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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문화재를 “벙어리 기생”이라고 한다. 기생은 고미술품 등 골동(骨

董)이 물질문명 속에서 돈이나 권력과 결부되는 면모를 빗대어 함축

한 단어이다. 그 중에서도 벙어리 기생의 처지는 그저 자기를 아껴주

고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팔려만 다닌다는 점에서 골동과 비슷하여 

이러한 표현이 생겨났다. 

이번 전시는 1부와 2부로 구성되는데 1부의 설화도(說話圖)는 구운

몽, 삼국지연의, 서유기, 춘향전 등 소설이나 옛이야기 등을 각기 다

른 장면과 표현 방식으로 그린 작품을 선보인다. 2부의 고사인물도는 

한 고조 유방을 도와 한나라를 세우는데 큰 공을 세워 서한 삼걸이라 

일컬어지는 장량과 한신, 위수에서 주나라 문왕을 만나 태사가 된 후 

은나라를 정벌하고 주나라 시조가 됐다는 강태공 그리고 요임금때의 

허유 등 고사(高士)를 그린 그림들이다.

전시에 출품되는 설화도와 고사인물도 유물(벙어리 기생)은 다양한 

교훈적이고 지혜로운 이야기를 담고 있다. 선조들이 벙어리 기생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는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한다.

민화, 

벙어리 기생이 전하는 
옛이야기 展을 열며

2017년 7월

조선민화박물관장

오 석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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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

구운몽도
(九雲夢圖)

8폭 병풍

각 58×28㎝

지본채색

19세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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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1



12



14 15

구운몽도
(九雲夢圖)

8폭 병풍

각 83×35㎝

지본채색

19세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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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9



2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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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화도
(說話圖)

8폭 병풍

각 67×36㎝

지본채색

19세기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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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삼국지연의도
(三國志演義圖)

6폭 병풍

각 57×37㎝

지본채색

19세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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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33



34 35

설화도
(說話圖)

8폭 병풍

각 81×35㎝

지본채색

20세기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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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41

삼국지연의도
(三國志演義圖)

8폭 병풍

각 88×33㎝

지본채색

20세기 전



42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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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47

삼국지연의도
(三國志演義圖)

8폭 병풍

각 87×32㎝

지본채색

20세기 초



48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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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53

삼국지연의도
(三國志演義圖)

8폭 병풍

각 106×40㎝

지본채색

20세기 중



54 55

삼국지연의도
(三國志演義圖)

8폭 병풍

각 71×33㎝

지본채색

20세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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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63

삼국지연의도
(三國志演義圖)

6폭 병풍

각 120×31㎝

지본채색

20세기 초



64 65

서유기도
(西遊記圖)

8폭 병풍

각 116×33㎝

견본담채

20세기 전



66



68 69



70 71



72 73

삼국지연의도
(三國志演義圖)

8폭 병풍 

각 93×36㎝

지본채색

20세기 중



74 75



76 77



78 79

설화도
(說話圖)

8폭 병풍 

각 98×39㎝

지본채색

20세기 중



80 81



82 83



84 85

설화도
(說話圖)

8폭 병풍 

각 97×32㎝

지본채색

20세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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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89



90 91



92 93

설화도
(說話圖)

6폭 병풍 

각 87×42㎝

지본채색

20세기 전



94 95



96 97



98 99

설화도
(說話圖)

8폭 병풍 

각 105×35㎝

지본채색

19세기 말 -20세기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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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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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107

춘향전도
(春香傳圖)

8폭 병풍 

각 61×31㎝

지본채색

20세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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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인물도
(故事人物圖)

8폭 병풍 

각 94×40㎝

지본채색

19세기 중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고사인물도
(故事人物圖)

8폭 병풍 

각 63×32㎝

견본채색

1908년 석초 작



120 121



122 123



124 125

고사인물도
(故事人物圖)

6폭 병풍 

각 55×34㎝

지본채색

19세기 말 -20세기 초





128 129



130 131

고사인물도
(故事人物圖)

8폭 병풍 

각 91×33㎝

지본수묵담채

20세기 전



132



134 135



136 137



138 139

산수고사인물도
(山水故事人物圖)

8폭 병풍 

각 52×29㎝

지본수묵담채

19세기 후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고사인물도
(故事人物圖)

6폭 병풍 

각 68×36㎝

지본채색

19세기 후



148 149



150 151



152 153

고사인물도
(故事人物圖)

6폭 병풍 

각 53×36㎝

지본채색

19세기 말



154 155



민화란 무엇인가에 관한 논의와 대체용어를 찾고자 하는 노력은 

국내에서 민화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된 이래 계속되어 왔

다.1) 이러한 시도는 조선후기에서 말기까지 민화의 확산과 부흥이 

일어났던 당시조차 현재 우리가 민화라고 부르는 그림에 대한 일

반적인 통칭 없이 ‘속화’ 또는 ‘잡화’ 등 다양한 명칭으로 일컬어졌

을 뿐 아니라 그 범주 또한 현재 학계에서 보는 관점과 상이하다

는 점에서 출발한다.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였던 1929년 일본인 

야나기 무네요시가 ‘민화’라는 용어를 처음 제시했다는 사실은 국

내 학자들에게 용어 자체에 대한 반감과 함께 단어의 내연적 의미 

확장 또는 변경에 대한 필요성을 대두시키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는 2013년 (사)한국민화센터 주관으로 열렸던 《경주민

화포럼 2013》에서 절정을 맞이한다. 당시 “민화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던 이 포럼에서는 국내 뿐 아니라 일본, 미국 학

자 등의 발표 이후에 장시간의 토론이 이어졌다. 민화에 대한 심

도 있는 연구를 위해 민화와 궁중장식화의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한

다는 주장에는 큰 반론이 없었지만 다양한 대체어가 제시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민화’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났

다고 볼 수 있다. 용어의 경제성을 고려할 때 어쩌면 당연한 결과

였다. 그리고 현재 학계에서는 민화에 대한 정확한 정의 없이 다양

한 논문이 발표되고 있으니 아이러니하게도 필자를 포함한 연구

자들 또한 민화를 실생활에 활용했던 선조들처럼 크게 민화의 범

주나 정의와 상관없이 단지 이러한 종류의 예술작품을 즐기고 있

는지도 모른다. 사정이 이러하니 민화에 관한 개론을 쓴다는 것은 

어쩌면 무리일 수도 있다. 따라서 도록에 싣는 이 짧은 글에서 필

자는 민화에 대한 정의나 단어가 가지는 외연과 내연의 범위를 제

시하는 대신 민화의 시작과 민화의 주목할 만한 특징, 그리고 현

대인들이 민화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필자가 가

지고 있는 관점을 간략하게 서술하고자 한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조선후기 사회는 큰 변화에 직면했다. 

