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문학석사학위논문

明代 狂態邪學派 硏究

2014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고고미술사학과 미술사학 전공

오 승 희



- i -

국 문 초 록

본 논문은 광태사학파(狂態邪學派)가 등장하게 된 배경 및 주요 화
가들의 생애와 작품을 살펴봄으로써 광태사학이라는 명칭의 부적절함
을 비판하는 한편 광태사학파의 허상과 실상을 재검토하려는 시도이
다. 광태사학파는 장숭(蔣嵩, 약 1475-1565), 정문림(鄭文林, 16세기 
활동), 장복양(張複陽, 생몰년 미상), 종례(鍾禮, 생몰년 미상), 장로
(張路, 약 1490-1563), 왕조(汪肇, 16세기 활동), 곽후(郭詡, 
1456-1532), 정옥천(丁玉川, 생몰년 미상) 등 15세기 후반에서 16세
기 중반까지 독립적으로 활동한 화가들로 구성되며, 이는 후대 문인 
비평가들이 규정한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 광태사학파는 절파의 쇠퇴 단계이자 문인화가들과
의 경쟁에서 패배한 화가 집단으로 설명되어져 왔다. 그동안 ‘광태사
학론(狂態邪學論)’이라는 하나의 담론이 생기게 된 구체적인 배경은 
학계에서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 개별 화가에 대한 연구 역시 미미하
여 각 화가들은 광태사학파에 소속된 화가 이상으로 주목받지 못했
다. 본 논문은 광태사학파가 16세기 말 문인 비평가 및 회화 수장가
들에 의해 생성된 광태사학론의 성격 및 후대 수용 과정을 조명하였
다. 이와 더불어 본 논문에서는 광태사학파에 속한 주요 화가들의 생
애 및 작품 분석을 통해 사나운 기질을 따랐다고 하는 ‘사학(邪學)’의 
이미지는 이 화가들의 실상과는 매우 거리가 먼 것임을 밝히고자 하
였다.

광태사학파의 성립과 관련해서 가장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하량
준(何良俊, 1506-1573)의 회화 이론이다. 하량준은 장숭, 왕질(汪質, 
생몰년 미상), 곽후, 장로의 작품은 책상을 닦기에도 아깝다는 악평을 
하였다. 하량준의 화론은 남북종론(南北宗論) 이전에 이분법적 회화 
비평을 제시한 것이며 특정 화가들을 묶어 집중적으로 비난했다는 점
에서 광태사학론의 초석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문징명(文徵明, 
1470-1559) 일가의 회화와 항원변(項元汴, 1525-1590)의 소장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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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량준의 비평 기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하량준은 문징명 일가
의 회화를 애호하여 이를 자신의 화론 형성에 적극 활용하였으며, 항
원변을 비롯한 가흥(嘉興), 무석(無錫), 화정(華亭), 소주(蘇州), 상해
(上海) 지역에서 활동한 유명 수장가들의 소장품에 대한 저서를 따로 
집필할 정도로 이 지역 예술에 깊은 관심과 열정을 보였다. 문징명 
일가의 회화와 항원변 컬렉션으로부터의 영향을 바탕으로 형성된 하
량준의 화론에는 일차적으로 하량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소장품들의 
가치를 격상시키려는 의도가 내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하량준, 
항원변, 문징명 일가가 형성한 친밀한 인적관계는 궁극적으로 오파 
회화를 명대 회화사의 정통(正統)으로 만드는 기반이 되었다. 하량준
은 자신이 속한 문화권의 회화를 옹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비교 대상
을 만들고 그것을 격하시키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이 과정에서 소주 
이외 지역의 화가들은 멸시의 대상으로 전락했으며, 그 중 가장 극단
적인 사례로 분류된 화가들이 후일 광태사학파로 지목되었다.

광태사학파라는 명칭은 항원변의 저서로 전해지고 있는 『초창구록
(蕉窓九錄)』의 ‘사학(邪學)’ 구문에 최초로 등장했다. ‘사학’ 구문은 고
렴(高濂, 1581 활동)의 『준생팔전(遵生八箋)』, 도륭(屠隆, 1542-1605)
의 『고반여사(考槃餘事)』, 문진형(文震亨, 1585-1645)의 『장물지(長物
志)』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 사실은 항원변이 제시한 명칭이 당시 
문인들에게 여과 없이 수용되었음을 보여준다. 이 저술들은 모두 문
인들의 문화 취향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주었던 일용유서(日用類書)로, 
16세기 초에서 17세기 중반까지 활발하게 출판되었다. 일용유서의 지
속적인 출판을 통해 광태사학파로 분류된 화가들의 작품은 기피해야
할 예술품으로 가치 절하되었다. 동일한 ‘사학’ 구문은 당지계(唐志契, 
1579-1651), 주모인(朱謨垔, 17세기 활동), 서심(徐沁, 1626-1683)의 
회화 이론에서도 반복되었다. 

회화 이론상에서 광태사학파는 남북종론(南北宗論)을 거쳐 심호(沈
顥, 1620-1661)에 의해 북종에 편입되었으며 하량준 이후 다시 한 
번 신랄한 악평을 받았다. 18세기에 ‘정도사파론(正道邪派論)’으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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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 남북종론의 맥락에서 광태사학파는 이단인 절파의 말류에 위치
하게 되었다. 20세기 초 중국회화사 연구서에서도 광태사학파는 사학
론과 남북종론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절파와 광태사학파가 
폄하되면서 이 화파에 소속된 화가들의 작품들은 송‧원대 작품으로 
잘못 전칭되어 전해지거나 인장과 서명이 훼손되기도 했다. 이를 통
해 명말에 등장한 광태사학론과 상남폄북(尙南貶北)의 회화론이 청대
를 거쳐 20세기 이후 회화 감정(鑑定) 및 비평에까지 큰 영향을 미쳤
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남경(南京) 문예 주도 세력의 세대교체 역시 광태사학파가 탄생하
게 된 또 다른 배경이 되었다. 오위(吳偉, 1459-1508)는 남경에서 후
기 절파 시대를 열었으며 그의 회화는 중국 내 여러 지역에서 폭발적
인 인기를 얻었다. 초묵(焦墨)을 활용한 선명한 흑백 대비, 속필(速筆) 
등 고도의 기량과 강렬한 시각적 효과를 특징으로 하는 오위의 회화
는 남경의 부유한 후원자들을 매료시켰으며 남경 외 다른 지역의 화
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기존 연구에서 광태사학파는 절파의 쇠퇴 
단계로 주로 설명이 되었으나 실제로 오위의 화풍을 전국으로 확산시
킨 이들이 바로 광태사학파 화가들이었다. 광태사학파의 회화는 중국
을 넘어서 한반도와 일본까지 전파되었으며 특히 18세기 초까지 조선
(朝鮮) 화단에 큰 영향을 미쳤다. 문예 중심지로서 남경의 위상은 가
정제(嘉靖帝, 재위 1521-1566) 초기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가정제 중
기 이후 소주와 화정 출신 문인들이 남경의 중심 세력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외부로부터 새로운 회화 취향이 유입되었다. 이로써 오위와 
그 추종 화가들의 회화를 애호하던 후원층이 크게 약화되기 시작했
다.

16세기 말 이후 광태사학파는 멸시의 대상으로 규정되었으나 이 
화가들이 모두 사나운 기질을 따르는 사학 집단은 아니었다. 공정공
(恭靖公) 장용문(蔣用文, 1351-1424)의 증손인 장숭은 서정적 산수화
의 대가였다. 그는 ‘광태사학’이라는 명칭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화가
였다. 장숭은 남경 출신으로 오위의 영향을 일정 부분 받았으나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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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의 고요하고 정적인 산수화를 발전시켜나갔다. 장로, 종례, 곽후는 
의고주의(擬古主義) 문학을 주도한 전칠자(前七子) 문인들이 애호했던 
화가들이었다. 장로의 작품에는 오위의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나며 강
남 지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거칠고 웅장한 면모가 두드러져 하량준
의 비난을 샀다. 그러나 장로는 당시 최고위 문인 관료들과 교유하고 
종실(宗室) 인사와 사돈을 맺었던 화가였다. 종례와 곽후도 활동 당시 
관료 및 문인, 황제까지도 애호했던 화가로 결코 당시 사회적으로 폄
훼의 대상이 아니었다. 오히려 광태사학파 화가들의 작품들은 전칠자 
문인들에게 그들의 문학적 기준 및 목표와도 부합되는 이상적인 예술
작품으로 인식되었다. 이들의 사례는 광태사학파가 절파의 마지막 단
계가 아니라 동시대에 가장 선망 받았던 회화 예술이었음을 보여준
다.

본 논문은 광태사학파의 성립 배경 및 과정과 그 실상을 재검토하
려는 시도이다. 이 연구를 통해 광태사학파 화가들은 문인화가들과의 
경쟁에서 패배한 화가들이 아니며 오히려 이들의 인기에 위협을 느낀 
문인 비평가 및 수장가들에 의해 열등한 화가 집단으로 폄하된 화가
들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인 및 수장가들이 주
도한 담론 형성 배경에 주목하였으며 오파와 절파의 대립구도에서 벗
어나 광태사학파 화가들의 위상을 새롭게 재고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인 의의를 찾고자 한다.

주요어: 광태사학파(狂態邪學派), 절파(浙派), 하량준(何良俊, 
1506-1573), 남북종론(南北宗論), 장숭(蔣嵩, 약 1475-1565), 장로(張
路, 약 1490-1563)
학 번: 2011-2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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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장숭(蔣嵩, 약 1475-1565), 정문림(鄭文林, 16세기 활동), 장복양
(張複陽, 생몰년 미상), 종례(鍾禮, 생몰년 미상), 장로(張路, 약 
1490-1563), 왕조(汪肇, 16세기 활동)는 16세기 말에 ‘사학(邪學)’을 
이루며 ‘사나운 기질(狂態)’을 따르는 화가들로 지목되었다. 광태사학
(狂態邪學派)로 정의된 이후부터 이 화가들은 멸시의 대상으로 전락
했다. 광태사학파는 항원변(項元汴, 1525-1590), 고렴(高濂, 1581 활
동)이 먼저 규정하였고 도륭(屠隆, 1542-1605), 문진형(文震亨, 
1585-1645), 당지계(唐志契, 1579-1651), 서심(徐沁, 1626-1683)은 
이 명칭을 여과 없이 수용하였다. 항원변이 광태사학파를 정의하기 
전에 하량준(何良俊, 1506-1573)이 이미 장숭, 왕질(汪質, 생몰년 미
상), 곽후(郭詡, 1456-1532), 장로의 그림으로 책상을 닦기도 아깝다
는 악평을 한 바 있다. 하량준은 회화에 있어 정맥(正脈)과 이단(異
端), 문인화가와 직업화가 집단을 구분하였는데, 이는 후일 동기창(董
其昌, 1555-1636)의 남북종론(南北宗論)에 큰 영향을 미쳤다. 광태사
학파 화가들은 남북종론을 거쳐 청초에 이르러 결국 북종(北宗)에 편
입되었다. 따라서 광태사학파가 후대에 하나의 화파로 인식된 배경과 
그 과정을 살펴보고 광태사학파에 속한 주요 화가들의 미술사적 의미
를 재고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사승 관계나 친분으로 엮이지 않는 광태사학파 화가들은 오위(吳
偉, 1459-1508)의 화풍을 추종했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오위는 15세
기의 전기(前期) 절파(浙派) 화풍과 다른 큰 변화를 불러일으켰다.1) 

1) 절파는 크게 15세기의 전기(前期) 절파와 16세기의 후기(後期) 절파로 나눌 수 있
다. 대진(戴進, 1388-1462), 이재(李在, 15세기 전반 활동)로 대표되는 전기 절파 
화가들은 북송대 이곽파(李郭派) 화풍과 남송대 마하파(馬夏派) 화풍을 절충한 화
풍을 구사하였다. 산수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며 복잡한 화면 속에 인물, 다리, 
정자, 탑 등이 작게 묘사된 것이 특징이다. 후기 절파 시대는 오위가 열었다. 오위
는 번잡한 경물과 산수를 단순화시켰으며 전경(前景)의 인물을 크게 부각시켰다. 
전기 절파 회화보다 더욱 강렬하고 자유로운 필법이 구사된 점 역시 후기 절파 
회화의 특징이다. 오위의 화풍은 광태사학파 화가들이 계승하여 발전시켰다. 본 
논문에서 ‘절파’는 전기 절파, 후기 절파, 광태사학파를 모두 포함한 의미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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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 속필(速筆)로 묘사된 인물이 크게 부각된 것이 오위가 화단에 
가져온 주요 변화이다. 이 화풍은 크게 유행하여 16세기 전후 전국의 
여러 화가들이 오위의 화풍을 발전시켜나갔다. 그 중 대표적인 인물
들이 바로 후일 광태사학파로 지목된 화가들이다. 이들의 작품은 황
제와 동시대 최고 권력자, 문인관료들의 애호를 받았다. 그러나 이 화
가들은 사후에 강도 높은 비난과 광태사학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명칭
을 얻게 되면서 평가 절하되었으며 오랜 기간 주목받지 못했다. 절파 
회화는 광태사학파를 마지막으로 소멸됐다는 평가에서 벗어나지 못했
으며, 명대 중기 회화사 연구와 전시도 오파(吳派) 회화 위주로 이루
어져 왔다.2)

광태사학파를 단독으로 다룬 연구는 리처드 반하트(Richard M. 
Barnhart)의 논문이 가장 대표적이다. 물론 절파 전반에 대한 연구는 
1960년대 이후 꾸준히 이루어졌다.3) 절파 연구의 첫 단행본은 1968
년에 출판되었다. 스즈키 케이(鈴木敬)의 『明代繪畵史硏究·浙派』는 절
파의 개념과 양식적 기원으로부터 광태사학파까지의 절파 회화를 개

할 것이며, 광태사학파는 후기 절파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쓰일 것임을 밝힌다. 절
파의 정의와 특징에 대하여 鈴木敬, 『明代繪畵史硏究·浙派』(東京: 木耳社, 1968); 
Richard M. Barnhart ed., Painters of the Great Ming: The Imperial Court 
and the Zhe School (Dallas: Dallas Museum of Art, 1993); James Cahill, 
Parting at the Shore: Chinese Painting of the Early and Middle Ming 
Dynasty, 1368-1580 (New York: Weatherhill, 1978) 참조.

2) 대표적인 단행본 및 학위 논문으로 Richard Edwards, The Field of Stones: A 
Study of the Art of Shen Chou (1427-1509) (Washington: Port City Press, 
1962); Anne De Coursey Clapp, “Wen Cheng-ming: The Ming Artist and 
Antiquity” (Ph.D. diss., Harvard University, 1971); Marc F. Wilson and 
Kwan S. Wong, Friends of Wen Cheng-Ming: A View from the Crawford 
Collection (New York: China Institute in America, 1974); Richard 
Edwards ed., The Art of Wen Cheng-ming (1470-1559)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Museum of Art, 1976); Anne de Coursey Clapp, 
The Painting of T’ang Yi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1); 
Craig Clunas, Elegant Debts: The Social Art of Wen Zhengming, 
1470-1559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4a); 故宮博物院 編, 
『吳門畵派硏究』(北京: 紫禁城出版社, 1993); 李維琨, 『明代吳門畵派研究』(上海: 
東方出版中心, 2008) 등이 있다.

3) 중국, 일본, 미국, 대만의 절파 연구사는 單國强, 「二十世紀對明代“浙派”的硏究」, 
『故宮博物院院刊』95(2001), pp. 30-3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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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스즈키 케이는 광태사학파가 하나의 유파로 
정의되기에는 화가들의 활약 시기와 작품의 특징에 차이가 있음을 지
적했다.4) 그러나 그의 연구는 특정 화가들이 비난받게 된 원인을 오
파 문인화가와의 관계에서만 설명하는 데 그쳤다. 스즈키 케이는 문
인화가들이 절파 양식을 소화하며 직업화가의 성격을 띠기 시작하면
서 기존 직업화가와의 차별성을 지니기 위해 이들을 혹평하게 됐다고 
보았다.  

스즈키 케이 이후 주목할 만한 절파 연구서는 제임스 캐힐(James 
Cahill)의 Parting at the Shore이다. 제임스 캐힐은 한 왕조의 마지
막 왕이 왕조의 멸망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듯이 지역적‧사회적 편견
으로 인해 광태사학파는 절파 회화가 쇠락한 원인으로서 평가 되었다
고 주장했다.5) 동시에 그는 후기 절파 이후 화가들이 전국에 산재하
여 지역적 전통을 전수받지 못하였으며, 유사한 구도의 작품을 반복
적으로 생산하여 절파의 몰락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후
기 절파로 대표되는 남경(南京)과 오파 회화의 중심지인 소주(蘇州)가 
경쟁을 벌이다가 결국 지역적 전통이 강하게 남아 있는 소주가 문예 
중심지로서 독보적인 위치에 오르게 되었다고 본 것이 캐힐의 주요 
관점이다. 캐힐이 15세기 후반부터 16세기 전반까지의 명대 회화사를 
지역적인 문제와 연관시킨 것은 유의미한 접근 방법이었다. 그러나 
실제 창작 주체였던 화가들 사이에서 경쟁 구도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의 연구는 한계를 지닌다. 당시 소주 외의 지역에서 활동하
던 여러 화가들을 경쟁의 패배자로 만든 것은 후대의 문인들이었다.

광태사학파에 대한 재평가는 1983년 리처드 반하트가 시도하였
다.6) 이 연구는 문인화와 대비되는 대상이 아닌 광태사학파 자체를 
고찰했다는 점에서는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반하트는 ‘광(狂)’의 의미

4) 鈴木敬, 앞의 책, pp. 200-201.
5) James Cahill, 앞의 책(1978), p. 134.
6) Richard M. Barnhart, "The Wild and Heterodox School of Ming Painting," 

Susan Bush and Christian Murck eds., Theories of the Arts in China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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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술가들 사이에서는 긍정적으로 수용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광태사학파 회화가 도교적 이상을 반영한 예술이라고 평가하였다. 그
러나 문인 비평가들이 ‘광태사학’이라는 명칭을 비난조로 사용한 것을 
고려했을 때, 이 명칭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려는 시도는 본질적
으로 한계를 지닌다. 반하트의 이 연구는 의고주의(擬古主義)를 주장
했던 왕세정(王世貞, 1526-1590)이 절파 화가를 높게 평가했던 것을 
근거로 하여 당시 문학과 회화를 평가하는 기준이 동일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왕세정의 사례는 광태사학파 연구에 대
한 새로운 접근 가능성을 시사한다. 여기서 절파 회화에 대한 부정적
인 평가가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절파 연구는 The Painters of the Great Ming 전시에서 집대성
되었다. 명 초 화원 화가부터 16세기 광태사학파에 이르는 절파 화가
들의 작품이 1993년에 메트로폴리탄박물관(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과 달라스미술관(Dallas Museum of Art)에서 전시
되었다. 이 전시에서 절파 화가들은 비로소 명대 회화사의 주역으로 
등장하게 된다. 장숭, 장로, 곽후, 종례 등 광태사학파 화가들의 생애
와 대표 작품들이 소개되었으나 절파 회화를 개관(槪觀)하는 자리였던 
만큼 개별 화가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로 나아가지는 못했다. 이 전
시가 초석이 되어 절파 회화 작품들이 전시 대상으로 주목받게 되었
다.7) 그러나 광태사학파는 아직 절파의 마지막 단계로만 설명이 될 
뿐, 광태사학파의 형성 배경이나 개별 화가에 대한 재고는 미미한 상
황이다.8) 

7) 2008년에 대만 고궁박물원(故宮博物院)에서 <追索浙派)> 전시가 열렸으며 2012년
에 중국 절강성박물관(浙江省博物館)에서 <浙派集英: 明代浙派繪畵珍品特展>이 
개최되었다. 중국의 절파 관련 도록 및 자료집, 연구서로는 故宮博物院 編, 『明代
宮廷與浙派繪畫選輯』(北京: 文物出版社, 1983); 穆益勤 主編, 『明代院體浙派史
料』(上海: 上海人民美術出版社, 1985); 盧輔聖 主編, 『戴進與浙派研究』(上海: 上
海書畵出版社, 2004) 등이 있으며 대만에서의 절파 연구 성과는 石守謙, 「浙派畵
風與貴族品味」, 『風格與世變』(臺北: 允晨文化出版社, 1996), pp. 183-228; 陳階
晉, 賴毓芝 主編, 『追索浙派』(臺北: 國立故宮博物院, 2008)이 대표적이다.

8) 광태사학파 화가인 장숭, 정문림, 장로를 개별적으로 다룬 논문 및 문헌 자료는 
嶋田英誠, 「蔣嵩の山水畵についてー『狂態邪學』派硏究の一環として」, 『東洋文化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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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절파 회화가 새롭게 조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광태사학파
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1980년대 이후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광태사학파 화가들에 대한 문헌자료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가의 생애, 교유 관계, 작화(作畵) 
활동에 대한 규명을 통해 광태사학파의 성격을 밝히는 일은 결코 쉽
지 않다. 하량준의 화론과 동기창의 남북종론 이래 명대 회화사를 문
인화가와 직업화가, 오파와 절파의 대립과 경쟁으로 설명하려는 경향
이 기저에 깔려 있고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 역시 광태사학파 연
구의 큰 장애가 되고 있다. 광태사학파 화가들은 문인화가와의 경쟁
에서 패배한 절파의 마지막 화가들로 인식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이들
이 지닌 미술사적 의의는 주목받지 못했다.

본 연구는 광태사학파 화가들이 비난의 대상이 된 배경이 문인화
가들과의 경쟁 과정에 있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할 것이다. 15-16세기 
중국 회화사를 절파와 오파의 경쟁사로 설정하여 오파의 승리로 결론
지은 것은 당시 화가들이 아니라 후대의 비평가들이다.9) 두 화파는 

究所紀要』78(1979), pp. 1-53; 盧索芬, 「從蔣崇狂態邪學派」, 『故宮文物月刊』
305(2008), pp. 54-69; 近藤秀實, 「鄭顚仙資料」, 『Museum』428(1986, 11), pp. 
22-34; 汪瑜菁, 「狂態邪學不可觀焉? 論浙派在明代中晚期之評價與張路畵藝」(國立
中央大學碩士論文, 2012)가 있다. 절파 화가에 대한 재평가는 궁정 화가를 중심으
로 먼저 이루어졌다. 곽순(郭純, 1370-1444), 사환(謝環, 1426-1452 활동), 이재, 
마식(馬軾, 1457년 활동), 대진, 주문정(周文靜, 15세기 전반 활동), 임량(林良, 약 
1424-1500 이후), 오위, 종례에 대한 동시대 평가를 고찰한 연구는 Stephen 
Little, "Literari Views of the Zhe School," Oriental Art, vol. 37, no. 4 
(winter 1991), pp. 192-208 참조.

9) 매너리즘(Mannerism)은 초기 바로크(Baroque)에 대한 반동으로, 그리고 전성기 
바로크는 다시 이에 반발하여 매너리즘을 대체하는 운동으로 알려졌다. 이 입장에 
따르면 16세기의 미술사는 바로크와 매너리즘의 충돌사로서 처음에는 매너리즘이 
득세하다가 종국적으로는 바로크의 승리로 끝났다. 아놀드 하우저(Arnold 
Hauser)는 이에 대해 명백한 근거도 없이 바로크를 매너리즘의 선행 양식으로 설
정했으며 매너리즘의 과도기적 성격을 지나치게 과장한 가공적 이론이라고 지적했
다. 두 양식의 대립은 발전사적인 대립이 아니라 각 양식이 발생하고 유행한 사회
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명대 회화사를 절파와 오파의 경쟁 
및 대립 구도로 설명하는 것 역시 단순한 논리로 오파 회화를 승리자로 만들고 
광태사학파를 절파 회화의 위기로 치환해버린다고 생각한다. 매너리즘과 바로크 
양식의 관계에 대해서 Arnold Hauser, Mannerism: The Crisis of the 
Renaissance and the Origin of Modern Art (London: Routledge, 1965), 
pp. 20-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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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 발전사적인 대립을 형성하지 않았다.10) 남경에서 발원하여 전 
중국 및 한반도, 일본까지 확산된 후기 절파 회화는 고위 관료는 물
론 황제까지 애호했던 그림들이었다. 반면 동시대 소주 문인 사회 내
에서 발전한 오파 양식은 다분히 지역적인 성격의 화풍이었다. 16세
기 말에 하량준, 항원변은 후기 절파 화가들이 화단에 미친 막대한 
영향력이 소주와 화정(華亭), 가흥(嘉興) 지역 예술에 위협을 가한다고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때 자신의 출신지를 중심으로 한 예술의 
정체성을 확립해나가는 과정에서 타 지역의 예술을 사학(邪學)으로 정
의하게 된 것이다. 이들의 이론은 하나의 담론이 되어 고렴, 도륭, 문
진형 등 문인들의 저서에 무비판적으로 수용되었으며 동기창의 남북
종론을 거쳐 청대에 이어지며 하나의 문화 권력으로 정착했다. 따라
서 15세기 후반부터 16세기 중반까지 화단을 좌우했던 화가들이 후대 
비평가들에 의해 멸시의 대상이 된 배경과 그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아울러 이 화가들의 생애와 작품을 살펴보면서 
‘광태사학(狂態邪學)’이라는 명칭에 가려진 화가들의 위상을 재정립해
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또 다른 목적이다.

본 논문의 제 Ⅱ장에서는 하량준의 화론이 ‘광태사학론(狂態邪學
論)’의 초석을 마련하게 된 배경을 살펴볼 것이다. 하량준은 ‘광태사
학’이라는 명칭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전에 이분법적 비평을 도입했
으며 후일 광태사학파로 분류된 화가들을 가장 먼저 강도 높게 비난
한 인물이다. 하량준은 소주 지역 화가들과 화정 지역 수장가들의 관
계를 기반으로 자신의 비평관을 형성했으며 그의 화론은 이 지역 예
술의 취향과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 과정
에서 광태사학파 화가들은 가장 극단적인 비교 대상으로 설정되어 멸
시받기 시작했다. 하량준의 화론은 화정, 가흥, 소주 지역 수장가의 

10) 마크 윌슨(Marc F. Wilson)과 콴 웡(Kwan S. Wong)은 절파와 오파의 경쟁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두 저자는 대진의 전통을 이어받은 화가들은 점차 창
의성과 생기를 잃어갔고 16세기부터는 절파 회화가 더 이상 역사적인 의미를 가
지지 못했기 때문에 오파의 경쟁 상대가 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Marc F. 
Wilson and Kwan S. Wong, 앞의 책,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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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품 및 이 지역의 화가와 연결되어 동시대 고위 문인 관료들의 화
론보다 후대에 더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것이 곧 ‘광태
사학’이라는 비난조 명칭의 기반이 되었으며 항원변, 고렴의 저서에 
이르러 ‘사학’ 조항이 등장하였다. 하량준에 의해 형성되기 시작한 광
태사학파 폄하론(貶下論)에 대한 분석이 제 Ⅲ장의 핵심 내용이다. 아
울러 제 Ⅲ장에서는 광태사학파가 남북종론을 거쳐 북종에 편입되면
서 가장 극악한 직업화가군으로 전락하는 과정도 살펴볼 것이다.

제 Ⅳ장에서는 15세기 후반부터 16세기 초까지 문예 중심지였던 
남경의 회화와 후원자에 주목해보고자 한다. 하량준과 항원변이 활약
하기 전에 남경은 전국의 화가들부터 황제까지 매료시킨 도시였다. 
남경을 기반으로 활동했던 오위는 후기 절파 시대를 열었으며 오위의 
화풍은 전국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오위의 화풍은 소주 지
역 일부 직업화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으며 후일 광태사학파로 지목
된 화가들은 전국 각지에서 오위의 전통을 발전시켰다. 16세기 초까
지 남경은 문화 예술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았으나 16세기 중반 이
후 소주 및 화정 출신 문인들이 남경의 주도 세력으로 자리 잡기 시
작했다. 그 결과 광태사학파를 포함한 후기 절파 화가들은 황제 및 
고위 관료 등 기존의 후원 세력을 잃게 되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폄
하의 대상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제 Ⅴ장에서는 대표적인 광태사학파 화가들을 사례로 
‘광태사학’이라는 비난조 명칭에 가려져왔던 이들의 미술사적 의의를 
재고해볼 것이다. 오위 이후 남경의 가장 중요한 화가였던 장숭은 명
초(明初) 고위 관료 및 문인의 후손으로 서정적인 산수화의 대가였다. 
그의 가문 내력과 작품이 전달하는 분위기에서는 ‘사나운 기질’을 전
혀 찾아볼 수 없다. 장로, 곽후, 종례는 명대 중기 문단을 주도한 복
고주의(復古主義) 문인들이 애호했던 화가들이었다. 이들은 모두 문인 
관료부터 황제에 이르는 최상류층 인물들이 존경했던 화가들로 광태
사학론으로 폄훼될 수 있는 단순한 직업화가들이 아니었다.

본 논문은 광태사학파가 화가들의 실제 활동 및 동시대 평가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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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게 후대 문인들에 의해 가공된 화파였음을 밝히려는 시도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문인화가와의 경쟁에서 패배한 직업화가 집단이
자 사나운 기질을 따랐다고 평가받았던 광태사학파의 실체를 재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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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하량준과 ‘광태사학론(狂態邪學論)’의 형성

‘광태사학파’는 이 화파에 속했다고 여겨지는 화가들이 활동할 당
시에는 실재하지 않았던 용어이다. 장숭, 정문림, 장복양, 종례, 장로, 
왕조는 ‘사나운 기질을 따르며(狂態),’ ‘사학(邪學)’을 이룬다고 하여 
광태사학파로 지명 되었지만 사실 이들 상호간에 직접적인 사승관계
나 지연은 없었다. 후대의 수장가 및 비평가들이 15세기 말부터 16세
기 중반까지 독립적으로 활동한 화가들을 하나의 화파로 규정한 것일 
뿐이다. ‘광태사학’이라는 명칭은 앞서 언급한 화가들 대부분이 생을 
마쳤을 것으로 생각되는 16세기 말에 등장하여 오늘날까지 전해진다. 
그렇다면 특정 화가들이 사후에 모욕적인 비난을 받고 그들의 그림이 
멸시 당했던 배경은 무엇일까? 기존 연구는 소주 지역 문인 화가들이 
점차 직업화가처럼 생계를 위해 그림을 판매하게 되자 기존의 직업화
가들과 자신들을 구분해야 할 명분이 필요했다는 것을 원인으로 지적
했다.11) 그러나 실제로 광태사학파 화가들에게 강력한 비난을 던진 
이들은 오파 문인 화가들이 아니라 하량준, 항원변, 고렴 등 문인 비
평가 및 수장가들이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의 견해는 적절하지 않
다.

하량준은 ‘광태’와 ‘사학’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기 전에 후일 광태사
학파로 지목된 화가들을 가장 먼저 비난한 인물이다. 그리고 얼마 지
나지 않아 명대 최고 수장가인 항원변의 저서로 전해지고 있는 『초창
구록(蕉窓九錄)』에 ‘사학(邪學)’ 조항이 최초로 등장하면서 광태사학파
가 정의되었다. 이때부터 광태사학파로 분류된 화가들은 본격적으로 
멸시 받기 시작하여 명말(明末) 청초(淸初)에는 절파 화가들 모두가 
열등한 집단으로 분류되기에 이르렀다. 하량준과 항원변이 정립한 담
론이 청초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은 이 담론의 권력화를 야기
한 지역적 문제 및 사회적 배경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하량준의 
회화 비평 및 주변 인물들과의 영향 관계를 분석해보는 한편 이것이 

11) 鈴木敬, 앞의 책, pp. 23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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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대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근본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를 살펴보는 것은 광태사학파 담론 형성 과정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
요한 사항이다. 

1. 『사우재화론(四友齋畵論)』과 이분법적 비평의 탄생

하량준은 화정(華亭) 출신으로 그의 조부는 농부였고 아버지는 지
방의 세금징수를 관장하는 양장(糧長)이었다.12) 하량준은 1532년에 
화정을 떠나 남경의 태학(太學)에 입학하였으나 1546년까지 진사(進
士)가 되지 못했다. 그는 연이은 과거 낙방과 아내의 죽음으로 인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이를 극복한 후 음악과 연극을 공부하며 지냈
다. 하량준은 1552년에 이르러야 북경에 가서 추천을 통해 남경한림
원공목(南京翰林院孔目)이라는 낮은 관직을 얻을 수 있었다. 1558년
에는 당시 남경 예부(禮部)에 재직 중이던 동생 하량부(何良傅, 
1509-1562)와 함께 그는 관직을 그만두고 1561년에 소주로 이주했
다. 하량준은 1563년에 왜구의 침략을 받은 고향으로 돌아가 가산(家
産)을 정비하며 『하한림집(何翰林集)』(1565)과 『사우재총설(四友齋叢
說)』(1569)을 출판하였다.13) 『사우재총설』은 경제, 역사, 문학, 예술 

12) 하량준의 전기는 L. Carrington Goodrich and Chaoying Fang, Dictionary 
of Ming Biography, 1368-1644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6), pp. 516-518; 翟勇, 「何良俊研究」(上海大学博士學位論文, 2011) 참조.

