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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ructure of noble centered social status of the late Joseon Dynasty collapsed due to the commoner's

higher status and increased level of consciousness caused by the growth of commerce and agriculture. In

art, the a Korean and ethnical style dominated; however, with a diversity in the depiction of human figures

in portraits, Buddhist paintings, genre paintings and folklore paintings. This study examines the diversity in

human figures expressed in the paintings of the late Joseon Dynasty by expanding the common aesthetic

fixed to the typical Joseon style of renowned painters.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s as follows. The hu-

man figure is categorized into three different types of ‘realistic’, ‘ideal’, and ‘distortion’ based on the aes-

thetic category. First, the realistic type is defined literally by its realistic and detailed depiction of noble

class portraits classified as extreme type and general type. The extreme type's formative element is hyper-

subtlety which includes a simultaneous aesthetic of aptness and ugliness. The general type shows subtlety

with aesthetic of aptness. Second, the ideal type is defined by representing the standard form of time and

criteria classified as beautified type, absolute type, and dignified type. Each shows a different character of

gender of femininity, androgyny, and masculinity. Third, distortion types are defined by a characteristic

expression of humans by transshaping the features in various methods categorized as grotesque, abjection,

friendly, rustic, and caricature type. Each shows different formative elements of bizarre, patheticness, volup-

tuous, inartificial, and immaturity.

Key words: Painting of late Joseon, Human figure expression, Characteristic, Diversity; 조선 후기 회화,

인물 표현, 유형, 다양성

I. 서 론

조선 후기는 양반 중심의 계급 사회가 붕괴되고 농업

과 상업이 활성화되면서 대중들의 신분과 의식 수준이

상승된 시기이다. 조선 후기의 회화는 문화 전반에 걸쳐

현실적인 문제들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비판적 태도를

취했던 실학이 대두하고, 부를 축적한 서민들이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기 시작하면서 조선 후기의 회화

는 대중과 보다 가까워졌다. 또한 생활 주변에서 쉽게 접

할 수 있는 소재를 택하였기에 예술의 역사상 가장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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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회화를 형성할 수 있었다. 특히 조선 시대 초상화는

동양 최고 수준이었는데, 이는 조상 숭배 사상, 피사(被

寫) 인물에 대한 정확한 사실적 묘사와 내면세계의 진솔

한 표출을 지향하는 전신사조(傳神寫照)가 바탕이 되었

기 때문이다(Ahn, 1980). 이외에 불화나 산신도 등의 종

교화, 그 시대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풍속화, 민간신

앙을 기반으로 한 작자미상의 각종 민화에서 기존에 볼

수 없었던 다양하고 독특한 인물 표현이 등장한다. 특히

조선 후기로 갈수록 민화적 성격이 강화되면서 묘사 대

상의 범위가 넓어졌다.

인물 표현에 관한 선행연구(Ju, 2011; Jung, 2010; Lee,

2010)는 주로 미의식이나 유명한 작가 및 작품 분석 위

주의 연구가 주를 이루는 반면, 표현된 인물의 특성에 관

한 분석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이

시기의 회화에 나타난 인물 표현의 다양성에 초점을 맞

추어 기존에 익히 알고 있는 초상화나 유명한 작가 위주

의 분석에서 보다 범위를 넓혀보고자 하는 것이다. 몸을

보는 시각은 각 시대나 사회 및 문화에 따라 다르게 인

식되어 왔기 때문에 이 시기에 표현된 몸에 대한 연구를

통해 몸의 의미와 이미지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해를 넓

히고 의상디자인과 같이 인체를 주된 관심사로 하는 분

야를 위해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

다.

연구방법은 문헌 연구법을 이용하여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미의 기본 범주와 한국미에 관한 키워드를 추출하

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립박물관의 발행도록과 인터넷 검

색을 통해 수집한 시각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범위는

조선 후기에 해당하는 1700년대부터 1900년대 초반까지

이며 이 시기에 나타난 인물 표현 특징을 초상화, 종교

화, 풍속화, 민화로 분류하여 비교하였다. 이를 관모 및 머

리 모양, 얼굴 형태와 표정 및 이목구비, 인체 비율, 의복

표현의 네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비교하고 유형별 특성

을 알아보았다.

II. 미의식과 미적 범주에 관한 고찰

Jang(1994/1999)은 미학이 현대적인 형태의 학문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서양과 동양에 동시에 부합하는 것

이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미학이 민족과 문화를

넘어서 범민족, 범문화적 연구영역으로 확대되려면 보

편 법칙을 추구해야 한다고 하였다.

서양의 미학과 동양의 미학은 상이한 패러다임을 보

인다. 서양 미학은 사물의 본질 추구, 주체의 지성 ·감

성 ·의지의 분리, 예술의 통일성이라는 세 가지 근원에

기초하고 있다. 즉, 서양 미학의 가장 큰 특징은 미의 근

본적인 의미를 형식에 두고 객관적인 법칙성과 본질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다. 반면, 동양 미학은 서양 미학의

세 가지 특징이 모두 부재한다. 동양 미학은 삶과의 유

기적 관계 속에서 그 의의를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객

관적 사물은 인식할 수는 있지만 정확한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고 여겼다. Jang(1994/1999)에 따르면 Mencius(as

cited in Jang, 1994/1999)와 Chuang-tzu(as cited in Jang,

1994/1999)는 인격에 내재된 정신을 강조하면서 현실 사

회의 모든 미적 대상을 경시 내지 부정했다. Mencius(as

cited in Jang, 1994/1999)는 아름다움을 도덕적 기로 보

아 ‘충만한 것이 곧 미’라 하였고, Chuang-tzu(as cited in

Jang, 1994/1999)는 ‘고요히 내면의 귀를 기울이며 형(形)

과 아(我)를 잊고 도와 하나되는 것’을 주장하였다. 특히

Chuang-tzu(as cited in Jang, 1994/1999)는 오히려 추한 외

모 때문에 정신적 힘을 더 잘 드러낼 수 있으며 형체를

초월한다고 하였다. 조선 시대는 명심보감의 부덕(婦德),

부언(婦言), 부공(婦工), 부용(婦容)을 기준으로 아름다움

을 보았다. 이 중 부용은 매력적인 얼굴이 아니라 청결하

며 위생적이며 조신한 몸매와 동작을 의미하는 것으로

네 가지 기준 중 가장 덜 중요하게 여겼다(Cho, 2007).

이와 같이 서양과 동양은 사고 방식과 삶의 형태가 달

랐기 때문에 서양은 외부 지향적 시선으로 실체를 형상

화한 반면, 동양은 내부 지향적 시선으로 마음을 형상화

하였다(Han, 2011). 즉, 서양은 유가 근본이 되어 유에서

실체에 이르는 것을 기반으로 하였고, 동양에서는 무가

근본이 되어 무에서 유로 나아가는 것을 중요시 했던 것

이다(Jang, 1994/1999). 본 연구의 실질적인 분석에 앞서

서양과 한국의 미의식과 미적 범주를 비교해보고 그 특

징과 공통점 및 차이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1. 서양의 미의식과 미적 범주

서양의 미학사에서는 미의 개념을 미적 대상의 측면

으로 여기는 객관적인 미와 미적 대상을 파악하는 주체

의 태도 혹은 작용의 측면으로 여기는 주관적인 미로 나

누어 보았다. Kim(2004)에 따르면 서양에서는 ‘아름답

다(beautiful)’는 것은 질서와 비례이자 선(good)이고, 그

것의 결핍은 추(ugly)하다는 개념인 객관적인 미가 오래

적용되었으나, 후에 대상을 바라보는 ‘미적 경험의 즐

거움’이라는 주관적 미가 대두되면서 미는 수많은 학설

들을 통해 다양한 범주로 파생되었다. Tatarkiewicz(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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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는 협의의 미를 ‘완전성과 규칙성, 법칙성’의 고전

적 형식에 의한 미로 보았으며, 우아, 우미, 숭고, 추, 고

전적미, 낭만적 미, 적합성과 더불어 비극적 미, 희극적

미와 같은 윤리적 범주를 다루었다. Dessoir(as cited in Ta-

keuchi, 1974/1989)는 미적 감정의 질적 차이에 근거하여

원환 도식을 배열했는데, 각 범주가 개념적으로 인접하

는 두 가지의 것으로 용이하게 이행될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내용적으로 대립하는 것이 서로 대응하는 것으로

배치되어 있다. Takeuchi(1974/1989)는 협의의 미, 아름다

움을 순수미나 이상미, 우미와 동일한 개념으로 보았으

며, 광의의 미를 숭고, 비장, 골계 등과 동렬로 보았다.

