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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소재 문화재 환수는 일제강점기인 1915년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비의 반환을 원년으로 삼아 올해로 

107년째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2012년에 설립하여 문화재 조사 연구와 협력과 매입 등을 통한 문화재 환수, 보존

과 복원, 교류와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설립 후 매년 문화재 환수와 소재 파악이 늘고, 환수 유형에 따른 반환 문

화재도 많아지고 있다.

이 연구는 문화재 환수와 와룡매의 문화콘텐츠적 가치를 탐구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와룡매는 위 재단에서 

발간한 책 『우리 품에 돌아온 문화재』에 돌아오는 과정이 문화콘텐츠로 기록되었다. 이 기록을 입체적으로 수정·보완

하여 창덕궁 선정전 뜰에 자라던 와룡매의 환수 과정에 정교한 스토리텔링을 입혀 문화콘텐츠적 가치를 높이는 방향

을 탐구하였다. 

문화재 환수 개념이 적용된 와룡매의 문화콘텐츠적 가치는 첫째, 처음이고 유일무이하다는 점이다. 와룡매는 그

동안 성사되었던 다양하고 많은 문화재 환수 중 살아 있는 식물로는 처음이고, 그래서 유일무이하다는 문화콘텐츠적 

가치를 지녔다. 둘째, 환수와 환국이라는 두 차례의 과정을 거쳤다는 점이다. 와룡매는 1992년과 1999년 두 차례의 

환수와 환국 과정을 거쳐야 했던 독특한 문화콘텐츠적 가치를 가졌다. 첫 번째 환수는 일본의 언론이 대서특필하였고, 

두 번째 환국은 한국의 언론이 집중하여 보도하였다는 것도 특징이다.

본고는 환수 문화재 와룡매에 대해서 비주얼 콘텐츠 19개, 인터랙티브 콘텐츠 11개, 스케이프 콘텐츠 12개 등 모

두 42개의 문화콘텐츠적 가치를 탐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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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문화재청은 ‘문화유산의 미래 가치 창출’, ‘문화유산

의 온전한 보존과 전승’, ‘삶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유산’, 

‘세계 속 우리 유산의 가치 확산’을 2021년도 주요 정책 추

진 계획으로 정하였다. 그 중에 ‘세계 속 우리 유산의 가

치 확산’의 경우 「국외 문화재에 대한 국민적 이해 제고 

및 공감대 형성」 사업을 통해서 국외 문화재 DB 고도화, 

국외문화재역사관 설립, 국외 반출사 연구, 국외 문화재 

가치 향유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하고, 「다각적 국제교류 

활동으로 우리 문화재 홍보 강화」 사업을 통해서는 국외 

소재 우리 문화재 보존·관리 지원과 가치 증진 국가 간 협

력 강화, 국외 문화재 환수·활용 유공자 예우 강화와 홍보

로 우호적 환수 여건 조성, 국외 부동산 문화재 거점 브랜

드화의 활성화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국외 문화재 중 문화재적 가

치가 크거나 불법·부당 반출 가능성이 의심되는 문화재’

를 국내로 반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 중에는 대

한제국 국새 등 인장 9점과 문정왕후 어보, 현종 어보 등

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불교문화재 도난백서』 영문판을 

제작하여 국외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꾀하는 등 환수 기반

을 마련하는 성과를 올렸다. 한편으로는 문화재 환수의 

실효성 확보 어려움으로 인하여 추진 방향을 국외 문화재 

보호·활용 활성화로 조정하는 등 환수 여건 성숙에 따른 

사업의 지속성을 논의하고 있다.

이처럼 국외 문화재를 주제로 한 다양한 콘텐츠 제작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우리 문화재의 가치를 확산하고 홍

보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우리 품에 돌아온 문화재』라는 책

을 내어 소중한 유산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 열여섯 가지 사

례를 담았다.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한 사람, 구전으로 전

해지던 반환 사례를 역사적 사실에 따라 확인하고 반환 과

정을 유형별로 소개하여 널리 공유하자는 취지와 목적이

다. 이 책의 두 번째 꼭지1가 창덕궁 선정전 앞의 와룡매2에 

대한 내용이다. 문화재 반환을 사례별·유형별로 구분한다

면 와룡매는 민간 차원의 기증 형식으로 환수되었다. 1992

년과 1999년 두 차례3에 걸친 민간 차원의 교류 또는 기증 

형식을 거쳤는데, 앞선 교류 기증이 뒤이은 교류 기증에 가

려 ‘첫 번째’라는 문화콘텐츠의 생명력이 빛바랜 상태이다. 

매화가 지니는 문화적 위상과, 두 차례의 걸친 와룡매 환수 

과정의 스토리텔링을 정확하게 기록하여 콘텐츠를 바르게 

설정하고, 돌아온 문화재 와룡매의 문화콘텐츠적 가치를 

탐구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매화는 전통 원림에 도입된 상징성 높은 조경식물이

고, 문학과 미술의 주제로 많이 다루어졌다. 매화의 문화

적 이용 형태는 탐매(探梅), 정매(庭梅), 분매(盆梅), 병매

(甁梅), 조매(造梅), 묵매(墨梅)의 유형4으로 나눌 수 있으

1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엮음, 2013, 「안중근의사기념관과 즈이간지에서 꽃피는 이유 – 와룡매」, 『우리 품에 돌아온 문화재』, 눌와.

2 임진왜란 당시인 1597년 다테 마사무네(伊達政宗)는 퇴각하면서 창덕궁 선정전에 있던 400년 넘는 와룡 백매와 홍매를 가져가 마쓰시마(松島)에 있는 즈이간

지(瑞巖寺)에 심었다. 임창순(『센다이에 살아 있는 한국의 숨결』 저자)의 글에 의하면 미야기(宮城)현의 와룡매는 모두 네 그루이며 세 군데에 보호되고 있다. 즈

이간지, 미야기 형무소, 센다이 서공원이 그곳이다.

3 첫 번째 와룡매의 환수는 1992년이다. 임창순이 일본 근무 중에 와룡매에 대한 글을 써서 1990년 2월 당시 가미농고 교장에게 원고를 보여준다. 그리하여 가

미농고는 1990년 센다이 한국교육원장 임창순의 중재로 즈이간지에서 분양받은 와룡매 자목을 육종하게 된다. 이듬해(1992.1.31.) 가미농고 2학년 3명과 실

습 강사 2명이 즈이간지 스님을 만나 홍백의 접수를 채취하여 대목에 접목하였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1991년 9월 28일자에 ‘宮城, 瑞巖寺의 名木, 政宗과 관련

된 매화 한국으로 환국, 400년 만에 농업고교의 교류로 接木 중임’이라는 내용으로 와룡매의 사진과 함께 6단 기사를 실었다. 임창순은 이 사실을 일본어로는 

『일요수필』 1991년 11월호에 실었고, 한국어로는 『수필공원』 1992년 봄호에 게재하였다. 이듬해인 1992년 6월 엔도 기이치(遠藤紀一) 교장은 한국 측 요청으

로 우선 2그루를 보내고, 가을에 잘 자란 묘목을 보내겠다고 하였다. 두 번째 와룡매의 기증은 1999년 봄이다. 이때는 언론이 이 사실을 대서특필하였다. “일본

서 400년 만에 돌아온 남산 와룡매 ‘활짝’”, “일서 400년 만에 돌아왔던 남산 와룡매 ‘꽃망울’” 등의 제목으로 소개되었다.

4 임의제·소현수, 2012, 「전통 원림에 도입된 매화(Prunus Mume)의 이용과 배식 특성」,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0(3), pp.6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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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매화의 재배와 증식에 직접 참여하면서 매화의 관상

과 종류에 관심을 공유하였다. 여기서는 매화의 다양한 

속성 요소로 동아시아의 상호문화성(interculturality)5으

로 인지되는 매화 담론의 범위를 따른다. 따라서 매화 담

론에 관한 내용을 선행 연구에서 찾아 분석하고, 창덕궁 

선정전 앞에 있던 ‘와룡매’에 얽힌 내용을 문화콘텐츠로 

정립하여 스토리 콘텐츠를 개발한다.

