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전통 궁중 인물화
의 맥을 이어 일가를 이룬 동
강東江 권오창權五昌 화백이

지금까지 이룬 작품을 토대로
하여 주로 그 복식에 초점을
맞춘 조선시대 우리옷 전시회

를 열었다. 서울시가 주최하고
주식회사 한국의장韓國衣裝이
주관하여‘운현궁雲峴宮의 봄’
으로 기획전시한 공식 명칭은

‘권오창화백의 조선시대 우리
옷 그림전展’이고‘대원군가계
大院君家系를 중심으로’라는
부제가 붙었다. 서울 종로구
운니동 옛 흥선대원군興宣大院
君의 궁가宮家인 운현궁 기획
전시실에서 2 0 1 0년 3월 1 6일부
터 4월 1 8일까지 한달 남짓에
걸쳐 전시되었다.
전시 기간 운현궁의 인터넷

사이트에는 다음과 같은 안내
문이 다소 서툰 문구로 떠 있
었다.

새싹이 움트는 봄을 맞아 운
현궁에서 기획전시가 새로이
시작됩니다. 이번 기획전시는
그림 후에 나타난 우리 전통
의상을 보여주면서도 운현궁에
관련된 대원군 가계를 중심으
로 전시될 예정입니다.
그림은 여러 왕의 어진御眞

을 그린 동강 권오창 화백의
작품으로 진행됩니다. 운현궁
을 찾아주시는 관람객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작
권 보호를 위해 기획전시실내
사진촬영이 금지되어 있으니
관람객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 화백은 1 9 4 8년 강원
도 강릉 출생으로 추밀공파 평
후공계平厚公系로서 시조후 3 5

세이다. 거의 독학으로 전통
궁중회화를 연구 전승하여 독
보적 경지를 이루어 현재 동강
궁중회화연구소를운영하고 있
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가
표준영정을 8점이나 그려 지정
받아 이 분야의 기록 소유자가
되고 있기도 하다. 그 8점의
국가표준영정을 보면, 1992년
의 홍유후弘儒侯 설총薛聰(국
립현대미술관), 1993년의 고려
학자 문렬공文烈公 김부식金富
軾(국립현대미술관), 1994년의
문헌공文憲公 정도전鄭道傳(평
택 문헌사 봉안), 1997년의 토
정土亭 이지함李芝函(국립중앙
박물관), 2002년 통일신라의
문장 강수强首(충주시립미술
관), 2002년 고려 승장 김윤후
金允厚(충주시립미술관), 2003
년의 백제 성왕聖王(부여 정림
사지 전시관), 2008년의 명신
고불古佛 맹사성孟思誠(아산시
향단 봉안) 등이다.

국보 문화재 영정을 모사摸
寫 또는 이모移摸한 것이 1 4점
인데 국립고궁박물관의 조선태
조 어진을 비롯해 경복궁 근정
전 일월오악도, 문성공 안향ㆍ
공자ㆍ정몽주ㆍ충의공 권응수
등이며 추사追寫와 재현한 것
이 2 0여 점인데 거기에는 고종
의 엄귀비, 명성황후, 고종과
순종 어진, 대각국사 의천, 명
곡 이산보, 노당 추적 진영 등
이 있다.
‘인물화로 보는 조선시대 우
리옷’이라는 저서를 현암사에
서 출간하였고, 인물화로 보는
조선시대 복식회화로 여러 차
례 개인전과 초대전을 열었는
데 1 9 9 9년에는 미국 오하이오
주 미들타운 교육재단 초청으
로, 같은 해 한미문화재단 초
대로 미국 5개 도시를 돌며 그
작품의 순회전시를 하기도 하
였다.

