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화와 고양이

[특종] 조선 삼색이,
미국물 먹어도 귀여운 것으로 드러나…
[해설]
고양이는 언제나 옳죠.
조선 시대에도 오늘날에도.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장난기 가득한 눈으로 벌을 쫓고 있어요.
가을 국화에는 관심이 없네요.
[국화와 고양이] 26.35 x 35.88cm
조선 시대(18세기), 작자 미상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박물관 소장

2. 암탉과 병아리

[속보] 마당을 나온 암탉,

미국에서 발견
[해설]
18세기 조선 시대 민화예요.
원래 제목은 ‘암탉과 병아리’.
병아리를 챙겨주는 암탉의 모습이
제일 크게 보이는데요.
병아리는 몇 마리일까요?
[암탉과 병아리] 26.04 x 33.66cm
조선 시대(18세기), 작자 미상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박물관 소장

3. 감모여재도

가성비 갑 사당
[해설]
사당 지을 여유 없는 서민들아, 제사를 준비하자.
소나무 아래 단층의 사당을 짓자.
사당 안에는 산수화 10폭 병풍을 놓자.
제사상에 놋쇠 밥그릇, 향 담을 사발,
탁잔과 촛대 각각 한 쌍, 유자와 석류,
그리고 연꽃과 모란을 꽂은 화병 한 쌍.
그림으로 완성한 가성비 갑 버추얼 사당.
[감모여재도(感慕如在圖)] 68 x 104.5cm
조선 시대(19세기), 작자 미상
영국 박물관 소장

4. 가섭존자상

“가섭 스님, 미국에서의 수행은 어떠십니까?”
[해설]
가섭 스님은 석가모니의 10대 제자 중 한 사람이에요.
항상 웃음을 띤, 나이 든 수행자의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그의 미소와 안정감 있는 자세는 자비와 지혜를 나타냅니다.
법복의 아름다운 색감과 자비로운 스님의 미소를 놓치지 마세요.
[가섭존자상] 높이 55.9cm, 폭 22.9cm
1700년, 색난 外 조각승들
미국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소장

5. 구운몽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해설]
‘구운몽도’. 팔선녀에 미혹된 죄로 인간 세상에 보내진 성진,
양소유로 환생해서도 처첩을 여덟씩이나 둡니다.
부귀영화를 맘껏 누리다 이내 깨닫죠. “헛되도다.”
꿈과 환상의 문학 <구운몽>을 옮긴 10폭 병풍입니다.
[구운몽도] (각 병풍 그림당) 28.6 x 67.7cm
조선시대(19세기), 작자 미상
미국 포틀랜드 박물관 소장

6. 운룡도

먹구름 사이로
황룡이 나르샤

불타는 여의주
빗물을 내리샤
[해설]
조선 사람들은, 용에게 비를 내리게 하는 신비한 힘이 있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기우제를 지낼 때 ‘운룡도(雲龍圖)’를 사용했답니다.
커다란 황룡이 불타는 여의주를 맹렬히 쫓고 있네요.
용의 몸부림에 주변의 먹구름들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곧 비가 내릴 거예요.
[운룡도(雲龍圖)] 74.5 x 126.1cm
조선시대(19세기~20세기), 작자 미상
영국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 소장

7. 오방신장도

조선시대 수호천사
[해설]
‘오방신장도’. ‘오방’은 동서남북 중앙의 다섯 방위를 뜻하고,
‘신장’은 신의 부림을 받는 장수를 뜻합니다.
그림 속 다섯 신장은 조선의 수호천사였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과격하게 생겼네요. 귀엽게 생긴 건가?
[오방신장도] 50.2 x 85.2cm
조선시대(18세기~19세기), 작자 미상
스웨덴 스톡홀름 동아시아 박물관 소장

8. 왕회도병풍

이루지 못한 꿈
[해설]
‘왕회도’는 황제가 각국의 사신들에게 조공 받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우리 역사 최초의 황제, 고종 재위 기간에 그려진 그림이에요.
그러나 실제 대한제국 역사의 한 장면은 아닙니다.
고종 황제는 외국 사신들에게 조공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 그림은 대한제국 황실의 간절한 바람이었을까요?
[왕회도병풍] 355.25 x 145.7cm
대한제국, 작자 미상
영국 박물관 소장

9. 석가출가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던지고…
[해설]
석가모니가 출가하던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궁궐에서는 그의 출가를 알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왼쪽 상단을 보실까요?
출가한 태자가 산속에서 머리를 깎고 있네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세상에 작별을 고하며.
[석가출가도] 105 x 148cm
조선시대(15세기 후반~16세기 전반), 작자 미상
독일 쾰른 동아시아 박물관 소장

10. 문방도병풍

서재는 서재인데, 토끼와 해치와 수박과 꽃과 음식까지 있네

[해설]
책거리 그림은 조선 궁중에서 시작되었고, 곧 궁궐 밖에서도 유행했습니다.
당시 문인들은 장식성이 강한 문방구와 길상의 의미가 있는 각종 동식물을 서재로 불러들였어요.
이들을 수집하고 감상하고, 자랑하는 것이 그들의 취미였던 거예요.
조선판 인스타그램 같지 않나요? 나와 나의 것을 전시하려는 마음이 닮았잖아요.
[문방도병풍(文房圖屛風)] (각 병풍 그림당) 36.1 x 57.3cm
조선시대(19세기 후반~20세기 전반) 작자 미상
영국 박물관 소장

