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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앵화풍수도병풍(桜花楓樹図屏風)>은 현재 시카고미술관(The Art 

Institute of Chicago)에 소장되어 있는 토사 미츠오키(土佐光起, 

1617-1691)의 작품으로 17세기 후반 궁정 회화의 특징을 보여준다. 이 

작품은 6곡 1쌍의 병풍에 벚나무와 단풍나무를 대칭적으로 배치하고 나

뭇가지에 실물 크기의 탄자쿠(短冊) 43매를 섬세하게 묘사한 그림이다. 

칙찬와카집(勅撰和歌集)을 출전(出典)으로 하는 와카(和歌) 40수가 다

양한 서체로 탄자쿠에 필사된 것은 이 작품이 지닌 기합서(寄合書) 취향

을 드러낸다. 한편 전승 문헌에 따르면 <앵화풍수도병풍>은 고미즈노오 

천황(後水尾天皇, 1596-1680)의 중궁(中宮)이자 쇼군(将軍) 토쿠가와 

히데타다(徳川秀忠, 1579-1632)의 딸인 토후쿠몬인(東福門院, 

1607-1678)의 유물(遺物)이다. 병풍의 금속 장식에 세공된 토쿠가와 

가문의 문장(文章)은 이러한 전승을 뒷받침한다. 

  기존 연구는 <앵화풍수도병풍>의 양식적 특징과 탄자쿠에 적힌 와카

의 주제를 분석함으로써 작품의 기능이 중궁의 장수를 기원하는 ‘하례

(賀禮)’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는 이 작품을 위해 선정된 와카

집의 성격을 검토하여 작품의 주문에 대한 토쿠가와 막부의 개입 가능성

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기존 연구는 이 작품을 에도 시대(江戸時代, 

1603-1868) 전기 궁정에서 부활한 ‘카자리(飾り)’ 문화의 맥락에서 이

해하고자 했다. 

  <앵화풍수도병풍>은 여러 층위에서 고쇼(御所)의 풍류, 정원의 풍류

를 연상시키는 작품이다. 본고에서 필자는 이와 관련하여 작품의 양식, 

원 소장자, 제작 시기와 목적, 주문자, 작품에 반영된 취향 등 작품의 제

양상을 검토하였다. 

  <앵화풍수도병풍>은 벚꽃과 단풍, 와카 탄자쿠를 주요 모티프로 다룬 

‘운금병풍(雲錦屏風)’ 작품군 내에서 양식적 이질성을 보인다. 다른 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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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풍들이 역동적인 구도와 화려한 색채를 특징으로 하는 모모야마시대

(桃山時代, 1583-1603)의 전형적인 화풍을 보여주는 작품들인 반면 

<앵화풍수도병풍>은 17세기 후반 궁정 회화 양식의 작품이다. 이러한 

양식적 이질성은 시대 양식의 변천 및 작품이 다루는 주제의 차이로 인

해 발생했다. 모모야마 양식의 운금병풍은 벚꽃과 단풍 모티프로 ‘요시

노(吉野)’와 ‘타츠타(龍田)’등 메이쇼(名所)를 시각적으로 환기시켜 주었

다. 그러나 <앵화풍수도병풍>은 화면에 닫혀 있는 사적인 공간인 정원

을 그리고자 했으며 탄자쿠에 쓰여진 와카와 그 의장 표현에 초점을 맞

추었다. 병풍 뒷면에 수묵으로 그려져 있던 대나무 울타리는 이 작품이 

메이쇼에(名所絵)가 아닌 정원의 풍류를 그린 그림임을 짐작하게 해준

다. <앵화풍수도병풍>에서 화면 중앙이 넓어지고 수목(樹木)이 단정하

게 표현된 것은 시대 양식의 변천을 반영하는 동시에 작품의 내용과 주

제가 달라졌음을 보여준다. 토사 미츠오키는 기존의 화제에 새로운 화풍

을 구사함으로써 작품의 주제와 기능을 적절히 변화시키는 절충적 양식

을 발전시켰다. 미츠오키는 운금병풍이라는 화제를 새로운 구도와 화법

으로 응용하여 양식은 물론 주제까지 전혀 다른 작품으로 탄생시켰다. 

  <앵화풍수도병풍>의 탄자쿠 배치와 벚꽃・단풍 모티프에 암시된 ‘춘

추우열논쟁(春秋優劣論爭)’ 화소(話素)는 이 작품이 토후쿠몬인의 유물

이라는 전승을 뒷받침한다. 좌척(左隻)과 우척(右隻) 탄자쿠의 서로 마

주 보는 듯한 배치는 우타아와세(歌合) 회화의 구도와 매우 유사하다. 

우타아와세 그림은 경연의 대결 구도를 시각화하기 위해 좌방(左方)과 

우방(右方)의 가인(歌人)들을 서로 마주 보도록 배치하였다. 한편 <앵

화풍수도병풍> 탄자쿠의 우타아와세 구도는 벚꽃・단풍 모티프와 결합

하여 ‘춘추우열논쟁(春秋優劣論爭)’의 모티프를 연상시킨다. 춘추우열논

쟁은 『만요슈(万葉集)』,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 『에이가모노

가타리(栄花物語)』등의 문학작품에 빈번히 등장했던 화소이다. 봄과 가

을 중 더 아름다운 계절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이 논쟁에서 ‘중궁’은 

주최자 또는 진행자에 해당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고전 문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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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교양을 갖춘 당대인이라면 <앵화풍수도병풍>으로부터 춘추우열논

쟁의 화소를 읽어 내고 중궁의 존재를 연상할 수 있었을 것이다. 즉, 

<앵화풍수도병풍>은 중궁 토후쿠몬인에게 적합한 작품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앵화풍수도병풍>에는 장수와 번영을 기원하는 와카가 다수 쓰여 있

다. 그 중 2수의 와카는 이 병풍의 제작 연대를 엔포(延宝) 연간

(1673-1681)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해준다. 헤이안시대(平安時代, 

794-1185)에는 재난으로 인해 고쇼(御所)를 떠나 있던 천황・중궁이 

신축 고쇼에 환궁한 직후 국가/황실의 번영과 안녕을 기원하며 성대한 

가회(歌会)를 개최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 중에는 <앵화풍수도병풍>의 

의장과 연관성을 갖는『에이가모노가타리』중 ‘황후궁 칸시(寛子) 춘추

우타아와세’도 포함되어 있다. 위 2수의 와카는 이러한 가회에서 읊어진 

노래들이었다. 한편 유사한 연회가 엔포 연간 토후쿠몬인의 신축 고쇼 

정원에서도 열렸다. 연이은 화재로 고쇼를 떠나야 했던 토후쿠몬인은 신

축 고쇼에 입주하자 곧 정원과 객실을 아름답게 꾸며 황실의 측근들을 

초대해 어회(御会)를 개최하였다. 엔포 연간에는 쿄토에 대규모의 화재

가 4회 연이어 발생하여 황실은 물론 공가(公家) 저택의 대다수가 전소

되었다. 토후쿠몬인이 신축 고쇼에서 베푼 연회에 모인 이들은 중궁의 

장수는 물론 태평한 시절이 이어지기를 기원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앵

화풍수도병풍>은 엔포 연간 이러한 연회를 기념하여 제작되었을 가능성

이 높다.   

  <앵화풍수도병풍>의 탄자쿠에는 다양한 서체와 의장이 적용된 와카

가 필사되어 있다. 이는 17세기에 기합서 제작이 증가함에 따라 개성적 

서체와 의장 자체를 감상으로 삼게 된 현상과 관련이 있다. 기존 연구는 

<앵화풍수도병풍>이 실제의 기합서인가의 여부를 다룬 경우가 많았다. 

본고에서 필자는 기합서와 유사한 표현을 의도했던 <앵화풍수도병풍>

이 어떻게 감상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앵화풍수도병풍>의 제작 맥락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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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궁정의 풍류 및 장식 문화를 살펴보고자 한 시도이다. <앵화풍수

도병풍>의 와카 목록, 탄자쿠의 장식, 모티프의 배치 등으로부터 작품의 

모든 의장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미츠오키가 그림 제작에 상당한 공

력을 들였음을 알 수 있다. 필자는 장식과 의장 그 자체를 감상과 유희

의 대상으로 삼았던 에도시대 황실의 풍류 문화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를 찾고자 한다.  

주요어 : 토사 미츠오키(土佐光起), 토사파(土佐派),  토후쿠몬인(東福門

院), 앵화풍수도병풍(桜花楓樹図屏風), 고미즈노오 천황(後水尾天皇), 기

합서(寄合書)

학  번 : 2015-20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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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미국 시카고미술관(The Art Institute of Chicago) 소장 토사 미츠오

키(土佐光起, 1617-1691) 필 <앵화풍수도병풍(桜花楓樹図屏風)>은 꽃

이 만개한 벚나무와 붉게 물든 단풍나무를 그린 6곡 1쌍의 병풍이다.(도 

1) 벚나무와 단풍나무의 가지에는 총 43매의 탄자쿠(短冊)가 매달려 있

으며 탄자쿠에는 역대 칙찬와카집(勅撰和歌集)에서 선정한 40수의 와카

가 각 1수씩 기록되어 있다.1) 섬세한 필치로 묘사된 벚나무와 단풍나무

는 안정적인 수평 구도를 취하고 있으며 화면 중앙에는 금니(金泥)와 스

나고(砂子) 등의 재료로 운무(雲霧)가 표현되어 있다. 양척(隻) 화면의 

하단에는 토사 미츠오키의 서명과 주문방인(朱文方印)이 있다. 작품의 

제작 연대는 미츠오키가 에도코로(絵所) 아즈카리(預)에 재임한 1654년

부터 1681년 사이의 기간으로 추정된다. 본래 병풍의 뒷면에 수묵으로 

대나무 울타리가 그려져 있었으나 현재 별개의 병풍으로 개장(改裝)되었

다. 

  전승 문헌에 따르면 <앵화풍수도병풍>은 고미즈노오 천황(後水尾天

皇, 1596-1680 r. 1611-1629)의 중궁(中宮)이자 2대 쇼군(将軍) 토

쿠가와 히데타다(徳川秀忠, 1579-1632 r. 1605-1623)의 5녀 토후쿠

몬인(東福門院, 1607-1678)의 어물(御物)이다. 병풍의 금속 장식에 세

공된 토쿠가와 가문의 아오이(葵) 문장(文章)은 이러한 전승을 뒷받침한

다. 한편 <앵화풍수도병풍>은 17세기의 고필(古筆) 감정가(鑑定家) 후

지모토 료인(藤本了因, 1626-1704)의 탄자쿠 필자 감정서와 함께 전해

졌다. 이 감정서로 인해 메이지시대(明治時代, 1868-1912)까지 <앵화

풍수도병풍>의 와카 탄자쿠는 공가(公家)들의 기합서(寄合書)라고 인식

되었다. 

1) 나머지 3매의 탄자쿠는 감상자에게 뒷면이 보이도록 뒤집혀 있으며 와카는 쓰여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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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화풍수도병풍>은 1957년 미술사학자 나라자키 무네시게(楢崎宗

重, 1904-2001)에 의해 학술지에 최초로 소개되었다.2) 나라자키는 작

품이 1964년 미국으로 유출되기 전의 보존 상태와 현재 유실되어 전하

지 않는 전승 문헌의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였다. 

  <앵화풍수도병풍>은 타마무시 사토코(玉蟲敏子, 1955-)에 의해 본

격적으로 연구되었다.3) 타마무시는 이 작품의 양식, 와카의 주제와 출전

(出典), 함께 전승된 문헌과 후지모토 료인의 감정서 등을 분석함으로써 

원 소장자, 작품의 기능과 제작 시기, 제작 주체 등 작품의 제양상을 검

토하였다. 타마무시는 엔포(延宝) 연간(1673-1681) 병상에 있던 토후

쿠몬인을 위로하기 위해 막부 측에서 이 작품을 주문・제작했다고 판단

했다. 나아가 그는 이 병풍이 헤이안시대(平安時代, 794-1185)부터 귀

족 사회에 존재해 온 장식[飾り] 문화의 맥락에서 등장했다고 해석했다.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17세기 후반 궁정 문화의 장식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앵화풍수도병풍>의 양식, 제작의 맥락을 검토한 

후 이 작품에 반영된 17세기의 기합서 제작 문화를 살펴볼 것이다. 논문

의 2장에서는 <앵화풍수도병풍>의 양식적 특징을 모모야마시대(桃山時

代, 1573-1615)의 특징을 보이는 작자 미상의 이데미츠미술관(出光美

術館) 소장 <요시노타츠타즈병풍(吉野龍田図屏風)>, 작자 미상의 네즈

미술관(根津美術館) 소장 <요시노타츠타즈병풍(吉野龍田図屏風)>, 댄지

거 컬렉션(Peggy and Richard M. Danziger Collection) 소장 <앵화풍수

도병풍(桜花楓樹図屏風)>의 양식과 비교할 것이다. <앵화풍수도병풍>

2) 楢崎宗重,「土佐光起筆・桜花楓樹図屏風」,『國華』789(1957), pp. 393-396. 

3) Satoko Tamamushi, “Tosa Mitsuoki’s Screens of Flowering Cherry and 

Autumn Maples with Poem Strips in the Context of Kazari and Tsukuri,” 

Janice Katz ed., Beyond Golden Clouds : Japanese Screens from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and the Saint Louis Art Museum (Chicago: Art 

Institute of Chicago, 2009), pp. 33-47; 玉蟲敏子, 「視覚化された文学と造形

の出会う場所ー東福門院御遺物、土佐光起筆「桜楓に短冊図屏風」(シカゴ美術

館)の意義」, 『武蔵野美術大学研究紀要』40(2009) p. 45-58; 玉蟲敏子, 『日

本美術のことばと絵』(東京: 角川選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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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모야마 양식의 운금병풍들과 양식뿐만 아니라 다루는 주제도 다르

다는 점을 확인하고자 한다. 아울러 동일한 화제(畫題)를 다른 구도와 

화풍으로 다루어 새로운 주제의 작품으로 재탄생시킨 토사 미츠오키의 

절충적 양식과 그러한 양식이 등장한 배경을 살펴볼 것이다. 

  3장에서는 <앵화풍수도병풍>이 제작된 배경과 맥락을 살펴보고자 한

다. 먼저 이 작품이 토후쿠몬인의 유물이라는 인식을 형성한 전승 문헌

을 검토한 후 시각 분석을 통해 이 작품의 ‘춘추우열논쟁(春秋優劣論

争)’ 모티프가 중궁 토후쿠몬인과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것이다. 또한 

탄자쿠에 적힌 와카들의 작자와 주제로부터 이 작품의 제작 목적과 제작 

시기를 알아볼 것이다. 특히 엔포 연간(1673-1681) 쿄토에 큰 피해를 

입힌 엔포 원년(1673), 동(同) 3년(1675), 동 4년(1676)의 대화재(大

火災)로 인해 고쇼(御所) 재건 공사가 이루어졌으며 새로 조영(造營)된 

고쇼에서 축원(祝願)의 행사가 연행되었던 사실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

에 근거하여 <앵화풍수도병풍>이 중궁과 신축 고쇼의 번영을 기원하기 

위해 제작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할 것이다. 

  4장에서는 <앵화풍수도병풍>에 반영된 17세기의 공가(公家) 기합서 

제작 문화를 검토할 것이다. 이 작품 속 탄자쿠에는 서로 다른 필체로 

와카가 필사되어 있다. 서체, 서식(書式), 용지 장식 등 글씨와 관련된 

다양한 의장을 제시하고자 했던 기합서의 취향이 이 작품에 반영되었음

을 확인할 것이다. 또한 후지모토 료인의 필자 감정서를 재검토한 후 기

합서와 유사한 <앵화풍수도병풍>의 의장이 당대의 감상자에게 수용된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앵화풍수도병풍>의 제작 맥락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에도 

시대 궁정의 풍류 및 장식 문화를 살펴보고자 한 시도이다. <앵화풍수

도병풍>의 와카 목록, 탄자쿠의 장식, 모티프의 배치 등으로부터 작품의 

모든 의장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미츠오키가 그림 제작에 상당한 공

력을 들였음을 알 수 있다. 필자는 장식과 의장 그 자체를 감상과 유희

의 대상으로 삼았던 에도시대(江戸時代, 1615-1868) 황실의 풍류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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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를 찾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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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앵화풍수도병풍>의 양식

1. 운금병풍(雲錦屏風)의 모티프와 양식

1) 운금병풍의 모티프

  ‘운금병풍(雲錦屏風)’이란 양척에 벚꽃과 단풍을 나란히 배치한 병풍

을 일컫는다.4) 토사 미츠오키 필 <앵화풍수도병풍>은 1964년 미국으

로 유출되기 전까지 보관 상자와 함께 전승되었다.5) 보관 상자에는 작

품의 소장 내력이 간략히 기록되어 있었다. 메이지(明治) 9년(1876)에 

작성된 그 기록에서 <앵화풍수도병풍>은 ‘토사 미츠오키 필 운금병풍

(土佐光起　筆　雲錦屏風)’으로 지칭되었다.6)

  ‘운금(雲錦)’이란 하얗게 핀 벚꽃을 구름[雲]에, 붉게 물든 단풍을 비

단[錦]에 빗댄 문학적인 표현으로 고대부터 와카 문학에서 널리 사용되

었다. 구름과 비단은 종종 야마토(大和) 지방의 우타마쿠라(歌枕)인 요

시노(吉野)와 타츠타(龍田)를 비유하기도 했다. 그 유래는 『코킨와카슈

(古今和歌集)』의 서문에서 찾을 수 있다.7)  

가을 저녁 타츠타 강을 흘러가는 단풍을 천황께서는 비단으로 보셨고, 

봄날 아침 요시노 산의 벚꽃을 히토마로는 구름과 같다고 생각하셨다.8)

4) 玉蟲敏子, 앞의 책, p. 134.

5) <앵화풍수도병풍>은 1964년 미국 호놀룰루 미술 아카데미(Honolulu Academy 

of Arts) 컬렉션에 입수되었고 1977년 시카고미술관 소장품이 되었다. Janice 

Katz, ed., Beyond Golden Clouds : Japanese Screens from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and the Saint Louis Art Museum (Chicago: Art Institute of 

Chicago, 2009), p. 135.

6) <앵화풍수도병풍>와 함께 전승된 문헌들에 대해서는 본고 3장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楢崎宗重, 앞의 논문, p. 394. 

7) Tomoko Sakomura, Poetry as Image : the Visual Culture of Waka in 

Sixteenth-century Japan (Leiden: Brill, 2016), p. 126; Tamamushi, 앞의 논

문, pp. 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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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과 비단이 벚꽃과 단풍을 비유하는 표현으로 확립되자 벚꽃과 단풍

의 의장(意匠)도 운금으로 지칭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벚꽃과 단풍 

모티프로 장식한 에도시대의 도자기는 ‘운킨데(雲錦手)’라는 이름으로 

유통되었다.9) 마찬가지로 벚꽃과 단풍을 주요 모티프로 삼은 일군(一

群)의 병풍들은 운금병풍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헤이안시대 이래로 ‘구

름-비단’, ‘벚꽃-단풍’, ‘요시노-타츠타’ 사이의 비유 체계가 확고하게 

형성되자 운금병풍은 종종 요시노와 타츠타의 그림으로 이해되기도 했

다. 이데미츠미술관(出光美術館) 소장 <요시노타츠타즈병풍(吉野龍田図

屏風)>은 벚꽃과 단풍 모티프만으로 요시노와 타츠타를 화면에 구현했

다.10)(도 2)

  현대의 연구자들은 다음의 네 작품을 운금병풍의 주요 작례로 다루었

다.11)

a. <요시노타츠타즈병풍>, 이데미츠미술관 소장, 16세기 후반

b. <요시노타츠타즈병풍>, 네즈미술관(根津美術館) 소장, 17세기(도 3)

c. <앵화풍수도병풍>, 댄지거 컬렉션(Peggy and Richard M. Danziger 

Collection) 소장, 17세기(도 4)

d. 토사 미츠오키, <앵화풍수도병풍>, 시카고미술관 소장, 17세기 후반

8) 기노 쓰라유키 편,『고킨와카슈』구정호(소명, 2010), pp.　 17-40. 카나(仮名) 

서문 참조. “あきの夕べ、龍田河に流るる紅葉をば、帝の御目に錦と見たまひ、春

の朝、吉野の山の桜は、人麿が心には雲かとのみなむ覚えける。”

9) Tamamushi, 앞의 논문, p. 39.

10) 佐々木孝浩, 「満開の桜ー和歌と絵画の間」,『ユートピア : 描かれし夢と楽園』

(東京: 出光美術館, 2009), p. 42.

11) 타마무시 사토코는 2009년 미국 시카고미술관의 전시도록에 게재한 글에서 b, 

c, d와 함께 다이고지(醍醐寺) 소장 야마구치 셋케이(山口雪渓, 1648-1732)의 

<앵화풍수도병풍(桜花楓樹図屏風)>을 운금병풍의 작례로 제시했으나 같은 해 

『武蔵野美術大学研究紀要』 40호에 게재한 논문에서는 a, b, c, d를 운금병풍

의 작례로 소개했다. Tamamushi, 위의 논문, p. 40; 玉蟲敏子, 앞의 논문

(2009), p. 51; Sakomura, 앞의 책, p. 219. 주석 45번에서 <앵화풍수도병풍>

을 같은 계열의 작품으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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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작품들은 모두 16세기 후반-17세기에 제작되었으며 벚꽃과 단풍을 

주요 모티프로 다루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벚꽃과 단풍 모티프 외에 

와카 탄자쿠 또한 이 작품들이 공유하는 중요한 모티프이다. 이데미츠미

술관 소장 <요시노타츠타즈병풍>을 제외한 나머지 세 작품에는 공통적

으로 와카 탄자쿠가 나타난다. 화면 속 탄자쿠들에는 칙찬와카집에서 발

췌한 와카가 적혀 있다.12) 탄자쿠들 중 일부는 나무에 묶여 있으며 일

부는 공중에 흩날리고 있는데 바람에 날려 뒤집히거나 가려진 탄자쿠는 

감상자에게 와카의 일부만을 보여주게 된다. 와카의 전체를 제시하지 않

는 탄자쿠는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감상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유희

적 작품 감상을 유도한다. 이러한 특징은 탄자쿠 모티프를 갖는 운금병

풍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네즈미술관 소장 <요시노타츠타즈병풍>의 탄자쿠에는 ‘사쿠라(桜)’와 

‘모미지(紅葉)’, ‘요시노(吉野)’와 ‘타츠타(龍田)’를 시어로 포함하는 와카

들이 필사되었다.13) 흥미로운 점은 <요시노타츠타즈병풍>의 키워드에 

해당하는 이 중요한 시어들이 일부 탄자쿠에서 의도적으로 가려졌다는 

점이다. 우척 키노 토모노리(紀友則, 850-904)의 탄자쿠에서는 ‘요시노

야마’가 쓰여 있어야 할 부분이 다른 탄자쿠에 의해 가려졌다.14)(도 5) 

좌척에는 ‘모미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가려진 탄자쿠와 반대로 ‘모미지’

라는 문자만 보이는 탄자쿠가 모두 나타난다.15)(도 6)(도 7)(도 8) 이

미지가 문자 기호를 대체하는 표현도 나타나는데 키노 츠라유키(紀貫之, 

872-945)의 탄자쿠에서 단풍잎의 이미지가 ‘모미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리고 있다.(도 7)

토사 미츠오키 필 <앵화풍수도병풍>에서도 탄자쿠 모티프가 동일한 

12) Sakomura, 앞의 책, p. 126.

13)『코킨와카슈(古今和歌集)』와 『교쿠요와카슈(玉葉和歌集)』로부터 선별되어 

탄자쿠에 필사되었다. Sakomura, 위의 책, pp. 126-141.

14) Sakomura, 위의 책, p. 127.

15) 위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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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으로 활용된다. 우척 6번 탄자쿠의 와카에서 전체를 온전히 읽을 수 

있는 구(句)는 제3구의 ‘사쿠라바나(さくらばな)’뿐이다. 이는 네즈미술

관 소장 <요시노타츠타즈병풍> 좌척의 ‘모미지’라는 문자만 쓰여 있는 

탄자쿠와 유사하다. 한편 우척 12번 탄자쿠의 경우 제3구의 ‘사쿠라바

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벚꽃 이미지가 가린다.16)(도 9) 이 역시 <요시

노타츠타즈병풍>의 키노 츠라유키 탄자쿠에서 확인할 수 있는 문자와 

이미지 사이의 상호 보완이다. 

