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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책은 1963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중 일반회화류에 해당하는 회화 중 초상화를 제외한 61건의  

문화재 설명과 사진자료를 수록한 것이다.

2 수록 순서는 보물 지정번호순이다.

3 소장처의 사정상 새로 촬영하지 못한 문화재는 사진자료를 제공받거나 기존에 촬영한 이미지를 수록하였다.

4 개별 문화재의 편년과 용어 및 문화재에 대한 내용은 학계 및 집필자의 견해를 따랐다.

5 각 문화재의 세부사항은 문화재명, 지정번호, 시대, 수량, 재료, 크기, 관리자(관리단체) 순으로 병기하였다.

6 영문 명칭은 “문화재명칭 영문 표기 기준 규칙(문화재청 예규 124호, 142호)” 및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용례집』(2014)을 따랐다.

일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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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대관 보물 - 회 화 Ⅰ』발간사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의	현황과	문화재적	가치를	국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문화재대

관』시리즈를	발간해오고	있습니다.

앞서	시작된	5편의	국보	대관을	마치고,	2014년부터	보물	대관을	시작하여	이번에	다섯	번째	보물	대관	

(『문화재대관	보물	-	회화Ⅰ』)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재대관	보물	회화편은	분야별로	나누어	발간됩니다.	올해	『문화재대관	보물	-	회화Ⅰ』에는	1963년

부터	2018년	6월까지	지정된	회화	61점을	담았습니다.	

이번	책에는	왕실에서	거행된	각종	의식과	행사를	그린	궁중기록화,	문인들의	모임을	그린	계회도,	자

연경관을	소재로	그린	산수화,	사람들의	생활상을	다룬	풍속화	등	다양한	유형의	회화	작품들을	담

았습니다.	특히	최근	새로	지정된	간송미술문화재단의	소장품들도	함께	수록되어	있어	더욱	다채롭고	

수준	높은	우리나라	회화	작품을	감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록을	중요하게	여겼던	조선	왕실은	각종	의례를	다양한	회화로	시각화하였으며,	이러한	궁중기록화

를	통해	행사가	열렸던	모습을	마치	기념사진처럼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념적인	중국의	산

수가	아닌,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산천을	그린	정선의	진경산수화를	비롯하여,	김홍도,	신윤복,	김득신

이	서민들의	생활상을	그린	풍속화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옛	그림들을	두루	감상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문화재대관이	발간될	수	있도록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주신	소장처와	소장자,	관계기관,	그리고	원고	

작성에	협조해	주신	집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12월	

문화재청장		정	재	숙



Preface

December, 2018

Chung Jae-suk
Administrator,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has been publishing a book series on nationally designated 

Treasures and National Treasures as part of its efforts to promote and further disseminate public 

appreciation of their cultural and historical value. This book, Paintings I, is the fifth publication in 

this project on artifacts designated as Treasures, a follow-up to the five-volume series on National 

Treasures. 

This book features 61 selected paintings designated as Treasures from 1963 to June 2018. 

Presented here are diverse forms of traditional Korean painting, including royal documentary 

paintings recording various courtly ceremonies and events, depictions of gatherings of literary 

officials, landscape paintings reflecting the diverse features of nature, and genre paintings 

portraying the everyday life of ordinary Koreans of the past. Among these are included newly 

designated paintings held at the Gansong Art Museum. 

The royal paintings featured in this book are products of the strong emphasis of the act of 

recording at the Joseon royal court, delivering to the present a visual image of the court rituals 

and ceremonies of Joseon. The landscape paintings by Jeong Seon and other late-Joseon Korean 

painters represent the “true-view” depiction of Korean mountains and rivers, a break from the 

previously dominant idealized depiction of legendary Chinese landscapes. The paintings by Kim 

Hong-do, Sin Yun-bok, and Kim Deuk-sin present a lively representation of diverse aspects of the 

daily life of ordinary Koreans during the Joseon era. 

Our heartfelt thanks go out to the holding agencies and private holders of these artifacts, those 

who produced the explicatory texts, and the many others who provided help throughout the 

process. I hope this publication, completed only with the valuable contributions of all these 

people, will serve as a constructive material for enhancing public understanding and appreciation 

of traditional Korean pai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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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왜란	당시	부산진	전투(1592년	4월	13~14일)에서	순절한	자들을	기념한	전쟁	기록화이다.	임

진왜란	순절자에	대한	추모	사업은	전쟁	직후	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동래부사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진

행되었는데	이	그림도	그	결과	중	하나이다.	1658년	동래부사	민정중閔鼎重은	민간의	이야기를	채록하여	

책으로	만들고,	이를	그림으로	그려	기념하고자	하였다.	결국	그림	제작은	이루지	못했으나	그가	남긴	『임

진유문壬辰遺聞』(1668)은	순절도의	내용에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	그	뜻을	이어	1709년	동래부사	권이진	

權以鎭은	<동래부순절도>와	<부산진순절도>를	그리게	하였으며	이를	충렬비가	놓인	비각의	양	벽면에	걸

어	전시하였다.	1760년	동래부사	홍명한洪名漢은	그림이	퇴색하자,	동래부	출신의	군관인	변박卞璞을	시켜	

다시	그리게	하였는데,	현존하는	육군박물관	소장의	<동래부순절도>와	<부산진순절도>가	이에	해당된다.

<부산진순절도>는	격전지인	부산진을	배경으로	전투의	사건들을	효율적으로	담아내었다.	화면의	

오른쪽으로	부산진성을	배치하고	왼쪽으로	왜군의	배로	가득한	해안을	그려	대치	상황을	극적으로	강조

하였다.	왜군은	배에	탄	모습,	육지로	상륙하는	모습,	성	앞에서	공격하는	모습	등으로	그려졌는데,	이는	

왜군의	엄청난	전력과	긴박한	침공의	과정을	실감나게	묘사하는	효과가	있다.	부산진성의	남문	위에는	부

산첨사	정발鄭撥(1553~1592)의	지휘	아래	소수의	조선	군인들이	활로서	맞서고	있다.	남문	앞에는	죽은	

왜군의	무리가	쌓여	있는데,	이는	아군의	화살에	맞은	왜군의	시신이	세	무더기의	산을	이루었다는	일화

를	도해한	것이다.	성	안	전각에는	칼을	든	여인이	있는데	이는	정발이	전사하자	스스로	자결하였다는	정

발의	첩	애향을	그린	것이다.	

화면의	오른쪽	하단에는	또	다른	성곽의	일부를	그려	넣었는데	임진왜란까지	존재했던	부산진성의	

외성外城으로	추정된다.	일본군이	부산에	주둔하면서	이곳은	자성대子城臺라는	일본식	성으로	재건되었으

며,	그림이	그려진	18세기에는	자성대를	일부	증축하여	계속	사용하였다.	그러나	그림에서는	맞은편의	부산

부산진순절도

01

釜山鎭殉節圖

조선(1760년)  |  1축  |  비단 바탕에 채색

145.0×96.0cm  |  육군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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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내성과	같은	모양으로	그려져	일본식	성이	아닌	임진왜란	당시의	부산진	외성을	재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	그림은	이야기의	도해에	중점을	기록화로서	사실적이고	세밀한	묘사보다는	한	눈에	잘	이해되

는	간결한	필치와	선명한	색,	반복적인	도상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성의	북문을	남문보다	작게	축소하여	

원근감을	준다던지,	성의	뒷산	정상을	깎아	평평한	대를	만들고	미점과	선염을	이용해서	입체감을	준다던

지	하는	묘사는	조선	후기에	발전된	산수화의	다양한	표현법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목할	만한다.	

이	그림은	18세기	동래부에서	추진된	순절자	현창사업의	일환으로서	당시	임진왜란	전투와	전사

자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회화적으로는	회화식	지도와	역사	고사도의	방식을	결

합하여	부산진	해안을	배경으로	이야기를	서술해	낸	구도가	뛰어나다.	이는	화가	변박이	동래부	출신의	

군관으로서	군사	소재	및	주변	지리에	밝은	데에	기인할	것이다.

<부산진순절도>는	육군박물관	소장의	<동래부순절도>와	한	세트로	그려졌다.	부산진	전투와	관련

한	그림으로는	부산진과	다대진의	전투를	그린	이시눌	작의	<임진전란도>(1834)가	있다.	이	작품	역시	변

곤의	<동래부순절도>(1834)와	세트로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유재빈 |

01	 		허선도,	1988,	「壬辰倭亂東萊(釜山)에서의	여러殉節과	그	崇揚事業에대하여(上)	-	<釜山鎭殉節圖>	<東萊府殉節圖>		

및	<釜山鎭·多大鎭殉節圖>를	중심으로」,	『한국학논총』	10집,	pp.	89-125.

02	 		조행리,	「조선시대	전쟁기록화	연구	:	「동래부순절도」	작품군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03	 		이현주,	「경험과	인식,	그리고	이미지의	간극	:	동래부의	임진전란도」,	『한국고지도연구』	3-1(한국고지도연구학회,	2011),		

pp.	19-41.

참고문헌



017

This was produced by the local painter Byeon Bak in 1760 as a representation of the Battle of 

Busanjin Fortress, which was fought April 13–14, 1592. A coastal zone filled with invading Japanese 

ships and Busanjin Fortress are set at either side of a diagonal line running from the top left to bottom 

right, accentuating the scene’s sense of extreme urgency. Incoming Japanese soldiers are portrayed 

decamped from their boats anchored along the coast, while Second Commander Jeong Bal and 

his troops are arrayed to fend off the enemies. Among the soldiery inside the fortress, all of whom 

killed themselves upon the death of their commander, is Jeong Bal’s beloved mistress Aehyang. She 

also entered the list of martyrs. This painting is meaningful as a product of the 18th-century effort 

by local governments to memorialize those killed during the late-16th century Japanese invasions. 

It showcases characteristics of the works of local painters of the time produced for documentary 

purposes. 

Busanjin sunjeoldo (Patriotic Martyrs  
at the Battle of Busanjin Fortress) Joseon (1760)  |  1 scroll  |  Color on silk

145.0×96.0 cm  |  National Army Museum

Treasure No.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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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부순절도는	임진왜란	당시	동래성(현	부산	동래구)	전투에서	순절한	자들을	기념한	전쟁	기

록화이다.	동래성	전투는	1592년	4월	15일	왜군의	침입을	받아	부사	송상현宋象賢을	비롯한	관리와	군사,	

백성들이	항전하다	결국	3천여명의	전사자를	내고	함락당한	전투이다.	임진왜란	순절자에	대한	추모	사업

은	전쟁	직후	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동래부사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는데	이	그림도	그	결과	중	

하나이다.	1658년	동래부사	민정중閔鼎重은	민간의	이야기를	채록하여	책으로	만들고,	이를	그림으로	그

려	기념하고자	하였다.	결국	그림	제작은	이루지	못했으나	그가	남긴	『임진유문壬辰遺聞』(1668)은	순절도

의	내용에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	그	뜻을	이어	1709년	동래부사	권이진權以鎭은	<동래부순절도>와	<부산

진순절도>를	그리게	하였으며	이를	충렬비가	놓인	비각의	양	벽면에	걸어	전시하였다.	1760년	동래부사	

홍명한洪名漢은	그림이	퇴색하자,	동래부	출신의	군관인	변박卞璞을	시켜	다시	그리게	하였는데,	현존하는	

육군박물관	소장본이	해당	작품으로	추정된다.

이	그림은	격전지인	동래성을	배경으로	전투의	경과를	한	화면에	효율적으로	담고	있다.	중앙에	

동래성을	배치하고,	위에서	내려다보는	부감법을	사용함으로써	동래성의	안과	밖을	한	눈에	볼	수	있도

록	하였다.	시간상	가장	앞선	사건은	동래성	남문	앞에	성곽을	둘러싼	왜군과	남문	문루에서	선	부사	송

상헌과	군사들의	결전	장면이다.	‘길을	빌려	달라[假我途]’는	목패를	든	왜군을	향해	‘길을	빌려주기	어렵

다[假途難]’는	목패가	던져졌는데,	이는	왜군의	요구에	송상현이	“싸워	죽기는	쉬우나	길을	빌려주기는	어

렵다”고	답한	일화를	표현한	것이다.	동래성의	동쪽으로는	왜군이	성벽을	넘어	침입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

다.	이	장면을	통해	전쟁의	서사는	함락	전에서	후로,	시선의	흐름은	동래성	밖에서	안으로	자연스럽게	이

어지게	된다.

동래성	내부는	왜군이	들어온	후의	상황을	그렸는데,	상하로	나누어	상단에는	관료와	유학자의	

동래부순절도

02

東萊府殉節圖

조선(1760년)  |  1축  |  비단 바탕에 수묵담채

145.0×96.0cm  |  육군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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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절을	묘사하고,	하단에는	백성의	항전	일화를	담았다.	상단	왼쪽의	객사	앞에는	분홍색	관복을	갖추고	

임금에게	하직의	절을	하는	송상현과	함께	예를	올리는	양산	군수	조영규趙英圭가	있다.	객사	오른쪽에는	

정원루	앞에선	향교	교수	노개방盧蓋邦과	유생	문덕겸文德謙·양조한梁潮漢의	모습이	보인다.	이들은	문묘에	

있던	성현	聖賢의	위패를	모시고	들어와	끝까지	지키다	순절하였다.	하단의	왼쪽에는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와를	던지며	싸우던	평민	김상金祥과	아낙네들이	묘사되었으며,	그	오른쪽에는	담을	넘다	적에게	붙잡

혀	항거하다	죽임을	당한	송상현의	애첩	금섬金蟾이	그려졌다.	

이	그림에서는	동래	부사	송상현이	전투	전후로	두	번	등장한다.	이는	한	화면에	전투의	전말을	담

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송상현의	강한	항전의식과	순절자의	모습을	동시에	구현하는	효과가	있다.	한편	상

단	왼쪽에는	동래성	북문	밖으로	도망가는	좌병사	이각李珏과	군사들이	그려져	있다.	이는	이	순절도가	죽

은	자를	순절자로서	추앙할	뿐	아니라,	살아	남아	도망친	자를	변절자로	기억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그림은	18세기	동래부에서	추진된	순절자	현창사업의	일환으로서	당시	임진왜란	전투와	전사

자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회화적으로는	회화식	지도와	역사	고사도의	방식을	결

합하여	한	화면에	이야기를	서술해	낸	구도가	뛰어나다.	이는	화가	변박이	동래부	출신의	군관으로서	군

사	소재	및	주변	지리에	밝은	데에	기인할	것이다.

동래부순절도는	육군박물관	소장본	외에도	이본	2점	-	여산	송씨	종가소장본(18세기)과	울산박물

관	소장본(1834년)이	전한다.		| 유재빈 |

01	 		허선도,	1988,	「壬辰倭亂東萊(釜山)에서의	여러殉節과	그	崇揚事業에대하여(上)	-	<釜山鎭殉節圖>	<東萊府殉節圖>		

및	<釜山鎭·多大鎭殉節圖>를	중심으로」,	『한국학논총』	10집,	pp.	89-125.

02	 		조행리,	「조선시대	전쟁기록화	연구	:	「동래부순절도」	작품군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03	 		이현주,	「경험과	인식,	그리고	이미지의	간극	:	동래부의	임진전란도」,	『한국고지도연구』	3-1(한국고지도연구학회,	2011),		

pp.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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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a 1760 representation by the local painter Byeon Bak of the Battle of Dongnaeseong 

Fortress on April 15, 1592. It provides a bird’s-eye view of scenes both inside and outside the fortress. 

Sequential events are portrayed within a single space in an attempt to display the entire process of 

the battle. Included in the picture is combat between Japanese soldiers and Magistrate Song Sang-

hyeon, invading warriors scaling the fortress walls, Magistrate Song conveying his farewell to the 

king, and local residents throwing roof tiles and fighting to the death. It was part of the projects 

carried out in the 18th century to honor those who lost their lives during the late-16th century 

Japanese invasions. It is also meaningful as a work of a local painter, in this case Byeon Bak. 

Dongnaebu sunjeoldo
(Patriotic Martyrs at the Battle
of Dongnaebu Fortress)

Joseon (1760)  |  1 scroll  |  Ink and Light color on silk

145.0×96.0 cm  |  National Army Museum

Treasure No.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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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재恭齋	윤두서尹斗緖(1668~1715)의	그림과	글씨를	모아	놓은	화첩이다.	《가전보회家傳寶繪》(22점)

와	《윤씨가보尹氏家寶》(44점)	두	화첩은	윤두서가	죽은	뒤	맏아들	윤덕희가	선친의	그림을	모아	장첩한	것

들로	윤두서의	대표작들이	다수	수록되어	있다.	윤두서는	남인계의	대표적인	집안	중	하나인	해남	윤씨	

집안의	종손으로서	당쟁으로	인해서	벼슬길에	나가지	못하였다.	그러나	재야의	선비로서	새로운	사상과	

학문을	닦으면서	국가와	사회의	변화	및	발전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사상과	학문을	토대로	한	새

로운	차원의	선비회화를	추구하면서	조선	후기	화단의	변화에	기여하였다.	이	두	화첩에는	윤두서가	중시

한,	사상과	학문을	토대로	한	선비회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다.	

《가전보회》는	부채그림들로	구성되었다.	산수화와	산수인물화	15점,	인물화	1점,	화조화	3점,	사군

자화	1점,	마도馬圖	1점,	용도龍圖	1점,	초서草書	1점	등	22점이	실려	있다.	이	화첩에	실린	작품들을	통해서	

윤두서가	다양하고	새로운	화제와	화풍,	기법을	수준	높게	다루면서	선비화가의	활동영역을	넓히고	선비

회화의	세계를	구축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윤두서가	중시한	시서화	삼절의	조화를	보여주는	다양한	작

품들이	수록되어	있고,	화풍의	측면에서는	전통적인	화풍을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남종화법을	적극적으

로	도입하여	조선	후기에	유행한	남종화의	흐름을	선도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윤씨가보》에는	산수화와	산수인물화	23점,	풍속화	5점,	나한도	2점,	인물화	4점,	사생도	3점,	마도	

5점,	화조화	2점	등	44점의	작품이	실려	있다.	이	화첩에	실린	<나물캐는	여인들>,	<짚신삼기>,	<선거도>	등

은	조선	후기	풍속화의	유행을	선도한	것을	보여주고,	<채과도>와	<석류매지도>는	일찍이	서양화법을	수

용한	작품으로	주목되며,	아들에게	그려준	<우여산수도>는	남종화법을	원숙하게	소화하면서	한국적인	남

종화를	구축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윤두서의	가전	고화첩은	선비이자	화가였던	윤두서의	사상과	학문,	그가	모색한	새로운	선비회화

해남	윤씨	가전	고화첩	일괄

03

海南	尹氏	家傳	古畵帖	一括

가전보회 윤씨종가화첩

조선(17~18세기)  |  화첩 2첩  |  비단에 채색 외

32.8×40.3cm(화첩 전체 크기)  |  고산 윤선도 전시관

보물	제4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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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여지지도

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는	중요한	작품들이	수록되어	문화사적,	회화사적	가치가	지대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 박은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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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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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서, 旋車圖(윤씨가보), 모시에 수묵, 32.4×20.2cm, 녹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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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서, 나물캐는 여인들 (《윤씨가보》 중 ), 모시에 수묵, 30.4×25.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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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sure no. 481 consists of two albums collecting painting and calligraphic works by Yun 

Du-seo (penname Gongjae, 1668–1715), a late-Joseon scholar who never assumed a government 

post. The painting albums Gajeon bohoe (treasured paintings of the family) and Yunssi gabo (family 

treasures of the Yun Clan), respectively featuring 22 and 44 paintings, include many of the definitive 

works of Yun Du-seo. These painting albums serve as evidence that Yun pursued a new style of 

literati painting based on his ideological and academic studies while working for the advancement 

of painting in general in the late Joseon period. They also offer testimony to many of Yun’s other 

characteristics as a literati painter: he placed great emphasis on harmony between poetry, calligraphy, 

and painting; he respected established painting styles, but was active in adopting new methods from 

the Southern School and Western painting; and he experimented with new types of painting such 

as genre painting and still-life. As evidence of this, the painting albums take on importance from the 

perspective of cultural history and art history. 

Painting Albums of the 
Haenam Yun Clan Joseon (17th~18th century)  |  2 albums  |  Color on silk and Others

32.8×40.3 cm (album)  |  Gosan Yun Seon-do Museum (Private ownership)

Treasure No.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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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최초의	사액서원인	경상북도	영주시의	소수서원紹修書院에	전해져	내려오는	그림으로	공

자孔子와	여러	제자들을	함께	그렸다.	인물의	배열은	문묘文廟의	대성전大成殿에서	위패를	모시는	자리를	

따른	것으로	일종의	반차도班次圖이다.

원래	목판본으로	나무에	그림을	새겨	종이에	찍은	것인데,	그	위에	다시	진한	채색을	사용하여	그

렸다.	왼편	아래쪽에	일부	남아	있는	목판본	밑그림의	화기畵記에는	1513년	제작된	것으로	되어	있다.	또

한	소수서원에는	이	작품과	일치하는	그림	세	조각이	함께	전해오는데,	비단에	먹으로	그린	것이다.	일설

에	의하면	조각	그림은	고려	때인	1303년	안향安珦이	원나라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현재	상태

로	볼	때	그렇게	오래된	것은	아니다.	『고려사』에도	안향이	공자와	칠십	명의	제자가	있는	그림을	중국으

로부터	구해오도록	했다는	내용이	있고,	조선시대는	안향을	배향한	소수서원을	방문한	선비들이	이런	그

림을	보았다는	기록을	여러	편	남겼다.	그런데	안영호安永鎬(1854~1896)의	문집	『급산집岌山集』에는	공자

와	후학들의	초상을	1822년	중국	화공을	불러	다시	그린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의	제

작연대는	아직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림의	제일	위쪽에는	단청으로	장식된	창방과	그	아래로	드리워져	있는	차일을	배경으로	“대성지

성문선왕전大成至聖文宣王殿”이라고	적힌	편액扁額이	걸려	있다.	편액	아래에는	푸른	바탕에	금색	글자가	적

힌	판액板額이	있으며,	좌우로	장막이	젖혀져	있어	건물의	내부가	보인다.	가운데	정면을	향해	앉은	인물

이	공자이고,	곁에는	사성四聖에	해당하는	인물을	소목법昭穆法에	따라	안회顔回,	증자曾子,	자사子思,	맹자	

孟子의	순서로	좌우에	번갈아	가면서	배열했다.	양편으로는	십철十哲에	해당하는	인물을	마찬가지	방식으

로	배치했다.	공자를	제외하고	각	인물마다	머리	위쪽에	붉은	색으로	네모난	띠를	그리고	금물감으로	윤

곽을	둘러치고	칭호를	적어	놓았다.

대성지성문선왕전좌도

04

大成至聖文宣王殿坐圖

조선후기  |  1축  |  종이에 채색

120.0×66.5cm  |  소수서원

보물	제4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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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간과	답도踏道를	경계로	위는	실내를	아래는	건물	밖을	나타낸다.	아래쪽에는	좌우로	벌어지는	

2중의	대각선	구도로	73명을	4열로	배치하고,	맨	아래	가운데는	10명을	배열했다.	한대漢代에	정립된	공자

의	72제자가	등장해야	하지만,	실수로	맨	왼편	열에	1명이	추가되었고	이름은	72명만	적었다.	여기에	당대

의	한유韓愈부터	원대의	오징吳澄까지	후대의	유학자	10명을	추가했다.

공자는	다른	인물보다	크게	그려	강조했으며,	공자의	다른	초상화에서	보이는	얼굴의	특징이	여기

서도	나타난다.	다른	인물들은	위계에	따라	크기가	작고,	가운데를	향하여	약간	돌아앉아	있다.	인물들은	

모두	의자에	앉은	모습인데	머리에	일월日月이	표시된	평천판平天板이	있는	관을	쓰고	소매가	넓고	화려한	

의복을	입었으며	양손으로	홀笏을	쥐고	있다.	인물에	따라	수염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지만	대체로	얼

굴은	비슷하여	개성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오히려	같은	자세와	비슷한	외모로	질서정연한	인상을	준다.	건

물	안팎의	바닥에는	네모난	벽돌이	깔려	있는	것으로	그렸는데,	원근법이	적용되지	않아서	아래쪽은	수

직으로	세워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공자와	제자들을	모시는	문묘의	대성전에서는	이들을	제사	지내기	위해	조각상을	만들어	모시기

도	했는데,	명대	중엽	그리고	조선시대	중반부터	불교적인	관습이라고	비판하여	점차로	조각상을	치우고	

나무로	만든	위패를	모셨다.	간혹	공자의	초상화를	제사에서	모시는	경우는	있었지만	제자들까지	포함시

키지는	않았다.	따라서	사실적인	형상으로	공자와	제자들의	문묘	배치를	재현한	이	작품은	매우	특이한	

사례다.		| 조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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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inting transmitted at Sosu Seowon Confucian Academy in Yeongju, Gyeongsangbuk-

do Province depicts Confucius at the head of his disciples. The figures are arranged in the order 

in which their spirit tablets are presented at Daeseongjeon Shrine of Munmyo, the Korean temple 

of Confucius. This painterly work was produced by first carving a woodblock with the intended 

image, printing it on paper in ink, and adding color within the inked outlines. The precise year of 

its production is difficult to determine. Within a building at the top of the painting are Confucius, 

four saints, and 10 disciples. Down the staircase in the open air are shown a further 72 disciples 

with 10 additional Confucian scholars from later periods neatly aligned to either side. Confucius is 

expressed larger than the other figures, with his distinctive facial characteristics well depicted. The 

faces of the other figures look similar, with no individual features emphasized. This is a rare example 

of an artwork that gives a painterly form to the arrangement of the spirit tablets of Confucius and his 

disciples. 

Daeseong jiseong munseonwang 
jeonjwado (Confucius and His Disciples) Late Joseon  |  1 scroll  |  Color on paper

120.0×66.5 cm  |  Sosu Seowon

Treasure No. 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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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황姜世晃(1712~1791)이	1751년에	도산서원陶山書院(경상북도	안동)	일대를	그린	산수화이다.	도

산서원은	이황退溪	李滉(1501~1570)을	추모하기	위해	그의	사후에	제자들이	설립한	서원이다.	이황은	만년

에	고향으로	돌아와	이	곳에	서당을	짓고	제자를	길렀다.	그의	제자들은	도산서원과	그	주변을	그린	그림

을	“도산도陶山圖”라	부르며,	이황을	추모하는	산수화로서	반복하여	제작하였다.	강세황의	<도산서원도>	역

시	이러한	전통에서	퇴계학파의	일원인	이익星湖	李瀷(1681~1763)이	주문한	그림이다.	이	그림의	왼쪽에	붙

강세황	필	도산서원도

05

姜世晃	筆	陶山書院圖

조선(1751년)  |  1축  |  종이 바탕에 수묵담채

44.0×177.1cm(전체), 26.8×138.0cm(그림)
국립중앙박물관

보물	제522호



037

여진	강세황의	제발을	통해	그	자세한	내력을	알	수	있다.	이익은	병으로	위독한	가운데	특별히	주자朱子

의	거처를	그린	무이도武夷圖와	함께	이황의	도산도陶山圖를	그려	달라고	강세황에게	요청하였다.	강세황은	

이익이	병중에도	선현先賢을	잊지	않음에	감탄하며,	지금은	비록	전해	내려오는	도산도에	의거해	그리지

만,	언젠가	도산서원을	방문한	뒤	진면목을	다시	그려	올릴	것을	다짐하였다.

강세황의	<도산서원도>는	전체적인	구도와	세부	묘사에서	기존	도산도의	형식을	존중하였다.	<도

산서원도>는	도산도의	일반적인	구도를	따라서	서원을	중심에	두고	뒤에는	도산陶山을,	앞에는	낙천洛川을	

배치하고	좌우로	넓게	조망하였다.	이	그림에는	도산서원의	전각들	뿐	아니라,	바위나	샘물	같은	자연의	

경물에도	“반타석盤陀石”,	“탁영담濯纓潭”과	같은	이름이	붙여	있는데,	이들은	이황의	시,	「도산잡영陶山雜詠」

에서	비롯한	것이다.	도산서원의	동쪽으로는	“애일당愛日堂”과	“분강서원分江書院”	같은	또	다른	안동	출신의	

학자,	이현보李賢輔(1467~1555)의	유적도	추가되었다.	이처럼	<도산서원도>는	이황의	시	속	공간을	재현하

였을	뿐	아니라,	당시	안동	지역의	역사적	명소를	두루	포함하였다.	이는	그림을	통해	눈으로	답사하고	이

황을	기억하려는	전통적인	도산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강세황은	도산도의	전통을	따르는	한편	화풍은	자신의	문인화	필법으로	그려내었다.	이	그림의	산

과	계곡의	묘사에는	마의	올을	풀어	놓은	것	같은	부드러운	피마준법披麻峻法이	사용되었다.	이	필법은	강

세황이	실경이	아닌	관념	산수화를	그릴	때	주로	사용하던	것으로	강세황이	도산도를	의도적으로	남종문

인화풍으로	재해석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그림은	이황의	학맥을	계승하는	의미로	그린	도산도가	18세기에도	성행하였음을	보여주는	구

체적인	사례이자,	조선의	대표적인	문인화가	강세황의	화풍과	산수화론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작품이라

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이	그림의	마지막에는	최남선이	1927년	가을에	쓴	수장기收藏記가	있어	20세기	소

장	내력을	알	수	있다.		| 유재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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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drawing done in 1751 by the late-Joseon literati painter Gang Se-hwang (1712–91) depicts 

the landscape around Dosan Seowon Confucian Academy. Dosan Seowon was founded by disciples 

of the mid-Joseon scholar Yi Hwang (1501–70) in commemoration of their teacher. The academy 

and its surroundings were regularly painted by those within the academic lineage established by 

the celebrated Confucian scholar. Written records on the painting confirm that the production of this 

painting was commissioned from Gang by the late-Joseon scholar Yi Ik on his sickbed as a tribute to 

Yi Hwang. While following the painting style of existing images of Dosan Seowon, in this painting 

Gang Se-hwang gave a new interpretation to the surrounding landscape in the style of the Southern 

School by employing such techniques as “hemp-fiber” (pima) strokes. 

Dosanseowondo (Dosan Seowon 
Confucian Academy) Joseon (1751)  |  1 scroll  |  Ink and Light color on paper

44.0×177.1 cm (scroll), 26.8×138.0 cm (painting)

National Museum of Korea

Treasure No.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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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도	필	풍속도	화첩

06

金弘道	筆	風俗圖	畵帖

조선(18세기 후반)  |  1첩(25폭)  |  종이에 담채
각 26.6×22.4cm  |  국립중앙박물관

보물	제527호

김홍도의	《풍속도	화첩》은	조선시대	후기에	유행한	풍속화의	진면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이

다.	조선시대의	대표적	풍속화가	김홍도는	문헌기록에	의하면	많은	작품을	그렸으나	아쉽게도	그	일부만	

전하고	있다.	그런	중에	《풍속도	화첩》은	현존하는	작품	중에서는	김홍도의	풍속화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풍속도	화첩》은	25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내용상	서민들의	풍속이	대부분이고	양반	사대부의	

풍속은	적다는	점이	주목된다.	양반의	풍속을	그린	작품으로는	〈과장풍경〉	혹은	〈그림감상〉으로	알려진	

작품과	〈활쏘기〉,	〈신행〉	정도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모두	조선시대	서민들의	풍속을	그린	것들이다.	서민

들의	풍속을	다시	더	분류해보면	생업이나	노동에	종사하는	것이	많고	유흥이나	오락을	다룬	것이	별로	

없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	점은	혜원	신윤복蕙園	申潤福(18세기	말~19세기	초	활약)의	《풍속도	화첩》이	대

부분	양반	사대부들과	기생의	향락상을	다룬	것과	대조된다.	생업장면을	분류해보면	〈밭갈이〉,	〈벼타작〉,	

〈새참〉,	〈길쌈〉,	〈자리짜기〉,	〈담배썰기〉	등	농촌일이	대부분이고	어촌일로는	〈고기잡이〉가	있다.	그리고	〈장

터길〉,	〈행상〉,	〈기와이기〉,	〈대장간〉,	〈편자박기〉	등	상공업에	관계되는	것들이	있다.	이에	비해	놀이와	유흥	

관련은	〈무동〉,	〈씨름〉,	〈고누놀이〉에	불과하다.	한편	생업과	놀이	이외에	당시의	생활풍속을	보여주는	것

들도	다수	있는데,	〈서당〉,	〈노상풍정〉,	〈나룻배〉,	〈주막〉,	〈빨래터〉,	〈우물가〉,	〈점괘〉	등이다.

《풍속도	화첩》은	소재의	풍속적,	민속적	가치	이외에도	예술적으로	아주	뛰어난	작품들로	이루어

져	있다.	특히	〈서당〉,	〈무동〉,	〈씨름〉	등에서는	김홍도의	교묘한	화면구도,	철선묘鐵線描에	가까운	강직한	

필선으로	대상의	요점만	간결하게	표현한	선묘의	아름다움,	풍속장면에	대한	박진감	있는	현장성의	구현	

등이	돋보인다.	이런	예술적	완성도는	김홍도의	천재성	이외에도	서민들의	생활상을	상류지배층의	관찰자

적	시각이	아니라,	따뜻한	공감을	가지고	그려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	화첩의	또	다른	특징

으로는	배경이	없이	풍속장면만	단도직입적으로	그려낸	점이다.	그래서	김홍도의	다른	대폭	풍속도	병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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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는	배경이	그려진	점과	대비된다.	김홍도가	《풍속도	화첩》을	그린	시기는	간결하고	직선적이며	정확

한	선묘로	보아	30대	중후반으로	생각된다.	40세	무렵이	되면	필선이	부드러워지는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

이다.	

《풍속도	화첩》은	김홍도가	다양한	서민들의	풍속현장에	직접	뛰어들어	가까이에서	관찰하며	스케

치	하듯이	그려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병풍	같은	대폭	풍속화를	그렸을	것으로	생각된

다.	이점은	《풍속도	화첩》	중	타작,	주막,	대장간,	노상풍정,	밭갈기,	나룻배	등의	소재가	김홍도의	풍속도	

병풍들에서도	등장하는	점에서	알	수	있다.	

《풍속도	화첩》은	조선후기	서민들의	생업과	풍속,	놀이	등에	대한	가장	풍부한	시각적	기록인	데

다가,	다시	그	표현에	있어서	대화가	김홍도의	뛰어난	예술적	감각과	서민들에	대한	따뜻한	시각이	멋지

게	결합되어	있는	귀중한	문화재이다.		| 진준현 |

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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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룻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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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썰기

벼타작

우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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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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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풍경

편자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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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참

장터길

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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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동

활쏘기

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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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간

점괘

기와이기

노상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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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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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lbum consists of 25 genre paintings by Kim Hong-do (penname Danwon, 1745–?). 

They mainly examine the customary practices of the common people rather than the nobility. In 

reflection of the significance of agriculture as the primary Korean livelihood, there are many works 

depicting agricultural customs, such as Plowing a Rice Field (Batgari), Rice Threshing (Byeotajak), 

Lunch Time (Saecham), Weeding (Gilssam), Weaving a Mat (Jari jjagi), and Slicing Tobacco (Dambae 

sseolgi). Scenes of commercial activities, such as On the Way to a Market (Jangteogil), Peddling 

(Haengsang), Tile Roofing (Giwa igi), Forge (Daejanggan), and Shoeing a Horse (Pyeonja bakgi); 

and on everyday life, such as Confucian School (Seodang), Scene of a Street (Nosang pungjeong), 

Ferryboats (Narutbae), Tavern (Jumak), A Laundry Place (Ppallaeteo), By a Well (Umulga), and A 

Divination Sign (Jeomgwae). The component paintings included in this album exhibit a superb level 

of artistic accomplishment, demonstrating the painter’s unique sense of composition, simple but 

robust brushstrokes succinctly delivering the essence of the subjects, and the expression of dynamic 

atmospheres. Kim’s affectionate and sympathetic observations on life combined with his genius form 

the basis for these works of art.  

Album of Genre Paintings 
by Kim Hong-do Joseon (Late 18th century)  |  1 album (25 paintings)  |  Ink and Light color on paper

26.6×22.4 cm (each painting)  |  National Museum of Korea

Treasure No. 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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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계첩耆社契帖≫은	1719년(숙종	45)	59세가	된	숙종이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간	것을	기념하여	

제작한	기로소의	계첩契帖이다.	기로소는	정2품	이상	실직을	가진	문관으로	나이가	70세	이상되면	들어갈	

수	있는	노신들을	우대하는	기관이었다.	숙종이	기로소에	들어간	것은	태조가	60세	때	기로소에	들어갔

다는	몇몇	관료들의	개인	문집	기록에	의거한	것이다.	태조의	기로소	입소에	대한	관찬	사료의	공식적인	

기록은	없었지만	태조의	자취를	계술하지	않으면	영원히	사라져	버릴	것이라는	명분에서	숙종은	기로소

에	들어가기로	결정하였다.	≪기사계첩≫은	기로신	중의	한	명인	좌참찬	임방任埅(1640~1724)이	쓴	계첩

의	서문[契帖序],	경현당	사연賜宴	때	숙종이	지은	어제[肅宗大王御製],	기로소에	봉안된	‘기로소어첩耆老

所御帖’에	쓴	대제학	김유金楺(1653~1719)의	발문[御帖跋],	각	의식에	실제로	참여한	기로신들의	명단,	5폭

의	행사도,	기로신	11명의	좌목座目,	최규서崔奎瑞(1650~1735)를	제외한	기로신	10명의	반신상	초상화,	어첩

을	봉안한	뒤	숙종이	즉석에서	지은	시에	대해	화답한	김창집의	시를	시작으로	이	시에	차운한	기로신들

의	시,	마지막으로	시를	지은	임방의	시에	다시	차운한	기로신들의	시,	그리고	맨	마지막	면의	계첩을	제

작한	실무자	명단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좌목의	순서대로	기로신들을	적어보면	이유李濡(1645~1721),	김창집金昌集(1648~1722),	김우항金宇杭	

(1649~1723),	황흠黃欽(1639~1730),	최규서,	강현姜鋧(1650~1733),	홍만조洪萬朝(1645~1725),	이선부李善溥

(1646~1721),	정호鄭澔(1648~1736),	신임申銋(1639~1725),	임방	등	모두	11명이다.	임방은	당시	도승지로서	

80세였는데	숙종이	어첩을	기로소에	봉안한	후에	지중추부사로	품계를	올려	주라는	특명을	내려	뒤늦게	

기로당상이	되었다.	따라서	임방은	경현당	석연부터	기로신들의	행사에	참가할	수	있었다.	임방의	서문에	

의하면	계첩은	기로신에게	나누어	줄	11건과	기로소	보관용	1건을	합쳐	총	12건이	제작되었는데,	최규서

는	은퇴하여	낙향해	있었기	때문에	좌목에	이름은	올라있지만	모든	의식에	참여하지	못했으며	계첩에	초

기사계첩

07- 09

耆社契帖

조선(1719~1720년)  |  1첩  |  비단에 수묵채색

59.7×76.7cm(전체), 43.2×66.2cm(행사도 화면)  |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보물	제638호

조선(1719~1720년)  |  1첩  |  비단에 채색

53.0×37.5cm  |  개인소장

보물	제639호

조선(1719~1720년)  |  1첩  |  비단에 채색

53.4×75.2cm(전체), 43.7×67.4cm(행사도 화면), 43.5×32.1cm(초상화 화면)
국립중앙박물관

보물	제9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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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화도	싣지	못하였다.	계첩은	그림	제작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	듯	임방이	서문을	쓴	1720년	12월	상순경

에	완성되었다.

5폭의	행사	그림	중	첫	장면은	2월	11일	숙종이	기로소에	들어간	날의	한	장면을	그린	<어첩봉안

도御帖奉安圖>이다.	숙종은	당시	시력이	많이	약화된	상태였으므로	직접	어첩에	글을	쓸	수	없었다.	따라서	

왕세자(후에	경종)가	경희궁	흥정당興政堂에서	어첩에	숙종의	휘호徽號를	대사代寫한	뒤	이를	기로소에	봉

안하였다.	그림에는	세의장細儀仗과	고취鼓吹,	향정香亭,	어첩을	실은	채여彩輿를	앞세우고	승지	및	예관들과	

함께	기로신	7명이	어첩을	봉안하러	기로소로	향하는	행렬이	그려졌다.	

제2폭은	이튿날인	2월	12일	기로신	8명이	경희궁	숭정전에서	진하례를	올리는	광경을	그린	<숭정

전진하전도崇政殿進賀箋圖>이다.	이날의	진하례는	약식으로	치러졌기	때문에	숙종은	친림하지	않았다.	월대

月臺	오른쪽에는	황흠이	예조에서	준비해	가지고	간	예물이	붉은	보자기에	싸여	모셔져	있다.	제3폭은	4

월	18일	경희궁	경현당에서	기로신들에게	내려진	친림	사연의	모습을	그린	<경현당석연도景賢堂錫宴圖>이

다.	이	석연에는	최규서를	제외한	10명의	기로신이	모두	참석하였다.	제4폭은	경현당	석연에서	하사받은	

은배銀盃를	받들고	기로소로	돌아가는	기로신들의	행렬을	묘사한	<봉배귀사도奉盃歸社圖>이다.	은배는	약

방藥房의	고정삼高挺參이	받들고	갔는데	붉은	보자기에	싼	은배를	품에	안고	악공	뒤의	말을	탄	인물이다.	

제5폭은	경현당	석연에서	기로소로	돌아온	기로신들이	기로연을	이어가는	모습을	묘사한	<기사사연도	

耆社賜宴圖>이다.	숙종이	이	기로연에	음악과	술을	내렸으므로	사연의	형태로	치러졌으며	여기에는	호조판

서	송상기宋相琦(1657~1723)와	기로신들의	자제	5명도	참석하였다.	5폭의	그림	제목은	화면	우측에	단정

한	해서체로	쓰인	제목을	따른	것이다.

≪기사계첩≫에는	다른	궁중	기록화에는	찾아보기	어려운	제작	실무자의	이름이	화첩의	맨	마지

막에	적혀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	계첩	제작을	감독한	관리[監造官]	고정삼과	글씨를	쓴	서사관書寫官	이

의방李義芳	외에도	그림을	그린	5명의	화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김진여金振汝,	장태흥張泰興,	박동보朴東普

(1663~1735	이후),	장득만張得萬(1684~1764),	허숙許俶(1688~?)	등은	모두	어진도사御眞圖寫에	참여한	경력

을	가진	당대	최고의	화원이었다.

기사계첩은	현재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보물	제638호),	홍완구	소장(보물	제639호),	국립중앙박

물관(보물	제929호)	소장본이	각각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그	외에도	삼성미술관	Leeum과	연세대학교박

물관	소장본도	알려져	있다.	현재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본은	개장되어	원래의	계첩	모습은	상실하였지만	

국립중앙박물관본은	계첩	제작	당시의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다.	글씨	부분은	붉은	채색으로	인찰印札하

였는데	어제	부분만은	주홍빛	비단	바탕에	금선으로	인찰하였다.	

