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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조선 후기에 유독 병풍 형식의 서화가 증가한 현상에 주목하
여 그 역사적 배경과 의미를 논구하고자 한다. 조선 사회를 견인하 던 유
교의 이념은 의례를 통해 실천되었다. 이 과정에서 병풍은 왕실의 오례(五
禮)와 민간의 사례(四禮)에 적극 활용되었다. 아울러 왕실의 행사를 기념
하기 위해 제작된 서화도 18세기 후반부터는 개 병풍 형식으로 제작되
었다. 이 밖에 일상적인 실내 장식과 방한 용도로도 병풍은 꾸준하게 사용
되었다. 조선 후기 병풍은 단순한 서화의 형식을 넘어 의구(儀具)이자 일
상용구(日常用具)로서 조선 사회 곳곳에서 사용된 것이다. 
  병풍이란 목재로 병풍틀을 만들고 그 위에 서화를 붙인 것이다. 이는 동
아시아의 전통적인 서화 장황 가운데 하나 다. 병풍은 필요에 따라 펼치
고 접을 수 있다. 따라서 임시로 공간을 구획하거나 의례의 장엄(莊嚴)을 
위해 활용되었다. 아울러 일상적인 방한(防寒)과 장식 용도로도 사용되었
다. 병풍은 용도에 따라 병풍차(屛風次)의 주제, 재료, 높이, 폭의 수가 결
정되었다. 한국 서화사에 있어서도 병풍은 걸개〔軸〕, 책첩〔帖〕, 두루마리
〔卷〕의 장황 형식과 함께 유서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적어도 병풍은 
신라시 부터 장식과 교역, 조공품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된다. 고려시 에
는 십장생도, 사군자도, 산수도 등의 병풍이 만들어졌다. 조선 시 의 병
풍은 지금까지 남아 있는 유물의 수도 상당하다. 특히 조선 후기가 되면 
병풍의 용도가 세분되고 사용 계층도 확 되었다. 이는 조(英祖) 에 
왕실 오례에 병풍을 사용하는 것이 국정예서(國定禮書)로 명문화된 것과 
관련이 깊다. 이를 바탕으로 왕실의 행사를 장엄하는 장병(裝屛)과 행사를 
기념하는 계병(禊屛)의 제작과 사용이 정례화 되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19
세기가 되면 유교 예속(禮俗)을 따르며 양반 의식을 갖춘 인구가 증가하
다. 이로 인해 민간사례(民間四禮)에 사용되는 병풍의 제작은 폭 증가하

다. 본 논문에서는 조선 후기의 정치·사회·경제·문화·인구학적 변화가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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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의 제작과 사용을 견인한 양상을 구명(究明)하는 동시에 이것이 미술사
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병풍이라는 형식이 조선 후기에 증가하는 현상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지적된 바 있다. 그러나 왕실 병풍의 경우 주로 궁중기록화와 궁중장식화
를 논구하는 차원에서 논의되었다. 이 때문에 이들 부분이 왜 병풍 형식
이었는가와 그것이 어떻게 배설(排設)되고 어디에 사용되었는가에 한 질
문으로는 이어지지는 못한 측면이 있다. 또한 민간에서 제작한 병풍에 
해서는 부분 민화의 범주로 논의되어왔다. 이로 인해 길상(吉祥)과 벽사
(辟邪)의 화제가 강조되었을 뿐 정작 이것이 왜 제작되었고 어떻게 사용되
었는지에 한 문제는 간과된 측면이 크다. 병풍의 사용은 500년 간 조선 
사회를 움직인 가장 근본적인 이념인 유교와 그것의 실천 지침인 주자가
례(朱子家禮)를 조선화 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것이다. 왕실은 왕실의 사
치를 통제하는 한편 의례를 정례화하기 위한 국정예서를 간행하 다. 조 

에는 국혼정례(國婚定例)(1749년)와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
(1758년)을 간행하여 각각의 의례에 요구되는 병풍의 종류와 수량을 명시
하 다. 병풍의 종류와 화제(畵題), 채색 여부와 재료, 병풍 배설의 시점과 
장소에 한 명기는 왕실 의례용 병풍을 통제하는 방편이 되었다. 아울러 
정조 에는 사 부 계층에서 제작되던 계병(契屛)의 전통을 왕실이 차용
함으로써 궁중 행사를 기념하는 계병(禊屛·稧屛)의 전범을 정례화 하 다. 
이는 차비 령화원제도(差備待令畵員制度)를 통해 제도적으로 지원되었다. 
정조(正祖, 1776~1880년 재위)의 정책은 궁중 미술을 진작함으로써 김홍
도(金弘道, 1745~1803년 이후)를 위시한 걸출한 화원화가들을 배출하
다. 화가들은 전 로부터 전해진 다양한 화제를 병풍으로 재구성하는 한편 
새로운 병풍화의 주제를 창안해 냈다. 아울러 이러한 왕실의 병풍은 제용
감(濟用監)과 도감(都監)의 병풍 여를 통해 사가(私家)로 확산되었다. 이 
과정에서 민간 사례에서도 병풍의 사용이 필수화되었다. 사 부 계층은 
주자가례를 주해하는 과정에서 원전에는 보이지 않던 병풍의 사용을 명
기한 절차를 포함시켰다. 또한 마을 공동체의 향약안(鄕約案)에 의례용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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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의 공동 소유를 포함시켰다. 결국 이러한 과정은 병풍 사용의 관행이 왕
실을 넘어 민간에까지 확산되는 동기로 작용했다.    
  19세기에는 전 에 완성된 제도와 병풍 사용의 전통이 순조롭게 계승되
었다. 이로 인해 ‘병풍의 시 ’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다양한 병풍이 
여러 계층에 의해 소비되었다. 중앙 정부에서는 왕실의 계병 수급의 안정
화를 위하여 지방관에게 계병채(禊屛債)를 부과하 다. 이를 통해 계병은 
행사도 형식 뿐 아니라 일반 주제의 병풍화로도 다수 주문되었다. 아울러 
병풍이 각폭(各幅)이 아닌 연폭(連幅)으로 꾸며지는 형식이 유행하면서 왜
장병풍(倭粧屛風)이라는 명칭이 일반화 되었다. 용어의 연원은 일본 막부
에서 조선 왕실로 보낸 수 백점의 왜병(倭屛)의 향으로 풀이된다. 일본 
병풍의 유입은 문인 계층이 가졌던 병풍에 한 지식과 이해를 바꾸어 놓
았다. 고종(高宗, 1863~1907년 재위) 가 되면 일반 병풍보다 제작비용
이 최  8배 높은 자수병풍과 12폭으로 증가된 형병풍이 유행하 다. 
이는 병풍 형식이 가진 전시의 효과를 고종이 적극적으로 활용했기 때문
이다. 이로 인해 병풍이 가진 상징적 의미는 더욱 강화되었다. 아울러 흥
선 원군(興宣大院君. 1820~1898)과 왕실 여인들이 병풍 제작의 주체가 
된 경우가 증가했다. 또한 병풍은 서양인들에게 하사되는 외교 예물로도 
활용되었다. 이 같은 변화는 결국 왕실이 병풍에 보다 더 큰 의미를 부여
함으로써 병풍을 다양하게 활용한 역사를 보여준다. 
  19세기 민간에서의 병풍은 서화시장에서 병풍차(屛風次)가 유통됨으로써 
크게 확산될 수 있었다. 사적 주문이 아니라 고정 점포를 통해 거래되었기 
때문에 병풍의 소비 계층이 크게 확 된 것이다. 전 보다 많은 인구가 양
반 의식(意識)을 가지게 되면서 의례 병풍의 수요가 증가하 다. 아울러 
한양을 넘어 평양, 안주, 전주, 군산, 삼척, 강릉 등 지방의 거점 도시에 
화단이 형성되었다. 아울러 서화 시장을 중심으로 병풍 전문화가가 활동하
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특정 화가가 특정 화제를 독점하거나 특정 가문이 
특정 기법을 세전(世傳)시키는 사례가 증가하 다. 이들은 초본(草本)과 견
본(見本)을 활용하여 동일한 도안의 병풍을 다량 제작할 수 있었다. 이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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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전략은 화가로 하여금 전문성과 생산성을 동시에 확보하게 하는 방편
이 되었다. 병풍 사용 인구의 확산은 점차 병풍 시장을 분화시켰다. 이를 
통해 고급 병풍과 저급 병풍의 시장이 모두 활성화 되었다. 전자의 경우 
이금(泥金), 호분(胡粉), 자수 등 제작 시간과 비용이 높은 기법으로 유행
하 다. 반면 후자는 석화(席畫)로 제작 가능한 속필(速筆)과 혁필(革筆)의 
방식이 선호되었다. 민간 병풍은 기존에 있던 도상을 결합하여 여러 화제
를 한 화면에 합쳤다. 이를 통해 하나의 병풍으로 복수의 효과를 낼 수 있
게 된 것이다. 이것은 급기야 제례용과 축연용(祝宴用) 주제를 양면에 그
린 양면 병풍의 유행으로 이어졌다. 20세기에는 육필(肉筆) 서화 뿐 아니
라 인쇄 화면도 병풍차로 제작되었다. 특히 식민시기 이후에는 병풍이 상
품으로서의 성격이 강화되어 매매, 전시, 절도의 상이 되기도 했다. 현

에도 유교 의례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병풍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거
시적 관점으로 보자면 조선 후기 병풍 문화는 지금까지 계승되고 있는 셈
이다.  
  지난 50여 년 간 한국회화사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축적해왔다. 조선 
화단에서 활약한 가(大家)들의 작가론과 주요 화제를 분석한 주제론 연
구가 조선 시  회화사 연구의 근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축
(軸)·첩(帖)·권(卷)·병(屛)이라는 형식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성과가 없었
다는 것이 본 논문의 출발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 후기 화단에서 가장 
부각되었던 병풍의 형식에 주목하고자 하 다. 아울러 병풍차로서의 서화
를 분석하는 차원을 넘어 병풍의 제작과 사용 전반으로 논의를 확장하고
자 하 다. 따라서 병풍이 배설된 공간, 병풍이 사용된 의례, 병풍을 주문
한 계층, 병풍차의 제작 환경, 병풍차의 유통 경로에 한 논의를 적극적
으로 포함시키고자 하 다. 아울러 그간 회화사를 주도해 온 문인화론과 
직업·화원화가론, 궁화론(宮畵論)과 민화론 같은 이분법적 도식을 넘어 병
풍이라는 틀로써 조선시  회화사를 다시 보고자 하 다. 이 같은 작업을 
통해 본 논문은 조선 후기 병풍이 지닌 미술사적 의의를 조명하고자 하
다. 아울러 고전문학, 문헌사학, 민속학, 인류학, 문화재 보존학과 같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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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분야의 학문과도 연구 성과를 공유할 수 있기를 기 한다. 

주제어: 병풍(屛風), 계병(禊屛), 장병(裝屛), 왜장병풍(倭粧屛風), 계병채
(禊屛債), 병풍차(屛風次)

학번: 2006-3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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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본 연구는 18세기 이후에 조선 사회에서 유독 병풍이 증가한 현상에 
주목하 다. 왕실에서는 조 에 오례에 활용되는 병풍의 사용 지침
을 정례화 하 다. 아울러 정조 에는 계화의 제작을 병풍 형식으로 
통일하 다. 민간에서도 사례와 실내 장식에 병풍의 활용이 확산되었
다. 이는 조선 사회를 견인하 던 유교 이념이 의례로써 실천된 것과 
깊이 결부되어 있다. 병풍은 하나의 장황 형식을 넘어 조선 사회에서 
독특한 사회 문화사적 기능을 획득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토 로 본 논문에서는 18~19세기에 제작된 병
풍화의 성격을 조명하 다. 아울러 이러한 현상이 등장한 역사적 배경
에 해 논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 다. 이에 따라 논의는 병풍화의 도
상과 주제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었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하 다. 아
울러 회화·자수·이금·판화·호분·낙화(烙畵)·혁필(革筆)·유문(油紋) 등 재료
와 기법의 적용, 왜장(倭粧)과 각장(各粧)의 형식, 공방과 분업 체계, 초
본과 견본의 사용 같은 실질적인 제작 방식의 문제를 구명하고자 한다. 
두 번째로는 병풍의 사용을 명문화한 국정예서(國定禮書), 향약안(鄕約
案), 궁중건기(宮中件記)를 분석함으로써 왕실과 민간에서의 병풍의 용
도를 밝히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병풍의 제작을 뒷받침한 제도와 재정 
체계도 검토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궁중 연향, 책례, 가례, 具례 
등 병풍이 사용된 행사와 이러한 행사에 병풍이 사용된 양상에 해 
살필 것이다. 아울러 병풍의 궁궐 처소별 사용 용례, 외교 예물로서의 
용례에 해 검토할 것이다. 
  이러한 접근에는 작품의 주제와 도상을 검토하는 미술사의 기본 방
법론이 적용될 것이다. 아울러 조선 후기에 병풍이 증가하게 된 정치·
사회·경제·문화사적 배경에 한 분석을 포함하고자 한다. 기존의 미술
사는 작품론과 작가론을 통해 서술되어 온 측면이 크다. 그러나 본 연
구는 조선의 서화를 ‘형식’이라는 문제로 다시 조망해보고자 한다. 요컨

 병풍을 단순히 서화 평면이 아니라 물질적 상으로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병풍이 사용된 의례와 배설된 공간, 병풍을 제작한 
기법과 제작 체제, 병풍의 기능과 용도에 한 입체적인 이해를 도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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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리라 기 한다.  
  이에 따라 본 머리말은 4개의 절로 나누었다. 1절 ‘선행 연구’에서는 
병풍에 주목한 기존의 연구 관점을 소개하겠다. 이를 토 로 2절 ‘문제 
제기’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문제의식을 정리하겠다. 3절 ‘연구 방법’에
서는 본 연구의 방법론을 제시하는 한편 본문에서 다룰 사료를 소개하
겠다. 마지막으로 4절 ‘논문의 구성’에서는 본 논문의 목차와 개요를 
제시하도록 하겠다.  

1. 선행 연구

  조선시  회화사에 있어서 유독 병풍에 한 선호가 있었다는 것은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이는 우선 조선을 방문했던 외국인에 의해 
기록되었다. 아울러 해방 이후에는 한국미술의 역사에 관심을 가진 국
내외 학자들에 의해 지적되었다. 1488년 조선을 방문했던 명나라 사신 
동월(董越)은 ‘조선의 풍습이 중국과 달라 침상이 방장(房帳)으로 가려
지지 않고 8폭 자수 병풍으로 둘러쳐져 있다.’고 기록하 다.1) 19세기 
말에 조선을 방문했던 미국인 길모어(G. W. Gilmore. 1858~1933), 새
비지-랜도어(A. H. Savage Landor, 1865~1924), 알렌(H. N. Allen, 
1858~1932)도 조선의 가정에 병풍이 배설되었던 풍습에 해 기록하
다.2) 한국미술사를 연구해온 학자들은 조선시 에 제작된 병풍화에 주
목했다. 1970년 에 에블린 메큔(Evelyn B. McCune)은 미국 내에 소
장되어 있는 한국 병풍과 국내의 표적인 병풍 유물을 소개한 저작 
The Inner Art: Korean Screens을 출간하면서 병풍을 한국 미술을 

표하는 유물로 보았다.3) 에블린 메큔의 저술은 한국미술사 연구가 
척박했던 시절에 나온 한국미술에 한 문 저작이었다는 점에서 의

1) 동월 저, 김 국 역, (국역) 조선부, 심미안, 2013, pp.50~51. 
2) George William Gilmore, Korea from its Capital (Philadelphia: Presbyterian 

Board of Publication and Sabbath-School Work, 1892), 155-156; 1904년에 출판
되었던 알렌의 저작은 H. N. 알렌 지음, 신복룡 역주, 조선견문기, 집문당, 1999, 
pp.63~64; A.H.새비지 랜도어 저, 신복룡 역,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 집문당, 
1999, p.134. 

3) Evelyn B McCune, The Inner Art: Korean Screens (Berkeley: Asia Humanities 
Press,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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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가 있다. 아울러 한국의 표 미술품을 병풍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주
목을 요한다. 이후 병풍에 한 독립적인 관심은 일본에서 열린 전시와 
연계하여 출간된 성과가 있었다.4) 조선의 병풍은 국내학계 보다도 외
국에서 먼저 독자적인 관심을 받았던 셈이다. 이것은 그 만큼 병풍이 
한국미술의 고유한 특성으로 간주되었음을 의미할 것이다.
  한국미술사학계에서 병풍에 본격적으로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궁중 
회화 분야에 한 연구가 진행되면서이다. 조선시 에 병풍은 특정 계
층에 의해 한정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었다. 왕실, 사 부, 민간에 이
르기까지 전 계층에 걸쳐 폭넓게 사용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수준 높은 기량이 발휘된 병풍은 부분 궁중에서 제작된 것이다. 궁중
의 병풍화 주제는 점차 사용 계층을 넓혀가며 유행이 확산되었다. 특히 
19세기에는 병풍이 궁중에서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크게 유행하여 ‘병
풍의 전성기’가 구가되었다. 왕실 회화 분야의 표적인 연구자인 박정
혜는 일찍이 19세기에 제작된 궁중행사도가 모두 병풍이라는 점에 주
목하 다.5) 정조 에 궁중 계병의 전통이 확립된 이래로 19세기 궁중
진하도와 궁중행사도가 모두 병풍 형식으로 정착되었다는 것이다. 19세
기 왕실 여성을 위한 연향에 사용된 병풍을 연구했던 부르그린드 융만
(Burglind Jungmann)은 조선 후기에 병풍이 크게 부각되었음을 지적
하 다. 아울러 이 시기 왕실의 병풍은 크기가 점점 커지고 색조가 화
려하게 바뀌며 장식화 되는 경향이 강해졌다고 논의하 다.6) 
  이 같은 왕실의 기록화 병풍 외에 궁중 회화의 또 다른 계보를 차지
하는 장식 병풍에 해서는 이수미에 의해 ‘궁중장식화’라는 용어가 사
용된 바 있다. 이수미는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유물 가운데 2/3가 병장
(屛帳)이라는 사실에 주목하 다. 또한 병풍이 왕실의 위엄과 왕조의 
무궁함을 전달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논의하 다.7) 국립중앙박물관에
서 출간된 조선시  궁중행사도 시리즈는 눈 여겨 볼만하다. 비록 한 

4) 大和文華館 編, 李朝の屏風, 大和文華館, 1987.
5) 박정혜, 조선시  궁중기록화 연구, 일지사, 2000, p.398.  
6) 부르그린드 융만, ｢LA 카운티 미술관 소장 〈戊辰進饌圖屛〉에 관한 연구｣, 미술사논단

 19, 2004, p.213. 
7) 이수미, ｢궁중장식화의 개념과 그 성격｣ (태평성 를 꿈꾸며: 조선시  궁중장식화 특

별전, 국립춘천박물관, 2004) 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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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에 소장된 유물만을 정리한 성과이긴 하지만 궁중행사도 병풍을 
행사와 연  별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초석을 마련해 주었
다.8) 이와 관련하여 궁중 행사를 기념하여 제작된 행사도 계병에 한 
선행 연구들도 본 연구에 큰 도움을 주었다.9)  
  이 같이 왕실 병풍에 한 연구가 진행되는 가운데 요지연도, 곽분양
행락도, 십장생도, 일월오봉도, 포도도, 백납도, 고사인물도, 화훼절지
도, 왕회도, 서원아집도, 한궁도, 경직도, 서수도, 모란도, 책가도 같은 
주요 병풍화 주제에 한 각론 연구도 풍성한 결실을 맺었다.10) 이러한 
성과는 조선 회화에 한 주제적 논의를 다양하게 풀어나감으로써 한
국회화사의 서술을 풍성하게 해주었다. 아울러 왕실의 가례(嘉禮)와 具
례(凶禮)에 사용된 병풍의 기능에 해 논의한 연구가 있다. 이들은 병
풍과 의례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새로운 문제 의식을 제시하

다.11) 이러한 성과는 병풍의 화면 위에 드러난 주제, 도상, 양식에 
한 논의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병풍을 사용한 인

류학적·물질문화사적 논의까지도 포함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
한 다양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간 조선시  병풍화만을 논의한 성과
는 거의 없었다. 최근 왕실의 장병(裝屛)과 계병(禊屛)에 한 박사학위 
논문이 발표되어 주목을 요한다. 서윤정은 중국 고전에 전거를 둔 왕실 

8)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한국서화유물도록 제18집) 조선시  궁중행사도 I, 
국립중앙박물관, 2010;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한국서화유물도록 제19집) 조
선시  궁중행사도 II, 국립중앙박물관, 2011;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한국
서화유물도록 제20집) 조선시  궁중행사도 Ⅲ, 국립중앙박물관, 2012.

9) 이성미, ｢조선 인조- 조 년간의 궁중연향과 미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조선후기 궁
중연향문화 1, 민속원 2003); 이성미, ｢조선후기 진작·진찬의례를 통해본 궁중의 미술
문화｣ (한국학중앙연구원, 조선후기 궁중연향문화 2, 민속원, 2005); 박정혜, ｢ 한제
국기 진찬·진연의궤와 궁중연향계병｣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조선후기 궁중연향문화
3, 민속원, 2005). 

10) 병풍화의 각 주제에 한 연구 성과는 수십 건이 축적되어 있어 일일이 주석에 거론하
기 어려웠다. 본 논문의 <참고문헌> 목록 참고. 

11) 가례에 사용된 병풍에 해서는 이성미, 왕실 혼례의 기록: 가례도감의궤와 미술사, 
소와당, 2008; 박은경, ｢朝鮮後期 王室 嘉禮用 屛風 硏究｣, 서울  석사논문, 2012; 具
례에 사용된 병풍에 해서는 명세나, ｢조선시  오봉병 연구-具례도감의궤를 중심으로
｣, 이화여자 학교 석사논문, 2007; 이종숙, 「조선후기 國葬用 牡丹屛의 사용과 그 의
미 -정조(正祖) 국장(國葬) 관련 의궤(儀軌) 분석을 중심으로–」, 『故宮文化』 창간호, 
2007; 신한나, ｢조선왕실 凶禮의 儀仗用 屛風의 기능과 의미｣, 홍익  석사학위논문, 
2009; 모란병풍에 한 단독 조명은 김홍남, ｢朝鮮時代 ‘宮牧丹屛’ 硏究｣, 미술사논단
 9,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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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의 성격을 구명하 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왕실 병풍화에 주목하
여 그 주제와 의미에 해 논의하 다. 유재빈은 정조 에 제작된 궁
중 계병의 양상에 해 연구하 다. 이 과정에서 왕실 계병의 전통이 
정례화 되기까지 정조의 역할에 해 논의하 다.12) 
  민간에서 제작된 병풍은 그간 주로 민화의 범주로 논의되어 왔다. 이
로 인해 병풍이라는 형식 자체에 주목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다만 국
립민속박물관에서 기획된 민화와 장식병풍은 처음으로 다양한 민간의 
병풍을 소개한 성과이다. 여기서는 다양한 사진 자료를 발굴하여 실제 
병풍 사용의 용례를 소개함으로써 본 연구에 큰 도움을 주었다.13) 또한 
수원박물관에서 병풍을 단독으로 조명한 전시가 있었다. 이 전시에서는 
병풍을 민속학과 인류학과 접목시켜 실질적인 용도에 해 논의하
다.14) 이밖에 민화 연구에 집중해 온 정병모와 윤열수는 지역 별 민화 
병풍을 발굴하여 논의하 다. 이러한 성과는 민간 병풍의 지역별 선호 
양상과 제례용 병풍에 한 이해를 넓혀 주었다.15) 
  병풍의 장황 방식에 해 주안점을 둔 일련의 성과도 있다. 병풍이란 
화가가 단독으로 제작한 것이 아니었다. 장황사(裝潢師) 및 병풍장(屛風
匠)이라 불린 이들과의 협업이 이루어진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병풍의 
성격을 구명하는 데에는 문화재 보존학자와 장황 전문가의 시각이 병
풍에 한 또 다른 차원의 이해를 열어 주었다. 사실상 조선 병풍의 장
황만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성과는 많지 않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의 장
황에 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조선 병풍을 언급한 경우가 있다. 굴릭
(Robert Hans van Gulik)이 1952년에 초판한 Chinese Pictorial 

12) Yoonjung Seo, “Connecting Across Boundaries: The Use of Chinese Images 
in Late Chosŏn Court Art from Transcultural and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s” (PhD diss.,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2014); 유재빈, 
｢正祖代 宮中繪畫 연구｣, 서울 학교 박사논문, 2016. 

13) 국립민속박물관 편, 민화와 장식병풍, 국립민속박물관, 2005. 
14) 병풍에 한 인류학적·민속학적 접근은 국립민속박물관 편, 한국일생의례 자료집, 국

립민속박물관, 2011; 김세 , ｢병풍문화의 전승과 현 적 해석｣, 병풍 속 글씨와 그림
의 멋, 수원박물관, 2011. 

15) 윤열수, ｢文字圖를 통해 본 民畵의 地域的 特性과 作家 硏究｣, 동국 학교 박사논문, 
2006.; 윤열수, ｢關東地域을 中心으로 본 孝悌文字圖 作家 硏究｣, 동악미술사학 7, 
2006.; 윤열수, ｢강원도 지역 민화에 한 고찰｣, 동악미술사학 9, 2008.; 정병모, ｢
제주도민화연구: 문자도병풍을 중심으로｣, 강좌미술사 2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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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As Viewed by the Connoisseur (書畵鑑賞彙編)는 동양 미술에 
한 구미권의 이른 시기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병풍에 한 기본적인 

용어와 분류가 잘 정리되어 있다. 실버겔드(Jerome Silbergeld)의 
Chinese Painting Style: Media, Methods, and Principles of Form
은 다양한 동아시아의 장황 방식에 한 개론서의 역할을 충실히 한 
저작이다.16) 조선시  병풍에 해서는 문화재 보존학 분야에서 나온 
성과가 큰 도움이 된다. 김산호와 이진희의 연구는 병풍 자체에 집중한 
것은 아니지만 장황에 한 다양한 문제의식을 환기 시켜주었다. 아울
러 한종철·남유미의 연구는 조선 시  병풍의 시기별 장황 방식의 차이
에 한 이해를 넓혀주었다. 국립고궁박물관의 전시와 함께 출간된 꾸
밈과 갖춤의 예술: 장황과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간행한 지류 직물 
문화재 보존도 현재 남아 있는 유물과 장황 기법을 연결함으로써 조
선시  병풍의 기법적 측면을 밝혀주었다.17) 이 같은 병풍 장황에 한 
성과는 왜장병풍(倭粧屛風)과 각장병풍(各粧屛風), 연폭 병풍과 절폭 병
풍, 병풍차(屛風次)와 병풍틀, 양면 병풍과 종이 경첩, 첩반(蝶番)과 같
은 병풍의 기술적인 원리에 한 이해를 넓혀줌으로써 본 연구에 도움
을 주었다.  

2 문제 제기   

  본 논문을 집필에서 근본적으로 답하고자 한 문제는 왜 조선후기에 
병풍이 유행했는가의 문제이다. 축(軸)·첩(帖)·권(卷)·병(屛)이 골고루 제
작되던 조선 전기에 반해 조선 후기에는 유독 병풍이 유행했다. 이 유
행은 계층을 넘나들며 확산되었다. 아울러 다양한 기법이 적용된 여러 

16) Robert Hans van Gulik, Chinese Pictorial Art: As Viewed by the Connoisseur 
書畵鑑賞彙編 (New York: Hacker Art Books, 1981).; Jerome Silbergeld, Chinese 
Painting Style: Media, Methods, and Principles of Form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82).

17) 김산호, ｢한국 근·현  표구기술의 변천 과정｣, 용인 학교 석사논문, 2005; 한종철·남
유미, ｢조선 후기 병풍의 장황형태 및 제작기법 연구: 십장생자수10⑲병의 보존처리를 
통한 연구｣, 삼성미술관 Leeum 연구논문집 1, 2005; 국립고궁박물관 편, 꾸밈과 갖
춤의 예술 장황, 국립고궁박물관, 2008; 이진희, ｢조선시  장황 용어와 관련 기록｣, 
藏書閣 23, 2010; 송정주, ｢지류문화재보존처리｣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지류 직물 
문화재 보존,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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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의 병풍이 등장하 다. 여러 형식 가운데에서 유독 제작비용이 많
이 드는 병풍이 선호된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왕실 회화가 축·첩·권·병
으로 고루 제작되던 전통에서 병풍 형식으로 고착된 까닭은 무엇이었
을까? 이러한 현상은 왜 민간에까지 널리 퍼질 수 있었을까? 광통교를 
중심으로 형성된 서화전(書畵廛)에서 병풍차가 유통될 수 있었던 배경
은 무엇이었을까? 이러한 질문들이 본 논문의 출발이었다. 
  조선은 성리학을 기반으로 충효 사상과 예치주의로 통치된 국가 다. 
조선이 지향했던 이상(理想)은 왕실에 충성하고 조상에 효도하는 일상
이 의례로 실천되는 사회 다. 사회 구성원은 나고 자라는 과정에서 관
혼상제(冠婚喪祭)라는 통과 의례를 거쳤다. 이 과정에서 병풍은 의구(儀
具)로 사용되었다. 병풍은 비단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상류층의 전유물
이 아니었다. 가례(家禮)를 지키는 전 계층에 의해 사용되었다. 왕실 오
례(五禮)에는 장병이 사용되었으며 행사가 마무리되면 이를 기념하기 
위한 계병을 제작하 다. 아울러 복수로 제작된 계병은 왕실에 내입하
고 신하에 분하하 다. 마찬가지로 민간 사례(四禮)에서도 각각의 의례
에 부합하는 병풍이 사용되었다. 조선 사회에서 병풍은 심미적 감상화
의 역할만 한 것이 아니었다. 사회의 근간이 되는 예치와 의례를 운용
하는 의구로도 활용되었다. 
  이 논문의 우선적 목표는 병풍화의 미술사적 가치를 규명하는 작업
이다. 아울러 조선의 사회사적·문화사적·경제사적 입장에서 병풍의 제작
과 사용을 조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병풍화의 주제, 
재료, 도상이 어떻게 선택되고 변화했는지를 추적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개개의 병풍화에 한 분석만을 연구의 목표로 삼는 것은 
아니다. 정치·사회·경제·문화사적으로 주목할 만한 작례를 중심으로 병
풍이 제작된 배경과 사용 양상을 구명할 것이다. 이를 통해 병풍이 배
설된 공간과 의례, 병풍을 사용했던 규례와 제도, 병풍이 꾸며진 기법
과 장황, 병풍이 여되고 매매된 유통 경로에 한 논의가 동반될 것
이다.
  본 논문의 두 번째 목표는 조선후기에 유독 연폭병풍 혹은 왜장병풍
(倭裝屛風)이 유행한 까닭을 밝히는 데 있다. 병풍은 나무로 기본 골조
를 짠 다음 그 위에 종이를 바르고 서화를 붙인 후 비단으로 회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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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러 완성된다. 동아시아에서의 병풍은 체로 경병풍(硬屛風)에서 연
병풍(軟屛風)으로 바뀌어 왔다. 경병풍이란 나무판 전체를 이용한 삽병
(揷屛) 형식을 일컫는다. 연병풍은 병풍의 폭과 폭을 연결한 경첩식 병
풍을 말한다. 조선시 에 주로 사용했던 종이경첩을 이용한 병풍이 후
자에 해당한다.18) 병풍의 연결은 마주한 두 폭의 병풍틀의 가장자리에 
종이와 비단을 엇갈리게 붙여 경첩〔접번(蝶番) 혹은 돌쩌귀라고도 불
림)을 만드는 식으로 처리한다. 조선 후기에는 수 겹의 종이 경첩으로 
병풍과 병풍을 연결한 왜장병풍이 완성되었다. 이로 인해 병풍을 一자
로 배설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사용이 완료되면 병풍을 접어서 다루기
에도 용이해졌다. 이러한 기술이 확 되면서 양면병풍의 고안도 가능해
졌다. 다음 삽도⓵ <병풍의 구조와 연결>은 여러 겹의 한지가 병풍틀을 
연결하는 원리를 볼 수 있다.19) 

18) 현재 조선시  이전에 제작된 병풍의 작례는 남아 있지 않다. 따라서 한국 병풍의 발
달을 일괄적으로 경병풍에서 연병풍으로 옮겨갔다고 일반화하기는 어㉘다. 그러나 중국
과 일본의 작례를 통해 볼 때 종이 경첩이 고안됨으로써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연결 형
식의 병풍〔연병풍〕이 크게 증가한 것은 분명하다. 병풍의 기술적 발전에 해서는 국립
고궁박물관 편저, 꾸밈과 갖춤의 예술, 장황, 국립고궁박물관, 2008. pp.87~91; 한종
철·남유미, ｢조선 후기 병풍의 장황형태 및 제작기법 연구: 십장생자수10⑲병의 보존처
리를 통한 연구｣, 삼성미술관 Leeum 연구논문집 1, 2005. 

19) 송정주, 앞의 글(국립문화재연구소 편, 지류 직물 문화재 보존,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pp.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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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도⓵ 병풍의 구조와 연결 (송정주, ｢지
류문화재보존처리｣ p.11 인용)

  이전 시기보다 치밀해진 연결부는 방풍(防風)의 효과를 높이는 기능
적 발전을 가져왔다. 게다가 연폭의 연결 장황은 병풍 화면 전체에 그
림을 배접한 왜장병풍의 형식을 유행시키는 전제가 되었다. 이러한 기
술적 기반을 바탕으로 요지연도, 곽분양행락도, 십장생도, 포도도, 백납
도, 왕회도, 서원아집도, 한궁도, 서수도, 책가문방도 같은 형 병풍이 
유행한 것이다. 그간 이런 각각의 주제에 한 연구는 있었지만 이를 
병풍이라는 형식으로 총괄하여 주목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논문
에서는 왜장병풍이 유행하게 된 역사적 배경 뿐 아니라 기술적 부분도 
가능한 한 논의에 포함시키도록 하겠다. 이는 조선 왕실에 유입된 일본 
병풍에 한 문헌 조사를 기반으로 시작하겠다. 아울러 병풍화의 초본
(草本), 병풍을 제작한 장황사 및 병풍장의 역할을 구명하는 작업을 동
반할 것이다.    
  본 논문의 세 번째 목표는 다양한 병풍의 용도와 기능을 논의하는 
데에 있다. 병풍은 방한(防寒), 방풍, 공간의 구획[가리개], 장엄, 전시
(展示) 및 공시(公示)의 기능을 기본으로 한다. 그러나 정작 조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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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풍의 용례를 검토해 보면 이 보다 훨씬 더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
함을 알 수 있다. 왕실에서 병풍을 제작한 가장 큰 이유는 오례에 사용
하기 위한 의장(儀裝)과 전례를 계승하기 위한 기념의 의미 다. 그러
나 이외에도 놀이를 하거나 지도를 볼 때 관람이 편하도록 관련 삽도
를 병풍으로 꾸민 경우도 있다. 아울러 선왕의 산릉을 참배할 때에 병
풍을 배설하 으며 제왕학(帝王學)의 일환으로서 왕과 왕세자의 방에 
계언병풍(戒言屛風)을 펼쳐두었다. 병풍으로 관성(觀省: 바라보는 것으
로서 성찰을 이룸)의 표식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외국 사신의 방을 병
풍을 장식하 으며 왕이 죄인을 국문할 때에도 병풍을 따로 쳤다. 또한 
왕이 와병하고 임종할 때에도 병풍을 진설하 다. 어진(御眞) 봉안의 
공간에도 병풍을 배설했으며 완성된 어진이 지방의 진전(眞殿)으로 이
동하는 과정에서도 역참마다 병풍이 사용되었다. 명·청과 일본, 마도
와 외교에서도 병풍은 예물로 활용되었다. 사 부가에서는 침방과 서재
를 병풍으로 장식하 다. 각종 수연(壽宴), (회)혼례와 제사에 빠지지 
않는 의구로 활용되었다. 아울러 상례와 장례 시에 향약(鄕約)에 의거
하여 향촌마다 공동 소유의 병풍을 비치하 다. 또한 민간의 잔치에도 
배설되었으며 놀음의 무  장식으로도 사용되었다. 이 같은 다양한 병
풍의 용례에 한 검토는 병풍화와 병풍의 기능을 통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 기 한다. 
  마지막으로는 병풍의 거래, 여, 유통 문제에 해 논의할 것이다. 
서화 예술의 수장은 오랜 기간 특권층의 전유물로 여겨졌다. 그러나 병
풍의 경우에는 보다 복잡한 층위를 가진다. 전통적으로 병풍은 값비싼 
서화 장황 형식으로 고가의 서화를 꾸미고 수장하는 데에 활용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의례에 활용되는 의구이자 생활공간의 장식 용구로
서의 실용적 수요도 컸다. 따라서 서화 시장이 형성되는 18세기 후반부
터 병풍은 활발하게 여와 매매의 상이 되었다. 19세기에 이르면 병
풍차를 판매했던 지전(紙廛)과 서화포가 한양을 중심으로 여러 곳에 생
겨났다. 19세기 후반에는 지방 화단의 발달로 인해 병풍 시장의 형성이 
지방으로도 확 되었다. 아울러 전통 서화에 한 수요층이 크게 성장
하는 근 기에는 낙화, 속필, 혁필(革筆)과 같은 서민 기법이 구사된 병
풍과 육필이 아닌 기계로 복제한 인쇄 병풍도 다량 제작되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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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거간, 지전, 병풍전(屛風廛), 서화포, 금교세가(金轎貰
家), 가구 상회, 인쇄소, 병풍진열회 등의 다양한 병풍의 유통 경로에 

해서도 구명할 것이다. 
  지난 50여 년간 조선시  회화사 연구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축적해
왔다. 조선 화단에서 활약한 가(大家)들의 작가론과 주요 화제를 다
룬 주제론이 집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서화의 형식에 주목
한 성과가 많지 않았다는 것이 이 논문을 관통하는 문제의식이다. 무엇
보다 본 논문은 문인화론과 직업화론, 민화론과 궁화론 같은 이분법적 
도식으로 이해되어 온 조선 후기 회화사를 물질문화에 입각하여 새롭
게 조망하고자 한다. 아울러 하나의 병풍이 완성되기까지 화가, 병풍장, 
장황인의 협업이 요구되듯이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고전문학, 문헌
사학, 민속학, 인류학, 문화재 보존학의 성과를 충분히 반 하고자 한
다.  

3. 연구 방법   

  본 논문은 조선 후기에 병풍이 유행하게 배경을 구명하는 과정에서 
제도사적, 경제사적, 문화사적 의미를 논의하고자 한다. 아울러 기존 연
구에서 소개되지 않았던 문헌 사료와 병풍 유물을 논의에 적극적으로 
포함시키고자 한다. 여기에는 왕실 병풍의 수장과 장황 내역을 보여주
는 장서각 소장 건기(件記)와 계병채(禊屛債)의 성격을 구명해줄 규장각 
소장 절목(節目)이 포함될 것이다. 아울러 유교 의례의 절차를 기록한 
예서(禮書), 향촌사회의 상장(喪葬)에 한 규약을 담고 있는 향약안(香
約案), 개인의 서간문을 발굴하여 그간 주목받지 못했던 조선시  병풍
의 제작, 주문, 사용, 수장에 한 담론을 이끌어내고자 한다.  
  먼저 병풍의 제작과 사용에 한 제도사적 측면을 밝히기 위해 검토
할 것은 각종 예서이다. 왕실의 오례(五禮)와 민간의 사례(四禮)에는 병
풍이 배설되곤 하 다. 병풍의 사용 절차는 왕실이 기획하여 간행한 국
정예서(國定禮書)와 민간에서 편찬한 의례서에 정리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예서의 분석은 의례의 절차에서 병풍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알려준다. 본 논문에서는 조선 왕조가 예치(禮治)의 표준으로 삼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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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가 조(1724~1776 재위) 에 재편되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기존의 국조오례의를 보강한 『국조속오례의
(國朝續五禮儀)』(1744년)와 『국조속오례의보(國朝續五禮儀補)』(1751년), 
혼례와 상례를 집중 보강한 국혼정례(國婚定例)(1749년)와 『국조상례
보편(國朝喪禮補編)』(1758년)까지 조 에는 다양한 국정예서가 간행
되었다. 이들은 조선 후기에 예치의 근간으로 활용되었다. 아울러 조선
시 에 왕실을 포함하여 전 계층이 가례(家禮)의 규준으로 삼았던 것은 
주자가례(朱子家禮) 다. 주자가례에서는 병풍의 사용을 ㉗(大斂)
의 절차에서만 간단하게 언급하 다. 그러나 주자가례를 저본으로 삼
아 집필된 민간의 예서에서는 병풍의 사용에 한 보다 상세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편찬한 조선시  관혼상제
1~5권과 경성 학교 한국학연구소에서 간행한 한국예학총서 1~60권
은 조선시 의 관혼상제와 관련한 다양한 문헌을 집성한 성과이다. 여
기에 수록된 문헌들을 검토해보면 조선시  관례, 혼례, 상례, 제례에 
병풍 사용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예서는 조선의 실상에 맞게 
주자가례를 가감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병풍의 배설이 비교적 자세
히 언급된 광례람(廣禮覽), 증보사례편람(增補四禮便覽), 읍혈록
(泣血錄)을 중심으로 민간의 의례용 병풍 사용에 해 논의하겠다. 
  왕실의 행사에 동원된 병풍의 제작과 사용은 하나의 단독 기관이 관
리한 것이 아니었다. 병풍의 관리는 때에 따라 호조 및 병조 산하의 계
병소(稧屛所), 병풍조성소(屛風造成所), 상의원(尙衣院), 장흥고(長興庫), 
내탕고(內帑庫), 제용감, 내섬시(內贍寺)가 언급되었다. 궁중 계병의 경
우에는 행사를 담당했던 임시 기관인 도감(都監)에서 관리한 경우가 많
았다. 그러나 이 밖에는 병풍 관할 기관의 성격과 역할을 일반화시키기
가 어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것을 독립된 절에서 논의를 전개하지
는 못했다. 다만 개별 사례에서 가능한 한 병풍 관할 기관의 역할에 
해 논의하고자 한다. 아울러 병풍화를 그㉛던 화원화가의 활동과 관련
하여 차비 령화원제(差備待令畵員制)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정조 에 확립된 화원제도가 조선 후기 병풍화의 유행에 어떤 향을 
끼쳤는지를 논의하게 될 것이다. 
   민간에서의 제도적 여건으로는 향촌의 병풍 여 체계에 해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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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한다. 조선 후기에는 양반 의식을 갖춘 양인의 수가 증가하
다. 아울러 유교 예속을 따른 인구의 증가는 병풍의 수요를 동반하
다. 현재 남아 있는 사료 가운데에는 지방의 향촌에서 의례용 병풍이 
공동 소유된 것을 증명하는 문건이 있다. 표적인 것이 18세기 경주 
양좌동(良佐洞)에서 작성된 향약안(香約案)이다. 이 문서는 18세기 향약
계에서 상장용(喪葬用) 병풍의 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특히 이 향약계에는 양반뿐만 아니라 서얼 이하의 상한(常漢)까지 포함
되어 있었다. 이는 의례용 병풍의 사용이 이미 18세기에 조선 사회에 
널리 확산되었음을 의미한다.  
  조선 후기에 병풍의 제작 여건이 진작된 것은 계병채(禊屛債)가 안정
적으로 수급되었기 때문이다. 계병채라는 용어는 18세기까지는 보이지 
않다가 19세기에 자주 등장한다. 19세기에 궁중 계병의 제작이 증가한 
것도 이러한 현상과 결부될 것이다. 계병채는 중앙 정부에서 거둔 세금
이 아니었다. 지방에 파견된 관리에게 중앙 정부의 여러 기관이 포진채
(鋪陳債)의 명목으로 거둔 것이다. 
  궁중 계병의 제작비용의 원천을 구명하기 위해서는 담당 기관을 파
악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궁중 병풍의 제
작을 담당했던 기관은 조선시  내내 단일화되지 않았다. 임시 기구인 
도감이 계병의 제작과 분상을 책임졌던 경우는 있었다. 그러나 도감이 
구성되지 않았던 경우에는 여러 기관이 협업하여 일관된 체계를 파악
하기가 쉽지 않다. 시 에 따라서 혹은 행사에 따라서 계병 제작을 담
당한 기관도 달라졌다. 도감 내의 계병소(稧屛所)와 탁지부(度支部)가 
재정의 일부를 충당했다는 기록이 확인될 뿐이다. 재정에 한 내용은 
승정원일기, 일성록, 실록에서 언급이 이루어진 경우가 있다. 아
울러 왕실의 행사를 기록한 의궤의 ｢재용(財用)｣ 편에도 언급이 이루
어진 경우가 있다. 또한 의궤에 내입 도병과 분하 계병에 한 기록이 
있는 경우 계병의 제작비용과 분급 내역을 추적할 수 있다.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각종 포진채 및 계병채를 정리한 절목도 중
요한 사료이다. 상 포진채절목(霜臺鋪陳債節目)(奎17294)은 사헌부
에서 1888년에 각 지방관에게 거두어들인 계병채 내역이 정리되어 있
다. 비록 한 해에 국한된 사료라 한계는 있지만 1888년 사헌부에서 어



- 14 -

떤 관리들로부터 얼마를 받았는지를 알 수 있다. 이를 중앙 정부의 각 
기관에 적용시켜 보면 연간 계병채로 거둔 액수를 추산해볼 수 있다. 
서간문 가운데에는 중앙 정부에서 지방 관리에게 계병채를 요구한 내
용이 포함된 경우가 있다. 이는 19세기 계병의 제작이 팔도의 지방관으
로부터 거둔 계병채에 의존하고 있음을 다시금 확인시켜준다. 이는 지
방관들이 계병채의 부담이 백성들에게 전가되는 폐단에 해 상소한 
기록과 부합된다. 
  규장각에 있는 경효전당가급상탁등조성여입배소입각항물종가(景孝殿
唐家及床卓等造成與入排所入各項物種價)(奎17033)는 1897년 명성왕
후의 혼전을 꾸미면서 작성한 문건이다. 경효당이 혼전으로 꾸며지면서 
소용된 화원화가와 병풍장의 임금, 안료 및 비단의 가격이 잘 정리되어 
있고, 경효당에 배설된 병풍의 종류와 수량도 상세하게 밝혀져 있어 본 
연구에 큰 도움이 되었다.  
  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문화사적 측면을 밝혀줄 자료는 무엇보다 
장서각 소장의 발기류이다. ｢신사뉵월한응창의게셔병풍꾸미여온발긔｣
(장서각1708)는 1881년 6월에 한응창이 60건의 병풍을 꾸며서 왕실에 
내입한 목록이다. 이 문건을 통해 왕실의 장황을 맡았던 청주 한씨 가
문 출신의 장황인(粧潢人) 한응창(韓應昌)의 역할에 해 알 수 있다. 
아울러 60점의 병풍 목록을 통해 순종의 혼례에 사용된 병풍의 종류를 
밝힐 수 있다. 또한 ｢별고소재물품(別庫所在物品)｣(장서각1856), ｢셰
궁병풍고간긔｣(장서각 1711), ｢東宮屛風庫件記｣(장서각 1712), ｢世子
宮屛風庫間件記｣(장서각 1713), ｢큰뎐병풍고간발긔｣(장서각 1707)와 같
은 발기들은 왕실에서 어떻게 병풍의 수장과 관리가 이루어졌는지를 
알려준다. 왕실의 중요 처소에는 병풍고(屛風庫)가 있어 필요에 따라 
병풍을 수급한 것이다. 궁중 발기는 왕실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설행한 
내인(內人)이 집필한 실용적인 문건이다. 따라서 실제로 병풍이 어떻게 
관리되었는지를 알려준다는 점에서 의궤나 등록(t錄)이 가진 한계를 
메워준다.  
  본 논문이 지향하는 바는 현재 유전되는 병풍 유물과 문헌 사료의 
적극적인 결합을 통한 역사의 입체적 이해이다. 미술사는 학문적 특성 
상 유물 자체에 한 집중이 필요하다. 그러나 총론(總論)의 서술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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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거시적인 골조와 미시적인 세부를 보완할 문헌사료가 확보되어
야 한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계병 유물을 연 와 
행사별로 정리하여 성격을 분석하고자 한다. 아울러 왕실의 연향과 의
례에 사용된 장병을 연 와 주제 별로 분석할 것이다. 현재 궁중 병풍
의 경우 국립고궁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삼성박물관 Leeum을 중심으
로 궁중기록화와 궁중장식화 유물이 풍부하게 남아 있다. 이들은 각 기
관에서 출간한 성과에 의해 소장 현황과 유물의 성격이 상당 부분 밝
혀져 있다. 이 외에 가회민화박물관과 국립민속박물관에도 수 백 여건
의 민간 병풍이 남아 있다. 이 중에는 왕실에서 제작한 추정되는 작례
도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간 민화(民畵)라는 이름으로 뭉뚱
그려져 왔던 혁필 병풍, 낙화 병풍, 속필 병풍, 양면 병풍, 유문 병풍, 
인쇄 병풍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19세기~20세기 
초에 량으로 제작된 서민용 병풍의 성격을 밝힐 것이다. 이를 통해 
조선시  병풍의 제작과 사용에 한 다양한 양상을 살필 수 있으리라 
기 한다. 아울러 여러 기관에 소장되어 있는 복수(複數)의 유물과 의
궤, 발기 등의 문헌 사료가 하나의 지점에서 만나는 작례에 해서는 
깊이 있는 사례 연구(Case Study)를 통해 병풍의 제작과 사용에 한 
실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다.

4.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Ⅰ장 머리말과 Ⅵ장 맺음말을 제외하면 세 장의 본문과 
한 장의 에필로그로 구성되었다. 본 논문에 한 략적인 구성과 개요
는 다음과 같다. 
  Ⅰ. 머리말은 1절 ‘선행 연구’, 2절 ‘문제 제기’, 3절 ‘연구 방법’, 4
절 ‘논문의 구성’으로 짜여졌다. 
  Ⅱ. ‘18세기 병풍의 제작 배경 및 사용 양상’에서는 18세기 병풍에 

해 조명하겠다. 왕실과 민간을 나누어 각각의 병풍 사용의 양상에 
해 논의할 것이다. 1절 ‘궁중 계병 형식의 정착과 계승’에서는 궁중 계
병이 정례화 되기까지의 역사를 논의할 것이다. 숙종과 조 에 궁중
의 계화(禊畵)는 축·첩·권·병(軸帖卷屛)의 형식으로 고루 제작되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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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다 정조 에 이르면 계화의 형식이 병풍으로 통일을 이루었다. 이후 
정조가 세운 전범은 19세기에 하나의 전통으로 계승되었다. 2절 ‘국정
예서(國定禮書)의 재편과 왕실오례(王室五禮)를 위한 병풍’에서는 국조
오례의, 국조속오례의, 국조속오례의보, 국혼정례, 국조상례보
편를 분석하여 의례용 병풍의 사용이 어떻게 명문화되었는가에 해 
논의하겠다. 특히 병풍에 한 왕실의 통제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조 의 역사에 주목하고자 한다. 3절 ‘다양한 병풍화 주제의 정립과 
확산’에서는 18세기에 등장한 다양한 병풍화 주제와 그 의미에 해 논
의할 것이다. 병풍화의 제작에 관심이 컸던 정조는 평양도, 책가도 같
은 화제를 직접 병풍으로 제작할 것을 명하 다. 아울러 차비 령화원
제를 운용하여 화원화가에 한 통제권을 강화하 다. 또한 녹취재 화
제를 직접 출제하여 궁중 회화의 주제에 관여하 다. 이러한 국가적 차
원의 관심을 토 로 정조 에는 다양한 병풍화가 창안될 수 있었다. 4
절 ‘민간에서의 병풍 사용과 대여의 확산’에서는 민간의 실내 장식과 
관혼상제에 어떻게 병풍이 사용되었는가에 해 살필 것이다. 왕실의 
병풍 사용 문화가 민간에 이식되는 데에는 관청에서 도감 병풍을 민간
에 여해준 관례가 큰 향을 끼쳤다. 아울러 향촌 사회에서는 동계
(洞契)를 통하여 향반과 하층민들이 상장례를 위해 사용할 병풍을 여
하 다. 이러한 민간의 계약은 병풍의 사용을 더욱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Ⅲ. ‘19세기 왕실의 병풍 제작 및 사용 양상’에서는 19세기에 궁중 
병풍의 전성기가 구가된 양상에 해 조명하겠다. 19세기는 전 의 제
도적 정비를 발판으로 그 어느 때보다 궁중 예술이 융성했던 시기 다. 
계병 제작의 전통이 순조롭게 계승되었을 뿐만 국정을 리했던 왕실 
인사 및 척신 세력의 부상으로 병풍의 후원 세력이 두터워졌다. 
  1절 ‘왕실 행사와 병풍의 제작’에서는 궁중의 행사에 사용된 장병(裝
屛)과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 제작된 계병(禊屛)에 해 분석하고자 한
다. 장병은 왕실의 의례와 연향에 배설된 병풍을 의미한다. 계병이란 
행사의 사후에 이를 기념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행사도 형식과 일반 
회화 형식으로 나눌 수 있다. 아울러 안정적인 계병의 수급을 가능하게 
하 던 계병채(禊屛債)가 어떻게 조달되었는지를 구명하겠다. 이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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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00여 년간 존속될 수 있었던 왕실의 계병 제작 체계를 밝히는 작
업이 될 것이다. 
  2절 ‘왕실 병풍의 제작 과정과 처소별 사용’에서는 왕실 병풍의 실질
적인 제작과 사용 체계에 해 논의할 것이다. 이를 위해 궁중 발기를 
위시한 왕실 문헌에 보이는 기록과 현재 유전되는 작품을 조할 것이
다. 이를 통해 몇몇 병풍화의 명칭 문제를 재고하고자 한다. 아울러 왕
실 문헌에 왜장병풍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현상에 주목하고자 한다. 
왜장이라는 용어는 일본에서 들어온 증조병풍(贈朝屛風)에서 기인할 가
능성이 높다. 따라서 왜장병풍이 유행한 까닭과 이것을 당시 문인 계층
에서 수용한 양상에 해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궁궐 병풍고(屛風庫)
의 내역을 정리한 궁중 발기를 바탕으로 전, 내전, 세자전, 별고에서 
보관했던 병풍의 종류와 성격에 해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왕실 
병풍의 주문과 제작 체계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사례 하나에 주목하고
자 한다. 1879년 순종 왕세자의 천연두 완치를 기념해서 고종은 진하
연을 베풀고 이를 계병으로 제작하 다. 현재 이와 관련한 기록화 형식
의 계병 3점과 십장생도 계병 2점이 남아 있다. 게다가 이를 위해 계
병채를 요청한 서간도 남아 있어 관련 기록과 유물이 풍성하게 남아 
있는 보기 드문 사례이다. 따라서 이 건(件)에 집중하여 왕실 계병의 
주문, 제작, 분상, 수장에 한 입체적인 논의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3절 ‘왕실 병풍화의 새로운 후원자와 신경향’에서는 19세기 병풍의 
새로운 후원자로 떠오른 종친 세력, 척신 세력, 왕실 여성의 역할에 주
목하고자 한다. 19세기는 리청정과 수㉗청정이 연이어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효명세자, 정순왕후, 순원왕후, 신정왕후, 흥선 원군과 안동 
김문을 위시한 척신 세력은 가장 강력한 병풍 주문의 후원자로 두되
었다. 종친과 척신 세력은 궁궐도 병풍과 별서도 병풍을 경쟁적으로 주
문함으로써 문화 권력을 두고 패권 경쟁을 벌 다. 궁궐도와 별서도는 
조선 전기부터 평면도 형식으로 축과 첩으로 제작되던 화목이었다. 그
런데 19세기에는 부감시로 전경(全景)을 포착한 구도를 활용하여 장
한 규모의 병풍화로 전환된 것이다. 아울러 조선 역사에서는 보기 드물
게 왕실 여성이 제작한 서병도 남아 있다. 왕실에서는 국왕이 쓴 어필 
병풍이 제작되는 것이 관례인데 이 시기에는 숨은 권력자 던 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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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이 남아 있는 것이다. 19세기 왕실 병풍에 보이는 또 하나의 특징
은 병풍이 점차 고급화· 형화된다는 점이다. 왕실 병풍은 12폭으로 규
모가 확 되는 한편 한 번에 제작하는 계병의 수량도 증가하 다. 이는 
고종이 섭정 시기를 마치고 친정(親政)에 들어가면서 유독 강화되었다. 
아울러 공임이 높은 자수 병풍도 선호되었다. 특히 왕실은 평안도 안주 
지역의 자수를 주문하기 시작하 다. 이러한 현상은 고종의 왕권 강화 
정책과 한제국 선포와 맞물리면서 왕실에 새로운 시각 상징이 요구
된 현상과 결부되었다. 마지막으로는 고종이 왕실을 방문한 서양인에게 
외교 예물로 하사한 병풍의 성격에 해 논의하겠다. 이를 통해 병풍의 
전통적인 기능이 새로운 시 에 재해석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Ⅳ. 19세기 민간 병풍의 확산과 병풍 시장의 형성에서는 민간에서 
유통된 병풍의 역사에 해 논의하겠다. 19세기 왕실에서 병풍의 선호
가 뚜㉚했던 것만큼이나 민간에서도 병풍이 크게 유행하 다. 이 시기
에는 병풍의 사용이 저변화 되면서 병풍의 수요가 급증하 다. 이에 
한 응으로 병풍차의 유통이 시장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견본과 초본
을 활용한 제작 기법이 등장하 다. 
  1절 ‘의례 병풍의 확산과 병풍 사용의 저변화’에서는 민간에 보이는 
병풍의 용례에 해 논의하겠다. 이 시기 조선 사회에서는 양반 의식을 
갖춘 인구가 증가하 다. 이들은 유교 예속을 실천함으로써 문화적 지
위를 획득하고자 하 다. 따라서 의례를 적극적으로 행하 으며 여기에 
병풍을 활용하 다. 민간의 예서에서는 관례, 혼례, 상례, 제례에서 어
떤 병풍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제시하 다. 이것이 의례 병풍의 사용에 
전범이 된 것이다. 아울러 주택의 실내를 병풍으로 장식하는 일이 증가
하 으며 놀음 무 와 잔치에도 병풍이 배설되었다.  
  2절 ‘병풍전(屛風廛)의 형성과 병풍의 차세(借貰)’에서는 서화 시장에
서 이루어진 병풍차의 유통 현상에 해 논의하겠다. 한양의 지전(紙
廛)과 병풍전(屛風廛)에서는 화원화가가 제작한 병풍이 거래됨으로써 
궁중 양식이 민간으로 흘러나오는 계기가 되었다. 시장의 형성은 병풍
의 소비가 민간 계층에서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방증할 
것이다. 한편 지방에서도 병풍에 한 소비가 증가하 다. 평양, 전주, 
군산, 삼척, 강릉 같은 지방의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병풍을 전문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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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제작한 화가 집단이 등장한 것이다. 이들은 가문 혹은 사제 중심으
로 공방을 형성하여 활약하 다. 아울러 차세를 통해 병풍이 유통된 증
거도 보인다. 의례용 물품의 여를 전문으로 하는 점포에서 병풍도 함
께 취급했던 것이다.  
  3절 ‘특정 화목 전문 화가와 장황인(裝潢人)의 활동’에서는 병풍의 
수요 증가에 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 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병
풍 시장이 팽창하자 특정 화목을 전문적으로 제작한 화가가 등장하
다. 이러한 현상은 요지연도, 곽분양행락도, 책가도, 백납도와 같이 복
잡한 도안을 요구되는 화목에서 두드러진다. 표적인 사례로 이형록 
가문이 5 에 걸쳐 책가문방도를 독점적으로 제작한 현상을 들 수 있
다. 아울러 김득신 전칭의 축연도 계열 병풍도 특정 초본이 ‘김득신’ 
브랜드로 유통되는 현상을 보여준다. 화가 가문과 사제 중심의 공방은 
병풍의 초본과 견본을 통해 제작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 아울러 
궁중 회화와 민화 사이에 일어난 상호 교류 현상에 해서도 논의할 
것이다. 궁궐의 회사를 맡았던 화가와 장인들은 궁 밖에서 사적 수응을 
하는 데에도 별다른 규제가 없었다. 따라서 이들은 궁중 병풍차의 초본
과 기법을 민간에 유통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도화서 체계가 
무너진 구한말에 두드러졌다. 
  4절 ‘병풍 소비 계층의 확대와 새로운 취향’에서는 민간 병풍에 보이
는 주제와 도상, 재료와 형식에 해 논하고자 한다. 이 중 가장 두드
러진 현상은 몇 가지 도상이 하나의 화면에 결합하는 것이었다. 아울러 
하나의 병풍에 앞뒤로 다른 병풍차를 꾸민 양면 병풍이 유행하 다. 이
는 하나의 병풍으로 여러 가지 효과를 내기를 원했던 민간의 요구가 
반 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아울러 병풍 시장이 ‘고급 병풍’과 ‘저급 병
풍’이 나뉘는 현상이 보인다. 자개, 나전, 자수 같은 고가의 재료가 활
용된 병풍이 인기를 끈 한편 기층에서는 석화, 속화, 혁필, 낙화, 유문
기법이 활용된 병풍도 활발하게 제작되었다. 이는 계층을 불문하고 조
선 사회 전체가 병풍을 소비하 음을 방증한다. 또 하나 병풍의 확산을 
가속화 시킨 현상은 복제 병풍차의 유통이다. 개화기 전에는 목판과 석
판으로 밑그림만을 복제한 병풍차에 채색을 가하 다. 그러나 1920년

 이후 본격적인 인쇄술이 도입되자 채색 병풍차의 파격적인 량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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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이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Ⅴ. ‘에필로그: 20세기의 병풍 문화, 전통의 계승과 변용’
에서는 한일병합 전후부터 현 까지 병풍의 전통이 계승된 추이에 
해 추적하고자 한다. 1절 ‘일본 병풍의 유입과 전통의 변형’에서는 조
선 왕실과 민간에 유입된 일본 병풍의 향에 해 살피고자 한다. 일
본의 전통은 조선의 병풍 전통과 결합하거나 혹은 이를 체하여 새로
운 경향을 만들어 냈다. 2절 ‘병풍의 상품화’에서는 병풍이 주제와 크
기에 따라 가격이 책정되어 상품으로 거래된 역사를 살필 것이다. 이 
시기에 병풍은 단독으로 전시와 절도의 상이 될 만큼 상품성을 가지
게 되었다. 3절 ‘병풍의 전통적 기능 계승과 변용’에서는 민간에서 조
선의 병풍 전통이 어떻게 계승과 단절을 겪었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병
풍이 수연과 외교 예물로서 활용되던 전통은 지속되었으나 해방 이후
에는 새로운 기능도 갖게 되었다. 이를 통해 거시적인 관점에서 병풍의 
전통이 여전히 진행 중임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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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18세기 병풍의 제작 배경 및 사용 양상

  한반도에서 병풍이 사용된 것은 이미 통일신라시 부터 확인되는바 
병풍 사용의 역사는 천년이 넘은 것이다. 현재 고려시  유물은 알려진 
것이 없지만, 기록상으로는 산수도 병풍, 십장생도 병풍, 무일도(無逸
圖) 병풍 등이 고루 제작되었다. 조선 왕조에 들어서면 왕실에서는 제
왕 교육의 일환으로 관성(觀省: 보는 행위를 통해 자기 수양을 함)의 
기능을 강조하며 병풍을 제작하 다. 이는 주로 중국의 고전을 쓴 서병
(書屛), 중국의 고사를 그린 감계병풍(鑑戒屛風), 왕이 귀감이 될 만한 
문구를 직접 쓴 어필병풍(御筆屛風)으로 제작되었다. 이 시기에 왕실의 
제례나 혼례에 병풍이 사용된 것은 여러 사료에서 산견된다. 그러나 병
풍의 사용 절차와 사용 방식을 총체적으로 정례화한 기록은 찾을 수 
없었다. 그런데 18세기에 들어서면 병풍의 기능에 한 재고가 이루어
졌다. 이를 통해 병풍의 제작이 왕실과 민간에서 모두 유례없이 활발해
졌다. 이것은 조선 사회의 통치 수단으로서 확고하게 자리 잡은 예치
(禮治)가 실천되는 과정에서 병풍이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과 연관
이 깊다. 궁중에서는 오례(五禮)를 중심으로 한 왕실의 행사를 기념하
기 위한 계병(禊屛)과 행사의 장엄을 위한 장병(裝屛)의 제작이 정례화 
되었다. 아울러 민간에서는 사례(四禮)와 실내 장식을 위한 병풍이 제
작되었다. 본 장에서는 18세기 조선 사회에서 병풍의 사용이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되는 현상과 그 배경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것은 왕실이 의
례를 관장하는 규례와 절차상의 문제에서 시작하여 제도적 뒷받침과 
화가 기용 방식에 한 광범위한 논의를 동반할 것이다. 
  따라서 본 장은 4개의 절로 나누어 1~3절에서는 18세기 왕실 병풍, 
4절에서는 18세기 민간 병풍에 해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구체적
으로 1절 ‘궁중 계병 형식의 정착과 사용’에서는 숙종과 조 까지 
궁중의 계화(禊畵)가 축·첩·권·병(軸帖卷屛)의 형식으로 고루 제작되다가 
정조 에 완전히 계병으로 자리 잡는 역사에 해 추적하겠다.20) 2절 

20) 계화는 문헌상에 계화(契畵), 계화(稧畵), 계화(禊畵)로 표기되었다. 그러나 세 가지 용
례는 문맥상 큰 의미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18세기 이후에 가장 많이 
사용된 계화(禊畵)로 표기하 다. 계화는 축·첩·권·병 형식에 따라 계축, 계첩, 계권, 계
병으로 표기된 경우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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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예서(國定禮書)의 재편과 왕실오례(王室五禮)를 위한 병풍’에서는 
국조오례의, 국조속오례의, 국조속오례의보, 국혼정례, 국조상
례보편를 분석하여 왕실의 의례에 병풍의 사용이 어떻게 명문화되었는
가에 해 살피겠다. 특히 조 에 의례용 병풍에 한 왕실의 통제
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역사에 주목하고자 한다. 3절 ‘다양한 병풍화 
주제의 정립과 확산’에서는 정조가 직접 주문한 병풍화의 성격과 차비

령화원제의 녹취재 화제를 분석하겠다. 이를 통해 정조 에 다양한 
병풍화가 제작될 수 있었던 여건에 해 논의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4절 ‘민간에서의 병풍 사용과 여의 확산’에서는 18세기 사가에서 병
풍이 어떻게 사용되었는가를 살필 것이다. 경화세족을 중심으로 병풍의 
수장이 일반화되는 한편 경향(京鄕)을 막론하고 의례용 병풍의 여가 
성행했던 역사를 추적하고자 한다.  

1. 궁중 계병 형식의 정착과 계승
 

  궁중에서 왕실의 행사를 기념하여 회화를 제작한 것은 조선 전기부
터 지속된 관행이었다. 그런데 이 전통이 병풍이라는 형식으로 통일되
어 계병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수차례의 변화가 있었다. 무엇보다 18세
기를 기점으로 병풍의 용도와 기능에 한 인식의 재고가 있었다. 조선 
전기 왕실에서는 병풍이 사치의 상이 되었기 때문에 제작 자체가 경
계되었다. 이로 인해 감계와 관성의 용도로 제작될 때에만 명분을 얻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병풍의 내용은 국왕이 모범을 삼을 만한 것으로 
선정되었다.21) 이를테면 신료들은 서경(書經)과 시경(詩經)의 ｢무일
편(無逸篇)｣과 ｢칠월편(七月篇)｣을 본받기를 진언하 다. 아울러 역  
제왕들이 중요한 경전을 병풍에 쓰거나 그림으로 그려 보았다는 점〔或
書屛以觀 或爲圖以覽〕을 강조하 다.22) 인조실록에는 <무일편 병풍>
이 전통적인 주제이지만 시세에는 ｢홍범(洪範)｣이 적합하니 이를 병풍
으로 꾸밀 것을 권하는 내용도 보인다.23) 신료들이 왕실 병풍의 주제 

21) 성종실록 성종 8년(1477년) 11월 26일 (기축). 
22) 연산군일기 연산군 1년(1495년) 1월 27일 (신해). 
23) 인조실록 인조 1년(1623년) 3월 26일 (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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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에 깊이 관여한 것이다. 아울러 서화병풍의 특성 상 감계의 주제일
지라도 감상의 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경계한 내용도 많다. 예
를 들면 인조의 처소에 <성학십도(聖學十圖) 병풍>과 <홍범 병풍>을 
올린 후 신료들은 이를 재미로 보지 말고 깊이 수양할 것을 간언하
다.24) 또한 감계를 위해 제작한 고사도(故事圖) 병풍을 내입한 이후에 
왕에게 ‘(그림에 그려진) 인물을 가리키거나 그림 자체를 즐기는 것〔若
指點人物, 貪翫繪事〕’을 삼갈 것을 촉구하 다.25) 숙종은 병풍에 들이
는 비용이 너무 많다는 비판에 해 자신이 주문한 병풍은 어디까지나 
왕세자 교육용이라는 점을 강조하 다.26) 국왕은 병풍의 주문과 감상에 
앞서 그것이 제왕 교육의 일환임을 인정받아야만 명분을 얻을 수 있었
던 것이다.27) 아울러 국왕이 거처를 옮길 때에는 관성을 위해 병풍도 
함께 이동하 다.   
  그런데 왕실의 감계용 병풍에 한 논의는 1727년을 기점으로 더 이
상 왕실 문헌에서 찾아보기가 어㉘다. 조가 왕세자와 왕세자비 교육
에 병풍을 활용할 것을 명한 것이 마지막 기록이 된 셈이다.28) 이것은 
왕실이 더 이상 감계 및 관성을 용도로 하는 병풍의 제작에 큰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실제로 18세기에 궁중에서 가장 각광
받았던 병풍은 왕실의 행사를 기념하여 제작한 계병이었다. 궁중에서는 
왕실의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 계화가 제작되었다. 이는 축, 첩, 권, 병
으로 제작되었는데 이 중 숙종(1674~1720년 재위), 경종(1720~1724년 
재위), 조(1724~1776년) 를 거치면서 점차 병풍의 형식이 선호되었
다. 서화의 장황 방식 가운데 가장 제작비용이 높고 보관과 이동도 쉽
지 않았던 병풍은 어떤 이유에서 선호된 것일까? 병풍은 왜 18세기 이
래 왕실 회화로서 가장 빈번하게 만들어진 것일까? 
  궁중에서 왕실의 연향을 기념하여 계화를 제작했던 것은 조선 전기
부터 있었던 일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연향 외의 행사에 적용되어 병풍 
형식으로 정례화 되기까지는 사 부의 계회도(契會圖) 전통이 큰 향

24) 인조실록 인조 3년(1625년) 8월 8일 (갑신). 
25) 숙종실록 숙종 18년(1692년) 2월 16일 (병신). 
26) 숙종실록 숙종 23년(1697년) 10월 21일 (무진). 
27) 중종실록 중종 7년(1512년) 11월 16일 (병술). 
28)  조실록 조 3년(1727년) 10월 13일 (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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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끼쳤다. 계회도는 사 부들이 관벌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가졌던 모
임을 기념한 그림이다. 행사 자체를 그린 경우도 있고 때로는 일반 주
제가 선택되기도 했다. 계회도는 계회에 참가한 관원의 수만큼 제작되
어 분급되었다. 아울러 같은 해에 과거에 함께 급제한 동방(同榜)과 같
은 관청에서 근무한 동관(同官)을 중심으로 제작되었다. 그런데 계회도
의 전통이 강화되면서 보다 많은 왕실의 행사가 계회도 제작의 동기가 
되었다. 17세기 계회도를 살펴보면 왕실의 도목정, 상존호, 진연, 부묘, 
산릉, 가례, 책례, 평복, 기로소 입소, 선온, 복위, 실록 집필, 정시 친
임, 어진 도사 및 모사, 신궁 조성에 이르는 다양한 행사가 계병 제작
의 동기가 되었다.29) 그런데 이러한 계회도의 제작 관행이 18세기경 
왕실 계화의 제작에 본격적으로 향을 끼치기 시작하 다. 왕실 계화
는 왕실의 행사를 기념하는 한편 참여한 관원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점에서 계회도의 전통을 계승하 다. 그러나 참여 관원에 분급될 뿐만 
아니라 왕실에 헌상하는 서문이 추가되어 왕실에 내입된 점은 계회도
와는 변별되는 지점이었다.   
  왕실의 계화 제작이 증가하는 18세기 전반에는 계화가 병풍으로만 
제작된 것이 아니었다.30) 현종(1659~1674년 재위), 숙종, 경종, 조 

에는 계화가 축·첩·권·병 형식으로 고루 제작되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의 왕실 행사를 기념하여 여러 관청이 계화의 제작을 발의하 기 
때문에 한 번에 여러 형식이 제작되는 경우도 있었다. 다음 표① <18
세기에 여러 형식으로 제작된 궁중 계화(禊畵)의 작례>는 18세기에 궁
중 계화가 복수의 형식으로 제작된 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1706년 숙
종 즉위 30주년 기념 진연에는 축, 첩, 병풍이 제작되었다. 아울러 
1710년 숙종 두후 평복 및 오순 기념을 위해서는 축과 병풍, 1719년 
숙종 기로소 입소에는 첩과 병풍, 1744년 조 기로소 입소에는 축, 
첩, 병풍이 제작되었다. 아울러 1760년 청계천 준설을 기념하기 위해서

29) 계회도의 제작 동기에 해서는 윤진 , ｢조선시  계회도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논문, 2004; 17세기 계병의 제작 동기에 한 분석은 박정혜, ｢《顯宗丁未溫幸契
屛》과 17세기의 산수화 契屛｣ (美術史論壇 29, 2009) pp.121~124 <부록) 17세기 계
병 제작 일람표> 참조. 

30) 18세기 궁중행사도가 화축, 화첩, 화권, 화병의 형식으로 다양하게 제작된 현상에 해
서는 박정혜, 앞의 책(2000) p.262; 이성미, ｢조선 인조· 조 년간의 궁중연향과 미술｣ 
(조선후기 궁중연향 문화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1, 민속원, 2003) pp.118~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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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형식 제목 발의 주체 소장처 및 출전 

1706년
숙종 즉위 

30주년 기념 
진연

첩 진연계첩 참가 신료
29x41cm, 

국립중앙도서관 
(한貴古朝51-나237)

축 진연계축 167명 유물 없음
<진연도첩>의 후서(後序)

병 진연계병 의정부 
유물 없음

최석정(崔錫鼎, 1646~1715) 
｢進宴圖屛序｣, 明谷集8권

1710년
 숙종 두후 

평복 및 
오순 

축 숭정전진연계축
(崇政殿進宴禊軸) 참가 신료 162x123.9cm, 

국립중앙박물관

병풍 춘방진연도계병
(春坊進宴圖稧屛)

세자시강원
(春坊)

유물 없음
신정하(申靖夏, 
1680~1715), 

｢春坊進宴圖稧屛序｣, 
恕菴集

병풍 한원진연도계병
(翰苑進宴圖稧屛)

예문관
(翰苑)

유물 없음
(그림6폭 좌목2폭)

신정하(申靖夏, 

는 첩과 병풍이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러한 사례에는 병풍
이 빠짐없이 포함되어 있어 계화의 무게 중심이 점차 병풍으로 옮겨가
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31) 이 중 1744년 조의 기로소 입소 건의 
경우는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의 <기사경회첩>과 <숭정전갑자진연도병>, 
서울 학교 박물관의 <종친부사연도>가 각각 첩, 병풍, 축으로 전한다. 
그런데 이 유물들을 1744년 종친부에서 작성한 계병등록(稧屛t錄)
(奎12983)과 비교해보면 유물과 기록상의 병풍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32) 이것은 단순히 기록상의 오류일 수도 있지만, 현재
까지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 조기로소입소기념계병>이 존재할 가능
성도 시사한다. 이것은 계화의 형식이 조 까지도 단일화 되지 않았
으며 발의 기관에 따라 제각기 달랐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표① 18세기에 여러 형식으로 제작된 궁중 계화(禊畵)의 작례

31) 표①에는 계권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1743년 조가 사례(大射禮)에 참여한 것을 기
념하여 제작된 《 사례도권》은 권 형식이었다. 이에 해서는 박정혜, (조선시 ) 궁중
기록화 연구, 일지사, 2000. p.51;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한국서화유물도
록 제19집) 조선시  궁중행사도 II, 국립중앙박물관, 2011. pp.18~41. 

32) 1744년 계화 제작에 형식이 하나로 통일되지 않았던 것에 한 선행 논의는 이성미, 
앞의 논문(20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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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0~1715), 
｢翰苑進宴圖稧屛序｣, 

恕菴集

1719년
숙종 기로소 

입소

병풍 진연도계병 알 수 없음

유물 없음 
송상기(宋相琦, 
1657~1723), 

｢進宴圖稧屛跋｣, 
玉吾齋集

첩

기로계첩 
(*총 12부 

제작되었다고 
기록)

기로사

37.5x53cm, 
이화여자 학교 박물관

37.5x55cm, 
국립중앙박물관

44x66.7cm,
삼성미술관 Leeum

개인소장
(홍완구)

1744년
조 기로소 

입소

축 종친부사연도
(宗親府賜宴圖) 종친 64x134.5cm, 

서울 학교 박물관

첩 기사경회첩 기로사 43.5x67.8cm, 
국립중앙박물관 

병풍 조 숭전전 
진연도6폭 병풍 참가 신료 119.7x334.8cm, 

국립중앙박물관

병풍 진연계병 종친

유물 없음 (8폭 병풍)
1폭: 전고/ 2폭: 좌목/ 
3~4폭: 진연도/ 5폭: 

본부사연도/ 6폭: 진전도/ 
7폭 전문 /8폭 발문
稧屛t錄(奎12983)

1760년
청계천 준설 

기념 

첩 어제준천계첩 준천소제조
(준천도감)

규장각
UC버클리 학교 

아사미 문고
삼성미술관 Leeum

부산박물관

첩 준천갱진첩 참가 신료
경남 학교 데라우치 문고

고려 학교 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첩 목판본 준천계첩 알 수 없음 35.5x24cm, 28면, 
케이옥션 (2016년) 

병풍 준천계병 알 수 없음

유물 없음
승정원일기 1761년 4월 
21일 기사에 준천계병의 제
작이 논의되었으나 현재 전
하는 유물이 없어 실제 제
작되었는지는 확실치 않음. 

 *본 표는 박정혜, 궁중기록화 연구 (일지사, 2000) p.77 <표4) 관청별로 형식을 달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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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중행사도 작례>를 바탕으로 일부 내용을 추가하 다. 

  그렇다면 왕실에서 계화의 형식을 계축, 계첩, 계권, 계병으로 달리 
선정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왕실 문헌에서 계화의 형식을 선정하는 
기준에 해 명시한 기록은 찾을 수 없었다. 다만 계회도의 형식 선택
에 해 문인들이 남긴 기록이 있어 참고가 된다. 다음 이수광(李睟光, 
1563~1628)과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의 기록은 계회도의 형식 변
화를 이해하는 데에 몇 가지 시사점을 던져준다.

무릇 동료가 된다는 것은 형제의 의를 가진다는 것으로 옛사람들은 이를 
중히 여겼다. 옛날에는 분축〔공신들에게 공신 교서를 나누어 주는 것으
로, 교서는 비단 두루마리에 쓰고 동시에 분축연(分軸宴)을 베풀었음〕이 
있었는데 이는 오늘날 시축(詩軸)을 만드는 것과 같아 성명만을 써 넣었
다. 중간에 마침내 장자(障子)가 되었지만 여전히 ‘계축’이라고 일컫는 
것은 대개 여기에도 ‘앞 세대의 전통을 보존하려는 의도〔存羊之意〕’가 
있었던 까닭이다. 근래에 시를 쓴 비단이나 비단으로 만든 축으로 병풍
을 만들고 채색한 산수를 그려 넣은 것은 너무 지나친 것으로 사헌부·사
간원에서 금지하기에 이르렀지만 막지 못하니 극심함에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그 우애의 의의는 옛날에 어떠했던가에 비해 점점 못해졌
다.

凡爲同僚。有兄弟之義。古人重之。舊有分軸。如今詩軸之制。只記姓名而
已。中間遂作障子。猶謂契軸。蓋亦有存羊之意焉。近時乃以綃詩軸絹爲
屛。彩畫山水。濫觴甚矣。至於臺評禁斷而不止。極是無謂。然其契好之
義。漸不如古何也33)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리지어 모이면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니 모두 계라
고 일컫는다. 동갑인 경우 갑계, 같은 해 과거 합격하면 방계, 같은 관청 
소속이면 요계라고 부르며, 홍문관에서는 계병을 만들고 승문원에서는 
계첩을 만든다. 이러한 풍습이 전해져 향촌에서 금전을 각출하는 것 역
시 모두 계라고 이름 한다. 

33) 李睟光, 「故實」, 『之峰類說』 17; 원문 번역의 일부는 인천항 문화재감정관 유승민 선
생님의 도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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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人凡與衆會飮。皆謂之禊。同庚曰甲禊。同年曰榜禊。同官曰僚禊。玉堂
修禊屏。槐院裝禊帖。此風相傳。鄕村醵錢者。亦皆名禊耳34) 

  이수광의 글은 17세기에 축에서 병풍으로 계회도 형식의 선호가 전
환되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그러나 전통적인 용어를 그 로 사용〔存
羊之意〕하여 계병을 계축이라 부르는 현상이 있었음을 알려준다. 또한 
당시에 채색 산수 계병의 과한 유행이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정약용은 ‘홍문관은 계병’, ‘승문원은 계첩’이라 하여 마치 관청마다 
계병과 계첩에 한 선호가 달랐던 것처럼 묘사하 다. 그러나 현재 남
아 있는 계회도와 그 발의 관청을 추적해보면 실제로 이러한 규칙이 
일률적으로 적용된 것 같지는 않다. 
  왕실 문헌에서 계화의 형식을 논의한 경우는 조 에 2건을 찾을 
수 있었다. 조는 총 20회의 친경(親耕)과 친잠(親蠶)을 했는데 1739
년에 이를 기념한 계화가 제작되었다. 여기서 조는 친경도를 축〔족
자〕이 아닌 병풍으로 제작할 것〔親耕圖, 以簇子造入事, 下敎矣, 更爾思
之, 排置似窄, 如未入畫於正本, 則以屛風造入〕을 직접 명했다.35) 이후 
1767년 친경 친잠 행사 때에는 전례 로 계축을 제작해야 하지만 이번
에는 그냥 넘어갈 것을 명한 바 있다.36) 이러한 사례는 조  설행된 
여러 궁중 행사에 해 때에 따라 계화의 제작 여부가 결정되었으며 
축과 병풍 같은 형식도 상황에 따라 임의로 선택된 것임을 보여준다. 
   1760년에 제작된 《준천계첩》은 조의 최  치적인 청계천 준설을 
기념하기 위한 계화이다. 행사의 비중만큼 여러 종류의 계화가 제작되
었으며 관련 기록도 풍부한 편이다. 무엇보다 형식의 선택과 분급 체계
에 있어서도 전 와는 다른 주목할 만한 변화를 보 다. 앞서 언급한 
표① <18세기에 여러 형식으로 제작된 궁중 계화(禊畵)의 작례>에서 제
시되었다시피 현재까지 《준천계첩》은 총 3종 8개 본이 알려져 있다. 3
종은 조가 어제를 남긴 《어제준천계첩》, 준천 완공 후 갱진(賡進: 임

34) 丁若鏞, ｢禊｣, 與猶堂全書 24.  
35) 승정원일기 조 15년(1739년) 2월 21일 (무술). 
36) 박소동 역, 민족문화추진회 편, (국역) 친경·친잠의궤, 민족문화추진회, 1999. p.6와 

pp.25~26의 <역  친경과 친잠 사례> 목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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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이 지은 글에 화답하여 글을 지어 바침)한 것을 합친 《준천갱진첩》, 
이를 목판으로 간행한 《목판본 준천계첩》이다.37) 특히 목판본의 존재는 
어람용 내입본 외에도 계첩이 량 인출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아
울러 준천 기념 계화에 한 기록이 승정원일기에 여러 차례 보여 
주목된다. 다음은 1760년 4월 21일 승정원일기의 기록이다.

상이 이르기를, “도감에는 본래 계병을 두는 법이지만 이번 준천에는 굳
이 계병을 둘 것은 없다. 그러나 <동문친림>, <춘당시사>, <훈융세초>
는 그림으로 그려 화첩을 만들도록 하라. 하나는 대내에 들이고 경들도 
각자 하나씩 갖는다면 좋을듯하다.” 홍봉한이 아뢰기를, “신들도 그런 
뜻이 있습니다.”하고,  홍계희가 아뢰기를, “그렇다면 지어 주신 어제시
(御製詩)를 맨 앞에 두고, 그 아래는 그림과 여러 절목들을 병풍으로 만
들면 참으로 좋겠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뢴 대로 하라”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편집하는 사람도 준천하는 곳을 보았는가?”하니, 조명
정이 아뢰기를 “신은 병이 들어 드나들지는 못하고 다리 두 군데만 보았
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깨끗이 쳐내어 좋았습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
를, “내일 메워진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준천이라고 할 만하다.”

上曰 都監自有契屛, 今番濬川, 則不必有稧屛, 而親臨東門, 春塘試射, 訓
戎洗草, 圖畫作帖, 一則內入, 而卿等各持一本, 似好矣。鳳漢曰, 臣等亦有
此意矣。啓禧曰, 然則以製下御製韻, 爲首弁, 其下, 圖畫諸節爲屛, 誠好
矣。上曰, 依爲之。上曰, 編次人, 亦見濬川處乎? 明鼎曰, 臣病不得出入, 
只見二橋, 大體疏鑿, 好矣。上曰, 明日雖塡, 今則亦可謂濬川矣38) 

  위의 기록은 조와 신하들은 병풍과 첩 중 계화를 무엇으로 정할 
지와 계화의 분상과 분하는 어떻게 할지에 해 논의한 내용이다. 조

37) 선행 연구에서는 《준천계첩》이 왕명에 의해 제작되어 궁중에 내입된 최초의 작례로 논
의되어 왔다. 박정혜, 궁중기록화 연구, 일지사, 2000. p.270; 박정혜, ｢英祖年間의 
宮中記錄畵 제작과 濬川契帖｣, 도시역사문화 2, 2004; 박정혜, ｢19세기 궁궐 계화와 
<동궐도>의 건축 표현｣(고려 학교 박물관·동아 학교 박물관 편, 동궐, 고려 학교 
박물관·동아 학교 박물관, 2012) p.213에서는 《준천계첩》의 14면이 모두 조가 직접 
화제를 결정하 으며 이 화첩에 해 조가 어람용과 준천소 관원 하사용을 제작하도
록 명하 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38) 승정원일기 조 36년(1760년) 4월 21일 (을미); 원문 탈초 및 번역의 일부는 고전
번역원 김종태 선생님의 도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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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원래 도감에 계병을 두는 것이 상례’라고 하 으나, 아마도 사치를 
경계하기 위해 ‘병풍이 아닌 화첩으로 제작하자’고 전교했던 것으로 보
인다. 이에 홍계희가 조의 심중을 읽고 ‘어제를 포함시킨 병풍’을 계
화로 꾸밀 것을 제안하 다. 이는 첩 형식보다 병풍이 한 단계 높은 위
상으로 인식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아울러 당시에 계화의 형식을 결
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 한 사안으로 첩이냐 병풍이냐 하는 문제가 어
전 회의를 거쳐 결정되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규장각 소장 승정원일
기 원문에 계병(契屛)과 계병(稧屛)이 혼용되어 있다. 이는 계(契)와 계
(稧)의 차이가 의미의 다름을 뜻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위의 
기록에서 조는 《준천계첩》의 한 건은 내입하는 한편 나머지는 준천
소 당상들이 나누어 가질 것을 명하 다. 이는 정조 에 확고해지는 
궁중 계병의 내입과 분하 방식의 전조로 볼 수 있다. 또한 조와 신하
들이 계병과 계축 사이에서 고민했다는 점은 당시까지도 계화가 병풍
으로 고착되지 않았음을 방증한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의 각축 현상은 
다음 시 인 정조 에는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정조가 궁중 회화를 자신의 통치에 적극 활용한 것은 그간 여러 선
행 연구에 의해 거론되었다. 정조는 숙종과 조를 거쳐 계승된 궁중 
회화의 전통을 하나의 체계로 통일하 다. 그리고 이 전범은 19세기 궁
중 회화에 큰 향을 끼쳤다. 따라서 정조 에 정립된 체계는 미술사
에 있어 중요한 전기(轉機)라 평가할 수 있다. 무엇보다 정조 에 제
작된 모든 궁중 계화가 병풍이라는 점은 큰 의미를 가진다.39) 아울러 
정조가 사적으로 주문한 회화들의 다수도 병풍화 다는 점은 정조가 
병풍이 가진 전시 효과를 십분 이해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정조의 집권 초기 기록에 따르면 정조는 계병 제작의 명분을 선왕의 
유지에서 찾고자 하 다. 1781년 정조는 적전(籍田: 조선시  권농책으
로 국왕이 농경의 시범을 보이기 위해 의례용으로 설정한 토지)에서 ⑲
식을 베는 광경을 관람하는 의식인 관예(觀刈)를 행하는 한편 <친림관
예도병(親臨觀刈圖屛)>의 제작을 명했다.40) 이에 해 정조는 ‘선왕〔

39) 유재빈은 정조 에 제작된 궁중 계병 6점을 분석함으로써 계병에 투사된 정조의 정치
적 의도에 해 논의하 다. 유재빈, 앞의 논문.

40) 李福源, ｢親臨觀刈圖屛序｣, 雙溪遺稿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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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께서 의(義)를 제기하여 처음으로 관예하는 법을 만드셨다. 그리하
여 여름과 가을에 전후 모두 세 번 나가 보았는데, 지난 기축년(1769
년)에는 보령이 이미 칠순에 이르 는데도 오히려 게으르지 않고 힘쓰
셨으니, 아! 성 한 일이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계술(繼述)하여야 할 
한 가지 일이 아니겠는가?’라는 유시를 남겼다.41) 정조는 조가 친경
을 행한 행위와 이를 계화로 그린 전통 양자를 모두 계승한 것이다. 같
은 해인 1781년에는 인정전에서 열린 춘도기(春到記)에 정조가 선왕의 
어필〔先朝御a與表德之號〕이 적힌 계병을 사용했다는 기록도 보인
다.42) 이는 정조가 집권 초기부터 계화의 제작에 큰 관심을 보 으며 
병풍이라는 형식에 해 관심이 많았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아울러 정
조는 동궁 시절에 조의 <진연계병>에 제시를 지은 바 있으며 1782년
경에는 규장각신과 함께 규장각에 봉안되어 있는 열성어제와 계병을 
자주 열람했다.43) 이는 정조가 조 에 설행된 의례와 계화의 제작 
전통을 잘 이해하고 있었으며 계지술사(繼志述事)의 명분하에 이를 계
승하고자 했음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정조 에 제작된 것으로 알려진 궁중 계병은 총 9건이다. 
그 중 표②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정조의 집권 초기인 1781년부터 
1785년 사이에 6건의 계병이 제작되었다. 이 밖에 나머지 3건은 1795
년 화성 건설 이후에 제작되었다. 아울러 정조의 집권 초기에는 계병의 
정의와 형식에 한 논의가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관련 문헌 기록
도 다수 남아 있다. 정조 의 궁중 계병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주목
하는 사항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정조가 전 의 계화 제작 전통을 계
술이라는 명분하에 계승하되 새로운 정의와 시각화 방식을 통해 하나
의 전범을 확립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이 전범이 19세기 왕실 계

41) 정조실록 정조 5년(1781년) 윤5월 8일 (경술). 
42) 일성록 정조 5년(1781년) 1월 13일 (병술). 
43) 이 시는 춘저록에 실려 있어 정조가 동궁시절(1752~1776년)에 지은 것으로 보인다. 

正祖, ｢書進宴圖禊屛｣, 春邸錄 (弘齋全書 1권) 여기서 언급한 <진연도계병>이 어떤 
작품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1765년에 제작된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 조 
기로연·수작연도 병풍> 혹은 1766년에 제작된 삼성미술관 Leeum 소장 < 조병술진연
계병 사녀도 8폭 병풍>일 가능성이 있다. 1782년에는 정조가 열성어제와 계병을 지나
치게 자주 열람하는 것이 지적되기도 했다. 일성록 정조 6년(1782년) 5월 26일 (임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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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제목 유물 제작 동기 관련 기록

1781년
3월

행원회강도병
(*이문원강회계병) 유물 없음 이문원 경연 

기념

서명응(徐命膺, 
1716~1787), 

｢幸院會講圖屛序｣, 
保晩齋集 7

1781년
윤5월

친임관예도병
(*친경계병) 유물 없음 친경 기념

이복원(李福源, 
1719~1792), 

｢親臨觀刈圖屛序｣, 
雙溪遺稿 9
정조실록

1781년 윤5월 8일

1783년 진하도
(*사도세자상존호계병)

153x462.4cm, 
견본채색, 

국립중앙박물관
상존호 기념

1784년 문효세자보양청계병
136.5x456cm, 

견본채색, 
국립중앙박물관

원자와 
보양관 

상견례 기념

이복원(李福源, 
1719~1792),

 ｢輔養廳契屛序｣
雙溪遺稿 9

1784년 문효세자책례계병
110x421cm, 

견본채색, 
서울 학교 박물관

왕세자 책례 
기념

1785년 을사친정계병
118.x382.4cm, 

견본채색, 
국립중앙박물관

도목정 기념

1795년 화성능행도병
(*화성원행계병)

8폭 151x525.6cm
국립중앙박물관

혜경궁과 
사도세자 

회갑
화성 현륭원 
방문 기념

이민보(李敏輔, 
1720∼1799), 

｢稧屛跋｣, 
豊墅集 7

8폭 149.8x516cm
국립고궁박물관

8폭 147x498.4cm
삼성미술관 Leeum
1폭 156.0x65.3cm
삼성미술관 Leeum
8폭 145.7x432cm

우학문화재단
1폭 151.5x66.4cm
동국 학교 박물관
5폭 157.0x65.0cm

교토 학교 
총합박물관

1폭 157.8x64.9cm
동경예술 학교

병 제작 체계를 구동하는 시발점이 되었다는 점이다. 
  
표② 정조 에 제작된 궁중계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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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6년

화성춘경 8폭 병풍
(*화성성역계병) 2폭 

각 97.7x41.3cm, 
서울 학교 박물관 화성성역과 

행궁 완공

華城城役儀軌
(奎14929)화성추경 8폭 병풍

(*화성성역계병)

화성전도
(*화성성역계병)

유물 없음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화성전도> 일 
가능성.

華城城役儀軌
(奎14929)

1800년 왕세자책례계병 

견본채색,
278.2x154.2cm, 
서울역사박물관 순조 왕세자 

책례 기념 견본채색,
112.6x237.0cm, 
국립중앙박물관

 +이 표의 계병 제목은 모두 소장처의 표기를 따랐다. (*)로 표시된 것은 궁중 계병이라는 
단일 체계 하에서 필자가 제목을 다시 부여한 것이다.   

  정조가 확립한 계병의 정의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계병의 제작 의도
와 명분을 밝힌 기록을 살필 필요가 있다. 특히 조 의 계병 제작 
의도와 비교함으로써 정조 에 주안점을 둔 부분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1735년에 제작된 < 조친정선온계병>에는 병풍의 제작 의도가 
제시되어 있다. 서문에 ‘관에 일이 있으면 반드시 제명한 병풍으로 기
록하여 잊지 않게 해야 한다〔在官而有事必有題名之屛所以識也〕’고 명
시하 다. 1765년에 제작된 <경현당수작도 병풍>에는 ‘그림을 통해 경
사를 수시로 볼 수 있어 마치 그날의 일을 직접 경험하는 것 같은 점
이 그림이 없어서는 안 되는 까닭이다. 하물며 나라에 경사가 있어 병
풍을 만든 것은 예가 있지 않은가?〔有時寓目於尺素之間 而悅然如卽日
事則 此又繪畵之不可無者也 況國有吉慶 輒屛而圖之 有例者乎〕’라고 
하 다.44) 왕실의 병풍이 후 에 왕실의 행사를 생생하게 전하고자 하
는 데에 가장 근본적인 제작 의도가 있었음을 밝힌 것이다. 그런데 
조 의 기록에 ‘병풍’이라는 일반적인 용어가 선택된 데에 반해 정조 

44) 1735년 < 조친정선온계병>은 진준현에 의해 < 조신장연화시도병>으로 명명된 이후 
다시 박정혜에 의해 <을묘친정후선온계병>로 명명되었다. 이에 해서는 진준현, ｢<英
祖宸章聯和詩圖屛> 六疊屛風에 하여｣, 서울大學校博物館年報 3, 1993. pp.37~57; 
박정혜,  조 의 잔치그림,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3 pp.114~121; 장서각 국
학자료자조사실,  조 왕: 특별전 도록, 한국학중앙연구원 藏書閣, 2011; 1765년에 
제작된 <경현당수작도 병풍>에 해서는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한국서화유
물도록 제19집) 조선시  궁중행사도 II, 국립중앙박물관, 2011, pp.16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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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계병’이라는 용어가 적용되었다. 1781년에 이문원(摛文院)에서 
열린 강회를 기념하기 위해 제작된 계병의 서문에는 정조가 구상한 계
병의 정의가 잘 드러나 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내각일력의 기록이
다.45) 

정조가 비망기를 통해 정민시에게 전교하기를, “무릇 드러내 알릴만한 
공적이 있으면 그림으로 그리고 병풍도 만들어서 성명(姓名)을 그 작품
에 쓰고 사실을 끝에 기록하고 이를 계병(稧屛)이라 하는데, 계병이 만들
어진 지는 오래되었다. 일전에 이문원의 강회에 행행한 것은 바로 좀처
럼 만나기 어려운 성대한 때였다. 더구나 이문원을 설치한 뒤에 처음 있
는 일이니, 그림이 없어서는 안 되고 글도 없어서는 안 된다. 계병을 만
드는 고사(故事)에 의거하여 즉시 화공(畫工)으로 하여금 규장각 강회를 
그려 내게 하라.” 하였다. 이어 명하기를, “전 대제학 서명응(徐命膺)은 
발문(跋文)을 짓고, 연석에 참석한 각신은 각각 근체시(近體詩)와 고체시
(古體詩) 중에서 1수(首)씩 지어 올리며, 계병 뒷면에는 이문원 강회에 
참석했던 신하들의 성명을 열서(列書)하라. 병풍 1건은 대내(大內)로 들
이고, 1건은 이문원에 올리며, 시임 각신과 발문을 쓴 대제학에게 각 1
건을 반사하되, 모두 어보(御寶)를 찍어 전해 주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以備忘記傳于鄭民始曰凡有可以表識之蹟作圖又作屛姓名題其中事實記其尾
是謂之稧屛稧屛之作久矣日昨幸院講會卽千一晠際況是設院後初有之事不可
無圖又不可無文依稧屛故事卽令畵工畵出閣會仍令前大提學徐命膺撰跋閣臣
各賦近古體中詩一首以進之屛後列書陞堂諸臣姓名屛風一件內入一件院上時
任閣臣及撰跋大提學各頒一件皆安寶以傳46) 

  이 기록에서는 ‘계병의 역사가 오래되었다’는 언술을 통해 계병 제작
의 명분을 찾고 있다. 한편 내입본 외에 서문을 쓴 제학과 규장각신
에 분하할 만큼의 복본의 계병을 제작하도록 명하 다. 특히 분하본에

45) 1781년 <이문원강회계병>과 관련한 기록은 왕실 문헌인 승정원일기과 내각일력에 
남아 있다. 아울러 계병의 서문을 쓴 서명응의 문집인 보만재집에도 남아 있다. 이 
중 계병의 분하 방식까지 자세한 내용을 포함한 것은 내각일력이다. 승정원일기, 
정조 5년(1781년) 3월 20일 (계사); 내각일력 1781년 3월 20일; 徐命膺, ｢幸院會講圖
屛序｣, 保晩齋集 7. 

