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 순
시간

일정

13:00~13:30

‘30

등록 및 접수

13:30~13:50

‘20

• 축 사 : 유진섭(정읍시장)
이흥재(무성서원 부원장)
• 개회사 : 김선기(전북연구원장)

13:50~14:20

‘30

비고

사회:김동영
(전북연구원)

<기조발제>
한국 서원의 세계유산 등재와 무성서원
-이해준(공주대)

14:20~14:45

‘25

<주제발표 1>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 방향과 활용방안
-박성진(서원통합보존관리단)

14:45~15:00

‘15

휴식 및 장내정리

15:00~15:25

‘25

<주제발표 2>
대구·경북 지역의 서원과 활용 방안

15:25~15:50

‘25

15:50~16:05

‘15

사회:윤상원
(전북대)

[국학진흥원의 역할을 중심으로]
-최주희(덕성여대)

<주제발표 3>
무성서원의 역사문화 활성화 방안
-박정민(전북연구원)

휴식 및 장내정리
<종합토론>
김성희(국사편찬위원회), 김학수(한국학중앙연구원),

16:05~17:50 ‘105 이규철(한국외대), 한문종(전북대), 허인욱(한남대),
홍성임(전북도의원)

좌장:이동희
(전주역사박물관)

기 조 발 제
한국 서원의 세계유산 등재와 무성서원
-이해준(공주대)

【기조발제】

한국 서원의 세계유산 등재와 무성서원

이해준1)(공주대 명예교수)
■ 목차
1. ‘한국 서원’의 세계유산 등재
2. ‘한국 서원’의 세계유산 가치
3. ‘무성서원’의 창건과 역사
4. ‘무성서원’의 유산 특성과 가치

1. ‘한국 서원’의 세계유산 등재
한국의 서원은 2009년 9월 문화재청과 ICOMOS 한국위원회, 문화재위원회, 학계,
단체 등의 8인이 모여 서원의 세계유산 등재 가능성에 대한 검토 자문회의를 시작으
로 세계유산 등재의 시도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리고 2010년 4월 15에는
이코모스한국위원회 사무실에서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잠정목록 개발을 위한 회의를
하였는데, 그때 내가 “한국 서원의 문화유산 가치”란 제목으로 발제를 하였던 것이
되살아난다.
그리고 그해 10월 4일에는 이배용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등재 추진준비
1차 회의를 개최하여 제반 준비 사항 등에 대하여 검토를 하였고, 이어 문화재청 및
9개 서원 원장과 연석회의를 통하여 잠정목록 등재를 위한 서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방안, 추진 로드맵과 한국의 서원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
예산 확보 방안, 추진 일정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그리하여 추진위원회는 분과위원장, 각 서원 원장, 유관기관장으로 구성하고, 경북,
경남, 충북, 충남, 전남, 대구 등 6개 지방자치단체와 MOU 체결을 추진하고, 마침내
대통령 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위원장 이배용)는 2011년 4월 ‘한국의 서원’을 유네스
코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 위해 ‘등재추진 준비위원회’를 발족하였다.
등재추진 준비위원회에서는 2011년 9월 11일 문화재청에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잠정목록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10월 28일에는 ‘한국서원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주제
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고, 12월에는 ‘한국 서원문화재의 보존관리 현황과 미래’라
1) (현) 공주대학교 명예교수.
목포대 교수(81-94), 한국역사민속학회 회장(96-98),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99-01), 역
사문화학회 회장(08-10), 공주대 문화유산대학원장(11-13), 한국서원학회장(11-14), 충남역
사문화연구원장(13-14), 문화재청 문화재위원(05-15), 공주대 사학과 교수(94-19)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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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제로 워크숍을 가지기도 하였다. 그해 12월 9일 문화재청은 외교부를 통해 유네
스코에 한국의 서원의 세계유산 잠정목록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를 검토한 유네스
코에서는 2010년 1월 10일 한국의 서원을 ‘잠정목록’으로 공시하였다. 이에 따라 본
격적인 세계유산등재 추진준비위원회가 가동되었고, 2012년 4월 18일에는 등재 추진
을 위한 지자체와 9개 서원, 전문가의 MOU 체결식과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추
진단’이 발족식이 이뤄진다.
그리하여 2013-2014년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국내, 국제 학술회의를 4회에
걸쳐 개최하고 기초조사와 학술자료집을 발간하게 된다. 서원총서 1 『한국의 서원문
화』와 서원총서 2 『한국의 서원유산』(9개 서원)에 이어 『한국의 서원(영문본), 『한국
의 서원도면 및 사진집』, 『한국의 서원도록』(고문서, 현판, 제향), 그리고 9개 한국의
서원 활용 책자도 발간 등이 바로 그것이다.
2013년 11월에는 문화재위원회에서 한국의 서원이 ‘2015년도 세계유산 등재신청’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이에 따라 (재)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이 발족하게 되고
활발한 준비 활동을 추진하였다. 2013-2014년 국외전문가를 초청하여 검토와 자문을
받는 작업을 거쳐, 등재신청서 작업에 매진하였고, 2015년 1월 21일에 세계유산센터
에 등재신청서를 제출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그해 9월에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ICOMOS)의 현지실사단이 와서 9개 서원들을 실사하였고 보완자료를 요청하여 제출
하였다. 그러나 2016년 4월 ICOMOS 회의에서 ‘반려(Defer)’ 의견을 보내왔고 이에
따라 세계유산 신청을 ‘자진 철회’하기에 이르렀다. 당혹스런 결정이기도 하였지만,
당시의 반려 사유로는 1) 연속유산을 이루는 유산 구성논리, 국외유산과의 비교, 2)
유산의 경계 설정, 3) 서원 현장에서의 해설, 홍보 등이 지적되었다.
이에 세계유산 자문기구인 이코모스의 자문실사를 받아, 신청 내용에 대한 보완을
지속했고, 2017년 7월 문화재위원회에서 다시 ‘2018년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신
청’ 대상으로 '한국의 서원'을 선정하고 마침내 2018년 1월 최종 등재 신청서를 유네
스코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코모스의 신청서 검토와 현지 실사가 1년여 동안 진행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2019년 7월 6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43차 세계유산총회
에서 「한국의 서원」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결정되었다. 유네스코 등재기준
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입증할 OUV(Outstanding Universal Value) Ⅲ에 해당되
는 유산으로 인정받았던 것이다. 바로 기준 (ⅲ)에 해당되는 “문화적 전통, 또는 살아
있거나 소멸된 문명에 관하여 독보적이거나 적어도 특출한 증거”로 완전성과 진정성
을 갖추었음이 인정된 것이다.

2. ‘한국 서원’의 세계유산 가치
우리나라에서 14번째로 세계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서원은 모두 9곳의 연속유산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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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영주 소수서원, 안동 도산서원, 병산서원, 경주 옥산서원, 대구 달성 도동서원, 함
양 남계서원, 장성 필암서원, 정읍 무성서원, 논산 돈암서원이었다.
이들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인성의 중시, 선현에 대한 존중, 그
리고 탁월한 목조 건축미와 수려한 자연과 인간의 조화, 상호간의 소통을 기초로 한
전통교육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9
개 서원은 한국서원의 기능과 특징들을 복합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그 특성을 종합,
복합적으로 보여준 대표 서원들이라는 점이 세계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것이다.
등재의 신청서를 통하여 한국의 서원이 지닌 세계유산 가치는
한국의 서원은 조선시대 성리학 교육 시설의 한 유형으로, 16세기 중반부터 17세기
중반에까지 향촌 지식인인 사림에 의해 건립되었다. 이 유산은 교육을 기초로 형성
된 성리학에 기반 한 한국 사회 문화 전통의 특출한 증거이다. 이 유산은 동아시아
성리학 교육기관의 한 유형인 서원의 한국적 특성을 나타낸다.
고 요약되었다. 그리고 탁월한 보편적 가치, 등재기준, 완전성과 진정성은 다음과 같
이 나누어 강조되었다.
○ 탁월한 보편적 가치
신청유산은 향촌 지식인들에 의해 16세기 중반부터 17세기 중반 사이에 건립된 소
수서원, 남계서원, 옥산서원, 도산서원, 필암서원, 도동서원, 병산서원, 무성서원, 돈
암서원 등 9개 서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은 전국에 걸쳐 분포되어 있다.
이 유산은 중국으로부터 전래되어 한국 사회의 많은 부분에 기초가 되었던 성리학
교육을 증진한 교육기관의 탁월한 증거이다. 서원에서 향촌 지식인들은 교육을 효
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교육 체계와 유형적 구조물들을 창조하였다. 그들은 성리
학 경전과 연구를 수행하였고, 세계에 대한 이해와 이상적 인간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들은 향촌사회의 선현들을 제향 하였고, 제향인물을 통해 강한 학문
적 계보를 형성하였다. 또한, 향촌 지식인들은 이 유산을 기초로 다양한 사회적・정
치적 활동들을 통해 성리학이 사회 전반에 전파되는데 기여하였다.
이 유산은 동아시아에 전파되었던 성리학이 지역화 되고 변영된 독특한 과정을 통
합적으로 보여준다. 이 유산은 한국에서 서원 건축의 정형화에 의해 완성된 독특한
문화전통을 나타낸다. 9개로 구성된 이 유산은 한국 서원의 특성과 발전을 보여주
며, 서원이 건축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통해 발전하였는지 각각의 과정을 통해 보여
준다.
[등재 기준]
(iii) 신청유산은 조선시대 교육 및 사회적 활동에서 널리 보편화되었던 성리학의 탁
월한 증거이다. 이 유산은 16세기 중반부터 17세기 중반 사이에 건립되었으며,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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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을 기초로 형성된 독특한 역사 전통과 성리학의 가치를 나타낸다. 향촌 지식인들
은 이 유산을 통해 성리학 교육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한 교육 체계와 건축물을
창조하였으며, 전국에 걸쳐 성리학이 전파되는데 기여하였다.
(iv) 신청유산은 한국 서원 건축 유형의 탁월한 사례를 보여준다. 서원 설립 운동의
초기단계에서 건축 유형을 정형화하는 노력들은 급속하게 성장하였으며, 이후 건립
되는 서원에 영향을 끼쳤다. 이 유산은 강학, 제항, 교류를 수행하기 위한 강당, 사
우, 누각 등의 건축물들을 적절하게 구성하였다. 건축 배치는 지형, 경관, 기단, 담
장과 문을 통해 구현하였다.
[완전성]
신청유산은 한국의 성리학의 발전과 서원 유형의 정립과정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서원 9개로 구성되어 있다. 각 구성요소는 집합적으로 신청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여주며, 각각 하나의 온전한 서원으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완전성
을 갖추고 있다.
신청유산은 조선시대 서원의 필수 공간 요소인 제향공간, 강학공간, 교류와 유식공
간을 구성하는 각 건축물뿐만 아니라 원래의 지형, 주변환경을 온전하게 유지하고
있다. 제향공간을 구성하는 사우와 사우 내부의 위패, 전사청 등이 온전하게 존재하
며, 강학공간을 구성하는 강당과 재사, 도서관, 각 건물의 편액 등이 온전하다. 누
각 등 회합 및 유식공간의 구성요소 역시 온전하며, 주변의 경관, 지형 등이 온전한
모습으로 남아 있다. 서원 주변의 경관 중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입증할 중
요한 부분은 모두 유산구역이나 완충구역에 포함되어 있다.
[진정성]
신청유산은 형태와 디자인, 자재와 구성물질, 전통적 기법과 관리체계, 입지와 주변
환경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진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신청유산은 서원 설립운동의
초기에 해당하는 16세기 중반부터 약 1세기 기간 동안 건립된 대표적 서원으로서,
역사발전 과정에서 훼철되지 않고 원형을 유지하였다. 제향자의 연고 및 경관을 포
함하는 입지 환경, 제향공간, 강학공간, 교류와 유식공간의 건축 배치, 각 건물의
유형적 형태, 목재와 기와를 사용하는 물질 구성, 보존 관리의 체계 등을 원래의 모
습으로 유지하고 있다.
형태와 디자인 측면에서 신청유산은 서원 역사의 건축적 구현을 보여준다. 한국의
서원은 제향, 강학, 교류와 유식 공간의 유기적 결합을 하나의 전형적인 형태로 완
성하였고, 이를 지금까지 변형 없이 완벽하게 유지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목조 건
축기법과 좌식형 생활 관습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건축 형태를 만들어 내었다.
자재와 구성물질, 전통적 기법과 관리체계 측면에서, 신청유산은 서원 설립 당시의
건축적 결과물을 그대로 입증하고 있다. 현재까지도 조선시대 건축기법과 자재로
최소한의 보수를 해오고 있으며, 진정성과 완전성을 해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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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기법으로 영건하였던 원형을 따라 현재는 공인된 기술인력과 훈련받은 장
인들에 의해 최소한의 보수를 행한다. 신청유산은 문화재청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며, 전승되어오는 전통 기술을 적용한다. 목조건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흰개미, 부식, 화재 등에 대해 공인된 전문집단의 관리를 받고, 예방조치를 한다.
신청유산은 기록유산, 무형유산에 속하는 것들도 잘 보존, 전승하고 있다. 서원을
거쳐간 인물들이 남긴 전적, 문집, 기문, 목판 등은 잘 보호 관리되고 있으며, 제향
은 지금까지 창건 당시의 모습 그대로 계승되어 시행되고 있다. 기록유산과 무형유
산 모두 개별 유산들이 지속된 전통을 보여준다.
한국의 서원은 16세기 중반부터 17세기까지 조선시대 지방 지식인들에 의해 건립
된 대표적인 사립 성리학 학교이다. 연속유산으로서 9개의 서원들은 한국 성리학 교
육기관의 전형으로서 서원의 특징을 잘 보존하고 있는 유산이다. 이들은 한국의 서원
이 하나의 유형으로 정립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사례이며, 이들을 통해 한국 서
원의 가치를 설명할 수 있다.
· 소수서원(1543년 건립)은 한국에서 가장 먼저 설립된 서원이다. 한국 서원의 강학,
제향과 관련된 규정을 최초로 제시하여 이후 건립되는 서원에 영향을 주었다. 이와
관련된 문헌 자료도 풍부하다. 소수서원은 교육기관으로서 서원이 강학, 제향, 회합과
유식 등의 기능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 남계서원(1552년 건립)은 한국에서 두 번째로 건립된 서원으로 지역의 사림들만에
의해 설립된 최초의 사례이다. 건축적으로는 한국 서원 건축의 정형적인 배치방식이
처음 등장한 사례이다. 각각의 주요 영역을 구분하여 하나의 축선 상에 배치한 것은
이후 건립되는 서원 배치방식의 전범이 되었다.
· 옥산서원(1573년 건립)은 출판과 장서의 중심기구로서의 서원의 역할을 정립하였
다. 건축적으로는 서원 영역의 앞에 누마루를 도입하여 회합 및 유식의 기능을 효과
적으로 수행하였다. 옥산서원 이후 서원에 누마루를 설치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 도산서원(1574년 건립)은 서원이 학문과 학파의 중심 기구로 발전하는 한국 서원
발전의 과정을 입증한다. 제향인물의 강학처를 기반으로 건립되었으며, 강당이 비대칭
으로 구성된 특징이 있다. 탁월한 자연 경관으로 인하여 일대의 경관을 묘사한 다양
한 작품들이 남아 있다.
· 필암서원(1590년 건립)은 한국의 동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된 서원 운동이 서
남부지역까지 확산되는 과정을 입증한다. 기록물을 통해 서원의 경제적 운영방식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다. 이전의 서원들이 경사지형을 이용하던 것과는 달리, 이 서
원은 평탄한 지형에 적합한 건축물 배치 방식을 적용하였다.
· 도동서원(1605년 건립)은 서원 교육 방식의 구체적인 양상을 입증한다. 경사지를
활용한 서원의 건축 배치를 탁월하게 구현하였다. 건축물별로 여러 개의 단을 조성하
여 외부의 자연경관을 시각적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활용한 것은 경사지 서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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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 기법을 잘 보여준다.
· 병산서원(1613년 건립)은 서원을 교육기관으로서만이 아니라 만인소 등 사림의 공
론장으로도 확대된 사림활동 중심지로서의 서원의 기능을 입증한다. 많은 학자들의
수용이 가능한 큰 규모의 만대루는 자연경관과의 조화가 탁월하다.
· 무성서원(1615년 건립)은 한국 서원의 발전과정에서 성리학 이념이 지역단위의 지
식인 집단을 중심으로 사회 전반에 확대되는 단계에 속한다. 성리학적 사회질서를 구
축하고 향촌을 교화하고자 교육과 사회적 근거지에 설립되었다.
· 돈암서원(1634년 건립)은 성리학의 실천 이론인 예학을 한국적으로 완성한 거점으
로서, 응도당을 정침이론에 맞추어 만들었다. 응도당은 정침이론을 한국의 건축언어로
재해석하여 완성한 뛰어난 건물로서 한국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사례이다.
신청유산 9개 서원은 한국서원의 특징과 역사를 통합적이고 연속적으로 증명하며,
이를 종합하면, 9개의 대표적인 서원으로 구성된 신청유산은 16세기 중반 서원 제도
의 도입으로부터 시작하여 한국 사회에서 서원이 정착되어 나가는 역사와 건축의 성
취를 증명한다. 신청유산은 성리학이 동아시아 전역에 확산되어 지역적인 특색을 가
지며 꽃피운 중요한 사례라는 가치를 갖고 있다. 신청유산은 건축적으로 한국 서원의
정형을 뚜렷하게 완성하여 이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전통을 건축적으로 구현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갖추고 있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 등재기준, 속성
구분

criterion(iii)

criterion(iv)

서원발전

교육체계

강학특성

제향특성

사림활동 건축적 특징

입지

배치

건축물

경관

1.소수서원

제도도입

●

●

●

◎

건축요소

●

◎

●

●

2.남계서원

설립주체

●

◎

●

●

배치방식

●

●

●

◎

3.옥산서원

출판활동

●

◎

●

●

누각도입

◎

●

●

●

4.도산서원

학맥형성

◎

●

●

●

경관구현

◎

●

◎

●

5.필암서원

운영방식

●

◎

●

◎

평지특성

●

●

◎

◎

6.도동서원

교육체계

●

◎

●

◎

경사특성

●

●

◎

●

7.병산서원

사회활동

◎

◎

●

●

누각특화

◎

◎

●

●

8.무성서원

교화활동

●

◎

◎

●

입지특화

●

◎

◎

◎

9.돈암서원

예학심화

●

●

●

◎

강당특화

◎

◎

●

◎

● 탁월한 충족

◎ 평균수준의 충족

3. 무성서원의 창건과 역사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무성서원(武城書院, 사적 제166호)은 전라북도 정읍시 칠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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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성리(구 태인현 고현내면 원촌리)에 위치한다.
무성서원은 1868년 대원군의 서원훼철령에도 훼
철되지 않은 47개 서원 중 하나로, 1615년(광해
7) 태산서원으로 규모를 갖춘 후 1696년 사액을 요청
하는 상소를 올려 ‘무성’이라 사액을 받았다.
무성서원은 2019년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9개
서원 중 유일하게 조선시대가 아닌 통일신라시
대의 인물 고운 최치원을 제향하는 서원이다. 또
한 추배한 인물들도 지방관과 교화, 흥학 행적을
보인 인물들로 특별한 성격을 대표하고 있다.

무성서원 전경

또 무성서원의 입지는 다른 서원들에 비해 독

특하게 마을 한 가운데에 위치하며, 건축물도 최소한의 건축구성으로 순수하고 검박한
모습을 하고 있다. 이는 서원이 향촌민과 함께 하면서 지역문화를 선도하며, 지식인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려는 의미를 읽을 수 있게 한다. 그리고 무성서원은 ‘무성
현가’와 현가루(絃歌樓)로 상징되는 예(禮)와 악(樂)으로 백성을 교화한 대표적 서원,
한말 강학적 전통을 강화하였고, 최익현과 임병찬을 중심으로 하는 한말 전라의병의
봉기 거점으로도 유명한 서원이다.

○ 무성서원 연혁 ○
887년(통일신라) 고운 최치원 태산군수 부임, 월연대에 생사당 건립
1483년(성종 14) 현 위치에 서당 건립
1485년(성종 16) 생사당을 현 위치로 이건하고 태산사로 개칭
1510년(중종 5) 송세림이 강당과 동·서재 건립(향학당)
1543년(중종 38) 신잠 현감이 부임, 강학(4부 흥학당 창건)
1615년(광해 7) 태산서원 건립, 최치원과 신잠 합향
1630년(인조 8) 정극인, 송세림, 정언충, 김약묵 추배
1675년(숙종 1) 김권 추배
1696년(숙종 26) 도내 유림 통문으로 청액소 올림(202명), ‘무성(武城)’으로 사액
1783년(정조 7) 무성서원 중수
1784년(정조 8) 쌍계사(雙溪寺)로부터 최치원의 영정 이안
1828년(순조 28) 현감 徐灝淳의 지원으로 대대적인 중창
1831년(순조 31) 최치원 영정 개모
1834년(순조 34) 계원필경집 중간
1847년(헌종 13) 무성서원 중수
1868년(고종 5) 서원 철폐령으로 복호ㆍ보노를 삭제
1873년(고종 10) 강습례 실시(1880년까지 총 20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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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5년(고종 12) 무성서원 중수
1884년(고종 21) 崔成在 등 『武城書院誌』 간행
1887년(고종 24) 강수재 창설
1891년(고종 28) 현가루 창건
1906년 병오창의, 토적소를 올림
1917년 무성서원 중수
1930년 무성서원지 중간
1936년 현가루 중수
1965년 강수재 중수
1968년 무성서원 사적 제166호로 지정
1997년 현가루, 강수재, 강당, 사당, 내삼문, 담장 보수
2019년 세계유산 지정

1) 흥학의 전통과 서원 창건
고운 최치원(崔致遠)과 태산사 : 무성서원은 고운(孤雲) 최치원(崔致遠, 857~?)의
생사당(生祠堂)에서 그 유래가 만들어졌다. 잘 알려지듯이 최치원은 12세 때 당나라
로 유학하여 문장으로 이름을 떨치고, 황소의 난이 일어나자 「토황소격문(討黃巢檄
文)」을 지어 천하의 문장가로 이름을 떨쳤다. 28세가 되던 884년(헌강왕 10) 귀국하
여 왕의 총애를 받아 당나라에 보내는 각종 문서를 맡아 작성하는 임무를 맡았다.
885년 헌강왕이 승하하면서 태산(泰山, 지금의 태인) 군수로 부임하여 이 지역과 인
연을 맺었다.
태인사람들은 최치원의 태산현감 부임과 그의 ‘현가지성(絃歌之聲)’의 유풍을 백세
토록 전하고자 월연대(月延臺, 현재 무성리 성황산 서쪽 능선)에 생사당을 지어 모셨
다고 전한다. 고려 말에 폐지되었다고 하는 최치원의 생사당
에 대하여는 아쉽게도 그 상세한 내력이 전하지 않는다. 고
려시대에는 지역마다 인물신이 지역신[성황신]으로 모셔졌는
데, 최치원도 그런 사례의 하나였을 것이다.
최치원은 태산현감으로 재임하는 동안 이 지역에 여러 유
적들을 남겼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피향정(披香亭)과 유상
대(流觴臺)이다. 보물 제289호로 지정된 피향정(정읍시 태인
면 태창리)은 최치원이 풍월을 읊으며 거닐던 연못가에 세워
진 것으로 뭇사람들에게 ‘호남에서 제일가는 정자’로 일컬어
최치원 영정

지는 명소이다. ‘피향(披香)’은 향기가 무럭무럭 풍긴다는 의
미인데, 지금도 정자 앞 연못에는 향기 좋은 연꽃이 가득하

며 점필재 김종직, 석천 임억령, 청음 김상헌, 기암 정홍명, 문곡 김수항 등 조선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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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명인사들의 제영시들이 함께 전한다. 유상대(流觴臺)는 최치원이 검단대사(檢丹大
師)와 더불어 ‘유상곡수(流觴曲水)의 풍류’를 즐기던 곳이라고 전하며, 그 유서를 기려
1682년(숙종 8) 현감 조상우가 돌로 쌓고 부제학 조지겸이 비문을 지었다. 퇴락하여
유지만 남았던 곳에 1919년 태인 유림들이 유지에 감운정(感雲亭)을 세워 기리고 있
다.
만년에 합천의 가야산에 들어가 그곳에서 남은 생애를 마친 최치원은 한국유학 최
초의 도통(道通)으로 추앙받는 인물이며, 당대 저명 선종 승려들의 탑 비문인 「사산비
명(四山碑銘)」을 쓴 것으로도 유명하다. 저서로 『계원필경(桂苑筆耕)』 20권이 전한다.
1020년(고려 현종 11)에는 문창(文昌)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정극인(丁克仁)과 신잠(申潛)의 흥학 활동 : 최치원의 생사당은 조선조에 들어와 새
로운 모습으로 거듭났다. 1483년(성종 14)에 불우헌 정극인이 향학당(鄕學堂)을 마련
했던 곳에 월연대에 있던 고운의 생사당을 옮기고 태인의 옛 지명을 따라 ‘태산사(泰
山祠)’라 이름을 짓는다. 이 태산사가 바로 무성서원의 전신이 되는 곳으로, 태산사는
생사당과 향학당이 결합한 특수한 유서를 가진다.
불우헌 정극인(丁克仁, 1401~1481)은 우리나라 최초의 가사(歌辭) 작품으로 잘 알
려진 「상춘곡(賞春曲)」의 저자로 유명한 인물이다. 그는 태학생으로 세종이 흥천사(興
天寺) 사리전(舍利殿) 수리와 불가 법회에 대하여 태학생들과 함께 권당(捲堂: 동맹
휴학)을 일으켜 부당함을 상소하다 함경도로 유배되었고, 유배에서 풀려나자 1437년
(세종 19) 부인 임씨의 고향인 태인으로 내려와 3칸의 불우헌(不憂軒)을 짓고 은거하
하면서 향리의 자제들을 모아 열성적으로 학문을 가르쳤다.
그러다가 53세 되던 1453년(단종 1)에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태인현 훈도(訓導), 전
주부교수, 성균관 주부, 사간원 헌납, 정언 등을 역임하였다. 그러나 정극인은 세조가
왕위를 찬탈하자 다시 사직하고 다시 태인에서 내려와 향풍(鄕風)을 바로잡는데 애썼
다. 이때 불우헌은 중국 「남전여씨향약」을 본 딴 동중향음주례(洞中鄕飮酒禮)를 실시
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고현동향약의 시초가 되었다. 태인 고현동향약은 이황과 이이
의 향약보다 90여 년이나 앞선 조선 초기의 사례로 시기도 빠르지만, 그 운영 모습을
전하는 다양한 문서자료로 ‘동약좌목(洞約座目)’, ‘향약안(鄕約案)’, ‘동약안(洞約案)’
등 29책이 온전하게 남아 있어, 보물 제1181호로 지정되었다.
그 후 30년이 지난 1510년(중종 5)에는 송세림(宋世琳, 1479∼1519)이 불우헌의
유업을 이어 고현동 향약을 중흥시키고, 향학당을 정비한다. 송세림은 태인출신으로
자는 헌중(獻中), 호는 눌암(訥菴)이다. 20세에 사마시에 합격하고 1503년(연산 9)에
이조좌랑을 역임한 뒤 은퇴하여 향학당 중수하고 후학 양성과 지방 교화에 힘썼던 인
물이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태인현 「향학당조」에는 송세림이 ‘강당과 동․서재를 세
워 학도들을 모아 가르쳤다’는 기록이 보인다. 당시 송세림은 백록동학규를 모범으로
삼아 학규를 제정하였다고 한다.
신잠(申潛, 1491-1554)은 1543년(중종 38) 태인현감으로 부임하여 7년의 재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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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고을 내 동서남북에 4학당(學堂)을 크게 확충하여
흥학의 기반을 조성하고 유교적 교화에 힘쓰는 등 선정
을 베푼 것으로 유명하다. 많은 치적을 남기고 1549년
(명종 4) 간성군수로 이임하였는데 고을의 선비 김원(金
元)과 백삼귀(白三龜) 등의 발의로 선정비(정읍시 태인
면 태창리 소재)를 세워 그 공적을 기렸고, 생사당을 세
워 공적을 기렸다.