<어첩봉안도>와	<봉배귀사도>는	행렬반차도의	형식을	따르되	지나가는	행렬을	구경하러	모인	남녀

노소의	사람들을	화면의	상단과	하단에	배치하여	현장의	사실감을	높였다.	나머지	3폭은	궁중행사도를	

그리는	전형적인	방식인	정면부감의	시점과	좌우대칭에	가까운	구도를	취하였다.	세	소장본을	비교하면	

밑그림은	동일하나	채색할	때에는	화가	개인의	재량이	제법	가미된	듯하다.	예컨대	기로신의	녹색	단령이

나	악공의	붉은	복색은	바꿀	수	없지만	행렬을	구경하는	백성들의	복색이나	의장기의	색은	자유롭게	설

채하였다.	인물묘사에	장기를	가진	화원들의	솜씨인	만큼	인물들의	움직임과	자세가	경직되거나	일률적

이지	않고	자연스러우면서도	생동감이	넘친다.	<봉배귀사도>에서	행렬을	선도하는	처용무동과	악공들의	

묘사에서	이러한	특징을	잘	엿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세부	묘사가	치밀하고	탄탄하지만	특히	국립중앙박

물관	소장본은	기로신들의	흉배,	무동의	복식	문양,	헌가軒架	악기의	장식,	건물의	단청,	경현당의	꽃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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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정전진하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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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현당석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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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사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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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확인되듯이	세부묘사가	훨씬	더	자세하다.	이러한	차이는	<봉배귀사도>에서	화면	하단	양	구석에	기

로연을	구경하러	군집한	인물들의	세밀한	얼굴표현에서도	확인된다.

10명	기로신의	초상화는	18세기	초의	초상화	양식을	잘	보여준다.	화면	상단에	전서체로	관직명

과	나이를	쓰고	좌안칠분면으로	반신상을	그렸는데	오사모烏紗帽에	쌍학흉배가	있는	녹색	단령	차림이다.	

개개인의	특징적인	용모가	잘	나타나게	그려졌다.	각	인물마다	다른	얼굴색을	고려하여	그에	맞는	색으로	

얼굴을	윤곽하고	주름을	표현하였으며	선염으로	굴곡을	나타냈다.	10폭의	초상화도	한	사람이	그리지	않

았으므로	필치에	차이가	있는데	시대양식에	비해	음영을	강하게	넣은	편이다.

기사계첩은	기로소와	관련된	그림을	대표하는	동시에	18세기를	대표하는	궁중기록화이다.	숙종은	

왕이	기로소에	들어가는	의식을	국가적인	행사로	처음	시행하였으며	기로신들은	이러한	경사를	기념하기	

위해	자신들의	반신초상화	외에	행사도	5장면을	추가하여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편제의	계첩을	탄생시켰

다.	5명	화원들은	행사의	전모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남다른	정성을	들여	주요장면을	화첩	안에	고스란

히	담는	데에	성공하였고	초상화도	18세기	초의	전형적인	화법으로	그렸다.	기사계첩은	제작	일시가	뚜렷

하고	제작실무자	명단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점에서	18세기	전반	궁중기록화	및	초상화의	기준작이	

될	만한	작품이다.	특히	1744년	영조가	기로소에	들어간	것을	기념하여	제작된	≪기사경회첩耆社慶會帖≫

의	범본이	되었다는	점에서	후대에	미친	영향도	크다.		| 박정혜 |

01	 		박정혜,	『조선시대	궁중	기록화	연구』,	일지사,	2000.

02	 조선미,	『한국의	초상화』,	열화당,	1983.

03	 		『기사계첩』,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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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lbum was created in commemoration of King Sukjong’s entry on February 11, 1719 at 

the age of 59 into the Giroso, an institutionalized social organization for elderly ministerial officials. 

Its production is described in detail in a preface written by State Councilor Im Bang (1640–1724), a 

member of the senior officials’ gathering as well. King Sukjong (r. 1674–1720) was the first monarch 

of Joseon whose eligibility to join the Giroso as a to-be 60-year-old man was celebrated as a state 

occasion. This particular album was produced to pay homage to this historic event. It includes five 

paintings depicting the procedures as well as half-length portraits of the Giroso members. The five 

paintings of eventful scenes, each of which was jointly executed by five artists, vividly deliver the 

special occasion in great detail. The portraits demonstrate definitive characteristics of the early-18th-

century portraiture. Equipped with the exact information of the date of production and a list of 

those involved, this album can be considered prototypical of the documentary royal paintings and 

portraiture of the early 18th century. 

Joseon (1719~1720)  |  1 album  |  Ink and Color on silk

59.7×76.7 cm (album), 43.2×66.2 cm (each painting of the event)

Ehwa Womans University Museum

Treasure No. 638

Joseon (1719~1720)  |  1 album  |  Color on silk

53.0×37.5 cm  |  Private ownership  

Treasure No. 639

Joseon (1719~1720)  |  1 album  |  Color on silk

53.4×75.2 cm (album), 43.7×67.4 cm (each painting of the event), 43.5×32.1 cm (each portrait)

National Museum of Korea

Treasure No. 929

Gisa gyecheop
(Album of Paintings 
of the Gathering of E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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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는	제주목사濟州牧使였던	병와	이형상甁窩	李衡祥(1653~1733)의	명으로	제

작된	기록화첩이며,	그림	41면과	서문序文	2면	등	총	43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형상은	1702년(숙종肅宗	

28)	제주목사	겸	병마수군절제사로	부임하던	해에	제주의	각	고을을	순력하였고	그	행사	장면	등을	41폭

으로	그리게	하였다.	그림은	제주목濟州牧	소속의	화공	김남길金南吉이	그렸는데,	이	그림	외에	다른	행적은	

알려진	바가	없다.	

화첩은	41면	중	맨	마지막의	<호연금서浩然琴書>를	제외한	40면이	모두	상단에	제목,	중단에	그림,	

하단에	행사참가	인원	등을	부기한	삼단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어	조선	초기	이래	확립된	계회도	형식과	

유사하다.	화첩의	제작	시기는	이형상이	쓴	제서題序의	일자가	1703년	음력	5월	13일로	기재되어	있는	것

으로	보아	순력행사가	있었던	다음	해	5월	초순경으로	짐작할	수	있다.	

첫째	면의	제주도	지도인	<한라장촉漢拏壯矚>과	맨	마지막	면의	보길도甫吉島에서	한라산을	바라

본	장면을	그린	<호연금서浩然琴書>를	제외한	행사기록도	39면에는	1702년	10월	29일부터	11월	19일까지	

21일간에	걸쳐	실시했던	제주도	내의	순력	장면이	22면으로	가장	많다.	22면의	순력행사도에는	제주목을	

출발하여	화북소禾北所·조천관朝天館·별방성別防城·수산소首山所·정의현旌義縣·서귀진西歸鎭·대정현大靜縣·

모슬소慕瑟所·차귀소遮歸所·명월소明月所·애월소涯月所	등의	요새지와	그	주변의	명승명소지를	동쪽에서	

서쪽	방향으로	순력한	장면을	담고	있으며,	마지막에는	도성으로	귀환한	후	개최한	네	차례의	행사장면이	

그려져	있다.	

순력행사도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진	것은	읍성과	관방에서의	정군조련丁軍操鍊과	둔마屯馬의	점검	

장면이	12면,	다음에는	활쏘기	관련	행사가	7면으로	그려져	있어	순력의	주요	목적이	도내	각	방호소의	

방어태세에	대한	확인	관찰을	비롯하여	군사와	무기의	점검	및	조련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활쏘기에	관

이형상	수고본-탐라순력도

10

李衡祥	手稿本-耽羅巡歷圖

조선(1703년)  |  1첩  |  종이에 채색

56.7×36.0cm  |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보물	제6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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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행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평소의	무예훈련을	중시한	것으로,	당시	제주도에	대한	남쪽	변

경의	군사요충지로서의	높은	인식을	보여준다.	순력행사도에는	이밖에	제주목과	정의현·대정현	등	큰	고을

에서의	양로회養老會	광경을	그린	것이	3면,	순행길	부근에	있는	금녕金寧의	용암굴과	정방폭포,	고둔과원羔

屯果園의	왕자구지王子舊地,	그리고	산방굴山房窟과	같은	명승명소를	탐방하는	장면	5면이	포함되어	있다.	

순력행사	외에	9면의	행사도가	더	수록되어	있는데	순행기간을	전후하여	간헐적으로	시행되었던	

진상을	위한	사냥과	말	관리에	관한	행사도가	4면,	소과초시小科初試	장면을	그린	<승보시사陞補試士>,	공마

貢馬와	감귤의	봉진封進	장면을	담은	<공마봉진貢馬封進>·<감귤봉진柑橘封進>,	동헌의	후원인	귤림橘林에서

의	풍악을	즐기는	장면의	<귤림풍악橘林風樂>,	무속신앙의	신당神堂을	불태우고	사찰을	파괴한	후	유자儒者

들이	북향례北向禮하는	장면을	그린	<건포배은巾布拜恩>	등이	1면씩	포함되어	있다.	화첩	맨	마지막의	<호연

금서>는	순력과는	관계가	없고	보길도에서	한라산을	바라보면서	호연한	마음으로	거문고를	타며	책을	읽

는다는	뜻을	담고	있는	그림이다.	

≪탐라순력도≫는	“순력도”라는	형식의	기록화로서는	거의	유일한	자료로	18세기	초	제주도의	자

연과	지형은	물론	관아·성읍·군사시설·풍물	등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역사적,	문화적,	회화적	가치가	높

은	귀중한	자료이다.	≪탐라순력도≫는	1979년	『선후천先後天』,	『악학편고樂學便考』	등	이형상이	남긴	수고

본과	함께	보물로	일괄	지정되었다.	1998년까지	이형상의	종가에서	소장해	왔으나,	제주시가	매입한	후	

2001년부터	국립제주박물관에	위탁보관	되어	있다.		| 박해훈 |

01	 		홍선표,	「≪耽羅巡歷圖≫의	기록화적	의의」,	『朝鮮時代繪畵史論』,	文藝出版社,	1999,	pp.	483-494.

02	 		김현지,	「朝鮮中期	實景山水畵	硏究」,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1.	

03	 		윤민용,	「18세기	《탐라순력도》의	제작	경위와	화풍」,	『한국고지도	연구』	3-1,	2011,	pp.	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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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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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마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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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강사



073

정방탐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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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전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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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장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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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inting album was produced on the orders of Yi Hyeong-sang (penname Byeongwa, 

1653–1733), the newly-appointed magistrate of Jeju Island. It consists of 41 pages of paintings and 

two for the preface. Assuming the position of the magistrate and military commander of Jeju in 1702, 

Yi Hyeong-sang made an inspection of the island and ordered the early-18th-century painter Kim 

Nam-gil to paint the scenes he observed. Out of the 41 paintings included in the album, the greatest 

number, 12, were dedicated to scenes of military training and inspections of horses. The next most 

common, with seven, is paintings of archery. It is inferred that his inspection was intended to check 

the state of preparedness at the island’s military camps and to examine the soldiers’ capacities and 

weaponry. This is arguably the only surviving example of a sullyeokdo, or “painting of inspection.” It 

possesses great significance as historical, cultural, and artistic material since the component paintings 

deliver detailed information on the geography, nature, government buildings, fortresses, military 

installations, and everyday objects of early-18th-century Jeju. 

Tamna sullyeokdo (Painting of  
the Inspection of Jeju; part of  
the Manuscript of Yi Hyeong-sang)

Joseon (1703)  |  1 album  |  Color on paper

56.7×36.0 cm  |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orld Heritage Office

Treasure No. 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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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비	사순칭경진하도	병풍

11

趙大妃	四旬稱慶陳賀圖	屛風

조선(1847년)  |  1좌(8폭)  |  비단에 채색
각폭 140.0×56.0cm  |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보물	제7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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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7년은	조선왕조의	24대	임금	헌종(1827~1849)의	어머니인	왕대비	조씨(1808~1890)가	40세	되

는	해이다.	이를	기념하여	정월	초하루에	헌종은	창덕궁의	인정전에	나아가	덕을	칭송하는	글,	사순을	축

하하는	글,	옷감	선물	등을	조대비가	계신	곳으로	전달해	드리는	의식을	치렀다.	이어	헌종은	문무백관들

로부터	축하를	받은	후,	만백성들에게	이렇게	뜻깊은	국가의	경사를	널리	알리는	글을	내렸다.	동아대학

교박물관	소장의	팔	폭	병풍에는	이	행사	장면이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신정왕후로	잘	알려진	조대비는	효명세자와	결혼하여	세자빈이	되었지만	효명세자가	왕위에	오르

지	못하고	일찍	죽어	왕비가	되지	못하고,	후에	그의	아들인	헌종이	왕위에	오르자	왕대비가	되었다.	이런	

조대비의	사순을	맞이하여	헌종은	이전	사례를	따라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드리려고	했다.	그러나	바로	몇	

달	전에	부친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직	슬픔에	빠져있던	조대비는	이를	사양했고,	그	뜻을	따라	헌종은	

잔치	없이	축하드리는	진하陳賀	행사만	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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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풍의	처음부터	일곱	째	폭까지	인정전에서	

열린	행사	장면이	길게	펼쳐지고,	마지막	폭에는	병풍

을	제작하도록	했던	오위도총부	도총관	조기영趙冀永

을	비롯한	아홉	대신의	관직과	이름이	적혀있다.	당시	

군사에	대한	일을	총괄하고	궁궐의	경비를	맡았던	오

위도총부의	신하들이	국가의	경사를	오래도록	기억하

고,	자신들이	참여했던	행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진	것

을	기념하기	위하여	만든	병풍이다.	즉	나라의	큰	행

사를	기념하기	위하여	그	광경을	기록하여	나누어	가

졌던	계병稧屛으로	신하들은	그	일을	오래도록	기리

고,	서로간의	친분을	다질	수	있었다.	동시에	왕과	신

하의	관계를	굳건하게	다지고,	후손들에게	병풍이	전

해지면서	문중의	권위를	높일	수도	있었다.

이	작품은	뜻깊은	궁중행사를	기록한	그림이

었던	만큼,	그	내용을	충실하게	담아내면서도,	화려하

게	표현하기	위해서	독특한	형식을	따랐다.	그림의	가

운데	부분에	인정전을	실제보다	더	크게	배치하고,	양

쪽으로	선정전,	옥당	등	다른	궁궐	건물들이	연결되도

록	표현했다.	건물들	사이로	나무들이	여기저기	서있

고,	뒤편으로는	오색	구름에	가려진	낮은	산들이	보인

다.	나무에는	푸른	이파리가	무성하고	매화꽃도	피어

있어	한겨울이라는	계절과는	맞지	않지만,	오히려	장

엄하면서도	태평한	궁궐의	분위기를	살려준다.	사방

이	담장으로	둘러싸인	인정전	앞	뜰에는	금관조복과	

관복을	입은	신하들이	열을	맞추어	앉아	있고,	주위

에는	활과	칼을	갖춘	호위병들과	긴	창을	든	병사들

이	줄지어	서있다.	아래쪽에는	음악을	연주하는	악사

들이	보인다.	모두들	일사분란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

키고	있어	경건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임금을	나타내는	황룡기가	서있는	월대를	지

나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신하들이	엎드려	머리를	조

아린	가운데	신하	한	명이	무릎을	꿇고	앉아	덕을	칭

송하는	글인	치사致詞를	읽고	있다.	그러나	일월오봉

도가	펼쳐지고	그	앞에	놓인	어좌를	살펴보면	아무도	

없이	텅	비어	있다.	이것은	신성한	국왕의	모습을	함

부로	표현하지	않는	관습을	따른	것이다.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임금은	자리에	앉아서	신하들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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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다보고	있는	것이다.

그림의	크기와	정교함으로	미루어보면	솜씨	좋은	도화서圖畵署	화원들이	그린	것으로	생각된다.	그

림에	등장하는	수백명의	다양한	인물들을	섬세한	필치로	한	사람씩	자세히	그렸으며,	복잡한	궁궐의	구

조를	정확하게	표현했다.	특히	인정전의	경우	건물을	앞에서	바라보는	방식과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을	

함께	사용하여	장대한	행사를	한	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준다.	조선	후기	궁중	행사도의	높은	수

준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 조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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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January 1, 1847 King Heonjong (r. 1834–49) threw a commemorative ceremony to 

celebrate the 40th birthday of his mother Queen Dowager Jo. The painting vividly portrays the 

celebratory event held at Injeongjeon Hall in Changdeokgung Palace. The first panel on the right to 

the seventh are mounted paintings depicting the ceremonial event. The eighth contains a listing of 

the names and titles of the nine high-ranking officials who took the initiative to create this folding 

screen. Green trees with rich leaves and blooming flowers are not intended here to represent the 

season, since the event portrayed was held in winter. Instead, they symbolize the peaceful but festive 

atmosphere in the palace at the time. It is purported that the paintings were created by court painters 

at the Dohwaseo (Bureau of Paintings), who gave a detailed expression to the faces of hundreds 

of people in delicate brushstrokes and precisely embodied an intricate spatial and architectural 

composition for the palace. This artwork showcases the level of excellence in documentary painting 

that was achieved at the royal court during the late Joseon period. 

Folding Screen of Jodaebi sasun 
chinggyeong jinhado  
(The 40th Birthday Celebration of 
Queen Dowager Jo) 

Joseon (1847)  |  1 folding screen (8 paintings)  |  Color on silk

140.0×56.0 cm  |  Seokdang Museum of Dong-A University

Treasure No. 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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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종가례진하도	병풍

12-13

憲宗嘉禮陳賀圖	屛風

조선(1844년)  |  1좌(8폭)  |  비단에 수묵채색
각 115.0×51.0cm  |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보물	제733-1호

조선(1844년)  |  1좌(8폭)  |  비단에 수묵채색
각 112.5×46.5cm  |  경기도박물관

보물	제73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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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종가례진하도>	병풍은	1844년(헌종	10)	헌종과	효정왕후孝定王后(1831~1903)의	혼인을	축하하

는	진하례의	모습을	그린	궁중행사도이다.	헌종은	1843년(헌종	9)	효현왕후孝顯王后(1828~1843)가	죽자	이

듬해	10월	18일	익풍부원군益豊府院君	홍재룡洪在龍(1794~1863)의	딸을	계비로	책봉하고	21일에	친영례親

迎禮와	동뢰연同牢宴을	치렀다.	헌종은	가례	의식을	모두	마친	이튿날인	10월	22일	경희궁慶熙宮	숭정전崇政

殿에	나아가	교서敎書를	반포하고	문무백관의	진하를	받았는데	이	병풍은	바로	이때의	진하례	광경을	그

린	것이다.

<헌종가례진하도>	병풍은	비단	바탕의	8폭	병풍으로,	제1폭에는	‘가례	후	진하교시시	반교문嘉

禮後陳賀敎是時頒敎文’,	즉	진하례	때	반포된	교서가	쓰여	있다.	예문관	제학	조병귀趙秉龜(1801~1845)가	이	

교서를	지어서	올렸다는	사실이	반교문	마지막에	명시되어	있다.	제8폭에는	‘선전관청	좌목宣傳官廳座目’

이라	제목을	쓰고	선전관	25명의	성명과	인적	사항이	쓰여	있다.	절충장군折衝將軍	선전관	윤명검尹明儉

(1779~?),	이희경李熙庚(1790~?),	권호權灝(1789~?),	이신영李信泳(1794~?),	어모장군御侮將軍	선전관	조병선	

趙秉善(1817~?),	이응한李膺漢(1814~?),	이완희李完熙(1813~?),	이지익李志益(1823~?),	송재준宋在濬(1810~?),	남

궁옥南宮鈺(1803~?),	선략장군宣略將軍	선전관	조용하趙用夏(1811~?),	효력부위效力副尉	선전관	이현익李玄益

(1811~?),	이복희李宓熙(1814~?),	유상신柳相兟(1813~?),	손량한孫亮漢(1812~?),	이응주李鷹周(1823~?),	조존

철趙存澈(1817~?),	윤희수尹喜秀(1818~?),	정제성鄭濟成(1813~?),	한상열韓尙烈(1807~?),	이명희李明熙(1808~?),	

조문현趙文顯(1817~?),	박장하朴長夏(1813~?),	이민덕李敏德(1816~?),	이광렴李光濂(1821~?)까지	25명의	품계,	

관직명,	생년,	과거급제년,	본관이	기록되어	있다.	이	좌목을	통해	<헌종가례진하도>	병풍은	선전관들이	

주축이	되어	제작한	기념화,	즉	선전관청의	계병契屛임을	알	수	있다.	

제1폭의	반교문과	제8폭의	좌목을	제외한	나머지	여섯	폭에는	인정전을	배경으로	한	진하례	광

경이	그려졌다.	시각의	범위는	인정전	서쪽의	금호문金虎門에서	희정당熙政堂까지	외전外殿	중심이지만	모

든	건물을	다	그리지	않고	주요건물	위주로	생략적인	묘사를	하였기	때문에	모든	건물의	정확한	명칭을	

밝히기는	쉽지	않다.	창덕궁의	진입	방향을	따라	제7폭부터	살펴보면	하단의	금호문과	금천교錦川橋,	금천

교	왼편에	반쯤	그려진	이문원摛文院과	오른편의	선원전璿源殿이	확인된다.	제6첩에는	하단의	진선문進善門

과	양지당養志堂이	묘사되어	있다.	제5첩에는	인정전과	인정문이	큰	비중으로	배치되어	있다.	인정전	대청

에는	어탑과	호위	의장,	승지·사관,	그리고	치사문을	낭독하는	뒷모습의	대치사관代致詞官이	자리하고	있

다.	중간	기단	위에	선	사람들이	선전관원宣傳官員이며	그	아래에는	교룡기交籠旗와	둑纛이	좌우로	설치되었

다.	전정殿庭에는	금관조복金冠朝服을	입은	문무백관이	열	지어	부복하였고	소여小輿,	소연小輦,	대연大輦,	어

마御馬	등을	비롯하여	헌가軒架	악공과	노부	의장이	줄	맞추어	도열하였다.	인정전	안팎의	인물과	의물儀物

의	배치를	통해	정전正殿	의식을	대표하는	진하례의	화려한	면모를	상세하게	엿볼	수	있다.

제4폭에는	선정전善政殿과	선정문善政門,	그리고	선전관청宣傳官廳·은대銀臺·대청臺廳	등	궐내	각사가	

묘사되고	제3폭에도	궐내각사와	숙장문肅章門이	그려져	있으며	상단에는	희정당이	반쯤	구름에	가린	채	

표현되어	있다.	제2폭은	산수와	서운瑞雲으로	마감하면서	더	이상	자세한	표현은	하지	않고	무슨	건물인

지	알	수	없는	지붕	3개만을	그려	넣었다.	원경에	표시된	석조	홍예는	후원의	불로문不老門으로	생각된다.	

희정당	너머에도	건물과	후원이	계속	이어짐을	암시적으로	나타낸	것인데	특별히	불로문을	그려	장수를	

기원하는	뜻을	담았음이	주목된다.	

19세기에는	사실적인	궁궐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재현한	궁궐도	제작이	발달함에	따라	국가의	경

사스러운	의례를	마친	후에	관원들이	기념화를	주문할	때	가장	큰	전정殿庭	의식을	그린	진하도를	선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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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19세기	진하도의	형식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각	건물을	정면	부감의	시점에서	좌우대칭에	가

깝게	그린	<조대비사순칭경진하도趙大妃四旬稱慶陳賀圖>	병풍(보물	제732호)	같은	계열이	있고	사선	방향으

로	이동시점을	사용하여	부감하는	시점에서	그린	계열이	있다.	<헌종가례진하도>	병풍은	후자의	형식을	

대표하는	작품이며	다른	예는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왕세자탄강진하도王世子誕降陳賀圖>	병풍

(보물	제1443호)이	있다.		

『헌종실록』이나	『승정원일기』	같은	관찬	사료에	의하면,	실제	효정왕후의	책봉례와	가례는	모두	경

희궁慶熙宮에서	치러졌으며	진하례도	경희궁의	숭정전崇政殿에서	거행된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병풍에	

그려진	인정전	진하례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배경이다.	현전하는	19세기	진하도	병풍의	배경이	모두	인

정전임을	감안하면,	관원들은	당시로서는	가장	규모가	큰	정전인	인정전에서의	진하	장면을	기념화의	주

제로	선호하였으며	주문을	받은	화원들	사이에는	‘인정전	진하’라는	정해진	도상의	밑그림이	준비되어	있

었음을	시사한다.	이는	19세기가	되면	궁중행사도가	사실적인	기록화로서의	성격보다	기념화로서의	성격

이	강해지는	경향을	보여	주는	일면이기도	하다.

<헌종가례진하도>	병풍은	19세기의	다른	궁중행사도	병풍과	비교할	때	얼굴에	이목구비의	표현이	

전혀	없다.	윤곽에	사용된	필선은	약간의	태세太細가	있으며	굵고	거친	편이다.	인물의	신체비례나	유형,	

채색의	색감	등은	19세기	중엽	다른	궁중행사도와	유사하다.	금채金彩가	사용된	흔적이	있으며	명암표현

은	건물의	붉은	기둥에서만	나타난다.	명암이	지붕이나	다른	세부	건축	표현에는	시도되지	않았으며	인물

의	의습선에	덧선을	그어	입체적인	효과를	내는	방식을	쓰지	않은	점은	19세기	중엽의	다른	궁중행사도

와	다른	점이다.	청록산수기법으로	그려진	산수	묘사에서는	청색보다	녹색을	많이	쓰고	짧은	선으로	산

의	질감처리를	하였으며	화보풍의	수지법을	사용하였다.	

<헌종가례진하도>	병풍은	현재	보물	제733-1호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소장본과	보물	제733-2호	

경기도박물관	소장본	외에도	국립중앙박물관에	1좌가	더	소장되어	있다.	조선시대의	계병은	좌목에	이름

이	오른	관원들의	숫자대로	제작하여	나누어	갖는	것이	관례였다.	따라서	현재	동일한	내용의	병풍이	여

러	벌	남아	있는	것은	한꺼번에	여러	벌을	제작하여	나누어	가졌던	계병	제작의	관행을	방증한다.	왕실	

가례는	가장	중요한	국가	의례	중의	하나이며	<헌종가례진하도>	병풍은	이와	관련된	궁중행사도로서	중

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인정전을	배경으로	한	평행사선	부감	구도	계열의	19세기	진하도	병풍을	대표하

며	동시에	그	전형으로	삼을	만	한	작품이다.		| 박정혜 |

01	 		박정혜,	『조선시대	궁중기록화	연구』,	일지사,	2000.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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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folding screen shows the royal ceremony celebrating King Heonjong’s marriage to 

Queen Hyojeong (1831–1903) in 1844. On October 22, the day after completing the wedding rituals, 

King Heonjong released an edict announcing his wedding and received congratulations from the 

literary and military officials at Sungjeongjeon Hall in Gyeonghuigung Palace. Although the actual 

event was held in front of Sungjeongjeon, Injeongjeon Hall in Changdeokgung Palace is depicted 

in the painting. Given that the surviving screen-mounted paintings from the 19th century that were 

produced for celebratory purposes are all set against a background of Injeongjeon, it is inferred 

that these paintings were created less as an exact record of an event but more for commemorative 

purposes. Written records on the far-left panel confirm that this folding screen was produced under 

the direction of officials at the Seonjeongwancheong (Office of Royal Messengers). Considering the 

use of a bird’s-eye view and a diagonal layout, this work is a definitive example of the 19th-century 

celebratory paintings intended to be mounted on a folding screen. 

Folding Screen of Heonjong 
garye jinhado (King Heonjong’s 
Wedding Celebration)

Joseon (1844)  |  1 folding screen (8 paintings)  |  Ink and Color on silk

115.0×51.0 cm (each painting)  |  Seokdang Museum of Dong-A University

Treasure No. 733-1

Joseon (1844)  |  1 folding screen (8 paintings)  |  Ink and Color on silk

112.5×46.5 cm (each painting)  |  Gyeonggi Provincial Museum

Treasure No. 7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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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파초芭蕉는	한가로움이나	은거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으나	생각보다	훨씬	다양하게	비

유되었다.	파초는	일찍이	대승불교의	『유마경維摩經』에서	허망함을	나타내는	식물로	출현하였다.	그리고	당

의	백거이白居易(772~846)를	비롯해	고려의	이규보李奎報(1168~1241)	등	동아시아의	많은	시인이	파초를	

소재로	시를	지었는데,	이런	시에는	파초를	한가로움과	은거는	물론	쓸쓸함,	이별,	지혜,	부귀	등에	빗대

어	졌다.	또한	민간에서는	부귀와	친교의	상징으로도	이해되었다.	이와는	달리	정조正祖(1752~1800,	재위	

1776~1800)는	새로운	시각으로	파초를	바라보았다.	그는	잎이	크고	넓어	그늘을	만드는	파초를	대인大人	

에	비유한	시를	지었다.	그러므로	이	작품에는	정원의	풀에게	그늘을	만들어주는	파초처럼	군왕으로서	

백성을	보살피겠다는	정조의	의지가	담긴	것이	아닐까	한다.

<파초도>는	1777년에	그린	서울대박물관	소장	<매화도>보다	필묵의	운용이	월등히	뛰어난	편이므

로	이를	통해	정조의	향상된	회화	기량을	엿볼	수	있다.	이	필묵의	운용과	아울러	전체	구성은	정조의	예

술관에	부합되는	측면이	있다.	괴석과	그	곁에	파초가	있는	단출한	구성으로	인해	작품의	분위기는	정숙

한	편이다.	주목할	부분은	먹색이다.	그림에는	채도	변화가	심하지	않은	먹을	사용하여	깊고도	정중한	분

위기가	품어	나온다.	이러한	두	특징으로	인해	작품은	왕의	회화에	걸	맞는	풍격을	갖추었다.	이는	정조

가	신하와	화가에게	예술의	순정함을	당부했던	바와도	다르지	않다.	다만	파초	잎에	사용된	과감하면서

도	큼직한	필법과	상대적으로	분방하면서	조밀한	바위의	필법은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어서	자칫	작품이	

단조로울	수	있는	측면을	조금이나마	상쇄시킨다.

그림에는	비슷한	크기의	‘홍재弘齋’와	‘만기萬機’	두	인장이	상단	좌측에	찍혀	있어서	화면의	빈	공

간을	채워준다.	두	인장은	같은	크기이나	전자는	백문白文으로	획이	굵고	뻣뻣한	반면에	후자는	주문朱文

으로	획이	가늘고	구불거리는	상반된	특징을	보여줌으로써	통일과	변화를	동시에	구현하였다.	정조의	호

정조	필	파초도

14

正祖	筆	芭蕉圖

조선(18세기 후반)  |  1축  |  종이에 엷은 먹
그림 84.2×51.3cm, 족자 215.3×73.6cm

동국대학교박물관

보물	제7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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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홍재’는	‘도량이	넓은	집’이라는	의미로	『논어論語』의	「태백泰伯」편에	근거한다.	정조의	인장에	자주	등

장하는	‘만기’는	『서경書經』의	「고요모皐陶謨」에	나오는	‘만	가지	기미’라는	뜻으로,	군왕의	소소한	말과	행

동이	처음에는	사소하나	나중에는	천하를	뒤흔드는	커다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에	항상	조심해야	한다

는	의미를	갖는다.	이처럼	군왕인	정조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두	인장은	파초의	의미를	한층	돋구어준다.	

정조의	<파초도>와	같은	박물관에	소장	중인	<국화도>는	종이	재질과	크기,	그리고	먹색이	동일하

며	바위의	태점	역시	비슷하므로	말년에	함께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두	작품은	희귀한	조선	왕실의	

회화자료로서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 김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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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 Jeongjo (r. 1776–1800) provides in this painting a novel artistic interpretation of a 

pacho, or Japanese banana. In one of his poems, he made an analogy between a “great man” and a 

banana tree, which creates shade for the surrounding grasses and flowers with its wide leaves. The 

poem must have reflected his sovereign commitment to protecting his subjects. This painting also 

showcases the king’s painting style. A simple composition and restrained shading in ink produce a 

profound but courteous vibe that imparts the sense of dignity desired in a king’s artworks while also 

reflecting the attitude of pure affection toward the arts emphasized by Jeongjo. The painting bears 

marks of two stamps, respectively reading hongjae, or “house of great generosity,” and mangi, a 

term cautioning a king on the importance of cautious acts and deeds. These stamps compound the 

intended meaning of the banana plant. This work is similar in terms of the texture and size of the 

paper and of the color of the ink to Gukhwado (Chrysanthemum), another painting done by King 

Jeongjo after 1798. Therefore, it is assumed that this painting was also created toward the later period 

of his life. 

Pachodo (Banana Tree) 
by King Jeongjo Joseon (Late 18th century)  |  1 scroll  |  Ink on paper

84.2×51.3 cm (painting), 215.3×73.6 cm (scroll)

Dongguk University Museum

Treasure No. 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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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화는	개화	시기와	독특하고	그윽한	향기로	인해	가을을	상징하는	식물로	오래전부터	사랑을	받

았다.	이런	의미가	지속되는	가운데	후한後漢의	한경桓景이	재앙을	피하고자	국화술을	마셨다는	일화가	전

한다.	이후	동진東晋의	도잠陶潛(365~427)이	국화를	애호한	사실로	인해	이	꽃은	은일과	지조의	상징이	되

었으며	북송北宋의	소식蘇軾(1037~1101)에	의해	그	의미가	확고해졌다.	고려에서는	여러	유학자들이	국화

에	대해	읊었다.	이규보李奎報(1168~1241)는	찬	서리	내리는	가을에	국화가	피는	모습을	시로	지었으며	이

후	수많은	문인이	관련	글을	남겼다.	13세기에	이르러	국화는	매화	대신	세한삼우歲寒三友에	들어갈	정도

로	군자를	상징하는	식물로	자리	잡았으며	이후	16세기에는	사군자에	포함되었다.	이	작품의	작자인	정

조正祖(1752~1800,	재위	1776~1800)의	시에는	국화를	주로	가을에	빗대거나	한경과	도잠의	고사를	인용

하여	읊은	예가	두드러지는	편이다.	그러나	이	작품은	군왕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를	담았다는	해석이	가

능하다.

정조의	<국화도>에는	석국石菊을	표현하기	위해	화면의	왼편에	바위가	배치되고	그	곁에	국화가	묘

사되었으며	뒤편에	배경삼아	난초가	그려져	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인장을	찍어	왼편으로	쏠린	구도에	

안정감을	주었다.	그리고	비교적	맑으면서	채도	변화가	심하지	않은	먹과	비슷한	속도의	필치가	사용되어	

전체	분위기는	잔잔하면서도	고아한	편이다.	이러한	두	특징으로	인해	작품은	군왕의	회화에	걸	맞는	풍

격을	갖추었으며,	이는	정조가	줄곧	주장한	예술의	순정함과도	일치한다.	한편	바위는	하단	쪽을	선염하

고	붓을	눕혀	찍어	양감을	구현하였으며	삼지창	형태의	잎을	표현하고자	농담이	다른	먹을	붓에	순차적

으로	묻힌	후	전필轉筆한	점에서	작가의	능숙한	기량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작품을	정조가	1777년에	그린	

서울대학교박물관	소장	<매화도>에	비교해	보면	사용된	필묵이	훨씬	부드럽고	매끄러운	편이이서	작가의	

향상된	기량을	엿볼	수	있다.

정조	필	국화도

15

正祖	筆	菊花圖

조선(18세기 후반)  |  1축  |  종이에 엷은 먹
그림 86.5×51.3cm, 족자 215.3×73.6cm

동국대학교박물관

보물	제7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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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상단	우측에	찍힌	인장	속의	글씨는	진새전秦璽篆과	엇비슷한데,	이러한	

자형은	정조	인장의	전반적인	흐름과는	다르다.	그럼에도	인장을	통해	정조가	이	작

품을	그렸다는	사실과	제작	시기를	추정할	수	있다.	정조는	1798년	12월	3일에	인문

印文인	‘만천명월주인옹萬川明月主人翁’을	자신의	호로	삼았다.	그러므로	<국화도>의	제

작	시기는	그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인문은	“온	시내를	비추는	밝은	달	같은	

주인”이라는	의미로,	한	나라의	군왕으로서	백성을	살피겠다는	정조의	의지가	담겨	

있다.	이는	늦가을에	홀로	피고	또	시든다	하더라도	꽃을	땅에	떨구지	않는	국화의	

모습과	연결되므로	작품의	의미를	한층	높여	준다.

<국화도>는	<파초도>와	함께	정조의	회화관을	엿볼	수	있으며	나아가	희귀한	

조선	왕실의	회화자료로서	가치가	크다.		| 김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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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hough the chrysanthemum was usually adopted as a painting subject denoting autumn or a 

reclusive lifestyle, the treatment in this painting by King Jeongjo may be interpreted as an image of an 

ideal ruler. Clear and restrained shading in ink combine with brushstrokes executed all at the same 

speed to generate a gentle and placid atmosphere. The color of the ink and the brushwork embodied 

in this painting deliver the sense of pure affection that Jeongjo stressed as an ideal attitude toward 

the arts. The stamp bearing the king’s penname, mancheon myeongwol juinong, or “an owner like 

a shining moon that casts light over the streams,” manifests the king’s sovereign commitment to the 

protection of his subjects. The meaning of the stamp matches well with the representation of the 

chrysanthemum as a flower which booms in late autumn and withers away alone but never sheds its 

petals to the ground, enhancing the intended meaning of this painting. 

Gukhwado (Chrysanthemum) 
by King Jeongjo Joseon (Late 18th century)  |  1 scroll  |  Ink on paper

86.5×51.3 cm (painting), 215.3×73.6 cm (scroll)

Seokdang Museum of Dong-A University

Treasure No. 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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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도	필	병진년	화첩

16

金弘道	筆	丙辰年	畵帖

조선(1796년)  |  2첩(20폭)  |  종이에 수묵담채
각 26.7×31.6cm  |  삼성미술관 리움

보물	제7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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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진년화첩》은	단원	김홍도가	그린	진경산수화,	산수인물화,	화조화	등	20폭으로	이루어진	화

첩이다.	‘병진년화첩’이라는	명칭은	이	화첩에	포함된	〈옥순봉도〉에	“병진년	봄에	단원이	그렸다(丙辰春

寫	檀園)”라고	적혀있기	때문이다.	병진년은	1796년으로	김홍도가	52세	때에	해당하며,	가장	왕성한	작

품	활동을	하던	시기이다.	이	화첩은	현재	2첩으로	새로	장황되었으나	원래	화첩에	붙어있던	제목에는	전

서로	‘단원절세보檀園折世寶‘라고	적혀	있다.	제목을	쓴	사람은	조선후기의	서예가	기원	유한지綺園	兪漢芝

(1760~1834)이며,	제목의	의미는	“세상을	꺾어버릴	정도의	보물”이라는	뜻이다.	유한지는	당시	전서,	예서

를	잘	쓴	서예가로	이름을	날렸으며,	현재	전하는	조선후기의	서화첩에는	그의	글씨가	자주	보인다.	이런	

점을	보면	이	화첩에	대한	평가가	당시에	이미	아주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이	화첩에	실린	20폭의	작품들

을	보면	산수화	11폭과	화조화	9폭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수화	중에는	〈옥순봉玉筍峰〉,	〈도담삼봉島潭三峯〉,	

〈사인암舍人巖〉,	〈영랑호永朗湖〉	등	4점의	진경산수화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	4점은	김홍도의	진경산수화	중

에서도	가장	예술적	완성도가	높은	작품들이다.	〈옥순봉〉,	〈도담삼봉〉,	〈사인암〉은	모두	단양팔경에	속하는

데,	김홍도가	1792년	초부터	1795년	초까지	연풍현감을	지낸	것과	관련	있어	보인다.	즉	연풍은	현재의	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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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순	연풍면으로	단양팔경에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영랑호〉는	속초의	것이	아니라	금강산	도중의	호

수	이름이다.	이밖에	산수화로는	〈소림명월疏林明月〉,	〈뱃놀이船遊〉,	〈기우도강騎牛渡江〉,	〈낚시釣魚〉,	〈도교渡橋〉,	

〈섭우涉牛〉,	〈밭갈기牛耕〉등이	있는데	모두	진경산수화가	아니면서도	한국적	자연미를	듬뿍	담고	있다.	그리

고	이들	작품들은	모두	한국적	산수	배경에	작은	인물이	들어	있어	풍속화와	유사한	미감을	풍긴다.	이중	

〈밭갈기〉은	인물의	비중이	커	풍속화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	화조화들도	산수화와	마찬가지로	한국적	정

서가	짙은	산수	배경을	가지고	있다.	〈까치春鵲〉,	〈오리遊鴨〉,	〈백로白鷺〉,	〈호응豪鷹〉	등도	우리나라	시골의	산

과	들,	개울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재들이다.	화조화	중에는	〈팔가조〉	정도가	중국적	소재에	속한다.

《병진년화첩》에	실린	그림들의	화풍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네	점의	진경산수화	이외에도	산수

화나	화조화를	막론하고	전체적으로	한국적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부드럽고	원숙한	필선미,	맑

고	산뜻한	담채의	구사,	미묘한	농담의	변화를	보여주는	선염법에	의한	대기원근법,	여백을	활용한	깊은	

공간감,	그윽하고	깊은	서정성	등이다.	김홍도는	50대	전반	화가로서의	최고의	기량에	도달했다.	이때	김홍

도는	회화적	기법의	통달을	넘어서서,	한국적	경물의	표현에	깊은	서정성을	가미한	것이다.	그래서	《병진

년화첩》을	보는	사람들에게	200여	년의	시간적	차이를	넘어서서	여전히	친근한	정서적	동질감을	주는	것

이다.	끝으로	이	화첩은	원래	화가	김용진金容鎭의	소장품으로	매폭에	‘김용진가진장金容鎭家珍藏’이라는	주

문방인朱文方印이	찍혀	있음을	부기한다.		| 진준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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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lbum produced by Kim Hong-do in 1796 at the age of 52 consists of 20 paintings 

on subjects such as landscapes with human figures and flower-and-bird. Among the landscape 

paintings are four works done in the “true-view” (jingyeong) style, respectively depicting Oksunbong 

Peak, Three Peaks at Dodam, Sainam Rock, and Yeongnangho Lake. The first three are part of the 

“eight scenic sites of Danyang,” while the last is near the Diamond Mountains (Geumgangsan). The 

remaining paintings, although not rendered in “true-view” style, also show authentically Korean 

landscapes as their backgrounds. The subject matter is local as well, including recreational boating, 

fishing, magpies, ducks, egrets, and falcons. Finished with soft and masterly brushwork, clear and 

fresh colors, gentle transitions between light and shade, and a deep sense of space with large areas 

left empty, these paintings demonstrate a superb artistic aesthetic, both painterly and poetic.

Album of Paintings from
the Byeongjin Year (1796) 
by Kim Hong-do

Joseon (1796)  |  2 albums (20 paintings)  |  Ink and Light color on paper

26.7×31.6 cm (each painting)  |  Leeum, Samsung Museum of Art

Treasure No. 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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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전반기에	활약했던	김시金禔(1524~1593)가	그린	산수인물화로	왼쪽	위에	“양송養松”이라는	화가

의	호가	적혀	있고,	그	아래에	“김시계수金禔季綏”라는	글자의	도장이	찍혀	있다.	계수는	그의	자字이다.	확실

한	제작연대는	알	수	없으나,	김시의	활동	시기로	미루어보아	16세기	후반경에	그려진	것으로	생각된다.

이	그림에서는	특히	인물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짚신을	신은	소년이	다리로	놓은	나무	둥치	위에

서	나귀를	힘껏	끌어당기고	있다.	나귀	등에	안장이	얹혀	있고	발걸이가	달려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지체	높은	양반이	나귀를	타고	놀러	왔다가	돌아가려고	나귀를	찾았던	모양이다.	흐르는	물이	무서워	다

리를	건너지	않으려고	네	발로	버티고	선	나귀와	주인의	책망이	걱정되어	서두르는	아이의	힘겨루기가	해

학적으로	표현되었다.	겁먹은	나귀의	엉거주춤한	동작과	고집	센	얼굴은	먹의	농담을	조절하여	효과적으

로	묘사했다.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두	손으로	고삐를	꽉	잡아	끌어당기는	아이의	얼굴과	풍성한	옷자락

은	날카로운	필선을	이용하여	정확하게	그렸다.	김시는	인물과	동물의	세부까지	자세하게	묘사하여	흥미

진진한	순간을	생동감	넘치게	그려냈다.

