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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조선 후기 공예품에는 이전 시기에 찾아보기 힘들었던 새로운 형태의 동물 문양이 장식되어 눈길을
끈다. 이 동물의 외형은 얇은 몸체와 두 갈래로 나뉜 긴 꼬리, 네 개의 다리를 지닌 형태로, 특히 19세기
조선백자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이 동물 문양은 중국 고대 전설 속에 등장하는 뿔이 없는 용의 일종
이자 바다에 근거지를 둔 神獸로서, 현재 보편적으로 ‘螭龍’이라 불리고 있다.
이룡문은 일찍부터 중국 고대인들에게 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상서롭고 신비스러운 존재로 인식
되어 왔다. 시간이 갈수록 점차 그 상징의미는 줄어들었으나 淸代 이후까지 황실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애호되었다. 이룡문은 청과 조선과의 교류가 활기를 띠는 18세기 이후, 조선에 물밀듯이 수입된 청 문
물과 함께 유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룡문이 장식된 조선시대 유물은 18~19세기에 왕실과 문인사대부를 대상으로 사용된 목공예품과
백자 등이 남아 있다. 왕실 대상 공예품은 印章, 龍交椅, 삽병틀, 가마, 銀盞 등이 있으며, 문인사대부 대
상 공예품은 백자 文房用具, 향꽂이와 찻주전자 등이 있다. 이룡문의 장식구성은 크게 두 마리가 한 쌍
을 이루는 대칭형과 한 마리만 등장하는 단독형으로 구분되며, 공예품의 종류와 사용대상에 따라 차이
를 보인다. 대칭형은 주로 왕실용 공예품에서 정해진 양식에 의해 비교적 엄격함을 유지하였고, 단독
형은 문인사대부용 백자에서 훨씬 자유롭고 다양한 유형으로 장식되었다.
이룡문은 물과 관련된 백자 문방용구에 즐겨 채택되었는데, 그 배경은 당시 조선에서 유행하였던 古
董書畵 취미와 문방용구 제작의 증가를 들 수 있다. 이룡문의 주변에는 구름과 파도문 등이 거의 빠짐
없이 나타나 昇天하려는 장면이 묘사되었고, 詩句나 매죽문 등이 함께 장식되어 문인의 出仕와 隱逸의
상징의미가 반영되었다. 이러한 장식구성은 동시기 중국에서는 볼 수 없는 조선만의 독창적이고 특징
적인 표현이다.
[주제어] 조선 후기, 이룡문, 공예품, 왕실, 문인사대부,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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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조선 후기는 18세기 후반 이후 淸(1636~1912)에 대한 北伐論이 극복되어 北學의 열기가 심
화되면서 청과의 교류가 매우 활발해지고 청의 문화와 문물이 적극적으로 조선에 유입된 시
기이다.1) 왕실과 상류층을 상대로 각광을 받았던 청 문물 애호 사상은 조선 후기 상공업의 발
달과 사회경제구조 등의 변화에 따라, 점차 문인사대부를 비롯한 새로운 수요층 사이로 퍼져
나갔다. 이러한 사회분위기는 조선 후기의 장식미술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그 중 조선시
대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동물 문양이 다양하게 나타나 궁금증을 자아낸다.
이 동물 문양은 특히 조선 후기 백자에 장식된 예가 종종 보이는데 가늘고 긴 몸체와 꼬리,
네 개의 다리를 지니고 바닥에 붙어 있는 모습을 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흔히 도롱뇽이나
도마뱀 등의 장식으로 칭해지기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몸을 꼬아 꼬리를
살짝 틀고 있는 자세나 다리와 꼬리의 길이, 꼬리의 끝부분이 양 갈래로 갈라지는 모습 등에
서 도롱뇽이나 도마뱀과는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이 동물 문양의 원류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두 갈래로 갈라진 가늘고 긴 꼬리에 몸을 틀고 있는 이 동물의 또 다른 모습을 18~19세기에
그려진 조선 인조 때의 武臣 林慶業(1594~1646)의 초상화에서 볼 수 있어 주목된다. 초상화 속
탁자 위에 놓인 花甁은 중국 哥窯 자기를 모방하여 제작된 중국작품으로 긴 꼬리의 동물 장식이
貼花되어 있다. 이와 같은 장식 병은 명·청대에 성행한 것이며 첩화된 동물이 ‘螭龍’임을 알 수

있다. ‘螭龍’은 중국 고대신화의 전설 속에 등장하는 상서로운 동물로 중국 고대인들에게 일찍
부터 숭배되어 청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공예품과 가구, 복식, 건축 등에 장식되었다. 국내에서
이룡문에 관한 연구는 아직 본격적으로 진행된 바가 없으며, 19세기 조선백자에 보이는 청대 자
기의 영향을 다룬 글들에서 청대 자기 병에 장식된 문양으로 간략히 소개된 정도이다.2)
이 글은 조선 후기에 중국과의 긴밀한 교류 속에서 새롭게 유행한 장식미술의 하나로서 이룡
문이 어떻게 응용되고 발전되어 왔는지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였다. 먼저 중국 이룡문의 기원
과 전개를 짚어보고 청대에 성행한 이룡문이 조선에 유입될 수 있었던 배경을 알아보겠다. 이
를 바탕으로 조선 후기에 유행한 이룡문의 장식구성을 살펴보고, 중국과의 비교를 통해 이룡문
이 지역과 문화에 따라 모방되고 재구성되는 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에 그간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던 조선 후기 공예품에 보이는 이룡문의 연원과 특징을 규명해 보려 한다.
1) 조선 후기의 시기범위는 조선의 역사를 전기(1392~15세기)·중기(16~17세기)·후기(18~19세기)의 세 시
기로 구분하는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18세기에서 19세기까지로 설정하였다.
2) 방병선, 2007, 「조선후기 도자의 대외교섭」, 『조선 후반기 미술의 대외교섭』, 예경, pp.268~269; 김미경,
2009, 「19세기 조선백자에 보이는 청대 자기의 영향」, 『강좌미술사』 33호, 불교미술사학회, p.300; 김은경,
2012, 「책가도에 등장하는 중국 도자의 함의-장한종, 이형록의 책가도를 중심으로-」, 『조선 선비의 서재에서
현대인의 서재로: 책가도 특별전』, 경기도박물관, p.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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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螭龍文의 기원과 전개
1. 중국 螭龍文의 발전
1) 기원과 의미
‘螭龍’이란 용어는 중국 역대 문헌에 등장하는 ‘螭’에

서 나온 명칭이다. 우선 ‘螭’에 대해 살펴보면, 螭를 각
각 용, 호랑이, 말, 山神 등과 연관시킨 기록들 등 그와
관련된 해석이 여러 가지이다.3) 그 중에서도 螭를 용의
한 종류로 보고 용과 관련지은 해석이 많다. 東漢시대에
편찬된 중국 최초의 字典인 『說文解字』의 「蟲部」에 “螭는
용과 비슷하고 누렇다. … 혹은 뿔이 없는 것을 螭라고
칭한다(螭，若龍而黃… 或無角曰螭)”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廣雅』의 「釋魚」에는 “뿔이 없는 것을 螭라고 일컫
는다(無角者螭也)”라는 기록이 있다. 『漢書』의 「司馬相如
傳」에 나오는 “蛟龍赤螭”는 ‘龍子’ 또는 ‘雄龍’이라고 해

석되며,4) 『後漢書』의 「馬融傳」에는 “螭, 龍之屬”이라고
하였다. 明代에 王圻가 저술한 『三才圖會』의 「鳥獸」에도
“螭亦龍類，但無角…”이라고 하여 용의 종류에 속하는

도 1. 『 三才圖繪』 중의 螭, 明

것으로 보았다(도 1).5)
그리고 螭는 중국 고대신화에 출현하는 龍生九子 가
운데 하나로 전해지기도 하는데,6) 용의 아홉 자식들은
결국 용이 되지 못하고 상서로운 동물이 되었다고 한
다. 그 중 螭는 물에서 나온 짐승으로 불의 기운을 막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인다고 하여, 螭首[螭頭] 형태로써
가택이나 전각 등을 보호해주기 위한 지붕장식이나 水
口장식(도 2)에 쓰였다.

도 2. < 螭首 水口>

한편 고대 청동기에 보이는 螭의 형상이 주로 구불구
불하게 뒤엉킨 모습을 하고 있어 현대에 ‘蟠螭’라고도 칭해진다. 고대에 螭는 호랑이나 말 등
3) 鄧淑蘋, 1987年 第47期, 「流傳海外疑似齎賞的玉器」, 『故宮文物月刋』, pp.24~25.
4) 위와 같음; 萱草園主人, 2007年 第2期, 「淺談明淸官窯中的螭龍紋」, 『收藏界』, p.65.
5) 『三才圖會』, 「鳥獸」 五卷 鱗介類 중 ‘螭’.
6) 吳萍, 2012年 第4期, 「淺論古代玉器蟠螭紋的演變」, 『絲綢之路』, p.20. 龍生九子는 용에게 태어난 각기 다른 아
홉 마리의 자식(霸下, 螭吻, 蒲牢, 憲章, 饕餮, 蚣蝮, 睚眥, 狻猊, 椒圖)으로, 螭吻은 鴟尾라고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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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연관시켜 해석되기도 하였으나,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시대인 명·청대와 조선시대에
유행한 螭의 외형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용에 더 가깝다고 생각된다.7) 여러 문헌기록에 근거
하여 현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螭’의 의미는 ‘중국 전설 속에 등장하는 뿔이 없는 용의 일종
이자 자손’이라고 할 수 있다. 螭에 관한 명칭은 중국과 일본에서 ‘螭’와 함께 ‘螭龍’이 혼용되
고 있고 국내에서도 ‘螭龍’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說文解字』의 “若龍”이란
기록을 토대로 편의상 螭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표현인 ‘螭龍’이라 통칭하도록 하겠다.8)
이룡문은 『晋書』 「輿服志」에서 秦始皇의 玉璽紐로 조각되었음
을 확인할 수 있으며, 뒤이은 왕조들에서 황제의 寶璽紐로 종종
제작되어 황제의 존귀함과 최고의 권력을 상징하였다.9) 漢代에
이룡문의 머리는 차츰 이전 시기의 복숭아형에서 方形으로 바
도 3. <玉具劍 장식>, 漢

뀌었고, 몸체는 뱀형을 완전히 벗어나 호랑이형에 가까워져 맹
렬한 神獸의 모습을 보인다. 이룡문은 한대 玉具劍 등의 兵器類

에 자주 장식되었는데, 이 역시 용맹함과 권세나 무력을 상징하는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다(도
3). 뿐만 아니라 龍鳳, 靑龍·白虎·朱雀·玄武 등의 四神, 호랑이 등과 함께 圖案으로 구성되기
도 하였다.10) 따라서 중국 고대인들에게 이룡은 용은 아니지만 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상서
로운 존재로, 신비스럽고 위엄을 갖춘 숭배 대상으로 여겨졌다고 판단된다.
한대에 이룡문은 중국 역사상 최전성기를 맞이하였고 특히 玉
鉤, 玉帶, 玉璧 등 玉器에서 그 제작 수량과 제작 기술, 질적인 수준