Kobata(as cited in Takeuchi, 1974/1989)는 광의와 협의의

미외에 숭고, 비장, 골계, 유머, 우미, 특성미(성격적), 추

를 포함시켰다. 이와 같이 미적 범주는 그 자체가 정식

구분이 아닌 개별적인 다양성으로 간주되기에 견해에 따

라 다르게 구분될 수 있다(Kim, 2004). 위의 학자들의 미

적 범주를 종합하여 본 결과, 협의의 미와 적합, 우미, 우

아, 숭고, 비장, 골계, 추, 특성미가 가장 빈번하게 등장

하였다. 각각의 특성과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beauty)는 협의의 미로써, 주로 아름다움을 의미한

다. 또한 미는 규칙적 배열, 비례, 조화, 균형의 법칙의

미이자 고전적 형식미이다(Kim, 2004). 이상미(ideal be-

auty)는 협의의 미와 동일한 개념으로 관조하는 자아가

장해 없이 불쾌의 감정을 혼입시키지 않고서 완전히 충

족하는 점에 있는데, 모순으로 가득한 현실로부터 가장

완전하게 해방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Takeuchi, 1974/

1989).

적합성(aptness)은 의도적 행위보다는 실용적 목적에

의해 만들어진 것에서 보이는 독특한 미적 범주로 타당

성, 격식 등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적합성은 용도에 부합

되는 사물의 성질보다는 사회적 지위에 부합하는 인간

의 자질에 비중을 둔 미적 범주로, 인간의 외모와 행동

이 지위와 위엄에 부합될 때 유발되는 즐거움을 의미

한다. 즉, 적합성은 효율성이 대상에 미를 부여해준 것으

로, 오늘날의 실용주의와 기능주의와 관련된 미적 범주

라 할 수 있다(Kim, 2004).

우미(comeliness)는 장식적인 측면과 절제적인 측면

을 다 포괄하고 있으면서도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는 조

화미를 중요시한다. 우미는 고급스러운 귀족 취향으로

저속한 대중적 취향이나 서민적 취향과는 대조를 이룬

다(Kim, 2004). Schiller(as cited in Takeuchi, 1974/1989)

는 우미를 이성과 감성의 완전한 조화인 아름다운 혼이

현상에서 표출된 것이라 하였으며, Bayer(as in Takechi,

1974/1989)는 우미가 섬세함, 연약함의 대상적 특징을 지

닌다고 하였다. Burke(as cited in Eco, 2004/2005)는 우

미를 자세와 움직임이 날카롭거나 각이 져 있지 않으며

조화롭고 세련된 태도에 비유했다. Ko and Kim(2004)에

의하면 우미의 미적 가치는 사치성, 품위성, 세련성, 여

성성, 조화성에 있다.

우아(grace)는 법칙이 없어 자유롭고 불가지한 점에서

협의의 미에 대립된다. Lipps(as cited in Takeuchi, 1974/

1989)는 우아를 무의식적이며, 무의지적인 미라고 하였

고, Tatarkiewicz(1980/1999)는 우아를 외적인 미 즉, 가시

적인 미라고 하였다. Schiller(as cited in Tatarkiewicz, 1980/

1999)에 따르면 우아는 우미와 매우 유사한 범주인데, 우

미가 고요함, 심오함 등의 정신적 측면을 갖는다면 우아

는 정신적 특성을 배제하여 감성적 측면을 표현한 외연

적 운동에 중점을 둔 범주이다. 우아의 쾌감은 해학과 결

합하기 쉬운 것으로 억제되지 않으면 욕망이 되지만 우

미는 존엄에 보다 가깝다. Hogarth(as cited in Kim, 2004)

는 우아를 자유로운 파상적 곡선에 비유했다.

숭고(sublime)는 인간이 대상에 압도됨과 동시에 한편

으로는 오히려 자아를 고양하면서 쾌와 불쾌의 혼합적인

긴장감을 느낄 때 성립되는 미이다(Kim, 2004). 본래 숭

고는 ‘높이’라는 의미의 이상 형태에 관한 가치 개념으

로 장엄, 장중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Takeuchi, 1974/

1989). Burke(as cited in Eco, 2004/2005)는 숭고는 고통,

위험, 공포와 같은 관념이 직접 현실적으로 영향을 미치

지 않을 만큼 거리를 두고 존재할 때 느낄 수 있는 독특

한 쾌감이라고 했다. 또한 그는 숭고의 특징을 위력, 길

이, 높이, 깊이 등 연장의 위대성과 무한성으로 보았다.

Choi(as cited in Kim, 2004)는 숭고란 신적인 영감, 카타

르시스 등 극적인 감동으로부터 기원되었으며 고통과 쾌

락, 공포와 환희, 부정과 긍정이 혼합된 양면 감정이라

정의했다. 이에 그는 숭고의 미적 가치를 비장성, 무한

성, 해체성으로 보았다.

비장(tragic)은 인간적 위대성이 침해되고 멸망될 때 느

끼는 치열한 고뇌에 의해 가치감이 강화, 고양될 때 생기

는 것으로, 고뇌의 가치를 높인 숭고의 한 파생적 형태

라고 볼 수 있다. 비장과 유사한 미적 범주인 비애는 단

순한 고뇌에 의해 초래되는 대조성이 없는 감정 체험을

의미하는 반면, 비장은 쾌와 불쾌의 상반된 감정이 고뇌

에 의해 가치 상승된 것을 의미한다(Takeuchi, 1974/1989).

골계(comic)는 희극적인 미로 기대된 것과 실현된 것

사이의 양적 또는 질적인 모순에 근거하는 미다. 골계

는 기대와 현실 사이의 모순으로 발생하는 의외성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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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놀라움이나 환멸감 등의 불쾌감이 유희적 태도에 의

해 극복되면서 성립되는 미적 쾌감을 의미한다. 골계는

외모나 형체의 이상성, 착오적 행동이나 동작 등의 객관

적 골계와 해학, 기지, 풍자, 아이러니, 유머 등의 주관적

골계를 포함한다(Kim, 2004).

추(ugliness)는 협의의 미의 대립 개념으로서 일반적으

로 미적 규범에 어긋나며 미적 관조를 방해하는 것, 즉 반

미적인 것을 의미한다. 추에 대한 반응은 ‘충격효과’로

미적인 인상에 활기와 생동감을 주는 역할을 한다(Kim,

2004). Rosenkranz(1853/2008)는 추를 형태 없음(무형, 비

대칭, 부조화)과 부정확성(보편적인 것, 특수한 것, 개별

예술)의 형식적인 추와 형태의 파괴 혹은 기형(천박함,

역겨움, 캐리커쳐)의 감정적인 추로 구분하였다.

