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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코로나 19 팬데믹(COVID 19 Pandemic) 속에 본교 개교 20년을 맞이하여, 본교 김영모 총장의   
대학박물관 설립운영 방침과 재가 아래 2020년 9월 1일 본교 대학박물관 설립 추진위원회 및 추진지원
단이 구성되었다. 정용재 교학처장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추진위원회 및 추진지원단이 헌신적으로  
과업을 추진하여 대학원종합연구관 온지관 1층 중앙홀에 대학박물관 뮤지엄홀을 조성하였고, 고고유물 
및 출토복식 기증품 상설전시를 기반으로 2020년 12월 21일 본교 대학박물관을 개관하게 되었다. 

이에 초대 대학박물관장으로서 대학박물관 설립 운영을 이끌어주신 김영모 총장의 전폭적인 지원
과 추진위원회 및 추진지원단을 전폭적으로 이끌어주고 지원해준 정용재 교학처장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 대학박물관 설립추진위원회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정광용 학장과 고고역사 구역 개관전시를 
책임 총괄해준 융합고고학과 서현주 교수와 관계자 여러분, 문화예술 구역 개관전시를 책임 총괄해준 
전통미술공예학과 금종숙 교수와 관계자 여러분께 대학박물관 설립 추진위원장으로서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또한 개관전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도와주신 대학박물관 추진지원단의 기획
계 박지영 계장, 최상아 실무관, 교무계 이홍일 계장, 시설계 전문숙 계장께 충심으로 감사드린다.
개관전시를 위해 진열장을 기꺼이 기증해 주신 국립부여박물관 윤형원 관장과 대학교사 자료를 흔쾌히 
이관해 주신 학술정보관 강진희 팀장께도 두 손 모아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개관전시와 박물관등록을 
적극 지원해준 학생계 명노청 사무관께도 고마움을 전하고 표한다.

2021년 2월 10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박물관이 제1종 종합박물관으로 등록증 교부받을 수 있게  
참여해준 문화재보존과학과 김수철 교수, 융합고고학과 김경택 교수, 이기성 교수, 전통미술공예학과 
이정용 교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본교 대학박물관 개관 및 종합박물관 등록, 뮤지엄홀 및 기획전
시실 시설 보완을 재가하고 지원해준 김영모 총장과 정용재 교학처장, 특히 총무과 이상협ㆍ방현기 
과장, 기획계 박지영ㆍ이부호 계장, 시설계 전문숙ㆍ심유신 계장, 김영아 계장 등 관계자 여러분께 머
리 숙여 감사드린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박물관 개관을 기념하는 첫 번째 기증품 기획특별전인 《한국의 전통문화와 
신한류》는 故이부성ㆍ최병진 부부의 기증품을 바탕으로 본교가 주최하였던 전통공예미술품 공모전
의 수상작, 국가귀속 관리이관 문화재, 박경수, 박문열, 이춘근, 최종호 등이 기증한 자료를 전시 주제
에 맞춰 조화롭게 전시하였다. 

이부성ㆍ최병진 부부가 외손녀 박영록이 본교 1기생으로 입학한 것이 인연이 되어, 일생동안 정성
을 다해 수집했던 박물관자료를 전통문화 계승과 발전을 위한 학문연구와 교육 진흥에 이바지할 목
적으로 기증을 하였고, 이에 본교에서 2008년 기증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한 바가 있다. 2020년 12월   

본교 대학박물관 개관 전시를 위해 뮤지엄홀 고고역사구역 상설전에 고고역사자료 일부가 전시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전시연계교육 등에 활용되고 있다. 

이번 대학박물관 개관기념 기증품 기획특별전은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역사와 문화, 민속, 예술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총5부로 구성하였다. 제1부〈한국인의 규방
문화〉에서는 근대의 규방(안방)에서 즐겨 사용하던 안방가구와 혼수함, 반짇고리, 장신구 등과 현대
의 천연염색조각보, 보석함 세트 등을 함께 전시하였다. 제2부〈한국인의 여가활동〉에서는 전통적
인 여가생활에 관련된 문방사우 등을 전시하였고, 근대의 새로운 여가활동으로 등장한 축음기, 음반 
등을 함께 전시하였다. 제3부〈한국인의 생활용구〉에서는 대바구니, 댕댕이바구니, 석작, 동고리, 
키, 체, 절구, 맷돌 등 농경 및 생활에 사용된 민구 등을 전시하였다. 제4부〈전통문화와 신한류(New 
K-Culture) 영상〉에서는 한국인의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엿볼 수 있는 전통문화예술과 신한류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BTS의 K-팝 뮤직 등을 감상할 수 있게 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제5부는
〈장식 연등 만들기 체험 코너〉에서는 방문객들이 장식 연등 만들기 체험을 통해서 자신의 꿈을 
담아서 연등을 만들어 갖고 갈 수 있도록 체험 코너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기증품 기획특별전 방문 
기념으로 대학박물관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복을 착용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학위복 
셀프 기념 촬영 코너〉를 제공하여 기억을 남기고 추억을 되새길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본교 대학박물관 개관기념 기증품 기획특별전은 기증자 故이부성ㆍ최병진 기증자에 대한 
기억과 함께 감사 표시를 통해 기증자의 고귀한 기증사례가 대학박물관 설립과 운영에 귀중한 본보기를 
보여주고, 반면교사가 될 것을 기대한다. 기증자의 큰 뜻을 소중히 간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본교 대학박물관 개관기념 기증품 기획특별전이 성황을 이루고 대학캠퍼스의 박물관화에 첫 걸음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기증품 기획특별전을 기획 진행하는 데 열정적으로 앞장서고 헌신적으로 
과업을 수행해준 황유정 실습조교(학예보조원)와 후속작업을 도와준 함예림 실습조교(학예보조원), 
사진촬영을 도와준 프리랜서 김보람 박사생, 한문번역을 도와준 이남옥 박사, 영문번역을 도와준 마일즈 
밀러(Mr. Miles Miller) 디자인 컨설턴트, 전시 작업을 도와주고 지원해준 대학 관계자 여러분께 두 손 
모아 감사드린다. 특히 기증자 따님 이화선 여사와 외손녀 박영록 선생의 성원과 관심에 충심으로 
감사드린다. 

                                                  2021년 10월 18일 기획특별전 개막을 즈음하여 
                                             한국전통문화대학교박물관장 최종호                         ( 박물관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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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word

In celebration of the 20th anniversary of the University’s opening amid the COVID-19 Pandemic, 
the University Museum Establishment Promotion Committee and Promotion Support Team were 
formed on September 1, 2020 under President of the University, Kim Young-mo's plan and approval 
to establish and operate a university museum. With the full support of the Provost of the University 
Administration, Chung Yong-jae, the Promotion Committee and the Promotion Support Team 
devoted themselves to the project on December 21, 2020, opening the Museum Hall at the Korea 
National University Museum of Cultural Heritage in the ground floor of the Graduate School Research 
Center.

As the first Director of the University Museum,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 gratitude to 
President Kim Young-mo, who le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University Museum, and 
the Provost, Chung Yong-jae of the University Administration. Dean, Chung Kwang-yong who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University Museum Establishment Promotion Committee, Professor Seo Hyun-ju 
and her staffs of the Department of Convergence Archaeology who are in total charge of the opening 
exhibition of Archaeoloy and History Zone, and Professor Keum Jong-Suk and her staffs of the 
Department of Traditional Art and Crafts who are in total charge of the opening exhibition of Culture 
and Arts Zone. In addition,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 gratitude to Manager Park Ji-young, 
Manager Assistant Choi Sang-ah of the Section of Planning, Manager Lee Hong-il of the Section 
of Education, and Manager Jeon Moon-sook of the Section of Facilities in the University Museum 
Promotion Support Team. My sincere thanks go to Yun Hyeong-won Director of Buyeo National 
Museum who willingly donated the showcases for the opening exhibition and Manager Kang Jin-
hee of the Academic Information Center who gladly transferred  materials of the university history. 
In addition, I would like to express my gratitude to Manager Myeong No-cheong of the Section of 
Student Guidance who actively supported the opening exhibition and the museum registration.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 gratitude to Professor Kim Soo-Chul of the Department of Cultural 
Heritage Conservation Science, Professor Kim Gyong-taek, Professor Yi Ki-Sung of Department 
of Convergence Archaeology, Professor Lee Jeong-yong of the Department of Traditional Art and 
Crafts on February 10, 2021. Also I would like to thank President Kim Young-mo and Provost Chung 
Yong-jae, who reviewed and supported the opening of the University Museum, the registration of 
the comprehensive museum, and the supplementation of facilities of the Museum Hall and the 
Special Exhibition Gallery, especially General Managers Lee Sang-hyeop and Bang Hyeon-ki of the 
Department of General Affairs, Managers Park Ji-young and Lee Bu-ho of the Section of Planning, 
Managers Jeon Moon-sook and Sim Yu-shin of the Section of Facilities, and Manager Kim Young-A of 
the Section of General Affairs, and the other officials related in the University Adminstration.

Based on the donations of the late Lee Bu-seong and Choi Byeong-jin, the exhibition theme of the 
Korean Traditional Culture and the New K-Culture, the First Special Exhibition of Contributions to 
commemorate the opening of the Korea National University Museum of Cultural Heritage, which was 
displayed with the winners’ objects of the Traditional Craft Contest organized by the University, the 
national attribution and transfer cultural properties, and materials donated by Park Kyung-soo, Park 
Moon-yeol, Lee Chun-geun, Choe Jong-ho, etc. in harmony according to the exhibition theme.

The late Mr. Lee Bu-seong and Mrs. Choi Byeong-jin donated materials collected throughout 
their lives to contribute to academic research and education promotion for the succession and 
development of Korean traditional culture, and the University delivered a plaque of appreciation to 
donors in 2008. For the opening exhibition of the University Museum in December 2020, some of 

the archaeology and history materials are displayed at the permanent exhibition of Archaeology 
and History Zone of the Museum Hall, and they are continuously being used for exhibition-linked 
education and so on.

The Special Exhibition of Contributions to commemorate the opening of the University Museum 
consists of five sections to help understand and experience Korean history, culture, folklore, and 
art up to the present day through the lens of traditional culture. Part 1 "The Culture of Korean 
Noblewomen’s Living Space" exhibited a set of naturally dyed Jo-gak-bo wrapping cloths, jewelry 
boxes, home furniture, Hon-su-ham handcrafted wooden marriage box, handwoven sewing box, 
and so on. Part 2 "Korean Leisure Activities" exhibited Mun-bang-sawoo (Four Treasures of the 
Stationeries), and exhibited phonographs and vintage record albums that emerged as new leisure 
activities in the modern era. Part 3 "Daily Tools of Korean People" exhibited Mingu folk tools that are 
used in daily and agricultural life. A variety of woven baskets such as Seokjak lidded bamboo baskets, 
Dongori willow baskets, winnowing baskets, and Daengdaengi (Cocculus trilobus) baby baskets were 
exhibited along with sieves, mortars, and millstones. Part 4 "Traditional Culture and New K-Culture 
Video" provides videos to enjoy traditional culture and arts that give a glimpse of Korea’s traditional 
lifestyle and BTS' K-pop music, which is internationally popular as part of the New K-Culture. Part 
5 'Decorative Lotus Lantern Making Experience Corner', provides a traditional experience corner 
where visitors can participate to mindfully craft a lotus shaped lantern as they keep their dreams 
and beneficial intentions in mind. Additionally, to commemorate the special exhibition, the University 
Museum provides a "Graduation Uniform Photography Section" so that students can wear bachelor's, 
master's, and doctoral degree uniforms and take commemorative photos. 

This Special Exhibition of Contributions to commemorate the opening of the National University 
Museum of Cultural Heritage is intended to show a valuable example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University Museum, and to express our deep gratitude for the beloved memory 
of the late Mr. Lee Bu-seong and Mrs. Choi Byeong-jin. With the generosity of the donors and 
our expression of gratitude, I hope that the Special Exhibition of Contributions to commemorate 
the opening of the University Museum will be a prosperous first step for the musealization of the 
campus.

I give sincere thanks to Teaching Assistant cum Curator Assistant Hwang Yu-jung who passionately 
took the lead in planning and executing with the special exhibition, Teaching Assistant cum Curator 
Assistant Ham Ye-rim for helping with follow-up work, freelancer Kim Boram for helping with the 
photo shoot, Dr. Lee Nam-ok for translating Chinese into Korean, Mr. Miles Miller for translating 
Korean into English, and other officials related in the University Administration who helped and 
supported the University Museum. In particular, I would like to express my heartful gratitude to the 
donors' daughter Mrs. Lee, Hoa-sun and granddaughter Ms. Park Young-rok for their support and 
dedication.

