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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자청화산수문병>은 근대 도자 가운데 흔치 않게 제작자, 제작
연도, 문양 소재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작품이다. 기면에 “松下問童子

言师採藥 只在此山中 雲深不知處 辛亥夏日 小琳寫”가 써져있어, 소림
조석진(小琳 趙錫晉, 1853～1920)이 1911년 당대 가도(779～843)의 시

“尋隱者不遇”를 도상화한 송하문동자 도상을 그린 것임을 알 수 있다.
기형은 전형적인 고려시대 매병 형태인데, 구연 일부에는 고의적으로
각이 나 있다. 병이 백자이지만 고려 매병 형태로 제작된 것은 당시
고려청자 수집 및 재현이 활발했던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린다. 더욱이
작가가 소속되어 있던 관립공업전습소는 청자 연구 및 재현사업에 적
극적이었기에 작가의 제작 경향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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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병의 구연 일부가 변형된 것은 근대기 외부로부터 유입된 새로운
조형 형태가 모방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서울 일부 소비유적에서 출
토된 외국산 잉크병의 구연과 유사해 주목된다.
한편, 병의 화면 전체에 세밀한 필치의 청화로 문양이 그려졌으며,
상단 일부에는 짙은 먹색의 안료로 제발이 써졌다. 기면에 그려진 송
하문동자 도상은 조선시대부터 그려졌던 소재다. 조선후기 화원 화가
작품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19세기경 관요에서 제작된 청화백자에도
나타난다. 조석진이 계승되어 온 화원의 작품이나 모본을 참고했을 수
있지만, 그가 활발히 활동했던 조선말～근대초기에 다량 유입된 상해
발간 화보에서 유사한 구도와 화풍을 찾아볼 수 있어 이를 참고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백자청화산수
문병>이 제작되었을 시기 중국에서 시서화가 결합된 문인화풍의 천강
채자기가 유행했다는 점이다. 양자 모두 공장이 도안화된 문양을 기계
적으로 장식한 것이 아닌 전문 작가가 문인화적인 소재와 구성을 표
현해냈다. 특히 마치 회화 작품과 같이 화면 한 곳에 제시 및 간지, 작
가명을 쓴 점이 주목되는데, 이러한 특징은 조선시대 도자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조석진이 <백자청화산수문병>을 제작하는데 당시
중국에서 유행한 도자 제작 경향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근대기 제작된 도자의 한 성격을 파악하고자, <백자청화
산수문병>의 조형을 면밀히 분석하고 작가의 주변 환경 및 동시기 주
변국의 요업 경향을 함께 살펴보았다. 이에 근대기 다자간에 이루어졌
던 교류로 출현한 새로운 면모를 발견할 수 있었고, 이것이 기존에 계
승되어 온 전통 양식과 결합된 과정을 확인해 본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 백자, 매병, 조석진, 공업전습소, 송하문동자, 천강채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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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소림 조석진(1853～1920) 작품으로 알려진 <백자청화산수문병>은
근대기 도자 가운데 흔치 않게 제작 연도, 제작자, 문양 소재를 명확히
알 수 있다.1) 기면에 당대(唐代) 가도(賈島, 779～843)의 시 “尋隱者不
遇” 중 “松下問童子 言师採藥 只在此山中 雲深不知處”2)와 “辛亥夏日
小琳寫”가 써져있어 1911년 조석진이 제작한 것임을 파악할 수 있다.

조석진은 심전 안중식(心田 安中植, 1861～1919)과 함께 1910년대 초기
근대 화단에서 조선 말 전통 양식을 계승하며 활발히 활동한 인물인
데,3) 그가 백자에 작품을 남긴 것은 손에 꼽히므로 <백자청화산수문
병>은 주목할 만한 사례다. 기형은 전형적인 고려시대 매병 형태이며,
구연 일부에 난 각은 고의로 변형된 듯하다. 이러한 형태는 조선시대
제작된 백자 가운데 찾아볼 수 없다. 한편, 매우 세밀한 필치의 청화로
그려진 푸른색 화면과 검게 써진 제발은 극히 대비된다. 기형, 청화발
색, 시유 및 소성 상태 등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1) 이 작품은 2014년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에서 개최된 특별기획전 <미술과
이상>에 출품된 바 있다.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미술과 이상:이화여자대
학교 창립 128주년 기념 특별기획전,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2014, 도27.
2) “소나무 아래서 동자에게 물었더니 말하길, 스승께선 약초 캐러 가셨어요.
이 산속에 계신데요, 구름 짙어 어딘지 알 수 없어요.” 이 시 구절의 원문
해석은 다음 글을 참고하였다. 고연희, 그림, 문학에 취하다, 아트북스,
2011, 28쪽.
3) 소림 조석진과 관련된 단독 연구는 이윤희, ｢小琳 趙錫晋에 關한 硏究｣, 서
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3 ; 이신호, ｢소림 조석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5 ; 이철량, ｢小琳 趙錫晋의 作品世界｣, 홍익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1978 ; 김상채, ｢소림 조석진의 회화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3 ; 허연경, ｢小琳 趙錫晋과 心田 安中植의 山水畵風變化에 관한 硏
究｣,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오행수, ｢小琳 趙錫晉(1853-1920)의
人物畵 硏究｣,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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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품은 지금까지 회화사와 도자사학계에서 간략하게 언급된 바
있다. 회화사 연구에서는 당시(唐詩) 내용을 차용해 도상화한 중국화보
식(中國畵譜式), 즉 전통회화 기법으로 그려졌다는 점에 주목하였다.4)
그리고 도자사 연구에서는 왜색화 되어가는 과도기적 성향을 드러낸
사례 중 하나로 보며 변형된 구연부가 백자 본연의 전통성이 상실되었
음을 지적하였다.5) 다시 말해 전통 화법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해석
되기도 했으며 탈전통화되는 과정으로 보기도 한 것이다. 세부 요소에
따라 각각 상반된 해석이 이루어진 가운데 본고에서는 보다 종합적이
며 세밀한 분석을 시도하려 한다.
먼저 기형을 분석할 것인데, 이 유물이 백자로 제작되었지만 고려청
자 양식의 매병이라는 점, 더불어 구연(口沿) 형태가 기존 형식과 다르
다는 점에 주목하려한다. 이는 당시 고려청자 수집 및 재현이 열풍적이
었던 배경, 그리고 개항 이후 다양한 외래 기종이 유입되었던 정황 속
에서 알아 볼 것이다.
그리고 문양 분석으로써 주문양인 송하문동자 도상의 연원과 이를
차용한 경로에 대해 다각도로 살펴보려 한다. 송하문동자 도상은 조선
시대 화원이 이미 그려 왔던 것이므로 조석진이 계승했을 수 있다. 그
런데 그가 활발히 활동했던 조선말～근대 초기에 다량 유입된 중국 화
보의 영향력이 적지 않았기에 이를 새롭게 채용했을 가능성도 있어 함
께 살펴보겠다. 한편, 19세기 말부터 중국 경덕진 민요에서는 도화(陶
畵) 전문 작가가 시․서․화․인이 결합된 문인화를 도자기에 그린 천

강채자기(淺絳彩瓷器)가 크게 유행했다. 천강채자기 문양장식의 문인
화적인 특징이 <백자청화산수문병>과 유사하여 양자의 관계를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근대기 우리와 중국 화단 및 요업
4) 許英桓, 韓國의 繪畵:小琳 趙錫晋, 藝耕産業社, 1989, 14쪽.
5) 엄승희, 일제강점기 도자사 연구 : 도자정책과 제작구조를 중심으로, 景仁
文化社, 2014, 2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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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교류했다면 그 지점이 어디일지 함께 고찰해보겠다. 이러한 분석
은 근대라는 특수한 시기에 제작된 도자기의 다양한 성격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이라 여겨진다.