고현동약

태산서원과 추배 제향 인물들 : 이처럼 태산사는 정
극인과 송세림, 신잠 등 여러 향현(鄕賢)들이 향촌에서

벌인 강학과 향약활동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후 태산사는 이건 후 130여 년이 지난
1615년(광해군 7)에 규모를 일신하여 서원으로 발전하였다. 그리고 당시 태산사에 모
셔져 있던 최치원과 생사당에 모셨던 신잠을 함께 제향함으로써, 사묘인 태산사와 향
학당이 결합하는 특이한 발전사와 지방관으로서
유학의 진흥과 통치 업적을 남긴 인물들을 제향
하는 특별한 서원의 성격을 보여준다.
태산서원으로의 창건 당시 두 인물을 합향하
고 서원창건을 주도한 인물들은 누구였을까? 정
확한 당시의 자료는 보이지 않지만, 대체로
1602년 고현동향약의 자료에 보이는 인물들이
태산사 전경

대부분 태산서원의 주역들이었다고 추측된다. 이

와 관련하여 광해군과 대북정권의 정치에 항의한 칠광(七狂 : 김대립, 김응빈, 이상
형, 송치중, 김감, 송민고, 이탁)과 송정10현(松亭十賢 : 김응윤, 김관, 이탁, 양몽우,
김정, 송치중, 김감, 김급, 송민고, 김우직) 등 이 지역 사족들을 주목하게 된다.
태산서원에는 1630년(인조 8) 태산사를 창건했던 불우헌 정극인과 흥학을 전통을
수립했던 송세림(宋世琳, 1479~1519)을 추배한다. 그리고 향촌에서 사족활동을 벌엿
던 정언충(鄭彦忠)과 김약묵(金若黙), 그리고 김관(金灌)까지 추배하여 모두 7위를 제
향하기에 이른다.
정언충(鄭彦忠, 1479-1557)은 경주정씨로 자는 양구(良久), 호는 묵재(黙齋)이며 태
인에서 태어났다. 신중한 인품으로 바른 일을 실천함에는 머뭇거리지 않았고, 도학에
힘썼으며 이항(李恒)과 함께 향학을 부흥시켜 향리의 후진 교육에 온 힘을 다한 인물
이다. 김약묵(金若黙, 1500~1558)은 도강김씨로 자는 태용(太容), 호는 성재(誠齋)이
며 1540년(중종 35)에 별시에 급제하여 성균관 직강, 한산군수 등을 역임하고 사성,
집의를 거쳐 1557년(명종 12)에 양주목사로 부임하였다가 이듬해 양주 관아에서 59세
로 세상을 떠났다.
김관(金灌, 1575~1635)은 도강김씨로 자는 옥이(沃而), 호는 명천(鳴川)이며 고현내
에서 태어났다. 향학의 전통을 이어 향학당(鄕學堂)에서 향리 자제들을 가르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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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5년(광해 7)에 진사시에 합격 하였으나 마침 폐모사건이 일어나자 향리에서 송치
중(宋致中), 김감(金堪) 등과 송정십현지회(松亭十賢之會)를 만들어 초야에 묻히면서
정극인과 송세림을 이어 향학당(鄕學堂)에서 향리자제들을 가르쳤다고 한다. 이를 보
면 그가 당시 태산서원의 발전 과정에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며, 그는 1627년
(인조 5) 정묘호란 중에 사계 김장생의 창의에 동참, 의곡(義穀)을 모집하기도 한 인
물이다.
이처럼 최치원과 신잠을 모신 태산서원에 추배된 인물들은 모두 태인의 향현들이
다. 제향인들은 태인 출신이거나 관직, 처향 등으로 태인과 연고를 가진 이들로 고현
동의 향학당을 중심으로 상호간에 학연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혈연으로도 밀접하게
연결된 태인의 사족들이다.

2) ‘무성’ 사액
청액상소와 ‘무성’ 사액 : 1696년(숙종 22) 전라도 유생 202명은 태산서원의 사액
을 청하는 상소를 올려 태산서원은 ‘무성’이라는 사액을 받게 되었다.
태산서원의 사액을 청하는 청액상소에는 전라도 유생 202명이 참여하였는데, 이들
은 1695년(숙종 21) 11월 무성서원에서 향회를 통해 뜻을 모으고 곧 통문을 돌려 의
견을 수합하였고 마침내 이듬해 1월 5일에 사액을 청하는 상소를 올리게 된다. 당시
청액소의 소두(疏頭)는 생원 유지춘(柳之春)이었고, 상소문은 송명연(宋明淵)이 짓고,
김정삼(金鼎三)이 썼다. 청액 상소에서는 사우의 창건이 이미 100여 년이 지났다는
점, 그리고 최치원의 문장과 학업, 종묘 배향을 비롯하여 신잠의 흥학 행적, 정극인
등 향현들의 활동을 적고, 이와 같은 선현들의 행적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액 받지
못한 것을 수치로 여기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직 사액의 은전이 시행되지 않아 사림들이
모두 애석해하고 있으니, 특별히 유사에게 명하여 신속히 사액하여 사우를 빛내게’하여 달라
고 하였다. (『서원등록』 肅宗 22년(1696) 정월 초9일 請額特施)
이에 대해 예조에서는 ‘최치원의 도학은 우리나라에서 뛰어나 이미 성묘聖廟에 배향하였고,
신잠이 학문을 흥기시키고 인재를 육성하여 우뚝하게 유
교의 교화가 있었던 것은 오늘날까지도 고을 사람들에게
그 은덕이 미치고 있습니다. 향현의 경우에 있어서 정극
무성서원 사액 현판

인 이하 5인은 모두 학식이 뛰어나 칭송할 만하여 많은
선비들이 사우를 건립하여 제사 지내니, 선현先賢을 존

경하고 흠모하는 정성을 볼 수 있다’고 하였고, 이 상소문은 1696년(숙종 22) 정월 초9일에
동부승지 심평(沈枰)에 의하여 숙종에게 진달되었으며 그해 2월 9일 ‘무성(武城)’과,
‘태산’(泰山), ‘남천(南川)’이라는 3개의 명칭 중에서 「무성(武城)」으로 사액을 받았다.
태산과 무성은 모두 태인의 옛 이름이고, 남천 또한 태인에 있는 지명이다. 태인은 1409년
(태종 9) 태산과 인의가 합쳐진 명칭인데, 태산군은 본래 백제 대시산군이 신라 때 태산(太山,
泰山)으로 바뀌었으며, 인의현(仁義縣)은 본래 백제 때에는 빈굴현, 부성현라고 하다가 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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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무성(武城)으로 고쳤고 고려 때 다시 인의로 바뀌었다.
이 사액 ‘무성(武城)’은 신라시대 이 지역의 옛 지명이
자, 공자의 제자 자유(子遊)가 다스렸던 지역의 이름
과 같다. 논어(論語) 「양화(陽貨)」편에 ‘현가지성(絃
歌之聲)’의 고사가 있는데, ‘무성현가’가 바로 그것으
로 공자(孔子)가 제자들과 어느 날 무성을 찾아갔는
데, 마을 곳곳에서 거문고에 맞추어 부르는 노랫가락
(絃歌)과 책 읽는 소리를 들렸다고 한다. 무성을 다스
리던 제자 자유가 백성들에게 예악(禮樂)을 교화시키
고 있었던 것이다. 태산(泰山)이라는 옛 지명과 사우
이름이 있었음에도 ‘무성’이라 사액한 것은 공자의 교
무성서원도(채용신 그림)

화사상(敎化思想)과 흥학(興學)과 예교(禮敎)의 전통과
정신을 잇는다는 의미이자 상징이었다.

연액 의절 기록 : 사액이 결정되자 그 해 11월 23일에는 사액사(賜額使)로 예조좌랑
유격(柳格)이 파견되어 연액례를 올렸다. 당시 연액 치제문을 숙종이 내렸고 서원장은
영의정 남구만(南九萬), 경유사는 응교 조상우(趙相愚)였다. 무성서원 소장 고문서 중
『연액기사』에는 1696년(숙종 22) 무성서원 청액소에서 부터 연액시 예관과 원임들의
명단, 예관의 폐백물건, 각읍의 부조기(扶助記), 물력수입기(物力需入記), 각종 축문
등의 기록들이 아주 상세히 수록되어 있다.
당시 전라도순찰사를 비롯하여 태인현감, 정읍현감, 금구현감, 부안현감 등이 아주
다양한 물품을 지원하고 있고 정읍향교를 비롯하여 인근의 향교와 고암서원, 남고서
원 등의 서원에서도 전곡을 출연하였다.

4. 무성서원의 유산 특성과 가치
1) 무성서원의 경관과 건축 구성
마을 속 경관과 간결한 건축 구성 : 무성서원은 다른 서원들과 달리 향촌 내, 그것도
마을의 중심부에 자리 한 매우 이례적인 사례이다. 무성서원이 자리 잡은 정읍시 칠
보면 무성리는 서북쪽에 솟은 칠보산에 기대어 형성 된 마을이다. 동편으로, 즉 마을
의 전면과 좌우에 넓게 트인 들이 있고, 들 가운데로 칠보천이 흘러 마을 북편의 동
진강에 합수된다. 이처럼 전형적인 배산임수형 마을의 중심에 무성서원이 있다.
무성서원의 개별 건축물은 역시 비교적 화려하거나 규모가 크지 않다. 그렇다고 조
잡하거나 위엄이 없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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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성서원도 다른 서원들과 마찬가지로 서원으로서 갖추어야할 가장 기본적인 건축
물로 제향 구역과 강학 구역, 교류와 회합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향 구역은
가장 뒤쪽에 담으로 둘러싸인 태산사(泰山祠)가 있는 곳으로 서원 내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 내부에 최치원을 비롯한 7인의 위패를 봉안하고 있으며, 건
물은 높은 외벌대 기단 위에 정면 3칸, 측면 3칸의 맞배집으로 박공면은 커다란 풍판
으로 막아두었다. 자연석으로 초석을 놓고 원기둥 위에 공포는 초익공으로 만들었다.
강학구역은 서원 중심부의 강당(講堂)과 함께 동편 담장 밖으로 동재인 강수재(講修
齋)가 있다. 강당은 정면 5칸, 측면 3칸의 팔작지붕이다. 가운데 3칸은 큰 마루로 하
고 양 측면에 하나씩 방을 두었다. 잘 다듬지
않은 커다란 사고석 두 단으로 기단을 만들고
초석을 놓은 다음 원기둥을 사용했다.
‘무성현가’로 상징되는 현가루 : 그리고 서
원 강당 앞에는 넓은 마당이 있고 서원 전면
에 ‘무성현가’를 상징하는 중층 누각인 현가
현가루 전경

루(絃歌樓)가 세워져 있다. 정면 3칸, 측면 2
칸의 2층 건물로 아래층은 출입할 수 있도록

문을 달아두고 위층은 계단으로 올라가 주변 경관을 관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
아래층 모두 벽을 두지 않아 시원스러운 모습이다. 대충 다듬은 사고석 한단으로 기
단을 만들고 초석을 놓은 다음 기둥은 모두 원기둥을 사용하였다.
무성서원 사액 현판과 현가루 현판은 이 서원의 독특한 유래와 의미를 상징한다.
‘무성(武城)’은 신라시대 태인의 지명이기도 하지만, 공자의 제자 자유(子游)가 다스렸
던 그 무성이기도 하다. 이는 『논어』의 「양화(陽貨)」편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유래한
것으로 예악(禮樂)으로써 무성을 잘 다스려 ‘현가지성(絃歌之聲)’의 고사를 낳게 한
바로 그 ‘현가루(絃歌樓)’로 공자의 교화사상과 깊은 인연이 있다.

2) 무성서원 기록자료들
고운 최치원 영정과 『계원필경』 :

무성서원에는 국보로 지정된 고운 최치원 영정

(影幀)이 모셔진 곳이다. 무성서원에는 1783년(정조 7) 쌍계사에 봉안되었던 고운의
영정을 이안하여 모시게 된다. 이 과정은 무성서원 소장의 『중수일기(重修日記)』(1책
17장, 필사본)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전해진다. 이는 낙안·흥양향교의 유생들이 무성서
원에 통문을 보내 쌍계사 고운 영정의 이안을 권유하였고, 이를 계기로 무성서원에
고운 최치원의 영정을 봉안하기에 이르렀다. 이 중수 일기에는 고운 영정 봉안에 앞
서 사당을 중수하는 과정, 그리고 1784년 쌍계사로부터 최치원 영정을 이안해 오는
전 과정과 영당이건 까지를 일기체로 기록하고 있다. 당시의 각종 부조기(扶助記), 물
력수입기(物力收入記), 이안헌관집사기(移安獻官執事記), 봉안영정일기(奉安影幀日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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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청중수기 등이 상세하게 기록으로 남아 전해지는
것이다.
고운의 영정은 1784년 이안하여 온 이후 순조 25년
(1825) 무성서원 강당이 소실되면서, 위기감을 느낀 태인현
감 서호순이 1831년에 새롭게 개모하였고(현재 국립중
계원필경집

앙박물관 소장), 그 뒤 1923년에 한말의 저명한 화사

채용신(1850-1941)에 의하여 다시 개모되어 현재 정읍시립박물관에 보존, 전시되고
있다.
한편 고운 최치원이 주향으로 제향된 무성서원에는 최치원의 영정 봉안과 함께 그
의 시문집 『계원필경(桂苑筆耕)』이 보관된 곳이기도 하였다. 『계원필경』이 무성서원에
소장되는 과정은 「계원필경 서문」에서 서유구(徐有榘)는 1834년 호남관찰사로 재직
중 무성서원에 배알하였는데, 마침 홍석주의 집에 소장하고 있던 계원필경 구본을 보
고 이를 교정하여 전주에서 취진자(聚珍字)로 간행하였다고 한다.
무성서원 소장 성책 고문서(古文書)들 : 무성서원에는 문화재적 가치가 큰 성책 고
문서 자료들이 많이 소장 전승되고 있다.

현재 무성서원에는 고서 8점, 고문서 49점

의 문서가 소장되어있으며, 이는 모두 서원운영과 관련된 자료들로서 무성서원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의 서원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크게 네종류로 구분되는데, 학생명부인 유생안(원유안, 원생안), 운영의 시행 세칙인
완문과 절목, 방문자들의 명단인 심원록, 그리고 무성서원의 중요 역사를 증빙하는
『연액기사(延額記事)』와 『중수일기(重修日記)』가 그것이다. 유생안은 총 5책으로 사
액이전의 태산서원 당시의 원생록 2책과 무성원서원으로 사액 받은 이후의 원생록 2
책으로

1618년(광해군

10)에 작성된 것으로부
터 19세기까지 이어진
다. 1801년(순조 1)의
원생안 뒤에는 무성서
정읍 무성서원 고문서들

원 노비안이 첨부되어
있는데, ‘신유년 9월’의

표기와 관인과 수결이 있다. 무성서원의 완문(完文)과 절목(節目)은 모두 4책으로,
1838년과 1845년 완문은 서원전답의 관리 운영과 관련한 것으로 무성서원의 경제실
상 및 그 운영의 구체적 실상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또 무성서원에 소장된 심원록 5
책, 봉심록 1책은 18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에 이르는 200여 년간의 무성서원 학맥
과 인맥, 정치사상사적 성향을 가늠하게 하는 귀중한 자료이다. 사람들이 직접 기록한
「심원록」도 1612년부터 기록되어 모두 5책이 소장되어 있다.
연액기사(延額記事)는 1696년 무성서원 청액소에서부터 사액 의례, 기부 사실,
건물의 수리, 위패의 봉안 등 사액에 관한 제반 사항을 기록한 문서이다. 중수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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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重修日記)는 1783년(정조 7) 최치원의 영정을 봉안하기 전에 사당을 중수하는 과정
에서 지원한 사람들의 명단과 1784년 쌍계사에서 최치원 영정을 가져오는 과정까지
관련된 각종 중요자료들을 모아 수록한 일기체 기록이다. 이밖에 무성서원제물책(武
城書院祭物冊)도 1책이 전한다. 이 책에는 1734년 무성서원에서 사용한 제물의 목록
과 수량을 기록한 것으로 사액 후 관에서 제수 공급한 물품 명목이 실려 있다.
현판(懸板)·기문(記文) 자료 : 무성서원의 현판류 자료는 1825년의 서원 화재로 당
시까지 게판되었던 현판류 자료들이 회진된 탓으로 18세기 이전으로 시대가 올라가는
자료는 없다. 찬자와 서자들도 대개의 경우 서원 원임이거나, 원장을 역임한 도백과
지방관이 대부분이다.
무성서원 사액현판과 현가루 현판은 이 서원의 유래와 의미를 상징하는 의미 있는
현판이다. 태산(泰山)이라는 옛 사우 이름이 있었지만 ‘무성(武城)’이라 사액되는 까닭
이나, 현가지성(絃歌之聲)의 고사를 에두르며 이 서원의 흥학과 예교의 정신을 강조하
게 만든 것, 이 서원의 품격과 유서와 가치를 이 두 현판이 격상시킨다.
무성서원 사액 현판은 ‘병자 11월 일 사액’ 이라는 제기가 적혀 있어 1696년(숙종
23)에 게판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현가루(絃歌樓)는 1891년 창건된 문루로『논어』의
「양화」편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유래 한 것으로 예악(禮樂)으로 백성들을 잘 다스려
고을에서 현가지성(絃歌之聲)이 들려와 탄복했다는 일화와 연관되는 명칭이다. 1904
년 태인군수 손병호(孫秉浩)의 글씨이다.
다음으로 무성서원 기문류 자료들도 무성서원의 역사적 변천과 운영의 특징을 보여
주는 자료들이다. 중수, 창건기로는 현전하는 기문자료 중 가장 시기가 빠른 강당중건
기(講堂重創記, 1828년 金玟 기)는 무성서원이 1825년(순조 25) 불의의 화재로 소실
되자 이를 중창하기 위하여 제향인의 후손들이 힘을 합치고 태인현감 서호순에게 품
보하여 그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면모를 일신한 내력을 적고 있다. 이 글에서 김민은
아버지가 지은 중수상량문이 화재로 불탔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현가루

창건기(絃歌樓創建記, 1891년, 관찰사 金奎弘 찬서)도 무성서원의 연혁과 현가지성의
고사, 제향인물의 특징, 문루 건립 일화, 열읍유림들의 예부전을 모아 1891년 현가루
가 1891년 창건되는 과정을 기록한 기문이다.
끝으로 고운 최치원의 계원필경 간행 사실을 기록한 무성서원의 최선생문집중간기
(崔先生文集重刊記, 1834년, 朴海彦 찬)는 계원필경이 산질되어 볼 수 없음을 안타깝
게 생각하던 중 심능숙(沈能淑)이 무성서원을 방문하고 선생을 주향으로 하는 서원에
서 당연히 문집을 보장하여야 함을 강조하면서 감사 서유구에게 보고하여 전주 감영
에서 중간하도록 하였고 무성서원에 문집을 소장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무성서원
지 간행의 전말을 기록한 무성서원지개간기(武城書院誌改刊記, 1884년, 奇亮衍 찬)는
무성서원지의 편간에 이르는 과정을 약술한 것이다.

3) 강습례 전통과 병오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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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성서원의 강습례 : 무성서원은 창건과 변천과정에서 독특한 특성을 가진 곳으로
바로 흥학당(興學堂)이라는 서당 강학과 향음주례(鄕飮酒禮), 향약(鄕約)의 전통이 합
쳐져 오랜 기간 이어져온 곳이다. 이러한 성격을 크게 발양한 것이 19세기 말의 강습
례라 할 수 있다. 무성서원의 강습례는 강회(講會)의 일종으로서, 기본적으로 향음주
례(鄕飮酒禮)의 예법에 따른 것이 특징이다.
『무성서원지(武城書院誌)』(1884년 초간)에는 19세기 후반 무성서원에서 개최 된
‘강습례(講習禮)’라는 독특한 성격의 강회(講會)에 관한 자료들이 있다. 예컨대, 「갑을
기사(甲乙記事)」, 「강습례절목(講習禮節目)」, 「강습례집사(講習禮執事)」, 「홀기(笏記)」,
「강습례도(講習禮圖)」 등이 그것들이다. 1873년(고종 10)부터 시작된 무성서원의 강습
의례는 서원철폐령 이후 강학을 하며 도(道)를 밝히고자 하는 서원의 본질적 기능의
모범을 보이는 차원에서 그 시행이 결의되었다. 그리하여 1873년부터 1880년까지 총
20회의 강습례가 집중적으로 개최되었으며, 1906년 일본의 국권 침탈에 맞서 최익현
이 무성서원을 거점으로 거의(擧義)할 수 있었던 기반도 이같은 강습례와 무관하지
않다.
『무성서원지』 「갑을기사」에 따르면 무성서원에서 1873년부터 개최하기 시작한 강
습례는 서원의 본질적 기능인 ‘강학명도(講學明道)’의 모범을 보이는 차원에서 그 시
행이 결의되었고, 서원 인력의 결속과 외부로부터 지원을 이끌어 낼 계기로 삼았을
가능성도 있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이외에도 무성서원의 강습례에는 다른 강회에
서는 흔히 볼 수 없는 독특한 의식절차가 포함되어 있다.
병오창의(1906년)와 무성서원 : 무성서원 강습례 전통은 ‘講學明道’의 모범을 보이는
차원에서 그 시행이 결의되어 1873년부터 1880년까지 총 20회가 개최되었다. 이러한
전통 속에서 한말의 대표적인 1906년의 ‘병오창의’가 무성서원에서 일어난다. 일본의
침략이 노골화되고 불평등조약 체결을 통해 국가적
위기감이 고조되자 최익현(崔益鉉, 1833~1906)과 임
병찬(林炳瓚, 1851∼1916)은 1906년 6월 4일 무성
서원에 모여 강회를 열고 창의한다. 유생들은 무성
서원에 모여 최치원의 영정을 봉심하고 당시 서원소
임 김기술, 유종규와 함께 강회에 참석하여 창의토
적소를 올렸다. 강회가 끝난 후 80여 명의 의사가
병오창의도

함께 창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격문을 돌려 태인,

정읍, 순창, 곡성을 점령하였으나 6월 12일 순창에서 관군의 공격을 받아 최익현. 임
병찬 등 13명은 붙잡혀 서울로 압송되어 감금 2년 선고를 받고, 대마도(對馬島)로 유
배되었다.
병오창의, 무성창의로 일컬어지는 이 사건은 무성서원의 정신사적 위상과 지성사적
전통을 잘 보여준다. 최익현의 의병창의가 무성서원의 강회와 유림 동원력, 대표성을
24

기반으로 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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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 발 표 1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 방향과 활용방안
-박성진(서원통합보존관리단)

【주제발표 1】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 방향과 활용 방안1)
박성진(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사무국

■ 목차
1. 연속유산이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기 위한 구비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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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속유산이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기 위한 구비 요건

주지하듯이, 세계유산목록 등재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무엇보다도 등재 신청을 한 유산이 탁
월한 보편적 가치를 구비하였다고 세계유산위원회가 평가하도록 기술해야 한다. 특히, 연속유
산으로 등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각 유산의 구성요소가 신청 유산의 탁원한 보편적 가치를
입증하는데 어떻게 기여하는지 명확히 설명되어야 하고, 신청한 유산과 유사한 국내·외 유산
과 비교분석하여, 신청 유산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음이 명쾌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세계유산목록 등재 심의의 기준과 원칙은 1972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유산협약」
을 이행하기 위한 지침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세계유산협약의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부름)에 명시되어 있는데, 연속유산에 대한 정의와 규정은 운영지침 제137항,
제138항, 제139항에 기술되어 있다.
운영지침 제137항은 “연속유산은 명확하게 정의된 연결고리를 갖는 둘 또는 그 이상의 관련
구성요소들(component parts)을 포함해야 한다.”고 정의하면서, 이 구성요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a) 구성요소는 경관, 생태, 진화 또는 서식지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호 연결성을 제
공하는 문화적, 사회적 또는 기능적 연결고리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b) 각 구성요소는 실질적이고 과학적이며 명확히 정의되고 식별 가능한 방식으로 해당
1) 본 내용은 필자가 그동안 참여했던 연구와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유산목록 등재백서』에 기반하여 작성하였다.

『한국의 서원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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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기여해야 하며, 또한 무형적 속성을 포함할 수 있다. 최
종적으로 도출된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쉽게 이해되고 소통이 되어야 한다.
c) 신청유산이 일관되고, 그리고 구성요소들이 과도하게 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해당
구성요소의 선정을 포함하여, 유산의 신청 과정에서 유산 관리의 전반적인 용이성과 일
관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이에 대해 운영지침 제114항에는 “연속유산의 경우 개
별 구성요소들의 통합 관리를 담보하기 위한 관리체계나 메커니즘이 반드시 필요하며
신청서에 해당 내용이 기록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단, 해당 유산은 전체적으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 개별 요소가 반드시 그러해
야 하는 것은 아닌 - 연속된 유산이다.
운영지침 제138항은 연속유산이 소재할 수 있는 장소, 즉 a) 단일 당사국의 영토(국가 연속유
산), 또는 b) 여러 당사국의 영토(국가간 연속유산)에 소재하는 유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앞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운영지침 제138항은 세계유산목록 등재 신청을 한 유산이 연속유
산일 경우 그 유산은 단일 국가에 소재하는 유산들일 수도 있고, 여러 국가 간에 소재한 유산
들일 수도 있음을 밝히고 있다.
운영지침 제139항은 “연속유산 신청서는 단일 당사국이든, 또는 여러 당사국이든 상관없이 여
러 신청주기에 걸쳐 제출해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단 맨 처음 신청한 유산 자체로 탁월한 보
편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여러 주기에 걸쳐 단계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자 하는 당사국들은 보다 나은 계획 수립을 위해 위원회에 해당 당사국들의 의도를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카자흐스칸, 키르키즈스탄, 중국에 연해 있는 연속유산 실크로드
위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운영지침에 명시된 연속유산의 기준과 원칙은 세계유산 중에서 문
화유산에 속하는 ‘한국의 서원’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연결고리가 되는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 연속유산에 포함된 모든 유산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호 연결성을 제공하는 문화적, 사회
적 또는 기능적 연결고리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 연속유산에 포함되는 구성요소는 명확히 정의되고 식별 가능한 방식으로 해당 유산의 탁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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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보편적 가치에 기여해야 한다.
- 연속유산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무형적 속성을 포함할 수 있다.
- 신청한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쉽게 이해되고 소통 되어야 한다.
- 연속유산을 구성하는 유산을 선정할 때는 유산 관리의 전반적인 용이성과 일관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연속유산으로 신청한 유산 각각이 개별적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구비하였음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연속유산을 구성하는 유산 전체가 하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녔음을 등재신
청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 국내·외 유사 유산과 비교분석하여 신청 유산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가졌음을 기술하여
입증해야 한다.

2. 세계유산에 등재된 연속유산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목록에 최종 등재된 한국의 9개 서원은 다음과 같다.

