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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어화(解語花)’는 당현종이 양귀비의 아름다움을 극찬한 ‘말을 이해하는

꽃’이라는 의미에서 근래에는 ‘기생’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이다. 20세기

마지막 기생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해어화’는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인

'정가'와 40년대 유행가 등 아름다운 선율과 드라마틱한 스토리를 표현한

대중문화 콘텐츠이다. 

바른 노래라는 뜻을 가진 정가(正歌)는 옛 선비들이 즐겨 부르던 우리 고유의

성악곡이며 가곡(歌曲), 가사(歌詞), 시조(時調)로 이루어져 있다. 2010년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가곡은 정가 중에서도 고도의 테크닉을

요하는 가장 격조 높은 노래이다. 

K pop 콘텐츠인 대중 영화 해어화를 통해 K Classic 정가를 알려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문화교육 교수법 콘텐츠로 정착시킨다. 특히 정가 중 가곡 ‘모란은

화중왕’으로 알려진 여창가곡 편수대엽을 가지고 신라시대 선덕여왕에게

당태종이 보낸 모란꽃 그림을 연결시켜 선덕여왕 그 이후의 스토리텔링이 어떻게

전해지는지를 문화교육 교수법 콘텐츠로 만들고자 한다.

한국문화 교수법에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선덕여왕과 모란꽃 이야기 : 삼국유사 기이편

선덕왕지기삼사(善德王知幾三事) 조에서 선덕여왕이 예지력이 출중하여

생전에 미리 예언한 세 가지 이야기 중 당태종이 그려 보낸 모란꽃이

향기없음을 예언한다. 여왕의 예언이 적중한 스토리텔링도 흥미롭지만



‘모란은 꽃 중의 왕’이라는 함축적 의미도 교수할 수 있다. 

2. 당태종이 선물한 이 모란꽃 그림은 선덕여왕을 꽃 중의 왕으로

추켜세우는 한편 모란 옆에 벌나비를 그리지 않아 향기없음을 암시하고

있다. 겉으로는 여왕을 찬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여성적인 매력이

없음을 이중적으로 상징하고 있다. 

3. 우리 세계문화유산인 정가 중의 여창가곡 편수대엽은 그러한 꽃들의

상징과 의미를 의인화하는 대표적인 노래이다. 모란은 꽃의 왕이라

시작되는 이 노래는 해바라기는 충신, 연꽃은 군자 등으로 우리나라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꽃들을 한국전통문화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꽃을 대하는 한국인의 정서를 문화교육 콘텐츠로 교수법에 활용할 수

있다. 

4. 영화 ‘해어화’는 또 하나의 꽃문화 콘텐츠로 사람을 거꾸로 꽃에 비유하며

정가를 선보이는 다층적인 교육문화 미디어 콘텐츠로서 적합하다. 

K pop 문화에 이어 또 하나 문화로 각광받는 K Movie 해어화를 콘텐츠로 접목, 

정가와 삼국유사라는 K Classic 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결합하여 모던에서

클래식으로 이행되는 문화교수법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