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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의 관덕정은 군병들의 활터로 ‘활쏘기’는 물론 ‘말 타면서 활쏘기’, ‘전쟁의 진법’까지 훈련하여 상무 정신을 고취

시키고, 전쟁 대비를 위해 무예를 연마할 목적으로 1448년에 건립되었다. 또한 제주에서 유일하게 대규모 인원이 운집

할 수 있는 넓은 공간으로 각종 연회나 관아의 공식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관덕풍림’과 같이 계절의 정취와 자연의 

운치를 향유하는 장소였다. 이러한 장소성과 건축적 의미가 큰 관덕정이 17세기 건물의 형태를 보존하고 있기에 건물 

상인방 4면의 5가지 그림이 조선 후기의 그림으로 잘못 알려져 왔다. 관덕정은 10여 차례 이상의 수리와 중수를 거쳤기

에 벽화가 구체적으로 언제 처음 그려졌는지 알 수는 없다. 다만 현재의 벽화원형은(1976년 모사본 기준) 벽화의 도상과 

양식으로 추정해보면 1850년(철종1) 재건, 1882년(고종19) 중수, 1924년 島司 前田善次의 보수, 1969년 10번째 중수 

때로 요약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벽화 도상을 분석하여 제작 시기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즉, 최초 <호렵도>가 18세기 이후 그려지

기 시작한 점을 비롯하여 삼국지의 유명 화제인 <적벽대전>이나 한나라 때의 은일자를 그린 <상산사호>, 당나라 시

인 두목의 이야기인 <취과양주귤만거>와 같은 고사인물도의 유행과 민화풍의 <십장생도> 등의 주제는 물론 그림의 

구성, 인물의 무기와 복식, 산수 표현과 채색, 필법 같은 세부적인 사항도 관덕정의 벽화가 19세기 말경에서 20세기 전

반기에 그려진 작품임을 방증한다. 또한 당시 화단에서 유행하던 회화 주제나 양식과 관련이 깊어 1850년이나 1882년

에 제작된 벽화가 1924년 보수와 1969년 중수를 거치면서도 벽화의 기존 내용과 형태를 보존·유지하였을 가능성이 있

다. 다음으로 관덕정의 벽화 주제나 구성 방식은 군사훈련이라는 건물의 목적과 기능에 적합하게 건물 중앙 좌우에 파노

라마 형식으로 <적벽대전>, <호렵도>를 구성하고, 바깥쪽으로는 감계적이고 교훈적인 내용으로 제주의 관리가 지녀

야 할 덕목인 은일과 입조 등 유교의 이상적 인간상을 비유적으로 묘사한 <상산사호도>나 <취과양주귤만거>의 고사

인물도를 구성했다는 것이다. 또한 신선 사상과 장수를 상징하며, 궁중 행사나 장식화로 쓰이던 주제가 민간으로 확장되

어 길상·벽사 기능이 강화된 <십장생도>를 표현하였는데, 이는 당인들의 지향을 반영하기 위해 전체적인 벽화 주제와 

구성을 선택적으로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벽화의 산수가 제주의 명산인 ‘한라산’이라는 점, 높고 낮은 오름, 현무암 자연석 돌담 표현, 수많은 고사 중에 

제주의 진상품이자 특산품인 ‘귤’을 주제로 한 두목의 고사를 채택하여 시각화한 점, 백록담의 흰 사슴 전설의 응용, 제사

를 중시하는 유가적 관습이 남병산의 제사 장면으로 표현된 것 등은 모두 제주의 풍속과 자연환경, 생활상의 일부를 반

영하는 그림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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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제주 관덕정(보물 제322호)은 제주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 중의 하나로 『예기』의 ‘활을 쏘는 것은 높고 훌륭한 

덕을 보는 것이다’1라는 말에서 유래하여 문무의 올바른 

정신을 본받기 위해 지어진 제주의 대표적 누정이다. 조

선 세종 30년(1448)에 안무사 신숙청이 병사들의 훈련장

으로 사용하기 위해 세운 이후 여러 차례 수리를 거쳤으

며, 지금 있는 건물은 1969년에 중수와 2006년에 수리를 

거친 것으로 원래의 건축 수법은 17세기 전후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육예(六藝)2 중의 하나인 활

쏘기를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진 ‘관덕정’은 제주 외에 궁

궐 내부 및 대구, 전주, 광주, 평양 등에도 건립되어 있지

만, 제주의 관덕정은 건축의 역사적·문화재적 가치는 물

론 다양한 내용의 벽화가 그려져 있어 회화적으로도 주목

된다. 현재 제주 관덕정에 대한 기존 연구는 건축 분야로 

치우쳐 있는 상황이며, 지난 1976년부터 최근 2006년까

지 약 30년간 벽화 모사본이 3본, 벽화 제작이 2번 등 총 5

번에 걸쳐 이루어지면서 벽화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지하

였던 것으로 보이지만 벽화에 대한 연구는 미미하여 벽화 

제작자, 제작 시기, 제작 의도, 벽화의 변화 과정은 물론 

그림의 정확한 내용이나 도상, 양식조차 파악되지 않은 

상태이다.3 이에 보물 관덕정의 내부에 그려진 그림은 관

덕정을 구성하는 중요한 의미와 가치가 있음에도 벽화에 

대한 해석과 설명의 오류가 뒤따르고 있다.

관덕정의 벽화는 건물 좌우 2개의 상인방(上引枋)4 

앞뒤 4면에 그려져 있는데, 내용은 중앙 향 좌측에 『삼국

지』의 <적벽대전(赤壁大戰)>과 그 뒷면에 <취과양주

귤만거도(取過陽州橘滿車)>와 <상산사호도(商山四皓

圖)>가 묘사되어 있고, 향 우측에 <호렵도(虎獵圖)>가 

묘사되어 있으며, 그 뒷면에 <십장생도(十長生圖)>가 

그려져 있다. 특히 현재 관덕정의 벽화는 2006년 수리하

면서 예전의 것을 모사해 놓은 것으로 현재의 벽화로는 

벽화의 정확한 정보를 알기 어렵다. 때문에 가장 이른 시

기의 것으로 보이는 <1976년 벽화모사본>을 토대로 벽

화의 도상과 양식, 편년을 가늠하고 관덕정의 벽화가 의

미하는 바를 고찰하겠다.

본 글에서는 먼저 관덕정의 역사와 벽화의 구성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벽화의 내용과 양식을 정밀하게 분석

하여 벽화 제작 동기와 의미, 전고(典故)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내용과 벽화의 성격, 제작 기법과 특징, 제작 시

기에 대한 의문을 풀어 보고자 한다. 즉 본 연구가 그간 

깊이 있게 다루지 못했던 벽화의 내용을 세밀하고 분석적

으로 살펴 관덕정의 건축미와 더불어 벽화의 도상과 표상 

고찰을 통해 예술성과 회화사적 가치를 고증하여 제주의 

보물인 관덕정의 위상이 제고되길 바란다.

1 『禮記』, 「射義」46, “古者 諸侯之射也 必先行燕禮 卿大夫士之射也 必先行鄕飮酒之禮 故燕禮者 所以明君臣之義也 鄕飮酒之禮者 所以明長幼之序也 故射者 進退周

還 必中禮內志正外體直 然後持弓矢審固 持弓矢審固 然後可以言中 可以觀德行矣”.

2 『周禮』, 六藝 ‘禮, 樂, 射, 御, 書, 數’ 육예는 ‘예의범절 즉 음악, 활쏘기, 말타기, 서예, 산수’를 일컫는 말로 활쏘기와 말타기는 단순히 무예나 병술이 아니고 여섯 

가지 교양 필수 분야였다. 또한 국가 의례인 오례(五禮)(吉禮, 嘉禮, 賓禮, 軍禮, 凶禮) 중 군례에 포함된 大射禮의 활쏘기가 武備의 소흘을 경계하기 위한 유교 의

례이듯 활쏘기는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매우 중요한 활동이었다. 

3 본 논문의 1차 자료는 <1976년 관덕정 벽화 모사본>이다. 주요 조사 보고서인 濟州市, 1995.11; 『觀德亭 實測調査報告書』; 문화재청, 2007, 『觀德亭 實測修

理報告書』의 기록대로라면 관덕정의 벽화는 1976년(모사본), 1992~1993년(모사본), 1995년(벽화), 2006년(모사본), 2006년(현재 벽화) 즉 3건의 모사본과 

2건의 벽화 재제작이 이루어졌다. 짧은 기간 여러 차례 이루어진 모사와 벽화 제작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고를 준비 중이다. 관덕정 벽화 자료 탐색에 도움을 주

신 고재원, 장제근, 김완병, 김나영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4 인방은 기둥과 기둥 사이에 가로로 대어서 위·아래 벽을 받치게 하여 하중을 기둥에 전달하는 나무나 돌. 창문틀을 끼워 댈 때 하중을 견디기 위한 받침목이다. 