46) 내각일력 1781년 3월 20일; 번역의 일부는 고전번역원 김종태 선생님의 도움을 받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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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어보를 찍어 왕실이 계병의 하사 주체임을 분명히 하 다. 이것은 
계회도 전통에서 향을 받아 신하와 종친의 주도로 제작되던 전 의 
궁중 계화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를 보여준다. 첫째는 왕명에 의해 
왕실이 주체가 되어 계병의 제작을 진행한 점이다. 둘째는 서문과 좌목 
상에 신하의 이름을 기명하여 신료들이 이를 헌상하는 형식을 취한 것
이다. 셋째는 신하 분하용과 왕실 분상용의 이원 체계를 확립한 것이
다. 
   정조의 집권 초기에 제작된 계병은 현재 4점이 남아 있다. 표② 
<정조 에 제작된 궁중계병>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이들은 1783년
부터 1785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제작되었다. 4점은 1783년에 제작된 
<진하도>(사도세자상존호계병), 1784년의 <문효세자보양청계병>과 <문
효세자책례계병>, 1785년의 <을사친정계병>으로 각각 상존호, 상견례, 
책례, 도목정을 행사도 형식으로 시각화하 다. 보양청의 상견례를 그
린 작례 외에 다른 행사들은 이미 전 에도 제작된 적이 있는 주제
다. 따라서 이들 작례는 표면상으로는 전통을 계승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행사의 재현 방식에 있어서는 전통을 일신시킨 부분이 크다. 아
울러 19세기 궁중 계병의 전범을 제시하는 선구적 작품이라 평할 수 
있다. 
   1783년 <진하도(사도세자상존호계병)>(도1)는 사도세자와 혜경궁 홍
씨의 상존호례와 진하례를 재현하 다. 이 계병은 사도세자 복권에 
한 정조의 의지를 보여준다. 사실상 상존호를 계병으로 그린 예는 
1753년에도 있었다. 조가 숙종과 숙종비인 인경왕후와 인현왕후에게 
존호를 올린 행사를 기념한 것이다.47) 그러나 현재 현물이 남아 있지 
않아 어떤 모습으로 시각화 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런데 <진하
도>(사도세자상존호계병)는 정조의 부모인 사도세자와 혜경궁 홍씨를 
위한 행사를 그린 그림임에도 불구하고 재현된 상은 조금 더 복잡하
다. 계병에는 행사의 장소인 인정전 외에도 궐내 각사와 선정전, 홍문
관, 이문원, 보경당(寶慶堂)이 묘사되어 있다. 이 전각들은 정조의 친위 
세력과 관련이 깊었다. 그 중 보경당은 조와 문효세자의 탄생지로서 
정조에게는 자신의 왕계를 상징하는 공간이었다.48) 단순히 행사를 재현

47) 金相直, ｢四殿加上尊號都監稧屛序｣, 恥齋遺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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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기보다는 정조가 구상한 국정의 방향과 자신의 계보를 투 한 것
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진하도>(사도세자상존호계병)에서 취한 단독 
진하 장면은 이후의 <효명세자관례진하도>, <헌종가례진하도>, <조 비
사순칭경진하도>, <순조왕세자탄강진하도>의 진하 장면에 전범이 되었
다.49) 
  1784년 <문효세자보양청계병>(도2)은 원자와 보양관의 상견례를 시
각화한 그림이다.50) 겨우 두 살짜리 왕자가 주인공이라는 점은 정조가 
자신의 왕계를 확립하는 데에 큰 관심을 보 음을 시사한다. 특히 이 
유물에는 유일무이한 주제와 재현 방식이 채택되었다. 그간 계화의 주
제가 된 적이 없었던 왕자와 보양관의 상견례가 계병의 화제로 선택되
었다. 아울러 인물 개개의 초상성 재현에 큰 공이 들어갔다. 특히 얼굴
과 옷차림의 생생한 묘사는 당시의 관자(觀者)들이 그림에 재현된 인물
과 실제 행사의 참가자를 응해 보는 것을 가능하게 했을 것이다. 이
는 계병의 시각적 정형화가 고착되기 이전에 과도기적 단계에서 보일 
수 있는 실험적 시도라 할 수 있다. 계병의 주문자와 화가는 ‘재현의 
정도’와 ‘의도의 전달 방식’에 한 고민이 깊었을 것이다.    
  1784년에 제작된 <문효세자책례계병>(도3)은 문효세자의 책례를 그
린 것이다. 그림은 인정전에서 책봉을 선언하는 선책과 중희당에서 책
명을 받는 수책 장면으로 구성되었다. 이 계병은 정조가 세자시강원에 
측근을 거 기용하면서 제작한 것이다. 따라서 국왕 중심의 정국 개편
을 시각화한 결과라 할 수 있다.51) 특히 <문효세자책례계병>에 보이는 
시각화 방식은 19세기 책례도에 전범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

48) <진하도>(사도세자상존호계병)는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한국서화유물도록 
제18집) 조선시  궁중행사도 I, 국립중앙박물관, 2010. pp.166~167에서 소개되었다. 
박정혜는 <진하도>에 행사장인 인정전 외에 궐내각사와 선정전, 내의원, 홍문관, 이문원
이 포함된 사실을 지적하 다. 박정혜, ｢19세기 궁궐 계화와 <동궐도>의 건축 표현｣ 
(고려 학교 박물관·동아 학교 박물관, 동궐, 2012) p.259. 유재빈은 이러한 전각의 
묘사를 정조의 통치 방향과 결부시켜 논의하 다. 유재빈, 앞의 논문, pp.168~170. 

49) 유재빈, 앞의 논문, pp.158~159.
50) <문효세자보양청계병>의 서문은 이복원이 작성한 것으로 문집의 간행된 ｢보양청계병서

｣와 일치한다. 李福源, ｢輔養廳契屛序｣, 雙溪遺稿 9; <문효세자보양청계병>에 한 
연구는 민길홍, ｢<문효세자보양청계병>: 1784년 문효세자와 보양관의 상견례 행사｣, 
미술자료 80, 2011.; 유재빈, 앞의 논문, pp.174~197. 

51) <문효세자책례계병>에 한 선행연구는 Yoonjung Seo, 앞의 논문, pp.193~198; 유
재빈, 앞의 논문, pp.198~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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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9세기에 제작된 책례 계병인 1812년 <효명세자책례계병>(도36)과 
1879년 <순종왕세자두후평복진하도(순종왕세자책례계병)>(도70~72)은 
모두 1784년의 계병 형식을 따르고 있다.  
  1785년에 제작된 <을사친정계병>(도4)은 창덕궁 중희당에서 거행한 
도목정사를 그㉛다. 친정도(親政圖)는 전 에 가장 선호되던 계화의 주
제 다. 현재는 숙종, 경종, 조 에 제작된 친정도가 다수 남아 있
다.52) 이전 시기 친정도는 신하의 발의에 의해 제작된 것이 많아서 행
사가 국왕 중심으로 재현되지 않았다. 아울러 행사의 장면이 아니라 채
색산수도나 난정수계도 같은 일반 주제를 선택한 경우도 있었다. 그런
데 정조가 제작을 주도한 <을사친정계병>은 기존의 신료 중심이 아닌 
국왕 중심의 구도를 선택하 다.53) 주제 자체는 전통의 계보를 잇고 있
지만 내용과 형식은 전혀 달랐던 것이다. 
   1795~1796년에 제작된 《화성원행계병》(도5)과 《화성성역계병》(도6)
은 18세기 궁중 미술의 백미로 꼽혀 왔다. 이는 현륭원 방문과 화성의 
건설이라는 정조의 치적을 시각화한 것이다. 사실상 사도세자의 복권과 
수도 이전은 그 업적 자체가 기념비적인 것이다. 그런데 이에 동반한 
계병의 제작과 분급도 유례없는 규모로 진행되었다. 《화성원행계병》은 
정조가 화성의 현륭원을 방문한 여정 가운데 총 8개의 행사를 하나의 
계병으로 꾸민 것이다. 과거시험, 군사훈련, 사례, 진찬은 기존에도 
궁중 계화로 재현된 바 있다. 그러나 이것이 병풍의 형식 하에서 이 정
도 규모로 제작된 것은 새로운 시도 이상의 의미 다. 1796년 화성 성
역 완공 이후에는 《화성성역계병》으로 <화성춘경 8폭 병풍>, <화성추
경 8폭 병풍>과 <화성전도 병풍>이 제작되었다. 이들은 수묵산수화, 도
시전도로서 행사도 형식의 계병이 아니었다.54) 이 밖에도 화성 행궁에 
있었다고 전하는 김홍도의 <금계도(金鷄圖) 8폭 병풍>(도62-63)을 포함
하여 화성 프로젝트와 관련한 계병들이 화성의 내부를 장식했을 가능

52) 도목정사를 그린 친정도 목록은 박정혜, 앞의 책(2000), p.121 표6 <친정도 일람표>와 
유재빈, 앞의 논문, p.219 표24 <조선후기 친정도> 참조.   

53) <을사친정계병>에 보이는 새로운 형식과 구도를 분석한 연구는 유재빈, 앞의 논문, 
pp.218~248. 

54) 화성의 완공을 기념하는 계병에 한 논의는 오주석, 단원 김홍도 pp.368~369.; 박
정혜, 앞의 책(2000), p.277. 오주석은 김홍도가 제작한 <화성춘경 8폭 병풍>과 <화성
추경 8폭 병풍>이 화성행궁 내부를 장식한 병풍일 것이라고 추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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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높다.55) 
  원행을묘정리의궤는 정조의 현륭원 방문 행사에 한 기록이다. 이 
의궤는 행사 장면을 그린 도설을 다수 포함하 다. 아울러 행사의 과정
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화성원행계병》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의궤에 따르면 정조는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기
존 의궤의 격식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전교를 내㉛다.56) 실제 이들 계
병은 독특한 구도와 새로운 화법을 적용하 다. 또한 계병과 도설의 제
작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았으며 후 에 모사되기까지 했다. 이러한 
이례성은 이 계병을 ‘계보 안’에 있지만 동시에 ‘계보 바깥’에 존재하도
록 하 다.57) 계지술사가 국정 운 의 근본 원리 던 조선 왕실에서 전
례가 없던 사업은 진행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정조는 새로운 조형 
언어를 병풍화에 투사하는 한편 새로운 계보의 창시를 통해 자신의 국
정 운 을 시각화하 다.  
   1800년 <순조왕세자책례계병>(도7, 도8)은 정조 의 마지막에 제
작된 계병이다. 그림의 주제는 책례 행사가 아닌 요지연도이다. 이것은 
1690년 <경종왕세자책례계병>(도9)에서 소상팔경도, 1725년 <효장세자
책례계병>에서 열선도(列仙圖)가 선택된 것의 연장선으로 해석할 수 있
다.58) 따라서 책례 계병은 책례 행사 자체를 그린 경우와 일반 주제를 
그린 경우로 양분할 수 있다. 그리고 두 가지 형식적 계보는 19세기까
지 공존하 다. 1812년 책례에는 요지연도(도37)와 행사도(도36), 1879
년 책례에는 십장생도(도68~69)와 행사도(도70~72)가 모두 제작되어 책
례 계병의 이중 계보를 이었다.   
  정조 에 정착된 궁중 계병의 제작 체계는 기존의 계회도 전통을 

55) 김홍도가 제작한 <금계도 병풍>이 화성행궁에 있었다는 기록은 李裕元, ｢金鷄畫屛｣, 
春明逸史 (林下筆記 30).; 이는 현재 삼성미술관 Leeum에 소장되어 있는 <금계도 
8폭 병풍>을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남공철의 문집에도 금계 병풍에 한 기
록이 있는데 동일한 병풍을 의미하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南公轍, ｢題錦雞小屛｣, 金
陵集 2.  

56) 정조가 이전의 관례로부터 벗어나도 좋다는 특별한 전교를 내린 것은 원행을묘정리의
궤 권2, ｢啓辭｣ 윤 2월 19일; 박정혜, 앞의 책(2000), p.301. 

57) 《화성원행계병》이 후 에 계속 모사되었다는 점에 해서는 유재빈, 앞의 논문, 
pp.303~307. 

58) 安重觀, ｢春坊乙巳禊屛敘｣, 悔窩集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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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실이 전용(轉用)하면서 형식상의 통일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
를 가진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신료에서 국왕으로 계병의 주문과 수
령의 주체가 바뀌었다. 아울러 신하 중심의 행사 장면 재현을 국왕 중
심의 구도로 바꾸어 놓았다. 분급 방식에 있어서도 내입과 분하에 한 
이원 체계가 정착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형식의 정립과 확산은 하나의 
전범으로서 19세기로 계승되었다. 이 같은 궁중 계병 형식의 정착과 계
승은 병풍이 가진 전시와 공시의 성격을 극 화하고자 한 조선 왕실의 
의지를 반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자신의 통치 이상과 치적을 병
풍화로 시각화 하는 데에 적극적이었던 정조의 역할이 컸다. 아울러 궁
중 계화가 신하 집단에 분하되는 과정은 병풍의 기능에 한 새로운 
인식의 방향이 민간으로 흘러나올 수 있었던 계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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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정예서(國定禮書)의 재편과 왕실오례(王室五禮)를 위한 병풍 

  18세기 왕실 병풍의 사용 문화는 앞 절에서 논의한 계병 외에도 왕
실의 행사를 장엄하기 위해 제작된 장병(裝屛)에 의해 크게 진작되었
다. 계병은 왕실의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 사후에 만들어진 병풍이다. 
이에 반해 장병은 왕실의 행사에 사용하기 위해 행사의 사전에 제작한 
것이다. 일상적인 실내 장식용 병풍에 해서는 체계적인 기록을 찾기 
어㉘기 때문에 의례용 병풍을 검토하는 일은 왕실 장병 이해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왕실의 오례와 관련한 병풍에 한 기록은 상당량
이 남아 있다. 조 에 단행한 국정예서의 정비는 18~19세기 왕실의 
장병 사용에 근본 지침이 되었다. 이들 예서에는 의례의 종류에 따라 
세분화된 병풍의 사용 지침이 제시되어 있어 주목을 요한다.    조선 
왕실은 예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초부터 국정예서를 간행하 다. 
1474년에 집성된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는 처음으로 국가의 의례를 
총괄하여 정리한 책이다. 국조오례의는 길례, 具례, 군례, 빈례, 가례
의 절차를 상세하게 제시함으로써 조선 왕실의 의례에 구체적 지침을 
마련한 중요한 성과 다. 그러나 임진왜란 이후 시속(時俗)의 변화로 
인해 점차 여러 부분에서 수정과 보완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조는 
국가의 의례 전반에 하여 총체적 개정을 시도하면서 국가의 전례서
를 정비하 다. 먼저 1744년에 국조오례의의 내용 중 첨삭되어야 할 
부분을 정리하여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를 찬정하 다. 1751년
에는 1744년 본에서 누락된 부분을 보완하여 국조속오례의보(國朝續
五禮儀補)를 간행하 다.59) 그 이후에는 혼례와 具례 부문만을 집중적
으로 상술한 국혼정례(國婚定例)(1749년)와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
補編)(1758년)을 간행하 다. 
  그런데 이 같은 사업 속에서 주목되는 바는 왕실 오례에 있어서의 
병풍의 사용 양상이다. 1474년에 간행된 국조오례의와 조 에 편
찬된 국혼정례 및 국조상례보편을 비교해보면 병풍의 사용 지침에 

한 왕실의 변화된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국조오례의의 가례

59) 국조속오례의의 범례에서는 국조오례의를 바탕으로 버릴 것, 취할 것, 수정할 것, 
삭제할 것을 정리하 다고 밝혔다. 법제처, (법제사료 126집) 국조오례의 5, 법제처, 
1982,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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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具례 부문에서는 병풍의 사용 지침이 아주 소략하게 나온다. 아울러 
1744년에 간행된 국조속오례의와 1751에 간행된 국조속오례의보는 
국조오례의를 저본으로 부분적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병풍
과 관련한 특기가 따로 없다. 그런데 왕실의 혼례와 具례만을 집중하여 
간행된 국혼정례와 국조상례보편에서는 병풍의 종류, 수량, 배설 
장소, 여 및 사용 방법에 한 지침이 자세하게 포함되어 있다. 왕실 
혼례에 소용된 기물을 정리한 국혼정례는 具례의 절차를 기록한 국
조상례보편과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 국혼정례는 다른 예서들과 달
리 의례의 절차를 제시하기 위해 간행된 것이 아니었다. 당시에 왕실의 
혼수(婚需)가 정례화 되지 못하여 쉽게 사치로 흐른다는 판단 하에 국
가가 나서서 왕실의 혼수 물품을 제한한 것이다.60) 국혼정례에 보이
는 상당수의 병풍이 저포(苧布)와 무채(無彩)로 제한된 것은 당시 왕실
에서 채색과 비단 병풍의 사용이 심하 음을 방증한다. 조 의 국정
예서에서 또 하나 주목할 만 한 성격은 병풍이 의구이자 기물(器物)로 
인식되었다는 점이다. 국조상례보편은 각각의 절차마다 ｢제구(h具)｣
의 항목이 부기되어 있다. 절차상 의례에 필요한 도구를 기록한 것인데 
여기에는 병풍의 종류와 수량, 배설 방법, 병풍의 진배 기관까지 명시
되어 있다. 국혼정례는 동뢰연, 독뢰연, 별궁 진배의 절차 하에 ｢기명
(器皿)｣ 항목이 있어 해당 절차에 필요한 병풍의 종류와 수량을 제시하

다. 이는 왕실의 혼례와 具례에서 병풍이 기물로 취급된 동시에 각각
의 절차에 필요한 용품이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조 에 의례용 장병이 어떻게 활용되었는가를 살피기 위해 국조
오례의와 국혼정례, 국조오례의와 국조상례보편을 비교하며 논
의를 이끌어가고자 한다. 다음 표③ <국조오례의와 국혼정례의 가
례용 병풍 배설 비교>는 국조오례의와 국혼정례의 가례용 병풍 사
용의 지침을 정리한 것이다.  

표③ 국조오례의와 국혼정례의 가례용 병풍 배설 비교   

60) 국혼정례의 범례에서는 ‘실속 없이 겉만 화려〔浮華〕한 물목들은 삭제하 고 과다한 
품목은 분량을 일률적으로 줄여’ 혼례의 사치를 막고자 국혼정례를 간행하 다고 밝
혔다. 국립문화재연구소 기획, 박문수 편, 권  역, (국역)국혼정례, 국학자료원, 
2007.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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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오례의
(1474년) 국혼정례(1749년)

가례종류 절차 병풍 절차 채색병풍 수량 무채색병풍 수량 총 
왕비 - 병장을 편다. 

“施屛帳”
동뢰연

(同牢宴) - - 무채저포병풍
(無彩苧布屛風) 1좌 1좌

왕세자 - - 별궁진배
(別宮進排)

채초병풍
(彩綃屛風) 2좌 무채저포병풍 1좌 3좌

왕세손 - - 별궁진배
(別宮進排)

채초병풍 2좌 무채저포병풍 1좌 3좌

숙의 
(후궁에게 

내리던 
종2품 
품계)

- - 독뢰연
(獨牢宴)

채초 병풍
(彩綃大屛風) 1좌 - -

2좌채초중병풍
(彩綃中屛風) 1좌 - -

후궁 - - 독뢰연
(獨牢宴)

채초 병풍 1좌 - -
2좌

채초중병풍 1좌 - -
군

(왕의 
적자)

-  - 독뢰연
(獨牢宴) 채초 병풍 2좌 - - 2좌

중자적
(衆子嫡: 
세자의 

적실 소생) 

-  - 언급없음 채초 병풍 1좌 - - 1좌

왕자 -

친  때 
군 집에서 
병풍을 

준비하여 
배설한다. 

언급없음 채초 병풍 2좌 - - 2좌

중자서
(衆子庶: 
세자의 
서출) 

-  - 언급없음 채초 병풍 1좌 - - 1좌

공주 -

친  때 
병풍을 

사위집에 
준비하여 

편다.  

언급없음 채초 병풍 2좌 무채저포병풍 1좌 3좌

군주
(君主:왕세

자의 
정실에서 

태어난 딸) 

- - 언급없음 채초 병풍 1좌 무채저포병풍 1좌 2좌

옹주 
(왕의 

후궁의 딸)
- - 언급없음 채초 병풍 2좌 무채저포병풍 1좌 3좌

현주
(縣主:왕세
자의 서녀) 

- - 언급없음 채초 병풍 1좌 무채저포병풍 1좌 2좌

*이 표는 국조오례의 2(법제처, 1982)와 (국역)국혼정례(국학자료원, 2007)를 참고하여 
작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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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조오례의에는 왕실 구성원 가운데 왕, 왕자, 공주의 혼례 절차만
이 제시되어 있다. 이에 반해 국혼정례에는 왕비, 후궁, 왕세자, 왕세
손을 구분하 을 뿐 아니라 왕의 적자와 서자들을 군, 왕자, 중자서, 
공주, 군주, 옹주, 현주로 세분하 다. 아울러 국조오례의에서는 병풍
의 종류와 수량에 한 별다른 언급이 없이 친 (親迎: 신부를 맞이함) 
때 병풍을 배설했다는 사실만이 확인된다. 아울러 국조속오례의(1744
년)에서는 왕비의 친  절차가 추가되었다. 이후 국조속오례의보
(1751년)에서는 왕세자빈의 친  절차가 추가되었지만 병풍 사용의 지
침은 따로 언급되지 않았다. 그런데 국혼정례(1749년)에서는 왕실의 
혼례를 13개로 분화하여 각각의 절차에 사용되는 병풍의 수량과 종류
를 상세하게 구분하 다. 특히 ‘채초병풍’과 ‘무채병풍’을 구분하 다. 
아울러 각각의 절차에서 병풍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부기되어 있다. 
국혼정례에는 소병(素屛)을 일컫는 것으로 보이는 무채저포병풍(無彩
苧布屛風)이 다수 포함되었다. 그러나 모든 왕실 구성원의 혼례에 채색 
병풍이 사용되었다는 점은 주목된다. 아울러 무채 병풍보다는 채색 병
풍의 제작비용이 훨씬 높았기 때문에 이러한 규례가 과연 실질적인 의
미에서 ‘사치를 억제하는 방안’이었는지 의심스럽다. 특히 채색병풍에 

해서는 ‘그림은 임시하여 품차한다’고 명시하여 행사 주관 기관에서 
화제를 정할 수 있게 하 다.61) 결국 화제는 하나로 통일되지 않았으며 
때에 따라 곽분양행락도, 백동자도, 요지연도가 선택되었다. 따라서 국
혼정례가 기획 단계에서는 왕실의 사치를 규제하고 병풍의 사용을 억
제하는 데에 근본 동기가 있었을지라도 점차 왕실의 병풍 사용을 정당
화하는 근거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왕실의 具례는 오례 가운데 가장 복잡하고 가장 많은 변례(變禮)를 
보이는 역이었다.62)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조오례의, 국조속오례의

61) 왕세자와 왕세손의 가례 시 별궁 진배에 사용될 채색 병풍의 그림을 임시 품차하겠다
는 내용은 국립문화재연구소 기획, 박문수 편, 권  역, (국역)국혼정례, 국학자료
원, 2007. p.83.; 숙의와 후궁 가례의 독뢰연에서 사용될 채색병풍의 임시 품차에 해
서는 앞의 책, p.110.; 군과 중자적 가례에 사용될 채색병풍의 임시 품차에 해서는 
앞의 책, p.120.; 왕자와 중사서 가례에 사용될 채색병풍의 임시 품차에 해서는 앞의 
책, p.142.; 공주와 군주 가례에 사용될 채색병풍의 임시 품차에 해서는 앞의 책, 
p.156.; 옹주와 현주 가례에 사용될 채색병풍의 임시 품차에 해서는 앞의 책, p.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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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의 절차 국조오례의(1474) 국조상례보편(1758)
목욕(沐浴) - 소병(素屛) 1좌

습(襲) 병악을 사용하되 모두 흰 
것을 쓴다.  소병(素屛) 1좌

좌(靈座) - 일월오봉도 6폭 병풍 1좌 
모란도 병풍 1좌

소㉗(小斂) - 병풍 1좌

㉗(大斂) 재궁에 수보관의를 덮고 
병풍을 친다.  병풍 1좌

성빈(成殯) 
찬궁 동쪽에 악장을 

설치하고 악장 안 침에 
병풍 설치. 

병풍 1좌

여차(廬次) - 소병(素屛) 1좌

천전의(遷奠儀) - 모란도 병풍 4좌
소병 2좌

반우의(反虞儀) - 모란도 4폭 병풍 3좌
우제(虞祭) - 병풍 1좌

* 국조상례보편(규3940)에는 상례가 59개의 과정으로 세분되어 있는데, 편의
상 이 표에서는 병풍이 사용되는 의식만을 추려서 정리하 다. 

* 이 표는 국조오례의3 (법제처, 1982)와 (국역)국조상례보편 (민속원, 
2008)을 참고하여 작성하 다.

, 국조상례보편을 비교해보면 국장 절차상의 조목 차이는 크지 않았
다.63) 다만 1744년 국조속오례의에서 명시되지 못한 항목에 해서
는 세규의 제정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1758년에 국조상례보편이 
간행되었다. 그런데 국조오례의와 국조상례보편를 비교해보면 혼례
와 마찬가지로 具례에서도 양자 사이에 병풍의 사용 지침의 내용 차이
가 상당하다. 다음 표④ <국조오례의와 국조상례보편의 具례용 병
풍 배설 비교>는 두 전례서에 보이는 具례용 병풍 배설에 한 지침을 
비교한 것이다.   

표④ 국조오례의와 국조상례보편의 具례용 병풍 배설 비교 

 

  국조오례의에는 습, ㉗, 성빈의 절차에서 병풍이 사용된다고 명
시되었다. 그러나 병풍의 종류나 수량에 한 상세 지시는 없다. 이에 

62) 이현진, 왕의 죽음, 정조의 국장, 글항아리, 2015. p.23. 
63) 이현진, 앞의 책, pp.62~65 <표3 국가전례서에 수록된 국장 절차 조목 비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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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례과정
병풍의 
종류와 
수량

병풍의 사용 지침 국조상례보편
영인 및 국역 출처 

목욕(沐浴) 소병(素屛) 
1좌 - p.58( 인본) 

p.115(국역본)

습(襲) 소병(素屛) 
1좌

이전의 것을 그 로 사용한다. 
“並仍” 

p.58( 인본) 
p.118(국역본)

좌(靈座) 

일월오봉도 
6폭 병풍 

1좌 
모란도 

병풍 1좌

악장(握帳)에는 평상과 욕석에 
병풍을 배설하는데 여기서는 

<일월오봉도 6폭 병풍>을 
사용한다. 이는 악장 안에 펴는 

것으로 액정서(掖庭署)에서 
진배한다. 성빈한 뒤에는 

상의원에서 진배한다. 내상과 
소상에는 모란도를 그리는데 
제용감에서 진배한다. 성빈한 
뒤에는 상의원에서 진배한다. 

“用六疊畵五峯所以設握內者(掖庭
署)成殯後(尙衣院)內喪又小喪畵
牧丹(濟用監)成殯後(尙衣院)”

p.62( 인본) 
pp.127~128(국역본)

소㉗(小斂) 병풍 1좌
병풍을 치고 습상(襲牀)을 

치운다. 여기서의 병풍은 이전 
것을 그 로 쓴다. “以上仍” 

p.63( 인본) 
pp.131~132(국역본)

㉗(大斂) 병풍 1좌 재궁(梓宮)에 
수보관의(繡黼棺衣)를 덮고 

p.65( 인본) 
p.138(국역본)

반해 국조상례보편은 절차에 필요한 도구를 ｢제구｣의 항목에 정리하
여 병풍의 종류와 수량에 한 세부 사항을 부기하 다. 특히 각각의 
절차마다 소병, 일월오봉도 병풍, 모란도 병풍의 쓰임이 구분되었으며 
병풍의 화폭 수도 정해져 있었다. 아울러 국조상례보편에는 절차에 
따라 병풍을 빌려 올 기관을 액정서, 상의원, 제용감으로 특정하 다. 
또한 절차상 언제 어디에 병풍을 배설할지에 한 지시도 포함되어 있
다. 이는 18세기 왕실에서는 15세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의례용 
병풍의 사용이 일반화되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국조상례보편에 보
이는 병풍 배설 관련 지침을 정리한 것은 표⑤ <국조상례보편에 보
이는 병풍 사용 규례>이다.   

표⑤ 국조상례보편에 보이는 병풍 사용 규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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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풍을 친다. 여기서의 병풍은 
이전 것을 그 로 쓴다. 

“以上仍” 

성빈(成殯) 병풍 1좌

찬궁(攢宮) 동쪽에 악장을 
설치하고 악장 안에 침(靈寢)을 

설치하고 그 안에 병풍을 
평소처럼 놓는다. 여기서의 

병풍은 이전 것을 그 로 쓴다. 
“以”  

 p.67( 인본) 
pp.141~142(국역본)

여차(廬次) 소병(素屛) 
1좌

제용감에서 진배한다. 
“素屛(濟用監)”

p.67( 인본) 
p.144(국역본)

천전의
(遷奠儀) 

모란도 
병풍 4좌
소병 2좌

병풍 6좌가 사용된다. 4개는 
모란을 그리고 능상각에 
설치하고 2좌는 소병으로 

수도각에 설치한다. 제용감에서 
진배한다.

“屛六四畵牧丹陵上閣所設二用素
隧道閣所設(濟用監)”

p.117( 인본) 
p.242(국역본)

반우의
(反虞儀)

모란도 4폭 
병풍 3좌

모두 4폭으로 만들고 모란을 
그린다. 정전의 북쪽 벽 아래에 
배설하는 것이다. 빈전도감에서 

진배한다. 
“皆用四疊畵牧丹所以排正殿北壁

下者(殯殿都監)” 

p.121( 인본) 
p.251(국역본)

우제(虞祭) 병풍 1좌 병풍은 그 로 사용한다. 
“以上仍”

p.127( 인본) 
p.265(국역본)

 * 국조상례보편(규3940)에는 상례가 59개의 과정으로 세분되어 있는데, 편의상 이 
표에서는 병풍이 사용되는 의식만을 추려서 정리하 다. 

 * 표는 (국역)국조상례보편 (민속원, 2008)을 참고하여 작성하 다. 

  위의 표를 보면 조 에 이미 具례 절차마다 병풍의 종류가 각각 
다르게 특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러 절차에서 복수의 병풍이 사용된 
양상은 과연 조선 왕실이 지향했던 검약과 절제가 실제로 얼마나 구현
되었는가를 의심하게 한다. 조선이 지향했던 예치란 계급과 의례를 구
분함으로써 실천되었다. 예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상에 따라 차별적
인 절차와 각기 다른 의구가 사용되어야 했다. 따라서 검약에 한 지
향과 병풍의 차등적 사용 간에는 근본적인 모순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국정예서에 보이는 병풍의 사용에 한 상세한 지시는 왕실
이 병풍의 사용을 제한하고자 한 정책과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 조는 
본인의 혼례를 포함하여 왕세손 정조의 혼례에서도 병풍의 제작을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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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한 바 있다.64) 그러나 조와 정조 이래 19세기에는 오히려 왕실 장
병의 제작 규모가 점점 더 확 되었다. 아울러 사치를 막기 위함이라는 
명목 하에 채병 신 소병의 사용이 장려되기도 했지만 그 소병조차 
최고급 재질인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병풍 사용을 명기한 국정예서의 
간행은 역설적으로 궁중에서 병풍의 사용을 촉진하게 된 측면이 생긴 
것이다. 

64) 조가 정순왕후와의 가례와 왕세손 정조의 가례 때 병풍의 제작을 막았던 것에 해
서는 박은경, 앞의 논문, p.29와 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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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양한 병풍화 주제의 정립과 확산

  18세기 왕실 병풍의 제작 양상은 계병과 장병 양자에서 모두 큰 전
환점을 맞았다. 궁중 계화는 병풍 형식으로 정착되어 계병의 체계가 완
성되었다. 아울러 의례에 사용된 장병은 국정예서를 통하여 상세한 사
용 지침과 제작의 명분을 확보하 다. 이 같은 병풍 용도의 분화는 보
다 다양한 병풍화의 개발을 요구하 다. 18세기 후반 궁중에서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의 화제가 병풍화로 제작되었다. 이러한 현상
이 나타난 배경을 본 연구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보고자 한다. 첫째는 
국왕이 직접 특정 주제의 병풍화를 제작하도록 명한 것이다. 국왕이 직
접 병풍화를 주문한 것은 병풍의 기능에 한 왕실의 특별한 인식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둘째는 1783년에 완비된 차비 령화원제도의 역할
이다. 이 제도는 화가에게 안정된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궁중 회화를 진
작시켰다. 뿐만 아니라 화가가 훈련 받아야 할 화문을 5개 부문에서 8
개로 증가시킴으로써 다양한 화제의 개발을 독려하 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병풍화의 주제가 창안되었다. 셋째는 문화와 예술을 지원하는 
사회 분위기 안에서 화가들의 창의성이 극 화되었다는 점이다. 김홍
도, 김득신, 장한종 같은 걸출한 화원화가들은 자유롭게 다양한 병풍화
를 만들어 냈다. 이 중 표적인 인물로 김홍도의 활약에 주목하고자 
한다. 왕실과 민간에서 모두 인기가 좋았던 김홍도의 병풍화는 왕실의 
취향이 시차 없이 민간에 확산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앞서 논의한 로 정조 는 병풍이 궁중 계화의 전통 안에서 완전
히 뿌리내린 시기 다. 계병에 재현된 행사와 고도로 선택된 장면 속에
는 국왕의 정치적 의도가 투사되었다. 그러나 왕실 문헌에 행사 과정이 
기록된 경우는 많지만 계병의 제작이 언급된 경우는 상 적으로 적다. 
국왕이 직접 제작을 주도했을 것으로 보이는 사례에서조차 계병의 제
작 과정을 알려주는 경우는 드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조가 직접 회
화의 제작을 명한 기록은 상당수 남아 있다. 아울러 그 회화의 다수가 
병풍화 다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 정조 자신이 병풍이 가진 공시와 전
시의 기능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으며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했기 때
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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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조가 병풍의 제작에 관여한 증거는 여러 곳에서 산견된다. 우선 정
조는 <관동도 8폭 병풍>에 제시를 남긴 바 있다.65) 이는 진경산수화가 
병풍으로 제작된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보통의 진경산수화는 기행
과 사생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병풍으로 꾸며지는 경우가 드물었다. 
그러나 이 작례는 경포, 낙산, 만경 , 월송정, 삼일포, 총석정, 죽석루, 
망월정이라는 전통적인 명승을 그리면서도 화첩이나 화권이 아닌 병풍
으로 꾸며졌다. 이는 정조가 병풍을 정치적으로 활용했을 뿐 아니라 감
상의 차원에서도 선호했음을 알려준다. 
  다음으로는 1782년에 정조가 <평양전도 병풍>의 제작을 직접 명했다
는 기록이 보인다.

도과는 성대한 일로서, 합격자를 발표한 뒤에 대동강에서 유람을 하사하
는 것은 그전부터 유래된 옛 규례라고 하였다. 경은 그림을 그려 병풍을 
만들도록 하라. 본부는 성인 기자(箕子)의 옛 도성으로서 정전(井田)의 
남은 터가 있는데다가 성시(城市)의 민물(民物)이 풍성하여 큰 도회지가 
되었으므로 방어의 중요함이 이 곳 보다 더한 곳이 없다. 그래서 선왕께
서 누차 관찰사에게 명하여 그림을 그려 올리도록 한 것이다. 고사에 따
라 평양의 전경 그림과 도내의 지도로 각기 병풍 하나씩 만들어 올리도
록 하라.”하였다.

召見關西道科試官。 上曰: ”道科係是盛擧, 唱榜後大同江賜遊, 又是流來舊
規云, 卿其圖畫作屛。 本府, 以箕聖古都, 有井田遺址, 城市民物之殷富, 
爲大都會, 關防之重, 莫尙於是地。 先朝屢命方伯圖進, 依故事平壤全圖及
道內地圖, 各作一屛以進”66) 

  이 기록에 따르면 정조는 평양전도와 도내지도를 병풍으로 꾸밀 것
을 명하 다. 이 과정에서 평양도 제작이 선 에 누차 반복된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 다. 그러나 명종 에 평양도 병풍의 제작을 명했던 일을 
제외하고는 국왕에 의해 평양도 병풍이 제작되었다는 기록은 찾을 수 
없었다.67) 따라서 정조의 언술은 선왕의 유업에서 명분을 찾아야 했던 

65) 正祖, ｢有人自楓嶽歸以關東圖屛示余書其屛以還｣, 弘齋全書 2. 
66) 정조실록 정조 6년(1782년) 10월 22일 (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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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실의 전통적인 수사(修辭) 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조가 평양도 병풍을 주문하면서 성시(城市)와 도회(大都會)를 언급한 
점은 눈 여겨 봐야할 목이다. 정조는 화성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도시 
경 에 한 남다른 관심을 보 기 때문이다.   
  현재 세상에 유전하는 평양도는 상당히 많다. 그러나 그 중 하나가 
위의 기록에 부합한다고 확언하기는 어㉘다. 다만 위의 기록이 1782년
의 것이기 때문에 이 시기 전후에 평양도 병풍이 유행하기 시작하여 
민간에 확산되었을 가능성은 높다.68) 평양도 가운데 병풍 형식을 가진 
것은 지금까지 10여점이 알려져 있다. 그 중 인천시립송암미술관 소장
본은 1804년 이전에 제작된 것이 확실시 되어 정조 의 원형에 가장 
가까울 것이다.69) 이러한 작례는 도시 건설에 한 정조의 관심의 투
된 것이라 생각된다. 1794년 정조는 화성 성역을 짓는 데에 참고할 만
한 성지도(城池圖)를 올릴 것을 전국에 명한 일이 있었다. 이 때 경상
좌도 병마절도사 던 윤범행(尹範行)은 조잡한 그림을 올㉛다는 죄목으
로 관직을 삭탈 당했다.70) 정조가 화성 성역 프로젝트를 얼마나 중시했
는가를 방증하는 사건이다. 아울러 정조가 화성의 건설을 구상하는 과
정에서 시각물을 적극 활용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정조가 성시도 병풍을 주문한 일도 주목할 만하다. 규
장각 검사관을 지낸 이덕무(李德懋, 1741~1793)는 정조가 ‘도성의 풍물
을 그려 병풍을 제작하게 하고 이름을 성시전도라 붙 다’고 전하
다.71) 이덕무의 몰년을 고려했을 때 이 기록은 1793년 이전에 작성된 

67) 명종실록 명종 15년(1560년) 6월 2일 (정유). 
68) 평양도 전반에 한 연구를 진행한 박정애는 1782년에 정조가 주문한 <평양도 병풍>

이 이후에 제작된 평양도(기성도)의 전범이 되었을 것이라 추정하 다. 박정애, 조선시
 평안도 함경도 실경산수화, 성균관 학교 출판부, 2014, p.151. 

69) 박정애는 인천시립송암미술관 소장본이 1804년 이전에 제작되었기 때문에 현재 전하
는 평양도 병풍 가운데 가장 시기가 올라갈 것이라고 보았다. 박정애, 조선시  평안
도 함경도 실경산수화, 성균관 학교 출판부, 2014, p.177; 박정애, ｢18~19세기 지방
인식과 도시경관의 시각화｣, (심포지움 자료집) 미술 속 도시, 도시 속 미술, 2016. 
p.54.  

70) 정조실록 정조 18년(1794년) 1월 7일 (을미). 
71) “先是, 上命畵都城風物爲屛, 名城市全圖.” 李德懋, ｢城市全圖｣, 雅亭遺稿; 안 회, ｢

성시전도시(城市全圖詩)와 18세기 서울의 풍경｣, 고전문학연구 35, 2009, p.22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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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아울러 1792년과 1796년 차비 령화원 녹취재(祿取才)에도 성
시도 화제가 출제되었다.72) 성시도 병풍의 제작은 일차적으로는 북학
(北學)의 확산으로 인해 증폭된 ‘번성한 문물’과 ‘기계 문명’에 한 관
심과 결부될 것이다. 그러나 전국 팔도에 성지도의 제작을 명령하고 평
양도와 성시도 병풍의 제작을 지시한 것은 모두 정조의 도시 건설에 

한 관심이 반 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관심은 직접적
으로는 화성의 건설로 가시화되었다. 아울러 시각적 재현 전통은 <태평
성시도>, <화성전도 병풍>, <평양전도 병풍>, <경기감 전도 병풍> 같
은 도시전도 계열로 이어졌다.  
  정조가 궁중 회화에 관여한 것은 비단 특정 병풍화를 주문한 데에 
그치지 않았다. 정조는 직접 화가의 기량을 관리하면서 특장으로 삼을 
만한 주제를 지정해주는 일도 하 다. 회사(繪事)를 장악하고자 한 의
지는 차비 령화원제도의 운용에서 정점을 보 다. 다음은 정조의 즉위 
2년차인 1778년의 기록이다. 정조가 차비 령화원제를 실시하기 전인 
집권 초기부터 화가의 활동과 회사에 큰 관심을 보 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어제 당가(唐家) 뒤의 병풍 그림을 보니 품격이 매우 졸렬하여 쓸 수 
없을 정도였다. 근래 화원(畫員)의 형편없음이 어쩌면 이렇게도 심한가.” 
하니, 홍국영이 아뢰기를 “근래의 화법이 점점 옛날만 못하니, 비록 신
칙을 했지만 본래 모두 용렬한 재주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입니다.”하
여, 내가 이르기를, “도화서(圖畫署)를 설치한 것은 전적으로 화기(畫技)
의 성취를 위한 것인데, 늠록(廩祿)만 낭비하고 칭찬할 만한 자가 하나도 
없으니, 이러한 화사(畫師)를 장차 어디에 쓰겠는가.”하였다. 

72) 강관식, 앞의 책(상), pp.243~334. 녹취재에 출제된 화제로 성시도와 관련한 것은 “성
시차마(城市車馬)” 내각일력 1841년 3월 27일, “성시도(城市圖)”  내각일력 1812년 
1월 25일, 1836년 12월 14일, 1837년 9월 14일, 1838년 12월 11일, 1842년 1월 21
일, “성시전도(城市全圖)”는 내각일력 1796년 6월 25일자 기록에 보인다. 이렇게 
‘성시’라는 단어가 들어간 사례 외에도 일부 성시의 소재가 출제된 경우도 있다. 이를테
면 성내의 물건이 ‘유통되고 거래되는 모습’을 강조한 주제들인데 수레와 말이 상품을 
나르는 장면〔城隅車馬太平時〕, 그림 파는 장면〔廣通橋賣畵〕, 꽃 파는 장면〔賣花〕, 종로
의 시장 모습〔鐘街觀燈, 鐘街圖〕, 종로에서 수입품을 파는 장면〔鐘街互市〕, 특이한 물
건을 파는 가게들의 모습〔列肆衒奇〕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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昨見唐家後屛風畵本則畵品甚劣不堪用近來畵員之不成貌樣何其若是之甚也
國榮曰近來畵法漸不如古雖加申飭本皆庸才故如是矣予曰圖畵署之設置專爲
畵技之成就而徒費廩祿無一可稱者此等畵師將安用哉73)  

  이 기록에서 정조는 당가 뒤의 병풍이 형편없어 화가에게 내리는 녹
봉이 아까울 지경이라고 비판하 다. 이 같은 언술은 조선 전기에 국왕
이 회사에 관여하는 것을 경계했던 것과는 달리진 분위기를 전한다. 아
울러 정조가 도화서의 설립 취지를 언급한 것은 향후 차비 령화원제
도의 신설을 예고한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정조는 1783년에 차비 령
화원제를 시행하면서 선발 시험의 출제와 채점에 직접 관여하 다. 이 
과정에서 국왕의 준거와 취향이 화가 개개인에게 큰 향을 끼쳤을 것
이다.   
  차비 령화원제는 100여 년간 존속하 다. 이 제도가 운 된 체계에 

해서는 강관식의 기념비적인 연구 성과가 있어 조선 후기 화원 제도
에 한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해졌다.74) 정조는 집권 초기인 1781년
에 재주 있고 나이 어린 인재를 발탁하여 육성시키는 초계문신제도(抄
啟文臣制度)를 실시하 다. 이는 국왕 직속의 규장각을 통해 인재를 관
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다. 1783년에는 규장각 산하에서 차비 령
사자관과 차비 령화원을 선발하기 시작하 다. 그 중 차비 령화원은 
왕실의 상징 도안과 국왕의 서화 주문을 전담하 다. 이 제도는 기존의 
예조 산하 도화서 화원 30명 가운데 10명을 한 번 더 선발하여 국왕 
직속으로 임명한 것이었다.75) 선발 인원은 도화서에서 규장각으로 파견
되는 체계 기 때문에 규장각에서 직접 관리하 다. 궐밖에 있었던 도
화서와 달리 차비 령화원은 궐내의 규장각 이문원 산하에 있었다. 이
에 따라 차비 령화원은 말 그 로 왕의 지근에 령(待令)함으로써 국
왕의 부름에 즉각 반응할 수 있었다. 녹봉 체계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도화서 화원은 녹봉을 보장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반해 차비
령화원은 전원에게 고정 녹봉이 지급되었으며 성적에 따라 성과급도 

73) 일성록 정조 2년 (1778년) 2월 9일 (경자). 
74) 강관식, 주선후기 궁중화원 연구 (상)(하), 돌베개, 2001.
75) 규장각 산하 초계문신제도와 차비 령화원제도에 한 논의는 강관식, 앞의 책 (상),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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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졌다.76) 차비 령화원은 어제 인찰, 어필 비문, 규장각의 도서 간
행에 조력하 다. 아울러 국왕이 발의한 궁중 회화를 제작하 다. 이들
은 보통 왕실 직계와 관련한 도감(都監: 왕실의 행사를 위해 임시로 설
치한 관아)에 배치되었다. 차비 령제도를 운용하는 절목에는 ‘도감을 
설치했을 때 관례적인 서화는 승문원의 사자관과 도화서의 화원이 맡
고 급하고 중요한 일은 차비 령사자관과 차비 령화원이 맡는다.’고 
하 다.77) 이를테면 1795년 《화성원행계병》과 원행을묘정리의궤 제
작과 같은 중요한 사업이 차비 령화원에 의해 전담되었던 것이다. 
  내각일력에는 정조가 화가들이 그릴 주제를 직접 선정한 기록도 
보인다. 1788년에 정조는 차비 령화가들에게 각자 그리고 싶은 것을 
택해 8폭 중병(中屛)으로 꾸밀 것을 주문하 다. 그런데 유독 장시흥과 
장인경에게는 매죽을 4폭씩을 그려 8폭의 병풍으로 합작할 것을 지시
하 다.78) 이는 정조가 평소 장시흥과 장인경이 매죽에 장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방증한다. 또 다른 1788년의 기록에서 정
조는 자유주제를 출제한 후에 직접 채점을 하고 품평을 한 목이 나
온다. 여기서는 ‘화원 신한평과 이종현 등은 각자 원하는 것을 그려내
라는 명이 있었으면 책거리를 그려내야 마땅하거늘 모두 되지도 않는 
다른 그림을 그려 내 실로 해괴하니 모두 위격으로 처리한다.’고 하
다.79) 이 기사는 설령 녹취재에 자유 주제가 출제되었다 해도 국왕이 
선호한 주제가 따로 있었음을 시사한다. 그런데 이종현은 1783년과 
1793년에 꾸준하게 문방 역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화가 다.80) 이

76) 차비 령화원들의 근무 장소에 해서는 강관식, 앞의 책 (상), pp.39~40. 급료에 해
서는 같은 책, p.52. 

77) “設都監時循例書畵之役該院該署寫字官畵員中使役爲乎矣至於事係緊重不可不致愼者則
必以差備待令寫字官及畵員中抄擇使用爲白齊” 내각일력, 1783년 11월 20일 기사; 자
료의 소개는 강관식, 앞의 책 (상), pp.43~44.   

78)“差備待令寫字官冬等三次祿取才書題望中楷落點差備待令畵員冬等三次祿取才畫題望人物
山水樓閣草蟲翎毛文房梅竹俗畫書入矣判付從自願中屛各八貼張始興張麟慶各四貼梅竹合
作八貼” 내각일력 1788년 9월 13일자 기사. 내용의 소개와 국역은 강관식 앞의 책 
(상), p.93. 

79)“草榜判付畵員申漢枰李宗賢等旣有從自願圖進之命則册巨里則所當圖進而皆以不成樣之別
體應畫極爲駭然竝以違格施行” 내각일력 1788년 9월 18일자 기사. 내용의 소개는 강
관식, 앞의 책 (상), pp.589~590. 국역의 일부는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김지  선생님의 
도움을 받았다. 

80) 강관식, 앞의 책(상), p.91과 p.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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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현의 책거리는 아들 이윤민과 손자 이형록에 전수되며 19세기 궁중 
미술을 선도하 다. 따라서 정조는 이종현이 책거리에 특장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종현이 책거
리가 아닌 주제를 그린 것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 1791년 일득록(日得錄)은 정조가 화원화의 양식에 한 품평
도 서슴지 않았음을 알려준다. 심지어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 화가들
을 가차 없이 처벌하기까지 했다. 

화원의 기예를 시험했는데 담묵으로 휘갈기고 바림하여 사의화 비슷하게 
한 자가 있었다. 주상께서 지시하시기를 “화원그림에서 말하는 남종이라
는 것은 귀한 점이 치밀하고 세세한 데 있는 것인데 이와 같이 제멋대로 
그리다니 이것은 비록 자잘한 일이지만 역시 마음에 편치 않다”하시며 
그를 내쫓도록 분부하셨다. 검교직각 신하 서양보가 1791년에 기록하다. 

畫員試藝。有以淡墨揮灑。類寫意者。敎曰。院畫所謂南宗。貴在緻細。而
如是放縱。此雖細事。亦爲不安分。其黜之。檢校直閣臣徐榮輔辛亥錄81)

  이 기사는 정조가 화원화가가 구사한 양식과 원체화풍에 한 광범
위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기준에 의
거하여 화가를 평가하고 상벌(賞罰)하 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분위기
는 화가들이 국왕의 취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아울러 평양도, 성시도, 책거리, 매죽도 같은 표적인 병풍화의 제작에 
국왕이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정조가 화원들이 제작한 책가도 병풍을 어좌에 사용했다는 
내용이 보인다.

왕이 화공에게 명하여 책가도를 그리게 하고 그것을 어좌 위에 붙였다. 
신하에게 가르쳐 말하기를, 선유가 말하기를 무릇 사람은 비록 과정에 
들어가 책을 읽고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때때로 서실에 들어가 책상을 
문지르기만 해도 역시 가하다고 했다. 내가 평일에는 서적을 스스로 즐
기지만, 혹 업무가 많아서 책 읽을 여가가 없을 때에는 일찍이 그 말을 

81) ｢文學[二]｣, 日得錄 2 (弘齋全書 162); 원문 소개와 국역은 오주석, ｢金弘道의 <朱
夫子詩意圖>:御覽用 繪畵의 性理學的 性格과 관련하여｣, 美術資料 56, 1995. 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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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올려 이 그림에 마음을 노닐고 눈을 머물게 하니 오히려 이보다 현명
할까?

命畵工寫冊架. 付之座後. 敎臣等. 先儒言凡人雖不程課爲看讀工夫.時時入
書室. 摩挲丌案. 亦足可意. 予平日以書籍自娛. 而或値事務紛多. 未暇誦
讀. 則未嘗不思其言而游心寓目於此. 猶賢乎已也.82)  

  이 기록은 1798년에 작성된 것이다. 그런데 차비 령화원 녹취재에 
처음 책가도 화제가 출제된 것은 1784년이다. 이는 차비 령화원제에 
국왕이 직접 사용하거나 선호한 화제가 빠르게 반 되었음을 의미한다. 
도화서 녹취재의 주제는 죽(竹), 산수, 인물, 모, 화초로 5개의 화문
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에 반해 차비 령화원 녹취재 화문은 인물, 
속화, 산수, 누각, 모, 초충, 매죽, 문방으로 8개 다. 이 중 '속화', '
누각', '문방'이 신설된 것이기 때문에 이 역에 특히 정조의 관심이 
부여되었을 것이다.83) 
  사실상 속화, 누각, 문방은 유독 병풍화로 선호되는 주제가 많은 화
문이었다. 다음 표⑦ <차비 령화원 녹취재 화제 중 ‘병풍화’ 주제>는 
녹취재 화제 가운데 병풍화 을 가능성이 높은 사례를 정리한 목록이
다. 인물 화문에 포함된 곽분양행락도, 백동자도, 왕회도, 요지연도, 해
상군선도, 서원아집도, 호㉘도는 표적인 병풍화의 주제들이다. 인물 
화문 다음으로 병풍화의 주제가 많은 것은 속화, 문방, 누각 화문이다. 
이 세 가지는 이전의 도화서 취재에서는 출제되지 않았던 역이었다. 
이는 차비 령화원에게 부과된 의무 가운데 병풍화의 제작이 상당히 
큰 비중이었으리라는 점을 추정하게 한다. 초충과 매죽 화문은 화제의 
분석만으로는 병풍화의 여부를 가늠하기 어려워 공란으로 처리하 다. 

 표⑦ 차비 령화원 녹취재 화제 중 ‘병풍화’ 주제

82) 「訓語」, 日得錄 (南公轍, 『金陵集』 20) 
83) 도화서의 녹취재와 차비 령화원의 녹취재를 비교 분석한 성과는 유재빈, 앞의 논문, 

pp.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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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문 화제 녹취재 출제시기 비고

인물

경직도 

1796년 7월 3일, 1810년 6월 
25일, 1815년 3월 25일, 
1850년 8월 19일, 1864년 5월 
18일

*1815년에는 “七月篇第一
章”이라는 제목으로 출제.

곽분양행락도 1834년 1월 23일
곽분양백자도 1873년 4월 3일

백동자도 1860년 9월 12일

요지연도 1794년 6월 22일 *“西望瑤池降王母”라는 
제목으로 출제.

해상군선도 1863년 3월 13일

서원아집도 1861년 6월 14일, 1856년 6월 
14일

왕회도 1796년 7월 3일, 1815년 4월 
4일

*1815년에는 “萬國衣冠拜
冕旒”라는 제목으로 출제.

난정수계도 
1784년 윤3월19일, 1806년 3월 
5일, 1807년 3월19일, 1849년 
3월 25일 

*매년 3월19일경에 출제. 

호렵도 1812년 1월 26일, 1812년 1월 
27일, 1815년 4월 1일 

추성부도 1835년 6월 21일 *“秋聲賦方夜讀書”라는 
제목으로 출제. 

속화

경직도 1807년 1월 18일, 1817년 9월 
13일, 1839년 3월 21일

*1807년에는 “春耕圖”, 
1817년에는 “七月篇”, 
“1839년에는 “農民耕織”
이라는 제목으로 출제.  

성시도

1796년 6월 25일, 1812년 1월 
25일, 1836년 12월 14일, 
1837년 9월 14일, 1838년 
12월 11일, 1841년 3월 27일, 
1842년 1월 21일

*1796년에는 “城市全圖”, 
1841년에는 “城市車馬”라
는 제목으로 출제. 
*이 밖에 ‘성시’의 일부 
도상으로 보이는 “城隅車
馬太平時”, “廣通橋賣畵”, 
“賣花”, “鐘街觀燈鐘街
圖”, “鐘街互市”, “列肆衒
奇”의 화제도 보임.  

산수 강남춘의도
1814년 6월 17일, 1819년 1월 
5일, 1819년 10월 13일, 
1849년 3월 5일  

*1849년에 江南二月三月 
野水一村兩村“라는 제목
으로 출제.
*현재 “한궁도”라는 제목
으로 알려진 “강남춘의도”
에 해서는 다음 장의 
<3.2.1 다양한 병풍 주제
의 정립과 명칭 문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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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론.

평양도 1862년 9월 16일 1862년에 “小金陵○平壤”
라는 제목으로 출제. 

누각 연광정
1849년 5월 19일, 1851년 3월 
19일, 1853년 3월 17일, 
1878년 10월 17일 

*연광정은 평양 동강변
에 있던 누각으로 평양도
의 일부가 분화되었을 가
능성.  

영모 십장생 1816년 6월 17일
초충 - - -
매죽 - - -

문방 책가도
1784년 12월 20일, 1814년 
윤2월 3일, 1849년 4월 10일, 
1861년 9월 12일  

*1814년에는 “重熙堂冊
架”라는 제목으로 출제.
*1849년에는 “藏書樓上頭 
讀書樓下屋”이라는 제목
으로 출제. 
*1861년에는 “滿架圖書軸
牙籤”이라는 제목으로 축
제.  

*강관식, 조선후기 화원화가 연구 (하) pp.148~166에서 화문별 화제 분류를 바탕으
로 작성하 다. 

  이 표는 요지연도, 왕회도, 성시도, 책가도 같은 표적인 병풍화의 
초안이 정조 에 정립되었음을 알려준다. 이 중 요지연도, 곽분양행락
도, 백동자도, 난정수계도, 해상군선도, 호㉘도는 본래 중국 고전에서 
유래된 주제로 이미 전 에 왕실에서 축과 첩으로 제작되곤 했었다. 그
러나 정조  이후로는 주로 병풍화로 선호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도안
을 병풍으로 번안하는 과정에서 도상의 첨삭이 이루어졌다. 본래 중국
적인 화제라 할지라도 조선화되는 과정에서 원형의 응용과 변형이 이
루어진 것이다.84) 아울러 ‘경직도’, ‘평양도’, ‘성시도’ 같은 화목에서는 
조선의 풍속이 반 되었다.  
  정조는 화가들의 활동에 깊이 관여했으며 그들에 한 평가에도 철
저했다. 따라서 자신의 뜻에 부합한 이들에 해서는 보상도 후했다. 
1794년에 정조는 변광복(卞光復, 1790~1812년 차비 령화원으로 활동)
에게 ‘김홍도에 버금간다.’는 평가를 내㉛다. 아울러 특별한 처우를 보

84) 박정혜는 중국 청 에 화축과 책항(冊頁)으로 그려지던 화제들이 조선적인 발상 하에
서 병풍으로 제작되었다고 보았다. 박정혜, ｢궁중회화의 세계｣, 왕과 국가의 회화 돌
베개, 2011. p.112; 서윤정은 조선의 궁중 회화가 ‘중국성(chinese-ness)’을 가진 다양
한 화제를 ‘조선화’ 하 다고 논의하 다. Yoonjung Seo, 앞의 논문, pp.31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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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주었다. 
  다음은 이에 한 내각일력의 기록이다. 

변광복의 재주와 품격은 김홍도의 버금이니 녹관(祿官)에 보임하고 취재
(取才)하지 말며, 차후로 매달 취재 때마다 별도로 8폭 병풍을 들이되 1
차 그림의 견본과 안료값은 통상 지불해 주는 방식의 예를 따르고, 여름 
세 달과 겨울 세 달은 다달이 벽에 붙일 것 두 장을 그려 들이도록 해
라.

卞光復才品金弘道之之次則稱以祿官不爲取才此浚每朔取才時別捧八貼屛風
一次畫本及彩價依例上下夏三朔冬三朔則每朔付壁次二張85) 

  이 기록에 따르면 변광복은 차비 령화원의 의무인 녹취재에 응시하
지 않고도 녹봉을 받았다. 신 매달 8폭 병풍 1좌, 여름과 겨울 석 달 
동안 매달 벽화 2장을 그리는 과제가 부과되었다. 제작 기간을 일률화
하기는 어㉘지만 통상 궁중 화원이 병풍 1좌를 그리는 데에 보름 정도
가 책정되었다.86) 따라서 변상복에게 부과된 업무와 녹봉 보상은 상당
한 특권이라 생각된다. 다만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매달 1좌의 병풍을 
진헌했을 경우 변광복 1인이 연간 병풍 12좌를 제작했다는 점이다. 게
다가 8폭이라는 점을 명시한 것은 당시에 형 장병의 수요가 많았음
을 의미한다. 차비 령화원 가운데에서도 가장 기량이 뛰어난 화가에게 
병풍의 제작을 따로 전교한 것이다.  
  차비 령화원제는 왕실 회화, 그 중에서도 왕실의 병풍화를 다각화 
하는 데에 크게 기여했다. 이것은 무엇보다 문화와 미술에 한 각별한 
관심을 보 던 정조의 의지가 반 된 덕분일 것이다. 다음으로는 장한

85) 내각일력 1794년 6월 22일자 기사; 자료의 소개와 국역은 강관식, 앞의 책 (상), 
p.116. 

86) 1627년에는 화원화가 한명이 병풍 한 좌를 그리는 데에 15일이 걸리는 것〔一屛風所畵
至於十五日〕으로 추산되었다. 昭顯世子嘉禮都監儀軌(奎13197) ｢稟目｣ 7월 18일  
p.71; 이성미, 왕실 혼례의 기록: 가례도감의궤와 미술사, 소와당, 2008. p.297에서 
재인용. 강원도 지역에서 민화 병풍을 주로 그㉛던 황승규(黃昇奎, 1886~1962)는 10폭 
병풍을 기준으로 종이에 그릴 경우는 15일 정도가 걸㉛으며 옥양목에 그릴 경우는 한 
달 정도가 걸㉛다고 회고하 다. 차장섭, ｢석강 황승규의 생애와 작품세계｣ (삼척시립박
물관 편, (삼척시립박물관 개관 5주년 기념 특별기획전) 한국의 문자도, 삼척시립박물
관,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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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김득신, 이인문, 이종현, 신한평 같은 걸출한 인재들이 있었기에 가
능했다. 이들은 모두 차비 령화원제도 안에서 안정된 지위를 누리며 
화업에 집중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정조  궁중 미술과 병풍화를 진
작시킨 특별한 인물로 김홍도(金弘道, 1745~1806년 이후)의 활약을 간
과할 수 없다. 김홍도는 정조 재세 연간에는 차비 령화원 녹취재에 응
시할 필요조차 없는 특권을 보장받았다.87) 1795년에 연풍 현감에서 물
러나자 군직(軍職)을 받아 왕실에 상주하 다는 사실은 그가 누린 특권
의 정도를 보여준다.88) 이 과정에서 김홍도는 엄청난 수량의 왕실 회화
를 제작했다. 그것은 축·첩·권·병, 벽화(壁畫)와 선면(扇面), 판화(版畫) 
등 모든 매체를 아우르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특히 걸작이라 
평가되는 작품은 개 병풍화 다. 이는 당시 병풍에 한 선호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일 것이다. 아울러 김홍도가 누구보다 형 화면을 능숙
하게 다룰 수 있는 기량을 갖추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홍도의 가장 
이른 시기 작품인 1765년 < 조기로연·경현당수작연계병(英祖耆老宴·景
賢堂受爵宴禊屛)>(도10)부터 1776년 <군선도 8폭 병풍>(도11), 1800년 
<주부자시의도 8폭 병풍(2폭 망실)>(도12), 1801년 <삼공불환도 8폭 병
풍>(도13)까지 김홍도의 표작은 모두 형 병풍이었다. 현재 국립중
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1790년 <곽자의팔자칠서도(郭子儀八子七壻
圖)>(도14)도 김홍도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이 작품은 두루마리로 
되어 있지만 현재 40여점 정도가 유전되는 <곽분양행락도 병풍>에 보
이는 다양한 도상을 담고 있다. 따라서 축과 첩으로 유전되던 주제들이 
병풍으로 재창안되는 과정에서 나온 과도기적 작품으로 이해할 수 있
다.89) 
  사실상 한국회화사에 있어 18세기는 걸출한 문인화가들이 배출된 시

다. 정선, 강세황, 심사정, 조 석, 윤두서와 같은 문인화가들은 자
연과 사물에 한 궁구(窮究)를 화폭에 담았다. 그러나 김홍도는 이들

87) 규장각의 30명의 공봉화가 가운데 김홍도의 이름이 가장 높아 항시 궁 밖에서 왕의 
부름을 기다㉛다는 내용은 申光河, ｢題丁大夫乞畵金弘道｣, 震澤集; 오주석, 단원 김
홍도, 솔, 2006. pp.364~365에서 재인용. 

88) 오주석, 앞의 책, p.293; 강관식, 앞의 책 (하), p.64.  
89) 김홍남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김홍도 전칭 <곽자의팔자칠서도(郭子儀八子七壻圖)> 고

본이 후  <곽분양행락도> 병풍의 전신이었을 것으로 보았다. 김홍남, ｢한국 <郭汾陽行
樂圖> 연구｣, 미술사논단 34, 2012, pp.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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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다른 차원에서 능숙한 기량을 바탕으로 다양한 화제를 병풍화로 
번안하 다. 김홍도가 그린 서원아집도, 책가도, 호㉘도, 평양도, 군선
도는 이전에도 있었던 주제 다. 그러나 김홍도가 정립한 초안은 향후 
100여 년 간 크게 유행하 다. 궁중 화원들은 김홍도의 화풍과 주제를 
전범으로 삼았다. 아울러 권세 있는 사 부, 부를 쌓은 중인들도 김홍
도의 그림을 구하는 데에 합세했다. 김홍도가 여항의 수응(酬應)에도 
게으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인기는 궁 밖에서도 단하 다. 이에 따
라 민간의 화가들도 김홍도 양식을 수련의 상으로 삼았다. 
  김홍도가 남긴 병풍에 한 기록은 여러 곳에서 산견된다. 다음은 정
조가  1800년에 남긴 글이다. 

김홍도는 그림에 솜씨 있는 자로서 그 이름을 안지가 오래다. 30년쯤 전
에 나의 초상을 그렸는데, 이로부터 무릇 그림에 관한 일은 모두 홍도를 
시켜 주관케 하였다. 화원은 관례로 새해 초에 첩화(帖畵)를 그려 바치는 
규정이 있다. 금년에 홍도는 문헌(勿軒)과 웅화(熊禾)가 주(註)를 붙인 주
자의 시로 여덟 폭 병풍을 그렸는데, 주자가 남긴 뜻을 깊이 얻었다. 이
미 김홍도가 화폭에 원운시를 썼으므로 나는 그에 더하여 화운시를 썼는
데, 늘 눈여겨볼 감계의 자료로 삼을 뿐이다. 

金弘道工於畵者 知其名久矣 三十年前圖眞 自是凡屬繪事 皆使弘道主之 畵
師例於歲初有帖畵寫進之規 今年弘道以熊勿軒所註朱夫子詩 畵爲八幅屛風 
深得聚星亭餘意 旣書原韻 附寫和章 以馬常目之資云爾.90)

 
  이 글에 따르면 원래 화원화가는 세화(歲畫)로 첩화(帖畵)를 그려야 
하지만 김홍도는 <주부자시의도 8폭 병풍>을 올㉛다. 첩 신 병풍을 
택한 것이 철저한 화가의 선택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왕실 진
헌이 전제된 것이기 때문에 정조의 취향이 십분 고려되었을 것이다. 강
세황은 김홍도가 그린 많은 ‘병장권축(屛帳卷軸)’이 궁궐에 있고 이 중 
자신이 화제를 쓴 경우가 많았다고 회고하 다.91) 

90) 正祖, 「謹和朱夫子詩八首庚申」, 『弘齋全書』 7; 오주석, 단원 김홍도, 솔, p.35에 국
역, p.365에 원문.  

91) 姜世晃, ｢檀園記｣, 豹菴遺稿; 국역은 강세황 저, 김종진, 변 섭, 정은진 역, 표암유
고, 지식산업사, 2010, pp.364~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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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제목 상세사항 비고

1765년
조기로연·경현당수작연계병

(英祖耆老宴·景賢堂受爵宴禊屛) 
8폭 병풍

견본채색,
122.5x444.6cm, 
서울역사박물관

*내입

1776년 군선도 8폭 병풍
지본담채,

132.8x575.8cm, 
삼성미술관 Leeum

*현재는 축으로 
분리되어 있음.

1779년 서원아집도(西園雅集圖) 
6폭 병풍

견본담채,
122.7x287.4cm, 
국립중앙박물관

*내입 추정

1778년 행려풍속도병
견본담채, 

90.9x341.6cm, 
국립중앙박물관

*강세황의 제발
*강희언의 집에서 
제작

1779년 신선도 8폭 병풍
견본채색,

130.7x460.8cm, 
국립중앙박물관

*현재는 축 상태.
*이민식에게 
준다는 김홍도의 
제발.  

1781년 모당(慕堂) 홍이상(洪履祥)
평생도 8폭 병풍

지본담채, 
122.7x383.2cm, 
국립중앙박물관

-

1795년 풍속도 8폭 병풍
지본담채, 

100.6x278.4cm, 
국립중앙박물관 

-

1796년 
이후 
추정

화성춘경팔경병풍 지본담채,
각97.7x41.3cm, 

서울 학교 박물관 

*현재는 축으로 분
리되어 있음.
*내입화성추경팔경병풍 

1796년 
이후 
추정

금계도 8폭 병풍
(추정)

지본채색, 
122x327cm, 

삼성미술관 Leeum *김홍도의 전칭작
*내입 크기미상, 

프랑스기메박물관
 (Musée Guimet)

1800년 
주부자시의도

(朱夫子詩意圖)  
8폭 병풍 

견본담채
각125.0x40.5cm, 

삼성미술관 Leeum

*현재는 2폭이 망
실되어 6폭.
*내입  

1801년 순조수두평복진하계병 
삼공불환도(三公不換圖) 

견본채색, 
133.7x418.4cm, 

*홍의 (洪儀泳,17
50~1815)의 제발

  다음 표⑧ <김홍도의 병풍화 목록>은 김홍도의 병풍화 12점과 관련 
기록 4건을 정리한 것이다. 이 표를 통해 궁중의 공식 행사를 그린 계
병부터 왕에게 세화로 바친 병풍, 사 부와 중인에게 그려준 병풍까지 
김홍도가 실로 다양한 병풍화를 제작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⑧ 김홍도의 병풍화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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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폭 병풍 삼성미술관 Leeum *현재는 횡권. 

1803년 고산구⑲시화도 
12폭 병풍, 

견본담채,
138x562cm, 

개인소장

*1폭<관암도(冠巖
圖)>를 김홍도가 
제작

미상

산수도 6폭 병풍 
南周獻(1769~1821), 

｢檀原山水六疊畵屛序｣, 
宜齋集 9

*기록으로만 전함. 

풍속화 소병풍
(俗畵小屛風)

金鑢(1766~1821), 
｢金僚長卜姓詩以戱嘲｣, 

藫庭遺藁 12

호㉘도 8폭 병풍

徐有榘, 林園經濟志, 
｢怡雲志｣ 卷第六, 

藝翫鑿賞下 附 
｢東國畵帖｣

화조화 8폭 병풍

成海應(1760~1839), 
｢題金弘道八疊屛後｣, 

書畵雜識
(硏經齋全集續集16)  

 
  위의 표를 보면 김홍도의 산수도와 화조화가 병풍으로 꾸며진 경우
가 있다. 그러나 김홍도의 향력이 유달리 컸던 호㉘도, 군선도 및 신
선도, 평생도 및 풍속도, 서원아집도 병풍이 눈에 띤다. 이 순서 로 
조금 더 자세한 논의를 이어가겠다. 
  현재 김홍도가 그린 것이 확실한 호㉘도의 진작은 남아 있지 않다. 
다만 김홍도의 호㉘도 병풍을 수장하 던 서유구(徐有榘, 1764~1845)
가 남긴 기록이 있어 주목된다. 다음은 서유구의 기록이다. 

우리 집에는 오래 전부터 김홍도가 그린 음산대렵도가 있다. 견본으로 
여덟 폭 연결 병풍으로 되어 있다. 거칠고 누런 광야에서 활시위를 울리
며 짐승을 쫓는 모습이 혁혁하여 마치 살아 있는 듯 생동감이 넘친다. 
김홍도는 스스로 말하기를 “내 평생의 득의작이니 다른 사람이 이것을 
본떠서 그린 것이 있다면 밤의 어두움 속의 물고기 눈이라도 한눈에 구
별할 수 있다”고 하였다.

余家舊有 金弘道陰山大獵圖 絹本八幅連作一屛 荒茅曠野 鳴弦馳逐之狀 奕
奕之生 弘道自云 平生得意筆 他人縱有彷放 魚目夜光一見可辨.92)  

92) 徐有榘, 林園經濟志, ｢怡雲志｣ 卷第六, 藝翫鑿賞下 附 ｢東國畵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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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김홍도의 음산 ㉘도가 김홍도 스스로 득의작이라 평가했다
는 것을 알려준다. 아울러 음산 ㉘도가 화면이 연결된 ‘8폭 연작 병풍
〔絹本八幅連作一屛〕’이라 되어 있다. 사실상 ㉘도, 수㉘도, 호㉘도는 
오랜 전통이 있는 화제이다. 그러나 병풍화로 전해지는 작례는 개 19
세기의 것이다. 호㉘도가 1810년 에 차비 령화원 녹취재에 수차례 
출제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은 김홍도의 초안에 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93) 
   김홍도의 병풍화 가운데 주목을 요하는 또 하나의 화제는 신선도, 
군선도, 해상군선도이다. 현재 삼성미술관 Leeum에 소장되어 있는 
<군선도>(도11)는 거 한 세 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
은 20세기에 개장된 것으로 원래는 8폭 병풍으로 꾸며진 것이었다. 일
부 잘려진 것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크기가 132.8x575.8cm에 육박하
는 형 병풍이다. 김홍도의 신선도는 왕실과 사가에서 모두 큰 인기를 
누㉛다. 서유구는 ‘김홍도가 그린 <신선도>가 궁중에 있는데 가로 세로
가 8자가 넘는 크기로 채색이 곱고 화려하며 청색, 금색, 홍색, 백색을 
사용했다’는 기록을 남겼다.94) 조희룡도 ‘김홍도는 정조 때 궁중에서 
근무하면서 매번 그림을 내놓을 때마다 임금의 뜻에 맞았다. 일찍이 백
회를 바른 큰 벽에 <해상군선도>를 그릴 것을 명하셨는데, 시중드는 자
에게 농묵 몇 되를 받들게 하고 관모를 벗어 옷을 걷어 올리고 서서 
비바람 몰아치듯 붓을 휘둘러 몇 시간 안 되어 이루어 놓았으니, 파도
는 출 출  집을 무너뜨릴 듯하고 신선들은 띄엄띄엄 가는 양이 구름
을 넘을 것 같아 옛날 동전 벽화도 단한 것이라 할 수 없었다.’고 
전한다.95) 이러한 기록들은 김홍도가 그린 신선도의 규모와 필력을 짐

93) 호㉘도가 출제된 것은 내각일력 1812년 1월 26일, 1812년 1월 27일, 1815년 4월 1
일; 강관식, ｢인물화문의 화제 색인｣, 앞의 책(상), pp.149~153. 

94) “…金弘道仿作一大幅 絹廣八尺長如之 設色艶麗 符彩動人 眞有髮翠豪金 絲丹縷素之妙 
御府物也” 徐有榘, 林園經濟志, ｢怡雲志｣ 卷第六, 藝翫鑿賞下 附 ｢三星圖｣又.; 오주
석, 앞의 책, 국역은 p.102 원문은 p.387. 

95) “正廟時 供奉 內廷 每進一畵 輒稱 旨 嘗粉堊巨壁 命畵海上群仙 使宦者捧濃墨數升 脫
帽攝衣而立 揮毫若風雨 不數時而成 水洶洶欲崩屋 人踽踽欲凌雲 古之大同殿壁 未足多
也.” 趙熙龍, ｢金弘道傳｣, 壺山外記(影印本), 亞細亞出版社, pp.28~29; 오주석, 앞의 
책, 원문과 국역은 p.36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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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하게 한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김홍도 전칭 <해상
군선도>(도15), 백은배의 <해상군선도>(도16), 아모레퍼시픽 미술관 소
장 <해상군선도>(도17) 등은 모두 김홍도 화풍으로 제작된 것이다. 이
들은 김홍도의 도안이 19세기 화단에 끼친 향력을 가늠하게 한다. 아
울러 19세기에 인기리에 제작된 <요지연도>의 군선(群仙) 장면에서도 
김홍도의 신선 도상이 차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96)

  김홍도의 병풍화 가운데에는 왕실을 넘어 민간에서 더 각광 받았던 
화제들이 있다. 표적으로 <행려풍속도>와 <평생도> 계열의 작품이다. 
김홍도 병풍이 보통 형 화면을 과시한 연폭〔왜장〕 형식임에 반해 
<행려풍속도>와 <평생도>는 단폭〔각장〕으로 꾸며졌다. 이는 주제의 특
성상 여러 풍속 장면이 필요했기 때문일 것이다. 아울러 김홍도의 풍속
화가 원래는 화첩에서 출발하여 점차 병풍으로 확 된 특성이 반 되
었을 것이다. 현재 전하는 김홍도의 <행려풍속도>와 <평생도> 병풍 가
운데에는 어람용이 분명한 작례는 없다. 그러나 19세기 후반 궁궐에 보
관되었던 병풍 목록인 ｢큰뎐병풍고간긔(大殿屛風庫件記)｣(장서각 
1707)에는 <평생도>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19세기에는 왕실에서도 
평생도를 제작한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현재 김홍도의 것으로 알려진 
평생도와 행려풍속도 계열 병풍화는 민간에서 보다 더 인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유사한 도상을 반복적으로 차용한 병풍들이 복
수로 남아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 중에는 김홍도의 초본을 이용하여 
후 의 화가들이 제작한 경우도 있다.97) 이 중 김홍도의 진작으로 알려
진 작품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1778년 <행려풍속도 8폭 병풍>(도18)
이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도상을 다수 포함한 작례가 프랑스 기메 박
물관(Musée Guimet)을 위시한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다. 특히 19세기 

96) 이성훈은 현전하는 다수의 요지연도가 병풍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17세기에 제작
된 화첩 형식의 <요지연도> 계열과는 큰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 다. 아울러 1776년 김
홍도의 군선도가 하나의 기준이 되어 후  요지연도 및 신선도 병풍에 향을 준 것으
로 논의하 다. 이성훈, ｢요지연도｣ (조선시  인물화, 학고재, 2009) p.533. 

97) 국립중앙박물관과 프랑스 기메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행려풍속도 8폭 병풍> 두 점
은 총 8폭 가운데 3폭의 화제가 동일하다. 이를 통해 조지윤은 이 병풍들이 량 생산
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 다. 아울러 김홍도의 행려풍속도가 민간에 확산되면서 도상의 
반복 경향이 더욱 심화되었을 것으로 보았다. 조지윤, ｢김홍도 산수풍속도병 연구｣, 서
울 학교 석사논문, 2006. pp.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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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에는 내수용이 아니라 조선을 방문한 외국인들을 상 로 한 풍속
화가 인기가 있었다. 이들은 김홍도의 화본을 이용하여 김홍도의 도상
과 양식을 널리 확산시켰다.98) 1901~1905년 사이에 조선을 방문하여 
시의로 활동했던 리하르트 분쉬(Richard Wünsch, 1869~1911)는 고종
에게 <단원풍속도 병풍>을 하사받았다. 이것이 실제 김홍도의 진작인지
는 확실하지 않지만 김홍도의 도상을 그 로 차용한 것만은 분명하
다.99) 이러한 작례의 유전은 20세기 초반까지도 김홍도의 향력이 결
코 줄어들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김홍도가 제작한 서원아집도도 흥미로운 작례이다. 김홍도는 1778년
에 두 가지 형식으로 <서원아집도>를 제작하 다. 1778년 여름에는 선
면(扇面)의 <서원아집도>(도19)를 제작하 으며 겨울에는 병풍으로 제
작하 다. 두 작품은 모두 강세황이 제발을 작성하 고 부분의 도상
이 공유되었다. 그런데 <서원아집도 6폭 병풍>(도20)의 면적은 약 
34,000㎠이며 부채 <서원아집도>는 면적이 약 2,200㎠이다. 즉 두 작
품의 면적 차이가 15:1에 달한다. 그러나 김홍도는 각각 부채와 병풍의 
형식에 맞게 도상의 훼손 없이 그림을 완성하 다. 이러한 결과는 김홍
도가 모든 서화 형식에 통달한 기량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이러한 김홍도의 서원아집도는 왕실과 민간 양자에서 큰 인기가 있었
다. 1778년 <서원아집도 6폭 병풍>은 어람용으로 추정되지만 선면본은 
역관 이민식(李敏埴, 1755~?)이 수령한 것이다.100) 물론 김홍도 이전에
도 <서원아집도>가 병풍으로 제작되었다는 기록은 있다.101) 그러나 표
⑨ <김홍도의 서원아집도와 후 로의 향>에서 볼 수 있다시피 19세
기에 제작된 많은 서원아집도 병풍이 김홍도의 도안을 따르고 있다. 특
히 LACMA(도21), 케이옥션 출품작(도22), 공화랑(도23), 국립중앙박물
관(도24), 개인소장(도25), 호림박물관(도26) 본의 경우에는 주요 도상

98) 신선 은 김홍도의 <단원풍속도>와 <행려풍속도>가 화본을 통해 후  화가들에 의해 
량 제작되었을 가능성을 논의하 다. 신선 , ｢개항기 ‘김홍도 풍속화’의 모방과 확산

｣, 미술사학연구 283·284, 2014, 
99) 신선  앞의 논문, pp.119~120. 
100) 오주석은 국립중앙박물관 <서원아집도 6폭 병풍>의 필법과 화제, 화풍의 격조를 고려

하여 이것이 어람용이었을 것으로 논의하 다. 오주석, 앞의 책, p.153. 
101) 1720년에 제작된 서원아집도 계병의 작례에 해서는 任聖周, ｢題庚子山陵稧屛後｣, 

鹿門先生文集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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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제목 작품 비고

김홍도

1778년 7월, 
서원아집도 선면

지본담채, 
26.8x81.2cm, 
국립중앙박물관

*1777년 7월 강세황 
제발 작성.  
*1778년 여름 이민식
에게 주었다는 관서. 

1778년 12월, 
서원아집도 6폭 병풍 

견본담채, 
122.7x287.4cm, 
국립중앙박물관 

*1778년 12월 강세황 
제발 작성. 

미상 연 미상, 
서원아집도 10폭 병풍

200.6x381cm, 
LACMA -

미상 연 미상, 
서원아집도 8폭 병풍

견본채색, 
154x276cm, 

케이옥션 
(2016년 출품)

-

미상 연 미상, 
서원아집도 8폭 병풍

견본채색,
144.8x414.4cm 
국립중앙박물관 

-

미상 연 미상, 
서원아집도 8폭 병풍

견본채색,
130.2x368.2cm

개인소장
-

김홍도 
전칭

연 미상,
서원아집도 8폭 병풍

견본채색, 
130x340cm, 

공화랑
-

강필주
(姜弼周)

1910년 ,
서원아집도 8폭 병풍 

면본채색, 
207.5x335cm 

호림박물관
-

이시눌
(李時訥)

1854년,
서원아집도 8폭 병풍

133.4x518cm, 
쾰른 동아시아 

박물관

*‘歲在甲寅仲冬松菴作
初史題’라는 제발.

과 구도 배치가 완전히 일치한다. 이는 김홍도의 서원아집도 병풍을 바
탕으로 한 초본이 19세기에 광범위하게 확산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1910년 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강필주 본과 사진으로 촬 된 서
원아집도 병풍(도27~28)은 김홍도 양식이 20세기까지 이어졌음을 보여
준다. 

     표⑨ 김홍도의 서원아집도와 후 로의 향

  문헌 기록 가운데에는 김홍도를 후원했던 계층이 폭넓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내용이 많다. 18세기 후반의 문예계에서는 경화세족과 중인층
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이들은 서화의 후원에 적극적이었으며 다양한 
병풍화를 주문하 다. 1801년 김홍도는 ‘순조수두평복진하계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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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공불환도(三公不換圖) 8폭 병풍>을 제작하 다. 병풍의 서문에 따르
면 정체를 알 수 없는 ‘주판(州判)’이 홍의 (洪儀泳, 1750~1815)과 한
용구(韓用龜, 1747~1828)와 함께 계병의 제작을 의뢰했다. 따라서 세 
사람은 동관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이들은 당  최고의 화가인 
김홍도에게 병풍을 의뢰할 만한 경제력을 구비하 을 것이다.102) 이 밖
에 1803년 김홍도는 안동 김문의 결집을 촉구하며 김조순(金祖淳, 
1765~1832)이 발의한 <고산구⑲도 12폭 병풍>의 제작에 참여하 다. 
이는 김홍도가 당시 권세가들이 주문한 병풍의 주문에 활발히 응했다
는 사실을 시사한다. 이 외에 김홍도의 병풍을 수장했던 이들은 규장각 
검서관(檢書官) 성해응(成海應, 1760~1839), 역관 이민식(李敏埴, 
1755~?)이 확인된다. 요컨  김홍도는 왕실, 사 부, 중인, 서얼 등 각
계각층의 부름에 응하여 다양한 병풍화를 제작하 다. 이는 궁중 회화
의 경향이 민간으로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18세기에는 왕실에서 축과 첩으로 제작되던 화제들이 병풍화로 번
안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것은 평양도, 성시도, 책가도, 매죽도 등의 병
풍화를 주문한 국왕의 취향이 반 된 결과 다. 아울러 종신직과 녹봉, 
추가 성과급을 보장받았던 차비 령화원의 활약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차비 령화원이 가진 특권이 강화될수록 유력 가문이 이 직분을 세습
하는 일도 늘었다. 이것은 결국 병풍화의 초안이 화가의 가문 내에서 
세습되는 현상도 강화시켰을 것이다.103) 김홍도를 위시한 김득신, 장한
종, 이인문과 같은 화가들은 궁중 미술의 부흥에 크게 기여하 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병풍화의 주제가 창안되었다. 그것은 중국의 고전을 
‘조선화’ 시킨 병풍화로 탄생되곤 했다. 아울러 조선의 시속과 풍속을 
재현한 것이기도 했다. 

102) 조지윤, ｢단원 김홍도 筆 <三公不換圖> 연구｣, 미술사학연구, 275·276, 2012. 
p.159. 

103) 차비 령화원이 일부 가문에 편중되어 간 현상은 강관식, 앞의 책 (상), pp.520~525; 
유재빈, 앞의 논문, pp.8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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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간에서의 병풍 사용과 대여의 확산 

  18세기 민간에서의 병풍의 용도는 왕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두 
가지 용도는 무엇보다 실내 장식과 의례에 있었다. 홍만선(洪萬選: 
1643~1715)은 ｢복거(卜居: 살 만한 곳을 가려서 정함)｣에서 주택을 선
정하는 기준에 해 기록하 다. 여기서 홍만선은 채광과 환기를 고려
하여 거실의 앞면에는 발을 치고 후면에는 병풍을 설치할 것을 제안하

다.

“거실 사면에 모두 창호(窓戶)를 설치하여 바람이 불 때는 닫고 바람이 
멎으면 열어 놓으며, 앞에는 발을 드리우고 뒤에는 병풍을 쳐서 너무 밝
으면 발을 늘어뜨려 실내의 빛을 조화시키고 너무 어두우면 발을 걷어 
외부의 빛을 통하게 하여, 음기와 양기가 적중(適中)해야 하고 밝음과 어
두움이 상반(相半)되어야 한다. 그리고 남향으로 앉고 머리를 동으로 두
고 자면 몸이 편안하다.” 

居室四邊。皆設窓戶。遇風則闔。風息則開。前簾後屛。太明則下簾以和其
內映。太暗則捲簾以通其外曜。陰陽適中。明暗相半。南向而坐。東首而
寢。則身安矣104) 

  이는 사 부의 거주지에 병풍의 사용이 보편화 되는 과정을 보여준
다. 아울러 1796년에 신광하(申光河, 1729~1796)는 ‘부유층에서는 산
수화 병풍이 인기가 있어 안견과 이징의 인기를 쓸어내㉛다〔貴家屛障
山水圖 安堅李澄一掃無〕’고 기록했다.105) 현재 남아 있는 유물로 보아 
안견과 이징은 축, 첩, 권의 형식을 선호했다. 그런데 최북(崔北, 18세
기 활동)의 시 에는 병풍의 인기가 높아져 전 의 유행을 체한 것이
다. 이는 민간에서도 축, 첩, 권 신 병풍이 선호되었음을 의미한다.
   다음은 정조가 남긴 기록으로 당시 경화세족들 사이에 병풍의 사치
가 심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104) 洪萬選, ｢卜居｣, 山林經濟 1. 
105) 申光河, ｢崔北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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近來士夫間。習尙甚恠。必欲脫却我國䂓模。遠學唐人所爲。書冊姑無論。
至於尋常器皿什物。亦皆用唐產。以此競爲高致。如墨屛筆架交椅卓子。鼎
彝樽榼等種種奇巧之物。布列左右。啜茶燃香。強作疎雅態者。不可殫述。
以予深坐九重。猶得聞之風便。其狼藉成弊。不言可知。

근래 들어 사대부들의 풍습이 매우 괴상하여 반드시 우리나라의 틀에서 
벗어나 멀리 중국인들이 하는 것을 배우려 한다. 서책은 물론이요 일상
의 집기까지도 모두 중국산 제품을 사용하여 이것으로 고상함을 뽐내려 
한다. 먹, 병풍, 붓걸이, 의자, 탁자, 정이(鼎彝), 준함(樽榼) 등 갖가지 
기괴한 물건들을 좌우에 펼쳐 두고 차를 마시고 향을 피우며 고아한 태
를 내려고 애쓰는 모습은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구중 깊이 
앉아 있는 나로서도 그러한 풍문을 들었으니 낭자하게 이루어졌을 그 폐
해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106) 

  이 기록은 당시 문예계를 선도했던 경화세족 사이에 수입 병풍의 사
용이 만연해 있었음을 보여준다. 다만 현재 전하는 중국산 병풍의 작례
가 없어 어떤 종류 는지 알기는 어㉘다. 그러나 일례로 책가도의 전신
으로 일컬어지는 다보격(多寶格) 병풍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신광
하와 정조의 기록은 당시 특권 계층에서 실내 장식을 위한 병풍 치레
가 심하 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18세기 사가에서 사용된 병풍에 해서는 의례와 관련한 기록이 풍
부하게 남아 있다. 병풍이 무엇보다 조선의 의례 문화와 깊이 결부되었
기 때문일 것이다. 안동 김문인 김근행(金謹行, 1712~1784)은 조상의 
사당을 꾸미는 법에 해 논하면서 ‘조상을 모시는 데에는 정성과 성의
를 다해야 하며, 살림살이가 풍족하고 부족하고를 계산하지 않고, 사당
에는 탁상과 병풍, 돗자리, 기명을 흠결 없이 완벽하게 꾸미고, 묘소에
는 비석과 봉분, 식재(植栽)에 최선을 다해 법식을 따라야 한다〔事係奉
先。竭意殫誠。不計家力贍乏。祠宇則床卓屛帳鋪陳器皿之屬。華完無
欠。墓所則治石補土栽松楸灌莎荄。身親看撿〕’고 하 다.107) 사 부가
의 제례에 병풍이 반드시 배설되어야 할 기물로 자리 잡은 것이다. 사

106) 正祖, ｢訓語[二]｣, 日得錄 15 (弘齋全書 175)
107) 金謹行, ｢先府君遺事｣, 庸齋集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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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상 이 시기에는 김근행의 기록뿐 아니라 여타 다른 문헌에서도 의례
용 병풍을 언급한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 의례용 병풍을 여하는 관행
이 두드러졌다는 점이 주목을 요한다.  
  유득공(柳得恭, 1748~1807)의 『경도잡지(京都雜誌)』에서는 민간에서 
혼례용 병풍을 왕실로부터 여하는 관행이 기록되어 있다. 

병풍에는 금강산 일만 이천 봉, 혹은 관동팔경을 그린다. 작은 병풍에는 
꽃, 새, 나비, 등을 그리고 혼인에 쓰는 병풍에는 백자도나 곽분양행락도 
요지연도를 그린다. 그리고 공적인 큰 잔치에는 제용감에서 모란을 그린 
큰 병풍을 쓴다. 또 문벌이 높은 집안의 혼례 때에도 이 모란병풍을 빌
려다 쓴다.

屛畵金剛一萬二千峯或關東八景 小屛花鳥蛺蜨 婚屛百子圖郭汾陽行樂圖瑤
池宴圖 公讌用濟用監牡丹大屛 士族婚禮亦借用108)

  위의 글은 왕실의 잔치에 제용감에서 모란 병을 쓰는데 사족들이 
이를 혼례 때 빌려 쓴다고 언급하 다. 『경도잡지』가 지어진 시기는 확
실치 않으나 유득공의 생몰년(1749~1807)을 고려하면 18세기 후반의 
관행임이 분명하다. 아울러 『경도잡지』가 한양의 첨단 세시와 풍속을 
묘사했다는 점에서 왕실 병풍의 여는 당  경화세족들이 주도한 풍
조 을 것이다. 이러한 관행은 왕실과 사가의 문화가 시차 없이 교류되
는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보다 조금 이른 시기에 유수원(柳壽垣, 1694~1755)이 간행
한 우서(迂書)에서도 병풍의 여가 언급되었다. 우서는 1729년부
터 1737년 사이에 저술된 책으로 조선 사회의 폐단을 비판한 논설이
다. 이 책은 문답 형식을 통해 조선 사회의 여러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이에 한 해법을 제시하 다. 이 중 ｢논각사파지공비(論各司派支公費)
｣는 관청에서 공비를 사용하는 문제에 해 논한 부분이다. 여기서 유
수원은 도감계병(都監稧屛)의 여가 만연해진 세태를 비판하 다. 다
음은 우서의 일부이다.

108) 柳得恭, 『京都雜誌』 (이창희, 최순권 역주, (국립민속박물관 세시기번역총서 5) 조선
세시기Ⅲ: 경도잡지, 열양세시기, 동국세시기, 국립민속박물관, 2007, pp.5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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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기(什器)·병장(屛障) 등의 모든 관물(官物)을 만드는 대로 빌려 쓰는 일
이 한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이것이 무슨 도리인가. 소위 행하수결(行
下手決: 경사에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돈이나 물건을 나누어 줌)·약방분
아(藥房分兒: 의약청에서 관원들에게 연례에 따라 물건을 나누어줌)·선생
치부(先生致賻: 전임관에게 부의를 줌)·도감계병(都監稧屛) 등의 허다한 
잘못된 관례가 공가(公家)의 재물을 좀먹는 것이 아닌 것이 없고, 또 긴
요하지 않은 무거(無據)한 일들인데도 그 관례가 금석지전(金石之典)처럼 
견고하여 감히 없애지 못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什器屛障凡百官物。隨造隨借。無有紀極。此何道理。凡所謂行下手決。藥
房分兒。先生致賻。都監稧屛等許多謬例。莫非耗蠹公家。不緊無據之事。
而規若金石之典。牢不敢革何哉109)

  이 글은 관청의 도감계병이 사가에 무분별하게 여됨으로써 세금의 
낭비가 심하다는 점을 비판하 다. 굳이 관청의 물자를 빌릴 필요가 없
는 곳에까지 병풍을 여하여 큰 폐단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확히 
누가 도감계병을 여하 는지에 해서는 특정하지 않았다. 앞서 유득
공이 언급한 사족의 범주에 포함되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다. 
  다음 내용도 위의 ｢논각사파지공비(論各司派支公費)｣의 일부이다.  

집기·병장 등의 모든 물건들 중 닳아 사라지는 것은 해당 관리로 하여금 
새로 마련하여 배상하게 하되, 감히 관전(官錢)을 사용하여 개조하다 발
각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직역(職役)에서 쫓아내고 장률(贓律)에 의하여 
사용한 관전을 물어내게 한다면, 관리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원옥(垣屋)을 
신중히 돌보고 집기(什器)를 아끼는 것이 자기 집 물건과 다름없게 될 
것이다.

凡什器屛障等百物。限內弊破者。責令當該官吏新備賠償。敢用官錢改造發
覺者。革其職役。坐贓督徵。則爲官吏者愼護垣屋。愛惜什器。無異於自家
之物矣

109) 柳壽垣, ｢論各司派支公費｣, 迂書; 국역은 유수원 저, 민족문화추진회 옮김, (국역)
우서: 신편, 한국학술정보, 2006. p.155. 괄호의 부가 설명은 필자가 일부 덧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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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는 관청이 병풍 같은 집기들을 새로 만들어야 할 때에도 함부
로 공비를 쓰지 말 것을 촉구하 다. 이 같은 언술은 1730년 에 관청
의 병풍을 사적으로 여하는 일이 만연해 있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유득공이 언급한 병풍은 사가의 혼사에 사용된 것이 분명하나 유수원
이 언급한 병풍의 용도는 제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병풍의 여가 항시 
배설을 필요로 하는 실내 장식 용도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낮기 때문
에 유수원이 언급한 병풍도 의례용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의례용 병풍을 여하는 관행은 비단 한양에서만 일어난 현
상이 아니었다. 지방의 사족들이 동계(洞契)를 중심으로 상·장례가 있을 
때 병풍을 여한 사례도 있다. 경상북도 경주의 양좌동에서 작성된 ｢
경주양좌동향약안(慶州良佐洞香約案)｣은 남지역 재지사족(在地士族)
들의 동계 운용 방식을 알려준다. 이 문서는 1689년부터 1782년까지 
작성된 총 12개 본으로 구성되어 있다.110) 이 사료는 동계에 참여한 
인구의 구성과 규약의 세부 내용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100여 년 동안 12차례에 걸쳐 향약규가 어떤 내용을 가
감했는지를 추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크다. 조선후기 지
방 사족들은 동계를 통해 사족 내부의 결속을 강화하고 지역 내의 하
층민을 통제했다. 이런 맥락에서 ｢경주양좌동향약안｣은 당시 경주 향촌 
사회의 재지사족들이 지배 체계를 확장해 나간 양상을 보여준다. 
  경주 양좌동 동계의 역사는 최소 1613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
나 현재 남아 있는 ｢계중약문(契中約文)｣ 중 가장 오래된 것은 1689년 
것이다. 양좌동은 양반인 경주 손씨와 여강 이씨 두 가문의 집성촌이었
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두 집안이 주로 등장한다. 문서상에 손씨와 이
씨는 모두 상인(上人)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에 반해 상한(常漢)이라 일
컬어지는 서얼 이하의 하층민은 하인(下人)으로 기록되어 있다. 향악안
의 내용은 이 동계가 주로 상장(喪葬)이 발생했을 때를 비한 조직임
을 알려준다. 아울러 계원들이 어떤 방법으로 부조 활동을 했는지가 정
리되어 있다. 계약의 항목은 총 10~30개 정도이다. 이 가운데 동계가 

110) 이들은 현재 남 학교 민족문화연구소에서 소장되어 있다. 吳世昌 등 편, 嶺南鄕
約資料集成 嶺南大學校出版部, 1986, pp.150~169과 한국학자료센터 남권역센터
(http://yn.ugyo.net)에 원문이 공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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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원 구성  병풍 관련 내용 계약(契約)의 내용 비고 

1689년
45명

(상인40명/
하인5명)

언급 없음 *명단 뒤에 총 3개의 
계약 조항 기록. 

-

1697년
 38명

(상인35명/
하인3명)

계약의 항목 가운데에 
“約中錁鍤屛風等物契
員外一切勿許而雖約員
喪葬外不得他用事(약중

에 과·삽·병풍 등의 
물건은 계원 외에 일절 
허락하지 말며, 계원의 
상장(喪葬)외의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계약이 총 11개 
조항으로 증가.  

1708년
 65명

(상인44명/
하인21명)

*계약 10개 조항과 
각각의 조항이 만들어진 

유래 수록.

1711년 81명
(상인50명/
하인31명)

*계약 14개 조항과 
각각의 조항이 만들어진 

유래 수록.

1715년 *계약 5개 조항이 
추록됨. 

1723년

69명
(상인50명/
하인19명)

*기존의 계약 14개 
조항 외 4개 조항 

추가함. 
*향약과는 별개로 
‘하인’들이 결성한 
향도계(香徒契)가 

운 되지 못하도록 
향도계에 가담한 

하인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부조의 양을 

줄여 하인들의 
이탈을 막고자 하는 

내용이 추가됨. 

1724년
*기존의 계약 18개 
조항 외 2개 조항 

추가함. 

1726년
*기존의 계약 20개 
조항 외 2개 조항 

추가함.

1728년 
72명

(상인53명/
하인19명)

*계약 22개 조항 기록.  

1733년
75명

(상인60명/
하인15명)

*계약 22개 조항 기록.

-
*1733년 이후에 6개 
조항의 계약 추가. 

“파손된 기계(器械)의 
경우 주가(主家)가 새로 
만들어 비납(備納)하라”
는 내용 포함. 

병풍을 공동으로 소유하 다가 상장 시에 여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있다. 다음 표⑩ <1689년~1782년 경주 양좌동 향약안의 병풍 여 관
련 규약>은 12개 향약안에서 병풍의 여 관련 내용을 정리한 목록이
다. 이를 통해 양좌동계의 계원의 규모, 상인과 하인의 비율, 병풍과 
관련 계약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표⑩ 1689년~1782년 경주 양좌동 향약안의 병풍 여 관련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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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9년
60명

(상인49명/
하인11명

*26개 조항의 계약 
수록. 

1750년 48명
(상인48명)

따로 계약 목록이 
정리되어 있지 않아서 
위의 계약이 계승된 
것으로 추정된다. 

*계원 명단만 있고 
계약은 따로 없음.

*계원의 전원이 
상인으로 하인이 
모두 향도계로 
이탈한 것으로 

추정됨. 따라서 이 
동계는 경주 손씨와 
여강 이씨의 족계의 
의미가 되어버림.  

1752년 70명
(상인70명)

1764년 58명
(상인58명)

1782년  54명
(상인54명)

  표에서 보다시피 1689년 ｢경주양좌동향약안｣에는 병풍에 한 별다
른 언급이 보이지 않는다. 이는 당시까지 상장례에 병풍을 사용하지 않
았거나 병풍 관련 계약이 명문화될 만큼 중요하게 인식되지 않았기 때
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1697년에 한번 ‘계약 중에 과·삽·병풍 등의 
물건은 계원 외에 일절 허락하지 말며, 계원의 상장 외의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을 금지한다〔約中錁鍤屛風等物契員外一切勿許而雖約員喪葬外
不得他用事〕’라는 규약이 명문화된 이후로는 1739년까지 7회에 걸쳐 
동일 계약이 유지되었다. 1689년부터 1739년까지는 양좌동계에 이 지
역의 상인과 하인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이것은 병풍의 여가 사족 
뿐 아니라 하층민에게도 적용되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그런데 1720
년 부터는 사족 중심의 동계에 맞서 하층민끼리 결성한 하계(下契), 
즉 향도계(香徒契)가 따로 운 되기 시작하 다. 따라서 사족들은 하층
의 이탈을 막기 위해 전보다 하층민들에게 유리한 계약을 제시하 다. 
그러나 이것이 여의치 않았던지 1750년 이후로는 모든 하인이 동계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된다. 관련 기록이 추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현재로
서는 향도계에서도 병풍이 여되었는지를 확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동계에서 이미 하층민도 병풍을 사용한 바 있으며 19세기로 갈수록 민
간의 양반 의식 강화 현상이 보이는 만큼 향도계에서도 병풍이 여되
었을 가능성은 높다. 그러나 경주 양좌동 사례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병풍이 여되었는지를 알려주는 기록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따라서 18
세기에 다른 지역에서도 의례용 병풍이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 다만 적어도 재지사족의 지배력이 강했던 남에서 의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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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풍의 여가 이루어진 것은 분명하다.  
  조선의 유교 이념은 위로는 왕실 오례를 통해 구현되었다. 아울러 아
래로는 민간 사례로써 실천되었다. 유교 예속의 정착은 의례용 병풍의 
수요를 증가시켰다. 민간에서는 병풍을 확보하기 위해 차용(借用)의 방
식을 선택하 다. 왕실 오례를 위해 제작된 병풍은 도감 병풍이라는 이
름으로 경화세족에게 여되었다. 이러한 문화는 점차 확산되어 지방 
향촌의 동계에서도 병풍의 공동 소유와 여가 이루어졌다. 병풍이라는 
하나의 작은 물건이 가진 역사는 역설적으로 조선 사회에 얼마나 깊숙
이 유교 예속이 확산되었는지를 보여준다. 아울러 조선의 예치주의는 
병풍의 사용과 함께 전 계층에 확산되었다. 따라서 병풍을 통해 의례를 
설행하는 행위는 조선의 통치 이념을 일상에서 실천한다는 의미 다. 
이 과정에서 조선인들은 의례의 행위자가 됨으로써 조선 사회가 지향
한 문화적 지위를 획득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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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19세기 왕실의 병풍 제작 및 사용 양상

  정조의 갑작스런 서거 이후 세도 가문이 정권을 장악하 다. 그간의 
통념은 이러한 권력 구도의 급변이 19세기 궁중 문화의 쇠퇴를 가져왔
다고 보았다. 그러나 실제 궁중 문화와 예술의 지원 양상을 살펴보면 
19세기는 어느 때보다 풍성한 왕실 문화를 일군 시기 다. 전 에 완성
된 궁중 계병의 전통은 순조롭게 계승되었다. 아울러 국정을 리했던 
왕실 여성 및 척신 세력의 부상으로 병풍의 후원 계층이 두터워졌다. 
순조를 리했던 정순왕후와 효명세자, 헌종·철종·고종의 섭정에 나선 
순원왕후·신정왕후·흥선 원군, 마지막 왕실 여성들이었던 명성왕후, 순
명왕후, 순정왕후는 궁중 병풍의 새로운 주문자가 되었다. 이에 맞물려 
척신 세력도 왕실 종친에 뒤질세라 병풍의 소유 경쟁에 합류하 다. 종
친과 척신이 보인 정쟁(政爭)의 이면에서는 문화 권력을 둔 패권 경쟁
이 이어졌다. 이러한 과정에는 병풍의 주문과 수장에 한 열기도 포함
되어 있었다.  
  그간 18세기는 ‘조선 문화의 르네상스기’로 정의되어 조선 시  서화 
미술의 전성기로 평가 받았다. 여러 측면에서 이 학설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병풍이 화단의 중심에 선 것은 19세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왕실·사 부·민간에 이르는 다양한 계층이 병풍을 적극적
으로 향유하 다. 따라서 3장 ‘19세기 왕실의 병풍 제작 및 사용 양상’
과 4장 ‘19세기 민간 병풍의 저변화와 시장의 형성’에서는 감히 19세
기를 병풍의 시 로 규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왕실과 민간을 이분하여 
병풍에 투사된 19세기 사회, 경제, 정치, 문화, 예술사적 의의를 논의하
고자 한다. 
  그간 병풍이라 부른 유물에 해서는 그 범주가 세분화될 필요가 있
다. 조선 전기의 궁중 병풍은 부분 감계 병풍이거나 어필 병풍이었
다. 따라서 이들은 엄연한 수장(收藏)의 상이었다. 그러나 궁중의 의
례에 사용된 장식 병풍과 행사 계병의 경우에는 일종의 의구이자 집구
(什具)로 인식되었다. 전자는 집옥재나 승화루 같은 궁중 서화 수장 전
각에 보관되었다. 그러나 후자의 병풍들은 일종의 창고인 병풍고(屛風
庫)와 별고(別庫)에 보관되었다. 후자에는 현재 우리가 궁중 병풍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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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는 절  다수의 유물이 포함된다. 요컨  왕실의 행사에 사용하는 
의장용 병풍〔裝屛〕과 행사를 마치고 난 후 이를 기념하여 제작한 계병
〔禊屛〕은 당시의 맥락에서는 수장용 병풍이 아니었다. 따라서 본 장에
서는 보통 사 부 문집에서 병풍이라 일컬어지던 서화 병풍에 해서
는 조명하지 않겠다. 신에 왕실의 행사, 의례, 실내 장식, 외교 예물
에 사용되던 병풍만을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1절 ‘왕실 행사와 병풍의 제작’에서는 왕실 병풍을 크게 장병과 
계병으로 나누어 병풍의 제작 동기와 사용 방식에 해 논의하겠다. 아
울러 계병 제작비용의 출처와 사용 체계에 해 살피겠다. 다음 2절 
‘왕실 병풍의 제작 과정과 처소별 사용’에서는 왕실 병풍화의 명칭 문
제, 병풍차의 제작 방식과 과정, 처소별 병풍 사용 양상에 해 논의하
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3절 ‘왕실 병풍화의 새로운 후원자와 신경향’에
서는 국왕을 위시한 척신 세력, 종친 세력, 왕실 여성이라는 19세기 왕
실 병풍의 새로운 주문자의 역할과 성과에 해 논의하고자 한다. 
 

