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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태평성시도(太平城市圖)>는 상업 활동이 정밀하게 묘사된 성곽

도시를 그린 도시풍속화이다. 이 작품은 19세기 전반 경에 제작된 

상업화와 도시화의 이상을 시각적으로 구현한 작품으로 알려져 왔

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그림에 나타난 상업 공간을 도시를 상징하는 

하나의 하위 요소인 상설 시장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태평성시도>

는 도시의 전반적인 경관을 담았다기보다 상업 공간의 묘사에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편 상업 공간의 묘사만큼이나 흥미를 끄는 

요소는 그림의 전면에 걸쳐 그려진 상당한 수의 등(燈)과 여성 및 

아이들이 많이 등장하는 등장인물의 구성이다. 본 논문은 <태평성시

도>에 보이는 독특한 등장인물의 구성 및 등(燈)의 표현을 바탕으로 

작품의 상업 공간이 특수한 성격의 시장인 등시(燈市)임을 밝히고자 

하였다. 아울러 <태평성시도>는 등시를 통해 태평성대(太平聖代)를 

시각화한 작품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태평성시도>가 등시를 그린 작품이라는 근거는 그림의 여러 부

분에서 찾을 수 있다. <태평성시도>는 축제의 분위기를 더하는 다

양한 등이 그림의 전면에 걸쳐 그려져 있다. <태평성시도>는 세시

풍속지(歲時風俗志)에 기술된 조선 후기 등회(燈會)의 풍속이 사실

적이며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태평성시도>에 그려진 등(燈)을 

파는 상점은 등회에 맞춰 일시적으로 공양용(供養用) 등을 파는 잡

화점이다. <태평성시도>의 상점들은 생활용품보다는 특이한 고가의 

사치품들을 많이 팔고 있다. 기록에 따르면 등시는 전국에서 진이

(珍異)한 물건을 가지고 모여 교역하는 장소였다. 그림에는 등회의 

공연으로 알려진 서양추천(西洋鞦韆)이 그려져 있다. 

   <태평성시도>가 등시를 그린 작품이라고 가정할 경우 화면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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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는 이례적인 인물의 구성도 자연스럽게 설명이 된다. <태평성시

도>에는 유난히 여성과 어린이가 많이 등장한다. 문헌 사료들을 검

토한 결과 등회는 여성과 어린이들이 적극적으로 즐겼던 세시 명절

이었다. <태평성시도>의 여성들은 실내와 실외를 가리지 않고 여러 

가지 노동과 유흥 활동에 적극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있다. 특히 거리

에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나온 여성 노인의 모습은 동아시아 그림

의 전통에서 보기 힘든 장면이지만 등회와는 깊은 연관성이 있다. 

<태평성시도>에는 다양한 어린이의 생활이 그려져 있으며 독특하게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 아이들이 많다. 등시에는 어린이들을 위

한 장난감 시장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한편 <태평성시도>에는 거리

의 인구 밀도가 매우 높게 표현되어 있다. 그림을 자세히 보면 의도

적으로 많은 요소를 그려 넣으려 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이러한 

표현들은 등회를 보기 위해 전국의 사람이 몰려들어 거리가 발을 

딛을 틈도 없이 복잡했다는 기록을 떠올리게 한다. 

   그런데 <태평성시도> 속 상업 공간은 조선의 등시를 그리고자 

한 것은 아니다. <태평성시도>는 중국풍(風)의 건축물과 인물들로 

가득 차 있으며 중국과 조선은 등회의 풍속을 공유하고 있었다. <태

평성시도>에서 조선의 등시에만 한정된 표현은 등과 등간(燈竿)뿐이

다. 같은 시기 제작되었던 <성시도(城市圖)>는 당대(當代)의 풍속이

라는 시간성과 한양이라는 장소성이 분명히 내재된 그림이다. 또한 

조선의 등회는 사월초파일에 종로에서 청계천을 아우르는 범위에서 

열려 구체적인 시간성과 장소성이 명확했다. 그러나 <태평성시도>

에는 조선 후기 등회의 시간성과 장소성을 드러내는 표현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 <태평성시도>는 등시라는 풍속을 소재로 

어떤 이상 사회를 표현한 작품으로 추정된다. 

   조선시대 문학에서 등회의 경관은 일관되게 ‘왕화(王化)로 구현

된 태평성대’로 해석되었다. 이는 등회의 경관을 하나의 소표제(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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標題)로 포함한 팔경시(八景詩)가 조선시대 전체에 걸쳐 유행했던 

사실과 관련이 깊다. 조선의 팔경시는 개별적으로 선택된 여덟 개 

이상의 경물이 모두 물상을 읊조리며 왕화를 칭송하는 구조적 공통

성을 지니고 있다. 등회의 경관은 조선시대 팔경시의 출발점에서 왕

화로 구현된 태평성대를 상징하는 하나의 기호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 등회의 경관은 팔경시의 전통 속에서 꾸준히 재생산되며 왕

화로 태평성대가 구현된 상징성으로 인식되었다. 

   한편 등공양(燈供養)은 단순한 공양 행위로 하나의 상징성을 획

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등회는 주도하는 집단이 선택적으로 구성

한 제례 행사의 절차 및 봉헌되는 각종 공연에 의해 그 성격이 좌

우되었다. 왕화로 이룩된 태평성대라는 상징성은 상원연등회(上元燃

燈會)의 정체성이다. 조선의 문학은 상원연등회의 정체성을 채택하

여 등회를 노래했다. 중국에서 시작된 상원연등회는 기원부터 왕권

과 관련을 갖고 발전했다. 상원연등회는 송대(宋代, 960~1279) 이

후부터 황실의 주도 하에 개최되면서 왕화로 구현된 태평성대라는 

상징성이 강화되었다. 상원연등회는 삼국시대의 단편적인 기록으로 

그 전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고려시대에는 국가 주도의 주요한 행

사로 발전했었다. 고려의 상원연등회는 중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왕조

의 공덕을 추앙하고 왕실의 번영을 송축하는 절차와 공연으로 구성

되었다. 

   조선 전기 팔경시 속의 등회는 고려시대 상원연등회에 기반을 

둔 것으로 보인다. 상원연등회는 조선 태종대(太宗代, 1400~1418)

까지 사월연등회와 공존했었다. 또한 당시 사람들은 고려시대의 상

원연등회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에 대해서도 숙지하고 있었

다. 팔경시의 흐름 외에 상원연등회의 정체성을 이어준 것은 정조사

(正朝使)의 연행 경험이었다. 조선에 전해진 정조사의 연행 경험은 

등회의 경관이 가지는 상징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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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원연등회의 구체적인 절차와 공연 내용은 왕과 왕실을 송축하

고 권위를 확인하는 성격이 강하다. <태평성시도>는 상원연등회의 

상징성을 기반으로 하는 등시를 그린 그림이다. 따라서 이 작품은 

왕실을 송축하고 그 권위를 재확인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태평성시도>만의 고유한 성격은 상업화 및 도시화의 맥락에서 제

작된 다른 작품들과는 확연히 다르다. <태평성시도>가 등시를 소재

로 한 그림이라는 점은 작품의 제작자 및 제작 목적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등회는 왕과 왕실을 송축하는 상징이었다. <태평성

시도>는 ‘왕화’로 상징되는 왕실의 권위를 위해 제작되었을 가능성

이 매우 높다. 

주요어 : 태평성시도(太平城市圖), 태평(太平), 등회(燈會), 등시(燈

市), 팔경시(八景詩), 왕화(王化)

학 번 : 2013-2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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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태평성시도(太平城市圖)>(도 

1)는 상업 활동이 정밀하게 묘사된 성곽 도시를 그린 도시풍속화이

다. 이 그림은 일체의 관련 기록이 없어 제작 연대와 작가 및 제목

까지도 불분명하다. 그러나 <태평성시도>는 그림 속 인물과 건축에 

대한 섬세하고 정교한 필치가 돋보이는 작품으로 동아시아 회화 전

체에 있어서 걸출한 사례로 여겨지고 있다. 화면은 주로 상업 활동

과 관련된 인물들이나 공간들로 채워져 있다. 작품의 주요 시점인 

부감시(俯瞰視)는 건물 내에서 이루어지는 상업 활동을 효과적으로 

묘사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였다.1) 또한 이 작품에는 가설(假

設) 시설물에서 이루어지는 상업 활동 및 난전(亂廛)과 같은 건물 

외에서 이루어지는 상업 활동까지도 다양하게 그려졌다.

     상업 공간에 대한 상세한 묘사는 <태평성시도>의 주요한 특징

이다. 그러나 <태평성시도>는 상업 공간을 그린 다른 그림들과는 

확연히 다른 두 가지 특징이 관찰된다. 첫 번째 특징은 여성과 아이

들이 유난히 많이 등장하는 <태평성시도>의 인물 구성이다.2) 특히 

1) <태평성시도>는 복합시점(複合視點)으로 그려진 그림이다. 작품의 4/5는 하늘 위
에서 약간 비껴 내려다보는 부감시점(俯瞰視點)으로 그려졌다. 작품의 원경(遠景)은 
평원(平遠)시점을, 일부 건물은 고원법(高遠法)으로 취하고 있다. 작품의 주요 시점
인 부감시(俯瞰視)는 물건을 진열하고 매매하는 구체적인 실내의 상업 활동을 효과
적으로 묘사한다. 부감시는 조감시(鳥瞰視)와 함께 높은 곳에서 넓은 범위를 내려다
보는 투시법의 일종이다. 두 투시법은 형태의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용도에 따라 분
류된다. 조감시는 새가 높은 곳에서 지상을 내려다보는 새의 시선에 가까운 객관적
인 시점이다. 부감시는 영화를 예로 든다면 높은 곳에 카메라를 올려놓고 카메라의 
머리를 수직 방향으로 아래를 향해 찍은 시점을 말한다. 부감시는 전체의 상황을 
보여주는데 편리하며, 실내의 경우 인물의 배치나 공간의 상황 묘사에 적절하다. 
<경기감영도(京幾監營圖)>와 구영의 <청명상하도(淸明上河圖)>에 표현된 실내 공간
과 비교하면 <태평성시도>의 부감시가 실내 활동을 상세하게 묘사하는 전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태평성시도>에 보이는 원근법상의 특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수미, 「國立中央博物館 所藏 <太平城市圖>屛風 硏究」(서울대학교 대학원 고고미
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4), pp. 35-3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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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여성 노인의 모습은 동아

시아 그림의 전통에서 보기 힘든 희귀한 예이다. 이들은 가족 단위

로 나들이를 나온 것처럼 보이는 인물들 사이에 자리해 삼대(三代)

의 화목한 시간을 보여주는 듯하다(도 13). 두 번째 특징은 그림의 

전면에 걸쳐 그려진 상당한 수의 등(燈)과 등간(燈竿)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태평성시도>의 상업 공간이 여성과 아이들까지도 즐겁게 

가족 단위로 시간을 보내는 특별한 축제의 시장(市場)일 가능성을 

보여준다. 

     <태평성시도>는 2002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렸던 《조선시

대 풍속화 展》에서 도시풍속화의 예로 처음 공개되며 학계의 주목

을 받았다.3) 우선 미술사학계에서 본격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수미는 다각도의 분석과 검토를 통해 <태평성시도> 연구의 기반

을 마련하였다.4) 그는 작품의 명칭을 정립하였으며 작품의 주제, 제

2) 이수미는 그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태평성시도>의 여성들이 매우 활동적이며 비중 
있게 그려졌다는 점과 그림에 어린이들의 모습이 많이 나온다는 점을 지적한 적이 
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태평성
시도>가 제작된 당시 여성과 어린이들의 바깥 활동은 자유롭지 못했다. 전통 사회
에서 제작된 그림 중 <태평성시도>만큼 거리에서의 여성과 어린이들의 다양한 생활
을 묘사한 작품은 없다. 이러한 이유로 <태평성시도>에 그려진 여성과 어린이들의 
모습은 관심을 갖고 연구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태평성시도>에 그
려진 여성과 어린이들의 모습에 착안하여 그림의 소재가 된 시장의 정경이 상설 시
장인 시전이 아니라 등시라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태평성시도>가 등시라는 특
정한 소재를 묘사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작품이 제작된 의미를 풀어가고자 한다. 
이수미, 앞의 논문 (2004), pp. 72-75.

3) 《조선시대 풍속화 展》에서 <태평성시도>는 전시장에 들어가면 제일 처음 만나는 
작품으로 전시된 주요 작품이었다. 이수미는 「<태평성시도> 小考」를 《조선시대 풍
속화 展》의 도록 논고에 실어 작품의 성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했다. 또한 당
시 미술 잡지들에 실린 전시에 관한 소개에는 <태평성시도>에 대한 내용이 꼭 실
렸으며, 이 작품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들이 짧게나마 언급되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우선 하나는 조선 회화사에서 <태평성시도>
와 견줄 만큼 상업에 관련된 활동과 공간의 표현을 구체적으로 그렸던 작품이 없다
는 사실이다. 다른 하나는 작품 속의 등장인물과 건축물의 묘사에서 중국적인 요소
가 매우 강하게 드러난다는 부분이다. 정병모, 「삶의 찬가, 조선 후기 풍속화」, 『미
술세계』(2002.5), pp. 67-68; 박은순, 「풍속화 개념의 확장, 그 성과와 한계」, 『Art 
in Culture』(에이엔에이, 2002.5), pp. 106-111. 

4) 이수미는 2002년 《조선시대 풍속화 展》의 도록에 「<태평성시도> 小考」를 발표한 
이후 2004년 「國立中央博物館 所藏 <太平城市圖>屛風 硏究」로 박사학위를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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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시기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연구 성과를 남겼다.5) 그는 원근법

과 건축물에 표현된 음영법(陰影法), 인물의 표현법 등과 같은 그림

의 회화 양식을 분석하였다. 절대 연대를 가진 다른 회화 자료와 

<태평성시도>의 양식 비교를 토대로 작품의 제작 시기는 19세기 전

반 경으로 비정(比定)됐다.6) 또한 그는 <태평성시도>에 그려진 약 

2,170여명의 인물들과 300여 마리의 동물들을 포함한 세부적인 도

상들을 내용에 따라 분류해 그 연원을 검토하여 작품의 주제 및 제

작 의도를 유추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이수미는 <태평성시도>를 상

업화와 도시화에 대한 이상(理想)이 시각화된 작품이라고 주장하였

다. 그는 이런 새로운 이상은 조선 후기 국왕을 비롯한 지식인들이 

상공업의 발달이란 시대적 변화를 수용한 결과라고 논증하였다. 

다. 그는 박사학위 논문에서 <태평성시도>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분석하여 작품의 
연구에 근간을 마련하였다. 그는 계속해서 미술사와 시각문화 학회에 「<태평성시
도>와 조선 후기 상업공간의 묘사」를 발표하기도 했다. 

5) <태평성시도>라는 이름은 《조선시대 풍속화 展》에 출품되면서 이수미에 의해 처
음으로 명명(命名)된 것이다. 이 작품은 국립중앙박물관 유물카드 상 ‘風俗圖’라는 
명칭으로 기록되어 있었으며(遺物番號 德 4481), 이는 1913년 우치다(內田 朴)에게
서 그림을 200円의 가격으로 구입한 후 당시 이왕가박물관(李王家博物館)의 소장품
으로 등록될 때 쓰인 명칭으로 추정된다. 정병모는 <태평성시도>라는 명칭에 대해 
‘성시’는 기록상에 나오는 <성시전도(城市全圖)>에서 따온 것으로 보이는데, <성시
전도>의 경우 서울의 풍경을 묘사한 그림을 지칭하고 <태평성시도>가 중국풍이 완
연하므로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하며 <태평가경도(太平街景圖)>라는 이름을 제시하
였다. 이수미는 2004년 그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태평성시도>의 명칭에 대해 다시 
정리했으며 이후 <태평성시도>라는 명칭이 일반화되었다. 정병모, 앞의 논문 
(2002), p. 67; 이수미, 앞의 논문 (2004), pp. 3-6.

6) 이수미는 <태평성시도>의 회화 양식을 다른 작품과 비교해 본 결과 제작 상한은 
<오륜행실도(五倫行實圖)>(1790)정도로 제작 하한은 <동궐도(東闕圖)>(1830) 정도
로 비정했다. 이수미 외에 <태평성시도>의 시기를 비정한 연구자들은 김희경과 장
진성이 있다. 김희경은 성시풍속도를 성시 안팎의 한정된 공간에서 다양한 생활상
을 다룬 회화로 규정하고, 성시풍속도의 한 예로 <태평성시도>를 다루었다. 그는 
회화 양식을 바탕으로 <태평성시도>의 제작 시기를 19세기라 추정하였으며 이수미
의 연구에 많은 근거를 두고 있다. 장진성은 <태평성시도>를 사회적 기근 및 자연
재해가 과도했던 시기에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통치자의 메시지를 담은 작품으로 
해석하고 그 제작 시기를 순조대로 고찰했다. 김희경, 「조선 후기 성시풍속도 연
구」(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논문, 2003), pp. 75-77; 장진성, 「미물: 태
평성시도의 성격에 대한 재검토」, 한국미술사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15, pp. 
6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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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사학계에서는 <태평성시도>에 나타난 건축적 요소와 연행

록에 기록된 청대(淸代) 도시 건축물의 모습을 비교한 연구가 있었

다.7) 이미애는 <태평성시도>에 청대 북방 지역의 상업 건축적 요소

가 그려졌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태평성시도>의 제작에 참고가 되

었을 <청명상하도(淸明上河圖)>에는 보이지 않는 요소이다. 그는 작

품에 그려진 상업 건축적 요소들이 연행사(燕行使)들의 노정(路程)

과 관계된 지역에 기반을 두었다는 사실도 밝혔다. <태평성시도>에

는 연행사들의 견문에 등장하는 중국의 건축물이 적극적으로 반영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업 건축적 요소는 조선 후기 한양의 건축 

상황과는 이질적이다. 그는 이러한 현실 상황과의 불일치를 발달된 

중국 건축물의 우수성, 합리성을 조선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의지

의 반영으로 해석하였다. 이미애 또한 <태평성시도>는 상업화와 도

시화에 대한 이상향이 표현된 작품이라고 주장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태평성시도>가 상업화, 도시화에 대한 이상

향의 표현이라는 시대적 인식 속에서 제작되었음이 공통적으로 지

적되었다. 아울러 학계에서는 <태평성시도>에 대해 대체로 다음 두 

가지 의견이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졌다. 첫째, <태평성시도>는 같은 

시대적 인식 속에서 제작된 <성시도(城市圖)>와 가장 밀접한 영향

을 주고받으며 발전했다. 둘째, 두 작품은 제작된 맥락은 동일하지

만 시각화된 형태는 다르다. <성시도>는 당대 한양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낼 장소와 풍속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 그러나 <태평성시도>는 

해당 요소들이 전혀 없으며 중국적인 요소가 매우 강하게 드러난 

작품이다. 기존 연구들은 <성시도>와 다른 <태평성시도>의 표현을 

지적하였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8) 

7) 이미애,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태평성시도>의 건축적 요소에 관한 연구」(한양대
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석사학위논문, 2015). 

8) 이수미는 그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태평성시도>와 조선 후반기 <성시도>와의 관
계를 검토하였다. 일반적으로 기록상의 <성시도>에 관한 기존 연구는 강관식과 정
병모의 견해를 바탕으로 한양의 산수와 인물, 풍속을 그린 그림으로 조선 후기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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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평성시도>는 동일한 맥락이 반영된 다른 작품들과는 달리 

축제 분위기의 상업 공간이 매우 상세하게 묘사됐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는 그동안 작품 속 상업 공간을 파악한 인식에 

가로막혀 발전하지 못했다. 기존의 연구에서 작품 속 상업 공간은 

단순히 성곽과 함께 도시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하나의 구성 요소로 

파악됐다. 도시를 대표하는 이미지로 인식됐던 시장은 상설 시장이

다. <태평성시도>가 제작된 조선 후기에는 상설 시장이 한양뿐 아

니라 주요 도시들에 모두 성립됐다. <태평성시도>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작품 속 상업 공간을 도시를 대표하는 상설 시장으로 이

해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이유로 <태평성시도>는 성시풍속화

(城市風俗畵)의 범주에서 논의되었지만 그림에 묘사된 상업 공간의 

성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태평성시도>는 성곽 도시가 그려진 그 어떤 그림보다 

구체적으로 묘사된 상업 공간이 중심적으로 다루어진 작품이다. 다

른 그림들이 도시의 전반적인 경관을 묘사한 반면 <태평성시도>는 

상업 공간의 묘사에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다. <태평성시도>의 상

업 공간은 단순히 성곽 도시의 상징적 이미지를 전달하는 하위 요

소인 상설 시장과는 다를 것으로 생각된다. <태평성시도>의 상업 

공간 묘사에서 상설 시장이 아닌 특정한 시장을 표현한 요소들이 

관찰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태평성시도>에 보이는 독특한 등장인물의 구성 및 

등(燈)의 표현을 바탕으로 작품의 상업 공간이 특수한 성격의 시장

속화의 면모가 집대성된 작품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이수미는 <태평성시도>를 포함
해 조선 후기에 보이는 <성시도>를 총 세 가지로 분류했다. 첫째는 <조선성시도(朝
鮮城市圖)>와 같은 도성도(都城圖)의 지도 계열이다. 둘째는 <태평성시도>로 대변
되는 중국풍의 인물과 풍속이 첨가된 계열이다. 셋째는 문헌상 <성시전도(城市全
圖)> 또는 <성시화(城市畵)>로 나타난 조선화(朝鮮化)된 계열이다. 그는 특히 후자
의 두 계열은 표현 소재와 내용에 있어서 상당 부분 공통점을 보이며 서로 분리되
어 전개되었다기 보다는 상호 긴밀한 영향관계를 가졌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수미, 
앞의 논문 (2004), pp. 151-15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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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등시(燈市)임을 제시하고자 한다.9) <태평성시도>에 그려진 등과 

등간은 등이 중심이 되는 축제인 등회(燈會) 때만 사용되었다. <태

평성시도>가 등회가 열렸던 특정한 시장인 등시를 묘사했다면 앞서 

언급했던 이례적인 등장인물의 구성도 자연스럽게 설명이 된다. 일 

년에 한 번 열렸던 등회는 여성과 어린이들이 기다리며 즐겼던 세

시 명절(歲時名節)이었기 때문이다.  

     등시가 열렸던 등회는 동아시아에서 태평성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정경(情景)으로 인식되었다. 조선시대에는 등회의 정경이 

문학의 제재(題材)로 많이 채택되었다. <태평성시도>가 등시를 통해 

이상 사회를 시각화한 그림이라고 가정할 경우 기존의 연구에서 언

급되지 않았던 작품에 대한 여러 의문들을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태평성시도>의 실내외에서 적극적으로 즐거운 시

간을 보내고 있는 여성과 어린이들이 그려진 이유를 밝힐 수 있다. 

또한 등시의 상징성을 토대로 작품에서 그리고자 했던 이상 사회의 

9) 이수미는 그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태평성시도>에 나타난 등의 표현을 분석하였
다. 그는 등이 그려진 중국의 그림들이 경사스러운 축제의 분위기를 표현한 그림이
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현전하는 그림으로는 풍년을 축하하는 <경풍도(慶豐圖)>와 
신년을 축하하는 <태평가경도(太平佳景圖)> 및 <丁觀鵬 筆 太平春市圖>가 제시되
었다. 기록상 남아 있는 그림 가운데 등으로 경사스러운 분위기를 표현했을 가능성
이 있는 그림으로는 <경등시집도(慶燈市集圖)>와 <경등가락도(慶燈佳樂圖)>가 제시
되었다. 조선의 사신들이 청 황실에서 주최한 연회에서 <경풍도>와 풍년을 기원하
고 장수를 비는 연희를 본 기록은 <태평성시도>에 나타난 등의 표현에 영향을 준 
근거로 언급되었다. 그는 조선 후기 세시풍속지의 사월초파일 기록과 <태평성시도>
에 그려진 등의 표현은 비슷하지만 화면에는 다양한 계절감의 풍속이 그려졌으므로 
등의 표현이 특정한 시기의 풍속을 표현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태평성시도>
는 사월초파일의 장관을 기억하는 화가 혹은 주문자가 경사스러운 분위기를 표현하
기 위해 등시의 모습을 차용한 작품이라 밝혔다. 김희경 또한 그의 석사학위 논문
에서 <태평성시도>는 청명절이라는 상징적 시간과 공간이 드러난 성시풍속에 등시
와 같은 화제를 절충하여 그린 그림이라고 보았다. 기존 연구에서 등은 축제의 분
위기를 표현하기 위해 등시에서 차용된 표현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필자는 <태평
성시도>에 나타는 이례적인 등장인물의 구성 및 상품의 품목 등이 등시와 깊은 연
관을 가진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태평성시도>는 단순히 축제의 분위기를 표
현하기 위해 등을 그린 것이 아니라 등시를 소재로 그 상징성을 표현한 그림임을 
밝히고자 한다. 이수미, 앞의 논문(2004), pp. 136-145, 김희경, 앞의 논문(2003), 
pp. 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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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을 보다 면밀히 살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상업화와 도시화의 

맥락이 반영되어 제작된 다른 작품들과 차별되는 <태평성시도>의 

특징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이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태평성시도>가 등시를 통해 

태평성대를 시각화한 작품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등시는 태평성대를 

표현하기 위해 채택된 중요한 상징적 제재(題材)이다. 본문의 각 장

에서는 차례로 <태평성시도>가 성곽 도시가 아닌 등시를 시각적으

로 보여주고자 했던 작품임을 조명하고 등시가 소재로 선택된 이유

인 태평성대라는 상징성이 형성된 배경에 대해 논증하고자 한다.  

     본문의 Ⅱ장은 <태평성시도>가 등시(燈市)라는 소재로 이상 

사회를 그린 작품이라는 것을 상술할 것이다. 우선 문헌 사료에 기

술(記述)된 등시의 모습이 <태평성시도>에 보이는 독특한 등장인물

의 구성 및 등의 표현과 부합된다는 것을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태평성시도>의 등시 표현이 조선 후기 등시의 풍속에만 한

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태평성시도>

의 제작 목적이 등시를 소재로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어떤 이

상 사회를 시각화하는 것에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Ⅲ장은 <태평성시도>에서 가장 눈에 띄게 그려진 문자등(文字

燈)인 '태(太)'와 '평(平)'이 등시라는 제재가 내포한 상징성을 제시하

는 도상이라는 해석에서 출발한다. 등시를 소재로 한 회화는 <태평

성시도>가 유일하다. 그러나 같은 소재를 다룬 조선시대의 문학 작

품들 또한 등시의 경관을 태평성대의 상징적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

다. 등시는 조선시대 전체에 걸쳐 예술에서 태평성대의 상징으로 해

석되었다. 그 원인으로 등시가 조선시대 문학의 대표적인 장르인 팔

경시의 소표제(小標題)로 채택되었던 사실에 주목하고자 한다. 또한 

등시의 이러한 상징성이 상원연등회(上元燃燈會)의 오랜 역사적 전

통에 근거하고 있음을 살펴볼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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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논의들을 통해 본 논문은 상업화 및 도시화에 대한 

새로운 이상이 반영된 작품들 중 <태평성시도>만의 고유한 맥락과 

성격을 밝히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의 초점은 <태평성시도>는 

등시라는 특정한 시장의 정경을 그린 작품으로 등시가 가지는 상징

성을 전달하려는 목적에서 제작되었음을 규명하는데 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상업화와 도시화에 대한 새로운 이상의 표현이라고만 

평가받았던 <태평성시도>에 그려진 이상 사회의 성격을 구체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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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등시(燈市)와 이상 사회

1. <태평성시도>에 반영된 등시(燈市)의 풍속

     <태평성시도>는 등(燈)의 묘사에 상당한 역점(力點)을 기울인 

작품이다. <태평성시도>에는 그림이 제작되었던 조선 후기의 등에 

관한 풍속이 사실적이고 자세하게 반영되었다. 조선시대에 등을 다

는 축제인 등회는 일 년에 한 번 사월초파일에 열렸다. 조선 후기에 

간행된 모든 세시풍속지(歲時風俗志)들은 초파일의 관등(觀燈) 풍속

을 사월팔일의 대표적인 풍속으로 소개한다.10) 세시풍속지에는 등

의 종류, 등간(燈竿)이라는 등을 매다는 조선만의 풍습(風習)과 등간

을 설치하는 방법 등이 상세하게 기술되었다. <태평성시도>는 세시

풍속지의 관등 풍속이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시각화되어 반영되었다. 

     <태평성시도>에 그려진 등의 종류는 당시 간행된 세시풍속지

의 기록과 일치한다. <태평성시도>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등은 여

러 개를 주렁주렁 단 형태의 동그란 등이다. 이외에도 고양이등, 신

선등, 연꽃등, 물고기등, 누각등, ‘태(太)’와 ‘평(平)’이라는 문자등(文

字燈) 등이 그려져 있다. 움직임이 그림에 담겨있지 않아 정확하게 

확언(確言)할 수는 없지만 일월권(日月圈)의 형태인 등도 보인다(도 

2).11) <태평성시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축물과 인물들의 표현

10) 조선시대에는 등을 밝힌다는 행위에 중점을 둔 용어인 연등(燃燈)이 더 이상 쓰
이지 않았다. 연등이 의례적인 측면이 강조된 단어라면, 조선시대에는 보고 즐기는 
관람의 행위에 중점을 둔 연희적(演戲的) 측면이 강조된 관등(觀燈) 및 간등(看燈)
이라는 용어를 썼다. 이러한 용어의 변화는 조선시대의 등회가 더 이상 국가 주도
의 의례 행사가 아닌 민간이 주도하는 성격의 축제라는 것을 보여준다. 

11) 등의 모양과 형태가 수록된 세시풍속지는 『경도잡지(京都雜志)』, 『열양세시기(洌
陽歲時記)』,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한양세시기(漢陽歲時記)』이다. 그 중 권
용정(權用正, 1801~?)이 저술한 『한양세시기』의 「사월등석(四月燈夕)」이 가장 자
세하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장에서 파는 등 중에 가장 많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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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중국적인 경향이 짙다. 그러나 같은 시기 청(淸)의 가장 대표적

인 등인 빙등(氷燈)은 그려지지 않았다. 그림에는 당시 조선의 등회

에서 쓰였던 등만이 다양하게 그려져 있다.

