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아집도 대련」 속 건축 연구 33

ISSN 1598-1142 (Print) / ISSN 2383-9066 (Online)                           https://doi.org/10.7738/JAH.2021.30.1.033

Journal of Architectural History Vol.30, No.1, 33-42, 2021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아집도 대련」 속 건축 연구

A Study on the Architectural Images on P leasant Gathering of Leeum,

Samsung Museum of Art

백 소 훈*1)

Baik, So-Hun

(명지대학교 건축학부 부교수)

Abstract

This paper analysed the architectural images on P leasant Gathering of Leeum, Samsung museum of art,

which has been assumed as a work of the Koryo dynasty. Through the comparison between the unique

wooden structure at roof edge on the building images and real architectures, it found the buildings on the

painting were from China Fujian(福建), not from Korea. It also analysed the color painting on buildings,

trees, themes from previous famous paintings and dresses to confirm these images were came from the

early period of the Ming dynasty. It is a very unique painting containing various information on the Fujian

ancient architecture, but its architecture drawing is not as skillful as typical ancient Chinese pain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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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아집도1) 대련(雅集圖 對

聯)」은 가로 78㎝, 세로 139㎝ 크기 그림 두 폭이 한

쌍을 이루고 있는 작자 미상의 회화로, 하나는 책을

보면서 부채에 글을 쓰는 정경이 묘사되어 있어「문사

작시도(文士作詩圖)」불리며, 다른 하나는 그림을 감상

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어 「문사관화도(文士觀畵

圖)」라 불린다. (이후 각각 「작시도」와 「관화도」

로 간칭)

이 회화는 1995년 호암미술관 등이 주최한 '대고려

국보전-위대한 문화유산을 찾아서'에서 14세기 고려시

대 추정작으로 소개되었고, 그 후 몇몇 서적과 연구에

* Corresponding Author : baeksohun@daum.net

이 논문은 삼성미술관 리움에서 제공한 「아집도 대련」파일을 기

반으로 작성되었음.

1) 송대 왕선(王詵)의 서원(西園)에서 16명의 문인들이 모인 집회를

그린 「서원아집도」 이후, 역대 문인들이 자신들의 고아한 모임 즉

아집을 그림으로 남기는 문화가 형성되었다.

서 인용되면서 점차 고려회화로서의 위치가 굳어져가

고 있다. 이 회화에는 건축들이 비교적 상세하게 묘사

되어 있는데, 건축역사 분야의 논문들에서도 고려회화

로 가정하고 분석하였다.2)

그러나 이 그림에 표현된 건축들의 의장은 도리어

중국 강남지방 건축들을 닮아있다. 이 그림은 정말 고

려회화일까? 고려회화라 할지도 표현된 건축들은 과연

어느 정도나 실제 고려건축들의 특징을 포함하고 있을

까?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에 해답을 제시하기 위해

작품에서 표현된 건축의 형식, 구조, 장식 등의 내용을

분석하고, 현존 건축유구들과 비교하여 표현된 건축들

의 지역적, 시대적 특징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

저자는 회화 속 건축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추

녀 쪽 붉고 뾰족한 장식이 중국 남부지역 건축에서 자

2) 원정수, 이안, 「고려시대고미술품에 표현된 건축요소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14권5호(통권115호), 1998년 5

월, 153∼164쪽. 이우종, 「고려시대 공포의 형성과 변천」, 서울대

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6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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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아집도 대련」(좌: 「작시도」, 우: 「관화도」)

패루 청당A

청당B

그림 2. 좌: 송『營造法式』의 유앙 (출처:『梁思成全集』7
卷), 우: 「작시도」의 건축 추녀부

주 쓰이는 각엽(角葉)3)이라는 부재를 닮았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중국 남부지역 초기 건축의 자료들을 검토

하던 중, 추녀부의 유앙(由昻)처럼 생긴 부재가 중국

복건지역 초기 건축들에서만 발견되는 대단히 독특한

추녀 형식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그림 2>참조)

이와 관련된 연구로는 2008년 중국에서 발표된 악

청, 조효매, 서이도의 「중국건축 처마 앙곡 형식의 원

류 고찰」이 있다. 이 논문은 중국의 초기 건축유구들

을 대상으로 사래가 추녀보다 치켜 올려지는 현상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복건지역 송원(宋元)시기 건축의

3) 통용 명칭이 없다. 해당 명칭은 명청대 중국 민간 건축기법을
연구한 陈耀东, 『鲁班经匠家镜研究』, 北京: 中国建筑工业出版
社, 2006의 용어를 준용하였다.

