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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우, 자연+인간(우리의 미래Ⅰ), 2018, 오브제 Kim, KwangWoo, nature+human(our futureⅠ), 2018, Object
<자연+인간>은 인류와 문명의 관계성과 이질성에 대한 끊임없는 물음과 사유로 작품세계를 완성해 가는 원로조각가 김광우의 신작이다. 이 구형(舊型)
지프 트럭은 한국전쟁 이후 미군위문협회 공연단 차량으로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공연단에는 마릴린 먼로, 엘비스 프레슬리, 냇 킹 콜 등이
있었다. 작가는 엘비스 프레슬리(Elvis Presley, 1935~1977)가 탑승했을 것이라 전한다. 그는 트럭의 역사적 의미에 DMZ 가시철조망을 더해서 전체
맥락과 상징을 증폭시킨다. 오브제의 시간과 역사성, 냉전의 상처와 분단 한국사회를 꿰뚫으면서 우리 근현대사를 통찰하도록 이끄는 것이다.

경기 아카이브_기획,

문학_쓰고,

시각예술_그리고,

문화재_홀리고,

2018 경기천년 도큐페스타 “경기 아카이브_지금,”

문학지리로 본 경기문학, 그리고 ‘분단’(Ⅰ)

소집단 활동 아카이브_이억배 미술운동 연대기

문화원형의 천년 경기문화

김종길_수석 큐레이터

최윤정_큐레이터

제공 : 이억배

조두호_큐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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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의 기억을 꺼내다』를 읽다
장석주_시인, 문학평론가

04

정리 : 김종길_수석 큐레이터

06

08

사상 및 총서_사랑하고,

문화예술교육_배우고,

기록자료_모으고,

경기인_살고,

다양성과 개방성의 포용, 역동의 경기(京機)로

문화예술교육 아카이브_[DVD]

문화예술교육교재

[작가노트] 경기도의 아이들

김성환_경기문화재단 정책실장

이것이 미래교육이다 10부작

제공 : 임은옥

김윤섭_사진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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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임은옥

10

10

11

경기

경기천년은 ‘경기(京畿)’라는 이름이 정해진지 천년이 된 것을 말한다. 『고려사』 지리지 왕경 개성부 연혁

경기천년

‘경기천년 도큐페스타’는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경기천년을 맞아 기획한 경기천년사업의 대표

천년

에 따르면 고려 1018년 현종 9 년에 행정제도를 정비하면서 당시 고려의 수도인 개경과 그 주변의 12 개 군

도큐페스타

브랜드다. 경기천년의 과거와 현재를 기억하고 기록하는 동시에 미래천년을 준비하는 종합예술

과 현을 묶어서 ‘경기’라고 불렀다. 2018년은 그 이름이 탄생한지 천년이 되는 해다. 또 1018년은 경기제

브랜드로, 경기 아카이브전과 경기천년 대축제, 도민정책 상상플랫폼 등 다양한 사업을 아우르는

(京畿制)의 시행과 함께 경기문화(京畿文化)가 태동한 해다.

명칭이다.

02/12

경기 아카이브_기획,

03/12

한 컷 작품_최춘일_지금,

2018 경기천년 도큐페스타 : <경기 아카이브_지금,> 전시구성
“경기천년의 역사, 예술, 기록, 기억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첫 도큐페스타”
소장 자료_가평군, 양평군
 동두천 프로젝트_2007_기획 김희진_기록자료, 사진,
영상 등_동두천시
 시점시점, 포인트, 새벽_1980년대_이억배, 권용택,
수원미술인협회 소장 자료_수원시
 미술동인 두렁_1987~94_정정엽
 아트로드 77_2009~현재_아트팩토리 황성옥 디렉터
소장 자료_파주시
 밀머리학교_2000년대_교장 박찬국 소장 자료_여주시
 대안문화학교 달팽이_2000년대_교장 이기원 소장
자료_안성시
 파주타이포그라피학교_2013~현재_날개 안상수_파주시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_2001~현재(총9회)_기록자료_
한국도자재단_이천시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_1998~현재(총20회)_기록자료_