1. 왕실 행사와 병풍의 제작 

  본 절에서는 궁중의 행사와 의례에 사용된 장병(裝屛)과 행사와 의례
를 마친 후 이를 기념하기 위해 제작된 계병(禊屛)에 해 분석할 것이
다. 먼저 (1) <왕실 의례 문화와 의장용 장병(裝屛)>에서는 왕실의 행사
를 의장하는 데에 사용된 병풍에 해 살펴보겠다. 왕의 존재와 늘 함
께 했던 일월오봉병(日月五峯屛)을 위시하여 왕실 오례가 행해진 공간
에는 예외 없이 병풍이 배설되었다. 특히 모란병과 소병은 왕실의 가
례, 길례, 具례에 두루 사용되었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왕실 오례를 
중심으로 왕실 행사에 배설되었던 병풍의 성격과 역할에 해 논의하
겠다. (2) <왕실 의례 문화와 기념용 계병(禊屛)>에서는 왕실의 행사를 
마친 후에 이를 기념하기 위해 제작된 병풍에 해 논하겠다. 계병은 
형식상 크게 기록화 형식과 일반 회화 형식으로 양분할 수 있다. 후자
의 경우에는 서문과 좌목을 통해 계병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제
작 목적에 따라서는 크게 국왕과 왕실 여성의 연향을 위해 주문된 경
우와 왕세자와 관련한 책례·관례·가례를 위해 주문된 경우로 이분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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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를 통해 계병의 우선적 기능은 행사의 전례(前例)를 후 에 계
승하기 위하는 데에 있음을 확인하겠다. 아울러 계병은 행사를 설행한 
국왕과 왕세자, 그리고 연향을 받는 국왕과 왕실 여성의 위상을 제고하
는 수단이 되었다는 점을 논의하겠다. (3) <왕실 병풍의 제작과 계병채
(禊屛債)>에서는 계병 제작의 재정적 원천에 해 논의할 것이다. 특히 
19세기에 이르러 계병채가 독립적으로 확보된 현상과 그 의미에 해 
살피고자 한다. 이 같은 논의를 통해 왕실 병풍의 제작 체계에 한 보
다 심도 있는 이해가 가능하리라 기 한다.  
  

(1) 왕실 의례 문화와 의장용 장병(裝屛) 

  왕실 행사에 의장용으로 사용된 병풍에 한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서야 이루어졌다. 불과 20년 전까지도 많은 궁중 병풍이 주제와 기능에 

한 몰이해로 인하여 민화로 분류되곤 했었다. 이로 인해 궁중 병풍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한 논의는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궁중 회화
를 세분하여 ‘궁중장식화’ 혹은 ‘궁화’라는 명칭을 부여할 것을 제안한 
주장도 있었다.111) 이러한 연구 성과에서는 병풍이 조선 후기에 크게 
유행하 다는 점을 주목하 다. 아울러 이 그림들이 사용된 맥락을 고
려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후 궁중 장병의 주제·도상·양식·기능
에 한 자세한 개별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 중 왕실의 가례와 具례에 
어떤 병풍이 사용되었는지에 한 관심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이성미, 
김홍남, 명세나는 오봉병이 가진 도상과 기능을 분석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어놓았다.112) 혼례용 병풍에 해서는 이성미와 박은경의 연
구 성과가 표적이다. 이성미는 의궤에 나타난 혼례용 병풍 사용과 관

111) ‘궁중장식화’라는 용어를 사용한 연구 성과는 이수미, ｢궁중장식화의 개념과 그 성격
｣, (조선시  궁중장식화 특별전) 태평성 를 꿈꾸며, 국립중앙박물관, 2004; ‘궁화’라
는 용어의 사용을 제안한 연구 성과는 김홍남, ｢궁화(宮畵): 궁궐 속의 “민화(民畵)”｣, 
민화와 장식병풍, 국립민속박물관, 2005. 

112) Sŏng-mi Yi, “The Screen of the Five Peaks of the Chosŏn Dynasty,” 
Oriental Art, vol. XLII, no. 4(1996/97), 13-24.; 이성미, ｢어진 관련 의궤와 오봉병
｣, 『어진의궤와 미술사』, 소와당, 2012; 김홍남, 「조선시  ‘일월오봉병’에 한 도상해
석학적 연구: 군주와 유교적 통치의 원리」, 『중국 한국미술사』, 학고재, 2009; 김홍남, 
「일월오봉병과 정도전」, 앞의 책; 명세나, 앞의 논문(2007); 명세나, ｢조선시  具례도감
의궤에 나타난 오봉병 연구｣, 미술사논단 2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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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한 내용을 분석하 다. 여기에 박은경이 등록과 일기류를 추가로 검
토하 다.113) 具례용 병풍에 해서는 신한나의 연구가 표적이다. 김
홍남과 이종숙은 궁중에서 사용한 모란 병풍의 기능에 해 밝혔다.114) 
이외에도 왕회도, 한궁도, 곽분양행락도, 백동자도, 십장생도, 요지연도 
같은 주요 궁중 병풍에 한 각론이 발표되었다.115) 이러한 학계의 연
구 양상은 크게 네 가지 범주로 요약될 수 있다.116) 

1) 궁중 병풍의 분류 및 형식에 대한 논의: 이수미(2004), 김홍남(2005, 
2009), 홍선표(2013), 이성미(2015)

2) 왕실의 가례와 흉례에 사용된 병풍에 대한 논의: 이성미(1994, 
2008), 명세나(2007, 2009), 신한나(2009), 김홍남(2009), 박은경
(2012)   

3) 의장용 오봉병풍 및 모란병풍에 대한 기능 논의: 김홍남(2009), 이종
숙(2007), 신한나(2009)  

4) 궁중 병풍화의 주제별 각론: 우현수(1996), 정영미(1998), 김홍남
(1999), 김선정(2000, 2006), 박본수(2002, 2003, 2016), 유정서
(2011, 2012), 박정혜(2013), Yoonjung Seo(2014) 

  이들 연구는 다양한 궁중 병풍의 층위와 성격에 한 이해를 넓혀주
었다. 그러나 ‘사용’의 맥락에서 병풍의 사용자, 병풍이 사용된 행사, 
병풍이 배설된 공간에 한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

113) 이성미, 「장서각소장 조선왕조 가례도감의궤의 미술사적 고찰」, 『장서각소장 가례도
감의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이성미, 앞의 책(2008); 박은경, 앞의 논문. 

114) 신한나, 앞의 논문(2009); 김홍남, 앞의 논문(1999); 김홍남, ｢조선시  궁모란병 연구
｣, 앞의 책; 이종숙, 앞의 논문(2007). 

115) 이에 한 논의는 수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 표적인 성과는 정 미, 「조선후
기 곽분양행락도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논문, 1998; 김선정, ｢조선후기 백자도 
연구｣, 이화여자 학교 석사논문, 2000; 김선정, ｢개인 소장 <百子圖> 10폭 병풍 : 새
로운 장면이 추가된 예｣, 미술사논단 22, 2006; 유정서, ｢조선 백자도의 형성과정과 
도상 연구｣, 동국 학교 석사논문, 2011; 유정서, ｢조선 백자도의 기원과 도상 형성 과
정｣, 한국민화 3, 2012; 우현수, ｢조선후기 瑤池宴圖에 한 연구｣, 이화여자 학교 
석사논문, 1996; 박본수, ｢國立中央博物館 소장 <十長生圖>｣, 미술사논단 15, 2002; 
박본수, ｢朝鮮後期 十長生圖 硏究｣, 홍익 학교 석사논문, 2003; 박정혜, ｢조선후기 王
會圖 屛風의 제작과 의미｣, 미술사학연구 277, 2013; Yoonjung Seo, 앞의 논문; 박
본수, ｢조선 요지연도 연구｣, 고려 학교 박사논문, 2016. 

116) 연구사에 한 보다 자세한 서지사항은 참고문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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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병풍의 배설 공간을 정전(正殿)·편전(便殿)·침전
(寢殿)으로 나누어 병풍의 사용 양상을 연구한 성과가 있었다. 또한 왕·
왕비·왕세자라는 병풍의 사용자를 중심으로 병풍의 사용 양상을 논의한 
성과도 발표되었다.117) 
  본 연구는 이러한 학계의 축적된 성과를 바탕으로 그간 논의된 적이 
없는 사료를 추가하여 장병의 성격을 구명하고자 한다. 본 절은 총 6개 
세부 항목으로 나누어 논의를 전개하겠다. <가) 왕실 오례에 배설된 병
풍의 성격>에서는 오례에 사용된 왕실 장병에 해 개괄할 것이다. 아
울러 병풍의 사용이 가장 집중되어 있는 혼례, 연향, 具례에 해서는 
각각 <나>, <다>, <라>에서 다루겠다. 즉 혼례는 <나. 왕실의 혼례에 
사용된 병풍: 별궁, 동뢰연청, 침방 배설 병풍>, 연향은 <다. 왕실의 연
향: 진연·진찬·진작에 사용된 병풍>, 具례는 <라. 왕실의 具례에 사용된 
병풍: 1897년 명성왕후 혼전에 배설된 병풍의 사례>에서 논의를 이어
가고자 한다. <마. 장병(裝屛)의 신조와 개보수>에서는 왕실 병풍의 신
조와 개보수에 해 논의할 것이다. <바. 새롭게 등장한 병풍: 매화도 
병풍과 해반도도 병풍>에서는 19세기 말에 의례용 병풍으로 등장하는 
<매화도 병풍>과 <해반도도 병풍>의 용례를 소개하겠다. 이를 통해 왕
실의 의장용 병풍이 배설된 체계와 맥락에 해 보다 입체적인 이해를 
꾀하고자 한다.  

가. 왕실 오례에 사용된 병풍

  조선 왕조의 왕실 의례는 길례, 具례, 군례, 빈례, 가례라는 오례를 
기본으로 하 다.

1) 길례는 사(大祀)·중사(中祀)·소사(小祀)라는 국가 제사와 종묘사직
과 산천·기우·선농(先農)에 지내는 제사를 포함하 다. 여기에는 어좌에 
배설될 일월오봉도 병풍과 의례용 소병과 모란병이 사용되었다. 현재 
길례용으로 확신할 수 있는 병풍은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117) 홍선표, ｢조선시  궁궐의 그림치장｣, 동아시아의 궁중미술, 2013; 이성미, ｢조선시
 궁중채색화｣ (정병모, 한국의 채색화, 다할미디어,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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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병풍들은 창덕궁과 종묘에서 이관되었다. 종묘에서 이관된 것은 <모
란병풍> 3점(종묘6415~6517)과 <종묘친제규제도설(宗廟親祭規制圖設) 
8폭 병풍>(종묘6530)이 1점 남아 있다. <종묘친제규제도설 8폭 병풍>
(도29)에는 제례의 과정과 제례용 기물이 기록되어 있다. 전 에 행한 
제례의 전범을 후 에 설행하기 위해 남긴 시각 자료로 보인다. 그런데 
이 병풍과 동일한 병풍이 국립고궁박물관에 하나 더 남아 있다. 이 <종
묘친제규제도설 8폭 병풍(창덕6430)>(도30)은 창덕궁에서 이관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종묘에서 왕실 제사용 기물을 일괄 관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화재의 위험 때문인지 제사를 주관하는 주체의 문제
인지 알 수는 없지만 제례용 병풍은 창덕궁과 종묘에 분산 소장되어 
있었다. 창덕궁 구장품 가운데에는 소병(유물번호6606~6615)도 여러 
점 포함되어 있다. 소병은 비단 길례뿐 아니라 다른 의례에서도 두루 
활용되었을 것이다. 

2) 흉례는 망자의 시신을 안치하고 신위를 모시는 행위에서 끝나지 않
는다. 이후 3년 상을 치르고 봉분을 만들고 관리하는 과정 전체를 의미
한다. 왕실의 具례에는 빈전(殯殿)과 혼전(魂殿)을 꾸미고, 국장을 치르
고, 산릉(山陵), 천릉(遷陵), 봉릉(封陵), 부묘(附廟)하는 과정에서 병풍
이 두루 사용되었다. 병풍은 오봉병, 모란병, 소병 세 종류가 사용되었
다.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는 창덕궁에서 이관된 소병 10점(유물번호
6606~6615)이 남아 있다. 이들을 살펴보면 6폭과 8폭의 소병이 각기 
다른 높이로 꾸며져 있다. 의례에 따라 다양한 크기와 화폭의 소병이 
필요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3) 군례와 4) 빈례에 사용된 병풍에 해서는 특기할 만한 사료를 찾기
가 어려웠다. 국조오례의, 국조속오례의, 국조속오례의보에는 군
례와 빈례에 병풍을 배설한다는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 빈례와 관련해
서는 승정원일기에 중국 칙사를 접할 때 사용한 칙사병(勅使屛)에 

한 언급이 보인다. 칙사병이 사용된 사례는 칙사가 머무는 공간에 배
설할 병풍과 칙사가 가져가기 위해 왕실에 청구한 병풍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와 관련해서는 강희제가 붕어한 1722년의 기록을 찾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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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칙사가 당도하기 전에 모든 포진(鋪陳)과 병풍을 흰색으로 준비
해야하기 때문에 소병 23좌를 급조해야 한다는 기록이 보인다.118) 아울
러 1723년에는 청나라 사절단의 구청에 따라 상칙사에게 병풍 2좌, 부
칙사에게 병풍 2좌, 통관(大通官) 2명에게 각 병풍 2좌씩, 차통관 2
명에게 각 병풍 1좌씩을 주기 위해 총 10건의 병풍을 꾸몄던 일이 있
었다.119) 이러한 사례는 중국의 칙사가 올 때마다 적지 않은 수의 병풍
이 상납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외에도 칙사가 병풍의 종류를 정하여 특
별히 요청하는 경우도 있었다. 1679년의 칙사는 모 병풍을 구했으며 
1703년에는 서병을 요구하 다. 1709년에는 소병과 화병, 1723년에는 
경직도와 잠직도, 1724년에는 취옹정기와 귀거래사 서병이 요청되었
다.120)

5) 가례는 즉위, 책봉, 존호(尊號), 진연(進宴), 국혼(國婚) 등의 행사를 
포함한다. 왕실의 경사와 관련하다 보니 행사에 소용된 병풍의 양과 종
류가 가장 많았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성미와 박은경의 선행 연구가 있
어 연구에 큰 도움을 준다. 본고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미처 검토하지 
못한 사료를 반 하여 논의를 보강하겠다. 이는 <나. 왕실의 혼례에 사
용된 병풍: 별궁, 동뢰연청, 침방 배설 병풍>에서 후술하겠다. 왕실의 
연향인 진연, 진찬, 진작에서도 여러 종류의 병풍이 배설되었다. 국왕이 
참석한 경우에는 당연히 오봉병이 배설되었다. 그 외의 참석자인 왕세
자, 왕 비, 왕 비, 왕비, 왕세자비를 위해서는 서병, 십장생병, 모
병, 백동자병, 문방도병이 배설되었다. 이에 한 논의는 <다. 왕실의 
연향: 진연·진찬·진작에 사용된 병풍>에서 후술하겠다. 

나. 왕실의 혼례에 사용된 병풍: 별궁, 동뢰연청, 침방 배설 병풍 

  왕실의 혼례용 병풍에 해서는 그간 가례도감의궤와 가례등록의 

118) 승정원일기 경종 2년(1722년) 12월 3일 (갑인).  
119) 승정원일기 경종 3년(1723년) 5월 9일 (정해). 
120) 승정원일기 숙종 5년(1679년) 2월 16일 (신사); 승정원일기 숙종 29년(1703년) 6

월 19일 (계사); 승정원일기 숙종 35년(1709년) 4월 28일 (기사); 승정원일기 경종 
3년(1723년) 1월 16일 (병신); 승정원일기 경종 4년(1724년) 3월 18일 (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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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17~18세기에는 주로 
십장생 병풍, 화초 병풍, 모란 병풍, 연화 병풍이 혼례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성미는 1802년부터 십장생 병풍 신에 곽분양행
락도 병풍과 백동자도 병풍을 사용했다는 점을 논의하 다.121) 박은경
은 왜장병풍(倭粧屛風)이라는 용어가 각장병풍(各粧屛風)에 비되어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는 연폭 병풍이 혼례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122) 아울러 혼례의 과정마다 각각 다른 병풍이 배설되었
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개복청(改服廳: 옷을 갈아입는 장소)에는 모란도 
병풍이 주로 배설되었으며 동뢰연에는 십장생병풍(17~18세기)과 곽분양
행락도(19세기)가 배설되었다. 
  그런데 1802년을 기점으로 혼례 병풍의 종류가 바뀌었다고 주장한 
선행 연구에 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 기존 논의에서는 1802년부터 
십장생도·모란도·화초도 병풍이 백동자도와 곽분양행락도로 체되었다
고 보았다. 그런데 규장각에 소장된 주량의례(舟梁儀禮)(古 5123-1)
에는 이 보다 먼저 곽분양행락도와 백동자도 병풍이 사용된 사례가 보
인다. 주량의례는 1703~1712년에 행해진 연잉군( 조: 1694~1776)과 
관련한 의례를 정리한 문건이다. 주량이란 천자가 황후를 맞이할 때 만
든 배다리를 칭한다. 왕실의 혼인을 의미하는 용어인 것이다. 이 문헌
은 1703년 연잉군의 관례, 1704년의 가례, 1710~1712년의 출합(出閤: 
왕자가 장성하여 사궁을 짓고 따로 나가서 살던 일)의 과정을 기록하
다. 이 문건은 총 3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는 
연잉군관례등록(延礽君冠禮t錄)(K2-2661)과 상당 부분 내용이 겹친
다. 다만 이것이 ‘등록’이라는 표제가 아닌 주량의례라는 제목으로 되
어 있어 기존 연구자들이 미처 검토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책 3권에는 
연잉군의 혼례에 사용된 병풍 4점에 한 언급이 있다. 그 중 ｢각양예
물의별단거행(各樣禮物依別單擧行)｣ 항목에는 10첩 왜장 병풍으로 꾸
며진 곽분양행락도 병풍 1좌(汾陽行樂圖大屛風一坐[十疊倭粧長七尺
廣一尺四寸])와 10첩 왜장 병풍으로 꾸며진 백동자도 중병풍 1좌(百子

121) 이성미는 1802년을 기점으로 곽분양행락도가 별궁과 동뢰연에 배설되었다고 논의하
다. 이성미, 앞의 글, pp.309~315.  

122) 박은경, 앞의 글, pp.32~32와 p.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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童圖中屛風一坐[十疊倭粧長三尺五寸廣一尺四寸])에 한 기록이 있다. 
이는 왕실의 가례에 백동자도와 곽분양행락도가 사용된 것이 최소 
1703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다.123) 
  왕실 혼례의 절차와 사용 기물에 한 기록은 가례도감의궤, 가례
등록, 가례일기와 같은 공식 문헌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는다. 사
부의 문집이나 궁중 나인들이 작성한 발기를 검토해보면 보다 많은 병
풍이 실제 혼례에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가장 표적
인 사례로서 1847년 헌종과 경빈 김씨의 혼례와 관련한 문헌이 복수로 
남아 있다. 이 혼례에 사용된 병풍을 언급한 문서는 경빈김씨가례등록
(장서각, K2-2615), 한글본인 뎡미가례시일기(장서각, K2-2708)와 
졍미가례시일기(장서각, K2-2709), 한문본인 정미가례시일기와 헌
종비경빈김씨순화궁가례시절차(憲宗妃慶嬪金氏順和宮嘉禮時節次)(奎 
27008)가 있다.124) 공식 기록인 경빈김씨가례등록에는 동뢰연에서 사
용한 곽분양행락도 병풍과 별궁에 진배된 요지연도, 모도, 십장생도 
병풍 4점에 한 기록만 등장한다. 그러나 궁중 나인들이 실제 업무를 
처리하면서 작성한 뎡미가례시일기, 졍미가례시일기, 정미가례시
일기, 헌종비경빈김씨순화궁가례시절차에는 보다 복잡한 병풍 사용
의 절차가 기록되어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23) 왕세자비는 사가의 여인이었다. 따라서 조의 혼례에 <곽분양행락도>와 <백동자도>
가 사용된 것은 왕실 내부의 전통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 왕실의 혼례란 왕실과 사
가의 결합이기 때문에 사가의 전통이 왕실에 유입되는 계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한 조언을 주신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의 김지  선생님과 서울 학교 고고미술사
학과 조규희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124) 헌종과 경빈 김씨 가례에 해서는 이욱, ｢조선후기 후궁 가례의 절차와 변천: 경빈 
김씨 가례를 중심으로｣ (장서각 19, 2008); 정미가례일기에 한 소개와 해제는 황문
환 외 주해, 정미가례시일기,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0.



- 85 -

  삽도⓶ 1847년 헌종과 경빈김씨의 혼례에 사용된 병풍
 

  위의 삽도는 1847년 가례의 절차에 사용된 병풍의 종류를 보여준다. 
삼간택 시에는 7좌의 병풍이 경빈 김씨에게 내려졌다. 후사를 얻기 위
해 얻은 후궁이니만큼 백동자도가 포함되어 있었다. 다음으로는 동궁의 
일부인 창덕궁 유덕당(維德堂)에 올려진 병·중병·소병 8좌의 목록이 
‘상감에게 드린다’는 설명과 함께 부기되어 있다. 동뢰연은 개 왕비와 

비가 생활했던 창경궁 통명전, 경희궁 광명전, 창덕궁 조전에서 이
루어졌는데 이 경우에는 후궁 경빈 김씨를 위한 처소 던 낙선재에서 
열㉛을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은 침방에 배설된 병풍과 관련한 기록이
다. 헌종비경빈김씨순화궁가례시절차에 따르면 침방에는 8폭 병풍이 
배설되었다. 병풍의 종류는 특기되지 않았다. 동뢰연이 열린 장소가 그

로 침방으로 쓰 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병풍만 교체했을 수도 있
다. 병풍을 바꾸어 배설함으로써 장소의 의미를 전환한 것이다. 이렇게 
총 5건의 문건에서 확인된 기록을 종합해보면 1847년 혼례에는 공식 
기록 보다 많은 총 20건의 병풍이 사용되었다. 
  그런데 침방에 사용된 병풍은 이 기록보다도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
다. 1802년 순조의 첫 번째 혼례를 앞두고 꾸며진 침방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1802년 순조와 순원왕후의 가례와 관련해서는 침방의 묘사
가 자세하게 남아 있다. 순조의 국혼 때는 효의왕후(孝懿王后: 정조비, 
1753~1821)가 기거하던 조전(大造殿)을 순원왕후에게 물려주기 위해 
혼례 전에 조전의 전면적인 수리가 이루어졌다. 이이순(李頤淳, 
1754~1832)은 조전의 내부를 장식한 서화에 한 기록을 남겼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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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병풍은 금전병(金箋屛), 모란병, 죽엽병, 매화병, 요지연병, 칠학금
병, 선인병, 비룡병, 모병, 화초병 10종이 포함되었다.125) 따라서 헌
종비경빈김씨순화궁가례시절차에 침방을 꾸민 병풍이 단 1좌로 기록
되었을지라도 실제 침방에 배설된 병풍은 그보다 많았을 가능성이 있
다. 이 같은 정황들을 종합했을 때 본고에서 발굴한 사료 외에도 다양
한 문헌이 검토된다면 왕실 가례용 병풍에 한 보다 자세한 사실 관
계를 추가할 수 있으리라 기 한다.
  

다. 왕실의 연향: 진연·진찬·진작에 사용된 병풍  

  왕실의 연향은 상존호, 사순·육순·칠순·팔순 등의 경수연, 기로소 입
소 등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연향은 규모에 따라 진연(進宴)·진
찬(進饌)·진작(進爵)으로 나뉜다. 여기서는 행사의 주인공과 행사를 올
리는 시연자의 자리에 병풍이 배설되었다. 이들 병풍은 포진의 일부로
서 행사장의 장엄이기도 했거니와 왕과 왕세자, 왕 비, 왕 비, 왕
비, 왕세자비라는 참석자의 지위를 드러내는 표상이기도 했다. 19세기
는 어린 왕을 신했던 리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징이 더 
큰 의미를 가졌다. 따라서 왕실의 여성들과 효명세자·흥선 원군 같은 
종친의 역할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정순왕후(貞純王后, 조계비: 
1745~1805), 순원왕후(純元王后, 순조정비: 1789~1857), 신정왕후(神貞
王后, 효명세자정비: 1808~1890)는 왕 비이자 왕 비로서 수㉗청정
을 담당하 다. 아울러 혜경궁 홍씨와 효정왕후(孝定王后, 헌종계비: 
1831~1903)도 왕실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했다. 이러한 왕실 여성들이 
궁중 연향에 참석하면서는 이들을 위한 병풍이 따로 필요했다. 아울러 
국왕인 아버지를 리 청정했던 효명세자(孝明世子, 1809~1830)와 어
린 아들을 신하여 국정을 지휘했던 흥선 원군(興宣大院君, 
1820~1898)을 위한 병풍도 필요했다. 고종의 친정 이후에는 명성왕후, 
순명왕후, 순정왕후 같은 왕비와 왕세자비를 위한 병풍도 필요했다. 이
와 관련한 기록은 왕실 연향에서 사용된 물건을 기록해 둔 의궤의 ｢배
설｣ 편에 잘 정리되어 있다. 연향에 배설된 병풍의 종류와 성격에 해

125) 李頤淳, ｢大造殿修理時記事｣, 後溪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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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이성미, 박정혜, 장경희, 황정연의 선행 연구가 여러 각도로 논의
를 진행한 바 있다.126) 이들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1795년부터 1902
년까지 왕실에서 설행한 연향에 사용된 장병을 정리한 표는 다음과 같
다.
 

126) 19세기 왕실 연향에 배설된 병풍에 해 연 별, 처소별, 종류별로 분류하여 그 성격
을 논의한 연구는 이성미, ｢조선후기 진작·진찬의례를 통해본 궁중의 미술문화｣ (한국학
중앙연구원, 조선후기 궁중연향문화 2, 민속원, 2005); 박정혜, ｢ 한제국기 진찬·진
연의궤와 궁중연향계병｣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조선후기 궁중연향문화 3, 민속원, 
2005); 장경희, ｢19세기 왕실 잔치 때 전각 내 왕실공예품의 배치 연구｣, 조선시  향
연과 의례, 국립중앙박물관, 2009. p.232; 황정연, ｢조선후기 궁중행사도를 통해 본 경
희궁｣ (서울역사박물관, 경희궁은 살아 있다, 2016) pp.254~255가 있다. 최근 연구인 
이성미, ｢조선시  궁중채색화｣(정병모, 한국의 채색화, 다할미디어, 2015)에서는 연
향에서의 배설 병풍을 병풍의 주인공에 따라 왕, 왕비, 왕세자로 삼분하여 논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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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향의 목적 배설된 병풍의 종류 연향종류
일월오봉병 십장생병 서병 영모병 백동자병 문방도병 기타 설행장소

1795 혜경궁홍씨 
회갑 

*십장생도와 진
채중병 사용. 

진찬
창경궁 연희당 

1809 혜경궁홍씨 
관례 주갑

*누각도, 
모란도

진찬
창경궁 경춘전 

1827 순조순원왕후 
상존호 왕, 왕비 왕세자 왕, 왕비, 

왕세자비 *누각도(공주) 진작
경복궁 자경전 

1828 순원왕후 사순 왕 왕세자 왕세자 왕 *공작삽병 진작
경복궁 자경전 

1829 순조망오
어극30주년 왕 왕세자 왕 왕

진찬
외연: 창경궁 명정전 
내연: 경복궁 자경전 

1848 순원왕후육순
신정왕후사순 왕 왕 왕, 왕비 진찬

창경궁 통명전
1868 신정왕후 회갑 왕 왕 왕, 왕비 진찬

창경궁 통명전
1873 신정왕후 

책봉40주년 왕 왕, 왕비 왕 진작
경복궁 강녕전

1877 신정왕후 칠순 왕 왕 왕, 왕비 진찬
창경궁 통명전

1887 신정왕후 팔순 왕 왕
왕, 왕비, 
왕세자, 

왕세자비
진찬

경복궁 만경전 

1892 고종망오 왕 왕비, 
왕세자 왕세자 왕세자, 

왕세자비 왕세자
진찬

외연: 경복궁 근정전 
내연: 경복궁 강녕전 

1901 효정왕후 칠순 황제 왕 비
왕 비, 황제, 

황태자, 
황태자비

진찬
덕수궁 경운당 

1901 고종오순 황제 황태자 황제, 황태자 황태자, 
황태자비 황태자 진연

덕수궁 함녕전 
1902 고종망육

기로소입소 황제 황태자 황제, 황태자 황태자, 
황태자비 황태자 진연

덕수궁 함녕전 

표⑩ 19세기 왕실 연향에 배설된 장병(裝屛)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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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 고종
어극40주년 황제 황태자 황제, 황태자 황태자, 

황태자비 황태자
진연

외연: 덕수궁 중화전 
내연: 덕수궁 관명전

* 본 표는 다음 네 개의 연구 성과를 종합한 후에 일부를 필자가 보충하여 작성하 다. 장경희, ｢19세기 왕실 잔치 때 전각 내 왕실공예품
의 배치 연구｣, 조선시  향연과 의례, 국립중앙박물관, 2009. p.232. 표2; 이성미, ｢조선후기 진작·진찬의례를 통해본 궁중의 미술문화｣ 
(한국학중앙연구원, 조선후기 궁중연향문화 2, 민속원, 2005) pp.172~175 표5; 박정혜, ｢ 한제국기 진찬·진연의궤와 궁중연향계병｣ (한
국학중앙연구원 편, 조선후기 궁중연향문화 3, 민속원, 2005). pp.225~226 표9; 황정연, ｢조선후기 궁중행사도를 통해 본 경희궁｣ (서울
역사박물관, 경희궁은 살아 있다, 2016) pp.254~255. 표1.



- 90 -

  궁중 연향에서는 일월오봉병풍, 십장생병풍, 서병이 가장 자주 사용
되었다. 다음으로는 모병풍, 백동자병풍, 문방병풍이 사용되었다. 일
월오봉병풍은 오직 국왕에게만 배설되었기 때문에 논의가 간단하다. 이
에 반해 십장생병풍은 연향의 수수(授受)라는 상 적인 개념 하에서 선
택되었다. 즉 국왕의 상 자로서 ‘연향을 바친 사람(왕세자)’ 혹은 ‘연향
을 받는 사람(왕 비 혹은 왕 비)’에게 배설되었다. 따라서 십장생도
는 연향의 종류에 따라 왕, 왕세자, 왕 비, 왕 비에게 배설될 수 
있었다. 따라서 십장생병풍은 다소 특별한 의미와 기능을 담지하고 있
었다. 서병은 성별과 위계를 떠나 왕, 왕 비, 왕 비, 왕비, 왕세자, 
왕세자비 모두에게 배설될 수 있었다. 가장 일반적인 병풍이라 할 수 
있다. 모병풍은 1827~1829년 사이에 사용되었으나 이후에는 다시 보
이지 않는다. 이는 효명세자가 연향을 기획했던 1827~1829년의 기간에 
다소 특수한 시도가 보이는 현상과 결부될 것이다. 이 시기 연향 계병
은 18세기 궁중 연향과 계병 제작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모색
을 시도했던 시기 다. 기존 연구에서도 1848년 연향이 후 로의 향
이 지속된 ‘전범’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았다.127) 
  그런데 이러한 4종의 병풍 외에도 예외적인 용례가 보여 주목된다. 
이것은 1809년에 사용된 모란도 병풍과 누각도 병풍, 1828년에 사용된 
공작도 삽병에 해당한다. 국도서관(British Library)에 소장되어 있는 
1809년 기사진표리진찬의궤(己巳進表裏進饌儀軌)에는 혜경궁 홍씨 
자리에 <모란도 8폭 병풍>(도31)과 <누각도 10폭 병풍>(도32)이 배설
되어 있다. 후자의 병풍에 해 박정혜는 한궁도(漢宮圖) 병풍이 배설
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의궤 상에 병풍의 제목이 따로 기재되어 있
지 않아 확단하기는 어㉘다. 게다가 1827년에 간행된 자경전진작정례
의궤(慈慶殿進爵整禮儀軌)(奎14535)의 ｢배설｣편에 공주가 누각도(樓閣
圖)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따라서 1809년의 병풍(도32)도 누
각도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128) 1828년에 사용된 <공작삽병>(도33)

127) 박정혜는 1827~1829년 사이에 효명세자에 의해 주도된 궁중 연향에서는 이전의 전
통에 없던 새로운 형식이 시도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아울러 1848년 진찬을 기점으
로 19세기 연향의 전범이 자리 잡게 된다는 점을 논의하 다. 박정혜, ｢순조·헌종년간 
궁중연향의 기록: 의궤와 도병｣, 조선시  향연과 의례, 국립중앙박물관, 2009.

128) 1809년 병풍을 ‘한궁도’로 논의한 연구는 박정혜, 조선 궁궐의 그림 p.126 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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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순을 맞은 순원왕후 김씨를 위해 배설되었다. 그런데 이 <공작삽
병>은 1828년 단 한 번의 사용되었을 뿐 이후에는 보이지 않는다.  
  표⑩에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사항은 1892~1902년 사이에 백동자
도 병풍과 문방도 병풍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들 병풍은 순종과 
순종비를 위해 배설되었다. 순종이 책봉된 이후 왕세자의 위상을 높이
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순종 부부를 위해 특별한 병
풍이 선택된 것으로 보인다. 19세기 왕실의 연향은 필요에 따라 연향의 
기간과 횟수를 가감하 다. 1848년 무신진찬에는 1829년의 의절에 따
라 익일회작(翌日會酌)을 거행하 으며 따로 익일야연(翌日夜宴)을 신
설했다. 1887년 정해진찬에서는 재익일회작과 재익일야연이 추가되었
다. 이 때 익일회작은 고종에 의해 진행되었으나 재익일회작과 재익일
야연은 순종에 의해 설행되었다.129) 왕세자가 직접 연향에 참여하는 것
은 왕세자 본인의 위상을 올리는 일이자 연향 수령자의 위상도 강화하
는 의미가 있었다. 결과적으로 1887년 행사에는 고종 부부와 함께 순
종 부부도 연향의 설행자로 참석하 다. 여기서 문방도 병풍은 왕세자
를 위해 백동자도 병풍은 왕세자비를 위해 선택되었다. 따라서 고종  
차비 령화원들이 문방도의 제작을 늘린 것은 왕세자의 연향 참여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130) 왕실에서 새로운 병풍화가 등장하는 것은 우
연한 현상이 아니다. 이는 단순히 미술의 역이 아니라 보다 정치적인 
의도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왕실의 마지막 장병 위에는 고종이 
꿈꾼 이상과 정치적 의지가 반 된 것이다.131) 

102 및 논의 참조. 그러나 현재 학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한궁도’라는 제목은 실제 왕
실 문헌에서는 보이지 않는 물명으로 이 명칭 자체의 적확성에 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이에 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Ⅲ장 2절 (1) <다양한 병풍 주제의 정립과 명칭 
문제>에서 다루었다. 

129) 박정혜, ｢순조·헌종 년간 궁중연향의 기록: 의궤와 도병｣, 조선시  향연과 의례, 
국립중앙박물관, 2009, p.217. 

130) 강관식은 규장각 차비 령화원제 녹취재에 출제된 문방도 화제가 왕세자 교육과 관련
이 있었을 것으로 논의하 다. 아울러 고종 에 유독 문방도 화문의 출제 비율이 높다
는 점도 지적하 다. 규장각차비 령화원 녹취재에 문방이 출제된 것은 총 27회이다. 
그 중 정조 에 2회, 순조 에 2회, 헌종 에 6회, 철종 에 5회 출제되었다. 이에 
반해 고종 에는 12회가 전 에 비해 크게 증가하여 12회가 출제되었다.  강관식, 앞
의 책 (상), p.499, p.530, p.542. 

131) 박정혜는 왕세자 순종을 위한 진연이 왕권과 왕실의 권위 강화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았다. 박정혜, ｢ 한제국기 진찬 진연의궤와 궁중연향계병｣, 조선후기 궁중연향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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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왕실의 흉례에 사용된 병풍: 1897년 명성왕후 혼전에 배설된 병풍의 
사례  

  왕실의 具례는 1) 빈전(국상 때 상여가 나가기 전까지 왕과 왕비의 
관을 모시던 전각)과 혼전(국상 중 장사를 마친 후에 종묘에 입향할 때
까지 신위를 모시는 곳)을 꾸미고 2) 국장을 치르고 3) 산릉을 조성하
고 4) 묘와 원소(園所)를 조성하고 5) 부묘하고 6) 묘호(廟號)와 시호(諡
號)를 주고 7) 천릉과 천원(遷園)을 하고 8) 봉릉과 봉묘를 하는 의식 
일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왕실의 具례는 수년이 걸㉛다. 아울러 여러 
절차가 설행되는 과정에서 오봉병, 모란병, 소병이 사용되었다. 具례에 
사용된 3종의 병풍에 해서는 명세나, 이종숙, 신한나의 선행 연구가 
있다.132) 명세나는 具례 시에 혼전의 당가와 빈전, 산릉에 일월오병도 
병풍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종숙은 상·장례에 사용된 오봉
병, 소병, 모란병의 기능에 해 논의했다. 그 과정에서 정조국장도감
의궤, 정조빈전혼전도감의궤, 정조건릉산릉도감의궤를 분석하여 
모란병이 국장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밝혔다.133) 정조의 국장에 
사용된 모란병은 총 19좌로 빈전, 발인, 혼전 설치의 과정에 고루 사용
되었다. 신한나의 연구는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1600년부터 1926년 
사이에 간행된 국장도감의궤, 빈전도감의궤, 혼전도감의궤, 산릉도감의
궤, 부묘도감의궤를 모두 분석하 다. 이 과정에서 具례를 1) 빈전(염습
과 성빈)→ 2) 국장과 산릉→ 3) 혼전→ 4) 부묘까지 4단계로 나누어 
각각의 절차에 사용된 병풍에 해 논의하 다.134) 이 연구에서는 국왕
의 빈전을 모란병으로 꾸미던 것을 18세기 이후에 오봉병으로 체한 
사실에 주목하 다. 이는 왕의 권위를 생전과 동일하게 격상시키려 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는 병풍을 통해 왕실의 具례 절차를 다시 보았다는 

3, 민속원, 2005. p.190 주석 50번. 
132) 명세나, 앞의 논문(2007); 명세나. 앞의 논문(2009);  이종숙, 앞의 논문(2007); 신한

나, 앞의 논문. 
133) 이종숙, 앞의 논문, pp. 67~68.  
134) 신한나, 앞의 논문, pp.8~12, pp.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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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의례와 병풍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왕실 병풍 
연구에 새로운 전기를 연 것이다. 다만 이들 연구 역시 앞서 논의한 혼
례용 병풍과 마찬가지로 의궤라는 공식 문헌의 분석에만 집중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병풍의 사용이 실제 보다 간략하게 다루어진 
경향이 있다. 현재 규장각에는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경효전당가급상
탁등조성여입배소입각항물종가(景孝殿唐家及床卓等造成與入排所入各項
物種價)(奎17033)라는 문건이 있다.135) 여기에는 1897년 명성왕후의 
혼전에 사용된 기물의 종류와 제작 과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특히 
경효전에 배설된 총 52좌의 병풍 목록, 재료의 종류 및 가격, 장인과 
화가의 임금이 명기되어 있어 주목을 요한다. 다만 具례의 여러 단계 
가운데 오직 혼전 설치와 관련한 정보만 있다는 것이 한계이다. 그러나 
이 자료는 의궤가 보여주지 못한 具례용 병풍에 한 풍부한 정보를 
담고 있다.136)

  이 문건에 따르면 명성왕후의 혼전에는 지벽병풍(紙璧屛風) 24쌍 48
좌, 모란병 4폭 1좌, 모란병 8폭 1좌, 매화병(梅花屛) 2폭 1좌, 오봉병 
1좌까지 총 52좌의 병풍이 사용되었다. 이 중 지벽병풍은 혼전의 사방
에 배설할 소병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총 48좌의 높이가 모두 동
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비는 각기 달랐는데 제작비용은 너비에 비
례했다. 48좌가 모두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 기 때문에 오직 크기로만 
비용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내역을 정리한 것이 표⑪ <1897
년 경효전에 배설된 지벽병풍의 수량과 제작비용>이다. 경효전에 사용
된 지벽병풍의 총 너비를 계산해보면(1척=30.3cm, 1촌=3cm, 1분
=0.3cm으로 계산) 략 56.7미터에 육박한다.137) 이는 혼전의 사방을 
거의 흰색 종이 병풍으로 막을 수 있을 만한 규모라 추정된다. 

135) 규장각 해제에는 1849(헌종 15)년에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문건의 내용을 살펴
보면 1897년 경운궁 경효전을 혼전으로 꾸미면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136) 이 사례를 왕실의 具례 전반에 일반화시키기는 어㉘다. 1897년은 한제국이 선포된 
직후이기 때문에 평소의 왕실 전통보다는 의례의 규모가 격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137) 그림의 크기를 측정하는 단위로 1척=46cm로 계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척은 보
통 30.3cm로 계산하지만 그림에 사용하는 비단과 같은 포백척의 경우 46cm로 봐야한
다는 주장도 있다. 유재빈, 앞의 논문, p.305; 이은경, ｢조선시 (朝鮮時代)의 포백척(布
帛尺)에 관한 연구｣, 한국복식학회지 16,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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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풍 높이 너비 1쌍 가격 수량 총액
지벽병풍장자 6척1촌2분 11척1촌 35냥 2쌍 합 70냥
지벽병풍장자 6척1촌2분 8척9촌5분 28냥6전 4쌍 합 140냥4전
지벽병풍장자 6척1촌2분 8척1촌5분 26냥 8쌍 합 208냥
지벽병풍장자 6척1촌2분 5척2촌 16냥 7천 4쌍 합 66냥 8전
지벽병풍장자 6척1촌2분 8척1촌6분 6냥 8전 4쌍 합 27냥 2전
지벽병풍장자 6척1촌2분 5척2촌 4냥 2전 2쌍 합 8냥 4전

총24쌍(48좌) 도합 494냥 8전

병풍의 종류 배설 위치 크기 (높이/너비)
오봉병 柱壁 높이 침척(針尺) 8척 너비 침척(針尺) 10척 

모란병 4폭 殿內御間柱壁 높이 침척(針尺) 6척 너비 침척(針尺) 7척2촌
모란병 8폭 左右主壁 높이 침척(針尺) 6척 너비 침척(針尺) 6척
매화병 2폭 東西 높이 침척(針尺) 6척 너비 침척(針尺) 6척

병풍의 종류 재료 재료비 비용 총액

五峯屛 
당견 4필 매필가 40냥 160냥

540냥 채색가와 공전 160냥
이금가 220냥

牧丹屛4+8폭(12폭)
채색가와 공전 (12폭) 매폭 15냥 180냥

500냥 
당견 4필
(모란병+매화병=총14폭) 매필가 55냥 220냥

梅花屛 2폭 채색가와 공전 (2폭) 매폭 50냥 100냥
합전 1040냥 

표⑪ 1897년 경효전에 배설된 지벽병풍의 수량과 제작비용   

  다음 표⑫ <1897년 경효전에 사용된 병풍의 배설 위치와 크기>는 경
효전에 배설된 오봉병, 모란병, 매화병의 위치와 크기를 정리한 것이다. 
주벽에는 오봉병이 설치되었으며 사방에 모란병과 매화병이 배설되었
다. 

 표⑫ 1897년 경효전에 사용된 병풍 배설의 위치와 크기 

   다음 표⑬ <1897년 경효전에 사용된 병풍의 재료비용>은 경효전에 
배설된 병풍의 재료와 제작비용을 정리한 내역이다.   

 표⑬ 1897년 경효전에 사용된 병풍의 재료비용 

   표⑬은 경효전을 꾸미는 데에 오봉병, 소병, 모란병, 매화병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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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음을 보여준다. 오봉병은 제작비용이 높은 편인데 이것은 이금(泥
金)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이 문건에 따르면 경효전의 장엄에는 화사(畫師)가 총 90명이 동원
되었다. 화사의 공전(工錢)은 2냥씩 도합 180냥이 지급되었다. 경효전 
장엄에 들인 재료비와 공임을 합산한 총액은 17,611냥 3전 4분 2리 5
모 다. 이 가운데 1,535냥이 병풍의 제작에 소용되었기 때문에 략 
총액 비 11.5% 가량을 병풍의 제작에 지출한 셈이다. 그런데 여기서
는 기존에 具례용으로 언급되지 않았던 매화병풍이 새롭게 등장하여 
주목을 요한다. 특히 매화병을 제작하는 데에 소용된 재료비와 공임(폭 
당 50냥)이 모란병(폭 당 15냥)에 비해 3배 이상이라는 점이 특기할 만
하다. 결국 이러한 사료는 具례에 있어서도 관련 의궤에 기록된 것보다 
실제 사용된 병풍의 수량과 종류가 훨씬 많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
다. 따라서 추가적인 문헌 발굴을 통해 의례에 활용된 병풍에 한 깊
이 있는 실상을 파악할 수 있으리라 기 한다.
   지금까지 왕실의 혼례, 연향, 具례에 사용된 장병의 양상을 살펴보
았다. 이를 통해 조선 전기의 혼례에는 연화·화초·십장생 병풍이 사용된 
반면 후기에는 모도·곽분양행락도·백동자도 병풍이 사용되었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오봉병, 모란병, 소병은 길具과 무관하게 모든 국가
의 의례에 사용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주제의 문제 외에 병풍의 형식 
차이도 모종의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 국립고궁박물관에 남아 있는 일
월오봉도는 삽병(揷屛) 형식(창덕6422), 4폭 병풍(창덕6448), 6폭 병풍
(창덕6416), 8폭 병풍(6420), 장지문 형식(창덕6451)으로 총 5개의 종
류가 있다. 이러한 형식 차이는 같은 주제의 병풍이라 할지라도 의례에
서 각기 다르게 사용되었을 것이다.  

  마. 장병(裝屛)의 신조와 개보수 

  왕실 장병과 관련한 또 하나의 문제는 병풍의 재활용이다. 장병은 개
수(改修)와 보수(補修)를 통해 병풍차를 덧입히는 경우가 있었다. 아울
러 장서각 소장 물목 단자에는 신조병풍(新造屛風)의 항목이 따로 책정
된 경우가 있다. 궁중 나인들이 정기적으로 병풍 창고를 점검하여 병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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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보수와 신조를 결정한 것이다. 왕실 문헌에도 신조가 어려울 경
우 다른 병풍으로 체하거나 보수를 명한 기록이 보인다. 1637년 숙
녕전(肅寧殿: 인조비의 혼전)에 배설할 모란병풍의 제작 시일이 촉급하
자 소병으로 체하라는 명이 있었다.138) 1701년에는 계상당(啓祥堂: 
왕의 신위 봉안처)의 모란병이 손상되었다고 보고하자 병풍을 수보개화
(修補改畫)하라고 명하 다.139) 1722년에는 청나라 칙사가 도착하기 전
까지 소병의 신조가 어려우니 원래 있던 채색 병풍에 흰색을 덧칠할 
것을 명하 다.140) 병풍의 틀은 그 로 두고 병풍차를 바꾸어서 병풍을 
조달하는 일이 흔했던 것이다.  

  바. 새롭게 등장한 병풍: 매화도 병풍과 해반도도 병풍 

  19세기 말에는 의례에 <매화도 병풍>과 <해반도도(海蟠挑圖) 병풍>
이 사용된 사례가 등장하 다. 이 두 가지는 이전에 의례용으로 사용된 
바가 없는 화제 다. 그런데 이 화제들이 1890년 에서 1920년  사이 
의례에 활용되었다. 물론 당시 왕실에서 매화도가 감상되지 않았던 것
은 아니다. 조선 말기에 매화도가 유행하면서 김규진과 양기훈이 제작
한 매화 병풍이 왕실이 헌상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실의 의
례에서 전례를 중시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새로운 화제가 이유 없이 시
도된 것은 아닐 것이다. 
  앞서 논의한 로 1897년 명성황후의 혼전에 매화병이 배설된 바 있
다. 표⑫에서 보다시피 경효전의 동벽과 서벽에는 각각 <양매화(洋梅
花) 2폭 병풍>이 설치되었다. 1900년 칠조(七祖)의 정을 모사한 일을 
기록한 『 정모사도감의궤』(1901년 간행)의 기록도 주목을 요한다. 여
기에는 <매화병 4폭 병풍> 2좌와 <해반도 4폭 병풍> 2좌가 배설되었
다.141) 다음 표⑭ <1901년 칠조(七祖)의 어진 봉안에 사용된 병풍 목

138) 승정원일기, 인조 15년(1637년) 6월 27일 (갑자). 
139) 승정원일기, 숙종 27년(1701년) 12월 20일 (임신). 
140) 승정원일기, 경종 2년(1722년) 12월 3일 (갑인). 
141) 1901년 칠조어진모사에 해서는 조인수, ｢전통과 권위의 표상: 高宗代의 太祖 御眞

과 眞殿｣, 미술사연구 20, 2006, pp.47~49; 김지 , ｢19세기 眞殿 및 御眞奉安處 운
에 한 연구｣, 장서각 26, 2011, pp.18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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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설장소 종류 수량 비고
- 梅花屛 4첩 2좌 -
- 五峯屛 4첩 7좌 -
- 五峯屛 7좌 每座 修補

主壁 牧丹屛 28폭 -
東西壁 梅花障子 2좌 -

- 牧丹屛 4첩 2좌 -
- 海蟠桃屛 4첩 2좌 -

록>은 1901년 정 봉안 의례에 사용된 병풍을 정리한 목록이다. 여기
에 포함된 오봉병과 모란병은 일반적인 의례용 병풍이었다. 오봉병 7좌
는 기존의 것을 보수하여 사용하 다. 여기에 <매화도 병풍>과 <해반
도도 병풍>이 새로 조성된 것이다. 

  표⑭ 1901년 칠조(七祖)의 어진 봉안에 사용된 병풍 목록  

  1921년에 조성된 신선원전은 조선 왕실의 마지막 진전(眞殿: 어진 
봉안 처소)이었다. 여기에도 태조의 감실(龕室) 양 옆에 매화병풍이 배
설되었다.142) 매화도 병풍이 사용된 사례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의례에 사용되었는지를 밝히기는 어㉘다. 그러나 매화병풍이 국장
과 어진 봉안이라는 전통적으로 중요한 왕실 의례에서 사용되었다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 다만 사용 시기를 고려할 때 한제국 시기에 새
로운 기능을 획득한 화제로 이해할 수 있다. 
  <해반도도 병풍>은 1901년 어진의 제작과 봉안을 기록한 『 정모사
도감의궤』에 등장한다. 이 병풍은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
는 <일월반도도 8폭 병풍>(도91)을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된다.143) 이 
작례는 형의 판 형식으로 장황이 되어 있는 유일한 작품이다. 현재로
서는 왜 이러한 고안이 필요 했는지 알 수 없다. 다만 장 한 규모와 
특수한 형식을 고려할 때 처음부터 특정 용도나 의례를 위해 고안되었
을 가능성이 높다. 도상에 일월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특별하다. 일

142) 신선원전 제1감실에 놓인 매화 병풍의 사진은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신선원전: 최후
의 진전 창덕궁 신선원전, 국립문화재연구소 미술문화재연구실, 2010. pp.40~41. 신선
원전의 매화 병풍에 해서는 황정연, ｢조선시  진전(眞殿)의 역사와 신선원전｣, 앞의 
책, pp.109~110. 

143) 이 같은 추정은 국립고궁박물관, 궁중서화, 국립고궁박물관, 2012. pp.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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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오봉 도상과의 관련성을 고려하면 국왕의 어진 봉안에 적합한 도상
이라 생각된다. 아울러 해반도(海蟠桃) 도상은 1902년 황수성절을 기념
하기 위해 제작된 <해학반도도 12폭 병풍>(도92)과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또한 한제국기에 등장한 새로운 시각 상징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러한 시도가 장기적인 전통으로 자리 잡지 못한 
것은 한일 병합으로 인해 왕실 문화가 단절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2) 왕실 의례 문화와 기념용 계병(禊屛)

  궁중 병풍 중 장병과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계병이다. 계병이
란 왕실이 행사를 마친 후에 이를 기념하기 위해 제작한 병풍이다. 기
본적으로 행사의 전례를 후 에 계승하기 위한 기능이 중시되었다. 왕
실의 행사 가운데에서도 탄강, 책례, 관례, 가례, 평복(平復: 병의 회
복), 사순·육순·칠순·팔순, 어극(御極: 재위) 주기, 기로소 입소 같은 경
사가 계병의 주요 제작 동기 다. 계병의 형식은 크게 행사도 형식과 
일반 회화 형식으로 나눌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소상팔경도, 십장
생도, 난정수계도, 요지연도 같은 일반 주제이기 때문에 서문과 좌목을 
통해 계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19세기 계병이 국왕과 
왕실 여성을 위한 연향과 왕세자의 의례를 위해 주문된 경우가 있다는 
점을 논의할 것이다. 아울러 계병이 행사의 주인공과 행사를 주관한 이 
모두의 위상을 높이는 기능을 하 음에 주목하겠다. 행사의 주인공은 
왕실의 어른으로서 병풍의 주인공이 되었으며 행사를 주관한 이는 충
과 효를 행하는 의례의 행위자로서 재현되었다.  
  이 절에서는 19세기 계병의 성격을 5가지로 나누어 논의를 전개하고
자 한다. <가) 계병의 정의 및 내입과 분하 문제>에서는 계병의 정의와 
명칭 문제를 논의하겠다. 아울러 계병이 완성된 후에 내입과 분하가 어
떻게 이루어졌는지에 해 정리하겠다. <나) 계병의 계보와 형식의 계
승>에서는 계병이 가진 기념, 기록, 계술의 성격에 해 논의하고자 한
다. 이러한 특성은 계병의 형식이 보수적으로 유지된 까닭을 설명해준
다. <다) 국왕과 왕실 여성을 위한 연향 계병>에서는 19세기 계병의 가
장 큰 계보인 궁중의 연향도 병풍을 검토하겠다. <라) 왕세자의 탄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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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례·관례·가례를 기념한 계병>에서는 계병의 또 다른 계보인 왕세자를 
위한 의례 기념 계병에 주목하고자 한다. <다>와 <라>의 논의는 왕실
의 위상을 제고하며 계술의 수단이 되었던 계병의 의미를 구명하는 데
에 일조할 것이다. <마) 1893년 제작 추정 <선조회란오회갑진찬계병(宣
祖回鑾五回甲進饌禊屛)>에서는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계병을 한 점 소
개하고자 한다. 이 유물은 그간 <진하도>라는 제목으로 알려졌던 것이
다. 본고에서 이 유물이 1893년에 선조의 회란 300주년을 기념하기 위
해 제작한 계병으로 논의하겠다. 

가. 계병의 정의 및 내입과 분하 문제

  궁중 계병은 그간 ‘궁중기록화’, ‘궁중행사도’, ‘궁중연향도’, ‘궁중진
연도’, ‘왕실진하도’와 같은 명칭으로 지칭되어 왔다. 때에 따라서는 왕
실의 진연, 진찬, 진작을 구분하여 용어가 사용된 경우도 있다. 아울러 
이 모두를 통합하여 연향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도 있다. 또한 연향
과 구분하여 진하라는 용어를 선택한 경우도 있었다. 혹은 기록이라는 
목적에 주안점을 두고 기록화라는 용어를 사용한 용례도 있다. 이러한 
용어들은 사용 맥락에 따라 적확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따라서 일괄적으로 하나의 용어로 통합하기는 어㉘다. 이러한 이해를 
전제로 하면서 본고에서는 문헌상의 용례를 고려하여 궁중 계병이라는 
용어를 선택하 다.  
  문헌상에 보이는 계병이라는 용어를 하나로 정의를 내리기는 어㉘다. 
계병은 수 백 년의 시간을 두고 조금씩 의미를 변화시켜 왔기 때문이
다. 17세기까지의 계병은 벼슬아치들이 국가의 역을 마친 후에 동류의
식을 강화하기 위해 제작한 성격이 강하다. 이때는 국가의 경사와 애사
(哀事)가 계병을 주문하는 동기가 되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도감의 
관원들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계병을 제작하여 나누어 가진 것이다. 글
자 표기는 계병(契屛)이 널리 사용되었다. 그런데 18세기가 되면 계병
의 의미는 다른 차원으로 전용(轉用)되었다. 문헌상으로도 계(契)가 계
(禊)와 계(稧)자로 체되어 계병(禊屛)과 계병(稧屛)으로 사용되었다. 
이 시기부터는 국왕도 계병의 수령자가 되었다. 따라서 신하들이 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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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가지는 분하 계병에 더하여 내입 도병이 제작되었다. 계병의 제작은 
왕실의 경사를 축하하고자 관원들이 자발적으로 진행한 형식을 취하
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왕실이 일정 부분 계병의 제작에 관여하 다. 
요컨  17세기 이전의 계병이 사적 차원에서 임의적으로 제작되었다면 
18세기 이후에는 국가의 관리가 이루어진 것이다. 아울러 계병을 제작
하는 동기도 18세기 이후에는 왕실에 한 경축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경사에만 국한되었다. 
  그런데 계병 제작의 주체와 동기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계병이란 용
어가 유지된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여기에는 계병채의 조달 방법과 화
제의 선택 문제가 결부된다. 전자와 관련해서는 계병의 제작비용을 관
원들이 조달했다는 사실에 주목을 요한다. 1795년 원행을묘정리의궤
에는 ‘내입 진찬도병과 당랑 이하의 계병채 마련〔內入進饌圖屛及堂郞
以下稧屛債磨鍊〕’이라 하여 계병채라는 용어가 등장하 다. 국왕을 위
한 내입 도병과 신료들을 위한 계병을 마련하는 데에 소용된 금전을 
계병채라 부른 것이다. 그런데 이 용어가 19세기에는 문헌에 더욱 자주 
등장하게 되었다. 왕실의 행사를 기해 작성된 등록, 절목, 승정원일기, 
일성록, 비변사등록, 실록에 고루 등장한다. 계병의 제작이 활성화될수
록 계병채라는 용어도 자주 언급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계병의 제작
이 왕실 차원의 일이 된 이후에도 계병채는 중앙 정부의 재원에서 충
당되지 않았다는 데에 있다. 계병채는 신임 지방관이 부임 직후에 중앙 
정부에 상납하던 사례용 금품에 근원을 두고 있다. 일명 당참채(堂參
債), 포진채(鋪陳債)라 불리던 지방관의 사례금 항목에 계병채가 포함된 
것이다. 조선 중기에 관원들의 각출로 계병을 주문했던 관례 그 로 조
선 후기에도 계병의 주문 비용을 지방관에게 의존한 부분이 컸던 것이
다. 이것이 계병의 의미가 전환된 이후에도 계병이라는 명칭이 유지된 
중요한 이유로 보인다. 
  계병이라는 용어가 유지된 또 하나의 이유는 계병의 주제 선정과 연
관되어 있다. 계병은 행사의 장면을 그린 것이 기본이었다. 그런데 때
에 따라서는 행사 자체가 아니라 일반 주제가 선택되는 경우가 있었다. 
17~18세기에 계병으로 자주 꾸며지던 친정도(親政圖)를 예로 들어보겠
다. 친정 계병은 1676년, 1687년, 1691년, 1703년, 1721년, 17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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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5년에 제작되었다.144) 이 계병들은 개 친정을 상징하는 도목정(都
目政)과 선온(宣醞)의 행사 장면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숙종신미친정계
병 8폭 병풍>(도34)에는 행사도 외에 청록산수가 함께 그려졌다. 1폭에
는 도목정사(都目政事), 8폭에는 선온(宣醞) 장면, 2~7폭에는 청록산수
도가 그려졌다. 1721년 <경종신축친정계병>(도35)에도 1폭에 도목정사
가 그려졌으며 나머지에는 난정수계도(蘭亭修祺圖)가 그려졌다. 
  계병의 주제 선택은 상당히 임의적이었다. 이를 보여주는 사례가 이
명한(李明漢, 1595~1645)의 글로 남아 있다. ｢계병후발(稧屛後跋)｣에 
따르면 이명한을 포함한 승정원 관원 6명은 모임을 갖고 계병을 제작
하 다. 이명한은 화가 이징(李澄, 1581~?)에게 <왕유망천도 병풍>을 
주문하 다. 다른 사람들은 채색의 행사도를 주문했지만 이명한 홀로 
화가를 특정하여 수묵 병풍을 주문한 것이다.145) 이는 계병의 주제를 
선정함에 행사도와 일반 회화가 임의적으로 병용되었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계병의 성격이 전환된 18세기 이후에도 계속
해서 유지되었다. 특히 왕세자와 관련한 계병이 행사도가 아니라 일반 
회화로 된 경우가 많았다. 남아 있는 유물로는 1800년 <순조왕세자책
례계병>(도7~8)으로 제작된 요지연도, 1812년 <효명세자책례계병>(도
37)이었던 요지연도, 1879년 <순종왕세자두후평복진하계병>(도68~79)
으로 제작된 십장생도가 표적이다. 이 밖에 다양한 일반 화제가 계병
으로 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궁중 발기가 남아 있다. 장서각에 소장되
어 있는 ｢큰뎐병풍고간긔｣(장서각1707)와 ｢동궁병풍고건기(東宮屛風
庫件記)｣(장서각1712)이다. 이 두 문건에는 1877년에 제작된 계병의 목
록이 남아 있다. 1877년 고종에게 헌상된 계병 6좌와 순종에게 헌상된 
계병 6좌의 목록을 정리한 것이 표⑮ <1877년 고종과 순종을 위한 정
축 계병 목록>이다. 

144) 1676년 친정계병에 해서는 李夏鎭, ｢親政契屛序｣, 六寓堂遺稿; 1687년 친정계병
에 해서는 吳道一, ｢親政契屛序｣, 西坡集; 1703년 친정계병에 해서는 李觀命, ｢
親政契屛序｣, 屛山集. 조선시  친정도 일람은 박정혜(2000), p.121 표6 <친정도 일
람표>; 유재빈, 앞의 논문, p.219 표24 <조선후기 친정도> 참조. 

145) 李明漢, ｢稧屛後跋｣, 白洲集 16.; 이 글은 계병 제작의 체계를 이해하는 데에 중요
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따라서 원문과 국역을 〔부록 1〕에 소개하 다. 국역의 일부는 
인천항 문화재감정관 유승민 선생님의 도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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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 크기 수량 발의기관 

｢큰뎐병풍고간긔｣
(장서각1707)

文房 병 1 내각(규장각)
畵器 중병 1 내각(규장각)

王會圖 병 1 춘방(세자시강원)
西園雅集圖 중병 1 춘방(세자시강원)

瑤池宴 병 1 계방(세자익위사)
孝子圖 중병 1 계방(세자익위사)

총 6점

｢동궁병풍고건기｣
(장서각1712)

江南春意 병 1 내각(규장각)
王會圖 중병 1 내각(규장각)
畵器 병 1 춘방(세자시강원)

孝子圖 중병 1 춘방(세자시강원)
行樂圖 병 1 계방(세자익위사)

海鶴蟠挑 중병 1 계방(세자익위사)
총 6점

  표⑮ 1877년 고종과 순종을 위한 정축 계병 목록

  이 표를 보면 1877년에 제작된 정축 계병은 왕과 왕세자를 위해 각
각 6점씩 제작되었다. 고종을 위한 계병은 문방도, 화기도〔준이종정도
류일 것으로 추정〕, 왕회도, 서원아집도, 요지연도, 효자도 병풍이다. 
순종을 위한 계병은 강남춘의도, 왕회도, 화기도, 효자도, 곽분양행락
도, 해학반도도 병풍이다. 이를 통해 그간 알려진 작례 외에도 다양한 
일반 화제가 계병으로 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전과 동궁전에서 사용하여 ‘내입’된 것이 분명
한 병풍도 계병이라 표기되어 있다. 이는 적어도 문헌상에서 내입도병
(內入圖屛)과 분하계병(分下禊屛)을 철저하게 구분하지 않았음을 시사
한다.146) 내입된 것도 계병의 일부이기에 계병이라 표기한 것으로 보인
다. 1905~1906년에 작성된 궁중 발기인 ｢별고소재물품(別庫所在物品)｣
(장서각1856)에서는 ‘진하도병’을 ‘내입’했다는 표현이 확인된다. 이는 
궁중에서 계병, 도병, 내입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정세하게 구분하지 않
았음을 의미한다. 왕과 왕세자의 처소에 있던 병풍을 모두 계병이라 표
기한 점은 계병이라는 용어가 상당히 포괄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의미한

146) 선행 연구를 진행한 박정혜는 내입도병과 분하계병이 화면상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
니며 수령자에 따라 명칭만 달라 질 뿐이라고 보았다. 박정혜, ｢명헌태후 칠순기념 신
축년 진찬도병의 특징과 의의｣, 한국궁중복식연구원 논문집 6, 2004. p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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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도③ <궁중 행사도의 구도> 

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19세기의 용례를 고려하여 계병이라는 용
어를 일괄적으로 사용하 다. 

나. 계병의 계보와 형식의 계승   

  19세기에 행사도 계병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부감시로 일직선 구도로 내려오는 형식, 둘째 등변사다리꼴 모양으로 
원근을 표현한 경우, 셋째 평행사변형으로 구도를 잡은 방식이다. 이것
을 정리한 것이 삽도③ <궁중 행사도의 구도>이다. 그런데 이 구도는 
시기별로 일정한 경향성을 갖는다. 첫 번째 일직선 부감시 구도는 
1827~1829년에 잠시 집중되어 있다. 두 번째 등변사다리꼴 구도는 
1848년~1902년까지 유지되었다. 마지막 평행사변형 구도는 1844년 
<헌종가례진하계병>, 1874년 <왕세자탄강진하계병>, 1893년 <선조회란
오회갑진찬계병>에 보인다. 창덕궁 인정전을 배경으로 그려진 계병에만 
일괄적으로 적용된 것이다.  

  

  궁중 계병과 의궤 도설에 보이는 행사 장면의 구도와 형식에 해서
는 선행 연구에서 논의된 바가 있다. 김홍남은 19세기 궁중행사도와 의
궤 도설의 지표를 1795년에 제작된 《화성능행도병》이라 보았다. 이때
부터 계병과 의궤가 하나의 세트로 묶이는 전범이 시작이 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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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47) 박정혜는 1827년, 1828, 1829년의 진찬의궤의 도설과 1829
년 《순조기축진찬도》가 18세기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상당 부분 실험적
인 시도가 많았다고 분석하 다. 아울러 1848년 《무신진찬계병》을 19
세기의 전범으로 논의하 다.148) 1868년 《무진진찬계병》을 연구한 부
르그린드 융만도 헌종(1834~1849 재위) 이후에 궁중연향도가 도식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을 언급하 다.149) 
  그렇다면 1848년 《무신진찬계병》의 전범이 1902년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왕실 회화에 드러난 보수성이 확보된 방
편은 무엇이었을까? 계병은 무엇보다 전례를 후 에 계승시키기 위해 
제작되었다. 이런 입장이 계병 제작에 전제로 작용하 다는 것은 여
러 사료에서 확인된다. 예컨  1877년 내각일력에는 정축계병〔신정
왕후칠순기념계병〕의 제작에는 ‘무신년(1848년)의 전례에 의거하라〔稧
屛依戊申年例爲之〕’는 전교가 있었다.150) 무신년의 전례는 순원왕후의 
육순과 신정왕후의 망오를 기념한 《무신진찬도 8폭 병풍》(도38)을 의미
한다. 지금까지 1877년에 제작된 행사도 형식의 계병은 알려진 바가 
없다. 그러나 내각일력의 기록을 통해 행사도의 구성이 《무신진찬도 
8폭 병풍》과 유사할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정해년(1887년) 계
병에 해서도 고종실록과 승정원일기에서 ‘정축년(1877년)의 전례
에 의거하라〔稧屛依丁丑年例爲之〕’는 전교를 찾을 수 있었다.151) 실제 
1887년에 제작된 《정해진찬도 10폭 병풍》(도39)은 《무신진찬도 8폭 병
풍》(도38)과 구성이 동일하다. 오직 진연 장면이 1회 더 추가되어 병풍
이 8폭에서 10폭으로 증가한 것만이 다르다. 요컨  1877년에는 1848
년을 전범으로 삼고 1887년에는 1877년을 전범으로 삼아 결과적으로
는 1877년과 1887년의 계병이 모두 1848년을 범본으로 하게 된 셈이

147) Hongnam Kim, “Tragedy and Art at the 18th Century Chosŏn Court” 
Orientations 25:2 (1994).

148) 박정혜, 앞의 책, p.411, p.417; 박정혜, ｢순조·헌종년간 궁중연향의 기록: 의궤와 도
병｣(조선시  향연과 의례, 국립중앙박물관, 2009) pp.222~223 참조.  

149) 부르그린드 융만, ｢LA 카운티 미술관 소장 〈戊辰進饌圖屛〉에 관한 연구｣, 미술사논
단 19, 2004. 

150) 내각일력 1877년 12월 10일; 일성록 1877년 12월 11일 (신묘). 
151) 고종실록 고종 24년(1887년) 1월 27일 (을묘); 승정원일기 고종 24년(1887년) 1

월 27일(을묘); 일성록 1887년 1월 27일 (을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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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밖에도 임진년(1892년) 계병을 기축년(1889년)의 전례 로 만들라
고 한 하교가 있다. 아울러 갑오년(1894년) 계병은 임진년(1892년)의 
전례를 따르며 신축년 진찬(1901년 5월)은 정해년(1887년) 진찬 및 계
사년(1893년 10월) 선조 왕회란오회갑 기념 진찬을 참조하여 의절을 
마련하라는 교가 있었다.152) 이를 통해 기축년(1889년)과 갑오년
(1894년)에 제작된 계병이 현재 남아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임진진
찬 8폭 병풍》(도40)과 유사한 구도와 형식을 가졌으리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전교는 조선의 마지막까지 이어졌다. 신축년 진연(1901년 7
월)은 임진년 진연(1892년)을 참조하여 의절을 마련하 다. 아울러 임
인년 진연(1902년 4월과 11월)은 신축년 진연(1901년 7월)을 참고하여 
의절을 마련하라는 교가 이어졌다.153) 이 같은 기록은 19세기 계병의 
구도와 형식에 보이는 보수성의 원인을 설명해준다. 이를테면 한번 등
변사다리꼴로 자리 잡은 형식은 특정 전례를 참고하라는 전교에 따라 
하나의 계보로 엮 다. 전례를 통해 후 의 전범을 찾고자 했던 조선 
왕실의 통치 원리가 계병의 제작에도 그 로 적용된 것이다.  

다. 국왕과 왕실 여성을 위한 연향 계병 

  19세기 순조-헌종-철종-고종 에는 궁중 연향이 자주 설행되었다. 
따라서 왕실의 진연과 진찬은 계병을 제작하는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 
궁중의 연향이 설행된 상은 크게 세 부류이다. 국왕, 왕실 여성, 왕
세자이다. 따라서 계병도 이들을 위해 제작되었다. 계병 제작 동기를 
세 가지로 범주로 나누면 첫째, 왕의 기로소 입소 및 재위 주년(周年) 

152) 임진년(1892년) 계병은 기축년(1889년)의 전례를 따르라는 명은 승정원일기 고종 
29년(1892년) 10월 12일 (병인); 1894년 갑오계병은 1892년 임진계병의 전례를 따르라
는 명은 승정원일기 고종 31년(1894년) 2월 13일 (경신); 일성록 1894년 2월 13일 
(경신); 신축년 진연(1901년 5월)은 정해년(1887년)과 계사년(1893년)의 전례를 따르라
는 내용은 박정혜, ｢명헌태후 칠순기념 신축년 진찬도병의 특징과 의의｣, 한국궁중복
식연구원 논문집 6, 2004. p.4에서 재인용. 

153) 1902년 11월의 진연은 신축년(1901)의 전례를 따르라는 교는 進宴儀軌 1, ｢詔勅
｣ 1902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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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제작동기 작품 소장기관 비고

1829
(순조의 재위 

20주년)
순조기축진찬도

150.2x420.7cm, 
국립중앙박물관

(덕1665)

-

크기 미공개, 
국립중앙박물관

(본7864)
150.2x420.7cm, 
국립중앙박물관

(근230)
149.0x413.0cm, 

삼성미술관 Leeum

기념, 둘째, 왕 비 및 왕 비의 보령 사순·육순·칠순·팔순 기념, 셋
째, 왕세자의 탄강·평복·책례·관례·가례를 축하하기 위해 제작한 것이다. 
이 중 국왕과 왕실 여성들을 위해 제작된 계병은 개 연향 자체를 묘
사하 기 때문에 행사도로 꾸며졌다. 
  19세기는 계속해서 섭정이 이루어진 시기 다. 1800년 11세에 등극
한 순조를 신하여 정순왕후가 3년간 수㉗청정을 하 다. 순조의 건강
이 악화된 이후에는 효명세자가 1827~1830년 사이에 리청정을 하
다. 이 기간에 효명세자는 순조 부부를 위한 연향을 설행하는 한편 이
를 기념하는 계병을 제작하 다. 효명세자가 갑작스럽게 죽자 1834년 
왕세손 헌종이 즉위하 다. 이로 인해 순원왕후가 7년간 수㉗청정을 하

다. 1849년 철종이 등극한 이후에도 다시 순원왕후가 3년간 수㉗청
정을 하 다. 1863년 철종이 죽자 12세인 고종이 즉위하 다. 이후 신
정왕후가 2년간 수㉗청정을 하 으며 뒤이어 1873년까지 흥선 원군이 

리청정을 하 다. 이 같은 왕실의 동향은 이 시기에 설행된 왕실 연
향과 계병의 제작에도 반 되었다. 19세기에 국왕 자신이 진연의 주인
공이 된 경우는 고종밖에 없었다. 신 국왕이 왕실의 어른인 왕 비와 

왕 비를 위해 베푼 진찬이 더 많았다. 아래 표⑯은 왕실의 연향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한 계병을 정리한 것이다.  

표⑯ 19세기 왕실의 연향 기념 계병 목록



- 107 -

1847
(신정왕후 사순) 조 비사순칭경진하도 140x448cm,

동아 학교 박물관 -

1848
(순원왕후의 육순 

및 신정왕후의 
망오)

무신진찬도

139x384cm, 
국립중앙박물관

(본13243)

-

136.1x380.8cm, 
국립중앙박물관

(덕1663)
-

135x368.8cm, 
국립중앙박물관

(M220) 

*1.2폭과 3.4폭의 순
서가 바뀌었음.

138x48.4cm, 
국립중앙박물관

(본12874) 

*3,4,5,6폭만 남아 있
음.

138x48.4cm, 
국립중앙박물관

(동2649) 

*7폭 <통명전익일회
작>만 족자 형식으로 
남아 있음.

1868
(신정왕후 육순) 무진진찬계병

136.3x373.6cm, 
LACMA -

국립중앙박물관
(본10828) -

1877
(신정왕후 칠순) 정축진찬계병 없음

*내각일력 1877년 
12월 10일 기사와 
고종실록, 1887년 1
월 27일 기사를 통해 
행사도 형식이었음을 
추정 가능.

1887
신정왕후팔순 정해진찬도

147.1x485cm 
국립중앙박물관

(덕6184)

*병풍의 크기가 이전
보다 커짐. 10폭인 
것 뿐 아니라 화면 
자체도 높이가 높아
졌음.

147x485cm, 
소더비

1892
고종의 어극 

30주년과 사순
임진진찬계병 149.5x404cm, 

삼성미술관 Leeum -

1901 5월
(효정황후망팔) 신축진찬도 177.3x517cm,

국립고궁박물관 -

1901 7월
(고종 망오순) 기축진연도

149x388cm, 
연세 학교 박물관 

*진하 장면이 생략되
고 연향으로만 꾸며
짐.

크리스티 경매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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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 4월
(고종  

기로소 입소)
임인진연도

162.3x598cm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

1902년 11월
(고종의 

어극40주년)
임인진연도 177.3x203.2cm,   

국립고궁박물관 *4폭만 남아 있음

*이 표는 국립중앙박물관, 서화유물도록 20집 조선시 궁중행사도 III pp.276~281에 실
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시  궁중행사도 총목록>을 바탕으로 하여 타 기관 작품을 
추가하여 작성하 다. 

  이 표에서 보다시피 19세기의 연향 계병은 순조와 순조비, 순원왕후, 
신정왕후, 효정왕후를 위한 진찬과 고종(광무제)을 위한 진연을 기념하
여 제작되었다. 연향은 모두 국왕과 왕실의 어른으로서의 왕실 여성을 
위해 설행된 것이다. 이 중에는 실제 설행된 행사의 장면이 아니라 전
례를 그 로 시각화한 경우도 있다. 실제 여부와 무관하게 시각물 자체
의 전례를 따른 것이다. 아울러 실제 행해진 여러 행사를 재구성하여 
하나의 화면에 결합한 경우도 있었다. 조선의 궁중 계병은 사실의 재현
보다는 전례의 계승에 더 큰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향 계
병의 계보는 일정한 형식을 유지하며 100년의 전통을 지속하 다. 

라. 왕세자의 탄강·책례·관례·가례를 기념한 계병 
 
  19세기 계병의 또 하나의 중요한 계보는 왕세자와 관련한 의례 기념 
계병이다. 19세기 왕실에서는 순조로운 장자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순조, 효명세자, 순종과 관련한 계병만이 주
로 남아 있다. 그러나 왕실에서 지존의 지위에 있었던 국왕보다 정작 
왕세자를 위한 계병이 더 많았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왕세자의 위상 
제고가 국왕권의 강화와 깊이 결부되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왕세자
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계병을 제작한 것은 정조 에서 전범을 찾
을 수 있다. 정조는 규장각과 세자시강원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왕세
자의 위상을 공고히 하 다. 아울러 1784년에 <문효세자보양청계병>
(도2)과 <문효세자책례계병>(도3)을 제작하 다. <문효세자책례계병>은 
창덕궁 인정전에서 거행된 책봉례와 중희당에서 거행된 수책례 장면을 
그㉛다. 이것은 하나의 전범이 되어 이후의 책례 계병의 구성이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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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작품 소장기관 주문 기관 비고

1800년 순조왕세자책례계병
(요지연도)

278.2x154.2cm,
서울역사박물관 선전관청

112.6×237cm, 
국립중앙박물관 선전관청

1812년
책례

효명세자책례계병
(행사도)

81.5x272cm
케이옥션 

(2016년 출품작)
- -

효명세자책례계병
(요지연도)

97x437.6cm,
개인소장 의약청 -

1819년
관례 효명세자관례계병 127x284cm, 

개인소장 -
*박정혜, 조선시  
궁중기록화 연구
pp.536~537에 소개. 

1844년
가례

헌종가례진하계병 114.2x406cm
국립중앙박물관 선전관청

*세 점 모두 선전관청에
서 제작하여 각각 다른 
수령자에게 주어졌을 가
능성이 있다.  

헌종가례진하계병
115.7x412cm, 

동아 학교 
박물관

선전관청

헌종가례진하계병 125x520cm, 
경기도 박물관 선전관청

1874년
탄강

순종탄강진하계병 137x560cm,
국립고궁박물관 산실청 *산실청에서 제작하여 각

각 다른 수령자에게 주어
졌을 가능성이 있다. 순종탄강진하계병 131.5x394cm,

국립중앙박물관 산실청

1879
평복

(책례)

십장생도 
210x420cm,
아모레퍼시픽

박물관 
- *아모레본은 오리건 과 

동일 초본을 사용했지만 
좌목이 없어 1879년 계병
인지 확단은 어㉘다.순종두후평복진하계병

(십장생도)

201.9x521cm, 
오리건 학교 

박물관
의약청

순종왕세자책례계병
127x355cm,
고려 학교 

박물관
오위도총부

*국립중앙박물관본과 고
려 학교 박물관 본은 좌
우가 바뀌어 있어 초본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실수
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순종왕세자책례계병 125.2x385.8cm

국립중앙박물관 오위도총부

향을 끼쳤다. 
  19세기에 제작된 왕세자 관련 계병은 탄강·책례·관례·가례가 제작 동
기인 경우가 부분이었다. 표⑰ <19세기 왕세자의 탄강·책례·관례·가례 
기념 계병>는 이 내용을 정리한 목록이다. 

표⑰ 19세기 왕세자의 탄강·책례·관례·가례 기념 계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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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왕세자 책례 관례 계병
행사도 형식 일반 주제 형식

1800년 순조 11세 11세 알려진 바 없음 <순조책례계병 요지연도>
1809년
(1812) 효명세자 4세 <효명세자책례계병> <효명세자책례계병 요지연도>

1819년 11세 <효명세자관례계병> 알려진 바 없음
1875년
(1879) 순종 2세 <왕세자두후평복진하계병> <순종책례계병 십장생도>

1882년 9세 <임오년관례진하도병> 알려진 바 없음

*본 표는 이민주(2008) p.218의 표를 참조하여 작성하 다.  

순종왕세자책례계병 180.5x459cm,
국립고궁박물관 오위장

1882년
(관례)  순종관례진하계병

*기록으로 남아 
있음  

｢별고소재물품｣
(장서각1856)

*1882년은 왕세자 순종의 
관례와 가례가 있던 해이
다. 그런데 이를 ‘임오년
관례시진하도병’이라고 표
기한 점이 주목된다. 

  이 표를 보면 순조와 효명세자 보다 순종을 위한 계병의 종류가 
크게 증가하 음을 알 수 있다. 고종이 왕세자의 위상 제고를 위해 행
한 시도 가운데에는 계병의 제작이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이다. 앞서 
논의한 로 순종은 궁중 연향의 주체로서도 계병에 재현되었다. 표⑩에
서 볼 수 있다시피 1892년부터 1902년까지 순종이 직접 진하례를 설
행하 기 때문에 계병을 구성한 화면의 수도 증가하 다. 순종은 연향
의 설행자이자 책례와 관례의 주인공으로서 계병의 주인공이 되었다. 
  그런데 왕세자와 관련한 계병에서는 또 하나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
다. 그것은 유독 일반 주제로 꾸며진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아래 표⑱ 
<19세기 왕세자의 책례 및 관례 계병>은 순조, 효명세자, 순종의 책례
와 관례 때에 제작된 계병을 정리한 것이다.  

 표⑱ 19세기 왕세자의 책례 및 관례 계병   

 
  효명세자는 1809년에 태어나 1812년에 왕세자에 책봉되었다. <효명
세자책례계병 요지연도>(도37)는 효명세자의 출산을 도왔던 산실청 관
원들이 제작을 발의하 다. 그런데 서문에는 왕세자라는 표현이 보인
다. 따라서 계병의 제작 시점은 왕세자로 책봉된 1812년 이후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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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154) 왕세자의 탄강을 기념하기 위해 발의되었으나 사후(事後)에 
소급하여 제작된 것이다. 최근에 알려진 행사도 형식의 <효명세자책례
계병>(도36)도 요지연도와 함께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879년 <왕세자두후평복진하계병> 두 종(種)도 1812년 건과 유사한 
제작 과정을 보인다. 이 계병들은 순종의 천연두가 완치된 것을 기념하
여 제작되었다. 그런데 하나는 십장생도(도68~69)로 선택된 반면 다른 
하나는 1875년에 이루어진 책례 행사(도70~72)를 그㉛다. 후자의 경우 
1812년 사례처럼 시간을 소급해서 계병을 제작한 것이다. 이러한 작례
는 행사가 일어난 시점과 계병 제작 간에 시간적 간극이 있을 수 있음
을 알려준다. 아울러 왕세자와 관련한 계병에서 십장생도나 요지연도 
같은 일반 주제가 선택된 경향도 확인할 수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
는 없지만 표⑱에서 1800년, 1819년, 1882년에도 행사도와 일반 주제
가 하나의 세트로 제작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때도 행사도
와 일반 회화가 세트 다면 1819년에 일반 주제와 1800년과 1882년에 
행사도 계병이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155) 
  이렇게 일반 주제가 계병으로 꾸며졌던 전통은 17세기로 거슬러 올
라간다. 현재 전하는 작품은 1667년 <현종정미온행〔왕유망천도〕계병>, 
1690년 <경종왕세자책례〔소상팔경도〕계병>(도9), 1691년 <숙종신미친
정〔산수도〕계병>(도34), 1721년 <경종신축친정〔난정수계도〕계병>(도
35), 1739년 <단경왕후복위기념〔무이구⑲도〕계병>, 1766년 < 조병술
진연〔사녀도〕계병>이 있다. 이들의 주제인 망천도, 무이구⑲도, 난정수
계도는 중국의 고전에서 연원하 다. 이 중 1690년 경종의 책례 계병
은 소상팔경도가 주제로 선택되었다. 그런데 19세기가 되면 일반 주제
의 계병에서도 화제의 성격이 변화하 다. 중국 고전 보다는 요지연도, 

154) 박은순, ｢순묘조 왕세자탄강계병에 한 도상적 고찰｣, 『고고미술』 174, 1987.
155) 서윤정은 1784년 <문효세자책례계병>의 주문 주체가 세자의 책례를 주관한 세자시강

원이었기 때문에 행사도 형식으로 수책례와 책봉례를 그㉛다고 보았다. 이에 반해 1800
년 <왕세자순조책례계병>은 선전관청(宣傳官廳)이라는 주문 주체가 책례를 주관한 기관
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행사 규모를 간소하게 하도록 명했던 정조의 의지에 따라 실제 
설행된 행사 장면이 아니라 요지연도가 채택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 다. 요컨  1784
년은 실제 설행된 행사의 규모를 강조하기 위해 ‘행사도’가 선택되었다면 1800년에는 
‘이상’을 재현하기 위해 상상 속의 연회를 담은 요지연도가 선택되었을 것이라고 논의
하 다. Yoonjung Seo, 앞의 논문, pp.19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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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장생도 같은 길상의 의미가 강화된 화제가 선택된 것이다. 이 주제들
은 오랜 기간 조선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궁중의 도상이 정립된 화제들
이었다. 
  아울러 19세기 말로 갈수록 일반 주제의 계병이 더 많이 제작되었을 
것이라는 증거가 있다. 궁중 발기 중에는 순종의 처소에 수장되어 있던 
계병의 목록을 기록한 것이 있다. 장서각에 소장된 ｢셰궁병풍고간
긔｣, ｢동궁병풍고건기｣, ｢세자궁병풍고간건기(世子宮屛風庫間件記)｣(장
서각 1713)이다. 이것들은 동궁의 병풍고에 수장되었던 병풍의 목록이
다. 그런데 이 목록에서는 곽분양행락도, 문방사우, 해상군선도, 장생
도, 화조도, 경직도, 해학반도, 화기도, 서원아집, 백접도까지 거의 모든 
병풍화 화제가 계병으로 꾸며졌던 것이 확인된다. 이는 19세기 말로 갈
수록 일반 주제로 선택된 계병의 종류가 더욱 다양해졌다는 점을 시사
한다.  

마. 1893년 제작 추정 <선조회란오회갑진찬계병(宣祖回鑾五回甲進饌禊
屛)>

  궁중 계병은 내입과 분하를 위해 복수로 제작되었다. 따라서 동일한 
작품이 세상에 여러 좌 전하는 경우가 있다. 최근에도 해외 경매를 통
해 궁중 계병이 알려진 사례가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도 2010~2012
년 사이에 미공개 궁중 계병을 여러 점 소개하 다.156) 이 가운데 <진
하도>(도41)라는 제목의 10폭 병풍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유물은 창덕
궁 인정전에서 설행된 행사를 그린 1844년 <헌종가례진하계병>과 
1874년 <왕세자탄강진하계병>과 거의 유사한 구도를 보인다. 아울러 
병풍의 상단부에 첨지가 있어 제작 내력을 추정할 수 있다. 다음은 첨
지의 내용이다. 

만력 임진년의 병란 때, 선조대왕이 용만으로 파천했다가 난이 평정된 

156)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한국서화유물도록 제18집) 조선시  궁중행사도
I, 국립중앙박물관, 2010;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한국서화유물도록 제19집) 
조선시  궁중행사도 II, 국립중앙박물관, 2011;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한
국서화유물도록 제20집) 조선시  궁중행사도 Ⅲ, 국립중앙박물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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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궁으로 돌아오신 다음, 흥화문 대궐에서 처음으로 백관의 진하의식을 
받았다. 그리하여 화사에게 명하여 기념의 뜻을 표기하였다. 축하드리는 
의례는 선묘조로서는 이때가 처음이었다. 각 대궐의 문은 이층이나 이 
문은 일층이다.

萬曆壬辰兵亂宣廟大王播遷于龍灣, 兵亂平定後, 還御于興化門大闕, 初受百
官進賀矣. 卽命畵師以表記念矣. 進賀之禮宣廟時初有之事. 各大闕門二層此
門一層也. 

  첨지에 따르면 이 계병은 임진왜란으로 피란을 갔던 선조가 환궁한
지 5주갑(300년)이 된 것을 기념하여 제작되었다. 고종실록에 따르면 
1893년에는 선조의 환궁 300주년을 기념한 진찬이 열㉛다. 관련 기록
에는 진찬의 명칭과 일정을 논의한 내용이 포함되었다.157) 이에 따라 
진찬은 선조 왕회란오회갑(宣祖大王回鑾五回甲) 기념 진찬이라는 명칭
을 부여받았다. 따라서 <진하도>는 <선조회란오회갑진찬계병>으로 보
아야 할 것이다.158) 
  1593년 선조가 환궁할 때에 창덕궁은 폐허에 가까운 상태 다. 따라
서 선조는 정릉동 행궁〔훗날의 경운궁, 덕수궁〕에 임시로 환어하 다. 
300년 후인 1893년 선조회란오회갑진찬은 경운궁 즉조당에서 열㉛
다.159) 그런데 현재 <선조회란오회갑진찬계병>의 첨지에는 진찬이 창덕
궁 인정전에서 열㉛다는 표기가 있다. 진찬이 경운궁에서 열㉛음에도 
계병은 창덕궁 인정전에서 설행된 것처럼 그려진 것이다. 이것은 1893
년 계병이 창덕궁 인정전을 배경으로 연향도를 제작하는 전범을 따랐
기 때문이다. 실제 설행된 바와는 상관없이 전례에 따라 계병의 형식을 
결정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1893년 계병은 1844년에 제작된 <헌종가례
진하계병> 3좌(동아 학교 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소

157) 1893년에 ‘선조 왕 회란 오회갑(宣祖大王回鑾五回甲)’이라는 명칭으로 진하를 설행
할 것을 의논한 기록은 고종실록 고종 30년(1893년) 8월 9일 (무오). 

158) 1893년에 계병이 제작되었다는 데에 해서는 박정혜, ｢명헌태후 칠순기념 신축년 
진찬도병의 특징과 의의｣ (한국궁중복식연구원 논문집 6, 2004) p.3; 박정혜, ｢ 한제
국기 진찬·진연의궤와 궁중연향계병｣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조선후기 궁중연향문화
3, 민속원, 2005) 

159) 고종실록 고종 30년(1893년) 10월 4일 (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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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와 1874년에 제작된 <왕세자탄강진하계병> 2좌(국립중앙박물관, 국
립고궁박물관 소장)가 가진 형식적 계보를 잇고 있다. 1844년의 <헌종
가례진하계병>의 경우에도 실제 효정왕후의 책봉, 가례, 진하는 모두 
경희궁에서 치러졌다. 그러나 계병은 창덕궁 인정전을 배경으로 그려졌
다. 이러한 설정은 계병의 제작 목적이 실제를 재현하려는 의도보다는 
전례를 후 에 계승하고자 한 의도가 우선했기 때문일 것이다. 
  <선조회란오회갑진찬계병>의 사례는 앞으로도 새로운 계병이 발굴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내각일력에는 1877년에도 행사도 형식의 계병이 
제작되었음을 알려준다. 현재 이 작품은 전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러
한 사례가 추가로 발굴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160) 아울러 현재 일본 
청문고(永青文庫) 박물관에 전하는 <궁정조하도(宮廷朝賀圖)> 병풍처럼 
제작 동기와 목적을 밝히지 못한 작례도 있다. 향후 관련 사료의 발굴
과 추가 연구를 통해 계병 관련 논의가 앞으로 더욱 심화되기를 기
한다.161) 

(3) 왕실 병풍의 제작과 계병채(禊屛債)

  장병과 계병의 제작이 정례화 됨에 따라 궁중 병풍의 제작에 소요되
는 경비도 증가하 다. 왕실에서 사용한 병풍 중 가장 저㉗한 소병은 
10냥 에서 시작하 다. 그러나 내입 계병은 보통은 100냥 정도가 들
었다. 1829년 순조기축진찬의궤에 따르면 기축 진찬에 사용된 형 
10폭 오봉 병풍은 306냥 6전이었다. 침선비들이 제작한 자수 병풍은 
350냥이 소요되었다. 왕실이 궁 밖으로 주문한 자수 병풍은 800냥에 
육박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렇다면 왕실이 병풍의 제작에 투입한 비용
은 어디에서 충당하 을까? 
  궁중 병풍의 제작비용에 한 기록을 담고 있는 단독 문헌은 찾을 
수 없었다. 다만 왕실 문헌에서 포진채(鋪陳債) 혹은 계병채(禊屛債)의 

160) 1877년 정축년 계병을 무신년(1848년)의 예 로 만들라는 전교는 내각일력 1877년 
12월 10일자 기사. 이를 통해 정축년 계병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1848년 <무신진찬도 8폭 병풍>(도38)과 유사할 것이라 추정해볼 수 있다. 

161) 청문고 박물관 소장 <궁정조하도>를 소개한 연구는 박정혜, ｢궁중회화의 세계｣ (박
정혜·윤진 ·황정연·강민기, 왕과 국가의 회화, 한국학중앙연구원, 2011) p.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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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 용어들은 승정원일기, 비변사등록, 일성
록, 실록, 등록, 절목, 의궤에서 산견된다. 그러나 17세기에는 보이지 
않다가 18세기 말에 처음 등장하며 19세기에 가장 많이 나온다. 이는 
19세기로 갈수록 궁중 계병의 제작이 증가하면서 계병채에 해서도 
더 잦은 언급이 필요했기 때문일 것이다. 계병의 제작비용의 출처를 구
명하는 작업은 단순히 병풍의 경제적 가치를 논의하는 차원을 넘어선
다. 이는 계병의 제작 동기와 주문 주체를 밝혀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19세기 등장한 계병채라는 용어의 의미와 성
격에 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 작업을 통해 19세기 궁중 계병의 제작 
체계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 전기에는 계병채라는 용어가 따로 보이지 않는다. 아울러 계병 
제작에 도감(都監)의 물력(物力: 행사용 의물 제작에 배당된 재료와 금
전)이 낭비된 것을 비판하는 내용이 많다. 1611년 광해군일기에는 도
감에서 계축과 계병을 제작하면서 관청의 물자를 허비하는 것이 문제
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 기록은 이 시기 도감계병이 중앙 정부의 감독 
하에 제작되는 것이 아니라 신하들이 사적(私的)인 차원에서 제작한 것
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준다. 다음은 그 내용의 일부이다. 

근래에 온갖 폐단이 다 일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계축병장(契軸屛障)의 폐

해가 날이 갈수록 심합니다. 도감(都監)이라고 호칭하는 여러 곳에서는 으레 

계축(병장)을 작성하는데 관청의 물자를 사용하여 허비가 적지 않으니 너무

나 말이 아닙니다. 각 아문에 있어서도 이러한 폐단이 많습니다. 이후로는 

일체 하지 말 것으로 승전을 받들어 시행하도록 하소서.

近來百弊俱生, 其中契軸屛障之弊, 日滋日甚。 至於諸都監稱號者, 例成其軸, 

取用官物, 所費不貲, 極爲無謂。 凡在各衙門, 亦多此弊。 請自今以後, 一切

勿爲事, 捧承傳施行162)

  아울러 1681년 11월 승정원일기에 따르면 가례도감(嘉禮都監)의 
당랑(堂郞)들이 계병 제작에 많은 돈을 낭비했다는 이유로 사간원의 탄
핵을 받았다. 이 기사에는 ‘국가의 길具지례(吉凶之禮)에 도감을 설치하

162) 광해군일기 광해군 2년(1610년) 윤3월 12일 (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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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행사를 치르되 남은 물자가 있으면 감독한 신하들의 이름을 적어 
계병을 조성하여 당상(堂上)과 낭청(郞廳)에 나누어 주는 것이 상례이
다. 그러나 이번 계병 제작 건에 몇 백금을 쓴 것은 지나치니 관련자들
을 탄핵해야 한다.’는 내용이 보인다.163) 이 기록은 앞선 1611년 건과 
마찬가지로 이 시기 계병의 제작에 관청의 물자가 사용되긴 했지만 계
병 제작의 발의는 중앙 정부가 주도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시켜준
다.
  18세기 중반 기록에 계병채라는 용어가 처음 확인된다. 규장각에는 
1744년과 1759년 종친부에서 간행한 계병등록(稧屛t錄)(奎12983-1, 
奎12983-2)이 남아 있다. 1744년 계병등록은 경희궁 숭정전에서 설
행된 진연을 기록하 다. 이때에는 계병 4좌와 계축 36건이 제작되었
다. 그 중 4건의 계병은 당상 3명과 종친부에 각 1좌씩 분급되었다. 제
작비용은 계병 4좌가 127냥, 계축 36건이 212냥이었다. 병풍 1좌당 
략 30냥 정도인 셈이다. 1759년 종친부에서 간행한 계병등록도 1744
년 건과 유사한 구성을 보인다. 이 계병은 1759년에 조가 육상궁(毓
祥宮: 조의 생모 숙빈 최씨의 신위를 모신 곳)을 배알한 후에 환궁하
면서 어제(御製)를 제작한 일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병풍은 5좌
가 꾸며졌으며 이 중 병 4좌는 당상관 3명과 종친부, 소병 1좌는 낭
청에 분급되었다. 병풍을 꾸미는 데에 사용된 비용은 총 166냥 4전 4
분으로 1좌의 제작비용은 33냥 정도인 셈이다. 이 두 건의 조  기
록은 계병 제작의 주체로서 종친부의 역할에 주목하게 한다. 종친은 왕
실의 확장된 일원이면서 동시에 신료 집단에 속하는 존재 다. 무엇보
다 이들 자체가 독립된 재정 능력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체적인 
계병의 제작이 가능했을 것이다. 
  이후 1795년 원행을묘정리의궤에 계병채라는 용어가 다시 보인다. 
의궤의 ｢재용｣에는 ‘내입도병과 당상이하계병채(內入進饌圖屛及堂郞以
下稧屛債)’라는 항목이 있다. 이는 적어도 이 시기부터 계병채가 국가 
차원에서 관리되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1795년 《화성능행도병》이 제작
된 내역과 계병채 산정은 향후 100년간 궁중 계병의 제작에도 향을 
끼쳤다.164) 이후 1799년 종부시등록(宗簿寺t錄)(규13006-1)에도 계

163) 『승정원일기』 숙종 7년(1681년) 11월 23일 (임신), 24일 (계유), 25일 (갑술). 



