싸 안은 듯한 이 땅에는 예로부

와서는 서슬 푸른 사상을 지닌

터 지켜야 할 것들이 자주 주어졌다. 험준한 가야산 중턱에 자리잡은 해

인사는 팔만대장경을 지키는 보장처(保藏處)다. 팔만대장경 경판이 봉안

유학자가 훗날 의병장이 될 제자들을

되기 전부터도 중요한 문서와 경전을 보관하는 장소로 쓰였다. 스님들을

길러낸 땅이기도 하다.

비롯한 가야산 일대의 사람들은 해인사를 지킨다. 조선 시대에만도 최소

산맥과 큰 강에 둘러싸인

한 일곱 번의 크고 작은 화재가 있었으나 장경판전에는 불똥 하나 튀지

합천에는 곧은 선비와 드센 농민들이

않았다. 지금의 합천읍 자리에 있던 대야성은 서쪽에서 오는 백제와 후백

살았다. 오랜 역사의 몇몇 국면에서

제의 끈질긴 침입으로부터 수도 경주를 지키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였다.

그들이 완고하게 지켜내려 했던 것을

임진왜란 당시 합천 일대에서는 실천적 유학자 남명 조식의 제자들이 앞

생각하며 우리의 답사를 시작하도록

글. 김현호

하자.

철학과를 졸업하고 홍익대학교

《보보담》 편집장.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사진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편집장, 격월간

다투어 의병장이 되어 사직을 지키려 나섰다. 조선 육군의 본부인 권율의
도원수부 역시 합천에 있었고, 이순신도 이곳에서 백의종군을 했다.
합천의 역사는 길고 또 깊다. 합천댐 수몰지구 조사 과정에서 황
강 상류의 봉산면 봉계리에는 신석기 시대의 취락지가 있었던 것으로 밝

《말과활》의 기획위원 등으로

혀졌다. 이는 내륙 산간 지역에서 발견된 최초의 신석기 유적에 속한다.

일했다. 지금은 보스토크

연구자들은 여기서 발굴된 석기들 일부를 검토했을 때, 이곳에는 훨씬 오

프레스의 대표로 있으며, 여러
매체에 사진과 책에 대한 글을
쓰고 있다.

깊고 내밀한 땅, 목이 곧은 사람들

29

래 전부터 사람이 살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한다. 합천의 고분군에서
출토된 유물들은 이곳이 가야 다라국의 근거지였음을 증언한다. 고려 후
기에는 팔만대장경이 봉안되었으며, 부처님의 힘으로 몽골을 막아 보겠
다는 무능하고 부패한 무신 정권에 대한 대규모 농민 항쟁도 있었다.
또한 이곳의 농투성이들은 유독 외적들에 격렬하게 맞서곤 했
다. 임진왜란 때는 의병이 되어 사족들과 함께 날붙이를 들고 싸웠고, 가
야산 일대는 한말 의병의 근거지이기도 했다. 특히 3.1운동 당시에는 극
렬한 폭력 투쟁이 있었다. 합천 사람들은 해인사의 승려들, 부녀자들과
함께 불공을 드린 후에 장터로 함께 몰려가 큰 소리를 지르며 집회를 했
다. 열일곱 번의 시위에 2만 4천 명이 참가했고 아홉 번의 총격을 받았으
며, 백육십 명이 죽었다. 이는 합천의 항쟁이 전국에서도 가장 치열하고
뜨거웠음을 보여주는 숫자다.1
그런 그들이 싸움의 보답으로 받은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알
수 없다. 실제로 취재 과정에서 만난 노인들은 현재의 생활 수준과는 무
관하게 자신들의 고장이 지닌 오랜 빈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고, 각
기 다른 질문에도 비슷한 답을 내놓았다. 왜 그렇게 많은 합천 사람들이
히로시마에 가서 일했습니까. 그때는 워낙 먹을 게 없었으니까. 왜 합천
댐 건설로 마을이 통채로 수몰된 건가요. 맨날 홍수가 나서 먹고살 게 없
었으니까. 왜 한우를 많이 키우시나요. 땅이 좁아서 농사 짓기도 어렵고
공장 세울 만한 곳도 없었으니까.
신석기 시대로부터 가야에 이르기까지,
합천의 깊고 오래된 역사

다시 한번 합천의 지형을 바라보자. ‘합천(陜川)’은 ‘좁은 내’라는 뜻이다.
곳곳에 험준한 산들이 솟아 있으니 물길은 골짜기를 따라 구불구불하게
흐른다. 행정 구역 상의 합천 땅 자체가 좁다는 뜻은 아니다. 1914년에 협
천군과 초계군, 삼가현이 통합되어 만들어진 합천군은 실로 넓고 광활하
다. 면적은 전국의 군들 중에서 두 번째로 크고, 서울시의 한 배 반이 넘
는다. 지세도 호방하다. 한가운데를 흐르는 황강 북쪽에는 높고 험준한
가야산이 여러 봉우리를 거느리고, 남쪽에는 덕유산 줄기를 이어받은 황
매산이 동편 바위투성이 산들을 호령한다.
단지 좁은 것은 농사를 지을 땅이었다. 면적의 거의 대부분이 산

30

1
김희주, 「합천지역 3.1운동
연구의 현황과 과제」.
《동국사학》(2019) 참조.

김현호
나무가 우거진 합천의 길

지로 이루어진 합천에서 그나마 농사를 지을 만한 곳은 황강 일대 정도

박물관 뒤편의 옥전 고분군에 남아 있다. 이들은 5세기 경 고구려의 광개

였다. 서쪽 거창에서 발원하여 낙동강으로 흘러가는 이 강이 합천에 들어

토대왕이 한반도 남부를 정벌하자 김해 금관가야에서 넘어온 이들로 추

오는 초입인 봉산면 일대에는, 최소한 신석기 시대부터 사람들이 살았다.

정된다.

그러나 이후 늘어난 인구를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땅이었던 데다, 여

‘옥전(玉田)’은 ‘구슬밭’이라는 뜻이다. 땅을 파면 구슬이 나오곤

름 장맛비가 산자락을 타고 내려와 큰물이 되어 논밭을 덮치는 일도 잦았

했기에 이곳을 그렇게 불렀다. 가야 사람들은 유리구슬을 좋아했다. 《삼

다. 동쪽에는 꽤 넓은, 그러나 합천 전체 면적에 비하면 좁은 충적평야가

국지 위지동이전》에 따르면 가야 사람들은 구슬을 금은이나 비단보다 좋

있다. 이곳 일대에는 오래 전부터 가야 세력이 터를 잡고 있으면서 백제,
신라 등과 교류하거나 때로는 맞섰다.

2
삼가면 일대의 고분군에서는

아해서, 옷에 꿰거나 목에 걸고 귀에 달았다고 한다. 놀랍게도 이곳에서

다라국과는 사뭇 다른 또

3
김상운, 「가야의 위엄 서린

여 이곳에 가야의 한 나라인 다라국(多羅國)이 있었다는 것을 밝혀냈다.2

하나의 가야 세력이 합천 땅에

황금칼, 전설의 왕국 ‘다라국’의

존재하고 있었음을 암시하는

실체 밝히다」, 《동아일보》,

특히 당시 이 일대를 지배했던 세력들의 흔적은 쌍책면 일대, 특히 합천

유물들이 출토되고 있다.

2017. 5. 25.

특히 역사학자들은 합천 동쪽 쌍책면 일대의 고분군을 분석하

합천박물관 뒤 옥전고분군

출토된 유물 중에는 당시 지중해에서 만든 것으로 보이는 유리잔인 로만
글라스도 있다. 당시 발굴 현장에 있던 나이든 고고학자는 ‘금관보다 더
귀한’ 것이라 중얼거리며 손을 가늘게 떨었다.3 경주를 제외하면 로만 글
라스가 출토된 사례는 합천이 유일하며, 지금도 합천박물관에 가면 아주

오래 전, 실크로드를 건너 이곳에 온 유리잔을 볼 수 있다.

5세기 말, 6세기 초 옥전 고분에서는 대가야계 유
물이 주로 출토되며, 6세기 후반에는 백제의 유물이 많이 나
왔다. 경상대 조영제 교수는 이것이 다라국이 6세기 후반 신
라에 맞서 백제와 동맹을 맺은 사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한
다.4 그러나 금관가야와 대가야는 차례로 멸망당했고, 합천

지역에는 신라 5소경 중 하나인 대야주(大耶州)가 설치되었
다. 이는 후기 가야 연맹 중 가장 큰 고을이라는 옛 이름을
딴 것이다.

옥전 고분에서 출토된 로만 글라스.
제공. 합천박물관

굴하지 않는 사내,
신라의 죽죽이 지켜내려던 것
대야성이 있던 합천읍 일대의 지형은 가히 천연의 요새라 할 만하다. 남
쪽에는 낙동강의 지류치고는 제법 큰 황강이 휘돌며 흐른다. 합천읍 일대
황강의 강폭은 유난히 서쪽이 매우 좁고 동쪽으로 갈수록 넓다. 특히 소
백산맥에 감싸인 합천 서북쪽은 지대가 높고 산세가 험한데다, 강폭까지
좁으니 서쪽에서 오는 적을 동쪽에서 막아내는 입장에서는 최적의 장소
다. 북쪽으로 우회하는 길은 가야산과 오도산을 비롯하여 1천 미터가 넘
는 산들이 즐비하게 막아서고, 남쪽으로 우회하려 하면 수비군의 저항을
뚫고 폭이 넓은 동편의 황강을 건너야 한다.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외성에
서 싸우다 밀리면 북쪽의 깊은 산으로 피해 농성하기도 좋다.
이런 지형은 특히 서쪽에서 오는 적을 막아내는 데 탁월한 강점
을 지닌다. 남원과 함양, 합천을 잇는 길은 험준한 지리산 사이로 백제와
신라가 서로의 수도를 노리는 최단의, 어쩌면 거의 유일한 경로다. 이는
대야성이 뚫린다면 수도 경주가 적의 칼날 앞에 그대로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예로부터 대야성 일대에는 돌파하려는 이들과 막으려
는 이들의 싸움이 잦았다.
그대들의 말이 당연하나 우리 아버지가 나를 ‘죽죽’이라
이름지어 준 것은 나로 하여금 세한에도 송죽처럼 퇴색하지
않고, 꺾이더라도 굴하지 않으라 함이었다. 어찌 죽음을 겁내어
살아 항복할 것인가.

3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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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여지도> 합천 부분. 북쪽에 가야산의 봉우리가 날카롭게 묘사되어 있다.
동쪽의 초계, 남쪽의 삼가가 보인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합천박물관 전시실에 들어가면 대야성을 지키던 신라 사내 죽죽이 했다

것일까. 알 수 없다. 그저 나는 합천의 여러 장소들을 둘러보면서 죽죽의

는 이 말을 적어둔 벽이 유난히 눈에 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죽죽은 합

드세고 완고한 말투가 이곳과 꽤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했다.

천(당시 대야주) 출신으로 대야성 도독 김품석을 보좌하며 백제군에 맞섰
다. 품석은 부하의 아내를 탐하는 비루한 자였고, 성문을 열어 항복하려

산맥과 강으로 둘러싸인 땅,

다 적의 감언이설에 속은 것을 뒤늦게 눈치채어 처자를 죽이고 자결한 겁

지키고 맞서는 목이 곧은 사람들

쟁이였다. 그러나 합천 사람 죽죽은 상관이 죽은 후에도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다. 투항하자는 주변의 만류에도 성문을 굳게 닫고 항전하다 죽었다.

조식(曺植)은 1501년(연산군 7)지금은 합천군에 통합된 옛 삼가현에서

태어났다. 자는 건중(楗仲), 호는 남명(南冥)으로, 퇴계 이황과 같은 해에

물론 죽죽의 이런 말이 오늘날 우리가 거듭 새길 성격의 것은

태어나 불과 일 년을 사이에 두고 세상을 떠났다. 그들은 정확히 같은 시

아니다. 우리는 어떤 대의나 정치 권력보다 개인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대를 살며 당대 영남의 학문과 사림을 상징했다. 영남좌도 학풍을 대표하

일이 아름답고 결연하게 묘사되어서는 안 되는 시대를 산다. 하지만 죽죽

는 이가 퇴계라면, 영남우도를 대표하는 이는 남명이었다.

의 말이 지닌 기이한 완고함이 합천을 걷는 동안 내내 마음에 맴돌며 떠

그러나 둘의 성격과 학문은 사뭇 달랐다. 퇴계가 두텁고 온유했

나지 않았다. 《삼국사기》 열전 「죽죽조」 전체를 읽어 봐도, 그가 기꺼이

다면, 남명은 곧고 예리했다. 퇴계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당대의 학자들

죽음을 선택하는 까닭은 오직 ‘굴하지 않고 싶기’ 때문이다. 비겁한 상관

과 정교하고 치열한 논쟁을 벌이며 유학의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확장했

에 대한 의리나 신라에 대한 충성심, 백성에 대한 걱정은 딱히 언급되어

다. 그러나 남명은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이겨내고 망설임 없이 의로움을

있지 않다. 그렇다면 목이 곧은 이 사내가 지켜내려 했던 것은 과연 무엇

실천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쉰 살이 된 조식이 감악산 아래

이었을까. 오늘날 합천 사람들은 그의 말을 읽고 새기며 무엇을 떠올리는

서 멱을 감으며 읊었다는 아래의 시를 보자.

정양늪에서 바라본 황강 동편

사십 년 온몸에 찌든 더러운 때를
천 섬 되는 맑은 연못의 물에 전부 깨끗이 씻는다
내장 속에서 만약 티끌이라도 생겨난다면
당장 배를 갈라 흐르는 물에 띄워 보내리5

이 시퍼렇게 날선 자기 반성과 실천은 남명 이후 영남우도 사림의 사상적
중추라 할 수 있다. 사실 잡지의 지면에서 당대 유학자들의 공부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역부족일 뿐 아니라 부적절하다.6 단지 우리는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했다는 공자의 말을 떠올릴 수는 있
을 것이다. 이 말은 의문투성이다. 왜 아침에 도를 깨달았는데 죽기 위해
서 저녁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아침에 죽어도 되
지 않는가 굳이 저녁까지 하릴없이 목숨을 부지해야 하는 까닭은 무엇
인가 이런 잠언에 가까운 말투야말로 유학의 사상적 체계성과 선명성을
흐릿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십여 년 전, 나는 이 어리석은 물음에 대해 한 젊은 학자에게 명
료한 대답을 들은 적이 있다. 도를 깨달은 후에는 그것을 실천해야 하므
로 한나절의 시간은 필요하다. 실천이 없는 지식을 깨달음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유학의 공부가 지닌 본질적 특성이다. 따라서 선비의 공
부는 수양론과 깊게 결부되어 있으며, 정치철학으로 확장된다. 그러니 이
론과 실천을 일도양단하듯 판단할 수는 없다. 본성론에 대한 퇴계의 정교
한 탐구는 곧 지식인과 군주의 이상적인 모습을 제시하며, 실제 세계에서
힘을 발휘한다. 지식인의 실천을 중시하는 남명의 서슬 푸른 기세는 무엇
을 어떻게 실천해야 의로운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전제한다.
그러나 분명 어느 것에 더 무게를 두는가는 학문의 성격을 규정
하는 중요한 전제다. 아래의 글은 여러 번 벼슬자리를 거절한 조식에게
내려진 고향 인근 단성현 현감 자리를 사양하며 조식이 도리어 올린 상소
의 일부다.

5

全身四十年前累
千斛淸淵洗盡休
塵土倘能生五內
直今刳腹付歸流

6
더 깊은 학술적 논의가 궁금한
이들은 남명학연구원이
발간하는 총서를 참조할
수 있다. 그외에도 남명의
사상에 대해 조금 더 읽기
편하게 서술된 단행본으로는

전하의 나랏일은 이미 잘못되었습니다. 나라의 근본은 이미
없어졌으며 하늘의 뜻은 이미 떠나갔고, 민심 또한 이미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비유컨대 백 년 동안 벌레가 속을
파먹어서 진액이 다 말라버린 큰 고목나무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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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묵 외, 『남명 조식: 칼을
찬 유학자』, 청계(2001)과
허권수, 『조선의 유학자, 조식』,
뜻있는도서출판(2022) 등이
있다. 이 글 역시 위의 책들을
바탕으로 씌어진 것이다.

18세기 지도 <지승地乘> 합천 부분.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폭풍우가 닥쳐오기라도 하면 언제 쓰러질지 모를 만큼
위태롭습니다.(중략) 대비께서는7 신실하고 뜻이 깊다 하나
깊은 궁중에서 살아온 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전하께서는 아직 순진하시니, 돌아가신 임금이 남기신 어리숙한
고아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백 가지 천 가지로
내리는 하늘의 재앙을 어떻게 감당하며, 만 갈래로 흩어진
민심을 어찌 수습하시겠습니까 (중략) 이번 왜변도 대마도
왜놈들이 몰래 결탁하여 앞잡이가 되었으니 만고에 씻지 못할
큰 치욕입니다. 전하께서는 영묘한 위세를 떨쳐 보여주지
못하고 그 머리를 재빨리 숙이고 말았습니다.8
조식은 현실에 대한 날선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왜구를 방비하고 경계할
것을 특유의 거칠고 직설적인 말투로 강조했다. 그러나 그가 세상을 떠난
후 스무 해가 지나 결국 왜란은 일어났다. 정인홍과 곽재우 등 남명학파
의 문인들은 가장 먼저 깃발을 올리고 전선으로 달려갔다.9 역시 합천 출
7
문정왕후를 뜻한다.

신이던 정인홍은 조식이 아끼던 보검을 물려받은 제자로, 흰 머리를 나부
끼며 성주성 전투 등에 참전했다. 이후에는 대사헌을 거쳐 영의정이 되었

8
<을묘사직소乙卯辭職疏>,

허권수, 위의 책, 164~167쪽.

으나, 인조반정 이후에 압송되어 국문당한 후 참수되었다. 정승을 지냈으
며 팔순을 넘은 이의 목을 베는 것은 전례를 어기는 일이었다. 노구를 이
끌고 싸웠지만 결국은 역적으로 몰린 그가 복권된 것은 1908년(광무 12)

9
김지은, 「남명 조식의

의 일이다.10

일본인식과 그 전승」,
《조선시대사학보》, 2021 참조.

10
취재에 도움을 준 초계향교
김종탁 전교와 합천박물관
조원영 관장에 따르면,
정인홍의 죽음 이후 오랜 기간
북인의 후예들과 합천 지역에는
뿌리깊은 차별이 가해졌고,
이는 수백 년간 이곳 사람들의
큰 괴로움이었다고 한다.
해박한 역사적 지식과 피부로
전해져 온 고통을 전해주신
그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깊고 내밀한 땅, 목이 곧은 사람들
합천 금성산. 예부터 봉수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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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 화양리 육우당(六友堂). 편액의 글씨는 우당(愚堂) 유창환(兪昌煥, 1870~1935) 선생이 쓴 것이다.

하늘에서 본 육우당

대암산 오르는 구불구불한 길

한국의 히로시마 합천,
그들의 고통이 말하는 것

정든 땅을 떠나서 원폭 피해자가 된 이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한 해인사가 자리잡고 있으며 그다지 존경
받지 못했던 전직 대통령의 고향으로 그의 아호를 따른 공원이 있는 합천
은 또한 전혀 색다른 면모도 지니고 있다. 합천은 많은 원폭 피해자들과
그 후손들이 고단한 삶을 영위하는 고장이기도 하다. 1945년 8월 6일 원
자폭탄을 맞은 히로시마와 경상남도 합천은 언뜻 지구 반대편처럼 멀어
보인다. 항구도시 히로시마는 일본 제일의 군사도시였으며 현재는 ‘국제
평화문화도시’로 거듭나 있는데 반해 가난한 산골로 알려진 합천은 근래
에 조성된 테마파크가 인기를 끄는 외에는 여전히 저개발 상태의 향촌이
다. 히로시마와 합천, 일본의 원폭 경험과 한국인이 대체 어떠한 관련이

산세가 수려하고 아름다운 합천은

있는 것일까
경남의 서북부 내륙지방에 위치한 합천은 북으로 경북의 고령

‘한국의 히로시마’라는 어둡고 기이한

군과 성주군, 서쪽으로는 경남의 거창과 산청, 동남쪽으로는 의령과 창령

별칭으로도 불린다. 이는 합천에

군에 접해 있다. 가야산 국립공원 등 깊은 산세에 둘러싸인 이곳에는 낙

수많은 원폭 피해자들이 살며 자신의

동강이 멀리 경북 지역으로부터 합천군의 덕곡면 율지리로 흘러들어 합

고통을 견디기 때문이다. 이 깊고

천군의 청덕면 적포리에서 이곳의 젖줄인 황강과 합류한다. 합천군을 둘

오래된 아픔은 어디에서 비롯한

러싼 가야산과 황매산에서 발원한 황강은 서에서 동으로 합천군의 허리

것이며 무엇을 의미하는가. 『삶은

를 관통하여 7개 읍면을 통과한다. 수면이 얕은 황강 주변으로 펼쳐지는

계속되어야 한다: 원폭 2세 환우
김형률 평전』을 쓴 역사학자 전진성

농경지는 합천 전체 면적의 아주 적은 비중을 차지할 뿐이다. 이처럼 척
글. 전진성
고려대학교 사학과를

교수는 ‘평화’를 거듭 새기며 질문하는

졸업하고 독일 훔볼트

장소로서의 합천이 지닌 의미를

부산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살펴본다.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도시의

박한 자연 조건은 이곳 사람들에게 만성적인 빈곤을 선사했다. 합천 사람
들은 그들의 고달픈 삶을 애조를 띤 농요(農謠)에 담아 구성지게 흐느꼈

다. 신세타령조로 부른다는 합천군 초계면의 나무꾼 노래인 〈어산용〉은
다음과 같이 흘러간다.

공간과 역사의 중첩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저서로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

구야 아 어 여이 갈가마귀야

원폭 2세 환우 김형률 평전』,

이 어는 넋이 이 그리도

『상상의 아테네, 베를린. 도쿄.

무정하노 강원도 금강산 일만이천봉 팔만구암자

서울: 기억과 건축이 빚어낸
불협화음의 문화사』, 『빈딘성으로

곳곳이 다니지 마는 이 몸은 어찌 하야

가는 길: 베트남전 참전용사들의

임의 간 곳을

기억과 약속을 찾아서』, 『나현,

내 모르기 히도 지낸다 에 에에라

바벨 ‒ 서로 다른 혀』(공저),

『Transnational Encounters between

이것이 제일 서름이로고나

Germany and East Asia since
1900』(공저) 등이 있다.
촬영 자료 제공. 합천원폭자료관

한국의 히로시마 합천, 그들의 고통이 말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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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된 노동과 가난의 ‘설움’도 ‘임’에 대한 그리움에 빗대어 노래할 줄 알았

던 합천 사람들의 내면적인 여유는 일제의 공출(供出)이 본격화되면서

자취를 감추게 된다.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전시 식량을 확

보하기 위해 식민지 조선에서 대대적인 농산물의 수탈정책을 실시하였고
합천처럼 본시부터 가난했던 지역은 더 이상 생존이 불가능한 지경에까
지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 일자리를 찾아 나
서게 되었다.
조선총독부는 일본인의 식량 확보를 위해 토지조사사업이나 산
미증산계획 등을 시행하여 미곡의 단작화를 강요하였으며 일본의 방적·
제사 공업을 위한 안정된 원료 공급을 목적으로 미국 종 육지면(陸地綿)
재배와 양잠업을 강요했다. 이러한 정책은 조선의 농업 전체를 피폐하게
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합천처럼 산악지대에 둘러
싸여 경작지 면적이 좁은 곳이었다. 합천군민들은 본시 농사의 악조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쌀뿐만 아니라 보리, 콩, 팥, 잡곡, 야채, 특용작물 등을
골고루 재배해 왔지만, 일제에 의해 면화나 뽕나무로 대체된 전답은 자
연재해에 대한 저항력을 잃어 약간의 홍수나 가뭄에도 막대한 피해가 초
래되었다. 1930년대 이후 합천군민들 중 상당수는 ‘초근목피로 연명’하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결국 이농의 쓰라림을 겪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다면 합천 사람들은 왜 하필이면 히로시마로 건너갔는가
히로시마는 청일전쟁,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에 이르기까지 일
본의 군사대국화 과정과 병행하여 그 병참기지로 발전하였다. 군사도시
로서의 위용과 기능을 갖추기 위한 도시 확장 공사가 대대적으로 착수되
어 군수공장이나 군사시설이 대거 구축되고 있었고 이와 더불어 히로시

마현 서부의 유명한 ‘아키(安藝) 목면’ 재배를 위한 일손도 모자랐기에 조
선으로부터 값싼 노동력의 대량 유입이 절실했다.
당시는 지금같이 체계적으로 이민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아니었
다. 합천에서 히로시마로의 이주는 혈연이나 지연을 매개로 한 소위 ‘사
슬형 이민’이었다. 특별한 전문기술이나 정보가 없던 빈농들에게 해외에
돈벌이를 갈 수 있는 다른 방도는 없었다. 물론 자기 의사와는 무관하게
강제징용으로 미쓰비시 중공업 등에서 노역에 시달리던 사람들도 있었
다. 일자리를 찾아서든 강제 징용이던 간에 합천과 히로시마 간에는 밀어
내고 끌어당기는 일방적인 역학관계가 존재했다. 일제에 의해 정비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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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성
원폭 투하로 초토화된 히로시마의 항공 사진

미국 내셔널 아카이브(U.S. National Archives), 1945

통망은 이 역학관계를 촉진시켜 합천군민을 히로시마로 ‘내모는’ 데 톡톡
히 한 몫을 했다. 그리고 곧 이 저주받은 길을 따라 원폭의 고통이 거꾸로
밀려들었다. 그래서 합천은 본의 아니게 원폭을 맞은 적 없는 원폭의 현
장, 즉 한국의 히로시마가 되었다.
폐허에서 조선말로 어머니를 불렀던 이들

일본의 시민운동가 겸 문학자인 이치바 준코(市場淳子)의 역작 『한국의

히로시마』는 1 바로 이러한 합천 출신 원폭피해자들의 고통스런 삶을 섬

세한 필치에 담았다. 이에 따르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전체 피폭자
중 한국인은 약 10%에 달했고, 그 중 70% 이상이 경상남도 합천 사람이
었다. 피폭 당시 히로시마에는 한국인이 6만여 명이나 살고 있었다. 그 중

5만 명이 피폭되었고 그 중 3만 명이 바로 사망했다. 원폭이 떨어진 순간
부터 곧바로 민족 차별이 재개되었다. 폭발이 일어난 지 약 한 시간쯤 뒤
부터 일본 군경의 구조 활동이 시작되었는데 ‘아이고’, ‘어머니’ 등 조선말
로 울부짖는 사람은 병원으로 옮기지 않았고’ 구호소에 찾아가도 돌봐주
지 않았다고 한다. 더구나 피폭 후 피난 갈 데가 없어 ‘죽음의 재’가 가득
한 거리를 방황하다가 ‘검은 비’에 희생되었다고 한다.
나가사키로 징용을 갔다가 원폭투하로 일본 땅에서 쓰러져간
한국인들의 처절한 삶을 그린 한수산 작가의 장편소설 『까마귀』는 일본
화가 마루끼 이리(丸木位里)와 마루끼 토시(丸木俊) 부부가 그린 「까마

귀」라는 수묵화에서 모티프를 얻었다고 하는데, 병풍처럼 접게 되어 있는
이 수묵화에는 노인과 어린이, 여인의 시신을 뜯으려 달려드는 수십 마리
의 까마귀 떼들과 그 사이로 하얀 치마저고리가 떠나가고 있는 장면이 묘
사되어있다. 죽어서도 버림받은 한국인 원폭희생자의 아이콘이다. “까마
귀 떼가 달려들었다. 누구도 까마귀 떼들을 쫓는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태풍이 왔다. 살아서 헐벗었던 삶, 죽어서 새에게 뜯기면서 썩어간 주검
들은 넘치는 빗물에 쓸려 바다로 흘러들어갔다.”
생지옥에서 겨우 목숨을 부지한 한국인들은 살길이 막혀버렸기
때문에 대부분은 결국 그들이 떠나왔던 그 뱃길을 따라 귀향하는 수밖에
는 없었다. 겨우 목숨은 건졌더라도 그때부터가 문제였다. 일제 패망 직
1
이제수 옮김, 역사비평사, 2003

후 아직 연락선도 제대로 운행하지 않아 대부분의 조선 사람들은 작은 암
거래 선박에 의지해 바다를 건너야 했다. 태풍이 대한해협을 내습하는 초

한국의 히로시마 합천, 그들의 고통이 말하는 것
폭격 이후 폐허가 된 히로시마에 남은 건물

미국 내셔널 아카이브(U.S. National Archives),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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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이라 귀향길이 황천길이 된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다. 살아 돌아왔다
는 것만 해도 큰 행운이었지만 이토록 힘들게 찾아온 고향에서 이들을 기
다리고 있는 것은 희망이 아니라 무지함으로 둘러싸인 오해와 편견이었
다. 그들은 가족 친지들로부터도 ‘나병 환자’ 취급을 받았다. 그리고 그러
한 불행을 전적으로 개인이 감당하도록 강요받았다. 아래 문단은 2005년

6월에 채록된 한 원폭피해자 가족의 증언이다.
환갑 년에 죽었네요. 우리 영감도 징병 안가고 조선서 젊을
때는 나락 업고 사람이 그리 좋대요. 세월이 조지니 내 한이
맺혀 말도 못하네요. 그 당시 남자 명색은 집에 못 잤어요. 내
젊을 때, 산에서 숨고 밤에 내려오고, 결국 징병으로 끌려갔지.

