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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화에 나타난 축수강녕(祝壽康寧)

*

윤열수

<국문초록>
늙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壽福康寧)은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었다. 사람들은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마음을 다양한 예술품으로 표현했다. 이를 축수강녕

(祝壽康寧)이라고 한다. 축수강녕의 의미를 담은 도상들은 한국의 전통 예술 전반에 걸쳐서 드러난
다. 민화 화목 중에는 신선도, 장생도, 백수백복도가 대표적이다. 신선도는 도교에 등장하는 늙거나
죽지 않고 신통한 능력을 지닌 인물인 신선을 그린 그림이다. 장생도는 수명이 길거나 불사를 상징
하는 생물들을 배치해 놓은 그림이다. 백수백복도는 목숨 수(壽)자와 복 복(福)자를 반복적으로 그
린 그림이다. 자수(刺繡)에 나타나는 도상들도 대부분이 민화와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수와 민화 모두 민중들의 삶과 밀접한 분야였기 때문이다. 자수는 실과 바늘을 사용하는
기법적인 특성으로 인해 도상을 표현하기에 앞서 많은 제약이 있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제약으로
인해 자수만이 할 수 있는 추상적이면서 참신한 도상들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주제어 : 축수강녕, 신선도, 장생도, 백수백복도, 자수와 민화