매화에 대한 선행 연구는 인문학과 자연과학 모두에

서 많은 수의 학술 논문과 단행본이 나타나지만, 매화 관

련 선행 연구의 문화콘텐츠적 시사점을 크게 ‘비주얼 콘

텐츠’, ‘인터랙티브 콘텐츠’, ‘스케이프 콘텐츠’로 나누어 본 

연구의 목적과 범위에 한정하여 분석하였다.6

표 1 매화 관련 선행 연구의 문화콘텐츠적 시사점

문화콘텐츠적 시사점 연구 제목 연구자 연구 내용

비주얼 콘텐츠
집경제영시를 통해 본 전통주택의 

조경문화 향유 양상
신상섭(2016)

-   정원식물의 출현 빈도에서 매화가 가장 많았고, 실제로 매화는 화분으로 완

상까지 하였음을 집경제영시에서 도출

인터랙티브 콘텐츠 18세기 매화시의 세 가지 양상 신익철(2004)
-   은일과 지조의 상징으로 생태적 사유의 향유에서 지매보다 분매, 밀랍 조화, 

얼음에 비추어 완상하며 시 창작, 심미적 완상물로 애호되는 경향으로 분석

스케이프 콘텐츠

공동주택 외부 공간의 기본 계획과 

전통 조경 요소의 적용에 관한 연구

 – 경기도 용인 지역을 중심으로 -

노정호(2004)
-   화계에 매화를 심고 ‘석지와 괴석, 연가 등을 도입하여 위락과 완상 공간’으

로 활용

비주얼 콘텐츠 한·중·일 정원 원형에 관한 기초 연구
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   백매원 등의 명칭, 정원 선호 수목, 매화의 아름다움 묘사, 매화도, 상징성 등 

한·중·일 정원에 매화의 위상을 밝힘

비주얼 콘텐츠 꽃살문의 보존과 활용 이경미(2005)
-   전통 창호에서의 꽃살문으로 매화의 사용 고찰, 동학사 대웅전, 채운암 대웅

전, 모란과 연꽃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국화와 매화, 목련, 난초 등 사용

인터랙티브 콘텐츠 다산 정약용의 화론 김재은(2006) -   이덕무 밀랍 매화, 품자매로 만드는 등 매화 완상의 변용을 도출

비주얼 콘텐츠 포은 시에서의 매화의 형상 홍순석(2011)
-   고려시대 매화시 연구로 여말선초의 정권 교체기에 매화시가 많이 지어졌음

을 착안하여 포은의 매화시 분석

스케이프 콘텐츠 백운동 별서정원과 다산 고순덕(2015)
-   다산의 백운동 3경인 백매오의 ‘백매암향’에서 도출하여 별서를 둘러싼 언덕

에 100그루의 매화가 눈 속에서 일제히 꽃을 피우는 장관 묘사

스케이프 콘텐츠
‘다산백경’과 다산 문화콘텐츠 개발에 

대한 모색
홍동현(2015) -   다산 십이승첩의 11경, 오랜 매화나무에 걸린 술병인 노매괘병 묘사

인터랙티브 콘텐츠
퇴계시역주에 나타난 번역의 구조와 

의미 -매화시를 중심으로-
진영미(2017)

-   연민 이가원의 번역은 음수율과 음보율을 중시하였고 원시의 시상과 매화시 

비중이 높음을 도출

인터랙티브 콘텐츠 조선시대 매화도에 표현된 미감 이선옥(2010)
-   매화도에 화가의 감성 투영 고찰, 품격, 시적인 흥을 담아 표현, 강건미, 담박

미, 아취미, 기굴미, 격동미 등으로 분석

비주얼 콘텐츠
장자 사상이 조선 후기 사의화에 끼친 

심미 경지 연구
김도영(2017)

-   대교미가 김홍도의 ‘노매도’에 이르고, 간일미가 김홍도의 ‘주상관매도’와 어

울리고, 소요자적의 기괴미는 심사정의 ‘선인도매도’, 강세황의 ‘괴석도’, 최

북의 ‘풍설야귀인’의 경지와 어울림을 고찰

비주얼 콘텐츠
양화소록과 장물지 화목류에 나타난 

문인 원림 취미 비교

박희성, 윈쟈옌

(2016)

-   강희안은 화목 재배, 감상, 자기 완성이었다면 문진형은 은일의 실천 수단이

었음. 강희안에게 소박·담백이, 문진형에게 화려·세련의 취미가 비교됨

스케이프 콘텐츠
소주 원림의 경명 연구 

- 용전한 경명을 중심으로 -
심우영(2012)

-   선종의 ‘문매각’ 깨달음 고사, 졸정원의 ‘가실정’ 정자, 사자림의 ‘암향소영루’ 

등의 경명에 매화 지칭, 매화 식재

비주얼 콘텐츠 중국 매보와 조선시대 매화도 이선옥(2005) -   중국의 매보가 조선 전기와 후기에 매화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고찰

인터랙티브 콘텐츠 당대 매화시에 나타난 매화의 상징성
우재호, 권영해

(2012)

-   문인 기절 상징, 군자의 식물 중 으뜸인 매화의 상징성의 유래를 당대의 매화

시에서 분석

인터랙티브 콘텐츠
일본 고전문학의 풍류와 

미야비에 대한 연구
이상준(2013)

-   만엽집에 매화꽃과 풍류에 관해 묘사한 내용을 분석하여 매화와 풍류의 관

련성 고찰

인터랙티브 콘텐츠 이토 토가이의 매화시 고찰 김승룡(2016)
-   18세기 일본의 이토 토가이의 매화시 빈도 분석과 매화 감상 방법의 동아시

아적 위상 도출

5 박인철, 2011, 「이질감과 친근감 - 상호문화성의 양면성에 대한 현상학적 고찰」, 『철학과 현상학 연구』 50, pp.68~69에 따르면 상호문화성 논의는 ‘각 문화 간 

다양성 인정, 모든 문화의 동등한 가치 존중과 상호 공감대와 융합의 가능성 모색’을 전제로 하거나 이를 지향하는 개념으로 성립된다.

6 조은하, 2012, 「문화콘텐츠와 스토리콘텐츠: 스토리콘텐츠의 가치와 전망」, 『콘텐츠문화』, p.103.에 의하면 스토리콘텐츠의 영역을 현장성에 무게 중심을 두고 

위의 3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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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선옥, 2005, 「세한삼우도의 형성과 변천」, 『한중인문학연구』 15, pp.103~138.

8 이영술, 2011, 「수묵 정신을 통한 조선시대 문인화인 묵매화도 연구 -조희룡 작품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11~12.

스토리 연출과 효과를 통한 영상 제작 등이 가능한 

‘비주얼 콘텐츠’로서 ‘집경제영시’를 통한 매화의 출현 빈

도를 영상으로 활용할 수 있겠고, ‘한·중·일 정원 원형 기

초 연구’, ‘꽃살문의 보존 활용’, ‘포은 시 매화 형상’, ‘장자 

사상과 매화’, ‘화목류 취미 비교’, ‘중국 매보와 조선 매화

도’ 등의 매화 연구도 활용 가능하다. 

매화의 스토리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나타나는 상호

작용에 무게를 둔 ‘인터랙티브 콘텐츠’로서는 ‘18세기 매

화시’의 연구가 적합한데, 직접 만들고 비교하며 SNS나 

블로그, 1인 방송 등을 통해 문화콘텐츠로 향유하는 등의 

연구가 가능하다. 인터랙티브 콘텐츠로 향유하고 생산·

소비할 수 있는 연구로는 ‘다산 정약용의 화론’, ‘퇴계시역

주의 매화시’, ‘조선시대 매화도 미감’, ‘당대 매화시 상징

성’, ‘일본 고전문학과 매화’, ‘이토 토가이의 매화시’ 등을 

제안할 수 있다. 

스토리의 외연을 확장하여 물리적 경관의 경험에 무

게 중심을 둔 ‘스케이프 콘텐츠’와 관련된 선행 연구로는 

‘공동주택 전통 조경 요소 적용’의 화계 조성과 매화 식재

의 공간 활용을 들 수 있다. 그 외에도 ‘백운동 별서정원과 

다산’, ‘다산백경과 문화콘텐츠 개발’, ‘소주 원림의 경명 

연구’가 스케이프 콘텐츠로 가치 탐구할 만한 연구이다.

매화는 동아시아 삼국(한국, 중국, 일본)에서 사대부

의 고상한 관심의 대상이었다. 매화는 향기와 꽃이 맑고 

깨끗하여 불리는 이름이 참 많다. 번화함의 저편에서 결

백을 지니고 있으며 탈속한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다. 눈 

속에서 홀로 고고한 품격과 청향으로 맑은 정신을 보존하

고 있다. 소위 문인·묵객의 사랑을 이처럼 많이 받으면서 

문화콘텐츠로 성장한 식물은 많지 않다. 동아시아 삶의 

미학이라 할 수 있는 유교적 덕목을 지닌 군자의 식물이

고, 그 상징성과 유용성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함께 생생

지리의 도를 나누었다고 할 수 있다.

Ⅱ. ‘매화’ 문화콘텐츠 담론

1. 문화콘텐츠 원형으로서의 매화

모든 문화콘텐츠의 가치는 원형적 문화 요소를 다루

면서 새로운 융합과 통합을 시도한다. 매화의 문화콘텐

츠 원형을 다루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삼국사기』 고구

려 대무신왕(大武神王) 24년(41년) 8월에 “매화꽃이 피었

다”라는 기록과 『삼국유사(三國遺事)』의 매화꽃 이야기로 

보아 4세기 후반의 삼국시대에 매화에 관한 관심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고려 태조 왕건능 벽화에

서 세한삼우도가 나와 현존 최고의 매화 그림으로 평가받

는다.7 일본 묘만사(妙滿寺)의 세한삼우도(歲寒三友圖)는 

고려의 승려 해애(海涯)가 그렸다고 알려져 있다. 묵매화

는 고려 말엽인 13세기에 그려지기 시작했고, 중국은 이

보다 앞선 북송 말엽인 11세기에 그려졌다.8 도자기에 매

화가 독립적으로 그려진 것은 12세기 고려시대의 ‘청자상

감매죽문주전자’가 유일하다. 그 후 매화는 도자기와 그

릇에 나타난다. 이처럼 오랜 역사를 통하여 매화는 비주

얼 콘텐츠,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포함한 문화콘텐츠로서

의 가치를 지녔다.