김시는	<한림제설도寒林霽雪圖>	같은	작품에서	이전에	유행하던	안견파安堅派	화풍을	따라	넓은	공

간에	산수를	여유롭게	배치하고,	간결한	필치로	담백하고	평온한	풍경을	펼쳐	보여주었다.	그러나	<동자견

려도>에서는	안견파	산수화의	완만한	산세와	작은	인물은	사라지고,	기괴한	산봉우리를	배경으로	인물을	

더	커다랗게	배치하는	절파浙派	양식을	따르고	있다.	

왼편으로	비스듬히	솟은	주봉主峯은	검은	면과	흰	면의	대비가	분명하고,	아래쪽	근경의	바위는	

뾰족하게	각진	모양에	거친	필선으로	덩어리	느낌을	강조한다.	그	사이로	높게	뻗은	소나무는	심하게	꺾

인	가지들로	화면의	긴장감을	더해준다.	전체적으로	강렬한	느낌을	전해주는	역동적인	산수화이다.	그는	

중국에서	유래한	절파	산수화처럼	비대칭적	구도와	활달한	붓질을	구사했지만,	동시에	입체감을	덜	강조

김시	필	동자견려도

17

金禔	筆	童子牽驢圖

조선(16세기)  |  1축  |  비단에 채색

111.0×46.0cm  |  삼성미술관 리움

보물	제7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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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화면의	평면성을	유지하고	먹의	미묘한	농담을	사용하는	한국식	절파	양식을	보여준다.

흥미롭게도	중국에서	절파	화풍은	주로	직업화가들이	많이	사용했고	문인화가들은	오파吳派	화풍

을	따랐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직업화가	뿐만	아니라	문인화가도	절파	화풍을	구사했다.	김시는	중종대에	

문신이었던	김안로金安老(1481~1537)의	막내아들이었다.	김안로는	둘째	아들	김희金禧(?~1531)가	중종의	

사위가	된	후,	권력을	함부로	휘둘렀다가	유배되기도	했다.	김시양金時讓(1581~1643)의	『부계기문涪溪記聞』

에	따르면	김안로는	아들	김시가	혼인하는	날에	예전과	달리	임금이	술을	하사하지	않아서	이상하게	여

겼는데,	결국	의금부에서	포졸들이	들이닥쳐	붙잡혀	갔다고	한다.	이	사건은	아들	김시의	삶에	큰	영향을	

끼쳤고	결국	관직을	포기하고	평생을	은거하며	화가로서	살아가게	되었다.	나귀는	전통적으로	선비의	은

일을	상징하기도	하므로	계속되는	정치적	격변	속에서	숨죽여	지내야만	했던	김시	자신의	처지를	투영했

을	수도	있다.	이	그림은	조선	중엽에	선구적으로	절파	화풍을	수용했던	김시의	대표작으로	회화사적으

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작품이다.		| 조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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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inting was created by Kim Si (1524–93), presumably in the late 16th century. In the 

painting, a boy wearing straw shoes uses all his strength to pull at a donkey. Given the quality of 

the saddle affixed to the donkey’s back, a man of lofty status must have arrived riding on it and 

then ordered the boy to bring the animal to him for his return. The painter perfectly captures the 

humorous competition in power between the donkey and the boy as they respectively apply all four 

feet to resist crossing a frightening current of water in a stream and fiercely haul the animal along so 

as not to be scolded by the master. Breaking from the An Gyeon School, Kim Si turns to the style of 

the Zhe School for this painting by adopting bold brushstrokes and a larger expression of the figures. 

The Zhe School was popular mainly among professional painters in China, but literati painters in 

Korea like Kim Si also pursued this style. This is a definitive artwork by Kim Si, who was at the 

forefront of the adoption of the Zhe School during the mid-Joseon period.

Dongja gyeollyeodo (A Boy 
Pulling a Donkey) by Kim Si Joseon (16th century)  |  1 scroll  |  Color on silk

111.0×46.0 cm  |  Leeum, Samsung Museum of Art

Treasure No. 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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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로회도는	숭례문(남대문)	밖에	있던	남지南池에서	열두	사람의	노인들이	친목모임을	개최

한	것을	기념하여	제작된	것이다.	상단에	전서篆書로	‘남지기로회도’라고	쓰고,	그	아래	기로회	장면을	그

리고,	하단에는	좌목을	쓴	계회도	형식을	충실히	갖추고	있다.	그런데	이	작품에는	그림과	좌목	사이

에	계곡	장유谿谷	張維(1587~1638)의	발문이	적혀	있고,	또	전체	족자의	좌우측	가장자리에	이경직李景稷	

(1577~1640)의	글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다.	장유는	조선중기	한문학	4대가	중	한사

람이고,	이경직도	학자,	문인으로	잘	알려진	인물인데	이	모임의	참석자	이유간의	아들이다.	이	두	사

람의	기록과	좌목에	의해	이	기로회도는	1629년	6월5일	숭례문	앞	홍첨추洪僉樞의	집에서	이인기李麟奇	

(1549~1631),	윤동로尹東老(1550~1636),	이유간李惟侃(1550~1634),	이호민李好閔(1553~1634),	이권李勸

(1555~1635),	홍사효洪思斅,	강인姜絪(1555~1634),	이귀李貴(1557~1632),	서성徐省(1558~1631),	강담姜紞,		

유순익柳舜翼(1559~1632),	심론沈惀	등	12명이	모였던	것을	기념하여	그려진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좌

목의	순서를	살펴보면	장유의	발문의	내용처럼	관직의	품계순이	아니라	81세에서	68세까지	나이순으로	

향우측에서	좌측으로	적혀	있다.	이것은	조선시대의	연장자	우대의	풍습이	관직의	고하보다	더	우선된	

예를	잘	보여준다.	한편	이	계회도의	그림	부분의	우하단에는	“이기룡이	그렸다(李起龍寫)”라고	적혀	있어	

주목된다.	이기룡(1600~?)은	도화서	화원인데	전하는	작품은	많지	않으나	통신사를	따라	일본에도	다녀

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대부분의	계회도가	그	작자를	알	수	없는데	비해	이작품은	작자가	기록된	희귀

한	예이다.	

그림을	보면	남지에는	연꽃이	만발하였고	그	좌우에는	연무	속에	버드나무가	서	있다.	위쪽의	건

물	안에는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병풍으로	보이는	배경	앞에	12개의	방석과	작은	주안상이	놓여있다.	

그런데	우측과	좌측에	각	한	곳씩	2곳에는	사람은	없고	방석만	놓여있는	것으로	보아	두	사람은	참석하

이기룡	필	남지기로회도

18

李起龍	筆	南池耆老會圖

조선(1629년)  |  1축  |  비단에 채색

116.7×72.4cm  |  서울대학교박물관

보물	제8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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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한	듯하다.	주인공들	주위에는	시중을	드는	하녀들과	자제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그려져	있다.	모임

이	열리는	큰	건물에	붙은	향우측의	건물	안에는	시녀들이	음식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참석자

들은	갓을	쓰고	평상복을	입었는데	분홍,	초록,	하늘색의	다양한	색깔을	하고	있어,	당시	복식에	대해	잘	

알려준다.	그리고	시녀들의	저고리	상의가	조선후기와	달리	긴	것과	선명한	붉은색	치마를	입은	것도	주

목된다.	남지	아래쪽에는	2층	누각이	보이는데	바로	남대문의	모습이다.	이밖에	이	그림에서	크게	주목되

는	점은	기로회가	열리는	큰	기와집과	아래쪽	남대문과	연결된	성곽	등을	둘러싼	자욱한	연무나	구름의	

표현이다.	마치	일렁이는	파도처럼	둥글게	파동치는	듯	그려진	안개나	구름으로	중요	장면	이외를	감싸는	

동시에	생략함으로써,	그림의	중심	주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사실	이런	방식은	일본회화에서	아주	애용되

는	것으로,	특히	화려한	장식	병풍그림에	많다.	이기룡은	일본에	다녀온	화원으로써,	양국	간	회화교류의	

흔적일	가능성이	있다.	참고로	동아대박물관에는	서울대	소장품과	유사한	〈남지기로회도〉가	있는데,	화

풍상	약간	다르며	그린	작가가	표기되지	않았다.		| 진준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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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inting was produced to commemorate a gathering of 12 elderly scholar-officials that 

was held at Namji Pond to the south of Namdaemun, the south gate in the Seoul city wall. At the top 

of the silk the title of the painting (Namji girohoedo) is written in seal script, and below is depicted 

the gathering. The elderly officials sit alongside female servants within a building in the upper part of 

the painting section. Below the building Namji Pond is depicted filled with lotus flowers in full bloom 

and bracketed by weeping willows. At the lower end of the painting section is a two-story pavilion 

that represents the south gate of the city wall, its ramparts of the wall shrouded in clouds. The lower-

right portion of the painted section bears the inscribed name of the producer of the artwork, Yi Gi-

ryong, making this a rare case among such paintings of gatherings with its creator identified. Yi Gi-

ryong was a court painter who once visited Japan as part of a mission from Joseon. The names of 

the participants aged between 68–81 in order from older to younger are listed at the bottom of the 

silk. Distinctively divided into three parts—the title, painting, and list of participants—and containing 

epilogues by two renowned literary scholars from the mid-Joseon period (Jang Yu and Yi Gyeong-

jik), this is an invaluable cultural material with a great amount of information on Joseon society of the 

time. 

Namji girohoedo (Gathering of 
Elders by Namji Pond) 
by Yi Gi-ryong

Joseon (1629)  |  1 scroll  |  Color on silk

116.7×72.4 cm  |  Seoul National University Museum

Treasure No. 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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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明宗	말에서	선조宣祖	초에	걸쳐	9명의	문사들이	독서당讀書堂에서	사가독서賜暇讀書하였던	것

을	기념하여	그린	계회도이다.	상단에	‘독서당계회도’라고	쓴	전서체	제목은	비록	박락이	심하지만	서체가	

장중하면서도	유려하여	계회도	중에서도	돋보인다.	‘사가독서’는	임금이	젊고	유능한	신하에게	일부러	휴

가를	주어	업무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독서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학문을	좋아하던	세종대왕	때	

시작되었다.	사가독서를	할	수	있는	인재의	선발은	아주	엄격하였으므로	여기에	뽑힌다는	것은	아주	영

예로운	것이었다.	그래서	여기에	뽑힌	사람들이	계회도를	만들어	나누어	가져	일생의	기념으로	삼은	것

이다.	독서당은	사가독서의	장소로서	한때는	남호독서당南湖讀書堂이라	하여	지금의	마포	한강변에	있었

는데,	1517년	두모포豆毛浦	근처에	동호독서당東湖讀書堂을	새로	지었다.	이	작품에	그려진	곳이	동호독서당

이며,	높이	솟은	주봉은	현재의	옥수동	매봉산鷹峰이다.	현재	옥수동	인근에는	독서당	옛터를	기념하여	

‘독서당길’이	명명되어	있다.	그림의	하단	좌목座目에	기록된	인물들을	보면	윤근수尹根壽(1537~1616),	정

유일鄭維一(1533~1576),	정철鄭澈(1536~1593),	구봉령具鳳齡(1526~1586),	이이李珥(1536~1584),	이해수李海壽

(1536~1599),	신응시辛應時(1532~1585),	홍성민洪聖民(1536~1594),	유성룡柳成龍(1542~1607)	등으로	모두	당

대의	일급	문인들이다.	좌목에는	사가독서	하였던	시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신응시가	1563년으로	가장	빠

르고,	구봉령,	윤근수,	이이,	이해수,	정철은	1567년,	유성룡,	정유일,	홍성민은	1570년이다.	이로	보아	이	계

회도는	1570(선조3)년경	그려진	것으로	보인다.

그림을	보면	응봉	중턱	숲속에	중정中庭이	있는	사각형	구조의	기와집들이	그려져	있는데,	바로	독

서당이다.	건물	안에는	선비들	몇이	앉아	담소를	나누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	독서당	아래쪽에는	한강이	있

는데	배가	여러	척	그려져	있다.	응봉	너머	남산이나	북한산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지금의	동호대교	

남안,	한강변	낮은	곳에서	북쪽을	바라본	시점으로	그린	것으로	보인다.	화풍은	조선	초기	안견파安堅派의		

독서당계회도

19

讀書堂契會圖

조선(1570년경)  |  1축  |  비단에 수묵

102.0×57.5cm  |  서울대학교박물관

보물	제8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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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운이	짙게	남아있는	16세기	후반의	산수화	양식을	잘	보여준다.

한편	일본에는	1531년경	제작된	〈독서당계회도〉가	전한다.	이	작품과	비교할	때	훨씬	멀리서	바라

보아	응봉	너머	남산과	북한산까지	그려졌고,	한강의	남안	언덕의	일부까지	그려	넣었다.	그래서	자연히	

독서당은	그저	안개	속에	보이는	기와집	몇	채	정도로	간단하게	그려졌다.	이에	비해	이	작품은	독서당의	

건축적	구조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응봉	고개를	넘어	한양	쪽으로	가는	사람들의	모습,	독서당	주변의	건

물들까지	표현하여	독서당과	그	주변의	모습을	복원해	보는데	아주	좋은	자료이다.	계회도는	1550년경	이

후	종래의	산수중심에서	실내모임	중심으로	변화하기	시작하는데,	이	작품은	아직	독서당을	포함한	산수	

중심으로	표현하였다.	이점은	아마도	사가독서	하였던	시기가	달라	한곳에	모인	장면으로	그릴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 진준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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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was created to commemorate the joint studying by nine literary officials at Dokseodang 

Hall. Dokseodang was built during the reign of King Sejong (r. 1418–50) to encourage the education 

of prominent young officials by offering a selected few a chance to wholly dedicate themselves to 

reading at Dokseodang. Produced in 1570, this painting mentions at the bottom of the silk many of 

the foremost literary scholars of the time as they participated in the collective study, such as Jeong 

Cheol (penname Songgang), Yi I (Yulgok), and Ryu Seong-ryong (Seoae). Dokseodang was situated 

at the southern foot of Eungbongsan Mountain along the banks of the Hangang River in present 

Oksu-dong, Seoul. The mountain depicted is Eungbongsan and on its mid-slope is Dokseodang, a 

tile-roofed building encircled by a rectangle of roofed corridors. Below the tile-roofed building is the 

Hangang River with numerous boats in its waters. The painting reflects a predominant influence from 

the An Gyeon School of the early Joseon period. It serves as a valuable material that shows the now-

absent Dokseodang building and the surrounding landscape at the time. It is also meaningful in that 

the gathering described featured a number of stellar Joseon scholars. 

Dokseodang gyehoedo 
(Gathering of Officials at 
Dokseodang Study) 

Joseon (Around 1570)  |  1 scroll  |  Ink on silk

102.0×57.5 cm  |  Seoul National University Museum

Treasure No. 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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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간원司諫院의	관원들이	1540년(중종	35)에	계회를	갖고	제작한	계회도이다.	화면	위쪽에	전서篆書

로	‘薇垣契會圖’라는	표제를	썼고,	중단에는	계회	장면이	들어간	그림,	아래에는	참석자들의	신상을	기록

한	좌목座目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제와	그림,	좌목	사이에는	붉은색	선을	그어	구획하였다.	‘미원薇院’은	간

쟁諫爭을	전담했던	사간원을	일컫는	별칭이다.	그림	왼편	위쪽에는	조선중기의	문신	성세창成世昌의	제시題

詩가	있고,	시의	마지막에	‘가정경자중춘嘉靖庚子仲春’이라는	연기가	있어	1540년(중종	35)에	제작되었음이	

확인된다.

그림의	배경을	이룬	산수는	실제	경치가	아닌	상상의	경관으로	채워져	있다.	특히	화면	오른	편에	기

암	절벽을	이루며	솟아오른	높은	산세와	폭포	등은	실제	계회가	이루어진	곳으로	추측되는	한강	인근에서

는	볼	수	없는	풍경이다.	강변의	돌출한	언덕	위에	소나무	두	그루가	서있고,	그	아래의	평지에	관원들이	둘

러	앉아	계회를	갖는	모습이다.	특히	소나무	두	그루를	그린	쌍송雙松은	16세기의	계회도에	빠짐없이	등장하

는	요소이다.	경물에	비해	사람은	점경點景으로	작게	그렸으나	모두	의관을	갖추어	입은	모습이다.	계회	장면

은	계회도의	가장	핵심	부분이지만	산수에	비해	비중이	약화되어	있다.	근경에	비스듬히	솟은	언덕,	배경	산

세의	상승감,	경물의	무게가	오른쪽으로	치우친	편파구도	등은	이	그림이	16세기	전반기	안견파安堅派	산수

양식을	충실히	따랐음을	알려준다.	<미원계회도>에서	계회	장면만	없다면,	전형적인	안견파	산수화로	손색이	

없다.	화가는	화면	왼편의	위쪽에	시詩를	써넣기	위해	멀리	보이는	산을	나지막하게	낮추어	그린	듯하다.

좌목에	기록된	계회의	참석자는	모두	7인이다.	대사간	유인숙柳仁淑을	비롯하여	사간	홍춘경洪春卿,		

헌납	나세찬羅世纘,	이름이	확인되지	않는	정언	김	모某,	정언	이영현李英賢	등	현직관원	다섯	사람과	전직	

사간	이명규李名珪,	전	정언	이황李滉	등이	참여하였다.	눈여겨	볼	것은	퇴계	이황이	1540년(중종	35)	1월	

사간원	정언에	임명되어	4월까지	근무하였고,	4월	30일부터	10월까지는	사헌부	지평을	지냈다.	이	계회는	

성세창	제시	미원계회도

20

成世昌	題詩	薇垣契會圖

조선(1540년)  |  1축  |  비단에 채색

93.0×61.0cm  |  국립중앙박물관

보물	제8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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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이	사헌부	지평으로	있던	1540년	5월	이후	10월	사이에	열렸고,	그림도	이	무렵에	그린	것으로	추측

된다.	이황은	전직	사간원	관리로	이	모임에	참석한	것이다.	사간원의	전·현직	관원이	함께	만나	계회를	

열고	특별한	만남을	기념하여	이	계회도를	만든	것인데,	그들이	기념하고자	한	구체적인	사연은	기록하지	

않았다.	그림을	그린	화가는	미상이지만,	아마도	전문	화가들이	주문을	받아	그렸을	것으로	추측되며,	참

석자의	수만큼	여러	점을	그려	하나씩	나누어	가졌다.	<미원계회도>는	16세기의	관료사회에서	유행한	계

회의	경향을	알	수	있고,	제작연대가	분명하여	안견파	산수화의	변모과정을	알	수	있는	기준작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 윤진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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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inting depicts a gathering of former and incumbent officials from the Saganwon (Office 

of the Censor-general), also known as the Miwon. The poem by the scholar-official Seong Se-chang 

(1481–1548) presented under the title ends with information on the production of the painting, 

confirming that it was created in 1540. The manner of expressing the hill in the foreground and 

the mountain in the background and the one-sided placement of visual elements affirm the faithful 

reflection of the An Gyeon School from the 16th century. The gathering itself was painted based on 

an actual assembly of Censor-general officials, but the landscape elements are imaginary. One of the 

participants was the renowned Confucian scholar Yi Hwang, who had served as Fourth Censor at the 

Office of the Censor-general, but at the time of the gathering was working as Fourth Inspector at the 

Office of the Inspector-general. The exact information on its production year adds to the historical 

importance of this work as it indicates both how gatherings of officials were held and how landscape 

painting was executed in the 16th century. 

Miwon gyehoedo (Gathering  
of Officials of the Censor-
general) with a Poem by Seong 
Se-chang

Joseon (1540)  |  1 scroll  |  Color on silk

93.0×61.0 cm  |  National Museum of Korea

Treasure No. 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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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조兵曹의	전·현직	관원들이	1541년(중종	36)	계회를	갖고	제작한	계회도이다.	계회도의	위쪽에는	

전서篆書로	‘夏官契會圖’라고	쓴	표제가	있다.	하관夏官은	조선시대의	군사관계	업무를	총괄하던	병조의	별

칭이다.	중단에는	산수를	배경으로	한	야외에서의	계회장면을	그렸으며,	하단에는	참석자들의	명단인	좌

목座目이	적혀	있다.	3단	구성의	계회도는	족자로	꾸며서	한	눈에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도록	고안한	형식이

다.	그림	왼쪽	여백에	조선중기	문신인	성세창成世昌이	쓴	제시가	있다.	그	말미에	“가정신축국추번중서嘉靖

辛丑菊秋蕃仲書”라고	적혀	있어	1541년	가을에	시를	썼고,	그림도	이	무렵에	그렸음을	알	수	있다.	

근경에	비스듬히	솟은	언덕	위에	소나무	두	그루가	그려져	있고,	그	아래쪽의	넓은	평지에서	계회

가	열리는	모습을	작게	그렸다.	그	배경에	폭포를	드러낸	높은	산세는	실경이	아닌	가상의	경관을	그린	것

이다.	계회도에서	계회의	장면보다	산수에	비중을	두어	그린	것은	감상용	산수화의	유행과	그에	대한	선

호가	있었기	때문이다.	즉,	계회도를	그린	화가들은	계회의	현장과	실경을	그려야	한다는	당위성	보다	기

존의	관념	산수화풍에	깊이	예속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작게	그린	계회의	장면만이	이	그림이	계회도

라는	사실을	입증한다.	특히	참석자들은	모두	의관을	갖추어	자신들이	현직	관리라는	점을	암시하였다.	

화면의	오른쪽으로	경물이	쏠리도록	배치한	편파구도,	사선방향으로	돌출한	언덕과	쌍송雙松,	소

나무를	그린	화법은	16세기	안견파安堅派	산수화풍의	특징을	충실히	담고	있다.	16세기의	편파구도를	취

한	일반	산수화에	계회	장면을	그려	넣으면	계회도가	될	정도로	산수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러한	특징

은	국립중앙박물관의	<미원계회도>의	구도	및	화풍과도	유사한	점이	많다.	이처럼	계회도는	하나의	정형

을	정해	두고	거기에	맞추어	그렸으며,	참석자들의	수만큼	여러	점을	신속히	그려야	했기에	묘사에	많은	

공력을	들일	수	없었다.	그림은	주로	전문	화가들이	주문을	받아	그렸지만	화가의	이름은	남기지	않았다.	

좌목에는	참석자	11인의	인적사항이	적혀	있다.	전	정랑	이약해李若海,	정랑	조언수趙彦秀,	전	정랑	

성세창	제시	하관계회도

21

成世昌	題詩	夏官契會圖

조선(1541년)  |  1축  |  비단에 채색

97.0×59.0cm  |  국립중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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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언각鄭彦慤,	정랑	황박黃博,	전	정랑	나윤명羅允明,	좌랑	윤부尹釜,	전	좌랑	이중량李仲樑,	좌랑	이영성李永成,	

좌랑	윤우尹雨,	전	좌랑	이영현李英賢,	선무랑	이천계李天啓	등	이다.	전직	관원	5인,	현직	관원	6인이	참여한	

전·현직	관원들의	모임이지만,	이들이	계회를	열게	된	구체적인	동기는	남기지	않았다.	<하관계회도>는	제

작시기가	분명한	기년작紀年作으로	16세기의	계회	풍습과	산수양식의	변모를	설명해주는	계회도의	주요	

사례이다.		| 윤진영 |

01	 		安輝濬,	「16世紀	中葉의	契會圖를	통해	본	朝鮮王朝時代	繪畵樣式의	變遷」,	『美術資料』	1,	國立中央博物館,	1975.

02	 		安輝濬,	「韓國의	文人契會와	契會圖」,	『韓國繪畵의	傳統』,	文藝出版社,	1988.

03	 		윤진영,	「16세기	契會圖에	나타난	山水樣式의	변모」,	『미술사학』	제19호,	미술사교육연구회,	200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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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sting of three sections, the title, the drawing of the event, and a list of participants, this 

is a painterly record of a gathering of former and current officials from the Byeongjo (Ministry of 

Military Affairs), also known as the Hagwan. Along with his poem in the empty space in the upper-

left of the illustrated section, Seong Se-chang noted that the gathering took place in 1541 and that 

the painting was produced in the same year. The depiction of the gathering occupies just a small 

portion of the overall piece, and the rest is filled with idealized imaginary landscapes. The lopsided 

composition with visual elements concentrated to the right, the protruding hill in the foreground, 

and the two pine trees are all reflections of the conventions of the An Gyeon School. In the bottom 

section is written information on the 11 participants. With its clear identification on the year of 

production, this painting offers important information on where officials’ gatherings were held in the 

16th century and how landscapes were depicted. 

Hagwan gyehoedo (Gathering  
of Military Officials) with a Poem 
by Seong Se-chang

Joseon (1541)  |  1 scroll  |  Color on silk

97.0× 59.0 cm  |  National Museum of Korea

Treasure No. 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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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조의	낭관급	관원들이	1550년경	계회를	갖고	이를	기념하여	만든	계회도이다.	호조의	낭관은	

나라의	재정財政을	담당하는	요직이다.	그림의	위로부터	표제,	그림,	좌목座目의	3단	구성이	원래의	형식인

데,	현재는	표제가	떨어져나간	상태이다.	<호조낭관계회도>의	배경에는	봉우리가	드러난	배산이	자리	잡

았고,	아래쪽은	누정	안에서의	계회	장면을	그렸다.	특히	건물과	인물의	묘사는	이전	시기에	비해	크고	구

체적이다.	이처럼	계회의	장면과	배경산수를	대등하게	구성한	것은	16세기	전반기에는	볼	수	없는	형식이

다.	<호조낭관계회도>	이전에는	모임의	장면을	점경點景으로	그렸고,	산수가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16세

기	중후반기에는	관아나	누정에서의	계회	장면을	그린	사례가	나나난다.	계회의	장소는	대개	경관이	좋은	

야외나	관청의	내부로	나뉘는데,	특히	<호조낭관계회도>에는	누각	안의	관원들이	구체적으로	그려짐으

로써	계회의	현장감을	더해주고	있다.	누각의	투시에는	하나의	시점이	아닌	여러	시점이	혼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요소도	16세기	계회도의	특색이다.

<호조낭관계회도>에는	16세기	전반기에	유행한	안견파安堅派	화풍의	특징인	짧은	선과	점을	반복

한	단선점준短線點皴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다만	16세기	중엽을	기점으로	하여	조선중기(약	1550년~1700

년)로	넘어	가는	화풍의	변화를	예고해	주고	있다.	좌목에는	안홍安鴻,	이지신李之信,	강욱姜昱,	신희복愼希

復,	유강兪絳,	김익金瀷,	신여집申汝楫,	황준량黃俊良	등	8인의	신상이	적혀	있다.	그런데	그림에는	모두	9명이	

등장한다.	아마도	그림	속의	중앙에	앉은	관료는	이	계회의	구성원이	아닌	호조의	판서나	참판으로	추측

된다.	좌목에는	전직	관원인	전	호조정랑	안홍安鴻과	전	좌랑	김익金瀷의	이름이	적혀	있다.	이	두	사람은	

건물	안의	맨	왼쪽	아래에	앉았는데,	관모官帽가	아닌	갓	형식의	외출모를	썼고,	허리띠도	각대角帶가	아닌	

띠를	두르고	있다.

누각의	난간	밖에는	가체假髢로	머리를	꾸민	7명의	기녀가	앉아	있다.	기녀를	계회의	공간	안으로	

호조낭관계회도

22

戶曹郎官契會圖

조선(1550년경)  |  1축  |  비단에 채색

121.0×59.0cm  |  국립중앙박물관

보물	제8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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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지	않고,	바깥에	앉게	하여	절도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다.	건물의	오른편에는	시녀들이	술과	음

식을	마련하는	모습이다.	탁자	위에는	술이	담긴	청화백자를	비롯한	도자기류가	놓여	있다.	계회가	열리는	

건물의	지붕은	짙은	안개로	가림으로써	공간의	깊이를	암시함과	동시에	이곳이	건물이	밀집된	관아의	일

부임을	설명해	준다.	

이	모임에	참석한	황준량黃俊良(1517~1563)의	「행장行狀」에는	그가	1550년(명종	5)에	호조의	낭관으

로	임명된	기록이	있다.	이	그림의	제작시기를	1550년으로	볼	수	있는	단서이다.	<호조낭관계회도>는	조선

초기의	계회도	가운데	인물을	비교적	자세히	그림으로써	조선후기의	풍속화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16

세기	관인官人	풍속화의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다.		| 윤진영 |

01	 		安輝濬,	「16世紀	中葉의	契會圖를	통해	본	朝鮮王朝時代	繪畵樣式의	變遷」,	『美術資料』	1,	國立中央博物館,	1975.

02	 		安輝濬,	「韓國의	文人契會와	契會圖」,	『韓國繪畵의	傳統』,	文藝出版社,	1988.

03	 		윤진영,	「朝鮮時代	契會圖	硏究」,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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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inting depicts a gathering of former and incumbent officials from the Hojo (Ministry 

of Taxation) that was held around 1550. Although the title section has been lost, the information 

included in the bottom section confirms that it was a gathering of financial officials. The pavilion 

where the gathering was held and the participants are treated as equal to the background landscape 

in terms of size and detail. This painting serves as a herald of a new artistic style that emerged with 

the waning of the popularity of the early-16th-century An Gyeon School. Eight officials are identified 

in the bottom section as participants, but there appear nine figures in the painting. It is assumed 

that the one seated in the top-center was a guest participating in the gathering as Minister or Second 

Minister. On the platform of the pavilion are shown female attendants, and to the right of the pavilion 

are servers preparing food. This is an example of 16th-centry government gyehoedo (painting of 

gatherings) that placed a shared focus on human figures and the landscape. 

Hojo nanggwan gyehoedo 
(Gathering of Fiscal Officials) Joseon (Around 1550)  |  1 scroll  |  Color on silk

121.0×59.0 cm  |  National Museum of Korea

Treasure No. 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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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기	중엽	중앙	관서官署의	관리들이	계회를	갖고	제작한	계회도이다.	현재	그림	상단의	표제와	

아래쪽의	좌목座目이	떨어져나간	상태이다.	원래는	표제,	그림,	좌목으로	된	3단	구성이었으나	그림만	남아	

있어	참석자들의	소속과	인적	정보는	알	수	없다.	계회는	그림	오른쪽	하단의	누정	내부에서	열리고	있다.	

누정	주변의	비단이	상당	부분	떨어져나가	자세히	살필	수	없지만,	연꽃잎이	떠	있는	연못이	있어	편의상	

이	계회도를	‘연정계회도蓮亭契會圖’라고	부른다.	

계회	장면을	보면,	누정	안쪽에	참석자들이	둘러	앉아	있으나	위쪽의	정면으로	앉은	인물과	난간	

쪽에	뒷모습을	보이는	인물	간에	크기의	차이가	커서	어색해	보인다.	직급의	고하에	따른	고식적인	표현

방식으로	간주할	수	있을	듯하다.	참석자들	앞에	놓인	소반상도	위쪽에	앉은	인물들의	것이	훨씬	크게	그

려졌다.	또한	계회의	참석자들이	모두	관복	차림을	한	것은	이들의	신분이	고위	관원들이라는	사실을	암

시한다.	그	오른편에는	박락된	부분이	있어	뚜렷하지	않지만,	기녀로	보이는	여인들이	앉아	있다.	

누정의	뒤편으로	솟아오른	지붕	주변을	안개가	가득	찬	모습으로	처리하여	큰	공간감을	암시하였

다.	주변에	기와지붕이	많이	보이는	것은	이	누정을	관청에	딸린	휴식공간으로	추측할	수	있는	단서이다.	

뒤편	배경의	원산遠山을	그린	화법에는	안견파	산수화의	전통이	남아	있다.	배경의	경관은	원근의	거리에	

따라	수목樹木의	크기를	조절하여	그림으로써	공간의	깊이를	살렸다.	관아의	청사나	건물	안에서	계회를	

갖는	장면은	약	1550년을	기점으로	나타난	계회도의	새로운	변화이다.	배경산수의	비중을	줄이고	계회의	

장면을	강조한	점,	인물의	묘사가	구체적인	점이	특징이다.	이	무렵에는	계회	장소를	현장감	있게	그리는	

것이	계회도의	관건이라는	인식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된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전하는	<호조낭관계회도戶曹郎官契會圖>는	<연정계회도>의	특징을	함께	살필	수	있

는	자료이다.	<연정계회도>에서	계회가	열리는	공간을	배경과	대등하게	설정한	부분은	<호조낭관계회도>의		

연정계회도

23

蓮亭契會圖

조선(1550년경)  |  1축  |  비단에 채색

94.0×59.0cm  |  국립중앙박물관

보물	제8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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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과	같은	계통으로	볼	수	있다.	계회의	장면도	<호조낭관계회도>에	비해	훨씬	자유로운	분위기이다.	참

석자들은	경직되지	않은	편안한	모습이어서	상하관계가	아닌	수평관계에	있던	관리들의	모임으로	추측

된다.	<연정계회도>의	산수나	인물	묘사는	<호조낭관계회도>의	양식과	공통점이	있지만,	세부	묘사에	차

이가	있다.

조선초기의	계회도에는	대부분	안견파安堅派	화풍이	적극	반영되어	있지만	<연정계회도>에는	안견

파의	흔적을	보이면서도	부분적으로	새로운	화풍의	요소가	감지된다.	누정	아래의	버드나무	묘사에	남송

대	원체화풍院體畵風의	단서가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논할	정도는	아니다.	<연정계회도>는	산수	표현	위주

의	계회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계회의	장소와	장면의	특징을	동시에	보여주도록	구성된	그림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 윤진영 |

01	 		安輝濬,	「16世紀	中葉의	契會圖를	통해	본	朝鮮王朝時代	繪畵樣式의	變遷」,	『美術資料』	1,	國立中央博物館,	1975.

02	 		安輝濬,	「韓國의	文人契會와	契會圖」,	『韓國繪畵의	傳統』,	文藝出版社,	1988.

03	 		윤진영,	「朝鮮時代	契會圖	硏究」,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2.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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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ng the top and bottom sections where the title and information on participants would 

have been, this painting portrays a gathering of seven central government officials seated in a 

circle within a pavilion. Although not clearly seen due to the damage, women, seemingly female 

entertainers (gisaeng), are also present. The name of this painting, Gathering of Officials at the Lotus 

Pavilion, is derived from the lotus flowers fully covering the surface of the pond located to the left of 

the pavilion. Paintings of officials’ gatherings (gyehoedo) held inside a government building or other 

architectural structure were an innovative practice that came into being around 1550. Given how the 

participants sit freely and comfortably, it is assumed that they must have been of equal rank. This is 

an important piece of historical material that shows the transformation of the focus of gyehoedo from 

natural elements to human figures. 

Yeonjeong gyehoedo 
(Gathering of Officials at the  
Lotus Pavilion) 

Joseon (Around 1550)  |  1 scroll  |  Color on silk

94.0×59.0 cm  |  National Museum of Korea

Treasure No. 871



150

겸재	정선謙齋	鄭敾(1676~1759)이	육상묘와	그	뒤에	있는	백악산白岳山[북악산北岳山]을	그린	그림이다.	

정선은	서울	근교	도성	안팎의	명소를	많이	그렸는데,	이들	그림은	단순히	산수화가	아니라	지형경

물을	표현한	기록화의	성격도	띠고	있어	역사적으로나	학술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그림의	상단에는	‘부묘도감좌목祔廟都監座目’이라는	제목	아래	좌의정	조문명趙文命,	호조판서	김동

필金東弼,	이조참판	신방申昉	등	18명의	명단과	‘임자십이월	일壬子十二月	日’이라고	적혀	있다.	‘부묘祔廟’는	왕

과	왕비의	신주를	종묘에	옮기는	의식을	말한다.	하단에는	비단에	수묵	담채로	겸재의	그림이	그려져	있

다.	낮은	언덕	위에	소나무와	활엽수를	좌우에	적절히	배치하였고,	뒤편에는	육상묘로	추정되는	2동의	초

가	건물이	백악산을	배경으로	그려져	있다.	화면의	왼편	상단에는	‘기미중춘	겸재사己未仲春	謙齋寫[謙齋]’라

는	관서가	있어,	정선이	63세	때인	1739년(己未)에	그렸음을	알	수	있다.	

이	그림은	숙빈	최씨淑嬪崔氏	사당인	육상묘毓祥廟를	그린	그림으로	알려져	있다.1	이	그림은	육상

묘	건설에	관여했던	도감	관계자들이	정선에게	의뢰하여	만든	계회도의	일종으로	추정되며,	1986년	지정	

당시	소유자의	9대	조상인	이광의李廣義(당시	제용감판관)도	좌목에	있는	것으로	보아,	계회도	조성	이후	

집안에서	전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남종화풍으로	나무,	집,	산세를	수묵과	옅은	담채를	써서	담담하게	표

현했으며,	기록화로서	역사적·학술적인	의의가	있는	작품이다.		| 황정연 |

정선	필	육상묘도

24

鄭敾	筆	毓祥廟圖

조선(1739년)  |  1축  |  비단에 수묵담채
전체 146.5×63.0cm, 화면 94.0×63.0cm  |  개인소장 

보물	제873호

1   이 그림에 그려진 대상에 대해 최근 학계에서는 여러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유홍준은 그림 속 육상묘가 사우의 모습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 하여 실경이 아니라고 
추정했으며(유홍준, 『화인열전』 1, 역사비평사, 2001, 268~270쪽), 박용만은 해당 그림의 좌목이 경종비 선의왕후宣懿王后(1705~1730)의 부묘도감 좌목과 일치하

고, 숙빈 최씨의 사우가 1725년 숙빈묘로 조성되었고 1744년 육상묘로 개칭되었다가 1753년 육상궁으로 높여졌으므로, 1739년에 그려진 이 그림을 육상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박용만, 「육상궁의 조성과 칠궁의 연혁」, 『淑嬪崔氏資料集』 5,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108~109쪽). 본문은 지정당시의 내용에 기초하여 
작성한 것이다.



151

This is a painting by the renowned Joseon painter Jeong Seon of Yuksangmyo Shrine with 

Baegaksan Mountain in the background. Jeong produced a great number of paintings of areas 

around the city wall of Seoul. They serve today as both landscapes and documentary paintings that 

offer critical information for historical studies. Here, broad-leaved trees and pines growing from 

low-rising hills are positioned respectively on either side in the foreground. Behind the trees is a 

background of two thatched houses, presumably Yuksangmyo Shrine, and Baegaksan. Rendered 

in the Southern School style, the trees, houses, and mountains are gently expressed in ink and light 

color. This painting has great significance as a historical record. 

Yuksangmyodo (Yuksangmyo Shrine) 
by Jeong Seon Joseon (1739)  |  1 scroll  |  Ink and Light color on silk

146.5×63.0 cm (scroll), 94.0×63.0 cm (painting)  |  Private ownership

Treasure No. 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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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궤장연회도>	화첩은	1668년(현종	9)	11월	27일	백헌	이경석白軒	李景奭(1595~1671)이	궤장을	하

사받는	행사를	치른	뒤	이를	기념하여	제작한	서화첩이다.	조선시대에는	70세가	되어	치사致仕를	청한	관

료가	관직이	1품에	이르고	국가의	중경사와	관련이	있을	경우	왕은	이를	허락하지	않고	안석(几)과	지팡

이(杖)를	내려	관직에	머무르게	하는	사궤장賜几杖	제도가	있었다.	

이경석은	정종의	열	번째	아들	덕천군德泉君의	6대손으로	종실	출신이며	문장과	글씨에도	뛰어났

던	인물이다.	1626년(인조	4)	중시重試에	장원	급제한	이래	인조·효종·헌종	세	왕을	모시며	영의정,	대제학,	

영돈녕부사,	영중추부영사를	지낸	중신重臣이었다.	또	1664년(현종	5)에는	70세가	되어	기로소耆老所에	들

어갔다.	이경석은	1649년(인조	27)	이래	10차례	가까이	치사를	원하는	상소문을	올렸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마침내	1668년	74세에	관료로서는	최고의	명예라	할	수	있는	궤장을	하사받게	된	것이다.	원래는	

안석과	지팡이를	내려야	했으나	당시	관리들이	충분히	고제古制를	상고하지	못한	결과	이경석은	안석	대

신	교의交椅를	받았다.	이경석이	받은	지팡이는	윗부분을	비둘기	모양으로	장식한	구장鳩杖의	전통을	따랐

으며	아랫부분은	농사의	중요성을	일깨운다는	의미에서	소삽小揷을	단	형태이다.	이	교의와	지팡이도	함께	

보물	제930호로	지정되어	있다.	

‘사궤장연회도賜几杖宴會圖’라고	표제가	붙은	화첩의	구성은	궤장	하사의	의례를	그린	세	폭의	행사

도,	지제교	남이성南二星(1625~1683)이	지은	사궤장	교서敎書,	좌목,	소서小序를	곁들인	이경석의	칠언율시,	

그에	화답한	참연자들의	수창시,	연회에	참석하지	못한	친지들이	나중에	지어	보낸	축시의	순으로	꾸며져	

있다.	좌목은	왕을	대신하여	궁궐에서	파견된	중사中使와	승정원	관리,	그리고	이경석과	빈객	8명으로	이

루어져	있다.	

첫	번째	장면은	교서와	궤장을	받든	행렬이	이경석의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그린	<지영궤장도

이경석	궤장	및	사궤장	연회도	화첩	

25

李景奭几杖	및	賜几杖	宴會圖	畵帖

조선(1668년)  |  2종 6점  |  비단에 채색

37.0×55.5cm  |  경기도박물관

보물	제9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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祗迎几杖圖>이다.	이날	현종은	궤장과	교서	외에도	선온과	일등악一等樂을	모두	하사하였다.	행렬은	집박전

악執拍典樂과	악공이	선도하고,	교서를	실은	정자亭子,	궤장을	실은	가마가	따르며	그	뒤를	중사,	승정원	도

승지와	주서,	예조참판,	예조참의	등	5명이	말을	타고	가는	모습이다.	이경석을	비롯한	빈객들은	문	밖에

서	허리	굽혀	공손하게	행렬을	맞아들이고	있다.	

두	번째	장면은	교서를	낭독하고	궤장을	전달하는	사궤장	의례의	핵심	장면을	묘사한	<선독교서

도宣讀敎書圖>이다.	의례의	현장은	이경석의	집인데	마당에	차일을	치고	병풍과	휘장을	설치하여	임시로	행

사장을	꾸몄다.	궤장과	선온을	차일	아래	병풍	앞에	모셔	놓고	붉은	보를	덮은	교서안敎書案	앞에서	주서

가	교서를	낭독하고	있다.	

세	번째	장면은	의식이	끝난	뒤	거행된	궤장연을	그린	<내외선온도內外宣醞圖>이다.	악공이	연주하

는	음악에	맞추어	처용무處容舞가	공연되고	교서를	낭독하는	의례	중에	문	밖	차일에	모여	있던	손님들은	

모두	행사장으로	들어와	줄지어	앉아	있다.	화면에는	이경석이	술잔을	받는	장면이	그려진	듯하다.