집권층은 혼란을 바로잡고자 실천적 측면에서의 유교를 강조하

여 유학 사상이 실생활에 파고들었다. 신분제도도 큰 변화를 겪었

는데 특히 18세기 농업기술 및 상품유통경제의 발달은 기술직 중

인, 경아전 서리배 등 여항인(閭巷人)의 성장과 부유한 상인 계급

을 탄생시켰다.2) 이로 인해 판소리, 국문소설 등의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는 것 뿐 상류층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회화가 저변화 되면

서 수요층의 확산을 가져왔다. 수요층의 확산은 곧 수요의 급증을 

의미한다. 왕실을 장식하는 데 사용되었던 수복적인 궁중장식화

는 더 이상 왕이나 왕에게 하사받은 고급 관료만의 전유물이 아니

었다. 이제는 자본력을 확보한 그들에게도 복을 받고 액운을 막아

주는 그러한 좋은 의미의 그림이 필요했고 또 소유하고자 하는 욕

구가 생겼던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민화가 탄생한다. 

그렇다면 민화는 과연 서민들만의 그림인가? 광통교 지전에서 판

매되던 그림 중 상당수는 <백동자도>, <곽분양행락도> 등과 같이 

상류층에서 향유하던 그림이었다. 또한 현존작 중에서도 궁중장

식화 형식을 따르고 있지는 않지만 도화서 화원의 솜씨로 보이는 

작품이 다수 남아있다. 그림을 따로 배우지 못 한 비전문적인 화가

나 떠돌이 화가들의 작품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왕

실과 사대부로 대표되는 집권층이 가지던 그림이 저변화 되는 과

정에 도화서 화원이 참여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장면이다. 그리

고 도화서 화원이나 그에 버금가는 실력을 가진 화가의 작품이 일

반 무지랭이 화가의 작품에 비해 고가에 거래되었을 것은 쉽게 추

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민화는 조선 말기에 이르면 서민 뿐 아니

라 세도가에서도 구매하여 집을 치장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했던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민화에서 회화적으로 도상이 표현되는 특징 중 가장 주목할 것은 

‘강조’이다. 민화 속 도상은 그것이 무엇을 그렸는지 관람자가 깨

닫기 쉽게 중요한 특징을 부각시키고 중심 도상을 가릴만한 것들

은 아예 그리지 않는다. 물론 바탕색도 칠하지 않는다. 도상이 가

지는 의미가 중요했던 것이다. 그러니 도상이야 어눌하든 정교하

든 작화실력이 문제될 것도 아니었다. 다만 복을 주고 액운을 막아

주는 도상이 무엇인지 알아볼 정도로만 그려져 있으면 그만인 것

이다. 실제로 현존 작품들 중에는 화원 작품에 비해 작화실력이 대

단히 떨어지는 작품이 다수를 차지한다. 그리고 작품은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다. 따라서 가격은 저렴할지라도 도상을 통한 의미

를 추구할 수 있다면 거래되었던 것이다. 결국 그 안에 담긴 이야

기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실생활에서 민화가 가리개로, 가옥을 치

장하는 용도로, 제사와 혼례 등의 의례에 사용되었던 것 또한 사실

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용도 자체 보다는 그 의미, 즉 현대 미술사

학에서 말하는 도상학적인 관점이 가장 중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소망을 담고 있으며 그것을 다양한 도상을 통해 이야

기로 승화시킨 회화가 민화라고 할 수 있겠다. 현대인의 관점으로 

본다면 딜레탕티즘(dilettantism)이나 프래그머티즘(pragmatism) 또

는 그 중간 어디쯤일지도 모르겠다.   

민화 중에서도 교훈적 측면이 강조된 고사인물도(故事人物圖)나 

설화도(說話圖)의 경우는 이러한 이야기가 극대화된 경우이다. 그 

안에는 감계적인 인물의 삶이나 소설 속 이야기를 본받아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들의 의지와 노력이 녹아 있다. 민화 

고사인물도와 설화도를 제작하고 향유했던 우리 선조들은 그림을 

통해 그들 자신 뿐 아니라 가족과 사회 구성원, 그리고 후손들에게 

조화로운 삶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설득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우리 선조들이 그들 자신에게, 그리고 현대인들에게 전하고자 하

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란다. 

1) 김호연은 민화를 ‘겨레 그림’으로 부를 것을 주장하면서 ‘민화’라는 용어가 민족의 회화로 해석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윤열수, 『민화이야기』 (디자인하우스, 2003), p.14에서 재 

 인용. 김영재는 ‘民’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정통화와 민화의 불분명한 범주를 지적하고 ‘천지인’을 제시하였다. 김영재, 『민화와 우리신화』 (조선민화박물관, 2004), p.24-34. 한 

 편 김용권은 민화를 ‘관화’와 ‘민화’로 구분하여 부를 것을 주장하면서 2010년 경희대 대학원에 ‘관화·민화 교육자 과정’을 신설하였다. 백금자는 ‘민화’라는 호칭이 무비판적으로 받 

 아들여 사용되었으며 이를 영어로 ‘folk painting’으로 번역하면 ‘백성의 그림’이라는 넓은 의미가 상실된다고 지적하면서 궁중화와 민화의 구분을 명확히 할 것을 주장하였다. 백금 

 자, 「한국 채색화의 세계화」, 『영월연세포럼』 (2011), p.1-2. 

2) 권민경, 「朝鮮末期 民畵의 故事人物 硏究」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p.5.

參考文獻

單行本

김영재, 『민화와 우리신화』, 조선민화박물관, 2004.

윤열수, 『민화이야기』, 디자인하우스, 2003.

學位論文

권민경, 「朝鮮末期 民畵의 故事人物 硏究」,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學術論文

백금자, 「한국 채색화의 세계화」, 

『영월연세포럼』 (2011), p.1~12.

157156

민화란 
무엇인가

오슬기   한국민화뮤지엄 학예실장



고사인물도(故事人物圖)는 역사상 중요한 인물의 생애나 문학작품

에 관한 중요 장면을 주제로 한 그림으로 시작은 중국 한대(漢代)

이며 송대(宋代)에 이르러 그 교훈적 측면이 문인취향과 결부되면

서 발전하였다. 고사인물도가 국내에 유입된 것은 고려 후기이고 

조선시대 전 시기에 걸쳐 왕실과 사대부에 의해 애용되었는데 이

는 제재로 선택된 인물이 대게 조선의 국시(國是)였던 성리학적으

로 교훈과 감계를 줄 수 있는 성현이라는 점에서 이해가 가능하다. 