처마 모서리 돌출 부재가 유앙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추녀라는 점을 지적하였다.4) 본 연구는 이에

4) 岳青, 趙晓梅, 徐怡涛, 「中國建築翼角起翘形制源流考」, 中國

歷史文物 2009年 第01期, 75∼76쪽: “똑같이 사래를 꺾어 올리지
만, 절강성 지역과 복건성 지역의 기법은 명확한 차이를 보인다.
복건성 지역은 추녀가 밖으로 뻗어 나오는데 외관이 하앙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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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福建 福安 獅峰寺 大雄寶殿 추녀부와 「작시도」
패루 상층 추녀부의 비교

그림 4. 좌: 중국 강남지방의 눈창발창(嫩戧發戧) 기법.
우: 獅峰寺 大雄寶殿의 하앙형 추녀는 노창(추녀)을 하
앙형태로 가공한 것 (그림 출처:『营造法原 诠释』).

착안하여, 먼저 복건지역의 송부터 명나라 전기까지

의 건축유구를 대상으로, 사진 분석을 통해 이들과

회화 속 추녀부와의 유사성을 검증하였다.

다음 단계로 회화 속에 표현된 세 채의 건축을 임시

로 패루, 청당A, 청당B라 명명하고 각각의 형식, 구조,

장식 등을 분석하였다. 송『영조법식』, 청『공정주법

(工程做法)』등의 영건서적, 복건 및 인근 지역의

건축유구, 누각화, 역대 건축법령 등과의 비교를 통해

관련성을 찾는데 집중하였다.

마지막으로는 회화 속 기물, 식물, 복식 및 제재(題

材)에 대해 간단한 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비록 전문

성은 부족하나, 시대와 지역을 판단하는데 참고하기

위해 기본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2. 건축 추녀부 분석

패루, 청당A, 청당B는 모두 처마 모서리에 하앙과

유사한 형태의 부재가 있는데, 송『영조법식』에 기록

되었고 중국 목조건축의 귀포에서 자주 사용되는 유앙

으로 오해하기 쉽다. 유앙은 귀한대와 추녀 사이에 설

치하는 하앙 형태의 부재이다. 유앙은 구조적으로는

통상 위에 보병(寶甁)을 올려 추녀 하단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며, 시각적으로는 추녀와 귀한대 사이의 빈

공간을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그림 2> 참조) 이 부

재를 유앙으로 보기 어려운 까닭은 그 위치 때문이다.

유앙은 외목도리 교차점 아래에 귀한대와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설치되는데, 그림 속 부재들은 귀한대와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다.(<그림 3> 참조)

이 부재는 복건성 초기 건축 유구들 중 일부에서 관

찰되는 독특한 형태의 추녀로 보인다. 중국 강남지방

에서는 사래를 추녀 끝에서 급격하게 꺾어 올린 후 편

담목(扁擔木)이라는 부재로 추녀 윗면과 사래 윗면 사

이에 자연스러운 곡선을 만드는 눈창발창(嫩戧發戧)

작법이 존재하는데, 복건성 일부 건축에서는 눈창발창

작법의 편담목을 사래로 쓰고 추녀와 사래의 끝을 서

로 벌어지게 만들기도 한다. 이 경우 추녀의 단면 크

기를 귀한대의 단면 크기와 비슷하게 하고 끝을 하앙

형태로 가공하기도 한다.(<그림 4> 참조) 「아집도 대

련」속 건축들의 처마 모서리 아래 돌출된 하앙 모양

의 부재들이 이러한 하앙형 추녀라고 한다면, 그림 속

단히 흡사하다. 때문에 일부 학자는 이를 유앙(由昂)으로 여기고
그 위 비스듬한 사래를 추녀로 생각하기도 했다…복건지역에서
남송에서 원대까지 유행한 기법이다.”(필자 번역)

패루 상층에서 이 부재와 아래의 귀한대(하앙) 사이가

벌어져 있는 모습이 설명 된다. 또한 청당A와 청당B

의 처마 모서리 하단에 돌출된 부재를 유앙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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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연대, 특징 사진

華林寺 大殿
964창건 추정,
수차례 중수

추녀부 구조:X
하앙 형태: O

차우판+각엽:O

복원전 1950년대

元妙觀 三清殿
1015중건,
1123보수,
1640,1898중수

추녀부 구조:?
하앙 형태: O

차우판+각엽:O

涌泉寺陶塔
1082

추녀부 구조:O

하앙 형태: X
차우판+각엽:X

福清 水南塔
1119

추녀부 구조:O

하앙 형태: O
차우판+각엽:X

표 1. 복건지역 건축과의 비교 (유사: O, 다름: X, 불명: ?)