서용선, 백성들의 생각, 1991, 캔버스에 아크릴, 194×517cm

이천시
 목리창작촌_2002~07_이윤기, 이윤엽, 최춘일, 임승천,

 도서관(L-)+기록관(Archi-)+미술관(-eum), 라키비움
(larchiveum) 공간구성
 역사, 예술, 민속, 사람, 지역, 문화재, 철학, 화집, 옛 지도
등 책 2천여 권
 근대 책 자료 100여권, 근대 대중음악 자료 20여건, 문학
초판본 작품 100여권 발굴
 문학 작품 500여권 외 육필 원고 전시
2
 017년~2018 경기도 기록 아카이브 사진 1천여 점,
주요 사진작가 작품 전시
 회화, 사진, 조각, 영상, 설치 등 미술가 150명(팀 포함)의
작품 300여점 전시

Part 1  문학 분야_쓰고,

『경기 문학지도( , )』, 『장소의 기억을 꺼내다
12

Part 6  기록자료 분야_모으고,
2017~2018년 경기천년사업 과정아카이브 자료

 창문아트센터_2001~현재_원장 박석윤_화성시

: 경기도의 문학지리』, 『장소의 탄생 : 우리시의


근대
대중음악 아카이브 자료(22점), 근대 목판화

 에이블아트센터_2000~현재_이사장

문학지리학』을 활용해 경기도 문학지리를 한

관련 책 자료(100권), 문학 관련 책 초판본 100여권

경기북부마을
아카이브 보고서, 경기지역 문화예술

자리에서 볼 수 있도록 함
 개 시군의 주요 문학가

31

100여명의 작품집 수집해

프로젝트 자료

(사)경기민예총, (사)경기도박물관협회 소속관 자료

경기도
관련 옛 지도, 『서울 경기지역 지명 및 방언』,

이윤숙/수원), 커뮤니티 스페이스 리트머스(대표

발굴함

경기문화지도 등 기록자료

송지은/안산), 대안미술공간 소나무(대표 최예문/안성),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사)한국예총 경기도연합회,

주관하는 <경기 아카이브_지금,>전이 9월 10일부터

미술가의 작품 300여점 섭외함
참여 작가 도록과 경기 예술사 책으로 ‘아티스트

복합문화공간으로 문화재생하고 있는 곳이다.
‘경기(京畿)’라는 이름을 쓴지 천년을 기념하기

아카이브’ 공간을 별도 구성함
경기대안공간네트워크 곳의 년 기록 자료를
6
15
전시함
경기현대미술을 조망할 수 있는 소집단 활동 자료를
조사, 발굴해 전시함

위해 경기도미술관 특별전으로 기획한 이 전시는
경기도의 다양한 문화와 창조적 예술을 한 자리에서

 경기북부마을 아카이브 보고서_2017_이성민, 김진주,
진나래_경기북부사업단
 경기대안공간네트워크_2003~현재_대안공간 눈(대표

문화살롱 공(대표 박이창식/의정부), 아트포럼 리(대표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주최하고 경기도미술관이

일부를 경기도가 생활문화와 청년문화가 혼합된

소속_기록자료_안산시

기획출간 자료도 조사함
육필원고, 작가 인물사진, 인터뷰 영상 자료 조사,

회화, 조각, 사진, 영상, 미디어, 설치 등
150명

농업생명과학대학(수원시 권선구 서둔로 166) 땅

4
 ․16기억전시관_2014~현재_4.16가족협의회


경기문화재단
박물관․미술관 자료,

Part 2  시각예술 분야_그리고,

경기상상캠퍼스는 수원역 뒤 옛 서울대학교

장병용_활동자료_수원시

입체적 전시공간을 구성함
경기문인협회, 경기문학위원회 작가 작품집,

 1980년대 이후 미술 소집단 활동 자료 1천여 건 전시

10월 31일까지 경기상상캠퍼스에서 열린다.

