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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준이종정도 자수병풍의 일반적 경향과 현황         Ⅳ.맺음말

Ⅰ. 머리말

  일본 오사카(大阪) 사가이(堺) 시립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준이종정도 자수병풍은 

19세기 후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병풍은 10폭(148.0cm×32.0cm) 대형병풍으

로 각 폭에는 다양한 형태의 중국 고대 청동 고기(古器)를 정교하게 수놓았다.

  옛 그릇이 자수의 대상이 되기 시작한 것은 김규진(1866∼1933)이 광무 3년(1899) 

6폭, 12풍의 지본묵화(紙本墨畵)를 그려 자수의 밑그림으로 쓰게 한데서 비롯하 다고 

한다1). 전통적으로 제례를 숭상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때부터 “준이종정도” 자수병풍이 

본격적으로 유행하게 되었다.

  필자는 1988년 2월 13, 14일 양일간 이 준이종정도 자수병풍을 사가이 시립박물관 

현지에서 실측조사하 다. 본 유물은 원래 재일동포 사학자 신기수(辛基秀) 씨가 소장하

고 있던 것으로 현재는 사가이 시립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다. 신기수 씨에 의하면 “이 

병풍은 명문가 민씨 가문에서 오래전부터 소장해오던 것으로 궁중에서 사용하 을 가능

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 다. 박정희 대통령 때 일본대사관에 근무하던 외교관

이 민씨 문중에서 입수하여 수년 동안 보관하다가 귀국하게 되자, 신기수 씨에게 이 병

풍을 양도하게 되었다고 한다. 자수의 기법이나 이와 같은 구입 경위를 미루어 본다면 

이 병풍은 명성황후가 사용하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Ⅱ. 준이종정도 자수병풍의 가치

1. 준이종정도 자수병풍의 일반적 경향과 현황

1)辛基秀.《朝鮮の屛風會,コレクミヨン》(靑丘文化,1993),p.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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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이종정도 자수병풍은 청동기 문화의 극치를 이룬 중국 상주(商周)시대에 사용하

던 여러 가지 청동기 모양을 수놓은 병풍으로, 궁중이나 반가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병풍이다. 병풍에 수놓는 청동 고기(古器)들은 중국 고대사회에서 제사에 사용하뎐 제기

와 향연에 쓰이던 주기(酒器), 수기(水器), 식기(食器)들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형태

의 그릇이 현재까지 종묘제례에 사용되고 있는데, 종묘(宗廟), 년전대향 때 쓰이는 제

기는 63기 다2). 동양문화권에서는 이 고대의 청동 그릇들을 의식에 사용되는 중요한 

그릇의 표본으로 여겼다.

  “종정도(種鼎圖)”란 국가의 제사나 연회에서 쓰이는 종과 솥 문양을 그린 그림을 말

한다. 원래 종(種)은 고대 중국에서 사직과 종묘에 제사지낼 때 쓰이는 악기 기 때문에 

종묘의 의미로도 생각되었다. 정(鼎)은 단순한 솥의 개념이 아니라, 오늘날 관인(官人)

과 같은 권위를 갖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주나라 무왕(武王)은 제후를 봉할 때 품계에 따라 형태가 다른 정(鼎)을 나누어 주

어 계급을 구별하 다고 하는데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 등 제후의 명칭에 등장하

는 작(爵)은 원래 술잔, 즉 주기(酒器)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작위의 차등에 따라 여러 

형태의 작을 하사하자 이것이 품계의 이름으로 되었다.3)

  왕실에서는 물론 일반 지식층 사이에서도 이 청동기는 매우 사랑을 받았는데, 그 이

유는 첫째 일상생활에 쓰이는 그릇들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형이하학(形而下學)적 행위

에 사용되지만, 제례용으로 사용된 이 그릇들은 인간이 신에게 행하는 예(禮)의표상으로 

, 계급사외에서 천부의 선택의식을 가진 지배층들에게 형이상학(形而上學)적이고 관념

적인 세계관을 담아내는 그릇들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둘째는 이 그릇 속에 담겨 있는 

문자들이 고대의 상형문자이기에 유교에서 이상으로 여기는 주나라시대의 정치, 경제, 

문화를 살피는 데 귀중한 문헌자료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점들로 미루어 유교를 숭상한 조선시대에 궁중이나 반가에서 이런 종정도 수

평풍을 쳐놓는다는 것은 상장적 의미를 가지며 이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예술성이 발휘

될 수 있었던 것은 당연한 것이다.

  특히 중국과 교역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사신들의 출입 길목이나 자수실의 생

산이 활발하 던 평안도의 안주 지방 등은 자수가 발달하여 안주수라는 이름이 생길 정

도 고, 호남지역에서는 남원․나주․순창 등지의 자수가 특색있었다4). 한때 자수의 소

재로 종정도를 변형하여 독특한 수를 놓기도 하 는데, 와당(瓦當)의 자수 등이 크게 유

행하기도 하 다.

2. 사가이 시립박물관 소장 준이종정도 자수병풍의 가치

  시대에 따라 병풍의 소재나 자수의 기법이 다양화되고 변화 형태를 보인다. 준이종

정도 자수병풍은 고대 중국에서 사용하뎐 청동기 중 주로 제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형태별로 구별하여 도안화하여 수놓은 것이다. 1800년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이러한 류의 병풍은 근래에는 민간에서도 사용하 다.

  이 준이종정도를 소재로 한 병풍을 놓고 보았을 때, 문양의 도안 배치에 있어서 약

2) 黃慶煥, 《朝鮮王朝의 祭器》 (문화재관리국, 1967), p.44

3) 李鶴, 《刺繡文化》 (한국자수문화, 1986), p.233

4) 韓尙洙 《李朝의 刺繡》 (수림원 1974), p.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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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변화를 보이는데, 병풍 위쪽에 청동기 l2개를 배치하고 하단에 와당 2개를 배치하

여 상, 하단의 조화를 이루도록 한 병풍도 한때 등장했다5). 주제적인 측면에서 이와 유

사한 것으로 책거리(文房器皿) 병풍이 있었다. 이는 조선시대 선비들이 소중히 생각하던 

책과 문방구류를 수놓은 것으로 그 정신이나 자수법이 준이종정도 자수병풍과 일맥상통

한다고 볼 수 있다.

  준이종정도의 소재나 기본 도안은 본래 중국에서 유입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국속

화된 부분이 않다. 특히 제기에 있어서는 《大韓禮典》과 《國朝五禮儀》등에 정한 바

를 따르고 있다6). 현재 궁중유물전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조선 후기 10폭 병풍은 수를 

놓은 것이 아니라, 단청으로 제기를 그렸는데 이 제기들은 《국조오례의》에서 제시한 

형태를 따르고 있다 (그림 1).