등에 큰 변화와 발전을 이루었다(도 4). 이룡문은 S자형으로 꼬고
있는 몸체 표현과 여러 갈래로 나뉘는 긴 꼬리, 머리 중앙에 달리
는 한 개의 뿔 등 이전 시기에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요소들도 등
장한다. 이룡문의 형식은 매 시대마다 끊임없이 조금씩 바뀌어 가
지만, 현재 우리가 이룡문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대다수는 한대에
도 4. <螭龍文玉璧>, 東漢, 江蘇省
扬州市甘泉老虎墩 출토

기본적으로 정형화된 이후의 것이다. 한대까지 호방한 기백에 강
인한 자태를 지니던 이룡문은 한대 이후 점차 생기 넘치고 날렵했

7) 19세기 조선 白磁筆洗에 적힌 명문을 통해 조선시대에 ‘螭’가 용의 일종으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이 글
의 Ⅲ장, p.55, <白磁陽刻在銘扇形筆洗>의 ‘水不在深有龍則靈’ 내용 참조).
8) 국내외 학계에서 ‘螭龍’은 ‘螭’에 대한 별칭으로 널리 쓰이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아직 ‘螭’라는 명칭이 생
소할 수 있다는 판단이지만, 용어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9) 『晋書』 捲25 志第50 「輿服」, “… 秦始皇藍田玉璽, 螭獸紐, 在六璽之外, 文曰 ‘受天之命，皇帝壽昌.’ 漢高祖佩之，
後世名曰傳國璽”; 尤仁德, 1986年 第9期, 「戰國漢代玉雕螭紋的造型与紋飾硏究」, 『文物』, p.70. 현존 유물에 보
이는 이룡문의 이른 예는 중국 신석기시대 仰韶文化의 彩陶壺에 그려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常素霞, 1992年
第2期, 「試論玉器中的蟠螭紋」, 『文物春秋』, p.61).
10) 常素霞, 앞의 논문, p.62; 吳萍, 앞의 논문, pp.20~21; 鮮仲文, 2005年 第2期, 「歷代玉器螭紋之异同」, 『東南文
化』, p.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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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모습이 사라지게 된다.
唐代에는 전반적으로 한대 이전에 나타났던 신령스러운 상징 문양이 줄어들고, 일상생활에

서 볼 수 있는 동물이나 식물 등의 자연소재가 즐겨 사용되었다. 이에 한대를 전후하여 성행
했던 이룡문도 차츰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한편 송대에 夏·商·周 ‘三代’를 추숭하고 중요시
여기는 새로운 가치관이 형성되면서 ‘好古’, ‘玩古’, ‘倣古’ 등의 취미가 송 황실과 문인사대부 계
층에 의해 유행·확산되었다. 그러면서 倣古器物의 제작이 활발해짐과 동시에 한대 이룡문을
모방하여 장식하는 경향이 짙어지기도 하였다.
이룡문은 明代에 번영기를 맞게 되는데 옥기나 磁器, 犀角器
등의 공예품에서 빠지지 않는 장식문양으로 출현하였다(도 5).
그러나 이룡문은 이미 唐代부터 사람들에게 특별히 신성하게
여겨졌던 원래의 상징성이 축소되면서, 명대에는 그 含意가 상
실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청대 이후까지 줄곧 이어져 이룡문이
단순한 장식문양으로 전락·변화하였음을 현존 유물들을 통해
알 수 있다.

도 5. <犀角彫螭龍文執壺>, 明末,
高 13cm, 北京故宮博物院

2) 청대 螭龍文 공예품의 성행
이룡문은 명대에도 유행하였지만 淸代에 새로운 공예품의 재질과 기종, 장식기법 등이 활기
를 띠고 개발되면서 더욱 발전·성행하였다. 더구나 康熙帝(재위 1662~1722)부터 嘉慶帝(재
위 1795~1820)에 이르기까지 각 황제들은 공예미술에 대해 깊은 흥미를 가지고 공예품을 애
호하였다. 이는 청대 공예품의 제작에 큰 영향을 끼쳤고 이룡문을 장식한 공예품의 제작수준
또한 높아졌다.
특히 자기에서는 명대에 탄생된 鬪彩·五彩 등의 화려한 多彩磁器에 이어, 청대에 粉彩·琺
瑯彩 등 각종 다채기법이 성행하였고 단색유 역시 홍유와 흑색 계통 등이 보다 발달하였다.

황실과 귀족의 전유물로서 사랑받았던 金屬胎琺瑯器도 청대에 전성기를 이루었는데,11) 이룡
문은 자기와 법랑기뿐 아니라 금속기, 옥기, 木器 등에 광범위하게 유행하였다. 장식기법에서
도 회화기법 외에 線刻·透刻·첩화기법 등으로 다양하게 응용되었다.
이룡문은 기본적으로 명대 양식을 계승하고 있으나 그보다 훨씬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
는 양상을 보인다. 대표적인 장식유형을 살펴보면 첫 번째, 목이 긴 병 등에 첩화기법으로 장
식된 유형으로, 한 마리의 이룡이 긴 몸체와 꼬리를 이용해 병의 목과 몸체 일부를 휘감고 있
는 모습이다(표 1-1- ①, ②). 두 번째, 이룡이 기물의 몸체에 달라붙어 기벽을 타고 위로 올라
가려고 하는 자세로, 한 마리 혹은 여러 마리의 이룡들이 감싸고 있는 유형이다(표 1-2-①). 특
11) 琺瑯은 금속표면 위에 문양을 장식한 후 석영·장석·붕사 등으로 만든 각양각색의 琺瑯釉를 채워넣고
700~800℃의 온도에서 구워내어, 화려하고 아름다운 장식효과를 나타내는 공예장식기법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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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청대 공예품에 장식된 이룡문의 유형
유형구분

대표유물 및 세부

1유형

①

②

①

②

2유형

3유형

①

②

4유형

①
1유형 ① <鎏金螭龍文瓶>, 清, 高 14.3cm, 臺北 國立故宮博物院
② <粉彩勾莲螭龍文瓶>, 淸 嘉庆期, 高 19.1cm, 口徑 2.8cm, 北京故宮博物院
2유형 ① <粉彩描金貼花螭龍文甁>, 淸 乾隆期, 高 29.5cm, 北京故宮博物院
② <玉製螭龍文洗>, 淸, 全高 6.1cm, 臺北 國立故宮博物院
3유형 ① <玉製螭龍耳杯>, 淸 雍正期, 高 3.2cm 口徑 10.2cm, 臺北 國立故宮博物院
② <粉彩凸鳳文螭龍耳甁>, 淸 嘉庆期, 高 85.8cm, 口徑 31.5cm, 北京故宮博物院
4유형 ① <粉彩透刻螭龍文象耳轉心甁>, 淸 乾隆期, 高 33.1cm, 北京故宮博物院
② <黃花黎螭龍文長卓>, 淸 前期, 高 81.5cm, 長 103.5cm, 北京故宮博物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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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히 玉杯 등에서 크고 작은 이룡들이 기물의 구연부에 머리를 내밀고 붙어 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표 1-2-②).12) 세 번째, 杯 등에 손잡이의 형태로 장식되거나(표 1-3-①) 병의 양 귀[耳]
장식으로 도식화되어 부착된 유형이다(표 1-3-②). 네 번째는 두 마리의 이룡들이 길상문 등을
사이에 두고 쌍으로 대칭해 있는 유형으로, 주로 선각·투각기법 등을 이용해 기물 몸체의 일
부 장식(표 1-4-①)이나 목가구 등의 장식요소로 채택되었다(표 1-4-②). 그 밖에도 고대 청동
기에 나타났던 사방 연속으로 구성된 도안을 응용한 유형 등 다양하다.
청대에 이룡문은 고대에 본래 지니고 있던 강건함과
신성함 등의 상징의미가 약화되기는 했으나, 일반인은
사용할 수 없는 문양으로 황실과 상류층에서 애용되었
다. 臺北 國立故宮博物院 소장 ‘雍正年製’가 새겨진 <玉
製螭龍耳杯>는 杯의 손잡이로 이룡이 첩화되어 있으며

(표 1-3-①), ‘大淸乾隆年製’가 적힌 <銅胎掐絲琺瑯盆>의
몸체 외면에는 3마리의 이룡들이 장식되어 있다(도 6).

도 6. <銅胎掐絲琺瑯盆>, 淸 乾隆期,
口徑 29.7cm, 臺北 國立故宮博物院

北京故宮博物院 소장 <高宗是一是二圖軸>(도 7)에는 漢人 복장을 한 乾隆帝(재위 1735~1795)

가 황실에서 소장하던 각종 기물을 관상하고 있고, 그 중 이룡문이 장식된 것으로 추정되는 器
皿들이 놓여 있다(도 7-1). <御製詩集>에는 건륭제 초상의 위 아래로 ‘乾隆’을 의미하는 寶璽가

도 7. <高宗是一是二圖軸>, 1700년대, 가로 147.2cm, 세로 76.5cm,
北京故宮博物院

도 7-1(右). 이룡문이
장식된 器皿들

12) 玉杯에 나타난 이러한 유형은 명말에서 청초에 제작된 작품에 많이 보인다. 姜紹書(1642~1679)가 저술한
『宣和玉杯記』에는 이룡이 장식된 玉杯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玉杯는 명말 이래 유행한 雙螭紋 혹은 單螭紋
이 장식된 玉杯로 추정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이룡은 倣古의 장식요소로서 원명대에 유행한 길상 소재인
‘敎子’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한다. 楊美莉, 2004, 「晩明淸初的螭紋倣古玉―從〈宣和玉盃記>說起〉」, 『古色-十六
至十八世紀藝術的仿古風-』, 臺北: 國立故宮博物院, pp.277~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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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혀 있는데, 위에는 ‘(乾)坤’을 상징하는 ‘三’ 부호가 圓
形 안에, 아래에는 ‘隆’자가 方形 안에 새겨져 있다(도

8). 각 글자의 양 옆을 간략화된 이룡이 한 마리씩 에워
싸고 있으며, 天圓을 뜻하는 圓形 안에는 꼬리를 둥글
게 만 이룡의 형태로(도 8-1), 地方을 상징하는 方形 안
에는 ‘隆’의 글자체와 맞춰 도식화된 이룡의 형태로 표
현하여 흥미롭다(도 8-2).13) 이처럼 이룡문은 청나라
황제의 권위와 기개를 나타냄과 동시에, 화려한 장식효
도 8. <御製詩初集>, 淸 乾隆期,
17.9×27.1cm, 臺北 國立故宮博物院
도 8-1(右上), 도 8-2(右下)

과를 주는 길상문양으로 황실에서 즐겨 쓰였다고 평가
된다.