13) 『사우재총설』은 계속 증보되었고 하량준이 사망한 후 고렴의 『준생팔전(遵生八
箋)』(1591)이 출판되기 12년 전인 1579년에 총 38권으로 다시 출간된다. ‘사우재
(四友齋)’는 하량준의 서재이름이다. ‘사우(四友)’는 장자(莊子, B.C.369-B.C.286), 
유마힐(維摩詰), 백거이(白居易, 772-846)와 하량준 자신을 일컫는데, 『하한림집』
의 「사우재기(四友齋記)」에서 유래를 확인할 수 있다. 何良俊, 「四友齋記」, 『何翰
林集』 卷五十. 『四庫全書存目叢書. 集部』142(濟南: 齊魯書社, 1997), p. 125. “四
友云者, 維摩詰莊子白太傳與何子而四也. (중략) 何子自海上曆南京蘇州以有今日之
居, 凡五易所, 而宴息之處皆以四友名者, 居雖易而此四友不易也. 何子自童子時即
誦法仲尼, 其平日奉親家居與出而應事皆仲尼法也. 何子間亦通二家之說, 然以爲仲
尼釋迦文與老子皆我師也, 吾何敢爲友. (중략) 獨釋迦文老子之別出者, 有維摩潔與
莊生. (중략) 白傅雖仲尼之徒, 其學不專爲儒, 然能處世而不住於世, 仕官而無官官
之心, 以聲色自娛而不染於聲色, 流動不居嚼然出於埃垢之表, 蓋深有得於二氏而亦
不詭於聖人之道者.” 밑줄은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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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중 그림을 다룬 일부가 바로 『사
우재화론(四友齋畵論)』이다.  

하량준은 『사우재화론』에서 ‘광태’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하지는 않
았다. 그러나 그는 명대 회화사를 서술하면서 처음으로 장숭, 왕질, 곽
후, 장로를 모욕적인 표현과 함께 따로 언급하였다. 『사우재화론』에서 
명대 화가에 대한 하량준의 비평은 다음과 같다.

우리 명나라의 여러 성군(聖君) 중에 선종(宣宗), 헌종(憲宗), 효종
(孝宗)은 모두 그림에 능했다. 임금이 그린 그림이 밝게 빛이 났고, 
모두 능품(能品)과 묘품(妙品)의 사이에 있었다. 우리나라는 인지전
(仁智殿)을 설치하여 화가들을 거처하게 하였는데, 이때에 화원(畵
院)에 있었던 자들은 다음과 같다. 
인물화로는 장자성(蔣子成), 영모(翎毛)하면 농서(隴西)의 변문진(邊
文進), 산수하면 상희(商喜), 석예(石銳), 연천(練川), 마식, 이재, 
예단(倪端), 진섬(陳暹)이었다. 계소(季昭)는 소주 사람이고, 종흠례
는 회계(會稽) 사람이며, 왕악(王諤)은 봉화(奉化) 사람, 주단(朱端)
은 북경(北京)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이류 화가이며 단
지 능품(能品)에 위치할 뿐이다. 
우리 명나라에서 그림을 잘 그리는 자들이 매우 많은데, 행가(行
家)를 논한다면 당연히 대진이 제일이고, 오위, 두근(杜菫), 주신(周
臣)이 다음이다. 이가(利家)에서는 심주(沈周)가 제일이고, 당인(唐
寅), 문징명(文徵明), 진순(陳淳)이 다음이다. (중략)
개화(開化)의 시엄(時儼)은 호가 청천(晴川)이고, 초묵으로 산수, 인
물을 그렸는데 모두 볼만하다. 동시대 휘주(徽州)에 왕조(汪肇)가 
있었는데 역시 그림에 능했다. [그러나] 묵의 기운이 보잘 것 없어
서 당시 수준에 못 미쳤다. 화법은 정법에 가까웠으니 화가의 법도
를 잃지 않았다. 남경의 장숭, 왕질, 강서(江西)의 곽후, 북방(北方)
의 장로 등의 그림은 [책상을] 닦을 때나 쓸 수 있겠지만, 오히려 
나의 책상을 더럽힐까 두렵다.14)

14) 何良俊, 『四友齋畵論』, 盧輔聖 主編, 『中國書畵全書』3(上海: 上海書畵出版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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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하량준은 직업화가 집단인 행가(行家)와 문인화가로 대표되
는 이가(利家)를 분류하여 두 그룹 사이의 우열 관계를 강조했다. 특
정한 화가 집단이 다른 화가들에 비해 열등하다는 이론이 성립하기 
시작한 것이다. 문인화가로서의 ‘이가’ 혹은 ‘예가(隸家)’의 개념은 13
세기 말부터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나, 동시대 화가들을 행가와 이가
로 범주화 한 후 이들 사이의 우열을 가린 시도는 하량준에 의해 처
음 이루어졌다.15) 하량준은 대진을 필두로 오위, 두근(杜菫, 15세기 
후반-16세기 초), 주신(周臣, 1460-1535)을 행가의 대표적인 화가들
로 파악하였다. 한편 그는 심주(沈周, 1427–1509), 당인(唐寅, 
1470-1523), 문징명(文徵明, 1470-1559), 진순(陳淳, 1483-1544)을 
차례로 이가의 화가로 나열했다. 그리고 인품의 한계로 행가인 대진
은 이가를 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16) 

2009), pp. 872-873. “我朝列聖宣廟、憲廟、孝宗皆善畵, 宸章暉煥, 蓋皆在能妙
之間矣. 我朝特設仁智殿以處畵士, 一時在院者: 人物則蔣子成, 翎毛則隴西之邊景
昭, 山水則商喜、石銳、練川、馬軾、李在、倪端、陳暹. 季昭蘇州人, 鍾欽禮會稽
人, 王諤廷直奉化人, 朱端北京人, 然此輩皆畵家第二流, 但能置之能品耳. 我朝善
畵者甚多, 若行家當以戴文進爲第一, 而吳小仙、杜古狂、周東村其次也. 利家則以
沈石田爲第一, 而唐六如、文衡山、陳白陽其次也. (중략) 開化時儼, 號晴川, 以焦
墨作山水, 人物, 皆可觀. 同時徽州有汪海雲亦善畵, 墨氣稍不及時, 而畵法近正, 是
皆不失畵家矩度. 如南京蔣三松、汪孟文, 江西郭清狂, 北方之張平山, 此等雖用以
指抹, 猶懼辱吾幾榻也.” 리처드 반하트는 왕맹문(汪孟文)을 왕조(汪肇)로 해석했으
나 맹문(孟文)은 왕질(汪質, 생몰년 미상)의 자(字)이다. Richard Barnhart, 앞의 
글(1983), p. 365; 朱謀垔, 『畵史會要』 卷四, 盧輔聖 主編, 『中國書畵全書』4(上
海: 上海書畵出版社, 2009), p. 558. “汪質, 字孟文, 錢塘人, 居金陵, 山水出入馬
夏之間, 但用墨太濃耳.”

15) 원래 ‘예가’라는 말은 원대 희곡에서 쓰인 용어로 비(非)전문가를 의미한다. 회화
에 있어 예가라는 표현은 전선(錢選, 1235-1305)이 처음 사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예가 이외에 여가(戾家), 역가(力家), 하량준이 사용한 이가라는 표현이 쓰인다. 董
其昌, 「臥游冊題詞」, 『容臺集』 卷三, 『四庫禁燬書叢刊. 集部』32(北京: 北京出版
社, 2000), p. 199. “趙文敏問畵道於錢舜擧, 可以稱士氣? 錢曰, 禮體耳.” 曹昭, 
「士夫畵」. 『新增格古要論』 卷五, 『叢書集成初編』1555(北京: 中華書局, 1985), p. 
108. “趙子昻問錢舜擧曰, 如何是士夫畵? 舜擧答曰, 隸家畵也.” 밑줄은 필자.

16) 하량준과 달리 왕세정은 대진은 행가와 이가를 겸한 인물로 평가했다. 이에 대해 
종디엔(宗典)은 왕세정이 활동한 시기에는 하량준의 이론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
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예원치언』은 1551년에 초판이 출간되었으며 『사우재화
론』은 1569년에 출판되었기 때문에 종디엔이 두 인물의 나이 차이만을 고려하여 
상정한 선후관계는 오류일 수도 있다. 오히려 하량준이 왕세정의 화론을 겨냥하고 
대진을 격하시키는 이론을 펼쳤을 가능성이 높다. 何良俊, 『四友齋畵論』, 盧輔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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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량준은 『사우재화론』을 통해 화가들의 계보를 제시하였으며 이
에 대한 사례 및 인용을 들어 화론을 펼쳤다. 『사우재화론』에는 한대
(漢代)부터 당(唐), 오대(五代), 송(宋), 그리고 원(元), 명대(明代)에 이
르는 역대 화론과 명대 화가들에 대한 비평이 서술되어 있다. 하량준
은 산수화를 중심으로 유파를 구분했는데 이 점은 매우 주목할 만하
다. 하량준은 형호(荊浩, 9세기 후반)와 관동(關仝, 약 907-960), 동
원(董源, 10세기 후반)과 거연(巨然, 10세기 후반), 이성(李成, 
919-967)과 범관(范寬, 11세기 초), 그리고 이당(李唐, 1049-1130)이 
이루는 일가(一家)를 분류하였으며, 이들을 본받은 후대 화가를 정맥
(正脈)이라 일컬었다. 이어서 그는 남송(南宋)의 마원(馬遠, 12세기 후
반)과 하규(夏珪, 12세기 후반)의 화풍을 원체(院體)라 하였다.17) 오대
와 송대 화가의 유파를 나누고 명대 직업화가의 선두주자로 대진을, 
문인 화가의 대표로 심주를 거론한 점에서 하량준은 후일 동기창이 
문인화의 계보를 설정하고 절파 화가들을 폄하하는 데 선례(先例)를 
제공하였다. 특히 그는 대진은 마원과 하규를 배웠으며 심주의 화풍
은 동원과 거연에서 유래했다고 서술함으로써 절파와 오파의 구분이 
생기기 전에 이미 명대의 화가들을 양분하는 이론적인 체계를 만들었
다.18)

主編, 앞의 책, p. 872. “衡山本利家, 觀其學趙集賢設色與李唐山水小幅, 皆臻妙, 
蓋利而未嘗不行者也. 戴文進則單是行耳, 終不能兼利, 此則限於人品也. 沈石田畵
法從董、巨中來, 而於元人四大家之畵極意臨摹, 皆得其三昧, 故其匠意高遠, 筆墨
清潤, 而於染渲之際, 元氣淋漓, 誠有如所謂詩中有畵畵中有詩者. 昔人謂王維之筆, 
天機所到, 非畵工所能及, 餘謂石田亦然.”; 王世貞, 『藝苑卮言』, 『四庫明人文集叢
刊』52(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3), p. 495. “文進源出郭熙, 李唐, 馬遠, 夏圭, 
而妙處多自發之, 俗所謂行家兼利家者也.”; 宗典, 「“吳派”與“浙派”之爭―談若干偏
激言論的看法」, 故宮博物院 編, 『吳門畵派硏究』(北京: 紫禁城出版社, 1993), pp. 
183-193. 밑줄은 필자.

17) 何良俊, 『四友齋畵論』, 위의 책, p. 871. “畵山水亦有數家, 關仝、荊浩其一家也, 
董源、僧巨然其一家也, 李成、范寬其一家也, 至李唐又一家也. 此數家筆力神韻兼
備, 後之作畵者能宗此數家, 便是正脈. 若南宋馬遠、夏珪亦是高手. 馬人物最勝, 
其樹石行筆甚遒勁. 夏珪善用焦墨, 是畵家特出者, 然只是院體.” 

18) 수잔 부시(Susan Bush)는 하량준의 이가와 행가간의 구분이 명대 예술 이론의 
중심이었다고 주장했다. 비록 동기창이 활동한 시기는 16세기 말과 상황이 차이가 
있으나 명대 회화사를 양분하는 하량준의 이론은 17세기 이후 회화 비평의 기초
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Susan Bush, The Chinese Literati on Painting; 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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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처드 반하트는 광태사학이라는 용어가 성립되기 전에 비평 기반
을 제시한 인물은 이개선(李開先, 1501-1568)과 하량준이라고 밝혔으
며, 이 두 사람으로 인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했다.19) 하
량준이 『사우재화론』을 출판하기 25년 전에 이개선이 『중록화품(中麓
畵品)』(1544)에서 이재, 변문진(邊文進, 1365-1462 활동), 상희(商喜, 
15세기 중반 활동), 석예(石銳, ?-1450 활동), 장로, 종례, 정옥천(丁
玉川, 생몰년 미상) 등 절파 화가들을 부정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이
다.20) 그러나 이개선은 대진, 오위, 도성(陶成, 생몰년 미상), 두근을 
제외한 원‧명대 다수의 화가들을 높게 평가 하지 않은 점에서 광태사
학파 화가만을 집중적으로 비난했다고 보기 어렵다. 글의 체계와 비
평 기준 역시 상이하여 하량준의 화론과 연관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 
즉 이개선은 하량준과 그 이후의 비평가들처럼 특정 화가들을 분류하
여 폄하의 대상으로 본 것은 아니다. 따라서 광태사학파가 형성되는 
데 이론적인 기반을 제공한 주요 인물은 하량준이다.

무엇보다도 이개선의 『중록화품』에는 화가를 양분하는 경향이 나
타나 있지 않다. 이개선은 「화품일(畵品一)」에서 원‧명대의 여러 화가
들을 화려한 형용사 및 비유를 사용하여 함께 나열하는데 그쳤다.21) 
화가들을 나열한 방식에 있어서도, 나열된 화가들의 우열 관계를 구
분할 수 있는 특별한 기준이 없어 보인다. 「화품이(畵品二)」와 「화품

Shih (1037-1101) to Tung Ch’i-ch’ang (1555-1636)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p. 154.

19) Richard M. Barnhart, 앞의 글(1983), pp. 374-378. 
20) 이개선은 장자성(蔣子成, 생몰년 미상), 이재, 임량, 변문진, 상희, 석예, 종례, 왕

악(王諤, 15-16세기 초 활동), 정옥천, 곽후 등 절파 화가 다수를 상당히 부정적
으로 보았으나, 대진과 오위를 가장 높게 평가하였고 심주를 그보다 낮게 평가하
였다. 이개선과 절파 회화와의 관계는 張同標, 「論『中麓畵品』爲院體浙派辯護」, 
『中國書畵』6(2011), pp. 60-66  참조.

21) 예를 들어 오위의 그림에는 “초나라 사람이 거록(鋸鹿)에서 싸우는 것과 같은 사
나운 기개가 자유롭게 드러난다”고 했으나, 곽후의 그림은 “유학을 하는 노인이 
농사를 배웠으나 근력이 같은 또래보다 못하니 잡초가 곡식보다 반드시 많은 것과 
같다”고 묘사하였다. 李開先, 『中麓畵品』, 盧輔聖 主編, 『中國書畵全書』3(上海: 
上海書畵出版社, 2009), p. 913. “吳小仙如楚人之戰钜鹿, 猛氣橫發, 加乎一時. 
(중록) 郭清狂如儒翁學稼, 筋力既劣於同儕, 稂莠必多於嘉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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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畵品三)」에서는 회화에서의 육요(六要)와 사병(四病)을 설명하며 나
름의 기준을 제시하였으나 수사법과 화가명의 나열 방식은 크게 다르
지 않다. 이개선은 「화품사(畵品四)」와 「화품오(畵品五)」에 이르러서
야 화가들의 등급과 그 근원을 거론하였으나 그 등급을 나눈 구체적
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22) 「후서(後序)」에서 이개선은 장로의 그
림이 “추하여 인물은 도장을 찍은 것과 같으니, 모든 것들이 똑같다”
고 비난하였으나, 하량준 및 후대 비평가들처럼 장로를 다른 화가들
과 엮어 ‘사학’으로 멸시하지는 않았다. 하량준에게 가장 중요한 화가 
중 한 명인 문징명에 대해서도 이개선은 “작게는 잘 그려도 크게는 
그리지 못한다”라는 다소 부정적인 평을 내렸다. 즉 이개선이 광태사
학론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23) 이는 화가들에 대한 단
순한 감상의 나열에 지나지 않는 이개선의 비평보다는 최초로 명대 
화가들을 양분하는 시도를 보였던 하량준의 화론이 남북종론을 예고
하며 후대의 회화 비평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2. 하량준의 비평 기준 형성

하량준의 화론과 비평의 기준이 형성되는 데에는 문징명 일가 및 
항원변으로부터의 영향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량준은 자신의 화론
과 문집에서 문징명 일가와의 교유 관계를 특별히 강조하였으며 적극
적인 화론 저술을 통해 소주 지역 화가들의 작품을 높게 평가하였다. 
그는 항원변을 비롯한 가흥(嘉興), 무석(無錫), 화정, 소주, 상해(上海) 
지역 유명 수장가들의 소장품에 대한 저서인 『서화명심록(書畵銘心

22) 李開先, 『中麓畵品』, 위의 책, pp. 914-915. “文进、小仙、云湖、古狂为一等. 
庄麟、倪云林为一等. 蒋子成、金润夫、夏仲昭、周臣、吕纪为一等. 胡大年、唐
寅、李在、石田、材良、景昭、若水为一等. 商喜、石锐为一等.”

23) 李開先, 「中麓畵品後序」, 『中麓畵品』, 위의 책, p. 916. “衡山能小以不能大, 精
巧本之趙松雪. 平山粗惡, 人物如印版, 萬千一律.”; 김홍남은 이개선이 오위, 장로, 
남영 등 절파화가들의 작품을 극찬하였다고 했지만, 『중록화품』에서 이개선은 장
로의 그림을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김홍남, 「동기창 이전과 이후의 동기창론: 
미술사 방법론적 고찰과 재평가」, 『중국 한국 미술사: 김홍남 논문집』(학고재, 
1991), p.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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錄)』(1557)을 따로 집필할 정도로 이 지역 예술에 관심과 열정을 보
였다. 하량준이 열람한 작품들은 그의 회화 비평관 형성에 중요한 기
반을 마련해주었으며, 그의 화론은 후기 절파 회화의 입지를 약화시
킬 수 있었다. 

하량준보다 36세나 연장이었던 문징명은 하량준과 마찬가지로 오
랜 기간 과거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다가 54세가 되어서야 한림원대조
(翰林院待詔)를 지낸 이력이 있었다.24) 관직을 제수 받은 지 3년 만
에 고향으로 돌아와 소주 지역 문예에서 중추적인 위치에 오른 문징
명은 하량준에게 일종의 이상적인 본보기였을 수도 있다. 하량준은 
관직 생활을 하기 전인 1546년부터 문징명을 만나고 서신을 주고받으
며 문징명과의 인연을 이어나가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였다.25) 
1549년에 문징명의 80세 생일 축하시를 지어준 후 그는 문징명에게 
자신의 문집인 『하씨어림(何氏語林)』의 서문을 요청했다. 그러나 하량
준은 서문을 바로 받지 못하였으며 그가 남경한림원공목으로 제수된 
1552년에 재차 요청한 후에야 비로소 문징명으로부터 글을 받을 수 
있었다.26) 그는 남경에서 관직생활을 할 때에도 문징명의 집을 자주 
방문하여 문징명, 문백인의 그림에 제발을 쓰는 한편 이들의 소장품
을 열람하기도 했다. 

문징명 사후에 하량준은 아버지의 명성과 사회적 위치를 이어 받
은 문가(文嘉, 1501-1583)와의 관계 발전을 위해 힘썼다.27) 하량준은 

24) 문징명의 생애와 작화활동은 Anne De Coursey Clapp, 앞의 논문(1971); 
Craig Clunas, 앞의 책(2004a) 참조.

25) 何良俊, 「奉壽文衡山先生」, 『何翰林集』 卷一, 앞의 책, pp. 22-23. “嘉靖己酉
歲, 先生年登八十, 而步履軒舉, 視瞻炤灼, 神候精爽, 如神仙中人, 見者以爲雖百歲
未艾也. (중략) 中冬六日, 實惟先生降誕之辰.”; 何良俊, 「與文太史衡山書一」, 『何
翰林集』 卷二十二, 위의 책, pp. 176-177.

26) 何良俊, 「與文太史衡山書二」, 『何翰林集』 卷二十二, 앞의 책, pp. 176-177.
27) 문가는 절강성, 안휘성에서 관직생활을 했으며 문징명 사후에 소주 문인 사회에

서 중요한 위치를 이어받게 된다. 소주에서 문가의 교유 관계 및 서화 제작에 대
한 연구는 Alice R. M. Hyland, “Wen Chia and Suchou Literati: 
1550-1580,” Chu-tsing Li ed., Artists and Patrons: Some Social and 
Economic Aspects of Chinese Painting (Lawrence: Kress Foundation 
Dept. of Art History, University of Kansas, Nelson-Atkins Museum of 
Art, Kansas City in association with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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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재화론』에서 문징명의 아들인 문팽(文彭, 1498-1573)과 문가, 
조카 문백인(文伯人, 1502-1575)과 교유하며 그림을 그렸던 일화를 
언급했는데, 특히 문가의 그림에 대해서는 왕몽(王蒙, 1308?-1385)보
다 모자라지 않다고 하며 높게 평가하였다.28) 이처럼 자신의 화론에
서 사적인 교유 관계를 특별히 밝힐 정도로 하량준에게 문징명 일가
는 중요한 존재였다. 하량준과 문징명 일가와의 관계는 상호적
(mutual)이라기보다는 하량준의 일방적인 문징명 숭배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징명 부자(父子)와의 관계 형성을 위한 
하량준의 꾸준한 노력은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 
하량준은 문징명, 그의 아들들과의 관계를 시작으로 소주 문인 사회
에 합류하였다. 문징명 일가 외에 하량준은 오파 화가인 왕총(王寵, 
1494-1533), 육사도(陸師道, 1510-1573), 육치(陸治, 1496-1576), 황
희수(黃姬水, 1509-1574) 등과 교유하며 그들의 작품에 제발을 남겼
으며, 이 그림들은 대부분 생일 축하용이나 선물을 위해 그려진 것이
었다.

하량준은 교유 관계의 범위를 자신의 고향인 화정을 포함한 여러 
지역의 수장가들로 넓혀 갔다. 1556년에 가흥의 저명한 수장가였던 
항원변, 무석의 화운(華雲, 1488-1560), 화정의 장헌(張憲, 16세기 활
동), 장경현(張景賢, 16세기 활동), 소주의 원경(袁褧, 1495-1560), 상
해의 동광유(董光裕, 1571 활동) 등이 소장한 서화를 열람한 후 이듬
해에 『서화명심록』을 집필했다.29) 『서화명심록』 집필 이후, 하량준은 

1989), pp. 127-138 참조.
28) 何良俊, 『四友齋畵論』, 盧輔聖 主編, 앞의 책, p. 873. “餘友文休承, 是衡山先生

次子, 以歲貢爲湖州教官. 嘗爲餘臨王叔明泉石閑齋圖, 其皴染清脫, 墨氣秀潤, 亦
何必減黃鶴山樵耶. 文五峰德承在金台客舍爲餘作仙山圖. 餘每日攜酒造之, 看其著
筆, 是大設色, 學趙千裏者. 其山穀之幽深, 樓閣之嚴峻, 凡山中之景, 如水碓水磨稻
畦之類, 無不畢備, 精工之極, 凡兩月始訖工.” 밑줄은 필자.

29) 『서화명심록』은 화정, 무석, 소주, 상해 지역의 유명 수장가들이 소장한 서화에 
대한 비평집이다. 이 저서는 독립된 판본으로 전해지지 않아 책의 존재 여부에 대
한 의문도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하한림집』에 수록된 「題書畫銘心錄前」, 「題
書畫銘心錄後」. 그리고 『강남통지(江南通志)』, 『천경당서목(千頃堂書目)』, 『화사회
요(書史會要)』의 기록을 통해 총 1권으로 된 짧은 저서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패문재서화보』에 『서화명심록』 본문이 전해지고 있으나 이것이 전문(全文)인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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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팽을 통해 항원변의 서재를 위해 지은 시를 전달했으며, 항원변은 
하량준이 경제적인 문제로 소장품을 판매했을 때 가장 많이 구입하기
도 했다.30)

하량준이 문징명 일가의 회화와 항원변의 컬렉션을 애호(愛好)하였
으며 동시에 이들과의 관계 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사실을 고려
해보면 이들은 모두 하량준의 예술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렇다면 하량준이 강력하게 비난한 화가들의 선별 기준은 
무엇이었을까? 비록 하량준은 자신의 저서에서 정확하고 구체적인 근
거를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된다. 
우선 첫 번째로 하량준이 거폭(巨幅) 그림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
지고 있었다는 점을 추측해볼 수 있다. 하량준은 남경에서 서림(徐霖, 
1462-1538)의 집에 걸린 두근의 거대한 <뇌신도(雷神圖)>를 본 후, 
그림 속 인물들의 키가 1척(尺)이나 되고 외모가 기괴하고 예스러워 
고상함이 없으며 기이한 작품이라 평했다. 그는 사시신(謝時臣, 
1487-?)에 대해 “뻔뻔한 기질이 있어 대폭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고 

알 수 없다. 何良俊, 「題書畫銘心錄前」, 「題書畫銘心錄後」, 『何翰林集』 卷二十
八, 앞의 책, p. 222; 「趙宏恩, 「藝文志」. 『江南通志』 一百九十二, 中國基本古籍
庫 데이터베이스. “書畵銘心錄: 華亭何良俊”; 黃虞稷, 「藝術類」, 『千頃堂書目』 卷
十五, 『書目叢編』11(臺北: 廣文書局, 1967), p. 1088. “何良俊, 書畵銘心錄一卷”; 
朱謀垔, 『畵史會要』 卷四, 盧輔聖 主編, 앞의 책, p. 568. “何良俊字符朗, 華亭人 
(중략) 有書畵銘心錄一卷.” 『서화명심록』과 관련 수장가에 대한 간략한 소개는 翟
勇, 「『四友齋叢說』與『書畫銘心錄』辨疑」, 『運城學院學報』31(2013), pp. 17-18 참
조.

30) 何良俊, 「書」, 『四友齋叢說』 卷二十七, 『元明史料筆記叢刊』(北京: 中華書局, 
1959), p. 244. “餘家宋人書亦有數十種, 今皆賣去, 不複存矣.”; 하량준과 항원변
의 인장이 모두 찍힌 작품으로 조맹부(趙孟頫, 1254-1322)의 <서심경청정경(書心
經清靜經)>, 주희(朱熹, 1130-1200)의 <삼희당법첩(三希堂法帖)>, 한강(韓絳, 
1012-1088)의 <기충사장로시첩(寄冲師長老詩帖>, 손보(孫甫, 998-1057)의 <우후
환첩(虞候還帖)>,  조령치(趙令畤, 1061-1134)의 <사다첩(賜茶帖)> 등을 포함한 
송원대 서예작품 및 서적과 왕연(王淵, 생몰년 미상)의 <연당계칙도(蓮塘鸂鶒圖)>, 
관휴(貫休, 832-912)의 <십팔나한도(十八羅漢圖)>, 전선(錢選, 생몰년 미상)의 <추
강시도도(秋江侍渡圖)> 등 회화작품이 있다. 이외 소장품들은 화운에게도 판매되
었다. 張丑, 『清河書畵舫』, 盧輔聖 主編, 『中國書畵全書』5(上海: 上海書畵出版社, 
2009); 安歧,  『墨緣彙觀録』, 盧輔聖 主編, 『中國書畵全書』14(上海: 上海書畵出
版社, 2009); 張照 外, 『秘殿珠林』 卷九, 『秘殿珠林石渠寶笈合編』1(上海: 上海書
店, 1988); 張照 外, 『石渠寶笈』 卷六貯, 『秘殿珠林石渠寶笈合編』2(上海: 上海書
店,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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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하였다. 『사우재화론』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하량준은 “근래 
절강(浙江)의 심사(沈仕, 1488-1565), 진학(陳鶴, ?-1560), 요일관(姚
一貫, 생몰년 미상)과 같은 화가들은 스승에게 배우지 못하고 임의로 
꾸며내기만 했으며 대폭을 그려 사람들에게 줄 뿐이어서 우습다”고 
밝히며 자신의 화론을 마무리했다.31) 전기 절파부터 광태사학파에 이
르는 화가들은 높이가 2미터에 육박하는 대형 그림들을 다수 제작했
는데 이는 소주 지역 문인화가들의 작품에는 나타나지 않는 특징이
다. 이러한 대형 그림들이 오위 이래 전국적인 인기를 누리게 되자 
하량준은 소주와 화정 지역을 기반으로 한 회화 전통이 위협을 받게 
되었다고 느끼고 위와 같이 대형 축(軸) 그림에 대해 부정적인 언급을 
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두 번째 이유는 지역적인 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32) 『사
우재화론』에서 하량준이 극찬한 소주 지역 화가들에 대한 호칭과 행
가 및 기타 직업화가들에 대한 호칭에 차이가 있다. 우선 하량준은 
자신이 이류 화가, 행가로 분류한 이들 앞에 그 화가들의 출신지를 
일일이 밝혔다. 이들에 대해 가장 거센 비난을 남긴 글 마지막 부분
을 살펴보면 ‘개화의 시엄(時儼, 생몰년 미상),’ ‘휘주의 왕조,’ ‘남경

31) 何良俊, 『四友齋畵論』, 盧輔聖 主編, 앞의 책, p. 873. “蘇州又有謝時臣號樗仙, 
亦善畫, 頗有膽氣, 能作大幅, 然筆墨皆濁, 俗品也. 杭州三司請去作畫, 酬以重價, 
此亦逐臭之夫耳. (중략) 嘗見徐髯仙家有杜古狂所畵雷神一幅, 人長一尺許, 七八人
攢在一處. 有持巨斧者, 有持火把者, 有持霹靂砧者. 狀貌皆奇古, 略無前所謂秀媚
之態, 蓋奇作也. 髯仙每遇端午或七月十五日, 則懸之中堂, 每詫客曰: 此杜檉居輞
川圖也. (중략) 若近年浙江人, 如沈靑門仕, 陳海樵鶴, 姚江門一貫, 則初無師承, 
任意塗抹, 然亦作大幅贈人, 可笑, 可笑.”

32) 안토니아 피낸(Antonia Finnane)은 중국에서 출신지는 한 사람이 보고 자란 하
나의 세계이며, 계보를 세울 때 출신과 조상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다. 
허빙디(何炳棣)는 인물과 출신지를 관련짓는 것이 부상하게 된 데에는 지역중심주
의가 아니라 지역 간의 사회·경제적 통합이 그 배경이라고 주장했다. 하량준이 출
신지를 기준으로 화가들을 평가한 이유 역시 15세기 후반 강남 지역 경제가 번성
하고 지역 간 사람들의 교류가 늘어나면서 출신지의 중요성이 부각된 결과로 보인
다.  Antonia Finnane, “The Origins of Prejudice: The Malintegration of 
Subei in Late Imperial China,”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vol. 35, no. 2 (April 1993), pp. 211-238; 허빙디의 관련 연구는 Ho 
Ping-ti, The Ladder of Success in Imperial China (New York: Science 
Editions, 1964); 何炳棣, 『中國會館史論』(臺北: 學生書局, 196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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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숭과 왕질,’ ‘강서의 곽후,’ ‘북방의 장로,’ ‘절강의 심사, 진학, 
요일관’으로 서술되어 있다.33) 이 중 왕조, 장숭, 곽후, 장로는 화풍 
면에서 오위의 영향을 받았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그러나 심사와 진
학은 이들과 현저하게 다른 화풍을 구사하였다. 이 사실은 하량준이 
화풍보다 지역을 기준으로 화가를 평가했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예
를 들어, 심사의 화조화(도 1)와 산수화는 모두 하량준과 절친했던 육
치의 작품(도 2)과 흡사하다. 육치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심사는 큰 사
이즈의 산수화를 제작했다는 점이다. 진학의 경우, 하량준과 함께 생
일 축하 그림 및 시문을 함께 제작한 바가 있으나 하량준의 화론에서
는 절강성(浙江省) 출신이며 큰 그림을 그리는 화가로 비난을 면치 못
하였다.34) 심지어 진학의 화풍은 문징명의 화풍과 유사하다(도 3). 그
럼에도 불구하고 진학이 하량준의 비난을 피할 수 없었던 사실은 하
량준이 단순히 화풍만을 회화 비평의 기준으로 삼지 않았음을 의미한
다. 반면 하량준은 이가로 분류한 화가들의 출신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들 모두가 소주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문징
명과 문가에 대해서는 각각 ‘형산선생(衡山先生),’ ‘나의 친구(餘友)’라
고 부르며 존경과 친밀감을 강조하고 있다. 하량준의 화론에서 소주
라는 지역과 그 지역에 속한 회화는 하나의 표준이자 우호적인 대상
이었다.35) 

하량준은 자신이 문징명 일가의 회화를 애호한 반면 타 지역의 화

33) 본 논문의 각주 14번 참조.
34) 何良俊, 『四友齋畵論』, 盧輔聖 主編, 앞의 책, p. 873. “若近年浙江人, 如沈靑門

仕, 陳海樵鶴, 姚江門一貫, 則初無師承, 任意塗抹, 然亦作大幅贈人, 可笑, 可笑.”; 
何良俊, 「題種松圖, 壽許石城奉常, 次陳海樵韻」, 『何翰林集』 卷七, 앞의 책, p. 
68. “種松看成百尺林, 清秋拂石坐調琴. 虯枝不作明堂用, 獨有蒙莊會此心. 松風留
待滿長林, 匡坐聽風如聽琴. 我欲買山栽萬樹, 與公白首結同心.”