     등간은 긴 장대에 등을 다는 것으로 등대(燈臺), 장대(長臺), 

죽간(竹竿), 산대(山臺) 등으로도 불린다. 이규경(李圭景, 1788∼

1863)의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 따르면 당시 

등간에 등불을 다는 것은 조선만의 고유한 풍속이다. 동시기(同時

期) 중국에서는 등대를 사용하지 않고 등불을 처마의 머리에 달아 

놓았다고 한다. <태평성시도>의 화면 곳곳에 보이는 등(燈)은 등간

에 매달려 있다. 그림에 묘사된 등간의 모습은 당시 세시기에 서술

된 등간의 형태와도 일치한다(도 3). 

  19세기 조선에서는 몇 움큼의 둘레에 높이 10여 장이나 되는 

등대를 사용하였으며 등대 머리에 치미(雉尾)·주모(朱旄)·채기

(彩旗)·풍경(風磬) 따위를 장식했다.12) 

  여러 사찰에서는 모두 욕불회(浴佛會)를 한다. 이날 밤에 크게 

등을 밝히는데, 초하루부터 7일까지 집집마다 등간(燈竿)을 세

하도낙서(河圖洛書)의 괘 모양이나 28수, 12진 같은 종류들인데 해마다 그 체제가 
변한다. 등불 중에는 형태로 분별하는 것도 있고, 숫자로 분별하는 것도 있으며, 
스스로 움직이는 것으로 분별하는 것도 있고, 획으로 분별하는 것도 있다. 북이나 
방울, 마늘과 오이, 잉어, 물고기, 영등(影燈)과 같은 것들은 형태로 분별하는 것
이며, 太極과 兩儀, 五行, 七星 등은 숫자로 분별하는 것들이다. 움직이는 것으로 
분별하는 것은 곤등(滾燈)이고, 획으로 분별하는 것은 자등(字燈)이다. 비단으로 
만든 등은 형태와 숫자가 일정하지 않으며, 움직이지도 않고 글자를 써 넣은 것도 
없지만 신선이나 부처, 곤충이나 새, 산과 물과 꽃들을 아로새기거나 채색을 하여 
새롭고 교모하게 하려고 노력한다. 또 거북과 학이나 사자, 호랑이, 만석중 따위도 
있는데 이것들은 등이 아니라 놀이기구일 뿐이다….” <태평성시도>에 그려진 등의 
모양과 형태는 세시풍속지의 기록과 대부분 일치한다. 『한양세시기』의 해석은 국
립민속박물관, 『조선대세시기』Ⅰ(국립민속박물관, 2004) pp. 166-167에서 재인용. 

12)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燈夕燃燈辨證設」. 원문의 해석은 이규경, 『오주연
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서울 : 동국문화사, 1959) pp. 619-620에서 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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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다. 그 높이는 수십 장(丈)에 이르고, 꼭대기에는 꿩털을 달

고 그 아래에 비단 깃발을 매달아서 기이하고 뛰어나기를 다투

니, 밤이 되면 마치 불바다와 같다.13) 

  채붕놀이와 여러 가지 등을 걸기 위한 등대 세우기를 한다. 

채붕은 당나라 오산결채(鼇山結彩)에서 유래한 것으로, (등대는) 

큰 나무와 긴 대를 묶어 높이가 무려 4,50길이 되는 것이다. 꼭

대기를 꿩의 꼬리와 공작의 깃으로 장식하며, 중간에는 붉고 푸

른 비단 깃발을 매달고, 중간에 큰 등을 달아 거리에 세운다.14)

     또한 <태평성시도>의 6폭 상단에는 여러 명이 협력하여 등간

을 올리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권용정(權用正, 1801∼?)의 『한양

세시기(漢陽歲時記)』에는 등간의 형태뿐 아니라 등간을 세우는 모

습이 서술되어 있다(도 4). 

   4월 8일은 등석이니, 초하룻날부터 등걸이 장대를 세워두고 

여러 종류의 등을 판다. 등걸이 장대는, 대나무와 나무를 묶어

서 만드니, 꼭대기에는 꿩 깃을 꽂거나 삼나무나 홰나무 잎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리고 채색 깃발을 매달고, 깃발 아래에는 

작은 나무를 가로로 묶고, 나무 끝에는 둥근 고리를 맨 다음 

그 고리에 줄을 관통시켜 등을 위아래로 당길 수 있도록 한

다. 등걸이 장대가 없는 사람은 처마 아래에 등을 매달기도 

하고 나뭇가지에 매달기도 한다. 성내외의 여러 시장의 등걸

13) 趙秀三, 『歲時記』, 「四月初八日」. “諸梵宮皆作浴佛會。是夜大張燈。自初一二三
四五六七日。家家立燈竿。高有數十丈。竿頭注雉尾懸錦旛。爭奇務勝。至夜如火
海。云慶佛生。取光明照十方之意。始自高麗。” 원문과 해석은 국립민속박물관, 
『조선대세시기』Ⅰ(국립민속박물관, 2004) p. 50에서 재인용.

14) 최영년(崔永年, 1856~1935)의 『해동죽지(海東竹枝)』 중 사월의 세시풍속에 관한 
부분. 원문의 해석은 국립민속박물관, 『조선대세시기』Ⅰ(국립민속박물관, 2004) p. 
30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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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대 중에 가장 거대하고 긴 것은 등걸이 장대를 세울 때

에 수십 명이나 수백 명이 지붕에 올라가서 밧줄로 당기면서 

함께 영차 소리를 내기도 한다. 간혹 장대를 질질 끌고 가다 

부러지기라도 하면, 점포 주인은 이롭지 못하다고 한탄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지만, 구경꾼들은 놀라기도 하며 즐거워하

기도 한다.15) 

<태평성시도>에는 당시 조선에서만 존재하던 고유한 풍속인 등간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 설치 과정까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한편 <태평성시도>는 관등 풍속이 그려진 현전(現傳)하는 조

선의 유일한 풍속화이다. 중국에는 명대(明代)에 그려진 <상원등채

도(上元燈彩圖)>, <명헌종원소행락도(明憲宗元宵行樂圖)> 및 <남소

번회도권(南都繁會圖卷)>과 청대(淸代)에 그려진 <건륭제원소행락도

(乾隆帝元宵行樂圖)> 등이 있다. 이 그림들에 비해 <태평성시도>는 

등이 그림의 전면에 걸쳐 그려져 등이 그려진 비중이 큰 편이다.16) 

     <태평성시도>는 조선의 관등 풍속이 화면 전체에 자세하게 그

려진 작품이다. <태평성시도>에서 등과 등간 외에 조선적인 풍속이 

나타나는 부분은 식생활과 농기구 그리고 건축 도구 및 방식에 관

한 것이다.17) 그런데 이들은 그나마 중국에서 사용되었던 것과 혼

15) 권용정(權用正, 1801~?)이 저술한 『한양세시기』의 「사월등석(四月燈夕)」의 부분. 
원문의 해석은 국립민속박물관, 『조선대세시기』Ⅰ(국립민속박물관, 2004) pp. 165
에서 재인용. 

16) <태평성시도>는 병풍의 형태로 권(卷)으로 장황된 중국의 그림들에 비해 부감시
(俯瞰視)로 넓은 공간을 그림으로 그렸다. <태평성시도>의 경우에는 그림의 하단
(下段)인 전경부터 상단(上段)인 후경까지 곳곳에 등을 단 등간이 비교적 촘촘하게 
그려져 있다. 반면 중국의 그림들에서 등은 등을 달기 위한 가설물인 오산(鼇山)
에 집중적으로 그려진다. 이외에 등은 처마에 매달려 있거나 등장인물들이 손에 
들고 다니는 형태로 그려져 있다. 이 경우에는 건물이나 사람이 없는 부분에는 등
을 그릴 수 없다. <태평성시도>의 장황 방식과 등간의 표현은 중국의 그림들에 비
해 등이 그림의 전면에 더 많이 그려질 수 있게 했다. 

17) 이수미는 그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태평성시도>에 보이는 조선식 표현에 대해 
상세하게 분석했다. 그는 연행사의 기록에서 중국과 다른 조선의 풍습이라 언급된 
정보들을 기물(器物)과 생활 양식의 표현으로 분류했다. <태평성시도>는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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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되어 있다. 사실상 <태평성시도>에서 가장 뚜렷하게 조선적인 특

징을 나타내는 요소는 등에 관련된 풍속을 표현한 부분이다. 이러한 

점을 봤을 때 <태평성시도>는 등을 묘사하는데 주안점(主眼點)을 

두고 제작한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태평성시도>는 등을 표현하는데 많은 주의를 기울인 축제의 

분위기가 느껴지는 그림이다. 이와 같은 <태평성시도>의 특징은 작

품 속 상업 공간이 상설 시장인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성

곽 도시를 대표하는 이미지인 상설 시장은 선조대(宣祖代, 1567∼

1608) 이후 육의전(六矣廛)을 주축으로 형성됐다. 상설 시장은 상업

의 발달로 형성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설비나 시설을 갖춘 시

장이다. 상설 시장은 상업이 발달한 도시를 대표하는 이미지로 인식

되었다. 그러나 일상적인 장소인 상설 시장은 축제의 분위기와는 거

리가 멀다. 시장을 분류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다. 역사 속에 

실재했던 구체적인 시장을 이해하는 경우는 시간적·공간적 요소를 

부각시켜 구분한다. <태평성시도>에 그려진 시장은 상설 시장이라

기보다 일 년에 한 번 등과 관련된 축제가 열릴 때 형성되었던 등

시로 보인다. 

     시장은 본래 제사 및 축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발전했다. 제

사가 열리는 곳에는 사람이 모인다.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는 자연

스럽게 제사에 필요한 물건을 비롯한 물품을 파는 장소가 생긴다. 

또한 제사에는 춤과 노래 등 다양한 공연이 봉헌되면서 사람들이 

함께 즐기는 축제가 형성된다. 묘회(廟會)는 제사가 진행되는 공간

인 사묘(寺廟)에서 벌어지는 축제를 지칭하는 말이다. 묘회는 종교

적·오락적·상업적 기능이 복합된 축제의 문화 공간이다. 

     묘시(廟市)는 도시와 상업의 발달에 따라 상업적 기능이 대폭 

조선식 요소와 중국식 요소가 혼재된 그림이다. 두 요소의 혼재 양상은 <태평성시
도>의 중요한 특징이다. 자세한 사항은 이수미, 앞의 논문 (2004), pp. 99-119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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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된 묘회를 교역 기능을 강조하여 부르는 용어이다.18) 묘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업적 기능이 강화된 성격의 묘회를 분류하는 

말로 묘회보다 더 좁은 정의이다. 묘시는 종교적 기능이 희미하여 

흔적만 남아 있거나 사라진 시장이다. 그런 이유로 묘시에서 펼쳐진 

놀이와 공연은 돈벌이의 목적이 강하다. 등회(燈會)는 등을 주요 공

양물로 하는 형태의 제례에서 발달되어 형성된 축제를 말한다. 등시

(燈市)는 상업적인 기능이 강한 등회 자체를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

면서 등회 때 열리는 시장을 뜻하는 용어이기도 하다.19) 

     조선시대의 등회는 사월초파일에 열렸고 왕실이 주도했던 고

려시대와 달리 민간의 주도로 개최되었다. 등회는 왕실이라는 확실

한 주도 집단이 사라진 후 세시 풍속의 형태로 이어졌다. 등회의 풍

속이 이어질 수 있었던 원동력은 노동 리듬의 변화란 사회 경제적 

요인에 있다. 고려 말 이후 농업 생산력의 발달에 따라 파종 시기가 

변했다. 사월초파일은 모내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인 농한기(農閑期)

가 됐다. 이 시기는 농민들이 한숨 돌리며 여러 가지 놀이를 즐기거

나 친척들을 찾아보고 여름 차비로 저자를 둘러보기에 적합했다. 조

18) 묘회는 묘시 혹은 절장(節場)이라고도 불리며 중국에서 더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
이다. 중국에서는 고대부터 현재까지 경제사 연구에서 묘회라는 용어를 공통적으
로 쓴다. 묘시는 역사의 흐름에 따라 묘회의 성격이 상업적으로 변하면서 좀 더 
세심하게 분류된 용어이다. 그러나 우리는 묘회의 형태인 시장에 대한 연구가 통
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대별로 다양한 용어를 사용한다. 고대 시장 연구에서
는 제전시(祭典市), 고려시기 사찰 경제 연구에서는 승시(僧市)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확인된다. 승시는 절간 장터, 절간장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우리는 아직 묘
회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고 조선시대 초파일 등시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
다. 본고에서는 사용하는 등회와 등시란 용어는 문헌 사료에서 확인되는 용어이
다. 당시 사람들은 등회와 등시를 묘회와 묘시의 성격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
로 보인다. 한편 조선시대 등회를 현대적인 시각으로 쉽게 이해하려면 일본의 ‘마
쓰리’를 떠올릴 수 있다. '마쓰리'라는 말은 '제사를 지내다'의 명사형으로, 원래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을 말하며 그 의식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다.  

19) 서경순(徐慶淳, 1804~?)이 1855년에 청나라로 사행을 다녀온 기록을 쓴 『몽경당
일사(夢經堂日史)』에는 “燈市歲三日。廟市月三日。등시는 1년에 3일씩이며 묘시
는 한 달에 3일씩이다.”라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은 당시 사람들이 묘시의 개념
을 이해하고 있었고 실제로 등과 관련해서 형성되는 축제에 형성되는 시장을 등시
라고 불렀던 것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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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시대의 등회는 민간 노동 축제의 성격에 부합되면서 세시 풍속으

로 그 명맥을 쉽게 이어갈 수 있었다. 

     민간 노동 축제의 성격을 띤 세시 풍속이었던 조선시대의 등

회는 오락적·상업적 기능이 강할 수밖에 없었다. 그 중 상업적 기능

은 조선 중기 이후 장시(場市)의 발달과 함께 더욱 커졌다. 조선 후

기에 이르면 등회는 상업 자본과 결탁하여 발전했다. 18세기 후반

부터는 한양, 평양, 개성 등의 상업이 발달한 대도시에서 대규모의 

등회가 상인들에 의해 주관되었다. 

     조선 후기의 등회는 대규모의 구경꾼들이 모여 즐기는 축제로 

발전했다. 이 기간은 경제적인 이익을 챙길 수 있는 특수한 시기가 

됐다. 시내에는 등을 파는 상점이 들어섰다.20) 상인들은 등 제작에 

필요한 물자 및 등을 비싼 값에 팔았다.21) 각종 등희(燈戱)는 경제

적 목적으로 공연되었으며 상인들도 연희에 관여했다.22) 조선 후기

20) 이 시기에는 초파일의 종교적 색채가 옅어졌다. 등은 구복(求福)의 의미가 사라져 
등을 손수 만드는 사람도 줄었다. 그 결과 상인들은 자연스럽게 등을 제작하고 판
매하는 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다. 등회의 등은 본래 구복(求福)의 의미가 강했다. 
전통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소원 성취를 빌며 등을 직접 만들었고 가족의 수대로 
등을 달았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이르면 등(燈)의 개수가 부의 상징이 됐다. 사람
들은 더 이상 등을 가족의 수에 맞춰 달지 않았다. 또한 과시를 목적으로 하다 보
니 등은 더 크고 화려하게 변했다. 심지어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지 않으면 설치
가 불가능한 등도 등장하게 됐다. 한양에서 펼쳐졌던 등회는 더 이상 순수한 의미
의 기원 행위가 아니었다. 등회는 상업 자본이 결합한 축제의 장으로 변했다. 

21) ‘燈資被盜’, <횡성신문>, 1902년 5월 15일. “산림동에 사는 한 가난한 사람이 생
계가 살 길이 없어서 4월 8일에 쓸 사등(紗燈)을 제조하려고 3명이 회동상의해서 
자본 8천여 냥을 빌려 영없을 할 때였다. 도적이 돌입하여 칼을 휘두르며 시위를 
하고 금전 전부를 빼앗아 날아났다고 하더라.” 가난한 이가 ‘비단등’을 만들 비용
으로 8,000여냥을 빌렸다는 것은 그 이상의 값으로 팔릴 것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등회의 상업적인 성격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
윤수, 「연등축제의 역사와 문화콘텐츠적 특성」(고려대학교 대학원 문화콘텍츠학과 
박사학위논문, 2012), p. 198 참조. 

22) 북경의 묘회 연구에 따르면 상인들이 업종 별로 자신들의 회관(會館)을 세우고 
그 옆에 묘우(廟宇)를 만들어 자신들을 행업신(行業神)을 모셨다고 한다. 이들은 
회관에 전통극 공연을 위한 희대(戲臺)를 설치해 공연했다. 이러한 상인들이 주최
하는 공연은 종교적 목적도 있었지만 경제적 목적이 함께 수행된 것이다. 조선시
대 등회에서 이루어진 공연 또한 경제적 이윤의 추구라는 목적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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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등회는 상업적 기능이 대폭 강화된 큰 규모의 등시로 발전했다. 

     <태평성시도>가 일반 상설 시장이 아닌 등시를 표현한 작품이

라는 추정은 그림의 여러 부분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태평

성시도>의 3폭 중단에는 등을 팔고 있는 상점이 그려져 있다. 이  

상점은 일 년에 한 번 있는 등회의 공양품인 등만을 판매한다(도 

5). 조선 후기 풍속화에서 가장 많이 그려진 등의 종류는 청사초롱

이다. <태평성시도>에도 행렬의 구성 부분에 청사초롱이 등장한다. 

그러나 <태평성시도>의 상점은 청사초롱과 같은 일상생활에서 더 

많은 수요가 있었을 등을 판매하지 않는다. 또한 이 상점은 벼루와 

거울 등 다양한 잡화를 함께 팔고 있다. <태평성시도>의 상점은 등 

전문점이라기보다 잡화점에 가깝다. 

     등을 파는 상점이 그려진 다른 그림으로는 중국의 <고소번화

도(姑蘇繁華圖)>가 있다. <고소번화도>에 그려진 상점은(도 6) 많은 

부분에서 <태평성시도>의 상점과 비교된다. 우선 <고소번화도>의 

상점은 등이란 단일 품목만을 판매하는 전문점이다. 이 상점은 일상

생활에서 많이 쓰였던 등만을 진열하고 있다. 공양용(供養用) 등은 

등장하지 않는다. 또한 상점의 양측에는 ‘사등(紗燈)’, ‘각종사등(各

種紗燈)’이라는 현판(懸板)이 달려있다. 이런 사실들을 근거로 <고소

번화도>의 상점은 등만을 전문적으로 파는 곳이라 추정할 수 있다. 

     <태평성시도>에서 상점이 판매하는 물품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사람들이 멀리서 보고 어떤 물건을 파는 가

게인지 쉽게 알 수 있도록 설치한 시초(市招)이다(도 7). 다른 하나

는 상점 건물의 난간 구조물인 도두(挑頭)(도 8)23)에 상품의 상징물

23) 도두는 중국의 상업 건축에서 광고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으로 연행사들의 연행록
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도두는 북경에서 강남 지방까지의 상황을 담고 있는 《건륭
남순도(乾隆南巡圖)》에서 북경의 정양문(正陽門) 밖의 전문대가(前門大街)의 우측
편에 있는 상가 건축물에만 묘사되어 있다. 도두의 표현은 <청명상하도> 청원본
(淸院本)에서는 보이지 않으므로 북방 건축의 요소로 생각된다. 조선의 그림 중 
도두가 나타나는 것은 숭실대학교 소장의 《연행도》 중 <유리창> 부분과 <태평성
시도>이다. 두 그림에 보이는 도두는 마엽도두(蔴葉挑頭)에 가까우며 여의문(如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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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황자(幌子)(도 9)24)를 거는 것이다. 3폭에 그려진 잡화점의 경우 

도두에 황자가 걸려 있지 않다. 그러나 시초에는 등회의 정경을 읊

은 시가 새겨졌다.25) 이런 점들로 미루어 보아 <태평성시도> 속의 

잡화점은 등회 때 일시적으로 등을 파는 것으로 보인다.

     <태평성시도>의 상점들은 일상 생활용품보다 특이한 고가의 

기호품을 많이 판매한다.26) 진이한 고가품이 주축이 되는 판매 품

文)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 때 여의는 중국인들이 가려운 곳을 긁을 때 쓰는 우리
나라 효자손과 같은 물건이다. 이것은 ‘일이 뜻대로 잘됨, 생각대로 됨’과 같은 길
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활발한 상거래가 이뤄져야 하는 상점이 추구하는 
바와 부합되는 상징물로도 짐작해볼 수 있다. 이미애, 앞의 논문 (2015), pp. 
55-64 참조.

24) 중국의 간판은 크게 초패(招牌)와 황자(幌子) 두 종류로 나뉜다. 초패는 널빤지에 
새긴 것으로 비교적 문화 수준이 높고 문자를 해독하는 사람이 많았던 남쪽 지방
에서 주로 쓰였다. 황자는 상품의 모형 또는 업종을 상징하는 물품을 내걸어 간판
으로 삼는 것으로 문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북쪽 지방에서 발달했다. 도두에 
황자를 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각종 상품의 상징물을 직접적으로 도
두 아래로 거는 방법이다. 둘째는 도두 아래로 횡방향의 나무 조각에 용의 머리문
양을 새기고 그 중 조각의 몸체 부분에 인갑(麟甲)문양의 조각을 새긴 후 이 부재 
아래로 갖가지의 황자를 거는 것이다. <태평성시도>는 전자의 방법으로 황자를 건 
모습만이 관찰된다. 이미애, 앞의 논문 (2015), pp. 55-64 참조.

25) “輝煌大樹 隨(遶)春光, 燦爛銀花 精夜色。눈부시게 빛나는 높은 등간은 봄빛을 
따르고(봄빛을 두르고), 찬란한 등은 밤의 경치를 아름답게 하네.” 원문의 해독과 
해석은 필자. 등간의 풍습이 있던 당나라 및 고려와 조선의 문헌자료에서는 燈樹, 
火樹이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한다. 눈부시게 빛나는 輝煌이라는 수식어로 미루어 
보면 樹는 등간을 묘사한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銀花는 등회를 읊은 시에서 등을 
표현하는 용어로 많이 사용된다. 燦爛銀花를 묶어서 같은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태평성시도>의 잡화점에 세워진 시초는 등회의 정경을 노래한 것으로 보인다. 

26) 이수미는 그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태평성시도>의 화면에 등장하는 상품의 종류
를 의·식생활 관련, 기호품, 문방구, 생활용품 등으로 나누어 아래의 <표>로 분류
했다. 

종류 품목
의생활 관련 신발, 絲, 絹, 천(綿?), 옷
식생활 관련 야채, 과일, 곡식, 정육, 豚肉架板, 생선, 건어물, 鳥肉

기호품
馬具, 빗, 粧刀, 금속기, 청동기, 담뱃대, 거울, 등, 칼, 안경, 
부채, 우산, 가위, 돈주머니, 꽃, 가구, 도자기 

문방구 書畵, 書籍, 紙, 筆, 硯
생활용품 옹기, 광주리, 댓자리

 그는 <태평성시도>에는 일상 생활용품보다는 특이한 고가의 기호품들을 판매하는 
화려한 상점들이 많이 그려져 있다고 분석했다. 자세한 사항은 이수미, 앞의 논문 
(2004), pp. 57-5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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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도 작품 속 상업 공간이 등시에 가까움을 설명할 수 있다. 정조

(正祖, 1752~1800) 때 문신 이갑(李岬, 1737∼1795)이 쓴 『연행

기사(燕行記事)』에는 “소위 등시(燈市)라는 것은 아침부터 야시(夜

時)까지, 그리고 다시 저녁부터 아침 등(燈)에까지 미치는 것이다. 

저자는 동화문(東華門) 밖에 있는데, 지방과 중앙 각 지방의 행상(行

商)과 좌고(坐賈)가 모두 진이(珍異)한 물건을 가지고 모여들어 교역

(交易)하기 때문에 등시(燈市)라고 이름한 것이다.”27) 라는 서술이 

있다. 

     등시는 일상에서 쓰는 생활용품도 팔았지만 전국에서 진이한 

물건을 가지고 모여 교역하는 곳이기도 했다. 중국에 남아있는 <상

원등채도(上元燈彩圖)>(도 10)는 명대(明代)에 큰 규모의 등시가 열

렸던 금릉(金陵, 南京의 옛 이름)을 그린 그림으로 당시의 풍속을 

잘 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금릉은 명대 고동서화(古董書畵)의 

집산지이기도 했지만 등시가 열리는 상원절에는 고동서화의 교역이 

더욱 활발했다. <상원등채도>는 <태평성시도>와 마찬가지로 그림의 

이름조차 없는 작품이었다. 이 작품은 중국의 고서화 감정가인 서방

달(徐邦達, 1911∼2012)에 의해 이름이 붙여졌다. <상원등채도>에 

골동품을 포함한 사치품들이 많이 그려진 점은 이 그림이 상원절 

등시를 그린 것이라는 근거 중 하나로 작명에 영향을 주었다.28) 

     <태평성시도>에 그려진 서양추천(西洋鞦韆)29)이라는 공연 또

한 이 그림이 등시임을 보여준다(도 11). 조선시대의 서양추천에 관

27) 李岬, 『연행기사(燕行記事)』, 「聞見雜記」. “淸太祖初建南都。盛設綵樓。招天下富
商。放燈十日。今之燈市。起初八至十三而盛。迄十七乃罷。所謂燈市者。朝逮夕市
而夕逮朝燈也。市在東華門東省直。各方之行商坐賈。皆持珍異雜遝交易。故名曰燈
市”

28) 唐丽雅·徐永成, 「从《上元灯彩图》看明朝时期元宵节的民俗风情」, 『兰台世界』 30, 
2015, pp. 89-90.

29) 이수미는 그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태평성시도>에 그려진 구경거리를 분석하였
다. 그는 연행록에 나타난 서양추천에 관한 기록을 근거로 제 5폭의 상부에 붉은 
색 기둥을 2개 세우고 4명의 남자가 빙빙 돌며 곡예를 하는 장면이 서양추천의 
장면이라는 것을 밝혔다. 이수미, 앞의 논문(2004), pp. 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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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록은 총 여섯 개가 확인된다. 그 중 서호수(徐浩修, 1736∼

1799)의 연행기를 제외하면 모든 기록이 청나라의 상원연등회(上元

燃燈會)를 서술한 것이다.30) 청나라 황제가 주최했던 상원연등회는 

조선에서 사신으로 갔던 정사(正使)와 부사(副使)가 반드시 참석해

야 했던 연회였다. 황실이 주최하는 등회는 의례 규정에 따라 연희

(演戲)가 진행되었다. 연행록에 따르면 서양추천은 씨름 경기, 근두

(筋斗) 놀이에 이어 세 번째 순서로 정해진 공연이었다.31) 

     김경선(金景善, 1788~?)이 쓴 『연원직지(燕轅直指)』의 「산

고수장각등희기(山高水長閣燈戱記)」에 실린 서양추천에 대한 자세

한 설명은 <태평성시도>의 서양추천과 매우 닮았다.

   …채붕의 양쪽 가에는 추천 맬 나무를 세웠는데, 그 제도가 서양

에서 나왔으므로 서양추천이라 이른다. 먼저 붉게 칠한 3기둥을 

일자로 열을 지어 세웠는데, 높이는 7~8길이 됨직하고, 상·중·하 

세 층으로 나눈 다음 각각 긴 장대를 가로질러서 정간(井間)을 만

들었는데 그 모양은 마치 아래 그림처럼 생겼다.…32) 

연도 저자 서명 서지사항
1789 - 『正祖實錄』 정조 22년 2월 19일(癸丑) 條 
1791 김정중 『奇遊錄』 「圓明園山高水長」
1804 이해응 『薊山紀程』 「留館」
1828 박사호 『心田稿』 권2 「留館雜錄」, 「圓明園記」
1832 김경선 『燕轅直指』 「留館別錄」, 「眺覽交遊」
1870 서호수 『燕行紀』 「八月十二日庚申」

30) 필자가 확인한 조선시대의 서양추천에 관한 자료는 다음의 <표>와 같다.  

31) 청나라 시기 원명원에서 열린 상원연등회의 연희 순서 및 공연 내용에 관한 자세
한 사항은 임기중, 「연행록의 연희기와 관희시」, 『문학한글』 13, 1999, pp. 
59-60 참조.

32) 金景善, 『연원직지(燕轅直指)』, 「山高水長閣燈戱記」. “ …棚之兩邊。各立鞦韆之
木。其制出於西洋。故謂之西洋鞦韆。先以紅漆三柱。一字排立。高可七八丈。分上
中下三層。各橫長杠。以爲井間。其狀如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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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양추천은 청나라 황제가 여는 상원연등회에서 반드시 공연

되는 연희였다. 등희(燈戱)는 연행록의 등장하는 연희 유형 중 연행

사들이 네 번째로 많이 본 연희이다.33) 서양추천은 연행사들이 등

회에서 본 경험을 통해 조선에 알려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의 

등시에서 서양추천이 공연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서양

추천을 등회의 공연이라 생각했을 가능성은 높다. 

     한편 <태평성시도>에 그려진 거리의 정경(情景)은 한 눈에 보

기에도 <청명상하도>와는 사뭇 다르다. <태평성시도>의 거리는 <청

명상하도>에 비해 훨씬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도 12-1~2). 

<청명상하도> 속 거리의 사람들은 시장에서 활기차게 일상생활을 

이어 가는 느낌이다. 시장 곳곳에서 열린 크고 작은 규모의 공연들

을 보기 위해 모인 사람들을 제외한다면 <청명상하도> 속의 사람들

은 생업 활동을 하고 있다. 