(원폭으로) 화상 입었단 말이 맞아. 몸이 헌데가 많아 보지도
못해요. 물이 찔긋찔긋 나고, 수족을 못 썼어. 다리가 오그라져
펴지도 못하고. 딴 사람은 다 나왔는데 엄청나게 늦게 나왔어.
일본에 우리 동생 있는데 거기 들어가 조리를 했다 해. 아무 갈
데도 없고.
막내 그게 즈그 아버지 아플 때 다리 주물러주고

(영감은) 한 삼년 고생하다 죽었네요. 나는 장사 다니느라, 하도
없이 살아서 이고 지고 다니고, 식구들 묵고 살 땅 한 뙈기
없지. 손끝으로 묵고 사는데 모두 넘의 집살이, 옛날에 머슴살이
했어요. 그때 내 신세는 연년이 흉년지고 보릿고개라. 지금
사람들은 모르네, 부자네요 모두 다, 지금 세월 따라.
고통은 개인의 것이 아니다
한국인 원폭피해자와 그 가족 및 후손들이 가난과 질병의 대물림 속에서
고통받아온 것은 결코 개인적 불행으로 축소될 수 없는 역사적 원인을 지
니고 있다. 합천에서 많은 사람들이 히로시마로 건너갔던 것은 분명히 일
제와 그 하수인들에 의한 수탈이 심했거나 혹은 징병으로 끌려갔기 때문
이다. 그렇기에 히로시마에서 피폭된 합천 사람들의 고통은 그들을 히로
시마로 내몰고 귀향 후 무책임하게 방치해온 일본과 한국, 그리고 미국
정부 모두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합천은 해인사와 ‘일해 공원’의 고장만이 아니라 한국인 원폭피

한국의 히로시마 합천, 그들의 고통이 말하는 것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의 적립우편저금통장

소장. 합천원폭자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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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자들의 아픔이, 그 애환의 역사가 서려있는 곳이다. 현재는 원폭피해자
복지회관이 마련되어 있고 원폭자료관도 설립되었으며 히로시마 평화기
념공원 같은 류의 장엄한 기념·추모시설도 조성될 예정이라지만 아직도
극심한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 원폭피해자 1세대가 겪어온 원통함이 해소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거주하는 2세대와 3세대들의 상당수
가 가난과 병고에 시달리고 있다.
다른 과거사 문제들과는 달리 원폭 피해는 직접적인 피해 당사
자들의 고통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핵폭탄에서 방출된 방사능은 자
연과 인체에 심각한 손상을 야기하여 대대손손 영향력을 행사한다. 20세
기 중엽에 투하된 원폭이 21세기까지, 즉 전혀 피폭되지 않았던 후손들의
미래까지 좌지우지한다는 사실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준다. 따라서
합천은 전 인류에게 보내는 경고 메시지의 발원지다. 히로시마와는 또 다
른 차원에서 합천은 핵무기 사용이 초래한 치명적인 결과를 환기시킨다.
마치 끊임없이 출몰하는 유령처럼 원폭이 낳은 상흔은 시공간을 초월하
여, 국경선과 세대를 뛰어넘어 고통을 일으킨다.
이렇게 볼 때 합천에 히로시마처럼 근사한 기념·추모시설을 만
드는 것은 어쩌면 이 고장의 독특한 역사를 매장해버리는 일일 수도 있
다. 합천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상투적인 역사를 문제시하고 공허한
세계평화의 구호를 대체하라는 것이 아닐까 치유되지 못한 상처를 숨김
없이 드러냄으로써 역사적 현실을 직시하고 인류적 고통에 공감하도록
우리를 각성시키는 일에 참된 가치는 있을 것이다.
범인류적인 식민통치의 역사, 세계대전과 냉전, 민족 차별과 사
회적 불평등, 현대 과학문명과 인권, 과거사와 책임의 문제가 합천이라는
고장에서 만난다. 국제적인 대도시만이 세계적인 것은 아니다. 합천은 고
통과 애환의 역사를 통해 세계적인 화두를 던진다.
김형률의 고향 합천, 평화를 쟁점화하는 장소로

2003년 한국인 원폭피해자 2세로서의 정체성을 가다듬고 있던 청년 김형
률은 『한국의 히로시마』가 번역 출간되자마자 이 책을 읽고 지인에게 다
음과 같은 편지를 남겼다.
그동안 저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으로 남아 있었던, 저의

한국의 히로시마 합천, 그들의 고통이 말하는 것
어느 원폭 피해자가 품속에 지니고 다니던 부적.
생전 그는 ‘덜 아프게 해달라’고 이 부적을 놓고 빌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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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께서 왜 합천에서 일본 히로시마로
도일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저의 어머니께서 히로시마에서
태어나 원자폭탄에 피폭을 당하셔야 했었던 이유에 대해서
풀어갈 수 있는 실마리를 찾게 된 것입니다. 또한 왜 제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35여 년 동안 병마에 제 삶이 발목
잡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며 제 나이의 사람들처럼
사회적인 활동을 통하여 자아실현을 할 수 없는 것과 행복한
가정을 가지고 싶은,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고 싶은 소망마저도
이룰 수 없는지에 대해 풀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형률 한국원폭2세환우회 초대 회장은 2005년 5월에 만 서른넷의 나이
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평생 병마와 싸우면서도 뒤늦게나마 한국인 원폭
피해자 2세로서의 정체성을 획득하고 그들의 인권 회복을 위해 삶의 마
지막을 불태운 사람이었다. 그는 자기 삶의 고통을 통해 원폭 문제의 핵
심을 깨달은 선각자였다. 그 고통은 결코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역사적인
비극이며 정치적인 책무이고 또한 범인류적인 인권의 문제였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만나는 꼭짓점에 합천이 있었다.
김형률은 선친의 고향 합천을 너무나도 사랑했다. 부산에서 태
어나고 살았던 그에게 합천은 그가 흔들릴 때마다 의지하는 굳건한 뿌리
였다. 자신의 아픔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기에 그는 합천도 받아들일 수
있었다. 합천에 서려 있는 고통과 애환의 역사는 바로 그 자신의 모습이
었고 그래서 그는 합천을 위해 분투했고 결국 합천에 묻혔다. 그가 바라
던 바처럼 한국의 히로시마는 일본의 히로시마와는 달리 심각한 문제를

‘세계평화’ 따위의 얄팍한 구호로 해소해버리기보다는 오히려 계속 새롭
게 쟁점화하는 ‘문제적 장소’로 남아야 한다.

한국의 히로시마 합천, 그들의 고통이 말하는 것
일본군 물품으로 추정되는 금속 그릇. 피해자가 집에서 쌀바가지로 썼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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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 열에 못이겨 녹아내린 유리 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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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의 그릇 조각. 원폭이 떨어지면 멀리 있는 민가의 그릇도 모두 깨져버리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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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인정을 받기 위해 일본을 오가던 1980년대에 구입한 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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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어와 영어·일본어·중국어 간이 사전. 쌍책면에 살던 이가 만든 개인 필사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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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갈 수 없는
물속의 고향에서

제 고향을 지키지 못한 사내의 뒷모습

1985년 합천의 눈 덮인 산야, 광막한 골짜기를 가로질러 걸어가는 사내가
있다. 사내는 어깨에 빈 지게를 메고 있다. 그가 문득 걸음을 멈추고 고개
들어 먼 마을을 바라본다. 한숨 속에 입김이 새어 나온다. 다시 점퍼 호주
머니에 손을 넣고는 터벅터벅 걷기 시작한다. 그 앞에 이정표처럼 커다란
게시판이 하나 서 있다. 거기 잠시 멈춰 선다. <다목적댐 조감도>. 사내가
바라보던 마을의 모습은 머지않아 그 그림처럼 될 것이다.
댐 공사가 시작된 지 벌써 몇 해, 이웃들은 어느덧 하나둘 마을
을 등지고 떠나갔다. 이미 댐의 물이 차기 시작했는데도 그는 가족과 함
께 아직도 마을에 남아 있다. 조상의 산소가 있는 고향을 차마 버릴 수 없

합천군 봉산면과 대병면의 호수

어서다. 마을엔 아직 그와 같은 이들이 몇몇 버티고 있다. 사내는 자신의

바닥에는 어떤 이들의 고향이 있다.

조상을 떠올린다. 그의 조부는 일제 시대 단발령을 강제 집행하려는 순사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대역사’를 위해

에 맞서 자결한 이였다. 지금 시대의 관점으로는 어리석어 보일지언정 그
시대 부모에게 물려받은 머리칼을 잃는다는 건 목숨을 잃는 일이나 마찬

대대로 일구어 온 땅은 수몰되었고,

가지였으므로, 조부는 가장 귀한 것을 빼앗기지 않음으로써 지켜내고자

농민들은 조상의 묘를 이장하고 짐을

한 것이었다.

챙겨 떠났다. 왜 이런 일이 있었으며,

“모름지기 사내란, 제 것을 지킬 줄 알아야 한다⋯” 조부의 마지

그들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

막 말이었다. 사내는 시름에 잠긴 채 자문한다. 내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

《보보담》은 시인이자 소설가인

이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편 마을 이장은 사

장혜령과 함께 물 위에 떠다니는 몇

내의 집을 찾아 그의 아내와 딸에게 보상금을 받고 어서 마을을 떠나라

조각의 기억을 건져내려 시도한다.

고 권한다. 고향 떠나기가 쉽진 않겠지만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고 말한
글. 장혜령

다. 아내와 딸은 사내와는 생각이 다르다. 다른 이들처럼 산간 마을을 떠

2017년 《문학동네》를 통해 글을

나 새로운 삶을 살길 바란다. 그러나 사내는 농사꾼이다. ‘농군이 땅을 저

발표하기 시작했다. 산문집

버릴 수는 없는 일이다.’ 그는 옛날 사람의 방식으로 고집스레 생각한다.

『사랑의 잔상들』, 소설 『진주』,
시집 『발이 없는 나의 여인은

이는 1985년 2월 KBS에서 방영된 TV문학관 <수몰촌>의 한 대

노래한다』를 펴냈다. 2020년
겨울부터 《보스토크》에 사진
픽션을, 2021년 여름부터

1
1985년 대병면 창리 산

《악스트》에 여성 작가의

9번지에서 자리를 옮겨 현재

글쓰기에 대한 에세이를

합천호 회양관광단지 안 합천호

연재하고 있다. 특정 장르에

호반에 위치

속하기보다 새로운 공간을
개척하는 글을 쓰고자 한다.
사진. 조재무

목이다. 이 드라마는 합천군 봉산면 출신 소설가 최남백의 소설 『수몰촌』
을 각색하여 만들어졌다. 드라마 방영 10년 전인 1975년 현대문학에 발
표된 소설은, 작가가 자신의 고향이 수몰된다는 소식을 접하고서 집필한
작품이다. 90여 분 남짓한 드라마 <수몰촌>에는 합천댐이 지어지면서 수
몰된 마을들과 황강 변, 당시 마을 사람들의 모습까지 세세히 담겨 있다.

2
지금은 밤에 별을 볼 수 있는
캠핑장으로 알려져 있다.

황강 변 절벽에 우뚝 솟아 절경으로 꼽혔다던 광암정이라던가 1, 대병면의
높은 지세를 이루고 있는 해발 1,108m의 황매산2, 사금을 채취했다던 강

도움. 김종탁(초계향교 전교)
조원영(합천박물관장)

일만사천 명의
이제는
생명이
갈수
스러진
없는 남원성
물속의 벌판에서
고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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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해 여름 은어가 돌아오던 황강에서
이제는 배스 낚시를 하는 이들
합천은 거창과 더불어 경남 서북부의 해발 500~1,000m에 이르는 산간
지대에 차리한다. 그야말로 첩첩산중이라 할 수 있는 지역이다. 합천의
깊은 지세를 만들어낸 것은 소백산맥이다. 이는 태백산맥의 가장 높은 봉
우리인 태백산(1,567m) 부근에서 발원해 서남쪽으로 구부러지면서 충북
단양의 소백산(1,439m), 보은의 속리산(1,058m) 등 높은 봉우리들을 거
느린다. 산맥은 충북 영동의 추풍령 구간쯤에서 동서로 흩어지며 무주의
덕유산(1,614m), 합천의 가야산(1,430m), 경남과 전남에 걸쳐 있는 지리
산(1,915m), 그 아래 백운산(1,222m) 등 여러 산들을 이루다가, 이에 그치
지 않고 남해의 다도해까지 이른다.
합천댐은 소백산맥이 품은 산 가운데 덕유산(1,614m)을 수원으
로 삼는 황강의 위아래를 가로막아 건설한 댐이다. 낙동강 지류이자 상류
인 황강은 총 길이가 무려 111km로, 경남 서부 산악지대의 험준한 협곡
을 따라 서에서 동으로 흐르며 거창과 합천의 한복판을 관통한다. 이때
강은 합천의 17개 읍면 중 7개 읍면을 남북으로 가르며 합천군 청덕면 일
옛 봉산면의 평화로운 전원 풍경.

대에서 낙동강과 합류한다.

제공. 합천군청

이처럼 황강 변은 예부터 지세가 험해 너른 평야를 찾아볼 수
변의 백사장, 훗날 댐이 지어지면서 도회지에 값비싼 정원석으로 팔려나

없었고, 강변의 경사지에 계단식 논이나 밭을 일구며 식구가 먹을 만큼의

갔다던 황강 변의 냇돌⋯ 지금은 합천댐 주변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

농사를 짓는 이들이 사는 곳이었다. 강변에서는 참마자, 갈겨니, 누치 같

는 풍광이다.

은 물고기들이 주로 잡혔다. 합천 사람들은 잉어과의 이 물고기들을 일컬
어 ‘참고기’라 불렀다. 농번기 때가 아니라면 이들은 시시때때로 강에 투

80년대 중반, 황강 인근 마을의 여인들은 한겨울에도 개울가로

망이나 낚싯대를 던져 물고기를 잡아 회를 치거나 탕을 끓여 먹었다.3

빨랫감을 한 광주리 이고 나와 언 손으로 빨래를 했다. 어머니뻘의 여인

여름철이면 바다로 떠나갔던 은어가 산란을 하러 강의 상류로

들은 한복 저고리에 조끼를 걸치고 치마를 입었고 딸 뻘의 여인들은 면바

거슬러 올라왔다. 해마다 황강의 빛나는 은어를 잡으려고 다른 지역에서

지에 스웨터를 입었다. 생활방식이나 복식 뿐 아니라 가옥의 형태에도 전
통과 현대라는 가치가 충돌하고 있었다. 마을 곳곳에는 어느새 슬레이트

3
『합천댐수몰지』,

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도 한다. 그러나 그로부터 수십 년의

나 함석지붕을 올린 집들이 눈에 띄었지만, 전국적인 새마을 운동 이후에

경상남도합천댐

세월이 흐르는 동안, 댐으로 강이 가로막히며 생태계가 변화해 지금은 군

도 여전히 많은 집들이 초가지붕을 이고 있었다. 합천은 쉽사리 고향땅을

건설기술사업소, 경상남도,

차원에서 은어를 사육해 방류해야 할 만큼4 그 수가 줄었다. 그럼에도 합

등지지 못하는 이들의 터전이었던 것이다.

1988. 5. 20.
4
「합천군, 황강에 은어 치어
2만미 방류」, 『국제신문』,
2022.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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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댐에서는 아직도 찌를 드리우고 낚시 하는 사내들을 볼 수 있다. 이제
이곳에서는 생태계 교란어종인 배스가 주로 잡힌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많은 낚시꾼들이 합천댐에서 낚은 팔뚝만한 배스를 들고 사진 속에서 환
하게 웃고 있다.

이제는 갈 수 없는 물속의 고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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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고향을 잃었는가, 그들은 무엇을 받아서 어디로 갔는가

댐 건설로 수몰되는 지역은 합천과 거창을 합해 2개 군 5개 면

『합천댐수몰지』에 따르면 합천댐이 건설된다는 소문은 일제 강점기 때

27개 리에 이르렀다. 수몰지 주민수는 1,714가구 7,530명. 특히 합천군 대

부터 돌았었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 댐은 지어지지 않았다. 해방 후 6.25

병면(7개 리)과 봉산면(12개 리)의 피해가 컸다. 봉산면의 경우는 마을의

가 끝난 1960년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댐 건설이 본격화되

절반 이상이 수몰될 예정이었다.

는 듯했다. 이때는 황강 유역이 수몰예정지로 고시되어 토지 매매가 거의

1983년, 본 공사가 시작되며 이듬해 합천댐 수몰지원사업소가

멈추고 타당성 조사와 측량이란 구체적인 절차까지 밟았음에도 댐이 지

생겨났다. 이 사업소는 ‘수몰 지원’이란 이름 뒤로, 실은 수몰지 주민들에

어지지 않았다. 수십 년 간, 마을이 남게 될지 물에 잠겨 사라질지 국가의

대한 토지 보상을 담당했다. 당시 국가의 보상 기준은 토지의 용도와 가

시책만 기다리며 노심초사했을 주민들의 심정이 그려지는 대목이다.

옥 형태에 따라 등급을 나누는 식이었는데 합천의 농군들이 주로 살았던

그러다 1966년부터 71년에 이르는 5년간, 낙동강 유역 종합개

초가는 ‘슬라브와·토기와·세와·스레트’ 같은 다른 가옥에 비해 현저히 보

발계획에 따른 조사가 이뤄지고 1973년 합천댐 기본계획이 세워진다. 댐

상금이 낮았다. 보상금으로 3,000만 원 이상을 손에 쥔, 자본이나 기술이

이 지어진다면 장마철 낙동강 하류가 더는 물에 잠기지 않고, 마산·울산·

있는 주민들만이 신축되는 집단 이주지의 주택 입주권을 얻을 수 있었다.

창원 같은 공업도시에 공업 및 생활용수가 원활히 공급되리라는 내용이

수몰민의 약 17%에 해당하는 이들은 댐 주변에 생겨날 관광단지나, 면사

었다.

무소가 있고 시장이 서는 집단 이주지에서 장사를 하려 했다. 반면 새 집

인공 호수가 된 합천호의 모습. 수면에 있는 것은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다.

까지는 마련할 수 있더라도 장사 밑천이 없거나, 평생 농사일만 해봤던

50대 이상 노인들은 선택지가 없었다. 거의 대다수였던 그들은 장남이 사
는 도시로 가서 흙을 만지지 못하는 새로운 환경에 자신을 내던져야만 했
다. 자녀가 없거나 합가해 살 수 없는 형편의 노인들은 친족이 사는 합천
의 다른 마을, 혹은 지가가 싼 거창, 고령, 김해로까지 떠났다.
사정을 알고 나면 숫자만 빼곡히 적힌 단정한 도표 속에서, 어디
에도 기록되지 못한 이름 없는 수몰지 농군들의 슬픔이 읽힌다. 목숨과도
바꿀 수 없다 여겨왔을 농토의 가치를 수치로만 환산하는 세계 앞에 그들
은 어떠한 심정이었을까. 더없이 무력하고 절망적이었으리라. 기록을 보
면 댐에 물이 차기 직전까지도 차마 땅을 버리지 못해, 이사를 가서도 농
사지으러 돌아오는 농군들이 있었다.5 그들에게 땅은 어떤 도리이자 신념
이었을 것이다.
또한, 오래전 이곳에는 땅문서 하나 없는 농군들도 있었다. 그들
은 평생 땅을 소유하지 못하고 남의 땅만 돌보던 소작농으로 토지 소유권
을 국가에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쓸쓸히
마을을 떠나야 했다.
국가사업이라면 개인이 원치 않더라도 따라야 한다 여기면서도
수몰지 주민 대다수는 사실상 토지 보상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개발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표본집단 조사에서 주민들이 가장 많이 꼽은 반대
이유는 놀랍게도 ‘고향 상실의 아픔’이었다.6
수몰을 통해 역사를 발굴하는 아이러니

합천군 쌍책면 성산리에는 ‘옥전(玉田)’이라 불리는 언덕이 있다. 땅에서
구슬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일찍이 ‘옥전(구슬밭)’이라 불렸다. 구슬이 많

이 나온다는 소문 때문에 일제 강점기 때는 도굴꾼들이 들락거리기도 했
던 곳이었다. 이 언덕들이 그저 여느 언덕이 아니라, 옛사람들이 죽어서

5
앞의 책.

재 조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6
앞의 책.

묻힌 고분군(古墳群)이라는 사실은, 얄궂게도 합천댐 수몰지에 대한 문화
합천박물관은 이 옥전 고분군이 사적 제326호로 지정된 후, 출
토 유물들을 보존하고자 세워져 2004년 문을 연 공간이다. 2007년 열린
박물관의 첫 기획전에 참여했던 박물관장 조원영과,7 1985년 문화재 발굴
과정에 참여했던 합천군 문화관광해설사이자 초계향교 전교 김종탁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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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당시 학예사였던 그는 2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박물관장이 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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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 시절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 들을 수 있었다.

1984년 12월부터 85년 4월까지 영남지역 여덟 개의 대학박물
관과 국립진주박물관이 참여한 대규모 매장 문화제 조사단이 꾸려졌다.8
물에 잠기게 될 황강 상류 지역에 대한 지표조사를 하다 보니 많은 유적
이 확인된 까닭이었다. 그리하여 1985년 여름, 경상대학교 박물관 유적조
사팀은 황강 하류지역 유적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김종탁 전교는 변변한
숙소가 없던 인근에서 머물 곳을 찾던 십여 명의 조사팀을 자신의 집에
기거하도록 했다. 마을을 잘 알고 조사에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그는 뜻밖
에 민간인 자격으로 수년에 걸친 조사 과정 전체에 참여하게 된다. 1989
년, 그는 박물관 설립에 대한 주민들의 연명을 받고 청와대와 국회, 문화
재관리국 등에까지 건의서까지 보냈다 하는데 그와 같은 주민의 힘이 모
여 결국 박물관이 지어질 수 있었음은 놀라운 일이다.
경상대학교 박물관 유적조사팀은 황강 남쪽 지역에서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한 채 쌍책면까지 넘어갔다가, 면소재지 뒤편에서 돌로
쌓은 커다란 성벽을 발견하고, 인근 마을에서 대형 굴식돌방무덤까지 발
견한다. 이 무덤에서 도굴꾼의 흔적을 발견한 것이 조사팀의 첫 수확이었
다. 도굴꾼이 드나들었다면 분명 무언가 있지 않을까.
이로부터 점차 조사 반경을 넓혀가던 조사단의 눈앞에 엄청난
수의 무덤들이 나타났다. 이 무덤들이 바로 옥전고분군이었다. 조사단은
옥전고분군의 축조 방식을 이전 시대와 비교하여, 고분이 커지고 출토 유
물의 수가 늘어난 점을 살펴 ‘다라국’이란 국가가 탄생했음을 추정했다.
다라국이 위치했을 합천의 쌍책면 일대는 외진 위치였으나 달리 보면 군
사적 요충지였다.(대가야연맹체의 다른 국가들을 고려할 때 쌍책의 다라국은
가락국이 있던 고령과 이어져 있고, 황강을 끼고 안라국과, 낙동강을 끼고 비사벌
국과 마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고분 수가 무려 1,000기가 넘었기에 발굴 조사만 총 5회, 1992
년 조사를 일단락하기까지 7년이 걸릴 만큼 옥전 고분군은 방대한 유적
이었다. 이 과정에서 조사단은 146기의 무덤을 심층 조사했는데 여기서
서기 400년 전후에 만들어진 갑옷, 투구, 무기, 목걸이, 귀걸이 등이 발견
8
『합천군 통합 100년 역사
이야기』, 경상남도 합천군,

2014. 9. 30.

되었다고 한다.
후일, 박물관이 건립되며 출토 유물들을 보존·전시할 공간이 생
겼다. 그 유물 가운데 일부를 세상에 드러낸 첫 전시가 2007년 합천박물

이제는 갈 수 없는 물속의 고향에서
합천호 북쪽 인근의 전원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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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기획전 <황강이 전하는 삶, 흔적>이다. 발굴한 유물과 함께 수몰지의

어떤 이들의 고향 상실은 다른 이들에게는 많은 것을 주었다.

옛 사진을 모아 함께 전시했다. 조원영 박물관장은 수몰지에 살았던 이

‘수몰되지 않았다면 발굴되지 않았을 역사’라는 그의 말을 곱씹어본다. 말

들이 기억을 되살릴 수 있는 자리를 한편에 마련하고 싶었다고 회고했다.

없이 흐르는 황강 변에서, 이 땅이 지닌 비애와 아이러니를 절감한다.

9

덧붙여, 댐으로 마을이 수몰되는 상황에 처하면서 문화재 조사가 이뤄졌

9
「합천 황강의 삶. 흔적」,

고, 그러다 옥전고분군이 발견되고 결국 박물관이 지어지게 된 것이라고

『부산일보』, 2007. 4. 26.

했다.

합천박물관 뒷편 옥전고분군

봉산면 수몰지구 옛 모습
제공. 합천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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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옥계국민학교 앞 꽃길을
만드는 학생들

2
봉계 1구 도로 보수. 1980.

3
양지 2구 농로 정비. 1980.

2

4
김봉공중다리와 신
소재지 조성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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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압곡 1구 농로 정비, 1980.

6
봉계 1구 도로 보수. 1980.

7
양지 2구 농로 정비. 1980.

8
미곡 증산 및 산림대회,

6

196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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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 2구 농로 정비.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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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현 2구 가천

가야산과 황매산, 합천호 일대
사진. 손묵광
경남 밀양 출생. 대학과 대학원에서 보도사진을 전공했다. 일간지 사진기자를 거쳐 현재
창원대학교 등에서 후학을 양성하며 온빛다큐멘터리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45회의
개인전과 단체전 200여 회를 열었고, 국내외 다수의 작가상을 받았다. 한국 풍경과 석탑,
마애불, 절집, 누정, 산성 등을 기록 중이며, 문화재 지정 석탑과 마애불을 전수 촬영하여

『탑: 선 채로 천년을 살면 무엇이 보일까』, 『한국 마애불의 기억록』 등의 책을 출판했다.

합천의 아름답고
기이한 것들

합천에는 드물게 기이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많다. 거칠고 수
려한 자연 환경과 유례 없이 깊고 무거운 역사적 시간들 때
문일 것이다.
이 장에서는 험준한 가야산 자락에 해인사의 공간을 만
들던 이들의 고민을 돌아보는 건축사학자와, 초계분지에 떨
어진 5 만 년 전의 운석을 세심하게 읽는 지질학자, 그리고
합천의 오래된 나무에 얽힌 생태와 역사 이야기를 유려하게
풀어내는 식물학자와 함께 걸으며 합천의 독특한 아름다움
을 발견하려 한다.