  한국자수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조선 후기의 준이종정도 자수병풍 3점 또한 주

목할만하다. 이중 한 점은(그림 2) 일본 사가이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주이종정도 자

수병풍과 형태적인 면에서 유사한 점이 많다. 바탕색, 표구의 상채 등으로 보아 반가에

서 사용하연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한 점(그림 3) 역시 조선 후기의 것으로 쪽물 공단

바탕에 종정도를 추상화하여 수놓았는데, 자수기법에 있어 전통적인 세련미를 보여주고 

있다(10폭으로 크기는 31×15.3cm)7).

  사가이 시립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준이종정도자수병풍은 검은색에 가까운 진회

색 공단바탕에 금사와 동일한 생으로 자연 염색한 실을 사용하여 수놓았다. 수실로 쓰

인 황색 명주실은 좌연사로 일정한 꼬임을 주었고 염색이 고르기 때문에 바탕색과 어울

려 전체적인 느낌이 차분하게 느껴진다. 전체적으로 은은한 분위기와 함계 깊이를 느끼

게 하는데 종정도의 음각, 양각된 부분 역시 한 가지 색으로 여러 기법을 사용하여 입

체감을 나타내고 있다.

  사용된 자수의 기법 역시 궁중자수기법으로 매우 정교하다. 각 폭에는 각각 형태가 

다른 4점의 고기(古器)를 배열하 고 그릇의 명칭과 명문(銘文), 고기에 대한 해설 등을 

수놓았다. 특히 명문은 고기에 쓰인대로 일차로 전서(篆書)로 옮기고 그 아리 해서(楷

書)로 다시 써놓고 있다.

Ⅲ. 자수기법과 문자해설

  병풍 10폭에는 각각 그릇의 명칭, 그릇의 형태, 그릇에 쓰인 명문, 그릇의 해설 등

을 기본 구도로 하여 수놓고 있다. 40종에 달하는 이들을 자수의 기법을 중심으로 하나

하나 살펴보기로 한다. 명이나 그릇의 설명부분은 수놓은 을 해석하 다.

1.병풍 1폭

․도 1-1 주나라 기후가 만든 주기후종(周紀候種)

  자련수의 길고 짧은 땀으로 변을 메꾸면서 종의 둘레와 상부의 장식 등을 수놓았다. 

가는 실로 징거주는 수법인 징검수로 종의 중앙을 수놓았고 선을 나타내는 데는 이음수

5) 許東華, 《韓國의 刺繡》 (三省出版社, 1918), p.98

6) 법제처 역, 《國朝五禮儀》 吉禮 祭器圖說, 1982, pp.86∼102

7) 許東華, 앞의 책, pp.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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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썼다. 특히 종의 명문(銘文)과 상부의 귀면 조각 부분을 자련수로 뚜렷하고 실감 있

게 표현하 다. 사용된 수법은 징검수, 자련수, 이음수 등이다.8)

【명(銘)】 기후(紀候)의 치가 만든 보종(寶種)임.

【해설】금석지(金石志)에 “이 종(種)은 수광(壽光)에서 사는 사람이 기후대(紀候臺) 

아래에서 발견한 것이다. 수광에서 남쪽으로 30리 지점이 춘추(春秋)시대의 기국(紀國)

이었다. 명중(銘中)에 호치(虎)란 자가 있는데 바로 기후(紀候)의 이름이다”하 다.

․도 1-2 주나라 맹강(孟姜)이 사용하던 술통 맹강존(孟姜尊)

  이음수로 술통의 문양을 나타냈으며 전체를 선으로 표현하 다. 술통의 목부분과 

굽을 메우는 데는 자련수를 썼다.

【명(銘)】  만년토록 한계없이, 자손들이 원히 사용하라

【해설】이 술그릇의 명사(銘詞가 맹강대와 완전히 동일하다. 숙손보(叔孫父) 맹강대

에는 단지 옛 그림만을 기록했는데 지금 이 준을 보니 비로소 대(제기)와 준(술그릇)이 

두 가지 그릇임을 알겠다.

․ 도 1-3 원나라의 그릇(보도(蕙圖))

  평수로 굵은 윤곽을 나타냈고 , 그릇 표면의 마름모 문양(회문)은 격자수로 나타냈

다. 기타 문양과 다리 부분의 선은 이음수를 사용하 다.

  【해설】 이 보(보(蕙): 기장을 담는 제기)는 뚜껑이 분실되었고 그릇만 보존되어 

전수(傳守)되고 있다. 명문(銘文)에 대력(大曆)에 만들었다고 되어 있으나, 당대(當代)의 

대력(大曆) 연간에는 경오년을 만나지 않았고 용흥로(龍興路)도 없으니, 이는 원나라 천

력(天曆)에 해당됨이 틀림없다. 그 위에 그림을 보충하 고 형식에 주(周)나라 제도가 

있으니 그 제도를 아는 사람이 없어지지 않은 듯하다.

․ 도 1-4 음식을 데우는 남비류(초두(鐎斗))

  그릇 중앙은 수를 놓지 않고 공백으로 남겨 두었고, 그 가운데 기룡을 이음수로 입

체감을 주고 있다.

【해설】이그릇은 꼭지(流)와 뚜껑과 자루를 모두 동물의 모양으로 만들었고 다리를 

곰의ㅣ 모양으로 수식하 다. 진(秦)․한(漢) 이래로 염구(匳具)의 손잡이(印)는 매양 이

런 모양으로 만들었다. 대체로 곰(熊)은 남자의 상서(祥瑞)로서 훌륭히 감당하는 바가 

있다.

2. 병풍 2폭

․ 도 2-1 한왕(漢王)의 장자(長子)가 사용하던 술데우는 그릇

자릿수로 그릇의 몸체와 목부분을 돗자리 결 문양을 수놓았고 , 손잡이 부분은 이음

수와 평수로 마무리하 다.

 【해설】초준이란 이름은 상고(上古) 때에는 보이지 않는다. 한(漢)나라 원강(元康)

때 초두가 있었는데 역시 세 다리(三足)로 되어 있다. ｢주관(周官)｣의 울인(鬱人)조 주

(注)에 “초(鐎) 안에 삶는다”고 했는데 이것을 이른 듯하다.

․ 도 2-2 주나라 때 사용하뎐 오동이란 명문이 있는 그릇(周五同)

  그릇의 하단과 다리의 일부를 자련수로 메웠고, 그릇의 안쪽 선, 용문양의 윤곽 등

8) 李鶴, 앞의 책, pp218∼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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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음수 나타냈다. 기룡의 몸체 점무늬는 점수로 섬세하게 나타냈다.

【명(銘)】  저문(底文) 오동(五同)

【해설】 이 그릇은 기둥(柱)과 귀(耳)와 다리(足)에 모두 기(夔 : 짐승이름)의 머리로 

수식하 고, 배(腹) 안에는 기룡(夔龍)이 서리고 있는 모양을 했으며 밑은 두 자의 전

문(篆文)으로 ‘오동(五同)’이라 양지(陽識)되어 있다. 이는 바로 명자(銘字)인데 그 뜻을 

질정하기 어렵다.