35) 문징명도 타 지역에 대한 차별적인 언급을 남겼다. 그는 천진(天津)을 노상강도의 
땅으로 묘사한 바 있으며, 소주는 다른 지역보다 몇 배나 더 중요한 중국 동남(東
南) 지역의 요충지라고 주장했다. 문징명은 타 지역 화가들을 직접적으로 비난하
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가 소주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다른 지역에 대한 편견을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은 지역이 하나의 판단 기준이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文徵
明, 「中順大夫嵩峯華公誌略」, 『文徵明集』(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7), p. 1562. 
“天津盜區.”; 文徵明, 「贈長州尹高侯敍」, 위의 책, p. 455. “郡當東南要劇, 賦發
章程, 率倍他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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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들을 공격한 근본적인 원인을 분명히 밝히지는 않았다. 그런데 그 
원인을 고찰하기 위해 하량준이 회화 비평가이기 전에 그 역시 서화 
수장가였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가 특정한 화가들을 비난한 
데에는 자신의 소장품 가치를 격상시키기 위한 의도가 기저에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량준은 항원변만큼 부유하지 않았으며 컬렉션 규
모도 그에 미치지 못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하량준 역시 서화 
수장에 굉장한 의욕을 지닌 수집가였다. 그는 서적 4만여 권과 서화 
100여 점, 탁본과 청동기 수십 점을 소장하였으며, 서화 수집 벽(癖)
이 있기로 유명했다.36) 하량준의 전체 소장품 목록은 전해지지 않으
나 기록을 통해 소장 이력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다. 회화 작품과 관
련된 기록을 통해 하량준이 황공망, 오진, 예찬, 방종의(方從儀, 14세
기 활동)의 작품을 50여 점 소장하였는데 그 중 예찬의 작품 24점을 
소장하였다.37) 그가 소장한 명대 회화 작품은 대부분 문징명 일가를 
비롯한 소주지역 화가들의 작품으로 추측되며, 화가들로부터 직접 선
물 받은 그림들이 포함되어 있다.38) 이들은 하량준이 화론을 통해 정
립한 ‘이가’의 계보를 잇는 화가들이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하량
준 자신의 소장 회화 역시 이 계보에 포함되었다. 즉 하량준은 화론 
저술을 통해 자신이 소장한 회화 작품들의 정당성을 확보했으며 이와 
동시에 소장품들의 가치를 상승시키고자 했다고 볼 수 있다.

하량준이 특정 지역의 회화를 중심으로 취향을 정립한 일차적인 
의도는 개인적 야심에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하량준의 궁극적인 
의도까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그의 회화 비평은 결과적으로 수장가인 
항원변, 화가 가문인 문징명 일가, 비평가인 하량준이 이루는 문화 권
력을 탄생시켰다. 항원변과 문징명 일가의 관계 역시 특별했다.39) 수

36) 何良俊, 「春日思歸」, 『何翰林集』 卷二, 앞의 책, p. 27. “藏書四萬卷, 名畫百簽, 
古今名人墨帖數十本, 三代鼎彝二十餘種.”

37) 詹景鳳, 『東圖玄覽編』, 盧輔聖 主編, 앞의 책, p. 17. “雲間何元朗所藏盡元人子
久、仲圭、元鎮、方壺諸作. 合五十餘. 內元鎮至二十四幅, 獨叔明僅一幅爾.”

38) 문백인과 문가로부터 그림을 선물 받은 사례는 기록에 남아 있다. 何良俊, 「畵
二」, 『四友齋畵論』 盧輔聖 主編, 앞의 책, p. 873. “文五峰德承在金台客舍爲餘作
仙山圖. (중략) 餘友文休承是衡山先生次子, (중략) 嘗爲餘臨王叔明泉石閑齋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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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과 관련하여 항원변과 문징명의 관계를 제시한 구체적인 기록은 없
으나 문징명 작품을 다수 소장했던 것으로 보아 항원변이 명대 화가
로서 문징명을 중시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문팽은 수집과 관련하여 
항원변에게 여러 조언을 한 바 있다. 문팽이 항원변에게 보낸 편지는 
현재 19통이 남아있다.40) 이 서간을 통해 문팽이 작품의 출처, 진위 
여부, 가격에 대해 항원변에게 조언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문팽은 
작품의 감정과 관련하여 항원변의 고문(顧問)으로 활동하였다.41) 『초
창구록』의 서문도 문팽이 작성하였다고 전해지며, 항원변의 서화 수
집에 문팽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회화 및 감정에서 
문팽보다 명성이 더 높았던 문가 역시 항원변의 서화 수집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된다. 문가는 가정제(嘉靖帝, 재위 1521-1566) 시
기 최고 권력을 지녔으며 3천여 점의 서화를 소장했던 엄숭(嚴嵩, 
1480-1567)의 소장품 목록을 정리하여 『검산당서화기(鈐山堂書畵記)』
를 집필하였다.42) 엄숭은 상당한 수의 절파 회화를 소장했던 인물로, 
문가가 정리한 『검산당서화기』는 항원변 컬렉션과 현격한 차이를 보
여주는 실례(實例)라고 할 수 있다. 문가가 항원변에게 서화 수집에 
대해 직접 조언을 했던 기록은 없으나 항원변이 문가로부터 직접 구
입한 작품이 전해진다. 이처럼 항원변, 하량준, 문징명 일가의 관계는 
곧 항원변의 소장품, 문징명 일가의 회화, 하량준의 화론의 화론 속에 
잘 나타나 있다. 특히 항원변과 하량준은 저술을 통해 자신의 취향과 
대비되는 비교군을 설정하여 그들의 예술관을 정당화했다. 이들의 회
화 취향은 동기창을 위시한 다음 세대 및 이후 후대까지 강력한 영향
을 미쳤다.

39) 항원변과 소주 지역 문인, 화가들과의 관계는 Kwan S. Wong, “Hsiang 
Yuan-pien and Suchou Artists,” Chu-tsing Li ed., 앞의 책, pp. 155-158 
참조. 항원변이 문징명 일가의 작품에 남긴 제발문은 鄭銀淑, 『項元汴之書畵收藏
與藝術』(臺北: 文史哲出版社, 1984), pp. 47-51에 수록되어 있다.

40) 卞永譽, 「文三橋與墨林十九札」, 『式古堂書畫彙考』 卷二十四, 盧輔聖 主編, 『中
國書畵全書』6(上海: 上海書畵出版社, 2009), pp. 573-574.

41) 王耀庭, 「古畫鑒識的發展與局限」, 『藝術學』18(1997), p. 20.
42) 文嘉, 『鈐山堂書畵記』, 盧輔聖 主編, 『中國書畵全書』3(上海: 上海書畵出版社, 

2009), pp. 829-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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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량준이 활동한 시대에 그의 화론은 절대적이지 않았다. 왕세정은 
하량준과 다른 회화 이론을 펼쳤던 대표적인 인물이다. 시문(詩文)에 
있어 의고주의를 주장한 후칠자(後七子) 중 영향력이 가장 컸던 왕세
정은 고문사파(古文辭派)의 지도자였다. 이몽양(李夢陽, 1472-1529)이 
선두가 되었던 전칠자(前七子)와 더불어 전후칠자의 문인들은 배타적
으로 문학을 정의했으며 고전을 모방한 양식을 전형으로 삼았다. 진
한(秦漢)의 산문과 성당(盛唐)의 시를 중요시했던 전후칠자 문인들에
게 중당(中唐), 만당(晩唐)의 시와 송시(宋詩)는 비정통적이고 매너리
즘에 물든 시였다. 이들은 문학에 있어서 일종의 신고전주의를 제창
한 것이다.43) 이는 회화 비평가들이 정맥(正脈)과 사학(邪學)을 구분
한 것과 유사한 맥락이다. 전후칠자의 기준으로 정통이 아닌 문학이 
발달한 곳은 바로 소주 지역이었다. 송시의 전통에 더 밀접한 심주와 
도목(都穆, 1459-1525)의 시는 전후칠자의 문학관에서 정통이 아니었
으며 소주 지역 문단은 왕세정에게 달갑지 않은 존재였다.44)

하량준과 달리 왕세정은 화가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지 않았다. 명
대 이전 회화사를 서술할 때에도 그는 특정한 유파를 설정하지 않았
으며 화가들 간의 영향 관계와 각 화가들의 특성을 객관적으로 평가
하였다. 명대 회화사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왕세정은 『예원치언(藝苑卮
言)』(1551)에서 직업화가와 문인화가의 구별 없이 명대 화가 18명의 
순위를 매겼다. 그 명단은 대진, 심주, 두근, 오위, 장로, 당인, 문징
명, 주신, 구영(仇英, ?-1552), 진순, 장령(張靈, 생몰년 미상), 사시신
(謝時臣, 1487-1567), 왕곡상(王穀祥, 1501-1568), 육치, 문백인, 전
곡(錢穀, 1508-?), 여기 (呂紀, 1477-?), 임량 순서로 작성되었다. 18
명의 화가 중 8명이 후대에 절파로 분류된 화가들이며 그 중 4명이 
상위 5위를 차지하고 있다. 왕세정은 오위의 ‘크고 굳센’ 회화를 긍정

43) Richard John Lynn, “Alternate Routes to Self-Realization in Ming 
Theories of Poetry,” Susan Bush and Christian Murck eds., 앞의 책, pp. 
317-340.

44) 王世貞, 「李氏山藏集序」, 『弇州四部稿』 卷六十四文部, 『四庫明人文集叢刊』52(上
海: 上海古籍出版社, 1993), p. 121. “某呉人也, 少嘗從呉中人論詩, 既而厭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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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평가했으며 오위를 잇는 걸출한 화가로 장로를 꼽았다.45) 또
한 그의 화론에는 출신 지역이나 그림 크기를 기준으로 화가들을 차
별한 언급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리처드 반하트는 문학과 회화가 
서로 다른 영역에 있었기 때문에 의고주의 문학을 주도한 왕세정이 
절파 회화를 옹호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다.46) 그러나 이몽양, 왕세
정을 비롯한 전후칠자 문인들은 문학과 회화를 평가할 때 유사한 기
준을 가지고 있었다. 이몽양의 시는 성당 시의 영향을 보이면서도 거
칠고 호방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왕세정은 이러한 이몽양의 시와 북
방의 강건한 문학 성향을 숭상했다.47) 특히 왕세정은 성당 시기에 활
동한 오도자(吳道子, 700?-760?)의 회화를 높이 평가했으며 오위를 
오도자의 후계자로 상정하였다.48) 즉 이몽양과 왕세정이 선호했던 대
진, 오위, 종례, 장로, 곽후 등 절파 화가들의 작품이 하량준에게는 
지나치게 크고 거칠게 보였으나 당시 문단을 주도한 전후칠자 문인들
에게는 그들의 문학적 이상과 조화를 이루는 회화로 인식되었을 수도 
있다.49)

45) 王世貞, 『藝苑卮言』, 앞의 책, p. 495. “吳偉, 江夏人. 別號小仙. 入供奉仁智殿. 
其畵人物出自吳道子, 縱筆不甚經意而奇逸瀟灑動人, 山水樹石俱作斧劈皴, 亦大遒
緊, 宜畵祠壁屏障間. 至於行卷單條, 恐無取也.” 밑줄은 필자.

46) Richard M. Barnhart, 앞의 글(1983), p. 391.
47) 전후칠자의 문학에 대해서 Yoshikawa Kojiro, Five Hundred Years of 

Chinese Poetry, 1150-1650: The Chin, Yuan, and Ming Dynasties, trans. 
John Timothy Wixted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9), pp 
140-176 참조. 이몽양의 문학에 대해서 吉川幸次郞, 高橋和巳 編, 『中國詩史』2
(東京: 筑摩書房, 1967), pp. 212-234 참조.

48) 王世貞, 『弇州四部稿』 卷一百三十文部, 『四庫明人文集叢刊』53(上海: 上海古籍出
版社, 1993), p. 173. “吳道子畵爲開元第一.”; 王世貞, 『藝苑卮言』 卷十二, 위의 
책, p. 487. “唯觀吳道玄之迹, 可謂六法俱全, 萬象必盡神人假, 手窮極造化也.”; 
본 논문의 각주 45번 참조.

49) 와이 캄 호(Wai-kam Ho)는 왕세정이 회화의 전통을 송대로 상정했을 것으로 주
장했다. 왕세정의 예술 이론은 “격물(格物)”을 중시한 정주파(程朱派)에 기반을 두
고 있기 때문에 송대 회화의 재현적 정확성을 높이 평가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송
대 전통은 정통(orthodox)으로 간주되며, 그 역할은 남송 원체화의 직접적인 후계
자로 여겨지는 절파 회화로 전달된다. 즉 왕세정에게 있어 산문의 전통은 진한 시
대에, 시의 전통은 성당에 있고 회화의 전통은 송대에 있는 것이 와이 캄 호의 견
해이다. 그러나 왕세정이 송대의 회화를 정통으로 간주하고 있는지는 그의 화론에
서 확인하기 힘들다. Wai-kam Ho, “Tung Ch’i-Ch’ang’s New Orthodoxy,” 
Christian F. Murck ed., Artists and Traditions: Uses of the Past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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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량준, 항원변과 마찬가지로 왕세정 역시 문징명 일가와 전곡, 육
치, 우구(尤求, 생몰년 미상), 주천구(周天球, 1514-1595), 왕곡상 등 
소주 지역 화가들과 교유하였으며 이들의 서화를 다수 소장했다. 그
러나 왕세정은 친분이나 자신의 소장품을 기준으로 화가들을 평가하
지 않았다.50) 이는 전곡, 육치, 왕곡상, 문백인이 왕세정과 빈번하게 
교유한 화가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원치언』에서 비교적 낮은 순위
에 위치한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왕세정과 항원변이 상호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이다. 왕세정과 항원변이 직접적으로 교유했다
는 기록은 남아있지 않으나 서로를 견제했던 사례가 전해진다. 왕세
정과 항원변은 모두 서화 감정 분야에서 명성이 높았으며 스스로의 
감식안에 자신감이 충만했다. 왕세정은 자신이 위작(僞作)으로 감정한 
작품들을 항원변이 구입했던 것과 관련하여 항원변의 감정 실력을 비
판한 바 있다.51) 여기에 맞서 항원변도 왕세정을 맹인이라 비하했으
며 오직 자신만이 두 눈을 갖췄다고 주장했다.52) 이렇게 두 인물이 

Chinese Culture (Princeton: The Art Museum, Princeton University, 
1976), pp. 113-129; Louise Yuhas, “Wang Shih-Chen as Patron,” 
Chu-tsing Li ed., 앞의 책, pp. 139-153; 왕세정의 생애와 문학 및 예술 이론에 
대하여 Kenneth James Hammond, “History and Literati Culture: Towards 
an Intellectual Biography of Wang Shizhen (1526-1590)” (Ph.D. diss., 
Harvard University, 1994) 참조.

50) 예를 들어 왕세정은 육치에 대해 사생에 뛰어나긴 했으나 진도복에 미치지 못하
였으며 참되지 못하였다고 평가했다. 특히 그는 육치의 산수화에는 가끔 용솟음치
는 듯 중첩된 산수 표현이 나타나면서도 기이함을 면하지 못했다고 밝히며 이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인상을 남겼다. 王世貞, 『弇州四部稿』 卷一百五十五, 앞의 
책, p. 496. “陸治字叔, 平吳諸生有風調, 而及耿介將八十矣. 與余善叔平, 工寫生
能得徐黄遺意, 不若道復之妙, 而不眞也. 其於山水喜倣宋人, 而時時出己意風骨峻
削霞思湧疊, 而不免露蹊.” 밑줄은 필자.

51) 王世貞, 「徐騎省篆書千文後」, 『弇州山人四部續稿』 卷一百六十一文部, 『四庫明人
文集叢刊』56(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3), p. 328. “按此書亦不惡, 而少勁密, 無
徐騎省古意. 跋尾皆一筆俗書, 以至御筆與璽, 皆僞作, 蓋不特官稱之誤已也. 吳中
一子欲售余, 不應, 乃强余跋. 讀畢, 怏怏而去. 後聞售之嘉興項氏, 得百金. 蓋割去
余跋, 而後欺之也.”; 「山谷伏波神祠詩臨本」, “山谷書劉禹錫經伏波神祠詩, 最爲竒
逸, 有瀠洄飛舞之勢, 後有張安國, 范致能, 李貞伯, 文徴仲諸跋, 皆佳. 初自華東沙
氏, 售於吾館甥. 叔陽意忽疑之, 持以見畀, 偶囊澁, 不能應. 得旬日留, 托王君載雙
鈎, 而俞仲蔚廓填之. 雖不盡得其妙, 比之搨石, 尚少一重障也. 卷今爲嘉興項氏以
重資購得, 佳人屬沙咤利矣. 可憐可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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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를 신랄하게 폄하할 때, 왕세정의 교유 관계 및 소장 회화는 그
의 화론과 긴밀한 관계를 보여주지 못한 반면 하량준의 글은 소주 지
역 화가들의 예술과 항원변의 감식안을 대변해주었다. 결국 하량준과 
항원변은 이 지역의 회화와 문학에 위협이 된 이론의 영향력을 점차 
제거할 수 있었다.

3년 간 낮은 관직에 머무르는 데 그쳤던 하량준과 달리 왕세정은 
남경 형부상서(刑部尙書)까지 올랐으며 20년간 명대 문인 집단의 지
도자 역할을 했다. 왕세정의 지위를 고려하면 그의 화론이 후대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후대 회
화 비평의 기반이 되어 끝까지 그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하량준의 화
론과 수장가로서 항원변의 위상이었다. 이 사실은 문화를 주도하는 
데 있어 관료로서의 지위는 더 이상 영향력의 척도가 되지 않게 된 
것을 의미한다.53) 하량준, 항원변은 당시 정치적 권력에서 상대적으로 
열세(劣勢)에 있었던 인물들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집요하게 타 지역
의 예술을 폄하했으며 자신이 속한 지역의 취향을 옹호했다. 또한 왕
세정, 이개선 등 동시대 인물들과 달리 하량준은 자신의 글이 대변하
는 취향과 그 외의 것을 엄격하게 구별했다. 그 과정에서 하나의 담
론이 형성되었으며 이것이 후대에 전달되는 또 다른 원동력이 되었
다. 이처럼 하량준이 형성한 회화 취향은 연속적인 명대 회화사를 문

52) 詹景鳳, 『東圖玄覽編』, 盧輔聖 主編, 『中國書畵全書』4(上海: 上海書畵出版社, 
2009), p. 54, “項謂余曰: 今天下誰具雙眼者? 王氏二美則瞎漢; 顧氏二汝眇視也. 
唯文徵仲具雙眼, 則已死久. 今天下誰具雙眼者? 意欲我以雙眼稱之. 而我顧徐徐答
曰: 四海九州如此廣, 天下人如彼衆, 走未能盡見天下賢俊, 鳥能盡識天下之眼. 項
因言:  今天下唯足下與汴耳.” 밑줄은 필자.

53) 조셉 맥더모트(Joseph P. McDermott)은 명대 후기에 하량준, 풍서(馮舒, 
1593-1645?), 전동애(錢同愛, 1475-1549) 등 하급 관료에만 머무르거나 과거 급
제를 하지 못한 인물들이 문인 도서 문화를 주도하기 시작한 현상을 지적했다. 또
한 그는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고위 관료이거나 관료 가문 출신이 아닌 인물들이 
명대 후기에 주요 작가나 수집가로 적극적인 활약을 펼쳤음을 강조했다. 필자는 
이 시기에 하량준과 항원변이 활발한 출판과 수집 활동을 통해 관직 여부와 상관
없이 문예계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Joseph P. 
McDermott, A Social History of the Chinese Book: Books and Literati 
Culture in Late Imperial China (Hong Kong: Hong Kong University Press, 
2006), pp. 104-105.



- 27 -

인화가와 직업화가의 불연속적인 대립 구조로 변화시켰다.54) 
정체성은 차이를 통해 규정되고 확인된다. 하량준과 항원변의 역할

은 그들이 속한 지역 문화의 정체성을 타 지역 예술과의 차이를 통해 
규정하는 것이었다. 문화의 정체성이 규정되는 과정은 문화가 서술되
는 과정에서 드러난다.55) 특정 문화권에 소속되어 문화를 기술하는 
자는 타자(他者)를 ‘야만적,’ ‘광신적,’ ‘악마적,’ ‘비계몽적’으로 기술
하는 경향이 있다. 동시에 서술자는 특수성을 지니지 않는 중립적인 
존재로 스스로를 표방한다. 이러한 서술 과정은 특정 지역 문화의 폐
쇄성을 심화시키는 동시에 그 특정 지역 문화는 전체의 문화를 설명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문화의 기술 과정은 하량준의 회화론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명대에는 소주뿐만 아니라, 남경, 북경, 개봉 
등 여러 지역에서 해당 지역 화가들에 의해 회화가 발전했다. 그러나 
하량준의 회화론은 자신이 속한 문화권의 회화와 타 지역의 예술을 
구분하는 과정에서 명대의 회화사를 오파 회화 중심의 폐쇄적인 역사
로 만들었다. 동시에 그는 소주 지역의 예술이 명대 회화사를 설명하
는 총체가 되도록 하였다. 이처럼 하량준의 화론은 중국회화사에서 
가장 열등한 집단으로 강등된 광태사학파의 등장을 예고했다.

54)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는 취향은 사물을 명확하고 구별적인 기호(記
號)로 변화시키며 연속적인 분배를 불연속적인 대립으로 만드는 원인이라고 밝혔
다. Pierre Bourdieu, Distinction: A Social Critique of the Judgement of 
Taste, trans. Richard Nic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4), 
pp. 174-175.

55) 러시아의 기호학자 유리 로트만(Yuri Lotman)은 문화 연구 방법론과 문화 서술 
단계를 설명하였다. 로트만에 의하면 서로 다른 두 문화가 상호적 관계를 이루었
을 때 그들은 중립적인 상태에서 대립 상태로 전환된다. 아울러 두 문화는 각자의 
특성을 가다듬기 시작한다. 고립된 문화는 특수성을 지닐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매커니즘은 고립된 문화에서 결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로트만의 견해이다. 문
화는 외부의 눈을 통해 잘 드러나는데, 특정 문화를 기술하는 외부인은 중립적인 
존재가 된다. 다시 말해, 서술자는 스스로를 타자와는 구별되는 예외적인 존재로 
설명함으로써 자기 자신은 특징을 지니지 않는 존재로 간주하는 것이다. 로트만은 
이러한 문화 기술의 과정을 스탈 부인(Madame de Staël, 1766-1817)의 『독일론
(De’l Allemagne)』이 낭만주의적 독일 문화를 전 유럽에 코드화한 동시에 독일 
문화만의 특수성을 강조한 것을 사례로 들었다. Yuri Lotman, “Culture as a 
Subject and an Object in Itself,” Trames, vol. 1 (1997), pp. 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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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광태사학파의 정립과정―일용유서(日用類書)의 유행과 남북
종론(南北宗論)의 확산

1. 명대 일용유서 출판과 광태사학파의 등장

특정 양식을 지지한 담론이 성공적으로 권력을 획득했을 때, 담론 
자체는 그것이 어떻게 문화 권력을 지니게 됐는지 설명해주지 않는
다. 담론 그 자체보다는 담론을 재생산하고 확산시킨 출판물이 특정 
집단을 취향의 결정자(arbiter elegantium)로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
을 한다.56) 따라서 출판물이 담론에 권력을 부여하는 과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장에서는 출판물을 통해 광태사학파가 하나의 화
파로 정착하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하량준의 화론과 항원변의 회
화 취향이 17세기까지 영향을 미치며 독립적으로 활동한 일군의 화가
들을 하나의 화파로 엮게 되면서 광태사학파가 직업화가의 극단적인 
사례로 전락하게 된 맥락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하량준의 『사우재화론』 이후 ‘광태’와 ‘사학’이라는 표현은 본격적
으로 등장했다. 항원변의 저서로 전해지고 있는 『초창구록』, 고렴의 
『준생팔전』, 도륭의 『고반여사(考槃餘事)』(1606)를 거쳐 광태사학의 
개념적 정의가 성립되었다. 『초창구록』은 아홉 가지 문방구의 품등(品
等)과 감정에 대한 책으로, 「지록(紙錄)」, 「묵록(墨錄)」, 「필록(筆錄)」, 
「연록(硏錄)」, 「서록(書錄)」, 「첩록(帖錄)」, 「화록(畵錄)」, 「금록(琴錄
)」, 「향록(香錄)」의 아홉 장으로 이루어졌다. 문팽이 쓴 서문에 따르면 
이 책은 항원변이 천뢰각(天籟閣)에 보관했던 양질의 소장품을 근거로 
아홉 가지 문방구에 대해 쓴 글이다.57) 진위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56) 카이윙초우(Kai-wing Chow)는 취향이 결정되는 과정을 검토하면서 피에르 부르
디외가 제시한 상징투쟁(symbolic struggles), 즉 특정 양식을 부과하려는 집단 
간의 투쟁에 주목하였다. 또한 그는 문학양식사 및 예술 취향에 관한 역사 연구에
서 출판물과 취향의 결정자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한다고 피력했다. 
Kai-wing Chow, Publishing, Culture, and Power in Early Modern Chin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4), pp. 149-188.

57) 項元汴, 『蕉窓九錄』, 『明淸筆記史料. 明』50(北京: 中國書店, 2000), p. 208. “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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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창구록』의 집필 목적을 단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항원변이 자신
의 소장품을 기반으로 『초창구록』을 저술하였다면 이 책에는 소장품
의 가치를 보존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었을 것이다.58)

『초창구록』의 ‘사학(邪學)’ 조항은 「화록」에 등장하는데 동일한 구
문이 『준생팔전』과 『고반여사』에도 나타난다.

국조화가(國朝畵家)
명나라에는 화가가 흥성했다. [이들은] 송대와 원대의 화법을 구사
할 줄 알았고, 모두가 나란히 경쟁하는 자들이었으니, 어찌 백가
(百家)를 헤아릴 수 있을까. 그런데 오로지 오(吳) 지역에 그 절반
이 살고 있으니, 모든 지역의 화가들을 다 하여도 [오 지역의 화가
에] 미치지 못한다.

사학(邪學)
정문림, 장복양, 종례, 장숭, 장로, 왕조와 같은 이들은 ‘사학’을 이
루는 화가들로, 사나운 기질을 따르는 자들이며 취할 것이 없다.59)

하량준은 장숭, 왕질, 곽후, 장로를 가장 강도 높게 비난했었다. 반면 
항원변은 정문림, 장복양, 종례를 사학 명단에 추가하였다. 이때부터 

窗九錄者, 大半採自吳文定『鑑古彙編』, 閒有删潤, 亦極精確, 蓋子京丈之所好在此
九者. 而天籟閣中, 多植芭蕉, 予嘗過其居, 綠蔭淸畵, 觴咏流連, 出其所藏, 一一質
證. (중략) 長州文彭壽承書.”

58) 항원변의 소장품 카탈로그(catalogue)는 현존하지 않으나 그는 자신의 소장 서화
에 작품의 가격을 기록해놓았다. 조셉 맥더모트는 이것이 후손들이 작품을 판매 
할 때 그 가치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한 기록이라고 주장했다. 항원변은 자신이 구
입한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그림에 기록해 놓았다고도 전해진다. 그 목적은 후
손들이 소장품을 판매할 경우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한 조치였다. 이러한 항원변
의 행동을 참고해보면 『초창구록』 역시 소장품의 가치 보전이라는 출판 의도를 
지닌 것으로 보인다. Joseph P. McDermott, 앞의 책, p. 88.

59) 項元汴, 『蕉窓九錄』, 앞의 책, pp. 208-209. “國朝畵家. 明興丹靑, 可宋可元, 與
之並駕馳駈者, 何啻數百家. 而吳中獨踞其大半, 卽盡諸方之燁然者不及也. 邪學. 
如鄭顚仙, 張復陽, 鍾欽禮, 蔣三松, 張平山, 汪海雲軰, 皆畵家邪學, 徒逞狂態者
也, 俱無足取.”; 屠隆, 「邪學」, 『考槃餘事』, 『叢書集成初編』1559(北京: 中華書局, 
1985), p. 32; 『준생팔전』의 내용은 본 논문의 각주 58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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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을 이루는 화가들의 명단이 고정되었다. 항원변은 하량준이 제시
한 명단에 새로운 화가들을 추가한 이유를 밝힌 바 없다. 다만 오위
의 영향을 받아 광일(狂逸)한 화풍을 구사한 화가들을 항원변이 추가
로 선별하여 사학으로 규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스즈키 케이는 수장
가들이 화풍을 빌미로 광태사학파 화가들을 공격한 현상은 이 화가들
의 작품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고 주장하였
다.60) 이들의 작품은 불특정 다수의 서화 애호가부터 이몽양, 왕세정
을 비롯한 전후칠자 문인들과 엄숭 등 당대 권력자들에게 환영받았으
나 주로 오파 작품을 소장한 항원변의 취향에는 맞지 않는 그림들이
었다.61) 따라서 항원변은 자신의 취향에 극단적으로 반대되는 화가들
을 사학으로 규정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그는 사학 조항을 오(吳) 
지역에 명나라의 걸출한 화가 절반이 살고 있다고 주장한 부분과 병
치하여 소주 지역 회화의 우월함과 정통성을 강조하였다.

다만 항원변의 『초창구록』은 저자에 대한 진위 논란이 있다.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초창구록』과 『고반여사』의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이
다. 팡차오잉(房兆楹)은 Dictionary of Ming Biography에서 『초창구
록』이 항원변의 진작(眞作)임을 밝혔다. 스즈키 케이 역시 『초창구록』
이 항원변이 썼다는 것을 가정하고 『明代繪畵史硏究·浙派』를 집필한 
것으로 보인다.62) 그런데 일찍이 『사고전서총목(四庫全書總目)』에는 
『초창구록』의 원작자에 대한 의문이 나타나 있다. 시마다 히데마사(嶋
田英誠)는 『초창구록』이 『고반여사』의 저본(底本)으로 유명 수집가였
던 항원변의 이름을 빌려 만들어진 서적이라고 추측했다.63) 한편 웡

60) 鈴木敬, 앞의 책, p. 229.
61) 항원변의 정확한 소장품 목록은 확인할 수 없으나 항원변의 인장이 찍힌 회화 작

품들은 鄭銀淑, 앞의 책, pp. 140-192에 정리되어 있다. 그 중 명대 작품의 명단
은 왕불(王紱, 1362-1416), 문징명, 왕곡상, 구영, 두경, 심주, 당인, 육치 등 대부
분 소주 지역 화가들의 작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광태사학파 화가들의 작품은 이 
명단에 하나도 포함되지 않으며, 변문진, 사환, 여기의 작품 일부에만 항원변의 인
장이 찍혀있을 뿐이다.

62) L. Carrington Goodrich and Chaoying Fang, 앞의 책, pp. 1324-1327; 鈴
木敬, 앞의 책, pp. 199-208.

63) 永瑢, 『四庫全書總目』2(北京: 中華書局, 1987), p. 1114. “今考其書陋略殊甚. 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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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翁同文)은 문팽의 서문과 본문의 내용을 분석한 후, 『초창구록』
이 청대 강희제(康熙帝, 재위 1661-1722) 시기에 『고반여사』를 거의 
그대로 베껴서 제작된 책이라고 주장했다.64) 그러나 『초창구록』에 수
록된 진귀한 물건들은 희곡 작가로 생계를 이어가던 도륭이 쉽게 구
할만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대수장가 항원변의 소장품을 기준으로 
작성된 책을 후대 작가들이 참고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다.65) 『초창구
록』의 원작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나, 늦어도 16세기 
말에 ‘광태’와 ‘사학’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분명하다.

『초창구록』이 항원변의 저서가 아니라면 1591년에 출판된 『준생팔
전』이 ‘사학’과 ‘광태’라는 용어가 최초로 등장하는 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준생팔전』 역시 문인들의 일상생활 및 취미생활과 관련된 내
용을 광범위하게 서술한 문헌이다. 『준생팔전』은 자기 수양 이론인 
「청수묘론전(淸修妙論箋)」, 사계절과의 조화를 다룬 「사시조섭전(四時
調攝箋)」, 기상과 휴식 생활의 안락함에 대한 글인 「기거안락전(起居
安樂箋)」, 생명연장에 관한 「연년각병전(延年却病箋)」, 음식을 다룬 
「음찬복식전(飮饌服食箋)」, 문화 향유에 대한 「연한청상전(燕閒淸賞
箋)」, 신비한 영약에 대해 서술한 「영비단약전(靈秘丹藥箋)」, 마지막
으로 일상 외의 유람에 대한 글인 「진외하거전(塵外遐擧箋)」을 포함
한 총 여덟 개의 전(箋)으로 이루어졌다. 고렴은 이 중 여섯 번째 전

序亦弇鄙不文, 二人皆萬萬不至此, 殆稍知字義之書賈, 以二人有博雅名, 依託之以
炫俗也.”; 嶋田英誠, 앞의 논문.