지영궤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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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독교서도

내외선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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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세	폭은	사궤장	의례의	전체	과정	중에서	선택된	중요한	장면이다.	그림만	보아도	사궤장	의

례의	전	과정을	짐작할	수	있겠는데	동일한	배경	속에서	이야기를	전개하였다.	산수배경은	청록산수	기법

으로	그려졌는데	16세기	안견파화풍의	잔영이	남아	있어서	청록산수	양식의	보수적인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이	화첩은	사가행사도私家行事圖로서	한	화첩에	당대	고위	관료들의	글씨와	시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

에서	서화합벽첩	적인	성격도	엿볼	수	있다.		| 박정혜 |

01	 		박정혜,	「조선시대	賜几杖圖帖과	延諡圖帖」,	『미술사학연구』	231,	한국미술사학회,	2001.

02	 		박정혜,	「『이경석사궤장도첩』의	회화사적	의의」,	『全州李氏(白軒相公派)	寄贈古文書』,	경기도박물관,	2003.

참고문헌

지영궤장도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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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inting album was created to commemorate the royal conferment of a chair and staffs 

to an elderly literary official named Yi Gyeong-seok (1595–1671) in November 27, 1668. The album 

is designated as Treasure no. 930 alongside with the chair and four staffs given to Yi Gyeong-seok. 

The album is comprised of three paintings documenting the event, a royal message composed by 

Nam I-seong (1625–83), the names of the participants, a seven-character regulated verse with a short 

preface by Yi Gyeong-seok, response poems from participants, and celebratory poems sent later by 

Yi’s relatives who were not present at the ceremony. The works are an early example of the painting 

of ceremonial events in the home (saga haengsado), and it is notable that this album also includes 

calligraphy and poetry by high-ranking officials of the time. 

Paintings of the Staff and 
Chair Conferment Banquet for 
Yi Gyeong-seok 

Joseon (1668)  |  1 album  |  Color on silk

37.0×55.5 cm  |  Gyeonggi Provincial Museum

Treasure No. 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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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2년(광해	14)에	동갑계를	맺은	전	청풍군수	이대기李大期	등	동갑생	3인이	모임을	기념하여	만

든	계회도이다.	같은	해에	태어난	동갑생들의	계회를	‘갑계甲契’라고	부르는데,	조선중기	이후에	크게	유행

하였다.	동갑생들의	두터운	우정과	친분은	이들의	만남을	기념하여	만든	계회도의	유행을	가져왔다.	

족자의	상단에	전서篆書로	‘辛亥生甲會之圖’라는	제목을	썼고,	중단에는	계회	장면을	그렸다.	하단

에는	참석자들의	명단인	좌목과	계회를	맺게	된	사연을	기록하였으며,	마지막	4행에는	칠언시를	써넣었

다.	좌목에는	전	청풍군수	이대기,	성균진사	정인준鄭仁濬,	합천군수	홍순각洪純慤의	인적사항이	적혀	있다.	

이대기가	쓴	발문에는	1617년(광해	9)	홍순각이	합천군수로	있을	때,	인근의	초계에	살던	이대기와	정인

준	등	세	사람이	자주	왕래하며	지냈는데,	세	사람	모두	1551년(명종	6)에	태어난	동갑생이며,	생일도	3월

로	같았다.	이대기의	제안으로	동갑계를	맺었고,	68세가	되던	1618년(광해군	10)과	1619년에	각각	한	차례

씩	모임을	가졌다.	이후	1620년에	모임을	갖기로	약속한	날짜를	20여일	앞두고	이대기가	정치적인	사건에	

연루되어	백령도에	유배됨에	따라	모임이	중단되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1622년	9월	정인준이	아들	정

탁鄭濯을	시켜	한양에서	계회도	3점을	제작하여	그중	1본을	이대기에게	보내	발문을	받게	하였다.	이대기

는	세	명의	벗들이	모두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것을	아쉬워하던	중에	계회도를	보니	감흥이	일어	3인의	동

갑생들이	처음	만나	교유해	온	전말을	쓴다고	했다.	이처럼	이대기는	좌목,	서문,	7언율시	2수를	짓고	쓴	

뒤	그	내용을	한본	베껴서	정탁에게	보냈다.	정탁은	이를	나머지	계회도	2본에	써넣어	정인준과	홍순각에

게	보냈다.	

그림에는	계회가	열리는	공간을	화면	중앙에	배치하였다.	큰	바위	위에	모여	앉은	계회장면을	보

면,	오른쪽	위에	이대기,	마주보는	좌측은	정인준과	홍순각이	앉았고,	아래에	등을	보이고	앉은	사람들은	

이대기	등	3인은	아들로	추정된다.	계회에	참석하는	아버지를	아들이	모시고	참석하는	것은	당시의	관행

신해생갑회지도

26

辛亥生甲會之圖

조선(1622년)  |  1축  |  비단에 채색

96.0×57.5cm  |  국립중앙박물관

보물	제10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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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오른쪽	아래의	한	사람은	청풍군수	홍순각을	수행해	온	인물로	추정된다.	계회의	장소는	정인준

의	『구담실기龜潭實記』에	합천	율진리의	송정松亭이라는	누정으로	나온다.	송정은	이들이	갑계를	하며	즐겁

게	만나던	곳인데	그림에는	누정이	보이지	않는다.	이	그림은	서울에서	화가를	구해	그린	것이므로	실제	

계회의	장면을	그렸다고	보기	어렵다.	화가는	대략적인	공간의	특징에	대한	설명을	듣고서	상상력을	발휘

하여	그린	듯하다.	이	그림의	구도는	계회의	공간을	배경의	주산과	좌우의	협산이	에워싼	형세이다.	특히	

배경에는	짧은	선을	잇대어	쓴	단선점준短線點皴이	사용되었는데,	17세기	전반기까지	안견파의	산수화풍이	

활용되었음을	보여준다.	<신해생갑회지도>는	지방의	양반들이	발의하여	제작한	17세기	전반기의	동갑계

회도로서	계회를	맺게	된	동기와	사연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	동갑계의	한	양상을	자세히	살필	수	있는	자

료이다.	계회도가	중앙의	관료사회에서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지방의	양반들에게까지	큰	관심을	끌며	확

산되었음을	알려주는	자료이다.		| 윤진영 |

01	 		오승환,	「<辛亥生甲會之圖〉연구	-	연구검토	및	下段의	座目·序文·7言	律詩	2首를	중심으로	-」,	『美術史學硏究』		

제292호,	한국미술사학회,	201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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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inting was produced in 1622 to commemorate a gathering of three elderly officials of 

the same age. The bottom section provides the names of the participants, namely Yi Dae-gi, Jeong 

In-jun, and Hong Sun-gak. Their titles are respectively denoted in the same section as a former 

magistrate of Cheongpung, an official at Seonggyungwan Academy, and a magistrate of Hapcheon. 

All born in 1551, the three formed a social group based on their shared age in 1617 when Hong Sun-

gak was magistrate of Hapcheon. This painting was produced in 1622 upon the initiative of Jeong 

Tak, a son of Jeong In-jun. The background shows Yuljin-ri, Hapcheon where the three usually 

held their gatherings. The depiction of the landscape maintains influences from the early-Joseon 

An Gyeon School. This painting testifies to the historical fact that the production of paintings of 

gatherings (gyehoedo) that was popular in Seoul was also practiced among provincial literati societies. 

Sinhaesaeng gaphoejido 
(Gathering of Elders of the Same Age) Joseon (1622)  |  1 scroll  |  Color on silk

96.0×57.5 cm  |  National Museum of Korea

Treasure No.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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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개현구장도>는	화개현花開縣(경남	하동군	화개면)에	있던	정여창鄭汝昌(1450~1504)의	옛	별장

[구장舊莊]을	이징李澄(1581~1653	이후)이	1643년(인조仁祖	21)에	그린	것이다.	정여창은	본관은	하동河東,	

자는	백욱伯勗,	호는	일두一蠹·수옹睡翁이다.	김굉필金宏弼(1454~1504)과	함께	김종직金宗直(1431~1492)의	

문하에서	학문을	연마하였다.	정여창은	한동안	화개현의	별장에서	성리학과	오경五經을	연구하며	머물렀

다고	한다.

이	그림은	정여창의	사후	한동안	그가	머물렀던	별장이	훼손되는	것이	안타까워	후손들이	이징에

게	요청하여	1643년에	그려졌는데,	이징이	직접	현지에	가서	실사하고	그린	것이	아니라	기록들을	참고하

여	제작한	것임을	하단에	적힌	신익성申翊聖(1588~1644)의	발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작

품은	그	기록화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실경산수화實景山水畵라고	보기는	어렵다.

비단	바탕에	그려진	작품의	상단에는	“花開縣舊莊圖”라는	전서체篆書體의	표제가	적혀	있고,	그	

아래	중단에는	구장이	있던	화개현의	산수가	묘사되어	있다.	하단에는	정여창의	악양시岳陽詩	1수,	유호인

柳好仁(1445~1494)의	악양정시서岳陽亭詩序와	시,	이	작품의	제작	배경을	밝힌	신익성의	후지後識,	조식曺植

(1501~1572)의	「유두류산록遊頭流山錄」과	정구鄭逑(1543~1620)의	「유가야산록遊伽倻山錄」	중에서	정여창의	

구거유적舊居遺跡에	관한	기사의	발췌	등이	신익성의	글씨로	적혀	있다.	이처럼	이	작품은	일종의	기록화	

성격을	띠고	있으면서	계회도契會圖의	삼단	형식을	따르고	있다.

그림은	화면	가운데의	별장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경물景物이	치우치고	근경·중경·원경으로	구분

되는	편파삼단구도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배치	방식은	조선	초기	이래의	안견파安堅派	화풍을	따른	것

이며,	근경의	각이	진	언덕의	묘사와	흑백의	대비가	뚜렷한	표현	등은	조선	중기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절

파浙派	화풍의	영향을	보여준다.

화개현구장도

27

花開縣舊莊圖

조선(1643년)  |  1축  |  비단에 수묵담채

89.3×56.0cm  |  국립중앙박물관

보물	제10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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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징은	호가	허주虛舟이며	조선	중기의	대표적인	화원으로	활약하였다.	그의	부친은	왕실	출

신의	화가	학림정鶴林正	이경윤李慶胤(1545~1611)이며	숙부도	그림에	능했던	죽림수竹林守	이영윤李英胤

(1561~1611)으로	2대에	걸쳐	회화로	유명하였다.	부친이	왕족이었지만	이징이	서자였던	탓으로	관직에	나

아가지	못하고	화원이	되었던	것	같다.	화원으로서의	명성은	대단하여	동시대의	문인들이	그를	당대	최고

의	화가로	기록한	글들이	있다.

그의	산수화는	조선	초기의	안견파	화풍을	계승하면서	조선	중기에	새롭게	유행하는	절파	화풍도	

습득하여	두	화풍이	융합된	양상을	보이는	작품이	많다.	신익성의	발문에	의해	이징이	63세	때인	1643

년에	제작하였음이	확실한	이	작품도	이징	화풍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	이징의	드문	기년작	중	하나로	

그의	만년의	화풍을	짐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작품이다.	

신익성은	발문에서	<화개현구장도>가	실제	경관을	보고	그린	것은	아니지만	고인古人의	숭고한	정신

은	오히려	이징이	그린	그림의	격조에	의해서	한층	고양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처럼	이징의	<화개현구장

도>는	실경산수도는	아니지만	조선	중기의	성리학적	분위기	속에서	선인을	추모하고	그	뜻을	기리기	위해	제

작된	별서유거도別墅幽居圖의	대표적인	작품이며,	이징의	매우	드문	기년작이라는	점에서	높은	의의를	지니고	

있다.	이	작품은	하동정씨河東鄭氏	문중에서	1990년	기증하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 박해훈 |

01	 		김지혜,	「虛舟	李澄의	繪畵硏究」,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92.	

02	 		김현지,	「朝鮮中期	實景山水畵	硏究」,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1.

03	 		조규희,	「朝鮮時代	別墅圖	硏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고고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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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a painting of an old country house belonging to Jeong Yeo-chang (1450–1504) 

in Hwagae-hyeon (present-day Hwagae-myeon in Hadong, Gyeongsangnam-do Province). It 

was produced by Yi Jing in 1643. Yi did not visit the site in person, but referred to documentary 

records to create this image. Featuring from top to bottom a title written in seal script, a painterly 

representation of Jeong’s country house, and poems by Jeong Yeo-chang and other literary officials, 

this painting follows the three-part composition characteristic of gyehoedo, a genre of painting 

recording notable social gatherings. In it, the old house and other objects are concentrated on the 

right side and arranged in the short, middle, and distant ranges. The painting shows influences from 

both the An Gyeon School transmitted from early Joseon and from the Zhe School, which came 

into vogue around the mid-Joseon era. This is a definitive example of paintings of country houses 

from the mid-Joseon period. It is also a rare work of art by Yi Jing that includes an exact year of its 

production. 

Hwagaehyeon gujangdo
(Old House of Hwagae-hyeon) Joseon (1643)  |  1 scroll  |  Ink and Light color on silk

89.3×56.0 cm  |  National Museum of Korea 

Treasure No.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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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숙	필	매화도

28

劉淑	筆	梅花圖

조선(1868년)  |  1좌  |  종이에 엷은 색

112.0×378.0cm  |  삼성미술관 리움

보물	제11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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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군자의	하나인	매화梅花는	군자의	절의와	은거를	상징하는	식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이외에

도	불교의	도래나	도가道家의	신선에	비유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징과	비유는	매화가	잔설이	남은	이른	

봄에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속성에	기인한다.	또한	꽃의	아름다움을	미인에	빗대기도	하였다.	한편	민간

에서는	나무에	열리는	매실	때문에	풍요와	사랑의	상징으로	여겨	왔다.	11세기에	이르러	송宋의	임포林逋

(967~1028)	등에	의해	군자의	절의와	은거라는	비유가	주목되는	가운데	송宋의	소식蘇軾(1037~1101)이나	

고려의	이곡李穀(1298~1351)처럼	매화의	아름다운	모습에	미인을	비유하는	경우가	증가하였다.	이후	조

선에	이르면	성리학의	영향으로	매화가	군자의	표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나	19세기에는	조형미를	

강조한	매화도가	그려졌다.	유숙劉淑(1827~1873)의	<매화도>는	이에	해당하는	작품이다.

유숙은	철종哲宗(1831~1863,	재위	1849~1863)의	어진모사에	참여하였으며,	“혜산惠山(유숙)의	그

림에	소당小堂(김석준,	1831~1915)의	제(惠山畵小堂題)”라는	말이	당시	세간에	돌	정도로	기량을	인정받은	

화원화가였다.	그는	처음에	김홍도金弘道(1745~1806년경)	화풍으로	그림을	그렸으나	후년에는	김정희金正

喜(1786~1856)에	의해	정의된	황한소경도荒寒小景圖류,	여항문인화가의	즉흥적인	필묵법이	돋보이는	회화	

경향,	청淸의	매너리즘화	된	산수화풍	등,	19세기의	여러	회화	흐름에	따른	작품을	남겼다.	<매화도>는	이

중에서도	여항문화가의	화풍과	관련이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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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에는	유숙의	제시가	있는데,	꽃이	만발한	고향의	매화나무	모습을	읊으면서	지방	벼슬로	인

해	고향에	가지	못했던	심경이	담겨	있다.	제시	앞에는	“나무	그늘	머무는	서재”이라는	의미의	‘휴응서옥庥

凝書屋’이	두인頭印으로	사용되었고	뒤에는	‘유숙劉淑’과	사구인詞句印	으로	“난	같은	맹세	옥	같은	인연”이라

는	뜻의	‘난맹옥연蘭盟玉緣’이	찍혀	있다.	이중에	성명인을	제외한	두	인장의	의미는	제시의	시상詩想과	연

결된다.

그림의	구성과	묘사는	제시의	내용과	일치한다.	그는	8폭을	하나의	화면으로	사용하여	커다란	매

화나무	전체를	묘사하였다.	이는	고목에	새로	난	가지	부분만을	묘사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난	화법이

다.	이	매화에는	군자의	표상이라는	측면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고	매화나무가	가진	조형미만	부각되었

다.	거친	괴석	위의	세	그루	매화나무에는	진액덩이를	나타내는	청록의	태점苔點이	중간	중간에	찍혀	있으

며	가장	앞쪽과	바로	뒤의	나무	기둥에서	마치	춤을	추듯이	뻗어나간	잔가지에는	백매와	홍매가	화사하

게	피어	있어서	웅장하면서도	만발한	매화의	화려한	분위기를	유감없이	보여준다.	

이러한	회화	경향은	조희룡趙熙龍(1789~1866)에	의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외물세계에	대

한	예술가	반응을	작품으로	나타낼	때는	격식에	구애받지	않아야	한다는	성령론性靈說을	주장하였다.	그

래서	그는	김정희와	달리	자유롭고	역동적이며	격식에	얽매이지	않은	화풍을	보여주었다.	유숙은	전기田

琦(1825~1854)와	유재소劉在韶(1829~1911),	특히	조희룡	같은	벽오사碧梧社	동인과	어울리면서	이러한	회

화경향을	공유할	수	있었다.	이	묵매화법은	19세기	후반에	여러	화가들에	의해	그려져	하나의	회화	경향

이	되었으며	장승업張承業(1843~1897)이	계승함으로써	근대의	화단으로	이어졌다.	유숙의	<매화도>는	이

같은	회화경향의	시작	지점에	있는	작품이다.		| 김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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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of the “Four Gentlemen,” a popular subject for literati painting, plum trees traditionally 

served as a symbol of the integrity and solitary life of Confucian gentlemen. In the 19th century, 

however, the aesthetic beauty of blooming plum trees came to the fore in painting, overshadowing 

the preceding symbolism of this striking flower. This painting by Yu Suk (1827–73) is an example 

of this shift. In the painting, branches freely stretch as if dancing out from the trunks of three plum 

trees rooted on a rough rock. Red and white plum flowers along the branches are in full bloom. In 

this painting, the plum tree is no longer a symbol of a Confucian gentleman, but simply an aesthetic 

object that imparts an enchanting atmosphere. This noble artistic treatment of plum trees was initiated 

by Jo Hui-ryong (1789–1866), who stressed that artists should not be bound by formalities when 

expressing their personal reactions to outside objects in their artworks. This new treatment for plum 

trees was gradually adopted by other painters toward the late 19th century and eventually became a 

notable trend. This painting by Yu Suk was at the forefront of this movement. 

Maehwado (Plum Blossoms) 
by Yu Suk Joseon (1868)  |  1 folding screen  |  Ink and Light color on paper

112.0×378.0 cm  |  Leeum, Samsung Museum of Art

Treasure No. 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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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영회란	기로회耆老會라고도	하며,	만	70세	이상의	2품	이상	원로	사대부로	구성된	모임을	말한

다.	조선시대	태조	때부터	정2품	이상의	관직을	지낸	만	70세	이상의	원로	사대부들을	예우하기	위한	기

로소耆老所를	설치하였으며,	기로소에서	마련한	연회를	기영회	또는	기로회라	하였다.	임금도	늙으면	기로

소에	이름을	올려	임금과	신하가	함께	참여하였으므로,	기로소에	드는	것을	최고의	영예로	여겼다.	매년	

삼짇날(음력	3월	3일)과	중양절(음력	9월	9일)	등에	연회를	연	뒤	이를	기리고	후대에	전승하기	위하여	도

화서의	화원畵員을	시켜	그림으로	남기도록	하였는데,	이를	기영회도라고	한다.

이	그림은	1584년경에	그려진	기영회도이다.	그림의	맨	윗부분에는	전서체篆書體로	기영회도라고	

제목을	적고,	가운데에는	건물	대청에서	열리는	연회장면을	그렸으며,	맨	아랫부분에는	모임에	참석한	사

람들의	앉은	순서대로	이름,	자,	호,	본관,	품계와	관직	등의	사항을	담은	좌목座目과	시문을	적어	놓았다.	

이처럼	16세기의	기영회도는	전형적인	계회도契會圖의	삼단	형식을	취하고	있다.	

화면의	기록에	의하면	이	모임에	참석한	이는	홍섬洪暹(1504~1585),	노수신盧守愼(1515~1590),	정

유길鄭惟吉(1515~1588),	원혼元混(1505~1588),	정종영鄭宗榮(1513~1589),	박대립朴大立(1512~1584),	임열任說

(1512~1584)	등	7인이다.	대부분	선조대宣祖代의	상신相臣들로	기로소에	들어가	궤장几杖을	하사받은	인물

들이다.	따라서	기영회가	열렸던	장소는	기로소로	추정된다.	

기영회는	처음에는	주로	산이나	강가	등	야외에서	열었으나	16세기	이후에는	건물	안에서	열었

다.	이	기영회도도	차일遮日이	쳐진	건물	안에서	베풀어진	연회	장면이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다.	대청에는	

푸른	소나무와	흰	매화가	있는	강기슭에서	물새가	노니는	광경을	그린	병풍을	배경으로	일곱	명의	참석

자가	흉배	없는	관복(담홍포淡紅袍)을	입고	호피무늬	방석	위에	앉아	각각	앞에	상을	받고	있다.	앞에서는	

잔치의	흥을	돋우기	위하여	두	무용수가	마주보며	춤을	추고	있고,	그	아래로	대기하고	있는	무용수들과	

기영회도

29

耆英會圖

조선(1584년경)  |  1폭  |  비단에 채색

163.0×128.5cm  |  국립중앙박물관 

보물	제13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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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을	연주하는	악대의	모습이	모인다.	그	중앙에는	붉은	옻칠을	한	높은	탁자	위에	꽃이	꽂힌	커다란	

청화백자	항아리가	놓아	화려함을	더했다.	촛불이	켜져	있어	저녁	무렵의	연회임을	알	수	있다.

대청	밖으로는	음식을	나르는	하인들과	주인들을	기다리는	시종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건물	

대청	안에	있는	공식적인	모임	참석자들의	모습을	자세하게	그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악대나	무용수,	시

종들과	같이	부수적인	인물의	다양한	동작과	자세가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당시의	풍속과	기물,	복식	등

에	대한	내용을	풍부히	전해주고	있다.	이처럼	건물	내에	잔치	장면을	그리는	방식은	1550년경에	제작된		

<호조낭관계회도戶曹郎官契會圖>와	같이	16~17세기에	유행한	기영회	및	계회도	형식이다.	

이	작품은	현재까지	알려진	기영회도	중에서	가장	클	뿐	아니라	묘사와	채색이	뛰어나	기록에	충

실하면서	높은	수준의	회화성을	갖추고	있다.	당대	최고	수준의	화원이	그린	것으로	생각되며,	미술사적	

가치가	높은	작품이다.	1998년	국립중앙박물관이	구입하여	소장하고	있다.		| 박해훈 |

01	 		안휘준,	「한국의	문인계회와	계회도」,	『한국회화의	전통』,	문예출판사,	1988,	pp.	368-392.

02	 		유옥경,	「1585년	선조기영회도	고찰」,	『동원	학술논문집』	제3집,	2000,	pp.	29-57.

03	 		윤진영,	「조선시대연회도의	유형과	회화적	특성」,	『조선시대	연회도』,	국립국악원,	2002.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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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d around 1584, this painting of a gathering of elderly ministers is done in a three-part 

composition consisting of the title, a depiction of a gathering on the central wooden-floored room 

of a building, and the list of participants. In the bottom section, participants appear according to the 

order in which they were seated. Each participant is represented by his given name, courtesy name, 

penname, ancestral seat, rank, and official title. There are poems included in the bottom section as 

well. There were seven participants, including Hong Seom (1504–85), who worked in ministerial 

offices during the reign of King Seonjo (r. 1567–1608). This is the largest known example of 

giyeonghoedo (painting of elders). It also exhibits excellence in coloring and depiction. Presumably 

produced by a prominent court painter of the time, this painting possesses great significance for art 

history. 

Giyeonghoedo 
(Gathering of Elders) Joseon (Around 1584)  |  1 painting  |  Color on silk

163.0×128.5 cm  |  National Museum of Korea

Treasure No.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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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조구자도의	작가로	전해지는	두성령	이암杜城令	李巖(1499~?)은	세종대왕의	넷째	아들인	임영대

군臨瀛大君(1418~1469)의	증손으로서	자는	정중靜仲이다.	그는	영모화翎毛畵와	화조화花鳥畵에	뛰어났다고	

전한다.	

이	작품은	따스한	봄날	꽃나무를	배경으로	하여	세	마리	강아지가	한가롭게	노니는	장면을	그린	것이

다.	굽어진	가지에는	두	마리의	새가	앉아	있는데,	이	새들은	가지를	향해	날아오는	나비와	벌을	호응하듯	바

라보고	있다.	세	마리의	강아지는	모견도母犬圖(국립중앙박물관	소장)라는	이암의	다른	그림에서도	등장하는	

강아지들이다.	이	중	누렁이는	앞발에	얼굴을	괴고	단잠에	빠져	있으며,	검둥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오른쪽

을	응시하고	있다.	화면	앞쪽의	흰둥이는	꼬리를	길게	늘이고	방아깨비를	잎에	문	채	장난을	치고	있다.	

눈	주위에	동그랗게	검은	테를	둘러	강조하는	독특한	묵법으로	처리한	강아지	눈은	이른바	“이암

의	눈”이라고	불릴	만큼	개성적인	조형	언어로서,	보는	사람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평화로운	상태로	옮겨가

는	힘이	있다.

강아지들은	윤곽선을	그리지	않고	색채나	먹의	농담만으로	대상을	표현하는	몰골법沒骨法을	사용

하여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으로	표현하였다.	배경의	꽃나무,	새,	나비는	먹으로	윤곽선을	그린	후	그	안을	

채색하는	구륵법鉤勒法으로	섬세하게	묘사하였다.	

나무	밑과	화면	좌측	하단의	바위는	조선	초기	그림에	자주	등장하는	단선점준短線點皴의	기법이	

표현되어	있다.	화면	우측	상단에는	정鼎	모양의	도장과	이암의	자字	인	‘정중靜仲’이라는	백문방인白文方印

이	있다.		| 이은하 |

이암	필	화조구자도	

30

李巖	筆	花鳥狗子圖

01	 		안휘준,	『한국	회화사	연구』,	시공사,	2000.

02	 		진홍섭,	강경숙,	변영섭,	이완우,	『한국미술사』,	문예출판사,	2006.	

참고문헌

조선(16세기)  |  1축  |  종이에 채색

86.0×44.9cm  |  삼성미술관 리움

보물	제13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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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a work by Yi Am (1499–?), a great-grandson of King Sejong’s fourth son Prince 

Imyeong. In it, three puppies playfully idle away a warm spring day against a background of a tree in 

flower. A puppy with black circles around the eyes is prominent. This black-circled eye is frequently 

featured in Yi’s paintings, and even became distinctively known as “the eye of Yi Am.” The rocks 

under the tree and at the bottom-left corner are expressed by textured brushstrokes consisting of 

short lines and dots called danseonjeomjun, a popular style of painting in the early Joseon period.

Hwajogujado (Flowers, Birds 
and Puppies) by Yi Am Joseon (16th century)  |  1 scroll  |  Color on paper

86.0×44.9 cm  |  Leeum, Samsung Museum of Art

Treasure no. 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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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도	필	추성부도

31

金弘道	筆	秋聲賦圖

조선(1805년)  |  1폭  |  종이에 수묵담채

56.0×214.0cm  |  삼성미술관 리움

보물	제13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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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성부도〉는	김홍도가	북송北宋	때	구양수歐陽脩(1007～1072)의	유명한	장시長詩	「추성부秋聲賦」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구양수의	「추성부」는	가을소리를	소재로	하여	만물의	생성소멸,	인간의	생로병

사를	철학적으로	읊은	것이다.	동양철학의	음양오행론陰陽五行論에	의하면	만물은	춘하추동의	계절에	따

라	태어나서	자라고	결실한	후	다시	자연으로	돌아간다.	인간도	마찬가지이다.	가을이란	오행으로	볼	때	

서쪽이며,	결실의	계절이자	동시에	조락의	시기이며	겨울의	휴식(죽음)을	마주하는	때이다.	그러므로	초목

은	가을을	맞아	무성하던	잎들을	낙엽으로	떨어뜨리고	겨울의	긴	휴식을	지내고	봄이면	다시	새잎을	낸

다.	그러나	인간은	가을에	해당하는	노년기를	지나면	죽음에	이르러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	그러므로	식

물과	달리	인간은	가을(노년)을	맞으면	마음에	“백가지	근심이	생기며(百憂感其心)”	슬픔과	무상감無常感

을	느끼게	된다고	한다.

김홍도가	왜	〈추성부도〉를	그렸는지,	또	왜	긴	「추성부」의	전체	문장을	그림의	뒷부분에	직접	썼

는지는	그림의	마지막	부분에	“을축년	동지	후	삼일	단구가	그리다(乙丑冬至後三日	丹邱寫)”라고	적혀	있

는	점에서	알	수	있다.	이때는	1805년	즉,	김홍도의	나이	61세	때로	바로	죽기	직전에	해당된다.	현재	국립

박물관에	소장된	「단원유묵첩」에는	같은	해	편지	속에	추성부의	한	구절,	즉	“마음에	백가지	근심이	생기

며”라는	구절을	자신의	심정을	술회하는	데	쓰고	있다.	즉	김홍도는	죽기	직전의	쓸슬한	심정을	구양수의	

「추성부」를	빌어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것은	평소	김홍도가	「추성부」와	같은	문학작품을	좋아하였음

을	반영하기도	한다.

〈추성부도〉는	김홍도의	산수화풍의	마지막	모습을	잘	보여준다.	그림	부분은	구양수의	서재를	중

앙에	두고	양쪽에	쓸쓸한	가을	산을	배치하였다.	김홍도	산수화풍의	만년기	특징인	변형된	하엽준荷葉皴

이	산수표현에	주로	사용되었다.	즉	끝이	갈라터진	듯한	날카로운	붓질로	산의	윤곽과	주름을	표현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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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무들은	모두	쓸쓸한	가을바람에	낙엽을	떨어뜨려	앙상한	모습이다.	중앙에	표현된	구양수의	서재

는	중국풍의	소박한	초옥인데,	둥근	창	안에는	구양수가	책을	읽다가	밖을	내다보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밖에는	동자가	구양수를	보며	왼손으로	숲	쪽을	가리키고	있다.	왼쪽으로는	텅	빈	정원이	있고,	정원	너머	

메마른	언덕	위의	숲과	작은	집	위	멀리에는	둥근	보름달이	떠	있다.	자세히	보면	마당에는	정원에서	키우

는	두	마리	학이	동자가	가리키는	방향을	보며	뭔가	경계하는	듯이	울고	있다.	마치	학	조차도	조락의	계

절	가을이	오는	소리를	경계하는	듯하다.	동자가	구양수를	향해	손짓을	하며	대답하는	이	부분은	「추성

부」	전문	중	가장	유명한	구절을	표현한	것이다.	즉	구양수가	동자에게	이게	무슨	소리냐고	묻자,	동자는	”

별과	달이	환히	빛나고	은하수가	하늘에	걸렸는데	사방에	인적은	없고	소리는	나무	사이에서	납니다(星

月皎潔明河在天四無人聲聲在樹間)”라고	대답하는	장면이다.	마지막	구절	성재수간聲在樹間은	조선말기	여

러	화가들에	의해	그림으로	표현되기도	했다.	〈추성부도〉는	대화가	김홍도의	마지막	기년작으로	그의	산

수화풍의	마지막	단계를	잘	보여주는	동시에,	예술가이기	이전에	다정다감한	한	인간이었던	김홍도의	죽

기	직전의	심경이	표현된	희귀한	작품이다.		| 진준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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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a painterly reproduction by Kim Hong-do of “Qiusheng fu” (“Rhapsody on the Sounds 

of Autumn,” Chuseongbu in Korean), a poem by the renowned Chinese scholar-official and poet 

Ouyang Xiu from the Northern Song period. “Qiusheng fu” is a philosophical expression based 

on the principles of yin and yang and wu xing (the five elements). It addresses the natural order 

involving the transience of all objects, as reflected in the birth, aging, illness, and death of humans. 

From the perspectives of yin and yang and wu xing, autumn is a season of fruition while at the same 

time one of diminishment as formerly rich green leaves fall to the ground. This corresponds to a 

lonely later stage of human life. Kim Hong-do added the long verse of “Qiusheng fu” in handwriting 

at the end of his painting to the left side of the paper. He finishes this writing with the sentence “Done 

by Danwon on the third day after the winter solstice of the eulchuk year.” This eulchuk year relates 

to 1805, when Kim Hong-do was 61, presumed to be among the last years of his life. A letter written 

by Kim in the same year and included in the Album of Poetry and Prose collected at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also contains a sentence from Qiusheng fu: “There arise a hundred worries in the 

mind.” It is inferred that in this painting Kim expressed his feelings of loneliness in the face of death 

by turning to Qiusheng fu. This is an important piece that testifies to the final stages of the Korean 

master’s landscape painting as well as to his rarely-known nature as an everyday human.

Chuseongbudo (Theme of 
Chuseongbu, Sounds of Autumn) 
by Kim Hong-do

Joseon (1805)  |  1 painting  |  Ink and Light color on paper

56.0×214.0 cm  |  Leeum, Samsung Museum of Art

Treasure no. 1393



186

경기감영도	병풍

32

京畿監營圖	屛風

조선(19세기)  |  1좌  |  종이에 채색

135.8×442.2cm  |  삼성미술관 리움

보물	제1394호



187

경기감영도	병풍京畿監營圖	屛風은	19세기	궁궐이나	도시의	모습을	대형병풍이나	절첩식으로	그리는	

회화식	지도의	유행을	반영한	대표적인	예로서,	서대문	밖의	경기감영	풍경을	12폭	그림에	담아낸	것이다.	

경기감영도의	전체적인	모습은	부감시점으로	잡고	각각의	건물들은	사선방향으로	배치하였으며,	

파노라마식의	전개구성을	보여준다.	산의	표면은	피마준披麻皴과	미점米點으로	표현하였는데,	원산에는	능

선을	따라	소나무가	줄줄이	배치되어	있고,	중경과	근경의	낮은	동산과	집들	사이에는	여러	종류의	나무

들이	풍성하게	묘사되어	있다.	이처럼	수목을	화면	가득	그리는	경향은	궁궐도,	옥호정도	등	19세기	기록

화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이다.	하단	근경의	수목은	크게	그리고	상단	원경의	수목은	작게	그려서	원근

감을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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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폭에는	서대문(돈의문敦義門)과	수문장청守門將廳을,	6폭	중앙에는	관찰사가	근무하는	선화당宣化

堂을,	8폭	상단에는	영은문迎恩門과	모화관慕華館을	묘사하였다,	8폭에서	9폭에	걸쳐	연꽃이	만발한	연지蓮

池가	있으며,	10폭	상단에는	대현大峴,	소현小峴과	읍승정揖升亭이라는	활터를,	12폭에는	사정射亭을	표현하

였다.

대표적인	건물	외에도	관아의	측간이나	작은	창고,	기와집과	초가집들,	약방과	신발가게,	쌀가게,	

주막	등을	묘사하였고,	특히	사람들의	생활장면을	실감나게	묘사하였다.	생활장면	중	3폭에서	6폭	하단

에	걸쳐	나타나	있는	경기감사의	행렬을	보면	감사로	추정되는	인물의	얼굴표현을	다른	사람들보다	뚜렷

하고	자세하게	묘사하여	중요한	인물임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또한	이	행렬에	참여한	진악대와	

그	뒤를	따르는	인물들,	이를	구경하는	서민들,	소나무	아래에서	휴식을	취하는	선비,	엿장수	등의	다양한	

인물들의	군상을	해학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처럼	도시의	생활상을	파노라마식으로	표현하는	회화전통은	청명절의	모습을	담은	청명상하도

淸明上河圖나	18세기	한양의	모습을	그린	성시전도城市全圖	등에서	볼	수	있다.		| 이은하 |

01	 		정병모,	『한국의	풍속화』,	한길아트,	2000.

02	 		한영우,	안휘준,	배우성,	『우리	옛지도와	그	아름다움』,	효형출판,	2003.

03	 		안휘준,	『한국회화의	전통』,	사회평론,	2012.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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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inting is a definitive example of the 19th-century trend of painterly representation of 

a city or palace designed to be mounted as a screen or in a volume that could be folded accordion-

style. Mounted on a 12-part folding screen, it portrays the provincial government building for 

Gyeonggi-do Province, which was located outside the west gate of the city wall of Seoul. The 

painting was done from a bird’s-eye perspective with elements arranged in both a horizontal and 

diagonal manner. The urban space and the lives of its residents panoramically unfolds across the 

work, suggesting features characteristic of seongsido, a genre of painting of giving realistic expression 

to the landscape and culture of cities.

Folding Screen of Gyeonggi 
gamyeongdo (Gyeonggi-do 
Provincial Office)

Joseon (19th century)  |  1 folding screen  |  Color on paper

135.8×442.2 cm  |  Leeum, Samsung Museum of Art

Treasure no. 1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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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헌부	감찰監察을	지낸	김종한金從漢(15세기)이	참여한	계회도	1축과	왕이	김종한에게	관직을	수

여하면서	발급한	임명장인	교지敎旨	5점으로	구성된	유물이다.	‘상대霜臺’는	사헌부의	별칭이다.	김종한의	

생애는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계회도의	좌목을	통해	자가	종해宗海,	본관이	상주尙州,	그리고	부친이	교위

校尉를	지낸	김하金遐였음을	알	수	있다.	

계회도는	표제標題·그림·시문詩文·좌목座目의	4단의	축軸형식으로	구성되었다.	그림의	맨	위에는	전서	

篆書로	쓴	표제가	있는데	총6글자	중	앞의	세	글자와	마지막	한	글자가	박락되어	판독이	힘들지만,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았을	때	‘이십삼상대회도二十三霜臺會圖’로	읽힌다.	표제	아래에는	계회를	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고	시문이	쓰여	있다.	시문의	끝에	‘홍치원년맹동弘治元年孟冬’이라고	적혀	있어	1488년(성종	19)	11월에	

시문을	지었음을	알	수	있고	계회도	역시	이	시기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시문	아래에는	별도로	구획한	화면에	참가자들의	이름	및	품계,	그리고	그	부친의	관직	및	이름	등을		

기록한	좌목座目이	있다.	맨	아래	하단에는	남색	비단에	추가로	기록된	시문이	있는데,	이는	후손이	필사

한	것으로	연대는	1503년(연산군	9)에	쓴	것이다.	

조선	초기	사헌부	감찰의	정원은	총24명이었으나,	좌목에는	1명이	결원缺員된	23명만	기록되었다.		

그림은	장소를	알	수	없는	전각	안에	계회를	하면	장면과	주변	풍경을	소략하게	그렸다.	전각	안에는	참석자		

총23명	중	5명만	그렸는데,	이는	화가가	임의적으로	몇	명만	상징적으로	그렸을	수도	있으나,	선행	연구에서		

이	당시	관료들의	신참례新參禮(심인	관원들의	환영식)가	폐단이	되었을	정도로	유행한	사실을	통해	신임		

관원들의	모습을	그렸을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계회도는	기타	15·16세기	계회도에	비해	화면의	비중이	매우	작고	표현	또한	간략하지만,	점경點景		

인물	묘사와	하단의	수목數目	표현은	15·16세기	안견파安堅派	산수도	및	계회도	화풍과	연관이	있으며,	

이십삼상대회도	및	김종한	교지

33

二十三霜臺會圖	및	金從漢	敎旨

조선(1488년)  |  2종 6점(계회도 1축, 교지 6점)
비단 및 종이에 수묵

전체 92.0×32.5cm, 그림 20.0×21.0cm,   
교지 45.5~48.5×73.0~82.5cm

경기도박물관

보물	제1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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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투시법은	건축도의	일종인	계화界畵에	기량이	있었던	직업	화가의	솜씨로	보인다.	다만	지금까지		

알려진	16세기	계회도를	바탕으로	볼	때	자연	풍경보다는	전각이	부각되었고	투시도법이	적용되는	등		

이례적인	경향이	반영된	작품이라는	평도	있어	15세기	계회도	사례가	좀	더	발견된	후에	이	‘이십삼상대

회도’의	화풍에	대해	구체적으로	비교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교지	5점은	사헌부	계회에	참여했던	김종한金從漢	관련	자료로	모두	관직을	수여한	임명장이다.	

1488년(성종	19)~1496년(연산	2)	사이에	발급된	것으로,	이를	통해	김종한이	여주판관驪州判官,	안동교수

安東敎授,	성균관전적成均館典籍	등의	관직을	거쳤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계회도	중	가장	연대가	올라간	작품으로서	15세기	계회도의	기준작이자,	상단의	

제목,	중단의	계회장면,	하단의	좌목으로	구성된	조선	초기	계회도	형식을	보여주는	작품으로서	의의가	

있다.		| 황정연 |

01	 		윤진영,	「朝鮮時代	契會圖	硏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3.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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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sure No. 1406 is composed of a painting of an officials’ gathering attended by the 15th-

century official Kim Jong-han, who served as a bailiff at the Office of the Inspector-general, as 

well as five royal edits issued to Kim upon his appointments to different offices. Sangdae, a word 

included in the title, was a nickname of the Saheonbu, or the Office of the Inspector-general. The 

painting is the oldest known example of gyehoedo (painting of gatherings), epitomizing the spatial 

composition of an early-Joseon scroll-type gyehoedo consisting of three distinct sections with a title 

on top, the description of the gathering in the middle, and the list of participants at the bottom. The 

accompanying royal edicts addressed to Kim Jong-han provide critical information on his personal 

history. 

Isipsam sangdaehoedo (Gathering of 
23 Officials of Inspector-general) and 
Royal Edict Issued to Kim Jong-han 

Joseon (1488)  |  1 scroll, 6 edicts

Ink on silk, Ink on paper 

92.0×32.5 cm (scroll), 20.0×21.0 cm (depiction),  

45.5~48.5×73.0~82.5 cm (edict)

Gyeonggi Provincial Museum

Treasure No.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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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1795~1796년)  |  1좌(8폭)  |  비단에 채색
각 147.0×62.3cm  |  삼성미술관 리움

보물 제1430호

화성행행도 병풍

34

華城行幸圖 屛風

≪화성행행도≫ 병풍은 정조가 1795년 윤2월 부친의 탄신 60주기를 맞아 어머니 혜경궁惠慶宮

(1735~1815)를 모시고 화성에 행차하였던 사실을 기념하여 제작한 8폭 병풍이다. 윤2월 9일 창덕궁을 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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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6일 환궁하는 7박8일의 일정이었는데 이 행차의 주된 목적은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 사도세자思悼世子

(1735~1762)의 묘소인 현륭원顯隆園에 참배하는 것과 어머니의 회갑연을 개최하는 것이었다.  

이 원행의 전모를 기록한 종합보고서 격인 『원행을묘정리의궤園幸乙卯整理儀軌』에 의하면 당시 능행

을 주관했던 정리소整理所는 크고 작은 병풍과 족자 등 여러 형태의 그림을 제작하여 이 행사에 공로가 

있는 관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때 이 ≪화성행행도≫ 병풍과 같은 대병大屛은 총 16좌나 만들어졌는

데 궁중에 3좌를 내입하고, 총리대신 채재공蔡濟恭(1720~1799)에게 1좌, 당상 7명과 낭청 5명에게 각각 1

좌씩을 분상하였다고 한다. 보물 제1430호로 지정된 이 병풍을 소장하게 된 자가 어떤 신분이었는지 정

확하게 알 수 없지만 현전하는 화성행행 관련 그림들을 놓고 볼 때 이 병풍은 내입용은 아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의궤에 의하면 궁중에 내입된 병풍은 화원 최득현崔得賢, 김득신金得臣(1754~1822), 이명규李命奎, 

장한종張漢宗(1768~1815), 윤석근尹碩根, 허식許寔(1762~?), 이인문李寅文(1745~1821) 등이 그렸음이 확인된

다. 내입된 그림 외의 나머지 병풍들도 이들이 주축이 되어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화원들과 공동작업에 

의해 완성되었다고 생각한다. 내입용 병풍이 먼저 완성되었고 나머지 병풍들은 1796년에 완성되었다. 