표 1. 등재대상 유산 및 주소
대상서원

주소 (행정 구역)

1

소수서원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소백로 2740

2

남계서원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남계서원길 8-11

3

옥산서원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216-27

4

도산서원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도산서원길 154

5

필암서원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필암서원로 184

6

도동서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구지서로 726

7

병산서원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병산길 386

8

무성서원

전라북도 정읍시 칠보면 원촌1길 34

9

돈암서원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임3길 26-1

소수서원

남계서원

옥산서원

도산서원

필암서원

도동서원

병산서원

무성서원

돈암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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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등재 유산의 위치

3. 등재 유산의 연속유산적 특징 및 OUV
표 2. 9개 대상 서원의 역사 및 특징
대상
서원

32

1

소수
서원

2

남계
서원

3

옥산
서원

4

도산
서원

9개 대상 서원의 역사 및 특징(탁월한 가치)
1543년 건립된 한국 최초의 서원으로 고려 후기의 성리학자 안향(安珦)을 제
향하는 사묘(祠廟)가 서원으로 발전한 사례이다. 16세기 중엽이래 향사(享祀)
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으며, 한국 서원의 제향의식(祭享儀式)과 서원에서 일
상(日常)으로 행하여지는 의례(儀禮)를 보여주는 대표적 서원이다. 서원이 들
어설 입지 환경과 초창기 서원의 배치형식을 잘 보여준다.
1552년 건립되었으며, 성리학자 정여창(鄭汝昌)을 제향하고 있다. 서원이 소
재하는 일대의 향촌민에 대한 교화를 담당하고, 특히 조선 후기에 들어와 흩
어진 민심 수습을 위해 유교 윤리의 보급에 주력한 서원이다. 한국의 서원 건
축 배치의 전형을 제시한 서원이며, 서원 전면에 펼쳐지는 야경(野景) 입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1573년 건립되었으며 성리학자인 이언적(李彦迪)을 제향하는 서원이다. 이언
적이 생전에 은거한 터전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였다. 서원의 계경(溪景) 입
지와 더불어 서원 부근에 문중마을이 형성된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 서원이다.
완성된 서원건축 배치의 전형을 보여준다.
1574년 건립되었으며, 조선의 성리학을 완성한 이황(李滉)을 제향하고 있다.
주리설(主理說)을 기본으로 하는 한국 동남쪽 영남지방 성리학의 본산이다.
조선 서원의 교육 기능의 특징을 보여주는 대표적 서원이다. 서원의 강경(江
景) 입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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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0년 건립되었으며, 조선시대 성리학자 김인후(金麟厚)를 제향하고 있다.
한국 서남쪽의 호남지방 성리학 학맥의 본산이다. 호남 사림 여론 형성의 진
원지로서 정치적으로 큰 비중을 가진 서원이다. 서원의 강당과 사우가 마주보
는 건물 배치의 유형을 대표하는 서원이다.
1605년 건립되었으며 조선시대 성리학자 김굉필(金宏弼)을 제향하고 있다. 자
연과 조화를 이룬 강경(江景) 입지의 탁월한 경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서원
이다. 중심축을 강조하는 서원건축 배치의 전형을 보여주는 서원이다.
1613년 건립되었으며 조선시대 성리학자이며 정치가인 유성룡(柳成龍)을 제
향하고 있다. 자연과 건축이 합일되는 한국 서원 건축의 전형을 보여주는 대
표적인 산경(山景) 입지의 서원이다.
1615년 건립되었으며 일반서원과 달리 지방관에 의해 학문진흥과 교화를 목
적으로 설치·운영되었던 서원이다. 향약을 시행하며 대한제국 말기에 의병의
근거지가 되기도 하였다. 향촌 내에 자리한 대표적 서원이다.
1634년 건립되었으며 예학을 확립한 성리학자 김장생(金長生)을 제향하고 있
다. 예학(禮學) 논의의 산실로서 다수의 문집을 소장하고 예서(禮書)를 간행한
대표적인 서원이다. 호서지역 향촌에 지식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방문화센터
로서의 역할을 하였던 대표적인 서원이다.

○ 연속유산으로서의 9개 서원 구성요건
표 3. 연속유산 대표 여건
서원명
(건립연도)

주향
인물

소수서원
(1543)

안향

남계서원
(1552)

정여창

옥산서원
(1572)

이언적

도산서원
(1574)

이황

필암서원
(1590)

김인후

도동서원
(1605)

김굉필

병산서원
(1613)

류성룡

중요성
건립배경 / 경관적특징 / 주요문화재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
고려시대 유학자 안향의 수양처/정형화되기 이전의 서원 배치, 서원 옆을
흐르는 죽계천 바위의 각자‘경’(주세붕),‘백운동’(이황)/명륜당,문성공
묘
사림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 건립되어 한국 서원 배치의 전형을 처
음 제시
정여창의 거주지/경내 연못 조성→하천인(남계)와 들판 조망/명성당,풍
영루
교육기관으로서 한국 서원의 시작, 제도의 도입 과정, 건물 배치 형식의
제시, 교과 내용 등의 전범을 나타냄
이언적의 수양처/수려한 냇가/무변루,삼국사기,명필들의 현판(이산해,
한호,김정희)
성리학이 조선사회에서 분화하는 학파의 중심지로 성장
이황의 강학처/정조대에 이황을 기리면서 특별 과거시험 개최/낙동강
풍경/도산서당,시사단,퇴계집
서원 경제 기반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보유
김인후의 거주지/정조의 어필 편액이 걸린 경장각/넓은 들판/확연루,서
원의 노비를 기록한 ｢노비보｣
서원 원규를 만들어 서원이 교육기관으로서 한 단계 더 체계화되는 과
정을 보여주는 서원
김굉필의 묘소/낙동강/강당인 중정당과 담장 아름다움
사림의 공론을 위한 장소로 기능
유성룡의 거주지/넓은만대루에서의 앞산(병산) 경관/유생들의 상소인 유
소(儒疏), 징비록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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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성서원
(1615)

최치원

돈암서원
(1634)

김장생

서원이 사림들의 향촌 교화 활동의 중심지로 기능
최치원의 흥학처/마을내입지/현가루․최치원영정
예학을 집대성하여 사림들의 정치, 사회, 성리학 연구의 중심지가 되었
음
김장생의 거주지/18세기 후반 이건/강당인 응도당,가례집람

세계유산위원회가 등재기준 (iii)을 적용하여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하기로 의결한 ‘한국의 서원’
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다음과 같이 주제별로 정리될 수 있다.
- ‘한국의 서원’은 성리학과 관련된 한국의 문화 전통에 대한 특별한 증거가 된다.
-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한국의 서원’은 한국의 성리학 교육기관인 서원으로서 교육적, 사회
적 관행의 형태를 잘 보여준다.
- ‘한국의 서원’은 조선시대 서원이 지닌 속성의 많은 부분이 잘 지속되고 있다.
- ‘한국의 서원’은 중국의 성리학이 한국의 지역성에 맞도록 조정되어 한국화 된 역사적 과정
을 잘 보여 준다.
- ‘한국의 서원’은 중국의 서원과 차별되는 서원의 기능, 서원이 들어설 터 잡기, 건물 배치와
관련되는 계획, 건물 설계에서 변형되고 지역화 된 과정의 결과임을 보여주는 특별한 증거
가 된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한국의 서원’은 한국에 정착된 성리학 교육기관인 서원의 속성을 온
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9개의 서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서원은 16세기 중반부터 한국 사
회에 정착한 성리학의 발전 과정, 그리고 이를 추동했던 서원의 정착과 관련된 특성의 기반이
되는 속성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조선시대 최초의 서원인 소수서원, 사림들의 자발적인 노
력에 의해 건립되어 한국 서원 배치의 전형을 처음 제시한 남계서원, 교육 내용과 장서 관리
의 탁월함을 보여주는 옥산서원은 각각 교육기관으로서 한국 서원의 시작, 제도의 도입 과정,
건물 배치 형식의 제시, 교과 내용 등의 측면에서 ‘한국의 서원’의 속성을 잘 보여준다. 그 후
건립되는 도산서원은 성리학이 조선사회에서 분화하는 학파의 중심지로 성장하였음을, 필암서
원은 서원 경제 기반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도동서원은 서원 원규를 만들어
서원이 교육기관으로서 한 단계 더 체계화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서원임을 증명한다. 마지막으
로, 병산서원은 사림의 공론을 위한 장소로 기능하였음을, 무성서원은 서원이 사림들의 향촌
교화 활동의 중심지로 기능하였음을, 돈암서원은 성리학에서 중시되는 예학을 집대성하여 사
림들의 정치, 사회, 성리학 연구의 중심지가 되었음을 증명한다. 이와 같이 9개 서원이 각각
지닌 속성을 묶어 총체적으로 파악하면 ‘한국의 서원’이 ‘하나의 문화유산’이 되어 탁월한 보
편적 가치를 온전하게 지녔음을 입증할 수 있다.

4.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위원회 결정문
1) 등재결정문 : 43 COM 8B.21

서원, 한국의 성리학 교육기관 (대한민국)

세계유산위원회는,
- 문서 WHC/19/43.COM/8B 와 WHC/19/43.COM/INF.8B1 를 검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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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서원, 한국의 성리학 교육기관을 기준(iii)에 근거해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한다.
- 다음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기술문을 채택한다.

아제르바이잔 세계유산 총회에서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등재 확정
종합요약
세계유산위원회가 채택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 기술문
이 연속유산은 15~19세기 조선왕조의 성리학 교육기관의 유형을 대표하는 9개의 서원으로 구
성된다. 이 요소들은 한국의 중부와 남부에 걸쳐 위치해 있으며 자연에 대한 감상과, 몸과 마
음의 수양의 일환으로 산과 물 근처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들의 본질적인 기능은 강학, 제향,
그리고 환경과의 상호작용이다. 일반적인 건축 양식에 바탕을 두는 한편, 이 요소들은 성리학
이상의 이해와 주변 환경과의 연결을 최대화하기 위해 각각의 특성을 창의적으로 발전시켜왔
다. 사교육 기관인 해당 신청유산은 16세기 중엽부터 17세기 말까지 설립되었는데 이 시기는
제향, 강학, 교류 공간을 특징으로 하는 건축학적 구조의 표준화를 통한 첫 번째 서원의 탄생
과 건축학적 배치, 기술의 실험과 함께한 한국 서원의 발전을 볼 수 있다.
문화유산 등재기준(iii)과 관련하여, 신청유산은 교육적, 사회적 관행의 형태로 한국에서 성리
학과 관련된 문화적 전통의 우수한 증거라고 생각되며, 그 가운데 많은 부분이 계승되고 있
다. 이는 또한 성리학 개념의 지역화에 대한 뛰어난 증거를 보여준다. 서원은 중국으로부터
전래된 성리학이 한국의 현지 환경에 맞추어 변화된 역사적 과정을 보여주며, 이는 변화 및
지역화 과정의 탁월한 증거인 서원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위치, 지형, 축조된 요소들이
크게 신청 유산의 전체를 구성한다. 많은 경우에, 서원을 위한 경사진 장소를 포함한다. 건물
의 치밀한 배치, 형태, 세부 사항은 모두 중요한 속성이며 다른 건축요소로 벽(담장), 대문,
길, 계단, 기념비 등이 있다. 서원은 주변 경관과 중요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누각에
서 바라본 경관 때문에 더욱 그러하며 나무와 다른 식물들이 있는 풍경 또한 하나의 속성이
다.
무형요소에는 강학, 제향, 교류 및 여타 활동이 포함된다. 성리학적 가치는 여전히 강학과 제
향의식을 통해 전파된다. 제안된 유산경계와 완충지대가 적절하며, 완충지대를 넘어 서원과
원거리 조경 요소의 연계도 중요하다 하겠으며 이 연계들의 보호 또한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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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코모스는 보호와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이 일반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
하고 전체유산에 대해 중요한 관리문서를 작성하여 구성요소 수준에서 관리를 보완해야 한다
고 보며 단일 유산으로서의 9개 요소를 통합한 소개가 더 잘 개발 되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전체유산에 대한 소개는 개별 요소에서 설명이 가능하지만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해당유산은 좋은 보존상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모니터링 접근도 만족스럽다. 신청유산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화재, 개발 압력이나 곤충피해 등의 주요 요인들은 잘 이해되고 관리되어지
고 있다. 따라서 이코모스는 기준(iii)을 근거하여 해당유산의 세계유산목록 등재를 권고하는
바이다.
기준 (ⅲ) : 한국의 서원은 교육기관으로 성리학과 관련된 한국의 문화적 전통을 보여주는 탁
월한 증거이며, 교육과 사회적 관습의 형태로 그 중 많은 부분이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서원은 중국으로부터 전래된 성리학이 한국의 현지 환경에 맞춰 변화된 역사적 과정을 보여주
며, 이는 그 기능과 배치, 건축학적 측면에서의 변혁 및 지역화 과정의 탁월한 증거라 할 수
있다.
완전성
한국의 서원은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여주는 모든 속성을 갖추고 있다. 이는 서원과
부속건물, 정문, 하마비, 기념비를 비롯해 능선과 계곡, 도로, 수목과 시야 내 경관 등 인접환
경으로 이루어진 건물 및 건축요소를 의미한다. 해당 유산의 이들 속성은 전반적으로 그 상태
가 우수하다. 개발, 충해, 화재, 지진 및 방문객 등 본 유산에 대한 주요 압력은 적절히 관리
되고 있다. 다만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진정성
한국의 서원은 진정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형태와 디자인, 재료와 물질은 기본적으로 온전하
다. 그 활용과 기능, 전통은 대부분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만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은 크게
축소된 면이 있다. 비록 두 곳의 서원이 최초의 위치에서 옮겨진 바 있지만 서원의 위치와 주
변 환경은 전반적으로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무형유산과 서원의 정신적 측면 또한 전반적
으로 잘 유지되고 있다.
보호관리 요건
유산의 보호는 1차적으로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며, 그 밖에 문화재청이 마련한 여타 유산 관
련법에 따라 추가적인 보호가 이루어진다.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무형문화재 보호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대통령령과 장관령도 이를 뒷받침한다. 9개 서원은
모두 국가지정문화재(사적)이다. 이러한 법적 장치는 문화재 수리의 시행과 제향의 전통을 지
켜나가는 데 있어 유산의 체계적 보존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각 지방 또한 문화재보호
법에 따른 유산보호를 위한 조례를 마련했다. 이들 조례 또한 유산의 통합관리를 위한 단체의
설립과 운영의 기초를 제공한다. 서원관리단과 서원운영위원회, 중앙 및 각 단위 지방정부(지
방자치단체)가 관리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은 관련 지자체나 개별 서원이 해당
유산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서원관리단은 유산의 통합관리를 책임진다. 정부와 개별 서원
이 각 서원의 상시 관리를 담당하며 서원운영위원회가 그 운영과 관리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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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에 해당하는 문화재청은 각
종 지원을 담당하고 이를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각 지자체 또한 서원
관리단을 지원한다. 보존과 관련된
전문지식은 문화재청과 지자체가 함
께 제공한다.

개별 서원에는 관리

계획에 해당하는 종합관리계획이 마
련되어 있다. 또한 다양한 핵심보존
관리 매뉴얼과 가이드라인도 존재한
다. 통합관리계획은 현재 마련 중이
다.
위험대비 대책 또한 일정 부분 있
으며 추가적인 내용과 시스템 또한
개발 중이다. 방문객 관리 또한 만
족스러운 상태이나 9개 서원을 단
일 유산으로 보다 잘 통합해 제시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당사국이 다음 사항에 대해 고
세계유산목록 등재인정서

려할 것을 권고한다.
a) 9개 서원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

계획 작성을 완료할 것
b) 9개 서원을 단일유산으로 통합하기 위한 해설을 개발할 것2)

5. 한국의 서원 통합 보존관리 방향
1) 법률에 의한 보존관리 현황
연속유산(9개 서원)으로 구성된 ‘한국의 서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은 ‘문화재보호법(1962)’이
모법이다. 이외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2004)’, 서원이 속한 해당 ‘지방자치단체 문화재보호조례’, ‘산림보호법(2009)’,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2010)’,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2015)’, 문화재청이 수립한 가
이드라인 등이 있다. 이러한 여러 법률들에 의거 개발압력에 대처하고 있다.
‘한국의 서원’은 모두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중 사적으로 지정되어 보호·관리되
고 있다. 문화재구역에서 문화재보호법은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특히 문화재구역
내에서의 어떠한 현상변경 행위도 계획단계부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이후에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고 시행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2)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위원회 결정문.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 백서』. pp 333~335. (wo)한국
의 서원통합관리단.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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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서원의 중심영역은 문화재구역(유산구역)과 보호구역(완충구역)으로 설정
되어 엄격히 관리되고 있으며, 문화재구역 외곽에서 반경 500m에 이르는 영역은 문화재보호
법 제13조에 근거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서 건축 및 개발 행위에 기준을 마련하여 서
원의 역사적 경관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2) 문화재 종합정비계획 수립
‘한국의 서원’은 모두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여 개별 종합정비계획이 모두 수립되어 있다. 개
별 종합정비계획 수립의 주체는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해당 문화재의 관리단체가 5년 또는 10
년 단위의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사적에 대해서는
세계유산 정기보고 주기에 맞추어 6년 단위로 정비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9개 서원은 현재 서원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하에 문화재 전문가들 또는 관련 전문기관
이 참여하여, 문화재청 담당 부서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보고서(종합정비계획)가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해당 서원들은 이미 수립 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단계별 보수 및 관
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의 개별심의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9개 서원 모두가 수립한 종합정비계획은 재수립 시기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이후에 새롭게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서원관리단에서는 세계유산협약(운영지침)과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여 종합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3) 문화재 보존관리 계획 수립
‘한국의 서원’은 각 서원별 보존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각 서원별 보수정비,
서원의 경관관리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사항들을 고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 관련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서원의 보존관리 매뉴얼(2011)’과 ‘서원 및 향교의 경
관관리를 위한 공공디자인 개발(2012)’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다.
서원의 보존관리 매뉴얼은 서원의 보존관리를 위해 기본적인 서원에 대한 이해와 관련 법령,
보존·정비 절차, 서원의 건축물 관리, 활용 원칙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담고 있다. 그리고
서원 및 향교의 경관관리를 위한 공공디자인 개발은 9개 서원에 대한 문화재의 품격을 향상하
고 관람환경을 개선하며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서원의 품격에 맞는 공공디자인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문화재청에서는 위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서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을 제
정(2018.3.15. 훈령 제452호) 제정하였고, 이에 따라 서원에 대한 보호 및 관리가 더욱더 체
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4) 관리주체와 역할
‘한국의 서원’에 대한 관리체계는 크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각 서원 조직,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서원의 관리단체는 지자체 또는
유림으로 지정되어 있다.
① 정부기관(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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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서원’은 현재 6개 광역자치단체와 8개 기초자치단체에 있다. 이에 따라 연속유산(9개
서원)의 보존·관리는 중앙정부(문화재청)와 지방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행정
관리 주체가 된다. 문화재청은 국가 차원의 관리 주체로서 서원을 구성하는 문화재의 보호·관
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
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지닌다. 또한, 국가 차원
의 문화재 정책 및 관리
의 주체로 문화재의 보
존·관리에 필요한 법률
을 제정하고 정책을 시
행하며, 예산을 지원한
다. 또한 보존·관리 기구
를 감독하는 등의 지원
및 감독의 관계를 가진
다.
지방자치단체 중 광역지
방자치단체는 6개(대구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가 있다. 광
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재관리, 지역개발 및 도시계획, 그리고 지역 안전
및 소방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이다. 광역자치단체는 광역 단위의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의 주체로서, 보조금의 지원 주체이며 통합기구의 운영 예산을 지원하고 감사하는 등의 지원
및 감독의 관계를 가진다. 지방자치단체 중 기초지방자치단체는 8개(논산시, 정읍시, 경주시,
안동시, 영주시, 달성군, 장성군, 함양군)가 있다. 기초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서원을 구성하는
개별 서원의 보존·관리와 관련된 실무를 담당하는 직접적인 주체라 할 수 있다. 또한 기초지
방자치단체는 ‘한국의 서원’ 통합 관리기구인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과 직·간접적인
지원(예산 등) 및 감독기관으로서의 관계를 가진다.
② 각 서원의 조직
각 서원을 중심으로 한 유림들로 조직된 단체이다. 각 서원의 운영위원회는 주로 전반적인 서
원의 운영과 일상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서원에 상주하지는 않고 필요 시 서원을 오가며
서원을 관리하고 있다. 각 서원의 운영위원회는 주로 봄·가을 지내는 제향, 예결산, 임원선임,
재산관리 등의 업무를 가지고 있다.
서원의 일상관리는 크게 정부에 의한 관리와 민간에 의한 관리로 나눌 수 있다. 서원의 관리
는 일과시간과 상주 및 상시로 구분하여 관리되어 진다. 일과시간에 관리하는 사람들은 주로
서원이 속한 기초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 이거나 일부 고용된 사람들로 출·퇴근을 한다.
그리고 서원 고직사에 상주하는 사람은 일상생활과 서원관리를 함께 하는 사람으로 주로 서원
에서 고용된 사람들이다. 또한 각 서원의 운영위원회는 서원을 상시로 오가며 서원을 관리하
고 있다.
③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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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서원’은 세계유산 등재추진을 위해 문화재청과 서원이 속한 지방자치단체들과 업무협
력을 위한 단체 간 협약서를 체결하였다. 또한 9개 서원의 통합관리와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준비 등 원활한 업무협력을 위해 실무급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을 설립하여, 연속유산으로의 보존·관리(기관 간 협력 및 조정, 조사 및 연구,
학술지원, 홍보, 모니터링 활동 등)를 해나가고 있다.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학계 전문가와 9개 서원 운영위
원회가 함께 참여하여 의사를 결정하고 있다. 또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국이 구성되어 있
다. 필요한 재정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서원운영
주체와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전문가,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공동으로 서원의 보호·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0년 7월을 목표로 9개 서원이 속한 광역시도와 지자체가 세계유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
정하여 공포하는 단계를 마무리 하고 있는 중이며, 이 조례가 완비된 후에 재단법인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로 재발족할 준비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명칭을 통일하고자 한다.

5) 가칭 ‘(재)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의 기능과 역할
(1) 연속유산 보존관리의 기본 방향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전략목표(Strategic Objectives)’ 5Cs를 바
탕으로 연속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존관리 기본 방향 설정
세계유산 목록에 대한 신뢰(Credibility) 강화
: 행정과 주민, 행정과 서원 간 신뢰를 바탕으로 유산의 보존관리에 참여 유도
세계유산의 효과적인 보존(Conservation) 보장
: 합리적인 시스템(법, 제도)을 통한 보존여건 보장
당사국의 효과적인 역량구축(Capacity-building) 촉진
: 관계자들의 보존관리 역량 강화
소통(Communication) 강화
: 세계유산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제고, 참여와 지지 향상
세계유산협약 이행에 있어 공동체(Community)의 역할 증대
: 지역사회의 폭넓은 참여 증진을 통한 유산의 지속 가능한 보존환경 조성
※ 세계유산 등재추진 시 유산 관리기구에 관한 내용(요약)
① 세계유산 등재신청서(2018.01.)
: 등재 이후 서원관리단 업무 범위 확대(통합관리 및 홍보) 제시
② 현지실사(2018.09.) : 서원통합관리단 역할 및 기능 강화
③ 1차 ICOMOS 질의에 대한 답변(2018.11.)
: 서원관리단은 9개 서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실행기구로서 문화재청, 지방자치
단체, 서원운영자, 전문가와 협업하여 유기적으로 운영. 문화재청은 서원 통합관리
기구 설치와 운영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보조금 지
원 예정
④ 2차 ICOMOS 질의에 대한 답변(2019.01.)
: 등재 이후 단계별 통합관리계획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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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 통합관리 기능 확대를 위한 사전준비
- 2단계 : 제도(조례), 예산 및 통합관리 계획 마련
- 3단계 : 통합관리 시행
⑤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 등재 권고(2019.07.06.)
: 연속유산(9개 서원)을 아우르는 통합관리계획 및 통합해설 마련할 것을 권고

(2) (재)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의 조직 구성
① 세계유산 등재추진을 위한 기구 변천
2019년 7월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연속유산의 통합관리
및 활용을 위한 관리기구 개편과 예산지원에 따른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재)한
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은 2019년 12월 19일에 개최된 제5회 재단 이사회에서 의결된 세
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기구 개편을 위해 재단 정관, 관련 규정 및 세계유산 관리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제도 정비(안)을 마련하였다.
이후 재단 정관 개정 허가(문화재청-000호, 2020.04.00.)와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에서는 세계유산 관리기구(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에 관한 지원조례 개정 및 제정이 진행
되고 있다.
2010.10.04. : 한국의 서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추진위원회 구성
2011.04.11. :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주비위원회 발족
2012.04.18. : 한국의서원세계유산등재추진단 발족
2015.08.20. :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발족
2020.04.~(예정) : (재)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 출범
: (가칭)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 지원 조례 제정(지자체)
(재)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는 9개 서원으로 구성된 연속유산인 서원을 통합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해 앞으로 조직될 기관이다. 따라서 서원의 보존관리와 관련된 서원운영자, 행정
조직, 전문가 등이 상호 소통하고 협력하여 주체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과 서원의 탁
월한 보편적 가치와 보존관리 수준을 지속하고 향상 시키기 위한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
러한 기능과 역할은 세계유산 신청 당시 국제적으로 약속한 사항이다.
② 조직
(재)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는 9개 서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실행기구로서 문화재
청, 지방자치단체, 서원운영자, 전문가와 협업하여 유기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재단은 이사
회를 두고 있으며, 사무집행기관인 사무국이 있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분과위
원회(행정위원회, 9개 서원 운영위원회,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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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 조직도
이사회
9개 서원

행정위원회

전문위원회

운영위원회
사 무 국 (사무국장)

행정홍보팀

행정/기획

보존연구팀

홍보/교육

보존관리

연구지원

○ 팀별 주요업무
팀

사무국장

직

◦ 센터 업무 총괄
◦ 기획 및 행정지원 업무 총괄

업무분장 내용

◦ 재단 정관 및 규정‧규칙 정비
행정
(기획)

◦ 이사회, 분과위원회 등 관리
◦ 시․군 실무협의회 및 행정업무 협의 주관
◦ 사무국 문서 및 비품 관리
◦ 지자체 협조업무 지원

행정

◦ 센터 예산‧회계 업무 처리 등
◦ 국내·외 통합관리 및 통합 활용

홍보팀

◦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관한 심화연구와 교육
홍보
(교육)

◦ 홍보사업 및 디지털아카이빙 업무 추진
◦ 홈페이지 관리 및 기타 연구회의 업무지원
◦ 국제학술행사 및 국제회의 업무 지원
◦ 전문가회의 및 집필진 워크숍 업무 지원 및 관리
◦ 세계유산 정기보고 자료 데이터 구축 등

보존
(관리)
보존

◦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및 운영
◦ 통합모니터링 실시(분기별) 및 요원관리(서원관리자)
◦ 9개 서원 관리(보수)이력 통합관리(DB)
◦ 통합 종합정비계획 가이드라인 마련 등
◦ 유산 보호 총괄

연구팀
연구
(개발)

◦ 참여기관 발전계획 통합 관리 및 조정
◦ 보호 및 관리계획 수립 지원
◦ OUV 심화연구, 서원 학술조사 및 연구 등
◦ 9개 서원 아카이브 구축 등

(3) (재)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의 역할
(재)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의 체계적인 통합관리·활용 등
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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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네스코 권고 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 권고 1 : 연속유산(9개 서원) 통합관리계획 수립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9개 서원에 대한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계획이 수립되
고 이행되어야 한다. 현재 서원별 종합정비계획 수립은 기초지방자치단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세계유산(연속유산)의 지속 가능한 보존관리 원칙의 적용을 위해, 관련 기관들과의 긴밀한 협
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또한 향후 서원의 물리적 관광압력에 대한 평가를 통해 관광압력에 대
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세계유산 등재 이후 변화된 환경을 감안 하여 각 서원에서
적용 가능한 관광관리계획이 (재)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에 의해 수립되고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 권고 2 : 연속유산(9개 서원) 통합홍보방안 마련
9개 서원에 대한 통합홍보는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널리 알리려는 목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서원에 대한 개별 혹은 통합홍보 성과와 과제를 정리하여 개선
되거나 보완해야 할 사항을 점검하여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학
및 연구소, 전시 및 박물관 등과 상호 교류를 통해 협력을 강화하고 기관별로 강점이 있는 관
련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등의 교류협력 프로그램을 강화 시켜 나가야 한다. 더불어
기 등재된 세계유산 통합관리기구와도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공동
사업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하다.
② 유네스코 정기보고서(DB) 구축 및 통합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 유네스코 세계유산 정기보고서 작성
세계유산 정기보고 제도는 세계유산에 등재된 유산의 보존상태를 점검 및 평가하고 체약국간
정보교환 및 협력 강화 등을 위하여 세계유산 협약 제29조에 따라 체약국에 부여된 의무사항
이며, 매 6년을 주기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를 거쳐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 하도록 되어있
다. 세계유산 정기보고를 위해서는 각종 모니터링 자료를 (재)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에서
보관되도록 하며, 모니터링 성과는 매년 보고서 형태로 제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불어 유
산별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될 사항은 통합보존관리계획 수립 시 반영되어야 한다. 이를 기반
으로 (재)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에서는 그간의 모니터링 자료 및 결과를 토대로 유네스코
정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 통합 모니터링
현재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해대비 안전점검(화재, 풍수해, 재난 예방) 활동과 문화재관
리원을 배치하여 상시 모니터링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세계유산 등재 이후에는 보다 강화
된 형태로 서원 내 전체 건축물과 시설물, 주변 환경 등에 대한 상시 및 정기 모니터링이 시
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변화된 상황을 고려하여 (재)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에서는 각 서
원의 특성에 부합되는 상시 및 정기 모니터링 지표개발, 모니터링 요원의 교육과 운용,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의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③ 한국의 서원 국내·외 통합관리 및 통합활용에 관한 사항
9개 서원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과 연속유산에 대한 국내·외 학술연구, 통합보존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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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사례 연구 등이 필요하다. 또한 세계유산으로서의 유산 소개, 통합해설을 위한 교육 실시,
서원 간의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연속유산에 부합하는 해설 등이 필요하다. 이에 따른 통합관
리 및 통합해설은 단계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④ 한국의 서원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관한 심화연구와 교육에 관한 사항
‘한국의 서원’에 대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심화 연구와 관련한 프로그램으로 ‘학술논
문 공모’와 ‘학술총서 발간’ 등의 연구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서원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세계유산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 및 기
관·단체에 직접 방문하여 교육하는 프로그램 등을 추진할 수 있다. 특히 다양한 계층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을 넘어 외부 지역으로 확장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⑤ 한국의 서원 운영자 협의체 및 주민협력에 관한 사항
서원의 지속가능한 보존관리를 위해 서원 관계자 및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매우 중요
하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이나 간담회, 워크샵 등을 통해 서원 운영자 협의체 및 주민들
의 역할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⑥ 세계유산 관련한 각종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한국의 서원’에 대한 국내·외 교류협력, 학술활동, 홍보활동 등 국제기구 및 기관, 국외 전문
가 등과 교류 및 협력을 담당하는 중심 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항
에 대한 재원은 중앙정부인 문화재청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보조금에 의한 조달이 필
요하다.
⑦ 그 밖에 문화재청장, 관할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재)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는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 개편
한 기구이다. 센터는 9개 서원으로 구성된 ‘한국의 서원’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홍보·활용·교육
연구 및 세계유산 가치의 지속적인 보호를 위한 기능 등을 강화 시켰다.

