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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논문은 팔대산인(八大山人, 1626-1705)의 이원적(二元的) 
자아상을 1682년 작 <고매도(古梅圖)>를 중심으로 살펴본 글이다. 
명나라 왕손(王孫)인 팔대산인은 1644년 만주족이 중국을 침략하자 
그의 신분을 숨기고 살아남기 위해 선종(禪宗) 승려가 되었다. 급격
한 신분적 변화 속에서 팔대산인은 극심한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다. 
그 결과 그는 유민(遺民)과 승려의 정체성이 공존하는 이원적 자아
상을 형성하였다. 선행연구에서 학자들은 팔대산인을 유민화가 혹은 
선종화가로 분류해왔다. 그러나 명말청초(明末淸初)라는 혼돈의 시
대를 살았던 팔대산인의 다층적 자아상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는 두 정체성을 통합적으로 살피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팔대산인의 자아상을 입체적으로 조명함으로써 <고매
도>의 도상과 시를 새롭게 분석하고자 했다. 
  <고매도>는 팔대산인의 자아상을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작품
이다. 1682년에 제작된 <고매도>는 축(軸) 그림으로 현재 북경 고
궁박물원에 소장되어 있다. <고매도>는 팔대산인의 전작(全作) 중 
유일하게 매화나무의 전체 모습을 담고 있다. 팔대산인은 생명이 위
태로운 상황에 처한 매화나무의 모습을 대담하게 묘사하였다. 작품 
속 매화나무의 중심 기둥은 거칠게 부러져 있으며 뿌리는 지면 위
로 드러나 있다. 땅에 닿을 듯 아래로 향한 가지들에서는 봄을 맞아 
매화가 피어나고 있다. 화면의 상단에는 팔대산인의 자제시(自題詩) 
세 수가 적혀 있다. 팔대산인은 이례적으로 <고매도>에  새로운 시
를 두 차례 추가하였으며, 시를 통해 그의 내면의식을 강하게 표출
하였다. 화면에는 팔대산인의 관지(款識)와 인장(印章)이 남아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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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동시대 감상자 혹은 수장가의 흔적은 남아 있지 않다. 이를 통해 
<고매도>가 특정 주문자나 예술시장을 대상으로 제작된 그림이 아
니라 팔대산인 본인을 위해 그려진 매우 특별한 작품임을 알 수 있
다.   
   팔대산인의 이원적 자아상은 명·청 교체기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 형
성되었다. 명나라가 멸망하자 많은 한족 문인들은 명나라에 대한 절의
를 지키기 위해 선종으로 도피하는 ‘도선(逃禪)’을 선택하였다. 종교적 
소명이 아니라 정치적 도피를 위해 불가(佛家)에 입문한 이들은 대부분 
세속의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했다. 팔대산인도 명나라 왕손으로서의 정
체성을 포기하지 않았다. 승려와 왕손의 정체성이 공존하는 팔대산인의 
이원적 자아상은 그의 초상화인 <개산소상(个山小像)>에 잘 반영되
어 있다. 팔대산인은 <개산소상>의 자제시에서 스스로를 삿갓을 쓰고 
소요하는 행각승(行脚僧)으로 묘사하였다. 이와 동시에 팔대산인은 화
면 중앙에 그의 왕손 혈통을 밝힌 크고 눈에 띄는 인장을 찍음으로써 
왕손의 정체성을 드러냈다.  
   <고매도>는 팔대산인이 인생의 두 번째 전환기를 맞이한 때에 제
작되었다. 팔대산인은 1680년에 돌연 광증(狂症)을 일으키고 사찰을 
나왔으며 4년 뒤 환속(還俗)하였다. 이 기간 동안 팔대산인은 승려의 
정체성을 유지했으며 그의 지인들도 팔대산인을 승려로 인식하였다. 한
편 박학홍유과(博學鴻儒科)의 실시와 삼번(三藩)의 난 진압 등 1680년
을 전후로 일어난 일련의 정치적 사건들이 팔대산인의 유민의식을 자극
하였다. 이는 팔대산인이 그의 태생적 신분에서 비롯된 왕손의식을 국
가에 대한 유민의식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1682년에 제작된 <고매도>에는 팔대산인의 승려로
서의 정체성과 유민으로서의 정체성이 함께 반영되어 있다. 먼저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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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인은 <고매도>에 선종적 의미를 지닌 관지를 남김으로써 승려
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냈다. 또한 팔대산인은 두 번째 시의 화자를 
승려로 설정함으로써 그가 승려의 입장에서 <고매도>를 제작했음
을 나타냈다. 화면 속 매화는 깨달음을 위해 정진하는 승려의 시각
적 비유로 팔대산인의 승려로서의 면모를 대변한다. 한편 팔대산인
은 자제시를 통해 반청(反淸) 감정부터 고국에 대한 그리움, 변절한 
유민들에 대한 분노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유민의식을 표출하였다. 
또한 땅 밖으로 드러난 매화나무의 뿌리는 만주족이 지배하는 땅에 
뿌리 내리지 않겠다는 팔대산인의 절개를 상징한다. 
   팔대산인이 승려이자 유민으로서 지닌 두 면모는 <고매도>의 
시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 그는 시의 내용을 통해 유민으로서의 정
체성을 표현했으며, 시의 형식을 통해서는 선종 시승(詩僧)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팔대산인은 <고매도>에서 만주족의 
반청(反淸) 인물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유민의
식을 선종 어법을 사용해 표현하였다. 그는 <고매도>에서 직설적
이고 명확한 표현 대신 비유(比喩)와 전고(典故)를 사용해 유민의
식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이는 진리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간접 어법을 사용한 조동종(曹洞宗) 선사(禪師)들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또한 팔대산인은 <고매도>의 시에서 생소한 전고를 그만
의 방식으로 변용해 인용함으로써 유민의식을 최대한 난해하고 은
밀하게 전달하고자 했다. 이러한 창조적 인용법은 팔대산인이 선사
로서 존경했던 황정견(黃庭堅, 1045-1105)의 ‘점철성금(點鐵成金)’ 
시학에서 비롯된 것이다.   
   본 논문에서 시도된 화가의 자아상에 대한 새로운 접근은 그의 
작품에 대한 해석의 폭을 넓혀줄 것이다. 이 글에서 필자는 팔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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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이원적 자아상에 주목하여 <고매도>를 재해석하였다. 특히 
명말청초(明末淸初)의 시대적 맥락 속에서 팔대산인의 자아상을 입
체적으로 조명하였으며, 팔대산인의 유민 정체성에만 주목하였던 기
존의 단선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고매도>의 도상과 시를 새롭게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고자 한다. 

주요어: 팔대산인(八大山人, 1626-1705), 자아상, 고매도(古梅圖), 
도선(逃禪), 선종(禪宗), 승려, 유민(遺民), 명말청초(明末淸初)

학번: 2010-22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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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646년 팔대산인(八大山人, 1626-1705)은 청나라군의 침략으
로 가족을 잃고 가까스로 고향인 남창(南昌)을 떠났다. 그는 2년 뒤
인 1648년 명나라 왕손(王孫)의 신분을 숨기고 살아남기 위해 선종
(禪宗) 승려가 되었다. 급격한 신분적 변화 속에서 팔대산인은 정체
성의 극심한 혼란을 느꼈다. 종교적 소명이 아니라 정치적 도피를 
위해 불가(佛家)에 입문한 그는 유민(遺民)이라는 세속적 정체성을 
단념하지 않았다. 그 결과 팔대산인은 승려와 유민의 정체성이 공존
하는 이원적(二元的) 자아상을 형성하게 되었다. 
   선행연구에서 학자들은 팔대산인을 유민화가 혹은 승려화가로 분류
해왔다. 팔대산인은 근대 중국 미술사에서 석도(石濤, 1642-1707)와 
함께 대표적인 명나라 유민화가로 주목받았다. 이후 그의 유민 정체성
은 학자들의 중요 관심사였다.1) 또한 팔대산인은 홍인(弘仁, 
1610-1663), 곤잔(髡殘, 1612-1674 이후), 석도 등과 함께 17세기
를 대표하는 ‘사승(四僧)’ 화가로 분류되어 왔다.2) 그러나 명말청초(明
1) 팔대산인과 석도는 반청(反淸) 의식을 지니고 있었던 근대 한족 민족주의자들

에 의해서 명나라 유민화가로 주목받았으며, 유민화가의 명분을 띤 이들의 작품
은 당시 예술 시장에서 인기를 끌었다. 이에 대해서는 문정희, 「석도, 근대의 
개성이라는 평가의 시선」, 『미술사논단』  제 33호 (2011) 참조. 팔대산인의 
유민으로서의 정체성은 학자들이 그의 작품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단서였
다. 예를 들어, 훼이슈 리(Hui-shu Lee)는 두 편의 논문에서 팔대산인의 시에 
드러난 유민의식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Hui-shu Lee, “The Fish Leaves of 
the Anwan Album: Bada Shanren’s Journey’s to a Landscape of the Past,” 
Ars Orientalis, vol. 20 (1990); Hui-Shu Lee, “In the Lotus: Bada Shanren 
and the Heart of the Yimin," in Peter Sturman, C. and Susan S. Tai eds., 
The Artful Recluse: Painting, Poetry, and Politics in 17th-Century China 
(Santa Barbara and New York: Santa Barbara Museum of Art in  
association with DelMonico Books, 2012), pp. 94-109.

2) 선행연구에서 팔대산인, 홍인, 곤잔, 석도 등은 ‘사승’ 화가로 불렸으나 이들이 
선종화가로서 지닌 공통점과 차이점을 다룬 통합적인 연구는 아직까지 없다.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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末淸初)라는 혼돈의 시대를 살았던 팔대산인의 다층적 자아상을 제대
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두 정체성을 통합적으로 살피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고매도>(도 1)는 팔대산인의 이원적 자아상을 파악하는 데 매
우 중요한 작품이다. 1682년에 제작된 <고매도>는 축(軸) 그림으
로 현재 북경 고궁박물원에 소장되어 있다. <고매도>의 화면에는 
팔대산인의 자제시(自題詩) 세 수와 관지(款識), 인장(印章) 등이 
남아 있으며, 동시대 감상자의 흔적은 남아 있지 않다.3) 가장 연대
가 빠른 수장인(收藏印)은 청나라 말의 수장가(收藏家) 류전복(劉
銓福, 약 1850-70 활동)의 것이며, 제발(題跋)은 화면 밑에 덧붙여
진 근대화가 나조한(羅朝漢, 1868-1935)의 것이다.4) 또한 작품이 

대산인의 선종화가로서의 면모를 다룬 연구도 미흡한 편이다. 지금까지 팔대산
인의 작품에 반영된 선종화 전통의 영향을 다룬 연구는 제임스 캐힐(James 
Cahill)의 논문이 유일하다. 그러나 캐힐의 논문 역시 팔대산인에 관한 단독 연
구는 아니며 17세기 선종화의 부활을 설명하며 팔대산인의 작품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정도이다. James Cahill, “Continuations of Ch'an Ink Painting into 
Ming-Ch'ing and the Prevalence of Type Images,” Archives of Asian Art, 
vol. 50 (1997). 또한 팔대산인의 선종 승려로서의 모습에 주목한 연구는 대부
분 팔대산인이 승려 시절 지은 시의 문헌적 출처를 밝히는 데 집중되어 있다. 
대표적인 중국학자의 연구로는 주량지의 논문들을 참고할 수 있다. 朱良志, 
「论八大山人的“不禅语”」, 『八大山人硏究』 (合肥: 安徽教育出版社, 2010), 
pp. 79-105; 朱良志, 「八大山人“无情说法”观研究」, 앞의 책, pp. 106-124.

3) <고매도>에 팔대산인이 남긴 관지는 ‘驢屋驢書’, ‘壬小春又題’, ‘夫婿殊驢’ 등 
이며, 인장은 ‘字日年（朱文)’, ‘驢（朱文)’ 등이다. 

4) 류전복은 청나라 말기 저명한 장서가(藏書家) 류위탄(劉位坦, 1802-1861)의 아들
이다. <고매도>의 화면에는 류전복의 인장 두 개가 찍혀 있다: ‘專師齋（朱文)’, 
‘大興劉銓福家世守印（白文)’. 나조한의 제발은 그동안 왕팡유(Wang Fangyu)에 
의해 1733년 혹은 1793년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어 왔다. 그러나 이는 나조한의 생
몰년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수정이 필요하다. 나조한의 나이를 고려했을 때 제발
의 제작 시기는 1913년이 가장 타당해 보인다. 나조한의 제발은 다음과 같다: 休哭
笑, 孫為驢，祖忘豬. 埋姓字, 死生徒. 鳥獸群, 心是佛，證文殊. 僧作婿，我之逋. 同
心乎. 森劍氣，梅山枯. 淚成花，禿其楬，了其初. 癸丑夏六月得驢屋驢畫梅，證是八
大山人別號，爲題‘三字令’紀之，不足續‘易馬吟’也. 왕팡유의 추정은 Richard 
Barnhart, and Wang Fangyu, Master of the Lotus Garden: The Life and Art of 
Bada Shanren(1626-1705)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90), p. 5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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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된 17세기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고매도>와 관련된 문헌기
록 역시 전무하다.5) 이를 통해 <고매도>가 특정 주문자나 예술시
장을 대상으로 제작된 그림이 아니라 팔대산인 본인을 위해 그려진 
매우 특별한 작품임을 알 수 있다.6)   
   팔대산인은 그의 자아상을 시각화하기 위해 <고매도>의 도상을 특
별히 고안하였다.7) 일반적으로 팔대산인은 효율적인 작품 생산을 위해 
하나의 샘플 이미지(sample image)를 여러 작품에서 반복적으로 사용
하였다(도 2, 3, 4, 5). 그는 화훼책(花卉冊)의 한 구성요소로 절지화
(折枝花) 형태의 간략한 매화 그림을 주로 그렸다(도 6, 7). 반면 <고
매도>는 팔대산인의 전작(全作) 중 유일하게 매화나무의 전체 모습을 

5) <고매도>의 시와 이미지는 1980년대 초부터 출판되기 시작하였다. 시의 경우 
1981년에 출판된 왕즈더우(汪子豆)의 『八大山人詩鈔』에 수록되었으며, 도판
은 1983년에 상해인민미술출판사가 발행한 『兿苑掇英』에 수록되었다. 汪子豆 
編, 『八大山人詩鈔』 (上海: 上海人民美術出版社, 1981), pp. 9-10; 上海人民
美術出版社, 『兿苑掇英』 no. 19 (1983), p. 10. 

6) 팔대산인의 개인적인 작품들은 예술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고 그의 가문이나 사
찰을 통해 전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한 예로 팔대산인이 황안평(黃安平)에게 
주문한 초상화인 <개산소상(个山小像)>은 그가 불가에 입문했던 강서성(江西
省) 봉신현(奉新顯)에 위치한 봉선사(奉先寺)에서 전해 내려왔으며 1954년에 
학자들에 의해 발견되었다. 또한 소장형(邵長蘅, 1637-1704)의「八大山人傳」
에 따르면, 팔대산인은 그의 중요 작품들을 상자 속에 보관하며 남들에게 쉽게 
보여주지 않았다. <고매도> 역시 팔대산인이 개인적으로 보관하였으며 그의 사
후 지인이나 가족들에 의해 전수되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邵長蘅, 「八大山人傳」, 『靑門旅稿』 卷 5, 王朝聞 編, 『八大山人全集』  vol. 
5 (南昌: 江西人民出版社, 2000), p. 1333.

   澹公語予山人有詩數卷藏筐中秘不令人見. 予見山人題畫及他題跋皆古雅閒雜以幽澀
語不盡可解. 見與澹公數札極有致如晉人語也

   담공이 내게 말하길, 산인은 여러 시권을 상자 속에 보관하고 있으며, 비밀스러
운 것이라 남이 보지 못하게 한다고 했다. 내가 산인의 제화와 제발을 보았는
데, 모두 고아하고 한졸하여 말을 그윽하고 어려워 다 이해할 수 없었다. 담공
과 함께 편지 몇 통을 보니 지극한 것이 마치 진나라 사람의 말 같았다.

7) 팔대산인은 사물과 인간을 등가적으로 여기는 철학을 지니고 있었다. 훼이슈 리
는 팔대산인의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그의 작품 속 물고기, 연꽃 등을 화가의 
자아상으로 해석했다. Hui-Shu Lee, “Bada Shanren’s Bird-and-Fish Painting 
and the Art of Transformation,” Archives of Asian Art vol. 44 (1991); 
Hui-Shu Lee, 앞의 논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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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고 있는 독특한 작품이다. 팔대산인은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꽃
을 피운 매화 고목을 대담하게 묘사하였다. 작품 속 매화나무의 기둥은 
부러져 있으며 땅 밑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할 뿌리와 밑동은 지면 위로 
드러나 있다. 땅에 닿을 듯 아래로 향한 가지들에서는 봄을 맞아 매화가 
피어나고 있다. 팔대산인은 기둥의 상처와 밑동을 진한 먹으로 강조하
였으며 이는 땅 위로 드러난 하얀 뿌리와 시각적 대조를 이룬다. 특히 
큰 붓으로 빠르게 쓸어내리듯 그려진 기둥의 상처는 평면적이고 추상적
인 느낌을 준다. 
   <고매도>의 시는 팔대산인의 심리 상태와 자아의식을 잘 반영하고 
있다. 팔대산인은 시를 통해 그의 생각과 감정을 뚜렷이 표현하고자 했
다. 그는 <고매도>에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새로운 시를 추가하였
다.8) 또한 팔대산인은 세 번째 시의 앞에 다음의 설명을 덧붙였다: ‘앞
의 두 시를 주필(走筆)의 묘라 칭할 수 없어, 다시 역마음(易馬吟)을 
짓는다(前二未稱走筆之妙, 再爲易馬吟).’ 즉 팔대산인은 그의 내면의식
을 좀 더 명확히 표현하기 위해 세 번째 시를 지었던 것이다. 
   <고매도>에 관한 선행 연구는 대부분 팔대산인의 유민 정체성에 
주목해왔다. 학자들은 <고매도>를 팔대산인이 유민으로서 자의식을 
뚜렷하게 드러낸 첫 작품이라고 평가하였다. 왕팡유(Wang Fangyu)는 
팔대산인이 그동안 억제해 왔던 유민의식을 1682년부터 표출하기 시작
했다고 보았으며 그 예로 <고매도>를 제시했다.9) 주량즈(朱良志) 역
시 팔대산인이 <고매도>를 통해 고국에 대한 관념을 대담하고 직접적
으로 드러냈다고 평가하였다.10) 한편 <고매도>에 반영된 팔대산인의 

8) 팔대산인은 같은 시를 여러 작품에서 재사용하였다. 그가 새로운 자제시를 여러 
번에 걸쳐 추가한 경우는 매우 드물며, 그 예로 그의 초상화인 <개산소상>과 
<고매도>가 있다. 팔대산인이 같은 시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사례는 Hui-shu 
Lee, 앞의 논문(1990) 참조. 

9) Richard Barnhart, 앞의 책, pp. 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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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려로서의 면모는 그동안 학자들에 의해서 간과되어 왔다. 본 논문은 
팔대산인의 이원적 자아상을 입체적으로 조명함으로써 <고매도>의 
도상과 시를 새롭게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Ⅱ장에서는 팔대산인이 이원적 자아상을 형성하게 된 과정
을 시대적 맥락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명나라가 멸망하자 팔대산인
을 비롯한 많은 한족 문인들은 선종으로 도피하는 ‘도선(逃禪)’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도선 승려들은 대부분 과거의 정체성을 
단념하지 않았다. 팔대산인 역시 종교적 정체성과 세속적 정체성을 
함께 지니고 있었다. 팔대산인이 승려시절 형성한 이원적 자아상은 
그의 초상화 <개산소상(个山小像)>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명나라 왕손이자 도선 승려였던 석도의 자화상과 <개산소상>을 비
교함으로써 팔대산인의 자아상을 심도 있게 이해하고자 한다. 
   Ⅲ장에서는 우선 <고매도>가 그려진 시기의 정치적 상황과 팔
대산인의 심리 상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후 <고매도>의 관지와 
자제시, 그리고 도상을 분석함으로써 팔대산인의 두 정체성이 어떻
게 작품에 반영되었는지 파악할 것이다. 특히 팔대산인이 매화 도상
에 투사한 종교적, 정치적 상징에 주목하였다. 흥미롭게도 홍인(弘
仁, 1610-1663), 방이지(方以智, 1611-1671), 석도 등 동시대 다
른 도선 승려 화가들도 매화 고목을 그렸다. 이들의 고매도(古梅圖)
는 각 화가가 지닌 자아상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를 지녔다. 세 화
가의 작품과 팔대산인의 <고매도>를 비교함으로써 <고매도>의 특
징을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Ⅳ장에서는 팔대산인의 두 정체성이 <고매도>의 시
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특히 시의 형식적 특징

10) 朱良志, 「《古梅图》解读兼及山人的‘驴’号'」, 앞의 책, pp. 20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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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분석함으로써 승려이자 유민으로서 팔대산인이 지닌 문학적 개
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팔대산인은 <고매도>의 시에서 선종 어법
을 사용하여 그가 유민으로서 지닌 감정과 생각을 전달하고자 했다. 
조동종(曹洞宗)의 간접 어법과 황정견(黃庭堅, 1045-1105)의 인용
법 등이 팔대산인의 시에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팔대산인이 이러한 
선종 어법을 익힌 과정과 이를 <고매도>의 시에서 사용한 정치적 
이유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이 본 논문은 명말청초(明末淸初)의 혼란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형성된 팔대산인의 이원적 자아상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
로 <고매도>의 시와 도상을 재해석하고자 한다. 팔대산인의 자아
상을 입체적으로 조명하고자 한 본 연구의 시도가 팔대산인과 그의 
작품을 이해하는 데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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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팔대산인의 도선(逃禪)
 
  팔대산인은 명나라 태조(太祖) 주원장(朱元璋, 재위 1368-1398)의 
16번째 아들인 영왕(寧王) 주권(朱權, 1378-1448)의 후손으로 강서
성(江西省) 남창(南昌)의 익양왕부(弋陽王府)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팔대산인이 열아홉 살이 되던 해인 1644년, 만주족에 의해 수도 북경이 
함락 당했으며 숭정제(崇禎帝, 재위 1628-1644)는 경산(景山)에서 
자살하였다. 이후 강남(江南)의 도시들을 정복해 나가던 청나라 군대는 
1645년 여름 남창을 포위하였다. 만주족은 항복한 도시의 백성들은 살
려주었으나 저항한 도시의 백성들은 무참히 학살하였다. 안타깝게도 남
창은 만주족에 대항하는 것을 선택하였다. 남창의 군사들은 청나라 군
대의 포위를 무너뜨리기 위해 애썼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결국 1646년 
2월 남창은 함락되었고 청나라에 맞선 대가로 수십만 명의 백성들이 
참혹하게 도륙되었다.11)  
   팔대산인은 전란 중 가족과 친척의 죽음을 목도하고 왕부가 불
타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12) 전쟁과 살육은 살아남은 팔대산인에게 
11) Timothy Brook, The Troubled Empire: China in the Yuan and Ming 

Dynasties (Cambridg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2010), 
p. 256. 

