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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사 

2013년은 1996년 정기도박물관이 도립으로 탄생한지 17년, 정기문화재단으로 새롭게 출뱅한지 

5년이 되는 해입니다. 새로운 다짐으로 변화와 발전을 모색했으며 연구 인력과 예산모두 어려운 

여건이나관원들은혼연일치로최션을다한것으로사료됩니다. 판장을 비롯해 진미지와유지인 두 

연구사가공채를풍해새 식구가되었습니다. 

기획전으론 경기도의 역사와 전통을 대표하는 명문가인 용인이씨 종중으로부터 기증받은 

유물을 모아 ‘경기명가 기증유물 특별전-천년의 뿌리, 용인 이씨’를 깨최하였습니다. 이는 기증에 

의해 비로소 가농했던 전시로 경기도에 뿌리내린 조선시대 사대부의 역할과그들이 이룩한분화를 

구체적으로살펼수있어 도의 정체성 및조선왕조실상에 대한조명에도 얼조했습니다. 

큰 규R는 아니나 정전 60년을 맞아 임진각 정기평화센터에서 개최한 ‘분딴풍경’, 고려시대 

국외에 명성을 떨친 섭선윤 비롯해 각종부채를모은 ‘5잭 바함이 분다’, 그램 속에 등장하는다양한 

생물의 의미를얄아보는 ‘옛그링 속우리 쟁물’ 등의 특별전읍 열었습니다. 아울러 상설전시 유물융 

다수교체했고, 매년 새롭게 전시되는 ‘초등학쟁 분화재 그림그리기 대회’ 수성작과띠 관련 전시도 

개최했습니다.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플 포대로 하여 도민 누구나까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과 

문화체협행사를운영하였습니다.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기족이 함께하는- 체협활동을 

통해 서1대 간의 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문화소외지역과 배려계충을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햄을 

지속적으로운영히여 문화복지를확대하고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수행하였습니다. 

박물관 소장품은 기증유물을 통해 더욱 다양하고 풍부해집니다. ‘남인가보’를 비롯해 출토 

복식과 근대유물 등 경기도 내 여러 문중과 개인소장가분플이 기증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특히 

독립운동가언 1냥파 박찬익 선생의 관련 자료는 의미가 지때합니다. 기증자의 소중한뜻이 탐긴 이 

유물들은 연구와전시뿐만아니라도민의 문화체험을위한귀중한자료로활용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박물관은 정기도의 역사와문화의 중심체로서 전통문화의 보존과 발굴, 연구와 

조명은물혼교육과휴식, 이플통한분화받전의 기여에 더욱매진 할것임을약속드립니다. 변함없는 

따듯한 시선, 판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도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박불관이 되게끔 관원 모두는 

새보운각오로임하겠습니다. 

2014년 12월 

경기도박물관장 이 원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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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박물판2013 연보 

I .전 시 

1.상설전시 

1) 정기도역사실 

정기도의유구한역사와문회를쇄하·71 위한공간으로,박물관전시가시작되는공깐이다. 전시는 

벽변을 좌우로 나누어 〈정기도는 왜 ‘경기’도 일까요?〉, 〈정기도의 역사〉, 〈우리고장이야기〉, 

〈경기도로 떠나는 시간여행〉 등 총 4부로 구성된다. 각 주제에 해당하는 유물과 복제품, 영상 

등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점이 특정이다. 〈경기도의 역사〉 부분에는 설물 주먹도끼 와복제품 

벗살무늬토기가 전시되어 있고, 〈경기도로 떠나는 시간여행〉 부분에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실물 자기편과 복제품 주먹도끼, 간돌검, 가지방울이 각각 전시되어 었다. 유물과 함께 경기도의 

유래와 역사, 각 지역외 대표적인 유적과 민속을 영상을통해 보여줌으로써 관람책의 전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중앙 스크린에서는 경기도 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제의 다양한 

역사와문화를주쩨로한다큐멘터리를연중상영하고있다. 

(1) 다큐멘터리 상엉 목록 

번흥 체목 상엉시기 

1 한반도 역사의 주역 - 경기도률노래하다 1∼12월 

2 가야시조킴수로왕 

3 지렁이에서 나고 범이 키우다 

4 말에서태어난박혁거세 

5 단군신화 1∼3월 

6 그랜드캐년 

7 중남미 

8 북아메리카,미국 

9 횡하1 

10 초션의쿄육쩌|토 4-6월 

11 횡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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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효 찌록 상명시기 

12 초선시대 과거길 신 이몽륭흘째기 

13 훨하3 
4∼6월 

14 초선선비의육아얻기 

15 조선시대 관리의 혹독한신고식 

16 아프간소녀를찾아서 

17 초선의 르네상스를 그리다 - 단원 김흥도 

18 서역의모나리자 

19 홍어장수표류기 - 셰상을 바꾸다 7-9월 

20 300년 전의 타임랩슬 - 5.5쳐| 소년 미랴 

21 대밭견 미륙사사리장엄 - 서동! 성화공주를 버렸는가 

22 상국의의식추 

23 도구로본선사시대 

24 젠동의 소리 대종의 노해 } 경기합가 

25 획대고려를화, 수원판용도의특볕한귀환 

26 조선의 목가구 - 매혹그리고부활 10-12월 

27 생엉의차{茶) 

28 궁궐로보는죠선왕초 

29 궁궐바로보는법 

경기도역사힐 ‘ 천사장전경 경기도핵샤힐 ‘ 다큐뭔터리상명모음 

2) 고고실 

고고실은 크게 선사시대와 역사시대, 총 2부로 구성된다 선사시대는구석기시대,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로구분하였고 역사시대는호기철기시대 원삼국시대, 액제, 고구려, 신랴, 통얼신라로 

구분하였다. 유물은 선사시대 106점, 역사시대 144점으로 모두 250점이 전시되어 었다‘ 유쩍설명 

왜널과 예엉택에 척힌 유물의 상세한 설명을 통해 판랍찍이 유물을 상세하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 . .31, 경기도박물관 어폴리케이션 서비스를통해 음성 설명을 틀을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해서 

관랑쩍들의 현리한전시 관람을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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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힐 마을영| 

3) 미술실 I 

미술실 I 은 도자기와불교미술을 통혜 경기도의 역사와문화를 살펴보는 공간이다. 도짜기는 

청기도 문화를 대표하는 미술문화재로 우리박물판 소장 유물 중 수춘 높은 작품을 션별하여 

전시하였다 도자 코너는 그렴으로 보는 도자 연표로 시Z랩F여, 우리나라 도자의 세계사척인 

위치를 알 수 었다. 이어지는 도자 전시는 쩨작 당시부터 최패는 호명을 받았던 고려 벼잭빼色 

청자, 청자 쩨작의 시작올 얄리는 〈때무리굽 찾잔〉, 고려 왕실에서 사용한 〈청자새꽃무늬의자〉 

둥을 중심으로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청자를 감상할 수 었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도자를 

연결하는 분청사기 코너에서는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파격척인 장식의 분청사기를 전시한다. 

조선시대빽자코너에서는경기도광추에서쟁산하여왕실에서사용했던백자를통해최고수준의 

도자기를감상할수었다. 

불교미술 코너는 불교 수행과 의식에 중요하게 쓰이는 공예품과 불상을 전시하고 있다‘ 전시 

작품응 향완, 금강령, 사리구 풍의 금속공예품, 부처님의 가르칩을 엮응 경전을 손으로 베껴 쓴 

사경훌훌, 부처님의 쩨자로 아라한의 경지에 오른 나한상, 초선시대 1~기 불화, 화려한 쩨색이 

돋보이는 18세기 목공예품 둥으로 구성하였다. 미술실 I 에서는 전시작품쩨 대한 이해를 룹기 

위해 보초 영상풀과때널, 그리고모든유물에 대한자세한해설올쩨공하였다. 

4)문헌자료실 

문헌자료실운 책, 문서, 현지 둥의 문헌자료를 모아놓은곳으로 현대인에께 낯설고 어려운 옛 

문헌에 좀 더 친근하고구체척으로다가칼수 있도록꾸며졌다. 전체 구성은크게 ‘문헌자료란무엇 

인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누가쓰고 누가 받았나’, ‘또 다른 기록그령’ 둥으로 되어 있고, 한 

쪽 코너에는 ‘옷올 펼치다’라는 주째로 초선시대 출토 복식올 천시하고 있다‘ 2013년에는 진주류 

씨 복식 유물로 교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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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현 판련 전시 유물운 임금에께 올렸던 문서에서부터 일반 빽성틀이 사사로이 주고 받았던 문 

서, 편지 등우리 일상생활과밀접한관련올맺고 있는자료들약 150점이다. 각부분에는서랍장올 

설치하여 한정된공조쩨서 좀 더 많은유물을천시한동시에,관람책이 직접 셔랍을 열어 문서를확 

인해봄으로써판랍의재미를더하였다.또한운자를당은도구들,시간올념어서는타임캡슐,한글 

로 번역한전자북코너를설치하여 문헌자료에 대한이해를도울수 있게 하였다‘ 

문헌자료실 속 태마전으로는 「정초의 화생 행차」가 운영 중인데 경기도민에게 친근한 ‘정초’ 

와 ‘화성’이라는 주쩨로 꾸며졌다 구성은 1‘ 정초, 어떤 임금이었을까? 2‘ 정초, 화성에 간 까밝은? 

2-1. 화정응 어떻게 만들었을까? 2-2. 정초는 왜l 화정에 갔을까? 3. 1795년 화성행차의 모든 것-〈 
원행올묘정리의꿰〉 3-1. 〈원행올묘정리의꿰〉의 내용 3-2. 엔차도〉 4. 화성능행도 병풍--1795년 

회청행차의 주요 장면을 그리다 5.1795년 윤 2월, 회성에선 무슨 일이 있었을까? 둥 5개의 부분으 

로나누어정초와화성의인연올살펴고있다.그중 1∼4부까지는태블릿K와모니터에내용올담 

아좁은공간에 더욱많은 청보와불거리를구성하·.Jl, 태불릿 PC·모니터 등에 익숙한 이들에게 친 

숙하게 다가갈수 있도록 하였다. 5부는화생농행도 병풍과 함께 정초의 입장에서 화성 e명차를 회 

고하는내용으로구성하여 생동감이 느껴진다. 태볼릿R와모니터로는정초의 행차장면을그린 

반차도행렬도와회쟁에서 8일간의주요행사장면을그린농행도병품을자세혀살펴볼수있다. 

톨헌자료얼 

뭄행i료엄청훌의확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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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속쟁활질 

민속쟁활실은우리박물관관람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장소이면서 관람시간 역시 벼교적 긴 

천시공간이다. 우리의 하루-의식주, 얼년-세시풍속, 얼생-일생의혜, 민속예술이라는 4개의 주쩨에 

맞춰 경기 민속쟁활의 내용과특성을 조명하고 있다. 의식주 코너에는 핸드폰, 콜라, 커피, TV등 

근현대를 상정하는 물건부터 출토복식, 가구, 유기세트 풍 다양한 일상생활 물품을 업체적으로 

전시하였다. 세시풍속 코너에는 초션의 천문과 시간, 대동여지도 경기도펀, 천상열차분야지도, 

계절별 천문을 이용한농사및 :w :;z효뭇틀을 전시하여 관람잭들의 흥미를끌고 있다. 
일쟁의혜에는 출생, 톨, 성인식, 결혼, 죽음 등과 같이 일생의 중요한 시기와 단계에 치르는 

의혜에 관한 내용을 천시하였다 민속예술 코너에는 일상척인 삶 속에서 일반인들 스스로가 

만들어내고 즐기며 전숭하는 예술올 조명하였다 그 밖에 하늘에서 바라본 우리 마올모형, 

철교놀이,엄마아빠어린시절놀이등의코너를통해다양한경기도의민속생활을엿볼수있다‘ 

민흑생톨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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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솔질 n 

산수화, 71록화, 영모화휘l화, 초상화, 사군자화, 민화 등 6채의 장르에 50 여첩의 작품들로 
구성되어었다. 

‘산수화-사유와 진정’에서는 진청산수의 대가인 챔재 정션의 〈양화탑셜〉, 김홍도의 

〈강상한취도〉 등 우리나라의 진정올 그린 산수화와 다양한 작품과 김득신의 〈취선도〉, 중국 

강남의 여밟 가지 풍껑을소재로그련 〈소상활청도〉둥다양한초산시대 회회착품을반날수 었다. 

‘기록화그림을 벌어 이 자리를 기록하다’, ‘초상화터력 한 올이라도 를리면 내가 아나리’ 

코너에는 정기관찰사플 주제로 한 테마천올 진행하였다. 〈청기감영도〉 모사본 병풍올 비훗하여 

청기갑영에서 주조한 상평통보, 판찰사를 지댄 〈송언신 초상〉파 〈이의현 초상〉 둥이 ‘청기’라는 

주쩨로엮여 알차게 꾸며졌다. 

‘사군자화-문자빵1 풍기다’는군자의인품올닮았다고하여사군자화가전시되어었다.매화블 

잘 그리기로 유명한 조회룡의 〈사군자화〉, 북죽도의 때가 유덕짱의 〈북죽팔곡병〉파 〈북죽도〉 

동은조선 전J:Jl의 단아한모습을보여주는둥하다. 또한현대 작가가 직접 사군자를그리는 영상을 

통헥 관람책의 홍마와 이혜릎 톱고 있다. ‘민화익살, 해학 그리고 7.}유’에서는 조선 후기부터 

서민들에게까지 크께 유행하였던 다양한 총류의 민화를 소채하고 있다. 특히 조선 말기 화원 

장한종의 낙관이 있는〈책가도〉는궁중회화에속하는최고의 명품으로촌잭이 없다. 

장한훌책기도 

、
R1 -’ ---

훌엎싱효상 이와흰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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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증유물질 

우리 박물관어l 유물을 기중 또는 위탁한 종중이나 개인 소장가의 유물을 천시하는 공간이다‘ 

청송심씨 충11"~풍 종중, 장수황씨 종중, 째주오씨 추탄공파종중, 진주유씨 종중, 대구서씨 사가청파 

종충, 인동장씨 태상경공파충정공종중, 경주이씨 회와공따총회, 전주이씨 덕천군따빽현상공종중, 

힘안초씨 참판꽁파종종, 청송섭씨 안효공파용양종손, 풍천임씨 종종풍에서 기중한유물들중40여 

점을선별하여 전시하고있다. 

장만효상 김영리묘지엉 

2. 특별전시 

1) 임진강불킬따라서 

「임진강물길 따라서」 특별전은 임진강유역의 역사와문화를주쩨로과거와 현재의 사실뿐만 

아니라 미래의 희망도 답아내고자 하였다‘ 임진강은 북한 땅인 합경남도 마식령에서 발원혜 

강원도 북부를 거쳐 경기도 연천에서 한탄강과 합류하여 서해로 흘러가는, 총길이 254km, 유역 
면척 8,118뼈의 규모이다. 내륙으로 걸게 굽이쳐 효르는 강은 연천 전곡리 일대에서 주먹도끼를 

사용한 구석기인들의 혼척을 시발로 여러 시대를 거치는 동안 교통과 군사, 경계, 생활면에서 

중요한역활올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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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는 옛 지도와 실정산수화 속에 표현된 임진강, 선사와 삼국시대의 삶의 흔적, 고려와 

조선시대의 문화와 명인들, 강변의 삶과 분단 상황의 네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전시품은 아득한 

옛날의 주먹도끼부터 우리 시대 전쟁의 상혼을 간직한 철모에 이르기까지 전 시대를 망라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옛 지도 〈동여비고〉에 소개된 임진강의 발원지와 고구려의 지명, 실경산수화에 

수준 높게 표현된 임진강의 절정, 강변에 흔적을 남긴 은하수처럼 빛나는 명인들, 강이 선물한 

천혜의 자원을활용한선조의 슬기를마주하는소중한기회가되고자하였다. 

저11부옛지도와실경산수화속에표현된임진강 

임진강은구석기시대부터현째까지수많은사람들어l게생명의물을공급해주었을뿐만아니라 

삶의 터전이었다. 임진강 주변으로 아름다운 기암이 솟아 있고 물길의 흐름이 멈추어 호수를 

이루는 등 자연 경관이 매우 수려하다. 임진강을 무대로 생활해 온 우리 선조들은 수려한 경치와 

아름다웅을 실경산수화와 지도에 잘 표현하였다. 옛 지도와 실정산수화 속에 그려진 엄진강의 

모습도 아름답지반 임진강을 그려낸 우리 션조들의 마음에 자연을 사량하고 아끼며 누련 삶의 

여유블 느껄 수 았다. 바위에 새겨진 명필은 조선시대 선비들이 엄전강에 은거하면서 소나무처럼 

변함없고 절개와 지조를 지키며 살아간 삶의 흔적이다. 임진강의 아름다웅과 그 수려함을 누린 

우리 선조들의 삶은오늘날우리들이 살아야할삶의 지표를제시해 주고 있다. 

저12부선사와삼국시태의삶의혼적 

임진강과 한탄강 유역의 벼옥한 저지대와 넓고 명탄한 용암대지 등의 자연환경은 선사시대 

이래로 사람들이 삶을 누리기에 매우 척합한 환청을 조성해 주었다. 엄진강 유역에는 우리 

나라에서 단위 면적당 가장 많은 구석기 유적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주변에서는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 유척도 발견되었다. 임진강이 우리 역사의 무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시기는 

삼국시대라고 할 수 있다. 4세기 중엽 빽제는 임진강 유역의 마한소국을 흡수한 후 넓은 영토를 

확장하여 고구려의 평양까지 진출하였다. 이후 광개토대왕에 이어 장수왕대 고구려의 본격적인 

남진쟁책 추진으로 엄진강유역은고구려의 영역이 되었다. 6세기 중엽 신라의 한강유역 진출에 

따라 이후 120여 년 동안 임진강 유역은 고구려와 신라의 국정하천이 되었다. 임진강을 따라 

이 시기에 구축된 고구려와 신라의 성곽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 7세기 후반 입진강 유역 매초성 

전투에서 신라의 승리는나당전쟁을종식시쳤고, 해I기 중엽 신라는 대동강유역까지 진출하였다. 

임진강유역에는 역사시대의 봉수, 성지, 도요지, 사지 등 다양한 유적이 확인되고 있다. 

구석기시대부터 현대까지 오랜 기간단절됨이 없이 엄진강을중심으로한주민들의 삶이 전개되어 

왔음을보여주고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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쩌13부고려와조선시대의 문화와 명인들 

고려는 936년태조19에 후삼국을 통일하고 수도를 재경開城으로 정하였다. 임진강변은 고려의 

수도인 재경과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명인들이 삶의 터전으로 잠을 만큼 경관이 아름답다. 

엄진강지역에 “층1아서는장단이요,죽어서는파주”라는말이 있듯이 고려조의윤관이나조선조의 

황희, 이이와 같은 명인들의 산소가 임진강변에 있다. 파주는 조선의 수도인 한양과 멀지 않기 

때문에 능묘가 조영되었다. 제8대 예종의 원비元紀인 장순황후章뼈王팀를 지금의 파주 조려면 

보시동에조영한것이공룡옳像이다.영조의장자인효장세자진종훌宗과그비인효순왕후孝廳늄의 

능묘언 영롱永像이 같은 면에 소재하고 있다. 그리고 인조뼈와 그 비인 인혈왕후많王信의 능묘인 

장릉長團이 탄현면 갈현리에 소째하고 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임진강은 명나라사진이 왕래하는 

교통로이자조선군의 북정 시에는군사도로이었기 때문에 임진현의 덕진과장단나루는국가에서 

제사를 지내는 대상이었다. 이와 같이 고려에서 조선시대에 임진강변은 수도의 주변지역에 

위치하면서 교통의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왕족과 사대부들이 삶의 터전을 가문 아름다운 

지역이었다. 

쩌14부강변의 삶과분단상황 

1894년 갑오경장의 단행으로 지방제도의 전면적인 재현이 이어지다가 1945년 혜방후 위도 

38선을경계로국토가남북으로분단됨에따라임진강유역의지리적중요성은다시부각되었다. 

임진강 유역에서 가장 치열했던 전투는 칠중성을 중심으로 한 적성 전투였다. 중공군의 공격을 

받은 영국군의 1개 대대가 거의 전사하거나포로가 되는 혈전을 치르면서 중공군의 공세를 3일간 

지연시켜 반격작전을 취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하여 수도 서울이 재점령당하는 비극을 사전에 

봉쇄할 수 있었다. 따라서 임진강은 현대 북한과 남한의 정계선 사이로 흐르며 그 역사와문화를 

말해주고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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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시개요 

@전시명칭 ; 임진강물길 따라서 

@주져l : 경71토의 3대 하천인 임진강의 역사와운화를재조명 

@ 기 간 : 2012. 4. 20〔금) ∼ 2013. 3. 24(일) 

@전시물 : 임진강관련 고고, 역사, 미술사, 민속관련 유물사젠 170여점 

@장소 : 임진각내 경기평화센터 1층전시설 

@주 최 : 경기도·경기문화재단·경기관광공사 

@주관 : 경기도박물관·경기관광공사 



(2) 체험코너 

@임진강노래갑상 

가. 임진강, 황포윷배, 비무장지대 등 대중가요 10여곡 

@영상물상명 

가.공동경비구역엉상 

나. 임진강유역의 민속생활 

@ 임진강문화재 퍼즐 맞추기 

(3) 언론보도현황 

밴효 보도.t.lj를 

겨| 6건 

경인일보 

2 출부일보 

3 인천일보 

4 경기심문 

5 기호일보 

6 경기일보 

일짜 

2012.4.19 

2012.4.19 

2012.4.19 

2012.4.20 

2012.4.23 

2012.5.2 

(4) 관람객 현황 ; 총103,411 명(12월 기준) 

구릎 

관람객 

밑반성인 

46,558명 

비고 

임진강물길 따르니 역사·운화몹이쳐라 

임진강의 생명력 화폭속 념실 

임진강물길 따라서 특별전 개최 

임진강물길따라恨서린역사도흐르고 

임진강물길 따라 역사는흘렸다 

자연과역사한눈에 임진강물길 흐른다 

휴 Ot 
15,667명 

학생 

26,596명 

2) 아메리카 인디언의 삶과문화 ‘멈브레스토기와바구니’ 

사업내용|전시 

외국인 

14,590명 

2012년도 마지막 특별전언 「아메리카 인디언의 삶과 문화 : 멈브레스 토기와 바구니」 전시는 

아메리카 원주민의 기원과 역사를 살피고, 미국 남서부 지역의 멈브레스뻐m영 토기와 인디언의 

바구니 공예품을소재하는자리였다. 2012년 12월 17일부터 2013년 2월 24일까지 70일간 열렸던 

이 전시는 정기도박물관과 풀짚공예박물관관장 전성임이 공동 주최하였고, 주한미국대사관에서 

후원하였다. 전시회에는 멈브레스 토기 45점과 풀짚공예박물관의 인디언 바구니 59점이 

선보였다. 출품된 토기 45점은 2009년 멈브레스 재단에서 기증 의사를 밝힌 후 2010년 미국 

멈브레스 재단으로부터 기중받은 유물로 유물기중 협약을 통해 한국으로의 유불 운송이 

이루어졌고,마침내 이번특별전시회 개최로이어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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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원주민은 빙하시대에 동북아시아로부터 뻐링해협을 거쳐 아메리카 대륙으로 들어간 

몽골라안Mongolian으로 신대륙으로 확산혜 가면서 독특한 토기와 바구니 문화를 창조했다. 이번 

특별전의 주인공인 멈브레스 부족은 기원후 200년에서 1450년까지 지금의 미국 남서부에 살았던 

원주민이다.범브레스부족은상정적인토기무뇌를만든것으로유명한데,이무늬들은부족민의 

우주관과종교관을잘보여 주고 있다. 전시회는모두4부로구성하였다. 

제1부에서는 원주민이 자리 잡았던 미국의 자연환경을 사진과 영상으로 보여준다. 멈브레스 

토기가발견된미국의남서부지역,록커산맥과그랜드캐년없ndcannon의아름다운모습을감상할 

수있다. 

제2부에서는 미국 원주민의 기원과 역사를 사진과 영상으로 살펴보고 있마. 때령해협을 통해 

미대륙으로들어온원주민들은주어진 환경에 맞춰 각기 독창적인문화를이루었다. 

제3부는 빔브레스 토기에 나타난 무늬를 통해 미국 원주민의 쟁활과 문화, 우주관과 세계관을 

엿볼 수 있는 코너이다. 번개, 구름, 동물, 곤충, 식물, 기하학문 등으로 장식된 다양한 멈브레스 

토기를 기획전시실에 전시하였다. 

제4부는 미국 원주민의 공예분화를바구니,장식품, 생활용품을중심으로구성하였다. 인디언의 

바구니는그들의 역사만큼이나오래되었는데,아름답고도친근한멋이 있다.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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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명칭 ; 아메리카 인디언의 삶과문화 ‘멈브례스토기와바구니’ 

¢주 최 : 경기도박물관·풀짚공얘|박물관 

@후원 : 주한미국때사관 

@ 기 간 : 2012. 1 2. 1 7(월)∼2013. 2. 24(일)(70일) 

@ 장소 : 경기도박물관 기획전시실‘중앙훌 

@ 전시유물 : 빔브례스동기(45점), 인디언 바구니(69점) 

@ 관랍인원 : 21,088명 

(2) 전시구성 

추 쩨 싸부추쩨 젠시배용 

찌연지리 
。사진영상을통해본 미국의자연환경김;상 
。인공위성,행정,지형Al£로미국의자연지리 환경 이해 

태초의신비를 。:Al도와사ξE로본기후 

담은g,아메리카 미국의기후 。미국월주민의기원과역사 
。미국 남서부의자연환경 

미국의지형 。:Al도와사흔g로본지형 

비고 



사업내용|전시 

추 셰 셰부추제 전시내용 비고 

미국원주민의기원 
。알라스카의환경시진 

O버||리카에서 。유쩍과유률을분포지도톨통해본원주민의 기원 

삶의터전을마련한 미국원주민의역사 。미국의 역사를껴|기 별로구분하여사짙전시 
인디언의발자취 。시진에 남겨진영상으로 

미국원주민의삶 
보는인디언의삶 

자연을담은그롱, 
임브레스토기 

。곤충과동물문양토기 

밍브레스토기 。기하학적인문양 

。 DI국원뚜민의 비구니 
소망을담은 바구니와장식품, 

。미국원주민의장식품 
바구니 그리고생활용품 

。미국원주민의생활용품 

。밍브레스채색토기문앙에|색질하고인디언 이름짓기 
쳐|험코너 。미국원주민천믹에서사진찍기 

。미국월주민관련도서읽기 

(3) 전시 관련 프로그램 

@개막식 

가. 일 시 : 2012. 12. 17(월) 16:00∼17:30 

나.장소;경71토박물관중앙훌 

다. 참석인원 ; 볼첸 라이〔주한미국때사관지역총관부담당관), 전보생흔팩박물관협회 회장), 

김종규(흔닥문화암i국민신탁 01사장), 천진기(국랍민속박물관장), 

¢학솔강연회 

김종세(경기도박물관협의회장), 전성임(플짚공예박물관장), 김형구(등흔쁘i물관장), 

얻기영(경기문화재닫 대표OIA”등 약 150여명 

가. 주쩌| ; 아메리카인디언의 기원과전따 

나. 장소 : 경기도박물관 대강당 

다. 일 Al: 2012. 12. 17(월) 1s:oo∼15:50(50분) 

라. 강사: 최정필(전셰종대학교 역사학과교수〕 

마.청중 ;100여명 

@ 미국인디언 관련 영화상영 

가. 기 간 : 2이 2. 12. 18∼2013.2.24〔매주 일요일) 

나. 져I 목 : 〈늑대와춤을)(12월), 〈포카흔타스)(1 월), 〈라스트 모히칸)(2월) 

다.상엉시간; 오후2시부터 1회 상영 

랴. 장소 : 경기도박물관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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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포스터,초청장,웰초창장, 현수막져|작 

나‘전λ| 안내 펌플햇, 어린이용체험지, 도록져|작 

다. 보도자료 배포 및 기자간담회 개최 

라. 때이스북,트워터,재단홈페이지 동온라-<2_1 홍보 

(4)젠시홍보 

@내용;홍보물져|작및배포 

@종류 

포스리 

…
“ 邊앓
빠


{
빈·떻
짧
 

醫
휩
 

t셋
p
 

리를렛 혹청장 

(5) 언롤보도현황 

번효 .륙뭘l빼 밑짜 매. 

1 아메리카인디언의삶과문화-멈브레스토기와바구니 2013‘01.18 내일신문 

2 600년 묘뻐|부를한멈브혜스문화 2012.12.27 문화니루 

3 아메리카인디언의삶과문화-멈브레스토기와바구니 2012.12.27 문화나루 

4 우리와닮은듯다른인디언의싫파문화 2012.12.27 경향신문 

5 O뻐|리카인디언의싫과문화 - 임브레스토기와닙|구니전 2012.12.21 경기밀보 

6 그랜트캐년추름잡던아메리카윈디언 2012.12.17 경인일보 

7 경기도박를판서 미 인디언공예풀천 2012.12.17 동아일보 

8 경기도빅물판 ’아메리카인디언의삶과운획!특별천 2012.12.13 줄앙일보 

9 대바구니,구름무늬 토기i O빼리카인디언특낼엠 2012.12.13 중앙일보 

10 국내 첫 미월주민 멈브희l스토기전 2012.12.13 기호일보 

11 이머|리카월주민의 밭짜취 엇보마 2012.12.11 정기신문 

12 낯설지만닮은듯, 아메리라원주민의삶 2012.12.11 경기일보 

13 경기도박물판풀짚공예박물판‘맘브혜스토71」 특벌원 MOU 2012.11.27 경기일보 

14 도박를관풀짚공예박을관,유를특낼전성공위해‘맞용. 2012.11.27 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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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시 E빽도초사 

@기간;2012. 12. 17 ∼2013.2.24(전시기간종) 

@장소 ; 경기도박몰관종앙흘 

@대상;판렴객 100엉 

@초사방법 ; 설문지 죠사〈관람객이직접 기업) 

@조사내용 : 16개 항뭔만족47%, 보톨 50%, 붙만측 3%) 

3) 경기명가 기종유물특별전 ‘천 년의 뿌리,용언이씨’ 

사업내용|헌시 

용인이써뼈仁李훌는 고려 초부터 1000년올 념께 전통올 이어온 명운7에다. 태조 짱건올 도와 

고려의 건국에 공을 세운 개국공신인 이길권李좀옳을 시조로 하며 조선시대에는 수많은 정숭과 

판서, 정기도관찰사 풍을 배출하였는떼, 특히 11명의 정기판찰λ}를 배출하여 청기도의 역사와 

전통을대표하고었다‘ 

경기도박물판운 용인이씨 종충으로부터 2009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다량의 유물을 

기증받았다‘ 2009년 3월 용인이씨 부사공따 판판공 종손인 이태한닝으로부터 〈이채학 

초상화〉 풍 529건, 2년 후인 2011년 11월 18일 용인 이씨 충정공파종회 이홍규닝으로부터 

〈이세액 초상화〉를 포합해 112건 둥 모두 631건의 유물이었다. 이러한 기증올 기녕하기 위혜 

우리박물관에서는 2013년 3월 「경기명가 기중유물 특별전 ; 천년의 뿌리, 용인 이씨」(2013.3.27 

∼ 6.30}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는 경기도의 대표척인 문화코드중하나인 조선시대 사대부 문화를 

살펴보는통시에 2018년‘경기천년’을위한정기도의뿌리찾기를위한작업의일환01기도하다‘ 

천시는 총 3부로 구성되었고 〈이의현 초상화〉 〈이채학 행서 8곡병풍〉 등 총 159건 234점의 

유물이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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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 〈고려부터 이어진 뿌리 깊은 가문〉에서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명문가인 용인이씨를 

소재하였다. 고려의 개국공신인 시조 이길권李솜卷이 용인에 토착성씨土姓로 자리하면서부터 

조선시대 명문가로 성장히는 문중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용인이씨는 조선시대에만 86명의 

문과급재자와 다수의 관료들을 배출하여 조선후기에는 경화사족京華士族으로 명성을 떨쳤다. 

현채에는크게 11개 파流로나뉘어 있는데,그후손들은시조부터 조상을모신사당인추원A뼈觀, 

용인시 기홍구 영덕동에서의 시향제와 파주에서의 고려대전 대제 등을통해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2부, 〈유물에 담긴 명문가의 정신〉은 2009·2011년 두 차례에 걸쳐 기중받은 유물을 중심으로 

명문가로서 용인이씨의 정신을 추적하였다. 세부 구성은 1) “일인지하생下 만언지상萬상上의 

자리에 오르다”, 2) “가히 대생大姓의 집안이로다”, 3) “최전방에서 나라를 지커다”, 때 “그림을 

남기다”로 이루어졌다. 

1) “일인지하-A地下 반인지상萬A之t의 자리에 오르다”는 용인이씨 문중에서 영의정에 

오른 이세빽李世白, 1635Nl 703, 이의현李宜뿔, 1669N1745, 이재협李在짧, 1731N1790을 소개하였다. 

이제액과 이의현은 조선후기 노론의 영수이자 부자 정승으로도 유명하다. 또 이의현은 학자로서 

〈국조인물고명朝A物考〉와 〈도콕집빼용集〉을 남졌는데, 조선시대 사대부의 모범이 되는 인물로 

손몹힌다. 이들 부자의 초상화는 이번 전시를 통해 최초로 공개되어 국정을 이꿀었던 그들의 

려더십과 인품을 엇볼 수 있다. 이재협은 영조 때 이인화의 난을 토벌한 인명부원군仁平府院君 

이보혁李普흩의 손자로, 경기관찰사를지댄 아버지 이정호李훌혐의 모습도함께 전시하였다. 

2) “가히 대성太姓의 집안이로다”는 정조가 용언이씨를 두고 한 말이다. 판서를 지낸 

이숭호李縣, 1723N1789, 이재학李在월, 1745∼1806, 이규현李難, 17π-1844, 이원응총觀, 1795∼1832, 

이원명李敵, 1807∼1887, 이돈상李轉, 1815-1884 등을 통해 경화·A}족轉土族 명문가의 정신을 

살펴보았다. 이들 중에 이재학·이규현·이원명은 3대에 걸쳐 정기관찰사(현 경기도지사)를 

지냈으며, 이숭호·이재학·이규현·이원명·이돈상은 5대에 걸쳐 한성판윤(현 서울시장)에 올랐다. 

