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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16C 중반 작으로 추정되는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경기도 과천 출토
청주 한씨 스란치마에는 포도송이 옆에 포도와 비슷한 크기의 동자가 포도 줄기를 잡고 앉
아 있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장식되었다. 이 글에서는 이 치마의 포도동자무늬에 주목해,
포도와 동자가 결합한 모티프의 기원과 그것의 사용 맥락을 확인하고 이러한 무늬가 조선
사대부가 여인의 예복에 직조된 함의를 도출했다. Ⅱ장에서는 그리스·로마 신화와 종교
를 바탕으로 시작된 로마미술의 포도동자 모티프가 초기 기독교 미술에 채용되고, 나아가
간다라지방의 불교미술에서 유행한 대략적인 모습과 중국 및 고려의 그릇에 적용된 사례를
검토했다. 포도동자는 로마미술에서 주로 석관에 포도·포도주의 신 디오니소스와 에로스
로 조각된 이래 기독교 및 간다라 불교미술에서 장례와 관련된 정황에서 사후세계의 풍요
를 희구하는 장례의장으로 사용되었고, 한국에서는 생활용품인 고려청자에도 널리 장식되
었음을 확인했다. 그리스·로마의 신화·종교에 근거한 로마미술에서 기원했음에도, 이
모티프가 특정 종교의 고유 도상이나 장례 의장으로 고정되지 않고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
었던 원인을 풍요를 희구하는 인간의 보편적인 염원이 투영된 상징이라는 점에서 찾았다.
Ⅲ장에서는 청주 한씨 치마 포도동자문의 특징을 분석했다. 이 치마의 포도동자는 현전하
는 유물 중 포도동자문이 표현된 직물 가운데 조성 시기가 가장 앞선 것으로, 복식에 직조
된 이 무늬에 관한 한 일종의 典型일 개연성이 높음을 지적했다. Ⅳ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청주 한씨 치마가 여인의 의복이며 포도동자문은 상류층의 취향이 반영된
모티프라는 관점과 교류의 관점에서 조망해 그 함의를 도출했다.
주제어 :	청주 한씨 스란치마, 포도동자문, 장례미술, 로마석관, 디오니소스, 에로스,
로마미술, 기독교미술, 간다라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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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6C 중반 작으로 추정되는 과천 출토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청주 한씨 스
란치마에는 포도동자문이 화려하게 직조돼 있다. 포도동자문은 이 치마의 무릎에 위치
하는 가로띠 형태의 스란단 무늬로, 탐스러운 포도송이 옆에 이와 비슷한 크기의 어린
남자아이가 포도 줄기를 잡고 앉은 모습으로 표현되었는데, 이는 직물에 나타난 포도동
자문 가운데 제작 시기가 가장 올라가는 예에 해당한다.
이러한 무늬는 외관을 치장하는 의장인 동시에 의미를 내포하는 상징이기에, 그것이
만들어지고 유행한 해당 사회의 문화적 감수성이나 교류 관계 등에 접근할 수 있는 단초
이기도 하다. 열매가 많고 덩굴이 뻗는 포도는 풍요와 다산의 표상이며, 가문의 존속과
번영에 필수적인 동자 역시 多子와 부의 상징이다. 하지만, 포도·동자가 다산·풍요를
뜻하는 유일한 물상의 조합은 아니므로, 미술작품에서 이 두 요소가 결합한 맥락을 파악
한다면, 매체를 초월해 활용된 이 모티프의 본질에 한 발짝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
진다.
또한, 현전하는 유물 가운데 포도와 동자가 함께 표현된 모티프가 직물에 남아있는 예
가 매우 드문 탓에, 청주 한씨 스란치마 포도동자문의 사료적 가치는 매우 높다 할 수 있
는데, 지금까지 이 무늬는 주로 복식사·도자사·문양사 등에서 소략하게 언급되는 데
그쳤다. 예컨대, 조선 직물의 무늬를 살피면서 포도동자문의 존재와 도상적 특징이 간
략하게 소개되거나(박성실 1992, 1996; 김남정 2000; 임경화 2002; 허정애 2014; 전은정
2015; 김은정 2020), 동자가 묘사된 고려청자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세부 유형 가운데 하
나로 분류되거나(최혜주 2020; 김희영 2021), 포도당초문의 전개를 다루며 이와 결합한
여러 요소 중 하나로 조명되는 정도였다(林良一 1959; 栗田 美由紀 2004; 이혜란 1986).
1)

즉, 포도동자문의 기원과 전래에 대한 기초적인 고찰이 이뤄지기는 했지만, 포도와 동
자가 결합한 모티프 자체에 주목하여 이 모티프의 기원과 발상지에서 사용된 구체적인
맥락과 의미에 본격적으로 천착한 연구는 시도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청주 한씨 치마의 포도동자문과 이 모티
프가 발생지에서 시각화된 양상을 살펴, 여러 지역에서 특정 매체에 국한되지 않고 생명

1) 포
 도동자문 연구가 주로 복식과 도자 분야 위주로 이뤄진 원인은 이 무늬가 시각화된 매체가 직물과 그릇이라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로마미술의 경우, 주로 석관 장식에 포도동자 모티프가 등장하는데, 이 모티프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그다지 이뤄
지지 않았다. 다만, 간다라미술의 꽃줄을 나르는 동자와 관련하여 동자의 정체를 밝히는 과정에서 꽃줄의 구성 요소인 포도가 언급
되며 디오니소스와의 관계를 지적하는 정도에 그쳤다. 포괄적인 로마 석관에 대해서는 Caillet and Loose 1990; 남성현
2011. 간다라 꽃줄과 동자에 대해서는 임영애 2015를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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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유지한 배경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 먼저 Ⅱ장에서 포도동자문의 기원과 성
격을 파악하고, Ⅲ장에서 청주 한씨 스란치마 포도동자문의 특징을 분석한 뒤, Ⅳ장에서
함의를 도출하겠다.

Ⅱ. 포도동자문의 기원과 성격 및 東漸
현전하는 포도·동자 모티프의 절대다수는 로마 미술작품에 전하고 이들의 조성 시기
가 여타 문화권의 그것에 비해 앞선다. 대개 신전이나 석관의 표면 장식 조각인데, 그중
에서도 후자가 압도적 다수이며 신화적·종교적 색채를 띤다. 특히 로마의 석관은 기독
교가 발흥한 이후 제국의 지원을 받으며 본격적인 교회 미술이 발전하기 이전 시기에 기
독교미술이 태동한 매체로, 포도·동자는 기독교적 주제가 표현된 석관에도 자주 부조
되었던 모티프였다. 또 지역적으로 지중해 유역에 한정돼 유행한 것이 아니라 간다라의
스투파 장엄 부조와 건축 부자재 등에도 광범위하게 활용되었다. 나아가, 종교미술의 범
주를 벗어나, 북위·북제기 금속기와 소수의 원대 도자 및 다수의 고려청자에서도 확인
된다. 이 장에서는 청주 한씨 스란치마 포도동자문 파악에 앞서 이 무늬의 기원인 로마
미술과 기독교·불교미술, 그리고 중국·한국의 그릇에 표현된 포도·동자의 성격과 의
미 및 변화상을 살펴보겠다.

1. 그리스·로마 종교미술의 포도와 동자
1) 디오니소스
그리스·로마 신화에서 포도와 포도주의 신인 디오니소스(Dionysos)가 미술 분야에서
포도와 함께 어린 동자의 외모로 제시되는 경우는 드문 편이지만, 이들은 대개 종교성을
띠며 신화적 맥락 안에서 묘사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파리 쁘띠 팔레 미술관 소장 카메
오 유리판<사진 1>과 르부르박물관 소장 캄파냐 부조<사진 2>, 그리고 이사벨라 스튜어
트 가드너 박물관 소장 로마 석관<사진 3>이 있다.
먼저 <사진 1·2>와 같이 사원이나 공공건물의 건축 부재에 장식된 디오니소스 모티프
는 장식미술 분야에서의 이 테마의 인기를 보여준다. 여기서 동자 디오니소스는 그의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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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자이자 양육자인 사티에르(Satyr) 가 내민 포도를 받으려고 하거나<사진 1>, 양손에 포
도를 한 송이씩 들고 그의 좌우에서 무릎을 꿇고 시좌 중인 두 사티에르에게 인사를 받
고 있다<사진 2>. 이 경우 포도는 그리스·로마신화에서 포도·포도주의 신이자 황홀경
의 신, 그리고 부활의 신이며 풍요의 신 디오니소스의 역할과 지위를 상징한다.

