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민속·현대문화 ● 제7편 전통문화

1. 대목장의 정의와 역사
대목(大木)은 궁궐이나 불전(佛殿), 가옥과 같은 것을 축조하는 목수(木手)의
우두머리이다. 대목장(大木匠)은 나무를 재목으로 삼아 집짓는 일을 할 때 재목
을 마름질하고 다듬는 기술설계는 물론 공사의 감리까지 겸하는 목수이며, 궁
궐·사찰·군영시설 등을 건축하는 우두머리 건축 기술자로서 도편수, 대목, 대
장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기도 한다. 대목장은 문짝이나 난간과 같이 소규모의 목
공일을 맡아 하는 소목장(小木匠)과 구분한 데서 나온 명칭이며, 와장·드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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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장·미장이·단청장 등과 힘을 합하여 집의 완성까지 모두 책임지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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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건축가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목수는 나무를 다루어 집을 짓는 일을 업으로 삼는 사람을 통칭한다. 이러한
목수 중에서 문짝이나 반자, 난간과 같이 소소한 목공일을 맡아하는 사람을 소목
(小木)이라고 한다. 또한 집을 짓는 것은 여러 명이 동원되는 큰 일이어서 이것을
맡는 사람을 따로 구분하여 대목(大木)이라고 부른다. 특히 목조건물을 짓는 데
에는 여러 명의 목수 외에도 건물의 각 부분마다 기와장이[盖匠], 흙벽장이[泥
匠], 가칠장, 단청장, 석수 등의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하지만, 특히 대목이 건물
을 설계하고 공사의 감리까지 겸하는 까닭에 그 소임이 막중하다.
조선후기에 각종 궁궐의 건축물을 지을 때 작성된『영건도감의궤』
에 의하면
건물의 제작 책임자는 도변수이고 그 아래에 부분별로 부변수와 변수 등의 책임
자로 세분되어 있었다. 18세기 말 수원의 화성을 축성할 때에는 선장, 목혜장, 조
각장 등이 모두 재목을 다듬는 일에 부역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9세기 초에 인
정전을 제작할 당시 도변수가 공사 전체를 주관하였고 기둥과 보를 올리는 일은
정현변수가, 공포 짜는 일은 공도변수가, 서까래를 깎아 거는 일은 연목변수가
분담하고 있었다.

이렇게 많은 목수가 동원되는 큰 건축공사에는 도변수에 해당되는 대목은 재
목을 마름질할 수 있도록 먹줄을 튕겨주어야 하고, 수치에 엄격하고 밝아야 한
다. 전래의 대목들은 철저하게 도제방식에 의하여 건축현장에서 양성되었기 때
문에 부자간의 혈연적 전승이 될 수 없었고, 기술적인 위계질서가 엄격하였다.
대목이 되려면 고금의 뛰어난 건물에 대한 지식을 지녀야 함은 물론 암기력이
탁월하고 제도술은 그 나름으로 익혀야 한다. 곧 먹줄 튕기는 일은 물론 우리나
라 건축의 법식과 기법에도 통달해야만 한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목조건축이 발달하여 궁궐과 사찰건물이 모두 목조였다.
따라서 국가에서 필요한 건물을 짓던 목수에게 상당한 벼슬을 내렸을 것이라고
짐작된다. 예컨대 통일신라의 관직을 보면 도시행정을 관장하는 전읍서(典邑署)
에 경 2이나, 감 4인, 대사읍(大司邑), 중사읍 각 6인, 소사읍 9인, 사(史) 16인,
목척(木尺) 70인이 있었으며, 그들 중 상당수가 전문적인 목수였다고 생각된다.
고려시대에는 건축을 전담하던 선공시(繕工寺)와 도교서(都校署)의 목업(木業)에
벼슬이 주어졌다. 한편 조선시대에는『경국대전』
의 경공장조에 보면 선공감에
60인의 목장(木匠)을 항상 갖추도록 규정하였으며, 세종 때 서울 남대문을 재건
할 때 참여한 대목에게 정 5품을 하사하고 있었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
는 목수에게 벼슬을 주는 제도가 없어졌다. 20세기 들어오면서 궁궐과 관아 등
의 사당을 신축하면서 기술은 명맥을 이어 전수되어 오는 형편이다.