For the opening of the Special Exhibition on October 18, 2021 

                                                                         Director Choe Jong-ho                           (Ph.D. in Museology)
The Korea National University Museum of Cultural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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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문화대학교박물관 개관 이래 첫 번째 기획특별전으로 기증품 전시를 준비하였다. 전시주
제는 《한국의 전통문화와 신한류》이며, 공개될 전시자료는 대부분  이부성ㆍ최병진 기증품이다. 
이밖에도 전시주제에 맞춰 함께 공개될 전시자료는 본교(한국전통문화대학교)가 주최하였던 전통공
예미술품 공모전의 수상작, 국가귀속 관리이관 문화재, 박경수, 박문열, 이춘근, 최종호 등이 기증한 
자료를 전시주제에 맞춰 조화롭게 전시하였다.

이부성ㆍ최병진 기증자의 외손녀인 박영록이 본교(한국전통문화학교) 1기생으로 입학한 것이 인연
이 되어, 2007년 전통문화 계승과 발전을 위한 학문연구와 교육 진흥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기증자 
부부가 일생동안 정성을 다해 수집했던 박물관자료(민속품 757점, 고문서 171권, 미석 250여 점, 석탑 
2기)를 본교에 아낌없이 기증하였다. 기증 처리 후 대학 수장고에 14년 간 보관되어 왔던 기증품이 본
교 대학박물관 개관 전시의 고고역사 구역 상설전에 처음으로 일부가 전시 공개되었다. 본교 대학박
물관 기획특별전시실에서 공개될 기증품 중의 일부를 기획하여 규방문화, 여가활동, 생활용구, 전통
문화와 신한류, 장식 연등 만들기 체험 등으로 전시ㆍ체험ㆍ학습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이번 기증품 기획특별전은 총5부로 구성되었다. 제1부〈한국인의 규방문화〉에서는 규방(안방)에
서 즐겨 사용하던 근대의 안방가구와 혼수함, 반짇고리, 장신구 등을 전시하였고, 현대의 천연염색조
각보, 보석함세트 등을 함께 전시하였다. 제2부〈한국인의 여가활동〉에서는 전통적인 여가생활에 
관련된 문방사우 등을 전시하였고, 근대의 새로운 여가활동으로 등장한 축음기, 음반 등을 함께 전시
하였다. 제3부〈한국인의 생활용구〉에서는 대바구니, 댕댕이바구니, 석작, 동고리, 키, 체, 절구, 
맷돌 등 농경 및 생활에 사용된 민구 등을 전시하였다. 제4부〈전통문화와 신한류(New K-Culture) 
영상〉에서는 한국인의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엿볼 수 있는 전통적인 문화예술과 신한류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BTS의 K-팝 뮤직 등을 감상할 수 있게 프로젝터 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제5부는
〈장식 연등 만들기 체험 코너〉에서는 방문객들이 장식 연등 만들기 체험을 통해서 자신의 꿈을 담아서 
연등을 만들어 갖고 갈 수 있도록 체험학습 코너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덧붙여 대학박물관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복을 착용하고 방문기념 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학위복 셀프 기념 촬영 코너〉를 
제공하여 기억을 남기고 추억을 되새길 수 제공하고 있다. 

이번 본교 대학박물관 개관기념 기증품 기획특별전은 이부성ㆍ최병진 기증자에 대한 기억과 함께 
감사 표시를 통해 기증자의 고귀한 기증사례가 대학박물관 설립과 운영에 귀중한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으로 방문객들에게 반면교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기증자의 큰 뜻을 소중히 간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본교 대학박물관 개관기념 기증품 기획특별전이 전시연계교육을 통해 캠퍼스의 
활성화에 첫걸음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전시개요 Exhibition Overview

Since the opening of the Korea National University Museum of Cultural Heritage, the Special 
Exhibition of Contributions has been prepared as the first special exhibition. The theme of the 
Exhibition is “Korean Traditional Culture and New K-Culture” A majority of the exhibition pieces are 
donations from the late Mr. Lee Bu-seong and Mrs. Choi Byeong-jin. 
In addition, the exhibition materials to be released together according to the exhibition theme were 
displayed in harmony with the exhibition theme, including the winners of the traditional craft art 
contest hosted by th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the national attribution and 
transfer cultural properties, and materials donated by Park Kyung-soo, Park Moon-yeol, Lee Chun-
geun, Choe Jong-ho, and so on.

The late Mr. Lee Bu-seong and Mrs. Choi Byeong-jin graciously donated the invaluable materials they 
had thoughtfully collected through their lives to th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in 2007, just as their granddaughter Ms. Park Young-rok entered the University as a freshman. This 
generous donation includes 757 folk materials, 171 documentary heritage, 250 precious stones, and 
two stone pagodas. Some of the donations, which were kept by the University for 14 years after the 
initial donation process, are exhibited and unveiled for the first time in the permanent exhibition of 
the Department of Archaeology and History and the opening exhibition of the University Museum. 
The donations unveiled in the Special Exhibition Gallery of the University Museum have been curated 
to form exhibitions, experiences, and learning programs focused on a variety of subjects including 
“Culture of Gyubang Korean Noblewomen’s Living Space”, “Korean Leisure Activities”, “Daily Tools of 
Korean People”, “Korean Traditional Culture and New K-culture”, “ Decorative Lotus Lantern Making 
Experience”.
This Special Exhibition of contributions is constituted of 5 parts. Part 1 "The Culture of Korean 
Noblewomen’s Living Space" exhibits a set of naturally dyed Jo-gak-bo wrapping cloth, jewelry boxes, 
home furniture, Hon-su-ham handcrafted wooden marriage box, handwoven sewing box, and so 
on. Part 2 "Korean Leisure Activities" exhibits Mun-bang-sa-woo (Four Treasures of the Stationeries), 
and exhibited phonographs and vintage record albums that emerged as new leisure activities in 
the modern era. Part 3 "Daily Tools of Korean People" exhibited Mingu folk tools that are used 
in daily and agricultural life. A variety of woven baskets such as Seokjak lidded bamboo baskets, 
Dongori willow baskets, winnowing baskets, and Daengdaengi (Cocculus trilobus) baby baskets were 
exhibited along with sieves, mortars, and millstones. Part 4 "Traditional Culture and a New K-Culture 
Video" provides videos to enjoy traditional culture and arts that give a glimpse of Korea’s traditional 
lifestyle and BTS' K-pop music, which is internationally popular as part of the New K-Culture. 
Part 5, 'Decorative Lotus Lantern Making Experience Corner', provides a traditional experience 
corner where visitors can participate to mindfully craft a lotus shaped lantern as they keep their 
dreams and beneficial intentions in mind. Additionally, to commemorate the special exhibition, the 
University Museum provided a "Graduation Uniform Photography Section" so that students can wear 
bachelor's, master's, and doctoral degree uniforms and take commemorative photos. 
This Special Exhibition of contributions to commemorate the opening of the Korea National 
University Museum of Cultural Heritage is intended to show a valuable example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University Museum, and to express our deep gratitude for the beloved memory 
of the late Mr. Lee Bu-seong and Mrs. Choi Byeong-jin. Thanks to the great will of the beloved donors’ 
generosity, we hope that the Special Exhibition of Contributions to commemorate the opening of the 
University Museum will be the first step in successfully revitalizing the campus through exhibition-
linked education



Ⅰ. 대학박물관 개관기념 故이부성ㆍ최병진 기증품 기획특별전 1. 한국인의 규방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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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격자무늬문짝  
格子門  
Door with Lattice Design

근대  목재  136 X 3.5 X 61cm

02
격자무늬 창문짝

格子窓門
Window with Lattice Design

근대  목재  42 X 5 X 36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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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무쇠  16 X 31 X 31 X 22 X 16cm

03 
화로 
火爐 

Brazier

04
다리미 

熨斗   
Iron 

근대  무쇠  15 X 20 X 1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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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다리미 
鈷   
Iron 

근대  무쇠, 목재  7 X 17 X 39 X 17 X 10cm 근대  무쇠, 목재  3 X 35 X 3cm

06
인두 
砑刀  

Specialized I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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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가위
剪刀 
Scissors

근대  무쇠  2 X 8 X 26cm

08
수(壽) 복(福) 글자가 있는 반짇고리 

針筐
Sewing Wooden Box Decorated with Longevity, Happiness, etc. Design

근대  목재  7.5 X 34.5 X 34.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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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목다듬이
木砧
Rectangular Wooden Block for Laundry

근대  목재  11 X 15 X 64.5cm

10
다듬이 방망이

洗衣棒
Wooden Bats for Laundry

근대  목재  4 X 4 X 39.5, 4 X 4 X 42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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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황동 촛대
黃銅燭臺
Brass Candlestick

현대  박문열 기증  
황동  86 X 19 X 19cm

12
수(壽) 복(福)이 새겨진 혼수 함

婚需函
Marriage Wooden Box Engraved with Longevity and Happiness 

근대  목재  40 X 66.5 X 3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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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이층 자개 의걸이 농
二層螺鈿竪櫃
Two Story Lacquer Ware Wardrobe Inlaid with Mother-of-pearl 

근대  나전, 목재  200 X 53 X 106cm

14
백동 장식이 있는 반닫이

白銅竪櫃 
Wooden Box Decorated with Nickel Plate

근대  목재, 백동  99 X 46 X 99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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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천연 염색 조각보 
天然染色袱 
Wrapping-cloth Made of Patchwork in Natural Dyeing

2015년 안현진 (제11회 전통미술공예 공모전 총장상)
섬유  145 X 146cm

16
주발 보자기

周鉢袱
Bowl Wrapping-cloth Made of Patchwork 

2013년 오세인 (제9회 전통미술공예 공모전 총장상)
섬유  73 X 8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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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민족의 색 단자 보자기
民族之色袱
Wrapping-cloth Made of Patchwork with Ethnic Five Colors

2010년 주에스더 (제6회 전통미술공예 공모전 수상작) 
섬유  103 X 77cm

18
화각 함
畫角函 

Jewel Boxes Decorated with Oxhorn Sheets 

현대 목재, 쇠뿔, 옻  10 X 8 X 8, 10 X 8 X 8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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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빗
櫛
Comb

19
손거울
小鏡子
Hand Mirror

현대  목재  11 X 5cm

근대  목재, 유리  2 X 7.5cm

21
엄마를 위한 연화도 보석함 세트

寶石函 
Cubic Jewel Boxes

2011년  박도연 (제7회 전통미술공예 공모전 청장상)
도자  목재  16 X 18 X 18, 10 X 14.5 X 14.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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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왕골 색동 이바지 함
莞草色同膳物函
Present Box Made of Rush Decorated with Stripes of Many Colors

2008년  최수림 (제4회 전통미술공예 공모전 수상작)
왕골  17.5 X 30 X 30cm

23
버들 광주리

柳條筐
Wicker Basket

근대  고리버들  17 X 37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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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인의 여가활동

24
책거리 여덟 그림 병풍

冊架圖八幅屛風
Eight-panel Folding Screen with Drawn Bookcases

현대  종이에 채색, 목재  71 X 179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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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휘호 액자
至處春風(지처춘풍): 가는 곳마다 봄바람
癸未之冬(계미지동: 2003년 겨울) 伽倻山人(가야산인) 
凇月(송월): 柳尙穆(1925~2008), 七九書(칠구서: 칠십구세 씀)

현대  이춘근 기증 
종이에 먹  지류  58 X 166cm

26
먹
墨

Ink Stick

근대  석재  2 X 19 X 7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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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자기  7 X 11.5 X 7cm

27
연적
硯滴   
Water Dropper 

28
벼루

硯
Ink Stone

근대  석재  4.5 X 25.5 X 17.5, 1 X 27 X 17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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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석재  3 X 3 X 21.5cm

29
문진
文鎭   
Paperweight 

30
음반 함
音盤函

Wooden Box for Albums

근대  목재  27 X 11.5 X 28.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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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음반
音盤   
Albums

32
장미의 꿈 음반 봉투
Album Envelope of Song Titled on “Dream of Rose”

근대  플라스틱  24.5cm

근대  종이  26 X 26cm

33
축음기
蓄音機

Wooden Box for Albums

근대 최종호 기증
금속, 목재  스피커 45.5 X 40 cm, 본체 19 X 34 X 34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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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목재  9 X 13  X 14cm

34
바둑알 통
棋子桶   
Go Stone Box 

35
바둑알

棋子
Go Stone

근대  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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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전등신화
剪燈新話  
Mysterious Novel

종이에 먹  34.2 X 22.3cm

37
이백 시집
李白詩集

Poetical Works Written by Li Bai

종이에 먹  34.2 X 22.3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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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교남루정 시집 하권
嶠南樓亭詩集 下卷  
Second Volume of Poetical Works Written by Gyonamrujeong

종이에 먹  29 X 19cm

39
도장
圖章

Stamp

근대  목재  1 X 6 X 3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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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서안
書案 
Writing Table

근대  최종호 기증  
목재  39 X 74 X 33cm

41
필통
筆筒

Pencil Case

근대  최종호 기증  
목재  19 X 12 X 12cm



49 

42
춘천필장 무형문화재 우겸 박경수 작 붓
春川筆匠 無形文化財 又謙 朴京洙 作 筆

현대  박경수 기증
목재, 염소뿔, 사슴뿔, 양모, 우모, 황모

3. 한국인의 생활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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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바가지
瓢 
Gourd Bowls