집권층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고사인물도가 저변화 되면서 민화로 

제작된 것은 임지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급격한 변화를 겪으면서였

다. 조선 후기 농업기술과 상품유통경제의 발달 등을 통해 경제적 

기반을 구축하며 성장한 기술직 중인, 경아전 서리배 등을 포함하

는 여항인(閭巷人)들은 이전까지 사대부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한

시(漢詩)의 창작을 담당하는 등 집권층의 종교, 예술, 철학 등에 깊

이 관여하면서 사대부의 문화와 유사하지만 똑같지 않은, 그들만

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집단으로 성장하였다. 그들은 판소리, 

국문소설, 민담 등의 생산자이자 향유자였고 민화 역시 그러한 배

경 속에서 탄생하여 유행하였다. 민화 속 고사인물도의 주제는 주

로 성리학적 성현(聖賢), 은일처사(隱逸處士), 효자(孝子), 충신(忠

臣), 열녀(烈女) 등으로 현대인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강태공, 백

이와 숙제, 왕상, 도미 등의 인물과 중국 송나라 때 시인인 도연명

의 시 「귀거래사(歸去來辭)」 등의 문학작품이다.1)

흔히 민화 연구가들 사이에서 설화도(說話圖)라고 하면 주로 교훈

을 줄 수 있는 문학작품 속 인물을 주제로 하는 그림을 뜻한다. 국

내에서 설화도가 언제부터 그려졌는지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조

선시대에 궁중장식화로 그려졌고 조선 말 광통교(廣通橋)에서도 

판매되었던 것을 고려할 때 고사인물도와 유사하게 왕실과 사대부

를 중심으로 향유되다가 민화로 저변화 되는 과정을 겪었을 것으

로 추정된다. 이는 현존 유물 중 도화서 화원의 솜씨로 보이는 정교

한 작품과 작화 실력이 다소 부족한 작품이 남아있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설화도는 넓은 의미에서 고사인물도의 일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미술사학에서는 고사인물도에 포함된 개념으로 함께 

연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초기 민화 연구가들이 굳이 민화 설화

도를 고사인물도에서 따로 분리한 것은 설화도의 경우 고사인물도

와 달리  『구운몽(九雲夢)』의 주인공 성진과 같이 주로 가상의 인물

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설화도를 포함하는 고사인물도의 대표적인 제재 몇 가지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구운몽도(九雲夢圖)

구운몽도는 서포 김만중(金萬重, 1637-1692)이 평북 선천(宣川)에 

유배되었던 1687년(숙종 13년) 9월부터 이듬해 11월 사이에 지은 

소설 『구운몽(九雲夢) 』의 내용을 담은 그림이다. 『구운몽』 원본이 

국문본인지 한문본인지, 그리고 현존하는 이본 중에서 원본과 가

장 가까운 이본은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아직도 논의가 계속되고 있

으나 이본 필사자의 개작 여부를 확실하게 알 수 없는 현 상황에서 

각각 다른 이본의 동음이의어 표현의 등장과 같은 여러 가지 다양

한 추리와 해석이 가능한 증거로는 명쾌한 해답을 기대하기는 사

실상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구운몽』이 저작

된 이래 초기에는 식자층을 중심으로, 그리고 조금씩 독자층이 확

대되어 영조로 대표되는 왕실에서 서민들에게까지 폭넓게 읽히며 

사랑받았다는 점이다. 

『구운몽』을 교훈적으로 읽는 것은 현대적 관점일 뿐, 당시에는 애

정소설이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18세기 사대부들이 남긴 기

록은 김만중이 어머니 윤씨 부인을 위해 소설을 창작했으며 일장

춘몽이라는 깨달음을 준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적어도 소설이 읽

히기 시작한 초기에는 풍류 뿐 아니라 교훈적인 측면도 강조되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노론 중 준론의 대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李縡, 1680-1746)가 어린 시절부터 소설 내용을 숙지하

고 있었다는 기록은 이 소설이 애정소설로만이 아닌, 교훈적 용도

로도 읽혔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 자료이다. 

19세기에 『구운몽』은 독자층이 크게 확대되면서 방각본이 제작되

었고 여항 문인들을 비롯하여 남녀노소 다양한 계층에게 인기를 끌

면서 20세기 초에 활자본으로 출간되기에 이른다. 이렇게 소설이 

대중화 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본이 생겨났는데 초기 필사본이 교

훈적이라면 이후 방각본과 활자본은 다양해진 후원층의 취향에 맞

게 풍류를 중심으로 한 애정소설로의 내용이 강조되었다. 또한 소

설의 대중화와 함께 『구운몽』은 사설시조, 춘향전의 남원고사, 봉

산탈춤, 무동패 공연, 각설이타령 등에 활용되거나 『옥루몽』, 『옥선

몽』과 같은 아류작으로 탄생학기도 하고 민화로 제작되기도 하였

다. 중국이나 일본과 달리 소설에도 삽화가 실리지 않았던 우리나

라에서 소설 내용이 그림의 주제가 된 경우는 삼국지연의도와 구

운몽도를 제외하면 극소수인데 삼국지연의도가 중국 소설이라는 

점을 가만하면 우리 소설 중 『구운몽』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

는지를 다시 한 번 여실히 느끼게 해준다. 

민화가 선조의 꿈과 사랑 그리고 지혜와 교훈 등을 담고 있는 뜻

그림이듯이 구운몽도는 구운몽 소설 속에 담겨있는 세상의 부귀

영화는 일장춘몽에 지나지 않는다는 교훈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

게 어려운 현실을 잊게 하는 꿈과 낭만을 담고 있는 몽환적 그림이

라고 할 수 있다. 

2. 허유세이도(許由洗耳圖) 

허유세이도는 진나라 때 황보밀(皇甫謐, 215~282)이 요(堯)임금부

터 위말(魏末)까지 96명의 고사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고사전(高

士傳)』에 등장하는 허유와 소부에 관한 고사를 담은 그림이다. 고

사인물도의 다른 제재와 달리 허유세이도는 일반 회화에서는 거의 

그려지지 않았으나 민화에서는 애용되었다. 『고사전』이 11세기 말

에는 국내에 전래되어 이후 조선시대 문인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유행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세밀한 필치가 돋보이는 허유세이도의 

경우는 여항인 뿐 아니라 문인들 사이에서도 수요가 있었던 것으

로 추정할 수 있다. 

요 임금 시대에 은자로 살고 있던 소부와 허유에 관한 이야기의 내

용은 이렇다. 요 임금이 허유에게 왕위를 물려주려 하자 허유는 이

를 거절하였다. 이후 요임금이 다시 허유를 구주(九州)의 수장에 명

하려 하였으나 허유는 더러운 말을 들었다며 영수에 귀를 씻었다. 

친구인 소부가 이 장면을 보고 연유를 알게 된 후 더러운 물을 자신

의 소에게 먹일 수 없다며 소를 끌고 상류로 올라갔다.   