Ⅰ. 장수의 염원
오래 산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된
주제였다. 특히 수복강녕(壽福康寧), 늙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었다. 사람들은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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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예술품으로 표현했다. 이를 축수강녕(祝壽康寧)이라고 한다. 예로부터 일반 사람
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하고자 하는 욕구를 담았던 민화 역시 다양한 도상들을 통해 불
로와 장생을 염원하였다.
민화는 집 안을 장식하거나 혼례식, 회갑연과 같은 행사 때에 배경으로 사용했던 그
림이다. ‘민화’는 일본인 야나기 무네요시에 의하면 “민중에 의해 태어나 민중에 의해
그려지고 민중에 의해 쓰여진 그림이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재를 다양
하게 표현하여, 떠돌이 화가에서부터 궁중의 화원 출신 화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
에 의해 그려진 그림이 바로 민화라고 할 수 있다.
민화는 때로 주제를 사실적으로 묘사하기도 하지만, 단순한 사실묘사를 넘어 추상적
이고 관념적 성격을 띠고 있는 작품들이 다수 차지하고 있다. 자연물과 사물, 사물과
사물의 관계뿐만 아니라 어떤 관념을 담기 위해 현실에 없는 것이라도 온갖 상상력을
동원하여 표현하였다. 이는 민화의 장점이 되는데 그 관념의 실체가 곧 민중들이 상상
하며 꿈꾸고 살아왔던 삶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수복강녕을 의미하는 도상들 중
에는 실제로 존재하는 도상들도 있지만, 현실 속에 존재하지 않는 도상들도 있다. 민화
는 이와 같은 비현실적 도상들을 창의적으로 풀어냄으로써 수복강녕의 바람과 함께 표
현하는 이의 개성과 예술적 감각을 담았던 것이다.
민화 뿐만 아니라 축수강녕의 의미를 담은 도상들은 한국의 전통 예술 전반에 걸쳐
서 드러난다. 지체의 높낮이를 떠나 수복강녕은 거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의 관심사였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자수(刺繡)에 나타나는 도상은 대부분이 민화
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자수와 민화 모두 일반
민중들의 삶과 밀접한 분야이기 때문이다. 수복강녕의 대표적인 민화 소재인 신선도와
장생도, 백수백복도 등을 살펴봄으로써 사람들이 축수강녕의 염원을 어떤 방식으로 민
화에 담아냈는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Ⅱ. 불로장생하는 신선을 담은 신선도(神仙圖)
1. 신선도의 유래
신선도는 도교의 신선 사상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발전하였다. 도교는 불사약 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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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심신수련, 온갖 신에 대한 기도 등을 통해 불로장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부
와 명예 같은 현세적 이익을 추구하는 중국의 토착 종교이다. 도교의 기원은 4세기 북
위시대부터이며, 도교의 사상을 살펴보면 신선설과 민간신앙을 핵심으로 하여 음양, 오
행, 주역 등의 사상에 의학, 도가 철학 등을 보태고, 불교와 유교의 성분까지 받아들여
발전하였다.
도교는 7세기 고구려 때 우리나라에 공식 전래되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미 그
이전부터 도교적인 문화요소들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도교는 종교로서보
다는 문화요소로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불교 또는 민간신앙과 혼합되거나 동학과 같은
신흥종교에 영향을 주었다. 또한 문학과 회화 등 예술작품의 주제나 소재로 활용되었는
데 민화에서도 흔히 발견할 수 있는 복숭아나 신선, 십장생 같은 도상들이 그것이다.