     반면 <태평성시도>의 거리는 생업 활동을 하는 사람도 보이지

만 즐겁게 놀면서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온 가족이 특

별한 날을 맞아 나들이를 나온 것 같은 모습들은 <태평성시도>만의 

독특한 요소이다(도 13). <태평성시도>에는 부모와 자녀 이대(二代)

로 구성되거나 노부모와 부모 그리고 손자 삼대(三代)로 구성된 가

족 단위의 인물들이 등장한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혹은 아이를 등

에 업은 가족 단위의 인물들은 축제의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특히 거리에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여성 노인의 

33) 임기중, 앞의 논문(1999), pp. 27-6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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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은 동아시아 그림의 전통에서 보기 힘든 장면이지만 등회의 기

록과는 연관성이 깊다.34) 가족이 단란하게 등을 보며 축제를 즐기

는 모습에 관한 기록 또한 남아 있다.35) 나들이를 나온 듯한 단란

한 가족으로 보이는 인물들은 등시의 모습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태평성시도>가 등시를 그린 그림이라고 가정할 경우 독특한 

등장인물의 구성 및 높은 밀도의 화면 구성도 자연스럽게 설명이 

된다. <청명상하도>의 경우에는 장년의 남자들이 주로 등장하고 

<태평성시도>에 비해 여성과 어린이의 비중이 낮다. 조선의 등회는 

전 국민이 즐겼던 특히 여성과 어린이들이 몹시 기다렸던 축제이기

도 했다. 

     조선시대의 등회가 열렸던 사월초파일은 바깥출입을 쉽게 할 

수 없었던 여성들이 공식적으로 외출을 할 수 있는 날이었다.36) 이 

날 여성들은 혼자 혹은 가족들과 함께 절과 남묘(南廟) 등을 찾아 

치성을 드리기도 했다. 또한 사월초파일이 되면 절 앞과 종로 거리

에 성대한 어린이 장난감 장이 섰다. 어린이들에게 초파일은 부모를 

34) 柳晩恭, 『歲時風謠』, 「四月八日」. “觀燈時節動京鄕, 無數村婆上漢陽。 要看火城
全幅勝, 蠶頭高處走忙忙。관등하는 시절에 서울과 시골이 움직이니 무수한 시골 
노파들이 한양으로 올라온다. 불바다를 이룬 산 전폭의 승경을 보고자해서 잠두산 
높은 곳에 바삐바삐 올라간다.” 

35) 李山海, 『鵝溪遺稿』, 「燈夕」. “去年僑舍掛蓮燈, 骨肉團圓互枕肱, 此夜何心重作
會, 爺孃相對只摧膺, 倏然來去似無情, 笑語琅琅隔此生, 白首呑聲知幾日, 他時泉
路喜相迎 。지난해 우거에서 연등을 걸어놓고, 골육이 단란히 모여 함께 밤을 보
냈지. 이 밤에 무슨 마음으로 다시 모일 건가, 아비와 딸만 마주 앉아 가슴이 미
어지네. 무정할 손 홀연히 왔다 홀연히 떠나니, 낭랑한 너의 웃음 이승에서 멀어 
졌구나 백발로 소리 죽여 운 지 며칠인가, 뒷날 황천길에서 반가이 서로 만나자.” 

     『英祖實錄』 권120, 英祖 49年(1773) 4月 8日(丙申)條. “上御集慶堂, 藥房入
診。 上謂都提調曰: "今夕乃燈夕也。 都民父子兄弟, 相携觀燈, 而予獨無之, 此何
人斯?" 임금이 집경당(集慶堂)에 나아가니, 약방에서 입진하였다. 임금이 도제조에
게 말하기를, “오늘 저녁은 연등하는 밤이다. 도민(都民)들은 부자 형제가 서로 이
끌면서 관등하련만 나만 혼자니, 이 무슨 팔자인가?”하였다.”

36) 고려시대의 등회는 등회의 절차와 행사 방식만이 남아 있어서 알 수 없다. 그러
나 중국의 경우 등회가 송나라 때부터 여성들이 중심이 되는 명절이라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등회는 전통적으로 여성들이 자유롭게 바깥 활동을 할 수 있는 날
이었다. 등회는 중국에서 기원한 세시 풍속이다. 조선시대의 등회에 관한 각종 사
료들에서도 여성들이 등회를 적극적으로 즐겼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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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절에 가서 예불을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진기한 장난감을 얻

을 수 있는 즐거운 날이었다. 

     농업 사회에서 일반 가정의 어린이들은 평상시에 농사일을 도

와야 했을 것이다. 가족 모두가 봄 농사를 끝내고 여름 농사를 준비

하는 사월초파일은 어린이들도 쉴 수 있는 즐거운 날이었다. 어린이

들은 낮에는 분홍 두루마기에 남색 전복을 받쳐 입고 도홍띠에 건

을 쓰고 마치 설날처럼 일가 친척집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돈을 얻

기도 했다. 이런 조선 후기 초파일의 성격은 <태평성시도>에 그려

진 여성과 아이들에 그대로 반영된 듯하다. 

     <태평성시도>는 <청명상하도>에 비해 많은 여성들이 등장하

며 그들은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청명상하도>에는 

거리를 돌아다니는 여성이 거의 없고 대부분 실내 공간인 후원에서 

놀이를 즐기며 시간을 보내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다. <청명상하도> 

속 여성들은 <태평성시도> 1폭 상단에 있는 여성들의 놀이 모습으

로 한정될 수 있을 것이다(도 14). 반면 <태평성시도>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실내와 실외를 가리지 않고 여러 가지 노동과 유흥 활동

에 적극적인 모습이다(도 15).37)

     <태평성시도>의 제 3, 4폭 경계에 보이는 귀부인의 행렬은(도 

16) 작품에 나오는 수레 가운데 가장 많은 말을 대동하고 있다. 인

물 2명이 선두에서 횃불을 밝히며 앞장서 나가고 그 뒤로 많은 관

37) <태평성시도> 속 여성들의 노동 작업이 식생활에 관련된 활동보다 의생활에 관
련된 활동 장면이 다양하고 많은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의생활에 관련된 장면은 씨
아질[繰綿], 물레질[紡織], 베날기[整經], 베틀 위에 앉아 길쌈을 하는 모습[製織], 
염색, 옷을 만들고, 수(繡)를 놓는 장면, 다듬이질, 빨래, 다림질 등이 있다. <청명
상하도>의 경우는 염색 작업을 남자들이 담당하는 반면 <태평성시도>에서는 같은 
작업을 여성들이 하고 있다. 이는 이능화의 『조선여속고(朝鮮女俗考)』에 서술된 
조선의 19세기 의생활 풍속과 일치한다. 그는 조선시대에는 여자가 남자에 뒤지지 
않게 부지런하여 우리나라에서 산출되는 명주, 베, 모시, 무명 등의 옷감 중 여인
의 손을 거치지 않고 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고 할 만큼 부녀자들이 필요한 옷감을 
직접 생산했을 뿐 아니라 의복 제작까지 담당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태평성시
도> 속 여성들의 생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수미, 앞의 논문 (2004), pp. 
72-7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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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들이 도열(堵列)하여 행차하고 있다. 또한 행렬은 맞은편에서 오

던 관리의 수레와 만나게 되는데 관리의 마부들이 흠칫 놀라며 수

레를 세우는 듯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행렬의 주위에는 구경꾼이 

몰려 있고 심지어 이 행렬의 위세에 놀라서 뒤돌아 달아나는 행인

까지 있다. 이러한 사실들에 근거하면 귀부인의 행렬은 <태평성시

도>에서 가장 격(格)이 높은 행렬이며 귀부인의 신분 역시 관리보다 

높다고 말할 수 있다.38) 

     등회에 관한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에는 부녀자들이 관등(觀

燈)을 절제 없이 즐긴다는 비판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39) 그 중 월

산대군(月山大君)의 부인 박씨가 월산대군의 재궁(齋宮)과 흥복사(興

福寺)에서 풍교를 무너뜨리는 관등놀이를 한 것에 대해 논의하는 내

용이 있다. 또한 홍대용(洪大容, 1731~1783)의 『계방일기(桂坊日

記)』에는 세손인 정조가 궁중에 인원왕후(仁元王后) 김씨가 손수 

만든 진주등(眞珠燈)이 있다는 말을 하는 대목이 있다. 이처럼 조선

시대의 등회는 왕실 여성을 포함한 모든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즐기

는 세시 풍속이었다. 

     월산부인과 관련된 기사 외에는 초파일에 왕실 여성이 사찰에 

출입하였는지는 알 수 있는 기록은 없다. 그러나 조선의 왕실 여성

들은 숭유억불의 정책 속에서도 불교의 후원자 역할을 한 사례들이 

확인되는 만큼 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만약 <태평성시도> 

속의 귀부인 행렬이 그림 상단에 있는 사찰에서 불공을 드린 후 돌

38) 이수미, 앞의 논문 (2004), pp. 51-52.

연도 서명 서지사항
1431 『世宗實錄』 세종 13년 7월 22일(甲申) 條 
1494 『成宗實錄』 성종 25년 5월 4일(辛卯) 條
1498 『燕山君日記』 연산군 4년 4월 30일(乙未) 條
1522 『中宗實錄』 중종 17년 4월 28일(甲辰) 條
1522 『中宗實錄』 중종 20년 1월 15일(甲戌) 條

39) 『조선왕조실록』에서 부녀자들이 등회를 무절제하게 즐긴다는 비판을 하는 자료는 
다음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4 -

아가는 왕실 여성의 행렬이라면 관리의 마부들이 놀라 멈추는 것도 

당연하다. 또 신택권의「성시전도시」에는 ‘尙宮乘轎紅毯累(상궁은 

가마 타고 붉은 담요 둘렀네)’라는 구절이 있다. 이 구절은 내명부

(內命婦)의 정 5품인 상궁이 행차할 때 붉은 담요를 둘렀다는 것을 

알려 준다. <태평성시도>의 귀부인은 가리개를 치지는 않았지만 가

마의 옆면이 붉은 색이다. 이런 점 역시 사소한 가능성을 열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조선시대의 기록은 아니지만 근현대의 신문 기사 자료에서도 

등회가 주도적인 풍속인 사월초파일이 여성들을 위한 명절이라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기록들은 사월초파일을 부인들이 중심이 되

는 명절로 설명한다.  

  이 날은 아침부터 시내의 남녀노유는 별러서 노는 날이요……

녹의홍상의 어여쁜 아이들을 데리고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은 

남대문 밖 길야정에 있는 남묘이다. 남묘와 불교와는 무슨 인

연이 있었는지 해마나 이날에는 남묘에 사람이 많이 모여들고 

특히 어린 아이와 부인네들이 중심이 된다.40)

  조선에서도 종래 가정에서 이 날에 등을 달아 축하도 하고 서

울 부인들은 문밖 절에 가서 불공도 드리고 또 남묘에 가서 치

성을 드리는 이도 있었는데 금년에도 연례에 의지하여 그런 일

이 많겠으며 각 사찰에서도 모두 축하의 설법이 있으리라 하더

라.41)

     그러나 사월초파일에 관한 근현대의 자료 중 초파일이 부인들

40) ‘色燈의 名節’, <동아일보>, 1923년 5월 23일. 이윤수, 앞의 논문 (2012), p. 
201 재인용.

41) ‘明日이 四月八日’, <조선일보>, 1925년 4월 30일. 이윤수, 앞의 논문 (2012), p. 
201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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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명절임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자료는 개성(開成)의 파일놀이

에 관한 기록이다. 개성의 파일놀이는 개성상인(開城商人)들이 봉축

위원회를 열어 주관했으며 ‘개성놀이’라는 독자적인 이름을 얻을 정

도로 그 명성이 전국적으로 자자했다. 이때 신문사마다 사월초파일

을 앞두고 관광객을 모집해서 명산대찰(名山大刹)을 찾아 참배를 하

고 동회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행이었다.42) 이런 신문사의 

광고 글을 보면 여성이 분명한 ‘목표대중(目標大衆, target 

audience)’임을 알 수 있다. 

 신록놀이의 호화판! 부인네도 참가할 수 있는 석왕사의 파일놀

이! … 이러한 신록절에 어디든지 한 번 여행하고 싶은 기정이 

일어나는 것은 누구나 상정일 것입니다. 여행이란 가정생활에 

있어서나 사회생활에 있어서나 기분을 전환시키고 심정을 바꾸

는데 약보다 중요한 것으로서 또한 부인네들의 여행함은 일 년 

중에 사월 같은 때가 다시없습니다. …우리 부인네들은 석왕사

가 보고 싶으나 혼자는 가기가 어렵고 비용이 많아서 못가는 분

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단체에 들어가시면 혼자라도 절대로 

안전하도록 본사에서 책임지고 인도하는 것이요, 혼자가면 내왕 

차비밖에 안될 비용으로 식사, 기타 잡비까지 모두 쓰실 수가 

있습니다. 늘 있는 기회가 아니니 특히 출입이 잦지 못한 부인

들은 만사를 젖히고 한 번 이번 형행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사회면에 나는 모집 광고를 보십시오.43)

 사월파일은 해마다 이날이 되면 일반 부인네들의 유일한 놀이

날이 되다시피 하여 전 개성의 부인들은 총동원이 되다시피 하

42) 이윤수, 앞의 논문 (2012), p. 217.
43) ‘新祿놀이의 豪華版’, <조선중앙일보> 1934년 5월 13일. 이윤수, 앞의 논문 

(2012),  p.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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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니와 금년 역시 공전의 대동원으로 이날을 원만히 맞추었다. 

…44)  

     위의 사례에서 보듯 당시 사월초파일을 위한 관광 상품이 등

장했으며 이 상품의 주요 목표대중은 여성이었다. 근현대 시기의 기

록들은 사월초파일을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즐기는 명절로 명시한다. 

그런데 사월초파일의 이러한 속성이 여전히 여성의 지위가 낮았던 

시기에 갑자기 창안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특히 신문에 여

성들을 목표대중으로 설정한 광고가 등장한 사실은 사월초파일이 

전통적으로 여성들을 위한 날로 인식되어져 왔다고 판단하게 한다. 

<태평성시도>의 여성들이 건물 밖에서도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모습

으로 그려진 까닭은 초파일이 당시 여성들도 자유롭게 바깥출입을 

할 수 있는 명절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태평성시도>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 어린이가 많이 그

려진 매우 독특한 그림이다. 그러나 장난감을 판매하는 상점이나 판

매자를 찾아볼 수는 없다. 물론 <청명상하도>에서도 장난감을 가지

고 노는 어린이들이 드물지만 보인다. 그들은 대부분 장난감 판매자

의 주변에 있다. <청명상하도>의 장난감 판매자는 북송(北宋)대 이

숭(李嵩)의 <시담영희도(市擔嬰戱圖)>에서 보이는 방물장수와 비슷

한 모습이다(도 17). 이들은 물품을 이동식으로 판매할 수 있는 상

자 모양의 매대(賣臺)를 등에 짊어지고 있고 호객 행위를 위한 원숭

이와 함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도 18).

     조선 후기 사월초파일에는 절 앞에 성대한 어린이 장난감 시

장이 섰다.45) 아이들에게 사월초파일은 부모를 따라 절에 갔다가 

44) ‘개성의 파일놀이 이만군중출동’, <조선중앙일보> 1936년 5월 29일. 이윤수, 앞
의 논문 (2012), p. 219.

45) 『동국세시기』에는 “종로 거리에는 이 등불을 보려고 구경꾼들이 담장처럼 둘러선
다. 난새(鸞鳥), 학, 사자, 호랑이, 거북, 사슴, 잉어, 자라 등에 신선들이 올라 탄 
형상을 인형으로 만들어 팔면 아이들은 다투어 구입하여 장난감으로 가지고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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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오는 길에 진기한 장난감을 얻어 들고 오는 즐거운 날이었다. 

당시 등회는 종로를 중심으로 펼쳐졌고 종로의 지리적 특성을 감안

하면 등시는 종로와 청계천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열렸다

고 생각된다.46) 등회의 관등놀이를 보기 위해 남산 잠두봉(蠶頭峰)

에 올랐다는 기록도 초파일 행사가 벌어지는 범위가 넓었음을 보여

준다. <태평성시도>에 장난감 판매자가 보이지 않는 까닭은 평상시

와 달리 장난감 시장이 사찰 앞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태평성시도>는 묘시적 성격이 강한 등시를 구현한 그림으로 

생각된다. <태평성시도>에서 사찰의 모습은 그림의 상단인 후경에 

작은 크기로 여러 폭에 걸쳐서 나타난다. <태평성시도>는 부감시점

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펼쳐지는 등시의 모습을 중점적으로 그렸

기 때문에 그림에서 사찰의 비중이 적다고 생각된다. 이런 그림의 

구성에서는 사찰 주변에 임시로 섰던 어린이 용품 장터가 그려질 

수 없다. 당시 어린이 용품을 판매하는 방물장수라면 임시로 형성되

는 어린이 용품 장터에서 장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태평성

시도> 속의 많은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있지만 장난감을 판매

하는 장면은 보이지 않는다고 추론할 수 있다.  

     <태평성시도>에는 어린이들의 다양한 활동이 그려진 <백동자

도(百童子圖)>에서도 보이지 않는 특이한 장난감이 관찰된다. 이 장

난감은 동물과 비슷한 모양으로 줄에 매달아 끌고 다니는 형태로 

<태평성시도>에는 네 군데 등장한다(도 19). 이 장난감은 <태평성

시도>에만 나타나며 장난감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는 찾을 수 없었

다.”라는 구절이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민속박물관, 『조선대세시기』Ⅲ (국립민
속박물관, 2004) pp. 223-227 참조.

46) 박주대(朴周大)의 「성시전도시」에는 “4월이면 개천에서 연등놀이가 펼쳐지는데, 
제각기 만든 연등은 온갖 재주를 자랑하네, 하늘 높이 바지랑대에 연꽃등이 매달
리고, 바람 타고 꼬리치며 잉어가 올라가네.”라는 문구로 연등놀이를 표현하고 있
다. 여기에서 개천은 종로 인근의 청계천이 유력한데 번잡한 종로거리보다 청개천
이 채붕과 같은 무대를 설치하고 연회를 즐기기에 유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백
창호, 「전통등문화의 특징과 새로운 전망」, 『연등회의 종합적 고찰』 (민속원, 
2013), pp. 550-55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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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이 장난감은 남송 이숭의 <관등도(觀燈圖)>(도 20)와 

<명헌종원소행락도>(도 21)에 보이는 끌고 다니는 다양한 모양의 

등과 유사하다. <태평성시도>가 두 그림에 비해 훨씬 넓은 범위를 

작게 그린 점을 고려한다면 같은 물건이 단순하게 표현되었을 가능

성이 있다.  

     <태평성시도>의 곳곳에는 다양한 어린이의 놀이 활동이 그려

져 있다(도 22). 그런데 어린이들의 놀이 활동이 그림의 계절감에 

혼돈을 불러일으키는 요소이기도 하다. 등회가 열렸던 사월초파일은 

음력 4월 8일로 계절상 늦봄에서 초여름이다. 하천에서 물장구를 

치거나47) 고기를 잡고 있는 모습은 등회의 계절에서 크게 벗어나지

는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연날리기, 바람개비, 제기차기, 잠

자리 잡기는 확실히 초파일의 계절감과는 어긋나는 놀이이다. 

     연을 날리는 시기를 알 수 있는 기록은 『명종실록(明宗實

錄)』48), 『경도잡지(京都雜志)』49),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50), 

47) ‘물장구 치다’는 순우리말이다. 우리말 ‘물장구’라는 말은 고어에서 아직 찾지 못
하여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런데 『동국세시기』 및 『열양
세시기』 등 조선 후기의 세시풍속지에는 초파일의 풍속으로 ‘수부(水缶)/수부희(水
缶戱)’를 소개하고 있다. ‘수부/수부희’는 아이들의 놀이로 동이에 물을 떠다가 바
가지를 띄우고 양손이나 빗자루 등으로 두드리며 소리를 내는 놀이이다. 이 놀이
는 중국의 『제경경물략』에 소개된 태평고(太平鼓)와 비슷한데 태평고는 상원(上元)
의 풍속이다. 19세기에 수부(水缶)라는 한자어가 나온 책이 있으니 우리말 ‘물장
구’ 역시 늦어도 19세기 이전에는 사용되었을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 수부(水缶)
와 ‘물장구’는 동작의 유사성에서 생긴 말이라고 본다. 수부(水缶)와 ‘물장구치다’
의 언어적 유사성이 있지만 애석하게도 <태평성시도>의 하천에서 물장구치는 어
린이는 세시풍속지에 기록된 수부(水缶)와는 다른 도상이다. 그러나 사월초파일은 
어린이들이 즐겁게 노는 날이었고 초여름의 계절감이라면 하천에서 물장구치는 모
습이 어색하지 않다.  

48) 『明宗實錄』 권32, 明宗 21年(1566) 1月 15日(丁未) 條. “上元飛鳶, 自古有之, 
平時不必禁, 而今日非如平時也。 中宮方在外宮, 時未還闕, 而閭閻之人, 恣意飛
鳶, 多落於禁中。 五部管領, 推考治罪。예부터 대보름에 연을 날렸지만, 연이 떨
어진 집에 반드시 액운이 깃들인다고 한다. 평소라면 이를 금할 까닭이 없으나, 
오늘은 다르다. 중궁이 외궁(外宮)에 나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는데, 여염에서 연을 
멋대로 날려 궁궐에 많이 떨어졌으니, 오부 관령을 추고하여 치죄토록 하라.”

49) 柳得恭, 『京都雜誌』, 「上元」. “아이들이 액자를 연에다 써서 해질 무렵에 줄을 
끊어 날려 보낸다. 그 날리는 법도 한 곳에 국한되지 않고 종횡으로 휩쓸어 남의 
연과 마주쳐 남의 연줄을 많이 끊어 쾌락을 삼는다. 실을 겹치고 아교를 문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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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51) 등이 있다. 위 기록들은 모두 연날리

기는 겨울에 하는 세시 놀이로 특히 정월대보름(上元)에 많이 했다

고 적고 있다. 바람개비놀이를 하는 시기에 대한 기록으로는 『세조

실록(世祖實錄)』과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가 있다.52) 기록들

에 따르면 바람개비놀이 역시 정월대보름의 놀이로 겨울의 세시 풍

속임을 알 수 있다. 제기차기는 조선시대 아동의 놀이로 크게 유행

한 놀이이다.53) 제기차기는 때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놀이지만 주로 겨울에서 봄 사이에 즐기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제

기차기는 날씨가 추울 때 집 밖에서 공을 차면서 체력을 기르고 건

강을 유지할 수 있는 전략적인 놀이였다. 조선 후기 이후 제기차기

는 겨울철 세시 풍속으로 정착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19세기 중엽

매끈하기가 흰말 꼬리 같다. 심한 사람은 자석가루나 구리가루를 바르기도 한다. 
그러나 연줄을 잘 교차시키는 능력에 따라 승부가 결정된다. 서울 장안 아이들 중
에 연싸움 잘하기로 이름난 아이는 양반집이나 부잣집에 가끔 불려가기도 한다. 
매년 정월보름 전 하루 이틀은 수표교(水標橋) 연변 상하를 따라 연싸움을 구경하
는 사람들이 담을 쌓듯이 모여 선다. 여러 아이들은 기다렸다가 연줄을 끊는데, 
혹은 패하는 연을 따라 담을 넘고 집을 뛰어넘기도 하므로 사람들은 대개 두려워
하고 놀란다. 그러나 보름이 지난 다음에는 다시 연을 날리지 않는다.”

50) 金邁淳, 『洌陽歲時記』, 「上元」. “10월 초부터 사내아이는 연을 날리고, 계집아이
는 작은 뒤웅박(胡盧) 세 개를 차고 다닌다. 정월 대보름에 연은 하늘로 날리고, 
뒤웅박은 길에 버린다. 뒤웅박에 돈 한 푼씩 매달아두며 이로써 액을 막는다고 여
긴다.”

51) 洪錫謨, 『東國歲時記』, 「上元」. “중국 연은 모양이 기이하고 교묘하며, 겨울부터 
늦봄까지 날리지만, 우리는 겨울부터 정월 대보름까지 즐긴다. …(중략)…”

52) 『세조실록(世祖實錄)』 권30에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오래 전부터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새해 풍작을 기원하여 벼·기장·조·보리·콩 등 오곡의 이삭을 볏짚 주저리와 
함께 긴 장대에 매달아 마구간 옆이나 대문간 앞에 세우고, 이때 낟알 이삭 밑의 
장대에는 바람개비를 만들어 달았는데 이를 '보름볏가리'라고 한다."고 씌어 있다. 
또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정월 상원조(上元條)」에는 "아이들이 정월 대보름이 
지나면 연날리기를 그만두고 오색 종이에 풀칠을 하여 대나무 가지의 양끝에 붙이
고, 자루 끝에 구멍을 뚫고 연결하여 빙빙 돌도록 만든다. 그것을 '회회아(回回
兒)'라 하며 혹은 바람개비라고도 한다. 이런 것은 저자에서도 많이 팔고 있다."라
고 기록되어 있다.

53) 제기차기는 고려 시대까지 비교적 다양한 계층의 놀이였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들어와 성리학 이념의 확산으로 인해 놀이가 곧 잡희(雜戱)로 인식되면서 제기차
기는 아이들의 놀이로 굳어졌다. 제기차기가 아이들의 놀이로 발전한 사실은 19세
기에 편찬된 『아희원람(兒戱原覽)』에서 제기를 아이들의 놀이로 소개한 데에서도 
잘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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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편찬된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서 확인할 수 있다.54) 잠자

리 잡기는 잠자리가 있는 가을에 아이들이 하는 놀이이다.  

     연날리기, 바람개비는 상원의 풍속이고 제기차기는 겨울에서 

봄 사이에 즐겼던 놀이다. 이들은 겨울에서 초봄의 계절감을 보여준

다. 한편 물장구치는 아이들은 여름의 계절감을 잠자리를 잡는 아이

는 가을의 계절감을 나타낸다. <태평성시도>에는 당시 세시풍속지

에 기록된 어린이의 활동인 호기놀이와 수부희(水缶戱)가 나타나지

는 않지만 어린이의 사계절 놀이가 모두 표현되었다.

     <태평성시도>에는 사계절을 망라한 다양한 어린이의 놀이 활

동이 풍성하게 그려져 있다. 그러나 놀이 활동에 관한 도상들은 <태

평성시도>에 등장하는 전체 어린이의 모습 중 일부이며 그림에는 

더 많은 어린이의 생활이 담겨있다. 이런 양상은 작품을 제작할 때 

어린이의 표현에 중요도를 둔 기획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추정된다. 

어린이를 주요한 고려 대상으로 두고 작업한 이유는 사월초파일이 

어린이들이 적극적으로 즐겼던 명절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청명상하도>에는 남자 어른들로만 그려진 도상이 <태평성시

도>에는 어린이들로 그려졌다는 점도 흥미롭다. <태평성시도>에서 

머리를 뜯고 싸우는 장면(도 23-1~2), 씨름 장면(도 24-1)은 어린

이로만 그려졌고, 고누 놀이(도 25)의 경우 어린이로도 그려졌다. 

이런 현상도 <태평성시도>가 어린이의 묘사에 신경을 쓴 그림이기 

때문에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사월초파일이 어린이에게 중요한 날이었다는 것은 호기놀이(呼

旗戲)라는 풍속과 근현대시기의 신문 기사 그리고 조선시대의 등회

에 관한 시에서 알 수 있다. 호기놀이는 어린이들이 사월초파일날 

사용할 연등의 제작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벌였던 모금 형태의 놀

이이다. 어린이들은 초파일 수십 일 전에 긴 장대에 종이로 만든 깃

54) 연날리기, 바람개비, 제기차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민속박물관민속연구과, 
『한국세시풍속사전』 (국립민속박물관, 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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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을 꽂고 성 안을 돌아다니며 쌀과 포(布)를 추렴했다. 호기놀이는 

고려 공민왕(恭愍王, 1330~1374) 때 처음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기록에 따르면 왕은 대궐의 뜰에서 호기동(呼旗童)의 놀이를 관람하

고 그들에게 포를 하사했으며 사대부나 민간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권유했다고 한다.55) 호기놀이에 대한 기록은 성현(成俔, 

1439~1504)의 『용재총화(慵齋叢話)』56)와 조선 후기의 세시기들

에도 보인다.   

     최남선(崔南善)은 『불함문화론(不咸文化論)』에서 호기를 고

대부터 전해오던 부정한 것을 풀어내기 위한 무구(巫具)나 그 의례

일 것으로 보았다. 그는 2월 연등회인 상원연등회가 상원영등신앙

(上元影燈信仰)과 관련이 있고 영등신앙에서도 흰 천이나 종이를 매

단 나뭇가지가 등장하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를 근거로 그는 호기놀

이가 정화 의례의 성격과 부합하며 연등회를 시작하기 전에 치르는 

정화 의례라고 주장하였다.57) 

     편무영도 『초파일 민속론』에서 무당이 영등대를 갖고 요령

(搖鈴)을 흔들어 주문을 외우며 각 집을 방문한다는 거제도의 기록

이 『동국세시기』에 수록된 호기놀이의 모습과 유사한 점을 지적

55) 『高麗史』 권40, 「世家」 40. “辛丑, 燃燈觀呼旗戱於殿庭賜布國俗以四月, 八日是
釋伽生日家家燃燈前期數旬群童剪紙注竿爲旗周呼城中,街里求米布爲其費謂之呼
旗。신축일에 연등하고 대궐 뜰에서 호기희를 관람하고 포를 하사하였다. 나라 풍
속에 4월 8일은 석가모니의 생일이므로 집집마다 연등하였다. 수십일 앞서부터 여
러 아이들은 종이를 오려 장대에 붙여 기를 만들어 도성안의 거리와 마을을 돌며 
외치면서 미포를 구하여 그 비용으로 삼았는데 이를 호기라 하였다.”

    『高麗史節要』 권28, 「恭愍王」. “王觀呼旗童戲於殿庭, 賜布百匹。 國俗以四月八
日是釋迦生日, 家家燃燈, 群童翦紙, 注竿爲旗, 周呼城中街里, 求米布爲其費, 謂之
呼旗。왕이 호기동의 놀이를 대궐 뜰에서 구경하고 포 100필을 내려주었다. 나라 
풍속에 4월 8일에 석가모니의 생일이므로 집집마다 연등하였다. 여러 아이들은 종
이를 오려서 장대에 붙여 기를 만들어 도성 안의 거리와 마을을 돌며 외치면서 
미포를 구하여 그 비용을 삼았는데 이를 호기라 하였다.” 

