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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garded as Korea’s traditional pond, Gungnamj Pond was surmised to be “Gungnamji” due to its geological positioning 

in the south of Hwajisan (花枝山) and relics of the Gwanbuk-ri (官北里) suspected of being components to the historical 

records of Muwang (武王)’s pond of �The Chronicles of the Three States [三國史記]� and Sabi Palace, respectively, yet was 

subjected to a restoration following a designation to national historic site.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distortion of authenticity 

identified in the course of the “Gungnamji Pond” restoration and the invention of tradition, whose summarized conclusions 

are as follows.

1. Once called Maraebangjuk (마래방죽), or Macheonji (馬川池) Pond, Gungnamji Pond was existent in the form of a 

low-level swamp of vast area encompassing 30,000 pyeong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Hong, Sa-jun, who played 

a leading role in the restoration of “Gungnamji Pond,” said that even during the 1940s, the remains of the island and stone 

facilities suspected of being the relics of Gungnamji Pond of the Baekje period were found, and that the traces of forming 

a royal palace and garden were discovered on top of them. Hong, Sa-jun also expressed an opinion of establishing a parallel 

between “Gungnamji Pond” and “Maraebangjuk” in connection with a ‘tale of Seodong [薯童說話]’ in the aftermath of the 

detached palace of Hwajisan, which ultimately operated as a theoretical ground for the restoration of Gungnamj Pond. Assessing 

through Hong, Sa-jun’s sketch, the form and scale of Maraebangjuk were visible, of which the form was in close proximity 

to that photograph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2. The minimized restoration of Gungnamji Pond faced deterrence for the land redevelopment project implemented in the 

1960s, and the remainder of the land size is an attestment. The fundamental problem manifest in the restoration of Gungnamji 

Pond numerously attempted from 1964 through 1967 was the failure of basing the restorative work in the archaeological facts 

yet in the perspective of the latest generations, ultimately yielding a replication of Hyangwonji Pond of Gyeongbok Palace. 

More specifically, the methodologies employed in setting an island and a pavilion within a pond, or bridging an island with 

a land evidenced as to how Gungnamji Pond was modeled after Hyangwonji Pond of Gyeongbok Palace. Furthermore, Chihyanggyo 

(醉香橋) Bridge referenced in the designing of the bridge was hardly conceived as a form indigenous to the Joseon Dynasty, 

whose motivation and idea of the misguided restoration design at the time all the more devaluated Gungnamji Pond. Such 

an utterly pure replication of the design widely known as an ingredient for the traditional landscape was purposive towards 

the aesthetic symbolism and preference retained by Gyeongbok Palace, which was intended to entitle Gungnamji Pond to a 

physical status of the value in par with that of Gyeongbok Pa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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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or its detachment to the authenticity as a historical site since its origin, Gungnamji Pond represented distortions of the 

landscape beauty and tradition even through the restorative process. The restorative process for such a historical monument, 

devoid of constructive use and certain of distortion, maintains extreme intimacy with the nationalistic cultural policy promoted 

by the Park, Jeong-hee regime through the 1960s and 1970s. In the context of the “manipulated discussions of tradition,” the 

Park’s cultural policy transformed the citizens’ recollection into an idealized form of the past, further magnifying it at best. 

Consequently, many of the historical sites emerged as fancy and grand as they possibly could beyond their status quo across 

the nation, and “Gungnamji Pond” was a victim to this monopolistic government-led cultural policy incrementally sweeping 

away with new buildings and structures instituted regardless of their original space, and hence, their value.

Key words: Restoration, Palace Pond, Authenticity, Invention of Tradition, A Landscape Architecture of Historic Site

국문 록

한국 전통 연지의 시원으로 평가되는 궁남지는 �삼국사기�에 나타난 무왕의 연지 축조 기록, 사비왕궁으로 추정되는 관북리 유적 

및 화지산 이궁지 남쪽에 위치한 지리적 정황에 의해 궁남지로 비정되는 한편 사적으로 지정ㆍ복원되었다. 본 연구는 궁남지의 복원정비 

과정에 나타난 진정성 왜곡과 전통의 발명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되었으며, 연구의 요약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마래방죽[마천지]으로 불려왔던 궁남지는 일제 강점기 때만 해도 3만여 평의 광대한 자연 저습지의 상태로 존재했다. 궁남지 

복원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홍사준은 1940년대만 해도 마래방죽에 백제시대 궁남지 유적으로 추정되는 섬과 석축시설이 남아있었고 

그 위에 전각 및 정원을 조성한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화지산 이궁터의 조사 후 서동설화와 연관시켜 마래방죽을 궁남지와 

동일시하는 의견을 피력하였는데, 이는 궁남지 복원정비의 이론적 근거로 작용하였다. 특히 홍사준이 제시한 스케치 도면 및 부여도엽에서 

마래방죽의 형태와 규모를 엿볼 수 있었는데, 이러한 방죽의 형태는 일제 강점기에 촬영된 사진 속 상황과 근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궁남지의 축소정비는 1960년대 추진된 경지정리사업에 의해 농경지로 불하되고 남은 잔여의 면적이 수습된 결과였다. 1965~67년에 

있었던 최초 복원공사 이래 수차례 시행된 궁남지 정비를 통해 드러난 문제는 고고학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채 후대의 시각으로 

추정복원 되면서 경복궁 향원지의 구성을 그대로 복제한 데 기인한다. 구체적으로, 연못 안에 섬과 정자를 놓고 교량으로 섬과 육지를 

연결시키는 구성은 궁남지가 경복궁 향원정을 모델로 만들어졌음을 방증해 준다. 하지만 교량설계에 참조된 취향교 조차도 조선시대의 

형식으로 보기 어려운바 당시의 잘못된 복원설계의 동기와 발상이 궁남지의 가치를 크게 저하시켰다고 판단된다. 이처럼 전통조경의 

소재로서 이미 널리 알려진 디자인 전범을 그대로 모방한 것은 경복궁이 갖는 미적 표상과 기호를 지향한 것으로서, 궁남지가 그와 

유사한 장소 권위를 획득하도록 의도된 것이었다. 

3. 궁남지는 애초부터 진정성이 결여된 채 정비된 사적이었기 때문에 정비 과정에서 경관의 왜곡과 전통성의 남용을 통해 유적의 

역사적 맥락이 과감히 표방되어 갔다. 이러한 역사 재료의 무비판적인 활용과 왜곡을 불사한 정비방식은 1960~70년대 박정희 체제에 

의해 주도된 민족주의 문화정책과 맞닿아 있다. ‘만들어진 전통담론’의 맥락에서, 박정희 시기의 문화정책은 국민의 기억에서 이상화된 

과거를 취사선택하여 그것을 가시적으로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그 결과, 이전의 유적을 보수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이 부각된 사적지가 전국 곳곳에 생겨나게 되었는데, 궁남지가 초기에 순수한 보존의식으로 축소되어 정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차 본래 공간과는 상관없는 새로운 건조물들이 들어서고 기형적으로 확장 정비되어 갔던 사실은 그러한 국가주도 문화정책의 

영향이 컸다고 판단된다.

주제어: 복원, 원지, 전통의 발명, 진성성, 사적지 조경

Ⅰ. 서론

사적 제135호 부여 궁남지(宮南池) 유적(1964년 6월 10일 

지정)은 그동안 백제 왕실생활의 단면을 엿볼 수 있는 궁원유

적이자 신선사상이 표현된 한국 고대의 유지로 주목받아왔다. 

�삼국사기� 백제본기 무왕 35년(634년) 및 39년(638년)조에는 

각각 “3월에 궁궐 남쪽에 못을 파고 20여리에 걸쳐 물을 끌어 

들이고, 사방에 버드나무를 심었으며, 물 가운데 섬을 쌓아 방

장선산을 본떴다(三月 穿池於宮南 引水二十里 四岸植以楊柳 

水中築島嶼 擬方丈仙山)”, 그리고 “춘삼월에 왕이 왕비와 더불

어 큰 연못에 배를 띄웠다(春三月 王 嬪 御泛舟大池)”는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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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우리가 찾아 볼 수 있는 부여 궁남지는 이러한 백제 

원지에 대한 사료를 바탕으로 현재의 모습으로 정비된 것이다. 

그러나 사적 지정 직후 정비된 궁남지는 이미 잘 알려져 있

듯 발굴결과를 토대로 복원된 것은 아니다. 궁남지일 가능성이 

높은 마래방죽의 일부 영역에 버드나무를 비롯한 각종 수목을 

심고 호안을 정비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실제의 궁남지

는 그보다 훨씬 컸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안타깝게도 이제까지 

시행된 발굴조사에서 연못의 정확한 규모, 형태와 위치를 밝혀

내지 못했다. 현존하는 궁남지의 기본적인 외형은 1965~1967

년과 1972년 두 차례 이루어진 궁남지 초기 복원공사 때 완성

되었다. 당시 연못 안에 섬과 정자를 조성하고 육지와 섬을 잇

는 다리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이는 고증을 통한 복

원이 아니라 단순히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에 역점

을 두고 건설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1]. 섬 위에 정자가 있

다든가 다리가 놓여 있다는 기록은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궁남지는 �삼국사기�에서 무왕

이 축조했다는 궁남지가 복원된 것은 아니며, 진짜 궁남지의 

일부 또는 그 인근의 방죽을 궁남지로 연출해 놓은 재현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현재 궁남지에 대한 사회적 시각은, 명확한 근거 없이 복원

되어 진정성이 결여된 재현물의 위상을 갖는다는 사실을 암묵

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으로 적극 이

용되고 있어1), 사비백제의 유적으로서 본연의 가치나 원형을 

추구하는 본질주의적 관점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활용 측면

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에는 초기 정비 후 이

루어진 지속적인 경관왜곡 문제나 유적의 진정성에 대한 제고

보다 궁남지가 갖는 역사성을 지향하여 관광상품으로서의 가

치창출에 무게를 두는 사고가 전제되어 있다. 기실 학계에서도 

이러한 사고를 반전시킬 수 있을만한 고고학적 증거가 확보되

지 못해 연못의 위치와 기능을 가늠하는 몇 가지 관점과 의견

들이 간헐적으로 제시되고 있을 뿐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검증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2). 

이에 본 연구는 단편적인 발굴결과와 연관시켜 궁남지에 관

한 또 하나의 추정을 제기하는 논의에서 벗어나, 60~70년대에 

‘보수정화’란 관점에서 새롭게 정비된 궁남지가 애초부터 민족

적 감정과 정서를 이끌어내기 위해 선택된 ‘역사적 재료’였을 

뿐만 아니라 진정성을 왜곡시킨 시대착오적 디자인으로 고안

된 성립논리를 짚어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발하였다. 또한 이

전의 유적을 보수한다거나 타당한 근거로 추정된 정비방식을 

넘어서서, 새롭게 발명된 ― 또는 고안된 ― 연못에 어떻게 역

사적 가치가 부여되고 궁남지의 위상이 획득되었는가를 당시 

문화정책의 기조에서 구명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Ⅱ. 연구의 기본시각과 방법

본 연구는 사적 135호 부여 궁남지의 정비과정에 나타난 경

관의 왜곡과 전통성의 남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다

음과 같은 문제의식 하에 고찰되었다.  