Ⅱ. 전통과 신양식의 조합
1. 20세기 초 고려청자 재현 열풍과 백자 매병의 제작
<백자청화산수문병>은 높이 19.5cm로 전형적인 매병 형태다[그림
1, 그림 2]. 좁은 구연에 동체는 상부에서 최대로 벌어지고 기측면이 곡

선을 그리다 저부에서 밖으로 살짝 뻗었다. 이러한 매병 형태는 고려
12세기 이후부터 조선 초까지 제작된 것에서 유사하게 찾아볼 수 있

다.6) 그런데 고려시대 매병의 경우 대부분 30cm 이상의 대형 용기인
데7) 반해 이는 그 평균 보다 10cm 이상 작은 점이 특이하다.
여하튼 고려 매병 형태가 근대기에 백자로 다시 번안된 배경에는 당
시 고려청자 연구와 재현사업이 활발했던 정황을 상기시킨다. 그 정황
은 이미 학계에서 여러 차례 조망되었다.8) 내용을 살펴보면 근대기에
6) 김태은, ｢고려시대 매병의 용례와 조형적 특징｣, 美術史學硏究 제268호,
한국미술사학회, 2010.12, 139～167쪽.
7) 이는 필자가 선행 연구(김태은, ｢高麗時代 梅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2008)를 바탕으로 국내‧외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고려시대 매
병 69점의 크기를 조사한 결과 높이 평균치는 약 33cm로 조사되었다.
8) 송기쁨, ｢한국 근대 도자 연구｣, 미술사연구 제16호, 미술사연구회, 2001.
12, 151～194쪽 ; 엄승희, ｢일제시기 재한일본인(在韓日本人)의 청자 제작｣,
한국근현대미술사학 제13집,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2004.12, 151～195쪽
; 장남원, ｢고려청자에 대한 사회적 기억의 형성과정으로 본 조선 후기의
정황｣, 미술사논단 제29호, 한국미술연구소, 2009, 147～170쪽 ; 엄승희,
앞의 책, 景仁文化社(2014), 303～322쪽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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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청자가 관심을 받았던 것은 갑자기 일어난 일은 아닌 듯하다. 조선
후기 18세기경 이미 고려자기 수장과 감상이 이루어졌으며, 19세기 전
반경 일본이 고려청자를 도굴하거나 고가로 구매한 사례도 있었다. 또
19세기 후반에는 일본, 미국 등 외국에 보내는 왕실의 공적(公的) 예물

로 고려청자가 선택되기도 했다.9) 이후 일본이 조선을 점령하게 되면
서 상황은 무분별하게 확대되었는데, 특히 고분 파괴와 골동 거래가 호
황을 맞으며 고려청자에 대한 관심이 극대화되었고 재현까지 이르렀
다. 알려진 바와 같이 1908년 도미타 기사쿠(富田儀作, 1858～1930)가
운영한 삼화고려소, 1910년경 한양고려소, 1920년대 중반경 계룡요원,
1937년경 개성요에서 청자 재현이 이루어졌으며, 1910년대 이왕직미술

품제작소, 중앙시험소, 관립공업전습소 등 연구‧교육기관에서도 동일
하게 표출되었다.10)
그 가운데 관립공업전습소11)의 고려청자 재현 사업을 더욱 주목해
살펴보겠다. 그 이유는 조석진이 공업전습소의 도기과(陶器科)에서
1908년부터 1915년까지 촉탁강사로 지도했던 경력이 있으며[그림 3]12)
<백자청화산수문병>이 재직 당시인 1911년 제작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도화(陶畵) 수업을 담당했는데 그 수업은 1학년 1․3학기와 2학
년 1학기에 이수해야 하는 과목이었다[그림 4].13)
9) 장남원, 앞의 논문(2009). 147～170쪽 ; 김윤정, ｢근대 미국의 고려청자
Collection 형성과 연구 성과의 의미｣, 石堂論叢 66집, 동아대학교 석당
학술원, 2016, 390～395쪽.
10) 엄승희, 앞의 책, 景仁文化社(2014), 303～316쪽.
11) 관립공업전습소와 관련해 다음 글을 참고할 수 있다. 김근배, ｢대한제국기
-일제초 官立工業傳習所의 설립과 운영｣, 한국문화 제18호,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996.12, 423～462쪽 ; 최공호, ｢官立工業傳習所 연구｣,
한국근현대미술사학 제8집,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2000.12, 153～188쪽
; 최공호, 산업과 예술의 기로에서:한국근대공예사론, 미술문화, 2008,
133～167쪽.
12) 최공호, 위의 논문(2000.12), 164쪽.

소림 조석진(1853～1920) 작 <백자청화산수문병> 고찰 / 장효진 315

공업전습소 도기과는 도기 전공과 자기 전공으로 나눠져 있었으며
자기 전공에서는 청자기형을 모델로 비색재현에 관심을 가졌다. 실습
과정에서 주로 사발, 호, 대접 등 각종 식기류를 비롯해 화로, 과자기,
연적, 필가, 화분, 화병, 재떨이, 다기 등이 다양하게 제작되었다. 서울,
평양, 진남포, 개성을 비롯한 전국에 청자 재현 붐이 조성되었던 당시
분위기는 공업전습소 도기과의 교육내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
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이미 지적된 바 있다.14) 그러나 이 시기 재
현청자의 실물 접근이 한정된 실정이기에 기종․기법․문양 등 제작경
향에 대한 이해가 전면적일 수 없다. 다만, 일부 전언15)과 시각자료를
통해 단편적으로나마 추측할 뿐이다.
그런데 과거 신문 기사 가운데 당시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는 내용
이 있어 주목된다. 1913년 5월 13일자 每日申報에 데라우치(寺內)총
독이 부인과 함께 중앙시험소와 공업전습소를 방문한 사실이 보도되었
다. 총독과 부인이 여러 고위 관료를 대동해 함께 시찰하였다는 기사
내용을 통해 이곳이 국가의 중요한 사업장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내
용은 다음과 같다.
13) 朝鮮總督府中央試驗所․朝鮮總督府工業傳習所, 朝鮮總督府中央試驗所․
朝鮮總督府工業傳習所一覽, 1915, 58～59, 66쪽.
14) 최공호, 위의 논문(2000.12), 170～172쪽.
15) “일제시대 당시를 회고하여 보더라도 그 당시 서울에는 공업전문학교 내
에 도자기부가 있어서 고려자기와 이조자기를 연구하였고 신야시게마쓰가
경영하는 한양고려소와 진남포에 도미타기사쿠가 경영하는 삼화고려소가
있었다. 그러나 이 3개서의 공장에서 생산하는 자기들은 모두 각각 달랐
다. 예를 들면 공업전문학교와 진남포 삼화공장의 제품은 전통 고려자기
중에서도 투박하고 탁하고 빙렬이 생긴 것이 진정한 고려자기라고 생각하
고 그대로 모방하여 제조하였다. 그러나 한양고려소에서는 전통 고려자기
중에서도 형태가 날렵하고 미묘하고 유약색이 투명한 것이 있으면 가격의
고하를 막론하고 구입하여 그대로 모방하여 제조하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도 한양고려소 제품이 가장 특이하였다” 해강 유근형, ｢청자의 해설｣, 해
강 유근형 비망록, 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 2004, 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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總督同夫人中央試驗所觀覽 工業傳習所陳列會
寺內總督은 十日午後二時 藤田武官을 從야 自働車로 中央試
驗所及工業傳習所를 視察얏 … 傳習所學生 一同은 門外
의 路傍에 整列 歡迎니 總督은 車上에셔 答禮고 表門을 入
 즉 同所에 職員 其他의 出迎이 有며 軍司令官, 石塚長官
及山縣武官, 豊永所長其他 玄關에 出迎야 長官及所長의 案
內로 總督은 陛上大廣□에셔 暫時 休息憩後 所長의 案內로 爲
先 中央試驗所分析室브터 巡覽얏더라16)

