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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연화(年畵) 속에 담긴 문화코드 탐색
― 계층 상승으로서의 慾望과 이데올로기 전파로서의 敎化의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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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연화(年畵 new year paintings)는, 연말연시 혹은 절기마다 각 집 안과 밖에
걸어 ‘벽사(辟邪)⋅진경(進慶)⋅길상(吉祥)⋅감계(鑑戒)’를 기원하는 민화(民畵)의
일종이다. 이 때문에 연화는 화가 자신의 심미관과 자아를 표현하던 전통회화의 형
식과 풍격이 다르다. 문인화와 산수화가 화가 자신의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도구
였다면, 연화는 다수 대중들의 집단 의지가 반영된 그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연화는 감상과 향수를 위한 심미적인 것이 아니라 다수 대중들의 기복과 희망의 메
시지를 전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진 연화가 명(明) 중기부터 대대적으로 유행하게 된 데는 여러
가지 문화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이 시기에 대중들의 문화적 욕구가 일시에 팽창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 본 논문은 2009년 상명대 교내연구비에 의해 작성된 것임
** 祥明學校校 中語中文學科 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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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말청초는 ‘봉건제의 자생적 해체’, ‘농업 생산력의 발전’, ‘서민의식의 고양’, ‘인구
의 대대적인 이동으로 인한 대도시의 형성’, ‘상품 생산의 전개’, ‘서민들의 지위 향
상’1)으로 대중들의 욕구와 새로운 희망이 일시에 표출되었고, 연화가 그 ‘문화사적
획기(劃期)’를 이미지적으로 반영했기 때문이다.
둘째, 매체의 변화를 들어야 할 것이다. 연화의 유통이 가능했던 것은 판화 출판
과 시각매체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명청대 판화는 천문(天文)⋅지여(地輿)⋅절
영(節令)⋅인기(人紀)⋅의술(醫術)⋅금학(琴學)⋅서화(書畵)⋅복서(卜筮)⋅상법
(相法) 등 지식 정보의 유통에 매우 크게 작용하였다. 예를 들면, 《만보전서(萬寶
全書)》나 《삼재도회(三才圖會)》 같은 백과사전, 《십죽재화보(十竹齋書畵譜)》⋅《십
죽재전보(十竹齋箋譜)》⋅《개자원화전(芥子園畵傳)》 등의 화보, 《피서산장시도(避
暑山莊詩圖)》⋅《원명원시도(圓明園詩圖)》, 《당시화보(唐詩畵譜)》 등의 시사화보
(詩詞畵譜) 등이 판각되었다. 이러한 판화 출판의 발달은 손으로 직접 그리던 연화
를 대량으로 유통시키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이상과 같이 대중들의 문화적 욕구와 매체의 변화는 커뮤니케이션에 일대 혁신을
가져왔고, 새로운 문화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문인지식인들은 ‘시각문화’에 눈을 뜨게 되었고, ‘雅俗’의 경계를 넘나들게 되었으며,
연화를 대중의 교화를 위한 교육매체로 활용하였다. 반면에 교양인이 되기를 갈망
하는 신흥 상인과 서민 대중들은 엘리트 문화를 감상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 향유
자가 되었다. 특히 대중들은 연화를 자신들의 심미 취향을 반영하고, 그들의 삶에
대한 욕망과 염원을 총체적으로 표출하는 기제로 삼았다.
요약해 말하면, 명청대의 연화는 엘리트 문화의 시각화와 대중들의 문화적 욕구
의 충족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볼 때 연화 속에 지배이데올
로기의 전파와 대중적 욕망이 모두 반영되어 있다는 가설도 성립된다.
따라서 연화의 수집 정리, 연화 산지 및 주제와 내용의 분류 등의 선행 연구2)와
1) 吳金成, <明末淸初의 社會變化>, 《강좌 중국사 4》, 서울대학교 동양사학연구실 편, 지
식산업사, 91-131쪽, 1989
2) 중국의 연화에 관한 연구논문의 수량은 대단하다. ‘中國知網(CNKI)’의 자료에 의하면
1979년부터 2008년까지 ‘年畵’라는 키워드로 검색되는 학술논문은 1429건, 그 가운데
학위논문만 40건에 달한다. 중국의 연화 연구는 王樹村과 蒲松年이 선구적인 역할을 하
였다. 특히 연화 연구 분야를 개척한 王樹村은 평생을 연화의 수집과 연구에 바쳤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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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본 연구는 시각매체로서의 연화가 가지는 문화적 의미가 무엇인지, 연화에
대한 기존 ‘雅俗’의 이분법적 사고를 극복하고, 최종적으로 연화 속에 담긴 문화코
드에 대한 탐색을 목표로 하였다. 특히 대중들의 욕망과 지배계층의 교화 작용이
연화 속에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려고 한다.

Ⅱ. 엘리트 문화의 자장과 대중 욕망의 혼재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명청대에 연화가 대중들 사이에서 대대적으로 유행했음
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속에 담긴 이미지의 형식과 내용은 ‘비대중적’인 것이 매우
많다. 연화에 서민대중뿐만 아니라 사대부 혹은 귀족과 왕족까지 두루 향유하는 소
재가 등장하는 것을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연화는 궁극적으로 어느 특정한
계층의 심취나 일상생활이 반영되었다고는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연화는 대중들의 심미적 세계관을 표현한 것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전통 회화
의 형식과 내용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점이 있다.
중국의 전통 회화의 형식과 내용의 특징은 시서화(詩書畵)의 통합에 있었는데,
그림 속의 제화시문(題畵詩文)이 시서화의 통합체계를 구현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이미지와 텍스트의 상호 소통, 창작자와 감상자의 상호 소통, 더 나아가 창
작자와 감상자간의 시공간을 초월한 상호소통을 통하여 전통 문인 사대부 계층의
심미관과 세계관을 형성하였고, 그 계층의 통합적 세계관을 구현하였다. 요약하여
말하면, 제화시문은 중국의 엘리트의 통합 문화의 가장 특징적 표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제화시문이 연화에서도 여전히 사용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혜안(钱慧安 1833－1911年)3)이 그린 <南村訪友圖>(청대 天津 楊柳靑
체적인 연구 성과는 참고문헌 참조) 그들의 연구업적을 바탕으로 沈泓은 《武强年畫之
旅》(2006), 《年畫》(2009) 등 최근 활발한 저술활동을 보여준다. 현재 중국의 연화 연
구는 대부분 王樹村과 蒲松年의 연구결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연화의 수
집정리, 연화의 정의 및 성격 규정, 연화의 사적 전개, 산지별 주제와 내용 분류 등에
연구가 집중되어 있다.
3) 钱慧安(1833－1911年): 청말 해파(海派)의 대표적인 화가이다. 자는 길생(吉生), 별
호가 청계초자(清溪樵子) 혹은 퇴일노인(退一老人)이다. 전혜안은 어려서부터 민화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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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68)(그림1)를 예로 들어 보자. 이 그림은 남
촌에서 살고 있는 친구가 새로 익은 술병을 들고
방문하자, 집 주인 노인이 두 손을 높이 들어 읍
을 하며 맞이하고, 전 가족이 즐거운 마음으로 손
님을 반기는 장면을 묘사한 것인데, 그림에는 다
음과 같은 제발(題跋)이 붙어 있다.