2. 조선으로의 유입과 수요층
조선에서 이룡문은 18세기 후반 이후, 특히 19세기를 중심으로 제작된 白磁와 木工藝品 등
에서 다소 변형된 형태로 일부 등장한다. 그러나 조선 중기 이전에 장식된 예는 거의 찾아볼
수 없어, 이룡문이 18세기 후반을 전후한 시기에 중국과의 영향관계 속에서 새롭게 유행한 장
식요소라고 이해된다. 조선 후기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이룡문의 유입배경은 당시의 對中交涉
과 관련지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명에 대한 사대주의 입장을 견지해 온 조선에서는 병자호란(1636)과 명·청 교체기를 겪으
면서 18세기 이전까지 북벌론이 팽배하였다. 이에 따라 17세기는 중국과의 교섭이 활기를 띠
지 못하였고 각 분야의 미술 교류에서도 정체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18세기에 들어와 청
에 대한 조선의 인식이 차츰 변화되면서, 18세기 중엽 이후 청과의 교섭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활성화되었다. 내심 청의 번영과 문물을 인정하지 않는 무리들도 있었지만 18세
기 후반 조선은 청의 선진문물을 수용하자는 북학론이 적극적으로 형성되었다.
1 8세기 중엽 이후 공무역 외에 사무역에서는 대부분 譯官들이 燕京의 琉璃廠 등 시장에서
수입한 문물들을 통해 청의 물류문화가 들어왔다.14) 그리고 지방과 구별되는 새로운 생활방
13) 예술적 안목이 뛰어났던 건륭제는 全 왕조의 고대유물을 가장 많이 소장한 수집가였을 뿐만 아니라, 황실
에 소장된 기물들을 감상하고 그 제작수준에 따라 上下等 또는 一二等, 甲乙丙 등으로 평가를 내리기도 하였
다. 대만 국립고궁박물원 소장 宋代와 遼代의 <玉碗> 두 점에는 각각 ‘甲’자가 새겨져 있다. 그 外底에는 모
두 한 쌍의 이룡이 ‘三’ 부호[乾坤]를 감싸고 있는 문양을 새겨놓아, 이를 건륭款識의 표시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何傳馨 主編, 2013, 『十全乾隆-淸高宗的藝術品味』, 臺北: 國立故宮博物院, pp.130~131, 도 Ⅱ-2.9,
2.10 참조.
14) 洪大容(1731~1783)을 비롯한 연암일파로부터 청나라 한족 문인들과의 직접적인 교류가 시작되어, 사행하
는 인편을 매개로 서신과 물자를 주고받는 교류가 가능해졌다. 박은순, 2007, 「조선 후반기 對中 繪畵交涉의
조건과 양상, 그리고 성과」, 『조선 후반기 미술의 대외교섭』, 예경,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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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 이응록, <冊架圖>, 1864~1871, 10폭 병풍, 153×352cm, 국립중앙박물관

식을 갖게 된 서울·경기 지역의 京華士族을 중심으로, 중국산 문방 골동과 서책, 盆栽, 壽石
등을 수집·완호하며 관상하는 ‘古董書畵’ 취미가 유행하였다. 고동서화 취미는 기존에 있던
서화수장과 감상의 전통 위에 명말 이후 유행한 중국 문인사대부 문화의 영향이 작용하면서
더욱 촉발되었다.15) 이러한 취미는 조선 후기 이전에도 존재하였지만, 18세기 이후 사대부층
을 비롯해 경제적 부를 갖춘 새로운 사회세력인 중인층까지 확산된 것은 새로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16)
더구나 19세기로 접어들면서 청의 신문학인 고증학의 영향이 짙어지고 청 문물 애호사상
이 강화됨에 따라 중국의 고동서화와 사치품은 물밀듯이 수입되었다. 중국산 골동품과 도자
기 등에 대한 수장·감상의 취미가 조선 사회를 풍미하였던 모습은 책과 함께 각종 골동품이
나 문방구, 화훼 등을 그린 책거리 그림[冊架圖]에서도 확인된다. 고동서화 취미의 성행 속에
서양화법의 전래와 함께 출현한 책거리는 정조년간(1776~1800)에 궁중화원들에 의해 활발히
제작되기 시작하여 왕실 수요를 위한 궁정장식화로 성행하였다(도 9). 17) 현재 남아 있는 궁중
15) 正祖의 1789년 기사에는 “…근래 사대부 사이의 풍조가 매우 해괴하니 반드시 우리나라의 법식을 벗어버리
고 멀리 중국 사람들이 하는 짓을 배우려 한다. …예를 들면 墨屛과 筆架, 交椅, 卓子, 靑銅鼎과 술잔, 술동이
등 갖가지 기기묘묘한 물건을 좌우에 늘어놓고 차를 마시고 향을 피우면서 억지로 탈속하고 우아한 태를
부리는 짓들이란 이루 다 적을 수 없을 지경이다.…”라고 하여 당시 이러한 고동서화 취미가 얼마나 폭넓게
유행 풍조를 이루고 있었는지 가늠할 수 있다. 正祖, 『弘齊全書』 卷175, 日得錄, 「訓語」/장남원, 2012, 「물질문
화 관점으로 본 조선후기 玩物 陶瓷」, 『美術史學』 39호, 미술사학연구회, p.149 재인용.
16) 19세기에는 청 문물 애호사상이 높아져 감에 따라 사치풍조를 조장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으며, 경제력을
가진 서민 중에는 고동서화를 삶의 일부로 여기면서 고가의 중국 고동서화를 수장하고 품평하였다. 박은
순, 앞의 글, p.25.
17) 정조는 자신의 서재에 서양화법을 토대로 그려진 책가도를 설치하였고 청에서 새롭게 형성된 문화와 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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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거리에는 청 황실에서 사용되었을 만한 고급 기물들이 배치되어 있다. 이 기물들의 대다수
는 청대의 화려한 채색 자기와 단색유 자기들이다. 기종은 花甁, 碗, 杯, 水盤, 그리고 벼루와
필통, 洗 등의 문방구, 古銅器 등이 공통적으로 등장한다.18)
이와 같은 기물들 중에는 이룡문으로 판단되는 장식표현을
꽤 살펴볼 수 있어 관심을 끈다. 이룡의 정확한 세부묘사는 되
어 있지 않지만 그 머리 모양이나 긴 몸체와 꼬리를 S자형으
로 뒤틀고 있는 모습, 첩화기법으로 달라붙어 있는 자세 등
을 볼 때 이룡문과 매우 유사하다(표 2-①~⑮). 주로 병, 잔, 벼
루, 옥벽 등의 기종에서 앞장에서 언급한 청대 이룡문의 장식
유형들(표 1, 도 10)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그림 표현의 한계
가 있고 이룡문이 아닌 비슷한 동물문도 섞여 있을 수 있으나,
상당수는 청대에 유행하였던 이룡 장식을 의도해 그린 것이라
도 10. <紅木嵌螭龍文玉璧硯屛> ,
淸 乾隆期, 通高 21.7cm,
北京故宮博物院

고 생각된다. 이 기물들은 張漢宗(1768~1815 이후)과 李亨祿
(1808~1883 이후) 두 궁중화원들이 그린 책거리를 중심으로
반복되어 나타나며, 책거리 간에 서로 복제되거나 改作되어 묘

사되었다.
작가가 확실하지 않은 책거리라 하더라도 궁중 책거리로 추정되는 작품들에는 이룡문이 비
교적 사실적으로 표현된 것에 반해, 궁중을 벗어난 책거리에서는 동물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초화문에 가까운 형태로 장식되었다. 상류층에서 사용되었다고 추측되는 국립중앙박물관 소
장 <책가도>에는 기물들에 구불구불하게 부착된 장식이 있는데, 초화나 구름 등의 문양으로
보기에는 애매한 것이 많다(표 2- ⑯~⑲). 이것은 아마도 궁중 책거리에 그려진 이룡문 장식이
모방되어 변형된 결과로 짐작된다. 이형록 등과 같은 差備待令畵員은 조선 왕실에 유입된 중
국 자기를 실견하여 그렸을 가능성이 높다.19) 하지만 시간이 거듭될수록 그림이 모사되고 재
복제되었기 때문에, 이룡문은 민간으로 저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점차 그 존재가 인식되지 못
한 채 알 수 없는 장식들로 표현되었을 것이다.
온통 중국 기물들로 채워진 책거리에서 볼 수 있듯이 19세기를 중심으로 중국 자기는 최고의
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박은순, 위의 글, p.51). 책가도의 기원은 청대에 각종 진귀한 완상물
을 다층다칸의 多寶閣에 넣어 감상하는 ‘多寶閣景’에서 기원했을 것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이다(박심은, 2002,
「朝鮮時代 冊架圖의 起源 硏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참조).
18) 방병선, 2007, 「李亨祿 의 冊架文房 八曲屛 에 나타난 중국도자 」 , 『 강좌미술사 』 28호, 불교미술사학회,
pp.209~238. 전세하는 조선 책거리의 제작시기는 대개 18세기 말~19세기에 해당되지만 작품 속에 등장하
는 중국 기물들의 양식적 특징은 청대 17~18세기로 비정되고 있다(김은경, 앞의 글, pp.190~207).
19) 이형록의 경우 그가 중국에 다녀왔다는 기록은 아직 확인할 수 없으며, 그가 알고 있는 다보격의 틀 안에서
중국 그림과 조선 궁중에서 볼 수 있었던 중국 그릇들을 참고하여 그렸을 가능성이 크다(방병선, 위의 글,
p.229). 이형록은 57세인 1864년에 李膺祿으로, 64세인 1871년에 李宅均으로 두 번 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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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책거리 속에 나타난 이룡문 장식 추정 대표 기물들