첫째, 궁남지 복원의 표면적인 내용은 �삼국사기� 기록에 나타

난 방장선산, 양류(楊柳) 등의 설계요소를 통해 사비백제시대를 

연출하는 것이었다. 무엇보다 궁남지를 복원하는데 주안점을 두

었던 것이 바로 신선사상이었는데, 이를 통해 백제의 정원문화를 

재현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 궁남지의 정비는 백제 

정원에 대한 원리적인 개념과 미학이 정립되지 못한 상황에서 

비근한 조선시대 건축ㆍ조경양식을 적극 참조하여 이루어졌고, 

특히 경복궁 향원지의 공간구성을 상당 부분 모방한 점이 확인된

다. 이는 궁남지가 조선시대 조경양식으로 정비됨으로써 경관의 

2차 왜곡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신선사상을 구현했다는 본래의 

취지와도 부합되지 않음을 잘 말해주고 있다. 

둘째, 그럼에도 참조된 경복궁 취향교의 건축적 형태는 고종 

당대의 형식이 아니라 일제 강점기 및 해방 직후 변형된 교량

으로 파악된다. 현 상태의 취향교를 말하는 것인데, 궁남지에 

설치된 교량(가칭 포룡교) 역시 1940년대 이후 창작된 취향교

의 형식을 그대로 답습함으로서 전통적인 요소들을 조합하여 

만든 현대적인 디자인일 뿐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본다.

셋째, 복원된 궁남지의 문제는 일차적으로 고고학적 증거로 

밝혀진 ‘역사적 사실’이나 당대 생활문화의 통찰에 근거한 유적

이 아니었다는 데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측면에서 살핀다면 

그것의 출발부터가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에서 비롯된 기념물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는 데 있다. 이는 지난 반세기 동안 논의된 

‘전통의 발명’ 담론과 맞닿아 있는바, 박정희 정권에서 강조된 

민족문화정책의 기조와 연관되어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본 연구는 마래방죽이 궁남지

로 비정된 직후 어떠한 구상으로 복원되었는지를 1960~70년

대를 전후한 사적지 정비방식을 통해 추적하는 한편, 역사적 

본질에서 괴리되어 유적의 진정성이 훼손되어 버린 ‘궁남지의 

발명’ 문제를 다각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가기록원에 소장된 다수의 궁남지 정비관련 문

서, 일제 강점기 촬영 유리건판 사진 및 최초로 궁남지의 발굴

조사와 복원공사를 실시한 고 홍사준 선생의 기록물 등을 검토

해 보았다. 특히 홍사준이 남긴 자료는 그가 직접 작성한 2장의 

스케치 도면과 마래방죽의 영역이 뚜렷이 표시된 부여 도엽 등

으로서, 아들인 홍재선 선생이 제공하여 열람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일제 강점기에

서 현재에 이르는 마래방죽과 궁남지의 연속적 관계를 천착함

으로써, ‘사적 제 135호 부여 궁남지’의 본질과 가치를 제고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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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및 고찰

1. 일제 강점기의 마래방죽[馬川池]

마래방죽 또는 마천지(馬川池)로 불려왔던 궁남지는 일제 

강점기 때만 해도 3만여 평의 광대한 자연 저습지의 상태로 존

재했다. 마래방죽이 있던 동남리, 군수리, 왕포리 일대는 지형

이 완만하고 하천과의 고도차가 적어, 홍수가 발생하게 되면 

상습적인 침수가 발생하는 범람지대였다. 특히 부여읍 일대는 

홍수가 끝난 뒤도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물에 잠겨 있는 상태

가 오래 지속되는데, 이 때문에 수역(水域)이 유동적인 배후습

지와 충적토 지대가 넓게 분포되어 있다. 백마강의 자연제방 

배후에 생긴 습지는 마래방죽 외에도 유수지(遊水池), 월함지

(月含池), 옥배지(玉盃池), 만광지(萬光池) 등이 있다. 이러한 

연못들은 하천의 범람은 물론 황해의 조수활동의 영향을 받은 

금강의 하천활동에 의해 형성된 배후호수로 보고 있다[2]. 

이중에서 마래방죽은 추정 왕궁지의 남쪽에 위치한 입지, 침

수지역의 규모, 인근 화지산에 있었던 어정(御井), 추정 별궁지 

및 전(傳) 망해정지(望海亭址)의 존재를 근거로 지금까지 가

장 유력한 궁남지의 후보지로 비정되어 왔다. 특히 1965~1967

년에 걸쳐 궁남지를 처음으로 정비한 홍사준은 마래방죽의 주

변 환경을 �삼국유사�에 수록된 서동설화의 ‘경사남지변(京師

南池邊)’3)과 동일시하는 견해로써 궁남지의 흔적으로 보았다. 

�삼국유사�에 기술된 바에 의하면 서동 곧, 무왕은 사비[京師]

에서 태어나 왕궁의 남쪽에 있는 못가에 살았다고 한다. 어려

서부터 어머니와 함께 마를 캐어 생계를 연명했을 정도로 어려

운 성장과정을 보냈다는데, 이런 기록을 중시한 기존의 견해는 

마래방죽을 무왕의 어머니가 용과 관계했던 곳이자 그의 출생

지로 보는 것이었다4). 홍사준 역시 �삼국유사�의 기사를 적극 

준용하였음을 물론, 마래방죽의 지명을 ‘마[麻]’의 동음과 연관 

짓고 ‘서(薯)’의 의미와 소통시켜 서동설화의 근원지로 보았

다5). 그가 마래방죽을 사비시대의 연못인 궁남지로 비정한 사

정은 다음의 글에서 확인된다. 

 

“지  부여 남쪽에 있는 ‘마골’은 맛동이 탄생한 곳이라고 하며, 

‘마래방축’은 맛동의 어머니가 은 시  살던 곳이고 용과 만나던 

곳이라고 한다. 마래방축에는 지 도 방축(防築)이 있고 연못 

앙에는 당시의 섬이라는 것이 남아있는데 지 은 개지[蒲柳: 갯

버들] 등걸에 엉키어 있다[4].” 

“지 부터 삼십여 년 만하더라도 8500여 평 앙에는 백제당

시의 수 도서(水中島嶼) 던 축석(築石)이 남아서 거기에 식재

했던 물버들이 엉켜있고 에는 신아(新芽)가 돋아나고 가을에 

낙엽이 서 읍민들은 ‘뜬섬’이라 한 이 있었으나 8․15 해방 

후에는 이 축석과 그 물버들이 말끔히 제거되었고 지소(池沼)에 

엉켜있던 마름[藻] 마  걷어다가 기근에 식량으로 먹은 것을 필

자가 본 것이다. 당  궁남지의 삼분지일에 불과한 8500여 평이 

사 지로서 지정이 된 후에 문화재 리국에서는 궁남지의 복원공

사로 축제(築堤) 작업을 서둘러서 경지(耕地)로써의 지소바닥을 

1m 깊이로 걷어낸 흙으로 제방을 토축(土築)한 것은 1966년 5

월경이 된다. 지 (池底)를 굴착한 개흙 속에서는 의외의 백제 토

기가 개흙에 섞여서 출토되는 것을 보고 필자가 수검(收檢)하

다. …( 략)…  토기 편이 이 수 도서의 남북에서 출토되는 것

은 도서 수 각(水中閣)에 사람이 상주하 던 것을 알겠고, 연석

(研石)이 나온다는 것도 식품(食品)을 가졌음을 알겠으며 무문

편(無文塼片)이 있는 것은 수 각에 깔았던 부 (敷塼)으로 짐작

하며 소형의 백색 차돌은 해변에서 자연 수마(水磨)된 것인데 정

각 외부 정원에 깔았던 것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3].”6) 

위 서술에서 제기된 바는 첫째, 마래방죽에 1940년 이전까지

만 해도 3만여 평의 광대한 규모에 백제시기 궁남지의 유적으

로 추정되는 ‘수중도서’의 석축이 남아있었고 둘째, 지역민들에

게 ‘뜬섬’이란 이름으로 구전되어 온 섬이 있었으며 셋째, 그 위

에 전각 및 정원을 조성한 흔적으로 추정되는 와편, 전편, 포장

잔돌이 발견되었다는 것 등으로서, 매우 구체적으로 증언된 점

에서 신빙성을 더해주고 있다. 위에서 저자가 직접 확인했다는 

단서들은 마래방죽을 궁남지로 단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

가 되기는 어렵지만 방증임은 분명하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Hong(1970)에서 제시된 스케치 도면이다(Figure 1a)[3]. 일제 

강점기의 궁남지 영역을 간단히 표시한 약도인데, 그는 당시에

도 이러한 연못의 형태를 가늠해볼 수 있는 지안(池岸)의 흔적

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우선 이 약도에 나타난 방죽은 

매우 복잡한 형태의 호안을 보여준다. 또한 현 궁남지의 위치

쯤에 ‘뜬섬’이라고 불렸던 수중도서의 위치가 표기되어 있으며, 

규모면에서 현재의 열배에 달하는 방대한 연못으로 그려졌다. 

이대로라면 마래방죽은 군수리와 동남리의 상당 부분을 차지

했던 대형의 원지였으며, 다른 지도에서 방죽 주변에 논으로 

표시된 대부분이 방죽의 영역이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기실, 이 도상은 1961년 일제 강점기에 제작된 지도의 원판

을 저본으로 삼능지도공업사(三能地圖工業社)에서 출판된 한 

장의 부여 도엽7)을 그대로 스케치한 것이다(Figure 1b)8). 지

도의 측도 시기는 관북리 일대 도로의 개발 상태를 볼 때 1920

년대에서 1930년대 중반 사이로 추정되나, 원판의 지형도를 바

탕으로 1960년경의 상황이 반영되어 재출판된 것을 감안한다

면 그보다 훨씬 앞설 수도 있다. 백마강의 모양, 강변의 상태, 

부정확한 등고선의 표현 등을 보았을 때, 참조된 지도의 원판

은 이미 널리 알려진 ｢조선오만분일지형도(朝鮮五万分一地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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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he sketched plan of Marae Embankment by Hong, Sa-jun

 

b: The Buyeo map at a scale of 1:50000(publication in 1961)

c: The Marae Embankment in the 1920s and 1930s  

 

d: The Marae Embankment in 1936

 

e: The close-range of Marae Embankment in 1936

Figure 1. The Marae Embankment in the period of japanese colonialism 

a: [3], b: The collection from Hong, Jae-sun, cㆍdㆍe: Gelatin dry plate collections of National Museum of Korea(NO無960-03, 

NO無919-03, NO無919-05)

圖)｣의 ‘夫餘’ 도엽(1918년 이전 제작, 1925년 출판)보다 이른 

시점에 측도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으로 일제가 1900년 이전

에 측량을 마친 소위 군용비도(軍用秘圖)나 을사늑약 전후로 

제작된 간측도의 종류일 여지도 있다. 지도 원판의 제작시기 

문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나, 이러한 형태

가 전해지는 몇 장의 사진에 나타난 마래방죽의 분포상황과 근

사한 점은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바 자세히 검토해볼 필

요가 있다. 