- 117 -

병채 항목이 보인다.  
  19세기에는 계병채라는 용어가 보다 널리 사용되었다. 계병채는 의궤 
및 등록뿐 아니라 실록, 비변사등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같은 왕실 문
서 전반에 등장하 다. 계병채는 지방관에게 부과된 커다란 부담이자 
민생을 해치는 폐단으로 묘사된 경우가 많았다. 그 만큼 19세기에 계병
의 제작 규모가 확 되었다는 방증일 것이다. 계병채는 포진채의 일부
로서 여러 지방관으로부터 수합되어 중앙 부처에 상납되었다. 포진이란 
왕실의 행사에 필요한 방석, 자리, 촛  등을 총칭한다. 1900년 고종
실록에 함경남도 흥의 준원전에 어진을 봉안한 일을 보고하는 목
이 나오는데, 여기서 “역참에 어진을 봉안함에 병장을 배설하고 포진을 
하 다〔站上奉安之所, 屛帳鋪陳〕”는 내용이 보인다.165) 포진은 어진을 
봉안할 때 사용되는 기물이며 병풍은 포진의 하위 항목이었다. 이러한 
포진채와 계병채는 처음부터 공식 세금은 아니었다. 외방에 부임하는 
지방관이 중앙 관청에 사례의 의미로 상납하던 것이었다. 그런데 이 관
행이 공고해지면서 점차 수증까지 발부되어 공적인 성격을 띠게 된 
것이다. 인사의 실권을 쥐고 있던 낭청(郎廳)에게 지방관이 계병채를 
상납하는 과정은 폐단의 가능성을 담보하는 일이었다. 
  1822년 12월 5일의 비변사등록 기록은 계병채 수급의 실상을 보여
준다. 다음이 기록의 일부이다.  

같은 날 한림(翰林) 소시(召試)의 과차(科次)에 입시하였을 때에 영의정 김재

찬(金載瓚)이 아뢰기를 “나라에 경사(慶事)가 있으면 금중(禁中) 각사(各司)

에서 번곤(藩閫)과 군현(郡縣)에 글을 보내 청구해서 재력(財力)을 모아, 성

대한 일을 그림으로 그려 그 기쁨을 후세에 전하려고 하였는데 이를 이른바 

계병(稧屛)이라 하는 것으로 전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외방 

고을의 형편이 말이 아니고 생민(生民)이 이산(離散)할 지경입니다. 만약 얼

마간의 재용이 있으면 그것으로 몇 명의 기민(饑民)을 살릴 수 있습니다. 비

록 전에 없는 경사(慶事)를 맞이했더라도 줄이고 절약하는 경계가 있어야 합

니다. 정원(政院)·옥당(玉堂)·내각(內閣)·춘방(春坊)·계방(桂坊)의 계병을 모두 

164) 19세기 행사도 계병 제작의 내용이 원행을묘정리의궤와 동소이하다는 점은 선행 
연구에서 논의된 바 있다. 박정혜, 앞의 책(2000), p.399. 

165) 고종실록 고종 37년(1900년) 6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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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버려 두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同日翰林召試科次入侍時, 領議政金所啓, 若有邦慶, 禁中各司, 必發簡求請於

藩閫郡縣, 收聚財力, 繪畫盛事, 以爲飾喜傳後之地, 此所謂稧屛, 而自前亦然者

也, 今則外邑凋瘵, 民生仳㒧, 若有多少財用, 則可以全活幾口飢民矣, 雖當無前

之慶, 宜存省約之戒, 自政院·玉堂內閣春·桂坊稧屛, 竝置之之意, 分付何如, 上

曰, 依爲之166) 

  이 기록은 궁궐의 각 사(司)에서 관찰사로부터 계병의 재원을 충당하
는 것이 관례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 부담이 너무 크니 승정원, 
홍문관, 규장각, 세자시강원, 세자익위사에서 계병을 제작하지 않도록 
하라는 전교가 있었다. 이는 계병의 제작을 보통 승정원, 홍문관, 규장
각, 세자시강원, 세자익위사 5개의 기관에서 발의하 음을 시사한
다.167)  이러한 맥락의 기록은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1849년 
3월 15일 비변사등록 기사에는 1년 사이에 3번이나 계병을 제작하니 
백성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상소가 있었다. 

“나라에 큰 경사가 있어서 위에서 고하고 아래에서 반포하는 때에 재물을 

모아서 계병(稧屛)하는 전례가 있다고 하여 지방 고을에 요청하는 것은 반드

시 폐단이 될 것이고 그 피해가 백성에게 돌아갈 뿐입니다. 이번으로만 말

하자면 1년 사이에 세 번 계병이 있어서 크게 민읍의 폐단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후로 묘당이 시행하게 하지 않으면 미리 간찰(簡札)을 발할 수 없도

록 각 사(司)에 봉감(捧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又所啓, 若値國有大慶, 上告下布之時, 或有鳩財稧屛之例, 而第其求請外邑之

際, 畢竟爲弊, 害歸於民而已, 雖以今番言之, 周年之間, 三次稧屛, 大爲民邑之

弊, 自今以後, 如無廟堂許施, 則不得輕先發簡之意, 捧甘各司何如, 上曰, 依爲

166) 비변사등록 1822년 12월 5일. 
167) 일례로서 장서각 소장 계병발기 가운데 ｢큰뎐병풍고간긔｣(장서각 1707)에는 내각, 

의약청, 세자시강원, 세자익위사, 승정원, 무위소가 계병을 주문한 내용이 나온다. 의약
청과 무위소를 제외하고 승정원, 홍문관, 내각, 세자시강원, 세자익위사는 1822년 기록
과 부합한다. 이를 통해 계병을 주문한 기관은 행사의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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之。168)

  이 기사에 언급된 계병은 1848년 3월의 진찬을 기념한 《무신진찬계
병》(도38)을 의미할 것이다. 1848년은 순원왕후의 육순과 신정왕후의 
망오를 기념한 진찬이 있었던 해 다. 이 병풍은 표⑯에서 볼 수 있다
시피 현재 5좌가 남아 있다. 그런데 이 계병의 제작에 소용된 비용이 
예년보다 유독 많았던 것은 아니었다. 이 때 지출된 비용은 헌종무신
진찬의궤의 ｢재용｣에 정리되어 있다.169) 이 기록에 따르면 1848년 계
병의 제작에 지출된 비용은 1,807냥이었다. 이는 전례의 경우와 크게 
차이 나지 않은 액수 다. 그럼에도 이런 상소가 올라온 데에는 이 건 
외에 다른 계병도 제작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위의 기록에는 ‘1년에 3
건의 계병〔周年之間, 三次稧屛〕’이라는 언급이 보인다. 이것은 무신진
찬 외에 1848년에 제작된 2건의 다른 계병이 더 있었음을 의미한다.  
  19세기 후반에는 계병채를 줄여달라는 지방관의 상소와 계병채의 규
모를 축소하라는 중앙의 하교가 반복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는 정식초록 단[定式抄錄 單](장서각 K2-3667)과 1864년 
승정원일기의 기사에서 일단을 확인할 수 있다. 1864년 2월 20일 신
정왕후는 계병의 구청이 과하지 않게 하라는 하교를 내㉛다. 

조대비께서 전교하시길, 나라의 경사를 축하한 후에 나라의 여러 부처에서 

관료들이 계병을 만들어 세상에 아름다운 일을 알리곤 했는데 근래에는 습

속이 변하여 본래의 의도를 잊고 소용 물자를 구하는 것을 급히 여기고 돈

을 구하는 것을 빙자함이 있으니, 외읍의 폐단(외방에 파견나간 관리들이 고

을 백성들을 수탈한다는 의미)이 되었으니 계병 구청은 지금부터 거론하지 

말 것을 각 사에 분부하라.

大王大妃殿傳曰, 慶禮稱賀後, 館閣諸司之稧屛識喜, 自是盛世美事, 而近來謬

習, 不知本意, 急於價本取用, 有若憑藉求索, 亦爲外邑之一弊, 稧屛求請, 從今

以往, 永勿擧論事, 分付各司170)

168) 비변사등록 1849년 3월 15일. 
169) 1848년에는 100냥짜리 내입도병 5좌를 포함하여 총 1,807냥이 계병 제작에 지출되

었다. 전통예술원 편, (國譯)憲宗戊申進饌儀軌 3권, 민속원, 2006. pp.246~250. 
170) 비변사 편, 정식초록 단[定式抄錄 單] (장서각 K2-3667) 甲子二月二十日; 승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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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신정왕후를 위해 제작한 계병은 1868년, 1877년, 1887년의 것
이 알려져 있다. 신정왕후의 육순, 칠순, 팔순에 진찬이 열린 것을 기
념한 계병이다. 지방관의 거듭된 계병채 축소 요청과 이를 수용하는 중
앙의 하교에도 불구하고 실제 계병의 규모는 줄어들지 않았음을 의미
한다. 1877년 함경북도 도안무사 김유연(金有淵, 1819~1887)이 계병채
를 삭감해 달라고 올린 상소는 이례적으로 비변사등록, 고종실록, 
일성록에 모두 수차례 등장한다.171) 그 중 고종실록 1877년 1월 
30일자 기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6진은 변방의 맨 끝에 위치하여 고을의 수령이나 진장(鎭將)의 녹봉(祿
俸)이 매우 적고 또 저리(邸吏)도 없기 때문에 경각사(京各司: 서울에 있
던 관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의 예목(禮木:예물로 주는 무명), 약채(藥
債), 필채(筆債), 계병채(稧屛債), 벌례전(罰例錢: 의금부의 도사(都事)가 
새로 임명된 신참 도사에게 받은 돈. 일종의 신참례), 사검채(舍檢債), 
포진채(鋪陳債), 단자채(單子債) 등의 명색을 분정(分定: 몫을 나누어 정
함)하지 않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근래에 와서 옛 규례를 회복하여 매번 
백성들에게서 거두는 수량은 비록 적지만 폐단은 많으니, 묘당(廟堂: 조
정)으로 하여금 분부하여 혁파(革罷)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六鎭處於極邊, 邑倅、鎭將, 廩料至薄。 且無邸吏, 故京各司禮木、藥·筆
債、稧屛債、罰例錢、舍·檢債、鋪陳債、單子債等名色, 不爲分定久矣。 
近年復舊例, 每致民斂數雖少, 而弊則多, 令廟堂分付革罷172)

  김유연은 외방의 재정이 척박한데 계병채 부담까지 더하니 조정에서 
폐단을 혁파해달라고 상소하 다. 김유연의 글을 보면 계병채 외에 다
른 명목으로도 지방에서 중앙으로 돈이 헌납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
나 이러한 관행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다. 1882년에도 계병채를 없애
야 한다는 상소가 있었다.173) 

일기 고종 1년(1864년) 2월 20일 (신묘). 
171) 고종실록 고종 14년(1877년) 1월 30일 (병술); 고종실록 고종14년(1877년) 3월 5

일 (신유); 비변사등록 1877년 3월 5일; 일성록 1877년 3월 5일. 
172) 고종실록 고종 14년(1877년) 1월 30일 (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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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진채 청구 대상 포진채 청구 비용

1등

京監 忠監 全監 慶監 平監 咸監 黃監 
江監 華留 廣留 沁留 松留 春留 按撫使 
統使 統禦使 全兵 蔚兵 晋兵 平兵 黃兵 

南兵 喬水 忠水 全左水 金右水 萊水 
甕水 慶尹 灣尹

5냥5전(伍兩伍戔) 165냥 

2등 牧使 府使 營將 中軍 監牧官 4냥5전(肆兩伍戔) 22.5냥
3등 判官 庶尹 經歷 郡守 縣令 縣監 3냥5전(參兩伍戔) 21냥
4등 察訪 虞候 僉使 萬戸 別將 2냥5전(貳兩伍戔) 12.5냥

221냥

  현재 규장각에는 계병채가 수납된 자세한 내역을 보여주는 문헌이 
남아 있다. 1888년에 작성된 상 포진채절목(霜臺鋪陳債節目)이라는 
문건이다. 이는 사헌부〔霜臺〕에서 지방으로부터 한 해 동안 걷은 포진
채와 병풍채의 내역을 정리한 것이다. 다음은 이를 정리한 표이다.

  표⑳ 1888년 사헌부에서 걷은 포진채 목록 

   1888년 사헌부에서 확보한 포진채는 총 221냥이었다. 이 가운데 병
풍에 책정된 비용은 병풍 50냥 1좌, 중병풍 25냥씩 2좌로 도합 3좌
에 100냥이다. 사헌부는 전국 46인의 지방관으로부터 돈을 거두었다. 
보통 포진채는 사헌부 외에 승정원·홍문관·예문관·사간원·규장각·세자익
위사·승문원·중추원 등의 주요 중앙 부처에서 걷었다. 이 표에서 보듯 
지방관 1인에게 할당된 2냥5전~5냥5전은 그리 큰 액수는 아니었다. 그
러나 지방관 1인이 한 해 동안 여러 기관에 상납한 총액은 결코 적지 
않았을 것이다.174) 46개의 지방에서 모아 올린 포진채의 일부는 중앙에
서 계병채로 확보되었다. 그리고 왕실의 행사를 감독한 중앙 부처의 관
원들은 계병을 제작하면서 계병의 좌목에 자신들의 명단을 올㉛다.  
  그런데 1879년 지방관에게 계병채를 요청한 서간이 남아 있어 주목

173) 승정원일기 고종 19년 (1882년) 8월 12일 (을축).  
174) 1841년 박 수가 지방관에 요구한 계병채는 6냥이었다. 안동 학교 박물관 소장 서

간. (원문은 한국학자료센터 남권역센터 http://yn.ugyo.net/ 제공) 1879년 왕세자두
후평복진하계병의 제작을 위해 증산현감에게 요구된 계병채는 승정원 10냥, 예문관 15
냥이었다. 증산현감에게 수신된 서간은 개인소장으로 박정혜, 앞의 책(2000) 
pp.453~454에서 소개하 다. 따라서 1841년 6냥, 1879년 10냥~15냥, 1888년 2냥5
전~5냥5전의 계병채가 청구된 것을 고려해보면 계병 제작의 규모에 따라 매번 계병채
의 액수가 다르게 책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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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요한다. 이 세 통의 서간은 1879년 《순종두후평복진하계병》의 제작
비용을 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175) 이 서간들은 승정원, 규장각, 예
문관에서 증산현감 이헌기(李憲基, 1819~1891)에게 보낸 것이다. 다음
은 1880년 1월 12일에 예문관에서 이헌기에게 보낸 편지이다.
 
“하늘의 도움으로 세자의 천연두 증세가 완쾌되어 엄격한 의식을 크게 거행

하게 되었으니 경사스럽고 기쁘기 한량 없습니다. 요즈음 당신의 건강은 괜

찮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우리들은 임금을 가까이서 모시는 직책에 있기에 

성대한 행사를 볼 수 있어서 다행스럽고 영광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계병을 

만드는 것은 예로부터 경사를 축하하기 위해 행해왔던 일입니다. 게다가 임

금의 말씀을 받들어 함께 경사스러워해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기꺼이 병풍을 

만드는 데에 도움을 주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만 줄입니다. 경진 1880년 1월 

12일. 계병 만드는 데에 쓰이는 물력전(物力錢) 15냥을 먼저 저리처(邸吏處)

에 납부하였습니다.”

  이 편지를 보면 예문관은 증산현감 이헌기에게 계병의 물력전(物力
錢)인 15냥을 보낼 것을 요청하 다. 예문관에서는 이미 계병채 15냥을 
저리처(邸吏處)에 선납하 다. 그리고 이를 소급하여 증산현감에게 청
구한 것이다. 승정원과 규장각에서도 마찬가지의 과정을 통해 이헌기에
게 10냥과 15냥씩을 청구하 다. 이헌기는 계병채로 적어도 40냥을 중
앙에 헌납할 부담을 갖게 된 것이다. 이 외에도 1841년에 작성된 또 
다른 서간에도 계병채를 구한 내용이 보인다.176) 이 서간에서도 6냥을 
먼저 저리처에서 납하게 한 후에 지방관에 돈을 보내라고 요청하
다. 따라서 계병채의 선 납 후 수금 방식은 19세기 관례 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계병채의 수급 체계는 지방관에게는 부담이었겠지만 중

175) 이 서간 3통의 내용은 박정혜, 앞의 책(2000), pp.453~454에 소개되었다. 개인소장이
었던 이 편지들의 현재 소재는 찾을 수 없었다.  

176) 이 서간은 1841년 8월, 박 수(朴大壽)·신석홍(申錫洪)·여중섭(呂重燮)·권 철(權大澈)
이 수취자 미상에게 보낸 간찰이다. 본부에 펴놓은 병풍과 장막이 상하여 전례에 따라 
돈 여섯 냥을 먼저 저리(邸吏)에게 들여 쓰게 하 다는 내용이 보인다. “卽惟仲秋 政候
萬重 慰溸區區 記下公擾惱劇悶憐 就本府鋪陳屛帳之物 年久破傷 一時危急 故依已例六
兩錢 先爲納用於邸吏處 幸望俯B 如何 餘不備禮 辛丑 八月 日 朴大壽 申錫洪 呂重燮 
權大澈” 서간은 성주 한개 성산이씨 응와종택 구장으로 현재 안동 학교 박물관 소장. 
원문은 한국학자료센터 남권역센터 제공 (http://yn.ugy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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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의 입장에서는 원활한 계병의 제작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 되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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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왕실 병풍의 제작 과정과 처소별 사용     

  궁중에서는 왕실의 행사를 위한 장병과 계병이 중요하게 제작되었다. 
그런데 이 밖에도 평소 궁궐 내부를 장식하기 위한 병풍도 필요했다. 
이들 병풍은 왕이 거하는 정전, 침전, 편전, 왕비가 거하는 내전, 세자
가 거하는 동궁 등에 배설되었다. 왕실에서는 이러한 병풍에 해 정기
적으로 상태를 점검하여 손상이 발견될 경우 새롭게 만들거나 보수하

다. 그런데 궁중 병풍 가운데에는 행사에 맞추어 신조된 경우도 있지
만 원래는 행사용 병풍이었던 것을 장식에 활용한 예도 있었다. 따라서 
이것이 처음부터 장병이었는지 계병이었는지는 확인하기가 어㉘다. 본 
절에서는 문헌에 기록이 분명하여 용도와 사용처를 알 수 있는 병풍의 
용례에 한정하여 논의를 전개하도록 하겠다. 
  우선 19세기 왕실에서 어떤 종류의 병풍이 제작되었는지에 해 검
토하겠다. 이 중 당시의 명칭이 현재 학계에서 부르는 명칭과 상이한 
경우에 해 주목하고자 한다. 아울러 병풍의 제작 과정을 살피는 차원
에서 당시에 유행한 왜장병풍(倭裝屛風)에 해 논의하겠다. 이 과정에
서 조선에 유입된 일본 병풍의 특징에 해 검토할 것이다. 또한 병풍
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살피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궁
궐의 처소별로 사용된 병풍에 해 검토하겠다. 마지막으로 1879년 
<왕세자두후평복진하계병>의 주문, 제작, 수장 체계에 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 사례는 실제 유물, 궁중 발기, 관련 서간이 풍부하게 남아 
있는 편이다. 따라서 이 사례에 집중하여 궁중 병풍이 제작되고 사용된 
양상에 해 깊이 있는 사례 분석(case study)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1) 다양한 병풍 주제의 정립과 명칭 문제

  현재 우리가 부르고 있는 궁중 병풍의 명칭 가운데에는 과거 문헌에 
보이지 않는 사례가 있다. 아울러 문헌에는 보이나 현재 우리가 사용하
지 않는 명칭도 있다. 여기서는 학계에서 통용되는 명칭과 과거의 용례
가 상이한 경우를 모아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재 통용되는 명칭 중 
수정이 필요한 사례에 해 논의하도록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19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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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궐의 내전에서 사용한 병풍의 명칭이 남아 있는 기록이 있다. 1802
년에 창덕궁 조전의 수리를 맡았던 이이순(李頤淳, 1754~1832)이 작
성한 ｢ 조전수리시기사(大造殿修理時記事)｣이다. 이이순의 기록에는 

조전의 장식에 사용된 병풍 10건이 등장한다. 아울러 장서각 소장 궁
중 발기 6건도 중요한 사료이다.177) 이 발기들은 궁궐 내의 병풍 창고
에 있던 병풍 목록을 기록한 것이다. 이들 기록은 당시에 왕실에서 병
풍의 제목을 어떻게 불 는가를 알려준다. 다음은 상기한 7건의 사료에 
보이는 병풍 제목을 정리한 것이다. 중복된 것은 생략하 다.     

*각국조공도, *강남춘(江南春), 경직도, 구린도(九麟圖), 군선도, 금전병
(金箋屛), *낙금중정도, 매화, 모란병, 문방, 문방사우, 백납병, 백록도
(百鹿圖), 백복도, 백수백복, 백자(百子), 백자동, 백접도(百蝶圖), 산수
도, 서원아집도, 세화, 십장생, 어해, 연화도, 연화수금, 영모, *와당, *
왕회도, 요지연, 장생도, 절지, 죽엽병, 진하도, 책거리, 초충, *칠월편, 
평생도, 해상군선도, 해학반도, *행락도, 호렵도, 효자도, 화기(畵器), 화
훼절지, 황화영모, 화조도 
(ㄱㄴㄷ 순으로 정리. *표시는 아래에서 언급할 것)

  위의 제목 가운데에는 그간 학계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명칭들이 있
다. ‘각국조공도’, ‘강남춘’, ‘낙금중정도’, ‘와당’, ‘칠월편’이다. 각국조
공도는 각국에서 조공을 온 장면을 그린 그림으로 현재 우리가 왕회도
(王會圖)라 부르는 작품을 칭한 것으로 보인다.178) 그런데 ｢큰뎐병풍고
간긔｣에는 각국조공도와 왕회도가 동시에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이 
명칭이 병용되었거나 혹은 각각 다른 화제를 지칭할 가능성도 있다. 그
런데 차비 령화원제의 녹취재 화제에는 왕회도는 보이나 각국조공도는 
보이지 않는다. 이에 해서는 추후 관련 자료가 더 발굴되어야 보다 
정확한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179) 그간 왕회도는 중국 사신이 조선 국

177) ｢큰뎐병풍고간긔｣(장서각 1707); ｢신사뉵월한응창의게셔병풍꾸미여온발기｣(장서각
1708); ｢셰궁병풍고간긔｣(장서각 1711); ｢東宮屛風庫件記｣(장서각 1712); ｢世子宮
屛風庫間件記｣(장서각 1713); ｢別庫所在物品｣(장서각 1856).  

178) 현재 유전되는 왕회도 병풍을 모아서 처음 학계에 소개한 성과는 박정혜, ｢조선후기 
王會圖 屛風의 제작과 의미｣, 미술사학연구 277, 2013.  

179) ‘왕회도’는 1796년(정조 20) 규장각 차비 령화원 녹취재 인물문의 문제로 출제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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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을 알현한 모티프라는 점에서 한제국기(1897~1910년)에 제작되었
을 것으로 추정한 견해가 있었다.180) 그러나 ｢셰궁병풍고간긔｣, ｢
동궁병풍고건기｣, ｢세자궁병풍고간건기｣, ｢큰뎐병풍고간긔｣에는 1877
년과 1879년에 왕회도가 계병으로 제작되었다는 기록이 있다.181) 
  칠월편은 빈풍도, 경직도로 불린 유형으로 보인다. 그런데 ｢셰궁병
풍고간긔｣, ｢동궁병풍고건기｣, ｢세자궁병풍고간건기｣에는 경직도라는 
명칭이 칠월편과 함께 보인다. 따라서 이 두 유형도 동일한 화목의 이
명(異名)이라 확신하기는 어㉘다. 이 밖에 낙금중정도, 와당도, 행락도
라는 명칭이 눈에 띤다. ｢큰뎐병풍고간긔｣에 보이는 낙금중정도는 한
글 표기만 있는데 낙금종정(望金鐘鼎)의 오기일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낙금(望金)과 종정(鐘鼎)의 결합이라면 금지(金地) 바탕에 고동기
명(古董器皿)을 그린 <준이종정도(尊彛鐘鼎圖)>를 의미할 것으로 보인
다. 아울러 ｢큰뎐병풍고간긔｣에 와당이라는 명칭도 보인다. 이는 현
재 드물게 남아 있는 <와당도> 계열의 작품일 것으로 추정된다.182) 또
한 여러 문건에 보이는 행락도(行樂圖)는 곽분양행락도를 의미할 것이
다. 국립민속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곽분양행락도 12폭 병풍>(민속 
045482)의 1폭 뒷면 우측에 '행락(行樂)'이 묵서된 종이가 붙어 있어 
이에 한 근거가 된다. 
  다양한 병풍의 명칭에 있어 가장 큰 재고를 요하는 것은 한궁도(漢宮
圖)이다.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는 한궁도라는 제목을 가진 일련의 병
풍이 남아 있다. 그런데 내용과 도상이 제각각이라 한궁도라 불리게 된 
연원이 궁금해진다.183) 아울러 위의 7건의 문건에서도 한궁도라는 명칭

다. 이에 해서는 강관식, 앞의 책(상), pp.156~157.
180) 왕회도가 한제국기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한 의견은 박정혜, 왕과 국가의 회화

, 돌베개, 2011, pp.108~113; 정은주, 조선시  사행기록화: 옛 그림으로 읽는 한중
관계사, 사회평론, 2014, pp.396~399. 

181) 왕회도가 1796년 차비 령화원 녹취재 화제로 출제된 것은 강관식, 앞의 책(상), 
pp.156~157; 강관식, ｢인물화문의 화제 색인｣, 앞의 책(상), pp.149~153. 정축년과 기
묘년에 왕회도가 계병으로 제작된 것은 1880~1881년에 작성된 ｢셰궁병풍고간긔｣
(장서각 1711), ｢東宮屛風庫件記｣(장서각 1712), ｢世子宮屛風庫間件記｣(장서각 1713), 
｢큰뎐병풍고간긔｣(장서각 1707)에서 고루 확인된다. 

182) <준이종정도>와 <와당도>에 해서는 김 욱, ｢청운 강진희의 《鍾鼎瓦甎銘臨模圖》 
10첩 병풍｣, 고궁문화 5, 2012. 

183) 한궁도에 해서는 최근 두 개의 연구 성과가 발표되었다. 이들 선행 연구는 모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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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찾아볼 수 없다. 국립고궁박물관 한궁도 5점(유물번호 6503, 6505, 
6506, 6507, 6508)(도42~46)에는 강가에 놓인 누각이 보일 뿐 궁궐이
라 할 만한 건물은 보이지 않는다. 이 작품 군에는 이화(梨花)가 만발
한 봄을 배경으로 한가로이 뱃놀이와 낚시를 즐기는 인물과 누각에서 
손님을 맞거나 책을 보는 인물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이는 한궁(漢
宮)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중국 강남(江南)의 이상경에 가깝
다. 실제로 19세기 왕실 사료에는 강남춘의(江南春意) 화목이 자주 보
여 주목을 요한다. 앞서 언급한 궁중 발기 ｢큰뎐병풍고간긔｣, ｢셰
궁병풍고간긔｣, ｢동궁병풍고건기｣, ｢세자궁병풍고간건기｣, ｢신사뉵월
한응창의게셔병풍꾸미여온발기｣에는 ‘강남춘’ 혹은 ‘강남춘의’라는 명칭
이 보인다. 마찬가지로 차비 령화원 녹취재에도 한궁도라는 화제가 출
제된 적이 없다. 신 강남춘의는 여러 차례 출제되었다.184) 이와 관련
하여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이방운(李昉運, 1761~1815년 이
후)의 <강남춘의도권>(도48)은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한궁도 병풍들이 
강남춘의도로 개칭되어야 한다는 점에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185) 
  이방운의 그림은 문인화풍의 수묵화로 제작되었다. 그러나 도상의 
부분이 국립고궁박물관 한궁도와 겹친다. 마치 18세기에 유행한 문인화
의 화제를 19세기에 궁중화로 옮기고자 한 의도로 보인다. 특히 한궁도
(6503, 6505, 6506)의 범선(도42-1), 말 타는 고사(도43-1), 수레(도
44-1) 장면은 이방운의 <강남춘의도권>의 부분 도상(48-1~48-3)과 완
전히 일치한다.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청록산수도 6폭 병풍>(도46)은 

궁도를 몇 개의 유형으로 나누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Yoonjung Seo, 앞의 
논문, pp.280~311; 윤민용, ｢19세기 한궁도 고찰｣, 한국미술사학회 2015년 춘계학술
회 발표요지, pp.75~79. 

184) 강남춘의도는 차비 령화원제 녹취재에 1814년 6월 17일, 1819년 1월 5일, 1819년 
10월 13일, 1849년 3월 5일 등에 출제된 것이 확인된다. 강관식, ｢산수화문의 화제 색
인｣, 앞의 책 (상), pp.157~159. 내각일력 상에는 ‘강남춘’과 ‘강남춘의’로 기록되어 
있다. ‘강남춘’은 강관식, p.311, p.355, p.381, p.394, ‘강남춘의’는 강관식, p.193, 
p.355, p.360, p.362, p.466. 

185) 그간 국립중앙박물간 소장 <강남춘의도권>은 화원화가 던 김수규(金壽奎, 생몰년 미
상, 1771~1814년 활동)가 1814년에 제작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는 김수규와 이방운
의 활동 연 가 겹치며 무엇보다 기야(箕埜)라는 동일한 호를 사용한 데에서 비롯된 오
류이다. 이 작품이 전형적인 기야 이방운의 필치로 봐야한다는 견해는 국립중앙박물관 
민길홍의 조언을 구했다. 이방운은 당시(唐詩)를 화제로 한 작품을 여러 점 남겼다. 이
에 해서는 민길홍, ｢조선시  당시의도 연구｣ pp.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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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각이 빠져 있어 그간 청록산수화로 불려왔다. 그러나 이 또한 강남춘
의도의 변주로 보아야 할 것이다.186) 강남춘의도는 차비 령화원 녹취
재에서 산수 화문으로 출제된 경우도 있지만 누각과 속화 부문에서도 
각각 2회와 1회 출제된 적이 있다. 이는 강남춘의라는 화제가 궁중화 
안에서도 여러 시각에서 해석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앞선 유
형과 도상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강남춘의도의 범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보스턴 박물관(Museum of Fine Arts, Boston)에 
남아 있는 사진 한 점(유물번호: SC97312)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사
진(도47)은 1883년에 조선을 방문했던 로웰(Percival L. Lowell, 
1855~1916)이 촬 한 것이다. 이 사진은 고관의 초상으로 배경에 <강
남춘의도 10폭 병풍>이 보인다. 장 한 규모나 필치가 궁중 양식이 십
분 발휘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국립고궁박물관 소장의 것들은 높이가 1
미터 미만의 침병(枕屛)이다. 그런데 ｢큰뎐병풍고간긔｣에는 ‘강남춘 

병’라는 기록이 있다. 아마도 이러한 ‘ 병’이 로웰 사진 속에 보
이는 병풍의 유형일 것으로 짐작된다. 
  한궁도 병풍 가운데에는 앞서 언급한 강남춘의도 계열 외에 또 다른 
유형이 있다. 이들은 그간 누각도, 궁궐도, 한궁도로 불려왔다. 이 중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한궁도>(도49)가 가장 표적인 작례이다. 이 유
형은 원근법, 일점소실법, 명암법에 한 이해를 과시하려는 듯이 과장
된 서양화법을 적용하 다. 유사한 작례가 국립민속박물관의 <궁궐도>
(도50)와 규장각 소장 <원세개소장도(袁世凱所藏圖)>(도51)이다. <원세
개소장도>는 원세개(袁世凱, 1859~1916)가 구장했던 것으로 전한다. 
이 유형은 조선의 전통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르네상스식 환
(illusion)을 만들고자 한 의도가 분명하다. 마치 일본의 메가네에(眼鏡
絵)처럼 2차원 화면에 3차원의 입체감을 재현하여 볼거리를 만들었다. 
  그런데 이러한 유형 안에는 조선의 궁궐도 계열에서 보이는 평행사
변형 부감시 구도가 차용된 작례도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누각도>(도
52)가 표적이다. 이와 유사한 작례는 개인과 경기 학교 박물관 소장

186) 서윤정은 이 작품이 <강남춘의도>와 <소상팔경도>와 유사하다고 논의하 다. 윤민용
도 <강남춘의도>와 유사함을 지적하면서 <누각산수도>로 부를 것을 제안하 다. 필자 
또한 선행 연구에 동의하며 ‘강남춘의도’로 부를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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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각각 <한궁도>(도53)와 <극채궁궐도>(도54)로 전하고 있다. 그런
데 국립중앙박물관 <누각도>는 ‘누각지도(樓閣之圖)’라는 묵서가 남아 
있어 제목이 정해진 사례이다. 이 묵서가 병풍의 제작 당시에 적힌 것
이라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하나의 단서가 될 것이다. 사실상 왕실 사료
에는 ‘궁궐도’나 ‘한궁도’가 사용된 용례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신
사뉵월한응창의게셔병풍꾸미여온발기｣에 누각도(樓閣圖)라는 명칭이 보
인다. 따라서 현재 한궁도라 불린 유형 가운데에는 원래 누각도로 불린 
작품군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헌 고증을 통해 한궁도라는 
명칭 신에 강남춘의도와 누각도를 사용할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2) 증조병풍(贈朝屛風)의 유입과 왜장병풍(倭裝屛風)의 제작 

  19세기 왕실에서 가장 많이 제작된 서화 형식은 단연 병풍이었다. 
한반도에서 병풍이 사용된 것은 7세기까지 역사가 거슬러 올라간다. 아
울러 병풍이 왕실 의례에 사용된 것은 조선 전기부터 보이기 때문에 
병풍 자체가 새로울 것은 없다.187) 그러나 이 시기에는 병풍의 화면 전
체를 연결한 연폭 병풍이 새로이 각광받았다. 병풍의 규모도 커져서 8
폭에서 점차 10폭과 12폭으로 형화되는 경향을 보 다. 이는 화가의 
기량이 가로 4~7미터 세로 2~3미터의 화면을 다룰 수 있었음을 의미한
다. 아울러 형 화면을 연결하는 장황 기술도 확보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시기 왕실 문건에는 전 에 보이지 않던 왜장병풍(倭裝屛風/倭粧屛
風), 각장병풍(各裝屛風/各粧屛風), 장황인(粧潢人)이라는 용어가 등장
한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이는 모두 연폭 병풍의 유행과 결부되어 
있다. 왜장이라는 용어는 연폭 병풍이 일본식에서 유래했다는 점을 암
시한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왜장이라는 용어의 기원과 왜장 병풍이 유
행할 수 있었던 배경에 해 구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일본에서 조

187) 한반도에서의 병풍 사용은 적어도 7세기 이전에 시작되었다. 신라에서 병풍을 사용했
다는 증거는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우선 621년 신라 진평왕 때 당나라에 보낸 조공품 
가운데 병풍이 포함되어 있었다. ｢新羅本紀｣ 4 진평왕 34년 7월 三國史記; 또한 686
년 신라에서부터 일본으로 건너간 물품 목록 가운데에도 병풍이 포함되어 있다. (日本
古典文學大系本 29권) 日本書紀(下), 岩波書店, 1993~1999, pp.476~477.; 榊原悟
(Satoru Sakakibara), 美の架け橋: 異国に遣わされた屏風たち, ぺりかん社, 2002. 
p.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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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왕실에 보낸 증조병풍(贈朝屛風: 일본이 조선 왕실에 예물로 보낸 
병풍) 500여 점의 성격에 해 검토하겠다. 아울러 왜장 병풍의 실제적
인 제작 여건과 장황인의 역할에 해 논의하겠다. 
  연폭 병풍은 1차 사료에 보이는 용어는 아니다. 그러나 학계에서 화
면이 연결된 병풍을 가리키는 말로 통용되고 있다.188) 왕실 문헌에는 
병풍의 각 폭을 따로 장황한 각장 병풍과 비되어 왜장 병풍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왕실의 가례용 병풍을 언급한 문헌에는 유독 곽분
양행락도와 백동자도가 왜장 병풍으로 제작되었다는 점이 명기되어 있
다. 1712년 숙종실록에는 일본에서 보낸 병풍을 전폭병풍(全幅屛風)
이라고 표기하 다. 이 또한 연폭 병풍을 칭하는 또 하나의 용어로 보
인다.189) 문헌에는 왜장 병풍과 전폭 병풍이라는 용어가 보이며 학계에
서는 연폭 병풍이라는 용어가 통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왜장 병풍이라는 용어가 보이기 시작한 시점이 문제가 된다. 
원래 전통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던 장황 방식이 각장이긴 하지만 그렇
다고 하여 왜장 병풍이 이전 시기에 없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1667년 <현종정미온행계병(顯宗丁未溫幸契屛) 8폭 병풍>, 1689년 <권

운기로연회도 8폭 계병>, 1721년 <경종신축친정계병 난정수계도 8폭 
병풍>은 모두 연폭으로 꾸며져 있다. 이는 조선의 화원들이 적어도 17
세기에 이미 연폭 병풍을 제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왜장병풍이라는 용어가 17세기 문헌에는 보이지 않는다.  
  사실상 왜장의 정의가 문헌상에 명기된 사례는 찾을 수 없었다. 따라
서 문헌상의 맥락을 통해 유추하는 방법 밖에 없다. 1802년 의궤에 
‘(곽분양행락도) 10폭 병풍의 장식은 왜장법처럼 해라〔十貼粧餙如倭粧
法〕’라는 기록이 있다. 이는 당시에 연폭 병풍을 왜장이라 불 다는 의
미이다. 실제 왜장과 각장의 예를 들자면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남아 
있는 <모란도 10폭 병풍>(도55)과 국립고궁박물관 <모란도 8폭 병풍>
(도56)을 비교해 볼 수 있다. 이들을 통해 모란 병풍의 왜장과 각장의 

188) 연폭 병풍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조선 후기 병풍의 성격을 논의한 연구는 김아 , ｢
조선후기 연폭병풍 연구｣, 이화여자 학교 석사논문, 2012; 정현희, ｢朝鮮末期 崔奭煥
(1808-1883以後)과 葡萄圖 連幅屛風｣, 이화여자 학교 석사논문, 2013. 

189) 1712년에 일본에서 전폭병풍(全幅屛風) 20 (對)가 예물로 왔음은 숙종실록 숙종38
년(1712년) 3월 9일 (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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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출처 왜장 병풍의 종류 비고 

1704 舟梁儀禮 백동자도 10첩 중병풍 倭粧 1
곽분양행락도 10첩 병풍 倭粧 1

1802 純祖純元王后嘉禮都監儀軌 분양행락도 8첩 倭裝 1
1804 淑善翁主嘉禮t錄 분양행락도 8첩 倭裝 1

1819 文祖神貞王后嘉禮都監儀軌 분양행락도 8첩 倭裝 1
백자동 10첩 倭裝 1

1823 明溫公主嘉禮t錄 모도 8첩 倭粧 1
1830 福溫公主嘉禮t錄 모도 8첩 倭粧 1

1837 德溫翁主嘉禮t錄 곽분양행락도 8첩 병풍 倭裝 1
모도 10첩 병풍 倭裝 1

1844 憲宗孝定王后嘉禮都監儀軌 분양행락도 8첩 大屛風  倭裝 1
모도 10첩 大屛風  倭裝 1

1851 哲宗哲仁王后嘉禮都監儀軌 분양행락도 8첩 倭裝 1
모도 10첩 倭裝 1

1866 高宗明聖王后嘉禮都監儀軌 분양행락도 8첩 大屛風   倭裝 1
모도 8첩 大屛風  倭裝 1

1872 永惠翁主吉禮t錄 병풍 8첩 倭粧 1

사례를 볼 수 있다. 아울러 국립고궁박물관 <백동자도 6폭 병풍>(도57)
과 이화여자 학교 박물관 <백동자도 10폭 병풍>(도58)도 왜장과 각장
의 조를 잘 보여준다. 동일 화제라 할지라도 용도에 따라 왜장과 각
장으로 꾸며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들 사이의 결정적 차이는 왜장은 각
장과 달리 초안을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종이 경첩인 접번(蝶番)을 사
용하여 그림을 연결하는 것에 한 고려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표㉑ <왜장(倭裝/倭粧) 병풍이 언급된 왕실 문서>는 왜장 병풍이라는 
용어가 보이는 왕실 문헌을 정리한 내역이다. 가장 이른 시기 기록은 
1704년에 간행된 주량의례이다. 여기서는 연잉군( 조)의 혼례에 사
용된 병풍 4점에 한 언급이 있다. 그 가운데 10첩 왜장 병풍으로 꾸
며진 곽분양행락도 병풍 1좌(汾陽行樂圖大屛風一坐 [十疊倭粧長七尺
廣一尺四寸])와 10첩 왜장 병풍으로 꾸며진 백동자도 중병풍 1좌(百子
童圖中屛風一坐 [十疊倭粧長三尺五寸廣一尺四寸])에 한 기록이 있다. 
이후 1802년부터 1882년에 이르기까지 왕실의 가례 관련 기록에는 모
두 예외 없이 왜장 병풍이라는 용어가 보인다.

  표㉑ 왜장(倭裝/倭粧) 병풍이 언급된 왕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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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2 純祖純明王后嘉禮都監儀軌 분양행락도 10첩 倭裝 1
백자동도 10첩 倭裝 1

*이 표는 이성미, 『가례도감의궤와 미술사』 (소와당, 2008), pp.300~303; 박은
경, 앞의 논문, 표10을 참조하여 작성하 다. 

연대 내용 수량
1408년 7월 6일 병풍 (屛風六) *단위 빠짐. 6
1425년 7월 15일 병풍 (屛風) 수량언급 없음
1432년 5월 23일 병풍 (屛風) 수량언급 없음

  그렇다면 조선 왕실의 연폭 병풍은 어떤 연유에서 왜장이라고 표기
된 것일까? 조선 사회는 일본 병풍의 유입에 해 어떻게 인지하고 있
었던 것일까? 조선 왕실에 유입된 일본 병풍은 일본 막부(幕府)에서 외
교 예물로 보낸 증조병풍이 부분이다. 그러나 왜장 병풍과 증조 병풍
을 긴밀하게 결부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는 찾기 어려웠다. 다만 
조선 시 에 최소 500여좌 이상의 일본 병풍이 유입되었다는 사실에서 
왜장 병풍이라는 용어가 유래된 정황적 증거를 추정할 수 있다. 일본에
서 보낸 병풍은 부분 금장(金裝)이 포함된 연폭 병풍이었기 때문이
다. 
  일본에서 조선 왕실에 병풍을 보낸 역사는 조선 전기부터 시작되었
다. 일본의 본토 뿐 아니라 마도와 유구국에서도 병풍을 보냈다. 일
본에서 조선에 병풍을 보낸 시기는 총 3차로 나눌 수 있다. 조선의 건
국 직후인 1408~1516년까지가 1차이다. 2차는 임진왜란 이후 경직되
었던 외교가 정상화되면서 조선 통신사를 통해 일본 병풍이 유입된 시
기인 1609~1848년이다. 마지막 3차는 1880년  이후부터 일제시기까
지이다. 1차 시기에 유입된 병풍에 한 기록은 실록에 남아 있다. 이
를 정리한 것이 표㉒ <1408~1516년 일본에서 조선 왕실에 보낸 병풍 
목록>이다. 여기서 보면 총 68좌 중 별다른 설명 없이 병풍으로 기재
된 사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금장 병풍이었다. 
 

    표㉒ 1408~1516년 일본에서 조선 왕실에 보낸 병풍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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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3년 11월 18일 도금채화병풍 (塗金彩花屛風) 1쌍
1443년 12월 11일 병풍 (屛風一雙) 1쌍
1450년 2월 16일 도금병풍 (塗金屛風) 1쌍
1450년 3월 15일 도금병풍 (塗金屛風) 1쌍
1454년 2월 14일 병풍 (屛風一坐) 1좌
1454년 7월 30일 병풍 (屛風一坐) 1좌
1456년 3월 15일 잡화병 (雜畫屛二張) 2쌍
1457년 3월 15일 금장병풍 (金粧屛風二張) 2쌍
1468년 3월 15일 병풍(屛風) 수량언급 없음
1471년 12월 12일 병풍 (屛風一雙) 1쌍
1474년 10월 27일 장금병풍 (裝金屛風二張) 2쌍
1474년 12월 24일 병풍 (屛風一雙) 1쌍
1482년 4월 9일 장금병풍 (裝金屛風二張) 2쌍 
1483년 9월 13일 병풍 (屛風一雙) 1쌍
1485년 8월 30일 병풍 (屛風一雙) 1쌍
1487년 4월 26일 장금병풍 (裝金屛風二張) 2쌍
1487년 6월 16일 첩금병풍 (帖金屛風一雙) 1쌍

1490년 9월 18일 
제연구박색담묵병풍(h緣具薄色淡
墨屛風二雙) 

2쌍

1491년 8월 4일 장금병풍 (裝金屛風二張) 2쌍

1493년 8월 11일
흑피제연구병풍일쌍(黑皮h緣具屛
風一雙)

1쌍

1494년 4월 10일 장금병풍이장 (裝金屛風二張) 2쌍
1502년 4월 20일 장금병풍이 (裝金屛風二) 2

1516년*

장금병풍이장 (裝金屛風二張)
*실록에는 보이지 않으나 일본의 
기록인 신정속선린국왕기(新訂續
善隣國王記)에서 확인 가능. 

2쌍 

*총 68좌 이상  

*이 표는 榊原悟, 美の架け橋: 異国に遣わされた屏風たち pp.115~117을 기
반으로 필자가 일부 사실을 추가하 다. 병풍을 세는 단위는 ‘장(張)’이 ‘쌍
(雙)’을 의미한다고 보고 ‘장’은 ‘2좌’로 계산하 다. 그러나 그밖에도 단위 표
기가 애매한 경우가 있어 병풍의 총 수량은 68좌 이상이 될 것이다. 

  일본 병풍 관련 기록은 1516년을 기점으로 사라진다. 임진왜란을 전
후로 국교가 단절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국교가 회복되면서 통신사
(通信使) 제도가 시행되었다. 이를 계기로 일본에서 조선 왕실에 보낸 
증조병풍의 수량은 큰 증가세를 보 다. 이 내역을 정리한 것이 표㉓ 
<1609~1848년 일본에서 조선 왕실에 보낸 병풍 목록>이다. 표㉒와 표
㉓을 비교해보면 조선 전기에 비해 후기의 증조병풍의 수량이 엄청났
음을 알 수 있다. 조선 전기에는 한번에 1~3쌍 정도의 병풍이 보내졌
다. 그러나 17세기 이후에는 매번 10~20쌍의 병풍이 공식적으로 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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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그러나 이 밖에 통신사 사절단의 개인에게 주어진 병풍의 수도 
상당했다. 
  일본 학자 사토루 사카키바라(榊原悟)는 일본에서 국외로 보낸 병풍
의 역사에 해 연구하 다. 이 성과에 따르면 에도시 에 조선에 보낸 
병풍은 막부의 후원을 받은 카노파(狩野派)에 의해 제작되었다. 이 병
풍들은 6폭 2점을 1쌍으로 하여 금박, 금채, 이금, 살금(撒金) 기법을 
활용한 연폭 병풍이었다.190) 병풍의 화제는 조선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만큼 지나치게 일본적인 주제를 피하여 화조도로 보내자는 막부 내부
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상당량이 명승도, 전쟁도, 역사도로 꾸며졌다.191) 
조선 전기에는 증조 병풍의 수량 자체가 적었기 때문에 부분 왕실과 
종친만이 수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18세기 이후에는 왕실과 왜관 뿐 
아니라 사가에서도 일본 병풍을 수장했다는 증거가 보인다. 그러나 현
재 전하는 유물은 극소수이다.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된 카노유호 야스
노부(狩野友甫宴信, ?~1762)의 <부용안도 6폭 병풍>(도59)과 바이쇼 
모로노부(梅笑師信, 1728~1807)의 <모란도 6폭 병풍>(도60)이 표적
인 작례이다. 이 병풍들은 1748년에 왕실에 내입되었다. 조의 어제에 
따르면 1751년에 왕세손의 처소인 원손전(元孫殿)에서 사용하 다. 이 
밖에 왕실에서 일본 병풍에 해 남긴 기록도 많지는 않다. 부분 일
본 화가들의 기교를 상찬하거나 주제의 외설 여부를 시비한 경우로 나
뉜다.192) 임진왜란 직후에는 왜물에 한 부정적인 인식이 심하여 일본
에서 보낸 <양귀비도 병풍>이 너무 설만(褻慢)하다는 시비가 있었
다.193) 심지어 이것이 왕실에 한 모욕일 가능성이 있으니 돌려보내자

190) 榊原悟, 美の架け橋: 異国に遣わされた屏風たち, ぺりかん社, 2002. pp.113~225. 
191) 조선에 보내진 일본 병풍에 해서는 사토루 교수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여 본 연

구에 큰 도움이 되었다. 조선에 보낸 병풍에서 화조화 외의 화목은 배제하자는 논의에 
해서는 榊原悟, 앞의 책, p.154. 통신사가 받은 병풍 가운데 화제가 추적되는 경우는 

1682년~1811년 사이의 6회의 통신사행 동안 보내진 131쌍이다. 화제별로는 명소도[名
所繪] 21쌍, 무사도[武者繪] 29쌍, 모노가타리[物語繪] 21쌍, 화조도 35쌍, 풍속도 22쌍
이다. 이에 해서는 같은 책, p.152.

192) 1468년 세조는 일본에서 온 사신들에게 예물로 바친 병풍이 아름답다고 칭찬하 다. 
세조실록 세조 14년(1468년) 3월 15일 (을해); 1643년에는 종친 인홍군 이징이 왜병
화의 솜씨가 보통이 아니라고 언급하 다〔所藏倭屛畵, 亦非凡筆云以上澄〕. 李瑛, 月窓
夜話; 황정연, 「조선시  서화수장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7), 
p.161에서 재인용. 

193) 임진왜란 직후인 1609년에는 양국 간의 긴장이 완화되기 전이다. 이 때 보내진 병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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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다 18세기 사회 분위기의 변화로 인해 일본 병풍에 한 태도도 
바뀌었다. 소위 백과전서파로 불리는 지식인층은 왜학(倭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 다. 따라서 이들이 남긴 왜화(倭畫), 왜병(倭屛), 금병
(金屛)에 한 기록이 증가하 다. 이러한 분위기는 1763~1764년 계미
사행 직후에 최고조에 이르 다. 계미사행 이후에는 총 9종의 일본 기
행록이 간행되었다. 남옥(南玉, 1722∼?)은 일본 내의 숙소에 배설된 
왜금 병풍의 종류, 작가, 재질에 한 자세한 기록을 남겼다.194) 아울
러 관백(關白)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받은 20쌍의 금병 외에도 각각의 방
문지에서 선물 받은 총 13쌍의 금병에 한 기록을 남겼다. 이는 사토
루 사카키바라 같은 일본 학자들이 검토한 막부의 공식 문서에는 기록
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를 통해 실제 통신사 수행원이 국내로 가져온 
금병풍의 수는 공식 문헌에 기록된 것보다 많았으리라는 점을 추정할 
수 있다.195) 이에 반해 같은 사행에 동행했던 성 중(成大中, 
1732~1809)은 관백으로부터 20쌍의 금병을 받은 날에도 관련 기록을 
전혀 남기지 않았다.196) 이는 18세기 문사들의 취향과 입장에 따라 왜
병에 한 관심이 엇갈㉛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다음은 계미사행의 또 
다른 수행원이었던 원중거(元重擧, 1719~1790)가 관백으로 20쌍의 병
풍을 받은 날 남긴 기록이다. 

금으로 된 병풍과 금으로 된 말안장 등의 물건은 법식대로였으며 금병풍은 

푸른 비단 보자기로 싸서 붉은 칠을 한 함에다 담아두었으며 금안장도 또한 

함에다가 두었다. 금병풍은 함 스무 개에다가 각각 한 쌍씩을 담았는데 모

두 저들 풍속의 유희(遊戱) 모습을 그려져 있었다. 그 때문에 사상께서 거기

에 더럽고 욕보이는 모습이 있을까 걱정을 하시어 앞에 펼쳐 놓고 한쪽씩 

중 <양귀비도 병풍>의 주제에 해서는 조선 왕실 내부에서 논란이 있었다. 이에 한 
자세한 내용은 朴美姫, ｢朝鮮国王に贈呈された「楊貴妃図屏風」─己酉約条と「金屏風五
對」をめぐって─｣, 『美術史』, 172, 2012 참조. 

194) 남옥이 숙소를 옮길 때마다 병풍에 한 기록을 남긴 부분은 南玉, 日觀記 (김보경 
역, 붓끝으로 부사산 바람을 가르다, 소명출판, 2006) p.276, pp.303~308, p.314.  

195) 사토루 교수는 通航一覽(1853년 간행)와 增訂古畵備考(19세기 전반 간행)를 검토
하여 막부에서 공식적으로 증정한 병풍만을 조사하 다. 

196) 成大中, 日本錄; 홍학희 역, 부사산 비파호를 날 듯이 건너, 소명출판, 2006, 
p.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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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내용 수량 출처
1609년 첩금병풍(貼金屛風) 5對 5쌍
1617년 금병(金屛) 15 (對) 15쌍 이경직, 부상록

살피고 살피는 것을 끝낸 후에 파하였다. 물건의 종류와 단자를 다시 수역

에게 주었다. 예폐(禮幣)는 왜인들이 지니고 부산으로 가져가서 바치게 하

고, 사사로운 예물은 대판에 가서 관백의 별장(別藏)에서 단자에 의거하여 

계산하여 주겠다고 하였다.197) 

  이 기록은 계미사행 당시 막부로부터 금병풍을 받았던 정황을 자세
히 알려준다. 아울러 관원들에 의해 40점의 병풍이 주제의 검열을 거쳤
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일본 병풍에 해 가졌던 이해도는 그
리 깊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198) 사행의 마지막에는 관원들이 병풍의 
일부를 병방(兵房), 예방(禮房), 공방(工房)의 군관들에게 각각 1좌씩 나
누어 주었다. 원래 일본 병풍은 2좌 1쌍이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풍속 로 하나씩 분배한 것이다.199) 이러한 통신사의 활동은 조선 지식
인 사회에서 일본 병풍에 한 이해를 갖게 되는 통로가 되었다. 아울
러 병풍이 민간에 분배됨으로써 일본 병풍이 조선에서 유통되는 계기
가 되었다.200) 1811년 마지막 통신사행 이후에도 상 적으로 적은 수
량이긴 하지만 왜관을 통해 일본 병풍이 꾸준히 조선에 유입되었다. 

  표㉓ 1609~1848년 일본에서 조선 왕실에 보낸 병풍 목록

197) 元重擧, 乘槎錄; 김경숙 역, 조선 후기 지식인, 일본과 만나다, 소명출판, 2006, 
pp.338~339. 

198) 계미사행 때 막부에서 보낸 20쌍의 병풍은 풍속도와 화조도가 고루 섞여 있었다. 榊
原悟, 앞의 책, pp.184~185. 

199) 南玉, 日觀記; 김보경 역, 붓끝으로 부사산 바람을 가르다, 소명출판, 2006, 
p.115. 

200) 서유구는 왜병금화(倭屛金畵)를 침실에 펼쳐놓으면 아침 해에 금빛이 반짝거린다고 
서술한 바 있다. 徐有矩, 林園十六志, 民俗苑, 2005. p.447. 서유구가 어떤 연유에서 
일본 병풍을 소장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조부 던 서명응(徐命膺, 1716~1787)이 
1763년의 계미사행의 정사로 발탁되었다가 나중에 조엄(趙曮, 1719~1777)으로 교체된 
일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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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4년  금병화(金屛畵) 5쌍
1625년 금병(金屛) 24부(部) 24쌍 인조실록
1636년 살금육⑲병풍(撒金六曲屛風) 20쌍 20쌍 김세㉗, 부상록
1643년 첩금육⑲병풍(貼金六曲屛風) 20쌍 20쌍

1655년
살금육⑲병풍(撒金六曲屛風) 20척(隻)

23쌍
남용익, 부상록

이금소병풍(泥金小屛風) 2장(張) 남용익, 부상록
병풍(屛風) 1(一) 남용익, 부상록

1682년 
금지화병풍(金地畵屛風) 20쌍 

23쌍첩금소병풍(貼金小屛風) 2쌍 증정교린지
첩금소병풍(貼金小屛風) 1쌍 증정교린지

1711년

금지화병풍(金地畵屛風) 20쌍 
*숙종실록에는 전폭병풍(全幅屛風) 20
쌍으로 표기 23쌍

숙종실록

첩금소병풍(貼金小屛風) 1쌍 임수간, 동사일기
첩금병풍(貼金屛風) 2쌍 임수간, 동사일기

1719년 어병풍(御屛風)20쌍 20쌍
1748년 병풍(屛風) 20쌍 20쌍

1764년

첩금병풍(貼金屛風) 20쌍

33쌍

살금소병풍(撒金小屛風) 2쌍

남옥, 일관기첩금병풍(貼金屛風 1쌍 
살금병풍 3쌍
살금중병풍(撒金中屛風) 3쌍

첩금소병풍(貼金小屛風) 4쌍 증정교린지
남옥, 일관기

1811년
화병풍 10쌍

13쌍금병풍 첩금소병풍(貼金小屛風) 2쌍 증정교린지
금채병풍(金彩屛風) 1쌍 유상필, 동사록

1840년 살금 병풍(撒金大屛風) 1쌍 5쌍 승정원일기 첩금소병풍(貼金小屛風) 4쌍
1848년 첩금소병풍(貼金小屛風) 1쌍 1쌍 승정원일기 

총 240쌍 (480좌)

*이 표는 榊原悟, 美の架け橋: 異国に遣わされた屏風たち, ぺりかん社, 2002, 
pp.179~185를 바탕으로 필자가 일부 사실을 추가하 다. 출처가 비어 있는 경우는 사
토루 교수의 연구를 참고한 부분이다.  

  19세기 문인들의 기록에는 일본 화적에 한 내용이 보이는 경우가 
있다. 김정희(金正喜, 1786~1856)는 1817년에 마츠무라 케이분(松村景
文 1779~1843)의 <원앙도>(도61)에 제발을 남긴 바 있다. 제발의 내용
상 김정희가 일본 화단에 한 이해가 깊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다.201) 그러나 김정희가 일본 화적에 해 논평했다는 사실 자체는 주

201) 이 작품은 孔畵廊 編. 隱逸有喜: 조선시  미술 감상전, 孔畵廊, 2009, p.32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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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할 만하다. 이유원(李裕元, 1814~1888)은 ‘왜인들이 그림을 잘 그리
는데 김홍도가 왜금병풍을 具내 내서 그린 <금계화병(金鷄畫屛)>이 화
성 행궁에 있다’고 기록하 다.202) 이규경(李圭景, 1788~1856)은 명나
라 엄숭(嚴嵩)에 해 언급하면서 그의 엄청난 재산 가운데에는 왜금병
풍이 108좌나 포함되어 있었다고 기록했다.203) 이는 당시에 왜금병풍
은 아무나 소유할 수 없는 보물로 인식되었던 정황을 반 한다. 아울러 
왜병이 아니라 왜금병풍(倭金屛風)이라는 표기로 인해 일본 병풍은 으
레 금장이 기본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김홍도의 
진작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이유원의 기록과 부합하는 작품이 현재 삼
성미술관 Leeum(도62)과 프랑스 기메 박물관(Musée Guimet)(도63)에 
소장되어 있다. 나무 아래에 금계가 울고 있는 도상은 카노 쇼에이(狩
野松榮, 1519~1592)의 <춘하금계(春夏金鷄)>(도64) 유형의 작품을 범
본으로 삼았을 것으로 추정된다.204)  
  조가 일본 병풍에 어제를 남기고 정조가 김홍도에게 일본 병풍의 
방작을 명했다는 점은 큰 의미를 가진다. 왕실은 분명 일본 병풍이 보
인 기교와 기법에 한 관심이 있었다. 아울러 김홍도의 병풍 부분이 
연폭 병풍이라는 점도 주목을 요한다. 김홍도가 제작한 연폭 병풍에 
해서는 서유구(徐有榘, 1764~1845)가 기록을 남겼다. 서유구는 자신이 
수장하고 있는 김홍도의 <음산 ㉘도(陰山大獵圖)>에 해 ‘8폭의 연폭 
병풍〔金弘道陰山大獵圖 絹本八幅連作一屛〕’임을 특기한 바 있다.205) 
이 같은 기록은 일본의 연폭 병풍이 조선인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졌
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원래 연폭 병풍의 전통이 조선 내부에도 있었지
만 19세기에 이것이 왜장이라는 이름으로 재인식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개되었다. 
202) 李裕元, ｢金鷄畫屛｣, 林下筆記.
203) 李圭景, ｢大力鋸富無量辨證說｣, 五洲衍文長箋散稿.  
204) 프랑스 기메박물관(Musée Guimet)에 소장되어 있는 <금계도 병풍>과 보스턴 박물관

(Museum of Fine Arts, Boston)의 카노 쇼에이의 <춘하금계> 사진은 교토공예섬유
학(Kyoto Institute of Technology, 京都工芸繊維大学)의 이도 미사토(井戸美里) 교수
가 직접 촬 한 사진을 제공해주었다.

205) 서유구가 소장하고 있었다는 김홍도의 음산 ㉘도에 해서는 徐有榘, 林園經濟志
( 인본), ｢怡雲志｣ 卷第六, 藝翫鑿賞下 附 ｢東國畵帖｣ p.380. (오주석, 단원 김홍도, 
솔, 2006. p.44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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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증조 병풍과 왜장 병풍의 상관관계를 구명하기 위해 또 하나 주목해
야 할 것은 서유구의 기록이다. 서유구는 세상에 전하는 지식을 정리하
여 백과사전을 편찬하고자 한 움직임의 선두에 있던 인물이었다. 서유
구가 1842년에 간행한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는 농촌 경제에서부터 
일상에 관련한 갖은 물건, 기술, 지식을 망라한 저작이다. 이 가운데 
가옥과 생활 기구에 한 지식을 정리한 「섬용지(贍用志)」 중에는 ‘병
풍’ 조(條)가 있다. 여기서 서유구는 우리 병풍의 기원을 일본〔倭〕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병풍은 처음 일본에서 시작되어 팔도에 두루 퍼졌는데 호사를 다

투는 사람들이 염색하지 않은 비단으로 바탕을 삼고 능라(綾縀)로 상단을 꾸

미는가 하면, 옛 사람의 시문을 쓰기도 하고 산수, 영모, 꽃과 나무, 누각 

따위를 그리기도 한다. 부모의 장수를 바라거나 노인을 봉양할 때에는 요지

연도와 십장생도를 그리는 경우가 많고, 딸을 시집보내거나 며느리를 얻을 

때에는 곽분양행락도와 백자도를 많이 사용하여 빌고 축원하는 뜻을 담았다. 

대체로 재실에는 담묵 산수화가 어울리고, 규방에는 채색인물화가 어울린다. 

금으로 그린 일본병풍[倭屛金畵]은 침실에 펼쳐 놓으면 적합하니, 아침 해

가 막 떠오를 때면 사방의 벽을 밝고 반짝거리게 만든다.

我東屛制, 始來自倭, 今遍八域. 鬪靡者以絹素爲質, 綾緞爲贉, 或書古人詩文, 

或畵山水翎毛花樹樓閣之類. 壽親養老, 多畵王母蟠桃十長生, 嫁女聚婦, 多用

汾陽行樂圖百子圖, 以寓祈祝之意. 大抵齋中宜淡墨山水, 閨閤宜彩畵人物.  倭

屛金畵者, 亦可張之寢室. 曉旭纔升, 能令四壁明晃206) 

  서유구의 글은 당시 사 부 계층이 왜병금화를 실제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아울러 서유구가 우리의 병풍〔我東屛制〕이 일본에서 
기원했다고 인식한 점이 흥미롭다. 서유구는 왜학에 정통했던 인물이며 
임원경제지를 저술하면서 화한삼재도회(和漢三才圖會)를 340회 가
까이 인용하 다.207) 화한삼재도회는 오사카의 의사 출신인 데라시마 

206) 원문의 인본은 徐有矩, 林園十六志, 民俗苑, 2005. p.447. 번역의 일부는 고전번
역원 김종태 선생님의 도움을 받았다. 

207) 조창록, ｢『임원경제지(林園經濟志)』를 통해 본 서유구(徐有구)의 일본 인식 -『화한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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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시기 한국 조선 시 일본 에도 시 중국 명  

저술인
서유구

(徐有矩, 
1764~1845)

데라시마 료안
(寺島良安, 1654~?)

왕기
(王圻, 1497~1583)

료안(寺島良安, 1654~?)이 저술한 백과사전이었다. 이 책은 명나라의 
왕기(王圻, 1497~1583)가 편찬한 삼재도회(三才圖會)를 이 모방한 것
으로 105권 81책으로 구성되었다. 1763~1764년의 계미사행 때 수행원
들이 화한삼재도회를 구입하여 읽었다는 기록도 있다. 이 밖에 조선
의 문인층이 화한삼재도회를 소장하고 참고하는 일은 빈번하 다.208)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화한삼재도회에는 병풍의 기원을 중국의 한
나라라고 명기했다는 점이다. 이 책에는 칸막이 형식의 경병풍(硬屛風, 
screen)과 일본식 연병풍(軟屛風, folding screen)의 삽화가 나란히 실
려 있다. 그리고 ‘병풍이라는 이름은 한 나라 때에 나왔다〔屛風名出於
漢世〕’는 설명이 부기되어 있다. 일본에서는 병풍의 기원을 중국으로 
이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서유구가 우리 병풍의 기원을 일본
으로 본 것이 아이러니하다. 
  사실 상 일본 사료 가운데 병풍이 처음 언급된 것은 일본서기(日本
書紀)이다. 이에 따르면 686년 4월 4일 신라에서 건너간 물품 목록에 
병풍이 포함되어 있었다.209)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병풍 관련 기록이 
신라 병풍인 것이다. 그런데 화한삼재도회를 수백 차례 인용할 정도
로 왜학에 밝았던 서유구가 왜 우리 병풍의 기원을 일본으로 본 것일
까? 다음 표㉔는 1607년에 간행된 중국의 삼재도회, 1712년에 간행
된 일본의 화한삼재도회, 1842년에 간행된 서유구의 임원경제지의 
병풍 조를 정리한 것이다.210)  

   표㉔ 임원경제지, 화한삼재도회, 삼재도회의 ‘병풍’ 조(條)의 내용

재도회(和漢三才圖會)』를 인용한 사례를 중심으로｣, 大東文化硏究 78, 2012.
208) 南玉, 日觀記; 김보경 역, 붓끝으로 부사산 바람을 가르다, 소명출판, 2006, 

p.456. 
209) 日本古典文學大系本 68: 日本書紀 下, 岩波書店, 1965. p.476 (榊原悟, 美の架け

橋: 異国に遣わされた屏風たち, ぺりかん社, 2002. p.10에서 재인용) 
210) 寺島良安, 和漢三才圖會 32권 p.1192 (일본 국회도서관 웹사이트 

http://www.ndl.go.jp 제공); 王圻, 三才圖會 (왕치, 왕쓰이 엮음, 삼재도회집성 2, 
민속원, 2014 p.1333)를 바탕으로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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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 임원경제지
(林園經濟志)

화한삼재도회
(和漢三才圖會)

삼재도회
(三才圖會)

간행연 1840년경 1712년 1607년

삽화 삽화 없음

내용

병풍은 왜(倭)에
서 시작되어 조
선 팔도에 전해
졌다.

병풍은 중국 한 (漢
代)에 기원했다. 

전국시 의 주례(周禮)
에 황저(皇邸)에 병풍이 
사용된다고 명문화되었
다. 이후 한(漢)과 송(宋)
에서 제도로 정립되었다. 

  현재로서는 서유구가 조선 병풍의 기원을 일본으로 이해한 연유를 
밝힐 수 없다. 그러나 삼재도회와 화한삼재도회에 보이는 삽화가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다. 서유구가 병풍이라 생각한 것은 칸막이 형
식의 중국식 삽병(揷屛, screen)이 아니라 접었다 펼 수 있는 연병풍
(folding screen)이었을 것이다. 중국에서 병풍이라 하면 보통 칸막이 
형식의 경병풍을 일컫는다. 따라서 일본식 연병풍을 조선 병풍의 기원
으로 이해하면서 왜장 병풍이라는 용어가 나왔을 가능성을 추정해볼 
수 있다.  
  왜장 병풍이 유행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사항은 왜장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장황인의 존재이다. 장황인이라는 용어도 왜
장 병풍과 마찬가지로 19세기에 보이기 시작하 다. 관찬 사료에는 헌
종 부터 장황인이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그런데 궁중 발기에 장황인의 
이름이 남아 있는 사례가 있어 주목을 요한다. 장서각에 소장된 ｢신사
뉵월한응창의게셔병풍꾸미여온발긔｣이다. 이 문건은 1881년 6월에 한
응창(韓應昌)이 꾸며서 왕실에 들여온 병풍 60좌의 목록이다. 표㉕가 
이를 정리한 내역이다. 여기에서는 당시 궁중 병풍화 부분의 명칭을 
확인할 수 있다. 화제를 고려하면 다수가 왜장 형식이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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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屛 中屛 小屛
곽분양행락도 行樂圖 1 1

요지연도 瑤池宴 1 1
모도 翎毛 3 翎毛 2 翎毛 1 6

강남춘의도 江南春意 1 江南春意 1 2
서원아집도 西園雅集 2 2
화훼절지도 花卉折枝 2 花卉折枝 1 3

문방도 文房 1 文房 2 3
경직도 耕織圖 1 耕織圖 1 耕織圖 1 3

칠월편도 七月篇 2 2
십장생도 十長生 2 十長生 1 十長生 3 6

해학반도도 海鶴蟠挑 2 海鶴蟠挑 2 海鶴蟠挑 1 5
산수도 山水 1 山水 1 2
호㉘도 胡獵圖 1 1
백록도 百鹿圖 2 2
매화도 梅花 1 梅花 1 梅花 1 3
평생도 平生圖 1 平生圖 3 4
어해도 魚蟹 2 2
초충도 草蟲 1 草蟲 2 3
연화도 蓮花圖 2 蓮花圖 1 3

백동자도 百子圖 2 2
연화수금도 蓮花水禽  1 1
백수백복도 百福圖 1 1

누각도 樓閣圖 2 2
총 23좌 총 15좌 총 22좌 합60좌  

   표㉕ 1881년, ｢신사뉵월한응창의게셔병풍꾸미여온발긔｣의 60좌 병풍 
목록

  한응창의 가문은 로 궁의 안팎에서 장황일을 맡았다. 이 가문의 
후손인 한상용(韓祥鎔, 1910~?)이 1957년에 언론에 남긴 인터뷰는 이 
가문의 역사를 고증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211) 한상용의 조부인 한
응엽(韓應燁, ?~1917년경)은 1870년 부터 주부(主簿)의 관직을 받아 
왕실의 장황 일을 하 다. 한상용의 부친인 한기홍(韓基鴻)은 1920~30
년 에 주로 이왕직박물관 일을 맡았다. 기사에는 한상룡의 아들인 한
성수(韓晟洙)도 가업을 잇는 중이라고 소개되었다. 이를 통해 최소한 4

가 장황 사업에 몸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가문은 구한말에는 
적선동에서 점포를 운 하 다. 1910년경에 수송동으로 옮기면서 수송

211) 1957년 1월 12일 동아일보, ｢일업삼  새해탐방 (6) 表具師｣; 이 기사를 소개한 선
행 연구는 김산호, ｢한국 근·현  표구기술의 변천 과정｣, 용인 학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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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구사라는 상호를 사용하 다. 이후 와룡동과 안국동 재동사거리에서 
수송당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이어갔다. 이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의궤, 관보의 기사를 추적해보면 이 가문은 적어도 
고종 초기부터 왕실의 회사를 도맡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1872년 『어진이모도감청의궤』에 회장간역인(回粧看役人)으로 이름을 
올린 한홍적(韓弘迪), 한응명(韓應明), 한응기(韓應夔)도 일가 을 가능
성이 있다.212) 1883년에는 한응엽(韓應曄)과 한응숙(韓應淑)에게 실직
을 주라고 한 명이 보인다. 1900년에는 장황인 6품 한응창과 전 주사
인 한응엽에게 상을 내리라는 목도 보인다.213) 1901년에도 장황인 6
품 한응창과 한응숙에게 시상하고 전 주사인 한응엽은 6품으로 올려주
라는 기록이 보인다.214) 1902년에는 장황인 전 주부 한응창, 전 의관 
한응엽에게 말 1필씩이 내려졌다.215) 이들 기록에 보이는 한응창, 한응
엽, 한응숙은 세 사람이 동시에 혹은 한응창과 한응엽이 그룹을 이루어 
작업을 했다.216) 이를 통해 한응창이 가장 기량이 뛰어난 핵심 장인이
었으며 한응엽→한응숙 순으로 한응창을 도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1913년 선원전 정을 수개(修改)할 때에도 한응엽에게 상을 내㉛다는 
기록이 보인다.217) 이는 이 가문이 구한말부터 일제시기까지 꾸준히 왕
실의 화역을 담당했음을 알려준다. 1958년에 간행된 굴릭(R.H van 
Gulik, 1910~1967)의 Chinese Pictorial Arts as Viewed by the 
Connoisseur(書畵鑑賞彙編)은 동아시아의 장황사를 총체적으로 조망
한 최초의 학술서이다. 이 책에서도 굴릭은 수송당의 한상용의 조언을 

212) 청주한씨 가문의 역사에 해서는 고수익, 표구미학개론, 고륜, 2007. p.48과 
p.50. 흥선 원군 초상화의 장황인으로 잘 알려진 한홍적(韓弘迪)이 한응엽과 일가일 
것이라고 추정한 의견은 고수익, 앞의 책, p.47. 그러나 청주한씨 종친회에 이들의 관계
를 문의하 으나 정확한 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213) 승정원일기 고종 20년 (1883년) 10월 8일 (을묘); 승정원일기 고종 37년(1900년) 
5월 2일 (임인). 

214) 일성록 1901년 7월 15일. 
215) 일성록 1902년 5월 18일. 
216) 한응창에 한 기록은 의궤 3건, 일성록 4건, 관보 4건이 보인다. 한응엽은 궁내조령

존안 4건, 일성록 4건, 관보 20건에 기록이 남아 있다. 한응숙은 궁내조령존안 1건, 일
성록 1건, 관보 1건의 기록을 볼 수 있다. 기록의 연 와 횟수를 고려하여도 한응창이 
가장 연장자이자 기량이 높은 장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17) 순종부록 순종 6년(1913년) 5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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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음을 밝혔다.218) 
  왜장 병풍은 배접 과정에서 그림이 잘리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설계 
단계부터 그림의 연결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하나의 왜장 병풍
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화가의 전문적인 기량이 필요했다. 아울러 화가-
장황인-병풍장(屛風匠)의 협력이 확보되어야 했다.219) 19세기 의궤의 
장인 목록 가운데에는 화원화가와 함께 병풍장과 장황인의 명단이 포
함된 경우가 있다.220) 이는 왜장 병풍의 유행에 병풍장과 장황인의 전
문적 역할 분화가 결부되어 있음을 설명해준다. 아울러 헌종 부터 왕
실 사료에 장황인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사실 또한 왕실에서 장황 전
문가의 수요가 증가했음을 방증한다. 

(3) 왕실 처소별 병풍의 사용과 수장  

  본 절에서는 전(大殿), 내전(內殿), 동궁전(東宮殿) 등 실제 처소에
서 어떤 병풍을 사용했는지를 논의할 것이다. 이를 위해 궁궐에 딸려 
있던 병풍고(屛風庫)와 별고(別庫)의 목록을 검토할 것이다. 그간 병풍
은 서화 장황 방식 중 하나로만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서화의 위상 안
에서 병풍이 가진 의미는 보다 섬세한 층위가 존재한다. 왕실의 전통적
인 서화 수장 전각에서는 요지연도나 곽분양행락도 병풍이 보관되지 
않았다. 우리가 궁중 병풍이라 이해하는 것들은 사실상 전통적인 서화 
개념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 절에서 논의할 병풍은 병풍 전용 
창고에 보관되던 것들이다. 이는 왕실의 의례와 궁궐의 장엄을 위해 사
용되던 것으로 전통적인 의미의 서화보묵과는 다른 층위로 인식되었다. 
  궁중 병풍의 제작 규모는 연간 수십 점을 상회하 다. 그렇다면 왕실

218) R.H van Gulik, Chinese Pictorial Arts as Viewed by the Connoisseur, New 
York: Hacker Art Books, 1981, p.xxv. 

219) 종로구 청운동 세종표구사 한창희 표는 병풍의 장황 방식에 한 조언을 주셨다. 
그에 따르면 각장 병풍과 달리 왜장 병풍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화면의 효과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화가가 직접 장황을 하는 경우도 많다. 아울러 현재 표구 업계에서는 각장 
병풍 보다 왜장 병풍의 장황에 10~20% 정도 더 높은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
라고 한다.   

220) 장황인과 병풍장에 한 기록을 정리한 연구 성과는 김산호, 앞의 논문. pp.5~6. 이
들이 사용한 재료에 해서는 같은 논문, pp.6~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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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평소에 이 많은 병풍을 어디에 배설하 을까? 행사를 위해 제
작했던 장병과 계병이 평시에는 어떻게 활용되었을까? 왕실의 일상에
서 병풍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사료는 따로 알려진 것
이 없다. 다만 궁궐 내부를 묘사한 기록과 실내 설치를 위해 제작된 유
물을 통해 몇 가지 추정이 가능할 뿐이다.221) 이를 위해 궁궐의 처소별
로 보관되어 있던 병풍의 목록과 궁궐 내부를 묘사한 기록을 검토하고
자 한다. 아울러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 남아 있는 벽장화(壁牆畫)와 
불발기문(문 가운데에 창호지로 채광이 되게 창문을 만든 것) 형식의 
병풍을 소개하고자 한다.  
  1802년 이이순이 작성한 글에는 창덕궁의 내전을 장식한 병풍에 
한 묘사가 남아 있다.222) 이 글을 따라가다 보면 조전이 벽화와 편
액, 병풍으로 한껏 장식을 한 공간이었음을 상상해볼 수 있다. 다음이 
글의 일부이다. 

정당의 북벽 한 가운데 금전병(金箋屛) 두 쪽을 두었는데 대갈못으로 고정시

켰다. 그 앞에는 10첩의 요지연도 10첩을 쳤다. (…중략…) 동상방에는 임금

의 정침 세 칸이 있다. 동쪽 벽에는 <모란도> 병풍을 세우고 북쪽 벽에는 

<구추봉도>를 붙였다. 가운데의 두 서까래에는 ‘창승월광(蒼蠅月光)’의 예서 

글씨를 붙였고, 서쪽서까래에는 ‘정심수신(正心修身)’이라고 쓴 예서와 전서

(篆書)를 절충한 팔분체의 글씨를 붙였다. 정중간의 한 칸 방 서쪽 벽에는 

<매화도> 병풍을 세우고, 북쪽 벽에는 <죽엽도> 병풍을 세우고, 동쪽의 지

게문 하나에는 <매죽도>를 붙였다. 맨 가운데 방에는 황화석(黃花席)을 깔았

고 채화등(綵花燈)을 놓았으며 황화석마다 위에는 연꽃 방석 한 쌍을 놓았

다. 이것이 정침의 가운데 방 모습이다. 좌우와 뒤에 있는 협실에는 병풍이

나 옷장을 두었다. 남쪽의 퇴당에는 귀갑경(龜甲鏡) 한 쌍을 걸어놓고, 가마

만 한 크기의 놋쇠화로를 두었는데 덮개를 덮어놓았다. (…중략…) 병풍이 

221) 궁궐의 실내 장식에 사용된 서화에 한 선행 연구는 박윤희, ｢궁궐 전각의 장식그
림: 창호그림과 부벽화｣, 궁궐의 장식그림, 국립고궁박물관, 2009; 궁궐의 정전, 편전, 
침전을 장식한 서화에 해서는 홍선표, ｢조선시  궁궐의 그림 치장｣, 조선회화, 한
국미술연구소CAS, 2014.

222) 李頤淳, ｢大造殿修理時記事｣, 後溪集; 이 글은 정병설, 구운몽도: 그림으로 읽는 
구운몽, 문학동네, 2010. pp.123~126에 일부 번역이 수록되어 있다. 이후 정병설, 
권력과 인간 (문학동네, 2012)의 부록 ｢임금 침실의 풍경―「 조전 수리시 기사｣ 
pp.405~426에 보다 자세한 논의와 번역이 실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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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릇 십 여 부가 있는데, 금병(金屛) 하나는 일곱 마리의 학을 그렸고, 그 

나머지는 신선이나 비룡, 또는 진기한 금수나 특이한 화초를 그렸는데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

堂之北壁當中。設金箋屛兩片。著以廣頭釘。其前設瑤池宴屛十帖。....... 東上

房。正寢三間。東壁。立牧丹屛。北壁。付九雛鳳圖。中兩棟付蒼蠅月光隷字。

西付正心修身八分字。最中一間房西壁。立梅花屛。北壁。立竹葉屛。東一戶。

付梅竹畫。鋪黃花席。加綵花燈。每其上。設蓮花方席一雙。此是正中寢。左右

及後諸夾室。或設屛風。或置衣裝。南退堂懸龜甲鏡一雙。置鍮火鑪大如釜者。

而以蓋覆之。.... 屛風凡爲十餘部。而金屛一畫七鶴。其餘畫仙人者。飛龍者。

畫珍禽奇獸名花異草者。不可勝記223)

  이 글은 조전이 모란병, 죽엽병, 매화병, 금전병, 요지연병, 칠학금
병, 선인병, 비룡병, 모병, 화초병으로 장식되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아울러 내부에는 편액도 여러 점 부착되어 있었다. 이를 통해 현재 전
하는 왕실 서화가 실내 장식에 적극 활용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추정할 
수 있다. 
  이 밖에 전과 동궁전에서 사용한 병풍에 해서는 궁중 발기의 기
록이 남아 있다. 이들 발기는 주로 병풍고에 보관되었던 병풍의 목록을 
정리한 것이다. 이는 궁중 나인들이 병풍의 재고를 점검하기 위해 작성
하 던 것이다. 따라서 병풍의 종류, 크기, 수량, 제작 동기, 제작 연

, 내입 및 진상(進上) 여부가 자세히 적혀 있다. 이를 통해 궁중 병풍
의 사용과 수장에 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순종의 처소에 있던 병풍 목록을 알려주는 발기가 세 
건 남아 있다. 제목은 ｢셰궁병풍고간긔｣, ｢동궁병풍고건기｣, ｢세자
궁병풍고간건기｣로 이 세 건은 기본적인 내용이 동일하다. 다만 ｢셰
궁병풍고간긔｣는 한글본인데 반해 ｢동궁병풍고건기｣와 ｢세자궁병풍고
간건기｣는 한자본이다. 한자본 둘 사이에는 몇 글자를 달리 쓴 것이 발
견된다. 예를 들면 ｢동궁병풍고건기｣에서 왕회도의 회(會)자를 ｢세자궁
병풍고간건기｣에서는 회(恢)로 바꾸어 썼다. ｢동궁병풍고건기｣에서는 화
기도(畵器圖)에 화(畵)를 쓴 것을 ｢세자궁병풍고간건기｣에서는 화(花)로 

223) 원문과 국역은 정병설, 권력과 인간, 문학동네, 2012, pp.413~4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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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연도 제작배경 화제 크기 수
량 제작기관

바꾸어 쓴 정도이다. 그런데 세 건의 글씨체는 모두 달라서 각기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 내용을 정리한 것이 표㉖ 
<1880~1881년 작성, ｢동궁병풍고건기｣의 병풍 목록>이다. 
  이 세 발기는 을해계병, 정축계병, 진상, 기묘계병,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을해, 정축, 기묘는 각각 1875년, 1877년, 1879년을 의
미할 것으로 추정된다.224) 1875년의 을해계병 4좌는 순종의 탄신을 기
념했을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1877년의 정축계병 6좌는 신정왕후 팔
순 기념으로 보인다. 기묘계병은 ‘기묘셩두후계병’이라고도 되어 있기 
때문에 1879년 순종의 천연두가 완치된 것을 기념한 계병이 분명하다. 
기묘계병은 총 12좌나 진헌되었다. 이는 계병이 왕실 행사의 경중에 따
라 그 수를 달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종합해보면 이 세 건의 발
기는 순종의 두후평복진하연이 있었던 1879년 이후에 작성되었다. 아
울러 무위소(武衛所)라는 용어로 보아 1881년 11월 이전에 작성되었을 
것이다.225) 다만 이 문건을 한글과 한문 복본으로 세 건이나 작성한 까
닭을 밝히기는 어㉘다. ｢셰궁병풍고간긔｣와 ｢큰뎐병풍고간긔｣는 
동일한 필치의 한글로 작성되어 있어 이 두 건은 동일인이 작성했을 
것으로 보인다. 

  표㉖ 1880~1881년 작성, ｢동궁병풍고건기｣의 병풍 목록

224) 이 발기를 언급한 박은경(2012), 박정혜(2013), 서윤정(2014)의 선행 연구에서는 ‘정
축’을 1877년이 아닌 1817년으로 보았다. 1817년 효명세자의 입학을 맞이하여 세자시
강원에서 왕세자입학도첩을 제작한 바 있기 때문에 정황 상 ‘정축’을 1817년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발기는 왕실의 실무를 담당하는 궁중 나인들이 편의를 위해 한글과 한
문을 섞어서 만드는 비공식적 문건이다. 필자는 정축계병 목록이 1875년 을해계병과 
1879년 기묘셩두후계병과 함께 병서된 것으로 볼 때 정축은 1877년일 것으로 생각한
다. 같은 문건에 1875년과 1879년의 계병 목록이 있는데 갑자기 1817년 계병 목록이 
함께 부기되었을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된다. 무엇보다 이 문건을 학계에 소개한 장서각 
고문헌 해제팀도 현재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는 721통의 궁중 발기가 1819년 효명세자
의 가례부터 일제강점기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韓國精神文化硏究院 編, 고
문서집성 13권: 藏書閣篇 4,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94, 해제 참조. 

225) 무위소(武衛所)는 1881년 11월에 무위 (武衛營)으로 개칭되었다. 같은 문건 기묘계
병란에 무위소라는 관청명이 등장하는데 무위소는 1874년에 설치되어 1881년에 무위
으로 개칭되었으므로 기묘가 1879년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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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5년
乙亥禊屛

(*순종 탄생 
기념)

黑緞金梅畵 大屛 1

기록 없음瑤池宴 大屛 1
畵器 中屛 1

孝子圖 中屛 1
총 4점 

1877년
丁丑禊屛

(*신정왕후 
칠순)

江南春 大屛 1 內閣王會圖 中屛 1  
畵器 大屛 1 春坊

(世子侍講院)孝子圖 中屛 1
行樂圖 大屛 1 桂坊

(世子翊衛司)海鶴蟠桃 中屛 1

총 6점

기록 없음 進上

百壽百福 大中屛 1

기록 없음紅百壽百福 大中屛 1
翎毛 大屛 1

百壽百福 中屛 1
총 4점 

1879년

己卯禊屛
(*순종 천연두 

완치)

行樂圖 大屛 1 內閣海鶴蟠桃 中屛 1
長生圖 大屛 1 藥房

(議藥廳)百蝶圖 中屛 1
七月篇 大屛 1 春坊

(世子侍講院)孝子圖 中屛 1
文房四友 大屛 1 桂坊

(世子翊衛司)羣仙圖 中屛 1
王會圖 大屛 1 政院

(承政院)西園雅集 中屛 1
耕織圖 大屛 1 武衛所畵器 中屛 1

총12점
총 26점

  표㉖은 1880~1881년 사이에 동궁의 병풍고에 총 26점의 병풍이 비
치되어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이 중 22건이 1875년, 1877년, 1879년 
행사의 계병이었다. 이는 순종이 최근 5~6년 사이에 제작된 계병을 사
용했음을 의미한다. 궁중 계병은 왕실 구성원에 헌상되고 나면 각각의 
처소로 옮겨져 일상에서 사용된 것이다. 
  그런데 왕의 처소인 전에 딸려 있던 병풍고에는 계병 이외에도 신
조(新造)라는 항목이 보인다. 다음 표㉗ <1880~1881년 작성, ｢큰뎐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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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연도 제작배경 화제 크기 수량 제작기관

미기록 미기록

금수복 병 1

미기록

각색수복자 병 1
강남춘 병 1

각색수복자 중병 1
모 소병 1

수십장생 __병 1
칠월편 병 1
강남춘 병 1
백납병 병 1
책거리 병 1
행락도 병 1

모도 병 1
행락도 중병 1

각국조공도 중병 1
모도 중병 1

산수도 중병 1
칠월편 중병 1

황화 모 중병 1
각색백납 중병 1

낙금중정도* 중병 1
문방사우 중병 1

황바탕각색수백복 중병 1
흑바탕백수백복 소중병 1

수 모 소병 1
책거리 소병 1쌍(2)
백자동 소병 1

백수백복 소병 1
홍지와당 소병 1

홍지 소병 1 (라상)
총30

정축년 
(1877)

정축신조

모도  중 1쌍 (2)
초충 중 1쌍 (2)

백수백복 중 1쌍 (2)
모도 중 1쌍 (2)

초충 중 1쌍 (2)
백수백복 중 1쌍 (2)

풍고간긔｣의 병풍 목록>은 ｢큰뎐병풍고간긔｣의 목록을 정리한 것
이다. 

  표㉗ 1880~1881년 작성, ｢큰뎐병풍고간긔｣의 병풍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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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백복 소 2쌍 (4)
백자 중소    (1)
세화 소    (1)

책거리 소 1쌍 (2)
모 소 2쌍 (4)
모 가리개 1쌍 (2)

백수백복 가리개 1쌍 (2)
총28점

 
정축계병

(*신정왕후
팔순)

문방 병 1 내각
(奎章閣)화기 중병 1

왕회도 병 1 춘방
(世子侍講院)서원아집도 중병 1

요지연 병 1 계방
(世子翊衛司)효자도 중병 1

총6점

무인년 
(1878) 무인신조

칠월편 중병 1쌍 (2)

미기록
경직도 중병 1쌍 (2)
호㉘도 소병 1쌍 (2)

모 소병 1쌍 (2)
평생도 소중병 1쌍 (2)

총10점

기묘년 
(1879)

기묘계병
(*순종 

천연두 완치)

문방사우 병 1 내각
(奎章閣)해상군선도 중병 1

장생도 병 1 약방
(議藥廳)화조도 중병 1

경직도 병 1 춘방
(世子侍講院)해학반도 중병 1

화기 병 1 계방
(世子翊衛司)문방사우 중병 1

해상군선도 병 1 정원
(承政院)효자도 중병 1

서원아집 병 1 무위소
(武衛所)왕회도 중병 1

총12점
총86점

  전의 병풍고에는 동궁에 비치되어 있던 병풍의 세 배에 육박하는 
수량이 수장되어 있었다. 원래부터 있던 병풍 30점, 1877년에 새로 꾸
민 신조병풍 28점, 1877년 정축계병 6점, 1878년 신조병풍 10점, 
1879년 기묘계병 12점까지 총 86점의 병풍이 전에 비치되었다. 전
에는 동궁과 달리 ‘정축신조’와 ‘무인신조’라 하여 계병 외에 새로운 병
풍을 따로 제작한 증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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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동궁병풍고건기｣와 ｢큰뎐병풍고간긔｣를 비교해보면 서로 
상이한 항목이 있다. ｢동궁병풍고건기｣에는 ｢큰뎐병풍고간긔｣에는 없
는 ‘진상’과 ‘을해계병’이라는 항목이 있다. ‘진상’은 동궁에 있던 병풍 
4점을 상위 처소로 진상했다는 의미로 추정된다. ‘을해계병’은 ｢큰뎐병
풍고간긔｣에는 없고 ｢동궁병풍고건기｣에만 있어 왕세자에게만 헌상된 
것으로 보인다. 정축계병과 기묘계병이 왕과 왕세자 모두에게 헌상된 
것과는 조적이다. 이를 통해 행사의 성격에 따라 계병의 수령자에 국
왕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전하는 유물 가운데는 ｢큰뎐병풍고간긔｣와 ｢동궁병풍고건기｣
의 기록과 부합하는 실물 두 점이 있어 주목을 요한다. 하나는 2013년 
3월 20일에 크리스티 경매에 출품되었던 <왕회도 10폭 병풍>(도65)이
다. 이 병풍의 후면에는 병풍의 내력을 알려주는 묵서가 있다. 묵서(도
65-1, 65-2)의 상단부에는 ‘王會圖 丁丑 大’가 적혀 있고 하단부에 
‘春’이 남아 있다. 이는 춘방(春坊) 즉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에서 정
축년에 병(大屛)을 주문했다는 의미로 보인다.226) ｢큰뎐병풍고간긔
｣의 ‘정축계병’ 항목에도 세자시강원에서 왕회도 병을 주문했다는 기
록이 있다. 따라서 크리스티 경매에 나온 <왕회도 10폭 병풍>은 ｢큰뎐
병풍고간긔｣에서 언급된 바로 그 왕회도일 가능성이 높다. 다른 하나
의 작례는 미국 오리건 학교 박물관(Jordan Schnizter Museum of 
Art)에 소장되어 있는 <십장생도 10폭 병풍>(도68)이다. 이 병풍은 좌
목을 통해 1879년 ‘기묘계병〔왕세자두후평복진하도계병〕’의 일부로 제
작된 것이 확인된다. 순종의 완쾌를 위해 힘썼던 의약청 관원들이 발의
하여 제작한 것이다.227)   
  장서각 소장 발기 가운데에는 병풍의 수장과 관련한 또 하나의 문건
이 있다. 이는 ｢별고소재물품｣으로 이 문건에는 순종이 황태자로 표기
되어 있다. 아울러 을사(1905)년에 내입된 국제 항아리가 언급되었으
며 자수 병풍이 수옥헌(漱玉軒)으로 옮겨졌다는 기록이 있다. 수옥헌은 

226) 묵서 가운데에는 ‘寺洞 朴判尹’이라는 부분도 있다. 이는 <왕회도 10폭 병풍>이 사동
에 살던 한성판윤 박씨 가문이 수장했었다는 의미로 보인다. 그러나 차후 관련 사료가 
발굴되어야 보다 개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할 것이다. 

227) 이 계병의 정체를 밝힌 연구는 박본수, ｢오리건 학교박물관 소장 십장생병풍(十長生
屛風) 연구: 왕세자두후평복진하계병｣, 고궁문화 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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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연대 제목 수량 비고
1879년 皇太子 己卯年 痘候平復時 進賀圖屛 8폭 1좌
1882년 皇太子 壬午年 冠禮時 進賀圖屛 8폭 1좌 內入

繡屛風 8폭 2좌 漱玉軒 庫在
草蟲大曲屛 3좌 
草蟲曲屛 2좌 
翎毛圖曲屛 3좌
繡花卉折枝曲屛 2좌 內入
繡百壽百福曲屛 2좌 內入
折枝曲屛 4좌
繡翎毛曲屛 2좌
九麟圖曲屛 2좌

총 24좌

1906년에 중명전으로 개칭되었기 때문에 이 문건은 1905년에서 1906
년 사이에 작성되었을 것이다.228) 이러한 정황들은 별고가 경운궁 후원
의 창고를 의미하거나 용산에 있었던 왕실 창고를 지칭할 가능성을 높
여준다. 각각의 궁궐 처소 뿐 아니라 별개의 창고에서도 병풍을 보관했
던 것이다. 이 내역은 다음 표㉘ <1905~1906년 작성, ｢별고소재물품｣
의 병풍 목록>에 정리하 다. 

     표㉘ 1905~1906년 작성, ｢별고소재물품｣의 병풍 목록

 
  이 문건에 따르면 당시 별고에 보관되었던 병풍은 총 24건이었다. 
이 중에는 임오계병과 기묘계병이 눈에 띤다. 특히 ‘임오년 관례시 진
하도병’의 존재는 현재는 남아 있지 않지만 1882년에도 진하도 형식의 
계병이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아울러 ‘기묘년 평복두후시 진
하도병’은 현재 국립고궁박물관, 고려 학교 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순종왕세자책례계병>(도70~72)을 의미할 것이다. 그 중
에서도 고려 학교 박물관 본은 10폭이기 때문에 국립중앙박물관 본이
나 국립고궁박물관 본일 것이다. 
  국립고궁박물관에는 삼국지도와 화조도가 불발기문과 벽장화(壁墻畵)
로 설계된 병풍들이 있다. 화조도는 총 21점(유물번호: 창덕

228) 수옥헌(漱玉軒)은 1898년경에 처음 만들어져 1901년 화재로 전소되었다. 이후에 다
시 재건되어 지금과 같은 2층 벽돌 건물의 외형을 갖추게 되었다. 1904년 경운궁 화
재 이후에는 고종의 편전으로 사용되었다. 1906년에는 수옥헌이 중명전으로 개칭되었
다. 따라서 이 문건은 1906년 이전에 작성되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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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4~6492, 6494~6495)이며 삼국지도는 총 9점(유물번호: 창덕
6510~6518)이다. 표적인 사례로 <화조도 4폭 병풍>(도66)과 <삼국지
연의도 4폭 병풍>(도67)을 보면 이들은 모두 4폭으로 구성되었다. 아울
러 문의 손잡이와 빛이 투과되는 창호문이 달려 있다. 이러한 형식을 
감안하면 이 병풍들이 궁궐 내부에 부착될 목적으로 고안된 것은 분명
하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어떤 공간이었는지를 특정하기는 어㉘다. 향
후 관련 사료가 발견된다면 실제 처소에 비치된 병풍에 한 용례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조선시  서화수장사를 연구한 황정연은 19세기 왕실의 표적인 서
화 수장처로 승화루, 집경당, 연경당, 집옥재를 논의하 다. 이곳에는 
중국의 명화와 종친의 유묵이 수장되었다.229) 그러나 이 수장처의 목록
에는 장병이나 계병에 한 기록이 없다. 일상에서 사용한 병풍은 별개
의 창고에 보관되었기 때문이다. 이 병풍들은 필요에 따라 새로 꾸며지
기도 하고 자리를 옮겨 내입되기도 하 다. 병풍고에 비치해두었다가 
필요에 따라 국왕, 왕세자, 왕비가 일상에서 사용한 것이다. 그런데 처
소별 병풍 목록(표㉖, 표㉗)을 비교해보면 특정한 왕실 구성원이 특정 
병풍을 선호했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다. 그간의 선행 연구에서는 화조
와 자수는 왕실의 여성들이 선호했을 것을 보았다. 그러나 화조와 자수 
병풍 모두 국왕과 왕세자를 위해 사용된 경우도 있었다. 아울러 왕세자 
책례계병으로 요지연도가 제작된 적이 있기 때문에 양자 사이에 특별
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 추정되기도 했었다. 그러나 요지연도는 내전, 

전, 동궁에 모두 비치되었던 인기 있는 화제 을 뿐이다. 따라서 특
정 처소와 특정 화제를 연결하는 작업은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다만 

전에 독보적으로 많은 수량의 병풍이 있었다는 사실을 통해 수량의 
위계는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4) 1879년 《왕세자두후평복진하계병》으로 보는 왕실 계병의 제작과 수
장

  궁중 계병은 왕실 구성원에게 진헌된 뒤에 궁궐로 옮겨져 일상에서 

229) 19세기 왕실의 서화 수장에 해서는 황정연, 앞의 책(2012), pp.649~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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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었다. 이러한 계병은 19세기 전반까지도 좌목과 서문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떤 행사를 위한 계병이었는지 추적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1877년 <왕회도 계병>(도65)의 작례처럼 19세기 후반에는 
화면상에 아무런 표식이 없는 계병이 등장한다. 이는 좌목과 서문이 없
기 때문에 유물만으로는 본래의 제작 동기를 알 수가 없다. 따라서 19
세기 말에 제작된 병풍 중에는 일반 장병으로 보이나 본래는 계병으로 
기획된 작례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간 하나의 계병이 기획되어 기금을 확보하고 주문되는 과정을 살
핀 성과는 없었다. 계병 제작의 전 과정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료가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1879년 왕세자 순종의 천연
두가 완치된 것을 기념한 계병에 해서는 실록, 승정원일기, 비변사등
록, 동궁일기, 발기, 서간 등의 다양한 사료가 남아 있다. 이 건은 실제 
유물과 문헌 사료가 부합하는 보기 드문 경우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이 건을 통하여 궁중 계병이 제작 및 사용되는 체계에 해 사례 연구
(Case Study)를 시도하고자 한다. 
  1879년 12월 21일 왕세자 순종의 천연두가 완치되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왕세자의 회복을 위해 힘썼던 의약청 도제조(議藥廳都提/), 
세자시강원, 세자익위사 및 궐 안 각사(各司)에 시상이 이루어졌
다.230) 12월 28일에는 이를 축하하는 진하연이 열㉛다. 아울러 증광시
(增廣試)의 택일이 논의되었다. 이 일을 기념한 계병의 제작은 이듬해
에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1880년 4월과 11월 사이에 완성되었다.231) 궁
중 발기에 남아 있는 ‘기묘계병’과 ‘기묘셩두후계병’의 목록이 바로 이 
때 제작된 계병인 것이다. 이를 기록한 ｢큰뎐병풍고간긔｣와 ｢셰궁
병풍고간긔｣ 부분을 하나의 표로 정리한 것이 표㉙이다. 이를 보면 
<순종왕세자두후평복진하계병>은 규장각, 세자시강원, 세자익위사, 무
위소, 의약청, 승정원 6개 기관이 각각 2좌씩을 꾸며서 고종과 순종에
게 진상하 다. 

230) 고종실록, 고종 16년(1879년) 12월 21일 (경신); 승정원일기 고종 16년(1879년) 
12월 21일 (경신).  

231) 박본수는 오리건 학교 박물관 소장 <순종왕세자두후평복진하계병>의 좌목과 관원
들의 관직 제수 기록을 조하여 이 계병이 1880년 4월에서 11월 사이에 완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하 다. 박본수, 앞의 논문(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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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병 주문 기관
계병의 화제

크기 비고
대전 (어용) 세자전 (예용)

내각
(內閣: 奎章閣) 

문방사우도 행락도 병
해상군선도 해학반도 중병

춘방
(春坊: 世子侍講院)

경직도 칠월편 병
해학반도 효자도 중병

계방
(桂坊: 世子翊衛司)

화기도 문방사우도 병
문방사우도 군선도 중병

무위소(武衛所) 서원아집도 경직도 병
왕회도 화기도 중병

약방
(藥房: 議藥廳)

장생도 장생도 병 *오리건 /아
모레 추정

화조도 백접도 중병
정원

(政院: 承政院)
해상군선도 왕회도 병

효자도 서원아집도 중병
 총 24점 

  표㉙ 1879년 《순종왕세자두후평복진하계병》 24좌 목록  

      
  6개 기관은 병과 중병 하나씩을 주문하여 총 24점의 병풍을 진헌
하 다.  왕과 왕세자에게 각기 헌상된 12좌 가운데 전에 비치된 문
방사우도 2좌를 제외한 나머지 10좌는 화제가 모두 다르다. 계병의 주
문 기관 6곳은 모두 순종의 완치와 관련하여 포상이 이루어졌던 곳들
이다. 정축계병이 고종과 순종에 6좌씩 바쳐진 것을 감안하면 기묘계병
의 규모는 2배 다. 이는 순종의 회복이 얼마나 큰 경사 는지를 짐작
하게 한다. 
  그런데 이 중 의약청에서 바친 ‘장생도’ 병으로 보이는 작품이 세
상에 알려져 있다. 앞서 언급했던 미국 오리건 학교 조던 슈나이처 
박물관에 소장된 <십장생도 병풍>(도68)이다.232) 이 십장생도는 높이 2
미터 너비 5미터가 넘는 병이다. 박본수는 이 병풍의 좌목을 분석하
여 이것이 의약청 관원들에 의해 발의되었다는 점을 논의하 다. 그런
데 최근에 또 하나의 동일한 작품이 나타나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이
는 현재 아모레퍼시픽 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십장생도 병풍>(도
69)이다. 이 병풍은 미국의 크리스티나 헤브너 메이휴(Cristina 

232) 박본수, 앞의 논문(2008)에서 이 병풍의 제작 경위에 해 자세하게 논의하 다.  