본 글에서는 벽화가 보 아래 대어진 인방에 그려졌으므로 건축 부재는 ‘상인방’으로 칭하여 기술하겠다. 건축사에서는 건물에 그려진 그림을 ‘별화’라고 명하지만 

그림의 내용이나 주제, 회화사적 비중도, 서사적 제작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벽화’로 칭하겠다. 사찰에 그려진 회화성 강한 그림들을 ‘벽화’로 이름 하는 것

과 궤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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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관덕정 벽화의 현황

1. 관덕정의 역사와 기능

제주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제주 관덕정은 『탐라지

(耽羅誌)』에 의하면 조선 1448년(세종 30)에 안무사 신숙

청(辛淑晴)이 병사들의 훈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세웠

고, 1480년(성종 11)에 목사 양찬(梁讚)이 중수를 하였다. 

그 후 1599년(명종 14), 1690년(숙종 16) 이우항(李宇恒)

이 개축하고, 1753년(영조 29) 김몽규(金夢圭)가 중창했

으며, 1779년(정조 2), 1833년(순조 33), 1850년(철종 1) 

재건 이후 1882년(고종 19) 방어사 박선양(朴善陽)에 의

해 중수되고, 1924년 일본인 島司 前田善次가 보수하면

서 15척이나 되는 곡선의 처마를 2척이나 줄여 보수해 관

덕정의 건축미는 상실되었다. 특히 1969년 10번째 중수 

시 대대적으로 해체하여 새로 보수하고 주위에 문을 달아 

흰 페인트칠을 하여 관덕정의 위용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

다. 해방 후 1948년 9월에 관덕정은 제주도의 임시 도청

으로, 1952년도에는 도의회 의사당으로, 북제주 군청의 

임시 청사로, 그리고 1956년에는 미공보원 상설 문화원

으로 사용되는 등 근대 제주 역사의 중심이 되다가 1963

년 보물 제322호로 지정되었다. 이 후, 1995년 실측 조사

와 2006년 대대적 수리를 거쳐 1924년 일제에 의해 줄어

들었던 처마를 본래대로 넓혀 오늘에 이르고 있다.5

현재의 관덕정은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

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 지붕의 건물

로 최근 2006년 수리하였지만 원래의 건축 수법은 17세

기 전후의 것으로 전한다(그림 1, 사진 1). 건물 정면의 현

판 <觀德亭(관덕정)>은 본래 안평대군의 글씨였는데, 

현재 현판은 선조 때 영의정을 지낸 아계(鵝溪) 이산해

(李山海)가 쓴 글씨이며,6 건물 중앙 안 쪽 상단에는 걸려

있는 <耽羅形勝(탐라형승)>은 1778년 12월부터 1781년 

3월까지 재임한 방어사 김영수(金永綏)의 글씨이고, <湖

南第一亭(호남제일정)>은 1882년(고종 19) 방어사 박선

양이 중수하면서 쓴 편액이다.

관덕정의 기능은 기본적으로 활을 쏘는 공간인 ‘활

터’로 ‘활을 쏘는 것은 큰 덕을 살피는 일’이라는 ‘관덕’이

라는 누정의 명칭과 ‘병사들의 훈련을 목적’으로 지었다는 

서거정(徐居正)의 「관덕정 중수기」를 통해 알 수 있다. 그

는 1480년 관덕정 중수기에 ‘무열(武閱)을 위한 사습(射

習)과 기사(騎射) 훈련, 전진법(戰陣法)을 익힘으로써 적

변(賊變)이 있을 때는 삼읍 백성들이 상산지세(常山之勢)

그림 1  이형상(牧使), 김남길(畵家), <제주사회> 부분, 《탐라순력도(耽羅巡歷

圖)》, 1702~1703년, 지본채색, 35.0×55.0cm, 국립제주박물관.

사진 1 제주 <관덕정>, 2020년(필자 사진).

5 제주목관아 사이트 참조(http://www.jeju.go.kr/mokkwana/index.htm); 문화재청, 2007, 『觀德亭 實測修理報告書』 pp. 89-96.

6 서명희, 2018, 「鵝溪 李山海의 詩와 書藝硏究」, 대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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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수군, 육군, 보병, 기병이 각각 나와서 사력을 다하여 

적군과 싸워 가족과 마을, 나아가 국가를 지키기 위함’7이

라고 하여 관덕정의 역할과 건립 목적을 기술하였다.8 즉 

병사가 활쏘기를 익혀 전쟁 시 백성과 재물, 나라를 지키

는 것이 곧 ‘성덕을 보는 일’이라는 뜻이다. 또한 김상헌은 

1601년 기록 『남사록』에서 ‘(관덕)정은 성 안에서 집의 규

모와 꾸밈이 가장 크고 넓어 본주에서 연회 등 많은 사람

의 모임은 모두 이곳(관덕정)에서 모인다’9라고 하여 군사 

훈련 외에도 많은 사람이 모이는 큰 행사가 관덕정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1702년에 제주목사 이형상에 의해 제작된 《탐라순

력도》에 표현된 관덕정에서의 행사 장면을 통해서도 조

선시대 관덕정의 실제 기능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제주

목관아가 이 순력도를 바탕으로 재건되었듯이 이 화첩에

는 관아를 비롯한 관덕정의 형태가 매우 자세하게 남아 

있다. 그 중 <제주사회(濟州射會)>는 활쏘기 대회 장면

을, <공마봉진(貢馬封進)>은 진상할 말을 징발해 목사

가 최종 확인하는 장면을, <제주전최(濟州殿最)>는 목

사가 관리의 공적을 심사하는 행사 장면을 그린 것이다

(그림 1). 다음 <승보시사(陞補試士)>는 선비들에게 승

보시를 보이는 장면이고, <건포배은(巾浦拜恩)>은 임

금이 있는 북쪽을 향해 배례하는 장면을 표현한 것이다.10 

즉 관덕정은 제주목 관아의 행사나 연회 등 크고 작은 공

식적 대외 업무가 이루어지는 곳이었다. 특히 숙종, 정조, 

순조, 익종이 상림(上林)11의 아름다운 경치를 읊고 그린 

<상림십경(上林十景)>에 제(題)를 남겼는데, 그 십경 중

에는 관덕정 주변의 가을 풍경의 정취를 노래한 ‘관덕풍

림(觀德楓林)’이 있다. 즉 관덕풍림이 10경이나 8경에 포

함되었던 것으로 보아 제주의 관덕정도 단순히 무예를 연

마하고 관아의 공적 행사를 주최하던 관아의 기능뿐만 아

니라 아름다운 제주의 경치와 풍류, 계절의 아취를 감상

하는 공간이기도 했을 것이다.12 때문에 관덕정에 그려진 

벽화 역시 앞서 살펴본 관덕정의 용도나 기능에 알맞은 

그림 주제로 선택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2. 관덕정 벽화의 구성과 위치

관덕정의 단청에 대한 기록은 신석조의 관덕정기

에 ‘단청을 엷게 하니 크고 밝고 아름답고 격식을 얻어 진

실로 우리 고을의 장관이다’13라는 1449년 기록이 전할 뿐 

그 이후로의 기록은 현재까지 찾을 수 없었다. 또한 단청

이 벽화를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관덕정에 처음 벽화가 

그려진 시기는 알 수 없다.

그림 2 관덕정 벽화의 구성과 위치.

7 『增補耽羅誌』, 樓亭條 -觀德亭-, 「徐居正重修記」, “況是亭之作 非爲遊觀而設 本爲閱武也 則自今州之人 日日習射于玆 非徒射帿于以習騎射 非徒騎射于而習戰陣 及

有賊變擧三邑之衆 作常山之勢 水陸步騎 各出死力 爭斬賊首 以之救父母妻子 以之保一邑以之爲國干城 樹功名於竹帛 豈不幸哉”.

8 관덕정 연혁은 김상헌(金尙憲), 『남사록(南槎錄)』에 수록된 신석조(辛碩祖)의 「관덕정기(觀德亭記)」와 이원진(李元鎭)의 『탐라지』에 수록된 서거정의 관덕정 「중수

기(重修記)」, 김상헌이 1601년 『남사록』에 관덕정과 그 주위의 경치를 묘사한 내용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9 ‘亭在城中屋制最宏敞本州凡有軍旅燕亭皆會于此亭…’ 김상헌, 『남사록』 1601年 庚申 7月 26日. 

10 국립제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탐라순력도》 열람에 도움을 주신 김승익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11 상림은 한나라 때 궁궐의 정원인 상림원(上林苑)인데, 흔히 궁궐의 정원을 뜻하는 말로 쓰인다. 《동국여지비고》에 “창덕궁, 창경궁 후원에 상림십경(上林十景)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관덕풍림(觀德風林)이다”라는 말이 보인다. 『미산집』 권1 詩 <禁苑賞春> 五首 중 김영봉 역 ‘上林’ 주석 (고전번역원 사이트) 참조. 

12 《列聖御製》 김남기 역 및 해제(고전번역원 사이트) 참조.

