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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호남지방문헌

연구소(이하 연구소)

는 최근 전라남도 곡

성군 고문서 자료 일

괄을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기증자는 곡성에

있는 옥과고등학교의 전 역사 교사인 정

일선 선생<사진>으로, 30여 년간 전국에

흩어져 있던 곡성지역 고문서를 한 점 한

점 수집했다. 이번에 기증된 곡성지역 고

문서는 교지, 통문, 호적단자, 간찰, 절목,

소지 등 40여 종류에 이르는 약 400여 점

의 자료다.

이들 고문서에는 1613년 김감(金鑑)이

란 사람의 과거 급제교지인 홍패(紅牌),

1649년에 작성된 재산분배기인 화회문기

(和會文記), 매년 음력 10월에 성균관장(成

均館長)이 서울의 사학(四學) 유생(儒生)을

모아 12일 동안 시부(詩賦)의 시험을 통해

선발한 승보시(陞補試) 급제교지, 그리고

곡성군수가 목사동 면장에게 내린 비밀훈

령(祕密訓令)과 전라도사가 주관한 지방

시의 일종인 공도회(公道會) 합격증서 등

주목할 만한 자료들이 매우 많다.

또한 ‘서주록(西疇錄)’과 ‘결가마련책(結

價磨練冊)’ 등은 곡성현의 토지세 징수와

관련된 필사본으로 1895년~1898년의 사회

경제 상황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다.

이번에 기증된 고문서의 시대도 17세

기에서 18~19세기에 이르는 광범위한 시

기에 걸쳐 있어 곡성군의 역사와 문화를

살펴 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춘강 유재영 교수를 비롯하여, 연

담 이효우 선생, 노호 심정섭 선생 등 많

은 독지가들이 연구소에 고문헌이나 고

문서 자료를 기증했는데, 이번에 정일선

선생이 제 10차 기증자가 됐다. 연구소에

서는 이들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호남지

역의 전통 한문 문헌이나 고문서들을 체

계적으로 정리하여 나갈 계획이다.

연구소의 조일형 연구원는 “한 지역의

고문서가 이처럼 집성된 예는 쉽게 찾아

볼 수 없는 일이어서, 그 사료적 가치는

대단히 높은 것이며 곡성지역의 사회 문

화사를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들

이다”고 평했다.

고문서를 기증한 정일선 선생은 “‘역사

란 과거와 현재의 대화이다’라고 E.H. 카

아가 말했듯이 비록 작은 지역단위인 곡

성군의 향토자료이나 지방자치 시대를

지향하고 있는 이 시대에 지역사 연구에

가치를 부여하는 자료라고 생각되어 오

랫동안 수집했다”면서 “호남지방문헌연

구소가 열정적으로 지역 향토 자료를 수

집하고 정리하고 연구하고 있다고 생각

됐기 때문에 이 연구소에 자료를 기증하

게 됐다”고 말했다.

(사)호남지방문헌연구소는 이 자료의

일부를 호남기록문화유산 사이트에 올려,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사)호남지방문헌연구소는 2002년

에 전남대 김대현 교수를 비롯한 여러 관련

연구자에 의하여 설립되어, 호남 지방 한문

문집 등 고문헌이나 고문서의 발굴과 수집,

정리 등에 힘쓰고 있는 연구단체이다.

연구소에서는 그간 호남지방문헌을 연

구하는 과정에서 총 5권의 기초목록 총서

를 발간하기도 했다. ‘호남문집 기초목

록’은 호남 지역과 관련된 문인들의 한문

문집 총 2,600여 종의 서지사항을 수록한

목록집이다.

‘호남지방지 기초목록’은 호남의 한문

선장본 지방지(地方誌) 자료들에 대한 기

초 목록집이다. 여기에는 총 1,200여 종에

이르는 호남 지역 한문 선장본 지방지에

대한 정보가 집성되어 있다. ‘호남누정 기

초목록’은 호남지역 누정 3,742개소를 정

리한 것이며, ‘호남문중문헌 기초목록’은

호남지역 수백 문중 가운데 우선 30개 문

중을 연구하여, 그 문중과 관련된 문헌을

조사 정리한 것이다.

올 봄에 간행되었던 ‘호남유배인 기초

목록’은 928명에 이르는 호남지방 유배

인을 집성한 것이다. 이들 기초목록은 호

남지역 연구를 위한 기반이 되는 자료를

집성한 것으로 모두 각 분야에서 처음으

로 시도됐다.

최근에는 (재)지역문화교류재단과 함께

문광부의 지원을 받아, 문집, 고문서, 일기

자료 등 호남 기록문화유산을 DB화하고

있는 중이다. 이들 자료는 호남기록문화

유산 누리집(http://www.memoryhonam.