廣化寺
釋迦文佛塔
1165이전

추녀부 구조:O
하앙 형태: O

차우판+각엽:X

莆田 無塵塔
865창건,

1165중건

추녀부 구조:?

하앙 형태: O
차우판+각엽:X

開元寺 雙塔
1237, 1250

추녀부 구조:O
하앙 형태: O

차우판+각엽:X

陳太尉宮 正殿
1239창건,

수차례 증개축

추녀부 구조:?
하앙 형태: O
차우판+각엽:?

六勝塔
1336

추녀부 구조:O
하앙 형태: O
차우판+각엽:X

彌陀巖 石室
1364

추녀부 구조:O
하앙 형태: O

차우판+각엽:X

獅峰寺大雄寶殿
1403∼1424

이건, 1612중수

추녀부 구조:O

하앙 형태: O
차우판+각엽:O

瑞像巖 石室
1483

추녀부 구조:O

하앙 형태: O
차우판+각엽:X

하양형 추녀라고 본다면 출목 공포를 사용하지 않았음

에도 불구하고 처마 모서리 하단에 부재가 돌출되어

있는 이유 역시 설명된다. 추녀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그림 속 건축들이 복건지역 건축일 수 있다

는 가정 하에, 우선 추녀부를 현존 복건지역 건축들과

비교해 보자. 크게 세 가지 부분을 비교할 수 있는데,

첫째는 앞에서 설명한 독특한 추녀부 구조이고, 둘째

는 부리가 화려한 곡선 형태로 가공된 하앙 혹은 하앙

형 추녀로서 비죽앙이나 금면앙에 비해 장식성이 강조

되어 있다. 셋째는 차우판(遮雨板)과 각엽이다. 그림에

서 처마 끝 붉은 색 판재는 중국 강남 목조건축에서

원형 단면의 서까래 대신 넓은 직사각형 단면의 서까

래를 사용하고 끝에 비가 들이치는 것을 막기 위해 설

치하는 차우판으로 보이고, 차우판과 연결되어 추녀

끝을 가리는 붉은색 뾰족한 부재는 강남지방 특히 복

건지역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각엽으로 보인다.5)

5) 관련 연구나 통계가 없어 단언할 수 없으나, 2015년 중국 각
지역별 고건축을 총 35권으로 나누어 소개한 중국건축공업출판

사의 『중국고건축총서(中國古建築叢書)』를 통해 강남지방의
다른 지역에 비해 복건지역에서 각엽의 사용빈도가 현격히 높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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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태녕현 감로사 상전(좌)과 남안각 상층부분(우)
(출처: 장보건, 「감로암(甘露庵)」)

<표 1>은 복건지역 초기 건축 유구들 가운데서 비

교 가능한 대상들을 선별하여 시대 순으로 정리한 것

이다. 먼저 추녀부 구조를 비교해 보자. 현존 복건지역

건축유구 중 그림과 유사한 추녀부 구조가 처음으로

확인되는 사례는 1082년에 건설된 용천사 도탑(涌泉寺

陶塔)이다. 외목도리 왕지 위에 놓인 것으로 보아 유

앙이 아니라 하앙형 추녀임을 알 수 있다. 단, 하앙의

형태가 비죽앙에 가깝고, 차우판과 각엽은 보이지 않

는다. 후대의 것 중에 수남탑(水南塔, 1119), 개원사 쌍

탑(開元寺 雙塔, 1237, 1250), 육승탑(六勝塔, 1336), 미

타암 석실(彌陀巖 石室, 1364), 서상암 석실(瑞像巖 石

室, 1483)도 석조로 유사한 추녀부를 재현하였다.

목조건축 중에서 화림사 대전(華林寺 大殿, 964)은

일반적인 추녀부 구조를 갖고 있고, 원묘관 삼청전(元

妙觀 三清殿, 1015)과 진태위궁 정전(陳太尉宮 正殿,

1209)은 후대에 개변되어 추녀부의 원형을 확인할 수

없다. 명 영락년간(1403∼1424)에 이건 되어 1612년에

중수를 거친 사봉사 대웅보전(獅峰寺 大雄寶殿)은 그

림과 대단히 유사한 추녀부 구조를 보인다.