2. 대목장 정영진의 생애와 대표작품
대목장은 큰 건축일을 잘하는 목수이다. 국가에서는 1982년 6월 1일 중요무형
문화재 제74호로 대목장을 지정하였고, 제1대 보유자인 배희한(裵喜漢,
1908~1982), 이광규( 光奎, 1918~1982), 고택영(高澤永, 1914~2005) 등을 기
능보유자로 인정하였으며, 현재는 제 2세대인 신응수(申鷹秀, 1942년생)를 1991
년 5월에, 전흥수(田興秀, 1938년생)와 최기영(崔基永, 1945년생)을 2000년 8월
에 기능보유자로 인정하여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지방 문화재 중에
는 충남의 제10호 서천대목장 정영진(丁榮鎭, 1921년생)이 1990년 5월에, 경기도
의 제 36호-나 대목장 도변수 장효순(張孝淳, 1939년생)이 1999년 10월에 기능
보유자로 인정되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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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목조건물을 짓지 않게 되어 그 직능이 한층 쇠퇴하였지만, 사찰건물이나 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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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대목장 정영진(丁榮鎭)은 1921년 3월에 충청남도 서천군 문산면 금복리에
서 아버지 정규철(丁奎喆)과 어머니 풍양 조씨 사이에서 3남 1녀 중 장남으로 태
어나 현재까지 80여년을 생가에서 거주하고 있다. 정영진이 대목장이 된 것은 아
버지의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이다. 그가 16세 되던 해인 1936년부터 부친의 조수
가 되어 따라 다니기 시작하였고 눈썰미가 뛰어난 때문인지 3~4년 만에 부친의
솜씨를 고스란히 물려받게 되었다. 더욱이 스무살이 되던 1940년에 부친이 경북
영주군 순흥면에 있는 소수서원의 보수공사를 하던 중 갑작스럽게 병을 얻어 쓰
러지자 그를 대신해서 끝내면서 대목으로서의 솜씨를 인정받기 시작하였다.
이후 아버지의 친구였던 조재웅이라는 판교 출신 어른을 따라 서울로 일터를
옮겨 여러 채의 작은 집을 짓는 일을 하였고, 나낙규라는 분에게도 여러 가르침
을 들으면서 함께 일을 하였다. 그러다가 문화재를 전문적으로 하던 양철수라는
분을 따라 다니면서 자연히 문화재를 보수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반 세기 이상을
국보급 건축 문화재를 비롯하여 전통가옥이나 사찰 등의 신축과 복원공사에 전
념하게 되었다. 그 결과 1981년 2월에 문화재관리국에 지정문화재 수리기술자
제101호 목공으로 선정되었으며, 1990년 5월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10호‘서천
대목장’
의 기능보유자로 인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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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건물을 지을 때 즐겨 쓰는 나무는 육송이고, 특히 강원도 양양의 것을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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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고 있다. 목조건물의 생명은 나무이므로 대목의 필수조건은 나무를 감정할
줄 알아야 한다며, 제재소에서 나무를 켤 때 설계도본에 맞는 나무를 제대로 켜
는지 반드시 지켜본다고 하였다. 대목은 최소한 10명의 목수를 거느리는데, 도편
수가 되면 재목을 마름질할 수 있도록 먹줄을 튕겨줄 수 있어야 한다. 먹줄 튕기
는 일은 법식과 기법에 어느 정도 통달되어야 하고 수치에 오차가 있으면 안되
고, 암기력이 뛰어나야 하고 제도법을 익히거나 고금의 품평도 알아두어야 건물
주의 주문에 응할 수 있다. 제도술, 도면 읽는 법, 시방서 이해하는 법, 수하 사람
을 부리는 일 등을 익혀야 한다. 이처럼 도편수는 설계와 감리까지 도맡아 처리
하여야 했다. 결국 설계도본을 작성할 줄 알았고, 선자 서까래 거는 법이나 먹줄
튕기는 법 등의 이론을 알아야 했다. 그리고 실제 현장 시공에서 목조건축 중 귀
솟음, 오금, 선자연 거는 법, 처마안 허리곡 등을 이해하는 등 한국건축의 정수를
재현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대목장들의 실연장소는 전통 목조건물을 짓고 있는 궁궐이나 사찰 및 민간 주
택의 현장이었다. 현장에서 대목장 혹은 도편수들은 부편수를 비롯하여 여러 명