『고사전』에서는 소부와 허유에 관한 내용이 분리되어 있지만 민화 

허유세이도에서는 한 폭에 함께 그려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로 

귀를 씻고 있는 허유의 모습이 상단에 그려지고 하단에 소의 고삐

를 잡아끄는 소부를 배치한 작품이 다수를 차지한다. 이러한 구성

은 매 폭마다 각각 다른 고사를 그려 주로 8폭 병풍으로 엮어냈던 

당시 제작 경향에서 이해가 가능하다. 허유세이도는 은자로서의 

청렴한 삶에 관한 교훈을 담아 널리 애용되었던 민화이자 당시 선

조들의 삶에 대한 자세를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3. 이교납리도(圯橋納履圖) 

이교납리도는 사마천(司馬遷, B.C.145~86)이 지은 『사기(史記)』에 

담긴 한(漢) 장량(張良)과 황석공(黃石公)에 관한 고사를 내용으로 

한다. 장량은 진시황을 죽이려다 실패하고 성을 장(長)으로 바꾼 후 

숨어 지내다가 하비(下裨)현에서 황석공을 만난다. 황석공은 신발

을 다리 밑으로 떨어뜨리고 장량에게 신을 주워 달라고 요청하였

다. 장량은 황석공의 무례함을 참고 내려가 신발을 주워 와서 무릎

을 꿇고 그의 신을 신겨주었다. 신발을 받아 신고 1리쯤 갔던 황석

공은 다시 돌아와 장량에게 닷새 뒤 동틀 무렵에 만날 것을 제안하

였다. 닷 새 뒤 아침에 장량이 같은 장소에 가보니 먼저 나와서 기

다리던 황석공이 화를 내며 다시 닷 새 뒤에 만날 것을 제안하였

다. 장량이 닭이 울 때 가보니 이번에도 황석공이 먼저 나와 기다

리다가 화를 내며 다시 닷새 뒤에 만나자고 하며 돌아갔다. 이번에

는 장량이 한밤중에 약속 장소로 갔더니 잠시 후 도착한 황석공이 

이를 보고 기뻐하며 제왕의 스승이 될 수 있는 책이라며 『태공병법

(太公兵法)』을 전해주었다. 장량은 그 책을 공부하여 훗날 패공(沛

公)과 함께 공을 세웠다. 이후 장량이 제북군 곡성산을 지나다 누

런 돌을 주웠는데 이를 보물로 여겨 제사를 올렸고 장량이 죽은 후 

그 돌과 함께 묻혔다. 

민화 이교납리도에서는 다리 위에서 장량이 황석공의 신발을 주

워 들고 무릎을 꿇은 장면이 자주 묘사된다. 고사 속에서는 태공

병법을 전해 받거나 공을 세운 면모가 중요할지 모르지만 장량이 

무례함을 무릅쓰고 황석공의 신발을 주워준 것이 이후의 모든 사

건을 이끌어내는 계기이자 시발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구성은 살

아가는 자세에 대한 교훈을 강조하고자 했던 선택으로 볼 수 있

다. 예로써 노인을 공경하고 타인을 대했던 선조들의 가치관이 투

영된 장면이다. 

      

4. 위수조어도(渭水釣魚圖)

위수조어도는 이교납리도와 마찬가지로 사마천(司馬遷, B.C.145 

~86)이 지은 『사기(史記)』 .속 인물인 강태공(太公釣)에 관한 일화

를 담은 그림이다. 고사 내용을 살펴보면, 강태공은 나이 들어 위

수(渭水)에서 미끼를 끼우지 않은 채 낚시를 했다. 은나라 정벌을 

위해 현인을 찾고 있던 주(周) 문왕이 패왕의 보필을 잡을 것이라

는 점괘를 받고 사냥을 나갔다가 그를 만나 수레에 함께 타고 돌아

왔다. 이후 강태공은 은(殷)을 멸망시키는 공을 세우고 제(齊)나라

의 임금이 되었다.  

위수조어는 민화 고사인물도에서 가장 선호되었던 제재 중 하나인

데 이는 조선시대에 『사기』가 널리 읽혀졌다는 사실 뿐 아니라 당1) 권민경, 「朝鮮末期 民畵의 故事人物 硏究」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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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민화의 주요 수요층이었던 여항인들의 욕구와도 관련이 있다. 

경제력을 바탕으로 성장한 그들에게 강태공의 신분 상승과 출세는 

현대인들이 가지는 신데렐라 콤플렉스처럼 달콤한 바람이었을 것

이다. 그런데 중국에서 제작된 위수조어도와 달리 우리 선조들의 

위수조어도에는 강태공이 홀로 낚시하는 장면만 그려지거나 문왕

이 그려져도 강태공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등만 보이며 유유히 낚

시하는 모습으로 묘사되는 경향이 있다. 칠 십 평생 책을 가까이 

하며 낚시로 때를 기다렸던 강태공의 반응이라고 하기에는 어딘가 

어색한 장면이다. 판매 또는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작품이 수요자

의 요구나 취향을 반영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민화 위수조어도는 

서민들의 현실을 대하는 태도를 반영한다. 출세를 꿈꾸지만 당장 

눈앞에 기회가 나타나지 않을 지라도 당당하게 인내하며 기다리는 

삶을 향한 그들의 자세가 녹아든 것이다.      

왕실에서 고사인물도를 제작했던 것에 관한 기록은 조선 초기부터 

등장한다. 주로 성현이나 은자에 관한 감계화가 감상용 또는 외국 

사신 선물용으로 제작되었는데 이는 조선 말기까지 이어졌다.2) 특

히 효자, 충신, 열녀 등 유교적 인물에 관한 고사는 고려시대 『효행

록(孝行錄)』의 연장으로 조선시대에도 국가 주도 하에 지속적으로 

간행된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 『속삼강행실도(續三綱行實圖)』, 

『이륜행실도(二倫行實圖)』, 『동국신속삼강행실도(東國新續三綱行

實圖)』, 『오륜행실도(五倫行實圖)』 등 행실도(行實圖)류의 서적을 

바탕으로 한다. 이러한 서적은 백성에게까지 널리 보급되었는데3)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유교적 이상향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음

을 뜻한다. 조선시대 왕실과 사대부가 고사인물도를 향유한 배경

은 고사인물도의 교훈과 감계를 통해 성리학적 체제를 공고히 하

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양란 이후 혼란해진 국가를 바로

잡는 데 있어 성리학적 성현이나 충신 등의 이상은 현실 속에서 꼭 

필요한 인간상이었을 것이다. 실제로 이전까지 이념적이었던 성리

학이 조선후기에 와서야 생활 속으로 파고들었던 점은 이러한 맥

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피지배층으로 분류되

는 서민들도 어쩌면 지배층이 국가 체제 정비에 필요했던 그림이

라고 볼 수 있는 고사인물도를 자체적으로 제작하고 향유했다는 

점이다. 이 부분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위해 이를 민간연화와 비

교 분석하고자 한다. 

고사인물도가 시작된 중국에서도 청대(淸代)에 우리나라의 민화

와 유사한 개념의 민간연화(民間年畵)가 크게 유행하였다. 민간연

화는 전한(前漢)시대부터 기록4) 으로 남아있는 문신(門神)이 명·

청시기에 이르러 주제가 확장되고5) 그림을 붙이는 장소도 다양해

지면서6) 변모한 것이며 연화라는 명칭이 처음 등장한 것은 청대에 

이르러서이다.7) 청대에 추가된 주제 중 하나가 교화적 내용의 희

극 장면을 담은 연화인데 이는 당시 사회·정치적 필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청나라의 황제들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두 

가지 과업에 직면했는데 이는 유교적 사회·정치질서를 보존하고 

비(非)한족 지배자로서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강희제와 옹정

제, 건륭제 등 초기의 청나라 황제들은 정치 질서의 확립이 이데올

로기의 통제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믿었다. 따라서 한족이 아닌 이

민족 지배자로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육 받은 엘리트들과 

일반대중들의 마음을 순화시켜야 하며 비유교적, 비도덕적, 반만

주적인 사상 등의 악영향을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8) 이러한 맥

락에서 청나라 만주족 정부는 공식적인 이데올로기로 정주리학(程

朱理學)을 표방하였다. 