64) 웡통원은 27세 연상인 문팽이 서문에서 항원변을 ‘세장(世丈)’이라 부른 것을 빌
미로 『초창구록』의 진위를 의심했다. 또한 그는 Dictionary of Ming Biography 
가 국제 학계에서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에 『초창구록』이 항원변의 진작으로 인정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팽은 항원변에게 수집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조언을 
했으며, 다른 편지에서 항원변을 ‘존형(尊兄)’이라 부른 사례가 있다. 따라서 필자
는 호칭을 통해 『초창구록』이 후대의 위작임을 단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翁同
文, 「項元汴名下『蕉窗九錄』辯僞探源」, 『故宮季刊』17(1983), pp. 11-26.

65) 고렴 역시 희곡 작가로 활동하였으나 비교적 넉넉한 재산을 소유하여 서호(西湖)
에 서재를 세웠으며 책과 청동기를 수집했다. 그러나 고렴은 정치적‧사회적으로 
권력을 가졌던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소실의 자식으로 과거 시험에 여러 차례 낙
방해서 관직에 나가지 못했다. 고렴의 자세한 소장 내력은 확인할 수 없으나 소장
품 규모는 항원변에 미치지 못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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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연한청상전」에서 회화, 청동기, 칠기 및 도자기와 이에 대한 감정
(鑑定)에 대하여 기술했다. 바로 여기에 ‘광태’와 ‘사학’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광태사학파 화가들에 대한 언급과 더불어 명대 화단에 대
한 고렴의 글은 다음과 같다.

명나라의 화가들은 송나라와 원나라의 화법을 쓸 줄 알았으며 인
재가 부족하지 않았다. 고품(高品)에는 문징명, 심주, 진순, 당인, 
문가, 왕문(王問), 전곡, 문백인, 고정의(顧正誼), 손극홍(孫克弘), 
심사(沈仕)가 있다. [이들은] 정신이 신묘하며 재능이 뛰어나다. 필
법은 탈속적이며 예서(隸書) 같기도 하고 행서(行書) 같기도 한데 
각자 천취(天趣)가 있다. 원나라의 조씨 형제, 왕몽, 황공망과 함께 
나란히 놓아도 아름답다.
대진은 산수인물에 뛰어났는데 신품(神品)이며, 송인(宋人)의 삼매
경을 얻어 고상하다. 송나라의 명화를 임모한 것은 모두 핍진하며, 
그 종이에 색을 칠하면 스며드는 것이 거칠다. [대진은] 황공망과 
왕몽 등의 그림을 배웠는데, 두 화가와 견주어도 [대진이] 뛰어나
다. 상희, 이재, 주신, 구영과 같은 이들의 산수인물화는 묘품(妙
品)이며, 송나라의 유송년(劉松年), 범관(范寬)과 같은 무리들보다 
뛰어나다. 또한 변문진, 여기, 임량, 장광(張廣), 심사용(沈士容), 왕
목지(王牧之), 진헌장(陳憲章), 유강촌(俞江村), 주소곡(周少穀)과 같
은 이들의 화조(花鳥)와 죽석(竹石)은 역시 송나라의 서희(徐熙)와 
황전(黃筌)의 화법을 얻었다. 사환(謝環), 상관백달(上官伯達), 금문
경(金文鼎), 금여청(金汝清), 요수(姚綬), 왕맹단(王孟端), 하중소(夏
仲昭), 왕순경(王舜耕), 진대장(陳大章), 허상문(許尚文), 오위, 소치
중(蘇致中), 엽징(葉澄), 사시신, 주자랑(朱子朗), 주록문(朱鹿門), 
하규(夏葵), 하지(夏芷), 석예, 예단과 같은 이들의 작품은 명나라의 
묘품이다. 사대부 화가들은 각자 그 풍취를 얻게 된다. 정문림, 장
복양, 종례, 장숭, 장로, 왕조와 같은 이들은 ‘사학’을 이루는 화가
들로, 사나운 기질을 따르는 자들이며 취할 것이 없다.66)

66) 高濂, 『遵生八箋』 卷十五, 『北京圖書館古籍珍本叢刊』(北京: 書目文獻出版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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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렴은 대진의 산수인물화를 신품(神品)에 놓고 황공망(黃公望, 
1269-1354?), 왕몽과 견주어도 더욱 뛰어나다고 높게 평가했다. 고렴
이 소주 지역의 문인 화가들을 고품(高品)으로 가장 높게 평가한 동시
에 직업화가 군에서 대진을 가장 높게 평가한 부분은 하량준 이후의 
회화 비평 경향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그는 대진 외의 절파 화가
들에 대해서도 묘품(妙品)이라 평가하며 그들로부터 취할 것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고렴은 정문림, 장복양, 종례, 장숭, 장로, 왕조를 
일컬어 모두 ‘사학’으로 사나운 기질을 따른다고 비난하였다. 『초창구
록』과 『준생팔전』에서 ‘사학’ 구문 이전의 내용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고렴이 유독 ‘사학’ 부분에서 항원변의 글을 그대로 
인용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회화의 정통과 이단을 구분하는 데 있어
서 항원변이 제시한 기준이 여과 없이 계속 수용되었기 때문이다.

‘사학’ 구문은 『고반여사』에 다시 등장한다.67) 『고반여사』의 저자
인 도륭은 절강성 은현(鄞縣) 출신으로 희곡 작가로 활동하였다. 『준
생팔전』은 1591년에 초판 된 후 1620년까지 세 번의 판본이 출간된 
것으로 보아 『초창구록』과 더불어 시장에서 수요가 있었던 것으로 추
측된다.68) 도륭은 항원변의 저서를 참고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나 만약 
『초창구록』이 후대의 위작이라면 이미 출판 시장에서 수요가 있었던 

1988), p. 428. “我朝名家, 可宋可元者, 亦不乏人. 高品如文衡山、沈石田、陳白
陽、唐伯虎、文汶水、王仲山、錢叔寶、文伯仁、顧亭林、孫雪居、沈青門, 風神俊
逸, 落筆脫塵, 或隸或行, 各有天趣. 元之二趙、王黃, 可與並美. 如戴文進工山水人
物神像, 雅得宋人三昧, 其臨摹仿效宋人名畵, 種種逼真. 其生紙著色, 開染草草, 效
黃子久、王叔明等畵, 較勝二家. 如商喜、李在、周東村、仇十洲, 山水人物之妙, 
上軼宋人劉範諸輩. 又如邊景昭、呂廷振、林以善、張秋江、沈士容、王牧之、陳憲
章、俞江村、周少穀輩, 花鳥竹石, 亦得宋之徐黃家法. 他如謝廷循、上官伯達、金
文鼎、金汝清、姚公綬、王孟端、夏仲昭、王舜耕、陳大章、許尚文、吳偉、蘇致
中、葉原靜、謝時臣、朱子朗、朱鹿門、夏葵、夏芷、石銳、倪端諸輩, 皆我明一代
妙品. 士夫畵家, 各得其趣. 若鄭顛仙、張複陽、鍾欽禮、蔣三松、張平山、汪海雲, 
皆畵家邪學, 徒逞狂態者也, 俱無足取.”

67) 屠隆, 「邪學」, 『考槃餘事』, 앞의 책, p. 32. “如鄭顚仙, 張復陽, 鍾欽禮, 蔣三松, 
張平山, 汪海雲輩, 皆畵家邪學, 徒逞狂太者也, 俱無足聚.”

68) Craig Clunas, Superfluous Things: Material Culture and Social Status in 
Early Modern China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4b, 
Originally published: Cambridge: Polity Press, 1991), pp.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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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생팔전』을 참고하여 『고반여사』를 집필하였을 것이다.69) 이처럼 
도륭은 기존의 유명 서적을 참고하여 1606년에 『고반여사』를 출판하
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문진형이 『장물지(長物志)』(1615-1620)를 집필
하였다.70) 문진형 역시 도륭과 동일하게 사학을 이루는 화가로 정문
림, 장복양, 종례, 장숭, 장로, 왕조를 언급하였다.71) 동일한 ‘사학’ 구
문은 화론서(畵論書)인 당지계의 『회사미언(繪事微言)』과 주모인(朱謨
垔, 17세기 활동)의 『화사회요(畵史會要)』(1631)에도 등장하며 서심의 
『명화록(明畵錄)』까지 이어졌다.72) 

위에서 언급한 『준생팔전』, 『초창구록』, 『고반여사』 및 『장물지』는 
모두 일용유서(日用類書)로, 문인들의 취미에 대한 일종의 매뉴얼
(manual)이다. 일용유서는 가구, 붓, 종이, 먹, 향, 그림, 서예, 책, 
음식, 식물 등 사치품 및 이러한 물건들의 품등(品等)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싣고 있다. 특히 미술품 감정(鑑定)은 양자강(揚子江) 이남 지
역의 급격한 번영에 따른 사치풍조에 힘입어 1580년부터 1640년경에 
가장 번성하였다. 강남 지역에 신흥 부유층 인구가 증가하면서 기존 
상류층 문인들만이 향유하던 물품들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모든 이들
이 구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항원변, 고렴, 도륭, 문진형 등의 저서는 고급 취향에 대한 기준을 제
시하는 역할을 했다.73) 일용유서를 통해 사물을 분류하여 그 등급을 
매기는 것은 대중적인 영역에서의 문화적 행위이다. 특히 일용유서의 

69) 도륭은 고렴의 주요 고객이었기 때문에 『고반여사』가 고렴의 「연한청상전」으로부
터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은 이미 기존 연구에서 지적되었다. 고렴
과 도륭의 영향 관계는 嶋田英誠, 앞의 논문과 Clunas, 위의 책 참조.

70) 문진형은 남경에서 말년의 도륭을 만났을 가능성이 있으며, 도륭은 문진형의 후
원자였던 왕치등(王穉登, 1535-1652)과 교유하던 사이였기 때문에 문진형은 『고
반여사』의 내용을 익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71) 文震亨, 『長物志』 卷五, 『叢書集成初編』1508(北京: 中華書局, 1985), p. 33. “如
鄭顛仙, 張復陽, 鍾欽禮, 蔣三松, 張平山, 汪海雲, 皆畫中邪學, 尤非所尙.”

72) 콘도 히데미(近藤秀實)는 『명화록』은 『화사회요』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며 『초창
구록』은 『사우재화론』을 절충하여 인용한 서적이라고 주장했다. 近藤秀實, 앞의 
논문, pp. 22-34. 

73) 크레이그 클루나스(Craig Clunas)는 문인들이 제안한 ‘풍(風),’ ‘취(趣),’ ‘아(雅)’
의 개념은 명말 사회 유동성 확대에 따른 불안감과 그 불안에 대한 일시적인 처
방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Craig Clunas, 앞의 책(2004b), pp. 16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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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에 포함된 ‘사(史),’ ‘록(錄),’ ‘지(志)’ 등의 단어는 일종의 문화적 
권위를 의미한다.74) 이처럼 문화적 권위를 지니게 된 일용유서는 상
품 혹은 소장품으로서 회화 가치에 대한 기준을 정했으며, 이 기준이 
대중에 전파되면서 사학(邪學)으로 분류된 화가들의 작품은 자연스럽
게 평가 절하되었다.

아속(雅俗)에 대한 기준이 필요했던 16세기 말 이후 명대의 사회적 
분위기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했던 책들이 저술되고 출판된 방식도 
광태사학파 개념을 견고하게 만들었다. 도륭의 『고반여사』는 고렴의 
『준생팔전』에 수록된 내용을 반복하는 데 그쳤으며, 특히 도륭은 ‘사
학’ 구문에서 고렴의 글을 그대로 인용했다. 이어서 문진형은 『고반여
사』를 참고하여 유사한 내용의 『장물지』를 집필했다. 이처럼 일용유
서의 저자들은 선대(先代)의 유명 작가의 글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일
부만 수정하는 방식을 통해 자신의 저술을 편찬하였다. 로버트 한스 
반 굴릭(Robert Hans van Gulik)이 지적했듯이, 명말(明末)의 일용
유서에서 완전한 독창성은 발견되지 않는다.75) 따라서 광태사학파는 
이러한 출판물들에 수록된 ‘사학’ 구문이 무비판적으로 수용되고 여러 
작가에 의해 같은 내용이 재출판 되면서 성립된 것이다.

2. 남북종론 이후의 광태사학파

‘광태사학’이라는 표현이 일용유서 출판에서의 단순한 인용을 거쳐 
형성된 것을 앞서 살펴보았다. 광태사학파가 하나의 호칭으로 수용된 
과정은 일용유서의 반복적인 출판 과정과 같은 궤도에 있었다. 또한 
절파 화가 전체가 평가 절하의 대상이 되기 이전부터 항원변과 고렴
에 의해 광태사학파 화가들에 대한 비난이 시작된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74) Wai-Yee Li, “The Collector, the Connoisseur, and Late-Ming 
Sensibility,” T'oung Pao, vol. 81 (1995), pp. 269-302.

75) Robert Hans van Gulik, Chinese Pictorial Art: As Viewed by the 
Connoisseur (New York: Hacker Art Books, 1981), pp. 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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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태사학파는 동기창의 남북종론 제창 이후 절파 회화와 함께 점
차 북종에 편입되었다. 동기창은 남종화와 북종화, 오파와 절파를 구
분하였으나 명대 중기 문인들처럼 광태사학파 화가들을 따로 분류하
지는 않았다. 그가 이사훈(李思訓, 651-716), 조간(趙幹, 10세기 경), 
조백구(趙伯駒, 1120-1162?), 조백숙(趙伯肅, 1124-1181), 마원, 하
규를 북종으로 정의한 반면, 절파 화가를 북종화가라고 분명하게 지
목하지 않은 점 역시 확인할 수 있다.76) 동기창이 절파를 정의한 이
후 대진과 오위가 점차 폄하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77) 대진
과 오위의 화법을 이어받은 광태사학파 화가들도 시대가 내려감에 따
라 자연스럽게 절파와 북종화가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남북종
론 제창 이후 오파와 남종화가 과도하게 부각된 결과의 산물로서 절
파는 오파의 반대급부로 인식되며 부정적인 평가에서 벗어나기 힘들
게 되었다.

절파와 광태사학파가 본격적으로 북종에 편입되기 전에 이들의 회
화가 폄하된 경향은 사조제(謝肇淛, 1567-1624)와 손승택(孫承澤, 
1592-1676)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조제는 “대진은 명초(明初)
에 유명했으나 기질이 비천하였고, 심주가 출현하자 사라졌으며, 오위

76) 동기창은 문징명과 심주를 문인화의 계보를 잇는 화가로 보았고 대진을 절파 화
가로 지목하였으나, 북종화가로는 송대의 마원, 하규까지만 언급했다. 董其昌, 『畵
禪室隨筆』 卷二, 盧輔聖 主編, 『中國書畵全書』3(上海: 上海書畵出版社, 2009), p. 
1016. “國朝名手, 僅僅戴進爲武林人, 已有浙派之目. 不知趙吳興亦浙人. 苦浙派日
就澌滅, 不當以甜邪俗頼者, 盡系之彼中也. 禪家有南北二宗, 唐時始分. 畵之南北
二宗, 亦唐時分也, 但其人非南北耳. 北宗則李思訓父子著色山水, 流傳而為宋之趙
幹、趙伯駒、伯驌, 至馬、夏輩. 南宗則王摩頡始用渲淡, 一變鈎斫之法, 其傳乃張
璪、荊、關、郭忠恕、董、巨、米家父子, 以至元之四大家. 亦如六祖之後有馬駒、
雲門、臨濟兒孫之盛, 而北宗微矣. 要之, 摩詰所謂：雲峯石迹, 迥出天機, 筆意縱
橫, 參乎造化者, 東坡贊吳道子、王維畵壁云: 吾於維也無間言, 知言哉!”

77) 왕세정의 글을 통해 16세기 후반에도 대진의 작품이 대단히 인기가 많았으며 그 
가격이 매우 높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왕세정은 “전당의 대진은 생전에 그림
을 팔아서 한 끼의 밥도 살 수가 없었는데 이것은 사소한 액운일 뿐이었다. 백년 
후, 오(吳) 지역에서 그의 명성과 가격은 점차 필적할 상대가 없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대진의 명성이 낮아지기 시작한 시기는 남북종론 등장 이후일 것
으로 여겨진다. 王世貞, 「戴文進山水平遠」, 『弇州四部稿』 卷一百三十八, 앞의 책, 
p. 271. “錢唐戴文進, 生前作畵不能買一飽, 是小厄. 後百年, 吳中聲價漸不敵相
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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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장자성은 대진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언급했다.78) 이어서 명말 청
초의 감정가였던 손승택은 『경자소하록(庚子銷夏錄)』에서 주신, 사시
신, 장로, 장숭 등을 마원, 하규, 대진의 후계자로 설명했다. 

대진은 명초에 명성이 매우 높았는데, 그 풍격이 높지 않았으며 마
원, 하규의 유파이다. 내가 소장한 <영곡춘운도(靈穀春雲圖)>는 그
가 그린 작품인데, 채색이 푸르고 경물의 배치가 뛰어나 송원(宋
元)대 대가의 화풍이 있다. 그 서명을 가리고 [그림을] 열람하게 하
면, 그것이 대진의 그림이라는 것을 믿는 이가 없었다. 대진의 화
파에는 열등한 자들이 있었는데, 주신, 사시신 등의 속된 이들이 
[대진을] 따랐다. 장로, 장숭에 이르러 추함이 절정에 달했는데 모
두 그 유파이다.79)

절파 화가를 북종화단에 최초로 편입시킨 인물은 심호(沈顥, 
1620-1661)였다. 동기창의 남북종론에서 더 나아가 심호는 『화주(畵
麈)』의 「분종(分宗)」 조항을 통해 남북종론을 명료하게 정리했다. 그
는 북종화가에 대진, 오위, 장로를 추가하며 상남폄북(尙南貶北)의 이
론을 구체화시켰다. 여기서 심호는 장로를 북종화단에 포함시키면서 
하량준 이후 가장 강력한 비난을 가하였다.

분종(分宗)
선가(禪家)의 화가에는 모두 남북 양종(兩宗)이 있다. 나누어진 때
도 같은 당나라 시대이며 시운(時運)도 서로 알맞았다. 남종에서 
왕유가 질박하고 수려한 양식을 구사하였으며, [그의 양식은] 빼어

78) 謝肇淛, 『五雜組』 卷七, 『明淸筆記史料. 明』52(北京: 中國書店, 2000), pp. 
195-196. “國初名手, 推戴文進, 然氣格卑下已甚, 其他作者如吳小山蔣子誠之輩, 
又不及戴, 故名重一時. 至沈啓南出, 而戴畵廢矣.”

79) 孫承澤, 『庚子銷夏錄』, 盧輔聖 主編, 『中國書畵全書』7(上海: 上海書畵出版社, 
2009), pp. 768-769. “文進國在明初名甚噪, 然其風格不高, 馬遠、夏圭之流派也. 
予所收<靈穀春雲圖>是其所作, 設色布景蒼秀, 有宋元大家風, 使掩其款而閱之, 未
有信其爲文進者. 文進畵有絕劣者, 遂開周臣、謝時臣等之俗. 至張平山、蔣三松惡
極矣, 皆其流派也. 不杳文沈二公一起而繼宋元之絕學, 風雅幾掃地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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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기운이 그윽하고 담담하여 문인들이 산수를 그리는 시초가 되
었다. 형호(荊浩), 관동(關仝), 진굉(陳宏), 장조(張璪), 동원(董源), 
거연(居然), 미불(米芾), 미우인(米友仁), 황공망(黃公望), 왕몽(王
蒙), 조맹부(趙孟頫), 오진(吳鎭), 예찬(倪瓚) 등과 명나라의 문징명, 
심주 같은 이들에게까지 이어져 지혜로운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북종의 이사훈(李思訓)은 풍골이 기이하고 가파르며, 붓을 조급하
고 서투르게 휘둘러 행가의 기틀을 이루었다. 조간(趙幹), 조백구
(趙伯駒), 조백숙(趙伯驌), 마원, 하규에서 대진, 오위, 장로에 이르
는 무리는 오늘날 곧 호선(狐禪)이자 먼지와 흙에 빠진 옷과 밥그
릇 같다.80)

심호의 글에는 명대 일용유서에 제시된 광태사학파 화가의 명단이 그
대로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장숭과 장로가 그 대표로 북종화단에 
포함되었다. ‘호선(狐禪)’은 선불교(禪佛敎)에서의 이단(異端)과 사설
(邪說)을 의미하며 16세기에 탄생한 ‘사학’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로
써 광태사학파 화가들은 북종화의 계승자이자 직업화가 중에서 가장 
극악한 집단으로 정의되었다. 비슷한 시기 서심도 『명화록』에서 명대 
장근(莊瑾, 생몰년 미상), 이재, 대진이 북종을 계승했으며, 오위, 장
로, 종례, 왕조, 장숭에 이르러 북종 세력이 사라졌다고 서술하였
다.81) 이것은 오위 이후 광태사학파를 마지막으로 절파가 완전히 쇠

80) 沈顥, 『畵塵』, 盧輔聖 主編, 『中國書畵全書』4(上海: 上海書畵出版社, 2009), p. 
814. “分宗. 禪與畵俱有南北宗, 分亦同時, 氣運複相敵也. 南則王摩詰, 裁構淳秀, 
出韻幽淡, 爲文人開山. 若荊、關、宏、璪、董、巨、二米、子久、叔明、松雪、梅
叟、迂翁, 以至明興沈、文, 慧燈無盡. 北則李思訓, 風骨奇峭, 揮掃躁硬, 爲行家建
幢. 若趙幹、伯驌、伯輔、馬遠、夏珪, 以至戴文進、吳小仙、張平山輩, 日就狐禪, 
衣缽塵土.” 번역은 유검화, 김대원 역, 『중국고대화론유편: 제 4편 산수 2』(소명출
판, 2010), p. 343과 Richard M. Barnhart, 앞의 글(1983) p. 390을 참고하였
다. 위지엔화는 ‘호선(狐禪)’이 이단과 사설을 비유한다고 했다. 또한 의발(衣缽)은 
불교에서 가사와 바릿대인데 이는 스승이 제자에게 전하는 법기(法器)로, 스승이 
전수하는 사상･학문･기능 등을 이르며, 진토(塵土)는 속세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81) 徐沁, 『明畵錄』, 盧輔聖 主編, 『中國書畵全書』10(上海: 上海書畵出版社, 2009), 
pp. 9-10. “北宗首推李思訓昭道父子, 流傳爲宋之趙幹及伯駒、 伯驌, 下逮南宋之
李唐、夏圭、馬遠. 入明有莊瑾, 李在, 戴進輩繼之, 至吳偉, 張路, 鍾欽禮, 汪肇, 
蔣嵩而北宗熸矣.” 밑줄은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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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했다는 절파 회화에 대한 20세기의 일반적인 시각과 부합된다.82)

동기창 이후 모든 문인 비평가들이 절파 및 광태사학파 화가들을 
비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례로 주량공(周亮工, 1612-1672)은 당
시 사람들이 오위와 장로의 진본(眞本)을 제대로 보지 않은 채 그들의 
작품을 극도로 비난한 세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근일 화가들은 오위, 장로가 도를 넘어섰다고 평가한다. (중략) 나
는 남경에서 고린(顧璘, 1476-1545)의 종손(從孫)인 친구의 집에서 
오위가 고린을 위해 그려준 산수화를 보았다. 세밀하고 윤택하여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부친께서 소장한 장로의 <한희재야연도(韓
熙載夜宴圖)>는 화폭 전체에 밤기운이 가득하며, 자세하고 빼어나
서 한 점의 속된 것이 없었는데, 예사롭게 볼만한 그림이 아니었
다. 이내 세상 사람들이 이전 사람들의 서화를 망령되이 나무라면
서도 모두들 진본을 아직 보지 않았음을 알겠다. 지론은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83)

주량공이 17세기에 활동한 화가들을 기록한 『독화록(讀畵錄)』(1657)
을 보면, 그가 화가의 출신 지역에 따른 차이나 직업화가와 문인화가
에 대한 구별을 강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84) 그러나 명대 
말기 이후 절파 화가들에게 관대한 견해를 지닌 비평가는 드물었다. 
광태사학파 화가들에 대한 폄하론은 이미 1500년대 후반부터 이루어
졌다. 회화 비평에서 있어 이러한 절파 폄하적 경향의 흐름을 17세기 
이후에 역행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82) 兪劍華, 『中國繪畵史』(上海: 商務印書館, 1937), p. 49; 鈴木敬, 앞의 책, pp. 
200-236; James Cahill, 앞의 책(1978), p. 134.

83) 周亮工, 『因樹屋書影』 卷一, 中國基本古籍庫 데이터베이스. “近日畵家竟目吳小
仙, 張平山爲外道. (중략) 而余在南都從顧東橋先生從孫友生家見小仙爲東橋先生所
作山水, 細潤絕倫. 家大人所藏平山韓熙載夜宴圖, 通幅皆有夜氣, 細秀無點塵俗, 
皆不類尋常所見. 乃知世人妄詆前人書畵, 皆未見真本耳. 持論不可不慎.”

84) 주량공의 회화 비평에 대해서는 周亮工, 『讀畵錄』, 盧輔聖 主編, 『中國書畵全
書』7(上海: 上海書畵出版社, 2009), pp. 943-963; Kim Hongnam, The Life of 
a Patron: Zhou Lianggong (1612-1672) and the Painters of Seventeenth 
Century China (New York: China Institute in America, 1996), p. 8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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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종론은 심호의 분종설(分宗說)을 거쳐 청대(淸代)에 이르러 정
종사파론(正宗邪派論)으로 발전하였다.85) 북종화단과 절파는 사파(邪
派), 악파(惡派), 호선(狐禪)과 같은 표현으로 수식되었으며 이로써 남
북종론은 정도(正道)와 이단(異端)의 대립을 설명하는 수단이 되었다. 
‘광태사학’이라는 명칭은 청대 평론에서 그대로 등장하지는 않았다. 
그 대신 광태사학파 화가들은 사단(邪端)인 절파와 북종화단의 말류
(末流)로 언급되었다. 예를 들어 청대 정통파(正統派) 화가였던 왕원
기(王原祁, 1642-1715)는 명말의 그림에는 습기(習氣)가 있는데 악파
(惡派)로는 절파가 최고였다고 서술하였다.86) 청 중기의 화가이자 화
론가였던 심종건(沈宗騫, 1736-1820)은 오위와 장로가 ‘호선’에 속한
다고 밝히며 후기 절파에 대해 심호와 유사한 평가를 내렸다.87) 18세
기 청대 관료이자 화가였던 포안도(布顏圖, 1740년 경 활동) 역시 북
종화단의 계보 마지막에 장로, 대진, 왕조 등을 위치시키며 이들을 멋
대로 붓을 몰아친 화가로 평가하였다.88)

‘광태사학파’라는 명칭은 근대 중국회화사 연구서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16세기 문헌에서 분리되어 나타났던 ‘사학’과 ‘광태’라는 표
현은 근대에 이르러 ‘광태사학’, ‘광태사학파’라는 용어로 정립되었다. 
이로써 광태사학파는 하나의 화파(畵派, school)로 명대 회화사에 정
착했다. ‘광태사학’이라는 명칭이 처음 등장한 연구서는 일본의 나카
무라 후세츠(中村不折)와 오지카 아오쿠모(小鹿靑雲)가 1912년에 출
간한 『중국회화사(支那繪畵史)』이다. 이들은 남송 원체화(院體畵)가 
후대에 전해진 것이 ‘광태사학’이며, 그 파는 소멸했다고 서술하였
다.89) 오무라 세이가이(大村西崖)는 1925년에 출판된 『동양미술사(東

85) 兪劍華, 『中國山水畫的南北宗論』(上海: 上海人民美術出版社, 1963), p. 29.
86) 王原祁, 「論畵十則」, 『雨窗漫筆』, 盧輔聖 主編, 『中國書畵全書』8(上海: 上海書畵

出版社, 2009), p. 710. “明末畵中有習氣, 惡派以浙派爲最.”
87) 沈宗騫, 「宗派」, 『芥舟學畫編』 卷一, 盧輔聖 主編, 『中國書畵全書』10(上海: 上

海書畵出版社, 2009), p. 543. “吳偉、張路且屬狐禪.”
88) 布顏圖, 『畵學心法問答』, 穆益勤 主編, 『明代院體浙派史料』(上海: 上海人民美術

出版社, 1985), p. 99. “謂之北宗, 惟宋室趙家諸輩, 少得其仿佛, 而南宋之劉、
李、馬、夏, 以及明之張、戴、江、汪輩, 皆縱筆馳騁, 强奪橫取, 而爲大斧劈, 遂致
思訓父子之正法心學, 淪喪其眞, 而杳失其傳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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洋美術史)』에서 장로와 장숭의 필묵이 거칠고 사나워서 사람들로부터 
‘광태사학’이라 불렸음을 밝혔다.90) 또한 그는 광태사학파 화가들의 
작품은 항원변에게 중요하지 않았으며 그림을 그리는 자들이 마땅히 
경계하며 피해야 했던 것이었다고 설명하였다. 

근대 중국의 미술사가들 역시 남북종론의 연장선상에서 광태사학
파를 인식하였다. 정창(鄭昶)이 1929년에 중국회화사를 집대성한 『중
국화학전사(中國畵學全史)』에서 광태사학파에 대해 서술한 부분은 다
음과 같다.

장숭 무리에 이르면, 사사로운 뜻을 망령되게 사용하여 오로지 초
묵(焦墨)과 갈필(渴筆)만을 놀리니 점염(點染)은 거칠고 세서 이미 
부정한 도리에 들어섰다. 종례, 정문림, 장로, 장복양 무리의 그림
은 더욱 판에 찍은 듯 하며 거듭 퇴폐하고 방종하여, 이단을 따른
다는 악평을 받고 광태(狂態)로 불렸다. [그들은] 거꾸러질 정도로 
[이단을] 따르게 되어 [이를] 떨쳐내지 못하였다.91)

이처럼 근대의 중국회화사 연구자들도 절파와 광태사학파에 대한 명
말 청초의 부정적인 시각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였다. 정창(鄭昶)은 
‘사학’과 ‘광태’가 합쳐진 ‘광태사학’이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지 않
았다. 그러나 1937년에 위지엔화(兪劍華)는 나카무라 후세츠와 오지

89) 中村不折, 小鹿靑雲, 『支那繪畵史』 (東京: 玄黄社, 1913), p. 155. “北方より圧
迫して国事日に非なりしかば、画院の如きも漸く廃れたるが如く加ふるに当時、尚
南貶北の論評一世を蓋ひ、北宗の流派を引き、南宋の院体画を伝へたるものを目す
るに狂態邪学を以てし、遂に此派をして漸く凘滅に就かしめたるが故に、嘉靖以後
においては画院の聞こえ寂として音なく、僅かに明末崇禎の間に文震亨の武英殿に
給事たるをつたふるのみ。” 밑줄은 필자.

90) 大村西崖, 『東洋美術史』(東京: 圖本叢刊会, 1925), p. 360. “平山、三松の二家は
餘り筆墨の粗獷な爲に、終に狂態邪學も目せられ、この派の作は、院體の物も共
に一般に墨林に重んぜられず。”

91) 鄭昶, 『中國畵學全史』(上海: 中華書局, 1989), p. 376. “及蔣嵩輩出, 私意妄用, 
專弄焦墨枯筆, 點染粗豪, 已入魔道; 而鍾欽禮、鄭顚仙、張平山、張復陽輩, 益復
板重頹放, 率招異派之譏評, 謂爲狂態, 馴致蹶而不振. 最後藍瑛出, 稍能振起, 爲時
名家, 然已强弩之末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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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아오쿠모의 저서를 참고하여 집필한 『중국회화사(中國繪畵史)』에
서 일본의 연구자들이 썼던 ‘광태사학’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였
다.92) 광태사학파에 대한 인식은 20세기 중반까지도 변하지 않았다. 
1963년에 위지엔화는 장로, 장숭 등의 작품은 겉으로 보기에 호방한 
것 같으나 허위로 꾸며내고 거드름을 피운 그림이며, 이 화가들의 실
제 역량은 없다고 평가하였다.93) 1968년 절파 연구에서 스즈키 케이
는 오늘날 사용되는 명칭인 ‘광태사학파(狂態邪學派)’를 처음으로 사
용하여 이 명칭을 미술사학계에 정착시켰다. 스즈키 케이의 절파 연
구는 이 책이 출판되기 불과 5년 전까지 이어진 16세기 후반의 회화 
비평관에 의문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그 학술사적 의의가 크다. 그러
나 그의 연구는 하나의 수식어에 가까웠던 ‘광태사학’이라는 표현을 
화파의 명칭으로 정립시키는 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광태사학파 화가들의 작품은 그들에 대해 오랜 기간 누적된 부정
적인 평가로 인해 감정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광태사학파 작
품들은 송‧원대 작품으로 전칭되거나, 인장과 서명이 훼손된 채로 유
통되어 오늘날까지 전해진다. 고복(顧復, 17세기 후반 활동)은 『평생
장관(平生壯觀)』(1692)에서 절파 화가들의 작품이 17세기에 이미 송
대 화가의 작품으로 잘못 전칭되었다고 밝혔다.94) 고복이 언급한 화

92) 엄밀히 말하여 위지엔화의 『중국회화사』는 나카무라 후세츠와 오지카 아오쿠모 
연구서의 번역본은 아니다. 그러나 그는 두 일본 학자의 기존 연구서를 상당 부분 
그대로 번역하여 옮겼다. 兪劍華, 앞의 책(1937), p. 49. “畵院因以漸廢, 加以當
時尙南貶北之評論風行一世, 對於北宗之流派, 南宋之院體以狂態邪學目之, 遂使此
派漸歸澌滅, 嘉靖以後之畵院, 遂寂然無聞焉.” 밑줄은 필자.