13 ‘…薄施丹雘宏廣鮮明輪奐得制誠一州之壯觀也…’ 신석조, 「관덕정기」 1449년 정월 초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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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덕정 건물 좌우에 각각 약 47.8×320.0×12.5cm 크

기 2개의 널찍한 직사각형의 상인방 앞뒤 4면에 벽화가 묘

사되어 있다.14 벽화 내용은 중앙 향 좌측에 『삼국지』의 <적

벽대전>이 그 뒷면에 <취과양주귤만거도>와 <상산사

호도>가 묘사되어 있고, 향 우측에 <호렵도>가 묘사되어 

있으며, 그 뒷면에 <십장생도>가 그려져 있다(그림 2).

현재 관덕정의 벽화는 먼저 향 좌측의 상인방에는 

19세기 후반기~20세기 전반기에 유행한 삼국지의 가장 

유명한 전쟁 장면인 유비와 손권이 조조와 적벽에서 제갈

량의 지략으로 동남풍을 일으켜 연환계로 조조의 수십만 

대군을 물리치는 <적벽대전>의 내용이 서사적이고 생동

감 있게 표현되어 있다. 뒷면의 <상산사호>는 중국 한나

라 때 상산에 은거하던 4명의 신선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그 옆의 그림은 만당(晩唐)의 풍류 미남 시인 두목이 술에 

취해 양주성을 나갈 때 그를 흠모하던 기생들이 귤을 가마

에 던져 귤이 가마에 가득 쌓였다는 고사인 <취과양주귤

만거>가 그려져 있다. 향 우측의 <호렵도(虎獵圖)>는 

음산호렵도(陰山虎獵圖) 또는 호렵도(胡獵圖)라 불리며 

한대 음산에서 호랑이를 사냥하는 장면을 그린 것이 기원

으로 청대 유행한 수렵도의 하나이다. 우리나라는 조선 

후기에 본격적으로 그려졌는데 오랑캐가 수렵을 통해 무

예를 연마하고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을 그린 것이다. 초

입 부분은 무기를 쥐고 말을 탄 기마행렬이 그려져 있고 

다음 면에는 무기를 들어 격렬하게 호랑이, 사슴, 멧돼지 

등을 잡는 모습으로, 그림의 내용은 안쪽으로 갈수록 긴

장감을 높여 준다. 뒷면의 <십장생도>는 해, 물, 구름, 

돌, 소나무, 학, 사슴, 영지, 거북이 등 10개의 장수와 길상

을 의미하는 자연물이 묘사되어 있다(그림 3).

이들 벽화의 내용은 크게 5개로 나뉘는데, 이는 각 

그림 상단에 행서체의 먹으로 쓴 ‘赤壁大戰’, ‘虎獵圖’, ‘商

山四皓’, ‘取過陽州橘滿車’, ‘苔三 月公山水○○○’ 같은 묵

서명을 통해 확인된다(그림 4). 인방이라는 긴 나무 목재 

그림 4  관덕정 벽화 묵서명. A: ‘赤壁大戰(적벽대전)’, B: ‘虎獵圖(호렵도)’, C: ‘取

過陽州橘滿車(취과양주귤만거)’, D: ‘商山四皓(상산사호)’, E: ‘苔三 月公

山水○○○’.

A

C

D

B

E

그림 3 관덕정 벽화 내용의 전개 방향.

뒤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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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벽화의 크기는 필자가 직접 조사한 제주시민속자연사박물관 소장 <1976년 모사본>을 기준으로 하였다. 당시 본래 2개의 상인방은 현존 하지 않기 때문에 모사본

의 크기로 특정 한다. 다만 4본의 모사본의 크기는 약간씩 차이가 있다. 상인방의 폭은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문화재 설명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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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에 그려진 다양한 그림은 제작 기법과 그림 내용의 

통일성을 띠어 모든 벽화가 동일한 시기에 제작되었으며, 

관덕정의 용도와 기능을 염두에 두고 주제를 선택하여 제

작했을 것으로 생각된다.15 이러한 문제는 벽화에 대한 

기록이 전해지지 않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현재 벽화

는 5개의 큰 주제를 가지고 있고 그림의 내용이 서사적

이고 구체적이며, 순력도에 표현되었듯이 관덕정 내부 

중앙에는 행사의 주체자이고 제주목을 관할하는 목사가 

자리했던 것으로 보아 벽화는 중앙을 중심으로 향 좌측

의 <적벽대전>과 우측의 <호렵도>에 가장 중요한 내

용을 의도적으로 구성했을 가능성이 크다(그림 3). 즉 관

덕정의 기능과 목적을 기준으로 벽화가 제작되었다면 

기능과 목적이 변질되고 상실되었던 20세기 전반기에 

벽화가 처음 제작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벽화의 내용과 도상 그리고 상징성에 대해서는 다음 장

에서 살펴보자.

Ⅲ. 관덕정 벽화의 성격과 특징16

1. <적벽대전>, <호렵도>

1) <적벽대전>

<적벽대전>은 손권과 유비 연합군이 소수의 병력으

로 연환계를 써서 적벽강에서 조조의 100만 대군을 화공으

로 격파하여 크게 이기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다(그림 5). 

그림 5  <적벽대전> (1976년 모사본), 전체 47.8×320.0×12.5cm,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그림 6 『삼국지평화』 <적벽전투>, 원대.

15 『增補耽羅誌』 ‘牧官所屬匠人 工房匠人 冊匠, 屛風匠, 畵兒匠’(보통 조선시대 관에 소속된 화가는 화원, 화공, 화사 등으로 불리는데 ‘화아장(畵兒匠)’이라는 기록은 없

다. 발음이 같은 ‘화아장(花兒匠)’은 그림을 그리는 화가는 아니고, 수를 놓는 장인, 신 끝에 꽃모양을 만드는 장인, 돗자리에 꽃무늬를 놓는 장인이란 뜻이 있다.)의 기

록을 통해 관아에 소속된 다양한 장인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탐라지의 ‘畵兒匠’은 제주에서만 쓰이는 ‘그림 그리는 장인’이란 뜻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6 본 장에 언급할 사진은 2007년 제주 관덕정 수리를 담당한 (주)한인건축사사무소에서 사진을 제공받았다. 관계자분께 감사드린다. 아울러 본 논문의 세부 사진 

자료는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소장 <1976년 벽화 모사본>을 참고하였다. 모사본 열람과 사진 촬영에 도움을 주신 백지현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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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덕정의 적벽대전 그림은 내용상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부분은 왼쪽 앞쪽 장면으로 강 아래 기

슭에 일렁이는 파도 위 배 안에 부채를 들고 앉아 있는 제

갈량, 무장, 뱃사공이 있고, 위쪽 강기슭 배 위에 뱃사공

과 두 명의 무장이 칼을 들고 앞을 주시하고 있다. 이 장

면은 적벽대전이 일어나기 전 파도가 일렁이는 적벽강의 

상황을 엄숙하고 긴장감이 있게 표현하였다. 왼쪽 배의 

경우 제갈량을 제외하면 배 위의 인물이 정확하게 누구인

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적벽전 이전의 상황이라면 두 가

지 이야기로 압축할 수 있다. ① 유비가 동오초친(東吳招

親)으로 손상향과 결혼하고 돌아올 때라면(‘이기주유’ 대

목의 끝부분) 왼쪽이 제갈량-조자룡이고 (유비와 손상향

은 보이지 않음) 오른쪽은 쫓아오는 주유-황개(+한당, 서

성, 정봉)로 볼 수 있으며, ② 만약 적벽에 도착할 때라면 

주유가 노숙, 정보를 데리고 오므로 왼쪽은 제갈량-노숙, 

위쪽은 주유-정보로 볼 수 있겠다. 즉 유비와 손권 두 세

력이 연합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전조를 나타낸 

장면으로 볼 수 있겠다(그림 7).17

두 번째 장면은 그림 중앙에 자리하고 있다. 제갈량

이 11월의 앙상한 나무가 가득한 남병산 높은 곳에 제단

을 마련하고 화공에 필요한 동남풍을 비는 제사 장면이

다. 사각형의 높은 제단 위에는 향로와 백자 술병과 잔이 

놓여 있고 칠성단(七星壇) 뒤에는 초록, 빨강, 흰색 깃발

이 왼쪽 방향, 즉 겨울철의 북서풍을 나타내고 있다. 제단 

아래에는 5인이 바닥에 엎드려 절을 하고 있다. 우측의 

흰 옷을 입고 머리를 푼 채 엎드려 절하고 있는 인물은 제

갈량으로 보인다. 조선은 물론 근대기까지 명·청대 소설 

『삼국지연의』와 관우 신앙의 유행으로 시각화되었던 삼

국지의 가장 유명한 주제가 <도원결의>, <삼고초려>, 

<공명기동남풍(孔明祈東南風)>, <적벽대전> 등인데, 

적벽대전을 그릴 때 동남풍을 기원하는 남병산의 제사 장

면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 앞에 묘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림 8).18

그림 7 <적벽대전> 적벽강의 연합과 대치.

그림 8 <적벽대전> 남병산 제사.