․도 2-3 보신이란 명문이 있는 세수대야

  세수대야 전면에 평수로 마름모 문양을 수놓았으며, 기타 문양은 격자수로 나타냈

다. 또 기타 선은 이음수로 수를 놓았다. 세수대야 안은 어떠한 모양도 나타내기 않아 

겉 문양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명(銘)】  보신이(父辛彛)

【해설】 ｢주례(周禮)｣에 “이는 물을 담아 손을 씻는 그릇”이라 하 다. 갱매(羹魅)와 

비슷한데 자로 속에 길이 있어서 물을 세수대야에 부어 손을 씻을 수 있게 되어 있다. 

명(銘)이 그릇 안(彛內)에 있다.

․도 2-4 정나라 대부 형숙이 만든 종

  자련수를 이용하여 길고 짧은 땀으로 면을 메꾸면서 씨 부분을 여백으로 남겨두

는 기법으로 수놓았다. 종 표면의 문양을 이음수로 놓고, 점무늬는 평수를 놓아 메꾸었

다. l종의 중앙에 있는 명문과 전체의 균형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

【명(銘)】  정형숙(鄭邢叔)이 화종(靈和種)을 만들어 사용했다. (정나라 대부형숙

(大夫邢叔)이 만든 화종(靈和種), 화(靈和)는 손님을 회유할 때 ).

【해설】 이 종명(鐘銘)에 “정형숙(鄭邢叔)이 화종(靈和種)을 만들어 사용했는데 징

과의 사이에 있다”하 고 또 두변째 명에 “수빈 형숙(邢叔)은 반드시 형정(邢亭)에 식읍

(食邑)을 둔 정대부(政大夫)일 것이다”했다. 화는 수빈이 사용한 것인가 보다.

3. 병풍 3폭

․ 도 3-1 주나라 때 만든 자보계(子父癸)란 명문이 있는 술통(子父癸卣)

  술통의 겉면 전체는 팔보 문양을 나타냈는데, 이음수로 선을 놓았다. 뚜껑의 손잡이

와 동체 하단 장식은 사선 평구로 하고, 전체적으로 선을 많이 나타내는 기법으로 무게 

있어 보인다9). 이음수와 평수의 두 가지 기법으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명(銘)】  아들이 창을 잡고 있는 형상인 부계(父癸)이다.

【해설】 유(卣)의 그릇 형태는 중준의 크기다. 하(夏) ․상(商)시대에는 모두 이(彛)

라고 했었는데, 주(周)대에 와서는 울창(鬱 : 기장과 香草로 빚은 술)을 담는 준을 유독 

유(卣)라고 하 다. 대체로 ｢주관(周官) : 주례(周禮)의 별칭｣에 준과 이(彛)는 모두 유

사가 그 용도를 분별한 것이다.

․도 3-2 주나라 백작이 만든 술잔 주백이(周伯彛)

  술잔의 2중굽은 흐린 색실을 사용하여 자릿수로 돗자리 결 모양을 나타냈고, 술잔 

위의 선과 양손잡이 하단은 사선 평수로 수놓아 그릇의 가장자리 면을 메꾸었다. 술잔

의 겉면은 이음수로 선을 따라 나타내는 기법으로 문양을 수놓았다.

9) 海原末治, 《東亞考古學論考》 (星野書店, 1944), p.256, 도판 38. 자부술통(子父癸)의 실물 형태와 문양(施文)에  

   있어 제작이 우수하며 당대 공예의 발달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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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술잔에 있는 두 눈의 가장자리와 눈동자는 이음수로 수놓아 입체감 있게 보인다. 

또한 궁중제사에 쓰이는 황이(黃彛)10)에도 받침과 그릇에 두 눈이 양각되어 있어 병풍 

3폭(도3-2)의 이 술잔과 공통되는 모양이 나타난다. 황이는 황목준(黃目尊)인데 황목은 

황금으로 눈을 그린 것이다.(그림 4). 울기(鬱氣)가 준(존(尊))에 오르면 황은 중이요 눈

이란 기의 청명한 것이다. 중에 술을 따르면 밖에까지 청명해짐을 말하는 것이다. 가을 

상제(嘗祭), 겨울 증제(烝祭)의 강신(降神)에 가이(斝彛)와 황이를 쓴다11).

【명(銘)】 백(伯)이 이(彛)를 만들었다.

【해설】 이 이(彛)는 매우 작으나 모방해 만듦새가 고질(古質)을 숭상했다. 또 그릇

은 있으나 뚜껑이 없다. 백(伯)자의 위와 아래에 아무런 자가 없어서 어떤 백(伯)인지 

알 수가 없다. 또 이(彛)자의 필획이 온전하지 않고 박식(剝蝕)된 부분이 많이 있으니, 

대체로 부서진 자이다. 명(銘)이 그릇의 몸통 안(복내(腹內))에 있다.

․ 도 3-3 주나라 부주(父舟)가 만든 제기(주부주가(周父舟斝))

  술잔의 위쪽에 붙어 있는 손잡이와 긴 다리 2개는 평수로 메꾸고, 그릇의 동체 문양 

부분은 이음수로 윤곽을 나타낸 다음, 나머지 공백을 평수로 메꾸었다. 긴 형태의 술잔

을 공백과 자수로 조화를 이루어 입체감 있게 보인다.

【명(銘)】  보주(부주(父舟)) 형정(兄丁)이 준이(尊彛)를 만든 것이다.

【해설】 섭동경(삽동경(葉東卿))이 이르기를 “문(文)에 ‘주(舟)가 준이(尊彛)를 만든 

것인데 부정(父丁)이라고 한 것은 적고관지(積古款識)에 보이는 보계(부계(父癸))니, 보

을(부을(父乙))이니, 보신(부신(父辛))이니’라고 삼가(三斝)에 새겨 있는 자(문(文))와 

동일한 것이다. 그러나 마땅히 이렇게 만든 것에 대해 보신 고명(高明)한 사람에게 질정

(質正)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도 3-4 공중(邛仲)의 손자 백전이 만든 밥뚜껑(공중합(邛仲盒))

  그릇의 목부분과 굽을 자릿수로 하고, 동체 겉면의 소쿠리 문양을 나타내는 선을 이

음수로 표현하 다. 전체가 둥굴고 안정감을 준다.

【명(銘)】  공중(邛仲)의 손자 백전(伯箋)이 스스로 궤합(饋盒)을 만들어 원히 보

존하면서 사용하 다.

【해설】 이 그릇은 선을 두르고 외면에 교규(交虯)의 빛깔로 착색(着色)하 고, 두 

귀(양이(兩耳))를 연환(連環)으로 만든 것은 가지고 다니기에 편리하도록 한 것이다. 그

릇의 안은 순전한 흰색으로 조금도 문채(文彩)가 없다. 대체로 주백전합(周伯箋盒)과 비

슷하다. 다만 뚜껑이 없다.

