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민속·현대문화 ● 제8편 현대문화

1.@ 지리적 특성과 예술
서천군의 문화예술은 고려시대부터 발화하기 시작하여 평범하면서도 특색 있
는 전통성을 끊임없이 유지해 왔다.@
서천은 소리의 고장이다. 그리고 한산은 모시로 유명한 고장이다. 또한 소곡주
가 있으며 금강 가에 2만여 평의 갈대밭이 널려져 있어 겨울이 되면 수많은 철새
가 날아드는 도래지로도 유명하다.
조선조의 전무후무하다는 명창 이동백이 태어난 곳이다. 그리고 조선창극사에
창룡으로 이어지는 명창들이 기거하던 곳이다. 그러기에 서천은 우리나라 소리
의 전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인간의 모든 예술적 창작 활동의 배경이 되는 것은 자연이다. 자연은 모든 예술
의 모태가 되기도 하며 예술가의 잠재적 환경 속에 자라 잡고 끊임없이 변형되며
생성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예로부터 자연은 아름다움의 이상이 되고 예술의 모범
이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천여 년 전 그리스의 그림을 새가 조는 것 이라든지 실
물과 너무 닮은 커튼을 들어 올리려 했다는 전설은 결국 자연에 가까울수록 소위
신화의 영역으로 받아들여 가장 우수한 예술로 우대했던 시각을 찾아 볼 수 있다.
자연은 인간의 미에 대한 감각을 길러 주는 의미에서 모든 정신을 함양 시키는
지표가 되는 데에서 예술의 모범이 될 수 잇을 것이다. 따라서 우수한 예술품이
란 자연으로부터 미에 대한 훈련을 받은 예술가의 기술과 정신이 자연의 인상과
아름다운 조화를 얻는 데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그러고 보면 예술에는 이런
자연 현상이외에 인간의 마음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마
치 자연 광선이 프리즘을 거쳐 굴절 반사 하듯이 예술은 예술가의 마음의 세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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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판소리는 김문(金門)에서 이루어지다시피 했다고 극찬한 김성옥, 김정근, 김

거친 또 하나의 자연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이란 시대와 사람에
따라 다르고 같은 사람이라도 때에 따라 심경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제각기 자연 현상에서 자기의 예술을 위해서라도 기회를 제공하여 주는
것이지만 인간의 마음에 따라 자연을 선택하고 표현방법을 고려하는 데에서 미술
의 시대성이라든지 개성이라든지 예술의 상징성이 나타난다고 말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인류가 남겨놓은 예술의 역사는 이 사실을 역력히 웅변하고 있다. 그
러나 예술이 국경을 초월하여 사상과 의사를 전달할 수 있고 예술가의 감동이 그
대로 감상자에게 통하는 것은 인간의 감성이 넓은 공감적 보편성이 있다는 것이
며 자연현상에서 볼 수 있는 무수한 감각요소가 모든 인간에 부호처럼 되어있다
고도 볼 수 있다. 예술을 무한의 시(詩)라고 하는 것도 감정의 공통된 약속아래 예
술이 이루어지는 특성을 말하는 것이며 조형언어나 시각언어나 모두 같은 의미
에서 쓰여 지는 예술 용어인 것이다. 즉 조화라던가 통일, 균형, 비례, 대조와 같
은 용어는 자연의 질서에서 발견한 미의 원칙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인류는 장구한
세월을 두고 이러한 원칙아래서 무관 할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현대에 이르러
서는 이러한 자연의 질서를 과학적으로 추구하여 과학과 예술이 유례없이 긴밀
한 관계를 유지한다고 볼 수 있으며 예술의 이러한 경향은 필연적으로 현대의 기
계문명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동시에 지역적인 차이가 희박하며 국제간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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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가 용이하게 되어 예술가의 제작활동은 국가나 민족간에 차별이 없는 보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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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관념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서천군은 충청남도 서남부에 위치하고 있다. 동쪽으로는 부여군과 접하고 있
으며, 서쪽으로는 황해, 남쪽으로는 금강을 경계로 전라북도 군산시와 접하고 있
으며, 북쪽으로는 보령시와 접하고 있다. 서천군은 예로부토 한산의 세모시로 유
명하던 곳으로 지금도 모시의 고장으로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
역이 전통적인 농어촌 지역이다. 위도는 동경 126˝25´~ 126˝52´, 북위 36
˝00´~ 36˝11´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357,67평방㎞이다.@
서천군에 있어서 행정제도가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삼한시대(三韓時代) 마한
의 사회부락국가인 아림국(兒林國)이 탄생하면서부터다. 삼한시대의 문헌이 전
해지지 않아 아림국의 행정제도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위지(魏志)』한전(韓傳)
에 의하면 마한은 54개의 작고 큰 부족국가였으며 그 중 현 충청남도에 위치하고
있던 국가는 13개 국가로 고증되고 있다. 아림국의 통치상황과 행정제도, 행정구
역은 오늘날의 제도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 고을을 다스리는 군주적 제도
임을 추측할 수 있고, 아림국의 위치는 서천군 서천읍 남산 부근으로 고증되고
있다. 남산 근처에 취락이 형성되고 그 취락을 중심으로 부족국가가 형성되어 그