- 156 -

Hebner Mayhew)가 구장했던 것으로 2013년 국내에 들어왔다.233) 이 
병풍은 오리건 학교 조던 슈나이처 박물관 <십장생도 병풍>과 거의 
유사하다. 다만 조던 슈나이처본이 좌목 2폭을 포함하여 10폭 병풍으
로 꾸며진데 반해 이 병풍은 좌목 없이 그림만으로 10폭을 이루고 있
다. 그러나 그림 부분의 크기는 거의 동일하여 동일 초본을 공유한 것
으로 보인다. 두 병풍 사이에는 학과 사슴의 위치가 바뀐 정도의 차이
가 있을 뿐이다.234) 그러나 아모레퍼시픽 본에는 이것이 1879년에 기
묘계병으로 기획된 것이라는 서문과 좌목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따
라서 표㉖, ㉗, ㉙의 ｢큰뎐병풍고간긔｣와 ｢셰궁병풍고간긔｣에 보
이는 ‘의약청 주문 십장생 병’ 2좌 중 하나라 확단할 수는 없다. 그
러나 1877년 정축계병으로 꾸며진 <왕회도 병>처럼 이 또한 화면에 
표식이 없을 뿐 기묘계병으로 기획되었을 가능성은 높다.  
  그런데 두 십장생도 외에 ‘왕세자두후평복진하계병’으로 제작된 병풍
이 세 점 더 존재한다. 이들은 현재 고려 학교 박물관(도70), 국립중앙
박물관(도71), 국립고궁박물관(도72)에 소장된 행사도 형식의 병풍이다. 
고려 학교 박물관 본은 오위도총부에서 발의한 10폭 병풍이며 국립중
앙박물관과 국립고궁박물관 본은 무위소에서 제작한 8폭 병풍이다. 국
립고궁박물관과 국립중앙박물관 본은 발의 기관이 무위소로 동일하다. 
게다가 도상과 좌목도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에 각기 고종과 순종에게 
바치기 위해 동일한 복본을 주문한 것으로 추정된다.235) 그러나 국립중
앙박물관 본도 두 행사의 좌우가 바뀌어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세 
점이 거의 동일하다. 따라서 세 점이 모두 동일한 초본을 공유했을 가

233) 2013년 3월 8일 크리스티나 헤브너 메이휴가 작성한 편지에 따르면 그녀는 이 병풍
을 조부모(Felix E. Spurney와 Elizabeth Spurny)로부터 물려받아 1980년 부터 수장
하고 있었다. 크리스티나의 조부모는 이 병풍을 한국 외교단에서 일했다고 알려진 톰슨
(Thompson) 혹은 토마스(Thomas)라는 인물로부터 1940년  후반~1950년  초반에 
입수했다고 한다. 

234) 오리건 학교 조던 슈나이처 박물관 소장 <십장생도>와 아모레퍼시픽 미술관 소장 
<십장생도>는 모두 고창문화재보존연구소의 송정주 소장이 보존처리를 맡았다. 송정주 
소장은 이 두 계병의 크기와 도안이 거의 일치하여 하나의 초본을 사용했음을 의심하기 
어㉘다는 의견을 주었다. 

235) 국립중앙박물관 본 <왕세자두후평복진하계병>에 해서는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
앙박물관 한국서화유물도록 제18집) 조선시  궁중행사도 I, 국립중앙박물관, 2010. 
pp.18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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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도 높다. 이 계병의 구성에서 흥미로운 점은 재현된 장면이 1879
년에 설행된 진하연 뿐 아니라 1875년에 거행된 순종의 책봉례가 포함
되었다는 점이다. 1879년에 제작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거슬러 
1875년에 있었던 행사 장면을 계병에 담아낸 것이다. 또 하나 논의할 
사항은 순종이 수책의를 받은 장소가 희정당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계
병에는 희정당이 아닌 중희당을 배경으로 선택하 다. 이는 화가들이 
실제 설행된 행사가 아니라 1784년 <문효세자책례계병>(도3)의 전범을 
재현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궁중 계병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전례의 
전승과 계술지사 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로 왕세자두후평복진하계병은 현재 총 5점이 남
아 있다. 여기에 기록까지 추가한다면 일반 주제 24좌에 행사도 형식 
3좌를 합친 27좌이다. 이는 수량만으로도 지금까지 알려진 사례 중 가
장 큰 규모라 할 수 있다.236) 그런데 오리건 학교 조던 슈나이처 박물
관 소장 <십장생도 병풍>에 보이는 생생한 채색과 장 한 크기까지 고
려한다면 병풍 1좌 당 제작비용은 100냥을 상회했을 것이다. 따라서 
기묘계병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에는 유독 재정적 부담이 컸을 것으
로 보인다. 앞 절에서 소개한 로 이 계병과 관련해서는 서간 세 점이 
알려져 있다. 이 서간에는 계병의 제작비용을 청구한 내용이 보인
다.237) 세 통의 서간은 각각 승정원 소속 도승지 외 5명, 규장각 소속 
제학 외 4명, 예문관 소속 제학 11명이 발신한 것이다. 수신인은 모두 
증산현감 이헌기이다. 서간은 계병채를 미리 선납하 으니 이헌기로 하
여금 승정원, 예문관, 규장각으로 이 금액을 보낼 것을 요청하는 내용
이다.   
  <왕세자두후평복진하계병>은 1879년 제작이 결정되었다. 그리고 
1880년 1월에 계병채를 모금하는 서간이 지방관에 발신되었다. 이후 
1880년 4월에서 11월 사이에 계병이 완성되었다. 계병들은 고종과 순
종에게 헌상된 후에 전과 동궁으로 옮겨졌다. 1880~1881년 사이에는 

전과 동궁전에 딸린 병풍고에 보관되어 있었다. 1905~1906년 사이에

236) 이 외에 관원용 분하 계병이 추가로 제작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은 찾지 못
했다.   

237) 이 자료는 Ⅲ-1-(3) 왕실 병풍의 제작과 계병채(禊屛債)에서 전문의 번역을 소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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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별고에 옮겨져 보관되었다. ｢별고소재물품｣에는 ‘황태자의 기묘년 
평복 두후 때 제작된 8폭 진하도병 1좌〔皇太子 己卯年 痘候平復時 進
賀圖屛 一坐 八帖〕라는 기록이 있다. 제작된 지 적어도 25년 후까지는 
이 계병이 왕실에 잔존했던 것이다. 이 같은 사항을 시간 순으로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① 왕세자 천연두 완치 판정 및 의약청·세자시강원·세자익위사 등에 시
상(1879년12월21일)
② 고묘, 진하, 반교 등의 절차를 택일하여 거행 명령(1879년12월21일)
③ 인정전에서 진하를 받고 사면 반포(1879년12월28일)
⓸ 증광시 설행계획 발표(1879년12월28일)
⓹ 계병채 제작 비용의 선납
⑥ 계병채 모금 편지 지방관에 발송(1880년1월12일)
⑦ 종묘·경모궁 도제조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1880년4월17일)
⑧ 계병의 제작 완료(1880년4월7일~11월29일 사이로 추정)
⑨ 대전과 세자전의 병풍고에서 일반 주제 계병 24좌 보관 (1880~1881
년 사이로 추정)
⑩ 별고에서 행사도 계병 보관 (1905~1906년 사이로 추정)

  1879년의 사례는 궁중 계병이 어떤 과정을 거쳐 제작되었는지를 보
여준다. 기획 단계부터 계병채의 확보와 계병의 제작 및 분상까지는 1
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㉛다. 100여 년 이상 지속된 궁중 계병의 전통
은 매번 이 같은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이를 통해 조선 사회가 발전시
켜 온 병풍 문화의 위용과 의미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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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왕실 병풍화의 새로운 후원자와 신경향  

  19세기 왕실의 장병과 계병의 제작은 궁중 행사와 연계하여 안정적
으로 정례화 되었다. 그런데 고종 가 되면 병풍의 규모가 커지면서 
기능이 분화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궁중 병풍의 주
문자, 제작자, 수령자의 역할에 주목하여 19세기 왕실 병풍에 해 논
하고자 한다. 19세기에 왕위에 올랐던 순조(1800~1834년 재위), 헌종
(1834~1849년 재위), 철종(1849~1863년 재위), 고종(1863~1907년 재
위)은 모두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섭정(攝政)을 겪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순조는 정순왕후와 효명세자, 헌종과 철종은 순원왕후, 고종은 신
정왕후와 흥선 원군이 청정(聽政)을 행하 다. 아울러 고종이 친정(親
政)을 시작한 이후에는 명성왕후가 정치 일선에 향을 끼쳤다. 요컨  
19세기는 국왕 뿐 아니라 여타 왕실 구성원과 종친·척신 세력이 복잡한 
권력 구도를 형성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섭정자와 척신의 
요구가 시각 문화의 형성에 큰 향을 끼쳤다. 이러한 역사적 정황을 
고려하여 본 절의 <(1) 궁궐도 및 별서도 제작>에서는 순조(국왕), 안동
김문(척신 세력), 효명세자(종친 세력), 흥선 원군(종친 세력)이 주도적
으로 제작한 궁궐도와 별서도(別墅圖)에 해 조명하도록 하겠다. <(2) 
왕실 서병(書屛) 전통의 새로운 계승>에서는 19세기에 제작된 왕실 서
병에 해 소개하겠다. 특히 국왕이 아닌 왕실 구성원이었던 흥선 원
군, 명성왕후, 순명왕후, 순정왕후가 제작한 서병에 해 논의하고자 한
다. <(3) 병풍의 대형화 및 고가화 경향>에서는 고종 에 병풍의 형
화, 고급화, 고가화가 두드러지는 현상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는 고종이 
순종을 왕세자로 책봉한 이후에 어람용과 등한 수준의 예람용 병풍
을 제작한 것과 결부되어 있다. 아울러 한제국기에도 황실의 권위를 
제고하기 위하여 병풍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4) 고종 친정기(親政
期) 외교용 병풍>에서는 고종이 서양인에게 하사한 궁중 병풍의 성격에 

해 살펴보겠다. 이를 통해 국제무 에서 일본과 중국의 선례에 따라 
병풍을 이용하고자 했던 고종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1) 궁궐도 및 별서도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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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세기에는 궁궐을 그린 병풍이 두루 제작되었다. 순조 에 동궐
〔창경궁과 창덕궁〕과 서궐〔경희궁〕을 그린 병풍이 제작되었고, 경복궁
이 재건된 이후에는 북궐도가 제작되었다. 궁궐도는 유례가 없는 형 
화면으로 왕실의 위용을 과시하 다. 이 과정에서 병풍은 시각적 위세
를 가장 잘 드러내 주는 형식이 되었다. 아울러 척신들은 자신의 세거
지를 병풍으로 제작하 다. 전 에 궁궐도와 별서도는 주로 평면의 관
아도(官衙圖)나 지형도 형식으로 제작되었다. 이 경우는 군사, 경제, 행
정 같은 실용적 용도가 있었기 때문에 도설(圖說)이나 도면(圖面)으로서
의 성격이 강했다. 따라서 축과 첩 형식이 선호되었다. 그런데 19세기
에는 별서도도 유독 병풍으로 꾸며지는 경향이 생겼다. 
   본 절에서 논의할 병풍을 시  순으로 보자면 김조순이 발의한 <고
산구⑲시화도 12폭 병풍>(도73)이 가장 이른 시기인 1803년 7월과 9월
에 제작되었다. 김조순은 이후 자신의 별서인 옥호정(玉壺亭)을 그린 
<옥호정도(1815~1831년 제작 추정)>(도74)를 주문하 다. 효명세자가 
발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동궐도(1828~1830년 제작 추정)>(도75~76)와 
<서궐도 12폭 병풍(1829년 이전 제작 추정)>(도77)가 순조 에 완성되
었을 것이다. 흥선 원군은 경복궁의 재건 후에 <북궐도(1866~1874년 
이전 제작 추정)>의 제작도 기획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흥선 원군
은 자신의 별서도도 병풍으로 주문하여 <석파정도(1860년  제작 추
정)>(도78)가 되었다. 이 중 동궐도는 병풍으로 장황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기존에 없던 형 화면을 확보하여 부감(俯瞰)을 통해 전면을 
그㉛다는 점에서 다른 작품들과 공통점을 가진다. 
  이 병풍들은 동궐 지근에 별서를 경 했던 김조순, 궁내에 사 부 취
미의 건물을 건축했던 효명세자, 김흥근의 삼계정(三溪亭)을 빼앗아 자
신의 별서로 삼은 흥선 원군까지 당  최고의 권력자들이 제작하
다.238) 이들은 궁궐과 별서를 조성하고 경 하는 행위를 통해 자신의 
권력을 과시할 수 있었다. 아울러 이를 시각화한 병풍을 제작하여 다시
금 문화 권력을 확인받을 수 있었다.239) 다음 표㉚ <19세기 궁궐도 및 

238) 효명세자가 정재를 창작하고 궁중의 문화 예술 후원에 힘썼던 데에 해서는 송지원, 
｢삶의 황폐함을 음률로 가꿔놓은 조선의 음악 후원자들｣, 새로 쓰는 예술사: 한국문화 
이천년을 이끈 예술후원자들 글항아리, 2014. pp.23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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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연대 형식 유물

궁궐도
계열 

1828~1830년 동궐도
16절첩

275x576cm,  
동아 학교 박물관

273x584cm, 
고려 학교 박물관

연 미상
(1774~1830년 추정) 서궐도 127x401.8cm, 

고려 학교 박물관
연 미상

(1867년 이후 추정) 북궐도 문헌으로만 존재 
1909년 작성, 승녕부일기 6권

연 미상
(1867~1874년 추정) 경복궁전도 문헌으로만 존재 

승정원일기 1874년 5월 12일

 별서도
계열 

1803년 고산구⑲도 
12폭 병풍

138x562cm, 
개인소장 

1815~1831년 옥호정도 150x280cm, 
개인소장

1860년 석파정도 
8폭 병풍

141x251.5cm, 
LACMA

별서도 병풍>은 19세기에 왕실·종친·척신세력이 주문한 궁궐도 및 별서
도 병풍을 정리한 목록이다.  

  표㉚ 19세기 궁궐도 및 별서도 병풍  

  창덕궁과 창경궁을 합친 ‘동궐도’, 경희궁을 지칭하는 ‘서궐도’, 경복
궁을 그린 ‘북궐도’와 ‘경복궁전도’는 모두 1820~70년 에 제작된 것으
로 보인다. 현재 병풍 상태인 동아 학교 박물관 소장의 <동궐도>는 원
래는 화첩이었다. 그러나 화면의 전체를 보기 위해서는 화첩을 펴서 병
풍처럼 수직으로 걸었을 가능성이 높다.240) <서궐도안>은 12폭 병풍의 
초본으로 수목의 표현이나 화면의 시점이 <동궐도>의 유사하다. 따라서 
<동궐도>와 <서궐도>는 비슷한 시점에 동일 목적으로 고안되었을 것이

239) 황제와 신료 간에 정치적 패권을 다투는 과정에서 시각 매체와 문화 권력을 두고 경
쟁적으로 예술의 후원을 행한 역사에 해서는 다음 연구를 참고하 다. Karen M. 
Gerhart, The Eyes of Power: Art and Early Tokugawa Authority.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99), x-xi. 이 연구에서는 일본 에도시 에 조성된 교
토성, 니조성, 나고야성, 장벽화, 정원 등의 건축물과 시각물을 천황과 막부세력의 경쟁 
관계 안에서 논의하 다. 

240) 정병설은 왕실의 보안을 위하여 동궐도가 병풍이 아닌 화첩으로 제작되었을 것이라 
추정하 다. 정병설, ｢<동궐도>와 궁궐의 삶｣ (동궐, 고려 학교 박물관·동아 학교 
박물관, 2012.) p.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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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41) 1909년과 1874년의 기록에 전하는 북궐도와 경복궁전도가 서로 
동일한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이들은 경복궁의 재건이 완료되
는 1866년 이후에 제작된 것임은 분명하다.242) 아울러 이 그림들은 각
각 동궐과 서궐을 증축한 효명세자와 북궐의 재건을 주도한 흥선 원
군에 의해 기획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동궐도>와 <서궐도>에 보이는 산세의 표현
과 정원 경 의 양상이 <옥호정도>에서도 발견된다는 것이다. 심지어 
<동궐도>와 <옥호정도>는 안료의 색감이나 필치까지 유사하여 같은 화
가의 필치일 가능성도 있다.243) <옥호정도>는 현재 병풍으로 장황된 것
은 아니다. 그러나 150x280cm의 화면 크기를 고려하면 원래 병풍으로
의 장황을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이 있다. <동궐도>와 <옥호정도>의 상
관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주문자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김조
순은 규장각신 출신으로 정조의 총애를 입은 인물이었다. 정조의 서거 
후에는 순조의 장인이자 효명세자의 외조부로서 권세를 누㉛다.244) 효
명세자의 문집에는 김조순의 별서인 옥호정을 방문하여 읊은 시문이 
여러 수 남아있다. 이는 김조순과 효명세자가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음
을 시사한다.245) 효명세자는 동궐 내에 연경당(演慶堂)과 의두합(倚斗
閤)을 신축하 다. 이 건축물은 사 부가의 형식으로 유명하다. 아울러 
효명세자는 동궐의 후원에 서산암(西山庵)이라는 별서를 조성하 다. 
서산암과 김조순의 별서는 매우 가까웠다.246) 아울러 효명세자가 주로 

241) <동궐도>와 <서궐도> 사이의 상관관계에 한 논의는 안휘준, 옛 궁궐 그림 원
사, 2002.  pp.104~116; <서궐도>와 <동궐도>의 제작 시기의 유사성과 기능의 상보성
에 한 논의는 장진성, ｢<동궐도>의 성격과 회화사적 의의｣ (동궐, 고려 학교 박물
관·동아 학교 박물관, 2012.) pp.274~275.  

242) 1909년 작성된 승녕부일기 6권에 ‘북궐도’가 언급되어 있다. 아울러 승정원일기
1874년 5월 12일 기사에 ‘경복궁전도’가 언급되어 있다는 데에 한 논의는 장진성, 앞
의 논문. 

243) <동궐도>와의 유사성이 발견되는 작품으로 <옥호정도>에 주목한 논의는 안휘준, 앞
의 책, pp.92~99. 

244) 정조  규장각신으로서의 김조순의 활동에 해서는 정옥자, ｢『동성교여집(東省校餘
集)』의 성립｣, 정조의 문예사상과 규장각, 효형출판, 2001. 

245) 효명세자가 옥호정을 두고 쓴 시문은 ｢題玉壺山房｣, 敬軒集 1; ｢題玉壺隱舍｣, 敬
軒集 1; ｢玉壺｣, 敬軒集 4; ｢山堂思玉壺仙庄｣, 敬軒集 4; ｢奉和睿製山堂思玉壺之
什｣, 淡如軒詩集 1 등이 보인다.  

246) 효명세자의 사 부 취미 및 별서 경 의 경험에 해서는 이종묵, ｢효명세자의 저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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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거했다고 알려진 연경당은 옥호정까지 불과 1km 남짓한 거리 다. 
그간 효명세자와 김조순의 관계는 효명세자가 김조순의 세력을 견제했
다는 부분이 크게 조명되어 왔다. 그러나 효명세자가 행한 문예 분야의 
치적에서는 김조순의 향력이 감지되는 부분이 많다. 효명세자는 정조
의 유지를 계승하는 과정에서나 사 부 문화를 궁중에 이식하는 과정
에서나 김조순의 조력이 필요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장동 김문 출신으
로서 김조순은 별서 경 과 서화 후원에 정통한 인물이었다. 아울러 정
조와 순조의 시 를 연결하는 핵심 인물이었다. 정조는 자신의 정치 전
략과 이념을 병풍을 통해 시각화 하는 데에 능했다. 김조순은 어린 나
이에 정조에 의해 발탁되어 초계문신으로 활동했다. 따라서 정조가 시
각 매체를 정치적으로 활용한 전략은 김조순을 통해 순조와 효명세자
에게 계승되었을 것이다.247)  
   김조순은 자신의 딸이 왕비로 책봉되자 1803년에 분열되어 있던 안
동 김문을 하나로 모으고자 하 다. 이 때 제작을 주문한 것이 <고산구
⑲도 12폭 병풍>이었다. 이 병풍의 서문과 발문에는 장동 김문을 하나
로 결집해 줄 율⑲ 이이와 김창흡의 글이 선택되었다. 아울러 김이
(金履永), 김조순(金祖淳), 김명순(金明淳), 김희순(金羲淳), 김달순(金達
淳), 김학순(金學淳), 김근순(金近淳), 김가순(金可淳), 김매순(金邁淳), 
김이수(金履秀)라는 안동 김문 출신 인사 10인이 시를 썼다. 그리고 김
이혁(金履爀), 김홍도(金洪道), 김득신(金得臣), 이인문(李寅文), 윤제홍
(尹濟弘), 오순(吳珣), 이재로(李在魯), 문경집(文慶集), 김이승(金履承), 
이의성(李義聲) 10인이 그림을 그㉛다. 글씨를 쓴 유한지까지 합치면 
총 21명이 발(跋)·제(題)·시(詩)·서(書)·화(畵)·평(評)에 참가한 엄청난 프
로젝트 다. 따라서 이 병풍은 안동 김문의 부흥과 김조순 정국의 집결
을 시각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하면 1815년경에 
제작된 <옥호정도>는 안동 김문의 별서 경 과 별서도 제작의 전통 하
에서 해석될 필요가 있다. 또한 <옥호정도>를 제작한 구도와 형식 그

과 문학｣, 한국한시연구 10, 2002. pp.315~345. 
247) 순조의 친정과 함께 안동 김문의 기득권이 정계 뿐 아니라 문예계에서도 더 견고해졌

다는 데에 해서는 조규희, ｢조선의 으뜸 가문, 안동 김문이 펼친 인문과 예술 후원｣, 
새로 쓰는 예술사: 한국문화 이천년을 이끈 예술후원자들, 글항아리, 2014. 
pp.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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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왕조의 세거지이자 통치의 산실인 <동궐도>와 <서궐도>를 제작한 
것도 주목을 요한다.248) 안동 김문이 200여 년을 이어온 별서 경 과 
서화를 통한 정치적 메시지 만들기가 김조순을 매개로 효명세자에 의
해 왕실 내부로 계승된 것이다. 
  김조순의 별서 경 과 회화 주문의 전략은 아들과 조카인 김유근(金
逌根, 1785~1840년)과 김흥근(金興根, 1796~1870년)에 의해 계승되었
다. 그 중 김흥근의 별서 던 삼계정은 흥미로운 역사를 담고 있다.249) 
고종이 왕위에 오른 후에 흥선 원군은 김흥근으로부터 삼계정을 빼앗
았다.250) 흥선 원군은 삼계정의 뒷산 바위가 깨져 있는 것에 착안하여 
자신의 호를 석파(石坡), 별서를 석파정으로 개칭하 다. 사실상 흥선
원군은 안동 김문 못지않게 서화를 자신의 정치적 우의(寓意)를 담는 
그릇이자 통치의 수단으로 삼았던 인물이었다. 무엇보다 1860년 에 
흥선 원군의 서화 주문을 전담했던 이한철(李漢喆, 1808~1893년 이
후)이 <석파정도 8폭 병풍>을 제작했다는 점은 이 작품에 담긴 특별한 
의미를 헤아려 보게 한다.251) <석파정도>는 조선 전기의 별서도 전통
로 별서의 구조와 풍수적 지형을 두루 담았다. 아울러 석파정을 둘러싼 
수목과 정원의 묘사도 정세하다. 전체적으로는 병풍 형식을 십분 활용

248) 옥호정은 순조의 친정이 시작된 1804년 즈음부터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옥
호정도>에는 ‘을해(1815)’년이라는 기년이 보여 그림은 1815년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동궐도>에 효명세자의 정치적 관심과 통치 철학이 담겨 있다는 데에 해서
는 장진성, 앞의 글, (동궐, 고려 학교 박물관·동아 학교 박물관, 2012.) 
pp.274~275.  

249) 안동 김문이 서화를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메시지를 만들어 온 역사에 해서는 조규
희, ｢1746년의 그림; "시 의 눈"으로 바라 본 <장주묘암도>와 규장각소장 『관동십경도
첩』｣, 미술사와 시각문화 6, 2007; 조규희, ｢조선후기 한양의 명승명소도와 국도(國
都) 명승의 재인식｣, 한국문학과 예술 10, 2012. 허련은 김흥근의 별장인 삼계정에 
머물면서 김흥근의 서화 수장품을 보았다고 밝힌 바 있다. 조규희, 앞의 책(2014). 
pp.206~207. 

250) 이하응은 김흥근에게 삼계정을 자신에게 넘길 것을 여러 번 청하 으나 이를 거절당
하자 고종을 그곳에 거하게 한 후 빼앗았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황현 지음, 임형택 외 
옮김, (역주)매천야록, 문학과지성사, 2005, pp.34~35. 

251) 이한철은 규장각 차비 령화원제 녹취재에 가장 오랜 기간 응시하 으며 가장 높은 
성적을 유지했던 당  최고의 화원화가 다. 이한철의 녹취재 응시와 관련한 내용은 강
관식, 앞의 책 (상), p.86과 p.519. 1860년  이한철은 흥선 원군의 초상화를 제작하
는 등 당시 흥선 원군의 서화 주문에 깊숙이 개입해 있었다. 흥선 원군과 이한철의 
각별한 관계에 해서는 이경화, ｢그림자 국왕의 초상: 와룡관학창의본 이하응초상｣, 
미술사와 시각문화 1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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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근경과 원경을 장 하게 포착했다는 점에서 <동궐도> 및 <옥호정
도>와 동일한 계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조선시  별서도를 연구한 조규희는 조선 전기에는 사회가 농업 중
심이었기 때문에 별서도에 ‘소유지’와 ‘장원’의 성격이 재현되었다는 점
을 강조하 다. 이에 반해 조선 후기는 ‘승경지’이자 ‘심미적인 원림’의 
성격이 강화된 별서도가 제작되었다고 논의하 다.252) 19세기 별서도와 
궁궐도에서 유독 정원의 수목 묘사가 강화된 것은 승경지이자 원림으
로서의 성격을 부각시키고자 한 의도 을 것이다. 사실상 궁궐도와 별
서도는 너무나 다른 용도와 전통을 가지고 발전해 온 화목이었다. 그러
나 본 절에서 논의한 <옥호정도>, <동궐도>, <서궐도>, <석파정도>는 
부감시로 장 한 스케일을 확보하면서도 주문자의 소유지(경 지)에 
한 관심을 재현했다는 공통점 가진다. 무엇보다 이것은 형 화면에 적
합한 방식으로 묘사됨으로써 병풍화의 형식적 특성을 고루 반 하 다. 
아울러 사가와 왕실의 문화가 상쟁과 상보를 거듭하며 19세기 문예를 
부흥시켰다는 의의도 크다.  

(2) 왕실 서병(書屛) 전통의 새로운 계승  

  조선 왕실에서는 일찍부터 다양한 글씨 병풍이 제작되어 왔다. 그 중 
왕의 유묵을 병풍으로 꾸몄던 것이 표적이다. 선왕의 시문을 수집하
고 이를 간행하는 것은 새로 재위한 왕이 해야 할 사업 가운데 하나
다.253) 열성(列聖) 유묵의 수장은 충과 효의 실천이자 왕조의 위상을 
높이는 방편이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어필병풍(御筆屛風)과 어제병
풍(御製屛風)의 수집과 반사(頒賜)에 한 기록은 상당량 남아 있다. 어
필은 왕실 뿐 아니라 이를 하사 받은 사가에서도 귀하게 여겨졌다. 조
선 전기의 기록을 보면 1484년에 국구(國舅)인 한명회(韓明澮, 
1415~1487)가 성종에게 글씨를 청하여 병풍으로 꾸몄다. 그런데 한명

252) 조규희, ｢별서도(別墅圖)에서 명승명소도(名勝名所圖)로-정선(鄭敾)의 작품을 중심으
로-｣. 미술사와 시각문화 5, 2006. 

253) 열성 어필에 해서는 이완우, ｢조선 후기 列聖御筆의 刊行과 廣布｣, 장서각 30, 
2013; 어필 병풍에 해서는 황정연, ｢朝鮮後期 宮中 御筆 收藏과 印刊: 황정연, ｢
1725년 [乙巳列聖御筆刊進及景宗大王御筆屛風t錄]의 분석｣, 藏書閣 1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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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가 이를 인찰하여 민간에 유출시키자 신료들이 반발하여 왕실 차원
에서 회수하 다.254) 1536년에는 명나라에서 온 사신이 안평 군의 서
병을 요구한 일이 있었다. 신료들은 안평 군의 진적을 구하기는 어려
우니 신 성종의 어필병풍을 보내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 과정에서 
사신에 한 예우를 걱정하면서도 외국 사신에게 어필을 주는 것이 거
북하다고 표현하 다.255) 1723년에는 종친부의 주도로 숙종의 어필병
풍이 제작되었다. 당시 왕실구성원과 신료들에게 인출본(印出本) 수백 
점이 반사되었다.256) 그런데 어필병풍에 한 기록은 18세기 이후에는 
점점 줄어든다. 아마도 양난 이후에 진행된 선왕의 유묵 복원 사업이 
어느 정도 완료 단계에 이르 기 때문일 것이다. 1850년에 철종이 충
효의 이념을 강조한 <어제십조(御製十條) 병풍>을 제작했다는 것이 19
세기에 남아 있는 유일한 관련 기록이다.257) 
  그런데 현재 국립고궁박물관과 개인소장본 중에는 고종  왕실구성
원이 작성한 서병 5좌가 남아 있어 주목된다. 명성왕후(1851~1895) 전
칭의 자수 병풍 1좌(도79), 순명왕후(1872~1904) 전칭의 서병 2좌(도
80~81), 순정왕후(1894~1966)의 서병 1좌(도82), 흥선 원군의 서병 1
좌(도83)이다. 명성왕후 전칭의 자수 병풍은 이백(李白, 701~762)의 ｢
산중 작시(山中對酌詩)｣와 왕건(王建, 약 767~약 830년)의 ｢궁사일백
수(宮詞一百首)｣를 쓴 것이다. 명성왕후의 몰년을 고려했을 때 1895년 
이전 작품이다. 사실상 명성왕후의 전칭작, 순명왕후의 전칭작, 순정왕
후의 작품은 모두 수준 높은 서예(書藝)라 하기는 어㉘다. 그런데 명성
왕후의 것은 유독 자수로 꾸며져 있다. 통상 서병 보다 수병(繡屛)의 
공임이 몇 배 음을 감안하면 명성왕후의 것을 돋보이려 한 의도로 보
인다. 순명왕후의 전칭작 2점은 크기와 장황 상태로 보건데 동시기에 
꾸며졌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명성왕후의 자수 병풍과 크기차가 크

254) 한명회가 어필 병풍의 인쇄본을 민간에 유출했다는 기록은 성종실록 성종 15년
(1484년) 8월 8일 (임술). 

255) 중종실록 중종 31년(1536년) 윤12월 4일 (을묘). 
256) 종부시(宗簿寺)에서 어필 병풍을 간진(刊進)한 당상 등에 분하하라는 내용은 승정원

일기 경종 1년(1721년) 9월 18일 (병오);  승정원일기 경종 1년(1721년) 19월 20일 
(무신); 승정원일기 경종 3년(1723년) 6월 2일 (기유); 승정원일기 경종 3년(1723년) 
6월 24일 (신미). 

257) 철종실록 철종 1년(1850년) 5월 12일 (계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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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아 석 점이 함께 꾸며졌을 가능성도 있다. 
  순명왕후의 글씨인 <원인(原人) 서병>(창덕6639)은 한유(韓兪, 
768~824)의 ｢원인｣을 쓴 것이다. 또 다른 서병(창덕6638)은 출처 미확
인 7언 율시와 등석여(鄧石如, 1743~1805)의 시가 쓰여 있다. 이 병풍
은 10폭 중 8폭에만 글씨를 장황하여 양 옆은 비워두었다. 아마도 <원
인서병>과 쌍으로 꾸미면서 일괄적으로 장황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데 청나라 문사 등석여의 글을 선택하 다는 점이 좀 특이하다. 다른 
서병들은 당나라 문사인 이백, 왕건, 한유의 글을 선택하 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학고재 전시를 통해 알려진 <묵서 10폭 병풍>이 있다. 당
시에 이 서병은 신정왕후 조 비(1808~1890)의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
실상 순정왕후의 글씨로 확인된다. 이 병풍을 소개했던 유홍준은 병풍
에 찍혀 있는 인장(도82-1) ‘ 조내전(大造內殿)’, ‘후덕재물(厚德載物: 
덕을 쌓아 만물을 포용하라)’, ‘황상원길(黃裳元吉: 왕후의 정위(正位))’
을 분석하여 이를 조전에 기거했던 신정왕후의 것으로 보았다.258)  
그러나 이 병풍에 찍힌 인장 세 과가 그 로 사용된 또 다른 작례가 
있어 주목을 요한다. 이는 1925년 활문사서점(活文社書店)이 발행한 
조선재봉전서(朝鮮裁縫全書)라는 책이다. 여기에는 순정왕후가 ‘을축
(乙丑) 중춘(仲春)’이라는 시기와 함께 ‘여공(女功)을 권려(勸勵)한다’는 
친필 휘호(도84-1)를 남겼다. 서체 또한 학고재 병풍과 일치한다. 따라
서 학고재 전시에 나왔던 <묵서 10폭 병풍>은 순명왕후의 글씨로 보아
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 내용이 이언적(李彦迪, 1491~1553)의 ｢경신잠
(敬身箴)｣이라는 점이 특이하다. 이언적은 조선의 성리학 정립에 있어 
선구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로 주희(朱熹)의 주리론을 이황에게 전했다
는 평가를 받는다. 중국 시문이 아닌 16세기 조선 문인의 잠(箴)을 쓴 
것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 
  명성왕후와 순명왕후의 서병은 당나라 시문에 한 선호 취향을 보
여준다. 그런데 이는 비단 여기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시  왕
실 전체의 취향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전하는 왕실 서병의 작례가 많지
는 않다. 가장 오래된 것으로 법주사에는 <선조어필 모각본 8폭 서병>

258) 이 병풍을 처음 소개한 연구는 유홍준·이태호 편, 유희삼매 선비의 예술과 선비취미
 고서화도록 7, 2003. pp.181~182. 여기서는 이 병풍이 1862년에 신정왕후가 제작한 
것으로 소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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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제목 자수 폭 구성 행의 구성  원전 작가 

1 황주죽루시
(黃州竹樓記) 338자 10폭 매 폭 3행 매 행 12자 왕원지

(王元之, 954~1001)

2 독락원기
(獨樂園記) 153자 8폭 매 폭 2행 매 행 10자 사마광

(司馬光, 1019~1086)

3 춘야연도이원서
(春夜宴桃李園序) 117자 8폭 매 폭 2행 매 행 8자 이백

(李伯, 701~762)

4 동명
(東銘) 113자 8폭 매 폭 2행 매 행 8자 장재

(張載, 1020~1077)

5 극기명
(克己銘) 144자 8폭 매 폭 2행 매 행 9자 여 림

(呂大臨, 1046~1092)

(도85)이 남아 있다. 이 병풍은 왕안석(王安石, 1021~1086), 이백(李白, 
701~762), 장적(張籍, 766~830 추정), 두보(杜甫, 712~770)의 시 네 수
를 초서로 쓴 것이다.259) 이는 1631년경에 선조가 쓴 것을 후 에 목
판본으로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또 다른 선조의 초서 병풍은 현재 국
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선조어필 6폭 병풍(도86)>이다. 이 또
한 중국 당나라 두목(杜牧, 803~853)의 시 외에 여러 당시로 꾸며졌다. 
이 같은 작례들은 왕실에서 당나라 시문을 쓴 서병의 제작이 하나의 
전통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재 장서각에 남아 있는 발기 가운데에 ｢병풍삼십삼좌내용｣(장서각 
4654)이라는 문건이 있다. 이 문건은 1819년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서
병 33좌의 목록이 기입되어 있다.260) 병풍의 주제, 폭 수, 행의 구성, 
글자의 자수까지 적혀 있어 19세기 왕실 서병의 특징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병풍은 개 8폭과 10폭이며 부분 당송(唐宋)  시문을 주제
로 하고 있다. 한유(7건)와 소식(4건)의 작품이 가장 많았으며 구양수(2
건), 사마광(2건), 장재(2건)가 뒤를 이었다. 요컨  당송 문학은 19세기 
왕실 여성 뿐 아니라 조선 시  내내 왕실의 선호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병풍삼십삼좌내용｣의 병풍 내역을 정리한 목록은 다음 표㉛ <｢
병풍삼십삼좌내용｣의 병풍 목록>이다. 
 

표㉛ ｢병풍삼십삼좌내용｣의 병풍 목록 

259) 선조의 어필 서화에 해서는 박문열, ｢宣祖大王 御筆 <古詩> 屛風에 관한 硏究｣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Vol.35 No.2, 2004) 참조. 

260) 장서각에 소장된 궁중발기들이 1819년 이후에 작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견해는 韓國
精神文化硏究院 編, 고문서집성 13권: 藏書閣篇 4,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94.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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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잡설
(雜說) 150자 8폭 매 폭 2행 매 행 10자 한유

(韓愈, 768~824)

7 사잠
(四箴) 168자 8폭 매 폭 2행 매 행 11자 정이

(程頤, 1033~1107) 

8 가장고연명
(家藏古硯銘) 176자 8폭 매 폭 2행 매 행 11자 당경

(唐庚, 1068~1118)

9 주덕송
(酒德頌) 186자 8폭 매 폭 2행 매 행 12자 *유

(劉伶, 225~280년경) 

10 낙지론
(樂志論) 209자 10폭 매 폭 2행 매 행 11자 *중장통

(仲長統, 180~220)

11 송육흡주참참시서
(送陸歙州僭參詩序) 227자 10폭 매 폭 2행 매 행 12자 *한유

(韓愈, 768~824) 

12 서명
(西銘) 255자 10폭 매 폭 2행 매 행 13자 *장재

(張載, 1020~1077)

13 당중흥송
(大唐中興頌) 273자 10폭 매 폭 2행 매 행 14자 *원결

(元結, 723~772)

14 백이송
(伯夷頌) 314자 10폭 매 폭 2행 매 행 16자 *한유

(韓愈, 768~824) 

15 난정기
(蘭亭記) 325자 10폭 매 폭 3행 매 행 11자 *왕희지

(王羲之, 1168~1241)

16 악양루기
(岳陽樓記) 360자 10폭 매 폭 3행 매 행 12자 *범중엄

(范仲淹, 989~1052)

17 취옹정기
(醉翁亭記) 401자 10폭 매 폭 3행 매 행 14자 *구양수

(歐陽脩, 1007~1072)

18 추성부
(秋聲賦) 408자 10폭 매 폭 3행 매 행 14자 *구양수

(歐陽脩, 1007~1073)

19 우계시서
(愚溪詩序) 443자 10폭 매 폭 3행 매 행 15자 *유종원

(柳宗元, 773~819)

20 송이원귀반⑲서
(送李愿歸盤谷序) 501자 10폭 매 폭 3행 매 행 17자 *한유

(韓愈, 768~824) 

21 송은원외사회골서
(送殷員外使回鶻序) 256자 10폭 매 폭 2행 매 행 13자 *한유

(韓愈, 768~824) 

22 전적벽부
(前赤壁賦) 537자 10폭 매 폭 3행 매 행 18자 *소식

(蘇軾, 1037~1101)

23 후적벽부
(後赤壁賦) 358자 10폭 매 폭 3행 매 행 12자 *소식

(蘇軾, 1037~1102)

24 삼괴당명
(三槐堂銘)  470자 10폭 매 폭 3행 매 행 16자 *소식

(蘇軾, 1037~1102)

25 능허 기
(凌虛臺記) 434자 10폭 매 폭 3행 매 행 15자 *소식

(蘇軾, 1037~1102)

26 원주학기
(袁州學記) 409자 10폭 매 폭 3행 매 행 14자 *이구

(李覯, 1009~1059)

27 상진황축객서
(上秦皇逐客書) 706자 10폭 매 폭 3행 매 행 24자 *이사

(李斯, ?~B.C 208)

28 성주득현신송
(聖主得賢臣頌) 267자 10폭 매 폭 3행 매 행 29자 *왕포

(王褒, ?~BC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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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보잠
(大寶箴) 622자 10폭 매 폭 3행 매 행 21자 *장온고

(張蘊古 ?~631)

30 원도
(原道)

1408
자 10폭 매 폭 3행 매 행 47자 *한유

(韓愈, 768~824) 

31 도원도
(桃源圖) 266자 10폭 매 폭 3행 매 행 14자 *한유

(韓愈, 768~824) 

32 루원기
(待漏院記) 515자 10폭 매 폭 3행 매 행 16자 *왕우칭

(王禹偁, 954~1001)

33 간원제명기
([院題名記) 168자 8폭 매 폭 2행 매 행 11자 *사마광

(司馬光, 1019~1086)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는 흥선 원군 이하응(李昰應, 1820~1898)이 
쓴 <여진시랑서(與陳侍郞書) 10폭 서병>(도83)이 있다. 이는 주희가 진
시랑이라는 인물에게 보냈던 서간의 내용을 쓴 서병이다. 창덕궁 구장
품이기 때문에 과거 왕실이 보관하던 것이었다. 고종 왕실에 흥선 원
군이 바친 것인 만큼 정치적 메시지로 읽어야 할 것이다. 
  조선 왕실의 서병 제작 전통을 개관하면 초기에 태종(1400~1418 재
위), 성종(1469~1494 재위), 중종(1506~1544 재위), 명종(1545~1567 
재위) 에 가장 활발하게 서병이 제작되었다. 이 때는 주로 어명에 의
해  학연의(大學衍義), 위징(魏徵)의 ｢십점소(十漸疏)｣, 시경(詩經)
의 ｢빈풍칠월편(豳風七月篇)｣과 ｢억편(抑篇)｣, 서경(書經)의 ｢무일편
(無逸篇)｣, 예기(禮記)의 ｢문왕세자등편(文王世子等編)｣이 서병으로 
꾸며졌다.261) 16세기 중반부터 17세기까지는 이황과 이이(李珥)의 잠계
(箴戒)가 서병의 주제로 선호되었다. 조선 전기 왕실에서 병풍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관성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18세기에 접어들면 감계용 
서병에 한 기록이 현저히 줄어 들었다. 그러다 19세기에 왕실 여성 
3인과 흥선 원군이 쓴 서병 5좌가 남아 있는 것이다. 이 시기 국왕인 
순조, 헌종, 철종, 고종의 필묵으로 꾸며진 어필 병풍의 작례는 알려진 
바가 없다. 이는 19세기 왕실의 특수한 역사가 반 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국왕의 어필 병풍 신 왕실의 숨어 있는 권력자들이 남긴 서병
이 이를 웅변하는 것이다. 여성의 흔적을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조선 

261) 어명에 의해 서병이 주문된 경우는 태종실록에서 2건(1403년5월21일; 1404년1월1
일)이 보이며 성종실록에서 2건(1470년4월6일; 1476년7월23일), 중종실록에서 9건
(1506년10월6일; 1506년11월4일; 1507년1월16일; 1507년윤1월15일; 1511년12월14일; 
1512년4월8일; 1512년12월12일; 1513년5월1일; 1519년3월21일), 명종실록에서 1건
(1546년4월5일)의 기록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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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실에서 여성의 서병이 전할 수 있었던 까닭도 여기에 있었다.    
 

(3) 병풍의 대형화 및 고가화 경향

  19세기 후반 궁중 병풍의 특징을 논구함에 있어 괄목할 만한 현상은 
병풍의 형화, 고급화, 고가화가 이루어진 점이다. 보통 8~10폭으로 
제작되던 병풍은 12폭으로 꾸며지는 경우가 늘었다. 아울러 높이 3미
터, 너비 6미터 내외로 형화한 경우도 있었다. 보통 왕실 내입 병풍
의 제작비용이 100냥 내외 다면 이 시기에 꾸며진 병풍 중에는 1좌에 
300~800냥을 호가하는 사례도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일반 회화 보다 
공임이 높은 자수 병풍의 유행과 맞물리며 더욱 강화되었다.  
  고종은 1873년에 흥선 원군의 그늘에서 벗어나 친정(親政)을 시작하

다. 이 시기 고종은 독자 계보를 강화하면서 왕세자 순종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 정책을 펼쳤다. 1874년 순종의 탄생을 기점으로 의궤와 
계병의 제작에 있어 어람용과 등한 수준으로 예람용을 꾸미기 시작
하 다. 한제국을 선포한 1897년부터는 왕실의 의례가 명나라 황실
의 위상으로 격상되었다. 이에 따라 의구도 달라졌는데 그 연장선상에
서 병풍의 규모도 커졌다. 아울러 궁중 병풍에 ‘신’자관(臣字款: 서화가
의 관서에 신하를 의미하는 ‘신’자를 붙이는 것)이 들어가는 작례가 많
아졌다. 한제국 황실의 위용은 1901~1902년에 극에 달했는데 이 때 
고안된 병풍이 조선 역사상 가장 장 한 규모를 보인다. 전례의 계승을 
중시한 조선 왕실의 기본 입장에서 이탈하여 새로운 시도가 행해진 것
이다. 이는 고종이 정치적 변화를 도모하는 과정에서 병풍이라는 시각 
매체를 새롭게 활용하 기 때문이다.    
  당시에 병풍 치레가 심화되던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사료가 있다. 다
음은 1891년 흥선 원군이 <묵란도 12폭 병풍>(도87)에 쓴 제발의 일
부이다. 

“… 이것은 주련(珠聯)은 아니라 바로 대병이다. 약속을 어기기 어려워서 
비록 그림을 그리기는 하나, 병풍이라는 것은 대개 주련 두 쌍을 일러 
병풍이라 하는데, 이것은 옛날에 일컫던 것이다. 근래에 와서 우리나라
의 풍습이 어그러져 6첩을 소병(小屛)이라 하고 8첩을 대병(大屛)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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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요사이 또 악습이 더욱 심해져 12첩을 병풍이라 하고 그것을 나
누어 6첩 2병(二屛)을 만들고는 스스로 ‘기이하고 환상적인 묘계가 나보
다 나은 자 누구인가’라고 한다 하니 그렇게 말하는 자는 면목(面目)이 
가증스럽다. 무릇 병풍이라고 하는 것은 산수, 영모, 절지로 그린 것은 
많지만 혜란(蕙蘭)으로 병풍을 만든 것은 드물다. 지금 12첩을 무엇 때
문에 적다고 하는가? 그림을 구하는 자의 욕심 때문이니 금강산 만이천
봉도 오히려 그 마음을 채울 수는 없을 것이다. 총론하건대, 병풍이란 
것은 옛날에는 두 쌍을 벽에 걸어 진적 서화를 늘 눈앞에 두었지만, 요
즘 풍속은 생애의 물건으로 삼으니 병 조리 하는 곳에 요긴한 것이요, 
제사지내는 곳에 □하기 위한 것이요, 서재 안의 주요 물품이요, 혼례 
할 때 둘도 없는 매개체이다. 처음에는 대대로 전하는 물건으로 삼지 않
고 빌려 쓰고 세내어 쓰는 물건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 이것을 애통해하
고 한스럽게 여긴 지 오래이다. 그러나 지금 이 병풍을 만듦에 빌려주거
나 세내어 주지 않고 이것을 [감상하며] 위안을 삼을 사람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중략…) 신묘년(1891년) 여름 소만절(양력 5월20일경), 회
혼을 맞이한 노인 72세의 석파 그리다. 

… 此非珠聯 乃是大屛也 意難違約 雖以染 墨然以屛者 盖謂珠聯二對曰屛
也. 此爲古所稱之者也. 邇來東習悖戾, 六摺曰小屛, 八摺曰大屛, 近又惡
習, 尤甚以十二摺爲屛, 分作六摺二屛, 自以謂奇幻竗計, 過於我者誰也. 云
云者面目可憎. 凡屛者多以山水翎毛折枝爲繪, 蕙蘭爲屛者罕矣. 現今十二摺
何以廉少. 以求畵者之慾, 金剛萬二千峰, 猶不得充其心也. 摠論屛者, 古以
二對掛壁, 眞蹟書畵常目在之, 近俗 以屛爲生涯物件, 養病之所爲要緊物, 
祭祀之堂爲□一件, 文房之中爲主張之品, 巹禮之時爲無雙之媒. 初不以爲傳
家之物, 便作借用件貰用件者, 心所痛恨久矣. 然今作此屛, 想不借貰, 以是
爲慰者存也. (…중략…) 辛卯夏小滿節 石坡七十二歲 回巹老人作262)

  흥선 원군은 12폭으로도 적다고 할 정도로 사치가 심해진 병풍 치
레를 비판하 다. 게다가 병풍 중 일부는 6폭 1쌍으로 꾸며졌다고 증언
하 다. 조선의 전통에서는 6폭 1쌍의 병풍이 꾸며지는 경우가 없었다. 

262) 이 작품의 제발과 국역은 김정숙, 흥선 원군 이하응의 예술세계 일지사, 2004. 
pp.481~483에 소개되었다. 이 제발은 19세기 병풍 문화에 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다. 따라서 원문과 국역을 〔부록 3〕에 소개하 다. 다만 국역 부분은 고전번역원 김종
태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일부 수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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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아마도 일본 병풍이 성행하 다는 의미로 추정된다. 그런데 정
작 흥선 원군이 이 제발을 적어 넣은 병풍도 12폭으로 꾸며졌다는 사
실이 모순적이다. 보통 병풍의 제발은 마지막 한 두 폭에 몰아서 배치
하는 것이 상례 다. 그러나 이 병풍은 12폭의 화면에 제발을 좌우로 
각각 한 줄씩 나누어 썼다. 따라서 제발을 읽다보면 12폭의 병풍이 하
나로 연결되면서 왜장 병풍 효과가 연출된다. 각기 다른 석란(石蘭)이 
12폭의 각장 병풍으로 꾸며져 있지만 제발의 구성이 이를 하나로 묶어
주는 것이다. 결국 제발이 비판하는 바로부터 흥선 원군 본인도 자유
롭지 못하게 된 것이다. 
  역사적으로 12폭 병풍이 19세기에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니었다. 고려
시 에는 12폭 산수 병풍이 제작된 기록이 있다. 아울러 1537년에는 
안평 군 글씨가 12폭 병풍으로 꾸며졌던 전례가 있다.263) 그럼에도 
12폭 병풍이 크게 유행한 것은 19세기에 두드러진 현상이었다. 우선 
앞서 언급한 <서궐도>(도77)가 12폭으로 꾸며진 바 있다. 이 유물은 
1829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1849년 이후에 제작된 <철
종강화도행렬도 12폭 병풍>(도88)도 있다. 이 유물은 현재 북한에 남아 
있어 실사를 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원체풍의 숙달된 기량이 발휘된 

작이다. 19세기 전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기감 도 12폭 
병풍>(도89)도 섬려한 필치와 거 한 규모를 확인시켜주는 작품이다. 
이 시기에는 의례용 병풍도 12폭으로 제작된 경우가 있었다. 고종 에 
작성된 ｢어진봉안시의물건기(御眞奉安時儀物件記)｣(장서각2-4778)는 정
조, 순조, 효명세자, 헌종, 철종의 어진을 봉안하면서 기록한 발기이다. 
이 기록에 따르면 어진 봉안 행사에 <모란도 12폭 병풍>이 사용되었
다.264)

   1871년 서울 동관왕묘(東關王廟)에 조성된 <일월오봉도 7폭 병풍>
(도90)도 병풍의 형화 현상이 잘 반 된 결과이다. 이 병풍은 보통 

263) 이색(李穡, 1328∼1396)은 광평 이시중(李侍中)이 소장한 12폭 산수화 병풍에 시를 
지었다. 李穡, ｢奉謝廣平李侍中所藏山水十二疊屛風｣, 牧隱詩藁 28; 1537년에는 안평

군의 12폭 서병을 족자로 개장하여 몇 폭씩 나누어 명나라 천사(天使)에게 바치기로 
한 기록이 있다. 중종실록 중종 32년(1537년) 11월 2일 (정축).

264) 韓國精神文化硏究院 編, 고문서집성 13권: 藏書閣篇 4,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94. pp.789~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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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좌에 배설되던 일월오봉도로 관우상에 배설되었다. 지금까지 알려진 
일월오봉도 가운데 유일하게 7폭으로 구성되었다. 그런데 크기는 높이 
259cm, 너비 490cm로 현존하는 작례 중 가장 크다. 이 병풍은 장
한 규모를 감당하기 위해서 화면을 연결하는 데에 특수한 금속 경첩(도
90-1)을 사용하 다. 보통의 조선 병풍은 종이 경첩〔종이돌쩌귀, 첩반〕
으로 병풍 화면을 연결한다. 수십 겹의 종이로 된 경첩이기 때문에 무
게는 가볍지만 상당한 내구성이 확보되는 기술이다. 그런데 이 병풍은 
종이경첩이 아닌 특수한 금속 경첩을 사용하 다. 경첩에는 ‘ 청동치
십년신미(大靑同治十年辛未)’라는 명문이 있어 제작 시기가 1871년임을 
알 수 있다. 
  병풍의 형화 경향은 한제국기에 더욱 강화되었다. 그 중 1901년 
<일월반도도 8폭 병풍>(도91)과 1902년 <해학반도도 12폭 병풍>(도92)
이 표적이다. 1901년 <일월반도도 8폭 병풍>은 어진 봉안 행사를 위
해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유물도 높이 330cm, 너비가 540cm인 
이례적으로 큰 작품이다. 그런데 이 병풍은 8폭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 
병풍을 4폭씩 나누어서 액자처럼 고정된 판 형태로 부착하 다.265) 
1902년 <해학반도도 12폭 병풍>도 특수한 고안이 적용된 사례이다. 이 
병풍은 1902년 고종의 생일이자 한제국의 국경일인 황수성절을 기념
하여 제작되었다.266) 이 작품도 높이 270cm, 너비 700cm인 이례적인 
크기이다. 이 병풍은 하단부에 금속제 받침(도92-1)을 달아 하중을 분
산시켰다. 받침이 달린 병풍으로는 현재까지 알려진 유일한 작례이다. 
1901년과 1902년은 한제국이 선포된 이래 고종이 가장 적극적으로 

한제국의 존립을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던 시기 다. 고종은 조선의 
전통을 계승하는 한편 한제국의 새로운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
하 다. 이것은 구본신참(舊本新參: 옛것을 근간으로 하되 새로운 것을 
참작하다)으로 이념화하여 황실의 미술에도 적용되었다. 한제국 시기
에 시도된 높이 3.3미터, 너비 7미터의 형병풍은 이러한 정치적 맥락

265) <일월반도도 8폭 병풍>의 본래의 형식적 고안에 해서는 국립고궁박물관 이종숙 학
예사의 조언을 얻었다. 

266) 1902년 고종의 황수성절 진연을 기념해 제작된 <해학반도도 12폭 병풍>에 해서는 
김수진, ｢제국을 향한 염원: 호놀룰루 아카데미 미술관 소장 <海鶴蟠桃> 병풍｣, 미술
사논단 2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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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주목할 만한 또 하나의 현상은 자수 병풍의 유행이다. 자
수로 병풍을 꾸민 역사는 오래된 것이었다. 통일신라 834년에 흥덕왕
은 진골과 육두품이 자수 병풍을 사용하는 것을 금하 다. 오직 성골만
이 고가의 병풍을 전유할 수 있는 특권을 준 것이다. 조선시 에도 자
수 병풍은 사치품으로 인식되었다. 19세기 말 이종림(李鍾林, 
1875~1925)은 ｢병명(屛銘)｣에서 수묵 병풍과 자수 병풍을 비교하 다. 
부유한 사람은 자수 병풍을 선호하지만 아취를 아는 사람은 수묵 병풍
을 선호한다고 평한 것이다.267) 이러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고종 에는 
백수백복도, 정재도, 십장생도, 준이종정도 같은 다양한 종류의 병풍이 
자수로 꾸며졌다. 심지어 시문을 적은 서병을 자수로 제작한 작례도 여
럿 남아 있다. 1904년 김규진이 원본을 쓴 <유란부(幽蘭賦) 자수 6폭 
병풍>(도93), 제작자와 연  미상의 <한시자수 2폭 병풍>(도94~95) 2점
이 표적인 작품이다. 이들은 모두 창덕궁 구장품으로 왕실용이 분명
하다. 
  이 시기 자수 병풍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 소위 ‘안주(安州) 자수’의 
왕실 유입은 눈 여겨 볼만한 현상이다. 안주 자수는 평안도 안주 지역
에서 제작된 자수를 일컫는다. 이 자수는 보통의 민수(民繡)와 달리 두
께감이 있는 꼰사를 사용하 다. 또한 여성이 아닌 남성 장인들에 의해 
제작되어 보다 큰 규모로 활달하게 꾸며진 것이 특징이다.268) 현재 규
장각에 소장된 ｢수병가액명세서(繡屛價額明細書)｣에는 1907년 왕실에
서 안주로 자수 병풍 6좌를 주문한 내역이 남아 있다. 다음 표㉜는 이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㉜ 1907년, 안주(安州)에서 주문한 왕실 자수 병풍 6좌의 비용 

267) 李鍾林, ｢屛銘｣, 樗田遺稿; 이 글은 19세기 병풍 문화에 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
한다. 따라서 원문과 국역을 〔부록 2〕에 소개하 다.  

268) 안주 자수에 해서는 繡林苑 編, 李朝의 刺繡,  昌震社, 1974, pp.261~267. 숙명
여자 학교 정 양자수박물관에 소장된 <화조도 10폭 자수 병풍>에는 안주에서 유명한 
장인이었던 안제민의 이름이 남아 있다. 이는 ‘패남수사안제민(浿南繡師安濟珉)’이라는 
낙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에 해서는 김태자, ｢활옷과 병풍을 중심으로 본 조선
시  자수의 재조명｣, 복식 58-5, 2008, p.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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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수량 개당비용 비용
흰색 공단(工團) 5필(疋) 1703냥 5전

모(翎毛) 3기(機) 500냥 1500냥
백수백복(百壽百福) 3기(機) 550냥 1650냥
수본을 수틀[樍子]로 만든 
비용(繡本賫上樍子價)  9냥

안주에서 경성까지 수틀[繡
樍子] 이동 비용(繡樍子安
州至京城車費及負價)

20냥

총비용 4882.5냥

  이 문건은 당시에 모도 자수 병풍 3좌와 백수백복도 자수 병풍 3
좌가 주문된 사실을 알려준다. 6좌 자수 병풍의 제작비용은 재료비와 
공임을 합쳐 1좌당 800냥 가량이었다. 보통의 왕실 내입 서화 병이 
100냥 이하 음을 상기하면 8배에 달하는 액수 다. 그런데 이 액수는 
보통의 왕실 자수 병풍의 제작비용보다도 높은 것이었다. 왕실의 침선
비가 제작한 자수 병풍의 액수를 보여주는 자료가 장서각에 남아 있다. 
｢기명건기(器皿件記)｣(장서각 1717)에는 침방(針房)과 수방(繡房)에서 
제작한 8폭 자수 병풍이 각 350냥으로 책정되어 있다. 안주산이 왕실
산보다 2배 이상의 가격이었던 셈이다. 1901년 서울 남문 왜사거리에 
위치한 초가삼간의 가격은 900냥이었다.269) 이를 감안하면 안주산 자
수 병풍 1좌는 서민들의 집 한 채에 맞먹는 가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주산 자수 병풍은 왕실뿐만 아니라 사가에서도 
상당한 인기를 누㉛다. 이유원(李裕元, 1814~1888)은 이광사의 글씨를 
초본으로 꾸민 자수 병풍에 한 기록을 남긴 바 있다. 다음이 그 일부
이다.  

당시(唐詩)에, “물가의 노인 묵은 나뭇등걸에 앉아, 단약을 만드는 데 청
련화만을 쓰네. 인생 팔십이 사십과 같고, 저 푸른 바다가 나의 집이라 
하네.[河上老人坐古査 合丹只用靑蓮花 人生八十如四十 口道滄溟是我家]”
라 하였으니, 거의 신선의 말이다. 원교(圓嶠) 이광사(李匡師)가 초서(草

269) ｢신축사월일정동가물종기｣(장서각 1784)에는 ‘남문 왜사거리’에 있던 집 28개호의 가
격 목록이 정리되어 있는데, 김윤모가 소유한 초가삼간의 가격이 900냥이다. 참고로 초
가오간은 1500냥, 초가육간은 2500냥이다. 韓國精神文化硏究院 編, 고문서집성 13권: 
藏書閣篇 4,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94. pp.40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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書)로 그것을 썼는데 역시 신선계(神仙界)의 뜻이 있으니, 양절(兩絶)이
라 일컬을 만하다. 완구(宛丘) 신대우(申大羽)가 그것을 서실에 두고서 
그 문미(門楣)에 쓰기를 ‘하상재’라 하였다. 초천(蕉泉) 정문승(鄭文升)이 
안주(安州)의 수령이 되었을 때 그 본을 떠서 자수공(刺繡工)에게 부탁하
여 수놓게 하였는데, 검은색 바탕에 황색 글씨를 수놓은 것이 과연 기이
한 작품이었다. 운석(雲石) 상공(相公)이 보고서 좋아하였고, 나 역시 자
리에 있으면서 눈여겨보았는데, 지금 여러 해가 지났지만 그 정취를 잊
을 수 없다.270)

  이유원은 안주 자수가 ‘검은색 바탕에 황색 글씨’로 되었다는 특징을 
묘사하 다. 이러한 특징은 현재 남아 있는 안주 자수 병풍인 이기복
(李基福, 19세기 활동)의 <무이구⑲시 10폭 병풍>(도96), 김규진의 <유
란부(幽蘭賦) 자수 6폭 병풍>(도93)과 일치한다. 이유원의 글에는 안주 
자수가 유행한 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단서가 있다. 1809년에 죽은 신

우(申大羽 1735~1809)는 이광사의 글씨를 소장하고 있었다. 그런데 
정문승(鄭文升, 1788~1875년)이 이것을 초본으로 삼아 안주에서 ‘이광
사 자수 서병’을 꾸몄다. 그리고 이 자수 병풍을  운석상공 조인 (趙
寅永, 1782~1850년)과 이유원이 함께 감상하 다. 조인 이 1850년에 
죽었으니 모두 19세기 전반에 일어난 일이었다. 따라서 한양의 경화세
족 사이에서 안주 자수에 한 명성이 높았던 것은 왕실에 안주 자수
가 유입된 것보다 훨씬 오래 전이었다.   
  한제국 황실에 헌상된 자수 병풍 가운데 안주에서 생산된 것으로 
추정되는 병풍이 여러 점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작품들이 모두 김
규진과 양기훈이 초안을 그㉛다는 데에 있다. 김규진과 양기훈은 모두 
평안도 출신이었으며 1900년 전후에 왕실에 발탁되었다. 선행 연구에
서는 이들이 중용된 것이 왕실의 안주 병풍 주문과 무관하지 않을 것
이라고 보았다.271) 이들 작품에 보이는 또 하나의 공통점은 ‘신자관’이 
남아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이들이 처음부터 왕실에 헌상하기 위해 자

270) 李裕元, ｢河上齋｣, 林下筆記 30. 
271) 서정민, ｢석연 양기훈의 회화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논문, 2013, p.27; 황정

연, ｢19-20세기 초 조선 궁녀의 침선 활동과 궁중 자수서화병풍의 제작｣, 한국근 미
술사학 26, 2013, pp.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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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초본을 제작했다는 점을 알려준다. 이런 유형의 작품은 총 6좌가 남
아 있는데 그 중 4좌가 국립고궁박물관에 있다. 나머지 2좌는 개인소장
과 한국자수박물관 소장이다. 국립고궁박물관 양기훈의 <송학도 10폭 
자수 병풍>(도97)에는 ‘신 패강노어 양기훈 경사(臣浿上老漁楊基薰敬
寫)’라는 제발이 남아 있다. 또 다른 양기훈의 작품인 <홍매화도 10폭 
자수 병풍>(도98)에는 ‘신 양기훈(臣楊基薰)’이라는 낙서가 남아 있다. 
1905년과 1906년에 양기훈이 제작한 <군안도 10폭 자수 병풍>(도99)
과 <매화도 10폭 자수 병풍>(도100)에도 각각 ‘신 양기훈 경사(臣楊基
薰敬寫)’, ‘신 양기훈(臣楊基薰)’이라는 낙서가 있다. 미국 개인소장 <매
학도 12폭 자수 병풍>(도101)에는 ‘신 김규진 경사(臣金圭鎭敬寫)’라는 
낙서가 남아 있다. 1904년에 김규진이 제작한 <유란부 6폭 자수 병
풍>(도93)에도 ‘신 김규진(臣金圭鎭)’이라는 낙서가 있다. 이들 작품은 
모두 굵은 꼰사를 범하고 활달하게 사용하여 안주 자수의 전형을 보
여준다.272) 실제로 이러한 자수 병풍들은 한제국 황실을 장식하는 데
에 사용되었다.273) 이 밖에도 국립고궁박물관에 <송학도 자수 12폭 병
풍>(도102)이 남아 있다. 그런데 이 유물에는 별다른 관서가 없다. 그
러나 순정왕후의 침실에서 수습되었다는 설과 함께 안주 자수의 전형
을 보여주어 앞의 6좌와 동일 계보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한제국 시기에 유독 신자관이 들어간 자수 병풍이 제작
된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조선의 전통은 어좌를 일월오봉도로 꾸미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제국을 선포한 이후에는 황제를 위한 새로운 시
각 상징이 요구되었다. 고종은 광무제로서 구본신참과 부국강병을 추구
하는 근 국가의 황제가 되어야 했다. 그런 과정에서 자수의 의미가 재
평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 왕실은 침선비를 두어 자수를 제작하
는 오랜 전통이 있었다. 그러나 한제국기의 자수는 상당히 다른 맥락
에서 제작되었다. 고종은 동도서기론(東道西器論)에 입각하여 서양의 
문물을 수용하 다. 이에 따라 방적기를 수입하여 직물 산업을 육성하

272)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양기훈과 김규진의 자수 병풍이 ‘안주산’으로 보인다는 데에 
해서는 무형문화재 자수 부문 전수자 김 이 선생님의 자문을 구했다. 

273) 1904년에 한제국 황실에서 고종(황제)과 순종(황태자)를 알현했던 에밀 부르다레
(Émile Bourdaret)는 알현실에서 커다란 자수 병풍을 보았다고 회고했다. 에밀 부르다
레 저·정진국 역,  한제국 최후의 숨결, 글항아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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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에 큰 관심을 보 다.274) 이런 맥락에서 자수는 기존의 전통을 계
승하면서도 근 적 산업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1893년 조선
이 처음 참여한 만국박람회에 자수 병풍이 출품된 것도 이와 관련할 
것이다.275) 고종의 뒤를 이어 융희제에 등극한 순종은 1907년에 식산
(殖産), 흥업(興業), 교육을 강조하는 조령을 내㉛다. 1909년 1월에는 
산업 시찰을 포함하여 서북 지역을 순행하 다. 이 때 순종은 평안도 
안주를 방문하여 안주일본인상회와 안주군상무회의 표에게 자수 작품
을 헌상 받았다.276) 당시 안주 자수는 한 지역의 특산품이자 부흥해야 
할 산업으로 여겨졌던 것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한제국기에 자수 병
풍이 유행한 것은 우연한 현상이 아니었다. 자수 병풍은 조선이 왕국에
서 제국으로 발돋움하며 국가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한 과정에서 새로
운 의미를 가진 시각매체로 평가된 것이다.  

(4) 고종 친정기(親政期) 외교용 병풍

  한반도에서 외교 예물로 병풍을 활용한 것은 오랜 전통이었다. 관련 
기록은 삼국시 부터 확인된다. 신라에서 작성한 당나라로 보낸 조공
(朝貢) 목록과 일본에 보낸 예물 목록에는 병풍이 포함되어 있다. 조선 
전기에는 왕실을 방문한 일본 본토, 마도, 유구국(琉球國)의 사절단과 
명·청 사절단에 병풍이 선물로 주어진 경우가 많았다. 일본에 병풍을 
보낸 것은 단종, 세종, 성종 에 집중되어 있다. 병풍의 종류에 한 
자세한 언급은 없으며 외교 사절에 선물로 병풍 1~2좌를 하사했다는 
내용이 부분이다. 이에 반해 중국 사절에 보낸 병풍에 한 기록은 
비교적 자세하다. 병풍의 종류도 화초, 산수, 난죽, 글씨, 소병까지 종
류를 명시하 으며 수량도 한번에 10좌를 보낸 경우도 있었다.277) 이러

274) 고종은 서양 여러 국가와 수교를 맺는 과정에서 직물 산업의 교류에 한 세부 조약
을 맺었다. 이에 해서는 김수진, ｢근  전환기 조선 왕실에 유입된 일본 자수 병풍｣, 
미술사논단 36, 2013. 

275) 김수진, 앞의 논문(2013), p.112. 
276) 『純宗實錄』 융희 3년(1909) 1월 31일(양력); 황정연, 앞의 논문, pp.28~29에서 재인

용.  
277) 중국과 일본에 보낸 미술품에 해서는 박은순,  ｢화원과 궁중회화: 조선 초기 궁중

회화의 양상과 기능(2)｣, 강좌미술사 26-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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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병풍 예물에 한 기록은 18세기 이후가 되면 뜸해졌다. 그러다 
1876년 강화도 조약을 기점으로 크게 증가한다. 특히 이 시기에는 서
양인의 왕실 방문이 잦아지면서 병풍의 수령자도 바뀌었다. 
  이러한 상황을 증언한 기록은 조선을 방문한 서양인들이 작성한 경
우가 많았다. 특히 조선 왕실과 사가에서 병풍의 배설이 일반화 되어 
있었던 정황을 묘사한 경우가 많다. 1903년 조선을 방문했던 프랑스인 
에밀 부르다레(Émile Jean-Louis Bourdaret, 1874~1947)는 경운궁에
서 고종과 순종을 알현하 다. 부르다레는 알현의 공간을 자수 병풍이 
장식하고 있었다고 묘사하 다.278) 1892년 조선에 부임했던 이폴리트 
프랑뎅(Hippolyte Frandin, 1852~1924)은 백수백복(百壽百福) 병풍이 
고종의 어좌를 장식하고 있었다고 기록하 다.279) 1884년 조선에 들어
와 고종의 시의(侍醫)가 된 호라스 알렌(Horace Newton Allen, 
1858~1932)은 조선의 상류층이 자수 병풍을 여러 점 배설하여 실내를 
장식했다고 기록하 다.280) 아울러 1892년 조지 길모어(George 
William Gilmore, 1858~1933)는 ‘조선의 숙련된 자수가들은 궁궐에서 
병풍에 수를 놓는다. 이 병풍들은 때때로 관리들에게 선사되거나 때로 
중개상을 통해 외국인의 수중에 들어가기도 한다. 이런 방법으로 나도 
후덕한 조선인으로부터 병풍 하나를 얻게 되었다.’고 기록하 다.281) 
1888~1889년에 조선을 여행했던 샤를 바라(Charles Varat, 
1842~1893)는 밀양에서 <효제충신예의염치 문자도 8폭 병풍>을 구입
하 다. 그리고 이에 해 ‘현란한 색채가 비좁은 방을 환하게 만들 정
도’이며 ‘작은 병풍이지만 그 속에서 발견되는 제반 요소들이 조선인의 
국가적 예술 전반에 걸쳐 그 기저를 이루는 자양분인 것 같다.’는 호평
을 남겼다.282) 이 같은 기록들은 서양인들이 조선의 병풍 문화에 깊은 

278) 에밀 부르다레 저·정진국 역,  한제국 최후의 숨결, 글항아리, 2009. p.126. 
279) 끌라르 보티에·이뽀리트 프랑뎅, 김상희·김성언 옮김, 『프랑스 외교관이 본 개화기 조

선』, 태학사, 2002. p.78. 
280) H. N. 알렌 지음, 신복룡 역주, 조선견문기, 집문당, 1999. pp.63~64.
281) Gilmore, George William, 앞의 책, pp.155~156; G.W. 길모어 저, 신복룡 역, 서

울풍물지, 집문당, 1999. 
282) 샤를바라, 샤이에 롱 공저, 성귀수 옮김, 조선기행: 백여 년 전에 조선을 둘러본 두 

외국인의 여행기, 눈빛, 2001 pp.184-186; 이를 소개한 연구는 김윤정, ｢한국 민화의 
존재와 양상: 19세기 후반 20세기 전반을 중심으로｣, 민속학연구 1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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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아울러 왕실에서 병풍을 하사 받는 
경우 외에도 중개인을 통해서나 시장에서의 구입을 통해서 조선의 병
풍을 수집했음을 알 수 있다. 
  서양인들이 조선의 병풍에 관심을 가졌던 까닭은 좀 더 거시적인 차
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 18~19세기 유럽에서는 시누아즈리
(Chinoiserie: 중국취미)라는 이름으로 중국 미술에 한 관심이 커졌
다. 그러던 중 아편 전쟁을 전후로 중국 미술의 수입이 어려워지자 관
심의 상은 일본 미술로 옮겨갔다. 일본의 미술 공예는 자포니즘
(Japonisme: 일본취미)이라는 이름으로 유럽에서 크게 유행하 다. 이 
과정에서 일본의 금병풍과 자수 병풍이 큰 인기를 얻었다.283) 조선에서 
발행된 신문에는 중국과 일본의 병풍이 구미(歐美)에서 각광을 받았다
는 기사가 실리는 일이 많았다. 1888년 한성주보에는 국 여왕의 
통치 50주년을 경축하여 중국에서 병풍을 예물로 보냈다는 기사가 보
인다. 아울러 1899년 일본이 프랑스 만국박람회에 병풍을 출품했다는 
기사도 실㉛다. 이 병풍은 금, 은, 동으로 호화롭게 꾸며 가격이 ‘만원’
이었다는 점이 특필되었다.284) 조선 왕실도 서양에서 일본의 병풍이 인
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1893년에 조선은 처
음으로 국제 박람회에 참가하면서 자수 병풍을 출품하 다. 또한 고종
은 민 환을 비롯한 사절단을 1896년 러시아의 니콜라이 2세(Nikolay 
Aleksandrovich, 1868~1918년)의 관식에 파견하 다. 이들이 가져
간 예물 가운데에는 당연히 병풍이 포함되어 있었다.285) 또한 1899년 
전후에 꾸며진 한민국 공사관에도 화조화 병풍 2좌(도103~104)가 배
설되었다.286) 구미와의 외교를 시작하면서 병풍이 중요한 국가의 상징
으로 활용된 것이다. 
  당시에 조선을 방문한 서양인들이 구득한 병풍 중에는 현재 그 소재

283) 일본의 자수 병풍이 구미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데에 해서는 김수진, 앞의 논문
(2013). 

284) 한성주보, 1888년 1월 30일 ｢英皇慶辰｣ 기사와 독립신문 1899년 5월 26일 ｢외
국 통신｣ 기사. 

285) 고종실록 고종 30년(1893년) 11월 9일 (계해); 金得鍊, 環璆日記 (규장각 古
5700-1). 

286) 국외소재문화재재단 편, 주미 한제국 공사관 정밀실측 보고서, 국외소재문화재재
단, 2013. pp.6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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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확인되는 경우가 적잖다. 무엇보다 병풍을 습득한 이후에 이것을 본
국으로 가져가거나 사진으로 찍어 간행했기 때문이다. 이를 정리한 내
용이 표㉝ <조선을 방문한 서양인이 소장했던 병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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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경로 연대 소장자   병풍 및 소장처 유물 비고

미상 1883~1886년
촬 헤르만 부들러 병풍 종류 확인 불가, 

현 소장처 미상

*헤르만 부들러는 
1883~1886년 사이에 
통역사, 부 사, 부총
사로 일본과 조선을 
오가며 활약. 

직접수집 1888년 샤를 바라 문자도 8폭 병풍,
프랑스 기메박물관

*1888년 샤를 바라가 
밀양에서 구입

미상
1892~1894년 

촬
이폴리트 
프랑뎅

산수도 병풍, 
현 소장처 미상 

*1892~1894년 프랑
스 총 사 던 이폴
리트 프랑뎅의 사진. 
*동일한 병풍을 선
군 이준용(李埈鎔, 
1870~1917년)이 사
용한 사진. 

직접수집 
추정

1902~1903년
촬   카를로 로제티

곽분양행락도 병풍,
현 소장처 미상 

*1902~1903년 이탈
리아 총 사 던 까
를로 로제티가 촬 .
*도111 참조 

 표㉝ 조선을 방문한 서양인이 소장했던 병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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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하사

1882~1885년 묄렌도르프

백수백복도 8폭 자수 
병풍, 

독일드레스덴 
세계민속학박물관

*묄렌도르프는 조선 
왕실의 외교 및 세금 
관련 고문으로 활동. 

1890년 이전, 존 헤론 정재도 8폭 자수 병풍, 
국립중앙박물관 도106 *존 헤론의 딸이 국

립중앙박물관에 기증. 

1887~1908년 
카를 

안드레아스 
볼터

해상군선도 10폭 병풍, 
153.2x418.5cm,  

아모레퍼시픽 미술관 
도17

*다른 본들의 경우에
는 자수 병풍인데 반
해 이 본은 그림.

1901~1905년 리하르트 분쉬
  풍속도 병풍(부분),

각149.0x44.0cm, 
독일 개인소장 

*고종의 시의 분쉬에
게 하사. 분쉬의 손녀 
게르트루드 클라센
(Gertrud Classen, 
1907~?) 소장. 

1905년 에드윈 모간
십장생도 자수 병풍 

(부분), 
188x55cm, 
개인소장

*현재 2폭만 전함. 
*1905년 6~7월 미국
총 사를 지낸 에드
윈 모간의 구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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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표에 등장하는 부분의 병풍 수령자들은 고종의 시의, 외교 고
문, 외교관, 실업가 던 인물이다. 표는 크게 시 순과 왕실 하사 여부
로 나누었다.  가장 위의 항목은 1883~1886년 사이 독일 사 던 헤
르만 부들러(Hermann Budler, 1846~1893)의 사진이다. 사진 상으로 
병풍의 종류는 알 수 없지만 크기는 중병(中屛) 정도로 보인다. 그 아
래는 프랑스인 샤를 바라(Charles Louis Varat, 1842~1893)가 밀양에
서 구입한 <효제충신예의염치 8폭 문자도>이다. 이 병풍은 현재 프랑
스 기메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그 아래 이폴리트 프랑뎅(Hippolyte 
Frandin, 1852~1924)은 프랑스 총 사 다. 프랑뎅은 조선의 관복 차
림인데 사진에 보이는 산수도 병풍은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흥
선 원군의 손자인 이준용(李埈鎔, 1870~1917)이 같은 병풍을 배설하
고 찍은 사진이 있어 운현궁 소장품이었을 가능성이 높다.287) 그 아래
는 이탈리아 총 사 던 카를로 로제티(Carlo Rossetti, 1876~1948)의 
사진이다. 사진에 보이는 곽분양행락도 병풍은 카를로 로제티가 본국으
로 가져갔다.288) 병풍의 필치가 졸렬하여 민간에서 유통되던 것으로 보
인다. 
  표의 하단은 고종이 하사한 것으로 왕실 병풍이 확실한 경우를 정리
하 다. 총 5건인데 자수 병풍 3좌와 회화 병풍 2좌이다. 병풍에 보이
는 백수백복도, 정재도, 해상군선도, 십장생도 화제는 모두 왕실이 선호
하던 것이다. 조선에서 첫 번째 외국인 고문을 지냈던 묄렌도르프(Paul 
George von Möllendorff, 1848~1901)가 구장한 <백수백복도 288자 
8폭 병풍>은 후손에 의해 드레스덴 세계민속학박물관(Staatliche 
Kunstsammlungen Dresden)에 기증되었다.289) 규모나 수준이 왕실의 
최고급 자수 병풍으로 보인다. 고종의 시의 던 존 헤론(John William 

287) 이준용의 사진은 이폴리트 플랑뎅 사진과 동일한 시점에 촬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박물관, 먼 나라 꼬레(Corée): 이폴리트 프랑뎅(Hippolyte Frandin)의 기억 속
으로, 경기도박물관, 2003. p.131. 

288) 이 병풍에 해서는 이돈수, 이순우, 꼬레아 에 꼬레아니: 100년 전 서울 주재 이탈
리아 외교관 카를로 로제티의 한제국견문기, 하늘재, 2009.

289) 묄렌도르프의 국내 활동에 해서는 한스 알렉산더 크나이더 지음, 최경인 옮김, 독
일인의 발자취를 따라: 한독 관계 초창기부터 1910년까지, 일조각, 2013. 
pp.111~129. 이 병풍에 한 정보와 도판은 드레스덴 세계민속학박물관의 골덴슈베크
(Irene Godenschweg)가 제공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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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on, 1855~1890)에게 하사된 <정재도 8폭 자수 병풍>(도106)도 전
형적인 왕실 자수 병풍이다. 이 유물은 헤론의 딸이 미국에서 보관하던 
것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하 다. 그런데 이 작품은 초본과 복본이 
남아 있는 보기 드문 작례이다. 먼저 초본은 국립고궁박물관(도105)에 
소장되어 있다. 그리고 이 초본을 활용하여 꾸며진 자수 병풍 2점이 한
국자수박물관(도107)과 국 빅토리아앨버트미술관(Victoria & Albert 
Museum)(도108)에 소장되어 있다. 존 헤론본과 함께 총 3종의 병풍이 
바탕 비단의 색만 달리했을 뿐 같은 도안을 공유하고 있다. 이들이 모
두 서양인에게 하사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제작 시기가 유사할 가
능성은 높다. 아모레퍼시픽 미술관 소장 <해상군선도 10폭 병풍>은 
한제국 최초의 외국인 회사인 세창양행의 지사장이었던 카를 안드레아
스 볼터(Carl Andreas Wolter, 1858~1916)가 구장했던 것이다. 볼터
는 1887년부터 1908년까지 20여년을 조선에 살았던 독일인이다.290) 이 
병풍은 김홍도-김득신-백은배-유숙으로 이어진 원체풍의 군선도 계열
이라 할 수 있다. 고종의 시의 던 리하르트 분쉬(Richard Wünsch, 
1869~1911)가 받았던 <풍속도>는 김홍도의 화풍이 강하게 남아 있는 
작품이다. 마지막으로 1905년에 조선을 방문한 에드윈 모간(Edwin 
Vermon Morgan, 1865~1934)은 미국인 외교관이었다. 그의 구장품인 
<십장생도 자수 병풍>은 현재 2폭만이 전하지만 왕실의 최고급 자수 
병풍이었던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유물들은 왕실의 하사 시기와 출처
(provenance)가 분명한 만큼 궁중 병풍의 기준작이 될 수 있다. 
  고종 에는 왕실의 행사에 병풍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특히 
한제국기에는 왕실 행사의 규모가 커지면서 병풍의 제작 규모도 커졌
다. 한편 병풍은 외교 선물로서 조선 왕실을 방문한 서양인들에게도 자
주 하사되었다. 병풍이 조선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동아시아의 미술을 

표하는 형식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병풍이 가진 외교 예
물로서의 기능은 한일병합 이후에도 단절되지 않았다. 조선 왕실과 일
본 황실이 교류하는 과정에서 병풍의 의미가 다시금 부각된 것이다. 이
에 해서는 Ⅴ장 ‘에필로그: 20세기의 병풍 문화, 전통의 계승과 변용’

290) 칼 볼터의 활동과 <해상군선도 병풍>에 해서는 한스 알렉산더 크나이더 지음, 최경
인 옮김, 앞의 책, pp.129~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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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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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19세기 민간 병풍의 확산과 병풍 시장의 형성 

  19세기에 병풍은 왕실에서 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
다. 병풍은 정조 부터 서화 시장의 주요 거래 품목이 되었다. 유득

공(柳得恭, 1748~1807)은 한양의 세시와 풍속에 해 저술한 경도잡
지(京都雜誌)를 남겼다. 이 책의 ｢서화｣ 편에서는 한양의 풍물거리로
서 서화 시장을 소개하 다. 아울러 유득공은 당시에 가장 인기리에 유
통된 것이 벽장화와 병풍이라는 점을 기록하 다.291) 남공철(南公轍, 
1760~1840)은 중국에서는 주로 권축(卷軸)으로 중요한 서화를 꾸미는
데 반해 우리는 권축을 우습게 알고 병풍을 중시한다고 기록하 다.292) 
유득공과 남공철의 기록은 조선 후기에 병풍이 특히 유행하 음을 알
려준다. 사실상 병풍은 축·첩·권·병 가운데 제작비용 면이나 보관에 있
어서도 부담이 가장 큰 형식이다. 그런데 이러한 병풍이 어떤 연유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것일까? 병풍이 활발하게 유통될 수 있었던 까닭
은 무엇이었을까? 본 장은 이 같은 질문을 바탕으로 19세기 민간에서 
향유된 병풍의 성격에 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1절 ‘의례 병풍의 확산과 병풍 사용의 저변화’에서는 19세
기에 민간에서 병풍의 사용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두 가지 현상에 주목
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왕실 오례와 마찬가지로 민간 사례가 병풍의 
확산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이는 양반 의식을 갖춘 양인 계층이 증가하
면서 병풍을 활용한 의례가 증가한 것과 긴밀하게 결부되어 있다. 두 
번째 요인은 민간의 문화가 발달하면서 실내 장식과 놀음 무 에 병풍
이 활용된 것과 관련이 있다. 이에 따라 당시 주택과 무  장식용으로 
사용된 병풍치레에 해 소개하고자 한다. 2절 ‘병풍전(屛風廛)의 형성
과 병풍의 차세(借貰)’에서는 서화 시장이 병풍의 수요 증가에 어떻게 

응했는가를 살필 것이다. 이 시기 서화 병풍은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
에 따라 거간(居間)에 의해 거래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 시기에
는 무분전(無分廛: 조선시  시전 중 국역부담의 의무가 없던 전)의 하

291) 柳得恭, ｢書畫｣, 京都雜誌; 국립민속박물관 편, (국립민속박물관 세시기번역총서 
5) 조선 세시기, 국립민속박물관, 2007. pp.59~60. 경도잡지의 간행 시기는 보통 
1792~1807년 사이로 추정되나 1779년에 저술되었다는 설도 있다.  

292) 南公轍, ｢玄宰書醉翁亭記屛風眞蹟紙本｣, 金陵集 23.



- 189 -

나인 서화전(書畵廛)이 새롭게 등장하여 주목을 요한다. 특히 병풍차가 
서화전의 주요 거래 품목이었다는 점을 조명하고자 한다. 아울러 병풍
전, 서화포(書畵鋪), 서화사(書畵肆)로 기록된 서화 시장의 형성에 해 
살피고자 한다. 같은 맥락에서 병풍이 지방 화단에서 거래된 양상에 
해서도 논의하고자 한다. 3절 ‘특정 화목 전문 화가와 장황인의 활동’
에서는 19세기에 병풍의 제작 환경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구명할 것
이다. 이를 위해 병풍 전문 화가가 등장한 현상, 화가 가문의 세전(世
傳)과 공방 체계에 해 논의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병풍의 수
요에 발맞추어 병풍차의 제작 체계도 변화한 양상에 해 논구할 것이
다. 아울러 병풍의 제작과 유통 과정에 깊숙하게 개입해 있었던 장황인
의 역할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들은 그간 학계의 오랜 논제
던 궁화〔궁중회화〕와 민화 사이에 보이는 공통점이 가지는 의미를 밝
히는 데에도 일조할 것이다. 4절 ‘병풍 소비 계층의 확대와 새로운 취
향’에서는 민간 병풍에 보이는 주제, 도상, 기법에 해 논의하고자 한
다. 민간의 병풍화는 설령 그것이 궁화에서 기원한 것일지라도 민간의 
욕망과 용도에 따라 다양한 변주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궁화에 보이는 
궁중 양식이 민간에서 단순하게 모방과 답습으로 계승되지 않았다. 민
간에서는 기존의 도상을 결합하고 주제를 변용하여 새로운 흐름을 만
들어냈다. 병풍의 구매자로 새롭게 부상한 민간 계층이 자신들의 미감
과 요구를 적극적으로 병풍에 투사한 것이다.   
  19세기의 병풍 사용 문화와 전통은 식민시기를 거치면서 일부 계승
되거나 단절을 겪었다. 20세기 유물일지라도 19세기적 현상으로 설명
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 장의 논의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일본의 

향을 받아 변형과 단절을 겪은 부분에 해서는 다음 Ⅴ장 ‘20세기 
병풍 문화의 계승과 단절’에서 논의를 이어가겠다. 

1. 의례 병풍의 확산과 병풍 사용의 저변화

  본 절에서는 민간의 의례에 병풍이 사용된 양상에 해 살피고자 한
다. 우선 <(1) 민간사례(民間四禮)에 사용된 병풍>에서는 관혼상제(冠婚
喪祭) 중에서도 병풍이 주로 사용된 의례인 혼례, 회혼례, 상례, 제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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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병풍이 사용된 양상을 살피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병풍의 사용을 규
정한 예서의 내용을 소개할 것이다. 아울러 실제 의례에 병풍이 사용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그림과 사진을 분석하도록 하겠다. 다음 <(2) 
병풍치레의 확산과 다양한 병풍의 용도>에서는 실내 장식과 유흥 놀음
의 배경으로 활용 된 병풍의 기능에 해 논의하겠다. 

(1) 민간사례(民間四禮)에 사용된 병풍

  예치를 표방한 조선사회에서 의례는 유교를 실천하는 방편이었다. 앞 
장에서 논의한 로 조선 왕실에서는 국초에  명집례와 주자가례를 
참고하여 국조오례의를 간행하 다. 이후 국조속오례의와 국조속
오례의보를 증보하 다. 국정예서의 간행을 통해 왕실 의례의 표준을 
정비한 것이다. 조 에는 혼례와 具례 부분만을 강화하여 국혼정례
와 국조상례보편을 간행하 다. 이 같은 예서에는 병풍이 이례에 어
떻게 사용될지가 제시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민간에서도 예서가 간행
되었다. 특히 주자가례를 주해하거나 이를 저본으로 집필된 예서의 
간행은 조선 시  내내 이루어졌다. 조선 사회가 근본으로 삼았던 주
자가례는 신분 계층을 초월하여 누구나 고조(高祖) 까지 제사를 지
내게 함으로써 서민층에 유교 예속을 확산시켰다.293) 17세기 이후에 조
선의 예학은 크게 발달하 다. 이로 인해 가례고증(家禮考證)(1646년 
간행), 가례집람(家禮輯覽)(1685년), 가례원류(家禮源流)(1711년), 
사례편람(四禮便覽)(1844년), 가례증해(家禮增解)(1792년), 증보사례
편람(增補四禮便覽)(1900년) 같은 예서들이 꾸준히 집필되었다.294) 이
들 저서는 주자가례를 기본으로 하지만 당 의 실정에 맞게 세부 내
용을 가감하고 고증한 것이다. 
  주자가례에는 의례에 병풍을 사용한다는 규정이 단 한 곳에서 발
견된다. 상례 중 ㉗(大斂) 시에 ‘병풍을 생시와 마찬가지로 진설한

293) 朱熹 지음, 임민혁 옮김, 주자가례, 예문서원, 1999. ｢해제｣ 부분 p.20 
294) 경성 학교 한국학연구소에서는 조선의 가례와 의례에 관한 방 한 예학자료들을 집

성한 자료를 2009년부터 순차적으로 발간하여 현재 122권까지 간행되었다. 이 성과가 
완간되고 나면 조선시  의례에 사용된 병풍의 사례와 절차에 한 보다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으리라 기 한다. 慶星大學校 韓國學硏究所 編著, 韓國禮學叢書 1~60, 民
族文化, 2009; 동일 총서, 61~122, 民族文化,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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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목이 보인다.295) 그런데 주자가례를 저본으로 집필된 조선의 
예서에는 병풍의 사용에 한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언급이 보인다. 
이를테면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은 제병(祭屛)의 사용에 해 논하
면서 중국의 발[簾]이 우리의 병풍에 해당한다고 주장하 다. 따라서 
중국 의례에서 발을 사용한 부분을 우리는 병풍으로 체할 수 있다고 
해석하 다.296) 이 같은 해석은 조선 사회에서 병풍이 갖는 제기로서의 
위상을 제고시켰다. 이재(李縡, 1680~1746)가 간행한 사례편람과 이
를 증보한 증보사례편람은 조선 후기에 가장 파급력 있는 예서로 평
가 받는다. 그런데 이 양자를 비교해보면 사례편람에는 병풍의 사용
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증보사례편람에는 관혼상제 네 부
문에서 병풍의 사용이 십 수번 등장한다.297) 1900년에 간행된 증보사
례편람은 당시 시속(時俗)을 십분 반 하여 기독교식과 천도교식 의례 
절차까지 소개하 다. 따라서 조선 말기에 확산되어 있던 부분의 의
례 풍속을 정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책에 병풍의 사용이 수
차례 언급되었다는 것은 당시에 그만큼 의례에 병풍을 활용하는 일이 
보편화되었음을 의미할 것이다.  
  예서에 명시된 병풍의 사용에 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례·혼례·상
례·제례로 나누어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다. 먼저 관례(冠禮)에 사용된 
병풍과 관련한 기록은 찾기 어려웠다. 오직 1900년에 간행된 증보사
례편람에 관례용 병풍의 진설이 언급되어 있다.298) 다만 여성의 관례
인 계례(筓禮)는 개 혼례와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혼병(婚屛)’의 일
부로 언급되는 경우가 많았다.  
  보통의 사가에서 혼례(婚禮) 병풍을 마련하는 방법은 새로 혼병(婚屛)
을 꾸민 경우와 여를 한 경우로 나뉜다. 1893년에 출간된 광례람(廣
禮覽)에는 혼례 시에 선혜청(宣惠廳), 군문(軍門), 평시서(平市署), 혜

295) 朱熹 지음, 임민혁 옮김, 주자가례, 예문서원, 1999. p.255. 
296) “…則中國以簾而當門, 吾東以屏而當戶, 其義一也。昔蕢尙遇弔於道, 畫宮而受之, 以

屏爲戶者, 畫宮之義也”; 丁若鏞, ｢題張氏祭屏後｣, 與猶堂全書 14. 
297) 이재 저, 이종찬 국역, 우봉이씨 종회 편역, (국역)사례편람, 이화문화출판사, 

1992; 문옥표, 이충구 역주, 증보사례편람 역주본,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4.
298) 문옥표, 이충구 역주, 증보사례편람 역주본,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4, p.63

와 p.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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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서(惠民署), 제용감(濟用監), 상례원(尙禮院), 내국(內國)에서 여러 물
건[h具]을 행하(行下)하거나 빌려 썼다는 기록이 있다.299) 이는 사 부 
계층이 혼례를 위해 관청의 기물을 빌려다 쓰는 일이 성행했음을 시사
한다. 특히 신부 측에서 준비할 ｢혼례제구목록｣에 ‘모란병풍은 제용감, 
고족상(高足床)은 선공감(繕工監)에서 빌리라’라는 목이 있다.300) 이
는 왕실의 직물을 관리했던 제용감에서 사가의 경조사에 병풍을 여
해 주는 일까지 관여했다는 것을 알려준다. 
  증보사례편람에는 여자가 시집을 갈 때에는 계례에 사용할 병풍 1
점, 신부의 집 혼례상에 사용될 병풍 2점, 마당에서 사용할 병풍 1점을 
준비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301) 이처럼 한 번의 혼례에 여러 병풍
이 준비되었던 것은 신경(申暻, 1696~1766년)과 유득공의 기록에서도 
재차 확인된다. 신경은 혼례를 행함에 있어 득남을 기원하기 위한 백동
자도 병풍과 완희(玩戱) 추구를 위한 화조도 병풍을 배설한다고 기록했
다.302) 유득공은 ‘혼례병풍으로 백동자도, 곽분양행락도, 요지연도가 사
용되는데, 왕실이 공적 용도로 제작한 모란 병을 사족(士族)들이 제용
감에서 빌려 혼례에 쓴다.’고 기록했다.303) 이는 혼례를 치르는 과정에
서 신부의 계례, 신랑 집에서의 기, 신부 집에서의 혼례식에 이르는 
각각의 절차에 따라 각기 다른 병풍을 썼다는 것을 시사한다. 1809년 
윤시유(尹詩有 1780~1833)의 혼례에도 백동자도 병풍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304) 이를 통해 사 부 계층의 혼례용 병풍으로 백동자도, 곽
분양행락도, 요지연도, 모란도가 선호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세기 말에 제작된 김준근(金俊根, 생몰년 미상, 1886~1900년 활
동)의 풍속화첩에는 민간 사례를 그린 장면이 포함된 경우가 많다. 그 

299) 문옥표 외, 조선시  관혼상제: 관례·혼례편 (1), 힌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p.26.
300) 문옥표 외, 앞의 책(1999), pp.30~31, p.221.
301) 문옥표 외, 앞의 책(1999). p.83 p.176 
302) 申暻, ｢新婦屛障｣, 直菴集 10; 홍선표, ｢조선 민화의 새로운 관점과 이해｣, 조선

회화, 한국미술연구소, 2014, p.420와 p.529에서 재인용.  
303) “婚屛百子圖郭汾陽行樂圖瑤池宴圖 公讌用濟用監牧丹大屛 士族婚禮亦借用” 柳得恭, 

京都雜誌; (국립민속박물관 세시기번역총서 5) 조선 세시기, 국립민속박물관, 
2007. pp.59~60. 

304) “…繩聯月老 帳垂百子 花面玉枝交透 西峰殘照回頭 暗算計 新人私舊…” 李晴, 「鵲橋
仙」, 『窈窕帖』 (안 회, ｢초정 박제가의 인간 면모와 일상｣, 한국한문학연구 36, 
2005. p.145에서 재인용) 안 회는 “帳垂百子”를 ‘백동자도 병풍’으로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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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혼례의 장면에 병풍이 배설된 그림이 있다. 표적으로 <신부연석
(新婦宴席)>(도109)에는 신부가 기하는 공간에 8폭과 10폭 병풍을 잇

어 두른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이렇게 복수의 병풍을 연결하여 혼례 
병풍을 배설하는 설정은 근 기에 촬 된 사진에서도 어㉘지 않게 찾
아볼 수 있다. 혼례에 병풍을 치는 관습은 혼례가 서양식으로 전환되는 
1960~1970년 까지도 지속되었다. 
  그런데 민간의 혼례 병풍과 관련해서는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다. 
사 부들의 기록에는 혼례 병풍으로 주로 백동자도, 요지연도, 곽분양
행락도가 언급되어 있다. 그런데 정작 근 기에 촬 된 혼례 사진에는 
정작 이런 병풍이 사용된 사례가 없다. 특히 요지연도 병풍이 포함된 
사진은 전혀 찾을 수 없었다. 다만 백동자도와 곽분양행락도 병풍이 배
설된 사례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또한 혼례에 사용된 것은 
아니었다. 곽분양행락도가 사용된 사례 중 필자가 확인한 바는 다음 석 
점 정도이다. 1898년경에 촬 된 조병식(趙秉式, 1823~1907)(도110), 
1902~1903년에 촬 된 카를로 로제티(Carlo Rossetti, 1876~1948)(도
111), 1920년 에 촬 된 의친왕(1877~1955)의 자녀들 사진(도112)이
다. 조병식은 외무 신을 지낸 인물이었고, 카를로 로제티는 이탈리아 

사 다. 이는 결국 왕실과 국내외 거물급 남성 인사만이 곽분양행락
도 병풍을 사용할 수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혼례 
사진이든 초상 사진이든 간에 여성의 사진을 촬 할 수 없었던 역사적 
정황 탓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곽분양행락도가 민간에서 
쉽게 유통되기에는 고가인 점이 가장 큰 이유 을 것이다. 곽분양행락
도, 백동자도, 요지연도는 보통 왜장 병풍으로 꾸며졌다. 아울러 복잡한 
도안으로 화면을 채우고 이를 화려하게 채색하 다. 따라서 이들 병풍
이 유독 혼례에 사용되었다는 기록은 일부 특권층에 국한되었던 것이
다. 현재 전하는 민간의 혼례 사진에는 주로 화조, 모, 어해, 산수, 
책가도 병풍이 사용되었다.305)  
  미국 예일 학교 박물관에 전하는 《요화노인회근첩(澆花老人回巹帖)》

305) 국립민속박물관, 민화와 장식병풍 pp.286~313에는 1900년~1940년 까지 병풍을 
배설한 의례 사진이 정리되어 있다. 아울러 pp.314~331에는 1940년~1980년 까지 병
풍을 배설한 의례 사진이 정리되어 있다. 이 중 혼례가 수십 건이 넘는데 곽분양행락
도, 백동자도, 요지연도 병풍이 배설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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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13)은 19세기 회혼례에서 병풍이 어떻게 배설되었는가를 보여준다. 
이 화첩은 1848년에 있었던 이학무(李學懋: 생몰년 미상)의 회혼을 도
해하 다. 화면은 내연(內宴)과 외연(外宴)을 병렬하여 이중으로 구성되
었다.306) 그런데 내연과 외연에는 각각 다른 병풍이 배설되어 있다. 전
자에는 6폭 모란병풍이 배설된 반면 후자에는 10폭 산수병풍이 배설되
었다. 이를 통해 모란병풍과 산수병풍이 안과 밖, 여성과 남성을 구획
하는 의미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관혼상제 가운데 가장 여러 절차에서 병풍이 사용된 의례는 상례이
다. 상·장례의 절차와 형식을 기록한 예서에는 신주(神主)의 작성, 소
㉗, ㉗, 입관의 과정에서 각각 병풍을 배설하도록 명기하 다. 특히 
상례와 제례에 배설되는 병풍은 관례나 혼례보다 더 자주 언급이 되었
다. 이는 조선 사회가 얼마나 조상과 관련한 의례를 중시했는지를 방증
한다. 상례에 병풍의 사용을 언급한 기록으로 가장 연 가 올라가는 것
은 신응순(辛應純, 1572~1636)의 성재집(省齋集)이다. 여기서는 신주
를 쓸 때에 병풍을 배설하라는 지침이 보인다.307) 윤행임(尹行恁, 
1762~1801)의 읍혈록(泣血錄)은 예서라기보다는 윤행임 자신이 부모
의 장례를 치른 과정을 기록한 일기이다. 총 3권으로 구성되었다. 그 
중 1권은 1771년의 부친상을 기록했으며 2~3권은 1798년의 모친상을 
기록했다. 모친상은 윤행임이 정조의 측근으로 활동했던 기간에 일어났
다. 따라서 이 상례에는 왕실과 규장각으로부터 받은 내사품(內賜品)과 
부의(賻儀)가 넉넉하게 사용되었다. 이로 인해 장례 절차는 사가에서 
치를 수 있는 예장의 최  규모로 진행되었다. 이 과정은 국장 의궤의 
축소판인 것처럼 일자 및 절차별로 자세히 정리되었다. 장례 과정에서
는 화원화가 박인수(朴仁秀)가 직접 의물을 제작하 을 뿐 아니라 읍
혈록의 도설도 그㉛다. 또한 입관 시에 사용된 소병 2점에 한 묘사
도 남겼다.308) 이를 통해 18세기 후반에는 왕실과 사가 모두에서 의례
에 병풍의 사용이 중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00년에 간행된 증보사례편람에는 주자가례의 지침과 마찬가지

306) 1848년 <요화노인회근첩(澆花老人回巹帖)>에 한 소개는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미
국예일 학교도서관소장 한국문화재,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pp.114~121. 