6. 홍보와 활용을 위한 주요 검토사항
1) 국외 세계유산 홍보 및 활용 현황의 시사점
○ 세계유산의 홍보 및 활용은 국가별로 큰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국민의 문화의식이나 소득
수준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의식 혹은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의 세계유산은 체
계적인 홍보 및 활용 시스템이 운영되는데 반하여 의식 혹은 소득 수준이 낮은 경우 세계
유산의 보존·관리를 포함하여 홍보와 활용을 ODA등을 통해 타 국가에 의지하거나, 방치
하는 경우가 많다.
○ 우리나라는 세계유산을 포함한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홍보·활용에 매우 활발한 국가로
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세계유산별 운영인력의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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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이나 세계유산제도의 인식부족 등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할 상황이다.
○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문화유산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들이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도입하
여 운영하고 있고, 내·외국인을 구분하여 입장료 징수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체
로 제공할 콘텐츠가 풍부한 세계유산의 경우, 적정수준의 입장료를 받고 있으며, 제공할
콘텐츠가 풍부하지 못한 경우에 무료이거나 저렴한 입장료를 받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
라 하겠다. 대한민국 소재 문화유산의 경우 문화복지 차원 혹은 방문객 감소 등을 우려하
여 무료 혹은 저렴한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 입장료가 무료이거나 저렴하기 때문에 문화유
산에 많은 방문객이 찾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무료정책에 의하여 문화유산의 품격
이 저하되는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 무료정책으로 많은 방문객을 확보하는 정책보다는
문화재를 아끼고 존중하는 사람들이 찾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는 정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하며, 특히 ‘한국의 서원’의 경우엔 세계유산으로서의 품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세계유산
관리 초기 단계부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입장료는 내국인 및 외국인, 일반인 및
취약계층, 학생 등을 대상으로 다양하게 차등화하는 방식을 선진국에서 활발히 적용시키
고 있다.
○ 숙박, 식사, 교통 등의 서비스는 대부분 민간에서 시장경제에 의해 운영되며, 보존·관리 시
스템 및 정보제공 등을 관리기관에서 담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의 경우, 프로그램
의 운영 시 숙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 특수성이 있다하겠다.
○ 관광객이 많은 세계유산의 경우, 공연, 교육, 답사, 체험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 프로그램
이 운영되고 있었지만, 유산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많다고 할 수 있다.
○ 관광객이 많은 세계유산의 경우, 입장을 제한하고 있는데 서원은 아직 대중화된 관광지가
아니므로 향후를 대비하는 정도의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최근에 등재된 세계유산일 경우, 예전에 등재된 세계유산에 비해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추
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 중국과 일본의 경우, 대체로 한국어·중국어·일본어·영어로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

2) 국내 관련 유산 홍보 및 활용 현황의 시사점
○ 세계유산으로서 서원의 진정성의 유지에 부적절한 공연 프로그램은 가급적 운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토크콘서트, 퍼포먼스, 연극 등 서원의 장소성이 필수적인
프로그램의 경우 운영하고 음악회 등의 프로그램은 서원 인근의 외부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 생각된다.
○ 세계유산으로서 서원의 ‘강학’기능을 되살리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
로 판단되며 등재신청서상에 언급된 프로그램과 세계유산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어 타 서
원에 비하여 깊이있는 교육 커리큘럼이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에 특화된 프로그램으로서 서원의 강학 방법 ‘독서’와 ‘강회’를 적용시킨 교
육 프로그램의 운영은 세계유산으로서 서원의 보존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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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서원’은 9개 서원이 포함된 ‘연속유산’으로서 조선시대 유교문화를 대표하는 유산
이므로 각 서원과 지역문화를 연계한 답사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하겠다.
○ 유교문화활성화사업에서는 유교아카데미, 인성교육, 투어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
를 참고하여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의 홍보 및 활용의 관리시스템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3) 문화관광 환경의 시사점
○ SNS의 적극적인 활용, 음식이 메인어트렉션, 개인취향이 반영된 관광, 나만의 여행지 찾기
증가, 짧은 여행의 일상화 등이 최신의 트렌드로 분석된다.
○ 실패에 대한 응원 문화, 지역주민공동체 중심의 문화관광의 자립화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
대되고 있다.
○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9개소의 서원은 대체로 숙박이 가능하고,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
으며, 자연환경을 느낄 수 있는 공간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무성서원은 아직 그렇지
못한 형편이다. 전시공간이나 연수공간, 숙박공간 등이 전혀 갖추어져 잇지 않아 주변의
민박 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 또한 주변으로 연계된 다양한 유산들이 분포하고 있는데, 유교문화유산은 자칫 어렵고 따
분하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다양한 방식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
○ 주변으로 다양한 관련 시설이 갖춰져 있거나, 예정 중인 상황이 많고, 인물, 건축 등 흥미
로운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현재로서는 문화복지형 관리시스템으로 운영
되지만, 점차 자립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인 것으로 판단되나 무성서원의 경우는 아
직 이에 미치지 못한다.
○ 9개의 서원을 찾는 사람들이 남긴 Blog를 분석하여 여행 트렌트를 분석해본 결과 서원을
찾는 블로거들은 대체로 주변의 문화유산을 함께 돌아보았으며, 토속적인 향토음식을 함께
즐겼다. 세대별로는 중장년층이 많이 찾았는데, 교통비와 입장료 외에 지출하는 부분이 거
의 없었으며 실제로 만족도가 높은 여행의 경우, 지출과 만족도가 균형을 이루며, 성장해
야 하는데, 서원을 포함한 우리나라 교외지역의 대부분의 여행지는 지출할 적정시설이 매
우 미비한 상황이었다. 이에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도 높은 수준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그
에 적합한 유료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4) 비젼 및 전략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서원활용프
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에 속하는 9개 서원도 다양한 활용프로
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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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세계유산에 등재된 서원들에서 운영되고 있는 활용프로그램들은 세계유산으로서의
‘한국의 서원’에 부합하지 않는 프로그램도 있다. 이는 활용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조직의
전문성과도 관계가 있으며, 각 지원사업들이 단기적으로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좋은 평가
를 받는 시스템 때문이기도 하다. 현재의 프로그램들은 인지도가 낮았던 서원들을 알리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지만, 세계유산의 가치를 유지,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 서원의 기능은 매우 다양하지만 크게 제향기능, 강학기능, 교류와 유식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기능들의 전통을 지속하기 위한 활용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각 서원별로 연
구된 다양한 연구(제향인물, 역사, 건축, 조경 등)를 반영한 각 서원별로 특성화된 프로그램
이 요구된다. 아울러 각 서원이 보유하고 있는 편의시설과 주변현황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
다.
○ 제향기능과 강학기능, 교류와 유식기능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운영되어야 하지만, 각 특
성이 다름에 따라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제향기능의 경우 강학․유식기능에 비하여 옛 모습을 가장 잘 간직하고 있으며, 서원의 보
편적가치에 대한 진정성과 완전성의 유지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앞서 각
서원의 제향에 대한 연구성과들이 작성된 바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각 서원별로 개최되
는 제향의 속성들이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꾸준한 모니터링과 자료 축적, 교육이 이
뤄져야 할 것이다.
○ 최근까지 운영된 프로그램 중 서원의 강학기능과 관련된 것은 선비정신강의, 고전강의, 예
절교육, 한자교육, 다도체험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프로그램들의 문제점은 대부분 상설
프로그램이 아닌 이벤트성 단기 프로그램이다. 이에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의 OUV, 진정
성 및 완전성의 배경이 되는 조선시대의 강학기능을 시대적인 변화를 고려하여 유지 발전
시키는 상설 활용방안이 필요하다.
○ 이를 위해 옛 서원의 기능이었던 도서관,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상설화할 필요성이 있
다. 서원의 강당공간과 동서재 공간을 교육을 위한 공간으로 상설화하여 활용하고, 장서각
(장판각)과 같은 시설들을 도서관으로 상설 운영한다면 단절되었던 서원의 본 기능을 되살
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상설프로그램들을 기본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서원별 제향인물
에 대한 교육 등과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 아울러 과거에 경판, 도서 형식으로 자료를 보관했던 장서각의 역할을 디지털아카이브화하
여 서원을 찾는 이들이 편리하게 서원의 자료를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
다.
○ 교류와 유식기능은 누, 연지 등이 있는 공간으로 구성된다. 이들 공간은 학문하는 긴장에
서 벗어나 편안히 쉬며 즐기면서도 학문에 마음을 두는 공간이었다. 조사연구를 통하여 각
서원의 유생들이 즐겼던 유식을 분석하고 이를 현대화하여 반영하는 장기적인 기획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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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전통문화체험, 전통생활체험,
전통예술체험, 전통연희체험 등이 있으나, 강학기능과 마찬가지로 상설프로그램이 아닌 행
사성 특별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서원이라면 기존의 서원활용프로그램과는 구분된 관리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
다.
또한 각 서원의 역사를 포함한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발전시킬 수 있는 연구소의
성격도 유식기능에 포함시켜서 서원을 ‘유교문화 연구의 중심’으로 발돋움 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노력은 조사 - 연구 - 아카이브화 - 기획 및 콘텐츠 개발 - 정비 및 활용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줄 수 있으며, 이는 서원 활용의 깊이를 더해 줄 것이다.
○ 유산의 해설시, 각 서원의 문중 및 유림이 참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노년층의 경
우, 방문객 특성을 고려한 해설이 어렵고 재교육 등이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중
요 방문객을 대상으로 문중 및 유림에서 해설하고, 그 해설내용을 전문가 등이 참여, 체계
적으로 정리하여 다른 해설사들도 충분한 교육을 받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해설 어플리케이션도 해설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이다.
만화, 영상, AR, VR 또는 MR을 활용하여 서원의 다양한 콘텐츠를 시청각적으로 전달시키
는 방법도 고전적인 문화유산해설을 발전시킬 수 있는 요소로 생각된다. 예술, 문화 등 타
분야에서 이미 성장발전시키고 있는 다양한 전달방식을 서원을 포함한 문화유산에서도 적
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최신 트렌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영어, 중국어, 일어 등으로 서원을 소개 및 안내할 수 있는 site 및 어플리케이션을 기
획, 제작, 운영하여 외국인들도 우리의 서원을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앞서 언급된 세계유산으로서의 서원 활용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필요한 것이 있다.
바로 ‘체계적인 관리 조직’이다. 활용을 활발하게 시행하다보면 방문객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들로부터 서원을 보호하고, 서원의 가치를 꾸준히 조사․연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
템이 필요하다. 이 조직의 운영없이 활용사업을 추진하면 문화유산이 훼손될 수 있는 가능
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9개소의 서원은 개별 특성이 반영되었다. 이에 활용프로그램에도 서
원별 활용 핵심포인트를 반영하여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9개 서원을 세계유산으로서 공
통된 가치(OUV)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으로 연계되고, 서원별 특화프로그램으로 차별화시킨
다면 세계유산에 부합하는 활용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다.

7.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 방향과 활용 방안(결론)
○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 운영
지침과 ICOMOS 선언문을 검토한 결과, 유네스코 세계유산 위원회에서는 관리체계에 활
용과 홍보를 장려하고 있으며, 보전과 관광 개발을 대립하는 개념이 아닌 호혜적인 관계
로 명시하였다. 이에 ‘한국의 서원’도 체계적인 활용과 홍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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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 세계유산의 홍보 및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결과적으로 세계의 ‘세계유산’들은 대체로
소득수준 또는 국민의식 수준과 비례하여 세계유산도 보존·관리되고 있었으며 홍보 및 활
용되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있는 국가로서 인정받고
있으나, 운영인력의 전문성 부족이나 세계유산제도의 인식부족 등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문화유산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들이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도입하
여 운영하고 있으며, 내·외국인을 구분하여 입장료 징수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
체로 제공할 콘텐츠가 풍부한 세계유산의 경우, 적정수준의 입장료를 받고 있으며, 제공할
콘텐츠가 풍부하지 못한 경우에 무료이거나 저렴한 입장료를 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 대
한민국 소재 문화유산의 경우 문화복지 차원 혹은 방문객 감소 등을 우려하여 무료 혹은
저렴한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다. 입장료가 무료 혹은 저렴하여 문화유산을 많은 방문객이
찾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무료정책에 의하여 문화유산의 품격이 저하되는 악영향
이 있다. 무료정책으로 많은 방문객을 확보하는 정책보다는 문화재를 아끼고 존중하는 사
람들이 찾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는 정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한국의 서원’의
경우엔 세계유산으로서의 품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세계유산 관리 초기 단계부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입장료는 내국인 및 외국인, 일반인 및 취약계층, 학생 등을 대상으로
다양하게 차등화하는 방식을 선진국에서 활발히 적용시키고 있다.
○ 국내 관련 유산들의 홍보 및 활용 현황적 측면에서 ‘한국의 서원’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만큼 진정성유지에 부적절한 공연 프로그램은 지양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세
계유산으로서 서원의 ‘강학’기능을 되살리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등재신청서상에 언급된 프로그램과 세계유산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어 타 서원에
비하여 깊이있는 교육 커리큘럼이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에 특화된 프로그램으로서 서원의 강학 방법 ‘독서’와 ‘강회’를 적용시킨 교육 프로그
램의 운영은 세계유산으로서 서원의 보존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9개 서원의 문화관광 환경을 살펴보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9개소의 서원은 대체로 숙박
이 가능하고,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자연환경을 느낄 수 있는 공간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주변으로 연계된 다양한 유산들이 분포하고 있는데, 유교문화유산은 자칫 어렵
고 따분하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다양한 방식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 주변으로 다양한
관련 시설이 갖춰져 있거나, 예정중인 상황이 많고, 인물, 건축 등 흥미로운 콘텐츠를 보
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현재로서는 문화복지형 관리시스템으로 운영되지만, 점차 자
립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인 것으로 판단된다. 9개의 서원을 찾는 사람들이 남긴
Blog를 분석하여 여행 트렌트를 분석하였다. 서원을 찾는 블로거들은 대체로 주변의 문화
유산을 함께 돌아보았으며, 토속적인 향토음식을 함게 즐겼다. 세대별로는 중장년층이 많
이 찾았는데, 교통비와 입장료 외에 지출하는 부분이 거의 없었다. 실제로 만족도가 높은
여행의 경우, 지출과 만족도가 균형을 이루며, 성장해야 하는데, 서원을 포함한 우리나라
교외지역의 대부분의 여행지는 지출할 적정시설이 매우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도 높은 수준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그에 적합한 유료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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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소의 서원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지만, 아직은 널리 알려져 있지 못하다. 이에 통합
브로셔의 제작, 첨단기술 연계 융합형 안내시스템 구축, 통합홈페이지 및 SNS 운영, 홍보
서포터즈 지원, 굿즈·음식 등 관광상품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홍보는
세계유산이 소재하고 있는 지자체별로 운영되는 것 보다는 연계한 아카이브를 통해 통합
운영되는 것이 체계적·효율적인 홍보에 도움이 되며, 아울러 각 지자체의 개별 홍보전략과
지속적인 연계를 가지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 활용프로그램은 크게 공통 프로그램과 개별 프로그램으로 구분할 때 공통프로그램은 서원
아카데미와 서원스테이이며,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을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메인콘텐츠가
될 것이다. 특히 서원은 교육을 위한 공간이었으므로 세계유산적 가치, 완전성과 진정성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서원아카데미와 서원스테이 등은 ‘한국의 서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야할 사업 분야로 판단된다. 교육프로그램은 고품격 프로그램과 대중 프로그램 등 다양하
게 운영하여 서원
본연의 기능을 강
화하는 노력이 필
요하다.
○

개별

프로그램은

연계투어프로그램,
이벤트프로그램,
세계유산 축전 등
으로

세분화하여

보면 개별프로그램
은 세계유산 운영
지침에 따라 ‘대중
화를 위한 품격 저
하’보다는 ‘세계유
▲ ‘한국의 서원’의 SWOT

산에 맞는 고품격
프로그램’으로

운

영되어야 하며, ‘대중적 무료 프로그램’외에 ‘고품격 유료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 공통 프로그램과 개별프로그램의 경우, 이벤트성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스케쥴에 의
해 정기적으로 상설 운영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제시된 서원아카데미, 해설사통합
교육, 서원스테이, 서원별 연계투어프로그램은 상설운영하고 살아숨쉬는 향교·서원 사업,
세계유산축전 등은 비상설 이벤트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현재 ‘한국의 서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살아숨쉬는 향교·서원 사업’의 경우 세계유산적 가
치(OUV), 완전성 및 진정성의 발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지속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이
에 각 지자체에서 문화재청에 제출하기 전에 9개서원 및 통합보존관리단에서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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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남계서원·도동서원·병산서원·무성서원·돈암서원은 박물관이나 사료관이 없다. 세계유산과 관련
된 콘텐츠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기 위해 박물관 혹은 사료관은 필수적인 시설이므로,
각 서원별로 시설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세계유산은 등재 이후에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가치를 보존·관리하고 홍보·활용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체계적인 근무를 위해서는 적정한 인력이 업무를 담당해야하기 때문에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
○ 특히, 9개소의 서원을 포함한 한국 서원 관련 자료를 아카이브화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도 관
리소홀로 인하여 도서 등 전국의 서원에 있는 많은 동산문화재들이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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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 발 표 2
대구·경북 지역의 서원과 활용 방안
[국학진흥원의 역할을 중심으로]
-최주희(덕성여대)

【주제발표 2】

대구·경북지역 서원의 현황과 현대적 활용 사례
-한국국학진흥원의 역할을 중심으로-

최주희(덕성여자대학교)

1. 머리말 : 대구·경북지역 서원의 현황과 특징

2. 서원의 현대적 활용에 있어서 한국국학진흥원의 역할
1) 인근에 자리한 도산서원과의 네트워킹
2) 서원자료의 발굴·보존과 국역서 간행

3) 서원자료의 전시, DB구축 및 콘텐츠화
3. 맺음말

1. 머리말 : 대구·경북지역 서원의 현황과 특징
한국 서원의 역사는 경북지역에서 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백운동서원은 풍기군수

주세붕(周世鵬)이 중종 37년(1542) 주자의 백록동서원을 모방하여 안향이 어릴 때 공부하였던
宿水寺터에 건립한 최초의 서원이다.1) 명종 4년(1549) 퇴계 이황(1542~1570)이 풍기군수에

부임하면서 선조에게 사액을 청하는 상소를 올리자 조정의 논의를 거쳐 이듬해 ‘紹修’라는 편
액과 서책, 전답, 노비가 내려졌고, 이로써 소수서원은 국가로부터 공인받은 최초의 사액서원
이라는 위상을 얻게 되었다.2) 소수서원의 사액 청원을 계기로 17세기 초반까지 이황의 문인

과 제자들은 서원건립운동을 확대해나갔으며 이를 통해 전국 각 지역에 서원이 건립되는 전기
를 마련하였다.

애초 이황이 서원건립운동에 나선 것은 당시 성균관·향교와 같은 관학기관이 성리학의 본령

인 道學을 연마하기보다, 科擧를 치르기 위한 기능적 공간으로 전락한 것에 회의를 느껴서였

다. 그는 선비의 학문이 서원에서 역량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나라에서 인재를 얻는 데 있어

서도 반드시 국학이나 향교보다 나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3) 그렇기 때문에 학문

연마의 장으로서 서원 건립을 주도하는 한편, 문인들이 서원 건립에 참여할 때 院規의 제정과
제향 인물의 위차 문제 등을 자문하였다.

이황 생존 당시 건립된 서원은 소수서원을 비롯하여 총 18개소가 확인되며, 이황 및 그의 문

1) 정만조, 1997, 朝鮮時代 書院硏究, 집문당, 28~32쪽 참조.
2) 명종실록권10, 명종 5년 2월 11일(병오).
3) 퇴계선생문집 권9, 書1, ｢上沈方伯｣, “(생략)非惟士之爲學, 得力於書院, 國家之得賢, 亦必於此而優於彼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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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이 건립에 관여했던 서원은 13개소에 이른다.4) 지역으로 보면 경북지역이 9개소로 가장

많고 경남이 2곳, 함경도 2곳, 충북·황해·강원·전남·평안도가 각각 1곳으로 집계된다. 경북지역

의 서원 건립은 대부분 이황과 그의 문인들이 관여하였다. 이중 명종 16년(1561)에 건립된 서
악정사는 경주지역 최초의 서원으로 옥산서원이 세워지기까지 경주 지역 향론을 결집시키는

역할을 하였는데 건립을 주도한 경주부윤 李楨은 서악정사의 건립과 향사, 건물의 액호 문제,
도서간행과 관련하여 퇴계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였다.5) 퇴계의 문인이었던 이정은 명종 19년

(1564) 전라도 순천부사로 부임하면서 전라도 최초의 서원인 옥천서원을 건립하였으며, 이때

에도 이황은 옥천서원의 편액을 써주었다.6) 강릉에서 가장 먼저 건립된 오봉서원 역시 이황과
성균관에서 함께 수학한 인연이 있던 咸軒이 지방유림들과 논의하여 명종 11년(1556)에 건립

한 서원으로 함헌이 書院圖를 이황에게 가져다 보이자 이황이 시를 지어 보냈다는 내용이 

五峯書院實記에 실려 있다. 다른 지역 서원들을 살펴보더라도 이황과 그 문인들에 의해 건립

된 서원이 비교적 이른 시기에 건립된 서원으로 기록되어 있어, 16세기 서원의 확산에 이황과
그 문인의 역할이 상당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인조반정 이후 지방의 서원건립운동에 변화가 나타났다. 집권세력인 서인과 남인 간

의 첨예한 대립으로 서원의 훼철과 복설이 번복되는 사례가 나타나는가 하면, 이이·성혼의 문

묘 종사 문제를 둘러싸고 서인과 남인계 인사들이 대거 연명상소를 올리는 데 서원이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도학실천의 장이 아닌, 공론 수렴을 명분으로 한 정치공간으로 변질되었다.

숙종대에 이르면 이러한 경향이 심화되어 중앙정계에서 실권을 잡은 노론세력이 자기 당의

인물을 배향하는 서원을 건립하고, 당인을 경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지방의 서원을 장악하면서
남인과 경쟁하였다.7) 이와 더불어 문중이 서원 건립의 주체가 되어 선대의 입향지나 태생지,

본관지에 서원·사우 등을 건립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에 숙종대에 이르기까지 서원의 숫자

는 양적으로 확산세에 있었다.8) 아래 <표 1>은 명종대부터 숙종 연간까지의 서원·사우의 건립
동향을 정리한 것이다.