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호남지방문헌연구소 김대현 소장(전남

대 국문학과 교수)은 “이제 곧 우리 호남

지역도 안동의 한국국학진흥원이나 진주

경상대 고문헌도서관처럼 ‘한국학호남진

흥원’이 새롭게 건립될 것이다”면서 “호

남지역 한국학 연구자들의 숙원이었던

이 연구자료센터가 건립되면 현재 흩어

져있는 호남의 지방 문헌들을 체계적으

로 수집 정리하며 보존 관리하게 될 것이

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말하자면 도서관 기능, 박물

관 기능, 연구소 기능이 한자리에서 복합

적으로 이루어지고, 수십, 수백 명에 이르

는 모든 호남학 관련 연구자들이 한 자리

에서 함께 연구하게 되는 날이 빨리 오기

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선아 기자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송의정)이 12월

19일부터 독일 드레스덴박물관연합(독·

Staatliche Kunstsammlungen Dresden,

영·The Dresden State Art Collections)과

함께 ‘왕이 사랑한 보물 - 독일 드레스덴

박물관연합 명품전’을 개최한다.

이 전시는 준비기간만 1년 6개월, 전시

품의 보험평가액이 813억원에 이르는 블

록버스터급 전시로, 문화도시 광주에 걸

맞은 높은 품격의 전시품이 선보일 예정

이다.

이번 전시를 위해 독일 드레스덴박물관

연합을 대표하는 그린볼트박물관, 무기박

물관, 도자박물관의 소장품 130건을 엄선

했다. 모두 드레스덴을 18세기 유럽 바로

크 예술의 중심지로 이끈 작센의 선제후

이자 폴란드의 왕 ‘강건왕 아우구스투스

(독·August der Starke, 영·Augustus the

Strong·1670~1733)’ 가 제작하고 수집

한 아름다운 예술품들이다.

전시는 모두 3부로 구성된다. 1부에서

는 이번 전시의 주인공인 강건왕 아우구

스투스가 직접 착용하고 사용했던 군복

과 무기를 통해 강건왕의 위엄과 권위를

살펴볼 수 있다.

2부는 강건왕 아우구스투스가 만든 보

물의 방인 ‘그린볼트(독: Grünes Gewölbe,

영·Green Vault)’를 소개하는 공간이다.

그린볼트는 선제후 가문 대대로 내려온

귀중한 보물에 강건왕이 제작하고 수집

한 것들이 더해져 18세기 유럽에서 가장

큰 왕실 예술 컬렉션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린볼트박물관은 강건왕이 직접 소장품

을 분류하여 전시한 곳으로서 유럽 최초

의 박물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상아·청

동·은·보석 등 재질에 따라 분류한 각

방에서 가려 뽑은 명품을 선보인다.

3부에서는 강건왕 아우구스투스가 재

위 기간에 수집하거나 제작한 도자기들

을 소개한다. 18세기 유럽에서 도자기는

‘하얀 금’이라 불릴 만큼 귀하고 인기있

는 물건이었으나 그때까지 유럽에서는

도자기를 만드는 기술을 알지 못했다. 강

건왕은 요한 프리드리히 뵈트거를 시켜

유럽 최초의 도자기인 ‘마이센 자기’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이에 자신감을 얻은 강건왕은 중국과

일본에서 수입한 도자기 및 마이센 자기

로 장식한 ‘도자기 궁전’을 만들고자 구

체적인 계획을 세웠으나 끝내 완성하지

는 못했다. 이 전시에서는 왕이 직접 그린

배치도에 따라 ‘도자기 궁전’을 부분적으

로 재현해 봄으로써, 이루어지지 못한 왕

의 꿈을 더듬어 본다.

이밖에 이번 전시에서 눈길을 끄는 것

은 ‘확대 사진 기술’을 이용한 전시 연출

기법이다. 2부 ‘그린볼트’로 들어서면 본

래 전시공간인 드레스덴 궁전을 촬영한

초고화질 사진이 배치되어, 실제 그린볼

트박물관에 들어선 듯한 착각을 불러일

으킨다.

또한 전시에 출품되지 못한 다른 대표

작들을 초대형 사진을 통해 만나볼 수도

있다. 그중에서도 강건왕 아우구스투스

재위 시대의 대작 중 하나인 <무굴제국

아우랑제브 황제의 왕좌>의 확대사진은

관람객에게 새로운 시각적 충격을 선사

할 것으로 보인다.                 ┃정선아 기자 

사람은 꿈을 먹고 산다고 말한다. 남이 장군이 쓴

시조 한 수에서 얼마나 기개가 넘친가를 본다. [장

검을 빼어들고 백두산에 올라보니 / 대명천지에 성

진이 잠겼애라 / 언제나 남북풍진을 헤쳐 볼까 하노

라] 이왕 그림을 그리려면 호랑이를 그려라.