<동강궁중회화연구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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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강권오창화백조선시대 복식 전시
‘운현궁의봄’기획전시로

▲ 운현궁에 내걸린 동강 권오창 화백의 조선시대 우리옷 전시회 안내 그림

▲ 운현궁의 기획전시실 모습

▲ 권오창 화백이 자기 작품의 복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버금가는 성인이다)과 염라십
왕과 금두성군金斗星君과 십이
원진十二元眞(하늘의 영역을
열둘로 나눈 성수星宿에 원진
은 이를 맡은 성신星神)과 오
방신장五方神將(동서남북 4방
과 중앙의 5방을 맡아 지키는
신장)과 삼신제석三神帝釋(삼
신은 천신天神ㆍ지기地祇ㆍ산
악신山嶽神 또는 아이의 점지
點指ㆍ산모産母ㆍ생아生兒를
맡은 세 신령이고 제석은 호법
신護法神으로서 3 3천의 주인이
되어 수미산 정상 선견성先見
城에 거하는 석가제환인타라釋
迦提桓因陀羅)이 모두 지공무
사至公無私히 처치하는지라 한
번 점지한 후에 어찌 다시 화
복길흉을 변경하리오. 네 덕을
닦아 어진 일을 힘쓸 줄은 생
각지 아니하고 망령되이 하날
을 원망하고 지부地府를 책하
나 너 한 사람을 위하여 이미
정한 수數를 고칠소냐. 네 죄
는 네 스스로 지은 바요 네가
또한 아는 바라, 내 옥제의 칙
지를 받자와 너를 잡아왔으니
이제 풍도지옥B都地獄( 8대지
옥ㆍ팔한八寒지옥ㆍ1 8지옥 등
3 6지옥의 하나)으로 보내 백만
의 윤회輪廻에라도 다시 세상
에 나지 못하게 하리라.”
저마무가 이 말을 듣고 정신

을 가다듬어 앙연昻然히 염왕
을 올려다보며 대답하였다.

“내 매양 한번 대왕을 보고
자 하나 유현幽顯(그윽히 어두
운 것과 드러나 밝은 세계)이
노수路殊(길이 다름)하여 뜻과
같지 못하더니 오늘날 서로 만
나니 가장 다행한지라, 내 할
말이 있으니 대왕은 자세히 들
어보소서. 나는 진세塵世(티끌
세상)의 조그마한 선비라 수요
장단이 대왕께 달렸거니와, 내
들으니 대왕이 옥황의 명을 받
자와 세상 만민萬民의 생사화
복生死禍福과 부귀빈천富貴貧
賤을 점지한다 하니 마땅히 지
공무사하게 함이 옳거늘, 어이
하여 사람의 화복길흉과 이간
고락人間苦樂을 고르게 아니하
고 시비선악是非善惡을 잘 살
피지 못하여 불쌍한 사람과 어
진 아이와 무죄한 인생이며 영
웅호걸英雄豪傑을 무수히 잡아
가며, 평생을 착한 일을 행하
며 부모에게 효도하고 임금에
게 충성한 자는 그 복록과 수
한壽限을 주지 아니하며, 불충
불효不忠不孝하고 모든 악한
일을 다 행하는 자는 도리어
그 몸이 영귀榮貴하며 일생을
안락케 하고, 그 다른 분명치
못한 정사政事는 내 창졸간에
일일이 다 말하지 못할지라.
내 헤아리니 이는 옥제께서 밝
지 못함이요, 대왕이 어찌 지
부왕地府王의 직분을 극진히
하는 것이라 하리오. 내 평거
平居에 이를 분히 여기더니 이
제 대왕을 만나 나의 소회를

대강 말씀하나니 대왕은 내 말
을 허소虛疎히 듣지 마시고,
차후로는 무릇 일을 공명정대
히 하여 세상사람으로 하여금
지원극통至B極痛한 일이 없
게 하시며, 또 옛말에 일렀으
되, 독한 약이 입에는 쓰나 병
에는 유익하고 충성된 말이 귀
에는 거슬리나 행실에는 이롭
다 하였사오니 바라건대 대왕
은 이 일개 서생書生 저마무의
말씀을 깊이 살피소서.”
염왕이 이말을 듣고 어이없