인터랙티브 콘텐츠로서의 그림과 도자기로 감상할 

뿐 아니라 직접 그 과정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실물 매화

를 정원에 심거나 화분에 심어 가꾸고 완상하였다. 한국 

4대 매화로 오죽헌의 율곡매, 구례 화엄사 매화, 장성 백

양사 고불매, 순천 선암사 선암매가 있으며, 산청 단성면 

남사리 원정매, 산청 단속사지 정당매, 창덕궁 만첩홍매, 

승주군 우산리의 홍매, 안동의 도산매, 부여 백마강변의 

동매, 전남대학교 대명매 등 오래된 매화는 스케이프 콘

텐츠의 높은 가치를 지녔다.

강희안(姜希顏)의 『양화소록(養花小錄)』, 류희(柳嬉)

의 『물명유고(物名類考)』, 유박(柳璞)의 『화암수록(花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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隨錄)』, 하루다 히사토(春田久啓)의 『운승원매보(韻勝園

梅譜)』 등에 매화의 다양한 품종이 적혀 있고, 묵매화의 

화제로 사용하는 매화의 명칭도 다양한 인용과 상상력으

로 명명되면서 스토리를 연출하고 효과를 낼 수 있는 영

상 표현이 가능한 비주얼 콘텐츠로 가능해진다.

새로운 문화콘텐츠는 원형의 주제 범위에서 새로워

진다. 원형의 깊이 있는 해석을 통하여 새로워지고, 다시 

새로운 상상력이 포함될 때 문화콘텐츠의 가치가 커질 것

이다. 인문학적 상상력의 문화콘텐츠는 원형에 대한 어

떤 가능성을 부여할 때 관심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확실한 

동기를 제공하게 된다.

2. 매화의 문화콘텐츠로서의 자생력

매화의 문화콘텐츠로서의 자생력은 상징성에 있다. 

매화는 문학, 시조, 음악과 더불어 신화와 전설 또는 옛날 

민담 등에서 원형적 유산을 발굴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현대적 의미의 문화산업적 가치를 추출하는 꾸준한 시도

가 스토리텔링의 개발이다. 이러한 스토리텔링에 미디어

를 결합해 입체적이고 확산적인 접근을 허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스토리 콘텐츠의 개발이다. 이것을 디지털 환

경에 적응하면 문화콘텐츠 산업으로서의 무한한 가치를 

창출하게 된다.9

매화의 상징성은 바로 스토리 콘텐츠의 원형적 요소

로서, 새로운 미디어 및 장르와 융합하면서 문화콘텐츠로

서의 자생력을 맞추는 데 있다. 우재호와 권영해(2012)는 

당나라 시대의 매화시에 나타난 매화의 상징 의미를 봄의 

전령사, 빙기옥골(氷肌玉骨)의 미인, 그리움의 표상, 자아

의 투영으로 살폈다.10 이상희(2002)11의 매화의 상징을 정

리하여 매화의 스토리 콘텐츠 내용을 살펴보고, 매화의 

아름다움에 대한 특성을 봄소식, 희망, 고결, 군자, 지조, 

순결, 애정으로 나누어 파악하였다.

9 조은하, 2012, 앞의 논문, pp.101~102.

10 우재호·권영해, 2012, 「당대 매화시에 나타난 매화의 상징성」, 『중국어문학』 61, pp.31~57.

11 이상희, 2002, 『매화』, 넥서스BOOK, pp.98~127.

표 2 매화의 문화콘텐츠 가치로서의 상징성

구분 스토리 콘텐츠 내용

봄소식

- 겨울 끝, 모든 꽃에 앞서 먼저 피는 봄소식, 새해, 새봄의 표상

-   대문에 써 붙이는 춘련의 구절(폭죽 두세 마디 소리에 / 사람

의 나이는 하나 더해가고 / 매화 너댓 송이 피어나니 / 천하는 

바야흐로 봄이로구나)

-   온종일 봄을 찾았으나 봄을 보지 못하고 / ...봄이 가지 위에 

이미 온통 와 있구나

-   김진섭의 ‘매화찬’: 한때를 앞서는 선구자의 영혼에 피어나는 

꽃

희망 / 회춘 

-   한파를 견디고 맑고 청아한 꽃송이로 생명의 위대함과 삶의 

지혜, 진취적 의지와 정신을 읽음

-   김은호 화백 ‘욱일시조’: 매화 가지에 참새 무리(들뜬 분위기, 

봄날의 환희와 생명의 약동)

-   신년 인사: 매화 그림, 막 핀 분매, 매화 고목 가지 소재 꽃꽂

이

고결

-   이황 ‘호당매화’(천연한 옥색은 세속을 뛰어넘고 / 고고한 기

질은 뭇꽃의 소란함에 끼어들지 않네)

-   순수, 결백, 강인, 고결, 겸허의 정절, 고귀하고 맑은 영혼의 

무욕의 모습, 세속 초월, 선비 기개

-   매화의 수척하고 차가운 품격: 고결한 품격 지닌 승려 모습에 

비유

군자 / 은사 / 

선비정신

-   초연한 기개: 시세 영합 거부, 군자, 은사 상징, 나아가 선비정

신 상징, 사군자 중 으뜸

-   세속 초월한 은사의 전형, 송 임포(옛 선비들이 특히 흠모하

여 따르는 은일처사)

-   화암의 『화암수록』 「매설」에서 은사에게 어울리는 꽃(내가 매

화나무 아래서 졸고 있었더니... 끝까지 나와 함께 살면서 속

세를 멀리하고 허한 듯, 무한 듯 함께...)

-   우봉 조희룡의 ‘매화서옥도’, 현재 심사정의 ‘선유도’, 사군자

의 ‘매화’(고도의 정신세계가 붓 끝을 통해 심오한 자연의 이

치와 품격 높은 선비정신을 평가)

지조와 절개

-   고난·압박에 굴하지 않는 절의와 지조의 상징, 역경에 견디는 

강인한 의지와 인고의 표상

-   매화의 절개: “매화는 가난하여도 일생 동안 그 향기를 돈과 

바꾸지 않는다”

-   성삼문의 호 ‘매죽헌’, 황현의 호 ‘매천’, 하회마을 충효당 뜰의 

충효 상징 매화나무

순결한 미인

-   ‘조비연’형: 가냘프고 청초한 몸매, 매화에 비유, ‘양귀비’형: 풍

만한 육체, 모란에 비유

-   매화의 미인 의인화, 중국 전설 ‘나부춘몽’ 꿈에서 만난 매화

의 정령을 모델로(가냘프고 야윈, 피부색 희고 깨끗, 엷은 화

장, 흰옷, 몸에서 맑은 향기 발산)

-   당나라 고계의 시(눈 가득히 쌓인 산 속에 고사가 누워 있고 / 

달 밝은 숲속에서 미인이 걸어오듯)

애정 표현

-   열매, 청매죽마(한 쌍의 여인이 어릴 때부터 의좋게 지낸 관

계)

-   『시경』 「국풍·소남」의 표유매(매실이 익어 떨어지네/ 광주리에 

가득 찼네 / 나를 원하는 분은/ 바로 만나기를 바라오)

-   백호 임제의 「버들이 매화와 더불어 봄을 다투다」: 버들과 매

화가 봄을 누가 먼저 영접하는가로 논쟁 중 버들이 매화에게 

“너는 떨어진 열매로 여자를 유혹하고 있지 않느냐”고 폭로. 

매실이 애정의 표상이고, 매실이 떨어진다는 ‘표매’는 남녀가 

결혼에 이르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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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매화의 아름다움은 내면적인 아름다움, 외형

적인 아름다움, 은은하고 그윽한 암향으로 구분할 수 있

다. 내면적인 아름다움으로는 내한성에 빗대어 표현한 

상징과 조개성(早開性)을 빗대어 콘텐츠로 제작된 이야

기가 있다. 매화는 조선의 고문헌과 그림에서 높은 빈도

로 출현하였으며,12 외형적인 아름다움은 청정한 아름다

움, 현란한 아름다움, 장관의 아름다움, 수형의 아름다움

으로 다양한 이야기가 원형으로 존재한다. 

매화의 암향 또한 선조들의 은은하고 그윽한 향기

를 좋아하는 성향에 맞물려 콘텐츠가 즐비하다. 강희안

의 『양화소록』에는 10개의 계보를 품종으로 기록하였고,13 

신위(申緯)는 『경수당전고(警修堂全藁)』에서 매화삼십육

영(梅花三十六詠)을 통하여 매화의 계보를 36개로 기록

하였다.14

3. 인터랙티브 콘텐츠로서의 매화

문화생활로서의 매화의 문화콘텐츠적 가치는 인터

랙티브 콘텐츠의 전모가 된다. 봄 이르게 일찍 피기 시작

한 첫 꽃, 매화를 찾아나서는 길 ‘심매’ 또는 ‘탐매’행은 주

로 선비나 시인 묵객의 풍류적 행사였다. 아직 추위가 채 

가시지 않은 이른 봄, 겨울이랄 수 있는 시기에 겨우 몇 

송이 터질 듯 말 듯한 매화를 찾아 산야를 소요하는 일이

다. 이에 비해 봄이 들어서고 이미 알려진 매화 명소를 찾

아 매화를 관상하는 것을 관매, 상매, 방매라고 하였다. 