①

⑤

②

⑥

③

⑦

⑩

⑪

⑧

⑫

⑭

⑯

④

⑨

⑬

⑮

⑰

⑱

⑲

①, ②, ⑩, ⑭ : 이형록, <책거리>, 1808~1863, 6폭 병풍, 국립민속박물관
③ : 이응록, <책가도>, 1864~1871, 10폭 병풍, 국립중앙박물관(도 10)
④, ⑤, ⑦ : 이택균, <책거리>, 1871~19세기 말, 10폭 병풍, 통도사성보박물관
⑥ : <책거리>, 19~20세기 초, 4폭 병풍, 국립고궁박물관
⑧ : <책거리>, 19세기, 2폭 가리개, 삼성미술관 리움
⑨ : <책거리>, 19~20세기 초, 2폭 가리개, 국립고궁박물관(창덕 6497)
⑪, ⑫, ⑮ : 이응록, <책거리>, 1864~1871, 6폭 병풍, 경산시립박물관
⑬ : <책거리>, 19~20세기 초, 2폭 가리개, 국립고궁박물관(창덕 6496)
⑯, ⑰, ⑱, ⑲ : <책가도>, 19세기, 10폭 병풍, 국립중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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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릇이자 사치품으로 각광을 받았으며, 그 수요층은 왕실과 사
대부층을 넘어 부유한 중서민층까지 확대되었다. 중국 자기에
대한 선호는 조선 자기의 제작에도 많은 영향을 끼쳐 자기의 형
태와 문양, 장식 등의 방면에서 중국 자기의 모방이 이루어졌다
(도 11).20)
왕실에서는 순조년간(1800~1834) 이후 청나라 물류문화에 대
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고 중국 자기가 왕실 연회에서 빠짐없이
사용되었다. 1828년(순조 28) 순원왕후의 四旬을 기념하기 위
한 進爵을 기록한 『純祖戊子進爵儀軌』와 1892년(고종 29) 고종의
도 11. <白磁陽刻靑畵銅彩十長生文
甁>, 19세기, 高 16cm,
국립중앙박물관

望五를 축하하기 위한 進饌의 내용을 담은 『高宗壬辰進饌儀軌』

의 圖說에 나타난 새로운 기형들이 바로 그것이다.21)
그 중에는 沈香春이라는 鄕樂呈才에 사용된 한 쌍의
화병이 속한다. 침향춘은 순조 때 창작된 춤으로 모란
꽃을 꽂은 두 개의 화병을 두고 두 사람이 추는 隊舞이
다(도 12). 이 한 쌍의 沈香花甁에는 기벽을 타고 위로
올라가려는 동물이 각각 붙어있는데, 꼬리는 잘려 보이
지 않지만 그 모습으로 볼 때 첩화기법으로 장식된 이
룡문임을 짐작할 수 있다(도 12-1). 이로 보아 이룡문이

도 12(左). 『高宗壬辰進饌儀軌』 중
<沈香春>, 1892년(고종 29년),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도 12-1(右). <沈香花甁>

장식된 자기 병이 공식적인 왕실 행사에 등장할 정도로
왕실에서 선호된 기종임을 알 수 있다.
긴 꼬리를 휘감은 이룡문이 첩화되어 있는 중국 자기
병은 조선 중기의 무신인 임경업의 초상화에도 등장한

다(도 13). 松·竹·梅 가지들을 나란히 꽂아놓은 이 병은 별도로 높은 붉은색 나무받침을 두
고 소중히 여겨진 것으로 보인다(도 13-1). 이 초상의 전반적인 도상은 명나라 양식을 따르고
있으나 사실적인 전체화법 등에서 18세기 후반 이후에 移模된 것으로 평가된다.22) 따라서 당
시 청대에 유행하던 이룡 장식 병은 조선에 수입된 고급품으로서 관료의 초상화 속 배경에까

20) 북학파 李圭景(1788~1860)의 저서에서는 陶器 위에 여러 도료와 먹, 아교를 사용해 銅彩와 黑彩 등 유사 上
繪磁器를 만드는 방법이 설명되어 있다. 이희경의 『雪岫外史』에는 어떤 이가 상회기법을 중국으로부터 배워
와서 조선에서 제작하려 하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다(방병선, 2000, 『조선후기 백자연구』, 일지
사, p.244). 또 『閨閤叢書』(1869)의 기록을 통해 민간에서도 국산 도기나 자기의 표면을 장식하여 수입자기
와 같이 만드는 방법이 유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정양모·최건, 1988, 「朝鮮時代後期 白磁의 衰退原因에 관
한 考察」, 『한국현대미술의 흐름』, 일지사, pp.354~355).
21) 방병선, 「조선후기 도자의 대외교섭」, 앞의 책, pp.268~269; 김미경, 앞의 글, pp.299~307.
22) 문화재청 편, 2007, 『한국의 초상화: 역사 속의 인물과 조우하다』, 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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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3. <임경업 초상화>, 19세기, 150.3×91.9cm,
국립중앙박물관

도 14. <시전지판>, 청 19세기, 28.6×19.1cm,
두께 2.4cm, 정소연 소장

도 13-1(右). <倣哥窯螭龍文甁>, 淸代 추정

도 14-1(右). 시전지 문양

지 그려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나라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詩箋紙板에도 紙筒을 감싸
고 있는 한 마리의 이룡문이 새겨져 있다(도 14, 14-1). 시전지판에는 淸末에 시전지를 제작·판
매하였던 전문업체인 ‘錦盛’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 19세기 이후의 유물임을 파악케 한다.23)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전반경까지 청은 쇠퇴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오히려 조선의 중국 문
물에 대한 관심과 열의는 커져만 갔다.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이룡문이 장식된 공예품의
주된 수요층은 조선 왕실과 사대부로서 이후 점차 경제력을 확보한 중인층에까지 파급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청대에 성행한 이룡문이 조선에 유입된 시기는 현재 편년자료가 거의 없어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對淸교섭과 남아 있는 유물들로 미루어 볼 때, 늦어도 18세기 중엽 이
후에는 조선 왕실로 유입되어 19세기에 사대부층까지 매우 유행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룡
문은 청 황실에서 권위와 길상의미를 지닌 장식문양으로 계속 애용되었기에, 조선에서도 고
급 장식의 일종으로 수입되어 큰 호응을 얻었을 것이다. 24)

23) 시전지판에는 ‘錦盛’과 함께 ‘壽命昌室’(수명이 방 안에 가득 차다)’라고 보이는 길상문구도 적혀 있다. ‘錦盛’
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손계영, 2013, 「조선왕실 수입 淸末 詩箋紙 형태 및 제작처 연구」, 『서지학연구』
55집, 한국서지학회 참조.
24) 조선시대 왕실에서는 용기린해치 등의 瑞獸들을 조각이나 장식문양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하였다. 19세기
고종대에 재건된 경복궁에는 경회루로 진입하는 석교에 12점의 瑞獸像들이 남아있는데 그 중 螭龍像이 포함
되어 있다. 이룡 조각은 중앙 석교의 육지 쪽 난간에 조각되어 있으며, 몸에 비늘이 없고 꼬리 끝이 두 갈래로
나뉘어 동그랗게 말려 있는 특징이 잘 표현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이룡 조각을 제외시켰으나, 이룡은 용의 아
들로서 용에 다음가는 존재이자 조선 왕실에서 세자를 상징했던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김민규, 2014, 「경회
루 연못 출토 청동용과 경복궁 서수상의 상징 연구」, 『고궁문화』 제7호, 국립고궁박물관, pp. 162~16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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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조선 후기 螭龍文의 장식구성
이룡문이 장식된 조선시대 현존 유물은 대다수가 19세기를 중심으로 제작되었다고 추정되
는 것들로, 종류는 크게 왕실용 印章·목공예품·은잔, 왕실용 혹은 문인사대부용 백자로 확
인된다. 이룡문의 장식구성은 두 마리가 한 쌍을 이루는 대칭형과 한 마리만 나타나는 단독형
으로 구분되며, 한 쌍을 이루는 대칭형은 서로 마주보는 대칭형과 반대방향을 향하는 대칭형
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장식구성은 공예품의 종류와 그 사용대상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1. 마주보는 대칭형
한 쌍의 이룡이 서로 마주보는 대칭형은 왕실에서 사용된 인장, 龍交椅, 삽병틀, 가마 등에 묘
사되어 있다. 한 쌍의 이룡은 가운데에 전부 어떤 상징물을 두고 수호하는 모습을 하고 있다.
먼저 왕실용 인장부터 살펴보면, 최근 미국에서 환수된 인장들 중 1점인 국립고궁박물관 소
장 <雙螭鈕印>(도 15)이 있다. <쌍리뉴인>의 鈕에는 이룡으로 보이는 동물이 조각되어 있는
데, 이 인장은 조선 후기의 인장을 집대성한 자료인 『寶蘇堂印存』에 ‘宋 宣和玉印 雙螭鈕’라고
적힌 인장 그림(도 16)과 거의 일치하는 것이다. 『보소당인존』은 헌종년간(1834~1849)에 조선
태조 이래의 御用印章과 헌종이 수집한 인장, 명말청초 篆刻家들의 刻印 등을 모아 수록한 서
적이다.25) 『보소당인존』에 실린 송 쌍리뉴의 印影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한 쌍의 도식화된 이
룡문으로(도 16-1), 실제 <쌍리뉴인>의 印面에도 흡사한 형태로 양각되어 있다(도 15-1). 다만
이룡들 사이에 상징물은 표현되지 않았는데 이는 공간상의 문제로 보인다. 따라서 국립고궁
박물관 소장 <쌍리뉴인>은 『보소당인존』에 수록된 玉印을 조선 후기에 그대로 摹刻한 것임을

도 15. <雙螭鈕印>, 19세기, 국립고궁박물관
도. 15-1(右). 雙螭鈕印의 印面

도 16. <宋 宣和玉印 雙螭鈕>, 『寶蘇堂印存』(1843~1847),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도 16-1(右). 宋 宣和玉印 雙螭鈕의 印影

25) 헌종은 서화와 인장을 수집하고 완상하는 데 심취하였고 청대 학술과 예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보
소당인존』은 신위(1769~1847)와 조두순(1796~1870)이 1843년에서 1847년 사이에 편집하였을 것으로 추정
되고 있다. 박은순, 앞의 글, 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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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7. <朱漆駕轎>, 18~19세기, 146×94×205cm,
국립고궁박물관

도 17-1. 출입문의 이룡문

도 18. <木製揷屛틀>, 19~20세기 초, 190×150cm,
국립고궁박물관

도 18-1, 2. <木製揷屛틀>의 몸체(上) 및 받침 측면(下),
이룡문 세부

알 수 있다. 또한 『보소당인존』에 적힌 ‘雙螭’라는 설명에 의해 왕실에서 이 동물이 ‘螭’임을 인
지하고 있었고, 이 인장을 왕실의 私印으로 애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두 마리의 말이 끄는 가마인 <朱漆駕轎>를 포함하여 <木製揷屛틀>과 <龍交椅> 등 왕실용
목공예품에도 모두 각각 마주보고 있는 한 쌍의 이룡문이 장식되어 있다. <주칠가교>(도 17)는
1795년(정조 19) 정조가 어머니 혜경궁 홍씨를 모시고 현륭원으로 떠난 행차의 기록을 남긴
『園行乙卯整理儀軌』에서 혜경궁 홍씨가 사용한 ‘慈宮駕轎’와 같은 형태임을 볼 수 있다.26) <주