그리고 위와 같은 날 기사 가운데 총독 일행이 도기매점에서 중앙시
험소 및 공업전습소에서 제작된 고려청자 재현품을 실견했다는 내용도
찾아볼 수 있어 주목된다. 기사에서는 도기매점에서 판매되는 재현품
이 고려의 것처럼 아름답다고 높이 평가되었다. 또 박물관에서 천금 가
격이라 칭하는 것과 같은 화병인데 단지 2원에 판매하고 있어 놀랍다
는 기사 대목이 흥미롭다. 이 밖에 공업전습소장이 총독 부인에게 전시
를 설명하고 고려소향흡(高麗燒香翕) 및 기타 물품을 선물했다는 사실
도 알려졌다.
高麗燒의 模造品
陶器賣店에 入즉 同所製作의 高麗燒들 多數 陳列야 靑磁의
美이 實로 高麗와 無異 其中에 博物館에셔 千金의 價
格이라 稱者와 同型同模樣의 花甁으로 僅히 二圓의 貼札이
有에 縱覽者가 皆喫驚지라 總督은 各室觀覽後 直히 石塚
長官, 藤田武官과 同乘고 午後三時 各入의 見送을 受면셔
自動車로 試驗所를 出야 歸途共益社를 視察歸邸얏더라17)
總督夫人의 一行
總督夫人도 同日午後三時兒玉伯及夫人同乘으로 馬車를 驅야

16) 每日申報 1913년 5월 13일자.
17) 每日申報 1913년 5월 1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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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所를 觀覽얏 豊永所長은 各室에 案內說明니 夫人은
最히 精密視察고 陛上에셔 小憩後 同所에셔 送 高麗燒香翕
其他의 物品을 受고 午後五時에 一同의 見送을 受고 歸邸
얏더라18)

이와 같이 공업전습소는 중앙 정부와 밀접한 관계 속에서 고려청자
재현품을 제작했으며 도자기류를 비롯한 공예품을 ‘제작품진열회’를 통
해 일반 관중에게 선보였다. 공업전습소 제작품진열회의 열띤 분위기
를 1914년 6월 9일자 매일신보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짓궂은 날씨에
도 불구하고 관람객 1만 5천명이 다녀갔다고 전해진다. 아울러 기사에
서는 전시품이 정교하고 견고하며 아름다웠다고 높이 평가되었다.
工業所의 陳列會 - 入場者一万五千人
再昨七日은 工業傳習所에셔 製作品陳列會 開催고 年例를
依야 一般公衆에 展覽을 許日이라 當日은 朝來天氣가 陰
曇야 正히 雨意가 有더니 午前 九時頃브터 細雨가 霏霏
야 或止 乍下을 不拘고 一般觀覽者 內鮮人을 勿論고
連續히 同所正門에 踏至야 頗히 交通이 複雜얏더라 該所各
館의 陳列品은 例年과 如야 別히 差異가 無나 其製作의 手
藝와 其他技術은 精巧且銳야 品質의 堅固과 製作의 美麗
을 一見에 驚歎不已야 擧皆觀覽者로 야끔 歎服을 勘치
못얏고 就中婦人들은 隊隊逐逐이 製糸室 蝟集하야 唱采聲이
如雷얏스며 午後에 至야 尤히 入場者가 互相磨肩而踏至
 故로 立錐의 餘地가 無□이 有얏스나 當日天氣不調로
因야 滿足 觀覽에 及치못으로 入場者數 內地人男
女가 六千一百二十五名이오 朝鮮人男女 八千八百四十九名에
達얏다더라19)

18) 每日申報 1913년 5월 13일자.
19) 每日申報 1914년 6월 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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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정황상 조석진의 도자 작품에 그가 다년간 근무했던 공업
전습소가 지향한 조형 양식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한
다. 따라서 재현 열풍에 있었던 고려청자의 기형 중 하나인 매병이 백
자로도 제작된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까지 알려진 몇 건의 자료를 통해
서 근대기에 고려 매병 재현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5].
특히 매병이 재현된 것은 과거부터 일본이 고려청자 가운데 이를 선호
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으며,20) 당시 개성인근 고분 도굴을 통해 알
려진 고려 매병이 재현의 대상이 되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공업전습소에서 도자 매병이 제작된 사실은 몇 장의 사진 자료를 통
해 확인할 수 있다. 매일신보 1912년 12월 26일자에 공업전습소 도기
과의 작업 장면이 있는데, 진열대 위에 작은 크기의 매병 형태가 보여
흥미롭다[그림 6]. 또 1915년 발행된 朝鮮總督府中央試驗所․朝鮮總
督府工業傳習所一覽에 실린 흑백 사진 가운데 녹로실습장(轆轤實習
場)에서 작업 중인 각종 기물 가운데 매병이 포함되어 있다[그림 7]. 그

리고 같은 책에 실린 요업시험실(窯業試驗室)의 시찰 장면에서도 장식
장 안에 진열된 매병이 보인다[그림 8].
이상 내용을 정리하면, 근대기 고려청자 재현 붐 속에서 조석진이 촉
탁강사로 근무했던 공업전습소는 그 중심에 있었고 고려 매병 형태가
재현된 모습도 희미하게나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백자청화산
수문병>은 백자로 제작되었지만 전형적인 고려청자 기형이라는 점에
서 당시 인기 있던 공예품의 제작 경향과 작가 개인의 소속 환경이 반
영된 결과로 여겨진다.