307) 문옥표 외, 조선시  관혼상제: 상례편(2) III, 힌국정신문화연구원, 2000. p.44. 
308) 문옥표 외, 조선시  관혼상제: 상례편(3) IV,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0. p.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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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㉗에서 구(靈柩)의 사방을 병풍으로 두를 것을 명시하 다. 또 
구의 동쪽에 상(靈床)을 마련하고 여기에도 병풍을 배설하 다. 죽

은 지 석 달이 되어 장사를 치를 때에도 무덤에 병풍을 쳤으며 반⑲(反
哭)을 위한 좌(靈座)를 마련할 때에도 병풍을 배설하 다. 이를 통해 
1900년경에는 시신과 구의 안치부터 무덤과 좌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절차에 병풍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309) 이 같은 절차는 김준
근의 풍속화첩을 통해 시각적 고증이 가능하다. 현재 독일과 프랑스에 
남아 있는 《기산풍속도첩》 속의 <사람 죽은 모양>(도114)과 <소 상 
지내는 모양>(도115)에는 4폭·5폭·6폭의 소병을 배설한 것이 보인다. 
특히 <사람 죽은 모양>을 예서의 기록과 조해보면 이 소병 너머에 

구가 안치되어 있었을 것이다.310) 
  제례에 사용된 병풍과 관련해서는 1895년경에 조선을 방문했던 아놀
드 새비지-랜도어(Arnold Henry Savage Landor, 1865~1924)의 기
록이 있다. 새비지 랜도어는 ‘조선에서는 평소에 병풍을 귀하게 보관하
다가 혼인, 초상, 제사와 같은 특별한 날 꺼내 사용한다.’고 기록하
다.311) 이는 제사용 병풍이 평소에 상시 배설하던 장식용 병풍과는 구
분되었음을 알려준다. 또한 증보사례편람에는 사당 제사와 사시(四
時) 제사에 필요한 제기 목록에 병풍이 포함되어 있다.312) 현재 의성김
씨 학봉 종가에 전해지는 제사 병풍은 주로 소병과 서병이다. 이 가문
의 종손이었던 김시인(金時寅, 1917~2008)의 장례에는 이 가문이 수장
하고 있던 거의 모든 병풍이 사용되었다(도119).313) 이 중에는 17세기
에 제작된 <무이도가(武夷櫂歌) 8폭 서병>(도116)뿐 아니라 20세기에 
제작된 <10폭 소병>(도117)이 포함되어 있었다. 병풍의 화제나 크기와 

309) 문옥표 외, 앞의 책(1999), p.49, p.50, p.151, p.164; 문옥표, 이충구 역주, 증보사
례편람 역주본,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4, p.191 p.224, p.245, p.247, p.414.

310)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프랑스국립기메동양박물관소장 한국문화재, 국립문화재연구
소, 1999. p.139. 

311) A.H.새비지 랜도어 저 신복룡 역,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 집문당, 1999, p.134. 
312) 문옥표, 이충구 역주, 증보사례편람 역주본,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4, 

p.571, p.596. 
313) 김시인의 삼년상의 전 과정이 국립민속박물관에서 간행한 삼년상: 소운 김시인에 

사진과 함께 잘 정리되어 있다. 김시덕 글, 정명섭 기획총괄, 삼년상: 소운 김시인, 
국립민속박물관, 2011. 한민국역사박물관 김시덕 학예관은 불천위제사를 지내는 문중
들에서 제례용 병풍의 종류를 따로 제한하는 것 같지는 않다는 의견을 주셨다.  



- 196 -

큰 상관없이 병풍을 배설한 것이다. 사실상 이러한 양태는 이미 1924
년에 무라야마 치준(村山智順, 1891~1968)이 촬 한 사진(도118)에서
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진에는 제사에 병풍 여러 점을 큰 용도의 구
분 없이 배설한 것이 확인된다. 병풍은 고사인물도 12폭 병풍, 10폭 소
병, 단병(短屛) 형식의 6폭 소병이 섞여 있다. 병풍의 크기와 폭의 수가 
모두 다르며 수묵과 채색도 섞여 있다. 이는 서유구가 ‘제사에는 수묵
산수도, 규방에는 채색인물도를 사용한다〔大抵齋中宜淡墨山水閨閤宜彩
畵人物〕’고 기록한 바가 실제 민간에서 철저하게 적용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314) 특히 소병 위로 겹겹이 쌓인 고사인물도 병풍 중에
는 화려한 채색이 가해진 것도 있다. 따라서 제례용 병풍의 화제나 재
료가 따로 있었던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제사용 병풍의 선택에는 무
엇보다 제사상이 차려지는 벽면을 가리는 용도가 우선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진 자료가 없는 19세기 이전에 민간의 제례용 병풍이 어떤 양상이
었는지를 알기는 어㉘다. 20세기 전반의 사례를 통해 이전의 역사를 추
정해 볼 수 있을 뿐이다. 이를 통해 볼 때 민간에서는 채색과 수묵, 산
수와 인물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병풍의 용도를 달리하지 않았다. 복수
의 병풍을 소유하기 어려웠던 기저층에서는 채색 병풍을 제례에 사용
하는 일도 빈번했다. 실제 제주도와 강원도 지역에서 수집한 제례용 병
풍 가운데에는 문자도, 책가도, 화조도, 모도 등의 채색 병풍이 포함
되어 있다.315)  
  조선 사회에 예치주의의 전범을 제공했던 주자가례는 계층의 고하
를 막론하고 전 인구를 유교 예속에 따르게 하 다. 양반 의식을 갖춘
다는 것은 유교 의례 인구로의 편입을 의미했다. 족보의 매매를 통해 
표면적인 신분 상승에 성공한 조선인들은 기존의 상부 질서에 편입하

314) 徐有矩, ｢屛｣, 林園十六志; (( 인본)林園十六志, 民俗苑, 2005. p.447)
315) 지난 40여 년간 민간의 병풍을 조사하고 수집했던 가회민화박물관 윤열수 관장은 제

주도와 강원도 두 지역에 유독 민화 병풍이 많이 남아 있다는 점을 알려주셨다. 이들 
부분에는 지방(紙榜)이 수 겹씩 붙어 있어 실제 제사에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제례용으로 사용된 병풍의 작례를 분석해보면 수묵과 채색을 가리지 않은 경우
가 많았다. 아울러 한 면은 수묵, 다른 한 면은 채색이 된 양면 병풍도 크게 선호되었
다. 제주도 병풍에 한 논의는 정병모, ｢제주도민화연구: 문자도병풍을 중심으로｣, 강
좌미술사 2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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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유교 의례를 행하 다. 이에 따라 제구이자 의구
로서의 병풍의 위상이 제고되었다. 병풍을 향유한다는 것은 이제 더 이
상 유자(儒者)로서의 검약과 절제를 배반하는 행위로 연결되지 않았다. 
병풍의 소유는 사치의 혐의를 벗고 양반이 되는 증거로 활용되었다. 결
국 이러한 변화가 민간 계층에서의 병풍차에 한 수요를 증가시켰다. 
민간의 병풍 치레는 조선 사회가 지양한 사치가 아니라 조선 사회가 
장려한 예치로서 확산되었다. 민간 병풍 가운데 상당수를 차지하는 효
제충신예의염치(孝弟忠信禮義廉恥) 문자도 병풍은 시각 상징과 실천 행
위를 하나의 지점으로 연결한 결과 다. 이 병풍을 치고 제사를 지내는 
것은 유교 이념의 실천을 시각적으로 웅변하는 의미 던 것이다.     

(2) 병풍 치레의 확산과 다양한 병풍의 용도

  19세기 민간에서 중시된 병풍은 단연 앞서 논의한 사례용(四禮用) 병
풍이었다. 그러나 이 시기 문헌에는 한기를 가리고 바람을 막기 위한 
용도에서 병풍이 언급된 경우가 있다. 아울러 규방을 장식하고 서재를 
꾸미는 용도로 병풍을 묘사한 경우도 적지 않다.316) 고종의 시의(侍醫)

던 알렌(H. N. Allen: 1858~1932)은 조선의 상류층 가옥을 방문한 
후에 ‘시계, 자개장, 자수 병풍들이 실내를 장식하고 있었다.’고 기록하

다.317) 또한 이하응은 ‘요즘 풍속은 (병풍을) 생애의 물건으로 삼으니 
병 조리 하는 곳에 요긴한 것이요, 제사 지내는 곳에 사용되며, 서재 
안의 주요 물품이요, 혼례 할 때 둘도 없는 매개이다’라고 평했다.318) 
이 같은 기록은 사 부가의 규방, 사랑채, 서재의 장식에 병풍이 필수
품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송내희(宋來熙, 1791~1867)의 글은 사 부가에서 혼례를 위해 꾸몄
던 병풍을 다른 경사에 다시 증폭(增幅)하고 개장한 사례를 보여준다.  
 

316) 18세기 이후 집안 치레를 위한 서화의 제작에 증가한 데에 해서는 고동환, ｢시전 
상인의 조직과 도성문화｣, (국사편찬위원회 편, 거상, 전국 상권을 장악하다, 두산동
아, 2005) p.164. 

317) H. N. 알렌 지음, 신복룡 역주, 조선견문기, 집문당, 1999. pp.63~64
318) 이하응 글의 원문과 국역은 〔부록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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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림은 6폭 병풍에 그려진 것인데, 내가 정묘년(1807) 가을 결혼할 
때에 신방에 꾸몄던 것이다. 마지막 한 폭은 정유년(1837) 봄에 황계로 
부임했을 때 준비했던 것이다. 지금은 정묘년(1807년)에서 54년, 정유년
(1837년)에서 24년이 흘렀다. 일곱 폭에 그려진 것들은 모두 꿩과 물총
새(쇠새, 비취) 등의 조류인데 자기들의 새끼들을 데리고 꽃과 나무 사이
에 늘어앉아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이다. 봉황과 같이 특별한 새는 서물
(瑞物)이라 요임금이나 문왕의 태평성세가 아닌 이상 다시 보기가 어렵
다. 그러나 꿩이나 물총새 같은 부류는 비록 화려하기는 하지만 범조에 
불과한데 화사가 봉황을 놓아두고 이들을 선택한 데에는 어쩌면 기울어
가는 세상에 느낀 바가 있어서 그랬을까? 그러나 때가 묻고 좀이 먹는 
가운데에도 오히려 경신년(1860년)까지 전해졌으니 진실로 기이하게 생
각된다. 이에 이 병풍을 다시 보수하고 새로 장황하여 보관하려 하니, 
병풍 오른쪽에 간략하게 내력에 관한 지를 쓴다. 경신년(1860) 음력 11
월 금곡 일흔 늙은이가 쓰다.

此畫上六幅。卽余丁卯秋婚時房中所張也。末一幅。丁酉春。黃溪新迎所備
也。丁卯今爲五十四年。丁酉今爲二十四年。七幅所畫。皆雉與翡翠等諸
鳥。而將其羣雛。列坐花木之間。相對甚樂也。如鳳凰之特爲瑞物。非舜文
之世。固不可復見。而雉與翡翠之類。雖有華彩。不離凡鳥。則畫者之捨彼
取此。抑有感於衰世之意歟。然塵昏蠧蝕之餘。猶有遺上章涒灘傳。誠爲異
也。更使修補褙粧而藏之。略識成毁於屛右云。上章涒灘之復月。錦谷七十
翁書319)

  송내희는 1807년에 혼례를 올리며 <화조 6폭 병풍>을 꾸몄다. 이 병
풍은 30년 후인 1837년에 송내희가 황계로 부임하면서 8폭으로 개장되
었다. 이후 송내희가 70세가 되던 1860년에 보수가 이루어졌다. 이 글
은 1860년 병풍의 개장을 기념하여 후지를 쓴 것이다. 송내희는 17세 
때 처음 이 병풍을 꾸민 이래 1860년까지 54년간 이 병풍을 고쳐가며 
사용하 다. 이러한 사례는 의례용으로 꾸며졌던 병풍이 장식용으로 기
능을 전환하며 사용된 내력을 보여준다. 

319) 宋來熙, ｢書舊屛雜畫｣, 錦谷集; 국역의 일부는 인천항 문화재감정관 유승민 선생님
의 도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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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민속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성학도설 10폭·수묵잡화 8폭 병
풍>(도120)은 사 부가에서 사용한 병풍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는 두 개의 병풍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원래는 하나의 양면 병풍이었다. 
1970년 국립민속박물관에 입수된 이후 박물관 측에서 관리상의 편의를 
위해 두 좌로 개장하 다. 개의 양면 병풍이 그러하듯 앞면은 10폭이
고 뒷면은 8폭으로 덮개 2폭이 합쳐진 구성이다. 화면의 앞면(도120-1)
은 성학도설(性學圖說)이며 뒷면은 매·난·국·죽·모란·게·포도·소나무(도
120-2)로 꾸며져 있다. 성학도설은 유생의 학문을 돕기 위한 내용인 
만큼 서재에 배설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이 병풍이 장황을 제외
한 그림의 높이가 76cm인 것을 감안하면 침병(枕屛)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뒷면에는 혜원(惠園)이라는 호와 을축(乙丑)이라는 기년
이 남아 있다. 이를 통해 1805년, 1865년, 1925년 정도로 제작 연 를 
추정해 볼 수 있다. 생생한 채색이 남아 있는 성학도설 앞면의 경우와 
달리 뒷면은 세월의 때가 심하여 두 개의 병풍차가 각기 다른 시기에 
제작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수묵으로 꾸며진 뒷면은 오른쪽 4폭과 
왼쪽 4폭의 먹색과 필치가 달라 두 사람에 의해 합작되었을 가능성도 
보인다. 이러한 작례는 비단 사 부가에서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 새로 
병풍을 꾸몄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병풍을 때때로 개장하
는 방식으로 병풍을 소비한 역사를 보여준다. 
  사 부 계층의 병풍 사용에 해서는 남공철의 글이 여러 가지 시사
점을 던져준다. 남공철은 중국에서는 주로 서화를 권축에 꾸미는 반면 
우리는 병장에 꾸민다고 언급하 다. 아울러 우리는 병풍을 바람막이용
으로 사용할 뿐 정작 중요한 법서와 명화가 장황된 것은 잊어버린다고 
비판하 다. 다음은 남공철 글의 일부이다.320)

무릇 서화를 수장하는 데에는 병장이 권축만 못하다.  (…중략…)  이는 
병장은 더럽혀지고 손상되기 쉽지만 권축은 수장하기 간편하기 때문이었
다. 병풍은 애초에 서화를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다. 이아(爾雅)에 따
르면 바람을 가리고 바람을 막기 위한 것이었고, 병풍〔扆〕을 뒤에 둔
다는 것은 의지를 위함이었다. (…중략…) 그러나 우리나라 풍속은 그렇

320) 南公轍, ｢玄宰書醉翁亭記屛風眞蹟紙本｣, 金陵集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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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다. 권축을 하찮게 여기고 병장을 귀하게 여기는데 종이로 바르고 
동으로 장식하여 겨울에는 바람을 막고 여름에는 버려두기 때문에 그 속
에 많은 법서와 명화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어린 아이들이 맘대로 
먹칠하고 손톱자국을 내도록 내버려 둔다. 어찌 혀를 찰 일이 아니겠는
가? (…하략…) 

凡蓄書畵屛障。不如軸卷。… 盖爲屛障。易見汙傷。而軸卷甚便藏惜故也。
且屛風初非爲書畵而作。按爾雅。屛風障風也。扆在後。所以依倚也。 …  
東俗却不然。賤卷軸而貴屛障。紙糊銅飾。寒則禦風。暑則棄置。不復知其
中有許多法書名畵。而徒任小兒輩墨點而爪痕之也。寧不作咄。一日。… 
(하략) 

 
  남공철의 글은 조선 후기에 병장이 가장 일반화된 장황 형식이었다
는 점을 확인시켜준다. 아울러 귀한 서화는 권축으로 장황을 해야 마땅
한데 실상이 그렇지 못함을 비판하 다. 남공철은 본래 서화에 한 식
견이 높은 인물이었다. 아울러 본인 스스로 상당수의 중국과 조선의 서
화를 수장하 다.321) 따라서 중국과 조선의 서화가 가진 차이에 한 
이해도 깊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병풍으로 장황된 탓에 서화의 가치가 
제 로 평가되지 못하는 조선의 문화를 개탄한 것이다.   
  이 같이 사가의 의례와 장식을 위해 병풍을 사용했던 사례 외에 공
연의 무  장식에 활용된 병풍의 용례도 보인다. 다음은 ｢한양가｣의 한 

목으로 경희궁 북쪽의 훈련도감인 북일 에서 열린 놀음판을 묘사하
고 있다. 이를 통해 북일  군자정을 무 로 꾸미면서 ‘모란병풍’, ‘
모병풍’, ‘산수병풍’, ‘글씨병풍’을 연결하여 배경을 꾸몄던 것을 알 수 
있다.     

북일영(北一營) 군자정(君子亭)에 좋은 놀음 벌였구나. 
눈빛 같은 흰 휘장(揮帳)과 구름 같은 높은 차일(遮日)
차일 아래 유둔(油芚) 치고 

321) 남공철의 서화 취미에 해서는 손혜리, ｢18~19세기 초반 문인들의 서화감상과 비평
에 관한 연구: 成海應의 「書畵雜誌」와 南公轍의 「書畵跋尾」를 중심으로｣, 한문학보
19, 2008.; 신 주, ｢금릉(金陵) 남공철(南公轍)의 서화(書畵)에 한 관심과 『서화발미
(書畵跋尾)』｣, 동방한문학 4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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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루 끝에 보계판(補階板)과 
아로새긴 서까래에 각영문 사촉롱(各營門 紗燭籠)을 빈틈없이 달아 놓고 
좁쌀 구슬 화초등(花草燈)과 
보기 좋은 양각등(羊角燈)을 차례(次例) 있게 걸어 놓고
난간 밖에 춘화(春花)가화(假花) 붉은 비단(緋緞) 허리 매어
빙문진(氷紋) 유리병에 가득히 꽂아 놓고 
각색총전 몽고전(蒙古氈)과 만화 등메 담방석에
백통 타구(唾具) 옥타구며 백통 요강(尿堈) 은재떨이
왜 찬합(倭 饌盒)과 당찬합(唐饌盒)과 아로새긴 교자상(交子床)과 
모란병풍 영모병풍(翎毛屛風) 산수병풍(山水屛風) 글씨병풍
홍융사(紅絨紗) 구멍 뚫어 이리저리 얽어매고.322)

  이 글은 19세기 민간의 여가 문화가 발달하면서 공연의 규모가 커졌
던 상황을 보여준다. 여기서 주목되는 사항은 여러 병풍을 이어서 무
를 꾸미는 가운데 병풍의 고정에 홍융사를 이용한 점이다. 이는 무  
뿐 아니라 여러 병풍을 동시에 배설해야 하는 연회에도 활용되었을 것
이다. 김홍도의 <기로세련계도(耆老世聯稧圖)>(도121)에는 병풍 3좌가 
연달아 이어져 있다. 이러한 연회장의 연출도 복수의 병풍을 연결함으
로써 가능했을 것이다. 이 같은 유흥 문화와 공연 예술의 발달은 병풍
의 소비를 촉진하는 또 하나의 동기 을 것이다.  
  국립민속박물관에 남아 있는 병풍 가운데에는 그 용도와 고안이 특
이한 유물이 한 점 있다. 이 <호피문양 4폭 병풍>(도122)은 일반 병풍
처럼 보이지만 여닫이문의 구조를 띠고 있다. 용도를 감안하면 기성 제
품이라기보다 특정 가옥에 맞춤 주문되었을 가능성이 보인다. 이 유물
은 장식적인 고안과 실용적 용도의 결합한 사례로 주목된다. 아울러 민
간에서 병풍의 소유가 부의 상징이었음을 확인시켜주는 무속(巫俗)의 
기록이 있다. 집안의 수호신인 성주(城主)를 모시는 성주굿〔성주받이〕
에서는 집을 새로 짓거나 이사를 마친 후에 ｢황제풀이｣를 부른다. 여기
에는 ‘ 병풍, 소병풍, 곽분양행락도며 효자병풍, 백자동병풍을 둘 구
나.’라는 목이 나온다. 이는 집안의 치장을 위해 다양한 병풍을 활용
하는 것이 기복의 의미도 있었음을 알려준다. 또한 동래(東萊) 들놀음 

322) 강명관 해제, 『한양가』, 신구문화사, 2008, pp.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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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반 마당 중에서는 양반집의 방안 장식에 ‘보기 좋은 화초병과 경계 
좋은 산수병을 좌우로 둘러놓고’라는 목이 있다.323) 신재효(申在孝, 
1812~1884)에 의해 정리된 흥부가에도 흥부가 탄 박 안에서 ‘큰 병풍
과 작은 병풍’이 쏟아져 나와 방 안을 꾸미는 목이 보인다.324) 이는 
여러 병풍을 소유하여 집을 꾸미는 것이 유복함의 상징이 되었음을 시
사한다. 

323) 심우성, 『한국의 민속극, 창작과 비평사, 1975, p.101. 
324) 신재효 지음, 김창진 옮김, 박타령, 지만지, 2008. pp.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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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풍전(屛風廛)의 형성과 병풍의 차세(借貰)

  본 절에서는 서화시장에서의 병풍 거래 양상과 병풍의 차세가 이루
어진 관행에 해 논의하겠다. 기존에 사적인 주문에 의해 거래되던 서
화는 점차 시장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상 로 유통되었다. 이러한 현상
은 비단 서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방의 거점 도시로 확산되었다. 
우선 <(1) 한양 광통교의 서화사(書畫肆)와 병풍차(屛風次) 거래>에서는 
한양에 서화사가 등장한 시점과 병풍 거래의 양상을 살피고자 한다. 
<(2) 지방 화단의 성장과 병풍 시장의 확대>에서는 군산, 전주, 평양 
등에서 활동한 화가들의 활동에 주목하여 지방 화단이 성장하고 병풍 
시장이 확 되는 양상을 논의할 것이다. 

(1) 한양 광통교의 서화사(書畫肆)와 병풍차(屛風次) 거래

  조선 후기에는 고동서화 애호 계층이 증가하면서 서화의 유통도 저
변화되었다. 특히 중인층은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함께 중요한 
서화 후원 계층으로 부상하 다.325) 아울러 서화 시장에서는 병풍차와 
문배도(門排圖)가 크게 각광을 받았다. 이것들은 전통적인 의미의 서화
라기보다는 실용성이 강화된 일상 용구이자 중 미술의 결합이라 할 
수 있다.326) 이 가운데 병풍차는 앞 절에서 논의한 로 유교 의례 인
구의 증가와 함께 유독 수요가 커졌다. 따라서 일부 특권층이 전유하던 
서화는 병풍차와 문배도 같은 실용적인 형식으로 제작되면서 시장의 

325) 조선 사회가 근 적 소비 사회로 이행하면서 이것이 미술에 끼친 향에 해 논의한 
연구는 장진성, ｢조선후기 士人風俗畵와 餘暇文化｣, 『미술사논단』 24, 2007; 중인층의 
성장과 서화 시장의 발달에 한 논의는 Sung Lim Kim, “From Middlemen to 
Center Stage: The Chungin Contribution to 19th-century Korean 
Painting” (PhD diss.,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2009); 강명관, 조선시  
문학예술의 생성공간, 소명출판, 1999; 서화가 유통된 공간에 한 연구로는 김취정, ｢
開化期 서울畵壇의 後援과 繪畵 活動 硏究｣, 미술사학연구 263, 2009; 김취정, ｢개
화기 서울의 문화 유통 공간｣, 서울학연구, 2013; 홍선표, ｢조선 민화의 새로운 관점
과 이해｣, 조선 회화, 한국미술연구소, 2014 등이 있다. 아울러 김취정의 박사논문에
서는 19세기부터 20세기 전반까지 서화 유통과 매매에 한 폭넓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김취정, ｢韓國 近代期의 畵壇과 書畵 需要 硏究｣, 고려 학교 박사논문, 2014. 

326) 18세기 이후의 서화 시장이 크게 문배도(門排圖)와 병풍으로 양분되는 현상에 해서
는 홍선표, ｢조선 민화의 새로운 관점과 이해｣, pp.413~4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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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을 가져왔다. 가장 큰 서화 시장은 광통교 일 에 형성되었다. 광
통교는 청계천의 다리 중 하나로 광교, 광통교, 북광통교, 육교(六橋)
라고도 불㉛다. 그 위치는 남 문로 2가 10번지, 즉 신한은행 본점의 
북쪽이었다.327) 광통교에서 서화가 팔리기 시작한 것은 문헌상으로 적
어도 1790년 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다음 표㉞ <18~20세기 ‘서화 시
장’을 언급한 문헌>에서 정리하 듯이 정약용과 강이천이 1800년 이전
에 이미 광통교에서 병풍차가 거래되었다는 사실을 기록한 바 있다. 또
한 1803년에 차비 령화원 녹취재 풍속 화문에 ‘광통교매화(廣通橋賣
畵)’라는 화제가 출제되어 광통교 일 의 서화 매매가 이미 풍속으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328) 
  다음은 강이천(姜彝天, 1769~1801)의 「한경사(漢京詞)」의 일부이다. 

한낮, 다리 기둥에 울긋불긋한 그림 걸어 놓고,
여러 폭 비단으로 병풍을 만들었네.
그 중 쓸 만한 것은 최근에 그린 도화서 화원들의 작품이니,
묘하게 생동하는 속화(俗畵)들이 인기일세.
매화를 침실에 들여놓고 보온(保溫)을 해주며,
벽에는 칠칠이 최북의 영모도를 걸어 놓고,
얇은 비단 휘장 대신 모포로 가렸더니,
바깥의 한기 한 점 없다네.

日中橋柱掛丹靑 累幅長絹可幛屛 
最有近來高院手 多耽俗畵妙廬生
梅花閤子紙重糊 揭着翎毛七七圖 
除却紗窓掩氈褥 外間寒氣也全無329)

  이 글은 강이천의 몰년을 고려할 때 1801년 이전에 작성된 것이다. 
이는 광통교 일 에서 거래된 그림 가운데 병풍차가 많았으며 화원화
가의 작품도 포함되었음을 알려준다. 다음은 1844년에 한산거사(漢山居

327) 김취정, 앞의 논문(2014), p.54.
328) 강관식, 앞의 책(상), 돌베개, p.277.
329) 강명관, ｢조선후기 서울과 한시의 변화｣, 문학 작품에 나타난 서울의 형상, 한샘출

판사, 1994. p.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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士)가 쓴 ｢한양가｣의 일부이다. 

“...광통교 아래의 가게에 각색 그림이 걸렸구나. 
보기 좋은 병풍차(屛風次)에 
백자도(百子圖), 요지연(瑤池宴), 곽분양행락도(郭汾陽行樂圖)며 
강남 금릉의 경직도(耕織圖)며 한가한 소상팔경(瀟湘八景) 산수도 기이하
다.
다락벽에 계견사호(鷄犬獅虎), 장지문에 어약용문(魚躍龍門), 해학반도(海
鶴蟠桃) 십장생과 벽장문차 매죽난국(梅竹蘭菊)
횡축(橫軸)을 볼작시며 구운몽 성진(性眞)이가 
팔선녀(八仙女)를 희롱하며 투화성주(投花成珠)하는 모양
주나라 강태공이 궁팔십(窮八十) 노옹(老翁)으로 
사립(簑笠)을 숙여쓰고 곧은 낚시 물에 넣고
때오기만을 기다릴제 주문왕 착한임금  
어진사람 얻으려고 손조 와서 보는 거동
한나라 상산사호(商山四皓) 갈건야복 도인모양 
네 늙은이 바둑둘제 제세안민 경영이라
남양의 제갈공명 초당에 잠을 겨워 
형익(荊益)도 걸어놓고 평생을 아자지(我自知)라
한소열 유황숙이 삼고초려 하는 모양 
진처사 도연명은 오두미 마다하고
팽택령 하직하고 무고송이반환(撫孤松而盤桓)이라
당학사 이태백은 주사(酒肆) 청루(靑樓)취하여서
천자호래불상선(天子呼來不上船)을 역력히 그렸으며 
문에 부칠 신장(神將)들과 모대한 문비(門婢)들을 
진채(眞彩)매어 그렸으니 화려하기 측량없다....”330)

  이 글은 광통교에서 문배도, 벽장문차, 두루마리 그림이 거래되었음
을 보여준다. 아울러 병풍차로는 백동자도, 요지연도, 곽분양행락도, 경
직도, 소상팔경도가 취급되었음을 알려준다. 이러한 주제는 당시에 차
비 령화원제 녹취재에도 출제되던 것들이었다. 이를 통해 왕실에서 정
립된 병풍화의 주제들이 큰 시차 없이 사가에서 유통되었다는 사실을 

330) 강명관 해제, 『한양가』, 신구문화사, 2008, pp.8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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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할 수 있다. 요컨  구매자의 자금력이 담보되는 한 민간에서도 얼
마든지 화원화가의 병풍화 구득이 가능했던 것이다. 아울러 궁중에서 
완성된 백동자도, 곽분양행락도, 요지연도와 같은 복잡한 도안의 병풍
화가 사가에서 유통된 정황도 파악할 수 있다. 광통교가 도화서와 근접
해 있었다는 사실도 주목을 요한다. 도화서 인접 지역에 서화사가 자리
를 잡았다는 것은 생산자〔화가〕, 유통자〔거간〕, 소비자에게 모두 수급
의 유리함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삽도⓸ 광통교와 도화서의 위치 (서울역사박물관 편, 광통교 
서화사, 2016, p.12)

  위에서 소개한 강이천과 한산거사의 글은 당시 한양의 시정을 묘사
한 저술로 문학적 성격이 강하다. 그런데 공식 문서에 한양의 서화 시
장이 언급된 것은 19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이다. 조선 시 의 시전은 국
가에 의해 통제되었다. 국가는 개시(開市)부터 거래 품목에 이르는 포
괄적인 사항을 통제하 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는 새로운 상품이 생겨
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상행위에 종사하 다. 이 과정에서 이전에 없던 
새로운 시장이 등장하 다.331) 국역(國役)을 담당하던 육의전(六矣廛)을 
포함한 유분전(有分廛) 외에도 여러 종류의 무분전이 생겨난 것이다. 
이 가운데에 서화사가 포함되었다. 서화사는 포사(舖肆)의 하나로서 상
설 점포이긴 하지만 국역이나 진배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았다.332) 이는 

331) 조선시  시전 상인에 한 국가의 통제와 관련해서는 이욱, ｢상인과 정치권력｣ (국
사편찬위원회 편, 거상, 전국 상권을 장악하다) p.34. 

332) 포사(舖肆)의 성격에 해서는 조 준, 시폐: 조선후기 서울 상인의 소통과 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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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화서라는 왕실의 화역(畵役)을 담당하는 기관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굳이 서화사가 별도의 진배를 부담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아
울러 서화 거래는 일반 생필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규모가 작았
기 때문에 국역을 지울 만한 명분도 없었을 것이다. 
  한양의 시전을 언급한 기록은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1770
년), 탁지지(度支志)(1788년), 만기요람(萬機要覽)(1807년), 한경지
략(漢京識略)(1830년),  동지지(大東地志)(1863년), 육전조례(六典
條例)(1864년)가 표적이다. 그러나 이 중에 서화사를 언급한 문헌은 
없다. 짧게나마 서화사를 언급한 문헌은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과 동국여지비고(東國輿地備攷)에 국한되어 있다. 이들은 앞서 나열
한 문헌들에 비하면 늦은 시기에 나온 것으로 정확한 간행 연 는 알
려지지 않았다.333) 이 중 동국여지비고는 고종 연간인 1870년 이후
에 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사실은 광통교에 서화사가 등
장한 시점은 적어도 18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시장이 일정 수준
의 규모를 갖추게 된 것은 19세기 후반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아울러 
광통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서화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허련(許鍊, 1809~1892)은 본인이 왕실에 바쳤던 그림이 안현(安
峴: 종로구 안국동 150번지 부근에 있던 고개) 부근에서 팔리는 것을 
보았다고 기록하 다.334) 안현과 광통교는 그리 먼 거리는 아니지만 허
련의 기록은 한양에 형성된 서화전이 한 지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
음을 알려준다. 또한 장승업(張承業, 1843~1897)이 소싯적에 야주개의 
지전(紙廛)에서 활동했다는 설이 있다. 야주개는 현재의 종로구 당주동 
신문로 1가 일 를 칭한다. 장승업이 몸담았던 지전에서는 서화의 거래
도 이루어졌던 것이다. 따라서 병풍차의 거래는 비단 서화전만이 아니
라 보다 다양한 상호의 점포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아카넷, 2013. p.290 참조. 
333) 서화사에 해서는 고동환, ｢17세기 서울상업체제의 동요와 재편｣ (이태진 외, 서울

상업사, 태학사, 2000) pp.239~240; 조 준, 시폐: 조선후기 서울 상인의 소통과 변
통, 아카넷, 2013. p.292~294. 

334) 소치 허련(許鍊, 1809~1892)은 안현(종로구 안국동 150번지 부근에 있던 고개)에서 
자신이 헌종을 위해 그린 작품이 500엽에 거래되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다. 허
유, 김 호 역, 소치실록, 서문당, 1976, pp.14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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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작성자 내용 문헌 출처 

1796년 윤행임
(尹行任, 1762~1801)

화성의 완공 이후 신료들이 정조에 상량문을 작성하여 바쳤다. 
이 가운데 윤행임이 작성한 ｢창룡문 상량문｣에 서화포(書畵鋪)에 

한 언급이 나온다. 
‘… 풀무질 힘차게 해 장장이가 담금질하네 飛廉奔走昆吾冶
아홉 폭의 지도를 보태어 오니 添來九幅方輿圖
서화포와 봉화 가 그림 속에 있구나 畫舖煙墩入影寫…’

｢蒼龍門上樑文｣, 日省錄
정조20년(1796년) 9월 10일. 

1800년 이전 정약용
(丁若鏞, 1762~1836)

‘보내주신 신선도는 릉(大陵에 계시는 여러 분들의 그림은 아닌 
듯싶은데 혹 광통교 위에서 사 오신 것이 아닙니까? 어떠한 미친 
신선이기에 눈은 순전히 욕심에 불타 있고 얼굴은 순전히 육기
(肉氣)뿐이니 말입니다. 우열을 비교해봤자 반드시 하등일 것입니
다.’ 

｢答五沙李公鼎運號五沙, 
與猶堂全書

1800년 이전 정약용
(丁若鏞, 1762~1836)

‘오사(五沙)께서는 언제나 광통교 위에다 걸어놓고 파는 하찮은 
그림을 사다가 사중(社中)에서 일등을 하려고 하오니, 이러한 사
실을 시험관에게 알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答尹參判｣,
與猶堂全書

1801년 이전 강이천
(姜彛天, 1768~1801)

‘… 한낮, 다리 기둥에 울긋불긋한 그림 걸어 놓고,
여러 폭 비단으로 가리개 병풍을 만들었네.
그 중 쓸 만한 것은 최근에 그린 도화서 화원들의 작품이니…‘

｢漢京詞｣

1844년 한산거사(漢山居士)
한양의 종로통 시장에서 팔고 있던 각종 그림의 종류와 유통 형
태를 알려준다. 백자도, 곽분양행락도 십장생도 구운몽도 신선도
가 병풍과 문배도로 제작된 것을 묘사하 다. 

｢漢陽歌｣

1844년 이후 허련
(許鍊, 1809~1892)

허련은 안현(종로구 안국동 150번지 부근에 있던 고개)에서 자신
이 헌종을 위해 그린 작품이 500엽에 거래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고 증언했다. 

小痴實錄

19세기 - ‘서화사(書畫肆) 광통교(大廣通橋) 서남쪽 개울가에 있는데, 여
러 가지 글씨와 그림을 판다.’

｢漢城府 書畫肆｣,  
(新增東國輿地勝覽3권

1870년 - ‘서화사(書畫肆)는 광통교의 서남쪽 천변(川邊)에 있다. 여러 가
지 서화를 판다.’ 東國輿地備攷

1888~1889년 샤를 바라 ‘길에서 산 병풍이 내 가구 목록에 하나 더 포함되었다. 가로가 샤를바라, 샤이에 롱 공저, 

   표㉞ 18~20세기 ‘서화 시장’을 언급한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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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les Varat, 
1842~1893)

3미터 세로가 1미터 남짓 되는 그것은 무척 오래된 것이었는데 
전체가 여덟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각각에는 사람이 지
켜야 할 도리가 한자로 적혀 있었다.’

성귀수 옮김, 조선기행 : 백
여 년 전에 조선을 둘러본 두 
외국인의 여행기, 눈빛, 
2001 p.101 

1890~1891년
모리스 꾸랑

(Maurice Courant, 
1865~1935)

‘…가장 유력한 상인 동업 조합들의 소재지인 여섯 채의 이층
집이 있고 골동품과 사치품을 파는 음침하고 좁은 전방(廛房)이 
사방으로 둘러싼 사각형의 시장이 있다.…’

모리스 쿠랑 저, 정기수 역, 
조선서지학서론 탐구당, 
1989, p.20.

1901년 주인섭(朱寅燮) 서울 중서동 파조교 근처에서 지전을 경 하 던 주인섭이 이 지
전에서 서적과 서화를 거래하 다. 

황성신문 6월 28일 기사. 
(이 기사의 발굴은 윤진 , ｢
조선 말기 궁중양식 장식화의 
유통과 확산｣, 조선 궁궐의 
그림, 돌베개, 2012. p.392) 

1902~1903년
까를로 로제티

(Carlo Rossetti, 
1876~1948) 

‘종로에 복제화와 종이를 파는 거리에서 몇 전만 주면 용이나 호
랑이 날개 돋친 말 옛 전사들의 환상적인 형상들을 구할 수 있는
데 이것들을 문짝에 붙여 놓으면 집에서 악귀를 내쫓는다고 한다 
이들 복제화 중에는 옛 신화에 등장하는 성현들과 수호신을 그린 
것도 있는데 이것들은 방에만 사용하며 한국의 어느 집에나 같은 
그림들이 걸려 있다’

까를로 로제티 저, 서울학 연
구소 역, 꼬레아 꼬레아니, 
숲과 나무,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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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같은 정황을 뒷받침할 만한 사료로서 최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구입한 
<능행도 8폭 병풍>(도123)은 주목을 요한다. 이 유물은 비록 시 가 떨어지
는 1926년의 것이긴 하지만 한남서림에서 제작한 병풍차라는 점이 흥미롭다. 
한남서림은 1910년경에 백두용(白斗鏞)이 개업하여 1959년경까지 운 되던 
서점이었다. 물론 이 곳은 단순히 책을 팔던 곳만은 아니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서화가 수집되었으며 이를 인본으로 제작하 다. 백두용은 19세기
에 많은 화원 화가를 배출한 임천 백씨 가문이었다. 부친인 백희배(白禧培, 
1837~1911)는 30년간 차비 령화원으로 근무하 다. 아울러 백두용도 1888
년부터 1904년까지 화원으로 활동한 것이 확인된다.335) 도화서가 폐지되자 
화원 집안에서 서점을 열면서 이곳에서 병풍차의 제작과 판매가 이루어진 것
이다. 이는 서화전 뿐 아니라 지전, 책사, 서림, 서점, 표구사의 상호를 가진 
다양한 판로를 통해 병풍차가 유통되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다.336) 아울러 
혼례용품을 판매했던 곳에서도 병풍의 거래가 이루어졌다. 현재 서울역사박
물관에는 경성 종로에 있던 계림상회가 판매한 병풍의 목록(도판124)이 남아 
있다.337) 계림상회는 혼례용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던 상점이었다. 계림상회에
서 팔리던 병풍 목록과 가격은 표㉟에 정리하 다. 이를 보면 양지(洋紙), 선
지(宣紙), 견(絹)에 따라서 병풍의 가격차가 생겼다. 아울러 회화에 비해 자수
가 2~20배의 가격 를 형성하 다. 이를테면 가장 값싼 산수 모 그림 병풍
이 7~15원에 불과한 데에 반해 자수 병풍은 230~300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이는 병풍의 시장이 상당히 폭넓게 형성되어 있어 예산에 따라 소비자가 선
택할 수 있는 물건도 다양했음을 알려준다. 이를 통해 부유 계층부터 기저 
계층에 이르기까지 모두 형편에 맞는 병풍차를 장만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아

335) 임천백씨 가문의 가계와 백두용의 활약에 해서는 이민희, 백두용과 한남서림 연구, 역
락, 2013. 화원화가로서의 백두용의 활동에 해서는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한국역 서화가사
전 (상),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p.762. 백두용은 1888년에 역과에 합격하 으나, 화원화가
로서 활동한 이력도 보인다. 

336) 그 간 미술사학계에서는 전형필이 한남서림을 거점으로 서적과 서화를 수집하 으며 이 중 
일부는 인본으로 간행되었다는 점에서 이 서점을 주목해왔다. 그러나 한남서림은 1932년 전
형필이 인수하기 전에도 서화 복제에 관여하 다. 이에 해서는 이중연, 고서점의 문화사, 
혜안, 2007; 이충렬, 간송 전형필, 김 사, 2010, p.89; 이민희, 백두용과 한남서림 연구, 
역락, 2013. 이 밖에 근 기 서화유통공간으로서 지전·지물상, 서화포·서화관, 화실, 서화교육
기관, 미술품제작공장을 주목한 연구는 김취정, ｢광통교 일  문화의 생산·소비·유통의 중심｣, 
(서울역사박물관 편, 광통교서화사, 서울역사박물관, 2016)

337) 1926년에 인쇄된 계림상회 업목록은 서울역사박물관 소장본(서울역사36947)을 참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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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 종류 폭수 크기 가격

산수 모  화(畵) 10폭
소병 7원
중병 9원

병 15원

양지본능화지제(洋紙本綾畫紙製)
병서화료(並書畫料) 

서화
(書畫) 10폭

소병 40원
중병 50원

병 60원

선지본삼팔주제(宣紙本三八紬製)
병서화료(並書畫料) 

서화
(書畫) 10폭

소병 50원
중병 60원

병 80원

견본면제(絹本綿製)  화(畵) 10폭
소병 110원
중병 130원

병 140원

면제수병(綿製繡屛) 자수
(刺繡) 10폭

소병 230원
중병 260원

병 300원

울러 병풍(차)의 유통에 관련하여 다양한 형태의 점포가 결부되어 있었음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표㉟ 1926년, 계림상회 병풍 가격 목록 

  또 하나 19세기 서화병풍 시장의 형성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현상은 이 
시기에 병풍의 차세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앞서 소개한 <묵란
도 12폭 병풍>(도87)에서 이하응은 ‘(병풍은) 처음에는 로 전하는 물건으
로 삼지 않고 빌려 쓰고 세내어 쓰는 물건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 이것을 애
통해하고 한스럽게 여긴 지 오래이다. 그러나 지금 이 병풍을 만듦에 빌려주
거나 세내어 주지 않고 이것을 [감상하며] 위안을 삼을 사람이 있으리라 생
각한다.’고 하여 당시 병풍이 가전(家傳) 되지 않고 차용(借用)과 세용(貰用)
의 상으로 전락한 풍조를 비판하 다.338) 또한 자신이 제작한 묵란도 병풍
만큼은 차세 되지 않은 채 누군가에게 감상과 위로의 상이 되기를 기원하

다. 당  문예계의 선두주자 던 이하응이 병풍의 차세를 비판한 것은 당
시 병풍의 차세가 하위 계층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전반적인 풍조

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앞서 언급한 로 1893년에 출간된 광례람에는 민간의 혼례를 위해 선혜
청, 군문, 평시서, 혜민서, 제용감 상례원, 내국에서 기물을 빌려 썼다는 기

338) 이하응 글의 원문과 국역은 〔부록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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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이 있다. 이는 사 부 계층의 혼례에 관청의 기물을 빌려다 쓰는 일이 성
행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중 모란 병풍은 제용감에서 빌린다고 특기되어 
있다. 이 밖에도 한양의 시전 가운데 세물전(貰物廛)과 금교세가(金轎貰家)가 

업한 사실이 주목을 요한다. 세물전은 무분전 가운데 하나로 혼례와 상례
에 필요한 기물을 여해주는 업소 다.339) 금교세가는 종친 및 공주·옹주의 
구제(舊第)를 혼인을 앞둔 신부집에 빌려주는 곳이었다. 이러한 점포의 존재
는 경제력을 갖춘 경우라면 민간에서도 얼마든지 왕실의 물건을 여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왕실의 혼인 문화가 시차 없이 사가와 공유될 
수 있었을 것이다.340) <도125>는 1917년 수원 통의 오철선이라는 인물의 
회갑연을 촬 한 사진이다. 여기서 오철선은 금관조복 차림이며 병풍 4좌를 
중첩하여 배설하 다. <도126>는 일제시기에 촬 된 초상 사진이다. 주인공
은 책가도 병풍과 호피를 배경으로 금관조복을 갖추어 입었다. 그러나 이들
이 일제시기에 관원으로서 금관조복을 입었을 가능성은 없다. 따라서 이들이 
사용한 복식과 호피, 병풍은 왕실의 향연용 기물을 복제하여 여한 전문 업
체가 유통시킨 것으로 보인다.  
   19세기 서화 시장의 확 에 한 사료는 다양하다. 그러나 광통교 서화전
의 소비층을 민간 전체로 볼 수 있을지에 해서는 조심스러운 시각이 요구
된다. 무엇보다 여전히 거간을 통해 서화 병풍이 유통되었다는 증거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홍세섭(洪世燮, 1832~1884)은 모도에 특장을 가진 사인화
가로 평가받는다. 그런데 홍세섭이 남긴 병풍 가운데에는 거의 유사한 견본
을 조합한 작례가 여러 점 남아 있다. 이를 통해 홍세섭이 승지까지 오른 인
물임에도 불구하고 서화를 상당히 전문적으로 제작했음을 알 수 있다.341) 간

339) 세물전에 해서는 고동환, ｢18세기 서울의 상업구조 변동｣  (이태진 외, 서울상업사, 태
학사, 2000) p.234; 한경지략에 언급된 세물전에 해서는 조 준, 앞의 책(2013), p.115; 
만기요람(萬機要覽)에 언급된 세물전에 해서는 조 준, 같은 책, p.311; 잔치에 쓰는 소반
과 그릇을 전문적으로 여한 내세기전(內貰器廛)과 세기전(貰器廛)에 해서는 조 준, 같은 
책, p.112. 

340) 금교세가에 해서는 고동환, ｢17세기 서울상업체제의 동요와 재편｣ (이태진 외, 서울상업
사, 태학사, 2000) pp.239~240; 『동국여지비고』에 언급된 금교세가에 해서는 조 준, 앞의 
책(2013), p.295. 

341) 이은하, ｢조선시  화조화 연구｣, 고려 학교 박사논문, 2011, p.217. 이은하는 로웰이 촬
한 홍세섭의 병풍과 동일한 병풍이 국내 개인소장으로 전한다는 것을 밝혔다. 이 10폭 병풍은 
현재 두 개의 뭉치로 쪼개져 하나는 화첩(4폭)으로 다른 하나는 병풍(6폭)으로 유전되고 있다. 
홍세섭의 병풍이 나뉘게 된 내막은 알 수 없지만 이러한 현상 자체가 시장에서의 홍세섭의 인
기를 방증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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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술관에 남아 있는 <진금상축도(珍禽相逐圖)>(도127)에는 ’(이 모도 병
풍을) 심부름꾼을 시켜 팔면 어떨까〔使者還金〕’라는 내용이 있다.342) 이는 
문인화가가 제작한 병풍도 사자(使者)에 의해 판매될 수 있었음〔還金〕을 의
미한다. 또한 홍세섭이 처음부터 판매를 목표로 그림을 그㉛을 가능성도 배
제할 수 없다. 거간의 활약은 전기(田琦, 1825~1854)가 남긴 척독에서도 확
인할 수 있다. 전기는 자신이 서화가이면서 동시에 서화 거간으로서 활동한 
인물이다. 그가 남긴 서간에는 동기창(董其昌)과 권돈인(權敦仁)의 글씨 병풍
과 산수화 병풍의 중개를 맡았던 기록이 보인다. 이는 사 부 층을 겨냥한 
경우에는 광통교 서화전과는 다른 경로로 서화가 유통되었다는 사실을 시사
한다.343) 구한말에 조선을 방문했던 미국인 길모어(George William 
Gilmore, 1858~1933)도 자신이 구득한 병풍에 한 기록을 남긴 바 있다. 
그는 1892년 기록에서 중개인을 통하면 외국인도 궁중에서 제작한 자수 병
풍을 구할 수 있다고 기록하 다.344) 
  정약용은 광통교 서화전에 해 세 번에 걸쳐 기록을 남긴 바 있다. 그러
나 이들 기록은 모두 광통교에서 유통되는 그림의 수준이 저열함을 비판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 세 자료 중 위의 두 개는 1800년 이전에 작성된 것
이며 마지막은 1813년에 남긴 것이다. 

오사(五沙)께 답함 
보내주신 신선(神仙)의 그림은 대릉(大陵 이정운이 살던 곳의 지칭)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그림은 아닌 듯싶은데 혹 광통교(廣通橋) 위에서 사 오신 것이 아
닙니까? 어떠한 미친 신선이기에 눈은 순전히 욕심에 불타 있고 얼굴은 순전
히 육기(肉氣)뿐이니 말입니다. 우열을 비교해봤자 반드시 하등일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림으로 승부를 걸려면 반드시 사우(社友)들이 함께 모인 자
리에서 대면하여 직접 그린 것만이 시합에 응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세워야겠습
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간사스러운 폐단이 있어서 두루 방어할 수 
없을 것이니 우스운 일입니다.

342) 홍세섭의 작화 경향에 해서는 최경현, ｢19세기 洪世燮의 翎毛畵에 한 새로운 해석｣, 
미술사연구 26, 2012. 

343) 임창순은 전기(田琦)가 남긴 16편의 서간을 소개 및 해제하 다. 이 중 14편의 서간이 서화 
거래에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로 작품의 가격을 흥정하거나 수준을 품평하는 내용이다. 임
창순, ｢두당척소｣, 서지학보 3, 1990. p.169.

344) Gilmore, George William, 앞의 책, pp.15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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答五沙李公鼎運號五沙 
寄示畫仙。恐非大陵諸公之筆。無乃從廣通橋上買來否。何物狂仙。目子純是慾
火。面部純是肉氣耶。較比必殿功。然玆後欲以畫賭勝。須社友團集時。當面落
筆。方許準試。不然有許多奸獘。無以徧防也。仰呵仰呵345) 

윤 참판께 답함 
그려서 보여주신 난초와 국화 1폭은 그림 내용이 고상하고 정결하여 기천(岐川 
윤경(尹絅)의 호)의 노선도(老仙圖)에 견주면 연석(燕石)과 공벽(拱璧)의 차이일 
뿐만 아니라 우열을 따지더라도 반드시 그 위일 것입니다. 또 골동갱(骨董羹)
과 침수단(沈水)으로 한 차례 배를 채우시겠습니다. 오사(五沙)께서는 언제나 
광통교(廣通橋) 위에다 걸어놓고 파는 하찮은 그림을 사다가 사중(社中)에서 
일등을 하려고 하오니, 이러한 사실을 시험관에게 알게 하지 않으면 안되겠습
니다. 웃음이 터지는 일입니다.

答尹參判
示寫蘭菊一幅。筆意雅潔。比之岐川老仙圖。不啻拱璧之於燕石。考較必居上頭。
骨董羹沈水。又將充然一飽矣。五沙每買取廣通橋上挂搭的頑本。要霸一社。此意
不可不令考官領會也。仰呵仰呵346)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자갈밭에 초가집, 작은 다리 곁에 주막을 그려야 사람들
이 좋아하며 잘 그렸다고 한다. 만약 채색한 누각과 화려한 전각을 그려놓으면 
오척동자도 손가락질 하며 광통교 풍격이라고 부른다. 

畫師作畫, 爲石田茅屋, 小橋野店, 人莫不欣然善也。若作朱樓綵殿, 即五尺之童, 
指之爲廣通橋風格347)

  위 글에서 보다시피 정약용은 광통교에서 유통되는 그림에 해 노골적으
로 풍격이 낮다고 비판하 다. 강이천, 한산거사, 유득공 같은 이들은 광통교 
서화전의 풍속을 흥미롭게 묘사하 다. 그러나 정약용 같은 이들은 여전히 
그곳에서 유통된 것들을 전통적인 의미의 서화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해보면 19세기에 서화 시장이 성장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345) 丁若鏞, ｢答五沙李公鼎運號五沙｣, 與猶堂全書. 
346) 丁若鏞, ｢答尹參判｣, 與猶堂全書.
347) 丁若鏞, ｢茶山漫筆｣, 與猶堂全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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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중개인을 통한 전통적인 유통 방식을 완전히 체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병풍의 시장이 확 되는 과정에서 고급 병풍과 민간 병풍을 취급하는 
시장의 분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하는 편이 옳을 것이다. 

(2) 지방 화단의 성장과 병풍 시장의 확대

  그간 학계에서 다루어온 회화사는 부분 한양에서 활약했던 화가들에 
한 역사 다. 지방 출신 화가들은 워낙 소수이기도 하지만 화명을 얻으면 서
울로 발탁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지방의 경우에는 평양, 개성, 부산 정
도를 제외하면 이렇다 할만한 규모로 화단이 형성된 경우가 없었다. 그러나 
19세기에 이르면 몇몇 지방 도시를 거점으로 이름난 화가들이 등장하 다. 
이들 부분은 전통적으로 화단의 명맥이 존재했던 지역인 부산과 평양을 중
심으로 활약하 다. 그 외에는 일부 화가가 원산과 인천 등의 개항장을 찾은 
외국인 고객을 전문적으로 상 하 다.348) 그 가운데 유독 병풍화가로 이름
을 날린 이들이 있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의 기법 혹은 하나의 화제를 
특장으로 삼아 화명을 얻었다는 점이다. 병풍화의 특성 상 화가는 형 화면
을 다루어야 했다. 그 중에서도 왜장 병풍은 하나의 화제를 완성하기까지 상
당한 훈련 기간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이들은 하나의 화목을 전문적으로 그
린 경우가 많았다. 표적인 화가로는 포도도 병풍 전문 화가인 최석환(崔奭
煥, 1808~1883년 이후), 노안도 병풍 전문 화가인 양기훈(楊基薰, 
1843~1911), 문자도 전문 화가인 이규황(李圭璜, 1868~1926)을 꼽을 수 있
다. 
  최석환에 한 연구를 발표한 정현희는 최석환이 전라북도 옥구군 임피면
(현재의 군산시 나포면 장상리)에서 활동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아울러 최석
환의 작품 41점 발굴하여 학계에 소개하 다. 이 가운데 28건이 포도도이며 
그 중 절반인 14건이 병풍이었다. 14건 중에서 11건은 왜장 병풍이었다.349) 

348) 19세기 지방 화단에 한 연구는 이원복, ｢지방 화단에서 활약한 화가들｣ (류창규, 노용필 
외, 개화기 지방 사람들 1 왕실·중인·천민, 어진이, 2006; 김취정, ｢근 기 지방화단 연구: 
서울화단과의 향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근현 미술사학(구 한국근 미술사학) 20, 2009. 
개화기 이후에 형성된 지방 화단에 해서는 김취정, ｢근 기 평양지역 동양화단(東洋畵壇)의 
형성과 전개｣, 한국근현 미술사학 28, 2014. pp.293~316; 개항장에서 활동한 화가들에 
해서는 신선 , ｢개항기 ‘김홍도 풍속화’의 모방과 확산｣, 미술사학연구 283·284, 2014.

349) 정현희, ｢朝鮮末期 崔奭煥(1808~1883以後)과 葡萄圖 連幅屛風｣, 이화여자 학교 석사논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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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희의 연구 이후에도 국내외 옥션을 통해 최석환의 작품은 꾸준히 세상에 
알려졌다. 이 중 병풍만을 추린 것이 〔부록 4〕 <최석환의 포도도 병풍 목록>
이다. 이는 최석환의 진작으로 알려진 것 24점만을 추린 것이다. 전칭작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크게 늘어난다. 현재 남아 있는 작품의 수는 상당하지만 
사실상 최석환에 한 기록은 많지 않은 편이다. 이는 그가 지방에서 활동한 
직업 화가로서 기록을 남겨줄 만한 문인 계층의 후원자나 지인을 갖지 못했
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Los Angeles 
County Museum of Art)에 전하는 포도도 병풍에 이종림(李鍾林, 
1857~1925)이 남긴 글이 있어 주목된다. 이 병풍을 소개했던 이종림은 자신
의 문집인 저전유고(樗田遺稿)에도 같은 글을 ｢병명(屛銘)｣이라는 제목으로 
남겼다. 다음은 글의 일부이다. 

내가 서울에서 돌아왔던 을미년(1895년) 가을의 일이다. 난리를 겪은 뒤라 집
이 엉망이 된 탓에 창과 벽에 바람이 들어 견디기가 어려웠는데 겨우 누더기
가 된 병풍을 하나 찾아냈다. 오래 전부터 보관했던 것인데 중년에 사두었던 
것[買得]으로 누가 그린 것인지는 알지 못하고 있었으니, 병풍 전체에 커다란 
포도를 그린 것으로, 잎과 덩굴이 난만한 가운데 포도 알갱이가 무성하게 자란 
모양이었다. 정말 좋은 그림이라 생각하며 완상하던 중에 병풍 끝에 낙관이 있
어 이것이 ‘낭곡(浪谷)’이 그렸음을 알게 되었고, 새삼 명불허전(名不虛傳)임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종이에 풀을 다시 먹이고 헐은 곳에 흠을 메꾸고 나니 겨
울 추위를 막는 것 뿐 아니라 그 그림을 사랑하게 되어 그 그림을 다시 거두
어드리지 못하게 되었다.350) 

  이종림은 과거에 사두었던 포도도 병풍의 작가가 최석환임을 뒤늦게 알아
보고 병풍을 수리하 다. 서울에 살았던 이종림이 전라북도 임포를 거점으로 
활약했던 최석환의 병풍을 구입했다는 점이 상당히 흥미롭다. 더더군다나 이
종림이 작가도 확인하지 않은 채 병풍을 사두었다는 점도 특이하다. 이는 이 
병풍을 거간을 통해서가 아니라 시장에서 구입하 을 가능성을 높여준다. 이
종림은 제발에서 이 병풍이 ‘자수 병풍처럼 화려하지 않고 검소하고 단출한 
수묵으로 제작’되었다는 점을 강조하 다. 요컨  ‘부귀인(富貴人)’이 아닌 
‘운인(韻人)’이 수장할 만한 작품이라는 것이다. 〔부록 4〕에서 볼 수 있듯이 

350) 이 글은 19세기 병풍 문화에 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원문과 국역을 〔부록 2〕
에 따로 제시하 다. 국역의 일부는 고전번역원 김종태 선생님의 도움을 받았다.  



- 217 -

최석환의 작품들은 포도라는 화제는 유지되지만 도안의 변주는 매 작품마다 
이루어졌다. 최석환의 작품은 연폭의 병풍을 잇 어 포도 덩굴을 초룡(草龍)
처럼 그㉛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24점의 병풍 중 겹치는 구도가 없기 
때문에 초본을 사용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다만 1866년의 작품 2점, 1869
년의 작품 2점, 1876~1877년의 작품 2점은 전반적인 구도가 유사하다. 이는 
제작 시기 별로 최석환이 선호했던 구도가 있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작례는 당시에 지방 화가의 작품이 서울에까지 전해질 만큼 시장이 형성 되
었으며 하나의 화제로 일가를 이룬 병풍 전문 화가가 등장했다는 사실을 확
인시켜준다.  
  다음으로 논의할 화가는 양기훈(楊基薰, 1843~1911)이다. 양기훈은 70년 
평생 가운데 약 60년을 평양에서 활약하 다.351) 말년에 서울에 진출하여 화
명을 얻은 이후에는 일본에서 전시를 열만큼 인기가 높았다. 양기훈의 서울 
진출에 한 내막은 알려지지 않다. 그러나 평안도 안주의 자수 병풍이 왕실
에 헌상되는 과정에서 평안도 화가들이 발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양기훈은 
다양한 화제의 작품을 직업적으로 그㉛다. 그런데 양기훈이 주로 남긴 표
작은 노안도이다. 노안(蘆雁)은 노안(老安)의 의미로 환치되어 수연용으로 인
기가 높았다. 노안도는 축, 권, 병으로 두루 제작되었다. 그러나 연폭 병풍의 

관(大觀) 형식으로 작품을 남긴 인물은 장승업, 양기훈, 안중식(安中植, 
1861~1919), 조석진(趙錫晉, 1853~1920) 같은 가에 국한되었다. 이는 
형 화면을 다루는 데에 숙련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일 것이다. 〔부록 6〕 
<양기훈·양 진 부자의 노안도 병풍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양기훈의 
노안도 병풍은 일반 회화 뿐 아니라 자수와 이금으로도 제작되었다. 양기훈
은 노안도라는 화목을 독점적으로 제작하는 한편 다양한 기법을 적용하 다. 
양기훈의 노안도 병풍의 제작 전통은 아들 양 진(楊英鎭, 1881~1918)에게 
이어졌다. 전통적인 조선의 직업·화원 화가들은 보통 한 사람이 산수, 화조, 
초상을 두루 제작하 다. 그런데 최석환과 양기훈 같이 하나의 화목에 전문
성을 가진 화가의 등장은 상당히 근 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러한 새로운 경향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전문성을 아들이 계승한다는 점은 
여전한 전근 성의 반 이라 할 수 있다. 요컨  양기훈-양 진 부자의 활동

351) 양기훈의 작품 세계 전체를 조망한 연구는 서정민, ｢석연 양기훈의 회화 연구｣, 한국학중앙
연구원 석사논문, 2013; 양기훈의 노안도를 집중적으로 다룬 연구는 서정민, ｢석연 양기훈 노
안도 연구｣, 한국근현 미술사학 29, 20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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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근 와 전근 의 과도기라는 19세기 화단의 일면을 보여주는 셈이다. 
  마지막으로 강원도 강릉과 삼척을 중심으로 활약했던 이규황(李圭璜, 
1868~1926)의 활동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규황은 초시에 합격하 으나 벼슬
을 하지 않고 평생을 화업에 몸담았던 인물이다. 이규황의 표 작품은 효제
충신예의염치(孝弟忠信禮義廉恥) 문자도 8폭 병풍이다 그런데 이 문자도는 
가운데 부분 외의 상단에는 화제, 하단에는 책가문방, 기명절지, 화조 모를 
조합하 다. 이러한 작화 형식은 이규황의 아들인 이종하(李鍾夏, 
1895~1968)와 조카인 황승규(黃昇奎, 1886~1962)에게 계승되었다. 〔부록 6〕 
<이규황 및 황승규의 효제충신예의염치 문자도 병풍 목록>에서 소개한 작례
들은 이규황의 전형적인 조합 방식을 보여준다.352) 이는 이종하와 황승규가 
이규황의 견본을 그 로 사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부록 6〕의 4번
과 5번 은 도안 자체가 완전히 일치한다. 이는 두 작품이 동일한 초본을 공
유했기 때문일 것이다. 1~3번 작례는 ‘효제충신예의염치’ 문자 부분은 반기
성화처럼 고정된 본을 사용하면서 상단과 하단을 주문자의 요구를 따랐을 가
능성이 높다. 이러한 제작 방식은 이규황-이종하-황승규를 거쳐서 김창익(金
昌益, 생몰년 미상)과 이동호(李棟湖, 1914~1988)에게 계승되었다.353) 강원
도 일 에서는 중앙 화단의 유행과는 별개로 이규황의 계보가 독점적으로 유
지된 것이다.   
  민간에서 제작된 ‘민화 병풍’에 해서는 그간 윤열수와 정병모에 의해 작
품의 발굴과 논의가 주도되었다. 정병모는 강원도, 경상도, 제주도에서 문자
도 병풍의 유행이 컸다는 점을 지적하 다. 아울러 이 지역의 유교 문화 발
달과 문자도 병풍에는 모종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 다.354) 윤열
수는 전라도 병풍이 체로 10폭이나 12폭으로 형화되는 한편 그림에 계
절이 드러난 경우가 많다고 논의하 다.355) 아울러 제주도와 강원도에 민화 
병풍이 많이 남아 있는 까닭은 자연 환경이 척박할수록 조상에 한 제사를 
강조했기 때문이라고 추정하 다. 이 같은 논의들은 각각의 지방에서 독자적

352) 박성일, ｢제1회 월간 <민화> 학술답사 및 세미나 풀 스케치｣, 월간민화, 2014. 여기서는 
작가가 확인되지 않은 강원도 병풍이 발굴되는데, 이 또한 ‘이규황 형식’을 따른 것이다. 호림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문자도 병풍 3점(호림박물관 편, (湖林博物館 所藏) 民畵: 상상의 나
라 민화여행, 호림박물관, 2013, 도판 63~65)도 전형적인 ‘이규황 형식’을 따랐다. 

353) 강원도 문자도 계보에 해서는 이원복, 앞의 글(2006), p.74. 
354) 정병모, ｢제주도민화연구: 문자도병풍을 중심으로｣, 강좌미술사 24, 2005. 
355) 윤열수, ｢문자도를 통해 본 민화의 지역적 특성과 작가 연구｣, 동국 학교 박사논문, 2006, 

p.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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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도상과 양식, 형식적 특징을 발전시켜왔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특히 지방
을 거점으로 활약한 직업 화가들은 생계형 직업인들로 소비자의 미감과 요구
에 더 민감하 을 것이다. 이 밖에도 화성과 밀양 같은 작은 도시에서도 서
화가 거래되었다는 증거가 남아 있다. 정조는 신도시인 화성을 부흥시키기 
위해 인구의 전입을 유도하 다. 이 과정에서 수원의 상업을 부흥시키고자 
시장의 형성을 장려하 다. 이로 인해 화성 내에도 서화포가 존재했던 것으
로 보인다. 아울러 1888~1889년 사이에 조선을 방문했던 프랑스인 샤를 바
라(Charles Varat, 1842~1893)는 밀양의 길거리에서 8폭 문자도 병풍을 구
입하 다. 이 같은 사실들은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서화 시장이 지방 곳곳에 
산재해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356) 
  19세기 서화 시장이 성장한 까닭에 해서는 소비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서화 수장에 한 갈망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있었다. 아울러 민
간 문화의 성장으로 인해 벽사기복의 욕구가 강화되었기 때문이라는 논의도 
있었다. 이러한 견해들은 19세기의 문예사적 변동을 설명해준다. 그러나 이
와 동시에 우리가 그간 ‘민화’라 칭해온 많은 그림들이 병풍 형식이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병풍은 단순한 서화의 형식로만 기능하지 않았다. 
병풍으로 장황되는 순간 서화는 일상 용구이자 제구로서의 기능을 획득하
다. 아울러 절제와 검약에 한 강박으로부터도 해방될 수 있었다. 따라서 
민간 병풍 시장의 확산은 유교 의례를 따른 인구의 변동 안에서 설명될 필요
가 있다. 유교 예속을 따른 인구의 확산과 이들을 중심으로 한 병풍의 소비
야말로 서화 시장의 확장과 깊이 결부된 것이기 때문이다. 

356) 수원의 시장 부흥 정책에 해서는 김 길, ｢장시의 성립과 발전｣ (국사편찬위원회 편, 장
시에서 마트까지 근현  시장경제의 변천, 두산동아, 2007) pp.50~51; 화성의 서화포(書畵鋪)
에 해서는 ｢蒼龍門上樑文｣, 日省錄 1786년 9월 10일 (임자); 샤를 바라가 문자도 병풍을 
구입한 내력에 해서는 샤를 바라, 샤이에 롱 공저, 성귀수 옮김, 조선기행 : 백여 년 전에 
조선을 둘러본 두 외국인의 여행기, 눈빛, 2001 p.1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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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정 화목 전문 화가와 장황인의 활동

  본 절에서는 병풍 시장이 양적 팽창을 거듭하면서 활약한 화가와 장황사에 
해 살피고자 한다. (1) <화목별 전문 화가의 등장>에서는 19세기에 크게 

유행하는 왜장 병풍의 제작이 특정 화가 혹은 특정 화가 가문에 의해서 주도
되는 현상에 해 논의할 것이다. (2) <초본과 견본을 통한 제작 방식의 체
계화>에서는 초본과 견본이 활용되면서 병풍차의 생산성이 증가하는 현상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왜장 병풍의 형 화면을 설계하고 유통하는 
데에 장황인(粧潢人)의 역할이 있었다는 점을 논의하게 될 것이다. 궁극적으
로는 19세기에 새롭게 등장한 병풍의 제작 방식과 유통 경로에 해 논의할 
것이다. (3) <궁화(宮畵)와 민화의 상호 교류>에서는 한국미술사의 오랜 문제
의식 가운데 하나인 ‘궁화〔궁중화, 궁중회화〕’와 ‘민화’의 유사성 문제에 주
목할 것이다. 이는 단순히 하나의 화풍이 상층에서 하층으로 이동했다는 의
미는 아니다. 궁화는 궁중 병풍의 사가로의 여, 화원화가의 사적인 활동 
허용을 통해 민간에 흘러들어갈 수 있었다. 아울러 궁 밖의 활동을 보장받았
던 장황인과 화원화가들은 ‘궁중 병풍’과 ‘민간 병풍’의 제작에 동일한 초본
을 사용한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궁화와 민화 사이에 보이는 다양한 공통점
은 여러 사안의 복합적 작동이 낳은 결과라 할 수 있다. 

(1) 화목별 전문 화가의 등장 

  병풍화는 서화의 여러 형식 중 가장 큰 화면 연출이 가능하다. 병풍을 연
결하여 왜장 형식을 취할 경우에는 일반 가옥의 벽면 하나를 차지할 만큼의 
화면이 확보된다. 이러한 형 병풍화는 기본적으로 서화를 취미로 하는 문
인화가나 여기화가(餘技畵家)가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상이 아니었다. 가로 
3~5미터, 세로 2~3미터 내외의 화면을 다루기 위해서는 초안을 그릴 때부터 
그림의 연결과 병풍의 배접 분량을 감안한 설계가 필요하다. 아울러 화면을 
채울 복잡한 구도와 경물의 배치를 감당할 만한 기량을 갖추어야 했다. 이러
한 전제 탓에 19세기의 왜장 병풍은 부분 직업화가나 화원화가에 의해 제
작되었다. 또한 화가는 때에 따라 병풍의 표장을 전문적으로 담당한 병풍장
과 장황사(裝潢師)와의 협업이 필요한 경우도 있었다.  
  이 시기 화원화가들은 그 어느 때보다 안정적인 지위를 유지 다. 공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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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차비 령화원제를 통해 화원화가의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종신토록 보
장되었다. 한편 사적으로는 고동서화에 한 사회 전반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경화세족의 후원과 함께 광통교 서화전이라는 민간의 판로까지 확보되었다. 
특히 병풍차 시장의 확장과 관련하여 괄목할 만한 현상은 특정 화목에 해 
특장을 가진 화가 혹은 화가 가문의 부상이었다. 사실상 를 이어 화업(畫
業)을 계승했던 화가 가문은 조선 전기부터 꾸준히 있었다. 마땅한 직능 교
육 기관이 따로 없었던 시 기 때문에 가계를 통해 전문 역을 사사 받을 
수 있는 환경은 큰 의미를 가졌을 것이다. 이들은 개 산수, 모, 화조, 인
물 등 여러 화목을 두루 섭㉘하 다. 그러나 19세기가 되면 특정 화목에 
해 전문성을 가진 화가가 등장하 다. 아울러 이러한 현상은 비단 화원화가
에 국한한 것이 아니었다. 이를테면 ‘요지연도·곽분양행락도 병풍=김득신’, 
‘포도도 병풍=최석환’, ‘백납도 병풍=박기준(朴基駿, 1830~1872년 활동)’, ‘책
가문방도 병풍=이형록(이응록, 이택균)’, ‘물새도 병풍=홍병희·홍세섭 부자’, 
‘노안도 병풍=양기훈·양 진 부자’와 같은 공식이 성립할 만큼 특정 화가(가
문)가 특정 화목을 집중적으로 제작했다. 예를 들면 박기준과 이형록이 백납
도와 책가도만 그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백납도는 박기준’, ‘책가도는 
이형록’이라는 인식도 생겼다. 이는 서화 시장의 규모가 커지는 과정에서 시
장의 분화가 일어나면서 전문 역의 분화도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
해 한 명의 화가가 모든 화목을 담당하던 시 는 점차 저물어갔다. 아울러 
특정 화목에 해 특정 화가나 가문이 점차 배타적 독점력을 행사하게 되었
다. 19세기에 병풍의 소비는 더 이상 일부 특권층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여러 유통 경로를 통해 누구나가 자신의 예산에 맞춰 병풍차를 구매할 수 있
었다. 이것이 바로 시장의 분화, 특정 화목에 한 전문화가의 등장, 특정 화
목에 한 독점적 브랜드화 현상을 견인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설명해 줄 두 가지 사례에 주목하고자 한다. 전주이씨 가문은 
정조 부터 고종 까지 100년에 걸쳐 책가문방도 병풍을 전문적으로 그㉛
다. 아울러 현재 유전되는 많은 곽분양행락도 및 요지연도 병풍은 개 김득
신의 이름으로 전칭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등장한 까닭에 해 두 사례에 
주안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책가문방도 화목에서 독보적인 명성을 가진 화가는 단연 이형록(李亨祿, 
1808~1874년 이후)이다. 삼성미술관 Leeum 소장 <책가도 8폭 병풍>의 은
인(隱印)의 주인공이 이형록임이 밝혀진 이래 다른 책가문방도에서도 은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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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이 발견되었다. 이를 통해 이형록 외에 이응록, 이택균, 이덕 의 이름이 
밝혀졌다. 흥미롭게도 이들은 모두 이형록 본인이거나 일가 다. 이형록의 
가문은 이미 17세기부터 사자관과 화원화가를 배출한 바 있었다. 7 에 걸쳐 
이 가문의 활약을 정리한 내역이 아래 표㊱ <전주이씨 화원가문 가계 구도>
이다. 이 가문에는 17세기 말 사자관이었던 이동빈(李東彬, 생몰년 미상)을 
필두로 이형록의 고조부인 이성린(李聖麟, 1718~1777), 조부 이종현(李宗賢, 
1748~1803), 부친 이윤민(李潤民, 1774~1832 이후), 숙부 이수민(李壽民, 
1783~1839)까지 이름난 화가들이 많았다. 아울러 이형록의 종형제와 이형록
의 아들들인 이재선(1843~1876이후), 이재기(李在基, 1848~1856년 화원 활
동), 손자 이덕 (李悳泳, 1870~?, 1895~1904 화원 활동)까지 총 7 의 직계 
및 방계가 화원으로 활동했다. 200여 년 동안 도화서 최고의 화가를 배출해
온 명실 공히 유력 화원가문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가문은 책가문방도가 
처음 제작된 정조 부터 약 100여 년간 4 에 걸쳐 책가문방도 병풍을 독
점적으로 제작하 다. 이 가문이 책가문방도에 한 배타적 권한을 가지게 
된 것은 언제부터 을까? 이형록의 조부인 이종현, 순조 에 활동했던 부친 
이윤민과 숙부 이수민에 한 기록부터 살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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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㊱ 전주이씨 화원가문 가계 구도 

사자관 이동빈(李東彬)

이성린
(李聖麟, 1718~1777)

이종근
(李宗根, 1789~1804년 화원 활동)

이종현 
(李宗賢, 1748~1803)

이수민
(李壽民, 1783~1839)

이윤민
(李潤民, 1774~1832이후) 이순민

(李淳民, 1789~1831)

이형록(1808~1874이후) 
(李亨祿, 1808~1863년, 1864년 이후 응록(應祿)으로 개명, 

1873~1874년 택균(宅均) 사용)

이택록 
(李宅祿, 1823~1843년 화원 활동) 이의록

(李宜祿, 19세기)

이재선(1843~1876이후)
(李在善, 1873년 이전에 

경옥(景玉/景鈺)으로 개명)

이재기
(李在基, 1848~1856년 화원,

 창옥(昌鈺)으로 개명) 

이덕 (1870~?)
(李悳泳, 1884~1907년 화원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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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조 에 활동했던 이종현은 1783년 11월 21일부터 1796년 12월 15일까
지 차비 령화원 녹취재에 응시하 다.357) 1783년 11월 27일에는 시경(詩
經)에서 뽑은 ‘금슬재어(琴瑟在御)’라는 화제가 녹취재에 출제되었다. 그런데 
이 때 문방 화문에 이종현이 응시하도록 특별히 지정된 점이 주목된다.358) 

개의 경우 화원화가 모두에게 응시의 기회를 주는 데에 반해 이종현이 따
로 특정된 것이다. 이는 아마도 이종현이 문방 화문에 뛰어나다는 기존의 평
가가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1793년 6월 15일의 규장각 포폄등
제에서 이종현은 정조로부터 ‘문방아격(文房雅格: 문방의 그림이 품격이 우아
하다)’, 정민시(鄭民始)로부터 ‘문방에 묘가 있다(妙在文房上)’는 평가를 받았
다.359) 이종현이 1783년부터 1793년까지 꾸준하게 책가문방에서 큰 인정을 
받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런데 1788년에 책가도와 관련하여 정조가 이종현
을 비판한 일이 있었다. 그 까닭은 자유주제가 출제되었을 때[從自願圖] 이종
현이 책가도를 그리지 않았기 때문이다.360) 이 기록만으로는 왜 이종현이 책
가도를 그리지 않았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다. 다만 1783년과 1793년
에 이종현이 문방 화문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점을 상기할 때 1788년에 
이종현이 책가도를 잘 그리지 못했을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이
종현이 책가도를 잘 그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문제가 되었을 것이다.  
  이종현의 아들이었던 이윤민과 이수민도 차비 령화원 녹취재에서 책가문
방 화목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1831년 6월 15일 규장각 포폄등제에서 이
윤민은 ‘문방저칭(文房著稱: 문방에 이름이 있다)’이라 평가 받았다. 이수민의 
문방도는 1831년 6월 15일에 ‘회사파정(繪事頗精: 그림이 자못 정교하다)’이
라는 평가를 받았다.361) 이는 이윤민과 이수민이 부친 이종현에게 책가문방
도를 그릴 수 있는 기량을 전수받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이 기량 속에는 
책가도에 적용되는 선원근법, 소실점, 명암법에 한 이해가 포함되어 있었
을 것이다. 다음은 유재건(劉在建:1793~1880)이 1862년에 편찬한 이항견문
록의 ｢이윤민｣ 조이다. 

357) 강관식, 앞의 책(상), p.60. 
358) 강관식, 앞의 책(상), p.139과 pp.496~497. 
359) 제학 정민시가 차비 령화원의 근무 고과를 평가하면서 이종현에게 내린 평가이다. 강관식, 

앞의 책(상), p.91과 p.590. 
360) 내각일력 1788년 9월 18일. 
361) 강관식, 앞의 책(상), p.106, p.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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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 이윤민의 자는 재화(載化)이고 문방(文房)을 잘 그려서 지체 높은 집의 
병풍은 그의 손에서 나온 것이 많았으며, 그 뛰어난 솜씨는 당대에 버금갈 사
람이 없다고 일컬어 졌다. 그의 아들 이형록도 가업을 계승하여 아버지처럼 그
림을 그렸는데, 아주 정교한 솜씨를 가지고 있었다. 나에게는 그가 그린 여러 
폭짜리 문방도(文房圖) 병풍이 있는데, 사람들이 방 안에 놓인 병풍을 보고는 
서가에 책이 가득 찬 것으로 착각하고 가까이 다가와서 보고는 속은 것에 어
이없어 웃곤 하였다. 그 그림의 정묘한 것이 마치 실물과 같았다.

李畵師潤民 字載化 善畵文房 搢紳家屛障 多出於其手 時稱高妙無儔 其子亨祿 
亦承箕裘 極其精工 余有數幅文房圖屛 每設於房舍 或有來見者 認以冊帙滿架 近
察而哂之 其精妙逼眞如此.362)

  이 기록은 이윤민이 비단 왕실만이 아니라 지체 높은 고관 작 가문[搢紳
家]을 위해 책가문방도 병풍을 제작했음을 알려준다. 이것이 아들 이형록에
게 고스란히 전수된 것이다. 이 글에 따르면 유재건 자신도 이윤민의 문방도
병(文房圖屛)을 소장하고 있었다. 책가문방은 다른 어떤 화목보다 오직 병풍
으로 제작되어야 눈속임(trompe-l'oeil)이 가능해진다. 이런 점에서 책가문방
도는 병풍의 형식을 가장 고도로 이용한 화목이라 할 수 있다.  
  이형록의 책가문방도는 가장 많이 알려져 있다. 삼성미술관 Leeum, 국립
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에 이형록 인장이 찍힌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눈속임을 기반으로 한 책가도 형식부터 서책과 기물을 쌓아놓은 문방도까지 
형식도 다양하다. 게다가 두 차례의 개명을 통해 이응록(李應祿)과 이택균(李
宅均)이라는 이명(異名)으로 제작된 작품이 샌프란시스코 아시아 미술관, 컬
럼비아 학교 동아시아 도서관, 경산시립박물관, 통도사 성보박물관, 미국 
개인(Thom & Caroline Garmer),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363) 그

362) 劉在建, 里鄕見聞錄; 여기서 이윤민은 ‘문방(文房)에 능한데 마치 책이 가득 차 있는 것 
같다[冊帙滿架]고 표현되었다. 따라서 당시에 ‘문방’과 ‘책가’는 특별한 구분 없이 혼용된 것으
로 보인다. 

363) 이형록의 책가도 병풍은 현재 10점 가량 알려져 있다. 이는 이응록, 이택균으로 개명한 뒤
에 제작한 작품도 포함한 것이다. 이형록 가문과 책가도 병풍에 한 선행 연구는 이훈상, ｢책
거리 그림 작가의 개명 문제와 제작 시기에 한 재고찰｣ (에드워드 와그너 지음, 이훈상, 손
숙경 옮김, 조선왕조 사회의 성취와 귀속, 일조각, 2007); 방병선, ｢李亨祿의 冊架文房圖 八
曲屛에 나타난 중국도자｣, 강좌미술사 28, 2007; 정병모, ｢책거리의 역사, 어제와 오늘｣ (경
기도 박물관 편, 『책거리 특별전: 조선선비의 서재에서 현 인의 서재로』, 경기도박물관, 
2012) pp.177~180; 박정혜, ｢궁중 장식화의 세계｣, 조선궁궐의 그림, 돌베개,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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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이형록의 아들인 이재선과 이재기의 작품은 아직 발견된 것이 없다. 이
형록의 손자인 이덕 (李悳泳, 1870~?)이 남긴 <책가문방 10폭 병풍>(도판
128)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전하고 있다.364) 이는 이형록 에 전성기를 구가
한 이후에도 전주 이씨 가문에 의한 책가문방도에 한 지배력이 지속되었음
을 의미한다. 사실상 이러한 현상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형
록이 왜 두 차례나 개명(改名)을 했으며 이재선과 이재기는 왜 경옥과 창옥
으로 이름을 바꾸었는지를 알아야 할 것 같다. 아울러 도화서가 폐지된 이후 
이 가문의 자손들은 어떻게 활동했는지에 해 추가적인 구명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논의만으로도 이종현-이윤민·이수민-이형록-이재선·이재
기-이덕 에 이르는 전주 이씨 계보가 책가문방 화목을 독점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전주 이씨 가문은 어떻게 책가문방도 병풍에 한 지배력을 유지
할 수 있었을까? 이는 책가문방도라는 화목 자체에 해답이 있다. 현재 유전
되는 책가문방도 병풍은 서책과 문방을 배열한 형식, 책꽂이의 유무, 조명과 
명암에 한 이해 정도, 소실점의 위치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사실 상 이것에 한 이해의 정도가 책가도의 수준을 결정하며 궁중 
병풍이냐 민간 병풍이냐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이 모든 유형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바는 복잡한 기물에 한 스케치 능력이다. 아울러 서
양화법에 익숙하지 않았던 조선의 화가가 2차원의 평면에 3차원의 입체를 재
현하기 위해서는 전문적 훈련이 필요했을 것이다.365) 따라서 소실점, 투시도
법, 선원근법, 명암법에 한 학습이 필수적이었다. 또한 기법의 원리를 숙지
한 후에도 형 화면에 이를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또 다른 훈련이 요구되었
을 것이다. 이렇게 완성된 노하우와 초본은 가문 내부에서 독점적 승계를 거
쳐 후속 세 에 전수되었을 것이다.  
  역  차비 령화원제에서 문방 화문은 총 27회 출제되었다. 왕 별로는 정
조 에 2회, 순조 에 2회, 헌종 에 6회, 철종 에 5회, 고종 에 12

pp.134~137; 민길홍,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이형록 필 책가도: 덕수4832 <책가도>를 중심으
로｣, 동원학술논문집 16, 2015.   

364) 이덕 (1870~?)에 한 공식 기록은 1885년에 처음 증광시(增廣試)에 합격했던 것에서 시작
된다. 『의과방목(醫科榜目)』(국립중앙도서관: 古朝26-19) 참조. 이덕 의 책가도 병풍에 해서
는 민길홍, 앞의 논문(2015), p.77~78에서 처음 소개되었다.  

365) 박정혜는 선행 연구를 통해 이종현-이윤민-이형록 3 가 모두 책가문방도에 두각을 나타냈
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책가도가 특정 화원 가문에 의해 세습된 것은 이 화목이 세심한 기법
을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박정혜, ｢궁중 장식화의 세계｣, 앞의 책, 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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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가 출제되었다.366) 이는 시기가 내려갈수록 왕실의 책가문방도에 한 선
호가 강화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고종 에 유독 책가문방도의 제작이 
증가한 것은 궁중 행사에 순종이 참여한 것과 관련이 있다. 황태자 순종의 
자리에 책가문방도 병풍이 배설되었기 때문이다.367) 이것이 바로 고종 에 
책가문방도 화목이 유행하게 한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왕실이 무너
지고 난 이후에도 책가도의 유행은 무너지지 않았다. 화가와 화가가 사용한 
초본이 궁중을 넘어 민간으로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민간에서 제작된 책가문
방도에도 은인의 사용을 계승한 경우가 많다. 아울러 편지 봉투의 수신인 도
상이라든가 어항, 거울, 안경 같은 새로운 도상이 보인다. 그러나 고가의 수
입지물을 보다 서민적인 것으로 체한 것만을 제외하면 민간 책가도의 구성
도 궁중의 것과 큰 차이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궁중의 초본이 민간에 유통
된 현상에 해서는 다음 두 절인 (2) <초본과 견본을 통한 제작 방식의 체
계화>와 (3) <궁화(宮畵)와 민화의 상호 교류>에서 논의를 이어가겠다. 
  책가도 병풍 외에 특정 화목을 특정 화가가 독점한 현상은 일명 ‘김득신 
전칭 병풍’에서도 발견된다. 김득신 전칭 병풍은 김득신의 진작이 아님에도 
김득신의 인장과 낙서가 남아 있는 작례들이다. 이 병풍들은 모두 축연(祝宴)
에 선호되던 요지연도와 곽분양행락도이다. 요지연도와 곽분양행락도는 책가
문방도 못지않게 복잡한 도안을 요구한다. 화려한 연회를 배경으로 복잡한 
인물 군상이 그려지기 때문이다. 특히나 이 두 화목은 왕실과 사가의 혼례와 
수연에서 선호되던 것이기 때문에 수요가 끊이지 않았을 것이다.368) 복잡한 
도안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화가들에게는 도전의 상이 되었
을 것이라 짐작된다. 그런데 이 두 화목은 왜 유독 ‘김득신  전칭’으로 전해
지는 것일까? 
  현재까지 알려진 김득신의 전칭작 중에 낙서과 인장이 남아 있는 작례를 
표㊲에 정리하 다. 여기에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Los Angeles 
County Museum of Art) 소장 <요지연도 8폭 병풍>, 필라델피아 미술관
(Philadelphia Museum of Art) 소장 <곽분양행락도 8폭 병풍>, 국립중앙박
물관 소장 <요지연도 8폭 병풍>, 부산 개인 소장 <요지연도>, 숭실 학교 박

366) 강관식, ｢문방 화문의 화제 색인｣, 앞의 책(상), p.166.
367) 이에 해서는 본 논문 Ⅲ장 1절 ‘왕실 의례 문화와 의장용 장병(裝屛)’ 참조. 
368) 두 화목에 해서는 김홍남과 박본수의 연구가 있어 작품의 목록과 주요 작품의 경향을 확

인할 수 있다. 곽분양행락도에 해서는 김홍남, ｢한국 <郭汾陽行樂圖> 연구｣, 미술사논단
34, 2012; 요지연도에 해서는 박본수, 앞의 논문(20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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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 소장 <곽분양행락도 8폭 병풍>가 포함된다.369) 그러나 이 다섯 작품의 
경우처럼 인장과 낙서가 없는 경우에도 긍재 김득신의 작품으로 전칭되는 경
우는 더 많다.370) 또 하나 흥미로운 사항은 필라델피아 박물관 소장 <곽분양
행락도 8폭 병풍>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 소장 <요지연도 8폭 병풍>
에 ‘병신춘일(丙申春日)’이라는 동일한 제작 시기가 적혀 있다는 점이다. 그
런데 이 두 작품은 ‘병신춘일’의 서체뿐만 아니라 화풍이나 기량도 판이하게 
달라서 도저히 같은 화가의 작품이라 보기는 어㉘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
된 <요지연도>(덕수1508)는 원래 8폭 병풍이었던 것의 일부가 잘려 나온 것
이다. 1912년에 출간된 이왕가박물관소장품사진첩(李王家博物館所藏品寫眞
帖)에 이미 축 상태의 사진이 실려 있기 때문에 병풍에서 축으로 개장된 지
는 최소한 100년이 넘었다.371) 이 유물을 처음 소개한 이수경은 작품에 적힌 
긍재(兢齋)라는 낙서가 후 의 것임은 분명하지만 원래의 <요지연도 8폭 병
풍>이 김득신의 필치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도 어㉘다는 입장을 밝혔다.372) 이 
외에 나머지 작품들의 소장 기관에서도 소장 유물이 모두 김득신의 진작이 
아닐 것이라고 보고 있다.373) 진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은 요

369) 부산 개인소장 <요지연도>(부분)는 진화랑·공창화랑 공편, 釜山市民所藏朝鮮時代會畵名品
展 공창화랑, 진화랑, 1990. 도판63. 참조. 

370)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곽분양행락도 8폭 병풍>(덕수3153)도 최근까지 입수 당시의 유물카
드 기록에 의거하여 ‘김득신 전칭작’으로 소개되었다. 국립전주박물관 편, 불교, 청자, 서화 
그리고 전북, 국립전주박물관, 2009, p.75. Evelyn B. McCune, 앞의 책, pp.76~77에서도 
김득신 전칭의 10폭 병풍이 소개되었다. 그러나 이 작품의 소장처를 알 수 없어 현재로서는 
이 병풍이 김득신 전칭이 된 까닭을 밝힐 수 없었다. 이 밖에도 김득신 전칭으로 알려진 곽분
양행락도와 요지연도는 국내외 여러 기관에서 산견된다.  

371) 필자가 확인한 자료는 서울 학교 고문헌 자료실에 소장된 李王職 편 李王家博物館所藏品
寫眞帖, 1912(청구기호: 大 708.951 R477y)이다. 

372) 이 유물의 해제를 집필했던 이수경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곽분양행락도>(덕수1508)는 원
래는 8폭 병풍이었으나 현재 4~5폭과 6폭의 절반이 남아 축(軸)이 된 것이라 논의하 다. 이 
작품에는 ‘긍재’라는 낙서와 함께 ‘긍재’와 ‘김득신인’이라는 인장 두 과가 찍혀 있다. 따라서 
원래 병풍이었음을 고려하여 인장의 위치를 보면 인장은 후낙이 분명하다. 이수경은 이 작품에 
남은 낙관 자체는 김득신의 것으로 보기 어려지만 그렇다고 김득신의 진작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논의하 다.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서화유물도록 12, 2003. 
pp.138~140 도판 해제. 

373) 긍재 김득신의 관서가 있는 작품을 논의한 연구는 박정혜와 서윤정의 연구가 있다. 박정혜
는 이들 작품이 모두 후낙이며 김득신보다 후 에 그려졌다고 보았다. 박정혜, 조선 궁궐의 
그림, 돌베개, 2012. p.411. 주82. 서윤정도 이 의견에 체적으로 동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
하고 1794년 차비 령화원 녹취재에서 김득신이 서왕모도〔요지연도〕를 그㉛다는 기록을 통해 
이들 작품이 김득신의 진작과 일정 부분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 다. Yoonjung Seo, 
앞의 논문, pp. 186~187. p.195. 필자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Los Angeles County 
Museum of Art)과 필라델피아 미술관(Philadelphia Museum of Art)에 문의한 결과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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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도와 곽분양행락도가 김득신의 작품으로 유전되었을까? 
  표㊲에서 볼 수 있다시피 부산 개인 소장, 필라델피아 미술관, 로스앤젤레
스 카운티 미술관, 국립중앙박물관, 숭실 학교 박물관의 5개 소장본은 각기 
다른 서체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남아 있는 총 8과의 인장과 총 3건의 낙서
도 단 하나도 일치하는 것이 없다. 만약 이 작품들이 의도적인 위작이라면 
적어도 진본을 具내 내기 위한 시도가 보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필라델피아 
미술관본은 긍재 김득신과 무관한 인장이 찍힌 부분도 있다. 아울러 숭실
학교 박물관본과 부산 개인소장본의 경우에는 엉뚱한 위치에 인장을 찍어 후
낙임이 너무나 분명하다. 이는 이들 작품의 제작자와 소장자가 모두 작품의 
진위에는 큰 관심이 없었음을 의미한다. 더 이상의 결정적 증거가 나오지 않
는 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까닭을 밝힐 수는 없겠지만 필자는 이들 병풍에 
‘김득신’이라는 브랜드가 부여된 것이 아닐까 추정한다. 
  1794년 김득신은 차비 령화원 녹취재에서 요지연도로 가장 높은 성적을 
받았다.374) 요지연도는 복잡한 도상으로 인해 초본의 사용이 불가피했을 것
이다. 따라서 국가의 공인을 받은 김득신의 요지연도는 하나의 전범으로서 
초본으로 제작되었을 것이다. 아울러 이 초본은 김득신의 제자와 후손들에 
의해 세상에 유전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요지연도와 곽분양행락
도는 잔치에 사용되는 병풍이었다. 따라서 궁중과 민간을 막론하고 그 수요
는 꾸준하 을 것이다. 따라서 진작의 여부와 상관없이 초본 자체에 ‘김득신’
이라는 브랜드가 달린 것은 아니었을까? 아울러 김득신이라는 브랜드를 통해 
병풍의 주문자들은 ‘김득신 초본의 사용=김득신 낙서’라는 인식을 갖지 않았
을까 추정해 볼 수 있다. 곽분양행락도에 한 선행 연구에서 김홍남은 국립
중앙박물관에 소장된 김홍도 전칭의 <곽분양행락도 초본>을 소개한 바 있다. 
이 초본은 병풍이 아닌 두루마리이며 도안도 현재 유전되는 곽분양행락도 병
풍과는 사뭇 다르다. 그러나 도상의 구성이 후 의 곽분양행락도 병풍화에 
보이는 요소들을 고루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김홍남은 이 초본이 김홍도를 
위시한 정조  화원화가들에 의해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하 다.375) 병풍에 

한 관심이 높았던 정조는 화원화가들로 하여금 다양한 병풍화를 고안하도
록 하 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후 까지 향력을 발휘하는 병풍화의 도안

기관에서도 소장품인 김득신 필 <곽분양행락도>와 <요지연도>를 김득신의 진작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었다. 

374) 강관식, 앞의 책 (상) pp.153~155; (하) p.34. Yoonjung Seo, 앞의 논문, p.187.
375) 김홍남, ｢한국 <郭汾陽行樂圖> 연구｣, 미술사논단 3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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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수 정립되었을 것이다. 
   김득신 전칭 병풍화에 한 논의에서는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사실이 있
다. 그것은 김득신을 배출한 개성 김씨 가문도 전주 이씨 가문 못지않은 유
력 화원 가문이었다는 점이다. 김득신은 김응환(金應煥, 1742~1789)의 조카
로 태어났다. 아우인 김석신(金碩臣, 1758~1816 이후), 김양신(金良臣, 
1765~1804 이후)과 아들 김하종(金夏鐘, 1793~1875 이후), 김건종(金建鍾, 
1781~1841), 김은종(金殷鍾, 1829~1857 화원 활동), 김화종(金和鍾, 
1805~1858 화원 활동), 조카 김만종(金萬鍾, 생몰년 미상), 김의종(金宜鍾, 
생몰년 미상)이 모두 화원이었다. 아울러 손자 김제달(金濟達, 1843~1856 화
원 활동), 김제덕(金濟悳, 생몰년 미상), 김제도(金濟道, 1843~1860 화원 활
동), 김제규(金濟逵, 1849~1878 화원 활동), 김제무(金濟懋, 1843~1890이후)
까지 화원화가로 활동하 다. 따라서 개성 김씨 가문은 명실공이 조선 후기
를 표하는 화원 집안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1812년 효명세자의 책례를 
기념한 <요지연도 8폭 병풍>(도37)의 제작에 김하종이 참여하여 주목된
다.376) 이 요지연도는 궁중에서 제작한 것이 확실하며 고식(古式)의 도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미술사적 가치가 높다. 이 작례 외에 현재 김득신의 후손이 
제작한 곽분양행락도와 요지연도 병풍은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화원화가
들의 작화 방식을 고려한다면 개성김씨 가문 후손이 제작한 곽분양행락도와 
요지연도의 작례는 알려진 것보다 많을 것이다.377) 그리고 이러한 전통 속에
서 김득신의 자손들은 김득신의 명성을 더욱 신화화했을 가능성이 높다. 아
울러 김득신의 자손들이 김득신의 초본과 기법을 독점적으로 활용했을 가능
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병신 춘일’이라는 제발도 재고의 여지가 큰 문제이다. 선행 연
구에서는 김득신의 생몰년(1754~1822)을 고려하여 병신년을 1776년이라고 
보았다.378) 그러나 김득신의 생년 자체에 한 이견도 존재하는 바, ‘병신’이 
1836년을 의미할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할 것이다.379) 다만 기존의 논의 로 

376) 1812년 요지연도의 제작에 김하종이 참여한 것을 밝힌 연구는 박은순, ｢순묘조 〈왕세자탄강
계병〉에 한 도상적 고찰｣, 미술사학연구 174, 1987. 

377) 1789년에 정조는 변상벽의 아들 변광복이 화공이 된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따라 1790년
에 부친 변상벽의 공로를 고려하여 변광복을 차비 령화원으로 차정하 다. 승정원일기
1789년 12월 29일 기사 참조. 화원화가들에게도 를 이어 복무하는 ‘세신(世臣)’을 우 하는 
정책이 적용된 것이다. 김하종도 김득신이 요지연도를 제작하 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1812년 
요지연도 제작에 차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378) Yoonjung Seo, 앞의 논문, pp. 186~187. p.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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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신 춘일’이 1776년 봄을 지칭하는 것이라면 1776년 3월 10일에 열린 정
조의 즉위일과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조선 후기 표적인 성군으로 평가 
받는 정조의 등극을 길일(吉日)로 표상한 것이라면 병신춘일은 특별한 축수
의 의미를 가졌을 것이다. 무엇보다 차비 령화원제도를 정립함으로써 화원
의 지위를 격상시켰으며 다양한 병풍화의 정립과 확산을 선도했던 정조의 업
적은 화가들에게도 숭모의 상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역사적 
정황 속에서 축연도 병풍에 ‘병신 춘일’이 기재된 것이라면 그 또한 의미 없
는 수사(修辭)는 아닐 것이다. 

