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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텐리대학(天理大學)이 소장하고 있는 〈몽유도원도(夢遊桃源圖)〉 권축

(卷軸)은 현동자(玄洞子) 안견(安堅, ?-?)의 〈몽유도원도〉와, 안평대군(安平

大君) 이용(李瑢, 1418-1453)을 포함해 전체 22명의 글을 한데 엮어 만든 

서화합벽(書畵合璧) 작품이다. 세종(世宗, 재위 1418-1450)의 셋째 왕자인 

이용은 1447년 음력 4월 20일 밤에 박팽년(朴彭年, 1417-1456), 신숙주

(申叔舟, 1417-1475) 등과 함께 도원에 들러 경관을 즐기는 꿈을 꾸었다. 

그리고 측근이었던 안견에게 꿈의 내용을 말하며 그림을 한 점 그리도록 

명하였다. 이것이 조선 전기 회화의 대표작인 〈몽유도원도〉이다. 그림이 

완성되자, 이용은 당대 21명의 명사들에게 시문을 받아 그림과 함께 엮

어서 시·서·화 삼절의 〈몽유도원도〉 권축을 만들어냈다. 

〈몽유도원도〉 권축은 그림과 글들을 모두 포함할 경우 총 길이가 

20m에 다다르는 장권(長卷)의 작품이다. 이처럼 많은 인물들의 글이 그

림과 함께 묶여 제작된 서화합벽 권축은 동아시아 삼국을 통틀어도 비교

할만한 예가 거의 없다. 특히 후대에 작품을 감상한 이들에 의해 글이 

더해지는 중국의 서화권과 달리, 〈몽유도원도〉 권축의 회화와 모든 찬문

은 같은 시기에 제작되어 하나의 작품을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이와 같은 특징을 고려한다면 〈몽유도원도〉 권축과 유사한 형식을 가진 

이전 시기의 작품을 찾기는 더욱 어렵다.   

그런데 세종 재위 말년에는 〈몽유도원도〉 권축과 같은 독특한 형식

의 서화합벽 작품들이 여러 점 제작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 주목해 

볼 만하다. 비록 작품은 전해지고 있지 않으나, 1442년부터 1448년까지

의 짧은 기간 동안 적어도 일곱 점의 서화합벽이 제작되었다는 것을 기

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세종대에 활동하던 문인들이 시회(詩

會)를 즐겨 행하며 수많은 제화시(題畵詩)들을 남겼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것 보다 더 많은 수의 서화합벽이 세종시대

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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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먼저 세종시대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서화합벽의 매체 

형식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이를 ‘세종대 서화합벽’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본 논문을 통해 이를 배태(胚胎)할 수 있었던 문화적 배경을 분석하여, 

세종대 서화합벽이 가졌던 정치적 의미를 규명하였다.  

〈몽유도원도〉 권축과 함께 〈비해당소상팔경시권(匪懈堂瀟湘八景詩卷)〉

(1442), 〈발암폭포시화축(發岩瀑布詩畵軸)〉(1442), 〈이사마산수도(李司馬

山水圖)〉(1443), 〈팔준도(八駿圖)〉(1446), 〈팔준도〉(1447), 〈임강완월도권

(臨江玩月圖卷)〉(1447) 등의 제작 기록을 살펴보면 세종대 서화합벽의 특

징을 몇가지 확인할 수 있다. 첫째로, 세종대 서화합벽은 한 점의 회화를 

중심으로 당대 여러 문사(文士)들의 글이 함께 하나의 권축으로 묶여 이

루어졌다. 둘째로, 세종대 서화합벽의 중심을 이루는 회화작품은 자연의 

모습을 담은 산수화였다. 셋째로, 세종대 서화합벽의 제작에는 안평대군 

이용이 밀접하게 관여하였다. 

첫 번째 특징과 관련하여, 세종대 서화합벽이 다른 어떤 문예 형식보

다 회화를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볼 만하다. 세종시대 

사대부 문인들에게 그림은 단순한 여기(餘技)를 넘어 시적 완상의 대상

이었다. 고려 때부터 받아들여온 소식(蘇軾, 1037-1101)의 시화일률론(詩

畵一律論)은 문인들 사이에서 회화의 위상을 높이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

다. 세종시대 회화가 시와 같은 중요성을 지니게 되었다는 점은 신숙주

가 “시는 소리 있는 그림, 그림은 소리 없는 시(詩爲有聲畵, 畵詩無聲詩)”

라고 말한 것에서 잘 드러난다. 시와 같이 높아진 회화의 위상은 회화를 

중심으로 세종대 서화합벽이 구성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배경이었다. 

세종대 서화합벽 중 회화가 자연을 소재로 한 산수화였다는 두 번째 

특징은 문인들이 뜻을 나누기 위한 매개체로서 산수를 그린 그림을 선호

하였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조정의 어지러움과 대비되는 이미지로서, 산

과 자연은 은거(隱居)에 대한 전통적인 은유였다. 특히 15세기 사대부 문

인들에게 귀거래(歸去來)를 통한 은일은 하나의 이상향과 같았다. 그러나 

실제로 출사(出仕)를 포기하지 못한 많은 문인들은 ‘조정에의 은거(朝隱)’

라는 개념을 통해 스스로의 모습을 변명했다. 이들에게 산수화는 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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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아 자연을 향유하기 위한 가장 좋은 가자연(假自然)의 매체였다. 산수

화를 두고 함께 와유(臥遊)하며 은일에 대한 희구(希求)를 가식(假飾)하고

자 하는 마음은 세종대 서화합벽이 각기 다른 상황 속에서 제작되었음에

도, 그 모든 중심에 산수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세종대 서화합벽의 제작에 안평대군 이용이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세 번째 특징 또한 독특한 문예형식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실마리이다. 

새로 세워진 국가의 주도 세력이었던 조선의 사대부들은 스스로의 권력

에 당위성을 부여하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공고히 할 필요를 절실하게 

느꼈다. 아울러 정권을 둘러싼 이합집산(離合集散) 속에서 서로가 같은 

뜻을 가졌음을 확인하는 유대(紐帶)의 모임 또한 그들에게 끊임없이 요

구되는 것이었다. 이용은 자신의 풍부한 재력과 대군으로서의 지위를 바

탕으로 당대 인사들과 다양한 모임을 통한 교류를 여러 차례 주관하였다. 

세종대 서화합벽의 제작 역시 이같은 맥락 속에서 이용이 주도적인 역할

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회화와 함께 여러 점의 시문이 모여 하나의 작

품을 이루었던 세종대 서화합벽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제작 과정에 여러 

문사들의 교류가 있었음은 자명하다. 이는 전통적 아집(雅集)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고아한(雅)’ 매체들을 통해 이루어진 ‘만남(集)’이었다.  

본 연구를 통해 시와 대등할 정도로 격상된 회화의 위상과, 은거를 

가식하고자 했던 문인들의 의지, 문인관료 간의 정치적 회합의 필요성 

등이 대규모 시·서·화 종합예술이 제작될 수 있는 사회문화적 바탕이 되

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세종시대의 문화적 지형 안에서 안평대군 

이용은 회화를 중심으로 ‘고아한 만남’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안평대군

을 중심으로 한 만남의 결과인 세종대 서화합벽은 조선 초기 회화의 역

할과 기능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주요어 : 서화합벽(書畵合璧), 안평대군 이용(安平大君 李瑢), 세종(世宗), 

몽유도원도(夢遊桃源圖), 비해당소상팔경시권(匪解堂瀟湘八景詩

卷), 안견(安堅) 

학   번 : 2010-2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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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이 글에서는 〈몽유도원도(夢遊桃源圖)〉 권축(卷軸)으로 대표되는 세종

대 서화합벽(書畵合璧)의 제작 양상을 규명하고, 이를 통해 세종(世宗, 재

위 1418-1450)시대 회화의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1 세

종시대에는 태종(太宗, 재위 1400-1418)대에 다져진 강력한 왕권을 바탕

으로 왕권과 신권이 조화를 이루는 안정적인 정국이 이루어졌다. 그 가

운데에서 세종시대의 문화 역시 크게 융성하였다. 회화 또한 이 시기에 

이후 500여년의 여정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기록에 따르면 세종시

대에는 왕실과 사대부를 중심으로 회화의 제작이 크게 성행하였던 것으

로 보인다. 회화의 양상 역시 다양해서 교훈을 위한 감계화(鑑戒畵)부터 

감상을 위한 수묵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품들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해지는 세종시대 회화 작품은 매우 적어서 당대 회화의 양상

을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조선 초기 회화사 연구는 언

제나 자료 부족이라는 근본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금까지 전해지는 

조선시대 회화 작품들 중 세종시대에 제작되었을 것이라 짐작되는 것은 

채 스무 점도 되지 않으며, 그 중에서도 정확한 제작 시기를 비정(比定)

할 수 있는 작품은 거의 없다. 그렇다면 한국회화사의 궤적 위에서 세종

대 회화의 위치를 확인하는 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현재 텐리대학(天理大學) 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몽유도원도〉 

권축은 조선 전기의 대표적 화원인 현동자(玄洞子) 안견(安堅, ?-?)의 〈몽

                                           

1 이 글에서는 〈夢遊桃源圖〉가 표장되어 있는 두 권의 두루마리를 가리켜 ‘〈몽유도원도〉 

권축’이라 일컫는다. 이는 安堅의 그림과 여러 찬문들을 아울러 하나의 대상으로 다루기 

위한 것이다. 최인숙, 홍선표, 김은희 등의 기존 연구자들 역시 이러한 용어 사용을 통

해 회화 〈몽유도원도〉와 그림을 포함한 두루마리를 구분한 바 있다. 최인숙, 「〈夢遊桃

源圖 卷軸〉 管見」,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86); 홍선표, 「〈夢遊桃源圖〉의 창작세계: 

선경의 재현과 고전 산수화의 확립」, 『미술사논단』 31(2010), pp. 29-54; 김은희, 「《몽유

도원도 권축》 제화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4) 참조. 또한 〈몽유도원도〉 

권축으로 대표되는 세종시대의 독특한 문예양상을 ‘세종대 서화합벽’으로 명명하고 서

술하였다. 서화합벽 용어의 사용에 대해서는 II-2에서 상세하게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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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원도(夢遊桃源圖)〉와, 2  안평대군(安平大君) 이용(李瑢, 1418-1453)을 

포함해 22명의 인물들이 쓴 글을 한데에 엮어 만든 서화합벽이다. ‘몽유

도원도(夢遊桃源圖)’라고 쓰여진 제문(題文)으로 시작하여 안견의 그림과 

이용의 기문(記文) 등으로 이어지는 〈몽유도원도〉 권축은 여러 문사들의 

글까지 모두 포함할 경우 총 길이가 20m에 다다르는 장권(長卷)의 작품

이다. 이처럼 그림과 20명이 넘는 인물들의 글이 함께 묶여 하나의 작품

으로 다루어진 서화합벽은 동아시아 삼국을 통틀어서도 비교할만한 예가 

거의 없을 정도이다. 또한 후대에 작품을 감상한 이들이 차례로 글을 써 

넣었던 것이 아니라 그림과 같은 시대에 모든 찬문이 쓰여졌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와 유사한 형식을 찾아보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흥미로운 점은 〈몽유도원도〉 권축과 형태적인 특징을 공유하는 서화

합벽 작품들이 세종시대에 여러 점 제작되었다는 것이다. 비록 지금까지 

작품이 모두 전해지지는 않으나, 1442년부터 1448년까지의 짧은 기간 동

안 적어도 7점 이상의 서화합벽이 제작되었음을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세종시대 문인들은 시를 나누는 모임인 시회(詩會)를 즐겼는

데 이를 통해 지금까지 전해지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의 서화합벽이 제작

되었을 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 실제로 15세기에 쓰여진 제화시(題畵詩)

의 수는 조선시대 다른 어떤 시기보다도 많다. 이는 당대 문인들에게 그

림에 시를 적는 행위가 매우 익숙한 것이었음을 말해준다. 이와 같은 세

                                           

2 〈몽유도원도〉의 원 명칭이 ‘夢桃源圖’일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일찍이 이동천이 언급

한 바 있다. 조규희 역시 朴彭年과, 李賢老의 글 제목이 각각 ‘夢桃源序’, ‘夢桃源賦’라는 

점 등에 근거하여 그림이 본래 ‘몽도원도’라 불렸을 것이라 주장하였다. 〈몽유도원도〉 

권축의 글이 각각의 문집에 남아있는 경우에도 그 제목은 ‘夢桃源圖序’(朴彭年, 『朴先生

遺稿』), ‘題夢桃源圖詩卷’(姜碩德, 『晉山世稿』), ‘題匪懈堂夢桃源圖詩軸’(申叔舟, 『保閑齋

集』), ‘夢桃源圖’(徐居正, 『四家詩集』) 등이었으며, 다른 이들도 문장 속에서 ‘題桃源圖’(金

淡, 『撫松軒先生文集』), ‘桃源圖三十韻’(崔恒, 『太虛亭詩集』)라 읊으며 그림을 ‘桃源圖’라 

칭했다. 이동천 「조선서화 감정과 근거 자료의 운용: 1850년 이후에 제작된 안견 ‹몽도

원도› 제첨 ‘몽유도원도’와 위작 정선 ‹계상정거도› 등을 중심으로」, 『Form archives』 

1(2009), pp. 261-266; 조규희, 「안평대군의 상서(祥瑞) 산수: 안견 필 〈몽유도원도〉의 의

미와 기능」, 『미술사와 시각문화』 16(2015), pp. 8-11 참조. 다만 이 글에서는 현재 작품

의 첫머리에 “몽유도원도”의 題文이 남아있다는 것과, 학계와 일반에 ‘몽유도원도’의 명

칭이 널리 알려져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의 명칭을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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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시대의 문예경향을 잘 반영하고 있는 매체가 그림과 글이 어울려 만들

어진 서화합벽이다. 세종대 서화합벽은 종적을 찾기 어려운 세종시대 회

화 연구에서 중요한 실마리가 되어준다.  

회화를 중심으로 당대 수많은 문인들의 글이 모여 있다는 점에서 세

종대 서화합벽의 구성은 매우 특징적이다. 특히 제작에 참여했던 인물들

이 당대(當代)에 활발하게 활동했던 김종서(金宗瑞, 1382-1453), 정인지

(鄭麟趾, 1396-1478), 박팽년(朴彭年, 1417-1456) 등의 명사들이었다는 점

을 고려한다면 이들의 글을 한 자리에 모은 서화합벽은 세종시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졌던 매체 형식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료와 기록이 

영세하여 그 양상을 분명히 확인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중국과 일본의 유사한 예를 분석함으로써 세종대 서화합벽을 이해하기 

위한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회화라는 ‘고아(高雅)한 매체’를 통해 당대 

문사들이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서화합벽의 형식은 진

(晉)나라 때부터 이어오던 문인아집(文人雅集)의 전통과 유사점이 있다. 

왕희지(王羲之, 307-365)의 난정수계(蘭亭水禊)로 대표되는 아집·아회(雅會)

의 문화는 중국에서 시작되고 동아시아 전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문

인 사회(私會)의 형식이다. 세종대 서화합벽에서 회화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 중에서도 특히 원말(元末) 강남(江

南)지방에서의 문인 아집과 일본 무로마치 시대(室町時代) 선승(禪僧)들

의 시가지쿠(詩畵軸) 제작 양상 등은 중요한 비교 대상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대상들과의 비교 연구를 통해 시화일률론(詩畵一律論)과 은일사

상(隱逸思想)의 사회문화적 배경이 서화합벽 제작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세종대 서화합벽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또 하나의 특징은 그 제작

에 안평대군 이용이 모두 관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대부분의 서화합

벽의 제작에서 이용의 측근이었던 안견이 그림을 도맡았다는 점 또한 서

화합벽이라는 형식이 이용과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사실을 시사해 준다. 

새로 세워진 국가의 주도 세력이었던 사대부들은 스스로의 권력에 당위

성을 부여하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공고히 할 필요를 절실하게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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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권을 둘러싼 이합집산(離合集散) 속에서 서로가 같은 뜻을 가

졌음을 확인하는 유대(紐帶)의 모임 또한 그들에게 끊임없이 요구되는 

것이었다. 이용은 자신의 풍부한 재력과 대군(大君)으로서의 지위를 바탕

으로 당대 인사들과 다양한 모임을 통한 교류를 여러 차례 주관하였다. 

세종대 서화합벽의 제작 역시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비록 남아

있는 기록만으로는 그 제작 과정에서 전통적 아집과 같은 대규모의 모임

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회화와 함께 여러 점의 

시문이 모여 하나의 작품을 이루는 세종대 서화합벽의 특성상 제작 과정

이 여러 문사들의 교류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음은 자명하다. 이는 아집

과 마찬가지로 시와 그림이라는 ‘고아한(雅)’ 매체들을 통해 이루어진 ‘만

남(集)’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세종시대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서화합벽의 매체 

형식을 상세하게 규명하고, 이를 ‘세종대 서화합벽’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아울러 본 논문에서는 그 제작 양상과 이를 배태(胚胎)할 수 있었던 사

회문화적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세종대 서화합벽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분

석할 것이다. 이를 위해, II장에서는 현재 유일하게 전해지는 세종대 서화

합벽인 〈몽유도원도〉 권축의 형식적 특징을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그 

특징을 공유하는 다른 작품들의 기록들을 확인하여 세종대 서화합벽의 

제작 양상을 규명할 것이다. III장에서는 앞서 도출한 세종대 서화합벽의 

특징들을 동아시아 삼국의 다른 예들과 비교함으로써 서화합벽 형식을 

가능하게 했던 사회문화적 배경들을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검토 방식은 

최근에 오가와 히로미쓰(小川裕充)와 스쇼우첸(石守謙), 장진성 등에 의해 

다양하게 논의되는 ‘동아시아 미술사’ 개념의 활용 가능성을 알아보는 일

례가 될 것이다. 3  마지막으로 Ⅳ장에서는 세종대 서화합벽을 주도했던 

안평대군 이용에 대해 살펴보고 당대 사대부 문인들에게 세종대 서화합

                                           

3 小川裕充, 안재원 역, 「동아시아 미술사의 가능성」, 『미술사논단』 30(2010), pp. 57-83; 

石守謙, 「桃花源意象的形塑與在東亞的傳佈」, 『東亞文化意象的形塑』(臺北: 允晨文化實業

脫份有限公司, 2011), pp. 53-96; 장진성, 「조선시대(朝鮮時代) 회화(繪畵)와 동아시아적 

시각」, 『각 지역·국가에서의 “동아시아 미술사 연구 성과”』, 동악미술사학회 국제학술대

회 발표문(2016. 11. 12.), pp. 5-20 참조. 이 개념에 대해서는 Ⅴ장에서 다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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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이 가졌던 의미를 검토할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은 연구 내용을 반영하

여 구체적인 세종대 서화합벽의 사례로서 〈몽유도원도〉 권축이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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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세종대 서화합벽(書畵合璧)의 양상 

 

1. 세종대 서화합벽의 형식: 〈몽유도원도(夢遊桃源圖)〉 권축 

(1) 〈몽유도원도〉 권축에 관한 선행연구와 인식 

현재 텐리대학(天理大學)이 소장하고 있는 안견의 〈몽유도원도〉 권축

(도 1-1)은 15세기 세종조 조선 회화의 양상을 보여주는 드문 자료 중 

하나이다. 아울러 회화 작품과 서문, 각종 제발들이 온전하게 보존되어 

작품을 둘러싼 정황을 상세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훌륭한 자료이

기도 하다. 세종의 셋째 왕자인 안평대군 이용은 1447년 음력 4월 20일 

밤에 박팽년과 신숙주(申叔舟, 1417-1475), 최항(崔恒, 1409-1474) 등과 

함께 도원(桃源)에 들러 경관을 즐기는 꿈을 꾸었다. 꿈에서 깬 직후에 

그는 당대 가장 뛰어난 화원 중 한 사람이자 그의 측근이었던 현동자 안

견에게 자기의 꿈을 말하며, 그림을 한 점 그리도록 명하였다. 안견은 명

에 응하여 장엄하면서도 견고하게 짜인 산수의 모습을 횡축(橫軸)의 화

폭에 담아냈다. 그렇게 만들어진 그림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 전

기 회화의 대표작 〈몽유도원도〉(도 1-2)이다. 그림이 완성되자 이용은 박

팽년을 비롯한 당대 수 많은 명사들에게 서문(序文)과 제찬(題讚)을 읊게 

하여 이를 그림과 함께 남겼다.4 이용에 의해 제작된 그림과 글들은 이

후 몇 차례의 개장(改裝)을 거쳐서 지금과 같은 형태의 〈몽유도원도〉 권

축 두 권으로 전해지고 있다.  

세종시대의 융성한 문화를 대표하는 예술 작품으로서 회화 〈몽유도

                                           

4 〈몽유도원도〉 권축에 실린 글들 중 이를 문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총 7편이다. 

朴彭年의 『朴先生遺稿』, 姜碩德의 『晉山世稿』, 申叔舟의 『保閑齋集』, 徐居正의 『四家詩

集』, 金淡의 『撫松軒先生文集』, 崔恒의 『太虛亭詩集』, 成三問의 『成謹甫集』 등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 권축에 실린 글과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최인

숙, 앞의 글, pp. 4-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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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와 〈몽유도원도〉 권축은 학계와 대중에게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몽유도원도〉 권축이 세종대 관각문예(館閣文藝)를 대표하는 종합예술로

서 지금과 같이 가치를 높게 평가 받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초부터이다. 

〈몽유도원도〉 권축에 관하여 학계에 최초로 발표되었던 글은 나이토 코

난(內藤湖南)이 『동양미술(東洋美術)』에 실었던 「조선 안견의 몽유도원도

(朝鮮安堅の夢遊桃源圖)」이다. 5  이 글에서 그는 〈몽유도원도〉를 가리켜 

“조선 고금을 망라해 제일의 화가로 꼽히는 안견”이 “곽희(郭熙)를 배워

서 북송인의 골법을 제대로 터득하여 그린” 작품이라 설명하였다. 이후 

마쓰다 고(松田甲) 역시 “화성(畵聖) 안견에 의해 그려진 흔치 않은 명작”

이라고 〈몽유도원도〉를 소개하였으며, 도쿄제국대학의 세키노 다다시(關

野貞) 또한 “이성(李成, 919-967)과 곽희의 필의(筆意)로부터 발전해 온 

세상에 드문 명작”이라 칭하였다.6 이와 같은 평가들에 힘입어 일본 정부

는 1933년 〈몽유도원도〉 권축을 ‘중요미술품’에 지정하였고, 뒤이어 ‘국

보’로 선정하였다.7 지금은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중요문화재로 변

경하여 분류하고 있다.  

〈몽유도원도〉에 대한 본격적인 미술사적 접근은 20세기 후반에서야 

시작되었다. 가장 먼저 안휘준에 의해 이루어진 일련의 연구들은 〈몽유

도원도〉라는 회화작품과 화원 안견을 이해하기 위한 근간을 마련해 주

었다. 이병한이 한문의 번역을 맡고 안휘준이 대부분의 글을 쓴 『安堅과 

夢遊桃源圖』와 그 개정판인 『개정신판 안견과 몽유도원도』는 〈몽유도원

도〉의 양식적 특징과 미술사적 가치뿐만 아니라, 안견의 화풍과 일생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들 또한 제공해 준다.8 김홍남은 안견의 〈몽유도원도〉

                                           

5 內藤湖南, 「朝鮮安堅の夢遊桃源圖」, 『東洋美術』 3(1929), pp. 85-89. 『支那繪畵史』(東京: 

筑摩書房, 1975), pp. 387-392 재수록.  
6 學鷗漁父(松田甲의 筆名), 「安堅の夢遊桃源圖」, 『朝鮮』 176(1930), p. 119; 關野貞, 『朝鮮

美術史』(朝鮮史學會, 1932), pp. 254-255. 
7 안휘준, 『개정신판 안견과 몽유도원도』(사회평론, 2009), p. 117. 홍선표 역시 「文部省告

示 第274号 ‘重要美術品等保存ニ關スル物件認定’」, 『朝鮮總督府 官報』(1933年 7月 25日)

를 근거로 국보 지정 시점을 1939년 5월 27일 이후로 추정하였다. 홍선표, 앞의 글, pp. 

29-54. 
8 安輝濬∙李炳漢, 『安堅과 夢遊桃源圖』(예경, 1991); 안휘준, 위의 책 참조. 그 밖에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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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그의 작품으로 전칭(傳稱)되는 〈소상팔경도(瀟湘八景圖)〉 등을 함께 

분석하여 안견 화풍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또한 홍선표는 고려 및 중국 

회화와의 정교한 비교를 통해 〈몽유도원도〉의 양식적 뿌리를 밝히는 데

에 기여하였다.9 최근의 장진성과 조규희의 논의는 〈몽유도원도〉를 안평

의 꿈을 즉각적으로 도사(圖寫)한 것이나, 도잠(陶潛, 365-427)의 「도화원

기(桃花源記)」를 도해(圖解)한 그림으로 여기는 지금까지의 관점에서 벗

어나서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몽유도

원도〉가 장엄한 산수의 표현을 통해 도가적 선경(仙境)을 창출해 낸 것

이라는 주장은 새롭게 작품의 의미를 찾아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

다.10 

국문학계에서도 〈몽유도원도〉의 제찬과 관련하여 여러 연구들이 이

루어졌다. 최인숙은 「〈몽유도원도 권축(卷軸)〉 관견(管見)」에서 그림에 

주로 집중되어 왔던 연구 경향을 지적하고 〈몽유도원도〉 권축의 문학적

인 가치를 부각시켰다.11 아울러 제화시를 그림과 동등하게 학술적 연구

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작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 김은미는 〈몽

유도원도〉 제찬을 심도 깊게 분석하여 조선 전기 문인들의 도원에 대한 

생각을 읽어냈으며, 고연희와 이형대 등의 연구자들 역시 〈몽유도원도〉 

권축의 문학적 의의를 밝히고자 노력하였다.12   

                                           

문으로 쓰여진 Hwi Joon Ahn, “An Kyŏn and ‘A Dream Visit to the Peach Blossom 

Land’,” Oriental Art 26, no. 1(1980), pp. 60-71등을 참고할 만하다. 
9 Hongnam Kim, “An Kyon and the Eight Views Tradition: An Assessment of Two 

Landscapes in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Arts of Korea (New York: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1998), pp. 366-401과 이를 번역하고 보완한 「메트로폴리

탄미술관 소장 조선초기 쌍폭 산수화 연구」, 『중국 한국미술사-김홍남논문집』(학고재, 

2009); 홍선표, 앞의 글, pp. 29-54. 
10 Chin-Sung Chang, “The Lost Horizon: Some Thoughts on the Origins of An Gyeon’s 

Dream Journey to the Peach Blossom Land,” in Moving Signs and Shifting Discourses: 

Text and Image Relations in East Asian Art, International Conference, June 26–28, 2013, 

Freie Universität Berlin. (forthcoming); 조규희, 앞의 글, pp. 6-33. 
11 최인숙, 앞의 글. 
12 金銀美, 「夢遊桃源圖 題讚의 桃源觀 연구」, 『이화어문논집』 10(1988), pp. 489-510; 고

연희, 「몽유도원도 제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1990); 이형대, 「15세기 이상

향의 풍경과 추체험 방식-〈몽유도원도〉와 그 제찬을 중심으로」, 『한국시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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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몽유도원도〉 권축의 형식과

구성적인 특징에 집중하여 작품을 분석할 것이다. 화가 안견과 〈몽유도

원도〉의 화풍, 그림의 의미 등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연구가 있었

으나 〈몽유도원도〉 권축이라는 서화합벽의 문예형식에 대한 연구는 상

대적으로 미진하다. 〈몽유도원도〉 권축과 같이 한 점의 그림과 함께 수

많은 문사들이 동시대에 작성한 글이 묶여 만들어진 대규모 서화합벽은 

비교할 예를 찾기 어려울 만큼 독특한 문예형식이다. 아울러 〈몽유도원

도〉 권축과 유사한 형식의 작품이 세종대에 여러 점 제작되었다는 사실

은 세종대 서화합벽 형식의 중요성을 더해준다. 다음 장에서는 먼저 온

전하게 전해지는 유일한 예인 〈몽유도원도〉 권축의 구성과 형식을 면밀

히 검토함으로써 세종조 서화합벽 형식의 특성을 파악해 보겠다.  