이와 같이 운금병풍은 특정 부분을 가리거나 특정 부분만 드러낼 수 

있는 와카 모티프의 특성을 활용하여 감상자의 호기심을 자극했으며 그

가 작품과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감상자는 화면 

속 이미지와 와카들을 참고하여 수수께끼를 풀 듯 가려진 부분을 추론해 

나갈 수 있었으며 이는 감상의 재미를 구성했다.

탄자쿠를 활용하는 표현이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점으로부터 토사 미

츠오키 필 <앵화풍수도병풍>이 네즈미술관 소장 <요시노타츠타즈병

풍>과 같은 운금병풍을 참고하여 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작품 중 토사 미츠오키의 <앵화풍수도병풍>

만이 양식적 이질성을 갖는다는 것 또한 분명해 보인다. 토사 미츠오키

의 작품이 17세기 후반 궁정 회화의 특징을 보여주는 반면 나머지 세 

작품은 모모야마시대 회화의 성격을 보여준다.17)

2) 운금병풍의 양식

  <앵화풍수도병풍>은 벚꽃과 단풍, 와카 탄자쿠를 주요 모티프로 다룬 

운금병풍 작품군 내에서 양식적 이질성을 보인다. 다른 운금병풍들이 역

동적인 구도와 화려한 색채를 특징으로 하는 모모야마시대의 전형적인 

화풍을 보여주는 작품들인 반면 <앵화풍수도병풍>은 17세기 후반 궁정 

16) Tamamushi, 앞의 논문, p. 38.

17) Tamamushi, 위의 논문, p.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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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 양식의 작품이다. 이러한 양식적 이질성은 시대 양식의 변천 및 작

품이 다루는 주제의 차이로 인해 발생했다. 그러나 <앵화풍수도병풍>의 

양식적 이질성은 주로 시대 양식 변천의 맥락에서 논의되어 왔다.18)

  모모야마 양식의 운금병풍과 <앵화풍수도병풍>의 양식을 비교하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구도이다. 모모야마 양식의 운금병풍에는 

나뭇가지가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가로지르는 구도가 나타난다. 벚나무

와 단풍나무의 가장 큰 나뭇가지는 마치 위에서 아래로 쏟아져 내리듯 

화면을 대각선으로 크게 가로지른다. 나뭇가지에서 뻗어 나온 잔가지들

도 사방으로 뒤틀리고 엇갈리며 화면을 가득 채운다. 화면 가득 뻗어 나

가는 나뭇가지의 형태로 인해 벚꽃과 단풍잎도 화면을 빈틈없이 메운다. 

과장된 굴곡을 보이는 수목(樹木)의 형태와 빈틈없는 화면은 역동적이면

서 장식적인 효과를 낳는다. 이데미츠미술관 소장 <요시노타츠타즈병

풍>와 네즈미술관 소장 <요시노타츠타즈병풍>은 좌척 단풍나무의 줄기

를 제외하면 나무의 전체적인 골격 표현이 일치한다. 동일 화가, 또는 

분본(粉本)을 바탕으로 한 동일 화파의 제작일 가능성이 높다. 한편 가

지가 위에서 아래로 쏟아져 내리는듯한 수목 표현은 모모야마시대의 화

가 하세가와 토하쿠(長谷川等伯, 1539-1620)의 양식을 연상시킨다. 쿄

토 치샤쿠인(智積院) 소장 하세가와 토하쿠 필 <카에데즈(楓図)>와 같

은 금벽장벽화(金碧障壁画)에 이러한 특징이 잘 나타난다.(도 10) 

  반면 <앵화풍수도병풍>은 좌우척이 대칭을 이루는 수평 구도를 취한

다. 나뭇가지는 탄자쿠 43매를 모두 전시하기 위해 가로로 길게 연장되

18) 타마무시 사토코는 모모야마 양식의 운금병풍들이 양식적으로 전형적인 모모야

마 시대 미술을 연상시킨다고 설명했다. 그는 벚꽃과 단풍의 현란한 장식적 에

너지가 향락적인 모모야마 시대의 분위기를 드러낸다고 보았다. 또한 거대한 

나무가 화면 전체를 차지하는 구도에서 카노 에이토쿠(狩野永徳, 1543~1590)

의 영향을 엿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Tamamushi, 앞의 논문, pp. 40-41. 한편 

타마무시는 <앵화풍수도병풍>의 양식이 역동적이고 장식적인 모모야마 양식의 

흔적과 멀어져 17세기 후반 쿄토 궁정의 소쇄하고 우아한 미의식을 드러낸다고 

평가했다. 玉蟲敏子, 앞의 논문(2009), p. 53; 토모코 사코무라 역시 이 세 점

의 운금병풍이 모모야마 양식의 장식성과 역동성을 특징으로 하는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Sakomura, 앞의 책, p. 126.



- 10 -

었다. 화면 전체를 수평으로 가로지르는 나뭇가지를 따라 탄자쿠들도 대

체로 병렬적인 대열로 배치되었다. 화면의 중앙부에 빈 공간이 넓어졌으

며 벚꽃과 단풍잎이 화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졌다. 토사 미츠오키

가 <앵화풍수도병풍>에 이러한 구도를 적용한 것은 17세기 후반 궁정

의 소쇄한 화풍에 대한 선호를 의식했기 때문이며 동시에 작품의 초점이 

탄자쿠와 그 의장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모모야마 양식의 운금병풍은 벚꽃과 단풍 모티프로 ‘요시노(吉野)’와 

‘타츠타(龍田)’등 메이쇼(名所)를 시각적으로 환기시켜 주었다. 토모코 

사코무라(Tomoko Sakomura)는 네즈미술관 소장 <요시노타츠타즈병

풍>의 탄자쿠가 토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1537-1598)의 분로쿠

(文禄) 3년(1594) 요시노 하나미(花見)를 연상시킨다고 설명했다.19) 히

데요시가 요시노 하나미에서 자신이 지은 와카를 탄자쿠에 적어 나무에 

매달았다는 기록이 전하기 때문이다. 이 병풍의 측면에는 토요토미 히데

요시의 문장(紋章)인 키리몬(桐紋) 카나구(金具)가 장식되어 있다.20)

(도 11) 

  한편 댄지거 컬렉션 소장 <앵화풍수도병풍>에는 야외에서 공연이나 

차회(茶会)를 열 때 두르는 장막인 ‘만마쿠(幔幕)’라는 모티프가 더해졌

다. 동시대인 17세기 전반에 제작된 메트로폴리탄 미술관(Metropolitan 

Museum of Art) 소장 <이츠쿠시마요시노하나미즈병풍(厳島吉野花見図

屏風)> 화면의 우척 하단에서 만마쿠가 설치된 차회, 공연 등의 공간을 

확인할 수 있다.21)(도 12) 댄지거 컬렉션 소장 <앵화풍수도병풍>에 유

락의 장면이 직접 묘사되어 있지는 않지만 만마쿠의 존재로 인해 감상자

는 흥겨운 연회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또한 네즈미술관 소장 <요시노타츠타즈병풍>과 댄지거 컬렉션 소장 

<앵화풍수도병풍>의 탄자쿠에는 모두 요시노와 타츠타와 같은 메이쇼

19) Sakomura, 앞의 책, pp. 142-143.

20) Sakomura, 위의 책, p. 142.

21) Sakomura, 위의 책, pp. 12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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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노래한 와카들이 적혀 있다. 와카로 인해 이 작품들은 특정한 장소를 

재현한 메이쇼에(名所絵)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 모모야마 양식 운금병

풍은 역동적인 구도, 경쾌한 색채, 와카의 성격을 통해 야외 유락의 흥

겨운 분위기를 표현한 작품이다. 

  한편 <앵화풍수도병풍>은 닫혀 있는 비교적 사적인 공간인 정원을 

그리고자 했으며 탄자쿠에 쓰여진 와카와 그 의장 표현에 초점을 맞추었

다. <앵화풍수도병풍>은 모모야마 양식의 운금병풍들과 달리 요시노나 

타츠타와 같은 메이쇼를 암시하지 않으며 화면에 타츠타 강 모티프도 등

장하지 않는다. <앵화풍수도병풍>의 와카에도 특정 메이쇼는 언급되지 

않으며 궁정이나 저택의 정원을 예찬한 노래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화

면 속 공간은 야외의 열린 공간이 아닌 정원이나 뜰처럼 인위적으로 조

성한 공간인 것처럼 보인다. 

  또한 이 작품은 1977년 현 소장처인 미국 시카고미술관(the Art 

Institute of Chicago)에 입수되기 전 뒷면에 수묵으로 <카키니타케즈

(垣に竹図)>라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22)(도 13) 이 그림은 대나무로 

엮은 울타리를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점으로 그린 것으로 나라자키 무네

시게는 카츠라 리큐(桂離宮) 울타리와의 유사성을 지적한 바 있다.23)

<카키니타케즈>로 인해 감상자는 <앵화풍수도병풍>을 울타리 안의 공

간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와 같이 타츠타 강 모티프를 삭제하고 탄자쿠

가 강조되도록 구도를 변경하며 뒷면에 외부 시점의 울타리를 그려 넣는 

참신한 시도로 미츠오키는 운금병풍을 메이쇼에가 아닌 정원의 풍류를 

그린 그림으로 재탄생시켰다. 즉, <앵화풍수도병풍>에서 화면 중앙이 

넓어지고 수목(樹木)이 단정하게 표현된 것은 시대 양식의 변천을 반영

하는 동시에 작품의 내용과 주제가 달라졌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앵화풍수도병풍>은 다른 운금병풍과 동일한 모티프를 공

유함에도 불구하고 양식적 이질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토사 미츠오키

22) Katz, ed., 앞의 책, p. 135.

23) 楢崎宗重, 앞의 논문, p.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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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모야마시대에 등장한 ‘운금병풍’이라는 화제에 새로운 양식과 구도

를 적용하였다. 이어지는 절에서는 이러한 토사 미츠오키의 절충적인 양

식이 형성된 양상과 그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2. 토사 미츠오키의 절충적(折衷的) 양식

1) 17세기의 토사파(土佐派)

  토사 미츠오키(土佐光起, 1617-1691)는 조오(承応) 3년(1654) 궁정

의 회화 제작 기관인 에도코로(絵所)의 아즈카리(預) 직에 부임하여 어

용화가로서의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당시 궁정의 회화 취향은 토사파

의 섬세한 야마토에(やまと絵) 채색화와 다소 거리가 멀었다. 17세기 중

반 쿄토의 화단(畫壇)에서 가장 각광받던 화가는 단연 카노 탄유(狩野探

幽, 1602-1674)였으며 토사 미츠오키의 위상은 에도코로의 최고 직책

인 아즈카리에 걸맞지 않게 낮았다. 이는 조오 4년(1655)의 고쇼(御所) 

벽화 제작에 대한 기록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24) 카노 탄유 및 에도 

카노(江戸狩野) 화가들은 세이료덴(清涼殿)의 벽화 <겐쇼노쇼지에(賢聖

障子絵)>를 담당했다. 공적인 의례나 행사가 거행되는 공간인 세이료덴

은 중요한 전각(殿閣)이었기 때문에 가장 화격(畫格)이 높은 화가가 벽

화를 담당하는 것이 관례였다. 한편 토사 미츠오키는 츠네고텐(常御殿)

의 회랑(回廊) 귀퉁이(艮角) 사이의 공간에 국화와 『신코킨와카슈(新古

今和歌集)』의 「산세키노와카(三夕の和歌)」를 그리는 작업 등을 담당

했다.25) 미츠오키에게 책정된 화료(畫料)는 탄유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

24) 벽화 제작에 참여한 화가들은 카노 탄유, 카노 야스노부(狩野安信, 1614- 

1685), 카노 츠네노부(狩野常信, 1636-1713), 카이호 유세츠(海北友雪, 

1598-1677), 스미요시 죠케이(住吉如慶, 1599-1670), 야마모토 소테이(山本

素程, ?-1674), 토사 미츠오키, 운코쿠 토요(雲谷等与, 1612-1668) 등이었다. 

野口剛 外, 『天皇の美術史〈４〉雅の近世、花開く宮廷絵画　江戸時代前期』(東

京: 吉川弘文館, 2017), p. 201.



- 13 -

으며 야마모토 소테이(山本素程, ?-1674)와 같은 비주류 화가의 화료보

다도 적었다.26)

  무로마치시대 줄곧 에도코로 아즈카리 직을 세습하며 명실상부 화단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아 온 토사파의 지위가 이와 같이 격하된 이유는 

16세기 후반부터 쿄토 화단의 환경이 변화했기 때문이다. 토사파는 15

세기 경 성립하여 16세기 중반까지 황실 에도코로 아즈카리 직을 세습

했다.27) 센고쿠(戦国)시대까지 에도코로 아즈카리는 화단 내 최고의 권

위를 점했으며 초상화, 기록화, 장벽화(障壁画) 등 궁정에서 요구하는 

화업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다. 그러나 토사 미츠모토(土佐光元, 

1530-1569)가 에이로쿠(永禄) 12년(1569)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 

1534-1582)의 명을 받아 타지마(但馬) 공격에 참전하여 사망하자 토사 

미츠요시(土佐光吉, 1539-1613)는 토사 일가를 이끌고 사카이(堺) 지

역으로 이주해야 했다.28) 이후 칸에이(寛永) 11년(1634) 토사 미츠노

리(土佐光則, 1583-1638)가 아들 토사 미츠오키와 함께 쿄토로 돌아올 

때까지 토사파의 에도코로 아즈카리 직 세습은 단절되었으며 쿄토 지역

에서의 활동도 중단되었다. 

  미츠노리와 미츠오키 상경(上洛) 당시 쿄토 화단의 상황은 막부 체제

의 안정과 경제적 부흥으로 인해 활기를 띠었으나 많은 신생 화파의 등

장으로 화가들 간 경쟁은 오히려 치열해지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궁정 

에도코로는 17세기 초반 이후 유명무실화 된 상태였으며 궁정의 화업을 

전담하는 화가도 존재하지 않았다. 황실에서는 회화 제작이 필요할 때 

25) 岩間香, 「『隔蓂記』にみる寛永文化の世界-2-土佐光起と禁裏絵所の復興」,　 

『日本美術工芸』656(1993), p. 41. 

26) 野口剛 外, 앞의 책, pp. 200-201.

27) 현대의 학자들은 토사 미츠노부를 토사파의 실질적인 기원으로 간주한다. 토사

파에 대한 연구는 宮島新一, 『宮廷画壇史の研究』, (東京: 至文堂, 1996) 참

조.

28) 河田昌之, 「土佐派の流れと光起」, 大阪市立美術館 編, 『近世やまと絵の開花 : 

和のエレガンス : 特別陳列土佐光起生誕400年』(大阪: 大阪市立美術館, 2017), 

pp.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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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유력자의 중개를 통해 해당 화업에 적합한 화가와 접촉하여 그를 

고용했다. 이러한 관행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타와라야 소타츠(俵屋宗達, 

생몰년 미상), 야마모토 소켄(山本素軒, ?-1706), 와타나베 시코(渡辺

始興, 1683-1755)와 같이 주류 화파에 속해 있지 않았던 화가들도 황

실로부터 회화 제작 의뢰를 받을 수 있었다.29) 토사 미츠노리와 미츠오

키 부자는 65년 간 쿄토를 떠나 있었기 때문에 변화한 화단의 상황에서 

더욱 불리한 위치에 있었다. 미츠노리는 고요제이 천황(後陽成天皇, 

1571-1671 r. 1586-1611)의 9번째 아들이자 칸파쿠(関白)에서 퇴임

한 이치조 아키요시(一条昭良, 1605-1672)에게 청원하여 에도코로에 

복귀를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한 채 칸에이 15년(1638) 사망했다.30)

  조오 3년(1654) 미츠오키가 에도코로 아즈카리에 임명된 것은 당시 

고미즈노오 상황(上皇)과 고사이 천황(後西天皇, 1638-1685 r. 

1654-1663)이 궁정 제반 영역에서 전통 의례와 의식을 부활시키는 등 

복고주의적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고사이 천황은 무로마치

시대의 관행을 따라 에도코로 아즈카리에 토사파 화원인 미츠오키를 임

명한 것으로 보인다.31)

  아즈카리 부임 직후, 미츠오키는 궁정의 화업 중 토사파의 보수적인 

화풍을 요구하는 작업을 맡았다. 조오 4년(1655) 미츠오키는 전 5권으

로 구성된 <이시야마데라엔기에마키(石山寺縁起絵巻)>의 제2권부터 제

5권까지의 모사(模寫)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시야마데라덴키(石山寺伝

記)』에 의하면 그 중 제1권은 카노 야스노부(狩野安信, 1614-1685)

가, 제2권부터 제5권까지는 미츠오키가 모사했다고 한다. <이시야마데

라엔기에마키>의 제2-3권과 제5권은 14세기 후반의 에도코로 화풍을, 

29) 野口剛 外, 앞의 책, pp. 201-203.

30) 岩間香, 앞의 논문, pp. 41-42.

31) 고미즈노오 천황은 칸에이 6년(1629) 메이쇼 천황(明正天皇, 1624-1696 r. 

1629-1643)에게 양위하였으나 상당 기간 인세이(院政)를 시행하며 실권을 쥐

고 있었다. 토사 미츠오키의 에도코로 아즈카리 임명에 대한 내용은 岩間香, 위

의 논문, pp. 36-4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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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 미츠노부(土佐光信, 생몰년 미상)에 의해 보작(補作)된 제4권은 

15세기의 화풍을 지니고 있었다. 토사 미츠오키는 이 작업을 통해 

14-15세기의 고전 토사파 화풍을 직접 보고 그리며 학습할 수 있었다. 

  <이시야마데라엔기에마키> 모사 작업이 중요도가 낮은 작업은 아니

었으나 미츠오키는 토사파 화풍을 요구하는 화업만을 담당하는 것에 만

족할 수 없었다.32) 17세기 중후반 황실을 비롯한 주요 회화 향유층의 

미의식은 고전적인 야마토에 화풍과 이미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변화와 

혁신 없이 미츠오키가 화단에서 안정적인 위치를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

했다. 미츠오키는 토사파의 위상을 되찾고 에도코로 아즈카리로서 직위

에 걸맞는 안정적인 위치에 오르기 위해 17세기 황실의 변화된 미의식

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17세기 궁정에서 선호하는 회화는 카노 탄유의 여기(餘技)화풍의 그

림이었다. 고미즈노오 천황이 자신의 일상적・사적 공간을 장식하거나 

개인적으로 감상하기 위해 주문한 회화 작품들을 통해 그의 취향을 확인

할 수 있다. 고미즈노오인의 행차를 위해 1663년 경 신축된 카츠라리큐

(桂離宮) 신고텐(新御殿)의 아름다운 선반 카츠라다나(桂棚)와 곳곳의 

미닫이 문을 장식하고 있는 탄유의 수묵화는 모두 넓은 여백, 간소한 도

상, 적은 필획을 공통점으로 갖고 있다.33)(도 14)

  한편 야마토에 화풍이 요구되는 화업이 모두 토사파에게 맡겨지는 것

도 아니었다. 17세기 황실 구성원들은 타와라야 소타츠의 작품을 감상 

목적으로 선호했다. 소타츠의 회화는 야마토에 전통에 기반하고 있었으

며 당대의 감상자들에게 토사 미츠요시나 미츠오키의 야마토에 세밀화와 

다른 분위기를 지닌 것으로 인식되었다. 토사파의 야마토에 채색화가 일

정한 두께의 필획과 얼룩이 없는 깔끔한 채색으로 마감된 전문 화원 화

풍의 그림이었던 것과 달리 소타츠의 채색화는 수묵을 조합한 자유분방

한 필치와 타라시코미(溜込) 기법이 낳는 우연적 효과를 특징으로 하는 

32) 岩間香, 앞의 논문, pp. 41-42.

33) 野口剛 外, 앞의 책, pp.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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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추어적인 화풍이었다.34) 이러한 17세기 쿄토 화단의 상황은 토사 

미츠오키로 하여금 토사파만의 화제와 화풍을 정립하고 나아가 새로운 

화제를 도입하도록 요구했다. 

2) 토사 미츠오키의 절충적 양식과 <앵화풍수도병풍>

  토사 미츠오키는 17세기 회화의 수요 및 제작 환경의 변화에 가장 민

감하게 대처한 화가 중 하나였다. ‘토사파 부흥(復興)의 시조’라는 평가

에 걸맞게 미츠오키는 카노파(狩野派) 화풍과 남송원체(南宋院體) 화풍

을 도입하여 토사파 화풍의 쇄신을 이루었다. 그는 토사파(土佐派)의 계

승을 표방하면서도 실제의 작화에서는 폭넓은 화풍을 구사하여 다양한 

회화 수요에 부합하고자 했다. 

  미츠오키는 색면을 농채(濃彩)로 균일하게 칠하는 전통적인 야마토에 

채색법에 수정을 가했다.35) 그는 채색화에 수묵 표현을 함께 사용했으

며 넓은 여백을 두어 소쇄(瀟灑)하고 여유로운 화면을 만들어냈다. 이러

한 변화에는 카노 탄유 양식의 수묵화가 큰 영향을 미쳤다.36) 이데미츠

미술관 소장 <스마・아카시즈병풍(須磨・明石図屏風)>은 이러한 미츠

오키 양식의 특징을 보여준다.(도 15) 이 작품에서 미츠오키는 바탕에 

금니를 얇게 발라 운무(雲霧)를 표현했으며 먹과 안료를 함께 사용하여 

농담과 원근을 표현했다. 그는 채색화에 수묵화의 깊이감 있는 공간 표

34) 野口剛 外, 앞의 책, pp. 211-216. 

35) 미츠오키는 겐로쿠(元禄) 3년(1690) 집필한 화론서 『혼쵸가호타이덴(本朝画

法大伝)』에서 서예나 수묵화에 적용할 수 있는 진(眞)・행(行草)・초(草)의 

개념을 극채・중채・박채에 대응시켜 채색법의 이론화를 시도했다. 実方葉子, 

「土佐光起の「色」と「墨」-須磨・明石図屏風を中心に」, 『美術史』

47(1997), pp. 60-61. 오늘날 『혼쵸가호타이덴』이 미츠오키가 직접 집필한 

화론서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이에 대해서는 寺本健三, 「画

論研究 土佐光起『本朝画法大伝』偽撰考(1)」, 『史迹と美術』2(2019), pp. 

34-43 참조.

36) 17세기 황실과 공가들이 선호한 카노 탄유의 여기화풍은 미츠오키뿐만 아니라 

당대의 많은 화가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野口剛 外, 앞의 책, pp.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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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을 도입함으로써 당대의 여기(餘技) 회화 취향에 부응했다. 

  미츠오키는 새로운 화풍과 함께 새로운 화제를 도입하기도 했다. 그는 

남송(南宋) 화원 이안충(李安忠, 12세기 활동)의 메추리 그림을 인용 및 

재해석했다.37) 미츠오키는 화조(花鳥)의 사실적 묘사를 특징으로 하는 

남송 원체화풍(院體畵風)으로 메추리의 얼룩무늬와 깃털을 섬세하게 표

현했으며 이를 와카와 함께 카케모노(掛物)에 그렸다. 외래의 화제를 17

세기 후반 쿄토의 회화 수요층이 향유하기에 적합한 형식과 매체로 응용

한 것이다. 메추리 그림은 미츠오키에 의해 토사파의 주요 화목(畵目)으

로 확립되었으며 현재까지 전하는 작품의 수효도 상당히 많다.(도 16)

  미츠오키는 이미 도상과 양식이 확립되어 있는 기존의 화제에 새로운 

양식을 시도하거나 모티프를 추가하여 작품이 기존과 다른 맥락에서 감

상되도록 했다. 개인 소장의 <변재천상(弁才天像)>은 미츠오키의 이러

한 절충주의적 특징을 보여준다.(도 17) <변재천상>은 원래 종교적 도

상이지만 미츠오키는 기존의 도상에 변형을 가하여 작품이 일상적 감상

화로서 향유될 수 있도록 응용하였다. 미츠오키는 이 작품의 제작에 있

어 종교적 도상의 엄격한 규칙을 따르기보다 심미성을 고려하여 감상화

로서의 가치를 높였다.38) 변재천상의 팔은 여덟 개가 아닌 두 개로 표

현되었으며 상단의 빈 공간에는 수묵으로 그린 수목 표현이 더해졌다. 