<사진 1>

<사진 2>

<사진 3>

1. 쁘띠 팔레 미술관 소장 카메오 유리판, 디오니소스와 사티에르, 기원전 1C 경
2. 르부르박물관 소장 캄파냐 부조, 디오니소스와 사티에르, 기원전 1C 경
3. 이사벨라 스튜어트 가드너 박물관 소장 로마 석관, 디오니소스와 사티에르·매나드. 225년

석관 장식에서도 포도나무 가지에 앉아 두 손으로 포도송이를 따고 있는 동자 디오니
소스를 볼 수 있다<사진 3>. 이 석관은 디오니소스의 여성 추종자인 매나드(Maenad)가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수확하고 사티로스가 이를 방해하며 여인들의 옷을 잡아당기거나,
몸을 기대 눈을 맞추고 시시덕거리며 축제를 즐기는 흥청망청한 이미지가 가득하다.
포도는 종자를 품은 알맹이가 빽빽하게 달리는 특성으로 인해 다산과 풍요의 상징으로
인식돼왔고, 이러한 포도가 주렁주렁 열리는 포도나무는 겨울에 죽은 것 같으나 봄에 다
시 싹을 틔우므로, 포도(주)의 신인 디오니소스의 천상은 영원한 쾌락이 넘치는 곳이라
여겨졌다. 이러한 맥락에서, 석관에 동자 디오니소스를 표현한 것은 피장자가 사후에 새
롭게 태어나 풍요로운 혜택을 누리기 바라는 염원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소란스럽고 흥
겨운 분위기의 酒神祭 장면은 일상생활의 고민거리로부터 해방되는 일종의 도피처를 제
공하는 역할을 한다(낸시 H. 외 2004: 305). 그로 인해 가족과 추모자에게 고인이 현세보
다는 더 나은 곳으로 옮겨간다는 것을 암시해 위안을 주고, 카르페디엠의 교훈을 준다.

2) 사
 티에르(Satyr)는 사티로스(Saturos)라고도 하는데, 디오니소스를 양육하고 받들어 모시는 반인반신의 시종이다. 이들은 본디
들판의 요정이자 자연계에서 억제되지 않은 풍요의 화신으로 장난이 심하고 주색을 밝히는 무리이고(M.그랜트·J.헤이즐러 저(김
진욱 역), 1993: 139-140), <사진 1>의 바위 옆에 놓인 지팡이 티르수스(Thyrsus)는 그리스 종교에서 주신 디오니소스와 그
의 시종, 그의 여성 추종자인 매나드가 들고 다니는 지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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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로스
3)

그리스·로마 신화에서 연정과 성애의 신 에로스(Eros) 는 미술로 표현될 때 발가벗은
4)

동자의 외모에 날개가 달린 모습으로 묘사되곤 한다. 하지만 날개 달린 동자 에로스가
포도와 함께 장의미술에 등장할 때 그의 역할은 본래의 신화적 맥락을 넘어서서, 포도가
엮인 꽃줄의 운반자, 포도 바구니를 든 계절의 신, 포도를 수확하고 즙을 짜서 포도주를
만드는 디오니소스적 존재, 디오니소스 행렬에서 포도를 수확하며 승리를 축하하는 일
원으로 표현된다.

<사진 4>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소장 로마 석관, 130~150년

<사진 5>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소장 로마 석관,
200~225년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에로스는 첫째, 꽃줄의 운반자이다. 꽃줄을 나르는 날개 달
5)

6)

린 동자 에로스 는 로마인들이 매우 선호하여 장례 제단, 유골함, 그리고 석관 장식에
많이 사용된 도상이다. 대표적인 유물로는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소장 로마 석관<사진 4,
130~150년; 사진 5, 200~225년> 등이 있다.
과일·잎사귀·꽃·곡물 등을 잇대어 띠처럼 만든 소위 ‘꽃줄’은 석관에 좌우로 길게
조각돼 장례식에서 무덤을 장식했을 실제 화환들을 영속적으로 대체했는데, 여기서 포
도는 꽃줄 속에 엮이거나<사진 4>, 호를 이루며 늘어진 부분에 덩어리째 매달리기도 하

3) 엄
 밀히 말해, 로마미술의 디오니소스와 에로스는 로마신화의 바쿠스(Bacchus)와 큐피트(Cupid)로 칭해야 하지만, 이 신화가 그
리스신화에 기원을 두고 있고, 이 글은 디오니소스적 모티프와 결합한 에로스 이미지의 기원을 다루므로 여기서는 신화 속 존재들
을 그리스신화에 근거하여 명기하겠다.
4) 날
 개 달린 에로스는 여러 기원의 에로스 중에서 가장 사랑받은 유형으로 아르테미스(Artemis)와 헤르메스(Hermes) 사이에서 태
어나, 화살로 마음에 상처를 입혀 연정 사건을 만들거나 마음에 동요를 일으키는 신으로 인식됐다(피에르 그리말: 339). 원래 소
년으로 표현됐으나 헬레니즘 초기에 통통한 아이의 모습으로 등장하기 시작해, 로마 시대 들어 마치 르네상스 시대 날개 달린 아기
천사의 이미지와 유사한 모습으로 본격적으로 표현되었다(각주 11 참고).
5) 꽃줄

멘 동자는 대체로 에로스로 이해되지만(낸시 H. 외 1951: 308), ‘고인 영혼의 의인화’(Carol Altman Bromberg 1998:
70), 혹은 ‘니케’(Aurel Stein 1921: 511 footnote 7)로 보기도 한다. 이 두 관점에 대한 반박은 임영애 2015: 151을 참고할 것.
6) S
 trong. Donald Emrys 1995: 128-129. 꽃줄은 유독 석관에 많이 조각되었는데, 2C 초 로마의 장례 방식 변화로 석관이
이용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인기를 끌었던 의장이다. 석관은 火葬이 일반적이었던 로마의 葬事 방식이 土葬으로 변화(트라야누스 황
제, 재위 98~117)된 이후, 하드리아누스(재위 117~138) 시대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淸柳正規 1997: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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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사진 5> 꽃줄의 주요 구성 요소이다.
더불어 포도는 화면에 디오니소스나 그의 추종자들이 직접 묘사되지 않더라도, 酒神이
자 풍요의 신인 디오니소스의 제의와 깊은 관련을 맺고, 고인이 속한 사후세계의 풍요를
7)

희구하는 의장이기도 하다. 그리고 포도가 섞인 꽃줄을 저세상으로 운반하는 에로스와
승리의 여신 니케(Nike, <사진 5, 석관 양측>)는 일종의 메신저로, 죽음이라는 고난·위
기에 직면한 고인을 응원하며 죽음 너머의 삶에 대해 용기를 북돋워 주는 역할을 한다.
둘째, 에로스는 포도 바구니를 든 가을의 신으로 표현되기도 했다. 터키 아프로디시아
스 박물관 소장 로마 석관<사진 6>에서 그리스·로마 미술에서 사계의 신이 나타나는 전
형적인 구도를 볼 수 있다. 네 구의 에로스가 착용하거나 들고 있는 식물에 근거할 때,
좌에서 우로 가을(포도)·겨울(갈대·무화과·석류)·봄(담쟁이덩굴)·여름(밀)을 나
타낸다. 이때 계절의 신이 상징하는 바는 풍요와 시간의 영원성이다(남성현 2011: 1038)

106). 석관에 제시된 상징적인 계절 이미지는 보는 이에게 대자연이 선사하는 풍요를
상기시키는데, 이는 고인이 살아생전 누렸던 혜택이기도 하다. 이러한 취지에서 사후세
계에서도 풍요롭기를 바라며 석관에 四季神을 장식한 것이라 여겨진다.

<사진 6> 석관 부조

<사진 7> 석관 부조

6. 터키 아프로디시아스 박물관 소장 로마 석관. 계절의 신 에로스, 3C
7. 게티 빌라 박물관 소장 로마 석관, 포도주를 수확·분쇄해 포도주를 만드는 에로스, 290~300년경

셋째, 포도를 수확하고 즙을 짜서 포도주를 만드는 디오니소스적 존재로 묘사되었다. 대
표적인 작품으로 게티 빌라 박물관 소장 로마 석관<사진 7>을 들 수 있는데, 여기에는 날
개 단 동자 에로스가 발가벗고 포도주를 제조하는 전반적인 과정이 한 화면에 묘사되었다.
9)

무성한 포도나무 덩굴을 배경으로(Robin Magaret Jensen 2000: 59) 이루어지는 흥겨운 활

7) 꽃
 줄에 달린 포도와 다른 과일들을 고인의 사후 풍요를 기원하며 고인에게 바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Carol Altman Bromberg
1998: 70)
8) 사
 계신은 이교적 석관이나 모자이크화에서는 꾸준히 인기를 끌었던 주제였고, 기독교적 석관에도 고인의 영원성을 표현하는 요소
로 차용된 바 있다. 목자와 계절의 신이 장식된 로마 피오 크리스티아노 박물관 소장 로마 석관(3C 중반경)을 대표적인 예로 꼽을
수 있다.
9) 디오니소스축제는 로마에서 매우 인기 높았고, 포도 덩굴은 대개 이 축제와 연결되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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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ㅡ수확·운반·착즙ㅡ은 이 장면이 디오니소스 축제와 관련된 이미지임을 알려준다.
넷째, 디오니소스 행렬에서 포도를 수확하며 승리를 축하하는 일원으로 등장한다. 튀
니지 바르도 박물관 소장 모자이크 벽화<사진 8>에서 에로스는 디오니소스 신화를 바탕
으로 한 디오니소스의 행진<사진 8-1>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포도를 따고 있다<사진
10)

8-2>(A. Ben Abed 2006: 23).