이들은 18·19세기 경화사족으로 최전성기를 맞았던 용인이씨의 대표 인물들이다. 전시에서 눈에 

띄는 유물은 19세기 명펼로 알려졌지만 유물이 전해지지 않았던 〈이재학의 행서行홉 8폭 병풍〉과 

정조와의 관계를 알려주는 편지, 정조가 왕실의 채물을 관리하던 내탕고內輔에서 선물로 내려준 

물품의 품목을적은 〈하선장下離〉 등이다. 

특히〈하선장〉은 25장이냐 되어 정조와 용인이씨 종중의 관계를 자세하게 들여다 볼 수 

있다. 또 이규현의 교지를 모은 〈판서부관관교判會府君협했〉는 1814년부터 30년간 관직 쟁활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교지 180점을 시대순로 정리하여 엮은 책이다. 국내에 유일하게 현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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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전시 

이돈상의 〈상초묵화上銷뿔畵〉(초상화를 그혈 때 유지초본 다음에 제작하는 중간 단계의 그림)는 

〈유지초흰職훌本〉과 더불어 조선시대 초상화의 제작과정을 실물로 확인시켜준 매우 소중한 

작품이자수작이다. 

아울러 18..,,19세기 청나라로 연행을 다녀오면서 구해온 다양한 서적과 그 기록인 

〈연행일기練日記〉, 조선후기 유행한 문화 풍조의 하나로 사대부들이 산수 유람觀을 떠나려고 

샤전에 여행준벼를위해 그물건의 품목을적은 〈행구건기行具f뽑〉 등도눈에 띄는자료이다. 

3) “최전방에서 나라를 지커다”에서는 무신인 장양공뾰짧公 이일李옳, 1538-1601 장군을 

소개하였다. 그는 북방 방어와 오랑캐 토벌에 공이 있었고, 임진왜란 당시에는 세자인 광해군을 

도와 왜척을 방어하는데도 크게 기여하였다. 조선시대의 병법책으로 유명한 〈제숭방략觸方略〉을 

최종 완성하였다. 이번 전시에서는 1588년 여진족을 토별한 것을 기념하여 그림으로 남긴 

〈정}양공정토시전부호도Af:歡狂캔時觀胡圖〉를선보였다. 

4) “그렴을 남기다”에서는 조선시대 화가로 그림을 남긴 많은 언물들 중에서 이채관李在월, 

1783∼1849의 작품을 소개하였다. 소당 이재관은 19세기 활동했던 화원화가로, 초상화를 잘 

그려 태조 이성계의 어진빼힐을 그렸고, 독자적인 남종화의 세계를 구사하였다. 그의 대표작인 

파초를 그린 〈초엽제시도짧葉題홈圖〉(고려대학교박물관 소장), 소나무 밑에 있는 선비를 그련 

〈송하처사도松下훌土圖〉(국립중앙박물관소장)둥이 전시되었다. 

3부〈전통을계승하다〉는용인이씨 종중에서 19세기 말부터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는민속유물과 

문중 활동을 담은 자료를 살펴보았다. 문중 제례의 기본서가 되는 〈종선제혜짧짧빼〉를 시작으로 

사대부 생활과 관련이 있는 인장, 세조대, 갓끈 그리고 양반가의 여성 생활을 엿볼 수 있는 아양, 

족두리, 발향노리깨 등이 소재되었다. 후반부에는 현재까지 분중의 활동을 담은 사진자료에서 

20세기 초 생묘와 고택의 모습, 그리고 최근 고려대전, 추원사 대제 등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후손들이 어떻게 명문가의 정신을계송하고 었는지를알수 있는코너였다. 

또한 전시와 함께 다양한 체혐 프로그햄도 마련되어 자칫 어렵게 느껄 수 있는 전시를 쉽고 

즐겁게 안내하였다. 참여자 개인이 왕에게 하사받는 교지敎릅를 스스로 만들어 보는 〈내 이름으로 

교지 만들기〉, 〈영의정과함께 하는포토존〉, 이일장군의 여진족토벌작전그림을맞추는〈퍼즐 

맞추기〉, 〈숭경도놀이〉 둥이다. 또한전시기간중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하는교육프로그햄으로 

〈엄마는 큐레이터〉가 실시하였다. 그 외 4월 23일(화)에는 ‘조선시대 경기도 경화사족京훌土族 

고찰’라는 주제의 학술강연회를 개최하여 경기도를 중섬으로 활동했던 경화A똑들의 구체적인 

모습을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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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시개요 

@전시명칭 : 경기명가 기증유물특별펀 ‘천년의 뿌리,용인이μ|’ 

@ 기 간 : 2013. 3. 27∼6. 30(96일간) 

@장소:경기도박물관기획전Al실,중앙흘 

@ 유물 : 〈이의현 초상화〉, 〈이재학행서 8곡병풍〉 등총 159건 234점 

@ 관람인원 ; 총 37,644명(1 일 평균 392명) 

(2) 전시구성 

구를 소찌}묵 내 용 

전시개요 전시 개최동기와전시에 대한간단한소개 

용인이씨가계도 시조부터주요 11개파의소개 

도입부 용인이씨주요 상신(5명), 판의금부사〔9명), 판서(43명), 한성부판윤(12명), 경기도관칠사{11 명), 
관직자소개 때시현(15명)등조선후기 주요관직을을역임한인물소개 

동영상 
추원사대져I,관찰사순력행사등후손들의모습 

-용인이씨사많추원새의선조추모행사와강원도관찰사순력행사소개 

고려부터이어윈 
고려 개국공신시조이길권부터시작해조선시대 명문가로성장하고,후.71에 

져[1부 
뿌리깊은가문 

경화시족빠土틀으로자리잡는과정소개 

-주요전시롭;용인이씨셰보{1773죠뺑 

일인지하민인지상의자리에오르다 

이세백, 이의현, 이재협 (3정송) 

-주요전시품; OJ세백과이의현초상 

가히 대성옳의집'2..l'OJ로다 

이송호,OJ재학, 이규현, 이원응, OJ돈상월6판세 

-주요전시품 : 이승호시호교지, OJ재학초상, 이재학행서8곡명, 이규현 판서부군관교 

져12부 
유뭘|담긴 
명운가의정싣 

(쿄지첩).이원응추종교지,O띈상초상(상초묵화,관복본) 

최전방메셔 나라를지키다 

장양공이일장군 

i주요전시품; 징앙공정토시천부호도, 이일완의 

그림을남기다 

회원화가이재관 

-주요전시품. 파초쩌|시도 

-100년전부터사용해온남녀 생활유물 

져13부 전동을계송하다 -20셔|기 초흑백사진 

-주요전시품; 각게수리,갖딴,삼작노리개,이암 



사업내용|현시 

구붙 소체를 내 용 

영의정포릎존 용인이씨주요인을들과의포톨존 

교.Al 만를기 교지에 나의 혼!AIOI름올써서 관쩍 받기 

혐여 송경도놀이 
승경도놀이를톱혜 영의정(국무흘리),판셔땅관),경기관활시〈경기도지사)등의 

프로그햄 판죄에오르기 

패률맞추기 주요유률을퍼롤로맞휘서업게 유률을이혜하기 

엉마는큐혜이터 
용2회에곁쳐초·충동생자녀를둔엄마를몰큐례이타로만들어주는챈Al혈명프로그램 

- S명첩여(참여자에게전시도록pdf파일체공} 

(3) 획슐강연회 및초상화모사본전달식 

@ 내 용 ; 조선 후71 경화시촉고찰 및 초상화모싸본전달식 

@ 일 시 : 2013. 4. 23(화) 오후 14:00-17:00 

@장소 ; 경기도박물관강당과풍앙흘 ‘ 
@학슐강연 ; 조선시대 경기도경화시촉고철(서울여대 이원명 교수) 

이서|백·이의현초상모싸본 엉인본쳐I작(고창문화쩨보존연구소유현쟁 연구원) 

@초상모시본종점 및 특벌전 후젠 감사꽤 전달 

(#)전시흘보 

@내용;전시홍보물져|짝및배포 

@총류 

-포스되,초청장, 웹초청장, 현수막져|짝 

-도록,전시안내 팝플렛, 어린이용체험지체작 

-보도자료 배포 및 기자죠띔회 실시 

- 페이스북, 트위티, 앵서비스,홈퍼|이지 륭 홍보 

앙
옮
仁
·
*
*
*
씨
 천시포스티 로특 초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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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언론보도현황 

얻~ 언른사 훌보ll륙 

겨I 29회 

3.21(목) 연합뉴스 
경기도박물관, 27일부터 용윈이씨 기증유물전 ‘옛 조선 사대부 여행가방 
에는뭐가들었을까?’ 

3.22(금) 뉴시스 경기도박물관27일부터 ‘천년의뿌리,용인이씨’ 특별전 

3.22(금) 노컷뉴스 경기토최고명문가용인후씨를O~AI나요 

3.23댈J 용인신문 도박물관-도내 최고명문가‘용인이씨’ 기획전 

3.25(월) 경인일보 ‘천년의뿌리’셔냉벅으로,사대부 명문가삶을엇보다 

3.25(월) 경기일보 경기명가‘용인이씨’ 기흥유물전-조선사대부의 여행준비물은---

3.25(월) 기호일보 조선사대부가‘뿌리’ 엿보기 

3.26C화) 경기신문 천년의뿌리,용인이씨천‘천년젠통이어온힘‘-- 명문가의 뿌리를보다 

3.2타화) 인천일보 경기명가유물로 ‘조선시대부삶· 엿보다 

3.29(글) 경기G뉴스 천년의뿌리,용인이씨 

3.29(금) 경기일보 경기명가기증유물특별전 ‘천년의뿌리,용인이씨’ 

4.1(월) 용인시민신문 경기명가기증유물특별전-천년의 멍가‘용인이씨’ 박물관에서 부활 

4.3(수) 풍부일보 뿌리갚은 명문가---그천년의혼적을더듬다 

4.9(화) 
매일경제 

경기명가를찾O써 -천년의뿌리 찾기 특별전 
MBN뉴스 

4.10(수) 풍부일보 경기도의뿌리와함꺼| 한용인01씨(김성환) 

4.16C화) MBC 경기명가유물전시회“ 디양한체혐행시도 얼려 

4.17(수) 종부일보 가문의조상유품보존과천시회어| 나오기까지-이태한기증품(주진령) 

4.24(수) 흔댁일보 경기명가기증유물 특별전 - 용인이씨가유물로엿보는사대부의삶 

4.24(수) 중부일보 부지0t귀의모습, 01셰백과이의현초상화〈김준웬 

5.1(수) 중부일보 이재학의삶을담은 ‘뺑서용곡병’(김성환) 

5.6(월) 용인시민싣문 용인이씨특별전-용민토성(土뼈가문의뮤품촉메서용인을보다 

5.8(수) 중부일보 유물을활용한체험프로그램-교지 만틀기(이성춘) 

5.13(월) 용인시민신문 용인이씨특별전-‘엄마는큐혜이터’ 전시설명회개최 

5.15(수) 중부일보 용인이씨, 여성장신구에도명운가의품격OI(정미숙〕 

5.22(수) 종부일보 여행을위한훈비물, 행구건기(김훈권) 

5.29〔수) 중부일보 이돈상초상유지초본-혼을담은밑그림(김진영) 

6.5(수) 중부일보 유물보존에숨껴진과학(이영은) 

6.12(수) 중부일보 이재학과이규현부자의 청나라여뺑과금석문(김성행 

2013.3 용윈문회원 천년의 뿌리, 용인O[씨(용인문화2013봄호,Vol‘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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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시 E폭도조사 

@기간:2013‘ 6 

@대상:일반관람객 75명 

@ 방법 ; 설문지 조사{관람객이 직접 기입) 

@내용;6개문향 

@결 과; 만족27%, 다소 묘낼39%, 보통 32%, 다소불만족3% 

륙별흰토입부 

현시실 일구】용민이씨혹보 

2부-이용효시효교지 

사업내용|전시 

용앤O[.씨종손들의훨동시혼! 

1부-0[의현초상과판련작풀 

Z부-이재학의 행서8곡영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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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이째학외헌융유고정 2부-이규현과이월융부짜의고문서 

2부-이톤상훌상과훌상함 3부-각게수리,인청,갓판등 

3부-여성용방한모O밤 3-4부-생훨휴물과그림을남기다 

초상모사본충청 이월명교쇄희슐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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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전시 

4) 정전 60년 기념 특별전 ‘분단풍정’ 

「정전 60년 기념 특별전 ‘분단풍정’」은 2013년 4월 24일부터 2015년 3월 23일까지 

임진각 경기관광공사 경기평화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다.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UN 
연합군 총사령관 클라크Mark Wayne Clark, 북한군 최고사령관 김일성金日成, 중공인민지원군 

사령관 펑더화이홍홉웰는 3년이 념는 전쟁을 중지하는데 서명함으로서 전쟁은 휴전상태로 

들어갔다. 1951년 7월 10일 개성開城에서 첫 정전회담을 열린지 2년만이었다. 남과 북 사이에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DMZ가 설치되었고, 스위스·스웨덴·체코슬로바키아·폴란드로 구생된 

중렵국감독위원회가정전협정을관리했다. 그리고60년이 흘렀다. 

두 세대가 흐른 지금까지 DMZ에서 사람의 흔적은 멈춰버렸다. 물리적인 시간 2만1천9빽여 

일을흘려보냈다. 이제 철책만아니면, 전쟁을 기억하는 것은 아무도 없다. 기끔 여기에서 무언가가 

뛰쳐나오면 난리가 날뿐이다. 집단 사이에, 개인 사이에도 이곳은 달리 해석된다. 나름의 처지가 

오만가지인데서 비롯한다. 철조망을 부여잡고 저 건너 땅으로 애절한 눈물과 한숨을 토하논 

노인의 모습은 이제 보기 어렵다. 아픈상혼을세월이 묻어 버렸기 때문이다. 

경기도박물관과 정기관광공사가 마련한 이번 전시에서는 그 세월을 이야기하고 있다. 전시는 

‘분단풍경’, ‘6.25전쟁과정전’, ‘한반도의 힐링햄프DMZ,사람·자연을풍다’ 3부로이루어졌다. 

저11부 ‘분단 풍경’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섬세한 눈으로 DMZ를 기록해온 사진작가 이지누의 

작품을 통해 한 켠의 옛 기억을 버리면서 동시에 한 켠의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살펴본다. 멀지 않은과거,현째,그리고미래의 역사가함께 공존하는DM양1 모습들이다. 

저12부 ‘6.25전쟁과정전’에서는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함호명 ‘폭풍’, 유엔군 창전, 9월 15일 

D-DAY 작전명 ‘크로마이트’, 중국의 개입, 1951년 6월 휴전협상, 승리의 명분을 찾기 위한 또 

다른전쟁 2년 등의 과정을 기록사진과 영상, 그리고 6.25전쟁 유물등을통해 살펴본다. 이렇게 긴 

터널일지 아무도 몰랐듯이 이 역사를 정혐했던 세대들이 거의 모두 잊혁져가고 있다. 아물지 못한 

쓰라련 상처로 우리 민족에게 남아 있는 그 기억을 되살리려는 이유는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다. 멀지 않은 우리들의 자화상에서 들추기 힘든 무엇을 끄집어낸 것 자체가 

자기성찰의 작업이기 때문이다. 

저13부 ‘한반도의 힐링캠프 DMZ, 사람·자연을 품다’에서는 이곳이 생명의 땅으료 바뀌기를, 통일의 

씨알이 자라기를 염원하는우리의 마음을 담았다. 남북이 갈라선지 70여년, 그간간혹 여기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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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오고 올라가기도 했지만, DMZ는 전쟁·휴전·정전의 출발이었듯, 우리의 내일도 그곳에서 

시작되고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곳의 자연에 우리가 맞춰갈 때 우리 민족과 세계인의 

혈링 역시 이루어질 것이다. 

전시자료는 사진작품 50여점, 기록사진 20여점, 관련 영상 5건, 6.25전쟁 유물 50여점 등 총 

125여 첨이며, 정전협정서 조인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나도 정전협정위원’, DMZ의 공간을 

손으로 느낄 수 있는 ‘DMZ 퍼즐’ 등의 체협프로그햄도 운영된다. 전시기간은 2013년 4월 

26일부터 2014년 3월 23일까지이며, 관람료는 무료이다. 따주 임진각 나들이에 빼놓을 수 없는 

전시이니,가족들과함께정전60주년과DM양l 의미를생각해보고,우리의미래도되재킬수있는 

기회를 가져보기 바란다. 

42 

(1) 전시개요 

@전시명칭 :정전 60주년 기념 특별전시회 ‘분단풍경’ 

@ 내 용 : 정전 60주년을 기념하여 6.25전쟁과 정전협정 이후 DMZ 변화모습 및 생태환경 등과 관련된 

유물및사진자료전시 

@자료 :6.25 전쟁 관련 사진 및 유물,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사업 당시 발굴 유물, 파주시청 소장 자료, 

중컵국감독위원회소장자료등 100여접 

※유물 대여처 : 중립국감독위원회, 따주시청, 01지누작카등 

@ 기 간 : 2013. 4. 24 ∼ 2014. 3. 23(334일) 

@ 개막식 : 2013. 4. 26(금) 

@ 개막식 초정대상자 : 경기문화재단 때표이사, 경기관광공사 사장, 경키도박물관장, 중립국감독위원획 

(스위스,스웨덴 대표), 파주시청 관계자, 01지누작가등 

@장소:임진각경기평화센터 1층 

® 주 최 : 경기도박물관, 경기문화재단, 경기관광공사 

(2) 전시구성 

구분 소제록 협시내용 비 고 

분단 이후 전쟁의 상처를 품은 DMZ의 다양한모습과 이지누작가사진, 
1-닙「 분딘풍경 변회를주제로한꽤널 및사진, DMZ 파노라마시진 

DMZ 미공개 사진(1990년 이지누 작가 촬엉) 등 30여접 

6.25 전쟁 개요 및 연표 꽤널, 파주시청 자료, 
중립국감톡위원힐, 

2부 6.25 UN 종립국감독위원회 유물 및 사진 자료, 
파주시청자료등 

정전협정 과정 조인식 및 협정내용 때널, 
50여점 

정전 이후의 DMZ사진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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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를 쇼져목 원시내용 비 고 

DMZ 추변생태(짜연,동식룰〉 및 인물A댄!, 

3부 
한반도 힐링캠프DMZ! DMZ3D 엉상을(경기관광공사 쩌|작), DMZ관련λffi 

사람·자연올품다 전쟁과붐단판련 문학력품 소개, 20여점 
남북쟁상회담등협력 관련 짜료등 

엉상 명상으로보는6.25 
6.25 전쟁 판면 영상. 재성회담 영상(국가기록월), 
DMZ 다큐영화쩌| 출품작둥 

f그.。~ 6.25! 애환의혐 
단장의 미아리과M,굳혜쩌랴금순아, 가거라삼팔션, 
를남부두, 받혜를뭄꾸며 를전쟁관련노래 감상 

포토존 DMZ 배겸포토폰, 정핸협상 배경 포토존 
쳐|혐 

체험지 휴핸협청문때 쳐|험짜이름서명하기 

.연흥정 

----
------’ 
-----,----
’”---------
----…’” ·,--------”“--’-----’·-” ”--- ------- -------·, .. 

(3) 전시흥보 

@내용:훌보물쩌I작및배포 

@종류 

가. 포스터, 초청장, 웹초챔장체작 및 배포 

나, 전시 안내 팝플렛(2만부), 체험지(2만부) 쩌l작 

다.보도자료 배포및 기자간담회 

랴.기관협조공문벌솔,도내 학교공문벌좋등 

효청장 

홉& 

홈훌 

포스되 

리률햇 

----」=잉;====; 
::-":-::.'""·뜩E 

""'τ‘·=--- -

빼 c:·_ ~ ... ~ 

==; -

----
-11b*”‘” ----醫훨빼 

L넓
-
-
=
 

I·•、 J “---할드같:::'.::: 

쳐|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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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언론보도현황 

번효 보도짙룰 일짜 비 고 

계 9건 

연합뉴스 2013.04.22 임진각셔 정전 60주년 특별전 ‘운단풍경’ 

2 기호일보 2013.04.22 도박물관·경기관광공사 ‘분단풍경’ 특별전 

3 경인일보 2013.04.23 상처 위동아난셰월 흉죠! 기억을 보듬다 

4 경기신문 2013.04.23 ‘정션 60년’ 역사와공졸한 DMZ살피다 

5 풍부일보 2013.04.24 갈라진 한반도…그리고 이어전흩쩍들 

6 종양일보 2013.04.24 DMZ지짙 명소들생태공원 꾸민다 

7 인천일보 2013.05.03 과거·미해 공좀 DMZ틀만나다 

8 EBS 뉴스 2014.06.06 문화공감 - 천시로 보는분단 조국의 풍경 

9 복지 lV 2014‘06.18 문화클로즈엉-한국전쟁 정전60주년 특낼전 

(5) 관람잭 현황 ; 훌 214.172명(12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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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판람객 

일받엉인 

161,409명 

유아 

11,141 명 

현시장싼경 

--- 외국젠 

22,526명 19,09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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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장전경 

5)부채 특별천 ‘5색 바랍01 분다.’ 

단오가막지나니 더위가몰려온다. 밤이면 잡아 틀려는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부채로 더위률 

식혀주곤 히는데, 어느 날은 “부채를 부치면 왜 바랍이 나?·라고 묻는 4살 아01의 물리학적 질문에 

명꽤한답이 며오르지 않아주저주저했던 기억이 있다. 

옛 사랑들도 ‘바람을 일으키는 도구’인 부채를 사용하여 여륨을 나곤 쨌다. 부채가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창원시 다호리 고분에서 윷철이 된 깃털 부채자루가 

발견되어 1세기 이전에 이미 부채가 사용되었음은분명하다. 또후뼈제의 견훤훌훌이 고려 태조인 

왕건王흘이 즘위하였다는 말을 듣고 축하의 풋으로 꽁작선11.i騙을 션물로 보냈다는 기록이 

〈삼국사기〉에 전한다. 1어l기 초에 이미 깃털부채뼈가 있었고, 귀족틀어l게 사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쟁활에서 가볍께 사용하는 도구인 부채의 특성상, 많은 자료가 남아 있진 않지만 

최초의 부채는식불올이용한것이었고 그후새의 깃털과같은재료를 이용하다가, 종이와직불의 

발명으로부채는더욱견고하께 만들어진 것으로여겨진다. 

일반적으로 부채는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한다. 손잡이가 달련 부채인 단선g멸, 접었다 폈다 

할 수 았는 껍선협뼈이 그러하다. 특히 첩선은 고려시대에서 처음 제작된 것으로 추측되는데, 

고려후기 원나라에 보내진 공물를빼율 흉해 중국에 유입되었으며 고려에서 온 부채라 하여 

‘고려선購룰’이라 부르기도 했다. 조선시대에 첩선응 대재 사대부들이 사용하는 부채가 되었교 

여성들은 사용올 금하였으나, 직업에 따라 무당과 기쟁에게는 사용올 혀용하기도 하였다‘ 단선은 

주로 여성들이 집안에서 사용하였고, 형태에 따라 파초선·공작선·태극선 풍 다양한 것들이 

었으며, 실용척으로뿐만 아니라 의혜용으로도 쩨작·사용되었다. 부채는 꾸빔과 모양새에 따라 

여러 이릅을가지며,사용계충과용도에 따라서도수많은의미와상정을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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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7월 하순, 정기도박물뺀서는 「5잭 바람이 분다」라는 제목으로 

부채 특별전을 깨최한다. 그 옛날 고구려벽화고분에서 보이거나 견훤이 선물한 공작선에서 

불어오는 옛 바람古짧, 단오날 국팡이 하사한 부채에서 불어오는 어진 바·ift:風, 사대부들의 멋과 

풍류가 담겨있는 선면화로부터 불어오는 맑은 바훈植風, 일반 맥성들이 쟁활에서 사용한 부채에서 

불어오는 아름다운 바람美風, 오늘날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한 부채에서 느껴지는 새 바람新風, 

이렇게 5가지 빛깔의 바람을만날수있다. 

어진바람仁월 

중국 진나라 때, 원굉훌宏이 부채률 선물 받고 “오로지 어진 바람을 일으켜 모든 백성들을 

위로하리라”고 한 고사에서처럼 조선시대 국왕은 단옷날 조정의 대신들에게 단오선端午톱을 

하사하였다. 절선g뼈으로도 불리는 단오 부채는 농민들이 농번기를 피해 9월 중순부터 이듬해 

3월 초순까지 제작하여 4월 초에 해당 관청에 진상하면, 한 달 동안 서울로 이송한 후 단옷날에 

대전大없,중궁전·동궁전 등에서 왕의 친척들과 조정의 대신들에게 하사되었다. 절선은 비단 

조선의대신들뽕만아니라국가의교역품으로도큰인기를누렸다. 

〈태종실록〉을 보면, “1410년 4월에 왕이 명나라 사신에게 흰잭 접부채 100자루를 주었다”는 

것을 비롯하여 외교사절들에게 접부채를 선물로 보낸 기록을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조선후기가 되면 절선의 과도한 쟁산으로 인해 진상을 담당하던 농민의 피해가 증가하였고, 

조정에서는농민의 과중한부탐에 대한지속적인논의가이루어졌다.그럼에도불구하고단오선을 

주고받는풍습은 일쐐 깊이 자리 잡아 1905년 군국기무처에서 단오진선端午進훌을 폐지해l까지 

지속되었다. 다산 정약용丁若홉은 ·지난날 단옷날에 선방멸명에서 은혜의 부채를 내리셨네, 

내가內흥에서 새로 만든 것이기에 긴 여름도 그것 때문에 시원했지”라는 시를 써서 국왕 정조의 

은혜를 표현한 바 있다. 이처럼 국왕이 덕치뿜治를 전달하고자 했던 상징적 매개물인 부채의 ‘어진 

바람을이번전시에서만날수있다. 

맑은바람淸뭘 

“부채는 움직임에 시원함이 있고, 머무름에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말이 었다. 시원함은 

부채의 기능적 측면이고 아름다움응 부채의 예술적 측면을 의미한다. 부채에 그렴을 그리기 

시작한 시기는 언제부터일까? 1076년 편찬된 중국 곽약허짧홈뾰는 〈도화견문지〉에 “고려에서 

송나라에 오는 사신들은 접었다 폈다하는 접션을 사용하고 있는데, 산수·회조·인물 등을 부채에 

그려 매우 아름답고 신기하게 쟁각하였다”고 쓰고 있다. 고려시대에 이미 그림이나 글씨로 

부채를 장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사대부들 간에 부채를 선물로 주고받는 풍습이 

유행하면서 부채에 그린 선면화뭘圖훌가점차발달하게 되었고, 조선후기에는전문적으로그림이나 

글을 써 넣는 사람들이 등장하였다. 사대부들에게 접선은 펼치면 아름다운 그림이 나타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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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미술품이자, 접으면 소매에 넣을 수 있는 편라한 도구였다. 부채는 크기와 부햇살의 수, 

선추의 유무에 따라 신분을 상징하는 기호로도 작용하였다. 중국인들이 조선 사람을 묘사할 때 

“겨울에도부채를쥐고다닌다·고말할정도로접선은계절에 관계없이 사대부들에게 애용되었다. 

시를 짓고, 그렴을 그려 넣은 부채의 아름다웅을 보여주는 ‘맑고 청아한 바람’에서 사대부들의 

멋과풍류를느껄 수 있을것이다. 

아름다운바람훗명 

사대부들의 접선이 부채의 상정적 측면을 부각시켰다면, 일반 백생들이 주로 사용한 단선은 

기능적 측면을강조하였다. 미풍에서는부채가갖는8가지 덕흉을찾아칸다. 부채는바람을 일으쳐 

더위를 쫓을 쁨만 아니라, 비를 막고, 외출 시 얼굴을 가리는 용도로도 사용되었으며, 벌레를 

쫓거나 불을 피울 때에도 사용되었다. 또 혼례나 제례 시에 의례용·장식용으로 사용되었고, 

판소리에서는 긴장감과흥을 고조시키는 역할을 효}여 8덕선A騙이라불릴 정도로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었다. 일상생활에서의 설용성을 짐작할 수 있다. 부채의 ‘아름다운 바람’은 부녀자들이 

사용한 비단수선, 손주가 조부모의 더위를 식혀주기 위해 만든 효자선, 햇빛을 막기 위한 대원선, 

혼례 때 사용한 혼선, 무녀가 사용한 무당선, 탈곡을 위해 사용한 부들부채 등 생활 곳곳에서 

사용된 흔적을확인할수 있다. 

새로운바른輪뭘 

2얘기 초 선풍기의 발명은 부채의 기능적 측면을 과감하게 쟁략하고, 예술적·추상적 측면을 

부.Zl-시쳤다. 선면화훌面룰는화려함이 더해지고 표현방식에서 따양한 기법들이 추가되면서 하나의 

예술장르로 자리집아가고 있다. 부채 바람을 통해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하고, 행복을 열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현대 작가의 부채 그렴 역시 작가의 주관이 중시된 미적 측면이 강조된 

것이다.부채의 ‘새로운바람은지친현대인들에게생기를불러일으키고,마음과마음을전달하는 

다정하고유쾌한바론￥이다. 

“단오 선물온 부채요, 동지 선물은 책력이다”라는 말은 과학문명을 누리고 사는 현대인출쩨 

이제 맞지 않는 말이 되어 버렸다. 집, 학교, 사무실, 자동차, 전철 등 움직이는 모든 곳에는 

에어컨 바람이 가득하고, 우리들의 손에는 핸드 팬fan이 아닌 핸드 폰phone을 들고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달하고 있다. 올 여름 유난히 더울 거라는 기상청의 예보가 있다. 더위에 지철 때면 

정기도박물관에서 불어오는 "5잭色 바량’으로 더위도 식히고 지친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줄수 

있다면, 그것 또한 새로운 활력소가 되리라. 한여름 밤, “부채를 부치면 왜 바람이 나?”라고 묻는 

야l, 더위를 잊고 편안히 잠들기 뻐}는 엄마의 마음ol o}u}.도 。tol에게 전달되기 때분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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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시개요 

@전시명칭 :부채특별전, ‘5색 바람이 분다’ 

@기간;2013.7.26 ∼ 11. 3(총 1이일) 

@유물 : 우선, 접선, 원선, 초상화, 회화류등 약 200점 

@장소;경71토박물관기획전시실,중앙흘 

(2) 전시구성 

구를 소짜륙 

-전시개최동기및내용소개 

내 용 

옛바람古風 -우리나라최초의 부채소개 ; 창원 다호리 부채자루전시 

-부채에 관한최초기록 : 건훨이 왕건에게보낸 공직선,장만초상화등 

어진바람E風 
- 단웃날국왕이 하사한단오섭 

- 대외 무역의 주요물품으로서의 부채 : 일온중국부채 
~ 

-조선시대섣면화의 이름다움 Al 
구 맑은바람淸風 -엣그림에 나타난부채의 쓰임새 
성 -부채의 장식품,섣추,선냥등 

-일상생활에서 시용한부혜 ; 효자선, 월션, 비단선등 
o~름다문 

-특정계층이시용한부채 : 무당섣,무섣등 
바람美風 

-부채 관련 일상생활물품; 부채물얻적,부채모양 먹물통등 

새바람新風 
-헌대부채소개 

-부채를응용한현대 작품 

(3) 전시관련행사 

G] 일급님이 주신 부채 공언 

가. 기 간 : 7. 27 ∼ 8. 25 

나.횟수;총 19회 

다. 내 용 : 임금님이 주신 부채라는전래 동화를어린이 눈놀이에 맞춰 각색 

랴. 총관람객 : 5,160명(1 회 평균 271 명) 

@특별체험프로그램 

가.창의때턴체험 

- 비 용 : 특별전에 참여한현대작품작가와 함께 부채문양을 이용한체험 

-기감및횟수:8. 10 ∼ 15(총 30획) 

-참가인원 ;580명 



냐.감사카드만들기 

- 내 용 ; 부체밀양을 이용한차도를 만들어 감사의 마음을전달 

-기간및횟수 ;8. 10 ∼ 15(총 30회) 

-참가인원 ;508명 

다. 반복때턴을 이용한형태 구성 

< 내 용 ; 부채의 반복적인 꽤턴을 이용하여 창의적인 형태 구성 

-기간및횟수 ;8. 10 ∼ 15(총 30회) 

-참가인원 :412명 

랴.부틀부채만틀기 

- 내 용 : 부들을 이용하여 부채를져|작 

-기간및횟수 :8. 10 ∼ 15(총8회) 

-참가인원 :160명 

(4) 전시홍보 

@내용;홍보물제작및배포 

@종류 

가. 포스터,초청장, 웹초청장쩌|작 및 배포 

냐. 전시 안내 팝플렛(2맏부), 처|험지(2만부) 져|작 

다. 보도자료 배모 및 기자간담회 

랴. 기관 협죠 공문발송, 도내 학교 공문 발송 등 

초청장 리플렛 현수막;풍정봉수대 

사업내용|전시 

포스터 웹초청장 

현수막:종정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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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언론보도현황 

연번 보도일 언틀매쩨 보도기사 

2013.07.18 뉴시스 경기도박물관 26일부터 부채특별전 

2 2013.07.18 뉴스 1 경기도박물관, ’5색 바람이 분다’ 부쳐|특벌전 

3 2013.07.18 종앙일보경져I 경기도박물관, ‘5색 바람이 분다’ 부채특별천 진행 

4 2013.07.19 연합뉴스 古風에서 新뭘까지 •• 부채가 일으키는 5색 바람 

5 2013.07.19 코리얀스피릿 무더위룰 날력버릴 부채특별전 •• 26일 개막 

6 2013.07.19 EMN 경기도박물관에서 부채 특별전 개최 

7 2013.07.22 동아일보 이제는예술로남은 부채들 

8 2013.07.23 민헌일보 멋스련 부햇살 멸치면 시뭔한 ‘5색 바람 

9 2013.07.24 중부일보 이 여름 cool한 바랍이 분다. 