다음으로 하앙 형태를 비교해 보자. 용천사 천불도

탑(1082)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례들이 그림과 유사한

하앙 혹은 하앙형 추녀를 갖고 있는데, 가장 이른 것

은 화림사 대전(964)이고, 가장 형태가 가까운 것은 수

남탑(1119)이다. 사봉사 대웅보전의 하앙은 그림 속 하

앙 보다 형태적으로 단순한 편이다. 적어도 10세기 후

반부터 15세기까지는 이러한 형태의 하앙 혹은 하앙형

추녀가 복건지역에서 유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

한 하앙은 중국의 다른 지역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차우판과 각엽을 비교해 보자. 화림사 대

전(964)은 현재 차우판만 있고 각엽은 없으나, 복원전

인 1950년대 사진을 보면 각엽이 있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원묘관 삼청전(1015)은 차우판과 각엽이 모두 있

는데, 이 부분은 1898년 증축된 것이다. 진태위궁 정전

(1239) 역시 차우판과 각엽이 모두 있는데, 이 부분 역

시 명청대 증축된 것이다.

사봉사 대웅보전에도 차우판과 각엽이 있는데, 창건

당시의 것으로 보인다. 사봉사는 892년에 창건되어 원

래는 산봉우리에 자리해 있다가 명 영락년간(1403∼

1424)에 지금의 자리로 이건 되었다. 대웅보전은 1612

년에 중수됐다는 묵서명만 있을 뿐 창건연대에 관한

기록은 없으나, 전반적으로 명 영락년간 즉 15세기 전

반의 건축으로 추정되며, 차우판과 각엽도 이 시기의

것으로 보인다.

석조건축 중에서는 차우판과 각엽이 재현된 사례가

없다. 목구조를 석조로 비교적 상세히 재현한 개원사

쌍탑(1237, 1250)을 보면 넓은 직사각형 단면 서까래가

표현되어 있지만 차우판은 표현되어 있지 않다. 또한

사래 끝이 화림사 대전과 유사한 곡선으로 가공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이 두 석탑이 모방한 목조건축에

는 각엽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육승탑(1336). 미타

암 석실(1364), 서상암 석실(1483)도 추녀를 장식하여

들어내고 있어, 이들이 모방한 목조건축들에도 각엽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각엽의 출현시기를 15세기라고 단정 짓기

는 어렵다. 12세기 중반에 건설된 복건성 태녕현 감로

사(泰寧縣 甘露寺)에 각엽과 차우판이 쓰였기 때문이

다. 1961년 화재로 소실되기 이전 감로사에는 상전(上

殿), 신각(蜃阁), 관음각(觀音閣), 남안각(南安閣) 등의

목조건축들이 있었는데, 신각은 중도리에서 1146년의

묵서명이 발견되었고, 남안각은 보에서 1165년의 묵서

명이 발견되었으며, 각 건축에 일본의 대불양과 유사

한 삽공(揷栱) 구조들이 남아 있어 남송 초 건축군으

로 판명되었다. 이 사찰은 절벽 위 동굴 안에 위치하

여 비를 맞지 않아 지붕면은 기와를 올리지 않고 회를

발라 마감한 상태일 정도로 보존상태가 양호했다.

1594년 상전, 관음각, 남안각을 중수하였다는 기록이

있지만 내부에는 남송, 원, 명 시기의 벽화 묵서명 등

이 남아 있는 등 거의 남송 초기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6) 1958년 조사 당시 이 건

물들에는 모두 차우판과 각엽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들은 1594년 중수 당시 붙여진 것일 수도 있으나,

다른 부재들과의 정합성과 보존상황을 고려했을 때 창

건 당시의 것일 가능성도 높다. 아쉽게도 1961년 화재

로 모두 소실되어 현재는 확인이 불가능 하다.(<그림

5> 참조)

6) 福建省文物管理委員會, 「泰寧甘露巖宋代建築和墨跡」, 文物
1959年 第10期, 79∼82쪽과 張步騫, 「甘露庵」, 建築歷史研究(第
二輯), 1982, 118∼143쪽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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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좌:「작시도」속 패루 전경, 우상: 「작시도」속
패루 상세, 우하: 광주 오선관 패루(1860년 촬영)

이상 추녀부만을 갖고 비교한 결과, 그림 속 건축들

은 추녀부 구조, 하앙의 형태, 차우판과 각엽의 유무

측면에서 모두 복건 지역 건축들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명 영락년간의 것으로

추정되는 사봉사 대웅보전은 세 가지 특징을 모두 갖

추고 있을 뿐 아니라, 「작시도」 속 패루 상층의 토

수와 매우 유사한 물고기 모양의 토수를 갖고 있었다.

그림 속 건축들의 시대범위는 대략 북송 말에서 명 전

기까지인 12세기 초에서 15세기 전기 사이로 추정된다.