묘당을 장식한 장례용 모자이크인 이 벽화에서 무성하게

뻗어가는 나무와 포도는 생명력과 다산·풍요를 상징한다. 포도를 수확하는 에로스는
포도 산출이 상징하는 풍요로움과 행진이 상징하는 승리 및 명예를 고인이 누릴 수 있기
를 기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사진 8> 모자이크화

<사진 8-1> 하단, 디오니소스 일행

<사진 8-2> 상단

튀니지 바르도 박물관 소장 모자이크 벽화, 디오니소스 행렬, 3C

위의 사례들을 통해 로마미술의 ‘포도와 동자’ 모티프는 주로 신화적 존재인 디오니소
스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장례미술에 활용되었음을 확인했다. 포도는 포도·포도주의 신,
풍요의 신, 부활의 신인 디오니소스 신앙과 맞물려, 풍요롭고 주흥이 깃든 그의 천상에
가기를 바라는 바람이 담긴 모티프이다. 더불어 동자 에로스는 작고 통통한 외모가 발산
하는 귀엽고 발랄한 이미지를 통해 보는 이에게 풍요로움과 희망을 선사한다(낸시 H. 외
11)

2004: 200).

2. 기독교·불교 미술의 포도와 동자
1) 기독교미술의 포도와 동자

10) 우
 거진 포도나무가 화면 중앙을 가득 채웠고, 하단에는 디오니소스가 인도 정복 후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그의 추종자들과 행진
하는 장면<사진 8-1>이, 좌·우·상단에는 사자, 표범, 새, 사티로스, 그리고 포도를 따는 에로스<사진 8-2>가 묘사되었다.
11) 쾌
 활한 기운을 내뿜는 동자 에로스의 귀여운 형상은 르네상스 시대의 조각가·화가들이 즐겨 묘사한 장난기 많고 사랑스러운 아
기 천사와 흡사해, 로마미술의 에로스가 르네상스 아기 천사의 선조임을 알 수 있다(각주 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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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로마미술의 포도나무 주제와 결부되어 사랑받은 에로스는 기독교인에게도 그
12)

만큼 친숙한 소재였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기독교미술 에 차용되었다. 로마 콘스탄티나
13)

의 묘당

모자이크화<사진 9,> 및 반암 석관<사진 10>, 로마 피오 크리스티아노 박물관

소장 유니우스바수스 석관<사진 11>과 크레스켄티아누스·아가피나의 석관<사진 12>
14)

등 기독교 장례미술에 나타나는 포도·동자 모티프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 작품들은

구도 면에서 전형적인 디오니소스 행렬이나 축제 장면을 연상시킬 정도로 유사하지만,
디오니소스와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신화적 요소를 제거하거나 구성 요소에 변화를 가해
그리스·로마 신화와 일정 거리를 유지했다는 공통점이 나타난다.

<사진 9> 모자이크화

<사진 9-1> 상단

<사전 9-2> 하단

로마 콘스탄티나 영묘의 천장 모자이크화, 350년경

<사진 10> 바티칸 박물관 소장 콘스탄티나 석관(좌), 정면 부조(우), 350년경

12) 기
 독교가 국가와 황실의 지원을 받으며 본격적인 교회미술을 발전시킨 시점은 4C 후반 이후지만, 2C 말~3C 초부터 지하묘지
와 석관 등 장례미술에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신앙을 시각적으로 표현했으므로, 이러한 예들도 기독교미술의 범주로 파악했다.
13) 콘
 스탄티나 묘당은 최초의 기독교인 황제인 콘스탄티누스대제의 첫째 딸, 콘스탄티나의 영묘이다. 이 묘당은 그리스도와 사도가 표
현된 벽감 모자이크 등으로 인해 기독교 장례미술로 분류되나, 천장 모자이크화<사진 9>는 기독교적이라기보다 전형적인 디오니소
스 행렬<사진 8>과 매우 닮아, 르네상스 시기에 ‘바쿠스당’이라 불릴 정도로(Ada Gabucci 2000: 113) 신화적 색채가 농후하다.
14) 이
 러한 측면은 로마의 기독교인들에게 그리스·로마 문화적인 전통이 얼마나 깊게 각인돼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편린이자, 이 무
렵 로마제국에서 기독교 포교 방식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이기도 하다. 기독교가 로마의 종교와 교리·신학적인 거리를 유지하기
는 했지만, 시각 이미지 친화적인 로마 문화 전반을 거부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므로, 교육과 전교의 측면에서 로마인들에게
친숙한 방식을 강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이해주 2020:114-115). 더불어 이 사례들을 통해, 3~4C 기독교미술
에 표현된 포도와 동자 모티프가 로마 상류층 기독교인에게 매우 인기 있는 장식이었다는 사실도 파악된다. Ⅳ장에서 후술하겠지
만, 조각을 새겨넣은 석관은 제작비용이 만만치 않아 일반 평민의 석관은 전혀 장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낸시 H 외 2004: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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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콘스탄티나 묘당 천장 모자이크화<사진 9>의 전반적인 구성은 디오니소스 행렬
<사진 8>과 흡사하지만, 신화적 요소로 꼽을 수 있는 것은 포도를 수확하는 날개 없는 에
15)

로스<사진 9-2> 정도이다.

콘스탄티나 석관 부조<사진 10>는 에로스가 포도를 수확·

운반·분쇄해 포도주를 빚는 장면을 한 화면에 시각화하는 전형적인 구도<사진 7>를 깨
고, 정면·측면에 분리해 표현했다. 유니우스바수스 석관의 포도나무와 에로스는 정면
<사진 11>에 비해 주목도가 떨어지는 좌측면<사진 11-1>에 조각되었는데, 우측면에는
포도가 아닌 밀 수확 장면을 부조하여 풍요로움의 보편성을 부각시켰다. 이러한 脫神話
化의 노력은 묘당이나 석관에 시각화된 ‘포도나무와 동자 에로스’를 풍요와 축복의 일반
16)

적인 상징으로 폭넓게 이해하게 한다.

<사진 11> 로마 피오 크리스티아노 박물관 소장
유니우스바수스 석관 정면, 359년

<사진 11-1> 좌측면

<사진 12> 로마 피오 크리스티아노 박물관 소장 크레스켄티아누스와 아가피나의 석관, 340~360년경

15) 디
 오니소스와 그의 추종자들<사진 8-1>을 두 소년<사진 9-1>으로 변형시켰고, 포도나무 사이에 자리 잡았던 표범·사자·호랑
이·사티로스 등 디오니소스와 관계 깊은 존재들을 제거하고 새만 그렸다.
16) 물
 론 기독교 미술에서 포도나무가 기독교적인 은유로 해석되는 길은 언제나 열려있다고 봐야 하지만(Robin Magaret Jensen,
2000: 60-61), 성서에 포도나무에 관한 언급이 포함되고(포도가 많이 재배되고 그로 인해 포도주를 필수적인 음료로 마시는
로마의 자연환경과 디오니소스축제와 연결되는 문화적 배경으로 말미암아, 신약성서에는 포도와 포도주와 관계된 내용이 요한복
음 15장 1절~17절과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등에 다수 나온다), 기독교미술의 소재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근본적인 배경은 ‘
그리스·로마 신화적인 동시에 기독교적일 수 있는 포도나무의 양가·다의적 성격’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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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크레스켄티아누스와 아가피나의 석관<사진 12>에서 포도를 따는 에로스
는 합각머리와 아치가 연결되는 협소한 공간에 매우 작은 크기로 조각돼<사진 12-우>,
주제나 크기·위치에서 종교적 호소보다는 장식적인 성격이 강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포도·동자와 같은 이교적 소재가 기독교인의 석관에 장식된 것은 의미와 외
형 면에서 포도나무와 동자가 갖춘 상징의 다의성과 보편성 때문이라 판단된다. 기본적
으로 생명력·풍요를 표상하는 포도와 동자 모티프가 풍요에 대한 인간 보편의 희구에
기반하여 사후세계에 투영되면서 로마종교와 기독교의 장례미술 주제로 인기를 끌게 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맥락에서 디오니소스 신화와의 연결고리를
제거한 초기 기독교미술에 묘사된 포도·동자는 보편적인 풍요의 상징이라 말할 수 있다.

2) 불교미술의 포도와 동자
간다라 불교미술에도 포도와 동자 모티프가 등장한다. 이들은 불탑 부조나 사원 건축
자재에서 보편적 풍요를 상징하는 장식으로 조각돼, 부처님 세계의 기쁨을 찬탄하는 모
습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간다라미술에서 이 모티프는 포도가 걸려있는 꽃줄을 동자
가 운반하는 모습, 혹은 원을 그리며 연속되는 포도 덩굴 안에서 포도를 수확하거나 포
도즙을 짜는 동자의 모습으로 묘사되었는데, 양자를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꽃줄을 나르는 동자는 로마 석관의 에로스와 외견상 닮았지만, 전혀 다른 존재인
17)

약샤(夜叉) 이다. 꽃줄 멘 동자 모습은 주로 불탑 기단부나 드럼부 하부, 원통형 사리기
몸체에 부조돼, 약샤는 장례의 정황 속에서 붓다의 열반을 애도하며 꽃줄을 공양하는 역
18)

할을 담당한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탁실라 박물관 소장 다르마라지카 출토 부조 편<사
진 13-좌>과 대영박물관 소장 부조 편<사진 13-우>이 있다.