10 2013.07.24 경기신문 전설의 古風유쾌한新圖불어세상시름 몰아내니 훌훌1 

11 2013.07.26 경인일보 마용이어도 괜찮다. 녀는美國을 일2키니? 

12 2013.07.29 경기신운 무더위날릴 5色부채전 

13 2013.07.29 KBS 뉴스 추억울 씩다, 부채특멸전 

14 2013.07.30 경기일보 삼국시대서 현대까지 예술바람이 분다. 

15 2013.07.30 경기일보 부혜에 이는바람바람바람 

16 2013.07.30 경기도박물관협회 부채특별전(5색 바람이 분다) 

17 2013.08.13 경인일보 〈갚이 보는 5색 바람이 분다〉 시리즈 1 : 부채의 사회사 

18 2013.08.15 경기도박물관 
부채특별전, 5색 바람이 분다. 

미슐관 

19 2013.08.17 Woori 8월호 경기도박물관부채특별젠, 5색 바림이 룬다‘ 

20 2013.08.18 중앙Sunday 
에어건 끄고부채 바람, 그리고 모시 바람 Magazine 

21 2013.08.18 뉴스 1 경기도박물관, 현대미술장의셰계쳐|험 특별행사 

22 2013.08.20 경인일보 〈깊이 보는 5색 바람이 분다〉 시리즈 2 : 엣 바람속의 부채 

23 2013.08.22 Sma야 K ”움직임메 시원함이 있고 머무름메 아름다움이 있다l 

24 2013.08.22 M.서울가이드 부채특별전, 5색 바랍이 분다. 

25 3012.08.23 선동아 
선동아9월호 갤러리 산책, 
늦가을까지 즐기는 부채의 향연 ’5색 바람이 분다’ 

26 2013.08.27 KTV 부채특별전, 5색 바람이 분다. 

27 2013.08.27 경인일보 〈깊이 보는 5색 바람이 분다〉 시리즈 3: 부채에 담긴 어진 바람 

28 2013.08.27 경기G뉴스 부채옥역사이야기 

29 2013.09.03 경인일보 
〈김이 보는 5색 바람이 분다〉 시리즈 4: 
사대부들의 꿈을 담은 부채 그림 

30 2013.09.10 경인일보 〈깊이 보는 5색 바람이분다〉시리즈5 :선추이야기 

31 2013.09.17 경인일보 
〈깊이 보는 5색 바람이 분다〉 시리즈 6: 
이돈상이 부체에 담은사행 용경 

32 2013.09.24 아시아뉴스통신 경기도박물관, 부혜 특별천 개최 

33 2013.09.24 기호일보 부채의 역사살피는무료 강연 

34 2013.09.24 경인일보 
〈깊이 보는 5색 바람이 분다〉 시리즈 7: 
채용신이 초상화에 표현한부채 

35 2013.09.25 경기신문 장인이 들력추는부채 이야기 

36 2013.10.02 경민일보 〈깊이 보는 5색 바람이 분다〉 시리즈8 : 입지 넓어짙 민학동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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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헌시 

천시헌계싼극훌앤‘임금님이쭈씬부채’ 

θ옛그렴속우리생물특별전 

2013년 마지막특별전시인 「옛 그립 촉우리 생물」은 옛 그렵 촉에 둥장하는 여러 통식물을표 

본과 모형율 풍혜 살펴보고, 그 상징과 의미블 초명해보고자 마련되었다. 2013년 11월 26일부터 

2014년 3월 9일까지 국립생물자원관과 함께 공풍주최한 이 전시는 일반척인 역사박물관에서는 

전시가드물었던 동불표본박체가소개되어 생생하고 업체척인 정보와느낌올전달했다. 

이번 특별전에 소재된 옛 그렴을 흔히 ‘화초영모화花용뼈毛훌’라고 한다. 동식물을 그린 

그량l라는 됐다. 산이나 물, 사뱀 아니라 킬가의 풀·쫓‘곤충, 마당의 개·닭·고양이, 불가의 

물고기·나무·새등이그주인공이다.오랫동안우리와어올려살아온이틀에게사람틀은여러가지 

의마를부여했다. 바로 복을 기원하고 흉한 것을 막고 싶은 바랍이다. 그래서 이 생물들은그립 뿔 

아니라 웃, 노리개, 탱기, 실왜, 보자기, 버l개, 이불, 밥상, 수쳐집, 그릇, 춧대, 필홍, 벼루, 가구 등에 

장식되어 우리의 일쟁과같이 하였다. 그생물들에는우리의 오래되고 깊이 있는문화가당걱 있는 

것이다‘ 
전시는 그령의 종류에 따라 풀과 벌레[초충훌.], 물고기와 재I어혜魚뻐, 동물[영모짧毛], 쫓과 

새I화초빼] 둥 4부로 구성하였고, 동물표본올 비롯뼈 우리박물판 소장유물, 디지털 영상 작품 

등이선보였다‘ 

1부울과 벌레I초충·.U)에서는 신사생당의 〈풀과 벌혜〉, 남계우의 〈꽃과 나비〉 등이 쟁물 표본으로 

재현되었다.초충도에는여뀌·원추려·모란·맨드라미둥의식물과나벼·메뚜기·잠자리·매미둥의 

곤충이 많이 등장한다. 이틀은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수 었올뿔 아니라자연과의 초화로운 삶올 

바라는초상의 바람때문에 그렴에 -"}추둥장하는소째가되었다‘ 또한%세 노인과장수를뭇하는 

나비 관련 유물인 뒤꽂이, 백자, 노리깨 둥도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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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물고기와 게I어해빼에서는 물고기와 게가 노니는 어해도魚훌圖를 소개하는 부분이다. 

물펴는선씨대의 암각빽서처럼 이미 오래전부터 그려졌다. 그러나시간이 흐르면서 물고기, 

게, 새우 등에 과거 급제냐 다산擁처렴 복을 바라는 마음까지 탐게 되었다. ‘등용문’ 설화를 

바탕으로 한 〈영어뭘짧 그립은 과거급제와출세를상징하기 때문에 사람활n제도 언기가좋았다. 

물결 위로 뛰어오르는 생동감 있는 잉어의 모습을전시설에서 직접 만나볼수 있다. 또한 어해도에 

뛰어났다고 알려진 장한종의 〈어때류와 갑각류魚介〉, 이한철의 〈어해도〉 등이 게, 새우, 조개 등의 

표본으로실감나께 재현되었다. 

3부 동물[영보뼈毛l에서는 우리 곁의 친숙한 동물인 길짐송과 날짐승을 그린 영모도뼈毛圓가 

소개되었다. 정선의 〈다람쥐〉, 홍진구의 〈고슴도치와 오이〉를 표본과 모형으로 실감나제 

재현하였다. 또한 경기도박물관 소장 조석진의 〈여러 가지 동물들짧毛뼈〉이 함께 소개되어 

활달하고 여유로운 펼치를감상할수 있었다. 

마지막 4부 꽃과 새I화조짧]에서는 넓은 하늘과 물을 배경으로 여러 마리의 다양한 재들이 

선보인다. 꽃이 핀 나뭇가지와 새를 함께 그린 그림을 화조도라고 한마. 몇몇 새들은 독특한 

생김새와 습성으로 인해 다양한 의미를 부여받고 회폭에 담껴지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까치는 

새해와 기쁜 소식 그리고 관직벼슬을 의미했다. 기러기는 노후의 안락과 백년해로를 돗하였다. 

공작은 부귀영화와 권세를 상정했는데, 이번 전시에서는 이영윤의 작품이라 전하는 〈목련과 

공작〉을 채현한멋진인도공작을만나볼수있었다. 

기획전시설 외부의 호량이 태마존에는 김홍도의 〈소나무 아래 호량이〉를 비롯하여 호량이 

그렴과 이이남 작가의 다지털 작품 〈맹효도효뾰圖〉로 꾸였다. 한쪽에는 인왕산 호랑이를 배정으로 

기념 사진을 찍을 수 있께 하였다. 중앙훌에는 김득신의 〈마당의 소동破寂풀〉을 재현한 부분과 

우리박물관 민화, 규방동호회 회원들의 ‘화조영모’를주제로한다양한작품을소개하는부분으로 

나누어연출하였다. 

전시와함께 다양한 연계 체협 프로그햄도 마련되었는데 어린이 관람잭틀을 위하여 전시 작품 

에 대한 이해를돕는 체험지 ‘너는누구니?’와 겨울방학특별 교육 프로그햄인 ‘비멸의 화원’이 그 

것이다. 또한 2014년 2월 15일(토) 오후 2시에는 ‘옛 그림 속동석물’이라는주체로 이원복 경기도 

박물관장의 학술강연회가 있어 미술사적 관점에서 깊이 있게 옛 그렴 속동식물을 이해하는 기회 

를가질수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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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시개요 

CD전시명청 : ‘옛 그림 속우리 생물’ 특별전 

¢ 기 간 : 2013. 11. 26(:화) ∼ 2014. 3. 9(일) 104일간 

@장소; 경기도박물관기획전시실·중앙흘 

@주최 : 경71토박물관·국립생물자원관 

@전시품 

가. 영인(복제}본그림(김익주의 〈꽃과곤충〉 등49점) 

나. 표본 및 보형(124점1 목록 벌점) 

다. 디지털 작품(6건 7점, 목록 별첨) 

라. 경기토박물관소장유뭘26건 31점, 목록 별첨) 

@총관람객 : 25,916명 

(2) 전시구성 

구톨 쇼주쩨 내 용(첼시를) 

도입부 
- 특별전 개요, 영상물, 옛 그림 속생물의 의미 
- 현대인과조선시대 민물설치 

- 남계우의 나비 그림 재현 

1-닙「 
풀과벌례 - 신사임당의 초충도재현, 디지털 액자등전시 
[초충Uj - 경끼토박물관소장 나비 관련 유물 

- 그림 속초층의 의미와상징 

- 이한철의 어해도를 디오라마 병풍으로재현 

2부 
물고기와게 - 장한종의 물고기와게 연출 
[어해U] - 경기도박물관소장 어해 관련 유물 

-그림촉어해의의미와상징 

- 옛그림을 소재로 한 때형 그래픽월 

3부 
동물 - 매화나무 모형과각종조류표본등 

[영모.홍] - 경기도박물관소장화조 관현 유물 
-그림속회조의의미와상징 

꽃과채 
- 정선의 〈다람쥐〉등을 키툰과 디오라마로표현 

4부 
[화조찌l - 경기도박물관소장엉모 관련 유물 

-그림촉영모의의미와상장 

- 호랑이 소개(디지털 영상작품, 실사물 등) 

포토존/ 
-호랑이포토존 

전통마당연출/ - 효택전통가옥과김득신의 〈한낮의 소동〉채현 

민화규방 - 변상벽 〈어미달과 병아리〉표본재현 등 

동호회전시 - 규방, 민화통호회 작품 소개 

- 관헌 체험코너, 프로그램 언출 

마디어아트 - 이이남작가의 디지털 엉상작품등 

사업내용|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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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시 관련 프로그램 

@ 비밀의 화원(격울방학교육프로그램〕 

- 기간 및 횟수 : 2013. 12 ∼ 2014. 2, 총 12회 

(2013/12/28, 2014/1/4,1/8,1/11,1/15,1/18,1/22,1/25,1 /29, 2/8, 2/15, 2/22) 

-대상;초등3 ∼ 6년 

- 내 용 ; 옛 그림 속에 등장하는생물의 의미와상징을체험과놀이로 알아봄 

-참가자;총 134명 

@특별강연회 

- 일 시 : 2014. 2. 15(토) 14시 

-주저l ; 옛 그림 속 동·식물 

- 강사 : 이원복(경기도박물관장) 

- 내 용 :우리 옛 그림 속의 동물과식물의 종류,모양, 의미,상징 등을 

그림과실물을 비교해 보며 알아봄 

-참가자:60명 

(4)전시홍보 

@내용;전시홍보물제작및배포 

@종류 

-포스터, 초청장, 웹 초청장, 현수막제작 

-전시안내 팝플렛, 어린이용체험지 ‘너는누구니?’ 져|작 

-보도자료 배포 및 기자간담회 실시 

- 페이스북, 트위터, 업서비스, 홈페이지 등 홍보 

-‘ 
---? .‘

, ‘--‘ 
녀
 
애
 

F 

, 
-4 

어린이체험지 리플렛 

포스터 웹초청장 

#간승 

""’11HDIA”” ’‘------, 

초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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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언론보도현황 

번효 찌륙뭘애용 

옛그림 속 동식물의 표본과모형올 볼 수 있는특별한전시 열려 

2 경기도박물관 ‘옛 그림 속우리 생물’ 특별전 눈길 

3 엣 그림 속 우리 생물, 아름다움 느껴보세요 

4 경기도박물관, 옛 그림 속 우리 생물 특별전 열어 

5 경기토박물관, 옛 그림 촉 우리 생물 특벌전 개최 

6 경기도박물관, ‘옛 그림 촉 우리 생물’ 특별전 

7 옛그림속우리생물특벌전얼어 

8 옛 그림 촉 동식물은 어떤 모습일까? 

9 꽃잦은 나벼에게서 ‘자연과의 조화’ 엿보다 

10 경기도박물관 ‘…우리 생물’--- 왜 그렸을까 이 그림들 

11 조선시대 그림에 자추 등장하는 벌례와짐승은? 

12 경기도박물관 ‘옛 그림 속우리 생물’ 특별전 

13 우리 조상들 어떤 동식물을 화폭에 담았을까 

14 신사임당·조석진·장한총… ‘옛그림 속자연 영보기’ 

15 화폭으로불러들인 만물 .,. 보물이 되다 

16 자연예찬·소망71원 “동·식물 화폭에 살리다 

17 ‘옛 그림 속우리 생물’ 마치 살아 있는등---

18 I주말캘린더] 무용극 ‘크로이처 소나타’ 공연 와 

19 회폭옥동식물의조화 

20 션조들의 작풀에 빠진 어린이들 

21 경기도박물관이원복관장, 학술강연회 ‘옛 그림 속동식물’ 

22 .좋은 일의 조짐 ‘길상’… ‘화조영모화’ 속에 담겨 있어요’ 

23 물고기·게·조개등담아홈·출셰염원 

24 ‘십이지’ 얼투 동물, 외국에도 있어요 

25 ‘건강·장수’ 의미 간직…동앙에서 선호 

26 열정만은프로 ‘동호인 작가들’--관람객과소통하다 

27 임큼초상화그렸던 실력파화가 ‘조석진’ 

28 ‘화초화’ 조선 중기엔 담담하꺼|---후기엔 화려하게 

(6) 전시만족도조사 

@기간: 2013. 2. 1 ∼ 2013.3.9 

@장소; 경기도박물관종앙홀 

@대상;관람객 108명 

@조사방법 ; 설문지 초AK관람객이 직접 기입} 

@조사내용 : 16개 항목(만족47%, 보통 50%, 보통 3%) 

사업내용|전시 

일자 매쩨 

2013.11.21 민중의소리 

2013.11.21 베이비뉴스 

2013.11.21 미디어와이 

2013.11.21 데일리컬쳐 

2013.11.21 이뉴스투데이 

2013.11.21 성남뉴스 

2013.11.22 수원일보 

2013.11 .22 경기g뉴스 

2013.11.24 기호일보 

2013‘ 11.25 경인일보 

2013.11.25 연합뉴스 

2013.11.25 연합뉴스 

2013.11.25 용인시민신문 

2013.11.25 경기일보 

2013.11.26 인천일보 

2013.11.26 경기신문 

2013.11.27 세계일보 

2013.11 .28 경기일보 

2013.12.01 흔댁일보 

2013.12.04 경기신문 

2013.12.06 Museum News 

2014.01.09 중부일보 

2014.01.16 줌부일보 

2014.01 .23 중부일보 

2014.02.06 중부일보 

2014.02.13 줌부일보 

2014.02.20 풍부일보 

2014.03.06 중부일보 

55 



정기도박물관2013 연보 

--” ‘ 

전시개막씩 개막식-전A[혐명 

전시샘밑구 전시힐현경 

옛그림어| 률장하는새틀 경기도박물판소장-영모도 

호링이포릎졸 우리네 마당, 민확·규방동호회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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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현시 

확흘킹연획 

껴롤방학교육프료그햄 ‘벼밑의확월’ 

3. 테마천시 

1) 2013 제사년맹띠해태마천‘대친구구령덩덩’ 

「내친구 구랭탱령」 전시는 1년간 열리는 작은 전시로, 뱀의 혜를 맞아 뱀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와 재미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민속생활실로 가는 틈새전시 공간의 

좌측에서는 뱀이 등장하는 4첨의 유물파 뱀띠해에 태어난 인물, 셔정주 시인이 1936년 발표한 

시 〈화사花훨〉를 소개했다. 뱀과 관련된 대표척인 유물로는 다산과 풍요의 상쟁이 잘 나타나는 

국보 195호 〈신라토우장식형용f리〉, 통일신라 때 쩨착한 소형외 〈십이지상-뱅〉, 청주 낌유신 장군 

묘 호석에셔 탁본한 〈섭이지상 뱀상〉, 중앙。}시아 투르판 지역 아스타나 무덤 천쟁에 부착되어 

었던 〈복회여와도〉가 었다. 틈새 공칸우측에서는 맴에 대한생태학적 특정과함쩨 우리의 분화와 

민속에서의 뱀의 상정, 세계의 뱀 관련 문화를 소개했마. 뱅은 긍정과 부정의 이미지를 동시에 

지난 신비로운 동불로, 부정쩍인 이며지로 인식훨 때에는 악합파 교활, 이충성의 상징이 되지만, 

긍정적인 이미지로는 생명력, 지혜, 창£ 풍요의 상정을 가진다. 뺑띠해 태마전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체혐코너도 마련되었는때, 뱀 오토마타Automata, 뱀 배청 트력아트磁Art, 추억의 뱀 

주사위 놀이, 뱀 그렴퍼즐이 설치되어 관람책의 눈길올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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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시개요 

가. 전시명칭 : 2013 계사년 뱅띠해 테마전 ‘내친구구령덩덩’ 

나,목적 ; 한해의 동물띠에 대한종합적민 정보제공,상설전시 공간의 다양한볼거리 및전시 체험 제공 

다.기간: 2012. 12.21(금)∼ 2013. 12. 18(수) 

라. 장소 ; 경기토박물관 민촉생활실 입구솔로프 

마.전시방법 ; 현수막, 때널, 구조물, 모형등 

(2) 전시구성 

구를 내용 비고 

도입 
。십이지와뱀 때널, 도입부 si믿1, 
。틈새전 입구메 유도사인물 설치 I-banner 

。뱀은어떤동물? 
; 뱀의 생물학적 특징과생태 

。뱀의상징 

: 한국의 정서, 문화, 이야기, 종교 촉에 담긴 뱀의 상징성과 의미 
-불사와때생의이미지 
-수호신으로서의뱀 
- 총교에 나타난 뱀의 상징 
- 대종문화쩌| 딱리를 틀다 

。써|계문화촉의 ‘뱀’이야기 
- 그리스문화와 뱀 ; ‘아스클레피오스’, ‘라오콘’ 

때널,현수막 
전깨 -잉카,마야문명과뱀 

-복희와여와 

-일본미솔과뱀 

。뱀관련시와촉담 
; Al(:rfte/서정주), 속담 

。뱀띠해민물 

: 뱀띠해에 태어난 과거와 현재의 인물기운데 귀감이 되는 인물을 선정 

。유물에 나타나는 뱀의 모습 
; 뱀상(김유신g 십이지신상), 신라토우장식항마리, 장사도(고구려 삼실총), 
복희여와도 

。뱀을응용한놀이와체험을 위한공간 

결말 
- 추억의 뱀주사위 놀이판 

놀이및시각물체험 
- 뱀 배경 트릭아트포토존 
-움직이는뱀오토마타 



사업내용|현시 

젠시장천경 뱀트릭아트 

2) 2014 갑요년 말띠해 대마전 .말 타고 지구 한바퀴’ 

「말 타고 지구 한 바퀴」 전시는 민속생활실 입구 반원형 통로 공간에서 재최되는 전시로, 

한국의 말분화뿐 아니랴세계의 말분회에 대혜 알마봄으로써 인간파오웬 세월을 함께 해온동물 

벨’에 대혜 이해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말은 오랜 옛날부터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동불 중 하나이마. 살아있올 때는송n懶와 역a~률馬 등의 교통과 통신 전n購와 기n뼈馬 등의 

군사 및 농정파 수협 둥에 이용되었고, 죽어써는 말왈기는 갓으로, 말7뚝은 신벌파 주머니로, 

말힘줄은 활록 말똥온 마분지屬훨£의 원료와 탤감, 거륨으로, 말고기는 식량으로 사용휩으로써 

쩨 몸올 내어 주었다. 수많은 역할로 얻은 친숙합 때문인지 말은 그 어떤 섭이지+二支 동물보다도 

다양한상정을가지고있다. 

「말 타고 지구 한 바퀴」 전시는 십이지의 의마, 말의 신체적 특정과 함쩨 다양한 지역과 

시대에 드려난 말찍 장정과 이미지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본 뒤, 마채로운 체형물을 통해 직첩 

딸을 체협하고 배울 수 있는 코스로 천개된다. 전시의 중심 주쩨는 딸의 주요 상징인‘풍요와 

다산’,‘신비로운 동물’,나쁜 젓올 뿌휴는 동불’, ‘왕업’ 동이 한국올 포함한 세계의 다·양한 운화 

속에서 어떻께 드러나는지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해 각상정이 반영원 주요 미술 작품과 유물에 

대한 이미지도 함께 전시해 관람책의 o]해를도왔다. 천시의 말미에는 뎌i댐체협물이 셜치되어 

쳐올방학올맞아박물관올찾은어린이들에게홍미로운경협올선사했다.창운어l 스티커로연출된 

‘시대를 념나드는 말들의 만냥을 통해셔는 다양한 시대의 말외 표현 양상을 확언할 수 았고, 

‘말갖춤騙 스댐프 찍기’ 코너에서는스댐프 찍기를통해 말갖춤을재미있게 학솔해 볼수 있었다. 

또한 말올 소재로 한 동화팩올 얽올 수 있는 공깐이 마련되어 었고, 말과 관련된 정기도박물관 

소장 유물도 감상할 수 있다. 전시에서 쇄된 정기도박물· 관 소장유물에는 〈말모양 혀리띠고리〉, 

〈말갖춤〉, 〈딸모양 토우〉, 〈마때〉 가 있다. 포토촌에는 모형 말이 셜치되어 있어 직접 말을 타고 

사진올찍는특별한기회도가질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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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전시는 경기도박물관의 청소년 인턴제 Do Dream 프로그햄에 참가하고 있는 

학생들이전시기획과설치등의준비과정에직접참여해더욱돗깊은전시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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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시개요 

카.전시명칭 : 2014 갑오년 말띠해 티l마전 ‘말타고지구 한바퀴’ 

나.목적 : 2014년 십이지 동물인 말에 대한종합적 인해 도모, 

세계 문화에 나타난 말의 상징과 의미 조명을통해 효벅의 말과 마문화이해 

다. 기 간 : 2이 3. 12.21 (토) ∼ 2014던 12월 

라‘ 장소 : 경기도박물관 민속생활실 입구슐로프 

마.전시방법 ; 현수막, 꽤널, 구조물, 모형등 

(2) 전시구성 

구릎 애용 

도입 
。 2014 갑오년 
。전시개요소개 

。 섭이지의 의며, 섭이지 종 말띠의 의미 
。 말의 신체적·생태적 특징 

。 말걸음 따라셰계에서 흔백까지 
:세계말문화탐구 
- 말과관련된 디엉한상징, 예술·역사·문학속의 말 등에 때해 알아봄. 
1. 아시아; 아시아의 말, 헌자와용=업을상징하눈 말, 몽골제국과 말등 
2. 아메리카 
: 아메리카의 말, 말의 가장오래된 조상(에오히푸스), 카우보이와 말등 

천개 3. 유럽 
: 유럽의 말, 선사시대 동굴벽화 속의 말, 유럽 신화 축의 말, 현대의 말(엠블렴, 
경마등)등 

4. 아프리카 
; 아프리카의 말, 이집트 문명과 말등 
5‘오셰아니아 
;오세아니아의말등 
6. 효택 
; 효백의 말, 흔백 마슐·역사·민속 둠에 나타난 말의 다양한 상징(신성성, g혼 
승천의 조력자, 벽샤, 일상생활의 동반자, 튼튼한 다리 등) 

。 유물전시(경기도박물관소장유물〕 
: 마형대구, 마구, 토우(말), 마때 

결말 。말관련놀이와체험 
1. 말관련 어린이 동화잭 읽기 
2. 마구 학습 체험(스댐프 쩍71) 
3. 모형말 타기(포토존) 

비고 

패널,현수막, 
도입부sign 

때널 

(장가) 

때널 

(벽) 

전시장 
(벽) 

체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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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E~.2 

" I 큐·안·남| 

전시훌를룰 전시장전경 

4. 전시 젤명 어풀리케이션 

경기도박물관의 전시 설명 어플려케이션 서벼스(앵APP 서비스〉는 2011년 1월부터 운영되기 

시작했마. 정기도박물관 앵 셔비스의 운영 목표는 관황책이 쉽께 박물판 천시를 이해하고, 

현리하게 박물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톱는 것이다. 이률 위해 전시 안내상설전시, 특별전시, 

테마천시 동, 유물음성 안내, 교육및 행사알청 등의 정보에 대한지속적인 업데이트를실시흘}고 

있다. 경기도박물판 앵 서버스의 주요 기능으로는 주요 행사 및 전시 일정을 스마트폰 달력에 

추가할 수 있는 기농, 천시, 행사, 유물 둥을 SNS폐이스북, 트위터 둥에 공유하는 기능, 박물관 

대표유물관람코스 등이 었다. 2013년에는앵서t!l스체협단사용자셜문조사를실시하였교그 

철과를 바량으로 앵 서비스 시스댐의 업떼이트와작풍오류사항을 검토한뒤 실제 확인된 시스댐 

오류와세부작동오류를수정 및 개전하였다. 

iL!:ξ!!!!! • ----- 三 ||← =loi;!,, .. 

---- -백1’ Q«U. 

.챔톨꿇;않뺀·? | 旅 추훤훌쇼 >-퍼 ---냉전‘S색e F • - 이링이를다· 

001 
2 3 I 띤 줬함.”---률-- >

r、 1198성잉내 ----. 4 5 6 

. .. ~ ... 스 ’ >:!'1119앙에 7 8 9 

* ·꺼;”l it11111 -시 
0 Cl 

렐!!!.!!.~ •. - 와~·J뀔옆 -

엽서비스화면 엉서비스톨o•용31는핀람찍 

61 



경기도박물판2013 연보 

”.소장품관리 

1. 신수유물 

1) 기증·위탁유물 

박물관의 유물 수집은 기증, 위탁, 구업 등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기증유물은 정기도박물관 

소장유물을 다양하고 풍부하게 하며, 도 관련 유물을 수집할 수 있는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의 주요 종중과 깨인 소장가께서 각종 〈남인가보〉를 비롯하여 출토복식, 근대유물 등을 

기증해주셨으며, 특히 독립운동가인 남파 박찬익 선생의 관련 자료를 기증받은 점이 매우 의미가 

깊다. 2013년도에 기증받은 유물은총 626건 900첨(보존처리 중인 일팔유물 제외한수량임)이며, 

〈장양공시전부호도〉를 비롯하여 분청사기 묘지명 헝。}리, 삼작노리개 등 74건 157점을 위탁받아 

보관중이다. 

(1) 기증유물 

기률자 기률밑자 기률유률 
수를K기충시) 

시대 
건 혐 

겨I 626 90(]

진흔띔 2.19 납구슬,석환 3 3 조선후기 

청주한씨대종회 4.12 흔뽑배위완산최씨출토복식 일필t보존처리중) 죠션후기 

박용하 4.15 전적,고문서 161 161 조선말기 

이경한 5.2 이재학호쩨등 15 15 조선후기 

유복순 6.3 함 광복이후 

5.28 박영준기념서화류 49 128 근·현대 

박천민 6.24 신순희근때복식류 98 117 근·현대 

12.23 임시정부결혼흥명서등 143 143 일제강점기 

이부섭 
6.13 시전,궤듬 148 324 초선후기 

(안성이씨죽암종회) 

심천보 8.21 전적 5 5 조선후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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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홍짜 | 기홍일짜 | 기충유률 
수훌1(11층새 

시대 
건 혐 

박해경 9.11 전적 일웰보존처리중) 조선말기 

이태한 11.12 ~ 「‘=이,8 3 3 조선후기 

※기증유물수량은유물등록시, 보존처리 등의 사유로수량 변경이 있을수 있음. 

(2) 위탁유물 

기흥짜 기흥밑자 기흥유를 
수헬기흥·J.ll 

시대 
건 혐 

껴| 74 157 

김항용 1.25 안동김씨족보등 12 12 조선후기 

이종한 2.13 장앙공시전부호도둥 10 10 조선후기 

김수길 8.21 운청AfJI ID:I명 횡아리 4 4 조선후기 

왕창일 4.10 간찰접 2 2 조선말기 

이태한 11.12 삼작노리개등 17 94 조선 후JIC일제강점기) 

장태섭 12‘17 교지등 29 35 조선후기〔말기) 

2)구입유물 

구입은주요수집 경로중하나로써, 2013년도에는유수초상, 유순정 초상, 유흥초상등수준 

높은 회회유물을 선별하여 구입하였다. 유수 초상은 당대 최고의 왕실화사언 진재혜의 역작으로 

1뼈l기 초상화의 특징을 잘 드러나 있어서 그 가치가 매우 높다. 진재해가 쓴 간찰 2통도 함께 

수집하였는데, 첫 번째 편지는 초상 주인공의 정신을 나타내도록 그린 것이라는 진재해 자신의 

생각을피력한내용이며,두번째 펀지는본인이 그린초상화가본인 최고의 의필韓임을겸손하게 

밝히고 았다. 이번 수집을 통해 유순정과 그의 아들 유홍, 9대손 유수의 초상화를 한 자리에서 

보관, 전시할수 있는계기를마련하였다. 