칠가교>의 몸체에는 넝쿨화문, 七寶文, 壽字文 등 다양한 문양이 구획별로 양각되어 있고, 미
닫이형 출입문의 양쪽 면에 각기 대칭된 한 쌍의 이룡문이 장식되었다(도 17-1). 보주를 사이
에 둔 이룡문은 기하학문처럼 보일 정도로 매우 도식화된 형태로 원형 테두리 안에 새겨져 있
으며, 이를 다시 4마리의 박쥐가 둘러싸고 있다.
<목제삽병틀>(도 18)은 이와 동일한 삽병틀이 국립고궁박물관에 여러 점 소장되어 있다.
1901년 『影幀模寫都監儀軌』와 1902년 『御眞模寫圖鑑儀軌』에 그려진 삽병 도설을 통해 삽병 형
26) 『원행을묘정리의궤』의 「駕轎圖」 ‘자궁가교’ 도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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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의 日月五峰圖가 어진 제작이나 봉안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27) <목제삽병틀>의 앞면
과 뒷면에는 사각 구획을 가득 채워 그 내부마다 같은 패턴의 이룡 한 쌍씩을 배치하였다(도
18-1). 하단과 양 측면의 받침에는 이룡의 몸을 더욱 길게 늘어뜨려 조각하였는데, 다리와 꼬
리의 표현이 마치 구름문 또는 초화문과도 같이 유려하다(도 18-2).
왕실 연회 등의 儀禮 때 왕의 坐具로 사용되었던 <朱漆龍交椅>(도 19)와 <黃漆龍交椅>(도
20)는 이동시 편리하도록 접을 수 있게 만들어졌다. 두 점의 용교의는 주칠과 흑칠이라는 차
이가 있고 <황칠용교의>의 경우 발을 올려놓을 수 있는 踏掌이 떨어진 상태이나, 서로 크기와
장식문양의 기본 형태가 같다.28) 용교의의 기본구조는 둥근 등받이와 양 옆 팔걸이, 가죽 좌
판, 다리로 구성되었다. 좌판의 앞면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운룡문이 金彩되어 있으며, 등받
이에는 황제를 상징하는 日雲文과 모란문이 투각되어 있다. 가죽 좌판에는 다섯 마리의 박쥐
가 ‘壽’자를 에워싸고 있는 五福捧壽文이 장식되어 장수와 오복을 함께 누리기를 바라는 의미
를 담고 있다. 두 용교의 좌판의 앞면[帶]에는 간략화된 초화문을 사이에 둔 한 쌍의 이룡문이
조각되어 있다(도 19-1, 20-1).29) 두 쌍의 이룡문은 帶의 긴 면적에 맞게 몸을 일자로 뻗은 단
순화된 형태이다.
이 밖에 왕실 잔치 때 사용되었던 <銀製茶盞>의 양 귀에 이룡으로 보이는 동물이 장식되어
있다(도 21). 이 찻잔은 『고종임진진찬의궤』(1892)의 ‘玉杯’ 도설과 재질의 차이만 있을 뿐 같
은 형태로 제작된 것이다(도 21-1). 양 귀로 부착된 이룡문은 청대 공예품에 나타난 전형적인
유형(표 1-3-②)으로 조선 왕실 기물에도 채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서로 마주보는 대칭형의 이룡문은 가운데 상징물을 두고 입을 벌려 근엄한 표정
을 갖춘 채, 주로 왕실 의례용으로 제작된 공예품에 장식되었다. 그리고 원형이나 방형 구획
안에 배치되어 굉장히 패턴화된 형태를 띠고 양각기법으로 표현되었다. 따라서 왕실용 공예
품에 표현된 이룡문은 공예품의 용도와 장식공간에 따라 공통적으로 정해진 장식구성이 있었
던 것으로 파악된다.

27) 국립고궁박물관, 2013, 『궁에서 왕을 만나다-국립고궁박물관 전시유물로 본 조선왕실 문화』, p.212.
28) 1902년 『高宗御眞圖寫都監儀軌』에는 주칠과 황칠을 한 용교의의 채색도설이 함께 그려져 있으며, 다리 부분
에 답장이 연결된 구조로 나타난다. 조시내, 2009, 「대한제국기 宮中 宴享用 家具 연구」, 『미술사학연구』 264
호, 한국미술사학회, p.146.
29) <朱漆龍交椅> 의 답장 받침대에도 한 쌍의 이룡문이 가운데 여의두문을 두고 배치되어 있는데, 묘사수법에
있어 좌판 앞면에 묘사된 이룡문보다 훨씬 가늘고 간략하다. 이러한 차이는 1986년에 이 용교의의 답장 부
분이 補修되면서 답장 받침대에 이룡문이 새로 장식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朱漆龍交椅>의 보수
내용에 관하여 兪門龍·趙炯庸, 1986, 「昌德宮所藏 木製遺物의 修理復元」, 『保存科學硏究』 제7집, 국립문화재
연구소, p.56, 7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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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9. <朱漆龍交椅>, 대한제국기, 高 91cm,
국립고궁박물관

도 20. <黃漆龍交椅>, 대한제국기, 高 91cm,
국립고궁박물관

도 19-1. <朱漆龍交椅>의 좌판 앞면 이룡문

도 20-1. <黃漆龍交椅>의 좌판 앞면 이룡문

도 21. <銀製茶盞>, 19세기, 高 6.3cm,
口徑 8cm, 국립고궁박물관

도 21-1. 『高宗壬辰進饌儀軌』 중 <玉杯>,
18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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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2. <白磁陽刻梅竹文四角硯滴>,
19세기, 高 6.2cm. 8.8×7.7cm,
개인 소장

도 23. <靑華白磁詩銘圓形硯滴>,
18세기, 高 14.5cm,
국립중앙박물관

도 24. <白磁透刻卍字文향꽂이>,
19세기, 高 7.6cm, 口徑 10cm,
국립중앙박물관

2. 반대방향을 향하는 대칭형
한 쌍의 이룡이 서로 반대방향을 향하는 대칭형은 대개 문인사대부용으로 여겨지는 일부
백자 硯滴과 향꽂이에 나타난다. 개인 소장 <白磁陽刻梅竹文四角硯滴>(도 22)의 윗면에는 머
리가 크고 몸체와 다리는 짧아진 모습의 이룡 한 쌍이 첩화되어 있다. 이룡들은 吉祥과 萬福의
집결을 상징하는 卍字文을 사이에 두고 각자 바깥쪽을 바라보고 있다. 연적의 앞뒷면에 물이
나오는 구멍을 꽃술형으로 뚫고, 그 주변을 매화와 대나무문으로 채웠다. 연적의 양쪽 옆면에
도 매화송이를 투각하여 구멍을 만들고 주위에 매화문을 양각하였다. 연적의 굽 둘레마다는
조선 후기 목가구의 다리에 장식되는 風穴을 모방하여 깎아내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靑華白磁詩銘圓形硯滴>(도 23)의 윗면에는 서로 반대방향을 향하고
있는 굵은 몸체의 이룡들이 입체적으로 첩화되어 있다. 연적의 몸체에는 청화안료로 ‘一室虛
白, 水周四壁. 取之至近, 不勞綆汲(온 방은 끝없이 넓고 네 면에 모두 물이 흐르네. 가까이서 취

할 수 있으니 물 길러 갈 필요없다네)’라는 물과 관련된 시구가 쓰여 있어 관심을 끈다. 이 시
구는 文臣인 農巖 金昌協(1651~1708)이 필통 겸 연적으로 사용했던 기물을 위해 지었던 글귀
의 일부가 인용된 것이다.30)
나머지 한 점인 <白磁透刻卍字文향꽂이>(도 24)는 祭器形의 높은 굽이 달린 접시 기형으로,
몸을 길게 뻗은 두 마리의 이룡들이 구연부를 에워싸고 있다. 접시의 중앙에는 세 발 달린 鼎
의 내부에 향꽂이용 병이 놓여있어, 이 병을 이룡들이 감싸고 있는 형상이다.
서로 반대방향을 향하는 대칭형의 이룡문은 앞에서 살펴본 왕실 공예품보다는 엄격한 구성
이나 정해진 틀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이들 이룡 역시 <청화백자시명원형연적>
30) 『農巖集』 제26권 「贊銘」 중 ‘筆筒硯滴銘’의 시구 참조(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김창협은 이 시
의 시제에서 “李紀가 도자기로 필통을 만들었는데 새로운 형식을 창안해 만들었다. 그것은 사각 필통의 네
면과 밑부분에 공간을 두어 거기에 모두 물을 넣음으로써 연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나에게
명을 지어달라고 청하기에 장난삼아 이 글을 지어 그에게 주었다. ”라고 이 시를 쓴 목적을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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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엄숙한 표정을 지닌 채 중앙에 놓인 상징물을 감싸고 있다.

3. 단독형
한 마리의 이룡만 등장하는 단독형은 기본적으로 네 발로 기벽에 달라붙어 있는 기본자세를
취하고 있다. 단독형은 문인사대부용 백자에 가장 집중적으로 나타나며, 백자의 기종은 크게 연
적·筆洗筆架·墨壺 등의 文房用具, 그리고 문인들이 책을 읽으면서 향을 피우고 차를 마시는
데 사용했을 향꽂이와 찻주전자, 香盒 등으로 구분된다. 이룡문은 순수한 장식문양을 포함하여
水口, 향꽂이, 꼭지나 손잡이 등의 기능으로써 활용되었는데, 이룡의 자세에 따라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면 각 유형별로 이룡문이 장식된 공예품을 함께 살펴보겠다.
첫 번째 유형은 기벽을 타고 위쪽을 향해 올라가려는 자세로, 하반신을 한쪽으로 비틀어 꼬
리를 S자형으로 늘어뜨리고 있다(표 3-1유형).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白磁陽刻梅花文四
角硯滴>(도 25)의 양쪽 옆면에는 각각 기벽에 딱 달라붙어 올라가려는 자세를 한 이룡이 한 마