93) 兪劍華, 앞의 책(1963), p. 102.
94) 顧復, 『平生壯觀』 卷十, 盧輔聖 主編, 『中國書畵全書』4(上海: 上海書畵出版社, 

2009), p. 1006. “선군께서 말씀하시길, 변문진(邊文進), 여기(呂紀), 임량(林良)은 
모두 송나라 사람들이 남기고 가르친 영모와 화훼를 쇠하지 않게 이어갔다. 어렸
을 때에, [나는] 여기의 갈대와 기러기, 임량의 소나무와 학을 보았는데 모두 매우 
아름다웠다. 중년이 되어 오로지 원나라 화가들의 산수만 마음에 두니 세 화가들
의 작품은 더 이상 보지 않게 되었다. 그 이래로 세 화가들의 작품은 드물어졌다. 
[이들의 그림은] 서명과 인장이 씻겨 나가고 송나라 화가의 것으로 바뀌어 수집가
들에게 팔렸다고 전해진다. 수집가들이 갖고 있는 송대 서명의 영모, 화훼도는 대
부분이 세 [명나라] 화가의 작품이다. 나는 이 세 사람을 위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先君云, 文進 廷振以善翎毛花卉, 宋人餘敎未衰. 髫年時見紀蘆雁良松鶴極
佳. 中歲惟究心山水于元人, 三人之迹屏弃而不視矣. 邇來三人之筆寥寥. 說者謂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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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명초 궁정화가였던 변문진, 여기, 임량이었으나 광태사학파 화가
들의 작품도 인장과 서명이 훼손되어 판매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현상의 표면적인 원인으로는 절파 및 광태사학파 화가들에 대
한 부정적인 평가로 인한 가격 하락을 염려하여 판매자가 이 그림들
을 송‧원대 작품으로 둔갑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송‧원대 작품으로 잘못 전칭된 절파 및 광태사학파 작품들은 기존 
연구에서 소개되었다. 그 중 18세기에 청 황실 소장품이 정리되는 과
정에서 작가의 이름이 누락된 작품은 다음과 같다.95) 대북 국립고궁
박물원에 소장되어 있는 종례의 <한암적설도(寒巖積雪圖)>(도 4)는 마
원의 작품으로 잘못 전해졌으며, 장숭의 <산수도(山水圖)>(도 5)는 하
규의 그림으로 전칭되어 알려졌다. 주모인이 『화사회요』에서 광태사
학파 명단에 새롭게 추가한 정옥천의 작품들도 이와 유사하게 전해졌
다.96) <어락도(漁樂圖)>(도 6)의 경우 『석거보급(石渠寶笈)』에 송대에 
활동한 익명 화가의 작품으로 기록되었다가 리처드 반하트에 의해 정
옥천의 작품으로 판명되었다. 정옥천의 <후적벽부도(後赤壁賦圖)>(도 
7)는 원대 오진(吳鎭, 1280-1354)의 작품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20세기에도 광태사학파 작품들이 송‧원대 작품으로 잘못 이해되는 
경우가 많았다. 대영박물관(The British Museum) 소장 장로의 <어
부도(漁父圖)>(도 8)에는 ‘평산(平山)’이라는 호가 서명되어 있었음에
도 불구하고 20세기에 새로 표구되는 과정에서 송대 조영양(趙令穰, 

去名欵竟作宋人易之好事家. 所見好事家之翎毛花卉宋人欵者, 强半三人筆也. 予不
能不爲三人危之.)”

95) 명대 절파, 광태사학파 화가들의 작품이 송‧원대 작품으로 잘못 전칭된 사례는 
Roderick Whitfield, “Che School Paintings in the British Museum,” 
Burlington Magazine, vol. 114, no. 830 (May 1972), pp. 285-294; Richard 
M. Barnhart ed., 앞의 책, pp. 5-19; Richard M. Barnhart, ““Heterodox” 
Paintings in the National Palace Museum,“ National Palace Museum 
Bulletin, vol. 31 (1996), pp. 1-21; 李霖燦, 『中國名畵研究』(臺北: 藝文印書館, 
1973), pp. 223-225; 廖堯震, 「消失的名字和歷史─院藏兩件浙派名畵的鑑定與研
究」, 『古宮文物月刊』305(2008), pp. 16-31 참조.

96) 朱謀垔, 『畵史會要』 卷四, 盧輔聖 主編, 앞의 책, p. 572. “丁玉川, 江右人. 善
畵人物, 行筆草草, 論者謂其徒逞狂態, 比於邪學. 其山水宗馬夏而乏氣韻.” 밑줄은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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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0-1100 활동)의 그림으로 전칭되었다. 장로의 <습득관월도(拾得觀
月圖)>(도 9)는 원대 익명 작가에게 전칭되었다가 제임스 캐힐에 의해 
장로의 작품으로 밝혀졌다. 절파 및 광태사학파 화가들의 작품은 서
명과 인장이 고의로 훼손된 채 송‧원대 그림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대영박물관 소장 장숭의 <휴금방우도(携琴
訪友圖)>(도 10)이다. 장숭의 이 그림은 허도녕(許道寧, 생몰년 미상)
의 작품으로 알려져 왔다(도 11). 20세기에 이 그림이 새로 표구되는 
과정에서 작품 좌측에 있던 서명이 제거되어 인장 테두리 부분만 남
게 되었다. 또한 표구자는 서명이 제거되면서 구멍 난 부분에 그림의 
끝 부분을 잘라낸 비단 조각을 붙였다.97) 이 외에 이재, 대진, 왕악 
등 절파 화가들의 작품이 송대 작품으로 오랜 기간 전해져 내려왔다. 
전 세계에 산재해있는 송대 그림들 중 많은 수가 실제로 명대 절파 
화가들의 작품일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처럼 광태사학파라는 명칭과 상남폄북(尙南貶北) 회화론은 청대
를 거쳐 20세기 이후 회화 소장 및 감정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절파 
화가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18세기에도 그대로 이어졌으며 황실 소
장품 중 다수의 작품들이 송대 작품으로 잘못 전칭되어 오늘날까지 
전해졌다. 역대 화상(畵商)과 감정가들이 절파 및 광태사학파 작품 중 
다수를 송대 작품으로 감정한 것은 이들의 그림 가격을 올리려는 시
도였다. 한편 이러한 현상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치지 않은 채 20세
기까지 지속된 데에는 감정(鑑定) 상의 관습도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감정가들은 하량준, 동기창 등이 성립한 회화의 계보를 기반으로 그
들이 마주한 작품을 이해했다. 명‧청대 유명 감정가들이 작품을 시각
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문헌에 근거해 작품을 감정했던 관습도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이와 더불어 송‧원대 회화를 고전으로서 중시하
던 관습도 명대 회화를 송‧원대 작품으로 바꿔놓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98) 일례로 동기창은 명대 작품을 송대 작품으로, 원대 작

97) 로더릭 위트필드(Roderick Whitfield)는 20세기에 서명 훼손이 이루어졌을 것으
로 보고 있다. Roderick Whitfield, 앞의 논문, p. 290.



- 45 -

품을 오대(五代) 작품으로, 송대 작품을 당대(唐代) 작품으로 감정하기
도 했다.99) 절파 및 광태사학파 화가들의 그림을 직접 보지 않고도 
이들에 대해 비난을 일삼는 세태를 밝힌 주량공의 글에서도 그림을 
제대로 보지 않고 그림에 대한 진위나 가치 판단을 했던 당시 경향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다. 즉 그림 가격에 관련된 문제와 더불어 감정 
과정에서의 관습으로 인해 광태사학파 화가들의 작품이 송‧원대 작품
으로 오늘날 전해지게 된 것이다. 여기에서 일용유서 및 하량준, 동기
창과 같은 인물들의 화론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98) 尹吉男, 「古畵鑒定學中的時代風格與標型—中國書畫鑒定學研讀劄記之一」, 『美術
硏究』70(1993), pp. 26-28.

99) 동기창의 회화 감정에 대해서 Richard Barnhart, “Tung Ch’i-ch’ang’s 
Connoisseurship of Sung Painting and the Validity of His Historical 
Theories: A Preliminary Study,” Wai-ching Ho, ed., Proceedings of the 
Tung Ch’i-ch’ang International Symposium (Kansas City: The 
Nelson-Atkins Museum of Art, 1991), pp. 11-1-11-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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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문예 중심지의 교체

앞서 하량준의 교유관계와 화론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소주 지역 
화단과 하량준의 관계를 확인한 바 있다. 하량준은 그 관계를 자신의 
화론에서 적극적으로 드러냈으며 후일 오파를 명대 화단의 우위로 두
는 회화 비평 기반을 마련했다. 사실 15-16세기에는 소주가 유일한 
문예 중심지가 아니었다. 하량준이 이미 자신의 화론에서 밝혔듯이 
다양한 화가들이 중국 내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이 화가들
이 모이는 대표적인 문화 요충지는 바로 남경이었다. 15세기 후반에 
남경을 중심으로 활약했던 오위는 높은 명성을 얻었으며, 그의 화풍
은 장로, 장숭을 비롯한 수많은 화가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한편 이 
시기 남경에서는 문예를 주도한 중심인물들 간의 세대교체가 이루어
지기도 했다. 본 장에서 회화의 중심지가 남경에서 소주로 넘어간 시
기를 검토한 후, 이것이 광태사학파 담론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
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절파 회화의 중심지 남경(南京)

남경은 소주와 다른 성향의 문화가 발달한 지역이었다. 1421년 북
경 천도 후에도 남경은 여전히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였으며 제 2의 
정치적 수도였다. 정부 기관들이 남경에 다수 잔존하고 있었으나 북
경보다 업무가 과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료들은 비교적 자유롭게 유
흥을 즐길 수 있었다. 고위 문인 관료뿐만 아니라 부유한 상인들도 
남경에서 예술의 후원자로 활약했다. 문학에서는 희곡의 일종인 산곡
(散曲)이, 회화에서는 건물의 벽면을 가득 채운 장식화인 거폭 그림들
이 이곳에서 성행하였다.100) 제임스 캐힐은 소주 지역 회화가 문인적

100) 오위가 벽화와 병풍화에 뛰어났다는 왕세정의 기록과, 남경에서 두근의 거대한 
뇌신도를 보았다는 하량준의 기록 및 장숭의 거폭 회화들을 참고하면 소주와 달리 
남경에서 크고 화려한 대형 그림들이 선호되었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王世貞, 
『藝苑卮言』, 앞의 책, p. 495. “吳偉, (중략) 山水樹石俱作斧劈皴, 亦大遒緊, 宜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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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시적이라면 남경의 회화는 연극과 같은 대중 문학과 그 성격을 
공유한다고 지적했다.101) 남경에서 발전한 후기 절파 회화 속 인물은 
대도시 남경이 아닌 대자연 속에 크게 확대되어 그려졌다. 이러한 회
화 작품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그들이 그림 속 장소에 있는 듯한 연
극적 효과를 주었을 것이다. 

광태사학파 화가들과 그들의 작품에 대해 알기 전에, 그 구성원들
이 공통적으로 공유했던 오위의 화풍과 후기 절파 시대가 시작된 남
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오위는 남경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유명
세와 영향력을 떨쳤던 가장 대표적인 화가이다. 그는 1459년에 호북
성(湖北省) 무창(武昌)의 관료 집안에서 태어났다. 오위의 아버지 오
강옹(吳剛翁, 생몰년 미상)은 향시에 급제하여 거인(擧人)에 올랐으며 
서화를 소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버지의 방탕한 생활과 낭비벽으로 
인해 집안이 몰락했으며 곧 고아가 된 오위는 17세에 남경으로 이주
하여 화가로 활동하게 되었다. 

오위는 남경에서 문인 관료 및 종실(宗室) 인사들의 후원을 받으며 
다수의 작품을 제작했으며 그들이 제공한 연극 공연, 유흥생활을 즐
겼다.102) 오위의 그림을 애호했던 가장 강력한 인물들은 바로 황제들
이었다. 오위는 성화제(成化帝, 재위 1464-1487), 홍치제(弘治帝, 재
위 1487-1505), 정덕제(正德帝, 재위 1505-1521)의 부름을 받았다. 
그는 홍치제로부터 ‘화장원(畵壯元)’이라는 칭호를 하사받을 정도로 

祠壁屏障間. 至於行卷單條, 恐無取也.”; 何良俊, 『四友齋畵論』, 盧輔聖 主編, 앞
의 책, p. 873. “嘗見徐髯仙家有杜古狂所畵雷神一幅, 人長一尺許, 七八人攢在一
處. 有持巨斧者, 有持火把者, 有持霹靂砧者. 狀貌皆奇古, 略無前所謂秀媚之態, 蓋
奇作也. 髯仙每遇端午或七月十五日, 則懸之中堂, 每詫客曰: 此杜檉居輞川圖也.”

101) 제임스 캐힐은 후기 절파의 형성 및 유행과 관련하여 15세기 후반부터 16세기 
초반까지 회화 중심지로서의 남경에 주목했다. 그는 남경의 회화가 상당히 극적인 
시각적 효과를 준다는 면에서 남경의 회화를 소주의 문인화와 대비시켰다. 그러나 
남경에서 평생을 보낸 화가 장숭은 당시 가장 시적이고 정적인 그림을 제작한 화
가였다. 광태사학파 화가들의 문인적인 면모에 대해서는 본 논문의 제 5장에서 자
세히 살펴볼 것이다. James Cahill, 앞의 책(1978), pp. 97-98. 

102) 姜紹書, 『無聲詩史』, 盧輔聖 主編, 『中國書畵全書』4(上海: 上海書畵出版社, 
2009), p. 841. “偉好巨飮, 或經旬不飮, 其在南都, 諸豪客日招偉酣飮, 顧又好妓, 
飮無妓卽罔歡, 而豪客竟集妓餌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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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로서 최고 명성을 얻었다. 오위는 황제의 부름을 받고 북경에서 
활동하기도 했으며 두 번에 걸쳐 황궁을 방문한 후 남경으로 돌아왔
다. 즉 오위가 화가로서 성공하여 명성을 얻은 곳은 소주와 북경이 
아니라 바로 남경이었다. 

명대 중기 화단에서 오위의 입지는 높고 굳건했다. 관료들이 재화
를 들고 와서 그림을 구하려 했지만 반 폭도 얻지 못했다는 기록을 
통해 당시 남경과 북경에서 오위의 인기가 대단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103) 또한 오위는 특정 후원자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는 남경
과 북경을 자유롭게 오고 가며 음주와 오락을 즐기면서도 때로는 사
대부들과 경전을 논의하기도 했다.104) 종실 인사이자 15세기 후반 남
경 최고의 권세가 중 한 명인 성국공(成國公) 주의(朱儀, 1427-1496)
는 시화와 유흥을 모두 즐겼던 젊은 오위에게 ‘소선(小仙)’이라는 호
를 지어주었다. 오위의 화풍을 추종하는 후대 화가들 중 자호(字號)를 
통해 신선을 표방한 이들이 있었으나, 화가로서 신선으로 존칭된 사
례는 오위 이전에 찾아보기 어렵다. 회화에 있어 동시대 사람들에게 
오위는 마치 시선(詩仙)으로 추앙받은 이백(李白, 701-762)과 같은 존
재였다.

오위는 후대 회화 비평가들에 의해 절파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그
의 작품은 대진을 비롯한 전기(前期) 절파 화가들과 다른 양상을 보여
준다. 첫째로, 오위는 그림 속 인물을 크게 부각시켰다. 전기 절파 회
화에서는 고사(故事)를 기반으로 한 대관산수(大觀山水)가 유행했다. 
반면 오위 이래 후기 절파 회화에서는 나무 밑 혹은 배 위에서 독서
하는 선비, 폭포를 감상하는 인물들, 길을 가는 나그네 등 보편적인 
주제를 채택하는 사례가 증가했으며, 화가들은 자연 속의 인물을 더
욱 부각시켜 표현하였다. 또한 오위의 필치는 전기 절파 화가들의 것

103) 李開先, 「畵品又序」, 『閑居集』 卷六, 『續修四庫全書』1341(上海: 上海古籍出版
社, 2002), p. 7. “內臣雖持貨求畵, 不得其片張半幅.”

104) 張琦, 「故小仙吳先生墓誌銘」, 『白齋竹里文略』, 『四庫全書存目叢書』52(濟南: 齊
魯書社, 1997), p. 166. “與人議論出入経傳.”; 倪岳, 「送吳次翁還朝序」, 『青溪漫
稿』 卷十九, 『四庫明人文集叢刊』26(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1), pp. 253-254. 
“乃放浪江湖, 遨逰兩京, 樂與賢士大夫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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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더욱 습윤하고 즉흥적이다. 강력한 에너지로 인해 먹물이 튀어 
오르는 듯한 오위의 그림에서 감상자들은 과거와는 다른 시각적 흥분
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남경의 유흥 문화와 이를 즐겼던 오위의 일상이 잘 드러난 작품은 
오위의 백묘인물화(白描人物畵)이다.105) 오위는 이공린(李公麟, 
1049?-1106)과 조맹부(趙孟頫, 1254-1322)보다 훨씬 경쾌하고 속도
감 넘치는 필선을 선보이며 남경에서 백묘인물화를 다시 부흥시켰다. 
과거 백묘인물화 전통을 계승하면서 오위가 새롭게 이룬 회화적 성과
는 에로틱한 분위기의 사녀도(仕女圖)이다. 오위의 <가무도(歌舞圖)>
(도 12)는 10세를 갓 넘긴 남경의 기녀 이노노(李奴奴)와 그녀의 춤을 
감상하는 관객들을 묘사한 그림이다. 당인은 오위와 함께 이러한 가
무회에 참석했던 일을 그림의 제화시로 남겼다.106) 연회장의 분위기
와 기녀들에 익숙했던 오위는 낭만적이고 방탕한 분위기의 남녀 인물
들을 누구보다도 자연스럽게 묘사할 수 있었다. 오위의 <무릉춘도(武
陵春圖)>(도 13)는 남경의 기녀였던 제혜진(齊慧眞)을 묘사한 그림으
로, 그녀의 옛 애인이었던 전씨(傳氏)의 부탁에 의해 제작되었다. <가
무도>와 <무릉춘도>는 동시대에 실존했던 여성, 특히 기녀를 주인공
으로 그렸다는 점이 매우 파격적인 작품이다. 오위 이전 시대의 인물
화가들부터 명대의 당인, 구영까지 모두 여선(女仙)이나 고사에 등장
한 여인들을 그렸기 때문이다. <철적도(鐵笛圖)>(도 14)는 원말(元末)
의 시인 양유정(楊維禎, 1296-1370)을 주인공으로 하는 그림이다. 그
런데 오위는 한 시인으로서의 양유정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두 여인과의 관계를 화폭에 담았다. 특히 가장 좌측의 
여인은 부채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데 희미하게 얼굴의 실루엣만을 비
추며 색정(色情)을 암시하고 있다.107) <휴금사녀도(携琴仕女圖)>(도 

105) 남경의 문화와 백묘인물화에 대한 연구는 石守謙, 「浪蕩之風ㅡ明代中期南京的
白描人物畫」, 『國立臺灣大學美術史研究集刊』1(1994), pp. 39-61 참조.

106) “歌板當場號絶奇, 舞衫才試發沿眉, 纏頭三萬從誰索, 秦國夫人是阿姨. 梨園故事
久無憑, 閑殺東京寇老綾, 今日薛譚重玩世, 龍眠不惜墨三升. 吳門唐寅題李奴奴歌
舞圖. 時弘治癸亥三月下旬. 李方年十歲云.”

107) 石守謙, 앞의 논문(1994), pp. 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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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에서도 오위는 과거의 백묘인물화보다 질량감이 줄어든 필선을 사
용하여 가볍고 아름다운 여인의 옆모습을 포착했다. 전례 없는 에로
틱한 사녀상(仕女像)은 남경의 유흥 문화를 즐겼던 오위의 일상이 반
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결과 오위는 그림의 양식과 소재 면에서  
모두 파격적인 양상을 보여줄 수 있었다.

이처럼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는 뛰어난 기교에 독특한 행동과 성
격까지 어우러지면서 오위는 여러 후원자들의 인기를 얻을 수 있었
다. 특히 남경의 많은 구성원들은 당시 향락적인 도시 분위기가 반영
된 오위의 그림을 크게 환영했다. 오위의 사례는 그가 화단에 가져온 
변화가 양식적 변화에만 제한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상습적으로 과
음(過飮)한 화가가 황제에 의해 ‘화장원’에 등극한 경우는 그 전례가 
없었다. 오히려 오위와 동시대 사람들은 기괴하면서도 낭만적이며 천
재적인 화가의 이미지에 열광했다. 비록 남북종론 이후의 회화 비평
은 오위를 이단으로 폄하하였으나 오위의 등장과 함께 15세기 말부터 
16세기 초 사이에 예술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변화가 왔던 것은 
부정할 수 없다.108)

오위와 함께 어울려 유흥을 즐긴 인물로는 남경 최고의 수장가인 
황림(黃琳, 1496-1532?)과 극작가이자 화가였던 서림(徐霖)을 예로 
들 수 있다.109) 왕유(王維, 699?-759)의 작품으로 전해지는 <복생수
경도(伏生授經圖)>를 포함해 다수의 서화를 소장한 황림은 남경에서 
향락적인 생활을 향유하던 인물이었다. 황림은 1496년에 오위로부터 
<세병도(洗兵圖)>(도 16)를 받았으며, 소주의 축윤명(祝允明, 
1460-1526), 도목과도 가깝게 지냈다. 그는 서림과도 친분이 있어 서
림의 쾌원(快園) 건립 축하연과 1532년 서림의 70세 생일 축하 잔치
에서 함께 어울렸다. 서림의 쾌원은 남경 상류층 오락의 주요 장소였

108) Osvald Sirén, Chinese Painting: Leading Masters and Principles VI 
(New York: Hacker Art Books, 1973), p. 136.

109) 황림과 그의 컬렉션에 관한 연구는 Steven D. Owyoung, “The Huang Lin 
Collection,” Archives of Asian Art, vol. 35 (1982), pp. 55-70; Steven D. 
Owyoung, “The Formation of the Family Collection of Huang Tz’u and 
Huang Lin,” Chu-tsing Li ed., 앞의 책, pp. 111-12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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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화(詩畵)와 극(劇)에 능했으며 음악과 공연을 애호했던 서림은 
자신의 정원에서 매일 화려한 연회를 벌였다. 정덕제는 남순(南巡) 시 
남경에서 8개월을 체류하며 서림의 정원을 두 차례나 방문했다.110) 
서림이 두근의 거대한 그림을 벽에 걸어 놓고 손님들에게 보여주었다
는 하량준의 기록을 참고하면, 벽면을 가득 메운 화려한 그림을 배경
으로 공연이 펼쳐지고 참석자들이 유흥을 즐기는 장면을 상상해볼 수 
있다.111) 오위의 <무릉춘도>는 서림의 「무릉춘전(武陵春傳)」과 함께 
전해지는데, 이를 통해 서림, 오위 모두 제혜진과 함께 어울렸던 사실
을 알 수 있다. 서림은 소주의 대표 화가인 심주와 남경의 인기 화가 
오위를 만나는 계기도 제공했다. 비록 심주와 오위 사이에 화풍 상의 
상호 영향은 전혀 나타나지 않지만 서림을 통해 두 화가는 국지적인 
만남을 이룰 수 있었다. 서림은 1490년부터 도목, 심주와 친분이 있
었으며, 오위는 심주가 남경을 방문했을 때 서림과 심주의 모습을 그
림으로 남겼다.112) 이처럼 황림과 서림은 남경의 상류층, 예술가들뿐
만 아니라 소주 지역 문인부터 북경의 황제에 이르기까지 전국의 인
사들을 문예와 오락의 중심지인 남경으로 결집시킨 역할을 했다.

오위의 그림에 매료된 이들은 후원자뿐만이 아니었다. 장로, 장숭, 
왕조, 정문림, 장복양, 곽후 등 후대에 광태사학파로 불리게 된 여러 
화가들이 오위의 화풍을 추종했다. 이들은 오위와 사승관계나 사적인 
교유 관계로 엮인 화가들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출

110) 정덕제의 남순은 1519년 9월부터 1521년 1월까지 16개월에 걸쳐 이루어졌으
며, 정덕제는 1520년 1월부터 8개월간 남경에 체류했다. 남순의 상세한 과정은 
Denis Crispin and John King Fairbank, The Cambridge of China, vol. 7  
(Cambridge[Eng.];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8), pp. 
430-436에 소개되었다. 

111) 본 논문의 각주 94번 참조.
112) 徐沁, 『明畵錄』, 盧輔聖 主編, 앞의 책, p. 27. “徐霖, 字子元, 號九峯, 人呼爲

髯仙. 其先吳人徙金陵. 七歲能詩, 九歲能大書, 操筆成體. 善畵松竹花卉蕉石. 奕奕
有致武廟南巡, 屢幸其家賞賚. 甚渥與沈周交善, 吳偉爲作沈徐二高士行樂圖.” 밑줄
은 필자; 周暉, 「史癡逸事」, 『金陵瑣事』 卷三, 『明淸筆記史料. 明』91(北京: 中國
書店, 2000), p. 160. “吳小仙畵癡翁一小像, 沈石田贊之云: 眼角低垂, 鼻孔仰露, 
旁若無人. 高歌闊步, 玩世滑稽, 風顛月癡. 灑墨淋漓, 水走山飛. 狂耶？怪耶？眾問
翁而不答. 但瞪目視於高天也.”; 대만고궁박물원 소장 오위의 <북해진인상(北海真
人像)>(도 17)에도 심주의 제시가 남아 있다.



- 52 -

신의 화가들이 모두 오위의 영향을 받았다. 이 사실은 오위의 화풍이 
당시 크게 유행했으며 다른 지역의 화가들도 그 인기와 수요를 충족
시키기 위해 오위의 화풍을 수용한 결과로 생각된다. 개별 화가가 지
닌 세부적인 특징은 차이가 있으나 오위의 영향을 받은 광태사학파 
화가들은 거대한 비단 화폭 위에 속필을 사용하여 작품을 제작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그들은 그림을 그릴 때 초본이나 체계적인 스케치
를 거치지 않았다. 가는 선을 여러 번 겹쳐 그리며 실수의 부담을 줄
이는 피마준(披麻皴)은 광태사학파 화가들에게 불필요한 기법이었다. 
반면 대형 견본에 수묵으로만 재빠르게 그려내는 것은 상당한 기교를 
요하며 문인화가들이 숙달하지 못한 기술이다.113) 이처럼 오위와 그
의 영향을 받은 화가들은 평범한 여기화가들이 감히 흉내 낼 수 없는 
고도의 기교로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았다. 

오위 화풍의 유행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기록은 이저(李著, 
1500년 경 활동)의 이력이다. 남경 출신 화가인 이저는 소주로 건너
가 심주에게 그림을 배웠으나 남경으로 돌아온 후 오위의 필법을 따
랐다(도 18).114) 이와 유사한 행적은 왕문(王問, 1497-1576)에게서도 
나타난다. 왕문은 1538년에 진사가 되고 1544년부터 남경 병부(兵部)
에서 근무했는데, 그의 작품은 시기가 내려갈수록 후기 절파의 영향
을 보여준다. 1539년 작품인 <하화도(荷花圖)>(도 19)에는 몰골법(沒
骨法)이 사용되어 소주 지역 화조화 전통에 가깝다. 그러나 1542년 
작품인 <연주도호도(聯舟渡湖圖)>(도 20)는 초묵(焦墨)이 두드러지며 
강한 흑백 대비가 나타나서 오위(도 21)와 곽후(도 22)의 작품을 연상
시킨다. 이러한 사례는 오위의 화풍이 16세기 중반까지 광태사학파 
이외의 여러 화가에게도 영향을 끼쳤음을 알려준다.  

113) Richard M. Barnhart ed., 앞의 책(1993), pp. 224-226.
114) 周暉, 「畵品」, 『金陵瑣事』 卷二, 『明淸筆記史料. 明』90(北京: 中國書店, 2000), 

p. 231. “李著, 字潜夫, 號墨湖. 童年學畵于沈啓南之門, 學成歸家, 又仿吳次翁之
筆以售, 綠當時陪京重次翁之畵故耳.”; 徐沁, 『明畵錄』 卷一, 盧輔聖 主編, 앞의 
책, p. 7. “李著, 字潜夫, 號墨湖, 江寧人. 初從學沈周之門, 得其法. 時重吳偉人
物, 乃變而趨時, 行筆無所不似, 遂成江夏一派.” 『무성시사』에도 동일한 구문이 수
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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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절파 화풍은 일부 소주 지역 화가들에게도 일시적으로 영향
을 미쳤다. 후대에 오파로 분류된 심주, 문징명 일가 구성원 및 그 후
배들의 회화와 절파 회화의 관련성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소
주에서 직업적으로 활동했던 화가와 서예가들은 남경을 방문하여 서
화가들과 교유하였으며 남경의 예술 경향을 수용하기도 했다. 남경에 
자주 왕래했던 축윤명은 오위와 사충(史忠, 1436-?)의 거칠고 속도감 
넘치는 필법을 연상시키는 “광초(狂草)”(도 23)를 구사하여 당시 서예
가로서 최고의 기교를 보여주었으나 후대에 동기창의 비난을 샀
다.115) 남경에서 유행한 화풍의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화가는 주신이
다. 주신의 <시문송객도(柴門送客圖)>(도 24)는 인물과 나무, 바위 표
현에서 오위와 두근의 영향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그의 <원안와설도
(袁安臥雪圖)>(도 25)는 서림의 <설경도(雪景圖)>(도 26)와 유사하여 
절파 회화와 구분이 힘들 정도이다.116) 당인은 스승인 주신으로부터 
남경 화풍의 영향을 받았거나, 1489년 그가 남경을 방문했을 때 오위
로부터 직접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당인의 <산로송성도(山
路松聲圖)>(도 27), <기려귀사도(騎驢歸思圖)>(도 28), <금창별의도(金
閶別意圖)>(도 29)에는 물기 많은 먹이 화폭 위에 흩뿌려지는 듯한 
오위의 화풍이 나타나 있다. 당인의 <고사도(高士圖)>(도 30)는 사충
의 <어부도(漁夫圖)>(도 31)와 유사하여 당인이 동시대 남경의 여러 

115) Richard M. Barnhart, 앞의 글(1983), p. 391; 명대 서예사는 Robert E. 
Harrist, Jr., “Chinese Calligraphy: Theory and History,” Robert E. Harrist 
and  Wen Fong eds., The Embodied Image: Chinese Calligraphy from 
the John B. Elliott Collection (Princeton: Art Museum, Princeton 
University in association with Harry N. Abrams, 1999), pp. 62-78 참조; 
축윤명의 서예에 대하여 Shen Fu ed., Traces of the Brush: Studies in 
Chinese Calligraphy (New Haven: Yale University Art Gallery, 1977), pp. 
205-236 참조. 

116) 서림의 <설경도>와 주신의 <원안와설도>는 모두 ‘원안와설(袁安臥雪)’ 고사를 
묘사한 그림이다. 14세기에 제작된 <원안와설도>들에서는 닫힌 문 뒤로 원안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이와 달리 서림과 주신의 그림에는 집 안에 누워 있는 원
안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필자는 이 두 작품의 사례를 통해 주신이 그림의 상세
한 내용까지도 서림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 생각한다. 명대 <원안와설도>에 대한 
연구는 Richard M. Barnhart, “Rediscovering an Old Theme in Ming 
Painting,” Orientations, vol. 26, no. 8 (1995), pp. 52-6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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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로부터 영향을 받은 사실을 알려준다. 
한편 주신과 당인이 후기 절파 화풍을 구사한 것은 절파 화풍도 

선호했던 소주 지역 고객들의 요구에 직업적으로 응한 결과로 보인
다.117) 이 사실은 남경에서 발전한 오위의 화풍이 소주에서도 수요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만큼 남경을 기반으로 오위가 발전시킨 
회화는 감상자와 예술가 모두에게 매력적이었다. 이렇게 15세기 후반
부터 16세기 초까지 남경은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오위와 같은 
거장(巨匠)급의 예술가들을 탄생시켰다. 