12) 남창의 저명한 시인 서세부(徐世溥, 1608-1658)는 한 글에서 전란으로 황폐
해진 익양왕부(弋陽王府)를 묘사했다. 그의 글에는 과거 왕부의 화려했던 모습
과 전란 이후의 폐허가 된 모습이 대조적으로 묘사되어 있어 당시의 상황을 짐
작하게 한다.  

   徐世溥, 「弋陽王府記」, 『榆溪逸稿』 卷 2, 朱良志, 앞의 책, p. 158 에서 재
인용.

   五月五日與五弟步至弋陽王故府, 入門升殿, 肅容而嘆曰: 使王有嗣傳之世世, 予與
若其得至是耶? 豈惟予與若! 自將軍中尉莫不鞠躬墀下, 王尊若神, 當時之時, 欲一
望其宮門, 而不可得. 而今也, 販夫竪事皆得造其宮升其殿矣. 又奚特余與若與意! 
昔王之在時, 今日者方且嫔妃如雲, 左右于百以從王子, 宮中俯龍舟, ○發棹歌, 觞酌
蒲艾流連爲歡于斯時也. 王意亦以爲吾子孫世世五月五日有此景也. 旣而至其後宮, 
仰視屋梁, 宮已中斷. (후략) (밑줄은 필자)

   오월 오일 다섯 째 아우와 함께 걸어 옛 익양왕부에 도달했다. 문으로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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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잊을 수 없는 끔찍한 기억으로 남았다. 고향을 떠난 팔대산인
은 명나라 왕손(王孫)의 신분 때문에 청나라 군대의 표적이 되었다. 
이렇듯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팔대산인이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
었던 대처 방안은 제한적이었다. 그의 앞에 놓인 선택의 길은 순국
(殉國)과 항청(抗淸) 운동, 은거(隱居)와 선종 사찰로 도피하는 도
선(逃禪) 등이 있었다. 
   팔대산인은 왕손의 신분을 숨기고 살아남기 위해 도선을 선택하였
다. 명나라 멸망 이후 다수의 한족 문인들이 승려가 되었다.13) 이들은 
변발(辮髮)을 면하기 위해 혹은 청나라를 섬기지 않기 위해 불가(佛家)

궐에 올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탄식하며 말했다. “왕이 후사가 있어 대대로 이
를 전했다면, 나와 네가 이곳에 올 수 있었을까? 어찌 너와 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가! 장군부터 중위까지 지대 아래에서 몸을 굽혀 예를 차리지 않는 자가 
없었다. 왕은 존귀하기가 신과 같아서 당시에는 그 궁의 문을 한 번 보려고 해
도 그럴 수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행상이 판을 벌이고 모두 궁에 노점을 짓고 
궐에 오를 수 있다. 또한 어떻게 특별히 너와 내가 뜻 가는 대로 거닐 수 있었
겠는가! 예전에 왕이 있던 시절 오늘 이 장소에는 궁녀와 왕비가 구름과 같이 
많았고, 좌우에는 백여 명의 왕자가 있었다. 궁중에서 용주를 내려다보며, 노를 
젓는 노래를 부르고, 잔에 술을 마시고, 부들과 쑥이 물에 흘러가니, 계속 이 시
간을 즐겼다. 왕은  나의 자손들 역시 대대로 오월 오일에 이러한 풍경을 즐길 
것이라 여겼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그 후궁에 이르러 고개를 들어 지붕과 들보
를 보니 궁은 중간에서 끓어져버렸다.”

13) 선종으로 도망친다는 뜻의 도선(逃禪)은 명나라 멸망 이전부터 존재했던 현상
이다. 과거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자 경쟁에서 낙오한 문인들 중 
자발적으로 불가에 입문한 이들이 생겨났다. 승려가 된 문인들은 일반 선승들이 
갖추지 못한 문학적 능력을 발휘해 선종 커뮤니티 내에서 빠르게 성공했다. 그
러나 명나라 멸망 이후 도선은 정치적 도피의 성격을 띤 독특한 현상이 되었다. 
Jiang Wu, Enlightenment in Dispute: The Reinvention of Chan Buddhism in 
Seventeenth-Century China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pp. 100-101 참조. 명나라 문인들은 선종에 대한 지적인 호기심과 관심을 갖고 
있었으나 대부분 승려가 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티모시 브룩
(Timothy Brook)은 명나라 멸망 후 문인들이 승려가 될 수밖에 없었던 정치적·
현실적 이유를 당시의 사회 경제적 맥락에서 살펴보았다. Timothy Brook. 
Praying for Power: Buddhism and the Formation of Gentry Society in 
Late-Ming China (Cambridge: Harvard-Yenching Institute, 1993). 대륙의 중
심부에서 변방인 귀주(貴州)와 운남(雲南)으로 도피해 승려가 된 이들을 다룬 
연구로 陈垣, 『明季滇黔佛教考(外宗教史论著八种)上』 (石家庄: 河北教育出版
社, 2000), pp. 231-475 참조. 또한 명말청초의 도선 승려들에 대한 최근 연구
는 廖肇亨, 「明末清初遺民逃禪之風研究」(國立台灣大學 碩士論文, 199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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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귀의하였다. 예를 들어 진홍수(陳洪綬, 1598-1652)는 한 시에서 
그가 살아남기 위해 불교에 입문했음을 솔직하게 드러냈으며 이러한 
기회주의적인 행동에 부끄러움을 느꼈다.14) 팔대산인은 1648년에 불
가에 입문했으며 1653년에 조동종(曹洞宗) 영학홍민(穎學弘敏, 생몰
년 미상)의 제자가 되었다.15) 이로써 팔대산인은 명나라 왕손의 ‘주
(朱)’씨 성과 이름을 지우고 승려 전계(傳綮)가 되었다.16)
   이후 선종 사찰은 팔대산인에게 일시적 도피처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터전이 되었다. 팔대산인은 선종의 규율과 수행에 곧 적응했으
며 승려로서 성실하게 생활하였다. 다음의 두 글을 통해 팔대산인의 
종교적 수양 정도를 가늠해볼 수 있다. 첫 번째 글은 같은 스승을 
모시며 팔대산인을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도반(道伴) 요우박(饒宇朴, 
생몰년 미상)이 1674년에 제작된 팔대산인의 초상 <개산소상(个山
小像)>에 남긴 제발(題跋)의 한 부분이다.  

무자년(1648)에 비구의 몸이 되었고, 계사년(1653)에 마침내 나의 스
승 경암(耕庵) 노인으로부터 정법을 전수받았다. 여러 방면으로 (명성
이) 자자했다. 박산(博山)의 후예로 여겨졌다.17)

   이 글을 통해 팔대산인이 지닌 선사로서의 명성이 대단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요우박은 팔대산인을 박산(博山) 무이원래(無異元來, 

14) Shi-yee Liu, "An Actor in Real Life: Chen Hongshou's Scenes from the 
Life of Tao Yuanming" (Ph.D. Diss., Yale University, 2003), p. 23.

15) 영학홍민은 조동종 청원(靑原)의 37대에 속한다. 그에 관한 전기는 『五燈全
書』 卷 116, X1571, 82:699c22-700a22 참조.

16) 이 후 팔대산인은 절대로 본래 이름을 언급하거나 기록하지 않았다. 지금도 
학자들 사이에서 팔대산인의 본명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합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팔대산인의 본명에 관한 논의는 Richard Barnhart, 앞의 책, pp. 24-30. 
'Theories Concerning Bada Shanren's Formal Name' 참조. 

17) 戊子現比丘身. 癸巳遂得正法于吾師耕庵老人, 諸方藉藉, 又以爲博山有○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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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5-1630)의 가르침을 이어 받았다고 언급하며 그의 종교적 수양을 
높게 평가하였다.18) 두 번째 글은 소장형(邵長蘅, 1637-1704)이 쓴 
팔대산인의 전기(傳記)의 한 부분이다. 

약관의 나이에 변란을 만나 집을 떠났다. 봉신(奉新)의 산 속으로 도망
쳐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었다.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뜻을) 세우고 떨
쳐 종사(宗師)라 불렸다. 산 속에 들어온 지 20년이 되자 학문을 따르
는 자가 항상 백여 명 정도 되었다.19)

   팔대산인은 불가에 입문한 지 얼마 후 종사(宗師)로 불릴 만큼 
승려로서 성공하였다. 또한 팔대산인의 학문을 따르는 자가 많았다
는 언급을 통해 그가 선종 경전과 교의(敎義)에 능통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팔대산인은 강서성(江西省) 호구(湖口)의 석고사
(石鼓寺)에 초청받아 남종선(南宗禪)과 북종선(北宗禪)의 시조인 
혜능(慧能, 638-713)과 신수(神秀, 606-706)의 가르침에 대해 강
론하였다.20) 이와 같이 팔대산인은 선종 승려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승려의 정체성은 그의 자아상의 중요한 일부분이 되었
다. 
   한편 팔대산인은 승려가 된 후에도 속세 및 과거와의 심리적 연
관을 끓지 않았다. 이는 팔대산인만의 특징은 아니었다. 명나라 멸
망 후 정치적 도피의 목적으로 선종에 입문한 이들은 지속적으로 

18) 박산 무이원래는 강서성 조동종의 명대 중흥조(中興祖) 무명혜경(無明慧經, 
1548-1618)의 계승자로 이후 이 종파를 이끌었다. 그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毛
忠贤, 『中国曹洞宗通史』 (南昌: 江西人民出版社, 2006), pp. 538-562 참조.

19) 邵長蘅, 앞의 글. 
   弱冠遭變棄家, 遁奉新山中. 薙髮為僧. 不數年, 竪拂稱宗師. 住山二十年, 從學者常

百餘人. 
20) Richard Barnhart, 앞의 책, p. 57. 「辛秋陶廣文湖口兼致潔士年翁四韻」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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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세속의 정체성을 유지했다. 예를 들어 
사상가 방이지(方以智, 1611-1671)는 승려였으나 공공연하게 유교
적 신념을 드러냈고, 학자 여유량(呂留良, 1629-1683) 역시 승려
와 유자(儒者)의 양면적 모습을 감추려 하지 않았다.21) 도선 승려
들이 출가하기 전에 지녔던 신념과 사회적 역할에 대한 애착을 버
리지 못하는 모습은 동시대 시인 호개(胡介, 1640-50년대 활동)가 
도선한 그의 친구를 묘사한 시에 잘 나타나 있다.

승려의 침상에서 꿈이 돌아오니 오래된 한이 남았다.
가사(袈裟)를 입고 있으나 바람이 지나가니 예전 모습이 드러나는 구
나.22)

   시 속의 승려는 불가에 입문하며 포기해야 했던 꿈과 포부를 오
래된 한(恨)으로 간직하고 있다. 시의 마지막 구절은 그가 명나라 
멸망 전의 정체성 및 사회적 역할을 잊지 못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
다. 시 속의 승려처럼 팔대산인 역시 그의 가사(袈裟) 밑에 출가 전
의 모습, 즉 명나라 왕손으로서의 정체성을 간직하고 있었다. 팔대
산인에게 왕손의 정체성은 여전히 그의 자아상을 구성하는 중요한 
근본이었다. 
   팔대산인이 불가에 입문한 후에도 명나라 황실의 후손이라는 자
신의 태생적 근원을 잊지 않았음은 1659년 작 《전계사생책(傳綮寫
生冊)》의 한 자제시에서 잘 드러난다(도 8). 

21) Wilt L. Idema, Li Wai-yee, and Ellen Widmer eds., Trauma and 
Transcendence in Early Qing Literatur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2006), pp. 10-11.

22) 胡介, 「贈別蔣誰庵」 “禪榻夢回餘舊恨, 袈裟風過見前身.” 邓之诚,『清诗纪事初
编』(北京: 中華書局, 1965), p.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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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년 동안 물이 땅을 적시지 않은 것처럼, 
   가풍(家風)을 펼치고자 하여도 일마다 결실이 없었네. 
   오직 황폐한 동산에 몇 가지 채소만이 있어, 
   이를 꺾어서 오니, 웃으며 밥그릇의 입구를 깨트리네.23) 

   이 시의 표면적인 주제는 오랜 기간 지속된 가뭄과 이로 인해 
황폐해진 채마밭이지만 팔대산인은 이러한 비유를 통해 만주족 침
략 후 황량해진 국토를 표현하고자 했다. 또한 팔대산인은 명나라가 
멸망한 지 십년이 지났건만 그가 ‘가풍(家風)’을 펼치는 데 있어 아
무런 성과도 얻지 못했음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여기서 팔대산인의 
가문은 그가 속한 익양왕부와 명나라 황실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팔대산인이 여전히 명나라 왕손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그
의 가문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음을 알 수 있
다.    
   승려의 정체성과 왕손의 정체성이 공존하는 팔대산인의 이원적
(二元的) 자아상은 그의 초상화인 <개산소상(个山小像)>(도 9)에 
잘 반영되어 있다. <개산소상>은 1674년, 즉 팔대산인이 49세일 
당시 황안평(黃安平, 생몰년 미상)이 그에게 그려준 작품이다.24) 황
안평은 팔대산인을 권위적인 선사 대신 어디론가 떠날 것 같은 행
각승(行脚僧)으로 묘사하였다. 화면 속 팔대산인은 짚신과 여름용 
23) 十年如水不曾疎, 欲展家風事事無. 唯有荒園數莖葉, 拈來笑破嘴盧都.
24) 팔대산인의 자제(自題)를 통해 이 작품의 제목, 화가 및 제작 시기 등을 파악

할 수 있다: ‘개산소상(个山小像). 갑인년(1674) 단오 이틀 후, 오랜 친구 황안
평(黃安平)을 만나니, 나를 위해 이 그림을 그려주었다. 이때의 나이가 49세이
다(甲寅蒲節後二日, 遇老友黃安平, 爲余寫此. 時年四十有九).’ <개산소상>은 강
서성 봉신현(奉新縣)에 위치한 봉선사(奉先寺)에서 1954년에 발견되었다. 이 
작품은 공식적인 성격의 정상(頂相)은 아니지만 선사로서 팔대산인을 기리는 
용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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삿갓을 쓴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있다. 또한 그는 한 발을 살짝 들
어 발걸음을 곧 뗄 것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긴 도포자락에서 
손을 꺼내 맞잡고 있다. 이러한 팔대산인의 초상은 작품에 적힌 유
구억(劉九嶷, 생몰년 미상)의 찬(讚)과 팔대산인이 이에 덧붙인 자
제(自題) 등에서 묘사된 그의 모습과 일치한다.25)

개산(个山), 이 한 사람.
많지 않으나, 홀로 위대하네.
아름다운 일들은 던져버리고, 명성은 토해내네.
흰 칼날 같은 얼굴의 인암(刃庵)이 속세의 먼지를 가루처럼 부수네. 
맑음은 망천(輞川)의 왕유(王維)를 능가하고, 운치는 감호(鑒湖)의 
하지장(賀知章)을 초월하네.
이 사람 몸은 북두성(北斗星)에 숨기고, 손으로 남기성(南箕星)을 
잡아 당겨 키질하네.
겨울에는 추위를 떠나고, 여름에는 더위를 떠나네. 큰 것은 다 실을 
수 없고, 작은 것은 더 쪼갤 수 없네.

이 찬(贊)은 고안(高安)의 유통성(劉慟城)이 나에게 써준 것이다. 
용안(容安) 노인이 신오(新吳)의 사산(獅山)에서 다시 썼는데 손꼽
아 헤아려보니 벌써 8년이 되었다. 두 사람 다 세상을 떠나고, 여름 
삿갓을 쓴 늙은 승려 홀로 숲을 소요하다가, 흐르는 물을 만나 얼굴
을 비추어 보니 슬프구나. 개산(个山)의 암자에서 전계(傳綮)가 다
시 적는다.26)

25) 유구억의 호(號)는 통성(慟城)이며, 그는 팔대산인보다 연장자인 유민이었다. 
『高安縣志』 卷 26, 「文苑傳」, ‘劉九嶷’ 참조. 이 찬(讚)은 팔대산인이 봉신  
현(奉新縣)의 경향원(耕香院)에 머물 때 유구억이 그를 위해 지은 것으로 생각
된다. 

26) 个, 个. 無多, 獨大. 美事拋, 名理唾. 白刃顔庵, 紅塵粉剉. 淸勝輞川王, 韻過鑒湖  
 賀. 人在北斗藏身, 手挽南箕作簸.  冬離寒矣夏離炎, 大莫載兮小莫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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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대산인이 8년 전에 받은 이 글을 그의 초상화에 다시 적은 이
유는 이 찬(讚)이 자신의 모습을 잘 반영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유구억은 ‘인암(刃庵)’이라는 팔대산인의 법호(法號)를 인용해 그를 
세속적인 생각을 부수고 정진하는 수도승으로 묘사하였다. 또한 유
구억은 팔대산인을 왕유(王維, 701-761)의 맑음과 하지장(賀知章, 
659-744)의 운치를 지닌 은거자로 보았다. 팔대산인도 그의 자제
에서 자신을 삿갓을 쓰고 숲속을 조용히 소요하는 나그네의 모습으
로 묘사하였다. 
   한편 화면과 글 속에서 팔대산인을 묘사하는 데 핵심적인 소재
로 사용된 삿갓은 행각승의 복장이라는 일차적 의미 외에 다른 함
의를 지녔다. <개산소상>에 적힌 팔대산인의 다른 자제시에서 삿
갓은 다시 등장한다. 

황벽(黃壁)은 자비로우나 또한 성을 낸다.
운거(雲居)는 악랄하나 도리어 기쁨을 주네. 
천상의 기린상과 같은 이공.
어찌 멀리 있는 그대들에게 미칠 수 있겠는가?
만약 찢어진 삿갓을 얻어 숲으로 몸을 피하지 않았다면
한때의 분노와 기쁨이 어찌 그칠 수 있었겠는가?27)

   팔대산인은 시의 전반부에서 황벽희운(黃檗希運, 765-850)과 운
거도응(雲居道膺, 848-902) 등의 선사(禪師)를 언급하며 이들을 

    此贊繫高安劉慟城貽余者, 容安老人復書于新吳之獅山, 屈指丁甲八年耳. 兩公皆   
已去世, 獨餘凉笠老僧逍遙林下, 臨流寫照, 爲之慨然. 个山之庵傳綮又識.

27) 黃檗慈悲且帶嗔, 雲居惡辣翻成喜. 李公天上石麒麟, 何曾邈得到你. 若不得个破笠
頭遮却叢林, 一時嗔喜何能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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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로 삼아 종교적 깨달음에 도달하고자 하는 열망을 드러내고 있
다. 마지막 구절에서 팔대산인은 그가 찢어진 삿갓을 쓰고 숲, 즉 
선종 사찰로 도피하였음을 언급하고 있다. 여기서 삿갓을 쓰는 행위
는 팔대산인의 도선(逃禪)을 상징한다. 삿갓은 여행 중 햇빛과 비를 
막아주는 역할을 주로 하지만 타인의 시선을 차단하는 역할도 한다. 
팔대산인은 삿갓이 그의 얼굴을 감추듯 승려의 신분이 세상으로부
터 자신의 본 모습, 즉 왕손의 정체성을 숨겨준다고 여겼다. 결국 
화면 속의 삿갓을 쓴 팔대산인은 행각승인 동시에 세간의 시선으로
부터 스스로를 감추고 있는 명나라 왕손인 것이다.
   팽문량(彭文亮, 생몰년 미상)은 <개산소상>에 쓴 다음의 글에
서 팔대산인이 삿갓으로 가리고자 했던 왕손의 면모를 직접적으로 
드러냈다.

폭천(瀑泉)은 오랜 세월 흘러온 옛 제후의 가문.
9대에 걸쳐 풍상과 세월을 견뎌왔네.
초서(草書)는 성스럽고 시는 선기(禪氣)가 느껴져 산일하네.
안개와 노을 속에서 늙은 승려가 삿갓을 쓸 필요가 있는가?28)

   폭천(瀑泉)은 팔대산인의 조부인 주다정(朱多炡, 1541-1589)의 
호(號)이다. 9대에 걸친 풍상은 팔대산인이 영왕(寧王) 주권(朱權, 
1378-1448)의 9대손임을 의미한다. 팽문량은 마지막 구절에서 팔대
산인에게 삿갓을 쓸 필요가 있는지 묻고 있다. 이는 팔대산인에 대한 
세상의 관심이 안개처럼 희미해진 지금 그가 삿갓으로 왕손 신분을 숨
길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인 것이다. 팔대산인은 이에 대해 화답하듯 화

28) 瀑泉流遠故侯家, 九葉風高耐歲華. 草聖詩禪隨散逸, 何須戴笠老煙霞. 湖西 彭文
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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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중앙에 자신의 왕손 혈통을 밝힌 인장을 찍었다. ‘서강익양왕손(西
江弋陽王孫)’이라고 쓰인 크고 눈에 띄는 인장을 통해 팔대산인은 그가 
명나라 왕손임을 당당하게 드러내고자 하였다(도 10).
 