20) 片山まび는 신안선에서 출수된 매병, 베개, 향로, 다완 등이 당시 일본인이
선호했던 고려청자 기형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하였다. 片山まび, ｢19세
기 말 20세기 초의 일본인과 고려청자-山吉盛義를 중심으로｣, 문물 제6
호, 한국문물연구원, 2016.6, 177쪽; 또 일본 소비유적에서 고려 매병 출토
가 상당부분 차지하는 점도 일본인의 선호도와 관련해 짐작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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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대기 매병에 보이는 새로운 조형 양식
<백자청화산수문병>의 기형에서 또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은 구연 부

분이 변형된 점이다[그림 9]. 고려시대 전통적으로 제작된 매병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형태로 액체가 잘 흘러나오도록 예리하게 각이
나있다. 조선시대 제작된 도자에서도 이러한 형태의 구연은 찾아보기
힘들다. 다시 말해 이 시기 새롭게 유입된 양식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 요소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20세기 초반경 유입된 기명 중 이
와 유사한 형태를 가진 것을 살펴보겠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최근 서울 일부 유적의 일제강점기 층위에서 종
종 발견되고 있는 외국산 잉크병이다. 대표적으로 동대문운동장유
적21), 서울 중구 남대문로 일대 유적22), 서울 종로 청진 지구 유적23)에
서 발견된 것을 꼽을 수 있다<표 1>. 잉크를 담았던 용기로 전해지며
도기질로 높이는 약 20cm 정도다. 동체는 통형으로 제작되었고 구연은
외반되었는데 일부분은 액체가 잘 따라질 수 있도록 뾰족한 삼각 형태
로 처리되었다. <백자청화산수문병>의 구연과 유사해 주목되는 부분
이다. 외국산 잉크병은 도기질로 동체 전체에 갈색 유약을 입힌 것이
가장 많으며, 간혹 백색 유약을 입히거나 윗부분만 갈색 유약을 입힌
것도 있다. 일부는 제작 회사 마크가 각인되어 있어 생산지역을 가늠할
수 있다.
근대기 서울에는 특히 일본산 잉크병 유입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
인다. 그 중 동체 하부에 ‘MARUZEN’S INK ☆TOKYO☆’라 각인되어
있는 것이 종종 발견되어 주목된다<표 1, 左>. 마루젠[丸善]은 마루젠

21) 서울특별시․중원문화재연구원,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부지 발굴조사-동
대문운동장유적, 2011.
22) 한울문화재연구원, 서울 중구 남대문로4가 17-23번지 일원 유적, 2016.
23) 한울문화재연구원, 鐘路 淸進12～16地區 遺蹟,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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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쇼도주식회사[丸善雄松堂株式会社]라는 이름으로 오늘날에도 도서,
문구, 사무용품, 잡화 등을 취급한다. 메이지 17년(1884) 마루젠에서 외
국산 만년필을 처음 수입 판매했고, 이듬해인 1885년부터 현재 도쿄[東
京] 니혼바시점[日本橋店] 부지 내에서 마루젠공작부[丸善工作部]를 조

직해 잉크를 제작했다고 전해진다.24) 즉 마루젠은 메이지 초기 일본에
서양문물을 전파한 주체 중 하나였다. 마루젠에서 언제부터 갈유병과
같은 형태의 잉크병을 사용했는지 확언하기 어렵지만, 마루젠 상표가
각인된 것과 그와 유사한 형태의 것이 메이지시대(1868～1912)에 일본
내수용 도자기를 제작했던 혼슈[本州] 중부 아이치현[愛知県] 도코나메
[常滑] 지역에서 제작된 것이라 판단된 바 있다.25)

그런데 이와 같은 형태의 갈유 잉크병이 일본에서 처음 제작된 것은
아니었다. 19세기 중반경 유럽에서 생산되었다고 전해지는 도기질 잉
크병의 조형이 메이지시대 일본에서 제작된 것과 매우 유사해 주목된
다. 동체의 전체적인 형태 뿐 아니라 외반된 구연에 삼각으로 뾰족하게
처리된 부분까지 동일하다. 이는 런던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백유잉
크병>과 <갈유잉크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그림 10, 11].
이와 같은 조형의 유럽산 잉크병 중 간혹 동체 하단부에 ‘Joseph
Bourne&Son, Denby Pottery’, ‘N. Antoine&Fils’ 등이 각인된 것을 확

인할 수 있는데, Joseph Bourne&Son은 현재까지 테이블웨어 제작으로
유명한 덴비[Denby]의 전신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덴비는 1809년
더비셔[Derbyshire] 지방에 설립된 이래 식염 유약이 처리된 도기를
제작했다. 갈색조를 띠는 이 도기는 주로 잉크, 의약품, 맥주, 피클 등
생필품을 보관하는 용도였다. 19세기 초 유리가 비쌌기 때문에 널리 사
용되었으며 좋은 품질로 국제적인 명성도 쌓았다고 전해진다.26)
24) https://yushodo.maruzen.co.jp/corp/history/episode/episode2.html
25) 한울문화재연구원, 위의 책(2016), 201쪽.
26) http://www.denby.co.uk/denby-heritage/denby-history/page/denby_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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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879년 프린트된 ‘N. Antoine&Fils’의 잉크 광고지에서도 유사
한 조형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12]. 갈유와 백유 두 종류로 통형 동체
에 구연 처리 방법도 동일하다. 1878년 파리 만국박람회, 1873년 비엔
나 만국박람회, 1876년 필라델피아 만국박람회, 1878년 파리 만국박람
회에 참가했고, 1878년 파리에서는 은메달을 수상한 것을 함께 선전하
고 있어 흥미롭다. 이러한 경력은 상품이 각지에 전파되는데 큰 영향력
을 미쳤을 것임을 시사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 근대기 서울 유적에서 발견된 일본산 갈유 잉
크병과 같은 조형이 19세기 유럽에 이미 널리 생산․유통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메이지시대 서양의 만년필 및 잉크 등이 일본에 유입되
면서 잉크병 또한 동일하게 모방 생산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그것
이 근대기 조선에 유입되었고 일부 요소가 우리 근대 도자 양식에 반
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20세기 초 신문의 여러 광고를 통해 서양 물품이 유입되었던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1908년 9월 18일자 한성신보 중 종로
한양상회에서 서양의 연초, 양복부속품, 문방품, 화장품, 양주류 등 각
종 물품을 직수입 판매한다는 광고가 주목된다.27) 따라서 근대기 조선
공예품에 서양 문물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가해졌을 가능성 또한 배제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Ⅲ. 松下問童子 도상 분석
<백자청화산수문병>의 기면 전체에는 청화로 그린 산수가 펼쳐져있