56) 4월 8일에 연등한다. 세속에 전하는 말로는 이날이 석가여래가 탄생한 날이라 한
다. 봄에는 아이들이 종이를 오려서 기를 만들고 물고기 껍질을 벗겨 북을 만들어 
떼를 지어서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등불 켜는 기구를 구걸하는데 이를 호기라 한
다. 성현 저, 홍순석 역, 『용재총화』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09), p. 84-85 참조.

57) 최남선, 『불함문화론』 (우리역사연구재단, 2008), p. 193.



- 32 -

하였다.58) 그는 호기놀이가 연등에 쓰일 재료를 구하려는 목적 외

에도 의례 공간을 정화하려는 의도를 겸하는 행위라고 설명하였다. 

     이윤수는 「연등축제의 역사와 문화콘텐츠적 특성」에서 정화

의 역할을 어린이들이 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어린이들의 호기

풍속이 사월초파일을 어린이날과 다름없는 역할을 하는 명절로 굳

어지게 했다고 주장하였다.59) 또한 그는 근현대의 신문 기사를 근

거로 어린이날의 역할을 하는 초파일의 성격이 일제 강점기에도 이

어졌다고 언급하였다.60) 

 음력 4월파일 전부터 아이들이 딱총을 놀면 집에 불을 내기에 

아이 밴 여인네 낙태하기에 아이들이 데이기와 …(중략)… 경무

청에서 엄금하였더라.61)

신문 기사는 사월초파일을 맞이한 어린이들의 극심한 딱총 놀이가 

사회문제임을 지적하며 딱총 놀이를 금지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는 

사월초파일에 어린이들의 어떤 놀이는 사회 문제가 될 정도로 격렬

하게 행해졌다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사월초파일은 어린이들이 적

극적으로 놀이 문화를 즐겼다는 의미이다.   

     등회의 정경(情景)을 잘 담아낸 조선시대의 시로는 서거정(徐

居正, 1420~1488)의 「종가 관등(鍾街觀燈)」이 있다. 이 시에서 

서거정은 저잣거리에서 뛰어 놀고 있는 아이들을 묘사했다. 

 장안 성중 수많은 집에 밤새도록 연등이 노을처럼 환하네. 삼

천 세계가 온통 산호수요, 24교가 어디나 연꽃이네. 동쪽 거리

58) 편무영, 『초파일 민속론』 (민속원, 2002), p. 38 참조.
59) 이윤수, 앞의 논문 (2012), p. 131-132 참조.
60) 이윤수, 앞의 논문 (2012), p.198 참조.
61) ‘잡보’, <독립신문>, 1896년 5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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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서편 저자는 모두 대낮과 같고, 떠들고 달리는 아이들은 잔

나비보다 더 빠르네. 북두칠성이 난간에 기울도록 등을 거두지 

않으니, 황금루 앞에서는 새벽 시간을 재촉하네.62)  

거리를 뛰어 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은 등회를 대표하는 이미지로 

채택되어 시에 형상화 되었다.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즐겁게 노는 모

습은 등회를 떠올릴 수 있는 역할을 했다. 즉 사월초파일은 아이들

이 즐겁게 놀이를 하며 보내던 명절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이유

로 사월초파일에 열렸던 등회를 시각화할 때는 어린이의 놀이 모습

과 활동에 주안점을 두고 표현해야 한다. <태평성시도>에 유난히 

많은 아이들이 다양한 놀이 문화를 즐기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한편 <태평성시도>는 여백이 거의 없이 인물과 건축물로 화면

이 가득 차 있다. 병풍(屛風)이라는 장황(裝䌙) 방식과 높은 곳에서 

넓은 면적을 내려다보는 부감시(俯瞰視)는 <태평성시도>를 복잡하

게 구성할 수 있는 요소들이다. 그러나 병풍과 횡권(橫券)이라는 장

황 방식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태평성시도>는 <청명상하도>에 

비해 훨씬 복잡한 느낌이 든다.

     <태평성시도>를 자세히 보면 의도적으로 많은 요소를 그려 넣

으려 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태평성시도>에는 공사 중인 한 개

의 패루(牌樓)를 포함해 총 여섯 개의 패루가 등장한다. <청명상하

도>에는 명대(明代) 구영 전칭작(傳稱作)에만 한 개의 패루가 그려

져 있다. 그림의 길이가 6m가 넘는 <청명상하도>에도 한 개의 패

루만이 그려진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태평성시도>는 굉장히 많은 

패루가 그려져 있다.

    녹로(轆轤)를 이용해 패루를 공사하는 장면에도 얼레에 투입된 

62) 徐居正, 『詩歌詞集』, 「鍾街觀燈」. “長安城中百萬家, 一夜燃燈明似霞, 三千世界
珊糊樹, 二十四橋芙蓉花, 東街西市白如晝, 兒童狂走疾於狖, 星斗闌干爛未收, 黃
金樓前催曉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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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많다.『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의 

기록에서 얼레에 투입된 인원은 8명이다. 반면 <태평성시도>에는 

1.5배의 인원인 12명이 그려져 있다(도 26). 과도한 인원의 투입은 

<태평성시도>의 다른 장면에서도 나타난다. 건축 현장에서 톱을 사

용하는 장면이 이에 해당된다(도 27). 일반적으로 조선시대 회화 자

료나 근대 시기의 사진에서는 대부분 두 명의 인력으로 작업이 이

루어지는데 <태평성시도>에는 세 사람의 힘으로 톱을 켜고 있다.63) 

     <태평성시도>의 경우 <청명상하도>에 비해 모든 건물의 내부

가 잘 보이게 그려져 있다. <청명상하도>는 <태평성시도>와 달리 

건물 간의 지붕선이 겹쳐져 내부가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도 

28-1~2).64) <태평성시도>는 건물군(建物群) 단위로 방형(方形) 배

치를 기본으로 하고 건물의 외연(外緣)에 계속 건물을 추가하면서 

표현 공간을 넓히고 있다. <태평성시도>에서 보이는 이러한 공간 

구성은 복잡한 건축물의 형태와 다양한 활동으로 꽉 찬 건물 내부

를 만들었다. 

     또한 <태평성시도>는 행렬과 군중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거리가 복잡하게 그려졌다. 도로에는 열을 지어 걸어가는 행

렬뿐만 아니라 많은 행인, 상인 등의 군중이 그려져 있다. 특히 <태

평성시도>에는 행렬과 군중이 뒤섞인 모습으로 그려져 떠들썩한 거

리의 모습을 표현하였다(도 29). 이는 거리의 모습이 그려진 행렬도

(行列圖)에서 행렬과 군중이 명확히 구분되어 그려진 것과 다른 양

상이다. <태평성시도>는 도로의 공간을 활용하는 면에서는 중국 행

63) 이미애, 앞의 논문 (2015), pp. 77-88 참조.
64) 명대 구영의 전칭작으로 분류되는 <청명상하도>의 경우에는 건물과 건물 간의 

지붕선이 겹쳐지면서 가로변(街路邊)에 위치한 가게의 내부는 깊숙이 들여다보이
지만, 건물에 가려진 중정(中庭)이나 건물 내부의 활동은 많이 드러나 보이지 않
는다. 청원본(淸院本)으로 분류되는 <청명상하도>는 명대 구영본보다는 건물 안의 
공간에서 활동하는 인물들의 비중이 크지만 <태평성시도>처럼 적극적으로 공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인물의 활동을 묘사하는 데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수미, 앞의 논
문 (2004), p. 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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렬도류의 회화 전통과 비교해볼 수가 있다.65)

     <태평성시도>의 의도적으로 복잡하게 구성된 화면은 당시 조

선시대 등회의 분위기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

라고 생각된다. 사월초파일에 열렸던 등회는 조선 후기부터 전 국민

이 즐기는 성대한 축제로 자리 잡았다. 기록에 따르면 등시는 등회

를 보기 위해 전국에서 몰려든 사람으로 북적였다고 한다. 1910년

대의 신문 기사에는 이런 복잡한 초파일의 분위기를 잘 기록하고 

있다. <매일신보>의 기사에는 공연과 ‘등’을 보기 위해 찾아오는 관

람객들이 많아지자 1913년 중앙포교당에선 사월초파일 당일의 복잡

함을 피하기 위해서 입장권을 사용할 정도였다고 한다.66) 1915년 

<매일신보>의 ‘독자 구락부’에 실린 투고에는 사월팔일이라 사람들

이 끔찍하게 많이 나왔고 경성 사람 대부분이 나왔을 것으로 추정

한다는 글이 실려 있다.67) 복잡하게 구성된 <태평성시도>의 화면은 

이런 등회의 분위기를 반영하려는 의도라고 생각된다. 

2. 등시(燈市)로 표현된 이상 사회

     <태평성시도>는 등시의 풍경을 중심 소재로 한 작품이다. 그

러나 <태평성시도>에 그려진 등시가 열린 도시는 조선 후기의 등시

로 보이지 않는다. 작품에는 조선 후기의 등시를 전달할 수 있는 특

성인 시간성과 장소성에 대한 정보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

이다. 조선 후기의 등시는 음력 사월초파일에 종로부터 남산을 포괄

하는 지역에서 열렸던 시간성과 장소성이 분명한 묘시였다. 그러나 

65) 이수미, 앞의 논문(2004), pp. 30-31.
66) ‘佛祖降生紀念禮式’, <매일신보>, 1913년 5월 13일. 
67) ‘독자구락부’, <매일신보>, 1913년 5월 15일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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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성시도>에는 그와 관련된 정보가 전혀 그려지지 않았다. 

     음력 사월초파일에 열렸던 등시는 초여름이라는 계절적 특징

이 있다. 더욱이 사월초파일은 석가 탄신일(釋迦誕辰日)이란 시간성

을 보다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정보를 함유하고 있었다. 조선의 등

시는 장소성도 뚜렷했다. 등시는 종로에서 청계천을 아우르는 범위

에서 열렸다. 종로와 남산은 등시를 떠올릴 수 있는 구체적인 공간

이 분명했다.68) 

     불교의 명절인 석가 탄신일은 시간성을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는 좋은 요소이다. 조선 후기 사월초파일69)은 명절이었으나 국가

적인 의례 행사는 없었다. 이 날은 현대의 명절처럼 개인이 주체가 

되어 각자의 시간을 보내는 날이었다. 등시는 사월초파일의 풍속 중 

민간이 가장 대중적으로 즐기는 풍속으로 자리 잡아 성대하게 열렸

다. 이런 이유로 조선시대 사월초파일은 등회인 등시가 열리는 세시 

풍속으로 주로 소개된다. 그러나 일부 기록들에서 이 날이 석가 탄

신일이란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종직(金宗

直, 1431∼1492)의 『점필재집(佔畢齋集)』에는 사월초파일의 풍속

에 대해 기술하면서 사찰에서 열리는 욕불(浴佛) 의식을 소개했

다.70) 오광운(吳光運, 1689∼1745)의 『약산만고(藥山漫稿)』에도 

68) 「남산팔영」의 「척헌관등」과 「한도십영」의 「종가관등」만 보더라도 남산과 종로가 
관등을 즐기는 등회를 대표하는 공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당시 노
인들의 평생소원(平生所願)이 남산의 잠두봉(蠶頭峰)에 올라 등회의 경관을 보는 
것이라 효도를 위해 지방에서부터 올라왔다는 기록들도 있다. 조선 시대의 등회는 
한양의 종로와 남산 일대라는 구체적인 장소성이 분명한 축제였다. 

69) 기본적으로 ‘초파일’은 '초(初)-팔일(八日)'에서 비롯된 낱말로 그 달의 여덟째 날
을 뜻한다. ‘ㄹ’이 탈락하는 것은 음운 현상인 활음조(滑音調) 현상을 인정하는 한
글 맞춤법(제6장 1절 52항)에 따르기 때문이다. 원래 사월초파일은 등회가 위주가 
되는 명절이었고 석가 탄신일에 대한 인식은 그에 비해 강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
월초파일은 현대에 들어서 불교의 주요 명절로 채택되고 성탄절과 종교적 형평성
을 주장하며 국가 공휴일이 됐다. 언제부터인가 초파일은 석가 탄신일인 4월 팔일
만을 가리키게 되었고 "부처님 오신 날, 석가 탄신, 석탄일, 불탄일 "과 동의어처
럼 변했다. 

70) 金宗直, 『佔畢齋集』 권1, 「四月八日夜」. “與兼善登南山脚觀燈。時兩宮與世子。
在圓覺寺。作法事。極西誰道聖人生。幻做鯷岑不夜城。徹曙魚環蓮焰舞。滿天星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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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월초파일을 욕불일이라고 언급하고 있다.71) 

     욕불 의식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을 기념하여 탄생불(誕生

佛)을 장엄하고 관정하는 법회이다. 욕불은 부처님을 목욕시켜 드린

다는 뜻이 담겨 있다. 욕불 의식은 탄생불을 룸비니 동산의 화원을 

상징하는 꽃바구니로 장식한 불단에 모시고 감로다(甘露茶)를 상징

하는 향탕수를 정수리부터 쏟는 의식이다. 욕불 의식은 석가 탄신일

의 중요한 행사로 욕불회(浴佛會), 관불회(灌佛會), 불생회(佛生會), 

용화회(龍華會), 석존강탄회(釋尊降誕會) 등으로도 불린다.72)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에 편찬된 세시풍속지에서도 사월초파

일 항목에 욕불일이란 단어를 언급하며 불교와 관련된 음식 풍속을 

하나 소개하고 있다. 홍석모(洪錫謨, 1781∼1857)가 1849년에 쓴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는 사월팔일을 “욕불일로 석가가 탄생

한 날이다”라고 설명하고 부처탄신일 소찬이라는 음식 풍속을 소개

하고 있다. 부처탄신일 소찬은 석남잎으로 찐 시루떡과 삶은 검은 

彩棚明。禪寮競遺香糖水。御樂遙聞法部聲。自愧吟詩仍大瘦。未隨釵髻到鷄鳴。觀
燈君。士女塡咽街巷。頗有醜聲。사월초파일 밤에 겸선과 함께 남산 기슭에 올라 
관등을 하였는데, 이 때 양궁과 세자는 원각사에서 법회를 보았다. 서역에서 성인
이 났다고 누가 말했던고, 드디어 조선 땅에 불야성을 만들어내는구나. 새벽까지 
목어는 연꽃 모양의 등을 돌며 춤추고, 하늘 가득한 별들은 채붕에 얽혀 밝아라. 
승려들은 다투어 향당의 물을 끼얹고, 대궐 음악은 멀리 법부곡 소리가 들려오네. 
나는 크게 야윈 몸으로 시나 읊고 앉아서, 남녀들 따라 닭 울도록 못 노는 게 부
끄럽네-관등하는 사녀(士女)들이 길거리를 가득 메웠는데 꽤나 추한 소문이 있었
다.”

71) 吳光運, 『藥山漫稿』 권3, 「村舍浴佛夕」. “歲歲玆辰會友朋。如今孤卧白雲層。高
懸一片松梢月。不羡長安萬戶燈。시골집에서 욕불일 저녁에. 해마다 이 날에 벗들
이 모여서, 지금처럼 백운 속에 높이 누웠네. 한 조각 달이 소나무 끝에 높이 떠
오르니, 서울의 온 집에 등불 밝히는 것 부럽지 않네.”

    吳光運, 『藥山漫稿』 권4, 「浴佛俗節, 携諸君上山觀燈」. “登陟驚身老。昇平送目
長。星辰渾世界。天地極文章。歷歷誰能數。溶溶殊未央。驪光與佛瑞。闘勝一看
塲。욕불일 속절에 제군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 관등하다. 높은 산에 오르며 몸이 
늙은 것에 놀랐고, 태평한 기운은 눈길 닿는 곳까지 이어졌네. 캄캄한 밤에 별만 
온 세상에 비추니, 천지는 그야말로 아름다운 문장이 빛나네. 또렷이 보이지만 누
가 헤아릴 것인가? 무수히 많아 전혀 끝이 없는데, 여룡의 구슬 빛과 부처의 서광
이 우열을 다투는 것 한바탕 볼만하네.” 

72) 오인, 『불교세시풍속』 (운주사, 2014), pp. 14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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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이나 팥 그리고 데친 미나리 등으로 구성된 초파일 명절 음식이

다. 부처탄신일 소찬은 손님에게 대접하는 음식이기도 했지만 등간 

밑에 차려 놓는 음식이기도 했다. 

     욕불일과 부처탄신일 소찬에 관한 기록은 『동국세시기』 외

에도 19세기 이규경(李圭景, 1788∼1856)이 지은 『오주연문장전

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1795년에 조수삼((趙秀三, 1762∼1849)

이 쓴 『추재집(秋齋集)』, 권용정(權用正, 1801∼?)의 「한양세시

기(漢陽歲時記)」, 김형수(金逈洙)의 「농가십이월속시(農家十二月俗

詩)」, 최영년(崔永年, 1856∼1935)의 「명절풍속(名節風俗)」, 유

만공(柳晩恭)의 『세시풍요(歲時風謠)』 등에도 전한다. 

     <태평성시도>가 제작된 조선 후기의 사월초파일은 등회의 풍

속이 우세하긴 했지만 석가 탄신일의 풍속도 공존했다. 조선 후기에

는 석가 탄신일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욕불 의식과 부처탄신일 소

찬이 대표적인 풍속이었다. 이러한 풍속의 혼재는 조선 후기 등회의 

특징이기도 하다. 석가 탄신일의 풍속은 모든 등회와 연관성을 갖지

는 않는다. 등회는 고대 중국에서 기원해 삼국시대에 전래된 긴 역

사를 가진 풍속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석가 탄신일의 풍속은 조선 

후기 등회의 시간성을 나타내는 것에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태평성시도>에는 욕불 의식도 부처탄신일 소찬도 그려져 있

지 않다. <태평성시도>는 부감시로 아주 넓은 범위를 그린 그림이

다. 그림의 한 편에 욕불 의식이 행해지는 사찰이 있다면 조선 후기 

등회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담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태평성시

도>의 사찰은 그림의 상단인 원경에 위치하며 탑으로만 그 존재를 

알 수 있을 뿐이다(도 30). 

     <태평성시도>의 구성이 욕불 의식이 행해지는 사찰의 모습을 

그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부처탄신일 소찬을 

생략한 부분은 매우 의아하다. 부처탄신일 소찬은 등간 밑에 차려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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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풍속이 있었기 때문이다. <태평성시도>는 등간을 주요하게 묘사

한 그림으로 작품의 전체에 등간이 곳곳에 위치한다. 그러나 그림에

는 부처탄신일 소찬이 그려지지 않았다.

     <태평성시도>는 조선 후기 등회의 시간성을 보여줄 수 있는 

석가 탄신일의 풍속을 완전히 배제하고 그렸을 뿐만 아니라 등시의 

장소성도 표현하지 않았다. 조선 후기 사월초파일에 열렸던 등시는 

열렸던 장소의 범위가 명확했다. 그러나 <태평성시도>에는 조선 후

기 등시의 장소성을 대표할만한 표지가 전무(全無)하다. 

     <태평성시도>에서 조선 후기의 등시에 한정되는 정보를 나타

내는 것은 등과 등간의 표현뿐이다. 등에 관련된 표현을 제외하면 

등시를 나타내는 표현들은 모든 등회가 공유하는 특징에 대한 것이

다. <태평성시도>의 등시는 제작된 지역과 시기에 대한 정보를 반

영하려는 목적이 없어 보인다. <태평성시도>는 중국식 건축물과 중

국의 복식을 한 인물들로 가득 찬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이러한 표

현 또한 <태평성시도>의 등시가 조선 후기의 등시를 나타내려는 의

지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태평성시도>의 제작 태도는 같은 시기에 제작됐던 <성시도

(城市圖)>와 확연히 다르다. 두 작품은 모두 상업화와 도시화에 대

한 새로운 이상(理想)의 반영으로 제작된 도시풍속화이다. 그러나 

<성시도>는 제작 당시 조선을 풍속을 그려 시간성과 장소성을 명확

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작품이다. 

     <성시도>는 현재까지 확인된 바가 없고 기록으로만 그 실체가 

전해진다.73) <성시도>에 대한 기록은 『내각일력(內閣日曆)』 및 

『일성록(日省錄)』과 이덕무(李德懋, 1741~1793)의 『아정유고(雅

73) <성시전도>는 현재까지 확인된 실체가 없으며 김희경에 의해 ‘성시풍속도’라는 
이름으로 연구가 된 적이 있다. ‘성시전도’라는 이름의 서울의 옛 지도가 있지만 
연구자나 소장자가 자의적으로 이름을 붙은 경우이다. 이수미는 본인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조선 후기의 성시도를 분류하며 이 경우를 <朝鮮城市圖>로 대표되는 도
성도(都城圖)의 지도계열로 분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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亭遺稿)』에서 찾을 수 있다.『내각일력』과 『일성록』에 등장하는 

<성시도>에 관한 첫 번째 기록은 1792년(정조 16) 4월 24일 기사

에 보인다.74) 이 기사에 따르면 정조(正祖, 1752~1800)는 내각(內

閣)의 각신(閣臣)을 비롯한 검서관(檢書官), 초계문신(抄啟文臣) 등에

게 ‘성시전도(城市全圖)’라는 시제(詩題)로 시를 짓도록 명했다고 한

다. 이때 문체는 칠언백운고시(七言百韻古詩)로 압운은 ‘시(市)’로 정

했다. 그리고 3일 후인 4월 27일에 정조는 신하들이 제진(製進)한 

「성시전도시(城市全圖詩)」를 친히 읽고 그 고과(考課)를 평하였다. 

또 다른 기록인 이덕무의 『아정유고』에서는 “앞서 임금께서 도성

의 풍물을 그려 병풍으로 만들고 이름을 ‘성시전도’라고 하였다. 임

자년(1792, 정조16) 4월 금직의 여러 신하에게 (성시전도)를 제진

하도록 하였다.”라는 기록이 보인다.75) 

     <성시도>에 대한 마지막 기록은 『내각일력』에 남아 있는 규

장각(奎章閣) 자비대령화원(差備待令畵員)의 녹취재(祿取才) 기사들

에 관한 것이다. ‘성시전도’를 시제로 녹취재가 처음 실시된 것은 

1796년(정조 20) 6월 25일이다. 규장각의 녹취재에서 성시도의 시

74) 『日省錄』, 正祖 16年 4月 24日(壬子) 條. “考下禁直諸臣應製及抄啓文臣課試試券
仍命抄啓文臣 檢書官更試禁直諸臣亦令應製 禁直諸臣應製兵曹佐郞 朴孝成以三下
居首紙二券筆二枝墨二笏賜給兵曹五郞鄭東榦以次上居之次紙一卷賜給抄啓及檢書
官試券則皆失意別無可取者以城市全圖爲七言百韻古詩題命抄啓文臣及檢書官更試
禁直則昨日應製諸臣及今日新除人亦令應製。” 

75) 李德懋, 『雅亭遺稿』 권12, 「城市全圖」. “壬子四月命禁直諸臣製進。兵曹佐郞申光
河，檢書官朴齊家，檢校直閣李晩秀，右副承旨尹鼎秉及公，兼檢書官柳得恭，同副
承旨金孝建，前奉敎洪樂游，行左承旨李集斗，檢校直閣徐榮輔，前奉敎李重蓮，左
副承旨李百亨，兵曹佐郞鄭觀輝，右承旨申耆，注書徐有聞，兵曹正郞鄭東幹，前檢
書官李藎模。被選優等。六人之券。各有御評。公之券。書雅字。命六人。再試金剛
一萬二千峰五十韻排律。”이 기록은 이덕무가 쓴 것이 아니라 1793년 이덕무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문집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그의 아들 이광규가 기록한 것이
다. 또한 이 기록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간본 『아정유고』에만 나오고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에는 이 기록이 없다. 『아정유고』는 이덕무
가 세상을 떠나고 2년 후인 1795년(정조 19)에 정조의 명으로 편찬되었으며 1797
년(정조 21) 2월 28일에 간행되었다. 즉 이 기록은 후에 덧붙여진 것으로 ‘성시전
도’를 시제로 화원들의 녹취재(祿取才)를 처음 시행한 것은 『내각일력』의 기록처
럼 1795년(정조 20) 6월 25일이 처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박현욱, 『성시전도
시로 읽는 18세기 서울–13종 성시전도시 역주』 (보고사, 2015), pp. 11-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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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특히 국왕들이 출제하는 삼차(三次)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었

다. 이 화제는 화제상(畫題上)으로는 “성시전도(城市全圖)”나 “성시

도(城市圖)”, “성시거마(城市車馬)”처럼 다소의 변화가 있었지만 총 

8회에 걸쳐 출제되어 단일 화제로는 가장 많이 출제된 속화의 화제

였다.76) 

     이외에 <성시도>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은 아니지만 <성시도>

라는 그림이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기록인 「성시화기(城市畵

記)」가 있다. 성시화기는 순조가 14살 때인 1803년 남긴 것으로 

<성시도>를 궐내에서 감상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현재 <성시도>가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성시도>의 연구는 

위의 기록들과 「성시전도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성시전도

시」는 지금까지 이덕무(李德懋, 1741∼1793), 박제가(朴齊家, 

1750∼1805), 신광하(申光河, 1729∼1796), 서유구(徐有榘, 1764

∼1845), 이만수(李晩秀, 1752∼1820), 유득공(柳得恭, 1748∼

1807), 신택권(申宅權, 1722∼1801), 이학규(李學逵, 1770∼1835), 

신관호(申觀浩, 1810∼1888), 정동간(鄭東榦, 1755∼1813), 이희갑

(李羲甲, 1764∼?), 김희순(金羲淳, 1757∼1821), 이집두(李集斗, 

1744∼1820) 등 모두 13인의 작품이 알려져 있다.77) 

76) 이 화제는 정조 20년, 순조 7년, 12년, 헌종 2년, 3년, 4년, 7년, 8년에 출제되었
다. 강관식, 『조선 후기 궁중 화원 연구』 (돌베개, 2001), pp. 263-264. 

77) 1985년 『향토서울』 제 43호에 이덕무, 박제가, 박주대 등 3인의 작품이 역주되
어 소개되었다. 이후 2009년 안대회는 신광하, 서유구, 이만수, 이덕무, 유득공, 
박제가, 신택권, 이학규, 신관호 등 9인의 「성시전도시」를 『문헌과 해석』 2009년 
봄호에 소개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이를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성시전도시
와 18세기 서울의 풍경」이란 제목으로 『고전문학연구』 제 35집에 발표하였다. 이 
글에서 안대회는 『향토서울』 제 43호에 실려 있는 박주대의 「성시전도시」가 이학
규의 작품이라는 것을 밝혔다. 이어 안대회는 정동간, 이희갑, 김희순 등 3인의 
「성시전도시」를 발굴하여 『문헌과 해석』 2013년 봄호에 소개하였다. 그리고 2014
년 박현욱이 『향토서울』 제 87호에 이집두의 「성시전도시」를 소개하였다. 이로써 
지금까지 「성시전도시」는 이덕무, 박제가, 신광하, 서유구, 이만수, 유득공, 신택
권, 이학규, 신관호, 정동간, 이희갑, 김희순, 이집두 등 모두 13인의 작품이 알려
지게 되었다. 박현욱, 『성시전도시로 읽는 18세기 서울–13종 성시전도시 역주』 
(보고사, 2015), pp. 12-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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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2년 4월 24일에 있었던「성시전도시」의 제진에 몇 명이 

참여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정조가 고과와 평을 남긴 기록에는 17

명이 확인되고 그 중 이덕무, 박제가, 신광하, 이만수, 유득공, 정동

간, 이집두 등 일곱 편의 시가 전해진다. 서유구, 이희갑, 김희순 등

은 시의 제진에는 참여하였으나 등위(等位)에는 들지 못했다. 1792

년에 지어진「성시전도시」는 여전히 더 많은 작품이 발굴될 가능

성이 남아있다. 

     현전(現傳)하는 13편의「성시전도시」중 신택권, 이학규, 신관

호의 시는 후대에「성시전도시」를 모방하여 지은 경우이다. 이외에

도 작품 자체가 전하는 것은 아니지만「성시전도시」를 언급한 기

록이 전해진다. 이규경(李圭景, 1788~1856)의 『오주연문장전산고

(五洲衍文長箋散稿)』나 이유원(李裕元, 1814~1888)의 문집이 대표

적인 사례이며「성시전도시」는 개인 문집에서 여러 차례 언급된다. 

     「성시전도시」는 <성시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기록이

다. 그림이 남아 있지는 않지만「성시전도시」를 통해 그림의 제작 

경위나 그림의 성격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13편의

「성시전도시」는 모두 공통적으로 ‘당대의 한양이라는 장소’를 포

괄적으로 서술하는 것에 주안점(主眼點)을 두고 있다. 

   「성시전도시」의 구성 내용은 대체로 산, 강 등 자연 경관과 성

곽, 궁궐, 시전, 가로, 건물, 명승 등 도시 경관으로 나눌 수 있다. 

