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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백용성 대종사는 독립을 위해 헌신한 민족의 영웅이고, 근대시기에 불교혁신과 선농불
교를 온몸으로 실천한 고승이며, 위대한 종교지도자이다. 그는 암울했던 일제 강점기에
민족의 독립을 위하여 3·1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다가 옥고를 치루고 민족의 독립과 민
족정신의 계승과 선양을 위해 불교개혁과 불교대중화를 위해 헌신하였다.
함양의 백운산 화과원에 과수원을 조성하고 독립운동 자금을 임시정부에 보냈고, 불교
개혁과 불교대중화의 실천의 모범을 보였다. 그의 말과 사상은 역사적 자료의 기록으로
우리 앞에 전한다. 그러나 그의 실천의 모습은 화과원에서 그때 가꾸었던 과실수들은 대
부분 늙고 짙은 녹음에 가려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들 마음속에 깊은 곳에 존경과 우러
름으로 지금에 전한다.
본 논의는 화과원에 어린 백용성의 정신과 가치에 주목한다. 그의 보이지 않는 정신과
가치는 지금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므로, 이를 보여주기 위한 문화콘텐츠 개
발과 기획을 제안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를 통해 문화관광과 교육 및 복합적인 활용 방
안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백용성의 업적과 유훈은 그가 남긴 저술에 담겨있고, 그가 평생 실천했던 불교 대중화
의 실천은 한글로 번역된 경전에 그대로 담겨 후대에 전하고 있다. 이들 저작은 근대 한
국불교의 문화적 자산일 뿐만 아니라, 근대 한국불교의 치열한 실천의 과정을 보여주는
사료이자 철학적 흐름을 보여주는 사상사의 증표이다. 이러한 저작은 바로 그의 실천사
상인 깨달음과 삶, 대각사상과 불교개혁, 선농불교, 대중불교라는 큰 실천의 터전인 화과
원이 있다. 일제 강점기에 나라를 빼앗기고 우리말과 글을 금지당한 엄혹한 현실에서 화
과원에서 과수원을 일구고,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고, 참선과 경전 번역을 통해 우리말
과 글을 지켜낸 호국과 호법, 자비를 실천한 위대한 용성의 삶과 업적은 이야기(Story)
로 확장되어 우리들의 가슴에 남아있다. 그의 삶은 화과원이라는 구체적인 공간에서 지
금도 이루어지고(tell) 있다. 아울러 그의 이야기는 현재 그의 발자취가 어린 전국의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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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에서 후대의 문손과 뜻있고 눈 밝은 이들 사이에서 여전히 살아서 이어지고(ing)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총서발간과 아카이브 구축의 성과를 토대로 이를 확산하고 더욱 발
전시키는 일이다. 이미 기본 토대가 구축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화과원의 역사문화
적 가치를 규명하고 이를 문화콘텐츠를 통해 기획하여 활용하는 것이 목적이다. 아울러
이러한 일에는 반드시 다양한 전공자와 학자, 화과원에 터전을 잡고 수행과 정진을 통해
지금도 백용성의 후예로 그의 삶을 길을 걸어가는 수행자이자 화과원에 대해 가장 많은
고민과 삶을 지녀온 혜원스님과 사부대중, 함양에 터전을 둔 지역 주민, 백용성을 흠모
하고 그의 삶을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해야만 하는 일이다. 본 논의가 백용성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현창은 물론 민족정신의 고양과 지역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
바지 하고자 한다.

Ⅱ. 화과원 원천자료의 디지털화와 콘텐츠 개발 기획

1. 백용성 대종사 총서와 화과원 원천자료의 디지털화

백용성은 1919년 3·1독립만세운동의 민족대표로 일제에 항거한 결과 투옥되었다. 수감
중에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말로 된 성경 및 교리서를 읽는 것을 보고 불교의 경전을 우
리말로 번역하고 이를 널리 보급할 것을 결심하였다.1) 그래서 “내가 출옥하면 즉시 동지
를 모아서 경전을 번역하는 사업에 전력하여 이것으로써 불법의 진리를 연구하는 데 한
나침반을 만들 것”2)이라는 결심은 민족독립운동과 불교대중화를 위한 여정으로 이어진
다. 1921년 58세의 백용성은 三藏譯會를 출범시켜 조직적인 역경사업을 착수하였고,

1) 한보광, 김광식, ｢백용성 대종사 연보｣, 총목차 및 색인, 백용성대종사총서 (이하 용성총서)
8(동국대학교출판부, 2016), pp.208-210.
2) 백용성, ｢저술과 번역에 대한 연기｣, 조선글 화엄경(2), 용성총서 6(동국대학교출판부, 2016),
p.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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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년 9월 25일 心造萬有論을 삼장역회에서 간행한다.3)
백용성 대종사 총서는 삼장역회의 정신을 이은 것이다. 2012년 2월 (재)대한불교조
계종 대각회 이사회에서 한보광의 발의로 용성 대종사 전집을 토대로 재번역해 새로운
체제로 정비하여 총서 발간과 전산화 사업이 시작되었다.4) 불심도문은 1991년 용성대
종사 전집(18책)을 출간해 백용성 연구의 원전의 기초를 다졌다. 1998년 대각사상연구
원의 출범으로 백용성 연구의 토대와 실질적인 연구 성과를 축적해왔다. 백용성 대종사
총서로 백용성 연구, 근대 고승 관련 및 근대불교연구 및 활용이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
하게 되었다.

<그림 1> 백용성 대종사 총서

백용성 대종사 총서의 출간은 백용성의 위대함을 계승하고 실천하려는 대중적 염원
의 표출이자 증거이다. 편집위원회는 백용성 대종사 총서의 출간을 위해 총서의 체계
를 수립과 문헌의 분류 및 재정리를 통해, 번역문은 31종의 문헌으로 20,533.6매를 번역
3) 한보광, 김광식, ｢백용성 대종사 연보｣, 총목차 및 색인, 용성총서 8(동국대학교출판부, 2016),
p.210.
4) 총서의 발간은 백용성의 은법제자인 동헌완규가 갈무리한 자료를 보관해온 불심도문의 헌신적인 보
존과 지원이 근간이 되었다. 더욱이 총서 간행은 봉안효경과 법안정사 사부대중의 지원에 힘을 입
었다. 2016년 발간된 백용성 대종사 총서의 핵심 공로자는 백용성 연구의 권위자이자 ‘백용성 대
종사 총서 편찬위원회’의 위원장 한보광과 실무를 진두지휘한 책임위원 김광식 두 학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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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신발굴자료 2,705매 총 23,238.6매의 원고를 검토하였다. 동국대출판부와 총서 발
간 작업을 수행하였다.5) 백용성 대종사 총서는 원전의 번역인 Ⅰ그룹과, 원문 영인본
인 Ⅱ그룹으로 구성하였다. Ⅰ그룹 8권, 4,898쪽, Ⅱ그룹 12권 9,222쪽 총 분량은 20권
14,120쪽이다. Ⅰ그룹은 1권 ‘선사상’, 2권 ‘대각사상’, 3,4권 ‘대승사상’, 5,6권 ‘화엄경’,
7권 ‘신발굴자료’, 8권 ‘총목차 및 색인 ’등 8권이다.6)
조선글 화엄경의 말미 ｢저술과 번역에 대한 연기｣에서 용성은 번역과정과 개인적인 소
회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간간이 선원을 설립한 일과 북간도(만주: 고구려의 옛터)에 대각교당을 설립한 일과 10년을
예정하고 매년 법계의 무주고혼을 천도하는 천도식과 방생회를 설립하여 모든 생명을 방생
하는 일에 얽매이고 분주함으로 말미암아 경전의 번역과 저술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장애를
끼친 것만은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대각응세 2953년(1926) 병인년 음력 첫여름 4월 17일
오후 2시에 『화염경』 번역에 착수하여, 다음해(1927) 정묘년 11월 13일 오전 10시에 번역을 마치니,
『화엄경』 번역한 날짜 수효를 계산하면 259일간이다.(다만 번역한 일자만 계산함) 나의 나이는 64세이
다.】”7)

여기에 용성의 평생 동안 고뇌를 통해 일구어 온 사상과 번역의 모든 과정이 담겨있
다. 특히 이에 대한 원천자료의 디지털화는 이미 진전되어 일정 정도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논자는 백용성 대종사 총서의 성격과 가치에 대해 이전에 논의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해 밝혔다.

“첫째, 백용성 대종사 총서는 백용성의 업적을 선양하고 그의 사상을 실천하려는 공동체의
협력 사업으로 발간이 진행되었다.
둘째, 현재 한국불교가 나아가야할 좌표를 담았다.

