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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해인사 유네스코 등재유산인 ‘해인사장경판전’과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이
갖고 있는 문화원형의 가치와 문화콘텐츠로서 위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문화콘텐츠 개발의 源泉資料인 등재유산이 어떻게 활용되어야하는가 등 기본 방
향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문화콘텐츠의 원천 자료로서 등재유산이 광범위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콘텐츠 개발 등도 중요하지만, 유용한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
는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대장경 연구 및 조사 기능은 법보종찰 해인사가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
등재유산은 대중적 인지도가 높으므로 앞으로 스토리텔링, 교육 및 문화콘텐츠
개발에 다양하게 응용될 수 있는 귀중한 자산이다. 각종 콘텐츠는 누구나 쉽게 접
할 수 있고,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다양한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원천 자료의 발굴을 확대할 필
요가 있다. 특히 해인사에 오랫동안 전승되어 온 대장경판 印經術, 매년 4월에 개
최되는 해인사 고려팔만대장경의 날 기념행사 등과 같은 유·무형 자산에 주목
* 이 논문은 2018학년도 동의대학교 연구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이 논문은 법보종찰 해인사가 주최하고 해인사 대장경연구원이 주관한 해인총림 개설 50주년 기념
학술회의 유네스코 등재유산 활용과 가치(해인사 보경당, 2017.10.10.)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
정·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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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해인사가 독자적으로 보유한 유·무형 자산은 문화콘텐츠 개발의 소
중한 원천 자료이지만, 그 동안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못하였다. 앞으로 체계적인
조사와 정리는 물론 다양한 원천 자료의 발굴이 뒤따라야 한다.
주제어 : 유네스코 세계유산, 해인사장경판전,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 문화콘텐
츠, 원천 자료

Ⅰ. 머리말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앞으로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며, 대체할 수 없
는 우리들의 삶과 영감의 원천이다. 특정 소재지와 상관없이 모든 인류에게
속하는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인류 공동 자산이다. 2018년 8월 현재 세
계유산은 전 세계 167개국에 분포되어 있으며, 총 1,092점 가운데 문화유산이
845점, 자연유산 209점, 복합유산이 38점이다. 한편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목
록에는 총 54점이 등재되어 있다.1)
우리나라는 1995년 석굴암과 해인사장경판전이 세계유산으로 처음 등재된
이후 2016년 백제역사유적지구, 2018년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이 지정되면서
총13종이 등재되었다. 세계기록유산은 1997년 훈민정음(해례본)이 등재된 이
후 2007년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 2015년 한국의 유교책판, 2017년 조선통
신사에 관한 기록–17세기~19세기 한일 간 평화구축과 문화교류의 역사–이
한일공동으로 지정되어 총16종이 등재되었다. 유네스코 등재유산은 선사시대
인 ‘고창, 화순, 강화의 고인돌 유적’으로부터 현대사인 ‘KBS특별생방송 ‘이산
가족을 찾습니다’ 기록물’에 이르기까지 通時代的으로 분포한다. 그리고 불교,
유교, 무속, 민속 등 다양한 종교 및 신앙 분야까지 포괄한다. 특정 시대 또는
종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아니라, 민족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고유한 유산
이라 할 수 있다. 지난 1995년 해인사장경판전(이하 장경판전으로 줄여 부름)
이 세계유산, 2007년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이하 대장경판으로 줄여 부름)
이 세계기록유산으로 각각 등재되었다. 전자는 보관시설로서 하드웨어, 후자
1) 유네스코 한국위원회(http://heritage.unesc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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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보관물로서 소프트웨어로 보기도 한다. 그 의미를 적절하게 비유한 것이라
생각된다. 특정 구역 내에 있는 문화재가 유네스코 등재유산으로 동시에 등재
된 경우는 드물다. 해인사의 유네스코 등재유산(이하 등재유산으로 줄여 부
름)은 역사성과 희소성을 동시에 지닌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고려대장경 편제 및 구성 체제, 彫成 배경과 역사성 등에 대해 한국
중세사를 중심으로 한국불교사 및 서지학 등에서 연구되었다. 고려대장경
조성 주체, 참여자 등 역사적 사실과 조성의 역사적 의의 등에 대해 심도 깊게
연구되면서 일제강점기 일본관학자들에 의해 왜곡된 내용들이 바로 잡혔다.
고려대장경 刻成人 자료,2) 대장경판 관련 조사보고서,3) 유적 발굴보고서,4)
관련 誌·跋文 자료 등이 발표되면서 폭넓게 이해하게 되었다. 학술연구에 힘
입어 교양서적이 여럿 간행되었고,5) 고려대장경에 대한 관심과 이해는 한
층 깊어졌다. 그러나 장경판전과 대장경판에 대한 문화콘텐츠 또는 원천 자료
에 대한 연구는 몇 편에 불과하다.6) 불교 및 역사문화콘텐츠 등 관련 연구도
있으나 그 범위가 제한적이다. 각 학문 단위에서 가치와 역사성, 유네스코 등
재 전략, 관광 자원으로서의 효과, 관광객 유치 전략 등에 대해 산발적으로 검
토하였다. 그래서 등재유산의 문화콘텐츠 및 원천 자료의 의미와 그 활용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등재유산은 단순히 보고 감상하는 유형 문화유
산이 아니라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환경에 적합한 문화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
도록 논의될 필요가 있다.

