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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 나눔의 정신이 빛나는 도시

“부천은 ‘논개’라는 시로 유명한 수주 변영로 선생의 고향
입니다. 변영로 문학관을 곧 개관할 것인데, ‘수주’라는 선생
의 호는 고려 시대에 부천을 부르던 이름이지요” 김대중 관
장은 역사 전공자답게 부천의 오랜 역사와 문화를 일목요연
하게 정리해 준다. “부천은 고대 삼한의 하나인 진한의 우휴
모탁국 땅이었지요. 이후 고구려가 차지하면서 주부토군으
로 불렀고, 신라가 차지했을 때는 장제군이라 했습니다. 수
주라 불린 것은 고려 시대부터입니다. 고려 문종 때 부평으
로 불리게 되는데, 부천으로 불리기 시작한 것은 1914년 일
제강점기 때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부터죠. 1973년에 부천
군 소사읍이 부천시로 승격했으니 내년이면 시 승격 50년
이 됩니다. 부천은 2017년 동아시아 최초로 ‘문학창의도시’
로 선정되어 우리 문화자산의 우수성과 가치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부천시립박물관은 과거와 현재, 동양과 서양을 아우르는 
다양한 주제를 만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다. 옹기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옹기관과 통합관이 있다. 통합관은 유럽문화
와 예술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유럽자기관, 19세기 서당교육
부터 현재에 이르는 대한민국의 교육변천사를 보여주는 교
육관, 그리고 수천 년의 세월이 빚은 수석관이 모여 있다. “통
합관은 세 분의 기증품으로 이루어진 박물관입니다. 교육자
료를 기증한 민경남 선생, 유럽 도자를 기증한 복전영자 선생, 
평생 수집한 수석을 기증한 정철환 선생이 부천시민의 자긍
심을 높인 주인공입니다”
■ 자연이 빚어낸 美 ‘수석실’

수석이 뿜어내는 기운 때문일까. 전시실에 들어서니 마음
이 편안해진다. “수석은 한자로 목숨 ‘수’(壽)를 쓰는데, 돌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인간과 함께 삶을 영위한다는 의미가 담
겨있다고 합니다” 설명을 듣고 수석을 바라보니 하나하나
가 저마다의 사연을 풀어내는 듯하다. 조선 후기의 문인화
가 현재 심사정과 소치 허련의 괴석도를 첨단기술로 구현
한 영상이 흥미롭다. 그림 속 괴석과 인물들의 생생한 움직
임을 통해 조선시대의 수석문화를 실감 나게 감상할 수 있
다. 섬을 닮은 ‘도형산수경석’을 바라보면 관람객이 마치 바
다에 있는 듯하다. 수석을 재미있게 관람하는 방법은 마음
에 드는 수석을 찾아내 말을 걸고, 자연이 빚어낸 이야기를 
찾아내는 것이다. 그러면 어느 순간 폭포수가 콸콸 흘러내리
고, 글을 읽는 선비의 낭랑한 목소리가 들리고, 보름달 위로 
매화꽃이 하얗게 피어난다.
■ 자료로 살펴보는 한국 교육의 역사

독립운동가이자 교육자인 몽당 한항길(1897~1979) 선생
과 소명중고등학교를 설립한 신성우(1893~1878) 신부는 
부천에 교육의 터전을 가꾼 주역이다. 조선시대 아이들의 교
과서였던 ‘동몽선습’ 대한제국 때 펴낸 ‘초등소학’, ‘조선어독
본’ 등 진귀한 책과 신문, 자료들이 가득하다. 1970년대에 학

창시절을 보낸 노년의 관람객에게 반가운 공간도 있다. 낡
은 나무책상과 걸상, 빛바랜 태극기와 하얀 분필이 놓인 칠
판, 교실 한가운데 놓인 난로 위에 도시락이 올려져 있다. 겨
울날 초등학교 교실의 정겨운 풍경이다. 그 옆에는 드라마로 
유명해진 ‘오징어게임’이 그려진 놀이터도 있다. 50년 전 까
까머리 중학생들은 어떤 교복을 입었을까. 교육박물관에서 
체험해 볼 수 있다. 수업 시간을 알리는 ‘종’이 걸려 있고, 그 
앞에 ‘학교종’이라는 악보가 펼쳐져 있다. 1961년에 발행한 
초등학교 교과서 ‘사회생활 3-1’은 부천의 역사를 알려주는 
유물이다. 표지에 스케치북을 든 남녀 어린이 뒤로 분홍빛 
복사꽃이 핀 과수원과 멀리 연기를 내뿜는 공장들이 보인
다. 부천 소사의 명물이 봉숭아라는 사실을 알려주며, 부천
에 산업단지가 많이 들어섰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흥미로운 
역사 자료다. 전시실에 마련된 옛날 학용품을 판매하는 문
방구 속을 들여다본다. 아이들과 함께 찾아 현재와 과거의 
교실 풍경을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가진다면 부모들도 즐겁겠
다.
■ 자기를 통해 엿보는 유럽의 귀족문화

자기는 본래 중국과 조선에서만 제작할 수 있는 고급기
술이었다. 이 기술이 유럽으로 전파되면서 자기산업은 새
로운 중흥기를 맞이한다. 유럽에서 중국식 백색자기를 최
초로 개발한 독일의 마이센, 금채 장식으로 화려함의 극치
를 보여주는 프랑스의 세브르, 본차이나를 개발해 자기역
사에 획을 그은 영국의 로열 우스터, 덜튼, 헝가리의 헤렌
드, 덴마크의 로열 코펜하겐 등 각국의 특징이 담긴 자기
와 유명 크리스털을 관람할 수 있다. 무엇보다 18세기부터 
근대까지 유럽 각국의 화려했던 자기 안에 담긴 상징적인 
문양들, 라퐁텐 이야기, 아라비안나이트 등 유명 동화와 
이야기가 표현된 유물들을 만나는 즐거움이 크다. 유물을 
부천에 기증한 복전영자 관장과 유물에 얽힌 뒷이야기를 
들으면 유럽자기실은 더욱 흥미로
운 공간이 된다.