채색화에 수묵 표현을 혼합하곤 했던 당대의 유행과 회화 취향을 반영한 

사례로 보인다. 

  <앵화풍수도병풍>에서도 전술한 미츠오키의 절충적 양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츠오키는 이 작품에 ‘운금병풍’이라는 모모야마시대의 화제

를 도입했으며 동시에 화풍과 구도에 변화를 가했다. 모모야마 양식 운

금병풍과 달리 <앵화풍수도병풍>의 화면은 풍성한 벚꽃과 단풍이 화면 

상단만을 차지하도록 조정되어 중앙부 공간의 여백이 넓어졌고 금지(金

37) 토사파의 메추리 그림에 대해서는 実方葉子, 「(絵描きの玉手箱1)土佐光起の鶉

(うずら)」, 『茶道雑誌』60(1996), pp. 109-116 참조.

38) 大阪市立美術館 編, 『近世やまと絵の開花 : 和のエレガンス : 特別陳列土佐光

起生誕400年』(大阪: 大阪市立美術館, 2017), p.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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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의 현란한 시각적 효과가 완화되었다. 이는 소쇄하고 여유로운 화풍

을 선호한 17세기 후반 황실의 미의식에 부합하며 동시에 나뭇가지에 

걸린 탄자쿠를 상대적으로 강조한다. 양척이 만나는 중앙을 향해 화면 

상단을 가로질러 뻗은 나뭇가지는 43장의 탄자쿠를 전시하기에 적합한 

형태로 보인다.39)

  구도의 변화로 인해 화면의 중앙에 위치하게 된 탄자쿠에는 고쇼와 저

택의 정원을 예찬하는 와카들이 필사되었다. 또한 병풍 뒷면에 그려진 

대나무 울타리 그림은 <앵화풍수도병풍> 화면 속 공간을 메이쇼가 아

닌 닫혀 있는 사적인 공간으로 변경시켰다. 요시노와 타츠타를 재현하기 

위해 기능했던 운금병풍의 벚꽃, 단풍, 탄자쿠 모티프는 원래의 기능과 

의미에서 멀어졌으며 뇨인고쇼의 가회 공간을 장식하기 위한 의장으로 

남았다. 이와 같이 미츠오키는 구도와 화풍의 변주를 통해 양식뿐만 아

니라 주제와 기능도 다른 작품을 탄생시켰다. 

39) John M. Rosenfeld, “Japanese Studio Practice: The Tosa Family and the 

Imperial Painting Office in the Seventeenth Century,” Studies in the History 

of Art 38 (1993), p.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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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앵화풍수도병풍>의 제작 배경

1. <앵화풍수도병풍>과 토후쿠몬인(東福門院)

  토후쿠몬인은 막부의 2대 쇼군 토쿠가와 히데타다의 딸이며 막부 출

신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천황의 정실(正室)인 중궁의 지위에 올랐다.40)

초대 쇼군 토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 1543-1616 r. 1603-1605)는 

토쿠가와 가문의 혈통을 계승하는 천황을 세우고자 토후쿠몬인의 입궁

[入内]을 추진했다. 겐나(元和) 6년(1620) 토후쿠몬인은 고미즈노오 천

황의 여어(女御)가 되어 입궁했으며 칸에이 원년(1624) 중궁에 책봉되

었다. 토후쿠몬인은 슬하에 2남 5녀를 두었으나 두 아들이 모두 어린 나

이에 사망했다. 이후 장녀 오키코(興子)가 메이쇼 천황(明正天皇, 

1624-1696 r. 1629-1643)으로 즉위하여 황위를 이었다.

  토후쿠몬인은 고미즈노오 천황과 함께 17세기 황실 문화 부흥에 기여

했다. 고미즈노오 천황은 양위(讓位) 후 고전문학, 가회(歌会), 차도(茶

道), 서도(書道)와 같은 예술 및 학문 활동에 전념했으며 ‘칸에이 문화

(寛永文化)’라는 복고주의적인 황실 문화를 꽃피웠다.41) 이는 토후쿠몬

인을 통해 궁정으로 유입되는 막부의 풍족한 경제적 지원이 있었기에 가

능했다. 토후쿠몬인은 우아하고 세련된 취향의 소유자로서 당대의 화가

와 다인(茶人), 상인(商人)들을 후원했으며 뛰어난 심미안으로 서화(書

画), 차도구(茶道具), 키모노(着物) 등을 수집했다.42) <앵화풍수도병

40) 본명은 토쿠가와 카즈코(徳川和子)이다. 입궁 후 탁음을 꺼리는 황실의 관행에 

따라 마사코(和子)로 개명했다. 1629년 고미즈노오 천황이 양위한 후 토후쿠몬

인이라는 원호(院号)를 받았다. 토후쿠몬인에 대한 내용은 久保貴子, 『德川和

子』(東京: 吉川弘文館, 2008) 참조.

41) 고미즈노오 천황에 대한 내용은 熊倉功夫, 『後水尾天皇』(東京: 中央公論新社, 

2010) 참조. 칸에이 문화에 대한 내용은 岡佳子・岩間香 編, 『寛永文化のネッ

トワーク : 「隔蓂記」の世界』(京都: 思文閣出版, 1998); 熊倉功夫, 『熊倉功

夫著作集 第五巻 寛永文化の研究』(京都: 思文閣出版, 2017) 참조.

42) 토후쿠몬인의 예술 후원에 대해서는 Elizabeth Lillehoj, "Tōfukumon'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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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은 토후쿠몬인이 소장한 작품으로 전해져 왔다. 이러한 인식은 작품

과 함께 전승된 문헌 기록 및 작품에 세공된 토쿠가와 가문 문장(紋章)

으로 인해 형성되었으며 현재까지 이 작품 연구의 전제가 되고 있다. 그

러나 <앵화풍수도병풍>을 토후쿠몬인의 유물로 기록한 문헌들은 모두 

19세기에 작성되었거나 작성 시기를 알 수 없는 것들이다. 본장에서 필

자는 <앵화풍수도병풍>과 함께 전승된 문헌을 재검토한 후 구도와 모

티프의 분석을 통해 작품과 토후쿠몬인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1) 전승 문헌에 대한 재검토

<앵화풍수도병풍>은 1957년 나라자키 무네시게에 의해 처음으로 학

술지에 소개되었다. 당시 작품은 와카의 필자 감정서 1점, 감정서의 포

장지 1점,　보관 상자 1점, 기타 문서 1점과 함께 전승되고 있었다.43) 보

Empress, Patron, and Artist,” Woman's Art Journal 17 (1996), pp. 28-34 

참조.

43) 기타 문서 1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聚楽城行幸歌一巻宝暦四甲戌七月冷泉権

中納言宗家卿□□□殊勝思召之由ニて烏丸権中納言光胤卿之御見せ□□彼卿御返

幹被下候也宝暦四甲戌七月一日四郎次郎延貞” 楢崎宗重, 앞의 논문, p. 395에

서 재인용.

차야시로지로 노부사다(茶屋四郎次郎延貞)가 호레키(宝暦) 4년(1754)에 작성

한 것으로 그의 소장품인 <쥬라쿠죠교코우타(聚楽城行幸歌)> 두루마리 1권에 

대한 기록이다. 나라자키에 의하면 이 두루마리는 1957년 당시 <앵화풍수도병

풍>과 함께 전승되지 않았다. 노부사다는 문서에 <쥬라쿠죠교코우타>를 열람

한 인물들을 기록하였다. 이 문서가 <앵화풍수도병풍>과 함께 전승된 이유는 

알 수 없다. 나라자키 무네시게는 이 문서가 작성된 날짜로부터 <앵화풍수도병

풍>이 호레키 4년(1754) 이전에 차야 시로지로 가의 소유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타마무시 사토코는 2009년 발표한 글에서 위 문서와 

<쥬라쿠죠교코우타>를 언급했다. 그는 차야 시로지로가 <앵화풍수도병풍>과 

<쥬라쿠죠교코우타>를 함께 하사받았으며 두 점의 작품 모두 토후쿠몬인의 유

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앞에서 인용한 노부사다의 문서의 내용

으로부터는 <쥬라쿠죠교코우타>가 토후쿠몬인의 유물이라고 판단할 만한 합당

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또한 타마무시 사토코는 이후 <앵화풍수도병풍>을 

다룬 다른 논저들에서 <쥬라쿠죠교코우타>의 존재를 다시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필자는 <쥬라쿠죠교코우타>가 토후쿠몬인 또는 <앵화풍수도병풍>과 직

접 관련을 가졌던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판단하여 본고에서 다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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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상자와 문서의 원본은 1964년 작품이 미국으로 유출되는 과정에서 

모두 유실되어 현재 전하지 않는다.44) 유실된 자료들의 내용은 현재 나

라자키의 논문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앵화풍수도병풍>은 후지모토 료인(藤本了因, 1626-1704)이 겐로

쿠(元禄) 11년(1698)에 작성한 와카 필자 감정서와 함께 전승되었다. 

감정서에는 작품 속 와카 40수의 필자 목록과 료인의 서명, 목록을 작성

한 날짜가 기록되었다.45) 이 감정서는 작품 제작 연대로부터 가까운 시

기에 작성된 문서이다. 그러나 이 감정서에 기록된 내용은 극히 제한적

이다. 감정이 이루어진 당시 작품의 소장자, 필적 감정의 의뢰자, 감정의 

의뢰가 이루어진 정황 등에 대한 정보는 기록되지 않았다. 

감정서를 포장한 종이에도 작품에 대한 간략한 기술이 남아 있었다. 

기록이 작성된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다. 

토후쿠몬인으로부터의 배령품

카나구(金具)에 문장(紋章) 있음

벚꽃과 단풍 병풍 1쌍 토사 미츠오키 필

공가들의 기합서

후지모토 료인의 감정서 한 통 있음46)

기록은 <앵화풍수도병풍>이 토후쿠몬인의 하사품이며 병풍의 금속 장

식에 토쿠가와의 문장이 있다고 설명한다. 기록의 말미에는 탄자쿠의 와

Satoko Tamamushi, 앞의 논문(2009), pp. 41-42; Janice Katz, ed., 앞의 책, 

p. 135의 주석 7번에서도 위 문서와 <앵화풍수도병풍> 사이에 직접적 관련이 

없음을 설명하였다. 

44) 玉蟲敏子, 앞의 논문 (2009), p. 47. 

45) 후지모토 료인의 와카 필자 감정서에 대해서는 본고 4장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

다. 

46) 楢崎宗重, 앞의 논문, p. 394에서 재인용.

“東福門院様ゟ　御拝領金物御紋付

御屏風桜紅葉壹双土佐光起筆

公家衆寄合書　藤原了因極壹通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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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가 당대 공가들의 기합서(寄合書)라는 점이 언급되었다. 이 내용은 보

관 상자의 하코가키(箱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보관 상자 뚜껑의 바깥 면에는 ‘花紅葉御屏風　短冊筆者目録’이라는 묵

서(墨書)가 있어 내용물과 부속 문서를 표시했다. 상자 뚜껑의 안쪽 면

에는 다음과 같은 하코가키가 남아 있었다.47)

토사 미츠오키 필 운금병풍은 원래

토후쿠몬인의 물품으로 차야시로지로(茶屋四郎次郎)가 배령(拝領)

메이지 9년(1876) 음력 2월 현재 □□씨가 입수

탄자쿠 와카는 당상(堂上方)의 기합서

후지와라 료인(藤本了因)의 감정서 있음

료인은 코히츠 료사(古筆了佐)의 제자이며 초호(初号)는 코무로(古室), 초

명(初名)은 카사하라 키잔(笠原箕山)이라고 함48)

이 기록은 작품이 제작된 17세기 후반으로부터 약 2세기가 지난 1876

년에 작성된 것이다. 지워진 부분은 기록 작성 당시의 소장자 이름이다. 

나라자키는 작품의 소유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기존 소장자의 이름이 지

워졌을 것이라고 추정했다.49)

  위 기록은 <앵화풍수도병풍>이 토후쿠몬인의 유물이었으며 차야시로

지로(茶屋四郎次郎) 가(家)의 인물이 이를 하사 받았다고 설명한다. 차

야시로지로 가는 17세기 토쿠가와 막부에 키모노를 공급한 쿄토의 호상

(豪商)이다. 이 가문은 초대 당주(当主) 키요노부(茶屋四郎次郎清延, 

47) 楢崎宗重, 앞의 논문, p. 394.

48) 楢崎宗重, 앞의 논문, p. 394에서 재인용.

“土佐光起筆 雲錦屏風者元来

東福門院様御物ニ而茶屋四郎治郎拝領也

今明治九丙子仲春□□氏所蔵ニ相成

御短冊和歌ハ堂上方御寄合書

藤本了因極鑒定有

了因ハ古筆了佐門人ニ而初号古室初名笠原箕山ト云”

49) 楢崎宗重, 앞의 논문, p. 394.



- 23 -

1545-1596)가 혼노지의 변(本能寺の変, 1582) 당시 토쿠가와 이에야

스에 협력한 것을 계기로 막부의 비호 아래 주인선(朱印船) 무역에 종사

했으며 생사(生糸)를 수입하여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50) 토후쿠몬인과 

차야시로지로 가 사이의 직접적인 교류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작품이 차야시로지로 가에 직접 하사되었을 가능성과 다른 가문을 거쳐 

이 가문에 유입되었을 가능성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 기록에서는 작품의 탄자쿠가 당대 공가의 기합서라는 점이 더욱 부

각되었다. 감정가 후지모토 료인에 대한 설명도 구체적이다. 료인의 스

승인 고필 감정가 코히츠 료사(古筆了佐, 1572-1662)에 대한 내용까지 

언급되었다. 병풍의 탄자쿠가 공가 기합서라는 사실이 작품 가치의 중요

한 부분을 구성했던 것으로 보인다. 후지모토 료인과 와카 필자 감정서

에 대해서는 본고 4장에서 보다 자세히 다룰 것이지만 <앵화풍수도병

풍>이 공가 기합서라는 사실은 오늘날 연구자들에 의해 부정되고 있다. 

  한편 본 병풍의 측면 카나구(金具)에는 토쿠가와 가문의 문장(紋章)이 

세공되어 있다.(도 18) 이는 17세기 후반 토쿠가와 가문의 인물이 <앵

화풍수도병풍>을 제작하거나 소장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앵화풍수도

병풍>에 세공된 문장은 토후쿠몬인이 양녀 후히메(富姫, 1621-1662)

의 혼수품으로 주문한 카노 탄유 필 <겐지모노가타리병풍(源氏物語屏

風)>의 문장과 형태가 동일하다.51)(도 19) 토쿠가와 문장의 존재는 

<앵화풍수도병풍>이 토후쿠몬인의 유물이라는 전승 기록의 신빙성을 

높였다.52)

50) E. S. Crawcour, “Changes in Japanese Commerce in the Tokugawa Period,”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22 (1963), pp. 390-391.

51) Tamamushi, 앞의 논문, p. 36.

52) 전술한 카노 탄유 필 <겐지모노가타리병풍>의 경우 주문자인 토후쿠몬인과 작

품을 수령하는 인물 후히메가 모두 토쿠가와 혈통의 인물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후히메는 토후쿠몬인의 친언니인 타마히메(珠姫, 1599-1622)의 

딸로 타마히메 사후 이모인 토후쿠몬인의 양녀가 되었다. <앵화풍수도병풍> 

역시 작품의 주문자와 수령자가 모두 토쿠가와 가문의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존

재한다. Tamamushi, 위의 논문, p. 34.



- 24 -

  <앵화풍수도병풍>과 함께 전승된 문헌들은 작성 시기와 출처를 알 

수 없어 그 자체만으로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다. 뿐만 아

니라 하코가키는 작품의 매매 과정에서 불확실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

되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내용 검토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현재 

<앵화풍수도병풍>의 와카 탄자쿠가 공가들의 기합서라는 점은 대부분

의 연구자들에 의해 부정되고 있으며 차야시로지로 가와 토후쿠몬인 간

의 직접적인 교류도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앵화풍수도병풍>이 토후쿠

몬인의 유물이라는 전승은 토쿠가와 가 문장과 같은 추가적인 정황 증거

에 의해 오늘날 통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본고에서 필자는 <앵화풍수

도병풍>의 구도와 모티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 작품이 토후쿠몬인의 

유물이라는 추가적인 정황 증거를 제시해 볼 것이다.  

2) 우타아와세(歌合) 구도와 춘추우열논쟁(春秋優劣論爭) 관련 모티프

<앵화풍수도병풍>과 토후쿠몬인의 관계는 전승 문헌뿐만 아니라 구

도 및 모티프 분석을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작품의 구도와 모티프로

부터 ‘춘추우열논쟁(春秋優劣論爭)’이라는 일본 고전문학의 화소(話素)

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춘추우열논쟁 모티프의 문학 작품에는 봄

과 가을 중 더 아름다운 계절을 가리기 위해 와카를 주고받는 인물들이 

등장한다.53) 우타아와세(歌合)의 성격을 띠는 춘추우열논쟁에서 중궁은 

논쟁을 주재(主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춘추우열논쟁 모티프를 연상시

키는 <앵화풍수도병풍>은 중궁인 토후쿠몬인의 소장품으로 적합했을 

것이다. 

<앵화풍수도병풍>에 반영된 춘추우열논쟁 모티프를 확인하기 위해 

먼저 작품의 탄자쿠 배치와 우타아와세 구도의 유사성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54) <앵화풍수도병풍>은 우타아와세를 회화화(繪畫化)한 카센에

53) 최재철, 「일본문학에 나타난 계절 표현의 유래 -“춘추우열 경쟁” 소재를 중심

으로」, 『일어일문학연구』88(2014), p.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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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歌仙絵) 병풍과 화면의 구성 원리가 매우 유사하다.55) ‘산쥬롯카센에

(三十六歌仙絵)’는 우타아와세를 화면의 구성 원리로 취하는 카센에의 

대표적인 화제(畫題)이다. 산쥬롯카센에에서 와카 명인(名人) 36인의 초

상화는 실제의 우타아와세 경연처럼 각 18인씩 좌방(左方)과 우방(右

方)으로 나뉘어 상대편을 마주보도록 그려진다.56)

산쥬롯카센에의 현전하는 최고(最古)의 작례는 13세기 초반에 제작된 

사타케(佐竹) 본(本) <산쥬롯카센에마키(三十六歌仙絵巻)>이다.57)(도 

20) 이 작품은 원래 상・하 2권의 에마키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1919년 

작품을 공동으로 구매한 다인(茶人)들에 의해 36 부분으로 분할되었다. 

분할・산일 이전 작품 본래의 구성과 배치는 우타아와세의 실제 연행 방

식을 반영하고 있었다. 상・하　각 권에 좌・우방의 가인이 18명씩 배치

되었으며 우타아와세 연행 시 좌방에서 먼저 낭송을 시작하는 관례에 따

라 좌방 가인들의 초상화가 상권에 배치되었다.58) 상권에 그려진 좌방

의 가인들은 모두 왼쪽을, 하권에 그려진 우방의 가인들은 모두 오른쪽

을 바라보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 때 상권을 오른쪽에, 하권을 왼쪽

에 나란히 펼치면 양방의 가인들은 실제 우타아와세 경연에서처럼 상대

편을 마주보도록 화면 속에 배치된다. 이는 산쥬롯카센에를 비롯한 우타

54) 우타아와세는 가인(歌人)들이 좌방(左方)과 우방(右方) 두 편으로 나뉘어 정해

진 주제에 맞는 와카를 번갈아 한 수씩 읊고 우열을 가리는 집단 문학 유희를 

의미한다. 김충영, 『일본 고전문학의 배경과 흐름』(고려대학교출판부, 2007), 

p. 54.

55) 카센에(歌仙絵)는 뛰어난 가인(歌人)들의 초상화와 와카를 일련의 순서 따라 

제시한 그림을 의미한다. 김지현, 「가센에도상(歌仙絵図像)의 변천 : 출판문화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며」, 『한림일본학』25(2014), p. 211.

56) 후지와라노 킨토(藤原公任, 966-1041)는 와카집 『산쥬로쿠닌센(三十六人

撰)』을 편찬하며 헤이안시대의 뛰어난 가인 36인을 선정했다. 김지현, 위의 논

문, p. 211.

57) Sakomura, 앞의 책, pp. 64-67.

58) Sakomura, 앞의 책, pp. 79-83. 두 권 모두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펼치는 

두루마리의 감상 방식을 감안하여 화면의 우측에 1번 가인을 배치하고 있다. 

감상자는 왼쪽으로 두루마리를 펼쳐 가며 1번부터 18번까지 각 가인들의 카센

에와 그들의 대표 와카 1수씩을 순서대로 감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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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와세 형식 카센에의 재현 원리로 확립되었다.(도 21) 에마키, 화첩, 

병풍, 편액(扁額) 등 매체를 막론하고 우타아와세 회화에서 좌방의 가인

은 좌측을 향한 자세로 화면의 우측에, 우방의 가인은 우측을 바라보는 

자세로 화면의 좌측에 배치되었다.(도 22) 

<앵화풍수도병풍>의 화면 구도에서도 이러한 우타아와세의 재현 원

리를 발견할 수 있다. 우척과 좌척의 탄자쿠들을 각각 우타아와세의 좌

방과 우방 가인들로 상정하면 양척의 탄자쿠들이 상대편을 향해 마주보

는 구도로 그려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좌방 가인들로 상정되는 우척의 

탄자쿠는 병풍의 좌척, 즉 우방 가인들을 바라보듯 왼쪽 방향으로 나부

끼고 있다. 반대로 우방 가인들에 해당하는 좌척의 탄자쿠는 우척, 즉 

좌방 가인들을 향해 날린다. 양척의 탄자쿠가 서로 마주보도록 배치된 

구도는 운금병풍 중 <앵화풍수도병풍>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다. 

한편 <앵화풍수도병풍>의 탄자쿠 배치와 유사한 실제 우타아와세의 

연행 기록이 있어 주목된다. 이 작품은 우척에 21매, 좌척에 22매의 탄

자쿠가 배치되어 있다. 즉, 양척의 탄자쿠 매수(枚數)가 상이한데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이다.59) 칸에이 연간에 연행된 우타아와세의 기록 

『우타아와세키(歌合記)』에 따르면 칸에이 16년(1638) 센토고쇼(仙洞

御所)에서 개최된 우타아와세는 좌방의 참가자 수가 우방의 참가자 수보

다 한 명 적다.60)

『우타아와세키』에는 칸에이 16년 센토고쇼 우타아와세 연행에 참가

한 인물들의 목록은 물론 그들의 의복, 좌석의 위치까지 상세한 정보가 

도안과 함께 기록되어 있다.(도 23) 이 우타아와세의 개최자이자 좌주

(座主)는 고미즈노오 상황이다. 좌주의 좌측으로 좌방의 가인 9명의 좌

석이 일렬로 배치되었으며 우측으로 우방의 가인 10명의 좌석이 일렬로 

배치되었다.(도 24) 이 우타아와세에서는 좌주인 고미즈노오 상황이 좌

59) 네즈미술관 소장 <요시노타츠타즈병풍> 및 댄지거 컬렉션 소장 <앵화풍수도

병풍>은 모두 양척에 각각 15매로 동일한 매수의 탄자쿠가 나타난다. 

60) 高梨素子, 「寛永十六年歌合の一記録 : 執筆の目的と和歌奉行の仕事」, 『いわ

き明星大学人文学部研究紀要』27(2014), 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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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의 제 1가인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좌방에 9명의 좌석만이 배치되었다. 