먼저 1920~1930년대에 부소산 일대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

이는 Figure 1c에는 금성산 너머로 화지산의 낮은 봉우리가 나

타나고, 그 앞에 부정형으로 넓게 분포되어 있는 마래방죽의 

상황이 포착되어 있다. 군수리사지가 있는 지대가 특징적으로 

솟아 있을 뿐, 물에 잠겨있는 소택지의 규모가 상당해 보이고, 

방죽의 남안 부근에서 서쪽으로 급하게 꺾어진 소위 ‘도깨비 

방죽’이라 칭했던 크고 작은 소(沼)가 형성된 모습도 이 사진

에서 어렴풋이 확인된다. 그런가 하면 1936년에 촬영된 유리건

판 사진의 경우, 화지산 남쪽 사면에서 촬영되어 방죽 전체를 

담지 못했지만 마찬가지로 부여 도엽의 표현과 흡사한 외형이 

확인된다(Figure 1d)9). 그렇다면 홍사준의 주장과 그가 제시

한 약도는 궁남지의 가부를 떠나서, 직접 입수한 도면을 근거

로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제 강점기에 촬영된 사진 속 지

형상황이 이를 뒷받침 해주는 등 마래방죽의 실체를 가늠케 해

주는 하나의 참조점을 마련한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이런 정황만으로는 마래방죽이 궁남지가 될 수 있

는 필요충분조건이 확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긴밀한 연관

성을 보이는 도상자료들로써 마래방죽이 점유하고 있던 영역

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지만, 진짜 궁남지라고 단언할 만한 

확증자료는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지금, 부여의 제 3

의 장소에 궁남지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탄력을 받는가 하면, 

천도설ㆍ별도설ㆍ별부설 등으로 조명 받고 있는 익산에서 궁

남지의 흔적을 찾으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기왕의 논란을 속 시원히 해결해줄 발굴범위의 확대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에 본고는 사적 지정 후 복원과정에 초점을 맞춰, 

마래방죽이 공식적인 궁남지로 인식될 수 있었던 시원적 근거

에 주목함과 동시에 궁남지 복원[정화] 공사의 당위를 제공했

던 지점들을 새삼스럽게 조명해 보고자 한다. 



사적 제135호 부여 궁남지의 정비과정으로 살펴본 전통의 남용과 발명 (韓國傳統造景學會誌 제35권 제2호)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100  31

a: The drawing in 1959

 

b: The drawing in the early 1960’s

Figure 2. The sketched plan of Gungnamji Pond and its surroundings by Hong, Sa-jun

Sauce: Provided by Hong, Jae-sun

2. 부여 궁남지 복원정비공사 개요

1) 축소정비의 경위

당초 홍사준이 밝힌 대로 마래방죽은 약 3만여 평에 달하는 

광대한 저습지였다. 하지만 사적으로 지정될 당시에는 겨우 

9500여 평만 잔존해 있었고 이중 8500여 평이 궁남지의 면적으

로 정비될 수 있었다. 물론 이렇게 축소정비 된 연유는 그가 궁

남지를 그 만큼의 규모로 이해했던 결과는 아니었다. 저간의 

사정은 이러하다. 1960년대는 부여읍 곳곳의 저습지가 매립되

어 농경지로 개간하는 이른바 경지정리사업(耕地整理事業)이 

활발히 추진되던 때였다. 마래방죽도 수심이 얕은 외연부터 민

간에 불하되기 시작했는데, 1963년 ‘사적지정예고’의 시점에는 

수심이 깊은 가운데 부분을 제외한 상당 부분이 이미 개인 소

유의 논으로 정리된 상태였다. 

경지정리 직전인 1959년, 홍사준이 화지산 이궁터를 조사한 

후 작성한 스케치 도면을 살펴보면, 3만평이라는 수치를 짐작

해 볼 수 있는 거대한 마래방죽이 나타난다(Figure 2a). 도면 

속 방죽은 군수리사지와 연접해 있을 정도로 대형의 규모이며 

그 아래로 ‘동도깨비방죽’과 연결된 수로 및 방죽을 통과하는 

왕포천 물길까지 나타난다. 심지어 마래방죽 가운데에 ‘뜬섬’으

로 증언되었던 섬[島]도 표기되어 있는데, 현 궁남지의 섬보다 

큰 규모이며 위치도 지금과 다른 것으로 보인다. 

그로부터 몇 년 뒤 사적으로 지정될 즈음에 작성된 한 장의 

도면에는 1960년대 중반의 변화된 상황이 잘 나타나 있다

(Figure 2b). 불과 몇 년이 지난 뒤에 작성된 것이지만 이미 연

못 주변이 논과 밭으로 개간되어 있고 현 궁남지와 다름없는 

호안을 갖추고 있는 변화가 나타난다. 경작지로 매몰ㆍ정리되

지 않은 잔여의 지면(池面)이 수습되어 사적으로 지정된 것임

을 알게 해주는 부분이다. 만약 사적 지정이 조금이라도 늦어

졌다면 마래방죽의 모든 수면이 농경지로 매몰될 수 있었다는 

것인데, 홍사준은 이러한 경위를 ‘위기일발에 조상의 유지를 일

부나마 되찾았다’고 안도의 심경을 내비치기도 하였다. 

“농지가 인구에 비해 소함에서 공유수면을 경지화하게 됨에서 

이 궁남지 약 삼만 평의 한 지면(池面)도 지소(池沼)가 얕은 

심처(深處)를 제외하고 지소가 높은 지변(池邊)을 농경(農耕)하

고 이를 사유화하는데서 지 에는 겨우 구천오백여 평이 잔여하

여 있다. 이 잔여지(殘餘池)도 궁남지가 사 으로 지정받기 이

에는 이십여 인 마래부락 농민들이 사유화를 도모하고 계요로

(關係要路)에 진정(陳情)이 빈번하던 것이나, 불행  다행으로 

문화재로써 지정을 함에서 기일발에 조상의 유지를 일부이나마 

되찾게 된 것을 경하해마지 않는다[3].”  

2) 1차 공사: ‘궁남지 복원공사’(1965~1967년)

궁남지의 본격적인 정비는 사적지정 직후인 1965년부터 

1967년에 이루어졌다. 공사는 당시 국립부여박물관장이었던 홍

사준의 주도로 진행되었는데, 연못의 수역(水域)을 보존하고 

국가사적에 걸맞는 환경정화의 취지를 담고 있었다. 당시의 기

록이 남아있지 않아 자세한 공사의 내용은 알 수 없지만, 

Hong(1970)에 기술된 바에 의하면 주위 농지 바닥을 1m 가량 

걷어낸 흙으로 제방을 토축(土築)하고 못 중앙에 섬을 만드는 

것이 주요했다고 전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섬은 본래부터 존

재하던 것은 아니었으며 �삼국사기�의 ‘수중축도서(水中築島

嶼)’ 기록을 재현할 목적으로 신설된 장치였다10). 당시 축소된 

마래방죽을 하나의 완결된 궁남지로 만들기 위해 고려된 최소

한의 요건은 섬이었다. 섬은 고고학적 진정성과 무관한 것이었

고 어느 시대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형태일 따름이다. 

완공된 궁남지의 모습은 1971년경에 촬영된 다수의 사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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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he Gungnamji Pond before 1971

 

b: The Gungnamji Pond before 1971

 

c: The bridge at the time of completion 

d: The Foreground of the Gungnamji Pond in 1970’s

 

e: The Gungnamji Pond in 1973

 

f: The Gungnamji Pond in 1973

Figure 3. The situations of Gungnamji Pond in 1967-1973  

aㆍb: [5] c: [7] d: [8], eㆍf: [9]

서 확인된다. 여기에는 수련이 덮여 있는 연못 가운데에 수풀

이 무성한 섬이 나타나며, 호안 둔덕을 따라 식재된 버드나무

를 볼 수 있다(Figure 3a). 또한 지금과 같은 호안 석축 및 산

책로는 발견되지 않는데, 이것들은 2차 복원공사 때 생겨난 것

이다. 한 가지 유의되는 부분은 이때까지만 해도 기존 수계의 

큰 변형 없이 왕포천과 궁남지가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Figure 3b에는 왕포천과 연접된 지점에 대형의 콘크리트 

관이 노출되어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따라서 궁남지와 300m 

이상 떨어진 지점에서 급격하게 선회하는 현 왕포천의 유로는 

후속되는 공사과정에서 변형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유적의 진정성 문제를 떠나 본래의 수계 곧, 입수나 배수의 

역할을 담당했던 거(渠) 시설 또는 자연수문이 파괴된 점은 궁

남지 정비과정에서 야기된 가장 아쉬운 부분이다. 만약 기존 

수계가 보존되어 있었더라면, 인공지(人工池)로서 궁남지를 증

명하는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는 동시에 수준 높은 백제의 치

수기술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특징으로 주목받았을 것이다. 하

지만 정비과정에서 이러한 점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임의로 정

비됨으로서 제방유적의 특징을 찾을 수 있는 수계 흔적은 완전

히 망실되었다.

이상 백제 멸망 후 1300여년 만인 1967년, 비로소 부여 고도

에 등장한 궁남지는 새롭게 지경(池境)을 정하고 기존에 없던 

섬을 추가함으로써 역사적인 의미가 잘 드러나게 만드는 전시

적인 효과에 주안점을 둔 연못으로 읽혀진다. 그러나 이전의 

공간을 보존하는 수준을 넘어서 임의적인 형태로 조성됨으로

써 ‘적당한 방식’에 따라 복제된 현재적 재현물, 곧 ‘상상의 연

못’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전(傳) 궁남지가 사비시

대 유적으로서 중요성이 인정되었고 농지화로 멸실 위기에 있

었다는 사정을 감안한 어쩔 수 없는 결과였다지만, 백제 원지

의 과감한 재현 시도는 이후 추가적인 경관왜곡을 이끄는 단초

로 작용하였다. 

3) 2차 공사: ‘궁남지 전각 건립공사’(1971년), ‘궁남지 복원

공사’(1972년)

두 번째 공사는 ‘궁남지 전각 건립공사(1971년 7월 21일~12

월 17일)’와 ‘궁남지 복원공사(1972년 7월~11월)’로 나누어 시

행되었다. 공사의 내용은 섬 위에 정자를 신축하고 섬과 육지

를 잇는 교량 가설하는 것이 주요했다(Figure 3c, 3d, 3e, 3f). 

그밖에 정자 주위에 전돌(Figure 7c), 정원석의 설치, 호안과 

섬에 석축옹벽 조성, 자연석 설치, 목교 양단 입구 화강암 계단

공사, 단청공사, 식재공사(132주) 등이 진행되었는데, 이때 궁

남지의 기본적인 외형이 완성되었다고 본다[5][6]. 

