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람의 손에서 피어난  

향기 없는 꽃

자연계의 꽃이 오묘한 자연의 섭리로 빚어진 자연의 정화라면, 가화(假花)는 인간의 

자연에 대한 숭모의 정성으로 다듬어진 인공의 극치이다. 자연계의 꽃은 주어진 자연

의 섭리에 따라 한정된 생명과 형태에 고정될 수밖에 없지만, 가화는 인간이 바라는 

형태로 언제든지 손끝에서 피워낼 수 있고, 쉬 시들어 없어지지도 아니한다. 이처럼 

가화는 자연 상태로는 완벽하게 표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꽃의 형식으로 담아내는 예

술로 거기에는 인간의 이상과 소망이 담겨져 있다. 

궁중채화 황수로 보유자 

지정번호 124.

궁중채화 | 전문적인 장인이 궁중의 연희나 의례 목적에 맞게 비단, 모시 등으로 제작한 꽃.

전통기술

궁중채화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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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만든 꽃, 가화

가화는 실내장식·제식용·복식용으로서 고대부터 세계 각국에서 

만들어졌다. 가장 오래된 것은 기원전 3500년경 지중해 동부의 크레

타섬 및 기타 지방에서 번영한 에게 문화의 유품 중에서 찾아볼 수 있

다. 그보다 후대인 기원전 1700년경의 고대 이집트 중왕국시대에는 

장신구로 쓰였던 것 같으며, 가장 우수한 유품은 아메넴헤트(Amenem

het) 2세의 딸 크누메트가 관(冠)에 장식하기 위하여 썼다는 다섯 잎으

로 된 금제소화(金製小花)로서 매우 화려하였다. 

고대 그리스나 고대 로마에 이르면 가화는 한층 성행하게 된다. 고

대 로마에서는 전쟁에서 공을 세운 용사에게 화관(花冠) 코로나를 머

리에 씌워 축복하였으며, 이것에서 연유하여 연회석에서는 끈으로 꽃 

모양을 만들거나 화환을 만들어 머리에 얹는 풍습이 생겼고, 이것을 

‘연락(宴樂)의 코로나’라 불렀다. 

르네상스 시대에 와서는 그 제작기술이 진보하여 생화로 잘못 볼 

만큼 섬세하고 사실적이며 또한 색조가 풍부하고 아름다운 가화가 만

들어졌다. 귀족의 사교계에서는 그 아름다움을 서로 다투었고 민간인 

사이에서도 널리 사용되었다. 

우리나라 또한 오래 전부터 가화를 사용해 왔다. 그 시작이 언제부

터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대략 삼국시대부터 복식이나 장신구로서 

귀속으로 만든 가화를 사용한 흔적이 있다. 백제 고이왕 27년(260)에 

관제를 정하여 6좌평과 16품의 관등을 둘 적에 6품 나솔(奈率) 이상 관

복에 “은화(銀花)로 관식(冠飾)을 하도록 하였다”고 하였으며, 이듬해

에는 왕이 “금화(金花)로 장식한 오라관(烏羅冠)을 쓰고 흰 가죽 띠에 

검은 가죽 신발을 신고서 남당의 대청에 좌정하였다”고 하였다. 백제

의 왕과 6품 이상의 관원이 관의 장식으로 사용한 금화 또는 금은의 금

속으로 만든 꽃은 가화인데, 신분에 따라 금화와 은화로 구별되었다. 