천성명, 화성공장 등_화성시

Part 7  자연, 환경 분야_흐르고,


경기도의
산, 강, 평야, 섬, 만, 바다, DMZ, 도시
기록자료

※2
 017~2018 기록아카이브 사진 및 영상 기록물
포함

안양)_활동자료_경기도
 대추리 현장예술 아카이브_2004~07_대추리 현장예술
백서 등_평택시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_2005~현재_기록자료, 사진,
영상 등_안양문화예술재단_안양시

Part 8  ‘경기인’ 분야_살고,

경기도에 살았던, 살고 있는, 지금 여기의 ‘경기인’
전시

※ 전시장에 ‘미디어 타임캡슐형’ 아카이브 기기 설치

Part 3  문화재 분야_홀리고,

이훈희/부천), 보충대리공간 스톤앤워터(박찬응/

⤷ 관객 참여의 실시간 업데이트

 평화의 조각보 프로젝트_2007~2010_기획
최예문_안성시
 성남프로젝트_1998_박찬경, 김태헌, 임흥순, 조지은
등_성남시
 수원화성국제사진축제_2014~현재_예술감독

살필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또한 경기도 문화정체성을



‘신(新) 경기천년의궤’로 집대성하기 위해 방대한

『경기도문화재총람Ⅰ․Ⅱ』을 적극 활용함
경기도무형문화재(기능/예능) 기록 자료를 조사해

그리고, 경기지역 소집단 활동과 아트 프로젝트

전시로 보여줌
경기도무형문화재총연합회 사진, 도록, 영상 자료를

프로젝트/소집단/공간/학교/기관 > 활동연도 >

 갤러리 소머리국밥_2009~현재_활동 자료_양평군

기획자/교장/예술감독 > 기록자료 > 활동지역 순

 스페이스 빔_2002~현재_민운기_인천광역시

문화예술자료를 조사, 발굴했다. ‘의궤(儀軌)’는
조선시대 국가의 주요 행사를 그림과 글로 정리한
책이다. 그래서 이번 전시도 그런 관점으로 ‘경기
아카이브 북’을 제작한다.
전시주제 ‘지금,’은 경기도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함축하는 개념이다. ‘지금’은 찰나(刹那)로서의

아카이브 대상은 다음과 같다.

전시함
‘경기도의 굿’을 시연하고, 굿그림, 굿도구, 불화(佛畫)

 황 금산 프로젝트_2015_예술감독 정기현_화성시

등을 전시함

 우리들의 땅_1989~99_이억배 작가 소장 자료_안양시

순간이다. 찰나의 뜻은 “어떤 일이나 상태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때”를 말하고, 불교에서는 모든 게

강제욱_수원시

2017년 12월에 경기도가 발간한


경기도
대표인물 평전 발간사업과 경기학연구센터

나아간다고 말한다. 찰나의 순간이 바로 ‘지금,

자료, 『기전문화예술 총서』, 『실학연구총서』를

황민수, 허종수, 최병기, 윤진섭 등_기록자료_작가/

여기’인 것이다. 경기천년의 ‘천년’도 그 찰나의 모든

비롯해, 경기도 사상을 살필 수 있는 다른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소장 자료_수원시

순간들이다. 그 순간을 넘어야 경기 미래가 열린다.

학술도서를 조사하고 발굴한 뒤, 각 책마다 ‘그물코

 슈룹_1970년대 후반~현재_김성배, 이윤숙, 전원길

그러니 잠깐 그 순간의 실체를 ‘쉼표(,)’로 살펴보는

책갈피’를 만들어 도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

등_기록자료_작가/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소장

전시구성은 “1)문학 분야_쓰고, 2)시각예술

※ ‘사랑하다’의 옛말 ‘ᄉ랑하다’는
‘생각하다’,
ᆞ
‘사유하다’의 뜻을 가진 오래된 우리말임.