해인사의 건축적 공간,
깊은 땅과 무거운 시간들
대화. 전봉희 글·사진 이민지 사진. 손묵광
초계 분지의 돌에서 운석 충돌의 순간을 보다
대화. 임재수 사진. 김경태
합천의 오래된 나무들
글. 박상진 사진. 조재무

해인사의 건축적 공간,
깊은 땅과 무거운 시간들

건축, 땅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문제
작년에 출간된 제 책 『나무, 돌, 그리고 한국 건축 문명』은1 한국 건축이
세계 건축 문명의 어디쯤 위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대에 따라 어떤 변
화를 거쳐왔는지에 대한 꽤 오랜 생각을 정리한 것입니다. 크게 보면 우
리 건축 문명은 ‘중국계 목조건축 문명권’에 속하고, 대외 개방의 정도에
따라 크게 세 번의 흥성기를 가집니다. 이 중국계 목조건축 문명권은 우
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유교 문화권’ 혹은 ‘한자 문화권’의 지리적 범위와
일치합니다. 즉 중국을 비롯해서 한국과 일본, 베트남 정도까지 포함하고,
그 안에 한국 전통 건축이 위치합니다. 이들 문화권을 상징하는 건축적
대원칙은 목조 기둥과 보를 이용하여 건축물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지

해인사는 대장경을 지키는
봉안처로서의 무거운 사명을 오래도록
수행해 왔다. 험준한 가야산 자락에
둘러싸인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하고

만 그 안에서 한국과 일본과 중국과 베트남의 건축은 각각 다릅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땅의 문제, 다음으로는 그 위에 살아가

대화. 전봉희

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즉 자연적인 조건 뿐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만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들어지는 문화적인 영향들이 있을 것입니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서울대학교 박물관장과

중국계 목조건축이 한국에 전해진 시기는 기원전 2세기 말에서

있으며, 장경판전이라는 압도적인

한국건축역사학회장을 지냈다.

1세기 초 정도의 일입니다. 기원후 4세기 정도에는 좀 더 구체적인 건축

권위를 지닌 건물을 중심으로 독특한

주 연구 분야는 주거사와 목조
건축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유적들이 등장하고, 7세기 경에 이르면 이런 건축 기술을 거의 완벽하게

공간적 질서를 지닌 곳이기도 하다.
전봉희 교수는 동아시아의
건축문화사를 연구하는 학자로,

건축 문화사다. 『3칸×3칸:

구사하게 됩니다. 해인사와 부석사가 만들어진 시기는 9세기 정도로 추정

한국 건축의 유형학적 접근』,

『한옥과 한국주택의 역사』,

됩니다. 처음에는 외래 문명을 받아서 배우거나 그대로 따라하는 데 급급

『한국 근대도면의 원점』,

했다면, 8~900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의 정서와 자연 조건에 맞춘 건

『한국건축개념사전』 등 여러

사찰을 비롯한 전통 건축의 공간이

논저가 있다. 대한건축학회

축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조금씩 우리 색깔을 낼

지닌 구조와 역사적 맥락을 논문과

남파상, 논문상, 학술상,
한국건축가협회 공로상,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한 것이 땅의

저서, 전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조건이고, 그런 점에서 해인사와 부석사는 한국 건축의 성격을 잘 보여주

과학기술부 장관 표창,

는 듯합니다. 우연찮게도 둘 다 통일 신라 시대의 고승인 의상과 관련이

서울대학교 교육상 등을 받았다.

분석하고 발표해 왔다. 《보보담》은
그와 함께 해인사를 걸으며 지난
시간이 건축물과 석탑, 소맷돌에 남긴
이야기를 듣는다.

있는 화엄종 사찰이고, 처음에 자리 잡고 만들어진 시기도 비슷해서 당시

글·사진 이민지
사진가. 본 것과 못 본 것을

상황을 가장 잘 나타내는 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5년에 리움에서

찍고 있다. 찍은 것들의 시-차를

열렸던 전시 《한국건축예찬 ‒ 땅의 깨달음》에서도 그런 점을 보여주려 나

가늠하며 이런저런 문장을

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붙이기도 한다. 그런 것들을 모아
개인전 《사이트 래그》(2018)를
열고 사진책 『그때는 개를
제대로 잘 묻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를 만들었다. 몸과
몸짓들을 관찰하며, 개인전
《고스트 모션》(2021)을 열었다.

1
전봉희, 『 나무, 돌, 그리고 한국
건축 문명: 동과 서, 과거와
현재를 횡단하는 건축 교양
강의』, 21세기북스, 2021.

가야산 깊은 땅에 해인사 가람이 섰을 때
가야산 깊은 곳에 해인사 가람을 세운 9세기 경은, 신라가 수도 경주를
벗어나 넓은 강역을 통치해야 하던 새로운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사진. 손묵광

동학의
해인사의
시린
건축적
꿈, 교룡산에
공간, 깊은
맴도는
땅과두
무거운
줄기의
시간들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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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했다고 해서 특정한 지리적 경계선을 쉽게 넘을 수 있는 것은 아
닙니다. 예를 들어 통일 이후 신라가 설치한 특수 행정구역인 5소경도2
통일 이전의 신라 영토의 경계선에 걸려 있고, 화엄사, 부석사, 해인사, 법
주사 같은 대찰들 또한 그 경계선 위에 만들어졌습니다. 국경은 없어졌
지만 심리적인 국경이라 할까요 통일신라는 이 경계선을 따라 신라 문
화를 전파하고 통합할 거점들을 만들었습니다. 한편 해인사는 다른 사찰
들과는 달리 일종의 ‘보장처’로3 일찍부터 판단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
론 지금은 길이 잘 닦여 있고 고개를 넘어오는 길도 있지만 옛날에 이곳

2
5소경(五小京)은 통일

에 가려면 하천을 따라 계속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해인사

신라가 수도 서라벌(경주)의

에 갈 때마다 정말 ‘깊이 들어간다’는 느낌을 계속 받는데, 그 절묘한 장소

기능을 분담하기 위해 설치한

를 어떻게 찾았고 왜 거기에 자리를 잡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는 ‘땅’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땅을 이용하
는 것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선은 위치, 그러니까 입지의 차원에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입지’는 대체로 이중환의 『택리지』4 정도
의 수준, 즉 어디에 가람의 터를 잡으면 좋겠다는 정도의 개념입니다. 예
전에는 대체로 조금 더 높은 장소를 사용했고, 조선 시대에 와서 저지대
위주의 터를 개발하고 사용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산업과 농사법의 변화,

행정 구역이다. 처음에는

국원소경(國原小京; 충주),

북원소경(北原小京; 원주),
남원소경(南原小京; 남원),
서원소경(西原小京; 청주),

금관소경(金官小京; 김해)으로

시작하였고 이후 다소의 변동이
있었다.

수리 관개 시설의 변화의 이유로 사찰이 점차 평지로 내려오게 된 것입니

3
보장처(保藏處)는 난리가

다. 즉 입지의 문제는 곧 지리학의 차원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요 인물들이 대피하거나,

한편 건축적 차원에서 이야기를 이어나가면 이는 배치의 문제,
즉 터 안에서 땅을 다듬는 이야기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건축물을 어디에
5

났을 때 왕실이나 종교 교단의
신주(神主)와 같은 주요한

물건을 숨기는 장소를
의미한다.

어떤 방향으로 놓고, 앞뒤의 기단과 석축, 축단을 어떻게 다듬어 나갈 것
인지에 대한 플랜 레이아웃(plan layout)입니다. 한국 사찰의 건축물들은
대체로 반듯하게 줄을 세워 짓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생긴 땅의 모양을 따
라갑니다. 그런 부분들이 한국 건축 문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아
닌가 싶고, 해인사는 이를 잘 드러내는 듯합니다.
여유롭고 느슨한 축의 배치, 담장 없이도 지켜지는 공간
부석사와 마찬가지로 해인사의 건물 배치 특징은 방향과 높이를 함께 조
정하는 데 있습니다. 축의 질서와 마당 중심형 배치가 복합적으로 나타납
니다. 마당을 둘러싸는 건물군을 하나 놓고, 올라가서 또 마당을 둘러싸
는 건물군을 놓는 식으로 차례차례 계속되지만, 일직선으로 놓는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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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택리지擇里志』(1751)는 조선

후기 이중환이 전국을 답사하고
저술한 우리나라의 인문
지리서다.

5
기단(基壇)과 축단(築壇)은

전통 건축에서 터를 반듯하게
다듬은 후 흙이나 돌 등으로 한
층 높게 쌓은 단을 의미한다.

석축(石築)은 토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주변에 돌로 쌓은
옹벽을 뜻한다.

전봉희
해인사 처마 위로 보이는 가야산 능선

사진. 이민지

니라 조금씩 방향을 틉니다. 기본적으로는 미세 지형을 따라가기 때문입

로 확장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이를 현실 세계

니다. 이렇게 축을 따르는 배치나 마당을 중심으로 하는 배치 모두 경사

에서 구현하려면 대규모 토공사(earthwork), 즉 땅을 다지는 작업이 필요

지에 큰 시설을 설치할 때 갖게 되는 공통적 숙명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합니다. 대규모 토공사는 동원할 수 있는 노동력의 크기를 보여주는 것이

계 목조건축 전통의 개별 건물들은 워낙 작아서, 복잡한 활동을 하거나

고, 그것을 지은 사람의 권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이는 특정한 공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설이 필요할 경우에는 건물 여러 채를 지을 수

을 반듯하고 평평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삼국시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 건물을 지으려면 그 건물들을 모으

대의 큰 사찰이나 궁궐은 사방의 한 변이 대개 300미터에서 600미터 정

기 위한 여러 논리나 장치,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경사지에 여러 채

도의 크기였는데, 그런 정도로 평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역량은 기술적

의 건물을 지으려면 더 많은 고려가 필요합니다. 그때 사용되는 두 가지

능력일 수도, 정치적 능력일 수도, 경제적 능력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방법이 축과 마당입니다. 전자는 더 기념비적이고 권위적이고, 후자는 더
일상적이고 실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축’은 결국 가운데와 양 옆, 위와 아래, 앞과 뒤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궁궐’의 ‘궐(闕)’자는 ‘비었다’ 는 뜻으로, 가운데를

축은 강하고 뚜렷한 질서를 드러내는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비우고 양쪽에 망루를 세움으로써 가운데를 ‘권위있게’ 만든 집을 뜻합니

아무 것도 없는 운동장에 학생들을 줄세워 놓으면 규율이 생기고 공간이

다. 왕릉 앞에 가면 양쪽에 석상들이 쭉 줄지어 서 있듯이, 이렇게 여러

달라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축을 직선으로 만드는 것은 일종의 선진적인

개의 것들이 줄 지어 서면 자연스럽게 방향성이 생깁니다. 건물을 앞뒤로

것의 상징이나 권위의 상징이기도 하고, 기술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요

나란히 놓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배치 질서가 바로 ‘축'입니다. 경복

즘 시대에는 바이오테크놀로지나 AI, 무인 자동차 같은 것들이 기술의 상

궁에서는 축이 굉장히 강조되는 반면, 창덕궁에는 경복궁과 같은 강력한

징이겠지만,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기하학과 천문학이 기술의 상징이었

축이 없습니다. 창덕궁 중심 전각인 인정전의 방향과 그 옆에 있는 선정

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직각을 만들 수 있는가, 만든 직각을 수백 미터

전의 방향, 또 정문인 돈화문의 방향은 서로 조금씩 축을 달리합니다. 이

해인사 중심축의 종단면 모형
경사지를 다듬어 여러 단의 마당을 만들고, 각 단마다 필요한 시설을 맞춤하게 두었다. 속세간에서 탈세간으로, 욕계, 색계를 거쳐
무색계로 나아가는 불교적 세계관을 자연 속에서 지형의 조정과 건축물로 구현했다.

제공. 전봉희

처럼 한국 전통 건축에서는 경직된 원칙을 따르기보다는 필요에 따라 축

다. 그에 비해 해인사에서는 축이 조금 휘어져 있긴 해도 하나라고 볼 수

을 조정해 사용하곤 하는데요. 이러한 실험들은 조선 시대 이전부터 있었

있습니다. 아예 다른 영역으로 떨어져 나간 암자들은 있어도 중심 영역이

습니다. 이미 해인사에서도, 부석사에서도 중국 건축에서는 찾기 힘든 여

지닌 단일한 질서가 워낙 강합니다. 그 범접할 수 없는 질서를 유지시킨

유로운 질서, 즉 조금 휘어진 느슨한 축의 질서를 볼 수 있습니다.

것은 역시 장경판전입니다. 그 절대적인 권위를 못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사찰 건축에서 느슨한 축, 하나이긴 하지만 조금 휘

한편 축의 질서와 상반된다고 할까, 그보다는 보족적으로 사용

어진 축이 즐겨 사용된 것은 산지에 자리한 사찰이 많고 이들이 ‘통불교

되는 또 하나의 배치 방법은 마당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가운데 마당을

(通佛敎)’적 성격을 갖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원효의 시대 때부터 사찰들

놓고 사방으로 건물들을 둘러서 공간을 에워쌉니다. 네 개의 건물을 배치

이 일찍 통불교적 성격을 띠기 시작했고 이후 통일신라 말에 선종이 들어

한다고 할 때, 한 줄로 쭉 늘어놓아 축을 이루는 것보다 마당 둘레로 놓는

와 5교9산이라는 여러 종파가 생기지만, 그것들이 고려시대를 지나면서

게 땅을 훨씬 적게 쓰고 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라에서 처음으

하나로 합쳐지는 과정에서 절의 축들이 한 방향으로 정리가 된 게 아닌가

로 경주 시내를 벗어나 산기슭으로 올라간 절은 불국사입니다. 경사지를

싶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여러 종파 불교들의 모습이 남아 있는 경우도

평평하게 만들려면 절토와 성토를 6 해야 합니다. 불국사는 대웅전, 극락

있습니다. 금산사나 법주사, 통도사에서는 여러 개의 축이 사용되었습니

전, 관음전 등의 영역별로 따로 회랑과 담장을 둘러 구획하고, 각 영역은
서로 다른 높이에 두었습니다. 해인사는 이 건축물들을 한 줄로 세워놓지
않고 포도송이처럼 묶어두었습니다. 황룡사처럼 평지로 풀어냈다면 아마
더 많은 땅을 깎아냈어야 했을 것입니다.
경사지는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계단을 오르내리는 불편
함이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건물을 짓는데 더 효과적이기도 합니
다. 같은 간격으로 지어도 평지에서 짓는 것보다 훨씬 앞뒤 건물의 간섭
이 덜하기 때문입니다. 평지에서는 담장 또는 회랑으로 각 공간들을 닫아
야 하기 때문에 계속 문과 담이 필요합니다. 불국사의 경우에는 문과 담
이 있지만, 부석사와 화엄사의 경우 자연으로 에워싸이는 느낌이 생기면
서 물리적인 담장이 사라집니다. 그럼에도 공간이 툭 터져 있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해인사 또한 장경판전 뒷쪽에만 담장을 두었을 뿐입니
다. 이 담은 아마 보안 차원에서 둘렀을 것입니다. 어쨌든 담장이 사라진
것 역시 우리나라 산지 사찰들의 배치가 지닌 또 하나의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경판전은 해인사의 가장 높은 곳, 제 표현으로는 ‘가장 깊은 곳’에 위치

터를 평평하게 만드는 일.

합니다. 조금씩 올라가면서 계속 안으로 들어간다는 느낌이 듭니다. 한

‘절토’는 비탈을 깎아서 흙을
파내는 것, ‘성토’는 땅에 흙을
해인사 대적광전 앞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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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손묵광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건축물, 해인사의 장경판전

6
기울어진 땅에 집을 지을 때

돋워 쌓는 것을 의미한다.

꺼풀 한 꺼풀 정말 끝없이 들어가다가 마지막에, 가장 내밀한 곳에 둔 것
입니다. 어떻게 보면 장경판전은 고려대장경을 보관한 굉장히 실용적인

해인사의 건축적 공간, 깊은 땅과 무거운 시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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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지만 가장 위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려대장경을 봉안한 것
은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의 일이지만, 기록 보관소와 사고 저장소로서의
해인사의 기능은 이미 고려 시대 때에도 있었습니다. 고려 시대에도 실록
과 통전(通典) 같은 것들을 보관했고, 동사간고와 서사간고에는 고려대

장경보다 오래된 판각도 보관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런 역사관의
두 가지 기능이라고 하면 하나는 ‘잘 지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중에
서 후세들에게 교훈이 될 만한 것들을 ‘추려서 보여주는’ 일입니다. 즉 이
를 ‘비장(秘藏)’과 ‘보감(寶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장경판전은 비장, 즉 아카이브(archive)의 기능이 더 강합니다.
말하자면 해인사가 국가 기록물 보관소(national archive)의 기능을 일찍이
가지고 있었고, 역사가 증명했던 것처럼 이곳에는 외적의 발길이 닿지 않
았습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6. 25전쟁 등 여러 수난들을 거치면서 견뎌
낸 것으로 보아, 비장처로서의 위치 선정은 탁월했다고 생각합니다.
장경판전의 명성은 조선 시대에도 외국에 널리 알려져 있었습
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에 진출하던 첫 시기부터 이곳에 일본인들이

왔을 겁니다. 1902년에 세키노 다다시(關野 貞)가 일본 내각의 명령을 받
아서 첫 번째로 한국 고적 조사를 할 때 서울과 개성, 경주와 통도사, 해
인사를 방문했습니다. 세키노 다다시는 한국에서 주로 역대 도성과 고대
유적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했는데, 해인사에 갔던 이유는 순전히 대장
경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사 후 돌아가서쓴 『한국건축조사보고』
는 우리나라 건축을 근대적 관점에서 정리한 최초의 책이고, 이후『조선고
적도보』라는 사진책을 만들어낸 작업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7
대장경판의 보존 기술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

7
세키노 다다시(關野 貞)는

습니다. 하나는 판전 아랫부분, 말하자면 마당 바닥을 개비했다는 것입니

일본의 동양건축가이자

다. 숯, 모래, 소금과 마지막에는 회를 갈아서 흙과 섞어 밑에서 습기가 올

미술사학자로, 동경제국대학의

라오고 식물들이 뿌리내리는 걸 막았습니다. 또 하나 건축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은 환기창입니다. 장경판전의 두 건물인 수다라장전과 법

교수를 지냈다. 주요 저서로

『한국건축조사보고

韓國建築調査報告』(1906),

보전에는 칸마다 창이 있는데, 두 건물의 앞면과 뒷면 창 크기가 다 다릅

『조선고적도보朝鮮古蹟図譜』

니다. 매 칸마다 위 아래로 문틀을 따로 만들고 살창을 끼워 놓았습니다.

『낙랑군시대의 유적

예전에 실험한 걸 보면 건물 내부의 바람이 한 방향으로 불지 않고, 잠깐
사이에 방향이 바뀌곤 합니다. 이는 와류가 계속 생긴다는 뜻입니다. 조
금 더 정확한 설명을 드리면 좋겠지만, 장경판전의 경우에는 워낙 복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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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5~1935, 총 15권),

楽浪郡時代之遺蹟』(1926),

『일본의 건축과 예술

日本の建築と芸術』(1940,

총 2권) 등이 있다.

전봉희
크기와 모양이 각기 다른 장경판전의 환기창

사진. 이민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즉 어떤 학자는 방향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누
군가는 미세 지형, 누구는 더 큰 지형, 큰 골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
다. 그러니까 바람의 방향을 판단하는 것 역시 큰 계곡 차원에서 일어나
는 것인지 아니면 미세 지형 때문인지 등 여러 요소들이 많습니다. 즉 단
순히 창문 때문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진으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앞에 있는 수다라장전의 둥글게
생긴 앞문은 1902년과 1910년 사이에 바뀌었습니다. 원래의 크기는 뒷문
처럼 훨씬 더 작았을 거고, 문 모양 또한 지금처럼 밑이 좀 더 넓고 위가
좀 더 좁은 모양은 아니었을 듯합니다. 처음에는 아마도 낙선재 월문처럼
동그랗게 생겼을 텐데요. 그 이후에 아래 부분이 좀 깎인 것입니다. 사실
문제는 문 얼굴이 달라진 게 아니라, 문 뒤에 있는 중앙부의 판가8 일부를
잘라내고 법보전까지 이어지는 중앙 통로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변
화에 대한 논문이 2008년에 나왔습니다.9 게다가 논문에 의하면 수다라
장전과 법보전 내부 앞쪽에 있는 판가는 1972년 이전까지는 없었고 이후
새로 설치한 것이라고 합니다. 즉 실내 공간이 원래는 3분의 1 정도 비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논의했던 환기와 관련된 관점이 꽤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 그렇게 추가된 판가를 헐어내고 원상 복귀했지
만, 수다라장전 앞문과 중앙 통로는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8
판가(板架)는 경판을 얹어
보관하는 일종의 서가를
의미한다.

9
최남섭, 「해인사 장경판전을

수다라장전과 법보전은 모두 크기가 가로 열다섯 칸에 세로 두
칸으로, 우리나라 전통 건축에서 세 번째로 긴 건물입니다. 작년에 제가
국가급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중요 건물 약 240채 정도를 대상으로 조
사해보니, 간단한 사각형의 평면 건물이 92%로 압도적으로 많고 다른 모
양은 몇 개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각형 건물 가운데서도 가로 3칸, 세로 3

통해 본 목조건축유산 보존

칸의 경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3칸×2칸, 5칸×3칸 순이었고, 긴 변이

연구」,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19칸인 경우가 한 채, 16칸인 경우가 한 채, 그리고 15칸인 경우가 해인사

2008.
10
팔작(八作) 지붕은 상단에 까치
박공이 달린 삼각형의 벽이

있는 지붕 형태를 의미하며,
우진각(隅進閣)지붕은

건물 사면에 지붕면이 있고
추녀마루가 용마루에서 만나게
되는 지붕 형태를 말한다.

판전을 포함해 두 채 있습니다.
해인사 경내에 남은 전통 건축의 순간들
해인사의 주불전인 대적광전이 팔작지붕인 것과 달리, 수다라장전과 법
보전은 특이하게도 우진각지붕으로 지어졌습니다.10 우리나라에서는 팔
작지붕 건물이 국가급 문화재의 50%가 넘고 우진각지붕 건물은 4%가 되
지 않을 정도로 워낙 드물어 등급을 따지기 애매하지만, 중국에서는 정확

해인사의 건축적 공간, 깊은 땅과 무거운 시간들
수다라장전의 둥근 앞문

사진. 이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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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우진각지붕이 1등급, 팔작지붕이 2등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진
각지붕은 사방이 다 기와로 덮인 경사면으로 정면이 되지만, 팔작 지붕
은 기와가 덮이지 않은 부분이 있어 정면과 측면이 뚜렷하게 나뉘기 때문
입니다. 큰 지붕을 올릴 때 우진각이 기술적으로도 훨씬 난이도가 높습니
다. 우리나라의 우진각지붕 건물은 모두 숭례문이나 돈화문 같은 성문이
나 궁궐 문이고, 문이 아닌 경우는 장경판전이 유일합니다. 이것만 보아
도 장경판전이 대적광전보다 더 우위에 있는 건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
니다.
장경판전은 15세기 말 성종 때의 건물로 목조 건축 기술이 충
분히 발달했을 때, 다시 말해 어려운 기술을 다루면서도 한국적인 성격
에 맞춰 새로운 변화를 시도할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적광전
또한 19세기 건물의 옛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대적광전 건물은 1818년
에 중건한 것으로 보이지만, 계단 옆 소맷돌은 모양으로 보아 훨씬 더 오
래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들 외에 해인사의 많은 건물들이 근
래에 새로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중심 부분에서 옛 분위기를 많이 유지
하고 있는 것은 예전의 석축 같은 것들을 그대로 썼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찰 건물은 시대에 따라 여러 번 고쳐 짓거나 새로 짓지만 석축이나 기
단은 원형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석사 무량수전 같은 경우도 그
밑에 있는 기단은 초창기 8, 9세기 통일신라 시대로, 그 위에 있는 건물은
고려시대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해인사 경내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통일신라 후기의 정중
삼층석탑과 당간지주11입니다. 신라의 탑은 벽돌을 쌓아 만든 전탑의 형
태를 석탑으로 바꾸어 지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료가 돌로 바뀌고
난 다음에도 전탑의 조형 요소가 많이 남아 있는데, 대표적인 게 처마 아
래에 여러 층을 짓고 있는 층급받침입니다. 집 모양으로 벽돌을 쌓으려
면 벽은 그대로 쌓아올리면 되지만, 처마처럼 튀어나간 부분은 벽돌을 한
단 한 단 조금씩 밖으로 내밀어서 쌓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내쌓기'라
고 합니다. 돌로 만들 경우에는 이를 깎아내면 되지만, 전탑의 모양을 본
뜨다 보니 지붕돌 아래에 단이 생기는 것입니다. 신라 석탑의 층급받침은

5단입니다. 똑같은 석탑이라고 해도 백제 석탑은 지붕돌의 각도가 다릅
니다. 백제계 석탑의 지붕돌 각도는 목조탑의 비례이고 신라계 석탑의 지
붕돌 각도는 전탑의 비례이기 때문입니다. 백제는 불교를 중국의 남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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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당간지주(幢竿支柱)는

사찰을 표시하는 깃발을 거는
장대인 당간을 받치기 위한
돌기둥으로, 해인사의 경우는
일주문 바로 앞에 자리하고
있다. 통일신라 말기에
건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서측 지주는 새로 치석된
것으로 보인다.