연밴 휴를명 수훨건/첨) 찌|착시기 

6/7 

유수초상(전신상) 및 함 2/2 1726년 

2 유흥초상〔반신상) 18써|기초 

3 유순정 초상(전신상) 및 함 2/2 1720년대 

4 진재해편지글 1/2 18써|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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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장품현황 

1)수집방법별현황 

(2이 3.12.31 현재, 건(점)〉 

구를 휠계 소장 확*자료 위탁 

합계 13,029(20,417) 10,396(15,39끼 2,053떠,977) 580(1,043) 

구입품 4,30따6,951) 4,304(6,951) 

이관풍 1,416(1,500) 1,416(1,500) 

기층품 6,053(9,269) 4,666(6,924) 1387(2,345) 

수집품 676(1,654) 10(2깅 666(1,632) 

기탁풍 580[1,043) 580(1,043) 

2)분야별현황 

(2013.12.31 현재, 건(점)〉 

구를 앙계 소장 획슬짜료 위탁 

합계 13,029[20,41기 10,396(15,39끼 2,067π(3,97까7) 580(1,04키 

선IAf/고대 121(121) 109(109) 12(12) 

선시/고대 ;.7[타 620(9뼈) 475(74끼 144(160) 1 (1) 

고미술국학;도짜기 750(1,018) 617(74낀 114(142) 19(134) 

고미솔국학:일반회화 390(472) 35없434) 13(15) 19(23) 

고미솔국학;불상 49(52) 17(1키 31 (32) 1 (1 ) 

고미술국학;불화 19(19) 19(19) 

고미술국학;고도서 6,690(8,242) 5,572“,246) 713(1,453) 405(54키 

고미솔국학;탑 3(18) 3(1잉 

고미솔국학;비 3(3) 3(3]

고미솔국학;기타 533(1,03이 436(605) 89(394) 없31 ) 

민속품 1〔2낀 1(22) 

민속품.민속품 3,544(8,007) 2,577(6,121 ] 852(1,641) 115(245) 

보건의료;의료기구 16(19) 16(19) 

보건의료’의효|도서 70(13기 41 [103.] 29(29) 

보건의료.의료문서 2(깅 1 (1 ] 1 (1) 

기타 2(낀 2(2) 

기타;기타 230(365) 152(211) 54(98) 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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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장품대여현황 

훈번 대여기판 천시명 대여기간 계(견/웰 

껴| 90 1,503 

수원화성박물관 상설전 2013.01.01.- 2013.12.31 4 4 

2 수원역사박물판 상설천 2012.01.01.- 2013.12.31 

3 실학펙물관 상셜전 2012.01.01.- 2013‘ 12.31 3 3 

4 독립기념관 상설전 2012.01 ‘01.- 2013.12.31 5 5 

5 한성백쩌|박물판 상설전 2012.04.25.> 2013.12.31 11 11 

6 국립민속박물관 아시아문화기획전 ’혼력|’ 2012.12.12.- 2013.02.11 5 8 

7 수원화성박물관 
팔달문해체수리보수기념 

2013.04.2.- 2013.07.26 30 680 
-팔달운가끼-01 늘내곁에 

8 전주국립박물관 조선의소반 2013.04.29.- 2013.07.12 

9 효딱도자재단 복-ζ앨한염원의장식 2013.05.07.- 2013.08.25 2 2 

10 포스코미슐관 
추시에서폴록까지 

2013.08.21.- 2013.10.22 
-붓이노래하고먹이춤추다 

11 수원회성박물관 수월화성복원정화사업자료전 2013.08.30.- 2013.10.27 20 7없 

12 효팩도자재단 한·충도지얘|술교류전 2013.09.28.- 2013‘ 11.17 3 3 

13 용인유적전시판 조광조,삶에서이상까지 2013.10.02.- 2013.12.02 2 2 

14 동국대학교 
선·선·선:선묘불화 

2013.10.22.- 2013.11.22 
-빛으로나투신부처 

15 중앙벅물판 효택의도교문화 2013.12.02.- 2014.02.10 

4) 지정문화재관리 

(1)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촉문화재 지정 신청 

1999년 정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인명대군률빼大君파 의원군 일가 묘의 이장과정에서 

출토된 복식服帥·서간뽑빼-지석앓石등 총 130건 181점이 2013년 8월 22일 국가지정문화재 

(중요민속문화재 제276호)로 지정되었다. 출토유물들은 피장자被裝홈의 인척 사항과 생몰生혈 

연대가 확실한 왕설 종친의 남녀 복식과 후손의 출토복식으로 중요민속문화째로 지쟁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발굴사례도 매우 드물어 왕실복식과 장례문화 연구에 중요한 자료라는 점이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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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채)지정 내용 

를. 붙야 띠장짜 
수풍 

XI청밑 
건 혐 

홍유물수람 130 181 
의원문 이획 (1661-1722) 46 60 

복식 복식..빼 
의월군배위안동련씨(1664∼1722} 49 76 

이면용(1818∼1879) 31 41 

계 127 178 '13.822 
의원군 이혁(1661-1722) 

기탁 서간를빼및 의월군뼈위 안동권씨 (1664-1722) 

지석홈칩 이연용(1818∼1879) 

계 3 3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창신청 중 유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갱 신청 중에 었는유물은 종형짧묘지 1건이 었으며 현채 심의 중에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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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재(보물)지정전행풍유물 

솜뺀| 를야 를빼~" 

붙청사기상감 

1 I 도자기 | 정동4년명종형묘지 -효---

면 대 |찌청션.밑|천.상를 

1439년 
(셰흥21) 

‘11.1031 심의 

전앵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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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지정문화재보유현황 

(2013년 12월 현재) 

구붙 
지생 유를추앙 

건수 훌 접 

겨I 39 183 261 

소계 26 164 224 

국가 국보 

지정 보물 24 33 42 

중요민속문화재 130 181 

유형문화재 12 18 36 
도지정 

문화재자료 

·지정문화재목록 

훌훨 
지청 

문확찌영(XI쟁명칭) 연번 
수랑 

소유짜 지쟁얼 쇼당번효 비고 
밴효 (건l첼 

겨| 39 183 261 

소계 국보 

국보 256 초초본대방광 
경기도 19900920 3483 소장 

불화엄경추본〔권제일〕 

소계 보붙 24 33 42 

보물 941-2 솔언신초상 경기토 20040507 4734 소장 

보물 1051 분류루공부시언해권13 2 경기도 19900920 4746 소장 

보물 1052 천태사교의 3 경기도 19900920 3482 소장 

보물 1053 진얻켠곰 4 경기도 1990(]920 3484 소장 

보물 1174-1 이중로정사공신교서 5 경기도 19931105 5385 소장 

보물 1174-2 이종로초상 6 경기도 20040507 4662 ~장 

보물 1298 조영복초상 7 2 2 경기도 19991215 2562-2563 소장 

보물 1406 이십삼상대화토및 8 2 6 경기도 20여0507 4747-4752 소장 
김종한교지 

보물 1480 심환지초상 9 2 2 경기도 20061229 5403-5404 소장 

보물 1577 충급유방 10 경기도 20081017 5401 소장 

보물 1579 초조온성XI세디라니경 11 경기도 20081222 5278 소장 

보물 1175 심대호성공신교서 12 경기도 19931105 7368 소장 

보물 1622 서꺼정필적 13 경기도 20100104 5293 소장 

보물 1680 강세황행초표암유채 14 경기도 20101025 4741 소장 

보물 733-2 헌종가례진하도영풍 15 경기도 20111101 5289 소장 

보물 1110-2 정몽주초상 16 경기토 201112231 6479 소장 

보물 1728 회전초상 17 경기도 20111223 6837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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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를 
지청 뭄화찌명(지정명챙 염번 

후링 
쇼유xt XI정얼 소장번호 비」고 

번효 (겐챔 

전주이씨 
보물 930 궤장및사궤장연회도첩 18 2 6 백헌상공파 19871226 위451-456 위탁 

이완주 

보물 941-1 션조어서시좋언신밀찰첩 19 3 3 여ξ뱉씨 19871226 워114-116 위탁 
호성공종희 

보물 1133 원릉군원균선무공신교)..1 20 원주원씨 19920420 위292 위탁 
종충원제대 

보물 1176 유수초상 21 2 2 진주유씨종중 19931105 위263, 
위탁 

유태흥 위267 

오명황초상및 해주오씨종중 
위71, 

보물 1177 
양무공신교서 

22 3 3 
오원석 

19931105 위117, 위탁 
위300 

보물 1481 김유초상 23 1 청풍김씨판서 20061229 위186 위탁 
공휘인백파 

보물 1630 숙종어필월언시 24 2 O]완주 20100104 위149 위탁 

소계 중요민속문화채 130 181 

중요민속문화채 276 의월문이획일가묘 130 181 경기도 20130822 4841-4987 소장 
출토유물 

소계 도유형문화쩨 12 18 36 

유형 134 연행일록· 3 3 경기도 19881202 2564-2566 소장 
연행별장외명현간찰 

유형 136 서거정ID:I석 2 19 경기토 19890601 1373 소장 

유형 163 박써|채초상 3 2 2 경키로 19961224 5396, 
소장 5397 

유형 169 현수제송법수 4 1 경키로 19981231 2274 소장 

유형 191 이인엽초상 5 2 2 경기로 20030908 4735, 
소장 4736 

유형 192 요지언토 6 1 경기로 20030908 3224 소장 

유형 211 황진초상 7 경기도 20090311 5179 소장 

유형 210 황성원초상 8 1 경기도 20090311 5178 소장 

유형 208 임방초상 9 1 경기도 20090311 6281 소장 

유형 245 고2.f사월요(갑인지본〕 10 경기도 20101208 6831 소장 

유형 209 유순쟁초상및함 11 2 2 유태흥 20090311 위265, 
위탁 

위268 

유형 142 장만초상 12 2 2 장효섭 19911019 위503, 
위탁 504 

소계 도문화체자료 1 1 

문화재자료 143 입연초상 경기도 20090311 6228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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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존관리 

우리 박물판에서는소장유불과발굴유물및유수의 종중으로부터 기증받은유물들을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유물의 보존상태 진단에 따픈 적절한 보존처리를 

실시하고, 바파괴 구조조사 및 성분윤 분석등벼 유물의 재질과구조룹 파악하고 있으며, 재질에 

따른적절한보존환경에서보관하고있다.또한유물의보존처리과정과결과의자료는자체개발한 

보존처리 DB프로그햄을이용히여 전자문서형태로등록·관리하고 있다 

2013년도에는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한조선 전기 문신인 양사언의 형제로 추정되는묘역에서 

출토된 목째 명기, 벗, 대바구니 13점을 비롯한 총 208점의 금속류, 목재류, 도토기류, 복식류 

유불에 대한 보좀처리가 이루어졌다. 챙주양씨 묘역에서 출토된 유붙은 매장기간동안 침수와 

건조를반복하면서 형태 변형이 심하고, 유기물재질의 특성상강도의 취약성을보였다.울에 잠긴 

상태로출토펀유물의 보존처리는오염물제거작업을시작으로재질강화와형태보정,조습건조로 

마무리하는순으노 진행되었다. 목재 명기는 처리 과정에서 탈락된 일부 편융 이용해 수종분석융 

실시하여 피나무와소나무로제작된 것으로확인되었다. 

지난 3월에는 경기도 부천 소사구에 위치한 청주한씨 묘역 합장묘 3기의 이장작업 참여하여 

관꿋과 회곽흰 등 연구자료를 수습하였으며 4월에는 한준 배위 완산최씨完IL홉"'〔1541∼1595)의 

묘에서 복식유물 총 33건 38점이 수습되었다. 이에 따른 긴급 보존처리로 출토 복식유물의 건조 

및 꺼풍융 실시하였으며 1차 표면오염제거 후 훈증을 실시하였다. 이 유물들은 이후 순차적인 

보존처리와연구가진행될 예정이다. 

전주이씨 견생군따 묘역 출토유물 보존처리 및 연구 성파에 따른 보고서를 발간하기위한 

준비과정R로보존처리(세척), 따손유불보수, 실측 빛 도변화, 직불조직촬영,유불의 고회질 사진 

촬영 풍을 실시하였다. 이러한과껑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6쩔에는 전주이씨 견성군파묘역 

출토복식우「물의 보존처리와공동연구를목적으쿄 서울여자대학교 의류학과와MOU를 체결승F겨 

보수와 연구를함께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이와관련된 연구작업으료- ‘견성군묘역에 대한고찰’, 

‘전주이씨 견성군묘역 출토 지석 및 도자기’, ‘완산군 배위 평양이씨와션성군 이흠의 복식 고찰 

등윤 각 분야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원고블 마무리하였다. 2014년에는 직물 및 무늬 고찰과 

더불어 유물재헌을추가적으로실시한후보고서로발간될 예정이다. 

소장문화재의 안전한 보존환경을유지하기 위하여 온도와읍도를주기적으로 점검하였으며, 

생물학적 피해 예방관리에 힘썼다. 박불판에서 운영하고 있는통합적 유해 쟁물관리 시스탱IPM, 

lntergrated Pest Management은 해충의 이동경로를 미리 파악하여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보존 방법이다. 수장고와 전시설 등 약 10,200m2 면적의 박물관 실내에 해충 생태에 맞는 

맞춤형 포집기 4종을설치하여 서식하는해충을동정하고,그분포도를쪼사하였다. 여기서 얻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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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철과를 통해 해충의 재체 수를 효과적으로 제한·관리하였다. 이 밖에 신수유물과 전시 후 

반입되는지류,목재,복식류등에대하여는훈증고를이용하여별도의훈중소독을실시하였다. 

올해부터 우리 박물관에서는 찾아가는 유물지킴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도 

대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문중과 개인소장가를 직접 방문하여 유물의 보존관련 컨설탱을 

하는 것으로 유물의 상태를 진단하고 보관환경과 보관시 주의점 등 보관방법에 대한 자문을 

함으로써, 공공의 자산을 보호하고 그 가치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는 우리 박물관의 

문화재보존전분가들이 그동안 쌓아온 보존 관련 경협과 지식을 활용하여 박물관 가중자에 대한 

예우 차원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재학0745 ..., 1801)의 행초서병풍에 찍힌 인장 등을 비롯하여 
집안에서 보관하고 있던 다수의 유물을 기중한 바 었는 용인이씨 부사공파 판관공 후손이신 

이경한 선생님 댁을 방문하여 소장하고 있는 유기그릇을 보존처리와 향후 보관방법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안동장씨 태상경공파 장만장군 기념 전시관에 전시된 유물의 상태를 

진단하고 천연방충약제를 설치하는 등 보존환경 개선을 위한 초언을 드렸다. 장태섭선쟁님을 

벼롯한 문중 어르신들게 유물에 대한 미술사적 설명을 혜드리는 자리도 마련되었다. 

장태섭선생님께서 장만장군의 「낙서집」 , 교지 둥 집안에서 보관하고 있던 유물 20여점을 

위탁하시꼈다는 의사를 밝히셨다. 앞으로도 박물관에서는 그동안의 보존관련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이러한사업을지속적으로펼쳐나갈계획이다. 

2013년도 보존과학실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 톨 때 용 수랑 

금옥 소장 황수신 청화백자묘지석 등 81점 

/토·도기 의뢰 용인이씨 의뢰 유기그릇등 56접 
보촌처리 

출토복식 소장/의뢰 청주한씨 일가요출토복식 등 43점 

서화/목때 소장 쌍룡문닥자들 28점 

분 석 
구조분석 전통견직물및탁지 10점 

성분분석 장만초상안료등 114점 

보폰환경 
통합쩍유해생물판리시스댐 박물관수장고및전시실 2회(연중〕 

훈증고훈증소톡 훈증고 1실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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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준배위 완산최씨 복식수습과정 

획곽쩌|거 후관내복식노출 대렴상태 

복석수융장면 슐의로 착용된묵서저고리 

• 청주양씨 묘역 출토목재유물 

보존처리천 보존처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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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문화교육프로그램 

1. 어련이프로그햄 

1) 어린이 발굴체험 교실 ‘상상고고銀像考古’ 

(1) 개요 

@사업명 : 어린이 발굴체험교실 ’상상고고빼흥古’ 

@ 대 상 : 6셰 이상의 유치원생 및초등학생 1 ∼ 6학년때인/단체, 특수흐답) 

9월 이후, ‘낮달프로그램과연껴I하여 복지시설 어린이를 때상으혹 

확대운영할 

@기간및일시 

- 학기종 :3 ∼ 9월/9 ∼ 10월 충 1 ·3 ‘4째주토요일 / 2·3 ‘4주째 일요일 운영 

※ 단, 3월은 3월 16일부터 시작 

- 여름방학 기간 : 7. 29(월) ∼ 8. 25(일), 화·목·토·일(확대 운영) 

-4∼10월 중목요일 : 유치원 /초등학생 딘체 참가일 

@장소;야외발굴체험장 

@횟수 ; 총 71 회(발굴체험 및 낮달연계 체험, 기타체험 등포함) 

@운영내용 ; 청동기시대 고인돌 및 집티 발굴체험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얘I산 : 금 13,500천원 

@ 참가비 ; 1인 3,000원(뮤지엄 숍에서 활동지 구입으로 대쳐|) 

@강사:2인(처|험별 2민 1조-고고학전공 1인,연극전공 1인) 

@ 경기도박물관홈페이지(www.musenet.or.kr)을통한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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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내용 

@개인 :49회 

단체 :22회/화요일 혹은목요일, 신청이 겹치는등 부득이한경우추가로주중에 편성 문영 

- 낮달연계 문화채체험 ; 5회 

J!I 횟수 날짜뭘활여기판 

10월 
9(수) 일신성화학쿄지역o~동센터(이전) 

2 
12(토} 생명샘지댁이동센티(광명) 

11월 
9(토) 셰희망지역야동센터(광명) 

2 
23(토) 금시지역아동센터(여주) 

12월 7(토) 갈매기의 품 지역아동센터(이천〕 

총 5회 5개기관 161 명참여 

※ 기 타: 외부기관요청에 의한박물관체험프로그램 운영 

- 5월11 ·25일 2회 운영으로 약 150명 쳐|험 ; 발굴체험과전시실관람, 목판쳐|험 등유료로유치 

¢ 총 참여인원 ; 총 71 회 1,520명 참기{※2012년도 80회 1,317명) 

@ 진행시간 : 오전 10:00 ∼ 11 :30 

@참가인원 : 1일 1 회 25명 

@프로그램 

체험명 시간 배용 

Site 1 
청동기시대집티 발굴체험 

티엄머신 타고考GO∼古GO-
10:00-10:45 -청동기시대생활모습을상상해볼까요? 

-청동기시대주인공이 되어보껴l요 

Site2 
청동기시대고민톨발굴처|험 

10:45∼11 :30 -우리보우고고학자카되어고인돌을 빌굴해보아요! 

인뭘 

34명 

30명 

34명 

33명 

30명 

그녀석율찾아래. 
-내가발굴한유물이 옛날에는무엇으로사용되었는지추리해보o~.요! 

※ Site 1, 2 모두체험 

※ 활동지 작성(초등학생), 개인별 기념사진 및 단쳐|시짙촬영 

※ 순서 ; 소개→발굴쳐l험→역할극→활동지작성→질문과대닮초등학생 이생 

※ 토기편 붙이기 시범 실시 

※ 초등학생은호등교과(A~회)와연계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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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쩡가및성과 

@총 71 회에 얼쳐 총 1,520명이 잠여하여 회당 명균 21 명이 잠여함. 이는 2012년외 16. 5명보다는 

높으나여전히개볕신청후무닫불황하는신청짜로인한다를신청자의청?}져|한문제가촌재함 

@청동기시대에맏국한된현재체험프로그램의한계를극복할수있는디방한기법개발필요함 

중장기적으로는 구석기와신석기 등 여러 시기의 분확재 체험과 빌굴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빌굴부터 

보고서작성 및전시까지 이어지는일련의과정을쳐|험하도록구성 

-경기토어린이박물관과 차별화 된 주쩌|로서 유치원생‘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우리 역사 재미있거| 

바로알기로진행함 

@지역사회와연져|하여소외계층을포괄하는문화기반시설로서의 역할담당 

2) 제17회 초등학쟁 문화째 그림그리기 대회 

(1) 개요 

@대상;경기도내초등학생 

@ 내용 • 문화재그림그리기 경언,출품작 심사‘시상식,수상작전시 

@잠가비 무료 

@ 참가자 1,060명(272개교} 

@참여인원 ‘총 3,750명(참가자, 학부모, 교사등〕 

(2) 운영내용 

@문화재그림그리기 대회 

가. 일 시 :2013. 5‘ 6(월) 13:00-17:30 

냐‘장소;박울관실내 외전시장 

다 내용. 박물관전시문화재를소재로한자유화그리기 

랴.참가접수 2013.3.28 ∼4 12 

마. 잠가짜격 도내 초등학생 중학교장추천지{1개교6명 이내) 

바참가자 1,060명 

@출품작심사 

가‘심사일 ;2013. 5‘ 13 
나,심사위원 , 미술전문가(대학교수)6인 

다. 수상작 .75점(고학년 38, 저학년 3끼 

@Al삼식 및수상작전시 

가‘시상식 : 2013. 6. 2β 

냐. 수상자 ‘ 79명(학생 75, 교사4〕 
다. 잠석자 :250명(수상자, 학부모,교사등) 

라‘수상작전시 ; 벅물관상설전시실에 수상작 75접 전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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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상내역 

흩격 민월 구붙 --앤 배를 비교 
2빼년 저빠년 

껴| 79 38 37 괴사4 

대상 

10 급상 2 2 상장 
경기도지사 (메달포함) 

은상 2 2 
대상 

개인낼수싱짝 
경기도쿄육감 5 뭄상 상장 기녕시전풍정 

온상 

경기운화찌|단 20 동상 10 10 상장 
대표이사 

경기도박을관당 40 장혀상 20 20 상장 

경기도지사 4 지도교사표창 2 2 표창장 대상수상자 
(메달포함) 지도괴사 

(4} 활동모숍 

대회오슐 훌풍학상사 

사상식 후상확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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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학년대상 고확년태상 

3) 동통흩}흩}---훌훌 

방학을 맞이한 초풍학생들에게 우리 역사와 문화를 보다 집중척으로 학숍하고 체험하여 

종합적으로이해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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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주제 ; 나는 바른 인성않을지닌 어린이 ‘경기셔당애서 따l소학댐추•l•을배우다!’(겨울) 

‘옛 그럼 속 유물찾기’(여릅) 

@대상:초등학교3∼ 6학년 

@기깐: 2013. 1.22 ∼ 25,8.6 ∼ 910:00∼14:30 

@운영횟수 : 충 8회 (36시수) 

@장소; 빅를관교육실, 회의실,전시실 

@참가인원;흥 175엉 

@소요예산 :3,030천원 

(낀운엉내용 

@운엉방첨 

@신청방법 :흘퍼|이지를통한인터넷접수 

--현행방법 ; 회의실에서 집합하여 .ii!:육, 전시실 이동후교육 진행 

@참가비 ; 1인당 10,000월(※ 입장료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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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가. 니는 바른 인성A용을지닌 어린이 - 경기서당에서 4자소학염후j흉을 배우다!(겨울) 

구붙 시간 획슐내용 

준비학습 
10:00 - 10:20 -~싸나누기 

】오늘의 일정에 대해안내 

오전 본학슐 
10:20 ∼ 11 :oo 【4지소혁뺨,J흥주요내용학습 

-옛날책의 형태에 대하여 

11 :00-11 :so -옛 책(四힐j、훌) 만틀기 

13:00-13:10 -4지소혁뿔,J.복습 

13:10 ∼ 14:00 -오늘배운한자로빙고게임 

오후 
14:00 ∼ 14:30 -과거시험시행(3채 

14:30 ∼ 14:40 -최종선발된2명메게 어사화하사 

마무리 14:40 ∼ 15:00 
-셜문지 

나. 옛 그림 속유물찾기(여름) 

시간 밑청 

준버학습 
10:00 ∼ 10:20 - 모툼 나누기, 출석확인 

- 오늘의 활동에 대하여 안내 

본학슐 
오전 10:20 ∼ 11 :oo 

1. 옛그림촉유물찾기 

11 :oo ∼ 11 :30 2. 활동지작성 

11 :30 ∼ 12:00 3. 박물관전시쉴에서 

13:00 ∼ 14:10 4. 역할극 

오후 마무리 
14:10-14:30 -활동지마무리 

-설문지작성 

(3) 운영결과 

@운영횟수:총8회 

¢참가인원 : 총 175명(회당 20명 내외) 

3참가비 수입 ; 총 1,750,000원 

수엄형태 소요시간 장소 

설명 20분 

학습 40운 

만틀기 50분 교육실 

학습 10분 

50분 

놀이 30분 

및 10분 
체험 

20분 

후업힐태 소요시간 청소 

설명 20분 회 
의 
실 

학읍및체험 40분 

저‘-
학습및쳐|혐 30분 시 
체험 

30분 
실 

놀이및체협 70운 회 
의 

설명 20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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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활동모읍 

4자호학빼쭈31 

어사화8tAt 

4) 1박2일 뮤지엄캠프 

(1) 개 요 

@주 쩌| 3색 별*빛 뮤지엄 캠프‘'All night at the Museum’ 

¢기깐/횟수 : 2013. 5월∼9월, 격쥐둠·일}진행. 총 10회 

@운영시간 : (1 일차) 14:00 ∼ (2일차) 12:00, 총 22.A.I간 

@ 대상/잎월 : 초등학교 3 ‘6학년, 회당20∼24명 

@용후진기관; 경71도박물관, 백남준아트센터,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참가인원 ; 총 220명 

옛책만들기 

역힐욕감홈토획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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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내용 

얻생 시간 내 용 장소 

14:00 ∼ 14:30 오리엔테이션(프로그램 안때) 
경기도박물괜교) 

14:30 ∼ 14:50 친구야,반카워∼ 

14:50 ∼ 15:00 발굴체험장으로 이동,쳐l험 훈비 
경기덮뿔관빌량|험장 

15:00 ∼ 15:45 발굴쩌|험,상상古!go! 

15:45 ∼ 16:00 어린이박물관으로이동 

1일 16:00 ∼ 1s:oo 과학써|상 : magic show & 과학활동 경기도어린이박물관 

18:00 ∼ 19:00 저녁식사&휴식 

19:00 ∼ 20:00 함께웃어요! 

20:00 ∼ 21:30 전시실속벼밀찾기 
경기도박물관 

21:30 ∼ 22:10 휴식·간씩·청답맞추기 

22:10 ∼ 22:30 취침준비;텐트설치등 

22:30 ∼07:00 취침 

07:00 ∼os:oo 기상쳐|조,세면, 물품정리 등 경기도박물관 

os:oo - 08:40 아질식사 경기도박물관 

08:40 ∼09:40 
내가그린유물그림 뮤지엄파크 

2일 박물관야외 전시물지도만들기 경기도박물관 

09:40 ∼ 10:10 백남준 ‘액션뮤직’, 나의 위험한음악 백남준아트센터 

10:10 ∼ 11 :30 플력서스포표|먼스원크북펙스코어 연주하기 백남훈아트센터 

11 :30 ∼ 12:00 경기도박물관으로이동, 해단식 경기도박물관{교) 

(3) 운영결과 

획~ 톨명일 인원 획쳐 훌영일 인원 

1회 (5.1잉 14:00 ∼ n에 12:00 21 6회 (].2η14:00∼(2잉12:00 24 

2회 (6.01) 14:00∼ (깅 12:00 21 7회 (8.1이14:00∼(11)12:00 22 

3회 (6.께14:00 ∼ 이6)12:00 19 8회 없24) 14:00-(25) 12:00 25 

4회 (6.29) 14:00 - β이12:00 21 9회 θ.0η14:00-C없12:00 24 

5회 (7.폐14:00 ∼ n띠12:00 20 10회 θ.2없14:00∼(29)12:0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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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활동모슐 

(5) 언론보도현황 

변효 보도씬몹 일짜 비고 

계 33건 

아시아투데이 2013. 1. 22 박를판에서즐기는 1박2일 캘프프로그댐 나왔다. 

2 부천타임즈 2013. 1.22 박물관에셔즐기는 1박2일 햄프프로그햄 나왔다. 

3 경기결제신문 2013. 1.22 경기도, 박을관에서 률기는 1박2일 햄프 프로그램 선보여 

4 셔물경"신운 2013. 1.22 경기도 내 박물관애서 즐기는 ‘1박2일 햄프 프로그혐’ 

5 이뉴스루데이 2013. 1. 22 경기도, 박물관에셔 률기는 1박Z얼 캘프용성 

6 경인종합일보 2013. 1.22 교육+쩨험+홍사복합박물관등짱 

7 동아일보 2013. 1.23 박을관에서 보내는하룻밤 

8 베이비뉴스 2013. 1.23 박물관의 변신“‘ ‘1 박2일 햄프도 플껴요’ 

9 성남멸보 2013. 1.23 벅룰관 1박Z일 햄프롤다. 

10 인티벗여행신문 2013.1. 23 박물관왜|셔 풀기는 1박2일 캠프프로그램 

11 안산인티넷뉴스 2013. 1. 24 박물관에셔 플기는 1박2얼 햄프프로그램 나왔다. 

12 한국일보 2013. 1. 24 월시민쳐|험,실학려닝맨, 박를관에서 1박Z일 캠프 

13 종양얼보 2013. 1.28 박물관에셔 하훗암--- 뮤지엄 햄프픈다. 

14 중앙일보 2013. 1. 28 경기도 ·박을관애서 1박Z얼 캠프률기셰요∼!. 

15 호선일보 2013. 1.28 경기도, 취향대로 즐기는 ‘신캐념 박물관’ 선보여 

16 시흥씬문 2013. 1.28 박을관에서 즐기는 1박Z얼 쳐l험 캘프 

17 인티벗여행신문 2013.5.7 경기도, 박물관어서 즐기는 1박2일 이색쩨험 

18 경기타임스 2013. 5. 7 경기도박물관, 백남푼아트센터,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체험하려오써|요. 

19 아시아투데이 2013.5.7 경기도 뮤지엄파크이색 챔프운g 

20 뉴스1 2013. 5. 7 
3색별빛 뮤지엄햄프 18일부터 경기도박물관둥 

뮤지엄피크에서힐시 

21 뉴스위l이브 2013.5.7 박물판애셔 률기는 1박2일 동안의 이색쳐l험 

22 경기G뉴스 2013. 5. 7 3색 별빛 아래 박을판서 1박2일 

23 쩌l이한뉴스 2013.5.7 박물괜애서 즐기는 1박2일 동안의 이색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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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효 보도신를 밀 xt 비고 

24 수웬일보 2013‘ 5.7 3색 별빛 뮤지엄 캠프 열어 

25 미디어와이 2013. 5‘ 7 박물관에서 즐기능 1박2일 동안의 이색체험 

26 경기경져l신문 2013.5.7 박물관에서 즐기는 1박2일 동안의 이색체헝 

27 매일일보 2013.5.7 용인, 박물관에서 즐기는 1박2일 이색체험 

28 일간투더|이 2013.5.7 경기도박물관에서 즐기는 이색체험 

29 소뼈를위한스믿 2013.5.7 박물관에서 즐기는 1박2일 동안의 이색체험 

30 뉴스랙 2013.5.7 경기토박물관에서 즐기는 1박Z일 동안의 이색체험 

31 경기광혐!티냈쁨 2013‘ 5.8 박물관에서 즐기는 1박2일 동안의 이색체험 

32 수원시민신문 2013. 5. 8 3색벌빛뮤지엄캘프어서즐기는1빅2일동안의O뻐체험 

33 씨티타임즈 2013. 5. 8 박물관에서 1 박2일 동얀의 이색체험 

2. 청소년프로그햄 

1) 2013 청소년 인턴제 ‘첫 출발의 두드림DoD뼈m’ 

청소년들의 창의적 체험활동강빼 따라교과과정과 연계하여 역사를집중탐구하며 박물관과 

관련된직업을체혐하는진로활동프로그햄이다. 

(1) 개 요 

@주져| ; 경기도의 역사유적과박물괜상반기) 

박물관을통해 본경기도의 역사와문화{하반기) 

@ 대상; 학교장추천을 받은고등학교 1∼2학년 

@ 기 간 : 2013. 6월 ∼ 12월, 매주 토요일 09:30 ∼ 12:20 

@문영횟수 : 총 19희 (57시수) 

@장소: 경기도박물관회의실 

@참가인원:총67명 

@소요예산 : 12,716천원 

(2) 운엉내용 

@운영방침 

가. 신청방법 ; 홈페이지 접수후신청서 및 학교장추천서 FAX송부 

나. 진행방법 ; 오전 9시 30분까지 집합, 회의실로 이동하여 진행 

다. 합가비 : 1인당 30,000원〔※ 입장료포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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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가. 경기도의 역사유적과박물관(상반기) 

구톨 수업시수 수얻애용 비고 

1차 오리엔테이션 

1회 
2~~ 박물관의기능과역할 

강의 
(6/1) (김성환학예팀장) 

3차 박물관에서 월하는사람들 

4차 경기도의고고유적 
강의 

2획 
5~~ (한준g 경기도미술관 (6/8) 발굴이란무엇일까? 

6차 (빌굴쳐|혐) 학여I연구A샤 

7차 

3회 
8차 경기평화센터답사 현장답사 (6/15) 
9~~ 

10차 유물은 어떻게 수집·관리되나요? 

4회 , ,차 박물관에있는과학자 
강의,쳐|험 

(6/22) (전익환학예연구A” 
12차 동경민들기체험 

13차 
전문가특강 

5회 
14차 교수님도와주셰요! (방병선고려대 (6/29) 

고고미솔사학과교수) 
15차 

16차 
전문가특강 

6회 
17차 6.25전쟁과 대한민국 (노경민해병대샤렁부 (7/6) 

때위) 
18차 

19차 전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7회 
20차 

강의 
(7 /13) 나만의전시기획 (김성환학예팀장) 

21차 

22차 

8회 
23차 내가 맏드눈 작은 전시회, 나도 큐레이터 1 작은전시회개최 (7 /20) 
24차 

25차 

9회 내가 만드는 작은 천시회, 나도 큐레이터 2 
(8/17) 26차 작은전시회개획 

27차 수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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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박물관을통해본경기도의 역사와문화〈하반기) 

구붙 후엉시후 추업내용 비고 

1차 오리엔테이션 
1 회 

2차 박물관의기능과역할 
강의 

(10/26) (김성환학예팀장) 
3차 박물관에서 일하는샤람들 

4차 
강의 2회 경기도의역사와문화 

(11 /2) 
5차 (이지훈경기뭉화재 

6차 전시판랍 
연구훤책임연구원) 

7차 
3회 

8차 
경기도운화재발굴조사 강의·체험 

(11 /9) (허미형학예연구사) 
9차 발굴체험 

10차 전문가특강 
4회 

11차 유물속과학이야기 
(정용재 

(11/16) 흔택전통문화대학교 
12차 보존과학과교수) 

13차 현장답사및 
5회 

14차 
말박물관,마방뼈답시 전운가특강 

(11 /23) (김정획말박물관 
15차 우리나라의말민촉 학예연구A” 
16차 

6회 
17차 전시는 어뭘게 이루어지는가? 

강의 

(11 /30) (이성훈학예연구사) 
18차 

19차 
7회 

20차 우리나라의말그림 
강의 

(12/7) (이월복판장〕 
21차 

22차 나만의전시기획 
8회 

23차 작은천시회개최 
(12/14) 내가 만드는작은전시회, 나도큐레이터 1 

24차 

25차 
9회 

26차 내가 만드는작은전시회, 냐도큐레이터 2 작은전시회깨최 
(12/21) 

27차 

28차 
10회 

29차 
내가 만드는작은전시회, 나로큐레이터 3 

작은전시회개최 
(12/28) 

30차 수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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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온전시회개최 

가.상반기 

- 주져| : Limit, 냉전의 종착역 

- 기간 : 2013.8. 17 ∼2014. 5월말 

-장소 ;2훌역사실앞로비 

- 유물 :6.25전쟁과정전, DMZ, NLL판련 유물 및사진자료 홍 20여혐 

나.하반기 

- 주쩌| :2014갑오면 말띠해틈새젠 ‘말타고지구효버f퀴’ 

-71간 : 2013. 12. 21-12.31 

- 장소 ; 민속생활실 입구통로 

- 유를 ; 마형대구, 마구, 토우(말), 마꽤홍4접 

(3)활동모슐 

강의2ft 작용전시회훌삐l모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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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3 고3 수혐쟁을 위한프로그햄 - 날아라 청춘좁春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고3 수혐생들에게 복합문화공간인 박물관에서 다양한 분야의 

인쟁수업을통해 올바른삶의 지표를세울수 었도록하는교육프로그램이다. 