5)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 ｢백용성 대종사 총서의 출간과 데이터 베이스 시스템 구축｣, 전자불
전 제18집(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 2016), pp.129-130.
6) 이재수, ｢백용성 대종사 총서』발간 경위와 성격｣, 대각사상 27(대각사상연구원, 2017) p.29.
7) 백용성, 화엄경 (2), 용성총서 6(동국대학교출판부, 2016), p.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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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기존의 자료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신발굴자료를 집대성하였다.
넷째, 백용성 대종사 총서의 발간에 그치지 않고 총서의 가치를 배가하고 확산하기 위해
전산화 사업과 병행하고 있다.
다섯째, 백용성 대종사 총서는 불교학 연구의 새로운 기반을 구축하였다.”8)

총서는 향후 동국대 불교학술원과 (재)대각회의 “백용성 대종사 총서 아카이브”를 통
해 인터넷 서비스를 할 것이며, 모바일 페이지로도 제공해 미디어 변화에 따라 새로운
콘텐츠 제공의 토대를 구축할 것이다.

2. 화과원 관련 원천자료의 디지털화

화과원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하여 가장 먼저 백용성 대종사의 발자취와 화과원의 실체
를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기존의 역사적인 사료와 유물 유적 등 원천자료에
대한 분석과 정리가 필요하다. 기존의 학문적 연구와 한글 역주의 성과를 정리하여 창작
소재의 기반으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백용성과 화과원에 대한 전적의 디지털화가 기본 토대가 된다. 다행스럽게 이에
대한 1차적인 작업은 진행되었다. 백용성 대종사 총서는 백용성의 원천 자료인 저술을
총망라했고, 특히 제7권 ‘신발굴자료’는 새롭게 발굴한 백용성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자료들로, 용성이 기고한 글을 위주로 기고문, 신문, 잡지를 비롯해 서간문과 비
문, 문건, 단행본, 유물, 사진 등을 담았다. 총 9항목 196종 369건을 발굴하여 정리하였
다. 이로서 (재)대각회 대각사상연구원, 동국대 불교학술원의 조직적인 협력체계를 통해
자료발굴과 원천자료를 확보하였다.
특히 1936년 새롭게 화엄경을 출간할 목적으로 화과원에서 작성된 선한역鮮漢譯 대
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에 주목하고자 한다. 현재 장수 죽림정사 소장으로 선한역
대방광불화엄경 13책이 있다. 등록문화재 630호(2014년 10월 29일 지정)로, 조선글
8) 이재수, 위의 논문, pp.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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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엄경을 보완해 출간하기 위해 과목을 나누고, 한문 원문을 병기하여 번역하였다. “매
권마다 대각교화과원大覺敎華果院 용성龍城 백상규白相奎 역譯이라 밝혔는데, 원고의
맨 마지막에 대각기원 2501년 11월 2일 오전 10시 번역을 마쳤다고 적었다. 이 원고의
표지에는 1936년 6월 6일 경무국도서과에서 지령 944호로 허가를 받았음이 날인된 출판
원고본이다. 전체 15권 중 첫째, 넷째권을 제외한 총 13권 3,512매 대부분의 원고가 남
아 있다. 아울러 이 원고는 우리말 번역과 한문 원본을 실어서 대조하여 볼 수 있게 하
였다. 우리말 번역문을 먼저 쓰고 난 다음에 경문의 한문 원문을 수록해 용성의 우리말
을 아끼고 사랑한 주체 의식을 엿볼 수 있다.”9) 한글 연구와 화엄학 연구의 기초가 되는
소중한 자료로, 용성의 숨결이 그대로 담겨 있다.

<그림 2> 용성스님의 친필 원고. 선한역 대방광불화엄경(장수 죽림정사 소장)

9) 이재수, ｢백용성 대종사 총서』발간 경위와 성격｣, 대각사상 27(대각사상연구원, 2017),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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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연보를 중심으로 백용성과 화과원에 대한 복합적인 정보의 구축과 디지털 작업
의 기본적인 구상을 풀어 가야 한다.
평생 백용성 연구를 수행해온 한보광과 김광식이 정리해 총서 7권에 수록한 <백용성
연보>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백용성의 연보를 정리할 수 있다. 여
기에 관련 저작, 참고자료, 세부설명 등의 복합정보를 구축하고, 이미지 정보와 함께 하
이퍼링크 기능을 추가한다면 향후 콘텐츠 제작의 기초 및 관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연보를 통해서 시간정보, 공간정보, 이야기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향후 문
화콘텐츠 개발의 나침반으로 삼을 수 있다. 아래는 연보에 공간정보와 인물정보를 추가
해 작성한 것이다.10) 향후 여기에 다양한 정보를 추가해 체계적 정보관리를 해야 한다.
<표 1> 백용성 대종사 연보 정보 구축의 예(부분, 한태식(보광)⋅김광식 작성에 추가)
나이 서기 월
8
9

64

1927
10

11
1
3
65

1928
4

4

일
1 만일참선결사회 자진 해소

5 『八陽經』 발간(삼장역회), 법보시판
28 『조선글 화엄경』(전 12권) 발간 완료
30 『조선어 능엄경』 발간(삼장역회), 순수 한글본
대각사에서 『조선글화엄경』 講義會를 실시하였다.(음력 2.20~
3.17) - 강사는 백용성, 이춘성, 이근우
대각교 日曜學校 설립하다 : 고문 백용성, 교장 이근우, 교사 이
15
춘성과 안수길 등, 학생은 80여 명
8 해인사에서 大乘戒와 具足戒를 설하다. 수계대중은 200여 명.
유점사 평양 포교당의 금강계단의 증사

9
1930

3

인물정보

삼장역회
화과원
삼장역회
대각사
대각사
해인사

백용성, 이춘성,
이근우
백용성, 이근우,
이춘성, 안수길
수계대중

유점사 평양 포교당

대각교당 禪會 개설하다.
婦人 禪會를 개설하였다 : 부인선원 방함록이 용성기념관(장수)에
대각교당, 부인선원
보존됨
『조선글 화엄경』 廉價 제공
삼장역회

1929
8

67

공간정보

대각교 선언 : 대각사에 중앙본부를 두고 함양, 용정, 대덕 등에 대각사, 함양, 용정,
지부를 설치하였다.
대덕
연변에 大覺敎堂을 건립하고 봉불식(9.11) 거행하다.
연변대각교당, 농장
-연변대각교당에서 농장을 2개 지역(명월촌, 봉녕촌)에서 운영
(명월촌, 봉녕촌)
함양 백운산에 華果院 건립 : 禪農佛敎 시행하다.
-불상은 두지 않았고, 선원에서는 수좌 수행
화과원
-자급자족정신으로 과수원 경영
용성은 화과원에서 번역, 저술을 하였다.
화과원
『大覺敎 儀式』 발간(대각교중앙본부)
대각교중앙본부
20
『華嚴經』 번역 마침, 『華嚴經』 인쇄 착수
화과원
화과원, 삼장역회
5 『조선글 화엄경』 1권 발간(삼장역회)

4~7
66

내용

『일광』 2호에 <世界起始論> 기고

10

『覺海日輪』 발간(대각교당), 부록으로 『수심정로』와 『육조단경』이
포함됨

대각교당, 대각교
중앙본부

10) 한태식(보광)·김광식, 백용성 대종사 연보, 용성총서 1(동국대학교출판부, 2016), pp.21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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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0
1
2

25 『大乘起信論』 발간(대각교 중앙본부)
9 『八相錄』 재판 광고(삼장역회)
15 『灌頂伏魔經』 발간(대각교 중앙본부)
釋尊頂骨 舍利塔廟 讚仰會(五臺山 上院寺) 발기인으로 참여하다.
-大覺院會主백용성으로
선학원의 한용운, 이탄옹, 김적음, 설운 등이 백용성에게 구정 새
18
해인사를 오다.

6
7
68

1931

10

6

11
12

대승사 선원의 祖室로 기재되다.
김태흡, 연변 대각교당에서 강연을 하다. 포교사는 용성제자인 釋
時鏡.
『禪苑』 창간호에 <禪話漏說> 기고하다.
-2~3호에도 같은 제목으로 기고
선학원 籌室로서 동안거 수행을 하다.
동안거 때, 선학원 조실로 이름을 올리다.
백용성, ｢대각교 제칭 이유서｣ 집필

23 선학원 부인선우회 정기총회에서 대중 60명을 상대로 설법을 하
다

1

2
69

1932
3

70

1933

71

1934

72

1

31

4

4
7
9

11

대승사 선원의 宗主로 나오다.