강희제는 백성들의 일상적인 행동을 지도하기 위해 1670년에 「성

유(聖諭)」 16조(條)를 공포했고 중국 전역의 모든 가정에 이를 보급

하도록 명했다.9) 강희제의 뒤를 이은 옹정제 또한 1724년에 「성유」

에 덧붙여 거의 1만 자에 달하는 「성유광훈(聖諭廣訓)」을 공포하였

는데 이는 일반 백성들에게 파고들 수 있도록 유교 정통사상의 핵

심을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청나라 정부는 풍속을 

바로 잡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방안으로 도덕규범에 관한 책의 

출판을 후원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출판은 대중들의 문해력 부재

에 의해 난관에 봉착하였으며 대다수의 대중들은 원문을 거의 이

해할 수 없었다.10)

소수 지식층들과는 달리 텍스트에의 접근이 어려웠던 대다수 문맹 

대중들은 공연과 이미지를 통해 지식을 습득했다. 당시 청 황실은 

조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연을 하게 하였으며 충효절의 

(忠孝節義) 등 전통 도덕적 내용을 위주로 희극의 교화기능을 강화

하였다.11) 또한 청대에 외신계제사에서 선호된 연극은 마을 구성원

들의 타협에 의해 공연 내용이 정해졌는데 역시 충효절의와 관련

된 내용이 주종을 이루었다.12) 교화적 내용을 담은 희극 관람을 반

복적으로 접하면서 줄거리를 파악하고 있던 대중들은 공연에서 보

았던 똑같은 장면을 재현한 연화를 통해 텍스트에 의존하지 않고

서도 그 메시지를 전달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특히 건륭제 때에 이르러 유교 사상과 가치관이 사회 모든 계층에 

보편화 되었는데 이는 희극과 희극 주제의 민간연화가 유교와 관련

된 시각적 아이콘으로 대중에게 보급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연화

가 성행한 시기는 1660년대부터 1860년대이며 특히 건륭연간(재위 

1736-1795)에 전성기를 이루었다. 그런데 연화가 성행하기 시작한 

1660년대는 청나라 강희제(재위 1661-1722)의 치세가 시작되던 시

기이며 그가 「성유」를 공포했던 1670년과 시기적으로 맞물린다.13) 

 또한 연화가 성행했던 1660년대부터 1860년대까지는 유교로써 백

성의 마음을 순화시키고자 노력했던 강희제(재위 1661-1722), 옹

정제(재위 1722-1735), 건륭제(재위 1735-1795)의 재위 기간과 맞

아떨어지며 경극과 같은 희극이 번영을 누리던 시기이기도 하다.14) 

따라서 이민족 지배자로서 중국 통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 청나라 

황제들은 무력 대신 유교 도덕의 힘으로 백성을 교화하는 것을 선

택했고 그 방법으로 교훈적 희극과 희극의 내용을 담은 연화를 이

용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민화 고사인물도와 유교적 내용을 담

은 민간연화는 비슷한 시기에 국가 주도 하에 유교적 교훈을 통해 

통치 체제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움직임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

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연화의 경우 문맹률이 높았던 당

2) 권민경, 앞의 논문, p.7.

3) 당시 간행된 서적에는 효자, 충신, 열녀 등 유교적으로 모범이 되는 인물에 관한 이 

 야기와 함께 삽화가 포함되었는데 이러한 도상은 이후 민화 속 도상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권민경, 앞의 논문, p.51-53.

4) 시기상 가장 앞선 문신에 관련된 기록은 『광천해왕전(廣川惠王傳)』이다. 그 내용은  

 광천혜왕이 병이 났을 때 화사에게 짧은 상의와 긴 바지 차림에 장검을 든 무장, 성 

 경(成慶)을 그리게하여 궁의 문 위에 붙인 후 병이 나았다는 기록이 있으나 현재  

 이 무장의 형상은 남아있지 않다. 정병모, 「민화와 민간연화 -형성과정의 비교를 중 

 심으로-」, p.103.

5) 연화는 소재별로 신선류, 고사류, 풍속과 일상생활, 길상 인물 및 동식물, 기타 등 5 

 가지로 분류된다. 신선류는 불교와 도교, 유교에서 전래된 신의 모습을 그렸으며 고 

 사류는 신화, 전설, 민간전승, 역사소설, 희곡 등의 이야기를 제재로 한다. 풍속과 일 

 상생활 주제의 연화는 세시풍속 및 일상생활 모습을 담았으며, 길상 인물 및 동식물 

 은 상서로운 인물과 동식물을 그린 것이다. 연화를 기능별로 구분하면 길상, 벽사, 감 

 계 등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길상은 장수나 신분상승 그리고 물질적 욕구 등 인 

 간의 욕망을 담은 경우이며, 벽사는 나쁜 귀신이나 액운을 물리치고 싶은 욕망을 표 

11) 권택규, 「淸代 北京 梨園會館의 설립과 변천」, 『명청사연구』 25(2006. 4), p. 391.

    또한 조정에서 후원하는 극단이 민간극단에 밀리는 경향이 있을 때에는 풍속을 바 

 로 잡는다는 명목 하에 민 간극단의 예인을 축출하기도 하고 또 일부는 아예 궁전 

 으로 끌어들이는 현상도 있었다. 김옥란, 「韓·中 兩國의 『三國志演義』 장르 變貌 樣 

 相」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p.42.

12) 이정재, 「서평 : 전중일성, 〈명청의 희곡 : 강남종족사회의 표상〉」, 『중국희곡』 8(2000), 

     p.485.

13) 이은상, 앞의 논문, p.162-163에서 재인용.

14) 이은상, 앞의 논문, p.149-150.

15) 현존 민화 고사인물도에서 성현과 은자로 가장 많이 선택되었던 인물들은 소부와  

 허유, 장량과 황석공 등으로 진나라 때 황보밀(皇甫謐, 215~282)이 요(堯)임금부터  

 위말(魏末)까지 96명의 고사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고사전(高士傳)』에 등장한다. 『 

 고사전』은 11세기 말에는 국내에 전래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 조선시대 문인 

 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유행하였다. 권민경 앞의 논문, p.11-27.