리씩 부착되어 있다(도 26). 이룡은 입 부분이 뚫려 수구 장식으로 활용되었다(도 25-1). 연적
의 윗면에는 다섯 송이로 이루어진 매화절지문의 꽃잎을 작은 구멍들로 투각하였고, 장방형
의 앞뒷면에도 나비와 함께 매화절지문을 양각하였다. 이 연적은 단아한 형태와 세밀한 문양
표현, 전체적으로 정교한 제작수법 등으로 보아 廣州 分院 官窯에서 생산한 上品백자로 추정
된다.
필세와 필가의 기능을 겸할 수 있게 고안된 두 점의 <白磁陽刻在銘扇形筆洗>(도 27, 28)는
각각 필세 공간의 안쪽 면에 매우 도식화된 이룡 한 마리가 몸을 비틀어 위를 향하고 있다. 두
필세의 각 면마다 문인 취향의 시구가 양각되어 있는데 각 앞면에 ‘水不在深有龍則靈(물이 깊
지 않아도 용이 있어 신령하다)’라는 문구가 있어, 이룡이 물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장식되
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雪池玉海’, ‘硯池’ 등과 같이 물과 연관된 명문과 고전 시구를 이
용하거나 필세의 용도와 관련된 문구가 새겨져 있다. 또한 필세의 뒷면에 매죽문을 양각하는
등 문인 취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바닥면에는 제작년도, 제작월, 제작에 참여한 인물
에 관한 정보가 담긴 명문이 음각되어 있는데, 공통적으로 ’乙未六月‘에 ’又石‘이 제작에 관련
했다는 내용이 등장한다.31) 따라서 이 두 작품이 같은 시기에 같은 인물의 참여로 만들어졌다
는 사실이 확인되며, 실제로 두 필세의 형태·크기·문양구성·장식기법 간에 대단히 유사하
다.32) 제작수법에서도 두께가 매우 얇고 정교한 고급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류층과 지식인
31) 이화여자대학교 소장 필세의 바닥면에는 ‘石峯作 又石書 齊士畵(石峯이 필세를 만들고 又石이 시구를 쓰고
齊士가 문양을 장식하였다)’라고 새겨져 있어, 필세의 제작에 세 사람이 동원되었음을 알 수 있다. 두 필세
에 새겨진 명문에 대해 구혜인, 2007, 「朝鮮後期 陽刻白瓷 硏究」,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
위논문, pp.124~126 참조.
32) ‘乙未’는 기존에 1835년으로 알려져 왔으나 ‘又石’을 흥선대원군의 맏아들인 興親王 李載冕(1845~1912)의 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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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5. <白磁陽刻梅花文四角硯滴>,
19세기, 국립중앙박물관(덕수 1673)

도 25-1. 이룡
장식 水口

도 27. <白磁陽刻在銘扇形筆洗>, 19세기,
高 3.6cm, 국제대학교 해강도자미술관

도 26. <白磁陽刻梅花文四角硯滴> 의
옆면

도 28. <白磁陽刻在銘扇形筆洗>, 19세기,
高 3.3cm,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층에 의해 제작·사용된 작품들이라 짐작된다.
다음으로 <白磁卍字梅花文圓形筆架>(도 29)의 몸체
한면에는 꼬리를 오른쪽으로 길게 늘어뜨린 이룡 한 마
리가 붙어있고, 반대쪽에는 매화문이 양각되어 있다.
필가의 윗면에 붓을 꽂을 수 있게 세 개의 구멍이 뚫려
있으며 그 사이사이에 만자문이 새겨져 있다. 필가의
중앙에는 원형 뚜껑이 덮여 있고 그 손잡이로 매화문이
투각되어 있는데, 뚜껑 안에 먹이나 물을 담아두었을 것
으로 보인다. 이 필가 역시 단아하고 깔끔한 조형이나
장식기법 등에서 고급백자에 속한다.

도 29. <白磁卍字梅花文圓形筆架>, 19세기,
高 5.0cm, 口徑 7.3cm, 국립중앙박물관

첫 번째 유형이 장식된 기물들 간에는 이룡의 자세와 세부표현이 몹시 흡사하다. 그리고 이룡
의 주변을 자세히 보면 瑞氣 표현과도 같은 구름이 에워싸고 있고 그 밑으로 물결이 흐르고 있
다(표 3-1-①~④). 즉 이룡이 자신의 근원지인 바다에서 나와 昇天하려는 장면이 묘사되었다고
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는 견해에 따라 1895년으로 편년되기도 한다. 구혜인, 2009, 「朝鮮 後期 陽刻白磁
硏究」, 『미술사학연구』 263호, 한국미술사학회, 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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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0. <白磁壺形墨壺>, 19세기,
高 4.4cm, 口徑 7.5cm,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도 31. <白磁향꽂이>, 19세기, 高 4.8cm,
底徑 7.8cm, 국립중앙박물관, 이홍근 기증

도 32. <白磁향꽂이,> 19세기,
高 3.6cm, 口徑 10.5cm,
국립중앙박물관, 박병래 기증

도 33. <白磁향꽂이>, 19세기, 高 3.5cm,
10.2×7.7cm, 국립중앙박물관

추측된다. 장식된 기종 역시 물을 담는 연적과 필세 등으로 이룡과 물과의 관계가 상통한다.
두 번째 유형은 기면의 바닥에 붙어 꼬리를 둥글게 말아 무언가를 감싸고 있는 자세(표 3-2유
형)이다. 이 유형은 다시 머리를 바닥과 거의 평행하게 부착한 자세(표 3-2-①, ②)와 머리를 위
로 든 자세(표 3-2-③, ④)로 나뉜다. 前者의 예로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소장 <白磁壺形墨壺>(도
30)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白磁山形향꽂이>(도 31)를 들 수 있다. <백자호형묵호>는 이룡이
묵호의 구연부를 따라 에워싸고 있으며, <백자산형향꽂이>는 향을 꽂는 부분을 누각 위에 있는
산으로 형상화하여 그 둘레를 이룡이 에워싸고 있다. 後者의 예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두
점의 <白磁향꽂이>(도 32, 33)에서 볼 수 있는데, 작은 접시를 받침으로 삼아 접시의 중앙에 이
룡을 향을 꽂는 돌기로 장식하였다. 두 점 모두 이룡의 입에 향을 꽂는 구멍이 나 있어 마치 이
룡의 입에서 瑞氣가 뿜어져 나오는 듯한 효과를 냈다. 이러한 향꽂이에 한 가닥 향을 꽂아 피우
면 잡냄새를 제거하고 정신을 맑게 하여 책을 읽을 때 졸음을 몰아낼 수 있었을 것이다.
두 번째 유형이 장식된 기물들은 공통적으로 이룡의 주위를 구름이 둘러싸고 있으며 파도
의 표현은 없으나, 향의 연기와 함께 이룡이 하늘을 오르려는, 혹은 올라가는 중인 모습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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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조선 후기 백자에 장식된 단독형 이룡문33)
유형
구분

대표 유물 세부

1
유
형

1-①, ②

1-③, ④, ⑤

2-①, ②

2-③, ④

2
유
형

3
유
형
3-①

3-②

3-③

33) 본문에 수록된 도 25~38에 해당하는 작품들의 세부이며, 4-①, ④, ⑤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①, ⑤는 이
홍근 기증), 4-③은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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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
형

4-①

4-②

4-③

4-④

4-⑤

4-⑥

현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향꽂이에 물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이룡이 본래 화재
의 진압에도 뛰어난 능력이 있다고 전해지기 때문에, 그러한 상징의미와 더불어 영험한 동물
로서 장식되었다고 이해된다.
세 번째 유형은 두 번째 유형과 유사하나 다만 꼬리의 끝부분을 살짝 틀어 머리를 쳐들고 있는
모습이다(표 3-3유형). <白磁茶罐>과 <白磁陽刻梅竹文四角香盒>에는 뚜껑의 중앙에 위치한 이룡
이 몸의 상반부를 들어올려 꼭지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부착되었다(표 3-3-①, ②). <백자다관>(도
34)은 둥근 항아리 몸체의 양쪽에 나팔형 손잡이와 注口가 달린 것으로, 전체적인 조형의 비례
가 뛰어난 작품이다.34) 香 등의 간단한 문인생활용품을 보관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백자양각
매죽문사각향합>(도 35)은 이룡의 주변에 구름과 물결이 퍼져 있어 이룡의 상징성이 내포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향합의 몸체에는 매죽문을 양각하였고 굽 부분은 목가구의 풍혈 장식으로
깎아 마무리하였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白磁壺形墨壺>(도 36)에 장식된 이룡 또한 머리를 위
로 든 채로 몸을 꼬고 있는 자세를 하고 있으며, 그 아래쪽에 물결문이 새겨져 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유형은 기물의 구연부 위에 몸을 걸치고 꼬리를 아래로 내린 채 앞을 바
라보고 있는 자세이다. 이 유형은 나머지 세 유형과는 이룡의 생김새와 장식기법 등에서 더욱
34) 이 다관의 기형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기원하여 새롭게 일본식으로 제작된 橫手形 다관이라는 의견이 제시
된 바 있다. 방병선, 2014.6,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19세기 백자 橫手形 茶罐의 造形」, 『美術資料』 제85호, 국
립중앙박물관, pp.20~3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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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4. <白磁茶罐>, 19세기,
高 10.2cm, 口徑 4.8cm,
국립중앙박물관, 이홍근 기증

도 35. <白磁陽刻梅竹文四角香盒>,
19세기, 高 4.5cm, 건국대학교박물관

도 37. <白磁靑華彩螭龍文方形墨壺>, 19세기,
高 4.2cm, 底徑 5.4×5.5cm, 국립중앙박물관

도 36. <白磁壺形墨壺>, 19세기,
高 3.5cm, 국립중앙박물관

도 38. <白磁螭龍文方形墨壺>, 19세기, 高 4.1cm,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달리하고 있다. 이룡은 도마뱀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굵은 몸체와 훨씬 짧아진 꼬리를 가진 형
태로 전부 방형 묵호(도 37, 38)에서 볼 수 있다(표 3-4유형). 방형 묵호는 다소 품질이 떨어지
는 경향을 보이는 것들도 있지만, 이룡문의 장식표현은 입체적이고 화려하다. 일부 방형 묵호
(표 3-4- ①~④)에는 기물 전체 또는 이룡문만을 청화안료로 칠하는 채색기법이 사용되었다.
기물의 全面을 한 가지 안료로 칠하는 기법은 19세기 조선백자에 유행하였는데 중국의 단색
유 자기를 흉내 낸 것이다. 채색안료는 청화, 철과 동 등의 안료가 사용되었고 두 가지 이상의
안료를 혼용하여 중국의 다채자기를 모방하기도 하였다(도 11). 35)
백자 문방용구에는 靑彩기법 외에도 음각·양각·투각·첩화 기법 등이 다양하게 사용되
었으며 이룡문은 첩화기법으로, 그리고 이룡문과 함께 자주 등장한 매죽문은 양각기법으로
장식되었다는 특징이 나타난다. 양각·투각·첩화 기법 등은 18세기 후반 이후 양각기법이
본격적으로 사용되면서 한꺼번에 유행하였고, 어느 기종보다도 실용과 완상용을 겸하는 문방
35) 두 가지 이상의 안료를 사용하여 백자를 화려하게 장식하는 기법은 18세기 후반에 제작된 유물에서 드물
게 나타나고, 19세기에는 다양한 기종에 크게 유행하였다(전승창, 2002, 「조선후기 백자장식의 민화요소 고
찰」, 『미술사연구』 15호, 미술사연구회, pp.260, 269~271). 다만 중국은 유약 자체를 시유한 것에 반해, 조선
은 청화 등의 유색 안료로 색을 칠한 후 그 위에 유약을 시유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색유를 입힌 것
보다는 색조가 일정하지 못하다. 중국이나 일본과 같이 유상채기법을 사용하여 장식한 조선백자는 현재 알
려진 바가 없다. 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크게 조선사회의 구조적 요인 또는 당시 지
배층의 미의식과 도자관에 의한 요인 등을 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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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구에 두드러졌다.36)
앞에서 살펴본 대로 이룡문이 장식된 백자의 기종은 당시 조선의 지식인이라면 서재에 반
드시 지녀야 할 필수품이자 수집의 대상이었던 문방용구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대체로 작은
크기의 고급품이자 사치품에 속하는 것들이다. 기물들의 제작수준은 조형에 군더더기가 없고
깔끔하며 빙렬 없이 청백색을 띠는 유약이 고루 입혀져 있다. 이룡문을 비롯한 매죽문, 명문
등의 장식구성과 세부표현은 정교한 솜씨를 보일 뿐만 아니라 각 기종별로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 기물들은 비슷한 시기에 왕실이나 문인사대부를 위해 제작된 최상품들로서 각각
일괄품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게다가 이룡문은 물과 관련된 문방기종에 항상 파도문·구름문과 배치되고 선비 정신을 상
징하는 매죽문과도 함께 장식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장식구성이 당시 일정한 모본으로 유
행하였다고 해석된다. 곧 신령스러운 동물이자 물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지닌 이룡의
상징의미가 조선 후기 백자 문방용구에 구현된 것이다.