74

1937

대각사

한용운, 이탄옹,
김적음, 설운

대승사 선원
연변 대각교당

김태흡, 釋時鏡

선학원
선학원
대각사
선학원 부인선우회

부인선우회

선학원 부인선우회
大覺敎堂

부인선우회

大覺敎堂
선학원

대승사 선원

『覺說梵網經』(上·中·下 합편) 발간(대각교중앙본부)
-<대각교授戒義式>과 <대각교懺悔行法>이 부록으로 게재되다.
경봉(통도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종단을 탈퇴하였음을 밝히다.
15
-승려의 帶妻食肉과 사찰재산의 賣却 등의 이유로
17 『晴空圓日』 발간(대각교중앙본부)

20 대각교 재산을 조선신탁회사에 신탁하다.
『大覺敎 灌頂師 遺憲』 발간(대각교중앙본부)

대각교중앙본부
대각교중앙본부

경봉

대각교중앙본부
대각교중앙본부
대각교중앙본부

5 『禪苑』 4호에 <拈頌> 기고
대각교당에서 관음재일을 이용하여 법맥상속식을 거행하다.
-東軒,道庵,雷默,鳳庵에게(전법게문이 전함)
『修心論』 발간(대각교중앙본부)
6 -<大覺敎旨趣>에서법제자(8명)와 전법게송을 밝히다.
-법제자는道庵,德雲,普光,檜庵,檀庵,東軒,雷默,鳳庵
15 『釋迦史』 발간(대각교 중앙본부)

16

16 대각교당, 해인사 경성포교소로 수속 이전, 실행되지는 않았다.
30 『臨終訣』 발간(삼장역회)
10 『八相錄』 3판 발간
범어사 내원암 宗主로 동안거를 나다.
18
범어사에서 하동산에게 戒脈을 전수하였다.
대각교당이 범어사 경성 포교소로 이전 수속되다.

12

上院寺, 大覺院

16 『回光』 2호에 <唯心唯物不二論> 기고
16 『禪苑』 3호에 <拈頌>, <화두법이라> 기고

6
9
6
1935
10

1936

『禪苑』 2호에 <佛仙辨異論> 기고
1 『禪苑』 2호에 '祝 禪苑 發展' 광고란에 '京城 大覺敎堂 白龍城'이
라고 이름을 올리다.
선학원, 觀音祈禱를 7일간 행하였는데, 용성은 매일 오후 8시에
14
達磨四行論에 대한 강론을 하다.
1 『불교』 93호에 <中央行政에 對한 希望> 기고

6
8

2

73

10 선학원 부인선우회 정기총회에서 대중 70여 명에게 설법을 하다.

삼장역회
대각교 중앙본부

『삼천리』 8권 12호(1936.12)에 <나의 懺悔錄> 기고
『화엄경』 재번역 시도, 출판 허가까지 받았으나 미 발간됨(원고는
현재에도 전해짐).
용성의 계맥이 동산에게 전달되었음이 보도되다.

1
6

9 『吾道의 眞理』 발간(삼장역회), 『吾道는 覺』 탈고

10

13 『六字靈感大明王經』 발간(삼장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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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각교당
대각교중앙본부

東軒, 道庵,
雷默, 鳳庵
道庵,德雲,普光,
檜庵,檀庵,東軒,
雷默,鳳庵

대각교 중앙본부
대각교당
삼장역회
삼장역회
범어사 내원암

동산

대각교당, 범어사
경성 포교소
화과원
동산
삼장역회
삼장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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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3
4
75

76

77

1938

9

20
10
3
8
15
15

4

18

11

2

5

1939

1940 음2 24
음7
1941
9

20

3

13

1945 12

12

1947

23

1944

8

대각교가 '朝鮮佛敎 禪宗叢林'으로 전환되다.
『吾道는 覺』 발간(삼장역회)

朝鮮佛敎 禪宗叢林
삼장역회

용정 대각교회의 해산이 통고되었다고 보도되다.

용정 대각교회

통도사 내원암에서 고암에게 전법게를 주다.

통도사 내원암

『千手經』 발간(삼장역회)

고암

삼장역회

도봉산 망월사에서 자운에게 전법게를 주다.
도봉산 망월사
『지장보살 본원경』 발간(삼장역회, 봉익동 1번지 조선불교 선종총
삼장역회
림)
범어사 내원암에서 宗主로 하안거 수행을 하다.
범어사 내원암
대각교(선종 총림) 재산, 재단법인 禪理參求院에 기부 계약 체결
대각교(선종 총림),
- 미이행, 명의만 등록
(재)禪理參求院
- 선리참구원은 계약 이행 촉구
망월사에 금강계단이 설치되다.
망월사, 대각사
대각사에서 입적하다.(음력2.24)
해인사에 비석 <龍城大禪師 舍利塔碑>가 건립되다.
해인사
-비문은 한용운이 지은 것을 선택
『龍城禪師 語錄』 발간(삼장역회)되다. 발문은 동산, 편찬과 저작
삼장역회
겸 발행자는 대은스님(김태흡)이었다.
조선불교 선종 총림(대각사)이 대각선원으로 기재되다.
대각선원
- 표회암이 대각선원 원장으로 임명
임시정부 요인, 김구 일행이 대각사를 방문하다.
대각사
해인사 용탑선원의 상량식이 거행되다.
해인사 용탑선원
-도감은 경성, 상량문은 변월주가 지음

자운

한용운
동산,
대은(김태흡)
표회암
김구 일행
경성, 변월주

셋째, 다양한 원천자료의 분석과 재구성을 통한 재가공이 콘텐츠 제작 및 스토리 발굴
의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화과원 관련 구술 증언들의 정리가 필요하다. 이는 반드
시 신문, 잡지 등에 기고되어 객관성을 담보하고, 사료적 가치를 지닌 것을 우선으로 해
야 한다.
윤선효는 1983년 화과원을 방문하고 생생한 증언을 한다.

“白雲山 정상을 경계로 道와 郡의 이름이 나뉘고 해발 1천2백 79m 정상을 못 미쳐 6백 고
지쯤 禪農一致 사상을 제창한 화과원 옛터가 나온다. 역경(譯經)과 저술(著述)의 산실들은 공
비(共匪) 출몰로 인한 전쟁으로 모두 화를 입고 지금은 빈터만 남아 쑥대와 억새풀들만 세월
의 무상을 읊고 있다. 그 아래로 1km 내려와 백운암이 있는데 용성스님께서 화과원을 오르
기 전 다리를 쉬어 간 곳이다. 법상좌 성암스님이 큰스님을 위해 창건한 후 오늘에 이르고
있다. 다시 개울을 건너 150m 쯤 아래로 옛날의 영은사지에 화과원을 관리하는 관리소 겸
농막이 있다.”11)

11) 윤선효, ｢화과원과 용성스님의 항일운동｣, 《불교신문》 1983.3.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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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화과원이 민족상잔의 비극의 과정에서 소실되어 폐허가 된 것을 알 수 있
다. 화과원의 임야와 토지는 1973～1978년 대각회 재산으로 등록되었다.12) 윤선효는
1978년 3월 12일에 화과원 원장으로 발령받고 화과원 재건불사에 뜻을 두었지만, 이루
지 못하였다. 1991년 11월 12일에 화과원 원장으로 소임을 맡은 백용성의 문손인 정혜
원에 의해 화과원 재건불사는 실행되었다.
정혜원은 화과원을 재건을 위한 노력으로 예전의 농막이었던 곳에 요사채의 자리를 잡
고, 1990년대 후반기에 화과원 터에 봉류대 선방 불사를 하였다. 그러나 “재정적인 어려
움, 지역 주민들의 이해 부족, 공사 추진의 난점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불사를 추진하지
못하였다.”13) 이러한 어려움들에 잠시 불사가 주춤하다가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경상남도는 2000년 8월 31일 ‘함양 백용성선사 화과원 유허지’를 경상남도
기념물 제229호로 지정하였다.14)

<그림 3> 화과원 법당터(문화재청)

<그림 4> 화과원 선방터(문화재청)

문화재 지정은 화과원의 역사적 위상을 제고하고 재건불사의 타당성에 힘을 실어주어,

12) 김광식, ｢백용성의 유적지 복원과 도솔암의 미래｣, 대각사상 12(대각사상연구원, 2009), p.221.
13) 김광식, 위의 논문, p.222.
14) 사진은 문화재 지정 당시의 상황을 보여준다.
함양백룡성선사화과원유허지(문화재청>문화유산정보)
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Culresult_Db_View.jsp?mc=NS_04_03_03&Vdk
VgwKey=23,02290000,38&queryText (2017.11.2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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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에서 화과원의 위상강화와 지역 주민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
한 계기가 되었다. 특히 정혜원의 용성봉사상을 제정을 통한 지역 공동체에 백용성의 생
애와 사상을 선양하기 위한 노력은 주목받아야 한다.

“용성스님의 유지를 받들고 문화재(제229호) 복원 및 발굴작업을 맡은 적멸보궁 화과원(華果
院) 원장 혜원스님을 만났다. “화과원은 일제가 곡식을 수탈하자 민족의 양식 대용으로 감나
무, 밤나무, 배나무 등 유실수 수만주를 심었으며 수행하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참선하는 선
농불교(禪農佛敎)의 핵심 실천도량이었습니다.” 여기서 만든 자금으로 독립운동을 지원했다
고 한다. 이곳은 지리적으로 화과원 - 군산항 - 중국 용정과 상해를 잇는 독립운동 네트워
크의 허브역할을 했던 곳이다. …… 산목련이 핀 나뭇가지 사이로 용성스님이 막사발 도요지
로 조성한 용유대 터가 나타났다. “여기서 구원 낸 막사발을 일본사람에게 팔아 독립운동 자
금을 마련했어요.” 혜원 스님의 설명이 이어졌다.”15)

이러한 자료에서 구체적인 사건 정보와 스토리를 추출하여 콘텐츠 제작의 원천소스를
발굴할 수 있다.