특성미(characteristic)는 ‘성격적’이라는 의미를 지닌 순

수미의 대립 개념으로 Volkelt(as cited in Takeuchi, 1974/

1989)는 불쾌를 통한 쾌감의 상호작용에 의해 생겨난 독

자적인 새로운 질적 감정, 즉 씁쓰름한 쾌감의 미라 하였

으며, 강조된 불균형, 급격한 변화 등의 형식 원리의 파

탄이 특징이므로 개개의 대상의 유형화나 단조로움을 피

할 수 있으나 지나친 특성적 표현은 추로 이끌릴 수 있다

고 하였다. 한편, Takeuchi(1974/1989)는 추한 대상 자체

가 쾌감을 유발시킬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진실을 통해 표

현된 추는 성격적으로 충분히 만족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로테스크(Grotesque)와 캐리커쳐(Caricature)는 추나

성격적 개념의 일환으로 쾌와 불쾌의 혼합감정이나 우

스꽝스러운 것과 그에 반하는 특성의 것이 함께 공존하

는 양면성을 띤다. 그로테스크는 부조화, 희극적인 것과

끔찍스러운 것, 지나침과 과장, 비정상성의 특징이 있다.

또한 그로테스크는 신체적으로 비정상적인 것과 연관되

며 공격성과 소외, 불안감, 긴장과 장난기 등의 기능을

갖는다. 그로테스크와 자주 혼동되는 개념인 캐리커쳐

는 예술에서 인물이나 사물의 특징 및 특별한 형태를 익

살스럽게 과장한 것이다. 또한 캐리커쳐는 그로테스크

처럼 이질적이고 대립적인 요소나 낯선 요소들의 충돌

없이 주로 전형적 인물의 특징을 재미있게 왜곡하거나

특색 있게 표현하여 웃음을 유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Thomson, 1972/1986).

2. 한국의 미의식과 미적 범주

한국의 미의식은 미를 이론화하기보다는 ‘정신’으로

여겼으며 이는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가

장 한국적인 미는 조선 후기에 형성되었는데, Kwon et

al.(2005)에 의하면 학자들마다 한국의 미에 관한 시각

이 다양한 것을 볼 수 있다. 각 학자들의 시각은 다음과

같다. Eckardt(as cited in Kwon et al., 2005)는 한국미를

‘자연감, 고전성, 소박성, 단순성’으로 보았으며, Mune-

yoshi(as cited in Kwon et al., 2005)는 초반에는 ‘비애,

애상, 선, 백의 미’로 보았다가 후반에는 ‘무유호추(無

有好醜)의 미, 무조작의 미, 불이미(不二美)’로 분류하였

다. 이 중 비애(悲哀)의 미는 한국 식민지 역사의 비극적

측면만을 바탕으로 예술미를 논한 것으로 후에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한국 미학의 선구자인 Ko(as cited in Kwon

et al., 2005)는 ‘무기교의 기교, 무계획의 계획, 민예적인

것, 적요한 유모어, 비정제성, 어른 같은 아해, 비균제성,

무관심성, 구수한 큰 맛, 단아, 담소나 질박’ 등으로 보

았다. Choi(as cited in Kwon et al., 2005)는 특유의 문장

력으로 ‘무심스럽고 어리숭한 둥근 맛, 풍아의 멋, 익살,

담채, 순리, 고요’로, Y. J. Kim(as cited in Kwon et al.,

2005)은 ‘구수하고, 시원스럽고, 어리석고, 아담하다’로,

Yoon(as cited in Kwon et al., 2005)은 ‘청초함’으로 분류

하였다. Seckel(as cited in Kwon et al., 2005)은 서양 미

술사가로서 최초로 한국 미술의 특징과 미적 감각을 구

체적으로 규명하려 하였는데, 즉흥적이고도 시원한 활

력이 한국 예술의 묘미라 여겨 ‘생명력, 자연성, 무관심’

으로 분류하였다. Y. Y. Kim(as cited in Kwon et al., 2005)

은 ‘미나 추를 초월한 자연주의’로 보았는데 이로 인해

‘자연 자체’와 ‘자연미’의 경계에서 논란이 일었다. Cho

(as cited in Kwon et al., 2005)는 ‘비균제성과 자연순응

성’으로 분류하였다. 이밖에 T. H. Lee(1996)는 조선 후기

의 예술을 ‘사실적’이라고 보았으며, Choi(2000)는 ‘자

유분방함’으로, Ji(2010)는 ‘자연스러움의 미’로 보았다.

Cho(as cited in Cho, 1999)는 한국 예술미의 중심 개념을

‘멋’으로 보았는데, 이는 격식에 맞으면서도 격식을 뛰어

넘는 초격미를 의미한다고 규정지었다. 그는 멋의 형태

미는 ‘비정제성’, 정지된 아름다움보다는 ‘율동성’, 곡선

적인 미로 나타나며, 표현미는 ‘원숙성’과 ‘왜형성(데포

르마시옹)’, ‘해학성’으로, 멋의 정신미는 ‘비실용성’과

‘중절성’, ‘낙천성’ 등으로 보았다.

본 연구자가 위의 학자들의 한국미에 관한 키워드를

유사한 개념별로 정리해본 결과 멋(maut), 고전성(classi-

cality), 자연성(naturalistic), 사실성(realistic), 품위와 절제

성(refinedness and moderation), 단순 ·소박성(simple and

artless), 무심성(indifference), 비애성(sorrow and sadness),

해학성(humorous), 생동성(dynamic), 어리숙함(childlike),

즉흥성(impromptu), 비균제 ·비정제성(non-pur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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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분류할 수 있다.

3. 한국과 서양의 미적 범주 관계도

한국의 미적 범주와 서양의 미적 범주를 비교한 결과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두 미적 범주의

원환 도식 관계를 보면 <Fig. 1>과 같다. 내부의 원환 도

식은 앞에서 언급한 Dessoir(as cited in Takeuchi, 1974/

1989)의 범주에 적합, 우아, 특성미를 포함시킨 것으로

서로 인접하는 것끼리는 유사하며 반대되는 개념은 대

립하는 구조이다. 외부의 원환도식은 내부의 도식과 유

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한국의 미적 범주를 근접하게 배

열한 것이다.

앞서 추출한 한국의 미적 범주 중 서양의 ‘광의의 미’

에 해당되는 용어는 ‘멋’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한국적 ‘협

의의 미’에 해당되는 미적 범주는 ‘자연성’, ‘사실성’, ‘고

전성’이다. 그 중 가장 빈번히 등장한 ‘자연’이라는 단어

는 본래의 ‘자연’이라는 의미인 것과 억지로 꾸미지 않

았다는 의미인 ‘자연스러움’의 이중적인 의미를 지니며,

‘순리, 자연감, 자연성, 자연주의, 자연순응성’의 개념을

포함한다. ‘사실적’이라는 것은 조선 후기 예술의 성격

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꾸밈이나 여과 없이 실제

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 것에서 등장한 개념이며, 이

또한 한국적 미를 대표하는 개념 중의 하나이다. ‘고전

성, 민예적인 것, 구수함, 구수한 큰 맛은 전통과 옛 것’

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전미’나 ‘전통미’를 대변한다. 담

백하고 소박하다는 뜻의 ‘담소와 질박함, 단순성’은 절

제된 표현력에서 적합성과 우미와 유사하게 분류되었

다. ‘청초함, 단아함, 고요함, 아담함, 풍아’는 차분하고

절제된 성격의 의미로 우아 ·우미와 유사한 특징을 보

인다. ‘어른 같은 아해’는 ‘어리석음, 어리숭한 둥근 맛’