4. 병풍 4폭

․ 도 4-1 부신이란 명문이 있는 술통(부신유(父辛卣))

  술통의 뚜껑과 목, 몸체의 하단은 두 가지 색으로 자릿수를 놓아 돗자리 결 모양을 

나타냈다. 나머지 공간은 실을 가늘게 하여 이음수로 마름모 문양을 수놓았으며, 손잡이

와 굽은 속심을 박고 그 위를 평수로 수놓아 돌출된 입체감을 표현하 다.

【명(銘)】  손점(孫占)이 보신 준이(보신준이(父辛尊彛))를 만들었다.

10) 李命憙, 《궁중유문(둘)》 (대원사, 1995), p.64. 궁중유물전시과에 제사 때 맑은 물을 담아 사용하는 유제 황이  

    가 소장되어 있다. 여기에는 두 눈이 양각되어 있는데 두 눈 陰과 信을 상징한다.    

11) 법제처 역, 《國朝五禮儀》 吉禮 祭器圖說, 1982, p.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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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이 그릇은 사마 사공(司馬謝公)이 발견(所得)한 보신(부신(父辛))니 두 술잔

(이작(二爵))과 함께 나온 것이다. 유(卣)의 머리에 두 자의 명(銘)이 있는데 해석사기

가 어렵다. 우선 해석을 손점(孫占) 두 자로 만들었다. 상고한 것과 같다면 명(銘)은 

뚜껑에는 있지 않다.

․ 도 4-2 주나라 때 만든 부정(父丁)이란 명문이 있는 솥(주부정정(周父丁鼎))

  솥의 세 발과 동체 상단 부분은 자릿수를 놓고, 동체의 둥근 문양은 이음수로 선을 

세 하게 나타냈다. 술잔의 위쪽 원형과 다리 밑은 “평수”를 사선으로 수놓았고 양쪽 

손잡이와 동체에 표현된 원형 문양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명(銘)】  준 보정(존부정(尊父丁)

【해설】 준 ․이(준이(尊彛)는 곧 고기(古器)의 통칭으로 부르는 명칭이다. 이것은 

정(鼎)인데 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고인(古人)의 질박함에서 기인한 것이다. 준자(尊

字)는 고문(古文)에 준(존(尊)으로 쓰고, 또 줄여서 준(□)으로 쓴것도 있는데 이것도 준

자를 줄여서 쓴 것이다. 명(銘)은 밑에 있다.

․도 4-3 아궁이란 명문이 있는 술잔(아준(亞尊))

  목이 긴 술잔으로 특색이 있어 보인다. 긴 목부분, 굽의 돗자리 결 문양을 자릿수로 

나타냈고, 기타 문양 부분은 이음수로 선을 수놓았다. 중간에 공백을 두어 효과를 나타

냈다. 술잔은 형태면에 있어 특이하며, 거기에 걸맞는 전통자수기법을 사용하여 효과가 

크다.

【명(銘)】  아궁(亞弓)

【해설】 이 준(존(尊))은 전체가 주자(朱紫)색이고 또한 비취색의 매듭이 있어 온화

하고 윤택한 광택(光澤)이 목정(木鼎)과 서로 백중(伯仲)할 만하다. 명(銘)인 두 자가 

발 입구쪽(족구(足口))안에 있고, 배 아래(복하(腹下))에 열 자가 있다. 구멍을 양쪽으

로 통하게 뚫었는데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다. 다른 고도 매양 이런 제도로 되어 있다.

․ 도 4-4 주나라 서왕자(徐王子) 화(龢)가 만든 종(주서왕자화종(酒徐王子龢種)

  가는실을 사용하여 만자(卍字) 문양을 이음수로 선과 윤곽을 수놓았고 나머지 바탕

에는 자릿수로 돗자리 결 문양을 놓았고, 자릿수로 메운 면이 많아 안정감 있어 보인다.

【명(銘)】  자자손손(子子孫孫)이 만세토록 칠지어다(만엽고지(萬葉鼓之)

【해설】 이 종(鐘)은 생김새(형제(形制)가 비교적 작다. 종면(鐘面)과 정수에 각이 없

고 네모진 꼭지(方鈕)가 있다. 박고도(博古圖)에 실려 있는 주송공(周宋公)이 만든 경종

( 種)이나, 앞에 있는 수종의 그릇과 대략 서로 비슷하나 매(枚 : 종뉴(종유(鐘乳))가없

고 명은 정간(鉦間)에 있다. 중녹(重綠)이 응결(凝結)된 것으로 보아 근래에 만든 것이 

아님이 당연하다.

5. 병풍 5폭 

․ 도 5-1 주나라 때 만들어 자손에게 전한 술통(주자손유(周子孫卣))

  술통의 목부분과 몸체의 하단, 굽은 자릿수로 메꾸고, 이음수로 굽의 긴 선을 효과

적으로 마무리하 다. 특히 손잡이를 이중기법으로 나타냈다.

【명(銘)】 자자손손(子子孫孫)이 원히 보배롭게 사용하라( 보용(永寶用)).

【해설】 이 그릇은 겉과 속(내외(內外))에 진한 홍색(은홍(殷紅)), 엷은 자색(담자(淡

紫)), 진초록(농록(濃綠)), 옅은 푸른색(천벽(淺碧))의 아홉 가지 색깔이 찬란하게 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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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고 비취 구슬을 뿌린 듯한 그 색태는 참으로 옛 사람이 말한 바 비취색이 솟아난다는 

바로 그대로이다. 뚜껑 밑에 두 개의 명(銘)이 한결같은데, 이는 그 개명(蓋銘 : 뚜껑에 

쓴 銘)이다.

․도 5-2 주나라 태사(太師)인 강태공(姜太公)이 만든 솥(주태사정(周太師鼎))

  솥의 위쪽과 양귀에 평수를 사선으로 놓아 윤곽을 하고, 중간의 문양은 이음수로 선

을 나타내는 기법을 사용하 다. 그리고 다리 세 개는 자릿수로 세 가지 자수기법을 사

용하여 솥을 귀엽게 표현하고 있다.

【명(銘)】  태사소자망(太師小子朢)이 만든 것이니 자자손손 원히 보배롭게 사용하

라.

【해설】 박고도(博古圖)를 상고하니, 태사망(太師朢)의 궤명(簋銘)이 있기를 “태사소

자망(太師小子朢)이 준이(존이(尊彛)를 만들었다”고 되어 있다. 이는 바고 그 사람이 명

(銘)한 12자(字)인데 속(내(內))에 있다.

․ 도 5-3 주나라 백작(伯爵)이 만든 술통(이도(彛圖))

  술통의 가장자리는 사선 평수로 수놓았고 목부분에는 마름모 문양을 나타냈다. 동

체의 표면 문양은 사방문(斜方文)을 이음수 기법의 선으로 하 다. 술통은 전체적으로 

안정감이 있는데, 특히 호수(虎首)형 양손잡이 밑으로 쳐진 귀고기 같은 장식은 세련미

를 더한다.

【명(銘)】  백(伯)이 만든 여이(旅彛)이다.