3. 화과원 문화콘텐츠 개발 기획의 방향

화과원 문화콘텐츠는 여타 다른 콘텐츠 개발과 그 궤적을 달리 해야 한다. 불교문화콘
텐츠이면서, 지역문화콘텐츠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반드시 화과원이 지닌 ‘가치’에 주
목해야 올바른 활용이 도출될 수 있다.

1) 화과원의 가치 발견
화과원 콘텐츠는 우선적으로 화과원이 차지하는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실현하는
입장에서 콘텐츠 개발 기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15) ｢함양 백운산 용성스님 화과원 복원, 독립운동 전진기지 선농불교 정립｣, 《경남 여성신문》 2007년
6월 7일.; 김광식, 위의 논문, p.13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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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자는 화과원의 가치지향을 그동안 백용성과 화과원 연구에 매진해온 김광식의 주장을
살펴보면, 종교적 입장에서 선농불교와 불교혁신의 실천 도량이라는 점, 역사적 맥락에서
민족독립운동의 실천 기지, 문화적 맥락에서 인문교육의 실천의 장이라는 가치 지향에
주목해야 한다.
김광식은 화과원의 성격을 첫째, 그의 종교적 관점과 신념의 표현으로 禪農佛敎의 구
현으로 정리하였다.16) 백용성은 선사로서 일관된 삶을 살았으며, 그의 수행자로서의 실
천의 지표는 조선의 선불교 전통의 회복과 실천이었다. 그 구체적 방향이 자급자족 정신
의 구현이라는 것이다.
1933년에 대각교 본부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통해 용성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지금으로부터 6년 전 경남 함양군 백양산에 가서 산림, 황무지 등 수만 평을 매입해 그것을
개간하고 과수 야채 마령 등을 재배하고 自給自足의 정신으로 일하고 옆 촌락의 빈민 아동
을 모아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자연과 함께 여생을 보낼 예정입니다. …… 따라서
이후에는 信徒의 힘에 의해서 생활해 가려 한다면 매우 잘못입니다. 이후 僧侶는 모름지기
스스로 일해서 스스로 먹는 소위 자신의 힘으로 生活하는 精神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라
고 힘주어 말했다.17)

여기에 그의 화과원을 바라보는 선농불교의 입장이 자신의 힘으로 생활하는 정신을 강
조한다. 나아가 이러한 선농불교는 개인의 깨침을 위한 것만이 아닌 사회적 약자들인 지
역 주민들과 교육을 통해 어울려 자연과 함께하려는 선농불교의 가치가 드러난다. 용성
선사어록에서 바라보는 제자들의 입장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용성 선사께서 일찍이 여기에 뜻을 두시어 지금부터 훗날의 승려 생활, 즉 총림의 경영이
종래의 방법이나 규범을 그대로 답습하지 못할 것을 간파하고 자력으로 자급할 것을 주창하

16) 김광식, ｢華果院과 백용성, 수법제자의 재인식 -이선파와 변봉암을 중심으로-｣, 대각사상 26(대
각사상연구원, 2016), p.118.
17) 심두섭, ｢백용성을 방문하고｣, 조선불교 89호(1933.6); 김광식 위의 논문, p.116,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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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한편, 함양咸陽의 백운산白雲山에 30여 정보를 점유하여 감나무와 밤나무 등등 유실수
만여 그루를 재배하며 화과원華果院을 건립하셨고, 간도間島의 연길延吉에 있는 명월촌明月
村과 영봉촌寧鳳村에 70여 상晌의 전답을 매입하고 교당을 설립하여 승려가 반농반선半農半
禪하는 생활의 효시를 시작하신 지도 벌써 15년이다.”18)

마성은 백용성이 실천했던 선농불교는 신도들에게 받는 불교에서 베풀어 주는 불교,
소비 불교에서 생산 불교, 의타적인 삶에서 자리적인 삶으로 실천하는 종교적 패러다임
의 전환으로 보았다. 재화를 획득을 위한 적극적 실천을19) 그의 선농불교적 입장으로 보
았다.
둘째, 백용성의 ‘혁신불교’의 구체적인 실천도량으로서 화과원이 있다. 김광식은 불교
개혁의 구체적인 실천의 기반으로 대중들과 함께 자신의 실천을 통해 대각교의 종교적
실천을 이루어 대각교운동을 통한 불교개혁이라는 혁신적 지향의 터전이라고 보았다.20)
이에 대한 근거로 조용명의 구술자료에서 “용성스님이 새로운 총림을 개혁하고 과일나무
를 심고 임야를 개발하며 총림을 구상하셨던 곳”21)이라고 하였다. 새로운 총림의 개혁은
곧 불교혁신의 구체적인 실천 공간이라는 의미이다. 더욱이 조용명은 “화과원에 작은 법
당이 있었는데 불상은 안 모시고 대각을 상징하는 원상만 그려 모셨어. 스님은 그때 중
들도 싫어하고 불교라는 이름을 그만두고 대각교라고 하자고 그랬지. 그러니까 중들이
떨어져 나갔지. 또 용정에 화과원을 만들어 농사를 지었지.”22)라고 증언하여 혁신불교를
위한 원상의 도입과 생산불교의 지향에 대한 생생한 증언을 통해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
할 수 있다. 아울러 그의 사상적 동의와 불교혁신을 실천했던 표회암, 김경성 등의 참여
에 대해서 이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셋째, 역사적으로 보면 화과원은 독립운동의 기반이었다. 화과원에서 생산되었던 재원
18)
19)
20)
21)
22)

동산혜일 찬집, 금천 옮김, 용성선사어록, 용성총서 1(동국대학교출판부, 2016), pp.385-386.
마성, ｢白龍城의 禪農佛敎에 대한 再照明｣, 대각사상 23(대각사상연구원, 2015), p.88.
김광식, 위의 논문 p.122.
조용명, ｢老師의 雲水시절｣, 불광 63(1980.1), pp.97-98. 김광식, 위의 논문, p.124, 재인용.
선우도량, 22인의 증언을 통해 본 근현대 불교사(서울: 선우도량 한국불교 근현대사연구회, 2002),
pp.68-69. 김광식 위의 논문, p.125,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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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해 임시정부로 지원되었을 가능성은 상당히 신뢰할 만하다. 특히 민주 용정의 대각
교당 및 선농당을 거쳐 임시정부와 만주 독립군에 족립자금으로 제공되었다는 많은 증언
이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문헌 자료는 당시 독립운동의 엄혹한 상황을 기록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아울러 이에 대한 성옥염 보살의 증언과 1945년
12월 12일 김구와 상해 임시정부 요인들이 대각사 奉迎會에서 “용성스님은 이미 열반해
아쉽지만 스님의 크고 깊은 뜻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발언 등에 주목한다.23)

<그림 5> 백용성 대종사, 대각사의 대한민국임시정부 봉영회기념(1945.12.12.)

사실 선농일치는 일종의 눈가림이었다. 애초부터 용성 선사는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할 목적
으로 과수원을 운영했다. 혹시 모를 일제의 방해공작을 피하기 위해 제자들에게까지 이 사실
을 숨겼던 것이다. 당시 화과원에서 생활했던 용성선사의 최측근 표회암 선사(?~1981)는 나
중에 자신의 제자들에게 “시간이 흐르면서 스님들 사이에 스승님을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기
도 했다”고 전했다. 과일 등을 내다 판 막대한 돈이 온데간데 없어서였다. 돈은 대체로 용성
선사가 갖고 나가 국내 또는 중국의 독립운동가들에게 전했다. 이런 비밀은 광복 직후에 일
부 드러났다. 1945년 12월 12일 김구 선생 등 임시정부 요인 30여 명이 5년전 입적한 용성
선사를 모신 서울 종로구 대각사를 방문하면서다. 김구 선생은 당시 만찬 자리에서 “선사께
서 독립자금을 보내주지 않았던들 임시정부를 운영하지 못할 뻔했다”고 밝혔다.24)
23) 김광식, 백용성 연구(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17), pp.382-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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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서 화과원은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던 물적 토대로서 역할을 해온 민족독립
운동의 산실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넷째, 문화적인 관점에서 보면 화과원은 인문학 연구의 중심지였다. 즉 백용성은 화과
원에서 귀원정종 歸源正宗, 청공원일 晴空圓日, 각해일륜 覺海日輪, 수심론 修心
論 등 대각사상과 그 사상적 입장을 밝힌 저술이 탄생된 곳이다. 청공원일에서 “백운
산白雲山 화과원華果院 백상규白相奎 저著”라고 하고는 그 첫 시작을 “이에 용성 장로
가 백운 도자白雲道者와 함께 화과원華果院에서 도를 논하는데,”25)라고 시작한다. 또한
불경 번역의 산실이었고, 특히 화엄경을 다시 우리말로 번역하여 출간하기 위해 노력한
곳이다. 김달진은 1935년 화과원에서 선한역 대방광불화엄경의 윤문에 참여하였다고
한다. 아울러 화과원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그해 유점사에서는 변설호(邊雪醐) 스님으로부터 능엄경(楞嚴經)에 대한 법문(法門)을 열심
히 들었고, 다음해(1935)에는 백용성(白龍城) 스님이 창립한 항일불교단체인 대각교(大覺敎)
가 운영하는 화과원(華果院 : 함양 백운산)에서 반선(半禪) 반농(半農)의 수도생활을 하면서
용성 스님이 번역한 화엄경(華嚴經)의 윤문(潤文)에 전심전력하였다.
3·1독립선언 33인의 한 분인 용성 스님이 화과원(華果院)이라 이름한 것은 깊은 불교적 뜻이
있었다. … 화(華)를 인행(因行)과 비유하는 것은 참으로 광대무변의 깊은 진리가 있다 할 것
이다. 꽃에는 피어나기 시작하는 화(華), 화(華)와 열매[實]까지의 중간에 해당하는 생과(生果)
의 화(華), 그리고 화실(華實)의 때인 장과(莊果)의 화(華) 등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볼 때
용성 스님이 화과원이라 이름하여 백운산에 선농(禪農)을 병행하는 항일 불교단체인 대각교
를 창시하고 경제적 자립상태에서 장과(莊果)=화과(華果)의 참뜻인 인과상즉무애(因果相即無
碍)를 몸소 후진들에게 교시하신 것은 불교사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26)