스토리의 상호작용이 가능해지는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대표하는 매화 관련 행위가 탐매 행위이다.

최고급 취미 활동으로 매화나무 아래서 시를 짓고 

술을 마시며 매향과 함께 주향과 시향에 취하면서 풍류를 

즐기는 탐매가 있다. 탐매행은 선비에 따라서는 연례행

사처럼 이루어졌다. 이는 당의 시인 맹호연의 「파교심매

(灞橋尋梅)」라는 고사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김시습(金

時習)은 매화를 지극히 사랑하여 호까지 매월당(梅月堂)

이라 하고 매화 소재 시 8제 23수를 남겼는데 도합 16수

의 탐매시가 특징이다.15

서유구(徐有榘)의 『임원십육지(林園十六志)』 「이운

지(怡雲志)」에 절기 놀이가 있는데, 그 절목에 ‘납전상매

(臘前賞梅)’가 있다. 동지 전후에 분에서 키운 매화가 피

면 술과 고기 안주를 준비해두고 벗을 모아 매화를 감상

한다고 하였다. 관매, 상매, 완매의 문화를 말함이다. 정

약용(丁若鏞)의 ‘죽란시사(竹欄詩社)’는 세모에 분매가 꽃

필 때 모이자는 약속으로, 술과 안주, 붓과 벼루를 기본으

로 준비하는 규약을 만들었다. 최창규(崔昌圭)의 ‘옥계시

사(玉溪詩社)’는 11월에 ‘매화나무 아래에서 술항아리 열

기’로 되어 있다. 조재호(趙載浩)의 ‘농곡매사(農谷梅社)’

는 분매를 감상하며 시 짓는 목적의 시사였다. 

12 김승민, 2014, 「조선시대 화훼식물의 이용과 상징성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2(2), pp.134~147.

13 강매, 조매, 소매, 고매, 중영매, 녹약매, 백엽상매, 홍매, 원앙매, 행매의 10개 계보를 기록함(이상희, 2002, 『매화』, 넥서스BOOK, pp.67~70).

14 강매, 계매, 영매, 야매, 관매, 서창매, 금옥매, 초경매, 승사매, 도원매, 전촌매, 역점매, 소교매, 격렴매, 방계매, 조수매, 분경매, 옥적매, 지장매, 억매, 몽매, 심매, 

별매, 석매, 태매, 죽매, 산다매, 설매, 월매, 풍매, 연매, 미개매, 반개매, 고생매, 녹악매, 연지매가 그것이다(『경수당전고(警修堂全藁)』 冊⼗七 ‘北禪院續藁三’ 매화

삼십육영[한국고전종합DB]). 

15 신익철, 2013, 「조선시대 梅花詩의 전개와 특징」, 『동방한문학』 56, pp.165~218.

그림 1 김명국, 「탐매도」 견본 채색, 45.7×31.6㎝, 국립중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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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 한양의 세시풍습과 명승을 기록한 『경도

잡지(京都雜誌)』의 경관 특성은 꽃과 함께 술, 술잔, 술병 

등 음주 관련 물리적 요소와 시 짓는 모임인 시회를 즐기

는 장면이 많았다.16

봄을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는 낭

만적인 문화로 ‘구구소한도(九九消寒圖)’가 있다. 동지 이

튿날부터 81일 사이를 구구라고 하는데, 이를 벽에 붙여 

하루에 하나씩 표시하면서 오는 봄을 심정적으로 더 가깝

게 기다리는 것이다. 구구소한도는 매화 꽃송이의 잎과 

꽃봉오리 수를 81개로 그린 그림이다. 꽃과 가지를 흰색

으로 그려놓고 매일 붉게 칠하면서 완전히 홍매화로 되는 

날이면 경칩과 춘분의 중간이 되므로 매화가 피면서 봄이 

찾아온다는 것이다.

옛 여인들이 이마 위에 치장한 매화꽃인 매화장(梅

花粧), 매화꽃을 새긴 비녀인 매화잠(梅花簪), 저고리의 

매화 무늬 금박 등의 여성 문화가 있다. 이 밖에도 신년 

연하장에 그리는 매화의 길상우의도(吉相寓意圖)가 있

고, 매실을 가지고 음식 문화에 활용하는 다양한 문화 향

유가 매화나무에 빚지고 있다.17

원림 문화에 매화 콘텐츠가 가득하다는 점도 특성 

중 하나이다. 중국 남송의 범성대(范成大)는 그의 책 『범

촌매보(范村梅譜)』의 서문에서 “살던 집 남쪽에 남의 집 

70여 채를 사서 다 헐고 범촌을 마련했는데, 그 삼분지 일

에 모두 매화만 심었다”라고 하였다. 퇴계(退溪) 이황(李

滉)은 도산에 절우단을 쌓고 100그루의 매화를 심었으며, 

선조와 광해군 때의 한강(寒岡) 정구(鄭逑)는 매화나무 

100그루를 심고 ‘백매원’이라 이름 짓기도 하였다. 매화는 

전통 조경의 식재 대상으로 끊임없이 이용되어온 것이다.

매화가 식재된 장소는 보통 주택의 남쪽으로, 매화 

필 무렵 남쪽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에 매화의 향이 실려

오도록 하였다. 홍만선(洪萬選)의 『산림경제(山林經濟)』 

「복거(卜居)편」의 거가필용(居家必用)에는 남쪽에 매화

나무를 심어 전주작(前朱雀)으로 삼는다는 기록이 있다. 

임의제와 소현수(2012)는 정매(庭梅)의 식재 위치를 ‘건

물 남쪽’, ‘사랑마당’, ‘창문 앞’, ‘담장 가’, ‘물가’로 유형화하

였다.18

인터랙티브 콘텐츠로서의 매화는 탐매행, 절기 놀

이, 각종 시사(詩社) 또는 SNS나 1인 방송 등으로 구구소

한도, 매화장, 매화잠, 신년 연하장에 그리는 길상우의도, 

매실 활동 음식 문화까지 다양하며, 특히 직접 식재 및 조

성, 감상의 문화콘텐츠적 가치는 더욱 충실하다.

4. 매화의 문화콘텐츠적 활용

매화의 문화콘텐츠적 활용은 원형을 기반으로 계속 

재생산될 수 있다. 조은하(2012)는 스토리 콘텐츠를 스토

리의 연출과 효과 등 다양한 영상 표현에 무게 중심을 둔 

비주얼 콘텐츠, 스토리의 생산 및 소비 과정에서 나타나

는 상호작용에 무게 중심을 둔 인터랙티브 콘텐츠, 스토

리의 외연을 확장하여 물리적 경관의 경험에 무게 중심을 

둔 스케이프 콘텐츠로 영역을 나누었다.19

매화의 문화콘텐츠 활용을 영역별로 구분하여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비주얼 스토리 콘텐츠의 핵심은 보는 것이다. 시각

적 장치와 효과, 글을 읽는 행위, 그림을 보는 행위가 포

함된다. 매화는 시문학과 미술의 예술적 특성으로 비주

얼 스토리 콘텐츠를 이루고 있다. 매화를 주제로 하는 영

화의 영상성까지 보고 듣고 하는 영역으로 확대되어야 한

다. 웹툰을 활용하는 방법도 같은 의미의 비주얼 스토리 

콘텐츠이다. 

인터랙티브 스토리 콘텐츠는 능동적 참여를 전제로 

16 이제이·성종상, 2016, 「문헌을 통해 본 조선 후기 꽃놀이 명소의 경관 특성」,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4(2), pp.35~44.

17 이상희, 2002, 앞의 책, pp.168~176.

18 임의제·소현수, 2012, 앞의 논문, pp.74~75.

19 조은하, 2012, 앞의 논문, pp.99~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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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양방향 스토리텔링으로 전개된다. 결말이 아니라 

과정을 중시하며 이를 지속시키는 힘이 상호작용이다. 

생산자와 소비자, 소비자와 또 다른 소비자, 소비자와 다

른 생산자의 관계를 잇는 상호작용이 가치를 높이는 전략

이 된다. 여기에 가상 세계의 공간감을 제공하여 상상력

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다. 매화를 가꾸고 매화를 통하여 

모임을 하고 이야기와 글과 그림을 생산하는 것도 상호작

용의 형태인 것이다.

스케이프 스토리 콘텐츠는 모든 콘텐츠 원형의 서사

적 지위를 갖는 장소와 공간의 경험을 제공하는 맥락이다. 

그래서 이를 경관 스토리텔링이라고도 한다. 경관은 자연

경관과 문화경관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인간과 자연의 공동 

작품으로 경관을 정의할 수도 있다. 자연 속에서 인간이 

살아온 흔적의 특징이 곧 문화경관으로 자리매김한다. 