과 관련이 있으며 우아와 골계의 특성을 포함한다. ‘해

학, 익살, 적요한 유모어’는 골계에 해당된다. ‘생명력,

시원한 활력, 자유분방함’은 생동감 있는 힘이나 격식

이나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활기 및 생동성을 의미하며,

‘무계획의 계획’은 즉흥적이라는 의미다. ‘무심함’이나

Fig. 1. Comparison of Western and Korean aesthetic 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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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심’은 ‘감정이나 생각하는 마음이 없다’는 의미이

다. 이들은 내용과 형식에 따라 골계와 특성미의 특징을

갖는다. 비균제와 비정제는 고르거나 가지런하지 못하

다는 의미로 추와 비슷한 개념이며. 비애, 애상의 미는 비

장과 유사한 특징을 지닌다. 반면 학자들이 언급한 한국

의 예술미 중에 숭고에 해당되는 유사 개념은 찾아볼 수

없었다. 서양의 숭고는 두려움과 경외심에 해당하는 고

통의 개념인 반면 동양의 숭고는 ‘마음을 깨끗이 하고 도

를 맛봄’과 같이 고통이나 고뇌를 극복하는 즐거움을 내

포하는 의미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Jang, 1994/1999).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서양의 미적 범주는 객관적

개념 체계 아래 외형적 사물을 명료한 언어로 나타내었

기에 형상의 고정된 형식을 파악하기에 적합하다. 반면

한국의 미적 범주는 대부분 사물의 객관적 ‘형’보다 ‘내

용’을 중요시하였으며, 특정 장르가 아닌 조선 후기의 전

반적인 예술영역에 대한 학자들의 주관적인 언어를 종

합한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인물 표현의 외형적 유형

분석을 위해 서양의 9가지 미적 범주를 기반으로 하고

자 한다.

III. 조선 후기 회화에 나타난

인물 표현의 외형적 특징

1. 초상화

초상화는 감상용이기보다 향사를 위한 첨배용으로 제

작된 인물화의 한 종류이다. 일반적으로 초상화는 정치

·종교적으로 특출한 인물, 집안을 빛낸 인물의 행적을

기리고 후손에게 교훈을 남겨주는 기능을 했기 때문에

초상화를 제작하는 일 자체가 매우 중요한 행사였다. 이

에 초상화는 전신사조의 취지 아래 숭앙심을 불러일으

킬 정도로 커다란 크기였고 대상 인물이 한 사람이었다

(Cho, 2009). 한편, 19세기에 와서 이러한 특권의식이 허

물어지고 다양한 계층에서 초상화가 제작되기 시작하면

서 평범한 그림으로 저변이 확대되었다(Jung, 2012).

고위 관직의 인물을 표현한 초상화는 전신사조의 취

지 아래, 검버섯, 주름 등 피부상의 표현뿐 만 아니라 수

염 한 가닥까지 세밀하게 묘사하였다. 더불어 관모 및 머

리 모양, 의복 표현 또한 매우 섬세하고 비율도 사실적이

다(Fig. 2). 이 시기의 초상화에서 추구한 인체 표현 방식

에서 정밀한 극사실적 미를 찾아볼 수 있다. 조선 전기

의 인물인 하연 부부<Fig. 3>나 고려 말의 인물 조반 부

부의 현전하는 초상화는 후대에 옮겨 그린 이모본(移模

本)이다. 이들 부부의 초상은 앞의 초상화들보다 세밀함

이 덜하지만 다른 장르들과 비교해보면 사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부인상은 여인의 초상이라는 점에서 회

화 ·복식사적 가치가 크지만 남성상과 비교해보면 복식

이나 안면 처리에서 전신의 특성이 다소 배제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기녀나 중인, 만석꾼, 전문직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묘

사한 초상화는 민화의 일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고

위직의 인물보다 세밀함이 덜하며 신체의 균형과 비례

및 조화가 왜곡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Fig. 4>의 여인

상에서 보듯이 다른 인물들과 비교해 보면 실제보다 작

은 얼굴에 긴 인체 비율로 표현되었다. 대부분의 여인

상은 가는 눈썹, 얇은 눈꺼풀, 오똑한 코, 작은 입술, 하

Fig. 2. Jeon Woo.

by Chae Yong Shin 

(1911).

From Cho.

(2009). p. 416.

Fig. 3. Ha Yoen couple

 (late Joseon).

From Ahn et al.

(2009).

p. 308.

Fig. 4. Lady

portrait.

Unknown (19C).

From Jung.

(2012). p. 135.

Fig. 5. Powaldang

Chomin portrait

(1776).

From Cho.

(2009). p. 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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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 계란형 얼굴에 부드러운 표정을 하고 있으며, 머리

모양은 당대의 양식에 충실하여 크게 땋아 올리거나 뒤

로 쪽진 형태다. Cho(2007)에 의하면 조선 후기에 여인

을 묘사할 때 얼굴과 목을 가늘고 작게, 코와 입을 작게

그리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한 다채로운 색상

의 화려한 전통복식 차림새이며 대체적으로 관능적인

이미지의 전신상으로 묘사되었다. 승상은 옅은 살색의

안면에 민머리, 얇고 좁은 눈썹과 눈, 작거나 붉은 입술

이 특징이며 검은 수염이 코 밑과 아랫입술 턱에 나 있

다. 또한 장삼, 백삼과 포를 두르고 있으며 절제되고 엄

숙한 표정으로 묘사하고 있다(Fig. 5).

2. 종교화

1) 불화

불화는 윤회를 목적으로 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등장인물의 역할에 따른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

다. 불화의 석가나 보살은 남녀 구분이 없는 온화하고 부

드러운 얼굴선과 단정한 수염, 큰 귀에 작고 섬세한 눈,

코, 입을 지니고 있다(Fig. 6). 이들은 대부분 풍만한 인체

에 머리 모양은 두발라인을 따라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

고 승려복을 입고 있다. 동자는 쌍으로 틀어 올린 머리에

둥그스름한 얼굴 형태가 특징이고 천진난만한 표정과

어린아이의 신체 비율로 묘사되었다(Fig. 6). 판관, 사자,

시왕들은 각각의 역할에 맞는 관모를 착용하고 있으며,

문관의 단정한 차림새다. 이들은 대부분 힘이 있는 근엄

한 표정과 긴 수염, 과장되지 않은 표준적 체형을 갖고

있었다(Fig. 7). 평온한 보살 및 동자의 모습과는 대조적

으로 사천왕 및 시왕 중 오도전륜대왕, 아귀, 옥졸은 이

목구비와 표정, 얼굴 크기를 과장하여 외모가 위협적이

고 무섭게 표현되었다(Fig. 8)−(Fig. 9). 이들은 돌출된 눈

과 진한 눈썹, 큰 코와 붉은 입술, 넓적한 얼굴이 공통적

인 특징이다. 특히 아귀는 위로 뻗어있는 붉은 머리카락

과 크게 과장된 이목구비, 신체에 난 털들로 표현되었다.

반면 <Fig. 9>에서 보듯이 죄인들은 대부분 옷을 거의 걸

치지 않은 남루한 차림새에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마른

신체가 특징이다. 또한 죽음이나 심판을 앞둔 고통스럽

고 극한 상황에 대한 묘사는 비천함이나 혐오감을 불러

일으킬 만큼 왜곡된 형태로 표현되었다. 이러한 고문 장

면은 조선 시대에 행해진 실제 고문을 그대로 묘사한 것

이어서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2) 산신도와 수성노인도

산신은 주로 근엄함과 친근함의 이중성을 띄고 있다.