17 삼국지와 적벽대전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아낌없이 조언해 주신 서성선생님께 감사드린다. 서성, 2005, 「『三國志通俗演義』 萬卷樓本 삽화 연구」, 『中國小

說論叢』22, 한국중국소설학회, pp.163-186; 서성, 2018, 「『삼국지평화』 삽화의 편집 기획과 공간 운용 방식」, 『중국문화연구』41, 중국문화연구학회, pp.397-

422; 강재인·권호종, 2014, 「『三國演義』 ‘赤壁大戰’ 詩歌에 나타난 人物形象 小考」, 『인문과학연구논총』35-4, 인문과학연구소, pp.155∼188.

18 장장식, 「삼국지연의도와 관우신앙」, 『삼국지연의도』, 국립민속박물관, 2016, pp.209∼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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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세 번째 화공 장면은 화면의 반을 차지하고 

있다(그림 9). 동남풍을 기원하여 바람이 일기 시작하자 

전쟁에 돌입한 주유가 탄 몽충선, 화공하는 황개의 선박, 

물에 빠진 황개와 그를 구하는 한당, 불타는 누선에서 달

아나려고 뛰어내리는 조조가 표현되어 있다. 연합군의 

연환계(連環計)로 조조군의 연결된 배에 불이 붙고 동남

풍으로 인해 붉은 불길이 활활 타오르며 번지는 과정이 

극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러한 구성 방식은 삼국지 소

설의 삽화에 표현되는데 원대에 제작된 삼국지평화와 같

이 횡으로 긴 초기 삽화의 전개 형식을 보여주고 있다(그

림 6).19 조조군의 불타는 배 위로는 남병산의 제사 장면

에서 본 바 있는 북서풍 방향의 깃발과 반대 방향으로 깃

발이 물결치듯 펄럭이고 있어 제갈량의 지략대로 동남풍

이 불고 있음을 시각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조선시대 적벽대전도는 삼국지연의도의 주요 내용

과 아울러 소설의 인기에 맞게 신격화된 관우를 모시는 관

묘나 사찰, 도관, 관아 등에 삽화를 비롯 병풍, 화첩, 벽화 

등으로 제작되었다. 제작 목적은 소설 삽화의 경우 용이하

게 소설 내용을 이해하고 흥미를 유발하는 기능이었을 것

이나 벽화들은 건물의 장식과 신당의 장엄 효과에 중점을 

두었다. 때문에 적벽대전도가 그려진 대표적인 관묘는 중

수와 건립, 벽화 제작 시기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전반

기로 제주 관덕정의 벽화 제작 시기와 일치한다. 1598년에 

건립하고 1904년 해체 복원한 안동의 관왕묘, 1599년에 건

립하고 1741년 현재 위치로 옮기고 1949년 개건(改建)한 

남원의 탄보묘, 1888년 경 건립하고 1895년 중건된 전주 

관성묘 등의 관묘 벽화로 장엄된 삼국지연의도들은 산수

나 인물, 기물 등의 양식과 제목의 묵서명 등이 대체적으

로 제주 관덕정의 <적벽대전도>와 관련이 있다.

앞의 적벽대전 그림들은 긴 스토리를 축약해 주요

내용을 병풍이나 벽화에 각각의 장면으로 표현하는 경우

가 많지만, 관덕정 벽화처럼 320cm의 긴 공간, 한 화면

에 사건의 전개 과정을 자연스럽고 정밀하게 이시동도법

으로 서사적으로 표현한 작품을 찾을 수 없다. 특히 적벽

강의 패턴화된 형식적 수파문과 인물, 산과 나무, 배나 깃

발 같은 도상은 19세기 말~20세기 전반기 민화나 전쟁기

록화, 앞에 언급한 관묘 벽화 등의 회화 양식과 관련이 있

그림 9 <적벽대전> 화공.

그림 10 <적벽대전> 한라산, 수파문.

19 서성, 2005, 2018, 앞의 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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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현재 관덕정 벽화의 제작 시기를 추정할 수 있다(그림 

10). 또한 그림이 시작되는 왼쪽 첫 장면에서 멀리 보이는 

산 정상에 하얀 눈이 쌓인 것으로 보아 추운 계절 한라산

의 정경을 의식하고 그린 것으로 판단되며, 화면 중앙의 

남병산의 제사 장면도 제사를 중시하는 제주인의 유가적 

정서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관덕정에 그려진 

<적벽대전>은 도상이나 스토리의 전개, 제주 지역의 자

연 풍경과 제주인의 유가적 생활상이 표현되어 회화사적 

의미와 가치가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2) <호렵도>

중앙을 중심으로 향 우측에는 <호렵도>가 <적벽

대전>처럼 횡으로 길게 전개·묘사되어 있다(그림 11). 

호랑이를 사냥하는 장면을 그린 호렵도는 한나라 때 흉노 

침입의 방비책인 사냥을 통한 군사 훈련으로 음산에서 호

랑이를 사냥하는 것이 기원이 되어 <음산호렵도(陰山虎

獵圖)>라 하였고, 음산이 천산(天山) 남쪽에 있어 <천산

대렵도>라고도 하고, 청대 유행한 그림인 오랑캐가 사냥

하는 장면을 그린 <호렵도(胡獵圖)>라고도 불린다.20 사

냥을 통해 군사를 훈련하고 전쟁을 대비하였기에 군인이 

사냥하는 장면을 그린 그림의 기능은 감상용이기보다는 

기록적이며, 상무 정신을 고양하기 위한 감계적 의미와 

목적성이 부각된 그림으로 생각된다. 물론 현존하는 수

렵도류가 궁정풍, 민화풍의 병풍으로 제작된 사례가 많아 

장식 용도뿐만 아니라 군인의 강력한 힘으로 악귀를 물리

치는 벽사와 길상의 의미가 강화되는 민화로 흡수되어 대

중화되는 흐름을 보여 주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수렵도는 청나라 황실 기록화에서 유래

하여 청나라의 기마 전술을 본받기 위해 부연사행(赴燕

使行)을 통해 유입되었고, 18세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그

려졌다고 알려졌다.21 오랑캐가 수렵을 통해 무예를 연마

하고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을 그린 것이 ‘호렵도’라면, ‘엽

호도(獵胡圖)’는 ‘수렵을 통해 오랑캐의 침입을 막고 오랑

캐를 잡는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즉 중국의 오랑

캐는 흉노, 거란, 여진 등이지만 조선의 오랑캐는 중국을 

포함한 북방 민족에서부터 아래로는 일본까지 포함되기 

때문이다.

관덕정의 <호렵도>는 사냥을 하는 하나의 이야기

를 담고 있지만 그림의 내용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초입 부분은 호복(胡服)을 입은 인물들이 의장 깃

발을 휴대하고 말을 타고 출렵하는 기마출행, 즉 기마행

렬이 그려져 있다. 상단에는 반쯤 잘린 세 글자의 묵서명

그림 11  <호렵도>(1976년 모사본), 전체 47.8×320.0×12.5cm,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20 이상국, 2016.4, 「19세기 호렵도의 양식적 특징, 행소박물관 소장 <胡獵圖> 12폭 병풍을 중심으로」, 『월간 민화』.

21 호렵도에 대한 기록은 고려 공민왕의 <천산대렵도>가 전해지고 있지만 단편적이며, 1812년(순조 12)과 1815년(순조 15) 『내각일력(內閣日曆)』의 차비대련화원(差備待令

畫員)의 녹취재(祿取才) 기사에 처음 등장하고, 조재삼(趙在三)의 『송남잡지(松南雜誌)』에 김홍도가 처음 <음산대렵도>를 그렸다고 전한다. 이상국, 2016, 앞의 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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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이는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필자는 오른쪽부터 ‘虎獵

圖’로 읽었다(그림 4).22 사냥의 시작 부분은 희고 장식적

인 구름무늬가 제주의 오름과 같은 둥근 산허리를 감싸 

돌고 있으며 원산의 경우 푸른색과 녹색이 중첩되어 점점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좁

고 긴 화면 구성을 감안한 때문인지 원산과 근산의 뒤쪽

에는 군인의 다양한 병기들을 나열식으로 표현해 전면의 

묘사된 사냥 무리보다 더 많은 무리가 산 속 여기저기에 

주둔하거나 뒤따르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즉 관덕정

의 호렵도는 몇몇 군인이나 관리 등의 사냥 장면이 아니

며 사냥을 통해 말타기, 활쏘기, 말을 탄 상태로 활쏘기, 

창과 칼을 다루는 군사 훈련을 통해 무예를 연마하는 내

용을 그린 것이다.

다음 향 좌면에는 말을 탄 인물들인 군인이 활, 창 

등으로 맹렬하게 호랑이, 사슴, 멧돼지 등을 잡는 사냥 장

면으로 그림의 내용은 안쪽으로 갈수록 격렬하고 긴장감

을 높여준다(그림 12). 호렵도는 시간의 흐름에 맞게 그

림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데, 기마출행은 정적인 반면 

그림 12 <호렵도> 사냥장면 부분.

그림 13  <해인사 명부전(상인방 윗벽) 호렵도> 부분, 1881년, 25.0×109.0cm, 해인사.