Ⅲ. 문화재 환수와 와룡매

1. 문화재 환수의 특성

문화재청은 국외 소재 문화재의 보호·활용 활성화

를 위하여 ‘전략적 현지 관리·활용과 국외 문화재 보존·관

리 영역 확대 및 활용의 다변화, 국외 문화재의 효율적 환

수 기반을 강화’하는 성과 목표를 수립하였다. 이를 위해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매입, 주제별 국외 유산 지도 제작 

및 안내판 설치,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 개관 등을 통해 국

외 소재 문화재 관리의 거점화와 유럽·일본의 주요 소장

기관의 실태와 유통 조사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민간 협력 

및 국제기구 활동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외 문화재 현황을 보면 21개국 193,136점이다. 일

본이 42%로 우리 문화재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미

국, 중국, 독일 순이다. 일본과 미국이 69.92%를 차지하

여 두 나라에 문화재가 집중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도별 국외 소재 문화재 현황을 보면 2008년 76,143점에

서 2020년 193,136점으로 국외 문화재 정보 수집 활동이 

꾸준히 증가함을 알 수 있다.20 

문화재 환수는 이해관계자의 첨예한 속사정으로 인

해 다양한 역할이 동시다발적으로 운용되어야 그 성과가 

드러날 수 있기에 역할 다변화에 대한 숙고가 계획 단계

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환수국의 일방적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정책 이해관계자의 파악과 지속

적 관리가 중요하다.

국외 유출 문화재의 첫 환수 사례인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비’는 일제강점기에 경복궁으로 옮겨졌다가 

1912년 일본 오사카로 반출되었다. 이를 당시 조선총독

20 국외소재문화재재단, 국외 문화재 현황 http://www.overseaschf.or.kr, (2021.03.23. 검색).

표 3 국가별 국외 소재 문화재 현황(출처: http://www.overseaschf.or.kr)

소장국 소장처 수량(%)

일본 도쿄국립박물관 등 81,889 (42.40%)

미국 메트로폴리탄박물관 등 53,141 (27.52%)

중국 베이징고궁박물관 등 12,984 (6.72%)

독일 쾰른동아시아박물관 등 12,113 (6.27%)

영국 영국박물관 등 7,638 (3.96%)

프랑스 국립기메동양박물관 등 5,684 (2.94%)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동양박물관 등 5,334 (2.76%)

캐나다 로얄온타리오박물관 등 4,276 (2.21%)

대만 국립고궁박물원 등 2,961 (1.53%)

네덜란드 라이덴국립민속박물관 등 1,930 (1.00%)

오스트리아 빈민속박물관 등 1,665 (0.86%)

덴마크 덴마크국립박물관 1,278 (0.66%)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국립도서관 1,024 (0.53%)

헝가리 훼렌쯔호프동양미슬박물관 341 (0.18%)

스위스 베른역사박물관 320 (0.17%)

바티칸 바티칸민족박물관 등 298 (0.15%)

이탈리아
주세페투치

국립동양예술박물관 등
70 (0.04%)

벨기에 벨기에왕립예술역사박물관 60 (0.03%)

스웨덴 스웨덴동아시아박물관 등 51 (0.03%)

호주 뉴사우스웨일즈박물관 등 41 (0.02%)

노르웨이 노르웨이국립박물관 38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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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반환 지시를 내리는 예외적인 조치를 통해서 1915

년 국내로 돌아왔다. 문화재 약탈이 얼마나 지나쳤으면 

비난을 잠재우기 위한 고육책을 내놓았을까. 아무튼 이 

‘반환 지시’가 문화재 환수의 원년으로 삼는 근거가 되었

다. 100년 넘게 진행형인 문화재 환수는 약탈당한 문화재 

환수의 정당성 주장만으로는 어렵고, 국제 역학 관계 양

상에 따라 다르게 진행된다고 한다.21

강보배(2015)22는 이러한 문화재 환수의 특성에 비

추어 문화재 환수 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점을 정치외교적 

환경, 정부기관의 역할 분담, 이해관계자의 지속적 지원

과 소통으로 파악하였다. 이해관계자에 대한 이해를 바

탕으로 정부기관의 체계적·전략적 상호 협조가 문화재를 

되찾는 여건에 기여할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2. 문화재 환수 유형별 현황

국립문화재연구소의 『환수 문화재 조사보고서』에 

따라23 문화재 환수 유형을 환수 첫 사례 발생 시점으로 

열거하면 반환(1915, 일본,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매입

(1930, 전형필, 신윤복의 ‘혜원전신첩’), 기증(1954, 미국, 

삼인검), 협상(1966, 한·일 협정 부속 협정 ‘문화재 및 문

화협력에 관한 협정’으로 1,326점 반환), 국제 공조(1983, 

유네스코, 문화재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 수단에 관한 협약 가입), 영구 대여(1993, 프랑스, 수

빈휘경원원소도감의궤), 장기 대여(2007, 미국, 어재연 

장군 수자기)로 이루어졌다. 기증에 의한 환수가 대부분

이고 장기 대여, 영구 대여, 매입, 국제 공조 등의 유형으

로 다변화되고 있다. 협상은 수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환수 유형을 크게 정부와 민간으로 나누어 국가별로 

분석하면 정부가 32.6%, 민간이 67.4%로 민간이 높은 비

율을 나타내고 있고, 유형별로는 기증이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유형을 정부와 민간으로 구분하면 정부의 경

21 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환수 문화재 조사보고서』.

22 강보배, 2015, 「문화재 환수 사례를 통한 이해관계자의 역할 분석」,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314~315.

23 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앞의 보고서.

표 4  환수 유형별 현황

소장국
정부 민간

협상 반환 매입 기증 대여 협상 반환 매입 기증 대여

일본 4 3 4 20

미국 1 2 1 1 1 6

프랑스 2

독일 1

계 5 5 1 1 3 4 26 1

그림 2    환수 유형별 정부와 민간의 비율(출처: 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환수 

문화재 조사보고서)』

그림 3   정부와 민간의 환수 현황(출처: 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환수 문화재 

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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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협상, 반환, 대여, 매입, 기증의 순으로, 민간의 경우는 

기증, 매입, 대여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2012년 『환수 문화재 조사보고서』에서는 정부보

다 민간이, 민간에서는 기증이 환수 문화재의 높은 빈도

를 보이는데, 2019년 문화재청의 국외 문화재 환수 현황

과 비교하면 민간보다 공공(정부기관, 지자체 등)의 환수

가 많고, 공공에서는 기증이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다. 

2012년에는 민간이, 2019년에는 공공이 높은 빈도를 보

이고, 2012년에는 민간의 기증이, 2019년에는 공공의 기

증이 높게 나타났다.

3. 창덕궁 선정전 와룡매의 환수 

“창덕궁 선정전 앞에는 ‘와룡매(臥龍梅)’라 불렀던 매

화나무가 있었습니다. 와룡매는 길게 누워서 자라는 모

습이 마치 용이 엎드려 있는 것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입니다.”24 『우리 품에 돌아온 문화재』에 의하면 이 와룡매

가 선정전 앞에서 사라진 것은 임진왜란 때인 1593년이

다. 다테 마사무네(伊達政宗)가 와룡매를 일본으로 가져

갔고, 1604년 즈이간지(瑞巖寺)를 자기 가문의 절로 중건

하면서 와룡매를 본당 앞으로 이식했다고 전한다.

와룡매는 소장자의 기증으로 돌아온 문화재로 분류

되어 있다. 창덕궁 선정전 와룡매의 환수에 대한 기록은 

강보배(2015)25가 분류한 민간 주도형 환수에 해당하며, 

기증에 의한 환수로 민간 기증 유형으로 분류된다. 

환수 사례에서 등장한 국내외 이해관계자를 구분한 

표는 다음과 같다.

표 5 국외 문화재 환수 현황(2019), (출처: 문화재청, 「문화재 관리 현황」)

국가별

2019

계

공공
(정부기관, 지자체 등)

민간
(개인, 사립박물관 등)

소계 협상 구입 기증
수시 
공조

소계 협상 구입 기증

합계 10,508 9,675 3,306 511 5,846 12 833 26 345 462

일본 6,609 6,032 2,978 18 3,036 0 577 0 321 256

미국 1,701 1,481 13 246 1,210 12 220 5 9 206

스페인 892 892 0 0 892 0 0 0 0 0

독일 723 700 18 1 681 0 23 21 2 0

뉴질랜드 186 186 0 184 2 0 0 0 0 0

이탈리아 59 59 0 59 0 0 0 0 0 0

캐나다 20 20 0 0 20 0 0 0 0 0

프랑스 303 302 297 2 3 0 1 0 1 0

호주 1 1 0 0 1 0 0 0 0 0

노르웨이 1 1 0 0 1 0 0 0 0 0

스위스 3 0 0 0 0 0 3 0 3 0

영국 10 1 0 1 0 0 9 0 9 0

표 6 환수 사례에서 등장한 이해관계자(강보배, 2015)

유형 분류
등장 이해관계자

국내 국외

정부 

주도

정부 대한민국 정부, 문화재청
일본 정부, 미국 정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개인

유학생 조소앙, 석기찬, 

토머스 두버네이 한동대  

교수, 유준영 씨, 선지훈 씨

재일학자 최서면

시민 /

민간단체

시민, 해주 정씨 문중, 

한일친선협회, 한국호국 

정신선양회,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 북관대첩비환수

촉진위원회, 한일문화재 

교류위원회, 남북한 불교계, 

문화재 제자리 찾기

야스쿠니 신사

공공기관 미국 해군사관학교 박물관

기타

민간 

주도

정부

개인
감문경 일행, 신원 불명 학자, 

이종영 씨, 선지훈 씨
조창수 여사

시민 / 

민간단체

시민, 국사편찬위원회,

한일의원연맹, 한일친선협회, 

① 안중근의사기념관, 

왜관수도원

① 일본 사찰 즈이간지,26 

독일 상트오텔리엔 수도원

공공기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진주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경남대학교, 

②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

일본 야마구치현립대학교, 

일본 ② 가미농업고등학교27

(당시 임창순 한국교육원 

교육연구사 중재)

기타
MBC, 신한은행, 

국내 신문사
재외 외국인

24 국외소재문화재재단, 2013, 앞의 책, pp.27~28.