Jung(2012)에 따르면 이는 19세기 중반에 권위적이고 도

식화된 틀에서 탈피한 이후 민화적 표현이 점점 두드러

지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조선 후기로 갈

수록 더 대중적이고 해학적인 신의 모습으로 이행되었

다. <Fig. 10>과 같이 초반기의 신은 엄숙하고 단정한 분

위기의 신장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긴 눈썹에 가늘고

위로 치켜 올라간 예리한 눈, 동그스름한 코, 작은 입과

큰 귀와 인체 비례를 무시한 것이 특징이며, 관복 및 갑

옷, 각진 관모를 입고 있는 좌상으로 묘사되었다. 반면

후반기의 신의 모습은 친근하거나 해학적인 분위기의

도인이나 승려의 모습으로 묘사되었는데, 전반적으로

형식적 구조는 초반기의 신과 유사하나 <Fig. 11>−<Fig.

Fig. 6. Buddhist and

child of ten underworld

kings. Hwaumsa (1862).

From G. S. Lee. (1996). p. 57.

Fig. 7. Judge, angel

of death, ten kings.

Moonsusa (1813).

From G. S. Lee. (1996). p. 59.

Fig. 8. Hungry demon from

the king of sweet-dew.

Yongjusa (1790).

From G. S. Lee. (1996). p. 14.

Fig. 9. Sinner, jailer of

ten underworld kings.

Hwaumsa (1862).

From G. S. Lee. (1996). p.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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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에서 보듯이 배를 볼록하게 드러내놓거나 친근한 표

정을 짓고 있다.

수성노인도는 도교 사상이 담긴 인물화로 수명을 관

장하는 신선을 의미한다. 수성노인은 위로 기형적으로

뻗은 대머리에 장수를 상징하는 세 개의 주름과 흰 수

염이 특징이며 머리와 신체가 일대일의 비례를 지니고

있다(Fig. 13)(Ahn et al., 2009).

3) 무속화

무속화는 무속에서 섬기는 신을 그린 그림으로 그 종

류는 성격, 신격, 외모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된다(Gy-

eonggido Museum, 2005). 무속화는 주로 19세기 이후의

것이 현존하며, 서울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제작되었

다. 무속화의 인물들은 대체적으로 종교적인 권위보다

는 인간적으로 푸근한 이미지로 묘사된 것이 지배적이다

(Jung, 2012). 무당의 모습은 주술적 목적으로 제작되었

기에 정면을 향하고 있는 좌상이고, 구체적인 묘사가 없

거나 원근법을 무시한 평면적인 도판들이 주를 이룬다.

이들은 대체적으로 비례를 무시한 후덕하고 풍만한 인

체에 살찌고 둥그스름한 얼굴, 부릅뜬 큰 눈과 두툼한 코,

꽉 다문 입이 특징인데, 무복이나 관복 등의 전통 복식

을 입고 있으며, 남자는 관모, 여자는 족두리를 쓰고 있

다. 또한 무속의 특징인 다양한 색감을 사용하여 화려하

게 묘사되었는데, 채색은 적 ·황 ·청색의 원색을 기본

으로 하였고 배색으로 백 ·흑 ·녹색을 사용하였다(Fig.

14)−(Fig. 15). <Fig. 16>와 같이 무속화 중 일부는 이목구

비와 손과 발 등의 신체를 크게 왜곡하여 괴기스럽게 표

현되었다. <Fig. 17>는 무신에 관한 설화나 전설 속의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는 추상무신도다. 추상무신도는

10폭 병풍에 이야기 전개 형식으로 그려졌기 때문에 앞

Fig. 14. Bugunmaji

(late 19C-early 20C).

From Jung.

(2012). p. 307.

Fig. 15. Hoguassi of

Gumseoungdang (19C).

From Jung.

(2012). p. 322.

Fig. 16. Bongungwi of

Naewatdang, Jeju, (19C).

From Jung.

(2012). p. 339.

Fig. 17. Paintings of 

shamanism.

From Gyeonggido

Museum. (2005). p. 145.

Fig. 10. Gouensa mountain

spirit (1820).

From Yoon.

(1998). p. 62.

Fig. 11. Haeinsa Mountain

spirit (1831).

From Yoon.

(1998). p. 49.

Fig. 12. Kimryoungsa

mountain spirit (1894).

From Yoon.

(1998). p. 94.

Fig. 13. Susung-

oldman painting (19C).

From Ahn et al.

(2009) p. 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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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물들과는 대조적으로 동적인 포즈가 특징이다. 또

한 세밀한 묘사가 과감하게 생략되어 있어서 가장 개성

이 강하다.

3. 풍속화

풍속화란 일정한 사회 계층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풍

속 ·취미 ·일상생활 등 인간의 생활상을 그린 그림이다.

그 종류는 크게 사대부의 생활상을 그린 사인 풍속화와

일반 백성들의 생활상을 다룬 서민 풍속화, 불화의 풍

속화 등으로 나뉜다.

1) 일반 풍속화

일반 풍속화는 다양한 신분 및 남녀노소를 다루어 사

실적이고 생동감 있게 표현되었으며 인체의 비례 및 특

징이 초상화에 비해 간략하게 묘사되었다. 작가마다 화

풍의 차이가 있지만 신분이나 직위의 분류에 의해 각 인

물을 묘사하고 있는 점은 동일하다. 일반 풍속화에서 양

반이나 선비는 계란형 얼굴에 작은 이목구비, 기품이 있

는 차림새로 묘사된다(Fig. 18). <Fig. 19>와 같이 일반

서민은 인물의 특징을 드러내어 자유분방하게 표현되

었으며 단조롭고 소박한 차림새로 묘사되고 있다.

2) 불화의 풍속화

조선 후기 서민층의 다양한 삶의 모습은 그림의 소재

가 되어 풍속화나 감로탱의 일부로 그려졌다. 불화의 풍

속화는 시대에 따라 하단 장면의 내용, 비중, 이야기, 전

개 방법, 공간, 개념, 인물 표현 양식 등이 달라졌다. 조

선 전기에는 하단의 비중이 적고 환난의 내용이 대부분

을 차지하다가 후기에는 하단의 비중이 커지면서 놀이

장면이나 풍속 장면 등 욕계(欲界)의 묘사가 대폭 증가

하게 된다(Ahn et al., 2009). <Fig. 20>−<Fig. 21>에서 보

듯이 일반 풍속화와 비교하였을 때 인물 표현이 더 단순

하고 조선 후기로 갈수록 민화의 성격을 띠게 되어 더

욱 더 화려한 채색의 특징을 보인다.

4. 민화

민화는 정식 교육을 받지 못한 화가들이 그린 그림으

로 무명성이 특징이다(Jung, 2012). 민화의 주제는 매우

다양한데, 그 중 민화인물도는 어린이를 소재로 한 작품

이 특히 많고 전설 속의 인물이나 위인, 장군, 소설의 등

장인물, 고사나 설화의 주인공을 그리기도 한다(Gyeong-

gido Museum, 2005). 민화는 주로 벽사나 교훈의 목적

으로 쓰였으며 고사나 설화의 내용을 이야기 전개 형식

으로 6폭에서 10폭 병풍이나 벽화로 제작되었다(Yoon,

1998).

백동자도는 천진난만한 동자들이 노는 모습을 그려 동

심의 세계를 잘 표현한 그림이다. 특히 자손 번성을 목적

으로 사내아이들을 그렸는데 전통놀이와 복장을 연구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Fig. 22). <고사인

물도>는 한국이나 중국에 전해오는 역사상 특별한 인물

에 관한 고사를 설명적으로 그린 그림으로, 대부분 특정

인물의 실제 행적을 주제 삼아 그리기 때문에 기록화와

비슷한 성격을 지닌다(Fig. 23). <구운몽도>는 일장춘몽

(一場春夢)의 교훈적인 내용으로 불교에서 출발하여 불

교에 귀의하는 금강경의 공사상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Fig. 24). 호렵도는 사냥하는 장면을 묘사한 그림으로, 말

Fig. 18. Yagummohang

by Shin Yoon Bok

(18C).