   이와 같이 팔대산인은 왕손 신분을 숨기고자 선종으로 도피하였으
며 그 결과 승려라는 종교적 정체성과 왕손이라는 세속적 정체성이 공
존하는 이원적 자아상을 형성하였다. 명나라 왕손이자 도선 승려였던 
석도(石濤, 1642-1707)의 자아상과 팔대산인의 자아상을 비교함으로
써 이러한 이원적 자아상의 특수성과 형성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석도
는 팔대산인과 거의 같은 궤적의 인생을 살았다. 명나라 정강왕부(靖江
王府)의 후손이었던 석도는 그가 네 살 되던 해인 1645년에 가족을 잃
고 한 하인에 의해 가까스로 사찰에 숨겨졌다.29) 이후 승려로 성장한 
석도는 1665년 임제종(臨濟宗) 승려 여암본월(旅庵本月, ?-1676)의 
제자가 되었다. 석도는 팔대산인과 달리 선종 사찰을 그의 왕손 신분을 
숨겨주는 도피처로 여기지 않았으며 승려로서 성공하기 위해 적극적으
로 노력하였다. 이에 따라 석도의 경우 승려의 정체성과 왕손의 정체성
이 공존하지 않았으며 그는 오직 승려로서 단일한 자아상을 지니고 있
었다.  
   이러한 차이는 <개산소상>과 석도의 자화상을 비교해 보면 명
료하게 드러난다. <개산소상>에서 팔대산인이 삿갓으로 얼굴을 가
린 행각승으로 묘사된 것과 달리 석도는 자신을 권위적인 선사로 
묘사하였다. <개산소상>과 같은 해에 제작된 1674년 작 <자사종
송도소조(自寫種松圖小照)>(도 11)는 석도가 안휘성(安徽省) 선성
29) 석도의 가족은 청나라 군대가 아니라 그의 가문과 명나라 왕실의 계승권을 놓

고 경쟁하던 복건성의 남명(南明) 정부에 의해 몰살되었다. Jonathan Hay, 
Shitao: Painting and Modernity in Early Qing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p.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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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宣城)의 광교사(廣敎寺)를 중수한 이후 그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
해서 그린 자화상이다.30) 석도는 화면 중앙에 위치한 큰 바위 위에 
앉아 있으며 소나무 한 그루가 그의 주위를 감싸고 있다. 석도는 허
리를 곧게 편 당당한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그의 손에는 선승의 권
위를 상징하는 주장자(柱杖子)가 들려 있다(도 12). 석도의 시선은 
좌측의 원숭이와 동자승에게 향해 있다. 석도는 이들이 아뢰는 것을 
듣고 지시를 내리는 감독관 역할을 함으로써 사찰의 중수를 성공적
으로 완수한 자신의 공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석도가 <자사종송도소조>에서 자신을 위엄 있는 선사로 묘사한 것
은 청나라 황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였다. 석도는 순치제(順治帝, 재
위 1644-1661)를 알현하고 국사(國師)의 칭호를 받은 목진도민(木陳
道忞, 1596-1674)의 법손(法孫)으로, 청나라 황실의 후원을 받고자 
하는 야심을 지니고 있었다.31) 이러한 야심은 그가 작품에 찍은 인장인 
‘신승원제(臣僧元濟)’에서 잘 드러난다. ‘신승(臣僧)’은 승려가 황제에
게 스스로를 낮추어 이르는 용어이고, ‘원제(元濟)’는 석도의 법호(法
號)이다. 이처럼 석도는 청나라 황제를 섬기는 승려가 되고자 노력하였
30) 석도의 얼굴 부분은 전문적인 초상화가가 그린 것으로 생각된다. Jonathan 

Hay, 앞의 책, p. 94. 석도는 폐허가 된 광교사의 모습과 그가 이를 중수한 과
정을 시로 지어 작품에 적었다.  

   雙幢垂冷澗. 黃檗古遺踪. 火劫千間廈, 煙荒四壁峰. 夜來曾入定. 歲久或聞鐘. 且自
偕兄隱, 棲棲學種松. 時甲寅冬月. 清湘石濟自題於昭亭之雙幢下.

   두 기둥이 차가운 계곡에 쓰러져 있으니, 황벽사의 오래된 흔적이다.
   화마가 천 칸의 방을 불태웠으니, 그을리고 황폐하여 네 벽만 우뚝 솟아 있구

나.
   밤이 오니 일찍이 선정에 드네. 세월이 오래되었으나 혹여 종소리가 들리는가.
   또한 스스로 벗과 함께 은거하니, 거처하며 소나무 심는 법을 배우네. 
   때는 갑인년(1674) 겨울, 청상 석제가 스스로 소정의 두 기둥 아래에서 제를 

남긴다. 
31) 목진도민은 그와 황제와의 친밀한 관계를 공개적으로 과시했으며 이 때문에 유민

들과 승려들의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목진도민의 정치적 성향을 계승한 여암본월
(旅庵本月, ?-1676)이 석도의 스승이다. 목진도민에 대해서는 Jiang Wu, 앞의 책,  
p. 9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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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후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 북경으로 떠났다. 석도가 팔대산인
과 달리 이원적 자아상을 형성하지 않았던 까닭은 그가 승려로서 추구
했던 정치적 지향과 왕손의 정체성이 상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석도가 왕손으로서의 정체성을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북
경에서 강희제(康熙帝, 재위 1662-1722)와 청나라 황실의 후원을 받
는 것에 실패한 석도는 강남으로 돌아와 환속(還俗)하였으며 이때부터 
왕손과 유민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32) 이처럼 석도는 그가 
지닌 여러 정체성 중 상황과 목적에 합당한 모습을 유연하게 선택하였
다. 조나단 헤이(Jonathan Hay)에 따르면 석도는 그가 맡을 수 있는 
사회적 역할과 페르소나(persona)의 다양성에 대해서 스스로 의식하고 
있었으며, 이를 자기 표방(self-fashioning)에 이용하였다.33) 
   석도와 달리 팔대산인이 왕손과 승려의 두 정체성을 양립시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속한 종파의 정치적 성향 때문이었다. 팔대산인의 스
승인 영학홍민(穎學弘敏, 생몰년 미상)은 유민들이 추종하였던 각랑도
성(覺浪道盛, 1592-1659)의 총애를 받았다.34) 또한 영학홍민은 서세
부(徐世溥, 1608-1658), 유구억(劉九嶷, 생몰년 미상) 등과 같은 유
민들과 교유함으로써 팔대산인이 연장자 유민들과 소통할 기회를 제공

32) 석도는 1683년부터 왕손 정체성을 그의 자아상에 통합시켰으며, 1692년부터
는 왕손으로서의 정체성을 공공연히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이후 1701년부터 석
도는 그의 명나라 왕손 이름인 주약극(朱若極)을 공개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
였다. Jonathan Hay, 앞의 책, pp. 112-143. Ch. 5. 'The Acknowledgement of 
Origins' 참조.  

33) Jonathan Hay, 앞의 책, pp. 2, 24. 
34) 각랑도성은 영학홍민의 법숙(法叔)으로 팔대산인은 그의 법손(法孫)이 되었

다. 각랑도성은 영학홍민을 총애하여 그를 박산 능인사(能仁寺)의 주지로 추천
했다. 영학홍민은 이를 거절했으나 팔대산인은 이 인연을 지속해 이후까지 능인
사의 방장과 교유하였다. 또한 각랑도성은 팔대산인에게도 특별한 존재였다. 그
가 팔대산인 조부인 주다정(朱多炡, 1541-1589)의 문집을 발간해주었기 때문
이다. 각랑도성과 영학홍민의 관계에 대해서는 朱良志, 앞의 책, p. 331 참조. 
주다정의 문집에 관해서는 『南昌郡乘』 卷 37, 「貞吉傳」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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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주었다.35)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팔대산인은 왕손으로서의 자아의
식과 승려로서의 정체성을 조화롭게 유지할 수 있었다.
   또한 4세에 도선한 석도와 달리 팔대산인은 자아상의 형성이 완성
될 민감한 시기인 19세에 명·청 교체기를 경험하였다. 린 스트루브
(Lynn Struve)는 팔대산인처럼 십대 후반에서 이십대 초반에 명나라 
멸망을 겪은 이들을 ‘정복 세대(conquest generation)’로 규정하였
다.36) 정복 세대는 자아상이 고정되어야 할 시기에 외부의 영향으로 
정체성의 극단적인 변화를 경험하였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이 수행할 
것으로 예상하였던 사회적 역할을 강탈당했다. 이에 따라 정복 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정체성의 극심한 혼란을 겪었으며 안정된 자아상을 
형성하지 못하였다. 두 정체성이 혼재된 팔대산인의 이원적 자아상도 
정복 세대로서 그가 겪을 수밖에 없었던 정체성의 위기에서 비롯된 것
이라고 생각된다. 

35) 선종 불교는 왕조 교체에 타격을 입지 않았으며 청나라 정부의 간섭도 크게 
받지 않았다. 그 결과 다수의 명나라 유민들이 선종으로 도피해 승려가 되거나 
은신했다. 사찰은 이들이 유민의식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이 되었다. 린 스트루
브(Lynn Struve)에 의하면 사찰은 명말청초 시기 유민들의 글을 보관하고 전수
하는 역할을 했다. Lynn A. Struve, The Ming-Qing Conflict, 1619-1683: A 
Historiography and Source Guide (Ann Arbor: The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1998), p. 26. 남창(南昌)의 저명한 문인이자 유민인 서세부(徐世溥, 
1608-1658)는 승려가 되지는 않았으나 향성사(香成寺)에 은거하였다. 서세부
와 팔대산인이 사찰에서 교유한 기록이 팔대산인의 1659년 작 《전계사생책(傳
綮寫生冊)》에 남아 있다. 본문 p. 61 참조.

36) 정복 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회고록을 많이 남겼으며, 이들의 회고록에는 
자신의 정체성과 사회적 역할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Lynn A. 
Struve, “Chimerical Early Modernity: The Case of "Conquest Generation" 
Memoirs,” In Lynn A. Struve ed., The Qing Formation in World-Historical 
Tim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2004), pp. 
335-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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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고매도>와 팔대산인의 자아상

1. 이원적(二元的) 자아상: 승려와 유민(遺民)

   <고매도>가 제작된 1682년을 전후로 팔대산인은 인생의 전환
기를 맞이하였다. 그는 55세가 되던 1680년경 갑자기 광증(狂症)을 
일으키고 고향인 강서성(江西省) 남창(南昌)으로 돌아왔으며 4년 
뒤인 1684년에 환속(還俗)하였다.37) 1680년부터 1684년까지의 기
간은 팔대산인이 승려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명나라 유민(遺
民)으로서의 자의식을 새롭게 각성한 과도기였다. 
   남창으로 돌아온 팔대산인은 사찰을 떠나왔으나 여전히 스스로
를 승려로 여겼다. 팔대산인은 이 시기에 그린 대부분의 작품에 그
의 법호(法號)인 ‘개산(个山)’으로 서명하였다.38) 팔대산인이 남창
에서 새롭게 사귄 지인인 방사관(方士琯, 1650-1711) 역시 이 당
37) 소장형(邵長蘅, 1637-1704)의 「八大山人傳」에 당시의 상황이 잘 묘사되어 

있다. 
   邵長蘅, 앞의 글. 
   年餘, 意忽忽不自得, 遂發狂疾. 忽大笑, 忽痛哭竟日. 一夕, 裂其浮屠服焚之, 走還

會城. 獨身猖佯市肆間. 常戴布帽, 曳長領袍, 履穿踵决, 拂袖翩躚行, 市中兒隨觀譁
笑, 人莫識也. 其姪某識之, 留止其家. 久之, 疾良已.

   일 년여 후, 문득 스스로 어쩌지 못하고 마침내 광증이 발병했다. 홀연히 크게 
웃고, 홀연히 하루 종일 통곡했다. 어느 날 밤 승복을 찢어서 태우고, 달려 성으
로 돌아왔다. 홀로 저잣거리 사이에서 미쳐 날뛰었다. 항상 두건을 쓰고 긴 도
포를 끌고 발꿈치가 해진 신을 신고 소매를 휘두르고 나부끼며 춤추듯 걸어 다
녔다. 성안의 아이들이 따라다니며 보고 시끄럽게 웃었다. 사람들이 그를 알아
보지 못했다. 팔대산인의 조카가 그를 알아보고 자신의 집에 머물게 했다. 시간
이 흘러 병이 나았다.

   주량즈(朱良志)는 팔대산인이 법호(法號) 대신 새로운 호(號)인 ‘팔대산인(八大
山人)’을 사용하기 시작한 1684년을 그의 환속 시점으로 보았다. 朱良志,「八大
山人的出佛还俗问题」, 앞의 책, pp. 174-193.

38) 팔대산인은 1683년 전후에 그린 《个山人屋花卉冊》에 ‘개산(个山)’ 혹은 ‘개
산화(个山畵)’라고 서명했으며, 1684년에 그린 《个山雜畵冊》에는 ‘개산(个山)’ 
혹은 ‘개산인(个山人)’으로 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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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팔대산인을 ‘개산’으로 지칭하였다.39) 이를 통해 남창의 지역 사
회에서 팔대산인이 승려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팔대산인은 환
속한 후에도 승려들과 빈번히 교유했으며 남창의 북란사(北蘭寺)에 
머물며 작품을 제작하기도 하였다.40) 팔대산인이 불교 사상에 대한 
반감으로 환속한 것이 아님은 그가 1691년에 강서성(江西省) 호구
(湖口)의 석고사(石鼓寺)에 초청받아 강론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
다.41) 
   한편 이 시기 팔대산인은 유민이라는 사회적 역할에 관심을 갖
기 시작하였다. 1680년을 전후로 일어난 일련의 정치적 사건들이 
팔대산인의 유민의식을 자극한 것으로 생각된다. 1679년에 강희제
(康熙帝, 재위 1662-1722)는 강남(江南)의 유민들을 회유하기 위
해 특별 시험인 박학홍유과(博學鴻儒科)를 실시했으며 합격한 이들
에게 명사(明史) 편찬 작업을 맡겼다.42) 청나라가 더 이상 명나라 
유민의 존재를 위협적으로 느끼지 않았음을 보여준 정치적 자신감
의 표현이었다. 또한 1681년 강희제가 삼번(三藩)의 난을 완전히 
진압함으로써 국가 안정의 마지막 위협이 제거되었으며 이후 청나
라는 태평성대에 접어들었다.43) 팔대산인은 명나라에 대한 충성을 
39) 方士琯, 「春初集飮水明樓同个山賦得人日題詩寄草堂」, 李果 編, 『鹿村詩集』,  

1744, pp. 29-30.
40) 약 1698년에 팔대산인은 그의 작품의 판매를 중개해주는 방사관에게 쓴 편지

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5일에는 북란사(北蘭寺)에서 하루 동안 그림을 그
렸습니다(五日在北蘭涉事一日也).” Richard Barnhart, 앞의 책, p. 154.

41) Richard Barnhart, 앞의 책, p. 57. 「辛秋陶廣文湖口兼致潔士年翁四韻」 참조. 
42) 총 188명의 유민이 박학홍유과에 응시하도록 추천 받았으나 그 중 36명은 시

험 보기를 거부했다. 최종적으로 합격한 50명은 청나라 관료가 되었다. 박학홍
유과에 대해서는 Willard J. Peterson ed.,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9 The Ch'ing Dynasty to 1800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pp. 122, 148; Hellmut Wilhelm, “The Po-Hsüeh Hung-ju 
Examination of 1679,”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vol. 71, no. 
1 (1951) 참조.

43) 삼번(三藩)의 난은 1673년부터 시작되었으며 4년 뒤인 1677년부터 청나라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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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키지 않고 과거 시험을 보러 간 유민들에 대해 실망을 느꼈으며, 
삼번의 난 진압으로 명나라 부활에 대한 일말의 희망이 사라진 것
에 절망 했다.
   이를 계기로 팔대산인은 왕손으로서 가문에 대해 느꼈던 책임감
을 국가에 대한 유민의식으로 발전시켰다. <고매도>와 같은 해에 
제작된 1682년 작 시첩(詩帖) 《옹송(瓮頌)》의 한 자제시에서 이
러한 변화가 감지된다. 

작은 도기 항아리가 큰 항아리에게 말하네. 
각자가 하나의 종조(宗祖)라고. 
문드러지게 취해 중원(中原)에 도달했네. 
중원은 어디에 있는가?44)

   이 시에서 팔대산인은 중국, 즉 명나라를 의미하는 ‘중원(中原)’
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였다. 술에 취해 사라져버린 고국을 찾는 팔대
산인의 모습을 통해 그의 관심이 ‘가문’에서 ‘국가’로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태생적 신분인 왕손으로서의 정체성이 유민이라는 
사회적 정체성으로 진화한 것이다. 
   이처럼 승려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유민의 정체성을 수용하고자 
하였던 팔대산인의 이원적 자아상은 이 당시 그려진 <고매도>에 

대가 승기를 잡기 시작했다. 1678년 오삼계(吳三桂, 1612-1678)가 죽음으로써 
전세는 청나라에게 더욱 유리하게 되었으며, 1681년 청나라 군대가 완전한 승
리를 거두었다. 삼번의 난에 대해서는 Willard J. Peterson ed., 앞의 책, pp. 
136-150 참조. 

44) 小陶語大陶, 各自一宗祖. 爛醉及中原,  中原在何許. 
   《옹송(瓮頌)》은 술과 취의(醉意)을 주제로 지어진 총 6송의 시들로 구성되어 

있다. 위의 시는 다섯 번째 시이다. 현재 탁본만 남아 있으며, 이는 汪子豆 編, 
『八大山人书画集』 (上海: 人民美术出版社, 1985) 제 1집에 수록되어 있다. 전
체 시 내용과 해석은 朱良志, 앞의 책, p. 218-22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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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표현되어 있다. 먼저 <고매도>에는 팔대산인의 승려로서의 모
습이 반영되어 있다. 팔대산인은 <고매도>에 선종 승려로서 관지
(款識)를 남겼다. 작품에 서명된 관지는 ‘여옥여서(驢屋驢書)’와 ‘부
서수려(夫婿殊驢)’이다. 당나귀를 뜻하는 ‘여(驢)’는 1681년부터 
1684년까지 집중적으로 사용되었다. 즉 ‘여(驢)’는 사찰을 떠나왔으
나 여전히 승려인 팔대산인의 과도기적 상태를 반영한 호(號)라고 
할 수 있다. 승려 시절 팔대산인은 자신을 당나귀에 비유하였다. 다
음의 시는 팔대산인이 <개산소상(个山小像)>에 남긴 자제시(自題
詩)이다. 

털 없는 당나귀, 새로 태어난 토끼.
삭발을 하고 손발 둘 곳 없이 어찌할 바를 모르네.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마시오, 세상 사람들이여! 
흥에 겨워 돌아올 시간과 길을 알지 못하네.
오늘 아침에 또한 기쁘게 나선다, 행각용 신을 신으니, 어이!45)

  ‘털 없는 당나귀’는 청계홍진(淸溪洪進, 9C 활동)이 제자를 꾸짖
으며 외쳤던 말이다.46) 선종에서 선사(禪師)는 제자에게 욕을 하거
나 구타하는 등 충격을 주어 깨달음을 유도하였다.47) 팔대산인은 
청계홍진이 사용한 속어를 차용함으로써 갓 삭발을 마친 우스꽝스
러운 자신의 외양을 묘사했을 뿐 아니라 선사로부터 꾸짖음과 가르
침을 받는 수도승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고자 했다. 시의 말미에
45) 殁毛驢, 初生兔. 剺破面門, 手足無措. 莫是悲他世上人, 到興不識來時路. 今朝且

喜當行, 穿過葛藤露布, 咄!  
46) 『五燈會元』 卷8, X1565, 80:180b17. “師曰, 這沒毛驢. 漪渙然省悟.”  
47) 선사들은 주로 기연문답(機緣問答) 중 갑자기 소리를 지르거나 때림으로써 제

자를 깨달음으로 인도했다. 17세기 들어서는 이러한 행동들이 선종 전통의 정수
라고 여겨져 사찰에서 빈번히 시연되었다. Jiang Wu, 앞의 책, pp.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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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팔대산인은 직접 ‘어이(咄)!’라는 할(喝)을 내뱉음으로써 이후 
그 자신도 선사가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관지에 쓰인 ‘당나귀의 집(驢屋)’은 황벽희운(黃檗希運, 
765-850)이 제자와의 선문답(禪問答) 중 사용한 비유이다. 

“본래로 이미 부처일진대 어찌하여 사생과 육도가 있어 갖가지로 형
상과 모양이 같지 않습니까?” “모든 부처님께서는 본체가 뚜렷하여 
거기에 더 불어나고 줄어들 것이 없다. 또한 육도에 흘러들어도 곳
곳마다 모두 원만하고, 여러 만물이 모두 낱낱이 부처이니라. 이것은 
마치 한 덩어리의 수은이 여러 곳으로 나뉘어 흩어졌어도 방울방울
이 모두 둥근 것과 같다. 나뉘지 않았을 때에도 한 덩이였을 뿐이니, 
이는 하나가 곧 일체요 일체가 곧 하나이니라. 온갖 형상과 모습은 
마치 집과 같다. 나귀의 집을 버리고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기도 하
고, 사람의 몸을 버리고 하늘의 몸이 되기도 하며, 성문·연각·보살·부
처의 집은 모두 네 자신이 취하고 버리는 곳이니라. 그래서 모든 구
별이 있는 것이지만, 본래 근원의 성품에는 무슨 차별이 있겠느냐
?”48)

   황벽희운은 한 제자의 질문에 세상의 다양한 형상의 근원은 하
나라는 일즉일체(一卽一體), 일체즉일(一體卽一)사상으로 대답했다. 
사물이 당나귀의 집, 사람의 집, 부처의 집 등의 다른 형태를 취하

48) 『黃檗斷際禪師宛陵錄』, T2012, 48:386a3-10.
   (裴相公)問。本既是佛。那得更無四生六道種種形貌不同。師云。諸佛體圓更無增

減。流入六道處處皆圓。萬類之中個個是佛。譬如一團水銀分散諸處。顆顆皆圓。
若不分時秖是一塊。此一即一切。一切即一。種種形貌喻如屋舍。捨驢屋入人屋。
捨人身至天身。乃至聲聞緣覺菩薩佛屋。皆是汝取捨處。所以有別本源之性。何得
有別。

   한글 해석은 백련선서간행회 역, 『선림보전』(장경각, 1994), pp. 298-299 을 
참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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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도 근본적 성품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팔대산인은 ‘여옥(驢
屋)’을 관서로 사용함으로써 지금까지 바뀌어온 자신의 다양한 사회
적 모습이 모두 부질없는 현상에 불과함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또한 
‘여옥’은 팔대산인이 당시 부처의 집에 머무는 승려도, 인간의 집에 
머무는 세속인도 아닌 ‘불승불속(不僧不俗)’의 상태였음을 의미한다.
   <고매도>의 두 번째 자제시(自題詩)의 마지막 구절은 승려의 
관점에서 쓰였다: ‘승려가 어찌하여 고비를 캐듯 할 수 있겠는가(和
尚如何如採薇)?’ ‘고비를 캐는 것(採薇)’은 상(商)나라에 대한 충성
을 지키고자 주(周)나라의 곡식을 거부한 백이(伯夷), 숙제(叔齊)가 
고사리로 연명한 것을 가리킨다. 이 당시 팔대산인은 여전히 스스로
를 승려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동시에 승려로서의 한계도 느끼고 있
었다. 이 자문(自問)을 통해 팔대산인이 명나라 멸망 당시 백이, 숙
제와 같은 선택을 하지 못하고 선종으로 도망친 것에 대해 자책하
고 있으며, 지금도 승려로서 백이, 숙제처럼 과감히 행동할 수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화면 속 매화는 팔대산인에게 종교적 상징을 지닌 도상으로 그
의 승려로서의 모습을 나타낸다. 지금까지 학자들이 <고매도>의 
매화를 유민의 절의를 나타내는 것으로만 해석했던 것은 매화가 지
닌 불교적 의미를 간과하였기 때문이다. 추운 겨울에 눈을 뚫고 피
는 매화는 승려들에게 종교적 영감을 주는 신비한 존재였다. 조동종
(曹洞宗) 승려 천동여정(天童如淨, 1163-1228)은 바람과 눈을 뚫
고 꽃을 피운 늙은 매화나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법하였다.   