다. 큰 소나무 아래 지팡이를 든 손님과 동자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27) 漢城申報 1908년 9월 18일자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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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문동자 도상을 나타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그림 13]. 또한 중
심화면 반대편에는 “松下問童子 言师採藥 只在此山中 雲深不知處”28)
라 써져 있어 도상의 주제가 송하문동자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렇
다면 이 도상이 조석진의 도자 작품에 채택된 경로는 무엇일까. 이를
추적하기 위해 이미 조선후기 회화 및 도자기에 출현한 송하문동자 도
상을 살펴보고, 조석진이 활발히 활동했던 조선 말기～근대 초기 유입
된 각종 화보 도상도 함께 검토해보겠다.
조선시대 회화 중 송하문동자 도상을 화제로 삼은 회화 작품은 대표
적으로 4점 정도 꼽힌다. 대게 17세기 이후 화원 화가가 그린 것인데,
김명국(1600～?)의 <송하문동>(간송미술관), 정선(1676～1759)의 <송
하문동자>(개인소장), 장득만(1684～1764)의 萬古奇觀帖 중 <송하문
동자>(삼성미술관 Leeum), 김득신(1754～1822)의 <송하문동도>(서울
대학교박물관)이다[표 2].
선행 연구에 따르면 송하문동자 도상을 비롯해 당나라 시를 도상화
한 당시의도가 조선 후기 매우 성행했는데, 이는 조선 문인의 고전주의
적 경향에 따라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되었다. 이에 정선의 역할이 컸으
며 송하문동자 시구 또한 그가 스스로 선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중국과 달리 독자적인 양상을 나타냈다고 지적되었다.29) 정선
이 그린 <송하문동자>를 살펴보면 매우 독자적인 양식을 보인다. 손
님을 보필하는 동자도 그려져 총 3명의 인물이 출현하며 화면 오른쪽
에 폭포를 그린 점도 특이하다. 그 이전의 김명국 작품 또한 도상의 구
도가 남다른 입체감을 나타내 독자적인 면모를 보인다. 한편, 장득만이
그린 만고기관첩 중 <송하문동자>와 김득신의 <송하문동도>의 경
우 전체적인 구성이 유사하다. 세로 화면에 근경의 가옥 옆 휘어진 소
28) 본 논문 주석2 참고.
29) 閔吉泓, ｢朝鮮 後期 唐詩意圖 - 山水畵를 중심으로｣, 미술사학연구234,
한국미술사학회, 2002.6, 63～94쪽.

소림 조석진(1853～1920) 작 <백자청화산수문병> 고찰 / 장효진 323

나무 아래 두 인물이 작게 표현되었다. 그리고 두 작품 모두 원경의 산
수가 충실히 표현된 점 등이 공통으로 나타나 도상의 계보가 같을 가
능성을 시사한다.
또 송하문동자 도상은 19세기경 제작된 관요산 청화백자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백자청화소상팔경문팔
각연적>을 들 수 있다[그림 14]. 총 7면에 산수문이 시문되었는데, 水
口가 있는 한 면에 써진 “松下問童子”, “洞庭秋月”, “張翰江東去”는 7면

에 그려진 산수문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송하
문동자 도상으로 보이는 면의 경우 근경의 가옥 옆 휘어진 나무 아래
두 인물이 대화하는 장면, 원경으로 펼쳐진 산수풍경이 만고기관첩
중 <송하문동자>와 특히 유사하다. 일부 연구에서는 왕실용 감상첩인
만고기관첩에 그려진 송하문동자 주제가 관요산 청화백자에 동일하
게 선택된 것이 왕실에서 유행했던 회화에 대한 관심과 선호 경향이
도자에도 재현된 것이라 해석하였다.30) 따라서 조선후기 회화와 도자
제작에 동일한 모본의 송하문동자 도상이 참고 되었거나, 관영 요업과
화업 간에 교류가 있었을 가능성을 상기시킨다.
후대의 조석진 또한 화원 화가였기에 조선후기 전래되어 온 화원 작
품이나 동일한 모본을 계승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본다. 그
런데 조석진이 활발히 활동했던 조선 말기～근대 초기 상해에서 발간
된 화보가 조선에 대폭 유입되었고 그 영향이 적지 않았기에31) 이에
30) 이수미, ｢朝鮮後期 山水文 靑畵白磁 硏究｣,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2013, 14쪽.
31) 이와 관련된 연구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최경현, ｢朝鮮 末期와 近代 初
期의 山水畵에 보이는 海上畵派의 영향 -上海에서 발간된 畵譜를 중심으
로-｣, 미술사논단15, 한국미술연구소, 2002, 221～255쪽 ; 崔卿賢, ｢19세
기 후반과 20세기 초 韓國 人物畵에 보이는 海上畫派 畫風｣, 미술사학연
구256, 한국미술사학회, 2007.12, 43～75쪽 ; 최경현, ｢19세기 후반 上海에
서 발간된 畫譜들과 韓國 畫壇｣, 한국근현대미술사학19, 한국근현대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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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검토 또한 필요하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조석진이 詩畵舫(1879～), 毓秀堂畵傳(1883),
海上名人畵稿(1885), 畵譜采新(1885～1886), 點石齋叢畵(1885～
1886), 芥子園畵傳(增廣名家畵譜)(1888～1897)에 나타난 도상을 회화

작품에 차용했음이 밝혀졌다.32) 그런데 <백자청화산수문병>에 나타난
구도 및 화풍 또한 이들 화보 가운데 찾아볼 수 있어 흥미롭다. 그 중
특히 詩畵舫 第6冊에 수록된 일부 문인화풍 산수화에 유사한 사례가
있어 비교할 만하다[그림 15]. 일하양안의 전형적인 전통 문인화 구도
로 원경에는 수려하게 산과 능선 형태가 보이고 근경에는 암석과 소나
무가 우거졌다. 산과 암석의 굴곡진 부분에 태점이 자잘하게 무수히 찍
힌 것도 특징적이다. 이와 유사한 분위기의 회화 작품이 여러 점 전해
져 흥미롭다. [표3]은 조석진 작품 가운데 근경에 태점이 찍힌 암석 위
에 소나무가 배치된 장면을 비교한 것으로, 이를 함께 보면 중국 화보
를 통해 습득된 작가의 화풍이 회화와 도자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반영
된 듯하다.
그런데 필자가 검토한 바로는 조선 말기～근대 초기 조선에 전해진
중국 화보 가운데 명확한 송하문동자 도상은 아직까지 찾을 수 없었
다.33) 하지만 송하문동자 도상이 조선후기부터 이미 여러 화원의 작품
사학회, 2008.12. 7～28쪽.
32) 조석진은 詩畵舫(1879～), 毓秀堂畵傳(1883), 海上名人畵稿(1885),
畵譜采新(1885～1886), 點石齋叢畵(1885～1886), 芥子園畵傳(增廣名
家畵譜)(1888～1897)에 나타난 도상을 회화 작품에 차용했다. 최경현, 위
의 글(2008), <표2>, 24쪽.
33) 필자는 근대기 조선 화단에 유입되어 도상이 차용된 것으로 전해지는 紉
齋畵賸(1876～1878), 詩畵舫(1879～), 毓秀堂畵傳(1883), 詩中畵
(1885), 海上名人畵稿(1885), 畵譜采新(1885～1886), 點石齋叢畵
(1885～1886), 芥子園畵傳(增廣名家畵譜)(1888～1897)를 검토했다. 이
외, 일부 중국 화보를 조사한 바로는 1928년 발간된 馬駘畵寶 중 ｢詩情
畵意畵譜｣에서 가장 명확한 송하문동자 도상을 찾을 수 있었다. ｢시정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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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비롯해 관요산 도자기에도 그려졌기에, 작가 또한 이 도상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을 것이라 여겨진다. 결론적으로 <백자청화산수문병>의
문양은 작가가 송하문동자 화제를 파악해 응용할 수 있는 상태에서 당
시 조선에 유입된 상해 발간 화보에서 습득한 구도 및 화풍을 반영·결
합한 결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Ⅳ. 淸末民初 淺絳彩瓷器의 유행과 <백자청화산수문병>
<백자청화산수문병>의 조형과 관련해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이 있