도교적 상징물들은 종교적 의미보다는 ‘장수’와 ‘행복’이라는 길상의 의미만 남아 공예
품이나 장식화(裝飾畵)등에서 단골 소재로 등장하여 민중들의 생활 속에 깊숙이 녹아들
었다.
신선은 도교에서 말하는, 늙거나 죽지 않고 오래 살며 마음대로 변화를 일으키는 신
통한 능력을 지닌 인물들을 일컫는데, 이 인물들은 초월적인 신이 아니라 역사 속 실존
인물들이 수련을 통해서 장생불사라는 신의 경지에 도달한 인물들이다. 이들의 신비한
능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존경과 부러움을 불러일으켰는데, 특히 그들이 지닌 불로불
사(不老不死)의 능력은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때문에
역사 속에서는 신선들이 사는 방식을 그대로 따라함으로써 자신도 신선이 되길 소망하
는 사람들이 종종 나타났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진시황으로, 그는 불로불사(不老不死)
를 위해 각 국으로 불로초를 찾는 탐사단을 보냈으며, 당시 영약으로 알려진 수은을 섭
취하기도 하였다고 전한다. 도교에서는 장생불사(長生不死)를 위해 전적으로 연단술(鍊
丹術)만을 닦는 것이 아니라 적덕행선(積德行善)하고 계율을 지켜야 진선(眞仙)이 된다고
하여 도덕적 측면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신선들의 모습을 묘사한 신선도 그림 안에 신선 또는 신선의 힘이 담겨있다
고 믿어왔다. 때문에 특히 환갑 등의 잔치 때 장수를 기원하는 선물용으로 많이 그려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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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 신선도
우리나라에서는 고구려의 고분 벽화에 신선들이 가끔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
지만 신선도가 독립된 화제로 등장한 시기는 고려시대부터이며, 조선 중기인 17세기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신선도의 제작이 성행하였다. 조선 중기에는 김명국(金明國)을
비롯하여, 절파풍을 구사하였던 화가들이 신선도를 주로 그렸다. 이러한 전통은 조선
후기로 이어져 심사정(沈師正)과 윤덕희(尹德熙) 등 선비 화가들과 김홍도(金弘道) 등 직
업 화가들에 의하여 크게 발전되었다. 특히, 신선도에서도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였던
김홍도의 화풍은 김득신(金得臣)·이수민(李壽民)·이재관(李在寬)·장승업(張承業) 등을 통하
여 조선시대 말기까지 영향을 미쳤다.
글씨와 그림 감상을 유독 좋아했던 숙종은 [열성어제(列聖御製, 역대 임금의 시문집)]
에 160편 가량의 서화와 관련된 시문을 남겼는데, 이를 소재별로 분류하면 중국고사도
다음으로 신선도가 많다. 숙종이 제화시를 남긴 신선도는 [열선도], [팔선도], [요지연
도], [여동빈도] 등 종류가 매우 다양했다. 숙종의 취미는 아들 영조를 거쳐 정조에게까
지 계승되었고, 18세기 왕실에서 신선도가 활발하게 생산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정조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던 김홍도 역시 화원화가로 이름을 떨쳤던 시기에 어명
을 받아 신선도를 그렸다. 어느 날 정조가 희게 칠한 큰 벽에 바다를 지나 서왕모의 잔
치에 가는 신선들의 모습을 그리라고 명하였고, 김홍도는 진한 먹물 몇 되를 내시에게
준비시키고 모자를 벗고 옷깃을 잡아맨 채 비바람이 몰아치듯 붓을 휘둘렀다. 얼마 후,
집을 무너뜨릴 듯 일렁이는 파도와, 외로이 걸어가는 신선들이 구름을 넘는 광경을 완
성했다. 조희룡(趙熙龍, 1797~1859)의 『호산외사』에 기록된 이 일화는 김홍도에 대한
정조의 신임과 그의 탁월한 그림 솜씨를 알려준다.
영원히 늙지도 죽지도 않는다는 신선은 목숨이 정해진 사람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었
다. 영생의 신선을 닮고 싶은 염원은 조선왕실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궁중에서도 실존하
지 않는 상상의 인물을 통해 액을 물리치고 복을 기원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를 입증하
듯 조선 왕실에서는 신선도가 많이 제작되었다. 도화서 화원들은 신년을 송축하는 세화