 

(2) 〈몽유도원도〉 권축의 구성 

〈몽유도원도〉 권축은 현재 상·하 2개의 두루마리로 표장(表裝)되어있

다. 두 권의 두루마리는 모두 녹색 바탕에 보상당초문(寶相唐草紋)이 수 

놓아진 비단으로 감싸져 있다. 두루마리의 높이는 모두 41cm로 동일하

고 길이만 각각 8.57m, 11.12m로 차이를 보인다.13 일반적으로 〈몽유도원

도〉 그림과 10명 인사들의 글이 포함되어 있는 짧은 두루마리를 상권으

로 칭하며, 11명의 시문이 실린 다른 두루마리를 하권으로 부른다. 두 권

을 연이어 붙이면 도합 19.69m에 이르는 대규모의 시·서·화 작품을 이루

게 된다. 

상권의 가장 앞부분에는 세로로 “夢遊桃源圖”라는 글씨가 쓰여진 

38.6  가)朱書(주서 행의6 뒤로 그 있으며 붙어 이)題簽(제첨 크기의 cmx6

심해 박락이 지금은 .이어진다 이5)-1 도(비단 푸른색 길이의25cm  적힌

                                           

7(2000), pp. 375-413. 
13 최인숙 등의 기존 연구에서는 상·하권의 길이를 각각 8.5m, 11.5m로 적고 있으나 안

휘준은 본문과 같이 기록하였다. 안휘준에 따르면 이 수치는 2009년에  〈몽유도원도〉 

권축이 세 번째로 한국에 들어왔을 당시 국립중앙박물관 李源福 학예연구실장이 확인

한 바라 한다. 최인숙, 앞의 글, p. 5; 안휘준, 앞의 책, p.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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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모든 글자를 정확히 읽어 내기 어려운 상태이다.14 그러나 앞선 연구

〈몽유도원도〉 이이용 안평대군 주서는 행의6 따르면 바에 판독한 들에서

가 완성된 날로부터 3년 뒤에 쓴 것임을 알 수 있다.15 주서의 내용은 다

.같다 음과  

 

“세상 어느 곳을 도원으로 꿈꾸었나. 

야복산관(野服山冠)16의 옷차림이 아직도 눈에 선하거늘,  

그림으로 그려 놓고 보니 참으로 좋을씨고,  

천년을 이대로 전하여 봄 직하지 않은가.  

삼년이 지난 후 정월 초하룻날 밤에,  

치지정에서 다시 이를 펼쳐보고 지었다. 청지”17 

 

이용의 시문에 바로 이어 안견이 그린 〈몽유도원도〉가 배치되어 있

다. 그 뒤로 작품이 제작된 경위 등을 상세히 담고 있는 이용의 발문(도 

1-4)이 붙어있는데, 이를 통해 〈몽유도원도〉가 그려지게 된 경위를 파악

해 볼 수 있다.  

 

“정유년 4월 20일 밤에 바야흐로 자리에 누우니, 정신이 아른하

여 잠이 깊이 들어 꿈도 꾸게 되었다. 그래서 인수(仁叟, 박팽년)과 

더불어 한곳 산 아래에 당도하니, 층층의 묏부리가 우뚝 솟아나고, 

깊은 골짜기가 그윽한 채 아름다우며, 복숭아나무 수십 그루가 있

                                           

14 특히 글쓴이가 李瑢임을 보이는 ‘淸之(이용의 자)’ 부분은 눈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15 제첨의 “夢遊桃源圖” 글씨와 관련해 안휘준은 朱墨의 글이 제첨의 서체와 일치하므로, 

“王羲之의 行書體를 연상시키는 제첨의 ‘夢遊桃源圖’라는 발군의 글씨도 안평대군의 것

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언급하였다. 안휘준, 앞의 책, pp. 120-121. 반면 이완우는 

동일하게 朱書와의 비교를 통하여 안평대군이 제첨를 쓰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제첨의 글씨가 黃耆老(1521-?)의 서체와 유사한, 16세기 이후 서풍이라고 주장하였

다. 이완우, 「安平大君 李瑢의 文藝活動과 書藝」, 『미술사학연구』 246·247(2005), p. 92.   
16 이용이 꿈에서 박팽년과 함께 만나 도원으로 가는 길을 안내받은 ‘山冠野服’의 인물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각주 18에 등장하는 이용의 발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17 번역은 안휘준, 앞의 책, p. 121을 따랐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世間何處夢桃源, 野服

山冠尙宛然, 着畵看來定好事, 自多千載擬相傳. 後三年正月一夜, 在致知齋因披閱有作, 淸

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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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오솔길이 숲 밖에 다다르자, 여러 갈래로 갈라져 서성대며 어

디로 갈 바를 몰랐었다. 한 사람을 만나니 산관야복(山冠野服)으로 

길이 읍하며 나한테 이르기를, “이 길을 따라 북쪽으로 휘어져 골

짜기에 들어가면 도원이외다.” 하므로 나는 인수와 함께 말을 채찍

질하여 찾아가니, 산 벼랑이 울뚝불뚝하고 나무숲이 빽빽하며, 시

냇길은 돌고 돌아서 거의 백굽이로 휘어져 사람을 홀리게 한다. 

 그 골짜기를 돌아가니 마을이 넓고 틔어서 2, 3리쯤 될 듯하며, 사

방의 벽이 바람벽처럼 치솟고, 구름과 안개가 자욱한데, 멀고 가까

운 도화 숲이 어리 비치어 붉은 놀이 떠오르고, 또 대나무 숲과 초

가집이 있는데, 싸리문은 반쯤 닫히고 흙담은 이미 무너졌으며, 닭

과 개와 소와 말은 없고, 앞 시내에 오직 조각배가 있어 물결을 따

라 오락가락하니, 정경이 소슬하여 신선의 마을과 같았다. 이에 주

저하여 둘러보기를 오래 하고, 인수한테 이르기를, “바위에다 가래

를 걸치고 골짜기를 뚫어 집을 지었다더니, 어찌 이를 두고 이름이 

아니겠는가, 정말로 도원동이다.”라고 하였다. 곁에 두어 사람이 있

으니 바로 정부(貞父, 최항), 범옹(泛翁, 신숙주) 등인데, 함께 시운

을 지은 자들이다. 서로 짚신감발을 하고 오르내리며 실컷 구경하

다가 문득 깨었다. 

 아아! 통도(通都)와 대읍(大邑)은 진실로 번화한 벼슬아치의 노니

는 곳이고, 깊은 골짜기와 깍아지른 언덕은 유잠(幽潛)한 은자가 깃

드는 곳이다. 이러므로 몸에 청자(靑紫)가 얽힌 자는 족적이 산림에 

다다를 수 없고, 천석(泉石)으로 성정을 도야하는 자는 꿈에도 조정

을 그리지 않나니. 대개 정적하고 조급함이 길이 다른 것은 이치의 

필연이다. 옛 사람의 말에 “낮에 한 일이 밤에 꿈이 된다.”라고 하

였으니, 나는 대궐 안에 몸을 의탁하여 밤낮으로 왕사에 종사하고 

있는데 어찌 꿈이 산림에 이르렀으며, 나의 좋아하는 친구가 하도 

많은데 어찌 반드시 도원에 노닐면서 이 두어 사람만 동행하게 되

었는가. 아마도 그 천성이 유벽한 것을 즐겨 본시 천석의 회포를 

지녔고, 또 이 두어 분과 더불어 사귐이 특히 두터웠던 까닭에 이

렇게 된 것인 듯하다.  

 이제 가도(可度, 안견)로 하여금 그림을 그리게 하였으나, 다만 옛

날 말한 그 도원도 역시 이와 같았는지 모르겠다. 훗날 보는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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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그림을 구해서 내 꿈과 비교한다면 반드시 가부의 말이 있을 

것이다. 꿈 깬 뒤 3일만에 그림이 완성되었기로 비해당(匪懈堂)의 

매죽헌(梅竹軒)에서 이 글을 쓴다.”18 

 

발문에 따르면 이용은 1447년 음력 4월 20일에 박팽년 등과 함께 도원

을 유람하는 꿈을 꾸었다. 이용은 잠에서 깨어난 후 안견에게 그림을 그

리라 명하였고, 안견은 이에 응하여 3일만에 〈몽유도원도〉를 완성해냈다.  

이용의 기문 뒤로는 21명의 인물들이 쓴 글이 나란히 이어진다. 글을 

쓴 인물들을 차례로 열거하면 신숙주, 이개(李塏, 1417-1456), 하연(河演, 

1376-1453), 송처관(宋處寬, 1410-1477), 김담(金淡, 1416-1464), 고득종(高

得宗, ?-?), 강석덕(姜碩德,1395-1459), 정인지, 박연(朴堧,1378-1458), 김종

서, 이적(李迹, ?-?), 최항, 박팽년, 윤자운(尹子雲,1416-1478), 이예(李芮, 

1419-1480), 이현로(李賢老, ?-1453), 서거정(徐居正, 1420-1488), 성삼문

(成三問, 1418-1456), 김수온(金守溫, 1410-1418), 승려 만우(卍雨, 1358-

1447), 최수(崔脩, ?-?) 의 순이다.19 글의 형식은 고체시(古體詩)나 율시(律

詩), 부(賦) 등 다양하며 그 길이와 내용 또한 각기 다르다.  

                                           

18 번역은 劉復烈, 『한국회회대관』(문교원, 1969), pp. 65-66; 安輝濬∙李炳漢, 앞의 책, pp. 

164-167을 참조하였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歲丁卯四月二十日夜, 余方就枕, 精神蘧栩, 

睡之熟也, 夢亦至焉. 忽與仁叟, 至一山下, 層巒深壑, 崷崒窈窅. 有桃花數十株, 微徑抵林表

而分岐. 徊徨竚立, 莫適所之, 遇一人山冠野服. 長揖而謂余曰: “從此徑以北, 入谷則桃源也” 

余與仁叟, 策馬尋之, 崖磴卓犖, 林莽薈鬱, 溪回路轉, 蓋百折而欲迷. 入其谷則洞中曠豁, 可

二三里. 四山壁立, 雲霧掩靄, 遠近桃林, 照暎蒸霞. 又有竹林茅宇, 柴扃半開, 土砌已沈, 無

鷄犬牛馬. 前川唯有扁舟, 隨浪游移, 情境蕭條, 若仙府然. 於是踟躕瞻眺者久之, 謂仁叟曰: 

“架巖鑿谷, 開家室, 豈不是與! 實桃源洞也” 傍有數人在後, 乃貞父⋅泛翁等, 同撰韻者也. 相

與整履陟降, 顧盻自適, 忽覺焉. 嗚呼通都大邑, 固繁華, 名宦之所遊, 窮谷斷崖, 乃幽潛隱者

之所處. 是故紆身靑紫者, 迹不到山林, 陶情泉石者, 夢不想巖廊. 蓋靜 殊途, 理之必然也. 

古人有言曰: “晝之所爲, 夜之所夢” 余托身禁掖, 夙夜從事, 何其夢之到於山林也? 又何到而

至於桃源耶? 余之相好者多矣, 何必遊桃源而從是數子乎? 意其性好幽僻, 素有泉石之懷, 而

與數子者交道尤厚, 故致此也. 於是令可度作圖. 但未知古之所謂桃源者, 亦若是乎? 後之觀

者, 求古圖, 較我夢必有言也. 夢後三日, 圖旣成, 書于匪懈堂之梅竹軒” 
19 안휘준, 앞의 책, pp. 122-123 참조. 종래에는 마지막 찬시의 작자를 적은 “成均司藝 

崔脩”를 온전히 판독할 수 없어 ‘崔溫’(鈴木治)이나 ‘崔傷’(內藤湖南) 등으로 읽어왔으나 

李丙疇, 任昌淳 등이 최수로 판단한 것이 인정받고 있다. 『世宗實錄』 卷118, 29年(1447) 

12月 18日(丙子) 두 번째 기사의 ‘成均 司藝 崔脩’ 기록 역시 이를 뒷받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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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몽유도원도〉 권축의 구성과 제찬자20 

 

〈몽유도원도〉 권축에 찬문을 남긴 21명의 인물들은 모두 세종대에 

활발하게 활동하던 명사들이었다. 박팽년, 성삼문, 이개, 신숙주, 서거정, 

윤자운, 최항, 김담, 이예, 송처관 등은 모두 이용과 비슷한 연배의 집현

전 학사로, 조정에서 신선한 여론을 만들어내던 신진 문인들이었다. 아울

                                           

20 鈴木治, 「安堅〈夢遊桃源圖〉について」(二), 『ビブリア』 67(1977. 10.), p. 79; 최인숙, 앞

의 글, pp. 6-7; 안휘준, 앞의 책, pp. 126-127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다만 최인숙은 下

卷에 실린 서거정 글의 길이를 11.6cm로 잘못 기록하고 있으며, 안휘준 역시 이를 인용

하였기에 수정하였다. 

길이(cm) 자 호 생존연대 지위 형식

面紙 34.1

裝布 10.3

題文(未詳) 8.9 草書

李瑢(朱書) 41.5 淸之 匪懈堂 1418-1453(30세) 대군 칠언절구

安堅 106.3 可度 玄洞子 태종-세조연간 호군 絹本淡彩

李瑢(記文) 70.5 淸之 匪懈堂 1418-1453(30세) 대군 記

1 申叔舟 108.6 泛翁 保閑齋 1417-1475(31세) 집현전학사 칠언절구(20편)

2 李塏 淸甫, 伯高 白玉軒 1417-1456(31세) 집현전학사 칠언율시

3 河演 淵亮 敬齋 1376-1453(72세) 좌의정 칠언고시

4 宋處寬 栗甫 淸城 1409-1477(39세) 집현전학사 칠언고시

5 金淡 巨源 撫松軒 1416-1464(49세) 이조정랑 칠언절구(5편)

6 高得宗 123.3 子傅 靈谷 1414년 장원 한성부판윤 칠언고시

7 姜碩德 31.8 子明 玩易齋 1395-1459(53세) 형조참판 칠언고시

8 鄭麟趾 伯雎 學易齋 1396-1478(52세) 예조참판 칠언고시

9 朴堧 坦夫 蘭溪 1378-1458(70세) 예문관대제학 칠언고시

面紙 74.8

길이(cm) 자 호 생존연대 지위 형식

面紙 34.1

裝布 10.1

10 金宗瑞 國卿 節齋 1390-1453(58세) 우참찬 오언고시

11 李迹 素夫 負暄堂 ? ? 오언고시

12 崔恒 76.5 貞父 太虛亭 1409-1474(39세) 집현전학사 칠언고시

13 朴彭年 85.7 仁叟 醉琴軒 1417-1456(31세) 집현전학사 序

14 尹子雲 望之 樂閑齋 1416-1478(32세) 검열 오언고시

15 李芮 可成 訥齋 1419-1480(29세) 집현전학사 칠언고시

123.6

76

17 徐居正 116.5 剛中 四佳亭 1420-1488(28세) 집현전학사 칠언율시(10편)

18 成三問 謹甫, 訥翁 梅竹軒 1418-1456(30세) 집현전학사 記

19 金守溫 文良 乖崖 1409-1481(39세) 승문원교리 칠언율시(2편)

20 卍雨 千峯 1358-1447(90세) 승려 칠언율시 

21 崔脩 ?(69세) 성균사예 칠언절구(16편)

面紙 152.5

李賢老

하권

상권

16

120.2

115.4

122.6

114.4

104.1

96.8

114.9

? ? ?-1453 병조정랑 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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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정인지, 강석덕과 같은 명유문사(名儒文士)와 김종서, 하연, 이현로, 승

려 만우와 같은 원로중진(元老重鎭)들이 함께 참여하였다는 점은 작품의 

제작을 주관했던 안평대군 이용의 영향력이 폭넓었음을 말해준다. 〈몽유

도원도〉 권축의 구성과 제찬자들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다만 이용이 처음 〈몽유도원도〉 권축을 제작했을 때의 형태와 구성

이 지금 볼 수 있는 권축의 모습과 같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6세

기 중엽에 〈몽유도원도〉 권축을 보았던 어숙권(魚叔權, ?-?)에 따르면 당

시 〈몽유도원도〉 권축은 이용의 서제(序題)로 시작하여 사람들이 글이 

연이어 늘어선 형식이었다. 21  나이토 코난은 자신의 글을 통해 1929년 

당시에는 상권 고득종의 글부터 하권 최항의 글까지가 그림의 바로 뒤에 

이어졌으며, 그 뒤로 신숙주의 글부터 김담의 글까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혔다.22 뒤를 이어 박팽년부터 최수까지 9명의 글이 마지막으로 놓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20세기에 들어서도 〈몽유도원도〉 권축의 구성에 변화

가 있었다. 스즈키 오사무(鈴木治)는 〈몽유도원도〉 권축의 수장사에 대해

서 정리한 바 있는데, 이에 따르면 학계에 〈몽유도원도〉 권축이 다시 등

장한 이후 〈표 2〉와 같은 소유권 변화를 겪었다. 

 

 
표 2. 〈몽유도원도〉 권축의 소유권 변화23 

                                           

21 홍선표, 앞의 글, p. 38; 魚叔權, 『稗官雜記』(寒皐觀外史本) 卷4, “梅竹軒常夢遊桃源 一人

先到其處 就視之則乃朴彭年仁 叟也 乃覺 招安堅 說以夢中所見山川之狀 令畵之 旣成 自

爲序題其首 過從名士皆賦其事 爲一大 軸” 밑줄은 필자. 
22 內藤湖南, 앞의 글, pp. 390-391. 
23 鈴木治, 「安堅〈夢遊桃源圖〉について」(一), 『ビブリア』 65(1977. 3.), p. 70; 同著者, 앞의 

글(二), pp. 47-51, 70; 繭山順吉, 『美術商のよろこび』(東京: 繭山順吉, 1988), pp. 77-82 참

조. 繭山順吉는 자신의 책에서 11년 전 鈴木治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밝혔던 구입 이력

과 다소 다른 기록을 남겼다. 차이는 주로 藤田禎三라는 인물에 대한 서술에서 나타난

다. 藤田禎三는 작품이 島津家에서 園田才治에게로 넘어가는 과정에 관여했으며 이후 

기   간 소  유  자

1893. 11. 2. 이전 ~ 1928/9   시마즈(島津) 가문

1928/9 ~ 1947   소노다 사이지(園田才治) / 소노다 준(園田淳)

1947 ~ 1950   마유야마 준기치(繭山順吉)

1955 ~ 현재   텐리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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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년에 쓴 나이토 코난의 글과 1933년 7월 25일 관보 기록에 따

르면 1930년대까지 〈몽유도원도〉 권축은 그림을 포함한 한 권의 두루마

리였다.24 그러나 1947년에 마유야마 준기치가 소노다 준으로부터 〈몽유

도원도〉 권축을 구입할 당시에 그림은 편액(扁額)으로 되어있었으며 찬

문들은 별도의 두루마리로 묶여 있었다고 한다.25 지금의 순서와 모습으

로 표장된 것 또한 마유야마가 〈몽유도원도〉 권축을 구입하여 새로 개

장하였을 때였다.26 안휘준과 스즈키 오사무는 신숙주의 글이 가장 앞으

로 놓이는 지금의 찬문 순서와 관련해서, 신숙주가 일본에 가장 널리 알

려졌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작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순서가 조정되었

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27  

기록을 통해 〈몽유도원도〉 권축의 구성이 시간에 따라 조금씩 달라

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글들이 배치된 순서와는 무관하게 언

제나 안견의 그림과 여러 시문들은 하나의 작품으로 여겨졌던 것으로 보

인다. 실제로 최수는 〈몽유도원도〉와 함께 묶인 자신의 글에서 “왕자가 

새로 엮은 글 값은 더욱 비싸게 매길지니, 다락에 온통 쓰인 제기(題記)

는 자못 풍소(風騷)의 정취 넘치네… 집현전 학사들 과연 영특도 하여라 

나라에서 으뜸가는 솜씨로 시문을 엮었네”라고 언급한 바 있다. 28  이는 

젊은 집현전 학자들이 가장 먼저 〈몽유도원도〉를 감상하고 시문을 짓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감상한 이들은 전에 지어진 찬문들을 그림과 함께 

                                           

園田淳과 繭山順吉 사이를 중계하기도 하는 등, 20여년에 걸쳐서 〈몽유도원도〉 권축과 

관계를 맺어왔던 인물이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24 內藤湖南, 앞의 글, pp. 390-391; 「文部省告示 第274号 ‘重要美術品等保存ニ關スル物

件認定’」, 『朝鮮總督府 官報』(1933年 7月 25日), “絹本淡彩 夢遊桃源圖 安堅筆 李瑢ノ題

跋竝 申叔舟等二十一人ノ跋アリ”. 
25 鈴木治, 앞의 글(一), pp. 47-48. 
26 鈴木治, 앞의 글(二), p. 51. 아울러 高得宗의 글씨가 가장 마멸이 심한 점 또한 繭山順

吉에 의해 작품이 표구되기 이전에, 시문을 모은 두루마리의 가장 앞에 있었기 때문이

라고 언급하였다. 
27 위의 글, p. 51; 안휘준, 앞의 책, p. 124. 
28 변역은 安輝濬∙李炳漢, 앞의 책, pp. 291-292. 원문은 다음과 같다. “王子新文價更高, 滿

樓題記溢風騷…集賢殿士果蜚英, 摛國詞華手老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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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음을 말해준다. 29  제작 당시부터 〈몽유도원도〉와 그 제찬들은 함께 

감상하도록 의도된 것이었다. 이용은 어느 시점에서인가 이를 묶어 서문

을 청해 받음으로써 시·서·화를 모두 담은 종합예술인 대규모 시화합벽을 

만들어 냈다.  

 

 

2. 세종대 서화합벽의 제작 기록 

(1) 서화합벽 용어의 의미와 쓰임 

〈몽유도원도〉 권축은 하나의 그림과 여러 점의 동시대 시문이 함께 

묶인 독특한 형식의 작품이다.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문예형식을 지칭

하기 위해 세종대 서화합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기존 연구자들의 경

우 〈몽유도원도〉 권축의 형태를 일컬어 ‘시화권축(詩畵卷軸)’(이형대), ‘제

찬시축(題贊詩軸)’(고연희) 등으로 다양하게 지칭해왔다. 그러나 작품이 

제작되던 세종시대에는 이와 같은 문예형식을 하나의 명칭으로 규정하여 

부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30 따라서 〈몽유도원도〉 권축의 형식적 특

성을 공유하는 다른 작품에 대한 일련의 기록들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와 같은 양식을 지칭하기 위해 쓰인 서화합벽이라는 용어의 적절성에 

대하여 검토할 것이다.  

이 글에 앞서서 이미 안휘준과 장진성 등은 〈몽유도원도〉 권축과 같

은 형식을 일컬어 서화합벽이라 부른 바 있다.31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 

서화합벽이라는 용어는 조선 후기 활발하게 제작되었던 것과 같은 서화

                                           

29 조규희는 같은 점을 지적하며 당시에 그림과 글이 함께 벽에 걸려 있었을 것이라 주

장하였다. 조규희, 앞의 글, p. 11. 
30 다만 신숙주가 『保閑齋集』에서 〈匪解堂瀟湘八景詩卷〉을 가리켜 ‘八景圖詩卷’이라 적은 

것과 같이, 특정 그림에 대한 시를 묶은 두루마리라는 의미에서 ‘~圖詩卷’이라는 명칭이 

쓰인 예를 확인할 수 있다. 
31 안휘준, 「비해당 안평대군의 〈소상팔경도〉」, 『匪懈堂瀟湘八景詩帖』(문화재청, 2008), p. 

43; 장진성, 앞의 글,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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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벽첩(書畵合璧帖)을 가리킬 때 주로 사용되었다.32 조선 후기의 서화합

벽첩은 그림과 글을 서화첩의 양쪽 면에 각각 배치해서 두 문예형식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작품이었다. 본래 합벽(合璧)은 글자 그

대로 ‘옥(玉)을 합친다’는 의미였다. 이후 거기서 더 나아가 ‘아름다운 것 

둘을 합침’ 혹은 ‘두 개의 반쪽자리 구슬을 하나로 합침’을 뜻하게 된 것

이다.33 따라서 그림과 글이 양면에 놓여지는 조선후기 서화첩은 서화합

벽으로 부르기에 적절한 것이었다.34 

그러나 중국의 기록을 살펴보면 서화합벽이 반드시 서화첩만을 지칭

해왔던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본래 서화합벽의 ‘벽(璧)’은 

둥근 고리 형태의 옥을 지칭하는 단어였지만, 시간이 흐르며 옥과 같이 

귀하고 아름다운 사물을 은유하는 표현으로 자리잡게 되었다.35 여기에서 

유래한 ‘합벽’은 귀한 것들이 함께 모여 있는 모습을 의미한다. 이미 중

국에서는 1세기경부터 ‘합벽’의 표현이 사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한서

(漢書)』 「율력지(律歷志)」의 “해와 달은 마치 옥을 합친 것 같고, 오성은 

꿰어놓은 구슬과 같네(日月如合璧, 五星如連珠)”라는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다. 36  서화와 관련하여 ‘합벽’이라는 용어가 쓰이기 시작한 것은 청대

                                           

32 유미나, 「中國詩文을 주제로 한 朝鮮後期 書畵合璧帖 硏究」,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pp. 3-4. 
33 諸橋轍次, 『大漢和辭典』(三貴文化社, 1988), p. 803; 『大漢韓辭典』(敎學社, 1998), p. 525.  
34 조선에서 서화합벽의 용어가 회화에 사용된 예들 중 가장 이른 것은 申緯(1769-1845)

의 『警修堂全藁』에서이다. 신위는 1772년 6월에 董其昌의 『서화합벽첩』을 빌려 글씨를 

베끼고, 그의 아들이 그림을 臨模하였다는 내용을 서술하였다. 이 기록을 통해 18세기

부터 서화첩을 가리키는 데에 서화합벽이라는 말이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 후기 널

리 제작된 《萬古奇觀帖》이나 《司空圖詩品帖》 등의 서화첩은 이와 같은 서화합벽의 좋

은 예이다. 1606년 명의 사신인 朱之蕃은 《천고최성첩(千古最盛帖)》을 조선에 들여왔는

데, 그 臨模本이 여러 점 제작된 바 있다. 《千古最盛帖》은 중국의 시문을 적고 그림을 

함께 그린 형태의 서화첩인데, 이는 조선 후기에 크게 흥했던 서화합벽첩 제작의 유행

을 선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대부분 첩을 펼친 면의 양쪽에 각각 그림과 글이 

배치되어, 둘 모두를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형태의 작품이었다. 유미나, 앞의 글, pp. 