다. <백자청화산수문병>이 제작된 시기 중국에서는 천강채자기가 유
행했는데, 제작 주체 및 문양 소재 면에서 유사성이 보인다. 양자 모두
공장(工匠)이 도안화된 문양을 기계적으로 장식한 것이 아닌 전문 작
가가 문인화적인 소재와 구성을 표현해냈다. 특히 화면 한편에 제시 및
간지, 작가명 등을 쓴 공통점이 주목된다[그림 16, 17]. 조선말까지 제
작된 도자를 살펴보면, 길상문자나 시와 같은 문자문을 비롯해 제작 정
보가 담긴 명문을 청화 또는 음각으로 처리했다. 그러나 <백자청화산
수문병>의 경우 먹색를 내는 안료를 사용한 점이 기존 관습과 확연히
다르다[그림 2]. 이러한 점은 조석진이 도자기를 제작하는데 당시 중국
에서 유행한 도자 제작 경향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열어둘 수 있
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19세기 말부터 중국에서 크게 유행한 천강채자

화보｣에 고시(古詩)와 도상이 결합된 각종 시의화(詩意畵)가 정리되어 있
는데, 송하문동자 도상은 원산 풍경은 생략된 산 속 소나무 아래 길 위에
서 지팡이를 진 노인과 손을 뻗고 있는 동자가 대화하는 장면이 확대되어
있다. 그리고 다른 시의화 도상과 마찬가지로 화면 상단에 시 내용이 적혔
다. 그러나 이 화보는 <백자청화산수인물문병>(1911) 제작 보다 늦게 발
간되었고 조선에 전래된 사실이 밝혀지지 않아, 단지 참고로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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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알아보겠다. 아울러 근대기 우리와 중국의 요업 및 화단 간에 영
향 관계가 있었다면 그 연결점이 어디일지 살펴보겠다.
천강채자기는 먹색의 유상채 안료로 문양을 그리고 담홍색, 녹색, 담
청색, 자색 등 색료를 다시 칠해 약 650～700도 저온에서 번조한 저화
도색유자기다.34) ‘천강’은 본래 중국회화에서 나온 색채 용어로,35) 천
강채자기는 회화에서의 개념이 도자에 응용된 것이다. 주문양으로 산
수, 화조, 고사인물 등 소재가 등장하며, 화면 한편에는 제시, 간지, 낙
관 등이 남겨져 있어 시서화인의 구성을 갖춘 문인화적인 특징을 보인
다. 접시, 병, 잔, 합 등 각종 일상기명에 보이지만 특히 진설용으로 벽
에 붙이거나 병풍 등에 감입할 수 있는 자판화(瓷板畵)로 제작된 경우
가 많다. 자판화는 편평한 화면이 서화를 감상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그림 18, 19].
중국 도자사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에 따르면 천강채자기는 청대 동치
시기(1862～1874) 출현해 광서시기(1875～1908)부터 민국시기까지 약
60여 년간 성행했다. 여러 연구에서 천강채자기의 등장 원인을 봉건 말

혼란스러웠던 분위기와 연결 지어 해석했다. 청말 함풍 5년(1855) 태평
천국군의 공격으로 어요창이 화재로 소실된 뒤, 민간으로 흩어진 일부
화공은 도화 작업으로 생계를 도모했다고 한다. 당시 어려웠던 경제상
황으로 복잡한 공정의 분채자기 보다 낮은 원가로 빠르게 그려낼 수
있는 천강채자기가 제작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당대부터 청대까지
제작된 유명한 회화 작품을 모방하거나 당시 유행한 신안화파, 해상화
파 등의 영향을 받았다는 의견이 여러 차례 거론되었다.36) 물론 명대
34) 高士國, 民國瓷器, 廣陵書社, 2013, 11쪽.
35) 특히 산수화에 두드러지게 나타나 ‘천강산수’라는 용어가 널리 쓰인다. 천
강산수는 수묵으로 윤곽선을 그리고 적석(赭石) 및 화청(花靑)을 사용해
옅은 적색, 남색 등을 표현한 것이며, 원대 황공망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
었다고 알려져 있다. 徐錦范·陳兵, 中國晩淸淺絳彩瓷器, 上海人民美術出
版社, 2011, 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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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부터 각종 화보가 광범위하게 유포되며 민요에서 제작된 도자 문
양으로 문인화풍 도상이 출현했다. 하지만 청말 민국초기인 19세기
말～20세기 초반경, 경덕진을 중심으로 민간에 도화 전문 작가가 출현
하고 그들의 주된 작업으로 시서화인이 겸비된 문인화풍 도자가 크게
유행한 점은 분명 주목해 볼만한 사실이다.
사실 근대기 조선에서 제작된 문인화풍 도자의 실물 자료는 아직 폭
넓게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조석진 작 <백자청화산수문병>과 같은
작품으로 미루어 볼 때, 청말 민국초기 중국에서 문인화풍 자기 제작이
유행했던 사실은 이 시기 도자를 연구하는데 참고할 만한 하다. 만약
근대기 중국의 요업과 우리 화단 및 요업 간에 영향관계가 있었다면
그 연결점은 어디일까. 다음과 같은 지점을 들어 추론하고자 한다.
조석진과 친지간인 안중식, 김규진 등이 중국을 직접 경험한 사실이
있는데, 1881년 조석진과 안중식은 영선사로 천진에 1년간 파견된 바
있고,37) 안중식은 1891년과 1899년 상해를 유람했다.38) 또 조석진과
36) 관련 연구 성과로 劉昌兵, ｢淺絳彩瓷畵的藝術風格｣, 南京藝術學院 석사학
위 논문, 2003 ; 陳在梅, ｢論晩淸至民國瓷上山水畵藝術的發展與成就｣, 景德
鎭陶瓷學院 석사학위 논문, 2007 ; 周玉明, ｢文人畵審美趣味對晩淸民國時
機淺絳彩瓷器的影響｣, 華中師範大學 석사학위 논문, 2008 ; 朱匯洋, ｢從淺
絳彩瓷的興衰談當代文人瓷繪藝術｣, 景德鎭陶瓷學院 석사학위 논문, 2009 ;
熊寰, ｢淺絳彩的屬性與界定硏究｣, 南方文物, 江西省文物考古研究所,
2009-1, 149～151쪽 ; 李東明, ｢論淺絳彩瓷在中國釉上彩瓷發展中的歷史作用
與影響｣, 中國陶瓷47, 中國輕工業陶瓷硏究所, 2011-9, 64～80쪽 ; 陳健
毛·肖絢, ｢淸末景德鎭淺絳彩文人瓷畵興起根由探析｣, 廣西社會科學214,
广西壮族自治区社会科学界联合会, 2013-4, 164～167쪽 외 다수가 있으며,
실물 자료를 집대성한 다음 연구서를 특히 참고할 만하다. 徐錦范·陳兵,
위의 책, 上海人民美術出版社(2011).
37) 權錫奉, ｢領選使行에 對한 一考察 : 軍械學造事를 中心으로｣, 역사학보17
․18, 역사학회, 1962.2, 277～312쪽 ; 權錫奉, ｢領選使行에 대한 一考察 軍械學造事를 中心으로 -｣, 韓國史論文選集, 歷史學會, 1980, 75～132쪽.
38) 조정육, ｢심전 안중식의 생애와 예술｣, 한국근대미술사학1, 한국근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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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서화협회를 창립했던 김규진은 1892년 1년간 경덕진에서 수학했
는데, 이때 동료 남경인(南京人) 임홍경(林鴻慶)에게서 직접 제작한 문
인화풍의 <인물고사문필통>[그림 20]을 선물 받아 한국에서 오랫동안
소장했다.39) 조석진 자신과 주변인의 이러한 경험은 그가 국내외 요업
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수 있다.
한편, 20세기 초반 중국에서는 잇따른 내전과 수입자기로 침체된 도
자 산업을 일으키고자 몇 개 지방에 도자기 제작 회사가 설립되었는
데,40) 근대기 조선에서 발행된 신문에 관련 내용이 보도되었다. 그 내
용은 아래와 같다.
磁器會社組織計畫
淸國 江西의 景德鎭은 古來 淸國의 磁器名産地인ㅣ 近來愈益
荒廢으로 江西省에 商民이 磁器製造會社를 組織기로 熱心
經營中 이라더라41)
淸國의 沙器製造會社
淸國湖南省 醴陵은 自古로 沙器製造地로 有名다가 近來其事
業이 殆히 廢址된 貌樣이러니 昨年 該年에 商業學堂을 設立
고 日本에셔 機械를 購入며 敎師를 延聘야 今春붓터 該試
驗에 着手얏더니 其成績이 良好으로 今番에 該地實業家가
聯合야 醴陵沙器製造公司를 設立게되야 □히 日本에셔 器
械를 購入고 又工匠四名을 雇入얏다더라42)