8폭 병풍의 내용은 정조가 화성의 공자 사당에 참배하는 모습을 그린 제1폭 <화성성묘전배도華

城聖廟展拜圖>, 화성을 포함한 인근 사읍四邑의 유생들을 시취한 뒤 정조가 친림방방親臨放榜에 참여한 광경

을 그린 제2폭 <낙남헌방방도落南軒放榜圖>, 화성행궁의 내당인 봉수당에서 치러진 혜경궁의 회갑연을 그

린 제3폭 <봉수당진찬도奉壽堂進饌圖>, 낙남헌에서 치러진 친림 양로연의 모습을 그린 제4폭 <낙남헌양로연

도落南軒養老宴圖>, 정조가 팔달산 정상에 위치한 서장대에 올라 군사 조련하는 광경을 그린 제5폭 <서장대

야조도西將臺夜操圖>, 사대射臺가 있는 득중정에서 신료들과 활을 쏘고 불꽃놀이를 거행한 모습을 그린 제6

폭 <득중정어사도得中亭御射圖>, 환궁하는 여정 중에 경숙經宿하기 위해 시흥행궁始興行宮으로 향하는 어가

행렬을 그린 제7폭 <환어행렬도還御行列圖>, 주교를 사용하여 한강을 건너는 어가행렬을 그린 제8폭 <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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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성묘전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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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남헌방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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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수당진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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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남헌양로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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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대야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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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중정어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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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어행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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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주교환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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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박정혜, 『조선시대 궁중기록화 연구』, 일지사, 2000.

02   『(정조대왕 즉위 240주년 기념 출판) 정조대왕의 수원행차도』, 수원화성박물관, 2016.

참고문헌

주교환어도漢江舟橋還御圖>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남아있는 ≪화성행행도≫ 병풍의 각 폭 배열순서는 

저마다 다른데 원래의 병풍 순서는 『원행을묘정리의궤』의 그림 순서와 같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그렇

다면 봉수당진찬 장면이 맨 처음에 배치되는 것이 옳다. 

≪화성행행도≫ 병풍의 제1폭부터 제4폭까지는 전형적인 행사기록화의 정면 부감 시점을 사용하

였지만 제7폭 <환어행렬도>나 제8폭 <한강주교환어도>의 경우는 답습되어 온 전통방식에서 벗어나 최신

의 회화기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였다. <환어행렬도>에서는 ‘之’자형 구도 안에 원근법을 적용하여 장대

한 어가 행렬을 묘사하였으며 <한강주교환어도>에서는 대각선으로 배치된 주교를 부감법과 원근법을 적

절히 혼용하여 사실적인 시각적 효과를 연출하는 데에 주력하였다. ≪화성행행도≫의 경우 범본으로 삼

을 만한 선행의 작품이 없었으므로 화원들은 매 장면마다 행사의 내용을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재현

할 방도를 고심하였던 것 같다. 그 결과 ≪화성행행도≫ 병풍은 조선시대 궁중행사도의 꽃이라 불릴 만큼 

당시 화원들의 진전된 회화 역량이 잘 집약되어 있다.  | 박정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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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eight-panel folding screen was produced to celebrate a royal procession to Hwaseong 

Fortress by King Jeongjo and his mother, Lady Hyegyeong (1735–1815), in February 1795 to 

commemorate the 60th anniversary of the birth of his father. This is one of the 16 copies that were 

produced as part of the project to thoroughly document the royal event. This was done through 

collaborative work by several court painters, by including Choi Deuk-hyeon, Kim Deuk-sin, Lee 

Myeong-gyu, Jang Han-jong, Yun Seok-geun, Heo Sik, and Lee In-mun. The first four panels of the 

painting starting from the right adopt a bird’s-eye view, typical of royal documentary painting. The 

last two parts, which is the seventh and eighth panel from the right, however, boldly break with 

tradition to adopt new painting techniques. In the seventh section, depicting the royal parade on its 

return to Seoul, the magnificence of the spectacle is captured through the use of linear perspective 

and a Z-shaped composition. The realistic aspect of the painting is magnified in the final scene, 

which portrays the procession crossing the Hangang River on a bridge made of linked boats. This 

eight-panel grandiose painting is recognized as a masterpiece of court paintings of the time.

Folding Screen of Hwaseong 
haenghaengdo (Royal Parade to 
Hwaseong Fortress)

Joseon (1795~1796)  |  1 folding screen (8 paintings)  |  Color on silk

147.0×62.3 cm (each painting)  |  Leeum, Samsung Museum of Art

Treasure No.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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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5년 윤2월 13일 화성행궁의 봉수당에서 거행된 혜경궁 홍씨惠慶宮 洪氏(1735~1815)의 회갑연을 

그린 행사기록화이다. <봉수당진찬도>는 원래 ≪화성행행도華城幸行圖≫ 8폭 병풍의 첫 번째 폭에 해당되는 

그림인데 현재 동국대학교박물관에는 나머지 7폭을 제외한 이 한 폭만이 독립된 화축으로 전하고 있다. 

1795년은 정조의 모친 혜경궁 홍씨가 회갑을 맞는 해이며 부친 사도세자思悼世子(1735~1762)의 탄

신 6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정조는 이를 기념하여 모친 혜경궁을 모시고 부친의 묘소인 현륭원顯隆

園을 참배하고 화성의 행궁에서 혜경궁에게 진찬례를 올렸다. 진찬례는 정조 일행이 화성에 도착한지 3일

째 되는 윤2월 13일에 화성행궁의 내당인 봉수당에서 거행되었다. 이 진찬례에는 혜경궁의 친인척 82명이 

초대되었다.

봉수당 뜰 위에는 덧마루가 깔려 있고 백목휘장白木揮帳이 3면에 둘러져 있다. 이 덧마루 위에 정

조의 시연위侍宴位와 배위拜位, 의빈·척신의 시연위, 그리고 악공들의 자리가 마련되었다. 봉수당 앞기둥에

는 주렴朱簾이 내려져 있어 실내에 설치된 혜경궁, 정조의 누이, 내외명부內外命婦, 여관女官들의 자리는 보

이지 않는다. 중양문中陽門과 좌익문左翊門 사이에는 한양에서부터 어가를 수행한 배종백관들이 각자 음식

상을 앞에 두고 좌우로 줄을 지어 앉았다. 이날 진찬례에서 공연된 정재는 총 14종이었는데 덧마루 위에

는 그중에서 향발무響鈸舞, 아박무牙拍舞, 쌍무고雙舞鼓, 선유락船遊樂 등 4종류만이 그려져 있다. 정조의 자

리 앞에는 선도仙桃를 올리는 모습이 묘사되었고 덧마루 남쪽 가까이에는 포구문抛毬門 2개가 준비되어 

있어 헌선도獻仙桃와 쌍포구락雙抛毬樂도 이날 공연된 정재의 일부였음을 시사한다. 또 쌍검무에 필요한 4

자루의 검과 전립戰笠, 학무鶴舞와 연화대무蓮花臺舞에 필요한 지당판池塘板도 그려져 있다.

동국대박물관 소장의 <봉수당진찬도>는 작은 부분까지도 형태 묘사가 애매하거나 윤곽선이 흐트

러진 부분 없이 명료해서 많은 정성과 공력이 들어갔음을 알 수 있다. 정조의 찬안饌案 및 참석자들의 음

봉수당진찬도 

35

奉壽堂進饌圖

조선(1795년)  |  1축  |  비단에 채색

156.2×65.0cm  |  동국대학교박물관

보물 제1430-2호



219



220



221



222

식상, 머리의 삽화揷花, 배종백관·여령女伶·악공의 복식, 각종 무구舞具와 의장기儀仗旗 등의 세부 묘사도 

매우 치밀하고 꼼꼼하다. 봉수당의 기둥, 덧마루의 계단, 정재 의장呈才 儀仗을 세워놓은 기機, 정조의 막차

幕次로 사용된 가교駕轎가 놓인 단壇, 선유락 정재의 채선彩船 등에는 윤곽선 주위에 명암을 가해 입체감

을 살렸다. 

필치와 완성도 면에서 볼 때 이 작품은 1795년 정조의 현륭원 행차와 관련된 그림 중에서 가장 

우수한 편에 속한다. <봉수당진찬도>가 8폭 병풍의 온전한 형태를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물로 지

정된 이유는 이 그림이 조선시대 궁중기록화의 최고 수준을 보여주는 높은 회화적 완성도와 화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 박정혜 |

01   『園幸乙卯整理儀軌』.

02   장계수, 「동국대학교박물관 소장 <奉壽堂進饌圖>」, 『불교미술』 제18집, 동국대학교, 2006.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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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a painting documenting the 60th birthday of Lady Hyegyeong, the mother of King 

Jeongjo, which was held at Bongsudang Hall of Haenggung Palace in Hwaseong Fortress on 

February 13, 1795. In that year, King Jeongjo and his mother paid a visit to the tomb of his father, 

Prince Sado (1735-62), to commemorate the 60th anniversary of his birth. They then travel to nearby 

Hwaseong Fortress for a birthday celebration of Lady for a birthday celebration of Lady Hyegyeong  

attended by 82 of her relatives. Although the eight-day royal procession to Hwaseong Fortress in 

1795 was usually depicted in an eight-panel painting, this specific painting held at the Dongguk 

University Museum is left as a single-part painting. This version shows the highest level of artistic 

accomplishment among the surviving Bongsudang jinchando paintings. 

Bongsudang jinchando 
(Royal Banquet  
at Bongsudang Hall)

Joseon (1795)  |  1 scroll  |  Color on silk

156.2×65.0 cm  |  Dongguk University Museum

Treasure No. 1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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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사신 참석 계회도는 선조 때의 문신인 정사신鄭士信(1558~1619)이 1583년에서 1587년 사이 관

원으로서 참여했던 계모임을 그린 6폭의 그림이다. 괴원장방계회도槐院長房契會圖(1583년경), 봉산계회도蓬

山契會圖(1583년), 태상계회도太常契會圖(1585년), 예조낭관계회도禮曹郎官契會圖(1586년), 형조낭관계회도刑曹

郎官契會圖(1586년), 미원계회도薇垣契會圖(1587년)로 구성되어 있다. 

괴원장방계회도와 봉산계회도는 1582년(선조 15) 식년시式年試 문과文科에 급제한 정사신이 승문

원承文院 부정자副正字로 배속되어 일할 당시에 제작된 것이다. 괴원장방계회도는 총 16명의 승문원 관원들

이 참여해 가진 모임을 계기로 제작되었다. 참여자는 정사신과 마찬가지로 1582년 식년시 합격자들로 이

루어져 있어 일종의 동방계회도同榜契會圖에 속한다. 봉산계회도는 1583년 가을, 왜사倭使의 호송 임무를 

맡고 동래부東萊府에 파견되었을 때 동래부사가 현지에서 베푼 연회를 기념해 제작하였다. 당시 모임에는 

5명이 참여하였는데, 동래부사 임윤신任允臣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은 정사신과 함께 과거에 합격한 동료 관

원들이었다. 

태상계회도는 정사신이 1585년 국가의 제사祭祀와 시호諡號를 관장하던 봉상시奉常寺 직장直長으로 

재직할 때 제작되었고, 예조낭관계회와 형조낭관계회도는 1586년 예조좌랑禮曹佐郎과 형조좌랑刑曹佐郎을 

역임할 때 제작되었다. 마지막으로 미원계회도는 정사신이 1587년 사간원司諫院 정언正言에 임명된 후 제작

된 것이다. 이상 4폭은 당시 관습적으로 행해지던 신참례新參禮를 겸하는 회합을 계기로 그려진 동관계회

도同官契會圖로 추정된다.

괴원장방계회도, 봉산계회도, 태상계회도, 형조낭관계회도는 전경, 중경, 후경의 삼단구성, 수면과 

안개로 덮인 넓고 확 트인 공간과 독립적으로 분리된 경물의 조화, 편파구도의 양식, 산이나 바위의 표면

에 처리된 단선점준短線點皴, 근경의 비스듬히 솟은 언덕과 쌍송雙松의 배치 등이 16세기 후반까지 지속된 

정사신 참석 계회도 일괄

36

鄭士信 參席 契會圖 一括

조선(1580년대)  |  1좌  |  비단에 채색
괴원장방계회도 93.0×60.0cm, 봉산계회도 95.5×61.0cm, 
태상계회도 93.0×58.5cm, 예조낭관계회도 94.5×59.0cm, 
형조낭관계회도 94.0×60.0cm, 미원계회도 91.3×58.9cm

삼성미술관 리움

보물 제14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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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원장방계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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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산계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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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낭관계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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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견파安堅派 양식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봉산계회도, 괴원장방계회도, 예조낭관계회도는 실경산수를 배경으로 한 사례이다. 봉산계회도에

는 동래부 해안가 풍경이 펼쳐져 있고, 괴원장방계회도와 예조낭관계회도는 당시 계회 장소로 각광받았

던 한강변 잠두봉蠶頭峰 일대 경관을 표현하였다. 화면의 근경과 중경에 잠두봉과 선유도仙遊島의 모습이 

확인되며, 절제된 선묘와 수묵의 흑백대비 효과 등 절파浙派 화풍의 특징이 보인다. 또한 미원계회도는 관

아를 묘사한 16세기 계회도의 새로운 유형을 보여준다.

이 계회도들은 제작연대와 목적, 참석자들이 확실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인물이 참여했던 여러 폭

의 계회도 일괄이어서 당대의 사회적 배경을 살펴볼 수 있는 사료史料로서의 가치가 크다. 또한 16세기에 

유행한 다양한 계회도 양식과 화풍을 보여주고 있어 회화사적 의의가 높은 작품이다.  | 이은하 |

01   윤진영, 「조선시대 계회도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02   삼성미술관 리움, 『조선화원대전』, 2011.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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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sure No. 1431 is a collection of six paintings that depict social gatherings attended by the 

scholar-official Jeong Sa-sin (1558–1619) over the course of 1583–7. It consists of Goewon jangbang 

gyehoedo (Gathering of Officials of the Office of Diplomatic Correspondence, c. 1583), Bongsan 

gyehoedo (Gathering at Bongsan Mountain, 1583), Taesang gyehoedo (Gathering of Officials of the 

Office of Rites, 1585), Yejo nanggwan gyehoedo (Gathering of Officials of the Ministry of Rites, 1586), 

Hyeongjo nanggwan gyehoedo (Gathering of Officials of the Ministry of Punishments, 1586), and 

Miwon gyehoedo (Gathering of Officials of the Office of Censor-general, 1587). These paintings of 

gatherings are a historical material of great importance as they feature exact information on their year 

of production and a list of participants, as well as being drawings of the gatherings attended by a 

single individual. They are also significant in terms of art history for demonstrating the painting styles 

of the An Gyeon School and Zhe School, both of which were in vogue in the 16th century.

Gyehoedo (Gathering of 
Officials) Including Jeong Sa-sin Joseon (1580s)  |  1 folding screen  |  Color on silk

Goewon jangbang gyehoedo : 93.0×60.0 cm,

Bongsan gyehoedo : 95.5×61.0 cm,

Taesang gyehoedo : 93.0×58.5 cm,

Yejo nanggwan gyehoedo : 94.5×59.0 cm,

Hyeongjo nanggwan gyehoedo : 94.0×60.0 cm,

Miwon gyehoedo : 91.3×58.9 cm

Leeum, Samsung Museum of Art

Treasure No.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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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월반도도 병풍

37

日月蟠桃圖 屛風

조선(19세기)  |  2좌(총 8폭)  |  비단에 채색
전체 : 317.0×616.6cm,

그림 (좌) 315.0×257.2cm, (우) 317.0×259.4cm
국립고궁박물관

보물 제14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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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4폭으로 구성된 2좌의 대형 궁중 장식화 병풍으로, 해와 달, 산, 물, 바위, 복숭아나무 등을 소재로  

하여 그린 해반도도海蟠桃圖이다. ‘반도도’는 ‘해악반도도海鶴蟠桃圖’에서 유래된 것으로, 바다와 학, 복숭아가  

중심 소재된 장생도張生圖의 일종인 십장생도의 물가 부분과 서왕모西王母의 잔치그림인 요지연도瑤池宴圖 

중 복숭아나무 부분이 독립되어 확대된 그림이다. 따라서 보통 일렁이는 파도와 그 속에서 솟아 오른 기암 

괴석奇巖怪石, 바다 위를 날아다니는 학, 탐스러운 복숭아가 달린 나무를 배치하여 화려한 장식성을 극대화한  

것이 일반적인 양식이다.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일월반도도 병풍’은 이러한 보편적인 해학반도도와 달리 일월오봉도日月五峯圖를  

연상시키는 해와 달, 산악山岳을 상단에 배치하고 중간에는 연운煙雲으로 신비스런 분위기를 강조했으며,  

그 아래 파도와 암석 위에서 자란 두 그루의 복숭아나무를 그렸다. 붉은 해와 흰 달, 한 개만 먹어도 천수를  

누린다는 신선세계의 복숭아와 짙은 청록색의 바위산, 넘실거리는 물결, 험준한 바위 등이 선명하고 화려한  

채색으로 그려져 강렬한 인상을 전해 준다. 

이 ‘일월반도도 병풍’은 해와 달과 암산, 파도가 대칭으로 배치된 점, 병풍의 용도를 감안할 때 어좌御座  

또는 왕의 초상화를 봉안한 진전眞殿에 세워졌던 일월오봉병과 유사하다. 실제로 『영정모사도감의궤影幀摹

寫都監儀軌』(1901년)를 통해 1900년 화재로 소실된 경운궁慶運宮의 선원전璿源殿을 이듬해 중건하면서 해반도

병海蟠圖屛을 그려 전각 안에 놓았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해반도도를 돌아가신 선왕先王의 어진御眞을  

봉안하고 제사를 지낸 진전 내부를 장엄하는 용도로 활용했음을 볼 수 있는데, 고궁박물관 소장본 역시 

높이 3미터가 넘는 대병大屛이라는 점, 두 짝으로 구성된 병풍이라는 점에서 진전 등 궁궐 전각 안에 비치

했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까지 알려진 해반도도 중 규모와 격조, 화풍에 있어 대표작으로 꼽히는 사례로서, 새로운  

도상과 구도를 착안한 점, 섬세한 묘사와 설채법設彩法 등 조선 궁중 장식화의 뛰어난 수준을 보여주는 작

품으로 가치가 높다.  | 황정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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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royal decorative painting is comprised of two four-part folding screens bearing a 

depiction of the sun, moon, mountains, water, rocks, and peach trees. This haebandodo (painting of 

the ocean and sacred peaches) places the sun, the moon, and mountains—the motifs reminiscent of 

a similar genre of painting called irwol obongdo (painting of the sun, the moon, and five peaks)—

in the upper section, below which are mysterious clouds and a peach tree on either side growing 

from the rocks. The red sun, white moon, deep-green mountains, sacred peaches of longevity, 

swelling currents in the waves, and rough rocks are all rendered in vibrant colors, imparting a strong 

impression. It provides a definitive example among the surviving haebandodo in terms of its size, the 

level of dignity, and painting style. Employing a noble iconography and spatial composition executed 

with delicacy and mastery in description, this is an exemplary artwork that showcases the excellence 

of royal painting at the time. 

Folding Screen of Irwol bandodo 
(The Sun, the Moon, and Sacred 
Peaches) 

Joseon (19th century)  |  2 folding screens (8 paintings)  |  Color on silk

317.0×616.6 cm (folding screen),  

315.0×257.2 cm (painting, left), 317.0×259.4 cm (painting, right)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Treasure No.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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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세자탄강진하도 병풍

38

王世子誕降陳賀圖 屛風

조선(19세기)  |  1좌(10폭)  |  비단에 채색
각 133.5×37.5cm  |  국립고궁박물관

보물 제14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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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세자탄강진하도> 병풍은 1874년(고종 11) 2월 14일 원자 탄생을 축하하여 창덕궁 인정전에서 

거행된 진하례를 그린 궁중행사도이다. 원자는 2월 8일 창덕궁 관물헌觀物軒에서 고종과 명성왕후의 둘째

아들로 탄생하여 후에 순종純宗(1874~1926)이 된 인물이다. 제1폭과 제10폭에 좌목이 쓰여 있고 제2폭부

터 제9폭까지 8폭에 걸쳐 진하례의 광경을 담았다. 병풍의 내용과 행사의 일시는 좌목에 쓰인 11명 인물

의 생몰년과 관직명에 의해 밝힐 수 있다. 즉 도제조 영의정 이유원李裕元(1814~1888), 제조 예조판서 박

제인朴齊寅(1818~1884), 부제조 도승지 이회정李會正(1818~1883)·승정원주서 신일영申一永(1845~?)·예문관 

검열 김영철金永哲(1841~1923) 등 산실청의 책임자인 3제조와 승지·사관 등 5명의 성명관직이 제1폭에 쓰

여 있고, 제8폭에는 수의首醫였던 지중추부사 이경년李慶年(1795~?), 대령의관待令醫官이었던 삭녕군수朔寧

郡守 홍현보洪顯普(1815~?), 내의원정內醫院正 이한경李漢慶(1811~?), 음죽현감陰竹縣監 박시영朴時永, 나주감목

관羅州監牧官 전동혁全東爀, 그리고 별장무관別掌務官 변응익邊應翼(1827~?) 등 의관 6명의 성명관직이 쓰여 

있다. 이같은 좌목을 통해 <왕세자탄강진하도> 병풍은 산실청産室廳을 구성한 여러 관원 중에서 3제조와 

승지·사관, 그리고 의관들이 주축이 되어서 만든 기념화, 즉 계병契屛임을 알 수 있다. 

왕세자 탄강을 축하하는 진하례의 장소는 창덕궁 인정전이었다. 제9폭 아래쪽에 표현된 금호문金

虎門에서 제2·3폭에 표현된 후원後苑에 이르는 창덕궁 궐내의 범위는 <헌종가례진하도> 병풍(보물 제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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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에서 확보된 시야와 동일하며, 왼편에서 비스듬하게 부감한 시점도 같다. 인정전 내 당가唐家에는 일월

오봉병을 배경으로 어좌가 보이지만 왕은 그려지지 않았다. 승지와 사관이 부복하였고 호위군관들이 도

열해 있다. 전정殿庭에는 품계석에 맞추어 금관조복 차림의 문무백관이 줄맞추어 엎드려 있다. 명암 처리

는 찾아볼 수 없으며 청록산수 기법으로 산수처리를 하였다. 원래 인정전의 기단은 이중이지만 단층으로 

그려져 있으며 향로와 향합을 올려놓는 향안 사이에 꽃이 꽂혀 있는 푸른 항아리의 설치는 다른 진하도

에서는 보기 어렵다. 같은 내용의 병풍이 국립중앙박물관에도 소장되어 있어서 좋은 비교가 된다. 이처럼 

<왕세자탄강진하도> 병풍은 <헌종가례진하도> 병풍과 함께 19세기 진하도 계병 제작의 유행을 잘 말해 준

다. 또한 산실청 관원들의 계병으로서 조선 말기 왕실의 출산문화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며 특히 순

종을 얻기 전에 두 명의 자녀를 잃은 고종과 명성왕후가 세 번째로 건강하게 얻은 원자의 탄생을 경축하

는 왕실 내의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궁중행사도로서 역사적 가치가 있다. 

한편 산실청의 계병이 한 건 더 남아 있는데 문효세자文孝世子(翼宗, 1809~1830)가 태어날 때 산실

청에 근무했던 관원들이 1812년 그가 왕세자로 책봉되자 옛 일을 기념하여 계병을 만든 예이다. 이 <왕세

자탄강계병王世子誕降契屛>은 진하례를 그린 궁중행사도는 아니고 세자의 건강과 장수를 염원하는 마음에

서 신선도를 주제로 그린 것인데 19세기 원자의 탄생을 기념한 산실청의 계병 제작 양상을 알 수 있는 예

로서 참조가 된다.  | 박정혜 |

01   박정혜, 『조선시대 궁중기록화 연구』, 일지사, 2000.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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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a depiction of a celebratory ritual held on February 14, 1874 at Injeongjeon Hall in 

Changdeokgung Palace to commemorate the birth of a royal son to King Gojong (r. 1863–1907) 

and Queen Myeongseong. The second son for the royal couple was born at Gwanmulheon Hall in 

Changdeokgung and eventually became King Sunjong (r. 1907–10). According to the list enumerating 

the names and titles of related figures-such as the royal secretaries, historical recoders, and doctors, 

it is inferred that this folding screen was produced under the initiative of  Sansilcheong, a temporary 

office that oversaw the royal birth. Additionally, these types of paintings depicting palaces often 

adopt panoramic view. This artifact illustrates how popular it was to use Injeongjeon Hall as a 

background in commemorative court paintings in the 19th century.

Folding Screen of Wangseja 
tangang jinhado (Celebration for 
the Birth of the Crown Prince)

Joseon (19th century)  |  1 folding screen (10 paintings)  |  Color on silk

133.5×37.5 cm (each painting)  |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Treasure No.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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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 기로연·수작연도 병풍

39

英祖 耆老宴·受爵宴圖 屛風

조선(1765년 이후)  |  1좌(8폭)  |  비단에 채색

122.5×444.6cm  |  서울역사박물관

보물 제15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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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 기로연·수작연도 병풍>은 1765년에 시행된 기로연耆老宴과 수작연受爵宴 장면을 그린 기로소

耆老所의 행사도 병풍이다. 이 병풍의 첫 번째 장면(2-4폭)은 1765년 8월 28일 영조가 기로소에 베푼 연회, 

기로연 장면을 담고 있다. 기로소는 70세 이상 고위 관료의 예우를 위한 기관이었으나, 연로한 국왕도 입

소하였다. 일찍이 태조와 숙종, 영조가 기로소에 들었으며, 이들의 신상을 적은 어첩御帖이 기로소 내 영수

각靈壽閣에 봉안되었다. 영조는 즉위 후에 여러 차례 기로소를 방문하였는데, 이 해에는 처음으로 세손(후

의 정조)을 대동하였다. 영조는 영수각에 절을 올려 참배하는 전배례展拜禮를 행한 뒤 기영관으로 이동하

여 기로신에게 궁중에서 빚은 술을 내리는 선온宣醞을 베풀었다. 그림을 살펴보면 그 중 기로관의 선온 장

면을 재현하였다. 기로관 안에는 중앙에 임금의 어좌와 그 오른쪽으로 세손의 자리가 놓여있으며, 어좌를 

마주보고 8명의 기로신이 자리하고 있다. 기로관 오른 쪽에는 영수각이 그려졌다. 영수각의 합문은 굳게 

닫혀있으나, 그 앞에 임금과 세손의 의례 중 대기 장소인 막차幕次를 그려 넣어, 전에 있었던 영수각 전배

례도 암시하고 있다.

이 병풍의 두 번째 장면(5-8폭)은 그 해 10월 11일에 경희궁의 경현당景賢堂에서 열린 소규모 연회, 

수작연을 담았다. 영조의 망팔望八(팔십을 바라보는 나이, 만 71세)을 기념하여 세손, 왕실 친척과 신하들

이 임금께 연회를 올린 것이다. 그림에서는 중앙의 경현당 실내에 어좌와 세손의 자리를 배치하고, 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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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 임금의 호위와 승지, 사관을 그렸다. 경현당 마당에는 덧마루인 보계補階를 이어서 넓은 연회장을 확

보하였는데, 그 위에 참석한 신하들이 동서로 나누어 앉은 모습이 정연하게 그려져 있다. 보계 중앙에는 

임금께 술잔을 올리고 마지막에 행해진 공연, 처용무가 그려져 있으며, 그 아래로 악대가 배치되어 있다. 

이처럼 서로 독립된 두 개의 행사를 하나의 병풍으로 꾸민 것은 드문 사례이다. 이는 이 병풍을 제

작한 기로소에서 1765년의 기로연과 수작연을 영조의 망팔을 경축하는 일련의 행사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

여준다. 이 점은 1첩에 기로신을 대표해 쓴 이정보의 서문을 통해 잘 드러난다. 8첩에는 이 병풍의 발의자 

명단인 좌목이 있는데, 여기에 이름을 올린 기로신 8명은 기로연과 수작연에 모두 참석한 영광을 누렸다.

이 병풍의 회화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전통적인 평면도법을 사용하여 궁중의 의식을 일목요

연하게 배치하였다. 한편 궁궐의 실내나 대문에는 가운데로 모이는 사선을 그려 넣어 공간감을 강조하기

도 하였다. 이 병풍은 행사장만을 화면에 담았던 기존 행사도와 달리 기로소와 경현당 주변의 시설물과 

건물 밖에 대기한 인물들도 그려내었다. 전체적으로 궁중 행사도의 전통적인 형식을 준수하는 가운데 자

연스럽고 사실적인 묘사가 가미되었다고 할 수 있다. 

1765년의 기로연을 그린 다른 그림으로는 장서각 소장의 <친림선온도親臨宣醞圖>와 <영수각송靈壽閣

頌>이 있다. 이들은 영조가 기로연을 행한 후 궁중, 세손, 기로소에 들이도록 명령하여 제작한 세 본의 화

첩 중 두 본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수작연과 관련된 유물로는 금위영 제조 김상복金相福과 대장 이윤성李

潤成이 만들어 가진 병풍이 있다. 그림 부분은 결실되고 영조의 전교傳敎와 김상복의 발문跋文, 두 첩만이 

현재 <경현당수작연도기景賢堂受爵宴圖記>라는 이름으로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들은 하나의 

행사에 대해 다수의 주체가 화첩, 병풍 등의 다양한 매체로 제작하였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영조 기로연·수작연도 병풍>은 정확한 제작 주체와 경위를 알 수 있어서 사료적 가치가 뛰어나

며, 기록에 부합하는 표현과 체계적인 구성을 가진 18세기 궁중 회화 중의 하나이다.  | 유재빈 |

01   수작의궤受爵儀軌』, 1765.

02   김양균, 「<영조을유기로연·경현당수작연도병>의 제작배경과 작가」, 『문화재보존연구』 4, 서울역사박물관, 2007.

03   박정혜, 「기로소계병과 <영조을유기로연·경현당수작연도>」, 『영조대의 잔치그림』, 한국학중앙연구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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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inting mounted on an eight-part folding screen presents two royal occasions held in 

1765. The event depicted from the second to fourth panels from the right is a royal banquet hosted 

by King Yeongjo (r. 1724–76) on August 28 for members of Giroso, an institutional social gathering of 

elderly ministerial officials. The second event spanning from the fifth to seventh panels is a ceremony 

celebrating the king’s 71st birthday held at Gyeonghyeondang Hall in Gyeonghuigung Palace 

on October 11. On the first panel from the right is written a preface by Yi Jeong-bo representing 

the Giroso members, and on the eighth is the list of the eight participating Giroso senior officials, 

confirming that this painting was commissioned by the group. With exact information on who 

created it and how it was executed, this work possesses great importance as historical material. It is a 

fine example of 18th-century royal painting that shows a systematic composition with a high level of 

correspondence with other historical records from the period.

Folding Screen of Giroyeondo 
and Sujagyeondo 
(Gathering of Elders and 
Celebration of Granting Wine  
by King Yeongjo)

Joseon (After 1765)  |  1 folding screen (8 paintings)  |  Color on silk

122.5×444.6 cm  |  Seoul Museum of History

Treasure No.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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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1546년(추관계회도), 1581년(기성입직사주도), 1606년(금오계회도))

3축  |  비단에 수묵담채(추관계회도, 기성입직사주도), 
종이에 수묵(금오계회도)

94.0×59.0cm  |  개인소장

보물 제1616호

예안 김씨 가전 계회도 일괄

40

禮安 金氏 家傳 契會圖 一括

예안 김씨 문중에는 16세기와 17세기 초에 제작된 <추관계회도秋官契會圖>, <기성입직사주도騎省入直

賜酒圖>, <금오계회도金吾契會圖> 세 점이 전한다. 이를 ‘예안 김씨 가전 계회도禮安 金氏 家傳 契會圖’로 부른다. 

이 3점의 제작 시기는 각각 다르지만, 모두 계회도의 기본 형식인 표제, 그림, 좌목座目의 3단으로 구성되

어 있고, 화풍은 16세기 계회도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특색들이 잘 나타나 있다. 

예안 김씨 가전 계회도에는 예안 김씨 문중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다. 1546년(명종 1) 병조의 계회

에는 김사문金士文이, 1581년(선조 14)의 병조낭관의 계회에는 김륵金玏이, 그리고 1606년(선조 39)의 의금

부도사들의 계회에는 김지선金止善이 참여하여 각각 계회도를 분급 받은 것이다. 이 계회도 3점의 공통점

은 모두 같은 관청 소속의 관리들끼리 계회를 갖고 기념물로 만들었다는 점이다.  

1546년 작 <추관계회도秋官契會圖>는 호조의 낭관들이 제작한 것이다. 구도는 경물의 배열이 왼편

으로 편중되어 있고, 뒤편의 배경을 이룬 산은 근경의 계회가 열리는 언덕과 분리되어 S자 곡선을 이루었

다. 쌍송이 있는 언덕과 계회의 장소가 다른 계회도처럼 평지와 언덕으로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통합된 

것이 특징이다. 계회의 장면을 보면, 8인이 참석해 있다. 화면의 오른쪽 상단에는 정사룡鄭士龍의 7언 시가 

적혀 있다. 배경 산수에는 안견파 화풍의 특징인 편파구도와 짧은 선으로 질감을 준 단선점준短線點皴이 

충실히 반영되어 있다.

1581년 작 <기성입직사주도騎省入直賜酒圖>는 경복궁에 입직하던 병조참의와 참지, 병조좌랑 2인에

게 선조 임금이 술을 내려준 것을 기념하여 그린 것이다. 입직 관원들의 근무지인 경복궁을 배경으로 하

였고, 광화문 안쪽 근무 공간에 관원들이 모여 앉은 모습이 작게 그려져 있다. 광화문을 중심으로 홍례문

弘禮門, 근정문勤政門, 근정전勤政殿 등이 사선 배열에 따라 위치해 있음을 건물의 지붕만 드러내어 암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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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관계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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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입직사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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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계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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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뒤편으로는 백악산과 인왕산이 안개에 휩싸인 채 커다란 공간감을 만들어내고 있다. 좌목 좌우의 

여백에는 매화와 대나무를 간략히 그려 넣어 장식하였다.  

1606년 작 <금오계회도>는 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들의 계회를 기념하여 만든 것이다. ‘금오金吾’는 형

옥을 관장한 의금부의 별칭이다. 표제, 그림, 좌목으로 구성된 <금오계회도> 속의 공간은 한강의 실경을 

그린 것이다. 그림 아래쪽에 사람들이 모여 앉은 언덕이 당시 계회의 명소로 유명한 잠두봉蠶頭峯이고, 강 

건너편으로 보이는 작은 봉우리가 선유봉仙遊峯이다. 당시 서호西湖에 해당하는 지금의 절두산 언덕과 선

유도를 돌아보면, <금오계회도> 속의 공간은 실경이며, 실경산수화 계열에 속하는 계회도임을 알게된다. 

토파土坡와 원산遠山의 묘사에 적용된 단선점준은 16세기의 화풍이지만 17세기의 초기 계회도에도 활용

되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예안 김씨 가전 계회도 3점은 1600년을 전후하여 제작된 계회도가 한 집안에 전하는 사례이다. 

계회도를 통해 조선 초중기 산수 화풍의 변화 양상을 살필 수 있고, 산수와 궁궐, 한강변의 실경 등 다양

한 명소를 형상화한 매우 중요한 계회도의 사례이다.  | 윤진영 |

01   이태호, 「禮安金氏 家傳 契會圖 三例를 통해본 16세기 계회산수의 변모」, 『美術史學』 제14호, 2000. 8, pp. 5-31.

02   윤진영, 「朝鮮時代 契會圖 硏究」,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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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e three paintings of gatherings transmitted within the Yean Kim clan are depictions of 

gatherings of officials associated with the same government agency. Chugwan gyehoedo (Gathering 

of Officials of the Ministry of Punishments) portrays a gathering in 1546 among officials from the 

Hyeongjo (Ministry of Punishments), also known as the Chugwan. Kim Sa-mun from the Yean Kim 

clan was a participant here. This painting faithfully reflects the painting techniques of the An Gyeon 

School with its lopsided composition placing visual elements to one side and short texture strokes. 

Set against a background of Gyeongbokgung Palace, Giseong ipjik sajudo (Endowment of Drinks 

for Newly Appointed Officials at the Ministry of Military Affairs) commemorates the 1581 offering of 

wine by King Seonjo to the officials newly appointed to the Byeongjo (Ministry of Military Affairs), 

also known as the Giseong. This event was attended by Kim Reuk. Featuring the Uigeumbu (State 

Tribunal) government building, Geumo gyehoedo (Gathering of Officials of the State Tribunal) was 

produced in 1606. It includes Kim Ji-seon, who participated in his role as lieutenant at the State 

Tribunal. The hill depicted in this painting is Jamdubong Peak, a renowned scenic site at the time 

the gathering took place. These three paintings from the Yean Kim clan testify to stylistic changes in 

painting that took place during the mid-Joseon period. They also show the diversity of sites that were 

used as arenas for officials’ gatherings. 

Gyehoedo (Gathering of Officials) 
Handed Down within the 
Yean Kim Clan 

Joseon (1546 (Chugwan gyehoedo), 1581 (Giseong ipjik sajudo), 1606 (Geumo gyehoedo)) 

3 scrolls  |  Ink and Light color on silk (Chugwan gyehoedo and Giseong ipjik sajudo), 

Ink on paper (Geumo gyehoedo)

94.0×59.0 cm  |  Private ownership

Treasure No.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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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1년(선조 24) 사헌부의 감찰 24명이 계회를 기념하여 만든 계회도이다. 계회도의 일반 형식

은 계회도의 상단에 쓴 표제標題, 계회장면을 그린 그림, 참석자의 명단인 좌목座目으로 된 3단 구성인데,  

<총마계회도>에는 그림 아래에 시나 글을 써 넣은 한 단이 더 들어가있다. 표제는 전서로 ‘驄馬契會圖’라 

썼는데, ‘총마驄馬’는 사헌부 감찰의 별칭이며, 좌목에는 감찰 24명의 인적사항이 적혀 있다. 개인마다 품계·

현직·이름·자字·본관을 기록하였고, 한 줄을 바꾸어 당사자 아버지의 품계와 관직, 이름을 간략히 적었다. 

<총마계회도> 속의 그림은 사헌부 청사를 그렸는데, 청사의 정문과 지붕만을 남긴 뒤 나머지는 연

운에 휩싸인 것처럼 처리하여 생략하였다. 뒤편의 산은 그림처럼 실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계를 암시하

는 이미지로 들어가 있다. 짤막한 선을 반복한 단선점준短線點皴이 적용된 16세기의 산수양식을 보여준다. 

이 계회도는 참석자의 수만큼 여러 점을 제작하여 나누어가졌기에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그려졌다. 계회

도에서 시는 대부분 계회도의 소유자가 직접 썼다. 7언시 마지막에 쓴 ‘신묘중추일辛卯仲秋日’은 1591년(선

조 24) 8월에 해당한다. 

이 계회도를 소유한 인물은 전남 능주 월곡리 출신의 박지수朴枝壽(1562~1594)이다. 박지수는 

1580년(선조 13) 무과에 급제하였고, 1592년 임진왜란 시에는 왕자의 피난길을 호위하였으나 왜적과 교전 

중에 순국하였다. 박지수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한 해전인 1591년 8월 사헌부 감찰에 임명되어 이 계회

에 참여하였고, 당시에 분급 받은 것이 이 계회도이다. 이후 <총마계회도>는 박지수의 관직 임명장인 교지

敎旨 등과 함께 후손가에 가장家藏 유물로 전해져왔다. 

<총마계회도>의 제작 배경은 사헌부의 감찰직에 새로 들어온 신임관원이 치르는 신고식 관행과 밀

접한 관련이 있다. 이 계회도는 사헌부의 신참례新參禮 시에 신임 감찰이 준비해야할 필수 지참물로 제작

하였고, 선배 관원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고 자신도 하나를 가졌다. 박지수의 계회도 보다 5개월 빠른 

조선(1591년)  |  1축  |  비단에 채색

146.0×77.0cm  |  국립나주박물관

보물 제1722호

총마계회도

41

驄馬契會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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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1년 윤3월에 제작된 이정회李庭檜 소유의 총마계회도와 그의 개인 기록에서 이러한 사연을 살필 수 있

다. 박지수가 소유한 이 <총마계회도>는 상·하단의 남청색 회장回粧과 황색 비단을 보수하여 장황함으로

써 원래의 족자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는 16세기 후반기에 만든 이와 유사한 계회도의 장황을 고

증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총마계회도>는 『조선사료집진朝鮮史料集眞』 제2집(조선사편수회, 1937)에 도판으로 소개되었다. 당

시의 소장자는 전남 화순군 박동윤朴潤東씨로 되어 있다. <총마계회도>는 1591년에 제작된 경위와 지금까

지 약 420년간 전해진 내력이 분명한 자료이다. 또한 계회의 관행과 계회도의 제작배경이 확인되고, 그림

의 화풍과 족자의 원래 장황 형태를 보유하고 있는 매우 중요하고 희소한 사례이다.  | 윤진영 |

01   안휘준, 「호림박물관 소장의 회화」, 『한국 미술사 연구』, 사회평론, 2012.

02   윤진영, 「松澗 李庭檜(1542~1612) 所有의 同官契會圖」, 『美術史學硏究』 230호, 2001. 6.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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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inting portrays a 1591 gathering of officials from the Saheonbu (Office of the 

Inspector-general), also known as the Chongma. Along with the three sections conventional for 

a gyehoedo (painting of gatherings), the title, drawing, and participants’ personal information, this 

one also includes a separate space for a poem. At the end the poem is included information on 

the year of production, confirming that the gathering was held in August of 1591 and the painting 

was produced later in the same year. The government building housing the Office of the Inspector-

general is depicted, and the bottom section identifies the 24 participating inspectors. The landscape 

in the background is painted in short connected strokes, demonstrating tendencies of 16th-century 

landscape painting. This painting was held by Park Ji-su, who was appointed inspector in August 

1591. Upon his appointment to the Office of the Inspector-general, Park commissioned several copies 

of a painting of a gathering of officials of the office, distributed them among the senior inspectors, 

and kept one for himself. The mounting of the painting is original. This is among the definitive 

examples of 16th-century gyehoedo for officials within the same government office.

Chongma gyehoedo  
(Gathering of Officials of the 
Inspector-general) 

Joseon (1591)  |  1 scroll  |  Color on silk

146.0×77.0 cm  |  Jisan Gyeongsu Gongpa Sub-branch of the Miryang Park Clan 

(Naju National Museum)

Treasure No.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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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후기에 활약한 정선鄭敾(1676~1759)이 금강산의 명소를 그린 산수화 8폭과 중국 송대의 유

학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린 고사인물화 8폭이 함께 들어있는 화첩이다. 표지에는 “겸재화謙齋畵”라는 제

목이 붙어 있으나 그림의 제작 시기나 유래 등을 알려주는 별도의 글은 없다. 각 폭에는 제목과 “겸재謙齋” 

라고 서명을 쓰고, “정鄭”과 “선敾”을 각각 새긴 도장을 찍었다.