17) 미
 술로 표현될 때 약샤는 주로 키가 작고 얼굴과 몸매가 통통한 동자로 묘사되며, 초기 불교에서 인도 민간신앙의 신, 불교에 편
입된 이후에는 북방 비사문천의 종자, 팔부중의 일원, 나무의 정령 등 다양한 성격을 띠지만, 꽃줄을 나를 때는 불탑에 예배하고
공경을 표하는 공양자이다(Coomaraswamy 2001; Misra, R.N. 1979; 임영애, 2015: 152-153).
18) 불
 교에서 가장 흔한 꽃 공양 행위는 향을 사르고 꽃을 흩뿌리는 산화공양이지만(『大正藏』 第11冊 no.310 「大寶積經」(義淨 譯)
卷第57; 『大正藏』 第12冊 no.374, 「大般涅槃經」(曇無讖 譯), 聖行品第七之二), 향과 꽃과 華鬘으로 불탑과 불상을 공양·공
경하는 장면이 다수 언급돼(『大正藏』 第九冊 No.262 「妙法蓮華經」 鳩摩羅什 譯; 『大正藏』 第十冊 no.293 『大方廣佛華嚴經』
(唐 般若譯) 卷第三十七; 『大正藏』 第九冊 no.278 『大方廣佛華嚴經』 (東晉 佛馱跋陀羅譯) 卷第六十), 꽃줄이 탑 공양에 없어
서는 안 될 공양물임을 문헌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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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3> 간다라 출토 탁실라 박물관 소장 부조 편(좌), 대영박물관 소장 부조 편(우), 2~3C

<사진 13>에 표현된 약샤의 외모, 즉, 심목고비 인상과 곱습머리, 튜닉 차림과 콘트라
19)

20)

포스트 자세 등에서 서양 고전 미술 양식이 파악된다. 또 포도와 술잔 묘사에 투영된
디오니소스 주신제와의 연관성, 꽃줄이 늘어지는 부분에 포도·석류가 걸려있는 양식도
로마미술 요소이다.
여기서 꽃줄과 포도는 로마 석관에 조각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풍요와 번영을 상징한
다. 그러나 로마의 꽃줄과 포도가 피장자의 사후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장식이라면,
간다라 불탑·사리기의 꽃줄과 포도는 이미 열반에 든 붓다를 위한 것이 아니라, 붓다를
공경하고 예배하는 공양자와 그의 가족이 현세적 이익을 얻기 위한 장엄으로 해석된다
(高橋堯昭 1993: 159-160).
달리 말하면, 간다라 불탑에서 포도 달린 꽃줄을 멘 동자상은 피장자가 붓다이기 때문
에, 피장자의 사후세계가 풍요롭기를 기원하는 일반적 의미의 장례미술과 차별점이 나
타나지만, 포도를 통해 풍요를 희구한다는 점은 로마미술의 경우와 같다.
둘째, 연속된 원형 포도 덩굴 속에 조각된 동자는 포도·포도주와 관련된 보편적인 풍
21)

요를 상징한다. 이 부조 편이 사원지 출토 건축 부재이므로 부처님 세계의 풍요와 기쁨
을 보여주는 존재로 볼 수도 있다. 대영박물관 소장 간다라 출토 부조 편<사진 14>에 이
러한 면모가 조각되었는데, 덩굴줄기에 달린 포도 덩이를 한 손으로 잡고 정면을 향해
선 건강한 인상의 동자는 풍요와 수확의 기쁨을 표상한다. 둥글게 연속되는 포도 덩굴

19) 다
 만 간다라의 꽃줄 멘 동자는 로마의 에로스와 달리 날개가 없고, 항상 나신으로 표현되는 것은 아니다. 꽃줄 위쪽에 상반신만
묘사된 천인에게는 날개가 달렸는데, 간다라 조각가들이 그리스신화 속 에로스에서 영감을 얻은 것으로 보기도 한다(A.
Foucher 1905: 240, Fig.116-118).
20) 손
 잡이 달린 술잔<사진 13-좌>과 관련하여 로마의 포도주잔이 동시대 인도에 알려졌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송란 2014: 125130을 참고할 것.
21) 간
 다라미술의 디오니소스 관련 모티프에는 디오니소스가 직접 등장하지 않고, 따라서 디오니소스의 행진과 같은 그의 위업을 기
리는 테마도 제작되지 않았으며, 주로 포도 수확이나 포도주 제조에 관련된 장면이 집중적으로 만들어졌다. 이런 특징과 더불어
간다라에 디오니소스 신전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종교집단으로서의 디오니소스를 추종하는 교단이 형성되지 않았
을 것이라는 견해는 Tadashi Tanabe 2020: 94-96을 참고할 것. 한편, 아이하눔 출토 실레노스 상의 존재와 디오니소스 관
련 모티프가 다수라는 사실을 근거로 간다라에서 농작물의 풍작과 다산을 기원하는 디오니소스 제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견해
는 이주형 2003: 261~281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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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인물이 묘사되는 양식은 콘스탄티나 묘당 천장 모자이크<사진 9> 및 그녀의 석관
22)

부조<사진 10>에서 확인했듯, 로마미술 양식이다.

<사진 14> 대영박물관 소장 간다라 출토 부조, 포도를 든 동자, 2~3C

이상에서 헬레니즘 시대 로마에서 시작된 포도와 동자 모티프가 초기 기독교 미술에
채용되고, 나아가 쿠샨시대 간다라에서 유행한 대략적인 모습을 파악했다. 꽃줄 멘 동자
의 경우 에로스와 약샤라는 성격 차이가 나타나기는 했지만, 큰 틀에서 볼 때 포도·동자
모티프가 인간 본연의 종교성을 전제로 하는 장례와 관련돼 활용된 역사적 사실은 이 모티
프를 만들고 사용한 주체가 특정 지역·종교인이 아니라 보편적인 인간임을 드러내 준다.

3. 포도동자문의 東漸
1) 중국 그릇의 포도와 동자
중국에서 포도동자 도상은 북위기 중앙아시아의 박트리아 지역 장인들에 의해 제작됐
거나 중국 내 서방세계의 장인들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소형 금속기를 통해 받
23)

아들여졌다.

이런 사실로부터 실크로드를 통해 조공품이나 전리품으로 유입되는 이러

한 소형 매체를 통해 문화교류가 이뤄졌음을 알 수 있는데, 특히 그릇 표면에 로마미술
에서 유행한 포도 덩굴과 결합한 로마미술의 동자 에로스가 표현된 대동 출토 포도동자
문도금고족배(葡萄童子紋鍍金高足杯, <사진 15>) 장식에서 그러한 양상이 대표적으로
나타난다(Wicks and Avril 2002: 6-7).

22) < 사진 14>과 매우 유사한 부조를 2C 소아시아 유물에서도 볼 수 있어(이주형 2003: 263), 이러한 모티프가 그리스·로마에서
소아시아에 전파되고, 알렉산더대왕의 동방 원정로를 따라 간다라에 전해진 것이라 여겨진다.
23) 대
 동 출토 고족배의 세부 사항과 제작 지역에 대해서는 박아림 2015; 이송란 2019를 참고할 것. 북위·북제대 대동·내몽고 등
지에서 출토된 로마미술의 주제와 양식이 뚜렷한 금속기들 역시 로마 직수입품이 아니라 고대 이란 동부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개조된 후 실크로드를 거쳐 조공 무역이나 전리품으로서 중국으로 유입된 것이다(리위셩 2020: 1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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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5>

<사진 15-1>

포도동자문고족배, 5C

<사진 16>

<사진 16-1>

청유각화영희포도문병, 12~13C

이 그릇에서 외모가 포동포동한 동자는 원형을 이뤄 연속되는 포도 덩굴 안에서 포도
줄기 혹은 포도를 잡고 있거나 동물에 올라타고 있다. 원형 덩굴 속에서 포도를 따는 동
자<사진 15-1>의 모습은 로마의 콘스탄티나 석관 부조 양식<사진 10>과 매우 유사하다.
하지만 포도동자문은 이후 중국 도자에는 요주요에서 출토된 청유각화영희포도문
병(靑釉刻花嬰戱葡萄紋甁, <사진 16, 북송~금>)을 제외하면 거의 볼 수 없는데(최혜주
2020: 105-110; 김희영 2021: 69-70), 이러한 현상의 배경을 포도에 대한 인식과 관련지
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중국에서는 당 태종(太宗, 재위 626~649)대 들어 서역의 포도주 제
24)

조기술을 익혀 중원에서 직접 포도주를 주조하게 된 이래

이미 8C 말 ~ 9C 초에는 포

도가 방치될 정도로 흔한 품목이 돼 포도에 대한 인식이 그다지 특별하지 않았던 것으로
25)