술사학회, 1994, 85～89쪽.
39) 李龜烈 외, 韓國近代繪畵選集 : 韓國畵. 2, 趙錫晋/金圭鎭 외, 금성출판사,
1990, 89쪽 ; 김영기, 晴江 金永基 畵伯 中國大陸藝術紀行 : 變轉하는 中
華世界의 舞臺에서, 예경산업사, 1990.
40) 香港藝術館, 瓷藝與畫藝:二十世紀前期的中國瓷器, 海洋國際出版社, 2003,
12쪽.
41) 漢城申報 1906년 5월 9일자 외보.
42) 皇城新聞 1906년 9월 25일자 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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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경덕진과 호남 예릉에 위치한 도자기 제작 회사의 설립과 관련
된 기사로 조선이 청국의 요업 동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했던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회사의 설립 주체를 비롯해 신식 기계 및 인력
이 유입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도한 점이 주목된다. 이 외, 조선에 대
거 유입되었던 청상(淸商)43)이나, 경덕진 도공이 조선에 도래했던 상
황44) 등이 아직 모습이 드러나지 않은 근대기 조선과 중국 도자의 교
류를 설명할 수 있는 지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Ⅴ. 맺음말
이상으로 소림 조석진 작 <백자청화산수문병>을 살펴보았다. 이 유
물은 근대기 작품 가운데 흔치 않게 제작 연도, 제작자, 문양 소재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으로 1911년 소림 조석진이 송하문동자 도상을
그린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유물의 조형을 비롯해 작
가의 주변 환경을 조사했다. 그리고 동시기 주변국의 요업 경향과도 함
께 비교해 유물에 함축된 다양한 정황을 읽어낼 수 있었다.
먼저, <백자청화산수문병>이 백자로 제작되었지만 그 기형이 고려
매병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을 주목했다. 이를 당시 고려청자 수집 및
재현 청자 열풍 속에서 제작된 배경에서 살펴보았다. 그 분위기 중심에
총독부 산하의 관립공업전습소가 있었고, 그곳에서 다년간 강사직을
맡았던 작가의 작품 경향은 소속된 환경이 추구하는 바로부터 직간접
43) 강진아, ｢廣東네트워크(Canton-networks)와 朝鮮華商 同順泰｣, 사학연구
88, 한국사학회, 2007, 775～820쪽 ; 同著, 동순태호(同順泰好) : 동아시아
화교 자본과 근대 조선, 경북대학교출판부, 2011 등.
44) 장효진, ｢19세기 말～20세기 초 중국 요업(窯業) 공장(工匠)의 조선 도래｣,
한국문화연구32,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17, 7～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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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한편, 병 구연의 변형된 형태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액체가 잘 흘
러내리도록 예리하게 각이 났는데 고려를 포함해 조선시대 공예품에서
찾아보기 힘든 형태다. 즉 외부로부터 새로운 요소가 반영된 것으로 추
정된다. 이러한 특징은 최근 서울 일부 유적의 일제강점기 층위에서 출
토된 외국산 잉크병의 구연과 유사해 주목된다. 서울에 특히 일본산 잉
크병의 유입이 적지 않았는데, 그러한 잉크병 형태는 유럽에서 먼저 제
작된 것으로 보인다. 메이지시대 일본에 서양 문물이 유입되면서 모방
된 것이 근대기 조선에 유입되었고, 일부 요소가 우리 근대 도자 양식
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엿보였다. 따라서 <백자청화산수문병>의 기
형은 고려 매병이라는 재현된 전통 양식에 근대기 외부로부터 새롭게
유입된 요소가 결합된 것으로 파악된다.
다음으로 <백자청화산수문병>의 문양장식을 살펴보았다. 청화로 시
문된 송하문동자 도상은 조선시대에 이미 화원이 그렸으며, 19세기경
관요에서 제작된 청화백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작가가 조
선후기 전래되어 온 화원 작품이나 동일한 모본을 계승했었을 가능성
이 있다. 그런데 작가가 활발히 활동했던 시기 상해에서 발간된 화보가
조선에 다량 유입되며 도상이 적지 아니 차용되었는데, <백자청화산수
문병>에 나타난 구도 및 화풍 또한 중국 화보 중 하나인 시화방에서
유사하게 찾아볼 수 있었다. 즉 <백자청화산수문병>에 그려진 도상은
작가가 송하문동자 화제를 파악하고 응용할 수 있는 상태에서 당시 조
선에 유입된 화보에서 습득한 구도 및 화풍을 반영한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백자청화산수문병>과 청말 민국초기 중국에서 유행한
천강채자기의 영향 관계 가능성을 고찰해보았다. 양자는 공장이 도안
화된 문양을 기계적으로 그려 넣은 것이 아닌 전문 작가가 도자에 문
인화적인 소재와 구성을 표현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특히 화면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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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회화 작품 같이 먹색을 내는 안료로 제시 및 간지, 작가명을 쓴 것
은 기존의 조선 도자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방식이다. 따라서 근대기 조
선과 중국의 화단 및 요업 간에 교류가 있었을 가능성을 몇 가지 사례
와 함께 제시했다.
근대기 도자 제작의 여러 정황이 함축되어 있는 <백자청화산수문
병>은 조석진이라는 근대 회화의 거목이 제작했지만 기존에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다. 본 논문은 <백자청화산수문병>을 다각도로 분석해
근대라는 특수한 시기에 제작된 도자의 다양한 면모를 살펴보았다. 특
히 다자간 교류로 새로운 요소가 출현하고 이것이 기존에 계승되어 온
전통 양식과 결합되는 과정을 확인해 본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시도는
향후 이 시기 도자의 다양한 성격을 연구하는데 기초로 삼고자 한다.