3. 건축 분석

3-1. 패루

패루는 단칸 이층지붕 구조이다. 지붕마루 구성상

우진각 지붕으로 보인다. 하층 귀포는 조선시대 일주

문의 귀포가 평방위에 올려있는 것과 달리 기둥에 삽

입되어 있는데, 이는 현존 명청대 목조패루 중 입주불

출두(立柱不出頭) 유형의 전형적 구조이다.

기둥 앞뒤를 가새기둥으로 기울여 받치고 사이에 다

시 가새를 덧대었는데 조선시대 일주문들이 통상 앞뒤

에 수직의 활주로 평방이나 공포 하단을 지지해서 구

조적 안정성을 보완하는 것과는 다르다. 이는 명청대

목조 패루에서 종종 사용되는 보강구조이다.

상층 공포는 하층 용마루 위에 올려 있는데 고정이

어렵기 때문에 패루를 2층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3칸으

로 구성하여 정칸에는 상층지붕만 올리고 양 협칸에

하층지붕을 올리는 것이 상례이다. 하지만 불가능 한

것은 아니어서, 중국 광주 오선관(五仙觀) 패루의 경우

하층 지붕 용마루 위에 상층 지붕을 올렸는데, 창방

위에 가는 기둥을 세워 용마루를 뚫고 올라가게 한 뒤

이 기둥에 살미와 첨차를 삽입하여 상층 공포를 구성

하였다.(<그림 6> 참조)

공포는 표현이 정교하지 못하여 정확한 구조를 파악

하기 어렵다. 송『영조법식』을 기술방식을 준용한다

면 상층 공포는 5포작 단묘단앙(单抄单昂) 투심조(偷心

造)이고, 하층 귀포는 5포작 쌍묘(雙抄) 투심조 삽공이

며, 하층 간포는 6포작 삼묘(三抄) 투심조로 보인다.

단청은 창방 끝과 기둥머리에 있는데, 명청대 선자

채화(旋子彩畫)와 유사하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해석

류 문양이 원나라 때 도안화되어 초기 선자채화가 출

현하였고, 점차 규격화 되어 명나라 때는 1정2파, 방

심, 고두 등으로 구성된 관식 단청으로 발전하였다. 그

림 속 단청은 선안(旋眼)과 고두(箍頭)에 1정2파가 없

어 규격화된 선자채화와는 차이를 보인다. 단청으로

본 시대범위는 원에서 명 전기 사이로 보인다.

3-2. 청당A

서재로 보이는 청당A는 팔작지붕 박공면이 정면을

향해 있고 바로 뒤에 다른 지붕이 위치하고 있다. 이

는 중층 누각이 아니라 ‘丁’자형 평면의 단층 청당으로

보인다. 당송시기 영선령을 비교해 보면 당나라 때의

“상참관이 아니면 축심사를 만들 수 없다(非常參官，

不得造軸心舍)”는 규정이 송대 영선령에서 삭제되었는

데,7) 이를 계기로 축심사 즉 ‘工’, ‘土’, ‘丁’자형 평면의

건축이 송대부터 유행하기 시작하여 원대까지 지속되

었다가 명대부터는 점차 감소하였다.

청당A의 정면으로 돌출된 구두옥(龜頭屋)의 잘린

부분을 기둥간격 기준으로 완성하면 정면 2칸이 되는

데, 돌출 차양으로 미루어 원래는 정면 3칸이었을 것

이다. 실내 묘사를 위해 기둥간격을 넓힌 것으로, 누각

화에서 종종 있는 일이다.(<그림 7>, <그림 8> 참조)

공포를 살펴보자. 정면을 향해 돌출된 구두옥의 공

포는 주두 위에 권운(卷雲)형 부재가 살미 방향으로

장착되어 있고 첨차 없이 붉은 막대가 횡으로 이웃 공

포와 연결시켜 주고 있다. 청『공정주법』에 기록된

일두이승교마엽(一斗二升交麻葉)과 유사한 출목 없는

장식 공포로 보이지만 현존 건축에서는 찾아볼 수 없

는 형식이다.(<그림 9> 좌측 참조) 뒤 본체의 지붕 아

7) 백소훈, 「송 營繕令을 통해 본 송대 주택의 形制와 審美」,
동양예술 36권, 2017, 4〜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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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작시도」속 청당A 전경

그림 10. 「관화도」속 청당B 전경

그림 8. 송원시기 축심사 (상: [宋]佚名『中興瑞應圖』, 하좌:
[南宋]劉松年『四景山水圖』, 하우: [元]佚名『荷亭对奕圖』)