2) 김윤곤 편저, 고려대장경조성명록집, 영남대출판부, 2001.
3) 법보종찰 해인사·합천군,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 및 장경판전 보존관리 연구, 2015 ; 법보종찰
해인사·합천군, 국보32호 해인사 대장경판 중복판 조사용역사업 보고서, 2015 ; 문화재청·동
아대학교, 해인사 사간판 내 대장경판 중복여부 조사용역사업 보고서, 2015 ; 문화재청 외, 합
천 해인사 <대장경판> 보존·관리 프로그램 구축-보존·관리를 위한 정밀·과학적 기록화 시스템
구축, 법보종찰 해인사·합천군, 2017.
4) 고려대장경 조성과 관련하여 대장도감과 분사대장도감 추정지 발굴, 강화도 선원사지 및 대구
부인사 등의 발굴 보고서가 다수 출판된 바 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에서 논의되었으므
로 제시하지 않았다.
5) 박상진, 다시 보는 팔만대장경판 이야기, 주)운송신문사, 1999 및 나무에 새겨진 팔만대장경의
비밀, 김영사, 2007 ; 최연주, 왜 고려는 팔만대장경을 만들었을까?, ㈜자음과모음, 2011 ; 오윤
희, 대장경, 천년의 지혜를 담은 그릇, 불광출판사, 2011 ; 안준영, 나무에 새긴 문명 책판, 고
려대장경연구소출판부, 2014.
6) 최연주, ｢고려대장경의 불교문화콘텐츠 활용 방안｣ 동아시아불교문화7, 2011 및 ｢고려대장
경과 문화콘텐츠 활용｣ 문물연구25, 2014 ; 최영호, ｢江華京板高麗大藏經의 연구현황과 문
화콘텐츠 개발방향｣ 경남발전116, 2011 ; 강순애,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의 디지털화와 문화
콘텐츠 개발을 위한 전략｣ 古書15, 사)한국고서협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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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장경판전과 대장경판이 갖고 있는 문화원형의 가치, 그리고 문화콘
텐츠로서 위상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천 자료는 스토리텔링, 교육
콘텐츠, 문화콘텐츠 개발의 기반이다. 이를 문화원형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해
보았다. 한편 문화콘텐츠로 개발 활용하기 위해서는 원천 자료가 다양해야 확
보되어야 한다. 오랫동안 해인사에 전승되어 온 대장경판 印經術과 매년 4월
에 개최되는 해인사 고려팔만대장경의 날 기념행사 등과 같은 유·무형 자
산을 원천 자료 발굴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해 보았다. 해인사의 유·무형 자산
은 문화콘텐츠 개발의 소중한 원천 자료이지만, 그 동안 다른 분야에 비해 소
홀히 다루어졌다. 등재유산의 원천 자료로 활용 및 응용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해 보았다. 앞으로 해인사가 보유한 유·무형 자산은 체계적인 조사를 통
해 원천 자료로서 위상과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조사 및 정리되어야 한다. 이
러한 논의 내용이 문화콘텐츠 개발과 활용에, 그리고 원천 자료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Ⅱ. 등재유산의 문화원형과 문화콘텐츠 원천 자료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보유 여부가 그 국가의 위상과 문화 수준의 척도 기준
이 될 수 없지만, 많은 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전 세계인들로부터 큰 관
심을 끌고 있는7) 것은 현실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갖고 있는 위상은 대단
히 높다고 할 수 있다. 세계인들은 거부감 없이 등재유산에 호감을 갖고, 기꺼
이 일정 비용을 지불하면서 관람한다. 그래서 국가의 역사 및 정체성 확립과
홍보를 위해 등재유산이 적극 활용되기도 하고, 국익과 관광 및 마이스[Mice]
산업 활성화를 위해 상업적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해인사의 등재유산은 해인사가 法寶宗刹8)로서 그 위상을 정립하는데 크게
7) 유네스코에서 등재 유산 위상과 관련해 유럽의 역사 유적지 및 종교 기념비, 기독교 유물, ‘엘리트
주의’적 건축물들은 세계유산목록에 과도하게 등재되어 있는 반면 현존하는 문화, 특히 ‘전통 문화’
와 관련 있는 유적들은 거의 등재되어 있지 않았다. 또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프랑스, 중국 등 상
위 5개국이 전체 유산의 약 20%를 차지하며, 이 가운데 4개국이 유럽 국가라는 사실에서 국가·지
역 편중은 심각한 문제점이라 지적한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http://heritage.unesco.or.kr) 참조.
8) 삼보사찰은 조선 후기에 성립 및 지정된 것으로 보고 있지만, 각 사찰의 위상은 신라 및 고려시대
이래로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고 본다. 황인규, ｢한국 불교계 삼보사찰의 성립과 지정｣ 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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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한 민족 문화유산이다. 이에 그 위상과 의의를 검토하고, 문화원형(The
cultural archetype)으로서 의미와 콘텐츠 기반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하자.

1. 세계유산 해인사장경판전의 문화원형
장경판전은 조선 전기 과학·기술·문화가 반영된 문화유산이다. 修多羅
藏과 法寶殿, 東西 寺刊板殿으로 구성된다. 건물 구조나 배치 등이 주변 자연
환경을 최대한 이용하여 경판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설계된 독특한 건축물로
평가받고 있다. 현존 사료에서 장경판전 건축 년도, 설비 내용과 관련된 직접
적인 내용을 찾을 수 없다. 다만 세조 3년에 수다라장, 성종 19년에 법보전이
각각 重修된 사실은 확인된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제시한 장경판전의 등
재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해인사 장경판전은 15세기에 건립되었으며 대장경 목판 보관을 목적으로
지어진 세계에서 유일한 건축물이다. 효과적인 건물 배치와 창호 계획을 고려하
는 동시에 경험을 통해 얻은 다양한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대장경판을 오랜 기간
효과적으로 보존하는 데 필요한 자연통풍과 적절한 온도 및 습도 조절이 가능한
구조를 갖추었다. 건물 안에 있는 판가 역시 실내온도와 습도가 균일하게 유지되
도록 배열되어 있으며, 이러한 과학적 방법은 600년이 넘도록 변형되지 않고 온전
하게 보관되어 있는 대장경판의 보존 상태에서 그 효과가 입증된다.
나) 고려시대의 국가사업으로 제작된 팔만대장경은 그 내용의 완전성과 정확
성, 판각 기술의 예술성과 기술성의 관점에서 볼 때 전 세계 불교 역사에서 독보적
인 위치를 갖는다. 장경판전은 팔만대장경과 연관해 이해해야 하며 건축적, 과학
적 측면에서 목판의 장기적 보존을 위해 15세기에 고안된 탁월한 유산으로 평가
된다.9)

장경판전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중요한 배경은 대장경 목판의 장기적 보
존과 보관, 보존과학의 우수성이라는 건축 목적 때문이다. 지난 600여 년간
판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보존하려는 노력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 원형

상 41, 2014 참조.
9) 유네스코 한국위원회(http://heritage.unesco.or.kr/whs/haeinsa-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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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유지 보존할 수 있었다. 유네스코에서는 건물의 전반적인 배치에서 건축적
세부 사항에 이르기까지 중대한 변형이나 파손 없이 창건 당시의 원형이 그대
로 남아 있어 그 가치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장경판전의 건
축과 보존과학에 대한 실례라든가 그 원리 등을 알려 줄 사료는 현존하지 않
는다.
그 동안 장경판전의 건축 구조, 형태, 경판 배열과 통풍과 관련 깊은 건축술
등 건축학 및 환경공학 등 자연과학 측면에서 많은 연구가 있었다.10) 연구를
통해 판전 구조와 통풍의 비밀 등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창건 당시의 건물 원
형과 기능이 유지 보존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판전 重修 또는 補
修와 관련된 사료 내용과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장경판전이 갖고 있는 문화원형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건
축 및 중수, 보수와 관련하여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관련
내용이 다소 방대하므로 설명의 편의를 위해 성종실록 기사를 통해 살펴보기
로 하자. 성종 18년 11월 학조대사가 승정원에 올린 글이 참조된다.
다) “신이 일찍이 貞熹王后의 懿旨를 받고 海印寺大藏經板堂을 重創하려고 하
였으나, 일은 크고 힘은 미약하여 세월을 미루어오다가, 바람이 치고 비가 새어 거
의 다 무너졌으니, 청컨대 다시 年少한 중[僧]을 택하여 맡기소서.”하자, 전교하기
를 “이 堂을 修創하는 것은 부처를 위함이 아니라, 이웃 나라의 求請을 위함이다.
네가 만약 重修할 수 없다면, 마땅히 일찍 와서 告할 것이지 어찌 이제야 와서 辭
免하느냐?”하였다. 학조가 아뢰기를 “국가의 힘을 빌리지 아니하고 중수할 수 없
기 때문에, 감히 와서 아뢸 뿐입니다.”하였다.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학조는 先王
때에 중히 여기던 중이고, 나도 또한 정희 왕후의 懿旨를 친히 들었으니, 다른 중
으로 대신하지 말고 학조로 하여금 그대로 맡게 하라. 올해에는 경상도 농사가 조
금 풍년이 들었으니, 禮曹로 하여금 監司에게 諭示하여 修創하는 자금을 보조하게
하고, 만약에 부족할 것 같으면 內需司에서도 마땅히 보충하되, 다만 板堂만을 修
補하고 이 절은 重修하지 말도록 하라.”하였다.11)