보이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포도를 쉽게 접할 수 있었던 송·원대 도자에는 풍요와 다
26)

산에 대한 길상의 모티프가 주로 ‘석류동자문’으로 나타났을 수 있다. 이러한 사실로부
터 도자의 포도문은 특정 종교와 무관한 보편적 풍요·다산의 상징으로 활용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송·원대 도자에 장식된 동자문 역시 불교 조형물에서 유행한 공양·화생동자상
과 별도로, 가문의 존속과 번성을 위해 득남을 기원하는 당시 사람들의 현세적 가치관에

24) 포
 도는 한 무제 때 서역에서 유입되었다(漢書』 卷96, 「西域傳」 第66, 大宛國, ‘漢使采蒲陶·目宿種歸.’). 이때 포도는 포도주
문화의 일환으로 전래되었는데, 당 이전 시기 포도주는 대부분 서역의 조공품이었다. 중원 지역에 서역의 포도주 제조법이 전수
된 태종 대 비로소 일반 군신들도 포도주를 맛보게 되었고(王溥, 『唐會要』 卷100, ‘葡萄酒西域有之, 前世或有貢獻. 及破髙昌,
收馬乳葡萄實, 于苑中種之, 幷得其酒法,自損益造酒, 酒成. 凡有八色, 芳香酷烈, 味兼醍醐. 既頒賜羣臣, 京中始識其味.’;
박세욱 2006: 823-824), 백성들도 쉽게 포도와 포도주를 접하게 되자 포도주를 노래하는 시도 나오게 되었다(이해원 2009:
518-520).
25) 韓愈(768~824)의 시구에 의하면 ‘새로 나온 포도 줄기의 반이 말라 있고, 높이 쳐놓은 시렁이 찌그러지고 쓰러져 있다(新莖未
徧半猶枯, 髙架支離倒復扶. 若欲滿盤堆馬乳, 莫辭添竹引龍鬚).’
26) 포
 도와 석류 모두 풍요·다산의 상징임에도 석류동자문이 우세한 것은 송대 공예품 문양장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營造法式』 「
石作制度圖樣」에 석류만 언급됐고, 포도가 이미 많이 보급돼 포도문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제시된 바 있
다(김희영 2021: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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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응한 이미지였다. 이미 당·송대 동자를 소형으로 제작한 상이 길상의 모티프로 인식
27)

돼, 多産·多男을 상징하는 보편적인 모티프로 정착된 것이다.

2) 고려청자의 포도와 동자
현전하는 유물에 근거할 때, 한국 미술사에서 포도와 동자가 결합한 모티프는 12C 중
28)

엽 고려청자에 처음 등장했다.

보편적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는 길상의 모티프인 송대

동자문과 포도문이 고려에 전해졌고, 두 무늬가 결합해 고려청자에서 크게 유행했다.
그런데, 도자의 발상지에서 포도동자문 그릇의 생산량이 미미했던 반면, 고려에서는
청자를 장식하는 주요 무늬 중 하나였고(최혜주 2020: 103; 김희영 2021: 122). 이 무늬가
그려진 기형이 유독 주자·병·매병에 집중돼(최혜주 2020: 104; 김희영 2021: 125), 무늬
29)

와 그릇의 용도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현상 은 고려 상류층의 포도에 대한
30)

특별한 선호도와 무관하지 않다.

이미 널리 보급돼 포도에 대한 인식이 대수롭지 않았

던 송·원과 달리, 포도를 귀하게 여겨 포도의 위상이 대단히 높았던 고려에서는 청자에
포도 내지 포도동자문을 표현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도자 문화의 수용국인 고려의
청자에서 발상지와 달리 포도· 동자를 결합한 무늬가 유행한 측면은, 고려 사회가 외래
장식 모티프를 단순 수용한 데 그치지 않고, 그 본의를 이해하여 자국의 수요에 맞춰 주
체적으로 변형시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27) 당
 ·송대 득남을 바라는 여인들의 염원을 표출하는 방식으로 동자상이 활용되었는데, 당대 칠석절에는 정토에서의 탄생을 재현하
여 화생이라 불리는 작은 상을 띄웠고, 송대 칠석절에는 여인들이 男兒를 형상화한 상을 구매했다(Ellen Johnston Laing
1996: 48). 이러한 풍습들은 동자상이 당대 이후 독립적인 표현의 대상이 됐고, 송대 더욱 유행해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활용되
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28) 한
 국미술사에서 ‘포도’와 ‘동자’ 모티프는 각각 백제시대에 나타났다. 포도는 팔메트·연화·포도송이가 결합한 백제 무녕왕 관식
이 가장 이른 예이고(林良一 1959: 13-26; 栗田美由紀 2004: 33-48; 이송란 2019: 48-49), 동자는 백제 무녕왕릉에서
쌍으로 출토된 왕비의 유리제 동자상이 시기가 가장 올라가는 작품이다(성주탁 1978: 109-118).
29) 로
 마의 금속제 포도주병과 잔에도 포도주 관련 디오니소스 모티프가 장식돼 器形과 무늬 간 높은 상관성이 나타나는데, Ⅳ장 2절
에서 후술하겠지만, 로마 상류사회에서 포도주가 상징하는 사회적 인식이 반영된 소산이다(Thomas Noble Howe 2010:
21~30; 알베르토 안젤라 2012: 20-25).

30) 1
 3C 초 고려에서 포도는 진귀한 완상의 대상이었고(『東國李相國全集』 卷23記, 「通齋記」; 『牧隱集』 卷16, 「架松簷移葡萄架」),
13C 후반~14C 초 무렵 원 황제가 고려 왕에게 하사하는 품목 중 하나였던 포도주에 대해 화려한 자리에서 먹던 술이라 언급한
데서 드러나듯(『牧隱集』 卷16, 「詠杏』), 포도와 포도주는 왕족 및 귀족층에서 향유되던 값비싼 이국 취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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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7>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청자상감동채포도동자문표형주자, 13C

<사진 18> 국립광주박물관 소장 청자상감포도문 주자·승반,
12C

고려청자의 포도동자문은 특히 양식 면에서, 좌우 혹은 상하 방향으로 긴 테두리에 구
속되던 포도당초문에서 획기적으로 탈피한 유형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국립중앙
박물관 소장 청자상감동채포도동자문표형주자(靑磁象嵌銅彩葡萄童子文瓢形注子, <사
진 17>), 국립광주박물관 소장 청자상감포도문 주자 및 승반(靑磁象嵌葡萄文注子·承盤,
<사진 18>)에서 보듯, 포도 덩굴이 기면 전체에 자유롭게 배치되었고 동자들이 그 사이
에서 다양한 자세로 줄기를 잡고 노는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둥근 얼굴과 작고 통통한 손을 가져 앳돼 보이는 동자들은 대개 머리를 삭발하고 맨발
을 드러낸 채, 상의로 배두렁이를 하거나 배자를 입고, 하의로 바지를 입었는데(최혜주
31)

2020: 109-110),

이는 저고리와 바지를 입고 맨발을 드러낸 채 머리를 민 청주 한씨 치

마의 동자문<사진 19-2>과 유사하다. 또한, 포도 알맹이 사이를 이어주는 선을 그어 포
도송이를 마치 주렴처럼 묘사한 것<사진 18-우>은 성산 이씨 스란치마<사진 21, 17C 후
32)

반>와 화순옹주 원삼<사진 22-1, 18C 중반>의 포도문과 친연성이 높다. 이를 통해 조선
직물에 수 놓인 포도동자의 구체적·현실적인 모델은 고려청자의 동자문이었을 가능성
이 상정된다.

31) 정
 요나 요주요 자기의 동자는 주로 상의만 착용하고 하의를 입지 않거나, 목·손발에 둥근 테로 된 항권 혹은 신발을 신은 모습으
로 묘사돼 고려청자의 동자와 구분된다.
32) 이
 와 더불어 포도다람쥐문이 장식된 해평윤씨(1660~1701) 저고리의 포도 중에서, 동일한 포도송이에 달린 알맹이 색상을 다
채롭게 꾸민 사례도 흑백상감 및 진사 안료를 사용한 고려청자의 포도알 표현<사진 17>에서 선례를 찾을 수 있다. 또한, 포도 덩
굴이 직물에 단독 직조된 신경유(1580~1633)묘 출토 도포의 포도알 역시 백상감으로 구획선을 넣은 고려청자 상감기법의 영향
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전은정 201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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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청주 한씨 스란치마 포도동자문의 특징
청주 한씨 스란치마는 1979년 경기도 시흥군 과천면 소재 광주 이씨 선산묘지를 이장
하던 중 발견된 광주 이씨 8대손 언웅(彦雄)과 그의 며느리인 청주 한씨의 수의들 가운
33)

데 며느리의 치마 중 하나이다.