22 ‘虎獵圖’라는 묵서명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에 대해서는 몇몇 연구자들은 초한지 즉 서한연의 대표적 장면인 <홍문연(鴻門宴)>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백종

진, 2014, 「관덕정 벽화를 읽다」, 『수필시대』9, pp.202∼209). 현재 벽화의 묵서명이나 내용은 항우와 유방의 홍문에서의 연회의 극적인 칼춤 장면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1995년 실측 자료나 2006년 수리 보고서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이전에 ‘鴻門宴’이라는 묵서명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 <적벽대전>의 후

반부를 <서성탄금도>로 해석한 것과 <십장생도> 벽화 오른쪽에 있었다는 소동파의 《후적벽부》 싯구인 ‘山高月小(산고월소)’라는 묵서명도 이와 같이 현재는 

보이지 않는 오래 전의 묵서명을 근거로 해석했다면 벽화가 중수나 수리를 거치면서 내용이 변경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즉 현재의 벽화에서는 홍문연과 

서성탄금도, 후적벽부의 내용이 없지만, 예전의 묵서명을 잘못 해석한 것이 아니라면 현재의 벽화 이전에 다른 주제와 내용의 벽화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에 대해서는 1976년 이전의 사진자료, 조사자료 등의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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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 장면은 동적이다. 이는 맞은편 그림인 <적벽대전>

의 도입 부분이 적벽강에서의 대치와 연합 장면을 정적으

로 보여 주다가, 남병산에서의 기원을 통해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 불길이 치솟고, 강에 빠져 사투를 벌이는 사

람들과 그들을 구하는 사람, 불길을 피해 누선 위에 서서 

도망가려는 조조의 모습까지 극적이고 동적으로 그려진 

예와 같은 구성 방식이다.

이에 관덕정 내 중앙에서 행사를 주관하는 관리를 

중심으로 한 좌우의 서사적 전개의 그림인 <적벽대전>

과 <호렵도> 벽화가 관덕정의 기능에 가장 부합되는 주

제로 5개의 벽화 중에서 가장 실질적이고 중요한 그림 주

제로 보인다(그림 3). 관덕정의 책임자는 유비의 인의에 

힘입어 적벽대전을 승리로 이끈 제갈량의 지략과 용맹한 

군인의 호렵 행위로 군사를 훈련하고 무예를 연마하는 실

질적 지도자이자 관리로서의 자세와 임무를 갖추어야함

을 보여주는 그림인 것이다. 이는 1480년 관덕정을 중수

할 때 서거정이 지은 중수기의 다음과 같은 내용을 대변

하고 방증하는 그림인 것이다.

‘관덕정이 놀이나 관광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군·병

의 검열과 무예의 연마를 위한 활쏘기 연습뿐만 아니라 말을 

탄 채 활을 쏘는 방법을 익히고, 전쟁에서 중요한 전략과 전술

에 해당하는 군사들을 편성하여 배치하는 방법을 익히기 위

해 설치한 것이다. 즉 도둑이 침입하고 변란이 일어날 때 제

주의 제주, 대정, 정의인 삼읍 백성들이 상산지세(常山之勢)

로 수군, 육군, 보병, 기병이 각각 나와서 사력을 다하여 싸워 

적군의 목을 베어 이로써 부모처자를 구하고, 이로써 한 고을

을 보전하며, 이로써 나라의 간성이 되어 역사에 공명(功名)

을 세운다면 어찌 다행이 아니겠는가’ 23

관덕정은 검열, 사습, 기사, 전진법 연마를 통해 수

군, 육군, 보병, 기병이 나가 싸워 가족과 고을을 지키고, 

국가의 역사에 공명을 세우기 위한 공간이었던 것이다. 

이런 관덕정의 기능을 시각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관덕정 

벽화 <적벽대전>과 <호렵도>인 것이다. 관덕정과 같

이 누정에 그려진 벽화도 궁궐이나 관아, 사찰, 도관 같이 

건물의 기능과 건축자의 철학이 반영된 그림들이 채택되

는데,24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전반기의 벽화는 민화의 대

중화와 길상화의 유행, 유불도의 융합으로 그림의 주제가 

다양해지고, 벽화 도상이 섞이며 이채롭게 변화되는 과정

을 보여 준다. 때문에 관덕정의 벽화는 관덕정의 용도나 

기능에 합치되는 <적벽대전>이나 <호렵도>와 같은 그

림 주제가 선택되었고, 당시 유행하던 고사인물도나 십장

생도가 그려졌을 것으로 보인다.

유존하는 호렵도의 수량은 많은데 대부분이 조선 말

에서 근대기 제작된 작품이 다수이다. 문헌에 의하면 호

렵도를 처음 그린 이가 조선 후기 단원 김홍도라고 한다. 

관덕정 <호렵도>는 주제나 양식적으로 조선 후기로 보

기는 어렵다. 또한 호렵도의 기마 인물들은 모두 오랑캐

의 머리 모양과 복식 등을 갖추고 있고,25 채색이 박락되

그림 14  <상산사호> (1976년 모사본), 전체 47.8×320.0×12.5cm,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23 본문, (주석 7), 『증보탐라지』, 「누정조」 -관덕정-, 《서거정중수기》 참조.

24 김종태, 2015, 「산천재(山天齋) 벽화의 문화사적 의미」-《예원합진(藝苑合珍)》과 정조(正祖) 사제문(賜祭文)을 중심으로, 『南冥學』20, 南冥學硏究院, pp.123∼157.

25 최해율, 2005, 「몽골 청 간섭기의 몽골족 복식과 청대 복식의 비교」, 『服飾』55-7, 한국복식학회, pp.13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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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명확하지는 않지만 1881년 해인사 명부전에 그려진 

호렵도와 주제나 구성, 인물 복식 등이 유사해 이와 유사

한 시기에 관덕정의 호렵도도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림 13).26

2. <상산사호>, <취과양주귤만거>

1) <상산사호>

<상산사호도>는 기원전 200년 경 진시황 때 난리

를 피하여 섬서성(陝西省) 상산(商山)에 들어가서 숨은 

동원공(東園公), 기리계(綺里季), 하황공(夏黃公), 각리선

생(角里先生)을 이르며, 눈썹과 수염이 희어 사호(四皓)

라고 했다(그림 14). 이들은 진(秦)의 폭정과 난세를 피해 

상산에 숨은 일민(逸民)이자 한고조 태자를 위해 입조(入

朝)하여 스승이 되어 조정을 안정시킨 유가의 문인이다. 

이후 이들은 장량(張良)과 함께 다시 상산으로 들어가 수

도(修道)하여 도가의 신선이 되었다. 즉 은거와 입조라는 

이중적 행보가 도교, 유교의 지향에 적용되며 이들 4인을 

시와 그림으로 기리어 상산사호 문화가 형성되었다.27

현전하는 대표작은 송대 마원의 <상산사호도>로 

세 명은 함께 바둑을 두고, 한 명은 지초를 캐러 가는 모

습으로 등장한다. 바둑을 두는 위기(圍碁)와 지초(芝草)

상의 유형은 명·청 대까지 계속되며, 중국 문인의 복식, 3

대 1의 인물 배치, 심산유곡의 야외산수 배경, 소나무 아

래서 바둑을 두는 ‘송하위기상’은 이후 동아시아 사호도의 

전형이 된다. 사호도는 바둑을 두는 위기상을 기본으로 

사호 중 바둑을 두지 않는 1인을 영지를 캐는 채지상(採

芝像), 한 고조 태자의 스승으로 부름을 받는 응빙상(應聘

像)으로 그려지며, 조선시대에는 1인이 졸고 있거나 누워 

자는 수면상(睡眠像)과 차를 다리는 동자가 그려지는 전

채상(煎茶像)이 조선 사호도의 특징이다.28 특히 조선 말

기 근대기 대중문화의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소설, 판소

리, 잡가 등의 중국 소설의 유행 속에 고사도와 한시(漢

詩) 제작이 활발해지면서 민화, 사찰, 관아 등에 중국 고

사를 이용한 벽화 제작이 증가한다.29 그 중 사호도는 유

교적 출처관과 감계화로 상산에 은거하는 은일자로, 도가

의 신선 사상을 표상하고 있듯 제주 관덕정 사호도 역시 

유가의 처세관을 보여주는 감계의 의미를 담고 있다.

관덕정 상산사호는 3인이 바둑을 두고, 1인이 수면

을 취하는 조선 특유의 사호 도상을 취하고 있다(그림 14, 

15). 장방형의 상인방 위 우측은 은일하기 좋은 깊은 산 속 

그림 15 <상산사호> 위기와 수면 부분. 그림 16  <상산사호>, 하동 쌍계사 대웅전 외부 북측면, 1901년, 82.8×330.0cm, 

하동 쌍계사.

26 문화재청·성보문화재연구원, 2009, 「합천 해인사 명부전9」 <호렵도> 2폭, 『한국의 사찰벽화』-사찰건축물 벽화조사보고서-부산광역시·경상남도2, pp.315∼339. 