고려시대에는 궁중이나 국가의 경사스런 행사에 가화가 널리 사용

되었다. 고려 문종 때 연등회를 하면서 봉은사(奉恩寺)로 행차하여 신

하들을 불러 화연을 베풀게 하다는 기록이 있고, 문종 13년(1059) 가

을에는 왕이 장군에게 잔치를 베풀면서 친히 화주(花酒)를 권하여 우

대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술자리에 가화를 곁들인 것이다. 한편 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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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팔관회 등 고려시대 궁중 연회에는 국왕과 관원이 머리에 꽃을 꽂

는 의식 절차가 있었는데, 머리에 꽂는 꽃은 대개 가화였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머리에 꽂는 금은제의 각종 가화 외에 음식의 

상을 장식하는 상화(床花), 의전과 연회 장소를 장식하는 준화(樽花), 

국왕이 과거 급제자나 공훈을 세운 신하에게 하사하는 사화(賜花) 등

의 용도로 여러 가지 형태의 가화가 사용되었다. 이와 같이 궁중에서 

가화를 사용하는 일이 많았으므로 고려시대에는 이미 가화를 만드는 

전문인 장인인 화장(花匠)을 두었다. 

조선시대에도 궁중의 진연(進宴)이나 기로연, 경로연 등의 의식에

서 꽃을 꽂아 장식하는 것이 하나의 관례가 되었다. 성대한 잔치에 참

석하는 사람들은 머리에 꽃을 꽃아 경사스런 분위기를 나타내고, 의

식을 거행하는 장소에는 가화로 장식한 화준(花樽)을 놓고, 음식상에

도 상화를 꽂아 아름답게 장식하다. 

『죽창한화』에는 광해군 7년(1615) 기로연에서의 장면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휘장과장막,병풍족자같은기구나등촉(燈燭)과채화(綵花)따위의화

려한것이나,기악의푸짐한것이나,음식의풍부한것이사람의눈을놀

라게하여자못이인간세상의일같지가않았다.모든노인들은모두

여러조정의기로들로서,쇠한얼굴에센머리털을날리고서대(犀帶)와

금대(金帶)가휘황하게빛나고머리에꽂은꽃은모자를눌렀는데,술이

얼큰하자서로일어나너울너울춤을추니음악소리가하늘에울렸다.”

이덕형(李德泂),『죽창한화(竹窓閑話)』

가화는 현존하는 것이 드물어 그 모습을 확인하기 힘드나, 그림으

로 남아 당시의 모습을 추정해볼 수 있다.

《화성능행도병》은 정조가 정조 19년(1795) 윤2월 9일부터 16일까지 

8일 동안 화성에 있는 부친 사도세자의 묘소인 현륭원에 행행(行幸)했

을 때의 주요 행사를 그린 8폭 병풍이다. 이 도병은 <화성성묘전배도

(華城聖廟展拜圖)>, <낙남헌방방도(落南軒放榜圖)>, <봉수당진찬도

(奉壽堂進饌圖)>, <낙남헌양로연도(落南軒養老宴圖)>, <서장대야조

도(西將臺夜操圖)>, <득중정어사도(得中亭御射圖)>, <환어행렬도(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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御行列圖)>, <한강주교환어도(漢江舟橋還御圖)> 등으로 구성되어 있

다. 이 능행도 병풍은 조선시대 궁중행사도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작품으로서, 양식적 특징은 물론 제도적 측면에서 볼 때 후대에 미친 

영향이 지대하다. 

그중 이 <봉수당친찬도>는 1970년대 한 재일교포가 동국대박물관

에 기증한 작품이다. ‘봉수당진찬’이란 정조 19년(1795)의 현륭원 원행 

가운데 가장 중요한 행사였던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을 기념하여 베풀

어진 진찬 장면을 그린 것인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

하고 혜경궁이 이 진찬에 참여했던 것은 실로 뜻 깊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특히 화면 위쪽을 보면 거대한 차일을 친 봉수당 앞뜰에 온

갖 화려한 꽃들로 치장 되어 있으며, 마당 중앙을 가득 메운 각종 치

장물이 궁중 연회의 호사스런 분위기를 잘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궁중의 각종 연회에는 다양한 가화가 제작 사용되었으므로 

그 제작을 위한 전문 장인인 화장이 필요한 관사마다 배치되어 있었

고, 이들에 의하여 가화 제작의 기술이 고도로 발전되어, 금사나 은사

는 물론 채화나 지화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특징 있는 가화 문화

를 창작해내었다. 하지만 이 같은 전통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거의 

단절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가화 중에서도 궁중채화를 국가무형문화

재로 지정하였으며, 이를 복원하고 전승한 황수로(본명 황을순)를 기

능보유자로 지정하였다.