청주 한씨의 생몰연대는 알 수 없으나, 언웅의 아들이

자 한씨의 남편인 집일(執一)과 손자 천우(天祐)의 기록으로 추정하자면, 한씨는 결혼 후
곧 자식 없이 사망했으며, 출토품들의 조성연대는 중종~선조 연간으로 비정된다(박성실
1992: 259; 1996: 299-302).
현전하는 유물 가운데 포도와 동자가 함께 표현된 모티프가 직물에 등장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데, 과천 출토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청주 한씨 스란치마의 포도
동자문(16C 중반)은 그중에서도 제작 시기가 가장 올라가는 작품이다(단국대학교 석주
선기념박물관 2002: 167). 임란 이전의 복식이 거의 전하지 않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이
34)

치마<사진 19>는 금실로 화려하게 장식된 스란단 무늬 인 포도동자문과 조선 중기 의복
의 종류와 형태, 색상 등을 종합적으로 전해주는 사료적 가치가 큰 유물이라 할 수 있다.
스란치마는 적의나 원삼, 당의 등의 예복 차림 시 함께 착용하는 예복용 하의로, 평상
용에 비해 길이와 폭이 과장됐고, 무릎 부분 또는 밑단에 가로띠 형태로 다양한 무늬를
금사로 짜거나 금박을 찍는 스란단이 부착된 치마이다(박성실 1996: 296). 원칙적으로 왕
비·빈·왕세자빈·군부인 등 높은 품계의 여성만이 착용할 수 있었던 의복이기도 한데
(허정애: 79-80), 최고급 비단에 포도동자문이 직금된 스란치마가 민가에서 출토된 것은
청주 한씨가 중종의 계비인 문정왕후의 제 2녀 의혜공주(1521~1563)의 손녀라는 사실과
관계 깊어 보인다(석주선 1983: 27; 박성실 1996: 301-302). 궁중 하사품일 수 있는 개연
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청주 한씨 치마 포도동자문의 전체 구조는 스란단을 상중하 3단으로 나눈 뒤 각 구획은
2줄의 선으로 구분했다<사진 19-1>. 넓은 상·하단에는 포도와 동자를 번갈아 배치하고,
좁은 중단에는 별도의 장식 문양을 넣었다.

33) 1
 979년 과천 광주 이씨 묘에서 출토된 복식들은 1980년 11월 29일 중요민속자료 제 114호로 지정되어 석주선기념박물관에
소장되었다. 출토 복식의 종류는 단령 1점, 창옷 6점, 첩리 1점, 무명누비袍 1점, 무명겹袍 1점, 모시袍 3점, 모시적삼 3점,
여자 저고리 13점, 치마 6점, 속곳 3점, 명주솜옷 1점, 모시옷 1점, 명주 누비 1점, 小殮布 2점, 小殮衾 1점, 이불 1점, 지
요 1점, 버선 한 켤레, 너른바지 1점, 습신 외짝 등 총 54점이 발굴되었다(석주선 1983: 27; 박성실 1992: 280-338을 참
고할 것).
34) 조
 선시대 스란의 주요 무늬는 17C를 기점으로 변화하는데, 그 이전에는 동자문, 17C에는 동자문·봉황기린문·봉황문·화조
문 등이 다양하게 등장하고, 후기로 갈수록 용문·봉황문·수복화문으로 고정된다(허정애 2014: 8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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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9> 스란치마

<사진 19-1> 스란단

<사진 19-2> 포도동자

단국대학교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청주 한씨 스란치마. 16C 중반

여기서 포도동자문은 ‘포도송이 옆에 앉은 동자’를 기본 단위로 같은 무늬가 橫으로 연
속되는 형태이다. 동자의 왼발이 포도 끝보다 살짝 뒤로 물러나 배치돼 크기 면에서 포
도의 탐스러움이 강조되었다<사진 19-2>. 포도는 잎사귀와 알맹이로 구성되는데, 다섯
갈래의 잎사귀 가운데 중심 잎맥이 한 줄씩 굵게 표현되었고, 그 아래 크고 둥근 10개의
포도알이 빽빽하게 달려있다.
35)

얼굴이 둥글고 통통한 동자는 삭발 머리에 연잎을 쓰고 , 신체 전면을 대각선으로 가로
지르는 줄기를 두 손으로 잡고 오른쪽 어깨와 양다리 사이에 끼워 고정했다. 엉덩이를 대고
앉은 자세에서 오른 다리는 무릎을 접었고 왼 다리는 무릎을 살짝 세워 앞으로 뻗었다. 저
고리는 소매 폭이 좁고 허리가 짧으며, 바지는 무릎 위로 걷어 올려 입었다. 발은 맨발이다.
이러한 포도동자문은 실록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연산군 10년(1504) 이전에 유통되었
을 것으로 추정된다. 16세기 전반 실록인 『연산군일기』에는 ‘남색 비단의 동자포도 쌍슬
란(雙膝襴)과 연변(蓮邊)에 니금(泥金)으로 그린 치맛감 9폭을 대궐로 들이라’는 전교가
36)

기록되었는데,

여기 언급된 동자포도의 전반적인 형태와 구성이 청주 한씨 치마 스란

단 무늬와 유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치마 이후에 제작된 행주 기씨(1600~?) 묘 출토
스란치마 편<사진 20>(국립민속박물관 2012: 66), 파주시 성산 이씨(1651~1671) 묘 출토
스란치마<사진 21>(경기도박물관 2014: 266), 그리고 화순옹주(和順翁主, 1720~1758) 원
삼<사진 22>(고려대학교박물관 1990: 64)의 포도동자문이 모두 청주 한씨 치마와 유사한
유형으로 표현되었기 때문이다.

35) 까까머리에 연잎을 쓴 모습인지, 정수리 부분에만 머리카락을 남기고 모두 깎은 것인지, 상투를 표현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36) 『燕山君日記』 권53 燕山 10年 5月 23日(壬子) “藍羅童子葡萄雙膝襴 蓮邊具泥金盡成裙次九幅入內”의 쌍슬란은 스란단이 두
줄인 쌍스란치마에 해당한다. 스란단의 위치는 시대에 따라 정형성을 띠는데, 1단일 때는 치마 중간(무릎)에 놓였고(16C), 조선
말기로 가면서 치마의 하단으로 내려갔다. 2단인 경우는, 성산 이씨 유물을 기점으로 그 이전은 2단의 스란이 모두 치마 무릎 부
분에, 이후에는 무릎과 하단에 각각 놓였다(허정애 2014: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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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0>

<사진 20-1>

행주 기씨 스란치마, 17C 전반

<사진 21>

<사진 22>

성산 이씨 스란치마,
17C 후반

<사진 22-1>

화순옹주 원삼, 18C 후반

행주 기씨 스란치마<사진 20-1>의 경우는, 중단문(격자)과 동자의 왼발 끝 선(포도 끝
과 수평), 길쭉해진 포도알의 형태 변화와 같은 세부적인 차이를 제외하면, 청주 한씨 스
란치마의 무늬와 유사하다. 성산 이씨 스란치마 편<사진 21>의 포도는 알 사이에 간격을
두고 각기 선분으로 연결한 형식이나, 동자의 외모는 명확하지 않지만 줄기를 잡은 방향
과 앉음새는 <사진 19-2>·<사진 20-1>과 유사해 보인다.
이들에 비해 화순옹주 원삼의 무늬는 다소 도식화되었다<사진 22-1>. 포도는 포도송이
와 잎사귀가 좌우로 분리돼 굵은 줄기로 연결됐고, 잎사귀도 종전과 달리 다섯 갈래 이
상으로 나뉘었다. 잎사귀 아래로 굵은 넝쿨 줄기가 수직으로 늘어졌고 포도알 사이의 간
격은 가는 선으로 이었다. 포도알 개수는 전례에 비해 증가했지만, 분포가 성글어 오히
려 빈약한 인상을 준다. 동자는 얼굴이 홀쭉해져 이전 시기보다 성숙해 보인다. 까까머
리를 드러낸 채 두 손으로 포도 줄기를 잡았는데 줄기가 이전과 달리 몸의 왼쪽을 가로
지른다. 그로 인해 줄기를 잡은 방향과 다리를 세운 방향이 이전 시기와 반대이다.
이로써, 16C 중반~17C 전반에는 회화적으로 표현되던 포도가 17C 후반 들어 도식화되지
만, 큰 틀에서 볼 때, 상·중·하 3단 구조와 포도 옆에 나란히 앉은 동자의 구성이 유지된
경향이 파악된다. 그러므로 이들 가운데 조성 시기가 가장 앞서는 청주 한씨 치마의 포도동
자문은 복식에 직조된 이 무늬에 관한 한 일종의 ‘典型’이었을 개연성이 높다. 즉, 연산군일
기에 언급된 ‘동자포도 쌍슬란’ 역시 <사진 19-1>과 유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미이다.
비록 유물의 수가 매우 적다는 한계가 있지만, 이상의 검토를 통해 ‘포도와 동자 모티
프’가 16C부터 18C 후반에 이르기까지 조선 복식에 장식되었음을 확인했다. 또 조선 직
물의 포도동자문은 모두 금박보다 고가·고급인 직금으로 제작돼, 원삼이나 스란치마와
같은 여성의 예복에 표현되었다는 공통성을 띤다. 따라서 포도와 동자가 연속되는 청주
한씨 치마의 스란장식의 모티프는 풍요와 다산, 특히 ‘多子’에 대한 소박한 기원이 담긴
무늬임을 알 수 있다. 더불어, 비록 매체는 다르나 포도의 형태와 동자의 착의법 등에서
고려청자 포도동자문과 연관성이 있음을 파악했다.