후기 절파 회화의 파급력은 특정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절파 
회화는 광태사학파 화가들을 마지막으로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이들은 오히려 오위가 발전시킨 화풍을 
소주, 절강성, 개봉, 북경 등 중국 내 여러 지역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으로 전파한 주인공들이다. 특히 조선(朝鮮) 중기 회화는 전기 절
파 화풍보다 광태사학파의 영향이 더 두드러진다.118) 장숭, 장로, 정
문림, 왕조의 화풍은 16세기부터 18세기 초까지 조선 화단에 영향을 
미쳤다. 즉 광태사학파 화가들은 시대와 국경을 넘어선 회화의 생명
력을 보여준 화가들이었다. 하량준과 항원변은 오위와 광태사학파 화
가들의 영향력이 자신들의 고장을 기반으로 한 회화의 정통성에 위협
을 가한다고 느꼈을 것이다. 그 결과 회화 수장가와 비평가들은 이들
을 멸시하는 내용의 화론과 일용유서 출판을 통해 ‘광태사학’이라는 
하나의 담론을 형성해나가기 시작했다.

117) 남경으로부터 주신과 당인이 받은 영향에 대해 Anne de Coursey Clapp, 앞
의 책, p. 161; James Cahill, “Tang Yin and Wen Zhengming as Artist 
Types: A Reconsideration,” Artibus Asiae, vol. 53, no. 1/2 (1993), pp. 
228-248 참조. 제임스 캐힐은 주신을 남경의 화풍을 소주에 처음 소개한 인물일 
것으로 추정했으며 당인은 소주의 남경 화단 후계자라고 평가했다.

118) 후기 절파 화풍이 조선 화단에 미친 영향에 관하여 張辰城, 「奇妙的相遇: 浙派
與十五至十六世紀的韓國繪畵」, 陳階晉, 賴毓芝 主編, 『追索浙派』(臺北: 國立故宮
博物院, 2008), pp. 222-233; 장진성, 「강희안 필 <고사관수도>의 작자 및 연대 
문제」, 『미술사와 시각문화』8(2009), pp. 128-151; 장진성, 「조선 중기 회화와 광
태사학파」, 『미술사와 시각문화』11(2012), pp. 250-271 참조.



- 55 -

2. 남경 문화 주도 세력의 변화

15세기 말부터 절파 화가들에 대한 비난이 가해진 배경과 관련하
여 하량준의 화론과 항원변 컬렉션의 영향력을 앞서 살펴보았다. 이
와 함께 후기 절파 회화가 남경에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게 된 배
경으로 남경 내부의 변화를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공연과 연회 등 
유흥문화와 기교적이고 거대한 그림을 애호했던 후원 계층을 대신하
여 남경 문화 주도 세력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119)

정덕제가 남경에 체류했을 때 남경의 문예는 다시 한 번 전성기를 
맞이했다.120) 홍치제 시기에 잠시 쇠락했던 남교방(南敎坊), 십육루(十
六樓), 낙원(樂院), 구란(句欄) 등 남경의 유흥가는 황제를 맞이하여 
활기를 띠었다. 당시 남경 문화계의 중심인물로 황림, 서림, 진탁(陳
鐸, 생몰년 미상), 금종(金琮, 생몰년 미상), 사선(謝璿, 생몰년 미상)
이 있었으며, 그 중 서림은 정덕제가 남경에서 가장 총애했던 인물이
었다.121) 이들은 모두 남경 출신으로 남경에서 발전한 문학과 회화를 
후원했다. 서림은 회화 작품도 남겼는데, 현전하는 <설경도>와 <화죽
천석도(花竹泉石圖)>(도 32)가 대표적이다. 거칠고 빠른 필법으로 묘
사된 <설경도>의 나무와 바위 표현에서 당시 남경의 최고 화가였던 
오위의 영향을 찾아볼 수 있으며 <화죽천석도>에는 굵고 짙은 윤곽선
으로 빠르게 그려진 바위가 등장하여 정덕제가 총애했던 장숭의 영향

119) 스쇼우치엔(石守謙)은 절파 회화의 발전과 쇠퇴를 남경의 후원세력과 관련하여 
설멍하였다. 그는 가정제 중기 이후 남경의 토착 세력 대신 소주, 화정 등 타 지
역 출신 문인들이 남경에 유입되면서 남경 화단이 후원자를 잃고 쇠퇴하게 되었다
고 주장했다. 石守謙, 앞의 글, pp. 183-228.

120) 정덕제의 남순은 영왕(寧王)의 반정을 진압한다는 명목으로 시작되었으나 실제
로는 정덕제 개인의 유흥을 위한 순방으로 평가된다. 황제의 장기간 공백으로 인
해 조정의 기능이 마비되었으며, 가정제 이후 명나라가 쇠퇴의 길을 걷게 되는 데
에 정덕제의 남순이 일조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반면 정덕제가 남경이 체류한 
시기에 남경의 연회가 더욱 성황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문인 관료들이 황제를 
중심으로 결집하게 되었으며 음악 및 희극이 발전하게 됐다는 견해도 있다. 정덕
제 남순과 남경 문단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李舜華, 「南敎坊、武宗南巡與金陵士
風的漸變」, 『文化遺産』(2009), pp. 20-25 참조.

121) 張廷玉, 『明史』13(北京: 中華書局, 1987), p. 7356. “南都自洪, 永初, 風雅未
暢, 徐霖、陳鐸、金琮、謝璿輩談藝, 正德時, 稍稍振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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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여준다. 정덕제 체류 시기 연일 열렸던 연회를 위해 희곡과 음
악 역시 발전하였으며, 그 중심에는 남경 출신 후원자들이 있었다.

가정제 초기까지도 남경의 중심인물들은 절파 화풍을 멸시하지 않
았던 것으로 보인다. 서림을 이어 고린(顧璘, 1476-1545), 진기(陳沂, 
1469-1538), 왕위(王韋, 생몰년 미상)가 남경 문화계의 중심 세력으
로 등장했다. 고린은 오위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었으며 진기는 마하
파 화풍의 그림을 그렸다고 전해진다.122) 문학 방면으로도 이 두 인
물은 전칠자의 영향 아래 있는 문학가들이었다. 가정제 시기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엄숭도 남경에서 풍류를 즐겼다. 엄숭은 절파와 광태
사학파 화가들의 작품을 적극적으로 소장했던 이력으로 유명하다.123) 

122) 周暉, 「畵品」, 『金陵瑣事』 卷二, 앞의 책, pp. 233-234. “陳子野, 墨竹花草, 
絕無一點俗氣. 文徵仲稱其竹枝清氣逼人, 且戒門下士, 到南京不可畵竹, 彼處有人, 
蓋指子野. 陳石亭, 六七歲便搦筆模仿古人之畵. 後入翰林, 與文徵仲講論, 其畵更
進. 凡宦遊所曆覽之名山大川, 皆圖成卷軸. 最得馬河中夏禹玉之妙.” 밑줄은 필자.

123) 엄숭이 말년에 파직되고 몰수당한 재산의 규모는 문가의 『검산당서화기』, 주석
림(周石林)의 『천수빙산록(天水氷山錄)』, 전예형(田藝衡, 1524-1574?)의 『유청일
찰(留靑日札)』(157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검산당서화기』에는 엄숭이 소장했
던 그림의 작가와 제목, 수량이 기록되어 있으며 『천수빙산록』에는 엄숭의 전 재
산 목록이 나와 있다. 文嘉, 『鈐山堂書畵記』, 盧輔聖 主編, 앞의 책, pp. 
829-834; 周石林, 『天水氷山錄』, 『明淸筆記史料. 明』46(北京: 中國書店, 2000), 
“畵軸卷冊三千二百一件”; 田藝衡, 『留靑日札』, 中國基本古籍庫 데이터베이스. 몰
수된 엄숭 소장품의 차후 행방은 심덕부(沈德符, 1578-1642)의 글에서 확인된다. 
沈德符, 『野獲編』 卷八, 『續修四庫全書』1174(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5-1999), 
p. 272. “엄씨의 [가산이] 몰수당했을 때, 기타 완상품들은 몰수되지 않았는데 오
로지 서화류만이 내부(內府)에 들어가서 목묘(穆廟) 초년에 꺼내져 무관의 세록으
로 충당되었다. 매권, 매축의 가격은 수 민(緡)을 넘지 않았다. 당, 송의 명작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성국공(成國公) 주씨(朱氏) 형제가 좋은 가격으로 사들였다. 
장군(長君) 희충(希忠)이 특히 많이 사들였는데, 위에 보선당(寶善堂)이라는 인기
(印記)가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나중에 주(朱)가 병이 들어, 점점 [소장품을] 
장거정(張居正, 1525-1582)에게 바치고 이로 인하여 정양왕(定襄王)에 봉해진다. 
얼마 후 장거정이 몰락하였으며, [가산이] 다시 몰수되어 궁으로 들어갔다. 몇 년
이 되지 않아, 창고를 관리하는 환간이 이를 훔쳐내서 팔아버렸다. 한 때 호사가
였던 한세능(韓世能, 1528-1598), 항원변과 같은 무리가 앞 다투어 [작품을] 매입
했으며, 소장한 것은 모두 정교하고 뛰어난 작품들이었다. (嚴氏被籍時, 其他玩好
不經見, 惟書畵之屬入內府者, 穆廟初年, 出以充武官歲祿. 每卷軸作價不盈數緡, 
卽唐宋名蹟. 亦然於是成國朱氏兄弟以善價得之. 而長君希忠尤多, 上有寶善堂印記
者是也. 後朱病亟, 漸以餉江陵相, 因得進封定襄王. 未幾張敗, 又遭籍沒入官. 不數
年, 爲掌庫宦官盜出售之. 一時好事者, 加韓敬堂太史, 項太學墨林輩, 爭購之所蓄
皆精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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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숭의 회화 소장품은 총 3,201점에 달했는데 여기에는 대진 작품 90
점, 오위 작품 64점을 비롯하여 이재, 변문진, 석예, 임량, 여기, 왕
악, 마식 등 전기(前期) 절파화가들의 작품, 하량준과 후대 비평가들
의 비난을 샀던 장숭, 장로, 종례, 정옥천, 곽후, 심사, 서림 등의 작
품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엄숭이 심주, 문징명, 주신, 당인 등 소
주 지역 화가들의 작품을 소장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으나 그 숫자는 
미미하다. 엄숭의 소장품 목록은 당대 최고 권력자의 취향을 보여주
며 또한 오파 회화 위주로 구성된 동시대 항원변의 소장품과 그 성격
에 있어 현격한 차이를 드러내 준다.

그러나 가정제 중기부터 남경 출신 관료 계층을 대신하여 소주와 
화정 출신 문인들이 남경으로 대거 진출하였다. 이 때 남경 문예계는 
하량준, 주백번(朱白藩, 생몰년 미상), 금란(金鑾, 1494-1587), 성시태
(盛時泰, 1529-1578), 황보방(皇甫汸, 1497-1582), 황희수를 중심으
로 재구성되었다.124) 이들 중 금란, 성시태만이 남경 출신이며 나머지 
인물들은 모두 소주와 화정 출신이다. 즉 소주 지역 회화를 취향 및 
비평 기준으로 삼는 문인들이 남경에 진출하기 시작한 것이다. 하량
준, 황희수는 모두 문징명과 가까웠으며 문징명의 회화를 높이 평가
하였다. 성시태는 오파 화풍을 구사했던 친구 고원(顧源, 16세기 말
-17세기 초)의 영향을 받아 그림을 그렸다고 전해지기 때문에 성시태 
역시 소주 지역 화풍을 익혔을 것으로 보인다.125) 금란, 성시태, 황희
수, 하량준은 모두 문징명과 마찬가지로 과거 시험에 여러 차례 낙방
하여 진사가 되지 못했다.126) 비록 이들은 낮은 직책을 맡거나 관직

124) 陳田, 「陳芹」, 『明詩紀事』 戊籤卷十八, 王雲五 主編, 『國學基本叢書』176(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68), p. 1693. “金陵佳麗, 仕宦者誇爲仙都, 游談者指爲樂土, 
(중략) 朱子价, 何元郎爲寓公, 金在衡, 盛仲交爲地主, 皇甫子循, 黄淳父之流爲旅
人, 相與授簡分題徵歌選勝, 秦淮一曲, 煙水競其風華, 桃葉諸姬, 梅柳滋其妍翠, 此
金陵之初盛也.” 본 기록은 石守謙, 앞의 글, p. 225에 인용되었던 것을 참고하였
다.

125) 周暉, 「畵談」, 『金陵瑣事』 卷二, 앞의 책, p. 287. “雲浦盛時泰, 高才博學, 有
聲場屋. 學畵雲山於寶幢居士顧源.”; 위의 글, p. 226.

126) Shou-Chien Shih, “The Landscape Painting of Frustrated Literati: The 
Wen Cheng-ming Style in the Sixteenth Century,” Willard J. Pet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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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오르지 못했으나 이와 상관없이 남경에서 결집하여 문예를 주도해
나갔다. 이 시기에 광태사학파 화가들만이 멸시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은 아니었다. 남경 문예계의 최대 후원자였던 서림은 항원변의 친
구 풍방(豊坊, ?-1576)으로부터 창부(娼夫)이자 누더기를 걸치고 구걸
하는 아이라는 모욕을 들어야 했다.127) 

후원 세력의 변화와 함께 남경의 화단도 변화를 겪기 시작했다. 
16세기 말 이후 남경의 산수와 도시 풍경은 외부인의 눈으로 재현되
었다. 소주 출신 화가들은 남경의 명승지를 소주 지역 회화 전통을 
따라 그렸으며, 송강(松江) 출신 화가 송무진(宋懋晉, 약 1555-1620 
이후) 역시 자신의 고향에서 발전한 회화 양식으로 남경을 묘사했다
(도 33).128) 고원은 남경 출신 화가였으나 오파 화풍으로 남경의 성시
(城市)를 화폭에 담았다.129) 건물의 벽을 가득 메우던 오위의 강렬한 
그림과 남경의 산수를 서정적으로 표현했던 장숭의 작품은 이렇게 점
차 잊혀졌다. 

기존 연구에서는 남경 문화계의 중심세력이 대거 교체되면서 화가
들이 후원자를 잃는 동시에 소주 지역 회화를 선호하는 경향이 남경
에 유입되었음을 밝혔다.130) 또한 절파 회화의 쇠락 배경으로 직업화
가들이 문인화가와의 경쟁에서 도태되는 동시에 후원 세력을 상실하
였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그러나 남경이 회화 중심지로서 그 위세가 
약화된 배경에는 화가와 후원자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비평가, 화가, 

Andrew Plaks, and Ying-shih Yü eds., The Power of Culture: Studies in 
Chinese Cultural History (Hong Kong: Chinese University Press, 1994), 
pp. 218-246.

127) 豊坊, 『書訣』, 盧輔聖 主編, 『中國書畵全書』3(上海: 上海書畵出版社, 2009), p. 
840. “況於反賊李士實、娼夫徐霖、陳鶴之跡, 正如藍縷乞兒.”

128) 송무진의 <제성연우도(帝城煙雨圖)>(1612)는 현재 미국 개인 소장으로 2002년 
스탠포드 대학교(Stanford University)에서 전시되었다. Yu-chen Ma, 
“Cultural Geographies of Nanjing,” Richard Vinograd ed., The Southern 
Metropolis: Pictorial Art in 17th Century Nanjing (Stanford: Iris & B. 
Gerald Cantor Center for Visual Arts at Stanford University, 2002), p. 7.

129) 위의 책, p. 2.
130) 石守謙, 앞의 글, pp. 183-228; 單炯, 「論浙派的衰變」, 盧輔聖 主編, 『戴進與

浙派研究』(上海: 上海書畵出版社, 2004), pp. 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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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장가의 관계도 복잡하게 맞물려 있다. 소주를 중심으로 16세기 말
에 탄생한 회화 비평 기준과 취향이 후대에 전해져 하나의 권위로 자
리 잡게 되었기 때문이다. 취향의 변화와 이를 옹호하는 문화적 권위
는 광태사학파를 만들어냈다. 이어서 후대 비평가들은 광태사학파를 
북종이라는 열등한 전통의 쇠퇴 단계에 위치시켰다.131) 이러한 권위
는 청대 회화 비평에도 그대로 이어져 17세기 말, 18세기 초 청 황실 
소장품이 정리되던 때에 정점에 달했다.132) 반면 엄숭의 방대한 절파 
회화 컬렉션과 광태사학파 화가들은 후대 비평가와 출판물의 변호를 
받지 못하였으며 권위적 취향에 극단적으로 대치되는 비교군으로 전
락했다. 따라서 광태사학파의 탄생과 전래는 16세기 말부터 출판, 비
평, 후원자, 수장가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된 결과라고 할 수 있
다.

131) 이와 유사한 현상은 18세기 말 유럽에서도 나타났다. 티에폴로(Giovanni 
Battista Tiepolo, 1696-1770)는 유럽에서 가장 화려하고 거대한 작품을 남긴 인
기 화가였다. 그러나 티에폴로 사후 그가 주로 활동했던 지역에서는 독일 화가들
의 작품이 인기를 얻기 시작했으며 티에폴로의 명성은 점차 잊혀졌다. 결국 티에
폴로는 로코코 회화의 쇠퇴 단계에 속한 화가로 평가되고 말았다. 특히 빙켈만
(Johann Joachim Winckelmann, 1717-1768)은 자신이 선망했던 멩스(Anton 
Raffael Mengs, 1728-1779)의 예술을 부각시키기 위해 비교군으로 티에폴로를 
선택하여 그를 격하시켰다. 오위와 광태사학파 화가들이 절파와 북종의 쇠퇴 단계
에 속한 화가로 평가받게 된 이유도 취향의 변화와 이를 지지하는 세력과의 관계
에 있다고 여겨진다. Svetlana Alpers, Michael Baxandall, Tiepolo and the 
Pictorial Intelligenc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4), pp. 3-7.

132) Richard M. Barnhart, 앞의 논문(1972),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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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광태사학파 화가들의 실제 위상

광태사학파라는 명칭은 사나운 기질을 따르고 사학을 이룬다는 평
가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그 구성원들 모두가 기괴한 행동을 일삼
고 거친 필법만을 구사한 것은 아니었다. 이들은 오위의 영향을 간접
적으로 받았다는 공통점을 지니면서도, 각 화가들은 모두 출신 지역 
및 배경, 작화 활동, 세부적인 소재와 화풍에서 고유한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광태사학파 주요 화가들의 생애와 작품
을 살펴보면서 이들이 ‘광태사학’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의 화파로 분
류될 수 있는 단순한 직업화가들이 아니었음을 밝혀보고자 한다.

1. 서정적 산수화의 대가, 장숭(蔣嵩)

장숭은 15세기 말 16세기 초 남경에서 활약했던 화가 중 오위 이
후로 가장 중요한 화가이다. 장숭 역시 오위와 마찬가지로 대형 견본 
그림들을 다수 제작하였다. 초묵(焦墨)의 적극적인 활용과 과감한 흑
백 대조, 먹을 흩뿌리는 듯한 발묵(潑墨)법, 일각(一角) 구도에서 오위
의 영향이 드러난다. 그러나 남경과 북경을 오고 가며 전국적인 유명
세를 얻었던 오위와 달리 장숭은 남경에서 일생을 보냈다. 강소서(姜
紹書, 대략 1642-1679년 경 활동)는 장숭이 남경에 사는 동안 “남경
의 강산을 간직하고 언덕과 계곡의 아름다움을 마시다 취했으며, 그
는 그림을 그릴 때 경치와 하나가 되었는데, 장숭이 산수를 닮은 것
이 아니라 산수가 장숭을 닮았다”고 평하였다.133) 그만큼 장숭은 남
경 출신 화가로서 남경의 산수를 아름답게 표현한 화가로 평가된 점
을 알 수 있다. 동시에 광태사학이라는 명칭과 가장 어울리지 않는 
화가가 바로 장숭이다. 장숭의 일생과 작품이 전하는 분위기에서 사

133) 姜紹書, 『無聲詩史』, 盧輔聖 主編, 앞의 책, p. 847. “蔣嵩, 號三松, 金陵人. 
善畵山水, 雖尺幅中直是寸山生霧, 勺水興波, 浡浡然雲蒸龍變, 煙霧触目, 岂金陵
江山環迭, 嵩世居其間, 既鍾其秀, 復醇飮其丘壑之雅, 落筆時遂臻化境, 非三松之
似山水, 而山水之似三松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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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운 기질을 찾아보기는 매우 힘들다.
장숭의 증조부는 공정공(恭靖公)이라는 칭호를 하사 받은 태의(太

醫) 원판(院判) 장용문(蔣用文, 1351-1424)이다.134) 장용문은 양사기
(楊士奇, 1366-1444)를 비롯한 당시 최고 인사들과 교유했다. 양사기
는 건문제(建文帝, 재위 1398-1402)부터 정통제(正統帝, 1435-1449)
에 이르는 다섯 명의 황제를 모시는 동안 대학사(大學士), 병부상서
(兵部尙書)까지 오른 인물이었다. 장용문은 양사기와 친밀하여 여러 
차례 서신 및 제화시를 주고받았으며, 양사기는 장용문의 묘지명까지 
작성해주었다. 장용문의 셋째 아들 장주효(蔣主孝, 생몰년 미상)는 북
경의 유명한 시인 집단인 ‘경태십재자(景泰十才子)’의 구성원이었던 
심우(沈愚,  1436년 활동), 유부(劉溥, 1436년 활동), 왕정경(王貞慶, 
1436년 활동) 등과 교유하였다. 장용문의 막내아들 장주충(蔣主忠, 생
몰년 미상)은 경태십재자 중 한 명이었는데 소주의 두경(杜瓊, 
1396-1474)과 당시 화원 화가였던 대진, 석예와도 친밀했다.135) 이처
럼 장숭의 가문 구성원들은 시문에 능했으며 유명 문인 및 화가들과 
친분이 있었다. 장숭의 정확한 조부와 친부는 현재 확인하기 힘들지
만 그들이 서화를 소장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가문 내력이 그
의 회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 전해지는 장숭의 작
품에도 원질(袁袠, 1502-1547), 축윤명, 팽년(彭年, 1505-1566)의 제
시가 남아 있어 장숭이 생존 당시 소주 문인들과 접촉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136) 이를 바탕으로 장숭의 “공정공손(恭靖公孫)”이라는 인문
(印文)을 그의 가문에 대한 자부심이 투영된 결과로 생각해볼 수 있

134) 『道光重修儀徵縣志』 卷四十, 『中國地方志集成. 江蘇府縣志輯』45(南京: 江蘇古
籍出版社, 1991), p. 589. “蔣嵩, 號三松, 院判用文裔. 工山水. 其笔法师米元章, 
黄子久, 清拔不俗, 超然畵工之外.”

135) 장용문과 그의 아들들에 대한 소개는 楊士奇, 『東里文集』 卷十六, 「贈奉議大夫
太醫院使諡恭靖蔣公墓表」, 『四庫全書存目叢書. 集部』28(濟南: 齊魯書社, 1997), 
pp. 417-418;  嶋田英誠, 앞의 논문, pp. 12-13; 溤慧芬, 「試論蔣嵩<攜琴訪友圖
卷>的繪畵史意義」, 『上海博物館集刊』(2002), pp. 328-342 참조. 

136) 원질의 제시는 일본 개인소장 <추강어정도(秋江漁艇圖)>(도 34)에 남아 있으며, 
축윤명, 팽년의 제시는 상해박물관 소장 <좌대천류도(坐對泉流圖)>(도 35)에 전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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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대폭의 견본(絹本) 작품에 해당 인장을 낙관한 점에서 거폭 
그림에 드러난 화가의 자신감을 엿볼 수 있다. 

남경에서 일생을 보낸 장숭의 그림에서는 오위의 영향이 나타난다. 
장숭이 초묵을 즐겨 사용했으며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았다는 기록을 
통해 당시 감상자들은 수묵으로 단번에 거침없이 그림을 완성해 낸 
장숭의 기교에 환호했음을 알 수 있다.137) 그러나 장숭의 작품에서 
오위 및 장로, 왕조, 정문림 등의 작품에서 느낄 수 있는 강렬한 에너
지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 대신 그의 작품들은 특정한 순간을 사진으
로 포착하여 고정시킨 듯 매우 정적인 분위기를 전달한다. 생동감 넘
치는 인물의 모습이 확대 묘사된 다른 광태사학파 화가들의 작품들과 
달리 장숭의 그림에서 인물의 비중은 매우 작다. 오위와 장로의 작품 
속 인물들은 그림의 의미를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반면 점경으로 묘사
된 장숭의 인물은 그 자체로 시간과 계절을 말해주지 않고 단지 산수 
안에 있을 뿐이다.138) 고요하고 시적인 분위기의 그림 내에서 먹의 
농담을 능숙하게 조절하여 공기와 빛이 만들어내는 계절의 분위기나 
공간감을 효과적으로 표현한 것은 장숭 자신만의 뛰어난 기교이다. 
이러한 서정성은 그의 횡권(橫卷) 작품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상해박
물관(上海博物館) 소장 <휴금방우도(携琴訪友圖)>(도 36)와 베를린 동
양미술박물관(Museum für Ostasiatische Kunst, Berlin) 소장 <사
계산수도(四季山水圖)>(도 37)에는 장숭만의 고요한 회화 세계가 나타
난다. 인물 비중이 크고 얼굴 표정과 의습선 등이 역동적으로 묘사된 
오위 이후 후기 절파 회화의 특징은 장숭의 작품에서 찾기 쉽지 않
다. 장숭은 오히려 인물의 안면과 의복의 세부 표현을 과감하게 생략
했다. 한가로이 낚시와 독서를 하거나 친구를 방문하는 선비의 모습
을 주로 그린 점 역시 장숭 화풍(畵風)의 중요한 특징이다. 이러한 소

137) 周暉, 「畵品」, 『金陵瑣事』 卷二, 앞의 책, p. 230, “蔣嵩, 號三松. 山水人物, 
多以焦墨爲之. 最入時人之眼.” 밑줄은 필자. 밑줄 친 표현은 『화사회요』, 『명화
록』에도 동일하게 수록되어 있다.

138) 풍경 속 점경 인물(staffage)의 의미는 Josephn Leo Koerner, Caspar David 
Friedrich and the Subject of Landscape (New Haven;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90), pp. 159-226 참조.



- 63 -

재는 상당히 전통적이나, 장숭이 남경에서 시은(市隱)하며 일생을 보
낸 결과로도 여겨진다.

장숭의 대형 작품들 역시 상류층 저택의 벽면을 장식하는 목적으
로 제작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추강어정도(秋江漁艇圖)>, <노주범
정도(蘆洲泛艇圖)>(도 38), <어주독서도(漁舟讀書圖)>(도 39) 등 대형 
축 그림의 강한 흑백대조는 보는 이들에게 명료한 시각적 효과를 준
다. 동시에 이러한 작품들은 한가로이 뱃놀이를 즐기는 인물을 통해 
고요하고 시적인 분위기도 함께 전달한다.139) 이와 관련하여 장숭이 
선면화(扇面畵)에 뛰어났던 점도 함께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장숭의 
소형 작품들은 대폭 그림과 다르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
다.140) 장숭의 선면화가 호평을 얻으면서 명말 청초의 수장가였던 장
효사(張孝思, 생몰년 미상)와 청 황실까지도 그의 선면화를 소장했다. 
선면으로 된 <수석독좌도(樹石獨坐圖)>(도 40), <간운도(看雲圖)>(도 
41)에서 뒤돌아 혼자 앉아 있거나 <휴금방우도>, <사계산수도>에서 
굽은 등에 지팡이를 짚은 인물의 모습은 마치 심주의 인물묘사를 연
상시킨다(도 42). 장숭의 작품에서 형식을 막론하고 유사한 제재가 반
복적으로 그려진 점은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사실은 
그림의 인기와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유사한 작품이 다수 제작된 것
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이는 화가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소재에 주
력한 결과이기도 하다.

장숭의 후원자는 기록이나 그림을 통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

139) 장숭은 한 척의 배가 떠 있는 서정적 풍경을 화폭에 여러 차례 담았다. 화자의 
고독과 관련한 ‘배’의 시적인 이미지는 Eugene Eoyang, “The Solitary Boat: 
Images of Self in Chinese Nature Poetry,” Journal of Asian Studies, vol. 
32, no. 4 (August 1973), pp. 593-621 참조.

140) 詹景鳳, 『詹氏小辨』 卷四一, 穆益勤 主編, 『明代院體浙派史料』(上海: 上海人民
美術出版社, 1985), p. 79. “蔣嵩, 號三松, 金陵人. 山水學倪元鎭, 而變其法, 小
幅亦自潇洒勁特, 不着塵俗, 大幅强作便不成章. (중략) 嵩原自畵扇頭起.” 장숭의 
그림과 예찬(倪瓚, 1301-1374)의 산수화가 서로 닮았다고 한 첨경봉의 언급에 대
해 루수펀(盧素芬)은 대만 고궁박물원 소장 <귀어도(歸漁圖)>(도 43)에 나타나는 
‘일하양안(一河兩岸)’ 구도에서 비롯된 견해라고 추측했다. 또한 그는 첨경봉은 그
림을 그릴 수 있었던 평론가였기 때문에 첨경봉의 비평은 하량준의 비평보다 더 
신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盧素芬, 앞의 논문, pp. 5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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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장숭과 오위의 활동 시기가 크게 차이나지 않기 때문에 장숭의 
주요 후원자로 남경의 고위 관료 계층을 생각해볼 수 있을 뿐이다. 
도시 내부에는 상업이 번성하였으며 호화스러운 연회와 공연이 끊이
지 않았으나, 외부로는 왜구의 침입이나 반란으로 인해 늘 사회적 불
안이 잠재해 있었던 당시에 장숭의 그림은 감상자들을 고요한 전원으
로 도피시켜주는 역할을 해주었을 것이다.141) 장숭이 활동하던 시기
에 그의 작품을 선호했던 대표적인 인물은 정덕제였다. 정덕제는 남
경에 방문했을 때 장숭의 그림을 보고 크게 기뻐하며 그림을 손에 들
고 기특하게 여겼다고 한다.142) 아마도 장숭과 그의 그림은 서림과 
같은 인물의 중개를 통해 황제에게 알려졌을 것이다. 서림이 여러 유
명 화가들과 이미 친분이 있었으며 정덕제도 서림의 정원에서 열린 
연회에 두 차례나 참석했던 정황을 고려해본다면, 장숭이 서림의 연
회에 함께 참석하여 유흥과 시화를 함께 즐겼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
제할 수 없다.

장숭의 가문은 회화의 중심지가 남경에서 소주로 이동하는 과도기
적 상황 속에 놓여있었다. 장숭의 아들 장건(蔣乾, 1525-?)은 소주의 
홍교(虹橋)로 이주하여 화가로 활동했다.143) 장건은 오위의 영향을 받
은 아버지와 달리 오파 화풍을 구사하였다. 대만 고궁박물원에 소장
된 장건의 <방왕몽산수도(倣王蒙山水圖)>(도 44)는 왕몽과 심주의 작
품을 연상시키며 이 작품에서 아버지 장숭의 화풍은 보이지 않는다. 

141) 제임스 캐힐은 남송 회화의 서정적인 성격이 감상자로 하여금 대도시 항주의 
번잡한 생활로부터 벗어나 자연 속에 은거할 수 있게 해준다고 보았다. 필자는 장
숭 작품에 나타나는 서정성도 남송회화와 유사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James Cahill, The Lyric Journey: Poetic Painting in China and Japa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6), p. 55.

142) 詹景鳳, 『詹氏小辨』 卷四一, 穆益勤 主編, 앞의 책, p. 79. “武宗南巡, 見嵩畵
大悅之, 至與携手, 迹奇遭也.”

143) 장건의 기년작은 대만 고궁박물원 소장 <방왕몽산수도>, 북경 고궁박물원 소장 
<산수도(山水圖)> 2점, <적벽도(赤壁圖)>와 <설강귀도도(雪江歸棹圖)>이 있다. 그 
중 장건이 <방왕몽산수도>를 80세에 그렸음을 밝혀 생년을 확인할 수 있다. 장건
의 활동 시기와 작품에 대한 논의는 溤慧芬, 앞의 논문; 淩利中, 「蔣乾小考-兼析
廣東省博物館藏<臨流圖軸>之作者蔣乾是否爲蔣嵩之子」, 『東南文化』(2008), pp. 
82-84에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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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건은 소주 지역 화가와 문인 20명과 함께 《명인우승시의도합책(明
人右丞詩意圖合冊)》을 제작하기도 했다. 즉 장건은 남경과 다른 소주
의 회화 전통을 계승한 것이다. 이러한 장건의 행적은 절파 회화의 
쇠퇴와 연관되어 왔다. 장건이 소주로 이주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현재 파악하기 쉽지 않다. 다만 오파 회화의 성행만이 장건이 소주로 
이주한 유일한 원인이 아닐 수도 있다. 고조부에서부터 아버지인 장
숭에 이르기까지 소주 지역의 문인들과 교유가 있었던 가문의 내력도 
장건의 소주 정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여겨진다.

장건의 사례는 남경의 후기 절파와 소주의 오파가 완전히 단절된 
채 대립하는 별개의 두 화파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비록 절파와 오
파는 양식적으로 구분이 분명하며 경쟁적인 두 화파로 후대에 서술되
었으나 당시 화가들의 작화 활동과 교유 관계에서 두 화파 간의 경쟁
의식이나 대립 구도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소주에서 그림을 배우
고 남경에서 활동한 이저, 북경과 남경을 오가며 활약한 오위와 소주
로 이주한 장건은 신분이나 출신지와 상관없이 스스로의 영역과 시장
을 의도적으로 선택했던 인물들이었다.144) 이 시기 화단은 후대의 회
화사 서술을 통해 절파와 오파로 나뉘어졌을 뿐이다. 오히려 당시 화
가들은 서로 다른 문화적 특색을 지닌 도시를 오가며 회화 세계의 유
동성을 보여주었다.