성종 18년 중수 당시에 재정이 원활하게 조달되지 않자 보수 監役의 임무를

10) 장경판전 건축의 과학성과 건축술, 각종 건축기법의 환경 공학적 측면에서의 논의 등이 다양하지
만, 논지 전개과정에서는 재론하지 않기로 한다.
11) 성종실록 권209, 성종 18년 11월 계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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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지고 있던 학조대사가 사퇴 의사를 밝혔다. 성종이 부족한 재정을 내수사
를 통해 지원하면서 중수를 지시하였다. 성종은 학조대사를 재신임하여12) 장
경판전 보수를 진행시키고, 해인사 사찰 중수는 금지시켰다. 세조의 유지를
이어가고자 하는 성종의 의도가 컸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판전 중수는
불교와 관련이 없으며 일본에서 수시로 구청하는 대장경 인경 때문이라고 밝
혔지만, 조선 초기 억불시책 기조가 유지되었던 당시에 이러한 지시는 유신들
의 반발을 가져 왔을 것이다. 이듬해 大司諫 權侹, 掌令 奉元孝, 左議政 洪應
이 장경판전 중수와 관련하여 내수사 비용을 이익이 되지 않는 곳에 사용하는
것을 지적하였다. 곧 불교 숭상에 대해 비판하고 중수를 중지시킬 것을 건의
하였다. 이어 司諫院 獻納 李緝, 司憲府 持平 成世明도 내수사 면포를 해인사
에 지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상소하였다.13) 이후 장경판전 중수의 부당성을
따지는 상소와 간언이 잇달았다. 直提學 李世匡은 임금께서 이단을 다 물리치
지 아니하시어 安巖寺를 짓고 海印寺를 수리하며 興德寺의 길을 막게 하고 緇
徒의 興販을 허락하니, 온 나라 신하와 백성들이 진실로 전하께서 오히려 불
교를 좋아하시는 마음이 있음을 의심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그는 佛事 부당
성을 간언하면서 성종 시책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세 번 더 생각할 것을 간청
하면서 중지를 강력히 요구하였다.14) 유신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성종은,
라) 해인사를 重創한 것은 부득이한 것이다. 이 절은 바로 世祖 때 大藏經板을
간직하고 貞熹王后께서 學祖에게 위임하셨다. 전일에 학조가 와서 아뢰기를, ‘세
조께서 대장경판을 이 절에 간직하셨는데 정희왕후께서 ‘대장경판은 先王께서 板
刻하신 바이고 倭使가 구하는 바이므로 잘못 간직하여 파손되도록 할 수 없다’고
하시며 老僧에게 명하여 이 절을 監守하게 하셨는데, 이제 장차 허물어지려고 하
니 노승의 힘으로는 수리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생각하
기를, 대장경은 倭人이 요구하는 것인데 만약 板本이 없으면 요구에 응할 수 없
다고 여겨 특별히 수리하도록 명한 것이니, 경판을 위해서이다. 이것이 어찌 그만
둘 수 있는 일인가?15)

12) 성종이 학조대사를 재신임한 것은 부왕인 세조와 인연 때문이다. 학조대사는 신미대사 및 학열대
사와 더불어 세조대 3和尙으로 불렸다. 신미대사가 스승이고, 두 사람은 그의 제자로서 세조가 매
우 존경했던 인물들이다. 김태영, ｢불교｣ 한국사 26, 국사편찬위원회, 1995, 288쪽.
13) 성종실록 권213, 성종 19년 2월 임자.
14) 성종실록 권229, 성종 20년 6월 갑인.
15) 성종실록 권229, 성종 20년 6월 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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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여 일본의 대장경 求請에 응하기 위함이라 대의명분을 내세웠다. 즉
일본의 대장경 구청에 대비해 경판을 잘 보존하여야 한다는 논리를 제안하였
다. 그러면서 장경판전의 보수가 단순히 불교를 신봉하는 차원이 아니라 강조
하면서, 세조와 정희왕후의 유지를 받는 불사라는 점을 내비추었다. 결국 성
종은 일본 사신의 대장경 구청과 정희왕후의 遺志를 언급하면서 장경판전 중
수를 추진하였다. 11년 전에도 성종은 해인사 장경판전과 관련하여 왕실차원
의 遺志라는 사실을 주장한 적이 있다. 해인사에 소장된 대장경과 板子는
모두 先王朝 때 마련한 것이라 전제하고, 신중하게 지키지 못하여 혹 비가 새
어서 썩거나 손실이 된다면 매우 불가한 일이라 하였다. 그러면서 관련된 物
目 등을 자세히 조사해 아뢰라16) 한 것에서 장경판전 중수에 대한 애착이 상
당하였음을 보여준다. 유신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종은 세조와 恩顧가 두
터웠던 학조대사로 하여금 다시 추진하도록 한 것에서 확고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세조의 遺志를 이어가고자 하는 뜻임을17) 강조하고 장경판전 중수를 추
진하도록 하였다. 성종의 확고한 의지로 장경판전은 지금 형태로 유지될 수
있었다. 장경판전의 보존 방안을 국가 차원에서 대비한 성종의 의지와 대장경
이 가지는 가치를 인식하여 중수를 직접 주관한 학조대사의 노력이 있었기 때
문에 지금의 형태로 보존될 수 있었다. 이러한 史實들은 장경판전을 재인식하
는 원천 자료가 될 수 있다.
장경판전 건축과 보존과학에 대한 구체적인 실례라든가 그 원리 등을 알려
줄 사료는 현존하지 않는다. 과학적 분석을 통한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경판
보존의 우수성, 건축사적 의의 등에 대해 대중들은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 그
러나 장경판전과 관련된 사실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앞으로 조선왕조
실록을 비롯한 각종 사서와 개인 문집 등에 산재한 重修 및 補修 등 관련 사
료를 취합하여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등재유산이 문화원형으로 가치를 널리
확산되기 위해서는, 문화콘텐츠 및 스토리텔링 구성에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원천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16) 성종실록 권98, 성종 9년 11월 무술.
17) 한우근, 儒敎政治와 佛敎, 일조각, 1997, 2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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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계기록유산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 가치와 문화콘텐츠 기반
대장경판은 2007년 6월 13일에서 15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프레토리아
에서 개최된 제8차 유네스코 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에서 등재되었다. 당시
일간지에 대장경판 보관시설(하드웨어)과 보관물(소프트웨어)이 함께 세계유
산으로 지정돼 그 가치를 더할 전망이다18)라고 하여 등재 의미를 평가하였다.
유네스코에서는 고려대장경판 81,258판, 그 외 1098년부터 1958년까지 불
교 경전과 불교 역사, 불교 계율, 불교 연구논문, 고승의 문집, 계율판, 불교 판
화 등 5,987판으로19) 구분한다. 대장경판에 대한 연구는 장경판전 보다 다양
하며, 많은 교양도서가 출간되면서 대중들은 상세하게 이해하고 있다. 대장경
판에 대한 가치와 갖고 있는 의미 등과 연관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제시한
내용을 주목해 보자.
마) 섬세한 편집과 수집 및 대조 과정을 거쳐 탄생한 ｢고려대장경｣은 漢譯大藏
經 중 가장 정확한 판본으로 정평이 나 있으며, 동아시아 불교 연구에 있어 표준이
되는 원전 비평 연구판으로, 그동안 널리 배포되고 시대를 넘어 이용되어 왔다. ｢고
려대장경｣과 제경판은 지식을 생산하고 퍼뜨리는 ‘지식 체계’의 개요를 보여 준다.
｢고려대장경｣은 經과 律, 論, 불교사를 망라한 불교 문헌의 집대성이며, 이 정보
를 근간으로 하여 학문 연구의 독특한 체계가 수립되었다.
바) ｢고려대장경｣은 역사를 통틀어 대장경의 우수한 표준 원전 비평 연구판으
로 최고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당시 ｢고려대장경｣의 판각에 앞서 내용을 책임졌
던 守其大師는 고려의 ｢초조대장경｣과 ｢북송칙판대장경｣, ｢거란본대장경본｣의
내용을 엄밀히 비교·대조했고, 오류를 정정하여 완벽하고 권위있는 대장경판을
만들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사) ｢고려대장경｣은 단순한 문자 정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생산하고
재생산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체계에 관한 유산이다.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고 보
완해 넣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새로운 목판을 지속적으로 제작하는 전통은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고려대장경｣ 본문의 사본은 전 세계에 배포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디지털 ｢고려대장경｣과 고려대장경 지식