이 논문은 2018년 2월 14일에 투고 되어,

2018년 2월 22일부터 3월 15일까지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2018년 3월 16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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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조석진,
<백자청화산수문병>, 1911년,
높이19.5cm,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그림 2] [그림 1]의 뒷면

[그림 5] <청자모란문매병>,
20세기, 높이26cm, 서대식
소장
[그림 4] 도기과 교육과정,
[그림 3] 도기과 직원
목록, 조선총독부중앙 조선총독부중앙시험소․조선
총독부공업전습소일람,
시험소․조선총독부공업
1915년
전습소일람, 19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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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공업전습소 도기과 작업 장면, 매일신보 1912년 12월 26일

[그림 7] 녹로실습장, 조선총독부중앙시험소․ [그림 8] 요업시험실, 조선총독부중앙시험소
조선총독부공업전습소일람, 1915년
․조선총독부공업전습소일람, 1915년

[그림 9] [그림 1]의 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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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백유잉크병>,1851～1900년,
높이12.3cm, 런던박물관

[그림 11] <갈유잉크병>,1890～1914년,
높이24cm, 런던박물관

[그림 12] N Antoine & Fils, ink 광고지, 1879년, 영국도서관

[그림 13] [그림 1]의 부분

[그림 14] <백자청화소상팔경문팔각연적>,
19세기경, 높이12.6cm, 보물1329호, 국립중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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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詩畵舫 第6冊, 1879년
이후,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

[그림 16] 李鼎臣, <山水圖瓷板>,
1890년, 너비22.5cm

[그림 17] 汪友棠, <山水鏤孔帽筒>,
1905년, 높이 28.5cm

[그림 18] 劍華, <山水圖瓷板>,
1910년, 38.5✕26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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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毛彛,
<秋色正淸華圖瓷板>, 1896년,
34.5✕25cm

[그림 20] 林鴻慶,
<인물고사문필통>,
19세기 말, 해강
김규진 구장

[표 1] 서울 출토 외국산 잉크병

서울 중구 남대문로 4가
17-23번지 일원 유적 출토

서울 종로 청진
12～16지구 유적 출토

동대문운동장유적
축구장 부지
일제강점기 폐기층 출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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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송하문동자 소재의 조선시대 회화 작품

정선,<송하문동도>
지본수묵,22✕65cm,
개인소장

김명국,<송하문동>
견본수묵,14.7✕21.8
cm, 간송미술관

장득만,
<송하문동자도>,
지본채색,38✕30cm,
삼성미술관 Leeum

김득신,
<송하문동도>,
지본수묵,49✕29cm,
서울대학교박물관

[표 3] <백자청화산수문병>과 조석진 회화 작품 비교

<雲山棲息>세부,
<携琴臨流>세부,
비단에 수묵담채,
<백자청화산수문병> 세부
비단에 수묵담채,
110.7✕38.5,
108✕36.5, 개인소장
간송미술관

<秋景山水>세부,
비단에 수묵담채,
132✕51, 개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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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White Porcelain Vase
with Landscape design” Made by
Cho Seok-jin
Jang, Hyo-Jin
“White Porcelain Vase with Landscape design” offers a clear
picture of the makers, the year of manufacture, and the design of
patterns of pottery made during the modern period. On the surface,
there is written as “松下問童子 言师採藥 只在此山中 雲深不知處 辛
亥夏日 小琳寫” So, it is clear that Sorim Cho Seok-jin drew the
child under the pine tree in 1911. This vase is a typical form of
Maebyeong during the Goryeo Dynasty. However, some of the
beaks are Intentionally sharp. Although the bottle is a white
porcelain, there is a special reason why it was made in the form of
a Maebyeong during the Goryeo Dynasty. It is because the
collection and reproduction of Goryeo celadon was active at the
time. Moreover, the researchers of the Governmental Industrial
Research Institute, which the artist belonged, was actively engaged
in the study and reproduction of celadon ware, so it is possible that
the artists who are associated to the institute contributed to the
making of the pottery. And the deformation of the mouth of the
bottle appears to have replicated a new form of molding that c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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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outside the country of modern period. It is especially notable
that it is similar to the spout of imported ink bottle found at some
historical site in Seoul. Meanwhile, drawing colored by blue
pigments were detailed throughout the surface of the vase. And on
the other side, typescript was written in black ink. The child under
the pine tree painted on the surface of the bottle, is a material that
was started to draw from the Joseon Dynasty. This category of
paintings can be found from Imperial painters in the late Joseon
Dynasty, and even in White porcelain, made in Official kiln during
the 19th century. It is possible that Cho Seok-jin may have referred
Imperial painters work which was succeed by generation or its
duplicates. In the later phase of Joseon Dynasty, when he was
actively engaged in his career, a number of photo books published
in Shanghai were brought in, a similar structure and style of
painting was found there. Therefore, it can not be ruled out that he
may have referred it. Another noticeable fact is that the trend of the
literary painting style of Qianjiangcai Porcelain(淺絳彩瓷器), was
popular in China when the “White Porcelain Vase with Landscape
design” was created. Both expressed literary painting style using
the material and its composition, not by mechanically decorating the
design patterns of potters. In particular, it is noteworthy that they
wrote the words in black ink on a surface of the vase, as like a
painting. These characteristics are not found in pottery from the
Joseon Dynasty. Consequently, it is possible that Cho Seok-jin was
influenced by the popular pottery in China at the time. The study
concentrate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pottery made during
the modern period. To this end, the composition of White Porcel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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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se with Landscape design was analyzed. And looked at the
ceramics trends in neighboring countries at the same time as the
author's surroundings. The study is significant in discovering new
aspects that emerged as multilateral exchanges in the modern
period, and how they combined with traditional styles that are
inherited.
Key Words : White Porcelain, Maebyeong, Cho Seok-jin,
Industrial Research Institute, songhamundongja
(松下問童子), Qianjiangcai Porcelain(淺絳彩瓷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