27 전효진, 2017, 「조선시대 사호도(四皓圖)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유미나, 2017, 「개화기 민화 고사산수도의 유형과 특징」, 『강좌미술

사』48, 한국불교미술사학회, pp.155-184; 유미나, 2019, 「20세기 전반 대중문화의 회화적 형상화」 ―전주역사박물관 《고사인물도》 병풍과 동아대박물관 《고

사인물도》 병풍을 중심으로, 『美術史學』37, 한국미술사교육학회, pp.167∼197; 유옥경, 2014, 「조선시대 회화에 나타난 睡人像의 類型과 表象」, 『美術史論壇』

39, 한국미술연구소, pp.37-60; 유주희, 2006, 「朝鮮時代 圍棋圖 硏究」, 고려대학교 문화재학협동과정 미술사학전공 석사학위논문 참조.

28 전효진, 2017, 앞의 학위논문 참조.

29 유미나, 2017, 2019, 앞의 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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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 지역인 상산을 표방하듯 위로 불쑥 솟은 삼각형 형태

의 3개 산이 중첩되어 있고 산 아래는 물이 흐르고 물 위

로 산을 에돌아 서기(瑞氣)와 같은 운무 여러 개가 길게 띠

를 이루며 상서로운 기운을 내뿜고 있다. 좌측 역시 비탈

진 산자락이 자리하고 있고, 사호도 중앙에 길게 드리워진 

나무 아래에 3명의 사호가 바둑을 두고 있으며 1인은 왼편 

너른 공간에서 베개를 베고 두 손을 모으고, 다리를 꼬고 

수면을 취하고 있다. 바둑을 두는 좌우의 인물 사이에 정

면향의 푸른 복색의 인물은 호리박형 술병이 매달린 지팡

이를 쥐고 있으며 매우 진지한 모습이다. 이들 인물의 이

목구비는 크고 뚜렷하여 긴 수염의 표현 등 조선 말기 민

화 계통의 인물 수법을 보이고 있다. 이들 인물은 두목 고

사도의 인물 표현법과도 일치한다. 또한 대부분의 사호도

가 군자를 상징하는 푸른 소나무 아래 위기도로 그려지는 

것에 반해 제주 관덕정 사호도의 나무는 먹선으로 둥글게 

나뭇잎을 표현해 소나무 같지 않다. 전체적인 경물의 구성

이라든지 채색과 선묘는 다소 거칠고, 투박하다. 또한 우

측 산 위에 행서체의 ‘商山四皓’ 묵서명이 있다(그림 4).

관덕정 상산사호도의 도상과 양식은 1901년 제작된 

하동 쌍계사 대웅전 벽에 그려진 <상산사호>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1901년이라는 명확한 기년이 있고, 조선 사

호도에서만 볼 수 있는 도상인 수면상이 있는 것, 바둑을 

두는 좌우의 인물과 그 모습을 지켜보는 중앙의 푸른 옷

의 신선이 지팡이를 쥐고 자못 엄정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이 관덕정 상산사호 도상과 유사하다. 특히 인물의 이

목구비가 큼지막하고 먹선과 채색이 소략하고 거칠어 20

세기 전반기 민화 고사도 화풍과 관련 있음을 알 수 있다. 

폭포나 소나무, 매화, 괴석 같은 바위의 표현은 관덕정 사

호도 벽화에는 없는 요소들이다(그림 16).30

관덕정 중앙 좌우 상인방에 그려진 <적벽대전>과 

<호렵도>가 관덕정의 기능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고, 

한 가지의 주제가 파노라마 형식으로 표현됐다면, 향좌측 

남쪽에 그려진 <상산사호>는 군사 훈련이나 무예의 연

마와는 무관한 내용이다. 즉 유가의 이상적 인간상을 대표

하는 전고인 사호를 통해 제주에 파견된 관리가 지키고 가

져야할 바른 마음과 자세를 고사 이미지로 나타낸 것이다. 

즉 관덕정의 상산사호도는 건물의 장식이나 장엄은 물론 

관덕정을 주로 이용하는 상층 관리를 위한 감계화나 훈계

화로 볼 수 있겠다. 사호는 두 나라와 두 주인을 섬기지 않

고 국가와 국왕에 대한 충성심을 최고로 발현한 ‘충신’이자 

‘은일자’의 상징이며, 태자의 스승으로 응빙과 승경(陞卿)

을 통해 국가와 주인을 위해 입조하는 실천적 ‘유학자’의 

표상이다. 그리고 조정이 안정되자 다시 상산으로 물러나 

수도하여 도가의 신선이 되기도 했다. 즉 상산사호 문화는 

도가나 불가는 물론 국가의 질서와 안녕이라는 유가의 큰 

이데올로기 내에서 개인의 처신이 은일과 입조 그리고 신

선이 되는 형식으로 나타난다. 때문에 사호는 조정에 몸담

고 있는 이상적 관리자의 표상으로 제주의 대표적 관아 건

물인 관덕정 벽화의 주제로 적절하였을 것이다.

2) <취과양주귤만거>

<취과양주귤만거>는 상산사호 바로 옆에 그려진 

그림이다(그림 17). 이 그림은 당나라 말기의 낭만 시인

이며 양주(揚州)자사를 지낸 두목(杜牧, 803-853)이 기녀

그림 17  <취과양주귤만거>(1976년 모사본), 전체 47.8×320.0×12.5cm,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30 문화재청·성보문화재연구원, 2009, 「하동 쌍계사 대웅전7」 <상산사호도>, 『한국의 사찰벽화』-사찰건축물 벽화조사보고서-부산광역시·경상남도2, pp.238∼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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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귤을 던지는 교태에도 아랑곳 않고 교자(轎子)를 타

고 지나가는 장면을 그린 것이다. 그는 당나라 말기의 낭

만을 노래한 미남 시인으로 ‘소두(小杜)’, 즉 ‘작은 두보’라

고 불렸다.31 두목은 827년 진사과에 급제해 833년 31세에 

양주(揚州)의 회남 절도사 우승유(牛僧孺)의 서기가 되어 

3년 동안 밤만 되면 기루를 드나들며 풍류를 즐겼다고 한

다. 당시의 양주는 강남 지역의 풍부한 물자를 바탕으로 

발전하여 당나라 전체에서 가장 번화한 지방이었던 곳으

로, 상류층은 매우 부정하고 방탕한 생활을 일삼고 있었

다. 젊고 혈기왕성했던 두목은 양주의 아름다운 풍경과 

번화한 모습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그는 청루에 빈번히 

출입하면서 기생들과 즐기며 타향살이의 외로움을 달래

곤 했다. 당시 양주에서 두목의 생활은 ‘취과양주귤만거’

라는 일화로 표현된다. 당시 미남으로 유명했던 두목이 

술에 취해 양주 거리를 지날 때면 그를 연모하던 기생들

이 잘 보이려고 귤을 던졌는데, 그렇게 던져진 귤이 수레

를 가득 채웠다고 한다. 얼마 후 두목은 조정의 부름을 받

아 장안으로 돌아갈 준비를 할 때 상관인 우승유가 음주

와 여색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경고했고, 우승유의 충고

에 그는 양주에서의 지난날을 부끄러워하며 방탕했던 생

활을 반성했다고 한다.

두목은 20대 중반부터 관직 생활을 시작하여 중간에 

조정으로부터 발탁되어 중앙에서 벼슬살이도 했지만 대

체로 지방 관직에 머물렀다. 두목은 『손자』에 주석을 달

기도 하고, 재정, 국방, 국내 정세 등에 대해 진보적인 정

책 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일찍이 정치와 병법을 연구했

다. 하지만 당시의 혼탁한 조정은 하급 관리이자 진보적

인 성향을 지닌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매

사에 구애받지 않는 강직한 성품의 소유자로, 당나라의 

쇠운을 만회하려고 노력하면서도 한편으로 풍류와 낭만

을 즐기며 서정적인 시를 남겼던 인물이다. 그림으로 그

려진 그의 대표적인 시는 <산행(山行)>으로 ‘수레 멈추

고 앉아 즐기노니 단풍 숲은 저무는데(停車坐愛楓林晩)’

라는 싯구인 <풍림정거>이다. 소슬한 가을 숲의 정취에 

매료되어 수레를 멈추고 자연을 음미하는 두목의 모습을 

주제로 한 그림이 <취과양주귤만거>보다 더 많이 그려

졌다. 때문에 관덕정 벽화에 당시 가장 유명한 회화 주제 

중 하나인 두목의 <풍림정거>가 아닌 제주의 진상품이

자 특산물인 귤이 소재인 <취과양주귤만거>라는 주제

를 그린 것은 제주라는 지역과 두목의 양주 자사의 관직 

생활 등의 일화가 감계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러한 

메시지를 관덕정 책임자에게 보다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

는 소재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관덕정 벽화 <취과양주귤만거>는 3명의 시종이 든 

수레에 탄 두목이 양주 성문을 나가는 장면과 그 뒤쪽으

로 자연석 위에 인공의 벽돌을 올려 쌓은 성 안에 기녀들

이 커다란 귤을 마구 던지며 교태를 내뿜고 있다. 커다란 

귤이 수레에 가득 차고 성 위에서 마구 떨어지는데도 두 

눈을 지그시 감고 느긋하게 공수한 자세로 앉아있는 두목

의 모습은 본래 고사로 전하는 술에 취해 늘어져 있는 미

그림 18 <취과양주귤만거> 두목과 귤 던지는 기녀. 사진 2  A: <제주 관덕정 마당 입춘굿놀이>, 1915년 촬영, 국립중앙박물관,  

B: <사진 2>의 부분.