이시애(李施愛)는 함길도 길주 출신 토반으로 세

조의 북방 압박 정책에 불만을 품고, 1467년 5월 함

길도절도사 강효문을 죽이고 반란을 일으켰다. 이

를 남이 장군 등이 출정하여 평정하는데 성공하고

나서 그가 읊었던 시 한 수를 번안해 본다.

大丈夫(대장부) / 남이 장군

백두산 돌을 갈고 두만강에 말 먹이며

사나이 이십 세에 나라 평정 못한다면

대장부 칭할 수 있나 그 누군들 후세에.

白頭山石磨刀盡      豆滿江水飮馬無

백두산석마도진      두만강수음마무

男兒二十未平國      後世誰稱大丈夫

남아이십미평국      후세수칭대장부

사나이 이십 세에 나라를 태평하지 못한다면(大

丈夫)으로 시제를 붙여보는 칠언절구다. 작자는 남

이(南怡·1441~1468)이다.

위 한시 원문을 번역하면 [백두산에 우뚝 솟아

있는 돌을 칼로 갈아서 다 없애고 / 두만강 물을 말

에게 먹여 모두 다 없애 버리려하네 // 사나이 이십

세에 나라를 태평하지 못한다면 // 후세에 누가 (나

를) 대장부라고 칭할 수 있으리오]라고 번역된다.

위 시제는 [사내대장부라면]으로 번역된다. 시

인은 한 때 승승장구의 출세가도를 달렸다. 세조가

승하하기 13일 전에 전격적으로 병조판서에 임명

되었으나, 예종은 즉위하는 당일 병조판서에서 좌

천격인 겸사복장으로 발령했다.

1468년 유자광이 “혜성이 나타나자 묵은 것을

없애고 새 것을 나타나게 하려는 징조”라고 말했

다고 고변한다. 남이가 체포되어 국문을 받은 사흘

뒤 강순․ 조경치 등과 저자에서 거열형(車裂刑)에

처했다.

이와 같은 배경을 담고 있는 이 시는 이시애의 난

을 평정하고 지었던 것으로, 정치적 야망과 모반의

경계를 넘나드는 것 같은 기개가 넘친다. 백두산에

우뚝 솟아 있는 돌을 칼로 갈아서 없애고 두만강 물

을 말에게 먹여 모두 없애버리겠다고 했다. 그의 비

극적인 운명을 보면서 탁월한 무장에게 모반의 혐

의는 숙명과도 같은 존재가 아닐까 생각된다.

화자의 기개는 이어지는 구절에서도 엿보게 된

다. 사나이 이십 세에 나라를 태평하지 못한다면,

후세에 누가 나를 대장부라고 칭할 수 있으리라고

했다. 가장 연소한 나이에 병조판서를 맡았다면 시

기와 질투를 받을 만도 했었을 것이니.

위 감상적 평설에서 보였던 시상은, ‘백두산돌

칼로 갈고 압록강물 말을 먹여, 사내 이십 미평국

이면 대장부라 칭하리오’라는 시인의 상상력을 통

해서 요약문을 유추한다.

작가는 남이(南怡·1441∼1468)로 조선 전기의

무신이다. 1457년(세조 3) 16세로 무과에 장원급제

하고, 세조의 총애를 받아 여러 무관직을 역임했다.

26세에 적개 1등 공신에 책봉됐으며 1468년 오위

도총부도총관에 이어 병조판서에 발탁됐다. 예종

이 즉위하자마자 유자광의 무고로 처형되었다.

◇ 한자와 어구

白頭山石 : 백두산의 돌. 磨刀 : 칼을 갈다. 盡 : 다

하다. 豆滿江水 : 두만강의 물. 飮馬 : 말을 먹이다.

無 : 없다, 다하다. // 男兒 : 남아. 남자의 다른 이름.

二十 : 이십 세를 뜻함. 未平國 :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다. 後世

: 후세. 후세 사람들. 誰 : 누가

(의문사). 稱 : 칭하다. 大丈夫 :

대장부.

┃장희구 시조시인
문학평론가

사나이 이십 세에 나라를 태평하지 못한다면

한시 향 머금은 번안시조 - 대장부(大丈夫)55

정일선 선생, 30년간 수집한 고문서 자료 호남지방문헌연구소에 기증

18~19세기 곡성군의 역사와 문화를 살펴 볼 수 있는 자료

곡성지역 고문서 400여점, 세상에 드러나다

국립광주박물관

‘왕이 사랑한 보물’ 展
2018년 4월 8일까지

강건왕 아우구스투스의 군복 · 무기 등 전시

전 곡성 옥과고등학교 역사 교사인 정일선 선생이 30여년간 전국에 흩어져 있던 곡
성지역 고문서를 수집해 (사)호남지방문헌연구소에 일괄 기증했다.