근대  목재  11 X 27 X 21, 10 X 19 X 17, 7.5 X 15 X 14, 10 X 40 X 14cm

44
체
篩

Sieves

근대  목재, 철망  14 X 18, 13.5 X 3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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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바구니
籃
Basket

근대  대나무  10 X 20 X 28cm

46
대광주리 건조대

竹筐 乾燥臺
Bamboo Basket for Drying 

근대  대나무  7 X 5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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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삼태기
颺籃
Sedge Basket for Carrying Dirt

근대  댕댕이  13 X 31 X 30cm

48
광주리

竹筐
Bamboo Baskets

근대  대나무  17 X 65, 22.5 X 72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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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자리
席子
Rush Straw Mat 

근대  왕골  231 X 112cm

50
키

竹箕
Winnow Basket

근대  대나무  16 X 80 X 7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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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원형 바구니
圓形籃
Circle Sedge Basket

근대  댕댕이  36 X 35 X 35, 36 X 37 X 37cm

52
채상

彩箱竹籠
Colorful Bamboo Box with a Lid

근대  대나무  15 X 28 X 28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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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석작
竹籠
Bamboo Box with a Lid

근대  대나무  22 X 34 X 34cm

54
사각 바구니

竹籃
Rectangular Bamboo Basket 

근대  대나무  41 X 33 X 43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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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동구리
籃
Wicker Basket

근대  고리버들, 목재  18 X 30cm

56
대모동구리

籃
Wicker Baskets

근대  고리버들  23 X 47 X 48, 21 X 55 X 5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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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맷돌
磨
Millstone

근대  석재  11 X 37cm

58
어처구니

碾子把手 
Millstone Handles

근대  목재  4 X 12 X 3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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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절굿공이
舂杵
Wooden Pestle

근대  목재  7 X 65cm

60
절구

臼 
Wooden Mortar

근대  목재  58 X 59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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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찬탁
饌卓
Utensil Shelf

근대  목재  160 X 39 X 140cm

Ⅱ. 대학박물관 뮤지엄홀 고고역사부 故이부성ㆍ최병진 기증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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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굽다리 접시
高杯
Mounted Dish

삼국시대(백제)  경질토기  7 X 12 X 8.5 X 12㎝

02
세 발 접시

三足杯 
Tripod Dish

삼국시대(백제)  와질토기  6 X 13 X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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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토기 뚜껑 조각
土器蓋片
Fragment of Pottery Lid 

삼국시대(백제)  와질토기  4.3 X 6 X 11.5㎝

04
곧은 입 항아리

直口壺
Mouth-straight Jar

삼국시대(백제)  와질토기  14.7 X 10.6 X 19 X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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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곧은 입 물결무늬 새긴 격자무늬 항아리
直口陰刻波狀打捺文壺
Mouth-straight Jar with Engraved Wave and Stamped Lattice Pattern

삼국시대(백제)  와질토기 17 X 13 X 9.9 X 20 X 9㎝

06
짧은 목 줄무늬 항아리

短頸打捺文壺
Short-necked Jar with Stamped Stripes Pattern

삼국시대(백제)  경질토기  30.5 X  16.7 X 28 X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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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곧은 입 항아리
直口壺
Mouth-straight Jar

삼국시대(백제)  경질토기  15.5 X 11.5 X 10.3 X 18 X 7㎝

08
긴 목 항아리

長頸壺
Long-necked Jar

삼국시대(백제)  경질토기  21.8 X 8  X 20.5 X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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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짧은 목 줄무늬 항아리
短徑打捺文壺
Short-necked Jar with Stamped Stripes Pattern

삼국시대(백제)  경질토기  22.5 X 15.3 X 25 X 11.5㎝

10
전 달린 항아리 구연부 조각

廛附壺口軟部片
Fragment of Jar with Mouth Cantilever

삼국시대(백제)  경질토기  7.6 X 11 X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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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항아리 조각
壺片
Fragment of Jar

삼국시대(백제)  경질토기  1.8 X 21.5 X 15㎝

12
연꽃무늬 수막새 조각

蓮花文圓瓦當片
Fragments of Roof-end Tile with Embossed Lotus Flower

삼국시대(백제)  와질토기  3 X 1.5 X 7㎝, 1.5 X 11. X 7㎝, 2 X 9 X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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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바리형 토기
深鉢形土器 
Beaker-Shaped Bowl

삼국시대(신라)  연질토기  5.5 X 9.7 X 15.3㎝

14
굽다리 도장꽃무늬 바리

臺附印花文鉢
Mounted Bowl with Stamped Flower Pattern

삼국시대(신라)  와질토기  7 X 15 X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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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세 귀가 달린 굽다리 바리
臺附四耳鉢
Mounted Bowl with Three Ears

통일신라시대  경질토기  14 X 16.5 X 7 X 9.5 X 12㎝

16
토기 병
土器甁 

Earthenware Bottle

고려시대  경질토기  24.5 X 4 X 17.5 X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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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토기 병
土器甁
Earthenware Bottle

고려시대  경질토기  28.1 X 6.8 X 14.5 X 11.2㎝

18
청자 상감 물고기 국화꽃무늬 병

靑磁象嵌漁菊花文甁
Celadon Bottle Inlaid with Fishes and Chrysanthemums

고려시대  도기  31 X 8.7 X 14 X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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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청자 상감 구름학무늬 바리
靑磁象嵌雲鶴紋鉢
Celadon Bowl Inlaid with Clouds and Cranes

고려시대  도기  7.5 X 19.5 X 4.3㎝

20
분청사기 철화 넝쿨꽃무늬 완

粉靑沙器鐵花唐草文盌
Buncheong Ware Bowl with Flowers in Underglazed Iron 

조선시대  분청사기  7 X 14 X 4.5㎝



91 92

21
백자 완
白磁盌甁
White Porcelain Bottle

조선시대  자기  7 X 16 X 5㎝

22
장흥고가 새겨진 분청사기 모란꽃 도장꽃무늬 장군

粉靑沙器長興庫銘牧丹印花文橫缶
Buncheong Ware Barrel-shaped Vessel Inlaid with the Name of Jang-heung-

go & with Peony and Stamped Dots Pattern

조선시대  분청사기  14.5 X 4.5 X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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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백자 십이각 병 
白磁甁
White Porcelain Dodecagon Bottle

조선시대  자기  14 X 4.8 X 10 X 6.8㎝

24
백자 봉황무늬 작은 단지

白磁鳳凰文小壺
White Porcelain Small Jar with Painted Phoenixes 

조선시대  자기  6 X 5.5 X 8 X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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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청자 바리 바닥 조각
靑磁靑沙器鉢片
Fragment of Celadon Bowl Bottom 

고려시대  청자  9 X 17 X 14㎝

26
청자 상감 국화꽃무늬 바리 바닥 조각

靑磁象嵌菊花文鉢片
Fragment of Celadon Bowl Bottom Inlaid with Chrysanthemum

고려시대  청자  5.5 X 9 X 8㎝, 8 X 14.5 X 9.3㎝, 3 X 9 X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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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숟가락 젓가락
靑銅匙箸
Spoon & Chopstics

고려시대  청동  11.5, 14.5, 11, 13㎝ 

28
청동 동곳
靑銅銅串

Male Hairpins

고려시대  청동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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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암키와
平瓦
Flat Roof Tile 

조선시대  경질토기  26.5 X 15.5㎝ 

30
암키와 조각

平瓦
Fragment of Flat Roof Tile with Stamped Chrysanthemum Pattern

조선시대  와질토기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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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암키와 조각
平瓦
Fragment of Flat Roof Tile with Stamped Pinwheel Design 

조선시대  경질토기  15.5 X 9㎝

32
암키와 조각

平瓦
Fragment of Flat Roof Tile with Stamped Lotus, etc. Design

조선시대  경질토기  16.5 X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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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수키와 조각
圓平
Convex Roof Tile with Stamped Lotus, etc. Design

조선시대  경질토기  26.2 X 16㎝

Ⅲ. 기획특별전 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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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전통문화와 신한류

《기획특별전 논단》

- 한국전통문화대학교박물관 개관기념 기증품 기획특별전 -

최종호 (한국전통문화대학교박물관장, 박물관학박사)

 목 차 

1. 특별전 실마리

2. 한국인의 규방문화

3. 한국인의 여가활동

4. 한국인의 생활용구

5. 전통문화와 신한류

6. 특별전 마무리

  한국전통문화대학교박물관 개관 이래 첫 번째 기획특별전으로 기증품 전시를 준비하였다. 전시주제
는 《한국의 전통문화와 신한류》이며, 공개될 전시자료는 대부분 故이부성ㆍ최병진 기증품이다. 
이밖에도 전시주제에 맞춰 함께 공개될 전시자료는 본교(한국전통문화대학교)가 주최하였던 전통공예
미술품 공모전의 수상작, 국가귀속 관리이관 문화재, 박경수, 박문열, 이춘근, 최종호 등이 기증한 
자료를 전시주제에 맞춰 조화롭게 전시하였다.
  이부성ㆍ최병진 기증자의 외손녀인 박영록이 본교(한국전통문화학교) 1기생으로 입학한 것이 인연
이 되어, 2007년 전통문화 계승과 발전을 위한 학문연구와 교육 진흥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기증자 
부부가 일생동안 정성을 다해 수집했던 박물관자료(민속품 757점, 고문서 171권, 미석 250여 점, 석탑 
2기)를 본교에 아낌없이 기증하였다. 기증 처리 후 대학 수장고에 14년 간 보관되어 왔던 기증품이 본
교 대학박물관 개관 전시의 고고역사 구역 상설전에 처음으로 일부가 전시 공개되었다. 본교 대학박
물관 기획특별전시실에서 공개될 기증품 중의 일부를 기획하여 규방문화, 여가활동, 생활용구, 전통
문화와 신한류, 장식 연등 만들기 체험 등으로 전시ㆍ체험ㆍ학습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이번 故이부성ㆍ최병진 기증품 기획특별전은 총5부로 구성되었다. 제1부 〈한국인의 규방문화〉
에서는 규방(안방)에서 즐겨 사용하던 근대의 안방가구와 혼수함, 반짇고리, 장신구 등을 전시하였고, 
현대의 천연염색조각보, 보석함세트 등을 함께 전시하였다. 제2부 〈한국인의 여가활동〉에서는 
전통적인 여가생활에 관련된 문방사우 등을 전시하였고, 근대의 새로운 여가활동으로 등장한 축음기, 
음반 등을 함께 전시하였다. 제3부 〈한국인의 생활용구〉에서는 대바구니, 댕댕이바구니, 석작, 
동고리, 키, 체, 절구, 맷돌 등 농경 및 생활에 사용된 민구 등을 전시하였다. 제4부〈전통문화와 신한류
(New K-Culture) 영상〉에서는 한국인의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엿볼 수 있는 전통적인 문화예술과  
신한류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BTS의 K-팝 뮤직 등을 감상할 수 있게 프로젝터 영상을 제공하
고 있다. 제5부는 〈장식 연등 만들기 체험 코너〉에서는 방문객들이 장식 연등 만들기 체험을 통해
서 자신의 꿈을 담아서 연등을 만들어 갖고 갈 수 있도록 체험학습 코너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에 
덧붙여 대학박물관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복을 착용하고 방문기념 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학위복 
셀프 기념 촬영 코너〉를 제공하여 기억을 남기고 추억을 되새길 수 제공하고 있다. 
  이번 본교 대학박물관 개관기념 기증품 기획특별전은 이부성ㆍ최병진 기증자에 대한 기억과 함께 
감사 표시를 통해 기증자의 고귀한 기증사례가 대학박물관 설립과 운영에 귀중한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으로 방문객들에게 반면교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기증자의 큰 뜻을 소중히 간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본교 대학박물관 개관기념 기증품 기획특별전이 전시연계교육을 통해 캠퍼스의 활성
화에 첫걸음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주제어: 故이부성ㆍ최병진, 기증품, 한국전통문화대학교박물관, 전통문화, 신한류

[전시개요]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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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통문화대학교박물관 개관 이래 첫 번째 기획특별전으로 기증품 전시를 준비하였다. 전시주제
는 《한국의 전통문화와 신한류》이며, 공개될 전시자료는 대부분 故이부성ㆍ최병진 기증품이다. 이
밖에도 전시주제에 맞춰 함께 공개될 전시자료는 본교(한국전통문화대학교)가 주최하였던 전통공예
미술품 공모전의 수상작, 국가귀속 관리이관 문화재, 박경수, 박문열, 이춘근, 최종호 등이 기증한 자
료를 전시주제에 맞춰 조화롭게 전시하였다.
  이부성ㆍ최병진 기증자의 외손녀인 박영록이 본교(한국전통문화학교) 1기생으로 입학한 것이 인연
이 되어, 2007년 전통문화 계승과 발전을 위한 학문연구와 교육 진흥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기증자 부
부가 일생동안 정성을 다해 수집했던 박물관자료(민속품 757점, 고문서 171권, 미석 250여 점, 석탑 
2기)를 본교에 아낌없이 기증하였다. 기증 처리 후 대학 수장고에 14년 간 보관되어 왔던 기증품이 본
교 대학박물관 개관 전시의 고고역사 구역 상설전에 처음으로 일부가 전시 공개되었다. 
  본교 대학박물관 기획특별전시실에서 공개될 기증품 중의 일부를 기획하여 규방문화, 여가활동, 생
활용구, 전통문화와 신한류, 장식 연등 만들기 체험 등으로 전시ㆍ체험ㆍ학습 프로그램을 구성하였
다. 이번 故이부성ㆍ최병진 기증품 기획특별전은 총5부로 구성되었다.