【해설】 이 이(彛)는 형제(刑制)가 매우 예스럽다. 어문(魚文)이 또한 반란(班欄)하고 

배(복(腹)) 겉에 모두 사방문(斜方文)을 만들었고, 유돌출(乳突出)이 있게 했으며, 양쪽 

귀에는 호수(호수(虎首))를 만든 것이 옛 그림에 실린 호이(虎彛)와 박고도(舶賈圖)에 

실린 유이(乳彛)과 서로 비슷하다. 참으로 주나라 때 그릇이며, 궐리(闕里 : 공자(孔子)

가 탄생하신 땅)의 보물이다.

․도 5-4 외발 짐승과 봉황새 문양이 있는 주나라 제기(기봉두(夔鳳豆))

  제기의 상하 면에는 길고 짧은 땀으로 면을 메운 자릿수 기법이다. 기타 문양(당초

문)은 이음수로 선을 놓아 표현하 다. 귀엽게 생긴 제기로 몸체는 둥굴게 퍼져 있고 아

래 다리는 가늘지만 점점 밑이 펴지는 형태로 안정감 있고 조화있는 균형을 지니고 있

다.

 【해설】 이 제기(두(豆))는 박고도(舶賈圖)에 실려 있는 주(周)나라 어두(魚豆)와는 

그 생김새가 동일하지 않고, 한(漢)나라 제(制)인 뇌문두(雷文豆)와 비슷하다. 그러나 이 

기봉두(夔鳳豆)는 금은(金銀)으로 양감(鑲嵌)하여 꾸며서 보배롭고 귀한 자태가 눈을 부

시게 한다. 대체로 주(周)나라 그릇인데 상(商)나라 제도를 따른 것이다. 한인(漢人)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6. 병풍 6폭

․ 도 6-1 부을차(父乙車)란 명문이 있는 술통(주을여거유(父乙旅擧卣))

  술통의 동체와 뚜껑을 자릿수로 수놓았고 두 가지 색으로 기타 문양 부분을 이음수 

기법으로 선을 따라 수놓았다. 뚜껑 밑이 깊어 보이는 형태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

【명(銘)】  보을거(父乙車)가 만들었다.

【해설】 섭동경(엽동경(葉東卿))이 해석하기를 “증자문(曾子問)에 ‘준 ․이(존이(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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彛))를 만들어 주거(主車)에 진설(陳設)하여 공경함을 보인다’한 것이 혹 이것을 뜻한 

것인가”하 다.

․ 도 6-2 노(魯) 주공(周公)이 부모인 문왕(文王)을 위해 만든 솥(주문왕정(周文王

鼎))

  네모진 솥의 윤곽선은 이음수로 나타내고, 자릿수로 길고 짧게 수놓아 명암을 표현

하 다. 네모로 된 형태의 옆 장식이 화려하며, 두 가지 색으로 뛰어난 자수 솜씨를 발

휘한 솥이다.

  궁중 제례 때 사용되는 “유제향로”12) 역시 사각형으로 향로의 사면에는 뇌문과 도

철문을 교합하 는데, 이와 형태가 유사하다(그림5)

【명(銘)】  노공(魯公)이 문왕(文王)의 준 : 이(彛)를 만들었다.

【해설】 박고록(博古錄)에 이르기를 “이 그릇은 노(魯)나라 주공(周公)이 문왕(文王)

을 위하여 만든 것이다”하 다. 지금까지도 만드는 자가 매우 많다. 명․관(銘款)과 문

식(文識)은 오히려 고제(古制)와 들어맞고, 박식(剝蝕)을 띤 것도 박고도(博古圖)와 다름

이 없다.

․도 6-3 은(殷)나라 때 사용하던 도끼 형태의 술잔(상부목작(商晷木爵))

  술잔의 윗부분과 하단을 자릿수로 메꾸고, 가장자리의 윤곽과 중간 문양은 이음수

로 선을 놓아 돋보이게 하 다. 자리수, 이음수 등을 사용하 다.

  궁중제례시 사용되는 것으로 작(爵)은 술잔이다.(그림 6)13). 《국조오례의》에 의하

면 석전의(釋尊儀)에 말하기를, “작(爵)의 무게는 1근 8량(兩)이요 기둥을 합한 높이는 

8촌 2푼이며 깊이는 3촌 3푼이다. 아가리의 직경은 6촌 2푼이요, 넓이는 2촌 9푼이다. 

두 기둥에 세 발이 있고 유(流)와 판금(板金)이 있다”했다. 또 시례기도설(詩禮器圖說)

에 말하기를 “마시는 그릇으로서 한 되를 담을 만하고 위의 두 기둥은 마셔도 다하지 

않는다는 뜻을 취한 것으로, 지나침을 경계한 것이다”하 다14).

【명(銘)】  도끼 모양의 나무(귀형목(晷形木))이다.

【해설】 상고하건대, 상(商)나라 그릇에는 부작(귀작(晷爵)도끼 모양의 술잔)이 있고 

목고(木觚 : 나무로 만들 슬잔)가 있는데, 이것이 그것과 비슷하니, 역시 상나라 제도이

다. 박고록(博古錄)에 “작(爵)자는 참새작(雀)과 통한다”했다. 작의 앞은 새의 부리와 같

고 뒤는 새의 꼬리와 같다. 양쪽 기둥은 귀(이(耳))가 되며 다리(족(足))는 길고 날카롭

다.

․ 도 6-4 주나라 숙림(叔臨)이 만든 제기(주숙임돈(周叔臨敦)

  둥근 형태의 제기로 전체 윤곽선을 평수로 표현하여 뚜렷하다. 특히 중간 부분에 옆

선과 문양을 이음수로 하 는데 때로 실을 가늘게 하여 더욱 효과를 주었다. 양쪽 손잡

이는 용의 형태로 이음수로 하 다. 양손잡이 밑으로 귀고리 장식이 있어 더욱 화려한 

의장을 한 제기이다.

【명(銘)】  숙림보(숙림부(叔臨父))가 보대(寶敦)를 만드니 그 자자손손이 원히 사

용하리라.

12) 李命喜, 앞의 책, p.61. 궁중유물전시관에 소장되어 있는 유제 향로는 직랍한 말굽형 손잡이 2개와 네 발(足)을  

   갖춘 솥 모양의 향로이다. 사각형내이며 향로의 사면에는 뇌문과 도철문을 교합하여 배치하고 상하로 도철문을  

   장식하 다.    

13) 李命喜, 앞의 책, p.69. 궁중유물전시관에 소장되어 있는 爵은 잔과 같이 쓰이는데 종묘대제 등 큰 행사에 삼작  

   을 올리며 단술, 양재, 청주 등을 담아 헌작하기도 하는 유제 제기이다.   