(1) 개 요 

@주제:날아라청춘體 

@기간; 2013. 11. 18(월)∼ 11. 25(화)총6회 

@장소;경기도박물관강당 

@소요예산 : 비예산사업 

@참가인원 ; 총 2,775명 

(2) 운엉내용 

@운영방침 

가. 신청방법 ; 참가신청서를작성하여 F빼로 접수(선착순) 

나. 진행방법 ; 오전 9시 00분까지 집합, 강당으로 01동하여 진행 

다. 참가비 : 무료(※ 입장료무료) 

¢쿄육일정 

획(수) 시간 강연추쩌| 

9:00-9:30 오리엔테이션 

1회 
(11.18) 9:30 ∼ 11 :JO 지각인생,토진하는삶 

11 :30 ∼ 12:00 

9:00 ∼ 9:30 오리엔테이션 

2회 
9:30 ∼ 11 :30 사상체질을 통한셀프리더십 (11.19) 

11 :30 ∼ 12:00 전시관람 

9:00 ∼ 9:30 오리엔테이션 

3회 
9:30 ∼ 11 :30 인생을바꾼작은습관 

(11.2이 

11 :30 ∼ 12:00 전시관림 

9:00 ∼ 9:30 오리엔테이션 

4회 9:30-11 :30 내여행의버킷리스트 
(11.21) -영화속주인공되기 

11 :3(] ∼ 12:00 전시관림 

강사 

김경수 
(강북구청도시계획과 
균형발전팀장) 

김앙훈 
((추)지식정보연구소 부소장) 

김석봉 
((주) 석봉토스트 대표) 

윤인범 
(BBS 불교방송 라디오 D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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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수) 시간 강연후져 강 J.t 

9:00 ∼9:30 오리언택이션 -
5회 

9:30∼ 11:30 대한민국, 행복률 위한선택 박상뭔한서대학교 과수) (11.22) 
11:30 ∼ 12:00 전시관람 -
9:00-9:30 오리언택이션 

6회 
9:30∼ 11:30 우리는누구민가? 이원복(경기도박를판쟁 (11.25) 
11 :30 -12:00 전시판렴 -

@참가현황 

교육밑 함가확교 !!!!수 

11. 18(월) 분당경엉고등학교 246 

11. 19(화) 포고「-『.!.g학픽-『- 391 

11. 20(수) 서월고등학교 400 

11.21(목) 태원고동학교 416 

11. 22(금) 
청덕고등학교 64 
성복고등학교 341 

현앙고등학교 108 

11. 25(월) 나루고등학교 300 

태장고등학교 509 

훌 9 개쿄 2,775영 창가 

(3)활톨모흘 

)..~얘댐을용한앨프리터실김헌 때.보!국,g를올위한션택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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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언프로그햄 

1)뮤지엄아카떼미 

(1) 개 요 

@주제 찌n 5기/상반기 : 효펙인의 종교와신잉{1) ‘선사 ∼고려시대’ 

쩌116기/하반기 ; 흔팩인의 종교와신앙{2) ‘조선시대∼일제강점기’ 

@ 기 간 : 2013. 4. 1 7 - 7‘ 3, 10주간, 매주 수요일 

2013. 9‘ 24 ∼ 11. 26, 10주감, 매주화요일 

@시간: 13:00 ∼ 16:00(3시간) 

@장소;경기도박물관내강당 

@대상:20셰이상성인 

@접수인원 ;85명 

@교육비 ; 3만원(수강료, 교재비 등) 

(2) 운엉내용 

@목적 

카. 전문성과 때중성을갖춘높은수춘의 강사진으로 운영, 토민의 전통문화의식 힘앙 

나. 매니아껴I층의 도민에게 차별화되고심화된 다양한내용의 전문강좌개설 

@방침 

카. 2이 3년도 상반기(쳐115기)에는 ‘효댁인의 종교와 신앙(1) - 선시·고려시대-’에 이어 2013년도 

하반기쩌116기)에는 ‘효펙인의 종교와 신앙(2) - 조선시대∼일제강점기-’를 설강하여 통시적으로 

연속되는주제의강좌를마련함 

나. 수강생의 교육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박물관의 공공성을 유지하는 수준(실버 이하)의 교육비 

수강생 부담 원칙올유지함 

@커리쿨럼 

가. 져11 5기 뮤지엄 아카데미 

추(추) 시간 소후쩨 강사 

11:00-12:00 VfR 
12"「 13:00 - 13:10 개강식 (4.17) 

13:10 - 16:00 흔택의종교문화사 최종성(서울대 종교학과) 

2주 11:00-12:00 VfR 
(4.24) 13:00 - 16:00 고려시대의 또 다른종교, 도교와무촉 서엉대(인하대 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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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수) 시간 소추쩨 강사 

3주 11 :oo - 12:00 VTR 
(5.8) 13:00 ∼ 16:00 고대의 토착신앙과불교의 갈등·융합 심종원(효펙학중앙언구원) 

4주 09:00 - 18:00 답사(연천 숭의전 및 경순왕릉 등) 
강의주제와 판현있는유적으로 

5‘15 수강생들과협의해선정 

5주 11 :oo ∼ 12:00 VTR 

5.22 13:00 - 16:00 선사시대사람들의신앙 냐희랴(경남과학기술대학교) 

6주 11 :oo ∼ 12:00 VTR 
5.29 13:‘00 ∼ 15:40 고려시대의 미래에 대한도참과 예언 김기댁(건국때 문화콘티|츠학과) 

7주 11 :OD - 12:00 VTR 

6.5 13:00 ∼ 16:00 고력시대 왕실에서 개최한불교행사 김형우(인앙때 교앙학부) 

8주 
11 ‘:oo ∼ 12:00 VTR 

6.19 13:00 ∼ 16:00 고구려 고분벽화메 보이는 
전호태(을삼때 역시운화학과) 

고구려인들의 종교생활 

9주 11 :OD - 12:00 VTR 
6.26 13:00 ∼ 16:00 동북아시아의샤머니즘 조흥윤(한앙때 운화인류학과) 

11 ‘:oo ∼ 12:00 VTR 
10주 13:00 ∼ 16:00 삼국시대 사람들의 종교생활 

김섣기(원광대 박물관 학예설장) 
7‘3 -백제 익산의 불교분화를중심으로-

15:40 - 16:00 수료식및간담회 경기도박물관장주재 

나. 저116기 뮤지엄 아카데미 

후(추) 시간 쇼쭈제 강사 

11 :oo ∼ 12:00 VTR 
1주 13:00 -13:10 깨강식 (9.24) 

13:00 ∼ 16:00 조선시대의유교운화 이성무(전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2주 11 ‘:oo ∼ 12:00 VTR 
(10.1) 13:00 ∼ 16:00 조선 후기의 예언과정감록 백송종(전 서강대학교교수) 

3주 11 :oo - 12:00 VTR 
(10.8) 13:00 ‘ 16:00 흔팩문화와천주교 월재연(수원교회사연구소) 

4주 11 :oo ∼ 12:00 VTR 
(10.15) 

13:00 - 16:00 한말기독교의 전래와수용 이만열(전국사펀한위원회위원장) 

5주 11 :o[] ∼ 12:00 VTR 
(10.22) 13:00 ∼ 15:40 유교문화와 마을굿-경기도를중심으로- 김종대(중앙때학교교수} 

6주 09:00 ∼ 18:00 답사 새남터·절두산천주교순교성지 (10.29) 

7주 11 :oo ∼ 12:00 VTR 
( 11. 5) 13:00 ∼ 16:00 해방이후혼넙훈교의 변화 김종서(서울때학교종교학과) 

8주 
11 :oo - 12:00 VTR 

(11.12) 13:00 - 16:00 일제강점기 신흥 민족종교 
김성환(경기도박물관학예팀장) 

-대종교와 단군교를중심으로-

88 



시엉내용 | 뭄화쿄육므로그엉 

추{쉬 시깐 쇼후. 강 J.t 

9추 11 :oo - 12:00 VTR 
(11.19) 13:00 - 16:00 서앙 선쿄사를의 눈에 비친 한국의 종jj!품화 방월일(서률대학교 강사) 

11 :oo - 12:00 VTR 
10주 13:00 -16:。。 한국인에게 있어서 종교와혹용 

양흉송(샤머니륨박를관장, 전 
(11.26) 국립민속박물관학예연구관) 

15:40 - 16:00 수료식 

(3) 활동모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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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과와개선점 

@심화과정 개설 요청, 해외유적답사 및 유적 답사 횟수 확대 요청에 대한 대책 필요 

> 수강생들의 수준차이에도불구하고 하나의 강좌로 획일적인 진행을하는 데 따른문제점으로 파악됨 

¢교육생들과 연계할수 있는온·오프라인 상의 체계 구촉을통해 강좌의 빌전 보색 

@주변지역 박물관운영상황을고려하여 수강료 인상등2014년토강좌운영 방향조정 필요 

2)토요캉좌 

(1) 개 요 

@ 운영기간 : 2013. 4. 13∼12. 714:00∼16:00 

@ 운영장소 : 회의실, 전시실 

@운영대상 :성민∼카족 

@운영방법 ; 박물관 학예언구직이 강좌와전시설명 벌행 

@ 참여인원 : 17회 259명 

(2) 프로그램 및진행 결과 

윌자 후 쩨 

겨| 

1차(4. 13) 경기도와 함껴 한용인이씨 

2차(4. 27] 조선왕릉 - 어떤 곳일까? 

3차(5. 11) 조선시대 궁컬 - 어딸게 지어 생휠 하였냐? 

4차(5. 25) 유물과보폰과학의 만남-옛 거울 만들기 

5차{6. 8) 고려시대 가족은 어떻게 구성되었율까? 

6차(6. 22] 효밀전쟁 60주년 이야기 -전쟁과정전시-0[에서 

7차{7. 6) 조선시대 출토복식 - 부덤 속 비밀 풀기 

8차(7. 20) 일생의멕| -우리의 한평생은 어떠했을까? 

9차{8. 3) 다산정약용의짜녀교육 

10치{8. 17) 부채전시 - 5색色 바람이 붐다 

11치{8. 31) 불교미술로 알아보는 석가모니 붓다의 생애 

12차{9. 14) 경기도의문화유산 

13차(10. 12) 박물관에서의 ST태M 교육, 어떻게 할것민가? 

14차(10.26) 불상(佛像)은 어떤 옷을 입었나? 

전. 활얘xt 비고 

259명 

김성환 10명 
강좌및 
전시설명 

김준권 29명 강좌 

이성준 15명 강좌 

천익환 10명 강좌및쳐l험 

김성환 8명 강좌 

이성준 10명 강좌 

정미숙 20명 강좌 

김준권 21 명 강좌 

김성환 20명 강좌 

이지희 15명 
강화및 
전시설명 

심영선 15명 강좌 

허미형 13명 강좌 

이영은 9명 
강좌및 

천시설명 

주진령 23명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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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자 추 체 뀐앵 혐여짜 버고 

1s~K11. 9) 홍철의 표상, 포온정몽주 김성환 11명 강좌 

16j;t(11. 23) 셰계무형유산,아리랑 김훈켠 16명 
강좌및 
음악감상 

17채12. 7) 옛그림속의쭈리생물 이소희 14명 
강좌및 
전시설명 

(3)활동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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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원연수 

(1) 개요 

@ 경기 정도600년간의 성찰과촉적된 많은역사문화자원을검토하여 현장학교교웹| 활용되도록유도합 

@쿄과서에 언급되어 있는 다양한 역사문화 자원을 풍부한 시청각 자료와 강의 및 현지 답시를 통해 

확인함으로써 교원들의 전문성 향상제고 

@한반도의 중심지역으로서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를 통시적으로 공부해 보는 연속된 주제로서 지난 

2012년 하반기 연수과정에 이어 고려말초선시대를 거쳐 현재까지 경기도역사와문화를 검토함‘ 

@도내 각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경기도의 다양하고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검토하여 교과 교육에 

박물관이 활용되토록유토함 

@ 각 박물관의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을 강의를 통해 이해하고 관람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교원들의 전문성 

향상제고 

(2) 운영내용 

@커리률렴 

가. 16기교원연수 

옮콧샌 1교Al 

쩌11 일 
등록및 
개강식 

(8월 5일) 
담당자 

쩌12일 
(8월 6일) 

져13일 
(8월 7일) 

쩌14일 
(8월 8일) 

져15일 
(8월 9일) 

2패 | 3과| | 4교시 
조선의건국과경기도 

이익추(서울시립대학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당시 
경기도에서의주요전투 

임용한(효닥역사고전연구쇠 

촉선시대 도자문화에서 찾아보는 
경기토자의특징 

장남원(이화여자대학교) 

고력수도개성과효빵도성의 비교를 
통해 보능경기건혹600년 

김동욱(경기대학교) 

한강의기적, 
그 종섬에 있는 경기도 근현대사 

이지혼(경기문화재단〕 

5패 I 6과I I 7교시 8교시 

조선시대생활모습 
-길 떠나는선비의 여장을중심으로-

정연식(서울여자대학교) 

양란 이후초선의 르네상스와경기도 

김준혁(경희대학교) 

출토복식을통해보는 
경기복식 600년사 

님경미(서울여짜대학교) 

수도흔방의방비를위한 
경기성곽600년사 

심광주(효백토지주택박물관) 

임진각 6.25 정전 60주년 특별전 
수료식 

〈분탄풍경〉판람 

박동찬(전쟁박물관문사편찬연구랩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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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7기교원언후 

용콧잔 1쿄시 2파| | 3파l | 4파| 5과| | 6교I.I I 7패 8교시 

쩌11 일 
동록및 Gt.ii! .ii!육를 위한 박물판훨용법 경기도박물관상혈전시 및 
개강식 특낼전과야외전시 판험및 해혈 

(1월6일) 
담당자 초성래(진인초등학교교시) 김성흰(경기도박물관학예팀장) 

져12일 
전곡션사박을관에서일아보는 션시박을관과현장박를관으로서 

경기도의선사시대와전곡리의 의미 선사유적공월돌아보기 
(1월 7일) 

빼기훌생i박룰관관정 이한용(선사박물관 확얘|팀정) 

쩌13밑 
판교박룰관에서 몰아보는 국내 토목기슐과건혹의발달용 
삼국의정정경기도 힐쩍를수있는특회흰천시 및 강의 

(1월8일) 
젠영욱(성남시 학여연구시) 성광주(토자주잭박을관관장) 

져14일 
수원박을판알짜보기와판랍, 회성박을판관람과현짱박을판 
지역박을관활용하기 으로셔의 화성성곽돌아보기 

(1월9일) 
한동민(수월박룰관 학여팀장) 이민식(화성박룰관 학예팀정) 

죠선왕실의사용월분원의 사용원분원이라는현장박물관으로서 
수료식 껴15일 도자헌동을알아보고진시관람 분원백자현시관관람 

{1월 10일) 
장기흩(경기도자박물관획예일징1 강영호f경기도짜박물판획예언구사) 담당자 

(3) 활동모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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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성과및개선점 

@모든 교사틀을 대상으로우리문화와 경기 지역 문화쩌| 대한판심과인식의 저변 확대를 도모합 

@연수 이수자사후관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엉 필요 

- 경기도 내 유적지 및 발굴현장답사,교과와관현된 역사강좌개설 

--확교 교과과정과연계된교육프로그램 개발필요 

4)박물판문화동호회 

도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기반시설로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유대감을 형성하고 열련 꽁간으로서 박물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민화, 

규방공여l,생태미술,풍물등각기 다른성격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문화동호회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1회씩 지촉적인 표로그햄으로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자치단체이며 수업올 진행i>}는강사틀은모두재능 기부를통혜 나눔올실천하고 었다. 

(1)동효회운영현황 

구를 담당강샤 빼뭘 흩엉횟수 훨까윈뭘 

민화그리기 정볼혼 40명 39회 1.560명 

규방공예 이션회 20~ 37회 740명 

생태미슐 김은회,김현정 15명 8회 120명 

용묻 김문항 20명 13회 390명 

합계 97회 2,810명 

94 



시엉내용 | 뭄화쿄육므로그엉 

(2) 톨효회특강및공개강좌,전시 첨여 

@특별전 ‘5색 바람이분다. 첨여전시 ; 민화동호회 〈백선도〉 

@특별전 뺏 그림 속우리생물’ 첨여전시 ; 민화·규방동효회 100여점출품 

생를헌참여흰사 

생룰전휠여전시 생밀동효회 

5)문화혜셜사 

우리 박물관은 관랍잭들의 상셜전지 및 특별천시 관랍 시 전시의 이해를 돕기 위때 문화 

해설사를 운영하고 있다. 1999년 ‘몽골 유목문화’ 특별전에서 처음 선발뼈 운영하기 시작한 

문화해설λf는 지금까지 천시 설명뿔만 아니라 각종 체험코너·행사·교육프로그랩에서 대양한 

역활을하고있다. 

2013년에는 요일별 4∼5명 이상의 근무자틀이 관람쩍들에게 일 3회 수준 높운 전시 해설을 

실시하였다‘ 또한 단쩨 관람책틀올 위해 정기 째설시간 외 오천·오후에 각 1회씩 안내해설올 

실시하여 관랑잭들에께 양질의 서벼스를제공하고 었다. 

운화해셜사 자체객인 전시 때설 연구 활동훈만 아니라특별전 관련 강의와뮤지엄 아카데미를 

통한 해설 역량 강화 활동을 꾸준혀 진행하였다‘ 전시 해설의 역량 강화를 위해 관내에서의 

95 



경기토박을판2이3언보 

노력훈만 아니라 야외 활동도 병행하였다. 5월 9일에는 충북 단양일대 답사단양 8경하여 

전통문화에 대한 이혜를 심화하였으며, 10월 11일에는 충남 콩주 일대 답사석장리박물관, 갑사 

둥빽 선사시대와불교문뺨R 대한심화학습의 기회로삼았다‘ 

2013년에는 박물판 소창 출토복식올 활용한 운화해설사 근무복올 제작하여 관랍쩍들이 

해설사를쉽게 알아볼수 있도록하여 박물관의 이미지 향상 및 해설사들의 자부심을고취시킬 수 

었도록노력하였다. 

〈운화해설사명단〉 

우붙 • 딘 

뭘요죠 김미규, 벅경수, 용전솥, 한옥희 

화요초 박상효, 심영섭, 정채운, 홍순련, 이용째, 정석훌 

수요초 죠남성, 박정엉, 성낙훈. 안상배,횡귀속, 장은정 

목요초 지동옥, 조인상, 이윈우, 한상수, 김기황 

금요초 김전엉, 이션우, 입만교 이두종,종수현 

토요초 조대획, 윤민엉, 조능자, 용긍자 

일요초 박댁경, 전광수, 김인성. 이핀수, 강은희 

갑사답사 틴쩨씨진 

섹장리박를렌견학 윈시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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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족프로그햄 

1) 정월대보름행사 

(1) 개 요 

@ 일 시 : 2013. 2. 24(일) 14:00 ∼ 20:00 

@장소;박물관중정 

@대상;경기도믿 

@참가비:무료 

@참여인원 : 1,500명 

@소요예산 : 3,000천원 

(2) 운영내용 

(1) 1부 

시간 

13:50 

14:00 

14:20 

14:35 

15:00 

15:20 

15:30 

15:50 

16:10 

16:30 

16:50 

@2부 

시간 

17:50 

18:30 

19:0(]

내 용 

서냥고시{농악) 

차례지내기,귀밝기솔 

우리소리(민요) 

떡나눠머기 

새끼꼬기 

줄넘끼(가족단위) 

부침이먹기 

펙메치기 

부럼깨기 

언날리기 

강강술래 

내 용 

소훤빌기 

망월놀이 

어울림한마당(농악) 

J.I업내용 | 문확교육프로그햄 

비고 

널띔기,투호, 

지게지기,굴령쉬굴리기, 

다듬-01질듬 

상풍증정 

상륨흥정 

상품증정 

비고 

소원지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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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활톨모슐 

고시~I얘기 

소월빌기 

2) 여릅방학특별쩨협행사 

(1)개요 

@ 기 간 : 2013. 8. 10 - 8. 15(장의체험) I 7. 27 - 8. 25(전시연껴|) 

@장소 ; 박물관교육혈, 회의살 및 강당 

@ 대상; 어린이 동반가촉 및 경기도민 

@ 내용; 청의때턴 쳐l험,전시언계 프로그램 

@창여인원 :6,660명(창의때턴쳐|험 1,5。이전시연계 5,160) 

@소요예산 :20,200천월 

떡에jtj기 

어올팀한DI형 



사업내용 | 문화쿄육프로그램 

(2) 운영내용 

CD 창의때턴 체험(3종) 

혜혐명 횟수 참가인원 훨가비 혐가방힘 

부패가 펼치는 창의꽤턴 쳐|험 30회 580명 5,000원 홈페이지첩수 

부체가전하는감사카드쳐I험 30회 508명 5,000원 홈페이지첩수 

부채 반복을 이용한 혐돼 구성 30회 412명 5,000원 홈페이지접수 

@전시연계 프로그램 ; 연극 l임금님이 주신 부채’ 19회상연 

(3) 활동모습 

창의때턴체험 

젠시연계 연극‘암금님이주신부쳐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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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양성영화전용관G-시네마운영 

다양성 영화란 수익확대가목적인 상업영화와 달리 제작/배급/상영 규모면에서 작은 영화들로 

예술성, 작품성, 비 관습적 서사, 미학적 가치 등을 지닌 작품으로 독립영화, 예술영화 다큐멘터리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더 많은 관잭이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정기도가 

연중무휴로 다양성영화 전용관 G시네마를 개관했습니다. 창의력의 원천인 다양성영화를 

상시 만날 수 있는 G시네마는, 저예산 독립영화에 대한 상영차별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한현, 

다양성영회에관섬 있는관잭과의 적극적인소통을기대합니다. 

(1) 2013년 다양성영화상영작목록 

밴효 상명작를특 판람찍 상용시간 

황쩌|팽권팽이와송이 92명 79분 

2 모래가흐르능강 64명 75분 

3 왕자가된소녀들 31 명 79분 

4 길위에서 153명 104분 

5 파닥파닥 125명 78분 

6 춤추는숲 48명 95분 

7 앵우야연애하짜 26명 98분 

8 려브인코리아 20명 80분 

9 소중한날의몸 23명 98분 

10 명왕성 25명 107분 

11 링 4명 95분 

12 그리고싶은것 5명 92분 

13 셀마의단백질커피 284명 75분 

14 려시안소설 140분 

총900명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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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활동모슴 

4)뉴스레터발간 

박물관뉴스레터는매달한 번씩 흉떼이지에 께재하고박물관회원과청기문화재단소속기관에 

발송하는 온라인 소식지이다. 박물관에셔 일어나는 최신의 전시, 학솔, 소장품, 교육 프로그햄, 

주요 행사에 대한 청보를 수록하며, 특히 전시, 학술, 소장품과 관련하여서는 다른 곳에서는 

접하기가쉽지 않은내용을수록하고 있다. 

2013년에는 1월호(제74호)에서 12월호(제85호)까지 모두 열두 번을 발간하였마. 

I e!!! .‘··‘;」83

~' .찾꾀f갚깐 d훨 ;「~;.i핀 

짚챈핀.;잔 톰룰‘--찬:,~:· 

---------------
뉴스레리 10월효때18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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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복지프로그햄 

1)찾아가는 경기도박물관 

찾。}가는 경기도박물관은 경기도 내 문화소외지역 초등학교 및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재와 관련된 전시와 교육프로그햄을 운영하여 경기도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며 경기도의 분화정책 홍보에 이바지향을목적으로진행되고 었다. 

대상기관은 전교쟁이 100명 이하인 초등학교, 특수학급, 사회복지시설, 지역 축제 등 

거리·형펀상 박물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도민들을 위해 해당 기관어l 직접 찾아가서 혜택을 주는 

사회복지 프로그햄이다. 

102 

(1) 개 요 

@키간:2013. 1 월∼12월 

@운영대상 ;문화소외지역 초등학교(전교생 100명 01하).특수학급, 사회복지시설, 경기도주관축제등 

@ 운영방법 : 신청기관의 상황에 따라 강사 수 등을 탄력적으로 배치하여 침여자 눈높이에 맞게 운영하고, 

계절벌 일출시간과기온을고려해 원꺼리는상반기,근거리는하반'71에 배치 

구를 흩g지찍 방를뭘 훌g시간 

상반기 | 경기북부중심 

여름방학 사획복지시설중심 수·목·금요일 10:00-12:00 

하반기 | 경기남부중심 

@운영실적 : 총90회 진행(20,582명 참가) 

(2) 운영내용 

@전시(이동버스) 

가.주쩌|;경기도이야기 

냐.구성 

추껴| 내 용 대표휴를 

경기토역사 경기토역사연표와 대표운화재를사진과영상물로구성 

경기도박물관소장초상화소개 초상화역사와종류, 
이풍로 초상(소장 4662), 

경기도사람 심환지초상〔소장 5403) 
죄|작기법등때널구성 

영인본 

경기도생활 
도자기의 고장인 경기도에서 져|작된 여러 종류의 도자기를 흑상감백자{복쩌| 273), 
쩌|작과정과함깨전시 청자상감운학문매병(복쩌| 215) 

쳐|험존 
자외선 죠샤기, 접혹식 현미경을 이용 유물의 초사와 복원 

청화백자해태연적〔복쩌| 380) 
과정을직접 체험할수있도록구성 



@체험교육프로그램 

가. 주져| ; 냐는조선 최고의 화가-흉배를그리다! 

나,교육일정 

구를 시 감 표로그럼명 

10:00-10:20 - 조션시대 관직쩌l토애 대하여 

- 흉배 티셔츠 완성하기/ 기녕사전획기 
일반학급, 10:20∼11 :10 - 설명과 힘께 전시버스 관람하기 
At회복지 (버스관람 기다리며 친래놀이) 
시실 - 흉배 티셔츠 완성하기/ 기념사진픽기 

11:10-12:00 - 설명과 힘째션시버스 관람하기 
(버스관람 기다리대 젠혜놀이) 

10:00-10:20 -민사나누기 

도움반 10:20-10:50 - 흉배퍼를 놀이(색월하고 맞추기) 

(특수학급) 10:50-11:10 - 인형극(오늘은 경기도박물관 가는 날” 
11 :10∼11 :30 -버스전시관람 

※도움반은 학생들의 집중도 및추업 효과를고려하여 교육시ζ별초정힘 

(3)운엉결과 

구를 흩g힐수 훨'I'll월 
50 

‘5 
일반학금 50희 3,269명 ‘Q 

35 

특수학급 30회 255명 30 
25 

사회복자시설 1회 18명 20 
15 

지쩍혹쩌| 9회 17,040명 10 

할계 90회 20,582명 

시엉내용 | 뭄화쿄육므로그엉 

버고 

다함께 

저학년 

고학년 

고학년 

저학년 

다힘쩌 

- I 
밑E뻐급 •• 찌급 짧찌 ~뺑찌 

(4) 활톨모슐 

버스천시심판람 초션시때관목흉배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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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빼티쳐츠그리기 

2)Welcome t。 ;정기도박물관 

(1)개요 

@기 간:2013.8월 -10월 

@장소;박물관교육설 

@대상:지역아동센터 

@내 용;전통문화학습및만들기체험활동 

@XI 원 ; 맞훌형교육일정, 이동차량 및 여행자보험 

@참가비;무료 

@참가인원 ;155엉 

$소요예산 :4,730천월 

(2)운영내용 

@전행일정 

시감 

15:00-15:30 

15:30-16:40 

16:40∼11:00 

내용 

전통문화와전동공예 배쭈기 

전퉁부채 만들기체험휠동 

내용정리와마무리 

~t가는경기도에를판버스 

비고 

ppt 

식물쩌료 ‘부틀’률이용한 
부채만들기 

흥료후전시관랍 



시엉내용 | 뭄화쿄육므로그엉 

®참여시설 

밑~ 시혈명 흘가민원 

8.21 월바씬앙지역Ot동션티 19 
8.28 초원동지역아동센티 16 
9. 4 동백지역아동션티 23 
9. 11 수지지역아동션티 21 
10. 8 흥덕지역아동션터 23 
10. 16 얼린행복홈스클 19 
10. 23 신나는공부방지역이‘동첼티 17 
10.30 신나는공부방지역아동센터 17 

(3) 활동모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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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특별프로그햄 

1)꿈다락토요문화학교 ‘나도큐레이터!’ 

(1) 개요 

@교육기간;2013. 3. 16 ∼ 12. 14 

@운영방법 : 1기수8주, 총3기수운영 

@교육대상 ;초등학교 5 ∼ 6학년 

@교육장소 ; 박물관교육실,전시실 

(2) 운영내용 

획차 주쩌| 내용 

오리엔테이션 및고고미슐실 
박물관의역할과기능, 

고고미술실의 유물과역사의 이해 

2 문헌자료실 문헌자료실의 유물과역사의이해 

3 민속생훨실 민속생훨얼의 유물과역사의 이해 

4 기증유물실 기증유물실의 유물과역사의 이해 

5 미솔설,야외전시 
역시설,서회설, 

야외전시실의 유물과역사의 이해 

6 답사 현장답사 

7 문화유죠펴}{설사설습 문화유{폐}설 방법론 및실습 

8 발표회 문화유산해설발표 

(3) 운영결과 

기수 프토그빼명흩K기젠 .틀배용 

냐도큐례이티!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과각천시실을 바탕 

(3. 16∼5. 4) 
으로교재를만들어수업함으로써효과적인 

역사학습 및 체험활동으로 흥미를 더함 

나도큐레이터!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과각전시실을 바탕 

2 (5. 25∼7. 20) 으로교재틀만들어수업함으로써효과적인 

역사학슐 및 체험활동으로 흥미를 더함 

냐도큐레이터! 
박물관에 천시된 유물과각천시실을 바탕 

3 (10. 12∼11. 30) 으로교재를만들어수업함으로써효과적인 
역사학습 및 체험활동으로 흘미를 더함 

--’엠 
자료 

강의/ ppt, 
전시해설 전시유물 

강의/ ppt, 
전시해설 전시유물 

강의/ ppt, 
전시해설 전시유물 

강의/ ppt, 
전시해설 전시유물 

강의/ ppt, 
전시해설 전시유물 

답사 답사 

강의/설습 
ppt, 

전시유물 

발표 발표 

혐가져 .ii{:륙강사 

초등 5-6년 

〔20명) 
김선희,정윤미 

초등 S-6년 
(25명) 

김선희,정윤미 

초둥 5∼6년 
(25명〕 

김선희,정윤미 



사업내용 | 문화쿄육프로그램 

(4) 활동보습 

한지공예혜혐 전시샅수업 

답샤 성과밭표회 

107 



경기토박을판2이3언보 

IV. 출판보곱 

1.특별전시도록 

1) 경기명가기중유물특별전‘천년의뿌리,용인이씨’ 

-져|목 ; 경기명가기흥유물 특별전 ‘천년의 뿌리,용인이씨’ 

-발간:2013년 3월 

-규격 :225x2ao. 내외 

-분량:235쪽 

-부수:1,000부 

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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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록은 2013년 3월 27일〈수) ∼ 6월 16일(일〉까지 깨최한 경기명가 기종유물 특별전 「천년의 

뿌리, 용인이씨홉仁짧」를 위해 쩨착하였다. 이 특별천시회는용인이씨 종중에서 기충받은유물을 

통째 경기도 사대부 문화의 우수성 및 정체성율 조명하고자 하는 목척에서 개최하였다. 도록은 

전시의 흐름에 맞춰 I. 고려시대부터 이어온 뿌리 깊운 가운, II. 유물에 담긴 명문가의 갱신, m. 
전통올 계송하다의 3부로 구성하였고 이외에 네 편의 논고와 부록올 첨가하였다. 부록에서는 

〈기중유물 목록〉과 〈도환해셜〉을 참고할 수 었다. 도환R는 천시와 관련한 유물 95첨의 사진과 

함께 네 편의논고를수록하여 연구자료로활용할수 있도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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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과운영 

1. 조직 

정기도박물관은 1실 1팀의 기구로 운영되고 있다. 경영행정실은 2013년 3월6일 행정지원팀에서 

뮤지엄파크 내 3개기관을 통합 운영하는 조직으로 신설되어 행정파트, 관리파트, 회계파트, 

경영파트로 뮤지엄파크의 전체적인 행정 및 청영과 시설 및 회계를 담당하며, 편의시설 운영으로 

수익사업 창출등에 기여하고 있다. 

학예팀내 전시파트는 학술조사·연구, 상설·특별 전시운영을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파트는 

분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박물관 활동의 홍보, 학술교류를, 유물파트는 수장고 및 보존과학실 

운영을담당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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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원 

1) 현원 :26명 

(1) 현 원 : 임원 1, 문화행정직 11, 학여|연구직 14 

구를| 계 

(2013년 12월 31일현쩨 

빼연구찍 | 톨확뺑칙 
휠월 I 

I 소째 | 2겉 | 3급 | 4끝 | 5끝 | 6률 | 소제 | 2급 | 3률 | 4급 | 5급 | 6률 

현원 I 26 14 3 I 4 s I 13 2 8 

2) 직원 현황및 대표업무 

소혹 쩍위 성명 당딩업무 

관장 이원복 박물관업무총괄 

경영행정실 실장 문성진 실업무총팔 

행정 업무총괄,직원채용등인시관리,계약업무총괄, 
부장 하윤형 고객(입장객m댈도조사및 현황관리, 여|산관리 및조정, 

행정파트 보금및후원유치 

팀원 쟁진호 각종껴|약업무,종합감사및행정사무감사자료준비 및보고1 

팀원 김충선 청소년자원봉사관리,계약업무,킥종증명서 발급등 

부장 전문국 
시설운영 업무총뀔,뮤지엄파크사업지원, 
도시계획업무 

관리파트 팀원 배지현 
시설통합운영 및관리(용역동),시설운영행정 및전시디스를레이지원, 
룰품및A:}싼관리 

팀원 이석주 
시설대관및전시 기자재관리.차량관리, 
각종에너지비용및공과금납부,각종행사지원 

써|무 및회계관리 홍괄,예산집행 및쳐|무관련신고,지출,기간져|근로자 

부장 이종희 급여지급및4대보험싣고, 편의시설운영개선 및활성화, 영업매장및 
수익부대시설관리운영 

여씬집행 및셰무관련신고지출, 기간쩌}근로자 

회계파트 
팀원 김범수 급여지급및4대보험싣고, 민속혼통합권정산,아트상및라펴l티|리아 

운영관리 

여샌집행 및세무관련신고지출, 기간쳐}금로자 
팀원 최용학 급여지급및4대보험씬고, 법인카드관리,쳐I험관련입정권정산, o~트삽 

및카페테리아운g관리 

팀월 설정숙 육아휴직중 

경영파트 부장 박종강 
각종명가및조사시엽지원 및홍보 
편의시설운영개선 

학에팀 팀장 김성환 
학예연구설업무총괄,전시 교육.유물계획수립 및 
관리, 박물관중.장기발전계획수립 

전시파트 파트장 이소희 
전시업무총괄,특별전운영, 티|마전운영, 
상설전시샅운영,홍보물제작등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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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직위 생명 담당얻루 

팀원 이지희 
상설전시실운영,특별전운영, 1박2일뮤지엄햄프 
추진운영,전시연계교육프로그램운영등 

팀원 이성훈 
특벌전운영,상설전시실운영,문화동호회.자원 

전시파트 봉사자운영,각종기자재관리 

팀원 유지인 
특벌전운영, 티|마전운영,상설전시실운영, 
발굴매장문화재관리 

팀원 심영신 병카휴직종 

파트장 김준권 
쿄육프로그램 및뺑사기획운영총괄, 

토요강좌,찾아카는경기도박물관운영등 

팀원 임마숙 
문화째그림그리기때회, 여름방학처l혐행사운영, 

문화정보실운영,연보쩌|작,꿀다략토요문화학교 

교육파트 
팀원 허마형 

어린미 발굴체험,뮤지엄 아카데미,초.중등 
교원연수,도째단행사지원 

청소년 인턴쉽,고3수험생을위한프로그램운영, 
팀원 진머지 어린이 방학쳐|험프로그램,홈페이지관리, 

박물관획훤관리,뉴스레터쩌F-t, 박물관홍보등 

파트장 이영은 
소장품수집,관리,보존사항총괄, 

수장고.젠시실보존환경유지관리,소장유물과학적분석등 

유물수집〔구입.기증,위탁)업부,소장품신큐등록 
팀원 주진령 및등록사항변경,수징고유물재포장및보관 

유물파트 시설판리등 

팀원 정마숙 
복식관련보존처리실운옆관리,묘역출토문화재 
긴글수습정리,복식운화재보존처리 등 

팀훤 전익환 
소장뮤물(전시대여유물포함)보존처리, 
보존처리 DB프로그램운영,보존과학키기 관리 

3)부서별업무분장 

(1) 희얘|팀 

@ 박물관의 종·단기 발천계획 수립 및시행 

@ 박물관의 연간사업계획수립 및시행 

@소장품의 분석, 보존처리, 관리 및 전시실 환경 관리 

@ 유물의 수집, 구입에 관한사항 

@상설전시 및 기획전시 운영에 관한사항 

@ 각종문화프로그램의 기획 운영 및 박물관문화학교운영 등교빽| 관한사항 

@ 역사·민옥·지연사·고고학·인류학, 미술사관련 학술죠사·연구등에 관한사항 

@ 타 박물관과의 교류 및 박물관국제교류메 관한사항 

@자원봉사자교육및운영에관한사항 

@도 및 재단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히는사업 

@기타타부서에촉하지아니하는사합 



(2) 경영행정실 

@박물관·아트센터·어린이박물관의종합경영계획수립 및운영 

¢박물관·아트센터·어린이박물관의시설유·~'!·관리 

@박물관·아트센터·어린이박물관의 차량·방호·소방·안전에 관한사항 

@박물관·아트센터·어린이박물관의계약·회계,물품및재산관리에관한사항 

조직과운영 | 조직과운영 

@박물관·아드센터·어린이박물관의강당,식당및매점,o~트삽듬편의시설관리에관한사항 

@박물관·아트센터·어린이박물관의모금·후원유치,흥보·미커l팅에관한사항 

@박물관·아트센터·어린이박물관의공연,특별행사등문화사업의개발과운영 

$박물관·아트센터·어린이박물관의 협력사관리 

@ 대외문서수·발신 및 관리 등서무업무 

@ 대외기관, 단체 및 민원관련 업무 

@기타타부서에축하:Al 아니한사항 

3. 예산 

2013년 지출예산은 4,926,628천원이며, 집행실적은 4,394,024천원이었다. 