무궁화 아래 강아지가 남촌의 친구를 멀리서
알아보고 짖고,
다정한 젖먹이 손자가 나보다 먼저 다투어
달려 나간다.
오래 헤어져 떠난다는 말을 못하게 하고, 새
로 담근 술이 충분히 익었단다.
사립 단장을 제치고 정원의 해바라기를 꺾어
단지를 메고 높은 버드 나루로 향하네.
<그림 1> 钱慧安 <南村訪友圖>,
이전에 그대 집에서 유숙할 제 함께 취했던
청대 天津 楊柳靑 123×68
이웃 늙은이 만났지
그 노인이 여전히 건강하신 지 근간 안부를 전해야지
을축년 용화절에 신라산인의 그림을 모방하여 청계초자 안혜안이 쌍관루에서 그
리고 기록하다.
(槿下犬迎吠, 遙識南村友
殷勤乳下孫, 先我亂趨走
久別勿言去, 恰熟新釀酒
解籬擷園葵, 携壺向高柳
前宿君家時, 共醉値隣叟
玆翁故矍鑠, 日來安好否

가들의 그림 기교를 터득하였고 명대의 구영(仇英)⋅당인(唐寅)⋅진홍수(陈洪绶)의 화
풍에 관심을 기울였으며, 비단욱(费丹旭) 등의 화풍을 배웠다. 청대 광서(光绪) 년간에
양류청(杨柳青) 연화의 유명한 공방 제건융(齐健隆)⋅애죽재(爱竹斋) 등의 요청을 받
고 천진으로 가서 직업화가의 신분으로 연화를 그렸다. 목판연화의 새로운 기상을 열었
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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己丑龍華會日仿新羅山人本, 淸溪樵子錢慧安幷記于雙管樓中)

제문에서 밝히고 있는 을축년은 광서(光緖) 14년(1889)으로 만청 시대에 해당
한다. 화가 유혜안은 이 당시 천진 양류청(杨柳青) 연화의 유명한 공방 제건융(齐
健隆)⋅애죽재(爱竹斋) 등의 요청을 받고 직업화가의 신분으로 연화를 그렸다. 제
시에서 화가는 신라산인(新羅山人 1682-1756)의 그림을 모방하여 이 그림을 그렸
다고 했는데, 신라산인은 청나라 화가인 화암(華嵒)4)이다. 화가 전혜안은 ‘仿本’의
형식을 빌어 화맥을 계승하려고 하였고, 고풍스런 필선과 조형을 통해 전통회화의
의경을 마음껏 발휘하였으며, 제발(題跋)을 통해 화의에 대한 소통을 시도하였다.
화가는 이 연화를 통해 전통 회화의 형식을 계승하고 서권기(書卷氣)를 담으려고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사실로 볼 때, 연화 장작에 있어 전통회화의
내용과 형식적 자장이 여전히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어서 <금지대련(錦地對聯)>(그림2) 연화를 예를
들어보자. 이 연화의 전면을 차지하고 있는 텍스트 ｢知
足者常樂, 能忍者自安(만족할 줄 아는 자는 항상 즐겁
고, 참을 줄 아는 사람은 스스로 편안하다｣은 《노자(老
子)》5)의 글에서 출발하여 속담으로 개작된 것이다. 이
것은 새해에 걸리는 연화나 연첩(年帖)에 자주 등장하는
문장으로, 대중들에게 욕망의 절제가 곧 행복이라는 가
르침을 담고 있다. 그런데 이 연화의 바탕에는 봉황, 용,
목단 등 다양한 길상물이 배치되어 있다. 길상물은 텍스
트가 지시하는 욕망의 절제와 달리 욕망을 표출하고 있

<그림 2> 楊柳靑 연화
錦地對聯

4) 화암의 자는 석숭(德嵩)이고 호는 추악(秋岳) 혹은 신라산인(新羅山人)⋅신라생(新羅
生)이고, 별호는 동원생(東園生)이며, 노년에는 표봉자(飄篷者)라고 하였다. 복건성(福
建省) 상항(上杭) 사람이다. 산수화와 인물고사화, 화조화에 뛰어났다. 명나라의 진순
(陈淳)과 주지면(周之冕) 그리고 청나라의 운수평(惲寿平)의 장점을 받아들여 일가를
이루었다.
5) 《老子》 9章 “祸莫大於不知足, 咎莫憯於欲得, 故知足之足, 常足矣.”
만족을 모르는 것처럼 큰 재앙은 없고,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 참혹한 허물은 없다. 그러
므로 만족을 아는 것이 항상 만족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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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사실이다. 말하자면 이 연화 속에는 ‘욕망의 절제’
와 ‘욕망의 분출’이 하나의 공간 속에 혼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이미지를 통해 지식을 습득하는 대중
사회와 텍스트를 통해 지식을 시각화하려는 엘리트 사
회의 혼재 양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희병(喜屛)>(그림3) 연화를 예로 들어보자. 이
연화는 전통 사대부 가정집에 배치되어 있는 족자와 대
련을 그대로 그림으로 표현한 것으로, 현실과 표현이라
는 이중적 세계를 한 공간에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이
그림 속에는 하늘에서 상서로운 구름을 타고 가정 집
안마당으로 내려오는 선녀를 영접하는 두 여인이 등장 <그림 3> 喜屛(淸 道光),
한다. 그리고 그림 양 옆으로 “天邊共覩風雲氣, 世上方