완공된 정자의 이름은 ‘포룡정(包龍亭)’이었다11). ‘포룡정’이

란 명칭은 수차례의 중수를 거치면서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

는데, 1971년과 1972년 설계서에 나타난 본래의 정자 명칭은 

‘무선루’였다. 완공 직전에 정자명이 무선루에서 포룡정으로 변

경된 경위는 뚜렷치 않다. 다만 ｢궁남지복원공사설계서승인신

청(1971년)｣(BA0120306)에서 ‘전각의 명칭은 고증에 의해 작

명할 것’이라는 짧은 기록에 의해 준공직전 재작명의 요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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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The document about request of changing 

pavilion’s name[5]

Figure 5. Poryongjeong Pavilion writings(1973)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Figure 4).

일단 포룡정 명칭은 궁남지 서편 화지산의 이명인 포지산

(抱枝山)의 ‘抱’자와 �삼국유사�에서 ‘池龍交通而生’의 ‘龍’을 

따서 작명된 것으로 쉬이 추측된다. 무왕의 탄생설화와 관련하

여 궁 남쪽에 위치한 ‘지룡을 품고 있던[包龍]’ 연못이라는 역

사적인 의미가 강조된 것인데, 애초부터 수중도서에 정각(亭

閣)이 있었다는 문헌기록이 없으므로 이러한 정자의 명칭은 

‘재작명 요구’의 사유인 ‘고증’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계획단계의 명칭이었던 ‘무선루’ 역시 한자명이 기록된 

바 없더라도 포룡정의 작명방식과 같은 맥락에서 파악된다, 즉, 

무왕의 ‘武’자와 방장선산의 ‘仙’자의 조합으로 유추되는 것인

데, 이런 발상은 포룡정에 개판된 ｢포룡정기｣(1973년)의 서술

에서 충분히 확인된다(Figure 5).

“부여읍 동남리(일명 마래) 소재 궁남지(사  제135호)는 명칭

이 백제본기에 ‘穿池於宮南’이라는 데서 나온 것이며 정자 명칭도 

백제 삼십  무왕의 모후가 이 池邊 지  8각정12)이 있는 곳에

서 交龍而生 名薯童 즉 무왕을 탄생하 다함이 삼국유사에 기

록되어 있다. 이곳 궁남지는 무왕 삼십오 년 삼월에 始 되었고 

四岸에 植以楊柳와 水中島嶼를 擬方丈仙山 하여 별개의 선계를 

이루어 백제왕궁의 원유로써 호화로운 지소(池沼) 을 말하여주

다가 …. ( 략) … 이 정자에 올라서면 동편에 崗 抱持山(일명 

화지산) 서록(西麓)에는 무왕모후가 거처하 다는 별궁지가 보이

며, …. (후략)”  (｢포룡정기｣ 일부,  필자 강조)

포룡정의 건립과 더불어 2차 공사에서 중점을 둔 공사는 섬

과 육지를 잇는 교량의 건설이었다. 교량은 길이 60.6m, 폭 2m, 

교주간격 3m의 목교 형식으로서, 높이는 기초에서 수면까지가 

3.45m, 수면에서 동자주 상단까지가 최대 2.64m, 최저 1.8m의 

규모를 갖추고 있었다. 흔히 궁남지의 교량이 곡교로 이해되고 

있으나, 당시의 설계도면을 보면 곡교라기보다는 가운데가 

0.8m 정도 높은 삼각형 모양이다. 보통 경사진 다리는 한복판

이 높은 변곡점의 두각을 통해 호기심과 모험심을 유발시킬 뿐

만 아니라 자체의 역동적인 조형성에 의해 이동성이 강조된다. 

전통적 조형미의 관점에서 이러한 교량은 이상세계로 나아간

다는 상징성을 표출하는 것으로도 해석되곤 한다. 그럼 점에서 

초축 포룡교의 디자인은 현실세계와 이상세계를 연결해 주는 

통로라는 상징성을 가미하되, 보기에 아름답고 건널 때도 흥미

를 주는 구조미적 요소가 고려된 형태였다고 할 수 있다. 

그밖에 2차 공사에서 주목되는 점은 호안을 따라 개설된 탐

방로, 벤치, 경관석, 경관식재 등 공원의 개념과 상통한 정비형

태이다. 당시의 기본구상에서 다리, 정자, 섬과 같이 역사적인 

의미가 부여된 요소는 궁남지의 전부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상

징성이 강한 것들이므로 중심에서 부각되도록 정비됨은 물론 

디자인 요소와 자원이 집중되었다(Figure 6). 이에 반해 연못

의 주변부는 단순한 공간으로 처리되었는데, 준공 당시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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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he stonework revetment 

 

b: The placements of natural stone

 

c: Thr tiles around pavilion

Figure 7. The Gungnamji Pond after 1972 improvement Construction[6]  

Figure 6. The design plot by photograph(1972)[6]

중 호안을 따라 개설된 산책로와 듬성듬성 놓인 경관석 등에서 

얼마간 확인된다(Figure 7). 이런 것들은 지역 주민의 휴식장

소 및 대외적인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을 염두에 둔 부차적인 

요소에 불과했으나, 역사적인 장소와 성스러운 분위기를 연출

하기 위해 당시 공사에서 매우 비중 있게 다뤄진 것들이었다.

우리나라에서 근대적인 의미의 ‘조경’이 태동했던 시기인 

1970년대의 기조에서 사적지 정비는 주종(主從)의 대비가 뚜

렷하고 강조 지점이 분명히 인식되도록 유도된 탐방동선과 진

입로의 확보가 중시되었다. 궁남지 복원공사도 마찬가지로서, 

한정된 자원 하에 ‘아름다운 경치’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경관

의 주제를 형성하는 섬과 다리 주변에 집중적으로 자원이 투입

되는 한편 호안 주변부에 잔디피복과 녹음식재로 녹색경관을 

조성하는 방법이 사용되었다. 이중에서 자연석은 궁남지 공사

에서 특히나 강조되었던 부분이다. 주로 개체미가 돋보이는 자

연석을 배치하여 경관의 골격을 만들고, 연못의 요점부에 시각

적 강조를 위해 자연석 석축을 쌓는 방법이 사용되었는데

(Figure 7a), 이는 사적지의 느낌을 부여하는 방편일 뿐 궁남

지의 진정성과는 거리가 먼 요소들이었다. 또한 연못 외연에 

한 두 개의 평평한 경관석13)이 산책로를 따라 배치되기도 하

였다(Figure 7b). 이때 설치된 경관석은 지금도 궁남지 교량 

입구를 비롯하여 호안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4) 3차 공사: ‘궁남지 보수공사’(1981~1982년)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다수의 궁남지 공사 관련 문서를 살펴

보면, 이후로도 잦은 보수정비가 있었음이 확인되나 유독 목교

의 정비가 잦았던 점은 흥미로운 부분이다. 그 시작은 완공된 

지 10년이 되던 해(1982년)에 있었던 전면적인 해체보수공사

이다. 1971~1972년에 처음으로 설치된 교량은 시간이 지나면

서 화강석 교각이 기울어지는 문제가 심화되어 붕괴될 위험에 

처해 있었다. 이러한 상태는 ｢궁남지 교량 보존관리에 대한 문

제점 보고(BA0806641)｣(1979년 9월 6일)에서 처음으로 확인

된다[11]. 제기된 문제점은 목조 상판과 난간의 부식이 심각하

여 대부분 파손된 상태이므로 교각을 제외한 목조구조물을 철

거하겠다는 것이었다. 이의 조치로, ‘백제문화권 개발 사업’에 

따라 궁남지 경역을 전면 발굴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화사

업을 추진할 예정이니 파손 교량을 철거하라는 시행지침이 하

달된다14). 결국 교량의 상판 목구조가 모두 철거되었고(Figure 

8), 1981년에는 교량의 복원계획이 세워져 설계서가 작성되었

다(Figure 9). 

이때 계획되었던 ‘궁남지 교량보수공사’의 목적은 단순히 철

거된 교량 상판과 난간을 재건하는 것이었다15). 하지만 36개의 

석주교각 중 9개가 넘어진 상태였고 추가적인 붕괴 위험이 있

어 공사의 진행이 어렵다고 보고되기에 이른다16). 문제는 상부 

구조물인 목재의 부식문제보다 지하에 매설된 하부 구조의 부

실에 있었다. 2.5m의 콘크리트 기초와 교주 상부의 화강석 석

주를 접착해주는 몰탈이 장기간 물속에서 결빙과 해빙을 반복

하면서 수축ㆍ균열되고 있던 것이다. 게다가 이미 교량의 상판

이 제거되어 수직 하중이 상실됨에 따라, 기초에 유리된 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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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looded Buyeo City on July 

22-23, 1987

 b: The Demaged Gungnamji Pond 

bridge by damage

Figure 10. Photos about the flooded Buyeo City on July, 1987

a: This photo published on the front page of the Dong-A Ilbo
on July 24, 1987, b: [12]

  

Figure 8. Photographs about removed bridge deck in 1981[11]

a: The bridge elevation 

 

b: The details of bridge elevation 

Figure 9. The design drawing of Poryonggyo Bridge in 1981[7]

가 수평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는 상황이었다. 

1982년, 결국 기존의 콘크리트 지주를 철근이 노출될 때까지 

해체 한 후 D19, D13 철근으로 재배근함으로써 석주를 콘크리

트 기주에 부착시키는 공사가 시행되었다. 석주 공사가 끝나자 

곧바로 길이 63.4m, 폭 2m의 상부 목구조에 대한 추가적인 공

사로 이어졌는데, 가설공사, 목공사, 단청공사, 방부처리까지 

사실상 교량을 새로 만드는 재건공사와 다름없었다. 이로서 기

존 교량의 구조적 결함이 극복된 듯 보였으나 이 뒤로도 몇 차

례의 보수ㆍ재건공사가 이루어지는 등 목교의 취약한 구조안

전성과 내구성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4~5차 공사: ‘부여 궁남지 목교 설치공사’(1987년), 

‘궁남지내 포룡정 보수공사’(1990년)

1987년 7월 21~23일 기록적인 폭우로 중부지방은 최악의 

물난리를 겪었다17). 부여 일원도 3일간의 집중호우로 제방이 

무너지고 시가지의 절반은 물론 농지 대부분이 물에 잠기는 등 

극심한 수해를 입었다. 당시 수해현장을 촬영한 항공사진은 백

마강이 범람하여 백해를 이루는 가운데 주변 야산이 탁류에 둘

러싸여 섬처럼 떠있는 부여읍의 현황이 포착되어 있어 홍수피

해가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Figure 10a). 배수가 원

활하지 못했던 궁남지도 수해를 피해가지 못했다. 집중호우로 

연못의 수위가 급격하게 올라 포룡정 처마 밑까지 침수되고 급

기야 재건한지 5년도 안된 교량이 급류에 떠내려갔던 것이다

(Figure 10b). 