24) 유경훈, ｢독립운동 자금줄 역할 했던 함양 화과원, 사적지 ‘도전장’｣, 중앙일보, 2017.7.5.
25) 백용성, 신규탁 옮김, 청공원일, 용성총서 1(동국대학교출판부, 2016), p.683
26) 김달진, ｢나의 인생, 나의 불교｣, 산거일기(서울: 세계사, 1990), pp.235-236.; 신발굴자료, 용
성총서 7(동국대학교출판부, 2016) p.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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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대각교를 항일불교단체로 이해했고, 화과원은 항일운동의 구체적 실천으로 경제
자립과 불교사상의 실천을 보여준 역사적 사건으로 높이 평가한다. 김달진은 1935년 1
월 20일 동아일보에 “華果院詩”를 투고한다.

華果院詩
김달진
1
밤중에 홀로 잠이 깨이엇노니
눈물에 비처 창이 히고
바삭거리는 저 소리는
어린 밤나무 빈 가지에 달린 마른 닢이다.

2
오늘 이른 새벽에
남쪽 하늘에 떠오른 큰 老人星을 다들 보앗다는데
나 혼자 못 보앗다.

3
한낮에 찾아온 옛 절터를
啄木鳥 마른 가지를 쫏고
흩어진 쫑대닢 우에 햇볕이 흘러
애끈한 그리움이 넘어나 만타.

4
혼자 거닐어보는 호젓한 길이
山모랑을 한 구비 도라넘어
어둑한 소나무 그늘진 곳 녹다 남은 눈 우에
엷은 해그림자가 고히 노히다.

5 (除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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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뜰에 나서
궂은 빗발에 싸힌 아득한 밤안개를 바라보다가
호젓이 들어왓노니

홀로 눈을 감아보며 떠보며
床머리의 빨간 등불
지금 저 등불은 애끈히 조라드는
호롱의 기쁨을 모른다

하낫하낫 먼 하늘 끝으로 떠러저 사라지는
무거운 별을 바라보내는 埃及 五千年의 스.핑.스.의 찬 마음

창 밖에는 비 소리 들리고
벽상의 時計도 없는 여기는 깊은 山이다.27)

이렇듯 화과원은 백용성의 화엄경번역과 대각사상 및 불교개혁을 위한 연구와 저술의
집필이 이루어진 곳이며, 김달진을 비롯한 제자들의 화엄경 윤문의 참여 및 서정시의 창
작의 공간 등 인문학 연구 중심지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앞으로 화과원이 지닌 복합적인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획이 전제 되어야 한다. 불
교문화콘텐츠는 그것을 향유하는 주체를 중심에 두고 지향하고 담아야 할 가치 체계를
보자면 ‘종교성, 공공성, 대중성’ 등 3가지 가치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28)
또한 어느 한 가치만 너무 치우친다면 균형있는 발전을 이루지 못할 수 있다. 나아가 문
화상품의 한 형태로 ‘상품화’란 경제적 이익추구에 머무를 수 없다. 상품의 생산, 유통,
소비의 모든 단계에 타자와의 소통수단이며, 문화적 맥락이 담겨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27) 김달진, ｢화과원시｣, 《동아일보》, 1935. 1. 20.
28)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종교문화원형 활용 콘텐츠 개발 시범 사업 보고서 - 종교문화원형 활용 콘
텐츠 성공사례 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10.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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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과원 원천자료의 디지털화와 콘텐츠
먼저 불교문화의 원형적 관점에서 원형에 충실한 관련기반을 연구하여 원천자료를 채
취해야 한다. 디지털화와 원형 복원을 통해 콘텐츠를 개발하며, 다양한 플랫폼으로 활용
하는 과정을 거친다. 문화유산의 가치사슬은29) 3단계로 발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다. 그것은 ‘생산 단계’에서 ‘보존⋅관리 단계’를 통해 ‘활용 단계’로 가는 것이다. 그
런데 디지털 기술과 도구를 이용한 복사본이 생산되는데 바로 디지털 문화유산30)이다.
이는 단순한 복사가 아니라 다양한 활용을 전제로 재창조를 위한 과정을 거친다. 디지털
기술로 재창조 하는 과정도 가치사슬로 이어진다. 디지털적인 접근이지만,31) 단순한 디
지털 복제나 웹사이트 구축이 아니라 콘텐츠화로 활용을 전제로 한 확산과정을 거쳐 재
창조 되어 다양한 파생콘텐츠 창작의 단계까지 확장된다.
백용성과 화과원 문화콘텐츠는 현재 디지털화의 초기 단계에 진입해 있다고 볼 수 있
다. 여기에 디지털화를 통한 정보화가 일정 정도 진행되어 <백용성 대종사 총서 아카이
브>가 대각회와 불교학술원이 구축한 것이다. 이 웹 기반 인터넷 아카이브는, 전자출판,
모바일 페이지 등까지 와있다.
<표 3> 디지털시대 문화유산의 가치사슬과 화과원 콘텐츠화
구분
내용