18) 중앙일보 2007년 6월 15일자.
19) 문화재청 유네스코 등재유산(http://www.ch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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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의 형태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20)

마)～사)의 내용에서 첫째 대장경판은 지식을 생산하고 퍼뜨리는 지식 체
계의 개요를 보여 준다는 점, 둘째 불교 문헌 집대성이지만 학문 연구의 독특
한 체계가 수립된 것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특히 바)에서 대장경판은 단순한
종교 산물이 아니라 지식 원천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는 사실을 강조한
다. 그러면서 대장경의 우수한 표준 원전 비평 연구판으로 최고의 가치를 가
지는 점을 제시하였다. 사)에서는 단순한 문자 정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
보를 생산하고 재생산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체계에 관한 유산이라는 의미를
높이 평가하였다. 그래서 대장경판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 체계는 다양한 주제
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원천 자료로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다음 내용에
서 확인할 수 있다.
아) ｢고려대장경｣은 단순한 과거의 유물이 아니며, 스스로 개선하고 발전하면
서 중요한 전통을 근본적으로 지지하는, 살아 있는 ‘지식 체계’라 평가해야 할 것이
다. ｢고려대장경｣은 표준 원전 비평 연구판으로서의 전통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그 다양한 주제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에게 원천 자료로서의 역할을 한다. 불경
목판본은 오늘날까지도 다양한 문화 작품에서 지식의 원천 역할을 하며 필요에 따
라 새로운 인쇄물의 형태로, 또는 사진, 디지털 텍스트의 형태로 간행되고 유통되
고 있다.21)

위에서 고려대장경은 살아 있는 지식 체계라 했다. 유네스코의 평가 내
용은 고려대장경의 역사적 의의와 그 가치를 인식하는데 중요하다. 그러나
미래 가치를 어떻게 창조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실정이다. 등재유산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 과학성, 보존성 등의 의미와 가치
등에 대해 부정할 수 없지만, 불교 경전이라는 특수성과 대장경이 한자로 구
성되었기 때문에 내용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다. 고려대장경은 쉽게 이해할
수 없고, 다가가기 어려운 문화유산이라는 인식이 대중들에게 확산되어 있다.
이러한 인식의 바탕은 대장경판 印經本 및 影印本, 그리고 근자에 完譯된 한

20) 유네스코 한국위원회(http://heritage.unesco.or.kr/mows/eeaecae-ecae/).
21) 유네스코 한국위원회(http://heritage.unesco.or.kr/mows/eeaecae-ec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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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대장경22)과 관련이 깊다. 향후 고려대장경 가치의 재인식과 활용을 위
해서 이 문제부터 해소시켜야 한다. 유네스코 등재유산인 세계유산 ‘해인사장
경판전’과 세계기록유산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은 검증된 전통문화 소재로
서 유용한 콘텐츠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면서 문화원형으로도 인식되고 있다.
등재유산이 문화원형으로서 적극 활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 전제
가 필요하다. 즉 누구든지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콘텐츠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원천 자료의 확보가 전제되
어야 한다. 한글대장경은 인터넷으로23) 열람할 수 있지만, 번역내용 어려
워 이해하기 힘들다24)고 한다. 고려대장경 인경본 또는 영인본을 통해 다
양한 문화콘텐츠로 개발 활용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따른다.25) 대중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대장경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알기 쉬운 한글로 번역된 대장
경이 원천 자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문화콘텐츠 기초는 문화원형의 디지털화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
여 최근의 정보통신기술의 변화와 연관해 살펴보기로 하자. 과거 매스미디어
가 가지고 있던 단방향에서 벗어나 쌍방향 문화소통이 가능한 디지털 기술로
발전하고 있다. 대중은 생산자이자 소비자라는 새로운 문화현상이 나타났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구분은 사라진 것이다.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공간에 접속
해 있는 대중은 일정 부분 문화의 생산에 참여하는 생산자이자 소비자가 되었
다. 이러한 새로운 흐름은 대중문화 생산과 소비의 원리를 조금씩 바꿔놓았
다.26) 현재는 사회와 문화의 급격한 변동에 적극 대처하고, 더불어 시의적절
한 콘텐츠로 구성해야 소비가 되는 시대이다. 이러한 문화 변동과 기술 변화
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문화콘텐츠의 원천 소스[Source]27) 즉 원천 자료의 확
22) 한글대장경은 지난 1965년 6월 장아함경을 시작으로 동국역경원에서 번역에 착수하여 2001년
4월에 마무리되었다. 총318권 발간된 한글대장경은 불교 대중화에 획기적으로 기여하였다는
평가받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한국불교사, 조계종출판사, 2011, 294쪽.
23) 한글대장경은 동국대학교 전자불전문화재콘텐츠연구소(http://ebtc.dongguk.ac.kr)에서 열람
할 수 있다.
24) 대구MBC 고려 초조대장경 제작팀, 고려 초조대장경 세상을 움직이는 다섯 가지 힘, 마더북스,
2012, 200쪽.
25) 이에 대해서는 최연주, ｢고려대장경과 문화콘텐츠 활용｣ 문물연구25, 2014에서 상론한 바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란다.
26) 김창남, 대중문화의 이해, 한울, 2010, 108쪽.
27) 하나의 源泉 소스로 여러 산업을 동시에 부흥시키는 One Source Multi Use시대로 바뀌었다. 최연
구, 문화콘텐츠란 무엇인가, 살림, 2006, 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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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가 매우 중요하다. 문화원형을 대중에게 전달하는데 수월한 통로는 문화콘
텐츠이다. 대중에게 잘 전달되어야 하고, 때로는 창작 소재가 될 수 있어야 하
는 것이 문화콘텐츠이다. 이야깃거리를 만드는 과정을 스토리텔링이라 한다.
문화원형은 정형화나 상징화를 거쳐 어떤 이야깃거리에 창작 혹은 재창작의
원천 자료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스토리텔링의 소재는 문화원형이며, 문화원
형을 포괄하는 것이 문화콘텐츠라 한다.28) 전 세계인들이 공감하는 문화유산
은 문화원형의 바탕이 된다. 우리 민족문화를 널리 알리고, 그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문화콘텐츠 개발이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양한 문
화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원천 자료가 필요하다.
알기 쉬운 한글로 번역된 대장경이 원천 자료의 토대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대장경 관련 문화콘텐츠 활성화의 기본 방향은 불교 가치를 가져야 하지만,
우리 역사성과 정체성을 기반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 세계기록문화유산으
로 세계사적 가치를 인정받는 것은 해인사에 보관시설과 보관물이 함께 있기
때문이다. 세계 유일의 목판대장경판인 고려대장경을 봉안하고 있는 해인
사는 대장경 관련 연구와 보존 등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불교 대중화
와 문화콘텐츠 개발의 기초 자료가 될 대장경은 알기 쉬운 한글로 번역된 대
장경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아울러 기반 조성, 다양한 유인책과 지원
책 등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원천 자료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동아
시아 삼국에 산재된 각종 대장경은 물론 고려대장경 인경본과 불교 문헌 수
집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결국 등재유산이 문화콘텐츠의 원천 자료로 활용
되기 위해서는 해인사가 대장경 연구의 중심 기능을29) 가져야 한다.