(歲畵)에 진채로 선인을 그려 넣어 왕실이나 재상에게 진상했다. 길상화의 기능을 수행
한 신선도는 궁중의 중요한 행사를 위한 기념화로도 제작되었다. 왕실의 생일, 혼인 등
경사스러운 행사장소를 장식할 상서로운 신선도가 필요했던 것이다. 또한 신출귀몰한
신선의 형상은 그저 감상하기에도 즐거운 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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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선도 속의 도상들
신선도를 그릴 때는 대개 배경을 생략하거나 간략하게 그림으로써 인물을 부각시킨
다. 신선으로 보이는 한 인물이 동물이나 동자와 함께 있는 구도가 일반적인데, 동자
두 명이 서로 짝을 이루어 등장하기도 한다. 신선과 함께 그려지는 동물들은 사슴․해
태․사자․용․학․거북․봉황 등이 있으며, 도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소도 자
주 등장한다. 이들은 대부분 장수와 복록(福祿)을 의미하는 동물들이며, 신선은 이러한
동물의 등에 타거나 옆에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신선이 손에 쥐고 있거
나 동자들이 받들고 있는 것은 대개 불로초․천도복숭아․불수감․석류 등으로, 이는
신선들이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이거나 불로장생한다는 약초들이다. 피리나 생황과 같은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다.
신선도는 환갑이나 잔치 때 오래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는 축원의 의미를 담아 선물
했던 주제다. 그래서 특히 정성들여 제작한 작품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림뿐
만 아니라 자수 작품도 상당수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수를 놓을 때 쓰이는 도안을
모아놓은 책인 『수보(繡譜)』의 내용을 보면 군선축수도․군선경수도․천선공수도․팔
선축수도․팔선공수도 등으로 옛날 유행했던 축수도의 성격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수성노인도, 종이에채색, 97x51, 계명대박물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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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에서 등장하는 신선들은 500여 명이 넘으며, 노자(老子)․황초평(黃初平)․하마선
인(蝦蟆仙人)․동방삭(東方朔)․장지화(張志和) 등 거의가 남성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간혹 마고선녀(麻姑仙女)․서왕모(西王母) 등 온화하면서도 근엄한 미소를 띤 여성의 모
습도 찾아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신선도의 소재로 많이 등장하는 대표적인 신선은 종
리권(鍾離權)․여동빈(呂洞賓)․장과로(張果老)․한상자(韓湘子)․이철괴(李鐵拐)․조국구

(曹國舅)․남채화(藍采和)․하선고(何仙姑)까지 총 8명이다. 민화에서는 이들을 각각 그
리기도 하고, 여럿이 함께 술이나 차를 마시거나 바둑을 두는 등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
한다. 이들은 각각 신선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상징하는 물건을 지닌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종리권은 머리 양쪽에 상투를 틀고 배를 드러낸 채 파초선(芭蕉扇)을 들고 있는 모습,
여동빈은 화양건이라는 모자를 쓰고 칼을 찬 남성의 모습, 장과로는 흰 나귀를 거꾸로
타거나 어고간자(漁鼓簡子, 대나무 통에 가죽을 씌워 만든 일종의 북)를 든 노인의 모
습, 조국구는 관복 차림에 딱따기를 든 모습, 이철괴는 철괴를 들고 연기 나는 호리병
을 가지고 있는 거지의 모습으로 그려진다. 한상자는 피리나 어고간자를 들고 있는 청
년의 모습, 장지화는 물 위에 앉아 있는 술 취한 선비의 모습, 남채화는 누더기를 입고
꽃을 든 청년, 하선고는 연꽃줄기나 국자를 든 젊은 여인의 모습으로 그려진다. 이들
신선은 대개 단독으로 그려지기보다는 여덟 명이 무리지어 있는 모습으로 표현된다. 이

