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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차쟁도병풍(車爭圖屛風)>은 현재 토쿄국립박물관(東京國立博物館)에

소장되어 있는 일본의 중요문화재(重要文化財)이며, 카노파(狩野派)가 그

린 17세기 초의 겐지에(源氏繪)를 대표하는 작품이다. 현재는 4曲 1隻의

병풍 형식으로 개장되어 있으나, 본래는 건축물에 부속되어 공간을 장식

했던 후스마에(襖繪)였다. 이 작품은 일본의 고전(古典)인 『겐지모노가타

리(源氏物語)』의 제9첩 「아오이(葵)」첩에 나오는 차쟁(車爭) 장면을 화

제(畵題)로 그렸다.

<차쟁도병풍>은 그 동안 기존의 겐지에 차쟁도(車爭圖)에서는 그려지

지 않았던 동적(動的)인 인물 표현과 당대(當代)의 풍속(風俗) 묘사로 인

해 매우 독특한 작례로서 주목받아왔다. 이와 같은 특징은 <차쟁도병풍>

이 『겐지모노가타리』에서 화제를 취하기는 했지만, 그 제작과 감상은

이야기와 별개의 맥락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말해준다. 또한 <차쟁도

병풍>의 화제와 모티브의 선택 및 도상의 구성을 살펴보면, 이 작품을 그

린 화가와 제작 시기 및 제작 목적이 선행 연구와 다를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차쟁도병풍>의 모티브와 화면의 구도 및 그

설치 공간의 성격과 작품의 제작 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을 통해 이

작품의 회화적 의미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차쟁도병풍>은 선행 연구에서 모모야마 시대(桃山時代, 1583-1603)를

대표하는 카노 산라쿠(狩野山樂, 1559-1635)의 야마토에(大和繪)로 언급되

고 있다. 그러나 <차쟁도병풍>과 관련된 유일한 기록인 『어일기비망(御

日記備忘)』을 재검토해 보면, 이 작품이 1611년에서 1637년 사이에 신축

된 쿠조가(九條家) 제3저택의 후스마에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차쟁도병풍>에 그려진 아마마유(雨眉) 우차(牛車) 모티브와 화면의

기하학적(幾何學的) 구도는 이 작품이 겐나기(元和期, 1615-1623)에서 칸

에이기(寬永期, 1624-1645)에 이르는 시기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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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차쟁도병풍>은 에도 시대(江戶時代, 1603-1868) 초기의 작품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차쟁도병풍>의 인물 표현을 쿄카노(京狩野) 작품들

의 인물 표현과 비교하면, 그 표현 방식이 산라쿠보다는 그의 후계자인

카노 산세츠(狩野山雪, 1590-1651)와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차쟁도병풍>의 화가로 산세츠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차쟁도병풍>에는 화제의 내용과 어긋나는 ‘행렬(行列)’과 기존 겐지에

차쟁도에서는 그려지지 않았던 ‘격렬한 차쟁’이라는 도상이 나타나 있다.

또한 이 그림에는 『겐지모노가타리』의 배경인 헤이안 시대(平安時代,

794-1185)가 아닌, 작품이 제작된 당대(當代)의 의상을 입은 구경꾼 등의

풍속 표현이 비중 있게 다루어져 있다. 이는 정형화된 도상이 반복되어

그려지는 전통을 가진 겐지에에서는 매우 특이한 경우이며, <차쟁도병

풍>이 다른 차쟁도와는 차별되는 특별한 회화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제례(祭禮)를 화제로 다룬 일본 회화의 한 장르인 제례도(祭禮

圖)에서는 제례의 ‘행렬’과 이를 구경하는 ‘구경꾼들’이라는 도상이 보편적

으로 그려진다. <차쟁도병풍>에서는 제1 · 2폭의 겐지(源氏)의 재원 봉공

행렬(齋院奉公行列)과 제3폭의 아오이노우에(葵の上)의 우차가 마치 하나

의 행렬처럼 보이도록 화면에 일직선으로 배치되었다. 이로 인해 병풍의

제1폭부터 제3폭에 이르는 긴 행렬 도상이 화면에 새롭게 창조되었는데,

이는 가모제(賀茂際)라는 제례 행렬의 시각화를 의도한 것이었다. 또한 이

행렬을 구경하는 당대 풍속의 구경꾼들은 제례가 마치 작품이 제작된 당

시에 거행된 것과 같은 효과를 자아낸다. 기존의 차쟁도에서 묘사되지 않

았던 ‘격렬한 차쟁’ 도상 역시 제례도에서 흔히 그려지는 ‘난투(亂鬪)’ 장

면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격렬한 차쟁’은 제례의 열기를 표현하기 위한

의도적인 장치인 것이다. 이와 같이 <차쟁도병풍>은 이야기 내용의 재현

이라는 겐지에 본연의 목적에서 완전히 벗어나, 제례의 핵심인 ‘행렬’과

제례의 열기를 표현한 ‘격렬한 차쟁’이라는 도상을 통해 제례도로 새롭게

변모했다. 본고에서는 <차쟁도병풍>이 가모제를 그린 제례도로서 새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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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자 했다.

기존 연구에서는 <차쟁도병풍>이 건축물에 부속되어 공간을 장식하는

후스마에였다는 점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었다. 후스마에는 화제와 도상의

선택에서 그 설치 공간의 성격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건물 주인이 전

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표현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가

모제 제례도로서의 <차쟁도병풍>의 회화적 의미는 그 설치 공간의 성격

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차쟁도병풍>이 설치되었던 건물로 추정

되는 쿠조가(九條家) 제3저택의 고타이멘쇼(御對面所)는 사적(私的)인 생

활 공간인 츠네고텐(常御殿)과 접객(接客)이라는 공적(公的)인 기능을 가

진 타이멘쇼(對面所)가 결합된 독특한 공간이었다. 접객, 즉 대면(對面)을

위한 공식적인 공간은 무가 건축(武家建築)의 중요한 특징인데, 고타이멘

쇼는 이러한 무가 건축의 양식이 도입된 공가 건축(公家建築)의 변화를

잘 보여준다. 가모제와 같은 연중행사(年中行事)를 화제로 그린 후스마에

가 무가 건축의 접객 공간을 장식한 사례는 현존 유물과 기록을 통해 다

수 확인된다. <차쟁도병풍>의 가모제 제례도적 성격은 무가 건축의 특징

인 접객 공간을 갖춘 고타이멘쇼의 후스마에로서 위와 같은 전통과 무관

하지 않다.

쿠조가 제3저택은 1632년의 쿠조가와 토쿠가와 쇼군가(德川將軍家)의

혼인을 계기로 신축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혼인은 공가와 무가의 화

합을 도모하려는 에도 막부(江戶幕府) 정책의 일환이었다. <차쟁도병풍>

의 화면 곳곳에 ‘아오이(葵)’ 문양이 그려진 것은 이러한 건축 배경을 지

닌 제3저택의 후스마에로 이 그림이 그려졌을 가능성을 더 확실하게 보여

준다. 아오이는 고래(古來)부터 가모신사(賀茂神社)의 신문(神紋)이었는데,

토쿠가와 쇼군가 역시 이것을 가문(家紋)으로 삼았다. 이는 토쿠가와 쇼군

가가 가모신사를 씨사(氏社)로 하는 가모씨(賀茂氏) 출신이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또한 가모제가 에도 시대 초기부터 ‘아오이제(葵祭)’라는 별칭으

로 널리 불리기 시작한 것도 가모신사와 토쿠가와 쇼군가가 아오이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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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으로 공유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차쟁도병풍>이 표현하고자 한 가

모제는 기존의 전통적인 궁정 제례가 아닌, 토쿠가와 쇼군가의 존재를 부

각시키는 ‘아오이제’였다. <차쟁도병풍>은 이러한 가모제의 시각화를 통

해 쿠조가와 토쿠가와 쇼군가의 혼인을 계기로 신축된 제3저택의 건축 배

경을 고타이멘쇼를 방문한 외빈(外賓)에게 시각적으로 암시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즉 <차쟁도병풍>은 단순한 겐지에가 아니라,

건물주인 쿠조가와 그림의 감상자 간에 특정한 메시지를 공유할 수 있게

만들어 준 매우 특별한 회화 작품이다.

주요어 : 차쟁(車爭), 카노 산라쿠(狩野山樂), 카노 산세츠(狩野山雪), 가모

제(賀茂祭), 겐지에(源氏繪), 제례도(祭禮圖), 쿠조가(九條家), 토

쿠가와가(德川家). 아마마유 우차(雨眉牛車), 아오이(葵), 겐지노

마(源氏之間)

학번 : 2009-20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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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현재 토쿄국립박물관(東京國立博物館)에 소장되어 있는 <차쟁도병풍(車

爭圖屛風)>은 일본의 중요문화재(重要文化財)이며, 카노파가 그린 17세기

초의 겐지에(源氏繪)를 대표하는 작품이다(도 1).1) 이 작품은 현재 네 폭

병풍 형식으로 개장(改裝)되어 있으나, 본래는 건축물에 부속되어 내부 공

간을 구획하는 후스마(襖)에 그려진 후스마에(襖繪)였다. <차쟁도병풍>은

일본의 귀족 가문인 쿠조가(九條家)에서 대대로 소장해 오다가 1929년에

토쿄제실박물관(東京帝室博物館, 現 토쿄국립박물관)에서 열린 ‘모모야마

시대(桃山時代) 장벽화전(障壁畵展)’에 출품되어 세상에 알려졌으며, 1941

년 11월에 토쿄국립박물관이 쿠조가로부터 구입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차쟁도병풍>은 기존의 겐지에 차쟁도(車爭圖)에서는 그려지지 않았던

동적(動的)인 인물 표현과 당대의 풍속(風俗) 묘사로 인해 매우 독특한

작례(作例)로 학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타키 세이치(瀧精一, 1875-1945)는

<차쟁도병풍>이 <시기산엔기에마키(信貴山緣起繪卷)>나 <반다이나곤에

마키(伴大納言繪卷)> 등 헤이안 시대(平安時代, 794-1185) 에마키(繪卷)의

동적인 인물 표현을 계승한 야마토에(大和繪)라고 평가했다(도 2).2) 노다

1) 겐지에(源氏繪)는 헤이안 시대의 궁정을 배경으로 무라사키 시키부(紫式部)가 집필한

소설인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를 화제로 그린 회화를 총칭하는 용어이다. 『겐

지모노가타리』는 매우 다양한 회화 형태로 그려졌으며, 마키에(蒔繪)나 염직(染織)

등 공예품의 주제로서도 응용되었다. 和英對照日本美術用語辞典編集委員会編集, 「源氏

繪」, 『和英對照日本美術用語辭典』(東京: 東京美術, 1998), p. 190. 겐지에에 대한 기

본적인 연구서와 도록은 秋山光和(아키야마 테루카즈)編, 『日本の美術119: 源氏繪』

(東京: 至文堂 1976); 學習硏究社編, 『豪華「源氏繪」の世界源氏物語』(東京: 學習硏

究社, 1988); 德川美術館編, 『繪畵でつづる源氏物語: 描き繼がれた源氏繪の系譜』(名

古屋: 德川美術館, 2005); 佐野みどり(사노 미도리)外, 『國華』1358(特輯 源氏繪,

2008); 佐野みどり編, 『源氏繪集成』(東京: 藝華書院, 2011) 참조.

2) 瀧精一, 「大和繪と山樂と」, 『國華』209(1907), p. 94.

야마토에(大和繪)는 시대에 따라 그 정의(定義)가 달라진다. 헤이안 시대에는 일본의

풍경과 풍속을 그린 그림을 야마토에라고 칭했는데, 이는 양식(樣式)적인 개념은 아니

었다. 그러나 가마쿠라 시대에 중국에서 송(宋) ․ 원(元)의 수묵화가 수입되자, 야마

토에의 정의는 수묵화의 대칭 개념으로 변화되었으며, 헤이안 시대부터 계승된 전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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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미(野田麻美)는 <차쟁도병풍>의 동적인 인물 표현이 <연중행사회권

(年中行事繪卷)>의 구도와 인물 모티브(motif)를 차용한 것이라고 분석했

다(도 3).3) 타케다 츠네오(武田恒夫, 1925-)는 <차쟁도병풍>의 관심이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의 내용 묘사가 아니라 정적(靜的)인 칙사

(勅使)의 행렬과 동적인 종자(從者)들의 난투(亂鬪)라는 군중 묘사에 있다

고 지적했다.4) 그는 <차쟁도병풍>이 『겐지모노가타리』라는 고전적(古

典的)인 주제를 새로운 시점에서 포착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며,

이 작품에서 모노가타리에(物語繪)와 풍속화(風俗畵)가 서로 융합되어 있

는 것이 매우 흥미로운 점이라고 지적했다.5) 야마네 유조(山根有三,

1919-2001)는 <차쟁도병풍>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질서정연하게 진행되

는 행렬 및 차쟁으로 명쾌하고 긴밀하게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생

생한 색감의 인물 표현과 군중(群衆)의 동적인 표현에 있어 카노 산라쿠

(狩野山樂, 1559-1635)가 당대 일인자였음을 보여준다고 언급했다.6) 이처

럼 기존 연구에서는 <차쟁도병풍>의 독특한 도상에 대해 헤이안 시대 에

마키의 영향을 지적하는 한편, 당대의 풍속 표현에 대해서는 16세기 말에

서 17세기 초가 풍속화의 전성기였다는 시대적 배경과 연결시켰다.

그러나 <차쟁도병풍>은 『겐지모노가타리』라는 고전 문학에서 제재를

취하기는 했지만, 그 제작과 감상은 이야기와 동떨어진 맥락에서 이루어

인 회화 양식을 가리키게 되었다. 무로마치 시대에는 토사파가 에도코로아즈카리(繪所

預)라는 궁정 화사의 직책을 세습하게 되면서 이들이 그린 그림을 야마토에라고 칭하

기도 했다. 에도 시대가 되면 유파에 따른 화제의 분류가 명확하지 않게 되면서 토사

파의 그림만을 야마토에로 칭할 수 없게 된다. 이처럼 야마토에를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어려우며 현재 이를 포괄적으로 표현할 단어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下原美

保(시모하라 미호), 「住吉如慶・具慶によるやまと繪制作について-畵題の傾向を中心

に」, 『鹿兒島大學敎育學部硏究紀要 人文社會科學編』60(2008), pp. 238-239.

3) 野田麻美, 「狩野山樂筆「車爭圖屛風」(東京國立博物館)に關する一考察 -「年中行事繪

卷」との關係を中心に」, 『美術史』167(2009), pp. 195-200.

4) 武田恒夫, 『ブック・オブ・ブックス 日本の美術53: 元信 ․ 永德 ․ 探幽』(東京: 小

學館, 1979), p. 166.

5) 武田恒夫, 『日本の美術208: 桃山繪畵』(東京: 至文堂, 1983), p. 65.

6) 山根有三, 「物語圖屛風の槪觀」, 『日本屛風繪集成5: 大和繪系人物』(東京: 講談社,

1979), p.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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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다고 생각한다. 카와모토 케이코(川本桂子)는 1989년에 발간된 야마네

유조 교수의 고희기념논총인 『일본회화사의 연구(日本繪畵史の硏究)』에

실린 「쿠조가 전래의 차쟁도병풍에 관해(九條家傳來の車爭い圖をめぐっ

て)」라는 자신의 논고에서 도상에 치중된 <차쟁도병풍>에 대한 연구에

서 탈피하여 주문자의 의도를 분석, <차쟁도병풍>의 제작 목적을 밝히고

자 했다. 카와모토는 이 작품을 1604년에 있었던 쿠조가의 당주(堂主) 쿠

조 유키이에(九條幸家, 1586-1665)의 혼례 행렬을 그린 것이라고 보았는

데, 이는 작품의 독특한 도상을 주문자와의 관계를 통해 해석을 시도한

것이었다.7) 그러나 『겐지모노가타리』에서의 화제와 모티브의 선택 및

도상의 구성을 살펴보았을 때 <차쟁도병풍>의 화가와 제작 목적, 그리고

제작 시기는 기존 학계의 견해와 다를 가능성이 높다.

본고에서는 먼저 Ⅲ장에서 <차쟁도병풍>의 필자와 제작 연대에 관해

재검토해 보고자 한다. 현재 <차쟁도병풍>의 화가로 학계에서 널리 인정

되고 있는 이는 카노 산라쿠이다.8) 산라쿠는 “인물과 꽃, 짐승과 바위, 나

무에서 카노 에이토쿠(狩野永德, 1543-1590)의 대화풍을 따랐다(人物花禽

7) 川本桂子, 「九條家傳來の車爭い圖をめぐって」, 『日本繪畵史の硏究』(東京: 吉川弘文

館, 1989), pp. 315-325.

8) 카노 산라쿠는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 1534-1582)에 의해 멸망된 오미(近江)지방의

다이묘(大名) 아자이가(淺井家)의 가신(家臣) 집안 출신으로, 본명은 키무라 미츠요리

(木村光賴)이다. 『본조화사(本朝畵史)』에 의하면 산라쿠는 토요토미 히데요시(豊臣

秀吉, 1537-1598)에 의해 그 화재(畵材)를 인정받아 카노 에이토쿠(狩野永德,

1543-1590)의 제자로 입문하여 화사(畵師)가 되었다. 그 후 산라쿠는 에이토쿠의 양자

(養子)가 되어 카노성(狩野姓)을 허락받았으며 슈리노스케(修理亮)를 칭했다. 위의 기

록대로 산라쿠가 실제로 히데요시에 의해 발탁되었는지의 여부는 분명하지 않으나, 토

요토미가의 어용회사(御用繪師)로서 활동한 경력과 1615년 오사카 여름전투(大阪夏の

陣)로 토요토미가 멸망하는 최후의 순간까지 오사카성에 남아있었던 점을 보면, 그가

토요토미가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오사카 여름전투 이후 산라쿠

는 에도 막부(江戶幕府)의 살벌한 토요토미 잔당(殘黨) 처분을 피해 몸을 숨겼다가 막

부의 면책(免責)으로 목숨을 구하게 된다. 이후 산라쿠는 출가하여 삭발하고 호(號)를

산라쿠(山樂)라 하였으며, 쿄토에 거주하면서 에도 막부를 비롯한 다양한 주문자들의

화사(畵事)를 수행했다. 카노 산라쿠의 전반적인 생애에 관한 기록은 狩野永納編 ․

笠井昌昭 ․ 佐々木進 ․ 竹居明男譯注, 『本朝畵史』(京都: 同朋舍出版, 1985), pp.

359-365; 五十嵐公一(이가라시 코이치), 「狩野山樂と山雪の助命」, 『美術史論叢』

20(2004), pp. 77-9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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岩木亦追永德大畵之風)”라는 『본조화사(本朝畵史)』의 기록대로, 모모야

마 시대(桃山時代, 1583-1603)를 대표하는 에이토쿠의 대화면(大畵面) 화

풍을 가장 잘 계승한 화가로 알려져 있다.9) 그러나 현존하는 그의 작품

대부분은 전칭작이며, <차쟁도병풍>에 관해서도 산라쿠의 작품임을 알려

주는 직접적인 증거는 남아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미술사학

계에서는 20세기 초에『어일기비망(御日記備忘)』이라는 기록을 근거로

<차쟁도병풍>을 산라쿠의 작품으로 비정한 이래 이 주장이 줄곧 견지되

어 왔으며, 이에 대한 반론이나 재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10)

9) 『본조화사』는 산라쿠의 손자인 카노 에이노(狩野永納, 1631-1697)가 아버지인 산세

츠(산라쿠의 사위)가 남긴 능화자전(能畵者傳)을 기초로 하여 그것을 증보한 형태로

펴낸 일본 최초의 본격적인 화사(畵史)이다. 1691년에 『본조화전(本朝畵傳)』이란 이

름으로 출판되었다가, 2년 후인 1693년에 초판본의 오자를 정정하고 『본조화인(本朝

畵印)』 1권을 덧붙여 총 6권의 『본조화사(本朝畵史)』로 재출판 되었다. 이 책은 토

사파의 야마토에와 셋슈(雪舟)로 대표되는 한화(漢畵)를 융합한 카노파의 정통성을 주

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아울러 무로마치 시대 중기 이후 모모야마 시대까지 활

약한 24인의 화가를 기술한 제4권 「전문가족(專門家族)」편의 마지막에 카노 산라쿠

의 전기(傳記)를 배치함으로써 산라쿠의 화계를 잇는 산세츠 · 에이노의 정통성을 주

장하고자 했다. 川本桂子, 「山樂の畵風とその展開」, 『新編名寶日本の美術21: 友松․

山樂』(東京: 小學館, 1991), pp. 125-126. 『본조화사』에 관한 이러한 논의를 다룬 연

구는 田中豊藏(타나카 토요조), 「本朝畵史の主張」, 『美術史學』73(1943); 榊原悟(사

카키바라 사토루), 「江戸初期狩野派をめぐる問題-『本朝畵史』と關連して」,

『MUSEUM』343(1979), pp. 14-25; 同 「『本朝畵史』再考」1-4, 『國華』1220-21,

1223-4(1997); 斉藤昌利(사이토 마사토시), 「『本朝畵史』の構想:「卷第四 專門家

族」を中心として」, 『東海大學紀要․敎養學部』31(2000), pp. 216-226; Yukio Lippit,

"A Tale of Two Traditions: Kano Eino's History of Japanese Painting," (Ph.D.diss.,

Princeton University, 2003), pp. 449-626; 五十嵐公一, 『狩野永納『本朝畵史』の硏

究』(東京大學博士論文, 2007) 참조.

10) 최초로 <차쟁도병풍>을 카노 산라쿠의 진작(眞作)으로 판단한 사람은 타키 세이치이

다. 그는 쿠조가 당주들의 일기를 발췌하여 모은 『어일기비망(御日記備忘)』을 최초

로 소개하고, <차쟁도병풍>이 이 기록에 등장하는 ‘겐지노마(源氏之間)’라는 공간의 후

스마에라고 보았다. 타키 세이치 이후 <차쟁도병풍>이 산라쿠의 진작으로 학계에서 널

리 인정받게 된 것은 도이 츠기요시(土居次義, 1906-1991)의 연구에 의해서이다. 그는

쿄토(京都)에 산재한 산라쿠 전칭 장벽화의 진위 여부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감별해

내는 작업을 진행했다. 도이의 방법은 산라쿠의 확실한 진작을 몇 점 정해두고, 그 화

풍을 기준으로 나머지 전승 작품들의 진위 여부를 판별하는 것이었는데, 그는 이 방법

으로 현재 학계에서 산라쿠작으로 여겨지는 작품의 대부분을 제시했다. 도이는 <차쟁

도병풍> 역시 슈리(修理)와 미츠요리(光賴) 인(印)을 가진 산라쿠의 기준작인 <제감도

병풍(帝鑑圖屛風)>과 비교하여 진작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제감도병풍>과 <차쟁도병

풍>은 한화(漢畵)와 야마토에라는 장르의 차이에 따른 인물 표현의 차이뿐만이 아니

라, 얼굴과 의복의 필선에서도 공통점을 거의 찾을 수 없어, <차쟁도병풍>을 산라쿠의

작품으로 비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타키의 주장에 대해서는 瀧精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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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쟁도병풍>의 제작 연대 역시 화가 문제와 연관하여 함께 살펴보아

야 한다. <차쟁도병풍>은 현재 거의 모든 일본 회화사 연구서에서 모모

야마 시대를 대표하는 야마토에 작품으로 언급되고 있다. 이 작품이 산라

쿠가 토요토미가(豊臣家)의 어용회사(御用繪師)로서 활발히 활동했던 케

이초기(慶長期, 1596-1614) 연간에 제작된 작품이며, 더 구체적으로는

1604년의 쿠조 유키이에와 토요토미 사다코(豊臣完子, 1592-1658)의 혼례

때 신축된 저택의 후스마에로서 그려졌다는 것이다.11) 그러나 <차쟁도병

풍>의 구도와 모티브는 이 작품이 최소한 겐나기(元和期, 1615-1623) 이

후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Ⅲ장에서는 <차쟁도병풍>의 화면에

나타난 모티브와 구도의 분석을 통해 이 병풍이 에도 시대 초기의 작품일

가능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Ⅳ장에서는 <차쟁도병풍>의 독특한 도상의 회화적 의미에 대해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차쟁도병풍>에는 화제의 내용과 어긋나는 ‘행렬’과 기존

의 겐지에 차쟁도에서는 그려지지 않았던 ‘격렬한 차쟁(車爭)’이 묘사되었

「山樂の壁畵」, 『國華』508(1933), p. 292; 土居次義, 「障壁畵と山樂(五)」, 『山樂

と山雪』(京都: 桑名文星堂, 1943), pp. 113-116 참조.

11) <차쟁도병풍>의 제작 연대에 대해서는 다수의 학자가 서로 다른 견해를 밝혔다. 츠지

노부오(辻惟雄, 1932-)는 원숙하고 고담한 필치로 보아 <차쟁도병풍>이 산라쿠의 만년

(晩年)에 제작된 작품이며, 그 후계자인 산세츠와의 협업(協業)일 가능성을 제시했다.