그림 9. 좌: 청『공정주법』의 일두이승교마엽(一斗二升交
麻葉) 공포, 우: 돈황 막고굴 444굴 성당시기 쇄문 단청

래에는 공포의 일부만 보이는데 첨차가 있다. 즉 본체

와 돌출부의 공포형식이 다르다. 이는 양식적으로 구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구두옥 공포는 평방 위에 올려 있는데, 복건지역에

서는 평방을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이례적이다. 중국

강남지방의 초기 목조건축들은 간포가 있더라도 평방

없이 창방만을 사용하다가 원대부터 점차 평방을 사용

하기 시작하였고, 복건지역 송원시기 건축 중에서 평

방의 사례는 전무하다. 단, 인근 광동성 조경(肇慶)의

매암 정전(梅庵 正殿, 996) 등 다포건축들이 평방을 사

용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복건지역 송원시기 건축에

평방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창호는 창호지나 천을 바르지 않고 틀에 나무 판자

를 끼웠다. 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단청은 기둥 머리를 쇄문(瑣文)으로 꾸몄다. 직물패

턴에서 유래한 쇄문은 일찍이 단청 문양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는데 성당(盛唐)시기 돈황 막고굴 444굴에서

주두에 쓰였고, 『영조법식』 채화작 부분에도 기록되

어 있으며, 청대까지 두루 사용되었기 때문에 시대를

판명하기는 어렵다.(<그림 9> 우측 참조)

3-3. 청당B

청당B는 추녀가 있는 것으로 보아 팔작지붕이다.8)

실내 기둥 사이에 고정식 병풍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를 기준으로 나머지화면에 잘린 부분을 완성하면 정면

은 3칸이다.

기단은 높고 화려한 수미좌 형식으로 정칸 부분이

앞으로 돌출되어 있다. 기단 위에는 난간을 두르고 있

8) 중국 주택은 우진각 지붕을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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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아집도 대련」속 식물

그림 12. 좌: 나치천「고목한아도(古木寒鴉圖)」, 우: 「관
화도」속 회화

그림 13. 좌: 조맹부「욕마도(浴马图)」, 우:「작시도」속
말 씻는 장면

는데, 정칸에는 구란(勾欄)이, 퇴칸에는 의자와 구란을

결합한 미인고(美人靠) 난간이 설치되어 있다. 두 난간

은 정칸 평주에서 서로 어색하게 간섭하고 있다.

문창의 경우 정면에는 액방 위에 격자 횡피창(横披

窗)만 설치되어 있고 액방 아래에는 문창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반면 측면에는 격자문이 설치되어 있다. 기

후가 온난한 중국 강남지방의 경우 문창을 달지 않거

나 떼었다 붙이는 식으로 제작하기도 한다.

공포는 형태에 있어서는 청당A 구두옥과 유사하지

만, 주두 없이 평방으로 보이는 판재 위에 올려 있는

점이 다르다. 잘못된 표현으로 보이다.

단청은 액방의 가운데와 양끝 그리고 기둥머리에 문

양을 그려 넣었다. 액방 가운데 문양의 구도는 소식채

화(蘇式彩畫)의 포복(包栿)과 유사하다.

이 건물은 건축규제를 위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

다. 공포는 주택에 중공(重栱)을 쓰지 못한다는 송, 명

대 규제에 부합하지만, 팔작지붕, 기단, 단청은 모두

송, 명대 규제를 위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팔작지붕의 경우 중국에서

는 신분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었는데, 송나라 때는 5

품 이상만 쓸 수 있었고, 명나라 때는 더욱 엄격히 제

한하여 왕족 이상만 쓸 수 있었다. 이러한 규제 때문

에 맞배지붕 측벽에 처마를 덧대는 경우가 많았다.

(<그림 8> 하단의 두 폭 참조)

기단의 경우 송, 명대 영선령에 기단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관례상 주택에 수미좌 기단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월례(越禮) 행위였다. 단청 또한

마찬가지로 주택에는 단색 가칠 정도만이 허용되었다.

원나라의 건축규제는 기록이 남아 있지 않지만 수미좌

기단이 주택에 허용되었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

복건지역은 수도에서 대단히 멀고 송원대 무역을 통

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여 예제와 규범을 무시하고 주

택을 화려하게 건설했을 가능성도 있고, 대형 사묘(祠

廟), 도관, 사찰 등에서 나타나는 고급 장식을 적용하

여 가상의 화려한 주택을 그린 것일 수도 있다.