Ⅲ. 등재유산과 유·무형자산의 문화콘텐츠 활용
문화콘텐츠는 원천 자료가 풍부할수록 다양한 형태로 개발 활용된다. 원천
28) 송원찬 외, 문화콘텐츠 그 경쾌한 상상력, 북코리아, 2010, 24～28·171～172쪽.
29) 아시아 공동의 불교 경전 관련 콘텐츠의 개발을 위해서 해인사에 대장경 문화의 허브[Hub] 기능
구축, 또는 ‘트리피디아[Tripedia]’ 구성 등이 제안되기도 하였다. 최연주, ｢고려대장경의 불교문
화콘텐츠 활용 방안｣, 동아시아불교문화 7, 2011 ; 최광식, ｢고려대장경의 대중화, 정보화, 세계
화｣, 2013 대장경세계문화축전 국제학술심포지엄 발표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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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인 등재유산과 연관된 내용을 중심으로 문화콘텐츠 개발 방향에 대해 논
의해 보기로 하자.
대장경판은 13세기 중엽 조성된 이후 750여 년간 특별한 문제없이 무난하
게 보존되어 왔다. 오롯이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장경판전의 건축 구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과학적 보존에 대한 원리와 구성에 대해 대중들도 많
은 관심을 가진다. 한편 등재유산을 활용한 다양한 전시 기획 및 각종 행사를
실시하면서 관광수입 증대 등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자산으로 인식되었
다. 해당 地自體와 관련 기관에서는 지역 역사 및 정체성 정립, 지역 알리기
분야에서 이를 적극 활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관심도에 비해 등재유산에 대한
문화콘텐츠로서 활용에 대한 고민은 부족하다. 여러 가지 원인을 찾을 수 있
다. 역사·불교·사상·민속 등 각각 학문의 관점에서 논의되었지만, 주제에
대한 접근과 내용에 대한 구체성 등이 미흡하였다. 또 각 학문 단위의 산발적
인 연구가 진행되었다. 여기에 인문학 전공자들이 급변하는 정보통신기술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다. 문화콘텐츠 개발 및 활용과 관련해 지
자체와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부족했던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
이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30) 경판 표면 균열과 손상 등이 있기도 하고, 경판 모
서리 부식 및 박락도 발견되었다. 그리고 일부 경판에서는 마구리 손상, 일부
모서리 매목, 장석 이탈로 휜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 원인은 다양하게 파악되
고 있으나, 일제강점기 때 관람의 편의를 위해 장경판전 중앙통로를 설치하였
다. 당시 설치한 중앙통로가 훼손의 주요 요인으로 보기도31) 한다. 대장경판
을 보존하는 장경판전은 단순한 보관시설이 아니다. 장경판전을 간결한 방식
으로 처리하여 판전으로서 필요로 하는 기능만을 충족시켰을 뿐 장식적 의장
을 하지 않았으며, 전·후면 창호의 위치와 크기가 서로 다르게 하여 습기를
억제하고 공기를 골고루 분포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리고 건물이 자리잡은 위
치, 건물배치와 坐向, 건물구조와 창호 처리, 板架 구조, 경판 배열 등 측면에
서 통풍이 잘되고 일조량도 적당하고, 목판을 보존하는데 최적의 조건인 항