수해복구가 한창이던 그해 8월 부여군은 파손된 목교의 재

건계획을 수립했고, 그에 따라 길이 60.5m 폭 2.1m의 규모의 

목교가 건설되었다(Figure 11).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포룡

정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었는데, 곳곳에서 파손ㆍ부식ㆍ

누수가 심화되고 있고 기단 침하로 기둥이 한쪽으로 기울어지

는 등 간신히 외형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로 보고되었다. 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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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he damaged bridge

 

b: Constructing bridge deck 

 

c: The Completion of bridge(side)

 

d: The Completion of bridge(front)

Figure 11. The processes of Poryonggyo Bridge’s construction to repair damage caused by the flood in 1987[13]

문제였다. 정자 전면에 깔린 박석길이 침하되고 섬의 자연석 

석축에도 배부름 현상이 발견되는 등 섬 전체가 내려앉고 있

었다. 전반적으로 섬과 포룡정 모두에서 보수가 시급한 상태

였다. 당시는 궁남지 1차 발굴조사(1990년 11월 7일~12월 1

일)를 앞두고 궁남지 서편과 군수리사지 사이의 약 2천 평의 

토지를 매입한 시점이었다. 이에 우선적으로 사업비 4,400백만 

원을 투입하여, 1990년 7월에서 10월까지 73m에 이르는 섬의 

자연석 석축 및 박석길, 포룡정을 전면적으로 해체보수하는 

큰 공사가 시행되었다.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다수의 자료를 살펴보면, 이후에도 궁

남지는 1994~1995년에 전면적인 정비공사가 있었고, 2004~05

년 부여 궁남지ㆍ화지산 일원 유적정비공사, 2009년 포룡정 보

수공사, 2016년 목교 보수공사 등 잦은 보수정비의 과정을 거

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편 1990년부터 2012년까지 총 11회

의 발굴조사를 추진하면서 매입된 토지로 인해 현재는 연지 면

적 13,772평(45,527㎡), 주변 40만여㎡에 이르는 대규모 권역으

로 정비되어 있다.

3. 궁남지 복원구상의 문제점과 백제 원지의 

발명 비판 

1) 계획된 향원지ㆍ취향교의 복제

이상에서 나타난 궁남지 복원의 근본적 문제는 ‘사실’에 의한 

복원이 아니라 ‘해석’에 의한 복원이었다는 데 있다. 냉정하게 말

하자면, 복원된 궁남지는 �삼국사기�의 단편적 기록을 현대의 

지식과 기술로 재해석한 창작물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에 더하

여 백제의 정원을 구현하기 위해 참조했던 모델이 바로 경복궁 

향원지였다는 점은 궁남지 복원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지점

으로 평가된다. 실제 궁남지와 향원지는, 연못 가운데에 섬을 조

성하고 정자를 세운 점, 육지와 섬을 잇는 다리를 가설한 점 등

에서 많은 유사성을 공유하고 있다. 물론 고종 연간에 축조된 향

원지는 신선사상이 반영되어 만들어 진 정원은 아니다. 또한 경

복궁에서 향원정과 육지를 연결하는 취향교가 놓인 것과 마찬가

지로, 궁남지에 ‘포룡교’로 불리는 다리가 가설되었는데, 교량의 

형태는 취향교를 그대로 복제했다 할 정도로 판박이다. 

이처럼 궁남지의 형식과 구성요소가 경복궁 향원지와 동일

하게 나타나는 것은, 향원지와 같은 외형을 목표로 한 의도적

인 설계가 아니면 불가능한 결과로 판단된다. 즉, 전통조경의 

소재로서 이미 널리 알려진 디자인 전범을 그대로 모방한 것인

데, 당시의 시대상황과 연관하여 생각해 보면 계획단계부터 구

체적으로 경복궁 향원지가 지목되어 ‘향원지처럼 만들 것’이 사

전에 논의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18). 포룡교가 보여주는 설계

발상은 조선의 법궁 경복궁이 갖는 미적 표상의 재현, 다시 말

해 당대의 기호(嗜好)가 반영된 타자 지향적 설계로 궁남지가 

그와 유사한 권위를 획득하도록 의도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

다. 장소맥락에 맞지 않고 어느 역사시대에도 존재하지 않던 

요소가 추가됨으로서 2차적인 경관왜곡이 초래된 것이다. 백제

정원을 추상한 ‘재현정비’19)임을 감안하더라도 궁남지의 본질

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왜곡시킨 디자인이었다는 점에서 적절

한 방법이었는가는 재차 물을 수밖에 없다.

2) 1971년 이전 취향교의 형태를 모방한 설계

궁남지 포룡교와 경복궁 취향교는 구름다리의 형식, 교각의 

형태, 청판에 안상문(眼象紋)의 풍혈을 뚫은 난간의 상세 등

에서 닮은꼴임이 분명하다. 물론 현재의 취향교는 포룡교와는 

달리 평교에 가까운 형식으로 남아있으나, 궁남지에 포룡교가 

신설된 1972년 이전의 취향교가 아치형이었던 점을 상기해 본

다면 두 교량 간의 유사함은 더욱 고의적인 모방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궁남지 공사 이전의 취향교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해 본다면 양자의 관계는 더욱 

분명해진다.

광복 이후부터 1970년대까지 향원정과 취향교에 대한 보수

기록은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다. 다만 1953년에 취향교를 북

쪽에서 남쪽으로 이설했다고 전해지고 있으나[14] 확실치 않

고, 도편수 배희한의 회고록에서 1960년 경복궁 향원정을 수리

할 무렵 ‘구름다리’로 표현되는 취향교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고 기술하고 있으므로 1950년대에 현 위치에 취향교가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15]. 

그 전말은 국가기록원에 소장하고 있는 몇 장의 사진에서 

확인된다. 당시의 취향교가 1956~68년에 촬영된 기록사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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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ype A(photo in 1956)

 

b: Type A(photo in 1963)

 

c: Type A(photo in 1965)

 

d: Type A(photo in 1968)

e: Type B(photo in 1973)

 

g: Type B(photo in 1974)

 

g: Type B(photo in 1976)

 

h: Type B(photo in 1976)

Figure 12. Two contrasting types of Hyangwonjeong Pavilion

a: CET0070565, b: CET0047515, c: CET0047525, d: CET0047536, e: CET0066134, f: CET0066158, g: CET0066194, h: CET0066204

(The collections of National Archives) 

남아 있는 것인데(Figure 12a, 12b, 12c, 12d), 여기서 취향교

는 포룡교와 같은 아치형의 목교이며, 난간의 안상문, 동자주, 

보주 등의 요소 역시 동형으로 파악된다. 다만 교각 위에 놓인 

멍에와 장귀틀을 받는 부재의 크기가 고르지 않고 교각에 비

해 과도하게 비대한 점이 다르다. 석주의 길이를 키워 교량을 

높이는 방식이 아닌 멍에 위에 놓는 부재의 높이를 점진적으

로 변화시켜 두드러진 곡선 입면을 연출하는 방법이 사용된 

것이다. 이는 1953년 즈음 취향교의 재건 때에 동일한 규격을 

가진 기존 석주를 재활용하되 교각 상부 부재의 높이 변화를 

통해 곡교의 외형을 만들고자 했던 정황으로 파악된다. 

한편으로 이러한 구조는 광복 이전에 있던 취향교가 평교였

다는 사실과 상통한다. 1940년 전후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Figure 13a의 교량은 일제 강점기 최후의 취향교가 평교였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동시에, 1950년대 재건 당시 기존 교각을 그

대로 사용하면서 평교를 곡교의 구조로 변화시켰던 사실을 설

명해준다. 물론 1973년 이후의 기록사진에 나타나는 취향교에

는 새로운 화강석 교각과 멍에돌로 교체되고 곡선의 형태가 거

의 사라지는 변화가 나타난다(Figure 12e, 12f, 12g, 12h). 기존

의 교량을 허물고 재건하면서 구조와 형태가 한 번 더 바뀐 것

이다. 이와는 달리 궁남지의 초축 포룡교의 경우, 석주를 수면 

위로 최대한 내밀어 다리를 받치게 함으로써 교량의 높이를 조

절한 점이 참조된다. 따라서 1971년 설계된 포룡교는 동시대 

취향교의 외형이 갖는 곡선적인 형태와 상세를 모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처음부터 아치형의 입면으로 계획되었기에 교각의 

높이변화로 곡선적인 입면을 창출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3) ‘조선식’이 아니었던 참조 모델의 문제

궁남지 교량설계에 있어 참조된 취향교가 고종 때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던 점도 분명히 해두고자 한다. 참조모델 자체가 

‘조선식’이 아니었던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취향교는 경복궁 중

건 당시 향원정과 함께 건설되었다. 본래의 위치는 향원정 북

쪽에 자리한 건청궁을 향해 놓여있었으나 1940년을 전후로 한 

시점에 현재의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기존 논의에서 검토된 

고종 연간 취향교의 기능은 단순히 건청궁과 향원정 간의 공간 

연계를 위한 목적 보다, 건청궁의 공간적 위상을 반영한 시설

물로 논의되었다[16]. 향원지가 내전 권역에 부속된 후원이 아

닌 건청궁의 전정임을 표방하는 함의를 담고 있어, 자체의 건

너는 행위보다는 사용하는 주체를 강조하는 의미가 더 컸다는 

것이다. 실제로 취향교는 일대의 경관을 건청궁에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여 향원지를 공간적으로 점유하는 장치로 작동했기 

때문에, 창덕궁 후원 존덕정지에 설치된 교량의 사례와 같이 

취향교는 무너지면 새로운 교량이 재건되기를 반복될 정도로 

각별히 관리되었다[16]. 궁남지 포룡교도 취향교와 같은 역할

이 의도된 것은 아니었지만, 수차례 무너지고 재건되기를 반복

했던 공통점이 간취된다. 물론 포룡교의 잦은 수리 이력은 사

적지 보수ㆍ관리의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으나, 섬과 다리가 

없다면 의식적으로 더 이상 궁남지로 볼 수 없었던 근본적인 

한계를 읽을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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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hwiyanggyo Bridge in the King Gojong Era
 

b: The Bridge of Jondeokjjeong Pond in the King 

Gojong Era

 

c: Enlarged detail from Gyujanggakdo

Figure 15. The components of The Oungak Area in ｢Bng Palace. Sauce(e~g): illustration by author. 

a: [17], b: [16], c: The collection of National Museum of Korea

a: Chwiyanggyo Bridge(after 1939)  b: The bridge beside Gyeonghoeru 

Pavilion

Figure 13. New bridges in Gyeongbokgung Palace constructed

during Japanese colonial era

a: The collection of National Museum of Korea(NO無 757-10), 

b: [17]

a: Okcheongyo Bridge at

   Gyeongbokgung Palace  

 b: Geumcheongyo Bridge at

   Changdeokgung Palace

Figure 14. Typical stone bridges in Joseon palaces 

고종 연간부터 일제 강점기 사이에 축조된 취향교는 사진으

로 확인된 것만 4종이 된다[16]. 이중에서 건청궁 터에 조선총

독부미술관이 나타나는 사진 속 널다리는 일제 강점기에 가설

된 마지막 취향교였다(Figure 13a). 사실 건청궁이 사라진 뒤

에도 취향교는 얼마간 본래 위치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제국의 권력을 상징하는 조선총독부 신청사(1926년 낙성)

를 중심으로 경내의 공간구성이 재편됨에 따라, 취향교는 1940

년 전후의 시점에 향원지 반대편으로 이설되기에 이른다. 비슷

한 사례로 경복궁 경회루지에도 1929년의 조선박람회 직전에 

남북을 가로지르는 목교가 신설되었는데(Figure 13b), 이는 취

향교 위치가 남쪽으로 옮겨진 필요와 같은 맥락의 조치였다.