Ⅳ. 조선 후기 螭龍文의 특징과 의미
1. 모방과 변형
조선시대에 이룡문은 청대 이룡문의 영향을 받아 19
세기를 중심으로 조선 왕실이나 고위관료층에게 애용
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 후기 왕실용 공예품에 표현된
이룡문은 두 마리가 특정한 상징물을 사이에 두고 수호
하듯 마주보고 있는 구성이 특징이다. 이는 명·청대
황실과 상류층에서 사용되었던 목가구, 금속기와 자기
등에 장식된 구성과 매우 유사하다.
<목제삽병틀>에 조각된 이룡문(도 18-1, 2)은 北京故宮

도 39. <倣泥金釉天耳蓋鼎>, 淸 乾隆期,
高 30.5cm, 口徑 20.7cm, 北京故宮博物院

博物院 소장 <倣泥金釉天耳蓋鼎>(도 39)의 예와 그 기종

과 세부표현에 차이는 있지만 비견할 만하다. <방니금유
천이개정>은 鼎을 모방한 고동기형으로 ‘大淸乾隆年製’의
명문이 새겨진 작품이다. 뚜껑에 ‘壽’자를 가운데 둔 한
쌍의 이룡문을 투각하여 연기가 빠져나갈 수 있게 하였
고(도 39-1), 몸체에는 보주를 사이에 놓고 마주보는 이

도 39-1. 뚜껑에 투각된 이룡문

36) 양각백자의 생산은 정조 19년(1795)에 단행된 청화·匣燔의 강한 금제조치 이후 더욱 확대된 것으로 평가
된다. 구혜인, 2009, 앞의 글, pp.10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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룡문을 양각하였다. 이룡의 몸체는
여러 갈래의 곡선을 이루어 복잡한
형태를 띠며 장식적이고 화려하다.
청 건륭년간에 제작된 <粉彩透刻螭
龍文象耳轉心甁>의 몸체에서도 흡사
도 17-2. <朱漆駕轎>의
도 40. <鏨胎琺瑯螭龍文碗>, 淸 中期,
이룡문 세부
高 5.5cm, 口徑 12.9cm, 北京故宮博物院

한 예를 볼 수 있다(표 1-4-①).
<주칠가교>의 도식화된 이룡문(도

17-2)은 北京故宮博物院 소장 <鏨胎琺瑯螭龍文碗>(도 40)에
서 남색과 홍색 법랑유로 번갈아가며 묘사된 이룡문의 구성
과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 <주칠 및 황칠용교의>(도 19, 20)
는 명·청대에 유행한 交椅의 형태와 재질, 좌판의 앞면
에 장식된 이룡문 등까지 공통점을 갖는다(도 41, 41-1).
대다수의 명·청대 교의에 이룡문이 등장하는 점을 볼
때 당시 교의에 한 쌍의 이룡문을 배치하는 모본이 존재
하였다고 판단된다.
<쌍리뉴인>(도 15)은 『보소당인존』에 수록된 ‘송 선화
옥인 쌍리뉴’(도 16)를 고스란히 본뜬 것으로 인면에 새
겨진 이룡문은 한 마리의 꼬리가 공간상 다 표현되지 않
은 점까지 똑같다. 인장에 이룡문이 장식되는 예는 명·
도 41. <黃花梨如意雲頭背交椅>, 明,
通高 100cm, 長 73cm, 중국 개인 소장

청대 황실에서 사용된 璽印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다.37)
대표적인 작품으로 건륭 황제의 <玉製乾隆璽印>(도 42)
은 손잡이에 5마리의 이룡들이 조각되어 있고 인면은 원

도 41-1. 좌판 앞면의 이룡문 세부

형과 방형으로 나뉘어 天圓地方을 상징한다. 각각의 인
면에는 한 쌍의 이룡문이 ‘乾’자와 ‘隆’자를 에워싸고 있는

형태로 도식화되어 있다(도 42-1).
<쌍리뉴인>은 아예 중국의 인장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지만 인장에 장식되는 이룡문이 일정
한 형식을 지녔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처럼 이룡문은 왕이 직접 사용하는 공예품에 장식되었
던 만큼 엄격함과 규칙성을 띠고 채택·모방되었다고 여겨진다. 우리나라의 이룡문은 중국보
다 간략화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그다지 큰 변형 없이 장식되었다.
조선 후기 백자에서 이룡문은 청대(도 43, 44)와 마찬가지로 연적이나 묵호, 洗 등과 같은
문방용구에 첩화기법으로 장식되었다. 그러나 조선의 이룡문은 동시기 중국에서는 보이지 않
37) 故宮博物院 編, 2011, 『故宮經典-明淸帝后寶璽』, 北京: 紫禁城出版社의 도 6. <御前之寶>, 도 7. <大明天子之寶>, 도
8. <皇帝密旨>, 도 107. <味余書室>, 도 183. <乾隆勅命之寶> 등의 이룡뉴 인장들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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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유형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긴 꼬리를 이용해 기물을 휘감
거나 여러 마리가 감싸고 있는 모습은 조선백자에서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중국에 비해 입체감이나 역동성이 훨씬 떨어지
고 외형에서 귀여움과 친근함마저 느껴진다. 전체적으로 타원
형의 머리에, 몸과 꼬리의 구분이 모호하며 자칫 이룡이라고
알아채기 힘들 정도로 단순화되었다(표 3).
중국에서 볼 수 없는 조선의 특징적인 표현구성은 이룡문의
주변에 물결, 구름과 파도문을 함께 그려 승천하려는 장면을
나타낸 점을 들 수 있다(표 3-1~3유형). 이룡이 그 연원에 따라
힘찬 물살을 거슬러 뛰어올라 용이 되고자 했던 모습에서, 마
치 登龍門과 같이 문인의 出仕를 비유하는 뜻도 담겨 있지 않
았을까 생각된다. 즉 문인에게 가장 중요시되었던 출사와 隱

도 42. <玉製乾隆璽印>, 淸 乾隆期,
高 16.7cm, 徑 11.5cm,
臺北 國立故宮博物院

逸의 상징으로 각각 이룡문과 매죽문 등이 한데 문방용구에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룡문과 함께 물과 연관된 시구나
문방용구의 용도와 관련된 문구 등을 써 놓은 점 또한 조선에
서 재구성한 점이라 이해된다. 여기에는 이 기물의 수요층인
문인지식인층의 직·간접적인 의도가 반영되었을 것으로 추
정된다. 곧 문방용구에 물과 이룡, 문인 취향의 시구 등을 조
화시켜 고아한 완상품으로서의 품격을 더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두 점의 <백자양각재명선형필세>(도 27, 28)에서 재
미있는 구성을 볼 수 있는데, 이 필세 공간에 물을 담으면 이룡
은 머리 부분만 살짝 내놓고 물 속에 잠기는 장면이 될 것이다.

도 42-1. 印面의 이룡문

참으로 재치 있는 표현이 아닐 수 없다. 그 밖에도 향꽂이 부분
으로 이룡의 입을 뚫어 사용하고 있는 예(도 32, 33), 기물의 공간에 맞게 이룡의 몸체를 일자형
에 가깝게 펴 장식한 예(도 24) 등 조선에서 다양하게 변형시켜 장식한 예들을 볼 수 있다.
이룡문이 첩화된 조선 후기 문방용구 중 가장 많은 수량이 남아 있는 방형 묵호(도 37, 38)
는 19세기 이후 청대에 제작된 묵호(도 43, 44)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조선 후기의 것
은 청대 방형 묵호의 양식과 유사하나 이룡문이 꽤 변형된 형태이다. 이는 본래 이룡의 상징
성이나 외형이 이미 거듭된 모방으로 퇴색되어 왔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대신 몸의 갈기나
두 갈래로 나뉜 꼬리의 표현 등 이룡의 기본적인 특징은 그대로 유지되어 이룡임을 알 수 있
게 한다.
이룡문은 중국의 영향을 받아 조선 후기 공예품에 여러 형태로 모방되고 응용되었다. 왕실
용 공예품에서는 중국의 기본 양식이 큰 변화 없이 적용되었지만, 좀 더 보편화된 문인사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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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3. <爐鈞釉堆貼螭龍文瓜稜形墨壺>, 淸 道光期
(1820~1850), 高 5cm, 口徑 6.5cm, 北京藝術博物館

도 44. <爐鈞釉堆貼螭龍文方形墨壺>, 淸 光緖期
(1875~1908) 이후, 高 5cm, 중국 개인 소장

용 백자에서는 훨씬 자유롭고 독창적인 장식변화가 이루어졌다. 이후 시간이 갈수록 백자 문
방용구의 수요와 생산이 급증하면서 방형 묵호의 예와 같이 변질되어 간 것이라고 파악된다.