30) 문화재청 외,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 보존·관리 프로그램 구축-보존·관리를 위한 정밀·과학
적 기록화 시스템 구축, 법보종찰 해인사·합천군, 2017, 34～50쪽.
31) 국립문화재연구소엮음, 문화유산에 숨겨진 과학의 비밀, 고래실, 2007, 2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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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항습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경판의 변형과 부식을 방지할
수 있었다.32) 이처럼 건물의 구조, 창문, 경판 배열 등에 과학적 요소가 숨겨
져 있다. 장경판전이 갖고 있는 시설의 과학성으로 인해 건축된 60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그 자체에 특별한 징후 없이 잘 보존되어 왔다. 또 어떤 인위
적인 장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연을 과학적으로 응용한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 동안 큰 문제가 없었다. 다만 최근 지구환경 변화에 따른 자연환경 요인의
변화와 목판 자체의 노쇠화로 인해 일부 목판에서 손상이 확인되었다.33) 그리
고 많은 관람객의 방문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기도 한다. 일부
몰지각한 관람객들에 의한 부주의도 주요 원인으로34) 지적된다. 장경판전 주
변이 제한적으로 통제되기도 하지만, 경판의 보존을 위한 근본적인 문제해결
책은 되지 않는다.
이러한 여러 문제점을 고려해 본다면 대장경판 열람 방식을 멀티미디어 기
술을 접목시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대장경판
의 디지털 복원이다. 디지털 복원은 역사공간에 존재했던 유형의 문화유산과
인간 기억 속에 내재된 무형의 대상을 컴퓨터 그래픽, 가상현실, 문화기술 등
디지털 미디어 기술을 통해 문화유산의 본 모습대로 가상공간 상으로 복원하
는 것이다. 대중들이 장경판전에서 자유롭게 경판을 열람하는 것은 불가능하
다. 시간과 공간 제약이 없이 문화유산을 실제 경험하게 되고, 또 원래 모습을
체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단순히 경판 자체를 열람하는 방향으로 개발하
기보다 그 원형을 바탕으로 한 디지털 경판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장
경판전과 대장경판을 3D 제작을 통해 이미지와 관련 정보를 동시에 제공해
준다면 관람 편의성도 높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디지털 기술을 통한 문
화유산의 영구보존이라는 의미35)도 담을 수 있다. 등재유산의 문화콘텐츠 개
발은 정보통신기술을 적극 활용하는36) 방향으로 전개시켜야 함은 당연하다.
32) 이상해, ｢해인사의 가람배치와 장경판전의 건축｣ 고려대장경판과 제경판, 문화재청, 2007, 27
쪽.
33) 문화재청 외,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 보존·관리 프로그램 구축-보존·관리를 위한 정밀·과학
적 기록화 시스템 구축, 법보종찰 해인사·합천군, 2017, 34～50쪽.
34) 해인사 관계자에 따르면 관람객 중 일부는 수다라장과 법보전의 창틀은 물론 경판이 보관된 판가
까지 등산 스틱으로 누른다고 한다. 이러한 행위는 경판 보관의 치명적인 문제점으로 작용한다고
한다.
35) 최연주, 앞의 논문, 2011, 46쪽.
36) 최근 박물관 전시 및 문화재 복원 등에 활용되던 정보통신기술을 적극 적용한 전시 콘텐츠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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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단순한 정보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오늘날 디지
털 기술은 양방향성을 가지고 있어 현장에 가지 않아도 주요 문화유산을 실시
간으로 탐색할 수 있고, 다양한 각도로 접근할 수 있다.37) 우리의 우수한 정보
통신기술이 적용된 콘텐츠는 꾸준히 개발되고 있으므로38) 대장경판과 관련콘
텐츠 개발은 일회성 또는 단발성으로 진행되어서는 안된다. 앞으로 멀티미디
어를 활용한 콘텐츠 개발과 이를 응용한 콘텐츠는 급속하게 발전할 것으로 예
상된다. 종이에 印經되거나 影印된 대장경으로만 급변하는 정보통신 환경에
따라 갈 수 없다. 그래서 시대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정보통신기술을 활
용한 대장경 관련 콘텐츠가 필요하다.
다음은 대장경판의 印經과 관련된 콘텐츠 개발 방향에 대해 살펴보자. 인경
은 등재유산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개발의 원천 자료로서 매우 중요하다. 그동
안 소홀하게 다루어진 분야 중 하나이다. 앞으로 인경과 관련된 사료 분석과
재해석을 바탕으로 인경 과정에 대한 학술적 검토가 진행되면서 그 전승기법
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장경판은 그 재질이 목판이다. 목재라는 특수성 때문에 화재 뿐 아니라
水分, 그리고 외부 충격에 의해 손상되기 쉽다. 쉽게 열람하거나 활용할 수가
없다. 또 목판 자체를 통해 대장경판 내용을 제대로 읽을 수도 없다. 그래서
印經 즉 인쇄를 통해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인경은 목판에 새겨진 경전의
내용을 韓紙에 인쇄해 책으로 만드는 작업이다. 곧 생명 없는 법문들을 재생
하기 위한 성스러운 의식이라 할 수 있다. 8만 여매인 대장경판을 인경하면
16만 여장에 달한다. 목판 앞뒷면을 번갈아 하는 인경작업은 매우 힘들다. 대
장경판 인경은 준비단계에서부터 물자 조달, 추진 과정도 국가 차원에서 주관
한 사업이다. 다음 사료를 통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사례가 있다. 최희수, ｢인문학과 문화기술의 상생을 위한 과제｣ 인문콘텐츠27, 2012, 237쪽 참
조.
37) 대표적인 사례는 구글의 Google Arts & Culture(https://www.google.com)란 콘텐츠이다. 문화
재의 3D 제작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쌍방향 소통 방식으로 진화하였다.
38) 이와 관련하여 제1, 2회 대장경세계문화축전에서 전시 및 공연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제1회
문화축전의 대장경천년관의 ‘대장경 로드실’과 지식문명관의 ‘21세기 대장경실’의 전시 기법이 주
목된다. 제2회 문화축전의 대장경빛소리관에서 방영된 ‘천년의 마음(心)’도 많은 관심을 끈 대표
적인 콘텐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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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스스로 계획해 보니 내 힘으로는 부족하다. 힘입어서 이 일을 성취할 수 있
는 자는 오직 懶翁의 무리뿐이다. 즉시 편지를 보내어 의사를 말하였다. 호를 無
及이라고 하고, 琇峯이라고 하는 두 중이 그의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격려하였다.
경신년 2월부터 인연을 따라 희사를 모으기 시작하였다. 覺旵은 順興에서, 覺岑은
安東에서, 覺洪은 寧海에서 道惠는 淸州에서, 覺連은 忠州에서, 覺雲은 平壤에서,
梵雄은 鳳州에서, 志寶는 牙州에서 勸善하였다. 닥이 변하여 종이가 되고, 검은 것
을 녹여 먹을 만들었다. 신유년 4월에 이르러 經律論을 인쇄하여 9월에 표지를 꾸
미고, 10월에 覺珠가 泥金으로 題目을 쓰고 覺峰이 누른 책가위를 만들었으며, 12
월에 性空이 函을 만들었다.39)
차) 세조는 … 충청도·전라도·경상도·강원도·황해도 觀察使에게 다음과
같이 유시하였다. “대장경 50벌을 찍어 내는 데 들어갈 물자는, 충청도에서 종이
가 5만 1천 1백 26권, 墨이 8백 75丁, 黃蠟이 60觔이요. 전라도에서 종이가 9만 9
천 4권, 먹이 1천 7백 50정, 황랍 1백 25근이요. 경상도에서 종이가 9만 9천 4권,
먹이 1천 7백 50정, 황납이 70근, 胡麻油가 1백斗요. 강원도에서 종이가 4만 5천 1
백 26권이, 먹이 8백 75丁, 황랍이 1백 25근이요. 황해도에서 종이가 만1천 1백 26
권, 먹이 8백 75정, 황랍 60근인데, 모두 官에서 스스로 준비하여 海印寺에 보내
라. 만약 백성들의 닥나무를 거둔 것이 비록 1냥이라 하더라도 경들은 마땅히 큰
죄를 받을 것이다.”고 하였다.40)

자)에서 이색이 부친 가정 문정공 이곡의 명복을 빌기 위해 우왕 7년 대장
경 1부를 간행하는데, 혼자 힘으로 역부족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그래서 당시
불교계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던 懶翁門徒와 힘을 합쳐 추진하였다. 모연활
동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안동·청주·평양 등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대장경 인경 기간이 2년간 진행될 정도로 규모가 아주 큰 사업임을 짐작
할 수 있다. 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선 세조 3년에 대장경을 50부 인경할
때 전국 주요 지역의 관찰사에게 직접 명을 내려 종이와 먹 등을 조달하였다.
특히 세조가 桂陽君 李增에게 명하여 승정원에 대장경 50부를 印出할 종이 40
만 6천 2백 권을, 여러 도에 나누어 諭示하여 중국 삼을 쓰고 닥나무 껍질과
섞어서 제조해 바치라41)하였다. 인경을 위한 대규모 물자의 조달과 절차의 번
거로움으로 국가사업을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42) 인경사업이 특정 개인이 추
39) 동문선 권76, ｢驪興郡神勒寺大藏閣記｣.
40) 세조실록 권8, 세조 3년 6월 26일 무오.
41) 세조실록 권8, 세조 3년 6월 20일 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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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할 수 없는 사업으로 국가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다.
현존하는 사서와 각종 자료를 종합해 보면, 대장경판 전체 인경은 고려 후
기부터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 지난 750여년 동안 대략 17차례 인경을 한 것
으로 집계된다.43) 그리고 대장경판 중 특정 경전은 사원 및 개인에 의해 수시
로 인경 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해인사에서 진행
된 인경의 전반적인 과정은 관련 문헌자료가 없다보니 실제적인 절차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해인사에서 전승된 내용을 통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해인사의 인경 과정은 오래전부터 전승된 전통 방식으로 추정된다. 그 작업
은 해인사 승려와 寺下村의 인경공이 공동으로 하는데, 사하촌의 방법과 도구
방식을 따른다고 한다. 사전 작업은 인경공 보조자가 경판을 꺼내어 솔로 목
판 먼지와 각종 이물질을 털어 내는 작업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먹물을 한 차
례 입혀 준다. 목판이 먹물을 흡수하게 되면 인경공이 생각하는 농도대로 인
경을 한다. 단순히 글자 위에 먹물을 묻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결, 그리고 그
구멍을 따라 깊게 스며들게 된다. 3장 정도는 시험 인경을 하고 그 후부터 인
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 필수적으로 먹과 종이는 물론 각종 도구
즉 먹솔, 벼루, 馬鬣44) 등도 필수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여기에 목판 받침대
도 갖추어져야 비로소 인경에 착수할 수 있다. 목판에 고려지를 놓고 문지르
는 방향과 먹솔의 이용 방식은 우리나라 고유의 형태라 한다. 그리고 인경에
사용되는 검푸른 빛깔의 松煙墨과 聞慶 高麗紙를 사용한다고 전한다.45) 현재
전승되어진 인경 절차와 과정 이외에도 전승되지 못한 내용이 일부 있을 것으
로 추정된다.
동아시아 삼국에 보관된 대장경판 및 인경본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중국
에서 한반도로 대장경이 공식적으로 전달된 것은 고려 성종대이며,46) 한반도
42) 고려대장경의 인경에 대한 과정과 그 규모 등에 대해서는 다음 논고를 통해 대강을 이해할 수
있다. 양주봉, ｢光武 3年刷 ｢高麗大藏經｣｣, 서지학연구 5·6, 1990 ; 오용섭, ｢｢搨印節目｣으로
본 世祖年間 大藏經 印出｣, 서지학연구 20, 2005 및 ｢同願者로 본 太祖2年 印經考｣, 서지학연
구 20, 2000 ; 박용진, ｢고려 우왕대 大藏經 印成과 그 성격｣ 한국학논총 37, 국민대, 2012 ; 최
연주, ｢조선시대 고려대장경의 印經과 海印寺｣, 동아시아불교문화 10, 2012.
43) 이지관 편, 伽倻山 海印寺誌, 가산문고, 1992, 224～231쪽.
44) 먹을 묻힌 경판에 한지를 얹고 그 위를 골고루 문지를 때 사용하는 도구이다.
45) 본 내용은 법보종찰 해인사 종무실 한홍익실장과의 구술 녹취한 것을 토대로 요약하였다(인터뷰
는 2018년 6월 5일 해인사에서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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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일본으로 공식적으로 전달된 것은 14세기 후반이다.47) 이처럼 대장경은
특정 국가의 전유물이 아니라 동아시아 삼국이 공유한 불교 문화였다. 해인사
대장경판은 고려 및 조선시대에 여러 차례 인경되어 日本·琉球 등지로 전해
졌고, 근현대에도 국내 뿐 아니라 만주국을 비롯하여 미국·영국·호주·대
만 등의 도서관과 주요 기관 등지에 전달 소장되었다. 이제는 동아시아 삼국
이라는 지역을 넘어 세계가 함께 하는 대장경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편 印經
은 단순히 대장경판을 먹으로 찍어낸 결과물이 아니라 인경 시점의 다양한 정
보를 알려 주는 자료가 된다. 일본 내에 소장된 대장경 인경본을 통해 우리나
라 印經術을 이해할 수도 있고, 전달 시점 등을 통해 고려대장경판의 중복판
현황48)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에 흩어진 고려대장경 인경
본 현황을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해 인경술의 변화 추이는 물론 인경본 對校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조사 정리할 필요가 있다.49) 이를 통해 인경절차와 과
정을 기록으로 남겨야 하며, 인경 관련 원천 자료의 확보 및 체계적 정리가 선
행되어야 한다. 특히 동아시아 삼국이 보유하고 있는 인경 기술의 비교 검토
는 물론 차별성에 대해서도 정리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해인사 인경 기술의 독
자성과 고유성을 정리하여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매년 4월에 개최되는 해인사 고려팔만대장경의 날 기념행사