4. 기타 요소 분석

이 그림이 반영하고 있는 장소와 시간의 범위를 좁

히기 위해서, 식물, 제재(題材), 복식 등 건축 이외의

요소들을 간략히 분석해 보고자 한다.

첫째, 그림 속 정원에는 다양한 식물들이 그려져 있

는데, 매화, 모란, 봉미죽, 소철, 파초, 오동나무 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중 봉미죽, 소철, 파초는 아열대

식물로서, 이 그림이 중국 남부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둘째, 이 그림에는 회화사에서 유명한 제재들이 포

함되어 있어 시기 판단의 지표를 제공하는데, 미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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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관화도」속 주요인물 복식

그림 15. [明]사환(謝環)「행원아집도(杏園雅集圖)」(1437) 일부

학자인 박은순은 「관화도」속 인물들이 감상하고 있

는 회화가 원나라 전기에 활동했던 화가인 나치천(羅

稚川)의 「고목한아도(古木寒鴉圖)」에서 비롯된 “고

목한아”의 제재를 다루고 있다고 주장하였다.9) 이 그

림 속 그림에는 스산한 겨울의 고목과 까마귀떼로 보

이는 점들이 보이는데, 만약 이것이 고목한아를 다루

고 있는 것이라면, 이 그림이 14세기 초 이후에 그려

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그림 12> 참조)

「작시도」하단의 물속에서 말을 목욕시키는 장면은

조맹부(赵孟頫, 1254〜1322)의 「욕마도(浴马图)」에서

비롯된 제재로 보인다. 「욕마도」는 조맹부가 원 무

종(武宗, 1307∼1311재위)의 명을 받아 그린 것으로 후

일 여러 책에 언급될 정도로 유명해졌고 많은 이들이

따라 그렸다. 만약 이 그림의 화가가 「욕마도」의 제

재를 차용한 것이라면, 이 그림은 14세기 초 이후에

그려진 것이라 할 수 있다.(<그림 13> 참조)

셋째, 복식을 살펴보자. 그림 속의 주요 인물들은 흉

배(胸背)를 수놓은 포를 입고 있다. 흉배가 관리의 복

식에 처음 정식으로 채용된 것은 명 홍무24년(1391)이

다. 명나라의 흉배는 별도의 천에 다양한 채색실로 수

놓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초기에는 흉배를 금색 실

만으로 포에 직접 수놓았다. 한편 명나라 관원들이 상

복(常服)에 쓰는 관모는 오사모라 불렸는데, 초기에는

송원시기와 같은 양쪽 각(角)이 얇고 살짝 처진 연각

(軟角) 복두(幞頭)였다가(<그림 15> 참조), 이후 양쪽

각이 넓고 뻣뻣한 경각(硬角) 복두(幞頭)로 변하였다.

즉 그림 속 인물들의 복식은 명나라 전기의 것으로 판

단해도 무방할 듯하다.

단, 한 가지 문제가 있다. 명대 관원의 상복은 비

(緋, 붉은색), 녹(綠), 청(青)의 세 가지 색만 있었는데,

「관화도」와 「작시도」 모두 주요 인물들의 복식의

색이 네 가지라는 점이다. <그림 14>의 의자에 앉은

젊은이의 포의 색이 오사모 보다 조금 밝은데 자(紫)

색이 퇴색한 것으로 보인다. 자, 비, 녹, 청 네 가지 색

의 상복제도는 당나라 말부터 북송시기까지 사용되다

가, 북송 원풍(元豊) 원년(1078)에 자, 비, 녹의 3색 체

계로 바뀌어 원나라로 계승되었다.10)

명 건국 초 복식제도의 정비과정을 『명사(明史)』

여복지(輿服志)의 기록을 통해 살펴보면,11) 홍무원년

9) 박은순, 「고려시대 회화의 대외교섭 양상- 춘청관화도, 추정
화선도를 중심으로」, 고려 미술의 대외교섭_제8회 전국미술사

학대회, 2004.

10) 서옥경, 「高麗時代와 宋代의 冠服 比較硏究-公 常服을 중심
으로-」, 服飾 31號, 1997년 2월, 131∼144

(1368) 공복(公服)제도를 만들면서 당의 제도를 따라

색의 등급을 나누었다. 이때는 자색이 있었을 것이다.

홍무3년(1370) 예부에서 적(赤)색을 가장 높게 해야 한

다고 건의하자 황제가 이에 따랐다고 기록되어 있다.