반면 카와모토는 처음에는 숙련된 필법과 송수(松樹)의 형태를 들어 <차쟁도병풍>을

겐나기(元和期, 1615-1623) 이후의 작품으로 보았으나, 이후 다시 그림의 주문자인 쿠

조가와 산라쿠의 관계 및 이 병풍이 후스마에로서 설치되었던 17세기 초의 쿠조가 저

택의 분석을 통해 그 제작 연대를 1604년으로 비정했다. 카와모토의 연구 이후 최근까

지 발표된 <차쟁도병풍>에 관한 논고들에서는 1604년을 그 제작 연대로 인정하고 있

다. 가장 최근에 출판된 쿄카노에 관한 연구서인 『京狩野の硏究』와 『京狩野三代生

き殘りの物語: 山樂・山雪・永納と九條幸家』에서도 카와모토의 논지를 그대로 받아들

여 <차쟁도병풍>이 1604년에 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차쟁도병풍>의 제작 연대에

관한 언급은 辻惟雄, 『障壁畵全集 妙心寺天球院』(東京: 美術出版社, 1967), pp. 101;

川本桂子, 「源氏物語 車爭圖」, 『日本屛風繪集成5: 大和繪系人物』(東京: 講談社,

1979), pp. 94-95; 同, 「九條家傳來の車爭い圖をめぐって」, 『日本繪畵史の硏究』(東

京: 吉川弘文館, 1989), pp. 310-329; 同, 「車爭圖屛風」, 『新編名寶日本の美術21: 友

松・山樂』(東京: 小学館, 1991), pp. 114-115; 脇坂淳, 「畵風の形成」, 『京狩野の硏

究』(東京: 中央公論美術出版, 2010), p. 5; 五十嵐公一, 「九條家新御殿」, 『京狩野三

代生き殘りの物語: 山樂・山雪・永納と九條幸家』(東京: 吉川弘文館, 2012), pp 93-1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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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당대(當代) 의상을 입은 구경꾼 등의 풍속 표현이 비중 있게 다

루어졌다. 이는 <차쟁도병풍>이 단순히 겐지에라는 장르의 범주 내에서

설명되기 어려우며, 또 다른 회화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장에서는 <차쟁도병풍>이 가모제(賀茂祭)라는 제례(祭禮)를 그린 제례도

(祭禮圖)로서 새롭게 해석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Ⅴ장에서는 Ⅲ장과 Ⅳ장에서의 고찰을 바탕으로 <차쟁도병풍>이 설치

되었던 공간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또한 이 작품

의 제례도적 성격이 그 설치 공간과 어떠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지 고찰해

보겠다. 기존 연구에서는 <차쟁도병풍>이 건축물에 부속되어 공간을 장

식하는 후스마에였다는 점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경향

은 <차쟁도병풍>의 본래 제작 맥락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작품을 바라

보는 시야를 좁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차쟁도병풍>이 설치되었던

공간의 기능 및 성격을 규명할 수 있다면, 이 작품이 감상자와 어떠한 메

시지를 공유하고자 한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차쟁도병

풍>이 개별적인 회화 작품이 아닌 건축물과 함께 호흡하는 장벽화(障壁

畵)로서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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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차쟁도병풍>의 구성과 제작 배경

<차쟁도병풍>은 일본의 고전(古典)인 『겐지모노가타리』를 그린 일본

회화의 한 장르인 겐지에에 속하는 작품이다. 겐지에는 11세기 초에 『겐

지모노가타리』가 성립된 직후부터 그려지기 시작했으며, 모모야마 ․ 에

도 시대(江戶時代, 1603-1868) 초기에 그 전성기를 맞이했다.12) 겐지에가

등장하기 이전에도 일본에는 이미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리는 오랜 전통이

존재했다.13) 본장에서는 <차쟁도병풍>의 화제와 화면 구성을 살펴보고,

그 화제의 배경이자 본고의 핵심 주제어인 가모제(賀茂祭)라는 제례에 대

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본장은 <차쟁도병풍>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그

목적으로 한다.

1. <차쟁도병풍>의 화제(畵題)와 화면 구성

<차쟁도병풍>은 총 54첩(帖)으로 이루어진『겐지모노가타리』의 제9첩

「아오이(葵)」첩에 나오는 우차(牛車)간의 자리다툼인 ‘차쟁(車爭)’을 화

제로 그렸다.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화제의 배경이 된 이야기를

알아 둘 필요가 있다.

12) 田口榮一(타구치 에이이치), 「源氏繪の系譜-主題と變奏」, 『豪華「源氏繪」の世界

源氏物語』(東京: 學習硏究社, 1988), p. 291.

13) 河田昌之(카와타 마사유키), 「物語の鑑賞と源氏繪」, 『源氏物語千年のかがやき』(京

都: 思文閣出版, 2008), pp. 106-107. 『大和物語』 147단에는 우다천황(宇多天皇)의 여

어(女御)인 온시(溫子, 872-907)가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린 모노가타리에(物語繪)를

감상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長能集』, 『公任集』, 『蜻蛉日記』, 『榮華物語』 등 10

세기 말부터 11세기 중반의 서적에는 모노가타리의 장면 등을 소화면의 종이에 그린

그림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되는 카미에(紙繪)의 용례가 보인다. 武田恒夫, 「物語繪

から物語圖へ」, 『視覺藝術の比較文化』(京都: 思文閣出版, 2004), p. 4. 『겐지모노가

타리』 제17첩 「에아와세(繪合)」권에는 『타케토리모노가타리(竹取物語)』와 『우츠

호모노가타리(うつほ物語)』를 각각 에마키로 제작하여 그 우위를 겨루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는 『겐지모노가타리』가 창작되었던 11세기 초에 이미 모노가타리에의

제작과 감상이 활발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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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모(賀茂)의 신재원(新齋院)이 된 온나산노미야(女三宮)가 가모제의 제

례 의식 중 하나인 고케이(御禊)를 치르는 날, 천황(天皇)의 칙명으로 히

카루 겐지(光源氏)가 그 행렬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날 쿄토(京都)의 이치

조 대로(一條大路)에는 겐지의 모습을 보고자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다양

한 계층의 구경꾼들이 몰려들었다. 그 중에는 겐지의 애인인 로쿠조노미

야스도코로(六條御息所, 이하 로쿠조로 지칭)도 있었다. 로쿠조는 일찍 도

착하여 행렬을 구경하기 좋은 장소에 우차를 세워두고 겐지의 재원 봉공

행렬(齋院奉公行列)을 기다렸다. 그런데 뒤늦게 구경 나온 겐지의 정처(正

妻)인 아오이노우에(葵の上)의 우차를 수행하는 종자들이, 구경하기 좋은

장소에 자리 잡고 있던 로쿠조의 우차를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해 버렸

다. <차쟁도병풍>은 바로 이 아오이노우에의 종자들이 로쿠조의 우차를

밀어내기 위해 난투를 벌이는 장면을 그린 것이다. 이로 인해 로쿠조는

자존심에 커다란 상처를 입게 되었으며, 생령(生靈)이 되어 아오이노우에

의 목숨을 빼앗게 된다.14) 차쟁은 아오이노우에의 죽음의 계기가 된 사건

으로서, 『겐지모노가타리』의 전개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 중 하나이다.

<차쟁도병풍>의 화면은 겐지의 재원 봉공 행렬과 그의 두 부인(夫人)

의 차쟁이라는 두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병풍의 오른쪽 제1폭에서 제2

폭까지 재원을 봉공하는 히카루 겐지의 행렬이 그려져 있고, 제3폭에는

아오이노우에의 우차 3대가 그려져 있다.15) 그리고 제4폭에는 사선(斜線)

14) 「아오이」첩을 비롯한 『겐지모노가타리』의 전체 내용에 관한 한역(韓譯)본은 김난

주역, 『겐지이야기』(파주: 한길사, 2007) 참조. 영역(英譯)본은 Arthur Waley, trans.

The Tale of Genji by Lady Murasaki, 6 volumes, (Boston and New York:

Houghton Mifflin Company, 1926-1933); Edward G. Seidensticker, trans. Murasaki
Shikibu, The Tale of Genji (New York: Alfred A. Knopf, 1976); Royall Tyler,

trans. The Tale of Genji, Murasaki Shikibu (New York: Viking, 2005) 참조. 이 외

미국에서의 『겐지모노가타리』와 겐지에 연구현황에 대해서는 渡邊雅子, 「源氏物語

イメージの美術史的硏究活動」, 『大學院敎育改革支援プログラム「日本文化硏究の國際

的情報傳達スキルの育成」活動報告書』(2009), pp. 108-110 참조.

15) 武田恒夫, 「障子と屛風」, 『原色日本の美術13: 障屛畵』(東京: 小學館, 1994), p.

162. 일본의 병풍은 좌척(左隻)과 우척(右隻)으로 이루어진 한 쌍(一雙) 형식을 기본

단위로 한다. 병풍의 한 척을 이루는 각 폭을 이르는 단위는 선(扇)이다. 일본의 경우,

이전에는 병풍을 기준으로 좌척과 우척을 정했지만, 최근에는 감상자를 기준으로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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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배치된 로쿠조의 우차 2대 및 이를 밀어내려는 아오이노우에의 종자

들과 필사적으로 자리를 뺏기지 않으려는 로쿠조의 종자들 간의 난투가

묘사되어 있다. 병풍은 크게 화면 상하(上下)를 차지하고 있는 금니(金泥)

로 칠한 금운(金雲) 부분과 그 사이의 지면(地面)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세부를 살펴보면 제1폭의 말을 탄 인물이 히카루 겐지이며, 두 줄로 이루

어진 그의 행렬이 제1폭의 오른쪽 상단에서 내려와 왼쪽으로 방향을 꺾어

진행되고 있다. 행렬이 지나가는 대로의 양편에는 서민(庶民)적 건축 양식

의 건물들과 구경꾼들, 그리고 그들이 타고 온 우차들이 그려져 있다. 구

경꾼들은 비구니부터 승려, 무사(武士), 상류층 여성, 어린이, 노인까지 매

우 다양한 연령과 신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도 4). 제3폭과 제4폭의 상단

에는 겐지의 행렬을 구경하려 미리 자리를 잡은 우차들과 차쟁을 구경하

는 사람들이 그려져 있으며, 사선으로 배치된 로쿠조의 우차 뒤에는 소동

에 놀라 달아나는 서민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도 5). <차쟁

도병풍>은 이들 구경꾼들의 묘사에서 당대(當代)의 풍속 표현이 두드러지

는 점이 특징이다. 『겐지모노가타리』의 시대적 배경인 헤이안 시대가

아닌, <차쟁도병풍>이 제작된 당시인 17세기 초의 의복을 입은 사람들이

다수 그려진 것이다. 이러한 당대의 풍속 묘사는 기존의 겐지에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이다.

<차쟁도병풍>의 구도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제1폭과 제2폭에 그려진

겐지의 재원 봉공 행렬과, 제3폭과 제4폭에 그려진 차쟁이 이야기의 본문

에서는 각각 서로 다른 공간에서 벌어진 별개의 사건이라는 점이다. <차

쟁도병풍>의 화면에서는 제3폭의 아오이노우에의 우차 3대가 제1 ․ 2폭

에 그려진 겐지의 봉공 행렬의 선두처럼 보이도록 배치되어, 사건의 선후

관계 및 공간 구성이 잘 구별되지 않도록 그려져 있다. 이는 다분히 고의

적인 모티브의 배치이며, <차쟁도병풍>이 지닌 회화적 의미를 새롭게 해

는 경향이 강해졌다. 감상자를 기준으로 할 경우 ‘바라보아(向かって)’ 라는 표현을

쓴다. 본고에서는 감상자를 기준으로 하여 좌척과 우척을 정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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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할 때 중요한 단서가 된다.

2. 차쟁(車爭)의 무대: 가모제(賀茂祭)

<차쟁도병풍>의 배경이 되는 재원의 고케이 행렬은 가모제의 제례 의

식 중 하나이다. 고케이(御禊)란 제례에 앞서 재원이 죄와 더러움을 씻어

내기 위해 가모가와(鴨川)로 가서 미소기(禊)라는 목욕 제례를 행하는 의

식을 말한다. 재원은 가모제 당일 3일 전 우차를 타고 이치조 대로를 통

과하여 가모가와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미소기를 행했다. 이 행렬은 그

규모가 240여 명에 이를 정도였으며, 이를 구경하기 위해 이치조 대로에

는 수많은 군중이 밀집했다고 한다.16) 『겐지모노가타리』 「아오이」첩

의 차쟁 장면은 바로 이 고케이 행렬을 구경하기 위해 사람들이 이치조

대로에 몰려든 상황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가모제는 천황이 제사(祭使)를 가미가모사(上賀茂社)와 시모가모사(下鴨

社)에 파견하여 조정(朝廷)의 평안과 천하의 태평을 기원하는 제례이다.

가모사(賀茂社)와 일본 조정과의 관계는 8세기에 헤이안쿄(平安京)가 수

도가 되면서 시작되었다. 일본 조정이 수도를 헤이안쿄로 옮기면서 이 지

방의 호족(豪族)인 가모씨(賀茂氏)의 씨신(氏神)을 모신 가모사에 사자(使

者)를 파견하여 제례를 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때부터 가모사는 헤이안

쿄의 수호신이자 국가신(國家神)으로서 조정의 숭앙을 받게 되었다. 가모

제가 지역 호족의 씨신제(氏神祭)적 성격에서 탈피하여 국가 제례가 된

것이다.17)

보통 일본의 제례에서는 신이 타는 승물(乘物), 즉 미코시(神輿)가 제례

행렬의 중심인 것에 비해, 가모제에서는 천황의 제문과 공물을 넣은 상자

16) 土橋誠, 「槪說 京の葵祭」, 『京の葵祭展: 王朝繪卷の歷史をひもとく』(京都: 京都文

化博物館, 2003), p. 151.

17) 石村貞吉(이시무라 테이키치), 「年中行事」, 『有職故実(上)』(東京: 講談社, 1987),

pp. 30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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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신마(神馬)를 전달하는 칙사가 제례의 중심이었다. 이는 가모제와 궁정

의 깊은 관계를 잘 보여준다. 가모제는 이후 단순히 ‘마츠리(祭)’라는 일반

명사로 지칭될 정도로 쿄토를 대표하는 제례가 되었으며, 이치조 대로를

가로지르는 가모 재원과 칙사의 화려한 행렬은 제례의 구경꾼들에게 조정

의 권위(權威)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수단으로 기능했다.

그러나 가마쿠라 막부(鎌倉幕府) 성립 이후 무가 정권(武家政權)의 간

섭으로 조정의 연중행사(年中行事) 규모가 축소되면서 가모제도 함께 쇠

퇴하게 된다. 가모 재원의 파견은 사가천황(嵯峨天皇, 786-842, 재위

809-823) 때부터 약 4백 년에 걸쳐 유지되다 가마쿠라 시대(鎌倉時代,

1190-1334)에 조정의 정치력 및 경제력이 약화되며 1212년 이후 폐지되었

다. 또한 조정에서 가모사로 파견되던 칙사 행렬도 오닌의 난(應仁の亂,

1467-1477)으로 인해 쿄토가 황폐해지고 조정의 재정이 악화되어 경비 부

족이 심화되면서 1467년을 마지막으로 단절되었다. 이후 가모제의 칙사

파견은 1694년 에도 막부(江戶幕府)에 의해 재흥(再興)될 때까지 약 200

여 년간 단절되었다.18) 그러나 가모제의 제례 전체가 중단된 것은 아니었

으며, 가미가모사와 시모가모사에서의 사두의(社頭儀)와 제사(祭祀)는 지

속되었다.

그런데 가모제의 각종 행렬이 중단되었던 16세기에서 17세기 초에 걸친

시기에 가모제를 배경으로 하는 『겐지모노가타리』「아오이」첩의 차쟁

장면을 단일 화제(單一畵題)로 그린 대화면 겐지에인 <차쟁도병풍>이 제

작된 것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다. 이는 헤이안 시대 가모제의 모습을

18) 「元祿7年(1694)4月18日1條」, 東京大學史料編纂所編, 『大日本史料』 데이터베이스

(http://www.hi.u-tokyo.ac.jp). “막부가 가모 신주 등의 요청을 허락하여 가모제를 재

흥시키려 하니...(중략)...오닌 원년 이래 그 의식을 폐한지 228년, 이에 다시 항례로 거

행한다.” 원문은 “乙酉、是より先、幕府、賀茂神主等の請を允し、賀茂祭を再興せんと

し、所司代小笠原長重に命し、關白近衛基熙等に就て、其舊典を按せしめ、遂に廢典を擧

んことを奏請す、乃ち、之を允して、是日、之を再興し、左近衛權中將今城定基を遣し、

幣を奉す、盖し、應仁元年以降、其儀廢するもの二百二十八年、是に至て、復ひ恒例とな

す.” (밑줄은 필자) 『大日本史料』는 현재 仁和 3年(887년)부터 元和 8年(1622년)까

지는 책으로 출판되어 열람할 수 있으나, 그 이후의 기록은 동경대학 사료편찬소(東京

大學史料編纂所)의 인터넷 데이터베이스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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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는 <연중행사회권>과 가마쿠라 시대 가모제의 모습을 그린 <가모마

츠리소시(賀茂祭草子)>가 실제로 거행된 가모제 행렬을 기록한 자료의 성

격을 가진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즈미 마리(泉万里, 1957-)는 열두 달의

제례와 연중행사를 주제로 한 월차풍속화(月次風俗畵)인 코엔지(光圓寺)

소장 <경락월차풍속도선면류병풍(京洛月次風俗圖扇面流屛風)>에서 4월의

경물(景物)인 가모제의 장면으로 『겐지모노가타리』 「아오이」첩의 차

쟁 장면이 그려진 점을 지적하면서, 이는 이 병풍이 가모제의 행렬이 중

단되었던 시기인 16세기 전반에 제작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도 6).19)

즉 <경락월차풍속도선면류병풍>의 화가는 가모제의 행렬이 오랫동안 중

단되어 그 양상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겐지모노가타리』 「아오이」

첩의 차쟁 장면을 차용(借用)하여 가모제 행렬을 시각화한 것이다(도 7).

이는 가모제 행렬이 중단된 시기에 제작된 <차쟁도병풍> 역시 <경락월

차풍속도선면류병풍>과 마찬가지로『겐지모노가타리』의 차쟁 장면을 차

용하여 가모제를 시각화고자 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차쟁 장면은 겐지

에의 범주를 넘어 가모제라는 제례 그 자체를 상징하는 장면으로 기능했

던 것이다. <차쟁도병풍>의 제작 목적은 차쟁 장면의 이러한 기능과 긴

밀히 연관된다.

19) 泉万里, 「月次祭禮圖模本 (東京國立博物館藏)について」, 『國華』1230(1998),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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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차쟁도병풍>의 제작 연대 및 필자 문제

현재 산라쿠와 산세츠(狩野山雪, 1590-1651) 및 이들을 포함하는 쿄카

노(京狩野)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미진한 상황이다.20) 특히 산라쿠 작품

의 경우 확실한 진작(眞作)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20세기 초에 몇몇 학자

들이 전승(傳承)이나 극소수의 문헌 기록을 토대로 전칭작을 진작으로 판

정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와 같은 기존 학계의 견해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채

정설로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기존 연구 경향은 쿄카노 전반과 그들의

작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저해해 온 하나의 원인이었다고 생각한다. 따

라서 작품 자체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해 쿄카노작으로 비정된 작품들

의 화가와 제작 연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차쟁도병풍>은 각종 연구서에서 모모야마 시대를 대표하는 야마

토에로 언급되고 있다. 또한 이 작품이 1604년 산라쿠에 의해 제작되었다

는 카와모토의 주장이 정설로 인정되고 있다. 이는 산라쿠와 토요토미가

의 후원 관계 및 쿄카노와 쿠조가의 후원 관계를 근거로 한 카와모토의

논지가 학계에 매우 설득력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21) 그러

나 카와모토도 <차쟁도병풍>이 그 화풍상 겐나기(1615-1623) 이후의 작

품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었다.22) <차쟁도병풍>이 1604

20) 최근 쿄카노에 대한 연구는 활발해지는 추세이다. 최근 3년간 쿄카노에 대한 단독 연

구서인 『京狩野の硏究』(2010)와 『京狩野三代生き殘りの物語: 山樂・山雪・永納と九
條幸家』(2012)가 출판되었으며, 2013년 3월 30일부터 5월 12일까지 쿄토국립박물관에

서 대규모의 첫 산라쿠ㆍ산세츠전인 「狩野山樂ㆍ山雪」전이 개최된다. 이 전시를 계

기로 산라쿠와 산세츠를 포함한 쿄카노 전반에 대한 새로운 조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21) 쿄카노와 쿠조가의 후원 관계에 대해서는 五十嵐公一, 「狩野永納と二條家」, 『美術

史論叢』21(2005), pp. 23-47; 同, 「九條幸家と京狩野家」, 『塵界』17(2006), pp.

53-67; 同, 「公家日記の中の狩野山雪」, 『國華』1365(2009), pp. 29-32; 同, 「京狩野

家」, 『近世京都畵壇のネットワーク: 注文主と繪師』(東京: 吉川弘文館, 2010), pp.

108-130; 同, 『京狩野三代生き殘りの物語: 山樂・山雪・永納と九條幸家』(東京: 吉川

弘文館, 20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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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산라쿠에 의해 제작되었다는 확실한 기록이나 증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작품의 화가와 제작 연대에 대한 재검토는 반드시 필

요하다고 생각한다. 본장에서는 우선 <차쟁도병풍>과 관련된 유일한 기

록인 『어일기비망(御日記備忘)』의 내용을 재검토해 보고, <차쟁도병풍>

에 새롭게 등장하는 우차 모티브에 대한 고찰 및 쿄카노의 기년작들과

<차쟁도병풍>의 비교를 통해 작품의 제작 연대를 새롭게 추정해 보도록

하겠다. 이를 바탕으로 <차쟁도병풍>의 화가에 대해서도 새롭게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어일기비망(御日記備忘)』과 쿠조가 제3저택

<차쟁도병풍>의 제작 배경을 직접적으로 기록한 문헌 자료는 현존하지

않으며, 병풍 자체에도 단서는 남아있지 않다. 단지 타키 세이치가 <차쟁

도병풍>과 함께 쿠조가에서 발견한 『어일기비망』이라는 기록만이 <차

쟁도병풍>과 관련된 유일한 기록으로 알려져 있다.23) 쿠조가 당주들의 일

기(日記)를 발췌한 기록이며, <차쟁도병풍>이 산라쿠의 작품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로 제시되는 『어일기비망』 1655년 6월 3일 조(條)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카노 산라쿠와 산세츠, 에이노는 3대에 걸쳐 이 집(쿠조가)을 출입했다. 이

로 인해 저택의 신덴과 츠네고텐의 겐지노마(源氏之間)와 백마(白馬)를 모

두 산라쿠와 산세츠에게 그리게 하였다.24)

22) 川本桂子, 「源氏物語 車爭圖」, 『日本屛風繪集成5: 大和繪系人物』(東京: 講談社,

1979), pp. 94-95.

23) 瀧精一, 「山樂の壁畵」, 『國華』508(1933.03), p. 66. 『어일기비망』은 타키 세이치

가 쿠조가에서 <차쟁도병풍>을 실견했을 당시 함께 발견한 책자(冊子) 형태의 서적이

었다. 이 서적은 쿠조가의 제대부(諸大夫)인 시나노코지 스에시게(信濃小路季重,

1816-?)가 1652년부터 1655년에 걸친 시기에 기록된 쿠조가 당주(타키는 쿠조 유키이

에로 추정)의 일기에서 중요 사항을 선택하여 초록(抄錄)한 것이었다.

24) 원문은 “狩野山樂同山雪同永納　是三代當家出入之者也　因茲當御所震殿常御殿 源氏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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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록은 산라쿠와 산세츠가 쿠조가 저택의 신덴(震殿)과 츠네고텐(常御

殿)에 존재했던 겐지노마와 백마도를 그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겐지노

마는 그 명칭으로 보아 겐지에 후스마에로 장식된 에노마(繪の間)로 생각

되며, 기존 연구에서는 <차쟁도병풍>을 이 겐지노마의 일부라고 보았

다.25) 또한 이 기록은 <차쟁도병풍>이 신덴 혹은 츠네고텐이라는 건물의

후스마에였을 가능성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이 병풍이 설치되었던 공간의

성격을 밝히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 카와모토는 이 『어일

기비망』의 기록과 쿠조가 저택에 관한 제(諸) 기록을 토대로 1604년에

신축된 쿠조가 저택의 객전(客殿)을 <차쟁도병풍>의 설치 장소로 지목했

다.26)

間白馬悉令畵山樂山雪畢.”(밑줄은 필자) 川本桂子, 「九條家傳來の車爭い圖をめぐっ

て」, 『日本繪畵史の硏究』(東京: 吉川弘文館, 1989), p. 292에서 원문 재인용.

25) 쇼시에(障子繪)의 제명(題名)을 자시키(座敷)의 명칭으로 삼는 관습은 쇼인츠쿠리(書

院造)의 발전과 함께 무로마치 시대에 성립되었다. 이와 같은 자시키를 에노마(繪の

間)라 칭한다. 武田恒夫監修, 「慶長年度造營關係障壁畵」, 『名古屋城本丸御殿障壁畵

集』(名古屋: 名古屋城管理事務所, 1990). p. 243.

26) 川本桂子, 앞의 논문, pp. 310-322.