전봉희
해인사 일주문 앞 당간지주

사진. 이민지

서, 고구려와 거의 같은 때인 4세기에 받아들였지만 신라는 6세기가 되어
서야 불교를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불교가 크게 융성할 때는 당나라의 영
향을 받았고 신라가 7세기 말에 통일을 하고 신라식 석탑이 전국으로 퍼
지면서 양식의 통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신라가 망하고
후삼국 시대가 되니까 옛날 백제 땅에서 다시 백제계 석탑이 등장합니다.
이는 신라가 정치적 통일은 했지만 고구려와 백제의 유민을 완전히 자기
화시키지는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엇을 복원하고,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마지막으로 복원과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즉 전통 건축의 보존
과 복원의 첫번째 원칙은, 상투적인 말이지만 ‘원형을 회복하는' 것입니
다. 신축을 할 때도 그 역사적인 경관을 해치지 않아야 하며, 그건 지금도
굉장히 엄격하게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인사는 우리나
라의 주요한 사찰 중에서 20세기 후반 이후 새로운 건축 행위가 가장 활
발하게 일어난 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해인사 경내에 놓인
건물들을 보면 장경판전과 대적광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최근 1970년
대에서 1990년대 사이, 심지어 2000년대에 지어진 건물들입니다. 주요한
사찰 중에서 이렇게나 건축 행위가 최근까지 활발하게 일어난 경우는 찾
기 힘듭니다. 수덕사 정도와 비교할 수는 있겠지만, 수덕사와 달리 해인
사에서는 중심 부분 땅과 지형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생길 수
있는 마당과 가용할 땅들이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초석, 기단들
은 새로 지은 건물들에서도 유지된 게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있었
던 건물과 같은 건 아니지만 대체로 있었을 만한 자리에 들어가 있고 마
당 크기에 비하면 건물이 조금 크다는 정도의 어색함이지, 그렇게까지 큰
변화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변화는 다 받아들이더라도 구광루의 변화는 조금 아쉽습
니다. 왜냐하면 최근까지 그 기억을 가지고 있고 정중탑의 위치와도 관련
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이 건물이 구광루가 아니라

‘원음루(圓音樓)’라 불릴 때는, 오른쪽에서 두 번째 칸에 출입구가 위치
했습니다. 루 아래를 통해 올라가면 탑과 그 뒤의 대적광전이 한 줄에 보
였지만, 지금은 동선을 돌아가게 만들어서 진입 경관이 완전히 바뀌었습
니다. 사실 이건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도 진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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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희
장경판전의 기단과 수다라장전의 우진각 지붕

사진. 이민지

경로만이라도 고쳐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인사는 문화재 보존에
대한 규제가 아직 세지 않았던 1970년대 말에, 다른 절들보다 조금 빨리
현대적인 중흥 공사가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고려대장경의 봉안처라는
이유로 사람들이 많이 찾았고 지원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그런대로 옛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해인사가 자리 잡고 있는 자연
적인 틀이 명료했다는 점입니다. 즉 작은 능선이 둥그렇게 해인사를 에워
싸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사찰이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범위를 한정해 주었
습니다. 그 이후에 대규모로 새로 지은 건축물과 암자들은 그 바깥에 위
치합니다. 둘째, 장경판전이 갖고 있는 압도적인 무게감입니다. 어찌됐든
장경판전이 해인사의 머리 자리에 있어야 하고 다른 어떤 건물도 그 권위
를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장경판전이 갖고 있는 지배력이 자연적인 조건
과 합해져서,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음에도 전체적으로 그리 어색하지 않게
유지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건축 유산의 보존이나 복원의 관점에서 해인사는 경복궁과 정
반대의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복궁은 원형에 충실하게, 심지어 주
춧돌도 남아있지 않은 건물까지도 복원을 했습니다. 중건한 시기가 1860
년대이기 때문에 자료가 많이 있었고, 사진의 시대에 진입했기 때문에 옛
자료도 많았습니다. 땅을 파면 주춧돌 아래의 기초도 나오기 때문에 원형
에 가깝게 만들 수 있었지만, 문제는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점
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복궁의 모든 건물이 다 비어 있는 상황입니다.
권역 전체가 사적지로, 그리고 근정전 같은 중심 건물은 보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영화 촬영과 같은 용도로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반면 해인사에는 스님들이 계속 살고 있습니다. 계속 생활을 하
고 수도도 하고 교육도 하고 신도들도 계속 방문하는, 신앙과 수련의 공
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생활에 맞게끔, 스님들이
생활하고 신도들과 관람객들이 활동하기에 조금 더 편리하게 계속 조금
씩 고쳐나간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기 어렵지만 과연 어느 것이 우
리의 문화 유산을 더 잘 보존하고 계승하는 것입니까. 관람하기 위한 박
제품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좋은 보존인가, 아니면 그 기능을 계속 유지
하면서 형태를 조금 바꾸는 것이 좋은 보존인가, 해인사에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해인사의 건축적 공간, 깊은 땅과 무거운 시간들
여러 스님과 신도의 신앙과 수련의 공간이 되고 있는 해인사

사진. 이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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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인사가 자리한 가야산 주변의 지형 모형.
해인사는 가야산 깊은 계곡 속 완만한 경사면을 찾아 자리했다. 일주문에서 장경판전에 이르는 길쭉한 축은 자연의 지세를 그대로
따른 것이다. 주변에는 부속 암자들이 각자 터를 찾아 산재해 있다.

제공. 전봉희

일제 강점기에 유리건판 사진으로 촬영된 해인사 구광루 남면 전경. 계단 위 석탑이 보인다.

소장. 국립중앙박물관.

대적광전의 지붕

사진.이민지

해탈문 너머 보이는 경내 구광루

사진.이민지

국사단과 수목

사진.이민지

일주문과 봉황문 사이의 여름 풍경

사진.이민지

초계 분지의 돌에서
운석 충돌의 순간을 보다

돌을 분석해서 옛 지구의 환경을 추적하는 지질학자
저는 지금은 지질학자라 할 수 있지만, 원래는 지구환경과학을 전공했습
니다. 전통적인 의미의 순수 지질학보다는 조금 더 응용과학에 가까운
분야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질학은 암석학과 그것을 기반으로 한 광
물학, 심지어는 원시 지구로부터 이어진 지구의 역사를 연구하는 분야에
이르는 수많은 영역을 지닌 학문입니다. 제 전공은 그 중에서도 오래 전

의 기후와 환경을 연구하는 고기후학(古氣候學, paleoclimatology)입니다.

그렇다 보니 저는 항상 ‘좋은 퇴적체’를 찾는 데 골몰하게 됩니

다. 학자들마다 다르겠지만, 제게 있어 ‘좋은 퇴적체’는 과거의 기후와 환
경 변화를 그대로 잘 가지고 있는 퇴적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퇴적물이

합천의 지형을 내려다보면 산지의

쌓인 이후에 어디론가 쓸려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연대별로 차곡차곡

한가운데를 마치 큰 망치로 내리쳐

쌓여 있는 호수 바닥의 퇴적층 같은 게 과거의 기후나 환경 변화를 연구
할 때 가장 좋습니다.

움푹하게 패인 듯한 동그란 분지가
있다. 이 적중 ‒ 초계분지 안에

대화. 임재수
지질학자. 나고야 대학에서

지질학자들은 퇴적체를 연구해서 해당 기간의 빗물이나 황사
처럼 무언가 움직인 흔적과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서 먼 옛날

들어가면 주변의 험준한 산들이 마치

박사학위를 받았다. 연구팀과

의 기후를 역으로 추적해 냅니다. 예를 들어 홍수는 진흙과 모래 등의 퇴

병풍처럼 주변을 둘러싸 기이하게

함께 한라산 백록담의
형성 시기를 밝혔고,

적체를 한꺼번에 대량으로 움직이는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비가 한꺼번

아늑한 느낌도 든다.
임재수 박사는 암석을 들여다보며
수만 년 전의 기후를 연구하는
지질학자로, 이 분지가 약 5만 년
전 운석의 충돌구라는 것을 처음

합천의 적중 ‒초계분지가
운석충돌구라는 사실을
최초로 규명했다. 지금은

들게 되지요. 홍수가 없는 시기에는 한동안 쌓이지 않고 있다가 다시 홍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수가 일어나면 퇴적물이 대량으로 흘러들어 또다른 층을 이룹니다. 큰 홍

제4기환경연구센터장으로 있으며
합천 운석충돌구 연구를 진행

수가 났다면 굵은 모래 같은 게 많이 들어왔을 거고, 작은 홍수였다면 그

중이다.

렇지 않겠지요. 즉 호수 퇴적체를 연구하면 우리는 과거의 홍수와 가뭄의

밝혀낸 연구팀의 책임자이기도 하다.

사진. 김경태

《보보담》은 그를 만나 합천에서

재현의 이미지를 통해 바라보는

지질학자들이 찾으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물었다.

에 많이 오면 호수 바닥에 외부의 이물질이 흘러들어와서 하나의 층을 만

크고 작은 사물을 촬영하여
경험과 형식에 관해 탐구하고

연대기를 재구성하고, 이를 통해 당시의 기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퇴적물에는 물론 주변 토양을 구성하는 광
물 성분이 가장 많지만, 근처 나무들에서 떨어진 꽃가루도 들어와 있습

있다. 개인전 《Bumping

니다. 호수에 사는 플랑크톤이나 수생 동식물의 흔적도 있습니다. 이것들

Surfaces》(두산갤러리, 2021),

역시 예전의 기후와 식생을 추정하는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즉 호수 퇴

《표면으로 낙하하기》(휘슬,
2019)등을 열었다. 책 『온더록스』,

『Angles』, 『표면으로 낙하하기』,

적체는 저처럼 고기후를 연구하는 이들에게는 일종의 ‘종합 선물 세트’와
같습니다.

『공예: 재료와 질감』, 『From

Glaciers To Palm Trees: Tracking
Dams in Switzerland』등을
출간했다.
정리. 김현호
《보보담》 편집장

초계 분지의 돌에서 운석 충돌의 순간을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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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 흥미로운 지질 환경을 지닌 땅
여기서 말하는 ‘고기후’의 연대는 대단히 다양합니다. 수천만 년 전의 단
단한 퇴적체를 연구하거나 러시아의 바이칼 호와 같은 큰 호수에 있는 수
백 미터 두께의 퇴적층에서 100만 년 단위의 정보를 읽어내기도 하지만,
요즈음 저희는 수만 년 이내의 기후 변화를 많이 연구하기도 합니다. 구
석기 시대의 유적지를 조사해서 당시의 기후를 연구하여 이를 바탕으로
당시 사람들의 정주와 이주를 연구하기도 하고, 고대의 기록에 남은 극심
한 가뭄을 연구해서 그 이유를 찾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연구했던 주제 중 하나는 제주 오름의 분화구
내부의 퇴적층입니다. 오름의 분화구는 산봉우리에 있다 보니 비가 와도
강이나 하천이 흘러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퇴적층을 연구하면 중
국에서 날아오는 황사의 양과 패턴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를 바
탕으로 우리는 과거에 바람이 어떻게 불었는지, 대기 순환이 어땠는지 추
론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퇴적체 연구를 위해 전국의 분지 지형을 열심히 살
펴본 편입니다. 합천 초계분지는 그 중 하나였습니다. 사실 합천은 저희
에게는 꽤 흥미로운 지질 환경을 지닌 곳입니다. 예를 들어 가야산 일대
에는 우리나라에는 드문 회장암이 많습니다. 회장암과 같은 장석류는 풍
화에 약해서 합천의 산은 거대한 기암괴석이 그대로 웅장하게 노출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인근 고령 지역의 이름을 딴 도자기 만드는
흙인 고령토는 원래 장석류가 풍화되어 생성된 것인데요, 합천에도 이 고
령토가 풍부해서 좋은 도자기를 만드는 장인들도 많이 살았습니다. 재미
있게도 회장암은 달에 많은 광물이라, 우주 탐사를 위해서 우리가 연구하
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합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분지가 바로 백악기 퇴적암으로 둘러
싸인 초계분지(또는 적중 ‒초계분지)입니다. 분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요인이 차별침식
에 의한 분지입니다. 예를 들어 기반암을 뚫고 관입해서 올라와서 굳은
화강암이 전국에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런 화강암이 주위 기반암보
다 침식에 약할 경우 쉽게 깎여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꼭 구덩
이처럼 보이는 분지가 만들어집니다. 대표적으로는 강원도 양구군에 위
치한 해안 분지, 다른 말로 ‘펀치 볼’이라고 불리는 침식 분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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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수
황매산. 합천에는 이렇게 암석이 노출된 돌산이 많다.

사진. 조재무

초계분지에서 발견한 ‘정말 고생을 많이 한’ 돌

다. 그런데 분지의 지하에는 생각보다 퇴적체가 깊고 평평하게 쌓여 있었

그런데 초계분지를 둘러싼 지형을 살펴보니 조금 이상했습니다. 예전에

습니다. 근처의 지형을 보면 그 분지를 채울 만한 분량의 퇴적물이 나올

도 초계분지의 생성과 지하 구조를 설명하는 논문들이 있기는 했습니다.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석 충돌 같은 것을 통해 호수가 만들어져

해당 논문들에 의하면 초계분지를 만들어낸 것은 땅 속 단층의 마찰에 의

야지 그 정도의 퇴적체가 쌓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차별 침식이고, 퇴적물이 이동해서 그 분지를 채웠다고 이야기를 합니

대암산 정상에서 내려다본 초계분지의 모습.

그런데 운석충돌과 같은 비일상적인 사건은 대체로 연구 가설

사진. 조재무

에서조차 배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운석충돌구가 맞다
면, 즉 물길이나 단층과 같은 지속적인 운동에 의해 형성된 분지가 아니
라면 주변 산에서 흘러내려온 흙과 퇴적물을 차곡차곡 지니고 있는 지질
학적 보고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동료들과 함께 초계분지에 가
서 땅을 파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하는 시추 작업은

2,30 미터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 정도 파내려가면 대체로 기반암이 나오
게 되어 시추를 중지합니다. 하지만 초계분지에는 워낙 두텁게 퇴적층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훨씬 깊게 시추를 해야 했습니다. 시추를 담당하
시는 베테랑 소장님께 최소 100미터, 깊게는 140미터 이상 시추를 해야
한다고 하니 좀 황당하셨던 것 같습니다.
합천 초계분지는 원래 깊이 70미터 가량의 호수였습니다. 그러
나 사실 호수는 어디서든 여러 이유로 생겨나는 것이고, 운석 충돌의 증
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운석 충돌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필
요한데, 그 중 하나는 충격 각력암입니다. 충격 각력암은 엄청난 에너지
가 땅에 가해지는 바람에 각진 돌의 파편이 섞여서 그대로 굳은 암석입니
다. 저희는 충격 각력암을 발견하기는 했지만, 사실 기존의 단층설에 의
해서도 각력암이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두 개의 단층이 움직
이면 짓눌리고 마찰하는 면에 엄청난 압력이 가해지며, 이 에너지를 통
해서도 각력암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운석 충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더욱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저는 야외 조사를 하면서 나온 돌들을 가지고 연구실에 와서 아
주 얇게 잘라서 단면을 현미경으로 관찰했습니다. 역시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낮은 야산이나 경사면에 있는 돌들을 가져다 들여
다보면, ‘정말 고생을 많이 한’ 돌이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녹지 않는데, 높은 온도와 압력을 겪으면서 녹아서 흘러내린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현미경에서 그런 형상을 보았고, 운석충돌 시에 발생
하는 충격파의 영향을 받으면 나타나는 석영의 평면 변형 구조도 조금씩
눈에 띄었습니다.
섀터콘, 운석 충돌의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하다
결정적인 증거는 지하 130미터에서 나온 이 돌입니다. 우리는 이걸 ‘충격
원뿔암’, 혹은 ‘섀터콘(shatter cone)’이라고 부릅니다. 이 돌은 거대 운석 충

초계 분지의 돌에서 운석 충돌의 순간을 보다
운석 충돌의 엄청난 에너지로 만들어진 충격 각력암.
하단에 놓인 것은 각 변의 길이가 1cm인 스케일 큐브다.

사진. 김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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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구 바닥에서만 아주 드물게 발견됩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섀터 콘의
무늬는 꼬깔 형태에 가깝습니다. 즉 운석이 낙하해서 지면에 충돌한 아주
작은 지점의 엄청난 충격 에너지가 방사형으로 땅 속에 퍼져나가는 과정
에서 생겨납니다. 이 섀터 콘을 만들 수 있는 종류의 운동 에너지는 지구
내부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해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했을 때, 심사위원
들이 이 사진을 보자마자 단번에 운석충돌이 맞다며 인정했다고 들었습
니다.
이 섀터 콘은 드물게 발견되어 왔지만, 엄청난 충격에 의해 생성
된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된 것은 20세기 초반 이후의 일입니다. 네바다 주
를 비롯한 원폭 실험장에서 주변의 암석들이 이런 형태로 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과학자들은 다이너마이트 등으로 다양한 충격 실험을 하며
암석의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섀터 콘이 운석 충돌의 증
거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암석을 이렇게 변형시킬
정도의 에너지를 지닌 자연 현상은 운석 충돌 말고는 달리 없습니다.
유튜브를 보시면 러시아 첼랴빈스크 지방에 운석이 떨어지다
공중에서 폭발하는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운석이 대기와의 마찰열에 의
해 타면서 엄청나게 환한 빛과 열, 굉음을 냅니다. 지름은 10미터 정도일
것이고, 공중 30km 상공에서 폭발했는데도 지표에 전달된 충격파는 엄청
났습니다. 지붕과 벽돌, 유리창이 날아가고 대략 1천 5백 명 정도가 부상
을 입었다고 합니다.
합천 초계분지에 충돌한 운석은 지름 2백 미터 정도로 추산됩니
다. 제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그 충격파의 규모와 범위를 섣불리 말할 수
는 없습니다만,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수만 배로 추산하고 있습
니다. 땅에 부딪치는 순간 그 압도적인 운동 에너지로 인해서 거대 운석
은 한순간에 증기가 되어 사라졌을 겁니다. 지표면에는 지진과 같은 충격
과 엄청난 소리가 느껴졌을 거고, 수천 도의 거대한 열폭풍이 발생하여
인근의 생명체들을 초토화했을 겁니다. 초계분지의 지형을 보시면 서쪽
의 대암산을 비롯해서 주변은 모두 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 운석
충돌 이전에는 이 분지 역시 산이었을 겁니다.
초계분지, 지질학자들의 보고
아쉽지만 합천에 충돌한 운석의 파편을 찾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말씀드

초계 분지의 돌에서 운석 충돌의 순간을 보다
초계분지 지하 130미터 깊이에서 시추한 섀터콘.

사진. 김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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렸듯이 부딪치는 순간 증발되어버렸을 것이고, 운석 자체가 지구의 암석
과 아주 다른 원소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풍화가 시작되면 구별
하기 어렵습니다. 운석 연구가 주로 남극과 북극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바
로 그 때문입니다. 물론 운석은 대단히 희귀한 정보를 지닌 소중한 연구
대상임은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 풍화와 퇴적, 기후변화 등의 영향을 받
지 않았기 때문에 초기 우주의 정보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운석에 박
혀 있는 ‘콘드륨’이라는 작은 암석 알갱이는 초기 태양계의 정보를 풍부
하게 지니고 있기 때문에 집중적인 연구 대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합천 초계분지야말로 지질학자들에게는 대단한 보물창
고입니다. 첫째는 운석이 충돌했을 때의 광물 변형과 지형 변화의 정보를
온전히 지니고 있다는 점입니다. 운석 충돌의 고온 고압으로 인해 암석에
포함되어 있던 여러 광물들이 녹아내려 형성된 특별한 변형 구조를 찾을
수 있고, 분지의 뜨거운 열이 식으면서 생겨난 지질학적 변화도 초계분지
에는 잘 남아 있습니다. 둘째는 마치 원시 지구와도 흡사한 이런 극단적
환경 하에서 생명체들이 적응하고 진화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가 가능하
다는 점이겠습니다. 합천 운석충돌구가 보여주는 우주의 신비로운 흔적
에 대한 연구는 이제 막 문을 연 셈입니다. 우리 지질학자들은 이곳에서
우주와 지구에 대한 인간의 지식과 상상력이 더 깊어지고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초계 분지의 돌에서 운석 충돌의 순간을 보다
현미경으로 관찰하기 위해 아주 얇게 자른 암석 박편

사진. 김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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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수 박사 팀이 채굴한 섀터콘. 꼬깔 형태의 무늬가 선명하게 보인다

사진. 김경태

합천에서 수집한 퇴적암

사진. 김경태

초계분지에서 발견해 연구 중인 암석들. 합천에는 다양한 지질학적 연구 대상이 풍부하다

사진. 김경태

연구를 위해 제작한 초계분지의 3D 프린팅 모형

사진. 김경태

합천의 오래된 나무들

해인사를 지키는 학사대의 나무들
해인사 일주문과 봉황문 사이의 좌우에는 높이

제자들과 담소를 나누던 곳이 해인사 대적광전
서쪽, 커다란 전나무가 자라던 언덕바지의 학

30 여 미터, 둘레는 한 아름이 넘는 전나무 여

사대(學士臺)다. 그가 이곳에서 가야금을 연주

러 그루가 울창한 숲을 이룬다. 전나무는 원래

할 때면 많은 학이 날아와서 춤을 추었다고 한

백두산의 원시림을 구성하는 나무다. 《조선왕

다. 최치원은 어느 날 제자들에게 곧 이곳을 떠

조실록》에는 숙종 39 년(1713) 부교리 홍치중

날 작정이며, 이 지팡이를 꽂고 갈 테니 만약

은 백두산을 답사하고 임금님께 이렇게 보고하

싹이 터서 잘 자란다면 자신이 살아있는 것으

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 ‘백두산과 어활강(魚

1
濶江)의 사이에는 거의 3백 리에 걸쳐 삼나무

(杉樹)가 하늘을 가리어 해를 분간할 수 없습

로 알고 학문에 전념하라며 홍제암 뒤 진대밭
골로 사라져 버렸다고 한다. 그는 이후 신선이
되었다고 전해지며, 그때의 지팡이는 훗날 커

경남 서북부의 산간 내륙에 자리한

니다.’ 여기서 말하는 ‘삼나무’는 오늘날 우리가

다란 전나무로 잘 자라났다고 한다. 또 여기서

합천에는 높은 산들이 많다. 가야산을

알고 있는 일본 삼나무가 아니라 전나무로, 추

멀지 않은 지리산 서쪽 자락인 하동 화계 범왕

비롯하여 1천 미터가 넘는 산들도

운 지방에서 자라는 대표적인 수종이다.

리의 푸조나무 고목 역시 최치원의 지팡이가

고산 지대의 원시림을 이루는 전나

여럿이다. 험준한 산맥의 깊은 골짜기,
굽이쳐 흐르는 물길 사이로 전설이
깃든 거대한 나무들과 화려한 꽃들이

무는 이곳 해인사뿐 아니라 오대산 월정사, 부

최치원이 서기 857 년에 태어났으니,

안 내소사, 청도 운문사 등 오래된 사찰 입구에

전설 속의 학사대 전나무가 지금까지 살아있다

서 흔히 만날 수 있다. 사찰을 중창하거나 새로

면 나이는 1천1백 살이 넘었을 것이다. 학사대

함께 자란다. 《보보담》은 역사에 대한

지을 때 기둥으로 쓰기 위해 일부러 심은 것이

깊은 지식과 나무에 대한 과학적

다. 사실 전나무는 재질이 물러서 하중을 견디

이해를 바탕으로 팔만대장경 경판을

는 기둥으로 안성맞춤은 아니지만, 큰 나무로

비롯한 목조 문화재를 연구해 온

글. 박상진

박상진 명예교수와 함께 합천의 산과

교토대학에서 농학박사학위를

들을 걷는다.

서울대학교 임학과를 졸업하고
받았다. 전남대학교와 경북대학교

자라나기 때문에 길고 곧은 목재(長大材)를 얻
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여러 나무가 무리
를 이루어 함께 자라는 특성이 있으므로, 한 자

교수를 거쳐 지금은 경북대학교

리에서 한꺼번에 다량의 목재를 조달할 수 있

명예교수로 있다. 『우리 나무

는 것도 편리하다.

이름 사전』, 『궁궐의 우리
나무』, 『나무탐독』, 『우리
나무의 세계』(Ⅰ·Ⅱ), 『우리
문화재 나무 답사기』, 『나무에
새겨진 팔만대장경의 비밀』,

전나무는 해인사 입구의 성철 스님 부
도 탑 주변을 비롯하여 사찰에 들어가는 첫머
리에서 만나는 대표적인 나무다. 신라 말의 대

『역사가 새겨진 나무 이야기』

학자 고운 최치원과 관련된 설화에도 등장한

등 여러 저서가 있다. 대한민국

다. 그는 스물아홉의 나이에 한림학사를 지내

과학문화상과 롯데출판문화대상
본상 등을 수상했다.
현장 도움. 손금옥(숲 해설가)

자라난 것이라는 비슷한 전설을 지니고 있다.

기도 했으나 만년에 모든 공직을 버리고 이곳
가야산에 들어왔다. 유유자적하면서 시를 쓰고

김윤겸(金允謙,1711~1775)이 그린

《영남기행화첩金允謙筆嶺南紀行畵帖》 에 수록된 해인사

사진. 조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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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나무는 1733 년에서 1735 년 사이에 부채에

최홍원이 심은 전나무는 학사대 전나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겸재 정선의 <해인사>나

팔만대장경판의 나무들 (1)

너무 단단해서 글자를 새기기가 어려워서도 안

무를 잇는 나무로 크게 자랐다. 2012년에는 천

봄날의 산을 꽃으로 뒤덮는 산벚나무

된다. 이런 조건에 맞는 나무는 많지 않다. 팔만

역시 18세기에 그린 김윤겸의 <해인사도>에도

연기념물로 지정되었으나, 2019년 태풍 링링에

해인사 팔만대장경판(일명 고려대장경판)은 몽

대장경에 사용된 나무는 지금까지 자작나무로

모습이 보이니 적어도 9백 살 정도의 나이까지

넘어져 죽어버렸다. 주위에는 느티나무 한 그

골의 침략을 받아 항쟁 중이던 고려가 1236년

알려져 왔다. 그러나 1990년대 초 필자가 현미

는 살아 있었던 듯하다. 그러나 그림 속의 전나

루와 전나무 세 그루, 소나무 여러 그루가 지금

에서 1251 년(고종 23~38년까지) 16 년에 걸쳐

경으로 재질을 분석해본 결과, 산벚나무가 약

무는 조선 후기의 학자인 최흥원의2 시문집 《백

도 살아 있다. 크기는 죽은 나무보다 작아도 아

제작한 81 , 258 장의 목판이다. 앞뒤로 글자가

64%, 돌배나무가 14%, 거제수나무가 9% 정도

불암집》에 따르면 얼마 후 죽어버린 것으로 추

마 최홍원이 심은 나무들일 테니, 없어진 천연

새겨진 부분과 손잡이인 마구리로 구성되며,

였으며 그 외에는 층층나무, 고로쇠나무, 후박

정된다. 그는 1757년에 해인사를 관람하고 “최

기념물 나무와 나이가 같다고 봐도 좋다. 즉 학

길이는 대부분 68~78㎝이고 폭은 약 24㎝, 두

나무가 소량 포함되어 있었다.

치원 선생이 손수 심은 나무는 이미 말라버리

사대 전나무의 대를 이어 특별히 보호해야 할

께는 2. 7~3. 3㎝이다.

고 그 등걸만 남았다. 종을 시켜 네 그루의 작

값어치가 있다. 팔만대장경을 품은 해인사에는

경판에 사용할 나무를 고르는 일은 쉽

이 쓰인 산벚나무의 이름은 ‘산에 자라는 벚나

은 나무를 캐서 그 곁에 심게 했다”는 기록을

최치원의 전설을 이어가며 현장을 지키는 나무

지 않다. 우선 재질이 균일하고 미세하여 글자

무’라는 뜻이다. 산에서 자라지 않는 나무가 어

남겼다.

들이 오래도록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한 획 한 획을 깨끗하게 파낼 수 있어야 하고,

디 있겠느냐만, 산벚나무는 4 월 중하순에서 5

우선 팔만대장경판의 소재로 가장 많

월 초에 걸쳐 우리나라 온 산을 꽃으로 따뜻하
고 화사하게 뒤덮는다. 사실 우리가 흔히 ‘벚나
무’라고 부르는 나무는 종류가 다양하다. 산벚
나무, 올벚나무, 왕벚나무, 벚나무, 개벚나무, 섬
벚나무, 능수벚나무, 꽃벚나무 등 10여 종이 우
리나라에서 자란다. 봄날 화려한 꽃으로 앞산
과 뒷산을 장식하는 산벚나무, 가로수로 흔히
심는 왕벚나무, 다른 벚나무보다 꽃이 먼저 피
는 올벚나무, 능수버들처럼 가지가 늘어지는
능수벚나무 정도가 흔히 보는 벚나무들이다.
다른 벚나무는 외양이 흡사해서 식물학을 전공
하지 않은 분들은 좀처럼 구별해내기 어려울
것이다.
팔만대장경 경판의 절반 이상을 산벚
나무에 새긴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우선 전
국 어디에서나 자라며 깊은 산이나 야산은 물
론 섬 지방에서도 쉽게 만날 수 있다. 크게 자
라면 높이 20m , 지름이 거의 1m 에 이르기도
한다. 산벚나무를 잘라보면, 짙은 적갈색인 심
해인사 일주문과 봉황문 사이 전나무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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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心材 )가 대부분이고 색깔이 연한 변재(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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材)는 좁게 이어져 있다. 잘 썩지 않고 목질이

골군에게 유린당하던 때였다. 대놓고 많은 나

좋은 심재 부분이 많으며 조직이 치밀하고 세

무를 베어 올 수도 없는 형편일 때, 산벚나무는

포가 고르게 분포하여 전체적으로 고운 느낌을

몰래 한 그루씩 베어 오기에도 좋았을 것이다.