문제는 광복 후에 교각만 남은 취향교가 고종 때의 형태가 

아닌 새로운 디자인으로 신축된 점이다. 당시 취향교를 수리한 

장인은 조선건축의 법식을 구사했던 배희한 등 당대 최고의 목

수들이었다. 하지만 이때 만들어진 취향교가 한양 궁궐에 실재

했던 교량의 형식이었는가를 떠나서 조선시대의 일반적인 목

교 형식으로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목교는 석교에 비해 수

명이 길지 못하여 조선시대 목교 중에 참조해볼만한 실물이 남

아있지 못하다. 그럼에도 조선시대 교량 중에 지금 취향교와 

같이 청판난간을 설치한 사례는 궁궐을 비롯한 민간에서도 좀

처럼 나타나지 않는 형식이라 할 수 있다. 

우선,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취향교의 난간 형태가 석교인 

창덕궁 금천교, 경복궁 영제교나 창경궁 옥천교의 상세를 모방

했다는 점이다(Figure 14). 조선시대 궁궐의 핵심적인 곳에 위

치했던 석교는 돌난간에 동자기둥을 세우고 그 사이를 청판석

으로 막는 형식이 많다. 이런 난간 청판석은 대게 안상문의 풍

혈로 장식되는데, 누정의 난간형식으로 널리 쓰이던 디자인이 

석교 난간에 적용된 양식으로 간주된다. 반대로 광복 후에 제작

된 취향교 난간은 궁궐 석교 평난간을 목교의 디자인에 응용한 

형태였다. 조선시대 궁궐에 위치한 목교에 주로 평난간이 사용

된 것은 인정되나 대부분 살대를 ‘X’자로 엮은 교란(交欄)의 형

식이었지 난간청판에 풍혈을 넣은 사례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고종 때 만들어진 취향교는 아치형 목교에 교란의 난간 

형태를 갖고 있었고(Figure 15a), 창덕궁 존덕정지를 가로지르

던 교량도 마찬가지였다(Figure 15b).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정조 즉위년(1776년)에 제작된 ｢규장각도｣에 섬과 정자[택수

재]를 잇는 다리가 나타난다. 이 목교에서도 교란 형식의 난간

이 찾아지는바(Figure 15c), 청판과 풍혈이 달려 있는 현 취향

교의 난간은 전통건축의 고유미는 살렸을지는 몰라도 우리 목

교 본래의 형식규범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광복 후 만들어진 취향교는 석교의 형식으로나 사용

되던 난간의 외관을 가져와 판교(板橋)에 누정 난간형식을 섞

음으로써 과거 역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형식의 목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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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hwiyanggyo Bridge in  Gyeongbokgung Palace 
 

b: Poryonggyo Bridge in Gungnamji Pond
 

c: The bridge in front of Wanwoljeong Pavilion in 

Namwon Gwanghalluwon Garden 

Figure 16. Similar type of bridges originated from Chwiyanggyo Bridge

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성격과 기능이 다른 ‘내부

공간의 구조체’에서 장식적 모티브만을 따온 교량 형태의 조합

은 사용함에 있어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누마루의 낮은 

난간을 교량에 그대로 적용하다보니 취향교의 난간은 무릎정

도 높이밖에 되지 않았다. 그래서 건너기에 위태로웠을 뿐만 

아니라 폭이 1.57m에 지나지 않아 관람객이 이용하기에 비좁

은 등 실용성보다는 감상에 중점을 둔 다리였다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궁남지 포룡교는 기존 취향교에서 나타난 문제점

을 개선하여 폭을 2m 이상으로 넓히고 난간청판 밑에 두터운 

난간하방을 놓아 난간의 높이를 키우는 등 실제 건널 수 있는 

교량으로 개조된 특징을 보인다. 취향교의 형태를 가져오되 안

전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킨 것이다. 

이처럼 포룡교가 역사적 사실과 무관한 것이긴 했지만, 참조

모델의 불편함을 개선한 창의적 디자인을 통해 전통적 형태를 

계승해보고자 했던 당시의 시도는 높이살만 하다. 그럼에도 포

룡교의 형태와 구조가 하나의 전범으로 인식되어 이후 전통교

량의 공인된 형태로 자리 잡게 된 점은, 포룡교의 부정적 파급

으로 지적되는 동시에 전도된 전통성이 긍정되어 버린 안타까

운 일면을 보게 한다. 일례로 포룡교와 유사한 형태의 목교가 

비슷한 시기인 1971년경 광한루 완월정 연지에 가설되었는데

(Figure 16c), 1970년을 전후한 시점에 여러 가지 전통적 디자

인 요소를 섞어 만든 정원 건축물이 무비판적으로 사적지 정화

사업에 널리 사용되었음을 잘 알려준다. 

1960~70년대는 한국 전통의 정체성을 구현해야 한다는 사

명으로 각종 요소와 모티브를 조합해 만든 급진적인 형태가 빈

번히 고안되던 시기였다. 지금도 국내의 많은 사적지에는 전통

과 현대의 퓨전으로 만들어진 복원문화재들이 산재해 있다. 전

통적인 형태ㆍ이미지를 섞어 만든 건축적 외피에 역사재료를 

첨가하여 현대적인 시각으로 재현된 정원 유적들은 우리 사적

지에서 흔히 발견되는 모습이다. 하지만 그러한 내ㆍ외부 공간

의 형태가 지금 사회적 동의를 얻고 있으며 사적지 정비의 관

습적 규범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는 점은 가볍게 볼 수없는 현

상이다. 그동안 궁남지의 사례와 같이 왜곡을 동반한 ‘과시적 

정비방식’은 일제시기를 거치면서 초래된 전통의 단절을 어떻

게든 극복하고자 했던 문화현상이자 유적의 가시적인 측면을 

극대화하려는 불가피한 수단으로 공히 합리화되어 왔다. 우려

되는 점은 유적의 진정성과 대립되는 왜곡과 변용의 상태가 지

금처럼 유지될 경우, 무엇이 본래의 형태이고 변형된 것인지를 

추적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각계에서 

지적되고 있듯, 그간의 사적지 정비사업은 고유한 전통에 근거

하지 못한 각색된 디자인을 남용하여[18] 일반 대중에게 국적 

없는 전통을 가르쳐 왔다. 합의된 전통성의 개념을 갖고 그동

안의 사적지 정비에 대한 과오를 되돌려 놓으려는 사회적 논의

가 필요한 시점이다.

4) 민족주의 담론의 실천을 위해 발명된 전통, 궁남지 

지난 1964년 마래방죽의 일부분이 ‘무왕 35년에 궁 남쪽에 

판 못’으로 기정사실화 되어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멸실될 위기

에 처한 역사 현장의 보존이란 측면에서 사적 지정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본다. 하지만 원리상으로나마 복원해 볼 

백제시대 조경양식의 개념과 미학 없이 정비된 뒤로 궁남지는 

추가적인 경관의 왜곡에 둔감한 공간이 되어 왔고, 내용상으로

도 무왕의 탄생설화 및 서동과 선화공주의 사랑이야기가 전해

오는 전래의 유지(遺址)로 각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지금 

궁남지는 서동을 주제로 한 테마파크[서동공원]내지는 연꽃축

제가 열리는 유원지로 더욱 유명하다. 구경꾼들이 몰려 있는 

넓은 연꽃밭과 서동ㆍ선화공주를 형상화한 조형물 사이로 ‘사

적 제135호 궁남지’라는 타이틀은 어색하기만 하다. 애초부터 

진정성이 결여된 채 정비된 사적이었기 때문에 역사ㆍ고고학

적 가치와는 별개로 활용되어 왔던 것은 어쩌면 자명한 결과였

을지도 모른다. 여기에 더하여, 전통 연지를 연출해 놓았지만 

곳곳에 분수가 설치되고 궁남지와 상관없는 생태연못이 조성

되는 등, 엄밀히 말하자면 지금의 궁남지는 외견상 현대적인 

모습이지 조선시대의 일반적인 조경양식으로도 볼 수 없다. 

이처럼 경관의 왜곡을 불사하고, 궁남지로 추정되는 지리적 

기표(記標)와 �삼국사기�의 민족지적 기의(記意)로써 유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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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 The Chunghontap Tower of Baekje 5000 death-

defying corps

역사적 맥락이 과감히 표방된 것은 그러한 해석 행위를 요구한 

사회정치적 신념에 기인한다. 소위 ‘만들어진(invented) 전통’ 

담론20)을 연상케 하는 역사적 재료의 무비판적인 활용은, 박정

희 체제에 의해 주도된 민족주의 문화정책과 맞닿아 있다. 당

시는 민족주의 이데올로기가 정치ㆍ사회전반에 막대한 파급력

을 행사하던 시기였다. 1960~70년대 박정희 정부에서 강조된 

‘전통’은 사실상 정권의 정통성을 국민들에게 자연스럽게 전파

하여 대중동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21). 같

은 맥락으로, 이 시기 문화정책도 민족 감정ㆍ정서를 유발하기 

위한 ‘역사의 활용’에 자연스럽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며, 북

한과 구별되는 고유의 ‘집단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에 비중을 

두고 있었다. 만들어진 전통담론의 맥락에서 민족주의에 토대

를 둔 문화정책은 필연적으로 국민의 기억에서 이상화된 과거

를 취사선택하여 그것을 가시적으로 부각시키는 과정이 수반

되기 마련이다[19]. 이러한 전통담론의 개념은 1960~70년대의 

사적지 복원과 정화 방식이 이전의 유적을 보수하는 수준을 넘

어서서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이 강조된 전시공간을 만들었던 

현상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이론적 틀을 제공해 준다[20]. 