당대의 사회상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놀이와 세시 풍속, 인물과 동물 

또한 시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구성 요소들은 18세

기 말을 전후한 한양의 경관과 사회상을 잘 담고 있다고 할 수 있

다.78)  

     이와 같은 ‘한양이라는 장소’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은 18세기 

말 이후에 일어나는 독특한 현상이다. 그 이전에 한양을 파악하는 

78) 박현욱, 앞의 책 (2015), pp. 271-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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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팔경(八景)의 시각으로 한양

의 명승을 부각시키는 경우이다. 둘째는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

覽)』의 「경도(京都)」 조(條)처럼 한양 전체를 구조적으로 이해하

는 경우이다. 셋째는 한양의 주요 명소와 경승(勝景)을 각 개인의 

활동과 주거지를 묘사하는 방식으로 해석하는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넷째는 <수선전도(首善全圖)>와 <도성도(都城圖)>와 같이 지도로 

파악되는 경우이다. 18세기까지 한양을 전면적으로 묘사하는 회화 

및 문학 작품 혹은 인문 지리서는 거의 없었다. 18세기 중엽 이후 

실학과 사실주의적 시풍(詩風)이 학계와 문단에 풍미하면서 한양의 

지역적 특색을 살리는 작품들이 많이 등장했지만 그마저도 대체로 

부분적 묘사에 치중했다.79) 

     그러나 18세기 말엽 이후부터 당대(當代) 한양을 전면적으로 

서술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한양의 궁궐, 풍속, 승경, 산천, 시전 등

을 빠짐없이 기록해 한양의 물리적인 요소에서부터 인문적인 내용

까지 고찰한 서적인 『한경지략(漢京識略)』이 출판되었다.80) 18세

기 후반에서 19세기 중반은 조선의 세시풍속서들이 집중적으로 등

장한 시기이기도 하다. 유득공의 『경도잡지(京都雜誌)』, 김매순(金

邁淳, 1776∼1840)의 『열양세시기(列陽歲時記)』는 당시의 생활상

과 한양의 현실을 잘 담고 있다. 또한 강이천(姜彛天, 1768∼1801)

의 「한경사(漢京詞)」와 강준흠(姜浚欽, 1768∼?)의 「한경잡영(漢

京雜詠)」 그리고 장편가사인 「한양가(漢陽歌)」와 「한양오백년가

(漢陽五百年歌)」를 비롯한 많은 저작이 출현하여 당대 한양의 현실

을 드러냈다.81)

     조선의 당대 한양의 모습을 기록하고자 하는 의지는 『한경지

79) 안대회, 「城市全圖詩와 18세기 서울의 풍경」, 『고전문학연구』 35, 2009, p. 
216.

80) 이미애, 앞의 논문 (2015), p. 10.
81) 안대회, 앞의 논문 (2009), p.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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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의 서문에 실린 편찬 경위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에 와서는 신라와 고려 이하는 모두 이런 것이 없었

고, 고려시대의 도성과 궁궐의 제도만이 겨우 서긍(徐兢, 1091

∼1153)82)의 『고려도경(高麗圖經)』에서 찾아볼 수 있고, 우리 

조선시대의 궁전의 제도는 단지 동월(董越)83)의 「조선부(朝鮮

賦)」로서 약간 알 수 있다. 그러나 남의 나라 사신이 잠깐 지

나가면서 보고 들은 것이, 도리어 그 곳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

보다 나을 수 있겠는가? 비록 지금 한 개의 작은 현읍(縣邑)이

라도 꼭 읍지가 있는데, 더군다나 당당한 국가의 수도로서 오래

도록 기록한 문서가 없어서 되겠는가?84)

『한경지략』의 편찬 경위에서는 서긍과 동월을 언급하며 한양에 

대한 저작물이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남아 있는 「성

시전도시」 13종 중 5개의 작품이 같은 맥락으로 동월과 서긍을 언

급하고 있다.85) 

     한편 순조가 남긴 「성시화기」에는 “그 사람과 기물들의 모

습과 숫자를 기록하였다가 때때로 이를 보면 민간 여염의 일을 알 

수 있으리라. 계해년(1803) 8월 하한에 쓰다.”라는 글귀가 있다.86) 

82) 서긍은 1123년(인종 1)에 송나라의 사신으로 개경을 방문한 인물로 이때 보고 들
은 것을 그림과 곁들여서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을 편찬했다. 

83) 동월은 1488년(성종 19)에 조선에 왔던 중국 명나라 사신으로 당시 조선에서 얻
은 각종 견문과 감회들을 정리하여 「조선부(朝鮮賦)」를 지었다. 

84) 유본예 저·권태익 옮김, 『한경지략』 (탐구당, 1975), p. 3 재인용.
85) 서긍 혹은 동월을 언급한 「성시전도시」는 다음과 같다. 

   

이덕무 박제가 신광하 이학규 신관호
서긍 o o x x x
동월 o o o o o

86)  『純祖稿』 권3, 「城市畵記」. “…記其人物之形狀與數, 而時觀之, 以知民間閭巷之
事, 歲在癸亥仲秋澣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영인본, 1998, pp. 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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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귀는 민간의 풍속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다시 말하면 순조가 감상한 <성시도>는 민간의 풍속이 잘 표현된 

그림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사실들을 바탕으로 볼 때 1792년 정조의 명으로 처음 

제작된 후 여러 차례 그려진 <성시도>는 당대 한양의 풍속을 그렸

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성시도>는 한양이라는 장소성과 당대 조

선의 생활 풍속이라는 시간성이 시각화된 그림일 것이다. 이러한 장

소성과 시간성은 「성시전도시」에서 잘 드러난다. 「성시전도시」

에는 한양이라는 장소성을 떠올릴 수 있는 자연 경관과 인문 경관

이 공통적으로 보인다. 이는 각각 한양의 대표적인 산과 강 그리고 

궁궐과 관서 등 이다. 「성시전도시」에서 공유되는 것으로 확인되

는 한양의 대표적인 경관은 <성시도>에서도 한양의 장소성을 드러

내기 위해 그려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성시전도시」에 묘사

된 다양한 놀이 및 세시 풍속과 인물들은 당대 조선의 생활 풍속을 

자세히 드려다 볼 수 있게 해준다. 

     정조가 <성시전도>를 제작하고 「성시전도시」를 짓게 한 이

후 같은 주제로 적지 않은 그림과 장편시(長篇詩)가 지어졌다. 이 

사건은 한양이라는 장소를 소재로 도시 공간에 대한 접근이 새롭게 

이루어진 문화적 사건으로 평가받는다.87) 특히 도성 공간에 대한 

시각화에 있어서는 지도의 한계를 벗어나 도회지 풍경을 묘사한 속

화를 지속적으로 그리는 계기가 되었다. 그림 형태의 <성시도>는 

남아있지 않지만 <태평성시도>, <경기감영도>, <평양감사연회도> 

등의 그림들은 이전의 지도들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도시 공간을 그

린 그림으로 분류되고 있다. 

     <성시전도>는 도시 공간을 그린 그림의 전통을 확립한 그림으

로 <태평성시도>보다 선행하는 작품이다. 조선에서 도시 공간의 풍

87) 안대회, 앞의 논문 (2009), pp. 239-24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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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을 그리는 전통은 당대 조선의 생활 풍속을 담으려는 의지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태평성시도>는 도시의 풍속을 그린 작품이지만 

조선 후기의 등시를 표현하려하지 않았다. 

     한편 등회의 주요 공양물(供養物)인 등(燈)은 불교의 6대 공양

물 중 하나로 석가 탄신일의 공양물이다.88) 일반적으로 연등회(燃燈

會)는 불교적인 행사로 인식된다. <태평성시도>는 등이 중심이 되는 

축제의 시장인 등시를 그린 작품이다. 만약 등회가 등을 매개로 불

교란 종교적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면 <태평성시도>에는 불교적 색

채가 표현되었어야 한다. 등회 그 자체가 불교와 연관성이 있다면 

조선 후기의 풍속을 그림에 반영하느냐에 대한 제작 태도에 상관없

이 불교적인 도상이 그림에 그려져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림을 

제작할 당시 등회와 석가 탄신일이 시간성을 초월한 연관성을 공유

했는지를 당대인의 시각으로 검토해야 한다. 

     조선 후기의 기록들은 등회에서 석가 탄신일인 사월초파일을 

떠올리는 것은 매우 현대적인 시각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조선 후기 

세시풍속지에 관등 풍속은 사월초파일(四月初八日) 혹은 사월팔일

(四月八日)의 대표적인 풍속으로 소개되어 있다. 등석(燈夕) 혹은 욕

불일이라는 단어를 쓰긴 하지만 작게 다른 명칭으로 소개하고 있을 

뿐이다. 등회와 욕불은 사월초파일이라는 명절보다 작은 범위인 명

절의 풍속이었다. 조선시대에 등회와 석가 탄신일은 추석의 송편과 

성묘처럼 각각의 풍속으로 관련성이 없었다. 

     우리가 등시에서 석가 탄신일을 떠올리는 것은 해방 이후 불

교계가 등회의 풍속을 석가 탄신일로 적극적으로 끌어들였기 때문

이다. 석가 탄신일은 각종 대승경전(大乘經典)89)에 근거하고 있지만 

88) 불교 발생 초기부터 ‘등’ 공양은 불교 행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 왔다. 아시
아의 불교국가에서도 ‘등’은 향과 차‧꽃‧과일‧곡식 등과 더불어 ‘6법공양’의 하나로
써 의례의 필수 요소로 자리한다. 불교에서 이 여섯 가지 공양물은 불자가 실천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는 길인, 6바라밀에 맞춰 대비시키고 있다. 이때 ‘등’은 반야바
라밀, 즉 지혜를 상징한다. 이윤수, 앞의 논문 (2012), p. 2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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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외로 역사적으로 중요하게 기려지던 날은 아니었다. 삼국시대에는 

석가 탄신일의 행사 기록을 전혀 찾을 수 없다. 고려시대에는 거국

적인 불교행사가 기록상으로만 1000여 회 이상 거행되었고, 각종 

도량(道場), 법회(法會), 재회(齋會) 등 행사의 종류도 100여 가지에 

이른다. 그러나 고려시대에도 석가 탄신일은 중엽 이후의 행사 기록

은 있지만 큰 규모는 아니었다. 또한 인도나 중국 당·송대 석가 탄

신일 주요 행사는 행상(行像)과 욕불(浴佛)이다. 그렇지만 고려시대

의 석가 탄신일에는 두 가지 행사 모두 보이지 않는다. 

     석가 탄신일은 역사적으로 알고는 있지만 중요하게 챙기는 날

은 아니었고 등공양과 연관성도 미미했다. 등공양에 대한 인식은 

『삼국유사(三國遺事)』에도 보이며90) 고려시대 국가의 중요한 의례

인 상원연등회와 팔관회(八關會)는 등이 행사의 가장 주요한 공양물

이었다. 역사적으로 석가 탄신일과 등공양은 굉장히 별개의 요소였

으며 두 가지가 불교적 맥락으로 엮이지 않았다. 따라서 사월초파일

-석가 탄신일-등공양-연등회를 단순히 연결시키는 것은 각 용어와 

그 의미, 그리고 역사적 변화를 무시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91) 

     등회가 석가 탄신일과 연관성을 갖게 된 것은 일제 강점기 이

후의 일이다. 일제 시기에는 등회도 다른 풍속과 마찬가지로 일제에 

의해 일본식 석가 탄신일 행사인 하나 마쯔리(花祭)를 강요받으며 

변질의 길을 걸었다. 이 과정에서 등회에는 불교 의례인 군대식 제

등 행렬이 추가되어 기존에 없었던 종교적 색채를 띠게 된다. 일제 

시기에는 제등 행렬과 관불 의식이 석가 탄신일의 주요 행사 풍속

89) 석가 탄신일을 사월팔일로 기록한 경전은 『태자서응본기경(太子瑞應本起經)』, 
『수업본기경(修業本起經)』, 『불소행찬(佛所行贊)』, 『관세불형상경(灌洗佛形像經)』 
등이 대표적이다. 

90) 『삼국유사』, 「감통(感通)」 선율환생조(善律還生條)에는 불등(佛燈)의 공덕이 기록
되어 있어 이미 신라시대에 부처에 대한 등공양의 신앙이 널리 알려지고 실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91) 전철승, 「사월초파일의 민속화 과정 연구」, 『역사민속학』 15, 2002, pp. 
23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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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자리 잡았다. 해방 이후 별다른 석가 탄신일 행사 전통이 없던 

한국 불교계는 이를 이어갔다. 

     한국 불교계가 등회의 풍속을 적극적으로 불교풍속으로 끌어

들이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이후의 일이다. 한국 불교계가 석가 

탄신일을 주요한 행사로 지정하고 행사를 정비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은 기독교와의 대립 때문이다. 그들은 1949년 기독교의 크리

스마스가 공휴일로 지정되자 이에 대해 형평성을 주장하며 석가 탄

신일의 공휴일화(公休日化)를 요구했다. 1975년 석가 탄신일이 공휴

일로 지정되자 본격적으로 전통에 대한 재해석 및 현대적 축제화의 

길을 모색하였다. 1994년 조계종 개혁 이후 본격적으로 행사의 정

비를 시작했으며, 1996년 이후에는 행사 명칭을 ‘연등축제’로 바꾸

며 등회의 풍속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였다.  

     우리는 등회를 통해 석가 탄신일과 불교를 떠올리지만 조선시

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 조선시대에 등회와 석가 탄신일은 사월

초파일에 속하는 각각의 하위 항목일 뿐이었다. 또한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조선의 등회는 정월대보름에 열렸던 상원연등회(上元

燃燈會)와 관련이 깊다. 중국에서 기원한 상원연등회는 불교와 관련

된 종교적 색채가 전혀 없는 행사이다. 따라서 <태평성시도>의 제

작 목적이 등시의 정확한 전달이라면 석가 탄신일에 관한 요소들은 

배제되어야 한다. 

     <태평성시도>는 <성시도>와 달리 당대의 풍속을 기록하겠다

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태평성시도>는 등시를 소재로 이상 사

회의 모습을 표현하려 한 그림으로 생각된다. <태평성시도>는 한 

눈에 보기에도 중국적인 그림이다. 중국식 건축물과 중국풍의 인물

들이 그림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이다. <성시도>는 현전(現傳)하

지는 않지만 당대의 한양의 풍속을 그렸을 것으로 보인다. 정조대 

이후에는 <화성능행도8곡병(華城陵幸圖八曲屛)>과 같은 궁중기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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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당대 조선의 풍속을 보여주는 구경꾼들의 모습이 등장한다. 또

한 <태평성시도>와 함께 성시풍속도로 분류되었던 <경기감영도>와 

<평양감사연회도>에서도 조선의 건물과 인물들이 등장한다. 이런 

점들을 봤을 때 <태평성시도>는 당대의 풍속을 그릴 목적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태평성시도>는 조선 후기 등회의 풍속을 반영하기보다는 등

시를 바탕으로 이상 사회를 그리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월초파

일에 열린 조선의 등회는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라 상원연등회가 농

업 세시 풍속으로 정착한 것이다. <태평성시도>가 제작될 당시 청

나라의 상원연등회와 조선의 사월초파일 등회는 유사한 점이 많았

다. 우선 등시는 묘회 중에서도 상업적인 기능이 강한 시장이었다. 

두 나라의 등시 모두 시장이 형성되고 운영된 방식 및 판매하는 물

건의 종류에 큰 차이가 없었다. 또한 청나라의 등시도 여성과 아이

들이 적극적으로 즐기는 축제의 시장이었다.92) 

     <태평성시도>에 보이는 등회의 풍속은 조선 후기의 등시에 한

정되어 있지 않다. 작품에 보이는 등시 표현은 청나라 상원연등회의 

풍속과 혼재되어 있다. <태평성시도>에 그려진 어린이들의 놀이 활

동에는 상원연등회가 열렸던 정월대보름의 풍속이 섞여 있다. 작품

에는 청나라 황실의 상원연등회 공연인 서양추천도 그려져 있다. 

<태평성시도>에는 남성의 행렬에 종속되지 않고 단독으로 가리개가 

없는 수레를 타고 가는 여성들의 모습 세 군데나 등장한다. 이런 장

면들 또한 서경순(徐璟淳, 1808~?)이 『몽경당일사(夢經堂日史)』에 

92) 중국의 상원절은 다른 명절에 비해 특히 여성이 중심이 되는 시기였다. 상원연등
회에는 여성들만 참가하는 답교놀이라는 풍속이 있었다. 답교놀이는 전통적으로는 
여성들만이 참석했으므로 이 때 남성들이 여성을 따라 나서는 것도 금지되었다. 
답교놀이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어린이와 노인들로 확대되기도 하였다. 상원연
등회는 당시 남성에 비해 소외되었다고 할 수 있는 집단이 적극적으로 즐기는 것
이 허용된 풍속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이유로 중국은 정월대보름을 고대 여성들의 
광환절(狂歡節)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중국의 상원절인 원소절에 대한 자세한 사
항은 장웨‧왕샤오안‧리루하이,오영화 譯, 『원소절』 (사람사는세상, 2015)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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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했던 청나라 등시의 풍경을 떠올리게 한다. 아울러 <태평성시

도>에 나타난 등회의 풍속은 등의 모양와 등간의 표현 외에는 특정 

나라의 등회 풍속이라 판단할 수 없다.  

     <태평성시도>에 시간성과 장소성이 드러나지 않은 부분은 이 

그림이 당대 조선의 등시를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태평성시도>는 등회인 등시를 표현함으로써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어떤 이상 사회를 그린 것으로 보인다. 등회는 중국

과 조선에서 공유하고 있던 풍속이었다. <태평성시도>의 제작자는 

등시라는 소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조선의 등회와 중국의 

상원연등회의 풍속을 모두 그린 것으로 보인다. <태평성시도>에서 

유일하게 조선의 등시 풍속에 한정된 표현은 등과 등간의 표현이다. 

이런 양상은 등시에서 중요한 등과 관련된 표현을 상세하고 사실적

으로 묘사하는 의지로 인해 제작지인 조선의 풍속이 많이 반영된 

결과로 추정된다. 

     <태평성시도>는 등시를 소재로 어떤 이상 사회를 그리는 것을 

목표로 한 그림이다. 아울러 이 작품은 풍속의 기록이란 의도가 전

혀 없어 다른 성시풍속화와는 차별되는 독특한 그림이다. 기존의 연

구에서 <태평성시도>와 함께 성시풍속화로 분류되었던 <경기감영

도>, <평양감사연회도> 등은 당대 조선의 풍속을 반영하려는 목적

이 표현된 작품들이다. 그러나 <태평성시도>는 조선의 풍속을 반영

하려는 의도가 보이지 않는다. <태평성시도>는 조선의 도시를 기반

으로 제작된 작품이 아니다. <태평성시도>가 중국의 건축물과 중국

의 복식을 한 인물들로 가득 찬 것도 이러한 이유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 작품은 등시란 소재를 충실하게 표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태평성시도>는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는 등시가 열린 어떤 

이상 사회의 도시를 그린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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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등회(燈會)와 태평성세의 표상

1. 한양(漢陽) 팔경시(八景詩)의 전통과 태평(太平)

     <태평성시도>는 등시를 중심 소재로 이상 사회를 그린 작품이

다. 등시는 정조 12년(1788)에 친시(親試)의 시제로, 순조 6년

(1806)에 자비대령화원의 녹취재(祿取才)의 화제(畫題)로도 등장했

다. 이렇듯 등시가 문학과 회화의 제재(題材)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 이 경관에서 공유하는 특별한 상징성이 있었다는 뜻

이다. 정조 12년(1788)의 친시에서 삼상(三上)으로 거수(居首)한 윤

광안(尹光顔, 1757~1815)의 시와 순조 6년(1806)에 치른 녹취재의 

등시 그림은 현재 전하지 않는다. 본 장에서는 등시를 제재로 한 현

전하는 유일한 작품인 <태평성시도>를 통해 그 상징성을 추론하고

자 한다.  

     <태평성시도>의 제 3폭 하단에 그려진 문자등(文字燈)인 ‘태

(太)’와 ‘평(平)’은 그림 속 다양한 등 중에서도 유독 뚜렷하게 그 형

태가 보이는 등이다. 이 문자등은 그림의 가장 전면에 위치하고 있

으며 그 크기도 다른 등에 비해 크다. 두 문자등은 같은 건물에 달

린 다른 모양의 등들에 비해서도 크기가 큰 편이며 색상도 눈에 잘 

띈다(도 31).93) 문자등인 ‘태(太)’와 ‘평(平)’은 반쯤 잘려져 그려진 

93) ‘太’와 ‘平’의 문자등이 그려진 건물에는 총 8개의 등이 그려져 있다. 문자등은 
다른 6개의 등에 비해 확실히 크기가 크며 채색이 선명하다. 문자등인 ‘太’의 주
변에 그려진 물고기등은 그 전체의 크기가 문자등인 ‘太’의 한 획 정도에 불과하
다. 또한 문자등의 채색은 <태평성시도> 전체에서 가장 밝은 색인 솜과 그 밝은 
정도가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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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정중앙에 걸렸으며 밝은 흰색으로 채색되었다. 이런 양상은 

문자등을 등이 속해 있는 건물군의 표현에서도 특히 눈에 띄게 만

든다.  

     <태평성시도>는 건물의 표현이 자세하고 채색이 화려하다. 그

렇기 때문에 건물군 사이사이에 등간에 매달린 등들이 많이 그려져 

있지만, 보통은 등에 먼저 시선이 가지는 않는다. 하나의 건물군을 

본다고 할 때 가장 먼저 눈이 가는 곳은 지붕의 표현이다. 지붕의 

표현은 채색이 화려하면서도 차지하는 면적이 가장 넓기 때문이다. 

     지붕이 구현하는 입체감을 바탕으로 공간은 지붕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으로 나뉜다. 지붕의 아랫부분인 건물의 내부 공간은 지붕

들의 평행사선도법(平行斜線圖法)으로 입체감을 부여받은 곳이다. 

관자(觀者)는 지붕으로 공간을 인지한 후 다음 순서로 공간의 구성

과 그 공간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인지한다. 또한 지붕의 윗부분은 

건물의 외부 공간으로 지붕보다 높은 부분과 지면으로 구성된다. 

<태평성시도>는 지면이 지붕보다 높은 부분에 비해 많은 부분을 차

지한다. 부감시(俯瞰視)로 높은 부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시점으

로 그려졌기 때문이다. 작품의 원경을 제외하면 지면의 경우는 건물

군이 없는 그림 속 거의 모든 공간을 차지한다. 따라서 그림에서 지

붕보다 높은 부분은 관자의 인지가 가장 미약하게 일어나는 공간이

라고 할 수 있다. 

     <태평성시도>의 등은 지붕보다 높은 등간에 달려 있다. 작품

에서 등은 인지가 가장 미약하게 일어나는 공간인 지붕의 윗부분에 

그려졌다. 등은 그 위치가 인지의 우선순위(優先順位)에서 한 발짝 

떨어져 있다. 또한 등의 크기는 건물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편이다. 이런 이유로 의식적으로 등의 모양을 자세히 보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등의 모양을 알아채는 일은 쉽지 않다. 

     그런데 문자등인 ‘태(太)’와 ‘평(平)’은 그림의 하단 정중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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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하는 건물군에 달려있다. 그림의 하단은 부감시로 그려진 <태평

성시도>에서 가장 물상이 크게 그려지는 지점이다. 문자등은 같은 

건물군에 속한 다른 등들에 비해서도 확연하게 시선이 많이 가는 

등이다. 문자등은 건물군의 정중앙에 위치하며 가장 크고 밝게 채색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평(平)’의 경우 건물에 잘려져서 반만 그려

진 지붕의 윤곽선에 걸린 상태로 그려져 있다. ‘태(太)’의 경우에는 

지면에 겹치게 그려져 있다. 이러한 배치는 문자등이 다른 등들에 

비해 수월하게 인지될 수 있게 한다. 문자등인 ‘태(太)’와 ‘평(平)’은 

그림 속 다른 등에 비해 훨씬 발견하기 쉬우며 그 모양까지 뚜렷하

게 확인할 수 있는 등이다. 

     <태평성시도>에 등장하는 문자등은 ‘태(太)’와 ‘평(平)’ 단 두 

개뿐이다. 조선 후기 세시풍속지의 기록에 따르면 문자등은 ‘수복

(壽福), 태평(太平), 만세(萬歲), 남산(南山) 등’ 다양한 글자로 만들

어졌다. <태평성시도>에 묘사된 문자등처럼 획으로 그 모양을 분별

할 수 있는 형태도 있었고 글자의 모양을 종이로 만들어 등에 붙이

는 문자등도 있었다.94) 획으로 구분할 수 있는 첫 번째 도안의 경

우는 등에 글자의 모양을 붙인 도안의 경우보다 문자가 더 눈에 띄

94) 洪錫謨, 『東國歲時記』, 「四月八日」. “…燈名西苽蒜子蓮花七星五行日月毬船鍾鼓
樓閣欄干花盆轎子山樏甁缸鈴卵龍鳳鶴鯉龜鼈壽福太平萬歲南山等字燈皆象形紙塗, 
或用紅碧紗嵌雲母飾飛仙花鳥面面稜稜皆粘三色卷紙片紙旖旎翩, 鼓燈多畵將軍기騎
馬三國故事… 등의 이름에는 수박등·마늘등·연꽃등·칠성등·오행등·일월등·공등[毬
燈]·배등[船燈]·종등·북등[鼓燈]·누각등·난간등·화분등·가마등·머루등·병등·항아리등·
방울등·알등·용등·봉등·학등·잉어등·거북등·자라등과 壽福, 太平, 萬歲, 南山 등의 
글자를 넣은 등이 있는데 모두 그 모양을 종이로 만들어 등에 바른다.” 

    權用正, 『漢陽歲時記』, 「四月燈夕」. “시장에서 파는 등 중에 가장 많은 것은 하
도낙서(河圖洛書)의 괘모양이나 28수, 12진 같은 종류들인데 해마다 그 체제가 변
한다. 등불 중에는 형태로 분별하는 것도 있고, 숫자로 분별하는 것도 있으며, 스
스로 움직이는 것으로 분별하는 것도 있고, 획으로 분별하는 것도 있다. 북이나 
방울, 마늘과 오이, 잉어, 물고기, 影燈과 같은 것들은 형태로 분별하는 것이며, 
太極과 兩儀, 五行, 七星 등은 숫자로 분별하는 것들이다. 움직이는 것으로 분별
하는 것은 곤등(滾燈)이고, 획으로 분별하는 것은 자등(字燈)이다.”  

    이 두 자료를 볼 때 문자등은 붙이는 것과 문자 그 자체가 형태인 것 두 종류로 
나눠져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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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형태이다. <태평성시도>에 그려진 ‘太’와 ‘平’의 문자등은 다양한 

글자 중 특별히 선택되어 눈에 띄는 형태로 그려졌다. 

     앞서 언급했듯이 <태평성시도>는 등의 표현에 각별히 신경을 

쓴 그림이다. 그 등 중에서도 문자등인 ‘태(太)’와 ‘평(平)’이 가장 

두드러지게 그려진 것은 태평(太平)이라는 문자가 담고 있는 메시지

를 전달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이는 문학에서 등회를 소재로 한 

시들이 대부분 태평성대한 등회의 분위기를 묘사하는 것과도 일맥

상통한다. 문집에 남아있는 등회를 노래한 시들은 등회에 관한 조선

시대의 기록 중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 

     조선시대의 문집에서는 15세기 초부터 19세기 말까지 총 53

개의 등회에 관한 기록이 확인된다. 등회라는 동일한 시의 제재는 

비슷한 내용으로 조선시대 전체에 걸쳐 통시적으로 꾸준히 재생산

된 양상을 보인다. 이는 조선시대의 문학에서 등회의 경관이 조선 

전기 팔경시(八景詩)의 소표제(小標題)로 시작됐다는 점과 팔경시(八

景詩)가 조선시대 전체에 걸쳐 유행했던 사실과 관련이 깊다.95) 

     등회에 관한 문집 자료 중 가장 시기가 이른 작품은 정이오(鄭

以吾, 1347~1434)가 지은 「남산팔영(南山八詠)」의 소표제(小標

題)인 「척헌관등(陟巘觀燈)」96)이다. 이 시는 “사월팔일 관등놀이 

95) 한국 팔경시는 고려 무신 정권기부터 조선 후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작품이 
창작된 우리나라 한시사(漢詩史)에 있어서 유행한 장르이다. 『한국문집총간』
(1-240권)에는 260명이 쓴 780편의 작품이 남아 있으며, 이 각 편은 적어도 8수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실제적으로는 6천여 수 이상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
다. 조선 전기 서거정(徐居正)은 총 16편의 팔경시를 남겼으며, 중기의 남용익(南
龍翼)은 13편을 남기고 있다. 게다가 경승지에서의 유쾌한 시사(詩社)활동을 형상
화한 「옥계사십이승(玉溪社十二勝)」과 같은 작품은 조선 후기 여항인들이 향유한 
여항시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사실은 조선시대 내내 팔경시를 향
유하는 풍조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게 한다. 안장리, 『한국의 팔경문
학』 (집문당, 2002).

96) 鄭以吾, 「南山八詠」, 「陟巘觀燈」. “八日觀燈盛。昇平第幾春。萬龕明似畫。四境
靜無塵。虹焰蟠南斗。星芒拱北辰。通宵看未足。不覺到鷄晨。 사월팔일 관등놀이 
성대하니, 이는 태평한 세월 속에서 맞는 몇 번째 봄인가! 일만 초롱불 대낮같이 
밝으니, 사방이 고요하고 티끌 하나 없네. 붉은 불길 천 길이나 서린 듯, 별 광채 
북두칠성[北辰]으로 향했네. 밤을 새워도 구경 부족하여, 닭 우는 새벽에 이른 줄



- 55 -

성대하니 이는 태평한 세월 속에서 맞는 몇 번째 봄인가! (八日觀燈

盛。昇平第幾春。)”로 시작한다. 그 다음으로 등회가 시제로 다루어

진 것은 「한도십영(漢都十詠)」의 소표제인 「종가관등(鐘街觀

燈)」이다. 한도십영시는 월산대군 이정(月山大君 李婷, 1454∼

1488), 서거정(徐居正, 1420∼1488), 강희맹(姜希孟, 1424∼1483), 

이승소(李承召, 1422∼1484), 성임(成任, 1421∼1484) 등 다섯 명

의 작품이 전한다. 한도십영시의 제 9경인 「종가관등」은 초파일에 

열린 등회의 성대한 분위기를 묘사하며 태평함을 노래한다.

     성임과 이승소의 경우에는 각각 “태평한 기상이 모든 집들에 

넘쳐흐르고, 수많은 집과 성곽의 등불 빛이 붉은 노을보다 밝구나. 

(大平有象浮千家, 千家城郭凌紫霞。)”97), “온 거리의 가취가 태평을 

노래하고, 오경을 알리는 새벽 종소리 깨닫지 못하네. (九街歌吹樂

昇平, 不覺鍾傳五更漏。)”98)라며 태평이라는 시어를 직접적으로 사

용하고 있기도 하다. 