준다. 비중이 0.6 정도로 너무 단단하지도 무르
지도 않아 글자 새김에 가장 적합한 나무다.
그러나 아무리 경판을 새기기 좋은 나
무라도 깊고 높은 산에 꼭꼭 숨어 있으면 그야
말로 꿰지 못할 구슬일 것이다. 그러나 산벚나

과학적 분석 결과 팔만대장경판 제
작에는 산벚나무를 주로 이용했는데, 왜 지금
까지 자작나무로 알려졌을까 옛 문헌에 자작
나무와 벚나무는 ‘화(樺)’라는 같은 글자를 썼

기 때문일 것이다. 두 나무의 껍질은 모두 ‘화피

무는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

(樺皮)’라 불렀고, 활 만드는 재료로 많이 쓰이

고, 옛날에도 어디서나 자랐다. 꽃 피는 계절에

므로 구태여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

는 대부분의 다른 나무들이 아직 잎이 완전히

나 근세에 오면서 오늘날의 옥편들에서 볼 수

나오기 전이라 멀리서도 금방 자라는 곳을 알

있듯이 ‘화(樺 )’는 주로 자작나무를 지칭하는

아낼 수 있었다. 대부분의 나무와는 달리 산벚

글자로 쓰인다. 그래서 예부터 ‘화목(樺木)’이

나무는 숨구멍이 가로로 배열되어 있어서 누구

라 불렀던 대장경판의 소재를 한국어로 해석하

나 쉽게 구별해서 찾아낼 수 있다. 팔만대장경

는 과정에서 ‘산벚나무’가 아니라 ‘자작나무’로

을 새길 당시에는 나라의 땅덩어리가 온통 몽

생각한 것으로 추정한다. 참고로 산벚나무는

‘앵(櫻)’ 혹은 ‘산앵(山櫻)’이라 쓰기도 한다.
팔만대장경판의 나무들(2)
해인사 창건 설화의 돌배나무

봄이 무르익을 무렵, 산속의 나무들은 저마다
치열한 눈치작전을 편다. 계획을 잘못 세우면

‘썩은 나무’라는 낙인이 찍혀 영원히 퇴출당해
버리기 때문이다. 새잎을 내고 꽃을 피우는 시
기, 자라나는 속도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신
경을 써야 한다. 돌배나무는 다른 나무보다 조
금 늦게, 새하얀 꽃으로 한 해를 시작한다. 그것
도 꽃을 듬성듬성 피우는 것이 아니라 커다란
나무를 온통 뒤덮을 만큼 수많은 꽃을 피운다.
돌배나무는 산 속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다. 자
라는 터를 별로 가리지 않아서다. 그래서 ‘배나
산벚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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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나가이 타케노신(中井猛之進)

무골’이라는 지명은 합천뿐 아니라 전국 곳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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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잎이 무성한 여름 산벚나무

에 흔하다. 돌배나무의 조상은 산짐승들이 먹

러나 둘의 구별은 알쏭달쏭하니, 그냥 쉽게 친

을 수 있는 과육을 만들어 먹게 하고, 대신 씨

숙한 이름인 ‘돌배나무’라고 불러도 산돌배나무

그런데 《가야산해인사고적》에3 따르

앗을 멀리 옮겨 달라는 유전자 설계를 해두었

가 크게 문제 삼지는 않을 것이다. 산속에서 아

면 해인사의 창건 설화에 배나무와의 다른 인

다. 덕분에 산짐승이 쉬어 간 고갯마루나 물 먹

름드리로 자란 돌배나무에는 또 다른 쓰임새가

연도 등장하는 것이 흥미롭다 . 신라 애장왕

으러 왔다가 잠시 변을 본 개울가 등, 그들이

있다. 그 속살이 너무 곱고 치밀하여 고급 가구

(788~809)의 왕비가 등창이 났는데 온갖 약을

지나간 곳이면 어디에서나 터를 잡고 자란다.

에 사용되며 글자를 새기는 목판 재료로도 그

다 써보았지만 효험이 없었다. 임금은 깊은 산

배가 열리는 나무 중 산에서 쉽게 만

만이다. 팔만대장경을 만드는 장인들의 눈에도

골에서 도를 닦는 기인을 비롯하여 병을 고칠

날 수 있는 것은 대체로 돌배나무나 산돌배나

돌배나무는 일찌감치 각인되었던 듯하다. 그는

수 있는 성인(聖人)을 찾아오도록 명령했다. 명

무다. 돌배나무는 주로 중부 이남에서 자라고

베어져 부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잘 새길 수

을 받은 신하들이 전국을 헤매다가 가야산 꼭

꽃받침 잎이 뾰족하며 열매는 다갈색이다. 반

있도록 기꺼이 ‘육신 공양’을 했다. 산벚나무와

대기로 상서로운 기운이 뻗친 것을 보게 되었

면 산돌배나무는 중부 이북에서 주로 자라고

함께 팔만대장경판으로 만들어져 770 여 년이

다. 발원지를 찾았더니 마침 가야산 아래서 도

꽃받침 잎이 둥글며 열매는 누렇게 익는다. 그

지난 지금도 위대한 문화재로 정성스러운 보살

를 닦고 있던 순응과 이정 스님의 거처에서 나

핌을 받으면서 해인사에 고이 누워 있다.

오는 것이 아닌가 놀란 신하들은 두 스님을 찾
아 같이 가기를 부탁했고, 스님들은 거절이 어

돌배나무

그림. 나가이 타케노신

려워 한 가지 방법을 일러주었다. 그들은 전대
속에서 분홍 실을 꺼낸 후 건네주면서 ‘이 실의

이런 나무 중 하나다. 사람을 싫어하는 성격과

한 끝을 궁궐 후원에 자라는 배나무에 묶고, 다

는 달리 거제수나무는 사람들의 눈에 확 띈다.

른 한 끝은 종기에 붙여놓으면 바로 나을 것이

다른 나무들처럼 칙칙한 흑갈색 껍질을 지닌

다’라고 했다. 신하는 한달음에 궁궐로 돌아왔

것이 아니라 껍질이 거의 하얀 색에 가깝기 때

고, 그 말대로 했더니 배나무는 말라 죽어버리

문이다. 가까이서 보면 얇은 껍질 하나하나가

고 왕비의 종기는 깨끗이 나았다고 한다.

종잇장처럼 벗겨지거나 너덜너덜할 때도 있다.

애장왕이 두 스님에게 은혜를 갚고자
물으니 그들은 사찰을 세워주기를 청했다고 한
다. 왕은 유명한 목수를 동원하여 나랏돈으로
해인사를 창건했다는 것이 설화의 내용이다.

색깔은 흰색이지만 조금 황갈색이 감도는 경우

가 더 많다. 그래서 한자로는 ‘황화수(黃樺樹)’,

‘황단목(黃檀木)’이라고도 한다.

거제수나무가 자라는 터는 남쪽으로
조계산, 백운산, 지리산, 가야산에서 출발하여

돌배나무에 열린 열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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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박상진

팔만대장경판의 나무들(3)

소백산, 두위봉, 가리왕산, 오대산, 설악산으로

낯가림이 심한 거제수나무

이어진다. 우리나라 중남부 지방의 유명하고

많은 양은 아니지만 팔만대장경판 중 일부는

높은 산 대부분이 거제수나무의 안식처다. 거

거제수나무로도 만들어졌다. 깊고 높은 산골에

제수나무는 대체로 표고 600미터 이상에 자라

는 사람과의 낯가림이 심한 나무들이 자기만의

며, 1,000미터 전후를 가장 좋아한다. 혼자 자라

세상을 만들며 살아간다. 거제수나무가 바로

기보다는 형제자매를 거느리고 함께 터전을 잡

합천의 오래된 나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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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능선보다는 바람막이가 되고 땅의 힘이

굵기는 두 아름을 넘는다. 자작나무 종류 중 가

좋고 경사가 급하지 않은 곳을 선호한다. 적게

장 크게 자라는 나무 중 하나다. 4월 말이나 5

는 3,40그루, 많게는 수백 그루가 무리를 이룬

월 초쯤의 곡우 때가 되면 사람들은 거제수나

다. 그래도 거제수나무 무리는 소나무나 전나

무의 줄기에 구멍을 뚫고 파이프를 꽂아 물을

무처럼 철저히 자기들끼리만 살아가겠다고 다

받아 마신다. 곡우물이라는 이 물을 마시면 병

른 나무가 들어오는 것을 엄격히 통제하는 얌

없이 오래 산다고 전해지고 있다. 가야산 일대

체는 아니다. 동족 사이사이에 사촌 나무인 물

에도 거제수나무가 흔히 자라며 합천과 이웃인

박달나무나 박달나무, 사스레나무가 끼어들어

성주군에서는 4월 초 ‘거자수 축제’를 4 열기도

도 탓하지 않고, 물푸레나무, 신갈나무, 산벚나

한다. 거제수나무 수액 채취를 알리는 행사다.

무 등 족보가 한참 먼 나무가 근처에 와도 별로

선조들은 몸에 좋은 수액을 지닌 이 나무가 재

개의치 않는다. 무리는 이루기는 하지만 이웃

앙을 쫓아낸다는 뜻도 하나 더 부여하여 거제

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알고

수나무를 거재수(去災水) 로 쓰기도 했다. 한

있다. 그러나 어쩌다 피해를 받아 동족을 모두

자 이름에 관련된 또 하나의 혼란도 있다. 거제

잃어버리고 고군분투하는 거제수나무 한두 그

수나무를 거제수(巨濟樹) 라고 쓰고 이를 거

루도 눈에 띈다.

제도와의 관계로 생각하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크게 자란 거제수나무는 높이 30미터,

해인사의 고문서인 《해인사유진팔만대장경개

간인유》에는 5 신라 때의 이거인(李居仁)이 거
제도에서 경판을 새기고 해인사로 운반한 것을
기념하여 축하 법회를 열었다고 한다. 그러나
여기서의 ‘거재수(巨災樹)’는 ‘거제도의 나무’란
뜻일 뿐 거제수나무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거제수나무와 형제 나무로는 자작나
무가 있다. 새하얀 껍질이 특징으로 눈에 금방
들어오는 나무다. 가로수로도 종종 심는다. 강
원도에는 인위적으로 조림한 자작나무 숲도 있
지만 한반도의 중부지방에는 원래는 자라지 않
았다. 현재 우리가 만나는 자작나무는 모두 다
른 나라에서 수입된 나무다. 자연 분포지역은
북한의 평안도 함경도에서 시베리아를 거쳐 유
럽 북부까지의 한대 지방이다. 광활하게 펼쳐

거제수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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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나가이 타케노신

진 눈밭에서 간간이 휘몰아치는 눈보라와 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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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슷하게 자란 거제수나무. 다른 나무들과 구분되는 황백색의 껍질이 눈에 띈다.

히 맞서며 쭉쭉 뻗은 늘씬한 몸매와 하얀 피부

에 김제남이 다시 부관참시를 당하였어도 고작

를 한껏 자랑하는 아름다운 나무다. 그러나 먼

『계축일기』를 쓰게 하여 후세에 남기는 것이

곳에 자라는 자작나무를 팔만대장경판 제작을

다였다.

위해 가져다 쓰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당시에는 삼족을 멸하곤 했기에, 김제
남의 일가가 풍비박산이 나자 가까운 친인척은

김제남의 비극적 사연이 깃든

살아남을 궁리를 하여야 했다. 김제남의 6촌 동

묘산면 화양리의 거대한 소나무

생으로 알려진 어떤 사람은 이름도 숨긴 채 멀

관광객으로 붐비는 합천 해인사를 둘러보고 나

리 이곳으로 도망을 오게 된다. 먹고살 수 있는

오는 길에 조용한 곳이 아쉽게 느껴진다면 묘

적당한 땅이 있고 아랫마을에서도 한참을 올라

산면 화양리의 나이든 소나무를 찾아보기를 권

와야 겨우 알 수 있는 곳이니 숨어 지내기에는

한다. 26번 국도에서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가는

그만이다. 어떻게 이곳을 찾아낼 수 있었는지

가파른 산길로 접어들어 거의 산꼭대기에 다다

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그는 우선 이 나무 밑에

랐다고 느껴질 즈음, 제법 널찍한 들판의 위쪽

초가를 짓고 살기 시작했다고 한다. 지금 그의

에 허름한 시골집 몇 채가 보인다. 마을 입구에

후손은 거의 마을을 떠났다. 당시에도 제법 크

는 조용히 서 있는 소나무 한 그루가 있다. 일

게 자란 나무가 있었다고 하니 지금 이 소나무

상의 번잡스러움을 털어 버리고 천천히 나무의

의 나이는 5백 년 정도로 짐작된다. 나무의 형

아름다음에 흠뻑 취할 수 있는 한가한 곳이다.

태는 땅 위로 조금 올라와서 세 개의 큰 가지로

멀리서 감상해도 좋고, 한 바퀴를 돌면서 어느

갈라진 후, 다시 올라가면서 작은 가지로 갈라

방향에서 쳐다보더라도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진다. 얼핏 보면 반송과 6 비슷하게 생겼다. 높

미목(美木)이다.

이는 18m, 둘레는 6m에 이르는 거목이다.

이 나무는 연안 김씨가 이 마을에 살

이 나무는 ‘구룡목(龜龍木)’이라는 별

게 된 사연과 관련이 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명을 갖고 있다. 껍질의 갈라짐이 다른 소나무

겨우 나라를 추스르며 조금씩 안정이 되어 갈

보다 더 보기 좋게 규칙적으로 거북이의 등처

즈음인 광해군 5년(1613), 비극적인 역모 사건

럼 생겼고, 나뭇가지의 뻗음이 승천하려는 용

이 일어난다. 선조의 계비(繼妃)인 인목왕후의

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바로 옆에

아버지 김제남이 외손자인 영창대군을 임금 자

는 지름이 한 뼘도 넘는 또 다른 소나무 한 그

리에 앉히려 했다는 무고 사건이다. 결국 김제

루가 구룡목의 가지들과 뒤엉켜 자라고 있다.

남은 그해 6월 사약을 받고 쉰한 살의 삶을 억

눈여겨보지 않으면 찾아낼 수조차 없다. 자식

울하게 마감한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아내 노

이 다 자라 자신의 키를 훌쩍 넘어도 분가를 시

씨가 맨발로 대비전 담장 밑에 쫓아가 울부짖

키지 못하고 품속에 감싸고 있는 듯한 모습이

는 비극적인 장면이 실려 있다. 그러나 인목대

숙연해 보이기조차 한다. 가만히 눈을 감아 보

비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3년 뒤

면 영창대군을 아끼는 인목대비의 혼이 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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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에 깃들어 있는 것 같다.
마을에서 부르는 이 나무의 또 다른

구름처럼 흰 꽃이 피는

너무 과장되었고 근거가 없는 듯하다. 필자가

가회면 오도리의 이팝나무

추정하는 나이는 대체로 3백여 살 가량이다.

이름은 ‘할매나무’다. 불과 40여 년 전까지만 해

산철쭉으로 유명한 황매산 가는 길목인 가회면

꽃 하나하나를 떼어 놓고 보면 길고

도 뒷산 중턱에는 더 크고 웅장한 ‘할배나무’

오도리에서는 오래된 이팝나무 한 그루를 만날

가느다란 꽃잎은 모양은 왠지 작은 나무에서

한 그루가 자라고 있었지만 송충이 한창 기승

수 있다. 산철쭉이 피기 시작하는 5 월 초중순

피어날 것 같은 모양이다. 그러나 이팝나무 꽃

을 부릴 때 버티지 못하고 먼저 가버렸다. 매년

경, 오도리 이팝나무는 나무 전체에 꽃을 뒤집

은 아름드리 큰 나무에 핀다. 한창 피어 있을

음력 정월 보름 할매나무에 제사를 올릴 때는

어쓰는 장관을 이룬다. 나무의 아랫부분이 동

잊지 않고 할배나무의 옛터에 먼저 가서 혼백

서로 마주 붙어 V자로 보이며 키는 15미터, 줄

을 불러온다고 한다. 우리나라 농촌이 다 그러

기 밑 부분 둘레는 약 6.8미터 정도로 우리나라

이지 않을 정도다. 가지마다 꽃의 덩어리를 소

하듯 이곳 마을에는 유난히도 할머니들뿐이다.

에서 가장 굵은 이팝나무다. 옛 팻말에는 나이

복소복 담아서 이 큰 나무를 온통 뒤덮어 버린

할배나무가 죽어버린 다음부터는 할아버지들

가 1,120년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고목의 나이

다. 5월의 훈풍에 흘러가는 뭉게구름이 꽃구름

이 먼저 저세상으로 가버리는 일이 잦다고, 이

는 대체로 마을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전설을 바

과 앙상블을 이뤄내기라도 하면 자신도 모르게

야기를 풀어놓던 할머니는 쓸쓸하게 웃는다.

탕으로 추정하지만, 천 년 이상 되었다는 것은

상아 궁전의 환상 세계에 빨려 들어가 버린다.

때는 긴 쌀알 네 개로 열 십(十)자를 그리는 새
하얀 작은 꽃들 수만 수십만 개가 모여 잎이 보

이 새하얀 모습은 어찌 보면 때아닌 봄눈으로
눈꽃을 피운 것이 아닌지 잠시 착각할 정도다.

이팝나무 꽃

그래서 이 꽃을 처음 본 서양 사람들은 군말 없
이 ‘눈꽃나무(snow flower)’라 하였다. 우리말 이

난 선비와의 인연도, 마을을 지켜주었다는 흔

름은 쌀밥을 뜻하는 ‘이밥나무’에서 왔거나 입

한 전설도 딱히 알려지지 않는다. 즉 처음부터

하(立夏) 때 꽃이 핀다 하여 ‘입하나무’로 부르

거창한 의미를 갖고 태어난 귀족 나무는 아니

다가 이팝나무로 변한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

다. 그저 농사일에 지친 농민들의 평범한 쉼터

이팝나무 이름의 두 가지 유래 모두
쌀농사와 관련이 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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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히 이겨내고 있다.

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팝나무 꽃으로 한해 농

이팝나무의 분포 중심지는 우리나라

사의 흉풍을 점칠 수 있었다고 한다. 꽃이 일제

다. 일본과 중국에도 자라기는 하지만 만나기

히 싱싱하게 피면 그해는 풍년이 든다고 한다.

어렵다. 중국과 일본은 이팝나무를 ‘국가Ⅱ급

자라는 곳이 주로 경작지와 가까운 곳이니 땅

보호식물’로 취급하며, 세계적으로도 희귀식물

속의 수분이 충분할 때 꽃도 많이 피고 활력도

에 속한다. 반면 우리나라에는 일곱 개의 천연

있을 것이다. 즉 모심기 철인 이때 물이 풍부하

기념물과 시·도 기념물, 보호수를 비롯해서 고

다는 뜻이니 대체로 풍년이 들게 마련이다. 옛

목나무만 100여 그루가 넘는다. 이팝나무는 원

사람들은 농사의 풍흉을 점칠 수 있는 이런 나

래 추위를 싫어한다. 경북 남부에서부터 전북

이곳의 이팝나무는 고목이라면 흔히 갖는 이름

는 그 남쪽에 주로 분포한다. 그러나 지금은 온

무를 ‘기상목(氣象木)’이라 하며 귀하게 여겼다.
옆에서 본 화양리 소나무

가 되어 주는 나무로 풍상의 긴 세월을 오늘도

의 중간쯤을 선(線)으로 연결한다면 이팝나무

합천의 오래된 나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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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화의 영향으로 중북부는 물론 북한의 황해도
까지도 이팝나무가 자란다.

주

1
두만강의 한 지류.
2
최흥원(崔興遠, 1705~1786).

조선 후기의 학자로 달성의

칠계에 살며 후학을 가르쳤다.

《백불암집百弗庵集》은 그의 글을
모은 문집에 해당한다.

3
《가야산해인사고적

伽倻山海印寺古籍》은 943년(고려

태조 26)에 씌어진 문헌이다. 이를

비롯하여 해인사에 대한 문헌을
망라한 동명의 책이 1874년에
출간되어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다.

4
거제수나무를 비롯한
자작나무류에서 채취한 수액을

‘거자수’라고 한다.
5
《海印寺留鎭八萬大藏經開刊因由》
6
반송(盤松)은 소나무의 한

품종으로 나무의 생김새가
쟁반과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일반적인 소나무는
외줄기가 올라와 자라는 것에
반해, 반송은 밑에서부터 줄기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것이

합천 가회면 오도리 이팝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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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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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양늪에 피어난 연꽃

풀과 나무가 함께 자라는 합천의 산자락

황모과 짧은 소설

붉은 별의 거주민들

아부지가 엄청 미벗지. 그 양바이 죽을 때까지 미벗고 그가 산 사람들과
상관없어졌을 때도 계속 미벗어. 나 죽은 뒤에도 계속 미블 거 가따. 죽는
날까지 죽어라 일만 했는데도 자기 가족 묵고살게 하기는커녕 자기 자신
도 지키지 못한 사람이잖아. 남의 고향에서 남의 터전 일구는 데에 동원
됐다가 죽어간 남자 아니냐. 약하고 가여븐 사람이지. 니, 그으 아냐 약
한 사람은 미움받기에 딱 좋다. 신세 한탄할 때마다 아부지 탓하는 것만
큼 후련한 일도 음따. 아부지가 어무이와 결혼하지 않았다면, 내를 낳지
않았다면, 그래서 그때 히로시마에 가지 않았다면⋯⋯. 아부지가 하지 않

《보보담》은 합천을 배경으로 하는 한

았으면 좋았을 선택을 꼽아보면서 늘 아쉬웠다.
아부지는 초계면에서 나고 자랐어. 언덕으로 둘러싸인 좁은 분지

편의 소설과 세 장의 그림을 독자들께

지. 낮지만 꽤 험한 산을 올라 빼곡한 수풀 사이로 난 좁은 길을 지나면 벽

전한다. 다른 이들의 아픔과 기억에

으로 둘러싸인 듯한 평평하고 작은 땅에 도착하지. 그 안에 서 있으면 답

가닿을 수 있는 것은 어쩌면 한

답하긴 한데 기묘하게 아늑하달까. 옛날엔 무릉도원이라고 불리지 않았

줄기의 상상력일지도 모른다. 때로는

을까 싶어. 초계면이 고향인 아부지가 히로시마에서 돌아가셨을 때 우리

역사적 사실이나 증언보다도, 어쩌면

에게 남긴 건 커다랗고 쓸모없는 고작 돌 하나였다. 어린 마음에도 한숨

사진이나 영상보다도.

이 나삐드라. 아무리 세공해도 보석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았지. 그냥 검고
글. 황모과

투박하게 생겼으니까. 이 무거운 돌을 들고 일본까지 왔잖니. 합천으로

소설가. 『모멘트 아케이드』로

돌아가기로 정했을 때 돌 때문에 어무이랑 한참 싸웠다. 뭐라도 바리바

제4회 한국과학문학상 중단편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리 들고 가서 보따리 장사라도 해야 할 판에 돌띵이부터 챙길 순 없제. 어

2021년에는 SF 어워드를

무이가 아부지 유골처럼 돌을 챙기는 걸 봤을 땐 기가 맥혔다. 아부지도

수상했다. 단편집 『밤의 얼굴들』,

그 돌처럼, 그 돌띠이도 아부지처럼 아무 데에도 씰때 없어 보있으니까.

중편소설 『클락워크 도깨비』,

돌띠이는 종종 이상한 소리를 냈단다. 정체 모를 소리를 가끔 웅,

장편소설 『우리가 다시 만날
세계』 등을 출간했다.

웅, 울려대곤 했지. 어떨 땐 전깃불 들어올 때 나는 소리 같기도 하고, 어
떨 땐 대나무숲이 흔들리며 잎이 부딪혀 사각거리는 것 같기도 했지. 가

그림. 한요
드로잉의 순간을 좋아한다.
디자인과 일러스트레이션을
공부했고, 독립출판 등을 통해
다양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만든 책을는 『어떤 날 수목원』,

『신문이라는 겹』, 『VERANDA,

1
나가야(長屋)란 외벽을

공유하는 긴 형태의 가옥을
말한다. 주로 빈민들의
공동주택으로 쓰인다.

만히 듣다 보면 동물들이 웃는 소리 같기도 했다.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여럿이 두런대는 것 같았지. 그건 조선말도 일본말도 스양말도 아니었
다. 우리가 살던 허름한 나가야 1 지붕에서 빗물이 줄줄 샐 때면 돌띠이가
꼭 청승맞은 소리를 냈지.

VERANDA』. 『좋아서 가는』 등이
있다.
방언 감수. 신영철
박비주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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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은 어무이한테 모진 말을 잔뜩 쏟고는 돌띠이를 문 밖에 버
렸거든. 그날도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어. 그때 돌에서 똑똑히 목소
리가 흘러나왔어. 돌띠에 귀를 가까이 대고 들었다니까. 그건 어무이랑
아부지가 이야기 나누는 목소리였지.

“히로시마에 가믄 우리 딸내미 고향은 히로시마가 되뿌겐네 ”
“므은 소리, 우리 딸아도 합천 사람이제. 돈 벌어서 합천으로
돌아올 끼니까. 그땐 우리 딸도 여가 고향인 줄 알 끼다.”

기에 가고 싶어서 어무이 아부지를 졸랐던 것도 기억나네. 입장료를 낼
수 없어서 결국 못 갔지만 말이야.
어무이랑 아부지는 합천에서 식을 올리고 어무이 배부른 채로 히
로시마로 건너갔다데. 그때 합천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 억수로 마이
갔거든. 그때 히로시마에서 불지옥 당한 조선인 중에 7할은 합천 사람이
라는 거 아이가.
그날을 기억하냐고 말도 마라. 븐쩍하는 빛이 보이고 뜨거븐 폭
풍이 몰아치면서 기이한 냄새가 훅 끼친 게 바로 어제 일 같아. 순식간에

옛날 라디오 방송처럼 내를 낳기 전 히로시마로 떠나면서 부모님이 나눴

사방이 뜨거운 폐허가 되었어. 바로 앞에서 걷고 있던 사람들 옷이 홀랑

던 말이 잔뜩 들려오는 게 아이가 엄청나게 긴 동굴 안에서 반대편으로

날아가 모두 벌거벗은 몰골이 된 걸 직접 봤지. 부끄러운 마음도 무슨 일

메아리가 들려오는 듯한 소리였다. 나는 돌띠이 안에 낡은 녹음기가 들

인지 이해할 수 있을 때나 생기는 모양이야. 벌거벗은 사람들은 온몸이

어있다고 생각했지. 그제야 어무이가 말하더라고. 암석의 정체를 밝히는

벌겋게 익어있었지. 천만다행히도 바로 옆의 건물 벽이 나한텐 방패가

게 아부지의 오랜 꿈이었다카데. 일본 가서도 알아보려고 했다는 거야.

되어 준 모양이었어. 한두 걸음만 더 갔거나 덜 갔더라면 그때 일을 이렇

어무이는 이제 자신이 암석을 지키겠다고 하더라. 신기해 보이는 걸 소

게 회상할 수도 없었겠지 뜨거운 폭풍이 지나간 뒤 정신을 차리고 주변

중히 여기는 건 소박한 마음일 테지만 나는 암석이 귀신을 품었대도 우

을 둘러봤어. 벌거벗은 채로 풀썩 쓰러진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다

리를 지켜줄 거라고 믿지 않았다. 그래도 어무이와 함께 커다란 돌을 끌

가갔어. 일으켜 세우려고 몸을 안아 올린 순간, 옷이 벗겨지듯 인간 피부

어안고 합천으로 돌아왔다.

가 주르륵 벗겨지는 걸 봤다니까. 지금도 구운 고기 먹을 때마다 인간의

얼마 후 어무이까지 세상을 뜬 뒤 돌띠이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두 번째 옷이 벗겨지던 그날 일이 떠올라. 그래도 언제고 고기는 달콤하

집구석 먼지나 뒤집어쓰고 빨랫거리나 걸어놓는 애물단지가 됐다. 그래

게도 목구멍을 잘도 넘어가더라. 산 채로 벗겨진 그 이들을 먹는 것 같은

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답답한 일을 혼잣말로 지껄일 때면 돌띠이

기분도 들지만, 그래도 살라믄 무야지, 지금도 고기야 엄써가 몬 묵지.

가 내 얘길 들어주는 것 같더라고.