것이 서천군의 첫 행정단위 통치기구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서천의 마량리에는 천연기념물 제169호로 지정된 500년 수령의 동백나무숲이
있다. 이 숲의 명칭은‘마량리 동백 숲’
이며 조그만 동산으로 서천군의 서쪽 바다
와 마주한 자리에 위치해 있다. 숲 정상의 동백정(冬柏亭)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중층(中層)누각이다. 동선을 따라가다 보면 정면 2째 칸 누 아래 기둥 사이로 오
력도가 아름답게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는 누를 지을 때 관람객
을 배려한 프레임의 배치인 것을 짐작 할 수 있다.
우리나라 4대 강 중의 하나인 금강이 충청남도와 충청북도를 에두르고 휘돌며
구비마다 충청도의 아름다운 경관을 감싸 안고 흐르다 마침내 서해바다에 이르
는 곳 금강 하구 둑은 매년 겨울이면 각양각색의 철새들이 찾아드는 철새 도래지
이자 200리에 이르는 아름다운 서천의 해안이 시작되는 곳이기도 하다.
한산모시는 백제시대 한 노인의 현몽으로 건지산 기슭에서 모시풀을 발견한
이래 1,000여 년 동안 나라의 진상품으로 이어져 온 서천군의 명물이다. 한산모
시는 백옥같이 희고 우아하며 잠자리 날개처럼 섬세하고 가늘어 여름철 옷감으
로는 으뜸으로 치고 있으며 고려시대에는 명나라 공물로, 조선시대에는 진상품
으로 그 명성을 떨쳤다. 이와 같이 한산모시는 과거 삼국시대부터 최고의 명성을
누려온 대한민국 전통 직조기술로 생산하는 자연섬유이며 한산면 일대에는 질
미곡 생산소득의 17%에 해당할 만큼 서천지역 경제에 기여도가 매우 높다.
서천은 갈대숲이 많은 고장이다. 주로 습지나 갯가, 호수 주변에 군락을 이루
며 자라는 갈대의 특성을 보면 서천의 자연환경을 가름할 척도가 되는 좋은 예로
200리 서천 해안을 따라 어촌과 갯마을 구석구석 갈대가 군락을 이루며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들 갈대밭 중 갈대숲이 많아 철새들의 서식장소로 좋은 환
경을 제공하고 있는 금강 하구 뚝 언저리에 위치한 신성리 갈대밭은 한국관광공
사가 선정한‘한국갈대 7선’
으로 꼽히고 있으며, 각종 교육기관의 자연학습장으
로, 전국 사진작가들의 촬영장소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 외에도 춘장대해수욕
장, 문헌서원, 희리산 자연휴양림, 천방산 풍광을 서천 8경으로 일컫는다.
종교 분포 상황은 1988년 현재 불교 사찰 13개, 천도교 교당 1개, 원불교 교당
3개, 천주교 성당 2개, 개신교 교회 133개, 기타 신흥 종교 1개 종단이 있다.@@
주요 복지 시설로는 의료 기관 41개소가 있다. 이밖에 마서면 송내리에 금매
복지원이 있고 장항읍 원수리에 모자 복지시설인 에베네셀 모자원과 송림의 유
부도에 정신 질환자 수용소인 장항 수심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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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모시가 많이 생산되고 있다. 또한 서천군의 특산품인 한산모시 생산소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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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리의 고장 서천
서천은 소리의 고장이다. 우리나라 소리사에 귀중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판
소리 중 그 일맥이 서천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김문(金門)이라고 일컬어지는 김성옥-김정근-김창룡으로 김창진의 소리가 이
어졌으며 이 시대에 이동백이라는 걸출한 소리꾼이 배출된 곳이다.

1) 대명창 이동백@
@
판소리라는 명칭은 판소리가 생길 때부터 붙여진 이름은 아니었다. 판소리라
는 이름이 널리 쓰이기 이전에는 타령·창·잡가·소리·광대소리·창악(唱 ),
극가(劇歌)·가곡(歌曲)·창극조(唱劇調) 등의 명칭이 사용되었다. 판소리라는 명
칭이 언제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는지 자세히 알 길은 없다. 판소리라는 명칭이 처
음으로 등장하는 문헌은, 김제 만경 출신으로 해방 직후 월북한 정노식이라는 사
람이 1940년에 조선일보사 출판부에서 낸 {조선창극사}라는 책이다. 그러니까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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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라는 명칭은 그보다 조금 일찍 생겨났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지만 이 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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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판소리라는 말을 그렇게 자주 쓰지는 않았다. 우선 책 제목에서부터 {조선판
소리사}라고 하지 않고, {조선창극사}라고 함으로써,‘창극’
이라는 명칭을 사용하
고 있는 것이 눈에 띄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 때만 해도 판소리라는 명칭이 널리
쓰이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판소리는 전승 예술이다. 그러니까 판소리꾼이 자신의 예술 세계를 구축하는
데는 어떤 소리를 전수받았는가가 일차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그러나 판소리 창
자들은, 특히 창조성이 강한 창자들은 선생에게 배운 대로만 소리를 하지는 않는
다. 반드시 자기 나름대로 창조성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동편제 소리의 정통
가문 출신이었으면서도, 새로운 양식의 소리를 개발하여 가문으로부터 독살 당
할 뻔했던 송만갑 같은 사람이 좋은 예이다. 그러니까 동편제 소리꾼의 제자라고
해서 바로 동편제 소리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요사이는 또 많은 선생으로부터
다양한 소리를 전수받는 경향이 점점 더 늘고 있으며, 그런 사람일수록 명창 소
리를 듣는 사람이 많다. 따라서 전승 계보의 순수성을 지키는 일은 거의 불가능
하게 되었다. 이러한 몇몇 이유로 인하여 전승 계보 또한 판소리 유형을 나누는
효과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하다. 예를 들자면 김소희 같은 사람은

처음에는 가장 전형적인 동편제 소리꾼인 송만갑에게 배웠으나, 나중에는 전형
적인 서편제 소리꾼인 정정렬과 박동실에게 배워 자신의 예술 세계를 완성했다.
그러면 전승 받은 것만 보아서는 김소희의‘제’
를 무엇이라고 해야 할지 모른다.
그러나 또 이런 경우도 있다. 예컨대 강도근처럼 전형적인 동편제 소리를 했던
송만갑과 김정문, 유성준에게 만 배우고, 송만갑과 김정문의 소리 양식만을 끝끝
내 고집한 경우이다. 이럴 때는 보다 쉽게 동편제 소리꾼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종천면 도만리에 우리나라의 대명창 이었던 이동백( 東伯, 1867~1950)의 생
가지가 있다. 이동백 명창은 전무후무한 명창이라고 칭할 만큼 대단한 가창력을
갖고 있었으며 그 용모 또한 준수하여 당시 그 이름만 들어도 극장에 관객이 미
어질 정도였다고 하니 참으로 대단한 분이시다. 고 박동진 선생은“이동백 명창
이야 말로 신재효의 광대가에 나오는 광대의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신 분이다”라
고 생전에 술회 하신 적이 있다.
이동백 명창은 가난이 싫어서, 소리를 하면 임금의 어전에 나가 소리를 할 수
있고, 양반집도 마음대로 드나들며 밥도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소리에 희리산
중턱 동굴에서 2년 동안 독공으로 득음을 했다고 전해진다. 피를 토하는 동굴독
공이야 말로 명창들이 꼭 거쳐야한다는 득음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데@ 이동백 명창은 그렇게 동굴독공을 마치고 소리판에 나섰다고 한다.