4-5. 
35 民衆書林 編, 『漢韓大字典』(民衆書林, 1997), p. 1341. 
36 班固, 「律曆志」 第1上, 『前漢書』 卷21上, 『續修四庫全書』(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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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淸代)에 이르러서였다.37 건륭제(乾隆帝, 재위 1735-1795)의 서화 수장품 

목록을 기록한 『석거보급(石渠寶笈)』과 『어제시집(御製詩集)』 등에서, 서

화합벽책(書畵合璧冊) · 서화합벽권(書畵合璧卷)과 같은 장황 분류 명칭이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석거보급』 범례에서는 서화합벽을 “화가와 

서가의 공력이 모두 대등하여 쌍미(雙美)를 이룬 작품”으로 설명하고 있

다.38   

조선에서 서화합벽이 서화첩을 가리켰던 것과는 달리, 중국에서는 두

루마리 형태의 작품들 역시 ‘서화합벽권’으로 지칭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

하다. 서화합벽권은 주로 심주(沈周, 1427-1509) 이후의 오파(吳派) 작품

들이 많았다. 심주 · 문징명(文徵明, 1470-1559)의 〈서화합벽권〉, 당인(唐

寅, 1470-1523) · 왕총(王寵, 1494-1534)의 〈서화합벽권〉, 당인 · 문징명의 

〈난정서화합벽권(蘭亭書畵合璧卷)〉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39  이들은 

모두 동시대에 회화와 글이 함께 제작되어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진 것

으로, 수장가들에 의해 추후 그림에 제발이 붙어 만들어진 다른 시화권

들과는 구분되는 형식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용례(用例)를 고려한다면 

안견의 그림과 안평대군을 비롯한 동시대 명사들의 필적이 함께 작품으

로 묶인 〈몽유도원도〉 권축 역시 서화합벽에 해당한다. 또한 전례를 찾

기 어려운 대규모의 서화합벽이 세종시대에 국한하여 제작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예형식을 세종대 서화합벽으로 구분하여 규정할 수 있을 것

이다. 다음 장에서는 여러 제작 기록들을 통해 세종대 서화합벽이 만들

어진 양상을 살펴보겠다.  

 

(2) 세종대 서화합벽의 제작 기록 

지금까지 온전히 전해지는 세종대 서화합벽 작품은 〈몽유도원도〉 권축 

                                           

37 유미나, 앞의 글, p. 8. 
38 『石渠寶笈』 卷4. 
39 『石渠寶笈』 卷4, 「明董其昌書畫合璧一冊」; 同著 卷6, 「明唐寅王寵書畫合璧一卷」; 同著 

卷20, 「御臨唐寅文徵明蘭亭書畫合璧一卷」; 『御製詩四集』 卷61, 「題沈周文徴明書畫合璧

巻」 외 다수의 기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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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세종대 서화합벽 제작 참여자40 

                                           

40 서화합벽 제작에 참여했다는 것이 현재 분명히 확인되는 인물만을 표기하였다. 실제 

참가자는 이보다 더 많았을 가능성이 높다. 제작에 참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

로 표기하였다. 

소상팔경도 발암폭포시축 이사마산수도 팔준도 팔준도
몽유도원도

권축
임강완월도권

1442 1442 1443 1446 1447 1447 1447

(안견) 안견 안견 안견 안견 안견

1 李瑢 1418-1453 ○ ○ ○ ○

2 文宗 1414-1452 ○

3 姜碩德 1395-1459 ○ ○ ○

4 高得宗 미상 ○

5 金孟 1410-1483 ○

6 金淡 1416-1464 ○

7 金守溫 1409-1481 ○

8 金銚 ?-1455

9 金宗瑞 1390-1453 ○ ? ○

10 南秀文 1408-1443 ○

11 卍雨 1358-1447 ○ ○

12 朴堧 1378-1458 ○

13 朴彭年 1417-1456 ○ ○

14 徐居正 1420-1488 ○ ○

15 成侃 1427-1456

16 成三問 1418-1456 ○ ○ ○

17 宋處寬 1409-1477 ○

18 辛碩祖 1407-1459 ○

19 申叔舟 1417-1475 ○ ○ ○ ○

20 安崇善 1392-1452 ○

21 安止 1377-1464 ○

22 柳義孫 1398-1450 ○

23 尹季童 ?-1457 ○

24 尹子雲 1416-1478 ○

25 任元濬 1423-1500 ○

26 李塏 1417-1456 ○

27 李甫欽 ?-1457 ○

28 李思哲 1405-1456 ?

29 李石亨 1415-1477

30 李承召 1422-1484

31 李永瑞 ?-1450 ○

32 李芮 1419-1480 ○

33 李迹 미상 ○

34 李賢老 ?-1453 ○

35 鄭麟趾 1396-1478 ○

36 趙瑞康 ?-1444 ○ ?

37 崔脩 미상 ○

38 崔恒 1409-1474 ○ ○

39 河演 1376-1453 ○ ○ ○

○

번호 이름 생몰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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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이지만, 기록을 통해서 그 밖에도 여러 점의 서화합벽 작품이 제작되

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1442년부터 1446년 사이에 적

어도 7건 이상의 서화합벽 작품이 제작되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실물

이 전해는 〈몽유도원도〉 권축 이외에도 〈비해당소상팔경시권〉(1442), 

〈발암폭포시화축〉(1442), 〈이사마산수도〉(1443), 〈팔준도〉(1446), 〈팔준도〉

(1447), 〈임강완월도권〉(1447) 등의 서화합벽 제작 기록을 확인할 수 있

다. 각각의 서화합벽 제작에 참여한 인물들을 모두 알 수는 없으나, 기록 

상으로 확인 가능한 참가자들을 〈표 3〉에 정리하였다. 아래에서는 남아 

있는 기록을 바탕으로 각각의 서화합벽 작품들의 양상과 제작 경위를 확

인해 보겠다.  

 

① 〈비해당소상팔경시권(匪懈堂瀟湘八景詩卷)〉  

〈비해당소상팔경시권〉(도 2)은 동정호 주변의 빼어난 경치를 그린 회

화 〈소상팔경도〉와 여러 문사들의 시를 한데 묶어 만들어낸 세종대 서

화합벽이다. 지금은 그 중 시들만 남아 『비해당소상팔경시첩(匪懈堂瀟湘

八景詩帖)』으로 전한다.41 “1442년 가을(壬戌仲秋)” 집현전 부수찬 이영서

(李永瑞, ?-1450)가 썼던 서문(도 3)을 통해 〈비해당소상팔경시권〉의 제작 

시기와 그 경위를 알 수 있다. 이 글에 따르면 제작을 주도한 것은 안평

대군 이용이었다. 이용은 이영서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내가 언젠가 『동서당고첩(東書堂古帖)』에서 송(宋) 영종(寧宗)의 팔

경시를 보고 그 글씨를 보물처럼 여겼다. 그리고 그 경치에 대해서 

생각하고 마침내 그 시를 모사하라는 명을 내리고 그 경치를 그리

게 하여 그 두루마리를 〈팔경시〉라 하였다. 그리고 고려에서 시로 

뛰어난 진화·이인로(李仁老, 1152-1220)의 시를 붙였다. 또 당시대에 

시로 뛰어난 사람에게 오언·육언·칠언의 시를 지어주기를 요청하였

                                           

41 문화재청 편, 『비해당소상팔경시첩』(대전: 문화재청, 2007)에 전문과 번역, 해설이 함께 

실려있다. 柳義孫(1398-1450)의 『檜軒逸槁』(奎1669)에도 시첩에 실린 당대 문인들이 글

이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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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42 

 

이용은 회화와 시들을 모은 후 이영서에게 시화합벽의 서문을 부탁하였

으며, 이영서는 “나의 문장이 보잘것없지만(余以文句微識)” 거절할 수 없

어 서문을 적게 되었다고 밝혔다. 박팽년 또한 『박선생유고(朴先生遺稿)』

의 「제비해당소상팔경도시권(題匪懈堂瀟湘八景도(圖)詩卷)」에 이영서의 

서문과 유사한 내용의 기록을 남겼다.  

보물 제1405호 『비해당소상팔경시첩』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서첩(書帖)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서첩의 가장 앞에는 앞서 언급한 이

영서의 서문이 있으며, 그 뒤로 이인로의 칠언절구(七言絶句)와 진화의 

칠언장구(七言長句)가 배치되었다. 그 후 하연, 김종서, 정인지, 조서강(趙

瑞康, ?-1444), 강석덕, 안지(安止, 1543-1593), 안숭선(安崇善, 1392-1452), 

이보흠(李甫欽, ?-1457), 남수문(南秀文, 1408-1442), 신석조(辛碩祖, 1407-

1459), 유의손(柳義孫, 198-1450), 최항, 박팽년, 성삼문, 신숙주, 윤계동(尹

季童, ?-1454), 김맹(金孟, 1410-1483), 승려 만우의 시가 첩장(帖張)에 실

려 차례로 이어진다.43  

그러나 작품이 제작되었던 당시에는 지금과 크게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다. 서문을 통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은 소실된 송(宋) 영종(寧宗, 

1168-1224)의 팔경시와 회화 〈소상팔경도〉가 당대 명사들의 시문과 함

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이영서의 서문에서 이 작품을 ‘두루마리(卷)’라고 

지칭한 점이나 박팽년의 문집에서 작품을 가리키며 두루마리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을 고려한다면, 제작 당시에는 두루마리 형태로 만들어졌을 것

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지금으로서는 작품이 언제 첩장본(帖裝本)으로 

바뀌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1917년 간행된 오세창(吳世昌, 1864-

                                           

42 원문은 다음과 같다. “我嘗於東書堂古帖, 得宋寧宗八景詩, 寶其宸翰, 而因想其景, 遂令

搨其詩, 畵其圖, 以名其卷, 曰八景詩. 仍取麗代之能於詩者 陳李二子之作, 系焉. 又於當世

之善詩者, 請賦五六七言以歌之… “ 『비해당소상팔경시첩』에 대한 모든 번역은 임재완, 

「《비해당소상팔경시첩》 번역」, 위의 책, pp. 10-39를 따랐다. 
43 이들 중 河演, 金宗瑞, 鄭麟趾, 강석덕, 최항, 박팽년, 成三問, 신숙주, 승려 만우 등은 

앞서 언급했던 〈몽유도원도〉 권축에도 글을 남겼다. 李仁老의 七言絶句는 『東文選』 권

20에 〈宋迪八景圖〉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으나 다소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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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의 『근역서화징(槿域書畵徵)』에 ‘팔경시권(八景詩卷)’이라는 이름으

로 이 작품이 언급된 점이나 김돈희(金敦熙, 1871-1939)가 쓴 기존의 표

제가 “비해당소상팔경시권(匪懈堂瀟湘八景詩卷)”인 점으로 보았을 때, 20

세기의 어느 시점에선가 첩장되었던 것이라고 여겨진다.44 이후 『비해당

소상팔경시첩』은 1989년에 수리 및 복원을 위해 한 차례 더 개장(改裝)

되어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어졌다.  

〈비해당소상팔경시권〉에 실려 있었을 것이지만 지금은 사라진 〈소상

팔경도〉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그러나 문인들의 제시와 당시 시

대상황을 고려하여 그림에 관해 몇 가지를 추정해 볼 수 있다. 우선 안

휘준은  『비해당소상팔경시첩』의 시문들 중 그림에 관한 묘사가 안견이 

그린 〈몽유도원도〉의 찬시에서 볼 수 있는 그것과 유사하다는 점을 지

적하였다. 아울러 이용이 안견과 매우 가까운 사이였다는 점에 주목하며, 

〈소상팔경도〉의 작가가 안견일 것이라고 추측하였다.45 이완우 역시 그림

의 작가를 추정하며 “〈비해당소상팔경시권〉이 1442년 제작된 이용의 완

상물이었으므로 1445년에 그의 수장품을 기록한 신숙주의 「화기(畵記)」

에 그 기록이 남아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46 여기에 비할 만한 「화기」

의 기록은 “안견 팔경도 각각 하나(安堅 八景圖 各一)” 뿐이므로, 만약 

이것이 〈비해당소상팔경시권〉의 그림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소상팔경도〉

의 작가는 안견이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화기」의 기록은 〈소상팔경도〉의 형태에 대한 작은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안견의 〈팔경도〉가 “각각 하나(角一)”는 것은 안견이 팔경의 여덟 

장면들을 각기 다른 폭에 담아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소

상팔경도〉의 작가가 안견이 맞다면, 그림 역시 여덟 폭으로 구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안지의 제화시 중 “한 폭의 비단에 옮기니 황홀

                                           

44 임창순 소장 전에는 시첩의 표지에 金敦熙의 제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지금은 다

른 글씨로 대체되어 있다. 임창순, 「비해당 소상팔경 시첩해설」, 『태동고전연구』 

5(1989), pp. 262-264. 
45 안휘준, 「비해당 안평대군의 〈소상팔경도〉」, 『비해당소상팔경시첩』, 문화재청 편, 

2008, pp. 54-55. 
46 이완우, 「〈비해당소상팔경시권〉의 글씨」, 위의 책, 2008, p.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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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一幅鮫綃恍惚移)”나, 유의손의 “팔경이 비단 한 폭에 삼연하다(八景

森然綃一幅)”, 박팽년의 “팔경은 장기를 다투며 제각기 뽐내는데 한꺼번

에 거두어 눈앞에 펼치니 삼엄하도다(八景爭長各偃蹇 一時收拾森在前)” 

등의 구절은 이와 반대로 팔경의 그림이 한 폭의 비단에 모두 그려진 것

과 같은 인상을 주기도 한다. 이와 같은 차이를 두고 안휘준은 여덟 장

면이 여백을 두고 이어져 있었을 것이라 추정하기도 하였다.47 

기록들을 통해 〈비해당소상팔경시권〉을 재구성해보면, 권축의 앞에는 

회화 〈소상팔경도〉와 송 영종의 팔경시가 놓였고 그 뒤로 18명의 당대 

인사들이 쓴 시와 이영서의 서문이 이어진 장권의 형태였을 것으로 추정

된다.48 이와 같은 구성은 〈몽유도원도〉 권축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 두 작품은 모두 앞으로 서술할 서화합벽 작품들의 전형(典型)

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② 〈발암폭포시화축(發岩瀑布詩畵軸)〉 

비슷한 시기에 역시 이용의 주도로 〈발암폭포시화축〉이 제작되었다

는 사실을 신숙주의 『보한재집(保閑齋集)』에 남겨진 「발암폭포시축후서

(發岩瀑布詩軸後序)」를 통해 알 수 있다. 기록에 따르면 이용은 세종이 

탄 어가를 호종(扈從)하여 이천의 온천으로 가던 중에 발암의 폭포를 들

렸다. 이용은 폭포의 아름다움에 이끌려 어가를 멈추도록 세종에게 청하

였고 그곳에 잠시 머무르게 되었다. 이후 한양으로 돌아온 이용은 화원

에게 명하여 아름다웠던 발암폭포의 모습을 그리도록 명하고 여러 문사

                                           

47 안휘준, 앞의 글, p. 57. 
48 현재 남아있는 17세기 明代 문인인 翁正春의 “海宇奇觀” 네 글자 題語는 언제 함께 

粧䌙되었는지 알 수 없다. 각 시들이 배치되었던 순서 역시 정확히 알 수 없다. 현재 시

첩의 구성과 『회헌일고』, 『박선생유고』에 남아있는 〈비해당소상팔경도〉의 제화시 순서

를 통해 유추해보건대, 지금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을 것이라 여겨진다. 『회헌일고』의 

경우 문집의 당사자인 柳義孫의 시가 앞에 나와있다는 점과, 최항과 박팽년의 시 순서

가 바뀐 점을 제외하면 시첩의 지금 배치와 다르지 않다. 송 영종의 팔경시와 이인로, 

제화의 시를 쓴 인물이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이인로와 제화의 시는 그 書

風을 두고 다른 문인들의 글과 유사점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이완우, 앞의 글, p. 

78, 8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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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로 하여금 시를 쓰게 하여 함께 축으로 제작하였다. 그 시와 그림이 

뛰어나 무릇 그 축을 본 이들은 마치 발암에서 그 폭포를 보는 것과 같

이 느꼈다고 한다.49 또한 서화합벽이 한 차례 구성된 후에 당시 세자였

던 문종(文宗, 재위 1450-1452)도 이를 감상하였다는 기록도 남아있다. 

문종은 직접 고풍 장단구를 써 이용에게 주었고, 이용은 이들을 함께 묶

은 후에 신숙주에게 서문을 짓게 하였다.50 

서문의 내용에 따르면, 이용이 주도한 또 하나의 서화합벽인 〈발암폭

포시화축〉은 이름 그대로 두루마리의 형태였음을 알 수 있다. 지금은 남

아있지 않은 작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모습을 짐작하기 위해서는 다른 

서화합벽 작품에 비추어 짐작해 볼 수 밖에 없다. 〈발암폭포시화축〉의 

구성이 다른 서화합벽과 같다면 가장 앞부분에는 발암폭포를 그린 화원

의 그림이 실려 있었을 것이다. 그 위로 이용이 “시를 받았다(徵詩)”는 

여러 문사들의 글이 이어졌을 것이며, 그 가운데에는 문종의 친필 또한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후 권축의 말미에 앞에 적은 신숙주의 서문

이 배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발암폭포시화축〉은 대군이 직접 명해 

화원이 그 그림을 그렸으며, 임금을 호종해 이천에 다녀올 만큼 중요했

던 국정 인사들의 글이 함께 모여서 만들어졌다.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

해보면 〈발암폭포시화축〉은 앞선 두 서화합벽 못지않게 큰 규모의 작품

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51   

〈발암폭포시화축〉이 언제 제작되었는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실

                                           

49 申叔舟, 『保閑齋集』 卷15, 「發岩瀑布詩軸後序」 “匪懈堂嘗扈駕伊川. 道經發岩. 而愛其瀑

布. 卽以上聞. 大駕爲之住驆移時. 行仗臣民. 莫不瞻望咨嗟. 及還京都. 爲之命圖爲軸. 而徵

詩於文士. 得若干首. 描畫之精. 歌詠之妙. 各造其極. 其幽閑淸勝之趣. 擧在數幅之間. 凡得

見是軸者. 怳若身在發岩. 而觀其所謂瀑布者焉” 강조는 필자. 
50 앞의 글, “一日. 匪懈堂侍東宮. 因語及是. 卽取而覽之. 書古風長句于別簡. 以授匪懈堂. 

秪承而出. 就附軸末. 命余敍其後.” 
51 이종묵은 「安平大君의 문학 활동 연구」, 『진단학보』 93(2002), p. 262에서 신숙주의 글

을 근거로 들며 “이 때 시를 제작한 인물은 17인이었다. 하연, 김종서, 정인지, 趙瑞康, 

강석덕, 安止, 安崇善, 李甫欽, 南秀文, 辛碩祖, 유의손, 최항, 박팽년, 성삼문, 신숙주, 尹

李童, 金猛, 승려 卍雨 등이 그들이다.”라고 적었으나 신숙주는 이러한 내용을 언급한 바 

없다. 이종묵이 언급한 인물들이 모두 〈비해당소상팔경시권〉에 제찬을 쓴 인물들인 것

으로 보아 혼동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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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에 세종의 1442년 이천 행에 관한 기록이 한 건 남아있어 눈길을 끈

다. 52  실록 기사의 “임금이 중궁과 같이 강원도 이천 온정에 거둥하고, 

겸하여 춘등강무(春等講武)도 거행하는데 왕세자도 따라갔다”는 내용을 

통해 당시 세자였던 문종이 어가를 호종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신숙주의 글에 이용과 문종이 함께 이천에 다녀왔다는 기록은 없지만, 

문종이 〈발암폭포시화축〉에 글을 남겼다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그 역시 

발암폭포에 들른 이천 행에 함께 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국왕의 또 

다른 이천 온천 거둥(擧動)이 있었다면 이는 실록에 기록되어야 했음이 

마땅하다. 따라서 실록의 1442년 기록과 신숙주의 서문에 적힌 이천 행

은 같은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실록에는 진양대군(晉陽大

君, 세조)과 영흥대군(晉陽大君) 등 여러 대군들이 함께 어가를 호종하였

다는 기록 또한 남아있서 1442년 이천 행에 이용이 함께하였을 가능성

을 높여준다.53  

이어지는 실록의 기록을 살펴보면 세종은 1442년 3월 3일 이천으로 

출발했으며, 4월 22일 지금의 서울로 돌아와 금성대군(錦城大君, 1426-

1457)의 사저에 머물렀다고 되어있다.54 따라서 서화합벽으로서의 〈발암

폭포시화축〉은 1442년 4월 22일 이후에 완성되었을 것이다. 아울러 서

문에서 문종을 동궁으로 기록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작품의 완성은 아

무리 늦어도 문종이 즉위한 1450년 이전으로 보인다. 조규희 역시 신숙

주가 이용을 ‘비해당’이라 칭했다는 점에 근거하여 〈발암폭포시화축〉이 

안평대군이 비해당의 칭호를 받았던 1442년 이후에 제작되었을 것이라

고 추정하였다.55  

                                           

52 『世宗實錄』 卷95, 24年(1442) 3月 3日(甲子) “上與中宮幸江原道 伊川溫井, 兼行春等講

武, 王世子從之.” 
53 『世宗實錄』 卷95, 24年(1442) 3月 7日(戊辰) 1번째 기사 “上至平康縣 蘆伐觀獵. 世子持

弓矢立於駕前, 有獸前過, 射之應弦而倒. 諸大君皆從橫馳射. 時永興大君 琰年方九歲, 上最

鍾愛, 如有困獸跧伏者, 駐輦使人牽琰馬使射之. 遂獵栗平, 次于栽松平; 『世宗實錄』 卷95, 

24年(1442) 3月 15日(丙子) 1번째 기사 “上觀獵于都里平及院平, 晋陽大君 瑈馳馬追鹿, 有

一鹿來觸之, 瑈因墮馬…” 참조. 밑줄은 필자. 
54 『世宗實錄』 卷96, 24年(1442) 4月 22日(壬子). 
55 조규희, 「'시와 같은 그림'의 문화적 함의」, 『근역한문학회』 42(2015c), p.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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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록의 기록과 신숙주의 서문이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이 맞다

면 실록에서 임금을 호종하여 이천에 함께 다녀왔던 것으로 기록된 인물

들 중 일부가 〈발암폭포시화축〉 글을 남겼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

다. 어가를 호종한 많은 인물들 중 이사철(李思哲, 1405-1456), 이휘(李

徽, ?-1456), 김종서, 조서강 등은 이용이 주도한 다른 서화합벽에 글을 

남긴 적이 있어 특히 주목된다.56  

 

③ 〈이사마산수도(李司馬山水圖)〉 

1443년 4월 이용은 두보(杜甫, 712-770)의 시를 묶어 문집을 편찬하

였다. 이것에서 착안하여 〈이사마산수도〉를 그리게 하고 그 위에 직접 

글을 적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아울러 박팽년의 『박선생유고』 〈삼절시

서(三絶詩序)〉에 따르면 이용이 글을 쓴 이후 다른 서화합벽과 같이 많

은 문사들이 함께 글을 남겼던 것으로 보인다. 〈삼절시서〉를 통해 〈이사

마산수도(李司馬山水圖)〉가 제작된 경위와 형태 역시 파악해 볼 수 있다.  

 

“정통(正統) 8년(1443) 여름 4월에 상이 두자미(杜子美) 시주(詩註)

의 정수를 모아 편찬하도록 명하고 취산(鷲山) 신공(辛公) 이하 여

섯 사람을 속관(屬官)으로 삼았는데, 비해당(匪懈堂)이 실상은 총재

(總裁)였다. 하루는 비해당이 화사(畫師)인 안견(安堅)에게 이사마(李

司馬)의 산수도(山水圖)를 그리도록 하고 손수 왼쪽에 시를 써서 

승지공(承旨公)에게 주니, 공이 그것을 대단한 보물로 여기고 장차 

시를 읊어 그 사실을 빛내려 하면서, 나에게 그 책머리에 서문(序

文)을 지어 달라고 부탁하였다.’57 

 

박팽년에 따르면 이용의 주문으로 안견이 〈이사마산수도〉를 그렸고, 

                                           

56 이사철과 이휘는 『世宗實錄』 卷95, 24年(1442) 3月 10日(申未) 3번째 기사, 김종서는 

同年 3月 18日(己卯) 1번째기사, 조서강은 同年 3月 19日(庚辰) 1번째기사에 그 기록이 

남아있어 세종을 호종하여 이천에 갔음을 알 수 있다.  
57 朴彭年, 『朴先生遺稿』, 「三絶詩序」, “正統八年夏四月. 上命會粹子美詩註. 于時. 鷲山辛

公以下凡六人爲屬官. 匪懈堂實摠裁焉. 一日. 匪懈堂命畫師安堅. 畫李司馬山水圖. 手書其

詩於左方. 以賜承旨公. 公寶愛之甚. 將歌詩以侈之. 委余敍其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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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왼편 위에 이용이 다시 두보의 시를 적었다. 〈이사마산수도〉를 건네

받은 ‘승지공’은 당시 승정원의 좌승지였던 강석덕이다.58 강석덕은 이용

이 내려준 그림을 받아 지극히 아끼었으며, “시로써 이를 빛내려 하였다

(將歌詩以侈之)”. 그는 다른 문사들에게 그림을 보이고 시를 받아 장정(裝

幀)을 새롭게 한 후에 박팽년에게 서문을 받기를 청했던 것으로 보인다. 

