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 16세기 감로도의 난 이미지를 통해 본 사회상* 

                                                             

박 은 경 **

≪目    次≫



1) 감로도 사례  

   표 1.  조선 16세기 감로도 사례









2) 감로도의 선후 계



□ □ □ □
□ □ □ □ □ □ □ □ □
□ □□ □ □ □ □□”



 표 2-A. 자연재해  각종 난상 



 표 2-B. 자살  체벌 난장면

 표 2-C. 연희  생활 장면8)8)

 표 2-D. 유정  망령 장면

 

















주제어 

수일 심사시작일 게재확정일





Key Words



도 1  개인 소장 

<감로도>, 조선 1580년, 

마본채색, 128X111cm

도 2  일본 藥仙寺 소장 <감로도>,  조선 1589년, 

마본채색, 150.2x169.3cm

도 3  일본 西敎寺 소장 <감로도>, 조선 1590년, 

마본채색, 127.8×139.0cm



도 4  일본 朝田寺 소장 <감로도>, 조선 1591년, 

마본채색, 207.5×240.5cm

도 5  일본 光明寺 소장 <감로도>, 조선 16세기, 

마본채색 113.4X128.8cm

도 6  개인 소장 <감로도> (화기), 조선 1580년, 마본채색, 128X111cm



도 7  일본 朝田寺 소장 <감로도> (화기), 조선 1591년, 마본채색, 207.5×240.5cm

도 8  개인 소장 <감로도> (부분), 1580년, 마본채색, 128X111cm

도 9  일본 光明寺 소장 <감로도> (부분), 조선 16세기, 마본채색 113.4X128.8cm 



도 10  개인 소장 <감로도> 

(부분), 조선 1580년, 

마본채색, 128X111cm

도 11  일본 光明寺 소장  <감로도> (부분), 

조선 16세기, 마본채색 113.4X128.8cm

도 12  일본 談山神社 <수월 음보살도> (부분), 

고려 14세기, 견본채색, 109.5×57.8cm

도 13  일본 知恩院 소장 < 음삼십이응신도> (부분), 

조선 1550년, 견본채색, 163.5×156.1cm



도 14  일본 光明寺 소장  <감로도>  (부분), 

조선 16세기, 마본채색  113.4X128.8cm

도 15  일본 知恩院 <지장보살본원경변상도> (부분), 

조선 1575-1577년, 견본채색, 209.5×227.3cm

도 16  정사 감로도(부분), 조선 1765년, 

견본채색, 218.0.X265.5cm

도 17  水陸道場神鬼圖 (좌; 右六十九 우; 右七十 

版畵) 明 北京圖書館 善本室소장

도 18  水陸道場神鬼圖 (좌 ; 右七十一 

우; 右七十四 版畵)

도 19  水陸道場神鬼圖 (좌 ; 右六十六 

우; 右六十七 版畵)



도 20  좌 ; 朝田寺 감로도(부분) 조선 1591년, 마본채색, 207.5×240.5cm 

우; 水陸道場神鬼圖 (左六十七 版畵) 

도 21  좌; 西敎寺 감로도(부분) 조선 1590년, 마본채색, 127.8×139.0cm 

우; 水陸道場神鬼圖 (左六十四 版畵)

도 22  일본 개인 소장 감로도(부분), 조선 1580년, 마본채색, 128X111cm


	조선 16세기 감로도의 위난 이미지를 통해 본 사회상
	1. 머리말
	2. 16세기 감로도 사례와 선후관계
	3. 16세기 감로도의 위난 이미지와 사회상
	4. 16세기 감로도의 전통도상과 신도상
	5. 맺음말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