A B

31 자는 목지(牧之)이며, 호는 번천(樊川)으로 803년 경조부(京兆府) 만년현(萬年縣)에서 태어났다. 조부 두우(杜佑)와 사촌 형제 두종(杜悰)이 재상을 지냈을 정도로 

그의 집안은 권세가였다. 특히 조부 두우는 당대의 유명한 역사학자로 30년 동안 고대의 문물과 문헌을 연구하여 『통전(通典)』을 집필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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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시인의 모습은 아니다(그림 18). 타향살이의 외로움에

도 음주와 여색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도리어 음주와 여색

에 초연한 꼿꼿한 유가의 관리자로 표현되었다. 두목을 

비롯해 수레를 끄는 시종의 복식과 성문 안에서 귤을 던

지는 기녀의 복식, 머리 모양 등은 중국식 도상이 한국식

으로 변화된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32 먹과 채색을 적절

히 사용하고 그림의 제목을 행서로 거칠게 써 넣었다(그

림 4).33 사실에 바탕을 둔 고사의 내용을 통해 제주에 부

임해 온 관리가 양주로 자사로 부임한 두목처럼 기생과 

어울리며 방탕하게 생활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그

린 것이며, 누정을 방문하는 많은 관리가 이 그림을 보고 

경계의 마음을 갖기를 희망하는 메시지형 그림으로 보

인다.

같은 고사의 내용을 그린 작품이 선문대학교 소장 

<취과양주귤만거>이다(그림 19). 이는 민화 고사 병풍 

중 하나로 화면의 중앙에는 양주 성문이 보이고 우측 성

문 안의 기녀들이 술에 취해서 가마를 타고 가는 두목에

게 귤을 던지는 모습이다. 가마 안에는 작은 귤들이 켜켜

이 쌓여 있고 무심한 듯, 취한 듯, 조는 듯한 두목의 모습

이 인상적이다. 이 작품에 비하면 관덕정의 그림의 귤은 

크기가 매우 크고, 두목은 세상을 초월한 은자의 모습이

며, 기녀는 화려하고 그 수가 많다. 선문대학교 소장본은 

건물이나 인물, 산수 묘사가 소략하고 간일하여 화려하고 

섬세한 제주 관덕정의 두목 고사도와 비교된다.

많은 고사 중에 양주, 장안 등 타향의 관리가 되어 

음주와 여색으로 그 외로움을 달랬던 두목의 고사를 인용

하여 그린 것은 육지의 인물이 섬인 제주의 관리로 오게 

되면서 겪는 여러 가지 실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를 바

라는 바가 담겨 있다. 또한 두목고사도는 관덕정 벽화의 

다른 주제의 그림에 비해 비교적 정세하고 공들여 그려져 

주목된다. 이는 기녀의 화려한 복식과 머리 모양, 귤이 지

닌 제주의 상징성과 연결된다. 즉 기녀들이 던진 추파의 

물건이 제주의 진상품이자 특산물인 ‘귤’인 것은 화가나 

벽화 제작 의뢰자가 제주라는 지역의 성격과 특징을 충

분히 이해하고 선택하여 그린 그림으로 보인다.34 또한 성 

안의 집들과 성 뒤쪽으로 보이는 현무암 자연석 돌담 표

현은 화가가 제주 지역과 관련 있는 화가일 가능성을 보

여 주고 있다. 즉 두목과 가마꾼 등 인물의 복식, 이목구

비를 크게 그려 묘사한 점, 두상이 큰 인체의 비례, 채색, 

필치 등이 뛰어난 중앙의 화원 화가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유존하는 일반 회화의 사례가 거의 없는 제주의 회화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특히 벽화인물의 복식이 1915

년 <제주 관덕정 마당 입춘굿놀이> 사진 속 인물들과 유

사해 벽화 제작시기를 가늠할 수 있다(그림 18, 사진 2). 

이와 같이 그림의 도상과 양식적 특징으로 본다면 벽화의 

그림 19  《고사8폭병풍》 <취과양주귤만거>, 지본채색, 26.6×79.3cm, 선문

대학교박물관.

32 최해율, 2005, 앞의 논문, pp.131-141.

33 묵서명 제목을 자세히 관찰하면 겹쳐 쓴 흔적이 보이는데, 이는 벽화를 보수 할 때 개칠(改漆)을  했거나 글씨를 잘못 써서 개칠 했을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34 귤(橘)의 문학적 표상과 회화적 구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면에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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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시기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전반기까지로 추정할 

수 있겠다.

특히 바둑을 두는 <상산사호>와 귤을 소재로 한 <취

과양주귤만거>가 같은 화면에 그려진 것은 바둑의 별칭

인 ‘귤중지락(橘中之樂)’과 ‘난가(爛柯)’ 고사와 관련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귤중지락은 크게 열린 귤을 길조로 알고 

자르자 상사사호가 바둑을 두고 있는 모습이었다는 이야

기이고, 난가는 『술이기(述異記)』에 등장하는 이야기로 

‘신선놀음에 도끼 썩는 줄 모른다’는 이야기의 전고이다. 

난가에서 나무꾼이 신선의 바둑놀이에 허기져 있을 때 귤

[대추]을 먹었다는 기록도 전해져 두 주제의 그림이 나란

히 그려진 이유가 풍류를 즐기는 도교의 신선 사상을 염

두에 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즉 관덕정은 활쏘기와 무

예의 연마 이외에 연회 등 풍류를 즐기는 장소로도 사용

되었기 때문이다.35

3. <십장생도>

관덕정의 <십장생도>는 장수를 상징하는 소재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표현하였다. 즉 왼쪽 첫 번째는 사

슴(鹿), 대나무(竹), 영지(芝), 바위(石), 거북이(龜)36 5개

가, 두 번째 면에는 해(日), 구름(雲), 물(水), 소나무(松), 

학(鶴)이 표현되어 있다(그림 20).37 십장생도는 본래 도

교와 신선 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불로장생에 대한 염원

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길상도이자 세화(歲畫)이다. 장수

와 길상을 목적으로 한 세화는 새해를 송축하고 재앙을 

막기 위한 용도로 그려진 그림으로, 질병이나 재난 등의 

불행을 사전에 예방하고 한 해 동안 행운이 깃들기를 기

원하는 벽사적이고 기복적인 성격을 띠고 전개된 새해 

첫 날의 세시풍속의 하나로 고려시대부터 제작되다가 

조선에서는 왕실이나 궁중 행사도나 궁중 장식화로 제

작되었으며 이후에 민화인 민간 미술로 대중화된다.38 때

문에 관아 건물의 벽화로 장식된 십장생도는 당시 민화

로 대중화되었던 십장생도의 의미 변화와 흐름을 파악

할 수 있다.39

십장생도가 상징하는 신선 세계의 이미지는 『사기

(史記)』 「봉선서(封禪書)」에 전하는 봉래산(蓬萊山), 방

장산(方丈山), 영주산(瀛州山)이라 불리는 도교적 지

상 낙원인 삼신산(三神山)이다. 우리는 금강산을 봉래

그림 20 <십장생도> (1976년 모사본), 전체 47.8×320.0×12.5cm,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35 이화영, 2004, 「‘述異記’ 試論및 譯註」, 이화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석사학위논문 참조.

36 1976년 모사본에는 거북이 형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 이후 모사본에서부터는 뿔 있는 흰 사슴 뒤 대나무가 있는 바위에 거북이가 올라가는 모습이 묘사

되어 있다. 이는 1976년 모사본의 기준이 되는 상인방의 목재 부재나 당시 촬영한 사진의 검토를 통해 확정할 수 있을 것이다.

37 정병모, 2011, 「서왕모신앙과 조선후기 십장생도의 변화」, 『한국민화』2, 한국민화학회, pp.27∼55.

38 김윤정, 2002, 「조선후기 세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참조.