1. 특별전의 실마리

<사진 1 > 기획특별전시실 전경 (입구 쪽에서)

<사진 3 > 기증품기획특별전 실마리 설명 패널

<사진 2 > 기획특별전시실 전경 (출구 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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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 > 제1부 한국인의 규방문화

  제1부 〈한국인의 규방문화〉에서는 규방(안방)에서 즐겨 사용하던 근대의 안방가구와 혼수함, 
반짇고리, 장신구 등을 전시하였고, 현대의 천연염색조각보, 보석함세트 등을 함께 전시하였다. 
규방(閨房)은 ‘규수들의 방’ 또는 ‘아녀자들이 생활하는 안방’을 의미한다. 규(閨)의 한자를 살펴보면 
문(門) 안쪽에 흙담(土)으로 경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규방문화는 아녀자들만의 독특한 생활양식을 보여
준다.  조선시대에는 남녀칠세부동석(男女七歲不同席)이란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아녀자들은 주
로 집안에서만 생활하였기 때문에 규방에서 아녀자들에게 생활범절과 문자를 가르치고 10세 전후가 
되면 규방공예와 가사기술을 배우게 된다. 1)  “조선시대 여성은 정치·사회뿐만 아니라 예술적·지적 분
야 등 공적인 세계로부터 차단되고 소외된 삶을 살아야 했지만 주어진 삶을 긍정적으로 수용했으며, 
가족들을 위해 정성과 염원이 가득 담긴 생활용품을 만들면서 복을 빌고 이를 통해 조용한 즐거움과 
보람을 찾았다. 여성은 규방에 모여 바느질과 자수 등으로 복식이나 소품을 만들어 냄으로써 자신들
의 솜씨와 섬세한 미의식을 표현하고 정신적 자유를 추구했으며,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자연히 
‘규방문화’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 2)

  규방문화의 대표적인 공예품으로 바늘방석, 바늘쌈지노리개, 가위집, 인두집, 인두판, 자집, 수저보, 
골무, 다과보, 다기보, 두루주머니, 귀주머니, 부적주머니, 약낭, 향낭, 별낭, 베갯모, 사주보, 연길보, 
혼서지보, 기러기보, 쓰개, 조바위, 남바위, 굴레, 아얌, 댕기, 토씨, 버선, 타래버선,  배냇저고리, 돌복, 
치마, 저고리, 배자, 전복, 자수, 매듭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품목이 있다.  

2. 한국인의 규방문화

1) 이시용, 1980, 「조선조 사대부의 규방교육」, 『교육논총』 11, 인천: 인천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40쪽
2) 이미석, 2021.05.28., 「조선 필 라이프 스타일 '규방문화' 현대로 들어오다」, 『문화재사랑』, 대전: 문화재청, 
    https://www.cha.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 (검색일 2021.11.17.)

<사진 5 > 제2부 한국인의 여가활동 

  제2부〈한국인의 여가활동〉에서는 전통적인 여가생활에 관련된 문방사우 등을 전시하였고, 근대
의 새로운 여가활동으로 등장한 축음기, 음반 등을 함께 전시하였다. “여가를 한 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여가’는 ‘일이 배제된 자유시간’을 의미한다. 여가는 한자말로 남을 餘, 틈/한가
로울 暇로, ‘남는 시간’/‘한가로운 시간’을 말한다. 오늘날 ‘여가의 대중화’ 속에 개인의 자율적 의지와 
관계없이 여가 본래의 의미가 상실된 ‘반여가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반여가 활동’이 증가하는 이유
는 자신의 의지 보다 타인과 의 지속적인 유대관계 유지를 위해 행하는 일-여가 겸목적의 여가활동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3)  이와 관련하여 최종호(2009)는 ““여가는 생존과 생계유지에 필요한 
시간을 제외한 틈새 또는 여유 시간”으로 정의하고, “여가문화는 생존과 생계유지에 필요한 생리적, 
사회적 구속시간을 제외하고, 심적으로 자유롭고 구속받지 않는 상태에서,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유롭
게 활동하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의 양식” 4) 으로 정의하였다. 여가활동은 개인의 성향과 생활양식, 
기호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대적 상황에 따라 순수 여가보다 겸목적 
여가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여가문화의 여가, 풍류, 취미 등과 관련된 대표적인 용품으로 책거리병풍, 휘호액자, 시집, 문집,    
서간, 종이, 먹, 벼루, 붓, 바둑, 장기, 윷, 종경도, 축음기, 음반 등을 포함해서 품목이 다양하다.      

3. 한국인의 여가활동

3) 최종호, 2009, 「우리시대의 여가문화로서 박물관 관람과 프로그램 참여」, 『실천민속학연구』13, 실천민속학회,
    123~151쪽
4) 위의 글, 최종호, 2009, 1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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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 > 제3부 한국인의 생활용구

  제3부〈한국인의 생활용구〉에서는 대바구니, 댕댕이바구니, 석작, 동고리, 키, 체, 절구, 맷돌 등 
농경 및 생활에 사용된 민구 등을 전시하였다. “생활용구(生活用具)는 사람들이 일상 생활하는 데 필요
한 여러 가지 물건을 말한다. 생활용구에는 옷을 짓거나 수선하는데 쓰는 의류 도구, 음식을 해 먹는
데 사용되는 식기류, 집을 보수하거나 짓는데 사용되는 건축 도구 등 의식주와 관련된 다양한 도구가 
있다. 아울러 농사일을 할 때 사용했던 다양한 농기구, 사냥과 고기잡이에 사용된 어구 등도 넓은 
의미의 생활용구에 포함된다. 또한, 물레·얼레 등의 길쌈도구, 공예품 등 생업과 관련된 다양한 도구들
도 생활용구에 포함되기도 한다.” 5)

  특히 한국 전통 생활용품에 나타나는 조형적 형질은 계절 변화에 따른 구조의 변용과 재료의 다양
함, 착하고 선한 심성의 순수함과 독창적인 기질의 조형미로 나타난다.” 6)  또한 “한국의 전통미는 
자연주의와 철저한 자기 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요란하지 않고 조용하며 때로 적막하다. 색과 무늬, 
면적을 줄이고 최대한 재료의 특성을 살펴서 자연과 부딪치지 않는 조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 7)

  한국의 생활용구와 관련된 대표적인 품목은 자연에서 채취한 재료를 활용하여 공예기술을 바탕으로 
가내생산 또는 수작업을 통해서 생산된 생업 및 생활에 필요한 가구, 농기구, 저장용구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종류의 생활용구가 있다. 이번에 전시된 주요 생활용구는 선반, 바구니, 소쿠리, 광주리, 동고리, 
석작, 삼태기, 키, 체, 얼기미, 바가지, 맷돌, 절구 등 다양한 품목이 있다.  

4. 한국인의 생활용구

5) 박종오, 「생활용구」, 『디지털순천문화대전』; http://suncheon.grandculture.net/suncheon/toc/GC07601096   
    (검색일 2021.09.30.)
6) 윤우중, 2015, 「한국 전통 콘텐츠의 디자인 형상성 연구 – 의식주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브랜드디자인연구』 13(3), 
    한국브랜드디자인학회, 255쪽
7) 윤민희, 2008, 『문화의 키워드 디자인』, 서울: 예경, 221쪽

  제4부 〈전통문화와 신한류(New K-Culture) 영상〉에서는 한국인의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엿볼 수 
있는 전통적인 문화예술과 신한류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BTS의 K-팝 뮤직 등을 감상할 수 
있게 프로젝터 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1997년 경 부터 한국이 개방되며 중화권을 중심으로한국 TV
드라마가 인기를 얻으며 한국에 대한 관심을 유발시켰고, 1998년 이후 한국 대중음악의 본격적인 
해외진출이 시작되면서 한국문화의 열풍, 즉 '한류'가 발생하였다.” 8)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은 정신문화적 요소가 기본 바탕을 이루지만, 물질문화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것이다. 전통문화를 구성하는 문화적 요소는 연속성을 기반으로 지속되는 전통과 변화를 추구하는 
창의성이 전통문화 속에 내재되어 있다. 전통문화 속에 내재된 창의성은 공동체의 지식과 신앙, 예술, 
도덕, 법률, 관습 및 인성과 교육에 대한 관심, 자연과 문화적 환경의 조화, 부존자원과 부가가치의 
창출, 사회적 지도층의 역할과 미래에 대한 희망제시 등을 통해서 제시될 있다.” 9) 

  “앞으로 우리는 전통적인 생활양식, 행동원리, 사고방식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언어전승, 행위전승, 
물질전승을 통해서 형성된 전통적인 삶을 살아가는 방식과 사회ㆍ문화적 연속성을 바탕으로 전통문
화를 해석하고 변화를 추구하는 창의성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전통문화의 창의적 계승이 
인류문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게 될 것이고, 지역문화의 창의적 계승이 세방화(glocalization)
를 촉진할 것이다.” 10)  지역문화의 세계화를 추구하는 세방화(世方化)가 문화산업진흥의 지름길이자 
고부가가치 창출의 플랫폼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전통은 단시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무한가치의 역사적 소산이기 때문에 문화유산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공동체 성원들의 무한자산이다. 전통문화의 창의적 계승방안은 지역문화의 세방화 
전략이 초석이 될 것이고, 전통을 기반으로 세계화를 추구하는 한류가 전통문화의 창의적 계승ㆍ발전의 
성과물로 표출될 것이다. 11)   
  “우리시대에 한류문화가 가능했던 것은 밖으로 세계화와 더불어, 안으로 문화적인 독창성의 전통과 
사회적인 민주화의 실현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12)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이 한류확산에 
지속적으로 추동력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신한류(新韓流)’는 최근 수 년 사이에 한국 대중음악이 
세계 각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13)  오늘날 4차 산업혁명시대의 신한류는 
전통문화와 현대문화의 융합 또는 융화를 통해서 전 지구적으로 확산될 것이다.

5. 전통문화와 신한류

  8) 장규수, 2011, 「한류의 어원과 사용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1(9), 한국콘텐츠학회, 168쪽; 
      http://dx.doi.org/10.5392/JKCA.2011.11.9.166(검색일 2021. 09. 30.)
  9) 최종호, 2015.06.26., 「전통문화의 이해와 창의적 계승 방안」, 『2015 정예공무원 양성과정』, 공주: 충청남도공무원
      교육원, 1~22쪽
10) 최종호, 2015.10.15., 「전통문화의 계승 어떻게 할 것인가?」, 『2015 백제군사박물관대학』, 논산: 계백장군유적지 
      관리사업소, 백제군사박물관, 1~19쪽
11) 최종호, 2015.12.02., 「전통문화의 계승과 재창조에 관한 이야기」, 『한국전통문화학보』, 98,  부여: 한국전통문화
      학보, 6쪽
12) 임재해, 2006, 「한류열풍의 문화사적 인식과 전통 문화의 세계」, 『한국전통문화연구』 4, 부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전통문화연구소, 11쪽
13) 조형근·김휘정, 2011.06.22., 「신한류 현상의 특징과 향후 과제」, 『이슈와 논점』 254,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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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7 > 제4부 전통문화와 신한류(New K-Culture) 영상

  제5부는 〈장식 연등 만들기 체험 코너〉에서는 방문객들이 장식 연등 만들기 체험을 통해서 자신
의 꿈을 담아서 연등을 만들어 갖고 갈 수 있도록 체험학습 코너를 제공하고 있다. 

  불교에서 “등을 켜는 것은 처음에 수행을 돕는 도구로 출발하였다. 부처님께서 승방에 불을 켜는 것
을 허락하고, 법회의 형식으로 발전한 것이 연등의 시작이다. 등의 인연은 부처님이 과거 자신의 몸에 
기름과 심지를 담을 수 있도록 구멍을 파고, 스스로 몸을 태워 수행하는 것에서 시작하였다. 그래서 
심지와 기름의 공양은 등왕의 원을 이루는 것과 같은 공덕이며, 밝힌 곳에서 수행하는 수행자는 꽃술
을 태워 재가 되듯이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등의 의미이며 불을 켜는 이유이다.” 14)

  연등(燃燈)은 불교의 중요한 의식이자 민간에서도 보편화된 의식이고 놀이이다. 민간에서 연등은 
불교와 관련된 일련의 민속과 연계되어 있으며, 이러한 연등민속은국가적ㆍ불교적 연등행사와 영향
력을 주고받는 가운데 전승되어왔다. 역사적으로 연등을 포함한 일련의 불의 민속이 성행한 시기는 
‘보름’이었기에 달과 불의 관계에 주목해볼 수 있다. 불이 지닌 밝음과 생명력은 달의 상징성과 일맥
상통한다. 따라서 보름에 불을 밝힘으로써 인간의 삶도 풍요롭기를 기원하고 삿된 기운을 태워 없애
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다.” 15)

 이에 덧붙여 대학박물관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복을 착용하고 방문기념 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학위복 셀프 기념 촬영 코너〉를 제공하여 기억을 남기고 추억을 되새길 수 제공하고 있다. 