박팽년은 이 작품에 이미 그림과 문장, 그리고 글씨가 어울려 삼절을 이

루었다 평하였다. 따라서 〈이사마산수도〉가 앞서 언급한 다른 작품들처

럼 횡권(橫卷)의 형태였다고 가정한다면 가장 앞에는 이용의 필적이 남

아 있는 안견의 그림이 놓였을 것이다. 그 뒤로 수많은 문사들의 찬문이 

이어져서 서화합벽이 제작되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이사마산수도〉는 현재 유실되어 전해지지 않는다. 그림의 내용 또한 

정확히 알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용이 두보의 시주(詩註)를 모아 

편찬하고 난 후에 그림을 그리도록 명했으며 그림의 한 켠에 역시 두보

의 시를 적었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보아, 두보의 시에서 제재를 취한 산

수도였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박팽년은 서문에서 안견의 그

림의 뛰어남에 대해 설명하며 “이사마의 그림은 맨 처음에 누가 그렸는

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수준의 작품인지 알 수가 없다(不知李司

馬之圖 其初孰畫之 其爲品 未可知也)”고 언급하였다. 그의 말은 ‘이사마

산수도’가 당시 문인들은 쉽게 알 수 있는 소재의 그림이었다는 것과, 동

시에 정작 ‘이사마산수도’를 그려낸 작품은 쉽게 찾아볼 수 없었다는 두 

가지 사실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두보의 시에서 ‘이사마’라는 인물은 수 차례 등장한다. 그러나 대부분

의 경우 사마직을 맡은 이씨 성의 인물이라는 점 이외의 다른 정보는 알 

수 없다. 다만 두보의 시들 중 이사마와 산수도가 함께 언급된 「관이고

청사마제산수도(觀李固請司馬弟山水圖)」 3수가 전해지고 있어 주목할 만

하다.  

                                           

58 강석덕은 세종의 장인이었던 沈溫(1375-1418)의 사위 중 한 사람으로, 姜希顔·姜希孟 

형제의 아버지이기도 하다. 왕실과 혈연으로 연결된 인물이었으며, 조정에서 중직을 맡

고 있었던 그는 이용에게 직접 그림을 받을 만큼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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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簡易高人意，匡床竹火爐. 

寒天留遠客，碧海掛新圖. 

雖對連山好，貪看絕島孤. 

群仙不愁思，冉冉下蓬壺. 

 

二 

方丈渾連水，天臺總映雲. 

人間長見畫，老去恨空聞. 

範蠡舟偏小，王喬鶴不群. 

此生隨萬物，何路出塵氛. 

 

三 

高浪垂翻屋，崩崖欲壓床. 

野橋分子細，沙岸繞微茫. 

紅浸珊瑚短，青懸薜荔長. 

  浮查並坐得，仙老暫相將.59 

 

이 시의 제목을 ‘이고가 아우인 사마(벼슬을 하는 이)에게 산수도를 그려

달라 청한 것을 보다’로 해석할 경우, 시가 묘사하는 그림의 모습이 바로 

‘이사마산수도’일 수 있다.60 또한 이용이 그림의 왼편 상단에 써 넣었다

                                           

59 Stephen Owen, The Poetry of Du Fu 14 (Boston: De Gruyter, 2015), pp. 39-42. 이 외에

도 杜甫와 교류한 이들 중에 이씨 성을 가졌으며 사마 벼슬을 했던 李邕이라는 인물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다. 다만 두보가 직접 이옹을 지칭해 이사마라 칭한 경우는 찾을 수 

없다. 또한 두보는 말년에 ‘李司馬’와의 만남에 대한 시를 몇 수 남긴 바 있는데, 〈李司

馬橋成承高使君自成都回〉, 〈陪李七司馬祖江上觀造竹橋卽日成往來之人免冬寒入水聊題短

作簡李公〉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앞의 두 시들이 쓰여졌던 762년경에 이옹은 이미 사

망한 후였다. 당시에 두보가 만났다는 시 속의 ‘이사마’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

다. 
60 그러나 이와 같은 해석의 경우 글자 ‘請’의 위치가 다소 어색하다. 弟자를 題의 誤字라 

생각한다면 ‘司馬 李固請이 題한 산수도를 보고’라 해석해 볼 수도 있다. Stephen Owen 

역시 제목의 불분명한 의미를 지적한 바 있다. Ibid., p. 4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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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두보의 시 역시 바로 이 작품이었을 것이다.  

 

④ 〈팔준도(八駿圖)〉 두 점 

1446년 말과 1447년 초에 크고 작은 두 폭의 〈팔준도〉가 그려졌으며 

널리 제찬이 행하여 졌음을 박팽년의 「팔준도송(八駿圖頌)」 서(序)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두 점의 그림은 왕위에 있던 세종이 안견에게 직접 

명하여 그린 것이어서 특히 눈길을 끈다. 박팽년의 글을 통해 제작의 경

위를 알 수 있다. 그 일부는 아래와 같다.  

 

“상이 즉위한 지 28년 되는 을축년 여름에 사신(詞臣)이 〈용비어천

가(龍飛御天歌)〉를 찬술하여 올렸는데, 그 노래가 무릇 125장(章)에 

달하였다. 팔준(八駿)은 그 중의 하나인데, 상이 그것을 악사(樂師)

에게 성률(聲律)을 맞추게 하여 조묘(朝廟)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듬해 병인년(丙寅年) 겨울에 상이 이르기를 “태조(太祖)의 성덕

(聖德)과 신공(神功)으로 밝은 명을 하늘로부터 받아 문득 대동(大

東)을 소유하시어 우리 후손을 계도하셨는데, 팔준이 역시 그 시기

에 맞추어 태어나서 힘을 펴고 수고로움을 바쳤다. 지금 비록 가송

(歌頌)에 올리기는 하였지만, 실물을 도형(圖形)으로 그려서 후세에 

전하지 않는다면, 자손들이 혹시 우리 성조(聖祖)께서 창업(創業)하

시면서 겪었던 어려운 자취들을 알지 못할까 염려된다.” 하였다. 이

어 호군(護軍) 안견(安堅)에게 명하여 그림으로 그리게 하고, 집현

전 대제학(集賢殿大提學) 정인지(鄭麟趾) 등에게 명하여 찬(贊)을 짓

도록 하였다. 그 이듬해 정묘년(丁卯年)에 또 작은 그림을 그려서 

연이어 권축(卷軸)을 만들고 대소 문신(文臣)들이 다투어 노래로 읊

었으니, 매우 성대한 일이라고 하겠다”61 

                                           

61 朴彭年, 『朴先生遺稿』, 「八駿圖頌」, “上卽位之二十八年乙丑夏. 詞臣撰龍飛御天歌以進. 

歌凡百二十五章. 而八駿居其一. 上乃命樂師. 叮之聲律. 將以用于朝廟. 越明年丙寅冬. 上若

曰. 太祖盛德神功. 受天明命. 奄有大東. 以啓我後人. 而八駿生應其時. 宣力效勞. 今雖已登

歌頌. 若不圖形贊實. 以傳示于後. 予恐子孫或未克知我聖祖創業艱難之跡. 爰命護軍臣安堅

畫之. 集賢殿大提學臣鄭麟趾等贊之. 又明年丁卯. 又作小圖. 聯爲卷軸. 大小文臣. 爭相歌

詠. 甚盛事也.” 번역은 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특별한 언급이 없을 경우 번역은 모

두 이를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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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팽년의 글에서 알 수 있듯이 ‘팔준(八駿)’이란 태조 이성계가 타고 

다녔던 여덟 마리의 말을 지칭하는 것이었다. 이 말들은 이성계가 나라

를 창업하던 시기에 “힘을 펴고 수고로움을 바친(宣力效勞)” 존재들이었

다. 세종은 “성조(聖祖)께서 창업(創業)하시면서 겪었던 어려운 자취들을 

알지 못할까 염려되어” 이와 같은 팔준의 도형을 그림으로 그려 남기라

고 지시하였다. 다시 말해 태조가 타고 다녔다고 전해지는 여덟 마리의 

말들은 태조가 나라를 세우기 위해 들였던 노력을 상징하는 존재인 동시

에, 개국의 의지가 동물에게까지 깃들어 있음을 보임으로써 조선의 건국

에 하늘의 뜻이 있음을 말해주는 상징물이었던 것이다.62  

안견이 그린 두 점의 〈팔준도〉와 관련해서는 각각 “집현전 대제학 정

인지 등이 그림에 찬하였다(集賢殿大提學臣鄭麟趾等贊之)”는 표현이나 

“대소 문신들이 다투어 노래로 읊었다(大小文臣 爭相歌詠 甚盛事也)”는 

기록이 서문에 남아있다. 이를 통해 두 작품 모두 그림과 찬시들이 모여 

있는 서화합벽 작품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박팽년이 “연이어 권축을 

만들었다(聯爲卷軸)”고 말한 것에서 비추어 보면, 여덟 마리의 말 그림이 

횡권에 나란히 놓인 뒤로 여러점의 찬문이 이어진 형태였을 것으로 짐작

된다. 이 모습은 다른 작품에서도 드러났던 조선 초 서화합벽의 구성과 

일치한다. 당시 그려졌던 〈팔준도〉와 시문들은 지금 확인하기 매우 어렵

다. 오직 개별 문집들에서만 당시 쓰여졌을 것으로 보이는 글들을 일부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기록이 없어 그 글들이 두 점의 〈팔준도〉 

중 어떤 작품을 위한 것이었는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⑤ 〈임강완월도권(臨江玩月圖卷)〉 

1447년 5월경에 이용을 중심으로 〈임강완월도〉가 제작되었고 여러 

                                           

62 왕이 타고 다녔던 말들을 선왕의 고사와 연결 지어 신성시하는 방식은 이미 周나라 

때부터 있어왔다. 문헌에 따라 명칭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주나라의 穆王이 아끼고 사

랑한 赤驥·盜驪·白衣·踰輪·山子·渠黃·驊騮·綠耳 등이 목왕의 상징처럼 여겨졌으며, 이후 당

대에도 唐 太祖와 연관된 韓幹(?-?)의 〈八駿圖〉 제작 기록이 남아있다. 현존하는 작품으

로 郎世寧(1688-1766)이 그린 臺灣 故宮博物院 소장 〈팔준도〉가 널리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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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인들의 제찬과 함께 묶여 세종대 서화합벽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신숙

주의 「성수찬임강완월도시서(成修撰三問臨江玩月圖詩序)」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 글에 따르면 성삼문은 〈임강완월도〉를 신숙주에게 보여주며 

아래와 같이 말하였다.  

 

“예전에 내가 어가를 호위하여 희우정(喜雨亭)63 에 가서 임자심(임

원준)과 함께 비해당(匪懈堂, 이용)을 따라 강에 나가 달을 완상(玩

賞)하였다. 술이 거나하게 되었을 때 동궁(문종)이 내감(內豎)들에게 

시를 구하려 귤 한 쟁반을 주었다. 귤이 없어지자 시가 나타나니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놀라 영광으로 생각하고 각자 시 한편

을 지어 올렸다. 이제 그 장면을 그리고 그 시를 적어 오래도록 전

하려 한다.”64 

 

아울러 성삼문은 신숙주에게 서문을 부탁하였고, 그림과 시들을 서문과 

함께 모아서 〈임강완월도권〉을 만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숙주가 서문

을 쓴 때는 “1447년 음력 5월 14일(正統丁卯仲夏旣望)”이였다. 따라서 서

화합벽으로서의 〈임강완월도권〉은 신숙주가 서문을 쓴 1447년 5월 이후

에 완성되었을 것이다. 또한 “성삼문이 소매 속에 넣어온 두루마리를 나

에게 보여주었는데, 그 첫머리에 그림이 있었다(昌寧成謹甫氏袖一軸示予, 

軸首有圖)”고 말한 것을 통해서 〈임강완월도〉 서화합벽이 두루마리 형태

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의 형태로 미루어 보아 여러 문사의 시문 역시 

권축으로 묶였을 것이라 여겨지므로 완성된 서화합벽은 〈임강완월도권〉

이라는 명칭으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신숙주는 글에서 서화합벽 속 그

                                           

63 楊花渡 동쪽 언덕에 있는 정자 이름이다. 본래 孝寧大君의 별장으로 본명은 望遠亭이

었는데, 세종이 일찍이 이곳에 행차하여 희우정이라 이름했다고 한다. 세종은 효령대군

에게 ‘희우정’이라는 이름을 직접 짓고 어필을 내린 바 있다. 이 기록에 대해서는 卞季

良의 「喜雨停記」, 『東文選』 卷80 참조. 『世宗實錄』에는 세종이 여러 차례 희우정에 들

러 서교에서 벌이는 군사들의 훈련을 사열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世宗實錄』 卷63, 16

年(1434) 3月 18日(乙未) 첫 번째 기사 등 참조. 
64 申叔舟, 『保閑齋集』 卷15, 「成修撰三問臨江玩月圖詩序」, “謹甫氏發掩笑曰. 昔吾扈駕喜

雨亭. 與子深任氏從匪懈堂. 臨江翫月. 酒酣. 東宮命內豎徵詩. 仍賜橘一盤. 橘盡而詩見. 一

坐驚且榮之. 各進詩一篇. 今圖其跡記其詩. 以久其傳.” 번역은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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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의 모습 역시 간략하게 묘사하였다. 그에 따르면 “높은 산, 고요한 강

물, 밝은 달은 높이 떠 있고 고인(高人)이 객을 맞아 강가에 있는데, 두 

나그네가 옆에서 모시고 있으면서 술을 들어 달을 가리키며 기러기가 서

북에서 오는 그림”이었다고 한다.65 그림은 현전하지 않는다.  

‘임강완월’의 사건에 대한 기록은 여러 곳에 남아있다. 다만 그 내용

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기록들을 통해 각기 다른 정보들을 알 수 있

다. 서거정이 당시 일들을 적은 글에서는 문종이 쟁반 위에 적었다는 시

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는 아래와 같다. 

 

향기로운 향나무는 코에만 좋고 旃檀便宜鼻 

기름진 고기는 입에만 맞는데 脂膏偏宜口 

동정귤을 가장 사랑하니 最愛洞庭橘 

코에도 향기롭고 입에도 달도다 香鼻又甘口66 

 

심수경(沈守慶, 1516-1599)의 『견한잡록(遣閑雜錄)』에는 “안평대군과 

성삼문· 임원준(任元濬, 1423-1500)이 각각 시를 지어 올렸”으며, 안평대

군은 그때 사연을 서술한 글과 시를 손수 쓰고 그림 잘 그리는 안견에게 

그림을 그리게 하였는데 명사(名士)로 계속 화답한 이가 매우 많았다”67

고 적고 있다. 이를 통해 〈임강완월도〉를 그린 화가가 안견이었으며, 이

용이 사건의 ‘내용을 손수 적을[手寫敍事]’ 만큼 서화합벽의 제작에 적극

적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용이 손수 경과를 적었다는 점은 〈몽

유도원도〉 권축에 이용이 쓴 기문을 떠올리게 한다. 이용을 비롯해 성삼

                                           

65 申叔舟, 위의 글, “予熟視之. 山高水靜. 明月高懸. 高人邀客臨江. 貳客侍坐. 方擧酒指月. 

有雁從西北來. 悠揚欲下. 遠者小. 近者大. 一一可數. 汀洲窈窕. 風露高涼. 氣象變化. 莫窮

一幅尺寸耳.” 강조와 번역은 필자. 
66 徐居正, 『筆苑雜記』 卷1. 이는 「橘詩」라는 제목으로 『列聖御製』에도 수록되어 있다. 

『慵齋叢話』 卷2에는 동궁으로 있던 문종이 귤을 집현전으로 보내면서 지은 것으로 되

어 있으나, 다른 자료에 비출 때 신빙성이 적다. 
67 沈守慶, 『遣閑雜錄』, “安平成任各製進. 安平手寫敍事及詩. 善畫安堅作圖名士繼和者甚多. 

徐居正亦和之.” 아울러 심수경은 서거정이 『筆苑雜記』에서 이용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

고 당시 近臣이 있었다고만 적은 점을 지적하며, “세조 때에 안평대군이란 말을 숨기려

고 근신이라고만 한 것이 아닌가(無乃世祖朝諱言安平而曰近臣耶)”하고 비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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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임원준, 서거정 이외에도 많은 이들이 글을 남겼다는 점 또한 심수경

의 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양성지(梁誠之, 1415-1482)는 「희우정에 호종해 왕명으로 짓다

(扈幸喜雨亭應制)」라는 시를 지었는데, 그 내용으로 비추어 보아 이 시가 

〈임강완월도권〉에 함께 실렸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양성지의 시는 앞

서 언급한 것과 동일한 전말을 운치 있게 전한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도성 서쪽 희우정 / 정자가 양화도 강변에 있네 / 행궁에 이날 임

금님 수레 멈추시니 / 큰 들판에 봄바람이 불 때로다 / 성공(성삼

문)이 호종해 하나하나 글자를 짚어가며 / 왕자(안평대군)와 더불어 

주선하시도다 / 오늘 저녁은 무슨 저녁인가, 달이 대낮처럼 밝고 / 

긴 강은 넘실넘실 서해로 흘러가네 / 대군이 이를 즐겨 작은 술자

리 열고 / 신선의 귤을 또 하늘에서 전해왔나니 / 재주 있는 임공

(임원준)도 그 자리에 있어 / 그림자 마주하지 않아도 세 사람이 

되었구나 / 한 잔, 한 잔, 또 한 잔 / 술잔 들고 다시 ‘임강선’을 짓

노라. / 나는 소동파가 적벽에 노닐며 / 천 길 끊어진 벼랑을 더위

잡고 오른 일이 부럽지 않네 / 또 채석강에서 이태백이 / 도포 차

림으로 강바닥 달을 잡으려 한 일도 관계없다오 / 다만 원하나니, 

저 만 길 푸른 파도를 가져다가 / 군왕의 은택으로 쏟아 부어 거

친 논을 적시기를 / 옥토끼의 영약을 취해다가 / 우리 성상 천년만

년 사시게 하기를 / 아아, 강물은 길게 흐르고 달은 오래 걸렸으며 

/ 강 위로 만고의 청풍이 삽상하게 불어오누나.68 

 

그런데 서거정의 「희우정야연도시(喜雨亭夜宴圖詩)」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실려 있어 눈길을 끈다.   

                                           

68 梁誠之, 『訥齋集』 卷5, 「扈幸喜雨亭應制」, “都城之西喜雨亭. 亭在楊花之江邊. 行宮此日

駐翠華. 政是大野春風天. 成公扈從仍校讎. 得與王子同周旋. 今夕何夕月如晝. 長江滾滾趍

海堧. 大君樂此開小酌. 仙橘又從天上傳. 才子任公亦在坐. 不必對影成三賢. 一杯一杯復一

杯. 擧杯還作臨江仙. 我不羨坡公赤壁遊. 斷岸千尺窮攀緣. 又不關采石江頭李太白. 錦袍捉

月江底懸. 只欲挹彼萬丈之滄波. 倒漾睿澤浸荒田. 又欲取玉兔之靈藥. 使我聖筭踰千年. 嗚

呼水長流月長在. 江上萬古淸風吹颯然.” 번역은 심경호, 『국왕의 선물 : 선물로 보는 조선

왕조실록』(책문, 2012)을 참조하고 어색한 부분을 필자가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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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世宗)께서 일찍이 희우정(喜雨亭)에 주필(駐蹕)하시어, 한림원

(翰林院)의 시종(侍從) 제신(諸臣)에게 술을 내리시고, 여러 공자(公

子)에게 명하여 연석(宴席)에 같이 참여하게 하였다. 이때 문종(文

宗)께서는 동궁(東宮)에 계셨는데, 동정귤(洞庭橘) 한 쟁반을 내리면

서 쟁반 겉에 쓰기를, “전단의 향기는 유독 코에만 향기롭고, 기름

진 고기는 유독 입에만 맛날 뿐인데, 이 동정귤은 코에도 향기롭고 

입에도 감미로운 것이 가장 사랑스럽다(檀栴偏宜於鼻 脂膏偏宜於口 

最愛洞庭橘 香鼻又甘口)”고 하였으므로, 신하들이 모두 상(上)께서 

내려 주심을 영광스럽게 여겨 그림을 그리고 시를 써서 세상에 전

하는 바이다.’69 

 

서거정 글의 제목이 ‘임강완월도시’가 아니라 ‘희우정야연도시’라는 점을 

근거로 선행 연구에서는 〈임강완월도〉와 〈희우정야연도(喜雨亭夜宴圖)〉

라는 두 점의 그림이 같은 날 그려졌다고 서술한 경우가 많았다.70 서거

정의 글에 쓰여진 이야기가 다른 이들의 글에 나타나는 것들과 거의 동

일하므로 서거정이 서술한 날이 앞서 〈임강완월도〉가 담은 날과 같은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여러 인사들의 시문과 그림을 함께 싣는 세종대 

서화합벽 제작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문예활동이다. 이와 같

은 작품 제작이 한 날에 함께 두 건이나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현실적으

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또한 〈희우정야연도〉라는 그림 제목이 오직 

『사가집(四佳集)』에만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서거정이 노래한 사

건은 결국 ‘임강완월’의 장면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문집에 

실린 글의 제목은 유고를 묶는 과정에서 추후에 정해지는 경우가 있기 

                                           

69 徐居正, 『四家詩集』 卷2, 「喜雨亭夜宴圖詩」 用諸公韻, “世宗之駐蹕喜雨亭也. 賜酒鑾坡

侍從諸臣. 命諸公子同宴. 文宗在東宮. 賜洞庭橘一盤. 寫盤面云. 檀栴偏宜於鼻. 脂膏偏宜於

口. 最愛洞庭橘. 香鼻又甘口. 臣等共侈上賜. 作圖題詠. 以傳于世.” 문종의 시는 『列聖御

製』와 다소 차이가 있다.  
7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세종시대의 문화』(태학사, 2001), pp. 252-253; 이종묵, 앞의 

글, p. 262 등에서 두 점의 그림이 제작되었을 것이라 언급하였고, 이것이 추후 반복해

서 인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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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71  

  

                                           

71 조규희 역시 조선시대 문인들의 문집에 실린 글의 제목은 경우에 따라 편집 당시 정

해졌을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조규희, 앞의 글,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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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세종대 서화합벽의 성격과 제작 배경  

 

Ⅱ장에서 살펴본 〈몽유도원도〉 권축의 구성과 여러 기록들을 통해 

세종대 서화합벽의 특징 몇 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로, 세종대 

서화합벽은 하나의 그림에 당대 여러 문사들의 글이 권축의 형태로 함께 

묶여 만들어졌다. 둘째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제작된 〈팔준도〉를 제

외한다면 서화합벽의 그림들은 모두 자연의 모습을 담은 산수화이다. 셋

째로, 모든 서화합벽의 제작에 안평대군 이용이 밀접하게 관여하였다. 다

음 장에서 이러한 특징들을 차례로 상세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1. 시화일률(詩畵一律) 사상과 문인아집(文人雅集) 

(1) 세종대 서화합벽의 형태적 특징 

Ⅱ장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이사마산수도〉와 〈팔준도〉(1446)를 제

외한 다른 모든 서화합벽은 두루마리 형태로 제작되었다는 것이 분명했

다. 〈몽유도원도〉 권축은 실제 작품이 전하고 있으며, 〈소상팔경도권〉과 

〈발암폭포시화축〉, 〈팔준도〉(1447), 〈임강완월도권〉 등은 남아 있는 문헌 

기록으로 두루마리 형태였음을 확인하였다. 만약 〈팔준도〉(1447)가 〈팔

준도〉(1446)에 준하여 제작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이 작품 역시 권축의 

형태였을 가능성이 높다. 두루마리의 작품 형태는 그림의 뒤로 여러 사

람들의 시문이 함께 이어진 세종대 서화합벽의 구성과도 관련된 것이다. 

Ⅱ장에서 서화합벽의 예로 언급했던 조선 후기 《천고최성첩》, 《만고기관

첩》 등은 글과 그림이 1대 1로 배치되는 형식이었다. 따라서 짝을 이루

는 그림과 글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서첩의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

이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세종대의 합벽 작품들에는 하나의 그림과 함께 

많은 이들의 글이 묶여야 했다. 따라서 세종대 서화합벽은 두루마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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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제작되었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글과 그림을 배치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한다면 지금은 작품이 남아 있지 않은 〈이

사마산수도〉 역시 횡권(橫卷)의 형태를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하나의 그림과 동시대의 시문이 여러 점 묶여서 작품이 구성된다는 

점도 세종대 서화합벽의 대표적 특징이다. 〈소상팔경도권〉과 〈발암폭포

시화축〉, 〈팔준도〉 두 점은 그림이 그려짐과 동시에 모든 시문이 제작되

었음이 거의 분명하다. 〈임강완월도권〉의 경우 일부 찬문은 앞선 글들이 

쓰여진 시점으로부터 얼마간 시간이 지난 뒤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임강완월도권〉에 관련한 『견한잡록』의 “안평대군은 그때 사연을 서술한 

글과 시를 손수 쓰고 그림 잘 그리는 안견에게 그림을 그리게 하였는데, 

명사(名士)로 계속 화답한 이가 매우 많았다(安平手寫敍事及詩 善畫安堅

作圖名士繼和者甚多)”는 기록은 그림과 찬문들의 제작 사이에 시간적 간

격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그러나 이 경우도 1447년 5월에 서

문을 씀으로써 서화합벽의 제작을 일단락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서화

합벽을 구성하는 시문들은 모두 동시대의 작품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점

은 〈이사마산수도〉와 〈몽유도원도〉 권축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글을 

쓴 사람들이 모두 세종시대의 인물이었다. 〈표 3〉의 제찬자 정보를 살펴

보면 세종대 서화합벽에 글을 남긴 인물들이 모두 당대에 활동했던 사람

들임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서화합벽 제작을 주도한 이

가 안평대군 이용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늦어도 1453년 이전에 모든 

찬문들이 쓰여졌을 것이라 추정된다. 계유정난으로 역적으로 몰려 이용

이 사망한 이후에는 그와의 교류를 암시하는 서화합벽 작품에 문인들의 

글이 더해지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세종대 서화합벽의 독특한 형태와 구성은 세종대 서화합벽을 이해하

기 위한 중요한 단서이다. 물론 동아시아 역사에서 그림에 글을 써 남기

는 방식은 자체는 드문 것이 아니었다. 특히 그림을 제재로, 혹은 대상으

로 시를 읊는 제화시(題畵詩)의 전통은 송대에 시작된 이래로 끊이지 않

고 이어져 왔다. 일반적인 경우 제화시는 그림의 여백에 쓰여지는 경우

가 많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세종대 서화합벽의 경우처럼 종이를 덧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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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별도의 시첩에 기록하기도 했다. 한반도에서는 고려 인종연간(1123-

1146)에 지어진 정여령(鄭與齡, ?-?)의 〈이상국의가장진주산수도(李相國家

藏晉州山水圖)〉가 현존하는 제화시의 가장 이른 예로 알려져 있다. 그 

이후로 조선 말기에 이르기까지 수 많은 제화시들이 꾸준하게 제작되었

다.72 그러나 이들 중에서도 세종대의 서화합벽에 비견할 만큼 많은 동시

대의 문사들이 한 점의 그림에 글을 남기는 경우를 찾아보기는 어렵다.73  

중국에는 제화시와 서화합벽의 예들이 더욱 다양하게 남아있다. 북송 

말기에 소식(蘇軾, 1037-1101)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고 여겨지는 제화시 

문화는 휘종(徽宗, 재위 1100-1125) 등에 의해 당대부터 활발히 전개되

었다.74 가장 이른 시기의 예로는 소식과 소철(蘇轍, 1039-1112) 등이 왕

선(王詵, 1048-1104)이 그린 〈연강첩장도(煙江疊嶂圖)〉(도 4-1)에 시를 적

어 교환한 것을 들 수 있다. 1088년 말에 소식과 소철은 왕공(王鞏, 11c-

12c)이 소장한 왕선의 〈연강첩장도〉에 직접 시를 적었으며, 왕선은 이에 

차운하여 다시 화답하였다. 그들 간의 시문 교환은 한 차례 더 이어졌으

며, 총 네 편의 시가 6주에 걸쳐 그림에 쓰여진 것이다.75 소식의 예와 

같은 송대의 전통은 이후 ‘시화일치론(詩畵一致論)’의 본격적인 확립과 

함께 제화시가 번성하는 근간이 되었다.  