정선의 본관은 광주光州로 자는 원백元伯, 호는 겸재謙齋이다. 경화사족의 후손이지만 증조부 대

부터 집안이 쇠락하여 과거를 보지 않고 그림으로 이름을 날렸다. 40대부터는 친분이 있던 김창집金昌集

(1648~1722), 김창흡金昌翕(1653~1722) 등 장동김문壯洞金門의 후원으로 벼슬길에 나아가서 하양현감, 청

하현감, 양천현령, 사도시 첨정 등을 지냈다. 그는 중국에서 전래된 남종화법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사생을 

바탕으로 조선의 산천을 실감나게 묘사한 독창적인 실경산수화를 개척하여 진경산수眞景山水라는 획기적

인 화풍을 선도했다. 또한 정선은 인물화, 화훼도, 초충도 역시 잘 그렸다.

화첩의 앞 부분은 금강산 그림으로 단발령斷髮嶺, 비로봉毘盧峰, 혈망봉穴望峰, 구룡연九龍淵, 옹천甕

遷, 고성문암高城門岩, 총석정叢石亭, 해금강海金剛의 순서로 펼쳐진다. 정선은 일생동안 세 번의 금강산 여행

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36세되던 1711년에 처음 방문하여 <풍악도첩>(보물 제1875호)을 그렸고, 이듬

해 다시 찾아가 <해악전신첩>을 제작했다. 그후 1747년경에 마지막으로 금강산을 여행하여 또 다른 <해악

전신첩>(보물 제1949호)을 남겼다. 이때 <해악팔경 및 송유팔현도화첩>에 있는 금강산 그림이 일종의 사

생초본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화첩의 금강산 그림에서는 정선의 능숙한 화풍이 두드러지는

데, 오랜 세월동안 수없이 반복해서 그렸던 장면들이었기에 천변만화의 신비한 금강산을 독창적으로 묘사

할 수 있었다.

이어지는 고사인물화 8폭은 모두 중국 송대의 유명한 유학자들과 관련된 내용이다. 첫 장면인 염

조선(18세기)  |  1첩(16폭)  |  비단에 채색

34.5×24.0cm  |  용인대학교박물관

보물 제1796호

정선 필 해악팔경 및 송유팔현도화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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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敾 筆 海嶽八景 및 宋儒八賢圖畵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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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상련濂溪賞蓮은 주돈이周敦頤(1017~1073)가 만년에 여산廬山의 염계서당濂溪書堂에 머무르며 연꽃을 군자

의 꽃이라 칭송한 장면이다. 방화수류傍花隨柳는 정호程顥(1032~1085)의 시에 나오는 “꽃 사이로 버들 따

라 앞 냇가를 건넌다.”라는 구절을 소재로 삼은 것이다. 부강풍도涪江風濤는 정이程頤(1033~1107)가 사천의 

부릉涪陵으로 유배 가던 중 거센 풍랑을 만났는데도 의연하게 동요하지 않았던 장면이다. 화외소거花外小

車는 사마광司馬光(1019~1086)이 낙양洛陽에 은거할 때 지은 싯구 “꽃 밖의 작은 수레 아직도 오지 않네.”

라는 구절을 소재로 한 것인데, 그림 속의 인물은 꽃구경 하느라 늦는 소옹邵雍(1011~1077)이다. 횡거영초

橫渠詠蕉는 장재張載(1020~1077)가 파초에 대한 시를 짓는 장면이고, 온공낙원溫公樂園은 사마광이 낙양에 

독락원獨樂園을 짓고 은거하며 유유자적하는 모습이다. 무이도가武夷棹歌는 주희朱熹(1130~1200)가 복건 

지방의 명산 무이산을 유람하는 것이고, 자헌잠농柘軒蠶農은 이동李侗(1093~1163)이 농사짓고 누에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노래한 시를 소재로 삼았다. 정선이 활동하던 시기에 조선에서는 성리학의 도통道統을 확

립한 송대 유학자들을 깊이 존경했기 때문에 당대 이념적인 지향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한 작품에 함께 들어있는 금강산도와 고사인물은 화풍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후대에 하나의 화첩

으로 다시 장황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산수와 인물에 두루 능했던 정선의 면모를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 조인수 |

단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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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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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망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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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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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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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문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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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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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금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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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상련



268

방화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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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강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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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외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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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거영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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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공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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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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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헌잠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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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lbum by the renowned late-Joseon artist Jeong Seon (penname Gyeongjae, 1676–1759) 

includes eight paintings of scenic spots around the Diamond Mountains (Geumgangsan), as well as 

another eight of Chinese Confucian scholars from the Song Dynasty and related anecdotes. The first 

section of the album shows different sites around the Diamond Mountains starting from Danballyeong 

Pass to Birobong and Hyeolmangbong Peaks and on to the coastal side of the mountains. This was 

subject matter that Jeong had long practiced. The first eight paintings in this album showcase Jeong’s 

masterly brushstrokes and creative expression. The following figure paintings illuminate Confucian 

scholars from Song China, featuring, among others, Zhou Dunyi with the lotus flowers that he 

loved and Zhu Xi travelling around the Wuyi Mountains. Jeong gave painterly expression to these 

Chinese founders of Neo-Confucianism at a time when they enjoyed considerable social regard in 

Joseon society. This album highlights the versatility of Jeong Seon as a maestro who excelled both in 

landscape and figure painting.

Haeak palgyeong and Songyu 
palhyeondo (Album of Eight Scenic 
Views of Seas and Mountains and 
Eight Confucian Scholars of the Song 
Dynasty) by Jeong Seon

Joseon (18th century)  |  1 album (16 paintings)  |  Color on silk

34.5×24.0 cm  |  Yong In University

Treasure No. 1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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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17~18세기)  |  1축  |  비단에 채색

63.5×688.3cm  |  부산박물관

보물 제1809호

칠태부인경수연도 

43

七太夫人慶壽宴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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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숙종대인 1691년에 고위 관리의 어머니인 태부인太夫人으로 70세가 넘은 일곱 명에게 나라에

서 상을 내렸다. 이에 아들과 사위들이 잔치를 열고자 하니, 임금이 다시 물품과 악공을 하사하여 성대한 

연회가 베풀어졌는데 이를 기록한 그림이다. 두루마리에는 잔치가 열린 것을 세 장면으로 표현하고 그 다

음에 참석자의 좌목座目과 임금에게 올리는 사전謝箋, 그리고 서序로 이루어져 있다. 글씨는 모두 1745년에 

당시 33세의 강세황姜世晃(1713~1791)이 유려한 필치로 다시 적었다. 서문은 원래 연회가 베풀어졌을 당시 

홍문관 부제학이었던 권해權瑎(1639~1704)가 짓고 사자관이 적었던 것 같은데, 그후 망실되었기에 권해의 

증손인 권국진權國珍(1710~1778)이 강세황에게 다시 적어 달라고 부탁한 것이다.

그림을 살펴보면 건물, 참석자, 악공 등을 정교한 필치로 상세하게 묘사했는데, 정확한 제작 년도

는 알 수 없지만 화풍으로 미루어 볼 때 연회가 열렸던 1691년에서 강세황이 서문을 쓴 1745년 사이에 그

려진 것이 분명하다. 참고로 거의 동일한 작품이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45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 경우 

글씨는 1711년에 적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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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리학을 숭상하여 충과 효를 중시했던 조선 시대에 노인의 장수를 축하하여 성대한 경수연慶壽宴

을 자주 열었고 종종 이를 그림으로 기록했다. 이 작품에서도 첫 번째 장면을 살펴보면 기와지붕의 추녀 

아래 차일遮日을 치고 실내에는 산수병풍을 펼쳐 놓아 연회 공간을 만들었다. 위쪽에 네모난 방석 일곱 개

를 나란히 깔고 각각 하나씩 주칠반상을 앞에 놓았다. 바로 태부인들을 위한 자리인데 유교의 내외하는 

관습에 따라 여성 주인공은 그리지 않았다. 양 옆의 빈 방석은 연회에 함께 참석한 며느리들과 손주며느

리의 자리로 생각된다. 분홍 시복을 입은 관리들이 술잔을 올리고 춤을 추거나 양손을 모으고 서있는데, 

태부인의 자식과 사위들이다.

음악을 연주하는 악공들을 지나 펼쳐지는 두 번째 장면은 역시 실내 공간인데 이십 여명의 관리

들이 앉아 주칠반상에 음식을 대접받고 있다. 이들은 연회에 손님으로 참석한 나이 많은 대신을 비롯한 

고관들이다. 가운데에는 네 명이 여인들이 시중을 들고 아래에는 악공들이 흥을 돋우는 음악을 연주하고 

있다. 마지막 장면은 커다란 차일을 펼친 야외에서 이루어진다. 여기 모인 사람들은 갓을 쓰고 있어 실내

의 관복을 입은 인물들과 구분된다. 관직에 있지 않은 자손들과 하객들로 보인다. 서문에서는 삼청동三淸

洞의 관청에서 연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당시 장원서掌苑署가 여기에 있었고 참석자 중 권박權璞이 장원서 

관리였기에 이곳의 모습일 가능성이 높다.

이 작품은 조선시대에 다양한 양상으로 발달한 궁중 기록화의 연장선상에서 제작된 것이다.  즉, 

왕실에서 주최한 왕족 중심의 행사가 아니라 고관들이 주최한 노모를 위한 행사라는 점, 대형 병풍 형식

이나 화첩이 아니라 두루마리 형식이라는 점에서 다른 예를 쉽게 찾기 어려운 작품이다. 즉 효라는 유교 

이념이 잘 반영된 소재를 독특한 형식으로 그린 연회도이다. 또한 그림이 정교하고 당대 명필이었던 강세

황이 글씨까지 덧붙여져 작품의 예술적 가치가 높다.  | 조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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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1691, seven elderly mothers (aged 70 or older) of high-ranking officials were provided 

an award by the state. To celebrate this recognition, their sons and sons-in-law jointly sponsored 

the lavish celebration recorded in this painting. In the scene depicted at the far right, seats for the 

seven honored mothers are indicated as red-lacquered tables placed in front of a landscape painting 

mounted on a folding screen. Following the Confucian practice of rigidly separating women from 

men, they were not actually depicted in the painting. Their sons and sons-in-law are portrayed 

offering them wine, dancing, or standing with their hands respectfully folded on their bellies. The 

second scene depicts senior high-level officials being treated with food. The last portrays other 

relatives and guests who did not serve in official posts in the government, which can be observed 

based on the shape of their hats. The buildings, party participants, and musicians are all presented 

in delicate brushstrokes. This work epitomizes the virtue of filial piety, one of the foremost ethical 

values of the time. A writing by Gang Se-hwang, a renowned calligrapher of the time, included in the 

painting adds to its artistic significance.

Chil taebuin gyeongsuyeondo 
(Celebration for Longevity of 
Seven Elderly Ladies)

Joseon (17th~18th century)  |  1 scroll  |  Color on silk

63.5×688.3 cm  |  Busan Museum

Treasure No.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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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16세기 전반에 그려진 <소상팔경도>이다. 소상팔경도란 중국 호남성湖南省 동정호洞庭湖 

남쪽 소수瀟水와 상수湘水가 합류하는 지역의 수려한 경관을 여덟 장면으로 그린 것이다. 북송대 송적宋迪

(약1015~약1080)이 처음 그린 것으로 알려진 소상팔경도瀟湘八景圖는 곧 널리 성행하며 이상경理想景을 소

재로 한 산수화의 상징이 되었다. 

소상팔경의 제재題材와 일반적인 표현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사낙안平沙落雁 물가로 날아오거나 내려앉는 기러기

원포귀범遠浦歸帆 귀로歸路에 오른 배와 이를 멀리서 바라보는 인물

산시청람山市晴嵐 맑게 갠 산시山市의 풍경

강천모설江天暮雪 강과 하늘에 내리는 저녁 눈

동정추월洞庭秋月 가을 밤 동정호에 뜨는 달 

소상야우瀟湘夜雨 소상에 내리는 저녁 비

연사모종煙寺晩鐘 연무煙霧 속에 들려오는 저녁 종소리

어촌낙조漁村落照 어촌에 비치는 저녁놀 

우리나라에서도 고려시대에 전래된 이후 많은 문인과 화가들이 시와 그림으로 소상팔경을 표현하

였다. 특히 조선 초기에 소상팔경을 노래한 시와 함께 그림의 제작이 매우 성행한 사실은 현재 전하는 소

상팔경도의 수량이나 문헌의 기록에서도 짐작된다. 조선 초기 소상팔경의 시와 그림을 제작한 시원적이고 

대표적인 예는 안평대군安平大君(1418~1453)이 주도하여 1442년에 제작한 ≪비해당소상팔경시첩匪懈堂瀟湘

조선(16세기 전반)  |  1좌  |  종이에 수묵
각폭 91.0×47.4cm  |  국립진주박물관 

보물 제1864호

소상팔경도

44

瀟湘八景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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八景詩帖≫(보물 제1405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비해당소상팔경시첩≫에는 현재 전하지 않지만 당대 최고의 화가인 안견安堅(15세기 활동)이 그

린 <소상팔경도>가 수록되어 있었으며, 이 작품이 조선 초기 소상팔경도의 성행에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

으로 짐작된다. 현재 전하는 조선 초기의 소상팔경도가 예외 없이 안견파安堅派 화풍으로 그려지고, 대부

분 안견의  전칭작傳稱作이라는 점 등이 그러한 추정을 뒷받침한다. 

16세기 전반에 그려진 소상팔경도에서는 안견파 화풍의 한국화 현상이 보다 뚜렷해진다. 이 작품

에서도 잘 나타나 있는데 구도가 한쪽 종반부縱半部에 치우치면서 근경·중경·원경이 삼단을 이루는 편파

삼단偏頗三段의 구성, 짧은 선이나 점으로 산이나 언덕의 표면을 묘사한 단선점준短線點皴의 사용, 확대된 

공간 표현과 평판화된 화면 등을 들 수 있다. 

이 그림은 재일동포 두암 김용두斗庵 김용두金龍斗(1922~2003) 선생이 일본에서 수집하여 2001년 

국립진주박물관에 기증한 작품이다. 원래는 병풍이었음이 확실하나 현재는 8폭의 족자로 개장改裝되어 

있다. 이 작품에서 소상팔경의 순서는 산시청람·연사모종·어촌석조·원포귀범·소상야우·동정추월·평사

낙안·강천모설 순이 가장 합리적인데, 이러한 배치는 조선 초기의 소상팔경도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이

다. 따라서 이 그림은 화풍과 함께 소상팔경의 구성에서도 조선 초기의 소상팔경도가 지닌 독자성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조선 초기에 왕성하게 그려진 소상팔경도는 동아시아 회화사에서도 매우 독특한 위치를 지니고 

있다. 소상팔경도의 근원지인 중국은 물론 일본에서도 조선 초기의 소상팔경도와 유사한 화풍의 소상팔

경도는 찾기 어렵다. 북송대의 소상팔경도는 당대에 유행한 이곽파 화풍으로 그려졌을 것으로 추정되지

만 확실하게 전하는 작품은 없다. 

안견파 화풍이 이곽파 화풍을 토대로 이루어진 점에서 북송대 이곽파 화풍의 소상팔경도는 조선 

초기 소상팔경도에 그 전통이 계승된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이 작품도 일본에서는 곽희郭熙(1023~약

1085)의 작품으로 전칭되기도 하였다. 그러한 점에서 조선 초기의 소상팔경도는 독자성과 함께 중국에서

도 자취를 찾기 어려운 고전 양식을 지니고 있어 그 의미가 매우 크다.  | 박해훈 |

01   안휘준, 「韓國의 瀟湘八景圖」, 『韓國繪畵의 傳統』, 문예출판사, 1988, pp. 162-249.

02   박해훈, 「조선시대 瀟湘八景圖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7.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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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a 16th-century painting on the theme Eight Views of Xiaoxing, referring to eight scenic 

spots around the area where the Xiao and Xing Rivers converge in Hunan Province in China. First 

disseminated into Korea during the Goryeo period, the theme was widely reproduced in painting 

during the early Joseon era. Toward the later part of Joseon it diversified into various styles.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An Gyeon School from early Joseon, this work showcases a unique Korean 

interpretation of the theme in terms of the order of presenting the eight spots. This is a definitive 

example of early-Joseon Eight Views of Xiaoxing paintings that exhibit distinctive features separating 

them from Japanese versions on the same theme while at the same time manifesting a classic style of 

painting that originated in the Northern Song Dynasty of China. 

Sosang palgyeongdo 
(Eight Scenic Spots of Sosang) Joseon (Early 16th century)  |  1 folding screen  |  Ink on paper

91.0×47.4 cm (each painting)  |  Jinju National Museum

Treasure No. 1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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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재 정선이 36세 때인 1711년(숙종 37) 금강산과 주변 명승을 여행한 뒤에 제작한 화첩으로 그림 

13폭과 화기畵記 1폭 등 총 14폭으로 이루어져 있다. 화기 중 신묘辛卯에 금강산을 여행하였다는 기록이 있

어서 그림은 1711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현존하는 정선의 작품 중 가장 이른 시기의 작품이

다.  이때 정선은 인왕산 즈음에 살던 노론계 인사인 백석白石 신태동(1659~1729) 등과 여행에 동행하였고, 

연장자인 신태동을 위하여 내·외 금강산과 해금강, 관동팔경 중 일부의 명승을 13폭으로 그려 기록하였다.

이 화첩은 1908년 이왕가박물관이 입수하였고, 이후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관되어 현재에 이르

고 있다. 본래 장황이 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까지도 낱폭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화첩 각 면의 순서는 추정된 것일 뿐이고, 정확한 경로를 반영한 것은 아니다. 13폭의 

그림을 한양에서 출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경로인 내금강, 외금강, 해금강, 관동팔경 등의 경로

를 따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금강내산총도>이다. 화제에 기록되어 있듯이 이 장면에서는 내금강산의 전경을 공중에서 내

려다보는 듯한 부감시점에서 포착하여 재현하였다. 주요한 암봉과 사찰, 명소로 구성된 구성방식과 전형

적인 소재의 선택은 이후 정선이 금강전도에서 꾸준히 애용한 것들로서 30대 즈음 이미 그 전형이 형성된 

것을 보여준다. 특히 이 작품에는 주요한 경물과 지점에 명칭을 기록하여서 그림과 지도의 경계를 넘나들

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피금정도>, <단발령망금강산도>는 금강산에 도달하기 전에 방문한 장소들의 경관이 담겨져 있다. 

<장안사도>, <보덕굴도>, <불정대도>, <백천교도>는 금강산 안에서 방문하고, 본 경관을 그린 것들로서 대

체적으로 여백이 없는 꽉 찬 구성을 보여주고, 금강산의 암봉들을 강조하였다. 이로써 험준한 금강산의 기

세와 강렬한 인상을 부각시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조선(1711년)  |  1첩(그림 13면 화기畵記 1면)  |  견본수묵채색

26.6~37.8×23.0~37.6cm  |  국립중앙박물관  

보물 제1875호

정선 필 풍악도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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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敾 筆 楓嶽圖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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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내산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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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정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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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천교도



304

<해산정도>, <사선정도>, <문암관일출도>, <옹천도>, <총석정도>, <시중대도>는 금강산에서 동해가로 

나와 만나는 명승들과 북쪽으로 올라가며 만나는 관동팔경 중 통천의 총석정과 흡곡의 시중대를 재현한 

장면들이다. <옹천도>에서는 거대하고 강인한 암벽과 부드럽고 유연한 파도를 과감하게 대비시키는 정선 

특유의 대범한 구성법과 암벽을 표현할 때 강하고 빠른 필치와 짙은 먹색을 구사하는 정선의 개성적인 준

법 및 필묵법이 30대 즈음 형성된 것을 보여준다. <총석정도>의 경우 금강산 안쪽의 경관이 빽빽하고 조밀

한 구성을 사용한 것과 달리 탁 트인 공간과 여유롭고 서정적인 파도를 보여줌으로써 바다가 경관이 가지

는 특징과 정취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어서, 정선이 경관에 따라 화법을 조절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풍악도첩>을 통해서 정선식 진경산수화풍의 기본 특징이 이미 30대 즈음에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도 5, 60대 이후 확립된 원숙하고 개성적인 화풍과 비교해 보면 보다 섬세한 필치와 묵법, 

정교하고 성실한 묘사라는 점에서 초기적인 면모가 드러나고 있으며, 정선의 화풍이 형성된 과정을 잘 보

여주는 중요한 작품이다.  | 박은순 |

해산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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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암관일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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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an album of “true-view” (jingyeong) landscape paintings of Geumgangsan (Diamond 

Mountains) by the renowned Joseon artist Jeong Seon (1676–1759). Presumably produced in 1711, 

it consists of 13 leaves of paintings and one of commentary. At the time, Jeong Seon traveled to the 

Diamond Mountains in the company of the literary official Sin Tae-dong (affiliated with the Noron 

political faction), for whom he produced this album. Some of the picturesque sites around the 

region—in the inner, outer, and coastal areas—were captured in the album. The process of these 

paintings being commissioned from Jeong Seon and their production is identified in the records of 

the album. These works inform on how primary features of Jeong’s “true-view” style, which reached 

its maturity in his 50s and 60s, were already being formulated in his 30s. 

Pungakdocheop  
(Album of Paintings of 
Geumgangsan Mountain) by 
Jeong Seon

Joseon (1711)  |  1 album (13 pages of painting, 1 page of commentary)  |  Ink and Color on silk

26.6~37.8×23.0~37.6 cm  |  National Museum of Korea

Treasure No. 1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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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6년에 증광시增廣試의 문과, 무과에 합격했던 동기생 다섯 명이 20년이 지난 후, 1567년 전라도 

광주光州의 희경루喜慶樓에서 다시 만나 방회榜會를 갖은 일을 기념하여 그린 계회도契會圖이다. 참석자는 

광주목사 최응룡崔應龍(1514~1580), 전라도관찰사 강섬姜暹(1516~?), 전승문원부정자 임복林復(1521~1576), 

전라도병마우후 유극공劉克恭, 낙안군수 남효용南效容 으로 모두 광주 부근에서 관직에 있거나 전라도 지

역과 관련이 있던 인물이다. 화면의 맨 위에는 전서체로 제목을 쓰고, 가운데 계회 장면을 그린 후, 그 밑

에 좌목을 쓰고, 맨 아래에는 초서로 발문跋文을 적었다.

최응룡이 쓴 발문의 내용에 따르면 건물 안에 앉아 있는 다섯 사람의 배치를 통해 누가 누구인지

를 알 수 있다. 가운데에 양 옆으로 기녀를 두고 앉은 이가 최응룡이고, 그의 왼편으로 건물 모서리에  앉

은 이가 모임을 주선한 강섬이다. 나머지 세 사람은 최응룡 오른편에  나란히 앉았다. 관직으로 따지면 전

라도관찰사 강섬이 가장 높지만, 최응룡이 과거시험에서는 장원壯元을 했기에 상석에 앉았다.

계회도에는 음식을 대접받고 가무가 펼쳐지는 장면이 종종 있지만, 이 그림처럼 30명이 넘는 많은 

기녀들이 등장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들은 모두 관청에 소속된 관기官妓로 여겨지는데 누정에 올라와 악

기를 연주하고 춤추고 노래하며 시중드는 모습이 생생하게 묘사되었다.  산수 표현에서는 흑백의 대조가 

두드러지고 활달한 필치가 분명하여 당시 유행하던 절파浙派 화풍이 잘 드러난다. 건물과 인물의 묘사에

서는 세부 묘사가 정교해서 솜씨가 좋은 전문 화가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회경루는 광주 객관客館에 속했는데 당시 이 지역의 대표적인 누정樓亭이었다. 건물 오른편에는 과

녁이 서 있는 활터를 그려 넣어 구체적인 장소라는 것을 사실적으로 알려준다. 도성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계회 장면을 그릴 때는 분명하게 실경으로 표현하지 않고 이상향을 암시하는 경우가 흔하다. 반면 멀리 

외방에서 개최된 계회를 그릴 때는 산, 건물, 명소 등을 사실적으로 묘사는 경우가 많다. 중앙으로부터 지

조선(1567년)  |  1축  |  비단에 채색

98.5×76.8cm  |  동국대학교박물관  

보물 제1879호

희경루방회도

46

喜慶樓榜會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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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거리가 늘어날수록 심리적 결속은 강해지는 탓인지 지방의 계회도에서는 장소와 모임을 더욱 실감

나게 표현하는 것이다.

 조선시대에 같은 과거에 급제하여 방목榜目에 함께 이름이 적힌 동방同榜은 강한 유대감을 가지고 

관직 생활에서 서로 도움을 주면서 오래도록 모임을 가지고 교류를 했다. 이 작품은 계회도 중에서도 지

방 관청에서 행해진 동방의 행사 장면을 기록한 희소한 사례이며, 한양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제작되었던 

계회도와 비교할 수 있는 중요한 작품이다.  | 조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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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inting records a gathering in 1567 of five of successful candidates from the state civil 

service examination of 1546, about 20 years after the test. It was held at Huigyeongnu Pavilion in 

Gwangju, Jeolla-do Province, an auxiliary structure of the Gwangju local government. The five 

participants all served in official posts in the Jeolla region or had some affiliation with the region. In 

the painting, the five officials hold a gathering within a pavilion where they are being attended by 

more than 30 female entertainers playing musical instruments, dancing, singing, or serving food. It is 

a rare example of a painting of a gathering (gyehoedo) that features such a large number of female 

entertainers. The target to the right of the pavilion marking an archery field adds a sense of realism to 

the painting. Depicting a gathering at a local government building, surviving examples of which are 

rare, this important piece of historical material provides points of comparison with other paintings of 

gatherings, which were predominantly produced in Seoul. 

Huigyeongnu banghoedo 
(Gathering at Huigyeongnu Pavilion) Joseon (1567)  |  1 scroll  |  Color on silk

98.5×76.8 cm  |  Dongguk University Museum

Treasure No. 1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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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재眞宰 김윤겸金允謙(1711~1775)이 영남지역의 여러 명승을 그린 진경산수화 화첩이다. 1책 14점으

로 구성되어 있고, 그려진 지역의 명칭이 화면 위에 기록되어 있다. 현재 몰운대沒雲臺, 영가대永嘉臺, 홍류동

紅流洞, 해인사海印寺, 태종대太宗臺, 송대松臺, 가섭암迦葉庵, 가섭동폭迦葉洞瀑, 월연月淵, 순암蓴巖, 사담蛇潭, 환

아정喚鵝亭, 하룡유담下龍遊潭, 극락암極樂庵의 순서로 장첩되어 있다. 현재의 장황은 본래의 상태는 아니고 

작품 중 일부가 결실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려진 장소들은 부산, 합천, 거창, 함양, 산청 등 영남 지역에 속

한 곳들이다. 14점 중 8점에는 ‘진재’라는 주문방인朱文方印이 찍혀 있지만 나머지 6점에는 인장이 없다.

김윤겸은 명문세도가인 안동 김씨 집안출신이지만 서출이었기에 높은 관직에 오르지 못하고 하

급관료가 되었다. 그는 시서화 삼절의 선비화가로서 명성이 높았는데, 60세(1770년) 즈음 경상남도 소촌召

村(현재 진주지역)의 찰방으로 근무하였다. 김윤겸은 사의적인 남종화를 즐겨 그렸을 뿐 아니라 한양의 명

승, 금강산과 관동팔경, 영남지역 등 여러 지역을 여행하고 이를 기록한 진경산수화를 제작하였다. 이 화

첩은 소촌에 근무하던 시절 방문하였던 영남의 여러 명승들을 수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작품에서 김윤겸은 경물의 특징을 포착하여 단순화시키되 어느 정도 사실적으로 재현하였고, 

간결한 필치와 부드러운 먹색, 화사한 담채 등 남종화의 기법을 도입하여 한 폭의 남종화와 같은 정취를 

드러내었다. 이로써 사의적인 남종화법을 즐겨 구사한 선비화가답게 사실적이면서도 사의성이 강화된, 겸

재 정선의 진경산수화와 차별되는 새로운 성격과 화풍의 진경산수화가 형성된 것을 보여준다. 

이 화첩은 현장의 기행과 사생을 토대로 한 진경산수화의 제작 사례로서 조선시대 영남 명승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문화사적 의의가 크다. 또한 선비화가 김윤겸의 대표작으로서 개성적

인 회화세계를 잘 보여줌과 동시에 18세기 진경산수화의 성격과 다양성뿐 아니라 수준높은 회화성을 대

변하는 작품으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 박은순 |

조선(18세기 후반)  |  1첩  |  종이에 담채

27.3~31.1×21.1~47.6cm  |  동아대학교박물관  

보물 제1929호

김윤겸 필 영남기행화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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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允謙 筆 嶺南紀行畵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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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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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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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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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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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an album of “true-view” landscape paintings of scenic sites around the Gyeongsang 

region by the Joseon literati-painter Kim Yun-gyeom (penname Jinjae, 1711–75). This single-volume 

album contains 14 depictions of picturesque views in such Gyeongsang areas as Busan, Hapcheon, 

Geochang, Hamyang, and Sancheong. At around the age of 60, Kim served as superintendent of 

Sochon (present-day Jinju) in the Gyeongsang region. It is presumed that he reflected places he 

travelled at the time in this album. Kim became renowned for his artistic versatility by excelling 

in poetry, calligraphy, and painting. This album offers critical information for determining the 

appearance of scenic sites in Gyeongsang during the Joseon era. As a definitive work among Kim’s 

oeuvre, it demonstrates the painter’s personal artistic vision that draws the Southern School and 

Western techniques into a unified whole. It also speaks volumes about the diversity and quality of 

18th-century “true-view” painting.

Yeongnam gihaeng hwacheop 
(Painting Album of Travel to 
Gyeongsang-do Province)  
by Kim Yun-gyeom

Joseon (Later 18th century)  |  1 album  |  Ink and Light color on paper

27.3~31.1×21.1~47.6 cm  |  Seokdang Museum of Dong-A Museum

Treasure No.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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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재謙齋 정선鄭敾(1676~1759)이 그린 진경산수화 화첩이다. 조선 후기, 18세기에 유행한 진경산수

화를 정립시킨 대가인 정선이 72세(1747년)때 그린 금강산과 주변의 명승을 재현한 21폭의 진경산수화

와 ‘해악전신’이라는 화첩의 명칭, 서문, 시詩, 발문跋文 등 모두 38점이 수록되어 있다. 정선이 원숙한 화풍

을 구사한 진경산수화뿐 아니라 김창흡金昌翕(1653~1722)이 짓고 당시 강원도 관찰사였던 홍봉조洪鳳祚

(1680-1760)가 쓴 시와 정선의 친구이자 당대의 유명한 시인인 이병연李秉淵(1671~1751)이 짓고 개성적인 

글씨로 기록한 시, 장첩 경위 및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발문 등이 수록되어 있어서 더욱 가치가 높다.

이 화첩에는 한양으로부터 출발하여 금강산으로 가는 여정 중에 있는 <화적연>, <삼부연>, <화강

백전>, <정자연>, <피금정>, <단발령망금강> 등과 금강내산 중의 <금강내산총도>, <장안사비홍교>, <정양사>,  

<만폭동>, <불정대>, 동해안가의 <해산정>, <사선정>, <문암>, <문암관일출>, 관동팔경에 속한 <총석정>, <시중대> 

등 주요한 명승과 경관이 21폭에 나누어 담겨 있다. 이 작품은 정선의 개성적인 화풍이 정립된 이후인 노년기

의 수작으로서 산 속의 경관을 그릴 때 구사한 화면을 빽빽하게 꽉 채우는 정선 특유의 밀밀지법密密之法의 구

성법, 강하고 빠르게 휘두른 휘새揮灑하는 필치, 짙고 물기가 많은 임리淋漓한 먹의 사용, 흑백·음양의 대비를 

강조한 표현방식 등 정선의 전형적인 수법이 잘 발휘되었다. 또한 조선 후기 사대부선비들이 중시한 기행의 풍

조와 시서화 삼절의 조화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회화사적 가치뿐 아니라 문화사적 의의가 지대하다.

정선은 37세(1712년)때 친구이자 시인인 이병연 및 이병연의 부친 등과 함께 금강산을 여행하고 

또 다른 <해악전신첩>을 제작한 적이 있다. 이 작품은 현존하지 않고 기록으로만 전하지만, 36세(1711년)

때 금강산을 방문하고 제작한 보물 제1875호 <풍악도첩>을 통해서 30대 즈음 정선이 구사한 초기 화풍

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본 화첩은 정선의 개성적인 화풍이 정립된 이후 만년의 대표작으로서 정선이 평

생 금강산과 관련된 그림을 주문받고 제작한 것을 보여주며, 개성적인 화풍을 원숙하게 구사한 대가의 면

모를 보여주는 점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 박은순 |

조선(1747년)  |  1첩  |  비단에 담채
화면 32.0×25.0cm, 화첩 42.0×30.0cm

간송미술문화재단  

보물 제1949호

정선 필 해악전신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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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敾 筆 海嶽傳神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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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an album of “true-view” landscape paintings by Jeong Seon. This album contains 21 

paintings of scenic views around Geumgangsan (Diamond Mountains) created by Jeong at 72 years 

of age. He had by this point established a widely adopted new painting style called jingyeong (true-

view). In addition to the paintings, there is the title (Haeak jeonsin) in Jeong’s calligraphy along 

with a prologue, poems, and an epilogue. In total, it possesses 38 pieces of art by Jeong Seon . The 

paintings capture scenic sites that he observed on his way from Seoul and through the Diamond 

Mountains, ranging to picturesque spots along the east coast and to the east of Daegwallyeong 

Pass. Produced in the later stages of his life, the album epitomizes Jeong’s idiosyncratic painting 

techniques. It is an important piece of historical material from the perspective of cultural history since 

it showcases the social trend of the later Joseon period in which literati painters placed importance 

on travelling and also on striking an artistic balance between poetry, calligraphy, and painting.

Haeak jeonsincheop (Albums of 
Paintings of the Ocean and Mountains) 
by Jeong Seon

Joseon (1747)  |  1 album  |  Ink and Light color on silk

32.0×25.0cm (each painting), 42.0×30.0cm (album)

Gansong Art Museum

Treasure No.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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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재謙齋 정선鄭敾(1676~1759)가 서울 근교와 한강변의 명승명소를 그린 진경산수화와 인물화로 

구성된 두 권의 화첩으로 66세(1741년) 경부터 그리기 시작하여 84세(1759년) 경까지 제작한 작품들과 

친구이자 시인인 이병연李秉淵(1671~1751)의 시찰詩札들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1802년 두 권으로 개장되

었고, 모두 33점의 작품들이 상첩과 하첩으로 나뉘어 있다. 상첩에 실린 작품들은 정선이 양천(현재 서울 

강서구 가양동과 등촌동 일대)의 현령으로 재임하던 시절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하첩에 실린 작품

들은 대부분 상첩의 작품들보다 10 여년 뒤에 제작되었다고 추정되고 있다.

이 화첩 속의 작품들이 제작된 시기에 정선은 양천의 현령으로 봉직하고 있었다. 한양을 떠나면

서 정선은 이병연과 함께 시와 그림을 서로 바꾸어 보자는 시화상간詩畵相看을 약속하였다. 그리고 정선

이 재직하고 있던 동안 지속적으로 그림과 글씨를 교환하였다. 상첩에는 정선의 자화상으로 추정되는 <독

서여가도>로부터 시작하여 한강을 따라 가면서 선유하면 볼 수 있는 경관을 그린 <녹운탄도>, <독백탄도>,  

<우천도>, <미호도> 두 점, <광진도>, <송파진도> 등과 양천 주변에서 본 경관을 그린 <목멱조돈도>, <안현

석봉도>, <공암층탑도>, <금성평사도>, <양화환도도>, <행호관어도> 등 19점의 작품과 이병연의 서찰 한 점

이 실려 있다. 하첩에는 다양한 화제와 서찰, 시문 등이 수록되어 있다. 첫 면으로부터 다섯 번째 면까지

는 한양의 경관인 <은암동록도>와 <장안연우도>, 양천 주변의 경관인 <개화사도>, 고사인물화인 <사문탈사

도>, 이병연의 서찰이 차례로 수록되었는데, 그림의 주제와 제작시기, 화풍의 차이가 커서 서로 다른 시기

에 제작되었고, 뚜렷한 원칙없이 수록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하첩에 실린 이후의 작품들에서

도 나타나고 있다. 

이 화첩의 작품들은 주제가 다양할 뿐 아니라 화풍도 다양하여 정선화풍의 특징적인 요소들을 

두루 보여준다. 정선 특유의 구성과 굳세고 빠른 필법 및 강하고 풍성한 표현력을 가진 묵법을 구사하였

조선(1741~1759년)  |  2첩  |  비단에 채색, 수묵

20.8~31.0×16.8~41.0cm  |  간송미술문화재단  

보물 제1950호

정선 필 경교명승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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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敾 筆 京郊名勝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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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뿐 아니라 화사한 채색을 사용하기도 하여 정선의 개성적인 화풍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작으로 손꼽

힌다. 이처럼 <경교명승첩>은 제작연대와 장첩의 경위를 알 수 있고, 높은 예술적,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작품이다.  | 박은순 |

독서여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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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백탄도

녹운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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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호도

우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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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멱조돈도

안현석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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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암층탑도

금성평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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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암동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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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연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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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현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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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탈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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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연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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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wo-volume album by the celebrated Joseon painter Jeong Seon contains landscape 

paintings of scenic sites around Seoul and the Hangang River as well as representations of legendary 

figures. The two volumes consist of paintings produced over his later years from age 66 to 84, along 

with poems and letters by his friend the poet Yi Byeong-yeon (1671–1751). The 19 paintings in the 

first volume were purportedly created while he served as magistrate of Yangcheon (present-day 

Gayang-dong and Deungchon-dong, Seoul), and the 14 in the later volume generally follow about 

10 years later. With its information on its period and background of production and manifestation 

of Jeong’s distinctive painting style, these albums exhibits great importance from both artistic and 

historical perspectives. 

Gyeonggyo myeongseungcheop 
(Albums of Paintings of Scenic 
Spots in Seoul and Its Suburbs) 
by Jeong Seon

Joseon (1741~1759)  |  2 albums  |  Color on silk, Ink on silk

20.8~31.0×16.8~41.0 cm  |  Gansong Art Museum

Treasure No.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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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악내산총람도>는 조선 후기에 유행한 진경산수화의 대가인 겸재 정선(1676~1759)이 내금강산의 

전경을 재현한 진경산수화이다. 풍악산은 금강산의 여러 이름 가운데 하나로 가을의 금강산을 가리키는 명

칭이다. 화가인 정선은 화면 위에 ‘풍악내산총람’이라는 화제를 직접 기록하였고, 그 아래로 ‘정鄭’과 ‘선敾’으

로 읽히는 작은 백문방인白文方印을 찍어 두었다. 이로써 이 작품이 정선이 그렸고, 금강산의 가을 경치를 그

린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화면 속의 금강산은 화려한 채색으로 칠해져 있고, 특히 붉은 색이 많

아서 가을의 단풍진 경관을 재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선 자신이 내산총람도라고 기록하였듯이 이 작품은 금강내산의 전경을 그린 것이다. 화면에는 

금강산의 주봉인 비로봉과 내산의 암봉군인 중향성을 비롯하여 대표적인 암봉들이 부각되어 그려졌고, 

장안사, 표훈사, 정양사, 마하연 등 대표적인 사찰이 나타나며, 만폭동 골짜기를 중심으로 위치한 금강대, 

대소 향로봉, 만폭동의 너럭바위, 보덕굴 등이 재현되었다. 이러한 구성과 소재는 정선이 그린 금강전도류

의 작품에 흔히 나타나는 것들로서 36세(1711년) 때의 <풍악도첩>과 50대 중반 경의 <금강전도>, 72세 때

의 <해악전신첩>에서도 유사한 구성과 소재가 확인된다. 

정선이 금강전도류의 작품을 반복적으로 제작한 것은 18세기 중 금강산과 주변 지역으로의 여행

이 성행하였기 때문이고, 여행의 견문을 기록하고 기념하거나 여행 전에 금강산에 대해서 연구하는 자료

로서 수많은 금강전도가 수요된 것으로 추정된다. 정선은 그러한 사회적, 문화적 상황을 배경으로 진경산

수화를 발전시키고, 금강전도류의 작품을 지속적으로 제작하였다.

이 작품에서는 <풍악도첩>중의 <금강내산총도>와 유사하게 각 경관의 명칭을 기록하였지만, 다른 

금강전도 작품과 달리 짙고 화사한 채색을 사용한 점이 차이가 있다. 구성과 소재 뿐 아니라 화면을 꽉 

채우는 구성방식, 굳세고 빠른 필치, 암봉을 표현한 흰 수직준, 토산을 표현한 부드러운 수평의 미점 등 표

현기법 면에서 중년기 이후 정립된 정선의 개성적인 화풍을 보여주는 대표작으로 손꼽히고 있다.  | 박은순 |

조선(18세기)  |  1축  |  비단에 채색

100.8×73.8cm  |  간송미술문화재단  

보물 제1951호

정선 필 풍악내산총람도

50

鄭敾 筆 楓嶽內山總覽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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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a painting of Geumgangsan (Diamond Mountains) in autumn done in the “true-view” 

style by Jeong Seon. The title of the painting, Pungak naesan chongnam, was written by Jeong as 

well (Pungak-san is a nickname from Geumgang-san in autumn). The diverse colors applied in the 

painting reflect the showy autumn foliage of the Diamond Mountains. With the vogue for traveling 

to the Diamond Mountains during the 18th century, Jeong repeatedly painted broad views of the 

range. While sharing a composition with others among his Geumgangsan works, this one is unique 

for the written identification of each component site and the application of deep, gorgeous colors. 

The artistic features of this painting, such as the composition packing the space with visual elements, 

the rapid but strong brushstrokes, elongated white texture strokes expressing rock peaks, and soft 

horizontal dots for exposed earth, all combine to epitomize Jeong’s idiosyncratic painting style that 

peaked only after he had passed middle age. 