만약 <앵화풍수도병풍>의 우척, 즉 좌방의 탄자쿠 매수가 우방보다 1

매 적은 이유가 이와 동일하다면 화면 안에서 전개되는 우타아와세는 감

상자의 참여에 의해 시작되며 완성되는 구조임을 알 수 있다. 이 작품이 

우타아와세를 주최할 수 있는 정치적・문화적 권위를 지닌 감상자를 위

해 제작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우타아와세 구도로 배치된 탄자쿠는 벚꽃과 단풍 모티프와 결합함으

로써 ‘춘추우열논쟁(春秋優劣論爭)’을 연상시킨다. 춘추우열논쟁은 헤이

안시대부터 와카와 모노가타리(物語)의 소재로 즐겨 사용된 고전 문학의 

모티프이다.61) 춘추우열논쟁이란 봄과 가을 중 어느 계절이 더 아름다

운지 와카를 지어 우열을 겨루는 논쟁을 의미한다. 춘추우열논쟁 모티프

의 작품에서 많은 경우 천황의 배우자인 중궁(中宮)이나 황후(皇后)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이들은 천황이 봄과 가을 중 어느 쪽이 더 

아름다운 계절인지 질문을 던졌을 때 가장 먼저 와카를 지어 답하는 인

물이다. 논쟁의 적극적 참여자로서 천황의 배우자가 갖는 존재감은 초기 

춘추우열논쟁가에 해당하는 『만요슈(万葉集)』 권(卷) 1 중 16번째 노

래의 코토바가키(詞書)에 잘 드러나 있다. 

  

텐치 천황이 내대신(内大臣) 후지와라노 카마타리에게 분부하여 봄 산의 

만발한 꽃들의 화려함과 가을 산의 울긋불긋하게 물든 단풍잎의 아름다움을 

겨루게 했을 때, 천황의 총애를 받던 누카타노 오키미가 노래로 판정했다.62)

  

누카타노 오키미(額田王, 생몰년 미상)는 텐치 천황(天智天皇, 

626-672 r. 668-672)의 궁정 가인으로 텐무 천황(天武天皇, ?-686 r. 

673-686)의 비(妃)라는 설이 있으나 『일본서기(日本書紀)』에 공식적

61) 島本あや, 「『源氏物語』少女巻の春秋優劣歌と『宰相中将伊尹君達春秋歌合』 : 

「岩根の松」「つくりごと」の先例をめぐって」, 『物語研究』13(2013),　 pp.　 

120-122.

62) 최재철, 앞의 논문, p.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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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기록된 바는 없다. 그러나 『만요슈』에는 누카타노 오키미가 텐치 

천황, 텐무 천황과 주고받은 사랑의 증답가(贈答歌)가 다수 실려 있어 

그들의 관계를 짐작하게 한다.63) 텐치 천황이 내대신 후지와라노 카마

타리(藤原鎌足, 614-669)에게 봄 산과 가을 산의 우열을 묻자 누카타

노 오키미는 내대신을 대신하여 노래를 지어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겨울잠 자던 봄이 찾아오면 그동안 울지 않던 새도 날아와 울고 피지 않

던 꽃도 피건만, 나무가 무성하여 들어가 꺾을 수도 없고 풀숲이 깊어 꺾어

서 손에 들고 볼 수도 없네. 가을 산 나뭇잎을 볼 때는 울긋불긋한 단풍잎을 

손에 들어 즐기지만 물들지 않은 푸른 잎은 그대로 놓고 탄식하네. 이 점이 

애석하니, 나는 역시 가을 산이 더 좋아라.64)

춘추우열논쟁 화소가 나타나는 모노가타리인 『시쥬니노모노아라소이

(四十二のもの争い)』에서도 중궁은 천황의 질문에 가장 먼저 답하는 인

물로 등장한다. 헤이안시대의 어느 봄, 천황이 봄과 가을 중 어느 쪽이 

더 사랑할 만한 계절인가 좌중(座中)에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이 때 중궁이 붓을 들어 푸른빛 종이에 가을을 더 사랑한다는 

내용의 와카를 지어 올리며 중궁의 와카를 시작으로 우타아와세가 이어

진다.65)

한편 중궁 자신이 춘추우열논쟁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었다. 춘추우열

논쟁 중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작품인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

의 「오토메(少女)」권에서 가을을 좋아하는 아키코노무 중궁(秋好中宮)

은 무라사키노우에(紫の上)에게 와카를 보냄으로써 봄과 가을의 우열에 

대한 논쟁을 시작한다. 

「오토메」권에서 히카루 겐지(光源氏)는 아키코노무 중궁이 어린 시

절을 보낸 로쿠조인(六条院)을 4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각각 사계절에 

63) 강용자, 『『만엽집』읽기』(세창출판사, 2013), pp. 40-41.

64) 최재철, 앞의 논문, p. 82.

65) Sakomura, 앞의 책, pp. 188-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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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울리는 경물과 취향으로 단장했다. 겐지는 그 중 가을에 해당하는 서

남쪽의 저택을 아키코노무 중궁이 사용하게 하였고 자신은 무라사키노우

에와 함께 봄에 해당하는 동남쪽의 저택을 사용했다. 9월이 되자 여기저

기에 단풍이 들었고 아키코노무 중궁이 거처하는 정원에도 가을의 아름

다운 정취가 느껴지기 시작했다. 아키코노무 중궁은 저녁 무렵 벼루 상

자 덮개 위에 갖가지 가을 꽃과 단풍을 섞어 장식하여 시 한 수와 함께 

무라사키노우에에게 보냈다.66)

봄을 기다리는 정원에서는 아직 심심할 때이니 바람결에 보내는 단풍이나

마 보세요.67)

  

이에 대한 답가로 무라사키노우에는 벼루 상자 덮개에 이끼를 깔고 바위 

등으로 꾸며서 소나무 가지에 묶어 시와 함께 보냈다. 

바람에 지는 가벼운 단풍이여, 봄의 푸른빛을 영원히 변치 않는 바위 밑 

소나무에서 보세요.68)

무라사키노우에는 아키코노무 중궁이 춘추우열의 논쟁을 시작했음을 알

아차리고 가을인 시점에 봄 저택에서 구할 수 있는 소나무 가지로 벼루 

상자를 꾸며 보냈다.69) 이 춘추우열논쟁은 다음 봄으로 이어졌다. 「코

쵸(胡蝶)」권에서 로쿠조인에 봄이 돌아오자 무라사키노우에의 봄 저택

에서 화려한 연회가 열렸다. 무라사키노우에는 지난 가을의 일을 떠올리

66) 무라사키 시키부, 『겐지이야기』4, 세토우치 자쿠초 현대일본어로 옮김, 김난

주 한국어로 옮김(한길사, 2007), pp. 152-156.

67) “こころから春まつ苑はわがやどの紅葉を風のつてにだに見よ” 김종덕, 「『源氏

物語』의 美意識 : 春秋優劣論爭을 중심으로」,　『일어일문학연구』48(2004), 

p. 12에서 재인용.

68) “風に散る紅葉はかろし春のいろを岩ねの松にかけてこそ見め” 김종덕, 위의 논

문, p. 12에서 재인용.

69) 무라사키 시키부, 위의 책, pp. 156-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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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아키코노무 중궁에게 봄 꽃과 함께 와카를 보냈다.70)

봄꽃 핀 화원 찾아 온 나비조차 풀잎 밑에서 가을을 기다리는 벌레는 싫

어할까요71)

무라사키노우에는 아키코노무 중궁을 풀벌레에 비유하고 봄의 화려함을 

나비에 비유하여 봄이야말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아름다움을 지닌 계

절이라고 강조했다. 

  「오토메」와 「코쵸」권에서 중궁은 일종의 춘추우타아와세(春秋歌

合)를 시작한 인물이다. 이 때 아키코노무 중궁과 무라사키노우에는 단

순히 와카만을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 함께 보내는 벼루 상자의 장식, 그

것을 운반하는 시녀의 의복까지 경쟁의 대상으로 인식했다. 『겐지모노

가타리』 속 춘추우타아와세는 어느 쪽이 와카와 장식, 의복의 색상과 

디자인 등을 일체감 있고 우아하게 조합하여 ‘미야비(雅)’를 잘 드러내

는지 겨루는 풍류적인 귀족 여성의 유희였다. 

  한편 『에이가모노가타리(栄花物語)』에는 텐기(天喜) 4년(1056) 고

레이제이 천황(後冷泉天皇, 1025-1068 r. 1045-1068)의 황후궁 칸시

(皇后宮寛子, 1036-1127)가 개최한 춘추추타아와세의 화려한 광경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다.72). 우타아와세를 위해 와카뿐만 아니라 와카

를 기록할 책자의 장식, 궁녀들이 맞추어 입은 의복 등이 봄과 가을의 

취향에 부합하도록 철저히 준비되었다.73) 『겐지모노가타리』와 마찬가

지로 황후궁 칸시의 춘추우타아와세도 황후와 귀족 여성들이 고쇼의 뜰

에서 향유한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유희였다. 

  여러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중궁・황후는 춘추우열논쟁 화소와 불가

70) 무라사키 시키부, 위의 책, pp. 246-247; 김종덕, 위의 논문, pp. 14-15.

71) “花ぞののこてふをさへや下草に秋まつむしはうとく見るらむ” 김종덕, 앞의 논

문, p. 15에서 재인용.

72) 赤澤真理, 「王朝における歌合の空間」,　 『国際日本文学研究集会会議録』

35(2012), p. 186.

73) 赤澤真理, 앞의 논문, pp. 18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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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관계에 있다. 중궁・황후는 논쟁에 불을 붙이는 인물이거나 우타아

와세를 직접 개최하는 인물이었다. 『겐지모노가타리』, 『시쥬니노모노

아라소이』 등의 작품은 에도시대에도 독자층의 사랑을 받은 모노가타리

였던 만큼 당시 고전 문학에 대한 교양을 갖춘 감상자라면 <앵화풍수도

병풍>과 같은 춘추 대립의 모티프로부터 중궁의 존재를 감지할 수 있었

을 것이다. 

2. <앵화풍수도병풍>의 제작 시기와 목적

1) 장수(長壽)와 번영(繁榮)의 기원(冀願)

<앵화풍수도병풍>의 와카 중 5수는 분류된 주제[部立] 및 코토바가

키(詞書)를 통해 하례(賀禮)와 축원(祝願)의 주제를 분명히 드러낸

다.74) 그 중 4수는 각각『쇼쿠코킨와카슈(続古今和歌集)』,『신쵸쿠센와

카슈(新勅撰和歌集)』,『센자이와카슈(千載和歌集)』,『신슈이와카슈(新

拾遺和歌集)』의 하례(賀) 권(巻)에 수록된 노래이다.75) 우척 19번 탄

자쿠에 해당하는 후지와라노 치카게(藤原千景, 11세기)의 와카는 봄(春) 

권에 수록되었지만 출전에 함께 기재된 코토바가키를 통해 하례용 병풍

74) 와카에서 코토바가키(詞書)란 그 노래를 읊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 짤막한 내용

의 산문을 의미한다. 김충영, 앞의 책,  p. 67. 

75) 타마무시 사토코는 <앵화풍수도병풍>의 와카 40수 중 4수가 칙찬와카집의 하

례 권을 출전으로 한다는 점을 근거로 이 병풍이 하례의 목적으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센자이와카슈』와『신슈이와카슈』수록 와카 2

수가 각각 병풍 우척과 좌척의 양 극단에 배치되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 2수

는 각각 중궁 토쿠시 내친왕의 장수를 기원하는 호리카와 천황의 노래와 쇼케

이몬인의 번영과 안녕을 기원하는 고우다 천황의 대신 오구라 사네노리의 노래

이다. 타마무시 사토코는 황실의 여성을 축원하는 2수의 와카가 병풍의 시작과 

끝에 해당하는 중요한 위치에 배치된 것을 근거로 <앵화풍수도병풍>이 중궁 

토후쿠몬인을 위한 하례 병풍으로 제작되었을 것이라고 추론했다. 본고에서는 

위 2수를 포함하여 하례의 와카를 모두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 玉蟲敏子, 앞

의 논문(2009), p.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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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노래한 뵤부우타(屏風歌)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76)(도 25) 각 와카

의 본문과 창작의 맥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척 1번

갖가지 색으로 번성하며 꽃피우라 벚꽃이여 천세 동안 폐하의 

카자시(挿頭)가 되도록77)

입도 전 태정대신(入道前太政大臣) 사이온지 사네우지

『쇼쿠코킨와카슈』20 賀 1865

사이온지 사네우지(西園寺実氏, 1194-1269)는 카마쿠라시대의 공경

이자 가인이며 사네우지의 장녀 키츠시(西園寺姞子, 1225-1292)는 고

사가 천황(後嵯峨天皇, 1220-1272 r. 1242-1246)의 중궁 오오미야인

(大宮院)이다. 후에 오오미야인의 두 아들은 각각 고후카쿠사 천황(後深

草天皇, 1243-1304 r. 1246-1260)과 카메야마 천황(亀山天皇, 

1249-1305 r. 1260-1274)으로 즉위하였다. 사네우지의 노래는 난보쿠

초(南北朝)시대의 역사 모노가타리(歴史物語)인 『마스카가미(増鏡)』 

8권 오리이루쿠모(おりゐる雲)에도 등장한다.78) 쇼겐(正元) 원년(1259) 

76) 필자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 <앵화풍수도병풍>의 각 탄자쿠에 번호를 부여했

다. 각 탄자쿠의 번호는 (도 25) 참조. 각 탄자쿠에 필사된 와카의 원문과 작

자, 출전(出典)은 (표 1, 2) 참조. 

77) 본고에서 별도의 표기가 없는 한 <앵화풍수도병풍> 와카의 한국어 번역은 모

두 후미코 크랜스턴(Fumiko E. Cranston)의 영문 번역을 참고한 필자의 번역

이다. Fumiko E. Cranston, “Translations of the Waka Poems on Tosa 

Mitsuoki’s Flowering Cherry and Autumn Maples with Poem Strips,” Janice 

Katz ed., Beyond Golden Clouds : Japanese Screens from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and the Saint Louis Art Museum (Chicago: Art Institute of 

Chicago, 2009), pp. 48-55. 후미코 크랜스턴은 제시한 원문의 표기는　新編国

歌大観編集委員会 編, 『新編国歌大観』(角川書店, 1983-1992)을 따른다. 

78)『마스카가미(増鏡)』는 고토바 천황(後鳥羽天皇)의 탄생으로부터 고다이고 천

황(後醍醐天皇) 치세까지의 150여 년의 역사를 기술한 역사 모노가타리이다. 

작자와 성립 배경은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으나 니조 요시모토(二条良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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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사이온지(西園寺)의 꽃이 한창일 때 오오미야인이 대장경 공양[一

切経供養] 법회를 베풀었다. 법회의 다음날에는 관현악 연주가 이어졌

다. 이어진 관현악 연주에서 연회에서 고사가 천황은 시대의 영화(榮華)

를 노래했다.79)

갖가지 색으로 가지마다 일제히 피었네 꽃도 이 몸도 지금이 바

로 전성기로구나80)

고사가 천황

사네우지의 와카는 이에 대한 답가로 이어진 노래였다. 그는 사이온지

에 만개한 벚꽃이 오래도록 황실의 카자시(挿頭), 즉 머리나 관에 꽂는 

꽃 장식이 되기를 기원했다. 사이온지에 만개한 벚꽃은 권세가 절정에 

도달한 사네우지 자신의 가문을 상징하며 동시에 고사가 천황 치세의 영

화를 의미하기도 했다. 사이온지 가문은 대대로 황실의 외척세력인 동시

에 카마쿠라 막부와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그의 와카에는 황실의 

번영에 대한 축원과 사이온지 가문에 대한 자부심이 함께 드러난다. 

1320-1388)가 오안(応安) 연간(1368-1374)에 썼다는 설이 유력하다. 쿄토 

세이료지(清凉寺)의 늙은 비구니를 화자로 설정하여 무가의 횡포와 황실의 쇠

락을 개탄하고 조정과 무가 사이의 갈등을 상세히 기술했다. 김충영, 앞의 책, 

pp. 117-118. 

79) “正元元年三月五日、西園寺の花ざかりに、大宮院、一切経供養せさせ給ふ。 …… 

又の日、御前の御遊び始まる。 …… 御遊び果てて後、文台めさる。院の御製、” 

和田英松　編, 『校註増鏡』(明治書院, 1929), pp. 114-115. 

80) 和田英松　編, 앞의 책, p. 115. “色々に枝をつらねて咲きにけり花も我が身も今

盛りかも” 본문의 한국어 번역은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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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척 15번

오늘에야 보네 옥 같은 꽃받침 위에 피어난 벚꽃 평온한 봄날 

넘치는 정취를

호리카와 우대신(堀河右大臣) 후지와라노 요리무네

『신쵸쿠센와카슈』7 賀 464

출전의 코토바가키에 의하면 이 와카는 텐기(天喜) 4년(1056) 윤

(閏) 3월 츄덴(中殿)에 새로 만든 벚꽃을 완상하는 정취를 읊은 노래이

다.81) 작자 후지와라노 요리무네(藤原頼宗, 993-1065)는 고레이제이 

천황(後冷泉天皇, 1025-1068 r. 1045-1068)의 황후 후지와라노 칸시

(藤原寛子, 1036-1127)의 숙부이기도 하다. 고레이제이 천황은 레이제

이인(冷泉院)의 전사(殿舍)를 이축(移築)하여 고쇼(御所) 이치조인(一

条院)을 새로이 조성했다. 텐기 4년(1056) 2월 완공된 신축 이치조인으

로 거처를 옮긴 고레이제이 천황은 츄덴에서 어회(御会)를 개최했으며 

새로 장식한 벚꽃 츠쿠리모노(造り物) 즉, 조화(造花)를 노래하도록 가

제(歌題)를 내렸다. 이에 후지와라노 요리무네는 영원히 지지 않는 조화

의 정취를 노래함으로써 천황의 평온한 시절에 대한 축의를 전달했다.  

우척 21번

천년토록 꺾어 볼 수 있으리 벚꽃이여 우듬지 높이 꽃이 피기 

시작하네

호리카와 천황『센자이와카슈』10 賀 611

코토바가키에 따르면 이 와카는 호리카와 천황(堀河天皇, 1079-1107 

81) ”天喜四年閏三月、中殿に、翫新成桜花歌”『新勅撰和歌集』7 賀 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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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1087-1107)이 에이쵸(永長) 원년(1096) 3월의 가회(歌会)에서 19

세 연상의 중궁 토쿠시 내친왕(篤子内親王, 1060-1114)의 장수를 기원

하며 읊은 노래이다.82) 호리카와 천황과 중궁은 가호(嘉保) 2년(1094) 

10월 호리카와인(堀河院)에 발생한 화재로 약 1년 동안 임시 고쇼인 오

오이도노(大炊殿)에 머물러야 했다. 가호 3년(1095) 11월에 천황과 중

궁은 또 다른 임시 고쇼인 칸인(閑院)으로 이주했다.83) 중궁은 에이쵸 

원년(1096) 3월 칸인에서 봄을 맞이하여 ‘꽃이 장구한 세월을 약속한다

(花契遐年)’라는 가제(歌題)로 가회를 개최했다. 많은 공경들이 참여하

여 천황과 중궁의 안녕을 기원했다. 

좌척 22번

비와 이슬의 은총에 젖은 단풍잎은 그대가 누리실 천세만큼 거

듭하여 물든 것일까

전 대납언(前大納言) 사네노리(実教)

『신슈이와카슈』7 賀 715

좌척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22번 와카는 카메야마 천황(亀山天皇, 

1249-1305 r. 1260-1274)의 딸이자 여원(女院)의 칭호를 받은 쇼케

이몬인(昭慶門院, 1270-1324)의 장수와 번영을 기원하는 노래이다.84)

고우다 천황(後宇多天皇, 1267-1324 r. 1274-1287)은 어느 가을 단풍

의 명소인 오오이 강(大堰) 부근에 위치한 쇼케이몬인의 별궁(別宮) 카

메야마도노(亀山殿)를 방문했다. 이 때 고우다 천황의 대신 오구라 사네

82)　 ”同じ御時后宮にて、花契遐年といへる心を、うへの男どもつかうまつりけるによ

ませ給うける” 玉蟲敏子, 앞의 논문(2009), p. 49에서 재인용.

83) 所京子, 「篤子内親王の事績」, 『聖徳学園女子短期大学紀要』14(1988), p. 9.

84) “後宇多院紅葉頃昭慶門院に御幸ありて人々枝に歌をつくべき由仰せられけるに詠

める” 新編国歌大観編集委員会 編,『新編国歌大観』１(角川書店, 1983-1992), 

p. 665; 玉蟲敏子, 앞의 논문(2009), p. 4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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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리(小倉実教, 1264-1349)는 위 와카를 단풍나무의 가지에 매달았다

고 한다. 이는 <앵화풍수도병풍>의 좌척 단풍나무 가지에 걸린 탄자쿠 

모티프와 상응한다. 와카 전통에서 단풍을 물들게 하는 것은 가을비이

다. 사네노리는 가을비와 이슬을 축복과 은총에 비유하여 붉게 물든 단

풍만큼 쇼케이몬인이 천세(千歳)를 누리기를 기원하고 있다.85)

우척 19번

피기 시작하여 얼마나 세월이 흘렀는가 벚꽃이여! 그 빛깔을 변

함없이 보여주는구나

후지와라노 치카게『슈이와카슈』1 春 44

이 와카에는 ‘축하 병풍에(賀御屏風に)’라는 짧은 코토바가키가 기재

되어 있다. 벚꽃은 일반적으로 봄 한 철 잠시 피었다가 지는 일시성을 

지닌 자연물로 인식된다. 이 노래의 작자 후지와라노 치카게(藤原千景, 

11세기)는 계절의 순환성에 초점을 맞추어 벚꽃의 변함없는 아름다움이 

몇 해이고 반복하여 찾아온다며 예찬한다. <앵화풍수도병풍>의 와카들 

중 다수의 노래에 이와 같은 순환적 자연관에 기초한 낙관적 정서가 드

러난다. 와카의 화자는 벚꽃이 지고 단풍이 지는 상황에서도 내년에 다

시 아름다운 향기와 자태를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위 와

카는 매년 변함없는 빛깔을 보여주는 벚꽃에 빗대어 누군가의 장수를 기

원하는 노래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5수의 와카는 모두 장수와 번영을 기원하는 노래들

이다. 이 노래들 사이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우척의 21번과 좌척의 22

번에서 중궁과 여원 즉, 황실의 여성이 축복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

다. 우척의 1번과 15번 와카는 황실의 외척(外戚)에 해당하는 인물들의 

85) 玉蟲敏子, 앞의 논문(2009), p.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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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이며 우척의 15번과 19번을 제외한 노래는 중궁・여원이 개최한 연

회에서 읊어진 것들이다. 위 5수의 노래는 <앵화풍수도병풍>의 기능이 

장수와 성세(盛世)를 기원하는 하례용 병풍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동

시에 각 와카들은 황실의 여성, 특히 중궁이자 여원의 위치에 있었던 인

물들과 직・간접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어 이 병풍이 제작 당시 황실의 

여성을 위해 제작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2) 고쇼(御所)의 풍류(風流)

앞서 살펴본 와카 5수 중 후지와라노 요리무네의 노래와 호리카와 천

황의 노래는 고쇼(御所)의 어회(御会)에서 연행되었다. 헤이안시대 황실

의 풍류(風流) 문화를 보여주는 두 어회의 연행 배경에는 흥미로운 공통

점이 있다. 두 어회는 각각 고레이제이 천황과 호리카와 천황이 새로운 

고쇼에 이주했을 때 개최되었다. 두 천황 모두 고쇼의 화재로 상당 기간 

임시 거처에 머무르던 중 재건 공사가 끝나 새로운 고쇼로 환궁한 상황

이었다. 새 고쇼에 입주한 천황은 성대한 어회를 열었으며 대신들은 고

쇼와 황실의 번영을 축원하는 와카를 지어 올렸다. 

호리카와 천황의 중궁 토쿠시 내친왕은 전술한 에이쵸 원년(1096)의 

어회 이외에도 다수의 어회를 주최했다.86) 천황과 중궁은 당시 머무르

던 칸인(閑院)을 떠나 조토쿠(承徳) 원년(1097) 카야노인(高陽院)으로 

거처를 옮겼다. 토쿠시 내친왕은 코와(康和) 원년(1099) 카야노인에서 

‘바람이 고요한데 꽃이 향기롭다(風静花芳)’라는 제목으로 어회를 열었

다.87) <앵화풍수도병풍> 우척 10번 탄자쿠의 와카는 이 어회에서 미나

모토노 토시요리가 토쿠시 내친왕에게 올린 노래이다. 

86) 所京子, 앞의 논문, p. 9.