39 박본수, 2008, 「오리건대학교박물관 소장 십장생병풍 연구」-왕세자두후평복진하계병의 일례-, 『古宮文化』2, pp.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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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방장산을 지리산, 영주산을 한라산으로 불렀다.40 바

로 제주의 다른 이름인 ‘영주’는 도교의 신선 사상에서 유

래한 것이다. 진의 시황제가 불로초를 구하려고 방사(方

士) 서불[徐福]을 삼신산으로 보냈고, 서불이 다녀간 곳

이 영주산이 있는 제주였다. 때문에 도교의 지상 낙원

이며 신선 세계의 하나인 영주산이 있는 제주 관덕정의 

십장생도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 또한 한라산 백록담에 

흰 사슴과 난학을 타고 내려왔다는 신선의 전설과 유관

할 수 있다.41 보통 궁중 장식화나 행사 의례용으로 그려

진 십장생은 바다 한 가운데 있는 공간으로 오른쪽에 산

과 나무, 사슴, 영지 등 육지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고, 왼

쪽에 바다 위 거북이와 붉은 해, 그 위를 나는 학이 묘사

되어 있다.42 그러나 관덕정의 십장생도는 우측에 소나무

에 가린 해와 하늘을 나는 학을 통해 본 공간이 바다 위 하

늘임을 알 수 있다. 좌측에 신령스런 산 속의 두 마리의 사

슴이 영지를 먹고 있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고 화면 중간에 

흐릿한 묵서명이 있다. 즉 그림을 읽는 순서가 건물 뒤쪽

부터가 아니라 <적벽대전>이나 <호렵도>처럼 건물 앞

쪽에서부터 읽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림 20). 앞 내

용을 통해 십장생을 관덕정의 벽화로 선택한 이유를 다음

과 같이 요약할 수 있겠다. 인간의 근본적 염원인 수명장

수하고 복락을 기원하는 길상화인 신선의 세계가 바로 영

주 즉 제주이며, 관덕정에서의 훈련과 무예 연마나 바른 관

리가 되고자 하는 것도 결국은 인간의 수명장수나 복락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본 그림 주제도 벽화에서 매우 중요

한 내용으로 보인다. 또한 관덕정은 군사 훈련 외에 연회

나 공식적 행사가 이루어지 공간이었기 때문에 당시 유행

했던 회화주제이며, 행사 의례용, 장엄용으로 사용되었던 

<십장생도> 병풍을 벽화로 제작해 장식성과 장엄, 세화

의 기복적 의미까지 겸했던 것으로 보인다.

상인방이라는 좁고 긴 제한적인 화면에 그려졌기 때

문에 병풍 십장생도처럼 넓은 공간감이나 다양한 소재가 

묘사되지는 않았지만 십장생의 상징성은 충분히 나타내

고 있다. 특히 고려시대 기록에 등장하는 십장생의 10가

지 소재, 구륵법의 대나무 표현이나 두 마리의 백록이 영

지를 먹고 있는 장면 등은 모두 십장생의 소재나 주제를 

철저히 고증하여 사실에 맞게 표현하려고 했던 정황을 보

여 준다.

Ⅳ. 맺음말

제주의 관덕정은 군병들의 활터로 ‘활쏘기’는 물론 

‘말 타고 활쏘기’, ‘전쟁의 진법’까지 훈련하여 상무 정신을 

고취시키고, 전쟁 대비를 위해 무예를 연마할 목적으로 

1448년에 건립되었다. 또한 제주에서 유일하게 대규모 

인원이 운집할 수 있는 넓은 공간으로 각종 연회나 관아

의 공식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관덕풍림’과 같이 계

절의 정취와 자연의 운치를 향유하는 장소였다. 이러한 

장소성과 건축적 의미가 큰 관덕정이 17세기 건물의 형태

를 보존하고 있기에 건물 상인방 4면의 5가지 그림이 조

선 후기의 그림으로 잘못 알려져 왔다.

관덕정은 10여 차례 이상의 수리와 중수를 거쳤기에 

벽화가 구체적으로 언제 처음 그려졌는지 알 수는 없다. 

다만 현재의 벽화는(1976년 모사본 기준) 벽화의 도상과 

양식상 크게 1850년(철종 1) 재건, 1882년(고종 19) 중수, 

1924년 島司 前田善次의 보수, 1969년의 10번째 중수 때

로 요약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먼저 벽화 도상을 분석하여 제작 

시기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최초 <호렵도>가 18세기 이

후 그려지기 시작한 점을 비롯해 삼국지의 유명 화제인 

40 정재서, 2000, 「동서양 유토피아 개념과 그 유형」, 『도교와 문학 그리고 상상력』, 푸른숲, pp.260∼264.

41 십장생도에 신선이 타고 다니는 하얀 사슴인 ‘백록(白鹿)’이 나오는 양식은 비교적 이른 시기의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작품은 20세기 전후의 양식임에도 사슴

을 흰색으로 표현한 것은 제주의 한라산 신선설화와 백록담의 ‘백록’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42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십장생병풍>을 비롯 오리건대학교박물관 소장 1880년 <십장생병풍>, 호암미술관 소장 <십장생십첩병풍>, 국립고궁박물관 소장의 

<십장생십첩병풍> 등 조선 후기부터 근대기의 십장생은 전체적으로 이러한 소재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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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벽대전>이나 한나라 때의 은일자를 그린 <상산사호>, 

당나라 시인 두목의 이야기인 <취과양주귤만거>와 같

은 고사인물도의 유행과 민화풍의 <십장생도> 등의 주

제는 물론 그림의 구성, 인물의 무기와 복식, 산수 표현

과 채색, 필법 같은 세부적인 사항도 관덕정의 벽화가 19

세기 말경에서 20세기 전반기에 그려진 작품임을 방증한

다. 즉 본 벽화가 당대의 회화 주제나 양식과 관련이 깊어 

1850년이나 1882년에 제작된 벽화가 1924년 보수와 1969

년 중수를 거치면서도 벽화의 기존 내용과 형태를 보존 

유지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관덕정의 주요 기능인 활쏘기와 말 위에서 활

쏘기, 전진법 연마 등을 토대로 보면 건물 중앙을 중심으

로 좌우에 파노라마 형식으로 구성되고 묘사된 <적벽대

전>이나 <호렵도>는 군사 훈련 장소라는 관덕정의 목

적과 기능에 가장 적합한 그림 주제로 선택적으로 사용됐

음을 알 수 있다. <상산사호도>나 <취과양주귤만거>

의 고사인물도는 감계적이고 교훈적인 그림으로 제주의 

관리가 지녀야 할 덕목인 은일과 입조 등 유교의 이상적 

인간상을 비유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십장생도> 또한 

신선 사상과 장수를 상징하며, 궁중 행사나 장식화로 쓰

이던 주제가 민간으로 확장되어 길상적이고 벽사적인 내

용으로 바뀌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벽화에 표현된 산수가 제주의 명산인 

‘한라산’이라는 점과 높고 낮은 오름의 표현, 현무암 자연

석 돌담 표현, 수많은 고사 중에 제주의 진상품이자 특산

품인 귤을 주제로 한 두목의 고사를 채택하여 시각화한 

점, 백록담의 흰 사슴 전설의 응용, 제사를 중시하는 유가

적 관습이 남병산의 제사 장면으로 표현된 것 등은 모두 

제주의 풍속과 자연환경, 생활상의 일부를 반영하는 그림

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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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ography and Symbols of the Gwandeokjeong 
Pavilion Murals in Jeju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paintings and symbols of  the Jeju Guandeokjeong murals, Treasure  

No. 322. Gwandeokjeong Pavilion in Jeju is one of  the oldest buildings in Jeju and was built in 1448 during the reign 

of  King Sejong (世宗) of  the Joseon Dynasty to serve as a training ground for soldiers. Unlike Gwandeokjeong 

Pavilions  in other regions, Jeju’s Gwandeokjeong Pavilion has a long history and is of  cultural value due to its 

beautiful architecture. In addition, it contains various murals which are a further source of  attention. There are four 

murals on the front and back of  the two Lintels on the left and right sides of  the building. Their contents include 

<Battle of  ChiBi (赤壁大戰)> of  『The Three Kingdoms (三國志)』 and <ChuiYangjuGullManggeo (醉過楊洲橘滿車)> 

and <The Four Sages of  Shang Shan (商山四皓)> on the back. Towards the right, <Hunting Scene Painting (虎獵圖

/胡獵圖)> is depicted, with <Sipjangsaengdo (十長生圖)> on the back. Based on a replica of  the murals from 1976, 

the plan, style, and age of  the Gwandeokjeong Pavilion murals have been studied, together with their meanings. The 

contents of  the mural are broadly divided into five parts, which are identified by the tacit signatures atop the screen, 

which provide such details as the painting titles. The paintings on the left and right sides of  the center appear to 

inspire the spirit of  the military’s commerce  in order to boost soldiers’ morale, protect the country, and protect the 

people in line with the purpose of  Gwandeokjeong Pavilion. The following <Narrative Figure Paintings (古事人物

圖) of  <Narrative Figure Painting of  Du-Mu (杜牧人物古事圖)> and <The Four Sages of  Shang Shan> figuratively 

depict guidelines for the behavior and mindset of  officials. In particular, <Sipjangsaengdo> is a painting concerned 

with concepts of  longevity and an auspicious (吉祥), which shows how court paintings became popular as folk 

paintings at that time. 

The paintings of  tangerines and other specialties of  Jeju Island, the ritual paintings of  Jeokbyeokdaejeon, 

and the expressions of  Mt. Halla (漢拏山) and Oreum (오름) indicate the existence of  Jeju artists that belonged 

to the Jeju government office at that time. The five themes and styles of  the murals also show that the murals of  

Gwandeokjeong Pavilion were produced in the late 19th and early 20th centu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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