7080시절에 영화판은 추석과 설날이 가

장 큰 대목이었다. 그래서 극장가에선 ‘추

석특선’과 ‘설날특선’이라는 구호를 소리

쳐 외치며 손님을 유혹했다.( 음력 ‘정월 보

름날’까지 끌어들여 ‘대보름 특선’을 외치

던 때도 있었다. ) 그러나 언제부턴가 그 가

장 큰 대목이 학생들의 여름방학이나 피서

휴가철 그리고 수능시험 날이나 겨울방학

과 연말연시로 바뀌었다. 올해도 12월에

들어서자마자, 그 대목을 노리는 야심작들

이 빵빠레를 울리며 화려하게 등장했다. 가

장 눈에 들어오는 작품은, 우리 영화 <강철

비> <신과 함께> <1987>, 그리고 헐리우

드 영화 <스타워즈> <위대한 쇼맨>이다. <

스타워즈>는 일찌감치 식상해서 그 수명

을 다한 줄 알았는데, 또 무슨 이야기가 있

다고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감독의 스타일을 보건대, <강철비>와

<1987>은 진지하고 무거운 작품일 것이고, <신과 함께>와 <위대한 쇼맨

>은 감각적 오락물일 것이다. 이번에는 비록 미국영화 냄새가 펄펄 나지

만, 너무나 재미있게 본 <위대한 쇼맨>만 이야기하고, 바로 다음 주에 우

리 영화 <강철비> <신과 함께> <1987>을 함께 아울러서 이야기하겠다.(

무려 두 달이나 영화이야기를 쉬었더니, 영화이야기에 걸신이 들렸나? )

<위대한 쇼맨>, ‘위대한 쇼맨’이라기보다는, ‘위대한 쇼’라고 허풍을

칠 만큼 ‘잘 만든 뮤지컬 영화’이다. 그래서 ‘위대한 영화’라고는 말하지

못하지만 <시카고>이래로 참으로 오랜만에 만난 ‘훌륭한 뮤지컬 영화’

라고 아낌없는 찬사를 보낼 만하다. 주연배우들과 조연배우들의 연기력

뿐만 어니라, 그걸 뒷받침하는 ‘시나리오·영상·의상·음악·미술·무

대·조명·편집…, 그 모든 게 화사하게 피어난 꽃처럼 돋보인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이 영화가 들려주는 노래들이 하나같이 멋들어지게 귀에

감겨오면서 호소력 있다. 주제가는 물론이려니와 나머지 곡들 그리고 하

다 못해 잠깐 스쳐가는 노래마저도 다시 듣고 싶을 정도였다. 곡이 훌륭

한데다가, 가사도 상투적으로 겉돌지 않고 실감난다.

주인공들도 모두 뛰어나다. 휴잭 맨은 워낙 유명하다. 그가 노래도 제

법 잘한다는 걸 <레미제라블>에서 처음 알았다. 그러나 높은 음을 잘 다

루지 못하는데, 이 영화에선 그 약점을 잘 감추고, 그가 잘 할 수 있는 재

능을 한껏 잘 살려냈다. 이 영화의 거의 모든 것이 훌륭하지만, 레베카 퍼

거슨의 첫 노래에 나는 넋을 잃었다. 노래 자체가 좋았고 가사도 좋았지

만, 그 노래를 이끌어가는 자태와 음색이 발산하는 고결한 아우라는 가히

‘천사의 여왕’이었다. 그러나 그 첫 노래의 만남 뒤로, 그녀는 무대에 오

르면 사람들의 가슴에 감동을 자아내지만, 무대를 내려오면 유부남 휴잭

맨을 탐내는 팜므파탈로 변신한다. 그 선과 악 사이를 오고가는 그녀의

모습은 가히 ‘연기의 여왕’이었다. 영화가 끝나고서야, 난 이 ‘천사의 여

왕’과 ‘연기의 여왕’이 주는 감동의 도가니에서 겨우 빠져나왔다. 그녀는

이미 <미션 임파서블 5 : 로그네이션>에서 톰 크루즈의 파트너 미션-걸

로 보여준 화끈한 액션이 날 꼼짝없이 사로잡았지만, 그 땐 내가 그녀의

다음 영화에서 노래로 내 넋까지 빼앗아 갈 줄은 까맣게 몰랐다. 이제 그

녀는 ‘나의 여신’이다.

▲대중재미 A+(내 재미 A+++ 이토록 높은 점수는 처음입니다. ) ▲영화

기술 A++ ▲감독의 관점과 내공 : 민주파 A0.    ┃영화칼럼니스트

김영주의
영화로 보는 세상

위대한 쇼맨

아주 잘 만든 뮤지컬 영화

너무나 재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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