4) 권시용, 2019, ｢16~17세기 초반 퇴계 문인의 서원 건립 활동｣, 한국서원학보 제8호, 9쪽 <표 1>
퇴계 생존 당시 건립된 서원 참조. 표에 따르면, 18개소 서원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1.경북 순흥의
紹修書院(중종 37년 건립·명종 5년 사액), 2.충북 보은의 象賢書院(명종 4년 건립·광해 2년 사액), 3.
황해 해주의 首陽書院(명종 4년 건립·명종 5년 사액), 4.경남 함양의 灆溪書院(명종 7년 건립·명종 21
년 사액), 5.경북 영천의 臨皐書院(명종 8년 건립·명종 8년 사액), 6. 경북 신녕의 白鶴書院(명종 10
년 건립), 7.강원 강릉의 五峯書院(명종 11년 건립), 8.경북 의성 氷溪書院(명종 11년 건립·선조 9년
사액), 9.경북 영주 伊山書院(명종 13년 건립·선조 7년 사액), 10.경북 성주 迎鳳書院(명종 13년 건
립·명종 15년 사액), 11.경북 경주 西岳精舍(명종 16년 건립·인조 1년 사액), 12.경북 대구 硏經書院
(명종 18년 건립·현종 1년 사액), 13.함경 함흥의 文會書院(명종 18년 건립·선조 9년 사액), 14. 전남
순천의 玉川書院(명종 19년 건립·선조 1년 사액), 15.평안도 평양의 仁賢書院(명종 19년 건립·선조
41년 사액), 16.경남 밀양의 禮林書院(명종 22년 건립·현종 10년 사액), 17.함경도 안변의 玉洞書院
(명종 22년 건립·선조 25년 사액), 18.경북 예안의 易東書院(선조 1년 건립·숙종 10년 사액).
5) 이수건, 2005, ｢구암 이정의 가계와 생애 및 ‘退南’과의 관계｣, 안동사학 제9·10집 참조..
6) 권시용, 앞의 논문, 13쪽.
7) 설석규, 1992, ｢숙종조 원우동향과 붕당의 사회적 기반｣, 국사관논총 34, 국사편찬위원회.
8) 이해준, 2008, 朝鮮後期 門中書院 硏究, 경인문화사, 81~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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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명종~숙종 연간 서원·사우 건립 및 사액 수 추이9)

경상
충청
전라
경기
황해
함경
강원
평안
합계

건
사
건
사
건
사
건
사
건
사
건
사
건
사
건
사
건
사

9
3
1

명종
사우

1
1
1
1
2
1

선조
서원 사우
27
2
7
6
2
1
14
6
5
2
6
2
6
1
1
1

2

1

3

3

17
4

63
15

16
3

광해군
서원 사우
14
3
5
7
1
3
1
6
2
1
2
1
2
1
1
1
1
1
2
1
32
14

인조
서원 사우
12
7
2
6
1
7
6
2
1

1

1

1
2

1

2
1
2

8
3

32
5

18

효종
서원 사우
11
2
1
1
1
5
2
5
3
3

3
1
1
1

2

3
1

27
6

10
3

1

현종
서원 사우
19
3
8
5
8
3
7
9
3
7
1
5
2
4
1
2
1
5
3
2
4
4
52
33

3
2
1
1
18
10

숙종
서원 사우
72
46
25
3
33
16
15
2
26
33
14
6
18
5
22
3
10
4
12
3
3
6
5
1
5
5
1
1
9
10
10
5
176 125
104
24

합계
서원 사우
164
63
51
8
62
23
26
4
68
53
29
12
38
7
34
5
23
6
15
3
13
14
7
1
12
13
4
4
19
16
15
6
399 195
181
43

위의 표에서 보듯이 명종대부터 숙종대에 이르기까지 각 도별 서원 및 사우 건립 추이를 살

펴보면, 숙종대 들어 압도적으로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재위기간을 고려하여 연평균을 따

져보더라도 명종대 0.8회, 선조대 1.9회, 광해군 3.0회, 인조 1.9회, 효종 4.1회, 현종 5.0회,

숙종 6.6회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낸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상도의 서원·사우가 2·3순위
의 전라, 충청지역과 비교해보더라도 크게 증설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숙종 40~43년 사이 사설 서원에 대한 훼철 조치가 취해지고, 영조 17년(1741) 서

원 173개소에 대한 훼철이 행해졌다. 그러나 이후에도 서원, 사우의 남설이 지속되자 고종 5

년(1868)에 미사액서원 및 사우가 철폐되고, 이어 고종 8년(1871) 47개의 사액서원을 제외한

모든 사액서원이 철폐되었다. 문제는 대원군이 실각하자, 지역사회에서 철폐된 서원을 복설하
려는 움직임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복설운동은 일제강점기를 거쳐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2012년 12월 31일 전국에 산재한 서원의 숫자는 총 672개로, 이후 2014년

12월 무렵에는 700여 개로 조사되었다.10)

2007년 한국국학진흥원에서는 경상북도에 산재한 서원을 전수조사하여 경북서원지를 출간

하였고, 2년 후 이를 보완한 개정판을 출간하였다. 2009년에 조사된 대구·경북 서원의 시군별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9) 설석규, 앞의 논문, 부록 참조. 위의 표는 정조대 편찬된 俎豆錄과 고종대 증보된 문헌비고·열읍
원우사적·서원등록, 승정원일기등에 나타난 서원 관련 기사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며, 글의 전개
를 위해 표를 재구성하고, 표에 나타난 총액 수치에 오류가 발견되어 이를 수정하였다.
10) 한국관광학회편, 2014, 향교·서원총람, 한국관광학회(이상호, 2016, ｢영남지역 사례를 통해 본 서
원활용 방안 제언｣, 儒學硏究 제37집,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436쪽 각주 재인용). 정만조는 서원
철폐령 이전 서원과 사우의 현황을 정리하였는데, 서원은 417개소, 사우는 492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하였다(정만조, 앞의 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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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대구·경북지역 서원의 전존 현황
시군

서원명(건립연도, 배향인물)
觀瀾書院(1660,이언적)

비고

시군

琴湖書院(1684,허조)①

경산
시

龜溪書院(1696,우탁)

龍溪書院(1700,최문병)

南湖書院(1786,김시성)

易東書院(1567,우탁)②

鏡光書院(1568,배상지·이종준·장흥

①경북문
화재자료
제449호

효)

屛山書院(1572,류성룡·류진)③

東山書院(1813,정연)
臨湖書院(1823,이간)

西岳書院(1563,설총·김경신·최치원)①

玉山書院(1572,이언적)②
龜岡書院(1692,이제현)③
東江書院(1695,손중돈)④
경주
시

龍山書院(1699,최진립)⑤
稷川書院(1702,정사진)

雲谷書院(1784,권행·권산해·권덕린)

龜山書院(1786,서유·서일원·서필·서사
적)

景山書院(1838,이의윤)

丹邱書院(1862,이세기·이천·이종윤

老江書院(1692,송시열·권상하·한원진·
고령
군

시

虎溪書院(1575,이황·류성룡·김성일)
①경북기
념물 제
19호
② 사 적
제154호
③경북문
화재자료
제188호
④경북기
념물 제
113호
⑤경북기
념물 제
88호

淸城書院(1608,권호문)⑥

汾江書院(1613,이현보)

岐陽書院(1615,류의손·류복기)⑦
龍岡書院(1671,최치원)

泗濱書院(1675,김진·김극일·김수일·

안동
시

陁陽書院(1741,손홍량·김자수·류중
엄)

비)

花川書院(1786,류운룡·김윤안·류원

西山書院(1771,이색·이홍조)⑫

盤巖書院(1832,정거·정선경·정종·정

영·장현광)①

東洛書院(1610,장현광·장경우)②

洛峰書院(1646,김숙자·김취성·박운·김
취문·정응섭)③

①경북기
념 물 제
60호
②경북문
화재자료
제21호
③경북문
화재자료
제222호

지)

鳳巖書院(1802,남응원·남융달·남급·
남천한)

彰烈書院(1804,하위지)

芹城書院(1812,김인찬·김이갱)

영양
군
영주

陽山書院(1710,홍로·홍귀달·홍언충)

시

松湖書院(1725,이숙황·이진·이보)
良川書院(1747,홍관·홍언박·홍위)

대구
광역
시

58

屛巖書院(1625,도응유, 도경유)
伊江書院(1639,서사원)

龜巖書院(1665,서심 거정·서성·서해)

②경북문

迃溪書院(1663, 이덕홍·이시)②
정몽주·황보인·장

武原書院(1630, 하연)

영천

紫東書院(1840,강엽·강여호·강석구·강

禮淵書院(1618,곽준·곽재우)①

伊山書院(1558, 이황)

德崗書院(1621, 양효지)

윤은보·서즐)

道東書院(1568,김굉필·정구)

①사적제

붕)①

道岑書院(1603, 조호익)②

剡溪書院(1802,김문기·김현석·장지도·
시

①대구광
역시 기
념물 제
11호
②대구시
유형문화
재 제37
호

①사적제
170호
②경북기
념 물 제
146호
③사적제
260호
④ 경 북
유형문화
재 제35
호
⑤ 경 북
문화재자
료 제16
호
⑥경북문
화재자료
제33호
⑦경북민
속자료제
17호
⑧경북유
형문화재
제39호
⑨경북유
형문화재
제267호
⑩경북민
속자료제
19호
⑪경북기
념물 제
56호
⑫경북기
념물제43
호

紹修書院(1541,안향·안축·안보·주세

현광)①

春川書院(1756,송시열)

비고

汝南書院(1647,남민)

臨皐書院(1553,

北山書院(1846,장해빈)
賀老書院(1648,이약동)

이화

碧溪書院(1860,강봉문)

九皐書院(1764, 서한정)

文陽書院(1793,이언)

시

黙溪書院(1687,옥고·김계행)⑩

臨湖書院(1707,김용)

流巖書院(1761,이정백)

鳳岡書院(1609,문익점·문래·문영)

김천

김명일·김성일·김복일)⑧

道溪書院(1687,권위)⑨

高山書院(1768,이상정·이광정)⑪

南溪書院(1583,유성룡·이호민)

군

臨川書院(1607,김성일)⑤

梅林書院(1707,곽수강·오선기)

文山書院(1792,노수함·노경필·노경륜)

군위

④

윤봉구·송환기)

金烏書院(1570,길재·김종직·정붕·박

구미

서원명(건립연도, 배향인물)
陶山書院(1561,이황·조목)①

龜川書院(1676, 권응수·권응심)

龍溪書院(1684,이맹전·조려·원호·김
시습·남효온·성담수)③

昌臺書院(1697,정대임·정제)

松谷書院(1702,류방선·곽순·이현보·
심지원·이보흠·윤봉오)

古川書院(1705,김대해·김연·최인제·

정석남·이영근·이지암·이일장·이득

55호

화재자료
제475호

①경북기
념물제62
호

②경북문
화재자료
제100호

③경북유
형문화재
제55호

④경북기
념물

144호

제

洛濱書院(1691,박팽년·성삼문·하위지·

룡·이득린·손응현)④

이개·유성원·유응부)

道溪書院(1707,박인로)

百源書院(1692,서시립)

大川書院(1712,성송국·성기·성덕룡)

靑湖書院(1694,손조서·손처눌·류시번·

城南書院(1723, 이형상)

龍岡書院(1696,허득량·허복량)

영·조선장)

정호인)

滄洲書院(1727,조상치·조한보·조한

龍湖書院(1704,도성유·도여유·도신수)

橫溪書院(1760,정만양·정규양)

尼陽書院(1707,곽안방·곽지운·곽규·곽

晦溪書院(1832,조경온)
金谷書院(1568,박충좌·박눌·박손경)

황)

洛東書院(1708,우탁·신현·우길생·우현

浣潭書院(1568,정구령·정옹·정환·정

梧川書院(1744,양희지)

道正書院(1640,정탁·정윤목)①

사·정광필·정영후·정영방)

보·우배선)

新川書院(1643,김영렬)②

西溪書院(1781,박문화·이주)
녹동서원(1789,김충선)

예천

梅陽書院(1831,송원기·송명기·송이석)

군

寒泉書院(1838,전이갑·전의갑)

시

潚陽書院(1712,정언신·김낙춘·남영·심
대부·이심)①

義山書院(1756,엄흥도)
三溪書院(1588,권발)①

龜灣書院(1596,금인·남몽오·박선장·권
봉화
군

호신)②

道溪書院(1610,이수향·이유·이보흠·이
여빈)

鳳山書院(1793,김종걸)③

杏溪書院(1804,김강·김홍제·김증)

①경북문
화재자료
제417호
②경북문
화재자료
제154호
③경북문
화재자료
제149호

울진
군

洛嵓書院(1745,김담수·김정룡·김정견)

淸巖書院(1752,류포·류달준·이겸·류종

인·홍약창·남영·정윤해·박성민·이영갑·
남근명)

제·이근성)

錦山書院(1782,신지제,신체인)

梅岡書院(1807,신원복·신홍도·신류)
禾山書院(1855,마천목·마승)

제52호

興巖書院(1702,송준길)②

藏待書院(1672,김광수·신원록·신지

丹邱書院(1858,신적도·신달도·신열

이언적·이황·노수신·유성룡·정경세·이

김홍미·조우인·정호선·황익재)

雲巖書院(1826,공자·김제·손순효)

明谷書院(1818,박성양)

① 경 북

鳳山書院(1688,노수신·심희수·성윤해·

인·이세화)

룡·김성일·장현광·이광준)

군

달수·채무일)

두)

魯東書院(1816,송시열·이상진·오두

조정·조익)

김각·조광벽·강용량)

孝谷書院(1685,송량·김충·고인계·김광

제139호

氷溪書院(1556,김안국·이언적·류성

淵嶽書院(1553,박언성·김언건·강응철·

준)

화재자료

月溪書院(1856,장말익·장양수)
涑水書院(1509,신우·손중민·김우굉·

전·이준)

시

②경북문

魯峯書院(1794,권산해·권종락)
明溪書院(1671,황응청·황여일)

의성

玉成書院(1551,김득배·신잠·김범·이

상주

제142호

蘇川書院(1692,전원발)

①경북문
화재자료
제505호

뉴)①

道南書院(1606,정몽주·김굉필·정여창·

화재자료

복기)

玉洞書院(1518,황희·김식·황효헌·황

臨湖書院(1590,표연말·홍귀달·채수·권

箕川書院(1665,안준·이문흥·문근·이
玉川書院(1667,임춘·반유·태두남·송

경)②
近嵒書院(1544,홍언충·이덕형·김홍민·
문경

진·김응조)
구)

仁興書院(1866,추황·추적·추유·추수

홍여하·이구·이만부·권상일

勿溪書院(1661,김방경·김구용·김양

①경북문

기 념 물

도·신채)

청송

屛巖書院(1702,이이·김장생)

松鶴書院(1702,이황·김성일·장현광)

紫溪書院(1518,김일손·김극일·김대

②경북기
념물 61

유)①

①경북유

龍岡書院(1816,박익·박경신·박경인·

제83호

仙巖書院(1568,김대유·박하담)

호

청도
군

박경전·박경윤·박경선·박선·박찬·박

린·박우·박근·박숙·박지남·박철남·박
구)②

琴湖書院(1818,박운룡)③
皇岡書院(1835,천만리)

芝山書院(1844,박호·박지현·박태고·
박중채)

형문화재
②경북기
념 물 제
129호

③경북문
화재자료
제308호

59

칠곡

鳳崗書院(강유중·강동)

군

檜淵書院(1583,정구·이윤우)①

德巖書院(1672,이천배·이천봉·이주)②

晴川書院(1729,김우옹·김담수·박이장)
③

성주
군

汶谷書院(1750,이견간)

玉川書院(1793,이사룡)
雲陽書院(미상,여희림)

泗陽書院(1651,정구·이윤우·이원경)

①경북문

嘯巖書院(1703,채몽연·채무·장내범)
三明書院(1553,이눌)

제117호

①

화재자료

烏川書院(1588,정습명·정몽주·정사
① 경 북
유형문화
재 제51
호
②경북문
화재자료
제286호
③ 경 북
유형문화
재제261
호

도·정철)

鶴三書院(1592,이대임)
포항
시

立巖書院(1657,장현광·정사진·권극
립·정사상·손우남)①

琴山書院(1707,허진수)

德林書院(1740,오방우)

①경북기
념물제70
호

西山書院(1760,이충한·김응장)

廣南書院(1791,황보인·황보석·황보
흠)

中陽書院(1794,서섭·서시복·서종)

위의 표에서 보듯이 23개 시군에 산재한 서원은 현재 161개에 달하며 이중 안동에 가장 많

은 서원이 분포하고 있고, 그다음으로 대구와 영천, 상주, 경주 지역에 서원이 다수를 차지하

고 있다. 경북서원지에 수록된 서원은 고종 5년(1868)과 고종 8년(1871) 미사액·사액서원의

훼철령이 있기 전부터 존재하였던 서원들로, 서원훼철령 당시 다수가 훼철되었다가 문중이나
지역 유림들에 의해 복원된 것들이다.11) 현존하는 서원들은 대부분 정기적인 享祀를 지내고

있으며, 일부 서원은 문화재자료, 유형문화재, 기념물로 지정되어 시도 지자체의 재정 지원 하
을 받고 있다. 물론 역사적 가치가 탁월하나 서원훼철령 이후 복원되지 않아 경북서원지에

빠진 서원도 있다. 대구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연경서원이 그것이다. 2012년 10월 연경서원이
소재하였던 연경동 일대에 아파트 택지지구가 조성됨에 따라 연경서원 복원장소를 확정하고

현대적으로 활용할 것을 촉구하는 학술대회가 개최되었으며,12) 2017년 6월에는 대구 봉산문

화회관에서 연경서원 편액과 통강록 등을 소개하는 유물 전시회가 개최되어 연강서원 복원
을 요구하는 지역민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서원의 이건과 복설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안동의 호계서원을 들

수 있다. 경북서원지를 발간할 2007년 당시 임하면에 자리하였던 호계서원은 13년 후인

2020년 도산면 서부리에 이건, 중창되었다. 호계서원은 본래 여강서원이었다. 당초 안동부 여

산촌 백련사터에 건립되었던 여강서원은 퇴계 이황을 배향하고 도학을 강론하는 장으로 기능
하였다. 광해군 12년(1620) 서애 유성룡과 학봉 김성일을 추향하였으며, 숙종 2년(1676)에 사
액을 받으면서 ‘호계’로 이름이 바뀌었다. 이후 이황은 도산서원에, 류성룡은 병산서원에, 김

성일은 임천서원에 옮겨 주향되었기 때문에 호계서원의 기능이 점차 유명무실해졌고, 고종 5
년(1868) 훼철되었으나 얼마 안 있어 다시 중건되었다. 1973년 무렵 안동댐 건설로 인해 임하
면 임하리 84-3로 옮겼으나, 강당인 숭교당과 고직사만 건립되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방

치되어 있다시피하였다.13) 이에 2013년 경상북도와 안동시가 나서서 서애·학봉 문중을 필두로

한 40여 문중의 의견을 수렴하여 호계서원 복설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좌배향에 서애, 우
11) 고종 8년 사액서원 훼철 시 경북지역 내 남은 서원은 풍기 옥산서원, 함양 남계서원, 경주 서악서원,
경주 옥산서원, 선산 옥산서원, 예안 도산서원, 현풍 도동서원, 안동 병산서원, 상주 흥암서원, 상주
옥동서원이다(이수환, 2015, 경북이야기-또하나의 미래, 향교·서원, 한국국학진흥원, 212쪽).
12) 이상호, 2015, ｢복설된 연경서원의 현대적 활용방안｣, 퇴계학논집 16호.
13) 한국국학진흥원편(개정판), 2009, 경북서원지, 호계서원, 4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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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향에 학봉, 그리고 대산 이상정을 추가로 배향하기로 합의하였다.14) 이에 숭교당을 이건하

고 양호루 등을 새롭게 지어 2020년 6월 한국국학진흥원이 소재한 도산면 서부리에 새롭게

중건되었다.

그러나 문중과 향촌 유림들이 주도하여 복원한 서원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그리고 산업

화를 겪으면서 사족과 유림을 지탱하는 강학공간이자 공론정치의 장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하

고, 한문을 가르치는 단순 교육기구로 기능이 축소되거나 재정 상의 문제로 방치되는 곳이 많
았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까지 지자체의 재정 지원으로 건물을 중수하고 향사를 지내는 서원
들이 늘고 있지만, 새로 복원된 서원이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넘어서서 지역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대안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특히 경북지역의 서원은 서원을 건립한 사족, 유생의 후손들이 지역사회에서 문중의 일원이

라는 정체성을 지니며 지금까지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서원이 활발하게 운영되었던 당대의

정서와 문제의식이 후대에도 체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서원의

현대적 활용 방안을 모색할 때에는 서원의 건립과 운영에 관여한 문중과의 협의가 불가피하

다. 조선 중기 이래 전국적으로 증설된 서원·사우가 향교와 함께 조선시대 향촌사회를 대표하
는 문화자원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서원·향교가 지닌 시대성을 오늘에 살리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다.

대구·경북지역만 한정해보더라도, 그간 서원의 복원과 활용을 둘러싼 많은 사례연구들이 발

표되었고, 그중에서는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소개되기도 하였으나, 주로 향후 관광자원

혹은 교육 및 문화체험 공간으로서 활용 가능한 방안을 제안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다.15) 그

러나 초기 강학과 도학의 실천장으로 세워졌던 서원이 붕당정치가 노골화되는 숙종대 이후 향
중 공론이라는 미명 하에 중앙의 정치적 동향에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향촌 내 위상 강화를

목적으로 문중서원을 私建하는 양상이 증가하였던 상황을 감안한다면, 현존하는 모든 서원의

역사적 가치를 일관된 잣대로 판단할 수도 없는 일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시군별로 역사적 정
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서원을 ‘엄선’하고 지역에 거주하는 문중 구성원과 지자체의 협조를

통해 해당 서원 관련 자료를 발굴하여 다년간 연구성과를 축적하는 한편, 이를 대중화 사업으
로 발전시키는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하리라 본다.

이에 다음 장에서는 서원의 현대적 활용에 있어 대표 사례로 꼽을 수 있는 한국국학진흥원의

역할과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양상을 소개하고자 한다. 특히 한국국학진흥원(이하 국학진흥
원 통칭) 인근에 위치한 선비문화수련원의 운영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서원이라는 단일 콘텐츠

를 지자체와 서원, 그리고 학술연구기관에서 상호연계 하에 지역문화 인프라로 구축해간 사례
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2. 서원의 현대적 활용에 있어서 한국국학진흥원의 역할
14) <표 2> 괄호에 기재된 배향인물은 조두록(1797)과 동국원우록(1902), 증보문헌비고(1908), 
교남지(1937)에 근거한 것이며, 임하리에 이건하였을 당시에는 배향인물이 없었다.
15) 박경환, 2014, ｢전통 서원 강학 기능의 현대적 복원｣, 안동학연구 13 ; 이상호, 2016, ｢영남지역
사례를 통해 본 서원 활용 방안 제언｣, 儒學硏究 37집 ; 박종수, 2014, ｢서원을 활용한 다문화 가
치 창조에 대한 연구-임고서원을 중심으로-｣, 포은학연구 15집 ; 이다정·김윤희, 2019, ｢문화체험
공간으로서 안동 도산서원이 지닌 가능성과 문화 콘텐츠 활성화 방안-시조 <도산십이곡>의 활용을
중심으로-｣, 온지논총 59 ; 김성실, 2020, ｢퇴계 서원부흥운동의 의의와 현대적 계승발전 방안에
대한 일고찰｣, 인문학연구 59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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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근에 자리한 도산서원과의 네트워킹

앞서 소개하였드시 국학진흥원에서 대구·경북지역의 서원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역사 문헌을

발굴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수조사한 서원지를 증보하여 발간한 것은 도 단위 문화정책을 기
획하고, 시군 단위에서 서원 중심의 문화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근거자료가 되고 있다.

애초에 국학진흥원의 설립 목적 역시 훼손, 멸실 위기에 놓인 민간 고문헌과 유물자료를 발

굴·보존하고, 그것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대외에 알리는 각종 학술 연구성과를 생산하는 것이

었다. 최근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학자료를 DB화하고 역사문화콘텐츠로 가공하여

온라인 상에 제공함으로써, 국학에 대한 대중적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문화 관광자원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16)

이에 유교넷(http://ugyo.net), 스토리테마파크(http://story.ugyo.net)와 같은 전통문화포털

사이트를 구축하여 외부에 콘텐츠를 개방하고 있으며, 인문정신연수원과 같은 연수시설을 갖
추고 선비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교육, 연수프로그램도 운영 중에 있다. 실제로 올해 12기를

맞이하는 국학아카데미 역시 퇴계 선생 서거 450주년 및 서원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를 기념하여 ‘퇴계 선생의 정신세계 및 안동의 세계유산’이라는 주제로 총 26강의 대중 강의

를 개설하였다.17) 그러나 이러한 연수프로그램의 꾸준한 운영과는 별개로 국학자료를 조사·발

굴하고 역사문화적 가치를 검토하는 학술연구기능에 대한 도민, 지자체 그리고 중앙정부의 신
뢰도 또한 높다.18) 문화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은 서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만, 인문

학을 전공한 박사급 연구원들이 문중에서 조사·수집한 자료를 탈초·번역하여 연구성과를 내는
전문 학술연구기관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5월 31일 기준으로 국학진흥원에서 수집한 국학자료의 누계치는 총 544,337점

이다. 연평균 2만점 이상의 국학자료를 수집함으로써 한국국학진흥원은 2020년 현재 국내 국
학연구기관 중 가장 많은 국학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이중에는 국보 1점(제132호 징비록)과

보물 20건(1,854점), 시도유형문화재 34건(2,244점), 문화재자료 6건(218점), 등록문화재 1건

(691점)이 포함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유교책판>과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되는 한편, <한국의 편액>과 <만인소> 역시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지역 기록

유산에 등재되었다.19) 여기에 2019년 도산서원과 병산서원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
됨에 따라 두 서원과 문중에서 기탁한 자료들을 재구성하여 특별전을 개최하고, 도록을 편찬

함으로써 향후 소장자료를 대중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학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처럼 한국국학진흥원은 국학자료를 조사, 연구하는 데 일차적인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특정 서원을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도내 시군에 산재한 서

원의 연혁을 정리하여 하나의 자료로 집성하는 한편, 서원 소장자료를 탈초·번역함으로써 서

원의 운영주체들이 이를 바탕으로 대중화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도산서원 자료의 이관은 국학진흥원의 연구기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전기가 되었다.

16) 이에 대해서는 한국국학진흥원에서 20주년을 맞이하여 편찬한 한국국학진흥원 20년사(2016)를 참
고할 수 있다.
17) 2020년 2월 14일 한국국학진흥원 보도자료, “2020년 제12기 국학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참조.
18)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을 시작으로 고전국역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매년 20억씩 10년 간 한국
국학진흥원에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올해만 193명의 청년국역자를 선발하여 국역사업에 참여
시킬 계획을 발표하였다(“국학자료 대중화”...한국국학진흥원 올해 직원 193명 선발, <연합뉴스> 2월
5일자 기사).
19) 한국국학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oreastudy.or.kr) 사업안내 메뉴 조사수집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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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6월 도산서원운영위원회는 도산서원의 광명실과 장판각에 보관되어 온 고문헌자료와

목판류를 국학진흥원에 기탁하였다. 같은 해 3월 도산서원운영위원회에서 자료의 도난 및 훼

손을 방지하고 서원자료의 연구 활성화를 위해 국학진흥원에 자료 이관을 결정한 뒤 4월 중순
에 동광명실에 소장된 고서 2,700여책과 장판각 소장 목판 4천여 장을 국학진흥원에서 인수

하였고 6월에 서광명실의 고서·고문서를 인수하였다. 도산서원의 소장자료는 院規 상 외부반

출을 금지하였기 때문에 당시 국학진흥원으로의 자료 이관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국학진흥원에서는 도산서원 자료의 학술적 가치를 조망하는 학술대회와 심층 연
구, 그리고 DB 구축을 꾸준히 추진하였다.

우선 이관된 도산서원 자료를 바탕으로 2007년에 ‘조선시대 서원의 지역성과 정치적 성격’을

주제로, 2011년에는 ‘퇴계학의 현대적 의미와 계승’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특히

2011년 학술대회는 도산서당 창건 450주년을 기념해 개최된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와 더불

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회에 걸쳐 서원자료 심층연구팀을 조직하여 도산서원에서 기탁한

고문서와 일기자료 등을 분석하여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물을 단행본으로 간행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도산서원 자료의 심층연구와 그 성과
연구주제
서원문화연구
조선후기 도산서원의 사회경제적
네트워크
고문서를 통해 본 도산서원과 지역
사회
사림의 교유와 도산서원의 위상

시행연도

결과물

간행연도

2011

도산서원과 지식의 탄생

2012

2012

조선 서원을 움직인 사람들

2013

2013

일기를 통해 본 조선후기 사회사

2014

2014

조선후기 서원의 위상-도산서원을 중심
으로

2015

1차 심층연구에서는 서원의 강학 기능에 주목해, 도산서원에서 이루어진 지식의 생산과 전승

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2차 심층연구에서는 도산서원의 설립과 운영에 참여하고 서원을 방문

했던 인물들의 관계망을 검토하였다. 3차 심층연구에서는 고문서와 일기자료를 통해 서원의

정치사회적 역할을 재조명하였으며, 4차 심층연구에서는 조선시대 도산서원의 위상 변화를 다

각도로 고찰하였다. 연구결과물은 연구자들이 본원에서 발간하는 정기학술지인 국학연구에
게재하여 학계의 검증을 거친 뒤 학술교양서적으로 매년 순차적으로 출간되었다.