분야_그리고, 3)문화재 분야_홀리고, 4)사상 및 총서


“경기천년
빛나는 정신문화 경기그레이트 북스

분야_사랑하고, 5)공연 및 축제 분야_놀고, 6)기록자료

100선”도 소개(문화사업팀 연계)

분야_살고,”로 짜여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Part 5  공연 및 축제 분야_놀고,


경기도
15대 축제 자료(사진․영상․인쇄물 등)를
전시함

공연,
축제 분야의 연구 자료로 21세기
새 경기문화의 정체성을 볼 수 있도록 함

아카이브_인천광역시
 인천아트플랫폼_인천개항박물관_인천광역시

 컴아트 그룹_1990~96_이경근, 홍오봉, 김석환,

자료_수원시
 포천 도롱이집 이주 프로젝트_2010~2013_예술감독
박이창식_문화살롱 공 소장 자료_포천시
 안정리 프로젝트_2013~2015_경기문화재단_기록자료_
지역문화팀 조지연

분야_모으고, 7)자연, 환경 분야_흐르고, 8)‘경기인’

 고경표_1980~90년대 인천 메탈음악

소장 자료_안양시

1찰나마다 생겼다가 사라지고, 사라졌다가 생기면서

것이 이번 전시다.

[‘두물머리’(서동일 감독)] 등_양평군

 임시공간_2016~현재_채은영_인천광역시

 그림사랑동우회 우리그림_1987년 창립_이억배 작가

Part 4  사상 및 총서 분야_사랑하고,

 두물머리 문화제_2009~12_기록자료, 사진, 영화

 마 을재생 프로젝트 문화마실_2016~2018_예술감독
한문희_2016~2018_수원시
 인계시장 프로젝트_2011_기획 김월식_무늬만 커뮤니티
소장 자료_수원시
 마석동네페스티벌_2012~2014_기획 공공미술삼거리,


수원연극사
자료를 비롯해, 경기 근현대 연극사 분야

마석이주극장, 믹스라이스_믹스라이스

자료를 전시함

소장자료_남양주시
 겨울 대성리전+바깥미술회_1981~현재_바깥미술회

특별 섹션과 시연
․ 경기감영도 영인본_경기도
․ 연등 조각_전영일 공방
․ 초보학교 거리교실_경기․서울권 청년 예술가
․ 경기도 굿 시연_화성재인청보존회
․ 우현 고유섭(1905~1944) 자료_황수영 선생이
엮은 『한국미술사와 미학논고』, 『조선화론집』,
『한국미술문화사 논총』, 『송도의 고적』 외 『고유섭
전집』등

제3회 <Point-81>전의 ‘작가의 말’을 모아서 담은 종이쪽에 실린 최춘일의 쉼표 글. 전시는 1981년 6월 11일(목)에서

14일(일)까지 수원의 크로바백화점 3층 전시실에서 있었다. 참여 작가는 강문수, 문석배, 박찬응, 이억배, 최춘일이다.
‘Point’는 이후 ‘時點視點’으로 이어졌고, 수원문화운동연합을 거쳐 ‘새벽’이 되었다. ‘Point’는 수원 미술운동의 가장
앞자리에 있다. ‘Point’, ‘時點視點’(이상 수원), ‘우리그림’, ‘우리들의 땅’(이상 안양)에 참여했고, 미술동인 두렁에서
활동한 이억배 선생이 자료를 제공했다.

04/12

문학_쓰고,

05/12

문학_쓰고,

문학지리로 본 경기문학, 그리고 ‘분단’(Ⅰ)

『장소의 기억을 꺼내다』를 읽다

최윤정 | 큐레이터(문학+회화․사진)

장석주 | 시인, 문화평론가

경기문학사를 한 눈에 살필 수 있는 길라잡이가 될

조선에서 개성은 사업의 중심지였다. 황석영(1943~ )

⁂

100인의 대표작과 31개 시․군에 거주하는

터인데, 그 중에는 작가들의 육필원고와 초판본이

의 대하소설 『장길산』은 개성을 주 무대로 송상들의

익숙한 것은 잘 보이지 않고 마음에 들어오지도 않는

작가들의 작품, 경기의제를 표현한 작품들, 그리고

포함되어 있어 전시를 감상하는 교감의 체계가

활약을 세밀하게 그렸다. 기초 사료를 토대로 “그

것일까? 말 하나를 덧붙이면, 마침 <경기아카이브_지금,>이

경기문인협회와 경기문학위원회의 등단작가

흥미롭게 전개되면서 그 작품들이 탄생했던 시대의

위에 역사적 상상력을 보태어 거대한 서사의 장강을

펼쳐지는 경기상상캠퍼스 앞 벌터 마을에 6.25전쟁 때

작품집으로 구성된다. 전시구성을 위한 첫 목록은

디자인 감각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이루어낸 소설”이라 평가받는다. 이번 전시에