홍무3년(1370) 상복제도를 정하였는데, 색에 대한 규정

은 없었다. 홍무24년(1391) 상복의 흉배 문양을 문관과

무관으로 나눠 품급에 따라 정하고, 현, 황, 자색의 사

용을 금하였다. 이후 홍무26년(1393)에 공복제도를 정

비하면서 비, 녹, 청 세 가지 색으로 명문화하였다.

명나라 관복의 흉배는 원나라 귀족들이 금이 섞인

실로 옷에 수놓아 장식하던 納石矢(Nasich)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건국 초 관원들의 상복에 장식적 성격의

흉배가 유행하자 1391년 흉배 문양을 규정한 것일 수

있다. 그렇다면 자 비 녹 청의 당제를 따른 1368부터

자색의 사용을 공식적으로 금한 1391년 사이에 흉배를

금색으로 수놓은 자색 상복이 존재했을 수 있다.

11) 『명사 권67 지 제43 여복3(明史卷六十七 志第四十三 輿服

三)』에 명대 관원의 조복, 공복, 상복 등에 관한 역대 규정이
수록되어 있다. 조복은 의례 때, 공복은 황제 알현 시, 상복은 업
무시 착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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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음말

「아집도 대련」속 건축들의 흰 벽체, 검은색과 붉은

색 계열의 단청, 높게 치솟은 처마, 문창을 부분적으로

설치하지 않은 개방적 입면, 음양와(陰陽瓦) 공법을 연

상시키는 작고 촘촘한 기와들은12) 모두 중국 강남지방

의 전형적 건축의장이다. 그림 속 식물들 역시 아열대

기후의 식생이다. 특히 하앙 모양으로 돌출된 추녀, 화

려한 곡선의 하앙 부리, 차우판, 각엽 등은 중국 강남

지방 중 복건지역의 독특한 특징이다.

시대를 추정하면, 일차적으로 추녀부 구조와 하앙 모

양을 통해 북송 말부터 명 전기까지로 추정 가능하며,

다음으로 선자채화의 초기형태로 보이는 단청을 통해

원대부터 명 전기까지로 시대범위를 좁힐 수 있다. 또

한, 14세기 초 「고목한아도」와 「욕마도」의 영향을

받은 장면들을 통해, 원나라 후기 및 그 이후로 시대범

위를 좁힐 수 있고, 인물들이 착용한 연각 복두와 금색

흉배의 포가 명 전기 관원 상복제도와 일치하다는 점

에서, 명나라 전기 및 그 이후로 시대범위를 다시 좁힐

수 있다. 만약 자색 상복에 관한 필자의 가설이 맞다

면, 명 초 14세기 말로 시대범위를 더욱 좁힐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 그림은 명 전기의 복건성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건축에 대한 표현을 평가하자면, 중국

의 전문적인 누각화들이 건축구법에 대한 상세한 지식

을 바탕으로 투시도법을 적용하여 자로 밑줄을 희미하

게 긋고 그 위에 건축의 부분과 전체의 위치관계를 정

교하게 통합하여 제작되는데 반해, 이 작품은 건축장식

에 대한 표현 수준은 높지만 건축구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표현기법이 미숙하다.

만약 이 그림이 고려와 관련이 있다면, 복건지역으로

부터 고려로 유입된 작품이거나, 복건지역을 방문한 경

험이 있는 고려인의 작품이거나, 복건지역으로부터 유

입된 회화들을 기반으로 고려인이 제작하였을 세 가지

가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고려는 북송시기부터 복건

지역과 활발히 교역하였다는 점에서 모두 가능성은 있

지만, 14세기 중반 최대 교역항이던 천주(泉州)가 역사

파해(亦思巴奚)의 난으로 파괴되고 이후 명의 해금정책

으로 무역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는 점을 감안

하면, 첫 번째나 두 번째 가설로는 14세기 말 혹은 그

이후에 제작되었을 이 그림과 고려와의 관계를 연결하

12) 작은 암키와의 배면이 위로 향하게 깔아 암키와골을 구성하
고, 동일한 암키와를 등면이 위로 향하게 깔아서 수키와골을 구
성하는 공법. 기와를 대단히 촘촘하게 시공한다.

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세 번째 가설이 유력해 보인

다. 단, 화가의 국적과 관계없이 「아집도 대련」이 명

전기 복건지역 건축에 관한 풍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대단히 희귀한 사료임은 틀림없다.

회화사, 복식사에 관한 일천한 지식으로 분석을 시도한

점에 대해 대단히 송구하다. 다양한 관련 분야에서 이 그

림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해본다.

마지막으로, 자료를 협조해 주신 삼성미술관 리움과 단청

에 대해 조언해 주신 이은희 박사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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