8명의 신선을 그린 그림을 팔선도(八仙圖)라고 하는데, ‘팔(八)’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문
학작품에서 여러 사람을 지칭할 경우 ‘등등’의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팔선이란 곧 많
은 신선 또는 모든 신선을 상징하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가난, 부귀, 귀족, 평민, 늙음,
젊음, 남성, 여성 등 다양한 인간의 모습을 상징하는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신선도 중에는 동자들만 등장하는 신선도도 있다. 이러한 그림을 신동도(神童圖)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동자는 순진무구하고 티 없는 순박함으로 인해 선(善)으로 상징되며,
학을 타고 내려오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 불로초나 복숭아를 가지고 있는 모습, 차
를 달이는 모습 등으로 그려진다. 그 중에서도 선동헌수도(仙童獻壽圖)는 여러 선동(仙
童)들이 수복을 상징하는 사물을 받들어 신선들에게 바치는 모습을 그린 신선도 계통의
민화다. 분재한 나무를 수(壽), 복(福), 강(康), 녕(寧), 부귀(富貴), 다남(多男)의 여덟 개의
글자 모양으로 만들어 표현한 예도 있고, 선동들이 불로초나 천도복숭아를 한 아름 들
고 가는 모습으로도 그려진다. 이 특이한 그림은 신선도가 가지고 있는 장수의 의미뿐
만 아니라 민중들이 원하는 각종 기원을 거리낌 없이 담은 그림이다. 자형분재의 특이
한 화법은 민화 신선도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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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으로 그려지는 신선도 중에서 가장 유명한 신선도는 하마선인도(蝦蟆仙人圖)와
수성노인도(壽星老人圖)를 들 수 있다. 하마선인도의 ‘하마’란 두꺼비의 한자어이며, ‘하
마선인’은 두꺼비를 가진 신선이라는 뜻이다. 『신선전(神仙傳)』에 의하면 유해(劉海)는
송나라 초기에 지금의 북경에서 살았던 실존인물로, 전국 각지를 유랑하다가 신선이 되
었다고 한다. 이 신선은 세 발 달린 두꺼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두꺼비는 그를 세상
어디든지 데려다 주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두꺼비는 가끔 우물 속으로 도망치곤 해 그
는 두꺼비를 돈이 달린 끈으로 끌어올리곤 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래서 하마선인도는
세 발 달린 두꺼비를 데리고 있는 신선의 모습, 또는 동전으로 세 발 달린 두꺼비를 낚
아 올리는 모습으로 묘사된다. 또한 세 발 두꺼비는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희귀하므로
큰 행운, 큰 재물로 인한 기쁨을 가져올 것으로 믿었다. 그래서 장수와 부귀를 동시에
기원하기 위해 유해가 세 발 달린 금두꺼비와 노는 장면을 그린 그림을 집안에 걸어두
는 풍습이 생겼다.
수성노인도는 수성도(壽星圖), 수노인도(壽老人圖) 또는 남극노인도(南極老人圖)라고도
하며, 인간의 수명을 관장하는 별자리인 남극성(南極星)을 인격화하여 표현한 그림이다.
수성노인은 작은 키에 긴 수염과 굽은 허리, 정수리가 불룩 솟아오른 벗겨진 머리가 몸
의 길이와 거의 같을 정도로 기이한 형상을 하고 있다. 그리고 발목까지 덮는 도의(道
衣) 차림에 사슴을 동반하거나 두루마리, 지팡이 등을 든 모습으로 그려진다. 인간의 수
명을 맡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이 수성노인은 천상에서 구름이나 사슴을 타고 다니는
데, 먹으면 천 년을 살 수 있다는 커다란 천도복숭아나 불로초를 들고 있는 것이 특징
이다. 산신(産神)으로도 통하는 수성노인도는 신격화되어 민화나 도교에서 함께 사용되
고 있다. 민화에서 수성노인도는 다른 신선들과 함께 그려지지 않고 반드시 단독으로
그려지거나 동자와 함께 그려지지만, 불화나 문인화에 그려지는 경우에는 다른 신선들
이나 불제자들과 함께 그려지기도 한다. 수성노인도는 지금도 회갑이나 칠순, 팔순의
선물용으로 많이 그려지고 있다.
여러 명의 신선들이 등장하는 민화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요지연도(瑤池宴圖)라 할 수
있다. 요지연도는 서왕모(西王母)의 연회장면을 그린 신선도(神仙圖) 화제 중의 하나로,
선경도(仙境圖)라고도 한다. 신선사상 등 장수(長壽)와 현세기복(現世祈福)의 염원을 배경
으로 생성되었으며, 탄생축하와 혼인용 및 축수용(祝壽用) 병풍으로 많이 그려졌다. 옛
중국 문헌인 《죽서기년(竹書紀年)》과 《목천자전(穆天子傳)》에 실린 여신선의 우두머리
인 서왕모가 자신이 살고 있는 곤륜산의 아름다운 연못에서 주(周)나라 목왕(穆王)을 맞
아 크게 연회를 베풀었다는 설화의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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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의 구성은 대체로 험준한 곤륜산의 암벽과 3000년에 한번 열린다는 반도(蟠桃)와
소나무, 괴석, 사슴, 학, 공작, 봉황 등에 둘러싸여 궁녀와 시종을 거느리고 성장을 한
채 각각 주연상 앞에 앉아 선녀, 선동들의 주악과 가무장면을 보고 있는 서왕모와 주나
라 목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 그림에는 서왕모와 목왕이 시녀를 거느리고 잔칫상 앞에 앉아 선녀들의 춤을 감
상하며 여흥을 즐기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바다에서는 용들이 구름 속에서 춤을
추고 있으며, 연회장 마당에서는 봉황들이 선녀와 함께 춤을 추고 있다. 봉황은 수천
년 만에야 열린다는 대나무 열매를 먹고 산다 하고, 오동나무에만 깃든다고 하는 전설
과 관계가 있다. 또한 사슴을 탄 신선과 소 등에 올라앉은 노자(老子), 여덟 명의 신선
들과 학을 탄 수성노인(壽星老人)이 연회를 축하하기 위해 약수를 건너 모여들고 있는
모습이 드라마틱하게 그려지기도 한다.
한 가지 유의할 것은 수성노인, 팔선인(八仙人) 등은 요지연 설화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지 않는 인물이다. 그럼에도 요지연도에 등장하고 있는 것은, 요지연도가
서왕모의 전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도교적 이상세계의 다양한 모습을 폭넓게 수용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전통 시대에 있어서 탄생, 혼인, 회갑은 삶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
이었다. 이때를 맞이하면 사람들은 잔치를 베풀었고. 잔칫상 주변에 요지연도 병풍을
둘러치곤 하였다. 요지의 연회처럼 환상적인 잔치가 되기를 바랐을 것이고, 요지의 신
선들처럼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인생을 상상해 보았을 것이다. 이처럼 요지연도는
벽에 걸어 놓고 감상하는 감상용 그림이 아니라 서민 생활 속에서 살아 숨 쉬고 있었
던 삶의 미술이었다. 조선 후기 무렵 지어진〈한양가〉의 내용 중 한양의 광통교 아래
병풍전 풍경을 묘사한 대목에 요지연도가 등장하는 것을 보면, 요지연도가 당시에 일반
인들의 삶 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확인할 수 있다.