6. 특별전 마무리

<사진 8 > 제5부 장식 연등 만들기 체험 코너

14) 이선이, 2020, 「불교의례 낙화법(落火法)의 기원과 형성과정 연구」, 『남도문화연구』 41, 순천: 순천대학교남도문화
     연구소, 223~224쪽
15) 구미래, 2013, 「연등(燃燈)의 상징성과 민속적 수용양상」, 『불교학보』 66, 서울: 불교문화연구원, 2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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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9 > 학위복 셀프 기념 촬영 코너

  이번 본교 대학박물관 개관기념 기증품 기획특별전은 이부성ㆍ최병진 기증자에 대한 기억과 함께 
감사 표시를 통해 기증자의 고귀한 기증사례가 대학박물관 설립과 운영에 귀중한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으로 방문객들에게 반면교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기증자의 큰 뜻을 소중히 간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본교 대학박물관 개관기념 기증품 기획
특별전이 전시연계교육을 통해 캠퍼스의 활성화에 첫걸음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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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raditional Culture & New K-Culture 

<Abstract>

- Special Exhibition on Contributions to Commemorate 
the Opening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Museum of Cultural Heritage 

Presented by Director of KNUMCH, Choe, Jong-ho, (Ph.D. in Museology) 

Since the opening of the Korea National University Museum of Cultural Heritage, the Special 
Exhibition of Contributions has been prepared as the first special exhibition. The theme of the 
Exhibition is “Korean Traditional Culture and New K-Culture” A majority of the exhibition pieces are 
donations from the late Mr. Lee Bu-seong and Mrs. Choi Byeong-jin. 
In addition, the exhibition materials to be released together according to the exhibition theme were 
displayed in harmony with the exhibition theme, including the winners of the traditional craft art 
contest hosted by th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the national attribution and 
transfer cultural properties, and materials donated by Park Kyung-soo, Park Moon-yeol, Lee Chun-
geun, Choe Jong-ho, and so on.

The late Mr. Lee Bu-seong and Mrs. Choi Byeong-jin graciously donated the invaluable 
materials they had thoughtfully collected through their lives to th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in 2007, just as their granddaughter Ms. Park Young-rok entered the University as 
a freshman. This generous donation includes 757 folk materials, 171 documentary heritage, 250 
precious stones, and two stone pagodas. Some of the donations, which were kept by the University 
for 14 years after the initial donation process, are exhibited and unveiled for the first time in the 
permanent exhibition of the Department of Archaeology and History and the opening exhibition of 
the University Museum. The donations unveiled in the Special Exhibition Gallery of the University 
Museum have been curated to form exhibitions, experiences, and learning programs focused on 
a variety of subjects including “Culture of Gyubang Korean Noblewomen’s Living Space”, “Korean 
Leisure Activities”, “Daily Tools of Korean People”, “Korean Traditional Culture and New K-culture”, “ 
Decorative Lotus Lantern Making Experience”.

This Special Exhibition of Contributions from the late Mr. Lee Bu-seong and Mrs. Choi 
Byeong-jin is constituted of 5 parts. Part 1 "The Culture of Korean Noblewomen’s Living Space" 
exhibits a set of naturally dyed Jo-gak-bo wrapping cloth, jewelry boxes, home furniture, Hon-
su-ham handcrafted wooden marriage box, handwoven sewing box, and so on. Part 2 "Korean 
Leisure Activities" exhibits Mun-bang-sa-woo (Four Treasures of the Stationeries), and exhibited 
phonographs and vintage record albums that emerged as new leisure activities in the modern 
era. Part 3 "Daily Tools of Korean People" exhibited Mingu folk tools that are used in daily and 
agricultural life. A variety of woven baskets such as Seokjak lidded bamboo baskets, Dongori willow 
baskets, winnowing baskets, and Daengdaengi (Cocculus trilobus) baby baskets were exhibited along 

[Exhibition Overview]

with sieves, mortars, and millstones. Part 4 "Traditional Culture and a New K-Culture Video" provides 
videos to enjoy traditional culture and arts that give a glimpse of Korea’s traditional lifestyle and 
BTS' K-pop music, which is internationally popular as part of the New K-Culture. Part 5, 'Decorative 
Lotus Lantern Making Experience Corner', provides a traditional experience corner where visitors 
can participate to mindfully craft a lotus shaped lantern as they keep their dreams and beneficial 
intentions in mind. And additionally, to commemorate the special exhibition, the University Museum 
provided a "Graduation Uniform Photography Section" so that students can wear bachelor's, 
master's, and doctoral degree uniforms and take commemorative photos. 

This Special Exhibition of Contributions to commemorate the opening of the Korea 
National University Museum of Cultural Heritage is intended to show a valuable example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University Museum, and to express our deep gratitude for 
the beloved memory of the late Mr. Lee Bu-seong and Mrs. Choi Byeong-jin. Thanks to the great 
will of the beloved donors’ generosity, we hope that the Special Exhibition of Contributions to 
commemorate the opening of the University Museum will be the first step in successfully revitalizing 
the campus through exhibition-linked education

Keywords: Mr. Lee Bu-seong and Mrs. Choi Byeong-jin, don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Museum 
of Cultural Heritage, Korean Traditional Culture, and New K-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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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문화 계승 어떻게 할 것인가?

최종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재관리학과 교수)

 목 차 

1. 전통문화의 이해

2. 전통문화의 계승과 재창조

3. 전통문화의 창의적 계승과 신한류의 확산

  이글은 전통문화 계승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전통문화의 이해, 전통문화의 창의적 계승과 
한류의 확산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하고자 한다. 전통문화를 구성하는 문화적 요소는 연속성을 
기반으로 지속되는 전통과 변화를 추구하는 창의성이 전통문화 속에 내재되어 있다. 전통문화는 고정
불변의 것이 아니고, 그것의 기본 성격이나 원리 또는 본질을 유지한 채로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형될 
수 있다.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재창조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문화
다양성을 상호 인정해야 한다. 어느 사회에서나 전통문화의 원형과 변형을 전승집단에서 스스로 자유
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전통문화의 창의적 계승ㆍ발전은 학교교육을 근간으로 지역사회의 평생교육을 통해서 구현될 수 
있기 때문에 학교교육과 연계된 평생학습과 사회교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통문화
의 창의적 계승방안은 지역문화의 세방화 전략이 초석이 될 것이고, 전통을 기반으로 세계화를 추구
하는 한류가 자연스레 전통문화의 창의적 계승ㆍ발전의 성과물로 표출될 것이다.
  오늘날 4차 산업혁명시대의 신한류는 전통문화와 현대문화의 융합 또는 융화를 통해서 전 지구적으
로 확산될 것으로 예견된다.

주제어: 전통문화, 창의적 계승, 세방화 전략, 융합과 융화, 신한류

[국문초록]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은 학자들의 다양한 관점과 연구대상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문화를  연구
하는 문화인류학자들 사이에서 통용되고 있는 총체론적 접근방법과 문화상대주의 관점에서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밝히고, 비교문화론적 관점에서 문화현상을 해석한다. 
  문화인류학자 타일러(Tylor, Edward, B. 1871)는 문화(문명)를 “지식, 신앙, 예술, 도덕, 관습, 그리
고 사회의 성원으로서 인간이 획득한 능력과 습관들을 포함하는 복합적 총체”라고 정의하였다.  문화
는 초개인적 성격과 사회유전적 성격, 초유기체적 성격, 그리고 개별 문화의 특수성을 갖고 있고, 
문화는 공유되고, 학습되고, 축적되고, 상호 유기적 체계를 유지하고, 끊임없이 변동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웨버(Webber, Alfred)는 문화는 철학, 종교, 예술 등과 관련된 것이고, 문명은 과학, 기술과 
관련된 것으로 설명하였다. 반면에 코젤렉(Koselleck, Reinhart, 1972)은 “문화라는 개념은 정신적, 
학문적, 예술적 부분이 강조되고, 문명이라고 하는 개념에는 물질적, 경제적, 정치적인 부분이 강조
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전통문화를 단순히 생활양식 또는 행동원리, 사고방식 측면에서만 다룬다면 정신문화적 요소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에, 발표자는 전통문화를 정신문화적 요소뿐만 아니라 물질문화적 요소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규정하고자 한다.  

1. 전통문화의 이해



121 122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은 정신문화적 요소가 기본 바탕을 이루지만, 물질문화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것이다. 전통문화를 구성하는 문화적 요소는 연속성을 기반으로 지속되는 전통과 변화를 추구하는 
창의성이 전통문화 속에 내재되어 있다. 전통문화 속에 내재된 창의성은 공동체의 지식과 신앙, 예술, 
도덕, 법률, 관습 및 인성과 교육에 대한 관심, 자연과 문화적 환경의 조화, 부존자원과 부가가치의 
창출, 사회적 지도층의 역할과 미래에 대한 희망제시 등을 통해서 제시될 수 있다. 
  앞으로 우리는 전통적인 생활양식, 행동원리, 사고방식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언어전승, 행위전승, 
물질전승을 통해서 형성된 전통적인 삶을 살아가는 방식과 사회ㆍ문화적 연속성을 바탕으로  전통문
화를 해석하고 변화를 추구하는 창의성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전통문화의 창의적 계승이
인류문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게 될 것이고, 지역문화의 창의적 계승이 세방화(glocalization)
를 촉진할 것으로 예견된다. 