46) 고려사 권24, 성종 10년 4월 경인 및 송사 권487, 열전 246, 외국 3, 고려.
47) 韓日 국가간 공식적으로 대장경이 전달된 것은 고려 우왕 14년 7월로 추정된다. 일본 사신 妙葩
등이 와서 토산물을 바치고 납치되었던 우리 사람 250명을 돌려보면서 대장경을 청구한 것이 최
초 기록으로 파악된다. 조선 건국 후 태조 3년 12월에 鎭西節度使 源了俊이 사신을 보내어 대장경
을 청구한 것이 최초 기록이다. 고려말 왜구의 침구에 따라 우왕 이전에 대장경이 약탈되었을 가
능성은 있으나 그 시기와 장소는 분명치 않다. 고려사 권137, 열전 50, 우왕 14년 7월 및 태조
실록 권6, 태조 3년 12월 26일 신묘.
48) 해인사 대장경판의 중복판에 대해 다음 보고서가 참조된다.
법보종찰 해인사·합천군, 국보32호 해인사 대장경판 중복판 조사용역사업 보고서, 2015 ; 문화
재청·동아대학교, 해인사 사간판 내 대장경판 중복여부 조사용역사업 보고서, 2015.
49) 원천 자료의 중요성에 대해 최근 일본 교토의 佛敎大學 松永知海교수의 연구가 주목된다. 그는 大
正新修大藏經을 중심으로 그 底本인 東國大 影印 高麗大藏經, 東洋佛典硏究會 影印 高麗大藏經,
校本인 縮刷藏經, 頻伽藏經, 大正新修大藏經 5종을 중심으로 일부 내용에 대해 상호 비교해 校正
의 문제점과 그 誤謬를 다수 발견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大正新修大藏經의 校勘에 대한 원칙 적용
이 소홀하였다는 사실, 海印寺 大藏經版을 印經 影印한 東國大 및 東洋佛典硏究會 影印 高麗大藏
經도 編輯 과정에서 심각한 誤謬가 발견된 사실 등을 밝혔다. 또 일부 行의 脫落, 일부 내용의 加
筆 또는 補筆이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한다. 대장경 원천 자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
는 중요한 연구 성과이다. 松永知海, ｢大正新修大藏經の 編纂について-その底本(高麗藏)と校本
(萬曆藏)を中心として｣2018 International Conference DONG-A CORE 국제학술대회 동아시아
기록·창작·정체성·공유성·확장성 자료집, 동아대학교 인문역량강화사업단,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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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무형자산 활용에 대해 검토해 보자. 이 행사는 지난 1959년 고려대장경
판각의 호국정신을 기리고자 영암스님50)에 의해 개최되었다. 해인사 팔만대
장경 정대불사, 진경법회 등으로 불렸으나, 2016년부터 해인사 고려팔만대
장경의 날 기념행사라 한다. 해인사에 대장경판이 봉안된 역사성과 특수성
을 바탕으로 전승된 법회로 대장경의 문화적 가치와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된
계기가 되고 있다. 특히 등재유산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 있
다. 이 기념행사는 해인사에서 오랫동안 전승되어 온 여러 무형 유산이 바탕
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념행사는 크게 侍輦, 팔만대장경 轉經法會, 팔
만대장경 수호 頂戴繞匝 순으로 구성된다. 정대행진은 수다라장과 법보전 앞
에서 의상대사의 法性偈 낭송을 시작으로 모조품 대장경판을 승려 및 신도에
나누어 준 후 대적광전 등 해인사 경내를 돌아 구광루 앞의 海印圖를 한 바퀴
를 도는 순으로 진행된다.51) 대장경판은 조선 태조 7년 강화도에서 한양 지천
사를 거쳐52) 해인사로 대장경이 移運되었다. 이운 당시 운송수단의 미발달과
이동로의 취약성으로 인해 경북 고령군 장경나루에서 해인사로 이운할 때 스
님과 信徒들이 경판을 이고, 짊어지고 옮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전 과
정은 해인사 대적광전의 외벽 벽면에 묘사되어 있다. 한편으로 대장경판은 목
판인 까닭에 습기, 해충, 화재에 매우 취약하다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경판의 습기와 해충을 제거하기 위해 일정 주기로 햇볕을 쐬는 과정을 거쳐야
보다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 정대불사는 이 과정을 재현한 것으로 추정된
다. 정대불사는 경판을 머리에 이고 단순히 海印圖를 도는 행위가 아니라 해
인사로 대장경판이 이운된 과정과 목판의 보관과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佛事
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다.
이운 및 정대행진은 고려대장경판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과정으로 인
식되고 있다. 기념행사를 통해 등재유산에 대한 종교적 인식은 물론 전통 무
형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있다. 해인사의 무형자산으로 계승되