From Cho.

(2009).

p. 416.

Fig. 19. Robber cat and

mother hen up

by Kim Deuk Shin (18C).

From 김득신의 파적도

[Pajukdo by Kim Deuk Shin].

(2012). http://terms.naver.com

Fig. 20. Commoners

of the king of

sweet dew,

Heunguksa (1868).

From Hong.

(1989). p. 71.

Fig. 21. Commoners

of the king

of sweet dew

Heunguksa (1868).

From Hong.

(1989). p.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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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타고 달리면서 사냥하는 장면과 사냥의 결과물들이

도열되어 묘사되었다. 전쟁도는 삼국지도가 일반화된 것

이 대부분으로 작가의 기호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전

쟁도는 주로 도원결의(桃園結義), 삼고초려(三顧草廬),

제갈량의 거문고 연주, 적벽화전(赤壁火戰) 등의 내용을

담아 지혜나 용기, 의협심 등을 키울 수 있게 묘사하였

다(Fig. 25)−(Fig. 26)(Gyeonggido Museum, 2005). 민화

인물도는 등장인물의 신체적 특징들이 미화되지 않은

채 인물의 성격을 강조한 커리커쳐적 표현이 주를 이루

는데, 마치 어린아이가 낙서를 해놓은 듯 특정한 형식이

나 기교가 없고 과감한 것이 특징이다. 민화인물도에서

는 인체의 표현이 생략되거나 매우 간소화되었으며 생

동감 있고 해학적이다. 또한 원근감이나 입체감이 덜하

여 평면적인 것이 특징이며, 각 주제별로 매우 다양한 의

복 표현을 볼 수 있고, 독특한 색감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각각의 인물 표현을 관모 및 머리 모양, 얼

굴 형태, 표정 및 이목구비, 인체 비율, 의복의 표현 등의

네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그 특징을 구체적으로 비교 및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Table 1>과 같다.

IV. 인물 유형의 분류 및 특징

조선 후기 예술에서 나타난 인물 표현의 특징을 분석

한 후, 앞서 고찰한 미(이상미), 적합성, 우아, 우미, 숭고,

골계, 비장, 추, 특성미의 미적 범주를 바탕으로 인물 표

현 유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크게 사실형(Realistic ty-

pe), 이상형(Ideal type), 왜곡형(Distorted type)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각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사실형

사실형은 인물을 보이는 대로 세밀하게 표현한 유형

으로 극사실형과 일반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극사실(Extreme)형은 전신사조의 특징을 갖고 있는 고

위 관직의 초상화에 해당된다. 이 유형은 미적 관조를 위

한 쾌감보다는 첨배라는 실용적 목적 아래 최대한 실물

과 동일하게 제작되었기 때문에 생물학적 특징이 여과

없이 묘사되었다. 대상 인물의 형상 재현에 그치지 않고

정신까지 담아내고자 했던 극도의 세밀한 묘사법은 고위

관직의 위엄과 지위를 표현하기에 적합했던 반면, 체모

나 피부의 비정제적 표현은 외모의 추함으로 이어진다.

일반(General)형은 첨배용으로 제작된 부부초상화에 해

당된다. 이 유형은 사실적으로 묘사되었지만 극사실형과

비교하였을 때 인물 재현의 세밀함이 덜하다. 이들은 대

부분 후대에 옮겨 그려진 이모본이기 때문에 극사실형의

인물상처럼 치밀한 묘사를 볼 수 없으며, 특히 부인상은

전신의 특성이 없다. 일반형은 이상형이나 왜곡형과 비

교해보면 인물 표현 방법이 정교하지만 극사실형에 비해

일반적인 특징을 보인다.

2. 이상형

이상형은 그 시대의 전형적인 인물상이나 절대성을 대

변하는 인물상을 이상화하여 표현한 유형으로 미화형, 절

대형, 근엄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유형은 각각 여성성,

중성성, 남성성의 젠더성을 갖는다.

미화(Beautified, 美化)형은 실제보다 아름답게 표현하

Fig. 22. One hundred

boys.

From Gyeonggido

Museum. (2005). p. 141.

Fig. 23. Tale

painting.

From Lee.

(1998). p. 40.

Fig. 25. A story

of three kingdoms.

From Jung.

(2012). p. 118.

Fig. 26. A story

of three kingdoms.

From Lee.

(1998). p. 22.

Fig. 24.

Guwunmongdo.

From Lee.

(1998). p.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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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nalysis of human figures in late Joseon Dynasty paintings

Hat and hair

(-style)
Facial Body Attire

Portrait

Upper

class

High ranking

officers

Officer hat

(high capped

or winged)

• Factual depiction on skin in-

cluding wrinkle, age spot, hair

and features

• Expressionless face

Actual

proportion

Traditional clothes

very detailed and

realistic description

by the position

of the wearer

Husband and 

wife (couple)

Winged hat (men)

or decorative

head piece

• Detailed features but less re-

alistic

• Expressionless face

Actual

proportion

Traditional

clothes detailed 

description but less 

realistic

Com-

moner

Woman

Big braided

up-style hair

or hair in a knot

• Clear skin, beautified face line

with soft facial expression

• Thin eyebrow and eyelids, sh-

arp nose, small lips

Long proportion 

especially on 

height, slender 

hands

Traditional women's 

costume (full-skirted 

chima and jeogori), 

sensuous or decorated 

look

Buddhist monk Bold head

• Dignified and solemn face

• Detailed face with regular fe-

ature

Medium build Buddhist costume

Religious

painting

Buddhist

paintings 

Buddha,

Buddhist

Neatly trimmed

by forehead lines

• Mild and soft face line

• Neat mustache

• Large ears with well-propor-

tioned and detailed feature

Full and round, 

well-proportioned 

body, delicate 

skin and line

Buddhist costume

Four devas,

Jeonryun King

(from the

ten kings)

Decorative

officer hat

• Short and thick mustard

• Threatening and bizarre but

dignified face

• Wide and flat facial line

• Exaggerated features: promi-

nent eyes, wide brows, big no-

se and red lips

Improper fraction 

with large head 

Most decorative

by wearing

ornamented armor

Judge, angel

of death,

the ten kings

Wearing official

hat regarding

each position

• Dignified and solemn face wi-

th long and pointed beard and

mustache

• Peaked eyebrows, small but

strong facial expression

Medium build

A decent

appearance

as civil servant

Religious

painting

Buddhist

paintings 

Starving

demon

Significant red hair

on the side of

the head grow

upwards

• Bizarre but painful and despe-

rate face with wide and bumpy

face line

• Wide and flat facial line

• Exaggerated features: promi-

nent eyes, full eye lashes, big

nose and red lips

• Large (resembling monkfish)

ears

Improper fraction 

with huge head 

hairy, wrinkled 

body, large hands 

and feet

Wearing knee

length bottom with

several layers of

clothes on top

Jailer

Bold in center

of the head and

hair on the

size grow upwards

• Threatening and bizarre face

• Wide and flat facial line

• Exaggerated features: promi-

nent eyes, wide brows, big no-

se and red lips

Big head a 

muscular build 

with large hands 

and feet

Wearing knee

length bottom with

no top or robe

Sinner
Unkempt and

dishevelled hair

• Suffering in great agony, pain-

ful facial expression

• Face with weak formed feat-

ures

Helpless, skinny 

and weakened 

body, uneven 

body depiction

Naked body or

be clad in r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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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초점을 맞춘 유형으로 일반 풍속화의 미인도나 기