궁중의 꽃, 사람의 손에서 피다 

조선조까지 한국에서 제작 사용되어온 가화는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잠화(簪花)

잠화는 머리에 착용하는 관이나 모자 등에 꽂아 장식하는 가화이

다. 삼국시대 백제의 왕이나 대신들은 금화(金花)나 은화(銀花) 등을 

사용하였다. 또한 조선조에는 대개 궁중의 연회나 국가의 경사스런 

행사에 잠화를 하사하고 착용하였다. 

<봉수당진찬도>

조선1795년,보물제1430-2호,

동국대학교박물관소장.

•사진출처: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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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화(床花)

상화는 성대한 연회를 베풀 적에 상차림을 화려하게 장식하는 용

도로 쓰였다. 이는 고려조에 이미 사용된 흔적이 있다. 문종 때 연등

회를 하면서 봉은사로 행차하여 신하들을 불러 화연(花宴)을 베풀게 

하다는 기록이나, 문종 13년(1059) 가을에 왕이 장군에게 잔치를 베

풀면서 친히 화주(花酒)를 권하여 우대하였다고 한 것, 또 고려 의종 

20년(1166) 청녕재의 밤잔치에서 금수금은화(錦繡金銀花)를 사용한 

일 등이 그것이다. 

조선조에 들어와서도 상화는 널리 사용되었다. 이러한 상화는 금사

나 은사를 사용하여 매우 화려하게 제작되었다. 그러므로 선조 33년

(1600)에는 상화에 은사를 사용할 여력이 없어서 종이로 만든 지화로 

대용하였고, 인조 때는 금사를 엮어서 단 채화로 장식하는 일을 금하

게 하자는 건의도 있었다.

준화(樽花)

준화는 특정 장소를 장식하기 위하여 대형의 가화를 만들어 꽃병에 

꽂은 것이다. 고려 의종 때 이미 채붕을 엮고 준화를 사용했다는 기록

이 있으니, 준화의 사용은 이미 오랜 역사를 가진 것이다. 

의장화(儀仗花)

궁중의 의례나 종교 의식, 또는 각종 민속 의례나 연희에서 사용하

는 의물 가운데는 가화로 장식된 것이 많이 있었다. 신라와 고려시대 

이래로 궁중에서는 여러 가지 잡희(雜戱)가 거행되었다. 신라시대에 

시작된 처용무(處容舞)를 비롯하여 고려시대에도 궁에서는 채붕(綵

棚)을 엮어 놓고 헌선도(獻仙桃) 등의 잡희를 연희하는 일이 있었다. 

이러한 궁의 잡희에 사용되는 의물에는 가화가 많이 사용되었다. 

또한 가화는 만드는 재료에 따라 채화(綵花), 저화(苧花), 사권화(絲

圈花), 사화(絲花), 지화(紙花), 납화(蠟花), 금화(金花), 은화(銀花) 등

으로 불리었다. 그중 궁중채화는 궁중의 꽃 장식과 연회, 의례 등에 

사용되던 비단, 모시 등으로 만든 꽃으로, 생화를 꺾어 장식하는 것을 

금하던 궁중에서 행했던 장식법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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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천연 재료로 염색한 옷감을 하나하나 잘라 동전만한 꽃을 만

들고 송홧가루에 꿀을 개어 좁쌀 만한 수술을 붙이고, 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사 대신 가는 대나무를 사용한다. 이 같은 궁중채화는 궁중

에서 존중의 뜻을 표현하거나, 평화·장수·건강 등의 상징으로 꽃을 

이용한 궁중 문화의 특징을 잘 보여주어 역사적 의의와 전승가치를 

인정받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궁중채화

•사진출처: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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