늙은 매화나무가 홀연히 꽃을 피웠다. 한 송이, 두 송이, 셋, 넷, 다
섯 송이. 무수한 꽃. 맑음을 뽐내지 않는다. 향기를 뽐내지 않는다. 
향이 뻗어나가며 봄이 되고 초목 위로 분다. 승려 하나하나의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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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와 머리를 밀며 쏜살같이 찌르고 변화하는 것이 기이하다. 바람이 
미친 듯 불고 폭우가 쏟아진다. 곧 교대로 감겨서 대지 위의 눈이 
흩어진다. 늙은 매화나무는 크고 끝이 없다. 얼음처럼 차갑게 콧구멍
을 어루만지니 시큼하다.49)

   천동여정은 매화 고목을 신비롭게 묘사하였다. 광풍과 폭우, 눈
보라를 뚫고 홀연히 피어난 매화는 힘든 수행 끝에 갑자기 찾아온 
깨달음과 같다. 또한 매화의 향기는 승려들을 자극해 수행에 몰두하
게 한다. 이를 통해 크고 무궁한 매화 고목이 승려들에게 깨달음의 
영감을 주는 존재였음을 알 수 있다.
   팔대산인도 이러한 매화의 종교적 상징을 숙지하고 있었으며 이
를 작품에 적용하였다. 1659년 작 《전계사생책(傳綮寫生冊)》의 
한 엽(葉)에는 매화가 그려져 있다(도 13). 작품의 대담한 화면 구
성에서 팔대산인의 개성이 드러난 반면 꽃송이의 묘사에서는 아직
까지 화보(畵譜)의 영향이 엿보인다(도 14).50) 화면 상단에 적힌 
자제시를 통해 매화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푸른 연꽃이 눈과 다투어 눈 내리는 하늘이 열리고, 
또한 추운 암자의 이른 매화가 피어난다.  
대저 봄이 오면 모두 이를 것이니, 
하얀 눈 언덕을 흩어버릴 뿐이다.51) 

49) 『如淨和尚語錄』 卷下, T2002, 48:128a26-b1.
   上堂。天童仲冬第一句槎槎牙牙。老梅樹忽開花。一花兩花。三四五花。無數花。

清不可誇。香不可誇。散作春容吹草木。衲僧箇箇頂門禿驀劄變怪。狂風暴雨。乃
至交袞大地雪漫漫。老梅樹太無端。寒凍摩挲鼻孔酸。

50) 웬퐁(Wen Fong)은 팔대산인의 작품에서 드러난 화보의 영향을 지적했다. 
Wen Fong, “Stages in the Life and Art of Chu Ta (a.d. 1626-1705),” 
Archives of Asian Art vol. 40 (1987), p. 9.

51) 碧蓮花競雪天開。又道寒巖放早梅。大抵春回俱一致。只教迸散白雪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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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대산인은 눈 내리는 날 추위를 이겨내고 피어난 매화를 시와 
그림의 주제로 삼았다. 그는 시에서 진리가 미혹을 끊어버리는 것을 
봄이 쌓인 눈을 흩어버리는 것에 비유하였다. 눈과 다투어 봄을 불
러오는 것은 푸른 연꽃과 매화이다. 팔대산인은 여름에 피는 연꽃을 
겨울에 피는 매화와 병치시킴으로써 두 꽃의 신비함을 강조하였다. 
눈을 뚫고 핀 매화는 시련을 견디고 수행을 계속해 나가는 승려들
의 이상(理想)이었다.52) 즉 화면 속 매화는 종교적 깨달음을 위해 
정진하는 승려의 시각적 비유인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온갖 
시련을 겪으며 꽃을 피운 <고매도>의 매화 고목 역시 팔대산인의 
수도승으로서의 면모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고매도>가 제작되기 1년 전인 1681년에 그려진 <승금탑원조
도(繩金塔遠眺圖)>(도 15)에서는 매화의 열매인 매실(梅實)이 팔
대산인의 승려로서의 면모를 대변한다. 팔대산인은 전란 이후 30 여
년 만에 다시 찾은 고향 산천을 표현하고자 특별히 산수화를 그렸
다. <승금탑원조도>는 현전하는 팔대산인의 산수화 중 연대가 가
장 빠른 작품으로 화법이 아직 서투르다.53) 화면의 근경에는 화보
풍의 나무가 몇 그루 나타나 있으며 원경에는 황량한 산이 별다른 
준법 없이 그려져 있다. <승금탑원조도>의 자제시는 팔대산인이 
비오는 여름날 말을 타고 승금탑(繩金塔)에 도달해 주변을 둘러보
는 내용이다. 

52) Helmut Brinker, and Hiroshi Kanazawa, Zen: Masters of Meditation in 
Images and Writings (Zürich: Museum Rietberg Zürich, 1996), p. 179.

53) 팔대산인은 <승금탑원조도>를 그리고 12년 후부터 본격적으로 산수화를 그
리기 시작했다. 팔대산인의 산수화에 대해서는 Richard Barnhart, 앞의 책, pp. 
140-2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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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비가 승급탑(繩金塔)을 때리니, 매실이 주림에 떨어지네. 
주림에 맵고 신 열매가 떨어지고, 승금탑에서 안장을 쉬네. 
우거진 망망한 곳을 밭 매니, 저 참외밭 속 집은 누구의 집인가? 
대선(大禪)은 하나의 작은 낱알, 사해의 물을 마실 수 있네.54) 

   시 속의 매실은 팔대산인의 승려로서의 면모를 나타내고 참외는 
그의 왕손 신분을 의미한다.55) 팔대산인은 매실을 통해 자신의 종
교적 수양 정도를 드러냈다. 매실의 의미는 마조도일(馬組道一, 
709-788)과 대매법상(大梅法常, 752-839)의 일화와 관련하여 이
해될 수 있다. 마조도일은 대매산(大梅山)에서 수행하는 대매법상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매실이 다 익었구나’라고 감탄하였다.56) 마조
54) 梅雨打繩金, 梅子落珠林, 珠林受辛酸, 繩金歇征鞍. 萋萋望耘耔, 誰家瓜田裏? 大

禪一粒粟, 可吸四海水.
55) 팔대산인이 지은 다른 두 시에서 참외는 그의 왕손 신분을 상징한다. 
     
     「題畵盤中瓜」 盤出東陵瓜, 想見園中樹. 瓜期往復還, 人情新與故.
     쟁반 가득 동릉과를 내어놓네. 정원 가운데 나무를 본 듯하네.
     참외철은 또다시 돌아오고, 인간의 정은 옛 것과 함께하니 새롭구나.
     
     「題花果圖卷」 寫此靑門貽, 綿綿詠長發. 擧之須二人, 食之以七月.
     청문과를 그려서 주네. 면면을 읊으며 번창하네.
     참외를 들려면 두 사람이 필요하고, 먹으려면 칠월이 되어야 하네. 
 
   시 속에 등장한 ‘동릉과’와 ‘청문과’는 진(秦)나라 동릉후(東陵侯)가 고국의 멸

망 후 장안(長安) 청문(靑門)에서 가꾼 참외를 가리킨다. 전 왕조의 제후였으나 
참외를 기르는 농부로 전락한 동릉후의 처지가 왕손이었으나 승려가 된 팔대산
인과 유사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동릉과와 청문과는 팔대산인의 왕손 신분을 상
징한다. 

56) 『五燈會元』 卷 3, X1565, 80:76b15-20.
   大寂聞師住山。乃令僧問。和尚見馬大師得箇甚麼。便住此山。師曰。大師向我

道。即心是佛。我便向這裏住。僧曰。大師近日佛法又別。師曰。作麼生。曰。又
道。非心非佛。師曰。這老漢惑亂人。未有了日。任他非心非佛。我祇管即心即
佛。其僧回舉似馬祖。祖曰。梅子熟也。(밑줄은 필자)

   대적(마조도일)이 이를 듣고 곧 승을 보내 물었다. “스님께서는 마대사로부터 
무엇을 얻으셨기에 지금 이 산에 머무시는 것입니까?” 법상이 말하길 “대사께서
는 내게 말하시길 즉심시불이라 하셨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향하여 산 속에 머
물고 있다.” 승이 말하길 “대사의 요즘의 불법은 또 다릅니다.” 법상이 말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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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일은 대매법상의 법호(法號)인 ‘대매(大梅)’에 착안해 그가 깨달
음에 다다랐음을 다 익은 매실에 비유하였다. 팔대산인은 비에 맞아 
떨어진 덜 익은 매실을 통해 스스로를 아직 종교적 수련이 부족한 
승려로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다. 시의 마지막 구절은 『화엄경(華嚴
經)』의 “하나의 곡식 낱알에 삼천대천세계가 숨겨져 있다(一粒粟藏
三千大天世界)”라는 사상을 인용한 것으로 그가 깨달음을 향한 정진
을 멈추지 않았음을 잘 보여준다. 
   <고매도> 이후의 작품에서도 매화는 불교적 상징을 지녔다. 팔
대산인은 승려와의 교유를 유지하기 위한 선물로 매화그림을 선택
하였다. 1690년 팔대산인은 박산(博山) 능인사(能仁寺)의 주지(住
持)를 위해 <묵매도(墨梅圖)>(도 16)를 그렸다.57) 그는 빈 화면에 
아직 피지 않은 꽃봉오리가 맺힌 매화 가지를 그려 넣었다. 작품 속 
매화 가지는 승려의 정진을 독려하는 종교적 상징이자 벗의 안부와 
소식을 묻는 '일지춘(一枝春)' 전통을 따른 것이다.58)  
   한편 팔대산인이 <고매도>의 매화를 묵매(墨梅)로 그린 것은 묵매
도(墨梅圖)의 선종적 기원을 의식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묵매도를 
처음 그린 이는 문인이 아니라 선종 승려 중인(仲仁, 1051-1123)이었
다. 중인은 중국 회화사에서 매우 드물게 ‘묵매’라는 한 장르의 개창자
로 인식되었다.59) 다음의 글은 중인이 매화를 그리게 된 순간을 묘사하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승이 말하길 “또한 비심비불이라 말하십니다.” 법상이 
말하길 “그 노인이 사람을 미혹시킴을 아직도 지니고 있구나. 그에게 비심비불
을 맡기고, 나는 다만 즉심시불을 유지할 것이다.” 그 승이 돌아와 마조에게 이
르니, 마조대사가 말하길 “매화열매가 다 익었구나.”

57) <묵매도>의 자제는 다음과 같다: ‘박산 방장 노인에게 부칩니다. 1690년 11
월 재부산방에서 그렸습니다. 팔대산인(寄上博山方丈老人, 庚十一月畵于在芙山
房, 八大山人).’

58) 일지춘 전통에 대해서는 Maggie Bickford, Ink Plum: The Making of a 
Chinese Scholar Painting Genr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p. 68 참조.

59) 중인의 동시대 문인인 황정견(黃庭堅, 1045-1105)이 그의 묵매에 주목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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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노승이 매화를 매우 사랑하여 그가 머무는 건물 옆에 여러 그루를 
심었다. 매번 꽃이 필 때마다 번번이 평상을 그 아래 두고 하루 종
일 시를 읊으니 사람들이 그 뜻을 알지 못했다. 달이 밝은 밤, 자지 
않고 성긴 그림자가 그 종이창에 가로지른 것을 보았다. 쓸쓸한 모
습이 사랑스러워 마침내 붓으로 유희하듯 그 그림자를 따라 그렸다. 
동틀 무렵 자세히 살펴보니 진정으로 달밤의 생각이 있다. 이로 인
해 그림을 배우고 또한 무쟁삼매(無諍三昧)를 얻었다. 이름이 세상
에 널리 퍼졌다.60)

   매화를 애호했던 중인이 종이창에 비친 매화 그림자를 붓으로 
따라 그린 것이 묵매도의 시작이 되었다. 중인의 매화도는 현존하지 
않으나 매기 빅포드(Maggie Bickford)는 그가 먹을 흩뿌리는 사의
법(寫意法)을 사용해 매화를 그렸을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특히 빅
포드는 동시대인들의 감상평을 바탕으로 묵매도에서 사용된 중인의 
화법이 물기를 머금은 먹을 자유롭게 사용한 목계(牧谿, 13C 중엽 
활동)의 화법과 유사했을 것이라고 보았다(도 17).61) 송나라 궁정 
화원의 장식적이고 여성스러운 매화도와 대조되는 중인의 묵매도는 
당시 황정견(黃庭堅, 1045-1105)의 칭송을 받으며 북송 문인들 사
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이후 수묵(水墨)을 사용한 중인의 매화도

며, 이후에는 오태소(吳太素, 14C 중반 활동), 송렴(宋濂, 1320-1381) 등이 그
를 묵매 장르의 개창자로 명시했다. Maggic Bickford, 앞의 책, p. 115.  

60) 吳太素, 『松齋梅譜』, 島田修二郞, 『松齋梅譜』(廣島: 廣島市立中央圖書館, 
1988), p. 263.

   老僧酷爱梅，唯所居方丈室屋边亦植数本。每发花时，辄床据于其下，吟咏终日，
人莫能知其意。月夜未寝，見疏影横于其纸窗，萧然可爱，遂以笔戏摹其影。凌晨
视之，殊有月夜之思。因此学画，而得其無諍三昧，名播于世。

61) Maggie Bickford, 앞의 책, p. 11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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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인 화가 양무구(楊無咎, 1097-1169)의 선(線)적인 매화도에 
의해 대체되었다(도 18). 양무구의 작품은 원나라를 거치며 문인들
이 추구하는 매화도의 정통(正統)이 되었다.62) 팔대산인이 <고매
도>에서 윤곽선을 강조한 백매(白梅)가 아닌 사의법을 사용한 묵매
를 그린 것은 중인과 목계로부터 전승된 선종화의 전통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63) 
   화면 속 매화나무가 앙상한 가지에서 새로운 꽃을 피워내고 있
는 모습은 조동종(曹洞宗)의 개조(開祖)인 동산양개(洞山良价, 
807-869)의 설법과 관련되어 이해될 수 있다. 

하루는 동산 스님께서 상당하여 말씀하셨다. “이 일을 알고 싶은가? 마
른 나무에서 꽃이 피듯 해야만 그것에 계합하게 되리라.”64)

   이 글에서 ‘이 일(此事)’은 진리를 뜻한다. 즉 진리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마른 나무에서 꽃이 피듯 정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산양

62) Maggie Bickford, 앞의 책, p. 131. 
63) 한편 알프레다 머크(Alfreda Murck)는 하얀 매화 꽃잎을 검게 그린(黑白顚

倒) 중인의 묵매를 정치적 저항의 시각적 상징으로 보았다. 소식(蘇軾, 
1037-1101)과 황정견을 지지했던 중인에게 이들의 정치적 패배는 세상의 위
계질서가 파괴되고 옳고 그름이 뒤바뀐 것과 마찬가지였다. 머크는 중인이 정치
적 비판을 위해 하얀 매화를 검게 그렸다고 해석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머크는 
팔대산인이 묵매를 그림으로써 만주족의 침략으로 전도된 세상과 왕손에서 승
려가 된 자신의 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했다. Alfreda Murck, "Public and 
Private Truth in Chinese Painiting: Zhu Da and Fu Baoshi," In Jerome 
Silbergeld, Dora C. Y. Ching, Judith G. Smith and Alfreda Murck eds., 
Bridges to Heaven: Essays on East Asian Art in Honor of Professor Wen 
C. Fong vol. 1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1), pp. 141-167 
참조. 

64) 『瑞州洞山良价禪師語錄』, T1986, 47:522b17-18.
    一日師上堂云, 欲知此事, 直須如枯木生花, 方與他合. 
    한글 해석은 양관, 『동산양개화상어록』 (동국대학교역경원, 2004), p. 126을  

 참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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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이 표현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사물이 가르침을 준다는 ‘무
정설법(無情說法)’의 철학에서 기인한 것이다. 동산양개는 한 시에
서 ‘무정설법’은 불가사의하며 귀가 아니라 눈으로 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65) 조동종 승려였던 팔대산인에게 봄을 맞아 다시 꽃을 
피운 매화 고목(枯木)은 진리를 설법하는 존재였다. 그는 이러한 매
화나무를 시각화함으로써 눈으로 그 설법을 듣고자 했을 것이다. 즉 
화면 속 매화나무는 시각적 화두(話頭)인 동시에 이를 참구(參究)
하는 승려 팔대산인의 자아상인 것이다. 

   한편 <고매도>에는 팔대산인의 이원적 자아상을 구성하는 또 
다른 정체성인 유민의 목소리가 강하게 표현되어 있다. 팔대산인의 
유민의식은 세 수의 자제시(自題詩)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먼저 
첫 번째 자제시에서 팔대산인은 그가 유민으로서 지닌 신념과 반만
(反滿)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 

분부하네, 매화 오도인(吳道人). 
   유유적적(幽幽翟翟)함이 서로 가깝지 않네. 

남산의 남쪽과 북산의 북쪽 
늙어서도 물고기를 태워 (오랑캐) 먼지를 씻어 내려하네66)

65) 동산양개는 그의 스승 운암담성(雲巖曇晟, 782-841)과의 대화에서 무정설법
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다음과 같은 오송(悟頌)을 지었다: “정말 신통하구나, 
정말 신통해. 무정의 설법은 불가사의하다네. 귀로 들으면 끝내 알기 어렵고, 눈
으로 들어야만 알 수 있으니(也大奇也大奇, 無情說法不思議. 若將耳聽終難會, 眼
處聞聲方得知).” 『景德傳燈錄』 卷 15, T2076, 51:321b28-c11. 한글 해석은 
양관, 앞의 책, p. 23 참조. 

66) 分付梅花吳道人，幽幽翟翟莫相親。南山之南北山北，老得焚魚掃□塵。
   지워진 한 글자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오랑캐 노(虜)’자로 추측되어 왔다. 왕즈

더우(汪子豆)가 처음으로 이를 ‘노’자로 읽었으며 이후 그의 의견은 주량즈(朱
良志), 왕팡유(Wang Fangyu) 등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汪子豆 編, 앞의 책, p. 
10; Richard Barnhart, 앞의 책, p. 239, n.109; 朱良志, 앞의 책, p.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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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화 오도인(吳道人)’은 원나라 화가 오진(吳鎭, 1280-1354)을 
가리킨다. 오진은 시끄러운 세상을 뒤로 하고 집 주변에 매화나무를 
심고 은거했다. ‘유유적적(幽幽翟翟)’은 대나무가 무성하게 자란 모
습을 묘사한 시어로 오진이 은거 중 즐겨 그렸던 대나무를 가리킨
다.67) 팔대산인은 은거를 상징하는 오진의 매화와 대나무를 자신과 
가깝지 않은 다른 부류로 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팔대산인은 이민
족 치하에서 오진처럼 평화로운 삶을 살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
였다.68)
   팔대산인이 추구하고자 했던 유민의 삶은 시의 후반부에서 드러
난다. 남산의 남쪽과 북산의 북쪽은 남과 북을 아우르는 넓은 세계
를 의미한다. ‘물고기를 태우는 것(焚魚)’은 『서경(書經)』 <태서
(泰誓)>에 수록된 주나라 무왕(武王)의 고사를 인용한 것이다. 무
왕이 상(商)나라를 토벌하기 위해 강을 건널 때 하얀 물고기가 배
로 뛰어들었다. 무왕은 물고기를 구워 제사를 지내며 승리를 기원했
다. 이후 ‘물고기를 태우는 것’은 군주가 하늘의 명을 받아 나라를 
개국함을 의미하게 되었다. 팔대산인은 이 고사를 인용함으로써 명
나라 부활에 대한 희망을 표현한 것이다. 또한 그는 마지막 구절에
서 ‘오랑캐 먼지를 씻어낸다’는 과격한 표현을 사용했다. 이를 통해 
만주족의 중국 침략 이후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팔대산인의 반만

67) ‘유유(幽幽)’는 숲이 우거져 깊은 것을 뜻하고, ‘적적(翟翟)’은 대나무의 키가 
크고 강한 모습을 의미한다.

    『詩經』 <小雅‧斯干> "秩秩斯干. 幽幽南山. 如竹苞矣. 如松茂矣."
    『詩經』 <衛風‧竹竿> "翟翟竹竿，以釣于淇."
68) 이 구절의 해석은 스밍페이의 해석을 따랐다. Shi Mingfei, 

"Poetry-Calligraphy-Painting: The Aesthetics of Xing in Zheng 
Xie(1693-1765) and Zhu Da (1626-1705)," (Ph.D. Diss., Indiana University, 
1996),  p. 27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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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滿) 감정이 사그라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자제시는 다음과 같다. 