161160

시 청나라의 상황에서 필수적이었을 뿐 아니라 국가가 주도적으로 

제작과 배포에 관여했던 것과 달리 민화 고사인물도는 피지배층이

라고 할 수 있는 서민들을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제작 및 향유되었

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물론 민화 고사인물도를 제작한 동기 

부여 면에서 국가 주도 하의 여러 편찬 사업과 유교적 체제 강화 노

력의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일각에서 평가하는 바와 같

이 민화 고사인물도가 서민들이 여유로워진 경제력을 근간으로 다

분히 상류층 문화를 흉내 낼 목적으로만 제작되었을 것이라는 추

정은 동의하기 어렵다. 당시 일반 회화에서는 잘 그려지지 않았던 

소부나 허유에 관한 고사가 유독 민화에서는 주요 제재로 등장하는 

점에서도 그렇다.15) 물론 정교한 필치의 허유세이도는 그 수요층에 

문인이 포함된다고 추정할 수 있다. 민화의 수요층이 모두 서민이

라고 볼 수는 없지만 현존 작품의 수적 비례 관계로 보아 대다수가 

서민을 위한 그림으로 제작된 것은 확실해 보인다. 즉, 서민들이 자

신들만의 주제를 선별하고 자신들의 방식대로 도상을 변형하여 그

들에게 꼭 맞는 고사인물도를 제작하면서 그들 스스로가 주체적으

로 국가의 한 구성원으로서 나라의 혼란을 다스리고 질서 있는 사

회를 구현하는 데 앞장섰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들은 자신

들이 꿈꾸었던 부모와 자식의 도리, 형제간의 우애, 신하의 품성을 

담아 고사인물도를 그리고 가까이 두며 생활 속에서 실천의 의지

를 다잡았을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이번 전시는 우리 선조들이 후

손들에게 들려주는 바른 세상에 대한 비전과 마음, 행동거지에 대

한 그들의 목소리가 담긴 특별전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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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165

삼국지연의도
(三國志演義圖)

8폭 

각 169×183㎝

견본채색

1912년

석지 채용신(石芝 蔡龍臣) 작

제우마소고천지
(宰牛馬昭告天地)

169×183㎝

견본채색

1912년

석지 채용신(石芝 蔡龍臣) 작



166 167

삼고초려
(三顧草廬)

169×183㎝

견본채색

1912년

석지 채용신(石芝 蔡龍臣) 작

자룡단기구주
(子龍單騎救主)

169×183㎝

견본채색

1912년

석지 채용신(石芝 蔡龍臣) 작



168 169

공명기동남풍
(孔明祈東南風)

169×183㎝

견본채색

1912년

석지 채용신(石芝 蔡龍臣) 작

적벽대전
(赤壁大戰)

169×183㎝

견본채색

1912년

석지 채용신(石芝 蔡龍臣) 작



170 171

의석조조
(義釋曹操)

169×183㎝

견본채색

1912년

석지 채용신(石芝 蔡龍臣) 작

서성탄금
(西城彈琴)

169×183㎝

견본채색

1912년

석지 채용신(石芝 蔡龍臣)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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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도부속
(單刀赴肅)

169×183㎝

견본채색

1912년

석지 채용신(石芝 蔡龍臣) 작

회화는 작품이면서 역사다. 우리는 그것에서 아름다운 감동을 느

끼는 반면, 역사 현장의 생생한 자료를 읽어낸다. 아름다움과 역사

가 하나로 어우러질 때, 회화의 가치가 더욱　빛난다. 그런데 강한 

미적인 감동과 역사의 중요한 의미를 함께 새길 수 있는 작품이 있

다. 바로 채용신(蔡龍臣, 1850-1941)이 1912년에 그린 <삼국지연의

도(三國志演義圖)>다. 현재 조선민화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이 작

품은 8폭으로 세로 169, 가로  183cm로 크기가 장대하다. 어떤 장면

은 단아하고, 어떤 장면은 역동적이며, 어떤 장면은 웅장하다. 역시 

초상화로 이름을 떨쳤던 화가답게 인물화의 다채로운 경지를 보여

주고 있다. 특히 <적벽대전>에서 벌떼처럼 공격하는 황개의 병사

들의 고함소리와 혼비백산하여 도망가는 조조의 병사들의 고통스

러운 표정들은 단연 압권이다. 강한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삼국지

연의도>는 그의 새로운 대표작으로 손꼽을 만하다.     

『삼국지연의』는 동아시아인의 영원한 베스트셀러다. 명나라 나관

중이 지은 소설 『삼국지연의』는 16세기 조선에 전래된 이후 늘 우

리 곁을 지켜왔다. 처음에는 허망하고 터무니없는 말이 많은 책이

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조선시대에 가장 많이 읽혔던 중

국소설로 떠오른다. 18세기에는 집집마다 외다시피 하고 과거시험

의 문제로 출제될 정도라는 성호 이익의 기록이 그 뜨거운 열풍을 

증언한다. 『삼국지연의』가 중국 소설인지 우리나라 소설인지 국적

을 따지는 것이 불필요할 만큼 우리 소설의 한자리를 차지하였다. 

어떤 이는 중국보다 우리나라에서 삼국지가 더 유행했다고 주장할 

정도다. 그 열기는 오늘날에도 지속된다. 소설뿐만 아니라 만화로, 

영화로, 게임으로 꾸준히 재탄생하고 있다. 『삼국지연의』에 대한 

우리의 애착은 유난히 각별나다. 

그런데 『삼국지연의』가 유행하게 된 배경에는 관우신앙의 역할이 

컸다. 임진왜란 때 참전했던 명나라 장수들은 조선에 중국의 관우

신앙을 전파했고 조선의 각지에 관왕묘를 건립했다. 여기에 봉안

된 그림 가운데 삼국지연의도는 소설의 인기에 힘입어 관우신앙을 

대중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반인들에게 있어서 관우의 

이미지는 삼국지연의를 통해 형성된 것이 절대적이다. 그 소설이 

인기를 끌게 됨에 따라 관우신앙도 자연스럽게 대중 속에 파고들

었다. 샤머니즘을 비롯한 민간신앙에서 관우를 신으로 모시게 된 

것도 이러한 연유 때문이다. 

채용신이 그린 <삼국지연의도>는 예배화다. 이 그림 앞에서 단을 

차려놓고 관제수를 막고 관운을 소망하며 건강을 빌었다. 삼국지

연의도는 관왕묘(關王廟, 關聖廟․關帝廟로도 불림)에 예배화로 

봉안된 그림이 있고, 민화 삼국지연의도처럼 소설의 교훈적이거나 

흥미로운 이야기의 내용을 담은 고사인물화로 그려지 그림도 있

다. 관왕묘에는 불화(佛畵)나 무화(巫畵)처럼 관우신앙을 위한 ‘관

화(關畵)’를 모셨다. 삼국지연의도의 경우, 동묘에서는 현성전의 벽

면에 걸리고, 전주 관성묘에서는 행각인 동무(東廡)와 서무(西廡) 

내부의 벽면에 삼국지연의도가 걸리며, 남원 관왕묘에서는 주전인 

탄보묘(誕報廟)의 안팎 벽면에 벽화로서 그려진다. 