14) 법제처 역, 《國朝五禮儀》 吉禮 祭器圖說, 1982, p.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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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이 대(돈(敦)는 주(周)의 재부(宰夫) 벽부의 삼대(삼돈(三敦))와 그 생김새가 

서로 비슷하며 문식(文飾)도 같다. 입이 둥 고 위로 덮어 만든 두 귀는 귀고기가 있고 

세 다리(삼족(三足))에는 모두 짐승 모양이 있다. 그 제작한 솜씨가 원활하고 조 하며 

명(銘)한 자가 평(平)하고 바르게 대의 배(복(腹))에 있는데, 자못 주나라시대의 물건

이다.

7. 병풍 7폭

․ 도 7-1 은(殷)나라 때 두 번 책명(冊命)을 받은 부모를 위해 만든 술통(상쌍책부을

유商雙冊父乙卣)

  긴 손잡이 둘레는 이음수로 선을 수놓았고, 안의 좁은 공간 문양은 가는 실을 사용

하여 이음수로 하 다. 동체의 큰 당초문양을 이음수로 하고 나머지 공간은 바탕색이 

보이도록 남겨 이중효과를 주고 있다. 여백은 자릿수로 메꾸었다. 손잡이가 길어 이색적

인 느낌을 준다.

【명(銘)】  손책책보을(손책책부을(孫冊冊父乙))-손(孫)자는 창을 가진 형상임-이다.

【해설】 이 그릇의 명(銘)에 있는 손책책보을(손책책부을(孫冊冊父乙))은 대체로 왕

사(王事)에 공이 있으므로 두 변 책명(冊命)을 받아 보을이 되었고 기념으로 유(卣)를 

만들었다. 그 만든 품이 예스럽고 질박하니 바로 상나라 때 그릇이다.

․도 7-2 은나라 때 사용하던 기거(己擧)란 명문이 새겨진 술잔(상기거이(商己擧彛))

손잡이가 양쪽에 달려 있다. 술잔의 몸체는 자릿수로 메꾸었고, 목부분의 문양은 이음

수로 선을 따라 봉황을 수놓았다. 굽에는 교룡을 같은 기법으로 수놓았는데 안정감이 

있다.

【명(銘)】  기거(己擧)

【해설】 그릇에 기거(己擧) 두 자의 명(銘)이 배(복(腹) : 몸통)에 있다. 상고하건대 

상(商)나라 술잔(작(爵))에 이따금 기거(己擧) ․계거(癸擧) ․주인거(主人擧)가 있다. 

이․정(彛鼎)도 통용(通用)한다. 이 그릇의 박식(剝蝕)됨이 매우 심하나, 그 품세가 순후

(淳厚)하여 보배로 여길 만하니 바로 상나라 제도에 속한다. 그 입에 전을 두른 중간 그

림은 금으로 네 마리의 봉(鳳)을 꾸몄고 발(족(足))은 은(銀)으로 선을 둘 는데 여덟 

마리 교룡(교(蛟))을 아룰러 꾸몄다.

․도 7-3 별 문양이 있는 은나라 때 사용하던 술잔(상채고(常蠆觚))

  긴 전갈 형태의 이 술잔은 위쪽은 자릿수로 메꾸고 아래 문양은 이음수로 선을 놓

고, 맨아래의 굽은 평수로 하여 안정감이 있다. 길게 생긴 술잔의 형태와 문양이 균형이 

있다.

【명(銘)】 채(蠆 : 전갈)

【해설】상고하건대 고고도(考古圖)의 수(收 : 하(夏)의 관명(冠名)인 듯함)에 채정(蠆

鼎)이 있는데 그 자를 만든 것이 완전 전갈(채(蠆)) 모양을 본따 만들었다. 아마도 채

(蠆)는 사람 이름인 듯하다. 명한 자는 족권(足圈)의 안쪽에 있으며 중간에 여덟 점

(팔권(八圈))이 있고, 꼬리는 뾰족한 갈고리로 만든 것이 전갈의 형상과 같다.

․ 도 7-4 기후(紀候)가 만들어 사용하던 종(기후종(紀候鐘))

  문양이 없는 공간은 자릿수로 메꾸었고, 문양 부분은 이음수와 평수로 교차하여 혼

합 표현하 다. 하단 문양을 복잡하게 나타낸 것이 다른 종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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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銘)】 기후가 보종(寶鐘)을 만들었다.(기후작보종(紀候作寶鐘))

【해설】이종의 형제(刑制)는 주정(周鼎)과 같지 않은 듯하다. 그러나 기(紀)도 자기

의 종(기종(紀鐘))을 만들고 또 정(鼎)을 뒤집어 썼다(반진(反盡)). 기후종(紀候鐘)이 아

주 똑같으니 참으로 이 나라의 제도이다. 명(銘)한 자가 종(鐘)의 정수리에 있다.

8. 병풍 8폭

․ 도 8-1 주나라 때 제후(齊侯)가 만든 쇠북(주제후 종(周齊侯 鐘))

  쇠북으로 이처럼 화려한 것은 처음이다. 먼저 문양은 이음수로 선을 따라 수를 놓았

다. 중간과 아래 밑은 자릿수를 놓아 바탕을 메꾸었고 중앙의 운문(雲紋) 문양은 바탕 

헝겁이 보이도록 이음수를 놓아 윤곽을 만들었다. 단순한 기법처리로 훌륭한 형태를 연

출하고 있다.

【명(銘)】자손은 원히 보존하며 사용하라(자손 보용(子孫永保用))

【해설】박고도(博古圖)에 이르기를 “이 종은 제(齊)나라 때의 명신(名臣)이 임금의 

명(命)을 현양(顯揚)하여 만든 것이다. 이 종은 명(銘)한 말(사(詞))이 굉장히 화려해서 

사용과 실행에 대해 다 기록하기가 어렵다”하 다.

․도 8-2 주나라 때 수자(壽字) 문양을 넣은 제기의 뚜껑(주수사개(周壽敦胳))

  단순하게 생긴 제기의 뚜껑이다. 먼저 제일 윗쪽을 자릿수로 마무리하 고, 나머니 

문양은 이음수로 윤곽을 표현하 다. 아래쪽으로 펴진 형태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다.

【명(銘)】수(壽)를 기념하기 위해 보대(보돈(寶敦))를 만들었으니 만년토록 자자손손

이 원히 사용하고 보존하라.

【해설】대(돈(敦))의 제도는 상고(上古)에는 기와를 사용하 고, 중고(中古)에는 금

(金)을 사용하 다. 그 형식(形式)을 상고해 보면 중구 대개(중구돈각(中駒敦胳))와 서로 

비슷하나 조금 작은데 역시 주나라 시대의 그릇이다. 명(銘)한 자가 안에 있고 겉에는 

서리고 있는 이무기(반(盤))의 꾸밈을 하여 고색(古色)이 짙다.

․도 8-3 미수사장수노인(미수 장수노인(眉壽 長壽老人))의 문양을 새긴 제기

  형태가 화려한 제기이다. 거의 전면에 문양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이음수로 선의 

윤곽을 나타내어 처리하 다. 특히 뚜껑은 문양의 선이 굵기 때문에, 이음수와 평수를 

동시에 수놓았고, 제기의 목과 몸체의 하단, 굽은 자련수를 길고 짧은 땀으로 수놓아 면

을 메꾸고 제기의 손잡이 끝이 용의 머리 형태이고 뚜껑은 꽃잎과 같은 형태다.