어 다시 꾸짖어 일렀다.
“네 조그마한 놈이 감히 공
교工巧한 말로 십대염왕을 조
롱하며 옥제를 언단言端(말끝)
에 올려 불경함이 비경非輕하
거니와, 지금 지부에서 4백년
을 어려운 송사訟事를 처결치
못함으로 주야 편치 못한 가운
데, 너같이 조그마한 놈을 위
하여 어찌 이미 정한 화복길흉
을 다시 변개하며 십전명왕十
殿冥王(지부에 있는 1 0개 전각
의 염라왕)과 주작판관朱雀判
官(주작은 주조朱鳥ㆍ주란朱鸞
ㆍ주봉朱鳳ㆍ주작朱爵등과 같
고 전설상의 상서로운 새이며
남방의 성수星宿이고 신이다.
판관은 지부 염라대왕의 서기
역書記役이다)이며 문무천관文
武千官이 저 대송大訟으로 노
심초사하는지라, 만일 너같은
놈으로 하여금 이러한 어려운
송사를 처리하도록 맡겨본다
면, 아마 네놈 정신이 어질하

여 아무리 할 줄을 모를 것이
어늘, 방자히 하날과 지부를
업수이 여겨 마음대로 책하거
니와, 네 대관절 나중을 어찌
하려 하느냐?”
염라대왕이 좌우를 호령하여

빨리 저마무를 잡아 내려가 풍
도지옥에 가두고 그 죄를 다스
리라 하였다. 이에 저마무가
큰소리로 웃고 대척하였다.
“대왕이 나의 한 마디 말씀
을 들으시고 이다지 노하사 나
를 이처럼 핍박하시거나와, 만
일 대왕이 나를 용납하사 잠깐
대왕의 소임을 빌리시면, 지부
에서 처결치 못하는 송사를 판
단하여 나의 재주를 보이고 싶
사오니, 그런 연후에 논죄論罪
하심이 어떠하니이꼬?”
이에 염왕이 실소하며,

“세상사람들이 앉아서 높은
의논을 하다가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 능히 해결치 못하는 자
많으니 가소롭거늘, 이런 일을
네 어찌 처결하리오. 이러한
말은 다시 이르지도 말라.”
하였다. 저마무가 정색을 하

고 다시 고하였다.
“대왕, 이 어인 말씀이니이
꼬? 진실로 이른바 지기일知其
一(그 하나를 앎)이요 미지기
이未知其二(그 둘을 아지 못
함)이오니, 대왕의 존의尊意가
이러하시므로 큰일을 능히 처
결치 못함이로소이다. 대저大
抵 사람에게 일을 맡겨 그 거
취去就를 보아 높고 낮음을 의

논할 것이어늘 어찌 미리 남의
재주도 아지 못하고 다만 업수
이 여기리오.”
이에 염왕이 모든 명왕을 돌

아보며 말했다.
“내 이놈을 형벌하여 죄를
묻고자 하거늘, 이놈이 도리어
큰말을 하여 우리 마음을 혹하
게 하니 이를 장차 어이하면
좋으뇨?”
모든 명왕이 묵묵히 말이 없

는데 제8의 평등대왕平等大王
이 입을 열었다.
“사람의 재주는 이로 측량치
못할지니, 제 원대로 하게 하
여 그 고하高下를 보아 만일
제 말과 같을진대는, 도리어
우리 지부의 한 큰일을 덜 것
이요 저도 또한 그 공으로 발
신發身(어려운 처지에서 벗어
나 앞이 트임)할 것이니, 어찌
양전兩全의 미사美事가 아니리
오.”
그러자 초강대왕楚江大王이

더하여 말했다.
“만일 그리하고자 할진대는
마땅히 옥제께 표를 올려 조칙
을 얻은 후에 행함이 좋을까
하나이다.”
염왕이 그 말을 옳게 여겨

표를 닦아 주작판관에게 주어
옥경玉京에 보내 옥제께 주달
奏達께 하였다. 옥제가 그 표
를 보고 크게 노하여 가로되,
“이놈이 큰 죄를 지었거늘
다스리지 아니하고 어찌 도리
어 중임重任을 맡기리오?”

5면에서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