양류청

生將相才”(하늘가에 바람과 구름의 기운이 함께 보이
니, 세상에는 바야흐로 장군과 재상(將相)의 인재가 탄생하겠구나)라는 대련이 배
치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장상(將相)’은 ‘출장입상(出將入相)’을 줄인 것으로,
문무를 겸비한 인재, 혹은 높은 벼슬자리를 말한다. 텍스트가 선녀의 하강, 바람과
구름의 상승, 인재의 탄생을 예고했다면, 반면에 이미지는 지배계층으로의 신분 상
승이 대중들의 현실적 욕구임을 강렬하게 표상하고 있다.
<금기서화(琴棋書畵, 만청 천진 양류청 34×55.5㎝)>(그림4)는 양자의 혼재 양
상을 더욱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금기서화’는 거문고, 바
둑, 글씨, 그림으로 문인 사대
부들이 즐기던 예술 양식으
로, 고아한 문화의 상징이었
다. 그림 속의 좌우 양쪽 두
동자는 금기서화를 가지고 놀
고 있다. 좌측의 동자는 거문
고를 쓰다듬고 있고 그 뒤에
는 바둑판이 놓여 있다. 우측

<그림 4> 금기서화(琴棋書畵, 만청 천진 양류청
3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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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동자는 그림 축을 어깨에 메고 책 궤짝 옆에 앉아 있다. 이 두 동자는 사대부
문화를 극명하게 대변하고 있다. 한편 양쪽 두 동자의 가운데에는 또 다른 두 명의
동자가 복숭아, 석류, 불수감(佛手柑)이 가득 담긴 광주리를 메고 있다. 이들이 가
지고 있는 길상물은 《莊子⋅外篇⋅天地》에서 “요임금이 화봉(華封) 지방을 둘러보
았는데, 화봉 사람이 축원하길 ‘성인(聖人)이 장수하고, 성인이 행복하며, 성인이
남자(男子)를 많이 낳게 하소서’라고 하였다”6)는 기록에서 비롯되었다. 불수감(佛
手柑)의 ‘佛’자는 ‘福’자, ‘手’자는 ‘壽’자와 음이 같아 ‘행복’과 ‘장수’를 의미 하고, 복
숭아 열매는 오래 산다고 하여 ‘장수’를 상징하며, 석류는 씨알이 많기 때문에 ‘자식
이 많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 상징물은 ‘多福多寿多男子’를 의미한다. 결국 가운
데 있는 두 동자는 대중들의 욕망을 대변하고 있다. 이처럼 이 연화에 ‘금기서화’와
‘길상물’이 동시에 배치되어 있는 것은 엘리트 문화와 대중문화의 혼재 양상을 매우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연화에는 여전히 엘리트 문화의 강력한 자장이 작용하였
으며, 그러면서도 엘리트 문화와 대중문화가 충돌하면서도 융합했음을 알 수 있다.

Ⅲ. 초계급성의 욕망
그렇다면 대중과 기배계층의 지향은 무엇이었는가? 본 장에서는 초계급성이라는
차원에서 대중들의 지향을 다루고, 다음 장에서는 지배이데올로기의 교화라는 차원
에서 지배계층의 지향을 논하려고 한다.

1. 과거급제를 통한 신분상승 욕망
먼저 연화 속의 대중들은 신분의 변화를 꾀했던가에 대하여 알아보자.
계층 관계가 비교적 엄격했던 중국의 봉건 사회에서 신분상승의 기회는 국가의
공식 관료 채용 시험이 거의 유일하였다고 할 수 있다. 관리 채용시험은 바로 중국
의 중세를 관통하며 지배문화를 유지하던 가장 강력한 제도 중의 하나였던 과거제
이다. 과거제도는 교육제도와 정치사회 그리고 경제 구조를 결정하는 막강한 힘을
6) 《莊子⋅外篇⋅天地》: 堯觀于華封, 華封人祝曰: “使聖人壽, 使聖人福, 使聖人多男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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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과거에 급제하는 것이
공맹지도와 제세이민(濟世利民)을 행하기 위해
서가 아니라, 의식주와 성(性) 등 삶의 물질적
욕구를 한껏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다”7)라는 인
식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일반 대중에게는
과거 급제가 욕망 그 자체였던 것이다. “사회의
최하층이라 하더라도 시험에 합격하기만 하면
통치계급으로 상승할 수 있는”8) 과거가 가지는
초계급성이 대중들의 욕망을 지속적으로 자극했
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과거 급제는 연화의 중요
<그림 5> 文武狀元, 청초 북경
23.6×29.5㎝

한 소재가 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중에서도 장원 급제는 당연히 모든 대중들의

최고의 목표였다. 장원급제를 소재로 한 연화로는 <문무장원(文武狀元, 청초 북경
23.6×29.5㎝)>(그림5)을 예로 들 수 있다. 당나라로부터 명청대까지 과거의 전시
(殿試)에서 일등한 사람을 장원(狀元)이라 불렀다. 향시(鄕試)에 합격한 거인(擧
人)이 예부(禮部)에서 치루는 시험에 응시하려면 모두 투장(投狀)을 해야 했는데,
이때 가장 위에 있는 자를 장두(狀頭)라
고 했다. ‘두頭’는 ‘원元’자와 뜻이 통하여
장원(狀元)이라고 부른 것이다. 이 연화
에서 화살을 들고 있는 사람은 무장원(武
狀元)이고, 홀을 쥐고 있는 자는 문장원
(文狀元)에 해당한다.
장원 급제에 대한 강력한 욕망은 연속
세 번 장원급제하길 바란다는 뜻을 가진
<장원급제 연중삼원(狀元及第 連中三元,
청 동치同治 산동 유현 22×13㎝)>(그림