죽어가는 순간에 서 있는 인간들을 그때 한꺼번에 너무 많이 봤

내가 계속 말하고 다녔지만 내 고향은 히로시마라카믄. 조선 사

지. 목숨줄이 달랑달랑 붙어 있는 사람을 보고 아직 살아 있는 거라고 해

람이 어떻게 히로시마를 고향이라고 부르냐고들 하지만. 우리 어무이랑

도 좋은 건지, 곧 죽을 사람이라고 보는 게 좋은 건지 헷갈리고 말았어.

아부지는 내가 합천을 고향이라고 부를 거라 믿었지만. 근데 히로시마에

살고 죽는 일의, 뜻밖의 우연하고 미묘한 경계선에 섰기 때문일까. 오히

서 태어나 자랐다니까. 그렇다고 애틋하게 고향을 그린다는 얘기는 아이

려 살아 있는 존재들을 봐도 정말로 살아있는 건지 모르겠더라고. 그라

고. 고향은 내게 끔찍한 곳이었으니까. 고향이라 여겼던 곳에서 불지옥

이 내가 살았다고 기뻐해도 좋은 건지 그런 것도 헷갈리더라카이. 그래

을 만났다 안카나. 그래도 유년 시절을 보낸 곳이라 동물원이며 노면 전

서 그때 내가 완전히 바보 됐나 봐. 나뿐만이 아니었을 거야. 불 폭풍을

차 같은 게 지금도 기억나. 라쿠라쿠엔이라고 놀이동산이 있었거든. 거

본 사람들은 그날을 기점으로 평생 헷갈리는 일 속에 놓였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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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걸을 수도 없는 길을 걸어 집에 돌아갔는데 다 풍비박산이 됐

는 고향이라는 이름도 안 줏따고.

지 뭐야 시내 안팎 건물 중에서도 우리가 살던 나가야부터 무너졌어 .

그때 나는 너무 억울해서 조선인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싶었어 .

그 동네는 원래 사람이 안 살던 데야. 옛날에 화장터였거나 형무소였거

조선인이 아니었다면 우리도 똑같이 아프다고 소리칠 수 있을 건데. 나

나 그런 곳에만 조선인들이 살았거든. 바로 옆의 돼지 축사에서 똥물이

는 요서 나고 큰는데 요가 내 고향인데 그래서 우리를 밀어내는 손이

흘러와 고이는 곳이라 사람들이 똥통 부락이라고 부르던 곳이었지. 가

미운 만큼 조선인이라는 꼬리표가 미벗어. 아부지가 합천 사람인 게 미

장 낡고 헌 곳이, 가장 싸구려가 제일 먼저 내려앉았어. 잔해에 깔리고 온

벗지. 아부지랑 다른 조선인들은 쌔빠지게 일본 사람들 시체를 나르고

몸에 깨진 유리가 박히고 난리가 났어. 애들 업어 메고 구호소 가고 의원

도로 복구하고 무너진 건물 재건했지만 우리가 살 자리는 없었어. 아부

을 찾아 헤매었지만 자리가 남았을 리가 있나. 피부가 녹아내린 일본 사

지가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얼른 이전 풍경을 회복하길 바랐는데. 얼

람들이 수만 명쯤 아우성인데. 우리한텐 빨간약도 안 발라 줬다고. 조센

른 꽃구경도 하고 불꽃놀이도 보고 요요 대회도 다시 열리길 바랐는데.

징을 진찰할 상황으로 보이냐고 욕이나 먹었지. 글 때는 그냥 즉사하는

순진한 마음까지 추방당하는 기분이었어.

게 차라리 행운이고 행복이야. 의원 몬 만나가 죽은 애들은 얼마나 원통

복구 작업 중에 잔해에 깔려서 아부지가 돌아가시고 난 즈음 알

하겠노. 그 아이들은 합천으로 돌아오지도 몬했으니 일본 귀신이 됐을끼

아챘어. 우리는 그곳에서도 서서히 사라졌어.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없

라. 일본에 귀신 얘기가 그렇게 많다매 그 얘길 듣고 내가 말했잖아. 알

었던 것처럼 말이야. 살아갈 힘을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은 아부지가 미

만하다 안카나.

벗어.

아부지랑 조선인들은 다음 날부터 시내로 들어가서 복구 작업에

아부지의 유품이 된 검고 무용한 돌덩이를 소중하게 품에 안고서

동원되었어. 어디 씻겨가지도 않고 그 일대에 남은 방사능, 그때 다 우리

합천으로 건너와가 천천히 합천 사람이 되었어. 합천에서 태어난 건 아

가 쐬고 묵고 그랬을걸. 아부지는 낮에는 히로시마 시내 복구 작업을 했

니었지만 점점 합천 사람이 돼갔어. 근데 아부지가 어무이랑 나를 델꼬

고 밤에는 집에 돌아와 우리가 살던 나가야를 고쳤지. 지붕을 다 세우지

가가꼬 이 지옥을 맛본 거 아이냐고.

도 못하고 아부지가 돌아가셨어. 우리는 지붕 없는 폐허 속에서 자다 히

종양 어휴 그거 암 덩어리 같은 거라매 근데 그게 히로시마에

가시오하시 라는 다리 밑에서 지냈지. 시체가 된 일본인은 햇빛 아래 누

살아서 생긴 건지 담배나 술 때문에 생긴 건지 의사 소견 받아오라고 했

었고 살아남은 조선 사람들은 그늘 아래 누웠어.

다매 우리 보고 그런 얘길 하다니 진짜 미친놈들 아이가 세상에 이런

우리를 받아줄 의원이 한 명만 있었다면 좋았을 낀데. 무너진 나

악성 종양 생기는 골초가 어디 있는지 죽기 전에 꼭 한번 만나보고 죽고

가야를 고쳐준 사람이 한 명만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노. 다들 같은 순

싶다. 몇 년 전에 일본 정부가 우리한테도 건강수첩인지 나눠준다고 했

간 속에 있었는데 그날 바라본 붉은 빛과 불 폭풍 같은 게 다들 똑같은 색

다더만 아주 배알이 꼴리더라고. 음주 습관 이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

깔로 보이진 않았나 봐. 같은 지옥 속에 있었지만 우리에겐 출신을 물어

라더라고. 야, 그래, 나 매일 밤마다 술 안 츠묵고는 잠 한숨 몬 잤다. 됐냐,

서 수첩도 안 줬제. 건강수첩, 그게 뭐고 우리는 그런 거 보도 듣도 못했

으이 다 쓸데없는 짓거리야.

다카이. 우리가 만난 지옥은 같은 지옥이 아니었지 뭐. 히로시마에서 태

종양이 혹이니, 아니면 삶이 혹이니 다 나한테는 지옥이 일상이

어나고 자랐지만 그래서 나는 히로시마를 고향으로 여겼지만 우리한테

려니 생각했다. 지독한 지옥에서 태어나 지옥을 만났고 거길 떠난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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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옥에 머물렀으니 인자 지옥으로 간다꼬 해도 억울할 게 없지 뭐야.

걸 눈앞에서 보고 나만 멀쩡하다고 안심한 것도 죄였나 보지. 이 몸으로

하느님은 날벼락인가 세상 억울한 일을 싹 다 모아 내게만 안겨준 것 같

가정을 꾸려 자식까지 낳은 것도 욕심이 낳은 죄였지. 미안해 죽겠어.

잖아. 합천에는 그런 사람들이 천지 빼까리였다. 내가 가는 데만 골라가

우리 아들은 내가 소중하게 지어준 이름 대신 ‘피폭자 2세’라고

재앙이 쏟아지는 것 같고 내가 발 딛는 곳마다 늪으로 변하는 것 같더라

불렸다. 나도 오래 아팠지만 내가 아팠던 것보다 우리 아들이 아픈 것을

고. 이제 죽어 지옥에 가면 뜨거운 불 위에 허리나 지지고 끙끙대겠지. 남

보느라 더 아팠다. 우리를 아무도 상관하지 않는 것을 보느라 또 아팠다.

들 지옥을 봐도 측은함이 일지 않던 냉담한 마음은 살아서 지옥을 경험

미치도록 아팠다.

한 자들이 받는 형벌이려나 죽은 뒤에 가는 지옥에서는 남의 불을 보고

우리 아들의 아픔은 나에게서 연유했는데, 신기한 일이지. 걔의

혀나 끌끌 찰 수 있으면 좋겠어.

강인함과 건강함은 도대체 쌀 한 톨만큼도 나를 닮은 거 같진 않더구나.

응 일본으로 돌아갈 생각은 안 했냐고 합천 돌아와서도 여러

우리 아들은 피폭자 2세라는 이름을 자기의 두 번째 이름으로 삼았다. 그

번 생각했지. 진짜로 돌아간 사람도 있었고. 전쟁 끝나고 얼마 후에 일본

이름에 걸맞도록 세상이 우리를 돌아보게 했지. 나는 부디 아들이 아프

에서 피폭자 건강수첩을 주고 치료비도 주고 건강 검진도 해줬거든.2 일

지 않기만 바랐기 때문에 그 일도 중간에 그만뒀으면 했다.

본으로 귀화할 수 있는 사람은 그때 돌아갔다카데 죽은 사람 빼고도 그

우리 합천 사람들이 이렇게 목숨 걸고 외쳤는데 우리는 요즘도

때 히로시마에서 수첩 받은 사람이 20만 명은 된다고 하잖아 조선 사람

다리 밑 같은 그늘에서나 눈에 띄지 말고 살라고 하는 것 같아. 그럴 때면

도 히로시마 나가사키 합쳐서 4만 3천 명이 귀국했다던데 일본에서든 한

구슬땀 흘려 복구했던 고향에서 떠밀린 것과 똑같이 생각된단 말이지.

국에서든 치료비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 일본에선 날 보고 합

애써 마음 붙이며 살았는데. 여기가 우리 아들 고향이라는 생각에 나도

천 사람이라 할 거고 한국에선 히로시마 일은 우리나라 일이 아니라 하

나이 먹고 나서야 여기를 고향으로 받아들였는데 말이야. 세상천지 어디

는 판국에 말이야. 우리를 마치 그때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 취급하는 거

도 여전히 내 고향은 없는 것 같다. 우리 아들이 나보다 먼저 눈을 감았으

아이가 내가 본 불지옥도 었던 일처럼 사라지면 좋을 텐데 말이다.

니 우리 아들 덕에 세상에 정붙이고 살던 나는 이제 어디서 고향을 만나

괘안타. 태어나길 잘했따고 생각한 적이 음써서 죽는 일이 서럽

면 좋을까.

진 않아.

해가 바뀌니 무너진 나가야에도 무쿠게가 피더라. 히로시마에서
더 자주 봤던 우리나라 꽃 무궁화 말이야. 생각날 때마다 어디서든 무쿠

우리 아들 떠나고 내가 돌덩이에 대고 혼잣말하는 시간이 늘었어요. 우

게 씨앗을 구해 심었다. 내가 있는 곳이 무쿠게의 나라인지 무궁화의 나

리 아들을 내가 얼마나 뿌듯하고 자랑스러워하는지 말로 다 못 해. 내가

라인지 모르겠지만, 꽃이 피면 내가 볼 테니, 그게 내가 사는 곳일 테니.

해준 것도 하나 없이 이상한 병이나 물려줘서 죄스럽지. 몇 번을 들어도

나한테 우리나라 꽃은 우연히 거기 피어있는 꽃이 아니라 내가 피웠던

병명이 안 외워져. 우리 아들이 나를 미워해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 내
가 아부지를 미워했던 것처럼 말이야. 그래도 아부지가 나한테 병을 물
려준 건 아니니까 내한테 대믄 양반 아이가.
다 히로시마에서 태어난 게 죄지. 사람들이 다 벌겋게 죽어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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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년, 원폭피해자의료법이
제정되어 피폭자 건강수첩을
발급해 의료 지원 및 생활
복지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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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이 떠나고 난 뒤 어느 날 문득 마당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
보다 붉은 별을 하나 올려다봤어. 그날이 아부지의 기일이라는 생각이
문득 떠올랐지. 그러고 보니 히로시마에서 아부지랑 밤하늘을 올려다본
일이 딱 한 번 있었지. 그때 아부지가 말했어.

“저 붉은 별은 이미 오래전에 타올랐던 흔적이다. 그 별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삶도 계속 이어질끼라.”

“네, 그 얘긴 을마 전에 들어써요. 초계면에 있는 분지가 운석이
떨어져서 생긴 데라믄서예 5만 년 전에 억수로 큰 운석이

나는 그땐 이미 아부지를 미워하고 있던 참이거든. 히로시마에서 친구들

떨어져 근방의 모든 존재가 초토화돼뿌쓸끼라든데 5만 년 전

과 계속 살고 싶어서 아부지 말에는 귀 기울이지 않았다.

일이면 그게 내랑 머선 상관이고, 하다가 생각해보니 그때도

“먼 옛날 다른 별에도 타죽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해주는 것
같지 않나 ”
선문답 같은 아부지의 말을 이해하기엔 난 그땐 너무 어렸지.

너덜너덜해진 살가죽을 붙잡고 픽픽 쓰러지 간 인간들과
동물들이 있쓰겠구나, 싶었지예.”

우리 집을 찾아온 사람들은 한국과 일본에서 온 학자들이라고 했다. 지

어무이 돌아가시고 아부지 기일을 챙긴 적은 없었는데 그날은 밤

형과 광물 성분과 원뿔형 암석 구조를 보고 초계 분지가 운석 충돌구라

하늘을 바라보다 아부지한테 향을 하나 올리는 일을 하나 하고 싶었다.

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운석 파편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대부분 증발하

먼지가 잔뜩 쌓여 빨랫거리가 걸려있던 돌덩이를 방에서 꺼내곤 아부지

거나 파묻혔겠지만, 혹시 찾는다면 지구에선 존재하지 않는 성분을 볼

등목을 해드리듯 씻겼다. 그러자 돌덩이에서 웅, 웅, 거리는 소리가 울리

수 있을 거라고도 말했다.

기 시작했지.

“그래 이게 폭발한 별의 잔해일 끼라꼬 ”
나는 먼지가 쌓인 채 방치해 둔 아부지의 암석을 가리키며 말했다. 큰돈
을 주겠다면서 학자들은 암석을 자신들에게 팔아달라고 제안했다.

“이제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내한테 큰돈이 머선
소용있긋서요. 근데 이 돌띠이에 축음기라도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녹음은 어째 했다캅니꺼 ”
그들은 운석이 지구에 존재하지 않는 물질을 포함하고 있을 거라고 했
다. 음성이나 빛 파장 등을 흡수해 축적하는 걸로 추정되니 자세히 연구
를 해보고 싶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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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오면 꼭 울어요. 얘가.”

오랜만에 돌덩이를 양손으로 들어 올려 보았다. 뱃속에 응어리가
남아 들어앉았다면 딱 이만한 크기일까.

물을 만나 특정한 화학 작용이 일어나는 모양이라고 그것도 자신들이 검
증해보겠다고 했다.

“그런데 할머니의 아버님은 지질이나 천체를 공부한 사람도
아니라시면서 어떻게 운석을 알아봤을까요 ”

마당에 아무렇게나 굴러다니던 고무 대야에 물을 담았다. 한여름
수박처럼 차가운 물에 운석을 넣고 먼지를 씻어냈다. 축음기에서 음악이
흘러나오듯 소리가 재생되었다. 광물이 물과 접촉해 웅, 웅, 거리는 소리
였다. 풀벌레가 날개를 비비는 듯 지직거리는 소리였다. 동물들이 끽끽
거리는 듯한 소리였다. 언어를 알 수 없지만 그건 누군가의 대화였다. 붉

연구자들과 함께 방문해 통역을 하던 사람이 궁금하단 표정으로 물어봤

은 별이 폭발해 산산조각이 나기 바로 직전까지 이어졌던 삶의 흔적일

다. 내 추측은 이랬다.

지도 몰랐다. 곧이어 임신한 젊은 부부가 히로시마로 떠나면서 나누었던

“할아부지와 친척들이 탄광 일을 오래 했다카이 물어물어 알아본
걸지도 모르지예.”

대화도 들려왔다. 그리고 길고 긴 혼잣말이 이어졌다. 히로시마에서 나
고 자란 내가 아들을 놓치고 외로운 방 안에서 벽을 보고 지껄였던 소리
였다. 아무도 듣지 않다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게 된 말들이었다.

아부지는 죽기 전까지 이 돌띠이를, 아니 운석을 들고 다니며 살았다. 진

돌덩이가 미웠던 건 무용하기 때문이었다. 다이아몬드였다면 사

짜 의미가 뭔지도 모른 채. 어쩌면 언젠가는 가치가 생길 거라고 믿었을

랑했을까. 아부지가 미웠던 것도 무용하기 때문이었다. 히로시마에서 그

까 아니면 진짜 의미를 확인하고 싶다는 희망을 함께 옮겼을까

는 쌔빠지게 일했고 그러다 결국 죽었고 죽은 뒤에도 아무도 추도하지

“그런데 이 사람들 으데서 왔다고예 ”

않을 정도로 무력하고 무용했다. 히로시마가 그를 무용하게 취급했기 때
문이었다. 그러다 나까지 아부지를 미워하고 말았다. 아부지가 무용해서

통역하던 사람은 연구자들이 일본에서 온 손님들이라고 밝혔다. 그중에

가 아니라 아부지가 조선인인 게 미웠다. 나까지 아부지를, 조선 사람을

는 친척 중 나가사키에서 원폭 피해를 받은 사람도 있다고도 전해줬다.

무용하다고 경멸했다.

나는 사람들을 정중히 돌려보내며 말했다.

“우리 아부지도, 이 돌띠이도 이제야 쓰잘때이가 있다는 말은 안
나오네예.”

그길로 운석을 가방에 넣고 산행길에 올랐다. 내가 죽은 뒤에도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주었으면 했다. 붉은 별 거주민의 이야기이든,
우리 가족의 이야기이든, 초토화되고 멸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눈물 같
은 비를 맞을 때마다 온 산에 흐르길 바랐다.

일본인 연구자들은 내게 생각할 시간을 주겠다며 다시 오겠다는 기약을

한참 산을 올라 숨을 골랐다. 멀리 해인사가 내려다보였다. 지나

남기고 돌아갔다. 흥, 이게 운석이라고 해도 초계면에서 뭐, 외계인이라

가던 행인들이 크고 작은 돌을 쌓아 올리며 각자의 소원을 쌓아 올린 돌

도 나오겠나 그들은 아부지가 이번만큼은 유용하다고 말하고 있었다.

무덤이 보였다. 그 옆에 아부지의 운석을 반쯤 묻어두고 이끼를 긁어 덮

일본말도 조선말을 제대로 읽지 못했지만 별을 동경했던 아부지, 그는

어두었다. 그늘 속에 몸을 누인대도 목소리는 선명할 터였다. 마침 비가

시대보다 너무 빨랐고 우리는 모두 시대보다 너무 늦었다.

내리기 시작했고 운석이 우는 소리가 가야산을 서서히 감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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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별 주민들의 한숨, 합천 사람들의 설움과 원망, 아들을 사무
치게 그리워한 늙은 여자의 애틋함과 그리움이 빗물과 함께 쏟아졌다.
복잡한 감정이 복잡한 음성으로 변해 온 산에 출렁거렸다. 빗방울이 거
세게 나뭇가지를 흔들었다. 가을로 달려가는 가야산 나뭇잎은 금방이라
도 폭발할 듯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멀리서 기도 소리가 들려왔다. 신실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세
상을 향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소리가 운석이 만들어낸 소리 속에 서서
히 섞여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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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것들의
새로움

우리의 답사는 이제 합천의 지리적 경계 밖으로 한 걸음 나
아간다. 하나의 시공간에 벌어졌던 일들은 어떤 식으로든 다
른 곳과 영향을 주고받는다. 즉 징용이 합천에서만 벌어졌던
것은 아니며, 좋은 흙이 풍부해서 도공들이 많이 살았던 곳
이 이곳만은 아니다. 하나의 질문은 연이어 다른 질문들을
낳는다.
이곳에서는 오래된 이야기와 사물들을 다시 꺼내어 섬
세한 시선으로 다시 바라보는 이들의 글을 모아서 전한다.
옛 사람들과 오늘날의 독자를 잇는 작은 길을 상상하는 이
들, 충분히 들여다보지 못했던 어떤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속시원할 때까지 묻지 못한 질문과 충분히 위로받지 못한 마
음을 생각하는 이들의 이야기가 이어진다.

구본창의 달항아리, 시간을 견디는 사물의
소박한 아름다움
글·사진 구본창

부산항의 바닷바람 사이, 폭력의 시대를
건너는 두 조선 청년들
글. 김원영
배씨방에게 ‘한국 음악’을 묻다
글. 고영 사진. 정희승

구본창의 달항아리,
시간을 견디는 사물의
소박한 아름다움

1
아사카와 다쿠미(淺川巧,

1891~1931)는 일제 강점기의

대표적인 친한파 인사로,

사진 속 달항아리의 기이한 서글픔
한 외국인 여성과 백자 달항아리가 함께 찍힌 사진을 본 적이 있다. 그때
나는 한국을 떠나 있던 참이었다. 그래서였을까, 낯선 외국인과 함께 먼

명망 깊은 조각가이자

타국에 있던 백자의 서글픔을 간직하고 있는 듯한 그 모습이 내 마음 깊

도예 연구자인 아사카와

은 곳을 울렸다. 그때는 사진에 찍힌 노부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다

노리다카(浅川伯教)의

동생이기도 하다. 자신이 구한

만 백자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백자가 먼 이국 땅

도자기 파편 등을 형에게

에서 어떤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느낌만이 남아 있었다.

보냈고, 노리다카는 이를

그 후로 15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뒤에야 사진 속 달항아리의 내력과 여인

바탕으로 조선 도자기들의 연대
분류를 시도하기도 했다.

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루시 리(Lucie Rie, 1902~1995)다.

1914년 아사카와 다쿠미라는 1 일본인 청년이 광릉에 있는 조선

합천과 고령을 비롯한 영남 내륙
지방에는 도공들이 많이 살았다. 이는
그들이 좋은 흙을 찾아 떠돌아다니는

2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悦,

총독부 임업시험장 파견 근무자로 한국에 온다. 그는 우리나라 도자기의

1889~1961)는 일본 민예운동의

미를 처음 온몸으로 느낀 사람이다. 한국의 도자기와 민예품을 무척 좋아

주축인 사상가이자 평론가,

하여 당시 전국의 모든 도예지에 관한 연구를 했으니, 우리나라 도예가들

미술사학자다. 저서로 『조선을

이들이기 때문이다. 수백 년 전

생각한다朝鮮を想う』 등이

조선 각지의 도공들이 만들어낸

지닌 아름다움을 소박함과

있다. 조선의 공예와 예술이
비애, 단순함 등으로 규정하려

달항아리들은 그 아름다움으로 인해

지닌 채 세계 각지로 흩어진 백자

한국에 기증하기도 했다. 한국
학계에도 적지 않은 사상적
글·사진. 구본창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에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있다는 사실에 크게 놀랐다. 나중에 일본으로

조형미술대학교에서 사진디자인

최하림과 비평가 가라타니 고진

이십 년에 가까운 시간을 보냈다.

석사학위를 받았다. 2001년
삼성 로댕갤러리, 2002년

등에게 거듭 비판받기도 했다.

그에게 청해 듣는다.*

미국 피바디 에섹스 뮤지엄,

2004년 파리 갤러리 카메라
옵스큐라, 2006년 국제
갤러리, 교토 카히츠칸 미술관,

2007년 부산 고은사진미술관,
2010년 필라델피아 미술관 등
국내외에서 다수의 개인전을
열었다. 샌프란시스코

선 도자기 하나를 선물했는데, 그것이 야나기가 지닌 한국에 대한 인상을

정서를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달항아리를 만나 사진을 찍기 위해

사진가의 마음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어느 여름 아사카와는 일본의 미학자 야나기 무네요시에게 2 조

바꿔 놓는 계기가 되었다. 그때까지 서양문물에 반해 있던 야나기는 한국

방법론적 문제로 인해 시인

견뎌 낸 사물 앞에서 호흡을 고르는

싶다는 유언을 남겼다. 그는 지금 망우리 공동묘지에 묻혀 있다.

영향을 미쳤으나, 조선의

졸업 후 독일 함부르크

《보보담》은 수백 년의 시간을

와는 1931년 마흔 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면서 조선의 흙이 되고

시도했고, 3천여 점의 컬렉션을

전세계에 퍼져나가 있다.
작가 구본창은 저마다의 사연을

은 이 사람에게 진 빚이 많다. 평생 조선의 미를 아끼고 사랑했던 아사카

3
버나드 리치(Bernard Howell
Leach, 1887~1979)는 영국의

도예가이자 미술 교육자다.
홍콩에서 태어났으며

돌아간 그는 도쿄에 민예관을 세운다. 당시에 그가 모았던 우리의 전통
공예품들은 이때부터 오사카의 동양도자미술관과 도쿄 민예관에 소장되
었다.
한편 야나기에게 도예를 배우기 위해 일본에 왔던 영국의 도예
가 버나드 리치가 3 그를 따라 경성에 왔다가 우리 달항아리를 보고 반해
한 점을 사가지고 돌아갔다. 리치는 그 달항아리를 런던의 작업실에 간직

싱가폴과 일본 등에서 자랐다.

했다. 항아리를 안고 비행기를 탈 때 ‘행복을 안고 간다’고 말했을 정도로

일본 도예를 공부했으며,

소중히 여겼다. 그러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런던에 폭격이 시작되

야나기 무네요시, 도예가

자 항아리를 교외에 있는 제자의 작업실로 옮겼다. 항아리는 리치가 죽을

파인 아트, 교토 카히츠칸 미술관,

하마다 쇼지 등과 교류했다.

1920년 영국으로 돌아와

국립현대미술관, 삼성미술관 리움

자신의 공방을 설립했다. ‘영국

때까지 그곳에 있었다. 내가 본 사진 속의 노부인 루시 리는 항아리의 마

현대미술관, 휴스턴 뮤지엄 오브

등에 작품이 소장되었다. 책 『숨』,

『탈』, 『백자』, 『白磁』, 『Everyday

*

Treasures』, 『공명의 시간』 등을
출간했다.