이밖에도 2002년 퇴계에게 직접 배운 제자부터 1970년대까지 퇴계학풍을 이은 715명의 전

승 계보를 퇴계학맥도로 제작하였으며, 2004년에는 도산서원에서 기탁한 고서·고문서·목판

등의 자료를 분류하고 서지정보와 해체를 붙인 도산서원고전적을 간행하였다. 2010년에는

퇴계종택에서 기탁한 이황 문인 87인의 유묵이 담긴 도산제현유묵을 영인, 간행하였다.
2011년에는 도산서당 창건 450주년을 기념하여 敬의 마음으로 사람을 빚다라는 제목의 전

시도록을 발간하였으며, 같은 해 퇴계 종택에서 기탁한 선조유묵 가운데 家書 7책을 국역
하고 원자료의 영인본을 첨부해 간행하였다.20) 여기에 2004년부터 유교문화종합정보DB 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도산서원 관련 고문서 2,591종 13,328건을 유교넷 사이트에 DB화하고 외부

20) 도산서원자료의 이관 경위와 도산서원 관련 자료를 활용한 연구사업의 연혁에 대한 설명은 박경환,
｢안동지역 서원 관련 연구와 서원 강학 기능 복원의 현황-한국국학진흥원과 도산서원의 사례를 중심
으로-｣(미발표 원고)를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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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서비스하고 있다.21)

국학진흥원에서 도산서원 소장자료를 활용한 연구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도산서원운영위원회

에서는 2001년 도산서원 부설 선비문화수련원의 개설을 승인하고 수련원을 정식 개원하였다.

2006년부터는 경상북도 공무원 연수기관으로 지정되어 매년 2~3만명에 달하는 수련생을 교육

하고 있다. 2019년 12월까지 누적 수련생의 기수와 방문인원수를 살펴보면, 총 6,831기,
818,554명에 달한다.22) 서원 공간을 교육 및 문화체험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례는 다른 지역

서원에서도 익히 확인되는 부분이지만, 도산서원과 같이 부설 수련원을 두고 대규모 인원을

수용하여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은 혁신적인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크게 ①찾아가기, ②배워보기, ③느껴보기, ④닮아가기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찾아가기에서는 입교식→도산서원 탐방→퇴계 종손과의 대화→도산서원 의례체험의 순서로 이

루어져 있다. 수련의 시작을 알리는 의식인 입교식을 마치면 도산서원을 탐방하고, 퇴계 선생

16대 종손인 이근필 선생을 만나 대화를 나눈 뒤 알묘례 등 도산서원의 의례 체험을 갖는다.

둘째, 배워보기에서는 퇴계 이황이 직접 걸었던 예던길을 걸으며23) 명상을 하는 시간을 갖고,

선비정신에 대한 강의를 듣는다. 셋째, 느껴보기에서는 이황이 심신수양을 목적으로 지은 활

인심방을 직접 따라해 보고, 퇴계 선생 묘소와 퇴계문집 등이 소장된 국학진흥원의 유교문화
박물관과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후손들이 거주한 하계마을 등을 답사한다. 마지막으로 닮아가
기에서는 현대사회에서 선비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실천과제를 분임토의를 거쳐 다짐하고, 이
를 발표 및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24)

이처럼 선비문화수련원은 도산서원 원생들의 의례와 퇴계 이황의 수양법인 활인심방을 직

접 체험하고 이황이 명상하며 걷던 예던길과 후손들이 살았던 하계마을을 답사하는 등 서원을
둘러싼 주변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계발, 운영하고 있다.

반면 선비문화수련원의 인근에 위치한 한국국학진흥원은 문중과 서원에서 기탁받은 자료를

현대화하고 이를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는 One-Source를 발굴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 문

중·서원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연구하여 외부에 공개하면, 선비문화수
련원을 비롯한 유관기관에서 이를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으로 활용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국학진흥원은 도내 서원자료를 조사·발굴하고, 그에 따른 연구성과를 외부에 공개함으로써

지역에 산재한 국학자료의 가치를 지역민들과 공유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이로써 예산을 지원하는 시도 지자체는 물론 지역문화자원의 관리 주

체인 문중·서원 관계자와 상호연계하여 관광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데 국학진흥원이 중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면 도산서원 사례 외에 실제 국학진흥원이

학술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서원의 현대적 활용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
겠다.

2) 서원자료의 발굴·보존과 국역서 간행

2007년 국학진흥원에서는 경북서원지를 발간하고 2009년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경북서

원지의 증보판을 간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경북정체성 확산을 위한 경북지역 문화원형 자료
21) 한국국학진흥원, 한국국학진흥원 20년사, ｢6장, 아카이브에서 문화콘텐츠로｣, 한국국학진흥원, 340
쪽 참조.
22)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 홈페이지(http://www.dosansunbi.kr/) 연혁 참조.
23) 예던길은 ‘다니던 길’이라는 뜻의 고어로, 퇴계 이황의 연작 시조 ｢도산십이곡｣의 제9곡에서 옛 성현
의 발자취를 흠모하고 따른다는 뜻으로 쓰였다.
24)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 홈페이지(http://www.dosansunbi.kr) 수련안내 메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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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집성하여 경북이야기 시리즈로 출간하였는데, 2015년에는 향교·서원편을 간행하였다. 이

책은 경북서원지처럼 23개 시군의 서원을 전수조사하여 수록하지 않고, 시군별 대표서원 26
곳을 선별하여 수록하였다.25)

한편 국학진흥원은 2007년 본원에 소장된 서원일기류 17종을 선별하여 국역서를 간행하였

다. 서원일기는 각 문중에서 국학진흥원에 기탁한 자료에 포함된 일기류로서, ①경북지역 서
원의 창건과 이건, 수리 등의 연혁을 확인할 수 있는 일기와 ②입향과 추향, 종사에 관한 일

기, 그리고 ③문집 간행을 위한 간역일기, 강학일기 등으로 구분된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국학진흥원 소장 국역 서원일기류(2007년 간행본)
일기명

저자

분강서원 창원일기

작자 미상

봉강영당 창건일기

작자 미상

봉강영당 이건일기

작자 미상

사빈서원 창건시 일기

작자 미상

임천서당 중건일기

작자 미상

단산서원 수리일기

이능연

괴담 배상열 녹동정사 입향시 일기

작자 미상

표은 김시온 도연서원 추향시 일기

작자 미상

성담 송환기 노강서원 추배시 일기

이우세

도산서원 치제시 일기

작자 미상

도산급문록 간역시 일기

작자 미상

대계 이주정문집 간역시 일기

이주정의
증손 기록

퇴계선생 문집 개간시 일기

작자 미상

호계서원 강회일기

작자 미상

고산서원 강회록

작자 미상

도산서원 廟變시 일기

작자 미상

작성기간
1699.6.22.~
1702.10.9

1805.1.3.~

1808.10.11

내용
농암 이현보의 위패와 화상을 봉안한
분강서원 창건 당시의 전말 기록
감고당 권희학의 영정과 영조의 어제
를 봉안한 봉강영당 건립 당시의 전말

1861.1.10.~1

을 기록
권운의 발의로 移奉告由祭를 거행할

687.9.17
1803.3.24.~1

일기
학봉 김성일의 위패를 봉안한 임천서

867.2.11
1666,1675~1

812.8.9
1862.8.28.~1
889.10.10
1852.11~

1880.3
1835.4.1.~
1838.3.27

1815.11.15.~
1820.4.28

때까지의 기록
사빈서원 창건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당 중건 당시의 전말을 기록

단산서원 수리 당시의 전말을 기록
괴담 배상열의 위패를 녹동정사에 봉

안할 당시의 일기
금옹 김학배를 제향한 도연서원에 표
은 김시온을 추향할 당시의 전말 기록
송시열·권상하·한원진·윤봉구의 위패가
봉안되니 노강서원에 성담 송환기를

1733.12.6.~1

추향할 당시의 상황을 기록
중앙의 예관이 내려와 이황의 학덕을

913.6.13
1884.1~

기록한 일기
대계 이주정의 문집을 발간할 당시의

792.4.20
1913.4.17.~1

1885.12
1817.1.5.~
1817.8.12

1856.5/11.
1846.9.4.~
1846.9.10
1911.1~

기리는 제사를 지내는 상황을 기록
도산급문제현록 간행 당시의 전말을

전말을 기록한 일기
도산서원에서 퇴계집을 개간할 당시
의 전말을 기록한 일기
호계서원에서 개최된 강회의 내용을

기록한 일기
고산서원에서 류치명을 주축으로 대

산집이 완간된 것을 기념하여 열림

강화의 기록 포함
1901년 도산서원 상덕사에 봉안된 이

25) 한국국학진흥원, 경북이야기-또 하나의 미래, 향교·서원, 한국국학진흥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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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12.22
도산서원 종사위 개제 일기

작자 미상

1809.5.1.~

1809.11.16

황의 위패가 도난당하고 조목의 위패
가 훼손당한 사건의 전말을 기록
1809년 도산서원에 종향된 조목의 위

판 안에서 뱀이 출몰하여 이를 처리하

는 과정을 사안별로 기록
*작성 기간은 처음 일기를 작성한 시점부터 마지막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중간중간 날

짜를 건너뛰어 기록하지 않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음.

①창건·이건·수리의 연혁을 알 수 있는 일기는 서원의 건립에서 위패의 봉안에 이르기까지

부조를 통한 경비의 조달과 공역을 위한 인적 자원의 확보, 향촌 유림의 공론화 과정 등을 상

세히 담고 있다. ②입향과 추향, 종사에 관한 일기는 사림의 추향과정을 자세히 알 수 있고,

특히 성담 송환기 노강서원 추배시 일기는 영남지역 내 노론계 사족의 추향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③문집 간행을 위한 간역일기는 문집발간과 관련된 제반 절차
의 진척 상황과 비용 마련, 교정·교감의 진행 상황 등을 자세히 서술하였으며, 강회일기는 선

비들이 강회에서 토론하는 방식과 내용을 엿볼 수 있다. 기타 도산서원묘변시일기는 도산서

원에서 일어난 초유의 위판도난 및 훼손 사건의 전개와 처리과정을, 도산서원 종사위 개제일

기는 趙穆의 위판에 뱀이 출몰한 사건의 처리 과정을 각각 담고 있어 서원 의례를 고증하는
기초자료 뿐아니라 대중적인 이야기소재로의 활용이 가능하다.

다만 국학진흥원의 국역사업은, 서원일기류에 국한되지 않고 기탁자료를 엄선하여 문집과 일

기자료의 국역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2010년부터는 본원에 기탁된 일기자료를 고전국역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선별, 국역하고 매년 국역서를 발간하고 있다. 김택룡(1547~1627)의 조성

당일기를 시작으로 2019년 10월까지 총 22권의 일기자료를 번역하였다. 또한 일기 전문이

국역되지는 않았지만, 탈초한 원문을 텍스트로 열람할 수 있도록 DB화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한편 2019년 안동의 도산서원과 병산서원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이를 기

념하는 특별전이 본원에서 개최됨에 따라 두 서원에서 생산한 성책 고문서들을 분류하여 전시
하고 해당자료의 목록을 도록으로 발간하였다. 도록에 소개된 자료를 살펴보면, 백운동 서원

의 건립 배경과 재정 상태를 알 수 있는 竹溪誌(풍산류씨 지산고택 기탁)와 전국 서원과 배

향 인물을 필사한 書院錄(평산시씨 제정공파 기탁) 뿐아니라 서원 원규의 시초로 알려진 퇴
계 이황의 伊山院規(도산서원운영위원회) 원본이 전시와 도록에 포함되었다.26)

서원에 소장된 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도 국학진흥원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왼쪽의 사

진은 퇴계 이황이 천체 운행과 그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한 혼천의로, 제자인 李德弘이

만들고 金富儀가 수리하였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본래 도산서당 유물전시관인 옥진각에서 전
시하고 있던 혼상과 혼천의를 2018년 8월 도산서원운영위원회에서 국학진흥원에 기탁하였으

며, 이를 대신해 안동 MBC에서 제작한 복제품이 도산서원에 봉행되었다. 옥진각에 소장된 혼
상과 혼천의가 오랜 기간 훼손 상태가 심각하여 이를 영구보존 하기 위해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한 것이다. 대신 안동 MBC가 2006년 창사 36주년 다큐멘터리 ‘퇴계의 하늘, 혼천의’를

제작할 때 고증을 거쳐 만든 혼천의를 도산서원에 기증함으로써 원자료의 훼손을 막고, 복제

품을 전시하는 방안이 도산서원-안동MBC-한국국학진흥원 세 기관의 공동 노력으로 추진되었
다.

26) 한국국학진흥원, 2019, 도록: 도산서원 병산서원-한국정신문화를 이어오다, 한국국학진흥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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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원자료의 전시, DB구축 및 콘텐츠화

서원자료의 발굴과 보존, 국역서 간행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국국학진흥원에서는 이를 유교문화박물관의 기획 전시에 활용
하는 한편 유교넷, 스토리테마파크와 같은 전통문화 포털사이

트를 구축하여 서원 관련 콘텐츠를 외부에 제공하고 있다.

한국국학진흥원 부설 유교문화박물관은 2006년 6월 20일에

개관하였으며, 지상 1층, 지상 4층으로 구성된 공간에 안내센

터와 상설전시실, 특별전시실, 기획전시실, 수장고, 영상실, 사

무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중 상설전시실은 총 6전시실로

그림 1 도산서원에서 기탁한
퇴계 이황의 <渾天儀>

구성되어 있다. 전시테마는 유교문화박물관이라는 정체성에 맞

게 ‘수신-제가-치국-평천하’의 구도로 유교적 세계관을 확장
시켜나가는 방식으로 구현되어 제1전시실 <유교와의 만남>→

제2전시실 <유교와 수양>→ 제3전시실 <유교와 가족> → 제4

전시실 <유교와 사회>→ 제5전시실 <유교와 국가>→ 제6전시실 <유교와 미래사회>라는 주제

로 전시 관람 동선이 짜여져 있다. 이중 제 4전시실 <유교와 사회>에서 서원의 역할과 기능을

유물을 통해 설명하고 있으며, 상설전시에 활용된 서원 관련 고문헌과 유물자료는 도산서원운
영위원회와 도동서원, 그리고 우계이씨와 청주정씨 종택에서 본원에 기탁한 것들이다.27)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유교문화박물관 상설전시실 서원관련 전시유물
유물명
백록동서원규
유원록
심원록
식당록
노비안
곡수미봉기
전장기
전장기
광명실서사전장기
광명실서적목록
연액시도
상준
희준
희준
궤·보
작
용작
촛대

제작연대
조선후기
조선후기
1575~1607
1755
1700
병술년
1579
1596~1634
1725
무인년
갑자년
미상
미상
미상
미상
미상
미상
미상

형태
목판
필사본
필사본
필사본
필사본
필사본
필사본
필사본
필사본
필사본
필사본
유물
유물
유물
유물
유물
유물
유물

북

조선후기

유물

기탁자
우계이씨 종택
도산서원운영위원회
도산서원운영위원회
도산서원운영위원회
도산서원운영위원회
도산서원운영위원회
도산서원운영위원회
도산서원운영위원회
도산서원운영위원회
도산서원운영위원회
도산서원운영위원회
도동서원
도동서원
도동서원
도동서원
도동서원
도동서원
도동서원
청주정씨 고평종중
(도정서원 사용품)

다만, 초기에 구축한 상설전시 아이템이 예산 상의 문제로 현재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어 새

로운 전시기법의 도입과 유물자료의 교체 등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다.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2017년 2월부터 문체부와 시도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유교 책판, 편액 등 세계기록

27) 한국국학진흥원, 2012, 유교문화박물관도록(개정판), 한국국학진흥원. 176~1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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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수장을 위한 최적 보존공간을 만들고 기존 수장고에 부족한 공간문제 해결을 위해 ‘기록
유산 전시체험관’ 건립을 준비하여 작년 12월 완공하였고 현재 개관을 앞두고 있다.

국학진흥원에 소장자료의 대부분이 유교철학과 선비문화를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국학

연구기관이 아닌 유학연구소라는 선입견을 대중에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기록유

산’ 등재 및 소장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설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5년 10월 유교책판

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것을 계기로 국학진흥원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및 아
시아태평양지역 기록유산 등재기관으로서 기록유산의 추가적인 조사, 발굴 및 활용사업을 모
색하고 있다.

2017년 12월에는 ‘기록유산센터’를 본원 직제에 신설하고 소장 자료 중 역사적 가치가 뛰어

난 자료군을 선별하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기
등재된 기록유산의 대중적 활용을 위한 학생‧교사 연수 프로그램과 찾아가는 전시 등의 프로
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 작년 말에 완공된 기록유산전시체험관 역시 수장고의 기능을 지니면

서 국학진흥원이 등재 추진한 기록유산을 한 눈에 관람할 수 있는 전시공간으로 기획되어 전
시 설계 중에 있다. 여기에는 도산서원 및 병산서원에서 기탁한 책판과 현판, 그리고 기록유

산들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국학진흥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는 디지털아카이브와 콘텐츠 형식으로 제작되어 외

부에 서비스되고 있다. 유교넷은 한국국학진흥원에서 구축한 유교문화 전문 포털사이트이다.
2002년 지식정보자원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전국적으로 역사자료에 대한 DB구축이 진행되었으

며 국학진흥원 역시 소장자료의 성격에 맞게 일기류 및 고문서 중심의 DB구축 사업에 착수하
였고 그 결과를 아래 사이트에 탑재하여 외부에 공개하고 있다.

왼쪽의 ‘유교넷’은 국학진흥원의 소장자료를 기반으로 대구‧경북지역 유교문화자원을 디지털

아카이브화한 대표홈페이지이다. 고도서와 고문서, 일기류, 유교문화지도, 멀티미디어, e-전시

관, 체험광장, 참여광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도서는 민족문화추진위원회(현 한국고전번역원)
에서 작업한 문집총간 작업이 중복되는 점을 고려해 영남사림문집을 중심으로 DB를 구축하였

다. 고문서 메뉴는 도산서원 고문서와 명문가 고문서로 구분되는데, 명문가 고문서는 다량 기

탁한 69개 문중의 고문서 가운데 사료적 가치를 고려해 뽑은 40,245점의 이미지와 해제를 탑

재해 놓았다. 도산서원 고문서는 앞서 소개한 것과 같이 도산서원운영위원회에서 기탁한 광명
실 고문서를 분류, 정리하여 서지 정보와 해제, 이미지를 DB화하였다.28) 2008년부터는 한국

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와 공동으로 ‘한국학자료센터 영남권역센터 구
축사업’을 추진하여 32개 시군의 문중자료를 비롯해 옥산서원, 도동서원, 옥동서원, 노강서원
관련 고문서 493종을 분류, 해제하고 원문과 이미지를 서비스하고 있다.29)

최근에는 이러한 아카이브 기능을 넘어서서 자료를 콘텐츠로 가공하여 서비스하는 ‘전통문

화통합검색사이트(http://portal.ugyo.net)’를 개설하였다. 국학진흥원에서 발굴한 자료를 주

제별로 구분하여 ①유교문화, ②조선의 가례, ③조선의 교육, ④옛문서 생활사 박물관, ⑤사행

록 역사여행, ⑥디지털 하회마을, ⑦조선의 전통가옥, ⑧목판 아카이브, ⑨스토리 테마파크,
⑩만인소, ⑪편액아카이브 ⑫선인의 일상생활, 일기 메뉴를 신설하고 소장자료의 이미지와 해
설, 영상물, Mapping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28) 한국국학진흥원, 2012, 유교문화박물관도록(개정판), 한국국학진흥원. 339~340쪽.
29) 한국학자료센터 영남권역센터 홈페이지(http://yn.ugyo.net)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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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유교넷(http://www.ugyo.net)

그림3 스토리테마파크(http://story.ugyo.net)

특히 ③조선의 교육에서 조선시대 학교교육 과정으로 서원을 소개하고 있으며, 서원관련 소

장자료를 주제별로 분류하여 소개하고 시군별 서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매핑작업을 해놓았
다. 오른쪽 그림 3은 ⑨스토리테마파크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으로, 스토리테마파크는 국학진

흥원 소장 일기자료를 바탕으로 조선시대 선비들의 구체적인 일상생활상을 파악할 수 있는 이
야기소재를 발굴하여 가공한 텍스트를 주제별로 분류하여 제공하는 사이트이다. 조선시대 선
비들은 전염병이 돌 때 어떻게 대처하였을지 궁금할 경우, 스토리테마파크 사이트에서 관련

키워드를 검색하면 조선시대 일기자료에 기록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스토리테마파
크에 구축된 일기정보를 기반으로 국학진흥원은 매달 온라인 소식지 ‘웹진 담談’을 발간하는

한편, 문체부 지원 하에 대학생을 대상으로 ‘창작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3. 맺음말
지금까지 대구‧경북지역 서원의 현황과 특징을 개관하고,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원의 현대적 활용 사업을 ①도산서원과의 네트워킹을 통한 관광인프라 구축, ②서원자료의
발굴‧보존과 국역, ③전시, DB구축 및 콘텐츠 가공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6세기 관학의 모순을 극복하고 사족 중심의 향촌자치질서 확립을 위해 강학‧교육기관으로

성립된 서원은 17세기 이후 중앙정치가 경색되는 상황에서 그 수가 증가하고 성격 또한 변질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원의 강학 기능과 향사 의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이 최근까
지 조사‧발굴되고 있으며, 19세기 공론정치의 산물이라 할 수 있는 영남 만인소 2종의 경우

2018년 5월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지역 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30) 여기에 2019년에는 한국

성리학을 심화, 발전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9개 서원이 인류보편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이처럼 국학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원의 현대적 활용사업은 한국 성리학사에서 대표성

을 지니면서, 소장자료의 학술적 가치가 높은 서원들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다. 최근에는 선

비문화의 원형을 발굴하는 대중화사업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등 세계화 사업으
로 확대되고 있다.

30)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지역 기록유산에 등재된 현존 만인소 2종은 1855년(철종 6) 사도세자를 왕으
로 추존해 달라는 내용의 '사도세자 추존 만인소'(1만94명 연명)와 1884년(고종 21) 넓은 소매 옷 등
을 금지한 복제 개혁을 재고해 달라는 내용의 '복제 개혁 반대 만인소'(8천849명 연명)로 각각 도산
서원과 옥산서원에 소장되어 있던 것은 국학진흥원에서 기탁받아 관리하고 있다.

69

다만, 여러 성과들에도 불구하고 향후 서원의 현대적 활용 사업에서 보완되기를 바라는 부분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구‧경북지역에 소재한 서원 중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그 가치가 외부

에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서원들을 조사‧발굴하여 알리는 데 국학진흥원이 역할해주기를 바라

는 것이다. 둘째, 북한에 소재한 서원의 현황과 소장자료를 조사, 발굴하여 남북한 서원자료를

집대성하는 일에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주기를 바란다. 국학진흥원은 국내의 목판‧현판 자료와
고문헌자료를 다년간 조사‧수집하고 복원하는 노하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남북문화교류가

활발해지는 시점에 서원자료를 조사‧수집하고 연구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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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 발 표 3
무성서원의 역사문화 활성화 방안
-박정민(전북연구원)

【주제발표 3】

무성서원의 역사문화 활성화 방안
박정민(전북연구원)
■ 목차

1. 머리말
2. 무성서원의 연혁과 특징
3. 활성화 방안
4. 맺음말

1. 머리말
2019년 7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 43차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위원회에서 ‘한국
의 서원’이 세계문화유산목록에 등재되었다. 이는 2009년에 세계유산 등재 추진 검토 자문회
의를 한 지 무려 10여 년 만의 쾌거라고 할 수 있다.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9개 서
원은 남계서원(경남 함양)‧도산(경북 안동)‧도동(대구 달성)‧돈암(충남 논산)‧무성(전북 정읍)‧병
산(경북 안동)‧소수(경북 영주)‧옥산(경북 경주)‧필암(전남 장성)이다.
이후 문화재청은 ‘한국의 서원’ 등재 기념식에서 각 서원과 해당 지자체들에게 등재 인증서
를 전달하고,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을 세워 국제적으로 위상을 강
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1) 2020년은 등재 1주년이 되는 해로 각 서원 등에서 기념행사를 기
획하고 있다. 국립전주박물관은 6월 30일부터 8월 30일까지 ‘서원, 어진 이를 높이고 선비를
기르다’라는 주제로 기획전시를 한다. 무성서원은 7월 10일(금)에 세계유산 등재 기념행사로
“KBS 국악한마당”을 실시한다. 정읍시에서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대표 관광자원화
를 추진하고 있다.2)
그런데 각종 기념행사와 별개로 관광객의 유입은 상관관계를 갖지 않는다. 특히, 무성서원
자체만 놓고 보면 9개 서원 가운데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동인 자체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
다. 2012년에 문화재청에서 조사한 9개 서원 가운데 무성서원의 자료가 가장 적은 것으로 파
악되었다.3) 또한, 9개 서원 가운데 필암서원과 함께 관람객의 수가 가장 적은 편이다.4) 따라
1) 문화재청 보도자료, ｢‘한국의 서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2019년 7월 6일 ; ｢문화재청,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등재기념식 개최｣, 2019년 9월 5일.
2) ｢‘무성서원’ 문화유산 등재 1주년…대표 관광자원화 추진｣, 뉴스1 2020년 5월 28일(검색일 2020년
6월 25일)
3) 이수환, ｢서원 기록자료 정리의 현황과 과제｣, 한국서원학보 2, 2013, 9~10쪽. 하지만 무성서원의
경우 관리 소홀과 무관심 등으로 자료가 散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무성서원원지』상
(1930)의 <지산처사장서기(芝山處士藏書記)>에 안재호가 남학당 중건과 무성서원의 강습례를 보고 집
안에서 소장하던 서책 수백 권을 무성서원에 기증하였다고 한다. 이를 통해 무성서원에도 최하 수 백
권의 책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4) 주요관광지점 입장객통계(https://www.tour.go.kr/) 참조. 2019년에는 소수서원(343,445명), 병산
(315,844명)·도산(322,342명)이 압도적으로 많고, 남계(76,938명) ≫ 도동(37,000명) > 무성(22,751
명) > 옥산(16,417명) > 돈암(14,535명) > 필암(10,867명) 순이다. 방문객이 많이 찾는 경북의 서원들
은 뚜렷한 강점이 있다. 소수서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 도산서원은 퇴계 이황과 천원 지폐의 배

73

서 이러한 약점을 상쇄하고 강점을 극대화할 필요성이 있다. 즉, 무성서원만의 특화된 콘텐츠
를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무성서원은 다른 8개 서원보다 풍부한 역사성과 특징을 가지고 있다. 최치원과 신잠을 제외
한 정극인‧송세림‧정언충‧김약묵‧김관은 이 지역 출신 배향인으로, 지역과 함께 성장한 대표적
서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9개 서원 가운데 유일하게 마을 한가운데 위치하여 지역
민과 함께 공존해 온 역사로 증명된다. 자연스럽게 무성서원은 서원이라는 공간뿐만 아니라
주변까지 함께 다룰 수밖에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들의 숨결이 닿은 많은 역사문화 자
원들을 보유하고 있다.5) 또한, 어진 화가 석지 채용신이 1910년에 그린 칠광도로 대표되는
콘텐츠도 주목할 수 있다. 이러한 매력을 토대로 본고에서는 무성서원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고민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간략하게 무성서원의 연혁에 대해서 살펴보고, 무성서원의 특징을 꼽아보
겠다. 다음으로, 무성서원의 역사문화자원을 분류하고, 현황을 분석하겠다. 마지막으로, 활성
화 방안을 제안하겠다.