<그림 6> 狀元及第 連中三元, 청 동치同治
산동 유현 22×13㎝

7) 金諍 저, 김효민 옮김, 《중국의 과거문화사》, 동아시아, 32쪽.
8) 주7)과 같은 책, 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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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화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연화 속에는 한 여자가 과일 나무 아래의 북 모양
의자 위에 앉아 손에 향연(香椽)9) 혹은 푸른 복숭아(靑桃)를 들고 있다. 그녀는
아이들이 관모(官帽)를 가지고 다투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 ‘일(日)’과 ‘월(月)’자를
함께 배치한 것은 밤낮으로 공부하면 과거에 급제할 수 있다는 뜻과 장원급제를 일
원성신에게 간절하게 기원하는 뜻도 있다.
그러나 장원급제의 욕망은 그리 쉽게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당 고조(唐
高祖) 무덕(武德) 5년(622) 과거가 처음 시작된 뒤부터 청 광서(清 光绪) 30년
(1904) 마지막 과거가 시행되었던 때까지 총 1,282년간 역대 왕조는 문장원(文状
元) 654명, 무장원(武状元) 185명, 총 839명을 선발하였으니, 1년에 0.65명 정
도가 장원이 되는 셈이다. 실제로 대중들은 장원이 된다는 것 자체는 천운이 작용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비록 장원은 아니
라도 과거에 급제하는 것 자체를 열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인식이 바로 <이
갑전려(二甲傳臚, 청대 천진 양류청 28×48㎝)> 연화에 반영되어 나타난 것이다.
전시의 제일갑(第一甲) 중 첫 번째가 ‘장원(狀元)’이고, 두 번째가 ‘방안(榜眼)’이
며, 세 번째가 ‘탐화(探花)’인데, 그 다음 단계인 제이갑(第二甲)의 첫 번째가 ‘전려
(傳臚)’10)이다. 이 연화 속에서 꽃게 두 마리는 ‘이갑’을 비유하고 있으며, 갈대 잎
위를 뚫고 다니는 것은 2갑의 일등이 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갑전려’는 제일
갑보다는 못하지만 제이갑의 일등으로 당선되길 바란다는 뜻이 담겨 있다.
이러한 연유로 민간에서는 종종 장원에 대한 희망을 천운(天運)과 결부시켜 ‘문
곡성이 인간 세상으로 내려왔다(文曲星下凡)’고 표현하였다. 문곡성(文曲星)은 문
운(文运)을 주관하는 별로서, 문곡성이 하강해야 비로소 장원 급제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여겼던 것이다. 그래서 대중들은 천운의 실체로서 천선(天仙)을 만들어냈
다. <천선장원(天仙狀元, 淸 廣東 佛山 50×22㎝)>연화가 그 예이다. 이 연화는
광동 불산 지역에서 유행하던 것으로 천선(天仙)과 장원(狀元)이 한 쌍을 이루는
그림이다. 천선은 꽃 깃털 장식과 붉은 벚꽃 화관을 왼손에는 총채를 들고, 오른손
9) 향연(香椽): 운남(雲南) 대리(大理) 지역에서 나는 과실수로 약재로 사용되었는데, 속
칭 향원(香圓)이라고도 하며, 불수(佛手)는 그 가운데 한 종류이다.
10) 전시가 거행된 뒤에 황제는 진사(進仕)의 이름을 부르는 의식을 거행한다. 황제를 대
신하여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려(臚)’라고 불렀는데, 전시 중에서 4등을 차지한 사람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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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 아기를 안고 있으며 붉은 상의에 녹색 치마를 입고 있다. 장원급제한 서생
은 금화(金花)를 꽂은 오사모(烏紗帽)를 쓰고, 일품 선학(仙鶴)이 수놓인 대례복
을 입고 있으며, 허리에는 백옥 어패(魚佩)를 두르고, 손은 옥대에 걸치고 등장한
다.
‘천선장원’이 구체적으로 구현된 것이 ‘천선송자(天仙送子)’와 ‘기린송자(麒麟送
子)’이다. ‘천선송자’는 효성이 지극한 동영(董永)이 길에서 우연히 선녀를 만나 아
들을 얻었고, 그 아들이 장원 급제하였다는 고사에서 연원한 것이다. 이 이야기는
아시아 각국의 민간에서 유행하던 <董永賣身>⋅<董永遇仙>⋅<七仙女>⋅<乞巧>⋅
<牛郞織女>⋅<선녀와 나무꾼> 이야기와 착종되어 있으며, 또한 오늘날에는 황매희
(黃梅戱)로 만들어져 민간에서 공연되고 있고, 《織錦記》⋅《百日緣》⋅《槐蔭樹》로도
불리고 있다. 이것을 보면, 계층 상승에 대한 욕망은 대중들의 보편적임을 알 수
있다.
‘기린송자’는 공자의 탄생 설화와 관련이 있는데, 진(晉) 왕가(王嘉)의 《습유기
(拾遗记)》에 공자가 탄생하기 전에 기린이 집안의 정원에 옥서(玉书)를 토했다고
한 기록에서 기원한 것이다.