이 글의 모든 주석은 편집자 주다

www.bckoo.com

스튜디오 도자기의 아버지’로

지막 주인이 된 리치의 제자였다.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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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시 리의 달항아리를 다시 만나다
먼 기억의 저편에 묻혀 있던 백자가 다시 나를 찾아온 건 15년이란 세월
이 흐른 뒤였고, 이번에도 역시 타국에서였다. 2004년 교토를 여행하던
나는 일본 잡지에 소개된 조선 백자를 보고 홀연히 오래전 그 사진의 기
억을 떠올렸다. 이 무렵 마침 나는 탈에 한창 몰두해 있었고, 그것을 통해
전통문화를 달리 바라보고 재해석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던 때였다.
당시 일본에서는 주부 대상 잡지나 인테리어 잡지에 백자가 자
주 등장했다. 소박한 조선 목가구 위에 백자가 놓여 있는 것이 일본 인테
리어 작가들에게 최고의 멋이었다. 이런 것을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아무
래도 찍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내가 꼭 찍어야겠다는 생각이 들
었다. 백자와의 첫 만남에서부터 걸린 긴 시간은 어쩌면 내가 백자의 멋
을 알아보는 나이가 되는 데 필요한 시간이었는지도 모른다.
그해 교토 고려미술관을 시작으로 나는 오사카 동양도자미술관
의 문을 두드리며 백자를 사진에 담기 시작했다. 동양도자미술관에서 어
렵게 촬영 허가를 받아 백자를 촬영하던 중, 문득 그곳의 큐레이터에게
루시 리의 사진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다. 외교관 부인으로 추정되는 한
외국인여성이 한국에서 가져온 듯한 커다란 달항아리 옆에 앉아 있는 사
진을 본 적이 있다고. 그러자 큐레이터는 책장으로 가더니 도록을 한 장
가져와 펼쳤다. “혹시 이 사진 아닌가요 ”
오랫동안 희미한 기억 속에만 존재했던 사진이 거기에 실재하
고 있었다. 루시 리는 오스트리아 사람으로 생활 도자기도 만들던 도예가
였으며, 1989년에 동양도자미술관에서 전시회를 가졌다. 도록에는 루시
리가 전시한 작품 목록이 실려 있었다. 일본의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 미

야케 이세이(三宅一生)는 루시 리가 만든 도자기 단추를 이용해 그해에
일본에서 패션쇼를 열고 그녀를 초대했다. 나도 그때 일본에서 잡지에 실
린 그 사진을 보았지만 당시 일본어를 몰랐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기억
에 남지 않았던 것이다.
루시 리가 세상을 떠난 지금. 그 달항아리는 대영박물관에 소장
되어 있다. 그녀가 죽을 때까지 간직했던 달항아리는 경매를 통해 한국관
컬렉션에 포함되었다. 2006년 나도 그곳에 가서 마침내 그 달항아리를 사
진에 담았다. 자신이 태어난 곳을 떠나 이국 땅에 머물러 있던 달항아리
는 고향에서 온 사진가가 셔터를 눌렀을 때 잠시라도 어떤 구원의 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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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보았을까.
수백 년을 견딘 달항아리들의 상처를 바라보다
백자를 다시 만난 2004년부터 나는 세계의 주요한 백자 컬렉션을 찾아다
니며 오랫동안 백자 촬영에 열중했다. 탈과 마찬가지로 도록이나 박물관
안내서에서는 찾을 수 없는, 나에게만 살결을 드러내 보여 주는 백자의
모습을 잡아내고 싶었다. 색상과 무늬가 화려한 청자에 비해 백자는 덤덤
하지만 그 수수한 멋 속에 드러나지 않는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다. 처
음에 내 마음을 끌었던 루시 리의 백자도 시간의 흐름을 반영하듯 닳고
여기저기 긁힌 흔적이 많았지만, 나는 그것이 우리의 자화상 같아서 오히
려 좋았다. 언제 깨질지 모르는 운명을 안은 채 몇 백 년의 세월을 견디고
살아남은 백자에 새겨진 흠집은 우리가 삶에서 얻은 상처처럼 느껴졌다.
삶은 상처의 연속이기에, 다행히 깊은 균열은 없다 해도 우리는 모두 소
소한 흠집을 안고 살지 않는가.
그러나 대부분 박물관과 미술관에 유물로 소장되어 있는 백자
를 촬영하는 작업은 쉽지 않았다. 우선 접근 자체가 어려웠다. 내가 처음
으로 찍은 백자는 교토 고려미술관에서 열린 조선 백자전에 전시된 작품
4
이병창(李秉昌, 1915~2005)은

사업가이자 외교관으로, 1949년
초대 오사카 영사를 역임했다.
오사카시립 동양도자미술관에

351점의 대규모 도자
컬렉션을 기증했다. 저서로

『한국미술수선(韓國美術蒐選)』

들이다. 미술관 측은 전시를 마치고 작품을 철수할 때 사진을 찍어도 좋
다고 허락했다. 전시회가 끝나는 날은 마침 성탄 전야였다. 그날 작품을
철수하느라 어수선한 분위기의 미술관에서 어렵게 백자들을 촬영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을 동양도자미술관으로 보내 그곳 백자들의 촬영 가능
성을 타진했다.
오사카 동양도자미술관은 전 세계의 도예가와 컬렉션에 미치

(총3권, 도쿄대학 출판부, 1978)이

는 영향력이 막강한, 권위 있는 미술관이다. 이곳은 현재 가장 방대한 양

있다.

의 한국 도자기를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도 유명한데 컬렉션의 상당수는

5
이토 이쿠타로(伊藤郁太郎,

1931~)는 도자사 연구자로,

오사카시립 동양도자미술관의

1999년 이병창 박사의4 기증으로 이루어졌다. 재일교포 출신 도자기 수집
가인 이병창 박사는 동양도자미술관이 그의 컬렉션을 잘 보관해 줄 것이
라는 믿음과 한일 양국의 우호를 다지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설립과 함께 관장으로 취임하여

기부를 결정했다고 한다. 내가 초반부터 이렇게 문턱이 높은 문을 두드린

25년 간 재직했다. 한국을

까닭은, 이곳에서 작품을 촬영했다고 하면 다른 미술관에서도 두말없이

비롯한 동양 도자사 전반에
대한 조예가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허락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오랜 기다림 끝에 관장과의 면담이 이루어졌다. 이토 관장은5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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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미술관에서 찍은 내 사진을 눈여겨보더니 박물관에서 제작한 조선 백
자 카탈로그를 보여 주며 물었다. “이 가운데 구 선생이 찍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
나는 순간 긴장했다. 혹시 잘못 말해서 안목이 없다고 거절당하
지는 않을까 염려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조심스레 몇 가지를 짚었
더니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다. “좋습니다. 며칠이 걸려도 좋으니 내일부
터 전체 백자 컬렉션을 다 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어떤 도자기를 촬영하
고 싶은지 결정하십시오.”
그렇게 이루어진 나흘 간의 촬영 기간은 내 온 정신을 집중한
소중한 시간이었다. 약사처럼 하얀 가운을 입은 큐레이터는 숭고한 의식
을 치르듯 백자가 들어 있는 오동나무 상자를 두 손으로 들고 와 바닥에
무릎을 꿇고 도자기를 꺼내 놓았다. 문화재에 대한 그들의 깊은 사랑과
경건한 태도는 나를 감동시켰다. 나 역시 몇 백 년이라는 세월을 버티며
깨어지 않고 이렇게 내 앞에 놓인 백자들을 바라보며 뭉클함을 느꼈다.
사진을 통해서 무욕의 마음을 표현하는 일
모든 예술품에는 만든 사람의 독특한 혼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많은
도자사 연구자들이 서술해 왔듯이 조선시대의 백자는 아름답게 표현하려
는 욕망을 절제하고, 마음을 비워 무욕의 아름다움을 성취한 놀라운 작품
이다. 바로 그 무욕의 마음을 사진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
었다. 사진이 가지는 사실적이고 기계적인 특성과 백자가 빚어내는 자연
스러움은 좀처럼 서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백자의 투박하면서도 부드
러운 질감과, 간결하면서도 기품 있는 선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그
리고 내가 이 작업을 통해 보여 주고 싶은 바는 무엇인가에 대해 끝없이
질문하고 고심했다.
결론적으로 내가 얻은 답은 백자의 외형적 형태보다는 그것의
내면에 흐르는 깊고도 단아한 감성을 파고들자는 것이었다. 나는 백자를
단순한 도자기가 아닌 혼을 지닌 것으로 여기고 마치 인물을 찍듯이 촬영
하였다. 한번은 큐레이터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백자를 가슴에 꼭 끌
어안고 속삭였다. “어쩌다 네가 여기까지 왔느냐⋯⋯. 네 영혼을 사진에
담고 싶으니 너도 꼭 응해야 한다 ”
예전에 경복궁을 중건한 대목장은 숲에 가서 금강송을 베어 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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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면 도끼를 내려치기 전에 “어명이요 ” 하고 외쳤다고 한다. 비록 베이
는 운명이 되었으나 궁궐에 들어갈 목재이니 그 뜻을 알아 달라고 나무에
기원했던 것처럼, 나도 백자들이 내 필름에 그들의 영혼을 비추어 주기를
기도했다.
동양도자미술관에서 촬영을 마친 후 한국에 돌아와 국립중앙박
물관, 삼성 호암미술관, 호림미술관 등에서도 촬영을 할 수 있었다. 이후
대영박물관,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샌프란시스코 아시아 미술관 등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조선 백자들을 찾아갔다.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와 긴 기다림을 거쳐야 했지만, 박물관의 수장고에서, 혹은
유리장 속에서 숨을 죽이고 수줍은 듯 기다리는 백자들을 만나러 가는 길
은 늘 흥분이 앞섰다. 쉽게 접할 수 없는 외국의 여러 박물관에서 우리의
숨결을 머금고 여유로운 빛을 발하는 달항아리를 보며 자랑스러움을 느
끼기도 했다.
나는 백자가 단순한 도자기 이상의 혼을 가진 그릇으로서, 우리
의 마음을 담을 수 있고 만든 이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존재로 보여지기
를 기대한다. 촬영을 하면서 백자가 지닌 아름다움을 가까이 접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즐거움을 맛봤다. 조선시대 장인들의 멋스러운 절제의
흔적을 발견하는 매 순간이 감동적이었고, 백자 하나하나가 오래전 살다
간 인물들처럼 느껴져 애틋하고 반가웠다. 세계의 박물관에 흩어진 우리
백자들을 찾아 떠났던 긴 여행을 마친 지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백자
들이 바로 옆에서 숨 쉬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그 때문이리라.

구본창의 달항아리, 시간을 견디는 사물의 소박한 아름다움
HA 07 BW, Moon Rising II, 2005.

삼성미술관 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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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 04 BW, Moon Rising II, 2006.

도쿄 일본민예관

JM 05 BW, Moon Rising II, 2006.

도쿄 일본민예관

BM 07 BW, Moon Rising II, 2006.

영국박물관

부산항의 바닷바람 사이,
폭력의 시대를 건너는
두 조선 청년들

1.
부산항 북항 제1부두에는 이제는 사용하지 않는 창고 건물이 있다. 부산
과 제주를 오가는 여객선 연안 터미널에 인접하고 부산항 대교와 영도가
바라보이는 곳에 서 있는 이 건축물은, 1970년대에 건설되었으며 그 크기
는 4천 제곱미터에 이른다. 철골 구조가 드러난 천장은 요즈음의 청년 세
대에게 ‘힙하다’는 카페 디자인을 선취한 듯 보인다. 내부에는 어지간히
큰 고래만한 돛을, 녹이 슨 채로 한쪽 구석에 버려두었다. 양쪽으로 뚫린
여덟 개의 문에서는 바닷바람이 맞바람을 친다. 덕분에 6월 중순에도 창
고 안은 가을처럼 선선하다. 이 인공물에서는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닌, ‘텅
빈’ 공간 자체로부터 기묘한 아우라가 뿜어나온다. 높은 천장 아래 사람

물론 일제 강점기의 징용이 단지

이 서 있으면 그의 신체를 이 거대한 인공 구조물이 멀리서 오는 조명처

합천에서만 일어났던 것은 아니다.

럼 안전하게 감싸 안는다.

2022년 6월 중순, 이 창고 안에서 2022 부산비엔날레에 출품될

1920년생 조선 청년 김부년과

퍼포먼스 작업을 촬영했다. 시각예술가 남화연의 이 작업에 나는 네 명

1927년생 김기철은 각각 남양군도와

의 무용수와 함께 퍼포머로 참여했다. 나흘 동안 근처 호텔에서 부산항으

큐슈로 징용을 갔다. 다행히 돌아와서

로 이동해 이 창고에서 늦은 아침을 시작했다. 임시로 설치한 허리 높이

가족을 꾸렸으나, 자신들이 겪은 일을

의 목재 판상 위에 검은색 고무 매트가 깔려 있는데, 창고로 출근을 하면

증언하거나 기록하지는 않았다.

너덧 명의 무용수들과 스태프들이 매트 위에 눕거나 앉아서 몸을 풀고 있

그들은 각각 김원영의 친할아버지와

었다. 흙먼지 가득한 창고 바닥을 휠체어 바퀴로 닦으며 무용수들이 모인

외할아버지다. 고향을 한번도

곳으로 다가가서, 나도 판상 위 매트에 드러누웠다. 바닷바람이 턱과 코
끝을 스쳤다.

떠나보지 않았던 두 젊은이들은

몸을 풀기 위해 누워 있으면 작업 과정을 기록하는 사진가가 우

부산항의 거대한 배를 보며 무슨

리 주변에서 연신 셔터를 눌렀다. 수십 년 훈련한 무용수들 곁에서 스트

생각을 했을까. 무용가이자 변호사인

레칭을 하는 내 모습을 촬영한다 생각하니 부끄러웠다. 내 옆에서 유연하

김원영은 글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게 허리를 숙이고 긴 팔로 척추를 늘어뜨리는 무용수는 나와 함께 창고

더듬어 보려 한다.

바닥에 깔린 비닐장판 위에서 서로의 힘에 의지하며 바닥을 기어가고, 굴
글. 김원영
공연을 하고 법을 다루고
장애에 관한 글을 쓴다. 《사랑과

러가고, 몸을 기대고 들어 올릴 예정이었다. 1983년생 정지혜는 나와 비
슷한 시기 한국 사회에서 태어나 성장했고, 얼마 전까지 독일에서 활동한

우정에서의 차별금지법》,

무용수다. 흥미롭게도 그곳에 모인 네 명 중 세 명의 무용수가 82년에서

《인정투쟁; 예술가 편》,

83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이었다.

《무용수 되기》 등의 연극, 무용
공연에 참여했다.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 『희망 대신
욕망』, 『사이보그가 되다』(공저)

10대 이후로 나에게 또래 친구들의 몸은 부러움과 질시와 호기
심과 아름다움의 대상이었다. 나를 걷지 못하게 만든 장애는 내 골격계의

등의 책을 썼다. 법무법인 덕수에
소속된 변호사다.

부산항의 바닷바람 사이, 폭력의 시대를
우리가
건너는
모르던
두 조선
청년들
『춘향전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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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간을 뒤흔들어 놓았다. 집에서, 아빠의 차 안에서, 창밖으로 지나가는
또래 아이들을 바라보는 순간은 내게 매번 일종의 ‘공연’ 같았다. 우리는
어두컴컴한 공연장에서 공연자의 몸을 본다. 현대의 관객들은 무대 위의

‘이야기’보다는 공연자의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지, 그의 몸에서 나는 소리(목소리, 발소리, 손바닥 소리 등)가 어떤 파장으
로 무엇을 향해 울리는지를 숨죽이고 지켜본다. 나는 또래의 몸이 수행하
는 것들을 지켜보는 관객이었다. 학교에 갈 때 왜 한쪽 어깨에만 가방을
걸고 다른 한 손은 바지 주머니에 넣는 걸까. 왜 저 아이는 앞에 가는 아
이에게 발을 구르며 ‘타다닥’ 달려가 손바닥 소리가 나도록 그의 등을 짝
내리치는 걸까(그런데도 왜 등을 맞은 아이는 싫어하는 것 같지 않을까). 저
아이의 목은 왜 저렇게 긴가. 저 아이의 다리는 어떤 이유에서 저토록 경

부산항 제1부두의 한 창고

사진 제공. 남화연

쾌한가.
그러던 내가 20여 년의 시간이 지나 창밖으로 지켜보던 또래의
아이들 가운데서도 아마 가장 유연하고, 아름답고, 질서정연하게 단련된
신체를 가진 무용수들과 부산항의 거대한 인공구조물 아래에서 함께 춤
을 수행하게 된 것이다. 물론 카메라 앞에서 여유롭게 몸을 풀기란 아직
쉽지 않았지만, 부산항 부두 앞 거대한 공간 속에서 안전하게 먼지를 뒤
집어쓰며 서로의 힘과 몸을 이용하는 시간은 기묘하고 즐거웠다.

2.
부산항은 1876년 조선의 첫 개항지였고 제1부두는 1912년 건설된 최초의
근대식 항만이었다. 개항 후 부산항에는 일본인 상인을 중심으로 외국인
이민자들이 속속 증가했다. 상인뿐 아니라 선교사, 각국의 관리, 관세와
무역 업무의 전문가가 모여들었다. 당시 국제 무역과 관세 행정 사무에 어
두웠던 조선은 청나라의 영향 아래 1883년부터 부산해관을 부산항에 설
치했고, 세계에서 약 100여 명의 해관원들이 초빙되어 근무했다. 3대 해
공연 중인 김원영

사진 제공. 남화연*

관장이었던 영국인 J.H 헌트의 딸 리즈 헌트와 양산 출신으로 영어를 배
우고자 부산해관 관사에서 허드렛일을 도운 권순도의 경계를 초월한 러
브스토리가 잘 알려져 있듯이, 19세기 말 개항기 부산은 어느 장소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어 각종 이야기와 지식으로 들끓던 장소였다.

*
프로덕션 스틸(Production Still),

개항기 이전부터 부산에는 조선의 다른 어떤 지역보다 외국인
들이 많이 거주했다. 17세기 이미 4~500여 명의 대마도인이 거주하던 초

남화연, <당신은 오직 두 번
산다>(2022),

2022 부산비엔날레 《물결 위
우리》 커미션 작품
사진. 김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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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왜관이 있었다(그들은 모두 남자였다). 1797년 영국 해군 탐사선인 프린
스 윌리엄 헨리호를 비롯한 여러 이양선들이 부산으로 입항해 음식과 물
을 구하고 돌아갔다. 이들은 고기를 구하기 위해 소를 훔치려 하거나 몰
래 부산항의 항박도를 제작했다. 부산은 중국이라는 정치적, 문명적 중심
부의 자장 안에 있던 한반도가 그 외부와 끊임없이 접속하는 변방이었다.
일본 제국주의가 확장하고 식민지 시대가 시작되면서 부산은
변방이 아닌 새로운 ‘중심’으로 변모했고 부산항은 그 거점이었다. 시모노
세키를 연결하는 관부연락선이 1905년 출항했고 부산에서 서울을 거쳐
신의주까지 경부선과 경의선이 부설되었다. 1945년 운항이 멈출 때까지
관부연락선 이용자는 약 3000만 명에 달했다. 조선총독부의 일본인 관료,
군인들, 상공인들, 조선으로 수학여행을 오는 학생들, 조선에서 일본으로
가는 유학생과 노동자들, 이주 농민들, 징용이나 징병자들이 부산항을 거
쳐 대한해협을 오갔다.1 1918년 일본군의 시베리아출병을 계기로 부산은
유라시아 전역을 위한 관문이 된다. 1931년 만주사변 이후 일본의 대륙
진출이 본격화되면 부산은 과거 한반도의 변방에서 조선과 일본의 연결
점을 넘어, ‘해륙연락의 결절점’으로서 제국의 지리적 중심이 되었다.2

1930년대 이후 시모노세키에서 연락선을 타고 부산항에 도착한

사람들은 경부선 기차에 올라 현재 지린성 창춘시인 신경(神經)까지 한

번에 갈 수 있었다. 당시 부산에서 기차를 탄 사람들은 경성(서울)과 만

1
이상의 내용은 이용득, 『부산항
이야기』(유진북스, 2019)를
참조하여 정리했다.

주로 가는 길을 ‘하행(下行)’이라 불렀고, 부산 방향을 ‘상행(上行)’선으로
여겼다. 제국 일본의 중심 도쿄로 향하는 관문이 대륙 사람들에게는 부산
이었기 때문이다.3 말하자면 이 시기 부산과 서울의 지위는, 그 이전까지
의 역사와 일제 패망 후 현재까지를 통틀어 유일하게 역전되어 있었던 것

2
허병식. 「동원되는

이다. 당시 서울 사람들은 부산에서 온 친구에게 이렇게 물었을 것이다.

정체성, 교차되는 장소 :

“언제 다시 부산 올라가니 ” 이러한 체험은 당대 조선인들에게 “일본 제

1940년대 부산의 장소성」,
《한국문학연구》 59, 2019,

265쪽.
3
한석정, 『만주 모던』,

국 내에서의 조선이라는 내셔널리티의 위치를 끊임없이 자문하도록” 했
다. 조선인들은 “확장된 제국의 판도 내에서 내지에 거주하는 일본인들보
다는 열등하고 제국에 새로 편입된 지역의 주민들보다는 우월한 제2국민
으로서의 중간적 위치에” 놓였다.4

문학과지성사, 2016, 149쪽.

4
위의 책, 274쪽.

3.
나의 할아버지 김부년(1920~1993) 씨는 1940년대 일본 제국주의가 남태

부산항의 바닷바람 사이, 폭력의 시대를 건너는 두 조선 청년들
부산과 부산항 항공 사진. 1945년 7월 28일에 촬영한 것이다.

소장. 부산광역시립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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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까지 확장하고 미국과 치열한 패권다툼을 시작하던 때 남양군도(미
크로네시아 지역 일대의 섬들)로 징용되었다. 자세한 이야기는 신기할 만큼

잘 전해지지 않는다. 할머니에게서 그가 남양군도에서 가혹한 노동에 시
달리면서 식량으로 거의 호박을 먹었고, 3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 집으로
돌아온 후 다시는 호박을 먹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일제
강점하 강제징용 진상규명위원회’에 따르면 1939년에서 1941년 사이 남
양군도로 징용된 조선 노동자는 약 5천 명이었으며 그 이후에도 다수가
징용되었다가 태평양전쟁 도중 60% 이상이 사망했다. 살아남은 이들은

1946년 가고시마를 거쳐 부산항으로 돌아왔다.5 김부년 씨는 남양군도에
서의 생활 이후 만성적인 천식을 앓았으며 그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와 가
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지는 일에 어려움을 겪었다. 봄에 밭을 갈고 가을에
작물을 수확하고 산에 올라 송이버섯을 채취하는 강원 영동 지방의 경제
활동은 할머니가 책임졌고 할아버지는 방앗간을 운영하다가 50대 즈음
부터는 그마저도 하지 못하고 집에만 있었다. 내가 열 살도 되기 전 우리
집은 할아버지와 내가 지켰다. 할아버지는 자신만의 작은 방에 머물면서
늘 기침을 했고 감기약인 판콜을 상자로 사두고 하루에도 몇 개씩 마셨
다. 그가 나를 업어준 기억은 아주 어린 시절로 한정되었고 60대 후반쯤
이 되면 자신의 몸도 잘 가누지 못했는데, 조금만 움직이면 숨이 차서 걸
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충청남도 논산이 고향인 나의 외할아버지 김기철(1927~2020)
씨는 16살이던 1943년경 큐슈지역으로 징용되어 탄광 노동자로 일하다
해방 후 부산항을 통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의 큐슈 생활에 대
해서도 이상할 만큼 들은 것이 별로 없다. 다만 일본어를 거의 못했음에
도 일본에서 그를 고용한 ‘주인’의 배달 심부름을 그가 영특하게 잘 해냈
기에 인정을 받았으며, 일본 여성과 사랑에 빠져 아이를 한 명 낳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는 다행히 건강에 큰 손상을 입지 않고 귀국했지만
바로 그 때문에 한국전쟁에 참전했고 참전용사로 불리며 생을 마쳤다(김
부년 씨는 건강 상태가 나빠 전쟁에 나가지 않았다).

나는 2011년 부산항에서 선박을 타고 큐슈로 여행을 다녀왔다.
그때 배 위에서 현해탄을 건너 큐슈와 남양군도로 떠나는 두 젊은 남성을
5
<日 남양군도 강제동원 첫
확인>, YTN 2010. 2. 25.

남양군도 티니안 섬에 있었던 일본 남양흥업주식회사(南洋興発株式会社)의 설탕 정제 공장.
많은 조선인들이 일했다.

출처. 위키미디어 커먼스.

떠올렸다. 1930년대 말에서 40년대 초, 일본 제국주의가 패망을 향해 달
려가던 그때 조선 반도에 살던 젊은이들에게 징용과 징병은 예외적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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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이 아니었다. 1940년대 전후 부산항은, 일본에서 경제적 성공을 꿈꾸거
나 선진문물을 배우는 식민지 유학생들이 도전장을 내미는 관문이 아니
었다. 부산항은 지원병이나 강제징병, 징용자들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권
력과 처벌의 공간이었고 이들에게는 다시 돌아올지 알 수 없는 고향의 마
지막 땅이었다. 권병탁은 일제 말 징용기를 다룬 『게라마 열도』에서 당시
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한다.

“부산 초량역에 당도한 것은 당일 하오였다. 목도 타고 배도
고픈 데도 열차문을 열려고 하지 않았다. 얼마쯤 지나자 문이
열리더니 주먹밥과 냉수가 배급되었다. 정신없이 밥을 먹었다.
식후 인원점검이 있었는데 2명이 행방불명되었다. 감시인들은
이때부터 눈에도 불을 켜고 도주를 방지하였다. (중략) 감시는
날이 갈수록 엄해졌다. 분대별 반별로 서로 감시하게 하고,
바로 옆자리의 사람이 자리를 이탈하면 그 앞뒤 사람이
책임을 지라는 것이었다. 책임을 어떻게 지라는 것인지 한계가
모호했다. 여기서 이틀 밤을 묵고 15일 아침에 관부연락선을
탔다.” 6
김부년과 김기철, 두 젊은이들은 비슷한 시기 아마도 부산항에서 일본의
어딘가로 가는 연락선에 탑승했을 것이다.7 10대에서 20대 초반의 이 젊
은이들은 강원도와 충청도에 두고 온 가족이 있었고, 이전까지 고향을 떠
나보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누군가는 도망가고, 누군가는 다시 붙잡히는
그 고향의 마지막 땅 부산항에서 거대한 배를 기다리며 그들은 무슨 생각
을 했을까.
6
권병탁, 『게라마 열도』,
영남대출판부, 1982,

4.

108 ‒109쪽(허병식, 앞의 논문,

남양군도와 큐슈에서의 시간은 20세기를 살아낸 이 두 노인의 인생 전체

276-277쪽에서 재인용)

에서 대단히 강렬한 경험이었을 것임에도, 가족들 사이에서조차 상세하

7
다만 김기철 씨는 충청남도
논산에 살고 있었으므로
군산이나 여수항에서 출항했을
가능성이 있다.