     「남산팔영」과 「한도십영」을 거치면서 조선의 등회는 팔경

시의 전통 속에서 태평성대의 상징성을 내포한 시제로 자리를 잡게 

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서거정과 그가 정리해 집성한 팔경시의 

영향이 지대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서거정은 23년간이나 대제학(大

提學)99)을 지냈으며 문형(文衡)의 별칭까지 얻었다. 그는 국가적·공

도 모른다네.”
97) 成任, 「漢都十詠」, 「鐘街觀燈」. “大平有象浮千家, 千家城郭凌紫霞, 攔街騎竹走

且呼, 爭看萬朶金蓮花, 明星燦爛夜成晝, 危竿入雲絶猿犺, 駿馬聯鞍賞未半, 曉箭
催罷金門漏。태평한 기상 일천 집에 넘치는데, 일천 집 성곽이 붉은 노을보다 밝
았어라. 거리 메운 대말[竹馬] 달리며 호령하는데, 일만의 금련화 늘어진 꽃송이 
다투어 구경하네. 밝은 별인 양 찬란하니 밤이 대낮 같고, 높은 장대 구름 속에 
드니 원숭이도 못 오르리. 좋은 말안장을 맞대고 구경하기 절반도 못 되는데, 새
벽 화살이 금문(金門)의 누수 끝내기 재촉하네.” 

98) 李承召, 「漢都十詠」, 「鐘街觀燈」. “無盡燈燃無盡家, 紅光相射如流霞, 玉繩低垂
明月珠, 瓊枝幻出玲瓏花, 照破昏衢作明晝, 觀者喜躍如躁狖, 九街歌吹樂昇平, 不
覺鍾傳五更漏。끝없는 인가에 켠 끝없는 등불, 붉은 빛이 서로 쏘아 흐르는 노을 
같네. 옥승 끝에 나직이 드리운 명월주, 경지에 환술로 핀 듯한 영롱한 꽃들. 어두
운 거리를 환히 비쳐 대낮을 만드니, 구경꾼들 좋아라고 원숭이처럼 뛰노네. 구가
의 가취가 태평곡을 부르니, 오경을 알리는 새벽 종 소리도 깨닫지 못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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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적 편찬 사업 및 개인적 저술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당대 관각문

학(館閣文學)을 이끌었던 인물이다. 조선 전기 문인들에게 서거정의 

영향력을 매우 컸다.  

     그는 『경국대전(經國大典)』을 편찬했고, 역대의 시문집을 망

라해서 선발한 『동문선(東文選)』을 편찬하는 큰 사업을 이룩했다. 

세조대(世祖代, 재위 1455~1468)에는 『오행총괄(五行總括)』, 

『명황성감언해(明皇誡鑑諺解)』, 『마의서(馬醫書)』등을 편찬했고, 

성종대(成宗代, 재위 1469∼1494)에는『제서유취(諸書類聚)』, 『삼

국사절요(三國史節要)』, 『오자주석(吳子注釋)』, 『역대연표(歷代

年表)』,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속동국통감(續東國通

監)』 등을 편찬했다. 이러한 사업들은 모두 국가의 문물제도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서거정은 이런 국가적·공식적 사업을 

이끈 핵심 인물이었다.

     서거정의 대표적인 개인적 저술로는 『동인시화(東人詩話)』, 

『골계전(滑稽傳)』, 『필원잡기(筆苑雜記)』 등이 있다. 『동인시

화』는 시화서이자 시학서이고, 『골계전』은 우스갯소리를 모은 것

이고, 『필원잡기』는 관청 주변의 일을 기록해둔 잡기류이다. 이 

세 편의 저작은 이전부터 내려온 잡문류의 전통을 그 형식적 특성

에 따라 셋으로 나누어 확립했다는 의의가 있으며 후대에도 계속 

읽혔다.100) 

99) 대제학은 나라의 학문을 바르게 평가하는 저울이라는 뜻의 ‘문형’(文衡, 조선시대 
홍문관과 예문관, 세종 때 집현전의 대제학을 일컬음)으로 불린 만큼 권위 또한 
대단했다. 임금도 인사에 관여할 수가 없었으며 문형이 되려면 대제학의 추천이 
있어야만 권점(이름 아래 찍는 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받았다. 물러나는 것도 
스스로 사임하지 않은 한 종신직이 보장되었다. 또한 문형의 별칭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었는데, 반드시 홍문관 대제학과 예문관 대제학 및 성균관(成
均館)의 대사성(大司成), 지성균관사(知成均館事) 등 나라 전체의 학문 관련 세 가
지 최고 직위를 모두 겸직하는 경우에 한하였다. 대제학은 3관(館)의 최고 책임자
로서 관학계(官學界)를 공식적으로 대표하는 직위이므로 학자로서 최고의 명예로 
여겨졌다. 품계(品階)는 판서와 동등한 정이품(正二品)이었지만 삼정승이나 육조
(六曹) 판서보다도 높이 대우하였다. 

100) 김성룡, 『여말선초의 문학사상』 (한길사, 1995), p.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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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시대 문학에서 서거정이 남긴 영향은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겠지만 팔경시라는 갈래에서 그의 성취 또한 돋보인다. 서거정

은 『동인시화』에서 당대 대표적인 팔경시로 이인로(李仁老, 1152

∼1220), 진화(陳澕), 이제현(李齊賢, 1287~1367), 이색(李穡, 

1328~1396) 등의 팔경시를 거론하여 팔경시에 대한 인식을 제고

(提高)시켰다. 뿐만 아니라 그는 『동국여지승람』에서 이전까지 있

었던 팔경시를 모두 모아 처음으로 집성했다.101) 

     서거정의 팔경시 집성은 조선 전기 팔경시의 성격을 규정했다

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동국여지승람』은 왕명에 의해 역대 시

문을 채집해 수록한 책이다. 팔경시는 ‘제영(題詠)’편을 따로 마련해 

누정이나 고적 등의 항목 아래에 있는 여타 시문들과 구별하였

다.102) 이는 제영편을 집필하는 의도가 단순히 시문을 모아 놓는 것

으로 만족하는 것은 아님을 말해준다. 서거정은 가문(家門)에 사장

(死藏)된 초고까지 애써 찾아서 제영편을 집필했다고 밝혔다. 그는 

『동국여지승람』에서 제영시를 힘써 찾아 수용한 이유로 “마지막

을 제영조로 한 것은 물상을 읊조려서 왕화를 칭송할 수 있는 것이 

진실로 시와 문밖에 없기 때문이다. (終之以題詠, 所以吟詠物象, 歌

頌王化, 實不外乎詩與文也。)”라고 언급하였다. 다시 말하면 『동국

여지승람』의 제영조를 구성하는 팔경시는 ‘물상을 읊조리며 왕화를 

노래함(吟詠物象 歌頌王化)’을 기준으로 선발되어 규정된 범주라 할 

수 있다.

     서거정의 이러한 기준은 그 자신을 필두로 한 당시 관각문인

101) 안장리, 『한국의 팔경문학』 (집문당, 2002), p. 90.
102) 제영(題詠)의 사전적 의미는 정해진 제목에 따라 시를 읊거나 또는 읊은 시가

(詩歌)를 말한다. 그러나 지리지나 읍지 등에 실려 있는 제영(題詠)은 주로 경승
지(景勝地)를 대상으로 읊은 자연에 대한 찬미의 내용이 대부분이며, 이외에도 
재실이나 사찰·누각·정자 등을 대상으로 읊은 한시이다. 그러나 서거정은 『동국여
지승람』의 제영편을 편찬할 때 ‘물상을 읊조리며 왕화를 노래함(吟詠物象 歌頌王
化)’이라는 자신의 기준을 만족하는 시만을 수록하여 조선 전기 팔경시의 성격을 
도출했다. 본고에서 다루는 팔경시는 『동국여지승람』의 제영편에 수록된 작품들
을 기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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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館閣文人)들의 문학관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들은 문학의 가장 

가치 있는 기능을 왕조 사업을 수행하는 일에서 찾았다. 그들이 생

각한 문학의 존재 가치는 물상을 읊조리면서 왕화를 칭송하여 노래

하는 것이며, 문학이 읊는 물상은 그 시대의 왕화를 드러내는 것이

어야 했다. 조선 전기 관각문인들의 문학관은 조선 전기 팔경시의 

가장 큰 특징으로 그대로 귀결된다. 

     주변의 경승을 세련된 형식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투영

된 문학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다. 그러나 고려시대부터 도입된 팔경

시는 고유한 특징이 있다. 팔경시는 각 소표제가 “경물(지명)+경물

(지명)의 의의”라는 형식으로 창작자의 미적 판단에 의해 선택적으

로 구성된다. 선택된 경물은 각각의 특성에 맞춰 시로 형상화되지만 

이렇게 나누어진 모든 경물을 통괄하는 하나의 큰 원리가 존재해야 

한다. 그 결과 팔경시는 자연경물을 노래한 다른 어떤 계열의 시군

(詩群)103)과는 다른 매우 독특한 특성을 가진다. 우선 팔경시의 경

물은 시인의 독자적인 미적 범주에 따라 나뉜다. 또한 팔경시는 그

렇게 나뉜 경물들을 종합하는 상위의 원리인 자연 경물에 대한 고

도의 철학적 근거를 갖추기를 요구한다. 서거정에 의해 정리되어 제

영시로 집성된 조선 전기의 팔경문학은 그 철학적 근거를 ‘물상을 

읊조리며 왕화를 노래함(吟詠物象 歌頌王化)’으로 삼았다. 

     「남산팔영」과 「한도십영」은 『동국여지승람』의 제영편 

경도조(京都條)에 실린 작품이다. 따라서 두 팔경시는 조선 전기 팔

경문학(八景文學)의 가장 큰 특징인 ‘물상을 읊조리며 왕화를 노래

함(吟詠物象 歌頌王化)’이라고 통괄되는 원리 속에 있다. 각 소표제

103) 팔경문학(八景文學) 외에 자연 경물을 노래한 다른 시군으로는 사시가(四時歌), 
기행시, 제화시 등이 있다. 사시가는 지역의 자연 경물을 사계절에 따라 배치하
는 것으로 그 범주의 분류 기준은 자연의 변화이다. 기행시의 경우에는 자연 경
물을 미리 정해 놓은 몇 개의 기준에 의해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여정에 의해 나
누기 때문에 주관적인 미적 준거에 의해 나눈 것은 아니다. 제화시의 경우에는 
그림으로 형상화된 경물에 시를 부친 것이므로 온전한 의미에서 의경(意景)을 창
작해낸 것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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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왕화를 칭송하는데 적절한 경물로서 선별된 것이다. 즉 조선 

전기 관각문인들에게 등회의 경관은 왕화의 이상이 실현된 상징적

인 경물이었다. 「척헌관등」과 「종가관등」이 태평(昇平)이라는 

시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며 태평성대를 노래한 점도 이를 구체적

으로 뒷받침한다. 등회의 경관은 조선시대 팔경시의 출발점에서 태

평성대를 상징하는 하나의 기호로 자리 잡았다.

     조선 전기 팔경시에서 태평성대의 기호로서 공유된 등회는 당

시 팔경시가 집단적으로 창작된 특성으로 인해 강화되었다. 조선 전

기 팔경시는 여느 시대와도 다르게 하나의 경물이 여러 사람에 의

해 집단적으로 창작되었다. 이러한 집단적인 움직임은 당시 서거정

이란 인물의 영향력과 관각문인들의 문학관으로 인해 팔경시가 공

식적인 교양의 기능을 했던 것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104) 

     등회는 관각문인들의 문학관에 의해 팔경시에서 왕화를 칭송

하는 태평성대의 경관으로 규정되었다. 또한 등회의 상징성은 집단

적으로 창작되어 공식적인 교양으로 기능했던 조선 전기 팔경시의 

특성 속에서 더욱 넓고 깊게 사람들의 인식 속에 자리 잡을 수 있

었다. 조선 시대에는 팔경시가 아니더라도 19세기까지 등회가 제재

인 한 수로 된 등석(燈夕), 관등(觀燈) 등의 시가 많이 남아있다. 이

런 사실을 보더라도 등회가 개별 경관 자체로 태평성대라는 상징성

을 유지하며 재생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등회의 상징성은 한양을 대상으로 한 팔경시의 전통 속

에서도 계속 이어졌다. 등회를 소표제가 채택한 팔경시는 모두 『동

국여지승람』의 경도조에 속해 있다. 그 중 서거정의 「한도십영」

은 정도전의 「신도팔경」과 함께 한양을 중심으로 경물을 읊는 팔

경시에 대단히 많은 영향을 끼쳤다.105) 이 두 팔경시는 창작된 당대

104) 관각문학은 관각에서 이루어지는 문학이고 조선시대에는 여러 관각을 두어 사명
(詞命)을 주관하고 선비를 가르치게 하였다. 이런 이유로 관각은 나라의 문풍(文
風)을 주도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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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에 의해 차운되어 다시 읊어지며 

하나의 고전처럼 인식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이 두 시는 한양이라는 같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

지만 각각 팔경을 추출하는 방식이 확연히 다르다. 한도십영시는 인

문 경관이라고 할 수 있는 「종가관등」 외에는 모든 경관이 유상

할만한 자연 경관으로 선정되었다. 한도십영시의 경우 이제현(李齊

賢, 1287~1367)의 「소상팔경(瀟湘八景)」, 「송도팔경(松都八

景)」에서처럼 대상 지역의 유상할 만한 자연적 경관을 병렬적으로 

나열했다.106) 반면 신도팔경시는 팔경이 모두 자연 경관이 아닌 수

도 건설에 적합한 한양의 면모를 나타낼 수 있는 경관들로 선정되

었다. 신도팔경시는 수도라는 전체를 이루는 구성 요소를 선별해 수

도를 구상하는 순서와 관련지어 팔경을 배치했다. 

     한양을 대상으로 한 팔경시는 「한도십영」 이후 유상처(遊賞

處)를 팔경화하는 흐름으로 이어졌다. 그렇지만 문인들은 팔경시에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수도로서 한양의 경관을 살리고자 했다. 이를 

위해 그들은 신도팔경시와 한도십영시의 팔경을 혼입하고 변용하기 

시작했다. 

     17세기 초에 이식과 이민성(李民宬, 1570∼1629)이 월과(月

課)로 지은 「한도팔영(漢都八詠)」에는 이러한 사실이 잘 드러난다. 

한도팔영시의 소표제는 신도팔경시와 한도십영시가 복합되어 있다. 

한도팔영시는 「기전산하(畿甸山河)」, 「도성궁원(都城宮苑)」, 

「전교목마(箭郊牧馬)」, 「서강조박(西江漕泊)」, 「동문교장(東門

105) 정도전은 14세기 말 무렵 총 두 편의 신도팔경시를 남겼는데 당대에는 권근(權
近, 1352∼1409), 권우(權遇, 1363∼1419), 성석린(成石璘, 1338~1423)이 이를 
차운했다. 16세기에 최연(崔演, 1503∼1546)도 정도전의 운자를 차운해 신도팔
경시를 남겼다. 한도십영시는 같은 시기 월산대군, 강희맹, 이승소, 성임 등에 의
해 차운되었으며 이후 성현(成俔, 1499∼1504)과 이식(李植, 1584~1647)에 의해
서도 차운되었다. 

106) 이제현은 정도전 이후 15세기 무렵까지도 중요하게 언급될 정도로 여말선초 문
인들에게 강렬하게 각인된 인물이었다. 특히 서거정의 한도십영시를 차운한 강희
맹은 이제현의 문장과 필체를 흠모했다고 서술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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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場)」 5경은 신도팔경에서 채택했고, 「종가관등(鍾街觀燈)」, 

「제천완월(濟川翫月)」, 「반송송객(盤松送客)」 3경을 한도십영시

에서 채택했다. 한도팔영시는 신도팔경시와 한도십영시의 팔경을 혼

입하고 변용하고 있는 모습이다. 

     팔경의 혼입과 변용이 일어나는 모습은 18세기 초에 홍세태

(洪世泰, 1653∼1725), 이덕수(李德壽, 1673∼1744), 오광운(吳光

運, 1689∼1745) 등이 지은 「경도팔경(京都八景)」에서도 관찰된

다. 경도팔경시는 신도팔경시의 소표제를 그대로 채택하고 있다. 그

러나 시의 내용은 한도십영시와 마찬가지로 경관의 유상할만한 점

에 관한 묘사가 많다.  

     팔경의 혼입과 변용은 한양을 대상으로 한 두 개의 팔경시인 

신도팔경시와 한도십영시를 기초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신도팔경

시와 한도십영시가 18세기까지도 중요한 고전으로 계속 영향을 미

치고 있었음을 증명한다.107) 그 중 한도십영시의 「종가관등」은 문

학에서 등회의 경관이 가지는 태평성대의 상징성을 강화시키는 결

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남산팔영시와 한도십영시 이후 

18세기까지 등회를 소재로 한 50여개의 시들이 모두 등회에서 태평

성대를 읽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등회의 태평성대 상징성은 19세기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다. 

107) 팔경시가 수록된 『동국여지승람』은 지방의 역사와 문화가 망라된 지리지로 편
찬 이후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었다. 관료들은 군현을 설치하거
나 폐지할 때에도, 지방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할 때에도 언제나 『동국여
지승람』에서 그 역사적 근거를 찾았다. 연산군은 한때 『동국여지승람』을 민간에
서 소장하는 것을 금지했다. 그러나 1530년(중종 25)에 『신증동국여지승람』이 간
행된 이후, 많은 사본들이 민간에도 유포되어 나갔다. 『동국여지승람』이 보급되
면서 지식인들은 이 책을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지리지로 여기기 시작했다. 양반
들의 권위가 눈에 띄게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양반들은 『동국여지승람』의 권위에 
의존했다. 조선 후기 문신인 황윤석(黃胤錫, 1729∼1791)가 쓴 『이재고(頤齋稿)』
의 「의증수동국여지승람례인(擬增修東國輿地勝覽例引)」에는 조선 후기 양반들이 
신분의 권위가 떨어지는 현실을 경험하며 신분 질서를 지키기 위해 향촌 사회 
교화를 위한 수단으로 『동국여지승람』에 의존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 『동국
여지승람』이 편찬 이후 조선 후기까지 주요한 서적으로 읽혀온 것 또한 제영에 
실린 팔경시가 영향력을 이어가는데 기여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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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정조 때 이후인 19세기에 편찬된 것으

로 추측되는 『동국여지비고(東國輿地備攷)』의 제영 경도조에는 정

조(正朝, 1752∼1800)의 「국도팔영(國都八詠)」이 추가됐다. 국도

팔영시의 소표제인 「자각관등(紫閣觀燈)」108)은 자하골 창의문(彰

義門)에서 보는 등회를 읊은 시이다. 「자각관등」에서도 등회의 경

관을 묘사하며 태평을 노래한다. 이 시의 마지막 구절은 “남산 높이 

올라 조망해보니 구경꾼들이 작고 밀집한 것이 안개 같구나, 여기저

기서 울리는 생가는 태평에 보답하네. (終南高眺人如霧, 幾處笙歌答

泰平。)”로 등회의 경관이 태평성대를 상징함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다. 

     「자각관등」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마지막 구절에 쓰인 ‘태평

(泰平)’이란 용어이다. 「국도팔영」 이전까지의 등회에 관한 시들은 

차천로(車天輅, 1556∼1615)가 쓴 「남루등석(南樓夕燈)」109)의 

“태평의 기상이 이와 같이 보이니, 어찌 올해에는 상원을 거듭하는 

것 같네. (太平氣象看如此。何似當年重上元。)”를 제외하면 대부분 

‘승평(昇平)’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그런데 「국도팔영」 이후에 

지어진 19세기의 등회를 읊은 다른 시들은 태평을 뜻하는 용어의 

사용에 변화를 보인다. 

     『열성어제』에는 효명세자(孝明世子, 1809∼1830)가 남긴 등

108) 正祖, 『弘齋全書』 권2, 「國都八詠」. “四月繁華最漢京, 金吾放夜好占晴. 紅竿歷
日燈爲市, 紫陌通宵火作城. 撲地烟花相照耀, 滿天星月不分明. 終南高眺人如霧, 
幾處笙歌答泰平。사월의 번화하기론 한경이 제일인데, 금오위서 방야한 것이 맑
은 때를 잘 가렸네. 붉은 간대에 여러 날을 연등이 장을 이루고, 서울 거리엔 밤
새도록 불로 성을 이루니. 땅에 가득한 연화들은 서로 비춰 반짝이는데, 하늘 가
득한 별과 달은 흐릿하기만 하여라. 남산 높이 올라 조망해보니 구경꾼들이 작고 
밀집한 것이 안개 같구나, 여기저기서 울리는 생가는 태평에 보답하네.”

109) 車天輅, 『五山集』 권3, 「南樓夕燈」. “八日觀燈舊俗存。南樓淸景萬家昏。蓮花綴
葉星光亂。龍腦飄香鶴燄繁。天上月明疑不夜。人間雪映欲無坤。太平氣象看如
此。何似當年重上元。초파일 관등하는 옛날 풍속 존재하니, 남루 경관 찬란하고 
만가는 어두웠지. 연꽃에 잎 매달아 별빛이 현란하고, 용뇌 향기 풍기자 학염이 
늘어섰지. 천상에는 달이 밝아 밤 아닌 줄 착각하고, 인간에는 눈이 빛나 대지가 
없어졌지, 태평의 기상이 이와 같이 보이니, 어찌 올해에는 상원을 거듭하는 것 
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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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 관한 시인 「금중등석(禁中燈夕)」110)과 「공주댁등석(公主宅

燈夕)」111)이 전한다. 이 두 시는 각각 ‘태평(太平)’과 ‘승평(昇平)’

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이후 1843년에 유만공(柳晩恭, 1793∼

1869)이 지은 『세시풍요(歲時風謠)』112)와 1921년에 최영년(崔永

年, 1856∼1935)이 지은 『해동죽지(海東竹枝)』113) 에서는 모두 

‘태평(太平)’이 시어로 쓰였다. 

   ‘승평(昇平)’은 등회의 상징성을 명확히 규정되게 한 작품인 「한

도십영」에서부터 보인다. 「한도십영」은 등회의 경관이 조선시대 

전체에 걸쳐 이어져 내려오게 한 작품이기도 하다. ‘승평(昇平)’은 

태평성대한 등회의 경관을 노래할 때 가장 많이 쓰인 용어이다.   

110) 孝明世子, 『列聖御製』, 「禁中燈夕」. “寶燈天上降, 金輦臨仙液。火樹鰲山動, 花
燭鳳樓積。彩簾萬戶紅, 錦帳千重碧。笙簫傳新曲, 太平看此夕。아름다운 등불은 
하늘 위에서 내려오고, 금으로 만든 수레는 선액을 임하네. 등수와 오산이 움직
이고, 화촉은 봉루에 쌓이네. 고운 빛깔의 주렴은 많은 집을 밝히고, 비단 휘장
은 겹겹이 푸르네. 생황과 퉁소 새로운 곡조를 널리 전하니, 태평이 이 저녁에 
보이네.”

111) 孝明世子, 『列聖御製』, 「公主宅燈夕」. “綵棚連九陌, 歷亂中星看。蓮步移花砌, 
芳容倚玉欄。殿頭嬌語鷰, 簾額近飛鸞。撲地燈光轉, 登樓佩響珊。綵機雲錦織, 華
燭寶箏彈。微月籠珠箔, 輕風透繡紌。林鶯弄巧舌, 庭鶴勵雙翰。花覆靑羅幌, 雲凝
紫鳳冠。淸歌轉玉陛, 珍饌盛全般。是夕昇平宴, 雙雙拜女官。”

112) 柳晩恭, 『歲時風謠』, 「四月八日」. “初八燃燈似上元, 如來生日舊, 往看浴佛遊何
寺, 不是新興卽奉恩, 處處呼聲似挈河,幡竿競竪簇於麻, 六廛樓畔高棚柱, 絶等城
中四萬家, 新燈賣買市門傍, 高價爭看別樣粧, 金碧紗千百顆, 半歸蕭寺半華堂,雕
刻形形畵彩牋, 飛禽走獸摠依然, 求魚緣木非難事, 怪底長竿鰲鯉懸, 鵝卵輕明似玉
釭, 蓮花蓮葉護雙雙, 尋常瓠蒜缸鈴樣, 不數舁來滿路杠, 影子回旋圈子燈, 森然獵
騎去驣驣, 笑看畵鼓棚頭掛, 寸馬豆人不能行, 觀燈時節動京鄕, 無數村婆上漢陽, 
要看火城全幅勝, 蚕頭高處走忙忙, 黃昏齊枚万竿燈, 微月籠光瑞彩凝, 認得人家多
子女, 聯珠火點嚲層層, 市樓檐桷照玲瓏, 一字懸燈万點紅, 截路橫繩星宿列, 行人
穿過火雲中, 橋欄來去結華棚, 水上燈沈水底明, 忽有中間業火發, 漫天飛散万囊
螢, 別般燈戱白門前, 外市繁華似六廛, 對對層棚橫截處, 太平萬歲字高懸, 昏鐘已
歇巷猶囂, 不怕金吾遇此宵, 歌吹怳如元夕樂, 萬人行踏月明橋, 黃楡芽葉軟宜糕, 
煮豆蒸魚一桌饒, 新月燈庭鳴水缶, 落花村裡破寥寥, 八日裝成芳草時, 靑靑練苧正
威蕤, 剃來髫髮衣斑彩, 釋氏元多抱送兒, 纔過春榜萃優倡, 名唱携來卜夜良, 歌罷
靈山呈演戱, 一場奇絶現春香, 芳草濃陰苑路邊, 竟春儺戱太狂顚, 依然更逐登場
手, 荒亂竿頭傀儡懸, 蕭寺龕燈三夜輝, 人家誰效佛前祈, 一城落落竿頭火, 此看前
宵漸覺稀。”

113) 崔永年, 『해동죽지(海東竹枝)』, 「立綵棚」. “萬口呼耶樹綵棚, 棚頭金翠入雲層, 
渺渺蒼空宿畔, 高懸萬歲太平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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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용어가 19세기 이후부터는 <태평성시도>에 그려진 ‘태평(太平)’

으로 정착된 것은 무척 흥미롭다. ‘승평(昇平)’과 ‘태평(太平)’은 오

늘날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그 뜻의 차이가 크지 않다. 그러나 조

선시대의 유학자들에게 이 두 용어의 차이는 분명했다. 이 용어들은 

유학에서 사회 발전 단계를 구분하는 단어로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유교 경전인 『예기(禮記)』의 「예운(禮運)」편에서 ‘태평(太

平)’은 대동사회(大同社會)의 단계를 설명하는 말이다. ‘승평(昇平)’

은 대동사회의 차위(次位) 단계로 계급과 사유가 출현한 불평등한 

구조 속에서 일정한 안정을 구가하는 소강사회(小康社會)를 설명하

는 말이다. 특히 19세기에는 청나라의 공양학파(公羊學派)가 『춘추

공양전(春秋公羊傳)』을 바탕으로 사회는 이상 사회로 향해가는 일

정한 역사적 발전단계가 있다는 삼세설(三世說)을 주장하였다. 삼세

(三世)란 쟁란(爭亂), 승평(升平), 태평(太平)으로 나뉘는 삼기(三期)

의 사회와 그 단계적 진행을 말하며 이러한 사관(史觀)은 공양학파

의 사상적 특징이기도 하다. 

     조선의 유학자들은 『예기』에 대한 지식이 당연히 있었을 것

이다. 19세기의 유학자들은 공양학의 삼세설에 대한 지식도 있었을 

것이다. 공양학은 실학의 북학사상을 계승했던 박규수(朴珪壽, 1807

∼1876)와 유대치(劉大致, 1831∼?) 등을 통하여 김옥균 등의 개화

파에게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의 유학자들에게 ‘승평(昇

平)’과 ‘태평(太平)’은 분명한 차이가 있는 용어였을 것으로 생각된

다. 『예기』와 삼세설이 구체적인 내용이 같은 것은 아니다. 그러

나 두 경우 모두 ‘태평(太平)’은 ‘승평(昇平)’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한 

이상 사회를 뜻하는 말이다. 공양학파의 삼세설로 인해 두 용어의 

차이가 더 선명했을 19세기 이후부터의 기록에서 용어의 사용이 

‘태평(太平)’으로 굳어져 간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태평성시도>는 등회의 경관인 등시(燈市)로 이상 사회를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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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한 그림으로 ‘태평(太平)’이라는 문자등이 그려져 있다. 1849년에 

편찬된 홍석모(洪錫謨, 1781∼1857)의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에는 당시 등시(燈市)에서 판매했던 등의 모양과 형태가 자세히 수

록되어 있다. 『동국세시기』에는 문자등의 종류로 ‘수복(壽福), 태

평(太平), 만세(萬歲), 남산(南山)’ 등이 소개되어 있다. <태평성시

도>의 모습을 시로 표현한 것 같은 『세시풍요』와 『해동죽지』에

도 ‘태평(太平)’과 ‘만세(萬歲)’ 문자등이 높이 걸려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114) 기록을 통해 19세기 조선에서 등시의 경관은 태평성대한 

이상 사회를 상징하는 기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당시 등시에서 실

제로 판매한 문자등 중 나라가 안정되어 아무 걱정이 없고 편안하

다는 뜻을 가진 문자등은 ‘태평(太平)’뿐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태평성시도>가 제작되었던 조선 후기의 등회는 민간과 상인

들이 주도하는 등시(燈市)의 형태로만 존재했다. 그러나 등회의 경

관은 조선 전기 관각문학의 하나인 팔경시의 소표제로 채택되어 왕

화를 칭송하는 태평성대의 경관으로 규정됐다. 이후 등회는 관각문

학의 영향력 아래 그 상징성을 조선 말기까지 이어왔던 것으로 보

인다.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까지 편찬되었던 세시풍속지들에 서

술된 사월팔일의 풍속과 등시(燈市)의 모습은 <태평성시도>와 매우 

흡사하다. <태평성시도>는 태평성대라는 등시(燈市)의 상징성이 구

현된 이상 사회를 그린 그림으로 추정된다.   