11)<기린송자>

연화(그림7)에는 선녀가 기린의 등을

타고 아이를 안고 등장한다. 이는 앞서 설명한 <천선송자>와 같은데, 주로 남아선
호 관념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런 주제의 연화에 “천상의 기린아가
지상에 장원 급제하다(天上麒麟兒, 地上
狀元郞)”라는 대련이 종종 등장하는데, 이
것은 장원 급제와 관련이 있다. 기린, 옥
서, 여의가 조합되어 만들어진 것을 ‘기린
상서(麒麟祥瑞)’ 혹은 ‘기린여의(麒麟如
意)’라고 부른다. 그림 속의 두 천녀는 기
린에 타고 손에 ‘莲’과 ‘笙’을 들고 있는데,
여기서 ‘莲’자는 ‘連(연속)’자, ‘笙’자는 ‘生
(태어나다)’자와 해음(諧音) 관계에 있다.
이 연화는 주로 신혼부부의 방에 걸어두는
것으로, 귀한 자식의 탄생과 장원 급제를 <그림 7> 麒麟送子(청 중엽, 남경 56×54)
11) http://baike.baidu.com/view/89962.ht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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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하고 있다.
또한 연화 속에서는 장원급제와 혼례가 결합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장원취친(狀
元娶親 近代 山東 濰縣 24×39㎝)>연화가 그 좋은 보기이다. 중국 사람들은 결혼
을 인륜지대사로 여기고 복잡한 절차를 통해 장중하게 거행한다. 그림 속에는 신부
가 탄 가마 행렬의 앞쪽에는 4명이 손에 붉은 등을 들고 길을 밝히고, 중간에는 5
명이 나팔, 횡적, 바라를 치고 있다. 뒤쪽에는 4명의 가마꾼이 신부의 꽃가마를 메
고 있고, 그 옆에 황마가 끄는 마차에는 신부의 몸종이 타고 있다. 그림의 왼쪽 윗
부분에 모자에 붉은 꽃을 꽂고 손에 채찍을 들고 말을 타고 있는 사람은 신랑이다.
이 연화는 장원급제하여 신부를 맞이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림 상단의 칸
속에 “신부를 맞이하는 것은 장원급제와 하나이다. 꽃가마의 다섯 색깔이 선명하고,
악대 나팔소리의 다섯 음이 조화를 이루며, 가마꾼은 한창 힘쓸 나이로다. 허공을
빙 둘러 채등(彩燈)이 솟아 있고, 사람마다 일품관 등용을 축하한다.(娶親原是一狀
元, 花轎五彩色色鮮. 吹手吹的五音好, 轎夫個個正當年. 宮燈撓在空中起, 人人皆
賀一品官.)”라고 쓰여 있다. 장원급제는 곧 배필을 얻는 것과 같이 평생의 소원임
을 말하고 있다.
또 다른 예를 보면, 오늘날 혼례에 사용되는 쌍희문양(囍) 역시 과거 급제와 백
년가약의 두 가지 즐거움을 동시에 표현한 것이다. 이 글자는 송대 유명한 문장가
이며 정치가인 왕안석(王安石)이 과거 급제를 하고 아내를 얻게 되었다는 고사에서
연유한 것이다.
<장원방(狀元坊, 청대 江蘇 揚州 43×50㎝)> 연화를 예로 들어보자. 그림에는
머리에 태자관(太子冠)을 쓰고 목에는 자물쇠 모양의 목걸이(이 목걸이는 어린이
목에 걸어 악귀의 물리치고 장수를 기원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를 한 공자가 준
마를 타고 있다. 그의 앞에는 알록달록한 비단옷에 긴 치마를 입은 소녀가 부채로
얼굴을 가리고 수줍어하며 공자를 훔쳐보고 있다. 천제묘(天齊廟)를 배경으로 그림
의 오른쪽 위에는 이들에 관한 이야기가 쓰여 있다. 그림에는 금화(金花)를 꽂은
오사모를 쓰고 둥근 깃털이 달린 관복을 입은 장원급제한 젊은이가 말을 타고 채찍
을 흔들며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그 옆에는 한 예쁜 아가씨가 고개를 돌려 쳐다보
고 있다. 그들의 뒤에는 ‘장원방(狀元坊)’이라 쓴 패루가 서 있고 그 옆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쓰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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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에 가득 품었던 장원의 재주를 펼치고, 황제의 칙명을 받고 서울의 거리를
활보하네. 길에서 구경 나온 아리따운 아가씨를 마주치고, (王□報信喜稱懷--해
석 불능). 두 집안이 연리지처럼 인연을 맺고, 충효절의를 바쳐 영원토록 화합하
며, 복과 장수를 모두 누리니 마음이 즐겁네.
(舒展滿腹狀元才, 奉旨皇城去游街, 路逢翠姐來觀看, 王□報信喜稱懷, 兩家
合成枝連理, 忠孝節義永和偕. 福壽雙全心歡樂)”

장원 급제와 혼례라는 두 가지 경사를 통해 양가의 행복과 장수를 기원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장원급제는 국가에 대한 충효이고, 혼례는 절개와 의리를 지키는
일임을 강조하고 있다. 과거 급제를 소재로 한 연화는 이상에서 소개한 것 외에
<五子門神>(청대 강소성 도화오, 110×50㎝), <五子天官>( 청대 산동성 楊家埠
57×31㎝) <如意狀元>(청대 사천성 綿竹 5057×30㎝), <天賜麒兒, 狀元及第>(청
대 광동성 불산 53×31㎝)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 있다.
이처럼 중국의 대중들에게 과거급제는 천운과 천선의 가피를 받아야 하고, 인수
(仁獸)인 기린의 신이(神異)한 도움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믿었다. 이처럼 과거급제
에 천선과 인수가 등장하는 것은 욕망의 극대화의 일환이다. 더 나아가 중국인들은
과거급제와 혼인을 결합시켜 표현한 것은 과거를 의식주와 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점에서 연화 속에 표현된 과거급제는 초계급
성에 대한 욕망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2. 계층의 상승과 계승의 욕망
과거 급제 후에는 계층 상승과 후대 계승 욕망으로 이어진다. 연화에서의 신분상
승은 승관(升官)과 관련되어 나타났다. 승관은 관직의 승급을 말하는데, 문관과 무
관의 승급 두 가지가 있다. 먼저 <문승관도(文升官圖, 청대 천진 양류청,
51×51cm)>(그림8)를 보자. 이것은 일종의 주사위 놀이와 같아, 채선격(彩選格)
혹은 선관도(选官图)라고도 부르는데, 대략 당대(唐代)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이
놀이는 참가자가 관직명이나 그림이 그려진 도판 위에서 주사위[투자骰子]나 타라
(陀螺)를 던져 은덕(德)⋅능력(才)⋅공로(功)자 위에 떨어지면 승진하고, 탐욕과
부패의 이미를 가진 장(賍)자 위에 떨어지면 좌천되는 과정을 통해 가장 먼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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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직에 도달하면 이기는 것이다. 이 놀이는
주로 명청대의 관제에 따른 것, 《홍루몽(紅
樓夢)》의 편제에 근거한 것, 팔선과해(八仙
過海)를 주제로 한 것, 민국 이후에는 소학
생(小學生)부터 대총통(大總統)에 이르는
것 등이 있다.12)
이 놀이는 하단에서 시작하는데, 이것은
학교제와 과거제를 혼합한 것으로 ‘백정(白
丁)’에서 시작하여 장원(狀元)에 이른다. 그
<그림 8> 文升官圖, 청대 천진 양류청,
51×51cm