Pungak naesan chongnamdo 
(Inner Geumgangsan Mountain) 
by Jeong Seon

Joseon (18th century)  |  1 scroll  |  Color on silk

100.8×73.8 cm  |  Gansong Art Museum

Treasure No.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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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산수화의 대가인 겸재 정선(1676~1759)이 64세(1739년) 때 그린 작품이다. 청풍계는 한양 백

악산 기슭에 위치한 명승으로 18세기에 주요한 경화세족 중 한 집안이었던 안동 김씨집안의 제택이 위치

한 곳이다. 17세기 중엽 경 이 집안의 존경받는 선조인 선원仙源 김상용金尙容(1561~1637)이 이곳에 집을 

짓고 살기 시작하였고, 정선이 이 작품을 제작한 즈음에는 후손이 거주하고 있었다. 청풍계는 한양의 명

승 중 하나로 이름난 곳이었기에 18세기 중에는 집안 인사들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여 그 경관

을 즐기고, 때로는 아회雅會를 가지곤 하였다. 화면 속에는 거대한 암벽과 울창한 산림이 크게 부각되어 

있고, 수풀 사이사이로 고택에 위치한 여러 누각과 정자, 가묘家廟 등이 나타나고 있다. 화면 아래쪽 제택

의 입구 즈음에는 나귀를 타고 온 인물이 집 안으로 들어서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이 작품은 정선이 한창 원숙하고 개성적인 화풍을 정립한 60대에 제작된 것으로 정선 특유의 화

풍이 잘 발휘되어 정선의 대표작으로 손꼽히고 있다. 구성은 여백이 거의 없고 화면 끝까지 경물을 채우

는, 빽빽한 밀밀지법密密之法이 구사되었고, 화면 상부의 암봉 표현에 잘 나타나듯이 빠르고 격한, 이른 바 

휘쇄揮灑하는 필치와 물기가 많은 먹을 풍부하게 사용한 이른 바 임리淋漓한 묵법이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표현 수법으로 인하여 이 작품은 역동적인 기세를 느끼게 하고, 강한 흑백의 대비로 강렬한 

인상을 자아낸다. 이와 같은 기세와 활력은 정선 화풍의 주요한 특징이었는데, 이 작품의 경우에는 이러

한 표현을 통해서 그 장소에 거주하였던 훌륭한 인물에 대한 깊은 존경과 강한 추모심 등을 전달하고 있

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정선은 조선에 현존하는 진경을 그림의 주제로 삼는 진경산수화를 정립시키면서 18세기 화단의 

새로운 흐름을 선도하였다. 특히 청풍계도의 경우는 단독 작품으로도 반복하여 제작하였고, 한양 장동의 

명승을 선별하여 담은 <장동팔경도> 중에도 포함시켜 그리곤 하여 청풍계에 대한 세간의 관심과 애호를 

조선(1739년)  |  1첩  |  비단에 담채

133.4×59.0cm  |  간송미술문화재단  

보물 제1952호

정선 필 청풍계도

51

鄭敾 筆 淸風溪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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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주고 있다. 그 여러 점의 청풍계도 중에서 본 작품은 회화적인 완성도가 가장 높아서 정선의 대표작

으로 손꼽힌다. 이 작품은 또한 진경을 그린다는 것이 단순히 경관의 아름다움이나 특징을 전하는 것일 

뿐 아니라 그곳에 살았던 인물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기능도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어서 진경산수화의 주

제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작품이다.  | 박은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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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a “true-view” landscape painting produced by Jeong Seon at the age of 64. The stream 

located at the foot of Baegaksan Mountain in Seoul that is depicted here, Cheongpunggye, was 

renowned for its beautiful scenery. The mid-Joseon scholar Kim Sang-yong (1561–1637) started living 

there after building a small house. It was being inhabited by his descendants by the time Jeong Seon 

painted the area. Drawn by the picturesque scenery, visitors came to Cheongpunggye to hold poetry 

gatherings. The area also served as subject matter for “true-view” landscape painting. Created in his 

60s, a point by which Jeong Seon had already established his distinctive style, this painting embodies 

his characteristic techniques such as placing visual elements right up to the edges of the silk with no 

empty space, fast and powerful brushstrokes, and ample application of thin ink. 

Cheongpunggyedo 
(Cheongpunggye Stream) 
by Jeong Seon 

Joseon (1739)  |  1 album  |  Ink and Light color on silk

133.4×59.0 cm  |  Gansong Art Museum

Treasure No.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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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재謙齋 정선鄭敾(1676~1759)이 중국의 고사故事를 토대로 그린 고사화故事畵이다. 화면 위에 ‘여산

초당’이라는 화제畵題를 정선이 직접 기록하여 중국 당나라 때 강서성江西省 여산에 초당을 짓고 은거한 시

인 백거이白居易(772~846)의 고사를 재현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화면 속에 나타나는 소재와 표현방

식은 조선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화면의 중심부에는 나타나는 초가집과 그 뒤쪽의 대숲, 집안에 있는 동파관을 쓰고 흰 두루마기

를 입은 인물, 집 앞의 네모난 방지方池는 모두 조선에서 흔히 발견되는 것들이다. 집을 에워싼 높고 둥근 

흙언덕과 근경 언덕 위에 솟은 소나무, 시내 위의 작은 돌다리, 그리고 봇짐을 지고 오는 동자도 정선의 그

림에서 흔히 나타나는 소재들로서 조선적인 정취를 전해준다. 이처럼 중국 시인 백거이의 삶을 그린 것이

지만 실제 묘사된 방식을 보면 조선의 진경과 조선 선비의 삶을 재현한 듯이 보인다. 이러한 수법은 조선

의 산천을 그린 진경산수화의 화법을 가지고 시의도詩意圖와 고사도를 그리곤 했던 정선 특유의 수법을 

연상시킨다. 정선은 조선 선비들이 동경한 고인古人의 이상적인 삶을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장면으로 표현

하면서 이상과 현실의 조화를 모색하고 제시하였다.

이 작품에서 구사된 중요한 대상을 효과적으로 부각시키는 간결하고 대범한 구성, 화면 끝까지 경

물을 채우는 빽빽한 밀밀지법密密之法, 굳건하고 빠른 필선, 짙고 윤택한 묵법, 아름답고 절제된 색채 등 정

선이 진경산수화에서도 흔히 사용한 수법이다. 이러한 수법을 통해서 이 작품이 5,60대 이후 개성적인 화

풍이 원숙하게 정립된 시기 이후에 제작된 것을 알 수 있다. 노년기에 제작된 작품 가운데서도 이 작품은 

특히 절제되고 잘 조절된 필묵법과  비교적 정교한 묘사, 화사한 채색을 구사하고 있어서 정선 회화의 수

준과 특징을 잘 드러내었고, 진경산수화의 대가이지만 동시에 고사화와 시의도 등 관념적인 주제를 즐겨 

다루었던 정선의 회화세계를 보여주는 대표작으로 가치가 높다.  | 박은순 |

조선(18세기)  |  1축  |  비단에 채색

125.5×69.0cm  |  간송미술문화재단  

보물 제1953호

정선 필 여산초당도

52

鄭敾 筆 廬山草堂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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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a representation by Jeong Seon of a Chinese legend. The title Yeosan chodang written 

by Jeong himself at the top indicates that this painting depicts the renowned Chinese poet Bai Juyi 

(772–846), who led a reclusive life in a small house on Lu Mountain (Yeosan in Korean) in Jiangxi 

Province, China. However, the expression and visual elements shown in the painting reflect the 

reality of Joseon rather than China. This work is presumably from Jeong’s 50s or 60s, when his 

idiosyncratic artistic style had been fully established. The highly controlled and balanced brushwork, 

relatively high level of expressive delicacy, and application of gorgeous colors present here 

demonstrate th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and artistic accomplishment of Jeong’s paintings. This work 

also confirms how Jeong, widely known for landscape painting, was also masterful at more nebulous 

subjects like illustrating legends or painterly interpretation of poems. 

Yeosan chodangdo (Thatched 
House at Yeosan Mountain) 
by Jeong Seon 

Joseon (18th century)  |  1 scroll  |  Color on silk

125.5×69.0 cm  |  Gansong Art Museum

Treasure No.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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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상청앵도馬上聽鶯圖〉는 한 선비가 나귀를 타고 수양버들나무 밑을 지나가다가 꾀꼬리가 노래하

는 소리를 듣고 잠시 멈추어 서서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그린 김홍도의 풍속도이다. 꾀꼬리는 고운 소리

를 내는 선명한 노란색의 새로 옛날부터 우리와 친근하였다. 봄에 우리나라로 찾아와 여름에 번식하는데, 

한문으로는 황조黃鳥, 황작黃雀으로 쓴다. 고구려 유리왕이 지은 「황조가」가 『삼국사기』에 실려 있는데 암

수가 사이좋게 노니는 것을 읊은 것이다.  꾀꼬리는 조선시대에 봄, 여름철 흔히 볼 수 있는 새로 모습이 

아름답고 소리가 맑고 다양해서 예로부터 시나 그림의 소재로 애용되었다. 김홍도가 살던 시절 여행을 떠

나던 선비들은 길가 나무 위에서 노래하는 꾀꼬리 소리를 흔히 들었을 것이다. 특히 김홍도는 대화가인 

동시에 각종 악기를 능숙하게 다루던 음악가였으므로 꾀꼬리에 대한 느낌이 남달랐을 것이다.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강가의 길을 가던 나그네가 나무 가지 사이에서 들려나오는 고운 소리를 

듣고 자기도 모르게 길을 멈추고 귀 기울인다. 나귀 고삐를 잡고 있던 동자도 주인과 함께 귀 기울이고, 

주인의 의도를 알아챈 나귀도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발을 멈추는데, 긴 귀를 쫑긋 하며 듣고 있는 듯 하

다. 봄철 길가의 서정을 이처럼 잘 표현해낸 풍속화도 드물다. 더욱이 화면 위에는 동갑나기 화원이자 절

친한 친구였던 이인문李寅文(1745~1824)이 쓴 멋진 제화시가 적혀있다. 

어여쁜 여인이 꽃그늘에서 고운 노래를 부르는 듯, 

시 짓는 선비의 술상 위에 놓인 노란 귤 한 쌍인 듯. 

황금색 베틀 북이 수양버들 물가를 오고가더니,

안개와 비 일으켜 봄 강에 고운 베를 짜 놓았구나. 

佳人花底簧千舌 韻士樽前柑一雙 歷亂金梭楊柳崖 惹烟和雨織春江

조선(18세기 말~19세기 초)  |  1폭  |  종이에 수묵담채

117.2×52.0cm  |  간송미술문화재단  

보물 제1970호

김홍도 필 마상청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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꾀꼬리 소리는 여인의 고운 노래 소리 같고, 노란 색깔은 귤 같으며, 나무 가지 사이를 분주히 오

가는 모습은 베틀의 북 같으며, 봄철 아지랑이 속 고운 풍경은 꾀꼬리가 짠 비단 같다는 아름다운 시이다.

그림의 양식을 보면 부드럽고 유연한 필치로 연한 담묵과 담채를 주로 사용하여 수양버들나무와 

일렁이듯 늘어뜨려진 잎들을 효과적으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길과 땅 바닥도 같은 부드러운 필묵으로 그

렸다. 이 작품의 핵심인 나귀를 멈추고 나무 위를 올려다보는 선비의 모습을 묘사한 데에서 김홍도의 천

재적 기량이 잘 나타나 있다. 즉 가던 길을 멈추고 잠시 선 한 순간의 모습을 절묘하게 포착하여 조용한 

순간의 정지 상태를 교묘하게 형상화했다. 나귀의 앞발은 모아서 멈추었으되, 뒷발 중 한발은 아직 땅을 

디디지 않은 상태이다. 나귀는 몰골법沒骨法으로 대충 그린 듯 해도 균형이 완벽하고, 선비는 정확한 선묘

로 옷자락과 부채를 든 손, 위로 재껴진 갓 등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표현해내었다. 김홍도의 화가적 기량

이 최고조로 달한 50대 전반의 작품으로 보인다. 이 점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1795년(51세)작 《풍속도8

첩병풍》중 제4폭에 그려진 동일한 주제의 장면과 비교해 보면 잘 알 수 있다. 병풍 속 〈마상청앵도〉는 그

림의 방향이 반대이고, 나무나 인물의 묘사가 좀 더 자세한 차이가 있지만, 봄철의 서정을 같은 양식으로 

형상화하였다.  | 진준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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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painting by Kim Hong-do (penname Danwon, 1745–?), a scholar passing under a 

willow while riding a donkey stops for a moment to listen to the musical sounds of a nightingale. 

Known for its beautiful song and bright-yellow feathers, the nightingale was a popular subject for 

literary and poetic works. Nightingales migrate to Korea for the summer. While it is hard to see them 

in urban areas today, they were a common sight at the time this painting was produced. Along 

with the scholar, a boy holding the donkey’s bridle strains his ears toward the nightingale. Even the 

donkey lowering its head appears to be listening. Soft lines, light colors, and the simple manner of 

expression in this painting perfectly capture the lyrical feeling of a spring day. At the top-left of the 

painting is a poem by Kim’s friend of the same age, the court painter Yi In-mun. 

Masang cheongaengdo 
(Mounted Scholar Listening to a 
Nightingale) by Kim Hong-do 

Joseon (Late 18th~early 19th century)  |  1 painting  |  Ink and Light color on paper

117.2×52.0 cm  |  Gansong Art Museum

Treasure No.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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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도가 만년晩年에 그린 고사인물도故事人物圖로 현재 8폭이 각기 종축으로 장황되어 있으나 원래

는 병풍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고사인물도는 역사나 문학에 등장하는 고사故事를 소재로 한 그림으로, 

동양회화권에서는 아주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다. 공자의 『논어』에 나오는 “옛것을 통해 새것을 더 잘 안다

(溫故而知新)”는 구절에서 드러나듯이 동양의 전통적인 상고주의尙古主義가 회화로 표현된 것이라 할 수 있

다. 그런데 후대로 오면서 예술적 취향이 더욱 가미되어 감상화로서도 많이 그려지게 되었다. 김홍도의 이 

작품은 조선후기에 유행한 고사인물도의 전형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이 작품은 매폭 상단에 전서체로 제

목을 쓰고 김홍도가 만년에 사용한 ‘단구丹邱’ 서명을 했다. 제목을 통해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융봉취하融峰醉下   주자朱子가 중국 오악五嶽 중 남악南嶽인 형산衡山 축융봉祝融峯에 올랐다 

내려오면서 시를 지은 고사. 

서호방학西湖放鶴 북송 임포林蒲가 서호西湖에서 매화를 처 삼고 학鶴을 아들 삼아 은거한 고사.

무이귀도武夷歸棹 주자가 은거하며 제자를 가르친 무이산에서 「무이구곡가」를 지은 고사 .

동산휴기東山携妓 진晉나라 명사 사안謝安이 회계 동산에 은거하며 기생과 유유자적했다는 고사. 

동강조어東江釣魚 엄광嚴光이 친구인 후한 광무제의 부름을 거부하고 동강에서 낚시했다는 고사.

황정환아黃庭換鵝 왕희지王羲之가 산음의 도사에게 황정경을 써 주고 거위를 얻은 고사.

화외소거花外小車 북송 사마광司馬光이 친구 소옹邵雍을 기다리며 읊은 시구에서 유래함.

오류귀장五柳歸庄 오류선생 도연명陶淵明이 귀거래사를 부르며 집으로 돌아온 고사.

조선(18세기 말~19세기 초)  |  8축  |  종이에 수묵담채
각 111.9×62.6cm  |  간송미술문화재단  

보물 제1971호

김홍도 필 고사인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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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봉취하 서호방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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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귀도 동산휴기

위 제목들을 살펴보면 이 작품에 그려진 인물들은 주자와 사마광 같은 학자, 서예가 왕희지와 시

인 도연명, 죽림칠현竹林七賢의 한 사람인 사안과 은일자 엄광 등이다. 

한편 매폭에 서명이 된 ‘단구’라는 호는 김홍도가 60세 전후 만년에 사용한 호인데, 이 고사인물

도도 당시의 화풍을 잘 보여준다. 50대 중반까지 보이던 연한 붓질과 담채를 이용한 부드럽고 서정적인 

화풍 대신, 만년에는 거친 갈필渴筆로 하엽준荷葉皴이라 부르는 끝이 갈라터진 듯 한 날카로운 선묘를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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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강조어 황정환아

용했다. 이런 만년 산수화의 화풍상 특징은 〈융봉취하〉와 〈무이귀도〉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산의 형태는 

정상부가 뾰죽한 삼각형을 이루고 거칠고 날카로운 필선으로 바위의 주름을 표현하였다. 그러나 이런 필

묵법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주로 대각선이나 X 자형 구도를 사용하고 흰 여백을 이용하여 화면에 깊이와 

공간감을 표현하는 방식은 중년기와 마찬가지이다. 김홍도는 이런 고사인물화를 다수 그렸는데, 국립중앙

박물관 소장의 《고사인물도8첩병풍》은 50대의 작품이며, 이밖에도 원래는 병풍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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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외소거 오류귀장

두어 폭 짜리 작품도 여러 점 전해진다. 그러나 이 작품은 김홍도가 그린 고사인물도 중 가장 만년기 작

품으로 그 화풍상 최후의 면모를 보여준다는 점, 그리고 당시 사람들이 선호하던 고사도의 소재와  구성

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진준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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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e eight paintings depicting legendary tales are currently separate, but they were 

presumably once presented in the form of an eight-part folding screen. This genre of painting 

legendary figures and narratives from history or classical literature showcases the strong respect and 

reverence for the past that has long been characteristic in Asia. Historical figures depicted in these 

paintings include prominent Confucian philosophers like Zhu Xi and Sima Guang, celebrated artists 

including Wang Xizhi and Tao Yuanming, and loyal scholars such as Xie An and Yan Guang. Each 

painting is clearly identified by a title in seal script at its top. The painter’s name is marked as Dangu, 

a nickname Kim used in his later years around the age of 60. Kim worked in this genre of painting 

his entire life, and these examples manifest the final stage of his stylistic development. At the same 

time, they reflect the general trends in the genre during the later Joseon period in terms of subject 

matter, composition, and manners of expression. 

Paintings of Legendary Figures 
by Kim Hong-do Joseon (Late 18th~early 19th century)  |  8 scrolls  |  Ink and Light color on paper

111.9×62.6 cm (each painting)  |  Gansong Art Museum

Treasure No.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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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神仙 과로果老가 나귀를 거꾸로 타고 가면서 책을 읽는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과로는 장과로 

張果老를 줄여 부르는 이름이다. 장과로는 중국의 신선 중에서 가장 유명한 팔선八仙 중 한사람이다. 중국

에는 무수한 신선설화가 전해지는데, 원元나라 때에 그중 가장 대표적 신선 여덟 명을 팔선으로 부르기 

시작했고, 그 풍습은 명明, 청淸대로 이어졌다. 조선시대에도 중국에서 전래된 팔선 개념이 그림과 문헌에 

많이 등장한다. 중국에는 『열선전列仙傳』, 『수신기搜神記』 등 많은 문헌에 등장하는데, 김홍도가 그린 과로

의 원형은 명나라 때 책인 『홍씨선불기종洪氏仙佛奇踪』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책에는 나귀를 거꾸로 타고 

어고간자漁鼓簡子라는 악기를 든 모습의 삽도가 실려 있다. 이 책에 나오는 장과로에 대한 설명 일부를 보

면 다음과 같다. 장과로는 당 나라 때 항주 중조산에 은거했는데 장생불사의 비술을 터득하였다. 항상 한 

마리 흰 나귀를 타고 다녔는데 하루에 수만리를 능히 가며, 타지 않을 때는 종이처럼 얇게 만들어 접어

서 모자상자에 넣어 두었다가, 다시 탈 때는 물을 뿜어 나귀로 되돌렸다고 한다. 또 장과로는 박쥐를 데리

고 다녔다는 기록도 있다. 

김홍도의 〈과로도기도〉를 보면 기본적으로 『홍씨선불기종』의 삽도처럼 나귀를 거꾸로 탄 모습은 

동일하다. 그러나 이밖에 여러 가지 점에서는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우선 『홍씨선불기종』의 삽도에서는 

등을 활처럼 굽힌 나귀가 별로 무겁지도 않아 보이는 과로를 태우고는 힘겨운 모습으로 발을 떼는 모습인

데 비해, 김홍도가 그린 나귀는 너무나 날렵하고도 우아한 자세로 과로의 큰 덩치를 가뿐하게 태우고 있

는 듯 보인다. 과로의 모습도 삽도에서는 목을 쳐든 과로가 특이하기는 하나 다소 옹색한 자세로 나귀 위

에 앉아 있는데 반해, 김홍도가 그린 과로는 나귀와 혼연일체가 되어 우아한 균형을 잡고 앉아 있다. 그리

고 모자를 쓴 삽도의 과로와는 달리 대머리를 노출하고 왼손으로 책을 잡고 대나무 막대를 쥔 오른 손으

로는 책의 한 부분을 가리키고 있다. 특히 불그스름한 얼굴에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그림의 관객에게 무

조선(18세기 후반)  |  1축  |  비단에 수묵담채

134.6×56.6cm  |  간송미술문화재단  

보물 제1972호

김홍도 필 과로도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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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가 천상의 비밀을 슬쩍 알려주려는 듯하다. 그래서 19세기 인물 석초 정안복石樵 鄭顔復은 그림 위에 작

은 글씨로 “손에 쥔 신선의 비결은 바로 인간의 길흉을 알려주는 책, 왜 내게 말년의 운세를 가르쳐주지 

않나?”라고 유머러스하게 적었다. 그리고 김홍도의 스승 강세황姜世晃의 다음과 같은 화평이 적혀있다.

과로가 종이 나귀를 거꾸로 탔는데, 손으로는 책을 들고 눈빛이 행묵간行墨間을 쏘아본다. 이는 사

능의 가장 득의작이니, (이같은 작품은) 중국에서 구해도 쉽지 않을 것이다.

강세황의 평가대로 당시 신선도의 대가 김홍도의 작품 중에서도 뛰어난 예이다. 과로와 나귀의 균

형잡힌 자세, 과로의 얼굴에 표현된 신비스러운 미소, 수묵에다가 붉은색, 녹색, 황색 채색을 적당히 가미

하여 온화하면서도 신비스러운 조화를 이룬 색채 감각 등은 가히 김홍도의 독보적인 면모이며, 중국 신선

도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김홍도는 풍속화로 더 많이 알려져 있지만 순수예술적인 면에서는 신선도에

서 그 정점에 이르렀는데, 현재 다수의 신선도가 전해지나 이 작품이 가장 완벽한 보존상태를 보여준다. 

참고로 김홍도가 1776년 32세 때 그림 《군선도병풍》에도 이와 유사한 과로도기의 장면이 그려져 있는데, 

이 작품과 화풍상 유사하여 비슷한 시기에 그려진 것으로 판단된다.  | 진준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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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Hong-do painted Zhang Guolao, one of the Eight Immortals from Chinese mythology, 

reading a book while seated facing backward on a donkey. This image of a Zhang Guolao riding a 

donkey in the reverse of the usual manner is included in the illustrated Buddhist/Taoist compilation 

Hong shi xian fo qi zong (Hongssi senbul gijong in Korean) from Ming China. Although borrowed 

from a Chinese book, Kim’s painting elevates the image to a new level of artistic accomplishment. 

While the version of Zhang Guolao in the Ming book wears a hat and seems to be barely able to sit 

on the donkey, Kim’s depiction looks to be at one with his mount while gracefully striking a balance 

on the animal’s back. In Kim’s painting, the Chinese immortal exposes his uncovered bald head and 

wears a lively smile while holding a book in his left hand and using his right to indicate a passage. 

Kim added to black ink a beautifully balanced color mixture of red, green, and yellow to create a 

gentle but mystical ambiance. This work is recognized as the best among Kim’s surviving paintings of 

immortals in terms of artistic presentation and the state of its conservation. 

Gwaro dogido (Guolao  
Riding a Donkey Backward) 
by Kim Hong-do

Joseon (Late 18th century)  |  1 scroll  |  Ink and Light color on silk

134.6×56.6 cm  |  Gansong Art Museum

Treasure No.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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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원 신윤복蕙園 申潤福(1758?-1813 이후)은 일반적으로 풍속화의 대가로 알려져 있으나 산수·고사

인물·화조영모·사군자 등 다양한 장르에 능했다. 그림에 남긴 제사題詞를 통해 시문과 서예도 능해 문인화

에 뒤지지 않는 화격과 기량을 갖추었다. 신말주申末舟(1429~1503)의 11대 손이나 윗대가 서손庶孫이어서 8

대에 걸친 중인이다. 부친 일재 신한평逸齋 申漢枰(1735~1809)이 화원으로 어진御眞과 의궤도 제작 등 1805

년까지 70세가 넘도록 도화서圖畵署에 봉직했다. 아들 신윤복도 화원 첨사를 역임했다는 20세기 초 기록

이 전하나 상피相避 때문에 제도권 내 활동기록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그가 화가로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던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다. 화면 내 간기로 신윤복이 1805년부터 1813년까지 활동이 확인된다. 

배경 없이 화면에 꽉 찬 구도인 신윤복의 <미인도美人圖>는 조선왕조 500년 전체에서 미인도 중 최

고 걸작으로 꼽히며, 이 주제 중 단연 백미白眉이다. 소장처 간송미술관에서 1971년 가을부터 년 2회씩 개

최해온 기획전에 수 차, 1976년 ‘한국미술5천년’ 일본전시와 국내외 전시에 출품되었다. 화면 구성과 안면

묘사 등 표현은 초상화에 방불하다. 소매가 좁고, 짧은 가슴의 삼회장三回裝 저고리에 속옷을 여러 겹 껴입

어 배추처럼 부풀린 옥색치마는 하후상박下厚上薄의 조선시대 여성 복식미를 잘 드러낸다. 

배를 내민 듯한 치마, 오등신五等身의 작은 키는 국보 제135호 『혜원전신첩蕙園傳神帖』을 통해 낯설

지 않은 모습으로 조선여인의 아름다움을 잘 보여준다. 조선시대 감상화의 일반적 특징이기도 한 담채淡彩  

중심의 차분한 색조, 앳된 얼굴에 다소곳한 자세, 풍성한 가체加髢에 잘 빗질된 머리 형태와 정돈된 옷매

무새, 옅은 노랑 저고리에 쪽빛 치마, 초상기법으로 피부색에 가까운 안면 설채, 검은 자주색 댕기와 끝동

의 자주 삼회장저고리의 자주색 특히 선홍鮮紅이 돋보이는 속고름과 절묘한 조화를 이룬다. 앞으로 늘어

뜨린 흰 치마끈은 당시의 일반적인 유행으로 간주된다. 

단조롭고 차분한 색감의 한복에 노리개는 악센트 효과를 부여한다. 다양한 형태의 패물로 구성된 

조선(18세기 말~19세기 초)  |  1축  |  비단에 채색

114.0×45.5cm  |  간송미술문화재단

보물 제1973호

신윤복 필 미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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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潤福 筆 美人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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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리개는 여성 장신구 연구에 주목된다. 삼작 아닌 단작이나 굵은 구슬 셋을 엮은 삼천주노리개는 왕비와 

공주 등만이 패용할 수 있다. 단 해어화解語花로 자유외출과 자유연애가 가능한 기생은 예외이다. 큰 진주

나 자만옥紫蔓玉 구슬이 일반적이나 자색에 흰색의 문양이 있어 칠보일 가능성이 크다. 

주인공이 노리개를 만지작거리는 자연스런 자태로 옷고름의 나비매듭을 푼 뒤 마지막 매듭을 풀

어내는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 노리개 상단을 옷고름에 매어 늘어뜨리기 위한 동작으로 봄이 옳을 것이

다. 약간 고개를 숙인 다소곳한 얼굴의 시선 또한 수평 아래이며 이와 같은 형태는 『혜원전신첩』과 국립

중앙박물관 소장 『여속도첩女俗圖帖』 등 그의 풍속화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그의 미인도에서 일

반적이며 정형을 보인다.

신윤복의 <미인도>가 지니는 특징과 의미는 먼저 우리 복색을 한 본격적인 조선후기 미인도 중에

서 시기가 앞서며, 기량과 화격 모두에서 돋보이는 뛰어난 점을 들게 된다. 기생을 소재로 한 미인도의 정형

은 그에 의해 이루어졌고 당시 여성미의 기준을 전해준다. 아울러 궁중여인이나 중국복식의 화본풍畵本風  

사녀화仕女畵 계열과 구별되는 완연한 조선풍 우리 미인도라 하겠다. 이는 전통적인 사녀화에서 현실적이

며 구체적인 미인도로 바뀌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격적인 조선여인으로 초상기법에 방불한 사실적인 표

현을 들게 되니 조선후기 진경시대 문화전반이 보여주듯 진경산수화뿐 아니라 영모화나 인물화도 예외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나아가 그가 이룩한 양식은 후대에 이어져 유행된다.

또한 <미인도>의 화면 좌 상단에 유려한 서풍書風의 제화시題畵詩는 화면 내 구성적인 면과, 작품의 

격조에 일조한다. “가슴에 서려있는 온갖 봄기운은 붓끝으로 능히 만물의 초상을 그려내 주네(盤礴胸中

萬化春 筆端能與物傳神)는 그린 화가 자신의 자화자찬自畵自讚으로 그림의 완성도의 측면에서 화가 자신

의 만족감을 드러낸다. 시 앞 세로로 긴 타원형 두인은 주문朱文으로 ‘胸中長有四時春’, 호 혜원을 적고 이

어 주문방인 ‘신가권인申可權印’과 백문방인 ‘시중時中’ 등 도장이 셋 있다.

신윤복이란 이름이 더욱 친숙하나 이는 필명筆名이나 예명藝名이며, 신가권이 본명일 가능성이 크

다. 이 그림 외에 몇 화첩에서 신가권 도장이 확인된다. 큰 집안인 신숙주申叔舟(1417~1475)의 11대손 중 

시인詩人 신택권申宅權(1722~1801)이 같은 항렬行列이다. ‘그때 사정에 알맞음’ 의미로 시대와 상황에 맞게 

행동하라는 시중이란 또 다른 자 또한 화가로서 긍지를 드러낸 것으로 사료된다. 오동나무 표갑表匣에는 

오세창吳世昌(1864~1953)이 ‘여인도麗人圖’란 작품명을 묵서로 썼다. 그는 20세기 전반 고서화에 있어 최고

의 안목眼目으로 간송미술관 수집에 크게 관여해 대부분 서화에 그의 첨簽을 남겼다.  | 이원복 |

01 崔淳雨, 「美人圖」, 『崔淳雨全集3 회화』, 學古齋, 1992.6, pp. 353-355.

02 李東洲, 「혜원 신윤복」, 『우리 옛 그림의 아름다움』, 시공사, 1996.8, pp.265-272.

03 이원복, 「蕙園 申潤福의 畵境」, 『미술사연구』 제11호, 미술사학회, 1997.12, pp. 97-127.

04 이원복, 「신윤복의 <미인도>에 관한 고찰 - 조선 미인도의 일 정형定型」, 미술자료, 2001.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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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can be confirmed in the Album of Genre Paintings by Sin Yun-bok, designated National 

Treasure No. 135, the late-Joseon painter Sin Yun-bok (c. 1758–after 1813) had a predilection for 

genre paintings on romantic love. He also excelled in other subject matter such as landscape, 

legendary figure, bird-and-flower, bird-and animal, and “Four Gentlemen” flowers. Since Sin’s father 

Sin Han-pyeong (1735–1809) served as a court painter at the Dohwaseo (Bureau of Painting) until 

1805, past the age of 70, Sin was unable to officially work as painter given the ban on a father 

and son serving together in the same office. There is consequently little surviving official record of 

his activities. Sin’s inability to secure an official post must have contributed to his artistic freedom, 

however. In this painting, the features of the woman depicted strike a perfect balance with each 

other—the young face, polite posture, rich wig, well-combed hair, neat clothing, and the color 

harmony between the deep violet hair bands, navy-striped yellow jacket, red inner tie for the jacket, 

and indigo-dyed skirt. This work is simply a masterpiece, with no parallel among paintings on the 

same subject. Manifesting the standards of beauty of the time, it presents a uniquely Joseon aesthetic 

among its counterparts that mainly copied images from Chinese painting textbooks. Outstanding 

from both technical and artistic perspectives, Sin’s work set an example for this genre of painting that 

was widely followed by succeeding painters. 

Miindo (Portrait of a Beauty) 
by Sin Yun-bok Joseon (Late 18th~early 19th century)  |  1 scroll  |  Color on silk

114.0×45.5 cm  |  Gansong Art Museum

Treasure No.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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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蘭은 군자에 비유되고 충정과 절개를 상징하는 식물로 알려져 있다. 공자와 전국戰國시대 굴원 

屈原(BC 340 추정~BC 278 추정)에 의해 시작된 이 의미는 난의 상징성 중에 가장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

와는 별도로 오래전부터 난의 왕성한 번식력으로 인해 다산을 의미하며, 꽃의 향 때문에 약재로 이용되

었고 한편으로는 벽사闢邪의 식물로 이해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당시의 난은 현재의 난과는 다르다. 오

늘날 사군자의 하나인 난은 11세기 이후부터 언급되기 시작했다. 이때에는 난이 갖는 상징성 중에 군자

의 표상이 강하게 부상하였다. 또한 송의 소식蘇軾(1037~1101)과 고려의 이규보李奎報(1168~1241) 등은 난

의 유려하고 고아한 자태에 주목하여 미인에 빗대었다. 조선에서는 성리학이 모든 분야를 좌우했기에 당

연히 전자의 의미가 주를 이루었으나 19세기에 이르면 사군자의 조형미가 부각되고 소식 애호가 일면서 

난을 미인에 비유하는 경우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김정희金正喜(1786~1856)가 남긴 <<난맹첩>>의 제작의도 

중 하나이기도 하다.

<<난맹첩>>은 상첩과 하첩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러나 제사 형식에서 어색한 측면이 보이고 특히 상

첩의 경우는 조희룡趙熙龍(1789~1866) 작품으로 알려졌던 간송미술관 소장 <세외선향世外僊香>이 첩의 일

부로 확인되었으므로 어느 시기에 분첩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화첩 내의 난 그림이 대개 첩별로 

유사한 화풍을 보여주므로 분첩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제작 당시의 구성에서 크게 흐트러진 것 같지는 않

다. 그리고 상첩과 하첩 각각의 성격과 화풍은 어느 정도 구별된다. 현재 난맹첩은 <세외선향>을 다시 첩에  

넣고 면의 순서를 맞춘 상태이다.

14면으로 구성된 상첩에는 10점의 난 그림이 있으며 앞(1, 2면)과 끝(13면, 14면)에는 제사가 있다.  

이 제사는 청淸의 진문술陳文述(1771~1843)이 펴낸 『화림신영畵林新詠』에서 난을 잘 그린 여인들의 소전 

小傳을 발췌한 것인데, 난을 미인에 비유하려는 의도이다. 화첩 전반에서 느껴지는 청아한 분위기 역시 이

조선(19세기 전반)  |  2첩(상첩 13면, 하첩 9면)
종이에 수묵  |  상첩 22.9×27.0cm, 하첩 23.4×27.6cm

간송미술문화재단

보물 제1983호

김정희 필 난맹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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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正喜 筆 蘭盟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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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취지에 따른 것이다. 특히 꽃을 유난히 강조하여 난의 우아함을 부각시킨 점과 잎에 맺힌 이슬을 표

현하고자 잎마다 찍은 자그마한 점들은 난의 맑고 깨끗한 이미지를 나타내게끔 하는 김정희만의 절묘한 

화법이다(11면). 이로써 상첩의 난에는 미인의 이미지가 효과적으로 투영되었다. 한편 그림에서 비수가 심

한 잎(5면 등)과 당두가 짧은 잎(3면), 그리고 제발의 역행법逆行法(4면)과 이를 화면 아래쪽에 적어 지면처

럼 보이게 하는 방식(3면)은 청淸의 정섭鄭燮(1693~1765)을 비롯한 양주화파揚州畵派와 관련된다. 작품을 그

렸을 당시에 김정희는 일찍이 북경에서 교분을 가졌던 옹방강翁方綱(1733~1818)의 영향에서 벗어나 자신의 

화풍을 정립하고자 노력 중이었다. 그러므로 청대 화풍의 수용은 이런 과정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9면으로 이루어진 하첩에는 6점의 그림이 있고 그 앞뒤에 제사가 있다. 첩 앞쪽의 글과 3점의 작

품 속 제발에는 정섭의 시가 이용되었으나 전반적인 화풍은 양주화파와 관련이 적은 편이다. 그림 중에는 

난 잎 수를 절제하여 표현한 예가 눈에 띈다(5면). 두 잎이 좌우로 벌어져 있으면서도 길이와 휘어진 정도

에서 변화를 주어 균형과 변화를 동시에 갖추었다. 이같이 뛰어난 조형미는 다른 화가들의 작품에서 찾

기 힘들다. 한편 난 잎을 길게 그리는 방식이나 무성한 난 잎(4면 등)의 표현은 조맹부趙孟頫(1254~1322)

에서 시작되어 문징명文徵明(1470~1559)으로 이어지는 원명대 묵란화풍과 연관된다. 그리고 원元의 조맹견

趙孟堅(1199~1267 추정)이 강조했다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잎의 획을 긋는 좌필법左筆法도 보인다(3면). 

이같은 화법들은 필치가 조심스러운 면과 함께 첩 말미의 발문에 소상하게 적혀 있듯이 단계별로 학습해

야 한다는 그의 문경론門徑論에 따른 것이다. 그러므로 발문은 화첩 전체에 대한 언급으로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난맹첩>>은 문경론 중에 적전嫡傳에 해당하는 묵란화법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제작되었다는 판

단을 내릴 수 있다.

<<난맹첩>>은 사자관寫字官이자 김정희의 장황사裝潢師인 유명훈劉命勳에게 주려고 그린 작품이다. 

골기骨氣가 느껴지는 제사 글씨는 김정희가 51세에 쓴 1836년작 <<신취미태사잠유시첩申翠微太史蹔      詩帖>>

과 유사하므로 제작 시기는 1830년대 중반 경으로 볼 수 있다. 이후 화첩은 유명훈의 아들인 유재소劉在韶 

(1829~1911)로 가전되었다가 김정희가 제주 유배에서 풀려난 뒤에는 화단 내에서 난 그림의 선본善本이 

되었다. 당시 화가들은 이 화첩을 교본으로 삼아 화법을 익혔고 이로 인해 19세기 후반에 새로운 묵란화

풍이 성립되기에 이른다. 이 점은 한국미술사에서 <<난맹첩>>이 갖는 중요한 의의이다.  | 김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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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 a symbol of a Confucian gentleman, by the 19th century orchids were often being 

presented simply as an aesthetic plant and increasingly became an analogy for a beautiful woman. 

This two-volume painting album by the late-Joseon scholar and calligrapher Kim Jeong-hui (1786–

1856) reflects this 19th-century transformation of the symbolism of an orchid. In the first volume, this 

trend is particularly highlighted. Short biographies of women with a talent for painting orchids are 

included, and the image of a beautiful woman is projected in the clear drops of dew formed on the 

orchid leaves. Kim employed painting techniques developed by the Eight Eccentrics of Yangzhou 

from Qing China in the first volume as part of his efforts to establish a personal style. The second 

volume shows the application of orchid painting styles from the Yuan and Ming Dynasties. It can be 

said that this album was created as an attempt to present classic styles for orchid painting. Given the 

calligraphic style of the written records in the two albums, they were presumably produced around 

the mid-1830s. The albums served as a model later in the 19th century, establishing a new standard 

for the painting of orchids. 

Nanmaengcheop (Albums of 
Orchids) by Kim Jeong-hui Joseon (Early 19th century)  |  2 albums (first album: 13 paintings, second album: 9 paintings)

Ink in paper  |  22.9×27.0 cm (first album), 23.4×27.6 cm (second album)

Gansong Art Museum

Treasure No.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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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첩은 탄은 이정灘隱 李霆(1554~1626)이 대나무와 매화, 난을 그리고 자작시自作詩와 함께 엮은 

서화첩書畵帖이다. 이정은 종실 출신 문인으로 사군자 계열의 문인화에 능했는데, 특히 묵죽화에서 독보

적인 성취를 이루어 조선 묵죽화의 정형定型을 수립한 화가로 평가 받는다. 이정은 임진왜란시 왜적에게 

팔에 칼을 맞아 큰 부상을 당했지만, 회복한 후에 그림이 더 좋아졌다 한다. 이를 잘 보여주는 증좌가 바

로 삼청첩이다. 삼청첩은 1594년(선조 27) 12월 12일, 이정의 별서別墅가 있던 충청남도 공주에서 제작되

었다. 이듬해에 한호韓濩(1543~1605)와 최립崔岦(1539~1612)에게 글씨와 서문序文을 맡기고, 차천로車天輅

(1556~1615)에게 제시題詩를 받아 장첩했다. 이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의 성가를 얻고 있던 문사들이

었다. 이에 삼청첩은 제작 당시부터 이안눌李安訥(1571~1637), 유몽인柳夢寅(1559~1623) 등 당대를 대표하

는 문인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일세지보一世之寶’로 칭송을 받았다. 

삼청첩에 합장된 윤신지尹新之(1582~1657)와 송시열宋時烈(1607~1689)의 발문에는 이정 사후 삼청

첩이 선조의 부마 홍주원洪柱元(1606~1672)에 양도되었고, 병자호란때 화재로 일부 훼손되었지만, 여러 문

사들의 도움으로 복원된 내력과 이후 풍산 홍씨 집안의 가보로 전승된 경위가 비교적 소상히 밝혀져 있

다. 삼청첩은 조선말기 외세 침탈 속에서 1882년 일본 군인인 츠보이 코우소坪井航三(1843~1898)의 손에 

넘어가는 비운을 맞았지만, 이후 간송 전형필澗松 全鎣弼(1906~1962)이 입수하여 현재까지 간송미술관에 

비장되어 있다. 

삼청첩에는 대나무 12점, 매화 4점, 난 4점, 총 20점의 그림이 들어 있는데, 생태와 기후에 따라 변

화하는 식물들의 다양한 모습들이 잘 표현되어 있다. 특히, 흑견黑絹 바탕에 금니金泥로 그려내어 수묵화

와는 다른 독특한 미감을 지니고 있다. 이들 그림의 양식적 특징은 조선 초기 사군자화풍의 토대가 되었

던 원대 사군자 화풍을 바탕으로 새로이 유입된 명대 화풍의 영향을 선택적으로 수용하여 자기화시켜 낸 

조선(1594년)  |  1첩(54면 / 空面 : 5면, 畵 : 20면, 書 : 29면)
흑견금니, 견본수묵, 지본수묵

45.8×39.3cm(전체), 26.5×39.3cm(화면)
간송미술문화재단

보물 제1984호

이정 필 삼청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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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霆 筆 三淸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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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여겨진다. 그러나 중국의 화풍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특징과 지향을 갖추고 있다. 다양한 소재의 

복합적 운용, 소재의 특징을 명료하게 부각시키는 화면구성, 극명한 대비를 중시하는 조형감각, 서예성과 

회화성의 적절한 조화, 절제되고 응축된 기세의 표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삼청첩은 조선 묵죽화의 고전을 세운 이정이 40대 초반 자신의 화풍을 정립시켜 가는 과정을 집

약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작으로 미술사적 가치와 의미가 매우 크다. 더불어 삼청첩과 관련된 당대와 후대

의 여러 문인들의 글들은 삼청첩의 시대적 가치와 역사적 의미를 배가시킨다. 삼청첩은 조선 최고의 묵죽

화인 이정의 대표작임과 동시에 선조년간 시서화 대가들의 문예 지향과 성취가 어우러진 종합예술품으로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높은 작품이다.  | 백인산 |

01 백인산, 「灘隱 李霆의 三淸帖 硏究」, 『東岳美術史學』 5권, 2004.

02 백인산, 「간송미술관 소장 <삼청첩三淸帖>의 역사성에 대한 고찰」, 『문화재』 46권 2호, 2013.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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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lbum includes 12 pages of paintings of bamboo, four pages of plum trees, four pages 

of orchids, and 21 poems, all by the literati painter Yi Jeong. It was produced in 1594 in Gongju, 

Chungcheong-do Province. A member of the royal family, Yi gave diverse expressions to bamboo, 

plum flowers, and orchids in gold powder set with glue on a background of black silk. The subjects 

seem to change their appearance according to the surrounding environment and weather. Grounded 

in styles of “Four Gentlemen” painting established during the Yuan and Ming Dynasties in China, Yi 

developed his individual painting style through this album. It succinctly demonstrates the process 

by which Yi, arguably the most accomplished bamboo painter of the Joseon era, formulated the 

traditional Korean style of bamboo painting. It includes writing by contemporaneous and later 

scholar-officials that provides information on its production, origin, and transmission, adding to its 

significance. 