25 강보배, 2015, 앞의 논문, pp.292~308.

26 일본 사찰로 와룡매가 심겨져 있다.

27 일본 센다이현에 있는 학교로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와 오랫동안 자매결연하고 있다. 매년 또는 격년으로 학생과 교직원의 상호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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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에 등장하는 이해관계자 중 ‘민간 주도’ 항목

에서 ‘국외’의 ①, ②에 사찰과 학교 이름이 나온다. ①의 

사찰은 ‘국내’의 ‘시민/민간단체’인 ‘안중근의사기념관’과 

연결할 수 있겠다. ②로 표시된 학교는 ‘국내’의 ‘공공기관’

과 연결된 기관이 빠져 있는 상태이다. 이를 제대로 정리

하면 ‘안중근의사기념관–즈이간지’, ‘수원농생명과학고등

학교-가미농업고등학교’가 이해관계자로서 창덕궁 선정

전 와룡매 환수에 역할을 하였음이 명시되어야 하겠다.

매화 담론 문화는 동아시아를 통틀어 상호문화성으

로 자리 잡고 있음을 와룡매의 환수 사례를 통하여 거듭 

확인할 수 있다. 선정전 앞에 식재된 와룡매의 약탈과 환

수 과정을 문화콘텐츠로 정립하는 것은 문화유산을 후손

에게 물려주는 것과 마찬가지의 가치를 지닌다. 2013년 작

성된 「문화재 반환 100년 주요 일지(국외소재문화재재단)」

와 2012년 간행된 『환수 문화재 조사보고서(국립문화재연

구소)』를 통하여 작성한 주요 문화재 환수 현황에서 살아 

있는 식물로는 와룡매의 환수가 유일무이한 사례이다. 

Ⅳ. 와룡매의 문화콘텐츠적 가치

1. 환수·환국 과정의 가치

1) 첫 번째 와룡매 환수

일본 미야기(宮城)현 센다이(仙臺)시에 있는 가미

(加美)농업고와 수원농생명과학고는 1991년 자매결연했

다. 이때 센다이 한국교육원장 임창순(任昶淳)28은 통·번

역을 담당하면서 양교와 친분을 맺는다. 그의 문화적 식

견은 와룡매 환수 작업의 중재를 통하여 양쪽 자매교에서 

각각의 역할을 맡아 와룡매 자목 번식을 실행에 옮기게 

하는 결정적 밑바탕이 되었다. 그는 『일요수필』에 기고하

려던 「와룡매」 원고를 당시 가미농고 교장인 니카이도 치

카라(二階堂力)에게 보여준다. 교장은 이를 훈화자료로 

활용하고 ‘한·일 친선과 과거에의 보상’ 명분으로 즈이간

지 측에 접수 채취를 요청한다. 

와룡매 이야기를 역사에 되살리고 환국에 이르는 방

법을 강구한 행위는 민간 주도였지만, 실행은 공공기관 

간의 자연스러운 교류 덕분이었다. 문화콘텐츠적 가치를 

중시하였던 당시의 중재와 교류는 의욕적이었고 긴밀한 

협조 체계를 이루었다. 1991년 9월 가미농고는 역사 문화

콘텐츠의 살아 있는 보고인 와룡매를 접목하여 한국으로 

환국시키겠다는 계획을 수립한다. 

관련 기사가 일본 아사히신문뿐 아니라 당시 동아

일보 일본 특파원이었던 이낙연(李洛淵)에 의해 국내 동

아일보에도 보도된다(사진 1C).29 아사히신문 1991년 9

28 임창순(任昶淳, 1943-2021): 당시 서울대학교 재외국민교육원의 교육연구사로 일본 센타이시 한국교육원장으로 근무하였다. 서울시 장학사, 월촌중·여의도여

고 교감을 거쳐 2006년 관악고 교장으로 정년퇴임하였다. 한국과 일본 문화에 대하여 깊이 있게 성찰하던 그는 와룡매의 역사 문화콘텐츠 가치에 주목하여 그 

환수를 몸소 실천하였던 최초의 한국인이다.

29 동아일보, 1991.9.28., 「임란 때 왜장이 가져갔던 매화나무 4백년 만에 돌아온다」.

A

사진 1   와룡매 환국 관련 국내외 기사. A: 가미농고의 접목 계획(아사히신문 

1991년 9월 27일), B: 宮城, 瑞巖寺의 名木, 政宗과 관련된 매화 한국으

로 환국(아사히신문 1991년 9월 28일), C: 임란 때 왜장이 가져간 매화

나무 4백년 만에 돌아온다(동아일보 1991년 9월 28일)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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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7일자에는 “가미농고 측은 이곳에 온 수원농고 측 일

행으로부터 이 매화나무의 ‘슬픈 사연’을 듣고 ‘고향 보내

주기’를 결심했으며 즈이간지 측도 접붙일 가지를 제공키

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가미농고는 내년 2월 홍·백매 30

가지를 접붙여 성공한 것을 수원농고에 보내기로 했다”고 

적혀 있다. 그러나 와룡매의 슬픈 수난의 역사 문화콘텐

츠를 처음 가미농고 측에 제공한 사람은 당시 센다이 한

국인학교 원장이었던 임창순이었다. 그의 와룡매 이야기

는 일본의 『일요수필』에 게재되었다.30 수원농고는 농업 

교육 현장의 자매교로서 와룡매를 한국에 식재·배양할 

책임을 졌던 것이었다.

1992년 2월 6일 아사히신문은 즈이간지에서 와룡매

의 분양 허락을 받아 접수를 채취하는 가미농고 학생들

의 기사를 내보냈다. 가미농고는 그 해 6월 12일부터 친

선 교류를 위하여 수원농생고에 방문하게 된다. 이때의 

교장은 접목 계획을 실행한 교장의 후임으로 엔도 기이치

(遠藤紀一)였다. 접목 배양 중인 와룡매(홍·백) 2그루를 

먼저 보내기로 하였다는 기사가 게재된다. 이때 인솔 교

사는 이끼와 물 헝겊으로 묘목을 정성 들여 싸맨 후 한국

으로 가져왔다며 올 가을에는 더 좋은 묘목을 가져오겠다

고 말했다. 같은 해 11월 4일 아사히신문은 접목된 와룡

매 묘목이 식재된 수원농생고의 사진과 기사를 게재하였

다. 이것이 와룡매의 첫 번째 환수·환국이 된다.

2) 두 번째 와룡매 환국

첫 번째 와룡매 환수인 1992년에서 7년 만인 1999년

에 두 번째 와룡매 환국이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며 이루

어진다. 안중근 의사 추도식(89주년)과 와룡매 환국식에 

매화 2주(홍매와 백매)를 식재하는 기사(1999.3.26.)가 

게재된다. 

첫 번째 공공기관형 와룡매 환수에 관한 기사는 별

로 없는데, 두 번째 와룡매 환국에 관한 기사는 상당히 많

이 탑재되어 있다. ‘와룡매 환국’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였

을 때 상위에 노출되는 기사가 ‘조선의 매화’, ‘남산 와룡

매’가 대부분이다. 첫 번째 환수 문화재로서 수원농생고 

30 임창순, 1991, 「와룡매」, 『일요수필』 11월호(통권 429호)(1991.11.10.), pp.1~2.

A

사진 2   접수 채취-6월 환국-11월 한국 식재 기사. A: 즈이간지에서 묘목을 채

취하는 학생들(1992.2.6.), B: 한국 방문 학생단에 2그루 와룡매 보냄

(1992.6.11.), C: 접목된 와룡매 묘목이 수원농생고에 식재(1992.11.4.)

B C

표 7 첫 번째 와룡매 환수의 문화콘텐츠적 가치

문화콘텐츠 유형 문화콘텐츠 개발

비주얼 

콘텐츠

- 임진왜란 왜병 장수의 창덕궁 선정전 와룡매 약탈 영상

- 다테 마사무네의 일본 가문 사찰 등 영상 

- 자매결연 시작 시점 영상 제작

- 신문 활용 시나리오 작성 연출(당시 양국 관계자 증언)

- 당시 일본 특파원 이낙연 인터뷰 영상 연출

인터랙티브 

콘텐츠

- 다테 마사무네의 일본 가문 사찰 등 영상

- 자매결연 학생의 와룡매 이야기 상호작용 기록

- 모임, SNS, 1인 방송 등 스토리 생산과 소비 나눔

- 와룡매 관련 글 모아 재창작

- 와룡매 관련 사진과 그림 등으로 예술적 콘텐츠 제작

스케이프 

콘텐츠

- 수원과 센다이의 장소와 공간 체험 

- 상호 방문으로 와룡매의 성장 현황과 상태 파악

- 환수 문화재 중 살아 있는 식물이라는 최초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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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룡매는 2018년 이전까지는 노출되는 기사가 없었다. 