경기도 과천 출토 청주 한씨 스란치마에 나타난 포도동자문의 기원과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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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청주 한씨 스란치마 포도동자문의 함의
이 장에서는 Ⅱ·Ⅲ장에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로마에서 기원한 포도동자 모티
프가 조선 중기 청주 한씨 스란치마에 수 놓인 의의를 도출하겠다. 그러기 위해 청주 한
씨 치마가 여인의 의복이며, 포도동자문이 상류층의 취향이 반영된 모티프이자 대외 교
류의 소산이라는 관점에서 조명하고자 한다.

1. 多男 기원 길상 모티프
청주 한씨 스란치마는 무덤에서 출토된 복식이지만 본디 수의로 만든 옷은 아니었다.
다수의 알맹이가 탐스럽게 달린 포도와 통통한 외모의 동자가 결합한 청주 한씨 치마의
포도동자문은 다산·가문의 번영·풍요를 상징하는 보편적인 길상문으로 여성의 의복
에 수 놓였다.
37)

조선의 남자 복식 무늬로 포도 덩굴과 포도다람쥐는 사용된 바 있지만,

포도동자는

직조되지 않았으므로, 포도와 동자의 연속 배열은 출산을 담당하는 여인의 의복에 포도
와 (童女가 아닌) 童子를 시각화함으로써 多男을 기원한 ‘여인’의 바람이 담긴 길상 도상
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현전하는 유물에 근거할 때, 포도동자문은 조선에서 16C 중반에
서 18C까지 생명을 유지했으나, 明代 쌍스란에는 등장하지 않으므로(허정애 2014: 7438)

79), 청주 한씨 치마의 스란 무늬에는 多男과 가문의 번영을 기원한 ‘조선’ 여인의 염원
이 담겼다고 볼 수도 있다.
요컨대, 포도동자 모티프가 발원지 로마미술에서는 주로 디오니소스 신앙을 바탕으로
한 장례 의장으로 성별 구분 없이 애용되었다면, 조선 의복에서는 종교색이 탈각된 길상
문으로 여성의 생전 예복에 장식되었다. 즉, 풍요와 다산을 염원하는 인간의 보편적인
종교성에 근거하여, 조선에서는 특히 출산을 담당하는 여인의 생산력과 관련을 맺고 다
남을 기원하는 모티프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모티프가 표현된 로마와 조선의
작품 간에는 ‘사후 vs 생전’, ‘남녀공용 vs 여성용’이라는 차이가 있지만, 포도와 동자를 조
합해 ‘풍요’를 희구하는 의장으로 활용한 점은 공통된다.

37) 우
 리나라 직물에 포도가 등장하는 것은 16C 중반부터로, 이때의 포도무늬가 포도동자이다. 1633년에 사망한 신경유의 도포와
같이 포도 덩굴무늬만 도안된 예(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09: 64)가 없는 것은 아니나, 포도문은 일반적으로 포도 덩굴
단독으로 표현되기보다 동자나 청솔모와 함께 복합무늬로 구성되었다.
38) 포
 도동자의 스란문 채택 여부는, Ⅱ장 3절에서 고려와 송·원의 사례를 통해 살펴봤듯, 포도에 대한 조선과 명의 서로 다른 인식
차에 기인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쌍스란 무늬뿐만 아니라 포도동자문은 명·청대 직물 무늬에서 찾아보기 어렵다(전은정
2015: 5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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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류층의 선호도가 반영된 모티프
원칙적으로 스란치마는 품계가 높은 여성만이 착용할 수 있었던 복식이다. 청주 한씨
스란치마뿐만 아니라, 포도·동자가 직조된 조선의 의복은 모두 평상용에 비해 크기가
과장되고 장식이 화려한 예복이며, 포도동자문 역시 고가의 비단에 금사로 짜였다.
포도동자는 고려청자 장식에서 살펴봤듯(최문정 2001: 15-22), 포도와 포도주에 대한
고려 왕족·귀족의 이국 취향과 가문의 존속·번성을 위해 득남을 기원하는 당시 사람
39)

들의 현세적 가치관이 맞물려,

13C 이래 특정 종교색 없이 상류층을 중심으로 유행했

다. 이후 포도·포도주는 조선 말까지 귀한 관상용 식물이자 고급 음식으로 조선 상류층
40)

에서 애호되었고, 조선 사대부가의 의복이나 문방구류,

왕실의 예복 등에 포도·포도
41)

동자문이 표현되었으나, 널리 대중화되지는 못했다(박세욱 2006: 263-265).

포도동자문이 특권층의 향유물이라는 측면은 로마 석관 부조와 궤를 같이하는 특징이
기도 하다. 조각을 새겨넣은 석관은 제작비용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일반 평민의 석관
은 전혀 장식되지 않았고, 부조된 석관은 부유한 시민들의 전유물이었다. 신화적 모티프
를 활용해 석관을 관습적 상징으로 꾸민 것은 그리스 문화를 동경한 로마의 부유한 엘리
트 계층이 경제력과 교양을 과시하며 그들의 취향을 드러낸 일단의 문화 양식으로 볼 수
있다(Paul Corby Finney 1994: 110).
그런데 로마 석관의 포도동자 모티프가 상당한 경제력을 갖춘 특수한 계층만이 향유할
수 있었던 배경은 로마 상류층에 자리 잡은 포도주 문화와 맞닿아 있다. 실제 2~4C 부유
한 로마 시민의 석관에 묘사된 포도주와 관련된 조각은 로마 상류사회에서 포도주에 대
한 사회적 인식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Thomas Noble Howe 2010: 21-30; 알베르토
안젤라 2012: 20-25). 포도주가 호스트의 사회적 지위와 품격을 드러내는 연회의 필수 요
소라는 상징성을 띠게 되면서, 부유한 상류층을 중심으로 질 좋은 포도주 접대로 자신의

39) 국
 립중앙박물관 소장 청자상감동채포도동자문표형주자<사진 17>에서, 한 송이를 구성하는 포도알을 다양한 색채로 표현하면서
값비싼 안료인 붉은 진사를 사용한 것도 포도에 대한 고려 상류층 특유의 선호와 애착을 드러낸 일면일 수 있다.
40) 청
 주 한씨 스란치마나 화순옹주 원삼과 같은 여성 예복뿐만 아니라 남성 저고리나 백자 필통, 벼루 등의 문방구류에서도 포도와
조합된 청솔모·원숭이 무늬가 활용됐다.
41) 조
 선은 개국부터 꾸준히 시행된 금주령으로 과일주 양조에 적극적일 수 없었고, 조선 중기 내려진 검약령으로 포도 재배가 대량
으로 이루어지지 못해 생산량이 적었다. 그로 인해 포도·포도주가 언급된 시문(서거정 1988: 486)도 금주령이 해지된 시기에
소수 존재한다. 이와 더불어 조선시대 들어 매우 다양한 식물 길상문을 갖추고 있던 점도 고려대에 널리 사용된 포도동자문이 크
게 유행하지 않은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 다양한 식물 길상문이 존재했으므로, 조선 초 수차례 발령된 금주령에 저촉되지 않으
면서도 부귀·다산과 같은 포도의 상징성을 공유하는 석류와 같은 과실을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식
물 길상문에 대해서는 (전은정 2015: 10-54)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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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와 품격을 과시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적 배경이 사후 그들의

석관 장식에 투영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로써 포도동자 모티프는 로마와 조선의 시대·문화 지역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포도
(주)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기반하여 상류층이 선호했던 무늬라는 동질성이 확인된다.
즉, 청주 한씨 스란치마에 직조된 포도동자문은 혈통을 중시하는 신분제 사회에서 아들
을 낳아 가문의 대를 이어야 했던 여인의 願望을 상류층 특유의 애착이 반영된 모티프의
결합이라 할 수 있다.