11. 봉황꼭두

어쩌다 불사조

[해설]
꼭두는 상여(사람의 시체를 실어서 묘지까지 나르는 도구)를 장식하는 형상입니다.
꼭두는 망자를 묻은 후 불태워집니다.
원래 망자와 함께 죽었어야 하는 운명을 가진 새였던 거죠.
무슨 사연인지 불타지 않고, 지금까지 숨 쉬고 있는 봉황꼭두. 불사조가 분명하네요.
[봉황꼭두] (왼쪽부터 각각) 높이 38.8cm, 45cm
조선시대(19세기 후반~20세기 전반), 작자 미상
미국 포틀랜드 박물관 소장

12. 수월관음도

어떤 소원이든 빌어보살
[해설]
관세음보살의 약속을 아시나요? “모든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수월관음보살은 왼쪽 아래 작게 묘사된 동자를 바라보고 있어요.
간절한 표정의 이 동자는 바로 고려 후기 지배층으로 성장한 문벌 귀족.
바랄 것도 없이 풍족했던 그들이 사후 세계로 고개를 돌린 거네요.
그들은 이렇게 빌었을 겁니다. ‘보살님, 극락왕생하게 해주세요.’
[수월관음도] 47.7 x 98.3cm
고려시대(14세기 중반), 작자 미상
미국 프리어・새클러 미술관 소장

13. 금동아미타여래삼존좌상

다리 저려도 나 이렇게 웃어요
[해설]
세 명의 부처님이 나란히 앉아 계십니다.
왼쪽부터 지장보살, 아미타불, 그리고 관음보살.
600년간 대좌에 앉아 다리가 저리실 텐데도
잔잔한 미소를 잃지 않고 계시네요.
[금동아미타여래삼존좌상] 높이 40.6cm, 폭 54.6cm
조선시대(15세기), 작자 미상
미국 클리블랜드 미술관 소장

14. 단학흉배 & 구름 속에 두 마리 학이 있는 문관 계급장

“너 몇 학이야?”
“너는 몇 학인데?”
[단학흉배]

[해설]
관복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자수.
이 흉배에서는 학의 마릿수가 중요해요.
쌍학은 높은 계급, 단학은 낮은 계급.
조선 시대 문관들은 아마도
“너 몇 학이야?” 하지 않았을까요?
[단학흉배] 25.4 x 25.4cm
조선시대(19세기), 작자 미상
미국 클리블랜드 미술관 소장
[구름 속에 두 마리 학이 있는 문관 계급장] 21.59 x 24.13cm
조선시대(19세기 후반), 작자 미상
미국 클리블랜드 미술관 소장

[구름 속에 두 마리 학이 있는 문관 계급장]

15. 견도

1500년대 초에 태어나 프랑스 영화에도 출연하셨던 분

[해설]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털은 보송보송하고요.
호기심 많은 눈을 하고 꿩 깃털을 가지고 놀고 계십니다.
한국적 정취를 풍기는 동물화에 능하셨던 화가 이암 선생의 작품으로,
2003년 프랑스 영화 <몽상가들>에 소품으로 쓰였습니다.
이암 선생은 특히 강아지를 잘 그리셨다고 하네요.
[견도] 43.8 x 31.1cm
조선시대(16세기), 이암
미국 필라델피아 미술관 소장

그림이 떠들썩

[해설]
백 명의 동자를 그렸다고 해서 ‘백(百)동자도’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조선의 천진난만한 어린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팔딱팔딱 뛰는 아이들의 마음 때문일까요?
그림마저 떠들썩한 것 같아요.
[백동자도] (각 병풍 그림당) 24.1 x 81.3cm
조선시대(19세기 후반), 작자 미상
미국 필라델피아 미술관 소장

16. 백동자도

17. 호랑이 까치와 소나무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동식물은 뭘까요?
[해설]
호랑이는 무서운 건지 귀여운 건지.
까치는 겁이 없는 건지 철이 없는 건지.
소나무는 도무지 관심이 없네요.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동식물 세 가지가 한자리에.
19세기 작자 미상의 민화예요.
[호랑이 까치와 소나무] 56.83 x 113.03cm
조선시대(19세기), 작자 미상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박물관 소장

18. 기산풍속도

19세기 개항장 굿즈를 소개합니다

[해설]
‘기산풍속도’. ‘기산’은 그림을 그린 김준근의 호라고 해요.
19세기 말 부산, 원산 등의 개항장에서 판매된 풍속화입니다.
작은 엽서 크기로, 당시 조선을 방문한 서양인들의 여행기 삽화로 사용되었다네요.
약 1,500여 점의 기산풍속도가 전 세계 20여 박물관에 있답니다.
[기산풍속도] (각 그림당) 12.5 x 20cm
조선시대(19세기 후반~20세기 전반), 기산 김준근
영국 박물관 소장

19. 진주선

조선의 면사포
[해설]
조선의 궁중혼례 때 사용하던 둥근 부채입니다.
그러나, 바람을 만드는 부채는 아니에요.
결혼식 동안 신부의 얼굴을 가리는 데에 사용했다고 해요.
면사포가 따로 필요 없었겠죠?
[진주선] 지름 25.6cm
조선시대(19세기 중반), 작자 미상
미국 클리블랜드 미술관 소장

20. 노인탈

나무 조각 하나와 말의 털 하나로 흘러간 세월을 묘사해 보시오

[해설]
이마의 선명한 주름, 움푹 파인 두 눈, 솟아오른 광대뼈.
턱수염과 콧수염까지 디테일한 모습을 한 조선의 노인탈입니다.
나무 조각과 말의 털, 두 재료만으로 흘러간 세월을 담았네요.
[노인탈] 6.1 x 20.3cm
조선시대(17세기), 작자 미상
미국 클리블랜드 미술관 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