2. 전칠자(前七子)의 문인들과 광태사학파

장로는 오위의 영향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준 화가이다. 그는 하남
성(河南省) 개봉(開封) 출신으로 관료로 진출하기 위해 북경 태학(太
學)에 장원으로 입학하였으나 과거 급제에 실패한 후 화가로 활동했
다. 장로의 사승관계는 확인할 수 없으나 당시 유명했던 오위의 영향
을 간접적으로 받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기록에 따르면 장로는 태학 

144) Michael Baxandall, Patterns of Intention: On the Historical Explanation 
of Picture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5), pp. 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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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 당시 이미 화가로서 명성이 높았다. 태학 입학 후, 장로의 이름
은 북경을 떠들썩하게 했다고 전해진다. 대사마(大司馬) 이월(李鉞, 
1465-1526)은 장로를 빈관(賔館)으로 초청하였으며 장로는 끊임없이 
문인 관료들과 교유했다.145)

장로의 생애와 교유 관계는 직업화가의 삶보다는 오히려 문인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왜소한 체구의 장로는 넓은 식견과 도량을 지녔
으며, 온화하고 고상한 성품의 소유자였다. 장로는 오위나 왕조처럼 
음주와 유흥을 즐기고 기이한 행동을 일삼지 않았다. 음주를 즐기는 
대신 장로는 시를 짓거나 거문고를 즐겨 연주하였다고 전해진다.146) 
많은 고관들이 그림과 시문, 음악에 모두 능했던 장로와 더불어 놀기
를 원했으며 장로는 여러 문인들과 합작도 하였다. 하량준의 비평 이
후 장로는 오위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북방(北方)의 직업화가로 더 널
리 알려졌다. 그러나 장로에 대한 동시대 평가를 살펴보면 오히려 장
로는 ‘이가(利家)’의 모습에 더 근접하다. 따라서 장로의 작화 활동과 
교유 관계를 검토하여 직업화가 장로에 대한 이미지를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장로의 생애에서 가장 주목해야할 부분은 전칠자 문인들과의 관계
이다. 전칠자 중 한 명인 왕정상(王廷相, 생몰년 미상)은 장로가 삼절
(三絶)로 불린다고 기록하였는데, 여기서 삼절은 전칠자의 수장인 이
몽양의 글, 좌국기(左國機, 1479-1540)의 글씨, 장로의 그림을 일컫

145) 朱安, 「張平山先生」, 黄宗羲, 『明文海』5(北京: 中華書局, 1987), p. 4372. 
“以膺例入太學, 其名傾動京師, 大司馬李恭簡公尤喜之, 延于賔館, 一時公卿貴游造
之者無虚日也. 得其一幅數筆, 寶之以爲珍玩焉.” 제임스 캐힐은 장로가 남경 태학
에 입학하여 남경에서 오위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했으나 스쇼우치엔, 왕위
칭(汪瑜菁), 수잔 에릭슨(Susan N. Erickson)은 모두 장로가 북경 태학에 입학한 
것으로 보았다. 기록에 ‘京’으로만 표기되어 장로가 북경 태학에서 수학한 것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그러나 필자 역시 장로가 주로 교유한 인물들이 북경과 개
봉을 중심으로 활동한 사실을 참고했을 때 북경 태학에 입학했을 가능성이 더 크
다고 생각한다. 장로가 북경 태학에 입학했다면 북경에서 잠시 활약했던 오위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았을 것이다. 汪瑜菁, 앞의 논문, p. 40; Susan N. 
Erickson,  “Cheng Lu's 'A Poet Contemplating a Waterfall',” Ming 
Studies, vol. 18 (spring 1984), pp. 36-45.

146) 趙完璧, 「張平山畵冊序」, 『海壑吟稿』 卷八, 中國基本古籍庫 데이터베이스. “體
質短小, 器識温雅, 胸次灑有奇趣, 不多飲酒, 賦詵鳴琴, 志役物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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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147) 이몽양은 장로의 <수형도(壽兄圖)>에 제시를 작성하였으며, 
절파 화가인 임량, 주문정, 오위, 광태사학파로 분류된 종례, 곽후의 
작품에도 제시를 남겼다.148) 전칠자의 구성원인 이몽양, 하경명(何景
明, 1483-1521)과 교유하면서 장로와 공동 작업을 했던 인물로 이렴
(李濂, 1488-1566)이 있다. 이렴은 장로에게 바치는 시에서 명나라 
최고 화가의 계보를 이재, 대진, 종례, 장휘(張翬, 생몰년 미상), 변문
진, 여기, 오위, 장로로 설정하였다.149) 여기서 후칠자의 대표 주자였
던 왕세정뿐만 아니라 전칠자의 문인들 또한 후대에 절파로 분류된 
화가들을 명대 최고의 화가로 평가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렴의 문집에는 그가 장로의 작품에 남긴 시가 전해진다. 그 중 
대부분이 생일 축하 및 장수를 기원하는 내용을 담은 시이며 이러한 
글들은 장로가 그린 선물용 그림과 합벽(合璧)되었을 것으로 추측된
다.150) 장로가 개봉에서 전칠자와 관련된 문인들과 함께 공동 작업을 
하고 다수의 선물용 작품을 제작한 것은 문징명이 소주에서 선물을 
통해 소주 지역 문인들과 관계를 유지했던 것과 유사하다. 이렴과 함
께 1514년에 진사가 된 설혜(薛蕙, 1489-1539)는 장로에게 불화(佛
畵)를 요청한 후 제시를 남겼다.151) 설혜의 문장은 왕정상의 영향을 

147) 王廷相, 「以張路山水圖贈周司寇因題四韻」, 『王氏家藏集』 卷十七, 『四庫全書存
目叢書』53(濟南: 齊魯書社, 1997), p. 34. “大梁張生稱畵絕.”; 王士俊, 『河南通
志』, 中國基本古籍庫 데이터베이스. “張路, 號平山, 祥符人. 工畵人物, 獨絶一時. 
并李空却文、左國璣字, 稱三絶云.”

148) 李夢陽, 「壽兄圖歌」, 「周文靜畵雪山圖歌」, 「林良畵兩角鷹歌」, 「吳偉松窗讀易
圖」, 「鍾欽禮山水障子圖」, 「贈郭氏畵登遊快閣」, 『空同集』 卷二十二, 『四庫明人文
集叢刊』25(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1).

149) 李濂, 「贈平山子歌」, 『嵩渚文集』 卷十三, 『北京圖書館古籍珍本叢刊』101(北京: 
書目文獻出版社, 1988), p. 289. “國朝畵手誰最高, 莆田李在錢唐戴, 鍾禮張翬各
一時, 邊昭吕紀探三昧. 弘治年間更有人, 武昌呉偉空前輩, 汴上張君歩絶塵, 楚山
嵩岳遥相對.”

150) 李濂, 「題三賀圖」, 「題平山畵秋雨歸舟障子-送河南左方伯玉田董翁謝政還里」, 
「題平山畵泥金障子歌」, 「堯山記」, 「壽賈翁九十二歲序」, 「松石圖贊有序」, 「拜石圖
贊有序」, 『嵩渚文集』, 위의 책.

151) 朱安, 「張平山先生」, 黄宗羲, 앞의 책, p. 4372. “亳郡考功薛公蕙, 精于内典, 
請先生畵佛. 贈之以詩云, 江夏吳生久物故, 畵手人間無獨步. 爾来張子出大梁, 又
見丹青照縑素. 奈何絶藝多自惜, 未許千金換真跡. 高士飛揚不易馴, 貴人造請空無
益. 遥聞病叟耽玄理, 爲畵釋家兼大士. 貫休羅漢殊未工, 虎頭金粟真堪擬. 精舍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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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게 받았으며 그는 하경명, 이렴과 함께 ‘도정사(都亭社)’라는 시사
(詩社)를 결성하여 활동했었다. 설혜와 친밀했던 병부상서 유저수(劉
儲秀, 생몰년 미상) 역시 장로의 작품에 제시를 남기기도 했다. 즉 장
로는 전칠자를 중심으로 한 문인 및 고위 관료들과 밀접하게 교유했
던 화가였다.

장로의 교유 관계에서 흥미로운 또 다른 인물은 장로의 전기를 작
성한 주안간(朱安, 1517-1601)이다. 주안간은 홍무제(洪武帝, 재위 
1368-1398)의 아들 주정왕(周定王) 주숙(朱橚, 1361-1425)의 현손(玄
孫), 즉 종실 인물이다. 주안간은 장로와 가까이 살면서 허물없이 지
냈으며 자신의 딸을 장로의 막내아들과 결혼시켜 사돈 관계를 맺었
다.152) 주안간이 장로와 뜻과 취미가 같았다고 밝혔던 사실을 고려해
본다면, 주안간 역시 장로의 회화관과 작품 세계에 공감했을 것으로 
보인다. 장로와 주안간과의 관계에서는 무엇보다도 종실 출신 사돈으
로부터 ‘장평산선생(張平山先生)’이라 칭해진 장로의 사회적 위치를 
가늠해볼 수 있다. 

이처럼 당시 최고 인사들을 위해 그림을 그렸던 장로는 작품의 수
증인(受贈人, recipient)을 신중하게 가렸다. 장로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전해지는데, 장로가 인사하러 오지 않자 이
에 분개한 손저(孫滁, 생몰년 미상)가 장로의 왼손가락을 죄어 고통을 
주면서 오른손으로는 <종규도(鍾馗圖)>를 그리게 한 일화는 유명하다. 
장로는 그 때 자신을 구해준 고관의 은혜에 보답하여 네 폭의 그림을 
정성들여 그렸다.153) 그는 권력으로 위협하거나 재물로 작품을 얻으
려는 사람들도 피해 다녔다.154) 이 일화에 직업상 관료가 아닌 화가

居伴白雲, 玉毫瞻禮對爐薫. 他年負入深山去, 應寫伽佗重贈君.”; 제화시는 설혜의 
문집에도 수록되어 있다. 薛蕙, 「酬張路寄畵佛及觀音」, 『考功集』 卷四. 『四庫明人
文集叢刊』45(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3), p. 52.

152) 朱安, 「張平山先生」, 위의 책, p. 4372, “余與先生居止接近, 氣味頗同, 乃以
弱息妻其季子柯, 有忘形之契焉. 常與先生評品畵理至於夜分.”

153) 王世貞, 『藝苑卮言』, 앞의 책. p. 498. “孫滁陽爲河南憲, 怒張平山路不時見. 
至, 誘之入, 其左手指, 以右手畵鍾馗. 適左轄往候, 懇之始解. 張感左轄恩, 竭平生
力作四畵以酬之. 頗聞於世. 同一伎也, 人之遇不遇一至於此.”

154) 朱安, 「張平山先生」, 黄宗羲, 앞의 책, p. 4372. “한 감사(監司)가 위세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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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던 장로의 위치를 격상시키기 위한 전기문 작가의 의도가 개입되어 
있다고 해도 유사한 사례가 다른 기록에도 나타나 있어 장로가 그림 
고객을 가려서 상대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남경에서 은거하며 작품 활동을 한 장숭처럼 장로 역시 고향인 개
봉에서 대부분의 일생을 보냈다. 장로는 장숭과 마찬가지로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나 동자와 함께 경치를 감상하는 문인의 모습을 그림으
로 남겼다. <고사관폭도(高士觀瀑圖)>(도 45)와 <계산범정도(溪山泛艇
圖)>(도 46) 외 여러 작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꺾쇠형구도를 바탕으
로 오른쪽에 크게 돌출한 거대한 바위를 그린 점은 장숭의 작품뿐만 
아니라 장로의 작품에서도 나타난다. 따라서 초묵으로 묘사된 강렬한 
흑백 대비의 암석 표현이 이 시기에 상당히 유행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장숭과 장로는 유사한 표현을 공유하고 있으나, 장로의 산수와 인
물표현은 더욱 강렬하고 역동적이다. 특히 일본 고코쿠지(護國寺) 소
장 <어부도(漁夫圖)>(도 47), 프리어갤러리(Freer Gallery of Art) 소
장 <습득관월도>에서 붓으로 절벽면을 쓸어내리는 듯한 강렬한 표현
은 장로만의 독특한 회화 기법이다. 장로의 도석인물화와 고사도는 
오위의 영향을 두드러지게 보여준다. 그러나 그는 인물을 그릴 때 짙
은 윤곽선 주변에 극도로 세밀한 선을 중첩하여 인물의 운동감을 오
위보다 더욱 실감나게 표현하였다. 《잡화책(雜畵冊)》(도 48)에 등장하
는 신선들과 <탄금도(彈琴圖)>(도 49), <동파한림귀환도(東坡翰林歸還
圖)>(도 50)에서 이러한 장로의 회화적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산수의 비중이 큰 대관산수를 다수 남긴 점은 장로 작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일본 하시모토(橋本) 컬렉션의 <도원순학도(道院馴
鶴圖)>(도 51)와 북경 고궁박물원 소장 <풍우귀장도(風雨歸莊圖)>(도 

장로를 위협하여 그림을 얻으려하니 장로가 도망가 버렸다. 감사가 분노하여 법으
로 처벌하려 하니 오히려 장로가 기뻐서 기다리자 감사 역시 어떻게 하지 못했다. 
(중략)  무릇 사방에서 그림을 구하려는 자가 있으니, [장로는] 운치 있는 사람과 
훌륭한 선비들이 작품을 청할 때에는 거절하는 법이 없었으나 재물로 그림을 받으
려는 사람은 피했다. (嘗有監司, 以勢位加于先生, 欲得其畵, 先生避去之. 監司怒, 
欲中以危法, 先生怡然俟之, 監司亦莫如之何也. (중략) 凡四方求畵者, 若韻人佳士, 
無不應之. 有以貨財至者, 必却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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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의 암산은 다른 광태사학파 화가들의 작품에서 찾아볼 수 없는 질
량감을 보여준다. 특히 <풍우귀장도>의 중앙에 묘사된 거대한 산의 
모습은 북송대 거비파(巨碑派) 산수화(도 53)를 연상시킨다. 거대한 
견폭(絹幅)에 초묵(焦墨)으로 묘사된 육중한 암산은 양자강 이남 지역 
회화에서는 보기 드문 표현이다. 이러한 장로의 산수화는 하량준이 
장로를 비난조로 ‘북방의 장로(北方之張平山)’라고 평가하게 된 원인
으로 작용했다.

장로의 작품은 그의 사후에 책상을 닦기에도 아까운 그림이라는 
하량준의 악평을 얻었으며, 이개선으로부터 그림이 추하여 인물들이 
도장을 찍은 것과 같다는 평까지 들었다.155) 또한 고렴과 도륭, 문진
형 등의 사학(邪學) 담론을 거쳐 청대에 이르면 장로 작품의 가치가 
크게 하락했다는 사실을 『무성시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소서
(姜紹書)는 북쪽 사람들은 장로의 그림을 보물처럼 소중히 여겼으나 
감정가들이 그의 작품을 아완(雅玩)에 넣지 않게 되자 최근에 그의  
명성과 그림 가격이 점차로 낮아졌다고 밝혔다.156) 이렇게 장로의 그
림은 16세기 말 이후 강남 지역 수집가들의 취향과는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생존 당시 장로는 인기 화가인 동시에 사
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장로의 작품은 위작이 다량 생산되
어 넘쳐날 정도로 인기가 있었으며 장로는 수명을 다 하는 날까지도 
누워서 손님을 맞이했다고 전해진다.157) 

서화 감상에 대한 장로의 입장이 전기문에 기록되어 있다. 화가 스
스로의 회화관이 드러난 기록은 광태사학파 화가와 관련하여 상당히 
드문 사례라 크게 주목된다. 

155) 李開先, 『中麓畵品後序』, “平山觕惡, 人物如印版, 萬千一律.”
156) 姜紹書, 『無聲詩史』, 盧輔聖 主編, 앞의 책, p. 841. “張路, 字天馳, 號平山, 

大梁人. 以庠生游太學. 畵法吳小仙, 雖草草而就, 筆絶遒勁, 然秀逸䖏遠遜小仙. 北
人扵平山畵視若拱璧, 鑑家以其不入雅玩, 近亦聲價漸減矣.” 밑줄은 필자.

157) 王世貞, 『弇州四部稿』 卷一百五十五, 앞의 책, p. 495. “傳偉法者, 平山張路最
知名, 然不能得其秀逸處, 僅更遒勁耳. 北人重之, 以爲至寶, 真贗錯雜, 醜徒實繁, 
偉亦不免惡道之累矣.”; 朱安, 「張平山先生」, 黄宗羲, 앞의 책, p. 4373. “先生
暮齒高卧謝客, 年七十四嵗終于家焉.” 밑줄은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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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이 슬퍼하며 말씀하셨다. “고금에 진정한 서화 감상자들은 아
주 적다. 그 이유는 그림을 그릴 수 없는 사람이 많은데 그림을 그
릴 수 있는 사람은 적기 때문이다. 또한 글자를 모르는 이는 반드
시 글을 읽을 수 없으며 서예를 볼 줄 모른다. 그림을 그릴 줄 모
르는 이가 어찌 그림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뛰어난 천재성을 지닌 
자도 전반적인 윤곽 이상을 알 수 없다. 그러니 그들은 필력(筆力)
의 강약, 발묵(潑墨)의 맑음과 탁함을 절대로 알 수 없다. 이것은 
마치 목수 편(扁)이 바퀴를 깎고, 백정 정(丁)이 뼈에 있는 살점을 
제거하는 것이다. 붓과 먹을 넘어서는 것도 있다.”158)

당시 서화 감상 세태에 대한 장로의 비판은 하량준과 같은 문인 비평
가들을 겨냥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개선의 『중록화품』은 장로가 활동
을 하던 1544년에 출판되었으며, 장로가 사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
을 시기로 추정되는 1569년에 하량준의 『사우재화론』이 출판되었다. 
이 시기 장로는 그림을 그릴 줄 모르는 문인들의 회화 감상 문화를 
비판하고 그들의 아마추어적인 비평에 일침을 가했다.

장로의 그림이 이몽양을 비롯한 전칠자 문인들에게 환영받았던 첫 
번째 이유는 그의 화풍을 통해 미루어 짐작해볼 수 있다. 앞서 언급
한 바 있듯이, 이몽양의 시는 성당시의 형식을 따르면서도 거칠고 강
한 북방 문학의 분위기를 지녔다. 장로의 강렬하고 거대한 수묵화는 
정열적인 시적 표현으로 웅장한 대륙의 자연과 역사를 묘사했던 이몽
양의 문학적 이상이 시각화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몽양이 남긴 
제화시를 살펴보면, 화가들이 수묵만을 사용하여 비단에 붓을 쓸어내
리는 기법을 상당히 높이 평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임량의 <쌍응

158) 朱安, 「張平山先生」, 위의 책, pp. 4372-4373. “先生每嘆, 古今之畵賞鑒者
絶少, 葢不能畵之人多, 而能畵者少故也. 且不識字之人, 必不能讀文章, 觀法帖. 不
能畵之人, 豈能識畵哉? 間有天資之高者, 不過觀其大槩而己. 至于用筆之老嫩, 開
墨之清濁, 則不能盡知矣. 其運用之際, 若扁匠之斵輪, 庖丁之解牛. 有出于筆墨之
外者矣.” 번역은 Richard M. Barnhart, 앞의 글(1983), pp. 380-381의 영어 번
역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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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雙鷹圖)>에 붙인 제화시에서 이몽양은 여기와 변문진은 터럭 하나
하나를 나누어 실제 새와 닮게 그렸으나 그 뜻은 그리지 못한 반면, 
임량은 수묵만을 사용하여 비단 위로 붓을 쓸어내리니 그 묵이 풍운
(風雲)과 같았다고 밝혔다.159) 오위의 그림에 대해서도 이몽양은 오위
가 붓을 쓸어내리는 필법이 뛰어나 마치 바람과 천둥 같다고 묘사했
다. 그는 오위의 신선 같은 모습도 높게 평가하였다.160) 이몽양은 장
로의 그림에도 이와 유사한 감상을 남겼다. 그는 흰 비단 앞에서 거
리낌 없이 팔을 휘둘러 묵을 쓸어내리는 장로를 보고 감탄하여 <수형
도>에 제화시를 썼다.161) 이몽양이 화가들에 대한 찬사를 남긴 제화
시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은 ‘쓸어내다(掃),’ ‘바람(風),’ ‘구름
(雲),’ ‘천둥(雷)’과 같은 강렬한 수식어들이다. 장로의 <수형도>는 현
전하지 않으나, 기록으로 남아있는 제화시를 통해 이몽양은 <어부도>
에 표현된 극적인 대부벽준, 혹은 <풍우귀장도>에서 느낄 수 있는 강
렬하고 웅장한 자연의 모습에 감탄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장로의 강직한 성격 역시 전칠자 문인들과의 관계를 더욱 긴밀하
게 만들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몽양은 외척과 환관의 불법적인 폭
리 행위를 고발하였으며, 특히 당시 부정한 권력을 행사하던 환관 유
근(劉瑾, ?-1510)을 탄핵한 바 있다.162) 불의에 대한 끊임없는 항거
로 인해 이몽양은 여러 차례 투옥과 파직을 당해야만 했다. 이 때 전
칠자와 관련된 문인들은 이몽양의 복권을 도왔다. 이러한 사례를 통
해 볼 때, 장로의 올곧은 기질은 이몽양의 강직함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부당한 그림 주문에 응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문인들의 
아마추어적인 회화 비평에 정면 대응했던 장로는 이몽양을 비롯한 전

159) 李夢陽, 「林良畵兩角鷹歌」, 『空同集』 卷二十二, 앞의 책, pp. 169-170. “林良
寫鳥只用墨, 開縑半掃風雲黑.”

160) 李夢陽, 「吳偉松窗讀易圖」, 『空同集』 卷二十二, 위의 책, p. 170. “側聞江夏生
氣酣, 掃毫素絶筆風雷. (중략) 江夏吳生亦與之. 短褐垢臉見天子, 禮貌雖村骨格奇. 
帝令待召仁智殿, 有時半酣被召見. 跪飜墨汁信手塗. 白日慘淡風雲變.”

161) 李夢陽, 「壽兄圖歌」, 『空同集』 卷二十二, 위의 책, pp. 174-175. “大梁張路固
好手, 湖州生絹照眼白. 當堂掉臂掃丹墨. 倏忽老面開生色.”

162) 이몽양의 전기는 L. Carrington Goodrich and Chaoying Fang, 앞의 책, 
pp. 841-84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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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자 문인들이 존경할만한 화가였을 것이다. 오위와 장로가 화풍 상 
일정부분 공통점을 공유하면서도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이러한 성격
과 일생에서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장로는 백묘법을 사용한 사녀
도(仕女圖)를 그리지 않았다. 바로 이 점이 바로 오위와 장로의 중요
한 차이이다. 앞서 밝혔듯이, 오위의 사녀도는 남경에서 음주와 오락
을 즐겼던 그의 일상과 결부되어 있다. 오위가 극세필의 백묘법으로 
여성성을 탁월하게 표현할 수 있었던 데에는 그의 방탕한 사생활과 
낭만적인 성격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반면 장로의 그림에 등장하는 
여성은 모두 신선이며, 기녀로 추정되는 인물은 현재까지 찾아볼 수 
없다. 장로는 당시 유행했던 오위의 화풍을 수용하였으나 자신의 성
격과 어울리지 않았던 사녀도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즉 장로의 
고상한 성품은 선정성이 배제된 오위의 산수화풍만을 받아들인 데에
서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장로는 생업으로 그림을 그린 단순한 직업화가가 아니었다. 
그는 전칠자를 중심으로 한 문인들과 고위 관료, 종실 인물로부터 존
경을 받은 예술가였다. 광태사학파 화가 중 장로는 화풍 면에서 오위
의 영향을 가장 두드러지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의 일생과 교유관
계, 성격과 행동은 극적인 예술가의 삶을 살았던 오위와 완전히 상반
된다. 다시 말해, 오위, 왕조, 서위(徐渭, 1521-1593)처럼 표현주의적
(expressionistic) 화풍을 구사하며 기이한 행동을 했던 화가들을 기
준으로 장로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의 작품
은 광태사학이라는 굴레 속에서 그 가치가 폄하되었다. 따라서 장로
는 광태사학파의 구성원이기보다 독립적인 화가이자 개봉 지역의 주
요 화가로 재고되어야 한다.

전칠자 문인들이 선호한 화가는 장로만이 아니었다. 절강성 출신의 
궁정화가 종례(鍾禮) 역시 동시대 문인들로부터 찬사를 받은 화가였
다. 전칠자의 선구적 인물인 이동양(李東陽, 1447-1516)과 그의 영향
을 받은 이몽양, 왕정상이 모두 종례의 그림에 제시를 남겼다. 종례는 
그림뿐만 아니라 시에도 뛰어났으며 서예는 조맹부의 서법을 배웠다



- 74 -

고 전해진다.163) 소주 지역 문인이었던 왕오(王鏊, 1450-1524)는 종
례가 그림과 시에 능했으며 문화전(文華殿)에서 황제를 배알했다고 밝
혔다. 시의 마지막에서 왕오는 종례의 그림 속에 보이는 구름과 안개
가 사라지는 광경을 왕유(王維)의 그림과 비교했는데, 이는 동기창 이
후의 비평에서는 차마 상상할 수 없는 표현이다.164) 종례를 광태사학
파와 북종으로 분류한 서심조차도 종례가 시를 잘 지었다는 평가를 
놓치지 않았다. 황제도 그림과 시 모두 능했던 종례를 총애했다. 종례
는 홍치제 시기에 인지전(仁智殿)에 들어가 높은 대접을 받았으며 홍
치제는 종례가 그림을 그리는 것을 보고 늙은 신선이 천하에 있다며 
감탄하였다. 이를 계기로 종례는 ‘천하노신선(天下老神仙)’을 인문(印
文)으로 사용하였다.165) 종례가 정확히 언제 입궁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종례는 비슷한 시기 ‘작은 신선’인 오위와 함께 궁정에서 쌍벽
을 이루었을 것으로 여겨진다.166)

종례의 사례는 광태사학파를 이루는 화가들의 명단이 일관된 기준
을 바탕으로 작성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광태사학파로 지목된 다른 
화가들과 달리 종례는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한 직업화가가 아닌 궁
정화가였다. 또한 화풍 면에서 그는 오위보다 마원과 대진의 전통을 
이어 받았다. 메트로폴리탄박물관 소장 <관폭도(觀瀑圖)>(도 54)를 보
면, 암산과 바위의 부벽준과 나무 표현에서 남송원체화와 명초 궁정
회화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종례의 그림으로 현재 총 8점의 작
품이 전해지는데, 리처드 반하트는 현재 마원 작품으로 전칭된 그림

163) 『紹興府志』 卷七, 穆益勤 主編, 앞의 책, p. 60. “鍾禮, 字欽禮, 少孤, 力學, 書
法趙子昻, 精繪事, 弘治中直仁智殿.” 밑줄은 필자.

164) 王鏊, 「送鍾欽禮還會稽」, 『震澤集』 卷三, 『四庫明人文集叢刊』29(上海: 上海古
籍出版社, 1991), p. 165. “文華殿前見天子, 受釐三日居齋宫. (중략) 峯巒慘淡李
營丘, 烟雲滅沒王摩詰.”

165) 徐沁, 『明畵録』 卷三, 盧輔聖 主編, 앞의 책, p. 14. “鍾欽禮, 號南越山人, 上
虞人. 工詩. 成化間, 召入仁智殿, 大被賞遇. 畵山水峯巒慘淡, 煙雲滅沒, 時有沈酣
之致, 然往往縱筆粗豪, 多乏氣韻. 畵上嘗題“一塵不到處”. 孝廟曾背立觀其作畵, 
忽持鬚呼爲天下老神仙. 因鐫圖章佩用之.“ 밑줄은 필자.

166) 리처드 반하트는 이 일화를 통해 종례가 오위보다 연상일 것으로 추측했다. 
Richard M. Barnhart ed., 앞의 책, p.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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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실제로 종례의 작품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
다.167) 전해지는 작품은 없으나 기록을 통해 종례가 미법산수화도 그
린 사실이 확인된다. 이동양은 현전하지 않는 종례의 <운산도(雲山
圖)>를 본 후 종례는 “고극공(高克恭)의 아들이며 미불(米芾)의 손자”
라고 제시를 남겼다.168) <운산도>의 실물은 확인할 수 없으나 회안
(淮安)의 왕진(王鎭, 1495년 활동) 묘에서 출토된 사환, 하징(何澄, 
1403-1472 활동), 이재의 미법산수화를 통해 이동양이 제시를 남긴 
종례의 작품을 상상해볼 수 있다.169) 즉 종례는 남송과 명초 궁정회
화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주문자의 요구에 따라 사의적인 미법산수
화도 제작했던 것이다. 

동시대 문인들과 황제가 애호했던 또 다른 광태사학파 화가는 바
로 곽후다. 곽후 역시 오위, 장로와 마찬가지로 학업을 포기한 후 화
가의 길을 걸었다. 학문적 배경에 힘입어 곽후는 자신의 작품에 스스
로 제화시를 다수 남겼으며, 시와 그림에 모두 뛰어났다는 평가를 받
았다.170) 오위의 인물화보다는 다소 강하고 거칠지만 장로의 인물화
보다는 정적이고 익살스러운 면이 있는 곽후의 그림은 당시 큰 인기
를 얻었다. 천하의 사람들이 경쟁하며 곽후의 작품을 백금(百金)에 샀

167) 위의 책, pp. 254-259.
168) 李東陽, 「鍾欽禮雲山圖爲史都憲天瑞題」, 『懷麓堂集』 卷五十三, 『四庫明人文集

叢刊』25(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1), p. 559. “謂渠畵格子宥派, 房山之子南宮
孫.”

169) 왕진 묘 출토품에 대한 연구는 Kathlyn Maurean Liscomb, “A Collection of 
Painting and Calligraphy Discovered in the Inner Coffin of Wang Zhen(d. 
1495 C.E.),” Archives of Asian Art, vol. 47 (1994), pp. 6-34; “Social 
Status and Art Collecting: The Collections of Shen Zhou and Wang 
Zhen,” The Art Bulletin, vol. 78 (March 1996), pp. 111-136가 있다. 제임스 
캐힐은 왕진 묘 출토품을 통해 절파 회화의 사의성(寫意性)에 대해 평가하며 직업
화가와 문인화가를 구분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James Cahill, “Xieyi 
in the Zhe School? Some Thoughts on the Huai’an Tomb Paintings,” 
Archives of Asian Art, vol. 62 (2012), pp. 7-24. 

170) 곽후는 그림이 완성되면 제시를 썼다고 하는데, 시를 다 완성하기 전에 그는 또 
그림을 그렸으며 그림이 완성되기 전에 그는 또 다시 시에 매진하였다고 한다. 何
喬遠, 『名山藏』 卷一百, 『續修四庫全書』427(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9), p. 
555. “畵在是矣, 於是手, 模成畵, 畵已題詩, 詩題不盡, 又肆爲畵, 畵不盡, 又盡于
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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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전해지며 홍치제는 곽후를 직접 궁궐로 부르기까지 했다. 곽후
는 당시 막강한 권력을 지녔던 환관 소경(蕭敬, 1438-1528)이 하사한 
관직을 마다하여 이몽양으로부터 일민(逸民)이라는 평가를 받았다.171)

곽후의 사례에서도 황제와 문인 관료들을 포함한 많은 이들이 수
묵으로만 단숨에 인물을 묘사해낸 화가의 기교를 선호했음을 알 수 
있다. 곽후의 <사안상(謝安像)>(도 55)에는 의습선과 수염을 그린 필
선 위로 속도감 넘치는 붓이 지나간 흔적이 나타난다. 거칠고 진한 
윤곽선은 하량준의 반감을 샀을 수도 있으나 놀랍게도 작품의 좌측 
상단에는 하량준이 숭배했던 문징명의 제시가 남아있다.172) 곽후는 
사안의 초상을 한 점 더 남기고 스스로 제화시를 작성했는데 대만 고
궁박물원 소장 <동산휴기도(東山携妓圖)>(1526)(도 56)가 바로 그 작
품이다. 사안(謝安, 320-385)은 동진(東晋, 317-419) 시기의 인물로, 
젊어서부터 명망이 높아 조정으로부터 발탁을 받았지만 관직에 나아
가지 않았다. 그는 은둔하며 지내다 마흔이 넘어서야 비로소 정계에 
진출했다. 환관으로부터 하사받은 관직을 거절하고 그림과 시에만 몰
두했던 곽후는 자신을 사안의 정신적인 후손으로 여겼을 수도 있
다.173) 그런데 흥미롭게도 문징명과 곽후의 제화시는 모두 은둔하는 
사안의 모습이 아닌 속세의 사안을 묘사하고 있다. <동산휴기도>는 
1526년에 제작되었는데 <사안상> 역시 비슷한 시기에 제작되었다면 
이 시기는 문징명은 북경에서 관직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다. 문징명
은 사안을 통해 관직생활에 헌신하는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였으며, 
곽후는 가정제 시기 어지러운 현실에 환멸을 느끼고 사안을 묘사했을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문징명은 제화시를 통해 화가에 대해 어떠한 
부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았다. 곽후가 포함된 광태사학파 화가들을 

171) 何喬遠, 『名山藏』 卷一百, 앞의 책, p. 555. “天下競傳, 清狂畵購之百金.”; 徐
沁 『明畵録』 卷三, 盧輔聖 主編, 앞의 책, p. 16. “弘治中被徵入京師, 大璫蕭敬
啗以錦衣官, 固謝卻, 李獻吉謂其不媿逸民.”