녀 초상화의 여인상이 이에 해당된다. 미화형은 사실형

의 인물들과는 대조적으로 미적 관조의 목적으로 제작

되었기에 정신적인 것을 배제한 감각적이고 가시적인

미의 특성을 갖는다. 미화형의 인물들은 작은 얼굴에 긴

신체 비례, 작고 섬세한 이목구비에 온화한 표정, 부드러

Table 1.Continued

Hat and hair

(-style)
Facial Body Attire

Religious

painting

Buddhist

paintings 
Child

Hair with twin knot

on the side

• Round and innocent face with

small feature

Improper fraction 

as a child
Robe

Religious

painting

Mountain

spirit

painting

Early stage Angular hat

• Solemn and decent face

• Long eye brow

• Thin and pointed sharp eyes,

round nose, small lips, large

ears

Big head with 

round and full 

body facing front

Official uniform 

or armor

Latter stage
Bold head or wearing 

chipo hat 

• Witty, warm and friendly mood

• Thick eye brow, long beard

and mustache, large ears

Big head with 

round and full,

humorous body

Official uniform 

robe

Shama-

nism art
Shaman

Men wears official hat 

Women wears

decorative headpiece

• Round and abundant facial

line with firm yet soft and

vivid expression

• Big wizardry eyes, big/round

nose compared to the small/

narrow lips

Ignoring human 

body proportion 

(big head and 

abundant body) 

facing front

Shamanist/

officer/

traditional 

costume

Genre

painting
painting

General

Yangban/

classical

scholar

Less

detailed

or

roughly

depicted

compa-

ring to

portrait

Wearing officer 

hat (high capped 

or winged), Gat

• An egg-shaped face with re-

fined mood, small feature

Comparatively 

shortened

than actual

proportion

Dignified

appearance

Commoner

Men: Straw plait 

hat or rustic and 

artless hair with 

top knot 

(married), back-

braided hair 

(unmarried)
• Capturing noticeable and cha-

racteristic facial expression,

exaggerated features

Simple and rustic 

look with

monotone colorWomen: Small 

braided upstyled 

hair or hair in a 

knot, back-

braided hair 

(unmarried)

Gisaeng

Less

detailed

or

roughly

depicted

compa-

ring to

portrait

Big braided 

upstyled hair or 

hair in a knot

• An egg-shaped face with sen-

suous mood

• Small feature

Using more

than two colors 

(colorful)

Buddhist
Mostly

commoner

Rustic and artless 

hair with straw 

plait hat or top 

knot

• Natural and simplified face

• Tiny feature

Comparatively 

using vivid

colored dress

Folklore paintings

Various

characters

from

different

theme

Various hat and hair-style 

by character, but mostly 

simplified and roughly 

depicted comparing to 

other genre

• Facial form with improper pro-

portion and odd balance

• Roughly depicted

• Characteristic and vivid facial

expression by omitting or sim-

plifying the features

Extremely

distorted

body length
and image

Various depiction 

on clothing with 

distinctive and 

unique color by 

t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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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인체 곡선 등으로 대상을 미화하여 이상적이고 관능

적인 몸 이미지를 표상하였다. Berger(1972/2012)에 의하

면 성차의 사회적 논리에 의해 남자는 여자를 보고 여자

는 남자가 보는 그 자신을 관찰한다고 하였다. 즉, 여성

은 ‘보여지는’ 수동적 대상이고 남성은 ‘응시’를 하는 위

치에 서게 된다. 이와 같은 시선의 불평등은 여인상의 체

현 방식에서 여과 없이 드러났는데, 남성적 욕망의 대상

으로서 관능적이거나 우아하게 묘사되었다.

절대(Absolute, 絶對)형은 불교의 절대적 이상미를 대

변하는 석가와 보살 등에서 볼 수 있었다. 특히 석가와 보

살은 종교적 숭배를 받는 인물들이기에 대상자의 외형적

아름다움이나 품위 및 정신미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

에 절대형은 온화하고 덕이 있는 표정이나 풍만한 몸, 절

제된 자세로 묘사된 것이 특징이다. 이 유형은 절대 가치

의 이상미와 종교적 숭고미가 함께 표현된 유형으로 성

별을 초월한 중성적인 이미지를 지닌다.

근엄(Dignified, 謹嚴)형은 불교화의 판관, 사자, 시왕

등과 초반기의 산신도, 승려상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

물이 정적이고 점잖게 표현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불교

화의 인물들은 각각의 역할에 맞게 죄인들을 심판하거나

중생들의 교화를 목적으로 묘사되었기 때문에 엄숙하고

견고한 표정으로 표현되었다. 산신도 초반의 인물들과

승려상 또한 일반 중생들을 묘사한 것과 비교하였을 때

장엄한 분위기로 표현되었다. 이 유형은 앞의 미화형 ·근

엄형과 비교하였을 때 남성적 숭고함의 특징을 갖는다

고 할 수 있다.

3. 왜곡형

왜곡형은 인물 표현 유형 중 왜곡 및 변형을 기본으

로 하여 인물의 개성을 살린 것이 특징이며, 그 성격이

나 왜곡의 정도에 따라 괴기형, 비천형, 친근형, 소박형,

만화형으로 나뉜다.

괴기(Grotesque, 怪奇)형은 외모가 위협적이고 그로테

스크하게 표현된 불화의 시왕, 옥졸, 아귀, 수성노인도,

무속화의 일부가 해당된다. 이 유형은 불균형, 부조화, 변

형 등 추의 부정적인 미적 가치들을 포괄하여 인간의 형

상이라기보다 괴물의 기괴한 형상으로 묘사되었다. 낯

설고 이질적인 요소들의 대립을 통한 불쾌와 그로 인한

공포나 두려움은 ‘신’이라는 종교적 숭배 대상이 지니

는 숭고함에 의해 완화된다. 즉, 쾌와 불쾌의 서로 상반

되는 혼합감정이 공존하는 양면성을 띠는 것이다.

비천(Abjection/Abject, 卑賤)형은 불화의 죄인에 해당

된다. 죄인을 형벌하는 장면은 인물의 일그러진 표정과

왜곡된 몸 이미지를 통해 매우 비천한 형태로 묘사되었

다. Dictionary of literary criticism(2006)에 의하면 비천

은 불어의 ‘abjection(아브젝시옹)’으로 폐기(廢棄), 혐오

(嫌惡), 방기(放棄), 폐물(廢物) 등과 같이 더럽거나 추하

여 소외된 것들을 의미한다. 불화의 윤회관은 내세에서

저지른 죄의 정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 하여, 현세

에서의 교화를 통해 열반의 세계에 이른다는 내용을 포

함한다. 즉, 고뇌와 수행을 통한 가치 고양을 의미하는

것이다. 불화의 죄인은 절박하고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묘사되어 대상의 고통과 슬픔이 종교적 파토스(phatos)

에 의해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준다. 또한

비천형은 괴기형이나 절대형, 근엄형 등과 같은 상반되

는 이미지들과 함께 묘사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미지의 충격효과가 극대화된다.

친근(Friendly, 親近)형은 종교적 목적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신’의 숭고함을 지니지만, 동시에 인간들에게

좀 더 친근하고 푸근한 이미지로 다가가기 위해 의도적

으로 해학적 특징을 가미한 독특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

다. 무속화와 후반기의 산신도의 인물 유형이 이에 해당

되는데, 대부분 정면을 응시하는 정적인 좌상, 왜곡된 신

체 비례, 천진난만하고 재미있는 표정과 다채로운 색상

이 사용된 것이 특징이다.

소박(Rustic, 素朴)형은 생활 풍속에서 드러난 인물의

생동감 있는 묘사가 특징인 일반 풍속화와 불교화의 풍

속화의 인물들에 해당된다. 이 유형에서는 이야기 전개

및 상황에서 인물의 특징을 함축적으로 단순화하였다.