Ⅲ. 불로장생의 자연물, 장생도(長生圖)
조상들이 무병장수(無病長壽)를 기리며 상상의 세계를 형상화하여 장수를 상징하는

10가지 동ㆍ식물을 소재로 즐겨 그리던 그림을 말한다. 십장생으로는 보통 해, 구름,
물, 바위, 사슴, 거북, 학, 소나무, 대나무, 불로초 등의 열 가지를 가리키는데 때에 따
라서는 복숭아(天桃), 대나무가 들어가기도 하여 열 가지가 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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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나타난 장생물(長生物)의 숫자가 유동적이어서 그냥 장생도라고도 부른다. 또한 대상
중 한 가지만을 강조하여 그리는 경우에는 군학십장생도(群鶴十長生圖)․군록십장생도

(群鹿十長生圖) 등의 명칭이 붙게 된다. 반대로 장생물 중 두 세 가지만을 그려 벽장 문
등을 장식하는 장생도는 서민들이 생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작품이다.
이들 장생물은 한국인의 토속 자연물 숭배 사상을 기반으로 중국의 신선사상(神仙思
想)을 수용하여 고려 말부터 그려지기 시작했으며, 조선시대에는 궁중의 혼례와 회갑연
등에 사용된 궁중장식화로서 사용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정초에 왕이 중신들에게 장생도
를 새해 선물로 내렸다 하는 기록에 의하여 십장생도는 주로 상류 계층의 세화(歲畫)와
축수용(祝壽用) 그림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궁중연회도(宮中宴會圖)에 보이는
바와 같이 왕비 자리의 뒤편을 장식하고 있다. 이 밖에 회갑이나 은혼식 때 장생도 병
풍을 제작, 사용하였다.
십장생도의 시원양식(始源樣式)은 확실하지 않지만, 고려 말 이색(李穡)의 글에 장생도
그림에 대하여 언급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고려시대에 이미 십장생도가 정립되어 있었음
을 추정할 수 있다. 현존하는 유물들은 대부분 조선시대 후기의 것들로, 그 중에서 도
식적인 묘사법과 채색을 한 작품은 이른 시기의 것으로 보이며 구도나 채색이 뛰어난
화원풍의 그림이 많다. 반대로 대상의 표현이나 채색이 자유롭고 장식성이 강조된 작품
들은 늦은 시기에 유행한다. 그러나 십장생도는 주로 궁중에서 화원들이 공동으로 제작
하여 서명이 허용되지 않아 제작연대와 목적 등을 알기 어려운 것이 많다.
장생도는 장식성이 강한 그림들이어서 짙은 물감인 당채(唐彩)․석채(石彩)․진채(眞
彩)라고도 하는 광물성안료로 그렸기 때문에 빛깔도 화려하고 영구불변색이다. 주로 병
풍과 벽장문짝으로 그려졌는데, 장생도 병풍은 일월오봉도 병풍과 마찬가지로 폭이 큰
병풍이고, 보통 8∼10폭으로 연결된 병풍 그림이 많으므로 모두 펼치면 3m정도씩 되어
장대한 느낌을 준다. 그림의 표현 대상은 학․사슴 등이 놀고 있는 선경(仙境)의 모습
으로 환상적인 분위기 묘사에 중점을 둔다. 산․바위․소나무․구름․바다 등으로 주
요 배경을 구성하고, 거기에 알맞게 학․사슴․거북 등을 배치한다. 천도복숭아 나무가
강조되기도 한다. 그리고 불로초는 버섯 모양으로 표현된다. 대개는 오른편에서 그림이
시작되어 중심에 사슴이나 학들을 배치한다. 왼편에는 바다와 거북을 그린다. 색채의
아름다움을 최대한 살려 상상 속의 선계(仙界)를 형상화시켰다. 특히 산․바위의 묘사에
화원풍(畫員風)의 청록산수법(靑綠山水法)이 즐겨 사용된다. 따라서 민화 중 특히 채색의
효과가 탁월한 작품들이 이 부류에 많다.
조선 후기 이후 십장생도는 민화(民畵), 주로 병풍 그림으로 많이 전해지며, 회화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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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베개나 선비의 문방구와 같은 생활용품 등에 그리거나 수를 놓기도 하며 널리
활용되었다. 조선시대의 도자기․나전 공예품․목공예품․자수품․벼루 및 건물벽의 장
식 등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대표적인 예는 경복궁 아미산(娥嵋山)에 있는 굴뚝으
로서, 장생 문양이 부조(浮彫)로 장식되어 있다. 현재 남아있는 작품들 가운데에는 상류
계층에서 사용되었던 화원풍의 작품들이 다수 남아 있으며, 순수 민화풍의 작품도 많은
편이다.

Ⅳ. 백 개의 목숨과 복을 담은 백수백복도(百壽百福圖)
백수백복도(百壽百福圖)는 장수를 염원하는 수(壽) 100자와 행복을 소망하는 복(福)

100자를 합쳐 모두 200자의 문자를 그린 그림이다. 그런데 남아있는 유물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수(壽)’자와 ‘복(福)’자가 100자보다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100이라는 숫자가 ‘완성’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백(百)’
이라는 글자는 완전한 수복(壽福)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붙여진 것이다. 백수백복
도는 대개 병풍으로 꾸미는데, 문자의 뜻대로 오래 살고 행복을 가져다주고 믿음과 더
불어 많은 글자의 수만큼 많은 축복을 받기를 소망하는 믿음이 깔려있다.
백수백복도는 주로 전서(篆書)로 ‘수(壽)’자와 ‘복(福)’자를 화면에 행과 열을 맞추어 가
득 쓴 것으로 병풍 형식이 대부분이다. 글자는 채색이 많으나 수묵으로만 표현된 것, 또
종정문(鐘鼎文)이나 인문(印文) 형식으로 표현된 것도 있다. ‘壽’와 ‘福’을 반복하여 써서
장식함으로써 오래 살고 복 많이 받기를 기원하는 주술적 의미이다. 백수백복도는 중국
에서 먼저 그려졌는데,『광해군일기』2년(1610) 4월 16일조에 보면, “남평현감 조유한(趙
維韓)이 백수도(百壽圖) 1폭을 진상하였는데, 천조장관(天朝將官, 명나라 장교)으로부터 얻
었다고 한다. 이 백수도는 ‘壽’자를 크게 쓰고, 그 획 속에 수백 자의 작은 ‘壽’자를 여
러 서체로 쓴 것이었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를 통해 중국의 백수백복도는 우리나라
의 백수백복도와 소재는 같으나 표현형식은 다른 그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광해군에게
진상된 백수도는 경기대박물관 소장의 <만호도(萬虎圖)>나, 향원정에서 출토된 <수자

(水字) 문자부적>과 같은 형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향원정에서 나온 부적은 ‘水’자의
자획 안에 수많은 ‘龍’자를 써넣은 것으로 화재 방지의 주술적 용도이다. 백수백복도는
궁중에서도 사용되었는데, 구한말 의친왕(義親王) 이강(李堈, 1877-1955, 고종의 제5자)이
검은 비단에 금니(金泥)로 그린 백수백복도 병풍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 전해진다.