172) “文采清真絕代人, 一時雅量廟堂欽. 不緣點虜投鞭舉, 剛負平生用世心. 文徵明.”
173) Howard Rogers and Sherman E. Lee, Masterworks of Ming and Qing 

Painting from the Forbidden City (Lansdale: International Arts Council, 
1988), p.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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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의 대상으로 만든 주체는 문징명이 아니라 하량준을 비롯한 문인 
비평가들이었다는 사실이 이를 통해 입증된다.174)

장로, 종례, 그리고 곽후의 생애와 작품을 검토해 보면 이들의 그
림은 폄훼의 대상이 아니라 고위 관료와 문인들, 황제까지도 선망했
던 대상임을 알 수 있다. 하량준은 행가(行家)와 이가(利家)를 인품의 
기준으로 구분하였으나 이들 화가 모두 상당한 교육을 받고 격식을 
갖춘 인물들이었다. 광태사학파 작품들은 극도의 표현주의적 화풍과 
거대한 작품 크기로 인해 문인들로부터 후대에 사나운 기질을 따른다
는 비난을 받았지만 당시 문단과 정계를 주도한 전후칠자(前後七子) 
문인들이 애호했던 작품이었다. 문단에서 복고주의를 선도했던 전후
칠자의 구성원들이 절파 및 광태사학파 작품을 애호했던 구체적인 이
유는 현재 기록을 통해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이에 대해 후칠자 
중 한 명인 사진(謝榛, 1495-1574)이 시에 있어서 숭상할 수 있는 네 
가지 요소를 언급한 부분에서 이들이 광태사학파 화가를 선호한 이유
를 추측해볼 수 있다.

체(體)에서 정대(正大, 올바름과 장대함)를 숭상하고, 질(質)에서 고
원(高遠, 고귀하고 심원함)을 숭상하고, 기(氣)에서 웅혼(雄渾, 웅장
하고 막힘이 없음)을 숭상하고, 운(韻)에서 준영(雋永, 흥미롭고 매
혹적임)을 숭상한다.175)

사진이 언급한 시의 네 가지 요소는 전후칠자의 문인들이 추종한 성
당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장대하고 웅장하며, 흥
미롭고 매혹적인 요소는 뛰어난 기교와 힘차고 막힘없는 필법으로 거

174) 콘도 히데미는 문징명과 육사도가 임환(任環, 1519-1558)을 통해 정문림을 알
고 있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육사도는 장복양의 작품에도 발문을 남긴 바 있어 
정문림과 장복양의 사례를 통해 문인 비평가들의 부정적인 인식과 달리 화가들은 
어느 정도의 교유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했다. 近藤秀實, 앞의 논문, p. 32.

175) 謝榛, 『四溟詩話』 卷一, 『叢書集成初編』2581(北京: 中華書局, 1985), p. 4. “體
貴正大, 志貴高遠, 氣貴雄渾, 韻貴雋永.” 번역은 Richard John Lynn, 앞의 글, 
p. 325의 영어 번역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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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화폭을 채워나가며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던 광태사학파 화가들
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전후칠자의 문인들에게 광태사학파 회화는 자
신들의 문학적 기준 및 목표와도 부합하는 이상적인 예술작품으로 인
식되었던 것 같다. 물론 친분과 존경의 의미가 담긴 제화시만을 참고
하여 문인 관료들과 화가 사이에 신분에 따른 경계가 부재했다고 단
언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태사학파 화가들은 모두 정규 
교육을 받았으며 동시에 자신의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며 최
고 상류층의 문화와 회화가 어우러지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
들이었다.176)

절파 회화는 광태사학파로 인해 쇠락의 길을 걸은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광태사학파로 분류된 화가들은 각처에서 명성을 얻으며 오위
가 발전시킨 화풍을 여러 지역으로 확산시켰다. 이 화가들을 15, 16
세기 명대 회화사의 주체가 아닌 ‘사학’으로 몰아낸 것은 소주 지역 
화가들이 아니라 하량준의 화론과 항원변 컬렉션이 기준이 된 보수적
인 문인들의 회화 취향이었다. 소주와 화정 지역에서 성립된 문화 권
력은 남북종론과 청대의 회화 비평 및 수집, 근현대의 미술사 서술에
도 큰 영향을 미쳤다. 그 권력으로부터 절파 회화 전반을 복권(復權)
시키는 작업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광태사학파 화가
들을 사학의 오명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면서 문인화와 오파 회화가 중
심이 된 명대 회화사 연구에서 탈피하는 작업은 차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76) 데이빗 존슨(David Johnson)은 중국의 사회문화적 구성원을 9개로 구분하였는
데, 제임스 캐힐은 9개 그룹 중에서 화가는 정규 교육을 받고 자급자족하는
(classically educated/self-sufficient) 그룹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다. 서로 다른 
그룹의 구성원은 중간 그룹에 속하는 화가들의 작품에 존경의 의미가 담긴 제화시
를 작성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이 곧 신분 구분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은 아님
을 제임스 캐힐은 강조하였다. David Johnson, “Communications, Class, and 
Consciousness,” David Johnson, Andrew J. Nathan, and Evelyn S. Rawski 
eds., Popular Culture in Late Imperial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5), pp. 56-60; James Cahill, 앞의 논문(1993), p.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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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16세기 말에 일군의 화가들이 광태사학파(狂態邪學派)로 지목되었
다. 그 결과 장숭(蔣嵩, 약 1475-1565), 정문림(鄭文林, 16세기 활
동), 장복양(張複陽, 생몰년 미상), 종례(鍾禮, 생몰년 미상), 장로(張
路, 약 1490-1563), 왕조(汪肇, 16세기 활동), 곽후(郭詡, 
1456-1532), 정옥천(丁玉川, 생몰년 미상) 등 15세기 후반에서 16세
기 중반까지 독립적으로 활동한 화가들이 하나의 화파로 분류되어 멸
시의 대상이 되었다. 기존 연구에서 광태사학파는 절파의 쇠퇴 단계
이자 문인화가들과의 경쟁에서 패배한 화가 집단으로 설명되었을 뿐
이다. 그동안 ‘광태사학론(狂態邪學論)’이라는 하나의 담론이 생기게 
된 구체적인 배경은 논의되지 않았다. 개별 화가에 대한 연구 역시 
미미하여 각 화가들은 광태사학파에 소속된 화가 이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본 논문은 광태사학파가 16세기 말 문인 비평가 및 회화 수
장가들에 의해 생성된 배경과 광태사학론의 후대 수용 과정을 조명하
고자 했다. 이와 더불어 주요 광태사학파 화가들의 생애와 작품을 통
해 사나운 기질을 따르는 사학의 이미지는 이 화가들에게 전혀 어울
리지 않는 것임을 밝혔다.

광태사학파라는 명칭이 등장하기 전에 하량준(何良俊, 1506-1573)
은 장숭, 왕질(汪質, 생몰년 미상), 곽후, 장로의 작품은 책상을 닦기
에도 아깝다는 악평을 하였다. 하량준의 화론은 남북종론(南北宗論) 
이전에 이분법적 회화 비평을 시도하였으며 특정 화가들을 묶어 집중
적으로 비난했다는 점에서 광태사학론의 초석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
다. 하량준보다 25년 앞서 이개선(李開先, 1501-1568)이 절파 화가들
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그러나 이개선은 대진(戴進, 
1388-1462), 오위(吳偉, 1459-1508), 도성(陶成, 생몰년 미상), 두근
(杜菫, 15세기 후반-16세기 초)을 제외한 대부분의 화가들을 높게 평
가하지 않았다. 그는 구체적인 유파를 제시하기보다는 다양한 형용사
를 나열하며 화가들의 화풍적 특징을 묘사하는 데 그쳤다. 따라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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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준은 명대 회화사에 있어 새로운 비평 기반을 제시한 최초의 인물
이라고 할 수 있다.

문징명(文徵明, 1470-1559) 일가의 회화와 항원변(項元汴, 
1525-1590)의 소장품은 하량준의 비평 기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
다. 하량준은 문징명, 문가(文嘉, 1501-1583), 문팽(文彭, 1498-1573)
과의 교유 관계를 자신의 화론에서 특별히 강조했다. 그 정도로 문징
명 일가의 회화는 그의 비평에서 중요한 기준이었다. 하량준은 관직 
생활을 하기 전부터 문징명과 서신을 주고받았으며 남경에서 관료로 
재직할 때에도 문징명과의 인연을 이어나가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펼
쳤다. 젊은 수장가였던 항원변도 하량준에게 중요한 존재였다. 항원변 
역시 문징명 일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문징명 일가의 회화와 
항원변 컬렉션으로부터의 영향을 바탕으로 형성된 하량준의 화론에는 
일차적으로 하량준 자신의 소장품 가치를 격상시키려는 의도가 내포
되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하량준, 항원변, 문징명 일가가 형
성한 인적관계는 궁극적으로 오파 회화를 명대 회화사의 정통(正統)으
로 만드는 기반이 되었다. 하량준은 자신이 속한 문화권의 회화를 옹
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비교 대상을 만들고 그것을 격하시키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이 과정에서 소주 이외 지역의 화가들은 멸시의 대상으
로 전락했으며 그 중 가장 극단적인 사례로 분류된 화가들이 후일 광
태사학파로 지목되었다.

광태사학파라는 명칭은 항원변의 저서로 전해지고 있는 『초창구록
(蕉窓九錄)』의 ‘사학(邪學)’ 구문에 최초로 등장했다. ‘사학’ 구문은 고
렴의 『준생팔전(遵生八箋)』, 도륭의 『고반여사(考槃餘事)』, 문진형의 
『장물지(長物志)』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 사실은 항원변이 제시한 
명칭이 당시 문인들에게 여과 없이 수용되었음을 보여준다. 이 저술
들은 문인들의 취향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주었던 일용유서(日用類書)
로, 16세기 초에서 17세기 중반까지 활발하게 출판되었다. 일용유서
의 반복적인 출판을 통해 광태사학파로 분류된 화가들의 작품은 기피
해야할 예술품으로 가치 절하되었다. 동일한 ‘사학’ 구문은 당지계(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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志契, 1579-1651), 주모인(朱謨垔, 17세기 활동), 서심(徐沁, 
1626-1683)의 회화 이론에서도 반복되었다. 

회화 이론상에서 광태사학파는 남북종론을 거쳐 심호(沈顥, 
1620-1661)에 의해 북종에 편입되었으며 하량준 이후 다시 한 번 신
랄한 악평을 받았다. 18세기에 ‘정도사파론(正道邪派論)’으로 발전한 
남북종론의 맥락에서 광태사학파는 이단인 절파의 말류에 위치하게 
되었다. 20세기 초 중국회화사 연구서에서도 광태사학파는 사학론과 
남북종론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절파와 광태사학파가 폄하되
면서 이 화파에 소속된 화가들의 작품들은 송‧원대 작품으로 잘못 전
칭되어 전해지거나 인장과 서명이 훼손되기도 했다. 이를 통해 명말
에 등장한 광태사학론과 상남폄북의 회화론이 청대를 거쳐 20세기 이
후 회화 감정에까지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경 문예 주도 세력의 세대교체 역시 광태사학파가 탄생하게 된 
또 다른 배경이 되었다. 남경은 북경 천도 이후에도 제 2의 수도 역
할을 하였으며 특히 15세기 중반부터 16세기 중반까지는 회화, 문학, 
음악, 연극, 유흥 등 각종 문예의 중심지였다. 오위는 남경에서 후기 
절파 시대를 열었으며 오위의 회화는 여러 지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초묵(焦墨)을 활용한 선명한 흑백 대비, 속필(速筆) 등 고도의 
기량과 강렬한 시각적 효과를 특징으로 하는 오위의 회화는 남경의 
부유한 후원자들을 매료시켰으며 남경 외 다른 지역의 화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기존 연구에서 광태사학파는 절파의 쇠퇴 단계로 주
로 설명이 되었으나 실제로 오위의 화풍을 전국으로 확산시킨 이들이 
바로 광태사학파 화가들이었다. 광태사학파 회화는 중국을 넘어서 한
반도와 일본까지 전파되었으며 특히 18세기 초까지 조선 화단에 영향
을 미치며 강한 생명력을 보여주었다. 문예 중심지로서 남경의 위상
은 가정제(嘉靖帝, 재위 1521-1566) 초기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가정
제 중기 이후 소주와 화정 출신 문인들이 남경의 중심 세력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외부의 회화 취향이 남경에 유입되었다. 이로써 오위와 
그 추종 화가들의 회화를 애호하던 후원층이 크게 약화되기 시작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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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6세기 말 회화 이론과 일용유서의 출판, 후원 세력의 세대교체로 

인해 광태사학파는 멸시의 대상으로 규정되었으나 그 화가들이 모두 
사나운 기질을 따르는 사학 집단은 아니었다. 공정공(恭靖公) 장용문
(蔣用文, 1351-1424)의 증손인 장숭은 서정적 산수화의 대가였다. 그
는 ‘광태사학’이라는 명칭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화가이다. 장숭은 남
경 출신으로 오위의 영향을 일정 부분 받았으나 자신만의 고요하고 
정적인 산수화를 발전시켜나갔다. 장로, 종례, 곽후는 전칠자(前七子) 
문인들이 애호했던 화가들이었다. 장로의 작품에는 오위의 영향이 뚜
렷하게 나타나며 강남 지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거칠고 웅장한 면모
가 두드러져 하량준의 비난을 샀다. 그러나 장로는 당시 최고위 문인 
관료들과 교유하고 종실(宗室) 인사와 사돈을 맺었던 화가였다. 종례
와 곽후도 활동 당시 관료 및 문인, 황제까지도 애호했던 화가로 결
코 폄훼의 대상이 아니었다. 오히려 광태사학파 화가들의 작품들은 
전칠자 문인들에게 그들의 문학적 기준 및 목표와도 부합하는 이상적
인 예술작품으로 인식되었다. 이들의 사례는 광태사학파가 절파의 마
지막 단계가 아니라 동시대에 가장 선망 받았던 회화 예술이었음을 
보여준다.

본 논문은 광태사학파가 등장하게 된 배경 및 주요 화가들의 생애
와 작품을 살펴봄으로써 광태사학이라는 명칭의 부적절함을 비판하는 
한편 광태사학파의 허상과 실상을 재검토하려는 시도였다. 이 연구를 
통해 광태사학파 화가들은 문인화가들과의 경쟁에서 패배한 화가들이 
아니며 오히려 이들의 인기에 위협을 느낀 문인 비평가 및 수장가들
에 의해 열등한 화가 집단으로 폄하된 화가들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인 비평가 및 수장가들이 주도한 담론 형성 배경
에 주목하였으며 오파와 절파의 대립구도에서 벗어나 광태사학파 화
가들의 위상을 새롭게 재고했다는 의의를 지닌다. 본 논문이 그동안 
미약했던 절파 회화, 특히 후기 절파와 광태사학파 연구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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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0. 蔣嵩(傳 許道寧), <携琴訪友圖>, 軸, 絹本淡彩, 148.5×89cm, 

British Museum. 
도 11. 도 10의 세부
도 12. 吳偉, <歌舞圖>, 軸, 紙本水墨, 118.9×64.9cm, 故宮博物院, 

北京.
도 13. 吳偉, <武陵春圖>, 卷, 紙本水墨, 27.5×93.9cm, 故宮博物院, 

北京.
도 14. 吳偉, <鐵笛圖>, 卷, 紙本水墨, 32.1×155.4cm, 上海博物館. 
도 15. 吳偉, <携琴仕女圖>, 軸, 紙本水墨, 125.1×61.3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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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tasiatische Kunst, Ber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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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9. 蔣嵩, <漁舟讀書圖>, 軸, 絹本淡彩, 171×107.5cm, 故宮博物
院, 北京.

도 40. 蔣嵩, <樹石獨坐圖>, 扇面, 紙本水墨, 18.7×51.3cm, Mr. 
Harold Wong, Hong Kong. 

도 41. 蔣嵩, <看雲圖>, 扇面, 紙本水墨, 17.4×49.3cm, 南京博物院.
도 42. 沈周, <杖藜遠眺圖>, 帖, 紙本水墨, 38.7×60.2cm, The 

Nelson-Atkins Museum of Art, Kansas City. 
도 43. 蔣嵩, <歸漁圖>, 軸, 絹本水墨, 139.4×94.5cm, 國立故宮博物

院, 臺北.
도 44. 蔣乾, <倣王蒙山水圖>, 軸, 紙本水墨, 98.1×34cm, 國立故宮

博物院, 臺北.
도 45. 張路, <高士觀瀑圖>, 軸, 絹本淡彩, 166.4×102.9cm, 

Minneapolis Institute of Arts. 
도 46. 張路, <溪山泛艇圖>, 軸, 絹本淡彩, 165.8×97.5cm, 上海博物

館.
도 47. 張路, <漁夫圖>, 軸, 絹本淡彩, 138×69.2cm, 護國寺.
도 48-1. 張路, 《雜畵冊》, <壽>, 帖, 紙本淡彩, 31.6×59.3, 上海博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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物館.
도 49. 張路, <彈琴圖>, 卷, 絹本淡彩, 31.4×61cm, Museum für 

Ostasiatische Kunst, Berlin. 
도 50. 張路, <東坡翰林歸還圖>, 卷, 絹本淡彩, 31.8×121.5cm, 

University Art Museum,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도 51. 張路, <道院馴鶴圖>, 軸, 絹本水墨, 140×97.5cm, 일본 하시
모토(橋本) 컬렉션. 

도 52. 張路, <風雨歸莊圖>, 軸, 絹本水墨, 183.5×110.5cm, 故宮博
物院, 北京.

도 53. 郭熙, <早春圖>, 軸, 絹本淡彩, 158.3×108.1cm, 國立故宮博
物院, 臺北.

도 54. 鍾禮, <觀瀑圖>, 軸, 絹本淡彩, 177.8×103.2cm, 
Metropolitan Museum of Art. 

도 55. 郭詡, <謝安像>, 軸, 紙本水墨, 118×42cm, Bei Shan Tang 
Foundation.

도 56. 郭詡, <東山携妓圖>, 1526, 軸, 紙本水墨, 123.8×49.9cm, 國
立故宮博物院, 臺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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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판

도 1. 沈仕, <花卉圖>(부분), 1550, 卷, 絹本淡彩, 24.7×43.1cm, 浙江省博物館.

도 2. 陸治, <花卉圖>, 冊, 絹本淡彩, 27.5×44cm, 故宮博物院, 北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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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 陳鶴, <宛溪釣隱圖>, 卷, 絹本水墨, 31×228cm, 上海博物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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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 鍾禮(傳 馬遠), <寒巖積雪圖>, 
軸, 絹本淡彩, 156.7×82.4, 國立故宮
博物院, 臺北.

     
도 5. 蔣嵩(傳 夏珪), <山水圖>, 軸, 
絹本水墨, 206.4×106.9cm, 國立故宮
博物院, 臺北. 

     
도 6. 丁玉川(傳 宋人), <漁樂圖>, 
軸, 絹本淡彩, 126.8×63.1cm, 國
立故宮博物院, 臺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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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 丁玉川(傳 吳鎭), <後赤壁賦
圖>, 軸, 絹本淡彩, 109.1×60.3cm, 
國立故宮博物院, 臺北.

        
도 8. 張路(傳 趙令穰), <漁父圖>, 軸, 絹
本水墨, 164.5×95cm, British Museum. 

  



- 104 -

도 9. 張路(傳 元人), <拾得觀月圖>, 軸, 
絹本水墨, 158×89cm, Freer Gallery 
of Art.

       

도 10. 蔣嵩(傳 許道寧), <携琴訪友圖>, 軸, 
絹本淡彩, 148.5×89cm, British Museum.

 

도 11. 도 10의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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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2. 吳偉, <歌舞圖>, 軸, 紙本水
墨, 118.9×64.9cm, 故宮博物院, 
北京.

도 13. 吳偉, <武陵春圖>(부분), 卷, 
紙本水墨, 27.5×93.9cm, 故宮博物院, 北京. 

도 14. 吳偉, <鐵笛圖>(부분), 卷, 
紙本水墨, 32.1×155.4cm, 上海博物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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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5. 吳偉, <携琴仕女圖>, 軸, 紙本
淡彩, 284.4×69.6cm, Indianapolis 
Museum of Art. 

 

도 16. 吳偉, <洗兵圖>(부분), 卷, 紙本水墨, 31×597cm, 
廣東省博物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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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7. 吳偉, <北海真人像>, 軸, 
158.4×93.2cm, 國立故宮博物院, 臺
北.

   

도 18. 李著, <漁樂圖>(부분), 卷, 紙本淡彩, 33×831cm, 일본 하시모토(橋本) 컬렉션.

도 19. 王問, <荷花圖>(부분), 1539, 卷, 紙本淡彩, 26×908cm, 南京博物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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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0. 王問, <聯舟渡湖圖>(부분), 1542, 卷, 
絹本淡彩, 24×117cm, 南京博物院.

도 21. 吳偉, <長江萬里圖>(부분), 卷, 紙本水墨, 
27.8×97.2cm, 故宮博物院, 北京.

도 22. 郭詡, <江夏四景圖>(부분), 卷, 34×242cm, 武漢文物商店. 



- 109 -

도 23. 祝允明, <蜀道難, 懷仙歌>(부분), 卷, 紙本水墨, 29.4×510.6cm, The Art Museum, Princeto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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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4. 周臣, <柴門送客圖>, 軸, 紙本淡
彩, 121×57cm, 南京博物院.

도 25. 周臣, <袁安臥雪圖>, 1531, 軸, 
絹本淡彩, 148×102cm, 濟南市博物館.

도 26. 徐霖, <雪景圖>, 軸, 소장
처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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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7. 唐寅, <山路松聲圖>, 軸, 絹本水墨, 
194.5×102.8cm, 國立故宮博物院, 臺北.

     

도 28. 唐寅, <騎驢歸思圖>(부분), 軸, 絹本淡彩, 77.7×37.5cm, 上海博物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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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9. 唐寅, <金閶別意圖>, 卷, 28.5×126.1cm, 國立故宮博物院, 臺北.

도 30. 唐寅, <高士圖>, 卷, 紙本水墨, 23.7×195.8cm, 國立故宮博物院, 臺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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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1. 史忠, <漁夫圖>, 帖, 上海博物館. 도 32. 徐霖, <花竹泉石圖>(부분), 卷, 紙本淡彩, 31.5×472cm, 故宮博物院, 北京.

도 33. 宋懋晉, <帝城煙雨圖>(부분), 1612, 卷, 絹本淡彩, 33×269.8cm, 미국 개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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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4. 蔣嵩, <秋江漁艇圖>, 軸, 絹本水
墨, 140.9×94.9cm, 일본 개인소장.

도 35. 蔣嵩, <坐對泉流圖>, 扇面, 紙本水墨, 上海博物館. 

도 36. 蔣嵩, <携琴訪友圖>, 卷, 絹本淡彩, 168×98cm, 上海博物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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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7. 蔣嵩, <四季山水圖>, 卷, 絹本淡彩, 22.8×113.9cm; 22.8×125.4cm; 22.8×125.2cm; 22.8×116.9cm, Museum für 
Ostasiatische Kunst, Ber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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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8. 蔣嵩, <蘆洲泛艇圖>, 軸, 絹本淡
彩, 189.6×104cm, 天津市藝術博物館.

   

도 39. 蔣嵩, <漁舟讀書圖>, 軸, 絹本淡彩, 
171×107.5cm, 故宮博物院, 北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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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0. 蔣嵩, <樹石獨坐圖>, 扇面, 紙本水墨, 18.7×51.3cm, Mr. 
Harold Wong, Hong Kong. 

도 41. 蔣嵩, <看雲圖>, 扇面, 紙本水墨, 17.4×49.3cm, 南京博物
院.

도 42. 沈周, <杖藜遠眺圖>, 帖, 紙本水墨, The 
Nelson-Atkins Museum of Art, Kansas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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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3. 蔣嵩, <歸漁圖>, 軸, 絹本水墨, 
139.4×94.5cm, 國立故宮博物院, 臺北.

도 44. 蔣乾, <倣王蒙山水圖>, 軸, 紙
本水墨, 98.1×34cm, 國立故宮博物院, 
臺北.

도 45. 張路, <高士觀瀑圖>, 軸, 絹本
淡彩, 166.4×102.9cm, Minneapolis 
Institute of 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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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6. 張路, <溪山泛艇圖>, 軸, 絹本
淡彩, 165.8×97.5cm, 上海博物館.

도 47. 張路, <漁夫圖>, 軸, 絹本淡
彩, 138×69.2cm, 護國寺.

도 48-1. 張路, 《雜畵冊》, <壽>, 帖, 紙本淡彩, 
31.6×59.3, 上海博物館.

도 48-2. 張路, 《雜畵冊》, <海蟾>, 帖, 紙本淡彩, 
31.6×59.3, 上海博物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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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9. 張路, <彈琴圖>, 卷, 絹本淡彩, 31.4×61cm, Museum für Ostasiatische Kunst, Berlin.

도 50. 張路, <東坡翰林歸還圖>, 卷, 絹本淡彩, 31.8×121.5cm, University Art Museum,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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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1. 張路, <道院馴鶴圖>, 軸, 絹本水墨, 
140×97.5cm, 일본 하시모토(橋本) 컬렉션. 

도 52. 張路, <風雨歸莊圖>, 軸, 絹本水
墨, 183.5×110.5cm, 故宮博物院, 北京.

도 53. 郭熙, <早春圖>, 軸, 絹本淡彩, 
158.3×108.1cm, 國立故宮博物院, 臺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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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4. 鍾禮, <觀瀑圖>, 軸, 絹本淡彩, 
177.8×103.2cm, Metropolitan Museum 
of Art. 

  
도 55. 郭詡, <謝安像>, 軸, 紙本水
墨, 118×42cm, Bei Shan Tang 
Foundation.

  
도 56. 郭詡, <東山携妓圖>, 1526, 
軸, 紙本水墨, 123.8×49.9cm, 國立
故宮博物院, 臺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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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visiting the Wild and Heterodox School of Painting  

in Ming China 

 

Seung Hee Oh 

Department of Archaeology and Art Histo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e late sixteenth century, Jiang Song (蔣嵩, ca. 1475-1565), Zheng 

Wenlin (鄭文林, active 16th century), Zhang Fuyang (張複陽, ?-?), 

Zhong Li (鍾禮, ?-?), Zhang Lu (張路, ca. 1490-1563), and Wang Zhao 

(汪肇, active 16th century) were classified under the rubric of the 

“Heterodox School (邪學)” of painting, showing an attitude of 

“wildness (狂態).” Since the term “wild and heterodox” appeared, these 

painters have been degraded to the most unconventional group of 

painters in the history of Chinese painting. Due to the wildness, 

impetuousness, and vulgarity associated with these painters, their 

works have hardly been a subject of study for a considerable period. By 

examining discourses related to the “heterodox theory,” this paper 

explores the formation of the Heterodox school in the late 16th century 

within the larger context of Ming literati culture. 



- 124 - 
 

Before the actual advent of the term “Heterodox School,” He 

Liangjun (何良俊, 1506-1573) mentioned that it would be even 

shameful to wipe his table with paintings by Jiang Song, Zhang Lu, 

Wang Zhi (汪質, ?-?), and Guo Xu (郭詡, 1456-1532). Regarding He 

Liangjun’s extreme reverence for Wen Zhengming (文徵明, 1470-1559) 

and Xiang Yuanbian (項元汴, 1525-1590), both the art of the Wen 

family and Xiang’s collection of paintings and calligraphy might have 

influenced his distaste for the late Zhe school painters. Although He 

Liangjun’s art criticism was not a definite one at that time, it 

successfully became a groundwork for later art criticism which showed 

a derisive attitude toward a particular group of painters, by glorifying 

the art and culture of Suzhou from those of other regions. 

The term “Heterodox School” first appeared in Jiaochuang jiulu 

(蕉窓九錄) attributed to Xiang Yuanbian, who was acquainted with He 

Liangjun. He criticized Zheng Wenlin, Zhang Fuyang, Zhong Li, Jiang 

Song, Zhang Lu, and Wang Zhao as major exponents of the Heterodox 

school of painting who had reached pretentiously for an attitude of 

wildness but had achieved nothing. The exact same term “Heterodox 

School” reappeared in the texts by Gao Lian (高濂, ca. 1581), Tu Long 

(屠隆, 1542-1605), Wen Zhengheng (文震亨, 1585-1645), Tang Zhiqi 

(唐志契, 1579-1651), Zhu Mouyan (朱謨垔, active 17th century), and 

Xu Qin (徐沁, 1626-1683). Therefore, the term “Heterodox School” 

was coined by late Ming writers who made collective efforts to de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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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terodoxy in painting. Their support of scholar amateurism laid the 

foundation for the development of Dong Qichang’s (董其昌, 1555-1636) 

“Theory of the Northern and Southern Schools of Landscape Painting.” 

As Dong’s theory gained wide currency, the Heterodox school was 

gradually incorporated into the Northern School of Painting, a group of 

painters working in the manner of court and professional painting. 

Heterodox painters hereby became successors to the Northern school, 

and also the most radical group among professional painters. The 

negative image of the Heterodox school continued until the early 

twentieth century. The relentless assessment of the Heterodox school 

born in the late sixteenth century continued until five years before the 

publication of Suzuki Kei’s study of the Zhe school in 1968, a book 

which focused primarily on questioning the established view.    

Enormous changes in taste and patronage in the city of Nanjing 

could be suggested as another reason for the advent of the Heterodox 

school. One of the most influential painters in the art world of China 

around 1500 was Wu Wei (吳偉, 1459-1508), who was mainly active in 

Nanjing. Along with members of the Heterodox school, painters from 

various regions followed the style of Wu Wei, and many patrons 

including emperors welcomed their art. However, since the mid-Jiajing 

(r. 1521-1567) period, literati from Suzhou and Huating, including He 

Liangjun, rose to prominence in the art world of Nanjing, wield their 

power in the major literati circles of the city and propagat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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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remacy of Suzhou painting over professional painting. As a result, 

paintings by major members of the Wu [Suzhou] school became 

dominant in Nanjing.  

Due to the change in patronage and taste, the Wild and 

Heterodox school masters began to lose their influence. Soon the Zhe 

school came to be placed at a decadent level of the inferior tradition 

called the “Northern school” by critics. Therefore, the negative art 

criticism towards professional painters, the publication of “how-to-do-it” 

encyclopedia espousing the deal of scholar amateurism in painting, and 

the radical change in taste among patrons and collectors during the late 

Ming period combined to invent the “Wild and Heterodox” school. 

Although late Ming critics blamed particular painters in the 

heterodox school for their wildness, vulgarity, and crudeness, it would 

be shortsighted to judge all of these painters as eccentric and 

iconoclastic. Jiang Song is a counterexample highlighting how biased 

their negative criticism toward the “Wild and Heterodox” school 

masters was. Jiang Song was a descendant of the imperial physician 

Jiang Yongwen (蔣用文, 1351-1424). The Jiang family had produced 

renowned court officials for generations. While forceful energy, heroic 

spirit, and untrammeled spontaneity are found in the paintings by Wu 

Wei, Zhang Lu, Wang Zhao and Zheng Wenlin, harmony and 

tranquility are dominant in Jiang’s paintings. Even his large-scale 

paintings with a dazzling contrast of black and white offer a sens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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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ep serenity and restrained elegance. Although Zhang Lu was a major 

follower of Wu Wei, his personality and behavior stood in sharp 

contrast to those of the latter. Unlike Wu Wei or Wang Zhao, he did not 

enjoy drinking and had never displayed unorthodox behavior. Zhang 

Lu received favor from a member of the imperial family and the Seven 

Early Masters such as Li Mengyang (李夢陽, 1475-1530), who were at 

the center of mid-Ming literature. Zhong Li, a court painter from 

Zhejiang province, was also highly praised by his contemporaries 

including the Hongzhi emperor (r. 1487-1505). Guo Xu is another 

painter who was esteemed by many scholar-officials and a member of 

the Seven Early Masters. The Heterodox masters, therefore, should 

have been regarded as leading painters whose work appealed greatly to 

the cultured elite. They were, in fact, not unorthodox and eccentric 

local painters. 

There are three main points that this study has made. First, it 

reconsiders the historical reality of the “Heterodox school,” which has 

been thought to be a declining sub-branch of the Zhe school. The 

contemporary celebration of the Heterodox masters indicates that they 

were not inferior to the Wu school painters. Second, this study explores 

the cultural milieu in which late Ming critics invented the negative 

image of the masters in the formation of the orthodox canon. Lastly, it 

sheds new light on the masters whose lives and art have rarely been 

critically examined by previous scholarship on the Zhe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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