쿠조가의 저택에 관한 제 기록 중 <차쟁도병풍>과 관련하여 많이 언급되는 기록에는

『의연준후일기(義演准后日記)』와 『경장일건록(慶長日件錄)』이 있다. 『의연준후일

기』의 1605년 정월(正月) 10일 조의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쿠조가의 저택에 갔는데, 지난겨울 저택을 새로 지은 이후로 처음이었다. 매우

놀랐다. 객실 내외가 모두 금벽(金碧)이었다. 히데요리(秀頼)공이 명하여 지은

방이 넓고 커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원문은 「慶長十年正月十日條」, “九條殿亭江罷向 舊冬御殿新造已後初也 結構驚目了

座敷內外共ニ悉金ミカキ付也 秀賴公ヨリ被仰付間廣大難筆盡也”. 義演著 ․ 弥永貞三

․ 鈴木茂男校訂, 『義演准后日記』4(京都: 醍醐寺, 2006), p. 9. 『의연준후일기』는

다이고지(醍醐寺)의 좌주(座主)이자 산보인(三寶院)의 몬제키(門跡)였던 기엔(義演,

1558-1626)의 일기이다. 기엔은 섭관가(攝關家)인 니조가(二條家) 출신으로, 역시 니조

가 출신이며 쿠조가의 양자(養子)가 되어 가문을 이은 쿠조 카네타카(九條兼孝,

1553-1636)의 동생이기도 했다. 이 기록은 기엔이 1604년에 신축된 쿠조가의 저택을

구경한 감상을 적은 것인데, 객실[座敷]의 내외가 모두 ‘金ミカキ’, 즉 금벽장벽화(金碧

障壁畵)로 장식되어 있었음을 알려준다. 후나하시 히데카타(舟橋秀賢, 1575-1614)의 일

기인 『경장일건록』의 1604년 11월 20일 조의 기록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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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겐지노마가 언급된 『어일기비망』의 기록이 1604년에 신축된

쿠조가의 저택을 가리키는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쿠조가에는 1604년에

신축된 저택 이외에도 1655년 이전의 어느 시점에 신축된 제3의 저택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1655년에 기록된 『어일기비망』의 겐지노마

는 이 제3저택의 공간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기존 연구

에서는 <차쟁도병풍>의 제작 배경 및 제작 연도와 관련하여 이 제3저택

을 주목하지 않았다. 제3저택과 <차쟁도병풍>의 관련 여부는 작품의 제

작 연도뿐만이 아니라 그 화가의 판정과 관련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

서 이 저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현재 쿄토부립총합자료관(京都府立總合資料館)에 보관되어 있는 나카이

가(中井家) 문서 중에는 17세기 초의 쿄토의 지도와 쿠조가 저택의 평면

도(平面圖)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27) 이중에는 케이초기(1596-1615)의 쿠

조가 저택의 양상을 알 수 있는 섭가 주택 배치 설명도(攝家住宅配置說明

쿠조가의 신축 객전(客殿)을 구경하러 갔다. 금으로 장식된 방들에 매우 놀랐

다.

원문은 「慶長九年十一月廿日條」, “九條殿御新造客殿見物ニ行, 各金間驚目”. 舟橋秀賢

著 ․ 山本武夫校訂, 『慶長日件錄』1(東京: 續群書類從完成會, 1981), p. 142. 이 기록

을 통해서도 쿠조가의 새로운 저택의 객전이 금마(金間), 즉 금벽장벽화로 장식된 방

들로 이루어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의연준후일기』와 『경장일건록』은 1604년에

신축된 쿠조가의 저택에 관한 기록이다. 1604년 쿠조 유키이에와 토요토미 사다코가

혼인하자 토요토미가는 막대한 재력을 바탕으로 쿠조가에 새 저택을 지어주었다. 카와

모토는 <차쟁도병풍>이 이 저택의 객전을 장식한 금벽장벽화의 일부였으며, 산라쿠가

토요토미가의 어용회사였기 때문에 장벽화 작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의연준후일기』와 『경장일건록』에는 금벽장벽화의 화제에 대해 전혀 언급되어 있

지 않으므로, 단지 <차쟁도병풍>이 금벽장벽화라는 이유만으로 위의 기록에 언급된 건

물 장벽화의 일부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27) 나카이가는 에도 막부의 쿄토다이쿠카시라(京都大工頭)의 직책을 세습했던 가문이다.

다이쿠카시라는 막부의 직명(職名)으로서 사쿠지부교(作事奉行)에 소속되어 휘하의 대

공(大工)들을 통솔, 건축 작업을 담당했다. 나카이가의 직무는 쿄토에 소재하는 다이리

(內裏)나 막부 관계의 건물, 막부가 비용을 부담하는 사사(寺社)의 신축, 수복 공사를

담당하는 것이었다. 나카이가와 관련된 문서는 현재 궁내청과 쿄토부립총합자료관, 쿄

토대학 부속도서관 및 나카이가에 분장(分藏)되어 있으며, 주로 문서와 건축 관계의

그림 및 평면도로 구성되어 있다. 나카이가와 관련된 문서에 대해서는 谷直樹(타니 나

오키), 「大工頭中井家の職掌と建築指圖」, 『大工頭中井家建築指圖集: 中井家所藏本』

(京都: 思文閣出版, 2003), pp. 291-3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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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가 한 점 포함되어 있는데, 1611년에서 1615년경의 연대를 가진 <나카

무카시쿠게마치노에즈(中むかし公家町之繪圖, 이하 나카무카시로 지칭)>

가 그것이다. 한편 칸에이기(寬永期, 1624-1645) 쿄토의 섭가 주택 배치

양상을 보여주는 지도가 현재 궁내청(宮內廳) 서릉부(書陵部)에 보관되어

있는데, 그것이 1637년의 연대를 가진 <낙중회도(洛中繪圖)>이다.28) 이

두 지도를 비교하면 케이초기에서 칸에이기에 이르는 시기의 쿠조가 저택

의 변화 양상을 알 수 있다.

먼저 <나카무카시>를 보면 지도 오른쪽 하단의 코다이인텐(高台院殿)

이라고 표시된 부지 북쪽에 ‘九條殿’와 ‘九條殿御いんきょ’로 표시된 저택

두 곳이 서로 인접하며 위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도 8). 이를 통해

1615년경에 이미 두 곳의 쿠조가 저택이 존재했으며, 1604년에 신축된 저

택은 이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29) 그런데 <낙중회도>를 보면 센토고쇼

(仙洞御所, 이전의 高台院)의 서쪽에 또 하나의 새로운 쿠조가 저택이 존

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도 9).30) 이 제3의 저택은 <나카무카시>에서는 확

인되지 않으므로, 1611년 이후 1637년 이전의 어느 시점에 신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만일 『어일기비망』에 기록된 겐지노마가 이 제3저택의 공

간이라면, <차쟁도병풍>의 제작 연대는 기존 학계에서 보편적으로 인정

되던 모모야마 시대가 아니라 에도 시대 초기가 된다. 실제로 <차쟁도병

풍>의 화면에서는 그 제작 연도를 에도 시대 초기로 볼 수 있는 여러 근

거를 찾을 수 있다.

28) 內藤昌 ․ 大野耕嗣 ․ 高橋宏之 ․ 村山克之, 「『寬永公家町繪圖』について: 近世

初頭京都公家町の硏究・その3」, 『東海支部硏究報告集』8(1970), pp. 227-228.

29) 두 저택 중 ‘九條殿御いんきょ’는 1604년 관백(關白)을 사임하고 출가(出家)한 쿠조

카네타카의 거처이며, ‘九條殿’는 그 아들인 쿠조 유키이에의 거처, 즉 1604년에 신축된

저택으로 생각된다. 인쿄(いんきょ, 隱居)는 가주(家主)가 가독(家督)을 물려주고 은거

함을 가리키는 말이다.

30) 코다이인텐으로 표시된 부지는 1597년 완성된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저택이 있었던 곳

으로, 히데요시 사후(死後) 그의 정처(正妻)인 키타노만도코로(北政所, 출가하여 高台

院으로 칭함)의 거주지가 되었다. 키타노만도코로 사후에는 고미즈노상황(御水尾上皇)

의 인고쇼(院御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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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마마유(雨眉) 우차(牛車) 모티브

<차쟁도병풍>의 제작 연대를 에도 시대 초기로 볼 수 있는 근거 중 하

나는 아마마유 아지로쿠루마(雨眉網代車, 이하 아마마유 우차로 지칭)이

다. <차쟁도병풍>에는 기존의 겐지에에서 일반적으로 그려지지 않았던

우차 모티브인 아마마유 우차가 그려졌다(도 10). 겐지에를 포함하여 일본

회화에서 보편적으로 그려진 우차가 아지로쿠루마(網代車)였던 점을 고려

하면, 아마마유 우차 모티브의 차용은 주목할 만하다(도 11). <차쟁도병

풍>에서 아오이노우에와 로쿠조 일행의 우차로 그려진 아마마유 우차는

그 형태가 구경꾼들의 우차로 그려진 아지로쿠루마와는 달리, 중앙 부분

이 아치형이며 양끝이 약간 위로 치켜 올라간 곡선 모양의 박공(牔栱)을

지닌 카라하후(唐破風)의 지붕을 가졌다. 일본의 귀족 사회에서 우차의 형

태는 가격(家格)과 관위(官位)에 따라 그 차이가 엄격히 규정되어 있어

승차인의 신분을 알려주는 기능을 했다. 아마마유 우차는 그중 가장 격이

높은 우차로서 집정(執柄)이나 태정대신(太政大臣)만이 탈 수 있는 특별

한 우차였다.31) 이 아마마유 우차와 관련하여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에

제작된 우차들이 그려진 회화 자료를 살펴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

견할 수 있다. 그것은 일련의 낙중낙외도(洛中洛外圖)와 행렬도(行列圖)에

그려진 당대 무가 권력자들의 우차가 1620년을 전후하여 아지로쿠루마에

서 아마마유 우차로 변화한다는 점이다. 본장에서는 우차의 형태가 변화

한 원인의 규명을 시도하여, <차쟁도병풍>에 아마마유 우차가 그려진 배

경과 그 제작 연대에 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31) 佐多芳彦(사타 요시히코), 『服制と儀式の有職故実』(東京: 吉川弘文館, 2008), pp.

286-287; 德仁親王 ․ 木村真美子, 「『九條家車圖』の成立をめぐって」, 『學習院大學

史料館紀要』14(2007), p. 2-7. 11세기 초에 우차에 관한 승차 규정이 성립한 이후, ‘우

차를 탄다’라는 행위는 승용자(乘用者)가 전상인(殿上人) 이상, 혹은 천황의 근신(近

臣)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수단이었다. 따라서 우차는 고대의 신

분제 사회를 상징하는 ‘특권적’인 승물(乘物)이었다. 이는 우차가 귀족 이외의 신분에

서는 사용되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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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기부터 그려지기 시작한 낙중낙외도에는 당대 쿄토의 주요 건축물

과 함께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함께 그려졌다. 이때 주로 그려진 것

은 당대의 무가 권력자가 천황의 거주지인 고쇼(御所)를 방문하는 산다이

(參內)와 천황이 무가 권력자의 쿄토 저택을 방문하는 교코(行幸)의 행렬

이었다.32) 그리고 그 행렬에는 권력자가 탄 우차가 반드시 그려졌다. 1588

년 4월 14일에 고요제이천황(後陽成天皇, 1571-1617, 재위 1586-1611)이

토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1537-1598)의 쿄토 정청(政廳)인 주라쿠다이

(聚樂第)를 방문한 ‘주라쿠다이교코(聚樂第行幸)’를 그린 <어소참내 ․ 취

락제행행도병풍(御所參內 ․ 聚樂第行幸圖屛風)>에는 다이리(內裏)로 향

하는 히데요시의 우차가 그려져 있다(도 12). 이 우차의 몸체에는 토요토

미가의 가문(家紋)인 오동나무 문양이 그려져 있어 히데요시가 탄 우차임

을 짐작할 수 있다(참고도판 2). 또한 우차의 형태로 보아 아지로쿠루마임

을 알 수 있다(도 13). 주라쿠다이교코는 히데요시가 전국 통일을 달성한

자신의 권위를 만천하에 과시하는 일생일대의 큰 행사였기 때문에 매우

호화롭고 장대하게 거행되었다. 이러한 행사를 묘사한 회화 자료에서 히

데요시가 탄 우차로 아지로쿠루마가 그려진 것은 1588년 당시 토요토미가

가 아마마유 우차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천황에게 정이대장군(征夷大將軍) 임명에 대한 예를 표하기 위한

것이었던 1603년의 토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 1543-1616)의 고쇼 산다

이, 혹은 1605년의 토쿠가와 히데타다(德川秀忠, 1579-1632)의 고쇼 산다

이 행렬이 그려진 야마오카가(山岡家)본 <낙중낙외도>에도 쇼군이 탄 우

차로 아지로쿠루마가 그려져 있다(도 14). 이를 통해 이에야스와 히데타다

32) 낙중낙외도에 그려진 건축물 및 행렬과 관련된 당대 사회상에 관한 연구는 瀨田勝哉

(세타 카츠야), 『洛中洛外の群像: 失われた中世京都へ』(東京: 平凡社, 1994); 黑田日

出男(쿠로다 히데오), 『謎解き洛中洛外圖』(東京: 岩波書店, 1996); 今谷明(이마타니

아키라), 『京都・一五四七年: 上杉本洛中洛外圖の謎を解く』(東京: 平凡社, 2003);

Matthew P. Mckelway, Capitalscapes: folding screens and political imagination in
late medieval Kyoto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6); 小島道裕(코지마

미치히로), 『描かれた戰國の京都: 洛中洛外圖屛風を讀む』(東京: 吉川弘文館, 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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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무가로서 최고의 지위인 정이대장군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아지로쿠

루마를 이용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도 15). 토쿠가와 쇼군의 아지로쿠루마

이용은 1615년 오사카 여름전투(大阪夏の陣)로 토요토미가 완전히 멸망하

고 에도 막부에 의한 전국 통일이 완성된 직후까지 지속되었다. 이는 현

재 토쿄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후나키가(舟木家)본 <낙중낙외도>를

통해 알 수 있다(도 16). 이 작품은 화면에 그려진 경관으로 볼 때 1615년

경에 제작된 것으로 생각되는 작품이다.33) 작품 화면의 우척(右隻) 제4폭

의 상단에는 고쇼로 향하고 있는 아지로쿠루마 한 대가 그려져 있는데,

이 우차의 몸체에는 토쿠가와가의 문장인 삼엽(三葉)의 아오이(葵)가 그

려져 있어 쇼군가의 인물이 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도 17). 1615년을

전후한 시기는 토쿠가와 히데타다가 자주 쿄토에 머물며 고쇼를 방문한

시기였다.34) 따라서 후나키가본에 그려진 아지로쿠루마는 이 시기에 고쇼

를 자주 방문했던 히데타다가 탄 우차로 생각된다. 이처럼 16세기에서 17

세기에 걸친 시기에 제작된 각종 회화 자료에 묘사된 무가 권력자들의 우

차를 살펴보면, 모모야마 시대부터 토요토미의 멸망으로 에도 막부의 전

국 통일이 성립된 1615년경까지 아지로쿠루마가 승물로서 이용되고 있음

을 관찰할 수 있다. 그런데 1620년에 거행된 토후쿠몬인(東福門院,

1607-1678)의 혼례 행렬을 그린 <토후쿠몬인주다이즈(東福門院入內圖)>

부터 아지로쿠루마에서 아마마유 우차로의 형태 변화가 관찰된다.

현재 미츠이기념미술관(三井記念美術館)에 소장되어 있으며 일본의 중

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토후쿠몬인주다이즈>는 1620년 6월 18일 토

쿠가와 히데타다의 막내딸인 토쿠가와 마사코(德川和子, 후의 토후쿠몬인)

33) 辻惟雄, 「舟木家舊藏本洛中洛外圖屛風の檢討」, 『日本屛風繪集成11: 洛中洛外』(東

京: 講談社, 1978), pp. 123-124.

34) 1615년에 히데타다는 쿄토에 체제하며 두 차례 고쇼를 방문했다. 이에 대한 기록은

① 「元和1年(1615) 1月26日 第一條」, 東京大學史料編纂所編, 『大日本史料』12(17)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73), p. 756. “將軍秀忠參內す、德川義利, 義直, 賴房從ふ、是

日、松平忠昌を從四位下に敍し、山內一唯以下十一人を從五位下に敍す.” ② 「元和1年

(1615) 閏6月21日」, 東京大學史料編纂所編, 위의 책12(21), p. 386. “將軍秀忠參內す、

また院御所に參ず.” (밑줄은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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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미즈노천황(後水尾天皇, 1596-1680, 재위 1611-1629)의 여어(女御)로

서 주다이(入內)하는 장면을 그린 작품이다(도 18).35) 이 병풍은 본래 에

마키였으나 후에 병풍으로 개장된 작품이며, 에도 막부의 쿄토 거성인 니

죠조(二條城)에서 천황이 거주하는 고쇼로 향하는 토후쿠몬인의 혼례 행

렬을 화제로 그렸다. 이 병풍 제3폭의 3단에는 지붕에 삼엽의 아오이가

그려져 있고 두 마리의 소가 끄는 화려한 우차가 그려져 있는데, 이 우차

가 토후쿠몬인의 우차이며 <차쟁도병풍>에 그려진 것과 동일한 아마마유

우차이다(도 19). 1615년경까지만 해도 각종 회화 자료에서 관찰되는 무가

권력자의 우차는 아지로쿠루마였는데, 1620년에 쇼군가의 딸로서 입궁한

토후쿠몬인의 혼례 우차로 아마마유 우차가 등장한 것이다. 더욱 흥미로

운 것은 이후 1626년에 거행된 고미즈노천황의 니죠조교코(二條城行幸)

행렬이 그려진 개인 소장 <낙중낙외도>에도 토쿠가와 쇼군의 우차로 아

마마유 우차가 그려져 있다는 점이다(도 20). 이 병풍의 좌척(左隻) 제4폭

에는 교코 행렬을 이끌고 니죠조의 정문으로 들어가는 쇼군의 우차가 그

려져 있다(도 21). 또한 니죠조교코를 그린 에마키의 모사본인 나카이가

소장 <니죠조교쿄즈(二條城行幸圖)>에도 ‘將軍樣牛車’라고 표기된 아마마

유 우차를 확인할 수 있어, 이 시기 토쿠가와 쇼군이 아마마유 우차를 탔

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도 22). 이는 1620년의 토후쿠몬인의 혼례 이후,

아마마유 우차가 토쿠가와 쇼군가의 승물로서 이용되었음을 보여주는 것

이라고 생각한다.

토후쿠몬인의 주다이를 기점으로 토쿠가와 쇼군이 타는 우차의 형태가

변화한다는 것은 <차쟁도병풍>의 제작 연대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

미를 가진다. 토후쿠몬인의 혼례 행렬이 그 이전의 토쿠가와 쇼군들의 쿄

토 행차와 의미를 달리하는 것은 주다이 5년 전인 1615년에 있었던 오사

35) 주다이(入內)는 천황의 후비(后妃)가 정식으로 입궁하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토

후쿠몬인의 주다이는 에도 막부가 궁정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토쿠

가와 쇼군가의 혈통을 이은 천황을 등극시키기 위한 정치적 책략의 산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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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여름전투 이후 거행된 쇼군가의 첫 쿄토 행차라는 점 때문이다. 이 전

투를 기점으로 에도 막부는 토요토미라는 경쟁자를 제거하며 완전한 전국

지배권을 확립했다. 즉 이 시기는 에도 막부의 지배자인 토쿠가와 쇼군가

의 절대적인 권위를 새롭게 과시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던 시기였다. 이

와 같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이라도 하듯 1620년대에는 토후쿠몬인과 고미

즈노천황의 혼인(1620년), 토쿠가와 쇼군 히데타다와 이에미츠(德川家光,

1604-1651)의 쿄토 행차(1626년), 고미즈노 천황의 니죠조교코(1626년) 등

토쿠가와 쇼군가의 대규모 쿄토 행차가 집중되었다.36) 따라서 가장 격이

높은 우차인 아마마유 우차가 1620년 이후 행해진 에도 막부의 일련의 쿄

토 행차에서 쇼군가의 승물로 채택된 것은 전국의 유일한 지배자로 위치

가 격상된 토쿠가와 쇼군가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 시기는 건축과 미술 등에서 토쿠가와 쇼군가의 권위를 시각적으

로 드러내기 위한 작업이 활발하던 시기이기도 했다.37) 1620년에 있었던

토후쿠몬인의 주다이는 이처럼 확고해진 에도 막부의 권위를 처음으로 대

중에게 시각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을 것이다. 실제로 토후

쿠몬인의 주다이를 위해 막부가 기존의 여어 우차에 대한 구(舊) 기록을

조사하라는 명을 공가(公家)들에게 내렸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는 선례를 조사하여 토후쿠몬인의 우차가 고래(古來)의 규범에 어긋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이 행렬을 목격하게 될 군중들에게 막부의 권위를

효과적으로 드러낼 방법을 궁리했음을 보여준다.38) 최고위격의 우차인 아

36) 黑田日出男, 「王權と行列-描かれた<行列>から」, 『行列と見世物』(東京: 朝日新聞

社, 1994), pp. 7-15. 토쿠가와 3대 쇼군 이에미츠는 1634년 약 30만 명에 달하는 대군

(大軍)을 이끌고 에도에서 쿄토로 행차했는데, 이 역시 토쿠가와 쇼군의 권위를 만천

하에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森谷尅久(모리야 카츠히사), 「寬永の上洛」, 『上洛:

政治と文化』(東京: 角川書店, 1979), p. 69.

37) 이에 관해서는 Karen M. Gerhart, THE EYES OF POWER-Art and Early
Tokugawa Authority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99); 松島仁(마츠시마

진), 『德川將軍權力と狩野派繪畵: 德川王權の樹立と王朝繪畵の創生』(東京: 星雲社,

2011) 참조.

38) 「元和6年(1620) 5月20日 第一條」, 東京大學史料編纂所編, 앞의 책12(33). pp.

680-681. “히데타다의 여식 마사코가 주다이하려 함에...(중략)...여어 우차의 선지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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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마유 우차는 더 이상 경쟁자가 존재하지 않는 에도 막부의 절대적인 권

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수단이었다. 황족이나 최고위급 귀족들만이 탈

수 있었던 아마마유 우차를 무가 출신인 토쿠가와 쇼군가가 이용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를 목격한 군중들, 특히 정치 · 문화의 중심지인 쿄토

의 시민들은 상당한 시각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아마마유 우차는 <차쟁도병풍>의 제작 연대 추정에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차쟁도병풍>에 겐지에에서 일반적으로 그

려지지 않았던 아마마유 우차가 그려진 것은 주문자가 화제와 모티브를

선택하는 겐지에의 작화(作畵) 방식으로 볼 때 화가의 자율적인 선택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39) 또한 당시의 회화 제작 체계에서 화가가 귀족들의

전유물이자 신분에 따른 형태의 규정이 까다로운 우차를 공가의 도식(圖

式) 제공 협력 없이 정확하게 그려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차쟁도병풍>에 그려진 아마마유 우차는 그 도식과

정확히 부합하는 형태로 그려져 있으므로, 이 우차는 주문자가 도식을 제

공하며 그리도록 주문한 모티브일 가능성이 크다(도 23).40) 그렇다면 <차

한 구 기록의 조사를 명하다. 이에 관백 쿠조 타다히데와 전 관백 타카츠카사 노부후

사 등이 여어의 선지에 관해 의논했다” 원문은 “秀忠の女和子、將に入內せんとするを

以て、左大史壬生孝亮に命じて、女御牛車の宣旨に關する舊記を調査せしめ給ふ、尋で、

關白九條忠榮、前關白鷹司信房等、女御の宣旨に就きて、內議する所あり” (밑줄은 필

자). 쿠조 타다히데(九條忠榮)는 쿠조 유키이에가 1631년에 개명(改名)하기 이전의 이

름이다.

39) 겐지에에서 화면에 그려질 장면과 코토바가키를 선택하는 것은 주문자의 역할이었다.

이 때문에 주문자에게는 『겐지모노가타리』의 내용과 겐지에의 제작 규범에 대한 깊

은 이해가 요구되었다. 만일 주문자가 그러한 지식을 갖추지 못한 경우, 합당한 교양을

갖춘 이가 대신하여 장면의 선택을 조언하고 그림을 감수해 주는 중개자(仲介者)의 역

할을 했다. 이에 관한 연구로는 岩間香(이와마 카오리), 「源氏繪制作に見るコ-ディネ-

タ-と繪師」, 『京都市立芸術大學美術學部硏究紀要』34(1989), pp. 53-71; 片桐弥生(카

타기리 야요이), 「繪樣考―注文主と繪師の間―」, 『日本文化硏究』11(1999), pp.

101-109 참조.

40) <차쟁도병풍>에 그려진 아마마유 우차는 그 모양과 형태 및 몸체의 파(巴)자문양이

사이온지가(西園寺家)에 전승된 쿠루마즈(車圖)에 나오는 아마마유 우차와 거의 일치

하여 그 도상의 전거에 흥미로운 점이 많다. 사이온지가 쿠루마즈에 나오는 아마마유

우차는 도 23 참조. 공가에 전승된 쿠루마즈에 관해서는 德仁親王 ․ 木村真美子,

「『西園寺家車圖』諸本の硏究」, 『學習院大學史料館紀要』11(2001), pp. 111-161; 同,

「忘れられた車圖: 陽明文庫所藏『納言大將車繪樣』および『車繪』について」, 『學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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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도병풍>의 주문자는 아마마유 우차를 작품의 화면에 그려야 할 특별한

동기가 있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은 <차쟁도병풍>이 제작될 당시의

쿠조가 당주로 추정되는 쿠조 유키이에가 토쿠가와 쇼군가와 매우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인물이라는 점이다. 그는 조정과 에도 막부가 정치적

마찰을 일으켜 무가 출신으로서는 최초로 천황의 중궁(中宮)이 된 토후쿠

몬인의 주다이가 계속 연기되자, 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진력(盡力)했던

공가 중 한 사람이었다.41) 또한 1632년에는 토쿠가와 3대 쇼군 이에미츠

의 양녀인 츠루히메(鶴姬, 1618-1671)를 아들인 쿠조 미치후사(九條道房,

1609-1647)의 아내로 맞아들이기도 했다.42) 무엇보다도 유키이에는 에도

막부로부터 토후쿠몬인이 탈 우차에 대한 선례를 조사하라는 명을 받은

공가 중 한 사람이었다.43) 이는 유키이에가 토후쿠몬인의 우차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며, 에도 막부가 아마마유 우차를 통해 노리는 시각적 효과에

院大學史料館紀要』12(2003), pp. 211-247; 同, 「『九條家車圖』の成立をめぐって」,

『學習院大學史料館紀要』14(2007), pp. 1-39 참조.