(단위:천원) 

구룰 2013 찌를.산 2013 짐힐힐쩍 

인건비 1,640,394 1,312,888 

예산 
경상예산 1,365,963 1,342,276 

주요사업예산 1,920,271 1,738,860 

겨| 4,926,628 4,394,024 

4. 시설유지관리 

공사명 기간 

사무실내 칸막이 및 자리 이전 설치 3/18 

전산 및 통신 네트워크 장비 이동설치 3/20 

1층 기획전시실 입구 방화문보수 3/31 

정문초소 지붕커버 쩌|작설치 4/15∼4/16 

소방시설보완설치 4/16∼4/18 

기계설벼보수공사 4/18-4/22 

릅수식냉온수기세관 4/29∼5/1 

정문자젠거보관소설치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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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명 기간 

야외공원 및 외곽조경 제초작업 6/26∼6/28 

소뱅스프링클러셜배) 정밀 점검 및 설계 7/8∼7/19 

사부동방충망제작설치 7/22∼7/23 

자산 및 물폼정기채물조사 7/29∼8/2 

주차장진입로안내판 및 간판등제작설치 8/12-8/14 

소화용하론저장용기 구매 및 설치 9/11 ∼9/13 

상설전시실(서화실) 초명 쿄체 9/12∼9/13 

DVR정비 및 CCTV카메라 교체 9/24 

건축물석면조사실시 10/7∼10/11 

팔각정자수리 및 보수공사 10/16∼10/18 

화재수신기보수공사 10/21-10/22 

수장고천정 방수공사설계 용역 10/14∼10/22 

물레방앗간초가지붕보수공사 10/28∼10/29 

시설 및 보안근무자통합사무실 구축공사 11 /18 

소화가스실(하론실) 보수공사 11 /19∼11 /20 

전기설비 안전진단컬과에 따른보수공사 11 /27∼11 /29 

복식 보폰처리실 보수공사 12/2∼12/5 

동절기전정및월동작업 12/9∼12/11 

강당무대기계설비 철거 및 교체공사 12/9∼12/12 

사무동외벽 대리석 및 창호주변 코킹 보강공시 12/10∼1 2/13 

승강기 노후부품교체 작업 12/12∼12/13 

판류형보일러 화학셰판 및 정기검사 12/16∼1 2/17 

지하1층천정보수공사 12/16∼1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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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정보실운영 

1. 현황 

1) 깨관일자 : 1996. 6. 22 

2) 소장도서 :전문학술지,정기간행물등 27,000여 권소장 

3)운영방식 

@전문사서부재,문화자원봉사자가사서업무대행(2013. 4. 6 기준) 

@ 어린이박물관수장고로 이전후잠정 혜쇄(2013. 12. 31 기준) 

2. 이용안내 

※ 2013년 4월 6일 기준 

1) 이용대상 : 박물관 직원 및 경기도민 

2) 이용일시 ; 매주수요일 10:00 ∼ 16:30 

(※ 토·일·공휴일 및 점심시간c12:00∼13:00) 폐실) 

3) 이용내용 ; 열람, 대출, 반납 

4) 대 출 : 1인 1회 2권(신분증지참, 회원가엽 후 대출) 

3. 장서현황 
(2013.12.31 , 현재/단위;련) 

짧
 -
댔
 

보고서 

6,052 

뺑
 빼
 -總

웰
 회
 
-% 빼

 
돼
 
-m 뼈

협
 -
爛

대도서 빼
 
캘
 
-m 고서 합져 

2,018 85 27,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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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용현황 

구를 

내부이용자 

외부이용자 

합계 

때 를 

72 

2 

74 

(2013.12.31, 현재/단위;권) 

반납 

31 

6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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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객현황 

1. 2013년현황 
(2013.12.31 기춘/ 단위; 명) 

소제 129,698 

일반성인 30,002 

7서I 01하 39,900 

천시섬방문관람쩍 학생(초중괴 38,059 

기타 18,164 

통합권&멤버쉽 3,212 

외국인 361 

쇼제 31α175 

기타관람객 임진각특별천시관림객 219,159 

시설이용객 91,016 

흘째 439,873 

2. 2013년월별·연령별관람때 현황 

111낼 껴| 
밑반 

유아 
학생 

기타 
를훨렌 

확콸l 
성인 앉흥괴 를버휠 

1월 22,966 4,419 3,060 3,312 11,490 664 21 

2월 18,523 2,284 1,163 1,614 13,223 224 15 

3월 14,200 2,641 1,754 1,330 7,904 566 5 

4월 26,909 2,224 1,795 7,717 14,837 287 49 

5월 61,273 2,0여 3,282 4,106 51,640 213 28 

8월 48,369 1,710 4,520 2,131 39,832 123 53 

7월 34,웰8 2,438 2,115 2,947 26,423 346 79 

8월 50,515 6,561 5,561 5,528 32,319 515 31 

9월 54,915 1,787 7,000 1,536 44,493 58 41 

10윌 48,726 1,807 4,023 3,963 38,852 7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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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B 

월흩 계 
밑반 

유아 
희엠 

기타 
를힘켠 

외국~ 
성인 (훌흥:i!) 멈버엄 

11월 33,063 1,229 4,561 1,004 26,192 41 36 

12월 26,066 898 1,066 2,871 21,134 96 

흥계 439,873 30,002 39,900 38,059 328,339 3,212 361 

※ 기타 : 시설이용책, 임진각 특별전시 관람책, 정애인, 국가유공자, 인솔교사, 의사상자, 7군단 

소속군장병, 다자녀 우대카드소지자 및 해당가족등우수자원봉사자등 

3. 총관람책 현황{1996∼2013년) 

연도 
잉장잭흰횡〈명) 

계 유료 무료 비를-유료(%) 

껴| 6,491,726 954,852 5,536,874 14.7 

2013 439,873 71,634 368,239 16.3 

2012 370,177 109,522 260,655 29.6 

2011 385,930 1,975 383,955 0.5 

2010 345,889 0 345,889 0 

20C꺼 343,826 0 343,826 0 

2008 390,951 14,604 376,347 3.7 

2007 392,427 70,282 322,145 17‘ 9 

2006 523,319 85,480 437,839 16.3 

2005 653,151 70,336 582,815 10.8 

2004 410,676 53,313 357,363 13‘ 0 

2003 383,075 56,378 326,697 14.7 

2002 417,525 53,230 364,295 12.5 

2001 281,382 41,106 240,276 14.5 

2000 277,791 46,985 230,806 16.9 

1999 317,204 53,363 263,841 16.8 

1998 218,507 60,240 158,267 27.5 

1997 181, 199 117,228 63,971 64.7 

1996 158,824 49,176 109,648 30.9 

※ 2008.3. 1 ∼ 2011. 12. 26 까지 무료입장 시행. 



IV. 일지 

[J뀐 

1.2 

1.2/16/23/30 

1.4/11 /18/25 

1.5/6/12/13/15/19/20/26/27 

1.7-11 

1.12 

1.20 

1.22-25 

1.27 

[J펄 

2.1 /8/15/22 

2.2-4/9-11 /16/17 /23/24 

2.24 

2.24 

턱훌그 
3.16/17 /23/24 

3.24 

3.27 

조직과운명|밑지 

시무식 

풍물동호회 

뮤지엄파크생태조사단 

경기뮤지엄파크상설체험 ‘어사화쓰고아시아로’ 

교원연수 ‘경기도의 역사유적’ 

두들쟁이 타래 공연 ‘김민지가야금의 서|겨I-독주와 합주’ 

다올무용단 ‘전통무용과 현대무용’ 

동동하하 

셰발자전거 극단정약용의 실학여행’ 

뮤지엄파크생태조사단 

경기뮤지엄파크상설체험 ‘어사화쓰고아시아로’ 

정월대보름행사 

‘멈브례스토기와바구니’ 폐막 

어린이발굴처I험교실 

‘임진강물길 따라서’ 펴|막 

‘천년의 뿌리, 용인이씨’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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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흘그 

4.4/6/7 /11 /14/18/20/21 /25/27 

4.6/13/20/27 

4.8/15/22/29 

4.10-12/17-19/20/21 /24-27 

4.13/27 

4.17/24 

4.19-21 

4.23 

4.26 

4.28 

담흘그 

120 

5.1 ∼5/9/10/16/23/24/29∼31 

5.2/4/5/9/12/16/18/19/23/25/30 

5.4/11 /18/25 

5.4-5 

5.6 

5.8/15/22/29 

5.11/25 

5.11 

5.13/20/27 

5.17 

5.17 

5.18-19 

5.24 

어린이발굴체험교실 

물다략토요문화학교 

박물관문화동호회 

찾아가는 경기도박물관〔화성,수원,여주) 

토요강좌 

뮤지엄아카데미 

경기도청벚꽃축제 

용인이씨특별전 룰빨강연회 ‘조선시때 경기로경화시촉고활 

정전 60년 특별전 ‘분단풍경’ 개막 

뮤지엄파크생태초사단 

찾아가는 경기도박물관 〔암산,광명,Al흘,여주,용잎,부천) 

어린이발굴체험쿄실 

꿀다락토요문화학교 

열려라뮤지엄파크 

문화재 그림그리기 대회 개최 

뮤지엄아카데미 

토요강좌 

표은정몽주국쩌|학술대회 

박물관문화동호획 

생태미술동호회숲쟁이 

뮤지엄파크생태조사단 

1박2일뮤지엄캠프 

문화재 그림그리기 대회 수상자 발표 



D펄 

6.1 /2/5/7 /12-14/19-21 /26/27 

6.1 /8/15/22/29 

6.1-2/1 5-16/29∼30 

6.1 /2/9/13/15/16/20/22/27 

6.1 /8/15/29 

6.3/10/17 /24 

6.5/12/19/26 

6.8/22 

6.15 

6.15 

6.18-28 

6.26 

[J편 

7.1 /8/15/22 

7.3 

7.3/4/5/10/11/12/17/18/19 

7.4/6/7 /11 /14/18/20/21 /25/27 /30 

7.6/13/20 

7.6/13/20/27 

7.6/20 

7.13∼14/27-28 

7.20 

7.20 

7.26 

7.27-28 

조직과운명|밑지 

횟아가는경기도박물관(화성,양주,파주,동두천,연천,포젠 

몸다락토요문화학교 

1박2일뮤지엄캠프 

어린이발굴체험교실 

청소년인턴져I 

박물관문화동호회 

뮤지엄아카데미 

토요강좌 

생태미술돔호회숲쟁이 

뮤지엄파크생태조사단 

경기토무형문화재전시 

문화재그림그리기 대회 시상식 

박물관문화동호회 

뮤지엄아카데미 

찾아가는경기도박물관(의정부,용인,안성,김포,고앓 

어린이발굴체험교실 

꿀다락토요문화학교 

청소년인턴쩌I 

토요강좌 

1박2일뮤지엄캠프 

생태미솔동호회숲쟁이 

뮤지엄파크생태조사단 

부채특별전 ‘5색 바람이 분다 개막 

부채특별전 기념 공언 ‘임금님이 주싣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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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훌그 

8.1/3/4/6/8/10/11 /13/15/17 /18/20/22/24/25/27 어린이 발굴체험교실 

8.1/3/4/8/10/11 /15/17 /18/22/24/25 부채특별전 기념 공연 ‘임금님이 주신 부채’ 

8.2 

8.3/17/31 

8.5-9 

8.5/6 

8.6-9 

8.10-11 /24·∼25 

8.10 

8.10-15 

8.17 

8.17 

8.23 

댄훌그 

122 

9.2/9/16/23/30 

9.4/11 

9.4-7/11-13/25-27 

9.5/7 /8/14/15/21 /22/26/28 

9.6-7 

9.7-8/21-22 

9.13-15 

9.24 

9.26 

9.27 

9.28-29 

도쿄육청 박물관직무연수 

토요강좌 

경기도박물관교원연수 

뮤지엄파크생태죠사단 

동동하하 

1박2일뮤지엄캠프 

청소년인턴껴| 

여름방학특벌체험행사 

생태미솔동호희숲쟁이 

꿈다략토요문화학교 

찾아기는 경기도박물관〔포천) 

박물관문화동호회 

사회복지표로그램 

찾아가는 경기도박물관 (님앙주,가평,수원,평택,포전,양평) 

어린이발굴체험교실 

창의인성 교육나눔 박람회 

1박2일뮤지엄캠프 

경기 전문예솔민신작쇼케이스 

뮤지엄아카데미 

부채특별전기념강연회 

교류전‘아름다운분청도자기개막 

용인 뮤지엄따크 페스티벌 



조직과운명|밑지 

E혈핀 

10.1/8/15/22/29 뮤지엄 아카데미 

10.2/4/10/11/16/17/18/23-25/30/31 찾아기는 경기도박물관 (평택,여주,01젠 

10.4 

10.5/6/10/13/19/20/24/26/31 

10.7/14/21 /28 

10.8/16/23/30 

10.9/12 

10.11 ∼20 

10.12/26 

10.12/19/26 

10.22-31 

10.26 

E끊핀 

11.1 /6-8/13/15/20∼·22/27∼29 

11.2/9/16/23/30 

11.5/12/19/26 

11.9/23 

11.9/23 

11.26 

E혈핀 

12.2/9/16/23/30 

12.5/6/11-13/18-20 

12.7 

12.7 

12.7/14/21/28 

12.14 

12.14 

연천숭의전학술대회 

어린이발굴처I험교실 

박물관문화동호회 

사회복지프로그램 

낮달언계문화재체험 

경기도무형문화재 전시 (3차) 

토요강좌 

꿈다락토요문화학교 

경기도무형문화재 전시 (4채 

청소년인턴져I 

찾아가는경기도박물관(평택,광주,파주,얀산,용인,확성) 

청소년인턴쩌I 

뮤지엄아카데미 

낮달연계문화재쳐|험 

토요강좌 

생물전 ‘옛 그림 촉우리 생물’ 개막 

박물관문화동호회 

창아가는경기도박물관(수원,용인,안양) 

토요강좌 

낮달연계문화재쳐|험 

청소년인턴쩌I 

꿀다락토요문화학교 

경기도무형문화재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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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전시칼럼 

1. 경기명가기증유물특별전 ‘천년의 뿌리,용언이씨’/중부일보 

경기도의 뿌리와 함께 한 용인이씨 

김 성 핸경기도박물관학예팀장) 

우리나라에서 성씨의 본관제도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신라말∼고려초로 알려져 있다. 약 

1100여년전의일이다.그중에서경기도를본관으로하는성씨의출발은아무래도나라의수도가 

현재의 정기지역에 자리하면서부터일 게다. 대략왕건의 고려 건국에 앞서 궁예의 고려 건국, 즉 

901년을천후한때부터라고 짐작된다. 

그럼 청기도를 본관으로 하는 생씨는 얼마나 될까? 조선전기에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하면, 경기도에는 64개 지역을 본관으로 210여 개 성씨가 있었다. 여기에는 조사 당시 이미 

없어진 성씨나, 다른지역에서 이사률해온성씨 둥이 빠져 었다. 이들을합친다면, 정기도에 살고 

있던 성씨는족히 400여 개 이상어 되지 않을까싶다. 15세기 전반에 경기도의 가구수는20,882호, 

인구는 50,352명이었다.물론국가에세금을내는가구와인구를기준으로한것이다. 

이들210개가념는경기도를본관으로하는성씨 중에서 현재 얼마나남아있을까?모르긴 해도 

반 이상이 없어졌을 것이다. 가문의 성최와 함께 사라졌기 때문이다. 15세기 후반 성현(成댐)이 

저술한〈용채총화》에는경기도를기반으로하는성씨중에서파평윤씨·한양조씨·이천서씨·여흥 

민씨·수원최씨·양천허씨·덕수이씨·행주기씨·교하노씨·인천이씨·남양횡~.용구이씨·죽산박씨 

·죽산안씨 ·양성이씨 ·광주이씨 ·강회봉씨 등 17개 성씨를 명문{名門으로 들고 었다. ‘우리나라의 

명문가[我國巨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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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노트 I 특영전시 같럼 

이에 앞서 14세기 전반에 고려의 충선왕은 왕실과 통혼할 수 있는 15개의 명문가를 

선정했다. 〈고려사애는 ‘재상을 배출한 가문[좋샘之宗]’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중에 경기오를 

본관으로 하는 성씨는 파명윤씨·양천허씨·남양홍씨·여흥민써·인천이씨 정도였다. 우리나라의 

명분으로 이름을 떨친 정기도의 5개 성씨가 약 150년 후에 3배 이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것은 

나라의 수도가 고려의 개성에서 조선의 한양으로 바뀌변서 경기지역의 역사적 역한이 그만큼 

확대되었음을의띠한다. 

그중 용언을 근거지로 고려의 개국공신이 된 이길권(李좀卷〉은 용인이씨의 시쪼이다. 이후 

그들은 고려후기부터 조선전기 사이에 명문가로 자리 잡았다. 용인이씨는 이중인(李中仁)의 

아블로 고려후기에 목은 이잭(李續)의 제자인 이사영(李上廳, 포은 정몽주.際周)와 함께 과거에 

급제한이사위(李쉰閒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과거급제와고위관직에 진출하면서 전풍을이어갔고, 

조선후기에 사대부문화를 대표하는 청화시족댔華士族 ; 정기도를 근거지로 중앙의 관계와 

학계에서 주류로 성장한집단)이 될수있었다. 이제 그이야기플시작한것이다. 

가문의조상유풀보존과전시회때 나오기까지 

→홀인이씨 부사공파판관공후손 이태한기증품-

(2013.4.10) 

주진 형(경기도박물관 학여l연구A” 

아직 차가운겨울기운이 앵톨떤 2009년 3월에 이태한선생을만났다. 처음유선_o로통화했을 

때 들었던 따스한음성만큼이나온화한 미소로우리를 맞이하였다. 이날마주한 이태한 선생과 

종부, 이 두 분은 용인이씨 부사공파 판관공의 역사를 차분하면서도 누가 되지 않게 이어 웠다 

낯선 이들이지만경기도박물관에서 온우리 연구진 일행을믿고, 곱게 겹겹이 포장해 놓은유폼을 

한 정 한 점 꺼내 보여주는 손길 속에 조상 유품에 대한 짙은 애정이 묻어 났다. 이태한 선생이 

유품을꺼내며 이어진 옛사연의 회상에서도마찬가지로이려한애정이 자리하고 있었다 

현재는 구로공닫으로 된 곳에 본가가 있었지요 초상화, 문서들, 옛 책들 모두 다 거기에 있었어요 

어렸을 때 어르신들이 제사 때마다 초상화를 펴서 바람을 쏘이고 져|사도 모셨어요. 모두 엣날부터 

내려온 거며|요, 하나도 손 타지 않고 그대로 있었지요, 그러다가 공단이 들어온다고 해서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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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겼는데,이사를다닐때마다잃어버리지않도록조심하{서다니느라고생좀했:XI요게다가집을오래 

비울수까없었고, 할수 없이 잡을 버우게 되면 도둑이 들끼봐항상맘을졸이면서 살았어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분득 일제 강점기 때 있었던 공출이나 한국전쟁 기간 동안 어떻게 

조상유품을온천하게 보존할수 었었는지 몹시 궁금하여 이에 대한질문을드려보았다‘ 

본가가 있던 지역O] 힐져|로 전쟁이 벌어진 곳과는 좀 떨어진 곳O]었어요. 그래서 전쟁의 여파가 

심하지 않았지요. 내가 어렸을 때 한 번은 갑자기 공산군이 마율에 틀어왔지요. 우리 본가가 크니까 

우리 집올 내놓으라고 해서, 아버지랑 나랑 아무것도 챙기지 못한채 봇짐 하나씌 지고 피난올갔어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던 시절이에요. 어느 정도 전쟁이 끝나갈 때쯤 아버지랑 다시 정으로 톨o~왔는데, 

그 사람률이 집안 물건에 솥도 안 대고 그냥 물러간 거메요. 모두 무사한 것은 조상님룰 덕이라고 

생각해요 

꺼내서 보여주는 유품 하나하나에 모두 감탄을 금할 수가 없었다, 이른바 현대의 과학적 

보존절til가 되어 있지 않은, 옛 집에서 보관 전송혜 온유품이라고 맏올 수 없올 만큼 유품플의 

상태는 깨끗하고 온전한 분위기를 칸직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유품은 오염물도 없고, 일왈 

유품으로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번 〈천년의 뿌리 용인이씨〉 특별전에도선보언 교지청激릅抽)을 

예로들자면,가문대대로내려오던수많은교지를조선후기 이태한선쟁의조상충어느누군가가 

가지런하께 교지첩으로 엮어 전수해 준 슬기를 엿볼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유품을 

보면서,이태한션쟁몇가문의잔~l 유품을아찌는마음은시공을넘어한결같다는것을느껄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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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J;pt초상허리띠의금박보수; 교I빼: 

홀상롤판리가활뢰어 있었으나박을뀐에서 허리띠면대의를펙이 교자를모아만틀교자협.교지뒤예보이눈책률펴면앞예보이능 

더 01상얻어나가지없||쳐리혀앙다. 교찌까여려징효로묶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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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푼은 더 나은 보존과 대중과의 공유를 위한 희망 속에 경기도박불관으로 들어와 공공의 

귀중한 자산이 되었다. 당시 이태한 선쟁과 종부는 딸을 시집보내는 부모의 마음처렴 끝깐데 

모를 그리움과 서운함이 마음 한 켠에 자리하여 있었단다. 하지만 조상유품이 점차 박물판에 

자리잡으면서 그 가치와 의미가 드러나고, 전시회를 통해 새로이 조명되면서 이제는 ‘정말 장 

했다’라는 뿌듯한마음이 가득하다고 한다. 한 가문의 유품이 어떻게 보존 전송되어 역사문회릎 

영r히는 보석이 되는가? 이러한 궁금증의 밥을 얻고자 한다띤 용인이씨 특별전을 관람하는 제 

최상의경혐일것이다.다음에는부자。.子〉정승의초상화이야기를소개하고자한다. 

(2013.4.17) 

부자{父子)의 모습, 이셰맥과 01의현 초상화 

김준권(경기도박물관학예연구관) 

박물관 전시실에서 부A}(X子)간을 만날 수 었다연 어떠할까? 오래 전의 자료 중 오늘날까지 

전해오는 극소수의 실룹자료를 마주하여 부자 이야기를 풀어내며 갖는 오묘한 느꺾은 

박물관R서만 가능한 경힘일 옷하다. 〈천년의 뿌리, 용인이써〉 특별전시회에 냐온 이세빽-이의현 

초상은대를이어 정승에오른부자간의 각별함을보여주는작품이다. 

아버지인 이세빽(李世白, 1635∼1703)은 노론의 중심 인물로 숙종대에 우의정과 좌의정에 

올랐으며 예학에도 밝아 국가의 중요 예론에 참여하였다. 문집으로 『우사집(뿔沙集)』이 

전하며 시호는 충쟁(忠lE)이다. 이번 전시회의 첫부분에 자리한 〈이서l백 초상〉은 안쪽 

화변의 크기가 세로 174.4cm, 가로 88.0cm에 이르는 큰폭의 초상화로 화변의 오른쪽 위에 

‘충정공우사부군유상(忠正公열沙府君遺像)’이라 기룩해 주인공이 이세백임을 밝히고 었다. 

얼굴은 20도 가량오흔쪽으로돌려 왼쪽 얼굴을료여주는좌안8분변의 상으로 머리에 오사모를 

쓰고 흉배가 달련 단령을 엽고서 앉은 자세를 취하였다. 허리에는 무소뿔로 장식한 혀리띠, 즉 

서대健帶)블두으고 있어 이 초상화에서 나타나뉴이셰빽의 품계가 l품임읍알수 있으며, 따과서 

그가우의정에 오른 1698년(숙종24) 이후의 모습을그린 것으로 여겨진다. 

〈이세액 초상〉과 마주하여 양팔융 뻗으면 닿을 만한 가까이에 아들인 이의현(李宜뿔, 

1669∼ 1745)의 초상이 자리하고 있다. 그는 영조대에 영의정을 지냈으며 학문 세계는 

북학파 문학이론의 선구자쿄 인정받고 있고 저서로는 r도곡집(뼈용集)』을 납졌다. 보학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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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아 당시 우려나라 298개 성씨를 모아 정리하였으며, 갱조대 2,091명의 전기를 수록한 

r국조인물고(國朝A物考)』또한 그의 저술로 여겨지고 있다. 〈이의현 초상〉은 안쪽 화면의 

크기가 세로 169.2cm, 가로 98.0cm에 이르는 큰폭이며, 〈이세액 초상〉과 마찬가지로 인물을 

의자에 앉은 전신상으로 배치하였다. 다만 복장은 간면한 집무복으로서 흉배가 달려 있지 

않은 답홍잭 시복융 입고 있는 바, 허리에 1품관윤 나타내는 서대룹 둘렀다. 화면 오른쪽 위에 

‘도옹{)4세상爛췄六十四옳慶)’이라는기폭이 있어 1732년에 그린 것임을알수있다 

이 두작품은전체적인규꾼, 양적, 표현에서 18세기 문인초상화의 전형을보여주기에 부촉함이 

없는수작으로용인이씨 가문의 3원F들이 대대로보존과 전총R 애쓴 결과놀라울 갱도로온전한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조선시대에 부자로 살았고, 이제 박불관 전시설에서 다시 부자로 만난 

역사인물의 초상을감/&해보는소증한기회를놓치지 딸기를바란다. 

(2013.4.24) 

이재학의삶을 당은 ‘행서 8곡병’ 

김 성 훨(경끼도박물관학예팀장) 

이째혜李在學, 1745∼1806>은 조선후기 정화사족-2.3굳서의 용인이씨를 대표하는 사량이다. 

예조판서를 지낸 이숭호의 아들로 태어나 가학(家學)을 쳐1승했고, 1770년(영조 46) 과거에 

급쩨하여 관직에 나갔다. 젊은관료로서 “명분을바르게 하고기강을확립하여 새로운정치풍토플 

세우고자-했으며,콕물로 벼슬을사는납속제의 잘못을날카롬게 지적하기도했다‘ 

각처에 R관되어 있던 실록의 습기와 벌레 피해를막기 위해 매년 실행하던 포쇄 [습기가 있는 

것을 바람에 씌고 햇볕에 말렴]를 위해 강화와 태빽산을 다녀왔고, 국왕의 밀명을 받아 평양파 

이천에서 민정을 감창하기도 했다. 정기관찰사로 도정읍 챙기고 흉년에 뼈성을 구흉하펴고 

감진새籃廳使)를 마다하지 않았다. 또 청나라에 사신으로 파견되어 연행〔빽行}을 경혐하기도 

혔다. 정조는 그 정을 나타내어 24차례 이상 작은 선물을 내어 주었지만, 순조가 즉위하자 

반대파의 탄핵으로함경도에 유배되어 불행한삶을잘았다. 

그는 “자신의 뭇대로문장을 표현했고, 서법도묘한경지에 이르러 궁뀔에 그글씨를모은 첩이 

보관”되어 있을 정도료-글씨를잘 썼다. 하지만 이제까지 그 펼적을볼수 없었다. 이번 전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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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드문 대작(;I;;·作)인 그의 행서 8폭을 만날수 있다는 것은 이런 점에서 큰 행운이다 각폭의 

내용걷-조운홀(1332∼1404), 정도전0337∼1398), 서거정(1420∼ 1488), 김시습(1435∼1493), 

신종호(1456-1497), 권필(1569∼ 1612), 박순(1523∼ 1589) 등 고려말부터 조선전기까지 

문장으로명성을떨쳤던사람들의 시플로,도가적뼈家的)인삶을그리고 있다. 

특히 각각의 시마다 이재학의 호인 ‘지포(£圖)’를 중심으로 ‘지포산인(효圍散人)’ • ‘평생 

아자지(平生我自쩌l)’ • ‘지포주인(표團主人)’ • ‘충인(忠仁)’ • ‘지란지실(쪼蘭之室)’ • ‘지포만농( 

효圖陳農)’의 낙관이 찍혀 있다. ‘지포’는 신선세계를 상정하는 영지(를좋)가 군락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며, ‘지란’ 역시 영지와 난초를 뭇한다. 자신을 산인(善人)이나 군자에 

비유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재미있는 것은 “형생어l 내가 스스로플 알고 있노래플 뜻하는 

‘평생아자지(平生我自知)’라는 도장이다. 이것은 원래 《삼국연의〉에서 유비 ·관우·장비가 

삼고초려를했을때 제잘량이 신선세계를동경하며 인생의 일장춘몽을비유한말이다. 

‘이재학의 행서 8꼭병’은 그가 만년에 자신의 삶을 회고하며 쓴 젓으로 짐작된다. 그의 

초상화에서 볼 수 있는 그의 성정(性情)과 같이 펼치에는 깥끔하면서도 힘이 있고, 세련되고 

거리낌 없는성격을그대로 담아대고 있다. 지금그를만나져-는 것도봉을맞아들뜬마음[樓春]을 

달래는방법이다. 

유를을활용한처l힐프로그링 

-교지 E년즐기---

(2013.5.1) 

이 성 준(경기도박물관 학여l연구A” 

교지(했읍)는 조선시대에 임금이 신하에께 내리는 여러 가지 문서를 말한다. 교지의 종류는 

다양한데 그중에는과거시험에 합격하거냐 벼슬을 내리는 임명장이 대표척이다. 。1 외에 토지나 

노비틀 내려주는교지, 문대나노동의 의무플 없애주는교지 둥도 있다. 교지논 임금이 내려주논 

운서였기 때분에 이를받은집안은 영광으로여겨 대대로잘보판하였다. 

이번 전시회에는 여러 종류의 교지블 소개하고 었다. 신하에게 벼슬이나 지위룹 내려는 

임명장인 고신(깜身), 과거(문파) 합격자에게 내라는 붉은잭 임명장언 홍꽤(紅牌), 생원과 

진사시혐 합격자에게 내라는 흰색 증명서인 백때(白牌), 죽은 사람의 지위를 높여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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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장인 추중교지(追뺨敎읍), 나라에 공을 세우고 죽은 사랑에게 시호를 내려주는 증명서인 

시호교지않효號敎읍)등이 그것이다. 

대표 유물로는 이세빽(후世며, 1635∼1703) 충정공 시호교지로 영조 2년(172θ에 하사받은 

유물이다. 시호는 종친과 문무관으로서 정2품 이상의 관직융 지낸 사랑이 죽었윤 때 내려주는 

영예로운 증서이다. 그리고 정조 2년∼정조 24년까지의 이재학〈李在學, 1745∼1806)의 교지를 

모은 책 『판서부군관교(判훔府君官敎)』 , 이돈상(李敬相, 1815∼1884)의 생원합격 교지와 

문괴급제 교지도전시하고 있어 Eξ선시대 교지의 총결산전이라고해또무방할정도이다. 

이처럼 유불자료로는 중요하지만관람잭에게는 가장 째미없는 천시품 중 하나일 수도 있다 

이유인즉 대부분의 관람객은 한분에 능통하지 않아 어떤 내용인지 얄수 없다는 것이 첫째요, 

글자를 알아 볼 수 없으면 흥미로운 그림이나 입체적인 형태를 가져야 하나 교지는 이도저도 

아닌 평변의 종이 한장인 께 그둘째이다. 이러한이유로 교지룹 비롯한문서류들은판량객에게 

외연받고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박물관은관량객이 전시회 속에서 괴지를 쉽깨 이해할수 있노록 jj[지만들기 

제혐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체혐지는 경기관찰사로 임명한다는 내용의 교지(고선)로, 임명하는 

사람이름을적을자리륜빈칸으로남겨두고관람객이 직접 이름을적어 경기관찰사임명 교지블 

만들어 갈수 있게 하였다. 단순한체혐이지만관람객 스스로교지가무엇이며, 어떤 역할을히는지 

쉽게 이해하는 기회가되기도한다 체혐활동을통해 관람객은 어협게 느껴지는유물에 더욱 쉽제 

다가갈수 있으며, 이러한판후그햄의 기획은 박불관이 도민과 친댈하게 호흉하기 위한노력의 

하나이다.향후다양한유물을체험활동속으로편입해소개할예정이다. 