원대에 들어 문인화가 크게 대두되자 제화시 전통은 더욱 크게 성행

하기 시작하였다. 세종대 서화합벽과 비견할 만한 규모의 작품이 제작된 

것도 이 시기에 이르러서였다.76 참고할 만한 가장 좋은 예는 조맹부(趙

孟頫, 1254-1322)가 그림을 그린 〈수촌도권(水村圖卷)〉(도 5-1)이다. 현재 

북경고궁박물원(北京故宮博物院)에 소장되어 있는 〈수촌도권〉는 〈작화추

색도(鵲華秋色圖)〉(도 6-1)와 함께 조맹부의 득의작(得意作)으로 잘 알려

                                           

72 이혜순, 「牧隱 李穡의 題畵詩 試考」, 『논총』 25(1987), pp. 55-70. 
73 장진성 역시 이 점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다. 장진성, 앞의 글(2016), pp. 7-8.  
74 제화시 전통의 시작과 전개에 관해서는 徐復觀, 「中國畵與詩的融合」, 『中國藝術精神』

(臺中: 私立東海大學, 1966), pp. 474-484 참조. 
75 Alfred Murck, Poetry and Painting in Song China: The Subtle Art of Diss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00), pp. 127-156. 
76 元代 제화시의 발달 양상은 包根弟, 「論元代題畵詩」, 『古典文學』 2(1980), pp. 317-3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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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작품이다. 작품에 실린 조맹부의 자제(自題)를 통해 대덕(大德) 6년

(1302)에 그림 〈수촌도〉(도 5-2)가 그려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림 자체의 

높이는 30센티미터 가량에 길이는 약 120센티미터 정도이지만, 덧붙여진 

제발을 모두 포함하면 10미터가 넘는 장권을 이룬다. 작품의 구성을 살

펴보면 두루마리의 서두에 “청화(靑華)”라는 건륭제의 어필이 가장 먼저 

배치되어 있다. 그 뒤로 조맹부의 그림과 문사들의 찬문들이 차례로 이

어진 모습이다.77 제찬의 일부는 그림의 여백에 쓰여졌으나 대다수의 찬

문이 별지에 적혀 그림과 함께 표장되었다. 글을 남긴 인물들은 조맹부

를 포함하여 총 49명이며 찬문의 수 역시 55편에 이른다. 따라서 그 형

태적인 측면에서 〈수촌도권〉은 세종대 서화합벽과 닮아 있다.  

그러나 〈수촌도권〉에 글을 남긴 많은 이들이 조맹부 이후세대의 인

물이라는 점은 〈수촌도권〉과 세종대 서화합벽의 구성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표적으로 전이도(錢以道, ?-?), 서관(徐關), 동기창, 진계

유(陳繼儒, 1558-1639), 이일화(李日華, 1565-1635) 등은 〈수촌도〉가 제작

된 시점으로부터 많은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글을 남겼다.78 이와 같은 

구성은 회화와 동시대의 글이 서문으로 묶여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는 세

종대 서화합벽과 분명하게 구분되는 것이다. 〈수촌도권〉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의 시화권은 그림이 제작된 이후 오랜 시간이 흐르며 찬문

의 수가 차례로 늘어난 경우가 대부분이다. 찬문은 그림을 수장한 이들

이 자신과 친분이 있는 다른 문사들에게 요청하여 쓰여지는 것이었다.79 

                                           

77 아직까지 〈水村圖卷〉의 제발과 인장을 분석해놓은 도록이나 논문은 없지만, 『石渠寶

笈』, 『淸河書畵舫』 등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張丑, 『淸河書畵舫』 卷10; 卞永譽, 『式

古堂書畵彙考』 券46; 『石渠寶笈初偏』 券14; 朱在理, 『鐵網珊瑚』 券12 참조. 그 밖에도 

Chu-Tsing Li, "Recent Studies on Zhao Mengfu's Painting in China," Artibus Asiae 53, no. 

1/2(1993), 195-210; Richard Vinograd, “"River Village: The Pleasures of Fishing" and 

Chao Meng-fu's Li-Kuo Style Landscapes,” Artibus Asiae 40, no. 2/3(1978), pp. 124-142; 

Sherman E. Lee and Wai-kam Ho, Chinese Art Under the Mongols: The Yuan Dynasty, 

1279-1368 (Cleveland: The Cleveland Museum of Art, 1968) 등에서 〈水村圖卷〉에 대해

여 단편적으로 언급한다.  
78 각각 1317년, 1347년, 1601년, 1623년, 1634년에 찬문을 남겼다.  
79 Shen C Y. Fu, “Reproduction and Forgery in Chinese Calligraphy(法書的複本與僞蹟),” 

Traces of the Brush (New Haven, Connecticut: Yale University Art Gallery, 1977), p.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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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장가들은 뛰어난 서예가들의 묵적을 그림의 제발로 남기고 싶어했는데, 

이를 통해 그림의 품격과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었다.80  

따라서 중국의 시화권에 찬문을 남긴 인물들은 그 수장사에 따라 다양하

게 구성된다. 또한 백 여년 이상이 지난 이후에 시화권에 찬문이 쓰여진 

경우도 매우 많다.81 이와 같은 특성은 조맹부의 또 다른 작품인 〈작화추

색도〉나 황공망(黃公望, 1269-1354)이 그림을 그린 〈부춘산거도(富春山居

圖)〉(도 7-1)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세종대 서화합벽의 형식적 특이성은 중국의 서화합벽 작품들과의 비

교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석거보급』과 『어제시집』에 서화합벽으

로 기록되어 있는 작품들을 다시 예로 들어보면, 가장 이른 시기의 서화

합벽 중 하나인 조맹부의 〈낙지론서화합벽(樂志論書畵合璧卷)〉은 ‘낙지론

(樂志論)’을 적고 이를 그려낸 일종의 시의도라는 점에서 세종대 서화합

벽과 구성상 차이를 보인다.82 다른 서화합벽 기록은 모두 심주 이후의 

오파, 혹은 동기창의 작품들이다. 이들 역시 마찬가지로 찬문의 수가 세

종대 서화합벽에 비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적거나, 후대에 제발이 쓰여 

새로이 표장된 것이었다. 예를 들어 당인과 왕총이 함께 만든 〈서화합벽

권〉의 경우 당인의 그림과 왕총의 「산거편(山居篇)」으로 이루어진 두루

마리로, 그림과 글씨 각 10점이 번갈아 배치되어 있는 작품이었다.83 또

한 건륭제가 임모하였다고 전해진 당인·문징명의 〈난정서화합벽권〉 역시 

당인의 〈난정도(蘭亭圖)〉와 문징명이 소해(小楷)로 쓴 「난정서(蘭亭序)」

가 함께 배치된 두루마리일 뿐이었다. 따라서 이들 작품 역시 그림을 중

                                           

80 그림에 쓰여지는 찬문과 그림의 가치, 이를 통한 인적 교류에 대해서는 Craig Clunas, 

Elegant Debts: The Social Art of Wen Zhengming, 1470-1559 (Honolulu :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4) 참조. 
81 일례로 〈수촌도권〉의 확인할 수 있는 收藏史는 다음과 같다. 錢德鈞(13c-14c) → 미상 

→ 文徵明(1470-1559) →王世懋(1536-1588) → 項元汴(1525-1590)∙董其昌(1555-1636) → 

미상 → 張應甲(17c)→納蘭性德(1655-1685). 皇室, 『淸河書畵舫』 卷10 下 참조. 
82 『御製詩四集』 卷37, “題趙孟頫 樂志論 書畵合璧卷…” 
83 『石渠寶笈』 卷6, 「明 唐寅 王寵 書畫合璧一卷」, “素牋本 唐寅著色畫 末幅 款識云 正德

癸酉暮春 寫唐寅 王寵書 山居篇 末幅 云 雅宜山人王寵書于石湖精舍 書畫相間 各十幅

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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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다수의 시문이 모여 만들어지는 세종대 서화합벽과 형식적으로 

구분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그림과 글이 함께 묶인 다양한 서화권

의 예 중에서도 세종대 서화합벽과 비견할 만한 작품을 찾기란 쉽지 않

다. 〈몽유도원도〉 권축에서 드러나는 것과 같은 동시대 시·서·화의 조화

는 세종대 서화합벽의 특징으로서 주목해 볼 만하다.  

 

(2) 회화의 지위 향상과 아집문화 

많은 수의 동시대 인물들이 그림과 글을 매개로 함께 연결되어 있는 

세종대 서화합벽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원말(元末) 강남지방에서 

크게 성행했던 문인 아집의 행위와 그 성격을 비교해 볼 수 있다. 원 말

기에 이르러서는 강남지방의 문인들을 중심으로 그림과 시를 통한 사회

적 교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고영(顧瑛, 1310-1369)이나 장경(張

經, 1310-1369)과 같은 재력 있는 인사들은 모임을 주최하여 수많은 사

람들을 초대하고 그림과 시를 함께 나누었다. 이와 같은 만남은 아집, 또

는 아회(雅會)라는 명칭으로 불렸다.84  

문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시를 나누는 아집은 원대 이전부터 존재했

다. 그 예로 조비(曹丕, 재위 220-226)와 조식(曹植, 192-232) 형제의 ‘서

원지회(西園之會)’와, 위진(魏晉) 교체기 죽림칠현(竹林七賢)의 모임, 왕희

지가 유상곡수(流觴曲水)를 펼쳤던 ‘난정아회(蘭亭雅會)’ 등을 들 수 있다. 

송대에 접어들어서는 점차 아집이 보편적인 문인사대부의 활동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예가 왕선의 ‘서원아집’이다.85 원대에도 

                                           

84 顧瑛과 張經에 대해서는 Yu Christina Yu, “Building a Community through Painting: 

Fourteenth Century Chinese Scholars,” Ph. D. diss., University of Chicago(2011), pp. 22-

83 참조. 
85 西園雅集은 송나라 元豊연간에 駙馬都尉였던 王詵이 (蘇軾, 王晉卿, 蔡天啓, 李耑叔, 蘇

子由, 黃魯直, 李伯時, 晁無咎, 張文潛, 鄭靖老, 秦少遊, 陳碧虛, 米元章, 王仲至, 圓通大師, 

劉巨濟 등 당시 문단의 거두 16명을 자신의 서원으로 초청하여 벌인 모임이다. 당시에 

李伯时가 그림을 그리고 米元章이 그림의 기문을 썼다. 이 〈西園雅集圖〉는 후세 문인들

과 화가들에 의해 수 차례 模寫되어 후대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趙启斌, 「中國繪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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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아집’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이와 유사한 형식의 모임들이 다수 행해

졌다. 아집의 기나긴 전통 안에서 특별히 원대의 아집을 세종대 서화합

벽에 참고할 예로서 언급한 것은 이 시기에 이르러 아집에서 회화의 비

중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86 원말의 대표적 아집 중 하나인 고영의 

옥산초당아집(玉山草堂雅集)을 예로 들어 원대 아집의 이와 같은 성격을 

살펴볼 수 있다.87   

14세기에 강남의 문인들 사이에서 유행한 아집의 문화는 사적인 교

류를 위한 것이었다. 문인들 중 부유한 재력을 갖춘 인물들은 별장을 마

련하고 그곳에 사람들을 모아 아집를 열었다. 그 대표적인 인물 중 한 

사람이 앞서 언급했던 고영이다.88 고영이 서른 살이 되었을 무렵부터 그

는 축적되어 있던 재산을 끌어 모아 곤산의 서쪽에 초당을 짓고 주변의 

정원을 가꾸는 데에 힘썼다. 아울러 그 곳의 이름을 옥산가처(玉山佳處)

                                           

史上的《文會圖》(下)」, 『荣寶齋』 2005年 第6期, pp. 84-95 참조.  
86 권석환, 「중국 중세 문인 사대부의 아집(雅集)과 그 시화적(詩畵的) 재현에 관한 연

구」, 『中國文學硏究』 35(2007), p. 138. 
87 일반적으로 원대 문인들의 사상과 문예를 바라보는 학계의 지배적인 경향은, 작품들 

속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타 민족에게 지배당하는 한족의 슬픔과 분노를 읽어내는 것이

었다. 이러한 해석의 방식을 통해, 원대 문인화가들의 그림은 이민족 통치자에 대한 저

항으로 읽히곤 했다. 유민의식의 변화와 이에 대한 학문적 접근에 관해서는 文貞恩, 

「南宋 遺民詩 硏究」,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pp. 8-17 참조.  

그러나 원대 안에서도 점차 시간이 흐르며 문인들의 저항과 분노의 감정 역시 변화

하는 모습을 보였다. 원대 후반기에 들어서 문인들이 느끼는 소외감은 오히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가족의 고난과 같이 사적인 일들로부터 기인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원 

말기에 이르러 혼란한 정국이 계속되자, 많은 학자들은 도리어 원 황실이 국정에 안정

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점을 염려하기도 하였다. 일부 학자들의 경우 문인들의 이러한 

태도를 ‘天命의 수용’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이 개념에 대해서는 Yu Christina Yu, 

op. cit., pp. 10-11 참조. 특히 원나라가 그 마지막을 맞이하는 14세기에는 문인들의 삶

과 예술활동에서 정치적 격정이나 처세에 대한 염려는 찾아보기 어려워진다. 대신 개인

의 안녕과 즐거움을 위한 그림과 글들이 다수 만들어지게 된다. 
88 고영은 昆山에 거주하던 인물로 阿瑛, 德輝라고도 불리었으며 자는 仲瑛이다. 그는 매

우 부유한 집안의 자손이었다. 그의 할아버지는 원 초기 路總管을 지냈으며, 아버지 대

부터는 관직에 나가지 않고 재산을 모으는 데에 힘썼다. 그 역시 여러 번 천거되었지만 

모두 나가지 않았다. 후에 원 말기의 전란에 재산을 모두 잃자 승려가 되어 스스로 金

粟道人이라 자칭하기도 했다. 한보광·임종욱 편, 『중국역대불교인명사전』(이회문화사, 

2011), 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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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붙였다.89 옥산가처에 옥산초당(玉山草堂)이 지어진 1340년부터 전쟁

에 의해 모든 것이 무너진 1360년대까지, 고영은 백여 명에 가까운 문사

들을 이곳의 손님으로 모셨다.90 고영이 편집한 『옥산초당명승집(玉山草

堂名勝集)』에 따르면 원(元) 지정(至正) 8년(1348년)에서 지정 16년(1356

년) 사이에 이 곳에서는 50여 차례의 아집이 열렸다고 한다. 당시 이곳

에 드나들었던 사람들은 장우(張雨, 1283-1350), 황진(黃溍, 1277-1357), 

황공망, 양유정(楊維楨, 1296-1370), 왕몽(王蒙, 1308-1385), 양기(楊基, 

1326-1378), 장저(張翥, 1282-1368) 등의 당대 최고 명사들이었다.91 이와 

같은 가객(歌客)들은 고영의 초당에 머물면서 문인들의 모임을 가졌고, 

시를 나누며 교류하는 것으로 그 값을 치렀다. 실제로 고영은 그들의 글

을 모아 『옥산박고(玉山璞顧)』 20권, 『옥산명승집(玉山名勝集)』 8권 등을 

남겼다. 특히 『옥산초당아집(玉山草堂雅集)』 13권에는 역대 아집 참가자 

73명의 시를 2954수 가량 수록하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시기 아집에서는 회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

게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1350년의 옥산초당 아집에 관한 기록이 

                                           

89 玉山佳處는 玉山草堂을 중심으로 桃花軒, 釣月軒, 來龜軒, 春暉樓, 鞦華亭, 芝雲堂, 可

詩齋, 讀書捨, 種玉亭, 小蓬萊, 小遊仙, 百花潭, 鳴玉洞, 碧梧翠竹堂, 浣花溪, 拜石壇, 漁莊, 

春草池, 金粟影, 淡香亭, 君子亭, 綠波亭, 絳雪亭, 聽雪齋, 雪巢, 書畫舫, 柳塘春, 白雲海, 

湖光山色樓, 嘉樹軒, 放鶴亭, 綽山亭, 東亭, 西亭 등 36개의 부속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張玉華, 「玉山草堂與元明之際東南的文士雅集」, 『廣西社會科學』 10(2004)을 권석환, 앞의 

글, pp. 43-44에서 재인용. 
90 David Sensabaugh는 자신의 글에서 고영의 아회에 대하여 상세히 다룬 바 있다. 

David Sensabaugh, “Guests at Jade Mountain: Aspects of Patronage In Fourteenth 

Century K’un-Shan,” Chu-tsing Li ed., Artists and Patrons: Some Social and Economic 

Aspects of Chinese Painting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89), pp. 93-100. 

이 글에서 그는 회화 제작에 있어 고영의 역할이 서구적 개념의 patron과는 다르다는 

점을 예리하게 지적했다. 실제로 고영은 작품 제작을 구체적으로 주문한 적이 없다. 15

세기 이탈리아에서의 patron의 개념은 주관적이고 능동적인 주문자에 가까웠다. Patron

은 그림의 주제, 지불방식, 완성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림을 주문하였다. 

Michael Baxandall은 이 점에 주목하여 당대 후원자들을 ‘client’ 개념으로 설명하려 하

였다. Michael Baxandall, Painting and Experience in Fifteenth-Century Italy: A Primer in 

the Social History of Pictorial Styl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72) p. 2 참조. 
91 그 밖에도 倪雲林, 朱珪, 柯九思, 陳旅, 陳基, 鄭元佑, 宋沂, 姚文煥, 張渥, 唐元, 郭翼, 

呂誠, 徐達左 등에 대한 기록 『玉山名勝集』에서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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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잘 보여주는 예들 중 하나이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아집에서 “오

국량(吳國良)은 소(簫)를 불고, 진유윤(陳惟允)은 금(琴)을 타고, 조선장(趙

善長)은 그림을 그렸으며, 셋은 모두 시를 쓰는 것을 면제받았다”고 한

다.92 이는 곧 아집의 참가 자격과 같았던 시작(詩作) 행위를 음악과 회

화가 대체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전 시기 아집에서 회화의 역

할은 사건을 기록하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마원(馬遠, 

1165?-1225?)의 그림으로 전칭되는 〈춘유부시도(春遊賦試圖)〉(도 8-1)등

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원말에는 여기서 더 나아가 회화가 시와 

같은 위상을 가지고 아집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옥산초당에서는 조선장 이외에도 다양한 이들이 그림을 통해 아집에 

참여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여성(吕城)은 고영의 부탁을 받아 ‘옥산가처’

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림으로 남겨 사람들과 공유했다. 1348년의 모임에

서는 장악(張渥, d. 1356)이, 1348년 모임에서는 양용(良用)이 각각 그림을 

그렸다는 기록이 남아있으며, 1362년의 모임에서는 장수중(張守中, act. 14

세기 중엽)이 그림을 그려 모임에 참여하였다. 1350년과 1356년에는 조

원(趙原/元, act. 1350-1375)이 적어도 세 점의 그림을 옥산에서 그렸던 

것으로 보인다.93 이와 같은 기록들을 통해 14세기 옥산초당에서는 화법

에 능한 자들이 그림을 그림으로써 한 사람의 역할을 온전히 해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그림 또한 마치 시가 그러했듯이, 사람들 사

이의 교류와 교감을 이끌어 내는 예술적 매개체로 여겨졌던 것이다.  

원대 아집에서 드러나는 회화에 대한 높은 평가는 송대부터 꾸준히 

높아져온 회화의 지위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회화의 지위는 그림과 시

가 본래 같은 곳에서 출발했다는 ‘서화동원(書畵同源)’의 사상이나, 시와 

그림은 본래 한가지라는 ‘시화일률론(詩畵一律論)’의 생각과 밀접하게 연

관된 것이었다. 북송의 대표적인 문인이었던 소식은 당나라 때의 문인화

가 왕유(王維, 699?-759)의 그림에 대하여 “시는 형체가 없는 그림(無形詩)

                                           

92 “吳國良以吹簫, 陳惟允以彈琴, 趙善長以畫序首, 各免詩.” 顧瑛, 『玉山遺稿』 卷2, p. 24, 

『叢書集成續編』(上海: 海書店出版社, 1994). 번역은 필자. 
93 顧瑛, 위의 책, pp 7-8; pp. 10-11; p.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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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그림은 소리가 없는 시(無聲詩)”라고 읊었다. 이는 곧 문인들이 생

각하는 가장 높은 경지의 예술인 시와 그림이 동등한 가치를 지닐 수 있

음을 말해주는 것이었다.94 소식의 이와 같은 사상은 시대를 지나며 이어

져 내려왔다. 남송의 궁정화원들은 시문의 뜻을 그림으로 옮겨내는 시의

도를 통해 그림의 품격을 시와 같게 만들었으며,95 조맹부와 같은 원대 

문인들은 의식적으로 서예와 그림 사이의 관계를 강조했다.96 이러한 일

련의 과정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회화가 시나 서예와 같은 지위에 오를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비록 원대 아집에서는 종합적인 문예작품으로서의 서화합벽 제작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림과 시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한 자리로 모여들었다는 점만으로도 14세기 아회의 예는 세종

대 서화합벽과 비교할 만하다.97 15세기 조선에서 역시 14세기 원대 강

남에서와 같이 시화일률 사상에 배경을 둔 회화의 지위 향상이 이루어져 

있었다. 이미 고려 문종(文宗, 재위 1046-1083)대부터 한반도에는 소식이 

사상이 전해졌다. 명종(明宗, 재위 1170-1197)대에 이르러서는 당대 문인

들이 소식의 화론을 온전하게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진화와 이인로의 글

로 확인할 수 있다.98 이인로는 “시(詩)와 그림이 묘한 곳에서 서로 도와

                                           

94 문인들이 직접 그림을 그리는 전통은 이미 北宋代부터 있어왔다. 그러나 문화적인 위

계에 있어서, 오랜 시간 동안 그림은 시나 서예보다 언제나 낮은 위치에 있어왔다. ‘詩

書畵’라는 용어는 시와 서예와 그림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음을 말해주는 동시에, 그 형

식들 간의 위계를 암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기도 했다. ‘시서화’ 용어의 사용과 그 의미

에 관해서는 나종면, 「18世紀 詩書畵論의 美學的 志向」,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참조. 
95 南宋 궁정화원들의 詩意圖에 관해서는 Richard Edwards, “Painting and Poetry in the 

Late Sung,” Words and Images: Chinese poetry, Calligraphy, and Painting, Alfreda Murck 

and Wen C. Fong eds. (New York: Metropolitan Museum of Art, 1991), pp. 405-430 참

조. 
96 趙孟頫의 서화관에 관해서는 Wen Fong, “The Yuan Dynasty: The Rise of Self-

Expression,” Images of the Mind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in Association with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4), pp. 94-129. 
97 원대와 달리 세종대 대규모 서화합벽 제작을 가능하게 했던 동인으로 IV장에서 언급

할 안평대군 이용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98 고려시대 소식의 시화일률론 수용과 활용에 관련해서는 조규희, 「고려 명종대 소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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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것이 한결같다 하여 옛사람이 그림을 소리 없는 시(無聲詩)라 이르

고, 시를 운이 있는 그림(有韻畫)이라 하였다”고 말하며 시화일률론에 대

한 이해를 드러낸 바 있다.99 12세기부터 이미 전해져 있던 시화일률의 

개념은 조선 초기 문인들에게 낯선 것이 아니었다. 신숙주가 「화기」에서 

그림이 “만물의 이치를 면밀히 탐구하고, 널리 듣고 많이 아는 것에 있

어서 장차 시와 더불어 공을 같이 할 것(至於精覈物理. 博聞多識. 則將與

詩同功矣.)”이라 언급한 것이나, “시는 소리 있는 그림이요 그림은 소리 

없는 시다(詩爲有聲畵畵詩無聲詩)”라 말한 점 등은 그림에 대한 조선 초

기 문인들의 생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100 〈비해당소상팔경시권〉의 제화

시에서 유의손이 “그림 속에 또한 시의 의미를 담았다(畵中亦有詩中意)”

라고 읊은 것이나, 박팽년이 ‘시는 그림 같고, 그림은 시 같아(詩如畵畵如

詩)”라고 노래한 것 또한 분명히 시화일률 사상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101 

이와 같이 소식의 시화일률의 사상은 조선 초기 사대부들에게 전해져서 

그림의 지위를 시에 가깝게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이론적 배경이 되어 주

었다.  

15세기에 다른 어떤 시기보다 많은 제화시들이 제작되었다는 점도 

세종시대에 그림의 지위가 높았음을 방증한다.102 제화시의 유행은 회화

와 시의 교류에 기반을 둔 것인 만큼, 시화일률의 사상과도 분리될 수 

없었다. 고려(高麗)부터 이어져 내려온 제화시 창작 전통은 15세기에 들

어와 더욱 화려하게 전개되었다. 고연희는 고유섭의 『조선화론집성』을 

토대로 15세기 제화문학 작품 현황을 기록한 바 있다.103 고유섭에 따르

                                           

시화일률론(詩畵一律論)과 송적팔경도(宋迪八景圖) 수용의 의미」, 『미술사와 시각문화』 

15(2015b), pp. 6-27 참조. 
99 李仁老, 『東文選』, 「題李佺海東耆老圖後」, “詩與畫. 妙處相資. 號爲一律. 古之人以畫爲

無聲詩. 以詩爲有韻畫.” 
100 申叔舟, 『保閑齋集』 卷4, 「畵記」.   
101 그 밖에도 姜希顔, 「畵跋鄔陸王主簿所畵折枝二省」; 申叔舟, 『保閑齋集』, 「題匪解八景

圖詩卷」, “詩爲有聲畵, 畵爲有聲詩” 등 다양한 문헌 기록들에서 시화일률 사상을 읽어낼 

수 있다.  
102 15세기 제화시에 대해서는 이은주, 「15世紀 題畵詩 硏究」,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참조. 
103 고연희, 앞의 글, p. 56. 