리고 외현아문(外縣衙門)의 정칠품 지현(正
七品 知縣)에서 시작하여 ‘경현아문(京縣衙
門)’ 정육품(正六品)을 지나 ‘외주아문(外州

衙門)’⋅‘외부아문(外府衙門)’⋅포정사위문(‘布政司衙門)’⋅‘외성아문(外省衙門)’⋅
‘경부아문(京府衙門)’⋅‘구경아문(九卿衙門)’⋅‘도찰원아문(都察院衙門)’⋅‘한림원아
문(翰林院衙門)’⋅‘육부아문(六部衙門)’을 거쳐 최고위인 ‘내각학사아문(內閣學士
衙門)’에 이른다. 내각아문에서는 ‘태사(太師)’가 최고위이고, 그 다음이 ‘태부(太
傅)’⋅‘태보(太保)’이다.
<무승관도(武升官圖, 청대 천진 양류청
55×55cm)> 연화(그림9)는 역시 신분상승 욕
망을 놀이로 만든 것이다. 청나라 정부의 조직
과 무관의 칭호를 판각하여 만든 것으로 동생
(童生)에서 시작하고, ‘영무아문(營務衙門)’
‘팔기아문(八旗衙門)’ 등 십도아문(十道衙門)
으로 나누어져 있다. 문승관도와 놀이 방식은
유사하여 중앙의 최고위직에 먼저 도달하는
사람이 승리한다.
<문승관도>나 <무승관도> 모두 주사위를 던 <그림 9> 武升官圖, 청대 천진 양류청
져 승급 기회를 만날 확률은 4분의 3이고, 좌
12) http://baike.baidu.com/view/919523.htm 참조.

55×5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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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을 당할 확률은 4분의 1번에 그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이 놀이는 기본적으로
승급을 위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고위직에 올랐다가 문제가 생겨 좌천되
기도 하는데, 이 경우 역시 완전히 퇴출시키지 않고 회복할 기회를 부여받는다. 이
런 점을 볼 때, <승관도>는 신분의 지속적 상승에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중들은 관직의 승급 또한 천관의 도움이 있어야 비로서 가능하다는 인식을 가지
고 있었다. <가관진록(加官進祿 만청 천진 양류청 35×60㎝)>13)(그림10) 연화가
이를 반영한 것이다. ‘가관직록’은 ‘가관진위(加官進位)’라고 하는데, 이것은 천관이
관직을 부여하면 직위와 봉록이 높아진다는 믿음에서 출발한다. 그림 속에는 두 꼬
마가 등장하는데, 한 꼬마는
태자관(太子冠)을 들고 있고,
또 한 꼬마는 꽃사슴 옆에 무
릎을 꿇고 앉아 있다. ‘관冠(관
리의 머리 장식)’과 ‘관官(벼
슬)’, ‘녹祿(봉록)’과 ‘녹鹿(사
슴)’은 발음이 같아 태자관과
사슴은 지위와 의식주를 상징
한다. 대중들은 이 연화를 통

<그림 10> 加官進祿 만청 천진 양류청 35×60㎝

해 아이들의 원대한 미래를 기
원하고 있다.
산동성 공부(孔府)에서는 문신화(門神畵)로 <가관진록, 청초 山東 曲阜 86×56
㎝> 연화를 사용하였다. 공부에서는 새해가 되면 정원으로 진입하는 남북의 대문과
후원으로 들어가는 편문(偏門)에 크고 작은 문신을 붙였다. 그림 속의 문신은 천관
(天官)으로, 머리에 오사모를 쓰고 학을 수놓은 관복을 입고 있다. 왼손에 홀(笏)
을 안고, 오른 손에는 금 쟁반을 받들고 있다. 쟁반 위에는 오량관(五梁冠)이 놓여
13) 가관진록(加官進祿): 《금사(金史)⋅장종원비이씨전(章宗元妃李氏傳)》에 “봉황은 사방
으로 나는데, 그 반응은 각각 다르다. 위로 날면 바람이 순조롭고 때에 맞추어 비가 내
린다. 아래로 날면 오곡이 풍년들고, 밖으로 날면 네 계절이 물 흐르듯 순환하고, 안으
로 날면 관직이 높아지고 봉록이 증가한다(鳳凰之飛有四, 所應亦異, 若向上飛, 則風
調雨順時; 向下飛, 則五谷豊登; 向外飛, 則四時來潮; 向裏飛, 則加官進禄.)”에서 나
온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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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의미는 다른 것과 같
다.
신분상승 욕망은 어룡(魚
龍)의 변화로 표현되었다.
<어룡변화魚龍變化 만청 천
진 양류청 33.5×68㎝)>연화
(그림11)는 등용문(登龍門)
고사와 관련이 있다.14) 이
고사는 사람마다 입신출세를

<그림 11> 魚龍變化 만청 천진 양류청 33.5×68㎝

하지 못하는 것은 시운이 고르지 못하기 때문이니, 잉어가 용문을 뛰어넘어 용이
되는 것처럼 힘껏 도약하여 내일을 기약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림 속의
동자는 금물고기를 어깨에 걸치고 연꽃 잎 위에 앉아 있다. 물고기는 거품을 토하
며 용이 되어 하늘로 오르려고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이어도용문(鯉魚跳龍門 청, 사천성 협강, 44×35㎝> <어인용전(魚引
龍錢, 청말, 산동성 平度, 30×40㎝> 등 다양한 이미지로 반영되어 신분상승에 대
한 대중들의 간절한 희망을 담고 있다.
이미 획득한 계층의 지위를 후대에 계승하는 것 역시 무척 중요한 문제였다. <관
대전류(冠帶傳流: 청말 강소 소주 45×27.8㎝)> 연화는 “관직이 후대에게 전승되
다”는 뜻으로, 관직의 계승을 반영한 것이다. 국가에 공적을 세우거나 전쟁에서 무
공을 세우며, 상해를 당한 군사에게 조정에서 보상 차원의 직위를 주고, 자손들이
이것을 계승하도록 하였다. 이 연화에서 관대(冠帶)는 관복(官服)의 가장 중요한
표식으로 관직의 상징이었다. 이 그림에서는 동자 하나가 사모관대를 배 모양의 조
그만 수레에 싣고 끌고 가고 있다. 오른쪽에 있는 여자가 어린 아이를 안고 있는
데, 이 아이는 다른 아이가 들고 있던 석류 가지로부터 석류를 따고 있다. 이 그림
에서 ‘관(冠)’⋅‘대(帶)’⋅‘선(船)’⋅‘류(榴)’자는 ‘官’ ‘代’ ‘傳’ ‘流’와 발음이 비슷한 점