2. 등회(燈會)의 역사와 태평성대

     일반 상설 시장과 달리 묘회의 축제 시장인 등시는 공양물인 

114) 『세시풍요』와 『해동죽지』는 각각 “太平萬歲字高懸”, “高懸萬歲太平燈”라는 구
절이 있다. 이 구절은 단어의 배열만 다르고 용어의 사용 및 해석이 동일하다. 각 
세시기의 전체 내용은 각주 110) 및 각주 1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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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시장의 주요한 구성 요소이다. 앞서 조선시대의 등시가 「한도

십영」의 「종가관등」에서부터 이미 그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었음

을 확인했다. 그런데 등공양은 하나의 원시적인 형태의 의식 행위로 

어떤 의식 행사에서도 반드시 수반되던 공양의 한 방법이었다. 실제

로 등공양은 불교 수용 이전부터 존재했던 우리의 각종 전통 신앙

에서도 행해졌던 행위였다. 등공양은 야간에 불을 밝히기 때문에 낮 

시간에 진행되는 제례보다 오락적이고 축제적인 성격이 강해 다양

한 제례에서 쉽게 전파될 수 있었다. 이런 이유로 등공양 행위는 여

러 가지 사상적·신앙적 기반과 함께 복합적으로 이어져 오랜 옛날부

터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등공양이란 행위 자체는 하나의 상징성을 획득할 수 없다. 등

은 하나의 공양물로 오랜 세월 다양한 행사에서 쓰였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각 시대마다 등공양을 주요한 의식 행위로 채택한 제

례 행사에서는 하나의 특정한 의미를 주도 집단이 선택적으로 부각

시킨다. 지금 우리가 연등을 불교와 관련된 신앙 행위이자 불탄일의 

대표적인 공양물로 인식하고 있는 이유는 해방 이후 불교계에서 이

를 의도적으로 끌어들였기 때문이다. 

     제례 행사는 제사[祭]에 춤과 노래 등 다양한 공연들이 봉헌

되면서 형성된 축제[會]이다. 등회는 등공양을 주요 의식 행위로 하

는 제례 행사이다. 등회는 등공양이라는 하나의 의식 행위에 의해서

가 아니라 제례 행사의 절차 및 봉헌되는 각종 공연에 의해 그 성

격이 좌우된다. 등회는 오랜 세월 동안 다양한 형태로 존재했지만 

특정 집단이 제례를 구성하면서 유도하는 방식에 따라 각각의 상징

성을 갖게 되었다.

     세시 풍속으로 정착된 조선시대의 등회는 오직 민간의 주도로 

이어져 내려왔다. 특히 조선 후기 등시는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종교 

및 의례의 공간이라기보다 물품 교역의 공간으로서의 기능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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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등회였다. 조선시대의 등회에도 연희와 놀이들이 있었지만 행사

의 절차 및 공연의 내용에서 등회만의 고유한 부분은 없었다.115) 조

선시대의 등회는 복합적인 의미를 가진 등공양 행위만이 남아있는 

세시 풍속이었고 민간의 주도로 이루어져 특정한 상징성을 읽을 수 

있는 행사가 아니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보았듯이 조선시대 전체에 걸쳐 등회는 왕화

를 칭송하는 태평성대의 경관이라는 상징성을 분명히 갖고 있었다. 

제례적 정체성이 희박해져 세시 풍속화된 등회가 태평성대라는 상

징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방법은 역사상 실재했던 특정 등회에 정

체성을 두었기 때문이다. 즉 조선 전기 팔경시는 특정한 등회의 상

징성을 조선시대 등회의 경관에 투영했다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 등회가 정체성을 두고 상징성을 채택한 등회는 상원

연등회(上元燃燈會)이다. 조선시대 등회의 상징성을 규정하여 재생

산했던 조선 전기에는 고려 때부터 있었던 상원연등회가 이어지고 

있었다. 이런 이유로 조선 전기의 사람들은 상원연등회의 절차와 성

격에 대한 이해가 깊었다. 상원연등회는 1415년(태종 15)에 혁

파116)되기 이전까지 왕실에서 챙겼던 세시 풍속이었다. 또한 태종은 

사월초파일 연등도 상원일의 예(禮)에 따라 행하라고 명하기도 했

다.117) 또한 현재 고려시대 연등회의 절차와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115) 조선시대 궁중의 연등 기록을 보면 기본적으로 채붕을 하고 음악을 연주하며 
잡희를 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연등회만의 연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지 않는다. 조선 후기에는 등회 때 민간에서의 연희와 놀이가 나타나기도 한다. 
민간의 등회에는 음악은 좌부(坐部)와 입부(立部)의 양부(兩部)로 이루어져 있으
며, 음악을 담당하는 기관인 팔방상(八坊廂)의 영관(伶官)과 악공 등이 동원되었
다. 기녀들은 처용무(處容舞)나 오방신장무(五方神將舞)를 추며 노래했다. 창우들
이 주도하는 연희로는 탈춤, 인형극, 그림자극, 줄타기, 솟대타기 등이 있었다. 
잡기로는 칼 삼키기, 불 토하기, 구슬 던져 받기 등이 행해졌다. 사월초파일만의 
연희로는 포교를 위한 그림자극인 만석중 놀이가 있다. 이 놀이는 승려와 동물이 
등장하는 인형을 활용한 그림자극으로 불교의 깨달음을 다루는 포교(布敎)를 위
한 그림자극이다. 만석중 놀이는 고려시대 개성 지방에서 행해졌던 기록이 있으
며 18~19세기 세시풍속지에도 등장한다. 조선시대 등회와 관련된 연희와 놀이들
은 등회의 상징성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116) 『太宗實錄』 권25, 太宗15年(1415) 1月 25日(甲子) 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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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기록은 조선 전기에 편찬된 『고려사(高麗史)』의 「가례잡의

(嘉禮雜儀)」조(條) 뿐이다. 『고려사』는 1449년(세종 31)에 편찬

되기 시작해 1451년(문종 원년)에 완성된 역사서이다. 고려의 상원

연등회에 대한 이해와 인식은 조선 전기에도 상당히 자세하게 이어

지고 있었다. 

     조선 전기 팔경시에서 등회의 상징성을 구축한 정이오는 고려

와 조선을 걸쳐서 살았던 인물이다. 당연히 그는 고려의 상원연등회

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탄탄했다. 그가 쓴「남도팔영」의 「척헌관

등」은 고려 상원연등회의 절차와 성격에서 읽을 수 있는 태평성대

의 상징성이 투영되어 있다. 등회의 경관에 투영된 태평성대의 상징

성은「한도십영」의 「종가관등」에서도 반복됐다. 또한 상원연등회

의 절차와 내용이 상술된 『고려사』는 1451년(문종 원년)에 완성

되었다. 서거정을 비롯한 「한도십영」을 읊은 문인들은 대표적인 

관각문인들이다. 그들은 『고려사』의 편찬에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고려사』의 편찬에 관련되지 않았더라도 그들이 국가가 간

행한 책의 내용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종가관등」의 

등회도 고려시기 상원연등회의 성격을 채택했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조선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에 저술된 조선의 세시 풍

속에 대한 기록들 중에는 등회에 대한 인식을 서술한 부분들이 등

장한다. 홍대용(洪大容, 1731∼1783)은 『담헌서(湛軒書)』의 「원

소등포(元宵燈炮)」118)에서 그가 청에서 본 중국의 상원연등회 풍속

117) 『太宗實錄』 권23, 太宗12年(1412) 4月 3日(丁巳) 條. 
118) 洪大容, 『湛軒書』 권9, 「元宵燈炮」. “元宵看燈。中國之勝賞。三夜。金吾弛禁。

鼓樂達朝。以飾太平。自歲後前。門248_299a外燈市甚盛。至旬後則城內外。家家
懸燈。惟不以竿而懸于屋簷。由外門而達于內堂。其多少與奢儉。貴家編戶。貧富
有差。惟市肆相矜以務勝。多或數十餘。制作之瓌麗。觀者動色。自除夕始放紙
炮。滿城爆響如操塲。令人寢睡不寧。紙炮者。糊紙爲筒。裝以火藥。雖小如拇
指。其聲響之威猛。無異烏銃。盖出於儺戱驅癘之義。其餘流星，梅花，盤蛇，噴
水，破大城等諸炮。長或數尺。大過一圍。一炮之費。或至四五兩銀。以供頃刻之
快。至若大內烟火之具。侯門長夜之觀。可想其不貲矣。使行留舘。夜不敢出。是
以雖元夜。自古無敢爲觀燈之行。數年來或許之。是行請于衙門。徐宗孟身任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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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술하였다. 이 기사는 상원절의 등시(燈市)에서 구경한 화포(火

炮)에 대한 서술이 중심이다. 그러나 그는 등시의 경관에 대해 “승

평의 성사요, 천하의 승상이라 할 만했다. …우리나라의 풍속도 여

기서 온 것 같다. (可謂昇平之盛事。天下之勝賞也。…東國之俗。盖

出於此云。)”라는 평을 남겼다. 이러한 그의 평가는 그가 중국의 상

원연등회 등시를 태평성대의 경관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조선시대 

등회의 기원으로 여겼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유득공(柳得恭, 1748∼1807)의 『경도잡지(京都雜志)』, 홍석

모의 『동국세시기』, 이규경(李圭景, 1788∼1856)의 『오주연문장

전산고』, 조운종(趙雲從, 1783∼1820)의 『면암유고(勉庵遺稿)』에 

수록된 「세시기속(歲時記俗)」에서도 등회는 상원연등회와 같은 선

상에 있는 풍속으로 인식된다. 유득공과 홍석모는 등회의 기원을 

『고려사』에서 찾았으며 지금의 등회는 고려 때 상원연등회가 최

이(崔怡, ? ~ 1249)에 의해 사월로 옮겨진 것이라고 기록했다. 또

한 그들은 당시 사월팔일의 풍속인 호기놀이와 수고(水鼓)의 유래를 

상원연등에서 찾았다. 그들은 호기놀이는 고려 공민왕 때 연등회에

서 유래를 찾고 있다. 수고 풍속은 『제경경물략(帝京景物略)』에서 

상원의 풍속으로 기술된 태평고(太平鼓)와 유사한 것으로 우리가 등

석 행사를 사월팔일에 하기 때문에 풍속도 이때로 옮겨 왔다고 기

事。且言設火炮于其家前。請使行一觀之。元夜因大風。不得出。翌日初昏。隨使
行出。裨譯以下三十餘人從焉。是時月色如晝。循城而西。至宗孟家。設三椅于門
前。請使行坐。設茶後。請觀炮。先置小橙于途南上。建紅紙一筒。點火而退。少
頃筒中沸蕩火焰。熛發百道。金光向空亂噴。少焉。一筒節節爆折。落地爲四五短
炮。一時噴火如初。終必猛炮一聲而止。元炮爆折之餘。其終炮聲益壯。火塊逬出
四散而熄。又置一筒。大筒中藏四五小筒。噴火爆折如初。至下半。忽湧出火團大
如拳。飛射半空。如火箭。又一筒湧火如前。或射至半空。又有爆裂聲。四五小
團。散射而止。如流星也。一筒點火而手搖之。火團落地而發響甚壯。隨落隨響。
數十次而止。又一筒寸寸爆落。走來走去。盤旋如數十條火蛇。芒焰遍地。盖諸炮
噴爆之時。十數步外威聲振人。不敢嚮邇。亦異觀也。且紙炮之制遍天下。公私費
用如此。中國焇藥之饒。可知也。觀畢。由小路而北。達于大路。車馬遊人。塡咽
不可行。夾道朱牕繡戶。千百寶燈。摩戛晃朗。金翠增其色。明月失其光。可謂昇
平之盛事。天下之勝賞也。凡廊堂佛寺。必懸于旗竿。遠看耿耿如星。東國之俗。
盖出於此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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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했다.

     이규경의 「등석에 연등했던 데 대한 변증설」은 “중국을 위

시하여 우리나라와 일본의 연등 풍속이 다 고사(故事)에 기인되어 

붓을 잡는 이들이 서로 전해 왔는데, 어리석은 선비들은 알지 못하

고 있으므로 대충 변증하려 한다.”로 시작한다. 이규경에 따르면 연

등 풍속은 상원연등의 기원이라 알려진 태일(太一)신앙에 기반하며 

고려 상원연등이 공민왕 때 요승(妖僧) 신돈(辛旽)에 의해 사월팔일

로 옮겨진 것이다. 조운종은 중국에서는 정월대보름에 등불놀이를 

하고 우리나라의 풍속은 사월팔일에 한다고 하며 조선의 등회를 중

국의 상원연등회와 같은 것으로 비교하고 있다. 

     조선 후기의 기록에서도 등회는 조선 전기와 마찬가지로 상원

연등회의 정체성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조선 후기에도 등회를 계속 

상원연등회에 투영한 원인은 두 가지로 추론할 수 있다. 먼저 앞서 

살펴보았듯이 등회는 관각문학인 팔경시의 전통 속에서 상징성을 

유지했다. 다른 원인은 중국을 방문한 사신들의 견문이다. 상원연등

회는 조선에서는 사라졌지만 중국에서는 존속됐다. 조선의 사람들은 

그들의 견문을 통해 상원연등회를 간접적으로 계속 접할 수 있었다. 

     조선에서는 원단(元旦: 정월 초하루)에 명나라와 청나라에 정

조사(正朝使)라는 사절을 보냈다. 이 사행은 매년 10월 말이나 12월 

초에 떠나 그 해가 지나기 전 북경(北京)에 도착해 40일에서 60일 

남짓 머물렀다. 그들은 통례(通例)에 따라 2월 중에 중국을 출발하

여 3월 말이나 4월 초에 조선으로 돌아왔다. 정조사로 중국에 갔던 

사신들은 일정 중에 황제가 여는 상원연등회에 참석해야 했으며 등

시도 구경할 수 있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청 황제가 주최하는 상원

연등회에 참석하여 황제에게 「관등시(觀燈詩)」를 지어 올린 경험, 

등회에서 본 공연의 내용 등을 왕에게 보고하는 기록들이 남아 있

다.119)



- 71 -

     그 결과 연행 기록에는 중국의 상원연등회에 대한 기록이 꽤 

남아 있으며 상원연등희(上元燃燈戱)는 통계적으로 연행사들이 4번

째로 많이 본 연희였다.120) 중요한 정례 사절인 정조사는 청 황실의 

상원연등회에 참석해야만 하는 입장이었다. 또한 연행을 갔던 사신

들은 조선으로 돌아와 왕에게 중국 황실의 연희에 대해 보고해야 

했다. 이런 정황들은 등회가 조선시대 전체에 걸쳐 상원연등회의 상

징성을 유지하는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시대의 등회는 민간이 주도했던 세시 풍속이었고 조선 후

기에는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등회에 개입했다. 민간과 상인들은 등

회에 의도적으로 특정한 상징성을 구축하는 집단이 아니었다. 그러

나 조선시대의 등회는 한양을 읊은 팔경시와 연행사들의 견문기를 

바탕으로 상원연등회의 정체성을 이어갔다. 문학에서 등회의 경관은 

왕화로 이룩된 태평성대라는 상징성을 가졌다. 이런 정황에 따라 조

선의 등회가 정체성을 두고 있었던 상원연등회는 왕화와 태평성대

를 송축하는 상징성이 내포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상원연등회는 정월 대보름에 열리는 연등회로 중국에서 시작

되었다.121) 상원연등의 기원에 대한 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조선왕조실록』122)과 세시풍속지에서 언급하고 있는 태일신(太一

神)에 관한 기원을 살펴보고자 한다. ‘태일(太一)’은 ‘태일(泰日)’이라

고도 하며 세상 만물을 지배하는 천신(天神)으로 최고의 권위를 행

119) 『正祖實錄』 권32, 正祖 21年(1797) 2月 17日(戊子) 條.
     『正祖實錄』 권48, 正祖 22年(1798) 2月 19日(戊子) 條. 
120) 임기중, 앞의 논문(1999), pp. 36-37 참조.
121) 등공양 행위의 기원은 인도 불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견해와 중국 고유

의 관습으로 보는 견해가 있지만 인도에는 상원연등회에 해당하는 연등회가 없었
다. 상원연등회는 여러 가지 기원이 존재하며 정확한 기원이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상원연등회가 중국에서 시작된 풍습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122) 『太宗實錄』 권23, 太宗 12年(1412) 1月 15日(庚子) 條. “張燈于禁中, 以上元日
祀太一也。… 금중(禁中)에 등(燈)을 매달았으니, 상원일(上元日)에 태일(太一)을 
제사지내기 때문이었다.” 『太宗實錄』 외에도 오주연의 『오주연문장전산고』의 「등
석에 연등했던 데 대한 변증설」에도 등회를 태일신에 관한 기원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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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는 신이다. 진(秦, B.C 221〜B.C 206년)나라 시기에는 태황(太

皇)으로 불려 천황(天皇), 지황(地皇)과 더불어 삼황(三皇)으로 지목

되었고 진한(秦漢)시기에는 세 개의 천신으로 유행되었다. 

     그러나 태일신을 삼황보다 한 단계 높은 최고의 신으로 부상

시킨 사람은 한 무제(漢 武帝, BC 156∼BC 87년)이다. 한 무제시

기 서한(西漢) 사회는 이미 많은 발전을 이룩했다. 한 무제는 제후

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중앙 집권제를 강화하여 정치상에서도 통

일된 국면을 형성하였다. 한 무제가 즉위하기 전까지 사람들은 오제

(五帝)만 숭배했고 최고의 권위를 가진 신이 존재한다는 관념은 아

직 형성되지 않았었다. 원광 2년(元光2年, 기원전 133년) 한 무제는 

방사(方士) 유기(謬忌)의 제안을 받아들여 태일신을 최고 권위의 신

으로 모시기 시작했다. 이후 태일은 한나라 최고의 국신(國神)으로 

부상되었고 태일신제(太一神祭)가 매년 상원에 열리게 되었다. 

     사마천(司馬遷, BC 145?∼BC 86?)이 쓴 『사기(史記)』 중 

한 무제에 관한 기록에는 한나라의 태일제(太一祭)에 관해 서술한 

부분이 있다. 이 기록에 따르면 한나라의 태일제는 저녁부터 이튿날 

아침까지 진행되었으며 이 날에는 달구경과 등회를 했다고 한다. 한 

무제는 중앙 집권화를 추진하면서 자신의 권위를 강화하기 위해 태

일을 최고의 신으로 만들어 제사를 지냈다. 태일신제는 등공양을 주

요한 공양물로 채택한 제례로 상원연등회의 기원으로 이해되고 있

다.  

     한나라 이후 상원연등은 세시 풍속으로 발전했다. 수 문제(隋 

文帝, 541∼604년)가 천하를 통일한 시점에 이르러서 상원연등은 

질서와 기풍을 위해 제재해야 하는 풍속으로 지적되기도 했다.123) 

123) 『수서(隋書)』 「류욱전(柳彧傳)」에는 류욱이 직접 목격한 상원절의 한 장면이 수
록되었다. “정월 보름날 밤 도읍 내외는 북 치는 사람, 등 놀이 하는 사람, 탈을 
쓴 사람, 해괴한 옷을 입은 사람, 재주를 피우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류욱은 상원절의 정경을 묘사함과 동시에 상원절을 비난했다. 그는 “이 날의 민
간 오락 놀이란 대부분 저속하고 난잡한 활동이다. 이렇게 먹고 마시고 놀아 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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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 양제(隋 煬帝, 569∼618)는 곧 상원절을 다시 회복했다. 

수 양제는 오히려 왕조가 태평성대하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화려

한 등회를 개최했다. 그는 왕궁에 성대한 만찬을 마련해 세계 각국

의 내빈과 사자들을 초대하였다. 그는 낙양성(洛陽城)의 도처에 등

롱을 걸어 백성들이 구경하며 즐길 수 있게 하였다.124)  

     당대(唐代, 618~907)에도 상원연등회는 여전히 민간이 중심이

지만 황실에 의해 상례화(常例化)되어 매년 즐기는 명절로 변모했

다. 아직까지 국가가 주도하는 등회의 연희 형식은 없었다. 그러나 

당나라 조정(朝廷)은 상원절을 사흘로 연장하였으며 관(官)에서도 

이 기간 동안 휴가제를 실시했다. 당시 장안에서는 야간 통행금지를 

실시하였지만 조정은 상원을 전후한 사흘 동안은 통행금지를 해지

했다.125) 또한 조정에서는 상원연등회에 쓰일 대규모의 등을 장식하

는 시설을 갖추는데 돈을 아끼지 않았다.126) 한편 후당(後唐, 

다면 기필코 모든 것이 파산할 것이다. 질서가 문란해지고 기풍이 날로 부패해지
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귀천도 없고 남녀 분별도 없는 방탕한 놀음에서 야기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나라와 서민의 장래를 위하여 조정은 반드시 이런 활동
을 제지시켜 질서와 기풍을 바로 잡아야 할 지어다”라고 상월절을 평가했다. 그
는 이런 관점을 조정에 제기하여 수 문제에게 상월절을 취소할 것을 권유하였고 
수 문제는 이를 받아들여 상원절의 모든 활동을 취소했다.

124) 『수서(隋書)』 「수양제(隋煬帝)」에는 “대업 6년(大業 6年, 610) 정월 보름날 밤 
수양제는 왕조의 위망과 국력을 자랑하고자 서역의 소수 민족 사자와 상인들을 
일부러 낙양에 초청하였다. 정월 보름날 밤부터 낙양 단문외(端門外)의 사거리에 
대형 놀이터를 마련하고 등회를 시작하였다. 등회의 중심에는 18000여명의 악사
들이 음악을 연주하였는데 주악 소리를 낙양성 몇 리 밖까지 울려 나갔고 성내 
도처에 걸려 있는 등롱은 낙양성이 불야성을 이루게 했다.”라는 기록이 있다. 

125) 관청에서 야간 통행금지를 해지하는 것은 통치자가 상원절을 중시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당대 이후 상원절의 야간 통행금지 해제는 청나라 때까지 이어진다. 

126) 張鷟, 『조야첨재(朝野僉載)』. “睿宗先天二年，正月十五、十六、十七夜，於京安
福門外，作燈輪高二十丈，衣以錦綺，飾以金銀，燃五萬盞燈，簇之如花樹。宮女
千數，衣羅綺、曳錦繡、耀珠翠、施香粉，妙簡長安萬年少女婦千餘人。예종 선천 
2년(713) 정월 15·16일 밤 수도 장안 안복문 밖에는 높이가 스무 장이 되는 등
륜을 만들어 아름다운 비단을 입히고 금옥으로 장식했는데, 5만개의 등잔이 타올
라 한 아름이 마치 꽃나무와 같았다.” 

     鄭處誨, 『명황잡록(明皇雜錄)』 “上陽宮建燈樓, 高一百五十尺, 懸以珠玉, 微風將
至, 鏘然成韻。아홉 칸 등루(燈樓)를 짓고 그 다락에 80척의 백가지 등나무를 심
어 장안을 밝혔기로 달빛이 무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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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936) 때의 학자 왕인유(王仁裕, 880∼956)가 저술한 『개원천

보유사(開元天寶遺事)』에는 당시 상원 때 등을 다는 시설의 규모나 

등의 숫자가 태평성세를 과시하고 가문의 성세를 표현하는 수단으

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기록이 있다.127) 

     상원연등회는 송대(宋代, 960~1279)에 이르러 황실에 의해 

태평성대의 상징성이 구체적으로 심화되었다. 송 황실은 상원절을 

사흘에서 닷새로 연장해 송대의 상원절은 정월 13일부터 18일까지 

치러졌다. 명절이 길어지자 상업이 발달한 송대 도시의 등회는 물품

교역의 기능이 대폭 강화되어 등시(燈市)의 성격이 강해졌고 등시

(燈市)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된다.128) 등시는 궁성의 문루(門樓)에 

형성되었고 ‘오산등(鼇山燈)’이라는 등산(燈山)이 설치되었다. 오산이

란 중국 고대 전설에 나오는 바다 속의 산이다. 오산등은 이 신화에 

근거하여 제작한 거대한 규모의 등 설치물이다. 오산 위에는 악대가 

음악을 연주할 수 있고 무희들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설치되었

다.  

     송의 황제는 왕족과 백관을 거느리고 궁성 문루로 나가 등산

(燈山)을 볼 수 있는 누대(樓臺)로 행행(行幸)했다. 또한 황제는 등

을 감상하는 연회를 베풀었다. 황제가 베푼 상원연등회의 연희(演

戲)는 불꽃놀이와 함께 위정자의 공덕과 업적을 찬탄(讚歎)하는 승

평을 주제로 하는 가무로 구성되었다. 이때 등석을 축하하는 시와 

문장을 짓는 것이 풍류가 되었다. 그 결과 많은 문인들과 관리들이 

등석시부(燈夕詩賦)를 남겼다.

127) 王仁裕, 『개원천보유사(開元天寶遺事)』. “韓國夫人, 置百枝燈樹, 高八十尺, 豎
之高山上, 元夜點之, 百里皆見, 光明奪月色也。한국부인이 100개의 가지가 달린 
등수를 설치하였다. 높이가 80척인데다가 높다란 산위에 세워 놓아 정월대보름에 
불을 붙이니 100리 밖에서도 모두 볼 수 있었고 밝은 빛이 본래의 색채를 앗아
갔다.” 

128) 范成大, 「燈市行」. “吳臺今古繁華地，偏愛元宵影燈戲。春前臘後天好晴，已向
街頭作燈市。오나라의 태(臺)라는 지역에서는 원소절에 등놀이를 즐기는데 거리
에는 등시가 늘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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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원연등회는 기원에서부터 왕권과 관련을 가지고 발전하였지

만 국가 행사의 성격을 띤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송대 이후

부터 상원절은 국가적인 명절로 지위를 확고히 굳혔다. 아울러 상원

연등회는 주체 집단인 황실에 의해 특정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행사로 구성되었다. 상원연등회는 송대 이후 왕화로 구현된 태평성

대를 나타내는 상징성이 뚜렷해졌다. 

   상원연등회는 요대(遼代, 916~1125)와 금대(金代, 1115∼1234)

에도 이어졌다. 명대(明代, 1368∼1644)는 상원연등회가 가장 성대

하게 치러진 시기였다. 상원연등회는 명대에도 송대에 확립된 상징

성을 이어갔다. 명 황실은 송대 때 시행했던 상원연등회의 행사를 

대부분 답습했다. 특히 명대는 역사상 상원절의 기간이 가장 길었던 

시기였다. 명 태조 주원장(明太祖 朱元璋, 1328∼1398)은 통일의 

위업을 달성한 대명왕조(大明王朝)의 태평성세를 더욱 확연히 드러

내고 과시하기 위해 상원절을 열흘로 연장했다. 선덕제(宣德帝, 

1398∼1435)의 재위 연간인 1425년부터 1435년까지는 국가의 공

식적인 상원절 휴일이 무려 스무날이나 됐다. 송대보다 두 세배나 

긴 기간만 보더라도 명 황실이 상원연등회를 얼마나 중시했는지 알 

수 있다. 

     청대(淸代, 1616~1912)에는 상원절의 휴일 기간이 줄어들긴 

했지만 청 황실은 상원연등회의 상징성을 적극적으로 부각하였다. 

청 황실은 상원절 기간 동안 후궁의 왕비와 대신들을 대동하여 주

안(酒案)을 차려 외국 사자들을 접대하였다. 이때 상원연등회는 자

금성(紫禁城) 건천궁(乾清宫)과 원명원(圓明園)의 정대광명(正大光

明), 산고수장(山高水長) 등의 전각에서 열렸다.

     특히 청나라 상원연등회의 연희는 유일하게 구체적인 공연내

용이 남아 있다. 청나라 궁정에서는 상원연등회 때 등춤놀이란 공연

을 하였다. 기록에 따르면 등춤놀이는 여성 무희들로만 구성된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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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가장 많을 때는 그 인원이 무려 3천 명을 넘었다고 한다. 등춤

놀이는 오색 등롱을 든 3천 명의 무희들이 ‘태평가(太平歌)’의 반주 

속에서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 ‘태(太)’자, ‘평(平)자’, ‘만(萬)자’와 ‘세

(歲)자’의 행열을 순서대로 지었다가 다시 ‘태평만세(太平萬歲)’라는 

어구의 행열을 짓는 춤이다.129) 등춤놀이는 청 황실이 등회의 성격

을 왕화로 구현된 태평성대로 부각시키고 싶어 했다는 것을 단적으

로 보여준다. 

     중국에서 시작된 상원연등회는 긴 시간 동안 이어져 내려오면

서 발전한 세시 풍속이다. 그러나 상원연등회는 그 기원에서부터 권

위를 정당화하는 제왕설을 읽을 수 있다. 송 황실은 상원연등회의 

연희 행사들을 구성하면서 왕화로 이룬 태평성대의 경관이라는 상

징성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후 명·청대에도 상원연등회의 행사 절

차들이 이어졌으며 행사를 구성하는 연희들은 황실에서 의도했던 

등회의 상징성을 구체화했다.  

     우리의 기록에서 보이는 모든 연등 행사는 중국의 상원연등회

와 관련이 있다. 삼국시대에는 행해졌던 등회의 기록은 단 두 개가 

있는데 전부 상원연등의 기록이다.130) 고려시대는 등회가 가장 활발

하게 행해졌던 시기로 연구자마다 분류가 조금씩 다르지만 팔관회

를 비롯해서 총 4개의 국가 행사인 등회가 있었다. 그러나 모든 등

회는 상원연등회의 절차와 방식을 따랐다. 즉 고려시대 등회는 상원

연등회로 대표되며 그 정체성이 상원연등회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고려의 연등회가 상징성을 구체화하는 방안은 『고려사』에 

기록된 연등회의 행사 절차 및 구성된 연희의 내용에서 살펴볼 수 

129) 장웨‧왕샤오안‧리루하이, 오영화 譯, 『원소절』 (사람사는세상, 2015), pp. 
42-44. 