터키군이 640여명의 전쟁고아를 돌보았던 앙카라 고아원 터

그 작품집과 육필원고가 나온다.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소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경기문화재단이 기전문화예술총서 3권과 4권으로

시대적으로는 20세기 이후의 식민지-8․15해방-

되었다. 또 수원에 실향민 분포가 높다는 말에 틈틈이 관련

2000년에 기획한 『경기문학지도1,2』를 토대로

6.25전쟁-4․19혁명-근대국가 형성-도시화․산업화․

작성되었다.

민주화의 전개과정에서 활동한 작가들과 작품들을

개성의 부호인 거상 전처만 일가의 5대에 걸친

자료들을 찾아보고 있다. 그런 일들이 사실 전시와는 아무런

다룬다. 그 시기는 크게 근대문학과 분단문학의

가족사를 그렸고, 그와 같은 고향인 송병수(1932-

관계가 없을 테지만, 의도치 않게 스스로 무언가에 깊이

시인 용환신, 소설가 이성아, 시인 이영진, 소설가

시기일 것이다. 20세기 이전의 경기문학은 ‘사상․학술_

2009)는 1957년에 전쟁 피해자들의 삶을 그린

매료되고 접신하는 모양새이다. 그렇게 내 삶은 하나의

이인휘, 시인 홍일선에 의해 1년에 걸친 현장답사와

사랑하고,’에서 만나볼 수 있다,

「쑈리킴」을 발표했고 이후 한국전쟁에서 멀지 않은

맥락어가 몸에 새겨지는 순간들이다.

『경기문학지도1,2』는 소설가 김남일, 시인 오봉옥,

자료조사로 제작했고, 그래서 이번 전시를 위해 당시

경기문학에는 과거 경기도였으나 분단 이후

기획과 집필에 참여했던 소설가 김남일 선생의 자문을

북한의 황해도가 되어버린 개성시, 개풍군, 장단군도

받았다. 또한 시인 이덕규, 시인 박설희, 시인 윤석정,

포함시켰다. 그렇게 해야만 근현대 이후의 경기문학

문학평론가 고영직 선생을 기획자문위원으로 모시고

개풍 출신 박완서(1931-2011)는 소설 『미망』에서

1. 경기감영도(京畿監營圖), 종이에 채색, 135.8×442.2cm,
19세기 전반, 보물 제1394호, 호암미술관 소장

<경기아카이브_지금,>의 ‘문학_쓰고’는 경기문학인

주제로 그의 문학세계를 구축했다.
경기문학에서 분단문제는 비극의 역사, 민족사의

‘문학_쓰고’의 주제로 묶는 경기문학은 문학지리학

사람이 장소-세계[땅과 자연]를 만들고, 장소-세계는

과제, 그리고 개인의 실존을 다층적으로 드러내고

(Literary geography)을 바탕에 두고 기획되었다.

사람을 낳고 기른다는 믿음에서 나온 문학지리학은

지리가 완성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즉, 이렇게 분류한

질문하는 방식으로 창작방향을 이끌었다. 1950년대

경기문화재단은 2007년 ‘새로운 예술’ 시리즈의

문학과 지리가 경계를 넘어 만나는 개념이다. 모든

작가들의 지역적 분포와 작품의 무대가 된 경기도를

문학지리는 해방 이전과 이후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전후문학을 거쳐 의정부, 평택, 송탄, 동두천, 파주 등

출판물을 펴냈는데, 그 중 두 번째 책이 장석주의

문학작품들은 그것에 영감을 주고 상상의 살과 피를

살폈다.

경기도를 폭넓게 바라볼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다.