뿌리를 다시 얻어도 가지는 그럴 수 없네.
여태까지 땅이 수척하고 하늘이 살찐 경우는 없었네.
매화의 그림 속에서 정사초(鄭思肖)를 생각하네. 
승려가 어찌하여 고비를 캐듯 할 수 있겠는가? 69)

   시의 첫 구절은 화면 속 매화나무의 뽑힌 뿌리와 말라버린 가지
와 호응한다. 설령 뽑힌 뿌리가 원상태로 돌아온다 해도 부러진 기
둥과 시든 가지는 다시 살아날 수 없다. 땅이 마르면 하늘도 함께 
수척해 지듯 뿌리가 시들면 가지도 죽는다. 팔대산인은 뿌리와 가지
의 비유를 통해 자신의 근본을 다시 되찾는다 해도 이미 늙고 쇠진
한 현재의 모습을 바꿀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팔대산인은 화면 속 매화를 보며 송나라 유민 화가 정사초(鄭思
肖, 1241-1318)를 떠올리고 있다. 정사초의 호(號)인 ‘사초(思肖)’
는 ‘조씨 왕조를 생각한다(思趙)’는 숨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팔대
산인은 이 뜻을 강조하기 위해 ‘정사초를 생각한다(思思肖)’는 구절
에서 동사로 ‘사(思)’자를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고국과 왕실에 대
한 팔대산인의 그리움이 우회적으로 전달되고 있다. 
   아울러 팔대산인은 정사초가 뿌리 없는 난초를 그림으로써 송나
라에 대한 충성심을 드러냈다는 일화를 떠올렸을 것이다(도 19).70) 
69) 得本還時末也非，曾無地痩與天肥。梅花畫裏思思肖，和尚如何如採薇？
70) 현재 오사카 시립 미술관과 예일 대학 미술관에 소장된 정사초의 난초 그림들

은 후대의 작품으로 정사초와 관련된 일화에서 파생된 위조작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위작들은 정사초를 송나라 유민으로 신화화하는 과정에서 제작되었다. 
Chin-Sung Chang,  “Song Loyalism Revisited: The Cases of Zheng Sixiao 
and Gong Kai,” Unpublished conference paper,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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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대산인은 매화나무의 뿌리를 지면 위로 드러나게 그림으로써 이
민족이 지배하는 땅에 뿌리 내리기를 거부하는 유민의 절개를 시각
적으로 표현하였다. 흥미롭게도 명·청 교체기에 활동한 저명한 문인
인 후방역(侯方域, 1618-1655) 역시 그의 벗인 방이지(方以智, 
1611-1671)에게 보낸 편지에서 정사초의 매화 그림을 언급하고 
있다. 후방역은 방이지가 자신을 찾아온다면 정사초의 뿌리 없는 매
화 그림을 방에 걸어 놓겠다고 적었다.71) 이 기록은 당시에 존재했
던 정사초의 뿌리 없는 매화 그림이 <고매도>의 도상에 영향을 주
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세 번째 시에서 팔대산인은 그가 유민으로서 지닌 정치적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팔대산인은 이 시의 앞부분에 다음과 같은 
설명을 덧붙였다: ‘앞의 두 시를 주필(走筆)의 묘라 칭할 수 없어, 
다시 역마음(易馬吟)을 짓는다(前二未稱走筆之妙, 再爲易馬吟).’ 팔
대산인이 시의 주제이자 제목으로 삼은 ‘역마음(易馬吟)’은 한 남자
가 자신의 애첩을 준마(駿馬)와 맞바꾼 ‘애첩환마(愛妾換馬)’ 고사
이다. 후위(後魏)의 조창(曹彰)이 우연히 본 말에 반해 이를 사려 
했으나 말 주인이 팔려 하지 않았다. 이에 조창은 그의 아름다운 첩
과 말을 바꿀 것을 제안하였다. 말 주인이 조창의 첩들 중 한 명을 
고르자 조창은 자신의 첩을 준마와 바꾸었다.72) 팔대산인의 시는 

2008. 정사초의 난초 그림에 대한 기존 견해는 James Cahill, Hills Beyond a 
River: Chinese Painting of the Yüan Dynasty, 1279-1368 (New York: 
Weatherhill, 1976), pp. 16-17 참조.  

71) 侯方域, 「與方密之書」, 『壯悔堂遺稿』, 『壯悔堂文集』 卷 10, 王雲五 主編,  
   『壯悔堂集』上 (臺北 : 臺灣商務印書館, 1968), p. 253-254. 
   密之或他日念僕而以僧服相過, 僕有方外室三楹中種閩蘭奧竹, 上懸鄭思肖畵無根梅

一軸. (밑줄 필자)
   그대(방이지)가 혹시 어느 날 나를 생각하여 승복을 입고 서로 만난다면, 나는 

외실의 세 기둥 사이에 민란과 오죽을 심고, 정사초의 뿌리 없는 매화 그림 한 
축을 걸어놓을 것이네. 

72) 본고에서는 李冗의 『獨異志』에 수록된 고사를 참고하였다. 李冗, 『獨異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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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려가는 애첩의 시점에서 쓰였다.  

훌륭한 남편이라면 어제와 같아야 하는데,  
왜 대나무 피리를 상 위에서 불지 않습니까?
꽃처럼 아름다운 이가 말을 하고 검무를 추는데,
말을 사랑해 바꿀 일을 계산하네.
쓴 눈물이 천 방울이 되어 교차하고,
청춘의 일은 왕에게나 어울리는구나.
일찍이 오교(午橋) 밖의 묵화장(墨花莊)을 사는 것에 대해 이야기 한 
적 있네.73)

  
   시 속 화자의 남편은 변심하여 더 이상 대나무 피리를 불지 않
는다. 대나무 피리를 부는 것은 『세설신어(世說新語)』에 수록된 
환이(桓伊, 4C 활동)와 왕휘지(王徽之, ?-388)의 고사와 관련이 있
다. 동진(東晉) 시대 인물인 환이는 길에서 처음 만난 왕휘지가 피
리 연주를 부탁하자 상에 걸터앉아 피리를 불었다. 환이는 그의 신
분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존경했던 왕휘지를 위해 예전처
럼 피리를 연주한 것이다. 팔대산인은 변함없이 피리를 연주한 환이
와 어제와 다르게 변해버린 남편의 모습을 대조하기 위해 이 고사
를 인용했다.
   시의 후반부는 ‘애첩환마’의 내용과 같다. 첩은 여전히 아름답고 
춤도 잘 추지만 남편은 첩과 말을 바꾸려 한다. 비통한 심정의 첩은  

(北京 : 中華書局, 1985), p. 22. 
73) 夫婿殊如昨，何為不笛床？如花語劍器，愛馬作商量。苦涙交千點，青春事適王。

曾雲午橋外，更買墨花莊。
   첫 구절 '夫婿殊如昨'은 선행 연구에서  ‘남편은 어제와 같이 훌륭한데’로 해석

되었다. 본문에서는 의미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 가정법의 형태로 번역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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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호화로운 별장을 살 계획을 함께 세웠던 과거를 회상한
다.74) 시 끝에는 ‘훌륭한 남편 여(夫婿殊驢)’라는 관서(款書)가 적
혀 있다. 팔대산인은 시 속의 변심한 남편과 달리 지조를 잃지 않는 
훌륭한 남편으로 자신을 나타낸 것이다. 
   팔대산인이 ‘애첩환마’ 고사를 인용한 맥락은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역마음’의 함의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은 그동안 
엇갈렸다. 왕팡유(Wang Fangyu)는 ‘애첩환마’ 고사가 불행한 부부
관계를 보여준다는 점에 착안해 팔대산인이 자신의 실패한 두 번째 
결혼을 비유하기 위해 이를 차용했다고 보았다.75) 그러나 이 해석
은 유민의식을 전달하고 있는 다른 두 시와 맥락이 맞지 않는다. 팔
대산인이 두 시의 부족함을 보충하기 위해 세 번째 시를 지었음을 
고려하면 ‘역마음’은 유민과 관련된 내용일 가능성이 높다. 
   주량즈(朱良志)는 팔대산인이 남창(南昌)의 시인이자 그의 지인
이었던 주체관(周體觀, 생몰년 미상)의 시 「애첩환마(愛妾還馬)」
를 참고해 ‘역마음’을 지었을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주체관은 그의 
시에서 명나라를 남편에 비유하고, 유민을 새 주인을 따를 것을 거
부하고 남편을 그리워하는 첩에 비유했다.76) 이처럼 고국을 그리워
하는 유민이 주제인 「애첩환마」가 팔대산인에게 영감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팔대산인의 ‘역마음’은 배신당한 첩의 비통함
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주체관의 시와 다르다. 
   스밍페이(Shi Mingfei)는 ‘애첩환마’ 고사가 당(唐)나라의 시와 
연극에서 지조를 쉽게 바꾸는 이들을 조롱하기 위해 인용되었음을 

74) 오교의 묵화장은 아마도 당(唐)나라 배도(裵度, 765-839)가 낙양(洛陽) 외각
에 지었던 별장 오교장(午橋莊)을 의미하는 듯하다. 즉 시 속의 오교장은 화려
하고 아름다운 별장으로 남편이 첩에게 약속했던 장밋빛 미래를 상징한다. 

75) Richard Barnhart, 앞의 책, pp. 51-52.
76) 朱良志, 앞의 책, p.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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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하였다. 그는 팔대산인이 박학홍유과(博學鴻儒科)를 통해 청나
라 관료가 된 변절자들을 비판하기 위해 ‘애첩환마’ 고사를 인용한 
것으로 보았다.77) 필자는 스밍페이의 해석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
한다. 이 시에서 첩을 버린 남편은 명나라에 대한 지조를 버리고 청
나라에 협력한 자들을 가리킨다. 이에 반해 팔대산인은 훌륭한 남편
이라는 뜻의 관서를 남김으로써 절의를 지키는 유민으로 스스로를 
나타냈다. 

2. 동시대 도선(逃禪) 승려들의 고매도(古梅圖)

   홍인(弘仁, 1610-1663), 방이지(方以智, 1611-1671), 석도(石
濤, 1642-1707) 등은 명나라 멸망 이후 정치적 도피를 위해 승려
가 되었다. 그러나 이들 중 팔대산인처럼 승려와 유민의 양면성을 
유지한 화가는 없었다. 이러한 차이는 세 화가의 고매도(古梅圖)와 
팔대산인의 <고매도>를 비교해보면 잘 드러난다. 
   홍인은 만주족이 침략해오자 고향인 안휘성(安徽省) 휘주(徽州)
를 떠나 복건성(福建省)으로 향했다. 이후 1646년에 그는 조동종
(曹洞宗) 승려 도주고항(道舟古航, 1585-1655)에게서 불법(佛法)
을 전수 받았다. 홍인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정수(程邃, 
1605-1691)를 비롯한 그의 친구들은 홍인에게 환속(還俗)할 것을 
권유하였다.78) 그러나 홍인은 이를 거절하고 자발적으로 승려로 남
았다. 홍인의 친구 황생(黃生, 1622-1696)은 다음의 시에서 승려
가 되어 휘주로 돌아온 홍인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77) Shi mingfei, 앞의 논문, p. 282.
78) Jason C. Kuo, The Austere Landscape: The Paintings of Hung-jen 

(Taipei: SMC Publishing Inc, 1998), p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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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에서의 많은 재난 후, 
무이산(武夷山)으로 떠났네.
관과 머리카락을 버리며 떠나서, 
소매에 구름을 한 가득 지니고 돌아 왔네.
세상의 기운은 삿갓 밖이며, 
출세를 피하며 해오라기와 갈매기와 무리지어 사네.
그림이 고아한 행동을 숨기네. 
그대의 이름은 세대가 바뀌어도 들릴 것이네.79)

   시의 전반부에서 황생은 홍인이 복건성 무이산(武夷山)에서 승
려가 되었으며 이후 초탈한 모습으로 고향에 돌아왔음을 전하고 있
다. 또한 황생은 홍인을 출세와 명예를 멀리하고 자연에 은거하는 
승려로 묘사하였다. 아울러 그는 홍인의 삿갓은 그의 신분을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속세의 홍진(紅塵)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
다. 황생 뿐 아니라 홍인도 스스로를 산 속에 은거하는 수도승인 산
승(山僧)으로 인식하였다.80) 이처럼 홍인은 왕손이었던 팔대산인에 
비해 과거의 정체성에 대한 애착이 적었으며 그 대신 승려로서의 

79) 黃生, 「贈漸江上人」, 汪世淸, 汪聪 編, 『漸江資料集』 (合肥: 安徽人民出版
社, 1964), p. 167.

   故鄕多難後, 曾謁武夷君. 去落一冠髮, 來携滿䄂雲. 世氛瓢笠外, 野性鷺鷗群. 畵隱
高人事, 名應異代聞.

80)이는 그의 지인인 오가기(吳嘉紀, 1618-1684)의 한 시에서 확인된다.
   吳嘉紀, 「漸江上人畵和吳蒼二」, 『陋軒詩』 卷 8, 汪世淸, 앞의 책, p. 147.
   展汝贈余畵, 山碧江晴時. 挂席崗水間, 幽人爾何思? 長謠采白苹, 獨往意遲遲. 繪者

今安在? 孤雲藐難追. 疇昔桑田改, 車輪腸裏馳. 揮毫聊換酒, 易服遂披緇. 自號曰山
僧, 人稱曰畵師. 平生懷熲熲, 海內幾曾知? (줄친 부분 해석)

   예전 세상이 바뀐 후, 수레바퀴가 창자를 가로지르는 고통을 느꼈네. 
   그림을 그려 술과 바꾸었네. 의복이 바뀌었을 때 승복을 입었네.
   스스로를 산승(山僧)이라 불렀고, 세상 사람들은 화사(畵師)라 불렀네.
   평생 품은 마음이 빛나나, 세상의 몇 명이나 일찍이 이를 알아주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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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상을 명확히 지니고 있었다. 
   <고매도>의 매화는 팔대산인의 두 정체성을 동시에 상징하였다. 
한편 홍인의 매화 그림에서 매화는 그의 한가로운 산중 생활을 대
변하는 이미지였다. 북경 고궁박물원에 소장되어 있는 홍인의 <묵
매도(墨梅圖)>(도 20)에는 기이한 형상의 매화 고목이 그려져 있
다. S자에 가깝게 굴곡진 중심 기둥과 직각으로 굽은 잔가지들이 나
무가 견뎌온 세월을 짐작케 한다. 홍인은 특유의 건조하고 거친 화
법을 사용해 고목의 메마른 가지를 표현하였다.81) 가지 끝의 흰 매
화들도 건필(乾筆)로 그려져 있다. 매화나무의 기둥과 가지 사이에 
적힌 홍인의 짧은 자제시(自題詩)는 다음과 같다: “정원은 비었고 
달은 그림자도 없네. 꿈은 따듯하고 눈은 향기를 내뿜는구나(庭空月
無影, 夢暖雪生香).” 이 시에서 홍인은 고요한 정원에서 눈처럼 하얀 
매화가 피어나는 정경을 묘사하고 있다. 실제로 홍인은 산 속의 암
자에서 매화 고목을 벗하며 생활하였다. 이는 그가 지은 한 시에서 
잘 드러난다. 

하나의 감실(龕室)에서 사는 것이 어찌 하나의 배에서 사는 것과 다
르겠는가?
적적하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 얼어붙은 물가와 같구나.
창가에는 늙은 매화가 있어 아침나절의 벗으로 삼고, 
산의 잔설로 밤에는 책을 읽네.82) 

81) 홍인은 원나라 치하에서 방랑자의 삶을 살았던 예찬(倪瓚, 1301-1374)과 동
질감을 느꼈다. 제임스 캐힐은 홍인이 예찬의 화법을 사용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그의 유민감정을 표출하였다고 보았다. James Cahill ed., Shadows of Mt. 
Huang: Chinese Painting and Printing of the Anhui School (Berkeley: 
University Art Museum, 1981), p. 39. 

82) 汪世淸, 앞의 책, p. 40.
   一龕何異一舟居, 寂寂無人凍浦如. 窓有老梅朝作伴, 山留殘雪夜看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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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에서 홍인은 바다 위의 작은 배처럼 세상으로부터 고립된 
산 속의 암자에서 생활하는 자신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그는 아
무도 찾지 않는 조용한 암자에서 창가의 늙은 매화를 벗으로 삼아 
적적함을 달래고 있다. 이러한 정경은 그가 <묵매도>의 자제시에
서 묘사한 한적한 정원과 일치한다. <묵매도>의 매화 고목도 홍인
이 산중 생활에서 벗으로 삼았던 늙은 매화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
듯 <묵매도>의 매화는 한가로운 산승의 삶을 환기시키는 소재였
다. 
   한편 홍인의 매화 애호는 그의 지인들로 하여금 홍인과 매화를 
동일시하게 했다. 홍인의 한 친구는 그의 무덤에 백 그루의 매화나
무를 심었다.83) 이 때문에 홍인은 그의 사후 매화를 사랑한 노승이
라는 뜻의 ‘매화고납(梅花古衲)’이란 호(號)를 얻었다.84) 홍인과 매
화의 밀접한 연관은 그의 매화 그림을 감상한 이들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특히 홍인의 승려로서의 정체성이 작품 속 매화에 불교적 
의미를 부여하였다. 안휘성의 저명한 시인이자 홍인의 친구였던 탕
연생(湯燕生, 1616-1692)은 홍인의 매화 그림을 감상하고 다음과 
같은 제발(題跋)을 남겼다. 

오래된 가지가 이리 저리 얽혀서 굽은 철과 같네.

83) 汪楫, 「漸師墓」, 汪世淸, 앞의 책, p. 169.
   畵師墓上百株梅, 盡是當年密友栽. 山徑風高吹半折, 花時更得幾人來?
   화사의 묘위에 백 그루의 매화가 있네. 이는 그 해 친한 친구가 심은 것이네.
   산길의 바람이 높아 반절만 불어오네. 꽃이 피면 다시 몇 명이나 찾아올까?
84) <묵매도>를 감상한 조인(曹寅, 1658-1712)은 그의 제발에서 홍인의 매화 

사랑과 그의 호 ‘매화화상(梅花和尙)’을 언급하였다. 조인이 <묵매도>에 남긴 
제발은 다음과 같다. 

   逸氣雲林遜作家, 老憑閒手種梅花. 吉光片羽休輕覷, 曾敵梁園至畵叉.
   周櫟園藏畵以缺漸江者爲恨, 漸江老喜種梅, 號梅花和尙. 楝亭曹寅. (밑줄은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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꺾으려 해도 꺾어지지 않으며 향기로운 눈이 쌓이네.
앞 다투어 말하길, 신령스럽기가 천개의 그루터기 같이 아름답네.
계곡의 등나무 한 그루를 이기지 못 했네.
점강(漸江, 홍인의 號) 노인은 매화와 함께 탐구하니 
매화 그림이 묘한 경지에 들어 강남에서 가장 뛰어나네.
이 그림을 고사가 감상하시도록 다시 부치니
고아하고 차갑게 오래된 석가를 엄숙히 대하네.85) 

   현재 이 작품은 남아 있지 않다. 그러나 제발의 묘사를 통해 이 작품 
역시 <묵매도>처럼 매화 고목이 그려진 그림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탕연생은 늙은 매화를 천 개의 그루터기처럼 신령스러운 존재로 묘사했
다. 또한 마지막 구절에서 그는 매화 고목을 석가(釋迦)에 비유하며 이 
를 엄숙하게 대면하고 있다. 이처럼 탕연생이 화면 속 매화에서 불교적 
상징을 읽어낸 것은 이를 그린 홍인의 승려로서의 모습을 떠올렸기 때
문이다. 이와 같은 예로 후대 감상자인 18세기 수장가(收藏家) 마왈로
(馬曰璐, 1697-1766) 역시 홍인의 매화 그림을 감상하며 화면 속 매
화와 선(禪)을 연관시켰다.86) 

   1640년에 진사(進士)가 된 방이지는 이자성(李自成, 1606-1645)

85) 湯燕生, 「題漸江師梅花圖」, 汪世淸, 앞의 책, p. 143.
   古干槎牙見屈鐵, 欲折不折攢香雪. 爭言靈如千株姸, 未勝溪藤一樹洁.
   漸江老人梅與探, 畵梅入妙冠江南. 此圖還寄高士賞, 高寒儼對古瞿曇.
86) 馬曰璐, 「題漸江梅花古屋圖」, 汪世淸, 앞의 책, p. 155.
   公山悄無人, 有屋架巖壑. 陰崖背春時, 何嘗着氷萼.
   想見落筆梅, 超然斷禪縛. 無屋亦無風, 人間境廖廓. (밑줄은 필자)
   텅 빈 산이 고요하고 사람 하나 없네. 집 한 채가 바위 낭떠러지에 있네.
   그림자 드리운 절벽의 뒤 봄이 오니, 언제 일찍이 얼음 꽃이 피었던가?
   생각해보니, (홍인이) 붓을 휘둘러 매화를 그린 것이,
   초연하여 선의 속박마저 끓어버렸네.
   집이 없으니 역시 바람도 없고, 인간 세상도 고요할 뿐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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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북경을 함락했을 당시 한림원(翰林院)의 편수(編修)로 재직하고 있
었다. 1650년 광서성(廣西省)에서 청나라 장수에게 붙잡힌 방이지는 
청나라를 섬길 것을 강요받았으나 이를 거절하고 승려가 되었다. 이후 
1653년에 그는 남경(南京)에서 유민들의 추종을 받았던 조동종(曹洞
宗) 승려 각랑도성(覺浪道盛, 1592-1659)의 제자가 되었다. 
   정국이 안정되자 후방역(侯方域, 1618-1655)을 비롯한 그의 친
구들은 그에게 환속을 권했다. 그러나 방이지는 승려로 남는 것을 
선택하였다. 산 속에 은거하였던 홍인과 달리 방이지는 강서성(江西
省) 청원사(靑原寺)의 주지(住持)가 되는 등 승려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한편 승려의 삶에 만족하였던 방이지도 팔대산인처럼 
승려가 되기 전의 정체성을 쉽게 포기하지 못했다. 방이지가 끝까지 
단념하지 않았던 것은 명나라 신하로서의 충의(忠義) 보다는 사상
가와 유학자로서의 소임이었다. 방이지는 승려이자 유학자로서 유교
와 불교를 융합시키고자 하였다. 그는 스승 각랑도성과 함께 『역경
(易經)』을 공부했으며, 청원사에 유불도(儒彿道) 삼교(三敎)를 통
합한 학문을 전수하였다.87)  
   방이지의 <매화송도(梅華松圖)>(도 21)에는 매화 고목과 소나
무가 묘사되어 있다. 본래 병풍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매화송
도>는 현재 네 폭만이 남아 있다. <매화송도>의 세 폭에는 매화나
무가 그려져 있고, 나머지 한 폭에는 매화와 소나무가 함께 그려져 
있다. 길고 좁은 화폭에는 각각 매화나무의 가지 혹은 기둥의 일부
분이 그려져 있다. 하얀 매화가 피어난 나뭇가지의 마디는 기이하게 
구부러져 있으며 나무 기둥에는 이끼가 덮여 있다. 각 폭의 상단에
는 고아한 서체(書體)로 자제시가 적혀 있으며, 그의 법호(法號)로 
87) 방이지의 학문은 청원사의 학풍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에 대해서는 周锋利, 

「青原学风与方以智晚年思想」, 『安徽师范大学学报』7(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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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되어 있다.88) 
   <고매도>와 유사하게 <매화송도>에는 고국에 대한 절의를 지
키고자 하는 유민의 모습과 승려의 모습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 두 
작품의 차이는 작품을 통해 반청(反淸) 감정과 유민의식을 강렬하
게 표현했던 팔대산인과 달리 방이지는 다소 담담하게 명나라에 대
한 기억을 회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방이지는 매화 고목에 노
승(老僧)인 자신의 모습을 투사함으로써 유민보다는 승려로서의 정
체성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다. 방이지에게 명나라 신하로서의 정
체성은 ‘전신(前身)’이었던 반면 승려로서의 모습은 ‘현신(現身)’이
었던 것이다.  
   <매화송도>의 자제시를 살펴봄으로써 방이지에게 매화가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먼저 두 번째 폭에 적
힌 시에서 방이지는 매화와 유민의 절의를 연관시키고 있다. 