14) 등용문 고사는 송나라 육전(陸佃,1042-1102)의 《비아(埤雅)》에서 “속설에 의하면 물
고기가 龍門을 넘으면 용이 된다는데, 오직 잉어만 그렇게 된다. 그래서 신선이 용을
타는 것 역시 잉어를 타는 것과 같다(鯉魚之貴, 俗說魚躍龍門過而爲龍, 唯鯉爲然.
是以仙人乘龍亦爲騎鯉).”라고 한 데에서 비롯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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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하여, 관직을 후대로 계승하고자 하는 강렬한 희망을 표출하였다.
이상에서 연화에 나타난 신분상승과 계승 욕망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승관도>에
서 볼 수 있듯이 신분상승과 계층 변화의 간절한 욕망이 놀이 형식으로 나타났는
데, 놀이 역시 주로 상급을 위주로 하고 있어 신분 상승의 욕망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관직의 계승은 해음 관계를 이용하여 관대(冠帶), ‘배[船, 순조롭게 순
항]’, 석류(榴, 풍성함)으로 상징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Ⅳ. 윤리 관념과 지배이데올로기의 전파
이상에서 연화 속에는 대중들이 천운의 힘을 얻어서라도 신분을 상승시키고 이를
계승하려는 욕망이 나타나 있으며, 과거 급제는 ‘공맹지도’나 ‘제세이민’을 행하기 위
한 것이 아니라 의식주와 성의 문제를 충족하는 방도라는 인식을 반영하였다고 설
명한 바 있다.
이러한 대중들의 욕망과 달리 봉건 지배계층은 연화를 통해 대중들에게 메시지를
전파하려고 했을까? 욕망의 제어 혹은 위계화의 방편으로 삼았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인들은 충효를 유가(儒家)의 ‘인의예지신(仁義禮智信)’의 발현으로 여겼다.
또한 ‘忠孝雙全’⋅‘忠孝合一’ 등에서 ‘충’과 ‘효’가 병칭하며, 이 양자를 봉건사회의
윤리 도덕이면서 통치이념으로 삼았다.
그렇다면 연화는 반드시 이러한 이데올로기를 반영하였을 것이다. 먼저 ‘충’이 연
화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살펴
보기로 하자. ‘충’의 개념이 가장
널리 표출된 것이 <대전장판파
(大戰長坂坡, 淸末 山東 平度
28×46.8㎝)>(그림12)

연화이

다. 이것은 《삼국연의(三國演
義)》에서 조조(曹操)와 유비(劉
備)의 장판파(長坂坡) 전쟁을
줄거리로 하고 있다. 유비가 조

<그림 12> 大戰長坂坡, 淸末 山東 平度 28×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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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공격을 받아 신야(新野)를 불태우고 퇴각하였지만, 조조 군대의 계속적인 추
격을 받게 되었다. 이때 조운(趙雲, 趙子龍)이 죽을 각오로 조조의 진영을 뚫고 들
어가 먼저 간옹(簡雍), 미축(糜竺), 감부인(甘夫人) 등을 구출하였다. 그러나 미부
인은 부상을 당하여 탈출하지 못하고 아들 아두(阿斗)를 조운에 부탁하고 우물에
빠져 죽었다. 조운은 조조의 청동보검을 빼앗아 적진을 뚫고 탈출하여 아두를 유비
에게 전하는 대목을 묘사한 것이다.
이 연화는 죽음을 무릅쓰고 주군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인물을 찬양하기 위하여
민간에 널리 유포시킨 것이다. 장판파 대전을 소재로한 연화는 매우 다양하고, 희
극과 연계되어 널리 유행하였다.
중국인에게 ‘충’의 상징 인
물로 악비(岳飛)를 뽑을 수
있다. 악비의 ‘충’을 표현한
연화로는 <악무목정충보국(岳
武穆精忠報國, 淸 江蘇 蘇
州 28×48㎝ 前圖)>(그림13)
이 가장 대표적인데, 이것은
《설악전전(說岳全傳)》의

내

용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이

<그림 13> 岳武穆精忠報國, 淸 江蘇 蘇州 28×48㎝
前圖

소설은 악비와 그 수하 장수
들이 금(金)에 항거하여 벌인 전쟁을 칭송하는 한편 장방창(張邦昌)과 진회(秦檜)
등이 금군(金軍)과 결탁한 반역을 저지렀던 악행을 폭로한 소설이다. 이 연화는 ‘대
붕금시조가 인간세상으로 내려와 악비로 태어나다(大鵬金翅鳥下凡生岳飛)’, ‘소량
왕을 창으로 무찌르다(槍挑小梁王)’, ‘진흙 말이 강왕을 태우고 황하를 건너다(泥馬
渡康王)’, ‘양랑관을 부숴버리다(砲炸兩狼關)’, ‘악비의 모친이 아들의 등에 정충보
국(精忠報國)을 새겨 의지를 고취시키다(岳母刺字)’, ‘동정호에서 양요와 싸우다
(洞庭湖戰楊么)’, ‘고총이 활차를 끌다(高寵挑滑車)’, ‘금올출이 장방창의 목을 계
층 상승으로서의 慾望의베고 제사를 지내다(金兀朮斬張邦昌祭旗)’ 등 8개 주요 줄
거리를 묘사하고 있다.
<정충전(精忠傳)>(청 중엽, 천진 양류청, 34×59㎝) 연화(그림14) 역시 악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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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정을 묘사한 것으로 모
두 12폭의 연환화 형식으
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명청대 연화에
서는 역사고사 속의 전쟁
영웅을 소재로 하여, 자신
의 사리사욕을 채우지 않
고 집단의 공익을 위해 힘
을 다하는 조운과 악비를