며, 또 그런 것을 듣기 좋아하는 것이 기가 막히고, 또 하나는 소리하는 사람을 아
직 소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며 천대하는 것이 일생동안 내 가슴에 사무친 기막힌
일입니다. 이제부터는 암만 생활문제가 급하여도 우리의 권위도 세워서 요릿집에
는 가지 않고 회관에 와서 듣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서로 연구하고 개
량하야 새로운 작(作)도 하고 발표도 하려고합니다.”(이동백 대담한 내용에서)

8세 때 서당에 들어가 한문을 공부한 이동백 명창은 13세 때에는 김정근 문하
에 들어가 판소리를 공부하고, 다시 김세종에게 5년간 공부하였다. 20세 전후에
도만리 희리산의 용구(龍口)에서 2년간 독공하였고, 다시 진주 이곡사에 들어가
3년간 공부하였다. 절에서 나오자 창원부사의 부름을 받고 새타령을 불러 이름을
떨쳤다. 36세 이후 경상남도 창원에서 사는 동안 명창으로 차츰 알려지게 되었
다. 46세 때 서울로 올라와 김창환·송만갑과 함께 원각사에서 창극을 공연하였
고, 원각사가 해산된 뒤 연흥사·광무대 등에서 송만갑과 함께 창극과 판소리를
공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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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내 소원(所願)은 판소리의 근본정신을 모르고 음탕한 노래로 알고 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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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년 송만갑·정정렬 등과 함께 조선성악연구회를 조직하여 판소리교육에
힘쓰는 한편, 창극정립에도 노력을 경주하였다. 1939년 부민관에서 은퇴공연을
하자, 열화와 같은 요청으로 두 달 동안이나 전국과 만주, 연해주일대까지 순회
공연을 계속하였다. 그는 김세종에게 짜임새 있게 판소리를 배웠고, 성량이 풍부
하고 풍채가 당당하여 거인적인 명창으로 이름이 높았다. 고종은 그를 특히 사랑
하여 통정대부의 직계를 내렸고, 어전에서 소리를 하게 하였다. 심청가와 적벽가
를 잘 불렀고, 특히 새타령을 잘 하였는데, 그의 새타령은 이날치(李捺致)·박유
전(朴裕全)이후 첫손을 꼽고 있다.
제자는 많지 않고 강장원이 그의 소리 일부를 이어받았으나 병사하여 맥이 끊
겼다. 그의 소리를 담은 음반이 수십 종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새타령과 흥
보가 중‘제비 후리려 나가는 대목’
, 심청가 중‘범피중류(泛彼中流)’대목이 걸작
으로 꼽히고 있다

2) 중고제의 명창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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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의 향토적인 선율을 토대로 진양조·중모리·중중모리·자진모리·휘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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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엇모리·엇중모리 등 일곱 가지 장단에 따라 변화시키고, 또 아니리와 발림
으로 극적인 효과를 높이는데, 이@ 때의 대사만을 가리켜 극가라고 한다.
판소리의 구성 요소로는 창자(唱者)가 소리를 하다가 한 대목에서 다른 대목으
로 넘어가기 전에 자유리듬으로 사설을 엮어나가는 행위로 아니리가 있으며 연
창자에게 숨 돌리는 시간을 주고 고수와 창자에게는 너름새(발림)를 할 기회를
준다. 말로 하는 말조아니리와 소리로 하는 소리 조 아니리의 두 가지가 있는데,
말조아니리가 주로 쓰인다.
조선 후기 판소리 명창 송흥록(宋興 )의 법통을 이어받은 유파로 동편재가 있
다. 전라도의 운봉·구례·순창·흥덕 등지에서 성행하였다. 창법이 웅건·청담
하고 발성초가 신중하며 구절의 끝마침이 명확하다. 특히 판소리조 중 우조에서
진가를 발휘한다. 동편제의 명창으로는 송흥록을 비롯하여 박만순·김세종·정
춘풍·김창록·박기홍·김찬업 등이 알려졌다.
서편제는 조선 정조·순조 무렵 8명창 중의 한 사람 박유전(朴裕全)의 법제를
이어받은 유파로, 광주·나주·보성·강진·해남 등지에서 성행하였으며 이 지