박정희 정권이 추진했던 전통의 선별작업은 1966년 현충사

의 대규모 종합정화에 시원을 두고 있다. 이미 각계의 지적이 

있었듯이, 현충사 성역화사업은 애초부터 국난을 극복한 애국

충정의 영웅을 내세워 국민들의 충성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킬 

목적에서 기획된 문화재보수정화사업이었다. 1970년대에 이르

러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경주고도개발사업이 추진되어 전

통의 발명 작업이 본격화되었는데, 이때부터 신라문화는 역사

의 황금시대 및 민족 정통성의 근원으로 재조명되고 삼국통일

의 정신적 토대가 된 화랑도가 민족의 얼로 부각되기에 이른다

[19]. 1977년부터 착수된 백제문화권 개발에서도 호국위인유

적, 충효선현유적, 중요국방유적이 중요시되기는 마찬가지였

다22). 문제는 민족문화 이념이 표방된 사적지로 정비되면서, 

본래 공간과는 상관없는 새로운 건축물들이 들어서고 성역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경역이 과도하게 확장되었다는 것이다. 

즉, 사적지가 역사경관의 보존ㆍ복원이 아닌 정권의 목적과 이

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한 수단으로 재창출 된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은 1960~70년대 문화재 정책의 특징인 ‘면적 

보존[정비]개념’의 내면적 논리를 유추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면’의 개념은 건축물을 포함한 주변 환경까지도 

문화재 정비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서, 성스러운 분위기

를 만들기 위해 사적지 내외의 경관을 함께 중시하는 보존정비

의 방식을 말한다. 보통 이러한 사적지는 엄숙함, 질서, 권위를 

보여주기 위해 잘 정돈된 ‘규모의 공간’으로 조성되었다. 즉, 민

족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장이 미치는 거대한 성역의 구축방식

이 평면적으로 확장된 문화재 보존개념의 발단이 된 셈이다. 

궁남지 또한 초기에 순수한 보존의식으로 축소되어 정비되

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권력이 개입하여 날조된 시설물로써 

억지 정체성이 형성되고 백제 원지를 구체적으로 상상하도록 

확장 정비되어 갔던 사실은 그러한 국가주도 문화정책의 영향

이 컸다. 급기야 1998~2002년에는 과거 군사정부 시절의 사적

지 정비방식을 답습하여 ‘백제 오천결사대 충혼탑’이 궁남지 근

방에 건립되었는데(Figure 17), 역사와 전통을 선택적 이용하

고 전시하는 방식이 여전히 정치적 통합수단의 하나로 이용되

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이처럼 궁남지는 고고학적 진정성과 

그것이 갖는 전통의 내밀한 구조를 통찰하지 않고 전통의 겉모

습이 보급된 연못이라는 태생적인 한계를 갖는다. 궁남지의 분

위기를 지배하는 겉모습인 섬과 다리의 외형은 기실 경복궁의 

문화감(文化感)을 주는 수단일 따름이다. 

문화재에 있어 원형의 보존을 통한 진정성의 확보가 제 1의 

원칙이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아무리 가시적인 효과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원형이 담보되지 않은 복원은 새로운 창작

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누구나 인정하는 상식이다. 그

러나 불과 30~40년 전만해도 문화재 복원은 유적의 진정성보

다는 정권의 기조를 경관으로 구현시키는 전시적 효과 창출에 

보다 무게가 실려 있었다. 물론 궁남지도 그러한 풍토 하에 상

상으로 복원되어 왜곡된 역사현장으로 남게 되었는데, 이는 비

단 궁남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 우리역사에서 발생된 문화

재 복원의 전반적인 과오로 여겨진다. 

지금도 우리는 전통ㆍ역사ㆍ문화가 현실의 다양한 국면에서 

소환되어 ‘왜곡 재연’되는 사례들을 수없이 마주친다. 특히 한 

시대의 고유한 역사성과 현장성이 간직된 곳으로 믿어지는 사

적지에서 진짜처럼 꾸며진 유적들이 국가가 인증한 지정문화

재의 권위로써 수긍되는 사례는 불편함과 안타까움을 동시에 

느끼게 해준다. 본 연구는 과거의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의 토대 

위에서 무비판적으로 추진된 사적지 정비형태, 특히 궁남지의 

복원 과정에서 드러난 왜곡ㆍ창작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궁남

지의 지리적 영역 내지는 백제 정원문화의 본질을 구명하는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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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과 더불어 그동안 정비된 사적지들에 대해서도 비판적 검토

가 필요함을 호소한다.

Ⅳ. 결론 및 제언

한국 전통 연지의 시원으로 평가되는 궁남지는 �삼국사기�

에 나타난 무왕의 연지 축조 기록과 사비왕궁으로 추정되는 관

북리 유적 및 화지산 이궁지 남쪽에 위치한 지리적 정황에 의

해 궁남지로 비정되는 한편 사적으로 지정ㆍ복원되었다. 그러

나 10여 차례의 발굴조사 결과 궁남지로 확정할만한 근거가 발

견되지 않음에 따라 근래 새로운 관점에서 다양한 견해들이 제

시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각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궁남지 

위치 비정의 문제에서 벗어나 궁남지의 복원정비 과정에 나타

난 진정성 왜곡과 전통의 창조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되었다. 

연구의 요약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마래방죽[馬川池]으로 불려왔던 궁남지는 일제 강점기 때

만 해도 3만여 평의 광대한 자연 저습지의 상태로 존재했다. 궁

남지 복원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홍사준은 당시만 해도 마래

방죽에 백제시대 궁남지 유적으로 추정되는 ‘수중도서(水中島

嶼)’의 석축이 남아있었고 그 위에 전각과 정원을 조성한 흔적

으로 보이는 유물이 발견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화지산 이궁터

의 조사 후 서동설화와 연관시켜 마래방죽을 궁남지와 동일시

하는 의견을 피력하였는데, 이는 궁남지 복원정비의 이론적 근

거로 작용하였다. 특히 홍사준이 참조했던 ‘부여 도엽’에서 마

래방죽의 형태와 규모를 엿볼 수 있었는데, 이러한 방죽의 형

태는 일제 강점기에 촬영된 유리건판 사진 속 상황과 근사한 

것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마래방죽의 방대한 면적에 비해 사적

으로 지정된 궁남지의 실제 면적은 8500여 평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1960년대 활발히 추진된 경지정리사업에 의해 마래방죽

의 상당 부분이 농경지로 개간되고 남은 잔여의 면적이 수습된 

결과였다.

2. 최초의 궁남지 복원공사는 1965~67년에 진행되었다. 공

사의 취지는 연못의 수역(水域)을 보존하고 국가사적에 걸맞

는 환경정화에 있었으며, 이 공사로 연못 호안이 토축(土築)되

고 섬이 신설되었다. 1971~72년에는 섬 위에 포룡정을 신축하

고 섬과 육지를 잇는 교량이 가설되었다. 이때 호안의 석축옹

벽 공사, 정원석 공사, 식재공사 등이 시행됨으로써 궁남지의 

기본적인 외형이 완성되었다. 이후로 1981~82년 궁남지 보수

공사, 1987년 수해를 입은 목교 설치공사, 1990년 포룡정 보수

공사 등 교량과 정자에 대한 전면적인 해체보수 공사가 수차례 

실시되었다. 이상은 1960년대에 궁남지의 영역이 임의로 획정

되어 경관의 왜곡이 촉발된 뒤로 진짜 궁남지로 보이도록 설정

된 초기의 요소들이 추가적으로 설치ㆍ각색ㆍ변화되는 과정 

즉, ‘2차적인 경관왜곡 및 진정성 퇴색’의 수순으로 볼 수 있다. 

3. 지금까지 이루어진 궁남지 복원정비공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는 고고학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채 후대의 시각으로 추

정복원 되었다는데 있다. 또한 정비된 형식이 백제의 조경문화

를 어느 정도라도 반영하고 있는가도 궁남지의 가치와 정체성

을 규정해 보는 잣대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당시 복원의 근거가 부재한 상황에서 궁남지가 신선사상에 연

유했다는 유일한 단서를 구현하지 못하고, 경복궁 향원지의 구

성을 그대로 복제하여 정비되었음을 말해준다. 구체적으로, 연

못 안에 섬과 정자를 놓는 구성이나 교량으로 섬과 육지를 연

결시키는 구성 등을 통해 궁남지가 경복궁 향원정을 모델로 만

들어졌음을 증명할 수 있었다. 그런가 하면, 교량설계에 참조된 

취향교 조차도 조선시대의 형식으로 보기 어려운바 당시의 잘

못된 복원설계의 동기와 발상이 궁남지의 가치를 크게 저하시

켰다고 판단된다. 이처럼 전통조경의 소재로서 이미 널리 알려

진 디자인 전범을 그대로 모방한 것은 경복궁이 갖는 미적 표

상과 당대의 기호(嗜好)를 지향한 것으로서, 궁남지에 그와 유

사한 권위를 부여하도록 의도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궁남지는 애초부터 진정성이 결여된 채 정비된 사적이었

기 때문에 경관의 왜곡과 전통성의 남용을 통해 유적의 역사적 

맥락이 과감히 표방되어 갔다. 이러한 역사적 재료의 무비판적

인 활용과 왜곡을 불사한 정식방식은 기실 1960~70년대 박정

희 체제에 의해 주도된 민족주의 문화정책과 맞닿아 있다. 당

시 시대상황에서 강조된 전통은 정권의 정통성을 국민들에게 

자연스럽게 전파하여 대중동원을 이끌어낼 수단적 의미를 갖

는다. ‘만들어진 전통담론’의 맥락에서, 박정희 시기의 문화정

책 역시 이데올로기와 헤게모니의 강화를 위해 이상화된 역사

를 선별하여 그것을 가시적으로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

었다. 그 결과, 이전의 유적을 보수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화려

하고 웅장한 모습이 부각된 사적지가 전국 곳곳에 생겨나게 되

었다. 궁남지가 초기에 순수한 보존의식으로 축소되어 정비되

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차 상상의 시설물이 생겨나고 기형적으

로 확대 정비되어 갔던 사실은 그러한 국가주도 문화정책의 기

조에서 파악된다. 

정원문화재의 복원은 목조나 석조의 건물보다 어렵고 복잡

하다. 경관의 골격이 되는 지형, 식물상, 수체계 등의 자연환경

이 변해왔기 때문에 원래의 모습 그대로 복원한다는 자체가 불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금껏 전국 각처에서 사적지 유적의 복원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는데, 섣부른 복원사업으로 객관

적으로 존재하던 원형경관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고 

경관 왜곡문제가 심화되었던 수많은 사례들은 지금까지도 해

결과제로 남아있다. 이 중 상당수가 1960~70년대에 복원된 것

이며, 이를 통해 우리 역사와 전통을 구체적으로 상상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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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분은 가볍게 지나칠 문제가 아니다. 