130) 『三國史記』, 「新羅本紀」11. “六年春正月十五日,… 幸皇龍寺看燈, 仍賜燕百寮。
봄 정월…(중략)…15일에 황룡사에 거둥하여 연등을 구경[看燈]하고 백관들에게 
잔치를 열어 주었다.” “四年春正月十五日, … 幸皇龍寺看燈。4년 봄 정월…(중
략)…15일에 왕이 황룡사에 거둥하여 연등을 구경하였다.” 원문과 번역은 이윤
수, 앞의 논문(2012), p. 91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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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고려의 상원연등회는 14일의 연등소회(燃燈小會)와 15일의 연

등대회(燃燈大會)로 진행되었다. 연등소회일의 주요 행사는 강안전

(康安殿)에서 열리는 편전 의식과 봉은사 행향의식(奉恩寺行香儀式)

이었다. 편전 의식은 왕이 강안전에 행차하여 백희잡기(百戱雜技)를 

관람하는 것이다. 편전 의식이 끝나면 왕은 강안전에서 태조의 원찰

(願刹)인 봉은사로 출발한다. 이때 왕의 행차는 종실과 문무백관을 

포함하여 2천여 명의 의장대가 수행하는 장대한 규모였다. 봉은사에 

도착하면 왕은 조종(祖宗)인 태조의 진전(眞殿)에 향을 올렸다. 

     대회일의 중심 행사는 대연회(大宴會)로 보름날 밤에 열렸다. 

대연회는 왕과 신하들이 함께 자리하여 술과 음식을 나누며 즐기는 

행사였다. 대연회는 대궐 안에 수많은 등을 밝힌 채 진행되었으며  

연희는 의례 절차에 따라 공연됐다. 연회가 시작되면 왕에게 차와 

술 꽃 등이 올려 졌고 왕은 이에 대한 답례로 신하들에게 꽃, 과일, 

술, 음식 등을 하사했다. 대연회에서는 왕이 먼저 시를 짓고 신하가 

이에 왕조의 공덕을 추앙하고 왕실의 번영을 송축하는 치어(致語)로 

회답했다. 이상으로 공식적인 의례 절차가 끝나면 다음날 아침까지 

야간 통행금지가 해지되고 밤새 등회가 이어졌다. 

     연등회 때 행해졌던 공연 내용을 알 수 있는 기록은 문종(文

宗, 1019∼1083)시기에 있었던 연등회에 관한 두 번의 기록뿐이다. 

문종 27년(1073)의 기록에는 송나라에서 들어온 당악정재(唐樂呈

才)인 답사행가무(踏沙行歌舞)를 선보였다고 한다.131) 그러나 구체

적인 춤의 내용은 전하지 않는다. 문종 33년(1079)의 기록은 고려 

연등회의 상세한 공연 내용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다. 이 기록

에 따르면 등회에서 왕모대가무(王母隊歌舞)를 공연하였는데 이 춤

은 55명이 한 조가 되어 ‘군왕만세(君王萬歲)’, ‘천하태평(天下太平)’

131) 『高麗史』 권71, 「樂」2. “文宗二十七年二月乙亥敎坊奏., ‘女弟子眞卿等十三人所
傳踏沙行歌舞請用於燃燈會。’ 制從之。十一月辛亥設八關會御神鳳樓觀樂敎坊女
弟子楚英奏., “新傳抛毬樂九張機別伎抛毬樂弟子十三人九張機弟子十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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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글자 모양을 만들며 추는 것이었다고 한다.132) 

     고려의 상원연등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왕화로 이룩된 태평

성대라는 구체적인 상징성을 갖고 있다. 소회일에서 태조 신앙을 등

회의 중요 행사로 포함시킨 점과 장대하고 화려한 왕의 행차를 연

출한 점에서도 왕실의 권위를 높이려는 의도를 읽을 수 있다. 대회

일에 열린 대연회의 행사 절차는 군신간의 위계질서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신하들이 올린 치어 및 왕모대가무의 내용도 등회의 상

징성을 구체화한다. 한편 고려의 상원연등회는 원간섭기(元干涉期)

에 의례의 격식을 황제의 격에서 제후의 격으로 낮추기를 요구받았

는데 이 또한 등회의 성격을 반증한다. 

     <태평성시도>가 소재로 선택한 등시는 왕화로 이룩된 태평성

대라는 상원연등회의 상징성을 기반으로 한다. 이런 이유로 등시의 

정경으로 그린 이상 사회는 왕실을 송축하고 그 권위를 재확인하는 

성격을 함유한다. 즉 <태평성시도>가 그린 이상 사회는 상업화 및 

도시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반영 외에 또 다른 고유한 성격을 가

진다. 상업의 발달과 물질의 풍요는 왕과 당대 지식인들이 공유한 

이상 사회의 성격이다. 예를 들면 <성시도>는 당대 한양의 풍속에 

발달된 문명의 모습을 투영함으로써 우리 현실에 사회 구성원 모두

가 꿈꾸는 이상 사회를 실현시켰다. 반면 <태평성시도>는 왕과 왕

실의 공덕으로 실현된 이상 사회를 함께 송축하는 모습이며 전혀 

현실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다. <태평성시도>는 특별히 왕과 왕실을 

송축하는 성격이 강한 그림이다. 

     <태평성시도>의 이러한 성격은 작품에 대한 여러 가지 추정을 

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우선 <태평성시도>의 제작 상황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등회의 정경은 조선 전기부터 왕화로 이룩된 태평성대

를 대표하는 장면으로 문학에서 수차례 재생산됐다. 반면 등시를 소

132) 『高麗史』 권71, 「樂」2. “文宗三十一年二月乙未, 燃燈御重光殿觀樂敎坊女弟子
楚英奏, 王母隊歌舞一隊五十五人舞成四字或君王萬歲或天下太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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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로 한 그림은 자비대령화원의 화제로 한 번 출제된 기록(1806)이 

유일하며 <태평성시도>에 관한 기록은 전무하다. 등시를 그린 그림

은 등시가 시제로 등장한 정조 12년(1788) 이후로 생각된다. 정조 

12년의 기록은 등시가 예술의 제재로 등장한 최초의 기록이다. 또

한 정조대는 상업화와 도시화에 대한 새로운 이상향이 예술에 반영

되기 시작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태평성시도>는 상업화와 도시화에 대한 새로운 이상

이 반영된 점 외에도 고유한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로 등시는 

상업화·도시화의 시각화 흐름 속에 새롭게 등장한 화제(畵題)였지만 

왕과 왕실을 송축하는 특수한 성격이 있다. 둘째로 <태평성시도>는 

관련 문헌 기록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성시도>의 경우는 현전

하는 작품은 없지만 관련 기록이 많이 남아있다. <태평성시도>와 

같이 거대한 규모로 정교하게 제작된 작품이 관련된 기록을 하나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은 오히려 비밀리에 제작이 진행되지 않았나하

는 의구심이 들게 만든다. 등시가 왕권과 관련이 깊은 소재인 만큼 

다른 그림들에 비해 공공연하게 여러 차례 제작되기 힘들었을 것으

로 생각된다.   

     <태평성시도>가 등시를 소재로 한 그림이라는 점은 작품의 제

작자와 제작 목적과도 깊은 연관을 가질 수밖에 없다. 등시의 상징

성이 왕과 왕실을 송축하는 기능을 함유한 만큼 <태평성시도>는 조

정에서 왕실의 권위를 위해 제작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조

선시대의 병풍을 크기에 따라 대·중·소로 구분하면 <태평성시도>는 

대병(大屛)의 범주에 속한다. 또한 <태평성시도>는 비단으로 제작됐

으므로 상당한 돈을 들여 만든 병풍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133) 

133) 조선시대에 병풍의 크기는 대병(大屛), 중병(中屛) 소병(小屛)으로 구별하였는데, 
1744년과 1759년의 『(종친부)계병등록』을 참고하면 대병 한 첩의 바탕 크기는 길
이 1m(3尺3寸)정도, 폭 36cm(1尺2寸) 남짓 되는 규모였다고 본다. 1796년 대병
의 제작 비용을 보면 견본은 100냥이고 지본은 30냥으로 비단 바탕과 종이 바탕
의 가격차가 컸다. 박정혜, 『조선시대 궁중기록화연구』(일지사, 2000),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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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태평성시도>에 그려진 매우 구체적인 녹로(轆轤)의 모

습은 <태평성시도>가 왕실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녹

로는 정조대 수원 화성의 성곽을 축조할 때 정약용에 의해 고안됐

다. 정약용은 『기기도설(奇器圖說)』을 참조하여 조선의 건설 기술

에 맞게 녹로를 창안했다. 녹로는 화성 축조 이후 순조대 인정전(仁

政殿) 재건 공사에도 이용됐다. 녹로의 모습이 그림으로 기록된 사

례는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 『인정전영건도감의궤(仁政殿

營建都監儀軌)』, 『인정전중수의궤(仁政殿重修儀軌)』 등 이다. <태

평성시도>에 그려진 녹로와 1801년 편찬된 『화성성역의궤』에 보

이는 녹로는 세부적인 틀의 길이 및 조합 방식에서는 차이를 보이

지만 전체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재는 흡사하다. <태평성시도>는 

의궤를 제작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조건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의궤는 열람자가 제한된 서목(書目)이고 도화서 화원들이 제

작한다. 따라서 <태평성시도>의 녹로는 왕실 제작의 신빙성을 높여

준다고 생각한다. <태평성성시도>는 왕과 왕실을 송축하기 위한 목

적으로 조정에서 등시를 소재로 제작한 그림으로 추정된다. 

  

275-276 참조; 이수미, 「<태평성시도>와 조선 후기 상업공간의 묘사」, 『미술사와 
시각문화』 3, 2004, pp. 38-65, 각주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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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태평성시도>는 성곽으로 둘

러싸인 도시에서의 상업 공간과 활동이 상세하게 그려진 작품이다. 

<태평성시도>에 대한 연구는 그 동안 미술사학계와 건축사학계에서 

꾸준히 진행되어왔다. 대체로 작품에 대한 다음 세 가지 의견이 주

류를 형성하였다. 첫째는 제작 시기에 대한 것으로 <태평성시도>는 

19세기 전반 경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이다. 둘째는 <태평성시도>가 

상업화와 도시화의 이상이 시각적으로 구현된 작품이라는 것이다. 

이 견해는 <태평성시도>가 제작된 계기를 상공업의 발달이라는 시

대적 변화가 초래한 이상 사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추정한 것

이다. 셋째는 <태평성시도>가 상업화와 도시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

를 계기로 제작된 다른 작품들과는 다른 고유한 성격이 존재할 것

이라는 견해이다. 

     본 논문은 <태평성시도>에 나타난 세부적인 묘사에 주목하여 

그림에 그려진 상업 공간이 특별한 축제의 시장인 등시(燈市)임을 

규명하는 작업이다. 이 연구를 통해 본 논문은 기존 연구에서 구체

적으로 설명하지 못한 <태평성시도>만의 고유한 성격을 밝히고자 

하였다. <태평성시도>는 특정한 시장인 등시를 소재로 상업화와 도

시화가 이루어진 새로운 이상 사회를 그린 작품이다. 등시의 상징성

은 <태평성시도>의 제작 목적과 깊은 연관을 가진다. 작품 속 상업 

공간의 성격을 구체화하는 등시는 <태평성시도>만의 고유한 맥락을 

설명할 수 있는 요소이다. 

     <태평성시도>에는 작품이 제작되었던 조선 후기 등회의 관등

(觀燈) 풍속이 매우 상세하고 정확하게 그려져 있다. 그림에 그려진 

등의 종류와 당시 조선에서만 사용했던 등을 매다는 긴 장대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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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은 당시 세시풍속지의 기록과 정확히 일치한다. <태평성시도>에 

그려진 등들은 일상생활에서는 쓰이지 않았던 공양용(供養用) 등이

다. 또한 그림에 묘사된 등을 파는 상점은 등회에 맞춰 일시적으로 

공양용 등을 파는 잡화점으로 추정된다. <태평성시도>에 그려진 상

품의 품목은 일상 생활용품보다 고가의 기호품이 많다. 이러한 요소

는 등시가 고동서화(古董書畫)와 같은 사치품이 특히 많이 거래된 

시장이었다는 기록과 일치한다. 

     <태평성시도>에 그려진 이례적인 등장인물의 구성 또한 등시

의 정경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태평성시도>는 유난히 여성과 

어린이들이 많이 등장하며 나들이를 나온 것으로 보이는 가족 단위

의 인물들이 관찰된다. <태평성시도>의 여성들은 그림 속 모든 공

간에서 다양한 노동과 유흥 활동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작품 속 여

성의 표현 중 각별히 주목을 끄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하나는 <태

평성시도>에 표현된 행렬 중 가장 격이 높은 행렬이 여성의 행렬이

라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거리에서 가족들과 축제를 즐기는 듯한 

여성 노인의 표현이다. 이런 표현들은 동아시아 그림의 전통에서 매

우 희귀한 예이지만 등시 관련 문헌 사료와는 일치한다. <태평성시

도>에는 어린이의 활동도 풍부하게 그려져 있다. 그림 속에는 사계

절을 망라한 어린이의 놀이가 그려져 있으며 독특하게 장난감을 가

지고 놀고 있는 아이들이 많다. 문헌 사료를 검토한 결과 등시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장난감 시장이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태평성시도>에 그려진 서양추천(西洋鞦韆)은 청나라 상원연

등회(上元燃燈會)에서 세 번째 순서로 정해진 공연이다. 이러한 점

들을 통해 <태평성시도>가 등시라는 특정 소재를 그린 그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태평성시도>에 그려진 등시의 표현 가운데 조선의 등시 

풍속에만 한정되는 것은 등과 등간뿐이다. 그림이 제작되었던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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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의 등시는 시간성과 장소성이 명확한 행사였다. 아울러 같은 시

기 제작되었던 <성시도>는 당대(當代)의 풍속이라는 시간성과 한양

임을 드러낼 수 있는 장소성을 분명히 지니고 있었던 그림이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태평성시도>는 당대 조선의 등시 풍속을 그

리고자 했던 작품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태평성시도>는 특정한 

축제가 벌어진 시장인 등시를 소재로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이상 사회를 표현한 작품이었다고 추정된다. 따라서 <태평성시

도>가 당시 조선보다 더 발달한 중국의 건축물과 중국식 의복을 한 

인물들로 태평성대의 이상 사회를 그린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

니다. 

     <태평성시도>가 등시를 중심 소재로 채택한 것은 등시가 내포

한 상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등시의 상징성은 작품의 제작 목

적을 추론할 수 있는 요소이다. <태평성시도>에 그려진 문자등(文字

燈)인 ‘태(太)’와 ‘평(平)’은 그림에서 가장 크고 선명하게 묘사된 등

이다. 조선 후기 세시풍속지에는 여러 가지 종류와 형태의 문자등에 

대한 기록이 보인다. 그러나 <태평성시도>에는 ‘태(太)’와 ‘평(平)’ 

단 두 개만이 가장 눈에 띄는 형태로 그려져 있다. 이러한 점은 문

자등인 ‘태(太)’와 ‘평(平)’이 등시가 내포한 상징성을 전달하는 메시

지일 가능성을 제시한다. 문학 관련 자료는 등회에 관한 조선시대의 

사료 중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 그 중 대부분이 등회의 정경을 

태평성대의 상징으로 노래하고 있다는 점은 문자등의 메시지에 대

한 신빙성을 높여준다.  

     조선시대 문학에서 등회의 경관은 일관되게 ‘왕화(王化)로 구

현된 태평성대’로 해석되었다. 이는 등회의 경관을 하나의 소표제

(小標題)로 사용한 팔경시(八景詩)가 조선시대 전체에 걸쳐 유행했

던 사실과 관련이 깊다. 등회를 시제(詩題)로 채택한 팔경시의 시작

은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의 제영편(題詠編) 경도조(京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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條)에 수록된 「남산팔영(南山八詠)」과 「한도십영(漢都十詠)」이

다. 왕명으로 서거정에 의해 편찬된 『동국여지승람』은 ‘물상(物象)

을 읊조리며 왕화를 칭송’하는 시문을 선택적으로 집성한 책이다. 

이는 서거정(徐居正, 1420~1488)을 필두로 한 조선 전기 관각문인

(館閣文人)들의 문학관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들은 문학의 존재 

가치를 ‘시대의 왕화를 드러내는 물상을 읊조리며 칭송’하는데 두었

다. 조선 전기 관각문인들의 문학관 속에서 형성된 조선의 팔경시는 

개별적으로 선택된 여덟 개 이상의 경물이 모두 ‘물상을 읊조리며 

왕화를 칭송’하는 구조적 공통성을 지니고 있다. 팔경시의 소표제인 

등회의 경관은 조선시대 팔경시의 출발점에서 왕화로 구현된 태평

성대를 상징하는 하나의 기호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도십영」은 정도전(鄭道傳, 1342∼1398)의 「신도팔

경(新都八景)」과 함께 많은 사람들에 의해 차운(次韻)되어 다시 읊

어지며 한양을 대상으로 한 팔경시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한양을 

대상으로 한 16세기 이후의 팔경시는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수도로

서 한양의 특징을 드러내려고 했던 고민이 나타나 있다. 이러한 이

후 세대들의 고민은 「한도십영」과 「신도팔경」의 소표제를 혼입

과 변용해 채택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17세기 초 이식(李植, 

1584~1647)과 이민석(李民宬, 1570∼1629)이 월과(月課)로 지은 

「한도팔영(漢都八詠)」과 18세기 초 홍세태(洪世泰, 1653∼1725), 

이덕수(李德壽, 1673∼1744), 오광운(吳光運, 1689∼1745) 등이 지

은 「경도팔경(京都八景)」이 대표적인 예이다. 

     등회의 경관을 담은 「한도십영」은 팔경시의 중요한 고전으

로 읽히며 19세기까지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19세기에 편

찬된 것으로 추정되는 『동국여지비고(東國輿地備考)』의 제영편 경

도조에는 정조(正祖, 재위 1776∼1800)의 「국도팔영(國都八詠)」

이 추가되었다. 「국도팔영」은 등회의 경관을 읊은 「자각관등(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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閣觀燈)」이 소표제로 채택된 시이다. 조선시대에 등회의 경관은 팔

경시의 전통 속에서 꾸준히 재생산되며 왕화로 태평성대가 구현된 

상징성으로 인식되었다. 

     한편 등회를 읊은 시에서 태평성대를 표현한 용어의 변화와 

<태평성시도>에 그려진 문자등인 '태(太)'와 '평(平)'의 관계는 주목

할 만하다. 18세기까지는 승평(昇平)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우세한 

상태에서 태평(太平)과 태평(泰平)이 드물게 쓰였다. 반면 19세기 

이후부터는 <태평성시도>에 그려진 태평(太平)만이 관찰된다. 또한 

19세기에 편찬된 세시풍속지에 따르면 나라가 안정되어 아무 걱정

이 없고 편안하다는 뜻의 문자등은 태평(太平)만이 사용되었다. <태

평성시도>가 제작된 19세기에는 등회의 경관과 태평(太平)이란 단

어의 관계성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태(太)'와 '평

(平)'이라는 문자등만 그려진 <태평성시도>가 다름 아닌 등시를 그

린 작품일 가능성을 높여준다. 

     조선시대 문학에서 등회가 태평성대의 상징성을 내포하게 된 

것은 상원연등회라는 특정 등회의 정체성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등

공양(燈供養)은 단순한 공양 행위로 하나의 상징성을 획득하는 것은 

본래 불가능했다. 등회는 주도하는 집단이 선택적으로 구성한 제례 

행사의 절차 및 봉헌되는 각종 공연에 의해 그 성격이 좌우되었다. 

민간이 주도했던 세시 풍속인 조선의 등회는 본래 그 자체로 특정

한 상징성이 있지 않았다. 왕화로 이룩된 태평성대라는 상징성은 상

원연등회의 정체성이었으며 조선의 문학은 상원연등회의 성격에 기

초하여 등회를 노래했다. 

     중국에서 시작된 상원연등회는 기원부터 왕권과 깊은 관련을 

갖고 발전하였다. 상원연등회는 송대(宋代, 960~1279) 이후부터 황

실의 주도 하에 개최되면서 왕화로 구현된 태평성대라는 상징성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상원연등회의 상징성은 청대(淸代, 1616~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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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계속 이어졌다. 상원연등회는 삼국시대의 단편적인 기록으로 

그 전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고려시대에는 국가주도의 주요한 행사

로 발전하였다. 고려의 상원연등회는 중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왕조의 

공덕을 추앙하고 왕실의 번영을 송축하는 절차와 공연으로 구성되

었다. 

   조선 전기 팔경시 속에 등장하는 등회는 고려시대 상원연등회에 

기반을 둔 것으로 보인다. 상원연등회는 조선 태종대까지 사월연등

회와 공존했었다. 또한 당시 사람들은 고려시대에 행해졌던 상원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에 대해서도 숙지하고 있었다. 팔경

시의 흐름 외에 상원연등회의 정체성을 이어준 것은 정조사(正朝使)

의 연행(燕行) 경험이다. 조선에 전해진 정조사의 연행 경험은 등회

의 경관이 가지는 상징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상원연등회의 구체적인 절차와 공연 내용은 왕과 왕실을 송축

하고 권위를 확인하는 성격이 강했다. <태평성시도>는 상원연등회

의 상징성을 기반으로 하는 등시를 그린 그림이다. 따라서 이 작품

은 왕실을 송축하고 그 권위를 재확인하는 성격을 보여준다. 이러한 

<태평성시도>만의 고유한 특징은 상업화 및 도시화의 맥락이 반영

된 다른 작품들과는 확연히 차이가 난다. <태평성시도>가 등시를 

소재로 한 그림이라는 점은 작품의 제작자 및 제작 목적과도 깊은 

관련을 지닌다. 등회는 왕과 왕실을 송축하는 기능을 상징했다. 따

라서 <태평성시도>는 조정에서 왕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제작한 

그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본 논문은 <태평성시도>가 등시라는 특정한 시장을 그렸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태평성시도>에 그려진 이상 사회의 성격을 왕화

로 이룩된 태평성대로 조명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에 설명되지 않았

던 <태평성시도>만의 고유한 성격 및 제작 배경에 관한 설명을 제

시할 수 있었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태평성시



- 87 -

도> 에 강하게 드러난 중국풍(風), 즉 중국식 의복과 건물이 왜 그

림에 자주 등장하는가 하는 문제를 본 논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설명

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이 다각도의 풍부한 접근이 필요한 <태평성

시도> 연구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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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The City of Supreme Peace: 
The Era of Great Peace Represented by the 
Lantern Fair 
 

Chun, Jimin 

Department of Archaeology and Art Histo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screen painting The City of Supreme Peace (Taepyeong seongsi do, 太平城市圖), 

currently in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is an imaginary urban landscape which 

describes specific and detailed commercial activities in a city surrounded by a fortress. 

This painting can be dated to the early nineteenth-century. It is known as a 

visualization of the commercialization and urbanization of late Joseon Korea (1392-

1910). In previous studies, the commercial zone in the painting was thought of as a 

daily market, one of the elements that symbolize the city. However, the painting 

focuses more on depicting the commercial zone rather than sketching a cityscape. 

Besides the detailed depiction of the commercial zone, two fascinating elements of 

this picture are: (1) various kinds of lanterns that are scattered over the whole painting; 

and (2) the unusual composition of the people appearing in the painting.  

 

This research argues that the commercial zone depicted in the painting is a Lan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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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r (燈市), thus explaining the peculiarities in the description of the commercial zone 

in the painting. Furthermore, The City of Supreme Peace is suggested as a visual 

representation of the era of grand peace (太平) represented by the Lantern Fair. There 

are many pieces of evidence that support the argument that the commercial zone in 

the painting is a Lantern Fair. There are many different kinds of lanterns over the 

whole painting, exuding a festive atmosphere. The customs of a Lantern Festival (燈

會) in the late Joseon dynasty described in the books of seasonal customs 

(Sesipungsokji, 歲時風俗志) are realistically and closely reflected in this painting. The 

shop that sells lanterns is actually a general store which temporarily sells lanterns for 

the Lantern Festival. Most of the merchandise in this painting are not a household 

items but high-priced luxury products, consistent with historical records of Lantern 

Fairs. This painting also contains a swing circus (西洋鞦韆) known as a performance 

often seen in a Lantern Festival.  

 

Assuming the commercial zone presented in The City of Supreme Peace is a Lantern 

Fair, the distinctive characters in the painting are now naturally explained. There are 

many women and children in the painting, unlike the usual depiction of a marketplace 

which is dominated by men. Review of historical records indicate that the Lantern 

Festival was a holiday for women and children. In the painting, all women both indoor 

and outdoor are very active in labor and entertainment activities. There are old women 

enjoying the festival with their families on the street in the painting, which is an 

extremely rare case in the tradition of East Asia painting. But it is very relevant to the 

historical sources about a Lantern Festival. There are a variety of children’s activities 

in the painting. That children carrying multifarious toys are easily observed is an 

interesting case. Toy stores for children are established in a Lantern Fair. The 

population density in the street is very high. A close look at the picture confirms that 

many elements are drawn intentionally for complexity. These portrayals remind u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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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cords that people from all over the country gathered to see a Lantern Festival 

and the streets were too crowded. 

 

The City of Supreme Peace does not represent the Lantern Fair of Joseon Korea. This 

painting is full of Chinese architectural buildings and people in Chinese hair style and 

clothing. The only element unique to Joseon Korea is the description of various 

lanterns. The Landscape of the Capital City (Seongsi do, 城市圖) drawn at the same 

period is a painting which contains exact information about time and place. It depicts 

the customs of the capital city of Hanyang (漢陽, present-day Seoul) during the 

eighteenth-century. The Lantern Fair of the Joseon dynasty is also known to take 

place at specific time and place. It was held from Cheonggyecheon (靑溪川) to Jongro 

(鍾路), two of the major districts of Hanyang, on April 8. But, there are not any 

elements reflecting such information in the painting. For this reason, The City of 

Supreme Peace is presumed to be a painting of a certain ideal society whose 

characteristics can be explained by the custom of a Lantern Fair.  

 

The scenery of a Lantern Festival is consistently interpreted as the era of great peace 

accomplished by the benevolent rule of the sovereign (王化) in literature during the 

Joseon dynasty. It is closely related to the fact that composing poems about the 

scenery of a Lantern Festival as a subtitle (小標題) of the “Eight Scenes” poems (八景

詩) prevailed in the Joseon dynasty. The “Eight Scenes” poems consist of more than 

eight individually selected scenes. Each scene praises the era of great peace 

accomplished by the benevolent rule of the sovereign. The scenery of a Lantern 

Festival seems to have become a symbol of the era of great peace at the beginning of 

the “Eight Scenes” poems of Joseon Korea. The symbolic meaning of a Lantern Fair 

was continuously reproduced with the “Eight Scenes” poems as an influential work 

of literature in the Joseon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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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aracter of a Lantern Festival changed depending on the purpose of the leading 

group that holds the festival. Since a lantern is just one kind of offerings, it cannot 

have a certain special symbolic meaning. Therefore, the character of the Lantern 

Festival is constructed by the procedures and performances selected by the leading 

group. The era of great peace is the symbolized meaning of the Lantern Festival on 

the fifteenth day of the New Year according to the lunar calendar (Sangwon 

Yeondeunghoe, 上元燃燈會, Ch. Yuanxiao denghui 元宵灯会). It was the identity of 

the Sangwon Yeondeunghoe that the “Eight Scenes” poems of Joseon Korea sang of. 

Although there are a variety of views about the origin of the Sangwon Yeondeunghoe 

can be traced back to ancient China. From its beginning, the Sangwon Yeondeunghoe 

has always been intimately linked to the authority of the king. It was organized by the 

Chinese imperial court from the Song dynasty. Accordingly, the Sangwon 

Yeondeunghoe was closely associated with the symbolic meaning of the era of great 

peace. A few fragmentary historical records of the Sangwon Yeondeunghoe from the 

Three Kingdoms Period of Korea have survived. It developed to be a major ceremony 

which was held by the royal court of the Goryeo dynasty (918-1392). As a result, the 

Sangwon Yeondeunghoe of the Goryeo was composed of the procedures and 

performances for praising and venerating the royal court.  

The symbolic meaning of the scenery of the Lantern Festival in the “Eight Scenes” 

poems during the early Joseon dynasty seems to be based on the meaning of the 

Sangwon Yeondeunghoe of the Goryeo. Until the Joseon king Taejong (太宗, r. 1400-

1418) abolished Sangwon Yeondeunghoe, both Sangwon Yeondeunghoe and the 

Lantern Festival on the fifteenth day of the fourth month of the lunar calendar 

coexisted as the two Lantern Festivals in early Joseon dynasty. People of the time 

were well informed of the details of the Sangwon Yeondeunghoe of the Goryeo. 

https://www.google.com/url?sa=t&rct=j&q=&esrc=s&source=web&cd=&cad=rja&uact=8&ved=0ahUKEwiYha70hdnRAhWj54MKHZgoBsc4HhAWCEQwCQ&url=http%3A%2F%2Fbaike.baidu.com%2Fview%2F793259.htm&usg=AFQjCNGaRp9w2_n0Ld41NBRGwnEQ0A73Kg&bvm=bv.144686652,d.a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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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ept for the continuous tendency of the “Eight Scenes” poems, it was the 

experience of Yeonhaeng (燕行 trip to Beijing) that kept the identity of the Sangwon 

Yeondeunghoe. The information on the Sangwon Yeondeunghoe of China collected 

by Yeonhaengsa (燕行使 Korean emissaries to China) was known to Korea. It could 

help to retain the symbolic meaning of the scenery of the Lantern Festival.  

In conclusion, The City of Supreme Peace served as a means of venerating the royal 

court and reconfirming the authority of the king by adopting the scene of a Lantern 

Fair. The characteristics of the screen are distinctly different from those of other 

paintings that were created in the context of commercialization and urbanization.  

Keywords: The City of Supreme Peace (Taepyeongseongsi do, 太平城市圖),  The 

era of great peace (taepyeong, 太平),  Lantern Festival (Deunghoe, 燈會), 

Lantern Fair (Deungsi, 燈市), The “Eight Scenes” poems (Palgeongsi, 八景詩), 

The benevolent rule of the sovereign (wanghwa, 王化) 

Student Number: 2013-2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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