역들이 섬진강의 서쪽에 자리한다고 하여 서편제라 부르게 된 것이다. 이 소리제
의 특징은 유연애절, 즉 부드러우면서도 구성지고 애절하며, 소리의 끝이 길게
이어진 이른바 꼬리를 달고 있는 점이다. 또한 계면조형의 가락이 많다. 이는 활
달하고도 우렁찬 동편제와 좋은 대조를 이루기도 한다. 서편제에 어울리는 노래
로는《심청가》
를 꼽고 있다. 서편제의 명창으로는 박유전을 비롯하여 이날치(李
捺治)·김채만(金采萬)·정창업(丁昌業)·김창환(金昌煥)·정정렬(丁貞烈) 등이
알려졌으며, 이는 다시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의 예능보유자인 김소희(金
素姬)·김여란(金如 ) 등으로 이어졌다
중고제는 명창 염계달(廉季達)·김성옥( 成玉)의 창법으로 경기와 충청 일대
에서 성하였다. 창법상 동편제와 서편제와의 중간적 성격을 띠며, 첫소리를 평평
하게 시작하여 중간을 높이고 끝을 다시 낮추어 끊는 것이 특징이다. 상하성이
분명하고 경(京) 드름조가 많다. 중고제의 명창은 모흥갑(牟興甲)·고소관(高素
寬)·김재철(金齋喆)·한송학(韓松鶴)·김석창(金碩昌)·김정근(金正根)·김창룡
(金昌龍) 등이 있다
김창룡 명창(1872(고종 9)∼1935)은 고종 말기와 민족 항일기에 활약한 5명창
중의 한 사람으로 꼽히고 있다. 충청남도 서천군 횡산리에서 출생하였다. 그의
할아버지는 진양조를 처음으로 판소리에 넣었다는 김성옥(金成玉)이고, 아버지
에서 태어난 셈이다. 아우 창진(昌鎭)도 명창으로, 한때 고종으로부터 참봉의 직
계를 받기도 하였다. 7세 때부터 아버지에게서 판소리를 배우고, 후에 이날치(李
捺致)에게 1년간 판소리를 배웠다. 그 뒤 오랫동안 홀로 공부하다가 32세 때 서울
에 올라와 연흥사 창립에 공헌하였고, 1933년에는 송만갑·이동백과 조선성악연
구소를 만들어 후진을 양성하는 한편 창극공연에도 참가하였다. 적벽가와 심청
가를 잘하였고, 특히 심청가 중에서‘꽃타령’
과 적벽가 중에서‘삼고초려(三顧草
廬)’대목을 잘하였다.
원래 그의 집안은 경기도 및 충청도 지역에 전승되는 중고제(中古制)소리를 이
어오고 있었는데, 김창룡도 또한 자기 가문의 소리제를 그대로 이었다고 볼 수
있으나, 전승이 끊어졌고 취입한 음반만 남아 있다. 그의 소리는 오늘날 전승이
끊어진 중고제 판소리연구에서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된다. 현재 남아 있는 여러
음반 중에서 적벽가 중‘삼고초려’
, 단가 중‘장부한(丈夫恨)’
, 수궁가에서‘수정
궁(水晶宮)들어가는데’
, 심청가에서‘화초타령’
은 걸작으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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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판소리에 삼공제비를 응용하였다는 김정근(金正根)이다. 따라서 판소리 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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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의 할아버지인 김성옥 명창은 가왕(歌王)이라는 찬사를 받은 송흥록과
는 처남, 매부의 관계다. 강경 일끗리에 살던 김성옥은 여산의 한 동굴에 들어가
동굴독공을 하여 진양조를 창시하였다. 독공에서 심한 관절염의 일종인 학슬 풍
을 얻은 김성옥은 송흥록에게 진양을 전해주고 쓸쓸히 생을 마감했다.
김성옥이 타계한 후 창룡과 창진 두 아들을 데리고 장항 빗금내로 이주를 한
김정근은 그 곳에서 판소리의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했다. 이동백과 김창룡이
라는 걸출한 두 명창을 키워낸 것이다. 김정근은 무숙이 타령을 잘했으며 상궁접
이라는 독특한 장단의 창법을 창안해 내었다고도 한다. 김창룡 명창의 아우인 김
창진은 형과 함께 전국의 소리판을 누비던 당대 명창들의 수행고수였다. 그러나
소리꾼과 고수의 대우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자 부여의 한 사찰 암자로 들어가 10
년이나 되는 긴 시간을 소리공부를 하였다.
김창진 명창에게 소리를 배운 고 박동진 명창은“김창진 선생님의 소리는 맑고
청아하여 오히려 형인 김창룡 명창을 능가하였다.”
고 하였으며 득음을 한 후 서
울로 올라가 소리 한 대목으로 청중을 압도하자 형과 당대 명창들에게 질시를 받
아 서천 너더리로 돌아와 여생을 마쳤다고 한다.
『조선창극사』
는 정노식(鄭魯湜)이 조선 영조 때부터 일제강점기까지의 판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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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창·명 고수 등 88명의 더늠과 일화 등을 정리한 책으로 1940년 조선일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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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부에서 간행되었다. 서언에는 신위(申緯)의 관극시를 비롯하여 이건창의 배
령이수(裵伶二首) 등 정조∼고종 때까지의 여러 학자들의 시문 가운데 판소리와
관계있는 내용들을 뽑아 실었으며, 이어 조선창극조의 유래와 변천·발달, 조직
과 장단, 창극조 광대의 효시 등에서는 판소리에 관한 이론 및 사적(史的) 고찰을
시도하였다. 본편에서는 권삼득(權三得)으로부터 당시의 명창 박녹주(朴 珠)·
김여란(金如蘭) 등에 이르기까지 역대 남녀 명창 88명의 약전( 傳)과 더늠, 누구
의 제[式· ] 등을 소개하였다. 역대의 기록에 근거를 두지 못하고 재래의 구전
(口傳)이나 당시 생존하던 명창들의 구술을 중심으로 소략하게 엮어졌다는 한계
성이 있으나 판소리에 대하여 최초로 체계적인 정리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국악
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이 조선창극사에서 정노식은“조선
의 소리는 김문(金門)에서 만들어지다 시피 했다”
고 적고 있다. 중고제를 창시한
김성옥과 그 아들 김정근, 그리고 손자인 김창룡, 김창진 등 3대에 걸쳐 판소리의
명창 집안으로 전해진 김문의 소리. 이제는 더 이상 그 완판을 들을 수는 없다.

3. 서천의 장르예술
예술이란 무엇인가의 첫 번째 단계인 모방론은 예술이란 외부 대상의 외관이
나 본질을 모방하거나 재현하는 활동이라고 주장한다. 그리스 시대 예술을 배경
으로 하여 등장한 모방론은 르네상스를 거쳐 18세기까지도 그 영향력을 유지하
였다. 르네상스는 원근법을 통해 외부 대상에 대한 모방의 완성을 성취하였으며,
예술의 근대적 용어인 파인 아트(fine art)는 아름다운 자연을 모방한다는 의미
를 담고 18세기에 성립하였다.
오랜 영향력을 유지하던 모방론은 낭만주의 예술이 등장하면서 흔들리기 시작
한다. 낭만주의 예술은 외부 대상에 대한 모방이나 재현보다는 작가의 독창적인
감정을 상상력을 통해 표현하는 일을 강조한다. 그리고 그러한 표현을 위해서라
면 외부의 대상에 대한 모방이나 재현은 약화되거나 왜곡되어도 무방하다. 낭만
주의 예술의 발흥과 더불어 모방론은 예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으로서의
영향력을 잃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시킨 답변이 표현론 이다.
톨스토이, 크로체, 콜링우드 등으로 대변되는 표현론은 예술을 작가 내부의 감정
을 전달하거나 정리하는 활동으로 간주하면서 그리스 시대부터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기까지의 예술뿐만 아니라 낭만주의 예술까지도 포괄하는 이론으로 등장한다.
변으로서의 위상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추상적 형식으로 이루어진 예술 작품에
서 낭만주의 예술에서처럼 작가의 감정 표현을 읽어 내기는 힘들다. 그러므로 표
현론의 잣대로는 추상 예술을 예술로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추상 예술이
점차 예술의 중심에 놓임에 따라 추상 예술을 예술로 인정치 못하는 표현론은 설
득력을 잃어 갔다.@ 추상 예술을 포용하는 예술 이론이 필요해졌으며, 이 필요에
부응하는 이론이 형식론이다. 클라이브 벨과 로저 프라이로 대변되는 형식론은
미적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유의미한 형식을 모든 예술 작품의 공통된 성질로 간
주한다. 이제 형식론은 그리스, 르네상스, 낭만주의 예술뿐만 아니라 추상 예술
도 포괄하는 이론으로 등장하며, 예술 비평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예술은 다양한 모습으로 끊임없이 새로워진다. 그러므로 재현론, 표현론, 형식
론 등 어떤 특정한 미학적 이론에 맞추어 예술을 재단하려는 일은 예술의 생명인
다양성과 혁신성을 가로막는 일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들 특정한 미학적
이론들이 무익한 것은 아니다. 이들 특정한 미학적 이론들은 예술이 지닐 수 있
는 다양한 특징들 중 특정한 특징을 주목하게 하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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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예술은 유의미한 형식이라는 크라이브 벨의 이론은 모든 예술을 포괄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거짓된 주장이지만, 모방적 또는 재현적 요소가 중시되었던
그 당시 회화 풍조에 조형적 형식에 대한 새로운 주목을 일깨웠다는 점에서는 유
의미하고 가치 있다. 벨의 형식론이 그 이전의 재현론이나 표현론에서 간과되거나
왜곡되었던 조형적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새로운 추상 미술을 정당화하고, 이를 통
해 기존의 예술에 새로운 창의성과 풍요성을 불어넣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술이‘재현’
이다,‘직관’
이다,‘정서’
이다,‘유의미한 형식’이다.
라는 등의 이론들이 있을 때, 이 이론들을 모든 예술을 포괄하여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술이 누릴 수 있는 가능한 여러 적합한 성질들 중 하나의 적합한
성질을 언급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일이 바람직하다. 이럴 경우, 이들 이론들은
넓게는 예술이 지닐 수 있는 다양한 특징들에 대한 조망을, 좁게는 한 작품이 지
닐 수 있는 다양한 특징들에 대한 조망을 가능케 함으로써 예술에 대한 보편적
규칙이나 규준에 의한 획일적 접근이 아닌 다양하고 풍부한 접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의 길을 열어 준다.
서천출신 미술가로는 서천군 문산면 문장리를 본거로 그림을 그렸던 조속을
들 수 있다. 그는 선조 28년(1595)에 출생하여 현종 8년 (1668)에 타계한 서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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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는 회온 이라 하였고 호는 창강 창주 추옹 취병 이라고 여러모로 불렸으며