군산(君山)의 오래 된 약속을 몇 번이나 찾았던가?
동풍과 결혼하고자 하나 아직 외우지 못하여 두렵구나.
효각상천(曉角霜天)- 상수(湘水)의 북쪽을 기억하네.
단교(斷橋)의 활과 검- 강남을 꿈꾸네.
범궁(梵宮)에서의 세월은 백육(百六)을 얻었네.
고요한 곳 눈의 흔적은 둘 셋을 남겼네.
대지는 망망하여 이와 같은데
그에게 묻는다. 어떠한 일이 우담바라(優曇婆羅)를 나타나게 하겠는
가?89)

88) <매화송도>에 적힌 방이지의 관지(款識)는 다음과 같다: ‘墨歷頭陀弘智自題’, 
‘無可頭陀長歌’, ‘天界第一峯墨子’, ‘天界僧’. 

89) 君山舊約幾回探, 欲嫁東風恐未諳. 曉角霜天憶湘北, 斷橋弓劍夢江南. 梵宮歲月得
百六, 靜域雪痕留二三. 大地茫茫尙如此, 問渠何事現優曇. 天界第一峯墨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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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湘水)와 군산(君山)은 순(舜)임금의 죽음을 전해 듣고 그
의 두 아내 아황(娥皇)과 여영(女英)이 자살한 동정호(洞庭湖)의 
주변 지역으로 군주를 따라 목숨을 끓는 유민의 절개를 상징한다. 
효각상천(曉角霜天)은 추운 새벽에 서리를 뚫고 피는 매화를 노래
한 사(詞)이다. 방이지는 추위에 굴하지 않고 피는 매화의 강인함을 
보고 상수의 기억, 즉 망국의 한(恨)과 신하의 절개를 떠올리고 있
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방이지가 유민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어조
이다. 군산의 ‘오래 된’ 약속과 상수의 ‘기억,’ 그리고 강남의 ‘꿈’ 등
에서 알 수 있듯이 방이지가 명나라 유민으로서 지녔던 결의는 이
미 과거의 추억이 되어 버렸다. 한편 시의 후반부에 언급된 범궁(梵
宮)에서의 세월과 우담바라(優曇婆羅)의 현현 등을 통해 방이지가 
이미 불교적 세계에 속해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두 시에서 방이지는 매화에 선종적 의미를 부여하였다. 먼
저 매화나무와 소나무가 함께 그려진 첫 번째 폭의 시는 매화 고목
을 달마(達磨) 대사와 그의 가르침에 비유하고 있다. 

오래된 기둥이 기울었네. 계수나무 꽃처럼 향기로운 옥룡.
서쪽에서 온 달마는 쇠약한 모습이네.
그의 지팡이에서 향기가 퍼져 만 그루의 나무가 되었네.
학의 등에 올라타니 두 세배나 더 춥구나.
시골집에서 형용하기 어려우니, 밝은 달이 심었구나.
잘린 구름 더미를 봉합하는데 오직 야생 이끼만 적합하네. 
깊은 계곡의 부서진 난간, 누가 나의 지기(知己)인가?
이 언덕 위의 푸르고 푸른 소나무는 제외하고. 90) 

90) 古幹橫斜桂玉龍, 西來老佛態龍鍾. 杖頭香散一萬樹, 鶴背寒添三兩重. 埜屋難容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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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이지는 이 시에서 풍상에 시달린 매화 고목의 모습을 달마 대사의 
늙고 지친 모습에 비유하였다. 또한 달마 대사가 중국에 전수한 선종의 
가르침은 그의 지팡이에서 나온 만 그루의 매화나무로 상징되고 있다. 
이렇듯 <매화송도>의 매화 고목은 선종적 가르침의 시각적 비유로 방
이지에게 깨달음의 영감을 주는 신비로운 존재였다. 
   네 번째 시에서 매화 고목은 선승에 비유된다.

 생생한 얼음과 서리가 하늘에서 스스로 생겼네.
 번성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지우고 덜어내니 한 명의 마른 나무 같은   
 선승이 있네.
 강건하여 말이 없으나 향은 눈 속에서 피어난다.
 한 점 한 점의 꽃잎은 정을 잊고 추위는 안개가 되네.
 조일(趙逸)의 꿈이 돌아와 이 밤을 놀라게 하네.
 임포(林逋)가 신선이 되어 떠난 후로 몇 년이 흘렀는가?
 누구와 함께 서호(西湖)에 오래도록 머무를 수 있는가?
 달의 섬궁(蟾宮)이 아니라면 기러기가 머무는 물가일 것이네.91) 

   방이지는 이 시에서 앙상하게 마른 매화나무를 한 명의 선승에 
비유하고 있다. ‘번성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지우고 덜어낸’ 매화나무
는 세속적인 욕망을 버리고 수행에 몰두하는 승려의 모습이다. 이는 
젊은 시절 고위 관료로서 명예와 부를 누리며 살았으나 결국 속세
를 떠나 승려가 된 방이지를 가리킨다. 즉 노승(老僧) 방이지는 한 
때의 영광과 화려함이 모두 사라지고 늙어버린 자신의 모습을 매화 

月種,荒苔衹合斷雲封.破籬幽谷誰知己, 除却靑靑陵上松.
91) 生生冰霜自在天, 抹除繁艶一枯禪. 袪袪無語香成雪, 點點忘情冷化烟. 趙逸夢回驚

此夜, 林逋仙去是何年. 與誰合署卥湖長, 不是蟾宮即雁邊. 墨歷頭陀弘智自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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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목에 투영시킨 것이다.  

   석도는 명나라 왕손으로서 인생의 마지막까지 유민의식을 지니
고 있었다. 승려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유민의식을 표출했던 팔대산
인과 달리 석도는 환속한 이후부터 작품을 통해 왕손 및 유민으로
서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이 중 석도의 후기 매화 작품
들이 유민적 함의를 띠고 있어 <고매도>와 흥미로운 대비를 이룬
다. 
   석도의 1705-7년 작 《매화시첩(梅花詩帖)》은 여덟 점의 매화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보성(寶城) 매화’라는 제목이 붙은 
첫 번째 그림과 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도 22). 화면 속 매화는 
바위틈에서 자라고 있으며 가지가 중간에서 크게 부러져 아래로 꺾
여 있다. 나무가 처한 위태로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가지 끝에는 탐
스러운 매화가 피어 있다. 석도는 농묵과 담묵을 적절히 사용하여 
가지의 굴곡과 입체감을 살렸으며, 옅은 윤곽선으로 매화의 꽃잎을 
부드럽게 그려내었다. 석도는 이 그림의 자제시에서 매화 고목을 직
접적으로 유민에 빗대었다. 

오래된 꽃을 바라보니 마치 오래된 유민을 보는 것 같구나.
누가 꽃가지로 하여금 고인(古人)을 비추게 하였는가?
육조(六朝)의 일들을 읽어나가니 오직 은일(隱逸)만 있을 뿐.
이리 저리 흩어지고, 한 해의 마지막에 정신을 강하게 하네.
하늘은 푸르고 땅은 흰 눈이 쌓여 꽃이 성기게 피어나게 해주네.
물이 감싸 돌고 산은 비어, 굽고 펴기를 마음대로 하네.
밝은 달을 상대로 시를 짓고자 하네.
회포를 힘껏 몰아서 맑고 산뜻한 경지에 들어서네.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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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도는 양주(揚州)의 외곽 지역인 보성을 유람하던 중 매화 고목에
서 피어난 꽃을 보고 오래된 유민을 떠올리고 있다. 그는 화면 속 매화
나무의 부러진 가지에서 고인(古人)의 모습을 읽어내고 있다. 시의 마
지막 부분에서 석도는 매화를 관조한 후 ‘밝은 달(明月)’로 상징되는 
고국 명(明)나라에 대한 상념에 잠기고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매화에 비유된  ‘오래된 유민’과 ‘고인’은 석도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육조(六朝)시대의 은거자 혹은 석도보다 연장자인 명나라 유민
들을 의미한다는 것이다.93) 매화나무에 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투사시
켰던 팔대산인과 달리 석도는 매화 고목에서 늙은 유민을 연상할 뿐 
이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지는 않다. 석도는 1699년 작 <매죽쌍청도
(梅竹雙淸圖)>(도 23)에도 같은 맥락의 시를 남겼다.

전 나라의 유물, 뿌리가 마치 철과 같구나.
이끼의 신령이 늙은 나무를 푸르게 묶었구나. 
철불(鐵佛)에 꽃이 피니 진실로 부처의 얼굴이다.
보성(寶城)에는 성황신을 대하는 나무가 없구나.
산모퉁이의 바람이 차가우니, 하늘에 묻기가 어렵다.
다리 밖의 물결은 차갑고, 새 한 마리가 날아간다.
머리를 긁고 떠나기 아쉬워하며 운하 위에 오르네.
한 평생이 여기에 있으니, 어슴푸레하게 바라본다.94) 

92) 古花如見古遺民, 誰遣花枝照古人. 閱歷六朝惟隱逸, 支離殘臘倍精神. 天靑地白容
疎放, 水擁山空任屈伸. 擬欲將詩對明月, 盡驅懷抱入淸新.

93) 석도는 팔대산인의 수선화 그림에 제발을 남기며 그보다 16년 연상이었던 팔
대산인을 ‘늙은 유민(老遺民)’이라고 지칭하였다. 즉 석도에게 늙은 유민은 그보
다 연장자 세대에 속했던 명나라 유민들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Jonathan 
Hay, 앞의 책, p. 127, fig. 73.

94) 前朝剩物根如鐵, 苔蘚神明結老蒼. 鐵佛有花眞佛面，寶城無樹對城隍. 山隈風冷
天難問，橋外波寒鳥一翔. 搔首流連邗上路，生涯於此見微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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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 속 매화나무는 바위로부터 자라나 가지를 아래쪽으로 뻗고 
있다. 농묵으로 표현된 가지는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잔가
지에서는 매화가 꽃망울을 터트리고 있다. 시 속에서 석도는 배를 
타고 유람하던 중 이끼가 푸르게 끼고 뿌리가 이리 저리 얽혀 있는 
매화 고목을 마주하게 된다. 석도는 이 매화 고목을 전 나라의 유
물, 즉 명나라 유민으로 보고 있다. 석도에게 명나라 유민은 동일시
의 대상이 아니라 고국에 대한 상념을 자극하는 역사적 유물이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석도는 팔대산인보다 명나라 유민으로서의 자기 인식
이 약했으며, 연장자 유민들과도 심리적 거리를 느꼈다. 사실 석도
는 명나라 유민으로서 갖는 고국에 대한 그리움 및 청나라에 대한 
반감보다는 그의 태생적 신분에서 비롯된 왕손 의식을 더 강하게 
지니고 있었다.95) 이는 석도가 전후(戰後)세대(post-conquest 
generation)로서 명나라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96) 아
울러 작품이 제작된 시기도 명나라 유민을 대하는 석도의 관조적 
시선에 영향을 주었다. 1700년대 초반은 청나라가 국가의 기틀을 

95) 석도가 후기 작품들에 남긴 인장과 관지는 대부분 그의 왕손 신분을 의미하는 
것들이었다. 석도는 1701-1702년부터 그의 명나라 왕손 이름인 주약극(朱若
極)의 ‘극(極)’, 혹은 ‘약극(若極)’을 관지로 사용하였다. 아울러 석도는 그가 속
한 정강왕부(靖江王府)를 뜻하는 ‘정강후인(靖江後人)’, 그의 출생지인 광서성
(廣西省) 전주(全州)를 가리키는 ‘월산(粤山)’, ‘청상석도(淸湘石濤)’, ‘상원곡구
인(湘源谷口人)’ 등의 인장을 사용했다. 석도는 《매화시첩》의 첫 번째 그림에
도 ‘청상노인(淸湘老人)’이란 인장을 찍었다. 

96) 전후세대는 그의 부모세대를 통해서 명나라 멸망을 간접적으로 이해하였다. 
전후세대는 명나라 멸망에 대한 슬픔을 집단적 기억을 통해 접하였으나 고국에 
대한 회고나 향수를 지니지 않았다. 반면 이들은 부모세대와 달리 청나라에 대
한 정치적 충성심을 지니고 있었다. 전후세대에 대해서는 Jonathan D.  Spence, 
John E. Wills, From Ming to Ch'ing: Conquest, Region, and Continuity in 
Seventeenth-Century China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9), p. 
32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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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고 번영하던 시기로 명나라 멸망에 대한 집단적 트라우마
(trauma)가 점점 옅어지고 있던 때였다. 이에 따라 명나라 멸망이
라는 사건은 기억과 회고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글과 그
림 등은 새로운 세대에 의해 다른 맥락에서 이해되었다.97) 이 시기
에 제작된 석도의 두 작품은 명나라 유민들이 대상화되고 역사의 
유물로서 기억되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97) 집단적 트라우마는 트라우마를 유발한 사건이 일어난 후 시간이 지나며 서서
히 변화한다. 집단적 트라우마는 사건에서 비롯된 고통과 아픔이 잦아드는 안정
기를 지나 결국에는 그 사건이 일상화(routinization) 되는 단계에 이른다. 현대 
사회에서는 트라우마가 이 단계에 이르면 그 사건과 관련된 물건들이 박물관에 
의해 수집되고 전시된다. 집단적 트라우마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는 양
상은 Jeffrey C. Alexander et al., Cultural Trauma and Collective Identit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4) 참조. 명나라 멸망과 관련된 
물건들이 후세대에 의해 수집된 현상은 황우(黃又, 1661-1725)의 예에서 잘 
드러난다. 석도의 후원자이자 그보다 한 세대 아래였던 황우는 명나라 멸망을 
부모세대를 통해 간접 경험한 이들이 명나라 멸망과 유민을 대하는 특징적인 
태도를 잘 보여준다. 황우는 명나라 멸망과 관련된 인물, 물건 혹은 지역에 대
해 집착적인 호기심과 수집벽을 지니고 있었다. 황우는 명나라 멸망의 야사(野
史)를 수집하였다. 또한 그는 팔대산인을 포함해 생존한 연장자 유민들을 방문
하였으며, 명나라 군대의 저항이 심했던 역사적 지역들을 여행하였다. 황우는 
그의 여행을 석도로 하여금 그림으로 묘사하고 기록하게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Jonathan Hay, 앞의 책, p. 64-74, 'The Travels of Huang You'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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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매도> 자제시(自題詩)의 선종 어법

   팔대산인은 <고매도>의 시에서 유민의식을 전달하기 위해 선종 
어법을 사용하였다. 선종 문학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팔대산인의 개
성적인 시법(詩法)은 선종적 의미를 지닌 관지(款識)와 더불어 팔
대산인의 선승(禪僧)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즉 팔대산인은 시의 내용을 통해 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자 했으며 시의 형식을 통해서는 승려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실제로 팔대산인은 스스로를 시승(詩僧)으로 여겼으며, 그
의 작품을 감상한 이들도 그의 시에서 선기(禪氣)를 감지하였다.98) 
팔대산인의 시가 동시대 문인들에게 독특한 것으로 주목받았던 이
유도 그가 문인들에게 익숙하지 않았던 선종 어법을 사용하였기 때
문일 가능성이 높다.99) 앞 장에서는 각 시에 표현된 유민의식을 구
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번 장에서는 팔대산인이 유민의식을 효과적

98) 요우박(饒宇朴, 생몰년 미상)이 팔대산인의 초상화 <개산소상(个山小像)>에 
쓴 제발에는 팔대산인이 그를 찾아와 한 말이 인용되어 있다: ‘노형, 지금 이후
로 관휴(貫休)와 제이(齊已)로 나를 보아주시오(兄此后直以貫休齊已目我矣).’ 
팔대산인이 화승인 관휴(貫休, 832-912) 뿐 아니라 시승인 제이(齊已, 
863-937)를 언급한 것을 통해 그가 시승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팽문량(彭文亮, 생몰년 미상)이 <개산소상>에 남긴 찬(讚)에는 
팔대산인의 시에서 선기를 느낀다는 언급이 있다: ‘초서는 성스럽고 시는 선기
가 느껴져 산일하다(草聖詩禪隨散逸).’ 또한 팔대산인의 지인인 엽단(葉丹, 생몰
년 미상)은 그의 시와 그림이 선의 경지에 들어섰다고 평가하였다. 

   葉丹, 「過八大山人寤歌草堂」, 『西山志』 卷 12,『四庫禁燬書叢刋』 史部 vol. 
72 (北京 : 北京出版社, 2000), p. 710.

   一室寤歌, 處蕭蕭滿席塵, 蓬蒿藏戸暗, 詩畫入禪. 真遺世逃名老, 殘山剩水身, 東陵
舊業在零落種瓜人. (밑줄은 필자)

99) 용과보(龍科寶, 1637-1723)는 「八大山人畵記」에서 ‘팔대산인의 제발이 기
이하고 지적이며 이해하기 어렵다(題跋多奇慧, 不甚可解)’고 평했으며, 소장형
(邵長蘅, 1637-1704)은 「八大山人傳」에서 ‘팔대산인의 제화와 제발은 모두 
고아하고 한가하며 그윽하며 떠듬거려 이해할 수 없다(予見山人題畫及他題跋皆
古雅閒雜以幽澀語不盡可解)’고 서술했다. 龍科寶, 「八大山人畵記」, 張潮,『虞初
新志』, 王朝聞 編, 앞의 책, p. 1334; 邵長蘅, 앞의 글. 



- 52 -

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용한 선종 어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조동종(曹洞宗)의 간접 어법

   <고매도>의 시에서 팔대산인은 비유(比喩)와 전고(典故)를 사용
하여 유민의식을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팔대산
인은 뿌리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 삶의 기반과 근원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슬픔을 드러냈다. 또한 그는 원나라 화가 정사초(鄭思肖, 
1241-1318)와 오진(吳鎭, 1280-1354) 등의 정치적 태도를 빌어 자
신이 추구한 유민의 삶을 우회적으로 나타냈다. 팔대산인은 시에서 무
왕(武王)의 고사, 백이(伯夷), 숙제(叔齊)의 고사, ‘애첩환마(愛妾換
馬)’ 고사, 환이(桓伊, 4C 활동)와 왕휘지(王徽之, ?-388)의 고사 등의 
역사적 전고를 사용해 자신의 복명(復明) 의지와 반청(反淸) 감정 등을 
간접적으로 전달했다. 이 때문에 세 수의 시는 전체적으로 지적(知的)
이고 난해한 인상을 준다.  
   이와 같이 <고매도>에서 사용된 간접 어법은 팔대산인이 소속
되어 있었던 조동종(曹洞宗)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100) 조동종의 
종조(宗祖) 동산양개(洞山良价, 807-869)는 직설적인 가르침과 설
명을 피했으며 비유를 사용한 시를 즐겨 지었다.101) 동산양개의 제
자였던 조산본적(曹山本寂, 840-901) 역시 진리의 본질을 훼손하
100) 왕팡유(Wang Fangyu)는 팔대산인의 시의 특징이 조동종에서 익힌 지적, 정

신적 훈련에서 유래했다고 지적했으나 구체적인 예나 설명을 덧붙이지는 않았
다. Richard Barnhart, 앞의 책, p. 35.

101) 『동산록』에 기록된 한 일화는 동산양개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가르침과 
설명을 지양했음을 잘 보여준다. 한 제자가 동산양개에게 왜 운엄담성(雲嚴曇
晟, 782-842)에게 제를 올리는지 질문했다. 이에 대해 동산양개는 운엄담성이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이 일화는 William 
F. Powell ed., The Record of Tung-shan.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86) p. 2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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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기 위해 간접 어법을 사용하였다. 그 예로 조산본적은 조동종
의 핵심사상인 정편오위(正偏五位)를 군신(君臣) 관계에 비유했으
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군신으로 편정(偏正)을 말한 
것은 중심을 범하고 싶지 않아서이다(以君臣偏正言者, 不欲犯中)
.’102) 이는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편정의 관계를 설명한다면 오히려 
진리의 핵심을 놓칠 수 있다는 뜻이다. 
   17세기 조동종은 임제종(臨濟宗)과 비교해 훨씬 적은 수의 승려
들에게 계(戒)를 주었다. 조동종 승려들은 소규모 커뮤니티에서 경
전 공부에 집중했으며 이러한 현학적 분위기는 당시 문인들의 이목
을 끌 정도였다.103) 팔대산인도 조동종의 지적 훈련을 받았으며 암
시와 함축을 사용한 조동종의 간접적인 어법에 영향을 받았다. 
   팔대산인이 동산양개와 조산본적의 시적 비유를 숙지하고 있었
음은 그가 지은 다음의 두 시에서 잘 드러난다. 

돌로 된 여자는 바람을 길게 불어내고, 
나무 남자는 북을 친다.
가시 돋친 밤 껍질을 던져서 까네.
누가 삼키고 뱉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가?104)

노파가 춘추절을 맞이하네.
대만(臺灣)으로 가는 길은 아득하구나.
닭소리를 들으니 삼오경의 밤이구나.

102) 정(正)과 편(偏)은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 혹은 실체와 현상을 의미하
며, 오위(五位)는 이들의 변증법적 관계를 이른다. 조산본적은 정을 군주에, 편
을 신하에 비유했다. 周裕鍇, 『中國禪宗與詩歌』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92), p. 172.

103) 동시대의 많은 문인들이 이러한 지적인 분위기 때문에 조동종에 매력을 느꼈
다. Jiang Wu, 앞의 책, p. 95.