의 목수를 거느릴 뿐 아니라, 니장, 미장, 와장, 드잡이 등 여러 분야의 장인들을
아우를 수 있어야 큰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정영진은 주로 관아건물과 불교 사찰
의 건축에 장기를 보였다. 그의 대표작품으로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은 아버지를
대신하여 완성한 1953년 경북 영주의 소수서원이었다. 이 건물을 비롯하여 한편
으로는 지방의 관아와 사당을, 또 한편으로는 사찰의 건물을 보수하거나 복원,
신축하는 일을 주로 하게 되었다.
지방 관아와 사당으로서는 1958년 경남 충주시 세병관을 보수하였으며, 1959
년에는 서울 동대문의 동묘 관리사를 보수하였다. 1960년 서울 종로의 경복궁 회
랑 복원, 1961년에는 경북 선산군의 야은 길재선생 사당을 신축하였고, 1962년
전남 이순신 장군의 사당을 신축하였다. 이순신 장군의 사당을 끝냈을 때 전라도
부인회에서 진심으로 잘 대해 주어 기억에 남는다고 하였다. 1963년 충북 청원의
강감찬 장군의 사당을 신축하였으며, 1965년 경북 경주 김유신 장군 제각과
1966년 태종 무열왕릉의 제각을 복원하였다. 1967년에는 경북 안동군의 도산서
원을 보수하였다. 1971년에는 충남 서산군의 해미읍성 진남문을 보수하였으며,
1974년에는 해미읍성의 동문과 서문을 신축하였을 뿐 아니라 서산의 아문과 동
헌을 신축하였다. 당시‘해미읍성 복원유공 감사장’
을 받은 것도 잊지 못할 이력
이다. 그리고 1975년에는 제주도의 향교 3곳을 보수하였고, 1980년에는 경북 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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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군의 신유장군 사당을 신축하였으며, 1981년에는 강원도 강릉시 최씨 문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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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 한성사를 신축하였다. 1984년에는 충남 서천군의 나씨 사당 옥남사의 신축
과 1987년 서천군 향교의 보수를 하였다. 1989년에는 서울 종로구 성균관의 신
축과 경기도 양평군의 고종황제 제각의 보수 및 경북 구미시의 인동 장씨 사당의
신축을 하였다. 이처럼 한 해에 서울, 경기도, 경북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을 했
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을 외지로 떠도는 것이 대목장의 업이었다. 1990년 경기도
여주군 정동면의 동래 정씨 사당을 신축하였고, 1991년 강원도 강릉시 최규하 전
대통령 생가를 복원하였다. 1992년에는 강릉시 오죽헌의 신사임당 생가를 복원
하였고, 1993년에는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 비천당을 신축하였고, 1994년 용산
구 효창공원의 김구 선생 사당을 신축하였으며, 1995년에는 종로구의 운현궁을
신축하는 등 전국적인 활동을 펼쳤다. 특히 운현궁은 1994년부터 1995년까지 2
년간 불철주야 고생하여 기억에 남는 대공사였다. 건평 4백평이 넘는 큰 공사였
는데 두 가지 형태로서 건설공사에서 수주한 공사의 목공 부분만 맡아하거나, 공
정의 전체를 책임지는 방식이라고 한다. 대부분 규모가 큰 공사는 목공 부분만을