<그림 14> 精忠傳, 청 중엽, 천진 양류청, 34×59㎝

‘정충보국(精忠報國)’의 상징으로 만들었다. 이는 ‘忠’ 이념의 부호화라고 할 수 있
다.
‘효’를 소재로 한 연화는 대체로 <二十四孝>에 집중되어 있다. <이십사효>는 원나
라 곽거경(郭居敬)이 집록한 <二十四孝>15)에서 비롯된 것이다. 곽거경은 부모가
죽은 뒤, 원 정부의 타락한 도덕상을 보고 상고시대 순(舜)으로부터 송대의 황산곡
(黃山谷)까지 고금의 효자 24명을 모아 그들의 행적을 순서대로 노래하여 아이들
에게 교훈을 주고자 했다. 대순(大舜)⋅한무제(漢武帝)⋅증삼(曾參)⋅민손(閔
損)⋅중유(仲由)⋅동영(董永)⋅염자(剡子)⋅강혁(江革)⋅육적(陸績)⋅당부인(唐夫
人)⋅오맹(吳猛)⋅왕상(王祥)⋅곽거(郭巨)⋅양향(楊香)⋅주수창(朱壽昌)⋅유검루
(庾黔婁)⋅노래자(老萊子)⋅채순(蔡順)⋅황향(黃香)⋅강시(姜詩)⋅왕포(王褒)⋅
정난(丁蘭)⋅맹종(孟宗)⋅황정견(黃庭堅) 등 24명의 효행을 모아 아동들에게 효의
모범으로 삼으려고 하였다.
이 <이십사효(二十四孝)>(淸 山東 高密 95×25㎝)(그림15) 연화는 병풍 형식으
로 이 24명의 효행에 관한 이야기를 묘사하고 있다. 이 병풍은 대체로 노인들의 방
에 걸어두어 그 자손들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 사용되었다.
만청 시대 사천의 면죽 지방에서 나온 또 다른 <이십사효도(二十四孝圖, 晩淸
四川 綿竹 67.7×33㎝)> 연화를 보면, 당시에 이 지역에서 연화에서 효에 대한 관
15) 《全相二十四孝詩選》이라고 하고, 나중에 그림이 추가되어 《二十四孝圖》라고 부른다.
1950년 陳少梅의 <二十四孝圖>가 대중화되었다. http://baike.baidu.com/view/
567.ht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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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二十四孝, 淸 山東 高密 95×25㎝

념의 일단을 알 수 있다. 이 연화에는 수창심친(壽昌尋親, 포악한 성격의 아버지에
게 7세에 쫓겨난 朱壽昌이 평생 어머니를 찾아 헤매다 칠순이 다된 노모를 찾았으
나 얼마 되지 않아 노환으로 세상을 뜨자 슬퍼하였다는 고사), 당씨유고(唐氏乳姑,
당씨가 치아가 없어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시어머니에게 조석으로 자신의 젖을 먹였
다는 고사, ‘乳姑不怠’라고도 함), 육적회귤(陸績懷橘, 육적이 대접받은 귤을 어머
니에게 드리려고 몰래 품에 숨겨 나오다 발각되었다는 고사), 맹종곡죽(孟宗哭竹,
맹종이 어머니의 병을 낳게 하려고 엄동설한 대숲에 들어가 눈물로서 죽순을 구했
다는 고사), 민손어거(閔損御車, 민손이 엄동설한에 갈대로 지은 옷을 입고 수레를
몰아 자신을 미워하는 계모를 감동시켰다는 고사), 왕상와빙(王祥臥氷, 왕상이 계
모를 위해 엄동설한에 잉어를 잡아 바쳤다는 이야기) 등 6개의 고사에서 뽑은 것으
로 ‘팔선병(八扇屛)’의 일종이다.
<이십사효도> 외에 <향산삼황고(香山三皇姑)>, <황도시(皇都市, 채색 인쇄,
17×20, 청대 복건 장주)> 등도 효를 주제로 한 연화들이다. 이상의 사실을 통해
볼 때, <이십사효> 연화는 ‘효’의 아이콘이며, 이는 지배계층은 위계화된 기존의 질
서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피지배계급에게 효를 정당한 것으로 인식시키는
상징물임을 알 수 있다.
중국 전통 봉건 사회에서 지배계층은 피지배 계층을 德敎 혹은 ‘敎化’의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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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삼았다. 연화 속의 ‘忠孝’는 중국 전통 봉건 사회의 교화의 도구였음을 알 수 있
다.

Ⅴ. 결론
중국의 명청대에는 출판과 시각매체에 일대 변혁이 일어났고, 이것은 문화와 지
식의 인식과 유통 체계를 바꿨다. 시각매체의 하나였던 연화에는 대중들의 심미 취
향이 반영되었고, 그들의 삶에 대한 욕망과 염원이 총체적으로 표출되었다. 이것은
대중들로 하여금 문자 텍스트 대신 이미지로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때
문에 연화는 문화지식을 제공하는 매우 적합한 교육매체인 동시에 커뮤니케이션 매
체로서 아이콘의 유통(iconic circuits)을 가능케 했다.
지배계층은 연화를 통하여 자신의 세계관과 통치이념을 다수 대중에게 확산하려
고 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화창작에 전통 회화 형식의 자장이 작용하였고, 연화와
전통예술의 결합 즉 ‘雅俗’의 융합이 이루어졌다. 지배계층은 연화를 지식과 이념의
이미지적 확산의 도구로 삼아 ‘충효’의 지배이데올로기를 전파하고 그들만의 ‘세계’
를 재구성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배이데올로기는 연화를 통하여 확산되고
고착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대중은 연화 속에서 科擧를
통한 신분상승과 계층의 유지 및 계승 등 계층적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본다면, 연화는 중국의 서민 대중을 포함한 전체 계층이 향유하던 그림이
며, 지배이데올로기의 전파와 대중의 욕망 표출이 충돌하고 융합되는 과정에서 탄
생한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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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到明中期以後, 出版印刷和視覺媒體的變化, 對文化和知識的認識體引起
了變化. 年畵作爲一種視覺媒體, 反映了大衆的審美趣向, 表達人民大衆現實
生活的希求和願望. 年畵作爲提供文化知識的敎育媒體, 同時也是信息媒體,
成了符號的流傳(iconic circuits)的載體. 統治階層的統治理念和敎化作用深
深地潛藏在年畵中. 因此, 傳統繪畫的畵題形式繼續地對年畵創作起了影響,
進行了年畵和文人畵的交融. 在中國傳統社會, 忠孝是倫理觀念, 同時也是 統
治理念. 年畵的對國家盡忠, 對父母盡孝的人物, 促使統治理念的擴大和堅持.
名利祿是人民大衆追逐的願望. 壯元及第和魚龍變化以及升官圖等形象的年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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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民間最流行.
總之, 年畵是在統治理念和願望的之間, 互相衝突和和諧的産物.

【主題語】
年畵, 狀元, 符號化, 雅俗, 民間繪畵, 倫理觀念, 敎化,壯元及第, 二十四孝圖.

투고일: 2011. 1. 22 / 심사일: 2011. 2. 1～2. 12 / 게재확정일: 2011. 2.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