제4절 예 술

본관은 풍양 이며 현감 조수륜의 아들이다. 1612년 김직재의 기다리다가 1623년
인조반정에 적극 가담하여 공을 세웠으나 그 후 아버지 조수륜이 선정을 베풀어
백성들로 하여금 그 공을 높이 샀던 평택을 몇 번 찾고는 한사코 훈명을 사양 했
으며 효종 때에도 시종으로 뽑혔으나 역시 사양했다. 그는 초야에 묻혀 그림을
그리는 것을 낙으로 하였다. 그의 그림은 궁정 취미 임양 풍과는 성질을 달리하
는 선비 취미의 화풍으로서 그의 까치그림 매화는 그의 심회의 토로 같아서 기품
과 심의에 가득 차 있다는 평이다. 그의 무관의 소폭과 화자 간독은 비교적 세상
에 유존되어 있으나 한편 까치그림은 누구의 것이든 간에 조속의 것으로 호칭할
만큼 까치로 더욱 유명했다. 그의 대표작은‘노수루학도’
로서 구도 묵법이 천진
해서 그의 화기가 예사솜씨가 아님은 알 수 있다 한다.
그리고 그의 화풍을 전승한 화가로는 그의 아들 조지경이 있다. 그는 호를 매
창 혹은 매은이라 했다. 조속은 까치뿐만이 아니라 영모 매죽을 잘 그렸으며 그
가 매죽을 자주 그리는 것은 선비의 곧은 절개를 나타내는 것으로 까치는 부모에
의 그리움이나 다른 그리움 에서 역고를 찾는 기풍이었다 한다. 음보로 등용되어
장령 진선에 이르렀으며 저서로 창강일기도 있다.

그리고 많은 그림과 많은 그림과 함께 글씨로는 부여 임천에의 김제에가 있다.
1900년대에 들어서서부터는 서천군 출신들의 미술활동은 참으로 활발하다. 동양
화 부분에서 만도 국정 초대작가로 서천군 출신인 김동수, 서천군 한산면 출신인
이영수가 활동하고 있으며 서천읍 출신으로 국전에 특선한 서홍원, 김철성, 기산
면 출신의 윤여환을 비롯하여 동아 미술상 수상의 조돈구와 판교면 출신의 지성
주 서천읍 출신으로 강장하·조용진·조춘자·유희영을 비롯하여 충남도전 초
대작가인 신동주가 현역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서예부분에서는 동양화 서예부분의 서천읍 출신 송기영과 마서면 출신인 조희
구·구보완·조문구·장항읍 출신인 구영환, 문산면 출신의 조성주가 현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토착성 있는 서천군의 문화예술은 고려시대 말기부터 발화하기 시작하여 공통
된 이념에서 평범하면서도 모질게 그 전통성을 유지해 왔다. 농악으로 즐기는 대
중오락에도 그들 나름대로의 전통적 미가 숨어 있었으며 또한 이와 같은 예술행
위에 만족하였던 것이다.
보수적인 단면에서 다시 새로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인접한 전라도의 농악을
흡수하면서도 그들 나름대로 충청도 농악의 긍지를 살렸다. 는 것은 저산팔읍 근
방의 농악을 보더라도 쉽사리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다. 저산팔읍 즉 모시시장에
악에서 선보다는 육중한 중량을 느끼는 것도 농악으로서 그들 나름대로의 예술
성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만치 다른 유입사상보다는 스스로 전통을 유지하고
그 전통에 다시 새로움을 추구하여 변화를 보이고 개정해 나가는 안전성에 충청
도 예술의 긍지가 숨어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평균성보다 차츰 전통에 개혁이
이어지게 하는 예술은 다른 분야에서도 그 활기가 배어있음을 볼 수가 있다.
근대에 이르러 연극계의 희곡 및 연출이 오태석의 실험극을 통해서 작품을 시
도하면서도 전통성을 잊지 않는다든가 영화배우인 김진규가 또한 리얼릭한 연기
에서도 새로움을 묘사하는 연기를 베푸는 것으로도 능히 짐작할 수가 있다. 연극
의 오태석은 서천 출신으로 연세대 철학과를 나오고 1967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에 희곡[웨딩드레스]로 당선이 됐는가 하면 1968년에는 국립극장 장막극 모집에
[환절기]로 당선 연극 활동을 전개하며 1970년에는 서울신문 신인상을 1971,
1972두 해에 걸쳐서 성루신문 문화대상을 획득하였으며 1973년에는 동아연극특
별상을 수상한 연극인이다. 1974년에는 그의 작품[초분]으로 미국공연, 이어
1977년에 리얼릭한 과도기적인 에술 행위에서 탈피하여 오늘의 한국 연극계에