104) 「題畵栗」 石女呼長風, 木人打腰鼓. 抛出栗棘蓬, 是誰解呑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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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이 지나고 일어나 거울을 마주한다.105)

   두 시가 적혀 있었던 작품들은 현전하지 않는다. 첫 번째 시는 
본래 밤 그림에 적혀 있었던 제시이다. 팔대산인은 앞의 두 구절에 
동산양개가 지은 「보경삼매가(寶鏡三昧歌)」의 ‘나무 남자는 노래
하기 시작하고, 돌로 된 여자는 일어나 춤춘다(木人方歌, 石女起舞)’
라는 구절을 인용했다. 두 번째 시는 모란 그림의 제시로 조산본적
이 지은 「정편오위송(正偏五位颂)」의 제2송 ‘늦잠 잔 노파 옛 거
울을 보도다(失晓老婆逢古镜)’가 인용되어 있다. 
   「보경삼매가」와 「정편오위송」은 수수께끼 같은 비유와 상징
을 통해 오위(五位) 사상을 함축적으로 설명한 조동종의 주요 게송
(揭頌)이다. 팔대산인이 두 게송으로부터 인용한 구절들은 모두 오
위(五位) 중 실체가 현상을 통해 모습을 드러낸다는 ‘편중정(偏中
正)’을 노래한 것이다.106) 동산양개와 조산본적은 ‘편중정’의 원리를 
논리적으로 풀이하지 않고 나무 남자와 돌로 된 여자, 노파와 옛 거
울 등의 비유를 통해 가르치고자 했다. 또한 이들은 직유(直喩)보다
는 은유(隱喩)를 사용하여 조동종의 교의를 최대한 은밀하고 간접
적으로 전달하고자 했다. 현재로선 팔대산인이 이 구절들을 시에 인
용한 맥락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나 팔대산인이 두 선사
(禪師)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이들이 사용한 난해한 비유를 자신의 
시에 인용할 만큼 조동종 어법에 익숙했음은 알 수 있다.  
   17세기에는 선종 관련 출판물량이 증가했으며 이 덕분에 팔대산
인은 조동종 이외의 다양한 선종 문학들을 접할 수 있었다.107) 예
105) 「題畵牧丹」 婆子春秋節, 臺灣道路賖. 聞鷄三五夜, 失曉對菱花. 
106) 윌리엄 파월(William Powell)은 진리를 현상적 이미지를 통해 보여주는 시와 

비유의 기능이 ‘편중정’의 원리와 같다고 보았다. 이 때문에 조동종에서 시와 비
유가 특별히 자주 사용되었다. William Powell, 앞의 책,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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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어, 팔대산인이 정운붕(丁雲鵬, 1547-1628)의 <십육응진도
(十六應眞圖)>를 위해 지은 송찬(頌讚)을 통해 그가 조동종 뿐 아
니라 임제종의 문헌들도 섭렵했음을 알 수 있다(도 24).108) 팔대산
인이 <고매도>의 시에서 그가 접한 선종 어법 중 조동종의 간접 
화법을 선택하여 사용한 것은 그가 전달하려는 메시지의 정치적 성
격 때문이었다. 팔대산인은 임제종의 직설적인 어법보다 조동종의 
간접적인 어법이 유민의식을 은밀하게 전달하는 데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였다.109) 남창의 학살을 목도한 후 30년 동안 정치적 언급을 
삼갔던 팔대산인은 비록 시대가 안정되었을지라도 자신의 신분과 
유민의식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피하고자 했다. 함축적이고 
난해한 시는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적절히 숨기기 때문
에 청나라의 정치적 검열을 피하는 데 유리했다. 팔대산인은 조동종

107) 명나라 말부터 초기 선종 텍스트들이 재발견되어 출판되었다. 예를 들어 
1630년대에 임제의현(臨濟義玄, ?-867), 위산영우(潙山靈祐, 771-853), 앙산
혜적(仰山慧寂, 807-883), 동산양개(洞山良价, 807 -869), 조산본적(曹山本
寂, 840-901) 등의 어록(語錄)이 재발행 되어 유통되었다. 이를 통해 선종 사
상이 빠르게 퍼질 수 있었다. 장우(Jiang Wu)는 이러한 선종 관련 출판의 급증
을 선종 번영의 표지로 보았다. Jiang Wu, 앞의 책, pp. 5-6.

108) 《<丁雲鵬十六應眞圖)> 頌讚》은 총 16엽(葉)의 서법책(書法冊)으로 1689
년에 제작되었다. 주량즈(朱良志)는 송찬의 해석을 통해 팔대산인이 『五燈會
元』, 『景德傳燈錄』, 『碧巖錄』, 『臨濟錄』, 『趙州錄』, 『馬祖錄』 등의 선
종 문학을 섭렵했음을 밝혔다. 朱良志, 「八大山人《<丁云鹏十六应真图>颂赞》
试释」, 앞의 책,  pp. 264-281 참조.

109) 모호하고 간접적인 어법을 선호한 조동종과 달리 임제종의 선사들은 직관적
인 어법을 사용하였다. 임제종 승려였던 석도(石濤, 1642-1707)는 시에서 비
유와 상징보다는 묘사와 직접적인 언급을 주로 사용했다. 예를 들어 팔대산인은 
시에서 ‘유민’이란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한 적 없으나 석도는 한 시에서 팔대산
인을 직접적으로 유민이라고 지칭했다. 이러한 두 화가의 시풍의 차이는 그들이 
속한 종파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석도가 왕손 의식을 표현한 
시들은 Jonathan Hay, 앞의 책, pp. 112-143 참조. 한편 명나라 때부터 여러 
종파의 절충주의가 유행했기 때문에 두 종파 간의 극단적인 차이와 대립은 없
었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해서는 Chun-fang Yu, Renewal of Buddhism in 
China: Chu Hung and the Late Ming Synthesi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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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간접적이고 지적인 어법을 사용해 유민의식을 전달함으로써 그
가 감당해야 할 정치적 위험을 줄이고자 했던 것이다. 
   <고매도> 이후의 시에서도 조동종으로부터 영향 받은 간접적이
고 난해한 시풍은 지속되었다. 특히 팔대산인이 지은 다음의 시는 
직접적인 정치적 언급 없이 당대의 정치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종래 술을 나르던 금빛 물고기.
집과 담장은 평분(平分)되었고 이것이 한 끝이다.
가련한 물을 몇 조각을 그리네.
심양(潯陽)에서 양편에 펼쳐진 첩첩의 산을 삐걱거리며 지나네.110)

   
   화면에는 왼편으로 헤엄쳐 가고 있는 물고기 한 무리가 그려져 
있다(도 25). 이 시에서 술을 나르던 금빛 물고기는 황실을 위해 봉
사하던 명나라 신하들을 상징한다. 이들의 집은 양분되었으며 팔대
산인이 지나고 있는 강서성(江西省) 심양(潯陽)의 한 산도 양편으
로 나뉘어져 있다. 이러한 양분은 명나라 멸망 이후 명나라 신하들
이 청나라에 협력한 자들과 절의를 지킨 유민들의 두 무리로 나뉜 
것을 의미한다. 오위업(吳偉業, 1609-1672)의 변절을 비판한 동시
대의 한 시에서 이 두 무리는 ‘반은 청조를 섬기고, 반은 명나라를 
섬기네(一半淸朝一半明)’와 같은 직접적인 언급을 통해서 표현되었
다.111) 이에 비해 팔대산인은 뜻을 파악하기 어려운 은유를 사용해 

110) 從來擔酒金魚子, 戶牗平分是一端. 畵水可憐三五片, 潯陽軋遍兩重山.
111) 이 시는 익명의 작가가 쓴 것으로 劉獻廷, 『廣陽雜記』에 수록되어 있다. 시

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천인의 돌에 천 명의 사람이 앉아 있네. 반은 청나라를 
섬기고 반은 명나라를 섬기네. 나는 이 글을 누동의 오학사에게 보내네. 두 왕
조의 천자를 섬기는 한 왕조의 신하이네(千人石上坐千人, 一半淸朝一半明. 寄與
婁東吳學士, 兩朝天子一朝臣).” Hui-shu Lee, 앞의 논문(2012), p. 104에서 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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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세태와 자신의 처지를 나타내고 있다. 

2. 황정견(黃庭堅)의 ‘점철성금(點鐵成金)’

   팔대산인은 <고매도>의 세 시에서 다수의 전고(典故)를 사용하
였다. 본래 인용법은 시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혹은 효과적으
로 전달하기 위해 사용된다. 팔대산인은 자신의 유민의식을 은밀히 
전달하기 위해 인용법을 사용하였다. 이 때문에 <고매도>에서 사
용된 전고들의 의미와 인용 맥락을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 예를 들
어 첫 번째 시에는 ‘늙어서도 물고기를 태워 오랑캐 먼지를 씻어 내
려하네’라는 구절이 있다. 여기서 ‘물고기를 태우는 것(焚魚)’은 무
왕(武王)이 물고기로 제사를 지내며 상(商)나라를 정벌할 의지를 
되새겼던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팔대산인은 ‘물고기를 태우는 것’이
라는 매우 단편적인 정보만 제공할 뿐 고사의 주체나 역사적 배경
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이 구절은 원나라 화가 오진
(吳鎭, 1280-1354)을 다루고 있는 시의 전반부와 내용적으로 전혀 
이어지지 않는다. 이 때문에 독자들은 ‘물고기를 태우는 것’의 출처
와 인용된 맥락을 쉽게 파악할 수 없다. 세 번째 시의 경우 팔대산
인은 시에 덧붙인 설명에서 그가 ‘애첩환마(愛妾換馬)’ 고사를 인용
함을 밝혔다. 그러나 이 고사의 의미에 대한 학자들의 해석은 여전
히 분분하다. ‘애첩환마’ 고사가 유민의식을 드러내는 맥락에서 잘 
사용되지 않았던 생소한 전고이기 때문이다. 또한 팔대산인은 ‘애첩
환마’ 고사의 주인공을 남편에서 그의 애첩으로 바꾸어 의미에 미묘
한 변화를 주었다. 
   팔대산인은 이렇듯 난해한 방식으로 전고를 사용함으로써 자신



- 58 -

의 유민의식을 안전하게 표현하고자 했다. 전고의 의미가 쉽게 파악
되지 않거나 혹은 독자마다 다르게 해석된다면 시에 반영된 유민의
식과 청나라에 대한 비판이 발각될 위험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상당
한 수준의 문학적 소양과 감각을 갖춘 소수의 지식인들만이 팔대산
인이 인용을 통해 암호화한 유민(遺民)적 메시지를 해석할 수 있었
을 것이다.112)
   <고매도> 이후 인용법은 팔대산인이 유민의식을 전달하는 데 
필수적인 수사법이 되었다. 한 예로 팔대산인은 『세설신어(世說新
語)』에 수록된 고사를 인용하여 다음의 시를 지었다.

좌우에게 물으니, 이는 무슨 물인가?
이름이 곡아(曲阿)라 합니다.
어찌 연못의 물을 대는 곳을 구하는가?
늦은 저녁 노을이 많을 것 같네. 113)

 
   이 시는 1694년 작 《안만첩(安晩帖)》에 적혀있다(도 26). 시
의 처음 두 구절은 사만(謝萬, 320-361)이 호수를 지나며 호수의 
이름을 물어본 일화를 인용하고 있다. 이 고사 역시 정치적 맥락에
서 잘 사용되지 않는 생소한 것이었다. 또한 사만의 대화보다는 ‘곡
112) 팔대산인은 그의 작품을 받은 후원자 방조증(方兆曾, 생몰년 미상, 號 省齋)

으로부터 시 속의 전고를 묻는 편지를 받았다. 이를 통해 팔대산인이 사용한 전
고가 동시대인들에게도 해석하기 어려운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팔대산
인이 방조증에게 보낸 답장이다. 王朝聞 編, 앞의 책, p. 962.

   致省齋. 謝敎. 小斗方數頁附正. 河水一担直三文者, 漢東方生以爲何廉也之說, 禪家
方語未載, 切勿與石尊者見之 閏七月六日. 八大山人頓首復. (밑줄은 필자) 

   성재 보십시오. 편지 감사합니다. 작은 그림 몇 개를 부칩니다. ‘한 짐의 물이 
삼문의 가치가 있다’는 것은 한나라 동방서가 ‘어찌하여 이리 적습니까’라는 말
로 쓴 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선가에 이러한 말은 적혀 있지 않으니, 석존자에
게 절대 보여주지 마십시오. 윤 칠월 육일. 팔대산인 올림. 

113) 左右此何水. 名之曰曲阿. 更求淵注處. 料得晩霞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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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曲阿)’라는 지명에 얽힌 역사를 알아야 전고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양대(梁代) 유효표(劉孝標, 462-521)의 주석에 따르면 ‘곡아’
의 원래 이름은 운양(雲陽)이었으나 진시황제(秦始皇帝, BC 
259-210)가 이곳에 제왕의 기가 서려 있다는 말을 듣고 곧은 호수
를 잘라 굴곡지게 했기 때문에 ‘곡아’라고 불리게 되었다. 이와 관련
하여 훼이슈 리(Hui-shu Lee)는 ‘곡아’가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살
해된 황제를 상징하며 이에 따라 명나라 멸망을 환기시킨다고 해석
했다.114) 이처럼 팔대산인은 유민과 관련된 전형적인 전고 대신 ‘곡
아’와 같이 참신한 고사를 인용해 유민의식을 표현했다. 
   <고매도>의 시에서 팔대산인이 사용한 난해하고 참신한 인용법
은 강서시파(江西詩派)의 개창자인 황정견(黃庭堅, 1045-1105)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115) 황정견은 새로운 언어를 창조하기보다 기
존의 글이 가진 가능성을 확장하는 것에 집중하였다. 황정견은 문학
적·역사적·종교적 전고의 사용을 그의 주요 시법으로 삼았다.116) 동
시대인이 황정견의 시를 ‘한 구나 한 자에 역대 고인이 여섯에서 일
곱 명이 담겨 있다(一句一字有歷古人六七作者)’라고 평할 정도로 황
정견의 시는 다중(多重)적 전고를 특징으로 하였다. 황정견은 전고

114) Hui-shu Lee, 앞의 논문(1990), p. 70. 
115) 주량즈(朱良志)와 스밍페이(Shi Mingfei)는 팔대산인의 시에 반영된 황정견

의 영향을 언급했으나, 팔대산인이 황정견의 시법을 수용한 선종적 맥락과 배경
은 밝히지 못했다. 朱良志, 앞의 책, p. 328; Shi Mingfei, 앞의 논문, p. 251.

116) 황정견의 인용법에 대해서는 David Palumbo-Liu, The Poetics of 
Appropriation: The Literary Theory and Practice of Huang Tingjian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3) 참조. 유진왕(Yugen Wang)은 황
정견의 특징적인 전고의 사용을 당대의 출판문화와 연관 지어 설명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17세기 출판문화의 흥성과 팔대산인의 인용법도 관련 지어 생각
해볼 수 있다. Yugen Wang, Ten Thousand Scrolls: Reading and Writing in 
the Poetics of Huang Tingjian and the Late Northern Song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2011); Kai-wing Chow, Publishing, 
Culture, and Power in Early Modern Chin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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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많이 사용할 뿐 아니라 독창적으로 활용했다. 그는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진부한 전고의 관습적 의미를 해체하여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황정견은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되지 않
는 생소한 전고를 인용하거나 익숙한 전고를 새로운 맥락에서 사용
하였다. 황정견의 창조적 인용법의 요지는 그가 사위에게 보낸 다음
의 편지에서 잘 드러난다. 

(전략) 스스로 말을 지어낸다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지. 두보가 
지은 시나 한유가 쓴 문장도 사실은 한 글자도 내력이 없는 글자는 
없다네. 그러나 후세 사람들은 자신의 독서량이 적은 탓에 두보의 
시나 한유의 문장이 전 시대의 시문에 내력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서 모두 그들 스스로가 지은 것으로 여기고 있다네. 옛
날에 능히 문장을 했던 사람들은 진실로 만물을 도야할 줄 알았지. 
그래서 비록 옛 사람이 남겨놓은 묵은 말을 자신의 문장 안에서 사
용하더라도 마치 영단 한 알로써 철을 금으로 변화시키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휘하도록 사용하였다네.117) 

   철을 다루어 황금을 만들어내는 것, 즉 ‘점철성금(點鐵成金)’에 
황정견의 시학이 잘 집약되어 있다. 팔대산인은 기존의 진부한 문헌
을 사용해 자신만의 새로운 의미를 창조한 황정견의 인용법을 받아
들였으며 이를 <고매도>의 시에 적용하였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팔대산인은 애첩과 말을 선뜻 바꾼 남편의 호방함을 주제로 한 ‘애

117) 黃庭堅, 「答洪駒父書」, 『山谷集』
   自作語最難, 老杜作詩, 退之作文, 無一字無來處, 蓋後人讀書少, 故謂韓杜自作此語

耳. 古之能爲文章者, 眞能陶冶萬物, 雖取古人之陳言入於翰墨, 如靈丹一粒點鐵成
金也.

   원문과 한글 해석은 금병기, 「黃庭堅 ‘點鐵成金’, ‘換骨法’, ‘脫胎法’ 再論」, 
『中語中文學』 vol. 57 (2014), p. 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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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환마’ 고사를 남편이 아닌 애첩의 입장에서 새롭게 풀이해 인용하
였다. 그리고 그는 버려진 첩의 애달픈 심정과 원망을 통해 당시 박
학홍유과(博學鴻儒科)로 청나라 관료가 된 자들, 즉 고국을 버린 변
절자들 대한 날선 비판을 표현하였다. 이와 같이 팔대산인이 ‘애첩
환마’ 고사를 인용해 그만의 ‘역마음(易馬吟)’을 지을 수 있었던 것
은 그가 황정견의 시학을 수용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실제로 팔대산인은 황정견이 인용법을 활용하여 지은 시를 모범
으로 삼아 시를 지었다. 1659년에 제작된 《전계사생책(傳綮寫生
冊)》의 한 엽(葉)에는 황정견의 영향이 감지되는 시가 쓰여 있다
(도 27). 

홍애노부(洪厓老夫)가 토란을 불에 묻어서 굽는다. 
재를 뒤지길 다하고 차게 식은 재를 이마에 가져다 댄다.
눈 오는 데 누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 이 누구인가?
토란을 들어 손님을 대접하고 싶네.118)

   홍애노부(洪厓老夫)는 남창(南昌)의 저명한 문인 서세부(徐世溥, 
1608-1658)로 이 시기 향성사(香成寺)에 은거하고 있었다. 화면에
는 토란이 그려져 있고 시에는 벗과 함께 토란을 구워먹는 선사(禪
寺)의 고즈넉한 겨울밤이 묘사되어 있다. 팔대산인은 시의 두 번째 
구절에 선종 공안(公案)을 인용함으로써 시에 종교적 의미를 더했
다. 
   식은 재를 뒤지고 이를 이마에 가져다 대는 행동은 당나라의 백
장회해(百丈懷海, 720-814)와 그의 제자인 위산영우(潙山靈祐, 
771-853)의 공안과 관련이 있다. 백장회해가 화로 속에 불이 남아 
118) 洪厓老夫煨榾柮。撥盡寒灰手加額。是誰敲破雪中門。願舉蹲鴟以奉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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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 뒤져보라고 하자 위산영우는 이를 뒤져 본 후 없다고 대답
했다. 백장회해가 직접 뒤져보니 작은 불씨가 나왔다. 백장회해가 
재를 들어 보여주자 위산영우는 돌연 깨달음을 얻었다.119) 팔대산
인은 재를 뒤져 불씨를 확인하고 이마에 가져다 댐으로써 끝까지 
최선을 다해 수행해야 한다는 백장회해의 가르침을 되새겼다. 이 공
안은 황정견의 시에 인용되었던 것으로 팔대산인이 위의 시를 짓는 
데 이를 참고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은 황정견의 시이다.  

그대는 낭관의 지위에 있지 않고,
마땅히 간원의 직위에 올라야 하리.
재능은 뛰어나나 알아주는 이 없고,
늦은 나이에 재난이 없음도 기뻐하네.
갇힌 천리마는 여위어 나오기 힘들고,
옆쪽의 닭은 추워서 울지 못하네.
차가운 난로에서 얼마의 불씨 남았는가
재 속에서 음갱(陰鏗)과 하손(何遜)을 찾아낸다.120) 

   이 시는 황정견이 그의 제자인 고자면(高子勉, 12C 활동)에게 
써준 것이다. 마지막 구절의 차가운 난로에서 불씨를 찾는 행동은 
황정견이 앞서 살펴본 백장회해의 공안에서 차용한 것이다. 재 속의 
음갱(陰鏗, 6C 활동)과 하손(何遜, ?-518)은 육조(六朝)시대 시인

119) 『五燈會元』 卷 9, X1565, 80:185a19-21.
   丈曰。汝撥爐中有火否。師撥之曰。無火。丈躬起深撥得少火。舉以示之曰。汝

道。無這箇耳。師由是發悟。禮謝陳其所解。
120) 黃庭堅, 「次韻高子勉十首」, 『山谷集』
   君不居郎省，還應上諫坡。才高殊未識，歲晚喜無它。櫪馬羸難出，隣鷄凍不歌。

寒爐余幾火，灰里撥陰何。
   원문과 한글 해석은 박영환, 「黃庭堅 禪詩의 分類」, 『한국선학』 3권 

(2002), p. 17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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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로 각고의 노력을 통해 시를 짓는 시인의 예로 언급되었다. 황정
견은 고자면이 문학적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기를 바라는 뜻으로 
이 공안을 인용하였다. 따라서 팔대산인과 황정견이 같은 선종 공안
을 시에 인용한 것은 결코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이는 팔대산인이 
선종 공안을 인용한 황정견의 시를 시작(詩作)의 본(本)으로 삼아 
시법을 익혔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팔대산인은 ‘점철성금’의 논리를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황정견이 인용법을 활용한 실제 사례를 공부
함으로써 인용법을 제대로 습득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팔대산인은 황정견의 인용법을 익혔으며 이를 유민의 
식과 감정을 은밀하게 전달하는 주요 수사법으로 사용하였다. 그렇
다면 팔대산인은 어떠한 맥락에서 황정견의 시법을 수용했을까? 팔
대산인은 단지 황정견이 강서성(江西省) 지역의 영향력 있는 시인
이었기 때문에 그의 시법을 참고했던 것일까? 황정견은 선종 승려
는 아니었으나 선종에 조예가 깊었으며 문학 면에서도 선종의 영향
을 많이 받았다. 팔대산인은 이러한 황정견을 선사(禪師)로서 존경
했으며 그의 시를 선종적 맥락에서 받아들였다.121) 

121) 명말청초(明末淸初)의 문인들은 과거 유명 시인들의 작품에서 선종 사상과 
선종 어법을 발굴하는 데 관심을 가졌다. 왕유(王維, 701-761)는 명나라 때부
터 시불(詩佛)로 불리기 시작했으며, 규칙에 얽매이지 않는 그의 시는 선종 사
상과 연관되어 해석되었다. 이후 왕유의 시는 선종 어법의 대표적인 예가 되었
다. Yang Jingqing, The Chan Interpretations of Wang Wei’s Poetry: A 
Critical Review (Hongkong: Chinese University Press, 2007) 참조. 명나라 
후기에는 왕유 이외의 다른 문인들의 선종 어법도 주목받았다. 1621년에는 소
식(蘇軾, 1037-1101)의 선종 관련 글을 모은 『동파선희집(東坡禪喜集)』이 
재발행 되어 널리 읽혔다. Beata Grant, Mount Lu Revisited: Buddhism in the 
Life and Writings of Su Shih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94) 
p. 3 참조. 명나라 말에 활동한 저명한 시인 전겸익(錢謙益, 1582-1664)은 소
식이 쓴 글의 참신한 구조가 불교 경전에서 비롯되었음을 밝혀내고 감탄하였다. 
Kang-i Sun Chang and Stephen Owen eds., 앞의 책, p. 429. 청대 시단을 이
끌었던 왕사진(王士禛, 1634-1711) 역시 선종시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장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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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정견은 회당조심(晦堂祖心, 1025-1100)을 비롯한 많은 고승
들과 교유했으며, 불교 경전과 사상에 심취했다. 그는 자찬(自贊)에
서 스스로를 속세의 승려로 묘사하였다: “승려와 같으나 머리카락이 
있으며, 속인과 같으나 속세에 물들지 않았고, 꿈속의 꿈을 꾸고, 몸 
밖의 몸을 본다.”122) 황정견은 문학 면에서도 선종 사상과 문헌을 
적극적으로 참고하였다. 그는 불교 경전과 선어(禪語)를 시 속에 인
용하였으며, 공안(公案)과 선사(禪師)들의 어록(語錄)에서 사용된 
어법을 참조했다. 또한 황정견은 불교 문헌에서 시학(詩學)과 문학
비평을 위한 개념과 용어를 차용하였다.123) 
   황정견이 이끌었던 강서시파(江西詩派)도 선종과의 관계를 지속했
다. 여본중(呂本中, 1084-1145)은 『강서시사종파도(江西詩社宗派
圖)』에서 선종의 전등록(傳燈錄) 형식을 모방하여 강서시파의 종(宗)
과 조(祖)를 정하고 그들의 법사(法嗣)를 나열하였다. 원나라에 이르러 
방회(方回, 1127-1305)는 『영규율수(瀛奎律髓)』에서 강서시파의 
일조삼종설(一祖三宗說)을 다시 제창했다. 방회는 두보(杜甫, 
712-770)를 조사(祖師)로, 황정견, 진사도(陳師道, 1053-1101), 진
여의(陳與義, 1030-1139)를 삼종(三宗)으로 삼았다.