50) 영암스님은 고려 팔만대장경 판각의 호국정신을 창달하고자 정대불사를 창안하여 年例行事化 하
였다고 한다. 이지관 편, ｢傳佛心燈扶宗樹敎宗說兼通末法棟梁映巖堂任性大宗師行蹟碑文｣, 伽
倻山 海印寺誌, 가산문고, 1992, 735～737쪽.
51) 본 내용은 지난 2018년 4월 13～14일에 개최된 제58회해인사 고려팔만대장경의 날 기념행사에
서 필자가 모니터링한 내용의 일부이다.
52) 태조실록 권14, 태조 7년 5월 12일 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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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하며, 앞으로 이운 및 정대행진에 대한 考證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리
고 관련 자료의 보완과 체계적인 정리를 통해 원천 자료로 적극 활용되어 그
의의를 재인식하는 문화콘텐츠로 개발되어야 한다.
등재유산은 잘 알려진 대표적인 문화유산 중의 하나로서, 다른 문화유산보
다도 인지도가 높다. 그렇지만 많은 대중들로부터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응용콘텐츠가 부족하다.53) 원천 자료를 통해 다양한 스토리텔링으로 활용되
어야 하고 해인사가 갖고 있는 유·무형 자산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필요하
다. 국내 다른 사찰이 가질 수 없는 대장경판 인경과 관련된 전승 자료 및 기
술, 그리고 매년 시행되는 해인사 고려팔만대장경의 날 기념행사의 무형 자
산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정리를 통해 원천 자료로 관리되어야 한다. 다양
한 콘텐츠로 개발되기 위해서는 등재유산의 원천 자료 확보에 많은 관심을 가
져야 한다.

Ⅳ. 맺음말
해인사의 등재유산인 장경판전과 대장경판이 갖고 있는 위상과 역사적 의
의를 검토하고, 문화원형으로서의 의미와 콘텐츠 기반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앞서 논의한 내용을 요약정리하면서 글을 맺고자 한다.
먼저 장경판전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건축 목적이 대장경 목판의 장
기적 보존과 보관, 보존과학의 우수성 때문이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잘 알려
지지 않은 부분도 많다. 장경판전의 건축과 보존과학에 대한 원천 자료의 체
계적인 조사와 정리가 필요하며, 문화콘텐츠 및 스토리텔링에 적극 활용할 수

53) 이와 관련해 대장경판 가치와 역사성을 보여 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과 관련된 콘
텐츠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에 대해 아쉽다는 연구가 주목된다. 인물학습은 초등학교에 역사를 이
해하는데 중요한 학습이론으로, 역사인물을 통해 당시 시대적·사회적 배경을 알게 된다. 예를 들
어 한글하면 세종대왕 또는 거북선하면 이순신 등이 연상된다. 하지만 대장경판과 관련하여 연상
되는 인물이 없다. 그래서 조성사업 교정업무를 총괄하고 고려국신조대장교정별록을 편찬한
守其대사가 적합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수기대사와 같은 인물 캐릭터 또는 마스코트를 통해
경판의 규모와 실체, 장경판전에 숨어 있는 보존과학의 숨은 기능과 내용, 기록문화유산으로서 대
장경판의 의미와 조성과정 등을 설명하는데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한다. 이하영, ｢高麗國
新雕大藏校正別錄을 활용한 교육콘텐츠 개발｣, 동의대 석사학위논문, 2015, 39∼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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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등재유산은 이미 대중과 세월에 의해 검증
되었던 전통문화의 소재로서 유용한 콘텐츠로 평가된다. 새롭고 창의적인 스
토리텔링에 응용되는 문화콘텐츠의 원천 자료이고 寶庫임을 재인식해야 한
다. 문화콘텐츠의 원천 자료로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해인사가 중심이 되어 세
계적인 대장경 연구 중심 기능을 가져야 한다. 동아시아에 산재한 각종 대장
경과 불교 문헌 수집과 보존, 상호 비교 연구 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문화콘텐츠 개발과 관련하여 원천 자료가 풍부하면 할수록 다양한 형태로
개발 및 활용된다. 그래서 등재유산의 유·무형 자산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가능하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른 4차 산업혁명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어 빠른 대응이 있어
야 한다. 장경판전과 대장경판을 3D 제작을 통해 이미지와 관련 정보를 동시
에 제공해 준다면 관람 편의성도 제공해 줄 수 있고, 디지털 기술을 통한 문화
유산의 영구보존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다
양한 콘텐츠 개발이 가능하므로 대장경판의 디지털 복원, 3D 기술을 활용한
등재유산의 보존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대장경판 印經術은 문화콘텐츠 개발의 원천 자료로 매우 중요한 요소
이지만, 그 동안 소홀하게 다루어진 분야 중 하나이다. 동아시아 삼국은 모두
대장경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인경 기술도 확보하고 있다. 한·중·일의 인경
기술 비교 검토를 통해 해인사 인경 기술의 독자성과 고유성을 정리하여 문화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매년 개최되는 해인사 고려팔만대장경의 날 기념
행사라는 무형자산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대장경판
이 해인사에 봉안된 역사성과 특수성을 바탕으로 전승된 법회로 대장경의 문
화적 가치와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등재유산에 대한 이해력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해인사에서 오랫동안 계승되어 온 무형자산은 문화콘텐츠로서 원천 자료가
될 수 있다. 등재유산은 인지도가 높지만 이미지의 친근함과 대중 지지를 이
끌어 낼 수 있는 응용콘텐츠가 부족하였다. 등재유산의 원천 자료는 스토리텔
링, 교육콘텐츠, 문화콘텐츠 개발에 다양하게 응용될 수 있는 귀중한 자산이
다. 문화콘텐츠로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원천 자료를 다각
도로 발굴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해인사만이 가지고 있는 대장경 인경
해인사 유네스코 등재유산의 문화콘텐츠 원천 자료의 개발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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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전승 자료 및 기술 등 유·무형 자산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정리를 통
해 원천 자료로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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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Source Material for Cultural
Contents of UNESCO World Heritage Held at Haeinsa
Temple(海印寺)
Choi, Yeon-Ju
The value of the cultural prototype of the UNESCO World Heritage
‘Haeinsa Temple Janggyeong Panjeon’ and 'Printing woodblocks of the
Tripitaka Koreana and miscellaneous Buddhist scriptures’ held at Haeinsa
Temple(海印寺), and the status as cultural contents were examined. And I
examined various aspects of development and utilization as cultural
contents.
UNESCO World Heritage should be used as a source of cultural contents.
To do this, Haeinsa Temple should be the center and have the functions of
the study of the Tripitaka Koreana.
UNESCO World Heritage is an invaluable asset that is actively used in the
development of storytelling, educational contents, and cultural contents. It
is necessary to actively utilize the types and intangible assets related to
UNESCO World Heritage. Although the UNESCO World Heritage is highly
recognized, there is a lack of application content that can lead to image
friendliness and public support. In order to actively develop and utilize
various contents, source data should be excavated. The types and
intangible assets that have been inherited for a long time become the
source data of cultural contents. These assets should also be systematically
researched and organized so that they can be secured as source data.
Key Word : UNESCO World Heritage, Haeinsa Temple Janggyeong Panjeon,
Printing woodblocks of the Tripitaka Koreana and miscellaneous
Buddhist scriptures, cultural contents, Sourc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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