2018년 이후 수원농생고에서 와룡매를 학교 정원에 이식

하면서 와룡매 이야기가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두 번째 와룡매 환국식은 첫 번째 와룡매 환수 사실

을 알면서도 그 의미를 내세우지 않고 행사를 추진한 것

이다. 그래야 행사 주관자의 정치외교적 수완이 크게 발

휘될 수 있다. 일본 대림사는 안중근 의사의 ‘군인본분위

국헌신’이라는 친필이 있는 곳으로 알려졌고, 그 후 안중

근 의사의 영정을 모셔놓기도 한 곳이다. 당시 남산 와룡

매 환국식 행사 현수막은 안중근 의사 사진 위로 길게 걸

려 있었다고 한다. 그 날의 행사 단상이 다음과 같이 기록

되어 있다.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비롯한 3군의 장성들과 관계 

장관 등이 참석하고, 일본에서 와룡매를 봉납(捧納)하러 

온 여남은 명의 스님들과 관계자 30여 명의 ‘봉납단’이 엄

숙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중략) 나는 곧 다시로가즈이

(田代和生)가 지은 『바꿔치기하여 쓴 국서(國書)』라는 책 

생각이 났다. 일본인 고야마(小山)한테서 선물 받은 책 

이었다.”31

2013년도에 남산 와룡매는 또다시 신문 지상에 게

재되면서 조명을 받는다. 이때도 첫 번째의 와룡매 환수

에 관하여 다룬 기사는 없었다. 4월 23일 국내 신문 기사 

2개만 살펴보아도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013년의 기사는 제법 건강하게 성장한 남산의 와룡 

백매와 홍매 사진과 함께 실려 있다. 생육 상태를 보기 위

하여 2018년 찾아갔더니 우측 아래 사진처럼 홍매의 줄

기가 잘려져 있는 등 힘들게 자라고 있었다.

사진 3 경향신문 1999년 3월 10일자 23면

31 임창순, 2016, 「와룡매 또 오다」, 『고향』, 한국수필가협회, pp.148~149.

사진 4 남산의 와룡매 현황(2018). A: 백매, B: 홍매

A

B

표 8 두 번째 와룡매 환국 행사의 문화콘텐츠적 가치

문화콘텐츠 유형 문화콘텐츠 개발

비주얼 

콘텐츠

-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영상 소개

- 1999년 3월 26일 환국식 관련 영상 수집 정리

-   『바꿔치기하여 쓴 국서』와 처음 아닌 와룡매 환국식의 

대대적 홍보의 배경 추적 영상 제작

인터랙티브 

콘텐츠

-   당시 신문 기사 내용을 분석하고 현재 새로운 기사를 작

성하는 해시태그 등 행사 진행

-   연도별 와룡매 기사를 정리 분석하여 추이 보고서 작성

-   탐매단을 구성하여 활동 계획 수립

스케이프 

콘텐츠

-   남산 와룡매의 성장 상태와 수원농생고 와룡매 비교

-   왜 남산이었을까? 장소와 공간의 의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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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원농생명과학고 와룡매의 문화콘텐츠적 가치

1) 와룡매 육묘 배양 이후

앞서 기술한 과정을 통해 와룡매는 한국으로 환수되

어 수원농생명과학고에서 육묘되고 있었다. 1995년 임창

순 씨는 일본에서 돌아와 목동 월촌중학교 교감으로 근무

하게 되었다. 그때 그가 근무하던 곳의 학부모와 매화 관

련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 제법 규모가 있는 매화나

무 농장에 매원을 경영하는 학교 운영위원이었다. 두 사

람은 뜻을 같이하여 1996년 수원농생명과학고를 방문한

다. 나중에 그때의 탐매 과정을 남겼는데, 와룡매 안내판

도 없고 아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였다. 학교장이 바뀌면

서 와룡매의 의미 있는 인수인계가 잘 안 된 것이다. 「와

룡매, 그 후」는 『수필공원』 1998년 봄호에 실렸는데, 그때

의 상황을 기고한 것이다. 와룡매의 문화재적 가치에 대

한 관리 소홀과 학교 교직원이 와룡매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섭섭함의 심정이 글에 녹아 있다.

2) 와룡매의 학교 정원 식재

묘목으로 와서 배양 중이던 와룡매는 2011년 12월에 

본관 앞 정원으로 자리를 잡아 식재된다. 이름하여 와룡 

백매 1주를 이식한 것이다. 이때 토종 설중매 1주, 토종 

백매 2주도 교내 정원에 배식되었다. 그러던 중 2014년 

『궁궐의 우리 나무』의 저자인 박상진 교수가 와룡매 이식

을 제안하였다. 원래의 자리인 창덕궁 선정전 앞으로 옮

겨 심는 계획을 추진하였고, 구체적으로 2015년 이른 봄

에 이식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문화

재청과 학교 간의 의사소통은 결렬되었다. 와룡 백매는 

처음 이식되었던 학교 정원에서 잘 자라고 있다.

2017년은 와룡매의 홍·백을 완전체로서 교내 정원

에 정매(庭梅)로 배식하고자 노력한 해였다. 안내문을 설

치하여 민간 외교의 결실을 보아야겠다고 모색하며 학교 

의사결정을 정비하였다. 그러다가 학교 외부에 식재된 와

룡 홍매의 정황이 위태롭게 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된

다. 더 기다릴 수 없는 나무의 위중함이 실행을 서두르게 

하였다. 때마침 학교장도 동조하고 홍매의 상태를 확인한 

후 문화재 환수의 바람직한 의미를 살려야 한다며 해당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교정 식재로 결정하게 되었다.

3) 홍·백 와룡매 학교 정원 정매(庭梅) 조성

홍매를 교정으로 옮겨심기로 한 날인 2018년 4월 9

일은 분뜨기 작업 여건이 불량하였다. 학교 외부에 식재

된 와룡 홍매는 원줄기 아랫부분이 흙으로 뭉쳐 있었다. 

이미 굵은 줄기를 전정으로 쳐내어 잔가지가 하나도 없었

다. 나무의 생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전정한 것이었다. 

나무 주변에는 시멘트도 쌓여 있었다. 주변 정리를 하지 

않고는 분뜨기 작업을 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로더와 지

게차의 지원으로 작업을 했는데 비좁은 공간과 도로에 붙

어 통행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난공사였다. 꽤 시간을 소

비한 후에야 와룡 홍매를 수작업으로 분을 떠서 교정의 

와룡 백매 옆에 이식하였다. 학교 교직원 여럿이 와룡매

의 의미를 새기면서 자체적으로 이식 공사를 한 것이다

(사진 5B).

이미 수원농생명과학고의 ‘와룡매 이야기’는 매년 일

찌감치 매화를 찾아다니는 탐매단에 알게 모르게 입소문

이 나 있는 상태이다. 안내판을 설치하여 임진왜란 당시

사진 5 수원농생명과학고 와룡매 식재 현황(2018년). A: 백매, B: 홍매

A B

사진 6   2021년 3월 20일 수원농생고 와룡매 현황. A: 안내판, B: 백매, C: 홍매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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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약탈당한 문화재 중에서 살아 있는 식물도 있음을 알

릴 필요가 있었다. 와룡매이지만 학교 측은 와룡형으로 

하지 않겠다고 결정하였다. 단정한 수형으로 유지하고 

와룡매 자목의 명패를 달아주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창덕궁 선정전 뜰에서 400년을 살았고 다시 일본 즈이간

지에서 400년을 살았던 와룡매가 앞으로 수원농생고에서 

400년을 살기를 기대하는 것은 문화콘텐츠적 가치 측면

에서 매우 온당한 일이다.

‘수원농생명과학고 와룡매’는 시공간을 넘어서 문화

재 환수라는 새로운 문화콘텐츠로서 경관을 만들고 있

다. 모든 경관은 사람의 인지와 만나면서 공간적 좌표가 

생기고 정서적 유대감이 형성된다. 돌아온 문화재 와룡

매는 살아 있는 매화나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서 그 

생성과 성장, 변화의 유기체적 속성을 지닌 생생한 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역사적 가치와 공간을 포

함한 경관적 가치를 지녔고 민간 차원의 문화재 환수라는 

특성을 보였다. 무엇보다도 살아 있는 생명체로서의 매

화나무를 매개로 이루어진 문화재 환수는 처음이기에 유

일무이의 문화콘텐츠라는 특징을 갖추고 있다.

3. 소결

창덕궁 선정전 와룡매의 환수 문화재로서 문화콘텐

츠적 가치를 탐구하는 본 연구의 환수 연혁을 문화콘텐츠

의 유형으로 기록 정리하면 <표 10>과 같다.

Ⅴ. 맺음말

본 연구는 동아시아 삼국이 공통으로 오랜 시간 매

료된 문화로서의 매화에 대한 문화콘텐츠적 가치를 탐구

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매화의 문화콘텐츠 원

형은 매우 많고 다양하다. 여기서는 그 중에서 문화재 환

수로 돌아온 와룡매의 문화콘텐츠적 가치의 탐구로 한정

하였다.