전통문화의 계승과 재창조에 대한 논의는 근본적으로 가치판단에 관한 문제가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전통문화의 계승과 재창조를 논의하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한상복(1987: 8)은 전통문화의 
계승과 재창조에 대해서, “과거에 있었거나 현재까지 연속되어 온 긍정적이고 좋으며 바람직한 
전통문화를 원형 그대로 계승시킬 것인가, 아니면 현재에 살고 있는 우리와 미래에 살아갈 후손들에
게 알맞도록 변형하여 계승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 원형을 그대로 계승한다는 것은 물질
문화를 포함한 유형문화를 제외하고는 어려운 일이며, 변형하여 계승시킨다는 것은 전통문화를 바탕
으로 하여 현재 또는 미래에 알맞은 새로운 문화를 재창조 또는 발전시킨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고 설명하였다.  
  원형이라고 하는 것도 어느 시대부터 원형으로 삼아야 할지 불분명하다.  실제로 다양한 문화적 
요소 가운데 시대와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연원을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원형과 변형에 대한 논의
는 계승의 준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한다.  계승의 준거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그리고 그 
사회를 구성하는 집단의 가치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국민들의 정서와 가치관에 
따라야 할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유교문화가 가치판단의 중심에 있었지만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가치
판단의 기준은 동서양문화의 혼합(fusion)을 바탕으로 개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전통문화를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  
  임재해(1999: 25)는 민속문화(전통문화)의 현대적 수용과 변용의 방향은 “민중적 가치관의 토대 
위에서 민주적이고 생산적인 가치관과 함께, 공생적 가치관을 더불어 확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고 하였다.  ‘보다 많은 사람들을’ 염두에 둔 민중적인 가치관과 ‘보다 자유로운 삶’을 뒷받침하는 민주적
인 가치관, ‘보다 풍요로운 삶’을 겨냥한 경제적으로 생산적인 가치관,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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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생적 가치관은 서로 밀접한 연계고리를 갖고 있다. 고스란히 본받을 만 것이 있지만 고스란히 본받
을 수 없는 것이 있고, 완전히 버려야 할 것이라고 해도 버리지 못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가치판단의 기준에 의해서 전통문화 계승의 준거를 짜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것은 문화를 구성하
는 요소가 단순하지 않기 때문이고, 문화가 살아 있는 유기체적 특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상복(1987: 12)은 “전통문화는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고, 그것의 기본 성격이나 원리 또는 본질을 
유지한 채로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형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임재해(1999: 30)는 현실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여 전통문화의 계승과 재창조 방향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제시
하고 있다: “민속문화(전통문화) 자체가 바람직한 것이어서 현재 상황과 상관없이 지금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창조적으로 변용할 만 한 것으로서 ‘하회별신굿탈놀이’와 같은 것이 있는가 하면, 현실문제
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미 현실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는 민속문화를 새삼스레 수용해야 할 것으로 
‘택호’가 있고, 과거에는 제법 요긴한 문화였으나 지금 상황에는 한갓 폐단일 뿐이어서 부정적으로 
청산해야 할 ‘궁합’ 같은 것이 있으며, 과거에나 지금에나 한결같이 요긴한 문화지만 현재의 상황이 
이를 수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동상례’와 같은 풍속이 있다.” 고 하였다. 
  첫째 ‘하회별신굿탈놀이’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민족문화유산으로서 
끊임없이 이어가고 지켜 가야 할 문화요소로 대내외적으로 인정받는 무형문화유산이다. 둘째 ‘택호’의 
경우에는 복잡 다양한 산업사회에서 이웃간의 단절된 교류와 사랑나눔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대안 
문화요소로서 전통문화의 창의적 계승과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셋째 ‘궁합’의 경우에는 봉건사회의 
관행이었고, 폐단이 많았던 청산되어야 할 문화적 요소이다. 넷째 ‘동상례’의 경우에는 긍정적인 측면
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원형대로 계승하기에는 폐단이 많기 때문에 추억의 문화로서 간직해도 좋을 것
이다.         
  전통문화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왜 계승해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어디서 누가 전통문화를 발전시키
고 재창조할 것인가 하는 두 가지 문제로 집약될 수 있다. 전통문화가 국민문화의 핵심요소라면 우리
는 전통적인 생활양식과 이미 지정된 유무형의 문화재를 상호 연계하여 전통문화의 계승과 재창조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유ㆍ무형의 문화재는 말할 나위도 없고, 
앞으로 우리는 전통문화의 창의적 계승에 바탕이 될 만한 문화적 요소 가운데 특히, 전통문화의 창조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진흥하는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전승공예의 제작과 유통분야에서 무엇을, 어떻게, 왜, 보호하고, 진흥해야 하는지 그리고 
소위 원형을 계승할 것인지 변형으로 발전시킬 것인지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준거를 연구해
서 실천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 지정 중요무형문화재인 안성맞춤유기의 경우에는 안성
맞춤유기 기능보유자, 전승교육사, 이수자, 전수장학생 등을 통해서만 안성맞춤유기 제작기술을 안성
에서만 계승할 것인지 아니면 안성을 떠나서도 기능보유자 또는 이수자, 교육보조자, 전수장학생 등
이 생활 속에 필요한 유기를 어느 곳에서든지 제작할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를 개선할 것인지 구체적
인 실천방안을 정해야 한다. 안성맞춤유기의 경우에도 제작할 때 사용하는 유기의 재료와 재료의
혼합구성비율, 수작업으로 하는 전통적인 제작기법을 그대로 계승할 것인지 아니면 과학적으로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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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재료의 혼합구성비율을 적용할 것인지 그리고 제작기계를 통해서 능률적으로 안성맞춤유기를 
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지 이러한 문제를 사려 깊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안성맞춤유기의 
경우, 유기를 제작하는 행위와 물질전승의 변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법령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전통문화의 창조력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물론 정부에서는 문화재보호법을 통해서 지정문화재를 보호ㆍ육성하고 있지만, 문화가 초유기체라
는 관점에서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에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원형대로 보호 ㆍ육성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국민문화 창조를 위하여 어떻게 계승하고, 어디서 계승ㆍ발전시킬 것인가 그것이 문제
의 핵심이다. 원형대로 보호ㆍ육성한다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을 수 있다. 원형을 계승하는 
문제는 전통을 유지하는데 의의가 있겠지만 발전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변형을 육성하는 문제는 
전통을 발전시키는 핵심요소가 될 수 있지만 ‘왜’ 변형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변형을 ‘언제’부터 수용할 
것인지 논란이 될 수 있다. 
  변형은 전통문화의 발전에 추진력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의 원형 보호와 
육성, 계승, 발전을 도모하여 왔지만 실질적으로 발전에는 전혀 소용없는 법령이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변형은 변질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고, 변질은 전통에 변화를 주는 것이기 때문
에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측면 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강조되었기 때문에, 변형에 대해서
아무도 긍정적인 측면을 옹호하려 들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원형은 원형대로 보호ㆍ계승
시키고, 변형은 변형대로 육성ㆍ발전시키는 것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치관만으로 전통문화의 원형에 대한 우수함 또는 수월성을 평가하는 것은 
문화상대주의 관점과 비교문화론적 태도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문화에는 우수와 
우월이 존재하기보다 어느 사회에서나 미숙과 부족이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특정분야에서 어떤 대상만
을 기준으로 문화의 선진과 미개를 따진다는 것은 자민족중심의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어느 사회에서
나 전통문화의 원형과 변형을 전승집단에서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법과 제도가 그들의 문화를 인위적으로 파괴하거나 변모시키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재창조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문화
다양성을 상호 인정해야 한다.

누구를 위해서 전통문화를 보호하고 육성하며, 계승하고 발전시킬 것인가? 그 해답은 우리 자신과 
앞뒤 세대의 풍요로운 삶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세 가지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다. 첫째, 무엇을 계승하고 발전시킬 것인가?  지정된 유무형의 문화재
만을 계승하고 발전시킬 것인가 아니면 현대인들이 향유하는 문화를 선별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킬 
것인가? 우리는 전통문화의 창조력 제고를 위한 정향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전통문화를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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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승하고 발전시킬 것인가? 전통문화의 발전을 고려하지 않은 채 원형유지만을 권장할 것인지 아니면 
현대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자연스럽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입안해서 시행할 것인
지 방향을 정해야 한다. 셋째, 전통문화를 우리가 ‘왜’ 보호하고 육성해야 하며, 그것을 계승하고 발전
시켜야 하는지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통적인 생활양식과 물질문화를 조사 연구하여 검증한 후 
실천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전통문화는 전승집단과 지역성, 생활과 밀접성, 전통 등을 바탕으로 형성되고 변화 속에 계승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누가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왜냐하면 전통문화의 바탕을 이루는 민속은 현장에서 연행될 때 민속의 본질이 살아 숨쉬기 
때문에 현장을 떠난 민속과 생활과 동떨어진 공연형식의 민속은 소위 가짜민속(fakelore)이라고 하기 
때문에 논란을 만들 수 있다. 민속이든 가짜민속이든 우리들의 전통적인 삶을 풍요롭게 아름답게 
보람있게 꾸미는데 이바지하는 것이라면 실질적으로 전통문화의 창조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다.
  1998년 국민의 정부가 『새 문화관광정책』에서 밝힌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호ㆍ계승ㆍ발전’
에서 천명한 핵심은 ‘전방위적 외국문화유입에 대응한 문화적 구심점 구축’, ‘문화유산보존의 과학
화ㆍ체계화’, ‘창조적 계승ㆍ생활화를 통한 “살아 숨쉬는 전통” 구현’, 우리 문화예술 해외선양 및 해
외진출 지원 확대‘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창조적 계승ㆍ생활화를 통한 “살아 숨쉬는 전통” 
구현’을 바탕으로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실천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창조적 계승과 생활 속에 살아 숨쉬는 전통을 구현하는데 필요불가결한 요소가 원형을 재창조하고, 
변형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모방이 창조의 어머니라고 했지만 혼합(fusion)이 새로운 문화 창출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순수 또는 원형만을 고집하는 어리석음은 막아야 한다.  물질문화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다양성 속에 통합을 이루어야 전통문화가 우리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꽃피울 수 
있을 것이다. 물질문화와 관련된 전통적인 생활양식과 지정되지 않은 유ㆍ무형의 문화와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육성하며,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미풍양속과 생활 속에 자리 잡은 동서양문화의 혼합예절(fusion manner), 
토종과 귀화 동식물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생업기술과 교육을 통해서 우리에게 친숙해진 
동서양문물의 혼합기술(fusion skill),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전통적인 물질자료와 동서양에서 
유입된 혼합물질(fusion material)등을 기반으로 우리는 전통을 새롭게 축조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구현해야 한다.  원형을 바탕으로 계승하거나 또는 변형을 바탕으로 발전하는 것이 모두 전통문화 
발전의 테두리 안에서 논의될 수 있어야 한다. 
  무엇이 전통적인 것이며, 무엇이 한국적인 것인가? 그리고 무엇이 현대인들에게 필요불가결하고 
밀접한 문화적 요소인가? 그것이 정신문화적 요소이든 물질문화적 요소이든 혹은 정신문화적 요소와 
물질문화적 요소가 혼재된 문화 복합체(cultural complex)이든 계승 및 발전의 준거를 제시한다면 
전통문화의 계승과 창조력 제고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필요한 정책입안과 실천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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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책입안의 주안점   
   * 국가지정문화재와 광역시ㆍ도지정문화재, 그리고 문화재자료를 중심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평
생교육기관을 통해서 전통문화의 창조력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일지라도 생활 속에 밀접한 전통문화는 보호ㆍ육성ㆍ계승ㆍ발전시키고 가
정과 지역사회에서 전통문화의 변형을 인정하고 재창조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 전통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와 
여건을 조성한다.
 (2) 실천방안의 주안점
   * 전통문화의 가치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생활 속에 밀접함과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어 보호하고 
육성하며, 계승하고 발전시킨다. 
   * 전통문화와 관련된 혼합문화(fusion culture)를 인정하고, 이를 전통문화 발전의 원동력으로 인
식할 수 있게 민족교육과 국제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 전통문화의 원형에 집착하지 말고, 전통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철학과 윤리를 가르치고, 도덕과 예절을 실천할 수 있게 한다.
   * 지정된 유형문화재는 원형대로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지정된 무형문화재는 원형대로 
계승하는 것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변형을 수용하는 것으로 법령과 제도를 개선한다.    
   * 문화재 자료는 지정된 시점에서 원형대로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재창조를 위한 변형을 
수용할 수 있게 법령과 제도를 탄력성 있게 운영한다. 
   * 전통문화의 창조력 제고를 위한 실천방안은 정부가 주최하고, 비정부기구(NGOs)가 중심이 되어 
자율과 자발, 창의에 바탕을 두고 구현할 수 있게 한다.
 (3) 세부실천방안
   *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장이 향토 문화의 보존상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것을 지정한 문화재자료의 경우에는 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작, 공예품 등
과 같은 유형문화재는 원형대로 보존하고,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민속놀이 등과 같은 무형문화
재는 원형대로 보존하는 것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변형을 수용할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를 개선한
다. 
   * 패총, 고분, 성지, 궁지, 요지, 유물 포함층 등의 사적지는 원형대로 보존하고,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 자생지, 동굴 등의 경승지는 원형대로 보존하는 것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변형을 수용할 
수 있게 법령과 제도를 개선한다. 
   *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의 
민속자료는 원형대로 보존하는 것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변형을 수용할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를 
개선한다. 
   * 특히 지정되지 않은 의식주생활, 생업활동, 공예기술, 신앙, 의례, 연중행사, 미풍양속, 토속적인 
관습 등은 원형대로 계승하는 것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변형을 수용할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를 
개선한다. 

   * 또한 대중문화의 창의성과 복합성을 인정하고, 전통문화의 창의적 계승ㆍ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특히, 문화예술분야의 창의성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전통문화를 지탱하고 전승하는 문화적 핵심요소가 언어전승이기 때문에 물질전승과 행위전승
뿐만아니라 언어전승에도 심혈을 기울여 전통문화가 국민문화로서 승화될 수 있고, 지속적으로 
계승ㆍ 발전할 수 있게 법령과 제도를 개선한다.   
   * 전통문화의 창의적 계승ㆍ발전에 필요한 현대인의 가치관에 기반을 둔 철학과 윤리를 가르치고, 
도덕과 예절을 실천할 수 있게 혼합문화(fusion culture)를 과감하게 수용할 수 있게 법령과 제도를 
개선한다. 
   * 세방화(glocalization) 전략을 기획, 개발, 실행, 평가, 감독할 수 있는 지역단위의 문화연구개발
센터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를 정비한다. 
   이와 같은 세부실천방안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비정부기구(NGOs), 시민들이 함께 추구하고, 
공감하는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고, 사회적 분위기와 여건을 조성하
는 것이 필요하다. 전통문화의 창의적 계승ㆍ발전은 학교교육을 근간으로 지역사회의 평생교육을
통해서 구현될 수 있기 때문에 학교교육과 연계된 평생학습과 사회교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박물관,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센터, 평생학습관, 사회교육관, 유적지,  공원 등
에서 체험학습 프로그램과 문화예술참여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생활과 밀접한 문화를 기반으로 전통
문화를 창의적으로 계승ㆍ발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사회의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지방문화의 
세계화를 추진하는 세방화 전략을 기획, 개발, 실행, 평가, 감독하는 지역단위의 문화연구개발센터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간 협력과 지방자치단체와 산학연단 사이에 공동작업 또는 상호협력
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법령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은 정신문화적 요소가 기본 바탕을 이루지만, 물질문화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것이다. 전통문화를 구성하는 문화적 요소는 연속성을 기반으로 지속되는 전통과 변화를 추구하는 
창의성이 전통문화 속에 내재되어 있다. 전통문화 속에 내재된 창의성은 공동체의 지식과 신앙, 예술, 
도덕, 법률, 관습 및 인성과 교육에 대한 관심, 자연과 문화적 환경의 조화, 부존자원과 부가가치의 
창출, 사회적 지도층의 역할과 미래에 대한 희망제시 등을 통해서 제시될 있다.” 16)