87) 高野瀬惠子, 「令子内親王家の文芸活動 : 院政前期の内親王とその周辺」(総合研

究大学院大学 文化科学研究科博士学位論文, 2009), p.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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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척 10번

　가지에 바람 분다 해도 보이지 않는데 벚꽃 향기야말로 바람의 

증거로구나

미나모토노 토시요리『킨요와카슈』1 春 259

이 어회는 소궁(小弓), 축국(蹴鞠), 관현, 와카의 행사가 함께 진행된 

성대한 연회였다.88) 카야노인은 토쿠시 내친왕의 사저[里第]로서 그의 

양부(養父) 후지와라노 요리미치(藤原頼通, 992-1074)가 넓은 호수 가

운데에 건물이 돌출한 구조로 조성했다고 한다.89) 이 행사에서 천황은 

꽃으로 장식한 배를 호수에 띄우고 궁녀[女房]들을 태워 관현악 연주를 

즐겼다. 이 호화로운 연회의 장관은 많은 기록들에 묘사되어 있다.90)

가호 2년(1094) 소실된 고쇼 호리카와인이 쵸지(長治) 원년(1104) 

재건되어 토쿠시 내친왕은 그 해 4월 신축 고쇼로 이주했다. 그는 ‘소나

무가 장구한 세월을 약속한다(松契遐年)’라는 제목으로 어회를 개최했

다.91) 이 제목은 에이쵸 원년(1096) 개최한 어회의 가제 ‘꽃이 장구한 

세월을 약속한다’와 유사하다. 쵸지 원년의 어회도 관현악 연주가 함께

한 궁정의 풍류를 느낄 수 있는 연회였다. 미나모토노 토시요리(源俊頼, 

1057-1129)와 같은 소위 ‘호리카와 가단(堀河歌壇)’의 핵심 인물들이 

새로운 고쇼와 중궁의 안녕을 염원하는 노래를 올렸다.92) 이와 같이 중

궁 토쿠시 내친왕은 새로운 고쇼로 거처를 옮길 때 화려하고 귀족적인 

어회를 개최했다. 이 경우 어회는 중궁에 대한 축복과 장구한 태평성세

에 대한 기원을 가제로 하여 개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레이제이 천황은 더욱 다사다난한 과정을 거쳐 이치조인에 정착했

88) 高野瀬惠子, 앞의 논문, p. 316.

89) 高野瀬惠子,앞의 논문, p. 317.

90) 高野瀬惠子,앞의 논문, p. 316.

91) 所京子, 앞의 논문, p. 9.

92) 高野瀬惠子,앞의 논문, p.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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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에이쇼(永承) 3년(1048) 다이리(内裏) 소실 후 고레이제이 천황은 

츠치미카도 쿄고쿠도노(土御門京極殿)를 고쇼로 삼았다. 이후 에이쇼 6

년(1051) 레이제이인(冷泉院)이 완성되자 그곳으로 이주했으나 기운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텐기 원년(1053)에 관백(関白) 후지와라 요리미치

(藤原頼通, 992-1074)의 카야노인(高陽院)으로 거처를 옮겼다. 그러나 

텐기 2년(1054) 1월 카야노인도 화재를 입게 되었다. 천황은 다시 레이

제이인을 사용하던 중 동년(同年) 2월 시조미야(四条宮)로 이주했다. 동

년 9월 츠치미카도 쿄고쿠도노로 다시 거처를 옮겼지만 불과 3개월 만

인 12월 그곳도 화재로 소실되었다. 천황은 시조미야에 머무르며 텐기 

3년(1055) 6월부터 이치조인으로 레이제이인의 전사(殿舎)를 이축했다. 

다음 해인 텐기 4년(1056) 2월 천황은 완성된 이치조인으로 이주했고 

이후 코헤이(康平) 2년(1059) 8월 이치조인이 소실될 때까지 그곳을 고

쇼로 삼았다.93) 고레이제이 천황은 텐기 4년 윤 3월 츄덴(中殿)에서 어

회(御会)를 개최했고 대신들에게 새로 조성한 벚꽃 조화를 노래하게 했

다. 이 연회 역시 가회에 관현악 연주가 동반된 고쇼의 풍류를 보여주는 

행사였다. 

한편 <앵화풍수도병풍>의 고레이제이 천황의 존재로 인해 감상자는 

그의 황후 칸시까지 연상할 수 있었다. 텐기 4년(1056) 4월 이치조인에

서는 ‘황후궁 칸시 춘추우타아와세’가 개최되었다.94) 황후궁 칸시 춘추

우타아와세 역시 신축 고쇼로의 환궁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배경 위에서 

거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재난을 겪은 후 고쇼에서 개최된 이러한 행사

는 그 자체로 유희적이며 태평성세를 표상하고 동시에 황실에 대한 축원

을 표현하는 것이었다. 필자는 신축 고쇼의 풍류 속에서 중궁과 황후를 

축복하던 와카가 <앵화풍수도병풍>에 선정되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며 

본 병풍의 구체적인 제작 시기를 추정해 보고자 한다. 

93) 溝口正人, 「「内裏躰」の系譜 : 里内裏の建築様式に関する研究(その2)」, 『日

本建築学会計画系論文集』588(2005), pp. 153-154.

94) 赤澤真理, 앞의 논문, p. 186.



- 40 -

3) 엔포(延宝) 연간에 발생한 쿄토의 대화재

호리카와 천황과 고레이제이 천황이 고쇼의 화재를 피해 거처를 옮겨

야 했던 것처럼 엔포 연간(1673-1681)의 황실도 연이은 화재로 인해 

임시 고쇼를 정하여 피신해야 했다. 전근대기 고쇼의 화재는 그리 드문 

일이 아니었으며 천황가와 같은 특권 계급은 화재의 타격으로부터 비교

적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포 연간의 쿄토 대화

재는 황실과 귀족 사회 전반에 큰 고통과 피해를 입힌 대규모 참사였

다.95)

칸분(寛文) 13년(1673) 5월 쿄토에 화재가 발생하여 레이겐 천황(霊

元天皇, 1654-1732 r. 1663-1687)의 다이리(内裏), 고미즈노오 상황

의 센토고쇼(仙洞御所), 토후쿠몬인의 뇨인고쇼(女院御所) 등이 전부 소

실(焼失)되었다.96) 이 화재로부터 코노에(近衛) 저택과 메이쇼 상황의 

고쇼만이 무사했을 정도로 피해의 규모가 컸다. 토후쿠몬인은 출가한 딸 

요시코 내친왕(賀子内親王, 1632-1696)의 집 니조 미츠히라(二条光平, 

1624-1682) 저택으로 일단 피신한 후, 동년(同年) 6월 이치조 카네테

루(一条兼輝, 1652-1705) 저택을 임시 고쇼로 정하여 이주했다.97) 고

미즈노오 상황과 고사이 상황은 시라카와(白川)의 쇼코인노미야(照高院

宮) 저택으로 피신했다. 레이겐 천황은 코노에 저택를 임시 고쇼로 삼았

다. 에도 막부는 고령의 고미즈노오 상황과 토후쿠몬인을 배려하여 이들

의 고쇼 재건 공사를 서둘렀다. 엔포 원년(1673) 9월 카지이노미야 세

이인 법친왕(梶井宮　盛胤法親王, 1651-1680)이 상황의 고쇼를 위해 안

진법(安鎮法)을 수행했다.98) 안진법은 신축 고쇼나 다이리의 안전을 기

95) 瀬川淑子, 『皇女品宮の日常生活―『无上法院殿御日記』を読む』(東京: 岩波書

店, 2001), p. 198.

96) 細谷理恵・浜中邦弘, 「延宝三年京都大火ー日記史料に見るその状況」, 『同志社

大学歴史資料館館報』13(2010), p. 18.

97) 久保貴子, 앞의 책, pp. 136-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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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여 거행한 밀교(密敎)의 비법(祕法) 의식이다. 엔포 연간 묘호인 교

조와 카지이노미야 세이인 등 몬제키(門跡) 법친왕들이 자주 안진법을 

거행하였다. 

엔포 2년(1674) 9월 에도 막부의 지원으로 뇨인고쇼 재건 공사가 신

속히 마무리되었다. 토후쿠몬인은 약 1년 4개월 만에 자신의 고쇼로 환

궁했다. 그로부터 불과 1년이 지난 엔포 3년(1675) 11월 쿄토에 또 큰 

화재가 발생했다. 센토고쇼와 뇨인고쇼는 직접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메

이쇼 상황의 고쇼, 레이겐 천황의 임시 고쇼인 코노에 저택, 고사이 상

황의 임시 고쇼인 하치조노미야 저택이 큰 피해를 입었다. 일단 고사이 

상황은 고미즈노오 상황의 센토고쇼로, 메이쇼 상황은 토후쿠몬인의 뇨

인고쇼로 피난했고 이후 동년 12월 메이쇼 상황은 쿠조 카네하루(九条

兼晴, 1641-1677) 저택으로 이동했다. 

엔포 3년의 화재 이후 토후쿠몬인의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다. 그는 

고령의 나이에 몇 년 동안 큰 재난을 겪으며 질병을 얻게 되었다. 엔포 

4년(1676) 12월 묘호인 교조 법친왕이 토후쿠몬인을 위해 7일간 기도

드렸으며 같은 달 이세신궁(伊勢神宮)에서도 2박 3일간 기도가 진행되

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엔포 4년 12월 고쇼에 또 한 번 화재가 발생하

여 토후쿠몬인은 다시 니조 저택에 머무르게 되었다. 엔포 5년(1677) 2

월 토후쿠몬인의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되어 에도 막부에서 사자(使者)와 

의사를 보냈다. 토후쿠몬인은 일시 회복 후 동년 10월 완공된 뇨인고쇼

로 환궁했으나 엔포 6년(1678) 6월 결국 사망했다.99)

엔포 연간 3회의 화재와 2회의 환궁을 경험한 토후쿠몬인에게 호리카

와 천황이나 후지와라노 요리무네의 와카는 매우 적절한 위로의 메시지

가 되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토후쿠몬인은 첫 환궁 직후 토쿠시 내친

왕이나 고레이제이 천황이 그랬듯이 신축 고쇼에서 연회를 개최했다. 엔

포 2년(1674) 9월 새로운 뇨인고쇼가 완성되자 토후쿠몬인은 황실의 측

98) 久保貴子, 앞의 책, p. 137.

99) 久保貴子, 위의 책, pp. 162-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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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들을 초대하여 향응(饗應)을 베풀었다. 초대된 손님들은 고미즈노오 

상황과 그의 자녀들인 고사이 상황, 아케노미야 테루코 내친왕(朱宮　光

子内親王, 1634-1727), 시나노미야 츠네코 내친왕(品宮 常子内親王, 

1642-1702), 묘호인 교조 법친왕(妙法院堯恕法親王, 1640-1695) 등

으로 이 연회가 가족적 성격을 띠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토후쿠몬인은 

이들에게 신축 고쇼의 객실과 정원을 빠짐없이 보여주었다.100) 이 날의 

연회에 대해 더 구체적인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토후쿠몬인이 

자신의 고쇼 또는 정원에서 손님을 접대한 전례(前例)를 고려하면 이 연

회에서도 정원과 객실에 풍류적인 볼거리가 설치되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토후쿠몬인은 뇨인고쇼 정원에 화려한 볼거리를 선보여 손님들의 눈

을 즐겁게 했다. 매년 음력 7월 보름 조상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우란

분재[盂蘭盆会] 때에는 뇨인고쇼 정원의 연못에 수많은 등불을 띄우고 

반딧불이를 풀어 놓았다.101) 이는 헤이안시대 후지와라노 미치나가의 호

세이지(法成寺)의 만등회(万灯会)를 연상하게 한다. 『에이가모노가타

리』의 묘사에 따르면 미치나가는 호세이지의 연못을 둘러 칠보로 만든 

보수(寶樹)를 세우고 연못에는 연꽃 조화를 띄웠다. 

또한 뇨인고쇼는 예능의 장이었으며 특히 토후쿠몬인의 만년에 관현

악 공연, 무희들의 공연이 자주 개최되었다. 쇼호(正保) 원년(1644) 뇨

인 고쇼의 연회에서는 86명의 무희들이 정원에서 춤을 선보였고 이어 

맹인 악사[盲婦]가 샤미센(三味線)을 연주했다.102) 이와 같이 토후쿠몬

인의 고쇼 정원은 헤이안시대의 귀족적 풍류를 연상시키는 장식과 유흥

이 진행되는 공간이었다. 

토후쿠몬인은 뇨인고쇼에서 가회를 자주 개최하기도 했다. 비교적 이

른 시기인 칸에이 10년(1633) 9월 뇨인고쇼에서 큰 규모의 가회가 열

100) 久保貴子, 앞의 책, p. 161.

101) 瀬川淑子, 앞의 책, p. 75.

102) 熊倉功夫, 앞의 책(2010), p.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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렸다. 60명 이상의 공가들이 오전부터 뇨인고쇼에 모였고 이들에게 즉시 

탄자쿠가 배분되었다. 이어서 성대한 연회가 열렸으며 저녁이 되면 공가

들은 탄자쿠에 적은 와카를 토후쿠몬인에게 올렸다. 이 가회의 시는 ‘토

후쿠몬인햐쿠슈(東福門院百首)’라는 제목으로 『시로슈요(賜蘆拾葉)』라

는 총서(叢書)에 기록되었다. 이치조 카네토우(一条兼遐)가 올린 노래가 

제 1수로 기재되었으며 2수씩 올린 사람도 있었다.103) 이러한 가회는 

<앵화풍수도병풍>의 탄자쿠 도상과도 연관된다. 

<앵화풍수도병풍>에는 헤이안시대 재난을 극복한 중궁에 대한 축원

의 와카가 기록되어 있다. 그 와카는 중궁과 황실, 새로운 고쇼의 번영

과 안녕을 기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또한 <앵화풍수도병풍>의 탄

자쿠 모티프는 축원의 와카를 담는 의장이며 동시에 그 자체로 뇨인고쇼

에서의 우타아와세・가회를 연상시키는 이미지이기도 하다. 필자는 <앵

화풍수도병풍>이 엔포 연간 연쇄적으로 화재가 일어난 기간 중 소강기

(小康期)에 해당하는 엔포 2-4년(1674-1676)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한다. <앵화풍수도병풍>은 새로운 뇨인고쇼 및 중궁에 대한 

축원의 메시지와 고쇼 정원에서 열리는 우타아와세를 표현한 의장이 서

로 긴밀하게 호응하는 작품으로 이 시기 토후쿠몬인에게 진상되기에 적

합한 작품이었다. 쿄토 대화재로 인해 혼란했던 시기에 <앵화풍수도병

풍>은 중궁 토후쿠몬인에 대한 축복, 안정과 평화에 대한 기원을 담아 

제작되었을 것이다. 

3. <앵화풍수도병풍>의 주문자

  <앵화풍수도병풍>의 주문자에 대해서는 연구자들 사이에 의견차가 

존재한다. 나라자키 무네시게는 토후쿠몬인이 작품을 직접 주문했을 것

이라고 보았으며 이유는 상술하지 않았다.104) 엘리자베스 릴러호이

103) 熊倉功夫, 앞의 책(2010), pp. 281-282.

104) 楢崎宗重, 앞의 논문, p.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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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zabeth Lillehoj)는 작품의 주문자에 대해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했

다. 먼저 그는 고사이 상황이나 고미즈노오 상황이 토후쿠몬인을 위해 

이 작품을 주문했을 것이라고 보았다. 병풍 카나구의 토쿠가와 문장에 

대해서 그는 문장이 제작 단계에서부터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고려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05) 한편 릴러호이는 17세기 후반 토후쿠몬인과 

토사 미츠오키의 교류 양상에 주목하여 토후쿠몬인이 직접 작품을 주문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았다. 토후쿠몬인은 엔포 3년(1675) 미츠오키

에게 고미즈노오 상황의 80세 축하 병풍을 주문했으며 엔포 5년(1677)

에는 자신의 소장품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다.106)

타마무시 사토코는 <앵화풍수도병풍>의 기능이 축하와 하례이기 때

문에 토후쿠몬인이 직접 작품을 주문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았다. 타마

무시는 작품 속 와카 40수가 칙찬와카집 21대집(二十一代集) 중  『시

카와카슈(詞花和歌集)』,　 『신코킨와카슈(新古今和歌集)』, 『신고센와

카슈(新後撰和歌集)』, 『쵸쿠고슈이와카슈(続後拾遺和歌集)』, 『신고

슈이와카슈(新後拾遺和歌集)』의 5집을 제외한 16집으로부터 발췌되었

다는 점에 주목했다.107) 네즈미술관 소장 <요시노타츠타즈병풍>의 와

카 11수는 『코킨와카슈(古今和歌集)』와 『교쿠요와카슈(玉葉和歌

集)』의 총 2집으로부터 발췌되었으며 댄지거 컬렉션 소장 <앵화풍수도

병풍>의 와카 30수는 『코킨와카슈』와 『슈이와카슈(拾遺和歌集)』, 

『신코킨와카슈』의 총 3집으로부터 발췌되었다.108) 이에 비해 토사 미

츠오키 필 <앵화풍수도병풍>의 와카는 이례적으로 방대한 분량의 칙찬

105) Elizabeth Lillehoj Art and palace politics in early modern Japan, 

1580s-1680s (Boston : Brill, 2011), pp. 174-175.

106) 토후쿠몬인은 후에 사카이 우타노카미(酒井雅楽頭) 가에 하사된 <히다카가와

쇼지(日高川草子)>의 감정을 의뢰했다. 토사 미츠오키는 이를 토사 히로치카

(土佐広周, ?-1492) 필로 감정했다. Elizabeth Lillehoj, 앞의 책, p. 175. 미츠

오키의 감정에 대해서는 宮島新一, 「土佐光起の紙中極めがある四季花鳥図屏

風」, 『Museum』402(1984), pp. 29-31 참조.

107) 玉蟲敏子, 앞의 논문(2009), p. 49.

108) Sakomura, 앞의 책, pp. 126-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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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으로부터 선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타마무시는 5개집의 배제에 주문

자의 의사가 개입했을 것이라고 상정하고 해당 칙찬집들 간의 공통점을 

분석했다.109)  

타마무시 사토코(玉蟲敏子)는 배제된 5개의 칙찬집이 모두 난을 일으

키거나 막부와 갈등을 빚은 천황에 의해 편찬되었음을 지적했다. 『시카

와카슈』의 찬집(撰集)을 명한 스토쿠 천황(崇徳天皇, 1119-1164 r. 

1123-1142)은 호겐의 난(保元の乱, 1156) 이후 사누키(讚岐)로 유배

되었고 『신코킨와카슈』의 편찬을 하명(下命)한 고토바 천황(後鳥羽天

皇, 1180-1239 r. 1185-1198)은 조큐의 난(承久の乱, 1221)을 일으

켜 막부에 의해 오키(隠岐)로 유배되었다. 『쵸쿠고슈이와카슈』의 편찬

을 명한 고다이고 천황(後醍醐天皇, 1288-1339 r. 1318-1339) 역시 

카마쿠라 막부와 대립했으며, 겐코의 난(元弘の乱, 1331)을 일으켜 막부 

타도를 시도한 죄로 오키에 유배되었다. 『신고센와카슈』를 편찬한 고

우다천황(後宇多天皇, 1267-1324 r. 1274-1287)은 고다이고천황의 아

버지인 동시에 다이카쿠지(大覚寺) 계통으로서 당시 지묘인 계통의 상황 

고후카쿠사 천황(後深草天皇, 1243-1304 r. 1246-1260)과 갈등이 있

었으며 막부와도 불편한 관계에 놓여 있었다. 고엔유 천황(後円融天皇, 

1359-1393 r. 1371-1382)은 쇼군 아시카가 요시미츠(足利義満, 

1358-1408 r. 1368-1394)와의 관계가 평탄하지 않았다.110)

타마무시는 막부와 대립한 위 5명의 천황이 막부의 입장에서 불편한 

존재였기 때문에 이들이 편찬을 하명한 칙찬집들이 <앵화풍수도병풍>

으로부터 배제되었다고 설명한다.111) 필자는 <앵화풍수도병풍>의 주문

자에 대한 타마무시 사토코의 추론을 대체로 받아들이되 몇 가지 의견을 

보충하고자 한다. 

첫째, 고우다 천황과 스토쿠 천황의 경우 과연 주문자가 이들을 의도

109) 玉蟲敏子, 앞의 논문(2009), p. 49.

110) 玉蟲敏子, 앞의 논문(2009), p. 49.

111) 위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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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배제한 것인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112) 고우다 천황은 『신고

센와카슈』와 『쇼쿠센자이와카슈(続千載和歌集)』 총 2개의 칙찬집 편

찬을 주도했다. 그 중 전자를 출전으로 하는 와카는 배제되었지만 『쇼

쿠센자이와카슈』에서는 총 4수의 와카가 선택되었다. 뿐만 아니라 좌척 

13번 탄자쿠에 고우다 천황의 비(妃)인 유기몬인(遊義門院, 

1270-1307)의 노래가, 좌척 22번 탄자쿠에 고우다 천황의 이복 동생 

쇼케이몬인을 축복하는 노래한 발췌되어 있다. 코토바가키에 따르면 이 

와카는 고우다 천황이 쇼케이몬의 별궁을 방문했을 때 고우다 천황의 대

신이 쇼케이몬의 장수를 기원하며 올린 노래이다. 주문자가 고우다 천황

을 작품으로부터 배제하고자 했다면 『쇼쿠센자이와카슈』와 위 2수의 

와카도 선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한편 스토쿠 천황의 경우 그의 칙찬집 

『시카와카슈』를 출전으로 하는 와카는 작품에 선정되지 않았지만 스토

쿠 천황 어제(御製) 와카는 우척 2번 탄자쿠에 1수 포함되어 있다. 또한 

『시카와카슈』는 칙찬집 중 게재 와카의 수가 400여 수로 가장 적다. 

<앵화풍수도병풍>의 와카들은 모두 제3구(句)에 ‘사쿠라바나’와 ‘모미

지바’를 포함하는 것들로 구성되었는데 『시카와카슈』의 와카 중 조건

을 충족하는 것은 단 2수뿐이다. 즉, <앵화풍수도병풍>에 쓰이기 적절

한 와카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시카와카슈』가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신코킨와카슈』의 배제는 막부 측 주문의 가능성을 높인다. 

『신코킨와카슈』는 고토바 천황이 양위 후 편찬을 주도한 칙찬집이다.  

호리카와 미치토모(堀川通具, 1171-1227), 후지와라노 아리이에(藤原

有家, 1155-1216), 후지와라노 테이카(藤原定家, 1162-1241), 후지와

라노 이에타카(藤原家隆, 1158-1237), 아스카이 마사츠네(飛鳥井雅経, 

1170-1220) 등 당시 가단(歌壇)의 주요 인물들이 『신코킨와카슈』의 

찬집 과정에 참여했다. <앵화풍수도병풍>에는 이 편찬자들의 노래도 전

112) 타마무시도 이 두 와카집에 있어서는 스토쿠 천황의 와카 등 예외적인 와카가 

포함되어 있음을 언급했다. 玉蟲敏子, 앞의 논문, p.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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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 포함되지 않았다. 중요성과 방대한 게재 분량을 고려했을 때 『신코

킨와카슈』가의 배제는 주문자의 의도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고미즈노오 천황과 고토바 천황의 관계에 주목해 보고 

싶다.113) 고미즈노오 천황의 행보로부터 그가 고토바 천황에 대해 동경

과 일체감을 지니고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고미즈노오 천황과 고토

바 천황은 모두 문예적 소양이 뛰어난 천황이었으며 무가의 압력에 의해 

정치적 좌절을 경험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고미즈노오 천황은 재위 초

기부터 토후쿠몬인의 입궁, 킨츄나라비쿠게쇼핫토(禁中並公家諸法度)의 

반포, 자의 사건(紫衣事件), 갑작스러운 양위(讓位) 등으로 막부와 갈등

을 빚었다. 칸에이 연간 막부와의 대립을 겪은 후 상황이 된 고미즈노오

는 칸에이 16년(1639) 고토바 천황 사백년기(後鳥羽天皇四百年忌)를 맞

아 추선 공양(追善供養)과 가회를 주최했다. 그는 고토바 천황의 필적을 

애호하여 고쇼에서 그가 개최한 차회나 다과회에는 고토바 천황의 글씨

와 초상화가 매우 자주 등장했다.114) 즉, 막부와 갈등 관계에 놓인 상황

에서 고미즈노오 천황은 고토바 천황에 대한 동경과 일체감을 공공연히 

드러냈다. 막부 측에서 그 함의를 인지했다면『신코킨와카슈』는 황실에 

보내는 메시지로서 부적절한 것으로 인식되었을 수 있다. 