매화의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문화콘텐츠적 활용 

가치의 가능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매화는 동아시아 한·중·일 삼국에서 사대부의 고상

한 관심의 대상이었다. 매화의 문화콘텐츠 원형 요소는 

시, 그림, 도자기, 생활 도구, 여성 장식물, 백과사전 등 실

존하는 자료가 많다. 따라서 원형에 대해서 어떤 동기를 

부여하면 인문학적 상상력의 발현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매화의 스토리텔링 내용으로서의 상징을 봄소식, 희망, 

고결, 군자, 지조, 순결, 애정으로 분류하고 정리할 수 있

다. 일상에서 매화는 탐매, 상매의 높은 취미와 맞닿아 사

람을 회동하게 하는 문화적 동력의 유인가가 될 정도이

다. 시사 모임, 출판물, 음식 등 문화로 향유되고 있다. 매

화의 문화콘텐츠적 가치는 글, 그림, 영상, 웹툰, 게임, 경

관 스토리텔링 등으로 구분하여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가치를 내재하고 있다.

창덕궁 선정전 와룡매의 문화재 환수 의의와 과정, 

그리고 문화콘텐츠적 가치 탐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문화재 환수 개념이 적용된 와룡매의 문화콘텐츠적 

가치는 첫째, 처음이고 유일무이하다는 점이다. 와룡매

는 그동안 성사되었던 다양하고 많은 문화재 환수 중 살

아 있는 식물로는 처음이고, 그래서 유일무이하다는 문화

콘텐츠적 가치를 지녔다. 둘째, 환수와 환국이라는 두 차

표 9 수원농생명과학고 와룡매의 문화콘텐츠적 가치

문화콘텐츠 
유형

문화콘텐츠 개발

육묘 배양 이후 학교 정원 식재

비주얼 

콘텐츠

-   1995년 목동 월촌중학교  

사진 자료, 인터뷰 확보

-   1996년 수원농생고 배치도 

및 사진 자료, 인터뷰 확보

-   2011년 12월 와룡 백매  

이식 사진 자료, 인터뷰 확보

-   2017년 와룡매 교정 식재 

계획 관련 사진 등 자료

-   2018년 와룡 홍매 교정  

이식 완료

-   와룡매 안내판 설치 완료

인터랙티브 

콘텐츠

-   1996년 수원농생고 탐매단 

인터뷰 확보 

(당시 월촌중학교 운영위원)

-   학교 육묘 배양 상의 어려움 

등 청취, 자료화 공유하기

-   『궁궐의 우리 나무』 저자  

인터뷰

-   의사소통 결렬에 대한 상호

작용 조사

-   교정 이식 완료된 2018년의 

수목 활력도 관련 자료 확인

스케이프 

콘텐츠

-   수원농생고의 와룡매 식재 

배양 사진을 통한 당시  

상황의 공간적 특성 파악

-   2011년 12월 식재된 와룡 

백매 및 설중매 등의 식재  

현황과 공간적 특성 파악  

정리

-   2014년 와룡매 이식 계획의 

장소적 의미 파악 정리

-   2015년 이른 봄 창덕궁  

선정전 이식 예정 와룡매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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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와룡매의 환수 문화재로서 문화콘텐츠 유형 기록

시기 활동 주관 기관 장소
문화콘텐츠 유형

결과
비주얼 인터랙티브 스케이프

선조 26년(1593) 임진왜란 중 와룡매 사라짐 왜병 장수 창덕궁 선정전 1 1 살아 있는 식물의 약탈

선조 37년(1604) 와룡매 가문의 사찰에 이식
다테 마사무네

( 伊達政宗)

즈이간지

(瑞巖寺)
1 1 1 육묘 양성

1991년 자매결연 체결
한국 수원농생고-

일본 가미농고

한국 수원 - 

일본 센다이
1 1 1 교류 물꼬를 트고 친분 맺음

1991.9.27.
역사 문화콘텐츠의 살아 있는 보고 

와룡매 환국 계획 수립

센다이 한국교육원-

가미농고
가미농고 1 1

임창순의 『일요수필』 

기고 원고 「와룡매」, 

일본과 국내 신문 기사

1991.9.28.
임란 때 왜장이 가져갔던 매화나무 

400년 만에 돌아온다
동아일보 국내 1 1 8면 기사

1991.11.10. 와룡매
임창순 

센다이한국교육원장
일본 1 1

『일요수필』 11월호에 

와룡매 이야기 게재

1992.2.6. 삽수 채취 가미농고
즈이간지

(瑞巖寺)
1 1 와룡매 분양 허락 성공

1992.6.11. 와룡매 묘목(홍·백) 2그루 보냄 가미농고 수원농생고 1 1
가미농고 학생·교사가 

자매학교 방문 길에 선물

1992.11.4.
접목된 와룡매 묘목 식재 배양 사진과 

기사 게재
아사히신문 일본 1 1

민간 주도(공공기관) 

첫 번째 환수 문화재

1996년 봄 수원농생고 와룡매 현장 답사
임창순(당시 목동 월촌

중학교 교감)과 탐매단
수원농생고 1 1 1

안내판도 없고 내용을 

아는 사람 만나지 못함

1998년 봄 와룡매, 그 후
임창순 『수필공원』에 

기고 게재
수원농생고 1 1 표찰이 없어 섭섭한 마음 토로

1999.3.26. 와룡매 환국식
일본 대림사-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남산 1 1 1

와룡매(홍·백) 

2주 식재 행사 기사

2013.4.23. 남산 와룡매 근황 기사 국내 신문사 1
남산 와룡매 개화 장면과 

기사 게재

2018년 봄 남산 와룡매 생육 조사 수원농생고 남산 와룡매 1 1
홍매의 생육 상태가 

매우 저조함

2011년 봄 와룡매 백매 교정 식재 수원농생고 수원농생고 교정 1 1 교내 정원에 와룡매 1주 이식

2014년 와룡매 창덕궁 선전정 이식 계획 추진 문화재청 수원농생고 1 1 1 추진 중 결렬

2017년 와룡매의 정매(靖邁) 완성 계획 추진 수원농생고 수원농생고 1 예산 계획 수립

2018년
교정 외부로 옮겨져 식재된 

와룡매 홍매의 이식
수원농생고 수원농생고 1 1

씨름연습장 공사 현장에서 

이식해 학교에 식재함

2018년 4월 안내판 설치 정비 수원농생고 수원농생고 1 1 1
안내판 정비로 첫 번째 

환수 와룡매 공개 개시

콘텐츠 계 19 11 12 42

례의 과정에 거쳤다는 점이다. 와룡매는 1992년과 1999

년 두 차례 환수와 환국 과정을 거쳐야 했던 독특한 문화

콘텐츠적 가치를 가졌다. 첫 번째 환수는 일본의 언론이 

대서특필하였고, 두 번째 환국은 한국의 언론이 집중적으

로 보도하였다는 것도 특징이다. 본고는 환수 문화재 와

룡매에 대해서 비주얼 콘텐츠 19개, 인터랙티브 콘텐츠 

11개, 스케이프 콘텐츠 12개 등 모두 42개의 문화콘텐츠

적 가치를 탐구하였다.

향후에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던 와룡매의 민간 

기증 과정을 명료하게 밝히고, 문화재 환수 중 유일무이하

게 생명체를 매개로 하였다는 특성을 콘텐츠로 새겨야 할 

것이다. 와룡매 문화콘텐츠를 통하여 임진왜란 당시 문화

재 수난의 역사를 동일 맥락에서 짚어보고, 문화재 환수를 

위한 방법이나 필요한 전략에 대해서도 숙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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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titution of  cultural heritage located abroad has been going on for 107 years, starting with the return of  

the Jigwangguksa Tower to Beopcheonsaji Temple in Wonju after it was taken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in 

1915.

The Overseas Cultural Heritage Foundation, established in 2012, has laid the foundation for retrieval, 

preservation, restoration, and exchange of  cultural heritage through research cooperation and the purchasing 

of  cultural heritage items. The pace of  the collection of  cultural heritage objects and the locating of  others has 

increased every year since its establishment, and the number of  returned, rather than recovered, cultural heritage 

items has also increased. 

The present study aimed to complete a value inquiry of  the cultural relics of  Waryongmae (臥龍梅) and a 

restitution of  cultural heritage as the main focuses. The process of  recovering relics from Waryongmae has 

been recorded in the book The Cultural Property Returned into Our Arms, published by the above-mentioned 

foundation. 

This record was revised and supplemented to try and raise its cultural value by adding elaborate storytelling to the 

process of  recovering the Waryongmae that grew in the courtyard of  Changdeokgung Palace.

The cultural value of  Waryongmae is that it is unique. The Waryongmae is the first living cultural heritage, and 

therefore has cultural value due to its uniqueness. 

Second, the Waryongmae has unique cultural value due to its restitution and return to Korea twice, once in 1992, 

and another time in 1999. The first restitution was special in that it was featured by the Japanese media, and the 

second was special in that it was intensively reported by the Korean media. 

Third, 42 Waryongmae cultural content types were explored, including nineteen visual contents, eleven 

interactive contents, and twelve skate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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