41) 쿠조 유키이에는 토후쿠몬인의 주다이 당시 관백의 지위에 있으면서 막부에 협력, 토

후쿠몬인의 주다이를 적극적으로 도왔다. 에도 막부의 중신들이 유키이에와 토후쿠몬

인의 주다이에 대해 의논했던 기록이 이를 뒷받침한다. ① 「元和6年(1620) 4月22日

第一條」, 東京大學史料編纂所編, 위의 책12(33). p. 583. “쿄토소시다이 이타쿠라 시게

무네가 관백 쿠조 타다히네(유키이에)를 방문해 히데타다의 딸 마사코의 주다이를 의

논하다.” 원문은 “京都所司代板倉重宗、關白九條忠榮を訪ひ、秀忠の女和子入內のこと

を議す.” ② 「元和６年(1620) 6月12日 第一條」, 東京大學史料編纂所編, 위의 책

12(33), p. 747. “관백 쿠조 타다히데 등이 니죠조에 가서 사카이 타다요, 도이 토시카

츠 등과 토쿠가와 마사코의 주다이를 의논하다.” 원문은 “關白九條忠榮「幸家」等、二

條城に抵り、酒井忠世、土井利勝等と、德川和子入內のことを議す.”

42) 츠루히메의 양부(養父)인 이에미츠는 1634년 쿄토에 체제할 때 쿠조가를 방문, 츠루

히메와 혼인한 쿠조 미치후사에게 선물을 하사하며 친밀함을 표시했다. 이는 공가와

무가의 화합을 도모하려는 막부 정책의 연장선상이기도 했다. 森谷尅久, 앞의 책, p.

70; Lee Butler, Emperor and aristocracy in Japan, 1467-1680 (Cambridge: Harvard

Univesity Press, 2002), p. 235. 이외에도 이에미츠는 쿠조 유키이에에게 백은(白銀)과

에치젠 비단을 선물하고 그의 아들인 마츠도노 미치모토(松殿道基, 1615-1646)에게도

지행(知行) 천석을 하사하는 등 쿠조가와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이에 관한 기

사는 「寬永13年(1636) 10月20日 第三條」, 東京大學史料編纂所編, 『大日本史料』 데

이터베이스(http://www.hi.u-tokyo.ac.jp) 참조. 원문은 “家光、前關白九條幸家に白

銀・越前綿を、子松殿道基に白銀・小袖を贈餞し、且、道基に知行千石を與ふ.”

43) 주 38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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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도 잘 이해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필자는 기존의 겐지에에서 그

려지지 않았던 아마마유 우차가 <차쟁도병풍>에 그려진 이유는 1620년을

전후하여 아마마유 우차가 토쿠가와 쇼군가의 우차로서 특별한 의미를 지

니게 된 것과 관련 있다고 생각한다. 즉 아마마유 우차는 1620년대에 쿄

토에서 거행된 토쿠가와 쇼군가의 일련의 대규모 행렬에서 빈번히 사용되

면서 당대 사람들에게 쇼군가의 우차로서 널리 각인된 것이다. 앞서 살펴

보았던 쿠조가 제3저택은 유키이에의 아들이자 토쿠가와 쇼군의 양녀인

츠루히메와 혼인한 쿠조 미치후사의 저택으로 추정된다.44) <차쟁도병풍>

의 아마마유 우차 모티브는 이 작품이 이러한 건축 배경을 지닌 제3저택

의 후스마에였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즉 <차쟁도병풍>에 그려진 아마마

유 우차는 혼인으로 결합된 쿠조가와 토쿠가와 쇼군가의 관계를 암시하기

위해 특별히 선택된 모티브일 가능성이 큰 것이다. 토후쿠몬인의 혼례 우

차로 아마마유 우차가 이용되었듯, <차쟁도병풍>의 아마마유 우차는 츠

루히메의 쿠조가 입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선택된 모티브일 가능

성이 있다.

이처럼 아마마유 우차는 <차쟁도병풍>의 외적인 제작 환경, 즉 정치적

ㆍ사회적 변화와 긴밀한 관련을 가지며 주문자에 의해 의도적으로 삽입된

모티브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우차는 <차쟁도병풍>의 제작 연대를 에

도 시대 초기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44) 나카이가 문서에 보관되어 있는 쿠조가 제3저택의 평면도인 「炎上以前 九條廉貞院殿

御指圖」의 색범례(色凡例)를 보면, 청색(靑色)으로 표시된 부분을 ‘렌테이인도노오이

에(廉貞院殿御家)’라고 표기하고 있어 이 저택이 쿠조 미치후사의 부인이었던 렌테이

인(廉貞院), 즉 츠루히메가 거주했던 곳임을 알 수 있다. 平井聖(히라이 키요시), 「仮

內裏․仮御所ならびに關連する公家住宅の指圖解說」, 『中井家文書の硏究』9(東京: 中

央公論美術出版, 1984), p. 39. 이는 제3저택이 쿠조 미치후사의 거처였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미치후사의 어머니였던 토요토미 사다코가 1604년 쿠조 유키이에와 혼인했을

때 토요토미가가 저택을 신축해 준 것과 같이, 미치후사의 혼인 때도 토쿠가와 쇼군가

에서 쿠조가에 새로운 저택을 지어주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쿠조가

제3저택은 토쿠가와 쇼군가의 딸인 츠루히메와 혼인한 미치후사의 저택으로 1632년경

에 신축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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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쟁도병풍>의 도상과 구도 분석

<차쟁도병풍>의 도상과 화면의 구도는 에도 시대 초기에 제작된 쿄카

노의 작품들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차쟁도병풍>과 관련된 유일한 기

록인 『어일기비망』에는 겐지노마의 화가로 산라쿠와 산세츠가 함께 언

급되어 있는데, 이 또한 겐지노마가 쿄카노와 관련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

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차쟁도병풍>과 쿄카노의 작품을 비교하는 작업

은 그 제작 연대를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작품의 화면 구

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 <차쟁도병풍>의 분본(粉本): <타이마데라엔기에마키>

카노 산라쿠와 산세츠는 1629년에 타이마데라(當麻寺)의 창건 연기와

타이마만다라(當麻曼荼羅)와 관련된 추조히메(中將姬)의 설화를 그린 <타

이마데라엔기에마키(當麻寺緣起繪卷)>의 모사 작업에 참여했다. 이 작업

은 토사 미츠모치(土佐光茂, 1496-?)가 1531년에 제작한 <타이마데라엔기

에마키>를 모사하는 것이었는데, 산라쿠를 비롯한 카노 산세츠ㆍ카노 코

이(狩野興以, 생몰년불명)ㆍ카노 탄유(狩野探幽, 1602-1674)ㆍ카노 야스노

부(狩野安信, 1614-1685) 등 카노파 화사 10명과 토사 미츠노리(土佐光則,

1583-1638) 등이 회사(繪師)로 참여했다(도 24).45) 또한 쿠조 유키이에 등

당대의 능필가(能筆家) 22명이 코토바가키(詞書)를 썼다.46) 이 에마키는

45) 奈良國立博物館監修, 『社寺緣起繪』(東京: 角川書店, 1975), p. 124; 眞保亨(신보 토

오루), 「新指定重要文化財・享祿本當麻寺緣起解說」, 『MUSEUM』118(1961), pp.

11-15.

46) 杉野愛(스기노 아이), 「當麻寺本「當麻曼荼羅緣起繪」二幅の畵面構成-當麻をめぐる

信仰と本尊「當麻曼荼羅」」, 『美術史』158(2005), p. 251. 쿠조 유키이에는 1629년작

<타이마데라엔기에마키> 하권 제5단의 코토바가키의 필자로 참여했다. 쿠조가는 헤이

안 시대 말기부터 타이마데라의 당탑(堂塔) 수리 및 보물 제작에 관여하며 이 사찰을

경제적으로 후원했는데, 이러한 인연으로 쿠조 유키이에 역시 코토바가키의 필자 중

한명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 27 -

비록 토사 미츠모치의 1531년작을 그대로 모사한 것이기는 하지만, 제작

연대와 그림의 필자가 명확한 작례로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47)

산라쿠는 친자(親子)인 카노 미츠노리(狩野光敎, 생몰년 불명)와 공동으

로 이 에마키의 상권(上卷) 제1단의 그림을 그렸는데, 이 장면이 <차쟁도

병풍>의 도상과 유사하여 주목된다(도 25).48) 상권 제1단은 타이마데라의

창건에 관한 내용으로, 성덕태자(聖德太子, 574-622)의 교훈에 따라 타이

마데라의 전신(前身)인 만보장원(萬寶藏院)을 건립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

다.49) 산라쿠가 작화에 참여한 상권 제1단의 성덕태자행렬은 <차쟁도병

풍>의 아오이노우에의 우차와 겐지의 봉공 행렬을 연상시킬 정도로 그

도상이 서로 매우 유사하다. 세부를 살펴보면, 우선 성덕태자가 탄 우차

뒤에서 말을 타고 봉공하는 자의 도상은 <차쟁도병풍> 제1폭에 그려진

겐지와 그 형태가 거의 동일하다(도 26). 또한 성덕태자의 우차 앞을 호위

하는 종자들이 탄 말들의 형태와 움직임은 <차쟁도병풍>의 제2폭에 그려

진 말들과 유사하다(도 27). 성덕태자의 우차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

은 종자들의 모습도 <차쟁도병풍> 제3폭에 그려진 아오이노우에의 우차

주위를 둘러싼 종자들의 모습과 흡사하다(도 28). 이와 같이 두 작품에서

도상의 상호 유사성이 인정되는 것은 산라쿠의 <타이마데라엔기에마키>

47) 瀧精一, 「熨斗家本當麻寺緣起畵卷に就て」, 『國華』580(1939), p. 75.

48) 1629년작 <타이마데라엔기에마키> 상권 제1단을 통해 산라쿠가 1620년대 후반 일흔에

가까운 고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파의 회사들과 함께 화사를 수행했음을 알

수 있다. 산라쿠는 <타이마데라엔기에마키> 모사 작업에서 다수의 회사들을 이끄는 통

솔자로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상권 제1단이 에마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알 수 있다. 필자는 2012년 4월에 나라국립박물관(奈良國立博物館)에서 토사

미츠모치의 1531년작 <타이마데라엔기에마키>를 조사하면서 이 에마키의 상권 제1단의

그림 부분의 가로 길이가 74,3cm로, 다른 단의 가로 길이인 50.5cm에 비해 20cm 이상

긴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상권 제1단이 다른 부분보다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여

겨졌다는 점을 알려주며, 이 부분의 모사를 담당한 산라쿠가 작업에 참여한 회사들 중

가장 높은 위상을 지녔음을 알려준다고 생각한다. 다만 산라쿠가 제1단을 아들인 카노

미츠노리와 함께 모사했다는 점에서 고령으로 인해 단독으로 화사를 담당할 수 없었던

상황을 알 수 있다.

49) <타이마데라엔기에마키>의 각 권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코토바가키의 본문에 대해서

는 河中一學(카와나카 이치가쿠), 『當麻寺私注記』(東京: 雄山閣出版, 1999), pp.

500-55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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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 제1단의 모사 경험이 어떠한 형태로든 <차쟁도병풍>의 도상 구성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산세츠는 산라쿠에 이어 <타이마데라엔기에마키>의 상권 제5단을

모사했다. 상권 제5단은 타이마(當麻)의 쿠니미(國見)가 오토모황자(大友

皇子, 648-672)를 오미(近江) 지방의 세타(勢多)에서 몰아낸다는 내용의

격렬한 전투 장면인데, 이 장면이 <차쟁도병풍>의 난투 장면과 관련하여

주목된다(도 29). 제5단에서 묘사된 서로 뒤엉켜 싸우는 병사(兵士)들의

모습은 <차쟁도병풍>의 종자들의 활달한 움직임과 격렬한 차쟁을 연상시

킨다. 이와 같이 <타이마데라엔기에마키>와 <차쟁도병풍> 간에 상호 유

사한 도상이 다수 발견되는 것은 쿄카노가 모사한 <타이마데라엔기에마

키>가 <차쟁도병풍> 도상의 분본(粉本)이 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선행 연구에서는 <차쟁도병풍>의 도상이 현재 닌나지(仁和寺) 소장이

며 토사 미츠모치가 1560년에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차쟁도병풍>(이

하 닌나지본으로 지칭)을 참고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도 30). 이

는 <차쟁도병풍>의 제1ㆍ2폭에 그려진 겐지의 재원 봉공 행렬과 닌나지

본의 우척에 그려진 겐지의 행렬이 서로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차쟁이라는 동일한 화제를 그린 두 작품을 연대별 선후 관계

에 놓고 도상의 영향 관계를 논한 것으로서, <차쟁도병풍>의 화가가 닌

나지본을 실견했다는 증거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반해 1629년작

<타이마데라엔기에마키>는 산라쿠와 산세츠가 직접 모사를 한 것이 확실

하므로, <차쟁도병풍>의 도상을 논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차쟁도병풍>과 닌나지본 모두 토사 미츠모치의 1531

년작 <타이마데라엔기에마키>를 분본으로 삼았을 가능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세 작품 간 도상의 상호 유사성은 한 작품을 분본으로 삼아 도상을

공유하였기에 가능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미츠모치는 자신이 제작한 <타

이마데라엔기에마키>의 도상을 분본으로 삼아 1560년에 닌나지본을 그리

고, 쿄카노는 1629년에 미츠모치의 동일 작품을 모사하면서 그 도상을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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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하여 <차쟁도병풍>의 도상 구성에 활용한 것이다. 따라서 쿄카노가

<타이마데라엔기에마키>의 모사 작업을 시작한 1629년 이후에 <차쟁도

병풍>이 제작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2) 겐나 · 칸에이기(1615-1643) 회화의 특징: 기하학적 구도

<차쟁도병풍>에서 직선과 사선 구도의 대비는 가장 중요한 구도적 특

징이다. 제1폭에서 제3폭에 이르는 겐지의 재원 봉공 행렬과 아오이노우

에의 우차 행렬이 이루는 직선 구도는, 제4폭에서 사선으로 배치된 로쿠

조의 우차들과 대비를 이루고 있다(도 31). 그런데 이와 같은 직선과 사선

의 대비 구도와 관련하여 미나모토 토요무네(源豊宗, 1895-2001)의 논고

를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나모토는 「겐나 ․ 칸에이의 기하학

적 구도 형식(元和 ․ 寬永における幾何學的構圖形式)」이라는 저명한 논

고에서, 겐나에서 칸에이에 이르는 시기에 제작된 여러 회화 작품의 화면

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정한 구도에 대해 논했다. 미나모토가 겐나

와 칸에이기의 시대적 특징으로 본 이 구도는 ‘기하학적(幾何學的)인 명료

한 구성을 본질로 하는 극도로 이성적(理性的)’인 것이다.50) 그는 이 ‘기하

학적’ 구도 형식의 하나로 직선을 활용한 ‘직선적 구축형식(直線的構築形

式)’을 제시했는데, 이는 그림의 모티브의 형태와 운동감, 위치 관계를 점

과 선으로 환원하여 도출해 낸 구도였다.51) 미나모토가 이 ‘직선적 구축형

식’의 대표적인 예로 든 작품이 묘신지(妙心寺) 텐큐인(天球院) 호죠(方

丈) 싯츄(室中)의 장벽화인 <죽도(竹圖)>이다(도 32).52)

50) 기하학적 구도 형식이 겐나 ․ 칸에이기 회화의 시대적 특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론도 존재한다. 우치야마 카오루(內山かおる)는 기하학적 구도가 시대적 특징이 아

니라 조형 행위 자체에서 발생된 결과일 수 있으며, 극단적으로 세부에 구속되어 자의

적인 작품 해석이 이루어질 경우, 기하학적 구도론이 화가의 제작 의도에서 유리되어

‘방법을 위한 방법’이 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內山かおる, 「山雪と妙心寺天球院

方丈障壁畵(上)」, 『國華』1195(1995), p. 6.

51) 源豊宗, 「元和 ․ 寬永における幾何學的構圖形式」, 『美術史』50(1963), p. 35.

52) 1631년에 건립된 묘신지 텐큐인 호죠의 장벽화군은 창건 당시부터 작품의 이동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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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모토는 <죽도>의 북쪽 후스마 중앙의 3면(面)에 대해 ‘직선적 구축

형식’을 적용했다. 그에 따르면 북쪽 후스마의 3면에 정방형(正方形)을 설

정하고 X자 선으로 구획했더니 아래쪽 이등변삼각형에 경물이 정리되는

구도가 나타난다는 것이다(도 33). 그런데 <차쟁도병풍>에도 이 ‘직선적

구축형식’이 적용됨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차쟁도병풍>의 왼쪽 위 꼭

짓점에서 오른쪽 아래 꼭짓점으로 대각선을 그으면 화면이 겐지의 봉공

행렬과 차쟁 장면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또한 로쿠조의 우차와 제2

ㆍ4폭 화면 하단에 위치한 두 소나무 가지의 방향이 모두 이 대각선의 방

향과 일치함을 볼 수 있다(도 34). 이는 소나무 가지를 로쿠조 우차의 사

선 구도와 호응하도록 의도적으로 배치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오른쪽

위 꼭짓점에서 왼쪽 아래 꼭짓점으로 대각선을 긋는다. 그러면 이 선이

아오이노우에 우차들의 방향과 일치함을 볼 수 있으며, 이 대각선으로 인

해 화면의 직선 구도 부분과 사선 구도 부분이 나누어짐을 알 수 있다(도

35). 그리고 두 개의 대각선을 함께 그으면 화면이 이등변삼각형으로 이

루어진 네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그 장면들은 각각 상단에서 시계 방향으

로 금운부분, 겐지의 재원 봉공 행렬, 아오이노우에의 우차 일행, 로쿠조

의 우차 일행 및 차쟁 장면이다(도 36). 특히 차쟁 장면은 이등변삼각형의

구도 속에 완전히 포괄됨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차쟁도병풍>의 전체

구도는 두 개의 대각선을 중심으로 형성된 네 개의 이등변삼각형을 축으

로 구성되어 있다. 화면에서 일정한 질서에 따라 경물을 배치하려는 의도

가 보이는 것이다. 이는 <차쟁도병풍>의 화면이 묘신지 텐큐인 호죠의

<죽도>와 같이 기하학적인 구도를 염두에 두고 구상되었을 가능성을 보

보수가 이루어진 흔적이 없어 일본 장벽화 역사상에서도 매우 희귀한 사례로 여겨진

다. 이 장벽화군은 산라쿠작이라는 전승이 있었으나 학계에서는 그 필자 문제를 두고

오랫동안 논란이 있었다. 이는 텐큐인 호죠 장벽화의 인공적이고 평면적인 화풍이 일

반적으로 산세츠의 화풍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 학계에서는 산세츠를 텐큐

인 장벽화군의 화가로 보는 설이 우세하다. 묘신지 텐큐인 호죠 장벽화의 필자 문제에

대해서는 辻惟雄, 『障壁畵全集 妙心寺天球院』(東京: 美術出版社, 1967), pp 91-97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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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는 것이다. <차쟁도병풍>의 화면에서 모모야마 시대의 화려하고 웅

장하며 패기 넘치는 화풍 대신, 철저하게 계산된 구도 아래 화면을 구상

하고 경물을 배치하는 겐나 ․ 칸에이기 회화의 특징을 관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차쟁도병풍>의 제작 연대를 에도 시대 초기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겐나ㆍ칸에이기 회화의 기하학적 구도 형식은 에도 막부가

그 설립 초기, 각종 법령을 발포하며 사회 질서를 통제하려 했던 사회적

상황과 관련 있는 것으로 설명되기도 한다.53) <차쟁도병풍>의 기하학적

인 화면 구도 역시 이와 같은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회화 구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카노 산세츠(狩野山雪): <차쟁도병풍> 화가로서의 가능성

<차쟁도병풍>의 아마마유 우차 모티브와 화면의 기하학적인 구도는 이

작품의 제작 연대가 에도 시대 초기일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런데 산라쿠

는 1620년대 후반에 이미 일흔에 가까운 고령이었으므로 <차쟁도병풍>과

같은 우수한 필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이때 주목되는 인물이

바로 산라쿠의 후계자인 카노 산세츠이다. 『어일기비망』은 겐지노마의

화가로 산라쿠와 산세츠를 함께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차쟁도병풍>의

제작에서 산세츠의 역할이 적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차쟁도병풍>의 인물 표현은 산세츠의 인물 표현과 매우 유사하다. 본장

에서는 <차쟁도병풍>과 산라쿠 ․ 산세츠 작품의 인물 표현을 각각 비교

하여 이 병풍의 화가 문제를 재고해 보고자 한다.

기록이 남아있고 연대가 비교적 확실하여 <차쟁도병풍>과 비교할 수

53) 미나모토 토요무네는 기하학적인 구도의 발생을 모모야마 시대의 정열이 사라지고 이

성(理性)이 사회 전반에서 차차 우위를 점해가던 에도 시대 초기의 정치적 ․ 사회적

상황과 연결시켰다. 에도 막부가 집권 초기 사회를 통제하기 위해 발포한 여러 핫토

(法度)는 극단적인 질서주의를 내포하는 것이었는데, 미나모토는 회화의 기하학적 구

도형식이 이러한 사회적 환경 속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 대해서는 源豊宗, 앞

의 논문, p. 3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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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쟁도병풍> <성덕태자회전>

얼굴 표현

옷주름 표현

표 1. <차쟁도병풍>과 <성덕태자회전>의 인물 표현 비교

있는 산라쿠의 야마토에로는 현재 오사카(大阪) 시텐노지(四天王寺) 소장

으로 1623년의 연기를 가진 <성덕태자회전(聖德太子繪傳)>이 있다(도

37). 『본조화사』에 의하면 시텐노지의 <성덕태자회전>은 산라쿠가 토

쿠가와 히데타다의 명을 받아 그린 것이다.54) 이 작품의 인물 표현을 자

세히 살펴보면 그 얼굴 표현이 <차쟁도병풍>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차쟁도병풍>의 인물들의 얼굴은 대체로 둥그스름하여 부드

러운 인상을 주는 반면, <성덕태자회전>의 인물들은 표주박 형태의 길고

각이 진 얼굴을 가지고 있다. 또한 <차쟁도병풍>에서 인물들의 눈이 대

체로 점을 찍은 듯이 매우 단순하게 표현된 반면, <성덕태자회전>에서는

눈과 눈동자의 표현이 비교적 분명하여 표정이 풍부한 느낌을 준다. 인물

들의 옷 주름 표현에서도 두 작품의 차이를 관찰할 수 있는데, <차쟁도병

풍>에서는 일정한 강도의 필선으로 옷 주름이 표현된 반면, <성덕태자회

전>에서는 굵기의 강약이 분명한 필선으로 옷 주름이 표현되었다(표 1).

54) 川本桂子, 『新編名寶日本の美術21: 友松 ․ 山樂』(東京: 小學館, 1991), pp.

115-116. 『본조화사』에 의하면 산라쿠는 본래 시텐노지가 1600년 토요토미 히데요시

․ 히데요리에 의해 부흥될 때 그 건물의 벽에 <聖德太子緣起>를 그렸었다. 그러나 이

때의 시텐노지는 1615년 4월에 불에 타 없어졌다. 1618년 토쿠가와 히데타다는 시텐노

지를 다시 부흥시키는데, 이때 부흥된 건물들 중 1623년에 완성된 회당(繪堂)에 산라

쿠가 다시 <聖德太子繪傳>을 그렸다. 현재 남아있는 <聖德太子繪傳>은 이때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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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산세츠의 작품과 <차쟁도병풍>의 인물 표현 간에는 상호 유사성

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차쟁도병풍>에 표현된 여인 얼굴의 특징

은 실선의 눈과 갈고리 모양의 코와 콧방울, 그리고 붉은 점과 같은 조그

만 입술인데, 이와 같은 묘사는 산세츠가 그린 <장한가화권(長恨歌畵卷)>

의 여성 표현과 매우 유사하다(도 38). <장한가화권>에 묘사된 여인들은

가는 눈과 양 눈 사이에서부터 갈고리 모양으로 이어져 콧방울로 끝나는

뭉툭한 코, 그리고 조그맣고 붉은 입술이라는 <차쟁도병풍>의 여인과 공

통되는 얼굴 표현을 보여준다(표 2). 이는 두 작품의 화가가 동일인일 가

능성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하여 특기할 것은 산세츠가 『겐지모노가타

리』와 겐지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그

의 아들인 카노 에이노(狩野永納, 1631-1697)가 하야시 가호(林鵞峰,

1618-1680)에게 집필을 의뢰한 기록인 「수야영납가전화축서(狩野永納家

傳畵軸序)」를 통해 알 수 있다.55) 이 기록에 산세츠의 저서 중 하나로

『원씨물어도화기(源氏物語圖畵記)』가 기재되어 있는 것이다.56) 이는 산

세츠가 중국의 고사화(故事畵) 못지않게 야마토에의 화제에도 관심을 가

지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기록이다.57) 산세츠는 『겐지모노가타

55) 「狩野永納家傳畵軸序」은 카노 에이노가 하야시 라잔(林羅山, 1583-1657)의 셋째 아

들이자 에도 막부의 유관(儒官)으로 활약했던 하야시 가호(林鵞峰, 1618-1680)에게 집

필을 의뢰해 1669년 정월에 쓰인 화축서이다. 이 화축서에는 에이노가 보낸 가보(家

譜)에 따라 가호가 쓴 산라쿠와 산세츠의 전기(傳記)가 실려 있으며, 그 뒤에 에이노

에 대한 간단한 기술과 함께 화축서를 쓰게 된 경위가 나온다. 전문이 『鵞峰先生林學

士文集』권86에 실려 있으며, 쿄카노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기본사료이다. 土居次義,

『日本美術繪畵全集12: 狩野山樂・山雪』(東京: 集英社, 1981), p. 100 참조.