<앵화풍수도병풍>은 작품의 특성 상 와카의 선정 및 탄자쿠 배치 작

업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제작 과정에 와카 문화에 익숙한 공가가 개입했

을 가능성이 높다. 엔포 연간 에도 막부는 화재로 고쇼를 잃은 황족을 

자신들의 저택에서 보살핀 쿄토의 공가들에게 상당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제적 지원을 보냈다. 막부는 이 시기 공가 또는 황실의 친황 중 막부

와 긴밀하게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이에게 작품의 제작을 의뢰했을 

것이다. 막부는 토후쿠몬인의 신축 고쇼 이주 등 의미 있는 날을 기념하

113) 髙田智仁, 「江戸時代日記史料にみる近世宮廷社会の古書跡の諸相」『公益財団

法人日本習字教育財団学術研究助成成果論文集』1(2015), p. 60. 고미즈노오 천

황과 고토바 천황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鈴木健一, 「後鳥羽院と後水尾院」, 

『國語と國文學』67(1990), pp. 34-44 참조.

114) 髙田智仁, 앞의 논문, p.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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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이 작품이 진상될 수 있도록 쿄토 황실의 친왕(親王) 및 공가에게 작

품의 제작을 의뢰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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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앵화풍수도병풍>과 17세기의 기합서(寄合

書) 취향

1. 17세기의 공가(公家) 기합서

1) 공가 기합서의 기능

17세기 토쿠가와 막부 체제가 안정되자 조정(朝廷)과 막부 간 인적・

물적 교류가 활기를 띄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공무(公武) 양측 간 선물 

교환도 빈번히 이루어졌다. 기합서(寄合書)는 천황 및 공가(公家) 측에

서 무가(武家) 측에 선물하기에 적합한 품목이었다.115) 기합서란 여러 

명의 필자가 합작하여 하나의 서화 작품을 제작하는 방식 또는 그러한 

방식으로 제작된 작품을 일컫는다.116) 17세기 쿄토는 정치적 기능을 상

실했지만 여전히 문화적 권위를 지닌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지방의 다이

묘(大名)들은 문화적 소양을 갖춘 쿄토의 귀족이 제작한 기합서를 통해 

그들의 문화와 귀족적 취향에 접근하고자 했다. 선물용 기합서는 당대 

공가들이 필사한 고전 문학 작품에 섬세한 삽화를 그려 글과 그림이 아

름답게 어울리도록 제작되었다. 주로『겐지모노가타리』등이 야마토에 

풍 삽화와 함께 화첩으로 제작되었다.117) 무가들에게 기합서는 쿄토 귀

족의 우아한 교양과 세련된 취향이 담긴 것으로 인식되었다.

공가 기합서 선물은 다양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에도 막부 측 인사

가 쿄토를 방문하여 황실에 진상물(進上物)을 올리면 천황은 답례로 당

대 명가(名家)의 친필을 모아 서화를 제작하여 하사했다. 샌프란시스코 

아시아미술관(the Asian Art Museum of San Francisco) 소장 야마모토 

115) 野口剛 外, 앞의 책, p. 210.

116) 家入博徳, 「「寄合書」考究」,『汲古』39(2001), p. 28.

117) 松原茂, 「狩野探幽筆『新三十六歌仙図帖』の制作事情」, 『水莖』2(1987), p.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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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켄(山本素軒, ?-1706) 필 <12월와카화조도병풍(十二ヶ月和歌花鳥図

屏風)>이 그 예시이다. 히가시야마 천황(東山天皇, 1675-1710 r. 

1687-1709)은 쿄토 쇼시다이(所司代) 마츠다이라 노부츠네(松平信庸, 

1666-1717)가 막부를 방문하기 위해 쿄토를 떠날 때 공가 12명이 기

합서로 제작한 병풍을 하사했다.118)

반대로 막부 측에서 조정에 기합서 제작을 의뢰하는 경우도 존재했다. 

3대 쇼군 토쿠가와 이에미츠(徳川家光, 1604-1651 r. 1623-1651)는 

고미즈노오인과 친왕, 공가들에게『토쇼샤엔기에마키(東照社縁起絵巻)』

의 제작을 요구했다.119) 토쿠가와 히데타다와 이에미츠는 초대 쇼군 토

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 1543-1616 r. 1603-1605)를 천황과 대등

한 존재로서 신격화하고자 했다. 히데타다는 이에야스 사후 그의 위패를 

모시기 위해 닛코(日光)에 토쇼구(東照宮)를 세웠으며 이에미츠는 그곳

에 봉헌할『토쇼샤엔기에마키』제작을 추진했다. 이 사례는 기합서의 제

작과 봉헌이 종교적 권위를 부여하는 상징적・정치적 행위이기도 했음을 

보여준다. 토쿠가와 막부는 천황의 기합서가 토쇼샤(東照社)의 제신(祭

神)으로 승격된 이에야스의 종교적 권위를 승인하고 보증한다고 인식했

다. 

한편 17세기에는 쿄토의 공가 가문과 무가 가문이 통혼(通婚) 관계를 

맺는 일이 잦아졌다. 부유한 다이묘 가문에서는 혼인을 통해 결연을 맺

은 쿄토의 공가 가문에 은(銀)과 선물을 보냈다. 공가 가문에서는 답례

로 기합서, 향 주머니[匂袋], 테카가미(手鏡) 등 소위 쿄토 귀족 취향의 

물건을 보냈다. 다이묘 가문에서는 책이나 골동품을 모으는 것이 명성과 

지위의 척도가 되었기 때문에 공가의 답례품을 받고자 잦은 빈도로 쿄토

에 선물을 보냈다.120) 쇼군 또는 다이묘 가문과 통혼 관계를 맺은 쿄토

118) 遠藤楽子,「山本素軒筆十二ヶ月花鳥図屏風の制作事情ーサンフランシスコ・ア

ジア美術館本における近衛家煕の役割」, 『Museum』597(2005), p. 12.

119) Karen M. Gerhart, The Eyes of Power : Art and Early Tokugawa 

Authority (Honolulu :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99), pp. 108-109. 

『토쇼샤엔기에마키』에 대한 내용은 같은 책 pp. 107-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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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위 대신들은 선물에 대한 답례품을 마련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기합

서를 제작했다. 한편 혼수품 용도로 제작되는 기합서의 취향은 여성의 

출신 가문의 교양과 문화적 수준을 반영하는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제작 과정에서 장식성과 심미성이 더욱 신중하게 고려되었다. 제작자는 

서로 다른 필적들과 회화가 아름답게 조화될 수 있도록 사전에 치밀하게 

화면을 구성했고 적합한 필자들을 엄선했다. 제작에 참여한 인물들의 구

성은 해당 가문이 동원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의 성격이나 규모를 보

여줌으로써 가문의 격을 드러내는 중요한 지표가 되었다. 이렇게 제작된 

기합서는 여러 귀족 가문의 글씨를 포함했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서체와 

서법에 대한 교양을 쌓을 수 있는 테카가미(手鏡)로 기능하기도 했다.

17세기에는 이와 같이 다양한 목적으로 기합서의 제작과 증정이 이루

어졌다. 기합서는 그것을 주고받는 공가와 무가 집단을 매개하는 한편 

제작에 참여하는 필자들, 즉 공가의 내부 집단을 결속시키는 사회적 기

능을 수행했다. 

2) 개성적 서체

17세기 기합서 제작의 성행은 16세기 말 이래 개성적 서체를 선호하

게 된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카마쿠라(鎌倉)시대와 무로마치(室町)시대

를 거치며 서도(書道)에 여러 유파(流派)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유파 

별로 서체는 물론 글자의 배치 방식까지 규범화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16세기 말 혼아미 코에츠(本阿弥光悦, 1558-1637), 코노에 노부타다

(近衛信尹, 1565-1614), 쇼카도 쇼죠(松花堂昭乗, 1582-1639), 카라

스마루 미츠히로(烏丸光広, 1579-1638)와 같은 달필(達筆)이 규범에 

얽매이지 않은 개성있는 서체를 시도하기 시작하자 서도사(書道史)에 큰 

변혁이 일어났다. 코노에 노부타다, 카라스마루 미츠히로 등 개성있는 

서예가의 규범을 깨는 활달한 서체가 그 자체로 감상의 대상이 되기 시

120) 瀬川淑子, 앞의 책, p.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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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했다.121)

쿄토 젠린지(禅林寺) 소장 <히바라즈병풍(檜原図屏風)>(도 26)은 

코노에 노부타다의 개성적 서체를 보여준다. 노부타다는 『신코킨와카

슈』의 와카 1수를 화면 전면에 걸쳐 대담한 치라시가키(散らし書き)로 

선보였다. 치라시가키는 먹의 농담과 필선의 두께에 변화를 주어 글자를 

흩뿌리듯이 적는 방식을 의미한다. 종래 치라시가키는 주로 여성들이 사

용하거나 서간문(書簡文)에 사용하는 필체였다. 수묵화와 같은 시각적 

효과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6세기 후반 이후 예술적 표현으로서 그

림과 함께 어울려 사용되기도 했다.122) 고셋케(五摂家) 출신의 남성인 

노부타다가 치라시가키로 병풍의 화면을 가득 채우는 것은 당시 매우 과

감하고 이례적인 시도였다. <히바라즈병풍>에서 노부타다의 글씨는 수

묵으로 농담을 더해 그려진 노송과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며 필자인 노부

타다의 개성을 표현한다.

코노에 노부타다는 상이한 서체를 사용하여 인물들의 서로 다른 아이

덴티티를 표현하기도 했다. 노부타다가 와카를 필사한 것으로 전하는 오

사카성 천수각(大阪城天守閣) 소장 <쥬롯카센즈병풍(十六歌仙図屏

風)>(도 21)이 그 사례이다. 노부타다는 16명의 가인을 그린 병풍에 각 

가인의 와카를 서로 다른 서체로 필사했다. 특히 여성 가인의 와카는 여

성의 필체로 인식되었던 치라시가키로 기록했다. 노부타다는 각 가인의 

필체를 서로 다르게 표현함으로써 화면 속 가인들에 생동감을 부여했으

며 감상자의 상상력을 자극했다. 이와 같이 16세기 후반 이후 글씨가 필

자의 정체성과 감정을 표현하는 매체로 인식됨에 따라 개성적 서체가 감

상의 대상으로서 선호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121) 玉蟲敏子, 앞의 책, pp. 115-117. 

122) Sakomura, 앞의 책, pp. 9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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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가 기합서의 성격

17세기 공가 기합서는 하나의 화첩에서 다양한 서체와 서식(書式), 

의장 등을 감상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기합서에서 개성적 서체, 참신

한 서식과 의장 자체가 감상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토쿄국립박물관

(東京国立博物館) 소장 카노 탄유 필 《신산쥬롯카센즈첩(新三十六歌仙

図帖)》이 ‘테카가미(手鏡)’로 불리기도 했다는 사실은 이러한 기합서 

감상의 양상을 잘 보여준다.123) 테카가미란 명필가들의 글씨를 모은 화

첩으로 서도(書道)의 귀감(龜鑑)으로 삼거나 심미적 감상을 하기 위한 

용도로 제작되었다. 즉, 기합서의 감상에 있어 보다 중요한 것은 텍스트

의 내용보다 서체와 화첩을 구성하는 의장이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기

합서 제작에 주로 활용된 텍스트는 『겐지모노가타리』나 『산쥬롯카

센』 등 해당 텍스트에 대한 교양과 기반 지식이 널리 공유되어 있으며 

삽화의 도상이 정형화된 것들이었다. 대중적인 고전 문학 작품으로 기합

서를 제작할 경우 글씨와 그림 모두 내용 전달의 기능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글씨를 쓰는 방식, 화첩을 장식하는 방식, 글씨와 그림

을 조합하는 방식 등을 변주하며 창의적인 의장을 시도할 수 있었던 것

이다. 아울러 하나의 화첩을 최대한 다양한 서체, 서식, 디자인으로 구성

하려 한 경향이 엿보인다. 토쿄국립박물관 소장 스미요시 구케이(住吉具

慶, 1631-1705) 필 《츠레즈레구사화첩(徒然草画帖)》은 각 단(段)의 

주제에 따라 삽화의 화풍까지도 다르게 표현하였다.(도 27) 승려나 민중

을 주제로 다룬 이야기의 삽화는 밑그림을 살려 담묵으로 채색했으며 귀

족 생활에 대한 이야기의 삽화는 두텁게 채색했다.124) 이와 같이 화첩을 

구성하는 모든 시각적 요소를 다채롭게 하여 하나의 서화 작품을 꾸미는 

것이 기합서 취향의 중요한 특징이다.

123) 松原茂, 앞의 논문(1987), p. 50.

124) 松原茂, 「住吉具慶筆「徒然草画帖」ー制作期とその背景」,　『東京国立博物館

研究誌』387(1983),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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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아시아미술관 소장 야마모토 소켄 필 <12월와카화조도

병풍>은 와카찬(賛)에 다양한 디자인이 시도된 기합서 병풍이며 그 제

작의 과정과 방식이 엔도 료코(遠藤楽子)에 의해 면밀히 검토된 바 있

다.(도 28) 이 작품은 겐로쿠(元禄) 연간(1688-1704)에 특히 사랑받은 

‘테이카 12월 화조(定家詠十二ヶ月花鳥)’라는 화제(畫題)를 다루었다. 후

지와라노 테이카가 사가집(私歌集) 『슈이구소(拾遺愚草)』에 열두 달의 

꽃과 새를 가제(歌題)로 하는 와카 총 24수를 실은 것이 화제로 확립된 

것이다.125) <12월와카화조도병풍>은 12매의 별지(別紙)에 월별 화조화

를 그리고 각 월에 해당하는 화조 와카 2수씩 총 24수를 적어 6곡 1쌍

의 병풍에 첩부(貼付)하는 방식으로 제작되었다. 화면의 하단에 야마모

토 소켄이 화조화를 그렸고 12명의 공가들이 화면의 상단에 각 월의 와

카찬을 기록하였다.126)

필자 12명의 기합서인 만큼 각 와카찬은 다양한 필체로 작성되어 있

다. 7월의 경우 왼쪽의 와카와 오른쪽 와카 사이에 서체의 차이가 확연

히 드러나는데 이는 동필(同筆)의 글씨에서도 변화가 시도되었음을 의미

한다.(도 29)

이 작품은 월별 와카찬의 디자인이 특히 다채롭고 참신하다. 와카찬은 

각 월(月)의 표기, 와카 2수, 각 와카의 제목으로 구성되는데 이러한 구

성 요소들을 배치하는 방식이 모두 서로 다르다. 예를 들어 4월과 9월의 

찬문은 해당 월을 표시하는 ‘四月’과 ‘九月’이라는 글자가 화면 우측이 

아닌 화면의 중앙에 배치되었다. 4월의 와카찬은 ‘四月’ 두 글자의 좌우

에 와카 2수를 배치했다. 우측 와카의 제목 ‘뻐꾸기[郭公]’는 해당 와카 

본문의 아래에, 좌측 와카의 제목 ‘병꽃나무[卯の花]’는 해당 와카 본문

의 위에 배치하였다. 9월의 와카찬은 ‘九月’ 두 글자의 바로 아래에 와카 

2수의 제목을 쓰고 좌우에 와카 두 수를 좌우 대칭 구도로 배치하여 전

125) 遠藤楽子,「東京国立博物館所蔵土佐光起筆十二ヶ月花鳥図巻の制作背景につい

て : 後水尾院との関係を中心に」, 『Museum』657(2015), p. 7.

126) 遠藤楽子, 앞의 논문(2005),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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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인 형태가 포물선 형상이 되도록 하였다.(도 30) 11월의 찬은 월 

표기와 제목, 와카가 모두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쓰였다.127)

<12월와카화조도병풍>은 월별 와카찬에 이와 같이 다양한 디자인이 

시도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풍 화면 전체는 조화를 이루도록 구

성되었다. 특히 각 와카찬과 화조화의 이미지가 시각적으로 호응하도록 

계획된 것으로 보인다. 1월과 2월, 3월 와카찬의 글씨가 배열된 형태는 

각각 버드나무와, 꿩의 꼬리, 등나무의 대각선 구도와 호응하는 평행 배

치를 보여준다.(도 31) 11월과 12월의 경우 화면 하단의 강물이 서로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해당 월의 와카찬 글자들도 서로 완만하게 연

결되듯 배치되었다.128) 이와 같이 월별 와카찬들이 다양한 구성을 취하

는데도 그림과, 혹은 다른 와카찬과 조화를 이룬다는 것은 기합서의 전

반적인 구성과 디자인을 전담하는 인물이 있음을 암시한다.  

<12월와카화조도병풍>의 제작을 총괄한 인물은 코노에 이에히로(近

衛家熙, 1667-1739)였다. 겐로쿠 16년(1703) 3월 9일 히가시야마 천

황은 막부를 방문하기 위해 에도로 떠나는 쿄토 쇼시다이(所司代) 마츠

다이라 노부츠네에게 하사하기 위해 코노에 이에히로에게 <12월와카화

조도병풍>의 제작을 의뢰했다. 이에히로는 와카 찬문 12개의 디자인을 

고안하고 필자 12명을 선정한 후 와카찬의 초안을 작성하여 11일 또는 

12일에 천황에게 올렸다. 이 초안의 사본인 <12월화조회찬(十二月花鳥

絵讚)>이 현재 요메이분코(陽明文庫)에 소장되어 있는데 완성작인 샌프

란시스코 아시아미술관 소장 <12월와카화조도병풍>과 거의 일치한다. 

치라시가키로 적은 와카 시행의 배열이 그림의 구도와 긴밀하게 대응하

며 조화를 이룬다. 이를 통해 이에히로가 그림을 먼저 본 후 와카의 치

라시가키 디자인을 구상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에히로는 각 월

별 와카를 집필할 12명의 필자와 1명의 ‘봉행(歌の奉行)’ 선정도 담당했

다. 봉행을 맡은 인물은 12명의 필자에게 용지를 배분하는 일, 완성된 

127) 遠藤楽子, 앞의 논문(2005), pp. 12-16.

128) 遠藤楽子, 위의 논문(2005),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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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카 찬문을 취합하는 일, 상시 연락과 소통을 중개하는 일을 맡았다. 

완성된 병풍은 천황에게 전달된 후 3월 30일에 마츠다이라 노부츠네에

게 하사되었다.129)

<12월와카화조도병풍> 제작 사례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기합서로 

제작된 와카찬이 다양한 서식과 서체를 포함하면서도 상호 간 조화를 이

루는 디자인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의장으로 구

성된 화면이 전체적인 균형과 조화를 지닐 수 있었던 것은 코노에 이에

히로와 같이 디자인 결정부터 필자 선정, 제작의 진행까지 전반적인 제

작 과정을 기획하고 총괄한 인물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기합서의 디자인

을 기획자 한 사람이 일괄적으로 담당하여 초안을 작성한 뒤 봉행을 통

해 각 필자들에게 전달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12월와카화조도병

풍>은 첩부 형식의 병풍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방식을 통해 효율적으

로 제작될 수 있었다. 

2. <앵화풍수도병풍>의 기합서 취향

1) 후지모토 료인(藤本了因)의 와카 필자 감정서

본고 3장 1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앵화풍수도병풍>은 17세기 후반에 

활동한 고필(古筆) 감정가(鑑定家) 후지모토 료인의 와카 필자 감정서와 

함께 전승되었다.130) 료인의 감정서는 <앵화풍수도병풍> 제작 연대로

129) 遠藤楽子, 앞의 논문(2005), p. 22.

130) 하이쿠(俳句) 시인이자 고필 감정가 후지모토 료인의 초명(初名)은 후지모토 

키잔(藤本箕山)이다. 감정 활동 시 료인이라는 이름을 사용했기 때문에 본고에

서는 그를 료인으로 지칭한다. 후지모토 료인은 전국 유곽(遊廓)에 대한 백과

사전인 『시키도오오카가미(色道大鑑)』를 저술하기도 했다. <앵화풍수도병

풍>의 와카 필자 감정서는 료인의 저서 『시키도오오카가미』에도 포함되어 

있다. 후지모토 료인을 연구한 국문학자 노마 코신(野間光辰, 1909-1987)은 

『시키도오오카가미』의 번각본을 출판했으며 여기에 <앵화풍수도병풍> 탄자

쿠 감정서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타마무시 사토코는 논문에서 노마 코신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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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멀지 않은 시점인 겐로쿠 11년(1698)에 작성되었다.131) 그는 이 

작품으로부터 총 26인의 필적을 식별하여 감정서에 기록하였다.(표 3) 

후지모토 료인은 코히츠 료사(古筆了佐, 1572-1662)의 문하에서 고필 

감정을 배운 인물이다. 스승 코히츠 료사는 고필 감정을 가업으로 하는 

코히츠 가문의 초대 당주(当主)이며 칸에이의 삼필(寛永の三筆)에 비견

되는 명필 카라스마루 미츠히로(烏丸光広, 1579-1638)로부터 와카와 

서화 감정을 배웠다. 그는 토요토미 히데츠구(豊臣秀次, 1568-1595)로

부터 코히츠 성을 받았다고 전한다. 코히츠 가는 에도 막부의 지원을 받

으며 고필 감정의 종가(宗家)로서 번창했다.132) 이와 같이 후지모토 료

인은 코히츠 료사의 문하에서 당대 공가 명필의 서체에 대한 경험과 지

식을 축적한 인물이었다. 그가 작품 제작 연대로부터 멀지 않은 시기에 

작성한 이 감정서는 <앵화풍수도병풍>이 기합서 병풍이라는 인식의 형

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19세기 후반에 작성된 병풍 보관 상자의 하코가

키에 이 작품이 공가의 기합서라고 기록되어 있었으며 감정서의 포장지

에도 같은 내용이 거듭 기록되어 있었다. 와카 필자 감정서의 존재를 근

거로 <앵화풍수도병풍>을 공가 26명의 기합서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한 

것일까? 

연구자 나라자키 무네시게와 타마무시 사토코는 료인이 필자 목록에 

제시한 인물들의 생몰년을 대조하여 목록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했다.(표 

3) 1662년 출생 세이칸지 히로사다와 1663년 출생 소노 모토카츠는 토

미노코지 요리나오가 사망한 1658년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들이 모

두 생존한 기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나라자키와 타마무시는 <앵

화풍수도병풍>이 25-26인의 친필로 제작된 기합서일 가능성은 매우 낮

다고 판단했다.133) 이는 <앵화풍수도병풍>이 대화면의 병풍이며 작품

을 따른다. 나라자키가 1957년에 발표한 논문에 기재한 필자 목록에는 오류와 

누락이 존재한다. Katz, ed., 앞의 책, p. 48.

131) 감정서 말미에 날짜와 함께 성명, 화압(花押)이 있었다고 전한다. 楢崎宗重, 

앞의 논문, p. 394.

132) 松原茂, 앞의 논문(1987), 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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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와카는 모두 화면에 직접 붓을 대어 쓴 것이기 때문이다. 전술한 야

마모토 소켄 필 <월차화조도병풍>은 별지에 작성한 와카 찬문을 모아 

병풍에 부착한 작품이었기 때문에 무리 없이 기합서로 제작될 수 있었

다. 반면 <앵화풍수도병풍>은 당시 기합서 병풍이 제작된 방식으로 완

성할 수 없는 작품이다. 병풍 자체를 각 필자들에게 수십 회 운반하는 

것도, 필자들이 완성된 그림 위에 직접 글씨를 쓰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이유로 나라자키는 감정서 목록보다 

적은 수의 필자들이 작품 제작에 참여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한편 타마무시 사토코는 실제 와카의 필자 수는 더 적었을 것이라는 

나라자키의 의견에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료인의 감정서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료인이 각각 묘호인 교죠, 아스카이 마사아키, 지

묘인 모토토키, 쇼코인 도코의 것으로 감정한 필체는 기준작의 필체와 

대조해 보았을 때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이다. 타마무시 사토코는 <앵화

풍수도병풍>과 가까운 시기에 제작된 카노 탄유 필 《신산쥬롯카센즈첩

(新三十六歌仙図帖)》 및 스미요시 구케이 필 《츠레즈레구사화첩(徒然

草画帖)》를 비교 대상으로 삼아 전승 필자들의 필적을 대조 분석했다. 