기지촌을 무대로 한 ‘기지촌문학’ 역시도 그 흐름에서

『장소의 기억을 꺼내다-경기도의 문학지리』(사회평론,

대준 장소를 머금고 있다. 문학지리학은 특정 지역에서

해방이후 작가들은 ‘분단’으로 파생된 상황들과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2007)이다. 경기도미술관은 ‘2015 경기도미술관

꽃핀 문학적 자산을 살피고 그 지리의 위치, 지형, 인심,

특별기획전’ <경기팔경과 구곡>에서 문학지리의 개념을

풍속, 인물, 기후, 생태, 역사, 지역의 방언분화, 공동체의

기획자문회의는 총 11차에 걸쳐서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경기도는 물론, 한국작가회의, 한국문인협회,

그로부터 야기된 소재들에 접근함으로써 삶의 진솔한

현대문학회 등의 협조를 받아 귀한 자료를 섭외할 수

이야기들을 담아낼 수 있었고, 그것은 경기현대문학의

같이 경기도를 단 한 번에 인지할 수 있었던 열쇳말

살폈고, 경기천년 도큐페스타의 일환으로 기획되는

체험 등을 전체로 아우르며 그 뜻을 묻는다. 어떤 특정

있었다. 또한 경기현대사의 첨예한 사건이었던 세월호,

중요한 특질을 이루고 있다. 그 특질의 일부를

중의 하나는 바로 ‘분단’이었다. 한반도의 중심을

<경기 아카이브_지금,>도 그 개념을 사용하였다.

장소-세계가 문학 상상력에 어떻게 상상의 살과 피를

매향리, 대추리․도두리를 주제로 다룬 문학 작품들을

소개한다.

가로지르는 휴전선, 38선, DMZ의 지정학적 위치는

문학지리학은 넓은 의미에서 예술지리학으로 읽혀도

만들고, 미학적 숨결을 불어넣었는가를 따지고 캐는

물론이거니와, 생소한 개성시, 개풍군, 장단군을

무방할 것이어서 이번 전시 전체의 ‘바탕개념’이 되었다.

것은 삶을 의미 있게 살아내려는 노력에 수렴된다.

경기문학사에서 마주하는 탓이기도 할 것이다.

책에서 주요 개념을 발췌하여 싣는다.

산다는 것은 행위와 의도의 중심점으로서 장소들을

별도 섹션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장사 수완이 뛰어났던 송도의 상인들을 ‘송상’이라
불렀다. 송상은 또한 개성상인의 다른 이름이다. 고려와

총 500여점에 이르는 시집, 소설집, 작품집은

이번 전시를 준비하면서 마치 찰나의 깨달음과도

│

135.8×442.2cm, 19세기 전반, 보물 제1394호,

3. 한양도성도(漢陽都城圖), 종이에 채색,

호암미술관 소장
돈의문 밖에 있던 경기 감영과 주변의 모습을 대형 화면에
사실적으로 그렸다. 북악산과 인왕산을 배경으로 경기
감영과 관찰사의 행차 모습, 경기 중영의 군사 훈련 모습,
의주로 통하는 대로와 무악재·영은문·모화관, 주변의 민가,
행인의 모습 등을 위에서 내려다 본 부감법으로 묘사하였다.

 장소로서의 고향

어딘가에 거주를 한다는 뜻이다. 발을 딛고 숨을 쉬며,

시인이 “모란꽃 이우는 하얀 해으름 / 강을 건너는

몸을 부려 삶의 터전을 일구고 사는 그곳이 ‘낙원’이든

청모시 옷고름 / 天桃山 / 수정그늘 / 어려 보랏빛 /

‘지옥’이든 ‘무릉도원’이든 거주의 자리는 하나의 장소다.

모란꽃 해으름 청모시 옷고름”(박목월, <모란여정>)라고

장소는 더도 덜도 아닌 엄연한 실존의 조건이요, 토대다.