게 전해지지 않는다는 점은 잘 이해하기 어렵다. 아마 귀향 직후 많은 이
야기를 내놓았을 테지만, 문자 기록을 남기는 데 익숙하지 못한 시골 출
신 두 노동자의 경험은 두 세대를 내려오며 소멸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
런 점을 감안해도 이들 인생에서 거의 유일했던 ‘다른 세계’ 경험은 지나

부산항의 바닷바람 사이, 폭력의 시대를 건너는 두 조선 청년들
규슈 야와타 제철소 사진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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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게 쉽게 삭제된 것 같다. 한국전쟁이라는 더 강렬한 체험이 곧 들이닥
쳤기 때문일까 나는 어린 시절 강원도 영동 지방에서 공교육을 받지 못
한 채, 할아버지 할머니와 긴 시간을 보내며 자랐다. 해외 여행객들이 캠
코더로 촬영한 영상을 편집해 보여주는 방송 <걸어서 세상 속으로>나 누
나가 학교에서 받아온 지리공부용 교재인 『사회과부도』가 나를 다른 세
상으로 이어주는 통로였다. 골방에서 판콜을 마시며 기침을 하던 나의 할
아버지는 다른 세계를 분명히 보았지만, 내게 자신이 본 (비록 가혹했지
만) ‘넓고 이국적인’ 세계를 들려주지 않았다. 학교에 가지 못한 채 또래

들을 만나지 못하고, 사회과부도를 방구석에서 외우는 열 살짜리 손자에
게 제국주의 일본의 거점이었던 부산항의 풍경, (아마도) 큐슈 어딘가의
번화한 도시, 거대한 선박, 강원도와는 판이하게 다른 날씨의 남양군도
이야기를 들려줄 법도 했지만, 그는 아무 말이 없었다.
또래들보다 늦게 정식으로 교육을 받고 서울의 대학에 들어왔
을 때는 21세기가 시작된 후였다. 인터넷이 일반화된 지 이미 오래였고

80년대에 태어나 자란 친구들은 방학이 되면 유럽과 남미, 미국으로 배낭
여행을 떠났다. 부산, 광주, 제주에서, 뉴욕과 도쿄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20대들이 모인 대학 캠퍼스의 한가운데에 나는 살았다. 나와 다른 장애를
가진 청년들, 성소수자, 소수 인종, 홍콩과 인도네시아, 미국, 일본에서 온
유학생 친구들을 사귀었다. 거대하고 충분히 연결된 사회에 살면서 나는
비로소 내 ‘또래들’의 몸을 바라보는 관객의 지위를 벗어났다. 나는 더 넓
은 관점에서 내 몸을 조망할 수 있었다. 그 뒤로도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
지만 2022년에 부산항의 창고 안에서, 카메라 촬영이 진행되는 가운데 내
가 무용수의 몸을 가진 동료들과 함께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다. 하지만

20세기 중반 이 세계가 처음으로 가장 강렬하게 연결되었던 그 시점에,
넓은 세계로 던져져서 감시와 규율의 폭력 하에 놓였던 몸들은 분단과 냉
전, 가난과 사회적 지위가 만든 협소한 사회적, 지리적 장소 안에 자신을
유폐하고서는 장애를 가지고 방에 갇혀 사는 손자에게조차 별다른 이야
기를 전해주지 않았던 것이다.
김기철 씨는 2020년 11월 모두가 출근한 큰 아들의 집에서 혼자
숨을 거두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의 역사와 한국전쟁, 냉전시대의 역
사를 공부한 뒤에도 나는 외할아버지에게 큐슈로 가는 여정, 그곳에서 보
낸 시간, 부산항을 통해 집으로 돌아오던 그 길 위의 경험에 대해 묻지 않

부산항 관부연락선(關釜連絡船) 사진엽서. 부산항과 시모노세키 항을 오가던 연락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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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나는 평생을 겨우 한글을 읽는 정도의 교육을 받고서 병들고 부상
당한 몸으로 노동을 했던 이 반세기 전 젊은이들에 대한 막연한 안타까움
과 사랑 외에는 다른 관심이 없었던 것 같다. 하지만 돌아본다면, 내가 장
애인으로서 직면한 이 ‘몸’의 문제(열등감, 비하, 차별, 아름다움)야 말로 20
세기 전반 식민지 젊은이들이 겪었던 중대한 정체성의 위기가 아니었을
까 제국주의 말 강제로 격리되고 동원되고 분류되었던 이 몸들의 역사
야말로 내가 도서관과 인터넷에서 나의 몸을 이해하기 위해 읽었던 미국
장애인들의 역사, 60년대 성소수자들의 인정 투쟁만큼이나 중요하게 기
억해야 할 역사가 아니었을까
바닷바람이 들어오는 부산항의 창고에서 촬영을 모두 마치고,
여행 삼아 하루 더 부산에 머물렀다. 서울로 ‘올라가는’ 기차를 타기 위해
부산역으로 온 날, 친구들과 부산역 길 건너 초량동 일대에 위치한 차이
나타운에서 우즈베키스탄 식당에 들어가 점심을 먹었다. 식당 안에는 우
즈베키스탄 언어를 사용하는,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살아온 이들과 거의
유사한 인종의 젊은 남성 두어 명이 혼자 간단한 만두와 빵과 함께 맥주
를 마시고 있었다. 이들은 아마도 부산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일 것이다.
부산은 오래전부터 이주민들의 도시였고, ‘타자’와 마주하는 변방이었으
며, 폭력적으로 확장하던 제국의 중심이었다. 일제가 패망한 이후에는 일
본으로 귀환하려는 조선 거주 일본인들로 북적였으며, 그들에 대한 해방
한국민들의 분노가 들끓던 폭력적인 장소이기도 했다.8
나는 부산을 여행할 때마다 곳곳에 새겨진 다양성과 역동성의
흔적에 환호한다. 반면 어린 시절을 보냈던 나의 고향과 친족의 단일하고
고립된 정체성에는 아쉬움을 느낀다. 그러나 넓어진 세계에서, 말하자면
거대한 구조물 안에서 나의 신체를 자유롭게 움직여도 좋겠다는 아우라
를 경험하는 것은, 그렇게 큰 세계를 안전하게 건설하고 유지하느라 자신
의 몸을 던졌던 사람들의 삶이 있었기 때문일 테다. 안전망이 사라진 채
폭주하듯 확장되는 세계 속에서 인간의 몸은 폭력 속에 내던져지므로, 그
에게는 새롭게 교섭하고 확장할 정체성도 없고, 타자와 만나 춤을 출 기
8
이가연. 「해방 직후 조선 거주
일본인들의 귀환과 부산항」,
《동북아 문화연구》, 67, 2021,

21‒ 37쪽.

회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 존재들이 폭력의 시간이 끝나자 방어막을 치고
고립된 공간에 흔쾌히 머물며 가족을 위한 삶의 터전을 건설했다. 그리고
그 토대 위에서, 부산이라는 거대한 인공 구조물 속 텅 빈 공간을 아름답
고 안전하다 느끼는, 나와 같은 ‘타자’도 비로소 등장할 수 있었을 것이다.

부산항의 바닷바람 사이, 폭력의 시대를 건너는 두 조선 청년들
징용을 독려하기 위한 사진 엽서. ‘한땀 한땀 진심을 다해 수놓다’ 등의 문구가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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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1906~7년 경 한국을 방문한 독일 장교 헤르만 잔더(Hermann Sander)가 일본인 사진가 나가노를 고용하여 촬영했다

소장. 국립민속박물관

‘한국 음악’은 무엇인가. 그 갈등과 뒤엉킴을 묻는다

배씨방에게
‘한국 음악’을 묻다

땀을 뻘뻘 흘렸다. 달아오른 여름 더위 때문만은 아니었다. 인터뷰는 끝
없이 ‘한국 음악’을 향했다. 눈 밝은 독자나 평론가라면 단박에 한 가지 질
문을 떠올릴 테다. “당신이 지금 말하는 ’한국 음악’이 뭐요 ” 우물쭈물할
수밖에 없다. 이른바 ‘서양 음악’이 한반도에 막 들어온 때부터, ‘국악’이라
는 말과 개념을 세우고도, 또 그게 다가 아니라고 고개를 갸웃하면서도,
속 시원한 답을 낸 적은 없으니 말이다. 주변을 둘러보자. ‘한복’, ‘한식’,

‘한옥’ 등의 개념과 상상력과 제도와 사물이 모두 그렇다. 당장 쓰고는 있
고, 대다수의 한국인이 대충 사용하고 있지만 명확하지 않다. 그 윤곽도
속내도 ‘명징하게 직조’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

음악은 꽤 간단히 국경을 넘나든다.

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해왔으며,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해 온 전통

다른 이들의 음악에 열광하고, 거기에

생활 관습이자 전통 지식’을 1 향한 원망과 희망은 여전히 작동 중이다.
예술이라고 다르겠는가. 앞서 만났던 입과손스튜디오나 이봉근

자신의 고민을 담는 것 역시 비단
요즈음의 일만은 아니다. 그렇다면

에티엔 드라사예트(Etienne de la Sayette)

과의 인터뷰는 어떠했는가. 아무리 거침없는 음악가라도 내 음악이 전통

색소폰과 플롯, 피아노 등을

적 요소와 외래적 요소의 갈등을 얼마나 잘 소화했는지, 그 융합에 성공

지금 ‘한국 음악’이란 무엇인가. 협소한

연주하고 작곡가와 프로듀서로도

시공간적, 혹은 민족적인 대답으로는

세계를 투어하며 다수의

충분치 않게 느껴진다.
에티엔 드라사예트는 옛 가수
배호를 기리는 재즈 밴드 ‘배씨방’의

했는지 늘 고민이다. ‘뽕끼’, ‘한국적인 리듬’, ‘한국적인 피아니즘’ ‘장단과

활동한다. 여러 밴드의 리더로

토리의2 재구성’ 등을 향한 탐색은 지금 치열하게 진행 중인 화두다. 여기

공연을 했다. 세계 각국의
음악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이르러 머리와 마음과 몸에서 힘을 뺀다. 어느 세대를 지나 한국인이 잊

다양한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어버린 한국 대중음악을 즐기는 음악가, 판소리와 민요에 반응하는 음악

etiennedelasayette.com

가, 정의를 내리기 전에 영민하게 ‘한국 음악’을 써먹는 이방인의 이야기

리더다. ‘진하게 편곡한 재즈로 고향

글. 고영

를 터놓고 들어보고 싶다. 그의 한국 음악 체험기. 또는 만유기에 담겨 있

맛을 내는’* 드문 뮤지션이기도 하다.

대학에서 고전문학을 공부했다.
대중의 일상에 대한 관심을

을 ‘한국 음악’이 궁금하다.

어쩌면 그에게 ‘한국 음악’에 대해

바탕으로 판소리, 잡가 노랫말의

묻는다면 조금은 기이한 실마리를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의 이름은 ‘에티엔 드라사예트(Etienne de la Sayette), 그 알파

통사와 형태소 분석, 그리고

1
이는 문화재청을 비롯한 국가

벳 철자를 몇 번이고 곁눈질했다. 입에 발음이 붙지 않아 전해들은 발음

음식을 둘러싼 생활에 파고들게

기관이 한식, 한복, 한옥, 한국

을 입속으로 몇 번이고 되새긴다. 한반도에서 프랑스 땅까지가 꽤 멀구나

되었다. 조선 후기 한문 단편과
판소리계 소설 등을 번역하고
주석했으며, 음식에 잇닿은
문헌을 공부하고 있다.
사진. 정희승
사진의 재현성과 그 한계에 대해
사유하며 책과 오브제, 사진

전통예술 등에 붙이는 전형적인
수식어이자 전제다.

2
‘토리’란 독특하게 구성된 음계

소폰 연주자이자 60년대 한국 가수 배호를 오마주한 재즈 밴드 ‘배씨방

(Baesshi Bang)’의 마스터 에티엔을 서울 해방촌의 한 공간에서 만났다. 소

및 민요의 어법을 가리키며,

통이 쉽지만은 않았다. 한국어와 프랑스어의 이쪽저쪽, 음악사와 음악의

이는 지역에 따라 구별된다.

기술을 둘러싼 전문용어의 이쪽저쪽, 정서와 표현을 담은 말과 상상력의

예컨대 신중현의 <미인> 연주의

설치의 형태 안에서 매체를

기타 운용은 한반도 동부의

탐구한다. 2014년, 박연주와

‘메나리’ 토리를 담고 있다.

헤적프레스를 설립하였다.

실감한다. 통번역을 끼워 넣어야 말을 나눌 수 있는 프랑스 사람, 재즈 색

이쪽저쪽을 이으려는 말들이 가다 서기를 반복하며 우리를 괴롭혔다.

*
고영, 「오늘날 ‘판소리다운’ 것은 무엇인가, 입과손스튜디오의
질문」, 《보보담》, 2022. 4.(통권 43호).

사전 인터뷰 번역. 황종욱

배씨방에게 '한국 음악'을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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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호, 공장에서 만들어낸 것들의 생명력과 역동성
어떻게 음악과 만났는지부터 물었다. 답은 간결했다.
3
존 콜트레인(John William

좋아서.

Coltrane, 1926~1967)은 20세기

중반의 재즈 섹소포니스트다.
활기차고 강렬하며,

색소폰은 멋있게 보였고, 재즈는 세계로 난 창이었다. 모던 재즈의 표상

선명하면서도 어두운 독창적인

존 콜트레인의3 음악은 노르망디 캉(Caen)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에

스타일을 구축했다. 인도와

티엔을 보다 넓은 세계와 예술로 이끌었다.

아프리카 음악을 깊게 연구하고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유럽 밖의 전통 음악을 일러
에티엔은 ‘월드 뮤직(world
music)’이라는 말을 썼다.

전공은 역사학이다. 공연과 작곡, 편곡, 영상물 음악감독 등의
일로 먹고 살 수 있게 된 건 서른 즈음부터였다.
그는 무엇보다 녹아들고 뒤엉키는 음악의 세계에 매력을 느꼈다 . 특

어쩔 수 없이 쓰기는 하지만

히 1950 ~1960 년대 유럽 밖의 ‘전통 음악’과4 영미권 앵글로색슨 음악

좋아하는 말도 아니고, 명확한

과의 만남에 빠져들었다. 1960 ~1970 년대의 서아프리카의 아프로비트

개념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Afrobeat)5, 에티오피아의 어반 팝(Urban Pop)이6 모두 매혹적이었다. 그

5
거칠게 요약하면,
서아프리카에서 태어나

시대의 음악 현상은 인도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에티엔은 설명한다.7 음
악을 따라서 발칸 음악도 섭렵했다. 인류학 하는 친구를 따라, 인도를 방

영미 수용자들에게 수용된

문하기도 했다. 라비 샹카의8 음악 또한 각별하게 다가온단다. 인도네시

‘글로벌’한 아프리카 갈래이다.

아 가멜란9 음악도, 이집트, 시리아, 튀르키예 음악도 마찬가지다. 에티엔

한국 대중음악 평론의 장에서도
일찍이 논의되었다. 신현준,

의 영감과 힘의 원천이 바로 이들 음악이란다. 그러니 이게 재즈다, 이게

「아프로비트의 국제화」,

록이다, 이게 트로트(혹은 뽕짝)이다, 하는 꼬리표 붙이기나 범주화는 관

《웨이브》, 2001. 11.

심 밖이라고 한다. 이런 그를 매혹시킨 첫 한국 음악은 배호, 그리고 배호

6
독일의 인디펜던트 레이블인
아날로그 아프리카(Analog
Africa) 등을 통해 그 예를

확인할 수 있다.

시대의 한국 대중음악이었다.
한국 음악 딱 잘라 말하기 어렵다, 하지만 접하자마자 와 이거
대단한데 하는 느낌이 왔다.

7
미국 시애틀과 워싱턴을

배호 다음으로는 판소리였다. 판소리는 다시 그를 시나위와 한국 민요의

중심으로 한 인디펜던트 레이블

세계로 이끌었다. 이때 음악적으로 그를 매혹시킨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서브라임 프리퀀시스(Sublime
Frequencies) 등을 통해 그 예를

확인할 수 있다.

장단과 고법이다. 가령 밴드 이날치의 판소리는 베이스 위에 음계와 장단
을 싣는다. 여기에 드럼 세트가 가세해 박자를 쪼개거나, 엇박을 내거나,

배씨방에게 '한국 음악'을 묻다
배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음반, 《배씨방Baeshi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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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뭉스럽게 정박을 따라가는 가운데 전에 없던 전자 사운드가 구현된다.
그로 인해 “노랫말을 빼고 들어도 음악의 구성이 여전히 ‘신박’(신기)하고
흥미로운” 10 음악이 태어난다. 이 바탕에 자리한 것은 영락없는 한국 음
악 특유의 장단과 고법과 토리 등이다. 배호를 지나 판소리에 도달한 에
티엔 또한 거의 같은 방식으로 한국 음악을 ‘써먹고’ 있는 셈이다. 한편 에
티엔에게 배호는 조금 다른 존재였다.

8
라비 샹카(Ravi Shankar,
1920~2012)는 존 콜트레인,

비틀스, 밥 딜런 등에게 큰

배호는 생계를 위해 음악을 했다. 때로는 공장에서 찍어내듯
만든 것 같은 곡도 있다. 하지만 그래서인지 오히려 어마어마한
생명력과 역동성을 느낄 수 있었다. 시대의 어려움, 살고

영향을 미친 인도 음악가다.

싶다는 몸부림 같은 게 전해졌다. 뻔한 곡은 뻔한데, 그런 두

인도 악기 시타르와 그 음악을

가지 감정이 동시에 전해져 와서 신기하고 매력적이었다.

온 지구에 퍼뜨린 데에도 큰
역할을 했다. 가수 노라 존스의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한국어 노랫말, 그러나 빠져들 수밖에

아버지다.

없는 인간미나 예술성, 손맛 같은 것들. 나중에 신중현의 록

9
인도네시아 음악을 대표하는

음악에서도 그런 면모를 보았고, 민요에서는 원초적인 호소력을
느꼈다. 이런 것들이 내가 느끼는 ‘한국’이다.

타악기 또는 선율. 해방 전 조선
지식인들에게도 낯설지 않았다.
한국 시인 박인환은 인도네시아

단순히 기술만은 아니었다. 그 깊고 진한, 그리고 모순적인 감정을 즐길

독립에 부친 <인도네시아

수 있었기에 배씨방은 배호에 ‘꽂혔’다. 배호의 목소리, 연주, 편곡, 반주,

인민에게 주는 시>(1948)에서

금관 악기가 주는 ‘재즈’ 분위기에 꽂혔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뽕끼’ 같

가멜란과 가멜란 음악을
인도네시아의 상징으로

은 건 아무래도 좋았을 테다. 안 그래도 서면과 전화로 나눈 사전 질문에

노래하기도 했다.

서 ‘뽕끼’라는 말을 들어보았느냐고 물었다. 대답이 걸작이다.

10
이수정, 「조선의 힙스터」,
《월간 국립극장》, 2020. 7.(통권
366호).

내가 ‘딴따라’고, 내 친구들이 다 딴따라다. 내가 ‘뽕끼’를
모르겠나 그런데 ‘뽕’, ‘뽕끼’ 같은 단어의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인이 내게 설명해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가

11
아래 QR코드로 연결된
사이트를 통해 배씨방의 음악을
들을 수 있다.

뒤섞이고 모순적이므로, 아름답고 멋지다
에티엔은 배호의 음악을 재해석하기 위해 ‘배씨방(Baeshi Bang)’이라는11
재즈 밴드를 결성했다. 배호는 1960년대의 전지구적 대중음악의 맥락에
있는 지역 음악가지만, 오케스트라에 한국어의 발음과 발성으로만 빚어낼
수 있는 노래를 싣는다. 한국의 1세대 디제이인 DJ 수퍼플라이는 배호의

배씨방에게 '한국 음악'을 묻다
불가리아의 전통 악기 카발(Kaval). 에티엔이 사용하는 사진 속의 악기는 카발 중에서도 가장 낮은 음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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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에 어떤 ‘특유의 맛’ 같은 것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세대 도시의 고
독, 지식인 취향, 병약한 몸으로 빚어낸 획기적 창법. 한탄(조)이거나 비
탄(조)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어떤 ‘멋진’ 느낌. 시인으로 치면 박인환과12
맞잡이라고 할까. 오늘날의 트로트 가수들을 비롯해 위로나 공감을 전하
려는 음악은 많다. 그러나 배호는 투박하고 극적인 노래를 통해 남인수로
대표되는 당시 남성 가수의 전형을 깼다. 자기 색깔을 획득했을 뿐 아니라
사람과 음악과 노래가 모두 ‘멋졌던’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13
멋진 어울림, 뒤섞임이 아닌가. 내게 익숙한 1950~1960년대
유럽 가요에서 들을 수 있는, 대편성 오케스트라 편곡,
12
박인환(朴寅煥, 1926~1956)은

강원도 인제 출신의 시인이다.
<목마와 숙녀>, <세월이

그러나 내 귀에는 너무나 ‘극동의’ 것으로 들리는 멜로디,
내가 알아들을 수는 없는 전형적 한국어의 억양. 이건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놀라운 ‘칵테일’이었다. 나는 이 노래와

가면>등 댄디즘과 탄식과

소리가 만들어지는 방식, 그리고 그의 음악적 기술에 민감하게

체념의 정서가 깊은 시들을

반응했다. 올드 스쿨 분위기의 일렉트릭 기타, 현악과 금관,

썼다. 조니 워커 위스키와 카멜
담배를 좋아했고, 알콜중독성

전자오르간이 어울린 화성이 내게는 매력적이다.

심장마비로 요절했다.

13
이 부분의 해석은 전적으로

에티엔과의 이야기는 한국 대중음악과 전통음악, 그리고 그것을 연결하
는 뒤엉킴을 어지러이 오갔다. 듣고 보니, 한국의 몇몇 우뚝한 음악가, 연

DJ 수퍼플라이에게 얻은

주자의 시도가 떠오른다. 김수철, 최구희, 김도균 모두 자신의 음악이 있

것이다. 사전 취재를 위해

는 ‘근원적인 곳’를 찾겠다며 장단과 토리에 파고든 적이 있다. 김수철은

방문한 필자에게 배호의 음악을
최상의 음질로 아낌없이

일찍이 풍물과 아쟁을 적극 활용했다. 최구희는 기타 리프에서 가야금 주

들려주고, 고견까지 피력해준

법과 중모리 등 세 박자 장단을 활용하며 동시대 어느 연주자보다 앞서나

수퍼플라이께 지면을 통해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14
최구희 1집 《내 친구야》,
동아기획, 1989. 참조.

갔다.14 김도균의 독주 앨범 《Center Of The Universe》(1988), 김도균 그
룹의 《정중동(靜中動, Movement on Silence》(2002)에는 각각 ‘쾌지나칭칭나

네,’ ‘아리랑,’ ‘밀양아리랑,’ ‘새타령,’ 가야금 산조와 가야금 주법, 그리고
거문고 주법, 풍물의 음악적 상상력이 잔뜩 녹아 있다.15

15
김학선, 「백두산 타고 우주를

한국 음악의 장단을 밴드의 베이스에 올려놓으면 연주에

돌아 다시 본고향으로, 본질을

‘시동’을 걸 수 있다. 진양, 중모리, 자진모리 등을 구체적으로

탐구하는 기타리스트 김도균」,
《월간 공진단》, 2020. 10.

(통권 27호).

들여다보면 음악적으로 시도할 게 많아진다. 장단 하나를 한
곡의 기본 리듬으로 사용하면서, 다채로운 변주의 가능성을

배씨방에게 '한국 음악'을 묻다
뮤지션 에티엔 드라사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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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갈 수 있다. 기술적으로 쉽지 않지만, 못 할 일은 아니다.
즉 장단 운용의 극치에 선 기악인 산조, 산조보다 원초적·즉흥적이며 합
주의 묘에 보다 천착하는 시나위, 이들에 근원적인 음악적 상상력을 제
공하는 갖가지 민요(해방 이후에 정착한 민요를 포함해서)에서 무언가를 다
시 찾는 활동이란 음악가들에게는, 국경을 넘은 ‘근원적인 것’일 수도 있
다. 이 면면한 흐름이 잠비나이, 밴드 이날치, 밴드 적벽 등에게도 이어졌
고, 김수철이나 김도균의 시대와도 또 다른 한 시대의 펑크, 뉴웨이브, 디
스코와 함께 당대 얼터너티브의 세계를 만들어낸 것이 아닐까. 이런 것들
의 매력이 쌓이고 폭발해 이방인 음악가를 매혹시킬 만한 ‘한국 음악’ 또
는 ‘한국적인 무엇’이 막 나타난 것은 아닌지 조심스레 짐작해본다.
아름답고 생생하고 강렬하게, 그리고 함께
그럼에도 에티엔이 ‘선 자리’, 에티엔의 실험이 선 자리와 한국 음악이 선
자리가 꼭 같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시야’도 사뭇 다를 수밖에 없을
듯하다. 에티엔은 배호의 음악과 한국의 전통 음악 사이의 가장 중요한
공통점을 ‘한국’이라고 표현했다. 동어반복 같지만, 음악에 깃든 한국이
그 자체로 이미 굉장하다는 전언과 함께였다. 고전 예술의 갈래로 격상되
기 전에는 판소리 역시 배호의 노래들이 그러하였듯 매우 대중적인 갈래
였을 것이다. 이들 사이에 구체적인 음악 기술의 공통점은 별로 없지만,
이방인 음악가는 ‘한국’이라는 강렬하고 이상한 존재를 분명히 느낀다.
관심이 있다면 가볍게 접근하지 않는다. 하지만 일단 음악으로
시작한다. 역사를 짊어지고 시작하는 건 아니다. 배호를 거쳐서
나는 또 다른 한국 음악의 세계로 건너가는 중이다. 지금은
16
배씨방과 입과손스튜디오가
2022년에 발표한 싱글

무엇보다도 한국의 민요와 장단을 배우고 싶다. 아름다운
음악, 생생하면서 강렬한 호소력이 있는 음악을 만들고자

<강강술래>를 아래의

하는 마음은 모든 음악가에게 공통적인 본능이다. 전에 해오던

QR코드를 통해 들을 수 있다.

것과는 조금이라도 다른, ‘그 무엇과도 닮지 않은’ 어떤 것을
창조하는 즐거움을 느끼고 싶다. 배호의 한국은, 여러 한국
학자들, 음악가들과 사귀며16 알게 된 판소리와 시나위와 민요의
한국은, 내게는 자극이자 도전이다.

배씨방에게 '한국 음악'을 묻다
목탁. 공연 시에 자주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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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유럽 음악사의 많은 음악가들이 해온 지구 곳곳 음악의 차
용, 예술에서 이국취향 선점하기, 낯선 곳과 그 분위기 전유하기, 그렇게
해서 태어난 갖가지 ‘오리엔탈리즘 음악’과 에티엔의 음악은 어떤 차이가
있을지 설명해 달라는 질문에는 적절한 답이 돌아오지 않았다. ‘비평이
필요 없지는 않겠지만, 너무 역사를 짊어지려고는 하지 말자’는 데서 일
단은 멈추었다.
아득한 예부터 이어진 아악의17 전통에, 19세기와 20세기를 거
치며 당대에 이어진 판소리, 시나위, 통속적이거나 원초적인 민요, 굿에
오늘날의 대중음악에 깃든 ‘역사를 짊어진 음악 탐색, 음악의 근원 탐색’,

‘전통 예술 절멸의 위기를 거친 공동체의 긴장’이 만들어내는 복잡한 풍
경이야말로 ‘음악은 만국 공통’ ‘음악은 인류 모두의 언어’로 설명되는 세
계와는 맞서는 지점에 서 있는 ‘한국적인’ 무엇인 듯하다.
외부에서 느끼고 발견한 ‘한국’이란, 실은 ‘한국 밖의 사람들’이
극도로 피로감을 느낄 만한 ‘역사를 짊어지려는’ 태도나 행동, 심성에서
나고 자란 것일 수도 있다. 인터뷰 중에 왜 김수철, 최구희, 김도균 등의

‘국악 공부’ 가 떠올랐는지 이제야 조금 나를 이해시킬 수 있을 것 같다.
자신의 작업이 가짜 한국 음악 만들기가 아닌지 조심스러운 한국인 음악
가들의 걱정까지도 그 ‘한국’이겠다. 에티엔은 겸손하게 말했다.

‘한국’이 있는 ‘한국 음악’에 반응할 사람이 나만은 아닐 것이다.
한국 음악가들이 보다 적극적이면 어떨까. 어떤 갈래, 지구 어떤
민족과도 함께 음악을 하면서. 나는 운이 좋았다. 하지만 아직
한국 음악을 못 만난 사람이 많다. 어쩌면 한국 음악가들이 넓은
세계에 자신을 먼저 내던지는 실험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를 뒤집어본다. 더 넓은 세계에서 한국 음악을 탐색하고 모색하는 것도
한 방편 아닐까. 우리는 ‘역사를 짊어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음악만으로
17
국제적인 음악학의 판에서

소통하려는’ 이들과 함께 공부하고, 협업하고, 음악을 만들어보는 것 또한

언제든 놀라운 작품으로

몹시 ‘한국적인’ 몸짓이 되리라. 소재에 그치는 ‘월드뮤직’을 넘는 고민이

거론되는 아악곡인

있는 근원의 탐색이 또 다른 당대의 ‘한국’을 생산할 수도 있으리라.

<수제천壽齊天> 등은 그야말로

‘삼국시대 이래의’ 향악 전통을
쥐고 있다.

배씨방에게 '한국 음악'을 묻다
에티엔이 즐겨 쓰는 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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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의 물과 땅
사진. 조재무

하늘에서 본 합천호

합천 다목적댐과 합천호

화양리 일대의 계단식 논

옥전서원

첩첩 바위 사이 미친 듯 달려 겹겹 봉우리를 울린다

칼 드라이스 드라이지네

지척에서 하는 사람 말소리도 분간하기 어렵구나

Karl Drais Draisine

시비 다투는 소리 귀에 들릴까 항상 두려워서
짐짓 흐르는 물로 온 산을 둘러싸게 했다네
狂奔疊石吼重巒
人語難分咫尺間
常恐是非聲到耳
故敎流水盡籠山

최치원, <가야산 독서당에서 쓰다題伽倻山讀書堂>

독일의 산림 감독관이자 발명가였던 칼 드라이스 남작이 개발한 인류
최초의 조향 가능 자전거다. 페달이 부착되지 않아 두 발로 땅을 내딛으며
달렸다. 1817년 6월 12일 당시 드라이스 남작이 살던 만하임에서 처음으로
주행하여 14 ㎞의 거리를 약 한 시간에 주파하였다. 이는 큰 힘을 들이지
않고, 말을 비롯한 다른 보조 동력원 없이 오롯이 인간의 힘만으로 장거리를
빠른 속도로 이동한 최초의 자전거 주행이다.
제작

1817년
제작 국가
독일
무게

25. 3㎏
길이

1, 945 ㎜
높이

1, 095 ㎜
바퀴 직경

638 ㎜(앞,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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