세상에 여섯 점만 있
다는 새도 만난다. 독
일의 자기회사 마이센
에서 만든 6마리의 새 
중에서 두 점을 소장
하고 있다. 아름답고 
우아한 자기에 우리
가 잘 알고 있는 동화
나 이야기들이 그림으
로 표현되어 있다. 물
론 자세히 보아야 
보인다. 자기에 숨은 
이야기를 발견하면 유
럽자기의 매력에 

더 깊이 빠져들게 마련이다.
■ 부천의 역사와 만나는 옹기관

옹기관은 조선 말부터 천주교인들이 박해를 피해 산골에 
숨어 살면서 항아리 질그릇, 질화로, 시루 등을 만들던 마을
인 ‘점말(店村)’에 터를 두고 있다. 부천향토역사관에서 부천
의 역사를 먼저 살펴야 옹기가 더욱 잘 보인다. 옹기 가마터
가 있던 여월동 점말은 1866년 병인박해를 피해 숨어든 천
주교인들이 옹기를 구워 팔아 생계를 이으며 신앙을 지킨 곳
으로 1980년대까지 옹기를 굽던 터전이다. 선사시대부터 최
근까지 수천 년을 이어온 옹기의 역사, 옹기제작 과정 그리고 
질그릇, 오지그릇 등 다양한 종류의 옹기를 만나볼 수 있다. 
옹기에 담긴 이야기도 풍부하다. 표면에 십자가를 그린 옹기
가 눈길을 끈다. 천주교 신자임을 알린 표식이다. 보통 뚜껑 
안에 표시했는데 대담하게도 바깥에 그려 넣은 장인의 용기
가 놀랍다. 가택신을 모시는 데 사용한 옹기도 눈길을 끈다. 
옹기에 하얀 버선이 그려져 있다. 장을 담글 때 해로운 것을 
물리치는 벽사의 의미가 담긴 흥미로운 유물이다.
■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박물관

소설 ‘대지’의 작가이자 노벨문학상을 받은 세계적인 작
가 펄 벅 여사를 기념하는 부천펄벅기념관과 한국의 대표 
문화유산인 국궁을 소재로 한 부천활박물관도 부천시박물
관 소속이다. 공간적으로는 서로 떨어져 있지만 세 곳을 유
기적으로 연결하면서 각각의 개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
하고 있다. 부천활박물관과 펄벅기념관도 책임지고 있는 김
대중 관장의 발언에서 부천시박물관의 밝은 전망을 찾을 
수 있다. “우리 직원들은 시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박물관, 우리나라 박물관 문화를 선도하는 박물관으로 성
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 2023년은 시 승격 50주
년이 되는 해입니다. 부천의 역사를 종합적으로 알리는 역
사박물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호(한국병학연구소)

과거와 현재떮동양과 서양을 만나다



15 부천시립박물관

부천시립박물관 외관이 둥글다. 옹성처럼 생긴 둥근 벽면에 옹기관, 교육관, 유럽자기관, 수석관이라 새겨져 있다. 옹기와 

교육자료와 유럽자기, 그리고 수석을 전시하는 박물관이면서 교육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아주 오래

전부터 성주산에 야생 복숭아나무가 자랐다고 하는데, 1970년대 도시화가 진행되기 전까지 부천의 ‘소사복숭아’는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했다. 복숭아의 전통은 매년 5월에 열리는 ‘복사꽃 축제’로 연결된다. 급성장한 공업 도시라는 이미지가 

강했던 부천시는 민선 시장과 시민들의 노력으로 첨단산업과 역사문화를 융합한 도시로 변신하는 데 성공한다. 어느새 부

천은 ‘국제판타스틱영화제’, ‘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국제만화축제’를 여는 품격 높은 문화도시다. 부천시박물관(관장 

김대중)은 부천의 역사를 알려주는 옹기와 교육, 그리고 유럽 자기와 수석이라는 특별한 소재를 특화한 박물관이다.

 부천시 여월동엔 1886년 병인박해
를 피해 이주해온 천주교도들의 옹기
가마터가 남아있다. 옹기전시실에서는 
옹기의 제작 과정 및 시대별 다양한 옹
기 변천사 등이 전시돼있다.  수석전
시실에서는 수천 년의 세월이 만들어
낸 다양한 수석을 만날 수 있다. 거북의 
등딱지 모양의 귀갑석과 바다거북 홀로
그램.  서당교육부터 현대 7차 교육과
정까지 우리나라의 시대별 교육 변천사
를 볼 수 있는 교육전시실.  유럽자기
전시실에서는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세
계적으로 유명 브랜드와 유럽자기의 역
사를 공부할 수 있다. 19세기 유럽 저녁 
식탁 모습.  부천시립박물관은 선사
시대부터 현대까지 부천의 역사를 알리
고, 다양한 전시 및 문화 교육 활동을 통
해 시민들의 생활문화공간으로 활용되
고 있다. 박물관 모습.  윤원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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