【명(銘)】관작한 간수(看壽)는 한계없이 원하여 자자손손 보배롭게 사용토록 하다.

【해설】맹강대(맹강돈(孟姜敦))는 박고도(博古圖)에 거두어 넣은 것이다. 형제(刑制)

는 서로 비슷하나 전법(篆法 : 전서법)은 다르다. 다만 푸른 비취색이 그릇에 가득하니 

천여 년이 아니면 이렇게 될 수가 없다. 적고관지(積古款識)에 관작간수대(관작간수돈

(綰綽看壽敦))라 되었다.

․도 8-4 주나라 견숙(遣叔)이 만들어 사용하던 솥

  자릿수로 솥 전체를 메우고, 윗부분의 마름모 문양은 이음수로 놓아 윤곽을 뚜렷하

게 나타냈다. 단순한 솥을 자릿수로 거의 메우는 기법은 그리 흔치는 않다. 손잡이 끝부

분에 용두를 배치한 점은 뛰어난 솜씨이다.

【명(銘)】견숙(遣叔)이 여정(旅鼎)을 만들어 사용했다.

【해설】이 정(鼎)은 복대(腹帶)에 서리고 있는 기룡(반(盤))의 꾸밈을 하여 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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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고박(古朴)하며 주색(朱色)과 녹색(綠色)이 두텁게 중첩된 것이 주옥 같으니, 참으

로 주(周) 나라 때의 그릇이다. 명(銘)이 입아래에 있고 또 여정(旅鼎)이라 일컫는 것은 

주백원(周伯員)의 여정(旅鼎)의 뜻과 같다.

9. 병풍 9폭

․도 9-1 책명을 새긴 술통(책유(冊卣))

  전체를 자릿수로 메우고 손잡이 한쪽은 이음수로, 반대쪽 꼬임을 준 곳은 평수를 놓

아 꼬인 효과를 나타냈다. 술통 뚜껑의 격자문은 징검수를 사용하여 실로 징그는 수법

으로 하고 그 격자 안에는 이음수로 마름모문(회문(回紋))를 자수하 다.

【명(銘)】책보을(책부을(冊父乙))

【해설】｢이아(爾雅)｣소에 “유(卣)는 중준(中尊)인데 주(周)나라 시대에는 큰 공(석공

(錫功))에 대해서는 모두 거창과 유(卣)를 말한 것을 보면 유(卣)는 임금이 하사한 것을 

받았기 때문에 책(冊)에 기록하여 임금의 명(命)을 기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명(銘)은 

뚜껑 안에 있다.

․도 9-2 공룡과 기(夔)(외발짐승)의 문양이 새겨진 그릇

  문양과 둥근 선은 이음수로 놓았고 다른 윤곽은 평수로 놓아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릇의 주둥이가 좁은 반면에 몸체는 둥근편이다. 손잡이와 세 발 짐승 무늬가 있어 특

색이 있다.

【해설】｢예기(禮記)｣ 명당위(明堂位)에는 우씨대(虞氏敦)가 있고 ｢주례(周禮)｣ 옥부

(玉府)에는 옥대(玉敦)를 함께 사용했으며, ｢의례(儀禮)｣에는 주부(主婦)가 한가지 금대

(金敦)를 가졌다고 했다. 삼례(三禮 : 예기․주례․의례) 제도의 정해진 도형(圖形)이 없

다. 구형을 새겨루귀(鏤龜)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 그릇을 증험해 보니 박고도(博古圖)에 

실린 것과 틀림이 없다.

․도 9-3 백작이 제작한 제기(백이(伯彛))

  제기의 이윤곽은 평수로 수놓았고, 속의 회문 문양은 이음수로 수놓아 제기의 특색

을 살렸다. 특히 술잔에 있는 두 눈의 눈동자와 눈 가장자리는 자릿수로 놓았고 눈 속

은 공백으로 두어 입체감 있는 눈의 표정을 표현하고 있다15).

【명(銘)】백(伯)이 이(彛)를 만들어 자손이 원히 사용하며 보배로 삼게 하 다.

【해설】｢주례(周禮)｣ 육이(六彛) 주(注)에 이(彛)도 준(존(尊))이다. 박고도(博古圖)

에 주백(周伯)의 이(英彛)와 숙이(叔彛) 가 있는데, 다 명자(名字)로 삼았다. 이 그릇

도 그런 류이다. 주나라 제도에 백(伯)이 5등급의 벼슬이 있고, 또 백․중(伯仲)의 차

(次)로 하 다. 명(銘)은 많이 마모되어 분별하기가 어렵다.

․도9-4 목공(木工)을 책명할 때 밭은 솥(목정(木鼎))

  솥 아래와 다리 부분은 자랏수를 놓아 무게를 주었으며 이음수로 문양을 나타냈다. 

형태가 차분하고 안정감이 있다.

【명(銘)】보고맹 목공책(부고맹목공책(父考孟木工冊))을 만들었다.

【해설】그릇 겉면에 모두 붉고 푸른(주벽(朱碧)) 칠을 하여 구리 바탕(동질(銅質))이 

드러나지 않았다. 주(朱)는 중칠(重漆)과 같고 벽(碧)은 비취(구취(逑翠))와 같아 바라보

15) 궁중 제계에 쓰이는 황이(黃彛)는 그릇의 표면에 눈을 그려넣은 제기이다. 이에 대하여는 주)10, 1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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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광채가 있고 사람의 놀랜 눈을 빼앗으니 참으로 희세(希世)의 보물이며 진실로 고기

(古器)의 으뜸이라 할 만 하다.

10.병풍 10폭

․도 10-1 은나라의 대기(大己)가 새겨진 술통(상기대유(商大己卣))

  술통의 문양을 이음수로 나타내고 손잡이 좌측은 이음수로 선과 좁은 공간의 문양

을 수 놓았으며, 손잡이 우측은 평수를 사선으로 수놓았다. 술통의 몸체는 공간을 자릿

수로 놓아 입체감 있게 하 다.

【명(銘)】은(銀)이 책을 만들고 상(商)이 책을 만들어 간(柬)(련(練))대기에게 보력

(보(寶))를 주었다.

【해설】안해장도(晏海藏圖)이다. 이 그릇은 명(銘)이 뚜껑 안(각내(胳內))에 있다. 은

(銀)과 상(商)을 거듭 말한 것은 ｢시경(詩經)｣에 이른바 ‘은상의 무리(은상지려(殷商之

旅))’라 한 것과, ‘문왕이 말하기를 슬프다, 슬프다 너희 은상(문왕왈자자여은상(文王曰

咨咨女銀商))이라’한 뜻과 같다. 간(柬)자는 박고도(博古圖)에 연(練)으로 해석하 다. 