노래할 때 두드러지는 것은 모란꽃이 이우는 늦은 봄

128.7×103.2cm, 19세기 전반, 호암미술관 소장
현재까지 전하는 서울 지도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정밀한 지도로 꼽을 수 있는 옛 지도이다. 제목은
‘한성도(漢城圖)’로 되어 있다. 북쪽의 도봉산을 배경으로
삼각산에서 시작해 남쪽의 한강까지, 그리고 서쪽의
사천(沙川 : 모래내), 동쪽의 중랑천까지, 조선 후기 한성부
행정 구역 전체를 그리고 있는 지도이다. 붉은 색의 길을
파란 색의 산지와 하천이 서로 대비를 이루도록 마치

 선 후기의 복합지도첩 『동여비고(東輿備考)』
2. 조

‘혈맥(穴脈)’처럼 표시하였다. 큰 길(大路)은 굵은 선으로,

실려 있는 「국조팔도총도(國朝八道摠道)」

사람은 누구나 땅과 더불어 산다. 땅에 산다는 것은

이런 세 가지의 역사적 사실들을 종합할 때 1682년(숙종

8)에 제작된 것으로 생각된다.

 기감영도(京畿監營圖), 종이에 채색,
1. 경

[1책 57장, 보물 제1596호(2008년 12월 22일 지정)]에

 왜 문학지리인가

최인훈, 광장.구운몽, 문학과지성사, 2005.

초판발행은 1976년 8월 25일

황석영, 대하소설 장길산 전집 부분

의식이며, 사람의 현전 그 자체다. 그 기반 위에서 우리는

옛 지도 명제표

오른쪽의 제1폭 중간에 보이는 문이 돈의문이다.

겪어낸다는 것이다. ⤷ 21쪽

장소는 삶의 기반이자 그것에 불가피하게 연루되는

│

작은 길(小路)은 가는 선으로 표시해서 길의 크기를
나타냈는데, 다른 어느 지도보다도 세밀하게 그렸다.

『동여비고(東輿備考)』는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해진 뒤 보랏빛 산그늘이 내리는 어느 고장의 그윽한

에서 따온 듯하다. 동국의 동(東)자와 『여지승람』의

4. 조
 선 후기의 복합지도첩 『동여비고(東輿備考)』

여(輿)자를 취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고(備考)’는 “『동국여지승람』을 이용하는데 참고가
되는 지도”라는 뜻이다. 『동여비고』는 32여 종의

스스로를 주체로서 정립한다. 비약하면, 사람은 장소를

없는 안정감과 더불어 근원적 질서감을 느끼는 것은

가짐으로써 비로소 사람이다. ⤷ 9쪽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우리가 겪은 고향의 모습과

간략하게 그린 지도이다. 가운데는 수도인 한성을 사각형

33㎝∼68㎝이고 세로는 37㎝∼42㎝으로 지도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다. 이 책은 일종의 도별도(道別圖)이면서,
군현도(郡縣圖)이기도 하다. 책의 앞쪽에는 역사 지도를

닮은 데서 오는 친밀감 때문이다. 고향은 그곳에서

 문학지리학의 범주

나고 자란 사람과 별개의 것이 아니다. 고향은 ‘나’의

“산천은 의구한데 인걸은 간 데 없네”라는 옛 시인의

정체성은 본질이요, 근원인 까닭에 세계를 향해

배치했고, 그 뒤에는 「도성도」 등의 특수 지역도 넣었다.
그렇지만 대부분 도별도와 군현도로 되어 있다. 지도의 편찬
시기는 17세기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세 가지다.

시는 잘못된 정보를 담고 있다. 사람이 바뀌면 당연히

나가는 출발점이고, 외부로 뻗는 ‘나’라는 존재의

땅도 바뀐다. 거기 살던 인걸이 사라지고 새로운

시원(始原)이다. 이렇듯 문학들은 그 장소들에 뿌리를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산다면, 그 산천도

내리고 피어나는 꽃이요, 열매다. ⤷ 22쪽

형세, 흙의 빛깔, 초목의 우거짐, 물의 들고남, 취락의

문학지리학은 문학 작품 속에서 지리적 공간에 대한

모양이 총체적으로 어우러진 장소-세계와 교감하고,

경험과 의식이 어떻게 표현되었는가를 살피는 일이다.