박물관학보 博物館學報 Journal of Museum Studies 33 (2017.12)

289

Ⅴ. 자수 속의 축수강녕
한국의 자수는『삼국지』동이전을 비롯한 문헌들에 나타나는 기록을 통해, 삼국시대
이전부터 이미 우리나라에 자수품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자수기술
이 더욱 발달하였으며, 특히 주목할 점은『고려도경』에 ‘수도(繡圖)’라는 단어가 나오는
데 이것이 바로 감상용으로 제작된 자수품을 의미하는 것이다.
조선시대 자수는 크게 궁중자수와 민수(民繡)로 나눌 수 있다. 궁중자수는 각 관청에
소속된 공장조직(工匠組織)과 왕실의 복식 및 기타 용품의 자수 장식을 전담하던 ‘수방

(繡房)’조직을 통해 지속·발전하였다. 민수(民繡)는 주로 일반 민가의 여인에 의해 발전
하였는데, 17세기 후반에 이르게 되면 상품(商品)으로서의 자수가 발달하였다.
민화와 자수를 살펴보면 대부분 같은 주제와 도상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화조도, 장생도, 백수백복도, 신선도, 산수도, 효제문자도, 백
동자도, 풍속도, 책가도, 곽분양행락도, 어해도, 구운몽, 삼국지 등이 있다. 다양한 민화
화목과 마찬가지로 자수에서도 다양하게 제작되었는데, 축수강녕의 상징이 현재 남아있

▲자수수복도, 가나문화재단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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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유물들은 대개 조선 후기의 작품으로, 자수 병풍, 수저집, 두루주머니, 금란가사(金襴
袈裟), 베겟모, 활옷 등 다양한 일상생활용품들이다.
이 중 민화와 자수에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소재는 화조(花鳥)와 장생(長
生)에 관련된 것이다. 화조도는 대개 부귀영화와 부부금슬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수복강녕으로 이어져 결론적으로 축수강녕의 기원을 담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민화 장생도를 살펴보면 십장생 병풍처럼 크고 장대하게 그린 그림이 있는
동시에, 장생물 중 두 세 가지만을 한 폭에 그려 넣은 장생도도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반면 자수에서 장생도는 병풍으로 제작되는 경우보다는 수저집 등 소품으로 제작된 경
우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장생도 외에 축수강녕을 대표하는 소재는 백수백복도와 신선도이다. 백수백복도는 병
풍의 형태로 남아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는 ‘壽’와 ‘福’을 반복하여 표현함으로
써 오래 살고 복 받기를 기원하는 주술적 의미를 담은 것이다. 민화와 자수 백수백복도
는 그 도상의 형태와 구성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신선도는 각 폭
에 신선들에 관한 설화를 배치하는데, 민화와 자수 신선도는 세부묘사에서 차이를 보일
뿐 기본적인 구성은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민화와 자수는 같은 도상을 공유하고 있지만, 표현방식에 있어서 큰 차이를