명문(名文) 12자(字)는 이 뜻을 상고한 것이다.

․도 10-2 주나라 무전(無專)의 솥(주무전정(周無專鼎))

  솥의 윤곽은 사선 평수로 놓았으며, 동체의 문양 미늘은 이음수로 선을 기법하고, 

다리와 하부는 자릿수를 놓아 솥의 특색을 살렸다.

【명(銘)】만년토록 자손이 원히 보배롭게 사용하 다.

【해설】정(鼎)이 초산사(焦山寺)에 있다. 상고하건대 이 정(鼎)은 연외(緣外)에 반기

로 수식했고 복간(腹間)에 비늘(린(鱗))로 연결한 것이 백석정(伯碩鼎)과 서로 비슷하다. 

승행재(僧行載)의 초산지(焦山志)에 이르기를 “본래 위씨(魏氏)의 물건인데 자손이 보존

하지 못하고 초산(焦山)에 보내진 것이다”하 다.

․도 10-3 주나라의 교룡들보, 매의 눈, 곰의 쉬 문양이 새겨진 양념그릇(주 양응능화

(周 梁鷹熊盉))

  그릇의 전체 문양은 이음수로 선의 윤곽을 나타냈고, 평수로 손잡이와 아래 부분을 

마무리하 다. 외형으로 보아 주전자 같은 느낌이나 양념그릇이다. 손잡이와 뚜껑 등의 

문양이 뛰어나다.

【해설】이 화(盉)는 명(銘)이 없고 몸 전체의 회문(回紋)과 쌍구대 및 매의 눈(응안

(鷹眼)), 곰의 귀(웅이(熊耳))가 모두 금(金)과 은(銀)으로 어우러져 있다. 박고도(博古

圖)에 있는 주세문(周細文)의 웅족화(熊足盉)와 서로 비슷하다. 때로 매처럼 나르고(시

유응양(時維鷹揚)), 웅처럼 비처럼(여웅여(如熊如)비)) 용맹하니, 아마 무왕(武王)이 공

을 이룬 뒤에 모양을 나타낸 것인가 보다.

․도 10-4 주나라 보물인 임종(林鐘)(악기) (주보임종(周寶林鐘))

  종의 중앙 문양은 이음수로 하고, 작은 점은 점수로 놓았는데 점수는 작은 점을 표

현하는 수법이다. 문양을 제외한 공간을 자리수로 메우고 종의 형태와 문양이 조화를 

이루어 균형미를 나타낸다.

【명(銘)】만년토록 자자손손 원히 보배롭게 사용하라.

【해설】｢적고관지(積古款識)｣에도 실려 있다. 이 종(鐘)은 엄(嚴)이 위에 있고 익(翼)

이 아래에 있다. 괵숙종(虢淑鐘)을 보니 이것을 □으로 썼는데 생문(생文)이다. 사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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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史律書)의 임종(林鐘)과 서로 비슷하나 그 소리는 동떨어지지 않으니 아마도 두 율(이

율(二律))인가 싶다.

  이상으로 준이종정도 자수병풍 각 폭의 구성적 특징과 수놓은 내용을 살펴보았다. 

유교를 숭상한 조선 사회에서는 조상의 제사를 행하는 것이 큰 임무로 생각했다. 특히 

궁중제사는 엄숙한 의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이때 쓰 던 각종의 유제(동제(錬製)) 그릇

들은 중국의 고동기(古銅器)와 형태가 비슷하게 보이나 변화를 보이고 있다. 《국조오례

의》제기도설에서는 그릇의 형태와 그에 따른 사용방법 등을 소상하게 제시하고 있는

데16) 여기에 나타나는 제기들은 중국 고동기들과는 또 다른 일면을 보이고 있다.

  현재 전통의식으로 치뤄지는 종묘대례는 그 규모의 방대성과 의식의 특이성, 그리

고 특색 있는 제복(祭服) 차림 등과 아울러 제기(祭器)에 있어서도 높이 평가되어야 할 

귀중한 문화유산이다.(그림 7).

Ⅳ.맺음말

  지금까지 10푹 병풍에 수놓은 40종의 종정도 자수기법과 이에 따른 명문, 해설의 

내용 등을 살폈다. 우선 종정도는 외형에 있어 시대에 따라 약간의 형태적 변화를 보이

지만 기본적인 의장이 독톡하고 뛰어난 개성을 발휘하고 있다. 명문은 자 한자가 중

복되지 않게 수놓았고 그릇의 내력을 적은 하단의 해설 또한 생동감을 느끼게 한다.

  이와 같은 종정도는 회화나 서예를 통해서도 그 세부적인 상황을 묘사하기가 어려

운 상황임에도 한땀 한땀 정성으로 수를 놓아 그들의 정신세계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다. 여기에서 보여지고 있는 자수의 세련된 기법을 통하여 궁중수방 장인들의 솜씨에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된다. 그들의 세련되고 격조 높은 솜씨가 우리나라 궁중전통자수의 

생명력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준이종정도의 미는 다음의 몇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번째는 준이종정을 소재로 선택한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힘에 대해서이다. 각각의 독

특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릇을 형상화하고, 그에 대한 내력을 적어 자수로 표현함으로

써 그 정신과의 일치를 꾀하려 했던 것이다. 이는 단순한 감상용의 차원을 떠나 의미를 

부여하려 했던 의도성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 소재로 쓰인 그릇들은 우

리가 쓰던 그릇과는 큰 차이가 있다. 이 점에 있어서 사대(事大)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전통을 생각한다는 점에 중점을 두어 생각하면 지향하는 바는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두번째는 작품으로 형상화시킨 예술적인 기교면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생각하면 먼저 전체적으로 바탕으로 쓰인 천과 수실의 색채 대비를 들 수 있다. 바탕의 

진한 회색과 금색의 색사가 이루어내는 조화는 신비로움을 넘어 기품 있는 차원으로 승

화시키고 있다.

  또한 그릇의 표면에 나타낸 다양한 문양 표현 역시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단

색의 실로 음양 돌출을 표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련수, 이음수, 징검수, 점수 등의 몇 

가지 단순한 기법으로 다양한 연출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은 곧 이 수병풍

의 격조를 더해주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다.

16) 법제처 역, 《국조오례의》, pp86∼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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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중 전통자수기법으로 표현된 이와 같이 훌륭한 작품이 해외의 박물관에서 소장되

어 있다는 것은 진심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준이종정도 자수병풍 유

물이 그렇게 흔치 않은 현 상황에서 수준 높은 전통자수의 기법을 계승하는 한편, 많은 

국민들이 이를 감상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준이종정도 자수병풍 10폭, 크기 : 148.0cm, 32.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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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종정도(鐘鼎圖) 궁중유물전시관 소장
 
 

그림 2. 종정도(鐘鼎圖) 한국자수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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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종정도(鐘鼎圖) 한국자수박물관 소장
 
 

그림 4. 황이(黃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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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유제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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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작(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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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종묘제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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