먼저 묘호인 교죠법친왕이 필사를 담당한 좌척 6번 탄자쿠와 《츠레즈

레구사화첩》의 제 15단(段)을 비교하면 ‘寺’의 형태가 유사하며 글자 

‘都’, '宜‘에서 '日' 형태의 내부 가로 획을 점으로 간략히 처리하는 습관

이 발견된다.(도 32, 33) 아스카이 마사아키의 우척 8번 탄자쿠와 《츠

레즈레구사화첩》 제 71단에는 모두 크기가 작고[小粒] 유려한 글씨가 

나타난다. '人' 자(字)나 '舞', '年'의 최종 획 처리에서도 유사한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도 34, 35) 《신산쥬롯카센즈첩》의 쇼코인 도코의 필

체와 본 병풍 우척 14번 탄자쿠의 필체는 매우 유사하여 위화감이 느껴

지지 않는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토대로 타마무시 사토코는 <앵화풍수도

병풍>이 실제로 기합서로 제작되지 않았더라도 전승 필자들의 서풍을 

구사할 수 있는 집필자가 각 서체를 비슷하게 구현했을 것이라고 보았

133) 楢崎宗重, 앞의 논문, p. 395; 玉蟲敏子, 앞의 논문, p.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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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34) 즉, <앵화풍수도병풍>이 엄밀한 의미에서 기합서의 방식으로 제

작된 작품은 아니지만 기합서와 같은 효과가 의도된 작품이었음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 필자는 이 작품이 실제로 기합서인지의 여부에 초점에 맞추

기 보다는 이 작품이 기합서와 같은 효과를 의도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앵화풍수도병풍>은 적어도 기합서와 같은 방식의 감상을 유도하

는 작품이며 작품의 탄자쿠에는 기합서의 취향이 반영되어 있다. 

2) <앵화풍수도병풍>의 기합서 취향

<앵화풍수도병풍>은 기합서와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다. 40수의 와

카가 서로 다른 필체로 기록되었으며 탄자쿠에 시구(詩句)를 배열하는 

방식인 서식(書式)이 다양하게 시도되었다. 다른 운금병풍에서는 이러한 

성질이 발견되지 않는다. 네즈미술관 소장 <요시노타츠타즈병풍>에서 

모든 와카는 동일한 서체와 서식으로 기록되었다.135) 작품 속 와카는 모

두 세로쓰기로 2행에 걸쳐 필사되었으며 오른쪽 행에 초구(初句)부터 

제3구까지, 왼쪽 행에 제4구와 제5구가 배치되었다.136)(도 36) 반면 

<앵화풍수도병풍>의 와카는 다양한 형태로 배열되었다. 네즈미술관 소

장 <요시노타츠타즈병풍>의 와카와 같이 초구부터 제3구까지만 오른쪽 

행에 배치한 것도 있고, 초구부터 제4구까지 오른쪽 행에 배치하고 5구

만을 왼쪽 행에 두어 두 행의 길이가 불균형한 것도 존재한다.(도 37, 

38) 일부 탄자쿠에서는 치라시가키도 발견된다.(도 39) 우척의 3번, 14

번, 21번 탄자쿠와 좌척의 3번, 9번, 19번 탄자쿠의 경우 와카가 용지의 

하단에서 시작하여 상단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독특한 방식으로 기록되었

134) 玉蟲敏子, 앞의 논문(2009), p. 48; Tamamushi, 앞의 논문, p. 39.

135) Sakomura, 앞의 책, p. 143. 사코무라는 네즈미술관 소장 <요시노타츠타즈병

풍> 탄자쿠의 글씨가 아스카이 마사츠네(飛鳥井雅経, 1170-1221)의 필체와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136) Sakomura, 앞의 책, pp. 13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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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37)

<앵화풍수도병풍>의 화면은 탄자쿠의 다양한 서체와 의장들이 조화

로운 전체를 완성할 수 있도록 섬세하게 구성되었다. 이는 탄자쿠 배치

의 규칙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서식이 동일한 탄자쿠들은 가능한 바

로 옆에 인접하지 않도록 구성되었다. 또한 용지 디자인 및 색상이 동일

한 탄자쿠들이 인접하지 않도록 고려되었다. 한편 본고 2장 1절에서 살

펴본 바와 같이 탄자쿠 모티프는 감상자에게 와카를 부분적으로 노출함

으로써 감상의 재미를 배가시키는 기능을 담당했다. 탄자쿠의 유희적인 

기능까지 염두에 두고 화면을 균형있게 구성하기 위해서는 작품 제작 단

계에서 와카 문화에 익숙한 인물의 개입이 필요했을 것이다. 뿐만 아니

라 <앵화풍수도병풍>은 이미 존재하는 텍스트를 기반으로 제작된 작품

이 아니었기 때문에 칙찬와카집으로부터 병풍에 필사할 와카를 선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했다. 그러므로 <앵화풍수도병풍>의 제작에는 앞서 

살펴본 <12월와카화조도병풍>에서 코노에 이에히로가 담당했던 기획자 

역할의 인물이 반드시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작품의 와카는 21대

집 칙찬와카집 중 16개 와카집으로부터 발췌되었다. 이례적으로 많은 수

의 칙찬집으로부터 발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많은 종류의 디자인을 

하나의 작품에 망라하고자 했던 기합서 취향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일 수 

있다. 

선가(選歌)의 양상으로 미루어 보아 작품의 와카를 선정한 인물은 고

미즈노오 상황을 중심으로 구성된 가단(歌壇)의 인물이었을 것으로 추정

된다. 작품의 와카는 고도로 엄밀한 기준에 의해 선정되었다. <앵화풍수

도병풍>의 와카는 모두 제3구에 특정한 단어를 지닌다.138) 우척의 와카 

19수는 벚꽃을 의미하는 단어 ‘사쿠라바나(桜花)’를, 좌척의 와카 21수

는 단풍잎을 의미하는 단어 ‘모미지바(紅葉ば)’를 제3구에 포함하고 있

137) Katz, ed., 앞의 책, p. 48.

138) 와카는 일본 고유의 정형시이며 총 5구(句), 31음(音)으로 구성되어 있다. 와

카의 기본 음수율은 5・７・5・7・7이다. 와카의 제3구에는 5음절의 시구가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김충영, 앞의 책, 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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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39)(표 1, 2) ‘사쿠라바나’와 ‘모미지바’는 각각 우척과 좌척 화면의 

주요 모티프인 벚꽃과 단풍을 환기한다. 

이와 같이 동일한 시어를 일정한 위치에 포함하는 일군(一群)의 와카

들을 한 작품에 취합하는 독특한 방식은 17세기의 와카 향유 양상과 관

련이 있다. 헤이안시대와 카마쿠라시대에 전성기를 이룬 와카 문화는 에

도시대에 이르러 활력을 잃기 시작했다. 새로운 와카의 창작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에이쿄(永享) 5년(1439) 『신쇼쿠코킨와카슈(新続

古今和歌集)』를 마지막으로 칙찬와카집도 더 이상 편찬되지 않았다. 그

러나 천황과 궁정을 중심으로 와카의 전통을 보존하고 계승하려는 노력

은 꾸준히 이루어졌다. 이는 고미즈노오인의 복고주의적 문화 향유 경향

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고전 문학과 전통 예술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17세기의 고미즈노오 천황, 고사이 천황, 레이겐 천황은 와카 문화의 부

흥을 위해 ‘유제집(類題集)’ 편찬 등 와카 연구에 힘썼다.140) 이는 당시 

가제(歌題)가 미리 주어지면 그에 해당하는 적절한 구절들을 취합하여 

한 수의 노래를 완성하는 방식의 ‘제영(題詠)’이라는 작시법(作詩法)이 

일반화 된 것과 관련이 있다. 17세기에 와카는 실제의 풍경이나 대상이 

촉발한 감흥을 읊는 실영(実詠)의 방식으로 창작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경우 제영의 방식으로 향유되었다. 따라서 에도시대에 우타아와세 등 제

영가(題詠歌)가 요구되는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고전 와카의 다양한 

구절을 알고 있어야 했다. 유제집은 우타아와세 등에서 빈출되는 가제에 

대해 주제별로 고전의 와카를 취합한 것으로 와카 제영가의 입문자에게

는 오늘날의 사전과 같이 유용하게 활용되었다.141) 고미즈노오 천황은 

칙찬와카집, 사찬집, 사가집(私家集), 주요 우타아와세(歌合) 등을 망라

하여 『루이다이와카슈(類題和歌集)』와 같은 유제집을 편찬했으며 『이

139) 花房美紀, 「東福門院の和歌の趣向についてー手鑑類、屏風絵など下賜品を手が

かりに」, 『鹿島美術財団年報』24(2006), p. 469.

140) 三村晃功, 「『明題拾要鈔』の成立」, 『光華女子大学研究紀要』34(1996), 

pp. 31-32.

141) 三村晃功, 앞의 논문, pp. 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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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지미쇼(一字御抄)』와 같이 특정 글자를 포함한 와카를 모두 열람할 

수 있는 체계의 유제집을 완성했다.142)

이와 같이 17세기에는 제영가라는 창작의 관행으로 인해 와카가 예술

적 활동으로서 향유되기보다 학문적 관점에서 접근되는 경향이 존재했

다. 동일한 시어가 포함되는 와카를 취합하는 <앵화풍수도병풍>의 독특

한 취향은 17세기에 진행된 유제집 편찬과 같은 학문적 활동 경향과 무

관하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앵화풍수도병풍>은 고미즈노오 천황

의 가단 소속인 동시에 막부, 토후쿠몬인과 관계가 있었던 아스카이 마

사아키(飛鳥井雅章, 1611-1679)와 같은 인물이 막부의 의뢰를 받아 제

작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이 <앵화풍수도병풍>은 탄자쿠의 

배치와 와카의 선정에 있어 17세기 공가 기합서의 성격을 보인다. 

한편 토후쿠몬인을 위해 제작된 <앵화풍수도병풍>이 기합서 풍으로 

제작된 것은 그가 실제로 서도(書道)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지니고 있

었던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토후쿠몬인은 아름다운 필체가 담긴 

시키시와 탄자쿠를 수집하여 소장했으며 이들을 카케모노(掛物)나 화첩

으로 제작하여 가깝게 교류하던 인물 및 사찰에 하사하기도 했다.143) 토

후쿠몬인은 고필(古筆)보다는 동시대 공경(公卿)들의 글씨를 주된 수집

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천황가를 비롯한 쿄토의 유서깊은 가문 귀족

들이 모모야마시대 이전의 필적을 중심으로 글씨를 수집했던 것과 대조

를 이룬다. 토후쿠몬인은 비교적 접근이 쉬운 황족이나 조정 내 공경들

의 글씨를 구해 장식적인 방식으로 향유했다. 

토후쿠몬인이 글씨를 장식적으로 향유한 사례는 슈가쿠인 리큐(修学

院離宮) 내 캬쿠덴(客殿)의 카스미다나(霞棚)에서 찾아볼 수 있다. 캬쿠

덴은 토후쿠몬인이 생전에 뇨인고쇼(女院御所)에서 응접 공간으로 사용

했던 타이멘쇼(対面所)를 슈가쿠인 리큐로 이축한 것으로 실내 장식에서 

토후쿠몬인의 취향을 확인할 수 있다. 캬쿠덴 내 벽면의 카스미다나는 

142) 三村晃功, 앞의 논문, pp. 31-32.

143) 花房美紀, 앞의 논문, pp. 465-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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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가쿠인핫케이(修学院八景)’를 제재로 한 와카 및 한시(漢詩) 시키시

로 장식한 아름다운 선반이다. 킨스나고(金砂子)를 운형(雲形)으로 뿌려 

장식한 벽면 위에 시키시가 엇갈린 형태로 우아하게 배치되었다. 

토후쿠몬인은 황실 내 가족 구성원이나 교류가 있던 공경들에게 자주 

글씨를 요청했다. 토후쿠몬인의 필적 수집이 상당히 이른 시기부터 시작

되었음이 히노 스케카츠(日野資勝, 1577-1639)의 일기 『스케카츠코키

(資勝卿記)』의 칸에이 5년(1628) 8월 조(条)에 잘 나타나 있다.144)

  칸에이 5년 8월 10일, …… 중궁께서 시키시 4매・탄자쿠 2매에 정서

(清書)를 맡기시고 (후략)

  22일, …… 중궁께서 맡기신 카센에 3매 중 1매는 큰 오시에(押絵)로

서, 길이가 3척(尺)이며 (후략)

  23일, …… 중궁께서 말씀하신 카센에 3매를 정서하여 올렸다. 시키시 

1매는 잘못 적어서 고쳐야 하기 때문에 올리지 못했다.145)

당시 부케텐소(武家伝奏)로서 조정과 막부 사이의 의사 전달을 담당

했던 히노 스케카츠는 황실에 입궁한지 얼마 되지 않은 토후쿠몬인에게 

비교적 가까운 인물이었다. 토후쿠몬인은 시키시나 탄자쿠와 같은 와카 

용지뿐만 아니라 완성된 카센에를 보내 그 위에 글씨를 요청하기도 했

다. 토후쿠몬인이 직접 서화를 제작했으며 그 의장에 상당한 관심을 갖

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토후쿠몬인의 서화 제작은 장식적・가족적 성격을 띠는 경우

144) 日高愛子, 「飛鳥井雅章の歌会作法書にみる後水尾院周辺」, 『語文研究』 

117(2014), pp. 28-40.

145) “寛永五年八月十日、中宮様より色紙四枚・短尺二枚清書仕候て、上可申候由、

梅小路より申来候也。

廿二日、庚戌、晴。午刻、少間村雨仕て晴、中宮様より歌仙三枚之内、一枚は大

なる押絵、長三尺斗にて、ていのしたえ梅あり。僧正遍昭二枚は小さき押絵、公

忠能宣朝臣、又色紙一枚、以梅小路被仰出候也。

廿三日、辛亥、晴。中宮様より被仰出候歌仙三枚、清書候て上申候。色紙一枚は

書損候て、直申候故、上不申候。” 日高愛子, 위의 논문, pp. 32-3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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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많았다. 고미즈노오 천황의 황녀 시나노미야(品宮)의 일기 『무죠호

인도노고닛키(无上法院殿御日記)』의 칸분 12년(1672) 1월 18일 조에

서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146)

묘호인(妙法院), 쇼렌인(青蓮院), 우다이진(右大臣) 모토히로(基煕)는 염

필(染筆)의 요청이 있어 이 곳에 모여 글씨를 썼다. 뇨인(女院)께서 직접 붙

인 꽃과 단풍(紅葉)의 나무에 탄자쿠를 늘어뜨리고 그곳에 와카를 적는 독

특하고 아름다운 취향(物数寄)이었다.147)

시나노미야의 일기에 등장한 묘호인 교죠 법친왕, 쇼렌인 손쇼 법친왕

(青蓮院 尊証法親王, 1651-1694)는 고미즈노오 천황과 신코기몬인(新

広義門院, 1624-1677) 사이의 황자(皇子)들이며 코노에 모토히로(近衛

基煕, 1648-1722)는 역시 고미즈노오 천황과 신코기몬인 사이에서 태

어난 황녀(皇女) 시나노미야의 남편으로 모두 천황가의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다. 토후쿠몬인이 제작한 서화 작품의 의장이 심미적으로 독특하고 

아름다운 모노즈키(物数寄), 즉 우아하고 풍류 있는 취향의 작품으로 인

식되었음을 시나노미야의 일기로부터 알 수 있다. 

<앵화풍수도병풍>의 벚꽃과 단풍, 탄자쿠 모티프는 글씨를 장식적으

로 향유하는 토후쿠몬인의 취향에 잘 부합했을 것이다. 위의 시나노미야

의 일기에 따르면 토후쿠몬인은 벚꽃과 단풍에 탄자쿠를 늘어뜨리는 의

장을 애호한 것으로 보인다. <앵화풍수도병풍>의 제작에 토후쿠몬인의 

이러한 취향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관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토후쿠몬인은 <앵화풍수도병풍>을 기합서 감상의 방식으로 감

상했을 것이다.148) 즉, 그는 각 탄자쿠의 필적을 모두 식별할 수 있었을 

146) 瀬川淑子, 앞의 책, pp. 76-77.

147) “妙法院宮、しゃうれん院宮、右府せい書の物有て、すなはちこなたへよりあひ

給て、かき給ふ、女院御ちゃうふ也、花紅葉の木ありてたんさくのつきたるを絵

にかきたるの也、そのたんさくニかゝるゝ哥也、殊外み事にうつくしき事、よき

御物すき也、いすれも出来あけらるゝ”  玉蟲敏子, 앞의 논문(2009), p. 5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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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토후쿠몬인은 황실의 친왕 및 공가의 글씨를 다양한 용지 장식

과 그림, 표구(表具) 장식으로 꾸며 서화를 제작하는 것을 즐겼다. 그 

과정에서 그는 황족과 공경들의 서체와 서법(書法)의 시각적인 특징을 

민감하게 관찰했으며 그들의 필체에 드러나는 개인적 습관 등에도 상당

히 익숙했을 것으로 보인다. 타마무시 사토코가 확인했듯 후지모토 료인

이 각각 묘호인 교조, 아스카이 마사아키, 지묘인 모토토키, 쇼코인 도코

의 것으로 감식한 서체는 실제 그들의 필체와 흡사하다. 묘호인 교조, 

쇼코인 도코의 경우 황실의 친인척으로서 고미즈노오 천황이 주최한 

『겐지모노가타리』강연, 차회와 가회 등에 자주 동석(同席)하는 등 토

후쿠몬인과 인연이 깊은 인물들이다. 아스카이 마사아키의 경우 토후쿠

몬인에게 탄자쿠의 작법(作法)을 전수한 인물로 글씨를 매개로 그와 교

류하였다.149) 뿐만 아니라 필자 목록의 카지이노미야 지인, 쇼렌인 숀쇼

는 모두 황실의 친인척으로서 토후쿠몬인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다. 

토후쿠몬인은 탄자쿠의 필적들로부터 각 필자들을 구체적으로 환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앵화풍수도병풍>의 탄자쿠는 개성적 서체와 

디자인으로써 각 필자를 암묵적으로 표상했으며 뇨인고쇼 정원이라는 풍

류의 장에 우타아와세의 구도로 배치되었다. 좌주(座主)의 자리가 비어 

있는 화면 속 우타아와세는 감상자 토후쿠몬인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유도했을 것이다. <앵화풍수도병풍>은 운금 모티프와 탄자쿠 모티프를 

개성적 필체와 함께 활용함으로써 감상의 유희적 측면을 극대화하면서도 

토후쿠몬인에 대한 집단적 축원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작

품이었다. 

148) 松原茂, 앞의 논문(1987), p. 50. 이 논문의 필자는 기합서에 당대 명필의 글

씨만 엄선되었던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각 글씨의 주인이 누구일지 맞추어 

가며 감상하는 것 또한 기합서 감상의 재미를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었다. 

149) 日高愛子, 앞의 논문, pp. 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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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앵화풍수도병풍(桜花楓樹図屏風)>은 토사 미츠오키(土佐光起)의 

작품 중 17세기 후반 궁정 회화의 장식적 특징을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 

6곡 1쌍의 병풍에 벚나무와 단풍나무를 대칭적으로 배치한 ‘운금병풍(雲

錦屏風)’이다. 이 작품은 네즈미술관 소장 <요시노타츠타즈병풍(吉野龍

田図屏風)> 외 2점과 함께 운금병풍의 계통을 이루는 작품으로 인식되

어 왔다. 그러나 <앵화풍수도병풍>은 다른 운금병풍들과 양식 및 내용

의 측면에서 구별된다. 이 작품은 17세기 후반 궁정 회화의 양식으로 제

작되었으며 요시노 산, 타츠타 강이라는 메이쇼(名所)를 소재로 한 <요

시노타츠타즈병풍>과 달리 정원이라는 보다 사적인 공간을 그린 작품이

다. 

  <앵화풍수도병풍>의 탄자쿠(短冊)는 좌우 두 편으로 나뉘어 와카를 

겨루는 우타아와세(歌合)의 구도로 배치되어 있다. 우타아와세의 구도는 

벚꽃과 단풍의 춘추 모티프와 결합하여 ‘춘추우열논쟁(春秋優劣論爭)’이

라는 일본 고전문학의 화소를 연상시킨다. ‘중궁(中宮)’과 긴밀한 연관을 

갖는 춘추우열논쟁의 이미지는 이 작품의 원 소장자가 토후쿠몬인(東福

門院)이라는 전승 문헌의 신빙성을 높인다. 

  <앵화풍수도병풍>에는 장수와 번영을 기원하는 와카가 다수 쓰여 있

다. 그 중 2수의 와카는 이 병풍의 제작 연대를 엔포(延宝) 연간

(1673-1681)으로 판단하게 한다. 헤이안시대에는 재난으로 인해 고쇼

(御所)를 떠나 있던 천황・중궁이 신축 고쇼에 환궁한 직후 번영과 안녕

을 기원하며 성대한 가회를 개최하는 경우가 있었다. 위 2수의 와카는 

이러한 가회에서 연행된 노래들이었다. 한편 유사한 연회가 엔포 연간 

토후쿠몬인의 신축 고쇼 정원에서도 열렸다. 연이은 화재로 고쇼를 떠나

야 했던 토후쿠몬인은 신축 고쇼에 입주하자 곧 정원과 객실을 아름답게 

꾸며 황실의 측근들을 초대해 어회(御会)를 개최했다. 엔포 연간에는 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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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에 대규모의 화재가 연이어 발생하여 황실은 물론 공가 저택의 대다수

가 전소(全燒)했다. 토후쿠몬인 신축 고쇼의 연회에 모인 이들은 중궁의 

장수는 물론 태평한 시절이 이어지기를 기원했을 것이다. <앵화풍수도

병풍>은 엔포 연간 이러한 연회를 기념하여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작품의 주문자는 막부 측일 가능성이 높다. 작품에 선정된 와카들은 

21대집의 칙찬와카집(勅撰和歌集) 중 16개 와카집으로부터 발췌한 것인

데 그 중 고토바 천황의 『신코킨와카슈(新古今和歌集)』가 배제된 점이 

주목된다. 고미즈노오 천황은 『신코킨와카슈』 편찬의 하명자이며 자신

처럼 막부에 의해 정치적 활동을 제약받은 고토바 천황에 대해 동질감을 

갖고 있었다. 고미즈노오 천황은 고토바 천황을 위해 추선 공양(追善供

養)을 올리는 등 고토바 천황에 대한 일체감과 동경을 공공연히 드러냈

다. 고미즈노오 천황과 불편한 관계에 있던 막부는 그를 의식하여 『신

코킨와카슈』를 배제한 것으로 보인다. 

  <앵화풍수도병풍> 탄자쿠에는 다양한 서체로 와카가 필사되어 있다. 

탄자쿠에 대한 필자 감정서도 있어 이 작품은 기합서(寄合書)로 전승되

어 왔다. 작품이 실제로 기합서의 방식으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감상자로 하여금 여러 인물에 의해 쓰인 것으로 탄자쿠의 글씨를 

인식하게 하려는 표현 의도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감상자인 토후쿠몬

인은 기합서의 취향으로 꾸며진 탄자쿠 의장을 통해 집단적 축원의 의사

를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앵화풍수도병풍>은 이러한 축복의 메시지

를 우타아와세라는, 궁정의 풍류를 보여주는 행사의 한 장면으로 제시한 

그림인 것이다. 