제2장 생활문화

서 맴도는 농악은 충청도 농악의 정수다. 비인의 농악이 그렇고 한산 마산의 농

447

새로움을 가미함으로서 우리나라 고유한 연극이 진화와 함께 오늘의 초점을 묘사
함으로서 새롭게 등장하는 연극인인 것이다. 그는 현재 극단[목화]를 이끌고 꾸준
한 연극작업으로 한국연극의 새로운 전개를 위해서 노력하는 중견연극인이다.
영화배우 김진규는 서천출신으로 연극무대에 10년 동안 연기자로 활약하였으
며 1958년도에 문교부 주연 남우상을, 1959, 1960, 1961년 삼년간 부산일보 남
우주연상을 1960년에 국제영화주연상을 획득하였으며 1950년대부터 1970년까
지는 한국을 대표하는 남우 였다. 그의 작품으로는 [피아골]을 비롯하여 [황진
이][맹진사댁경사]를 비롯하여 수십 편에 이른다.@
공공경비구역(JSA)을 찍은 신성리 갈대밭은 갈꽃이 파도처럼 흔들린다. 바람
불때마다 은빛 물결 넘실대는 갈대의 바다 속에서 들려오는 가을 연인들의 달콤
한 속삭임은 갈대들끼리 몸 비비는 소리에 묻혀버린다. 시인들은 갈대를 외로움
잘 타는 연약한 존재로 노래했다. 그래서일까. 갈대들은 이렇듯 수천 수만의 친
구들과 어울려 서로 체온을 나누며 겨울을 준비한다. 늦가을의 갈대밭은 계절의
정취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여행지 중 으뜸으로 꼽힌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남한군 이수
혁 병장(이병헌)과 북한군 오경필 중사(송강호)가 야간 수색작전 중 우연히 만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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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장면의 배경은 늦가을의 갈대밭이었다. 남한과 북한 군인간의 그 팽팽한 긴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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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여준 이 장면은 바로 충남 서천군 신성리의 금강변 갈대밭에서 촬영됐다.
금강 물줄기를 따라 형성돼 있는 갈대밭의 넓이는 무려 10만 여 평. 우리나라
4대 갈대밭 중의 하나로 꼽히는 갈대의 바다다. 영화가 크게 성공한 후 찾아오는
이들이 많아지자 서천군에선 갈대밭에 산책로를 만들어 방문객들이 거닐 수 있
도록 했다. 어른 키를 넘는 갈대가 끝없이 펼쳐지는 은빛 갈대밭을 거닐다 보면
온몸에 가을의 정취가 뚝뚝 묻어난다.

4. 길쌈놀이와 패션쇼
@
서천 한산면은 갈대밭으로 유명하지만 하구 갈대밭을 오갈 때 반드시 들르게
되는 곳이 있다. 바로 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여름옷의 왕자’
로 군림해온 한산
세모시의 전통을 잇고 그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세운 한산 모시관이다. 이곳엔
모시풀을 처음 내려주었다는 건지산 산신령을 모신 모시각, 베틀 등 모시 길쌈에
필요한 도구와 모시를 재료로 한 다양한 제품이 전시된 전수교육관, 한산 세모시

의 명성을 확인할 수 있는‘저산 팔읍 길쌈놀이’
전수관 등이 있다.
세모시와 함께 한산의 전통명주로 인정받는 한산 소곡주 제조장이 길 건너에
있다. 백제 왕실에서도 즐겨 음용 하였다고 전하는 소곡주는 찹쌀을 빚어 100일
동안 익힌 술. 서천 주민들은 소곡주를‘앉은뱅이 술'이라 하는데, 이는 술맛이 좋
아 한번 맛을 보면 일어설 줄 모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모시는 충남의 특산물로 특히 한산(韓山)을 중심으로 인근 8개시군(팔읍(八邑))
즉 한산(韓山), 서천(舒川), 비인(庇仁), 홍산(鴻山)과, 임천( 川), 남포(藍浦), 정
산(定山), 보령(保 )은 모시길쌈의 고장으로 널리 알려진 곳이며 또한 모시는 예
부터 나라에 진상함은 물론 외국에도 수출도 하였다. 나라에서는 생산을 장려하
기 위하여 길쌈의 경연대회가 있었다는 문헌(삼국사기)을 통하여 볼 때 일찍부터
모시길쌈과 관련된 민속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조선시대에는 상거
래(商去 )가 성행하면서 보부상(褓負商)의 조직이 전국 각지에 있었고, 모시의
유통이 이러한 조직 하에 거래되어 왔다. 오늘날 한산(韓山)은 전국적으로 유일
하게 모시의 명맥을 잇고 있으면서 매 5일마다 모시시장이 형성되어 전국 각처에
모시를 공급하고 있다.
서천 저산팔읍 길쌈놀이는 모시 짜기로 유명한 한산지방을 중심으로 발달한
베짜기에 관한 민속놀이로 주로 부녀자들의 가내수공업이었다. 신라 유리왕(재
날에 결과를 심사하여 진편에서 이긴 편에게 술과 음식을 대접하였다는『삼국사
기』
기록으로 미루어 일찍부터 모시길쌈이 있었으며, 나라에서도 이를 장려하였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길쌈놀이는 모시를 베어다 모시 베끼기, 모시삼기, 모시꾸
리감기, 모시 날기, 모시매기, 모시 짜기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노래와
행위로 표현하고 있다. 노래는 민요풍으로 여인네의 애환과 체념, 그리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저산팔읍을 예찬하는 노래에 맞추어 흥겹게 춤추면서 농사
의 고달픔을 잊고, 이웃과 화합을 꾀하며 협동을 다진다. 발표가 끝나면 모든 사
람들이 원을 그리며 춤을 추고 장원을 한 마을을 축하해준다. 서천 저산팔읍 길
쌈놀이의 전통은 근래까지 전승되어 농촌 부녀자들이 7월에서 8월까지 일정한
장소에 모여 공동으로 길쌈을 하였으며,‘두레 길쌈’
이라고 하여 서로 겨루기보
다는 함께 돕는 품앗이 같은 두레의 성격이 짙다.
모시를 생산하는 과정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같이 앉아 집안에서 삼고 짜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부락마다 한 장소에 여럿이 모여 서로 협력하여 공동 작업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지금도 한산에는 협동심을 기르고 단조로운 노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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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겹게 하기 위하여 모시생산을 위한 놀이문화가 전해지고 있는데 서천군에 예로
부터 전승되어온 민속놀이 중 저산팔읍(舒川苧山八邑) 길쌈놀이가 그것이다. 충
남무형문화재 제13호로 1991년 7월 9일 지정된 이 놀이는 모시길쌈 5단계를 시연
하고 저산팔읍 예찬노래를 부르며 흥겨운 농악도 이어진다. 이 놀이는 1982년 제
23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문화공보부장관상을 수상하였고, 1986년에는
국무총리 상을 수상한 우수한 민속놀이로 매년 모시문화제 행사 때 시연한다. 현
재 한산모시관 내에 저산팔읍 길쌈놀이 전수관을 설치해 관광객들에게 저산팔읍
길쌈놀이를 소개함은 물론 놀이 전수자로 하여금 전통의 맥을 잇게 하고 있다
서천군은 서울 현대백화점 압구정점 및 목동점에서 한산모시옷 패션쇼, 한산모시
인간문화재 베틀 시연회, 모시 제품 특별판매전 등 홍보행사를 가졌다. 이 행사는 모
시가 노동집약형 섬유로서 그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비싼 가격 탓에 판로 개척이 어
려운 현실에서 공격적인 홍보로 상류층을 공략하는 고급화 전략에 따른 것이다.
군은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에서 건양대 한나래 학교기업과 협찬해 모시옷
패션쇼를 가졌다. 이 패션쇼에서 전통의 모시 재료에 현대적 감각의 패션을 접목
시킨 다양한 모시옷을 선보여 관람객들의 찬사를 불러 모았다.
또한 무형문화재 방연옥 씨의 베틀 시연도 22, 23일 양일간 하루 2회 실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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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에게 전통 문화의 향수를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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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행사장 내에 진열 판매장을 마련해 한나래 학교기업과 군내 모시옷 제작
자가 생산한 모시옷 95종 및 모시제품 53종을 전시 판매할 계획이다. 한산모시
의 웰빙적 요소를 강조해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중상류층을 집중 공략
한다는 방침이다.
산업적 산물을 예술적 포장으로 문화 산업화를 시도하는 것으로서 앞으로 산
업화 전략의@ 새 모델을 제시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5. 어메니티 서천과 문화원
1) 서천 어메니티
서천군은 지역 특화사업 등 활동상을 기반으로‘어메니티 서천’
(Amenity
Seocheon)을 선포했다. 어메니티 서천은‘미(美·아름다운), 감(感·즐거운), 쾌
(快·쾌적한), 청(靑·활기찬) 서천’
의 의미로‘자연과 사람이 하나’
라는 슬로건