(2013.5.8) 

용인이씨, 여성의 장신구에도 명문가의 풀격이---

정 미숙(경기도박물관학예연구사) 

명문가용인이씨! 그에 따른 여성의 생활문화에도품격이 돋보인다. 이번 전시회에서는눈여껴 

보아야할흥미로운여성용장신구도함께 선보이고 었다.장직과향수틀겸한벨향노리개,혼례나 

궁중의식에서 착용한다는 ‘대삼작노리개’, 고급모피로장식한 ‘아양 등이다. 그중 ‘발향노리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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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충에서 여인들이 치마 안에 착용하여 장식파 향수의 역활을 겸한 고급 노려재로 선조들의 

슬기와수공예적 기법이 돋보이는장식품으로손팝을만하마‘ 

초선시대 대의원의 약재 대부분은 향째였다. 이러한향 Qf재를 다양한모양으로 빚어 향장신구로 

만틀어 사용했는데 그 하나가 발향노리깨이다. 이것은 빚은 향을 잘게 잘라 구솔모양으로 

만든 마음 줄줄이 꿰어 발처럼 늘어뜨련 형태이다. 이러한 장신구는 그 향대만올 이용한 것이 

아나랴. 뱀의 접근을 막거나 체쨌을 때 갈아 마시는 휴대용 웅급약품으로도 사용하여 옛 여인의 

술기로움까지 내포하고 있다 

딸기.듭혹71릭-Al .듭 

흩빼벼단휘에수.흘국화 

” , 낸 

항구슐를감싼흥책망 

자세히 살펴보면, 상단에 고리가 있고그 아꽤 황색의 왈기때듭장죄이 있다. 때듭장식 중섬에는 

홍잭의 71락지매듭올끼워 마치 노란잭 꽃에 붉은잭 꽃술이 있는듯아름답다. 상단과중칸단에는 

향줄을 고정히는 붉은잭 버단에 부부의 급슐을 상정히는 나비와 꽃을 정교하게 수놓았고 그 

아래로 향구슬을 5줄씩 총 70개를 꿰었다. 구술의 지름은 약 0.7cm언떼 홍색과 소잭의 비단실을 

사용하여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방올 엮어 갈잭의 향 구슐올 완전히 감썼다. 상단의 자수장직 

양쪽과향줄하단에는황잭의 매듭장식과딸기술을 엮어 내려 화려함을 더했다. 이 모두가섬세한 

수작업의 결과이니 노리재 하나블 딴틀기 위하여 얼마나 많온 정성을 쏟았을지 짐작이 가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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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언이씨 가문에서 기중한발향노리개는 현재까지는잘 알려지지 않은망을짜가며 향구슬을 

갑싼형태포홍색과황색의 배색또한타팎울과구별되는색다른멋을갖춘고급의장식품이라할 

수 있다. 박물뺨R서 유물을가깨l에서 본다는것은유물의 외형적인 모습뿐만아니라선조들의 

높은 정신과 마음을 두드리는 감동이 함째 한다. 이번 ‘천년의 뿌리, 용인이씨’ 특별전에서 유물 

하나하나의특별함융느끼는기회가될수있기틀바란다. 

(2013.5.15) 

여행을 위한증비물, 행구건기(行具件똥) 

김 준권(경기도박물관학여|연구관) 

조선시대에 살던 사랑늘어 여행길에 오르면서 준비한풀풍은 어떤 것이 있을깨 여행의 목적, 

행선지, 기간,동행자등에 따라약간의 째는 있을 태지만, 사소하연서도가벼운듯한 이 물량}’ 

답성}는게 쉽지 않아보인다. 

조선시대의 양반 사대부들은 많은 여행을 하고 여행기를 냥졌다. 16세기 오회문Q윷希찌의 

r쇄미록』에 나오는 삼남지방 여행기, 17세기 정시한CT時輪)의 명산대찰 순혜기, 18세기 

박지원(朴lid:源의 중국 북정과 열하지방의 여행기인 『열하일기j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여행븐 가족, 친인척과 지인읍 찾아가거나 명산대창읍 물리보는 일정이 많픈 부훨용 차지한다. 

물폼외국에사신단의 일행으로오가며 남낀기록을또한빠뜨힐수없을것이다. 

여행기 속에서 당사자는 여행의 준비과정부더 앞선 경험자의 기록이나 조언을통해 필요한 

물품을 갖추기도 하고, 대개 여행 중에는 어떤 물품을 사용하였는지 그때그때 내역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포 나타난다. 조선시대에 여러 인불들이 여행기를 냥겼지만, 여행에서 사용할 물풍을 

일복요연하께 정리한 문건을 남긴 사량은 찾아R기 힘들다. 이런 문건은 19세기 조선 말기에 

와서야비로소찾아볼수 있는데, 이번 전시회에 나온〈행구건기(行具件폈〉가그것이다. 

행구건기는 ‘여행 중에 갖춰두고 쓸 물품 목록’이라 할 수 있으며, 사대부들이 여행에 앞서 

어떠한 불품을 준비하였는지 잘펴 볼 수 있는 드문 자료이다. 표지어1 ‘경진 6월 일(康辰六g 

日)’이라는 북서가 있어 고종 17년(1880)으로 보이고, 관련 인불로는 공조판서 이온상〈李勳텀, 

1815∼ 1884)과 그의 아들 이필영(후調榮〕으로 추측된다. 수록 붙품은 지갑, 약저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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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쭈전자(차보자기 포함), 요강 2깨, 타구, 째혈이, 농대야, 요, 베개, 당뱃대 3째, 갓 터는 솔, 

나막신, 거울, 안경, 벗접, 돗자리, 모기장, 벌혜 막는도구, 안식향援息香), 만수향캔훌훌香), 면지지 

100폭, 휴대용 벼루, 휴대용 붓, 양렬로 만든 크고 작은 붓 9자루, 닥나무로 만든 두루마리 종이, 

참벅, 명안도산 담배 100매, 쇠기름으로 만든 작은 초 10판, 달력, 태극도얹適圓), 항건, 방건, 

청셔육화댔灣뿔六뼈屬)·춘위탕f春曺鍵) 풍 30여 종의 톰을 보호하는 약재, 상용하는 깐장류 

3병과 된장류 등 16종의 식사준비를 위한 재료, 삭기 ·대첩 ‘접시 등 식사도구 13종 등으로 그 

수행·t~l 상세하께 기룩하고 있다. 

옛 선인플의 여행 준비물올 보면서 어떤 느깜융가칠 수 있올까? 무엇보마도 용인이씨 집안의 

‘사소한 것이라도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는 폼꼼한 기록과 보존의 갱신을 들 수 었꼈다. 예나 

지금이나 여행에 앞서 누구나가 생각하고 환l하는 것이지만 기록으로 남기기 쉽지 않은 자료를 

바라보는설레임올전시회에서 정휩혜보기를바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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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상초상R지초본 

-혼을담은밑그림-

깅 진 영(경기도박물관획에연구원) 

박물관에 전시된 초상화를 보고 있노라면 그것의 섬서1한 묘사력과 완성도에 감탄을 금치 

옷히곤 한다. 조선시대 어진(왕의 초상)올 쩨작할 때어]는 임시관장기구가 설치될 정도로 초상화 

제작의 모든 과정이 엄격히 관리되어 그림의 완성도를 높였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조선 말기 

이조참판, 대사헌, 한성부판윤 등을 지낸 문신 이돈싱t李數相, 1815∼1884) 초상의 유지초본뿐 

아니라 상초북화본, 완생본인 단령본과 조복본도 함께 전시되어 초본(草本) 후 정본OE本)을 

제작하는일련의 과정을추측해볼수 있다. 

조선시대 초상화의 제작과정은 크깨 유지초본과 비단정본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초상화의 밑그림(下圖)과 같은 역할을 하는 유지초본은 유지해빼紙,{[:)한종이, 지금으로 말하면 

트페이싱지와 비슷한 채질의 종이 위에 그린 것이다. 유지는 기름을 먹인 종이에 생강즙플 

엽혔다고 전해지는데, 초본 딴계에서 유지를 쓰는 이유는 벅물이 종이 위에 말라붙어 있을 

쁜 스며틀지 않아 수정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돈상의 유지초본은 세월이 지나 갈색으로 

변책되었으며, 유지본의 뒷면에도 얼굴 부분과 단령 안쪽에는 매채(背彩)하였음을 볼 수 었다. 

본래 초상화 정본에서 내구성을깅하게 하여 안료의 박락을 막고, 발잭을자연스럽게 하기 위해 

뒷면에 채색을 했는데, 유지초본에도 배채릅 했다쓴사실로 볼 때 화가가초본단계에서도 미펴 

정본채색의 감을잡었을 것이란추측을할수 았다. 

초상화의 전 과정에서 초본은매우중요해서 어진을제작할 때에는초본올 보고화원을 선발, 

심사하기도 했으며 영조 대의 김원행 초상은 변상벽이 7번 넘게 초본을고쳐 그리다가초상화 

제작을 포기했다는 기론이 었다. 조선시대 초상화의 초본은 이미 그 자체포 완성도가 높아구도, 

배색, 배채, 필묘동의 세부사항이 정본의 제작에 그대로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초본은 여러 

변 제작되어 서로 비교, 심사를통해 정본에 적합한 것으로 택했으며, 〈섬성진 초상〉이나 〈이항복 

초상〉의 정본:;i.]{正本次)나 용(用)이라는 글씨쓴 정본에 채택원 것임읍 말해준다. 또한 다량의 

초본을 제작해야하는상황에서 화가들은좀 더 경제적인 방법을 고안하기도 쨌는데, 현존하는 

초상화초본이 거의 반신성에라는 점, 초본의 표현이 의복보다는 개성을 드러내는 얼굴에 주력한 

한펀,주로 얼굴부분에 배채를했다는점이 이 같은사실을증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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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에 그려진 초본이 완생되면, 초본을 밑에 깔고 쟁틀에 묶응 벼단을 얹어 먹으로 그대로 

옮겨내는 떼 이를 상초묵화라 한다. 비단에 옮겨 그리기가 끝나면 배쩨를 하여 안료의 박학올 

최소화하고 은은한 발잭이 나께 하였고, 강한 션이나 가는 선으로 앞면에 선염 및 필묘를 하여 

마무리 한다. 0.1호보다 더 짧은 시간에 얼굴올 찍어내는 다지털 시대에 밑그립초차 세심한 

노력으로그려낸 옛초상화를보며 빼}륨의 가치보다는느렴의 지혜를찾아보는건 어멸까. 

(2013.5.29) 

유물보촌에슐껴진과학 

이 명 은(경기도박물관학예연구사) 

φ먼상초상협과함안의 각훌항〉 

이번 전시에는 초상화를 벼롯하여 과거 시혐지 탑안인 시권, 과거 합격지인 흉때, 그리고 

일상생활과 제혜에서 사용하던 민속유물 등 용인이씨 가문의 역사와 정신올 보여주는 다양한 

유물들이 선보이고 있다. 전시설을 둘러보면 이토록 많은 수량의 유물들이 과연 한 집안에서 

보판하였던 것인가 하고 감탄이 절로 나온다. 유물들의 보존상태 또한 매우 깨끗하여 용인이써 

후손들이 선조유품의 보종에 얼마나 애 썼는가를가히 짐작하게 한다‘ 한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옹 

많은유물이이렇듯반듯하께보판될수었었던데에는어떠한노력이숨어있는것일까? 

예로부터 초선왕초실록을 보관하는 꿰 안에는 좀벌혜 퇴치를 위하여 창포와 천궁을 넣었다. 

17세기부터 19세기에 이르는 실록청의꿰를 조사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약채 투입과 관련하여 

시기에 따라 두 가지의 변화가 확인된다. 우선 궤 1개마다 주머니에 넣은 약째의 양이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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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다. 천궁과창포의 비율도 변하는데, 초반에는누 약재를함하여 일쟁량이 되도록하였으나 

차음 각각의 약째를 정확한 양으보 넣도록 하였다. 이러한 변화는수백 년 동안 이어져온 경협을 

동해 천궁과창포중 어느한가지 약재만집중적으로-넣는것보다두 가지 약째를함께 넣고, 어느 

정도이상약재의 양을늘리는것이 충해와습기 예방에 보다효파적임을얄었기 때문일 젓이다. 

조선시대 왕의 초상인 어진(뼈흉}을봉안할 때에도 여러 가지 약재를 혼합한 의향과부용향을 

함께 보관하였는데 이 또한 벌레를 쫓는 것이 목적이었다. 의향은 약재를 잘게 썰어 한지이1 싼 

것이며, 부용향은 약재를 가루로 만들어 울에 반죽한 다음 젓가락처령 긴 형태로 만은 것이다. 

의향과 부용향을 어떻게 반드는지는 『동의보강』, f산펌경제J, 『규합총서』 등에 기록이 남아 

있는데, 문현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긴 하나 침속향, 백탄향, 영릉향, 감송향, 팔각향, 정향 

능 6∼7개는 공똥-으료 들어간다. 실제로 태쪼 어진이 봉안된 경기전 침실의 향냥 안의 약재는 

F규합총서」에 기록된 약재의 종류와 그 혼합비율이 거의 일치한다. 또한 이들 약재 중 일부는 

해층융유언하여 살충하는효파가 있으며, 일부는향을발산하여 기피작용S'...!료 방충하는효과가 

었는것으로영r혀졌다.초상화를보다효파적으로보존하기 위한이중보호장치였던쟁이다. 

이번에 전시된 이온상 초상함에 었던 다양한 향 역시 이와 비숫한 역할을 했올 것이다. 이 중 

눈길을 끄는 것은독특한 형태의 수복자향으로 타원형의 비누처펌 만틀었는데 ‘수훌’와 ‘복編’의 

글자가 앞뒤로새겨져 있다. 이 향들은 아마도 세월이 오래 지난 탓인지 지금은 거의 향내가 나지 

않지만,초상화가생생하게보존되는데영향을미쳤으리라는점은분병하다. 

우리가 박불판에서 유불을 볼수 있는 것은 때에 핫춰 바람윷 쏘이고 볕에 말려주어 습기뜰 

제거하고, 보관함에는 각종 약재를 넣어 벌혜를쫓는등 션조의 유품을 고이 간직하고자 했던 

후손들의 극진한 정성과 노력 덕분임을 새삼 느끼게 된다. 이번 전시는 선조의 」?똥i을 보존하기 

위해 기울인용인이씨 후손들의 지혜와정성을엿볼수 있는좋은기회가될 것이다. 

(20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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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학과이큐현부짜의청나라여행과금석문 

김 성 혼K경기도박물관학예팀장) 

' · 
〈메Av.t낭공대사혀|〉 닥온혐-이규헌의도정과낌생&힘의를싸.정자--힘혔용을보여훌다. 

용인이씨 기중유물에서 눈여겨 볼 것 종의 하나가 금석문에 대한 관심이다. 선대의 

신도비 ·묘갈·묘표·묘벼의 비문올 탁본한 자료가 상당하다. 이들은 조선후기 어느 사대부 

집안에서냐혼히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당시 주된관심과수집 대상은아니다.그련떼 중국의 금석문 

탁본청들이 함께 었다. 당나라 태종이 현장법사를 칭종한글인〈대량삼장성교서@演三훌聖혔序)〉, 

중국 산시성 초산서원의 역사를 기록한 〈초산서원비기離띠홈院鷹꿇)〉, 청나라 건륭쩨가 모아 

새긴 충국 최고의 금석문인 석고문〈右鼓회에 대한 〈접적고소유분성섭장제고충각서像右鼓所有 

文成十章製鼓重했힘〉 (이에 대해 이재학은 업수 경위를 문집에서 밝히고 있다), 당나라 승려인 

대달법A}(大運法뼈의 〈현벼탑버(玄秘혐陣》 둥이 그것이다. 그 자료에는 한쩔같이 이규현의 

장서임올나타내는 ‘판백현장훌白빼藏이란도장이 찍혀 있다‘ 

이것은 1793년(정초 1기에 이재훼李在훌, 1745∼1806)이, 1819년(순죠 19)과 1828년에 

이규현(李奎鉉, 1777∼1844)이 청나라에 사신으로 갔을 때 구혜온 자료이다. 그들은 서울에서 

북청까지 물청 왕복 6,200려가 넘는 거리를 발품으로 다녀왔다. 겨울에 만주를 통과해야 하는 

여정은 혹독했을 게다. 도착한목척지 북경, 세계의 만물이 모여 었던 유리창, 시기를 달리했지만 

이틀 부자는 지금까지 귀동냥만 했던 또 다른 세상을 보고 당연히 초선과 벼교쨌을 것이다. 현재 

우리가 외국여행에서 서로를 비교하고 느끼듯이. 물론 아버지 이채학의 북경에서의 체협은 아들 

이규현에게 사전 학습이 되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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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부자가중국의 금석학에 관섬을 가졌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당대 청나라의 

고증학자 옹방강·완원 등과 깊이 사뀌던 추사 김정희로 대표퇴는 ‘실사구시핵實事求是學)’의 

학운 경향과 판련이 깊다 당연히 서법(書法)에도 뛰어났던 이재학에게 。l 탁본들은 판심 

대상이었다.그렇지만근본적인이유는증거를중시하며 여기에서 진리를찾으려했던새로운학문 

방법의 촌발에서 찾아볼수 있다. 

재미있는 한 가지는 이들 탁본자료에 신라받 고려초 우리나라고승인 낭공대사의 비문인 

〈태자사냥공대사비〉 탁본첩도 섞여 었다는사실이다. 여기에도 ‘판백현장’이란도장이 찍혀 었다. 

이 비문은우리나라최고의 서예가인 김생않써의 글씨를모아새낀 것이다. 현재 그탁본이 몇몇 

보존되어 았고, 실물도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다. 하지만 이규현이 소장했던 탁본은 비문 전체를 

제대료전하고 있지 못하고, 지극히 일부만내용이 섞인 채 첩으로만들어졌다. 이 자료는조선후기 

이전에 중국으로 나갔던 것을 이규현이 다시 구엽혜서 들여온 것이다. 문화재의 귀환인 쟁이다. 

그러고보면해외로반출된문화재의 반환노력은예나지금이나다르지 않다. 

(201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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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채 특별전 ‘5잭色바람이 분다’/청안얼보 

경기도박물관은 2013년 여름특별전으로 “5잭(휩 바람이 분다”끼간; 7월 26일 ∼ 11월 3일)를 

준비했다. 바땀의 여퍼 의미릎 색깔로 표현한 이번 전시에서는 부채가 만들어 대는 여러 맛의 

바람을즐길 수있다 그바람의 맛과멋을여닮 차례에 걸쳐 따라가보기로한다 

부채의 사회At(it1를史) 

김성핸(경기도박물관학에팀장) 

우리에게 바람은 중충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자연이 가져다주는 바람〔風, 사회·집단·개인의 

바람[所望·希望]융 담아낸다. 둘 중에 우리는 어떤 바랍에 친근한가? 이들은 우리네 삶에 

필요불가결한 것들이고, 서로 소통한다. 부채가 반드는 바람이 물리적인 것이지반, 그 안에는 

형이상학의 의미가함유퇴어 었다. 벗, 연인, 부자, 사제廠弟), 군선(君!ill 간에 부채바람은소통을 

위한마음의 바람을담고 있다. 

해가져l스스로불을뿜어 

헐력이며날지를못하네 

이로부터해도더디가서 

사랍을북는붙이 되었너| 

어찌하언하늘가리는부채 얻어 

맑은 바량이 온천하어| 울꺼l 할까 

고려 고종 때의 이규보(후奎報, 1168∼1241)가 더위를 참지 뭇혜 지은 시다. 얼마나 더웠으면 

제가 내뿜은 불에 해 스스로도 지쳐 사람읍 묶게 되었는지플 옳었다. 수십년에 걸친 몽고와의 

전쟁에서 고려의 현실이 바로 그댔다. 그가 원한 것은 이를 가릴 수 있는 하늘의 부채였고, 

그것으로온 천하어l 맑은바람[淸風이 불제 하는것이었다. 

손으로 바람을 일으커는 것이 부채다. 1103년(숙종 8) 고려를 다녀간송나라 때 손목Kf!li~흉)이 

지은〈계렴유사Y에는 ‘불채(좋뽕)’로기록되어 있다. 한자의 뜻보다음을따서 표기한것이다. 신라 

말최치원(뿔致훨이 말한단옷날의 그것이 아니더라도 ‘부채’라는이름으로불린 젓이 오래였응을 

얄수있다. ‘부치는채’였기 때문에 거기서 만틀어내는바람은각자마음에 따라딸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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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학자 이익(추演, 1681∼1763)은그 기농을 민생을위한정치에 비유했다. 

접으면물러나숨고 

멸치면 반특시 기다혔다쓰이니 

바람올다스림에도권형(樓衛)을두어 

한번은고요하고한번은움직이너l 

있는듯하면서도없는듯, 없는듯하면서또제 기능을다히는부채는사대부가면쟁을위해갖출 

요건이었다. 요란하지 않으면서도 백성의 숨통을 트일 수 있게 하는 그 바합[所望]을 부채에서 

찾았다. 

1871년(고종 8) 이유원(李格元, 1814∼1888)이 지은 〈임하필기》에는 황해도 농부들이 풀잎을 

짜서 만든 둥근 부채플 ‘팔덕선(J\德옳)’으로 소개했다. ‘맑은 바량융 일으키는 덕’, ‘습기룹 

제거하는 덕’, ‘깔고자께 하는 틱’, ‘값이 저렴한 덕’, ‘짜기 쉬운 덕’, ‘비를 피하는 덕’, ‘볕을 7]리는 

덕’, ‘옹기를 덮는 덕’이다. 부채가만틀어주는 것은 시원한바람個J만이 아니었다. 바량은오히려 

팔덕(j\德) 중에 일부였다. 나머지는 그것으로 인한 펀리함이었다. 그 역시도 바량[所望]이었기 

때문이다. 고려와 조선시대에 가움이 심하변 비를 비는 풍습이 있었다. 이때 국왕온 종종 

부채사용윌-금뺨슨 엄명읍 내혔다. 부채에서 부는 바랍이 혹시 하늘에서 불어올 바람읍 막을까 

염려했기 때분이다.바람의 공공성이 중요했던까닭이다. 

정기도박불관이준비한5색의 바램은 ‘옛바함[古風’, ‘어진바람[仁風’, ‘밝은비함觸風’, ‘아룡다운 

바람廣庫J’, 째로운바람廠風j’이다. 이 바람들은모누소통하고있다. ‘온고지신없故앙蘭)’이라했다. 

모든바람은통한다.바뺨l기 때문이다. 

(201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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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바람古圓속의부채 

녁장만 초상·요지연도 촉 부채, 다효리 유쩍 흘동 부빼|를 출심으로-

혀 미 명(경기도박톨관학예연구사) 

우리는 더우면 바람으로 몸을 식힌다. 옛 사람들도 더위를 

느끼변 뭔가를 이용해 바랍올 힐으쳤올 것이다. 이런 생각올 

하마보면 인간이 부채나 부채 J:ll슷한 것으로 바람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은 그 시기가 무척 오혜되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옛 바랍[古園J의 증거는 많지 

않마. 

부장된 지 3300년 이상 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부째는 

투탕카멘의 무덤에서 발견된 타조털 부채로 알려져 었다. 한자로 

부채룹 ‘션(屬〉.이라고 하는 컬 보면 총01 같은 째료가 귀했던 

다효리유혀.토부예/신짧유쩍.토부혜 시절에는종국에서도부채를째털로만들었나보다. 
(국링흉앙박를편/국뭘훨후박를행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부채는 다호리유적에서 출토되었다. 사적 제327~호인 다호리유척은 

창원시 동융 다호리의 낮고 현명한 구콩에 조성된 원삼국시대의 집단 묘역灌鐵이다. 항시에 

이미 한나라와의 교역, 문자생활, 다양한 철기류와 쩔기류를 사용했던 점을 알려주는 중요한 

유적으로서, 많은 유불 중 혹칠댐議)쓸 한 부째자루가 2점 확연되었다. I호묘 훌토 부혜자루는 

전체 길이 33.6cm에, 자루의 횡단면은 타원형이며, 곡션을 이룬 상면에는 지름 5mm, 깊이 lan 

내외의 깃혈을 꽂을 수 있는 구멍이 12개 나 었다. 따라서 유척의 연대인 기원전 1세기 청까지 

부채 사용 연대블 소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후로도 비슷한 형태의 부왜자루가 성주 예산리 

30호·31호목판묘, 김혜 가야의 숲 조생부지 대 유적 3효목판묘, 청산 임땅A지구 121호복판묘, 

팡주신창동유척 둥에셔 출토되었다. 

다호리 부채는 깃털부채[%옳]로서 이는 색깔만 다를 훈 제갈량이 지니고 조화를 부혔던 

빽우선(白겼屬)과 버숫한 형태이다. 이련 깃탤부채는 황해도 안악 3호분 벽화의 인물도에서도 

보인다. 수혜에 탄 묘주가 깃럴로 만든 부채플촌에 들고 있는데 이 고분은 영화녕〈져J)13년(35까에 

초생된 것이므로 삼국시대에도 깃털부채를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었다. 이후 고려와 

조선시대에도깃혈부채는그렴과유물을통혜빈번하께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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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경기도박물관의 부채 특별전에는 이와유사한형태의 깃털부채를 여러 접 전시하고 있다. 

전시의 첫 번째 주쩨인 옛 바랍[古風을 돌아보면 여러 점의 깃털부채가보이는데, 사용된 깃털은 

부엉이,공작등다양하다. 

전통시대의 깃털부채류는 일상적인도구라지보다는권위와신분윤나타대는위의구(滅樓具)나 

무구(hib具) 등의 가능을 가진 상징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위세풍과 함째 결합된 점에서 옛 

부채는그주인의 사회적인 위치를 냐타내는 중요한도구로서 세싱에 통치의 바람을실어 보내는 

기능을가졌던것이다. 

(2013.8.20) 

부채에 담긴 어진 바람[仁몹l 

→국왕이 신히쩌|께 내린 단오선, 하선장 이야기-

진 미지(경기도박물관학예연구사) 

유난히 무더운올여픔, 흐르는뺨을흔적도 없이 씻겨주는 한자락 바량은그 무엇과도 비.ii[할 

수없는구원의손길이 된다.하지만이러한바광을마냥기다려기반해야하는상황이라변오히려 

한손에 쥔부채야말로 내피찍는햇볕을가피며 새로운바함을불게 만드는값진은언이 훨수도 

었다. 

펀리함과 기능성을 두루 갖춘 이러한부채는 예로부더 오늘날우리틀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복합적인 의n]를 지녔다. 부채는 바람을 일으쳐 먼지와 오물을 날려 청정함을 더하여 재망을 

몰고오는새〔영아를쫓는다고 밍었다. 뿐만아니라종국 진나라 때, 원핑(흉宏)이 부채를 선물받고 

“오로지 어진 바랑을 일으켜 모든빽성들을위로하리라”고한고사에서처럼 조선시대 단옷날에는 

대신틀에게 단오선(觸午훌훌〉을 내려 국왕의 덕치를 대신들을 통해 백성틀에게 전달하;E자하였다, 

통례에 따라 전라도와 경상도의 갑사·통제사가 진상한 단오선은 대신관료들과 친지들에게 

하사되었으며 원칙상 특정한 경로, 즉 국왕 등의 왕실 증여애 의해서만 취할 수 있었다. 특히 

전라감영에 선자청〔옳子않)과 같은 절선소(節옳所)로서의 국가 전문기관이 따로 존재하였음은 

단오션과 감은 절선(節옳)이 시장에서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니며 정당한 경로플 

통해서 얻어진 것딴이 높은가치를가졌던 것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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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렴 조선시대의 부채에는 실용적인 부분을 넘어선, 당시 하사받은 이의 신분의 정도와 

정치적 상황 등 시대의 한 부분을 짐작케 하는 여러 의미를 당고 있다. 특히 위모부터 아래로 

향하는,즉국왕에서부터 농민에 이르기까지 사회질서를강화히는데 일조혔음을살펴볼수 있다 

하지만 불과 100여 년 전까지만 하여도 이렇게 복합적 의미를 지닌 부채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별반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까닭은무엇일까? 막바지 더위가 한장인 요증, 한 번쯤은 

부채로더위를식히면서 이에 대한의띠를되새기는시간을가져보는것도좋겠다. 

경기도박불관의 ‘5색(色) 바람이 분다’ 부채 특별전에 나온 18세기 후반의 〈정조어창〉과 

1792년에 그린수원회정박물관소장의 〈채제꽁초상화〉에서 위와관련된 내용을확인할수 있다. 

정조가 번앙채제공에게 부채룹하사하변서 내린 어찰과함께 채제공이 하사받은부채와향냥을 

그린 초상회를통해 임금으료서 신하를 아끼는 공덕과 임금애께 향한충정을살혀볼 수 었다. 

또한 이번 전시는 현존하는유물인 채제공초상화속늘어뜨린 향냥을직접 관람할수 었는좋은 

기회이기도하다. 

(2013.8.2η 

맑은바핸淸흡)과부채 

-점섣부채, 박물관 56선도 병풍을중심으로-

이 지 희(경기도박물관 학여l연구A” 

.부채는 용직임에 시원함이 있고, 머무릎에 아릅다웅이 었다”라는 말이 었다. 시원항은 

부채의 고유한 기농을, 이름다웅은 부채에 담은 그링을 의미한다. 부재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일까? 증국의 곽약허(郭若虛)는 1076년에 펀찬한 『도화견문지」에서 ‘고려에서 

송나라에 오는 사신들은 첩었다 폈다히는 접선을 사용하고 있는데, 산수·화조 인물등을 그려 

매우아름답고 신기하다n고쓰고 있다. 고려시대에 이미 그림이나글써로부채를장식하고그들의 

마음을담아냈음옵 알수 있다. 조선시대에 사대부들은부채플 선물료주고받으면서 상대방에게 

자신의 마음을 더욱 깊이 전달하기 위해 부채에 그림을 그혔다. 부채그램 [li面畵]이 발달한 

배경이다. 

경기도박붙관의 ‘5색 바람이 분다’ 특별전시에 나옹 ‘소나무 아래의 선언[松下仙人뼈]’은 

조선시대의 일반적인 부채그링 중의 하나이다. 자신의 얼굴을 호방한 펼치로 그려낸 자회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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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한윤두서의 아들인 윤덕희(1685∼1766)의 작품이다. 소나무 。}래에서 신선이 켜는 거문고 

소리에 맞춰 우 ut리 학이 춤을 추고 있마. 지금은 부햇살을 분리하여 부재모양이 사라지고 

족자형태로보판됨에 따라부채그림만남아었다. 

부채그림은 전별(斷φ이나 친분, 혹은 촌정의 마음을 전하는 선불로 쓰였고, 점차 문인들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든 감상할 수 있는 휴대용 예술품이라는 하나의 장르로 자리를 

잡았다. 시와 글씨, 그링이 담겨 있는 부채그림은 우려냐라 특유의 선면문화{없面文↑t;)를 

형성하였고3 당연히당시의회화경향을반영하여그평소재의변회에따라그시대상도읽어낼수 

있는훌륭한자료이다. 

글을 쓰고 그렴을 그려 넣은 부채[서화션(書畵옳)이라고도 부른다]에 대한 관심은 부채변에 

서화작업을 전문적R로 하는 사람블을등장시켰다. 정조 때의 궁중화원이었던 운초 박기준은 

백선도(터흉맴)를그리변서 다양한조형미를살린 수많은부채를설물을붙여 놓은듯사실적으로 

표현하였다.산수화 • 초충도 • 화조도 ‘ 태극등이 그소채였다. 

이번 전시에서는 빽선도 병풍 그림을 재현하였다. 병풍 모양 진열장에 60여 점에 향}는 

각양각색의 부채로 빽션도가 지니는독특한분위기를 연출하여 그 일변을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조선시대 사대부들은부채에 어떤 그들의 꿈읍답아냈읍까? 이번 전시회에서 그속에 담긴 의미와 

내용을오롯이 담아가기를바래본다. 

(20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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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힘룰휠이야기-

연구노트 | 특벌천시 휠혐 

유지 민(경기도박룰관학예연구사) 

부채로 바람을부철 때마다흩날리는부채 끝자락에 매달련 고운 빛깔자수매듭을본적이 있을 

것이다.부채의세련미를돋우고품격을더해주는장식품,그것이바로전추흡뿔’이다. 

부혜특낼전시에 나온디양한훌류의션후 

(솥셔대로온힐보션추, 원륭혐션추, 인장션후.상·|렌후) 

선추는 부채 장식의 일부로 중국에서 기원하였고, 우리나라에셔는 고려시대 때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선추 장식올 갖춘 부째는 초창기에는 궁중에서만 사용하였으나 형태와 쓰임이 

다·양해져 널리 보급된조선시대에는신분이 높은사람들의 천유물로 변혜 랐다. 

고려시대에는 금속으로 제작한 선추가 주를 이루었고, 조선시대 천기가 되면 현재 우리에게 

익숙한 형식인 ‘본체-매듭슐’로 이루어진 선추를 제작하기 시작했마. 현재 남아 있는 선추는 

대부분조선시대 후기의 것인데, 이 시기에 이르러 선추는 다양한재료와용도로활발허 제작된다. 

이번부채전시의주를이루는선추도바로이시기의젓이다. 