남(張宗柟, 1704-1765)이 편집한 『帶經堂詩話』의 「禪林類」는 왕사진이 선
시를 비평한 글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선림류」는 특히 송나라 승려와 17세기 
승려들의 시를 주로 다루고 있으며, 선종에 대한 왕사진의 관심과 그의 시, 시
학 간의 관계를 잘 보여준다. Darryl Cameron Sterk, "Chan Grove Remarks 
on Poetry by Wang Shizhen: A Discussion and Translation," (Ph.D. Diss., 
University of Toronto, 2002) 참조.   

122) 黃庭堅, 「寫眞自讚」, 『山谷集』
    似僧有髮, 似俗無塵, 作夢中夢, 見身外身. 
    원문과 한글 해석은 박영환, 앞의 논문, p. 171에서 재인용.
123) 황정견의 시와 선종의 관계는 周裕鍇, 앞의 책, pp. 87-95; 孙昌武, 『禅思

与诗情』 (北京: 中华书局, 2006), pp. 447-467; Kang-i Sun Chang and 
Stephen Owen eds.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ese Literatur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vol. 1,  pp. 425-43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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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대산인에게도 황정견은 단지 같은 지역 출신의 시인이 아니라 
존경할 만한 선사(禪師)였다. 팔대산인과 요우박(饒宇朴, 생몰년 미
상)이 그들의 스승인 영학홍민(穎學弘敏, 생몰년 미상)의 시에 차운
하여 지은 다음의 시들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영학홍민]
위세 있는 음성 낭자하고 그윽한 맛은 새롭구나.
바람을 맞으며 꽃과 사람을 애타게 찾네. 
향엄(香嚴)은 인연이 따라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네.
이제야 누가 나그네 먼지를 털어낼 것인지 알겠구나.

[요우박]
목서공안(木樨公案)이 새롭다.
누군가 두드려 고개를 돌리니 덕을 좋아하는 이구나.
염화(拈花) 미소의 뜻을 얻을 수 있었네.
무릉(武陵)은 오래되었고 풍진은 끓어졌네.

[팔대산인]
열 두 개의 바람이 흐르니 굽이마다 새롭네.
향을 맡으며 향을 묻는 이 누구인가? 
만약 이 장소를 좇아서 꽃의 깨달음을 구한다면
인연은 끝이 없으니 육진을 떨쳐낼 뿐이다.124)

   이 시들은 세 사람이 강서성 진현현(進賢縣)의 백호령(白狐嶺)
124) 「問香樓」,『進賢縣志』(1871) 卷 25, 『中國地方志集成』 江西府縣志輯 

vol. 59 (南京 : 江蘇古籍出版社, 1996), p. 697-698.
    狼籍威音奧味新, 臨風嘗惜尋花人. 香嚴未許從缘入, 到此知誰掃客塵. 
    木樨公案一番新, 有叩還須善聽人. 會得拈花微笑旨, 武陵久已絶風塵.
    十二風流曲曲新, 聞香誰是問香人. 若從此處尋花悟, 緣起無端墮六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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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유람하던 중 문향루(問香樓)를 방문하고 지은 것이다. ‘목서공안
(木樨公案)’이 세 시의 공통 주제이다. ‘목서공안’은 황정견이 깨달
음을 얻은 순간을 기록한 글이다.

[황정견이] 회당에게 와서 따르며, [깨달음의] 지름길을 가르쳐 주
길 부탁했다. 회당이 말하길, “단지 공자가 ‘너희들은 내가 무엇을 
숨긴다고 여기느냐? 나는 너희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다’라고 한 
것과 같다.”  “태사가 머무는 것은 어떤 논리입니까?” 공이 의심하며 
대답했다. 회당이 말하길, “아니다. 아니다.” 공의 미혹이 그치지 않
았다. 하루는 회당의 산행을 모셨다. 바위의 계화가 활짝 피었을 때
였다. 회당이 말하길, “목서꽃의 향기를 맡았느냐?” 공이 말하길, “맡
았습니다.” 회당이 말하길,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다.” 
공이 미혹이 사라짐에 절을 두 번 올렸다.125) 
 

   황정견은 그가 방외지사(方外之師)로 따르던 임제종(臨濟宗) 황
룡파(黃龍派)의 승려인 회당조심(晦堂祖心, 1025-1100)에게 깨달
음에 이르는 빠른 길을 물었다. 회당조심의 대답에 미혹이 풀리지 
않았던 황정견은 어느 날 산 속에서 목서(木樨)꽃의 향을 맡고 진
리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나 존재함을 깨달았다. 
   세 사람의 시를 통해 팔대산인이 속한 선종 커뮤니티에서 황정
견이 깨달음을 얻은 선사(禪師)로 존경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영학홍민이 시 속에서 애타게 찾는 꽃과 사람은 황정견과 그에게 
깨달음을 준 목서꽃이다. 팔대산인은 동음이의어(향을 맡으며[聞] 

125) 『五燈會元』 卷 17, T1565, 80:362c4-8.
    往依晦堂, 乞指徑捷處. 堂曰, 祇如仲尼道. 二三子以我為隱乎. 吾無隱乎爾者. 太  
    史居常如何理論. 公擬對. 堂曰, 不是. 不是. 公迷悶不已. 一日侍堂山行次. 時巖  
    桂盛放. 堂曰, 聞木樨華香麼. 公曰, 聞. 堂曰, 吾無隱乎爾. 公釋然. 即拜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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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묻는[問]이 누구인가?)를 사용해 ‘목서공안’의 핵심을 재치 있
게 포착했다. 또한 그는 황정견의 깨달음을 상징하는 장소인 문향루
에서 그를 본받아 깨달음을 얻고자 했다. 
   팔대산인이 황정견의 시학을 선종 문학의 하나로 받아들였음은 
그가 ‘환단(還丹)’이란 단어를 시에서 유독 자주 사용한 것에서 확
인된다(도 28, 29).126) ‘환단’은 단사(丹砂)를 제련시켜 금으로 만
든다는 뜻의 단어로 ‘점철성금’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점철성금’과 
‘환단’은 원래 도교 문학에서 유래했지만 불교 경전에서도 자주 사
용되었던 용어였다. 불교 문학에 정통했던 황정견은 ‘점철성금’을 선
종 문헌으로부터 차용하여 그의 시학의 핵심 용어로 사용했다.127) 
‘환단’이 팔대산인의 시 속에서 도교가 아니라 불교적인 맥락에서 
126) 팔대산인은 ‘환단(還丹)’이란 단어를 시에서 자주 사용했다. 그 중 대표적인 

예로 다음의 두 시가 있다. 
   (상략) 匡廬山密林邇, 東晋黄冠亦朋比,算来一百八颗念頭穿。大金刚，小瓊玖，爭

似圖畵中。實相無相一颗蓮花子。吁嗟世界蓮花裏。還丹未?
   광려산은 깊고 나무는 빽빽하네. 동진시기부터, 황관도사들은 많아왔네. 백팔개

의 생각들이 내 마음을 지나가네. 큰 금강, 작은 옥, 그림 속의 것들과 같구나. 
실상과 무상도 한 알의 연꽃 씨앗. 오호! 세계가 연꽃 안에 있네. 환단은 아직인
가?’ 

  
   匡廬山密林邇, 東晋黄冠亦朋比,算来一百八颗念頭穿。大金刚，小瓊玖，爭似圖畵

中。實相無相一颗蓮花子。吁嗟世界蓮花裏。還丹未?
   단사를 가지고 대나무를 그린다. 환단은 아직 집에 이르지 못했다. 지금 상수 

위에는 잠자리들, 노을이 아직 퍼지기 전에. 
  
   두 시에서 ‘환단’은 불교적인 깨달음을 의미한다. 시 속의 팔대산인은 아직 환단

하지 못한 상태이며 이는 그가 깨달음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훼이슈 
리(Hui-shu Lee)는 두 번째 시에서 쓰인 ‘환단’의 의미를 도교적인 것으로 보
았다. 그러나 앞 구절에서 팔대산인이 실상(實相), 무상(無相)과 같은 불교 사
상을 언급했기 때문에 ‘환단’ 역시 불교적 의미를 지닌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한 듯하다. Hui-shu Lee, 앞의 논문(2012), p. 107 참조.  

127) 孙昌武, 앞의 책, p. 231 참조.
   『景德傳燈錄』 卷18, T2076, 51:352b7-12.
   問還丹一粒點鐵成金。至理一言點凡成聖. 請師一點。師曰。還知齊雲點金成鐵麼
   曰點金成鐵未之前聞。至理一言敢希垂示。師曰, 句下不薦後悔難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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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인 것은 이러한 황정견의 영향 때문이다. 즉 팔대산인은 황정견의 
주요 시학인 ‘점철성금’의 논리를 수용하여 시를 지었을 뿐 아니라 
시학의 선종적 기원도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팔대산인에
게 황정견은 그가 존경하는 선사였으며 황정견의 인용법과 시학은 
선종 시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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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팔대산인(八大山人, 1626-1705)은 명나라 멸망 이후 그의 왕손
(王孫) 신분을 숨기기 위해 선종(禪宗) 승려가 되었다. 이러한 극적
인 신분적 변화 속에서 팔대산인은 서로 다른 두 정체성이 공존하
는 다층적 자아상을 형성하였다. <고매도(古梅圖)>는 팔대산인이 
자신을 위해 그린 특별한 작품으로 그의 자아상을 잘 반영하고 있
다. 따라서 본 논문은 팔대산인의 중층(重層)적 자아의식을 보여주
는 대표적인 작품인 <고매도>의 도상과 시를 새롭게 분석함으로써 
그의 이원적(二元的) 자아상을 구체적으로 규명하려는 시도이다. 
   팔대산인은 명나라 익양왕부(弋陽王府)의 후손이다. 1646년 청
나라 군대에 의해 남창(南昌)이 함락되자 팔대산인은 그의 왕손 신
분을 감추기 위해 도선(逃禪)하였다. 조동종(曹洞宗) 승려가 된 그
는 승려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승려의 정체성을 
자아상의 한 부분으로 수용하였다. 한편 팔대산인은 불가(佛家)에 
입문한 후에도 속세 및 과거와의 심리적 연관을 끓지 않았다. 팔대
산인에게 왕손의 정체성은 여전히 그의 자아상을 구성하는 중요한 
근본이었던 것이다. 승려와 왕손의 정체성이 공존하는 팔대산인의 
이원적 자아상은 그의 초상화 <개산소상(个山小像)>에 잘 반영되
어 있다. 팔대산인은 <개산소상>에 남긴 자제시(自題詩)에서 자신
을 삿갓을 쓰고 소요하는 행각승(行脚僧)으로 묘사하였다. 또한 팔
대산인은 화면 중앙에 그의 왕손 혈통을 밝힌 인장을 찍음으로써 
자신이 지니고 있었던 왕손의식(王孫意識)을 드러내고자 했다. 즉 
화면 속 팔대산인은 나그네처럼 떠도는 노승(老僧)이자 세간의 시
선으로부터 스스로를 감추고 있는 명나라 왕손이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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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대산인의 이원적 자아상은 같은 명나라 왕손이자 도선 승려였
던 석도(石濤, 1642-1707)의 단일한 자아상과 흥미로운 대비를 이
룬다. 석도는 청나라 황실의 후원을 받았던 목진도민(木陳道忞, 
1596-1674)의 법손(法孫)으로 그 역시 청나라 황제를 섬기는 승
려가 되고자 했다. 석도가 승려로서 단일한 자아상을 지니고 있었던 
것은 명나라 왕손의 정체성이 청나라 황실의 후원을 추구하는 그의 
정치적 야심과 상충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팔대산인은 그의 스승 영
학홍민(穎學弘敏, 생몰년 미상)의 소개로 연장자 유민들과 교유하였
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팔대산인은 왕손으로서의 자아의식과 승
려로서의 정체성을 조화롭게 유지할 수 있었다.
   <고매도>는 팔대산인이 인생의 두 번째 전환기를 맞이한 때에 
제작되었다. 1680년에 사찰을 나와 1684년에 환속하기 전까지 팔대
산인은 승려의 정체성을 유지하였으며 동시에 왕손에서 유민으로 
거듭나는 과도기를 보냈다. <고매도>에는 이 시기 공존하였던 팔
대산인의 두 정체성이 잘 반영되어 있다. 먼저 팔대산인은 <고매
도>에 선종 문학에서 차용한 ‘여(驢)’, ‘여옥(驢屋)’ 등의 관지(款
識)를 남김으로써 승려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냈다. 승려의 입장에서 
쓰인 두 번째 자제시는 팔대산인이 여전히 스스로를 승려로 인식하
고 있으나 승려로서 갖는 한계도 느끼고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 화
면 속 매화는 깨달음을 위해 정진하는 승려의 시각적 비유로 팔대
산인의 승려로서의 면모를 대변한다. 한편 팔대산인의 유민의식은 
세 수의 자제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표현되었다. 팔대산인은 그만
의 개성적 어법을 사용해 반청(反淸) 감정부터 고국에 대한 그리움, 
변절한 유민들에 대한 분노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감정을 표출하
였다. 또한 땅 밖으로 드러난 매화나무의 뿌리는 만주족이 지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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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에 뿌리 내리지 않겠다는 팔대산인의 절개를 상징한다. 
   동시대의 다른 정치적 도선 승려들 역시 고매도를 그렸으나 이들의 
작품 중 <고매도>처럼 유민과 승려의 두 정체성이 한 작품에 집약적으
로 표현된 예는 없다. 홍인(弘仁, 1610-1663)의 <묵매도(墨梅圖)>
에는 한가로운 산승(山僧)의 삶이 반영되어 있다. 방이지(方以智, 
1611-1671)는 <매화송도(梅華松圖)>의 매화 고목에 노승(老僧)인 
자신의 모습을 투사하여 매화와 자신을 동일시하고자 했다. 석도의《매
화시첩(梅花詩帖)》과 <매죽쌍청도(梅竹雙淸圖)> 의 매화는 명나라 
유민의 모습을 환기시킨다. 그러나 석도는 매화 고목에서 유민의 모습
을 연상할 뿐 팔대산인과 달리 이에 자신의 모습을 투사하지 않았다.  
   팔대산인이 승려이자 유민으로서 지닌 두 면모는 <고매도>의 
시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 그는 유민으로서 지닌 감정과 생각을 효
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선종 어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팔대산인은 
진리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직설적이고 명확한 설명을 피한 
동산양개와 조산본적(曹山本寂, 840-901)의 시에서 영향을 받았다. 
팔대산인은 이러한 조동종의 간접 어법을 사용하여 유민의식을 전
달함으로써 그가 감당해야 할 정치적 위험을 줄이고자 했다. 또한 
팔대산인은 생소한 전고를 그만의 방식으로 변용해 인용함으로써 
유민의식을 최대한 은밀하게 전달하고자 했다. 이는 그가 선사(禪
師)로서 존경했던 황정견(黃庭堅, 1045-1105)의 창조적인 인용법
과 ‘점철성금(點鐵成金)’의 시학에서 영향 받은 것이다.  
   본 연구는 승려와 유민의 두 정체성이 공존하는 팔대산인의 이
원적 자아상을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팔대산인의 유민 정체성에만 
주목하였던 기존의 단선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고매도>를 새롭게 
해석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고매도>는 명·청 교체기의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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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 속에서 다층적 자아상을 형성할 수밖에 없었던 한 화가의 흥
미로운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다. 팔대산인의 자아상을 입체적으로 
조명하고자 한 본 논문의 시도가 팔대산인과 그의 작품을 이해하는 
시각을 넓히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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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mbivalent Self-Image of Bada Shanren:

A reinterpretation of Old Plum

Yeorae Yoon

Department of Archeology and Art Histo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proposes a new interpretation of Bada 

Shanren’s (八大山人, 1626- approximately 1705) Old Plum (古梅
圖) that highlights the artist’s ambivalent self-image as both a 

Ming loyalist and a Buddhist monk. After the collapse of the 

Ming dynasty in 1644, Bada Shanren, born Zhu Da, sought 

escape in Chan(禪) Buddhism to conceal his identity as a Ming 

imperial descendant. During this period of social turmoil, his 

work reflected his selfhood and identity in transition. Although 

earlier studies of Bada Shanren have categorized him separately 

as either a loyalist painter or a monk painter, the sociopolitical 

context of seventeenth-century China and Bada Shanren’s place in 

it, suggest the coexistence of two identities that defy si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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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zation. 

An analysis of Old Plum is critical to understanding Bada 

Shanren’s complex selfhood. Old Plum, dated 1682, now in the 

Palace Museum, Beijing, is a hanging scroll showing a whole 

broken plum tree. The sole depiction of an entire plum tree is 

never found in his oeuvre except this painting. Bada Shanren 

boldly draws a plum tree whose life is in danger. The old plum 

tree, with its trunk broken and its roots exposed, leans 

dangerously towards one side, creating a sense of tension and 

unrest in composition. Only a few blossoms at the tip of the 

tree’s splintered branches signal its survival. Above the tree, three 

poems by Bada Shanren, revealing his thoughts and emotions, are 

written at the top of the scroll. Because the scroll lacks names of 

patrons or appreciators, Old Plum is, in all likelihood, a work for 

the artist himself. Thus, it serves as a means of looking into 

Bada Shanren's complex mindscape and selfhood. Old Plum is a 

visual trace of how he struggled to fashion himself as a Ming 

loyalist and a Chan Buddhist monk. 

The formation of Bada Shanren's ambivalent self-image 

must be understood within the sociopolitical context of the 

Ming-Qing dynastic transition. Many loyalists took the tonsure in 

the aftermath of the Manchu conquest in order to avoid ser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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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w Qing government. These monks, the majority of whom 

lacked true religious fervor, typically maintained their secular 

beliefs. Similarly, Bada Shanren did not forgo his royal identity 

when he became a Buddhist monk, but rather maintained a 

balance in both roles. His famous portrait, Portrait of Geshan, 

painted in 1674, reflects well his pursuit of a dual identity: He 

described himself as an itinerant monk in the poems he wrote on 

the portrait, and at the same time left a conspicuously large 

family seal on the painting that signified his Ming imperial 

lineage. 

Bada Shanren left the Buddhist temple in 1680 and 

returned to the secular world in 1684. In the four-year interim, 

during which time he painted Old Plum, Bada Shanren retained 

his monk identity, while expressing his loyalist roots through 

deep frustration with the newly established Manchu Qing dynasty. 

In one sense, Bada Shanren painted Old Plum as a monk. He 

left signatures indicating his monkhood. One poem features a 

monk narrator, who expresses thoughts about his own monkhood 

and loyalism. Furthermore, the plum blossom itself serves as a 

symbol of a practicing monk. On the other hand, Bada Shanren 

expressed his longing for the fallen Ming dynasty and 

anti-Manchu sentiments through the three poems. The uproo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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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um tree is a symbol of his desire not to settle in the territory 

that the Manchu ruled. 

The coexistence of Bada Shanren’s monkhood and 

loyalism becomes increasingly clear as one examines the poems.  

While the content of the poems reveals his Ming loyalism, the 

poems’ formal techniques are decidedly those of Chan Buddhist 

monks. For example, the poems are characteristic of modes of 

indirect expression such as metaphor and allusion, which are 

closely related to the poetic strategies of the Caodong (曹洞) sect 

to which he belonged. Bada Shanren also used recondite historical 

references in an unfamiliar way to encode his loyal sentiments. 

This technique is inspired by the poetics of Huang Tingjian (黃庭
堅, 1045-1105), whom he respected as a Chan master.

A holistic evaluation of the painting suggests a more 

nuanced and complex understanding of Bada Shanren himself than 

that used in earlier interpretations of his work. By exploring the 

complex dimensions of Bada Shanren's life and identity crisis in 

a time of dynastic change, this study attempts to view Old Plum 

as a visual embodiment of his ambivalent political and religious 

selves.

  
Keywords: Bada Shanren (八大山人, 1626-1705), self-image, 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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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um (古梅圖), escape into Chan Buddhism (逃禪), Chan 

Buddhism (禪宗), monk, loyalist (遺民, yimin), Ming-Qing 

transition (明末淸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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