으로 차별화한 지역개발 정책으로 경쟁력을 확보해 이상적 사회상을 실현하려는
장기개발 전략이다.
동백꽃축제, 주꾸미축제, 자연산 광어·도미축제, 앵두축제, 전어축제, 철새투
어, 마량포 해돋이·해짐이 축제 등 축제의 지역으로 농촌 어메니티 개발의 선도
단체로 자리매김했다.
서천의 홍원항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아려진 전어 집산지다. 깊은 바다에 살
던 전어는 벼이삭이 실해지는 9월 중순쯤부터 연안에 몰려드는데, 살도 통통히
오르고 온 몸에 기름기가 잘잘 흐르는 9월 무렵부터 11월 사이에 잡은 전어가 가
장 맛이 좋다.
가격은 회와 무침 1㎏에 2만 원선, 구이는 1,5㎏ 2만5,000원선. 한 접시에 20
마리쯤이 오르는데, 서너 명이 먹기 적당한 양이다. 또 회, 무침, 구이를 한꺼번
에 맛볼 수 있는 세트 메뉴(3~4인분)를 3만원에 내놓는 식당도 있다.
전어 요리를 맛보고 서천 제일의 일몰 전망대라는 마량이 동백정을 산책 삼아
다녀오는 것도 좋다. 500년 묵은 동백나무들이 우거진 언덕에 자리한 정자에서
바라보는 저녁노을은 매년 봄마다 피어나는 붉은 동백만큼 환상적이다
어메니티 서천은 美·感·快·靑으로 표현되며 이는 쾌적한 환경, 풍요로운
삶 등을 지향하는 군의 발전전략과 목표를 보여 준다. 또한 자연환경과 문화 등
유치,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지역이미지를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갈 수 있도록 최종목표를 두고 있다
‘어메니티(Amenity) 서천’
은 사람이 어떤 사물이나 환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느끼는 쾌적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영국에서 어메니티는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으로 정의된다. 어떠한 환경에서라도 인간이 쾌적함을 느끼기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요소가 바로 그 장소에 제공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계획 아래 서천문화원을 활용해 정기적인 공연예술과 교양강좌 개최, 지
역 내에서 개최되고 있는 각종 공연예술과 교양강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주말콘서트 개최를 비롯하여, 무대공연 개최, 문화학교 활
성화, 민속시범학교 운영 등 다양한 공연예술과 교양강좌를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갯벌체험과 농어촌체험으로 유명한 서천의 관광지 벨트화와 체류관광 활성화
를 위한 사업은 현재 춘장대해수욕장 관광지조성사업을 중심으로 갯벌 체험으
로, 체험 어장조성, 해안도로개설 등의 관광프로그램 실천을 위한 인프라 구축사
업이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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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천 예술의 산실 문화원
사회 교육기관으로 1965년 서천문화원이 개원하였다. 향토문화의 개발 및 소개,
민속 예술과 문화재 발굴 등의 지방문화 진흥활동 등의 중심으로 기여하고 있다.
문화원에서 벌이고 있는 사업은 여러 종류로 나눌 수 있다. 특히 어메니티
(Amenity) 서천 사업의 일환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진작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여러 단체나 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사료적으로 정리 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여기서는 대표적인 몇 개의 사업을 제시함으로써 예술 서천의 면모
를 살피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1) 기벌포 예술제@
서천군민회관에서 지역 내 문화예술단체이 주최하고 뉴스서천이 후원하는 기
벌포 예술제가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열린다.
기벌포예술제는 지역 내 12개 문화예술단체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들
과 문화예술의 아름다움을 함께 느끼고 지역문화를 꽃피울 수 있는 토대를 마련
하기 위해 정성껏 마련한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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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로는 명사 초청강연, 문학의 밤, 국악, 무용, 연극, 보컬, 그룹사운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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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 현악, 성악, 미술전, 서예전, 도자전, 꽃꽂이전이 있다.

프로그램
연서회@ 소강당 - 연서회
美그림전 전시실 - 미그림회
숲과 나무전 로 비 - 그들만의 풍경
기벌포한마당 대강당 - 음악동호회
가을밤 작은 음악회 소강당 - 샬롬챔버오케스트라
부뜰전 전시실 - 부뜰회
도예전 전시실 - 호선도예연구소
꽃꽂이전 로 비 - 동백꽃꽂이동호회
문학아카데미 소강당 - 서천주부독서회
명사초청강연 소강당 - 월기교육문화원
무용공연 대강당 - 춤무리 한삼자락
연극공연 대강당 - 극단 기벌포
국악한마당 대강당 - 서천국악원

(2) 청소년연극제 및 어울마당@
다양한 놀이문화가 부재한 환경의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새로운 놀 거리를 제
공하고 체험하게 하여 청소년 스스로가 건전한 놀이문화를 형성할 목적으로 시
행되는 행사다.
사업명 : 얘들아∼ 노∼올자!
장@ 소 : 서천군민회관
주@ 최 : 서천군
주@ 관 : 서천군청소년상담실, 서천문화원
대상 및 인원 : 서천관내 청소년 500명 (놀이문화 체험 ~ 중3 300명)