- 47 - 

 

면 신숙주, 성삼문, 강희안 등은 각각 55수, 24수, 35수의 제화시를 남겼

다. 특히 서거정의 경우 그 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서 그의 제화시 325수

가 지금까지 전해진다. 이들 수치는 조선 초기 제화시의 성행을 양적으

로 뒷받침 해준다. 또한 문인들의 문집에서 이들 제화시가 차지하는 비

중이 높다는 점은 당대 문인들의 삶에서 그림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는 것을 말해준다.  

하나의 회화를 중심으로 여러 시문이 모인 세종대 서화합벽에서 그림

의 중요성은 다른 어떤 문예형식에서보다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몽유도

원도〉 권축의 예에서 확인하였듯, 당대 수많은 명사들이 하나의 그림을 

매개로 묵적을 남겨 합벽을 이루어낸 결과물이 세종대 서화합벽이기 때

문이다. 세종대 문인들에게 그림은 단순한 여기(餘技)를 넘어 시적 완상

의 대상이었다. 고려 때부터 받아들여온 시화일률론은 회화의 위상을 높

이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다. 아울러 이와 같은 회화의 위상 향상은 세종

시대에 그림을 중심으로하는 문예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중요한 배경

이었던 것이다.  

 

 

2. 조은(朝隱) 개념과 회화의 역할 

(1) 무로마치 시대(室町時代) 시가지쿠(詩畵軸)와 은일(隱逸) 

세종대 서화합벽을 구성하는 회화가 모두 자연을 소재로 하는 산수화

라는 점은 서화합벽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실마리이다. 왕명으

로 제작된 특별한 경우인 〈팔준도〉를 제외한다면, 모든 세종대 서화합벽

은 한 점의 산수도를 중심으로 여러 시문이 묶여 제작되었다. 따라서 문

인들이 함께 완상하고 뜻을 나누기 위한 그림의 소재로 산수자연이 선호

되었던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다. 물론 산수화는 당대(唐代) 이래 가

장 잘 즐겨 그려진 회화 분야였다. 조정의 어지러움과 대비되는 이미지

로서 산과 자연은 은거와 귀거래의 이상에 대한 전통적인 은유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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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는 무로마치 시대(室町時代) 고잔(五山) 선승들의 시가지쿠(詩畵軸)

를 살펴봄으로써 세종대 서화합벽의 제작 배경과 의미를 추론하고자 한

다.104 시가지쿠 역시 산수화를 중심으로 모인 시회의 결과물이라는 점에

서 세종대 서화합벽과 유사한 문예형식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자료가 부

족한 세종시대 회화연구에 중요한 참고가 되어줄 수 있다.  

시가지쿠는 그 글자 그대로 그림과 시가 함께 쓰여진 두루말이 형식

의 작품을 의미한다. 일본에서의 시가지쿠는 무로마치 시대, 그 중에서도 

오우에이 연간(應永年間, 1394-1428)에 선종 승려들에 의해 주로 제작되

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시가지쿠를 말할 때는 무로마치 선승들의 서화

합작 작품 형식을 일컫는 경우가 많다.105 무로마치 시가지쿠는 수묵으로 

그려진 회화와 한문으로 쓰여진 찬시가 결합된 것이었다. 주로 종축(縱

軸) 형태로 제작 되었고 그림과 함께 많은 이들의 시가 함께 쓰여졌다는 

점에서 세종대 서화합벽과 그 구성이 유사하다. 시가지쿠에는 10명 이상

의 사람들이 쓴 글들이 함께 모이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 경우 대다

수의 찬문들이 그림과 함께 제작되었다는 것 역시 세종대 서화합벽과 닮

은 점이다. 

일본에서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대표적인 시가지쿠 〈계음소축도(溪陰

小築圖)〉(도 9)를 살펴보면 시가지쿠의 형식과 제작 양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계음소축도〉는 세로 101.5cm, 가로 34.5cm의 종축 작

품이다. 두루마리 상단에는 다이가쿠 슈스(大岳周崇, 1345-1423), 교쿠엔 

본포(玉畹梵芳, 1348-1424), 리추 겐레이(履中元體, ?-1413), 다이구 쇼치

(大愚性智, ?-1439), 다이슈 슈츄(大周周奝, 1348-1419) 등 당대 선승의 제

시가 쓰여 있으며, 그 바로 아래로 다이하쿠 신겐(太白眞玄, ?-1415)이 쓴 

「계음소축시화서(溪陰小築詩畵序)」가 배치되어 있다. 하단의 그림은 산 

속 물가에 자리잡은 서재의 모습을 담고 있다. 그림은 남선사의 승려 시

                                           

104 『扶桑五山記』에 다르면 五山을 꼽는 방식은 鎌倉와 京都가 서로 달랐다. 교토의 경우 

五山之上으로 남선사를 두고 天龍史, 相國寺, 建仁寺, 東福寺, 萬壽寺를 꼽았으며 大德寺

가 더해지기도 했다. 가마쿠라의 경우 健長寺, 圓覺寺, 壽福寺, 淨智寺, 淨妙寺를 꼽았다. 
105 鎌倉時代 제화시의 전개 양상에 대해서는 鎌倉國寶館 編, 『鎌倉の詩畵軸: 室町水墨畵

と五山禪僧の周邊』(鎌倉: 鎌倉國寶館, 198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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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쿠(子璞)가 자신의 서재에 ‘계음(溪陰)’이라고 이름 붙인 것을 축하하기 

위하여 시하쿠의 지인이 그린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다만 시하쿠의 서

재가 실제로 시중(市中)에 있었던 것과는 달리 그림 속 서재는 산 속에 

있는 모습이다. 이는 그림이 시하쿠 마음 속에 자리잡은 ‘계음’ 서재의 

모습을 그려낸 것이기 때문이었다. 106  서문과 글에는 모두 그림에 대한 

언급이 있어서 그림이 그려지고 난 뒤에 시들이 쓰여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계음소축도〉에서 알수 있는 것처럼 무로마치 선승들이 시를 나누는 

중심에도 회화가 자리잡고 있었다. 시가지쿠는 선승들들 역시 앞서 살펴

본 원대의 강남 문인 및 세종대의 문인들이 그러했듯이, 회화를 단순한 

여기가 아닌 시적 완상의 대상으로 보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시가지쿠에

서 드러나는 이같은 회화의 쓰임은 이전 시기 일본의 역사에서는 찾아보

기 어려운 것이었다. 시가지쿠의 형식과 관련해서는 중국에서 유학하고 

일본으로 돌아온 선승들이 저명한 고승들뿐만 아니라 중국의 문인관료 

및 유학자들과도 활발히 교류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107 또한 

일본의 요청으로 중국으로부터 많은 고승들이 내일(來日)하여 최신의 중

국 문화를 소개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인적 왕래와 문화적 교류를 통

해 중국에서 유행하던 사상과 문화가 수용되곤 했다.108 실제로 무로마치 

                                           

106 『大日本史料』 第七編에 의하면, 箱書에는 ‘明兆筆’이라고 기록되어 있었다고 한다. 明

兆는 도쿄 東福寺의 승려로, 불화에 뛰어났던 吉山明兆(1352-1431)를 말하나 이는 분명

치 않다. 심경호, 「일본 五山의 山水圖(書齋圖) 詩畵軸의 題詩文에 관한 일 고찰」, 『한문

학논집』 42(2015), pp. 158-159. 
107 『上海博物館: 中國繪畵の至寶』 東京國立博物館 홈페이지 칼럼에서, 救仁鄕秀明는 일

본에 있어서 書齋圖 詩畵軸의 발생과 유행의 원인으로, 중국의 시문 및 문인(陶淵明, 杜

甫, 蘇軾 등)에의 동경과 元代의 산수화가 유행한 점이 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한 바 있

다.  
108 실제로 선종 승려들은 중국 문인 문화에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에, 일부 학

자들의 경우 文人僧이라는 용어로 그들을 지칭하기도 한다. 玉村竹二(1911-2003)의 영

향을 받은 많은 학자들은 이러한 문인적 지식이 선승들의 종교적 순수성을 약화시켰다

고까지 평가하기도 한다. 문인승 용어의 사용에 대해서는 Martin Collcutt, Five 

Mountains: The Rinzai Zen Monastic Institution in Medieval Japan (Cambridge, MA: 

Council on East Asian Studies, Harvard University, 1981) p. 1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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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승들이 소식의 글을 인용하고 변주한 다양한 기록들은 중국에서 널리 

알려져 있던 소식의 시화일률론을 무로마치 선승들 역시 체화하고 있었

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말해준다.109 회화를 중심으로 시가 모이는 시가

지쿠의 형식 역시 중국에서 전해진 소식의 사상을 배경으로 확립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계음소축도〉에 실린 신겐의 서문은 작품이 제작된 동기를 말해준다. 

신겐은 서문을 통해서 시중에 서재를 지으며 ‘계음소축’이라고 이름 붙여 

산 속의 은둔처와 같이 간주한 시하쿠의 은일 관념을 높이 평가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매화가 염천의 아래에 피어난 것을 음영한 바에 陳與義의 시가 

일상을 초탈한 깊이가 드러나 있다. 남국의 파초를 설경 속에 그려 

넣은 바에 王維가 전하고자 하는 천상의 소식이 있다. 둘 다, 마음 

속에 會得한 것이 드러나온 것이어서, 물질세계에 구애하는 일이 

전혀 없다. 그런데 남선사의 승려 시하쿠는 禪林의 衆僧들이 모이

는 곳에 몸을 두면서도 그 書齋에는 溪陰小築이라고 이름을 붙였

다. ‘저자에 문을 두고도 물을 마음으로 삼는다’라는 것(한나라 鄭崇

의 고사)은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 하는 말이 아니겠는가! 이 또한 

마음속에 회득한 것이라고 말해도 좋은 것이다…” 110 

 

신겐의 시에서 보이는 은일을 긍정하는 태도는 다른 시가지쿠의 제화시

들에서도 여러 차례 반복해서 나타난다. 또 다른 대표적 시가지쿠인 〈죽

재독서도(竹齋讀書圖)〉(도 10-1)의 서문에서 선승 지쿠운 도렌(竺雲等廉, 

1383-1471)은 『논어(論語)』 중 「이씨(李氏)」의 “은거로서 그 뜻을 구하고 

행의로서 그 도에 다다른다(隱居以求其志 行義以達其道)”는 구절을 인용

한 바 있다. 그는 은거와 출사[行義] 사이의 모순을 논하며 은일을 상찬

                                           

109 정세진은 선승들의 시를 통해 일본인들이 소식을 경모하고 소식의 시를 향유하였음

을 확인하였다. 정세진, 「蘇軾 詩와 관련된 일본 五山禪僧들의 讀後詩에 관한 연구」, 

『중국문학』 78(2014), pp. 131-156 참조. 
110 〈溪陰小築圖〉의 제시와 서문의 번역은 島田修二郞·入谷義高 監修 『禪林畵讚: 中世水

墨畵を読む』(東京: 每日新聞社, 1987)에서 한 차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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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오센 케이산(橫川景三, 1429-1493) 또한 시가지쿠의 서문에서 시

를 통해 자연 속에 머무름을 다음과 같이 노래했다.  

 

“만년봉 아래 오랫동안 동참하여 

노년에 이르러 구름과 함께 한 암자로 돌아가려 하네  

세월이 저물고 다른 것 없어 서리와 눈만 쌓인 바닥에  

소나무가 있고 대나무가 있어 그대와 셋을 이루네”111  

 

그 밖에도 무로마치 시대에는 〈계음소축도〉나 〈죽재독서도〉와 같이 

고승의 서재를 그린 그림들이 여러 점 제작되었다. 슈분(周文, ?-?)의 작

품으로 널리 알려진 〈수색만광도(水色巒光圖)〉(1445)(도 11-1)가 그 대표

적인 예이다. 이들 ‘서재도 시가지쿠(書齋圖 詩畵軸)’에서는 산속의 서재

를 그리고 노래함으로써 자연으로 돌아가 은거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

하는 경우가 많았다.112  

시가지쿠의 은거지향적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가지쿠의 

제작 주체였던 무로마치 시대 선승의 지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시가지쿠에 시를 남기고 은거의 의지를 표현하는 선승들은 고잔의 여러 

절들에서 이름을 널리 알리던 승려인 경우가 많았다.113 일반적인 선(禪)

에 대한 편견과는 다르게 이와 같은 선승들은 바쿠후(幕府) 및 궁정(宮廷)

과 교류하며 문인관료와 같은 지위를 얻었다. 문필에 뛰어난 승려의 경

우 바쿠후나 슈고다이묘(守護大名)들에 의해 관료로 영입되었다. 이는 당

시에 많은 선종 승려들이 중국에 유학하며 선진 문물과 한문에 관한 지

식을 익혔다는 점과 관계가 깊다. 유학에서 돌아온 선승들은 자신의 제

자들과 지식을 공유했으며, 승려들이 가진 앞선 지식은 그들이 무로마치 

                                           

111 橫川景三, 「松竹齋詩序」, “萬年峰下舊同參, 投老歸與雲一庵, 歲晩無他霜雪底, 有松有竹

與君三.” 원문은 심경호, 앞의 글, pp. 170-171에서 재인용. 번역은 필자. 
112 詩畵軸에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은일사상에 관련해서는 Joseph D. Parker, Zen 

Buddhist Landscape Arts of Early Muromachi Japan (1336-1573)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9), pp. 135-154 참조. 
113 態谷宣夫, 「應永年間の詩畵軸」, 『美術硏究』 4(1932); 星山晉也, 『玉畹の隱逸と墨蘭』(東

京: 早稲田大學大學院文學硏究科, 1991)에서 이에 대해서 이미 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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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안에서 권력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발판이 되었다. 따라서 선승들

은 종교적 권위와 정치적 영향력을 동시에 지닌 지적 주체로서 무로마치 

시대에 활약할 수 있었던 것이다.114 

그러나 선승들이 가진 종교적 이상이 적극적인 정치 참여와 훌륭하게 

부합하는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무로마치 선승들은 정치∙사회와 관련된 

세속적 요구들과 종교적인 소명(召命) 사이에서 생겨나는 모순을 해소할 

방안이 필요하였다. 이를 위해 선승들은 그림에 시를 적고 뜻을 나누는 

모임을 즐겨 가졌으며, 시와 그림을 통해 자신들이 은일을 동경한다는 

점을 부각시키곤 했다. 앞서 시하쿠가 시중에 자리잡은 서재를 산속 암

자로 부름으로써 자신을 은거자와 같이 표현한 것 역시 이와 같은 의도

에서 비롯된 것이다. 115  여러 사람들이 모여 각자의 의견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여러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시회는 자연을 향한 자신의 취

향을 공론화 하기에 매우 적절한 통로였다. 은일의 개념을 담은 무로마

치 시가지쿠는 자연 속에 자신을 위치시키고 이를 나누어 알리고자 하는 

선승들의 집단적 노력이 만들어 낸 결과물인 것이다.  

 

(2) 조정의 은거자: 조선 사대부의 은일 경향 

조선 초 사대부들에게도 출사(出仕)와 대비되는 은일의 개념은 중요

한 것이었다. 아울러 전통적으로 은일의 배경이었던 자연 역시 그들에게 

중요한 공간이었다. 특히 15세기 사대부들에게 관직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자연 속에서 사는 귀거래(歸去來)와 은일의 개념은 하나의 이상

향과 같았다. 귀거래를 통한 은거는 조선이라는 새로운 국가의 지배 이

념인 유가에 잘 부합하는 것이었다.116  

                                           

114 무로마치시대 일본의 권력구조 속 선승의 위치에 관해서는 Thomas Keirstead, The 

Geography of Power in Medieval Japan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pp. 46-72 참조. 
115 심경호, 앞의 글(2015), pp. 158-167. 
116 이의철은 조선시대 은일사상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도가적/유가적/도연명식 은일로 

구분하여 사대부문학에서 구현되는 양상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은일사상이 조선 전

기 사대부들 사이에서 널리 퍼져 있었음을 증명했다. 이의철, 「朝鮮前期 士大夫文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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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조선 전기 사대부 문인들은 ‘출사’의 의지와 ‘은일’의 이상 사

이에서 지속적으로 갈등해왔다. 유배기에 도연명(陶淵明, 365-427)을 탐

독하고 은일을 찬사했던 정도전(鄭道傳, 1342-1398)은 조선 개국 후에는 

지식인으로서 임무를 다하지 않는 귀거래 의식을 비판하기도 했다.117 신

숙주 역시 〈몽유도원도〉 권축에서는 ‘출사’의 우월함을 은유하기도 하였

으나, 훗날 ‘귀래정(歸來亭)’을 지어 문인들의 평가를 받는 등 ‘은일’을 추

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귀거래의 이념은 때로 출사의 욕구를 뒤

로 감추게 할 만큼 사대부 문인들에게 중요한 이상이었던 것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조선 전기 사대부들이 관직에서 벗어나고자 실질적으로 

노력했던 흔적을 찾기 어렵다. 서거정의 글에서도 사대부들의 이와 같은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대저 옛사람 중에 출처와 진퇴의 바름을 얻기로는 도연명만한 사

람이 없다. 이후 뜻을 가진 선비 중 누가 어려서 배우고, 장성하여 

행하고, 늙어서 물러나, 처음과 끝을 온전히 하기를 바라지 않겠는

가? 공명이 마음을 흐린다거나 처자가 자신이 하려는 바에 누가 

되는 일이 생기면 마땅히 귀거래해야 할 것인데도 돌아가지 않는 

것이 모두 요즘 세상의 풍조가 되어, 결국 산림[林下]에 은거하는 

사람이 없다는 비난이 있게 되었다. 나는 또 옛날의 군자가 출사해

서는 일정한 녹이 있으며 거할 때는 일정한 업이 있어서 나아가고 

물러남에 여유로울 수 있다고 들었다. 지금 출사하는 자들은 대부

분 官을 집으로 삼고 거주함에 일정한 생업이 없으니 한번 봉급을 

잃으면 돌아 갈 곳이 없어 배회하여 머뭇거리게 되고, 이 때문에 

자리를 탐하고 녹을 훔친다는 비방을 초래하게 되니 안타깝구

나!”118 

                                           

隱逸思想 硏究」,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5) 참조. 
117 鄭道傳, 「寫陶詩」, 『三峯集』 卷1; 「讀東亭陶詩後序」, 『三峯集』 卷4. 
118 徐居正, 「歸來亭記」, 『四佳文集』 卷二, “盖古人得出處進退之正者 莫如潛. 後之有志之

士 孰不欲幼而學 壯而行 老而退 以 全終始者哉! 一有功名玷其心 妻子累其欲 當歸去 而

不歸去者 滔滔皆是 遂有以 來林下無人之誚. 予又聞古之君子 仕有常祿 居有常業 故其進

退綽綽. 今之仕者 大抵以官爲家 居無常業 一失其俸 無所於歸 徘徊顧望 以招貪位之譏 竊

祿之謗 惜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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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정은 은거하지 않고 관직의 끈을 놓지 못하는 이들에게 쏟아지는 

비난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아울러 은일하지 못하고 출사하는 이유로 

자신들이 경제력이 부족하며 돌아갈 곳 또한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

나 조선 초의 경제상황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거

처를 잃을 것을 걱정할 만큼 생활고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다.119  서울에 거주하는 현직 관리와 군인들에게는 과전(科田)이, 중대한 

사건에 공로를 세운 공신들에게는 공신전(功臣田)이 각각 지급되었고, 그 

밖에도 왕의 특명으로 지급하는 별사전(別賜田) 등이 사대부 경제력의 

근간을 마련해 주었다. 공신전을 받은 자는 그 규모에 차이가 있지만 태

조(太祖, 재위 1392-1398)대에만 1,600명에 달했고 세조(世祖, 재위 

1455-1468)대에 이르러서는 더 많아져 경기 지역 토지부족의 원인으로 

지목 받기도 할 정도였다.120 서거정은 세조에게 신망을 받았고 51세에는 

순성명량좌리공신(純誠明亮佐理功臣) 3등에 녹훈(錄勳)되었던 인물이었

다.121 따라서 그가 은거를 하지 못하는 이유로 경제력을 든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122  

                                           

119 조선의 신흥 사대부는 지방에 기반을 두었다는 전통적 해석과 달리, 조선 전기 가장 

유력한 양반 가문은 한양 주위에 계속해서 거주해왔다. 또한 경기도 坡平에 있던 順興

安氏의 토지 사례 등은 조선 전기 사대부 가문의 토지가 수도 부근에 위치하면서 경제

적 기반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조선에 접어들어서도 유지된 대규모 농장들은 

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제공했으며, 공신전과 함께 分給된 노비는 사대부의 노동력이 

되었다. 고려 말부터 이어진 주요 개국 공신 가문의 막대한 부와 관련해서는 John 

Duncan, The Origins of the Chosŏn Dynasty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00), pp. 89-98 참조. 
120 김옥근, 『韓國土地制度史硏究』(대왕사, 1980), pp. 239-273. 
121 서거정이 臨津, 楊州, 廣州 일대에 여러 채의 별장을 소유한 재력가였음을 『四家集』

을 통해 알 수 있다. 송희준, 「徐居正 文學 硏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96), pp. 

25-28 참조. 
122 이와 함께 조선 초기 문인들은 歸去來의 동기와 목적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거

나 회피하고 있다는 점 역시 지적할 필요가 있다. 그들에게 ‘귀거래를 통한 은일’이란 

현실 정치에 참여하여 자신의 뜻을 다 이루고 난 후 자연으로 물러난다는 ‘은퇴’의 다

른 표현일 때가 많았다. 이것은 현실 정치에 대한 좌절과 소외감에서 비롯된 孔子나 陶

淵明의 심각한 出處觀과 는 성격이 다른 이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李恩珠, 앞의 글, p. 

50. 



- 55 - 

 

은거하지 못하는 스스로를 변명하기 위해 조선 초 사대부들은 ‘조은

(朝隱)’과 ‘시은(市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조셉 파커

(Joseph Parker)는 무로마치 초기 산수화의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은거를 

들면서 이를 ‘조은’과 ‘시은’의 용어를 통해 설명한 바 있다.123 ‘조정[朝]’

이나 ‘도시[市]’라는 말은 ‘은일[隱]’과 함께 어울리기에 다소 모순적으로 

보인다. 본래 은일이란 속세 문명의 중심지로 여겨지는 조정이나 도시에

서 벗어나 관직을 멀리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잔 선승

들을 자연과 문명의 전통적인 이분법에 의문을 제기하며 스스로 조정에

서 은거를 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124 

조선 초 사대부들의 태도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들은 출사가 

은일보다 우월함을 보이기 위해 ‘조정에 숨는 것[朝隱]’을 논하였다. 홍귀

달(洪貴達, 1438-1504)의 글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세상에서 대은(大隱)이란 조정에 숨는 것(隱於朝者)이라고 하였으

니, 이것은 본래 은일(隱逸) 중에서도 더욱 나은 것이다. 그런데 公

(노사신)같이 은일한 자가 누가 있겠는가? 公은 박식하지만 자랑하

지 않았고, 지위가 높았어도 스스로 높다고 하지 않았다. …… 거처

하는 바가 항상 하늘에서 노니는 것이었으나 사람들은 알지 못했

으니, 거의 천은(天隱)이었다.”125 

 

강희맹(姜希孟, 1424-1483) 또한 “돌아가지 않아도 돌아감을 얻는다(不歸

歸便得)”는 표현으로 이를 설명한 바 있다.126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조정

이나 속세에 은일하는 것이야말로 산림에서 은일하는 것보다 우월하다’

는 위진대(魏晉代) 사대부들의 ‘조은’ 개념을 끌어다 씀으로써 출처(出處)

                                           

123 또한 그는 무로마치 산수화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은거였으며, 바로 그 점에서 

중국 원대의 문화와도 상통한다고 보았다. Joseph D. Parker, op. cit, pp. 17-18.  
124 Ibid., p. 138. 
125 洪貴達, 『虛白亭集』 卷2, 「天隱堂記」, “世有大隱焉 爲隱於朝者也. 是固隱之尤者 然孰有

如公之隱者乎? 公識博而不自多 位極而不自高…居常天遊 而人莫知其然 殆天隱也.” 
126 姜希孟, 『私淑齋集』 卷2, 「作首尾吟送人南歸五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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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127 이와 같은 사대부들의 태도는 

결국 그들이 권력을 지향하는 것에 안주하였음을 말해준다.  

조선 초기 문인들이 누각, 정원, 가산(假山), 산수화 등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가자연(假自然)’과, 명산을 오르고 고적을 둘러보는 ‘기행’에 유난

히 애착을 가졌던 것 역시 은거를 희구(希求)했던 사상적 경향 아래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성임(成任, 1421-1484)과 성현(成俔, 1439-1504), 채수

(蔡壽, 1449-1515), 서거정 등이 함께 송도를 여행하고 남긴 「유송도록(遊

松都錄)」은 당시의 기행 열풍을 보여준는 대표적인 자료이다.128 그러나 

관직에서 바쁜 나날을 보내는 많은 문인들은 현실적으로 기행을 다녀오

기 어려운 처지에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자연으로 떠나지 않고도 은일

의 공간을 유람할 수 있는 ‘와유(臥遊)’의 개념에 몰두하곤 하였다.  

‘가자연’은 이와 같은 문인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도구였다. 강희맹

이 남긴 「가산찬(假山贊)」을 통해 자연의 대체물을 소유하고자 하는 당

대 문인들의 경향을 읽어볼 수 있다.  

 

“올려 산을 만들어 높이는 겨우 한 길쯤 되며 그 뒤에다 항아리를 

두어 맑은 샘물을 담고 항아리 중간에 구멍을 뚫어 산의 중허리로 

통하게 하여 가는 물줄기가 졸졸 흘러 떨어지는 곳은 요란한 폭포

가 되고 흐르는 곳은 평지가 되며 송죽(松竹)과 화초를 심어 울창

한 수풀을 이루었다. 조석으로 바라보면 뭇 봉우리가 쭝긋쭝긋하여 

중봉을 옹위하고 뭇 골짝이 울툭불툭하여 그윽한 동부(洞府)가 되

고 곁봉과 비낀 잿마루가 낱낱이 형태가 달라 삼산(三山)과 오악

(五岳) 이 모여서 한 덩이가 된 것 같으며 물이 부딪칠 때는 성낸 

물결이 바람을 머금고 뿜는 거품은 구슬이 뛰어 마치 황하(黃河)가 

용문산(龍門山)을 부딪쳐 온 산골이 진동하는 것 같다가 고요히 흐

르게 되면 맑고 깊고 넓어서 동정호(洞庭湖)나 팽려(彭蠡)가 해와 

달을 삼키고 뱉고 하는 것 같아서 나의 생각하는 바에 따라 각기 

참된 형상을 드러내니 참으로 신기하다. 중경 씨의 말이, “생전에 

                                           

127 魏晉代의 士大夫들 역시 朝隱의 개념을 스스로를 위한 변명으로 사용하였다. 崔雄赫, 

「陶淵明 田園詩 硏究」,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91), p. 41. 
128 徐居正, 『續東文選』 卷21, 「遊松都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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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奇觀)과 장유(壯遊)를 좋아하여 일찍이 송도(松都)에 노닐고 오

구산(五寇山)을 올랐고 또 일찍이 금강산 비로봉 꼭대기에 올라 동

해바다를 내려다보니 한 사발 물과 같이 보였다.” 하였는데, 지금 

중경 씨가 청리(淸羸)의 병을 안고 있으니, 반드시 이를 대하면 더

욱 와유(臥遊)하는 흥이 겨울 것이다”129 

 

성임은 남산 아래쪽에 돌을 이용한 가짜 산(石假山)을 만들고 주변의 

문사들에게 글을 지어달라는 부탁을 했다. 위 글은 이에 응하여 강희맹

이 썼던 것이다. 강희맹은 성임의 석가산을 마무리하면서 자리에 누워 

자연을 여행한다는 ‘와유’의 개념을 가지고 왔다. 이승소(李承召, 1422-

1484), 서거정, 성현 등 역시 와유의 맥락에서 성임의 석가산을 논하였

다.130 이들은 석가산이야말로 집안으로 자연을 가지고 들어와서 자연의 

정취를 그대로 즐길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문인

들은 이처럼 자연을 모방한 정원을 만들고 명산을 유랑한 기록을 남기면

서 자신들이 자연을 그리워함을 밖으로 드러내려 애썼다. 