56) 笠井昌昭 ․ 佐々木進 ․ 竹居明男譯注, 「狩野永納家傳畵軸序」, 앞의 책, p. 365. 원

문은 “暇日著圖繪寶鑑名錄, 源氏物語圖畵記, 武陵雜記, 畵談等.” (밑줄은 필자)

57) 笠井昌昭 ․ 佐々木進 ․ 竹居明男譯注, 위의 책, p. 364-365. 「狩野永納家傳畵軸序」

의 산세츠 관련 기술을 보면 중국 고사와 고사화에 대한 산세츠의 특별한 관심을 알

수 있다. 관련 기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세츠는 항상 이렇게 말했다. 중세 이래

중화고사를 그리는 자들 중 원서를 보지 않고 속설에 빠져 도식을 틀리는 자가 많다.

이에 그 진실을 조사하여 잘못을 바로잡았다. 장량을 장부의 용모로 그리고, 방삭이 서

왕모를 배알할 때 동자를 그리지 않는 것과 같은 종류의 잘못을 고쳤다. 이에는 모두

근거가 있다. 운룡, 인물, 산수, 화조에서 송․원․명의 명화를 모방하여 그 뜻을 얻었

다. 또한 칠십이후(七十二侯)의 그림을 모사했다.” 원문은 “山雪常謂, 中葉以來畵中華

故事者, 不見本傳而惑俗說, 誤圖式者不少, 故審撿其實, 訂正其僞. 至若下邳進履, 不知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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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쟁도병풍> <장한가화권>

얼굴 표현

표 2. <차쟁도병풍>과 <장한가화권>의 인물 표현 비교

리』와 관련된 화서(畵書)를 저술할 정도로 이 고전에 해박했으며, <차쟁

도병풍>의 제작을 주도할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현재 <차쟁도병풍>의 산라쿠 제작설은 일본 미술사학계에서 정설로 인

정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차쟁도병풍>의 인물 표

현은 산라쿠의 작품과는 확연히 다르다. 이러한 화풍의 차이는 <차쟁도병

풍>의 화가를 산라쿠로 비정한 기존 학계의 견해를 재검토해야 할 필요

가 있음을 말해준다. 산세츠는 <차쟁도병풍>과 유사한 인물 표현을 보여

줄 뿐만 아니라 『원씨물어도화기』를 저술할 정도로 겐지에에도 조예가

깊었다. 이는 산세츠가 <차쟁도병풍>의 제작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크다

는 점을 알려준다. 따라서 <차쟁도병풍>의 산라쿠 단독 제작설은 재고되

어야 하며, 이 작품의 화가로 산세츠의 존재를 상정한 새로운 논의를 전

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良爲孺子而圖壯夫貌, 方朔見王母時, 不知其爲童兒而爲對偶之樣之類, 則悉出新意以改圖

之. 皆有所據也. 龍雲也, 人物也, 山水也, 花鳥也, 各傚慕宋元明名畵之痕, 而得意惟多. 又

模七十二侯之圖行于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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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차쟁도병풍>의 새로운 도상과 그 회화적 의미

<차쟁도병풍>은 겐지의 봉공 행렬과 격렬한 차쟁이라는 두 도상을 중

심으로 화면이 구성되어 있다. 겐지의 봉공 행렬과 격렬한 차쟁은 각각

대화면 겐지에인 닌나지본과 <차쟁도병풍>에서 처음으로 그려진 새로운

도상이다. <차쟁도병풍>에서는 왜 기존의 차쟁도와는 다른 도상이 채택

되었을까? 필자는 겐지에 도상 전통에서 탈피된 이러한 새로운 도상들이

작품에 특별한 회화적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고안된 장치라고

생각한다.

본장에서는 우선 닌나지본 및 <차쟁도병풍>이 기존의 전통적인 겐지에

차쟁도 도상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본 후, <차쟁도병풍>의 새로운 도상에

내포된 회화적 의미에 대해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1. 겐지에 도상 전통으로부터의 탈피

1) 전형(典型)으로부터의 탈피

겐지에는 에마키모노(繪卷物), 선면(扇面), 책자(冊子), 색지(色紙), 병풍

(屛風) 등 매우 다양한 매체로 그려져 감상되었는데, 시대에 따라 선호된

매체가 다른 양상을 보인다. 헤이안 시대부터 가마쿠라 시대까지는 주로

에마키의 형태가 선호되었으며, 무로마치 시대(室町時代, 1394-1573)가 되

면 『겐지모노가타리』 향수층의 확대에 따른 수요의 증가로 소형의 백묘

화(白描畫)나 1첩(帖) 1도(圖)를 원칙으로 하는 색지 세트 및 선면화 등의

형태가 유행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소화면(小畵面) 겐지에를 병풍에 붙이

거나 화첩(畵帖)으로 만들어 감상하는 경우도 많아졌다.58) 무로마치 시대

후기 이후 겐지에의 두드러진 특징은 주로 에마키나 화첩 등의 소화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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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그려지던 겐지에가 병풍이나 장벽화 등 대화면 매체에 그려지기 시작

한다는 점이다.59) 특히 병풍의 한 척 전체에 단일 주제를 그린 대화면 형

식이 무로마치 시대 후기에 새롭게 등장하는데, <차쟁도병풍>도 이러한

유형에 속한다.

겐지에 연구에서는 총 54첩으로 이루어진 『겐지모노가타리』의 본문에

서 어떤 장면이 선택되어, 그것이 어떤 도상으로 그려져 왔는지가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 왔다. 타구치 에이이치(田口榮一, 1944-)는 겐지에 연

구에서 화가가 어떤 시각적 이미지를 떠올려 화면에 표현하였는지, 그리

고 그렇게 창조된 도상이 다음 세대에 어떻게 계승 혹은 변용되었는지,

그리고 현존 작품을 통해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석할 것인지

가 중요하다고 보았다.60) 이는 방대한 내용의 본문에서 선택된 장면과 도

상, 그리고 그 전통의 계승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

한 것이라 하겠다.

겐지에는 무로마치 시대 후기에는 이미 본문에서의 장면 선택과 그 도

상의 정형화(定型化) 경향이 분명해졌다. 이러한 경향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겐지에의 장면 선택과 코토바가키의 초출(抄出)을 용이하게 하기 위

한 레퍼토리북(repertory book)의 출현이다. 이러한 레퍼토리북은 무로마

치 시대 중기에는 이미 성립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그 중 가장 대표적

인 것이 오사카여자대학(大阪女子大學) 소장 『겐지모노가타리에코토바

(源氏物語繪詞)』이다.61) 이 책은 『겐지모노가타리』의 본문에서 총 283

58) 秋山光和, 『日本の美術119: 源氏繪』(東京: 至文堂, 1976), p. 50.

59) 대화면 겐지에에 대해서는 鷲頭桂(와시즈 카츠라), 「大畵面形式の源氏物語圖屛風の

成立について-いわゆる「隱岐配流圖屛風」(キンベル美術館)を手がかりに」, 『美術

史』166(2009), pp. 349-353 참조.

60) 田口榮一, 「源氏繪の系譜-主題と變奏」, 『豪華「源氏繪」の世界源氏物語』(東京: 學

習硏究社, 1988), pp. 291-292.

61) 이외에도 동일한 겐지에 레퍼토리북으로 쿄토대학 도서관 소장 『源氏繪詞』, 궁내청

서릉부 소장 『源氏之詞拔書』 등이 있다. 이 책들은 모두 『겐지모노가타리』의 각

권에서 그림으로 그리기에 적합한 장면의 본문을 초출한 것인데, 오사카여자대학 소장

본인 『겐지모노가타리에코토바』의 초출 장면이 가장 많고 도상에 대한 지시도 상세

하다. 中野幸一(나카노 코이치), 「『源氏物語』の享受と「源氏繪」」, 『傳土佐光則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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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源氏物語繪詞』　葵

1
로쿠조노미야스도코로의 우차, 아오이노우에의 몸종들에게 수모를 당함.

(車爭)

2 겐지, 무라사키노우에(紫の上)의 머리카락을 잘라줌.

3 아오이노우에 남아출산, 겐지는 아오이노우에의 손을 잡고 약을 권함.

4
로쿠조노미야스도코로, 자신의 몸에 스며들어 옷을 갈아입어도 사라지지

않는 호마향(護摩香)을 이상하게 여기고 한탄함.

5 혼자 잠든 가을 아침, 겐지는 로쿠조노미야스도코로가 보낸 편지를 읽음.

6
겐지가 아오이노우에의 어머니, 두중장(頭中將)과 함께 늦은 가을정원을

바라보며 죽은 아오이노우에를 추억함.

7 겐지가 신혼 축하 떡을 준비시켜 무라사키노우에에게 보냄.

표 3 『源氏物語繪詞』 「葵」

개의 장면을 선택하여 작화에 필요한 사항, 즉 계절과 장소, 인물의 동작

과 복식(服飾), 지물(持物), 가구(家具) 등에 관한 것을 지시한 에코토바

(繪詞)를 그에 해당하는 이야기 본문의 일절과 함께 첨부해 놓은 것이다.

이는 겐지에 제작 시 주문자가 『겐지모노가타리』의 방대한 본문을 다

읽을 필요 없이 비교적 쉽게 54첩의 겐지에 한 세트를 만들 수 있게 해준

다.62) 또한 화가가 『겐지모노가타리』에 대한 깊은 교양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심지어 본문조차 소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주

문에 응하여 이 전통적인 제재를 그릴 수 있게 해준다.63)

차쟁 장면은 「아오이」첩의 내용을 그린 장면들 중 단일 장면으로서는

가장 선호되었던 화제이다. 차쟁 장면 외에도『겐지모노가타리에코토바』

에 실린 「아오이」첩의 도상은 모두 7개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64)

이 중 첫 번째 장면인 차쟁 장면의 에코토바와 초출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에코토바는 다음과 같다.

源氏繪鑑帖』(京都: 宇治市源氏物語ミュ-ジアム, 2001), pp. 163-164.

62) 秋山光和, 앞의 책, p. 130.

63) 秋山光和, 「源氏物語繪卷の情景選擇法と源氏繪の傳統」, 『平安時代世俗畵の硏究』

(東京: 吉川弘文館, 1964), p. 274.

64) 秋山光和, 「「源氏物語繪詞」所收場面一覽と作品例との對照表」, 『日本の美術119:

源氏繪』(東京: 至文堂 1976), p. 9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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겐지가 21살 혹은 22살. 때는 4월, 차쟁(車爭)이 있었다.65)

다음은 『겐지모노가타리』에서 초출된 본문이다.

안쪽으로 밀려난 로쿠조노미야스도코로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모욕에 대한 분노보다도, 이토록 비참한 모습을 모두에게 보이고

말았다는 사실에 그녀의 마음은 쓰디 쓴 원통함으로 가득 찼다. 그녀의 우

차 끌채를 받치는 소반의 다리가 부러져서 다른 우차의 몸체에 그 끝을 걸

쳐 간신히 무게중심을 잡았는데, 그 모습의 비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여기 왜 왔는지 자문해도 소용없는 일이었다.66) (밑줄은 필자)

초출된 본문은 아오이노우에의 종자들에 의해 뒷줄로 밀려난 로쿠조가 그

러한 모욕을 당한 것에 대한 원통함과 함께 겐지의 행렬을 보러 나온 자

신의 행동을 깊이 후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도상을 지시하는 에코토바의 내용이 매우 간략하여 작화에 관련된 정보를

거의 얻을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에코토바 대신 도상에 관한 정보를 얻

을 수 있는 것은 초출된 본문이다. 본문에서는 로쿠조의 우차 끌채를 받

치는 ‘소반의 다리가 부러졌다’는 부분을 통해 차쟁의 양상을 전하고 있

다. 이로 인해 ‘다리가 부러진 소반’이라는 모티브는 차쟁 장면과 다른 장

면의 구별을 가능하게 하는 표지(標識)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특히

토사파가 그린 차쟁도에는 이 모티브가 반드시 그려졌는데, 현재 하버드

65) 片桐洋一(카타기리 요이치), 『源氏物語繪詞: 翻刻と解說』(京都: 大學堂書店, 1983),

p. 21. 원문은 “源廿一二。ころハ四月か車あらそひなり”

66) 片桐洋一, 위의 책, p. 21. 원문은 “ついに御車ともたてつゝけつれハひとたまひのおく

のをしやられてものもみえす心やましきをハさる物にてかゝるやつれをそれとしられぬる

かいみしうねたきことかきりなししちなともみなをしおられてすゝろなる車のとうにうち

かけたれハ又なう人わろくくやしうなにゝきつらんと思ふにかひなし.” 오사카여자대학

소장 『源氏物語繪詞』는 무라세 미에코(村瀨實惠子, Miyeko Murase)에 의해

Iconography of The Tale of Genji (New York: Weatherhill, 1983)라는 제목으로 영역

(英譯)되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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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미술관(Arthur M. Sackler Museum)에 소장되어 있는 전(傳) 토사 미

츠노부(土佐光信, 생몰년미상)필 <원씨물어화첩(源氏物語畵帖)>의 차쟁도

와, 쿄토국립박물관(京都國立博物館)에 소장되어 있는 토사 미츠요시(土佐

光吉, 1539-1613)필 <원씨물어화첩(源氏物語畵帖)>의 차쟁도에도 다리가

부러진 소반이 그려져 있다(도 39).67) 차쟁도는 무로마치 시대 후기에 대

화면 차쟁도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화첩 등의 소화면 매체로

제작되었는데, 이때 그려진 도상은 위의 작례에서 볼 수 있듯이 비교적

온화하게 우차를 밀어내는 종자들과 다리가 부러진 소반이 전형적이었다.

만일 이 두 도상이 그려져 있지 않다면 감상자들은『겐지모노가타리』의

수많은 장면들 중에서 「아오이」첩의 차쟁 장면을 식별하기가 용이하지

않게 된다. 이 때문에 겐지에에서는 감상자들의 장면 인식 및 작품 제작

의 수월성을 위해 특정 장면의 특정 도상이 반복되어 그려지는 경향이 강

해졌다. 그러나 <차쟁도병풍>에서는 ‘다리가 부러진 소반’이라는 기존의

합의된 도상이 그려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겐지의 봉공 행렬과 격렬한

차쟁이라는 새로운 도상이 채택되었다. 이는 <차쟁도병풍>이 기존 겐지

에 차쟁도의 작화 전통으로부터 이탈했음을 의미하며, 이 작품만의 특별

한 회화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2) 겐지에 장벽화(障壁畵) 도상 전형으로부터의 탈피

<차쟁도병풍>은 다른 겐지에 장벽화들과도 현저한 도상의 차이를 보여

준다. <차쟁도병풍>과 같이 근세 공가 주택의 장벽화로 그려진 모노가타

67) 토사파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서와 도록은 サントリ-美術館編, 『土佐派の繪畵』(東

京: サントリ-美術館, 1982); 宮島新一, 『日本の美術247: 土佐光信と土佐派の系譜』

(東京: 至文堂, 1986); 京都市立芸術大學附属圖書館編, 『土佐派繪畵資料目目錄』1-9

(京都: 京都市立芸術大學創立110周年記念事業實行委員會, 1990-2000); 龜井若菜, 『表

象としての美術、言說としての美術史: 室町將軍足利義晴と土佐光茂の繪畵』(東京: 星

雲社, 2003); 高岸輝, 『室町王權と繪畵: 初期土佐派硏究』(京都: 京都大學學術出版會,

2004); 江村知子(에무라 토모코), 『日本の美術543: 土佐光吉と近世やまと繪の系譜』

(東京: ぎょうせい, 20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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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는 기록과 현존 유물을 합쳐 모두 24건이 확인된다.68) 이중 손잡이

흔적으로 인해 본래 후스마에였음을 알 수 있는 현존 작례가 세 점 있다.

그것은 현재 메트로폴리탄 미술관(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에

소장된 <세키야즈(關屋圖)> 및 <미유키즈 ․ 우키후네즈(行幸圖 ․ 浮舟

圖)>병풍과 카츠라노미야케(桂宮家) 구장(舊藏) <원씨물어도병풍(源氏物

語圖屛風)>, 그리고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차쟁도병풍>이다. 이 세 점

의 도상을 비교하면, <차쟁도병풍>이 겐지에 장벽화로서도 매우 독특한

도상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메트로폴리탄 소장본은 토사 미츠요시의 대표적인 대화면 겐지에로 꼽

힌다. 이 작품은 화면의 구름과 지면을 금박(金箔)으로 장식하고, 인물과

산은 농채(濃彩)로 그린 금벽장벽화(金碧障壁畵)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

준다(도 40). 현재는 4曲 1雙 형식의 병풍이지만, 본래는 8장의 후스마에

였다. 16세기 중반부터 17세기 초에 걸친 모모야마 시대의 작품으로 생각

되며, 소장 내력이 불분명하여 어떤 장소에 설치된 후스마에였는지는 알

수 없다. 이 병풍의 우척 전체에는 『겐지모노가타리』 제16첩 「세키야

(關屋)」의 장면이 그려져 있고, 좌척에는 제29첩 「미유키(行幸)」와 제

51첩 「우키후네(浮舟)」의 장면이 그려져 있다. 토사 미츠요시는 자신의

특기였던 소화면 세밀화(細密畵)와 같이 사물을 근거리에서 파악하는 방

식으로 이 작품을 그렸는데, 이는 <차쟁도병풍>이 구름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매우 높은 시점을 채택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러한 시점의 차

이는 화면에 그려지는 인물과 사물의 크기에도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사물을 근거리에서 포착한 메트로폴리탄 소장본이 소수의 인물들을 대형

68) 현재 『겐지모노가타리』등 모노가타리를 주제로 하는 장벽화는 병풍으로 개장된 작

례를 포함시켜도 현존 작례가 매우 적다. 모노가타리 장벽화의 제재로는 『겐지모노가

타리』와 『이세모노가타리(伊勢物語)』가 가장 많이 이용되었으며, 이외에도 『에이

가모노가타리(榮華物語)』, 『타케토리모노가타리(竹取物語)』 등을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현존 유물은 『겐지모노가타리』를 화제로 그린 장벽화뿐이다. 小澤朝

江(오자와 아사에), 「近世內裏公家住宅における物語繪障壁畵の性格について」, 『學術

講演梗槪集. F-2, 建築歷史・意匠』(2007), p. 34의 표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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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形)으로 그린 데 반해, <차쟁도병풍>은 부감시(俯瞰視)를 활용하여 소

형(小形)의 인물들을 다수 그렸다. 또한 메트로폴리탄 소장본에서 인물은

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모티브인데 비해, <차쟁도병풍>의 인물은 사

건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메트로폴리탄

소장본의 화면에는 궁정 화가였던 토사파의 겐지에답게 화려하면서도 우

아한 분위기가 흐르는 반면, <차쟁도병풍>에는 소박하면서도 동적인 분

위기가 지배적이다.69)

카츠라노미야케 구장 <원씨물어도병풍>은 6曲 1雙으로 이루어진 금지

(金地) 바탕의 채색화이며, 현재 궁내청의 산노마루소조칸(三の丸尙藏館)

에 소장되어 있는 작품이다(도 41). 카노 에이토쿠작이라는 전승이 있으

며, 본래 1599년에 건립된 카츠라노미야케의 전신인 하치조노미야케(八條

宮家) 신고텐(新御殿)의 후스마에였던 것으로 추정된다.70) 병풍의 우척에

는 『겐지모노가타리』제52첩 「카게로(蜻蛉)」와 제26첩 「토코나츠(常

夏)」의 장면이 그려져 있으며, 좌척 전체에는 제5첩 「와카무라사키(若

紫)」의 장면이 그려져 있다. 이 작품은 친왕가(親王家) 저택의 후스마에

답게 궁정의 니오보(女房)와 텐조비토(殿上人)가 등장하는 장면들이 화제

로 선택되었다. 이는 헤이안 귀족들의 화려한 의상과 생활 모습을 표현하

여 그 시대의 분위기를 재현하고자 한 것으로, 겐지에 후스마에에 기대되

는 보편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차쟁도병풍>에 그려진 차

쟁 장면의 소란함이나 당대 풍속은 이러한 겐지에 후스마에의 기능과는

동떨어진 표현이다. <차쟁도병풍>에서는 헤이안 시대 귀족들의 화려한

의상이나 우아한 생활 모습보다는, 등장인물들의 활발한 움직임과 당대

69) 야마네 유조는 메트로폴리탄 소장본이 유기적으로 통일된 구성력을 결여하고 있으며,

단지 고전 풍속을 장식적으로 전시하는 효과만을 가진 반면, <차쟁도병풍>은 도상 면

에서 좀 더 자주적이며, 가마쿠라 시대 에마키의 정신과 기법을 계승하여 야마토에의

전통을 부흥시켰다고 보았다. 이는 메트로폴리탄 소장본이 기존의 도상을 그대로 대화

면으로 확대시킨 것에 불과한데 비해, <차쟁도병풍>에는 동세가 강조된 새로운 도상이

등장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해서는 山根有三, 「土佐光吉とその關屋

․ 御幸 ․ 浮舟圖屛風(下)」, 『國華』750(1954), p. 260 참조.

70) 秋山光和, 『皇室の至寶1: 御物 繪畵1』(東京: 每日新聞社, 1991), p.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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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 등 작품 제작 당시의 쿄토의 일상적인 거리를 보는 듯한 현실적인

묘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차쟁도병풍>이 『겐지모노가타리』에서

화제를 취하기는 했지만 전통적인 의미의 겐지에로서 감상되도록 의도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려준다. 또한 ‘겐지의 재원 봉공 행렬’과 ‘격렬한 차

쟁’이라는 도상에 숨겨진 <차쟁도병풍>의 회화적 의미에 대한 고찰이 필

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 준다.

2. 가모제 제례도(祭禮圖)로서의 <차쟁도병풍>

<차쟁도병풍>의 새로운 도상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차쟁도

병풍>의 행렬과 차쟁 도상이 기존 차쟁도의 전형적인 도상과 다르다는

점은 앞에서 살펴보았다. 또한 『겐지모노가타리』의 시대적 배경인 헤이

안 시대의 유식고실(有識故實)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겐지에 제작의 중

요한 규범임을 고려하면, <차쟁도병풍>에서 작품이 제작된 당대의 풍속

요소가 두드러지게 묘사된 것 역시 매우 특이한 점이다.71) 본장에서는

<차쟁도병풍>의 ‘행렬’과 ‘격렬한 차쟁’ 도상 및 당대의 풍속 표현이 지닌

회화적 의미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1) 닌나지본 우척의 행렬 도상

닌나지 소장으로 현재 쿄토국립박물관에 기탁 보관되어 있는 전 토사

미츠모치필 <차쟁도병풍>(닌나지본)은 토사파 대화면 겐지에의 대표작이

71) 유식고실에서 고실(故実)은 전근대 조정의 각종 연중행사나 임시공사(臨時公事), 관

습 등에 관한 선례와 전거를 가리키며 유식(有職)은 이러한 고실에 정통해지는 일이나

정통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즉 유식고실은 의식 ․ 의례 시의 행동 규범이나 복

장(服装), 정무(政務)의 수행과 문서의 발급 등 넓은 범위의 실용적 지식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에 관해서는 岸本美緒(키시모토 미오, 1952-)編, 「宗敎と學問」, 『歷史學事

典』11(東京: 弘文堂, 2004), p. 13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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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도 30).72) 이 병풍은 우척과 좌척이 각각 6면씩 12폭으로 구성된 병풍

이며 우척에는 겐지의 재원 봉공 행렬이, 좌척에는 차쟁이 그려져 있다.

이는 <차쟁도병풍>과 동일한 구성이지만, 닌나지본은 처음부터 병풍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좌척과 우척의 장면이 본래 서로 분리된 화면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닌나지본의 우척과 좌척은 모두 금운이 화면의 상하를 차

지하고 있으며, 지면 역시 금박으로 처리되어 있다. 우척에는 화면 상하로

공가의 저택들이 빼곡히 그려져 있으며 중앙의 이치조 대로에는 겐지의

재원 봉공 행렬이 지나가고 있다(도 30 위). 바로 이 재원 봉공 행렬이 겐

지에 차쟁도를 통틀어 최초로 그려진 행렬도상이다. 6면에 이르는 병풍의

우척 전체에 재원 봉공 행렬이라는 새로운 도상이 그려졌다는 것은 닌나

지본에서 이 장면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다는 점을 알려준다. 이치조 대

로의 상하로는 구경을 위해 몰려든 우차와 구경꾼들이 그려져 있다. 좌척

에는 우척과 마찬가지로 화면의 상단과 하단에 공가의 저택들이 그려져

있으며 금운이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도 30 아래). 좌척 왼쪽 상단의

두꺼운 금운으로 둘러싸여 있는 건물군은 행렬의 종착지인 가미가모 신사

를 그린 것으로 추정된다.73) 좌척의 제3폭에는 소화면 겐지에에서 자주

그려진 전형적인 차쟁도 도상인 ‘다리가 부러진 소반’이 그려져 있다(도

72) 토사 미츠모치에 대해서는 최근 급속도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佐藤康宏(사토 야스히로), 「日吉山王祭禮圖と祇園祭禮圖-土佐派と狩野派」, 『日本の

美術484: 祭禮圖』(東京: 至文堂, 2006), p. 31; 龜井若菜, 『表象としての美術、言說と

しての美術史: 室町將軍足利義晴と土佐光茂の繪畵』(東京: 星雲社 2003), pp. 50-51 참

조.