그때 파생하는 생기와 감응을 제 것으로 삼을 때

1907년 영국의 샤프란이 이 용어를 자신의 저서의

장소-세계는 주체의 내면을 규정하는 외연으로

제목에 붙임으로써 처음 세상에 나타난다. 나중에

작동한다. 옛 사람들은 지형지세가 순하고 풍광이

“지리학적 현상으로서의 문학 작품을 연구하는 것”으로

수려한 곳에서 인재가 난다고 믿었다. 산천이 사람의

그 의미가 확장하였다. 지리적 공간이라는 용어는

심성을 규정하고, 참 사람을 만든다는 믿음에서

단순히 실재와 인지의 대상인 장소, 혹은 지도상의

산수인물양육론(山水人物養育論)이 나온 것이다.

공간만을 뜻하지 않는다. 장소는 모든 삶의 발현의

⤷ 15쪽

자리며, 이 세계와 어떤 형태로든 관계를 맺고 삶에

『동람도』의 지도보다 더 소략하다. 산과 땅은 일부 대표적인
것만 그렸고, 물줄기는 본류와 지류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았다. 좌도와 우도의 경계선을 흑선으로 그렸고, 군․현의
이름 옆에는 좌도와 우도의 구분해서 쓰여 있다.

※지
 도 설명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을 참조하여 쉽게
풀어썼다.

백두산에 세워지는 정계비의 표시가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그 이전에 제작되었다.
둘째, 강화도의 돈대(墩臺)가 49개로 되었다는
점이다. 강화도의 돈대는 1678년(숙종 4)에 쌓기 시작하여

1682년(숙종 8)에 49개의 돈대가 완성된 점으로 돈대 완성
이후에 제작되었다.
셋째, 경상도 「북부주현도」에 영양현(英陽縣)이
기록되어 있으나, 순흥부(順興府)는 표시가 없다는

의미를 부여하는 실체다. 사람은 심오하고 다양하게

점이다. 영양현은 1681년에 설치되고 순흥부는 세조때
폐지되었다가 1682년에 다시 설치되었다.

분화된 의미의 공간을 경험하면서 살아간다. ⤷ 33쪽

2. 조선 후기의 복합지도첩 『동여비고(東輿備考)』 [1책 57장,
보물 제1596호 (2008년 12월 22일 지정)]에 실려 있는

「경기도좌우주군총도(京畿道左右州郡摠圖)」

3. 한양도성도(漢陽都城圖), 종이에 채색, 128.7×103.2cm,
19세기 전반, 호암미술관 소장

4. 조선 후기의 복합지도첩 『동여비고(東輿備考)』 [1책
57장, 보물 제1596호 (2008년 12월 22일 지정)]에 실려 있는

「국조팔도총도(國朝八道摠道)」

장석주, 장소의 기억을 꺼내다 경기도의 문학지리,

사회평론, 2007

소설가 황석영 작가의 육필원고, 대하장편소설 장길산의 마지막 문장이다.1,2

김명인 시집, 동두천, 문학과지성사, 2013.

초판발행 1979년 10월 25일

 장소의 의미와 본질

개성부도 직사각형으로 부각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慶德宮)으로, 소의문(昭義門)을 소덕문(昭德門)으로

북한산성(北漢山城)의 표시가 없거나 1712년(숙종 38)에

형편과 마음도 변하는 게 정한 이치다. 사람과 땅은

모습으로 부각시켜 표시하였다. 고려의 도읍이었던

첫째, 「도성도」의 내용 중 경희궁(慶熙宮)을 경덕궁

표기하고 1711년(숙종 37) 북한산에 축조되는

따라서 변한다. 땅이 바뀌고 그에 따라 사람들의 살림

실려 있는 「경기도좌우주군총도(京畿道左右州郡摠圖)」
조선시대 경기도의 좌도와 우도에 속한 군과 현의 위치를

지도를 60면으로 나누어 한 책에 수록했다. 가로는

풍경이다. 향토의 한때를 묘사한 이 시에서 알 수

[1책 57장, 보물 제1596호(2008년 12월 22일 지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