379) 김득신의 생년은 1754년으로 알려져 있지만 부친 김응환(1742~1789)과 숙부 김응리(1742년
생)의 나이차를 고려하면 1754년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한 논의는 박수희, ｢조선 
후기 개성 김씨 화원 연구｣, 서울 학교 석사논문, 2005. p.50 주석 9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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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인장 兢齋 金得臣印 墨緣, 알 수 없음 惜分陰, 兢齋 兢齋 兢齋 金得臣印
낙서 없음 丙申 春日 兢齋 時丙申春日繪 兢齋 없음 兢齋

소장 숭실 학교 박물관
곽분양행락도 8폭 병풍

필라델피아박물관 
곽분양행락도 8폭 병풍

LACMA 
요지연도 8폭 병풍

부산 개인소장
요지연도 병풍

(현재는 축 상태, 
절단 추정)

국립중앙박물관(덕수1508) 
요지연도 8폭 병풍 
(현재는 축 상태, 

절단 추정)

표㊲ ‘긍재 김득신’ 전칭 요지연도와 곽분양행락도의 관서(款署)와 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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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절에서는 책가문방도, 곽분양행락도, 요지연도 세 화목을 중심으로 특
정 화목에 해 특정 화가가 전문성과 독점성을 갖게 되는 현상에 해 논의
했다. 이 세 가지 주제는 19세기에 유행한 병풍 가운데에서도 가장 복잡한 
도안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책가문방도의 경우에는 사면측량법(四面測量法)이
라 불린 서양화법에 한 이해가 필수적이었다. 아울러 엄청난 기물의 정밀 
묘사를 감당해야 했다. 요지연도와 곽분양행락도 병풍도 복잡한 도안을 소화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마찬가지 다. 이는 초본의 확보와 숙련된 기량을 요구
했다. 따라서 전주 이씨 가문이 책가문방도를 독점적으로 제작한 사실과 김
득신 전칭으로 축연용 병풍이 유통된 문제는 별개의 현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전문 역의 등장과 초본의 유통은 미술 시장의 성장을 증명하기 때문
이다. 게다가 화원화가들이 특정 화목에 특장을 가지게 된 현상은 국가 차원
의 정책과 결부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유재빈은 차비 령화원제의 녹취
재 8개 화문에 화원화가가 고르게 배속된 현상에 주목한 바 있다. 각각의 화
문에 동일한 숫자의 화가가 배치된 것은 화가의 자율적 선택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유도가 있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380) 이를 통해 국가가 화원화가의 
특장과 기량을 관리하는 한편 8개의 화문에 한 고른 지원이 가능했을 것이
다. 아울러 화원화가의 전문 역 배속 현상은 화가가 궁 밖에서 활동할 때
에도 큰 향을 끼쳤을 것이다. 화가가 숙련한 특정 화목에 한 전문성이 
드러나는 데에는 궁의 안팎을 가리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2) 초본과 견본을 통한 제작 방식의 체계화

  병풍은 형 화면을 다룬다는 점에서 다른 서화 형식보다 숙련된 기량을 
요구한다. 19세기에 병풍이 확산된 데에는 전 보다 증가한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제작 체계가 뒷받침되었던 덕도 크다. 아래 삽도⑤에서 보
다시피 왜장 병풍〔연폭 병풍〕의 제작에는 형 초본 혹은 부분 초본이 활용
되었다. 반면 각장 병풍〔단폭 병풍, 절폭 병풍〕의 경우에는 몇 개의 견본
(template)을 조합하는 방식이 선호되었다. 이것은 고사 인물, 어해, 모처
럼 병풍의 각 폭에 개별 도상이 들어가는 화목에 주로 적용되었다. 본 절에
서는 19세기 민간에서 병풍이 유행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병풍차 제작의 체
계 변화에 주목하고자 한다. 아울러 왜장 병풍과 각장 병풍을 제작하는 과정

380) 유재빈, 앞의 논문, 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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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초본과 견본을 활용하여 병풍차 제작의 효율성을 강화한 방식에 해서
도 논의하도록 하겠다.   

        

삽도⑤  왜장 병풍과 각장 병풍의 제작 방식

     

        
  왜장 병풍의 제작에 초본이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점은 여러 선행 연구에서 
논의된 바 있다. 박정혜는 이형록의 책가도에 ‘밑그림’을 사용했기 때문에 유
사한 도상이 반복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 다.381) 서윤정은 경기도 박물관 
소장의 <요지연도 8폭 병풍>(도129)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LACMA) 
소장의 <요지연도 8폭 병풍>(도130), 그리고 경기 학교 박물관 소장의 초본
(도131) 3점이 거의 동일하다는 점에 주목하 다. 따라서 경기  박물관 초
본(도131)을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Los Angeles County Museum of 
Art)(도130)와 경기도 박물관(도129) 병풍이 참고한 초본일 것이라고 추정하

다.382) 사실상 경기 학교 박물관 초본의 진위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를 논외로 두더라도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과 경기도 박물관 
병풍 두 점이 동일하다는 사실만으로도 양자 사이에 초본이 공유되었을 가능
성은 농후하다. 초본이 활용된 병풍은 앞 절에서도 소개한 책가문방도, 요지
연도, 곽분양행락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현재 알려진 것만으로도 정재
도 병풍, 왕회도 병풍, 백선도 병풍의 작례를 추가할 수 있다.   

381) 박정혜, ｢궁중장식화의 세계, 조선 궁궐의 그림, 돌베개, 2012. p.144. 
382) 요지연도에서 초본이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논의는 Yoonjung Seo, 앞의 논문, pp.18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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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고궁박물관에는 <정재도 자수 병풍 초본>(도105)이 남아 있다. 현재까
지 정재도 병풍은 일반 회화로 제작된 작품은 발견된 적이 없다. 남아 있는 
유전작은 모두 자수로 꾸며진 것이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정재도 자수 병
풍>(도106)과 한국자수박물관 소장 <정재도 자수 병풍>(도107)는 8폭 병풍으
로 거의 유사하다. 다만 바탕이 빨간색과 연두색 비단을 사용했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국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Victoria and Albert Museum)
(도108) 소장본은 현재는 4폭만 남아 있지만 원래는 8폭이었을 것으로 추정
된다.383) 따라서 이 3점의 정재도 자수 병풍은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정재도 
자수 병풍 초본>을 범본으로 삼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병풍 3점의 상태를 
보면 3점의 장황 순서가 조금씩 다르다. 그러나 정재(呈才)의 가사와 화분(花
盆)의 순서를 살펴보면 동일한 초본을 사용했다는 점에 이견을 제기하기는 
어㉘다. 따라서 이들은 바탕이 되는 비단을 빨간색, 연두색, 누른색으로 바꾸
었다는 점과 ‘은(殷)’ 글자 밑에 있는 화분의 형태를 변주한 것 정도의 세부 
차이만 있을 뿐이다. 이 중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정재도 자수 8폭 병풍>은 
고종이 미국인 의사 존 윌리엄 헤론(John William Heron, 1855~1890)에게 
하사했던 것을 딸이 해당 기관에 기증한 것이다. 헤론의 몰년이 1890년임을 
고려하면 이 병풍은 1890년 이전에 제작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나머지 국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본과 한국자수박물관본도 비슷한 시기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정재도 작례 외에 초본의 사용이 분명한 화목은 왕회도이다. 현재 왕회도 
병풍은 10점 가량 알려져 있는데 도상과 소재는 동소이하다. 그러나 몇몇 
작례의 경우 동일 초본을 활용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 표적인 사례로 두 
가지 유형을 들 수 있다. 국박물관 소장본 <왕회도〔Tribute Missions at 
the Chinese Court〕 병풍>(도132)과 이화여자 학교 박물관 <왕회도〔조공
도〕 병풍>(도133)은 모두 10폭으로서 부분의 도상이 일치한다. 아울러 
2013년 크리스티 경매 출품본(도134)과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도135)은 8폭
으로 도상과 크기가 일치한다. 이 두 가지 유형은 현재까지 왕회도 병풍의 
초본이 발견된 사례는 없지만 당시에 초본의 유통이 이루어졌을 것임을 추정
하게 해준다.  
  초본과 완성본이 동시에 남아 있는 작례는 흔치 않다. 그런데 최근에 백선

383)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의 큐레이터 Rosalie Kim은 이 4폭의 병풍이 전 소장자(Mrs Katy 
Talati)로부터 1991년에 구입한 것임을 알려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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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百扇圖)의 작례에서 두 가지가 응하는 경우가 발견되었다. 독일 함부르
크 민족학 박물관 소장 <백선도 6폭 병풍>(도136)은 국립중앙박물관의 <백선
도 6폭 병풍 초본>(도137)과 완전히 일치하여 흥미로운 사례를 보여준다.384)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초본에는 병풍의 순서와 채색의 종류가 세세하게 명시
되어 있다. 아울러 이것이 독일 함부르크 민족학 박물관 소장 완성본에 고스
란히 반 이 되었다. 이는 백선도 병풍의 제작이 여러 사람에 의해 분업되었
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를테면 공방의 ‘우두머리 화가’에 의해 완성된 초본
을 바탕으로 실무 담당 화가들이 매뉴얼에 따라 채색을 가했을 것으로 보인
다. 이러한 제작 체계는 병풍차의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도 제작의 효
율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화면 전체를 하나의 밑그림으로 제작한 경우도 있지만 어떤 작례에
는 부분 초본을 활용한 경우도 보인다. 동일한 기물 도안을 사용하되 기물의 
배치를 달리하면 다양한 조합이 가능해진다. 부분 초본의 활용은 책가문방도
에서 두드러지게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책가도 2
폭 병풍>(도138)과 국립고궁박물관 <책가도 2폭 병풍>(도139)은 동일한 도안
을 공유한 사례이다. 이 밖에도 현재 전하는 책가도에 등장하는 청동기, 옥
기, 벼루, 연필꽂이, 화병, 서적의 장정(裝幀), 시계에는 부분적으로 동일한 
도상이 조금씩 변주되면서 반복 등장한다. 이것은 복잡한 기물의 묘사에 특
히 부분 초본을 활용했기 때문일 것이다.385) 이러한 부분 초본을 복수로 조
합하면 보다 다양한 도안을 쉽게 양산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한번 초본
을 확보한 화가라면 화가의 기량 차이는 어쩔 수 없다하더라도 얼마든지 궁
중 병풍과 동일한 도안이 민간에도 유통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궁중회화와 민화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이에 
해서는 다음 (3) <궁화(宮畵)와 민화의 상호 교류>에서 다시 상론하겠다. 
   왜장 병풍이 초본을 통해 제작의 효율을 높 다면 각장 병풍은 견본의 조
합을 활용하 다. 이는 주로 각 폭마다 다른 그림이 그려졌던 어해도(魚蟹
圖), 고사인물도, 모도, 백납도(百衲圖), 잡화병(雜畵屛) 화목에서 발견된다. 
이들은 략 십 여 개의 견본 가운데 병풍의 규모에 맞게 8개, 10개, 12개 
도상을 선택하 다. 계절감이 반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황의 순서에도 특

384) 백선도의 초본과 완성본의 작례는 2016년 <미술 속 도시, 도시 속 미술> 전시에서 처음 소
개되었다. 국립중앙박물관, 미술 속 도시, 도시 속 미술, 그라픽네트, 2016, pp.172~173. 

385) 이형록 계열의 문방도에서 화가가 취사선택할 수 있었던 도안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은 민
길홍, 앞의 논문, p.7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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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한 구애를 받지 않았다. 따라서 오로지 주문자의 취향과 화가의 선택에 따
라 견본의 도상이 취사 되었다. 각장 병풍은 왜장 병풍에 비해 상 적으로 
개장이 쉬운 편이다. 중간에 한 두 폭이 손상되더라도 전체가 아니라 부분의 
보수도 가능하다. 실제로 10폭 병풍으로 꾸며진 것을 훗날 소장자의 형편에 
따라 4폭과 6폭으로 쪼개서 거래된 경우도 있다.386) 각장 병풍의 제작에 견
본을 활용하면 도상의 조합만큼 다양한 작례가 나올 수 있다. 아울러 각장 
병풍은 왜장 병풍 보다 제작이 쉬웠기 때문에 서화시장에서 보다 융통성 있
게 거래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문인화가가 각장 병풍을 집중적으로 제작한 경우가 있다. 홍세섭
(洪世燮, 1832~1884)은 로 관직을 했던 남양 홍씨 출신이다. 따라서 적
어도 신분상으로는 직업화가와 거리가 멀다. 그러나 현재 남아 있는 홍세섭
의 작품들은 동일한 물새 도안을 다르게 조합하여 병풍으로 꾸민 사례가 많
다. 표㊳ <홍세섭 물새도 병풍의 견본 조합>에는 이러한 작례를 모아보았다. 
이 중 1883년에 조선을 방문했던 퍼시벌 로웰(Percival Lowell, 1855~1916)
이 촬 한 초상 사진 속에 홍세섭의 물새도 10폭 병풍이 배설되어 있어 주
목을 요한다. 이 사진(도140)은 현재 보스턴 박물관(Museum of Fine Arts, 
Boston)에 소장되어 있다. 실제 병풍도 4폭과 6폭으로 나뉘어 축과 첩으로 
전한다. 근 기에 촬 된 사진과 실제 유물이 모두 남아 있어 더욱 가치 있
는 사료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10폭 병풍을 다른 홍세섭의 병풍 유물 5점
(삼성미술관 Leeum, 개인소장 1, 개인소장 2, 개인소장 3, 국립중앙박물관)
과 비교해보면 표㊳에서 제시된 것처럼 거의 모든 화폭의 도상이 겹친다. 특
히 5폭과 6폭에 그려진 백로와 가마우지 도상은 홍세섭의 거의 모든 작품에 
보인다. 유독 인기가 좋았던 도상이었을 것이다. 이 같은 증거들은 홍세섭이 
물새도 병풍을 꾸릴 때 본인이 만든 견본을 다양하게 조합했을 가능성을 높
여준다. 또한 근역서화징에 ‘석창(홍세섭)의 아버지 역시 그림에 능했으니 
석창에게 그림을 구하는 자가 있으면 부자가 번갈아 그려주었으나 사람들이 
능히 판별하지 못했다’는 기록이 있다.387) 이는 홍세섭에게 그림 주문이 들

386) 홍세섭의 10폭 병풍을 두 뭉치로 개장한 사례를 논의한 연구 성과가 있다. 홍세섭의 10폭 
병풍은 6폭을 따로 잘라 축으로 꾸미고 나머지 4폭도 반씩 잘라 8엽의 화첩으로 개장되었다. 
이를 언급한 성과는 이은하, ｢조선시  화조화 연구｣, 고려 학교 박사논문, 2011. p.217; 최
경현, 앞의 논문 참조. 이 작례가 표㊳ <홍세섭 물새도 병풍의 견본 조합>에 보이는 작품이다. 

387) 吳世昌 편저, 東洋古典學會 국역, 국역 근역서화징 (하), 시공사, 1998. pp. 1027~1028.;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한국역 서화가인명사전,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pp.2482~2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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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왔을 때 때로는 부친 홍병희(洪秉僖, 1811~1886)가 필을 했음을 의미한
다. 관료 던 부자가 굳이 필까지 해가면서 병풍을 제작했던 데에는 특별
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홍세섭이 자신의 작품에 ‘심부름꾼을 시켜 팔면 
어떨까〔使者還金〕’라고 기록을 한 것도 홍세섭 부자가 거간을 통해 그림을 
판매했을 가능성을 엿보게 한다(도127). 아울러 홍세섭이 오직 물새 화목만
을 특장으로 삼아 이를 전문적으로 그㉛다는 점에서 홍세섭의 작화 활동에 
상당 부분 상업적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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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㊳ 홍세섭 물새도 병풍의 견본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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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홍세섭의 경우를 제외하면 고사인물도, 어해도, 기명절지도, 잡화도 
같은 각장 병풍을 제작한 이들은 개 전형적인 직업화가들이었다. 특히 청
말 상해화단에서 향을 받아 고사인물도 병풍의 유행을 선도했던 장승업, 
김은호(金殷鎬, 1892~1979), 기명절지도 병풍에 특장이 있었던 안중식(安中
植, 1861~1919), 조석진(趙錫晉, 1853~1920), 어해도의 유행을 선도했던 조
정규(趙廷奎, 1791~?) 등은 당 에 가장 인기 있었던 직업화가라 할 수 있
다. 현재 고려 학교 박물관에는 <이월 백도 초본>(도141)가 전한다. 이 초
본은 성신여자 학교 박물관 소장 조석진의 <이백 월도>(도142)와 경북 학
교 박물관 소장 김은호의 <이백 월도>(도143)의 도상과 거의 일치한다. 비
록 배경은 고목과 병풍으로 바뀌었지만 이백의 자세와 동자와의 배치에서 동
일 초본의 활용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러한 밑그림 견본들은 십 수장이 미리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주문자들은 자신의 취향에 맞게 도상을 선택했을 것
이다. 아울러 그 조합이 만들어내는 경우의 수 만큼 각장 병풍의 래퍼토리가 
나올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견본 제작 체계는 사제지간을 중심으로 운
되던 공방의 분업을 보다 쉽게 유지하는 방편이 되었을 것이다. 
  견본의 활용이 잡화 병풍에 적용된 사례 가운데에는 보다 독특한 협업 제
작 방식을 보인 경우도 있다. 하나의 잡화 병풍을 제작하면서 여러 화가가 
특장에 따라 병풍의 한 폭씩을 완성한 사례이다.388) 주문자가 자신이 원하는 
화가와 화목을 선택하여 완성작을 취합한 후에 그것을 병풍으로 조합한 것이
다. 이는 반기성화처럼 작가가 내놓은 견본을 보고 주문자가 조합의 방식을 
선택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심지어 서가와 화가들이 각각 시차를 두고 한 
폭씩 제작해서 훗날 하나의 병풍으로 꾸민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작례는 주
문자의 취향을 고루 반 하여 하나의 병풍으로 꾸밀 수 있는 방법이었다. 20
세기 이후 서화 병풍의 상업화가 가속화되면서 상 적으로 제작이 까다로운 
왜장 병풍의 인기가 시들해지고 각장 병풍이 그 자리를 체하는 것도 이러
한 시장 논리의 반 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 궁화(宮畵)와 민화의 상호 교류 

  한국미술사의 오랜 문제의식 가운데 궁화〔궁중회화/궁중화〕와 민화의 유사

388) 잡화도 병풍의 유행과 제작 방식에 한 논의는 김취정, ｢개화기 화단의 신경향과 잡화병｣, 
美術史論壇 27, 2008; 양선하, ｢근 기 서화합작품 연구｣, 미술사논단 2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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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논의가 있다. 양자는 기복적인 주제와 화려
한 채색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출발점이 같다. 주제, 도상, 재료가 같다보니 
서화 소비의 가장 상층과 하층의 취향이 동일하다는 아이러니에 이르게 된
다. 그러나 사실상 이러한 현상의 이면에는 다양한 문화사적 동인이 복합적
으로 작용하 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문제가 되는 궁화와 민화가 

부분 병풍 형식이라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19세기 궁중 회화는 부분 
병풍 형식이었다. 또한 민간의 회화 가운데에도 소위 민화로 분류된 경우에 
유독 병풍 형식을 갖춘 경우가 많았다. 그렇다면 ‘왜 많은 궁중 회화와 민간 
회화가 병풍 형식으로 제작되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 볼 수 있다. 아울러 
‘그 많은 병풍은 어디에 배설되었고 무엇을 위해 사용되었는가?’라는 질문이 
동반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그간 궁화와 민화에 한 논의가 학계에서 어
떻게 전개되었는지를 개괄하겠다. 아울러 궁화와 민화가 공통점을 보이는 까
닭과 그 문화사적 배경을 논구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왕실 병풍의 사가 

여의 관행, 화원화가·장황인·병풍장의 궁 밖 활동의 허용 문제, 밑그림의 
공유 현상, 민간화가의 왕실 화역(畵役)의 수주와 같은 병풍의 제작 환경에 

한 논의가 동반될 것이다. 아울러 조선 사회가 왕실부터 기층까지 의례를 
통해 유교 이념을 실천하 다는 점을 상기하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조선
사회에서 병풍이 담당한 특별한 의미와 기능에 해 주목하게 될 것이다.    
  일찍이 안휘준은 민화의 특징을 장식성과 인습성으로 보고 궁중회화를 민
화의 범주 하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하 다.389) 이러한 인식은 당 의 전시 
및 연구 성과에 반 되어 많은 궁중 병풍이 민화로 분류되었다.390) 그러나 
최근 20년간 다양한 궁중회화가 발굴되고 ‘궁중 양식’과 ‘왕실 회화’의 정의
와 범주에 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궁중회화와 민화 사이에는 일
부 공통점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특성상 양자는 따로 논의되어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해졌다. 표적인 논의를 소개하자면 김홍남은 학계의 연
구가 순수 미술로서의 서화에만 치중된 점을 비판하 다. 아울러 궁중회화와 
민화를 분리하여 궁중 회화를 ‘궁화’로 민간회화를 ‘민화’로 부를 것을 제안
하 다.391) 이러한 시각은 이후 궁중 회화 연구에 향을 주는 한편 궁중 회

389) 안휘준, ｢우리 민화의 이해｣, 한국회화의 이해, 시공사, 2000. pp.344~345. 
390) 궁중회화를 민화의 범주로 분류한 전시는 호암미술관 편, 民畵傑作展, 三星美術文化財團, 

1983; 국립전주박물관·호암미술관 공편, (호암미술관소장)민화걸작전, 국립전주박물관, 1991; 
호암미술관 편, 『꿈과 사랑: 매혹의 우리민화』, 호암미술관, 1998. 

391) 김홍남은 ｢궁화: 궁궐 속의 민화｣ (국립민속박물관, 민화와 장식병풍, 2005) pp.33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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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는 민화와 결별하여 독자적인 자리 찾기를 시작했다. 최근에는 논의가 보
다 세분화되면서 박정혜, 정병모, 윤진 에 의해 궁중 회화와 민간 회화에 

한 재조명이 이루어졌다.392) 이들은 민화 자체의 범주와 정의를 보다 세분
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하는 논의를 펼쳤다. 윤진 은 궁중 양
식을 모방한 민화 병풍을 ‘장식민화(裝飾民畵)’로, 그 보다 수준이 떨어지는 
단폭 민화를 ‘길상민화(吉祥民畵)’로 부를 것을 제안하 다. 아울러 이러한 
차이가 소비 계층의 경제력에서 비롯되었다고 논의하 다. 따라서 장식민화
는 신흥부유층, 길상민화는 평민층에 의해 주도적으로 소비되었다고 보았
다.393) 윤진 의 정의는 병풍의 형식이 단폭 그림 보다 수준이 높고 소비 계
층의 경제력도 더 높았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선행 연구는 궁중 회
화와 민간 회화 사이의 공통점을 강조했던 기존의 논의에서 벗어나 양자 간
의 차이를 강조한 시각이 반 된 것이다. 그러나 ‘장식성’과 ‘길상성’ 혹은 
‘부유층’과 ‘평민층’의 범주 문제도 그 준거가 모호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궁중 회화와 민간 회화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의 문제 보다
는 양자 사이에 공통점이 보이는 까닭이 무엇인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이 문제를 병풍의 형식이라는 틀로 다시 바라보고자 한다. 새로운 인식의 틀
이 궁중 회화와 민간 회화의 성격을 폭넓게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리라 생
각한다. 
  궁중병풍과 민간병풍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주목
해야 할 사항은 궁중병풍이 사가에 여된 관행이다. 제용감과 도감의 병풍
이 사가에 여된 현상은 앞의 Ⅱ장의 4절 ‘민간에서의 병풍 사용과 여의 
확산’에서 소개한 바 있다. 이러한 관행은 적어도 18세기부터 시작되어 19세
기말까지 이어졌다. 다만 왕실의 기물을 여하는 것은 민간 전체에 해당하
지는 않았을 것이다. 신 왕실, 종친, 부마가문과 연이 닿았던 일부 특권층
에 국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이러한 관행이 궁중의 취향과 왕실
의 기물이 시차 없이 민간으로 전해질 수 있는 손쉬운 통로 음은 의심의 여

392) 그간 축적된 궁중 회화에 한 연구 성과는 박정혜가 기획한 조선시  궁중 회화 3부작을 
통해 상당 부분 정리되었다. 박정혜 외, 왕과 국가의 회화, 돌베개, 2011; 박정혜 외, 조선 
궁궐의 그림, 돌베개, 2012; 박정혜 외, 왕의 화가들, 돌베개, 2012. 궁중회화와 민화를 하
나의 계보로 연구한 성과는 정병모 기획, 한국의 채색화 세트: 궁중회화와 민화의 세계, 다
할미디어, 2015. 여기서 정병모는 궁중 회화와 민간 회화를 아우르는 용어로 ‘채색화’라는 용
어의 사용을 제안하 다. 

393) 윤진 , ｢‘장식’과 ‘길상’의 경계, 책가도冊架圖 이야기｣, 월간민화 19, 2015; 윤진 , ｢조
선 말기 궁중양식 장식화의 유통과 확산｣, (박정혜 외, 조선 궁궐의 그림, 돌베개,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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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왕실의 화역을 담당한 화원화가가 민간의 수응(酬應)을 하는 
데에 별다른 제약이 없었다는 사실에 주목을 요한다. 사실상 기존의 도화서
의 녹봉 체계만으로는 화원화가들이 생활을 꾸리기가 어려웠다. 또한 법적으
로도 화원의 사적 수응을 금지한 바가 없기 때문에 화원화가들도 얼마든지 
민간의 주문에 응할 수 있었다.394) 이옥(李鈺, 1760~1812)이 1800년경에 지
었다고 하는 ｢이언(俚j)｣에는 삼재(三災)를 면하기 위해 도화서에 돈을 보내 
큰 매 그림을 구입했다〔送錢圖畵署 另購大鷹來〕는 목이 나온다.395) 이는 
왕실의 일원이 아닌 사람도 화원화가의 그림을 구입할 수 있었음을 의미한
다. 강이천의 ｢한경사｣에도 광통교에서 거래되는 그림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화원의 솜씨〔最有近來高院手〕’라는 목이 나온다. 이는 화원화가의 그림이 
광통교에서 팔㉛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렇게 화원화가가 궁의 안팎을 넘나들
며 활약했다는 것은 이들이 사용한 초본도 궁중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공유
되었을 것임을 시사한다. 현재 유전되는 병풍 가운데에는 도안 자체는 동일
하나 화격과 재료의 차이가 큰 경우가 있다. 초본이 동일해도 화가의 기량, 
제작 기간, 사용 재료에 따라 그림의 수준 차는 적지 않았다.396) 
  또 하나 주목해야 할 현상은 왕실의 수주를 받던 장인들이 궁 밖에서도 
업을 했다는 점이다. 표적인 사례로 청주 한씨 장황인 가문을 들 수 있다. 
Ⅲ장 3절 <(2) 증조병풍(贈朝屛風)의 유입과 왜장병풍(倭裝屛風)의 제작>에서 
소개한 바 있는 ｢신사뉵월한응창의게셔병풍꾸미여온발긔｣는 1881년 6월에 
한응창이 꾸며온 병풍 목록을 기록한 것이다.397) 이를 통해 당시에 한응창이 

병 23좌, 중병 15좌, 소병 22좌 도합 60점 병풍의 장황을 맡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응창은 청주 한씨 출신으로 일가인 한응숙, 한응엽과 함께 적
어도 1872년부터 1913년까지 꾸준하게 왕실의 장황을 맡았다. 이들의 활동

394) 도화서 화원화가들의 녹봉 체계에 한 연구는 유재빈, 앞의 논문, pp.42~45; 화원화가의 
사적 수응에 해서는 장진성, ｢조선시  도화서 화원의 경제적 여건과 사적활동｣, 화원, 삼
성미술관 Leeum, 2011.

395) 李鈺, ｢俚j｣ 
396) 박정혜는 곽분양행락도 가운데 확실한 궁중회화라고 단언할 수 있는 작품이 많지 않음을 지

적한 바 있다. 박정혜, ｢궁중 장식화의 세계｣, 조선 궁궐의 그림 pp.107~108. 동일한 초본
을 사용하 으나 수준 차이가 크게 확인되는 화목은 곽분양행락도와 요지연도이다. 곽분양행락
도에 해서는 김홍남, 앞의 논문(2012); 요지연도에 해서는 박본수, 앞의 논문(2016) 참조. 

397) 병풍 60좌는 이듬해인 1882년 순종의 가례를 위해 꾸며졌을 가능성이 있다. 1881년에 작성
된 부분의 발기가 순종의 가례에 사용될 물건, 음식, 의복의 목록을 작성한 것이기 때문이
다. 이에 해서는 안애 , ｢1882(壬午)年 王世子 嘉禮 硏究｣, 장서각 22, 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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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의궤, 관보, 실록, 승정원일기에 고루 보인다. 여기서 이들의 직책은 장황
인 6품 혹은 9품으로 기재되어 있다.398) 1887년경에 한응엽은 적선동에 점
포를 개업하 다. 이후 다시 수송동으로 자리를 옮겨 수송표구사라는 상호로 

업을 이어갔다.399) 조선 왕실의 국역을 담당했던 공인(工人)들의 활동 양상
을 고려할 때 도화서 폐지 이전에도 이 가문은 민간의 주문을 받았을 가능성
이 높다. 수송표구사는 개업 이래 1980년 까지 한기홍(韓基鴻), 한상용(韓祥
鎔), 한성수(韓晟洙)까지 4 에 걸쳐 업을 이어 갔다. 이는 당시 고서화 시
장이 확산되면서 민간의 장황 수요가 증가했던 시류와 깊게 결부되어 있
다.400)  
  그렇다면 왕실과 민간을 넘나들며 활동한 청주 한씨 가문은 왕실 안팎의 
화풍 교류에 어떤 기여를 했을까? 사실상 청주 한씨 가문의 장황인 명단 가
운데 ‘한응숙’은 오랜 기간 학계에서 밝혀지기를 기다려왔던 이름이다. 은인
을 통해 작가의 이름을 드러내는 눈속임을 썼던 책가도의 계보 안에서 일찍
이 한응숙의 인장(도144-1)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다.401) 그런데 기왕에 알
려진 삼성미술관 소장 이형록 <책가도 8폭 병풍>와 경기도 박물관 소장 장
한종의 <호피 장막 책가도 병풍>의 경우 은인의 주인공이 화가 다. 따라서 
응당 한응숙도 화가일 것으로 추정해왔다. 그러나 윤진 은 한응숙이 화원화
풍을 구사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원화가 명단에 이름을 올린 적이 없다는 사실
을 근거로 도화서 시험에서 낙방한 생도(生徒) 을 것으로 추정하 다.402) 
   그러나 한응숙, 한응엽, 한응창 등 한씨 일가가 그림을 그리는 화가 다

398) 1872년 『어진이모도감청의궤』; 승정원일기 고종 20년(1883년) 10월 8일 (을묘); 승정원
일기 고종 23년(1886년) 5월 9일 (신축); 고종실록 고종 25년(1888년) 6월 2일 (임오); 고
종실록 고종 38년(1901년) 5월 24일 (무자); 순종실록부록 순종 6년(1913년) 5월 17일. 

399) 청주 한씨 일가가 운 한 수송표구사에 한 소개는 김산호, ｢한국 근·현  표구기술의 변천 
과정｣, 용인 학교 석사논문, 2005, p.12; 1957년 한상용의 인터뷰에 따르면 한응엽이 활동한 
때가 70년 전이라고 하 다. ｢연선 일업삼  새해탐방 (6) 표구사｣, 동아일보 1957년 1월 
12일 기사. 1869년에 제작된 흥선 원군의 초상화를 장황했던 한홍적(韓弘迪)도 이 가문이었
을 가능성을 제시한 견해는 고수익, 表具美學槪論, 고륜, 2007, p.47. 

400) 1960년~1980년  고미술의 유통과 전통 장황 사업의 활황과 관련해서는 고수익, 앞의 책, 
pp.51~52.

401) 이 작품을 처음 소개한 연구는 Kay E. Black and W. Wagner, “Court Style 
Ch’aekkori,” In Hopes and Aspirations: Decorative Painting of Korea, ed. Kumja 
Paik Kim. (San Francisco: Asian Art Museum of San Francisco, 1998), 30; 한응숙을 
언급한 선행 연구는 박정혜, ｢궁중 장식화의 세계｣, 조선 궁궐의 그림 p.134; 윤진 , 앞의 
논문(2015). 

402) 윤진 , 앞의 논문(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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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증거는 전혀 없다. 왕실의 공식 문헌에 장황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한응숙
이 직접 <책가문방도>(도144)를 그㉛던 것이었을까? 한응숙의 정체에 해서
는 결정적인 증거가 더 나오지 않는 이상 무어라 확단하기 어㉘다. 다만 앞
서 논의했다시피 병풍차가 유통된 경로가 비단 서화전에 국한된 것이 아님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병풍은 지전, 혼례용품 판매점, 서점, 서림, 표구사라는 
다양한 유통 경로를 가지고 있었다. 책가도 은인 사용의 전통상 한응숙이 화
가를 겸했을 가능성은 열려 있다. 그러나 화가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표구사
를 운 하며 화가를 고용했거나 화가에게 초본을 제공한 기획자 을 가능성
도 있다. 도화서가 붕괴된 이후 왕실을 드나들던 장인들은 민간의 수요에 눈
을 돌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아울러 이들은 화원화가의 초본을 손에 넣거
나 화원화가를 고용하여 병풍차를 제작하기에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또한 책가도의 화가가 한응숙이든 아니든 간에 한응숙이 왕실과 민간을 넘나
들며 활동한 것도 분명하다. 이 과정에서 한응숙은 궁중 양식을 민간으로 이
식하는 데에 기여한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 현재 전하는 책가문방도 병풍 가
운데에는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인장이 찍혀 있는 작품들이 있다. 뉴욕 개인 
소장 <책가도 10폭 병풍>의 강달수(姜達秀) 인장, 통도사 성보박물관 소장 
<책가도 8폭 병풍>의 석익신(釋益信) 인장, 국립민속박물관 <책가도 8폭·서
병 10폭 양면 병풍>(도145)에 전황봉(全黃峰)의 인장(도145-1)이 표적이
다.403) 이 밖에도 자구인(字句印)일 사용했거나 해독 자체가 어려운 인장이 
찍힌 작례도 상당하다. 따라서 은인 책가도 유형에 한 연구가 진행된다면 
한응숙의 역할에 한 이해도 보다 깊어질 수 있으리라 기 한다.  
  궁화와 민화의 구분을 어㉘게 하는 또 하나의 원인은 민간 화가에 의해 궁
중 회화가 제작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1894년 도화서가 폐
지된 이후에 두드러졌다.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는 민간 화가들이 1900년  
이후에 왕실에 헌상한 병풍 유물이 다량 남아 있다. 이 가운데에는 고종 말
기에 활약했던 안중식, 조석진, 김규진(金奎鎭, 1868~1933) 같은 화가들의 
작품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1896년 이후에 장례원 도화과, 우정국, 기술
국 등 서화 작업이 요구되는 부처에 소속되어 있었다. 그러나 1910년 에 왕
실이 해체되자 이들의 공식 소속도 사라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많은 화가들

403) 석익신의 인장이 있는 통도사 성보박물관 소장 <책가도 8폭 병풍>에 한 소개는 윤열수, 
앞의 논문(2006), pp.75-77; 강달수의 인장을 언급한 연구는 박정혜, ｢궁중 장식화의 세계｣, 
조선 궁궐의 그림 p.134; 전황봉의 인장은 황봉전(黃峰全)으로 읽어야 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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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화협회, 서화연구회, 서화미술회 같은 서화교육기관을 설립하여 독자적
인 행보를 걷게 되었다. 그러나 순종이 서거하는 1926년까지는 이왕실의 서
화 주문이 완전히 끊긴 것은 아니었다. 다만 기존의 도화서 체계와는 다른 
양태에서 왕실 회화의 주문과 제작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왕실의 서화 수주를 따내는 과정에서는 기존의 화원 화가 출신들이 
우선시 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로 인해 화가들 간에 세력 다툼이 끊이지 않
았던 것 같다. 심지어 왕실 화역에 지전배(紙廛輩)가 고용되는 스캔들도 일어
났다.404) 수준이 미달되는 화가들을 값싼 노임으로 고용하여 왕실의 서화를 
제작하려 한 것이다.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는 삼국지연의 4폭 불발기문 병
풍 9점(창덕 6510~6518)과 화조도 4폭 불발기문 병풍 22점(창덕6474~6495)
이 남아 있다. 이들은 건축물에 부착되는 형식의 병풍이다. 1900년~1910년

에는 궁궐에 화재가 자주 일어났다. 따라서 화재가 날 때마다 궁궐의 건축
과 장식이 다시 이루어졌는데 이 때 이 병풍들이 일괄 주문되었을 가능성이 
높다.405) 그런데 이 병풍에 드러난 화가의 기량은 그 수준이 일정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어떤 경우에는 고아한 궁중의 전통을 계승하 지만 일부는 상
당히 조악하기까지 하다. 많은 양의 병풍이 한꺼번에 제작되면서 수준 미달
의 화가가 동원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부 작품에는 값싼 수입산 안료를 사
용한 경우도 보인다. 식민지 치하라는 특수성 하에서 궁중의 서화 제작 환경
은 급변하 다. 이로 인해 궁중 미술의 수준도 급격히 내려갔다. 화원의 전
통적인 훈련과 교육을 받지 않은 자들이 궁중 미술을 제작하기에 이른 것이
다. 이러한 경우 전통적인 의미의 궁중  양식과 민간 양식의 구분은 어려울 
뿐 아니라 양자를 이분하는 의미도 퇴색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궁중 병풍과 민간 병풍 사이에 공통점이 드러나는 배경을 총 네 
가지 관점에서 정리하 다. 왕실 병풍의 민간 여, 화원화가의 민간 수응, 
왕실 소속 장인의 외부 업, 민간 화가의 왕실 화역 수주가 핵심 골자 다. 
이 같은 요소들은 왕실과 민간이 완전히 분리될 수 있는 개별 역이 아님을 
확인시켜 준다. 궁화와 민화는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교류하면서 상호 

404) 1920년 창덕궁 조전과 경훈각 벽화 제작을 수주 받은 김응원이 값싼 노임으로 부릴 수 있
는 ‘민화공’에게 하청을 주려다 무산된 사건이다. 조선일보 1920년 6월 25일 ｢창덕궁 내전
벽화｣ 기사; 홍선표, ｢조선후기 기복호사 풍조의 만연과 민화의 범람｣, 반갑다! 우리민화』, 서
울역사박물관, 2005. p.229. 

405) 황정연은 1900년, 1901년, 1904년 덕수궁 화재와 1917년 창덕궁 화재 이후에 왕실 회화의 
제작 주문이 증가한 현상에 주목한 바 있다. 황정연, 앞의 논문(2013).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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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하에 형성된 유기적인 관계인 것이다. 그러나 궁화와 민화 사이에 공존하
는 도상, 주제, 양식, 화풍 상의 공통점은 잠시 접어두고 이것의 형식과 기능
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들 부분은 병풍이라는 형식을 띠고 있다. 왕실
과 민간에서 병풍을 만들었던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조선 사회에서는 왕실과 민간을 막론하고 병풍을 의례를 행하고 실내를 장
식하는 데에 사용하 다. 왕실과 종친뿐 아니라 사 부 이하의 기층에 이르
기까지 조선의 전 인구는 유교라는 이념을 의례를 통해 실천하 다. 따라서 
궁화와 민화가 병풍이라는 형식상의 접점을 가지는 까닭은 병풍이 사용된 의
례 문화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 간 궁화〔궁중회
화/궁중화〕 혹은 민화라는 이름으로 뭉뚱그려져 온 많은 유물들을 병풍이라
는 형식을 통해 다시 읽고자 하 다. 병풍이라는 형식을 고려한다면 궁화와 
민화는 단순히 벽사와 기복의 바람을 시각화한 것만은 아니다. 병풍은 조선
의 근간을 운용하던 성리학의 이념이 시각 문화 안에서 파생된 실체적 결과
이다. 따라서 병풍에 무엇을 그㉛느냐 뿐 아니라 병풍을 어디에 사용했느냐 
하는 문제도 고려한다면 19세기에 궁화를 닮은 민화가 범람했던 까닭을 보다 
균형 있게 바라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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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병풍 소비 계층의 확대와 새로운 취향

  본 절에서는 19세기 민간 병풍에 보이는 새로운 주제와 도상, 미감과 취
향, 기법과 제작 방식에 해 논의할 것이다. 우선 (1) <주제의 혼용과 도상
의 결합>에서는 민간 병풍에 보이는 길상 도상과 기복 주제의 습합 현상에 

해 주목할 것이다. 이 시기에는 고사(故事)의 기원에 한 관심이 줄어들면
서 그림에 특정 도상을 삭제하거나 과장하는 경우가 증가하 다. 또한 개별 
화제 던 도상들을 하나의 화면에 욱여넣은 경우도 보인다. 이는 하나의 병
풍으로 복수의 효과를 내고자 했던 민간의 요구가 투사된 결과라 할 수 있
다. (2) <이색 기법의 활용과 양면 병풍의 유행>에서는 기존의 서화 병풍 외
에 자수, 이금, 호분(胡粉), 낙화(烙畫), 나전(螺鈿), 속필(速筆), 비백(飛白), 
혁필(革筆)의 기법이 동원된 병풍에 해 소개할 것이다. 호분, 이금, 자수, 
나전 기법은 고가의 재료와 공임이 요구된 경우이다. 반 로 속필, 혁필, 비
백 기법은 상 적으로 빠르고 쉽게 병풍차의 제작이 가능하 다. 다양한 기
법의 발달은 병풍 시장의 성장과 분화를 의미한다. 아울러 병풍의 양면에 병
풍차를 장황한 양면 병풍이 유행하게 된다. 이는 하나의 화면에 여러 도상을 
습합시킨 방식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병풍으로 복수의 병풍을 소유하는 효과
를 가져왔다. 마지막으로 (3) <판화 병풍 및 인쇄 병풍의 확산>에서는 판화
와 인쇄술이 병풍차의 제작에 활용된 작례를 살펴볼 것이다. 병풍차의 복제
는 기층의 병풍 소비를 가속화하는 계제가 되었다. 아울러 인쇄 병풍의 확산
은 명화의 복제를 통해 민간 계층에서도 일본인 화가, 타계한 원로 화가들의 
원화를 병풍화로 소비할 수 있게 하 다. 결국 이러한 기법 상의 변천은 병
풍의 중화를 견인한 중요한 동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1) 주제의 혼용과 도상의 변형 

  19세기 민간 병풍의 주제와 도상에는 유독 기복(祈福)이 강조되었다. 사실
상 병풍으로 각광 받던 십장생도, 곽분양행락도, 요지연도, 백동자도, 백수백
복도는 모두 주제 자체가 장수, 수복, 다산을 기원하는 의미를 가진다. 그런
데 이러한 주제는 민간에서 유통되면서 유독 기복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도상
이 변형되거나 주제가 습합되었다. 다음은 이러한 현상을 기록한 이규경(李
圭景, 1788~?)의 ｢제병족속화변증설(題屛簇俗畫辨證說)｣의 일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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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여염집의 병풍과 족자, 벽에는 속화가 붙여진다. 비록 상투적으로 그
려지기는 하지만, 본래는 따로 뜻이 있었던 것이다. 그리는 자들이 고사를 알
지 못한 채 그림을 그렸을 뿐이다. 오늘날에는 기록이 소략해져 본래의 뜻을 
아는 자를 볼 일이 적어졌다. 
 
我之閭巷屛簇、壁上所黏俗畫。雖是例套。亦有其義。而畫者不解故事。今略記素
嘗知者。以示兒少406)

  이규경은 당시 유통되던 병풍, 족자, 벽화에 그려진 그림이 본래의 주제에 
한 깊은 이해 없이 제작된 현상을 비판했다. 사실상 19세기에 제작된 병풍

은 왕실용이든 민간용이든 그 주제가 기원한 문헌적 전거에 한 고민이 사
라진 경우가 부분이다. 특히 계층을 막론하고 가장 인기가 있었던 곽분양
행락도, 요지연도, 백동자도의 경우에 그러한 현상이 더 심했던 것 같다. 유
득공은 백동자도에 해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이제야 백자도가 우의적인 그림임을 알겠으니
곽가(郭家)에서 바람에 나는 연과 비교할 만하다네
그림에 담긴 뜻을 용렬한 화가가 알랴마는
혼례 병풍에 그려서는 많은 아들 축원하네.

“方知百童是寓筆。郭家風鳶差可方。庸師詎識畵中意。摸與婚屛祝弄璋”407)

  유득공은 이 시에서 원래 백동자도가 명나라 황실을 무너뜨리고 중원을 차
지한 만주족에 한 우의를 담고 있는 그림이었다는 점을 알려준다. 아울러 
당 에는 ‘용렬한 화가〔庸師〕’에 의해 혼례 병풍으로나 만들어지고 있다며 
현실을 개탄하 다. 이러한 현상은 19세기에 새롭게 부상한 서화의 제작자와 
소비자가 화제의 문학적 기원과 문헌적 고증에 한 관심이 덜 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현재 남아 있는 유물의 도상에서도 관찰된다. 일례로 독일 

406) 李圭景, ｢題屛簇俗畫辨證說｣, 『五洲衍文長菚散藁』; 이규경, 『오주연문장전산고』 하, 명문당, 
1982, p.964. 

407) 柳得恭, 「孟永光百童圖歌｣, 泠齋集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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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치히 그라시 민속박물관(Grassi Museum fuer Voelkerkunde zu 
Leipzig) 소장 <백동자도 4폭 병풍>(도146)을 들 수 있다. 이 유물은 현재는 
4폭이지만 원래 8폭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작품은 화려한 중국식 건축
물 아래 백동자도의 도상을 그린 것인데, 배경의 구성이 곽분양행락도에서 
빌려 온 것임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이 유물을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곽
분양행락도 8폭 병풍>(도147)과 비교해 보면 양자가 차용한 건축과 수목 세
팅이 거의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원래 곽분양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 
동자가 신한 것 외에 두 작품의 도상은 거의 일치한다. 사실상 각기 다른 
화목에서 건축과 수목의 세팅을 공유하는 현상은 비단 백동자도와 곽분양행
락도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이 시기에 유행한 왕회도와 요지연도 같은 궁
중 회화에 기원을 둔 다수의 병풍화에서 발견된다. 이는 복잡한 도안을 처리
하는 과정에서 화가들이 인습적으로 같은 배경을 그㉛기 때문일 것이다.408) 
  그런데 이에 더하여 민간 병풍에서는 또 하나 특기할 만한 요소가 발견된
다. 그것은 서로 다른 화제가 하나의 화면을 분할하여 병렬되는 현상이다. 
예를 들면 소상팔경도를 화조화와 결합하거나, 산수화와 어해도, 산수화와 
화조화, 책가도와 문자도, 경직도와 수복도가 결합된 작례이다.409) 표적인 
사례로 미국 오리건 학교 조던슈니처 박물관(Jordan Schnitzer Museum 
of Art, University of Oregon)에 소장되어 있는 <경직도와 수복도의 결합 
8폭 병풍>(도148)을 들 수 있다. 이 작품은 원근법을 사용하여 일종의 메가
네에[眼鏡繪] 효과를 강조한 경직도를 상단에 배치하 다. 아울러 하단에는 
백수백복도를 넣어 장식성을 더했다. 경직도와 백수백복도는 전혀 상관없는 
주제인데 하나의 화면에 배열한 것이다. 게다가 두 가지 주제가 하나로 어우
러진 것이 아니라 각각의 주제를 분리하여 나열하 다. 두 번째 작례는 전문
교(田文敎, 경북 지역 활동 추정)라는 민간 화가가 제작한 <어락도 10폭 병
풍>(도149)을 들 수 있다. 이 병풍은 주자의 무이구⑲시(武夷九曲詩)에 산수

408) 독일 라이프치히그라시민속박물관 소장 백동자도가 곽분양행락도의 도상을 차용한 데에 
해서는 신재근의 <백동자도> 도판 설명 참조. (국립문화재연구소편, (독일 라이프치히그라시
민속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pp.128~129) 박정혜는 왕회도에 나
타난 여러 도상이 요지연도나 곽분양행락도에서 반복됨을 지적한 바 있다. 박정혜, 앞의 논문
(2013), pp.125~126. 박정혜는 화원화가가 곽분양행락도, 요지연도, 백동자도의 배경이 되는 
건축물을 그리기 위해 계화를 훈련했을 것이라고 추정하 다. 아울러 이것이 한궁도를 파생시
킨 동인이라고 보았다. 

409) 윤열수는 민화의 특징이 여러 주제가 혼재된다고 보고 ‘혼성도’라는 용어를 사용한 바 있다. 
윤열수, 앞의 책, p.279~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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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어해도를 결합한 경우이다.410) 사실상 산수와 어해는 하나의 화면 안에 
공존하는 게 불가능한 주제이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는 산과 바다가 마치 한 
공간인 것처럼 설정되어 있다. 이것은 하나의 병풍에 보다 많은 도상을 넣고
자 했던 민간의 요구가 반 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민화 병풍에 두드러
지는 주제의 결합 현상은 용도에 따라 복수의 병풍을 구비하기 어려웠던 서
민 계층의 필요를 반 한 것이라 하겠다.411) 마지막 작례로는 여러 주제의 
화폭을 모아서 하나의 병풍으로 꾸민 사례로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요지연·
수㉘·효자·신선도 8폭 병풍>(도15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병풍은 중적으
로 인기가 높았던 요지연도, 신선도, 효자도, 수㉘도 주제를 각각 2폭씩 그려 
4개의 주제를 하나의 8폭 병풍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전혀 다른 주제 혹은 
도상을 하나의 병풍에 조합한 현상은 민간 계층이라는 새로운 소비자의 요구
에 해 제작자가 적극 반응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화가와 소비자가 시장에
서 만남으로써 새로운 형식의 병풍이 등장한 것이다. 본래의 주제와 도상의 
의미를 왜⑲하 다는 이규경의 비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소비자의 요구에 
의해 ‘곽분양’의 집 안으로 ‘백동자’가 들어간 설정은 그 자체가 19세기적인 
특성이라 평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상층에서 유행한 주제와 도상을 그 로 답습하되 조악한 필치로만 
바꾼 것이 민화 병풍은 아니었다. 민간에서 제작한 병풍 가운데에는 원래 궁
중화에서 기원하 으나 새로운 도상의 해석과 응용이 시도된 작례가 있다. 

표적인 사례는 민간에서 제작된 책가문방도 병풍에서 발견할 수 있다. 본
래 궁중 회화 계열의 책가도는 책꽂이〔冊架〕가 넓게 펼쳐진 구성이 많았다. 

형의 왜장 병풍으로 꾸며진 책가도는 서재 공간에 배설하는 의미가 컸을 
것이다. 이런 규모와 형식은 최고의 기량을 갖춘 화가만이 제작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런 이유에서 책가문방도 가운데 가장 수준 높은 작품은 비단 위
에 채색을 가한 왜장 형식이었다. 그러다 점차 서책과 문방구를 바닥에 늘어
놓는 구성이 선호되었다. 이를 통해 책가의 묘사에 필수적인 소실점과 선 원
근법의 적용은 사라졌다. 그런데 이것이 민간에 더욱 확산되면 흥미로운 현
상이 발견된다. 궁중 회화와는 달리 각장 병풍을 띠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재
현된 도상의 종류도 달라진 것이다. 주문자의 표식과 취향이 직접 반 된 사

410) 이 병풍에 해서는 윤열수, 앞의 논문(2006), pp.81~83 참조. 
411) 정병모는 이러한 도상 결합 현상이 19세기 후반 궁중 회화에서 시작되어 20세기 전반 민화

로 확산되었다고 보았다. 정병모, ｢민화 소상팔경도에 나타난 전통과 혁신｣, 강좌미술사 40, 
2013. pp.10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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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도 있다. 국학진흥원 소장 <무관(武官) 8폭 책가도 병풍>(도151)는 경상북
도 안동군 예안면의 소장자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는 전
형적인 책가문방도의 소재에 더하여 무관의 갑옷, 투구, 칼, 화살통이 추가되
었다.412) 특히 3폭에 집중적으로 무관의 지물이 묘사되었는데, 이를 통해 주
문자의 신분이 무관이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조선민화박물관 소장 <책거
리 7폭 병풍(1폭 손실 추정)>(도152)에는 수신인을 알려주는 편지가 포함되
어 있다. 겉봉에는 ‘종산 흥 오찰방(鍾山 永興 吳察訪)’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어 이 책거리를 누가 주문했는지 추정하게 해준다.413) 은인을 통해 제작자
의 이름을 알려주는 궁중화 계열의 책가문방도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주문자
를 노출시킨 셈이다. 이 같은 고안은 종이 바탕의 각장 병풍에서만 발견된다
는 점에서 주목된다. 완벽하게 갈리는 것은 아니지만 궁중에서는 왜장 형식
을 선호한 반면 민간에서는 각장 형식이 더 일반적이었다. 아울러 민간의 책
가문방도에서만 발견되는 도상이 있다. 궁중화 계열의 책가문방도에는 산호, 
고동기, 자명종, 회중시계, 빙렬자기, 옥기, 청동기가 등장한다. 청 황실의 콜
렉션과 유럽에서 수입된 물건이 고루 들어간 것이다. 그러나 민간 병풍에서
는 전혀 다른 도상이 발견된다. 예를 들면 선문 학교 박물관에 소장된 <책
거리 7폭 병풍(1폭 손실 추정)>(도153)은 전형적인 민간 병풍으로서 안경, 부
채, 어항, 마작, 바둑, 거울의 도상이 포함되어 있다. 안경이나 거울 같은 지
물은 일부 특권층만이 향유할 수 있는 품목이 아니라 당시 시전에서도 구할 
수 있는 물건이었다.414) 개인소장 <책가도 8폭 병풍>(도154)에는 ‘일 (日
影臺)’라는 글씨와 함께 해시계가 등장한다. 이는 궁중 책가도에 자명종과 회
중 시계가 그려진 것보다 늦은 시기까지도 민간에서는 해시계를 사용했다는 
점을 방증한다. 이를 통해 책가문방도의 도상은 주문자의 지위에 따라 선택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민간이 욕망했던 상은 저 멀리에 있는 것이 아
니라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 있었다. 따라서 민간 병풍을 단순히 궁
중 회화의 아류로만 이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소비자의 요구와 시장의 공급
이 만나는 접점에서 병풍의 주제와 도상이 선택되었기 때문이다.  

  

412) 이 작례를 소개한 선행 연구는 윤열수, 앞의 논문(2006), pp.77~78.
413) 이 작품을 소개한 선행 연구는 박본수, ｢[이야기로 보는 책거리]⑨ 민화 책거리｣, 경기신문

, 2012년 05월 21일자 기사. 
414) 구한말 안경의 유행에 해서는 강명관, ｢안경, 조선인의 눈을 밝히다｣, 조선에 온 서양 물

건들, 휴머니스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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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삽도⑥ 박창규 낙화 기법의 세전(世傳)과 계보도 (윤열수 박사논문, p.85 인용)

(2) 이색 기법의 활용과 양면 병풍의 유행

  19세기 민간에서 유행한 병풍의 또 다른 특징은 평범한 회화가 아니라 낙
화(烙畫), 속필(速筆), 혁필(革筆), 호분(胡粉), 이금(泥金), 나전(螺鈿), 자수(刺
繡) 같은 이색기법이 활용된 작례가 많다는 점이다. 이는 병풍화의 다양화가 
모색되는 과정에서 주제의 발굴이 계속되는 한편 기법의 응용도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수한 기법과 다양한 재료의 활용은 동일한 주제라 할지
라도 회화와는 다른 시각 효과를 연출할 수 있다. 이 중 낙화, 속필, 혁필은 
화가가 한 자리에서 주문을 받아 바로 그림을 그려내는 ‘석화(席畫: 어떤 자
리에서 주문에 응하여 즉석에서 그림을 그림)’ 방식으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
았다. 따라서 시장이나 박람회 같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제작되어 값
싸게 거래되었다. 이에 반해 호분, 이금, 나전, 자수는 비단 고가의 재료 때
문만이 아니라 제작 기간도 오래 걸㉛기 때문에 부유층만이 향유할 수 있었
다. 이렇게 병풍 시장이 이분화 되는 것은 병풍 수요의 확장에 기반하여 시
장 자체가 성장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다. 

  이 시기에 유행한 표적인 이색 기법 중 하나는 낙화이다. 이 기법은 상
당히 오랜 역사를 가졌지만 박창규(朴昌珪, 1796~1855)에 의해 재발견되었
다고 할 수 있다.415) 박창규는 헌종(憲宗, 1834∼1849 재위)에게 낙화를 헌

415) 낙화 기법에 해서는 이선형, ｢朴昌珪(1783-?)의 烙畵 「花鳥圖」｣, 미술사연구 3, 1989; 
정병모, ｢인두 끝에서 피어난 그림, 우리나라 낙화(烙畵)의 역사｣1~2, 월간민화, 2015; 윤열
수, 앞의 논문(2006), pp.83~87; 김삼기, ｢낙화의 역사와 상징｣ (광주시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
실 편, 문화예술의 고장 V: 우리 그림, 광주시립민속박물관, 2010) pp.12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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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고 관직을 제수 받았다. 이후 100여 년간 박창규의 종형제와 자손에 의
해 낙화 기법이 독점적으로 승계되었다. 박창규의 종제인 박이규(朴履珪), 박
훈규(朴勛珪)를 비롯하여 박진호(朴鎭灝), 박계담(朴桂淡), 박상전(朴相典)에 
이르는 일가가 박창규의 뒤를 이었다. 아울러 이 가문이 전주 일 에서 키워
낸 백남철(白南哲) 등의 제자도 낙화 기법을 저변화하는 데에 일조하 다. 박
창규의 손자인 박병수(朴秉洙, 1859~?)는 친일파 관리들의 비호를 받으며 국
외에서도 명성을 얻었다.416) 이들이 제작한 것은 병풍만은 아니었다. 그러나 
당시에 병풍의 유행 풍조와 맞물리면서 낙화가 병풍으로 꾸려진 경우가 많았
다. 표적인 작례는 박계담이 제작한 <낙화 화조도 8폭 병풍>(도155)이다. 
   이 밖에 혁필도와 속필도 병풍도 다수 유전되었다. 서울역사박물관 <혁필
문자도 8폭 병풍>(도156)에서 볼 수 있다시피 혁필은 붓이 아니라 가죽의 단
면으로 그림을 그린 기법이다.417). 속필은 말 그 로 붓을 빨리 놀려 글씨를 
쓴 것이다. 표적인 작례로 국립민속박물관 <속필 수복문자도 10폭 병풍>
(도157)을 들 수 있다. 본래 궁중에서 제작한 수복도의 경우 자수로 된 경우
도 많고 공필의 채색화도 있다. 그런데 이런 속필화의 유형은 빠른 필체의 
먹으로만 완성되었다. 상 적으로 긴 작업이 요구되는 서화에 비해 혁필과 
속필은 한 자리에서 작품을 완성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이다.  
  자수, 나전, 이금, 호분을 활용한 경우는 고급에 속했다. 이금과 호분은 무
엇보다 재료 자체가 고가 다. 게다가 나전은 밑그림을 제작하는 화가의 작
업 외에 나전 시문 장인이 따로 참여했다. 표적인 나전 병풍은 샌프란스시
코 아시아 미술관(Asian Art Museum of San Francisco)의 <서수(瑞獸) 6
폭 나전칠기 병풍>(도158)을 들 수 있다. 자수는 바느질에 걸리는 시간 때문
에 공임이 높았다. 표적으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곽분양행락도 자수 8폭 
병풍>(도159) 같은 작례가 남아 있다.  현재 남아 있는 호분 병풍 가운데에
는 당  최고의 화원화가 던 이한철(李漢喆, 1808~?)의 <화조 모도 10폭 
호분 병풍>(도160)이 있다. 화조 모를 호분으로 제작한 것으로 여타의 작례
보다 화폭의 너비가 좁고 긴 편이다.418) 이금 기법이 활용된 것은 앞서 논의

416) 박창규에 해서는 이선형, 앞의 글; 吳世昌 편저, 東洋古典學會 국역, 국역 근역서화징
(하), 시공사, 1998. p.860;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한국역 서화가인명사전, 국립문화재연구
소, 2011. pp.740~742. 박병수에 해서는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한국역 서화가인명사전,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p.716; 백남철에 해서는 매일신보 1918년 11월 5일자 기사 참
조. 

417) 혁필문자도에 해서는 윤열수, 앞의 논문(2006), pp.6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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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양기훈의 <노안도 이금병풍>이 표적이다.419) 현재 양기훈의 노안도 병
풍은 약 40여점이 알려져 있는데, 부분은 일반 회화이지만 일부가 자수, 
이금, 지두 기법으로 완성되었다.420) 양기훈은 노안도라는 주제를 반복적으
로 제작한 화가 다. 그러나 보통의 회화가 아니라 이색 기법을 적용한 경우
에는 회화와는 또 다른 상품성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안중식의 <이금사군
자화훼 10폭 병풍>(도161)은 당시 유행하던 잡화병이 이금으로 제작된 사례
를 보여준다. 아울러 1911년에 조선을 방문했던 노르베르트 베버(Norbert 
Weber, 1870~1956) 신부가 촬 한 사진 중에는 이금 병풍을 배설한 장면이 
있다. 이 같은 자료는 이금 병풍이 당시 사가에서 널리 사용되었음을 알려준
다.   
  이 밖에 병풍의 앞면 뿐 아니라 뒷면에도 병풍차를 꾸민 ‘양면 병풍’의 등
장도 주목된다. 양면 병풍은 앞면을 채색의 장식화 계열, 뒷면을 수묵의 문
인화 계열로 꾸미는 것이 기본이었다. 이를 통해 평소에는 앞면을 장식용으
로 사용하다가 제사 때에는 뒷면을 펼치는 방식으로 활용된 것이다. 아래 표
㊴ <양면 병풍의 조합 방식>은 양면 병풍의 다양한 조합 방식을 정리한 것
이다. 이 사례들을 보면 채색 회화와 수묵 글씨가 조합된 경우가 많았다. 아
울러 자수, 호분, 낙화, 유문(油紋: 기름을 흘러내려 즉흥적인 효과를 연출하
는 기법), 인쇄 기법이 일반 회화와 조합을 이룬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러한 양면의 조합 방식은 하나의 병풍으로 두 가지의 연출 효과를 낼 수 있
었다. 시 가 내려가면 유형 3, 5, 6, 7처럼 인쇄본 병풍차가 활용된 사례도 
증가하 다. 한 면만 직접 육필로 제작하고 다른 한 면은 인쇄와 판화로 
체한 것이다. 이에 해서는 다음 절에서 다시 상론하겠다. 

418) 이한철의 <화조 모 10폭 호분병풍>에 해서는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프랑스국립기메동양
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국립문화재연구소, 1999, pp.156~157. 이한철의 호분 병풍은 폭이 
30cm에 불과하여 당시 상해 화단에서 유행한 폭이 좁은 종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시
기에 제작된 많은 잡화 병풍, 고사인물도 병풍, 기명절지도 병풍에서 병풍의 폭이 좁아지는 까
닭은 무엇보다 종이 자체가 국산 한지가 아니라 중국산 화선지가 보급된 것과 관련이 깊다.  

419) 〔부록 5〕 양기훈·양 진 부자의 노안도 병풍 목록 참조.  
420) 서정민, 앞의 논문(2015), 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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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풍의 구성 특기사항 크기(cm) 소장기관

유형1
(채색+글씨)

앞면보다 뒷면이 2폭 
적어 덮개를 덮어서 

보관 가능. 
125x420 국립민속박물관

(민속38828)

글씨 10폭 (앞) 책가도 채색 8폭 (뒤)

앞면보다 뒷면이 2폭 
적어 덮개를 덮어서 

보관 가능. 
164.5x436 클리브랜드 

미술관 

백납도 10폭 (앞) 글씨 8폭 (뒤)

유형2
(수묵+글씨)

앞면보다 뒷면이 2폭 
적어 덮개를 덮어서 

보관 가능. 
104x288 국립전주박물관

(황1546)

포도도 10폭 (앞) 무이구⑲ 글씨 8폭 (뒤)

유형3
(자수+인쇄)

미공개 앞면보다 뒷면이 2폭 
적어 덮개를 덮어서 

보관 가능. 
100x228 국립민속박물관

(민속29156)

자수책가도 8폭 (앞) 인쇄산수도 6폭 (뒤)

유형4
(회화+호분)

앞면보다 뒷면이 2폭 
적어 덮개를 덮어서 

보관 가능. 
110.2x346 호림박물관

 표㊴ 양면 병풍의 조합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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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조도 10폭 (앞) 호분 모란도 8폭 (뒤)

유형5
(회화+인쇄)

1922년 오세창, 
정 유, 이도 , 
윤용구, 김용진, 

변종헌, 이기 외 5인 
제작  

166.5x395 수원박물관

잡화도 10폭 (앞) 기명절지 인쇄 8폭 (뒤)

유형6
(인쇄+수묵) - 94x208 가회민화박물관

인쇄 화조 (앞) 수묵화훼도 8폭 (뒤)

유형7
(인쇄+낙화)

앞면보다 뒷면이 2폭 
적어 덮개를 덮어서 

보관 가능. 
90x310 국립민속박물관

(민속29044) 

인쇄 산수·화조·사군자 10폭 (앞) 낙화 8폭 (뒤)

유형8
(혁필+서병)

앞면보다 뒷면이 2폭 
적어 덮개를 덮어서 

보관 가능. 
 128.4x272.8 국립민속박물관

(민속47243) 

혁필 8폭 (앞) 서병 6폭 (뒤)

유형9
(유문+서병)

앞면보다 뒷면이 2폭 
적어 덮개를 덮어서 

보관 가능.
127x467 국립민속박물관

(민속29046)

유문화(油紋畵) 10폭 (앞) 서병 8폭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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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화 병풍 및 인쇄 병풍의 확산 

  앞서 논의한 속필과 혁필의 기법은 쉽고 빠르게 병풍차를 유통시키는 방안
이었다. 19세기 후반부터는 이에 더하여 판화와 인쇄 기술이 활용되기 시작
하 다. 복제 기술의 적용은 더 많은 인구가 병풍차를 소유할 수 있게 해주
었다. 판화 병풍과 관련해서는 목판화와 석판화를 활용한 병풍차가 제작되었
다. 아울러 20세기로 넘어가면서 인쇄 병풍차도 중화되기에 이르 다. 목
판을 활용하여 회화의 밑그림을 제작한 것은 이미 18세기 관찬 도설 및 의
궤에서도 발견된다. 화원화가들은 판각 삽화의 제작 업무를 통해 목판화 기
술에 익숙해져 있었다. 따라서 19세기에는 이에 한 상당한 전통과 기술이 
축적된 상태 을 것이다. 현재 남아 있는 평양도 병풍은 십 수점에 이른다. 
이 가운데 목판으로 밑그림을 찍고 그 위에 채색을 가한 작품은 교토 학교 
총합박물관본(도162), 롯데월드 민속관 구장본(도163), 신기수 소장본 3점이 
확인된다. 이는 정조 에 왕명에 의해 평양도 병풍이 제작된 이래로 평양도
의 유행이 확산된 것을 알려준다. 아울러 판화를 통한 량 제작은 민간에서
도 평양도 병풍의 수요가 적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이 중 제작 연 가 확실
한 작품은 많지 않다. 두 작품이 비교적 분명한 연 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감사(監司)의 초 로 1847년에 평양을 방문했던 명창 모흥갑(牟興甲, 생몰년 
미상)의 모습을 도해한 서울 학교 박물관 소장본이다. 다른 하나는 
1891~1894년 사이에 평양에서 선교 활동을 벌 던 윌리엄 제임스 홀
(William James Hall, 1860~1894)이 소유하 던 평양도이다. 두 작례를 고
려하면 평양도의 유행은 19세기 후반에 두드러졌을 가능성이 있다.421) 사실
상 높이 1미터, 너비 3.5미터에 이르는 형 화면을 목판으로 제작하는 일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평양도 병풍의 목판본이 전한다는 것은 당시 
평양도의 인기와 수요를 짐작하게 한다.422) 
  목판 외에도 현재 남아 있는 복제 병풍차 가운데에는 석판으로 인출된 사
례도 있다. 목판과 비교하면 석판 병풍차는 채색의 사용이 용이하고 보다 유

421) 모흥갑(牟興甲, 생몰년 미상) 본에 해서는 박정애, 앞의 책, pp.159~160; 윌리엄 제임스 
홀의 구장품에 해서는 박정애, 앞의 책, pp.183~184. 

422) 19세기에는 평양뿐만 아니라 진주, 철산, 거제, 하외, 동래, 통  등 지방의 읍성도가 병풍으
로 꾸민 작례가 많았다. 이들은 그 지역에 부임했던 지방관에 의해 주문되거나 중적 감상용
으로 제작되었다. 평양도 병풍과 읍치도 병풍 전반에 한 연구는 박정애, 조선시  평안도 
함경도 실경산수화, 성균관 학교 출판부, 2014, pp.124~188; 박정애, ｢18~19세기 箕城圖屛
風 연구｣, 고문화 7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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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한 필선의 효과를 낼 수 있다. 따라서 제한된 화목에서만 사용된 목판 병
풍차와 달리 석판의 경우에는 보다 다양한 작례가 남아 있다. 예를 들면 개
인소장의 <사군자10폭 병풍(2폭 일부)>(도164)에는 난초의 ⑲선이 상당히 유
려하게 처리되었다. 이 밖에 글씨 병풍, 화조 모, 고사인물, 백동자도, 백납
도 병풍 등이 석판으로 남아 있다.423) 아울러 앞서 언급한 바 있는 국립고궁
박물관 소장의 <능행도 8폭 병풍>(도123)이 주목을 요한다. 이 병풍은 김석
태(金錫泰)가 그린 원본을 한남서림에서 석판으로 복제한 것이다. 한남서림의 
병풍차는 종이의 질에 따라 보통은 2원 20전, 특제는 2원 50전에 판매되었
다.424) 앞의 표㉟에서 볼 수 있듯이 1926년 계림상회에서는 회화 병풍이 40
원~140원, 자수 병풍이 230~300원으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
를 석판 병풍차의 가격과 비교하면 석판 병풍차가 회화와 자수의 
1/20~1/150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파격적인 가격은 
병풍차의 교체와 개장을 손쉽게 만들었을 것이다.  
  20세기가 되면 인쇄 기법을 활용한 병풍차도 등장한다. 인쇄 병풍은 특권
층만 수장할 수 있었던 유명 화가의 원화가 중에 확산된 것을 의미한다. 
박근아는 근 기에 제작된 인쇄 병풍화에 한 연구 성과를 내놓은 바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1912년에 개업한 보진재(寶晉齋)를 위시한 일군의 근 기 
인쇄소들은 병풍차의 복제를 통해 병풍 시장에 새로운 전기를 가져왔다. 이
들이 값싼 인쇄본을 보급함으로써 병풍차의 소비가 더욱 증가할 수 있었다. 
아울러 병풍차의 상이 된 원화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쇄 병풍차의 원
화는 안중식과 조석진 같은 국내의 가 작품에만 한정되지 않았다. 마루야
마 오쿄(円山應擧, 1733~1795) 같은 일본 화가들의 작품도 포함되어 있었
다.425) 그 중 마츠무라 케이분(松村景文, 1779~1843)의 모도가 병풍으로 
꾸며진 경우가 있어 흥미롭다. 케이분은 일본에서 크게 화명을 얻은 화가가 

423) 2012년 가나아트센터에서 열린 <목석으로 찍은 우리 옛 그림> 전시에서는 조선시 와 일제
강점기에 제작된 석판화 병풍차가 수십 점 공개되었다. 이승일, 木石으로 찍은 우리의 옛 그
림, 가나아트, 2012.  

424) 국립고궁박물관 편, 조선왕릉, 왕실의 혼을 담다, 국립고궁박물관, 2016, p.158. 한남서
림의 <능행도> 병풍차는 외국인들이 구입한 경우도 많았다. 일례로 조선에서 선교 활동을 했
던 제임스 게일(James Gale, 1863~1937) 목사가 구입해 간 동일한 병풍차가 현재 캐나다 토
론토 로얄 온타리오 박물관(Royal Ontario Museum)에 소장되어 있다. 

425) 20세기 전반의 인쇄 병풍에 해서는 박근아, ｢한국 근 기 인쇄 병풍화와 민화 연구: 동물·
화조화를 중심으로｣, 이화여자 학교 석사논문, 2010; 박근아, ｢20세기 인쇄 병풍의 유행과 민
화에의 향｣, 미술사논단 42, 2016; 보진재에 해서는 김윤정, ｢20세기 생활 공간에서의 
민화(民畵)｣, 민화와 장식병풍, 국립민속박물관, 2005. p.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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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그러나 국내 인쇄 병풍에 이름이 보인다는 점이 흥미롭다. 이는 일
본화에 한 이해가 일본 화단에서 그 로 이식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의미
하기 때문이다.426) 
  인쇄 병풍이 가진 또 하나의 특징은 인쇄본 병풍차가 양면 병풍으로 꾸며
진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인쇄 병풍은 다른 면에 수묵, 채색, 글씨, 자수 같
은 육필 병풍차와 조합된 경우가 많았다. 표㊴ <양면 병풍의 조합 방식>의 
유형(3)은 자수 병풍과 인쇄 병풍의 결합이다. 아울러 유형(5)는 회화와 인쇄 
병풍의 조합을 보여준다. 유형(6)은 수묵과 인쇄 병풍의 조합, 유형(7)은 낙화
와 인쇄 병풍의 결합이다. 그간 인쇄 병풍에 해서는 폭 넓은 연구가 진행
되지 못한 측면이 크다. 따라서 향후에 자료가 추가되고 다음 단계의 연구가 
심화된다면 보다 흥미로운 논의가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 이를테면 인쇄 병
풍에도 몇 가지 단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가회민화박물관 소
장 <백수백복도 목판 병풍>(도165)과 개인 소장 <도안 8폭 양면 병풍>(도
166)의 경우에는 병풍차가 완전히 디자인화된 것을 알 수 있다. 향후에 이러
한 작례들이 일정량 이상 발굴된다면 인쇄 병풍의 연 별 주제와 양식적 경
향에 한 논의도 가능하리라 기 한다. 

426) 김정희가 마츠무라 케이분(松村景文, 1779~1843)의 원앙도에 제발을 남긴 작품이 현재 국내
에 전한다. 이 작품에 한 소개는 孔畵廊 編. 앞의 책, p.32. 그런데 케이분은 일본 화단에서 
가장 유명한 그룹의 일원은 아니었다. 이는 중국 청초의 화가인 심남빈(沈南蘋, 생몰년 미상, 
1731~1733 일본 체류)이 중국에서보다 일본에서 화명이 높았던 것과 유사한 상황이라 생각된
다. 케이분도 정작 일본보다 국내에서 더 알려진 화가 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인쇄 병풍에 
보이는 ‘케이분(景文)’의 낙서가 있는 작품 가운데에는 실제 케이분의 작품이 아닌 것도 포함
되어 있어 보다 세심한 조사가 필요하다. ‘케이분’의 낙서가 있는 작품 목록은 박근아, 앞의 논
문, p.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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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에필로그: 20세기의 병풍 문화, 전통의 계승과 변용

  본 장에서는 개화기부터 현 까지 이어진 병풍의 전통을 살피고자 한다. 
이 시기에 병풍 문화는 전통이 계승되기도 했고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변
용된 부분도 있다. 특히 일본의 병풍 문화가 유입되면서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되었다. 따라서 1절 ‘일본 병풍의 유입과 전통의 변형’에서는 일본과의 교류
가 활발해지면서 조선 왕실에 일본 병풍이 유입되는 현상을 살피고자 한다. 
아울러 1910년 한일병합 이후에 일본과 조선이 병풍 예물을 주고받는 사례
가 증가하는 현상에 주목하겠다. 이 과정에서 조선의 전통이 일본의 것으로 

체되거나 양자가 결합되는 현상이 발견된다. 따라서 양국의 문화가 병풍이
라는 접점에서 만나는 현상과 그 의미에 해 논의할 것이다. 2절 ‘병풍의 
상품화’에서는 식민시기 전통 서화 시장의 성장과 함께 병풍의 상품성이 증
가하는 현상에 해 주목하고자 한다. 이 시기에 조선의 병풍 전통은 일본화
의 유입으로 큰 왜⑲을 겪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서화 시장 자체가 성장하
면서 보다 많은 계층이 시장에 편입되는 서화 부흥기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
서 병풍이 단독으로 매매와 전시, 심지어 절도의 상이 되는 현상에 해 
논의하겠다. 3절 ‘전통적인 병풍 기능의 계승과 변용’에서는 전통적인 병풍의 
기능이 계승과 변용을 겪는 역사를 살피고자 한다. 식민 시기에도 왕실은 여
전히 장엄과 하사를 위한 병풍을 제작하 다. 아울러 사가에서는 수연(壽宴)
을 기념하고 임기 완료를 축하하기 위해 병풍을 주문하 다. 이 과정에서 병
풍의 전통적인 기능은 변형과 단절을 겪었다. 해방 이후에는 병풍이 선거투
표소와 기자회견장에 배설되는 등 기존에 없던 기능이 생겨났다. 이러한 사
례들은 새로운 시 의 요구에 따라 병풍의 기능이 변화하는 양상을 보여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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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병풍 내용 출처
1905년 5월 8일 병풍(屛風) 오카베 나가모토(岡部長職) 자작 부부가 

고종 황제에게 바치다. 황성신문 

1907년 11월 2일 탁상병풍
(卓上屛風)

통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와 부통
감 마스야 아라스케〔曾彌荒助〕가 황태
자 순종의 탄신을 축하하기 위하여 탁상
병풍을 헌납하 다.

황성신문 

1908년 10월 25일 자수병풍 1좌 
(剌繡屛風一座)

일본 장성 기사 던 妻木氏가 황후 
폐하께 자수병풍을 헌납하 다. 황성신문

1911년 5월 12일 자수병풍 1좌 
(剌繡屛風一枚)

일본 천황이 자수 병풍을 고종에 보냈
다. 순종부록

1912년 10월 7일 병풍 1쌍
(屛風一雙)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총독이 
병풍 1쌍(雙)을 고종에 진헌하 다. 순종부록

1912년 12월 7일 병풍 2쌍
(屛風二雙)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총독이 
천황 폐하(天皇陛下)의 하사품인 병풍 2
쌍(雙)을 바쳤다.

순종부록 

1915년 10월 6일 자수병풍 2부 
(刺繡屛風) 

농상 신(農商大臣) 고노 히로나카〔河野
廣中〕가 고종과 순종에 자수 병풍 각 1
부(部)씩 헌상하 다.

순종부록 

1917년 6월 13일 금병풍
(金屛風)

백작(伯爵) 오타니 고에이〔大谷光瑩〕도 
금병풍을 진헌하 다. 순종부록

1917년 6월 19일 자수병풍 2부
(刺繡屛風)

일본천황과 황후가 순종과 순종비에 자
수병풍을 각각 1부(部)씩 하사하 다. 순종부록

1922년 5월 6일 병풍(屛風) 총독부 고등관이 4폭 병풍 1부를  헌상
하 다. 

매일신보 
*사진포함

1931년 5월 9일 병풍 한 쌍
고다마 히데오(兒玉秀雄) 정무총감이 덕
혜옹주의 결혼식에 병풍 한 쌍을 선물하

다. 
매일신보

1. 일본 병풍의 유입과 전통의 변형 

  1900년 가 되면 조선 왕실과 일본 황실의 교류가 급격히 늘어났다. 천황
을 위시하여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1841~1909〕 통감과 데라우치 마사타
케〔寺內正毅, 1852~1919〕 총독 같은 일본 측 인사들로부터 일본 병풍이 왕
실에 진헌되었다. 이들이 바친 병풍은 개 자수병풍과 금병풍이 종을 이
룬다. 금병풍의 경우는 이미 외교 예물로 조선 왕실에 보내졌던 역사가 깊은 
것이었다. 그러나 자수병풍은 메이지 시  이후로 큰 인기를 끌며 등장하
다. 아래 표㊵은 주요 신문과 실록에 기록된 일본 병풍의 왕실 진헌 내역이
다.  

표㊵ 20세기 조선 왕실에 헌상된 일본 병풍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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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작품 비고

회화

사쿠마 데츠엔(佐久間鐵園, 1850~1921)
금기도(琴碁圖) 6폭 병풍, 

173.0x375.0cm, (창덕6576)
사쿠마 데츠엔(佐久間鐵園, 1850~1921)

송록도(松鹿圖) 6폭 병풍,
 197.0x375.0cm, (창덕6579)

게죠 게이코쿠(下條桂谷, 1842~1920)
송작도(松鵲圖) 6폭 병풍,

 172.5x369.0cm, (창덕6581)
게죠 게이코쿠(下條桂谷, 1842~1920)

회백로도 6폭 병풍
172.2x367.2cm, (창덕6580)

마시즈 슌난(益頭峻南, 1851~1916)
도쌍학도(桃雙鶴圖) 6폭 병풍, 
197.5x378.0cm, (창덕6582)

*1912년 작품

산수 회화 4폭 병풍
169x272cm, (창덕6597)

자수

벚꽃 자수 4폭 병풍
 111x152.8cm, (창덕6603)
국작(菊雀) 자수 4폭 병풍

170.5x273.2cm, (창덕6600)
양면 국화 자수 4폭 병풍

  이들 일본 병풍은 개 왕실을 방문한 일본 고위직 관료들에 의해 진헌되
었다. 이 중에는 메이지 정부가 적극적으로 제작을 장려한 자수 병풍도 6좌 
포함되어 있다. 이 시기에 헌상된 일본 병풍은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도 상
당수가 남아 있다. 이 중에는 6폭으로 꾸며진 일반 회화 병풍이 제일 많다. 
다음으로는 구미에서 인기를 끌던 양면 병풍이 뒤를 잇는다. 일본은 조선 뿐 
아니라 서구에 외교 예물로 병풍을 보낸 경우가 많았다. 표적인 작례로 
<해안백구(海岸白鷗) 자수·양류백로(楊柳白鷺) 회화 4폭 병풍>(도167)를 들 
수 있다. 이 병풍은 앞면은 자수이고 뒷면은 직물 염색으로 꾸며졌다. 하나
의 병풍으로 필요에 따라 두 가지 효과를 살릴 수 있게 고안한 것이었다. 이
들은 전형적인 일본 장황을 보이고 있어 완제품이 일본에서 바로 조선에 보
내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 밖에 일본 화가가 조선에서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작례도 있다. 화풍은 일본식인데 장황은 조선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
본에서 직접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병풍의 목록은 다음 표㊶<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일본 병풍 목록>에 정리하 다. 

   표㊶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일본 병풍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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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병풍 내용 출처 비고

1907년 
10월 20일

자수병풍
1건

한제국 황실에서 일본 동
궁 전하에게 여러 선물을 보
내니 경선궁(엄귀비)께서는 
자수병풍 1건을 보내다.

한매일신보
황성신문

*일본의 자수병풍
을 선물 받은 후 
조선의 자수병풍
을 보내 화답함.  

 1915년 
4월 7일

죽석도 6폭 
병풍 1쌍

순종이 천황에게 6첩 병풍 
한 쌍을 헌상하기 위해 김규
진이 이를 ‘조선식’ 죽석도로 
제작하다. 

매일신보

*조선식이라고 기
사화 되었으나 6
폭 병풍 1쌍으로 
구성.  

1915년 
5월 19일

죽화병풍
(竹畫屛風)

1쌍

순종이 왕세자( 친왕)가 육
군중앙유년학교를 졸업하기
에 죽화 병풍 1쌍을 천황 황
후 부부에게 바쳤다. 

순종부록
*위의 김규진 병
풍을 일컫는 것으
로 추정. 

1916년 
4월 20일

금병풍 
1쌍

정무총감(政務總監) 야마가타 
이사부로〔山縣伊三郞〕에게 
금병풍 1쌍을 하사하 다. 

순종부록 *금병풍 1쌍은 
전형적인 일본식. 

산수 수묵 4폭 병풍 
170.5x260cm, (창덕 6596)

해안백구(海岸白鷗) 자수 4폭 병풍
양류백로(楊柳白鷺) 회화 4폭 병풍

170.0x260.0cm, (창덕6598)
*1면 손상

  조선 왕실에서도 일본 측의 예물에 화답하는 차원으로 병풍을 보낸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이들 병풍의 양상을 살펴보면 식민지의 정책 추이에 따라 병
풍의 형식도 바뀌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한제국이 무너지기 이전에는 
순 조선식으로 꾸며지던 것이 점차 조선식과 일본식을 결합한 형식을 거쳐 
마지막 단계에서는 아예 일본에서 주문한 일본 병풍을 일본 황실에 보낸 사
례도 발견된다. 일제 치하에서 조선 서화의 주제와 장황 방식이 ‘왜식(倭式)’
으로 크게 바뀌는 현상과 맞물려 진행된 것이다. 다음 표㊷ <조선 왕실에서 
일본에 보낸 병풍 목록>에서 이러한 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 

표㊷ 조선 왕실에서 일본에 보낸 병풍 목록

  위의 표에서 보다시피 1907년에 고종의 후궁이었던 엄비(1854~1911)는 일
본 황태자에게 조선식 자수병풍을 보냈다. 이후 1915년에는 순종이 친왕의 
육군중앙유년학교 졸업을 기념하여 일본 천황과 황후 부부에게 죽화 병풍 1
쌍을 바쳤다. 이는 김규진에게 제작을 맡겼던 것으로 김규진은 이 병풍에 
‘신(臣) 김규진’이라고 낙관을 했을 뿐만 아니라 6폭 1쌍의 일본식 장황 방식



- 265 -

연대 사진 병풍 비고 

1900년  
조선상궁

사진 속 병풍은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창덕6600) 
소장 <국화 4폭 자수병풍>.  

1907년
고종의 후궁

엄비

일본식 모란병풍 1좌
일본식 새떼병풍 1좌

일본병풍 두 좌가 겹쳐서 
배설되어 있음. 

을 따랐다. 김규진은 언론 인터뷰에서 “병풍은 순 조선식으로 한다 하 지만 
조선에는 아무리 해도 적당한 깁이 없는 고로 부득이하야 지나〔중국〕 감을 
썼습니다. 민자작이 헌상하기 위하야 동경으로 가신다지요. 참 돈도 많이 준
다는 말씀이 있어요. 비록 창덕궁에서 헌상하시는 물품이라도 내가 그린 석
죽과 내 손으로 만든 병풍이 천황 폐하의 어람을 입게 됨은 너무 황송합니
다.”라고 하 다.427) 이를 통해 김규진이 조선식으로 병풍을 만들었다고 밝
혔지만 실상은 일본식과의 절충이 깊이 이루어진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아울
러 1916년에는 순종이 정무총감 야마가타 이사부로〔山縣伊三郞〕에게 금병풍 
1쌍을 하사했다는 내용이 보인다. 이 병풍은 어디에서 제작한 것인지 출처가 
밝혀져 있지 않다. 그러나 1919년에 조선 왕실에서 동경으로 금병풍을 주문
한 기록이 있어 이 또한 일본에 직접 주문했을 가능성이 있다.428) 기록에 보
이는 일본 병풍의 조선 왕실 유입은 현재 남아 있는 사진 자료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근 기 왕실 구성원들의 사진에는 유독 일본 병풍이 배설된 경우
가 많다. 1907년부터 이왕실이 사실상 사라지는 1926년까지 촬 된 사진들
은 부분 조선 병풍 신 일본 병풍이 배설되어 있다. 아래 표㊸ <조선 왕
실의 일본 병풍 사용 사진>은 고종, 엄비, 친왕(英親王, 1897~1970), 덕혜
옹주(1912~1989)가 일본 병풍 앞에서 촬 한 사진들을 보여준다. 

표㊸ 조선 왕실의 일본 병풍 사용 사진

427) 매일신보 1915년 4월 7일 ｢昌德宮에서 獻上하실 朝鮮屛風, 해강 김규진 화백의 광 ｣ 기
사

428) 1919년 친왕의 가례를 위해 조선귀족회의와 이왕직에서 일본에 금병풍 두 벌을 각 280원
에 주문했다는 기록은 매일신보 1919년 1월 17일 ｢金屛風 한 벌씩을 獻上, 조선귀족회의와 
이왕직 직원일동이 각 한 틀씩｣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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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년 이전
조선 왕실과 
일본 귀족 

부인들 

일본병풍과 조선병풍
이중 배열 

조선과 일본 병풍을 여러 좌 
겹쳐서 배설하고 엄비와 
이토 히로부미의 부인, 조선 
왕실 여인들과 일본 관료 
부인들이 도열.  

1915년
친왕 

일본 화조화
자수병풍

친왕(英親王 
1897~1970)이 9세 때 
사진으로 일본 화초 병풍 
앞에 서 있음. 

1916년
덕혜옹주

일본 화조화
자수병풍

오가타 코린(尾形光琳, 
1658~1716) 계열의 수선화 
자수병풍 사용. 

1917년 이전
복녕당 양씨

일본 메이쇼에
자수병풍

1917년 이전에 촬 된 
복녕당 양씨.
메이쇼에〔名所繪〕 자수병풍 
사용.

1917년
고종

일본 메이쇼에
자수병풍

1917년 매일신보에 실㉛던 
고종의 사진. 
메이쇼에〔名所繪〕 자수병풍 
사용. 

연 미상
덕혜옹주

일본 메이쇼에 
자수병풍

덕혜옹주가 일본 
메이쇼에〔名所繪〕 자수병풍 
앞에 서 있음. 

연 미상
순정효황후 일본병풍

일본 자수병풍 앞에 
순정왕후(1894~1966)가 
앉아 있음. 

1920년
친왕 일본금병풍

친왕의 결혼식인 1920년 
4월 28일에 동경에서 
촬 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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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병풍

진명여자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이 반년에 걸쳐 
일본식 ‘동양자수’로 제작한 
병풍 1쌍. 친왕의 혼인 때 
이왕직에 헌상. 

 
  여기서 사용된 병풍들은 국립고궁박물관에 남아 있는 일본 병풍들과 동
소이한 주제와 형식을 보여준다. 부분 전형적인 일본화로 카노파 계열의 
화조화 병풍과 일본의 사찰과 사적을 그린 메이쇼에〔名所繪〕 병풍으로 구성
되었다. 이 사진들은 왕실 구성원의 뒤에 배설된 병풍만으로도 일제시기 왕
실의 처지를 시각적으로 웅변해주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일본 병풍의 사용
이 일본에 의한 강압에 의한 것만이 아님을 보여주는 사료가 있다. 
  1908년에 승녕부(承寧府: 국왕의 사용 물품을 조달하기 위해 1907년에 궁
내부 산하에 설치된 기관)에서는 태황제〔고종〕를 위해 금병풍을 제작했
다.429) 현재로서는 유물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금병풍의 외양을 확인
할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조선 전통 내에서는 금병풍을 찾기는 어㉘
다는 점이다. 이는 조선 왕실에서 일본식 금병풍을 모방했음을 방증하는 기
록이다. 아울러 도화서 해체 이후 다양한 경로로 궁중 회화가 주문되던 양상
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당시 왕실이 일본 미술과의 경쟁을 상당히 의식했
다는 점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제국 시기에는 새로운 시각 상징을 필요
로 했기 때문에 새로운 양식과 도상이 적극적으로 모색될 수밖에 없었다. 그 
과정에서 일본의 금세공 기법이 적극 차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1919
년 친왕의 가례 때에는 이왕직과 조선귀족회의에서 일본으로 금병풍 두 벌
을 주문하 다. 아울러 결혼식 당일에는 친왕과 이방자 여사의 뒤편에 이 
일본산 금병풍이 배설되었다. 금병풍이라는 동일한 매체이지만 주문의 주체
와 역사적 맥락은 크게 달라진 것이다.  
  일본 병풍의 사용은 왕실 차원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점차 확산되었다. 초
기 단계에서는 일본 병풍이 직접적으로 수입되었다. 그러나 식민 시기로 접
어들면서 점차 미술 교육을 통해 일본 미술 양식이 조선에 이식되었다. 1903
년과 1904년 신문 광고에는 서양제 가구 소품과 함께 일본에서 수입한 ‘각색
자수병풍’을 판매한다는 내용이 보인다.430) 이를 통해 당시 조선의 상류층과 

429)  한매일신보 1908년 10월 20일 기사. 
430) 황성신문 1903년 5월 18일~6월 10일, 1904년 5월 5일~5월 7일 사이에는 ‘새롭게 도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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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거주 일본인들을 겨냥하여 일본 병풍의 수입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
다. 1928년에는 의친왕 이강이 조선호텔에서 총독부 통감과 오찬을 함께 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이에 한 신문 보도에서는 ‘금병풍 상록수 그늘에 축
복되는 화기(和氣)와 춘광(春光)’이라는 제목이 사용되었다.431) 기사는 조선호
텔 내부에 금병풍을 배설하고 조선의 왕자와 일본의 통감이 식사한 내용을 
보도하 다. 이는 조선과 일본 사이의 정치적 긴장감을 금병풍의 배설이라는 
문화적 행위로 완충시키려 한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밖에도 1920년 에
는 조선의 학생들이 제작한 일본식 병풍에 한 소개가 자주 이루어졌다. 이
를테면 1920년 친왕의 결혼식에 맞추어 진명여고 학생들은 자수 금병풍을 
제작하 다. 이 병풍은 이왕직에 헌상되면서 ‘이전 궁중의 자수와 안주수 같
은 것은 그 앞에 왔다가 곧 실색이 될 만한 기묘한 자수’라고 보도되었
다.432)  이 병풍은 표㊸의 하단에서 보이는 것으로 전형적인 일본식이었다. 
이는 당시 학생들이 학교에서 일본식 동양자수를 배웠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조선 전통의 궁수와 안주 자수는 ‘실색이 될 만한’이라는 수사를 통하여 일
본 자수를 높이고 조선 자수를 낮추었다. 그리고 이 일본식 병풍은 조선과 
일본의 결합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일본의 왕녀와 조선의 황태자의 결혼식에 
헌상된 것이다. 이 외에도 조선의 학생들이 제작한 일본식 자수 병풍이 조선
의 것보다 낫다는 논조의 기사들이 보인다.433)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까닭은 
무엇보다 조선과 일본 양국이 모두 병풍을 사용한 오랜 전통이 있었기 때문
이다. 아울러 병풍이 전시 효과가 강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쉬웠
던 탓도 있을 것이다. 

여러 색깔의 자수 병풍, 러시아와 국의 비단, 칠기, 유리, 서양 음식 등을 판매한다.’는 광고
가 매일 게재되었다.

431) 매일신보 1928년 3월 15일 ｢金屛風常綠樹 그늘에 祝福되는 和氣와 春光: 리강공뎐하압
서 총독총감 초  李堈公殿下 總督總監招待｣ 기사.  

432) 매일신보 1920년 3월 29일 ｢이왕세자의 헌상할 자수의 금병풍: 진명여학교 직원생도의 손
으로 반 년 간 謹製｣ 기사. 

433) 매일신보 1920년 4월 6일 기사 ｢金慶子孃의 繡屛風｣에서는 진명여고 우등졸업생 김경자
의 자수병풍 사진을 게재하 다. 아울러 ‘(김경자의) 자수 한 솜씨는 실로 궁중의 자수를 멀리 
압도하겠고 …(중략)… 일본 자수계에서도 칭찬하 다.’는 내용이 보인다. 이를 통해 조선의 전
통 자수 보다 일본 자수가 우월함을 전제로 하여 기사가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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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풍의 상품화

  조선 후기에는 광통교 일 에 서화전이 형성되면서 병풍차의 거래가 활발
해졌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는 소비 계층의 확 를 통해 서화 시장의 성장
세가 더욱 강화되었다. 이 중 골동미술 시장은 서양인과 일본인 애호층까지 
합세하 다. 이 같은 현상은 신문에 게재된 서화관, 표구사, 지전(紙廛)의 광
고를 통해 확인된다. 일례로 1913년 김규진은 자신의 유학 이력과 왕실 봉직 
경력을 소개한 후 국내외에서 모두 서화 수응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게재하
다. 아울러 우편 제작과 표구 및 사진 촬 도 겸한다고 밝혔다.434) 1917년의 
광고에는 ‘묵죽양 병차(墨竹陽大屛次) 12매 1원 70전, 10매 1원 40전, 중병
차(中屛次) 10매 1원 20전’이라고 하여 병풍을 크기 별로 세분하여 가격을 
책정하 다.435) 1918년에 동일서화당에서는 ‘ 병채(大屛彩) 산수물 100매 5
원, 10매 60전, 중병색(中屛色) 화조물 100매 4원, 10매 50전, 병묵(大屛
墨) 100매 5원, 중병묵후품(中屛墨厚品) 100매 5원, 10매 70전, 병묵호품
(大屛墨好品) 100매 11원, 10매 1원 50전’이라는 광고를 게재하 다.436) 여
기서는 병풍차의 크기, 수묵과 채색, 후품(厚品)과 호품(好品)에 따라 병풍차
의 가격이 달랐다. 아울러 량 구매 시에는 할인을 해주는 판매 전략을 썼
다. 전체 제작비용의 20%를 추가하면 더 빠른 수응(酬應)도 가능하 다.437) 
이러한 병풍 주문 방식의 변화는 인편보다 빨리 우편환과 병풍차가 교환될 
수 있었기에 가능해졌다. 이러한 가격과 유통의 변화는 병풍차에 한 소비
자의 구매 동기를 크게 자극하 다. 
  김규진의 해강일기에는 1921~1923년 사이에 김규진의 수응 내역과 작품 
가격이 꼼꼼하게 남아있다. 아울러 김규진이 전국을 주유하며 휘호회를 열어 
주문자를 모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중 제작이 오래 걸리는 병풍은 서
울에서 완성하여 우편으로 배달하 다. 병풍의 가격은 축, 첩, 련에 비해 
훨씬 높게 책정되었다.438) 이러한 수응 방식의 변화는 서화가가 활동 반경을 

434) 1913년 12월 2일 매일신보에 김규진이 운 한 고금서화관의 광고가 처음 등장하 다. 
435) 매일신보 1917년 5월 22일; 이성혜, 한국 근  서화의 생산과 유통, 해피북미디어, 

2014. p.196.
436) 매일신보 1918년 7월 18일; 이성혜, 앞의 책, p.192.
437) 매일신보 1919년 5월 26일; 서울역사박물관 편, 광통교서화사, 서울역사박물관, 2016. 

p.177.  
438) 해강일기와 매일신보에 보이는 김규진의 수응 내역과 수입에 한 연구는 김소연, ｢金

圭鎭의 『海岡日記』｣, 미술사논단 16·17, 2003.; 이성혜, ｢서화가 김규진(金圭鎭)의 작품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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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으로 확 하는 데에 크게 일조하 다. 
  이 밖에도 이도 (李道榮, 1884~1933)은 본인이 도안을 그리고 동화상회
와 합작하여 자개병풍을 제작한 경우가 있었다. 아울러 경성의 천덕지물포
(天德紙物舖)에서는 병풍을 포함한 혼례와 관련한 일체의 물건을 제작하
다.439) 1930년 에는 보진재(寶晋齋)를 위시한 인쇄소에서 8도 인쇄 병풍차
를 엄청나게 찍어냈다.440) 이는 서화전 외에도 지전, 인쇄소, 가구 상회 등에
서 병풍과 병풍차를 취급하는 경우가 많았음을 방증한다. 관련 업계에서 두
루 병풍을 유통시킨 것이다. 이는 그 만큼 병풍 시장의 성장과 취급 품목의 
분화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할 것이다. 
  이 시기에는 병풍이 단독으로 전시의 상이 된 경우도 있었다. 일례로 
1915년 여성 화가 함인숙은 경성 공진회에 <안진도(雁陣圖) 10폭 병풍>을 
출품하 다.441) 공진회는 전국 각지의 특산품과 수공품을 모아 전시함으로써 
산업화를 진작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었다. 여기서 병풍은 일종의 상품으로 
취급되었다. 1939년에는 화신화랑에서 ‘조선병풍진열회’가 열㉛다. 여기에는 
창덕궁에서 구장하 던 병풍을 비롯하여 유명 화가들의 병풍이 전시되었
다.442) 병풍이 독자적으로 전시의 상이 되었다는 것은 그 만큼 병풍 애호
층이 두터워졌음을 의미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병풍 시장의 성장을 알려주는 증거로 병풍 전문 절도가 증가하

다. 1898년 기사에 따르면 북서 최부청골 김수연은 동네에서 병풍을 훔친 
죄로 징역 두 달을 선고 받았다.443) 같은 해에 해남 둔사 포충사에서는 금
병풍을 도난당했다. 1908년에는 판서 출신 민 소(閔泳韶, 1852~1917)가 인
물 병풍을 절도 당했고 1910년에는 법부협판 출신 심상익(沈相翊, 생몰년 미
상)이 병풍을 도난당했다.444) 이러한 병풍 도난 기사는 병풍이 여전히 사치

동과 수입｣, 동방한문학 41, 2009.
439) 자개병풍의 제작에 이도 과 동화상회가 합작했다는 것은 매일신보 1930년 4월 24일 기

사. 천덕지물포에 해서는 김취정, ｢개화기 서울의 문화 유통 공간 -광통교 일 의 서화(書
畵)·도서(圖書) 유통을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2013. 

440) 보진재에 해서는 조선일보 2012년 7월 20일 ｢인쇄소 '보진재' 4 째 이어가는 김정선 
사장｣ 기사; 김윤정, ｢20세기 생활 공간에서의 민화(民畵)｣, 민화와 장식병풍, 국립민속박물
관, 2005. p.359.

441) 매일신보 1915년 7월 18일. 
442) 매일신보 1939년 12월 3일. 
443) 매일신문 1898년 9월 20일. 
444) 해남 포충사 건은 매일신문 1898년 11월 3일; 민 소 건은  한매일신보 1908년 1월 

23일; 심상익 건은  한매일신보 1910년 1월 9일, 1910년 1월 11일, 황성신문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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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으로 여겨졌으며 장물 매매가 가능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1929년에는 윤
덕 (尹悳榮, 1873~1940)의 집에 도둑이 들어 병풍 1쌍과 서적을 훔쳐간 사
건이 있었다. 1937년에는 전형필(全鎣弼, 1906~1962)의 별장에서 병풍을 훔
친 자가 다른 병풍 절도에 또 다시 연루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당시에 병
풍 전문 도둑이 나올 만큼 병풍의 거래가 활발했다는 방증이다.445) 이러한 
기사들은 식민시기에 병풍이 가진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병풍이 
매매, 전시, 심지어 절도의 상이 된 역사를 확인시켜준다. 