▲ 신선동자도, 가나문화재단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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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그 이유는 감상용과 장식용으로 사용되었던 민화와는 달리 자수는 주로 실생활
에 쓰이는 용품들을 장식하는 용도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좀 더 구체적인 이유를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화면 크기의 한계이다. 남아있는 자수 작품들 속 도상을 살펴보면 민화 속
도상 이상으로 단순화되고 추상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추상화(抽象化) 부분
에서는 민화뿐만 아니라 어떤 미술과 견주어 보아도 손색이 없는 작품들이 자수 작품
에서 나타난다. 그 이유는 일반적인 자수 작품은 자수를 놓는 공간이 민화의 화폭에 비
해 턱없이 작기 때문인데, 수를 놓았던 사람들은 작은 공간에 하나라도 더 길상의 의미
가 담긴 도상들을 집어넣기 위해 단순화․추상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자수를 놓는 실과 바늘은 붓에 비해 세밀한 묘사가 어려워 작품을 단순화
하여 제작해야 제대로 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순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였다.
또한 자수와 민화는 공예화이기 때문에 반복이라는 큰 특징이 나타난다. 특히 자수는
인화(印畫)이기 때문에 도식적인 표현 형태가 두드러지며, 이는 예술적인 상상력으로
발현된다. 민화와 달리 자수에서 수놓아진 소나무의 표현 방식과 형태를 예로 들 수
있겠다.
두 번째는 색상과 기법의 한계이다. 몇 가지 색을 자유롭게 섞어서 새로운 색을 만들
어 쓸 수 있는 민화와는 달리, 자수는 색을 섞어서 쓸 수 없으며 실 한 올에 한 가지
색을 염색하여 사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실의 색상이 제약적이며, 민화처럼 다양한 색
상을 사용할 수 없다. 또한 민화에서는 물을 사용하는 바림 기법을 통해 자연스러운 번
짐 효과를 낸다. 이 기법은 자연스러운 표현효과로 꽃과 새, 산, 인물 등 거의 모든 민
화에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수에서는 바림 기법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으므로 대신 자련수와 우련수라는 기법을 통하여 바림 기법과 유사한 효과를 내
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민화에서 바림 기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입체감을 자수에서
도 표현하기 위해 속수를 사용하였다. 속수란 겉수의 입체감을 살리기 위해 솜, 실, 종
이 등의 심을 넣어 수를 놓는 기법이다. 이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자수는 민화와는 또
다른 두드러지는 입체감을 표현 할 수 있었다.
자수는 기법적인 특성 때문에 민화에 비해 작품을 제작할 때 많은 제약이 있다. 그러
나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여인들의 창의성이 두드러지게 발현되었고, 추상미, 정제미
그리고 단순미라는 한국 여성들의 독창적인 예술세계는 자수를 통해 유감없이 발휘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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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모든 사람들은 불로장생을 염원한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역시 불로장생을 염원하는
마음을 다양하게 표현하였다. 특히 민화는 같은 주제와 일상적인 소재들을 가지고도 참
신하고 독특한 방식으로 구성한 경우가 많다.
민화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집안을 장식하거나 혼례식, 회갑연과 같은 집안 행사
때 배경으로 사용했던 그림이다. 또한 부귀와 장수를 기원하는 민화는 선물용으로도 많
이 사용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었던 민화의 종류는 신선도와 장생도, 백수
백복도였다. 신선도는 도교의 신선사상에서 비롯된 불로장생에 대한 인식을 우리 정서
에 맞게 풀어내어 신선처럼 늙지 않기를 기원한 그림이며, 장생도는 오래 사는 열 가지
생물을 등장시켜 그들처럼 장수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백수백복도는 100이라는
숫자를 통한 유감주술을 통해 일생동안 많은 복과 수명을 누리기를 기원한 그림이다.
이처럼 민화는 우리가 가장 근본적으로 바라왔던 소망, 동경의 대상, 그리고 서민들
이 가지고 있던 삶에 대한 애착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장식적인 용도뿐만 아니라 예
술성과 실용성, 그리고 무병장수(無病長壽)․부귀강녕(富貴康寧) 등의 의미를 담고 있는
상징적 성격이 강한 그림이다. 또한 당시 서민들이 심리적으로 가장 의존하던 토착종교
와 결합하여 민화 자체로 주술적인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다. 한마디로 종합 예술 작품
이라 할 수 있다.
민화와 마찬가로 수복강녕의 의미를 담고 있는 자수도상에 담긴 의미는 민화와 다르
지 않지만, 기법적인 특성으로 인해 표현에 많은 제약을 받았다. 그러나 자수를 놓던
우리네 여인들은 무한한 잠재력과 창의력을 통해 자수 기법의 많은 제약을 뛰어넘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자신들의 삶을 억누르고 있던 많은 차별들을 승화시켜 독창적
인 예술세계를 만들어 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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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화에 나타난 축수강녕(祝壽康寧)

<Abstract>

A Study of Living long and healthy(祝壽康寧)
represented in Minhwa(民畵)
Yul Soo Yoon*
‘Long life without aging’ is dream of human beings. People tried to live long and
healthy as well as expressed this dream through diverse artworks. We call these living
long and healthy(祝壽康寧Chuksugangnyeong). Icons that contain the concept of live
long and healthy can be found easily in Korea’s whole traditional art. Taoist Immortal
(神仙圖Sinsundo), Longevity symbols painting(長生圖Jangsaengdo), and One hundred
life one hundred fortune(百壽百福圖Baeksubaekbokdo) are examples of this concept
among Folk paintings(民畵Minhwa). Jangsengdo is the painting about living creatures
that have a long lifespan or symbolize immortality. Baeksubaekbokdo is the painting
of letters life(壽Su) and fortune(福Bok) repeatedly. We can easily find that icons
presented in embroideries are almost identical to those of Minhwa because they were
close to lives of ordinary people. Technical characteristics using yarn and needles made
restrictions of embroideries to express icons. However, abstract and fresh icons only
embroideries could make were due to these restrictions.
Keywords : Living long and healthy, Taoist Immortal, Longevity, One hundred life
one hundred fortune, Minhwa and embroideries

* Chief director, Gahoe Minhwa museum. gahoeyoon@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