세부 프로그램 내용
1부 : 연극 공연 마당
퍼포먼스 마임 공연
2부 : 놀이문화 체험마당
다양한 청소년 놀이문화 체험장을 설치하여 참여자들이 직접체험하게 한다.
자연 비누 만들기, 보드게임, 신비한 심리검사, 코스프레 사진 찍기, 조개
목걸이 만들기, 소망나무 키우기 등이 있다.
관내 청소년 동아리 공연(서천고, 서천여자정보고, 충남애니메이션고, 장항고)

(3) 서천토요극장
가장 대중적인 예술장르인 영화를 통해 지역주민이나 회원들이 상시적으로 문
화원 사업에 결합할 수 있는 계기를 주고 문화원 사업의 일상화를 추구하여 지역
주민이나 회원이 자생적으로 문화동아리를 형성하여 소모임의 활성화를 추구하
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시@ 간 : 매주 토요일 오후
장@ 소 : 서천문화원 2층 강당
주@ 최 : 서천문화원
주@ 관 : 서천문화원, 서천청소년상담실
후@ 원 : 뉴스서천
대@ 상 : 서천 군민이면 누구나
입장료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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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 동아리 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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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영작
와호장룡, 반지의 제왕1(반지원정대) 반지의 제왕2(두개의 탑) 반지의 제왕3
(왕의 귀환)@ 캐리비안의 해적-블랙 펄의 저주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 화씨
9/11 알포인트 로미오와 줄리엣 매트릭스1 매트릭스2 올드 보이

(4) 찾아가는 미술관@@
찾아가는 미술관 행사는 문화 소이지역에 골고루 문화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시행하는 프로그램이다.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주최하는‘찾아가는 미술관' 전시
행사를 유치하여 프로그램을 가졌다.

전시회@
장@ 소 : 충남 서천문화원 전시실 및 1층
주@ 제 : 매체의 다양성, 미술속 유머, 삶의 미술
부@ 문 : 한국화, 회화, 조각, 공예, 사진 등
작품수 : 4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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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행사(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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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 문화원 2층 강당
주@ 관 : 사랑의 문화 봉사단
내@ 용 :「인형극」
대@ 상 : 관내 유치원 및 저학년 초등학생 150여 명

부대행사(강의)
장@ 소 : 문화원 2층 강당
강@ 사 : 강승완 학예연구관
내@ 용 :「현대미술의 이해」
대@ 상 : 관내 중·고등학생 150여 명

부대행사(퍼포먼스)
장@ 소 : 문화원 현관
소@ 속 : 기원문화연구회 회장 김대현
내@ 용 :「먹물」
퍼포먼스
대@ 상 : 관내 학생 및 일반인 등

(5) 청소년과 함께하는 나눔의 영화관@
행사 개요
장 소 : 서천 군민회관 대강당
주 최 : 문화연대, CJ CGV
주 관 :“달리는 놀이터”추진단, 서천문화원, 서천 청소년상당실
대 상 : 서천군내 중·고등학교

프로그램
미술체험 워크샵 : 미술 작품 제작 및 설치
타일 그림 그리기 / 설치@
전신 드로잉@/@설치 등@
청소년 문화장터 : 사연이 담긴 물건 물물 교환@@@@@@
“이야기가 있는 시장”
음식 퍼포먼스 -“나눔의 꼬치꼬치”
극영화 상영

6. 예술단체 사람들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임 장소를 뚜렷하게 가진 단체는
「서천민속풍물 동호회」
다. 1990년 8월 23일 날 창립된 단체이다. 이 단체의 특징
은 사물놀이를 위주로 하여 서천에 풍물의 저변을 확대에 기여한 점이다. 창립
초부터 이 회의 사부로 공주에서 서천까지 멀다하지 않고 찾아와 기능을 전수한
김태훈 씨, 초기 회원들의 결속과 민속풍물의 발전을 위하여 가슴으로 뛴 조춘환
지도위원, 말보다 몸으로 실천하여 가락을 익히는 이성구 전회장, 정해성 전회장
의 보이지 않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 이었다. 서천읍 군사리 3구 기아자동
차 대리점 지하공간에 자리하고 있다. 현재 회장은 안창표 씨다.
미술부분으로 바쁜 교육 현장에서 매년 작품을 전시하기 위해 꾸준히 활동하
여 이 지역 미술발전에 기여한「빙바위전」
있다. 벌써 20 여회를 맞이한 전시회로
회장은 이종림 이며 그 이전에는 흰샘 손석만 선생이 회장을 지냈다. 서천고 미
술교사를 지내며 수더분한 인상이나 언중에 위트와 기지가 있어 미술을 모르는
문외한에게도 즐거움을 더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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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에서 문화 예술을 이끌어 가는 사람들은 소수다. 1990년대에 들어 서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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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술부분에서 서천고등학교, 서천여자 고등학교 졸업자로 미술에 관심
있는 분들의「하늬전시회」
도 이 지역의 미술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서천의 전통 풍장을 꾸준히 조사하여 글로 정리하려고 노력하는 장항 송홍권
씨, 서천의 야사(野史)를 두루 꿰시는 서천노인대학장 조병환 씨, 서천의 고문서
를 두루 간직하고 있는 박수환 씨, 서천의 유일한 도예공방 박호선 씨 등은 묵묵
히 서천을 이끌어 가는 대표적인 사람들이다.
그 외에도 여기저기에 잘 알려지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독특한 영역을
구축하며 활동하고 있다. 여기에 일일이 적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
한편 서천군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 예술단체를 보면 서림문학회, 주부독
서회, 여랑시모임, 서천 동화 읽는 어른들의 모임, 글사랑 문학회, 기벌포 문화학
당, 향토문화연구회, 서천군 중등미술교과@ 연구회, 미그림, 서천군미술협회, 하
늬회, 부뜰회, 연서회, 호선도예연구회, 한직공예, 색종이 접기, 서림합창단, 서
천음악동호회, 좋은 이웃, 춤무리 한삼자락, 서천국악원, 마산 농악회, 국악협회
서천지부, 서천군 시우회, 서천 국악문화센터, 기벌포 풍물마당, 서천 주부 농악
단, 극단 기벌포, 사진작가 협회 서천군지부, 서천 사진동우회, 월기 교육문화원,
동백꽂 꽂이회, 장묵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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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오로지 예술을 통해서만 우리 자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또 예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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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만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와는 다른, 딴 사람의 눈에 비친 세계에 관해 알
수 있다. 예술이 아니었다면 그 다른 세계의 풍경은 달나라의 풍경만큼이나 영영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로 남아 있을 것이다. 예술 덕분에 우리는 하나의 세
계, 즉 자신의 세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계가 증식하는 것을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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