실제 대중들은 그러한 정원을 보고 본래의 모습인 것으로 오

해하고 역사를 배운다. 잘못된 복원이 잘못된 역사를 가르치고 

있다 셈이다. 요란했던 민족주의 이데올로기가 퇴색된 지금도 

궁남지는 반세기 전 성형의 흔적을 본래 모습인 것처럼 단장하

고 관람객을 맞고 있다. 현존하는 우리나라 연못 가운데 가장 

오래된 인공 원지로서, 진짜 얼굴을 찾아주는 방법을 고민해 

볼 시점이다. 만약 우리 세대에 혹은 다음 세대에 궁남지가 복

원된다면, 궁남지의 하드웨어인 전체 연못의 평면형태, 호안석

축, 배수로, 건축물의 위치 등이 복원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원을 통해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했고 어떻게 그것을 향유했

는지를 보여주는 백제의 정원문화의 복원이 동시에 추진되어

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비록 지금보다 외소해지고 흥밋거리가 

덜하여진다 해도, 궁남지 또는 마래방죽[마천지]이 진정성을 

되찾아 사비도성의 구조 및 백제왕실의 문화공간을 추체험해 

볼 수 있는 바람직한 역사경관의 현장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 1) 현재 궁남지는 연간 200만 명 이상 방문하는 지역의 관광명소로 운

영되고 있다. 특히 지난 제14회 부여 서동연꽃축제(2016년)에는 역

대 최대 인원인 약 110만 명이 방문해 393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

를 낸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2015~2016년 2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에서 실시한 대한민국 문화관광 '우수축제'로 선정되는 등 우리나라

의 대표적인 여름 축제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주 2) 1980년 초에 발표된 선구적인 연구들에서는 부여의 나성체계와 연

관시켜 궁남지, 월함지(月含池), 유수지(遊水池), 동ㆍ서 도깨비방

죽 등이 도성의 평지구간의 미약한 방어력을 보강하는 해자의 역할

을 했다고 보거나[21], 이러한 연못이 성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일시적으로 모아두는 저류지 또는 나성의 외호(外濠) 역할로 비정

하는[22] 등, 부여 원지가 저습지 위주로 구성된 부여 도성의 지형

상황을 도성방어에 적극 활용한 사례로 조명되었다. 이러한 의견은 

궁남지 주변에 대한 일련의 발굴조사가 완료된 현재까지 궁남지를 

이해하는 기본시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10차에 걸쳐 시

행된 발굴조사 결과, 기대와 달리 현 궁남지 자리에서 농경지와 도

로의 유구가 확인됨에 따라, 지금 궁남지가 다른 위치에 있을 것이

라는 주장이 탄력을 받고 있다. 이제까지의 발굴 경과를 정리한 

Kim(2005)은 추가적인 발굴조사를 통한 실체 확인이 우선시 되어

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궁남지의 입수구, 출수구, 호안시설, 방

장선산 및 20여리를 끌어온 도수로가 파악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연못의 정확한 위치와 규모ㆍ구조가 확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3]. 한편 관북리 추정 왕궁지의 남쪽에 위치해 있고 대형의 인공 

수로가 발견된 구아리 유수지가 궁남지였을 것이라는 의견이나 왕

포천 하류 옥배지 위치나 화지산에서 조망이 가능한 가탑리 일대를 

궁남지의 후보지로 논의되기도 하였고[24][25][26], 익산 천도설과 

맞물려 궁남지가 왕궁평성 남쪽에 위치해 있었을 것이라 추정한 논

고도 있었으나[27][28],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검증은 이루어지고 있

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 3) “제30대 무왕의 이름은 장이다. 어머니가 서울 남쪽 연못가(남지)에 

집을 짓고 과부로 살다가 그 못의 용과 관계하여 낳았다. 어렸을 때 

이름을 서동이라고 하였고 도량이 커서 헤아리기 어려웠다. 늘 마를 

캐다 팔아서 생업을 삼았으므로 나라 사람이 그로 인해 이름을 지었

다(第三十武王名璋 母寡居 築室於京師南池邊 池龍交通而生 名薯

童 器量難測 常掘薯蕷 賣爲活業 國人因以爲名).” (�三國遺事� 권2 

기이2 무왕조)

주 4) �삼국유사�에서 무왕이 유년시절을 보낸 곳은 ‘경사(京師)의 남쪽 

못가[京師南池邊]’로 기록되었다. 그래서 무왕이 자란 도성의 남쪽 

못도 으레 궁남지일 것이라는 해석인데, 삼국사기에 기록된 궁남지

가 무왕 35년에 만들어졌으므로 양자를 동일한 못으로 보기에는 무

리가 따른다. 한편 근래에 익산 천도설, 별도설, 별부설 등과 맞물려 

익산의 마룡지(馬龍池)를 무왕의 출생지 또는 성장지로 보는 견해

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이 역시 입증될만한 결정적인 단서

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주 5) 통념적으로 ‘마래’ 지명은 과거 이 주변에 마밭이 많았던 데서 유래

했다고 보고, ‘마애’, ‘마아이’ 곧, 마[薯]를 캐는 일로 생업을 삼았던 

서동을 일컫는 표현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마래방죽의 한자명인 ‘馬

川池’가 ‘말[馬]+내[川]’의 구조를 갖고 있음에 유의해 보면 전혀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순우리말에서 ‘말~’ 접두사가 들어간 단어는 

‘말벌’, ‘말거미’, ‘말조개’, ‘말술’의 용례에서 확인되듯 ‘크다’는 뜻으

로 소통되어[29], 마천지 즉, 마래방죽은 ‘큰 방죽’, ‘큰 못’의 뜻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한편으로 ‘이마’, ‘마빡’, ‘마파람’, ‘마당’, ‘마한(馬

韓)’ 등의 흔적으로만 남아 있는 ‘마~’는 ‘남쪽’ 또는 ‘앞쪽’을 뜻하

는 순우리말로 사용되므로[29], 마래방죽은 ‘남지(南池)’의 의미로

도 볼 수 있다. 

주 6) 의미의 소통을 위해 원문의 일부를 현대어로 순화하였다. 

주 7) 해방 후 재조선미육군 사령부군정청(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USAMGIK)은 일본 육지측량부로부터 각종 

측지자료와 지도 원판을 인수하였고, 이 자료들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내무부 토목국으로 이관되었다. 1957

부터 1960년대 초 사이에 민수용으로 발간된 1:50,000 지형도는 형

태나 내용이 일제 강점기의 1:50,000지형도와 동일했으며, 남한 전

역의 군사용 1:50,000지형도 350도엽을 협조 받아 수정 작업을 거친 

5색도의 민수용 지형도였다[30]. 출판사인 삼능지도공업사는 지도

의 편집과 발행만을 맡았다.

주 8) 이 도엽의 실물은 홍사준 선생의 아들인 홍재선 선생을 통해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며, Figure 1b는 도엽 중에서 마래방죽이 나타

난 일부분임을 밝힌다. 

주 9) 궁남지가 부여에 있었다는 전제하에 그것의 소재(所在)와 형태를 

파악하는 것은 곧 마래방죽의 사실적 모습과 기능ㆍ구조를 이론적

으로 복원해 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서 제시된 부여 도엽 외에 일제 강점기에 제작된 다수의 지도 

자료를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는 작업이 동반되어야 하므로 후속 논

고에서 다루기로 한다. 

주 10) 홍사준은 신설된 섬 남쪽과 북쪽에 토기파편이 수습된 것을 미루

어 이 자리가 수중도서와 전각이 있던 구지( 址)일 가능성이 크

다고 보았다[30].

주 11) 포룡정의 규모는 정면 3칸, 측면 2칸(24尺×15尺), 높이 21.95尺이

었으며, 겹처마 팔작지붕 2익공집의 형식으로 건립되었다[5].

주 12) 팔각정은 화지산 정상의 망해정(望海亭)을 말한다.

주 13) 외부에서 들여온 다량의 정원석은 40~80cm 크기로서 산지에서부

터 모양을 일일이 검수한 후 들여온 것들이었다. 당시 사용된 소위 

‘정원석’은 전문적인 배석기법을 요하는 것들로서, 대게는 벤치의 

역할을 겸하는 시설물로 취급되었다. 시방서를 살펴보면, ‘대소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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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고려하여 선택 사용하고 앉힌 돌과 위에 놓는 돌이 견고하게 

잘 물리도록 축석하라’고 요구하는 등 채취과정부터 배석(配石)까

지 각별히 신경 썼던 것으로 보인다[5][6]. 1971년 시방서에는 총

량 43.0㎥, 크기 60~120cm 내외석으로 기술되어 있다. 40~80cm

는 1972년 시방서를 참조한 수치이다.   

주 14) ｢궁남지 파손교량 처리｣(1979년 10월 11일)[11]

주 15) 1981년 공사에서 교량 보수가 여의치 않자 이월사업으로 넘기고 

인조목의자 및 휴지통 설치공사만 시행되었다(｢궁남지 보수공사 

집행간액 사용 설계승인 신청｣(1981)[11].

주 16) ｢궁남지 교량 보수공사 설계변경승인 신청｣(1982)[11]

주 17) 이 기간의 폭우량는 1일 최다강수 517.6mm, 3일간 638mm을 기록

했다. 이러한 수치는 기상대가 생긴 이래 처음의 일이었다. 

주 18) 이미 널리 알려져 있듯, 궁남지의 사적 지정과 정화공사는 부여 출

신의 유력 정치인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2016년에 궁남지 관련 다

큐멘터리를 제작했던 KBS 심각현 기자는 이 정치인을 단독 인터

뷰할 당시, ‘내가 그때 궁남지를 향원지처럼 만들라고 했다’는 증언

을 들었다고 회고했다.     

주 19) 재현정비란 고고학적 증거 없이 당시의 그림이나 글, 해당 시기에 

조성된 양식의 해석 등을 통하여 과거의 모습을 알 수 있도록 가시

적으로 조성한 모형정비를 말한다. 사적지 자체의 의미보다 활용으

로 당시의 역사적 상황에 대한 이해와 체험에 중점을 준 정비로서, 

학습적인 목적과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이 주목적이다. 재현되는 

장소는 본래의 위치에서 떨어진 다른 장소에 조성하거나, 유구의 

훼손이 심하여 보존이 의미가 없을 경우 해당 장소에 조성되기도 

한다. 대표적 사례로 백제역사재현단지를 들 수 있다[31].

주 20) 여기서 말하는 전통담론이란 근대화 과정에 있는 특정 정치 체제

가 역사를 선택적으로 이용해 왔고, 전략적으로 전통을 발명ㆍ재구

성함으로서 집단적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했다는 것으로서, 역사학, 

인류학, 사회과학, 민속학 등에서 전통, 문화 정체성, 민족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이끈 주요한 개념으로 활용되어 왔다.

주 21) 국가주의가 강조된 시기에 발명된 전통은 특정한 가치와 행위규준

을 반복적으로 주입함으로써 과거와의 연속성을 확립하는데 활용

되었으며, 이는 대중의 의식 및 생활 전반을 지배하고 그들의 호응

을 얻는 것으로 실현되었다[32].

주 22) 백제문화권 개발에 의한 사업은 호국위인유적, 충효선현유적, 중요

국방유적, 중요사적지, 중요지정문화재, 중요민속자료, 천연기념물, 

고궁과 능원, 지방지정문화재 및 기타 향토자료 등 10개의 주제로 

나누어 시행되었다[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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