맡고, 소소한 공사는 전체를 맡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사찰 건축물의 경우 1959년 경남 합천의 해인사의 장경각을 복원하는 것을 비
롯하여 거의 해마다 중요한 전각의 복원과 보수 및 신축에 참여하였다. 특히
1968년부터 1973년까지는 충북 보은 법주사의 팔상전을 복원한 것을 비롯하여
법주사 내의 거의 모든 전각을 보수하거나 신축하는데 전력을 다하였다. 법주사
의 천왕문과 금강문, 쌍사자보호각 및 석연지보호각 내지 안내관, 법주사 내 선
방과 복천암을 신축하였고, 대웅전을 보수하였다. 법주사 일을 하는 와중에도 다
른 사찰의 일이 들어오면 함께 진행시켰는데, 1971년에는 경북 영주시의 부석사
를 보수하거나, 1973년에 경북 경산군 환성사의 대웅전을 보수하는 일이 그러했
다. 1974년부터 1976년까지 3년간 불국사와 석굴암과 인연이 닿았다. 그리하여
불국사의 일주문과 사천왕문, 강원과 주지실을 1976년에는 석굴암의 수강전과
종무소를 신축하였다. 1977년에는 충남 청양군의 장곡사 상대웅전과 하대웅전을
1978년에는 충남 공주시 공복루를 보수하였고, 1979년에는 충남 논산군 쌍계사
대웅전을, 같은 해에 전남 구례군 화엄사 약수제각을 보수하였다. 1980년에는 경
북 산청군의 율곡사를, 1981년에는 경북 경산군의 약수암을, 1982년에는 대구광
역시 백련사와 관룡사를, 1983년에는 경북 달성군의 공덕사, 경남 김해시의 동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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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1984년에는 강원 횡성군의 상원사 종각을 보수하는 등 사찰이 있는 전국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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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곡곡의 심산유곡이 모두 그의 작업현장이었다.
수십년간 문화재를 복원하기 위해 1년의 태반을 산골짜기 오지의 건축 현장에
서 젊은 장인들과 함께 지냈기에, 집에는 1년에 1~2달 정도 밖에 갈 수 없는 처지
였다고 한다.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던 그는 1997년에 어려운 시련을 겪게 되었고
건강하였던 몸이 문제가 되었다.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건물을 조성하는 데에
만 힘을 쏟다보니 건강을 챙기지 못하여 위암2기 판정을 받게 된 것이다. 하지만
현대 의술의 눈부신 발달과 살아야 한다는 자신의 의지는, 결국 길고 어려운 수
술을 통하여 암을 제거하고 불굴의 투지로 병마와 싸워 다시 건강을 회복하게 되
었다. 그 결과 팔순을 훌쩍 넘긴 지금도 젊은 사람 못지않은 건강을 유지하면서
강원도 고성에서 2년째 전통한옥으로 민속마을을 짓는 작업현장에 참여하여 대
목장으로서 여전히 진두지휘를 하고 있었다. 그러는 한편 자신이 그 동안 체득한
기술이나 경험을 후계자들에게 전달하여 그들을 전통 대목으로 양성하고 있
었다.