2. 무성서원의 연혁과 특징
1) 무성서원의 연혁
무성서원의 연혁을 살펴보면서 빠질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최치원이다. 그는 익히 알려진 것
처럼 어린 나이에 당으로 유학을 떠나 문장으로 이름을 떨쳤던 인물로 18세였던 874년에 빈
공과에 합격하였다. 이후 여러 관직을 거친 후 885년에 귀국하여 중앙관직을 수행했으나 골품
제의 한계로 승진하지 못하고 지방관이 되었다. 최치원은 880년대 후반에 태산군수로 부임하
여 이곳과 인연을 맺었다.6) 그가 이곳에서 어떠한 선정을 베풀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지역 백성들은 이후에도 최치원을 기렸다.7) 후술하겠지만 이 사우는 무성서원의 모태가 되
는 태산사이다.
다음으로 살펴볼 인물은 정극인이다. 그는 원래 경기도 광주 출생이지만 1436년에 처향(妻
鄕)인 태인으로 낙향하였다. 이후 그가 다시 관직에 출사하는 1451년(문종 1)까지 가숙(家塾)
을 열어 인근의 자제들을 모아 가르치며 교육에 집중하였다. 이것이 명종대 송세림에 의해 향
학당(鄕學堂)으로 발전하였고, 여기에는 강당과 서재가 있었다.8) 향학당은 태산사와 합쳐지며
무성서원의 토대가 되었다. 따라서 정극인의 가숙은 무성서원 설립의 중요한 토대라고 할 수

5)

6)
7)
8)

74

경, 병산서원은 수려한 풍경이라는 장점이 있어 다른 6개 서원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방문객의 수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무성서원뿐만 아니라 이를 포함한 고현내(古縣內)에 위치한 역사문화자원을 중심
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참고로 고현내는 현재의 정읍시 칠보면 무성리와 와우리, 시산리, 반곡
리를 통합하여 부르는 이름이다. 이곳은 백제의 대시산군(大尸山郡)부터 신라, 조선 초까지 치소였다.
하지만 1416년에 인의현(仁義縣)과 태산현(泰山縣)이 합쳐지면서 치소를 거산역(居山驛)으로 옮겼고,
이후 이 지역을 옛날의 치소라는 뜻으로 고현내로 불렸다.(이강오, ｢태인 古縣 향약에 대한 연구(1)｣
전라문화논총 1, 1986, 14~15쪽)
이재운의 연구에서는 886년(정강왕 1)에 태산태수가 되었다고 보았다.(이재운, ｢崔致遠의 生涯 硏究｣,
전주사학 3, 1995, 28-29쪽)
文昌侯崔先生視篆之邑 山有伽倻‧詩山 臺有月延‧流觴 先生杖屨 觴詠之所 而絃歌遺風 百世不泯 鄕人
立祠于月延之下矣.(무성서원원지 상, 원우위치, 1930)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4, 전라도 태인현, 학교조.

있다. 한편, 1483년(성종 14)에 태산사가 정극인이 세운 가숙과 결합한 후 지금의 위치로 이
전하였다.9)
최치원과 함께 이 지역에서 높은 명망을 보유한 인물은 신잠이다. 그는 신숙주의 증손자로
현량과를 통해 출사했지만, 기묘사화와 신사무옥으로 평안도 운산, 전라도 장흥 등으로 유배
가는 등 인고의 시간을 보냈다. 1538년에야 겨우 해유되었으나 모친상 등으로 1543년(중종
34)부터 본격적으로 관직에 진출할 수 있었다. 그는 1549(명종 4)까지 6년간 태인 현감으로
재직했는데, 여기에서 지방관으로 능력을 꽃피웠다. 신잠은 기근에 구휼 등 업무 능력에서 탁
월한 성과를 보였고, 태인 지역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따라서 신잠이 간성군수로
이임한 뒤에 백성들은 그를 위해 생사당과 선정비를 세우고, 신잠과 그의 아내 등을 조각으로
만들어 태인의 성황당에 모셨으며 최치원과 태산사에 합향하였다.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태산사로 상징되는 최치원과 신잠을 모시는 사당과 향학당으로 대표
되는 강학의 공간이 같은 위치에 있기는 했지만, 하나로 합쳐졌다고 보기에 힘들었다. 하지만
1615년(광해 7)에 이르러 태산서원(泰山書院)을 세우며 사우 역할의 태산사, 강학 기능의 강
당, 서원운영 등을 위한 고사(고직사) 등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10) 이후 1630년(인조 8)에 정
극인, 송세림, 정언충, 김약묵, 1675년(숙종 1)에 김관을 추가 배향하였다.
자칫 지역의 서원으로 머물뻔 한 무성서원에 전기를 맞이한 기회가 왔다. 바로 1696년(숙종
22)에 사액서원으로 공인받은 것이다. 1695년(숙종 21) 12월 1일에 도내 유림들이 청액소를
올리기로 합의하였고, 이듬해 1월 5일에 생원 유지춘(柳之春)을 소두(疏頭)로 사액서원으로 청
하는 상소를 올려 인정받은 것이다.11) 서원의 이름으로 물망에 오른 ‘무성(武城)’, ‘태산(泰
山)’, ‘남천(南川)’ 가운데 무성으로 결정되었고, 동년 11월 23일에 사액사(賜額使)로 예조 좌
랑 류격이 와서 연액례(延額禮)를 치루며 화룡점정을 찍었다.12)
이후 무성서원은 사액서원이 가지는 특권을 누렸다. 사액서원이 되면서 현판과 노비‧서적
등을 하사 받게 되었는데, 보통 원생의 정원은 사액서원이 원생 20명, 비사액서원이 15명이었
지만, 무성서원은 최치원이라는 거두를 모시는 서원이었기 때문에 일반적 사액서원보다 많은
30명의 특혜를 받았다.13)
무성서원은 최치원과 인연을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었다. 그 일환으로 1783년(정조 7)에 영
호남 유림들의 공론에 따라 경상도 하동의 쌍계사에서 소장하고 있던 최치원의 영정을 모셔오
기로 하였다. 유림들은 영정을 모시기 위하여 사당을 중수하였고, 관련 내용을 중수일기로 작
성하였다.14) 이제 무성서원은 명실상부하게 최치원을 기리는 서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었
다.
1868년(고종 5)에 대원군의 주도로 전국에 47개 서원만 남기고 철폐를 지시하였다. 이때 무
성서원은 전라도에서 장성의 필암서원, 광주 포충사와 함께 훼철되지 않은 서원이었다. 이후
무성서원은 전라도 유림의 도원(道院)‧수원(首院) 역할을 수행하였다. 예를 들어, 1887년 2월
부터 1906년 2월까지 전라도 관찰사가 원장을 수행하였다.15) 또한, 전라남북 유림의 지원으로
9) 무성서원원지 상, 태산사사적, 1930
10) 연려실기술 별집 권4, 사전전고, 서원 ; 전고대방 권4, 서원향사록.
11) 서원등록 숙종 22년 정월 초9일
12) 강당에 걸려있는 “무성서원(武城書院)” 편액에 ‘병자(1696)년 11월에 사액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고,
사액 이후 원장에 영의정 남구만이 취임하며 격이 높아졌다.
13) 복호(復戶) 3결과 보노(保奴) 30명 지급, 원생의 정원 30명(무성서원원지 상, 연액기사, 1930)
14)
‘1783년
무성서원(武城書院)
중수일기(重修日記)’
한국학호남자료센터
(http://hnkostma.org/emuseum/service/) 2020년 6월 9일 검색.
15) 무성서원원지 상, 갑을기사 ; 선임규례,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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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가루를 창건(1891년)할 정도로 전라도의 대표 서원 역할을 수행하였다.16) 아울러 1873년부
터 강습례를 강화하면서 향촌에서 교육이라는 본연의 정체성을 잘 지켜냈다.17)
무성서원의 높아진 위상에 걸맞게 1883년(고종 20)에 무성서원의 김영상을 비롯한 운영진은
서원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제작에 돌입하였다. 무성서원이 최치원을 배향하는 곳인 만큼 
무성서원원지를 간행하여 사람들에게 최치원의 문장과 도덕을 알리고자 한 것이다. 같은 해
전라도 관찰사로 재임 중인 김성근에게 서문을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여 승낙받았다. 이듬해
에 판각하여 상‧하 2책으로 구성된 무성서원원지를 개간하였다.18) 관련 내용은 무성서원원
지 서발(序跋)과 1884년에 제작된 ‘무성서원원지개간기’ 현판 등에 실려 있다.19)
앞서 언급한 것처럼 무성서원은 1900년대 초반에도 전라도의 수원으로 유림의 공론을 모으
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1905년(광무 9) 11월 17일에 일본의 강압으로 조선과 일본 사이에 을
사늑약이 체결되었다. 조선은 일본에게 외교권을 박탈당하였고, 일본은 내정 장악을 위해 통
감부를 설치하였다. 조선은 주권을 빼앗긴 반면 일제는 식민지 마련의 발판을 삼은 것이다.
여기에 반발한 최익현은 1906년(광무 10)에 태인의 임병찬, 김기술, 고창의 고석진, 진안의
최제학 등과 호남의병을 결성하였다. 최익현 등은 강회에 앞서 고종에게 의병을 일으킨 이유
와 명분, 투쟁 목적을 선명하게 하기 위하여 「창의토적소(倡義討賊疏)」를 올렸다. 최익현은 동
년 6월 4일에 무성서원에서 80여 명의 선비와 함께 거의를 역설하고, 호남 최초의 의병을 일
으켰다.(병오창의) 물론 태인, 정읍, 순창 등을 차지했지만 관군과 대치하다가 강제 해산하였
다. 최익현과 임병찬 등은 대마도로 잡혀가서 이듬해 순국하였고, 다른 사람들도 옥고를 치루
었다. 이처럼 무성서원은 호남의병을 처음 일으킨 구심점으로서 역사성 가진다고 할 수 있다.
1884년에 무성서원원지를 개간하였지만, 그 사이 많은 변화가 있었다. 앞서 언급한 것처
럼 현가루를 창건하고, 관찰사가 원장이 되었으며, 원우를 중수하고, 최치원 영정을 새로 이모
(移摹) 하여 봉안하는 등 많은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결국 1925년에 다시 무성서원원지를
증보하기로 결정하여 옛것을 바탕으로 새로 증보하여 2책으로 출판하였다. 이 책은 1930년 1
월 28일에 김인기가 저작 겸 발행자가 되어 광주 남진인쇄소에서 발행하였다.
해방 이후 무성서원은 그 가치를 인정받아 1968년 12월 19일 사적 제166호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2019년 7월 “한국의 서원(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이라는 명
칭으로 다른 8곳의 서원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며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다.

2) 특징
무성서원의 역사적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꼽을 수 있다. 바로 선비문화의 발상과 최치원,
선비문화의 중심지, 선비정신의 실천지라고 생각한다. 여기에서는 간략하게 그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① 선비문화의 발상과 최치원
최치원은 857년(문성왕 19)에 신라 경주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당나라로 조기 유학을 했는
데, 갖은 고생 끝에 18세이던 874년에 빈공과(賓貢科)에 합격하였다. 최치원은 877년에 하급
16) 무성서원원지 상, 무성서원원지서, 1930 ; ‘1929년 강대홍(姜大鴻) 고목(告目)’ 한국학호남자료센
터(http://hnkostma.org/emuseum/service/) 2020년 6월 9일 검색.
17) 무성서원원지 상, 갑을기사, 1930
18) 무성서원원지 상, 구지서발, 1930
19) 참고로 세계문화유산 9개 서원 가운데 가장 빨리 서원지를 개간하였다.(이수환, ｢서원 기록자료 정리
의 현황과 과제｣, 한국서원학보 2, 2013, 18~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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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를 전전하다가, 880년에 고변(高騈)의 휘하에서 그 유명한 「토황소격문(討黃巢檄文)」을 작
성하여 문명(文名)을 날렸다. 885년에 당의 사신으로 신라에 온 후, 여러 중앙 관직을 거쳐
헌강왕 사후 태산군수 등 외직에 나갔다. 894년에 진성여왕에게 시무책(時務策) 10여 조를 올
려서 문란한 정치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하였으나 실현되지 못하였다. 이후 관직에서 물러나 전
국을 유람하였고, 가야산 해인사에 들어갔다고 하나 그 뒤 행적은 알 수 없다.
태산군은 태인 지역의 옛 이름으로, 백제대 대시산군(大尸山郡)이었으나 통일신라 시대(경덕
왕 16년)에 행정 명칭이 바뀐 뒤 태산군으로 변경되었다. 태산군은 인의현, 정읍현, 거야현(김
제 금구)을 거느린 큰 고을로, 치소는 현재의 칠보면 시산리 일대로 추정된다. 최치원은 880
년대 후반에 태산군수로 부임하였다. 물론 그가 실제 이곳에 부임했는지에 대한 다른 의견도
있지만, 최소한 이 지역민들과 후대의 인물들은 최치원이 다스린 곳이라는 정체성을 대대적으
로 강조하였다.
먼저, 고현내의 동진천변에 유상대가 있다고 한다. 유상대는 흐르는 물에 술잔을 띄우면 술
잔이 떠다니는 곳으로, 경주의 포석정을 예로 들 수 있다. 그가 검단선사와 함께 유상곡수를
즐겼다는 내용이 설화와 각종 기록들로 남아 있다.20) 기록상 가장 빠른 것은 이 지역에서 활
동한 정지유(1456~1526)의 시문이다. 여기에서 “시산(詩山) 아래 유상대가 있는데 (유상)대의
위쪽에는 아름다운 나무들이 즐비하게 있고, 대 아래에는 굽이도는 물줄기가 흐르고 있었다.
이곳은 고운 최선생이 만드신 곳이라 선생의 유풍이 계곡과 돌 그리고 나무들 사이에 예전 그
대로남아 있는 듯하였다”21)라며 최치원이 이를 만들었음과 마치 곡수가 있는 듯 표현하였다.
이를 토대로 1682년에 조상우가 현감으로 부임하여 유상대에 바위를 쌓아 증축한 뒤에 작
은 비석을 세웠다. 이후 1735년 대홍수로 또 유상대가 침식당하자 1794년에 조상우의 집안
후손인 조항진이 다시 복구하였지만, 이전의 모습을 구현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10년에 석지 채용신이 그린 칠광도에는 여전히 유상대가 그려져 있어 후대인들은 최치원에
대한 기억을 전승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다음으로, 동방 유학의 유종(儒宗)을 배향한 곳이라는 자부심이다. 1020년(현종 11)에 최치
원을 내사령(內史令)으로 높여 문묘에 배향하였고, 1023년에 문창후(文昌侯)라는 시호를 내렸
다.22) 이 때문에 이규보는 “고운 최치원은 파천황(破天荒)의 큰 공이 있다. 그러므로 동방학자
들은 모두 그를 유종(儒宗)으로 여긴다.”고 평가하였다.23) 이러한 평가는 고스란히 후대에 이
어져 무성서원원지에서도 “이학(理學)의 유종(종주)가 되었다”고 자부하였다.24)
무성서원이 사액서원으로 선정된 주요 근거 역시 최치원을 배향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지역의 주민들은 무성서원과 최치원의 관련성을 높이기 위해 부심하였다. 최치원의 영정을 쌍
계사에서 가져와서 봉안하고, 영정을 모사하며 유종을 배향한 곳이라는 상징성을 부여하였다.
이는 현가루를 창건할 때도 마찬가지였다.25) 무성서원원지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서원 설
20) 구술자 : 은희보(75세), 구술일시 및 장소 : 2017년 9월 15일 칠보면, 조사자 : 김영수, 김용련, 윤
정훤(전라북도문화원연합회, 전북의 구비설화, 2017, 850~851쪽 <표 2> 인용.) 유상대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의 연구를 참조하였다.(박정민, ｢1900년대 초 태인 고현내의 경관｣, 한국사연구 189,
2020)
21) 詩山下流觴臺 臺上嘉木叢列 臺下曲水縈廻 此乃孤雲崔先生之所創也. 遺風依然若存於水石林木之間
余由是感慕 每有遠遊之志矣.(月城世稿 권2, 遊瑞石山記)
22) 追贈新羅執事省侍郞崔致遠內史令 從祀先聖廟庭.(고려사 세가 4, 현종 11년 8월) ; 追封崔致遠 爲
文昌侯.(고려사 세가 5, 현종 14년 2월)
23) 崔致遠孤雲 有破天荒之大功 故東方學者 皆以爲宗(동국이상국집 부록, 백운소설)
24) …爲理學之宗儒…(무성서원원지 상, 칠현사적, 1930)
25) 논어 양화편에 자유가 다스린 곳이 무성인데 공자가 무성을 지나다가 현가(絃歌)의 소리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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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무성서원에서 시작되었고, 문학의 창업 역시 최치원에서부터 시작되어 세상의 교화와 관
련된 것이 중국의 백록동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고 자부하는 표현이 나올 정도이다.26)
마지막으로, 호남 제일 정자인 피향정과 관련된 것이다. 피향정은 보물 제289호로 앞면 5
칸, 옆면 4칸으로 된 단층 팔작지붕이다. 여기에는 최치원이 태산군수로 부임했을 때 연지(蓮
池)에 피향정을 건립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실제로 최치원이 건립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여러 시가(詩歌) 등에서는 그와 관련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김종직이 ‘태인의 연
지가에서 최치원을 생각하다(泰仁蓮池上懷崔致遠)’라는 시를 지은 이후 그 경향성이 강해졌
다.27) 최치원이 피향정을 건립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향정이 호남 제일 정자의 위상을 갖
게 되는 서사에는 그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한 것만은 분명하다고 생각한다.28)
② 선비문화의 중심지
고현내는 최치원의 유풍이 강하게 남은 곳이라는 상징성이 있다. 하지만 최치원이라는 상징
에 못지않게 자생적으로 선비문화를 배양한 곳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불우헌 정극인을 빼놓을
수 없다. 정극인은 1401년에(태종 1) 경기도 광주에서 출생한 뒤, 1417년에 소과에서 장원을
차지하였다. 그는 성균관에 입학하기도 하였지만, 세종의 숭불 정책에 반대하여 귀양을 가는
등 마찰을 빚다가 1437년에(세종 11) 처향인 고현내로 귀향하였다.29)
정극인은 바로 이곳에서 고현내의 주민과 함께 유학의 실천을 이루었다. 그는 초가삼간을
짓고 세상의 모든 일을 잊어버리고 근심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불우헌(不憂軒)’으로 명명하였
다. 가숙을 열어 가족과 고을의 자제를 모아 가르쳤고, 이 가숙이 후에 무성서원의 모태가 되
었다. 아울러 지역에 은거하며 고현내의 풍경을 중심으로 각종 시문과 가사 문학 등의 작품을
남기며 안빈낙도의 삶을 실현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상춘곡으로, 가사문학의 효시로 손
꼽히기도 한다.30)
한편, 정극인은 1475년(성종 6)에 고현내 주민들을 교화하기 위하여 고현향약(古縣鄕約)을
만들어 실시하였다. 이것은 관권이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자치적 향약으로, 이황과 이이의 향
약보다 90년 앞선 가장 빠른 향약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정극인은 궁극적으로 이웃끼리 계를
조직하고 서로 도와 마을을 인(仁)의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였다. 또한, 고을의 선비와 주민들
이 모여서 예의를 지키며 술을 마시고 연회를 즐기는 공동체 행사로서 향음주례의 방식을 정
비하였다.31)
정극인이 고현내에서 지역민과 함께하는 토대를 닦은 이후 그 전통은 지역의 선비들에게 면
면히 계승되었다. 즉, 지역에서 후학을 양성하며 지역민과 학문 등을 공유한 것이다. 예를 들
어, 무성서원의 배향인물인 송세림(1479-1519)과 정언충(1479-1557), 김약묵(1500-1558), 김
관(1575-1635)은 모두 고현내 출신의 인물들로, 진사시나 문과에 합격하였다. 또한, 이들은
고현향약에 참여하는 등 주도적 역할 수행하였다.
특히, 송세림은 정극인의 가숙을 향학당으로 발전시켰고, 강당과 동서재(東西齋)를 세우고
는 일화를 통해 무성이라는 단어가 유래되었다. 이는 현가루를 창건 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26) 무성서원원지 상, 무성서원원지서, 1930
27) 정훈, ｢정읍 피향정(披香亭) 제영시(題詠詩) 연구｣, 국어문학 52, 2012 참조
28) 아마 최치원이 태산 태수를 역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대인들은 태인의 치소가 있던 이곳에서 그
가 노닐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치원이 태산 태수로 부임했다면 그의 임지는 고현내
일대로 피향정 일대와 크게 관련은 없어 보인다.
29) 불우헌집 권1, 행장
30) 박영주, ｢사대부 가사의 선구자, 불우헌 정극인｣, 오늘의 가사문학 3, 2014의 내용을 참조하였다.
31) 이강오, ｢泰仁 古縣鄕約에 대한 小考｣, 향토사연구 4, 1992, 13-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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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도들을 가르쳤다. 정언충과 김약묵이 그에게 배워 과거에 합격한 인물로 지역의 교육이 선
순환을 이루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송세림은 1510년(중종 5)에 정극인의
｢동중향음서(洞中鄕飮序)｣의 발문을 작성하고, 그 뜻을 계승하였다. 이후 1977년까지 유지된
고현향약과 관련 자료(29책)은 그 중요성을 인정받아 1993년에 보물 제1181호로 지정되었다.
이러한 유풍으로 무성서원에 배향된 인물뿐만 아니라 대부분은 지역에서 교육 받고, 향약에
가입하여 자치적으로 마을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고현내의 ‘은일자중(隱逸自重)’하는 선비들에 대한 이미지를 강화하는 기폭제가 ‘7광
(狂)과 10현(賢)’이다. 칠광(七狂)은 1613년(광해 5)의 계축옥사(癸丑獄事)에 반발하여 고현내
에 은거한 김대립, 김응빈, 이탁, 이상형, 김감, 송치중, 송민고 등 7명을 의미한다. 십현은
1621년 8월에 김대립과 이상형이 빠지고 김관, 김정, 양몽우, 김급, 김우직이 추가되었다. 이
들은 기존의 5명과 함께 구계(舊契)의 수정 모임을 가지고 시를 짓고 지냈고, 10명의 현인이
라는 뜻으로 십현이라고 한다.32) 칠광과 십현에 대한 고사 혹은 설화가 고현내에 남아 있는
데, 관련 유적은 송정, 영당, 후송정 등이고, 송정의 영모당에는 <칠광도>, <송정수계지도>,
<송정십현도> 등의 그림이 있다.
이처럼 선비문화의 문화적 전통이 남아 고현내를 ‘조선 유학의 시발지(始發地)’ 혹은 ‘호남
사림의 중심지’라고 평가한 연구가 있을 정도로 이 지역은 나름의 특수성을 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33)
③ 선비정신의 실천지
고현내의 유풍은 단순히 학문을 숭상하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 있지 않았다. 이들은
충(忠)의 실천에도 적극적이었다. 임진왜란이 발발하여 전국토가 유린당하는 상황에서 이 지역
출신으로 알려진 손홍록과 안의는 전주사고에 남아있던 조선왕조실록과 태조 어진 등을 내장
산 용굴암으로 옮겨서 보존하였다. 그 결과 다른 지역의 사고에 보관되던 조선왕조실록은 모
두 일본군에게 침략당하여 불타 없어졌지만, 오직 전주사고에 남아있던 조선왕조실록만 보존
되어 조선 전기의 역사가 고스란히 보존될 수 있었다.
손홍록과 안의는 실록을 지키면서 관련 내용을 기록한 임계기사(壬癸記事)를 작성하였고,
이 자료로 이들이 얼마나 힘들게 자료를 지켜냈는지 알 수 있다.34) 후손들은 이들을 기리기
위해 1676년(숙종 2)에 남천사(藍川祠)를 건립하여 이들의 ‘분충거의(奮忠擧義)’를 기리고 있
다. 이처럼 조선왕조실록은 태인 지역 선비들이 지켜낸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이들의 국가를
향한 ‘절의’와 ‘충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손홍록과 안의 외에도 이 지역 선비들은 임진왜란과 정묘호란에 참전하였다. 김후진과 김대
립 등 고현내 출신은 의병과 군량을 모집하여 장성 남문 의병으로 참가하였고, 이외 각종 물
자를 의주의 행재소와 고경명의 의병소, 명나라 군진 등에 보냈다.35) 1627년에 정묘호란이 일
어나자 김장생은 소모사(召募使)가 되어 각지에 격문을 보냈다. 이때 김관은 여기에 호응하여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군량을 모으는데 정성을 다하였다.36)
32) 박정민, 앞의 논문, 2020.
33) 오병무, ｢韓國儒林의 발생과 정읍 태산-최치원의 유상대(流觴臺)를 중심으로-,｣, 태산 문화조명 학
술대회 발표문, 2012,
34) 이용찬, ｢勿齋 安義의 家系와 『壬癸記事』 硏究 : 안의의 墓碑와 『임계기사』를 중심으로｣, 국어문학
 71, 2019
35) 한문종, ｢임진왜란 시기 장성 남문의병의 활동과 성격｣, 한일관계사연구 45, 2013
36) 사계전서 권46, 부록, 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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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성서원은 대원군의 서원 철폐에도 불구하고 훼철되지 않은 47개 서원 중 하나로, 전라도
의 도원(道院) 역할을 수행하였다.37) 이러한 배경으로 자연스럽게 무성서원의 위상은 높아졌
다. 그런데 1905년(광무 9) 11월에 을사늑약이 체결되었고, 최익현은 을사 5적의 처단을 주장
한 ‘청토오적소(晴討五賊疏)’를 올린 후, 1906년에 최익현은 고석진과 임병찬을 만나 호남의
의병들을 모으기 위해 무성서원으로 떠났다. 동년 6월 4일에 최익현은 무성서원에서 강회(講
會)를 하면서 창의(倡義)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고, 항일의병을 일으켰다.38)
동년 6월 11일에 일제가 조선의 진위대를 앞세워 공격하자 최익현은 동족끼리 상잔은 불가
하다며 의진을 해산시키고 그와 핵심 인물 13명이 체포되었다. 최익현은 대마도에 유배되어
이듬해 순국하였고, 핵심 인물 13명에 고현내의 김기술이 포함되었다. 후일 김기술은 병오창
의일기를 써서 당시의 기록을 남겼고, 재판 결과 그는 태(笞) 100도(度)의 형벌을 받았다.
태인의 유림들은 1907년에 최익현을 기리기 위하여 태산사(泰山祠)를 건립하였으나 일제강
점기에 훼철되었다. 후손들은 1970년에 최익현과 김기술, 김직술을 시산사(詩山祠)에 배향하
였고, 1992년 12월 10일에 정읍지역 유림들이 병오창의를 기념하기 위하여 무성서원에 ‘병오
창의기적비’를 건립하였다. 아울러 매년 6월 4일마다 병오창의 추모제전을 실시하여 그 뜻을
기리고 있다.