오카쿠라 텐신(岡倉天心, 1863-1913)이 『日本美術史講義』에서 <平氏物語> ․ <伴大

納言繪卷> ․ <北野天神繪卷>의 인물 표정의 풍부함과 역동적인 동세 표현을 칭송한

이래, 정적(靜的)이고 우아한 표현을 보이는 토사파의 그림을 야마토에의 쇠퇴로 보는

인식이 그동안 일본 미술사학계에 팽배했다. 최근까지 토사파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지

못했던 이유도 이들의 회화를 야마토에의 쇠퇴기와 동일시하는 기존 인식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인식에 변화가 생기며 신미술사학의 관점에서 새로운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카메이 와카나(龜井若菜, 1962-)의

저서를 들 수 있다. 카메이는 이 책에서 토사 미츠모치의 대표작 <쿠와노미데라엔기에

마키(桑實寺緣起繪卷)>를 그 주문자인 무로마치 막부 쇼군 아시카가 요시하루(足利義

晴, 1511-1550)와 관련시켜 논했다.

73) 鷲頭桂, 「土佐光茂筆「車爭圖屛風」と都の圖像」, 『美術史論叢』25(2009), pp.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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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이는 닌나지본의 좌척 도상이 소화면 겐지에의 도상을 그대로 대화

면으로 확대시킨 것임을 알려준다.

닌나지본은 토사 미츠노부의 아들이며 그의 뒤를 이어 궁정의 에도코로

아즈카리(繪所預)로 활약한 토사 미츠모치의 작품으로 여겨지고 있다.74)

병풍에서 화가를 식별할 수 있는 도장이나 서명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학

계는 화풍 분석을 통한 연대 추정과 문헌 기록을 통해 토사 미츠모치의

작품으로 보고 있다. 닌나지본에 관해서는 제작자와 제작 연대의 비정을

중심으로 연구 결과가 축적되어 왔다. 제작자에 관해서는 『오유도노노우

에노닛키(御湯殿上日記)』에 등장하는 미츠모치필 <차쟁도병풍>의 기사

와 관련하여 주로 논의되었다.75) 이 기록에는 오기마치 천황(正親町天皇,

74) 에도코로아즈카리는 원래 헤이안 시대 때 궁정의 화사를 도맡아 처리했던 기관인 에

도코로(畵所)의 사무관(事務官)의 직책명이였으며, 이 시기 실제로 그림을 그렸던 회

사(繪師)의 직책은 스미가키(墨畵)였다. 이후 가마쿠라 시대부터 에도코로아즈카리의

직책도 회사(繪師)가 맡게 되었다. 中村興二 ․ 岸文和編, 「繪所繪師・繪仏師」, 『日

本美術を學ぶ人のために』(京都: 世界思想社, 2001), pp. 48-53. 에도코로아즈카리에 대

한 연구는 宮島新一, 『宮廷畵壇史の硏究』(東京: 至文堂, 1996) 참조.

일시(1560년) 『御湯殿上日記』원문과 해석

7월 19일
せうみやう院より御ひやうふの御ゑやうしるしてまいる。

산조니시 킨에다(三條西公條)가 병풍의 도상을 진상.

7월 20일
けふよりまてのこうちにて御ひようふはる。

병풍의 장정(裝丁)이 마데노코지가(万里小路家)에서 시작됨.

7월 29일

とさ御ひやうふの御ゑやう。くるまあらそひの所。下かきまてのこう

ちよりまいる。

토사 미츠모치가 그린 병풍의 밑그림이 궁중에 진상됨. 그 화제는 차

쟁.

7월 30일
御ひやうふけふの四時分にみなはりたつるとなり

진상된 밑그림을 장정이 끝난 병풍에 붙임.

8월 1일 あさ御さか月まいる。わか宮の御かた。ふしみとの。あなたこなたよ

75) 오유도노(御湯殿)는 궁정의 세이료덴(淸涼殿)에 위치한 음용수(飮用水)를 데우는 장

소의 명칭으로, 『오유도노노우에노닛키(御湯殿上日記)』는 이곳에서 근무한 여관(女

官)들이 쓴 일기(日記)이다. 결실된 부분도 있지만 1477년부터 에도 시대 말기까지 기

록되었다. 여관들의 기록이기 때문에 히라가나(平仮名)로 쓴 기술이 대부분이며, 남성

이 쓴 일기류와 다른 시점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회화(繪畫) 관계의 기술

로는 토사파와 카노파에 대한 기술이 많다. 中村興二․岸文和編, 앞의 책, p. 384. 이

기사는 토사 미츠모치가 오기마치천황을 비롯한 공가의 주문을 받아 마데노코지가(万

里小路家)에서 차쟁도병풍을 제작했음을 알려준다. 일본 학계에서는 닌나지본을 이 기

사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보고 있다. 기사의 원문과 해석은 다음과 같다. 塙保己一編 ․

太田藤四郞補, 『お湯殿の上の日記』6(東京: 續群書類從完成會, 1994), pp. 13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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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7-1593, 재위 1557-1586)과 공가들이 토사 미츠모치에게 <차쟁도병

풍>을 주문하고 제작한 과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학계에서는 이

기록의 병풍을 닌나지본으로 보고 있다.76)

り御たのむまいる。女中よりもみなみなまいる。おとこたちよりも

まいる。ふてゆいろくしよりもまいる。御ひやうふはりたるまいり

て御らんせらるゝ。(중략）四つし大納言。季遠。三條宰相中將實

福。御まへゝめして。御ひやうふのくるまあらそひのわろき所々御

たんかうあり。

병풍에 대한 감정(鑑定)이 궁중에서 이루어짐. 오기마치천황, 궁중에

서 봉사하는 남녀근신(近臣), 후시미도노, 오기마치산조 사네토미

등의 공가가 참여.

9월 5일
光茂けふより御ひやうふの下かきまてのこうちとのにてする。

토사 미츠모치가 마데노코지가에서 밑그림을 다시 그림.

9월 7일

まてのこうちとのより御ひやうふの下かきまいる。とさみつもちにかゝせ

らるゝ。

마데노코지가에서 토사 미츠모치가 그린 병풍의 밑그림을 진상함.

9월 8일

まてのこうちへ。とさかきたる御ひやうふの下かき御らんせられて。

けふ御ひやうふかへさるゝ。まつかたがたのふん下書しまいらせ

候。

미츠모치가 그린 병풍의 밑그림 한 척을 봄. 밑그림이 마데노코지가

로 반환됨.

9월 11일

まてのこうちよりまいる。とさもちみつ所へけふ御ひやうふかきに

行。

토사 미츠모치의 공방에서 병풍을 제작.

12월 20일

とさ所より御ひやうふ大かたいてきてまいる。まつかたがたまいらせ

候。

토사 미츠모치가 완성된 병풍 한 척을 궁중에 진상함.

12월 21일

とさ所へ御ひやうふけふとさ所へかへさるゝ。ゑともみ事とて。竹內

との。みなみな御ほうひあり。

병풍이 미츠모치에게 반환됨. 병풍이 훌륭하여 제작에 힘쓴 모두에게

상이 내려짐.

12월 29일
けふまてのこうちにて。とさ御ひやうふのかたがた又下かきする。

토사 미츠모치가 나머지 한 척의 밑그림을 그림.

12월 30일

作日とさかきたる御ひやうふの下かき御らんせらるゝ。やかてけさと

さ所へつかはさるゝ。

어제 토사 미츠모치가 그린 병풍 밑그림을 봄. 미츠모치에게 그것을

반환함.

76) 닌나지본의 제작자를 토사 미츠모치로 최초로 비정한 사람은 야마네 유조이다. 그는

『御湯殿上日記』의 기록에 해당하는 작품이 닌나지본이라고 간략히 언급했다. 山根有

三, 앞의 논문, p. 114. 그러나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하거나 닌나지본에 관한 다

른 설명을 부기하지는 않았다. 닌나지본이 『御湯殿上日記』에 등장하는 미츠모치의

차쟁도병풍에 해당한다고 본격적으로 주장한 사람은 미야지마 신이치(宮島新一,

1946-)이다. 그는 닌나지본이 몬제키 사원인 닌나지에 전래되었다는 점과, 그 인물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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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나지본이 <차쟁도병풍>과 관련하여 중요한 이유는 이 병풍이 기록상

이나 현존 유물 중에서 병풍의 한 척이라는 대화면에 ‘차쟁’이라는 단일

화제가 그려진 최초의 사례이며, 우척에 겐지의 재원 봉공 행렬이라는 새

로운 도상이 그려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매체의 변화와 새로운 도상의 채

택은 기존 겐지에의 전통에서 벗어난 주목할 만한 변화이다. 따라서 그

배경을 살펴보는 것은 동일한 도상이 그려진 <차쟁도병풍>의 회화적 의

미를 고찰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닌나지본의 우척에 겐지의 봉공 행렬이 최초로 그려진 배경과 관련하여

살펴보아야 할 작품이 <가모마츠리소시(賀茂祭草子)>이다(도 43). 이 작

품은 1274년 4월 15일에 행해진 가모제의 노두의를 그린 에마키의 모사본

인데, 헤이안 시대 가모제의 모습을 전해주는 <연중행사회권>과 더불어

가마쿠라 시대 가모제의 모습을 전해주는 유일한 회화 자료이다.77) 사타

현이 미츠모치의 진작과 동일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宮島新一, 「源氏繪」,

『日本の美術247: 土佐光信と土佐派の系譜』(東京: 至文堂, 1986), pp. 55-56. 카와모토

케이코는 이러한 미야지마의 주장을 지지하며, 미츠모치의 기년작인 <쿠와노미데라엔

기에마키>와 <타이마데라엔기에마키>의 수목(樹木)의 묘법이 닌나지본과 유사한 점 및

동일한 인물 도상이 그려진 점을 근거로 추가했다. 川本桂子, 앞의 논문, pp. 303-304.

타카마츠 요시유키(高松良幸, 1961-)는 닌나지본에 그려진 금운의 형태를 무로마치 시

대 선면화(扇面畵)에 그려진 금운의 형태와 비교하여 닌나지본의 제작 연대를 무로마

치 시대 후기로 고증했으며, 토사 미츠모치 제작설을 지지했다. 高松良幸, 「金雲の形

態的変に關する考察:　仁和寺藏車爭い圖屛風を中心に」, 『フィロカリア』8(1991), p.

96. 그러나 학계 일각에서는 닌나지본에서 무로마치 시대 이후의 화풍이 간취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병풍의 제작 연대 하한을 에도 시대 초기로까지 낮춰보기도 했다.

東京國立博物館編, 『仁和寺の名寶: 宇多天皇開創1100年記念』(東京: 日本經濟新聞社,

1989), p. 118. 이에 대해 아이자와 마사히코(相澤正彦, 1954-)는 닌나지본 우척과 좌척

의 화풍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통해 닌나지본 제작 연대 논란의 중심이었던 시대가 내

려가는 화풍이 좌척에서만 관찰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우척만이 미츠모치가 그린 것이

며 좌척은 미츠모치의 밑그림을 바탕으로 에도 시대 초기에 보작(補作)된 것이라고 보

았다. 相澤正彦, 「傳土佐光茂筆車爭圖屛風の筆者問題について」. 『國華』1198(1995),

p. 19. 와시즈 가츠라(鷲頭桂)는 닌나지본의 상하에 묘사된 경관이 무로마치 시대 후기

에 유행했던 도시도(都市圖), 즉 낙중낙외도(洛中洛外圖)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보

았다. 그는 닌나지본의 배경이 실제 이치조 대로의 모습을 그린 것이며, 그 제작에 깊

이 관여한 공가들의 저택이 이 대로에 모여 있었음을 밝혔다. 鷲頭桂, 앞의 논문, pp.

7-9.

77) <가모마츠리소시>의 원본은 현재 남아있지 않지만, 그 원본을 1330년에 서사(書寫)한

것을 다시 1694년에 모사한 것이 바로 <가모마츠리소시>이다. <가모마츠리소시>의 그

림과 코토바가키의 내용 및 諸 모본에 대해서는 佐多芳彦, 「『賀茂祭繪詞』とその周

邊」, 『京都産業大學日本文化硏究所紀要』14(2009), pp. 307-328; 所功, 「元祿七年書



- 47 -

요시히코(佐多芳彦, 1963-)는 이 작품의 제작 배경으로 카메야마 원정(龜

山院政, 1274-1287)이 시작된 해에 거행된 가모제가 화제로 그려진 점을

주목했다. 가모제가 궁정을 대표하는 제례인 만큼, 카메야마 원정이 시작

된 해에 거행된 가모제를 그린 에마키는 그 감상자들에게 원정의 번영을

시각적으로 재확인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78) 이는 닌나지본 우척의

재원 봉공 행렬과 관련하여 실로 중요한 주장이다. 닌나지본에서는 6면에

달하는 병풍의 우척 전체가 가모제의 제례 의식 중 하나인 고케이의 봉공

행렬 묘사에 할당되었다. 그런데 닌나지본에서는 좌척에 ‘다리가 부러진

소반’이라는 이미 합의된 차쟁도의 도상이 그려졌기 때문에 우척에는

「아오이」첩의 장면을 중복해서 그릴 필요가 없었다. 만약 닌나지본이

『겐지모노가타리』의 내용 묘사라는 겐지에 본래의 목적에 충실했다면,

좌척만으로도 「아오이」첩의 차쟁장면이 충분히 표현되었으므로 우척에

는 다른 첩의 장면을 그리는 것이 효율적인 화면 배분이었을 것이다. 그

러나 닌나지본 우척에는 좌척과 동일한 「아오이」첩의 장면인 겐지의 재

원 봉공 행렬이 그려졌다. 닌나지본에서 행렬 도상이 이토록 비중 있게

다루어진 것은 그 주문자의 관심이 『겐지모노가타리』의 내용 묘사보다

는 차쟁 장면을 매개로 한 가모제의 시각화에 있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

다. 이는 가모제 노두의가 중단된 시기에 제작된 코엔지 소장 <경락월차

풍속도선면류병풍>에서 『겐지모노가타리』의 차쟁 장면을 차용하여 4월

의 경물인 가모제를 표현한 것과 동일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닌나지

본도 <경락월차풍속도선면류병풍>과 마찬가지로 차쟁 장면을 차용하여

가모제를 시각화하고자 한 것이다. 다만 <경락월차풍속도선면류병풍>에

寫『賀茂祭草子』(本學圖書館所藏本)の解說」, 『京都産業大學日本文化硏究所紀要』

16(2011), pp. 226-253 참조.

78) 佐多芳彦, 앞의 책, pp. 192-193. 사타 요시히코는 그 근거로 <가모마츠리소시>의 코토

바가키에서 카메야마 상황의 원정기를 “구름 한점 없는 치세(月のかつらのくもりなき

御代)”라고 언급하고 있는 점, 또한 1274년을 “우리 상황 만세의 시작이다(我君仙洞万

歲のはじめなりしかや)”로 선언하고 있는 점 등을 들고 있다. 1274년은 카메야마 천황

(龜山天皇, 1249-1305, 재위 1259-1274)이 양위하고 상황(上皇)이 되어 원정을 시작한

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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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우차를 밀어내는 종자들의 모습이 주가 되는 전형적인 차쟁 장면을

통해 가모제가 시각화되었다면, 닌나지본 우척에서는 겐지의 재원 봉공

행렬이라는 새로운 도상의 채용을 통해 고케이 행렬을 직접 묘사함으로써

더욱 구체적인 가모제의 시각화가 의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닌

나지본에서 이와 같이 가모제의 시각화가 의도된 이유는 무엇인가?

노다 아사미는 「아오이」첩의 배경이 된 가모제가 새로운 천황의 즉위

와 관련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닌나지본이 오기마치 천황의 즉위를 기념

하고 그 치세의 번영을 기원하기 위해 제작된 것이라고 보았다.79) 이는

<가모마츠리소시>에 대한 사타 요시히코의 주장을 바탕으로 닌나지본 우

척에 그려진 겐지의 재원 봉공 행렬을 당대 천황 치세의 번영을 기원하는

가모제로 본 것이다. 오기마치 천황은 자신의 즉위식을 전후하여 오닌의

난 이후 중단된 각종 조의(朝議)를 부흥시키려 노력했는데, 가모제의 행렬

은 궁정의 건재함을 시각적으로 과시할 수 있는 이벤트라는 점에서, 그

재흥이 당대 공가들의 염원이었음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80) 즉

닌나지본 우척에 그려진 겐지의 재원 봉공 행렬 도상은 오기마치 천황과

공가들이 조정의 정례 의식으로서의 가모제 재흥을 기원하며 『겐지모노

가타리』의 차쟁장면을 차용하여 가모제를 시각화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닌나지본의 우척 상단 오른쪽에 그려진 케비이

시(檢非違使) 모티브를 들 수 있다(도 44).81) 케비이시는 가모제 행렬의

79) 野田麻美, 앞의 논문, p. 202.

80) 富田正弘, 「室町殿と天皇」, 『日本史硏究』319(1989) pp. 42-43. 오닌의 난 이후 율

령적 천황제의 즉위식과 다이조에(大嘗會) 등의 조의들은 거행되지 않거나 지연되었으

며, 그 외의 의식들은 거의 중단되었다. 오닌의 난 이후 즉위한 천황들은 이러한 조의

의 부흥을 위해 노력했으나 거의 성공하지 못했으며, 부흥시킨 의식들도 1-2년 유지하

는 데 그쳤다. 오기마치 천황의 즉위식 전해인 1559년에도 小朝拜, 元日節會, 白馬節會,

踏歌節會가 재흥된 기록이 있어 오기마치 천황도 조의 부흥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

이나, 이 의식들이 이듬해인 1560년부터 다시 모두 거행되지 않아 그 노력이 실패했음

을 알 수 있다.

81) 케비이시는 홍인 연간(弘仁, 810-824)에 성립되어 헤이안, 가마쿠라 시대에 영제경직

(令制京職), 탄정대(彈正臺), 위부(衛府), 형부성(刑部省)의 기능을 흡수하여 쿄토의

치안 유지를 담당한 영외관(令外官)이다. 주요 임무는 쿄토의 치안 유지였으나 후에는

소송, 재판도 담당하여 강력한 권위를 가졌다. 활동 범위는 쿄토에서 이후 키나이(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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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와 제례의 지나친 사치를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했는데, 닌나지본 이

전의 차쟁도에 등장하는 케비이시 모티브는 소란스러운 구경꾼을 막대로

위협하며 쫓는 관인(官人) 정도가 일반적이었다(도 45). 그러나 닌나지본

에는 <반다이나곤에마키>나 <가모마츠리소시>와 같이 카도노오사(看督

長)와 말을 탄 케비이시 및 화려한 장식을 단 의상을 입은 호코모치(鉾

持) 등이 포함된 정식(正式)의 케비이시 일행이 그려졌다(도 46). 케비이

시가 헤이안 시대 조정의 실질적인 대민(對民)통제기구였음을 생각해 볼

때, 무로마치 시대에 이미 유명무실(有名無實)한 존재로 전락한 케비이시

가 닌나지본에서 이토록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상세히 그려진 것은 가

모제의 재흥을 염원하는 조정이 그 제작 주체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즉 닌나지본에 그려진 케비이시 일행은 궁정 제례로서의 가모제를 철저하

게 고증하여 화면에 재현하려는 주문자의 강력한 의도의 표출인 것이다.

그렇다면 <차쟁도병풍>의 행렬도상은 어떠한가?

2) <차쟁도병풍>의 화면에 새롭게 창조된 ‘행렬’ 도상

<차쟁도병풍>의 제3폭에 그려진 아오이노우에의 우차 3대는 전혀 다

른 공간에서 진행된 사건인 제 1 ․ 2폭의 겐지의 봉공 행렬과 한 행렬처

럼 보이도록 일직선으로 배치되었다. 이는 감상자에게 제1폭부터 제3폭까

지 하나의 행렬이 이어지는 것과 같은 시각적 효과를 부여했다. 즉 이야

內)까지 확대되었으나, 가마쿠라 막부 성립 후 그 권한이 축소되었고 무로마치 시대가

되면 막부의 만도코로(政所)나 사무라이도코로(侍所)에 그 기능이 승계된다. 下向井龍

彦, 「檢非違使」, 『歷史學事典7 戰爭と外交』(東京: 弘文堂, 1999), pp. 205-206. 가모

제에서 케비이시는 경호 이외에도 가모제 행렬의 사치를 단속하는 임무를 맡았지만,

그들 자체가 ‘구경[見物]’의 대상이 되어 사치[過差]를 부리는 일이 심해졌으므로 이를

규제하는 법령이 조정에 의해 여러 차례 발포되기도 했다. 丹生谷哲一(니우노야 테츠

이치), 「賀茂祭と檢非違使」, 『檢非違使』(東京: 平凡社, 2008), pp. 362-366. 이밖에

케비이시는 제례의 전후(前後)에 있었던 경호(警護), 해진(解陣) 등 군사력을 과시하

는 의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國賀由美子(쿠니가 유미코), 「祭禮圖の

系譜に關する基礎的硏究」, 『鹿島美術財團年報』20(2002), p.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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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내용과 다른 ‘새로운 행렬’이 화면에 창조된 것이다. 이 ‘새로운 행

렬’에서 아오이노우에의 일행은 겐지의 재원 봉공 행렬의 선두에 위치함

으로써 마치 고케이 의식을 치르러 가는 가모 재원처럼 보이는 착각을 불

러일으킨다. 즉 <차쟁도병풍>의 화면에서 아오이노우에의 우차는 겐지의

봉공을 받는 가모 재원이 탄 우차로 변모한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재원을 봉공하는 겐지가 <차쟁도병풍>의 제1폭이라는 화면의 주변

부에 그려짐으로써 이 행렬에서 그 존재감이 매우 축소되었다는 점이다.

이야기의 본문에서는 재원의 봉공이라는 행위보다 겐지가 그 행렬에 참가

했다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장면을 그린 겐지에에서는 무엇보다

도 히카루 겐지가 강조되어야 한다. 그러나 <차쟁도병풍>에서는 실제 우

차 크기보다 크게 그려진 아오이노우에의 우차가 화면의 중심에서 ‘새로

운 행렬’을 이끌며 무게중심 역할을 하고 있고, 겐지는 이를 봉공하는 부

차적인 존재로 전락했다.

<차쟁도병풍>의 제1폭에 그려진 재원 봉공 행렬의 도상은 말을 탄 겐

지와 검은 옷을 입고 활을 맨 여덟 명의 카도노오사로 구성되어 있다(도

47). 이와 같은 여덟 명의 카도노오사와 말 탄 케비이시 1인이라는 구성

은 앞서 살펴본 1274년작 <가모마츠리소시>에서도 볼 수 있다. <가모마

츠리소시>의 케비이시 일행은 여덟 명의 카도노오사와 유가케(弓掛) 두

명, 그리고 말을 타고 그 뒤를 따르는 케비이시 1인과 호코모치 및 카초

(火長)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도 48). 이는 <차쟁도병풍> 제1폭의 겐지의

일행 구성과 매우 유사하다. 이와 같은 도상은 1694년에 재흥된 가모제

노두의를 그린 가미가모 신사 소장 <가모제회도(賀茂祭繪圖)>의 <칙사제

사행렬권(勅使諸司行列卷)>에서도 볼 수 있다.82) 이 작품에서는 활을 맨

카도노오사 여덟 명에 각각 하쿠초(白丁) 1인이 따르는 형식으로 케비이

82) 이 에마키에 대해서는 猪熊兼樹(이노쿠마 카네키), 「賀茂別雷神社藏『賀茂祭繪圖』

「勅使諸司行列卷」に關する小考」, 『京都産業大學日本文化硏究所紀要』15(2010), pp.

25-6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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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그려져 있는데, <가모마츠리소시>나 <차쟁도병풍>의 도상과 그 기

본구성이 동일하다(도 49). 즉 <차쟁도병풍> 제1폭의 도상은 다른 가모제

회화에서 제례 행렬을 수행하는 케비이시 도상과 매우 유사한 것이다.

<차쟁도병풍>의 화면에서 새로운 ‘행렬’이 창조된 것은 ‘가모제의 고케이

행렬과 이를 봉공하는 케비이시 일행’이라는 도상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

었을 가능성이 크다. <차쟁도병풍>의 행렬은 가모제의 제례 행렬인 것이

다.

행렬(行列)은 시위행위ㆍ구경거리ㆍ퍼레이드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행렬

을 구성하는 내부 구성원뿐만 아니라 외부의 개인ㆍ집단과도 교류가 이루

어진다. 즉 행렬은 군중이 주시하는 가운데 거행되는 것이며, 행렬을 구성

하는 자와 구경꾼 사이에는 ‘보다 · 보이다’라는 관계가 성립된다.83) 야나

기타 쿠니오(柳田國男, 1875-1962)는 『일본의 제례(日本の祭)』에서 구경

꾼의 발생이 일본 마츠리(祭)의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라고 보았다. 그

는 미코시의 행차와 그에 동반한 다양한 의장을 베푼 아름다운 행렬의 발

달, 그리고 그것을 ‘미(美)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출현이 마츠리

에서 변화한 ‘제례’의 특색이라고 했다.84) 사노 미도리는 본래 특정한 행

사의 기록이었던 행렬 도상이 그 행사의 특성으로 인한 기호성(記號性)을

가지게 되면서 도상의 전통을 창조하였으며, 소란스러운 군중의 에너지는

화면에 축제의 코드를 생성한다고 보았다.85)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제례의 ‘행렬’과 이를 구경하는 ‘구경꾼들’이라는 도

상은 제례를 묘사한 일본 회화의 한 장르인 제례도(祭禮圖)에서 매우 보

편적으로 그려진다. 대표적으로 풍속화의 전성기인 모모야마 시대부터 에

도 시대 초기에 활발히 제작된 기온제례도(祇園祭禮圖)와 풍국제례도(豊

83) 藤原重雄(후지와라 시게오), 「行列(日本の)」, 『歷史學事典3 かたちとしるし』(東

京: 弘文堂, 1995), p. 236.

84) 柳田國男, 「見物の發生」, 『日本の祭』(東京: 弘文堂書房, 1942), p. 46.