조션시대 후기 선추는농업생산혁의 증대와상품유통의 발달등으로 인한새로운사회분위기의 

영향으로 사치품鷹移品)이 되어 호박, 옥, 소뿔 등의 진귀한 재료로 쩨착되는 고급화 정향을 

보이께 된다. 동시에 션추의 본체 부분올 단순한 장적용도가 아닌 도장, 향융 탐는 통, 귀이깨나 

이쑤시깨 보판합, 나침판 둥 외출시 필요한 물품올 휴대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실용척 정향도 

보이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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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경기도박물관 (5색色 바람이 분다〉 부채전시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선추들을 

총망라승}여 전시하고 있다. 때호는 세련되고 화려한 아름다움을 갖훈 손 안의 미술품으로, 혹은 

생활용품을탐었던 실용품으로, 때로는정조와채제공이 나누었던 것과같은사연이 람긴 소중한 

션물로다양하게사용한선추를직접 감상하면서 그의창멋을느껴보는기회를가지기 바란다. 

(2013.9.10) 

이돈상(총뤘相)의 중국 여행과부채 

김 성 환{경기도박룰관학에팀장) 

이 부채는 1866년(고종 3) 정복궁근정전의 정문인 근정문徵ar멍의 글씨를쓴 이톤는생추敎相, 

1815∼?)의 젓이다. 그는용인이씨로 앞서 었었던 경기도박풀관 2013년 상반기 특별전 “천년의 

뿌리,용인이씨”에서 조복(朝HID과관복C댐없을입은초상으로우리 곁을다녀갔다 

여기에는 챙나라의 .'ic읍인 연경Q많京, 북경)으로의 여정과 그곳에서의 소회를 옳은 시를 담고 

었다. 그러나이돈상은증조부이재흘1\'t'효學), 조부이규현(李奎勳처령 중국사행(使行)의 정혐아 

없다 그럼 이 시들은어떤 연유에서 그의 부채에 답겼읍까? 

1868년(고종 5) 혹은 1869년 전라도암행어사로 각 곳을 순력하년 이돈상은 당시 

전라도관찰사로 있던 벗이 중국에 사행을 간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사행을 마친 벗은 

뀌국하변서 압록강을 컨너기 직전 시 3편을 그에게 보내왔다. 야마도 자신의 북경 여행과 귀국 

소식을누구보다도먼저 이돈상에게 전하고짚은u}음에서일 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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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경에서쓴시[茶훌] 

(1) 그대가어사로금강나루살피던지난가을 

어쩌다공정하고 너그러운 나무꾼만났었지. 

3년의 남쥐〔南Jtl) 감사로선정을베풀고써 

10월에 떠난사행 길에 동지λI{~至빼를 맡았다오. 

연댄짧§)의 매화가지에전설쌓인 밤이었건만 

덕승원廳짧엠밖은수앙버들흩날리는봄01로세-



초대받은시객(詩홈〕은 회고시(뺑古詩)적잖이 지었어토 

주옥갇은λ| 구절참으로몇수나되었을지 

(2) 잡초만우거진수황정(뚫훌훌)오가는 O[ 드물고 

만수t_r(萬옳山)암쪽은오래된 큰길이 빗겨 있네 

흐르는물출기수전 년 달빛을잡아두고 

우짖던새들은해지자시정(詩情)에 날야든다‘ 

술fl을부딪자니 평소의 뜻솟구친다지만 

지나온수러{자국광야어l 갈팡질땅한자국. 

호탕한그대처럼 사절(便節)로두루보았다지만 

바닷바람,북녘의운무(형뭘)모투혹독했었소 

(3] 증원의 소식 꿈결에쓴듯어승푸혜해재 

사행길 회상하니 압록강건너 귀국할때 

드넓은요동벌판천리가한눈에들어 

만리장성부려워할오언시(五言옮〉를지어본다. 

옥히관(玉河館)처량한등불아래 곧져JO~(餘夜)인데 

풀마저시들은금대앓훨에 또날이 저운다오. 

10년을거듭꺼듬오고가던 킬만깥으니 

치달려라알들야!꾸울대지 알고 

연구노트 I 특영전시 같럼 

이온상의 벗은 동지At(~"i':뺑로 배서운 겨울에 요풍냈東)을 건녔다. 그리고 도착한 북경의 

방거리에는 매화가지에 잔설이 쌓여 있었다. 그 광경을 본 조선의 사신들은 무수했을 것이다. 

그블은누구라고할것 없이 모두시를당겼을텐데 그덧없음을옳었다‘또이띠 역사속에사라진 

명나딛뻐l 대한 기억, 그리고 세상만붙이 모여 있는 청나라로의 사행에 대한중첩된 쟁각틀, 중국 

여행윤정리하며 귀국의 들뜬마음등윤담았다. 

먼 곳에서 봄보다 앞서 우정을 전해온 벗에 대한 이돈상의 마음, 

탐아냈다. 

※ 이 시의 탑초와변역은한국고전번역원 기호철 선생님의 도움을받았다. 

그것을이부채에 

(201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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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학자의 효상에표현된부채 

-조선 말기 어느유학자와황현흐상-

심 영신(경기도박물관학예연구사) 

경기도박물관 여름 방학 맞이 특별전 <s색色 바람이 분다)(7.26 11.3)에 전시되는 초상화의 

주인공은 모두 부채를 들고 있다. 조선시대에 초상화를 냥기려면 일정한 지위에 올라 가분을 

빛내거나냐뿌R공을세워야만했다.이러한위치에있던주인공들이부채를들고있는것은어진 

바람으로 상정되는 국왕의 덕치가 빽성들에게까지 이르도록 하려는 바람을 보여준다. 설째로 

국왕은단오절에 신하에게 부채I節最]를선불로내렸고부채는국왕의 은혜의 표성이기도했다. 

서양화와 사진술의 유업에 따른 새로운 조류를 초상화에 적극 반영쨌던 초상화가 석지 

채용신(1850-1941)은항일우국지사와일반인을대상으로초상화를그렸다. 우국지사의 초상화는 

벗가들 받지 앓고스스로 그려주었으며 이번 부채전에 전시되고 있는우국지사황현의 초상화가 

한 예이다. 황현 초상화는 김규전의 사진을 토대로 그가 자결한 다음해인 1911년 그린 것이며 

사진은황현 후손이 소장하고 었다 황현 초장은채용신 회화에 미친사진의 영향을 엿볼수 있는 

작뿜으로주복된다. 왼손에들고있는책은X른손에들고있는부채와함께 채용신초상뺨M 지주 

등장하는 주자대전으로 짐작된다. 주인공이 누군지 알려져 있지 않은 채용신의 1915년 작품에서 

주인공온 심의룹 입고 의자에 앉아오른손에 깃힐 부채플들고 있다. 조선시대 전형적인 초상화와 

달리 얼꿀은 정면을향해 있으며 a TI갱을 어둡께 하여 인물을부각시키는서앙화기법을차용하고 

있다 

채용신은 또한 조선시대와 달리 일정 금액을 지불하변 초상효}를 그려주었는데 일반언을 

주인공으로 한 초상회에서도 부채는 여전히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20세기 초 초상화속 부채는 

원래의 의미와는무관하께초상화를그렬 때 주인공이 판례적으로드는물건으로고정되었음을알 

수 있는데 이는 당시 초상 사전에서조차부채가 여전히 이용되었던 사질에서 확인할수 있다. 즉 

2(),세기 초초상화속부채는어진바량이나국왕의은혜등의상정고단순무관하게초상화혹은초상 

사진의 주인공이 의례적으로손에 들게 되는장식품으로변화된 것이다. 

(201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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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박물관 민화톨호회가만등부차| 그림 

이 성 준(경기도박물관학여l연구A” 

‘대가그린그림윤박물관에서 전시하는것이 가능할까?’라는질문쓸먼지면 대부푼의 사람들은 

‘아니오’라고 대답할것이다. 왜냐하연 보통사람들은박물뺀서 ‘오래되고, 가치가 있는유물’을 

전시할것이라는션업견을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박풀관에서는 이러한선입견을깨뜨리는 

시도가있었다. 

정기도박불관의 부채특별전 ‘5잭色 바람이 분다’(7.26∼ 11.3)는 다양한 종류와 대력을 가진 

부채 100여 점과 함께 학익선올 들고 있는 〈장만(1566∼1629) 초상〉, 채용신이 그린 유학자의 

초상, 〈채제공(1720∼ 1799) 초상〉 등 부채를 들고 있는 초상화와 능호판 이인상(李활神, 

1710∼1760)의 부채 그댐인 〈송하관폭도〉, 박생광\1904꺼1985)이 그린 부채인〈십장쟁도〉동 명품 

유물들이 함께 전시되어 었다. 

여기까지는 어느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이다. 그런데 이번 전시에서 기존의 선입견을 

째는 새로운 시도, 즉 고전적인 명품파 이를 복원, 재현한작품을 합께 전시하는 시도를 하였다. 

박물판이 2011년부터 3년째 운영 중인 민화동호회륜 전시에 참여시킨 것이다. 민화동호회쓴 

전분강사(정봉훈 작가)의 재능기부를 통해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현재 약 401용의 회원이 

활동 중에 있다. 전시를 기획히는 단계부터 민화동호회의 참여를 결정하고 5월부터 약 3깨월의 

준비과정을 거쳐 30여 전의 작품을 출품하였다. 그링의 주제는 꽃과 나비, 수련, 반차도, R란, 

잉어, 용 풍 전통빈화에서 자주 동장하는 다양한 내용으로 채워졌다. 직업 작가가 아닌 동호회 

회원틀에게 전시 출풍은 많은부당감으쿄작용하였다. 밥을재워 작업한 회원, 몇 번을 다시 그린 

회원, 작품을 교체한 회원 등 다양한 사연을 담은 부재는 전시 1주일 전에 완성되었고, 완성된 

작품은깅흥도의 〈빽선도(百명圖)〉를모티브로한연출을통해 일반인에게 공개되었다. 

프로의 세련미에는못미치지만아기자기한표현과서툰붓질에서 관람껴과의 소통이 이루어진 

것일까? 많은 사람틀이 좋아하고 사진으로 남기고, 동호회 가입을 문의하였다. 비록 명품은 

아니지만회원들깨언에게는보물 1호쯤은되지않았을까?박물관의문턱을죠금만낫추고시선을 

맞추변관람책과함께호흡할수있는전시의새로운패러다임을딴들수있을젓이다. 

(201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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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옛그림 속우리 생물’ 특별전/중부일보 

우리의 옛 그렴 속에는 어떤 풍물과 식물이 그려져 있을까? 조상틀은 어떤 생물과 친했을까? 

이 궁금중융 정기도박불관에서 마련한 특별전에서 풀어보는 건 어떨까? 정끼도박불관에서는 

2013년 11월 26일(화)부터 2014년 3쩔 9일(일)까지 국립생물자원관과 함께 ‘옛 그림 속 우리 

생불” 특별전을재최하고 있다. 옛 그림 속여러 옹식물을표본과모형을통해 삼펴보고,그의미를 

생Z펙볼수있는자리이다. 

옛그림속의동식물 

이소희(경기도박물관학예연구사) 

동식물을 그린 옛 그림을 한자로 ‘화조영모화{花鳥없毛畵)’라고 한다. 길가의 풀·쫓·곤충, 

마당의 개·닭·고양이, 불가의 물고기·나무·새들이 그 주인공이다. 사람들은 왜 이런 동식물에 

대한 판심을 그링으로 나타냈을까? 첫 번째 이유는 그 생물을 그힘으로 그렸을 때 아픔당고 

장식성이 뛰어났던 점이다. 두 변째는화가자신의 처지나 마음을 당거나, 당시의 사회를 빗대어 

표현하는데에 좋온소ATI가되었다쓴정이다. 그리고제 번째는바로그림 속에 풍장승묶f생물에께 

‘길쟁이라고표현되는좋은의비가있기 때문이다. 

길상(吉蘇)은 좋은 일이 있을 조짐을 뭇하는 발로, 행복한 미래릅 기원하는 상정이다. 옛날 

어른들이 절혼할때 혼수품으로 원앙이 수놓아전 이불과배개를준비했던 것은 ‘원앙’이란새에게 

‘좋은부부급습’이라는 길상적 의미가 었었기 때문이다. 길(吉}은 ‘좋다, 이롭다’를 뜻하는 말호, 

중국의 갑골문자에 응장할 만큼 오래된 글자이다. /.J(~)은 원래 좋고 내쁜 여러 가지 정조를 

일컴는뭇이었으나점차좋은정조만을가리키게 되었다. 

복을구하고, 화를피하고 싶은사람틀의 마음이 오랜세월을거쳐 길상의 내용으로 만들어졌다. 

세계 모든 나라와 민쪽에는 그틀만의 김싱에 있고, 그러므로 견성에는 그들의 문화가 담겨 있다. 

잘 생각해보면 우리 역시 원앙, 박쥐, 물고기, 거북이, 호랑이, 용, 푸꺼비 동 길상의 의미가 있는 

쟁불로 꾸며진 그렴, 옷, 노리개, 탱기, 실패, 보자기, 베개, 이불, 밥상, 수져집, 그릇, 훗대, 필통, 

벼루,가구등에둘러 싸여 일쟁을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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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전은 그림의 종류에 따라 풀파 벌레[초충草훨, 물고기와 게[어해魚쩔], 흉물[영모짧됨, 

꽃과 새[화조花鳥] 등 4부쿄 이루어졌다. 22점의 영인본그렴과 120여점의 생물 표본, 30여점의 

경기도박물관 소장유물, 7점의 디지멸 작풍이 선보인다 더불어 호랑이 태바존, 우리예 마당, 

박물관민화규방동호회의작품코너등다채롭게구성되어있다.또한어린이들을위한체험지와 

교육프로그햄 ‘비밀의 화원’도마련되어 었다. 

이번 전시에 선보이는 생물들은 ‘걸상’의 의미가 아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충분히 아름답고 

신기하다. 예전 우리 곁에 있었던 이들은 도시가 발달하면서 따로 시간을 내야 볼 수 있는 

것이 많아졌다. 그 중에는 이름과 생낌새가 낯선 것도 있다. 우려의 소망을 담고, 아름다움과 

위안읍- 주었던 이블을 옛 그립과 함께 만나보는 건 어떨까? 이번 겨울 방학에는 아이틀과 함께 

경기도박물관을찾아작고소담한이들을 lI}뜻한눈길로들여다보자. 

(2014.1.9) 

물속생물들이 그림 밖으로 

유치석(경기도박물관학여|언구원) 

어해도(魚훨圖)는 물에 사는 동물들을 그린 그림이다. 글자 그대로 하면 ‘물고기(魚)와 

꺼](뿔)’이다. 하지만조깨, 자라, 낙;;<:] 같은동물들도 어해도에 포함된다. 

어해도 속에는 많은 이야기가 숨겨져 었다 작은 물고기들이 물속에 노니는 모습을 

그린 어락도(魚樂團)는 장자(莊子)가 한가롭게 노는 물고기들을 보고 “저것이 불고기의 

즐거융이다”라고한데서 연유한그램이다.응용문(풀龍F멈설화에서 비풋되어 잉어가물을박차고 

뛰어 오르는 그렴인 약려도禮廳圖)는 ‘출셰’를 의미한다. 이처렴 초기 어해도는 고사냐 설화의 

내용을주보담고있다. 

자료에 따르면 고려시대에도 어락도나 약리도가 그려져 감상되었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남아있는 작품은 매우드물다. 조선전기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현존하는우리나라 어해도는 

18세기 이후의 작품이 대부분이다. 김홍도~ijlJ뾰, 심사정않師표:.), 강세횡옳世뽑)같은화가들이 

제, 새우, 조개 등을 먹의 농담만을 이용하여 그리는 몰골법으쿄 씀씀 그렸다. 부채 그립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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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첩에 들어갈 반한 작은 크기의 작품들이다. 게, 새우는 각각 과거급제, 부부혜로를 상정한다 

그래서 선물용으로사용하기에도좋았을것이다. 

장한종銀漢宗, 1768∼1815)은새로운화풍의 어해도를그런화가이다ι 직접 숭어·잉어·게·자라 

등융사서 비늘과껍질윤자세히 살펴보고묘사했다는 일화가전해진다. 그의 어해도룹직접 보면 

일화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 그는수십 종의 다양한수중생물들의 모습을 비늘하나하나까지 

꼼홈하게 묘사했다. 장한종의 아들인 장준행張용良)도 궁중에서 활동한유명한화가로 몇 점의 

어해g;가전한ζk부전자전일까?물고기 그힘에능숙했던아버지의 영향이다. 

19세기에는 어해도가 병풍 그렴으로 많이 납아있다 이 시기의 어해도는 현제의 복을- 바라는 

생향이 강하다. 이미 좋은의비를담고 있었던 잉어·제·새우와더불어 복어·우럭·숭어·메기 같은 

생물들이 추가로 그려졌다. 복어의 ‘복’, 우럭의 한자음인 ‘록’, 숭어의 한자어인 수어댔魚)의 

‘수’는 복록수(福緣뚫)의 발음과 같아 당시 서민들이 바라던 삼복(三屬)융 그림P노 형상화한 

것으로 여겨진다. 19세기에 활동한 조정규(趙廷奎), 이한철(李漢喆)의 어해도가 대표적이다. 

조정규의 어혜도는무영 화가들에게 의혜 따라그려져 민화로제작되기도했다-

현재 경기도박물관특별전시실에는 장한종이 물고기와 조개 등을 그련 ‘어개화첩’(영언본}을 

볼수 있다. 작품속에 등정승단슨 실제 동물들의 표본읍작품 바로 앞에 설치하어 조선시대 화가의 

뛰어난묘사력을 눈앞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설전시실에는장준량의 ‘어해도’ 병풍이 전시되어 

있어 아버지와 아들의 효똥 차이와 그렴싣력을 비교해 보는 좋은 기회도 가걷수 있다. 또한 

이한철이 그린 병풍형식의 19세기 어해도는실제 표본과함께 설치불도 제작되어 관람객을맺고 

있다 

(201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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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이지로보는동물 이야기 

유지 인(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A” 

우리는 흔히 ‘나이가 어떻게 퇴서1요?’ 또는 ‘몇 년 쟁이세요?’라는 물음을 대신하여 ‘무슨 

띠세요?’라는 에두프는물음으보 상대방의 나이와 기질 등을 까늠합니다. 그 사행이 무슨 띠인지 

안다면 태어난 해를 추정해 볼수 있고, 그 띠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사람의 성척을추정해 볼 수 

있다는생각에서입니다. 

한국을포함한동아시아에서는 각해를 십이지(十二£에 따라풍물 띠로 구분하여 나둡니다. 

십이지는 다른 말로 섭이신쟁十 神將) 또는 섭이신짱〈十 神子)이라고도 합니다. 이블은 열두 

방위에 맞추어 쥐·소·호랑이·토끼·용·맴·딸·양·원숭이·닭·개·돼지의 얼굴을가지며 몽은사함의 

형태로나타냥니다. 섭이지의 열두동물을시간과방위에 맞게 배치하게 된 데에는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동불의 발가락수에 따랐다는견해와각동풀이 활동하는시간에 맞게 나누었다는 견혜가 

주로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섭이지는 동아시아뿔 아니라 인노, 이집프, 버1뜨냥, 태국 등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는 보편적인 관념입니다. 그러나 각 나라별 문화와 생태적 차이 등으로 인하여 

십이지블 구성하쓴 동물은 서로 다릅니다. 언도에서는 호랑이와 닭 대선에 사자와 공작새가 

포함되고,베트남과태국에서는토끼 대신에고양이가포함됩니다. 

2014년 올해는 말의 해입니다. 말은 십이지 중 일곱 번째 동불이며, 경오년(康午年), 

임오년(王午年), 갑오년(甲午年), 병오년(며tr-年), 무오년OJG"F年)의 순서로 12년마다 폴아기손데, 

올해의 순서는 ‘갑오년’입니다 말은 오랜 옛날부터 인간의 역사에서 떼려야 웰 수 없는 멸접한 

관계를 형생해 온동물입니다. 살아서는 교풍과풍신, 군사, 농경, 수협 응셰 이용되었고, 죽은 뒤 

부산물은 앨감, 거름, 식량으로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얄토란같은쓰임새 덕분인지 딸은 다양한 

상정윤까지고 미술작품에 표현되었습니다. 얄과관련하여 현재 경기도박물관에서는 민속생활실 

입구의 통로 공간에서 ‘말 타고 지구 한 바퀴? 틈새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전시에서는 

통일신라시대의 〈딴모양 토우〉를 비롯하여 〈맏갖춤〉, 〈받모양 허리띠고리〉, 〈마패〉가 전시되고 

있어,발과관련된유물들을직접 볼수있습니다. 

말 이외의 다른 십이지 동불플은 “옛 그립 속 우리 생물” 특별전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호랑이가 그려진 〈화각함〉, 호랑이가 새껴진 〈부적판〉, 소가 새겨진 〈동물무늬벼루〉, 토끼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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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이 그려진 조적진의 〈영묘도〉 이암의 〈어미 깨와 강아지〉와 김홍도의 그렴 〈수박파 들쥐〉를 

재현한표본둥이 그것입니다. 

“옛 그림 속우리 생불· 특별천융관랑훌}는또하나의 관람포인트로작품속에 숨어있는십아지 

동물들을직접찾아보고,어떤요습으로표현되었는지서로비.Jl해보는것은어떨까요? 

(2014.1.23) 

나비야 나비야, 이라 날아오너라 

01 쏘 획(경기토박물관학뼈l연구사) 

“옛 그립 속 우리 생물” 특별천이 열리는 청기도박물관 기획전시설에 들어서면 맨 첫머려에 

〈여러 마리의 나비鷹爛〉라는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일호(-劃 남계우{南햄宇, 1811∼1890)의 

원작願作〉융 채현한 것으로, 여러 종류의 꽃과 나바가 어우러져 화려합이 톰보이는 작품이다. 

남쩨우는 조선 발기에 활동했던 분인[선벼]화가로 소론의 대표주자였던 남구맨南九萬, 1629 

"' 1711)의 5대손이다. 그는 형쟁 쫓과 냐버 그렴을 즐져 그리고 또한 잘 그려 ‘맙나비’라는 

별명이 붙었다. 그의 그령이 얼마나 정확하고 쩨멸했던지, 근현대 생불화자였던 석주명(:5曺明, 

1908∼1950)이 남계우의 작품들 속에서 37종에 이르는 나비를 암·수까지 구별해냈다는 유명한 

일화가 남아있다. 전해져 오는 작품과 이야기로 보았을 때 나바에 대한 그의 관침과 지식 역시 

남달랐떤것같다. 

남계우〈여러 마리의 나비〉째현품 심사엄당〈률과낼려P째현품 나비무늬안쩔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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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나비가 비단 남계우에게만 사랑받았던 것은 아니다. 중국의 옛 책인 『예기爛짧라』에는 

“70세를 모(쫓)라 하고, 80세를 질(좁)이라 하며, 100세릎 기이(期願)라 한다” 는 글뀌가 

있다‘ 냐비는 한자어로 접(媒)이라 하고, 중국어로는 디에[die]라 읽는데, 80세 노인을 이르는 

질(훌 die]과 발음이 같아 ‘장수’를 뭇하는 정우가 많다. 그래서 고양이와 나비를 그린 그렴인 

모질도(흉흉圖는컨강과정수뜰뭇한다‘ 또한호박, 오이, 참외 등의 녕쿨식불과함께 그려져 자손 

번창을 나타내는 ‘과질변변(따腦縣顧)’을 의미하기도 한다 과질변변〔JJl腦織願)은 녕쿨식물에 

열매가 주렁주령 매달련 모숨으로 그려지는데, 오이(녕콜식물의 열매}를 가리키는 질〔¢햇 die)과 

나비의 발음이 같은점을이용하여,자손 번영의 소망을담았다. 

。l렇듯 좋온 상징과 아름다운 생김새 때문에 나비는 예로부터 그험, 장신구, 옷, 가구, 조각, 

건축 등에 다양하게 장식되었다. 경기도박물관 “옛 그램 속 우리 생물” 특별전에도 신사엄탕의 

작품으료 전해지는 〈풀과 벌레[草蟲圓]〉(재현품), 김홍도의 〈고양이와 나비[혔옮*爛〉(영인본)와 

나비로 장식된 노리개, 뒤꽂이, 안경집, 조바위, 청화백자 등이 전시되어 있다. 설 연휴까 지나면 

2월 4일이 바로 봄의 시작언 입훤UL春)이다. 설 나들이에 우리 아이들과 합께 정기도박불관 

특별전시를감상하면서 조급앞선봄날나비 같은시간을보내는것도참으로멋질 것같다. 

(2014.2.6) 

감상에서참여로 

-〈옛 그링 속우리 생물〉 경기도박물관문화동호회 창여 전니ll-

이 성 준(경기도박물관 학여l연구A” 

박물판n서의 전시란 ‘어떠한목적을 가지고 보여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전시 목적과 의도의 

구현은관람객과의 성공적인 커뮤니케이션을통해 완성된다. 경기도박물관에서는 명품유물뿐만 

아니라현대의 미디어아트착품까지 다양한자료를통해 관람객과의 소똥을시도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한충 더 나아가 관합객을 전시에 창여시키는 보험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소통을 

시도하였다 

참여 전시의 주인공은3년째 박붙뺀서 실력을갈고 닦고 았는문화동호회 회원 50여 명이다. 

경기도박물판문화통호회는 2011년 9월 민화옹호회의 첫 모임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같은취미를 

가진 사합들로 구성된 회원들은 스스로가 주언이 되어 현재 민화·규방공예·생태미술 동호회가 

운영 중에 있다. 모든 강좌는 무료로 운영되지만 결코 수준이 떨어지거냐 시간때우기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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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햄이 아닌데, 현칙 착가로 구성된 전문 강사의 척극척인 재놓기부를 통해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전시는 그렴 속에 표현된 생물이 주쩨이기 때문에 동호회에서 준벼할 작품도 

‘동·식물·이라는 범주 안에서 고민융 시작하였다. 천시 기획 단계부터 어떤 작품쓸 모사활지, 

주제와의 연판생을 어떻게 풀어갈지 풍에 대해 째농기부 강사와 전시 기획자간의 수치례 회의를 

진행하였다. 그 컬과 민회동호회에서 30여 점, 규방공여1 통호회에서 70여 첨의 작품이 약 3깨웰의 

제작기간올거쳐 관랍찌들에게 선보이거l 되었다. 

이충 청기도박불판 소장 조적진(1853∼1920)의 〈영모도〉의 동불반올 모사하고 그 앞 

아크렬판 위에 나머지 때경을 부착하여 입체감을 살련 작품은 여느 설치미술 못지않다. 

신사입당{1504-1551)의 작품으로 전하는 〈초충도〉 등율 16폭율모사하여 원본(영인본파함께 

전시하여 두 작품을 비교하며 감상활 수 있게 한 아이디어도 돋보인다. 규방공예 풍호회에서도 

동불과 식물을소재로 한다·양한작품을 전시하였는데 이름도 예쁨나버·낙지발·생쪽때듭장삭의 

주머니, 형형잭잭의 박쥐·연엎·국화무늬 보자기가판람잭들의 시선을끌고 있다. 특히 재농기부 

강사인 정봉훈〈민화) 작가의 〈섭장생병풍〉, 이션회(규방공여]) 작가의 〈짱호흉때〉는 참여 전시의 

액미로관람쩍의시선올샤로잡고있으며,생불전의또다른불거리률쩨공해주고있다. 

프로의 세련머에는 마치지 옷하지만 아기자기한표현과셔툰붓질이 판랑책들에게 현안함으로 

마가옹 것일까? 많은 관람책들이 그 공뺀 머물며 감상하고, 이0헤하고, 웃음쫓을 피우는 

모혐셔 어렵기만 했던 박물관 전시가 관람책에셔 작가로 변신한동호회 회원들의 작품을 통해 

조급은편안하게 다가오는 계기가되지 않았나생각된다. 

2014년에도 경기도박물관 운화동호회는 힘찬 발결음올 준벼하고 었으며, 신규 회원은 3휠 중 

박물환홈패이지를통해모집할예정이다. 

(2014.2.13) 

챔시장전경 쌍호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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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장생명를 연일무늬보지기 

근대 화단의 스승 소림(小빼 조석진않觸플) 

유치 석(경기도박룰관회여I연구웬) 

초핵전〈여러가지풍물{뼈휠II)) 10혐 명풍 

초석진이 형생 사용한 ‘소렴(小樞)’이라는 호(號)는 ‘작은 엄전(聯田)’이라는 뭇으로서, 

할아버지에 대한존청과향수는물론그화풍을 잇고자효}는뭇o] 탐겨 었다. 

20대의 청년 조적진은신식 부기 제죠법을때우기 위혜 챙나라에 유학했고, 귀국후에는무기를 

만들던 기기권離局)에서 근무하였다 그는 이때 상세한 관찰력과 그렴 실력이 필요한 기계 

도변 쩨작에 참여했올 것으로 여껴진다. 또 관립공업전습소(官立工業傳쩔所)에셔는 도자기에 

그립을 그리는 강사로 활동했다. 이며 그립 방면에 명생이 았었기 때문이다. 태조 어진을 포함해 

총네번의어진쩨착에참여한사실도초석진의뛰어난그림실력을중명한다.현존하는초적진의 

159 



정기도박울판2013 연보 

작푼들을 보면, 산수(山水)·언물(人物〕·화조영모(花鳥짧毛)·어혜(魚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재틀을능숙하쩨 그혔다. 

산수효!는중국 화보 양식을 크게 벗어냐지 않았다. 인물회는 신선도懶仙圖). 중국 고λK故事) 

대용을 그린 고사인불화가 많이 남아 있다‘ 물고기 그댐인 어해도는 한아버지 조정규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그렴소재 뿐만 아니라 화법(畵法)도 비슷하다 말년에는 안중식〔호中植)과 함께 

서화미술회의 교수로 있으면서 검은호(金股鎬), 이상댐(李象範), 노수현(盧훔鉉) 등 근대 전통 

회화를주도한화가들을배출시졌다, 

또한 자신이 할아버지로부터 그힘윷 배웠던 것처럼 외손자인 변관식(下寬植)에게도 직접 

그림을 가르쳤다. 조정규부터 조석진, 변판식에 이르기까지 3대에 컬쳐 냉성을 떨친 화가 집안인 

생이다. 

경기도박물관 특별전 ‘옛 그림 속 우리 생물’에는 조석진이 46세에 그린 ‘여러가지 

동물틀〈짧毛맴;1898)’ 병풍이 전시되어 있다. 태조 어진을 그리기 1년 전작품으로서 그의 화멍이 

높았을 때의 완성작이다. 폭이 줍은 44의 화폭에 식물을 배정으로 동물들을 배치했는데, 이와 

유사한 형식의 작품틀이 여렷 전한다. 사슴·원앙·닭·매,학 등은 화조영모화에서 전통적으로 

그려졌던 소새였으나, 단독으로그려진 사자, 이전팎슨 다프게 표현된 소의 모습에서 끈대 회화의 

새로운면도 엇볼수 있다. 전체적으로 비슷한화면, 구도와동물들의 딱딱한자세가경직된느낌을 

주지만,맑은채잭파여유롭고 활발한펼치가돋보인다. 

(2014. 2. 20) 

풀과새그림,회조화 

유치석(경기도박물관학어|연구원) 

화려한빛깔의꽃과새는사람의눈을오랫동안현혹해왔다.그래서 사람틀은정원을가꾸거나 

새장속에 새를잡아둔 채 갑성하기도 했다. jl운꽃과 예쁜새들은그힘으로 그려져 더욱 손쉽깨 

감상되었고, 방 안을 장식하였다. 꽃가지나 나무 등과함께 새를 그련 그힘을 ‘화조화’라고 한다. 

화조화는 산수화나 인물화와 더불어 동양회를 대표히는 주요 장르 중 하나이다. 당나라 우덤 

벽화에는병풍형식의화조화가그려져있을만큼역사도매우오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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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선녁여왕이 당나라 태종으로부터 모란 그림을 받았다거나 솔거(率居)가 

황룡λK黃龍좋)에 소나무 벽호+를 그렸다는 기록이 있어 이미 꽃이나 나무 그링에 익숙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제대로 남겨진 화조화는 없다. 고려시대도 마찬가지다‘ 당시에 제작된 

청동병(햄폐|짧0, 청자판〈좁磁板), 청자매병(뿜磁梅얘뼈의 문양이나불웰fl서 화조화의 흔적을 엿볼 

수있을뿐이다 

기록에 따르면 조선시대에 이르러 화조화가 더욱 생행한 것으로 여겨진다. 궁궐에서는 새를 

질l아 생낌새를 묘사했으며, 재해에 왕어 하사한세화중에는 매 그립도 표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현존하는회조화중대부분은조선중기 이후의 작품들이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조속(趙陳)·쪼지운{趙之結) 부자(父子)는 상탕수의 화조화를 납기고 

있으며, 이정(李훌)과 김식〔金植) 등이 그린 재 그림도 전한다. 조선 충기 화조화의 특정은 채책 

없이 수묵만으로완성한작품들이 많다는집이다. 조선후기에는많은화·7}들이 화조화플그혔다. 

그림꽁부를 시작할 때 이용한중국 화보 속에는 다양한 새 그림들이 수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화가들에게 화조화는 이미 손에 익은 소재였다. 또한 실경산수화가 유행했던 것처렴 실제로 

자신이 보는주변 환경과사물에 대한관심이 높았다. 그래서 주변에서 볼수 있었던 꽃과새는 

그녕소재로쉽게 선택되었다. 

조선 중기의 화조화와 다른 점이 있다면 잭채를 다양하고 과감하께 사용했다 경제력이 

증가하면서 그렴 수요가 늘어나고, 화려한 화조화 병풍과 족자 응을 주문해 방을 장식했단 

조선 후7]의 사회상과도 관련이 있다. 보통 노래플 잘 부르꺼냐 목소리 좋은 사함에께 ‘꾀꼬리 

같다’라고 말한다. 찍꼬리 소리가 청아하고 곱기 때문이다. 하지만 꾀꼬리가 소리 못지않게 

아름다운깃털을가지고 있는줄아는사람은얼마나월까. 

지금 정기도박물관에서 전시중인 ‘옛 그림 속 우리 생물’에서는 옛 그링 속의 소재가 되었던 

꾀꼬리, 소쩍새, 공작새,울총새 등 다양한새들이 실불모습그대로판량책윤 맞고 있다. 조선시대 

화가들이 그린작품들과 실제 새들을비교해보면서,말로만들었던재을의 곱고화사한빛깔을눈 

속에담아보자. 

(2014.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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