특히 대중이나 서민을 묘사할 때 행동의 제약이 없는 자

유분방함과 외모의 비균제성, 익살스러움을 드러낸 것이

특징이다.

만화(Caricature/Caricatural, 漫畵)형은 생동감 있는 표

정과 율동적인 포즈를 통해 어린아이가 그린 것과 같은

즉흥적인 캐릭터를 살린 유형으로 민화인물도와 불교

풍속화의 일부 인물들이 해당된다. 이 유형은 특정한 형

식이나 기교 없이 자유롭게 인체를 왜곡, 변형, 생략하

여 표현하였고 매우 다채로운 색상을 사용한 것이 특징

이다. 특히 인물의 표현을 단순화시킨 함축적 표현 방식

에서 조악해보이지만 강렬한 특유의 해학성을 도출할 수

있었다.

괴기형과 비천형의 인물들은 이질적이고 대립적이거

나 낯선 요소들의 충돌에서 오는 혼합감정의 가치 상승

을 특징으로 하는 반면, 친근형, 소박형, 만화형은 인물

의 특징을 익살스럽게 왜곡하거나 특색 있게 표현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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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해학적 특성을 갖는다.

조선 시대 인물 표현의 유형과 특성을 <Fig. 27>에 정

리하였다.

V. 결 론

조선 후기 회화에 나타난 인물 표현에 대한 연구는

유명한 작가 위주로 분석되어 왔기에 다양한 표현 유형

을 파악하기 위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분

석에 앞서 연구자가 서양과 동양의 미의식과 미적 범주

에 대하여 알아본 결과 상이한 패러다임을 보였다. 서양

의 미적 범주는 객관적인 형식을 중요시하는 미와 적합,

우미, 우아, 숭고, 비장, 골계, 추, 특성미 등으로 분류되

었다. 반면, 동양의 미학은 객관적 사물은 인식할 수 있

지만 정확한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고 여겼고, 이러한 경

향은 조선 후기의 예술에 대한 학자들의 이론에도 드러

났다. 즉, 멋, 고전성, 자연성, 사실성, 품위와 절제성, 단

순 ·소박성, 무심성, 비애성, 해학성, 생동성, 어리숙함,

즉흥성, 비균제 ·비정제성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서양

과 한국의 미적 범주를 비교해 본 결과, 한국적 광의의

미는 멋, 협의의 미는 고전성과 자연성, 사실성에 해당

되며, 단순 ·소박성은 적합성과 우미, 품위와 절제성은

우아와 우미, 어리숙함은 우아와 골계, 해학성, 생동성,

즉흥성, 무심함은 골계미와 특성미, 비정제성과 비균제

성은 추, 비애의 미는 비장과 유사한 특징을 지닌다. 반

면 한국의 예술미 중에 서양의 숭고에 해당되는 개념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러한 한국의 미적 범주는 사물의 ‘형’

보다 ‘내용’을 중요시한 조선 후기 예술의 종합적인 특

성에 대한 것이기에, 본 연구는 서양의 9가지 미적 범주

를 바탕으로 인물의 외형에 따른 유형분석을 하였다.

조선 후기의 회화에 나타난 인물 표현의 외형적 특징

을 분석한 결과, 사실형, 이상형, 왜곡형의 유형으로 분

류되었다. 첫째, 사실형 중 극사실형은 고위 관직의 초상

화에 해당된다. 대상 인물의 재현에 그치지 않고 정신까

지 담아내고자 세밀하게 묘사된 것이 외모의 추함으로

나타났다. 일반형은 부부초상화에 해당되며, 극사실형에

Fig. 27. Type and formative characteristic of human figure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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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세밀함이 덜한 특징을 보인다. 둘째, 이상형 중 미

화형은 미인도와 기녀초상화의 여인들에 해당된다. 남성

적 응시 대상으로서의 여인상은 미적 관조의 목적 아래

가시적이고 이상적으로 표현되었다. 절대형은 불교화의

석가, 보살에 해당되는데, 절대 가치의 이상미와 종교적

숭고미가 함께 표현된 중성적 이미지를 지닌다. 근엄형

은 불교화의 판관, 사자, 시왕 및 초기 산신도에 해당된

다. 엄숙하고 견고한 표현은 미화형이나 근엄형과 비교

하였을 때 남성적 숭고함을 지닌다. 셋째, 왜곡형에서 괴

기형은 불교화의 사천왕, 오도전륜대왕, 아귀, 옥졸 등에

해당된다. 괴물과 같은 기괴한 형상으로 묘사되어 공포

와 불쾌감을 주는 동시에 신이라는 숭고함을 지니는 유

형이다. 비천형은 불교화의 죄인에 해당되며, 비천한 몸

이미지를 통한 고통과 슬픔이 종교적 파토스에 의해 가

치가 고양되는 형태를 보인다. 친근형은 무화나 후기 산

신도의 인물에 해당되는데, 신의 숭고함과 해학적 특징

을 동시에 포함하는 유형이다. 소박형은 일반 풍속화와

불교풍속화 인물들에 해당되며, 생활 풍속에서 드러난

인물의 자유분방함, 비균제적 표현, 익살스러움이 특징

이다. 만화형은 민화인물도와 무화 일부에 해당되는 것

으로 특정한 형식이나 기교 없이 어린아이가 그린 것과

같은 특유의 해학성이 특징이다.

조선 후기 회화에 나타난 인물 표현은 미적 범주 중

에서 숭고의 특성이 강하게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예술

미에서는 숭고와 유사한 개념이 없었던 반면, 실제로는

절대형, 근엄형, 괴기형, 친근형과 같은 다양한 종교적

인물 유형에서 묘사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인체를 왜곡

및 과장한 개성적 인물 표현 방식에서는 골계와 특성미

가 나타났는데, 친근형, 소박형, 만화형의 다양한 유형

에서 잘 알려진 작가 위주의 ‘한국적 해학미’의 개념을

넘어선 한국 고유의 차별화된 예술미를 찾아볼 수 있었

다. 또한 생물학적 특징을 여과 없이 표현한 극사실형,

해학성을 배제한 채 캐릭터의 왜곡을 강조한 괴기형, 비

천형의 유형에서 각기 다른 추의 특성을 찾아볼 수 있었

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 회화의 인물 표현의 영역과 개

념을 보다 확대하여 해석할 수 있었으며, 선조들이 인체

를 바라보는 관점과 표현하는 방식이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민화나 무화, 불교의 풍속화 등에 나타

난 개성적 표현은 앞으로 현대의 예술 및 디자인 분야

의 인체 표현 연구나 캐릭터 분석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Jang(1994/1999)은 동서 미학의 패러다임을 돌

출시킬 때 우리 자신의 미학 구조가 지닌 모호함 또는

명확함의 해체 가능성을 드러낼 수 있으며, 더 높은 차

원에서 이 둘을 융합하려는 의지가 생겨난다고 언급하

였다. 그간 한국의 예술미는 종합적인 예술의 범주 아

래 ‘어리숭한 둥근 맛’, ‘구수한 큰 맛’과 같은 주관적인

언어로 풀어낸 것이 일반적이었다. 본 연구에서 외형적

사물을 객관적 개념 체계 아래 명료한 언어로 나타낸 서

양의 미적 범주를 기반으로 한국 회화의 인물 표현을 분

석을 시도한 것은 동양과 서양의 상이한 패러다임을 넘

어 공통의 가치를 찾고, 차이점을 통한 지속적인 자기

조절과 부정이 가능한 하나의 새로운 미학 체계를 창조

해내기 위함이다. 앞으로 조선 후기뿐만 아니라 각기 다

른 시대에 나타난 인물 표현이나 동서 예술 작품을 비교

및 분석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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