2. 유행과 소멸
이룡문은 현존 유물로 보아 빨라도 18세기 후반경은 되서야 조선 백자에 첩화된 것으로 보
인다. 동시기 중국에서는 이미 첩화기법 외에도 다양하고 화려한 장식기법들이 극치를 이루
고 있었다. 중국의 영향을 받은 조선에서도 정조년간 이후 백자의 장식화 경향이 심화되었고
음각·양각·투각·첩화 기법 등이 활발히 사용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하에서 청대에 성행한
이룡문 첩화장식이 조선 후기에 유입될 수 있었을 것이다. 특히 순조년간 이후 다람쥐·개구
리 등의 동물이 백자연적 등에 붙어 있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이룡문은 조선 후기에 중국으로부터 전래된 새로운 장식소재로, 중국의 고급 공예품을 보
다 쉽게 접할 수 있었던 왕실과 지배층에게 애호되었다고 여겨진다. 이룡문이 장식된 조선 후
기 공예품의 제작시기는 현재 19세기에 몰려 있다. 18세기 후반 이후 쏟아져 들어오는 청 문
물의 영향과 첩화기법의 발전은 이룡문 공예품이 19세기 전·중반에 집중적으로 제작될 수
있는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이룡문은 조선 후기 중에서도 19세기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유
행하다가 조선 왕조의 몰락과 함께 그 이후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중국에서 이룡문이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공예품에 폭넓게 장식되는 점과 달리, 조선에서는
일부 공예품, 특히 백자 문방용구에 제한적으로 장식되었다. 그렇다면 특정한 기종에 한해 이
룡문이 장식요소로 채택된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은 문방용구를 가장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문인사대부, 그리고 그들의 취향과 연관지을 수 있다. 18~19세기 서울·경기 지역의 문인지
식인층은 세속과 자신을 구별 짓기 위해 차별화와 상승 지향의 문화적 행위로 고동서화 취미

64_ 고문화 84집

를 향유하였다. 높은 문화적 소양을 갖춘 문인지식인층에게 집안에서 향을 피우고 차를 마시
며 시문서화와 음악을 즐기고 문방·골동품을 완호하는 예술행위는 하위문화 집단과 자신들
을 경계 짓는 중요한 상징행위로 인식되었다. 38) 곧 이룡문은 이룡의 상징의미를 알고 있던 문
인지식인층의 영향 혹은 참여로 인해, 19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증가한 문방용구와 茶具, 향꽂
이 등의 文房淸玩 기물에 조선만의 특징적인 장식구성으로 응용된 것이다.
그러나 조선 왕조의 멸망과 함께 신분으로서의 문인, 양반도 함께 소멸되면서 이러한 상징
성을 담은 문방용구의 제작 또한 그 빛을 잃어 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왕실에서는 이와
는 달리 중국 황실에서 유행하던 권위와 위엄, 상서로운 의미를 지닌 이룡문 장식이 비교적
엄격하게 유지되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Ⅴ. 맺음말
조선 후기 공예품에 보이는 두 갈래로 갈라진 긴 꼬리와 네 개의 다리를 지닌 동물문은 기존
에 막연히 도롱뇽이나 도마뱀 등이라 인식했던 문양이 아닌, 본래 중국 고대에 기원을 둔 이
룡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룡문은 중국 고대부터 청대 이후까지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유형의 장식문양으로 이어져 왔다.
청대에 성행한 이룡문이 조선 후기 공예품에 등장하게 된 배경은 18세기 중엽 이후부터 활
발하게 이루어진 조선과 청과의 대외교섭, 그리고 19세기 조선사회 전반에 확산된 고동서화
취미와 예술품 소장의 유행을 들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이룡문은 19세기를 전후하여 왕실과
문인사대부를 중심으로 애용되었다. 조선 왕실에서 이룡문은 중국의 기본 양식이 비교적 잘
유지되었으나, 조선 후기 문방용구로 확대되면서 새롭게 재구성되어 독자적인 특징을 지니고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그동안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던 조선 후기 공예품에 등장한 이룡문의 실체를
밝히고, 이룡문의 양식적 특징과 변화된 상징 의미를 살펴보았다. 이 글은 아직 이룡문 연구
의 출발점에 그쳐, 조선으로의 구체적인 유입 경로와 시기, 조선 이전 시기의 출현이나 중국
과의 영향관계 등에 대해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다. 앞으로 더욱 폭넓고 진전된 연구가 이루
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 글을 마치겠다.

38) 주명희, 2010, 「18·19세기 서울 문인지식인층의 고동서화 취미에 나타난 차문화: 문인 아회와 아회도를 중
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원 생활예절·다도전공 석사학위논문, pp.2~4.

조선 후기 공예품에 보이는 螭龍文 고찰

_65

參考文獻

『三才圖會』

경기도박물관, 2012, 『조선 선비의 서재에서 현대인의 서재로 : 책거리 특별전』.
구혜인, 2007, 「朝鮮後期 陽刻白瓷 硏究」,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구혜인, 2009, 「朝鮮 後期 陽刻白磁 硏究」, 『미술사학연구』 263호, 한국미술사학회, pp.99~137.
국립고궁박물관, 2013, 『궁에서 왕을 만나다-국립고궁박물관 전시유물로 본 조선왕실 문화』.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동원컬렉션 명품선 I』, 국립중앙박물관·(사)한국고고미
술연구소, 2012.
김미경, 「19世紀 朝鮮白磁에 보이는 淸代 磁器의 影響硏究」, 고려대학교 대학원 문화재협동과정
석사학위논문, 2006.
김미경, 2009, 「19세기 조선백자에 보이는 청대 자기의 영향」, 『강좌미술사』 33호, 불교미술사학
회, pp.293~327.
김은경, 2012, 「책거리에 등장하는 중국 도자의 함의 - 장한종, 이형록의 책거리를 중심으로」, 『조
선 선비의 서재에서 현대인의 서재로: 책거리 특별전』, 경기도박물관, pp.190~207.
방병선, 2000, 『조선후기 백자연구』, 일지사.
방병선, 2007, 「李亨祿의 冊架文房 八曲屛에 나타난 중국도자」, 『강좌미술사』 28호, 불교미술사학
회, pp.209~238.
방병선, 2007, 「조선후기 도자의 대외교섭」,『조선 후반기 미술의 대외교섭』, 예경.
방병선, 2014,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19세기 백자 橫手形 茶罐의 造形」, 『美術資料』 85호, 국립중
앙박물관.
박심은, 2002, 「朝鮮時代 冊架圖의 起源 硏究」,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은순, 2007, 「조선 후반기 對中 繪畵交涉의 조건과 양상, 그리고 성과」, 『조선 후반기 미술의 대
외교섭』, 예경.
방애영, 2012, 「朝鮮末期 宴享 家具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손계영, 2013, 「조선왕실 수입 淸末 詩箋紙 형태 및 제작처 연구」, 『서지학연구』 55집, 한국서지학
회, pp.371~404.
장남원, 2012, 「물질문화 관점으로 본 조선후기 玩物 陶瓷」, 『美術史學報』 39집, 한국미술사교육학
회, pp.132~163.
전승창, 2002, 「 조선후기 백자장식의 민화요소 고찰 」 , 『 미술사연구 』 15호, 미술사연구회,
pp.255~278.

66_ 고문화 84집

정양모·최건, 1988, 「朝鮮時代後期 白磁의 衰退原因에 관한 考察」, 『한국현대미술의 흐름』, 일지
사, pp.348~359.
조시내, 2009, 「대한제국기 宮中 宴享用 家具 연구」, 『미술사학연구』 264호, 한국미술사학회,
pp.127~157.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1988, 『文房具 100選』.
故宮博物院 編, 2011, 『故宮經典-明淸帝后寶璽』, 北京 : 紫禁城出版社.
鄧淑蘋, 1987, 「流傳海外疑似齎賞的玉器」, 『故宮文物月刋』 第47期, pp.14~35.
北京文物精粹大系 編委會·北京市文物局, 2005, 『北京文物精粹大系·家具卷』, 北京: 北京出版社.
鮮仲文, 2005年 2期, 「歷代玉器螭紋之异同」, 『東南文化』, pp.84~86.
楊美莉, 2004, 「晩明淸初的螭紋倣古玉―從〈宣和玉盃記>說起」, 『古色-十六至十八世紀藝術的仿古
風』, 臺北: 國立故宮博物院, pp.276~293.
葉佩蘭 主編, 1999, 『故宮博物院藏文物珍品大界 4-琺瑯彩, 粉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常素霞, 1992年 第2期, 「試論玉器中的蟠螭紋」, 『文物春秋』, pp.61~68.
尤仁德, 1986年 第9期, 「戰國漢代玉雕螭紋的造型与紋飾硏究」, 『文物』, pp.69~75.
張榮·趙麗紅 主編, 2009, 『故宮經典-文房淸供』, 北京: 紫禁城出版社.
馮明珠 主編, 2004, 『乾隆皇帝的文化大業』, 臺北: 國立故宮博物院.
何傳馨 主編, 2013, 『十全乾隆-淸高宗的藝術品味』, 臺北: 國立故宮博物院.
萱草園主人, 2007年 第2期, 「淺談明淸官窯中的螭龍紋」, 『收藏界』, pp.65~68.
大阪市立東洋陶磁美術館 編, 1994, 『李朝の文房具』, 大阪: 大阪市立東洋陶磁美術館.

Asian Art Museum of San Francisco, 2013, In Grand Style : Celebrations in Korean Art During
the Joseon Dynasty, San Francisco : Asian Art Museum of San Francisco.

조선 후기 공예품에 보이는 螭龍文 고찰

_67

A Study on the Hornless Dragon Pattern in late Joseon Dynasty Artifacts
Yim Ji-yun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Curator)

Abstract
Among late Joseon Dynasty Artifacts, there was a new form of animal pattern that was hard to find
previously. The animal has a thin body, long tail split into two branches, and four legs. It especially
appears to be made of the white porcelain in 19th century of the Joseon dynasty. This pattern is not
only a kind of the hornless dragon in Ancient Chinese legends but also of an auspicious animal of the
ocean. It is generally called ‘the hornless dragon(螭龍)’.
The hornless dragon pattern has a close relationship with dragon of the ancient Chinese and was
regarded as being of auspicious existence. As time went by, this perception lessened gradually.
However, the pattern was commonly enamored by royal family until the Qing Dynasty(淸). When the
Joseon dynasty had a frequent interchanges with Qing dynasty in 18th century, it was suggested that it
arrived with the imported goods from China.
Relics decorated with the hornless dragon pattern are woodcrafts and white porcelain and so on,
which were used by the loyal family and literary noblemen during 18-19th century. Artifacts for the
royal family were the seals, armchairs with dragon patterns, frames for folding paintings, palanquins
and silver cups. Whereas common artifacts for the literary noblemen were white porcelain stationary,
incense holders, teapots. The hornless dragon pattern can be categorized into two forms; a single
dragon and a symmetrical pair of dragons. The symmetrical pattern was strictly controlled and used
primarily in royal artifacts, while the single pattern was freely decorated on white porcelain for literary
noblemen in various type.
At that time, in the Joseon dynasty, there was a trend of ‘Collecting Classical Works(Godongseohwa;
古董書畵)’ and stationary-making. As part of this trend, it was adopted to the white porcelain stationary
related with water. At this time, putting the clouds and water waves design around the hornless dragon
with few exceptions, the hornless dragon was expressed like a ascending dragon. Or by expressing
the verse and the plum and bamboo design, it was expressed the symbolic meaning of entering
government service(出仕) and retirement(隱逸) of the literary noblemen. The composition of the
decorations is original and is distinguished from the Chinse ones of the same age.
[Key Words] Late Chosun Dynasty, Hornless Dragon Pattern, Artifacts, Loyal family, Literary
noblemen, Qing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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