채용신은 조선말기와 일제강점기 때 초상화로 이름을 떨친 화가

다. 원래 무관출신으로  부산진 수군첨절제사, 돌산진 수군첨절제

사 등의 벼슬을 했다. 전라도 완산군에서 작품활동하던 그는 어진 

도사에 발탁된다. 당시 최고의 화원인 조석진(趙錫晉, 1853-1920)

과 함께 더불어 주관화원으로 태조어진을 그리고, 선원전에 큰 화

재가 일어나 타버린 7조어진(七祖御眞)들을 이모(移摹)하는 작업에 

참여하며, 고종어진을 제작하게 된다. 7조어진이란 태조어진을 비

롯하여 숙종어진, 영조어진, 정조어진, 순조어진, 익종어진, 헌종

어진을 가리킨다. 이처럼 화려한 경력을 갖은 그는 관왕묘에 봉안

되는 <삼국지연의도>을 제작한다. 이 작품에는 그의 초상화, 인물

화, 산수화, 화조화 등 여러 분야의 기량이 총체적으로 발휘되었다.

그런데 이 작품의 일곱 번째 그림인 <단도부숙>에는 “임자맹춘상

한종이품전정산군수 신채용신사상(壬子孟春上澣從二品前定山郡

守 臣蔡龍臣寫上)”이란 관지가 적혀 있다. 이를 해석하면,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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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신(蔡龍臣)의 
<삼국지연의도(三國志演義圖)>와 

관우신앙

정병모   

경주대학교 교수



년 초봄 상순 전직 종2품 정산군수였던 신하 채용신이 그려 올립니

다.”이다. 1912년이라면 이미 조선왕조가 끝나고 일제의 식민지 통

치가 시작된 시기인데, 왜 ‘신하 채용신’이라고 표기한 것인가? 신

하라고 표기한 것은 왕실의 요청에 의해 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조선왕조에 대해 단순히 충성심을 표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보다는 고종(1852-1919)이나 왕실에서 

은밀하게 이 그림의 제작을 의뢰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고종의 

경우 그의 부름을 받아 고종어진을 비롯하여 여러 왕의 어진을 그

렸던 인연이 있다. 

한국에서 관우신앙은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 구국(救國)의 염원에 

힘입어 발달했다. 임진왜란 직후 명나라 장군과 조정의 요구에 의

해 관우신앙을 받아들였고, 고종 때 나라가 스러져가는 위기를 관

우신앙에 의지하여 극복하려 했다. 채용신은 일제의 통치가 시작

되는 어두운 시기에 <삼국지연의도>를 통해 강렬한 에너지를 쏟아

내었다. 때문에 채용신은 어느 그림보다 강렬하게 에너지를 쏟아 

구국의 의지를 강력하게 표현했을 것이다. 그렇다고 보면, <적벽대

전>은 적은 주유의 군사로 많은 조조의 군사를 물리친 기적처럼 우

리나라가 일본을 물리치기를 바라는 소망이 간절히 배어있는 작품

으로 해석된다. 일본에 넘어간 나라를 되찾기 위한 구국적인 기원

이 이 작품 속에 담겨있다.  

1910-20년대 채용신이 그린 작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시기 

그는 위정척사파 선비들이나 의병장들과 교유하면서 민족의식을 

더욱 투철하게 다졌고, 초상화를 비롯한 인물화와 산수화에서 독

자적인 양식을 확립했다. 그는 동시대에 활동했던 장승업과 그의 

제자인 조석진과 안중식, 허련의 일가인 허형과 허백련 등과 달리 

독자적인 계보 속에서 한국적인화풍을 개척했다는 점을 높이 평

가해야 할 것이다. 초상화를 비롯한 인물화에서는 한국적인 특색

이 물씬 풍기면서 단연 뛰어난 면모를 보였고, 산수화는 인물화만

큼 평가받지 못하지만 밝은 분위기 속에서 경쾌한 화풍을 구사하

는 개성을 보였다.  

1912년에 그린 채용신의 <삼국지연의도>는 그가 가장 민족의식이 

투철했을 때의 작품이다. 그래서 더욱 한국적인 화풍을 모색했고 

강렬하게 그 의식을 표출하려고 애썼다. 아울러 그는 그의 장기인 

인물화를 비롯하여 산수화, 화조화 등 여러 분야의 역량을 이 작품

에 쏟아 부었다. 그의 작품은 한국 전통 인물화의 끄트머리를 화려

하게 장식한 작품이면서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간절

한 기원이 담긴 종교화인 것이다. 

① 재우마소고천지(宰牛馬昭告天地) : 

    검은 소와 흰 말을 제물로 하늘과 땅에 제사를 지내다.

유비, 관우, 장비는 복사꽃이 만발한 동산에서 형제의 의를 맺어 황

고 왼손에 청홍검(靑紅劍)을 높이 들고 있다. 조조는 의천검(倚天

劍)과 청홍검이란 보검을 갖고 있어 의천검은 스스로 차고 청홍검

은 하후은에게 차고 뒤따르게 하는 데, 조자룡이 하후은(夏候恩)으

로 부터 이 검을 빼앗았다. 화면의 오른쪽 위에 있는 경산(景山) 꼭

대기에는 조조가 싸움터를 내려다보며 자기 편 군사들 사이를 휘

젓고 다니는 적장이 누군지 묻는다. 

④ 공명기동남풍(孔明祈東南風) : 

    동남풍을 일으킨 제갈량

서북풍이 부는 겨울철에 제갈량이 칠성단(七星壇)을 쌓아 목욕재

계하고 도의를 입고 맨발에 머리를 푼 채 기도를 하여 기적처럼 동

남풍이 불게 하는 기적을 행하는 장면을 표현한 그림이다. 동남풍 

덕분에 서북쪽에 쇠사슬로 엮어놓은 조조의 배들을 화공으로 공격

할 수 있게 되었다. 칠성단은 남병산(南屛山)에 쌓은 제대로서, 높

이는 9척에 3단으로 쌓고 군사 120명이 기를 들고 그곳을 둘러쌓

고 있다. 이러한 기적을 행하여 제갈량이 주유(周瑜)를 도와주었건

만, 천지조화를 부리는 제갈량의 후환이 두려워 서성(徐盛)과 정봉

(丁奉)을 시켜 그를 살해하게 한다. 그러나 이 일을 예상한 제갈량

은 조자용을 미리 대기시켜 그의 배를 타고 유비에게로 돌아간다.

  

⑤ 적벽대전(赤璧大戰) : 

    적벽의 큰 전투

황개(黃蓋)를 앞세운 주유(周瑜) 군사의 배가 제갈량의 기도 덕분

에 부는 동남풍으로 화공을 공격하여 배들을 쇠사슬로 묶여 있는 

조조 군사의 선단을 불바다로 만든 장면을 묘사한 그림이다. <선

봉황개 先鋒黃蓋>란 넉 자가 씌어 있는 깃발 아래 엄심갑에 날선 

칼을 빼들고 있는 황개가 화선에서 공격을 지휘하고 있다. 붉은 옷

을 입고 있는 조조는 눈 깜짝할 사이 불바다가 된 배에서 혼비백산

하여 도망가는 군사들 속에 파묻혀 떠밀려가고 있다. 조조군은 화

살에 맞아 죽고, 창에 찔려 죽는가 하면, 불에 데어 죽고, 물에 빠

져 죽는다. 승리와 패배의 온갖 표정으로 아수라장 같은 적벽대전

을 표현한 작품은 지금까지 알려진 삼국지연의도 가운데 가장 걸

작이다. 이처럼 격렬하고 이처럼 실감나게 표현한 적벽대전은 일

찍이 없었다. 초상화를 비롯한 인물화에 능한 채용신의 역량이 유

감없이 발휘된 작품이다.   