기사. 
445) 윤덕  건은 매일신보 1929년 07월 2일; 전형필 건은 매일신보 1937년 10월 10일 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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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병풍의 전통적 기능 계승과 변용 

  한일병합 이후 왕실의 기능은 폭 축소되었다. 그러나 순종의 서거까지 
왕실의 행사는 상당 부분 전통을 유지하 다. 이로 인해 국장(國葬) 등의 행
사와 하사에 필요한 병풍은 전례 로 제작되었다. 다만 도화서가 폐지된 이
후 기 때문에 관  기관이었던 미술품제작소(美術品製作所)와 어용기관의 
성격이 강했던 서화 협회 출신의 화가들이 기용되었다.446) 아울러 1921년에 
함경북도 출신의 화가 박일헌(朴逸憲)이 순종에게 병풍을 바치자 이를 치하
하여 하사금을 내㉛다는 기사가 보인다.447) 이런 유형의 병풍 헌상 일화는 
조선 왕실의 전통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 시기에는 사가에서도 병풍의 전통이 계승되었다. 표적으로 수연과 계
회를 기념하여 병풍을 주문한 경우가 보인다. 1916년에 은행장 백완혁의 회
갑이 있었다. 500여명의 하객들은 수연시를 지었고 유명한 서예가가 이를 글
씨 병풍으로 꾸몄다. 아울러 유명 화가에게 십장생 병풍을 주문했다는 기록
도 보인다.448) 이는 조선시  사 부 계층에서 수연 기념 병풍을 조성하던 
전통이 그 로 계승되었음을 보여준다. 1925년에는 전 평양 부윤(府尹)의 공
로를 치하하기 위하여 500원을 들여 금병풍이 주문되었다. 1929년에는 전 
경성 부윤의 공로를 치하하기 위하여 금병풍 두 벌이 주문되었다.449) 1940년
에는 평양의 이춘섭 장로에게 교회에서 자수병풍을 증정했다는 기록이 보인
다.450) 1942년에는 조선연맹에서 전 총독 미나미 지로(南次郎, 1874~1955)
와 전 총감 오노 로쿠이치로(大野緑一郎, 1887~1985)에게 자개병풍 한 쌍 
씩을 선물했다.451) 특정 기관에서 근무한 공로를 치하하여 계병을 제작하던 
것은 조선의 전통이기도 했다. 관원 분하용 계병이 근 기에 일종의 부상(副
賞)으로 전용된 것이다. 이는 기존에 있던 병풍의 기능을 새로운 시 에 맞
게 변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446) 1911년~1926년 사이에 국장에 필요했던 오병도 병풍, 오봉장자, 소병, 모란병풍의 제작에 
해서는 박정혜, ｢藏書閣 소장 일제강점기 儀軌의 미술사적 연구｣, 美術史學硏究 259, 

2008. pp.126~128.
447) 매일신보 1921년 3월 18일.  
448) 매일신보 1916년 9월 30일.  
449) 매일신보 1925년 4월 3일; 매일신보 1929년 5월 16일.  
450) 매일신보 1940년 9월 3일 ｢私財던저 幼稚園 讚賀 繡屛風贈呈 平壤李春變長老特志｣ 기

사.  
451) 매일신보 1942년 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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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방 이후 현 에도 병풍이 사용된 사례를 보여주는 사진이 남아 있다. 그 
중 흥미로운 용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898년에 헨리 아펜젤러(Henry 
G. Appenzeller)가 촬 한 사진(도168)은 교회당을 촬 한 사진이다. 병풍을 
사이에 두고 남성과 여성이 따로 앉아 있다. 성별에 따른 공간의 구획이 병
풍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1945년 12월 12일에 촬 된 한민국 임시정부 
봉 회(도169)에도 여러 병풍이 배설되었다. 이는 경사가 있을 때 여러 병풍
을 겹쳐서 사용한 전통을 계승한 것이다. 김구(金九, 1876~1949) 뒤편으로 
준이종정도 병풍, 곽분양행락도 병풍, 서병의 배설을 확인할 수 있다. 1952
년에 실시된 통령 선거 때 만들어진 투표소(도170)에는 산수화 병풍과 화
조화 병풍이 사용되었다. 전자는 남성, 후자는 여성을 위해 배설된 것이다. 
이는 조선 시 에 외빈을 위해 산수화 병풍, 내빈을 위해 화조화 병풍을 배
설하던 전통을 계승하고 있어 흥미롭다. 아울러 1965년 한일협정에서는 정철
의 ｢성산별⑲｣을 쓴 서병(도171)이 사용되었다. 당시 주일 사 던 이후락
(1924~2009)은 이를 일본 사관과 한국 사관이 절반씩 나누어 갖게 했다. 
그런데 이 병풍은 2015년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 행사 때 1965년 일을 기
념하여 다시 사용되었다. 2015년에는 일본의 금병풍을 뒤에 설치하고 1965
년 한글 서병을 앞에 세웠다. 조선 시 부터 한일 외교에서 상징적 의미로 
사용되던 병풍의 기능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현 에는 혼례와 제례에서 병풍의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 1960년 에는 병
풍을 폐백 예물로 준비하던 풍조가 유행하 다. 이로 인해 자수병풍의 제작
이 호황을 이루었다. 지금도 결혼식의 폐백과 제사에 병풍을 사용하는 가구
가 적지 않다.452) 현재는 유명 서화가의 진적을 복제한 병풍이나 기계로 수
를 놓은 자수병풍이 주요 병풍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의례에 병풍을 
사용한 조선의 전통이 지금까지도 일부 계승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52) 1960년  병풍 시장이 호황을 맞았던 데에 해서는 고수익, 앞의 책(2007), p.51, 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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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맺음말 

  본 연구는 조선후기에 유독 병풍이 증가하는 현상에 주목하여 그 배경과 
전개 양상을 논구하 다. 병풍은 기본적으로 서화 장황의 형식 가운데 하나
이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는 배설과 전시의 기능을 바탕으로 유교 의례와 실
내 장식을 위하여 널리 사용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병풍이 왕실오례(王室五
禮)와 민간사례(民間四禮)에 활용된 양상을 검토하 다. 이를 위해 예서의 간
행과 제도의 정립, 재정 원천의 확보와 병풍차의 유통 경로에 해 구명하
다. 아울러 왕실과 민간에서 발전되어 온 병풍화의 주제와 형식에 하여 논
의하 다.  
  한반도에서 병풍이 사용된 것은 적어도 7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삼국
사기(三國史記)에 따르면 621년 신라에서 당나라에 보내는 조공품 중에 병
풍이 포함되어 있었다. 아울러 일본서기(日本書紀)에 따르면 686년에 신라
에서 일본에 보낸 예물 중에 병풍이 있었다. 천년이 훌쩍 넘는 역사를 가진 
병풍은 조선 후기에 들어와 그 전성기를 맞았다. 이것은 조선 사회에서 유교 
의례를 행하는 인구가 증가하는 한편 의례 문화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등장하

다. 병풍은 의례 행위에 빠져서는 안 될 기물로 활용되었다. 이로 인해 병
풍은 서화 보묵(寶墨)의 내구성을 위해 선택된 하나의 장황 형식으로만 기능
한 것이 아니었다. 그 무엇보다 의례 공간에 배설되기 위한 기물로서의 성격
이 강화되었다. 따라서 병풍은 왕실의 도서관이나 수장 전각에 보관되지 않
았다. 신 병풍고라 불린 창고에서 따로 관리되었다. 아울러 18세기에는 왕
실 오례뿐 아니라 민간 사례에서도 병풍이 적극 활용되었다. 이로 인해 왕
실, 종친, 벌열 같은 특권층 뿐 아니라 조선 사회의 절  다수를 차지하는 
이들이 병풍의 사용 주체로 부상하 다. 전 까지 완물상지(玩物喪志)의 상
이자 사치의 혐의를 벗지 못했던 서화 병풍이 이 시기에 이르러 조선 사회의 
정신적 본령을 담보하는 시각 매체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기반으로 본 논문에서는 조선 후기 병풍의 제작·유통·소비 
체계에 한 총체적인 구명을 시도하 다. 장과 절의 구성을 위하여 시 는 
크게 18세기와 19세기를 나누었다. 아울러 행위 주체로서 왕실과 민간을 분
리하여 다루었다. 마지막 장에서는 에필로그 형식으로 20세기에 나타난 병풍
의 새로운 성격과 기능에 해 논의하 다. 조선 전기에 왕실에서 제작한 병
풍은 제왕 교육의 수단이자 관성의 도구인 감계 병풍과 어필 병풍이 주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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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 밖에는 중국과 일본과의 외교에서 수수(授受)된 병풍이 조금 있었을 
뿐이다. 아울러 감상과 장식을 위한 병풍의 제작은 지극히 제한되었다. 그러
던 중 왕실 병풍의 성격이 급변하게 된 계기는 숙종· 조 에 사 부의 계
회도 전통이 왕실에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계회도란 원래 사 부 계층이 자
신들의 모임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하던 것이다. 그런데 이 전통이 18세기에 
왕실에 유입되면서 왕실의 행사를 기념하는 목적으로 전용되었다. 이로 인해 
궁중 계화는 신하들이 헌상하는 형식을 취하면서도 왕실의 발의 하에 주도되
었다. 형식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축첩권병이 각축을 벌이면서 복수의 형식이 
공존하 다. 그러나 점차 병풍 형식이 독점화되는 경향을 보 다. 그러던 중 
정조 에 이르면 왕실 차원에서 왕실 계병의 정의가 다시 이루어졌다. 아울
러 계병의 내입과 분하 체계가 정립되었다. 계회도는 계화에서 계병으로 변
용을 거치며 전통을 유지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정조 부터 1902년 왕실의 
마지막 진연까지 19세기 내내 왕실의 경사에 계병이 제작되었다. 
  한편 왕실 장병의 사용과 관련해서는 국정 예서의 간행에 주목하 다. 조
선 후기 왕실 의례용 병풍에 한 사용 규례는 조 에 단행된 국정 예서
의 정비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는 1474년에 간행되었던 국조오례
의를 크게 증보하 다. 아울러 1749년에 국혼정례와 1758년에 국조상례
보편를 간행하 다. 이를 통해 왕실의 혼례와 상례에 필요한 병풍의 종류, 
수량, 사용 절차, 기관 별 여 체계에 한 규제를 펼쳤다. 여기서는 국조
오례의에 거의 언급되지 않았던 병풍에 한 세부 사항이 증보되었다. 이 
같은 예서 간행의 의도는 본래 병풍의 남용을 막고자 함이었다. 그러나 사치 
금지에 한 왕실의 기본 입장에도 불구하고 병풍 사용의 명문화는 왕실 장
병의 사용을 정당화하는 의미이기도 하 다. 정조 에는 궁중 병풍의 제작과 
사용이 보다 체계를 갖추어 나갔다. 정조는 <친정계병>과 <왕세자책례계병> 
같은 기존의 전통을 계승하 다. 아울러 <보양청상견례계병>, <사도세자상존
호진하계병>, 《화성원행계병》처럼 자신의 정치적 의도가 투사된 새로운 계병
을 제작하 다. 이 과정에서 병풍화의 주제와 형식의 선정, 내입과 분하에 

한 새로운 시도가 단행되었다. 아울러 정조는 자신의 통치에 서화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 다. 이것은 규장각 감독 하에 소수 정
예의 화원을 기용한 차비 령화원제도 다. 이 제도는 왕명의 직속으로 서화
의 주문을 가능케 하 다. 이를 통해 다양한 목적의 병풍화가 제작될 수 있
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정조 에는 김홍도를 위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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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종, 이인문, 김득신 같은 걸출한 화가들이 등장하 다. 이들은 안정적인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발판으로 궁중 회사에 집중하 으며 이로 인해 궁중의 
병풍 문화도 크게 진작되었다. 
  한편 왕실의 병풍은 도감과 제용감을 통해 사가에 여되는 일이 잦았다. 
이는 왕실의 공비를 낭비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러한 관
행은 큰 시차 없이 궁중 병풍의 주제와 화풍이 민간에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
다. 이로 인해 민간에서도 병풍에 한 선호가 증가하 다. 아울러 향촌 사
회에서도 관혼상제에 필요한 병풍을 동계 별로 공동 소유하기 시작하 다. 
18세기에는 왕실, 경화사족, 재지사족, 서얼 이하 기저층에 이르는 조선 사회 

부분의 계층이 병풍 사용의 문화를 공유하게 된 것이다.  
  19세기가 되면 왕실 오례에 보다 다양한 병풍이 활용되었다. 다만 빈례와 
군례에는 괄목할 만한 병풍의 사용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가례, 具례, 길
례에는 많은 장병이 사용되었다. 그 중 가례와 具례에 활용된 장병과 관련하
여 본 논문에서는 두 점의 새로운 자료를 발굴하 다. 먼저 가례와 관련해서
는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주량의례의 내용을 분석하 다. 주량의례는 
1703에 행해진 왕세자 조의 관례, 1704년의 가례, 1710~1712년의 출합의 
절차를 정리한 문헌이다. 이 사료는 왕실 가례에 처음 ‘곽분양행락도’와 ‘왜
장병풍’이 활용된 시점을 알려준다. 아울러 具례와 관련해서는 경효전당가급
상탁등조성여입배소입각항물종가를 소개하 다. 이 문건은 1895년에 명성왕
후의 혼전에 배설된 병풍의 종류, 재료, 제작비용을 소상히 기록한 것이다. 
이 사료를 통해 왕실 具례용 병풍의 제작 체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왕실의 계병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계병의 제작 동기와 형식의 
분석을 시도하 다. 이 중 왕실구성원의 사순, 육순, 칠순, 팔순, 기로소 입
소, 등극 같은 경사는 19세기에 연향의 계기이자 계병 제작의 주요 동기가 
되었다. 이를 통해 왕실 계병이 행사도 형식뿐만 아니라 일반 주제로도 제작
된 전통을 살필 수 있었다. 아울러 본 논문에서는 장서각에 소장된 병풍 관
련 궁중 발기를 발굴하 다. 이를 통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의 병
풍화 주제가 왕실 행사 기념 계병으로 제작된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힐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간 정체 미상이었던 궁중기록화인 <진하도> 병풍을 소
개하 다. 이 병풍에 붙어 있는 첨지를 분석하여 이것이 1893년에 제작된 
<선조회란오회갑진찬계병>일 것으로 추정하 다. 
  이 같은 왕실 계병의 제작 전통은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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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되었다. 이것이 가능했던 까닭은 계병채가 안정적으로 수급되었기 때문이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앙 부처에서 지방관으로부터 거둔 계병채의 내
용과 체계에 해 분석하 다. 이를 통해 지방관이 모아 올린 계병채를 중앙 
정부가 왕실 행사의 사후에 집행하 다는 사실을 밝힐 수 있었다. 이러한 계
병채의 운용 방식은 계병 제작의 발의 주체가 사 부에서 왕실로 넘어온 이
후로도 여전히 기존의 계병이라는 용어가 유지된 까닭을 설명해준다. 
  다음으로는 현재 학계에서 통용되는 병풍의 명칭 중 일부가 재고되어야 함
을 논의하 다. 그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한궁도이다. 현재 한궁도로 지
칭되는 작품군의 부분은 강남춘의도 혹은 누각도로 개칭이 필요하다. 아울
러 조선 후기 왕실 문헌에 보이는 ‘왜장병풍’이라는 용어의 유래와 의미를 
구명하 다. 왜장병풍은 병풍의 화면을 연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전의 설계
와 세심한 장황 기술이 요구되었다. 그런데 이를 왜 ‘왜(倭)’라고 불 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일본에서 조선에 보낸 300여 쌍의 병풍이 모두 연폭 병
풍이라는 사실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에 해서는 조선의 문헌을 소개함
으로써 조선 후기 지식인층이 연폭 병풍을 일본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밝혔다. 아울러 문헌상에 보이는 ‘병풍고’와 ‘별고’와 같은 병풍 창
고와 관련된 기록을 검토하 다. 이를 통해 왕실에서 처소별로 병풍을 어떻
게 관리하 는지를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왕실 병풍의 제작과 사용 양상
을 입체적으로 복원하기 위하여 관련 사료가 복수로 남아 있는 1879년 《왕
세자두후평복진하계병》을 집중적으로 조명하 다. 이를 통해 계병의 주문부
터 제작, 계병채 확보, 처소별 수장에 이르는 절차를 총체적으로 정리하 다. 
  19세기에는 전 에 없던 병풍화가 처음 제작된 사례가 있다. 이들은 부
분 당시에 새롭게 부상한 종친 세력, 외척 세력, 왕실 여성에 의해 후원된 
것이었다. 전 에 주로 축과 첩으로 제작되던 화목인 <궁궐도>와 <별서도>가 
이때는 원경과 부감(俯瞰)을 강조한 병풍화로 제작되었다. 또한 조선 전기에 
감계와 관성의 목적에서 어필로 제작되던 서병이 흥선 원군, 명성왕후, 순
명왕후, 순정왕후에 의해 제작되었다. 아울러 고종 에는 왕실의 병풍 치레
가 더욱 강화되었다. 기존의 왕실 병풍은 2미터 전후의 높이에 8~10폭 구성
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병풍이 12폭까지 증폭되었으며 높이도 
3미터를 상회하는 경우가 등장하 다. 또한 보통의 장병과 계병이 50~100냥 
정도 소요된 것에 반해 이때는 병풍 1좌당 제작비용이 800냥을 상회한 경우
도 있었다. 이러한 병풍의 거 화, 고가(高價)화 경향은 한제국기에 정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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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게 되었다. 표적인 작례로 조선의 회화사상 가장 큰 규모의 단일 작품인 
<해학반도도 12폭 병풍>이다. 이 병풍은 고종의 생일이자 국경일인 황수성절
을 기념하여 제작되었다. 아울러 고종은 조선 왕실을 찾았던 서양인 고문, 
외교관, 사업가들에게 다양한 병풍을 하사하 다. 이 가운데 일부는 지금까
지 남아있어 실제 왕실 병풍의 수준을 확인시켜준다. 이 같은 병풍의 확 된 
용례는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고종 에 병풍이 국가의 표적인 시각 매체
로서 활용된 양상을 보여준다.  
  19세기 민간에서는 병풍차의 거래가 크게 활성화되었다. 이는 유교 예속을 
따르는 양인 계층이 증가하게 된 것과 긴밀하게 결부되어 있었다. 공고한 신
분제 사회에서 양인의 신분을 얻게 된 인구는 자신의 신분 상승을 증명하는 
행위로 유교 예속을 따르게 되었다. 이로 인해 의례용 병풍의 수요는 크게 
증가하 다. 한편 민간의 장병과 관련해서는 가옥의 벽면에 부착하는 형식의 
병풍도 있다. 이러한 병풍 수요의 증가는 점차 병풍 유통 경로의 다각화로 
이어졌다. 19세기 후반에 간행된 동국여지승람과 동국여지비고에는 서화
를 전문적으로 거래한 서화전의 존재가 기록되어 있다. 이 외에도 광통교 일

에서 병풍(차)이 거래된 증거가 한양가, 경도잡지, 한경사, 서양인들
이 남긴 기행문에 남아 있다. 아울러 전주, 군산, 평양 등 지방 거점 도시에
서도 병풍 전문화가가 등장하 다. 이는 병풍 시장이 한양에 국한된 것이 아
니라 전국적으로 확 되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이들 화가군의 특징은 한 
화가 혹은 한 가문이 특정 화목과 기법을 전문화(專門化) 했다는 데 있다. 도
안이 복잡한 요지연도, 곽분양행락도, 책가도, 백납도 같은 화목과 낙화 같은 
특수 기법의 활용에서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다. 이는 한 화가(가문)가 
하나의 도안과 기법을 독점화하 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었다. 서화 시장이 
확 되면서 병풍의 화목과 기법 별로 시장의 분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아울
러 병풍차의 초본과 견본을 이용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병풍화가 제작되었다. 
사실상 이 시기 병풍과 관련해서는 제작 주체의 신분에 따라 ‘궁화’와 ‘민화’
로 분류되어 왔다. 그러나 병풍의 상당수는 궁의 안과 밖에서 동시에 활동한 
화원화가와 장황인에 의해 제작된 것이다. 동일 제작자라는 공통분모가 궁화
와 민화 사이에 존재하는 유사성을 낳은 것이다. 아울러 궁화가 퇴색하여 민
화로 흘러들었다는 인식은 재고를 요한다. 민간 병풍 가운데에 왕실 회화의 
주제를 제 로 이해하지 못하고 具내 내기에 그친 작례도 있지만 처음부터 
왕실 회화와는 다른 차원의 취향과 미감을 추구한 경우도 많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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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  왕회도 같은 주제는 민간에서는 크게 유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
다. 반 로 구운몽도나 삼국지연의도 같은 경우에는 개 민간에서 인기를 
높았다. 아울러 민간에서는 수묵-채색, 글씨- 모 같은 조합을 하나의 병풍 
앞뒤에 꾸민 양면 병풍이 유행하 다. 또한 전혀 다른 화목의 도상을 하나의 
병풍 화면에 결합한 시도도 있었다. 이러한 민간 병풍만의 특징은 한정된 물
자 안에서 여러 병풍을 소유한 것과 같은 효과를 끌어내고자 한 요구가 반
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0세기에는 한일병합(韓日倂合) 이후 일본에서 새로운 병풍 문화가 유입되
었다. 이로 인해 일본과 조선의 전통이 섞이면서 기존의 계보가 계승된 경우
도 있는 반면 단절과 왜⑲을 겪은 부분도 있었다. 조선 왕실은 일본 황실과 
병풍을 주고받는 일이 많았다. 그런데 일제시기가 전개되면서는 조선 왕실에
서 일본 병풍을 사용한 경우가 증가하 다. 아울러 이 시기에는 미술 시장의 
성장과 함께 병풍의 크기와 재료에 따라 가격이 책정되는 현상이 보인다. 또
한 외교 행사나 수연을 기념하여 병풍이 제작되었다. 이는 조선시  병풍의 
전통적인 기능이 계승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현 에도 병풍은 새로운 용도를 
찾아 활용되었다. 일례로 선거 투표소의 남녀 구획에 병풍이 사용된 용례가 
발견된다. 
  본 논문은 병풍을 병풍화라는 범주를 넘어 물질문화의 일부로 이해하고자 
하 다. 따라서 병풍화의 주제와 형식 분석을 기본으로 하되 이것을 장황한 
기법과 병풍의 용도에 해서도 고민하 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기존의 입
장과는 다른 각도에서 조선 후기 서화사(書畵史)를 조망하고자 한 것이다. 본 
논문을 마치며 몇 가지 기존 통설에 해 재고해 보고자 한다. 첫째로 19세
기 ‘민화 병풍’의 유행은 단순히 민간의 벽사기복이 반 된 결과가 아니다. 
이는 오히려 유교 예속을 따르는 인구의 증가라는 인구통계학적 변동과 결부
되어 있다. 유교 의례를 실천하는 계층의 증가는 병풍의 수요를 증가시켰다. 
아울러 이는 병풍 시장의 확장, 지역 화단에서의 병풍 전문화가의 등장, 견
본과 초본 활용을 통한 병풍 제작의 효율성 강화로 이어졌다. 궁극적으로 그
간 ‘민화 병풍’이라는 용어 안에 갇혀 있던 병풍의 사용자, 병풍의 기능과 주
제, 다양한 기법의 활용 문제를 새롭게 풀어내고자 하 다. 둘째 그간 19세
기 화단을 ‘추사화파(秋史畵派)’ 혹은 ‘남종문인화파(南宗文人畵派)’가 주도한 
것으로 보는 시각에 재고가 필요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물론 유숙(劉淑, 
1827~1873), 이한철, 백은배, 조중묵(趙重默, 1820년 ~?, 1848년 활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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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화가들은 김정희(金正喜)의 비호를 받으며 여항화가로 활동하 다. 그러
나 동시에 이들은 차비 령화원 출신으로서 왕실이 요구하는 회사에 가장 적
합한 인재로 훈련되어 다양한 궁중 병풍화를 제작하 다. 이들이 남긴 궁중 
계병과 장병은 수량과 질적인 면에서 모두 조선 병풍화의 최고 수준을 보여
준다. 아울러 이들이 제작한 병풍화는 전 의 궁중화(宮中畵)가 정립한 전통
을 계승하면서도 주제와 형식에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졌다. 특히 곽분양행락
도, 백동자도, 요지연도 같은 경우 중국과 일본에서 제작된 작례와는 다른 
도안이 완성되었다. 이러한 주제는 중국의 고사(故事) 및 민간 문학에서 기원
한 것이지만 조선에서 새로운 조합과 번안을 거치며 왕실 고유의 도안이 탄
생하 다. 아울러 평생도, 풍속도, 평양도, 화성도, 성시도 같은 조선의 풍속
과 풍광을 병풍화로 제작한 경우가 있었다. 이는 왜장병풍에 한 기법과 기
량이 성숙한 19세기 전반의 성과이다. 이러한 화제의 창안은 조선 고유의 병
풍 문화를 풍성하고 깊이 있게 만들어주었다. 그런데 병풍화의 주제는 19세
기 후반으로 가면서 보다 그래픽(graphic)화되고 디자인화 되는 경향을 보인
다. 예를 들면 준이종정도, 백수백복도, 백선도, 백납도처럼 디자인화 된 도
안이 이 시기에 새로 부상하 다. 이는 왕실 미술이 보수성을 담지하면서도 
꾸준히 새로운 도상과 주제를 만들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병풍은 조선인들에게 평생을 두고 인생의 여정에 동반되었다. 병풍은 갓 
태어난 아기와 산모를 보호하기 위한 산실(産室)에 배설되었다. 아울러 돌잔
치를 시작으로 관례와 혼례에 사용되었다. 또한 집안의 제사와 잔치에도 빠
지지 않았다. 아울러 무당이 굿을 할 때에도 광 의 놀음에도 배경이 되었
다. 평시에는 사랑(舍廊)과 규방에 둘려졌다. 사람이 병들어 누웠을 때에도 
병풍이 진설되었다. 또한 죽고 난 후에는 주검과 널이 병풍으로 가려졌다. 
병풍은 장식과 호사를 위한 사치품이기 이전에 조선인의 삶에 깊숙하게 파고
든 일상용구(日常用具)이자 의구(儀具) 다. 본 연구는 병풍의 유구한 역사 
가운데 전성기라 할 만한 조선 후기에 집중하여 병풍의 제작과 사용 양상을 
조명하 다. 이를 통해 병풍의 활용이 조선 사회를 견인한 핵심적인 본령인 
유교 및 의례 문화와 깊이 결부되어 있음을 밝혔다. 왕실의 오례와 민간의 
사례는 단순한 서화 장황 형식 이상으로 병풍의 의미를 확장시켰다. 다시 말
해 유교적 가치를 의례로 실천하는 과정 속에 병풍이 중요한 의미로 부상한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는 서화 형식에 해 다룬 본격적인 단독 논의로서 
한국미술사의 연구 경향에 새로운 문제의식을 제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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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1〕 

이명한이 이징에게 왕유의 망천도를 계병으로 주문한 후에 작성한 ｢계병후발｣
이다. 

이명한(李明漢, 1595~1645), ｢稧屛後跋｣, 白洲集 16. 

王右丞輞川莊。爲古今山居之最勝。見於唐宋h詩人歌詠者可知也。世傳右
丞有自畫其莊者。天下寶之。余未嘗一見。常恨之。丙寅春。偶閱秦觀觀此
圖愈疾事。凡莊之園港岡灣。地名亭號。瞭然在目。心以爲誠得一好手。倣
此而成一屛簇。抑何必無聲眞蹟也。

왕유의 망천장은 고금의 은거지 중에 가장 빼어나니 (망천장을 두고) 당송 시
에 시를 쓰고 노래를 했던 사람들을 통해 알 수가 있다. 세상에는 왕유가 스

스로 망천장을 그린 것이 전하는데 이는 천하 사람들이 보물이라 하지만 나는 
일찍이 본 적이 없어 그것을 한스러워 했었다. (그런데) 병인년(1626) 봄에 우
연히 진관(秦觀, 1049-1100)이 이 그림을 보고 아픈 데가 다 나았다는 이야기
를 읽었다. 망천장의 동산, 개울, 언덕, 물굽이를 그리고 땅이름과 누정의 이름
까지 눈에 선했다. 속으로 솜씨 좋은 명수를 얻어 이를 具내내어 병족(屛簇) 
하나를 꾸미면 굳이 진적의 명성이 없더라도 어떠랴 생각하게 되었다.

居未久。余有銀臺之命。臺有禊會六屛分六官。余得其一。h僚皆畫臺中迎
詔時同事同苦之狀。此固修禊之本意。而余獨;素質禿屛者。意實在此也。

얼마 후 나는 승정원에서 복명하게 되었는데, 마침 승정원에서 계회(禊會)를 여
니 6개의 병풍이 6명의 관원에게 분상되었고, 나도 그 중 하나를 받았다. 여러 
동료들이 모두 명나라 천사(天使)를 맞이할 때 함께 했던 모습을 그㉛다.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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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수계(修禊)의 진정한 뜻을 그린 것이었다. 그러나 나만 홀로 아무 것도 그
려지지 않은 소병(素屛)을 청한 것은 이 그림에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다. 

居未久。李畫師澄自江南至。心欣然庶幾得償夙願。澄苦內役。且爲h貴戚
所爭。外人得一値面。有似阿閦之不再覩。況敢望邀至而勞數日之役乎。

얼마 후 화사 이징이 강남에서 돌아왔다. 내 마음의 오랜 숙원이 풀린 것 같이 
기뻤다. 이징은 궁궐 일로 바쁜 데다 종친들이 앞 다투어 일을 시켰다. (바쁘기
가 이러하니) 다른 사람 얼굴 한번 보는 것이 마치 아촉불을 다시 보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었는데, 하물며 내가 바라는 로 (이징을) 불러다가 며칠간의 수고
로움을 부탁할 만 했겠는가? 

澄與余爲翰墨素契。知余癖於畫。渠心未嘗不在於我。一日用奇計以g之。
澄在貴家後堂。亦有靈犀點通之感。故托疾;暇而出。余適赴人召。猝遇於
路上。恍若見天上人。遂輟赴携回。澄笑曰。吾出誠幸。公遇我亦幸。但主
家疑吾久遊不還。留我筆具。奈赤指何。余曰。是無難。卽取新管未經濡染
者。去其上毛爲細尖。卽眞筆也。澄曰好矣。又令畫署h畫師各供一新筆。
澄曰。此尤好矣。

이징과 나는 한묵(翰墨)으로 소박한 연분을 맺은 바, 그는 내가 그림에 벽(癖)
이 있음을 알았기에 아닌게 아니라 내게도 그런 마음이 있음을 알았는지 하루
는 절묘한 꾀로 나의 그런 벽을 풍자하기도 했다. 당시 이징은 어느 세도가의 
집 후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우리 두 사람은) 마음이 통하는 바가 있었던
지, 이징이 병을 使계 삼아 잠시 휴가를 얻어 그 집을 나왔을 때에 나 또한 마
침 사람을 부르러 갈 일이 있어 우연하게도 길거리에서 그를 만난 것이다. 나
는 마치 천상의 사람을 본 것처럼 황홀해하며 그가 가는 길을 멈추어 돌아오게 
했다. 이징이 웃으며 “나의 출타가 진실로 행운이요, 공을 만난 것은 나에게도 
행운입니다. 다만 지금 일을 시킨 집에서 내가 외출했다가 그 로 돌아오지 않
을까 의심하여 내 필기구를 잡아두는 바람에 지금은 빈손이니 이를 어쩝니까?”
라고 하여 내가 “어㉘지 않은 일일세.”라고 하고는 곧바로 한 번도 쓰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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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붓에서 상모를 제거하여 가늘고 뾰족하게 만드니 이야말로 ‘진필(眞筆)’이었
다. 이징은 “좋군요!”라고 했는데, 다시 도화서의 모든 화사에게 새 붓 하나씩
을 제공하라고 시키니 이징이 “그럼 더 좋지요!”라고 했다. 

遂謝客鎖門。爲一日之飮。澄曰。興作矣。可從事矣。始展一幅。方空雪
白。宛是吳松半江色也。澄曰。好質也。當好爲之。顧公所欲者何。畫山乎
水乎。羽乎毛乎。丹靑乎水墨乎。惟公命焉。

마침내 손님도 사절하고 문을 걸어 잠근 채 그와 하루 종일 술을 마셨다. 이징
이 “흥이 일어나니 이제 한번 해 볼까요!”라고 하고는 비로소 한 폭을 펼쳤는
데 눈처럼 하얀 비단이 완연히 오현과 송강의 강색 같았다. 이징이 말하기를 
“바탕이 좋으니 마땅히 잘 해야지요. 그런데 공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
까? 산인가요 물인가요? 새를 그릴까요 길짐승을 그릴까요? 단청을 원하십니
까 아니면 수묵을 원하십니까? 공의 명을 따릅지요!”라고 했다. 

余曰。丹靑吾所不樂。以郭煕手。狀摩詰居如何。澄曰。是好矣。幼時。一
見模本於中朝人之征東來者。典刑雖記而節目未詳。余乃出前少游所觀記其
名號者以示之。澄曰。藍田一面。盡在吾胸中矣。

내가 “단청은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이니 곽희 같은 솜씨로 마힐이 살았던 곳
을 그려주면 어떤가?”라고 하자 이징이 “좋습니다! 어릴 때 중국에서 온 사람
에게서 모본을 한 번 보았는데 전체 형상은 기억하지만 자세한 것은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하여 내가 진관의 기문에서 망천 곳곳의 이름을 그에게 뽑아주
었더니 “남전의 온 광경이 제 가슴속에 죄다 있습니다!”라고 했다.

一日成一幅。二日成二幅。合四日而四幅完。絶世筆也。空其二幅。一以記
事。一以錄h僚名。將爲後日觀。記事者。屛之首書是也。僚名未及錄。

하루에 한 폭씩 완성하여 나흘에 네 폭을 만들어내니 세상 최고의 솜씨 다. 
두 폭은 비워놓고 하나에는 事跡을 적고 하나에는 동료들의 이름을 적어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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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날에 보려했다. 사적을 적은 것이 바로 병풍이 시작되는 곳에 쓴 이 글이며 
동료들의 이름은 미처 적어놓지 않았다.

而丙子之禍作矣。數百年家傳籖軸。盡入羶燼。屛畫之存亡。不暇言也。萬
死之餘。重還舊居。分沙李相公。使一蒼頭輦致一破屛曰。偶於人家灰燼中
得之。見首書公作也。知公所愛。故還之。

병자년(丙子: 1636)에 큰 화가 있었으니, 수백 년 가전되던 족자와 두루마리들
이 화재로 사라져 버㉛고 병풍의 존망은 말할 겨를조차 없었다. 죽을 고비를 
넘겨 옛날에 거하던 곳으로 돌아오니, 분사 이상공(分沙 李聖求, 1584~1643)이 
노복(奴僕=蒼頭)을 시켜 망가진 병풍을 보내면서 “우연히 남의 집이 불탄 자리
에서 이것을 찾았는데 그 서문을 보니 공의 것이었소. 공이 얼마나 아끼는지 
알기에 돌려드립니다.”라고 하 다.

 

嗚呼。何成之難而失之易也。存之幸而得之又幸也。其幸而存者。有時而復
見也。其已亡者何可得也。澄嘗謂人。平生精力。都盡此四幅。不但余朝夕
臥游。心融神會於竹里柳港之間。

아아! 어찌 이루기는 이리 어㉘고 잃기는 쉽단 말인가. 살아남은 것도 행운이
었는데, 다시 얻은 것도 행운이다. 요행히도 살아남으면 때가 있어 다시 만나
지만 이미 잃어버린 것들이야 어찌 다시 얻으랴. 이징이 일찍이 다른 사람들에
게 얘기하기를, “평생의 정력을 4폭에 모두 쏟아 부었다.”고 하 으니 조석으
로 즐기는 와유와 竹里柳港 간에 마음 깊이 정신을 모을 뿐만 아니리라. 

如亡友鄭德餘h人。每至必展此。展此必呼酒。酒後必有作。約以它日得遂
尙平之願一丘一壑。當用陳圖南華山故事。按圖酬唱。何遽不若當時裴迪輩
也。酣詠之樂。依依如昨日事。而轉眄之際。倏已灰劫。蕭條人代之感。豈
止此一物也。此物之旣亡而復存。余之旣失而復得。似有神助。而其視趙侍
御453)獲遇於二十年之後。則此雖謂之朝暮遇可也。遂書其顚末於將錄潦名
而空之之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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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친구인 덕여 정백창(德餘 鄭百昌, 1588~1635) 같은 이들이 올 때마다 이
것을 펼쳐 보았고, 이를 펼치면 술을 마시게 되었고, 술을 마시면 다시 시를 
짓게 되었다. 다른 날 상평 김취권(尙平 金就權, 1555년 생)의 원 로 세상을 
떠나 자연을 만끽하러 가기로 약속도 했었는데, 마땅히 도남 진단(圖南 摶傳, 
872~989) 고사를 사용하여 그림을 짚으며 노래하려니, 어찌 당시의 배적(裵迪, 
716-?)과 그 친구들보다 못하겠는가? 흥에 겨웠던 즐거움이 어제 일처럼 느껴
졌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버리고 나니 의기소침과 쓸쓸함이 어찌 이 물건 
하나에만 그치리? 이 물건은 이미 없어졌다 다시 생긴 것이요, 내가 일찍이 잃
었다가 다시 얻은 것이니 신이 도운 것이다. 조시어(趙侍御, 당나라 헌종(憲宗) 
때 화가)가 되찾은 것도 20년 후의 일이었지만 그것도 아침저녁의 일이라 말할 
수 있겠다. 마침내 함께 했던 관료들의 이름을 병풍 마지막에 쓴다. 

453) 당나라 헌종 때의 화가. 잡화를 잘 그㉛고 임모에 뛰어났다고 한다. 한유(韓愈)가 독고신숙
(獨孤申叔)이라는 사람과 내기 바둑을 벌여 그림을 한 점 얻었는데, 조시어가 그 그림을 보더
니 “하하! 이건 내 그림입니다. 잃어버린 지 20년이나 됐는데!”라고 했던 고사를 인용한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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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이종림이 최석환의 포도도 병풍에 적은 제발이다. 이종림의 문집과 그림에 모
두 남아 있다.  
이종림(李鍾林, 1857~1925) ｢屛銘｣, 樗田遺稿
1876년, 최석환, <포도도 병풍>, 지본수묵, 148.9x304.2cm, LACMA. 

余自京歸時乙未秋也 新經亂離 堂宇蕩掃 窓風壁寒 令人難耐 乃覔之 舊藏
得一弊屛 謂中年買得 而不知何人所作 全幅畵一大葡萄 葉蔓活動團實離離 
眞是名畵 審玩幅末認是 是爲浪谷所寫 始覺宿名不虛 因糊而完蔽紙 而補
缺 以資禦冬 盖愛其畵 而不棄之也 客過余曰 先生韻人也 宜以錦其幅繡其
飾 而何乃艱拙之如是也 余噫噫曰 世知韻人者鮮矣 君指何人而爲韻人耶 
錦繡富貴人所誇也 葡萄淸閒人所愛也 富貴者韻人也 淸閒者韻人耶 君之知
韻人似矣 客未爲對 乃序其事而繼銘 銘曰 八幅一萄葉實重重 弊余又 足用
三冬 防寒如皮 障虛如墉 用行舍藏 君子中庸 歲嘉年節 樗散 題

내가 서울에서 돌아왔던 을미년(1895년) 가을의 일이다. 난리를 겪은 뒤라 집
이 엉망이 된 탓에 창과 벽에 바람이 들어 견디기가 어려웠는데, 겨우 누더기
가 된 병풍을 하나 찾아냈다. 오래 전부터 보관했던 것인데 중년(中年)에 사두
었던 것[買得]으로 누가 그린 것인지는 알지 못하고 있었으니, 병풍 전체에 커
다란 포도를 그린 것으로, 잎과 덩굴이 난만한 가운데 포도 알갱이가 무성하게 
자란 모양이었다. 정말 좋은 그림이라 생각하며 완상하던 중에 병풍 끝에 낙관
이 있어 이것이 ‘낭⑲(浪谷)’이 그㉛음을 알게 되었고, 새삼 명불허전(名不虛傳)
임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종이에 풀을 다시 먹이고 헐은 곳에 흠을 메꾸고 나
니 겨울 추위를 막는 것 뿐 아니라 그 그림을 사랑하게 되어 그 그림을 다시 
거두어드리지 못하게 되었다. 어느 날 손님이 와서 내게 말하기를 “선생은 운
치 있는 사람〔韻人〕입니다. (병풍이란) 비단으로 폭을 꾸미고 자수로 장식을 
하는 것이 마땅한데 어찌 검소하고 단출함이 이와 같습니까”라고 했다. (이에) 
내가 한숨 쉬며 말하기를 “세상에 운치 있는 사람〔韻人〕을 알아주는 이가 드
뭅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을 가리켜 운치 있는 사람〔韻人〕이라 하십니까? 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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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자수는 부귀인(富貴人)이 과시하는 것이요, 포도는 청한인(淸閒人)이 사랑하
는 것입니다. 부귀인(富貴人)이 운인(韻人)일까요, 청한인(淸閒人)이 운인(韻人)
일까요. 당신이 아는 운인(韻人)은 어떤 것과 같습니까?” 손님이 미처 답을 
못했을 때에 내가 이 일을 써서 명(銘)으로 남기니, 명의 내용은 ‘8폭 병풍 포
도 하나 열매가 겹겹이다. 비록 누추하지만 내가 추위 이기기에는 충분하네. 
가죽 같이 추위 막고 담장 같이 빈 곳 막아내니 세상이 필요로 할 때 자기 도
를 다해 쓰이고 소용없을 때에는 조용히 물러갈 줄 아는 군자의 중용일세. 

丙子正月旬八古峰散人浪谷寫
병자년 정월에 고봉산인 낭⑲이 그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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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이하응의 <묵란도 12폭 병풍>에 남아 있는 제발이다. 숫자는 병풍의 순서이다.  
1891년, 이하응, <묵란도 12폭 병풍>, 212.5x616.8cm, 서울역사박물관. 

1. 現我耆耊 唫病無力 他求蘭政 一切謝之 此次劉姓小史 來噣數叢蘭 稱
以湖南韻人金員外之要以□之. 盖劉人本

지금 나는 늙어 병들고 무력하여 다른 사람들이 난 그림을 구하여도 모두 사양
하 는데, 이번에 유소사(劉小史)가 와서 총란도(叢蘭圖) 몇 폭을 구하며, 호남
의 운인(韻人) 김원외(金員外)의 요구로 □하는 것이라 하 다. 생각건 , 유소
사는 본시 

2. 家庭 聞見深於書畵者也 且稱韻士已求數朶 勢難却之 應以紙 此非珠聯 
乃是大屛也 意難違約 雖以染 墨然以屛者 

가정에서 서화에 견문이 깊은 사람일 것이다. 또 운사(韻士)가 이미 몇 가지(數
朶)를 구하 다고 하여, 일의 형세가 물리치기가 어려워서 청에 응하여 종이를 
찾았다. 이것은 주련(珠聯)은 아니라 바로 병이다. 약속을 어기기 어려워서 
비록 그림을 그리기는 하나, 병풍이라는 것은

3. 盖謂珠聯二對曰屛也. 此爲古所稱之者也. 邇來東習悖戾, 六摺曰小屛, 
八摺曰大屛, 近又惡習, 尤甚以十二摺爲屛, 分作六摺

개 주련(珠聯) 두 쌍을 일러 병풍이라 하는데, 이것은 옛날에 일컫던 것이다. 
근래에 와서 우리나라의 풍습이 어그러져 6첩을 소병이라 하고 8첩을 병이
라 하는데, 요사이 또 악습이 더욱 심해져 12첩을 병풍이라 하고 그것을 나누
어 6첩 

4. 二屛, 自以謂奇幻竗計, 過於我者 也. 云云者面目可憎. 凡屛者多以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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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翎毛折枝爲繪, 蕙蘭爲屛者罕矣. 現今

이병(二屛)을 만들고는 스스로 ‘기이하고 환상적인 묘계가 나보다 나은 자 누구
인가’라고 한다 하니 그렇게 말하는 자는 면목이 가증스럽다. 무릇 병풍이라고 
하는 것은 산수, 모, 절지로 그린 것은 많지만 혜란(蕙蘭)으로 병풍을 만든 
것은 드물다. 지금 

5. 十二摺何以廉少. 以求畵者之慾, 金剛萬二千峰, 猶不得充其心也. 摠論
屛者, 古以二對掛壁, 眞蹟書畵常目

12첩을 무엇 때문에 적다고 하는가? 그림을 구하는 자의 욕심 때문이니 금강
산 만이천봉도 오히려 그 마음을 채울 수는 없을 것이다. 총론하건 , 병풍이
란 것은 옛날에는 두 쌍을 벽에 걸어 진적 서화를 늘 눈앞에 두었지만, 

6. 在之, 近俗 以屛爲生涯物件, 養病之所爲要緊物, 祭祀之堂爲□一件, 
文房之中爲主張之品, 巹禮之時爲無雙之媒.

요즘 풍속은 생애의 물건으로 삼으니 병 조리 하는 곳에 요긴한 것이요, 제사
지내는 곳에 □하기 위한 것이요, 서재 안의 주요 물품이요, 혼례 할 때 둘도 
없는 매개체이다.

7. 初不以爲傳家之物, 便作借用件貰用件者, 心所痛恨久矣. 然今作此屛, 
想不借貰, 以是爲慰者存也. 此繪

처음에는 로 전하는 물건으로 삼지 않고 빌려 쓰고 세내어 쓰는 물건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 이것을 애통해하고 한스럽게 여긴 지 오래이다. 그러나 지금 
이 병풍을 만듦에 빌려주거나 세내어 주지 않고 이것을 [감상하며] 위안을 삼
을 사람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 그림은 

8. 不以形似, 只以長撇爲貴, 若以俗眼看之, 長幀之內, 排布無多, 應可笑
之, 必以韻意評之, 自可貴之也. 今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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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에 뜻을 두지 않고 장별(長撇, 길게 삐치는 서법)로써 귀함을 삼았는데, 만
일 속된 눈으로 본다면 긴 화폭 안에 배포가 많지 않아 비웃을 수도 있을 것이
다. 그러나 반드시 운의(韻意)로써 평한다면 절로 귀하게 여기게 될 것이다. 오
늘 

9. 寫蘭, 決非無難下筆, 實是有意染墨, 末審金君如何可否. 但老脘筆力猶
不能, 千釣爲重, 是愧是嘆.

난을 그린 것은 결코 어㉘지 않게 붓을 댄 것이 아니라 실로 뜻을 가지고 그㉛
는데, 김군이 괜찮게 여길는지 모르겠다. 다만 늙은 팔의 필력이 천균의 무게
를 [감당]할 수 없으니 이것이 부끄럽고 한스럽다.

10. 盖劉人淸明有心者也. 金君勤恭有意者也. 今求我蘭, 豈可謝却. 聞走
墨海拿取水, 穎豪放應之人, 雖

생각건 , 유인(劉人)은 청명하고 유심(有心)한 사람이고, 김군은 근공(勤恭)하
고 유의한 사람이니, 지금 나의 난 그림을 구함에 어찌 사양하여 물리칠 수 있
겠는가. 듣건 , 묵해(墨海)를 달려 물을 움켜쥐는 호방응(穎豪放應)한 사람
은 [육신은] 비록 

11. 老矣, 畵尙少矣. 傍看者叩其何人求繪, 我以韻人應之. 其人再言, 求畵
者眞是大稿力云耳.

늙었다 하더라도 그림은 오히려 젊다. 곁에서 보던 사람이 “그 어떤 사람이 그
림을 구합니까?”라고 묻기에 “운인이다”라고 답했더니, 그가 다시 말하기를 
“그림을 구하는 자는 진실로 고력(大稿力)입니다”하 다. 

12. 晩悟方家囑正. 辛卯夏小滿節 石坡七十二歲 回巹老人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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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오방가(晩悟方家)에게 질정(叱正)을 부탁하노라.
신묘년(1891년) 여름 소만절(양력 5월20일경), 회혼을 맞이한 노인 72세의 석
파 그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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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작품 세부사항

1 제작연
미상

82x276cm, 
지본수묵, 
개인소장

2 제작연
미상

 95x208cm, 
지본수묵,  
에이옥션
(2012년)

3 제작연
미상

99.5x360cm,
지본수묵,
아이옥션 
(2014년)

4 제작연
미상

101x280cm,
지본수묵,
아이옥션 
(2010년)

5 제작연
미상

108.9x382.8cm, 
지본수묵,
서울옥션 
(2010년)

6 제작연
미상

94.3x270cm,
지본수묵,

시애틀 아시아 박물관
(Asian Art Museum, 

Seattle)

7 제작연
미상

97.5x272cm, 
케이옥션 
(2016년)

8 1833년

100.5x432.4cm,
지본수묵, 
케이옥션
(2006년)  

〔부록 4〕 최석환의 포도도 병풍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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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858년
76.5x342cm, 

지본수묵, 
국립중앙박물관

10 1865년
55x155cm, 
지본수묵, 

전북 학교 박물관

11 1865년
172x403.5cm, 

지본수묵, 
서울역사박물관

12 1866년
98x390cm, 
지본수묵, 

동아 학교 박물관

13 1866년

58x308cm, 
지본수묵, 
케이옥션 
(2015년)

14 1869년
96.1x327.1cm,

지본수묵,
스타옥션

15 1869년
97.5x272cm,

지본수묵, 
케이옥션

16 1870년

119.4x315.2cm,
지본수묵, 

샌프란시스코 아시아 
미술관

(Asian Art Museum, 
San Franci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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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876년

148.9x304.2cm,
지본수묵,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

(Los Angeles County 
Museum of Art)

18 1877년
99.0x300.0cm, 

지본수묵, 
국립진주박물관

19 1879년

123x348cm,
지본수묵, 

국립중앙박물관 
(본관7961)

20 제작연
미상

100x300cm, 
지본수묵,

묵산미술박물관

21 1880년

67.8x266.4cm,
마본수묵,

국립중앙박물관
(남산1293)

22 1881년

80.6x298.8cm, 
지본수묵, 

디트로이트 박물관 
(Detroit Institute of 

Arts)

23 1883년

106.3x311.3cm,
지본수묵, 

후쿠오카 박물관
(福岡市博物館) 

24 1883년

76.5x319cm,
지본수묵, 

프리어갤러리
(Freer Gallery of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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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작품 세부사항

1 양기훈

노안도 10폭 병풍,
117.6x303cm,

지본담채,  
서울역사박물관 

2 양기훈

1903년, 
노안도 10폭 병풍, 

320x137.5cm, 
옥션단 출품

3 양기훈

1905년, 
노안도 10폭 병풍, 

160x391cm, 
국립고궁박물관

4 양기훈
노안도 10폭 자수병풍, 

320x137.5cm, 
옥션단 출품

5 양기훈

1905년, 
노안도 10폭 자수병풍,

132x300cm,
한국자수박물관

6 양기훈
군안도 자수 12폭 병풍, 

141x360cm, 
한국자수박물관

7 양기훈

노안도 10폭 자수병풍, 
크기미상, 

미국 개인소장 
(출처: 서정민 석사논문 p.122)

8 양기훈

1902년, 
노안도 10폭 이금병풍, 

141.5x328cm,
국 Gregg Baker Asian Art

9 양기훈

1903년, 
노안도 10폭 이금병풍, 

141.3x325.8cm,
일본 개인소장

〔부록 5〕 양기훈·양 진 부자의 노안도 병풍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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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양 진

1907년, 
노안도 8폭 병풍, 

견본담채, 
144x320cm, 

옥션단 출품(2014년)

작품 구성 작품 작품 내용 

1
‘효제충신예의염치’

문자도와 
책가문방도의 결합 

이규황(1868~1926), 
지본채색, 

105.5x268cm, 
이명구 소장 

2
‘효제충신예의염치’

문자도와  
책가문방도의 결합 

이규황(1868~1926), 
지본채색, 

104x264cm,
가회민화박물관

3
‘효제충신예의염치’

문자도와 
기명절지도의 결합

황승규(1886~1962), 
지본채색, 

104x264cm, 
가회민화박물관

4  
‘효제충신예의염치’

문자도와 
화조 모도의 결합

황승규(1886~1962), 
지본채색, 

136x264cm, 
국립민속박물관

5
‘효제충신예의염치’

문자도와 
화조 모도의 결합 

황승규(1886~1962),  
 지본채색, 

128x284cm, 
가회민화박물관

〔부록 6〕 이규황 및 황승규의 효제충신예의염치 문자도 병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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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목록

도1. 1783년, <진하도>, 견본채색, 153x462.4cm, 국립중앙박물관. 
도2. 1784년, <문효세자보양청계병>, 견본채색, 136.5x456cm, 국립중앙박물관. 
도3. 1784년, <문효세자책례계병>, 견본채색, 110x421cm, 서울 학교 박물관. 
도4. 1785년, <을사친정계병>, 견본채색, 118.x382.4cm, 국립중앙박물관. 
도5. 1795년, 《화성원행계병》, 견본채색, 149.8x516cm, 국립고궁박물관. 
도6. 1796년, 《화성춘추팔경》, 지본담채, 각 97.7x41.3cm, 서울 학교박물관. 
도7. 1800년, <왕세자책례계병>, 견본채색, 278.2x154.2cm, 서울역사박물관. 
도8. 1800년, <왕세자책례계병>, 견본채색, 112.6x237.0cm, 국립중앙박물관.
도9. 1690년 《경종왕세자책례계병》, 견본채색, 116x424cm, 충재선생박물관. 
도10. 1765년, 김홍도, 《 조기로연·경현당수작연계병》, 견본채색, 

122.5x444.6cm, 서울역사박물관. 
도11. 1776년, 김홍도, <군선도 8폭 병풍>, 지본담채, 132.8x575.8cm, 

삼성미술관 Leeum.
도12. 1800년, 김홍도, <주부자시의도 8폭 병풍>(2폭 망실), 견본담채, 

각125.0x40.5cm, 삼성미술관 Leeum. 
도13. 1801년, 김홍도, <삼공불환도 8폭 병풍>, 견본채색, 133.7x418.4cm, 

삼성미술관 Leeum.
도14. 1790년, 김홍도, <곽자의팔자칠서도(郭子儀八子七壻圖)>, 지본담채, 

60x260.2cm, 국립중앙박물관.  
도15. 김홍도 전칭 <해상군선도 8폭 병풍>, 지본수묵, 132.8x575.8cm, 

국립중앙박물관. 
도16. 백은배, <해상군선도 8폭 병풍>, 견본채색, 190x350cm, 국립민속박물관. 
도17. 1908년 이전, <해상군선도 10폭 병풍>, 견본채색, 153.2x418.5cm, 

아모레 퍼시픽 미술관.
도18. 1778년, 김홍도, 《행려풍속도 8폭 병풍》, 견본담채, 90.9x341.6cm, 

국립중앙박물관.
도19. 1778년, 김홍도, <선면 서원아집도>, 지본담채, 26.8x81.2cm, 

국립중앙박물관. 
도20. 1778년, 김홍도, <서원아집도 6폭 병풍>, 지본담채, 122.7x287.4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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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박물관. 
도21. 작자미상, <서원아집도 10폭 병풍>, 200.6x381cm, 로스앤젤리스 카운티 

미술관(Los Angeles County Museum of Art).
도22. 작자미상, <서원아집도 8폭 병풍>, 견본채색, 154x276cm, 

케이옥션(2016)
도23. 김홍도 전칭, <서원아집도 8폭 병풍>, 견본채색, 130x340cm, 공화랑. 
도24. 작자미상, <서원아집도 8폭 병풍>, 견본채색, 144.8x414.4cm 

국립중앙박물관.
도25. 작자미상, <서원아집도 8폭 병풍>, 견본채색, 130.2x368.2cm, 개인소장.  
도26. 1910년 , 강필주, <서원아집도 8폭 병풍>, 면본채색, 207.5x335cm,  

호림박물관.
도27. 1881년 이전, <서원아집도 8폭 병풍>, 오른쪽 인물은 고종의 이복 형인 

이재선(李載先,？~1881)
도28. 1904년, <서원아집도 병풍>, 러일 전쟁 시 미국 종군 기자 잭 런던(Jack 

London) 촬 . 
도29. 《종묘친제규제도설(宗廟親祭規制圖設) 8폭 병풍》, 견본채색, 200x515cm, 

국립고궁박물관(종묘6414).
도30. 《종묘친제규제도설(宗廟親祭規制圖設)8폭 병풍》, 견본채색, 

80.8x434.4cm, 국립고궁박물관(창덕6430).
도31. 1809년, <모란도 8폭 병풍>, 기사진표리의궤.
도32. 1809년, <누각도 10폭 병풍>, 기사진표리의궤. 
도33. 1828년, <공작삽병>, 무자진작의궤. 
도34. 1691년, 《숙종신미친정계병 8폭 병풍》, 견본채색, 145x480cm, 김원일 

소장. 
도35. 1721년, <경종신축친정계병 난정수계도 10폭 병풍>, 견본채색, 

142x610cm, 개인소장. 
도36. 1812년, 《효명세자 책례도 8폭 병풍》, 견본채색 81.5x272cm, 

케이옥션(2016). 
도37. 1812년, <효명세자탄강기념 8폭 요지연도병풍>, 견본채색, 97x437.6cm, 

개인소장.  
도38. 1848년, 《무신진찬도 8폭 병풍》, 견본채색, 136.1x380.8cm, 

국립중앙박물관(덕1663).



- 318 -

도39. 1887년, 《정해진찬도 10폭 병풍》, 견본채색, 147.1x485cm, 
국립중앙박물관.

도40. 1892년, 《임진진찬 8폭 병풍》, 지본채색, 149.5x404cm, 삼성미술관 
Leeum.

도41. 1893년 추정, 《진하도(선조회란오회갑진찬계병)》, 지본채색,   
130.3x372.4cm, 국립중앙박물관. 

도42. 연 미상, <한궁도 6폭 병풍>, 견본채색, 94.6x294.4cm, 
국립고궁박물관(창덕6503). 

도42-1. 범선 부분.
도43. 연 미상, <한궁도 8폭 병풍>, 견본채색,  97.7x412.6cm, 

국립고궁박물관(창덕6505).
도43-1. 말 타는 고사 부분.
도44. 연 미상, <한궁도 6폭 병풍>, 견본채색, 97.0x296cm, 

국립고궁박물관(창덕6506). 
도44-1. 수레 부분. 
도45. 연 미상, <한궁도 8폭 병풍>, 견본채색, 98.1x408.8cm, 

국립고궁박물관(창덕6507). 
도46. 연 미상, <청록산수도 6폭 병풍>, 견본채색, 94.6x294.8cm, 

국립고궁박물관(창덕6508).
도47. <초상 사진>, 미국 보스턴 박물관(Museum of Fine Arts, Boston: 

Lowell Collection SC97312).
도48. 1814년, 이방운, <강남춘의도권>, 지본수묵, 20.8x221cm, 

국립중앙박물관. 
도48-1. 범선 부분. 
도48-2. 말 타는 고사 부분.
도48-3. 수레 부분. 
도49. <한궁도 병풍 6폭 병풍>, 견본채색, 78x267.6cm, 

국립고궁박물관(창덕6504). 
도50. <궁궐도 6폭 병풍>, 견본채색, 77.5x257cm, 

국립민속박물관(민속024215).  
도51. 1905년, <원세개소장도(遠世凱所藏圖)>, 지본채색, 136.5x64cm,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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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52. <누각지도 8폭 병풍>, 견본채색, 113x296cm, 국립중앙박물관(덕수6032). 
도53. <한궁도 10폭 병풍> 부분, 견본채색, 62.8x398.9cm, 개인소장.
도54. <극채궁궐도 8폭 병풍>, 견본채색, 135x456cm, 경기 학교 박물관.  
도55. <모란도 10폭 병풍>, 견본채색, 580x194cm, 국립중앙박물관. 
도56. <모란도 8폭 병풍>, 견본채색, 205x432cm, 국립고궁박물관.
도57. <백동자도 6폭 병풍>, 견본채색, 96x296.8cm, 국립고궁박물관.  
도58. <백동자도 10폭 병풍>, 견본채색, 88.8x390cm, 이화여자 학교 박물관. 
도59. 1748년, 가노유호 야스노부(狩野友甫宴信), <부용안도 6폭 병풍>, 

견본금채, 180.5x384cm, 국립고궁박물관. 
도60. 1762년, 바이쇼 모로노부(梅笑師信), <모란도 6폭 병풍>, 견본금채, 

180x462cm, 국립고궁박물관.
도61. 마츠무라 케이분(松村景文), 김정희(金正喜) 제발, <원앙도(鴛鴦圖)>, 

견본채색, 68x42cm, 개인소장. 
도62. 전 김홍도, <금계도 8폭 병풍>, 지본채색, 111.2x404.0cm, 삼성미술관 

Leeum.
도63. 전 김홍도, <금계도 8폭 병풍>, 크기 미상, 프랑스 기메박물관(Musée 

Guimet).
도64. 카노 쇼에이(狩野松榮), <춘하금계(春夏金鷄)>, 지본담채, 

152.2x360.0cm, 보스턴 박물관(Museum of Fine Arts, Boston).
도65. <왕회도 10폭 병풍>, 견본채색, 137x393.6cm, 크리스티 경매(2013년).
도65-1. <왕회도 10폭 병풍>의 묵서 ‘왕회도(王會圖) 정축(丁丑) (大)’.
도65-2. <왕회도 10폭 병풍>의 묵서 ‘춘(春)’.
도66. <화조도 4폭 병풍>, 지본채색, 172.5x230cm, 국립고궁박물관(창덕6474).
도67. <삼국지연의도 4폭 병풍>, 지본채색, 167x212cm, 

국립고궁박물관(창덕6518). 
도68. 1879년 <왕세자두후평복진하기념 10폭 십장생도 병풍>, 견본채색, 

201.9x521cm, 오리건 학교 조던 슈나이처 박물관(Jordan Schnizter 
Museum of Art). 

도69. 1879년 <십장생도 8폭 계병(왕세자두후평복진하기념 추정)>, 견본채색, 
210x420cm, 아모레 퍼시픽 미술관.  

도70. 1879년 <왕세자두후평복진하 10폭 계병>, 지본채색, 125x375cm, 
고려 학교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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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71. 1879년 <왕세자두후평복진하 8폭 계병>, 지본채색, 125.2x385.8cm, 
국립중앙박물관.

도72. 1879년 <왕세자두후평복진하 8폭 계병>, 지본채색,  136.5x416cm, 
국립고궁박물관. 

도73. 1803년, 《고산구⑲도 12폭 병풍》, 지본담채, 138x562cm, 개인소장.
도74. 1815~1831년, <옥호정도>, 지본담채, 150x280cm, 개인소장. 
도75. <동궐도>, 견본채색, 275x576cm, 동아 학교 박물관.
도76. <동궐도>, 견본채색, 273x584cm, 고려 학교 박물관.
도77. <서궐도 12폭 병풍>, 지본수묵, 127x401.8cm, 고려 학교 박물관.
도78. 1860년, <석파정도 8폭 병풍>, 면본담채, 141x251.5cm,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Los Angeles County Museum of Art).
도79. 1895년 이전, 명성왕후 전칭, <이백왕건한시 8폭 자수병풍>, 견본자수, 

145.8x292.8cm, 국립고궁박물관.
도80. 1904년 이전, 순명왕후 전칭, <등석여시서병 10폭 병풍>, 지본수묵, 

148.8x325cm, 국립고궁박물관.
도81. 1904년 이전, 순명왕후 전칭, <원인서병 10폭 병풍>, 견본자수, 

148.7x322cm, 국립고궁박물관.
도82. 1922년, 순정왕후, <묵서 10폭 병풍>, 116x350cm, 학고재.
도82-1. 1922년, 순정왕후, <묵서 10폭 병풍>의 인장. 
도83. 이하응, <여진시랑서 10폭 서병>, 지본수묵, 183.8x398cm, 

국립고궁박물관.
도84. 1925년, 김숙당(金淑堂), 조선재봉전서(朝鮮裁縫全書), 

활문사서점(活文社書店).
도84-1. 1925년, 김숙당(金淑堂), 조선재봉전서(朝鮮裁縫全書)의 인장.   
도85. 1631년 추정, 선조, <어필 8폭 서병>, 지본수묵, 56x190cm, 충남 보은 

법주사.
도86. 선조, <어필 6폭 병풍>, 지본수묵, 166.0x63.4cm, 국립중앙박물관.
도87. 1891년, 이하응, 《묵란도 12폭 병풍》, 견본수묵, 212.5x616.8cm, 

서울역사박물관.
도88. 1849년 이후, <철종강화도행렬도 12폭 병풍>, 149x434cm, 평양 

조선미술박물관.
도89. <경기감 도 12폭 병풍>, 지본채색, 135.8x442.2cm, 삼성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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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um.
도90. 1871년, <일월오봉도 7폭 병풍>, 259x490cm, 서울 동관왕묘.
도90-1. 1871년, <일월오봉도 7폭 병풍>의 경첩 부분. 
도91. 1901년, <일월반도도 8폭 병풍>, 견본채색, 330x540cm, 국립고궁박물관.
도92. 1902년, <광무황제황수성절 임인진연기념 해학반도 12폭 병풍>, 

270x700cm, 견본금채, 호놀룰루 미술관.
도92-1. 1902년, <해학반도 12폭 병풍>의 하단 황동받침.
도93. 1904년, <유란부(幽蘭賦) 자수 6폭 병풍>, 견본자수, 255.5x390cm, 

국립고궁박물관.
도94. <한시자수 2폭 병풍>, 견본자수, 215x64.7cm, 

국립고궁박물관(창덕6623).
도95. <한시자수 2폭 병풍>, 견본자수, 215x64.7cm, 

국립고궁박물관(창덕6624).
도96. 이기복, <무이구⑲시 10폭 병풍>, 견본자수, 220x430cm, 수원박물관. 
도97. 양기훈, <송학도 자수 10폭 병풍>, 견본자수, 221x353cm, 

국립고궁박물관.
도98. 양기훈, <홍매화도 자수 10폭 병풍>, 견본자수, 277.8x396cm, 

국립고궁박물관.
도99. 양기훈, <군안도 자수 10폭 병풍>, 견본자수, 133x315cm, 

한국자수박물관. 
도100. 양기훈, <매화도 자수 10폭 병풍>, 견본자수, 247.3x400cm, 

국립고궁박물관.
도101. 김규진, <송학도 자수 12폭 병풍>, 견본자수, 147x380cm, 미국 개인 

소장.
도102. 양기훈, <송학도 자수 12폭 병풍>, 견본자수, 225.4x408cm, 

국립고궁박물관.
도103. 1899년, <화조 모도 8폭 병풍>, 주미 한제국 공사관 내부.  
도104. 1899년, 주미 한제국 공사관의 병풍 배설.
도105. 연 미상, <정재도 병풍 초본>, 지본수묵, 각33.0x58.5cm, 

국립고궁박물관.
도106. 1890년 이전, <정재도 자수 병풍>, 견본자수, 90x296cm, 

국립중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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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07. 연 미상, <정재도 자수 병풍>, 견본자수, 90x296cm, 한국자수박물관. 
도108. 연 미상, <정재도 자수 4폭 병풍>, 각41.7x21.1cm, 빅토리아앨버트 

박물관(Victoria and Albert Museum). 
도109. 연 미상, <신부연석(新婦宴席)>, 《기산풍속화첩》, 지본채색, 

31x38.7cm, 개인소장.
도110. 1899년, <곽분양행락도> 배경의 조병식(趙秉式, 1823~1907)>, 버튼 

偶스(Elias Burton-Holmes) 촬 . 
도111. 1902~1903년, <곽분양행락도>를 배경으로 한 이탈리아 사 카를로 

로제티.
도112. 1920~1930년  추정, 의친왕(1877~1955)의 자녀들 사진. 
도113. 《요화노인회근첩(澆花老人回巹帖)》(부분), 지본채색, 43x27.4cm, 

예일 학교 박물관. 
도114. 김준근, <사람 죽은 모양>, 《기산풍속도첩》, 각16~19x13~14cm, 

지본수묵, 프랑스 기메 박물관(Musée Guimet).
도115. 김준근, <소 상 지내는 모양>, 지본채색, 덴마크국립박물관(National 

Museum of Denmark).
도116. 17세기 제작 추정, <무이도가(武夷櫂歌) 8폭 서병>(부분), 지본수묵, 

155x440cm, 학봉종택.
도117. 20세기 제작 추정, <10폭 소병>, 지본수묵, 132x450cm, 학봉종택. 
도118. 1924년, 무라야마 치준(村山智順) 촬 , 제사 장면 (조선의 독립사상과 

운동 10집 수록)
도119. 2010년, 의성김씨 학봉종택 길제(吉祭) (삼년상: 소운 김시인, 수록)
도120-1. 연 미상, 《성학도설 10폭·수묵잡화 8폭 병풍》 앞면, 견본채색, 

133x370cm, 국립민속박물관.  
도120-2. 연 미상, 《성학도설 10폭·수묵잡화 8폭 병풍》 뒷면, 견본채색, 

139x288cm, 국립민속박물관.  
도121. 김홍도, <기로세련계도(耆老世聯稧圖)>(부분), 지본담채, 137x53.3cm, 

개인소장. 
도122. 연 미상, <호피문양 4폭 병풍(여닫이문)>, 198x205cm, 

국립민속박물관.
도123. 1926년, 김석태(金錫泰) 원화, <능행도 10폭 병풍>, 석판인쇄, 

152x442cm, 한남서림(翰南書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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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24. 1926년, 계림상회 업목록, 서울역사박물관.
도125. 1917년, 수원 통 오철선의 회갑연 사진. 
도126. 연 미상, <금관조복과 호피방석을 사용한 노인 초상 사진>, 인쇄엽서, 

국립민속박물관.
도127. 홍세섭, <진금상축도(珍禽相逐圖)>, 지본수묵, 39x38.2cm, 간송미술관. 
도128. 이덕 , <책가문방도 10폭 병풍>, 견본채색, 143.7x385cm, 

국립중앙박물관.
도129. 연 미상, <요지연도 8폭 병풍>, 견본채색, 134.2x377.6cm, 경기도 

박물관.
도130. 1776년, 김득신 전칭, <요지연도 8폭 병풍>, 견본채색, 

165.1x416.56cm,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Los Angeles County 
Museum of Art). 

도131. 연 미상, <요지연도 8폭 병풍 초본>, 지본수묵, 경기 학교 박물관.
도132. 연 미상, <왕회도 10폭 병풍>, 견본채색, 145x351.4cm, 

국박물관(British Museum). 
도133. 연 미상, <조공도 10폭 병풍>, 견본채색, 167x380cm, 이화여자 학교 

박물관. 
도134. 1877년, <왕회도 10폭 병풍>, 견본채색, 137x393.6cm, 크리스티 

경매품(2013).
도135. 연 미상, <명당왕회도 8폭 병풍>, 견본채색, 138x272cm, 

국립중앙박물관. 
도136. 연 미상, <백선도 6폭 병풍>, 지본채색, 139.2x435.2cm, 독일 

함부르크 민족학 박물관.
도137. 연 미상, <백선도 6폭 병풍> 초본, 65x344cm, 국립중앙박물관. 
도138. <책거리 2폭 병풍>, 견본채색, 각134.5x46cm, 국립중앙박물관.  
도139. <책거리 2폭 병풍>, 견본채색, 각156x56cm, 국립고궁박물관.
도140. 퍼시벌 로웰 촬 , ‘홍세섭 모도 10폭 병풍’ 사진, 보스턴 

박물관(Museum of Fine Arts, Boston).
도141. 작자미상, <이백 월도> 초본(부분), 132.7x34.9cm, 고려 학교 박물관.
도142. 조석진, <이백 월도>(부분), 134x37.3cm, 성신여자 학교 박물관.
도143. 김은호, <이백 월도>(부분), 125x45cm, 경북 학교 박물관.
도144. 한응숙, <문방도 8폭 병풍>, 크기 및 소장처 미상 (Kay E. Black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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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ward W. Wagner, “Court Style Chaekkori” p.30에 소개) 
도144-1. 한응숙, <문방도 8폭 병풍>의 인장. 
도145. 전황봉 추정, <책가도 8폭·서병 10폭 양면 병풍>, 견본채색, 

124x420cm, 국립민속박물관.
도145-1. 전황봉(全黃峰)의 인장
도146. <백동자도 4폭 병풍>(부분), 146x210cm, 독일 라이프치히 그라시 

민속박물관(Grassi Museum fuer Voelkerkunde zu Leipzig).
도147. <곽분양행락도 8폭 병풍> (부분), 견본채색, 165.9x388.0cm, 

국립고궁박물관(고궁2591). 
도148. <수복도·경직도 8폭 병풍>, 견본채색, 166.5x460cm, 미국 오리건 학교 

조던 슈나이처 박물관(Jordan Schnitzer Museum of Art, University 
of Oregon).

도149. 1920년, 전문교(田文敎), <어해도·산수도 10폭 병풍>, 견본채색, 
118x320cm, 가회민화박물관.

도150. 작가미상, 《요지연·수㉘·효자·신선도 8폭 병풍》, 지본채색, 
107.6x242.4cm, 국립민속박물관.

도151. <무관 책거리 8폭 병풍>, 지본채색, 67x336cm, 국학진흥원. 
도152. <책거리 7폭 병풍(1폭 손실 추정)>, 지본채색, 80x217cm, 

조선민화박물관. 
도153. <책거리 7폭 병풍(1폭 손실 추정)>, 지본채색, 62.9x231.7cm, 

선문 학교 박물관. 
도154. <책가도 8폭 병풍>, 지본채색, 61x296cm, 개인소장.
도155. 박계담, <낙화 화조도 8폭 병풍>, 지본낙화, 102x243.2cm, 

온양민속박물관.
도156. <혁필문자도 8폭 병풍>, 지본수묵, 108x256cm, 서울역사박물관.  
도157. 1906년, 김문제, <속필 수복문자도 10폭 병풍>, 120x262.4cm, 

국립민속박물관.
도158. <서수(瑞獸) 6폭 나전칠기 병풍>, 나전칠기, 90x217.2cm, 샌프란시스코 

아시아박물관(Asian Art Museum of San Francisco).
도159. <곽분양행락도 자수 8폭 병풍>, 견본자수, 67.8x310.4cm, 

국립중앙박물관.
도160. 이한철, <화조 모도 10폭 호분 병풍>, 146x300cm, 프랑스 기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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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Musée Guimet).
도161. 안중식, <이금사군자화훼 10폭 병풍>, 견본이금, 128x330cm, 

순천 학교 박물관.
도162. <평양도 8폭 병풍>, 목판화, 93.5x354.8cm, 교토 학교 총합박물관. 
도163. <평양도 8폭 병풍>, 목판화, 102x364cm, 롯데월드 민속관 구장.
도164. <사군자10폭 병풍>(2폭 일부), 석판채색, 93x300cm, 이승일 소장.
도165. 작가미상, <백수백복도 4폭 병풍> 부분, 지본목판, 136x144cm, 

가회민화박물관.
도166-1. 작가미상, <도안 8폭 병풍>(앞면), 다색인쇄, 84x184cm, 개인소장. 
도166-2. 작가미상, <화조도 6폭 병풍>(뒷면), 다색인쇄, 84x138cm, 개인소장. 
도167-1. 《해안백구(海岸白鷗) 자수·양류백로(楊柳白鷺) 회화 4폭 병풍》 앞면, 

견본자수,  170.0x260.0cm, 국립고궁박물관. 
도167-2. 《해안백구(海岸白鷗) 자수·양류백로(楊柳白鷺) 회화 4폭 병풍》 뒷면, 

견본자수,  170.0x260.0cm, 국립고궁박물관.  
도168. 1898년, <남성과 여성의 구획>, 헨리 아펜젤러(Henry G. Appenzeller, 

1858~1902) 촬 . 
도169. 1945년 12월 12일, < 한민국임시정부봉 회기념사진> 속 준이종정도, 

곽분양행락도, 서병의 배설. 
도170. 1952년, < 통령선거 투표소>, 유엔 및 국·몽골 국립문서보존소 소장.
도171. 1965년, <2015년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 행사 사진> 속 ‘성산별⑲’ 

서병과 일본 금병풍의 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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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판

도1. 1783년, 《진하도》, 견본채색, 153x462.4cm, 
국립중앙박물관.. 

   도2. 1784년, <문효세자보양청계병>, 견본채색, 
136.5x456cm, 국립중앙박물관.   

도3. 1784년, <문효세자책례계병>, 견본채색, 
110x421cm, 서울 학교 박물관. 

   도4. 1785년, <을사친정계병>, 견본채색, 
118.x382.4cm, 국립중앙박물관.   

도5. 1795년, 《화성원행계병》, 견본채색, 149.8x516cm, 
국립고궁박물관.

     도6. 1796년, 《화성춘추팔경》, 
지본담채, 각97.7x41.3cm, 
서울 학교박물관. 

도7. 1800년, <왕세자책례계병>, 견본채색, 
278.2x154.2cm, 서울역사박물관.  

     도8. 1800년, <왕세자책례계병>, 견본채색, 
112.6x237.0cm, 국립중앙박물관.



- 327 -

도9. 1690년 《경종왕세자책례계병》, 견본채색, 
116x424cm, 충재선생박물관.   도10. 1765년, 김홍도, 

《 조기로연·경현당수작연계병》, 견본채색, 
122.5x444.6cm, 서울역사박물관. 

도11. 1776년, 김홍도, <군선도 8폭 병풍>, 지본담채, 
132.8x575.8cm, 삼성미술관 Leeum

  도12. 1800년, 김홍도, <주부자시의도 8폭 
병풍>(2폭 망실), 견본담채, 
각125.0x40.5cm, 삼성미술관 Leeum.  

도13. 1801년, 김홍도, <삼공불환도 8폭 병풍>, 
견본채색, 133.7x418.4cm, 삼성미술관 Leeum.   

도15. 김홍도 전칭 <해상군선도 8폭 병풍>, 
지본수묵, 132.8x575.8cm, 국립중앙박물관.

 

도14. 1790년, 김홍도, <곽자의팔자칠서도>, 지본담채, 
60x260.2cm, 국립중앙박물관.     도16. 백은배, <해상군선도 8폭 

병풍>, 견본채색, 190x350cm, 
국립민속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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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7. 1908년 이전, <해상군선도 10폭 
병풍>, 견본채색, 153.2x418.5cm, 
아모레 퍼시픽 미술관.

   

도18. 1778년, 김홍도, 《행려풍속도 8폭 병풍》, 
견본담채, 90.9x341.6cm, 국립중앙박물관.

도19. 1778년, 김홍도, <선면 서원아집도>, 
지본담채, 26.8x81.2cm, 
국립중앙박물관. 

      도20. 1778년, 김홍도, <서원아집도 6폭 병풍>, 
지본담채, 122.7x287.4cm, 국립중앙박물관.

도21. 작자미상, <서원아집도 10폭 병풍>, 
200.6x381cm, 로스앤젤리스 카운티 미술관.  

     도22. 작자미상, <서원아집도 8폭 병풍>, 
견본채색, 154x276cm, 케이옥션(2016)

도23. 김홍도 전칭, <서원아집도 8폭 병풍>, 
견본채색, 130x340cm, 공화랑.

 도24. 작자미상, <서원아집도 8폭 병풍>, 
견본채색, 144.8x414.4cm 국립중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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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25. 작자미상, <서원아집도 8폭 병풍>, 
견본채색, 130.2x368.2cm, 개인소장.       도26. 1910년 , 강필주, <서원아집도 8폭 

병풍>, 면본채색, 207.5x335cm,  
호림박물관.

도27. 1881년 이전, <서원아집도 8폭 병풍>, 
오른쪽 인물은 고종의 이복 형인 이재선    

도28. 1904년, <서원아집도 병풍>, 러일 
전쟁 시 미국 종군 기자 잭 런던 
촬 .

도29. 《종묘친제규제도설(宗廟親祭規制圖設) 8폭 
병풍》, 견본채색, 200x515cm, 
국립고궁박물관(종묘6414).        

도30.《종묘친제규제도설(宗廟親祭規制圖設)8
폭 병풍》, 견본채색, 80.8x434.4cm, 
국립고궁박물관(창덕6430).

  도31. 1809년, <모란도 
8폭 병풍>, 
기사진표리의궤.

           도32. 1809년, <누각도 10폭 병풍>, 기사진표리의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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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33. 1828년, 
<공작삽병>, 
무자진작의궤.

    

도34. 1691년, 《숙종신미친정계병 8폭 병풍》, 견본채색, 
145x480cm, 김원일 소장.  

도35. 1721년, <경종신축친정계병 난정수계도 
10폭 병풍>, 견본채색, 142x610cm, 개인소장. 

     
도36. 1812년, 《효명세자 책례도 8폭 병풍》, 

견본채색 81.5x272cm, 케이옥션(2016).
 

도37. 1812년, <효명세자탄강기념 8폭 
요지연도병풍>, 견본채색, 97x437.6cm, 개인소장.

     
도38. 1848년, 《무신진찬도 8폭 병풍》, 

견본채색, 136.1x380.8cm, 
국립중앙박물관(덕1663).

도39. 1887년, 《정해진찬도 10폭 병풍》, 견본채색, 
147.1x485cm, 국립중앙박물관.    

도40. 1892년, 《임진진찬 8폭 병풍》, 지본채색, 
149.5x404cm, 삼성미술관 Le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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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41. 1893년 추정, 

《진하도(선조회란오회갑진찬계병)》, 지본채색,   
130.3x372.4cm, 국립중앙박물관.    

도42. 연 미상, <한궁도 6폭 병풍>, 견본채색, 
94.6x294.4cm, 국립고궁박물관(창덕6503). 

도43. 연 미상, <한궁도 8폭 병풍>, 견본채색,  
97.7x412.6cm, 국립고궁박물관(창덕6505).      

도44. 연 미상, <한궁도 6폭 병풍>, 
견본채색, 97.0x296cm, 
국립고궁박물관(창덕6506).  

도45. 연 미상, <한궁도 8폭 병풍>, 견본채색, 
98.1x408.8cm, 국립고궁박물관(창덕6507).     

도46. 연 미상, <청록산수도 6폭 병풍>, 
견본채색, 94.6x294.8cm, 
국립고궁박물관(창덕6508).

도47. <초상 사진>, 미국 보스턴 박물관

도48. 1814년, 이방운, <강남춘의도권>, 지본수묵, 20.8x221cm, 국립중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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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42-1. 범선 부분.

  
도48-1. 범선 부분. 

   도43-1. 기마 고사 
부분. 

  도48-2. 기마 고사 
부분.

도44-1. 수레 부분. 
    도48-3. 수레 부분.  

도49. <한궁도 병풍 6폭 병풍>, 견본채색, 
78x267.6cm, 국립고궁박물관(창덕6504).      도50. <궁궐도 6폭 병풍>, 견본채색, 

77.5x257cm, 국립민속박물관(민속024215).  

도51. 1905년, 
<원세개소장도>, 
규장각.  

        

도52. <누각지도 8폭 병풍>, 견본채색, 113x296cm, 
국립중앙박물관(덕수6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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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53. <한궁도 10폭 병풍> 부분, 견본채색, 
62.8x398.9cm, 개인소장.

     도54. <극채궁궐도 8폭 병풍>, 견본채색, 
135x456cm, 경기 학교 박물관.   

    

도55. <모란도 10폭 병풍>, 견본채색, 
580x194cm, 국립중앙박물관.       도56. <모란도 8폭 병풍>, 견본채색, 

205x432cm, 국립고궁박물관.

도57. <백동자도 6폭 병풍>, 견본채색, 
96x296.8cm, 국립고궁박물관. 

      도58. <백동자도 10폭 병풍>, 견본채색, 
88.8x390cm, 이화여자 학교 박물관.  

도59. 1748년, 가노유호 
야스노부(狩野友甫宴信), <부용안도 6폭 
병풍>, 견본금채, 180.5x384cm, 
국립고궁박물관.           

도60. 1762년, 바이쇼 모로노부(梅笑師信), 
<모란도 6폭 병풍>, 견본금채, 180x462cm, 
국립고궁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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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62. 전 김홍도, <금계도 8폭 병풍>, 지본채색, 
111.2x404.0cm, 삼성미술관 Leeum.도61. 마츠무라 케이분(松村景文), 

김정희 제발, <원앙도>, 견본채색, 
68x42cm, 개인소장. 

   

도63. 전 김홍도, <금계도 8폭 병풍>, 
크기 미상, 프랑스 기메박물관. 

        

도64. 카노 쇼에이(狩野松榮), <춘하금계(春夏金鷄)>, 
지본담채, 152.2x360.0cm, 보스턴 박물관. 

   

도65. <왕회도 10폭 병풍>, 견본채색, 137x393.6cm, 
크리스티 경매(2013년).

  

65-1.

   

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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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66. <화조도 4폭 병풍>, 지본채색, 
172.5x230cm, 국립고궁박물관(창덕6474).

  
도67. <삼국지연의도 4폭 병풍>, 지본채색, 

167x212cm, 국립고궁박물관(창덕6518).

         

      

 
도68. 1879년 <왕세자두후평복진하기념 10폭 

십장생도 병풍>, 견본채색, 201.9x521cm, 
오리건 학교 조던 슈나이처 박물관         

도69. 1879년 <십장생도 8폭 
계병(왕세자두후평복진하기념 추정)>, 
견본채색, 210x420cm, 아모레 퍼시픽 
미술관.  

도70. 1879년 <왕세자두후평복진하 10폭 계병>, 
지본채색, 125x375cm, 고려 학교 박물관.        

도71. 1879년 <왕세자두후평복진하 8폭 
계병>, 지본채색, 125.2x385.8cm, 
국립중앙박물관.

도72. 1879년 <왕세자두후평복진하 8폭 계병>, 
지본채색,  136.5x416cm, 국립고궁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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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73. 1803년, 《고산구⑲도 12폭 병풍》, 지본담채, 
138x562cm, 개인소장.

 

    도74. 1815~1831년, <옥호정도>, 
지본담채, 150x280cm, 
개인소장. 

도75. <동궐도>, 견본채색, 275x576cm, 
동아 학교 박물관.

     도76. <동궐도>, 견본채색, 273x584cm, 
고려 학교 박물관.

도77. <서궐도 12폭 병풍>, 지본수묵, 127x401.8cm, 
고려 학교 박물관. 

     도78. 1860년, <석파정도 8폭 병풍>, 
면본담채, 141x251.5cm, LACMA.

도79. 1895년 이전, 명성왕후 전칭, 
<이백왕건한시 8폭 자수병풍>, 견본자수, 
145.8x292.8cm, 국립고궁박물관.

       도80. 1904년 이전, 순명왕후 전칭, 
<등석여시서병 10폭 병풍>, 지본수묵, 
148.8x325cm, 국립고궁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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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81. 1904년 이전, 순명왕후 전칭, <원인서병 
10폭 병풍>, 견본자수, 148.7x322cm, 
국립고궁박물관.   

도82. 1922년, 순정왕후, <묵서 10폭 병풍>, 
116x350cm, 학고재.

도82-1.

  
도84-1. 

  도83. 이하응, <여진시랑서 10폭 서병>, 지본수묵, 183.8x398cm, 
국립고궁박물관. 

도84. 1925년, 김숙당(金淑堂), 
조선재봉전서, 활문사서점.      

도85. 1631년 추정, 선조, <어필 8폭 서병>, 지본수묵, 
56x190cm, 충남 보은 법주사.

도86. 선조, <어필 6폭 병풍>, 
지본수묵, 166.0x63.4cm, 
국립중앙박물관.

    

도87. 1891년, 이하응, 《묵란도 12폭 병풍》, 견본수묵, 
212.5x616.8cm, 서울역사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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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88. 1849년 이후, <철종강화도행렬도 12폭 
병풍>, 149x434cm, 평양 조선미술박물관.     

도89. <경기감 도 12폭 병풍>, 지본채색, 
135.8x442.2cm, 삼성미술관 Leeum.

도90. 1871년, <일월오봉도 7폭 병풍>, 
259x490cm, 서울 동관왕묘.

                90-1. 경첩

도91. 1901년, <일월반도도 8폭 병풍>, 
견본채색, 330x540cm, 
국립고궁박물관.

     
도92. 1902년, <해학반도 12폭 병풍>, 270x700cm, 

견본금채, 호놀룰루 미술관.

 도92-1. 황동받침            도93. 1904년, <유란부(幽蘭賦) 자수 6폭 병풍>, 
견본자수, 255.5x390cm, 국립고궁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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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94. <한시자수 2폭 
병풍>, 견본자수, 
215x64.7cm, 
국립고궁박물관(창
덕6623).

    
도95. <한시자수 2폭 

병풍>, 견본자수, 
215x64.7cm, 
국립고궁박물관(창
덕6624).

      

도96. 이기복, <무이구⑲시 10폭 병풍>, 
견본자수, 220x430cm, 수원박물관. 

도97. 양기훈, <송학도 자수 10폭 병풍>, 
견본자수, 221x353cm, 국립고궁박물관.          

도98. 양기훈, <홍매화도 자수 10폭 병풍>, 
견본자수, 277.8x396cm, 
국립고궁박물관.

도99. 양기훈, <군안도 자수 10폭 병풍>, 
견본자수, 133x315cm, 한국자수박물관.  

       도100. 양기훈, <매화도 자수 10폭 병풍>, 
견본자수, 247.3x400cm, 국립고궁박물관.

  

 



- 340 -

도101. 김규진, <송학도 자수 12폭 병풍>, 
견본자수, 147x380cm, 미국 개인 소장.      도102. 양기훈, <송학도 자수 12폭 병풍>, 

견본자수, 225.4x408cm, 국립고궁박물관.

도103. 1899년, <화조 모도 8폭 
병풍>, 주미 한제국 공사관 내부.  

                
도104. 1899년, 주미 한제국 공사관의 

병풍 배설.

도105. 연 미상, <정재도 병풍 초본>, 지본수묵, 
각33.0x58.5cm, 국립고궁박물관.

 

도106. 1890년 이전, <정재도 자수 병풍>, 
견본자수, 90x296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도107. 연 미상, <정재도 자수 병풍>, 견본자수, 
90x296cm, 한국자수박물관. 

 

     
도108. 연 미상, <정재도 자수 4폭 병풍>, 

각41.7x21.1cm, 빅토리아앨버트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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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09. 연 미상, <신부연석)>, 《기산풍속화첩》, 
지본채색, 31x38.7cm, 개인소장.

      

도110. 1899년, <곽분양행락도> 배경의 
조병식, 버튼 偶스 촬

도111. 1902~1903년, <곽분양행락도>를 배경으로 
한 카를로 로제티.

     

도112. 1920~1930년  추정, 곽분양행락도>를 
배경으로 한 의친왕(1877~1955)의 자녀들 
사진. 



- 342 -

도113.  《요화노인회근첩》(부분), 지본채색,   43x27.4cm, 
예일 학교 박물관. 

 

도114. 김준근, <사람 죽은 
모양>, 
각16~19x13~14cm, 
지본수묵, 프랑스 기메 
박물관.

 

도115. 김준근, <소 상 지내는 모양>, 
지본채색, 덴마크국립박물관

 도116. 17세기 제작 추정, <무이도가 8폭 
서병>(부분), 지본수묵, 155x440cm, 학봉종택.

   

도117. 20세기 제작 추정, <10폭 소병>, 지본수묵, 
132x450cm, 학봉종택.

     
도118. 1924년, 무라야마 치준(村山智順) 촬 , 

제사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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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19. 2010년, 의성김씨 학봉종택 길제 

 

도120-1. 연 미상, 《성학도설 10폭·수묵잡화 8폭 병풍》 
앞면, 견본채색, 133x370cm, 국립민속박물관.

도120-2. 연 미상, 《성학도설 10폭·수묵잡화 8폭 
병풍》 뒷면, 견본채색, 139x288cm, 
국립민속박물관.  

      도121. 김홍도, 
<기로세련계도(耆老世聯稧圖)>(부분), 
지본담채, 137x53.3cm, 개인소장. 

 

도122. <호피문양 4폭 
병풍(여닫이문)>, 
198x205cm, 
국립민속박물관.

 

도123. 1926년, 김석태 원화, <능행도 10폭 병풍>, 석판인쇄, 152x442cm, 
한남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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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24. 1926년, 계림상회 업목록, 
서울역사박물관.

 

도125. 1917년, 수원 통 오철선의 회갑연 
사진. 

도126. <노인 초상 
사진>, 인쇄엽서, 
국립민속박물관.

    도127. 홍세섭, <진금상축도>, 
지본수묵, 39x38.2cm, 
간송미술관.

    

도128. 이덕 , <책가문방도 10폭 
병풍>, 견본채색, 143.7x385cm, 
국립중앙박물관.

        

도129. 연 미상, <요지연도 8폭 병풍>, 
견본채색, 134.2x377.6cm, 경기도 박물관.         

도130. 1776년, 김득신 전칭, <요지연도 8폭 
병풍>, 견본채색, 165.1x416.56cm, 
LAC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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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31. 연 미상, <요지연도 8폭 병풍 초본>, 
지본수묵, 경기 학교 박물관.

     도132. 연 미상, <왕회도 10폭 병풍>, 
견본채색, 145x351.4cm, 국박물관. 

도133. 연 미상, <조공도 10폭 병풍>, 
견본채색, 167x380cm, 이화여자 학교 
박물관. 

    
도134. 1877년, <왕회도 10폭 병풍>, 견본채색, 

137x393.6cm, 크리스티 경매품(2013).

도135. 연 미상, <명당왕회도 8폭 병풍>, 
견본채색, 138x272cm, 국립중앙박물관.  

     
도138. <책거리 2폭 

병풍>, 견본채색, 
각134.5x46cm, 
국립중앙박물관. 

      
도139. <책거리 2폭 

병풍>, 견본채색, 
각156x56cm, 
국립고궁박물관.

도136. 연 미상, <백선도 6폭 병풍>, 지본채색, 
139.2x435.2cm, 독일 함부르크 민족학 
박물관.

    
도137. 연 미상, <백선도 6폭 병풍> 초본, 

지본수묵, 65x344cm, 국립중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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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40. 퍼시벌 로웰 촬 , 홍세섭 모도 
10폭 병풍 사진, 보스턴 박물관. 

도141. 작자미상, 
<이백 월도> 
초본(부분), 
132.7x34.9cm, 
고려 학교 박물관.

            
도142. 조석진, 

<이백 월도>(부분), 
134x37.3cm, 
성신여자 학교 박물관.

         
도143. 김은호, 

<이백 월도>(부분), 
125x45cm, 경북 학교 
박물관. 

 

  

 
도144. 한응숙, <문방도 8폭 병풍>, 크기 및 소장처 미상. 

        
도144-1. 한응숙 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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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45. 전황봉 추정, <책가도 8폭·서병 10폭 양면 병풍>, 
견본채색, 124x420cm, 국립민속박물관.

         
도145-1. 전황봉의 인장 

 

도146. <백동자도 4폭 병풍>(부분), 
146x210cm, 독일 라이프치히 그라시 
민속박물관.

             도147. <곽분양행락도 8폭 병풍> (부분), 
견본채색, 165.9x388.0cm, 
국립고궁박물관. 

도148. <수복도·경직도 8폭 병풍>, 견본채색, 
166.5x460cm, 미국 오리건 학교 조던 
슈나이처 박물관. 

     

도149. 1920년, 전문교(田文敎), <어해도·산수도 
10폭 병풍>, 견본채색, 118x320cm, 
가회민화박물관.

도150. 작가미상, 《요지연·수㉘·효자·신선도 
8폭 병풍》, 지본채색, 107.6x242.4cm, 
국립민속박물관.

     

도151. <무관 책거리 8폭 병풍>, 지본채색, 
67x336cm, 국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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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52. <책거리 7폭 병풍(1폭 손실 추정)>, 지본채색, 
80x217cm, 조선민화박물관. 

도153. <책거리 7폭 병풍(1폭 손실 추정)>, 
지본채색, 62.9x231.7cm, 선문 학교 박물관.

  
  

도154. <책가도 8폭 병풍>, 지본채색, 61x296cm, 
개인소장.

도155. 박계담, <낙화 화조도 8폭 병풍>, 
지본낙화, 102x243.2cm, 온양민속박물관.    

도156. <혁필문자도 8폭 병풍>, 지본수묵, 
108x256cm, 서울역사박물관.    

도157. 1906년, 김문제, <속필 수복문자도 10폭 
병풍>, 120x262.4cm, 국립민속박물관.

 
   도158. <서수(瑞獸) 6폭 나전칠기 병풍>, 

나전칠기, 90x217.2cm, 샌프란시스코 
아시아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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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59. <곽분양행락도 자수 8폭 병풍>, 견본자수, 
67.8x310.4cm, 국립중앙박물관.

    도160. 이한철, <화조 모도 10폭 호분 병풍>, 
146x300cm, 프랑스 기메 박물관

도161. 안중식, <이금사군자화훼 10폭 
병풍>, 견본이금, 128x330cm, 
순천 학교 박물관.

      
도162. <평양도 8폭 병풍>, 목판화, 93.5x354.8cm, 

교토 학교 총합박물관.  

도163. <평양도 8폭 병풍>, 목판화, 102x364cm, 롯데월드 
민속관 구장.

        
도164. <사군자10폭 병풍>(2폭 

일부), 석판채색, 93x300cm, 
이승일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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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65. 작가미상, <백수백복도 4폭 병풍> 
부분, 지본목판, 136x144cm, 
가회민화박물관.

         

도166-1. 작가미상, <도안 8폭 병풍>(앞면), 
다색인쇄, 84x184cm, 개인소장.  

도166-2. 작가미상, <화조도 6폭 
병풍>(뒷면), 다색인쇄, 84x138cm, 
개인소장. 

도167-1. 《해안백구 자수·양류백로 회화 4폭 
병풍》 앞면, 견본자수,  170.0x260.0cm, 
국립고궁박물관.

 

          도167-2. 《해안백구 자수·양류백로 회화 
4폭 병풍》 뒷면, 견본자수,  
170.0x260.0cm, 국립고궁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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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68. 1898년, <남성과 여성의 구획>, 헨리 

아펜젤러 촬 . 

        도169. 1945년 12월 12일, 
< 한민국임시정부봉 회기념사진> 속 
준이종정도, 곽분양행락도, 서병의 배설. 

  도170. 1952년, < 통령선거 투표소>, 
유엔 및 국·몽골 국립문서보존소 
소장.

         도171. 1965년, <2015년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 행사 사진> 속 ‘성산별⑲’ 서병과 
일본 금병풍의 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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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olden Age of Folding Screens: 

A Study of Screen Painting in Late Joseon Korea

Kim, Soojin

Department of Archeology and Art History

Seoul National University

A folding screen has been one of the representative formats in painting throughout 

the history of art in East Asia. However, its historical development has shown 

diversity in China, Japan, and Korea, with a variety of materials, appearances and 

utilization. Since a screen has been an essential part of the interior decoration in 

East Asia, it is commonly a part of the fixed wooden architectural setting. Japan 

and Korea have been more likely to produce portable folding screens decorated 

with paintings and calligraphy, which can be easily moved and replaced as an 

indoor ornament. During the first half of the Joseon dynasty, paintings were 

mounted in four different formats: folding screen, hand scroll, hanging scroll, and 

album. However, folding screens increasingly became popular since the eighteenth 

century. This study firstly sheds light on this phenomenon and then examines its 

socio-cultural backgrounds. Throughout the analysis, this dissertation deals with 

issues of correlations among the proliferation of screens, Confucian rites, and 

population growth with Confucian consciousness. It also covers a diversity of 

utilization of royal screens used for commemorations, documentaries, decorations, 

and diplomatic gifts. 

The Joseon court had a long-standing tradition of commemorative paintings (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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畵) to celebrate royal events. These commemorative paintings used to be produced 

in the forms of hanging scrolls, albums, hand scrolls or folding screens, without 

any form-regulation and at agency’s discretion. However, King Jeongjo 

(r.1776-1800) initiated the standardization of the format for commemorative 

paintings with that of folding screens, and also set up the procedure of their 

distribution to royal family members and officials who participated in the court 

events. When King Yeongjo (r. 1724-1776) composed a new manual for rituals, 

based on revisions of Royal Five Rites (1744, 國朝五禮儀), State Designated Royal 

Wedding (1749, 國婚定例), and Government Compilation of Royal funeral (1758, 國

朝喪禮補編), he provided a detailed instruction for how to use folding screens. 

These guidelines of the two kings for the use of folding screens at court became 

a tradition in later centuries until the end of the dynasty. For the society of 

non-royal classes, in the same way, folding screens served as important 

paraphernalia for Confucian rites, in particular, weddings, funerals, and memorial 

ceremonies. While the upper-class people were able to rent royal screens from the 

governmental institutions for their family rituals, commoners took turns to use 

their screens according to a community agreement of Mutual Aid Association (洞

契).

In the nineteenth century, the Joseon court began to expand the domain of the 

utilization of royal folding screens to interior decoration and diplomatic gifts, so 

as to make the court heritage look more prosperous. Furthermore, the appearance 

of new patron groups for royal screens facilitated this process of diversification, 

as royal in-law families dominated Joseon’s politics in sixty years after the sudden 

death of King Jeongjo. Ironically, this political situation brought about a golden 

age of screens. Also, a new practice of creating plural commemorative screens for 

one single royal event was settled, in order for them to be distributed among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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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y royal family members but also participant officials. This practice effectively 

contributed to conveying political agenda by screen paintings to the public. 

Interestingly, the expenses for this practice were bore not by the court itself but 

by local officials in the form of an additional tax, a kind of bribery paid to the 

central government to maintain their local political power. Because of this 

financial structure, the practice could be maintained until the end of the dynasty. 

Another function of royal screens was their utilization for diplomatic gifts. Since 

many Western visitors showed a great interest in Joseon’s folding screens, King 

Gojong (r.1863-1907) often presented foreign guests with court screens as gifts. 

The king’s use of screen paintings as diplomatic gifts led to the production of 

large and sumptuous royal screens. Gojong attempted to show off his royal 

authority through the intense visual effects of the screens for foreigners. 

During the same period, commoners also became a large consumer group of 

folding screens, and it is not an overstatement that commoners played a key role 

in the proliferation of folding screens along with the royal and privileged. This 

had something to do with Confucianism’s infiltration into such people in the 

lower classes. Confucianism was a dominant social ideology of the Joseon society 

since its foundation. While the Joseon royal authority emulated the Ming Codes to 

enact their rite rules, non-royal scholar-officials tended to adopt the Song Rite 

Rules from Zhuzi jiali (Zhu Xi’s Family Rituals, 朱子家禮) for various customary 

rituals for family events. Since the seventeenth century, intellectuals repeatedly 

published annotated editions of Zhuzi jiali so as to localize (Joseonize) the Song 

Rites. For example, Jeong Yagyong (1762-1836) argued that the drapery 

mentioned in the Song Rites corresponds well to a Joseon screen and as a result, 

the screen can be used as a substitute for the drapery during the rituals. This 

pragmatic appropriation of Chinese rites became a catalyst for more us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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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eens by the growing population of common people, whose demographic trend is 

clearly found in relevant statistics. To meet the increasing demands, painting 

workshops established a new system of screen production by sharing preliminary 

sketches and models and promoting a division of labor. They also invented 

effective implements such as reversible screens, screens combined with a couple of 

themes, and screens in lithographs or woodcuts for mass reproduction. 

The field of art history in Korea has reached an outstanding achievement with 

its studies of painters as well as stylistic and thematic analyses of paintings per 

se. However, the issue on the formats of paintings and their functions has tended 

to be overlooked and a serious study of it has long been neglected. For it, this 

study pays attention to the phenomenon that a folding screen emerged as a pivotal 

format in the second half of the Joseon dynasty. Along with this, this study 

explores broader issues than conventional narrow methodologies of art history 

usually have done: the place for displaying folding screens and the ritual usage, 

patronage,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folding screens. By doing so, this study 

sheds new light on the socio-cultural meanings of folding screens, which visually 

embodied the Confucian ideology of the Joseon society. I am sure that this study 

contributes not only to the field of art history but also to the related studies such 

as anthropology, studies of heritage culture, studies of Confucianism, ethnology, 

and studies on the conservation of cultural properties with my new approaches to 

and perspectives on folding screens.

Student number: 2006-30739 

Keywords: Folding Screens, Ceremonial Screens, Documentary Screens, Decorative 

screens, Rite Rule, Confucian Rit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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