3. 국제성의 담지자
포도동자 모티프가 처음 로마 석관에 장의미술 테마로 시각화되었을 때는 디오니소스
신앙의 일환으로 특정한 종교색을 띠었다. 그렇지만 포도나무에 내포된 상징의 다의성
과 사후세계 또한 풍요롭기 바라는 보편적 인간의 열망에 터잡은 모티프였기 때문에, 외
견상 같은 모티프가 서로 다른 종교인 기독교·불교의 미술에 채용될 수 있었다. 이러한
측면은, 포도동자문을 특정 종교의 교리와 연관시키지 않고 범인류적 보편 사유의 소산
으로 볼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선상에서 중국의 경우, 북위대 금속기에 도입된 포도동자 모티프가 송·원대
도자에 소수 표현돼 장의미술 영역이 아닌 생활용품으로 사용되었고, 고려에 수용돼 종
교 도상이 아닌 길상 도상으로 고려청자에서 크게 유행했고, 이후 조선 상류층 여인의
예복과 문방구류 장식문으로 활용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로마의 석관에서 출발한 포도동자 모티프가 이후 간다라와 중국 그리고 고려와
조선에서 모두 활용된 양상을 통해 문화교류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로마의 포
도동자는 디오니소스나 에로스였다. 양식면에서 주로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수확하거나
꽃줄을 나르는 날개 달린 에로스가 나신으로 표현되었고, 예외적으로 옷을 입은 모습이
나, 날개 없이 묘사되었다. 반면 간다라에서 꽃줄을 나르는 포도동자는 약샤였다. 이들
은 튜닉을 착용하거나 나신에 목걸이 팔찌 발찌 등의 장신구를 걸친 모습으로 조각되었다.
이후 종교색을 탈각한 중국·한국 도자의 포도동자는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길상문

42) 포
 도주는 로마가 지중해를 장악하게 된 기원전 2세기 무렵부터 생필품으로 부상했다. 이 시기 로마인들이 주식을 죽에서 빵으로
바꾸면서 함께 곁들일 음료로 와인을 선택했기 때문인데, 그리스시대에는 식사와 별개로 와인을 마셨다면, 로마시대에는 식사 중
에 포도주를 즐기는 테이블 와인 개념이 생겨났다(이송란 2014: 119). 포도주가 식생활의 필수적 요소가 되자, 로마 사회에서
손님에게 화려한 음식과 고급 와인으로 만찬을 대접하는 것이 지도자로서의 품격을 드러내는 사회적 제스처가 되었다(Thomas
Noble Howe 2010: 21-30). 즉, 포도주는 목을 축이는 음료이자, 호스트의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는 연회의 필수 요소라는
상징성을 띠는 문화요소로 자리 잡은 것이다(알베르토 안젤라 201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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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장식됐는데, 중국 청자에는 포도넝쿨 사이에서 줄기를 잡고 노닐며 민머리에 상·
하의가 연결된 옷을 입고 신발을 신은 모습으로 소수 등장한다. 이와 달리 고려청자의
포도동자문은 크게 유행했는데, 동자는 기면 전체에 분포하는 포도넝쿨 사이에서 자유
분방한 자세로 묘사되었고, 대개 삭발 머리에 저고리와 바지를 입고 맨발을 드러내고 있
어, 조선 중기 직물인 청주 한씨 스란치마의 포도동자문과 유사성을 띤다.
이를 통해 각 문화권의 포도동자는 동자의 성격과 양식에서 차이를 보이기는 하나, 큰
틀에서 포도와 동자가 결합한 모티프이며, 상징면에서 풍요·다산을 나타낸다는 공통
점이 유지됐음을 파악했다. 그러므로 청주 한씨 스란치마의 포도동자문은 서로 다른 시
대·문화권인 로마와 중국 그리고 한국을 연결해주고, 다양한 매채인 석관·금속기·도
자기·직물 등을 관통하는 문화교류의 소산이자 국제성의 담지자라 할 수 있다.

Ⅴ. 결론
이상의 논의를 통해,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청주 한씨 스란치마에 장식된
포도동자 모티프의 원류와 그것이 활용된 맥락을 확인하고, 이러한 무늬가 조선 사대부
가 여인의 예복에 직조된 함의를 구명했다.
각 장에서 다룬 내용을 정리하면, 먼저 Ⅱ장에서 그리스·로마신화와 종교에 근거한
포도동자 모티프가 로마미술에서 시작돼 초기 기독교 미술에 채용되고, 나아가 간다라
불교미술에 표현된 대략적인 양상을 살펴봤다. 로마미술의 포도동자는 주로 장례미술의
테마로 사용돼 석관에 부조되었는데, 포도나무·포도는 영원한 생명력과 풍요·다산의
상징이었고, 동자는 디오니소스와 에로스였다. 이들은 로마미술에서 기본적으로 디오니
소스 신앙과 연관을 맺고 석관에 장식돼 피장자가 풍요롭고 주흥이 깃든 디오니소스의
천상에 가기를 바라는 염원이 담긴 모티프였다. 그리고 동자 에로스는 작고 통통한 외모
가 발산하는 귀엽고 발랄한 이미지를 통해 보는 이에게 풍요로움과 희망을 선사하는 역
할을 맡았음을 확인했다.
포도동자 모티프가 이처럼 사후세계의 풍요를 희구하는 장례미술의 주제로 적합했고,
특정 종교와의 연결고리를 제거하더라도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보편성이 인정됐기 때
문에, 본디 이교적 소재였음에도 기독교 장례미술에 차용돼 석관에 장식될 수 있었음을
검토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간다라미술에 수용된 포도동자는 불탑과 사리기에 장엄
돼 장례 정황 하에서 공양자의 풍요와 번영을 희구하는 의장으로 사용되었음을 파악했
다. 즉, 포도동자는 근본적으로 풍요를 기원하는 인간의 보편성이 투영된 상징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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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지역·종교·시대를 망라하여 사랑받았고, 보편적인 종교성을 띠고 고대 중국 및 한
국에 유입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
Ⅲ장에서는 출토 복식인 청주 한씨 치마 포도동자문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 무늬가 의
복에 직조된 포도동자문에 관한 한 일종의 典型일 개연성이 높음을 지적했다. 직물에 포
도동자문이 남아있는 유물이 매우 희귀해 일반화하기 조심스럽지만, 조선의 포도동자문
은 16C 중반~18C 후반에 걸쳐 여인의 예복에 多産·多男을 염원하는 모티프로 활용되
었다.
Ⅳ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청주 한씨 치마의 포도동자문을 여인의 복식
에 표현된 모티프이자 상류사회의 선호도가 반영된 모티프라는 관점 및 대외 교류의 관
점에서 조망해 그 함의를 도출했다. 로마미술의 포도동자는 성별에 구애받지 않는 의장
이었지만, 조선 여인의 예복에 직조된 청주 한씨 치마의 포도동자는 출산을 담당하는 여
인의 생산력이 풍요를 기원하는 모티프와 연관성을 띤다. 더불어 포도동자는 양국 모두
상류층의 취향이 반영된 모티프였다.
로마미술의 포도동자는 디오니소스 신앙의 일환으로 특정 종교색을 띠었지만, 포도나
무와 내포된 상징의 양가성과 사후세계가 풍요롭기 바라는 보편적 인간의 열망으로 다
른 종교인 기독교·불교의 미술에 받아들여졌는데, 이러한 측면은, 포도동자문을 특정
종교의 교리와 연관시키지 않고 범인류적 보편 사유의 소산으로 볼 수 있게 한다. 이러
한 선상에서 포도동자 모티프가 중국에 수용돼 보편적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길상문
으로 생활용품인 송·원대 도자에 표현되었고, 고려청자와 조선 여인의 예복에 장식문
으로 유행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청주 한씨 스란치마의 포도동자문은 이 모티프의 기
원인 로마미술과 큰 틀에서 양식적·상징적인 면에서 궤를 같이하는 문화교류의 소산이
자, 국제성의 담지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

▶논문접수일(2021.8. 24.) ▶심사완료일(2021.10.15.) ▶게재확정일(2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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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 and Implications of Grape Boy Pattern
Appeared in Long Skirt of Lady from Cheongju
Han Clan in Dankook University Museum
Haiju Lee
(Dankook University Seok Juseon Memorial Museum)
In the long skirt of Lady from Cheongju Han Clan out of the collections in Dankook
University SueokJuseon Memorial Museum, which is estimated to be a work during the
middle of 16th century, a figure of boy who was sitting beside of cluster of grapes holding
the grape stalk appears repeatedly. In this paper, the origin of motif, which the grape and
the boy are combined, and its utilization context were examined focusing on grape boy
pattern of that skirt and the implications that the such pattern was woven in the formal dress
of the women during Joseon Dynasty were drawn. In Chapter II, that the motif of grape
boy originated in Rome became popular in Gandhara through the early Christian art was
examined. Since grape boy was carved as Dionysus, the god of grape and wine, and Eros
mainly on the sarcophagus it was used as a design that desires the abundance in afterlife
under the funeral context in the Christian art and Gandhara art. And it was identified that
the historical fact that it was utilized as a decoration for funeral art is the cause that it could
be popular over the regions, religions and ages. That is, although it was originated in the
Roman art based on the Greek and Roman myths, since it was the symbol of wealth, it
was viewed that it could be introduced to ancient China and Korea having the universal
religiosity. In Chapter III, the characteristic of grape boy pattern of Lady from Cheongju
Han Clan were analyzed and it was pointed out that grape boy pattern of this skirt woven
in clothing, which is the most oldest out of the textiles that the grape boy pattern was
expressed out of the relics remained currently is highly likely the model of this pattern. In
Chapter IV, based on the contents examined preciously, it was examined associating with
the funeral context in the perspective that grape boy pattern of Lady frrom Cheongju Han
Clan is the excavated clothing and the implications were drawn viewing in the perspective
of foreign exchange and the exchange between genres.
Keywords : the long skirt of Lady from Cheongju Han Clan, grape boy pattern, the funeral
art, Roman sarcophagus, Dionysus, Eros, the Roman art, the Christian art,
Gandhara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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