실제의 자연을 ‘가자연’으로 대체하고 은일의 이상을 ‘조은’으로 합리

화하려는 시도는 산수화에서 그 정점을 이루었다. 회화의 경우 ‘가자연’

의 다른 매체들보다도 상대적으로 더 높은 위상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산수화가 문인들이 추구하는 이상적 풍경을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동시에, 시화일률의 사상을 통해 시와 같은 예술적 완상의 대상으로 여

겨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직관적으로 모사하는 대상을 드러내면서도 

시와 같은 위상을 가지고 있는 매체라는 점에서 산수화는 가장 좋은 ‘가

                                           

129 姜希孟, 『私淑齋集』 卷5, 「假山贊」, “吾友昌寧成重卿氏, 於堂後隙地, 纍石爲山, 高僅一

丈, 置甕其後, 貯以淸泉, 穴甕腹, 通山腰, 細流淙淙然落爲亂瀑, 流爲平地, 植諸松竹花卉, 

蔥鬱成林. 昕夕望之, 羣峯嵯峨, 拱揖中岳衆 壑嶙峋, 幽爲洞府, 側峯橫嶺, 面面異狀, 如三

山五岳, 萃爲一塊, 水之激也, 怒浪涵風, 噴沫跳 珠, 如河激龍門, 震蕩山谷, 及爲安流, 澄深

淵廣, 如洞庭彭蠡呑吐日月, 隨吾所想而各露眞形, 眞絶奇也. 重卿氏曰: “生好奇遊壯觀, 嘗

遊松都, 登五冠, 陟天磨. 又嘗東登楓岳毗盧頂上, 俯 瞰滄海, 如視盃盂.” 重卿氏今把淸羸, 

必能對此, 而益酣臥遊之興矣.” 
130 李承召, 『三灘集』 卷9, 「石假山」; 徐居正, 『四佳文集』 卷1, ｢假山記｣; 成俔, 『虛白堂文

集』 卷1, ｢石假山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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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의 도구였다. 따라서 사대부 문인들은 산수화를 즐겨 감상하고 자연

을 상찬하곤 하였다.  

무로마치 선승들이 함께 모여 산수를 그린 서재도에 은일을 노래한 

것처럼, 세종대 서화합벽의 중심에도 산수화가 있었다. 세종대 서화합벽

의 찬문이 충분히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조선의 사대부들 역시 그림을 

보며 은일에 대한 희구를 가식(假飾)하였는지를 직접 확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몽유도원도〉 권축에서 최항이 “맘 못 놓는 벼슬길은 참새 무서

운 말똥굴레, 분분한 세상 꼴은 달팽이 뿔의 두 나라. 선경으로 가는 길 

어찌 다시 찾을 것이며, 출렁이는 세파에서 어떻게 몸을 빼어낼까(擾擾

宦情螳怖雀 紛紛世態觸爭蠻 可堪回首壺天路 安得抽身陸海瀾)”라고 읊은 

것에서 드러나듯이, 회화 속 자연을 바라보는 문인들의 시선이 긍정적이

었음은 분명해 보인다. 산수자연을 그리워하는 ‘조정의 은거자[朝隱]’들의 

마음이 바탕에 있었기에, 비록 각각의 작품들의 주제가 다름에도 세종대 

서화합벽의 중심에 산수화가 자리잡을 수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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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안평대군(安平大君) 이용(李瑢)과 세종대 서화합벽 

 

1. 세종대 문화예술(文化藝術)과 이용 

세종대 서화합벽의 제작에 안평대군 이용이 중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

었다는 점은 서화합벽의 사회적 의미를 밝혀줄 중요한 특징이다. 〈몽유

도원도〉 권축은 이용의 꿈에서 시작된 작품이며, 〈비해당소상팔경시권〉 

역시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용이 주도하여 제작한 서화합벽이다. 

〈발암폭포시화축〉의 제작을 지시하고 시를 모은 인물 역시 이용이며, 

〈임강완월도권〉에는 작품을 제작하게 된 경위를 직접 적기도 하였다. 또

한 〈이사마산수도〉를 하사하였으며, 〈팔준도〉 제작에는 그의 측근인 안

견이 그림을 맡았다.131 이용이 죽고 난 이후 오랜 시간 동안 조선에서 

세종대 서화합벽과 같은 형식의 작품이 제작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

다면, 이와 같은 특징적인 문예활동을 이용과 분리하여 다루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이용이 어떤 인물이며 세종시대에 어떤 위치에 있었

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그가 주도했던 세종대 서화합벽의 의미를 확인해 

볼 것이다.  

 

(1) 이용의 생애 

안평대군 이용(李瑢, 1418-1453)은 세종이 소헌왕후(昭憲王后, 1395-

1446)와의 사이에 둔 여덟 대군 중 셋째였다. 그는 자(字)를 청지(淸之)라 

하였으며, 호(號)는 비해당(匪懈堂), 낭간거사(琅玕居士) 혹은 매죽헌(梅竹

                                           

131 안견은 이용의 초상을 그린 바 있으며, 이용의 수장 서화 목록 〈표 4〉에 포함된 조

선 화가는 안견 한 사람뿐이다. 신숙주는 이에 대해 1445년에 이미 안견과 이용의 교류

가 오래되었다고 기록하였다. 申叔舟, 『保閑齋集』, 「畵記」, “我朝得一人焉. 曰安堅. 字可

度. 小字得守. 本池谷人也. 今爲護軍. 性聦敏精博. 多閱古畫. 皆得其要. 集諸家之長. 緫

而折衷. 無所不通. 而山水尤其所長也. 求之於古. 亦罕得其匹. 於匪懈堂. 陪遊已久. 故其所

畵最多.” 강조는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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軒)을 썼다. 1428년 안평대군에 봉해지고 이듬해 좌부대언(左副大言) 정

연(鄭淵)의 딸과 결혼하였다.132 1430년에는 성균관에 입학하였으며, 함경

도에 육진(六鎭)이 신설되자 1438년에 다른 왕자들과 함께 13살의 나이

로 나가 야인을 토벌하였다는 기록도 남아있다.133 이후 문종의 죽음 이

후 고명대신(顧命大臣)이었던 황보인(皇甫仁, ?-1453), 김종서 등의 문신들

과 힘을 합쳐 수양대군(首陽大君) 측의 세력과 맞서고, 인사권을 주도하

는 황표정사(黃票政事)에도 관여하는 등 점차 조정에서의 힘을 키워갔다. 

그러나 1453년 계유정난으로 수양대군에 의해 강화도로 귀양 보내졌고 

이후 교동(喬桐)으로 옮겨져 결국 사사되었다. 1747년 영조(英祖)시대에 

복관(復官)되기 전까지 이용은 그 불명예를 씻지 못했다.  

이용에 대해 남겨진 기록 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은 『단종실록(端宗實

錄)』의 내용이다. 그러나 계유정난 이후의 정치상황을 고려했을 때, 실록

에는 수양대군 측의 시각이 반영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다. 대

표적인 기록들을 일부 살펴보면 먼저 성현은 이용이 자유로운 성격에 어

디에도 얽매이지 않았으며, 많은 분야에 능통해서 다양한 사람들과 그 

계급 고하를 막론하고 교류하였다고 적어 남겼다.134 박팽년의 경우 이용

이 “천성이 총명하고 학문이 날로 새로워져 육경의 심오한 뜻을 연구하

지 않은 것이 없었지만, 그 중에서 시를 더욱 깊이 연구하였다”고 언급하

며 그의 학문적 뛰어남을 칭송하였으며,135 김안로(金安老, 1481-1537)는 

중국의 사신 예겸이 이용의 서예를 보고 감탄한 이래로 중국에서 이용의 

글씨가 잘 알려졌다는 일화를 남기기도 했다.136 그 밖에도 “학문을 좋아

                                           

132 『世宗實錄』 卷1, 卽位年(1418) 9月 19日(丙寅); 『世宗實錄』 卷43, 11年(1429) 正月 20

日(丁卯), “安平大君 瑢, 娶左副代言鄭淵之女.” 
133 『世宗實錄』 卷48, 12年(1430) 5月 17日(丙辰), “命晋平大君 瑈, 安平大君 瑢, 臨瀛大君

 璆, 入學于成均館.” 
134 成俔, 『慵齋叢話』 卷2, “招聚文士. 作十二景詩. 又作四十八詠. 或張燈夜話. 或乘月泛舟. 

或占聯或博奕. 絲竹不絶. 崇飮醉謔. 一時名儒無不締交. 無賴雜業之人. 亦多歸之. 棋局與子

皆用玉. 亦用金泥塗字. 又令人織紬綃. 卽縱筆揮灑. 眞草亂行. 人有求者. 卽擧與之. 事多類

此.” 강조는 필자. 
135 朴彭年, 『朴先生遺稿』, 「榴花詩卷後敍」, “匪懈堂天性聰明. 學問日新. 六籍之蘊. 靡不硏

究. 而其於詩也尤深.” 
136 金安老, 『龍泉談寂記』, “詔使倪謙之來. 申文忠公叔舟與之遊. 嘗手把一集. 衣面以小楷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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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더욱 시문이 뛰어났으며 서법이 천하 제일이 되었고, 그림과 음악

도 잘하였다. 성격이 들뜨고 방탕하며 옛 것을 좋아하고 경치를 탐하였

다”는 기록이 있어 눈길을 끈다.137 이를 종합하면, 이용은 학문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 뛰어났으며 그 성격이 자유로워 다양하게 사람을 사귀었

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2) 이용의 문예활동 

대군으로서의 지위와 풍부한 경제적 자산을 바탕으로 이용은 세종대 

문화예술의 중심적인 역할을 맡았다.138 이용의 문예 활동에서 가장 돋보

이는 부분은 앞에서 서술했던 서화합벽의 제작이다. 그 밖에도 이완우는 

이용의 문예활동을 불사·시문·서화 분야로 구분하여 서술한 바 있다. 이

는 곧 이용이 사실상 당대 문화예술과 관련한 모든 부분에 크게 관여하

였음을 말해준다.139  

이용이 주도한 대표적인 문예활동의 예는 불사를 들 수 있다. 그가 

만우를 비롯하여 신미(信眉, ?-?), 엄상좌(嚴上座) 등의 고승과 교류하였던 

사실이나 여러 불사를 주도한 일 등은 각종 문헌에서 쉽게 그 기록을 찾

을 수 있다. 140  1446년 소헌왕후의 명복을 빌고자 자대암에서 거행했던 

                                           

泛翁 文忠之字也 二字. 乃匪懈堂筆也. 倪謙見之曰. 筆法甚妙. 此誰氏作. 文忠詭言吾友姜

景遇也. 謙出紙求書. 文忠贈以仁齋書. 謙曰非一筆也. 世廟聞之曰. 王孫公子貴乎文雅. 其於

藝何諱. 令匪懈堂書與之. 後國人赴燕者求妙筆. 燕人曰. 爾國自有第一. 何勞遠購. 以是知淸

之 匪懈堂之字也 之蹟見重於中國也.” 
137 成俔, 『容齋叢話』 卷2, “匪懈堂以王子好學. 尤長於詩文. 書法奇絶. 爲天下第一. 又善畫

圖琴瑟之技. 性又浮誕. 好古貪勝. 作武夷精舍于北門外. 又臨南湖. 作淡淡亭. 藏書萬卷.” 
138 『世宗實錄』 卷76, 19年(1437) 正月 12日(壬寅), “…晋陽大君 瑈、安平大君 瑢、臨瀛大

君 璆, 前受科田三百結, 各減五十結…今後大君之田, 毋過二百五十結…” 등의 기록을 통해 

이용의 財源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특히 이용은 후사가 없는 誠寧大君의 양자로 들어가 

뒤를 이었는데, 그 과정에서도 상당한 유산을 물려받았을 것이라 여겨진다. 『承政院日

記』 高宗, 10年(1873) 2月 8日(丁巳), “…則誠寧大君十四歲早卒後, 以太宗命使安平大君立后

於誠寧大君矣…”  
139 이완우, 「安平大君 李瑢의 文藝活動과 書藝」, 『미술사학연구』 246·247(2005), pp. 73-

115. 
140 『世宗實錄』 卷116, 29年(1447) 6月(丙寅) 2번째 기사. “守溫之兄, 出家爲僧, 名曰信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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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경불사나, 문종 초년에 선왕을 위한 불사를 주관한 것 등이 대표적이

다. 특히 이용은 대자암(大慈庵)을 왕실 원찰로 삼아 비호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용은 임금에게 아뢰어 대좌암의 무량수전을 헐고 극락전

을 새로 짓기도 하였으며, 그 밖에도 불경을 봉안할 전각을 짓는 등 적

극적으로 불사를 이끌었다.141  

조선 초 서적의 편찬에도 이용이 관여한 바가 켰다. 1443에는 수양대

군과 함께 중국에서 세자에 대한 고사를 기록하여 올리는 일을 맡았고, 

그 다음 해에는 집현전의 최항, 박팽년, 신숙주, 강희안(姜希顔, 1417-

1464) 등이 『운회(韻會)』를 번역하는 일을 할 때 수양대군과 함께 책임

을 맡았다.142 또한 1445년 집현전 김문(金汶, ?-1448), 신석조, 이예, 김수

온 등이 의관들과 함께 편집한 『의방유취(醫方類聚)』의 감수를 맡아보기

도 했다.143 이용은 세종 사후에 정치적으로 더욱더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서적 간행과 같은 문예활동을 통해서도 잘 드

러난다. 문종이 즉위한 1450년에 이용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역대제

왕명현집(曆代帝王名賢集』과 『왕희지진행초(王羲之眞行草)』, 『조자앙진초

천자(趙子昻眞草千字)』 등의 서법판본을 바쳐 교서관으로 하여금 모인(模

印)하게하는 등 활발한 간행 활동을 이어갔다.144  

그 밖에도 집현전 신진 문사들과 함께 여러 종의 문학서를 편찬할 만

큼 이용이 시문에 조회가 깊었다는 사실 또한 주목할 만하다. 이용은 

1443년부터 신석조 등의 집현전 학자들과 함께 『찬주분류두시(纂註分類

杜詩)』의 주석 작업을 맡아 하였다. 이 무렵 이백, 두보, 위응물(韋應物, 

737-792), 유종원(柳宗元, 773-819), 구양수(歐陽脩, 1007-1072), 왕안석(王

安石, 1020-1086), 소식, 황정견(黃庭堅, 1045-1105) 등의 시를 선발하여 

엮은 『당송팔가시선』을 편찬하였고, 황정견의 시집을 가려 뽑아 『산곡정

수(山谷精粹)』를 엮었으며, 매요신(梅堯臣, 1002-1060)의 시집인 『완릉매

                                           

首陽大君 瑈、安平大君 瑢 酷信好之, 坐信眉於高座, 跪拜於前, 盡禮供養.” 
141 『文宗實錄』 卷1, 卽位年 2月 18日(癸巳) 6번째 기사. 
142 『世宗實錄』 卷103, 26年(1444) 2月 16日(丙申) 1번째 기사. 
143 『世宗實錄』 卷110, 27年(1445) 10月 27日(戊辰) 2번째 기사. 
144 『文宗實錄』 卷4, 卽位年(1450) 11月 10日(庚戌) 5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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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시집(宛陵梅先生詩集)』을 편찬하기도 하였다.145  

 

(3) 이용의 서화 수장 

서화활동과 관련해서는 이용이 당대 최고의 서화 수장가였다는 사실

이 가장 눈에 띈다. 조선 초기 서화 수장에 관해 남아있는 기록들은 모

두 왕실 인사들의 수장활동에 대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용과 영

응대군(永膺大君) 이염(李琰, 1434-1467)의 서화 수장활동이 두드러졌

다.146 대군들은 자신의 지위를 바탕으로 다양한 이들과 교류하며 서화를 

수집할 수 있었으며, 때에 따라 왕실에 소장된 귀중한 서화를 하사받기

도 하였다. 특히 이용의 경우 그와 학문적·예술적 교유를 가졌던 집현전 

문사들이 이용의 활발한 서화 수장 활동을 이끌었을 것으로 보인다. 당

대 이용과 교류하던 많은 문인들이 서화감평에 안목이 있었다는 점은 이

와 같은 추측을 방증한다.147 특히 이용과 막역한 교유를 했던 신숙주는 

그림이 인간의 심성을 도야하고 내적인 충족감을 고양시킨다고 주장하며 

이용의 서화 수집과 완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148  

수장가로서 이용은 호고적인 취향을 가지고 있었고, 서화 수집에 대

해 매우 열정적이었음은 여러 문헌기록들에 잘 드러난다. 신숙주는 이에 

대해 「화기」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145 成三問, 『續東文選』 卷94, 「八家詩選序」; 崔恒, 『太虛亭集』, 「山谷精粹序」 참조. 비교

적 최근 발견된 『唐宋八家詩選』 판본에서 이용의 서문을 비롯하여 최항, 박팽년, 신숙

주, 이선로, 이개, 성삼문의 제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상세사항은 南權熙, 「麗末鮮初의 

出版文化史 一考察 -金秉九 所藏資料를 中心으로」, 『古印刷文化』 제7집(청주: 고인쇄박

물관, 2000), pp. 91-99 참조. 
146 李琰은 세종이 薨逝한 이후 내탕고의 서화들을 상당 수 물려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용과 이염의 서화 收藏과 관련해서는 황정연, 「15세기 서화 수집의 중심, 안평대군」, 

『내일을 여는 역사』 37(2009), pp. 202-221 참조. 
147 김남이의 「집현전 학사의 세계관과 문학관」, 『우리 한문학사의 새로운 조명』(집문당, 

1999)과 박사학위논문 「집현전 학사의 문학연구」(이화여대박사논문, 2001)에서 안평대

군 주변 인물의 세계관과 문학관을 다룬 바 있어 참고할 만하다. 
148 申叔舟, 『保閑齋集』, 「畵記」, “觀乎此者 苟能以彼之沖淡高雅 樂吾之性 以彼之豪健振厲 

養吾之氣 則豈小補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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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당(匪懈堂)이 서화를 사랑하여, 남이 한 자의 편지 한 조각의 

그림이라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 반드시 후한 값으로 구입

하여 그 중에서 좋은 것을 선택하여 표구를 만들어 수장하였다.”149   

 

이용이 수장했던 작품들을 모두 알 수는 없으나 신숙주의 「화기」에

서 그 일부를 기록하고 있다. 이를 〈표 4〉에 정리하였다. 신숙주의 글에 

따르면 1435년부터 1445년까지의 10여 년 간 이용은 222점의 서화를 

수집해 소장하였다. 1445년에 이용이 불과 28살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

면 222점의 서화는 평생을 걸쳐 행해졌을 그의 서화수장 활동의 일부에 

불과할 것이다. 실제로 실록이나 문집의 기록들에서도 〈만학운연도(萬壑

雲煙圖)〉와 같이 신숙주가 기록하지 않은 이용의 서화 수장품을 확인할 

수 있다.150 이용이 중국의 수많은 서화 작품을 수집할 수 있었던 경로를 

분명히 알기는 어렵다. 다만 연행을 다녀온 인사들 및 명나라 사신과의 

교류가 그의 서화 수장에 큰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1453년 수

양대군이 연행에서 돌아와 이용에게 중국 서첩을 주자 매우 기뻐했다는 

기록을 통해 이를 짐작해 볼 수 있다.151 

이용의 여러 활동을 종합해보면 그가 세종시대부터 계유정난 전까지 

조선 문화예술의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용가 가진 대군

으로서의 지위와 풍부한 재력, 뛰어난 능력은 이용이 서적 간행과 각종 

불사, 서화 활동을 비롯한 각종 문예활동에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했던 것이다. 이용이 당대 사회·경제· 문화 전반에 걸쳐 매우 비중 

있는 인물이었다는 사실은 곧, 그가 제작을 주도했던 서화합벽 역시 세

종대 회화활동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을 것임을 방증한다. 안평대군 

이용은 조선 초기 문화계의 중심에서 시·서·화의 조화를 자랑하는 세종대 

서화합벽의 제작을 주도해냈던 것이다. 

                                           

149 申叔舟, 『保閑齋集』 卷4, 「畵記」, “匪懈堂. 愛書畫. 聞人有尺牋片素. 必厚購之. 擇其善

者. 裝䌙而藏之.” 
150 徐居正, 『四佳集』 卷14, 「題貴公子萬壑雲煙圖」 참조. 
151 『端宗實錄』 卷5, 1年(1453) 2月 14日(辛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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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안평대군 이용 수장 서화 목록152  

                                           

152 申叔舟 『保閑齋集』, 「畵記」; 안휘준, 앞의 책, 48-51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안휘준은 

순번 시대 작가 작품명 수 순번 시대 작가 작품명 수

1 동진(1인) 顧愷之 刻本水石圖 1 61 長林倦雲圖 1

2 畫佛 2 62 水墨雲山圖 1

3 畫僧 2 63 松石圖 1

4 王維 山水圖 1 64 顧迎卿 靑山白雲圖 1

5 雪霽江行圖 1 65 疏林蕭散圖 1

6 高閣臨江圖 1 66 山水圖 1

7 李公麟 甯戚長歌圖 1 67 羅稚川 雪山圖 1

8 眞書潮州印本 1 68 戲馬圖 1

9 風竹圖 1 69 牧馬圖 1

10 雪竹圖 1 70 任賢能 牽馬圖 1

11 春竹圖 1 71 狂風轉蕙圖 2

12 風竹圖 1 72 懸崖雙淸圖 2

13 筍竹圖 4 73 彩竹圖 2

14 山水圖 2 74 金聲圖 1

15 朔風飄雪圖 1 75 震齋 雲龍圖 1

16 夏景靑嵐圖 1 76 山水圖 2

17 水石圖 1 77 古木圖 2

18 風雨圖 1 78 宋敏 墨竹圖 1

19 江雪圖 1 79 王冕 墨梅圖 5

20 載鶴圖 1 80 葉衡 脩竹圖 1

21 古木平遠圖 2 81 知幼 墨竹圖 2

22 一水圖 1 82 八景圖 8

23 平沙落雁圖 1 83 江天晚色圖 1

24 江天暮雪圖 1 84 絶岸雙淸圖 1

25 林亭圖 1 85 奔流宗海圖 1

26 急雨圖 1 86 江天一色圖 1

27 鬪牛圖 2 87 雪霽天寒圖 1

28 崔慤 秋花野鴨圖 1 88 黃鶴樓 1

29 行書 26 89 滕王閣 1

30 墨竹 2 90 雨後新晴圖 1

31 鮮于樞 草書 6 91 雪霽餘寒圖 1

32 木花圖 10 92 輕嵐匹練圖 1

33 草花圖 4 93 霽雪鋪溓圖 1

34 果木圖 4 94 一水國輕嵐圖 1

35 敗荷鷺鷥圖 1 95 江鄕遠翠圖 1

36 海靑圖 3 96 起粟生花圖 1

37 桃花鷂子圖 1 97 春雲出谷圖 1

38 鴉鶻圖 1 98 幽雲滿壑圖 1

39 謝元 海棠折枝圖 1 99 狂風急雨圖 1

40 海花圖 1 100 虯龍反走圖 1

41 杏花圖 1 101 長林細路圖 1

42 江亭雪霽圖 1 102 銀河倒掛圖 1

43 長林雪滿圖 1 103 絶壁圖 1

44 春曉煙嵐圖 1 104 墨梅竹 1

45 長江圖 1 105 水墨白雲圖 1

46 滕王閣圖 1 106 山水圖 2

47 華淸宮圖 1 107 蘆雁圖 1

48 瀟湘八景圖 8 108 花木圖 2

49 二十四孝圖 12 109 長松圖 1

50 古木圖 1 110 龜 1

51 懸崖峻閣圖 1 111 梨花 1

52 長松茅舍圖 1 112 杏花 1

53 溪居灌盆圖 1 113 松鶴 1

54 喬仲義 染彩山水 8 114 花鵝 1

55 劉道權 水墨山水 1 115 四牛 1

56 山中看書圖 1 116 王勃事實印本 1

57 幽林採藥圖 1 117 後園山水 1

58 畫佛 3 118 雅鶻 1

59 溪山雨過圖 1 119 樓閣 1

60 絶岸圖 1 120 古木山水 1

吳道子

郭忠恕

당(2인)

송(6인)

蘇軾

文可

郭熙

원(21인)

趙孟頫

王公儼

陳義甫

劉伯熙

李弼

馬遠

顔輝

張彦甫

未詳

張彦甫

조선 安堅

鐵關

息齋

周朗

張子華

원(21인)

未詳

雪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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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종대 서화합벽의 정치성 

(1) ‘고아한 만남’과 회화의 역할 

조선 초기 사대부들은 함께 모여 시를 읊고 뜻을 나누는 시회를 즐겨 

가졌다. 이는 문인들에게 단순한 여기 이상의 정치적 의미를 가지는 행

위였다. 실제로 훗날 계유정난(癸酉靖難)을 통해 이용이 축출되는 과정에

서 그의 시회가 역모를 꾸미고 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었다는 점은 시

회의 정치적 성향을 단적으로 드러내 주는 예이다.153 새로 세워진 국가

의 주도 세력이었던 사대부들은 스스로의 권력에 당위성을 부여하고 자

신들의 정체성을 공고히 할 필요를 매순간 절실하게 느꼈다. 아울러 정

권을 둘러싼 이합집산(離合集散) 속에서 서로가 같은 뜻을 가졌음을 확

인하는 유대의 모임 또한 그들에게 끊임없이 요구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림을 중심으로 여러 사람이 함께 글을 나누는 서화합벽 

제작 행위는 서로의 뜻을 확인하고 집단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기 위한 

좋은 수단이 되어주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원대 옥산아집의 모습을 묘사한 우립(于立, 1340s–

1350s)의 글에 다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고영이 주최한 1347년 여름

의 아집에서 우립이 남긴 글은 다음과 같다.  