기술

<생산>

조사

발굴

<보존/관리>

연구

기록 관련 기술

복원

보존

관리

⇨

재현/재생산 관련 기술

활용

분석

체험 관련 기술

디지털화 ⇨ 정보화 ⇨ 콘텐츠화 ⇨ 융합화

지향점

콘텐츠

⇨

<활용>

화과원 원천자료
아카이브

화과원 복원
콘텐츠

화과원
체험/교육/파생
콘텐츠

29) 이춘근 외, 문화재 활용 가이드북, 문화재청, 2007.
30) The Collections Trust(2010), “Mapping the use of digital technologies in the heritage
sector”, Heritage Lottery Fund, p.3.
31) 한국과학기술원, 디지털문화유산영상관 전시운영방안 연구보고서, 문화재청, 2013, 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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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개발을 위한 가치사슬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화과원 원천자료 아카이브’ 구축이 필수적이다. 즉 화과원의 기본적인 역사 문
화 자료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여기는 반드시 그동안 대각사상연구원의 학술적인 연구
성과의 반영과 화과원이 위치한 함양 지역의 공간 정보, 인문지리정보, 스토리 정보가
복합적으로 담겨야 한다. 그래야만 다양한 활용을 전제로 한 콘텐츠화가 가능하고 이를
기반으로 융합화를 이루어 활용 모델 창출이 가능하다.
둘째, ‘화과원 복원 콘텐츠’의 개발이다. 이는 반드시 아카이브 구축의 성과를 기반으
로 교육교재, 전시공간,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해 유통될 수 있는 화과원을 알릴 수 있
는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 제작이 필요하다. 즉 텍스트, 사진, 영상, 그래픽,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등 방송용 콘텐츠 등 활용의 입장에서 이러한 콘텐츠가 개발 되어야 한다.
셋째, 화과원의 가치를 체험하고, 교육하며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의 활용이 필요하다.
즉 화과원의 선농불교, 혁신불교, 백용성의 대각교 의식, 선불교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다
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봉암월주는 1941년 1월 화과원 안거증서
를 비롯한 1941.7.15.과 1942.7.15.의 안거증서는 화과원 콘텐츠 구축과 활용의 중요한
원천자료이다.32) 이를 활용해 다양한 증서를 기획할 수 있다. 현재 템플스테이와 같은
형태가 필요하다. 화과원이 민족독립운동과 인문학 연구 중심이자 복합문화 공간으로서
근대 민족교육을 위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나아가 스토리텔링을 통한 파생콘텐츠로
화과원을 소개하고 체험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스마트 미디어 기반 어플리케이션과 같은
형태가 필요하다. 나아가 가장 대중적이고 사회적 파급력이 큰 백용성과 화과원을 주제
로한 영화의 제작과 보급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불교문화콘텐츠화는 전통과 현대 두 가지를 아우를 수 있다. 즉 전통은 문화콘
텐츠의 복원적 측면과 문화자원적 측면을 기반으로 하지만, 현대는 대중성 기반의 확장
성에 강점이 있다. 화과원의 실체를 콘텐츠를 통해 복원하고, 그 정신과 가치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실현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 화과원을 둘러싼 다양한 문화자
32) 한상길, ｢유물로 보는 봉암 월주의 생애｣, 대각사상 26(대각사상연구원, 2016), pp.209-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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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디지털화 하여 확보하고 이를 원천자료로 정리해내야 한다. 이를 토대로 개발환경
에 맞추어 스토리텔링과 이미지트루기 등의 기법을 결합해 개발한다.33)
화과원 콘텐츠 개발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백용성 대종사와 화과원 관련 기록유산, 유적, 관련 자료 등 다양한 문화요소가
내포한 불교적,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고, 역사성, 종교성, 대중성 등 복합적 가치를 정립
하여 문화콘텐츠 개발 기획을 수립한다. 여기에는 관련 전문가들과 협업을 통한 공동작
업이 필수적이다. 기존의 연구성과의 기반위에 (재)대각회와 화과원, 화과원 국가사적지
추진위원회와 같은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문이 필수적이다.
둘째, 스토리텔링 기법을 통해 백용성과 화과원 관련된 생애에 문화적 맥락과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고 다양한 스토리를 발굴한다. 먼저 불교학 및 사학 전공자를 중심으로 불
교문화와 역사성에 근거하여 사료를 정리한다. 이어서 문학 및 스토리텔링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발굴하고,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화과원 관련 인물들의 구술 녹취를 통해 스토
리를 생산한다. 여기에는 종교성과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취사선택하여 이야
기 소재로 선정, 스토리 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셋째, 함양지역의 인문지리적 특성을 함께 연계해 설화와 역사 및 유관한 함양의 전통
사찰, 함양의 대표 문화자원과 연계한 지역문화콘텐츠를 만든다. 지역설화는 물론 지역
주민들의 구술도 현대적으로 풀어내는 과정도 스토리텔링이다.34) 이때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 지역 축제나, 문화관광의 측면에서 화과원을 조망해야 한다.

33) 이재수, ｢삼화사 국행수륙대재의 문화콘텐츠 활용방안｣, 淨土學硏究 22(한국정토학회, 2014),
p.255 참고.
34) 김의숙 · 이창식 편저, 문학콘텐츠와 스토리텔링(서울: 역락, 2005), 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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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화과원 안거증서(봉암, 1941.1.15.)

3) 화과원 스토리텔링
관광 스토리텔링의 구조는 시간+인간+공간의 결합이므로 콘텐츠적 양상을 지닌다. 관
광은 특정 관광지,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자원과 스토리를 중심으로 지역주민과 관
광객들이 공동으로 만들어가는 의미체계이다. 나아가 관광에 참여자한 내방객과 지역 주
민의 상호작용으로 스토리텔링이 확산 된다. 관광지에 가서 경험한 것을 중심으로 경험
과 경험이 상호 소통하고 다양한 변주를 이루어 간다. 요즘은 SNS, 블로그, 카페 등을
통해 이야기의 원형이 변주하고, 관광지의 사진, 경험, 소개, 추천 등의 적극적인 의사
표현등을 통해 콘텐츠의 확산, 축소, 변이의 과정이 발생한다. 이를 퍼 나르고 재생산하
며, 공유하고, 추천하는 다양한 과정이 온라인 공간에서 인드라망의 그물처럼 무한히 변
주된다. 이때 공공성을 지닌 화과원 아카이브의 원천자료와 같은 바른 정보는 올바른 콘
텐츠와 스토리 창출의 원천이자 길잡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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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과원 스토리텔링의 단계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화과원 원천자료의 수집이 선행되어야 한다. 백용성과 화과원 관련 스토리들을
수집한다. 스토리의 형태는 텍스트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미지, 동영상을 포함한다. 즉
‘백용성 대종사 총서 아카이브’에서 1차적인 스토리 소재를 정리하는 것이 기본적인 과
업이 되어야 한다.
스토리 수집은 디지털과 아날로그 자료를 모두 포함한다. 이때 반드시 문헌적 근거가
있는 자료 및 구술자료를 함께 포함할 수 있다. 백용성 관련 문헌 자료 및 관련 인물과
구체적 사건 및 화과원을 둘러싼 사건, 인물들에서 스토리를 추려서 반드시 활용할 대상
과 방향에 맞는 자료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수집한 스토리는 형태, 주제, 내용별로 분류해야 한다. 이러한 분류는 검색 결과
를 좌우하므로 반드시 표준화를 고려해야 한다. 이때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DB 구축 전
문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시간, 사건, 공간, 인물 등과 함께 관련된 다양한 내용은 활
용을 전제로 분류해야 한다.
셋째, 아날로그 자료의 경우 디지털화를 시행해야 한다. 이때 스토리의 채취, 텍스트
화, 분류 등은 반드시 디지털화의 단계를 수행한다. 이때 단순한 디지털화가 아닌 메타
데이터의 작성을 통해 스토리의 분석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넷째, 수집, 분류를 통해 디지털화한 스토리를 DB에 적재한다. 키워드 기반이 아닌 내
용 기반의 검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들 간의 유기적인 연결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복합적인 검색 구조는 활용과 연결되므로 유기적인 연결을 염두에 두고 자료를 조
직화해야 한다.
다섯째, 스토리 정보를 효율적으로 검색하여 원하는 정보를 얻기에 편리한 인터페이스
를 설계해 제공한다. 서비스를 통해 문화관광 체험, 성지순례의 체험을 증대시키는 기본
적인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나아가 서비스를 통해 문화콘텐츠 창작의 기본적인 도구
로 활용이 가능하다. 서비스는 SNS와 연계하여 관광객 및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체험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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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스토리 자원들은 스토리뱅크 형식을 통해 정리한다. 인물을 대상으로 문화콘텐
츠 개발의 사례는 “화해와 소통의 자유인 원효대사 소재 다장르 스토리뱅크 개발 사
업”35)가 있다. 스토리뱅크의 설계는 사건을 이야기로, 이야기를 시나리오로 구축하기 위
해 스토리의 분할과 재구성을 설계를 하였다. 스토리뱅크 제작을 위해 시나리오의 근간
이 되는 시놉시스(synopsis) 구성을 위해 이야기 요소 분석을 우선으로 한다. 스토리 자
원의 분석을 통해 이야기의 재구성을 위한 메타데이터(metadata) 목록을 설계하고, 시놉
시스 데이터필드(synopsis data field)를 구성하며, 사건 데이터필드(event data field)를
구성하는 등 스토리뱅크 기본 설계안 3단계를 확정하였다. 이야기 구조는 기획단계에서
부터 시놉시스표를 설계하였다.36) 이러한 모델은 백용성과 화과원 콘텐츠 제작과 활용의
기본적인 토대이다. 스토리는 사건중심보다는 관련 인물과의 스토리 발굴과 복합적인 활
용을 전제로 스토리텔링해야 한다.