3. 서천대목장의 기술 전수
서천대목장 정영진의 집안은 대목장 집안이다. 물론 대대로 목수 집안은 아니
었지만, 그가 태어날 당시 집안은 무척 가난하고 끼니도 해결하기 힘든 살림이어
서 부친이 삶의 방편으로 목수의 길을 들어서게 된 이후 2대째 계속이어지고 있
다. 부친은 양반가문이라 한학을 하신 할아버지 밑에서 한학을 배웠지만, 생계를
위해 목수의 연장을 잡았으며 타고난 눈썰미와 손재주로 곧 이름이 나기 시작하
였다. 그의 가계에서는 아버지와 함께 작은 아버지인 정규복(丁奎福)도 목수로
활동하였고, 정영진 자신 뿐 아니라 사촌동생인 정옥진(丁玉鎭) 또한 목수로 활
동하고 있다.
정영진이 대목장이 된 것은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은 때문이다. 목수로서 이름
이 높았던 부친 정규철의 조수로 일을 하면서 목수일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이다.
16세부터 부친의 뒤를 따라 다니며 목수일을 하였던 그는, 21세 되던 해인 1942
년에 한산리 연봉리 태생인 능성 구씨 집안의 구순희(具順姬)씨와 결혼하였다.
당시 부인의 나이는 18세로 꽤 늦은 편이었다. 예나 지금이나 대목은 객지로
떠돌고 집에 머무르는 기간이 1년 중 두달 남짓한 짧은 기간 뿐임에도, 그는 자식
농사만큼은 부지런히 지은 듯 부인과의 사이에서 아들 다섯과 딸 둘을 얻었다.
대학을 나와 청주에서 목사를 하고 있으며, 둘째 아들인 해천(海天)이 고향에서
농사일을 지으며 그들 부부와 함께 살고 있다. 셋째 아들 해조(海曺)와 넷째 해룡
(海龍)은 대전에서 이동통신일을 하고 있고, 작은 딸은 성남에서 살며, 막내아들
해인(海仁)은 대구에서 대학에 다니고 있다.
하지만 이들 7남매 중 그의 뒤를 잇고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다행히 그에
게는 후계자가 있어 그의 기술을 전수하고 있다. 그의 직계 후계자로는 같은 길
을 걷고 있는 친동생 정국진(丁國鎭, 1934년생)이 있다. 정국진은 문화재청의 문
화재수리기술자 중 목수 기능자 제160호이며, 아울러 현재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서천대목장의 전수조교로 선정되어 있다. 한편 그의 전통 목수기술은 당질에 해
당하는 해식(海植, 1951년생, 서천군 기산면 영모리), 해경(海京, 1954년생, 부여
군 부여읍 관북리), 해성(海成, 1941년생, 부여군 부여급 관북리) 등 여러 명이 배
우고 있다. 이렇게 기술을 전수받은 제자들 또한 각자 문화재를 신축하거나 복원
하는 공사에 종사하고 있으며 제자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술 지도를 받으
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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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 맏이는 딸로 비인으로 출가하였다가 서울에 살고, 큰 아들 해동(海東)은 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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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그는 법주사와 불국사를 비롯하여 수 없이 이름난 목조건축물을 복원
하고 보수하고 신축하였다. 팔순을 넘긴 지금도 웬만한 건축에는 그를 불러 쉴
틈이 없었다. 근래에 종로구 평창동의 흥선대원군의 별장(석파정)을 비롯하여,
요즘은 강원도 고성의 한옥민속촌을 짓느라 2년여 동안 현장에서 살고 서천 집에
거의 들르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폭염 속 건축 현장에서 인부들과 땀을 흘리며
작업을 하고 있는 그에게 어려움이 없느냐는 질문을 하니 우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고,“돈보다는 외길을 고집하는 장인정신이 갈수록 사라지는 세태가 걱정”
이라
고 말했다. 전통목수는 신식목수보다 일당이 적고 대우가 시원찮으며, 힘이 들어
가는 재래식 기법을 배우려고 하지 않아 전통목수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
이다. 그러면서 그는 재래식 기술을 익히지 않은‘돌팔이 목수’
들이 신식 기계를
쓰는 바람에 우리 고유의 전통 건축미가 사라져 가고 있다고 개탄했다. 기계식
대패를 쓸 경우 곧게만 나가기 때문에 건축의 앙곡(昻曲)이 제대로 잡히지 않고
제 모양을 낼 수 없으며 기계톱을 쓰면 나무 휜대로 자연스럽게 잘라내지도 못해
우아한 아치형 대들보감을 만들 수 없다는 게 그의 얘기다. 업자들이 공기 단축
등과 인건비 절감을 위해 기계식 대패를 쓰는 목수에게 일을 맡기는 경우가 허다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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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생을 목수일에 바쳐온 자신의 직업을 천직으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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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며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다. 자신이 평생을 작업하여 논 6,000평과 밭 1,500
평을 갖고 있으며, 자신이 태어난 곳에 자신의 땅을 마련했음을 자랑스러워 했
다. 대목장인 그는 궁궐이나 사찰을 짓는데 바빠서 자신의 집에 손을 대지 못하
여 변변치 못한 형편이었다. 다만 20여년 전에 자신의 손으로 마련한 간살문이
있는 사랑채가 안마당 한 옆에 있어 그의 솜씨를 짐작하게 해 준다. 그 사랑채는
야트막한 동리의 자연과 어우러지고 시골 살림에 맞게 소박한 모습을 지니고 있
어서 천부적인 솜씨를 일단 엿볼 수 있었다.

<사진 1> 20여 년 전에 자신이 만든 창살을 만지며
감회가 새로운 정영진 보유자

<사진 2 > 궁궐과 절집을 짓느라 자신의 집에는 손을
못 댄 채 20년 전의 모습을 간직한 사랑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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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 사찰 건축물 중 대웅보전을 완성하고 있는 모습

<사진 5> 전통 목조 건축의 처마곡선을 바로잡고 있는 모습

<사진 6> 정영진 대목장이 나무 켜는 모습

제6장 무형문화재

<사진 3> 목수일로 일궈낸 자신의 논과 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