  “앞으로 우리는 전통적인 생활양식, 행동원리, 사고방식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언어전승, 행위전승, 
물질전승을 통해서 형성된 전통적인 삶을 살아가는 방식과 사회ㆍ문화적 연속성을 바탕으로 전통문
화를 해석하고 변화를 추구하는 창의성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전통문화의 창의적 계승이
인류문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게 될 것이고, 지역문화의 창의적 계승이 세방화(glocalization)
를 촉진할 것이다.” 17)  지역문화의 세계화를 추구하는 세방화(世方化)가 문화산업진흥의 지름길이자 
고부가가치 창출의 플랫폼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이 한류확산에 지속적으로 

16) 최종호, 2015, 「전통문화의 이해와 창의적 계승 방안」, 『2015 정예공무원 양성과정』, 공주: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 
     1~22쪽
17) 최종호, 2015, 「전통문화의 계승 어떻게 할 것인가?」, 『2015 백제군사박물관대학』, 논산: 계백장군유적지 관리
     사업소, 백제군사박물관, 1~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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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동력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전통은 단시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무한가치의 역사적 소산이기 때문
에 문화유산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공동체 성원들의 무한자산이다. 전통문화의 창의적 계승방
안은 지역문화의 세방화 전략이 초석이 될 것이고, 전통을 기반으로 세계화를 추구하는 한류가 자연
스레 전통문화의 창의적 계승ㆍ발전의 성과물로 표출될 것이다. 18)

  “1997년 경 부터 한국이 개방되며 중화권을 중심으로 한국 TV드라마가 인기를 얻으며 한국에 대한 
관심을 유발시켰고, 1998년 이후 한국 대중음악의 본격적인 해외진출이 시작되면서 한국문화의 
열풍, 즉 '한류'가 발생하였다.” 19)  “우리시대에 한류문화가 가능했던 것은 밖으로 세계화와 더불어, 
안으로 문화적인 독창성의 전통과 사회적인 민주화의 실현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20)

  “‘신한류(新韓流)’는 최근 수 년 사이에 한국 대중음악이 세계 각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21)  또한 오늘날 4차 산업혁명시대의 신한류는 전통문화와 현대문화의 융합 또는 
융화를 통해서 전 지구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견된다.

18) 최종호, 2015.12.02., 「전통문화의 계승과 재창조에 관한 이야기」, 『한국전통문화학보』98, 부여: 한국전통문화학보, 
      6쪽 
19) 장규수, 2011, 「한류의 어원과 사용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1(9), 한국콘텐츠학회, 168쪽; 
     http://dx.doi.org/10.5392/JKCA.2011.11.9.166(검색일 2021. 09. 30.)
20) 임재해, 2006, 「한류열풍의 문화사적 인식과 전통 문화의 세계」, 『한국전통문화연구』 4, 부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전통문화연구소, 11쪽
21) 조형근·김휘정, 2011.06.22., 「신한류 현상의 특징과 향후 과제」, 『이슈와 논점』 254,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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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Will You Succeed Traditional Culture?

<Abstract>

Presented by Professor of KNUCH, Choe, Jong-ho, (Ph.D. in Museology)

Under the theme of how to succeed traditional culture, this article intends to develop 
discussions on understanding traditional culture, creative succession of traditional culture, and 
the spread of the K-Culture. The cultural elements that make up traditional culture are inherent in 
traditional culture with continuous tradition and creativity pursuing change based on continuity. 
Traditional culture is not immutable, but can be transformed according to the times and 
circumstances while maintaining its basic character, principles, or essence.	

In order to inherit and recreate traditional culture, voluntary participation of members 
is absolutely necessary, and cultural diversity must be mutually recognized. In any society, the 
prototype and transformation of traditional culture must be legally and institutionally guaranteed so 
that the transmission group can freely choose on its own.	

Since the creative succession and development of traditional culture can be implemented 
through lifelong education in the local community based on school education, it is necessary 
to actively utilize lifelong learning and social education linked to school education. The creative 
succession plan of traditional culture will be the cornerstone of the local culture's glocalization 
strategy, and the K-Culture pursuing globalization based on tradition will naturally be expressed as a 
result of creative succession and development of traditional culture.	

Today,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New K-Culture is expected to spread 
worldwide through the convergence or fusion of traditional and modern cultures.

Keywords: Traditional culture, creative succession, glocalization strategy, convergence and harmony, 
and New K-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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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1. 기증감사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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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기증품 목록

3) 자료 등록 현황 

1) 개요

(2021. 10. 18. 요약정리)

故이부성ㆍ최병진 민속생활사 자료정리 및 등록 보고서

분   류 수   량 보관장소 비  고
목제류 218점 수장고

※ 중복재질 및 세부번호   
포함(총 수량의 건수는 

자료번호에 근거

금속류 122점 수장고
토제류 109점 수장고

도자기류 205점 수장고
석제류 40점 수장고 및 야외
초제류 30점 수장고

유리/보석류 1점 수장고
골각패갑류 4점 수장고

지류 2점 수장고
피모류 4점 수장고
사직류 20점 수장고

기타(합성수지류) 46점 수장고
총 수량 757건 781점

용 역 명   故이부성ㆍ최병진 민속생활사 자료정리 및 등록

	지도 및 담당 		최종호(문화재관리학과 교수),	박종천(관리계 주사)

용역 내역 		기증품 세척 및 분류,	자료카드 작성 등 정리 및 등록

용역 기간 		2007.	07.	01.	~	2007.	07.	31.	(총	31일)

용역 인원 		신수한(문화재관리학과	3년)	외	8명

일 자	 내		용 작 업 장 소 비 고
	7월	2일	~	3일 기본소양 교육,	목제 및 도자류 먼지제거 작업 부재창고
7월	3일	~	4일 작업장 이동 및 기타 기증품 먼지제거 작업 D-101,	102

7월	5일	 민w속자료 분류에 대한 교육 D-101,	102

7월	6일	~	12일 공예품 및 도토류 정리,	측정 및 등록 작업
(사진촬영,	측정,	자료카드 작성,	데이터베이스 구축) D-101,	102

7월	12일	~	20일 목제류 얼룩제거 및 금속류 녹제거 작업 D-101,	102
7월	23일~	27일	 자료 정리,	측정 및 등록작업 마무리 D-101,	102

7월	26일	~	31일 목제품 훈증실로 운반,	기증품 수장고 격납
(분류체계에 따라 수장고에 배치)

부재창고,	
훈증실,	수장고

7월	31일 자료카드 및 표준관리프로그램 수정,	
보완작업 후 보고서 작성

문화재관리학과
자료실

2) 일자별 수행 내용

부록3. 기획특별전 리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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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1.        대학박물관 설립 추진위원회 및 추진지원단 구성
                          추진위원장 최종호, 간사 서현주, 위원 정용재, 정광용, 금종숙 
                          추진지원단 기획계 박지영, 교무계 이홍일, 시설계 전문숙  
 
2020.12.21.        대학박물관 뮤지엄홀(고고유물 및 출토복식 상설전시) 개관
                          고고역사실 개관전시 총괄 서현주, 문화예술실 개관전시 총괄 금종숙

2020.12.23.        대학박물관 등록신청서 제출
                          김영모 총장 명의 등록신청서 작성 및 제출 최종호

2021.01.20.        한국전통문화대학교박물관장 발령 
  ~2023.01.19.    초대 박물관장 최종호 (박물관학 박사)

2021.01.25.        한국전통문화대학교박물관 운영주비위원회 구성
                          운영주비위원장 최종호

2021.02.01.        한국전통문화대학교박물관 조직구성
                          고고역사부, 문화예술부, 보존과학부 부장(겸무 교수), 학예원(겸무 교수), 
                          학예보조원(실습조교) 발령 
                          고고역사부장 김경택, 문화예술부장 금종숙, 보존과학부장 정광용
                          고고역사부 학예원 이기성, 문화예술부 학예원 이정용, 보존과학부 학예원 김수철
                          학예보조원 황유정 

2021.02.10.        한국전통문화대학교박물관 등록(제1종 종합박물관)
                          충남-대학11-2021-01호 대표자 박물관장 최종호

2021.02.15.        한국전통문화대학교박물관 고유번호증 발급
                          고유번호: 809-83-00040

2021.02.19.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개교20주년기념 특별전 개막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개교20주년기념 학교사 특별전 

2021.03.24.        제1차 한국전통문화대학교박물관 운영위원회 줌 회의 개최
                          위원장  최종호, 부위원장 정광용
                          당연직 위원 고고역사부 김경택, 문화예술부 금종숙
                                            총무과장 이상협, 교무과장 송인헌
                                            학생과장 이재순
                                            국립부여박물관장 윤형원
                                            국립문화재연구소장 황인호
                                            충남역사박물관장 민정희
                          간  사  황유정  

2021.03.29.       한국전통문화대학교박물관 안내 리플릿 제작

부록4. 한국전통문화대학교박물관 연혁

2021.03.31.        한국전통문화대학교박물관 4월의 테마전시 개막

2021.04.01.        한국전통문화대학교박물관 디자인 자문위원 위촉
                          Mr. Miles Miller (2021.04.01.~ 2022.02.28.) 

2021.05.   .         한국전통문화대학교박물관 5월의 테마전시 개막

2021.06.   .         한국전통문화대학교박물관 6월의 테마전시 개막

2021.06.30.        최종호 관장 기증물품 1천점 및 지정기부금 금일천만원 약정

2021.07.   .         한국전통문화대학교박물관 7월의 테마전시 개막

2021.08.   .         한국전통문화대학교박물관 8월의 테마전시 개막

2021.09.   .         기획특별전시실 라이팅 트랙, 픽처행거 레일, 감시 카메라 설치

2021.10.   .         춘천필장 인간문화재 박경수 작품 초청 특별전 개막

2021.10.   .         춘천필장 인간문화재 박경수 작 전승붓 및 창작붓 총14점 수증

2021.10.18.        한국전통문화대학교박물관 개관기념 기증품 기획특별전 개막
                          故이부성, 최병진 기증품 기획특별전
                          (2021.10.18.(월) ~ 2021. 12. 17.(금)

2021.11.10.        한국전통문화대학교박물관과 붓이야기박물관 MOU 체결
                          박물관장 최종호, 붓이야기박물관 학예실장 박창선 

2021.11.23.        제2차 한국전통문화대학교박물관 운영위원회 개최
                          위원장  최종호  부위원장  정광용
                          당연직 위원 고고역사부 김경택, 문화예술부 금종숙
                                            총무과장 방현기, 교무과장 송인헌
                                            학생과장 이재순
                                            국립부여박물관장 윤형원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장 임승경                 
                                            충남역사박물관장 민정희
                          간  사  황유정      

2021.11.25.        황유정 학예보조원(실습조교) 사직 

2021.12.13.        함예림 학예보조원(실습조교)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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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National University Museum of Cultural Heritage

한국전통문화대학교박물관

부록5. 한국전통문화대학교박물관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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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7. 도판 목록

1  
격자무늬문짝  
格子門  
Door with Lattice Design
근대  목재  
136 X 3.5 X 61cm

2

격자무늬 창문짝
格子窓門
Window with Lattice Design
근대  목재  
42 X 5 X 36cm

근대  무쇠  
16 X 31 X 31 X 22 X 16cm

3 

화로 
火爐 

Brazier

Ⅰ. 대학박물관 개관기념 故이부성ㆍ최병진 기증품 기획특별전

4

다리미 
熨斗   
Iron 
근대  무쇠  
15 X 20 X 10cm

5 
다리미 
鈷   
Iron 
근대  무쇠, 목재 
7 X 17 X 39 X 17 X 10cm

근대  무쇠, 목재  
3 X 35 X 3cm

6

인두 
砑刀  
Specialized Iron

7 

가위
剪刀 
Scissors
근대  무쇠  
2 X 8 X 26cm

8

수(壽) 복(福) 글자가 있는
반짇고리 
針筐
Sewing Wooden Box Decorated 
with Longevity, Happiness, 
etc. Design

근대  목재  
7.5 X 34.5 X 34.5cm

9 
목다듬이
木砧
Rectangular Wooden Block 
for Laundry
근대  목재  
11 X 15 X 64.5cm

13

이층 자개 의걸이 농
二層螺鈿竪櫃
Two Story Lacquer Ware 
Wardrobe Inlaid with Mother
-of-pearl 

근대  나전, 목재 
200 X 53 X 106cm

14

백동 장식이 있는 반닫이
白銅竪櫃 
Wooden Box Decorated 
with Nickel Plate

근대  목재, 백동 
99 X 46 X 99cm

15

천연 염색 조각보 
天然染色袱 
Wrapping-cloth Made of Patchwork 
in Natural Dyeing

2015년 안현진 (제11회 전통미술공예 
공모전 총장상)   
섬유 145 X 146cm

10

다듬이 방망이
洗衣棒
Wooden Bats for Laundry
근대  목재  
4 X 4 X 39.5, 4 X 4 X 42cm

11

황동 촛대
黃銅燭臺
Brass Candlestick

현대  박문열 기증  
황동  86 X 19 X 19cm

12

수(壽) 복(福)이 새겨진 혼수 함
婚需函
Marriage Wooden Box Engraved
with Longevity and Happiness 