85) 佐野みどり, 「物語繪畵における群像表現」, 『人の<かたち>人の<からだ>: 東アジア美

術の視座』(東京: 平凡社, 1994), p.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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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祭禮圖)를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쾰른동양미술관(Museum für

Ostasiatische Kunst) 소장 <기온제례도>에는 시조도리(四條通)를 지나가

는 기온제(祇園祭) 야마보코(山鉾)의 화려한 행렬과 이를 구경하는 다양

한 계층의 구경꾼이 그려져 있다(도 50). 토요쿠니 신사(豊國神社)에 소장

되어 있는 카노 나이젠(狩野內膳, 1570-1616)필 <풍국제례도>에도 풍류

춤을 추며 호코지(方廣寺) 대불전(大佛殿) 앞을 지나가는 행렬과 이를 구

경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도 51). 이 제례도는 1604년 8월 12일

에서 18일에 걸쳐 쿄토에서 대규모로 거행된 풍국대명신(豊國大明神) 임

시제례(臨時祭禮)를 그린 것으로,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7주기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다. 헤이안 시대에 제작된 원본을 에도 시대에 모사한 <연중

행사회권>에서도 제례의 행렬과 이를 구경하는 구경꾼이 도상의 중심을

이룬다(도 52). 이를 통해 ‘행렬’과 ‘구경꾼’이 제례도의 핵심 모티브이자

제례를 상징하는 이미지임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닌나지본과 <차쟁도병풍>은 겐지에라는 범주에서 주로 연구

되어 왔다. 그러나 두 작품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진 겐지의 재원 봉공 행

렬이라는 새로운 도상은 그 제작 목적이 가모제라는 제례의 시각화에 있

었을 가능성이 크다. <차쟁도병풍>은 모노가타리 내용의 재현이라는 겐

지에 본연의 목적에서 완전히 벗어나 화면에 ‘새로운 행렬’ 을 창조함으로

써 가모제를 시각화한 제례도로서 재탄생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제례의 ‘난투(亂鬪)’ 모티브와 격렬한 차쟁 도상

<차쟁도병풍>에서는 ‘격렬한 차쟁’이라는 새로운 도상이 그려졌다(도

53). 기존 차쟁도에서는 아오이노우에의 종자들이 로쿠조의 우차를 밀어

내는 도상만 그려졌을 뿐, 종자들 간의 격렬한 난투는 한 번도 묘사된 적

이 없었다. 『겐지모노가타리』 「아오이」첩의 본문에서 차쟁 장면에 해

당하는 기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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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의 젊은 종자들이 제례의 술(酒)에 취해 제 마음대로 하는 양상이 매

우 난폭했다. 말에 탄 대신가(大臣家)의 노가종(老家從)들이 “그러면 안 되

오”라고 말렸지만 기세등등한 폭력을 멈출 수는 없었다. (중략) 아오이노우

에의 종자들 중에는 겐지의 메시츠카이(召使)도 있기 때문에 항의하면 귀

찮아질 것을 두려워하여 아무도 이를 아는 체하지 않았다.86)

기존 연구에서는 <차쟁도병풍>의 이와 같은 난투 장면이 <연중행사회

권>이나 <반다이나곤에마키> 등 헤이안 시대 에마키의 활달한 동세 표

현을 산라쿠가 학습한 결과이며 제1ㆍ2폭의 칙사행렬과 정동(靜動)대비를

이룬다는 점만 지적했을 뿐, 왜 이전 차쟁도의 도상이 <차쟁도병풍>에서

반복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다. 그러나 <차쟁도병풍>에

서 표현된 난투와 이 소란을 피해 달아나는 군중은 행렬 도상과 마찬가지

로 제례도에서 흔히 그려지는 도상으로서, <차쟁도병풍>의 회화적 의미

를 고찰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도상이다.

기존의 제례도에는 제례의 열기에 수반되는 ‘소란’이 표현된 경우가 많

다. 그 대표적인 작례로 토쿠가와 미술관(德川美術館) 소장 <풍국제례도>

를 들 수 있다(도 54). 이 병풍의 좌척에는 풍류춤을 추며 행진하는 군중

의 열기(熱氣)가 실로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특히 우척의 무질서하고

소란스러운 행렬장면은 흡사 전투 장면을 방불케 할 정도이다(도 55). 실

제로 일본의 제례 현장에서는 이와 같이 제례가 불러일으키는 광적인 열

기로 인해 종종 난투나 소요(騷擾)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87) 가모제

86) 柳井滋 [ほか] 校注, 「葵」, 『新日本古典文學大系19 源氏物語(一)』(東京: 岩波書

店, 1993), p. 294. 원문은 “いづ方にも、若き物ども醉ひすぎ、たちさはぎたるほどの事

はえしたゝめあへず。おとなおとなしき御前の人々は、“かくな”など言へど、えどゞめあ

へず。(중략) その御方の人もまじれば、いとおしと見ながら、用意せむもわづらはしけ

れば、知らず顔をつくる。”

87) 林田孝和(하야시다 타카카즈), 「源氏物語の祭りの場と車爭い」, 『源氏物語の鑑賞と

基礎知識9 葵』(東京: 至文堂, 2000), p. 225. 일본의 제례에서는 신을 모독하는 행위만

아니라면 제례에 봉사하는 자는 물론 구경꾼의 어떠한 행동도 대부분 용인되었으며,

때로는 싸움조차 환영받는 개방적인 분위기가 전통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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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제례 행렬이 이치조 대로를 지나갈 때 구경꾼 간에 난투가 종종

발생했음을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88) 소란스러운 군중의 모습은 일본의

제례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었던 것이다.89) 예를 들어 앞서 살

펴 본 <풍국제례도>의 우척 제6폭의 상단에는 제례의 열기에 휩싸인 군

중들이 서로 한바탕 신나게 싸움을 벌이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이는 토요쿠니사 근처에서 옥리(獄吏)들과 가부키모노(かぶき者)가 싸움

을 벌이는 것을 승려들이 제지하는 장면이다(도 56). 이러한 ‘소란’ 장면은

제례의 의식과는 아무 관련이 없지만, 그 열기를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산토리미술관(サントリ-美術館) 소장 <기온제례도>에도 기온제의 야마보

코 옆에서 싸움을 벌이는 무사들과, 이에 놀라 황급히 달아나는 서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도 57). <차쟁도병풍>의 제4폭에 그려진 종자들의 격

렬한 차쟁은 이와 같은 제례도의 ‘난투’ 장면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그러나 <차쟁도병풍>에서 난투를 벌이는 종자들의 분위기는 전혀 심각

하지 않다. 오히려 그들의 표정에는 해학적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88) 『겐지모노가타리』의 차쟁을 연상시키는 난투는 『百鍊抄』에 수록된 다음의 예를

들 수 있다. ① 「久安六年(1150년) 四月十五日」 “가모제에서 내대신 관람석과 이에

나리경의 관람석 사이에 난투가 벌어졌다.” 원문은 “賀茂祭。內大臣棧敷與家成卿棧敷

鬪亂.” ② 「保元三年(1158년) 四月廿日」 “가모제. 관백이 관람석에서 구경하는데 중

장 노부요리가 그 앞자리를 욕심내어 잡인들 간에 난투가 벌어졌다.” 원문은 “賀茂

祭。博陸於町棧敷見物。宰相中將信賴欲過彼前之間。雜人鬪亂。打破中將車物見。廿一

日。依昨日鬪亂。執柄家司少納言信範解官。和泉守邦綱除籍。分賜左馬寮。隨身七人賜延

尉。博陸閉門.”　林田孝和, 위의 논문, p. 224에서 재인용.

89) 일본 제례의 난투 기록은 가모제뿐만 아니라 다이진구 칸나메사이(大神宮神嘗祭), 이

와시미즈호조에(石淸水放生會), 토다이지 테가이사이(東大寺手搔祭) 등의 제례에서도

보이는데, 심한 경우 방화(放火)에까지 이르고 있다. 관련 기록을 찾아보면 ① 「承平4

年(934) 9月17日」, 東京大學史料編纂所編, 앞의 책 1(6), p. 803. “다이진구 칸나메사

이에서 신민이 제궁료 관인등과 난투를 벌이다.” 원문은 “大神宮神嘗祭、神民、齋宮寮

官人等と鬪亂す、尋で、神祇權大祐大中臣賴基等をして、之を祈謝せしむ.” ② 「天曆2

年(948) 8月15日」, 東京大學史料編纂所編, 앞의 책 1(9), p. 253. “이와시미즈 켄교 등

의 난투로 인해 방생회를 연기한다.” 원문은 “石淸水檢校等の鬪爭に依りて、放生會を

延引す.” ③ 「康和4年(1102) 9月3日」（第二條), 東京大學史料編纂所編, 앞의 책 3(6),

p. 556. “토다이지 테가이사이에서 토다이지와 코후쿠지의 승려들이 난투를 벌이고 서

로 방화하였다. 이에 우대신 타다자네로 하여금 난투를 제지시켰다.” 원문은 “東大寺手

搔祭に、東大、興福兩寺の衆徒鬪爭し、互に放火す、尋で、右大臣忠實をして、鬪亂を制

止せし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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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겁고 유쾌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으며, 제3ㆍ4폭의 상단에서 싸움을 구

경하는 구경꾼들은 이를 응원하는 동작마저 취하고 있다(도 58). 이는 앞

서 살펴본 차쟁 장면의 본문에서 종자들의 난투를 구경꾼들이 외면했다는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묘사이다. 또한 우차를 밀어내고, 그 힘에 밀리지

않으려는 격렬한 동작은 마치 줄다리기를 하는 축제의 현장과 같은 느낌

마저 준다. 이는 일본 근세 초기의 제례풍속화(祭禮風俗畵)에서 부각되는

유락(遊樂)적인 요소로서 주목된다.90) 또한 쌍방이 우차싸움을 벌이고 구

경꾼들이 이를 응원하는 장면은 일본의 제례를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인

‘투쟁’을 통한 화합이라는 측면과도 부합한다.91) <차쟁도병풍>은 차쟁으

로 표현된 제례의 열기와 소란, 그리고 이에 열광하는 군중이라는 제례도

의 일반적인 도상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사토 야스히로(佐藤康宏, 1955-)

는 16세기 중반부터 17세기 중반에 걸친 약 1세기에 해당하는 시기에 그

려진 제례도의 특징으로 당시 특히 인기가 높았던 제례 의식과 이에 열광

하는 군중의 묘사를 꼽았다.92) <차쟁도병풍>에 그려진 축제와 같은 우차

싸움과 이를 즐겁게 구경하는 구경꾼들은 제례의 열기를 억제하지 않고

그대로 분출시킨 기온제례도나 풍국제례도를 연상시킨다. <차쟁도병풍>

의 격렬한 차쟁장면은 가모제 제례의 열기를 표현하는 효과를 가지는 동

시에, 당대의 미술사적 흐름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다.

<차쟁도병풍>의 차쟁 장면은 겐지의 두 부인이 재원 봉공 행렬이 가장

잘 보이는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우차 싸움을 벌였다는 이야기의 본래 맥

락에서 벗어나 하나의 축제 현장으로 변화되었다. 격렬한 차쟁 장면은 제

90) 武田恒夫, 『日本の美術20:　近世初期風俗畵』(東京: 至文堂, 1967), p. 50. 일본 근세

초기의 제례는 군중의 열광적인 참여로 인해 본래의 신사(神事)적인 성격에서 변화하

여 유락(遊樂)적인 경향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경향이 회화로 표현된 제례 중 대표적

인 것이 기온제례, 풍국제례, 가모쿠라베우마(賀茂競馬), 일길산왕제례(日吉山王祭禮)

등이다.

91) 本山桂川(모토야마 케이센), 「祭禮と鬪爭」, 『日本の祭禮: 祭禮民俗誌』(東京: 八弘

書店, 1942), p. 181. 온화해야만 할 제례에 난투 장면이 등장하는 것은 일견 모순이며

불길(不吉)한 일처럼 생각되기 쉽지만, 투쟁도 신의(神意)에 기반한 것이었으며, 이를

화합시키는 것이 신사(神事)의 한 표현방식이었다.

92) 佐藤康宏, 앞의 책, p.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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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의 열기를 강조하기 위해 꼭 필요한 ‘난투’ 장면이었다. 이 작품은 겐지

에이면서도 화면에 제례도의 핵심 도상인 ‘행렬’이 새롭게 창조되었고, 제

례의 열기를 십분 전달해주는 ‘격렬한 차쟁’이라는 도상이 채용되었다. 이

두 도상을 통해 <차쟁도병풍>은 가모제 제례도로서 새롭게 해석될 수 있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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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차쟁도병풍>의 설치 공간에 대한 고찰

건축물에 부속되어 공간을 장식하는 후스마에는 화제와 도상의 선택에

서 그 공간의 성격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후스마에는 공간을 장식하는

기능을 가짐과 동시에 건축주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표현하는 매개

체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93) 따라서 <차쟁도병풍>이 가모제 제례도로서

감상자에게 전달하고자 한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

설치공간의 성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장에서는 우선 <차쟁도병풍>이 그 설치공간으로 추정되는 ‘겐지노마’

에서 어떤 방식으로 배치되어 있었으며, 후스마에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

지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차쟁도병풍>에서 『겐지모노가타리』의 차쟁

장면을 차용하여 가모제의 시각화가 의도된 배경에 대해 이 작품과 깊은

관련을 가진 쿠조가와 토쿠가와 쇼군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

자 한다.

1. 겐지노마(源氏之間) 내부의 배치 방식

<차쟁도병풍>은 독립된 개별적인 작품이 아닌 특정한 공간에서 하나의

장벽화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었던 후스마에이다. 따라서 겐지노마에서

의 <차쟁도병풍>의 배치 방식을 알 수 있다면, 가모제 제례도로서의 <차

쟁도병풍>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 있다.

<차쟁도병풍>의 공간 배치 방식은 현존하는 다른 겐지에 후스마에의

사례를 통해 추정해 볼 수 있다. 메트로폴리탄 소장본과 카츠라노미야케

구장본은 헤이안 시대의 품격 있고 우아한 왕조 문화를 충실히 표현할 수

93) 장벽화가 건축주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례와 관련된 국문 연구는 이원진, 「日本 大

德寺 眞珠庵 障壁畵 硏究」(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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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화제의 선택과 묘사로 인해, 대저택의 여성용 공간을 장식했던 후스

마에로 추정되고 있다.94) 이 두 작품은 그 설치 공간에서 사계(四季)의

추이에 따라 화제가 선택되고 배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러한 공

간 내 배치 방식은 무로마치 시대 후기부터 확인되는, 이야기 내용의 감

상보다 사계의 정경을 표현한 화제의 감상을 우선시하는 겐지에의 경향과

관련 있다.95) 예를 들어 무로마치 시대 중기에 제작된 조도지(淨土寺) 소

장 <원씨물어선면산병풍(源氏物語扇面散屛風)>에는 『겐지모노가타리』

의 장면 60개가 이야기 순서가 아닌 사계의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다. 이

는 에마키나 책자의 형태로 이야기 내용을 감상하던 겐지에 향수(享受)

방식이 화제의 정경 그 자체를 감상하는 방식으로 변화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도 59).96) 즉 겐지에의 감상이 이야기 내용의 감상과 분리되기 시

작한 것이다.

메트로폴리탄 소장본 및 카츠라노미야케 구장본의 사례는 <차쟁도병

풍>의 배경인 가모제가 4월을 대표하는 경물이자 초여름에 거행된 대규

모의 연중행사였음을 생각해 볼 때 매우 흥미롭다. 사실 장병화(障屛畵)의

화제가 사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은 일본에서 매우 오래된 전통이

다. 야마토에에서는 9세기 말부터 그림과 동일한 주제의 와카(和歌)를 색

지에 써서 병풍이나 장자(障子)에 붙여 글과 글씨, 그림을 함께 감상하는

독특한 병풍장자회(屛風障子繪) 형식이 등장했는데, 이 형식은 원칙적으로

94) 小澤朝江, 앞의 논문, p. 34.

95) 山根有三, 「土佐光吉とその關屋 ․ 御幸 ․ 浮舟圖屛風(下)」, 『國華』750(1954), p.

260. 야마네 유조는 메트로폴리탄 소장본의 화제 중 「세키야」가 가을, 「미유키」가

겨울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병풍이 그 현존 여부를 알 수 없는 봄 및 여름 장

면과 함께 한 공간을 구성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小澤朝江, 앞의 논문, p. 34. 오자와 아사에는 카츠라노미야케 구장본의 우척 제1폭과

좌척 제6폭을 연결하면 버드나무와 우차 및 사람들로 한 장면이 완성되며, 이것이 봄

부터 여름에 해당하는 장면인 「유기리(夕霧)」 혹은 「하하키기(帚木)」일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카츠라노미야케 구장본 역시 현재는 그 존재 여부를 알 수 없는

가을 및 겨울 장면과 함께 사계의 화제로 구성된 공간의 일부였을 가능성이 있다.

96) 秋山光和, 「室町時代の源氏繪扇面について-淨土寺藏「源氏物語繪扇面散屛風」を中心

に」, 『國華』1088(1985),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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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두 달의 순서에 따라 사계의 자연 풍경과 화조 및 풍속을 함께 그려 츠

키나미에(月次繪) 혹은 시키에(四季繪)로 불렸다. 이러한 회화들은 헤이안

시대부터 가마쿠라 시대에 이르기까지 궁정이나 귀족의 저택을 장식하는

데 널리 이용되었으며, 그림의 화제와 계절의 추이가 밀접하게 연관되며

표현되었다.97) 가모제를 츠키나미에의 소재로 삼은 사례도 다수 남아있는

데, 그 대표적인 예가 현재 토쿄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월차제례도

모본(月次祭禮圖模本)>이다(도 60). 비록 모사본이기는 하지만 15세기 전

반에 제작된 원본의 모습을 비교적 잘 전해주는 이 작품은, 원래 6曲 1雙

의 병풍이었으나 현재는 6폭의 괘폭(掛幅) 형식으로 개장되어 있다. <월

차제례도모본>에는 1월부터 6월까지의 제례와 행사, 놀이가 계절 순서대

로 배치되어 있으며, 현존하지 않는 나머지 부분에는 7월부터 12월까지의

연중행사가 그려져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98) 이 병풍에는 4월의 경물로

서 가모제가 그려져 있는데, 그 도상이 우차와 구경꾼으로 이루어져 있어

주목된다(도 61). 이는 우차가 포함된 행렬과 이를 구경하는 구경꾼이 가

모제의 전형적인 도상임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차쟁도병풍>도 겐지노마

에서 4월을 대표하는 경물인 가모제를 그린 제례도로서 기능했을 가능성

이 있다. 이 경우 <차쟁도병풍>은 시키에 장벽화의 전통을 이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쿠조가의 겐지노마는 <차쟁도병풍>을 포함하여 각 계절을

대표하는 경물과 관련된 화제가 그려진 겐지에가 사계 순서대로 배치된

공간이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2. 접객(接客) 공간의 탄생과 <차쟁도병풍>

97) 秋山光和, 「槪說-宮廷繪畵の傳統」, 『皇室の至寶1: 御物 繪畵1』(東京: 每日新聞社,

1991), p. 196.

98) 佐藤康宏, 앞의 책, p. 5. <월차제례도모본>에는 1월의 화제로 마츠바야시(松囃子), 2

월의 화제로 이나리모데(稻荷詣), 3월의 화제로 토리아와세(鷄合), 4월의 화제로 가모

제, 5월의 화제로 후카쿠사마츠리(深草祭), 그리고 6월의 화제로 기온마츠리(祇園祭)가

그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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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쟁도병풍>을 에도 시대 초기의 작품으로 볼 수 있다면, 1655년 이

전에 존재했던 쿠조가 저택들 중 이 작품이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

은 곳은 1611년에서 1637년 사이에 신축된 제3저택이다. 본장에서는 <차

쟁도병풍>이 설치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장소를 제3저택에서 비정해보

고, 이 공간의 성격과 <차쟁도병풍>의 가모제 제례도적 성격의 연관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어일기비망』의 1655년 조에는 쿠조가의 겐지노마가 신덴 혹은 츠네

고텐에 존재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신덴은 의식이나 행사를 위한 공적(公

的)인 공간으로서, 헤이안 시대부터 지속된 공가의 대표적인 주택 양식인

신덴츠쿠리(寢殿造)의 핵심 건물이다.99) 츠네고텐은 공가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던 건물의 명칭으로서 사적(私的)인 공간에 해당한다. 같은

공가 건축에 속하는 고쇼의 내부 장식화를 살펴보면 의례 공간인 신덴에

해당하는 시신덴(紫宸殿)이나 세이료덴(淸涼殿)이 아니라, 다이묘(大名)들

과의 알현이나 우타카이하지메(歌會始) 등의 행사가 열리는 코고쇼(小御

所)나 일상생활 공간인 츠네고텐 및 내부인들과의 대면(對面)이 이루어지

는 고산마(御三間) 등의 건물에 겐지모노가타리에, 이세모노가타리에(伊勢

物語繪), 타케토리모노가타리에(竹取物語繪), 우츠호모노가타리에(宇津保物

語繪) 등의 모노가타리에가 그려졌음을 알 수 있다.100) 따라서 겐지에인

<차쟁도병풍>은 신덴보다는 츠네고텐에 설치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쿠조가 제3저택의 츠네고텐은 과연 어떠한 건물이었을까? 이

와 관련되어 주목되는 기록이 쿠조 미치후사의 일기인『미치후사공기(道

房公記)』이다.『미치후사공기』의 1634년 7월 4일자 기록은 토쿠가와 3

99) 和英對照日本美術用語辭典編集委員會編, 앞의 책, p. 335. 신덴츠쿠리는 헤이안 시대에

완성된 천황과 귀족, 즉 공가의 주택 형식이다. 중국의 궁전 형식을 도입하여 좌우대칭

의 건물 배치를 기본으로 한다. 건물 배치 방식은 중앙에 신덴을 세운 뒤 이를 중심으

로 동, 서, 북쪽 혹은 동북, 서북쪽에 타이노야(對屋)라는 건물을 짓는다. 또한 남쪽 정

원에 연못을 조성하고 그 안에 나카지마(中島)를 설치하며, 저택 주변은 담으로 둘러

싼다.

100) 仲町啓子, 「近世の源氏物語繪-文化的權威と浮世繪化」, 『講座源氏物語硏究10: 源氏

物語と美術の世界』(東京: おうふう, 2008), p.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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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쇼군 이에미츠가 자신의 양녀인 츠루히메와 결혼한 쿠조 미치후사의

저택을 방문했을 때의 정황을 전해준다.

閏7月4日戊午天晴此日將軍被參院幷國母其次來臨此亭未剋被此亭入東四足門

於車寄前五六間自輿被降...(중략)...自車寄唐戶昇入次大樹自同戶被入經中門廊

幷透渡殿入寢殿北庇東面唐戶當時寢殿北面也經北庇幷西庇出南西面唐戶又經廊被

入常殿此間余前行敷常殿奧座大文疊其上茵大樹不被着座着座之後大殿御出次

賜物...(중략)...次還御其路如始...(후략)101) (밑줄은 필자)

이 기록에 따르면 이에미츠는 쿠조가 저택 동쪽의 정문인 요츠아시몬(四

足門)으로 들어가 쿠루마요세(車寄)에서 코시(輿)를 내렸고, 츄몬로(中門

廊)과 스키와타도노(透渡殿)를 거쳐 신덴(寢殿)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신

덴의 북쪽 복도[北庇]와 서쪽 복도[西庇]를 거쳐 남서쪽에 위치한 카라도

(唐戶)를 통과해 ‘츠네텐(常殿)’에 들어가 쿠조 유키이에 및 그의 아들인

미치후사와 대면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기록에 등장하는 건물의

명칭과 그 배치가 쿠조가 제3저택의 평면도인 <구조대장전어옥부지도(九

條大將殿御屋敷指圖), 이하 어옥부지도로 지칭>와 일치하여, 이에미츠가

방문한 쿠조가 저택이 1611년에서 1637년 사이에 신축된 제3저택임을 알

수 있다(도 62). 특히 신덴이 북면하고 있다는 기술(當時寢殿北面也)은

<어옥부지도>의 신덴이 북면하고 있는 점과 일치하여 이에미츠가 방문한

곳이 제3저택임을 더욱 명확하게 해 준다. 『미치후사공기』의 기록에서

츠네텐에 해당하는 건물은 <어옥부지도>에서 고타이멘쇼(御對面所)라는

명칭으로 표기되어 있다(도 63).

그런데 이 고타이멘쇼가 쇼군을 접대했다는 『미치후사공기』의 기록대

로 접객(接客) 공간을 갖추고 있어 주목된다. 이 건물은 서측의 절반이 생

101) 平井聖, 「江戶時代攝家住宅とその性格」, 『日本建築學會論文報告集』54(1956), p.

81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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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을 위한 거주 공간, 동측의 절반이 접객 기능을 가진 공적인 공간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도 64).102) 신덴츠쿠리에서는 본래 신덴에 해당하는

모야(母屋)에서 의식이나 연중행사를 포함한 공적인 접대가 이루어졌으며,

접객을 위한 특정한 공간이 고정되어 있거나 존재하지 않았다. 쿠조가 제

3저택의 고타이멘쇼와 같이 사적인 생활공간인 츠네고텐에 공적인 성격의

접객공간이 병존하는 것은 전통적인 공가 주택 양식에서는 매우 특이한

경우이다.