37) 本院道院也 隨毁隨補(무성서원원지 상, 서원중수기, 1930)
38) 이는 호남 최초의 의병으로 평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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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활성화 방안
지금까지 무성서원의 연혁과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무성서원은 단순히 서원
자체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일대를 전반적으로 아울러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고
현내는 태산선비문화권으로, 관련 보물과 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향토문화재 등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다. 문화재로 포함되지 않았지만, 한정‧필양사‧용계서원는 정읍시 향토문화유산에
지정되어 있고, 관련 역사문화 자원인 영당과 후송정, 송산사, 시산사, 감운정, 유상대, 정극인
묘 등까지 포함하면 가히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역사 문화자원
밀집해 있다. 따라서 무성서원을 고현내 일대의 거점으로 하고, 주변의 자원을 특화장소로 만
들 필요성이 있다.
문화재청은 문화적 자산을 ‘문화재 → 문화유산 → 문화자원’ 순으로 범주화 하고 있는
데,39) 고현내의 역사문화자원을 적용하면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이
자원들을 총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1> 고현내의 역사문화 자원
구분

수량

유형문화재

보물

3

기념물

사적

1

시도유형문화재

3

시도민속문화재
문화재 자료
문화재

1
2

문화유산

3

역사문화유산

명칭
김회련 개국원종공신녹권(칠보면 시산리), 김회련 고신왕지(칠
보면 시산리), 고현동 향약(칠보면 남전길)
무성서원(칠보면 무성리)
무성리석불입상(칠보면 무성리), 무성리삼층석탑(칠보면 무성
리), 도강김씨 훈도공파 종중 고문서(칠보면 무성리)
남근석(칠보면 백암리)
송정(칠보면 무성리), 남천사(칠보면 시산리)
10
한정, 필양사(국가보훈처지정현충시설), 용계서원 → 정읍시향
토문화유산

3
영당, 후송정, 시산사, 송산사, 감운정, 유상대, 정순왕후 유
지비(송계성 유허비), 고현동각, 연시각, 도봉사, 김후진유허

기타 역사문화자원

21

비, 정극인 동상, 정극인 생가터, 정극인 묘, 방각본전시관,
칠광도, 송정십현도, 송정수계지도, 향음주례도, 무성서원원

기타 자원
역사문화자원
합 계

7

지, 호호정유허비
칠보물테마파크, 태산선비문화사료관, 태산선비마을, 칠보수
력발전소, 연꽃 생태연못, 자란내 생태공간, 당산나무
28
41

39) 박미선, ｢지역 역사문화자원의 유형화와 활용방안｣, 지역과 문화 5-4, 2018, 92~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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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적 접근
① 종합정비계획 수립
2007년에 정읍시는 무성서원 종합정비 기본계획 보고서를 출간하였다. 물론 관련 계획의
일부가 수용되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반영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2019년에 세계문
화유산에 등재되면서 유네스코 권고 사항의 이행을 위해 9개 서원의 통합관리계획 수립 및 통
합 홍보 방안을 마련해야할 필요성이 있어 정읍시에서도 이와 관련된 계획을 준비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종합정비계획 수
립을 주장하는 이유는 단지 무성서원만의 종합
정비 계획이 아닌 무성리와 시산리 일대 즉,
고현내의 역사문화 자원까지 포함하고, 신축
건물의 건립뿐만 아니라 관련 교육 및 활용
프로그램까지 전반적으로 고려해야하기 때문이
다. 가장 기초적이지만 간과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바로 기존 역사문화 자원에 대한 관리
실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동각은 전국 최초의 향약으로 인
정받는 태인향약을 보관하고, 동원들이 논의하
였던 곳이다. 하지만 현재 상태만 놓고 보았을
때, 제대로 관리와 보존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
다. 마찬가지로 무성리석불입상 역시 전라북도

<그림 1> 무성서원 조감도(김재식 외,
｢무성서원 및 주변지역 복원에 대한 연구｣,
동아시아경관연구 1, 2006, 그림 21)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칠광도에도 그려져 있어 충분히 활용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민가
안에 있어 쉽게 접근할 수조차 없다. 이러한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정비 계획에 포함하여 시정
해야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 호흡으로 무성서원의 방문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무성서원의 강
점과 약점 등을 분석하고, 부족한 대상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무성서원의 강점인
역사성과 대조적으로 규모 및 건물의 수에서 약점을 보이고 있다. 이를 상쇄하기 위해 지금은
없지만 분명 있었던 것으로 기록된 흥학당, 고직사 등의 복원40) 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② 생태하천 정비 사업
2019년에 국토부와 환경부로 나누어 시행되던 수량, 수질, 재해 관리 등 물 관련 업무를 환
경부 중심으로 일원화하였고, 2020년 5월에 물관리 기본법이 제정되었다. 특히, 역사문화와
관련해서 “강 생태문화 복원과 활성화” 사업을 주목할 수 있다. 이 사업의 하위 부분인 ‘강문
화 복원 및 활성화’는 무성서원 일대 동진천과 은석천, 칠보천 일대의 하천정비 사업과 연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무적인 것은 이 사업에서 직접 해당지역의 물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의사 결정 체계의 구축도 가능해지면서 정읍 혹은 전북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점이다.
동진천가에는 최치원의 흔적이 남아 있다는 유상대가 있고, 정극인이 상춘곡을 읊으며 봄을
40) 무성서원원지 상, 원우위치,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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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한 아름다운 풍경을 가지고 있다. 송정과 영당, 후송정 등의 자원, 무성서원 앞을 흐르는
은석천과 관련된 구술 등을 통해 생태하천 복원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또한, 남한 최초의
유역변경식 발전소인 칠보댐이 2km지점에 있어 언제나 일정한 유량의 물이 흐른다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칠보 팔경 중 하나인 화경폭포가 바로 이 댐을 의미할 정도로 물과 관련이 깊
다.
그 방식으로는 1910년대의 지적도와 1:5만 지도, 칠광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칠
광도는 1910년에 석지 채용신이 그린 작품으로, 무성서원을 비롯한 고현내를 사실적으로 세밀
하게 표현하였다.41) 여기에 그려진 위치는 현재 위치와 거의 정확히 일치하고, 그 위치를 통
해 길과 물길 등을 어느 정도 복원할 수 있다. 그 가운데 지금은 농지와 집터로 바뀌었지만
후송정 바로 앞은 원래 소(沼)를 이루고 있었다. 이는 그림 상으로만 표현된 것이 아니라
1915년의

지적도

및

1936년에

출간된

정읍군지의

사진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림 2> 칠광도의 후송정 일대

<그림 3> 정읍군지(1936)의 송정 사진

<그림 4> 1915년 지적도의 후송정 일대

<그림 5> 2020년 지적도의 후송정 일대

따라서 생태하천 정비 사업의 주제로 이 지역을 제시하고, 관련 사업 아이템을 제안하는 연
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된 스토리 등을 입혀서 공원 정비를 한다면 문화체육관광
부나 문화재청의 예산이 아닌 환경부의 사업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41) 관련 내용은 다음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박정민, 앞의 논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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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마을만들기 사업
현재 이 지역은 2013년 8월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여 농촌휴양마을로 지정된 ‘태산
선비마을’42)이 있다. 이 사업은 현재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운영되고 있고, 농촌체험휴양마을
의 공동시설 및 장비(체험관, 판매, 음식, 숙박, 체육, 놀이, 휴양, 정보 및 커뮤니티 시설 등)
설치, 증축에 소용되는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외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마을기업 사업에
서 원촌마을회의 두부 제조 및 체험 등도 있다. 이처럼 무성서원 주변의 마을들은 이미 공동
체 의식이 강하고, 협업에 특화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강점에 훌륭한 역사문화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몇 가지 사업을 추가한다면 더
욱 손쉽게 마을의 위상을 강화하고,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바로 전라북도
농어촌 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곳이다.43) 예를 들어, 올해 실시하는 ‘2020년 농촌공감여행’
은 일부 마을에 편중된 체험경비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홍보마케팅 역량을 갖춘 우수마을
육성을 위해 매년 〇〇개소의 인증마을을 선정하고 있다. 도시민 유치에 따른 할인비용지원,
서비스 환경 개선 지원을 함으로써 도농교류 활성화에 기여 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아
울러 센터 안에 포함된 마을만들기센터와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이용하여 타지인의 귀농 귀촌을
장려하여 인구 유입도 기대할 수 있다.
더욱이 같은 곳에서 지원하는 전북생생마을 프로그램 역시 태산선비마을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는 삼락농정(농민‧농업‧농촌이 함께 즐거운 농정)을 추구하는 전북 도정과 일치
한다. 즉, 마을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마을 고유의 체험‧관광‧전통‧문화‧경제 자원 등 고유한
이야깃거리를 활용하여 출향인‧관광객‧귀농인이 찾아오는 활력과 생기가 넘치는 마을을 만드는
사업이다.44)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싶은 것은 올해 3월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추진하는 ‘주거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대상 마을에 선정된 동편마을의 사례이다. 이를 통해 올해부터 2022년
까지 국비 8억원 등 총 12억을 받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여기에 원촌‧남전마을까
지 일괄적으로 신청하여 전반적으로 마을의 재정비를 통해 주민에 대한 편의 시설을 확보하
고, 담장에 최치원‧선비‧의병과 관련된 벽화를 그리는 등의 특색을 더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태산선비마을 등 민간조직이 참여한다면 무성서원을 중심으로 한 태산선비문화권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누리고, 전북의 대표 생생마을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2) 활용 방안
① 칠광도 등의 기존 자료의 이용
앞서 제시한 유적과 유물, 기타 자원들은 모두 무성서원뿐만 아니라 그 일대의 역사문화 자
원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다각적인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하나의 사례로 들 수
42) 이곳은 전통 예절, 다례 체험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78평, 50여 명 규모를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을 완비하고 있다. 또한, 관련 체험 프로그램은 성황을 이루어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매주
예약이
가득찰
정도로
활성화
되고
있다.(운영위원장
인터뷰
내용
및
http://www.taesanin.com/ ; 2020년 6월 26일 검색)
43) 2020 농촌공감여행 추진지침 참조
44) 현재 43곳 마을의 315개 사업 중 기초단계 60.6%, 활성화 단계 35.2%, 사후관리 단계 4.2%로 매
출액은 7,510,916(천원)이고, 방문객수는 584,718명이다.(http://www.vill.kr/ ; 2020년 6월 26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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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이 칠광도이다. 칠광도의 앞서 말 한 것처
럼 1910년 당시의 무성서원과 그 일대를 세밀하
게 표현하고 있다.
칠광도를 보면 성황산 아래 무성서원이 위치한
현재의 원촌마을이 있고, 가운데에는 동편․남전마
을, 하단에는 송산마을이 위치했고, 이는 현재도
같은 양상이다. 이외 후송정, 송정, 영당, 후송정,
무성서원, 석불입상, 유상대, 동각, 연시각, 남천
사, 태산사 등이 그려져 있다. 9개 서원 가운데
서원을 그린 그림은 도산서원과 무성서원밖에 없
지만, 도산서원과 관련된 그림은 보물 제522호의
도산서원도(陶山書院圖)와 천원 신권의 배경으로
유명한 보물 제585호의 『퇴우이선생진적(退尤二
先生眞蹟)』에

포함된

계상정거도(溪上靜居圖)가

있다. 반면 칠광도는 문화재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칠광도를 문화재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후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사업을 구상할 수
있다. 먼저, 칠광도를 통한 무성서원 일대 답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다. 즉, 칠광도에 그려

<그림 6> 칠광도 전경, 정읍시립박물관 제공

진 문화유산을 찾아 해설사와 함께 무성서원 일대를 탐방하고, 관련 장소에 갈 때마다 스탬프
투어 형식으로 인증 절차를 마련한다. 궁극적으로 방문객이 주체적으로 해당 지역을 즐기고
알 수 있도록 독려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무성서원의 서원‧향교 프로그램과
연계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다음으로, 칠광도와 연계한 새로운 관광 지도 및 문화상품 개발이 가능하다. 아울러 칠광도
의 뛰어난 회화성과 상징성 등을 통해 달력이나 족자 등으로 활용 가능하다. 또한, 서울대 규
장각 한국학연구원의 ‘고지도 디지털 지도서비스’, 국사편찬위원회의 ‘역사지리정보서비스’, 국
토지리원의 ‘인문지리정보 서비스’ 등과 협업하여 칠광도의 우수성 홍보하고 활용 프로그램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 칠광도와 관련된 칠광과 십현, 무성서원의 배향인물들에 대한 스토텔링 마련하여 콘텐
츠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이 있다. 무성서원의 배향 인물들인 최치원, 신잠, 정극인, 송세림,
정언충, 김약묵, 김관 등의 공통점은 관직에 나가 입신양명을 택하지 않고, 은인자중(隱忍自
重) 하며 지냈던 인물들이다. 광해군대의 칠광(七狂)과 십현(十賢)45) 역시 북인 정권에 나가지
않고, 지역에 머물며 지조를 지킨 인물들이다. 이러한 점을 강조하여 은인자중하며 살기 좋은
곳이라는 장소적 상징성과 스토리를 만들어 콘텐츠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② 무성서원원지, 관련고문서, 현판 등의 이용
앞서 언급한 것처럼 9개 서원 가운데 무성서원이 가장 먼저 서원지를 간행하였다. 이는 목
45) 칠광의 인물 중 김대립과 이상형이 빠지고, 김관, 김정, 양몽우, 김급, 김우직이 추가되어 10명이 되
었고, 이들을 10명의 현인이라는 뜻으로 십현(十賢)이라 일컬었다. 이들에 대한 그림이 ｢송정수계지
도｣와 ｢송정십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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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자본으로 당대의 시대상을 잘 보여주는 자료이다.46) 이외 무성서원이 사액서원으로 인정받
는 과정과 연액되는 과정을 담은 연액기사, 이곳을 중심으로 한 인적 네트워크를 파악할 수
있는 원생록과 유생안 등은 그 자료적 가치가 매우 뛰어나다고 한다.47) 이외 무성서원에
걸려있는 현판 등도 무성서원원지의 내용과 대부분 일치하지만, 일부 더 자세한 내용이 있
는 것도 있어 이용 가능하다.48)
이와 같은 자료들의 내용은 아직 본격적으로 이용되지 않았지만, 그 안에 포함된 내용은 매
우 구체적이며 풍부한 역사성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충분히 콘텐츠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산이 될 것이다. 하지만 2011년경에 문화재청의 조사와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자료 정리
이후 체계적으로 조사되고, 번역된 적이 없다. 따라서 정읍시나 전라북도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고 연구자와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관련 사업 기획
- 대학과 연계한 新-향음주례 행사
무성서원원지에도 중요하게 기재되어 있지만, 이 지역은 최초의 향약으로도 유명한 곳이다.
향약을 처음 만든 정극인은 향음주례(鄕飮酒禮)를 강조하였는데, 이는 술 마시는 예법을 통해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에 효도하며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권장한 의식이었다. 특히, 관
련 내용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가진 향음주례도를 적극적으로 활용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무성서원과 일대를 찾아오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원형의 향음주례 행사를 현대식으로 변형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방안이다. 한 발 더 나아가 도내 대학의 관련학과(국문과, 사학과, 철학
과, 관련 사범계열) 등과 MOU를 맺어 성년의 날의 행사로 향음주례 행사를 기획하여 적극적
으로 홍보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젊은 층에게 전통의 자산을 알릴 수 있고, 무성서원과 고현
향약의 특징을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둘레길
최근 관광의 트렌드가 변화하면서 슬로시티와 체험관광 등의 형태가 각광받고 있다. 특히,
제주의 올레길이 큰 붐을 일으켰고, 여기에 자극 받은 일본도 규슈 지역에 다양한 코스를 만
들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둘레길 조성에 따른 공간적 인프라를 조성할 수 있고, 지
점만 바라보던 관광 자원을 선형으로 이을 수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이 코스에 지역의 이야
기 특히, 역사문화에 대한 내용 및 실체인 문화유산 등을 보여준다면 이를 더욱 촉진하는 계
기가 될 것이다.
정읍시는 현재 상춘곡 관련 둘레길을 조성 중에 있다. 바로 정극인의 묘에서 성황산을 지나
후송정 일대까지 둘레길을 정비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등산객과 관람객의 욕구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외에도 앞서 언급한 수많은 자원을 보유한 이곳은 여러 루트로 둘
레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후송정-태산역사문화관-정극인동상-송산사-시산사-필양사-호호정유허비-한정-무성서
원-무성리 3층석탑-석불입상-정극인 묘소
46) 여기에 1930년에 증보한 것도 있다. 여기에는 1884년 이후 약 50년 간 무성서원의 변화양상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 실려 있어 이 역시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47) 이해준, ｢무성서원의 자료정리 성과, 현황, 과제｣, 9개서원의 자료정리 현황과 과제, 2012
48) 이해준, ｢무성서원 현판 자료 조사보고｣, 서원학회 워크숍,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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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무성서원-용계서원정순왕후 유허지-고현동각연시각‧도동사-남천사
셋째,

칠보물테마파크-후

송정-동진천변-감운정(유상
대)-수변

공원-영벽정-송현

섭 공원에서 조망하는 코스
크게 세 가지의 코스를 만
들고 중간 중간에 스템프 등
을 찍을 수 있게 하고, 역사
문화 관련 안내판 설치와 오
디오 가이드 등을 설치하여
최대한 이곳을 느낄 수 있는
동인을 만들어 줘야할 것이
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
을 한 번에 연결하여 무성서
원 일대를 크게 돌며 즐길
수 있는 하루 코스를 조성한
<그림 7> 규슈 둘레길(규슈관광추진기구
https://www.welcomekyushu.or.kr/)

다면 관광 효과 및 체험 등
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
을 것이다.

- 한 달 살기 프로그램
최근 전북을 비롯한 지자체는 인구유출이라는 공통의 문제에 놓여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여러 대책을 세우고 있다. 예를 들어, 정부는 “귀농어‧귀촌 활성
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9. 7.2. 시행령)을 제정하여 법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에서 강원도에서 선제적으로 ‘한 달 살기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귀농귀촌 희망지
역에 대한 사전탐방 기회를 제공하고, 미리 체험하여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는 전북에도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지역은 수 백 년 간 주
민 자치를 이룬 경험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각종 마을만들기 사업 등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다른 결의 한 달 살기 프로그램도 실시할 수 있다. 바로 선비문화의 중심지라는 테마
를 가지고 한 달 가량 시골 살기, 혹은 시골 체험 등을 추진하는 것이다. 어른에게는 도시와
단절된 채 유풍을 느끼고, 수려한 풍광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는 유교 관련 체험프로그램(예절‧다도‧서예‧한자 등)과 천렵(물고기 잡이), 농촌체험 등을 하고,
여름에는 칠보물테마파크의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의 프로그램 역시 정
읍시 차원에서 고려해볼 만 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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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춘곡 관련 꽃동산 조성
상춘곡은 ‘한국 최초의 가사문학’으로 유
명한 작품으로, 2002학년도와 2011년도 수
능시험에도 출제된 적이 있어 수험생활을
했던 사람들에게 친숙하다고 할 수 있다. 물
론 무성리에 정극인 동상과 등산로에 상춘
곡의 일부 내용을 게시판 등으로 제작하여
등산로에 배치하여 홍보를 하고 있지만, 그
자원에 비해 알려진 내용은 적다고 생각한
다. 따라서 무성서원을 찾아오는 관람객들이
이곳도 찾아올 수 있도록 연계할 필요가 있
다. 또한, 한 발 더 나아가 정극인의 상춘곡
이라는 콘텐츠로 유인할 거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봄의 경치를 구경하고 즐기는
‘상춘(常春)’의 이미지를 강화해야 하는 것
이다. 즉, 정극인이 상춘곡의 배경으로 삼았

<그림 8> 2011년도 수능 언어영역의 ‘상춘곡’

을 성황산과 동진강 일대의 경관을 가꾸는
것이다. 특히, 성황산을 꽃동산으로 만들어 상춘객의 유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전북 진안군의 원영장 마을은 매년 꽃잔디 축제를 기획하여 많은 관광객이 다녀가고 있다. 이
역시 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대표적 관광‧체험 마을이다. 여기에서는 입장료 형식의 쿠
폰으로 음식을 구입하거나 체험을 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바로 이와 같은 사
례를 차용하여 태산선비마을 등 마을 공동체가 함께하여 철쭉, 꽃잔디 등을 활용한 상춘의 아
이템을 만들어야할 것이다. 그리고 그 관람객이 자연스럽게 무성서원 등으로 발걸음을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문화재 야행
문화재 야행 사업은 2016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문화재청의 대표적 지원 사업 중 하나이다.
이 사업은 문화재가 밀집‧집적된 지역을 거점으로 지역의 특색 있는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재 야간 관람과 체험‧공연‧전시 프로그램이다. 이 사업은 매년 관람객의 수가 증가하고 있
으며 예산의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에도 긍정적이라는 분석 결
과가 있다.49)
2020년에 사업에 전국 36개 지역이 선정되었고, 전북은 전주, 익산, 군산, 김제, 남원, 고창
등 6개 지역으로 전체의 6/1이나 차지한다. 군산은 2016년에 우수 사업으로 선정되었고, 전
주는 2년 연속 최우수 사례에 선정되었을 정도로 유명하다. 익산은 몇 년간 시행착오를 거듭
하였지만 2019년 사업부터 훌륭한 성과를 내기 시작하였다. 이는 전북의 유구한 역사문화 전
통 자산이 있으며 활용 등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정읍 역시 곳곳에 훌륭한 역사문화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본 발표에서 언급하는 무
성서원 일대는 역사문화자원이 직접되어 평가시 강력한 장점을 갖는다. 예를 들어, 표준형 평
가 항목에서 문화재 야행 특성화 콘텐츠(40) 가운데 문화재 정체성 반영 정도(20), 대표 문화
49) 문화재청, 문화재 야행사업 평가체계 개선 용역, 문화재청,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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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활용 프로그램 기획력(15), 인근 문화재 및 문화시설과의 연계성(5) 부분은 거의 40점 만점
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자산을 보유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태산선비마을 등 기존의
주민 자치회는 사업 운영 체계(40) 가운데 협력적 가버넌스 구조(20)에서도 큰 힘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정읍에서 문화재 야행을 추진한다면 그 기간은 7~8월이 적당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지
바로 옆에 칠보물테마파크가 있는데, 여기에는 연인원 약 4만 명이 물놀이를 위해 다녀가는
곳이다. 특히, 그 특수성 때문에 다음 표에서 보이는 것처럼 대부분 7, 8월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물놀이를 즐긴 관람객에게 홍보하여 바로 옆에서 문화재 야행을 즐길 수 있도록 유도
한다면 이들의 체류시간을 더욱 늘릴 수 있고,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무성서원과 그 일원에
대한 홍보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표 2> 칠보물테마유원지(전시관) 2018년 월별 관람객 수

(단위 : 명)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018

52

54

88

151

90

204

26,655

16,445

68

112

86

32

44,037

- 주변 관광지 연계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무성서원 일대에만 해도 많은 역사문화 자원이 있지만, 반경 10km
이내에도 훌륭한 자원이 있어 이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호남 제일 정자
라고 불리는 태인 피향정, 조선후기에 건축한 전통한옥의 백미로 손꼽히는 김명관 고택, 구절
초테마공원과 옥정호 드라이브 코스 등이 있다. 또한, 조선왕조실록을 지킨 상징성을 찾아오
는 관람객을 위해 전주사고-남천사-내장산 용두암 코스에서 남천사를 비롯한 무성서원 일대
를 돌아 볼 수 있도록 연계해야 한다.
- 기타
이외 무성서원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서원-향교 프로그램과 태산선비마을의 체험 프로그
램에 몇 가지 추가할 수 있는 것을 간단하게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무성서원 및 주변
에 경관 혹은 역사적 특징이 뛰어난 곳에 포토존을 마련하여 방문객들에게 랜드마크를 남길
필요성이 있다. 포토존의 사진은 SNS 등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여 새로운 관람객 유입이 동
인이 될 수 있기에 이 부분은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무성서원과 7개 서원‧사우가 집중된 곳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무성서원에서 유생체험
을 할 수 있게 하여 차별화된 모습을 만들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글짓기 대회를 과거제도에서
차용하여 체험 활동화 하여 과거체험을 하고, 장원급제자 시상식인 방방례(放榜禮)를 현대적으
로 개최하는 것이다. 따라서 임금에게 절하고, 합격 증서인 홍패(紅牌)와 어사화를 받는 의식
을 치루는 것이다. 특히, 교지 안에 자신의 이름을 한자로 써서 가져 갈 수 있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후 급제자가 사흘 동안 선배, 친척들을 방문하며 인사하는 삼일유가(三日遊街)를
간략하게 체험하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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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음말
지금까지 무성서원의 간략한 연혁과 역사적 특징, 정책적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서 살펴보
았다. 무성서원은 신라 하대 이곳에 부임한 태산태수 최치원을 기리기 위해 설립한 생사당에
서부터 유래를 찾는다. 이후 이 지역 주민들은 최치원과 관련 서사를 계속 만들어가며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갔다.
정극인의 활동 역시 중요하다. 그는 처향(妻鄕)을 따라 이곳에 와서 지역 교육에 힘써 가숙
(家塾)을 설립하였고, 우리나라 최초의 향약을 창설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최초의 가사문학으
로 유명한 상춘곡을 지으며 이 지역에서 확실한 족적을 남겼고, 무성서원의 배향인물이 되기
에 이른다. 이외 신숙주의 증손자로 기묘명현으로 유명한 신잠이 이 지역에서 흥학(興學) 활동
을 펼쳤고, 송세림과 정언충, 김약묵, 김관 등은 지역에서 향약과 흥학에 힘을 써 무성서원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무성서원은 1696년에 사액서원이 되며 전기를 맞이하였고, 대원군의 서원 철폐에도 훼철되
지 않으며 명실상부한 전라도 ‘도원(道院)’이 되었다. 이후 그 위상에 걸맞게 관찰사가 원장을
역임하고, 강습례를 실시하며 교육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였다. 그 전통이 있었기에 1906년에
최익현과 임병찬 등을 중심으로 한 호남 최초의 의병인 ‘병오창의’로 발현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무성서원은 크게 선비문화의 발상과 최치원, 선비문화의 중심지, 선비문화의
실천지라는 세 가지 주제로 규정할 수 있다. 그 범위는 단지 무성서원뿐만 아니라 그 배향 인
물과 마을 사람들이 함께한 무성리와 시산리 즉, 고현내 일대까지 확장할 수 있고, 풍부한 관
련 역사문화 자원을 토대로 활성화 방안을 고민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정책적 접근이다. 첫째,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비단 무성서
원뿐만 아니라 주변의 역사문화 자원을 포괄하여 거시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방문
객의 원하는 바를 수렴하여 체계적으로 발전 방안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생태하천 정
비사업이다. 지금까지 문화재 관련 예산을 받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나 문화재청의 사업에만
관심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물관리 기본법’이라는 새로운 법안이 등장하였고, 여기와 관련한
정책에 무성서원 일대의 동진천, 칠보천, 은석천 등의 생태하천 정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인다. 이는 향후 중점적으로 사업화 형태를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마을만들
기 사업이다. 이는 현재 태산선비마을, 원촌마을회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 ‘전
라북도 농어촌 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하여 사업에 날개를 다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활성화 방안이다. 첫째, 칠광도 등의 기존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를 이용하
여 무성서원 일대의 답사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방문객이 해당 지역을 즐길 수 있도록 돕는 것
이다. 또한, 여러 관련 상품을 개발하고, 콘텐츠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무성서원원
지 및 관련고문서, 현판 등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 자료들은 매우 구체적이며 풍부한 역사성
을 보유하고 있어 콘텐츠로 이용할 수 있다. 셋째, 관련 사업을 기획 한다. 예를 들어, 향음주
례도를 이용하거나 둘레길의 새로운 조성,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의 운영과 상춘곡 관련 꽃동산
조성, 문화재 야행, 주변 관광지 연계 등을 추진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무성서원과 그 일대는 충분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
한 소중한 자산을 체계적으로 활용한다면 가히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재탄생할 수 있을 것
이다. 비단 사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세계문화유산에 선정된 무성서원을 보유한 정읍시민
과 전북도민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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