근대  목재  
40 X 66.5 X 35cm

Visit Guide
방 문 안 내 

Admission  Free관람료 무료

Opening Time관람시간
09:30~17:30

Inquiry Phone문의전화
041-830-4773 

Facilities편의시설
캠퍼스 내 주차장, 온지관 주차장 이용 가능
대학카페(학생회관, 북카페), 대학매점, 대학식당

Address주소
우33115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367번길 
한국전통문화대학교박물관 

Place위치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온지관(대학원종합연구관) 1층

e-mail이메일
knumch@nuch.ac.kr

Regular Holidays휴관일
1월 1일, 설, 추석, 공휴일
New Year’s Day, Seol, Chuseok, Public Holi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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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주발 보자기  
周鉢袱 
Bowl Wrapping-cloth Made 
of Patchwork
2013년 오세인 (제9회 전통미술
공예 공모전 총장상) 
섬유 73 X 80cm

2010년 주에스더 (제6회 전통미술
공예 공모전 수상작) 
섬유 103 X 77cm

17

민족의 색 단자 보자기
民族之色袱
Wrapping-cloth Made of Patchwork 
with Ethnic Five Colors

현대 목재, 쇠뿔, 옻 
10 X 8 X 8, 10 X 8 X 8cm

18

화각 함 
畫角函
Jewel Boxes Decorated with 
Oxhorn Sheets

19

손거울
小鏡子  
Hand Mirror
근대 목재, 유리
2 X 7.5cm

20

빗 
櫛   
Comb
현대 목재
11 X 5cm

2011년 박도연 (제7회 전통미술공예 
공모전 청장상)  도자 목재
16 X 18 X 18, 10 X 14.5 X 14.5cm

21

엄마를 위한 연화도 보석함 세트
寶石函
Cubic Jewel Boxes

22

왕골 색동 이바지 함
莞草色同膳物函
Present Box Made of Rush 
Decorated with Stripes 
of Many Colors

2008년 최수림 (제4회 전통미술
공예 공모전 수상작) 
왕골 17.5 X 30 X 30cm

23

버들 광주리
柳條筐
Wicker Basket
근대 고리버들  
17 X 37cm

24

책거리 여덟 그림 병풍
冊架圖八幅屛風
Eight-panel Folding Screen with 
Drawn Bookcases
현대 종이에 채색, 목재 
71 X 179cm

28

벼루
硯
Ink Stone 
근대 석재 
4.5 X 25.5 X 17.5, 1 X 27 X 17cm

29

문진
文鎭
Paperweight
근대 석재 
3 X 3 X 21.5cm

26

먹
墨
Ink Stick

근대 석재 
2 X 19 X 7cm

25

휘호 액자
至處春風(지처춘풍): 가는 곳마다 봄바람
癸未之冬(계미지동: 2003년 겨울) 伽倻山人(가야산인)
凇月(송월): 柳尙穆(1925~2008), 七九書(칠구서: 칠십구세 씀)
현대 이춘근 기증 
종이에 먹 지류  58 X 166cm

27

연적
硯滴
Water Dropper

근대 자기
7 X 11.5 X 7cm

31

음반  
音盤
Albums
근대 플라스틱 
24.5cm

근대 종이
26 X 26cm

32

장미의 꿈 음반 봉투
Album Envelope of Song Titled
on “Dream of Rose”

30

음반 함
音盤函 
Wooden Box for Albums
근대 목재
27 X 11.5 X 28.5cm

34

바둑알 통
棋子桶  
Go Stone Box
근대 목재
9 X 13 X 14cm

35

바둑알 
棋子   
Go Stone
근대 석재근대 최종호 기증

금속, 목재 스피커 45.5 X 40 cm, 
본체 19 X 34 X 34cm

33

축음기
蓄音機
Wooden Box for Albums

37

이백 시집
李白詩集
Poetical Works Written by Li Bai

종이에 먹
34.2 X 22.3cm

38

교남루정 시집 하권
嶠南樓亭詩集 下卷
Second Volume of 
Poetical Works Written by 
Gyonamrujeong

종이에 먹 
29 X 19cm

종이에 먹
34.2 X 22.3cm

36

전등신화
剪燈新話
Mysterious Novel

41

필통
筆筒
Pencil Case

40

서안
書案
Writing Table

근대 최종호 기증
목재 19 X 12 X 12cm

근대 최종호 기증
목재 39 X 74 X 33cm

39

도장
圖章
Stamp
근대  목재  
1 X 6 X 3cm

43

바가지
瓢
Gourd Bowls 
근대 목재
11 X 27 X 21, 10 X 19 X 17,
7.5 X 15 X 14, 10 X 40 X 14cm

44

체
篩
Sieves
근대 목재, 철망
14 X 18, 13.5 X 30cm

42

춘천필장 무형문화재
우겸 박경수 작 붓
春川筆匠 無形文化財 
又謙 朴京洙 作 筆
현대 박경수 기증
목재, 염소뿔, 사슴뿔, 양모, 우모, 황모



145 146

46

대광주리 건조대
竹筐 乾燥臺
Bamboo Basket for Drying
근대 대나무
7 X 50cm

근대 댕댕이 
13 X 31 X 30cm

47

삼태기
颺籃
Sedge Basket for Carrying Dirt

49

자리
席子  
Rush Straw Mat
근대 왕골
231 X 112cm

50

키 
竹箕   
Winnow Basket
근대 대나무
16 X 80 X 70cm

52

채상
彩箱竹籠
Colorful Bamboo Box with a Lid

근대 대나무
15 X 28 X 28cm

53

석작
竹籠
Bamboo Box with a Lid
근대 대나무 
22 X 34 X 34cm

근대 대나무
17 X 65, 22.5 X 72cm

48

광주리 
竹筐
Bamboo Baskets

근대 댕댕이
36 X 35 X 35, 36 X 37 X 37cm

51

원형 바구니
圓形籃
Circle Sedge Basket

54

사각 바구니
竹籃
Rectangular Bamboo Basket
근대 대나무 
41 X 33 X 43cm

58

어처구니
碾子把手
Millstone Handles
근대 목재
4 X 12 X 35cm

59

절굿공이
舂杵
Wooden Pestle
근대 목재
7 X 65cm

56

대모동구리
籃
Wicker Baskets

55

동구리
籃
Wicker Basket

근대 고리버들
23 X 47 X 48, 
21 X 55 X 55cm

근대 고리버들, 목재
18 X 30cm

57

맷돌
磨
Millstone
근대 석재
11 X 37cm

45

바구니
籃 
Basket
근대 대나무
10 X 20 X 28cm

61

찬탁
饌卓
Utensil Shelf
근대 목재 
160 X 39 X 140cm

1

굽다리 접시
高杯 
Mounted Dish
삼국시대(백제) 경질토기
7 X 12 X 8.5 X 12㎝

삼국시대(백제) 와질토기
6 X 13 X 13㎝

삼국시대(백제) 와질토기
4.3 X 6 X 11.5㎝

2

세 발 접시
三足杯   
Tripod Dish

3

토기 뚜껑 조각
土器蓋片
Fragment of Pottery Lid

4

곧은 입 항아리
直口壺
Mouth-straight Jar

삼국시대(백제) 와질토기
14.7 X 10.6 X 19 X 8㎝

5

곧은 입 물결무늬 새긴 
격자무늬 항아리
直口陰刻波狀打捺文壺
Mouth-straight Jar with 
Engraved Wave and 
Stamped Lattice Pattern

삼국시대(백제) 와질토기 
17 X 13 X 9.9 X 20 X 9㎝

6

짧은 목 줄무늬 항아리
短頸打捺文壺
Short-necked Jar with Stamped 
Stripes Pattern
삼국시대(백제) 경질토기
30.5 X 16.7 X 28 X 11㎝

60

절구
臼
Wooden Mortar
근대 목재
58 X 59cm

10

전 달린 항아리 구연부 조각
廛附壺口軟部片
Fragment of Jar with Mouth 
Cantilever

삼국시대(백제) 경질토기
7.6 X 11 X 16㎝

11

항아리 조각
壺片
Fragment of Jar
삼국시대(백제) 경질토기
1.8 X 21.5 X 15㎝

12

연꽃무늬 수막새 조각
蓮花文圓瓦當片
Fragments of Roof-end Tile with 
Embossed Lotus Flower
삼국시대(백제) 와질토기
3 X 1.5 X 7㎝, 1.5 X 11. X 7㎝, 2 X 9 X 5.5㎝

8

긴 목 항아리
長頸壺
Long-necked Jar

7

곧은 입 항아리
直口壺
Mouth-straight Jar

삼국시대(백제) 경질토기
21.8 X 8 X 20.5 X 13㎝

삼국시대(백제) 경질토기
15.5 X 11.5 X 10.3 X 18 X 7㎝

9

짧은 목 줄무늬 항아리
短徑打捺文壺
Short-necked Jar with Stamped
Stripes Pattern
삼국시대(백제) 경질토기
22.5 X 15.3 X 25 X 11.5㎝

Ⅱ. 대학박물관 뮤지엄홀 고고역사부 故이부성ㆍ최병진 기증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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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토기 병
土器甁
Earthenware Bottle
고려시대 경질토기
24.5 X 4 X 17.5 X 9㎝

고려시대 경질토기
28.1 X 6.8 X 14.5 X 11.2㎝ 고려시대 도기

31 X 8.7 X 14 X 8.6㎝

17

토기 병
土器甁   
Earthenware Bottle

18

청자 상감 물고기 국화꽃무늬 병
靑磁象嵌漁菊花文甁
Celadon Bottle Inlaid with Fishes 
and Chrysanthemums

13

바리형 토기
深鉢形土器
Beaker-Shaped Bowl
삼국시대(신라) 연질토기
5.5 X 9.7 X 15.3㎝ 삼국시대(신라) 와질토기

7 X 15 X 7.5㎝

통일신라시대 경질토기
14 X 16.5 X 7 X 9.5 X 12㎝

14

굽다리 도장꽃무늬 바리
臺附印花文鉢  
Mounted Bowl with 
Stamped Flower Pattern

15

세 귀가 달린 굽다리 바리
臺附四耳鉢
Mounted Bowl with Three Ears

19

청자 상감 구름학무늬 바리
靑磁象嵌雲鶴紋鉢
Celadon Bowl Inlaid with 
Clouds and Cranes

고려시대 도기
7.5 X 19.5 X 4.3㎝

20

분청사기 철화 넝쿨꽃무늬 완
粉靑沙器鐵花唐草文盌
Buncheong Ware Bowl with 
Flowers in Underglazed Iron

조선시대 분청사기 
7 X 14 X 4.5㎝

21

백자 완
白磁盌甁
White Porcelain Bottle

조선시대 자기
7 X 16 X 5㎝

23

백자 십이각 병
白磁甁
White Porcelain Dodecagon Bottle

22

장흥고가 새겨진 분청사기 모란꽃 도장꽃무늬 장군
粉靑沙器長興庫銘牧丹印花文橫缶
Buncheong Ware Barrel-shaped Vessel Inlaid with the Name of 
Jang-heung-go & with Peony and Stamped Dots Pattern 조선시대 자기

14 X 4.8 X 10 X 6.8㎝조선시대 분청사기
14.5 X 4.5 X 6㎝

25

청자 바리 바닥 조각
靑磁靑沙器鉢片
Fragment of Celadon
Bowl Bottom
고려시대 청자
9 X 17 X 14㎝

26

청자 상감 국화꽃무늬 바리 바닥 조각
靑磁象嵌菊花文鉢片
Fragment of Celadon Bowl Bottom 
Inlaid with Chrysanthemum
고려시대 청자
5.5 X 9 X 8㎝, 8 X 14.5 X 9.3㎝, 3 X 9 X 6.5㎝

24

백자 봉황무늬 작은 단지
白磁鳳凰文小壺
White Porcelain Small Jar 
with Painted Phoenixes
조선시대 자기
6 X 5.5 X 8 X 4.5㎝

33

수키와 조각
圓平
Convex Roof Tile with 
Stamped Lotus, etc. Design
조선시대 경질토기
26.2 X 16㎝

30

암키와 조각
平瓦
Fragment of Flat Roof 
Tile with Stamped 
Chrysanthemum Pattern

조선시대 와질토기
23.5㎝

조선시대 경질토기
15.5 X 9㎝

조선시대 경질토기
16.5 X 16.5㎝

31

암키와 조각
平瓦  
Fragment of Flat Roof Tile 
with Stamped Pinwheel 
Design

32

암키와 조각
平瓦
Fragment of Flat Roof Tile with 
Stamped Lotus, etc. Design

27

숟가락 젓가락
靑銅匙箸
Spoon & Chopstics
고려시대 청동
11.5, 14.5, 11, 13㎝

고려시대 청동
9㎝, 10㎝

조선시대 경질토기
26.5 X 15.5㎝

28

청동 동곳
靑銅銅串  
Male Hairpins

29

암키와
平瓦
Flat Roof T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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