⑥ 의석조조(義釋曹操) : 

    관운장은 의롭게 조조를 놓아주다.

관우는 적벽대전에 참혹하게 패해 도망가는 조조와 군사들을  화용

건적에 쓰러져 가는 한나라 왕실을 함께 구하기로 맹세한 도원결의

(桃園結義)의 장면을 그린 그림이다. 세 사람은 전날 약속한 복숭아

밭에서 검은 소와 흰 말을 제물로 삼고 하늘과 땅에 형제가 되었음

을 알리는 제사를 지낸다. 검은 소와 흰 말의 피를 서로 나누어 마

신 뒤, 나란히 향을 사르며 미리 마련해간 맹서의 글을 읽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그들은 각기 타고 온 말과 마부가 문밖에서 기다리고 

있다. 무기인 쌍고검(雙股劍), 청룡언월도(靑龍偃月刀), 장팔사모(

丈八蛇矛)는 왼쪽에 있는 받침대에 세워놓았다. 

  제사를 지내는 세 사람의 캐릭터가 뚜렷하다. 유비는 7척 5촌의 

키에 잘 생긴 얼굴은 아니지만 한 눈에 드러나는 얼굴을 가졌다. 관

우는 9척의 키와 작은 대춧빛 얼굴에 두 자 넘는 수염을 늘어뜨리

고 있다. 장비는 8척의 키와 표범 머리에 고리눈이 호랑이 수염과 

어울려 범상치 않은 당당함이 돋보인다.    

② 삼고초려(三顧草廬) : 

    유현덕, 제갈량의 초려를 세 번 찾다.

삼고초려는 유비가 천하를 평정하기 위해 원대한 지략을 품고 있

는 제갈량의 초려를 세 번이나 방문한 이야기를 묘사한 그림이다. 

이것은『삼국지연의』가운데 인구에 가장 널리 회자되고 있다. 인재

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어려움과 번거로움이라도 무릅써야한

다는 교훈을 전하기 때문이다. 유비보다 훨씬 젊은 청년인 제갈량

은 두 번이나 찾아갔으나 허탕치고, 결국 세 번째 사흘이나 목욕재

계로 정성을 들이고 초당에서 낮잠을 자는 제갈량이 잠에서 깰 때

까지 기다리는 정성을 기울인 끝에 함께 세상을 경영하기로 마음

을 모은다. 제갈량은 심부름하는 아이를 불러 지도를 가져오게 한

다. 이 지도를 아이로 하여금 펼쳐 들게 하고 그가 생각하는 ‘천하

삼분책(天下三分策)’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 내용은 천하를 셋

으로 나누어 북쪽은 조조에게 맡기고, 남쪽은 손권이 차지하게 두

며, 나머지를 유비로 하여금 차지하여, 마치 솥발이 셋으로 나뉘어 

솥을 떠받들 듯 천하의 셋 중 하나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중원을 

엿보라는 제안이다.   

③ 자룡단기구주(子龍單騎救主) : 

    홀로 말을 타고 주인을 구하는 조자룡

조자룡이 말 한필에 의지해 유비의 아들인 아두(阿斗)를 적진에서 

구하는 무용(武勇)의 이야기를 그린 그림이다. 그는 아두를 가슴을 

보호하는 쇠판인 엄심갑(掩心甲) 아래 품고 말을 타고 포위를 뚫고 

빠져나가고 있다. 겹겹이 둘러쳐진 적진 속에서 조조의 심복인 하

후돈(夏候惇)의 부장 종진(鍾縉)을 찔러 말 아래로 떨어뜨리고 동

생인 종신(鍾紳)의 머리통을 가른다. 그는 오른손에 창을 옆으로 들

도(華容道)에서 만나 풀어준다는 이야기를 그린 그림이다. 제갈량

의 예언대로 화용도에서 그 길목을 지키고 있던 관우는 조조와 군

사들을 만난다. 그는 청룡도를 비껴든 채 적토마 위에서 길을 막고 

서서 벽력같은 호통을 내지르자 그 소리에 놀란 조조의 장졸들이 

한결같이 말에서 뛰어내려 울고 절하며 목숨을 빌었다. 붉은 옷을 

입은 조조도 말 위에서 빌고 있다. 조조는 신의를 무겁게 여기는 관

우의 성품을 알고 지난날 은혜를 베푼 일을 들먹이며 통사정한다. 

관우의 태산 같은 위용과 조조의 참담한 모습이 대조를 이룬다. 결

국 관우는 조조가 도망치게끔 길을 터준다. 그런데 『삼국지연의』에

서는 당시 살을 에는 혹한이라 했는데, 웬일인지 그림 속에는 봄에 

피는 복사꽃이 만발하다.   

⑦ 서성탄금(西城彈琴) : 

    서성에서 가야금을 타는 제갈량

 

제갈량은 가정(街亭) 전투에서 패한 뒤 서성(西城)에서 불과 이천

오백 명의 군사로 사마의 (司馬懿)의 십오만 대군을 맞서서 서성

에서 가야금을 타면서 태평하게 위장하여 그들을 속이는 이야기

를 묘사한 그림이다. 제갈량은 서성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고 서성

의 성문을 활짝 열고 문마다 스무 명의 군사를 백성들로 꾸며 태연

하게 물 뿌리고 비질하게 했다. 자신은 흰 학창의를 입고 윤건을 

쓴 뒤 아이 둘을 데리고 적루에 올라가 누각 난간에 기대 않아 향

을 사르고 유유자적 거문고를 탔다. 사마의는 이 장면을 보고 제갈

량이 복병과 같은 계책을 세운 것으로 의심하고 서둘러 군사를 물

려 피신하고 있다. 단 이천 오백 명의 군사로 십오만의 대군을 막

아 낸 계책이다. 

⑧ 단도부숙(單刀赴肅) : 

    칼 한 자루에 의지해 노숙의 술잔치에 가는 관운장

자신을 죽이려는 음모를 알면서 노숙(魯肅)이 초대한 술잔치에 단 

칼 한 자루에 의지해 가는 관우의 용감한 기상을 보여주는 그림이

다. 노숙은 형주(荆州)의 땅을 넘겨달라는 손권(孫權)의 요구를 거

부한 관우를 술잔치에 초청하여 죽이려는 음모를 꾸민다. 이를 알

고도 노숙의 초청에 응한 관우는 놀랍게도 청룡도 한 자루를 들고 

소수의 군사만을 데리고 배를 타고 노숙을 찾아가는 영웅다운 기

개를 보인다. 노숙은 군사의 호위를 받지 않고 온 관우의 일행에 

놀라기도 하고 의아스럽게 여기면서 맞이한다. 결국 관우는 술 취

한 척하면서 노숙을 인질로 삼아 대기시켜 놓은 관평(關平)의 도움

을 받고 빠져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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