접객 공간은 무가 건축의 특징이다. 무가 사회에서는 봉건제도(封建制

度)의 유지를 위해 신분상 상위 무사가 하위 무사의 집을 방문하는 의례

가 중요시되었으며, 이 때문에 접객, 즉 대면(對面)의 의례가 발생하게 되

었다. 이에 따라 주전(主殿)으로 불리는 대면기능을 강화한 새로운 주택양

식이 출현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무가의 대표적인 주택 양식인 쇼인츠

쿠리(書院造)이다.103) 근세 초기 쿄토에는 에도 막부의 니죠조를 비롯해

막부 휘하 다이묘들의 저택이 잇달아 건립되면서 무가와 공가들의 교류가

빈번해졌다. 이러한 교류의 증가는 공가들의 주택 양식에도 영향을 미쳐,

18세기가 되면 공가 저택도 무가 저택과 같은 접객 공간을 갖춘 전사(殿

舍)구성을 가지게 된다.104) 거주 공간과 접객 공간이 병존하고 있는 쿠조

가 제3저택의 고타이멘쇼는 이와 같은 공가 건축의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공간 구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 고타이멘쇼의 평면도가 쇼인츠쿠리의 접객 공간 중 하나인 히로마

(廣間)와 유사한 구성을 가지고 있는 점도 흥미롭다. 근세 초기 쇼인츠쿠

102) 平井聖, 「江戶時代公家住宅に於ける接客空間發展の一形態」, 『日本建築學會硏究報

告』40(1957), p. 22.

103) 和英對照日本美術用語辭典編集委員會編集, 앞의 책, p. 307. 쇼인츠쿠리는 신덴츠쿠리

에 그 기원을 두고 있으며 가마쿠라 ․ 무로마치 시대의 과도기를 거쳐 모모야마 시대

에 완성된 주택 형식이다. 바닥에 타다미(疊)가 사용되고, 자시키의 장식으로서 토코노

마(床の間), 치가이다나(違棚), 쇼인(書院) 등이 부속된다. 신덴츠쿠리와 함께 일본 건

축의 2대 양식 중 하나이다. 쇼인츠쿠리에 대해서는 中村興二, 「書院造-武家のための

美術」, 앞의 책, pp. 246-247 참조.

104) 平井聖, 「近世武家住宅の機能」, 『日本の近世住宅』(東京: 鹿島硏究所出版會,

1968), pp. 169-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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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건축에서 접객과 대면을 위한 건물로서 중요한 지위를 가졌던 것이 히

로마였다.105) 제3저택 고타이멘쇼의 접객 공간은 토코(床)와 난도(納戶)를

갖춘 상단(上段)을 포함한 L자형의 방 세 개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1626

년에 완성된 니죠조 니노마루고텐(二の丸御殿) 오히로마(大廣間)의 평면

도와 유사하다(도 65).106) 오히로마 역시 토코와 치가이다나(違棚) 및 초

다이가마에(帳台構)와 난도를 갖춘 L자형의 방 세 개로 이루어져 있다.

니죠조 오히로마가 토쿠가와 쇼군이 휘하 무사들을 접견하는 공식적인 접

객 공간임을 고려할 때, 쿠조가 제3저택의 고타이멘쇼가 무가 건축 양식

의 전형적인 접객 공간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107)

<차쟁도병풍>의 가모제 제례도적 성격은 이와 같이 무가 건축의 특징

인 접객 공간을 갖추고 있었던 고타이멘쇼의 후스마에였기 때문일 가능성

이 크다. 무가 건축에서 가모제와 같은 연중행사를 화제로 그린 그림이

접객 공간의 후스마에로 선택된 사례가 현존 유물과 기록을 통해 확인되

기 때문이다. 1612년에 착공되어 1615년에 완성된 에도 막부의 나고야성

(名古屋城) 혼마루고텐(本丸御殿) 타이멘쇼(對面所)의 죠단노마(上段之間)

와 츠기노마(次之間)에는 카노파가 그린 후스마에가 설치되어 있었다. 죠

단노마에는 쿄토의 대표적인 연중행사이자 단오(端午)의 경물인 가모쿠라

베우마(賀茂競馬)를 비롯한 5월부터 6월에 걸친 여름 행사가 그려져 있었

105) 平井聖, 앞의 책, p. 175.

106) 토코와 치가이다나, 난도를 갖춘 상단(上段)과 손님이 착좌하는 하단(下段)이라는

구성은 쇼인츠쿠리 접객 공간의 기본적인 구성이다. 이에 관해서는 Robert Treat

Paine ․ Alexander Soper, The Art and architecture of Japan (Middlesex: Penguin

Books, 1974), pp. 260-261 참조.

107) 니죠조는 쇼군이 쿄토에 체재할 때 사용하는 성으로서 1603년에 건축되었으며, 고미

즈노천황의 교코를 위해 1626년 대규모로 개축되었다. 현존하는 전사는 현관(玄關), 토

오사부라이(遠侍), 시키다이(式台), 오히로마(大廣間), 쿠로쇼인(黑書院), 시로쇼인(白

書院)이다. 이 중 중심이 되는 건물인 오히로마는 쇼군의 공식적인 알현 장소였으며,

상단(上段)에 자시키카자리(座敷飾)와 니주오리아게고텐죠(二重折上格天井)를 갖추고

천정까지 금벽장벽화로 장식된 높은 격식을 가진 건물이었다. 타이멘쇼인 오히로마와

쿠로쇼인은 금벽장벽화로 장식되었으며, 쇼군의 거주 공간인 시로쇼인은 담백한 소지

채색화(素地彩色畵)로 장식되어 각 건물의 용도에 알맞은 공간 연출이 의도되었다. 이

에 관해서는 日本建築學會編, 「圖版解說 二條城二の丸御殿」, 『日本建築史圖集』(東

京: 彰國社, 2007), p. 16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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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츠기노마에는 스미요시 신사(住吉神社)와 관련된 경물이 그려져 있

었다(도 66). 이는 쿄토 교외 부근의 명소(名所)와 연중행사의 번화함을

금니(金泥)와 채색(彩色)으로 그린 것이었다.108) 나고야성 타이멘쇼의 장

벽화군은 공적인 접객 공간의 후스마에라는 점뿐만 아니라, 그 화제가 매

년 반복되어 거행되는 연중행사라는 점에서 <차쟁도병풍>과 공통점을 가

진다. 이처럼 무가건축에서 연중행사를 화제로 다룬 풍속화나 명소회(名

所繪)가 그려지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다. 이는 기록에서도 다수 확인

된다.109) <차쟁도병풍>에서 연중행사인 가모제의 제례도적 성격이 강조

된 것은 이와 같은 무가 건축의 장벽화 전통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

다. <차쟁도병풍>은 공가 건축에서 선호되는 겐지에 장벽화였지만, 무가

의 접객 공간을 갖춘 고타이멘쇼라는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상이 구

성되었을 것이다. 이 작품의 가모제 제례도적 성격은 무가 건축의 접객

공간에서 그려지던 풍속화나 명소회의 맥락에서 탄생되었을 가능성이 크

다. 즉 공간의 성격에 맞추어 기존 겐지에 도상의 변화가 시도된 것이다.

이와 같이 <차쟁도병풍>의 가모제 제례도적 성격은 공가 건축의 성격 변

화에 수반된 장벽화 도상의 변화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3. 아오이(葵)의 공간: <차쟁도병풍>의 숨겨진 의미

<차쟁도병풍>이 가모제를 묘사한 방식은 기존의 다른 회화 작품과는

108) 武田恒夫監修, 「慶長年度造營關係障壁畵」, 『名古屋城本丸御殿障壁畵集』(名古屋:

名古屋城管理事務所, 1990), pp. 240-243.

109) 太田牛一 著 · 中川太譯, 『信長公記: 現代語譯』(東京: 新人物往來社, 2006), p.

206. 『노부나가공기(信長公記)』에 의하면 1579년 오다 노부나가가 건축한 아즈치성

(安土城) 혼마루 전사(本丸殿舍)의 자시키(座敷)에는 카노 에이토쿠가 금벽농채로 그

린 ‘삼국의 명소(三國の名所)’ 그림이 있었다고 한다. 이 그림은 ‘사방의 경치와 산, 바

다, 전원과 향리(四方之景氣山海田園鄕里)’를 그린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현존하는

에이토쿠필 <낙중낙외도병풍>을 확대한 도상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아

즈치성보다 시대가 앞서는 무로마치 쇼군의 저택들에도 명소회가 그려졌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이에 관해서는 武田恒夫監修, 앞의 책, p. 24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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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다. 이는 차쟁 장면의 공간적 배경인 이치조 대로의 묘사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치조 대로는 헤이안 시대부터 에도 시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

으로 공가의 거주지로 이용된 곳으로서, 그들의 저택이 밀집한 거리였다.

닌나지본에서는 화면의 상하에 이들 상류층의 저택을 자세히 표현함으로

써 귀족 계급 거주지로서의 이치조 대로의 성격을 잘 묘사했다. 그러나

<차쟁도병풍>에는 이와 대조적으로 이시오키이타부키(石置き板葺き) 지

붕을 가진 서민들의 주택이 대로 상하에 그려져 있어, 이치조 대로라는

이야기의 공간적 배경이 적절하게 묘사되지 않았다(도 67). 이치조 대로는

실제 가모제의 주 무대이며, 궁정 제례로서의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내 줄

수 있는 공간적 배경이다. 이러한 이치조대로가 <차쟁도병풍>에서 제대

로 묘사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필자는 그 이유가 쿠조가 제3저

택의 건축 배경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차쟁도병풍>에서는 유난히 ‘아오이(葵)’가 중복되어 강조되고 있다. 우

선 그림의 화제가 「아오이」첩에서 선택되었다. 또한 아오이 문양이 그

려진 모티브가 화면에 다수 등장한다. 예를 들어 삼엽의 아오이가 새겨진

하카마(袴)를 입은 무사와, 아오이 문양이 그려진 옷을 입고 부채를 든 남

성 등이 바로 그것이다(도 68). 그런데 이 아오이 문양은 가모사의 신문

(神紋)이었을 뿐만 아니라, 토쿠가와 쇼군가의 가문(家紋)이기도 했다(참

고도판 1). 이는 토쿠가와 쇼군가가 가모신사를 씨사(氏社)로 하는 가모씨

(賀茂氏) 출신이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쿠조가 제3저

택은 1632년 토쿠가와 3대 쇼군 이에미츠의 양녀인 츠루히메와 혼인한 쿠

조 미치후사의 저택으로 신축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차쟁도병풍>에 그

려진 아오이 모티브들은 토쿠가와 쇼군가와 관련 있는 이러한 제3저택의

건축 배경을 시각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특히 아오이 문양과

함께 쿠조가의 등나무 문장(참고도판 3)이 함께 그려진 옷을 입은 동자

(童子)는 혼인으로 맺어진 두 가문의 결합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듯 하

다(도 69). <차쟁도병풍>에서 이치조대로가 제대로 묘사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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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품에서 시각화된 가모제가 조정과 공가가 주도하는 궁정 제례가 아

니라 완전히 새로운 맥락의 가모제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공가들의

거리인 이치조대로는 이러한 맥락에서 의도적으로 그 묘사가 배재된 것이

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은 가모제가 ‘아오이제(葵祭)’라는

별칭으로 불리기 시작한 것이 에도 시대 초기라는 점이다. 즉 아오이를

가문으로 사용하는 토쿠가와 쇼군가의 집권 이후 가모제가 아오이제로 불

리기 시작한 것이다.110) 가미가모사는 1620년부터 매년 토쿠가와 쇼군가

에 아오이츠카이(葵使)를 파견하여 발(鉢)에 담은 아오이를 진상했다.111)

이는 아오이가 토쿠가와 쇼군가의 상징이라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아오

이제’라는 명칭은 토쿠가와 쇼군가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112)

쿠조가 겐지노마의 화제로 가모제를 배경으로 한 차쟁 장면이 선택된 것

은 ‘아오이’를 가문의 상징으로 하는 토쿠가와 쇼군가를 부각시키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차쟁도병풍>은 혼인으로 맺어진 쿠조가와 토쿠가

와 쇼군가의 결합이라는 사건을, 고타이멘쇼라는 공적인 대면 공간에서

저택을 방문한 외빈(外賓)에게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차쟁도병풍>은 단순한 겐지에가 아니라, 그림의 주문자와

감상자 간에 특정한 메시지의 공유를 가능케 하는 매개체였다.

110) 山村孝一, 「葵祭名稱考-賀茂祭から葵祭へ」, 『祭祀硏究』3(2003), pp. 25-30. 아오

이제(葵祭)의 명칭이 기록에 최초로 등장하는 것은 『御湯殿上日記』의 1626년(寬永二

年) 4월 19일 조이다.

111) 山村孝一, 위의 논문, pp. 31-32.

112) 토쿠가와 쇼군가는 원래 가모신사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 토쿠가와 이에야스는

1542년에 마츠다이라 히로타다(松平廣忠, 1526-1549)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 마츠다

이라(松平) 가문은 미카와노쿠니(三河國) 가모노코리(賀茂郡) 마츠다이라고(松平鄕)를

발상지로 하는 재지영주(在地領主)로서, 고대 호족인 가모씨(賀茂氏)의 일족으로 알려

져 있다. 이에 관해서는 笠谷和比古, 「德川家康の源氏改姓問題」, 『日本硏究』

16(1997), p. 36 참조. 토쿠가와 쇼군가와 그 친족인 마츠다이라 가문의 문장이 삼엽의

아오이[三つ葵]인 것도 가모씨의 씨신을 모신 가모신사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

문으로 추정된다. 에도 막부가 1694년 가모제를 재흥시킨 것도 이 제례의 주관자인 가

모신사가 토쿠가와 쇼군가의 선조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아오이 문양을 공유

한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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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차쟁도병풍>은 여러 면에서 전통적인 겐지에와는 차별되는 새로운 도

상의 겐지에이다. 이 작품은 일본 회화사 관련 연구서에서 모모야마 시대

를 대표하는 야마토에로 언급되지만, 화면에 그려진 모티브와 구도를 살

펴볼 때 에도 시대 초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차쟁도병

풍>의 인물 표현을 살펴볼 때 이 작품을 그린 화가는 기존 학계에서 널

리 인정되고 있는 산라쿠가 아니라 그의 후계자인 산세츠일 가능성이 있

다. 이는 그동안 한화(漢畵)에 뛰어난 재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던 산

세츠가 야마토에에도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증

거이다.

본고에서는 <차쟁도병풍>의 ‘행렬’과 ‘격렬한 차쟁장면’ 도상을 들어 이

병풍을『겐지모노가타리』의 차쟁 장면을 차용하여 가모제(賀茂祭)를 시

각화한 제례도(祭禮圖)로 새롭게 해석하였다. 그리고 <차쟁도병풍>에서

가모제의 시각화가 의도된 것은 그 설치공간인 쿠조가 제3저택의 건축 배

경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이는 <차쟁도병풍>의 가모제

제례도적 성격을 그것이 설치된 공간의 성격 분석을 통해 규명해보려는

시도이다.『겐지모노가타리』「아오이」첩에서의 화제 선택과 아마마유

우차, 그리고 삼엽(三葉)의 아오이가 그려진 옷을 입은 무사와 동자 등 토

쿠가와와 관련된 각종 모티브들은 <차쟁도병풍>이 설치된 공간과 토쿠가

와 쇼군가와의 관련성을 암시한다. <차쟁도병풍>의 가모제는 더 이상 조

정이 주도하는 제례가 아닌 토쿠가와 쇼군가를 연상시키는 ‘아오이제’로서

그 의미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었다. 접객 공간이라는 공적인 공간에 설

치된 장벽화로서 <차쟁도병풍>은 건축물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작품의

제작환경을 하나의 장면으로 응축하여 보여주고 있다. <차쟁도병풍>이

전달하고자 한 메시지는 그 설치 공간의 특성을 고려할 때 비로소 파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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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즉 <차쟁도병풍>의 주문자와 감상자 및 그 제작과 관련된 사회

․ 정치적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만 이 작품의 회화적 의미를 제대로 간파

할 수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기존 일본 미술사학계에서 정설로 통용되고 있는 <차쟁도

병풍>의 1604년 산라쿠 제작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에도 시대 초기

산세츠에 의해 이 작품이 제작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해 보았다. 그리고 이

를 바탕으로 <차쟁도병풍>의 공간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찰해 보고, 그

공간에서 <차쟁도병풍>이 감상자와 공유하려 한 메시지를 규명해 보았

다. 본고의 시도가 산라쿠와 산세츠의 작품 세계, 더 나아가 쿄카노(京狩

野)의 야마토에를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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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visiting the Battle of the Carriages Screen
in the Tokyo National Museum 

Miyeon Jung
Department of Archaeology and Art Histo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reassesses the authorship, date, and significance of the Battle of 

the Carriages (Kuruma Arasoi) screen, now in the Tokyo National Museum, 

which has been attributed to Kanō Sanraku (狩野山樂, 1559-1635), one of 

the most renowned painters during the Momoyama period (桃山時代, 

1583-1603). It is now a four-panel folding screen, but was originally 

sliding-door paintings installed in the Kujo (九條) family's home. The 

painting illustrates the story of the "Heartvine" (aoi, 葵) chapter of the Tale 

of Genji (源氏物語) where the attendants of Genji's mistresses create a mass 

of carts to compete for the most advantageous position from which to view 

the Kamo festival (賀茂祭). It is noteworthy that this painting has an unique 

image showing the meticulous and vivid depiction of figures and customs of 

the time that had never before been represented in genji-e (源氏繪, 

Illustrations of the Tale of Genji). By analyzing the Battle of the Carriages 

screen’s style and iconography, this paper attempts to reassess the period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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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re of the painting as well as reestablish the context in which the screen 

was created. 

  This screen, now considered a masterpiece of Momoyama Yamato-e (大和
繪, indigenous Japanese painting), has been attributed to Kanō Sanraku. 

However, based on the stylistic analysis of the depiction of the figures, the 

Battle of the Carriages screen could hardly have been painted by Kanō 

Sanraku. Its style is more similar to Kanō Sansetsu (狩野山雪, 1590-1651), 

the heir of Kanō Sanraku. Moreover, the Amamayu ox-cart (雨眉牛車) motif 

and geometrical composition of the screen show that the Battle of the 

Carriages screen belongs to the early Edo period (江戶時代, 1603-1868).

  This study explores the context in which the image of Hikari Genji's (光源
氏) parade and the vigorous battle scene of the carriages by his mistresses 

were created and the ways in which it was invented as a genre of festival 

painting. The parade, its spectators, and the disturbance caused by them are 

the stock images in festival painting. The parade and the vigorous battle 

scene of the carriages were intended to promote festival images like Kamo 

festival paintings (賀茂祭禮圖). In other words, this painting is closely 

related to the tradition of Kamo festival paintings.

  The fact that it was originally a sliding-door painting provides a very 

important clue for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Battle of the 

Carriages screen as Kamo festival paintings. This painting was supposed to 

be installed in space reserved in Gotaimensyo (御對面所) in Kujo's third 

mansion. Gotaimensyo consisted of a private living room and an official 

reception hall, the latter of which served as the center of the residential area 

of warriors (武家). Although the Kujo family belonged to a court-noble (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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家), their house had a space for a warrior's residence. Gotaimensyo shows a 

change of a court-noble's residence which adopts the style of a warrior's 

residence. There are many cases where annual event paintings, like the Kamo 

festival, were displayed in the official reception hall of a warrior's residence. 

Accordingly, it is highly possible that the Battle of the Carriages screen 

followed that tradition. 

  There are many aoi (葵) motifs found in the Battle of the Carriages 

screen. The aoi motifs suggest an important aspect in understanding the 

implied meanings of this painting. Aoi is the common symbol of the Kamo 

shrine (賀茂神社) and the Tokugawa (德川) family. In 1632, the Kujo family 

allied themselves with the Tokugawa family by marriage. The Kujo family's 

third mansion where the Battle of the Carriages screen was installed, is 

regarded to have been built in honor of this marriage. Therefore, the aoi 

motifs in the Battle of the Carriages screen are a reflection of the patron's 

ambition towards expressing the strong bond between the Kujo family and 

the Tokugawa clan. 

  The significance of the Battle of the Carriages screen can be found in the 

unique iconography, which derived from festival paintings. The iconographic 

program and aoi motifs in the painting indicate that the screen could be a 

Kamo festival painting, illuminating the strong ties and political alliances 

between the two families. Therefore, the Battle of the Carriages screen serves 

as a means of conveying a special message to the patron of the painting and 

viewing guests at Gotaimens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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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　　 旨

伝　狩野山楽筆　「車争図屏風」再考

鄭美娟
考古美術史学科　美術史学専攻

ソウル大学大学院

　　車争図屏風(くるまあらそいずびょうぶ)は現在東京国立博物館に所蔵され
ている重要文化財で、17世紀の狩野派の源氏絵を代表する名作である。現
在は4曲1隻の屏風であるが、元は九条家の襖絵であった。この作品は日本
の古典である『源氏物語』の第9帖「葵」の一場面である車争を画題として
描いた。
　　車争図屏風はほかの車争図では描かれることのなかった動的な人物表現と
この作品が製作された当代の風俗描写で学界で注目されてきた。このような
車争図屏風の特徴は作品の製作と鑑賞が物語から離れ、別の次元で鑑賞され
たことを意味する。また車争図屏風の画題とモティ-フの選択、図像の構成
を注意して見ると、この作品の画家と製作時期、製作意図が先行研究とは異
なる可能性がある。本稿では車争図屏風のモティ-フと画面の構図、そして
襖絵として設置された空間の性格と製作環境の総合的な考察を通じてこの作
品について新しい解釈を試みる。
　　車争図屏風は先行研究で桃山時代(1583-1603)を代表する狩野山楽
(1559-1635）の大和絵として広く知られている。しかし車争図屏風の唯一
の記録とされる『御日記備忘』を再検討すると、この作品が1611年から
1637年の間に新築された九条家新御殿の襖絵であった可能性を指摘する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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とができる。また車争図屏風に描かれた雨眉牛車のモティ-フと画面の特徴
をなす幾何学的構図は、この作品が元和から寛永期にかけて製作された可能
性を示す。つまり車争図屏風は江戸時代(1603-1868)初期の作品である可
能性が高い。また車争図屏風の人物表現を京狩野の作品と比較すると、その
表現が山楽よりその養子狩野山雪(1590-1651)と通じることがわかる。こ
れは車争図屏風の画家として山雪にも注目する必要があることを意味する。
　　車争図屏風では画題の内容と異なる行列と、ほかの車争図では描かれたこ
とのない激しい車争という図像が描かれた。また『源氏物語』の時代背景で
ある平安時代には見られない、本作品が製作された当時に流行した衣装を身
に付けた見物者などが描かれている。これは定型的な図像が繰り返して描か
れる伝統を持つ源氏絵では非常に稀なケ-スで、車争図屏風に特別な絵画的
意味が潜んでいることを示す。日本の祭礼図は一般的に祭礼の行列と見物者
という二種のからなる図像で描かれる。特に見物者には当代の風俗表現が目
立つ。車争図屏風で描かれた源氏の斎院奉公行列は賀茂祭という祭礼を表現
するために画面に新しく創られた行列である。また当代の風俗を楽しませる
見物者は祭礼がまるで当時に行われたような効果を与える。既存の車争図で
は描写されなかった激しい車争も、祭礼図でよく描かれる乱闘シ-ンとして
描かれた可能性が高い。激しい車争は祭礼の熱気を表現するための装置で
あったと考えられる。このように車争図屏風は物語の再現という源氏絵の本
来の目的から完全に離れ、祭礼の一般的な図像である行列と、祭礼の熱気を
表す激しい車争という図像を採用して祭礼図として変貌した。本稿では車争
図屏風が賀茂祭礼図として解釈できるという意見を示したい。
  先行研究では車争図屏風が襖絵であったことを看過する傾向があった。襖
絵の画題と図像の選択はその設置空間と密接な関係を持つ。また建築主が伝
えようとするメッセ-ジを表現するメディアの役割も果たす。従って賀茂祭
礼図としての車争図屏風の性格はその設置空間の性格と不可分の関係にある
と言える。車争図屏風が設置された建物だと推定される九条家新御殿の御対
面所は私的生活空間である常御殿と接客という公的な機能を持つ対面所が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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とつの建物に結び合わされた独特な空間である。接客、つまり対面のための
空間は武家建築である書院造の重要な特徴であり、御対面所はこのような武
家建築の様式が導入された公家建築の時代的変化をよくみせてくれる。賀茂
祭のような年中行事を描いた風俗画が武家建築の接客空間の襖絵として選ば
れた例は遺物と記録を通じて確認できる。車争図屏風の賀茂祭礼図的性格は
接客空間である御対面所の襖絵として、このような伝統と関連を持つと思
う。
　　1611年から1637年の間の年代を持つと思われる九条家新御殿は1632年の
九条家と徳川将軍家の婚姻をきっかけに新築されたと推定される。この婚姻
は公家と武家の和合を計らう江戸幕府の政策であった。車争図屏風の画面に
葵のモティ-フが多数表現されたのはこのような建築背景を持つ新御殿の襖
絵としてこの作品が描かれた可能性を示す。葵は古来賀茂神社の神紋で、徳
川将軍家もこれを家紋にした。これは徳川将軍家の出身が賀茂神社を氏神と
して祀る賀茂氏と深い関連を持つためだと推定される。また賀茂祭が江戸時
代初期から葵祭という別称で呼ばれ始めたのも賀茂神社と徳川将軍家が葵紋
を共有しているからである。車争図屏風が表現しようとした賀茂祭は先行作
品で描かれた伝統的な宮廷祭礼ではなく、徳川将軍家の存在を目立たせるた
めの葵祭であった。車争図屏風は賀茂祭の描写を通じて婚姻で結ばれた九条
家と徳川将軍家の強い絆を御対面所の接客空間を訪れたお客に見せ付ける
メッセンジャ-の役割を果たしていたのだ。車争図屏風は単純な源氏絵では
なく、建築主と襖絵の鑑賞者の間で特別なメッセ-ジの共有を可能にする、
とても特別な絵画であった。

(チョン　ミヨ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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