Ⅲ. 화과원 콘텐츠 활용의 방향

1. 지역브랜드의 구축과 활용

지역브랜드는 장소 마케팅에서 출발한다. 장소 마케팅은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이 다른
지역과 경쟁해서 차별화될 수 있는 고유한 정체성에 중심을 둔다. 나아가 이를 통해 지
역 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과 자긍심을 고양하여 지역 커뮤니티 공동체 형성의 단단한 토
35) 동국대학교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는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2009년 문화원형 창작소재 개발
사업”에 (주)여금과 함께 “화해와 소통의 자유인 원효대사 소재 다장르 스토리뱅크 개발 사업”에
선정되었다. 사업의 결과는 현재 문화콘텐츠닷컴에 원효대사 스토리뱅크로 소개되고 있다. - 원효
대사 스토리뱅크
http://www.culturecontent.com/content/contentMain.do?cp_code=cp0901&print=Y
(2017.11.12. 검색)
36) 한보광·이재수, ｢원효대사 다장르 스토리뱅크의 기획과 제작｣, 전자불전 11(동국대 전자불전문화
콘텐츠연구소, 2009), pp.6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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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를 구축한다. 장소 마케팅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기업가 같은 공공 및 민간 기관
이 기업가, 관광객, 심지어는 그 지역주민에게 장소가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지
리적으로 한정된 특정 장소의 이미지를 팔고자 노력하는 것”37)이다.
장소의 정체성과 차별화된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장소 브랜딩(Place branding)이
필요한 것이다. 협의적인 견지에서 보면 장소 마케팅은 축제, 이벤트를 통한 도심 공간
의 정비 및 개발, 공공 디자인, 캠페인 등의 프로모션으로 나타난다. 장소 브랜딩은 장소
에 담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개발하고, 이를 확산하는 활동이다. 지역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한 두 가지 방향이 있다.
첫째, 전통적인 문화도시의 지역 브랜드의 사례이다. 지역이 지닌 전통 문화유산과 자
연자원 및 문화자원을 토대로 브랜딩한 경우이다. 이들 지역은 전통에 기반을 두고 진
정성과 역사성이 더해져서 쉽게 브랜드 이미지를 도출하고, 브랜드 아이덴티티 구축도
용이한 경우이다. 이천, 강진, 안동, 경주와 같은 다양한 역사문화유산이 있는 도시들의
경우이다.
둘째, 문화전략과 문화산업 브랜드에 집중한 경우이다. 문화가 그 중심점으로 부각되
지만, 전략적으로 도시문화 및 문화산업 육성 정책 추진으로 대중문화 브랜드 이미지가
구축된 경우이다. 빌바오, 에든버러, LA 등이고, 우리나라에서는 만화의 도시 부천이 대
표적이다.
지역 문화브랜딩의 핵심적인 방향을 보면, 지역 중심의 사회적 공동체 의식을 구축하
는데 있다. 여기에 영향을 주는 경험적 이미지의 범주를 보면, ‘생태환경’과 ‘맛’ 그리고
‘문화유산’ 등이고, 지역의 고유성의 확보에 영향을 주는 상징적 이미지로는 ‘종교문화’와
‘공동체의식’을 선택하고 있다.38) 이들 5개 평가요소는 어느 특정한 범주에 국한되기 보
다는 서로 상호작용하며 다양한 가치를 녹여가야 한다.

37) Kearns, G. and Philo, C.(1993), Selling Places：the City as Cultural Capital, Past and
Present, Pergamon Press, pp.2-3.
38) 백승국, 오장근, 전형연, ｢지역문화브랜딩 프로세스 모델 연구｣, 인문콘텐츠연구 12(인문콘텐츠
학회, 2008), p.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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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충청남도 최우수축제인 홍성역사인물축제가39) ‘2016 소비자의 선택 최고의 브랜
드 대상’에서 지역축제부문으로 수상했다. 홍성역사인물축제는 지역에서 배출한 역사인물
6인을 중심으로 개최되는 교육 축제이다. 축제 기간 생동감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
해 역사인물을 배울 수 있는 전국유일의 에듀테인먼트 축제이다.40)

<그림 11> 홍성 역사인물축제

홍성의 역사인물 6인은 충의의 상징인 고려말의 명장 최영장군, 불의에 항거하여 굳은
절개로 신의를 지킨 성삼문, 민족대표 33인 중 한 분이자 승려시인 한용운 선사, 청산리
39) 홍성역사인물축제 http://herofestival.co.kr/ (2017.11.14일 검색)
40) 백승균, ｢‘홍성역사인물축제’ 지역축제 부문 수상｣, 《충남일보》, 2016.11.03.
http://www.chungnam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80773 (2017.11.14. 검색)
‘2016 소비자의 선택 최고의 브랜드 대상’은 중앙일보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시
상으로 총 52개 분야를 대상으로 브랜드 품질 및 만족도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를 통해 1차 후
보 브랜드를 선정한 후, 전문 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에서 소비자 조사와 학계·산업계 전문가로 구
성된 심사위원단의 엄정한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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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로 일제를 물리친 김좌진 장군, 조선 춤의 대가이자 한국무용 본류로 우뚝 선 한성
준 선생, 세계적인 현대미술가 이응노 선생 등이다. 이처럼 지역과 연고가 있는 인물을
발굴하고 인물의 업적을 통해 교육 및 체험형 축제로 발전시켜 나아가 지역관광의 브랜
드로 구축한 사례이다.
화과원은 함양을 대표하는 지역브랜드의 충분한 가치를 지녔다. 화과원 콘텐츠를 활용
하여 지역브랜딩 구축을 위한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다. 화과원이 지닌 민족독립운동의
산실로 민족교육과 선농불교의 체험을 통한 휴식과 심성교육의 가능성을 확장해 낼 수
있다. 화과원 문화콘텐츠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백용성 바로알기, 우리지역 역사 찾기, 함
양 항일운동과 연계해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 등과 같은 에듀테인먼트 콘텐츠의 개발과
활용으로 나아갈 것을 제안한다.
지역문화콘텐츠는 특정한 범주와 한계를 지닌 지역의 문화자원을 소재로 만들어진다.
그러나 그 가치는 보편성을 지니고 탈지역화를 거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콘텐츠로 재탄
생할 수 있다. 즉 지역의 특수성이 보편성으로 환원되어야 그 가치가 더욱 빛난다. 지역
의 특수성은 반드시 보편성을 획득할 때 지역브랜드로 우뚝 설 수 있다.
지역문화콘텐츠는 글로벌시대 지역문화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 지역의 가치
가 보편적으로 확산되어 다시 지역의 각 분야에 영향을 주는 선순환 과정을 거친다. 특
정 지역의 문화자원이 지역에 국한되어 쌓여온 역사와 전통이라는 틀을 넘어서 창의력과
상상력을 통해 재탄생해야만 그 지역의 특수성은 보편성을 가진다.
지역문화콘텐츠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문화역량의 결집이 선결과제이다. 여기에
는 지역 자치단체와 정부 간 정책적 소통과 유기적 소통이 필요하다. 나아가 해당 지역
의 문화 역량을 모아서, 디지털화, 표준화, 산업화하는 과정을 통해 경쟁력을 가질 수 있
다.41) 그런데 이는 ‘지역의 문화적 토대의 구축 ⇨ 지역의 문화적 자원의 발굴 ⇨ 지역
문화콘텐츠 개발 진행 ⇨ 지역문화콘텐츠의 문화산업자원화 ⇨ 지역문화콘텐츠의 문화상

41) 고석규, ｢지역문화콘텐츠 개발사례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인문콘텐츠연구 8(인문콘텐츠학회,
2006), 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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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화’ 등 각 단계가 구분되어 논의된다.42) 각 단계별로 체계적이고 실제적인 논의가 필
요하다. 논의의 과정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 관광공사와 같은 국가기관, 해당 지역자치단
체, 대학 및 연구기관, 산업체 및 지역공동체 간의 유기적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편찬 사업>은 향토문화 자료를 발굴⋅수집⋅연구하여 체계적으
로 집대성하고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다. 2017년 9월 현재 경남 18개 지역에 5개소가 구
축되었는데, 구축항목은 117,680항목, 시청각항목은 227,751개이다.43) 디지털화 된 향토
문화의 원형 리소스는 복합적 활용의 출발점이다. 수많은 아이디어를 통해 다양하게 활
용이 가능하다. 지역주민의 역사․문화의식, 생활의 현장에서 생산되어 디지털 상품화를
거쳐 문화콘텐츠 산업의 영역에서 문화자본으로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화과원 콘텐츠의 구축과 활용에서 가장 먼저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해 콘텐츠를 공유하
고 활용하여 확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콘텐츠 구축에 필요한 자원은 개방형 연결 데
이터(LOD: Linked Open Data)에서 기존의 성과를 이용하고 확산할 수 있어야 한다.
화과원 콘텐츠의 스토리 자원들은 스토리텔링을 통해 진화할 수 있도록 활용의 폭을
열어 주어야 한다. 현재 스토리텔링의 발전은 이야기의 구전 ⇨ 도서(글, 그림, 사진 및
정보를 담은 고전적인 평면 책, 팝업북, e-Book을 포함) ⇨ 사진, 동영상 ⇨ 라디오, TV
⇨ 공연(연극, 뮤지컬) ⇨ 영화(필름, 디지털, 3D, 4D) ⇨ 인터넷 ⇨ 모바일 ⇨ SNS 등
으로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게 진화한다. 아울러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과정으로 진행되어
연결된 다중은 콘텐츠 소비자이면서 생산자로 제작 주체로 진화하므로 콘텐츠 창작의 생
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
화과원 콘텐츠는 기본적으로 문화유산에 근거한 역사자원, 체험자원, 이야기자원이므로
교육관광 콘텐츠로 2차 활용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 특히 웹툰, 영상, 플래시, 3D,
VR 등 융복합 콘텐츠로 활용하도록 한다. 나아가 웹툰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해야 한다. 웹툰은 2D 그래픽이나 상상력과 창의력을 손그림으로 표현하는 새로운 장르
42) 류정아, ｢지역문화콘텐츠 개발의 이론과 실제 -축제를 중심으로｣, 인문콘텐츠연구 8(인문콘텐츠
학회, 2006), p.41.
43) 향토문화전자대전 http://www.grandculture.net/#gyeongnam (2017.11.29.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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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므로 그 범주와 활용의 폭이 크다. 키즈콘텐츠는 물론 성인 유료 콘텐츠까지 확장의
폭이 매우 넓으므로 적극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여기에 어린이를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삼고, 차츰 중고등 학생 교육용 콘텐츠로 확장
한다. 주목할 사례로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데이터를 활용하여 역대 왕 관련 국사 정
보를 제공한 <역대 왕 계보>44)는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 고려, 조선 역대 왕 계보 및
업적 역사 연대표 등을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이다.45) 백용성과 관련 인물, 화과원의 인
물정보를 구축한 결과의 활용모델로 공공데이터의 활용사례로 꼽을 수 있다.