Samcheongcheop (Album of 
Bamboo, Plum Trees, and  
Orchids) by Yi Jeong 

Joseon (1594)  |  1 album (5 empty pages, 20 pages of painting, 29 pages of calligraphy)

Gold powder on black silk, Ink on silk, Ink on paper

45.8×39.3 cm (album), 26.5×39.3 cm (painting)

Gansong Art Museum

Treasure No.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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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주 이징虛舟 李澄(1581~?)은 아버지 이경윤(이징은 이경윤의 서자)과 숙부 이영윤의 회화적 재능

을 이어받아 산수, 화조, 인물 등 모든 화목에 걸쳐 고루 화재가 뛰어났던 조선중기의 대표적인 직업화가

이다. 도화서圖畵署의 화원이 되어 광해군과 인조의 총애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문인들 사이에서도 명성

이 자자하여 그에게 그림을 부탁하는 이들이 많았다. 이징은 선조의 부마인 신익성申翊聖(1588~1644)을 

비롯하여 당대 문인들의 그림 청탁에 여러 차례 응했는데, 그러한 사실을 방증하는 사례이자 이징의 회

화를 대표하는 작품이 바로 이 산수화조도첩이다. 

‘이징 필 산수화조도첩’은 10폭의 산수화와 8폭의 화조화로 구성된 이징의 그림과 신익성의 서

문, 동명 정두경東溟 鄭斗卿(1597~1673)의 발문, 택당 이식澤堂 李植(1584~1647), 백주 이명한白洲 李明漢

(1595~1645), 현주 윤신지玄洲 尹新之(1582~1657) 등의 제시 37점을 수록한 시서화詩書畵 합벽첩合壁帖이다. 

시문과 제발문 등을 통해 볼 때, 이 그림들은 1642년(인조 20) 경에 제작되었으며, 처음에는 두루마리 형

태로 존재했다가 1648년 무렵에 현재의 화첩과 같은 형태로 장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10점의 산수화는 각기 그림에 대한 시문과 짝을 이루어 장정되어 있으며, 조선중기 안견파 양식의 

확장된 편파구도와 단선점준短線點皴, 절파양식의 흑백 명암대비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경물의 구조 및 

인물의 모습이나 행동들은 화보에 등장하는 이미지와 유사하다. 8폭의 화조화는 2폭씩 화면 좌우 중심

에 무게를 두는 대칭구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새가 화면의 중심이 되고 꽃과 나무 등의 자연이 화면의 한

쪽에 치우쳐 등장하는 소경산수화조화小景山水花鳥畵 형식을 취하고 있다. 백로, 기러기, 금계, 백한, 원앙 등 

각 폭마다 종류가 다른 새들이 한 쌍씩 등장하며, 새들의 모양과 자세가 조선중기에 유행한 전형적인 화

보풍 수묵화조화 양식을 보여준다. 이처럼 조선중기 문인들의 은일隱逸적 이상향을 자연 속 인물과 새들

을 통해 격조 높게 구현해낸 문인화풍 수묵화 그림들과 당대 유명 문인들의 시문으로 이루어진 이 화첩

은 조선중기 회화사와 문학사 연구에 있어 지대한 가치가 있다.  | 이은하 |

조선(1642년경)  |  1첩  |  종이, 비단에 수묵담채

31.0×21.0cm  |  간송미술문화재단

보물 제1985호 

이징 필 산수화조도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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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澄 筆 山水花鳥圖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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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원복, 「조선중기 사계영모도고」, 『미술자료』 47, 국립중앙박물관 1991.

02 간송문화, 『화조영모』, 제79호, 한국민족미술연구소, 2010.

03 이은하, 「조선시대 화조화 연구」, 고려대학교 문화재학협동과정학과 대학원 미술사 전공 박사학위 논문, 2012.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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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lbum is a combined collection of works of poetry, calligraphy, and painting. It features 

ten landscapes and eight bird-and-flower paintings by Yi Jing (1581–?), a preface by Sin Ik-seong, 

an epilogue by Jeong Du-gyeong (penname Dongmyeong, 1597–1673), and 37 pieces of poetry by 

Yi Sik (Taekdang, 1584–1647), Yi Myeong-han (Baekju, 1595–1645), and Yun Sin-ji (Hyeonju, 1582–

1657). Produced around 1642, the paintings are presumed to have been originally rendered in the 

form of hand scrolls and then later refitted into their current album form. Each of the ten landscape 

paintings is matched with poem written on the painting. They manifest a characteristic of the mid-

Joseon An Gyeon School in their dotted strokes, but present the black-and-white color contrast 

typical of the Zhe School. The gestures and features of the objects and figures bear a resemblance 

to images from painting textbooks. Eight bird-and-flower paintings are paired in twos, one on either 

side of the album when it is opened, to create a sense of symmetry. Birds hold the center of the 

painted space with other visual objects concentrated to one side, characteristic of bird-and-flower 

paintings of the mid-Joseon era. 

Album of Landscape and Bird-
and-flower Paintings by Yi Jing  Joseon (Around 1642)  |  1 album  |  Ink and Light color on paper or silk

31.0×21.0 cm  |  Gansong Art Museum

Treasure No.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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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잔도권은 조선후기 문인화가인 현재玄齋 심사정沈師正(1707~1769)이 중국 촉 지역의 산천을 그린 

대작 산수화이다. 별지別紙에 쓰여 있는 심래영沈來永(1759~1826)의 서문에 의하면, 촉잔도권은 심사정의 

재종질인 심유진沈有鎭(1723~1787)의 요청에 의해 1768년 음력 8월에 그렸음을 알 수 있다. 이때 심사정은 

62세였고, 이듬해 5월에 세상을 뜨니, 촉잔도권이 심사정의 절명작絶命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심사정은 촉 지역을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이백李白의 <촉도난蜀道難>를 비롯한 역대 여러 문인

들의 글을 참고하여 촉의 경관을 구성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 작품이 될 것을 예감

한 듯, 8m가 넘어가는 긴 횡권의 화폭에 평생 동안 연마한 그림 솜씨를 아낌없이 쏟아낸다. 

험준한 바위로 둘러싸인 계곡에서 시작된 그림은 기암고봉과 아찔한 낭떠러지, 깊은 계곡과 골골

이 쏟아져 내리는 폭포, 바위와 산을 휘감아 돌며 흐르는 물길이 변화무쌍하게 이어지다 평온하고 고즈

넉한 강촌의 풍광으로 마무리 된다. 긴 화면에 그려진 반복적인 산수 풍경이라 자칫 지루하거나 단조로운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대상에 따라 시점의 변화를 주어 다채롭고 역동적인 화면을 만들어 냈다. 또한 산

행을 하는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을 잔도와 물길 곳곳에 그려 넣어 화면 전체에 생동감을 불어 넣고 있다.

조선(1768년)  |  1축  |  담채

58.0×818.0cm  |  간송미술문화재단

보물 제1986호

심사정 필 촉잔도권

60

沈師正 筆 蜀棧圖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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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최완수, 「현재 심사정 평전」, 『간송문화』 73, 2007.

02 이예성, 『현재 심사정』, 돌베개, 2014.

참고문헌

먹의 농담과 발묵潑墨, 파묵破墨 등을 자유롭게 구사하며 변화감을 주고 부벽준斧劈皴, 운두준雲頭皴,  

해삭준解索皴, 하엽준荷葉皴, 난시준亂柴皴 등 다양한 준법과 청록, 연록, 주황의 담채를 적재적소에 베풀어 

험난하지만 아름다운 촉도의 절경을 유감없이 옮겨냈다. 

그림 말미에 “이당李唐(1066경-1150경)의 필법을 따라 1768년 음력 8월에 촉잔蜀棧을 그렸다(戊子

仲秋倣寫李唐蜀棧)”는 묵서를 쓰고 ‘현재玄齋’라는 관서로 마무리했다. 그러나 촉잔도권과 직접적으로 비

교할만한 이당의 작품이 전해지지 않아 심사정 자신의 회화적 이상과 지향을 밝힌 글로 이해된다. 

촉잔도권은 조선남종화의 정립자로 불리는 심사정의 회화 이력이 총망라된 대작이다. 전례 없는 

대규모의 화폭에 자필 관서와 심래영의 서문을 통해 작품의 주제, 제작 연도와 전래 경위 등을 알 수 있

어 희소성과 완전성 면에서 부족함이 없다. 또한 이인문의 <강산무진도>와 같은 후대의 작품에도 큰 영향

을 미쳤을 것으로 여겨져 미술사적 의미도 크다. 예술성은 물론, 역사성과 학술적 가치와 의미를 두루 갖

추고 있는 문화재로 탁월한 위상을 지니고 있다.  | 백인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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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inting is a depiction of landscapes around Shu (present Sichuan), China by the Joseon 

literati painter Sim Sa-jeong (1707–69). Magnificent landscapes stretch across a vastly extended 

horizontal space. The dynamic arrangement of visual elements, diverse techniques of brushwork, 

and precise use of colors only where they are needed provides a perfect expression of the rough but 

beautiful area around Shu. This work comprehensively displays the artistic characteristics of Sim Sa-

jeong, recognized as the founder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Southern School. The preface, hand-

written by Sim, tells about the theme and when and how it was produced, adding to the already 

great significance of this painting. This is important cultural heritage with considerable value both 

from an artistic and academic perspective.  

Chokjandogwon (Around Shu) 
by Sim Sa-jeong Joseon (1768)  |  1 scroll  |  Ink and Light color on paper

58.0×818.0 cm  |  Gansong Art Museum

Treasure No.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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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도 화첩》은 조선후기의 대표적 풍속화가 중 한 명인 도화서 화원 긍재 김득신兢齋 金得臣

(1754~1822)이 그린 8폭의 풍속도로 이루어져 있다. 화첩의 표지에는 위창 오세창葦滄 吳世昌(1864~1953)

이 ‘긍재필풍속도兢齋筆風俗圖’라고 제목을 썼고, 화첩의 마지막에도 오세창이 1935년 쓴 발문이 붙어있다. 

이로 보아 간송미술관에서 이 무렵 오세창의 도움으로 수집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의 내용은 다음과 같

다. 제1폭 〈야묘도추도野猫盜雛圖〉는 시골의 부부가 자리를 짜다가 고양이가 병아리를 물고 달아나자 놀라 

뛰쳐나오는 모습을 유머러스하게 표현하였다. 제2폭 〈밀희투전도密戲鬪牋圖〉는 네 명의 남자가 몰래 노름판

을 벌이는 모습을 그렸는데, 문은 창살이 안 보이는 것으로 보아 두꺼운 종이 같은 것으로 가린 듯 하고 

방 한켠에 주안상까지 차려져 있어 웃음을 자아낸다. 제3폭 〈성하직리도盛夏織履圖〉는 한여름 사립문 밖에 

자리를 펴고 짚신을 삼는 남자와 이를 지켜보는 아버지와 아들을 그렸다. 아들은 할아버지 등 뒤에 숨어 

있는 것으로 보아 엄한 아버지가 무서운 모양이다. 울타리에 열린 박과 옆에 혀를 빼물고 앉아있는 개가 

당시 시골의 모습을 잘 전해준다. 제4폭 〈목동오수도牧童午睡圖〉는 목동이 소 치러 나왔다가 버드나무 아래 

바위에 기대 낮잠을 즐기는 모습을 그렸다. 불룩한 배를 드러내고 잠자는 목동의 모습에서 당시 평화로운 

농촌의 한 면모를 알 수 있다. 제5폭 〈주중가효도舟中佳肴圖〉는 어부가 강물 위에 뜬 배에서 즉석으로 음식

을 만들어 먹는 모습을 그렸다. 작은 뱃전에 솥을 걸고 칼로 생선을 손질하는 모습이 재미있다. 제6폭 〈송

하기승도松下棋僧圖〉 는 여름철 소나무 그늘 아래에서 장기에 몰두하는 세 명의 승려를 그렸다. 모자를 쓴 

승려가 관전하는 모습도 실감나게 표현되었다. 제7폭 〈강상회음도江上會飮圖〉는 강변에서 어부들이 식사를 

하는 모습을 그렸는데, 김홍도의 《풍속화첩》중 〈새참〉이 농부들의 식사 모습인 점과 비교된다. 제8폭 〈야

장단련도冶匠鍛鍊圖〉는 대장간의 모습을 그린 것으로 김홍도의 《풍속도 화첩》중 〈대장간〉과 가장 유사하

다. 용광로 곁에서 앉은 남자가 집개로 쇳덩어리를 잡고, 두 남자가 교대로 망치질을 하는 모습은 김홍도

조선(18세기 말~19세기 초)  |  1첩(8폭)  |  종이에 담채

22.4×27.0cm  |  간송미술문화재단

보물 제1987호

김득신 필 풍속도 화첩

61

金得臣 筆 風俗圖 畵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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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작품과 방향만 반대이지 거의 같은 모습이다. 뒤쪽에서 줄을 잡고 풀무질을 하는 동자도 같은 소재이

다. 다만 김득신의 작품에는 지붕이 있고, 김홍도는 야외의 모습을 그린 점이 다르다. 어쨌든 이 장면을 통

해 두 사람의 화풍상 친연성을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비교하면 김홍도는 예리한 선

묘로 대상의 형태와 움직임을 정확하게 표현한데 비해, 김득신은 다소 느슨한 필치로 묘사의 정확성은 떨

어지는 반면 대신 좀 더 배경 묘사에 신경을 쓰고 특유의 구수한 해학을 표현해 낸 점에서 김홍도와 차

별된다. 어쨌든 김득신의 《풍속도 화첩》은 김홍도, 신윤복의 작품들과 함께 조선후기 풍속화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걸작이라 할 수 있다.  | 진준현 |

야묘도추도

밀희투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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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직리도

주중가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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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오수도

송하기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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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회음도

야장단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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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lbum includes eight genre paintings by Kim Deuk-sin (1754–1822), one of the most 

prominent late-Joseon painters. An epilogue was added by the calligrapher O Se-chang in 1935, 

leading to the assumption that it was being held at the Gansong Art Museum by that time.  The 

paintings depict scenes such as working at a smithy, secretive gambling, playing chess, napping, 

and eating outdoors. Kim Deuk-sin was greatly influenced by his predecessor Kim Hong-do, and 

Kim Deuk-sin’s painting of a smithy in particular shows a remarkable resemblance to Kim Hong-

do’s work on the same theme. However, unlike the paintings included in Kim Hong-do’s Album of 

Genre Paintings, Kim Deuk-sin gave detailed expression to the backgrounds in this album. He also 

presented his own unique sense of humor. Presenting subject matter that was not depicted by his 

influential predecessor, Kim’s album has been evaluated as yet another masterpiece album of genre 

paintings from the late Joseon period. 

Album of Genre Paintings 
by Kim Deuk-sin Joseon (Late 18th~early 19th century)  |  1 album (8 paintings)  |  Ink and Light color on paper

22.4×27.0 cm  |  Gansong Art Museum

Treasure No.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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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부산진순절도
釜山鎭殉節圖

보물 제391호
조선(1760년) |  1축 |  비단 바탕에 채색 
145.0×96.0cm
육군박물관

Busanjin sunjeoldo (Patriotic Martyrs at the Battle of Busanjin Fortress)

Treasure No. 391
Joseon (1760) |  1 scroll |  Color on silk
145.0×96.0 cm
National Army Museum

02

동래부순절도
東萊府殉節圖

보물 제392호
조선(1760년) |  1축 |  비단 바탕에 수묵담채
145.0×96.0cm
육군박물관

Dongnaebu sunjeoldo (Patriotic Martyrs at the Battle of  
Dongnaebu Fortress)

Treasure No. 392
Joseon (1760) |  1 scroll |  Ink and Light color on silk 
145.0×96.0 cm 
National Army Museum

04

대성지성문선왕전좌도
大成至聖文宣王殿坐圖

보물 제485호
조선후기 |  1축 |  종이에 채색 
120.0×66.5cm
소수서원

Daeseong jiseong munseonwang jeonjwado (Confucius and His Disciples)

Treasure No. 485
Late Joseon |  1 scroll |  Color on paper
120.0×66.5 cm 
Sosu Seowon

03

해남 윤씨 가전 고화첩 일괄
海南 尹氏 家傳 古畵帖 一括

보물 제481호
조선(17~18세기) |  화첩 2첩 |  비단에 채색 외 
32.8×40.3cm(화첩 전체 크기) 
고산 윤선도 전시관

Painting Albums of the Haenam Yun Clan

Treasure No. 481
Joseon (17th~18th century) |  2 albums |  Color on silk and Others
32.8×40.3 cm (album)
Gosan Yun Seon-do Museum (Private ownership)

05

강세황 필 도산서원도
姜世晃 筆 陶山書院圖

보물 제522호
조선(1751년) |  1축 |  종이 바탕에 수묵담채 
44.0×177.1cm(전체), 26.8×138.0cm(그림)
국립중앙박물관

Dosanseowondo (Dosan Seowon Confucian Academy)

Treasure No. 522
Joseon (1751) |  1 scroll |  Ink and Light color on paper
44.0×177.1 cm (scroll), 26.8×138.0 cm (painting)  
National Museum of Korea

조선시대 朝鮮時代

Joseon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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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기사계첩
耆社契帖

보물 제638호
조선(1719~1720년) |  1첩 |  비단에 수묵채색  
59.7×76.7cm(전체), 43.2×66.2cm(행사도 화면)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Gisa gyecheop (Album of Paintings of the Gathering of Elders)

Treasure No. 638
Joseon (1719~1720) |  1 album |  Ink and Color on silk
59.7×76.7 cm (album), 43.2×66.2 cm (each painting of the event)  

Ehwa Womans University Museum

보물 제639호
조선(1719~1720년) |  1첩 |  비단에 채색 
53.0×37.5cm 
개인소장

Treasure No. 639
Joseon (1719~1720) |  1 album |  Color on silk
53.0×37.5 cm  
Private ownership

보물 제929호
조선(1719~1720년) |  1첩 |  비단에 채색
53.4×75.2cm(전체), 43.7×67.4cm(행사도 화면), 43.5×32.1cm(초상화 화면) 
국립중앙박물관

Treasure No. 929
Joseon (1719~1720) |  1 album |  Color on silk
53.4×75.2 cm (album), 43.7×67.4 cm (each painting of the event), 
43.5×32.1 cm (each portrait) 
National Museum of Korea

06

김홍도 필 풍속도 화첩
金弘道 筆 風俗圖 畵帖

보물 제527호
조선(18세기 후반) |  1첩(25폭) |  종이에 담채 
각 26.6×22.4cm 
국립중앙박물관

Album of Genre Paintings by Kim Hong-do

Treasure No. 527
Joseon (Late 18th century) |  1 album (25 paintings) |  Ink and Light color on paper
26.6×22.4 cm (each painting)  
National Museum of Korea

11

조대비 사순칭경진하도 병풍
趙大妃 四旬稱慶陳賀圖 屛風

보물 제732호
조선(1847년) |  1좌(8폭) |  비단에 채색 
각폭 140.0×56.0cm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Folding Screen of Jodaebi sasun chinggyeong jinhado (The 40th Birthday  
Celebration of Queen Dowager Jo)

Treasure No. 732
Joseon (1847) |  1 folding screen (8 paintings) |  Color on silk
140.0×56.0 cm 
Seokdang Museum of Dong-A University

10

이형상 수고본-탐라순력도
李衡祥 手稿本-耽羅巡歷圖

보물 제652호
조선(1703년) |  1첩 |  종이에 채색  
56.7×36.0cm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Tamna sullyeokdo (Painting of the Inspection of Jeju;  
part of the Manuscript of Yi Hyeong-sang)

Treasure No. 652
Joseon (1703) |  1 album |  Color on paper
56.7×36.0 cm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orld Heritage Office

헌종가례진하도 병풍
憲宗嘉禮陳賀圖 屛風

보물 제733-1호
조선(1844년) |  1좌(8폭) |  비단에 수묵채색
각 115.0×51.0cm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Folding Screen of Heonjong garye jinhado (King Heonjong’s  
Wedding Celebration)

Treasure No. 733-1
Joseon (1844) |  1 folding screen (8 paintings) |  Ink and Color on silk
115.0×51.0 cm (each painting)
Seokdang Museum of Dong-A University

보물 제733-2호
조선(1844년) |  1좌(8폭) |  비단에 수묵채색
각 112.5×46.5cm
경기도박물관

Treasure No. 733-2
Joseon (1844) |  1 folding screen (8 paintings) |  Ink and Color on silk
112.5×46.5 cm (each painting)
Gyeonggi Provincial Museum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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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정조 필 국화도
正祖 筆 菊花圖

보물 제744호
조선(18세기 후반) |  1축 |  종이에 엷은 먹 
그림 86.5×51.3cm, 족자 215.3×73.6cm 
동국대학교박물관

Gukhwado (Chrysanthemum) by King Jeongjo

Treasure No. 744
Joseon (Late 18th century) |  1 scroll |  Ink on paper 
86.5×51.3 cm (painting), 215.3×73.6 cm (scroll) 
Seokdang Museum of Dong-A University

16

김홍도 필 병진년 화첩
金弘道 筆 丙辰年 畵帖

보물 제782호
조선(1796년) |  2첩(20폭) |  종이에 수묵담채 
각 26.7×31.6cm 
삼성미술관 리움

Album of Paintings from the Byeongjin Year (1796) by Kim Hong-do

Treasure No. 782
Joseon (1796) |  2 albums (20 paintings) |  Ink and Light color on paper 
26.7×31.6 cm (each painting) 
Leeum, Samsung Museum of Art

18

이기룡 필 남지기로회도
李起龍 筆 南池耆老會圖

보물 제866호
조선(1629년) |  1축 |  비단에 채색 
116.7×72.4cm
서울대학교박물관

Namji girohoedo (Gathering of Elders by Namji Pond) by Yi Gi-ryong

Treasure No. 866
Joseon (1629) |  1 scroll |  Color on silk 
116.7×72.4 cm 
Seoul National University Museum

17

김시 필 동자견려도
金禔 筆 童子牽驢圖

보물 제783호
조선(16세기) |  1축 |  비단에 채색 
111.0×46.0cm 
삼성미술관 리움

Dongja gyeollyeodo (A Boy Pulling a Donkey) by Kim Si

Treasure No. 783
Joseon (16th century) |  1 scroll |  Color on silk 
111.0×46.0 cm
Leeum, Samsung Museum of Art

14

정조 필 파초도
正祖 筆 芭蕉圖

보물 제743호
조선(18세기 후반) |  1축 |  종이에 엷은 먹 
그림 84.2×51.3cm, 족자 215.3×73.6cm 
동국대학교박물관

Pachodo (Banana Tree) by King Jeongjo

Treasure No. 743
Joseon (Late 18th century) |  1 scroll |  Ink on paper 
84.2×51.3 cm (painting), 215.3×73.6 cm (scroll) 
Dongguk University Museum

19

독서당계회도
讀書堂契會圖

보물 제867호
조선(1570년경) |  1축 |  비단에 수묵 
102.0×57.5cm 
서울대학교박물관

Dokseodang gyehoedo (Gathering of Officials at Dokseodang Study)

Treasure No. 867
Joseon (Around 1570) |  1 scroll |  Ink on silk 
102.0×57.5 cm 
Seoul National University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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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성세창 제시 미원계회도
成世昌 題詩 薇垣契會圖

보물 제868호
조선(1540년) |  1축 |  비단에 채색 
93.0×61.0cm 
국립중앙박물관

Miwon gyehoedo (Gathering of Officials of the Censorgeneral)  
with a Poem by Seong Se-chang

Treasure No. 868
Joseon (1540) |  1 scroll |  Color on silk 
93.0×61.0 cm 
National Museum of Korea

24

정선 필 육상묘도
鄭敾 筆 毓祥廟圖

보물 제873호
조선(1739년) |  1축 |  비단에 수묵담채 
전체 146.5×63.0cm, 화면 94.0×63.0cm 
개인소장

Yuksangmyodo (Yuksangmyo Shrine) by Jeong Seon

Treasure No. 873
Joseon (1739) |  1 scroll |  Ink and Light color on silk 
146.5×63.0 cm (scroll), 94.0×63.0 cm (painting) 
Private ownership

21

성세창 제시 하관계회도
成世昌 題詩 夏官契會圖

보물 제869호
조선(1541년) |  1축 |  비단에 채색 
97.0×59.0cm 
국립중앙박물관

Hagwan gyehoedo (Gathering of Military Officials)  
with a Poem by Seong Se-chang

Treasure No. 869
Joseon (1541) |  1 scroll |  Color on silk 
97.0× 59.0 cm 
National Museum of Korea

23

연정계회도
蓮亭契會圖

보물 제871호
조선(1550년경) |  1축 |  비단에 채색 
94.0×59.0cm 
국립중앙박물관

Yeonjeong gyehoedo (Gathering of Officials at the Lotus Pavilion)

Treasure No. 871
Joseon (Around 1550) |  1 scroll |  Color on silk 
94.0×59.0 cm 
National Museum of Korea

25

이경석 궤장 및 사궤장 연회도 화첩
李景奭几杖 및 賜几杖 宴會圖 畵帖

보물 제930호
조선(1668년) |  2종 6점 |  비단에 채색 
37.0×55.5cm
경기도박물관

Paintings of the Staff and Chair Conferment Banquet for Yi Gyeong-seok

Treasure No. 930
Joseon (1668) |  1 album |  Color on silk 
37.0×55.5 cm
Gyeonggi Provincial Museum

22

호조낭관계회도
戶曹郎官契會圖

보물 제870호
조선(1550년경) |  1축 |  비단에 채색 
121.0×59.0cm  
국립중앙박물관

Hojo nanggwan gyehoedo (Gathering of Fiscal Officials)

Treasure No. 870
Joseon (Around 1550) |  1 scroll |  Color on silk  
121.0×59.0 cm  
National Museum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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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화개현구장도
花開縣舊莊圖

보물 제1046호
조선(1643년) |  1축 |  비단에 수묵담채 
89.3×56.0cm 
국립중앙박물관

Hwagaehyeon gujangdo (Old House of Hwagae-hyeon)

Treasure No. 1046
Joseon (1643) |  1 scroll |  Ink and Light color on silk 
89.3×56.0 cm 
National Museum of Korea

28

유숙 필 매화도
劉淑 筆 梅花圖

보물 제1199호
조선(1868년) |  1좌 |  종이에 엷은 색 
112.0×378.0cm 
삼성미술관 리움

Maehwado (Plum Blossoms) by Yu Suk

Treasure No. 1199
Joseon (1868) |  1 folding screen |  Ink and Light color on paper 
112.0×378.0 cm 
Leeum, Samsung Museum of Art

30

이암 필 화조구자도
李巖 筆 花鳥狗子圖

보물 제1392호
조선(16세기) |  1축 |  종이에 채색 
86.0×44.9cm
삼성미술관 리움

Hwajogujado (Flowers, Birds and Puppies) by Yi Am

Treasure No. 1392
Joseon (16th century) |  1 scroll |  Color on paper 
86.0×44.9 cm 
Leeum, Samsung Museum of Art

29

기영회도
耆英會圖

보물 제1328호
조선(1584년경) |  1폭 |  비단에 채색 
163.0×128.5cm 
국립중앙박물관

Giyeonghoedo (Gathering of Elders)

Treasure No. 1328
Joseon (Around 1584) |  1 painting |  Color on silk 
163.0×128.5 cm 
National Museum of Korea

26

신해생갑회지도
辛亥生甲會之圖

보물 제1045호
조선(1622년) |  1축 |  비단에 채색 
96.0×57.5cm 
국립중앙박물관

Sinhaesaeng gaphoejido (Gathering of Elders of the Same Age)

Treasure No. 1045
Joseon (1622) |  1 scroll |  Color on silk  
96.0×57.5 cm 
National Museum of Korea

31

김홍도 필 추성부도
金弘道 筆 秋聲賦圖

보물 제1393호
조선(1805년) |  1폭 |  종이에 수묵담채 
56.0×214.0cm 
삼성미술관 리움

Chuseongbudo (Theme of Chuseongbu, Sounds of Autumn) 
by Kim Hong-do

Treasure No. 1393
Joseon (1805) |  1 painting |  Ink and Light color on paper  
56.0×214.0 cm 
Leeum, Samsung Museum of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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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경기감영도 병풍
京畿監營圖 屛風

보물 제1394호
조선(19세기) |  1좌 |  종이에 채색 
135.8×442.2cm 
삼성미술관 리움

Folding Screen of Gyeonggi gamyeongdo (Gyeonggi-do  
Provincial Office)

Treasure No. 1394
Joseon (19th century) |  1 folding screen |  Color on paper 
135.8×442.2 cm 
Leeum, Samsung Museum of Art

36

정사신 참석 계회도 일괄
鄭士信 參席 契會圖 一括

보물 제1431호
조선(1580년대) |  1좌 |  비단에 채색 
괴원장방계회도 93.0×60.0cm, 봉산계회도 95.5×61.0cm, 태상계회도 93.0×58.5cm, 
예조낭관계회도 94.5×59.0cm, 형조낭관계회도 94.0×60.0cm, 미원계회도 91.3×58.9cm 
삼성미술관 리움

Gyehoedo (Gathering of Officials) Including Jeong Sa-sin

Treasure No. 1431
Joseon (1580s) |  1 folding screen |  Color on silk 
Goewon jangbang gyehoedo: 93.0×60.0 cm, Bongsan gyehoedo: 95.5×61.0 cm,
Taesang gyehoedo: 93.0×58.5 cm, Yejo nanggwan gyehoedo: 94.5×59.0 cm,
Hyeongjo nanggwan gyehoedo: 94.0×60.0 cm, Miwon gyehoedo: 91.3×58.9 cm 
Leeum, Samsung Museum of Art

33

이십삼상대회도 및 김종한 교지
二十三霜臺會圖 및 金 從漢 敎旨

보물 제1406호
조선(1488년) |  2종 6점(계회도 1축, 교지 6점) |  비단 및 종이에 수묵 
전체 92.0×32.5cm, 그림 20.0×21.0cm, 교지 45.5~48.5×73.0~82.5cm  
경기도박물관

Isipsam sangdaehoedo (Gathering of 23 Officials of Inspector-general)  
and Royal Edict Issued to Kim Jong-han

Treasure No. 1406
Joseon (1488) |  1 scroll, 6 edicts |  Ink on silk, Ink on paper
92.0×32.5 cm (scroll), 20.0×21.0 cm (depiction), 45.5~48.5×73.0~82.5 cm (edict)
Gyeonggi Provincial Museum

35

봉수당진찬도
奉壽堂進饌圖

보물 제1430-2호
조선(1795년) |  1축 |  비단에 채색 
156.2×65.0cm 
동국대학교박물관

Bongsudang jinchando (Royal Banquet at Bongsudang Hall)

Treasure No. 1430-2
Joseon (1795) |  1 scroll |  Color on silk 
156.2×65.0 cm 
Dongguk University Museum

37

일월반도도 병풍
日月蟠桃圖 屛風

보물 제1442호
조선(19세기) |  2좌(총 8폭) |  비단에 채색 
전체 : 317.0×616.6cm, 그림 (좌) 315.0×257.2cm, (우) 317.0×259.4cm  
국립고궁박물관

Folding Screen of Irwol bandodo (The Sun, the Moon, and  
Sacred Peaches)

Treasure No. 1442
Joseon (19th century) |  2 folding screens (8 paintings) |  Color on silk 
317.0×616.6 cm (folding screen), 315.0×257.2 cm (painting, left), 
317.0×259.4 cm (painting, right)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34

화성행행도 병풍
華城行幸圖 屛風

보물 제1430호
조선(1795~1796년) |  1좌(8폭) |  비단에 채색
각 147.0×62.3cm 
삼성미술관 리움

Folding Screen of Hwaseong haenghaengdo (Royal Parade to  
Hwaseong Fortress)

Treasure No. 1430
Joseon (1795~1796) |  1 folding screen (8 paintings) |  Color on silk 
147.0×62.3 cm (each painting) 
Leeum, Samsung Museum of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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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영조 기로연·수작연도 병풍
英祖 耆老宴·受爵宴圖 屛風

보물 제1531호
조선(1765년 이후) |  1좌(8폭) |  비단에 채색 
122.5×444.6cm 
서울역사박물관

Folding Screen of Giroyeondo and Sujagyeondo  
(Gathering of Elders and Celebration of Granting Wine by King Yeongjo)

Treasure No. 1531
Joseon (After 1765) |  1 folding screen (8 paintings) |  Color on silk 
122.5×444.6 cm 
Seoul Museum of History

40

예안 김씨 가전 계회도 일괄
禮安 金氏 家傳 契會圖 一括

보물 제1616호
조선(1546년(추관계회도), 1581년(기성입직사주도), 1606년(금오계회도)) |  3축 
비단에 수묵담채(추관계회도, 기성입직사주도), 종이에 수묵(금오계회도) 
94.0×59.0cm 
개인소장

Gyehoedo (Gathering of Officials)  
Handed Down within the Yean Kim Clan

Treasure No. 1616
Joseon (1546 (Chugwan gyehoedo), 1581 (Giseong ipjik sajudo), 1606 (Geumo gyehoedo)) |  3 scrolls 
Ink and Light color on silk (Chugwan gyehoedo and Giseong ipjik sajudo),
Ink on paper (Geumo gyehoedo)  
94.0×59.0 cm  
Private ownership

42

정선 필 해악팔경 및 송유팔현도화첩
鄭敾 筆 海嶽八景 및 宋儒八賢圖畵帖

보물 제1796호
조선(18세기) |  1첩(16폭) |  비단에 채색 
34.5×24.0cm
용인대학교박물관

Haeak palgyeong and Songyu palhyeondo (Album of Eight Scenic Views  
of Seas and Mountains and Eight Confucian Scholars of the Song 
Dynasty) by Jeong Seon

Treasure No. 1796
Joseon (18th century) |  1 album (16 paintings) |  Color on silk 
34.5×24.0 cm 
Yong In University

41

총마계회도
驄馬契會圖

보물 제1722호
조선(1591년) |  1축 |  비단에 채색 
146.0×77.0cm 
국립나주박물관

Chongma gyehoedo (Gathering of Officials of the Inspector-general)

Treasure No. 1722
Joseon (1591) |  1 scroll |  Color on silk 
146.0×77.0 cm 
Jisan Gyeongsu Gongpa Sub-branch of the Miryang Park Clan
(Naju National Museum)

38

왕세자탄강진하도 병풍
王世子誕降陳賀圖 屛風

보물 제1443호
조선(19세기) |  1좌(10폭) |  비단에 채색  
각 133.5×37.5cm 
국립고궁박물관

Folding Screen of Wangseja tangang jinhado (Celebration for the Birth of  
the Crown Prince)

Treasure No. 1443
Joseon (19th century) |  1 folding screen (10 paintings) |  Color on silk 
133.5×37.5 cm (each painting)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43

칠태부인경수연도
七太夫人慶壽宴圖

보물 제1809호
조선(17~18세기) |  1축 |  비단에 채색 
63.5×688.3cm 
부산박물관

Chil taebuin gyeongsuyeondo (Celebration for Longevity of  
Seven Elderly Ladies)

Treasure No. 1809
Joseon (17th~18th century) |  1 scroll |  Color on silk 
63.5×688.3 cm 
Busan Museum



421

44

소상팔경도
瀟湘八景圖

보물 제1864호
조선(16세기 전반) |  1좌 |  종이에 수묵 
각폭 91.0×47.4cm 
국립진주박물관

Sosang palgyeongdo (Eight Scenic Spots of Sosang)

Treasure No. 1864
Joseon (Early 16th century) |  1 folding screen |  Ink on paper 
91.0×47.4 cm (each painting) 
Jinju National Museum

48

정선 필 해악전신첩
鄭敾 筆 海嶽傳神帖

보물 제1949호
조선(1747년) |  1첩 |  비단에 담채 
화면 32.0×25.0cm, 화첩 42.0×30.0cm 
간송미술문화재단

Haeak jeonsincheop (Albums of Paintings of the Ocean and Mountains)  
by Jeong Seon

Treasure No. 1949
Joseon (1747) |  1 album |  Ink and Light color on silk 
32.0×25.0cm (each painting), 42.0×30.0cm (album) 
Gansong Art Museum

45

정선 필 풍악도첩
鄭敾 筆 楓嶽圖帖

보물 제1875호
조선(1711년) |  1첩(그림 13면 화기畵記 1면) |  견본수묵채색
26.6~37.8×23.0~37.6cm 
국립중앙박물관

Pungakdocheop (Album of Paintings of Geumgangsan Mountain)  
by Jeong Seon

Treasure No. 1875
Joseon (1711) |  1 album (13 pages of painting, 1 page of commentary) |  Ink and Color on silk 
26.6~37.8×23.0~37.6 cm 
National Museum of Korea

47

김윤겸 필 영남기행화첩
金允謙 筆 嶺南紀行畵帖

보물 제1929호
조선(18세기 후반) |  1첩 |  종이에 담채 
27.3~31.1×21.1~47.6cm 
동아대학교박물관

Yeongnam gihaeng hwacheop (Painting Album of Travel to  
Gyeongsang-do Province) by Kim Yun-gyeom

Treasure No. 1929
Joseon (Later 18th century) |  1 album |  Ink and Light color on paper 
27.3~31.1×21.1~47.6 cm 
Seokdang Museum of Dong-A Museum

49

정선 필 경교명승첩
鄭敾 筆 京郊名勝帖

보물 제1950호
조선(1741~1759년) |  2첩 |  비단에 채색, 수묵 
20.8~31.0×16.8~41.0cm 
간송미술문화재단

Gyeonggyo myeongseungcheop (Albums of Paintings of Scenic Spots  
in Seoul and Its Suburbs) by Jeong Seon

Treasure No. 1950
Joseon (1741~1759) |  2 albums |  Color on silk, Ink on silk 
20.8~31.0×16.8~41.0 cm 
Gansong Art Museum

46

희경루방회도
喜慶樓榜會圖

보물 제1879호
조선(1567년) |  1축 |  비단에 채색 
98.5×76.8cm 
동국대학교박물관

Huigyeongnu banghoedo (Gathering at Huigyeongnu Pavilion)

Treasure No. 1879
Joseon (1567) |  1 scroll |  Color on silk 
98.5×76.8 cm 
Dongguk University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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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정선 필 청풍계도
鄭敾 筆 淸風溪圖

보물 제1952호
조선(1739년) |  1첩 |  비단에 담채  
133.4×59.0cm
간송미술문화재단

Cheongpunggyedo (Cheongpunggye Stream) by Jeong Seon

Treasure No. 1952
Joseon (1739) |  1 album |  Ink and Light color on silk 
133.4×59.0 cm
Gansong Art Museum

52

정선 필 여산초당도
鄭敾 筆 廬山草堂圖

보물 제1953호
조선(18세기) |  1축 |  비단에 채색 
125.5×69.0cm 
간송미술문화재단

Yeosan chodangdo (Thatched House at Yeosan Mountain)  
by Jeong Seon

Treasure No. 1953
Joseon (18th century) |  1 scroll |  Color on silk 
125.5×69.0 cm 
Gansong Art Museum

54

김홍도 필 고사인물도
金弘道 筆 故事人物圖

보물 제1971호
조선(18세기 말~19세기 초) |  8축 |  종이에 수묵담채 
각 111.9×62.6cm
간송미술문화재단

Paintings of Legendary Figures by Kim Hong-do

Treasure No. 1971
Joseon (Late 18th~early 19th century) |  8 scrolls |  Ink and Light color on paper
111.9×62.6 cm (each painting) 
Gansong Art Museum

53

김홍도 필 마상청앵도
金弘道 筆 馬上聽鶯圖

보물 제1970호
조선(18세기 말~19세기 초) |  1폭 |  종이에 수묵담채 
117.2×52.0cm 
간송미술문화재단

Masang cheongaengdo (Mounted Scholar Listening to a Nightingale)  
by Kim Hong-do

Treasure No. 1970
Joseon (Late 18th~early 19th century) |  1 painting |  Ink and Light color on paper 
117.2×52.0 cm 
Gansong Art Museum

50

정선 필 풍악내산총람도
鄭敾 筆 楓嶽內山總覽圖

보물 제1951호
조선(18세기) |  1축 |  비단에 채색 
100.8×73.8cm 
간송미술문화재단

Pungak naesan chongnamdo (Inner Geumgangsan Mountain) 
by Jeong Seon

Treasure No. 1951
Joseon (18th century) |  1 scroll |  Color on silk 
100.8×73.8 cm 
Gansong Art Museum

55

김홍도 필 과로도기도
金弘道 筆 果老倒騎圖

보물 제1972호
조선(18세기 후반) |  1축 |  비단에 수묵담채 
134.6×56.6cm 
간송미술문화재단

Gwaro dogido (Guolao Riding a Donkey Backward)  
by Kim Hong-do

Treasure No. 1972
Joseon (Late 18th century) |  1 scroll |  Ink and Light color on silk 
134.6×56.6 cm 
Gansong Art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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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신윤복 필 미인도
申潤福 筆 美人圖

보물 제1973호
조선(18세기 말~19세기 초) |  1축 |  비단에 채색 
114.0×45.5cm 
간송미술문화재단

Miindo (Portrait of a Beauty) by Sin Yun-bok

Treasure No. 1973
Joseon (Late 18th~early 19th century) |  1 scroll |  Color on silk 
114.0×45.5 cm 
Gansong Art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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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정 필 촉잔도권
沈師正 筆 蜀棧圖卷

보물 제1986호
조선(1768년) |  1축 |  담채  
58.0×818.0cm 
간송미술문화재단

Chokjandogwon (Around Shu) by Sim Sa-jeong

Treasure No. 1986
Joseon (1768) |  1 scroll |  Ink and Light color on paper 
58.0×818.0 cm 
Gansong Art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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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 필 난맹첩
金正喜 筆 蘭盟帖

보물 제1983호
조선(19세기 전반) |  2첩(상첩 13면, 하첩 9면) |  종이에 수묵 
상첩 22.9×27.0cm, 하첩 23.4×27.6cm 
간송미술문화재단

Nanmaengcheop (Albums of Orchids) by Kim Jeong-hui

Treasure No. 1983
Joseon (Early 19th century) |  2 albums (first album: 13 paintings, second album: 9 paintings) 
Ink in paper  
22.9×27.0 cm (first album), 23.4×27.6 cm (second album) 
Gansong Art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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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징 필 산수화조도첩
李澄 筆 山水花鳥圖帖

보물 제1985호
조선(1642년경) |  1첩 |  종이, 비단에 수묵담채 
31.0×21.0cm 
간송미술문화재단

Album of Landscape and Birdand-flower Paintings by Yi Jing

Treasure No. 1985
Joseon (Around 1642) |  1 album |  Ink and Light color on paper or silk
31.0×21.0 cm 
Gansong Art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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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득신 필 풍속도 화첩
金得臣 筆 風俗圖 畵帖

보물 제1987호
조선(18세기 말~19세기 초) |  1첩(8폭) |  종이에 담채 
22.4×27.0cm 
간송미술문화재단

Album of Genre Paintings by Kim Deuk-sin

Treasure No. 1987
Joseon (Late 18th~early 19th century) |  1 album (8 paintings) |  Ink and Light color on paper 
22.4×27.0 cm 
Gansong Art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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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 필 삼청첩
李霆 筆 三淸帖

보물 제1984호
조선(1594년) |  1첩(54면 / 空面 : 5면, 畵 : 20면, 書 : 29면) |  흑견금니, 견본수묵, 지본수묵 
45.8×39.3cm(전체), 26.5×39.3cm(화면) 
간송미술문화재단

Samcheongcheop (Album of Bamboo, Plum Trees, and Orchids)  
by Yi Jeong

Treasure No. 1984
Joseon (1594) |  1 album (5 empty pages, 20 pages of painting, 29 pages of calligraphy) 
Gold powder on black silk, Ink on silk, Ink on paper 
45.8×39.3 cm (album), 26.5×39.3 cm (painting)  
Gansong Art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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