  본 논문은 <앵화풍수도병풍>의 제작 맥락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에도

시대 궁정의 풍류와 장식 문화를 살펴보고자 한 시도이다. <앵화풍수도

병풍>은 중궁 토후쿠몬인에 대한 축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매체, 

모티프, 와카 등 모든 요소들이 하나의 일체화된 의장의 체계를 이루도

록 섬세하게 조직된 그림이다. 장식과 의장 그 자체를 감상과 유희의 대

상으로 삼았던 에도시대 전기 황실의 풍류(風流) 문화에 주목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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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이 연구의 의의를 찾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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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출전(出典) 가인(歌人)

우1 『쇼쿠코킨슈』20賀1865 사이온지 사네우지 1194-1269)

色いろに/さかへてにほへ/さくらばな/わがきみぎみの/千よのかざしに

우2 『쇼쿠고센슈』3春下120 스토쿠인(崇徳院, 1119-1164) 

ことならば/さてこそちらめ/さくら花/おしまぬ人も/あらじとおもへば 

우3 『쇼쿠센자이슈』2春下132 후지와라노 미치토시(権中納言通俊, 1047-1099)

春風は/吹ともちるな/さくら花/はなのこころを/われになしつゝ

우4 『쇼쿠고센슈』10釈教613 세손지 유키요시(世尊時行能, 1180-1250)

うへしより/ぬしあるやどの/さくら花/あかずといかが/家づとにせむ

우5 『코킨슈』1春上49 키노 츠라유키(紀貫之, 868-945)

ことしより/はるしりそむる/さくら花/ちるといふことは/ならはざらなん 

우6 『킨요슈』1春53 사이구 치쿠젠노 우바(前斎宮筑前乳母, 11세기)

春ことに/あかぬにほひを/桜ばな/いかなるかぜの/をしまざるらむ

우7 『쇼쿠센자이슈』2春下130 후지와라노 타카노부(藤原隆信, 1142-1205)

あだにちる/物からいかで/さくらばな/のどけき春の/色をみすらむ

우8 『센자이슈』1春上55 후지와라노 킨미츠(前左衛門督公光, 1130-1178)

みな人の/こころにそむふ/さくら花/いくしほとしに/色まさるらむ

우9 공백

우10 『킨요슈』1春59 미나모토노 토시요리(源俊頼, 1055-1129)

木ずゑには/ふくともみえで/さくら花/かをるぞ風の/しるしなりける

우11 『교쿠요슈』2春下175 사이온지  카네스에(西園寺兼季, 1285-1339)

あだし色に/猶うとまれぬ/さくらばな/まつもをしむも/物をこそおもへ

우12 『쇼쿠고센슈』2春中89 후지와라노 오키카제(藤原興風, 10세기)

みてかへる/心あかねば/さくら花/さけるあたりに/やどやからまし

우13 『고슈이슈』１春上126 미나모토노 미치나리(源道済, ?-1019)

わが宿に/さきみちにけり/さくらばな/外には春も/あらじとぞ思

우14 『킨요슈』1春34 미나모토노 마사카네(源雅兼, 1079-1143)

秊ごとに/さきそふやどの/さくらばな/猶ゆくすゑの/春ぞゆかしき

우15 『신쵸쿠센슈』7賀464 후지와라노 요리무네(藤原頼宗, 993-1065)

けふぞ見る/玉のうてなの/桜ばな/のどけき春に/あまる匂ひを

우16 『고슈이슈』1春上95 후지와라노 사네마사(藤原実政, 1018-1093)

春ことに/みるとはすれど/さくらはな/あかでもとしの/つもりぬる哉

우17 『쇼쿠센자슈』16雑上1677 야마다 호시(山田法師, 10세기)

めずらしき/物かはあやな/さくらばな/ここらの春に/あかずもあるかな

우18 『고센슈』3春下106 후지와라노 아츠타다(藤原敦忠, 906-943)

風にしも/なにかまかせむ/桜ばな/匂あかぬに/ちるはうかりき

우19 『슈이슈』1春44 후지와라노 치카게(藤原千景, 11세기)

さきそめて/幾世へぬらん/さくらばな/色をば人に/あかずみせつ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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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제 5구(句)에 오기(誤記)가 있다. <고슈이와카슈(後拾遺和歌集)> 원문에는 

우20 공백

우21 『센자이슈』10賀611 호리카와 천황(堀河院, 1079-1107)

千とせまで/おりてみるべき/さくらばな/木すゑはるかに/さきそめにけり

표 1 <앵화풍수도병풍> 와카의 원문 및 작자 목록(우척)

No. 출전(出典) 가인(歌人)

좌1 『고슈이슈』5秋下343 후지와라 노 츠네히라(藤原経衡, 1005-1072

日をへつゝ/ふかくなりゆく/紅葉ゞの/いろにぞ秋の/ほどはしらるる150)

좌2 『신쇼쿠코킨슈』6冬620 홋신노 쇼손(二品法親王聖尊, 1303-1370)

そむるより/契りやおきし/紅葉ゞの/ちらばともにと/ふる時雨かな

좌3 『신슈이슈』18雑上1665 겐쇼 호시(玄勝法師, 14세기)

山姫の/手染にいそぐ/紅葉ばや/しぐれぬさきの/錦なる覧

좌4 『신센자이슈』5秋下580
후지와라노 타메스케(藤原為相；前中納言為相, 

1263-1328)

しぐれよと/なにいそぎけむ/もみぢ葉の/ちしほになれば/秋ぞとまらぬ

좌5 『코킨슈』5秋下264 작자 미상

ちらねども/かねてぞおしき/紅葉ばゝ/今はかぎりの/色とみつれば

좌6 『신쇼쿠코킨슈』5秋下591
후지와라노 타메시게(藤原為重；権中納言為重, 

1325-1385)

過ぎやすき/時雨なればや/紅葉ゞに/そめかさねたる/色はみゆらん

좌7 『센자이슈』5秋下358 소이 호시(素意法師, ?-1094)

故郷に/とふ人あらば/もみぢ葉の/ちりなん後を/まてとこたへよ

좌8 『신쇼쿠코킨슈』5秋下585 고우다인 노 사이쇼 노 스케(後宇多院宰相典侍, 14세기)

みし秋に/色こそまされ/もみぢ葉の/うつろふかたや/猶しぐるらむ

좌9 『쇼쿠센자이슈』5秋下573
후지와라노 츠네츠구(藤原経継；前中納言経継, 

1258-1326)

いとはやも.そめて色こき/紅葉かな/此ひともとや/まづしぐれ釼

좌10 『고센슈』7秋下381 아리와라노 모토카타(在原元方, 10세기)

おそくとく/色づく山の/もみぢばは/をくれさきだつ/つゆやおくらん

좌11 『신센자이슈』5秋下551 미나모토 노 시게유키(源重之, 10세기)

初霜の/そめぬだにこき/もみぢ葉の/いろのさかりを/だれにみせまし

좌12 『쇼쿠고센슈』7秋下428 비와 황태후궁(枇杷皇太后宮, 994-1027)

こゝにだに/あさくはみえぬ/紅葉ばの/ふかき山ぢを/思ひこそやれ

좌13 『신센자이슈』5秋下581 유기몬인(遊義門院, 127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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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ほどはしらるる’가 ‘ほどはしりぬる’로 표기되어 있다. 

しるらめや/しぐれぬさきの/もみぢ葉は/心の色の/そむる千しほを

좌14 『후가슈』15雑上1590 히노 켄슌(日野賢俊；前大僧正賢俊, 1299-1357)

神無月/時雨にまじる/紅葉ゞは/ちりかふほども/色やそふらむ

좌15 『쇼쿠슈이슈』19釈教1380 호인 료슈(法印良守, 13세기)

いろ色に/かはる木ずゑの/もみち葉も/しぐれならでは/染るものかは

좌16 『슈이슈』3秋199 에교 호시(恵慶法師, 10세기)

きのふより/けふはまされる/もみぢ葉の/あすの色をは/みでややみなむ

좌17 『센자이슈』5秋下354 카쿠엔 호시(覚延法師, 12세기)

むら雲の/しぐれてそむる/もみぢばゞ/うすくこくこそ/色も見えけれ

좌18 『고센슈』7秋下390 작자 미상

あだなりと/我は見なくに/紅葉ばを/色のかはれる/秋しなければ

좌19 『슈이슈』3秋201 미나모토 노 카네미츠(源兼光, 10세기)

枝ながら/みてをかへらむ/もみぢ葉は/おらむほどにも/ちりもこそすれ

좌20 『신쵸쿠센슈』5秋下344
후지와라노 슌제이(藤原俊成；皇太后宮大夫俊成, 

1114-1204)

時雨ゆく/そらだにあるを/もみぢばの/あきはくれぬと/色にみすらむ

좌21 공백

좌22 『신슈이슈』7賀715
후지와라노 사네노리(藤原実教；前大納言実教, 

1264-1349)

雨露の/めぐみにそむる/もみぢ葉の/ちしほは君が/ちよのかずかも

표 2 <앵화풍수도병풍> 와카의 원문 및 작자 목록(좌척)

전승 필자 탄자쿠 번호 츠레즈레구사 신산쥬롯카센

사이온지 사네하루

(西園寺実晴, 1600-1673) 
우척 3

토쿠다이지 킨노부

(徳大寺公信, 1606-1684)
좌척 13, 19

아스카이 마사아키

(飛鳥井雅章, 1611-1679)
우척 8 ○ ○

쇼코인 도코

(照高院道晃　1612-1679)
우척 5, 14 ○ ○

토미노코지 요리나오

(富小路頼直, 1613-1658)
좌척 10, 17

치구사 아리요시

(千種有能, 1615-1687)

우척 6

좌척 12
○ ○



- 72 -

카지이노미야 지인

(梶井宮慈胤, 1617-1699)
좌척 18 ○

히노 히로스케

(日野弘資, 1617-1687)
좌척 9 ○ ○

고조 타메야스

(五条為庸, 1619-1677)
우척 1

산조 킨토미

(三条公富　1620-1677)
우척 21

야나기와라 스케유키

(柳原資行, 1620-1679)
좌척 2, 15 ○

카라스마루 스케요시

(烏丸資慶　1622-1669)
좌척 1, 16 ○

소노 모토후쿠

(園基福, 1622-1699)
우척 12 ○

호리카와 노리야스

(堀川則保, 1622-1686)
우척 18

아부라노코지 타카사다

(油小路隆貞, 1626-1699)
우척 16 ○

나카노인 미치시게

(中院通茂1631-1710)

우척 7, 11 

좌척 3
○ ○

지묘인 모토토키

(持明院基時, 1635-1704)
우척 17 ○ ○

오오이미카도 츠네미츠

(大炊御門経光, 1638-1704)

우척 13

좌척 4, 7
○

산보인 코켄

(三宝院高賢　1639-1707)
우척 4, 15

묘호인 교죠

(妙法院堯恕, 1640-1695)
좌척 6 ○ ○

쿠조 카네하루

(九条兼春, 1641-1677)

우척 19

좌척 22

하무로 요리타카

(葉室頼孝, 1644-1709) 
우척 2 ○

이치조인노미야 신케이

(一乗院宮真敬, 1649-1709)
좌척 5, 8, 20 ○

쇼렌인 손쇼

(青蓮院尊証, 1651-1694)
우척 10 ○ ○

세이칸지 히로사다

(清閑寺熙定, 1662-1707)
좌척 14

소노 모토카츠

(園基勝, 1663-1738)
좌척 11

표 3 <앵화풍수도병풍>의 와카 필자 목록과 참여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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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 (도 2)의 세부, 키노 토모요리의 탄자쿠와 와카. 

도 6. (도 2)의 세부, ‘모미지’ 탄자쿠.

도 7. (도 2)의 세부, 키노 츠라유키의 탄자쿠와 와카. 

도 8. (도 2)의 세부, 작자 미상의 탄자쿠와 와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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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2. <厳島吉野花見図屏風>, 六曲一雙, 17世紀, 紙本金地着色, 各隻 

153.6×348.6cm, Metropolitan Museum of Art.

도 13. 伝　土佐光起, <垣に竹図>, 六曲一雙, 17世紀,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도 14. 桂棚, 17世紀, 桂離宮, 京都.

도 15. 土佐光起, <須磨明石図屏風>, 六曲一雙, 17世紀, 紙本金地着色, 

出光美術館, 東京.

도 16. ⼟佐光起, <水辺鶉図>, 17世紀, 絹本着色, 개인 소장.



- 79 -

도 17. ⼟佐光起, <弁才天図>, 17世紀, 絹本着色, 89.8×34.6cm, 개인 

소장. 京都.

도 18. (도 1)의 세부. 카나구(金具)의 토쿠가와 가문 문장(紋章). 

도 19. 狩野探幽, <源氏物語屏風>, 六曲一双, 1642, 紙本金地着色, 

宮内庁三の丸尚蔵館, 東京 세부. 카나구의 토쿠가와 가문 문장.

도 20. <佐竹本三十六歌仙絵巻>, 13世紀, 紙本著色, 縦 36cm, 

大和文華館, 奈良.

도 21. 近衛信尹　筆. <十六歌仙図>, 桃山時代,  紙本著色, 各隻 

143.1×469.0cm, 大阪城博物館, 大阪.

도 22. 近衛信尹 筆, 伝 土佐光吉, <三十六歌仙扁額>, 17世紀, 扁額, 各 

47×178.5cm, 禅林寺, 京都.

도 23. 「弘御殿の歌人席図」, 『寛永歌合之間事』, 1639, 宮内庁書陵部, 

東京. 

도 24. (도 23)을 간략화 한 그림.

도 25. (도 1)의 탄자쿠 번호. 

도 26. 近衛信尹 筆, 伝 長谷川等伯, <檜原図屏風>, 桃山時代, 禅林寺, 

京都. 

도 27. 住吉具慶, 《徒然草画帖》, 一帖五十図,　17世紀, 絹本着色, 各 

17.5×24.2cm, 東京国立博物, 東京. ９段(左), 18段(右).

도 28. 山本素軒, <十二ヶ月花鳥図屏風>, 1703, 

アメリカ・サンフランシスコ・アジア美術館蔵.

도 29. (도 28)의 세부. 「七月」

도 30. (도 22)의 세부. 「九月」

도 31. (도 22)의 세부. 「三月」

도 32. 妙法院堯恕法親王 筆,《徒然草画帖》詞書(第15段), 17世紀, 各 

17.5×24.2cm, 東京国立博物, 東京.

도 33. (도 1)의 세부. 좌척 6번 탄자쿠.

도 34. 飛鳥井雅章 筆,《徒然草画帖》詞書(第71段), 17世紀, 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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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24.2cm, 東京国立博物, 東京.

도 35. (도 1)의 세부. 우척 8번 탄자쿠.

도 36. (도 3)의 세부.

도 37. (도 1)의 세부.

도 38. (도 1)의 세부.

도 39. (도 1)의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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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 土佐光起, <桜花楓樹図屏風>, 六曲一雙, 17世紀, 絹本着色, 各隻 144×286cm,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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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 <吉野龍田図屏風>, 六曲一雙, 16世紀、紙本金地着色, 各隻 154.5×358.0cm, 出光美術館, 東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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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 <吉野龍田図屏風>, 六曲一雙, 17世紀, 紙本金地着色, 各隻 176.8×415.6cm, 根津美術館, 東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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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4. <桜楓に短冊図屏風>, 六曲一雙, 17世紀, 紙本金地着色, 各隻 157.5×280.7cm, Peggy and Richard M. Danziger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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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5. (도 2)의 세부, 키노 토모요리의 탄자쿠와 와카. 

(가려진 글자에 괄호는 필자)

み(よしののやまへ)にさけるさくらはな

雪(かとのみそあ)やまたれける　紀友則

  도 6. (도 2)의 세부, ‘모미지’ 탄자쿠.

紅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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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7. (도 2)의 세부, 키노 츠라유키의 탄자쿠와 와카.         도 8. (도 2)의 세부, 작자 미상의 탄자쿠와 와카.

(가려진 글자에 괄호는 필자)                                 (가려진 글자에 괄호는 필자) 

年こ(とにもみちはなかす)龍田川                              龍田川(もみちは)なかる神なひの

(みなとやあきのとまり)な(る)らむ 貫之                        (みむろのやまに)時雨ふるら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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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9. (도 1)의 세부, 우척 11번, 12번 탄자쿠 (가려진 글자에 괄호는 필자) 

  우척 11번(앞)   あだし色に猶(う)と(ま)れ(ぬ)さくらばな

                  まつもをしむも物をこそおもへ

  좌척 12번(뒤)   みてかへる心あかねば(さくら花)

                  さけるあたりにやどやからま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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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0. 長谷川等伯, <楓圖壁貼付>, 四面, 1592年頃, 紙本金地着色, 

各面 175.6×139.5cm, 智積院, 京都.

도 11. (도 3)의 세부,    

      병풍의 키리몬(桐紋) 카나구(金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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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2. <厳島吉野花見図屏風>, 六曲一雙, 17世紀, 紙本金地着色, 各隻 153.6×348.6cm, Metropolitan Museum of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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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3. 伝　土佐光起, <垣に竹図>, 六曲一雙, 17世紀,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6곡 1쌍 중 좌척. 원래 (도 1)의 뒷면이었으나 현재 별개의 병풍으로 개장(改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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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4. 桂棚, 17世紀, 桂離宮, 京都.



- 92 -

도 15. 土佐光起, <須磨明石図屏風>, 六曲一雙, 17世紀、紙本金地着色, 出光美術館, 東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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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6. ⼟佐光起, <水辺鶉図>, 17世紀, 絹本着色, 개인 소장.

도 17. ⼟佐光起, <水辺鶉図>, 17世紀, 

絹本着色, 89.8×34.6cm, 개인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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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20. <佐竹本三十六歌仙絵巻>, 13世紀, 

         紙本著色, 縦 36cm, 大和文華館, 奈良.

도 18. (도 1)의 세부. 　　　　　　　　도 19.  狩野探幽, <源氏物語屏風>,

카나구(金具)의              六曲一双, 1642, 紙本金地着色, 

토쿠가와 가문               宮内庁三の丸尚蔵館, 東京 세부.

문장(紋章)                  카나구의 토쿠가와 가문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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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1. 近衛信尹　筆. <十六歌仙図>, 桃山時代,  紙本著色, 各隻 143.1×469.0cm, 大阪城博物館, 大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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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2. 近衛信尹 筆, 伝 土佐光吉, <三十六歌仙扁額>, 17世紀, 扁額, 各 47×178.5cm, 禅林寺, 京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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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3. 「弘御殿の歌人席図」, 『寛永歌合之間事』,                   도 24. (도 23)을 간략화 한 그림.

        1639, 宮内庁書陵部, 東京. (高梨素子, 

「寛永十六年歌合の一記録 : 執筆の目的と和歌奉行の仕事」, 

『いわき明星大学人文学部研究紀要』27(2014), 

  p. 28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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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5. (도 1)의 탄자쿠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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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6. 近衛信尹 筆, 伝 長谷川等伯, <檜原図屏風>, 桃山時代, 禅林寺, 京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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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7. 住吉具慶, 《徒然草画帖》, 一帖五十図,　17世紀, 絹本着色, 各 17.5×24.2cm, 東京国立博物, 東京.

　　　　　　　９段(左), 18段(右).  (東京国立博物館 研究情報アーカイブズ에서 발췌

       https://webarchives.tnm.jp/imgsearch/show/C0034638, https://webarchives.tnm.jp/imgsearch/show/C003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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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8. 山本素軒, <十二ヶ月花鳥図屏風>, 1703, アメリカ・サンフランシスコ・アジア美術館蔵.

도 29. (도 28)의 세부. 「七月」　　 　도 30. (도 22)의 세부. 「九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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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1. (도 22)의 세부. 「三月」　　도 32. 妙法院堯恕法親王 筆,《徒然草画帖》詞書(第15段),   도 33. (도 1)의 세부. 

                                        17世紀, 各 17.5×24.2cm, 東京国立博物, 東京.            좌척 6번 탄자쿠.

(東京国立博物館 研究情報アーカイブズ에서 발췌

https://webarchives.tnm.jp/imgsearch/show/E0019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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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4. 飛鳥井雅章 筆,《徒然草画帖》詞書(第71段),　　　　   도 35. (도 1)의 세부.            도 36. (도 3)의 세부.

　　　　　　 17世紀, 各 17.5×24.2cm, 東京国立博物, 東京.           우척 8번 탄자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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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7. (도 1)의 세부. 도 38. (도 1)의 세부. 도 39. (도 1)의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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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Flowering Cherry and Autumn Maples 
with Poem Slips

Chaerin Kim

Dept. of Archaeology and Art History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Chin-Sung Chang

Flowering Cherry and Autumn Maples with Poem Slips painted by Tosa Mitsuoki (土佐光

起, 1617-1691), now in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is a pair of folding screens that 

juxtaposes cherry blossoms with autumn maple foliage. Poem slips are shown as if tied 

to the branches. Selected waka poems are transcribed on the poem slips by several 

different hands. Documentary evidence suggests that the screens have been connected 

to Tōfukumon’in (東福門院, 1607-1678), the consort of the emperor Go-Mizunoo (r. 

1611-1629). The screens' cloisonné metal fittings, which bear the Tokugawa crest, also 

strongly suggest a connection to Tōfukumon'in, who was the daughter of the shogun 

Tokugawa Hidetada (1579-1632). 

In previous studies, the function and the possible commission of the screens have b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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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igated by analyzing the waka poems selected for the screens. Also, the decorative 

features of the screens have been studied in the context of kazari (飾り) culture which 

was about to revive at the Tokugawa court of the late 17th century.

This study explores the formal style, original ownership, date, function, commission, 

and taste of Flowering Cherry and Autumn Maples with Poem Slips. In terms of style, the 

Mitsuoki screens are distinct from the other screens pairing cherry blossoms and 

maples. While the other screens stylistically recall the pictorial style of the Momoyama 

period (1573-1615) which is characterized by dynamic composition and flamboyant 

colors, the Mitsuoki screens exemplify the aristocratic taste of the 17th century. 

Although the Mitsuoki screens and the Momoyama-style screens share the similar

motifs of cherry blossoms, maples, and poem slips, the message delivered by each of 

them was different. The Mitsuoki screens represent a garden where an elegant poetry 

gathering is held while the Momoyama-style screens deliver the images of famous 

places such as Yoshino or Tatsuta. It was Tosa Mitsuoki’s eclectic style that could 

recreate the old subject matter into the fresh work by applying a new style. 

The “Spring-Autumn Poetry Contest” theme, which is frequently employed in Japanese 

traditional literature featuring the character of empress or consort, strongly supports

the connection of the Mitsuoki screens to Tōufukumon’in. In the Mitsuoki screens, the 

poem slips are visualized in the structure of poetry match. The group of poem slips on 

the right screen and the other group of poem slips on the left screen are facing each 

other as if they are arranged in the poetry contest hall. The structure of poetry match 

combined with the motifs of cherry blossoms and maples reminded anyone familiar 

with the traditional literature such as the Manyōshū, the Genji monogatari, and the Ei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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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ogatari of the “Spring and Autumn Poetry Contest” theme. 

A number of waka poems wishing the prosperity and longevity of the imperial family 

are transcribed on the poem slips of the screens. Two of them provide an important clue 

for dating the screens to the Enpō era (1673-1681). In the Heian period (794-1185),

when the imperial family moved to a newly built palace from the temporary residence, 

magnificent banquets were held in the new garden. Both of the two waka poems were 

recited in that kind of poetry gatherings. Also, the very similar banquet was held in the

newly created garden of Tōfukumon’in. Tōfukumon’in who had to leave her palace 

because of continued fires moved into her new palace with beautifully decorated rooms 

and gardens and held a poetry gathering with attendance of imperial guests. This fact 

implies that people at the party would have wished for the empress’ longevity and 

lasting peace. Therefore,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Mitsuoki screens were created to 

celebrate imperially-sponsored poetry gatherings of this kind during the Enpō era. 

On the poem slips of the Mitsuoki screens, waka poems are transcribed by several 

different hands in various design. The formation of this kind of taste in calligraphy is 

related to the preference to the creative handwriting styles and designs. This study 

focuses on the taste of the co-production of manuscripts reflected on poem slips of the 

Mitsuoki screens. This thesis explores the context of the production of Flowering Cherry 

and Autumn Maples with Poem Slips while focusing on the courtly culture of decoration 

in the Edo period (1615-1868). The selection of waka poems and the decoration and 

arrangement of motifs indicate that a very meticulously designed program was needed 

for the production of the screens. This thesis aims to reassess the importance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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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tly culture of the early Edo period.

Keywords: Tosa Mitsuoki ( , 1617-土佐光起 1691), Tosa School (土佐派), 

Flowering Cherry and Autumn Maples with Poem Slips (桜花楓樹図屏風), 

Tōfukumon’in (東福門院, 1607-1678), Go-Mizunoo (後水尾), Edo period (江戸時代)

Student Number: 2015-20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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