2.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활용

이야기산업은 콘텐츠를 제외한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이야기가 상품으로 이어지고 서비
스의 기획은 물론 마케팅에까지 활용되는 분야이다. 그 내용은 산업 내 이야기의 비중에
따라 핵심 이야기산업인 축제, 전시·이벤트, 교육·강연, 관광 등과 일반 이야기산업인 제
조업, 서비스업 등으로 구분한다. “이야기산업의 생산유발액은 약 24조 3,667억 원, 부
가가치유발액은 약 9조 5,893억 원, 취업유발인원은 18만 7,516명, 고용유발인원은 14
만 1,072명”46)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유형⋅무형의 문화원형은 그 자체로 창작소재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어서 콘텐
츠화 되기 때문에 일단 아카이브 형태로 구축되어 체계적 관리와 아이디어 결합을 통해
상품개발로 이어지고 사업화될 수 있다. 이때 불교 관련 문화유산은 그 존재자체로 훌륭
한 관광자원으로 연계해 활용이 가능하다. 스코틀랜드의 대표적 도시이자 세계적인 실험
적 공연의 장으로 자리를 잡은 영국의 에든버러, 일본 도자산업의 허브인 아리타(有田)

44) 역대 왕 계보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play3rdeye.imperialfamilytree
(2017.11.15. 검색)
45) 공공데이터포털>공공데이터 활용사례 https://www.data.go.kr/useCase/1006206/exam.do
(2017.11.15. 검색)
46)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야기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연구(한국콘텐츠진흥원, 2017), p.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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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사례를 통해 볼 수도 있다.
화과원 콘텐츠도 이러한 이야기산업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 함양군의
문화관광 누리집에서 테마관광으로 <테마/체험> 코스를 안내하고 있다. 지역별코스와 명
소순례로 권역별로 명소들을 추천해 각각의 코스를 제안하였다.47)
특히 2006년 말 완공된 선비문화탐방로는 농월정터, 동호정, 군자정, 거연정을 이어서
도보가 가능하도록 나무다리를 놓고 6.2㎞의 거리를 길로 만들었다. 과거 선비들이 거닐
었던 계곡, 숲과 정자의 경치를 내려다보고 걸을 수 있는 탐방로를 구축하였다.48)
화과원 콘텐츠는 화과원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되살려서 디지털화하고 재가공을 통해
매체와 플랫폼에 맞추어 활용되어 문화관광의 내용과 매력요소를 이끌어 참여적 몰입을
풀어가는 효과적인 상품 구축으로 이어질 것이다.
특히 개발된 콘텐츠들은 일제 강점기 민족독립운동을 벌였던 화과원 중심으로 공간 스
토리텔링을 통해 되살아나고, 나아가 공간에 성스러움이 발현되는 호국성지로 되살아 날
수 있다. 이러한 독립운동과 호국성지를 연계하는 ‘(가)호국 성지순례’를 계획하거나, 백
용성의 길을 따라가는 ‘백용성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길’ 등의 다양한 길을 제안할 수
있다.

Ⅳ. 맺는말

백용성이 창건한 화과원의 핵심적인 가치를 계승해온 (재)대각회는 백용성의 사상과
실천을 담은 그의 저작을 조사, 발굴, 번역, 출판, 전산화를 통해 백용성 정신을 계승하
고 발전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2012년부터 <백용성 대종사 총서 간행위원회>를 꾸렸다.
백용성의 사상을 연구하고 학술적 탐구와 연찬을 통해 백용성 사상을 확산해온 대각사상

47) 함양군 문화관광 http://www.hygn.go.kr/01238/01268/01363.web (2017.11.15. 검색)
48) 선비문화탐방로 http://www.hygn.go.kr/01238/01274.web (2017.11.15.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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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과 불교자료의 발굴과 불교경전 전산화를 위해 노력해왔던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와 협약을 맺고, 백용성 대종사 총서 발간 및 전산화 사업을
수행하였다. 백용성이 남긴 자료와 저술 및 번역서를 발굴, 조사 수집하고, 학술적 체계
를 통해 정리하였다. 이를 우리말로 풀어서 정리하여 총서로 망라한 백용성 대종사 총
서를 발간하고 전산화를 통한 아카이브 구축을 통해 인터넷 웹과 모바일 등 온라인 서
비스를 한다.
본 논의를 통해 백용성의 업적과 그의 독립과 선농불교, 혁신불교의 열정이 어린 화과
원의 가치를 확산하고 널리 선양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는 방안과
이를 활용하기 위한 제안을 하였다. 물론 이러한 시도는 지극히 일반적이고 단편적인 것
에 머무를지 모른다. 문화콘텐츠의 개발은 그 속성상 집단적 고민과 복합적 협업의 산물
이기 때문에 이를 한 개인의 연구 역량을 넘어서는 일이다.
화과원 콘텐츠는 필연적으로 지역문화콘텐츠의 범주와 맞닿아 있다. 화과원 문화콘텐
츠 개발을 위한 기초 토대는 원천자료의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 관련 기록유산을 살펴서
원전자료 및 백용성대종사총서 및 신문, 잡지를 참고하여 사실적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것이 첫째이다. 그동안 대각사상연구원의 학술연구활동 성과의 토대가 탄탄히 구축되었
기에 연구 성과를 정리하여 원천자료를 확보하여 디지털 연보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들이
입체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문기사 등의 자료를 구축하여 사실적인 이야
기 소재를 추출해야 한다. 다음으로 백용성과 화과원 관련 공간의 디지털화를 통한 원천
자료의 확보가 핵심적인 요소이다.
화과원 콘텐츠화의 선결조건은 첫째, 백용성과 화과원에 대한 전적의 디지털화가 1차
적 기본 토대이며, 둘째, 연보를 통해 백용성과 화과원에 대한 복합적인 정보의 구축과
디지털 작업의 기본적인 구상을 세우며, 셋째, 다양한 원천자료의 분석과 재구성이 콘텐
츠 제작 및 스토리 발굴의 중요한 과제라고 정리하였다. 이에 대한 기본적인 작업은 이
미 ‘백용성 대종사 총서 아카이브’를 통해 진행되었다.
논자는 화과원 문화콘텐츠 개발 기획의 방향의 첫 단초는 화과원의 가치를 발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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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로부터 잡았다. 화과원에 담긴 가치는 종교적 입장에서 선농불교와 불교혁신의 실천
도량이라는 점, 역사적 맥락에서 민족독립운동의 실천 기지, 문화적 맥락에서 인문교육의
실천의 장이라는 가치 지향에 주목해서 콘텐츠 개발과 기획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화과원 원천자료의 디지털화를 통한 콘텐츠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콘텐
츠 개발을 위한 가치사슬을 첫째, ‘화과원 원천자료 아카이브’ 구축, 둘째, ‘화과원 복원
콘텐츠’의 개발과 셋째, 화과원의 가치를 체험하고, 교육하며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의
활용을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화과원 스토리텔링의 특징과 과정에 대한 검토를 통해 향
후 방향을 제안하였다.
화과원 콘텐츠의 활용방안으로 크게 화과원의 지역문화브랜딩의 관점과 문화관광 분야
의 활용의 범위와 방향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향후 보다 진전된 논의를 통해 백용성과
화과원의 콘텐츠 개발로 이어져 그 토대 위에서 파생콘텐츠와 활용콘텐츠인 다큐멘터리,
영화, 뮤지컬, 애니메이션, 어플리케이션, 교육프로그램 등의 구체적 확산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본 논의를 통해 화과원 문화콘텐츠가 지역문화의 대표적 브랜드로 가치가 있으며, 복
합적인 활용이 가능함을 밝혔다. 백용성의 숭고한 정신과 화과원의 중요성과 의미 및 가
치를 확산하는데 이바지하길 바란다. 나아가 이러한 기본적인 논의로 향후 구체적인 불
교문화콘텐츠 개발과 활용 사례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어져야 한다. 불교문화는 유형문
화유산을 통해 다양하게 꽃을 피우고 대중들에게 나타나지만, 그 핵심적인 동력은 백용
성 같은 고승의 가치를 선양하기 위해 지역에 터전을 잡고 실천하는 화과원 사부대중과
지역주민 나아가 백용성의 사상과 가르침을 따르고 실천하는 모든 실천자들이다.
그러한 숭고한 원력과 행화를 계승하고 확산하여 화과원이 국가사적지로 지정되어 지
역브랜드로 자리를 잡고 국가적으로 주목받아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의 방안
을 지혜를 모아 정리하고, 문화콘텐츠를 개발하여 생명력을 부여해 백용성이 꿈꾸고 실
천했던 화과원에서 다양한 꽃과 열매들이 가득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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