 

“지정(至正) 10년(1347) 7월 6일에, 오수(吳水) 서쪽 용문사의 승려 

                                           

「畵記」의 안견의 ‘一水國輕嵐圖一’ 기록을 “一水圖 1, 輕嵐圖, 1”로 적고 ‘花木圖’의 수량

을 1로 바꾸었기에, 「畵記」를 따랐다. 그 밖에 일부 화가들의 이름 역시 「화기」 원문을 

따라 수정하였다. 
153 『端宗實錄』 卷6, 1年(1453) 5月 19日(乙亥), "瑢欲廣結朝士, 托以詩家, 與賢老、李承胤

、李塏、朴彭年、成三問等, 結爲心契, 稱爲門下, 皆作圖書軒號以相誇詡, 一時文士, 皆爲

所籠絡. 賢老等稱瑢爲詞伯, 又稱東平; 金宗瑞每遺瑢書, 自稱盟末、盟老, 僚侍, 瑢僞譽旣

洽, 竊覦神器. 乃以豪富, 蔑人爲異量; 多造僭擬之物, 以爲服用; 於契會, 作詩文而等第之, 

造大印, 印之, 事多類此. 又至擅用驛騎, 一時謟瑢者, 通書於瑢, 一如啓書, 如龍飛、鳳翔、

攀鱗、附翼、啓運、開治等語, 用之不疑, 或有稱臣者. 及靖難之後, 多革面搖尾, 世祖皆不

問.” 강조는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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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梁琪)와 농서(隴西)의 이운산이 배를 타고 누강(婁江)으로 내려

왔다. 그들이 학계(鶴溪)의 경계를 지날 때, 그들은 옥산(玉山)의 주

인에게 시를 보내 인사를 전했다. 고영은 말을 보내 그들을 따라잡

게 하고, 그의 초당으로 사람들을 초대했다. 저녁이 되어서 지운당

에서 술을 마실 때, 안개는 가라앉았고, 희미한 달빛이 나무들 사

이로 비추었다. 숲 가운데 술을 마시는 즐거움은 매우 커서, 시를 

읊고 흥을 기록했다. 우리는 “바람과 숲 가운데 초생달이 진다(風

林纖月落)”는 구절을 나누어 골라 제(題)하였다. 그리고 그 운에 맞

추어 글을 지었다. 이운산은 황급히 시를 지으려 했지만, 술에 취

해 문장을 완성할 수 없었다. 큰 잔 세 잔으로 그 죄를 물으려 했

지만, 그는 도망가버렸다. 그날 다른 세 사람은 시를 완성하였

다.“154 

 

이 기록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아집의 참여자들이 모두 시를 지어야 했으

며 이에 실패할 경우 벌주를 마셨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행위는 진나라 

때 행해지던 아집의 모습과 매우 닮아 있다. 서진(西晉)의 문인이었던 석

숭(石崇, 249-300)은 매우 사치스러운 아집을 열었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자신의 금곡원(金谷園)에 관리와 문인들을 초대하여 주연을 

열고 풍류를 즐겼는데, 그 자리에서 서로 시를 나누고 시를 짓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벌로 세 말(三斗)의 술을 마시게 하였다. 이 고사는 '금곡주

수(金谷酒數)'라는 말로 잘 알려져 있다. 이른 시기에 행해진 가장 유명

한 아집 중 하나인 서성(書聖) 왕희지의 난정수계(蘭亭修禊) 역시 이와 

유사하다. 353년에 왕희지를 비롯한 42명의 문사들이 산음(山陰, 지금의 

紹興)의 난정(蘭亭)에 모여 아회를 가졌으며, 이들은 난정 물가에서 ‘유상

곡수(流觴曲水)’의 놀이를 하며 시를 지었다. 참가자들은 술잔을 물에 띄

워 두고 그 잔에 가까워진 이가 시를 짓도록 했고, 이를 제대로 해내지 

                                           

154 “至正十年七月六日, 吳水西琦龍門攜隴西李雲山, 乘潮下婁江. 過界溪, 詩來道問訊, 玉山

主人命騎追還草堂. 晚酌芝雲, 露氣已下, 微月在林間. 酒半甚慾, 賦詠記興. 以“風林纖月落”

分韻拈題. 惟李雲山狂歌清嘯, 不能成章. 罰三大觥, 逃去. 是日詩成者三人.” 顧瑛, 『玉山璞

顧』 卷2, 『續修四庫全書』(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384), pp. 7-8. 번역은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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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면 벌주를 마시게 되었다.155  

우립의 글에서 드러나는 옥산아집의 모습 역시 여러 문사들이 모여 

술과 함께 시를 나누고, 시를 짓지 못하는 이에게 벌주를 내렸다는 점에

서 과 진나라 때의 아집 행위와 매우 닮아 있다. 특히 술 석 잔(三大觥)

을 벌로 삼았다는 부분은 옥산아집의 문사들이 ‘금곡주수’와 ‘난정수계’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들은 전통적인 아

집의 모습을 충실히 재현하려고 했던 것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용 역

시 이러한 아집의 전통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호민(李好閔, 

1553-1634)이 쓴 「난정수계축지(蘭亭修禊軸識)」를 통해 이와 같은 사실

을 확인할 수 있다.  

 

“내가 어릴 적에 靑蓮 老兄 집에서 〈蘭亭修禊軸〉을 본 적이 있다. 

匪懈堂이 소장했던 것인데, 匪懈堂이 지은 7언 절구가 끝에 기록되

어 있었다. 그림은 검은 바 탕에 흰문양으로 당나라 李伯時(이공린)

가 그린 것이라고 전해오는데, 여기에 匪懈堂의 시와 글씨까지 얻

었으니 기이하지 않은가? 훗날 梧陰 相公과 驪叟 선생 처소에서 

또 이 畵軸을 보았는데, 모두가 전에 본 것이 아니었다. 중간에 전

쟁 중에 없어져 버렸고 老兄집에서 본 것은 어디가 가버렸는지 모

른다.”156 

 

이 기록을 통해 이공린(李公麟, 1049-1106)이 그린 난정수계의 그림을 이

용이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157 이용은 그 그림에 직접 글

                                           

155 당시 蘭亭修禊에 참석한 사람들은 王羲之, 謝安, 孫綽을 비롯한 東晋의 명사들이었다. 

참석한 사람 중 26명이 시를 지었고, 16명은 시를 짓지 못해 벌주[罰酒]를 마셨다. 26명

이 지은 37수의 시들은 『蘭亭集』으로 묶고 왕희지가 서문을 썼다. 이 서문이 왕희지 행

서의 대표작 〈蘭亭序〉이다. 朴徹庠, 「王羲之 난정수계의 수용 양상과 詩社에 끼친 영

향」, 『한문학보』 26(2012), p. 5 참조. 
156 李好閔, 『五峯先生集』 卷8, 「蘭亭修禊軸識」, "余少時, 嘗於靑蓮老兄第, 見蘭亭修禊軸, 

卽匪懈堂藏, 而匪懈自爲七言一絶而書其尾矣. 畫卽黑質白文, 而世傳是唐李伯時寫. 又得匪

懈詩及書, 玆非奇耶! 後於梧陰相公及驪叟先生所, 亦見有本軸, 而皆非向所見也. 中間汨沒

兵火, 不知老兄弟所見者落在何方." 
157 그림의 형상이 “黑質白文”이라는 묘사에 따르면 이는 탁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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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남길 만큼 문인아집의 전통과 문화에 익숙했던 것이다. 이용을 비롯

한 조선 초기 사대부 문인들에게 아집의 개념은 낯선 것이 아니었다. 서

거정의 시 「난정계음(蘭亭禊飮)」은 아집의 문화가 당대에 알려져 잘 알

려져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다른 예이다.  

 

“하고많은 文星이 酒星과 만났구나  多少文星合酒星 

永和의 인물로는 蘭亭을 쳐준다네  永和人物數蘭亭”158 

 

시의 내용으로 비추어 보면 서거정은 술을 마시고 글을 짓는 모임에

서 자연스럽게 ‘난정’을 떠올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조선 초기 

사대부들이 ‘난정수계’로 대표되는 ‘아집’의 이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밖에도 이육(李陸, 1438-1498)은 1462년 이감(李堪, ?-?), 박

정부(朴貞父, ?-?) 등과 함께 모임을 가지고 그 명칭을 속난정회(續蘭亭會)

라 하기도 했다. 이는 곧 과거의 난정수계를 이어가겠다는 의미였다. 이

와 같은 다양한 실례(實例)들은 당대 만연하던 아집에 대한 열망을 방증

한다.159  

아집, 곧 ‘고아한 만남’의 전통은 정치적 유대를 확인하기 위한 모임

의 필요성과 서로 잘 부합하는 것이었다. 세종시대 활발하게 행해진 시

회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행위이다. 이용 또한 세종대 서화

합벽의 제작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이미 존재해온 아집의 문화를 고려하

였을 가능성이 크다. 비록 남아있는 기록만으로는 세종대 서화합벽 제작

을 위해 전통적 아집과 같은 대규모의 모임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회화와 함께 여러 점의 시문이 모여 하나의 작품을 

이루는 세종대 서화합벽의 특성상 제작 과정이 여러 문사들의 교류를 바

탕으로 한 것이었음은 자명하다. 이는 아집과 마찬가지로 시와 그림이라

                                           

공린이 그렸던 〈蘭亭圖〉를 1417년에 처음으로 돌에 石刻하여 탁본으로 이용하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중국에서 조선으로 그림이 들어오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음

을 알 수 있다. 朴徹庠, 앞의 글, pp. 12-13 참조. 
158 徐居正, 『四佳詩集』 卷20, 「蘭亭禊飮」. 
159 李陸, 『靑坡集』 卷2, 「續蘭亭會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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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고아한[雅]’ 매체들을 통한 ‘만남[集]’이었다. 이용의 서화수장목록 〈표 

4〉를 통해 읽을 수 있는 그의 호고적(好古的)인 취향 또한 이용이 진나

라 때부터 이어온 아집 전통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을 것이라는 추정에 힘

을 실어준다.160  

고려(高麗) 명종 때 행해졌던 〈소상팔경도(瀟湘八景圖)〉와 관련된 기

록 역시 이용이 서화합벽 제작에 직접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또 다른 예

가 되었을 것이다. 명종은 재위 15년인 1185년 음력 3월에 여러 문신들

에게 명하여 소상팔경(瀟湘八景)의 시를 짓게 하고 그 시의 내용을 모사

하여 화가 이광필(李光弼)에게 그리게 한 바 있다.161 이 역시 당대 널리 

알려져 있던 소식의 문예론에 바탕을 둔 활동이었다. 162  그 결과물로서 

서화합벽과 같은 하나의 작품이 제작되었는지의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여러 점의 시와 회화가 연결되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명종대 

〈소상팔경도〉는 세종대 서화합벽과 닮아 있다. 이용이 서화합벽 〈비해당

소상팔경시권〉의 제작을 주도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 역시 명종의 

예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문사들을 모아 글을 쓰게 

하고 그림을 그려 남긴 명종의 행위는 이용이 ‘고아한 만남’을 구현하는 

방식을 찾는 데에 적절한 참고가 되어주었을 것이다.  

이용이 ‘고아한 만남’을 이끌어내는 과정의 중심에 회화가 있었다는 

                                           

160 Jungmann은 신숙주의 「화기」에 나타난 이용의 수장품을 분석하여 호고주의적인 취

향을 읽어냈다. Burglind Jungmann, “Sin Sukju's Record on the Painting Collection of 

Prince Anpyeong and Early Joseon Antiquarianism,” Archives of Asian Art 61(2011), pp. 

107-126. 다만 이용의 수장품에서 드러나는 이와 같은 취향은 단순히 그의 미감에서 오

롯이 말미암은 것이라기보다, 지식인들 사이에서 그가 차지하는 사회적 위치나, 세종대

의 문화적 경향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사회 구조 및 지위와 관련된 취

향의 문제에 관해서는 Pierre Bourdieu, Distinction: A Social Critique of the Judgement 

of Taste, trans. Richard Nic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84), pp. 470-

475 참조.  
161 『高麗史』 卷122, 「列傳」, 第35 方技 ‘李寧’, “子光弼, 亦以畵見寵於明宗. 王命文臣, 賦

瀟·湘八景, 仍寫爲圖.”; 『高麗史節要』 卷13, 明宗 15年 3月. 
162 조규희는 文宗(재위 1046-1083) 시기부터 고려 지식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던 소식의 

화론이 이 시기 부각되고, 아울러 〈소상팔경도〉 이미지가 사용된 것에서 文治를 향한 

明宗의 의지를 읽어냈다. 조규희, 앞의 글(2015b), pp. 6-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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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회화사적으로 큰 중요성을 가진다. 앞서 조선 초기 시화일률론을 

바탕으로 회화의 위상이 높아져 있었다는 사실은 기록을 통해 이미 확인

하였다. 세종대 서화합벽은 회화가 그 위상을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기능

하여 문인들의 교류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내는 과정을 보여준다. 〈몽유도

원도〉 권축과 같은 세종대 서화합벽 작품은 회화가 교류의 매체로서 그 

역할을 성공적으로 해낸 증거이다. 이와 같은 점들을 모두 고려하면 결

과적으로 세종대에 구현된 대규모의 시·서·화 종합예술인 서화합벽은 ① 

시화일률 사상을 통해 높아진 회화의 위상과, ② 은거를 가식하고자 했던 

문인들의 의지, ③ 문인관료 간의 정치적 회합의 필요성 등을 바탕으로, 

④ 안평대군 이용이라는 문화권력자가 주도하여, ⑤ 회화를 중심으로 이

끌어낸 ‘고아한 만남’의 결과물이라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2) 서화합벽으로서의 〈몽유도원도〉 권축 

지금 유일하게 온전한 상태로 남아 있어 확인이 가능한 세종대 서화

합벽은 〈몽유도원도〉 권축 하나뿐이다. Ⅱ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몽

유도원도〉 권축은 안평대군 이용이 꾼 꿈에서 시작하여 만들어진 서화

합벽 작품이다. 163  합벽 속 〈몽유도원도〉에 대해 안휘준은 “안평대군의 

발문을 보면 도연명의 도화원기(桃花源記)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안견의 〈몽유도원도〉는 안평대군의 발문이나 그것의 모

체인 도연명의 도화원기를 도시(圖示)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하였

다. 안견이 〈몽유도원도〉를 통해 도잠의 「도화원기」에 근거를 둔 이용의 

꿈을 충실히 그려냈다는 것이다.164  

안휘준의 이와 같은 주장은 오랜 기간 동안 정설로 여겨지며 학계에 

받아들여져 왔으나, 최근 들어 다른 의견들 또한 부각되었다. 장진성은 

안견의 그림 속에 유람하는 사람의 모습이 전혀 표현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몽유도원도〉가 이용의 꿈에 대한 즉각적인 도사(圖寫)가 

                                           

163 각주 18 참조. 
164 안휘준, 앞의 책, p.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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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님을 주장하였다. 또한 도원 속에서 삶을 꾸리는 사람들이 표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소국과민(小國寡民)’을 그려낸 「도화원기」의 이야기와

도 다름을 지적하였다. 더 나아가 그는 도원의 이미지가 다양한 상징성

을 지녔다는 것을 언급하며, 〈몽유도원도〉 권축의 찬문들에서 드러나는 

도가적(道家的) 이미지들을 분석하여 〈몽유도원도〉가 하나의 ‘도가적 선

경(仙境)’임을 논증하였다.165 조규희 역시 이에 동의 하였다. 아울러 이와 

함께 그림이 묘사하고 있는 풍경이 이용이 세운 정자인 무계정사(武溪精

舍)의 그것과 닮아 있음을 지적하며, 〈몽유도원도〉가 무계정사 지역의 

풍수지리적 의미를 반영하여 이용이 왕권에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공표

하는 의도의 작품일 것이라 주장하였다.166 반면에 이와는 정 반대로 이

용이 〈몽유도원도〉를 통해 왕권에 도전하겠다는 야심을 담아냈다고 보

는 견해들 또한 존재해 흥미롭다.167 그 밖에도 학자에 따라 이용과 문인

들의 정치사상 빈곤과 현실 비판의식 결여를 그림에서 읽어내거나,168 세

종대 이상국가 건설에 여념이 없던 사대부 문인들이 정신적 자유를 추구

한 결과물로 그림을 해석하기도 했다.169 

〈몽유도원도〉 권축이 가지는 의미와 관련하여 이처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것은 이용과 안견이 작품 속에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명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알프레다 먹(Alfreda Murck)이 지적한 바와 같이, 시

화일률론의 영향 아래에서 만들어진 회화은 마치 시가 그러하듯이 함축

적인 의미를 스스로 내포하고 있었다. 먹은 이와 같은 ‘시적 회화(poetic 

painting)’가 특정한 정치적인 견해를 그 속에 담고 있을 수 있었으며, 같

                                           

165 Chin-Sung Chang, op. cit. 
166 조규희, 앞의 글(2015a), p. 22. 그러나 모순적이게도 결국 안평대군이 역적으로 몰리

는 데에 이 무계정사의 위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端宗實錄』 卷6, 元年 5

月 19日(乙亥), “惠嬪密啓 瑢謀危社稷 群聚無賴 聽李賢老之言 作武溪精舍于旁龍所興之地 

當預防之 誠寧大君奴金寶明 假風水之說 諭瑢云 作宅于普賢峯下 則是秘記所云 明堂利於

長孫 萬代興王之地也 故瑢作武溪精舍 托言吾好山水 不樂紅塵” 강조는 필자. 
167 최인숙, 앞의 글, p. 47. 
168 김윤식, ｢도화원기의 사상과 몽유도원도의 사상｣, 『동양정신과의 감각적 만남』(고려대

학교출판부, 1997), pp. 199-201. 
169 이형대, 앞의 글, p.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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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문화적 테두리 안의 관람자들 만이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

라고 설명했다.170 많은 학자들은 먹의 시각을 〈몽유도원도〉에 적용하여 

작품의 정치적 의미를 찾으려 노력했다.  

먹이 언급했듯이 시와 그림에 정치적 함의를 담는 전통은 소식으로부

터 시작된 것이었다. 이와 같은 방식은 당시 그가 처해있었던 정치적 상

황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었다. 소식은 뛰어난 문재(文才)로 22세의 어

린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였으나 왕안석(王安石, 1021-1086) 등이 주창한 

신법을 둘러싼 당쟁에 휘말려 몇 차례의 정치적인 부침을 거듭했으며, 

결국 1079년에는 황제에게 바친 글의 문장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탄

핵을 받기에 이른다. 네 차례에 걸쳐 탄핵 상소가 오르자 어사대(御史臺)

에서 이를 심리하였고, 소식이 써왔던 비판적인 시들은 대불경(大不敬)의 

증거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널리 알려진 ‘오대시안(烏臺詩案)’이다. 소식

은 겨우 사형을 면할 수 있었으나, ‘오대시안’을 통해 당대 문인들은 신·

구법당의 격한 대립 속에서 정치적인 반대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목숨

을 걸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깨달았다. 소식은 이와 같은 사회적 분

위기 속에서 어떻게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 암시적인 시들을 사

용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소식을 비롯한 당대 문인들에게 이는 일종의 궁여지책이었다. 그들은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논하고자 섣불리 목숨을 내놓을 수도 없었으며, 

그렇다고 정당한 의견을 숨기고 담아둘 수만도 없었다. 따라서 각종 문

화적 상징물들을 통해 자신의 시에 암시적으로 의견을 담아 드러내곤 했

다. 정치적 은유가 담긴 시는 그들에게 소통의 창구가 되었으며, 암시를 

읽어낼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이 지성인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자부심을 주었다. 이와 같은 암시와 은유는 당대 문인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것이어서 시의 가치를 평가하는 척도로 여겨지기도 했다. 한편으로

는 이와 같은 시각이 시화일률론을 통해 그림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

                                           

170 Alfreda Murck and Wen C. Fong eds., Word and Images: Chinese Poetry, Calligraphy, 

and Painting (New York: Metropolitan Museum of Art, 1991), pp. 49-72. ‘poetic painting’

의 의미와 성격에 관해서는 James Cahill, The Lyric Journey: Poetic Painting in China and 

Japan (Harvard university press, 1996), pp.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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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71 그림도 시와 같이 암시적인 메시지를 담을 수 있었기에 시와 동일

한 위상을 얻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시와 회화에서 정치적인 의미들이 

내재되기 시작하던 당시의 양상은 〈몽유도원도〉의 의미와 관련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용은 세종의 대군으로서 왕실의 중심에 있었다. 그의 지위는 이용

이 당대 정치사회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어 주었

다. 특히 15세기의 종친의 경우 종친부와 종부시에 소속되어 왕명의 출

납을 담당하거나 어진을 관리하는 일을 관장하여 고유 업무를 수행하면

서 행정권과 군사권을 보유하는 특권을 누리기도 했다. 172  이는 종친을 

왕권 강화에 이용한 태종대에 설립된 관행의 영향으로, 이후 활동한 종

친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특별한 것이었다. 조선시대를 통틀어 세자를 제

외한 대군들은 끊임없이 제도적 견제를 받아왔다. 이와 같은 사실은 대

군들이 왕권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었다. 이용

을 비롯한 대군들은 정치적 세력들의 줄다리기에서 무게를 실어주는 존

재로서 언제나 사대부 문인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았던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것과 대군이 스스로 왕권에 욕심을 

가지는 것은 그 층위가 다른 문제였다. 유교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로서 

조선은 충·의·효 등의 가치에 큰 무게를 실어 왔다. 이러한 분위기 가운

데에서 군(君)을 향한 충절(忠節)은 모두에게 예외 없이 중시되는 덕목이

었다. 특히 개국 이후 벌어진 두 차례의 왕자의 난을 겪으며 조선사회는 

왕권 찬탈의 시도에 더욱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게 되었다. 이용이 안견

으로 하여금 몽유도원도를 그리게 한 1447년은 이미 세종이 실질적인 

통치에서 물러나고 문종이 왕세자 신분으로 충실하게 대리청정을 하고 

                                           

171 蘇軾은 자신이 시에서 추구했던 것과 같은 암시와 은유의 기능을 그림에서도 찾았다. 

이와 같은 소식의 생각은 시화일률론 뿐만 아니라 그의 제화시들에서도 읽어낼 수 있

다. 이 점에 관해서는 Ronald C. Egan, “Poems on Paintings: Su Shih and Huang T'ing-

chien,”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43(1983), pp. 413-451 참조. 
172 『太宗實錄』, 14年(1414) 2月 7日(辛亥) 2번째 기사, “以宗簿寺隷在內諸君所, 大君爲都提

調, 元尹以上爲提調, 正尹以下爲提擧, 其支辦宗簿掌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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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던 시기였다. 173  세자 문종은 세종의 장자로서 어렸을 때부터 인품이 

관대하여 그 평판이 좋았다. 또한 그가 다방면의 학문에 조예가 깊다는 

것이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다.174 그는 1421년부터 왕세자로 지내는 동

안 문무신을 고르게 등용하고 언관에 귀기울여 민심을 파악하는 등, 아

버지 세종의 정치를 훌륭하게 보필하였다. 또한 1442년부터 1450년까지

의 대리청정 기간 동안에도 국정운영과 정사처리에 있어 특별한 문제를 

만들지 않았다. 이와 같은 모든 사실은 당대 왕권의 위치가 매우 견고하

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안평대군 이용이 어떠한 정치적 야심을 

가졌을지는 분명히 알 수 없다. 다만 어느 경우에도 이것이 효과적으로 

〈몽유도원도〉라는 작품에 반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만일 이용의 뜻

이 왕권에 대한 의지였다면 이는 그림과 글로 남기기에는 지나치게 위험

한 것이었다. 대역의 죄를 마음에 품고 있음을 물적 증거로 남기는 것은 

앞서 살펴본 소식의 경우와 다르게, 실질적인 효용이 크지 않았을 것이

다. 왕권에 대한 의지는 은유를 통해서나마 밖으로 전달해야 하는 정의

로운 목소리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당대에 〈몽유도원도〉 권축을 감상하

는 이는 필연적으로 이를 소유하던 이용을 만나야만 했다. 이용을 따르

는 이들에게 전달할 모종의 의지가 있었다면, 이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그림과 글이 효과적인 소통의 수단이 되어주었을 것이라 생각하

기 어렵다.  

반면에 이용의 의지가 세종에 뜻에 따라 당시 동궁이었던 문종을 훌

륭히 보필하겠다는 것이었다면, 이는 그림과 글 속에 지나치게 깊숙이 

숨겨져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충(忠)의 대의(大義) 아래 조정에 복

무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어서 직접적으로 그 뜻을 표현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구태여 이를 복잡하게 숨겨 전하여 얻어낼 수 있는 이점

                                           

173 문종은 1442년경부터 동궁의 신분으로 사실상 攝政을 행하게 된다. 이와 관련한 기

록들이 실록에 다수 전한다. 대표적으로 『世宗實錄』, 25年(1443) 4月 19日(甲辰) 2번째 

기사 참조. 
174 『世宗實錄』, 23年(1441) 7月 24日(戊午) 1번째 기사 참조. 『世宗實錄』 23年(1441) 5月 

19日(乙未)을 통해서는 문종이 측우기의 발명에 기여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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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떠올리기는 쉽지 않다. 〈몽유도원도〉 권축의 찬문들이 논하는 내용이 

매우 다양하며, 글을 쓴 인물들이 모두 같은 정치적 경향성 드러내고 있

지 않다는 점 또한 〈몽유도원도〉 권축이 단일한 정치적 메시지를 명확

하게 전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방증한다.175  

반면 〈몽유도원도〉가 당대 활발하게 활동하던 다양한 사람들로 하여

금 그들의 의견을 피력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고아한 만남’의 장을 제공하

였다는 점만은 분명해 보인다. 비록 〈몽유도원도〉가 가진 상징성을 엄밀

히 읽어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나, 여러 명사들을 함께 모을 수 있는 매

체로서 서화합벽 속 그림이 가지고 있는 파급력만큼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몽유도원도〉에서 드러나는 회화의 역할은 태조(太祖) 이성계(李

成桂, 1335-1408)가 〈신도팔경병풍(新都八景屛風)〉을 신하에게 하사한 기

록으로 대표되는 이전 시기의 그것보다 훨씬 능동적이다.176 이용의 명에 

따라 제작된 그림에 전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많은 동시대의 사람들이 

참여하여 글을 남겼다는 점은, 회화가 그 역할을 훌륭하게 해냈음을 잘 

보여준다.  

1349년 고영의 아집에 참여했던 오극공(吳克恭, 1340s – 1350s)은 자

신이 아집에 함께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기축년 음력 유월에 나는 도원(桃源)으로 가는 길을 찾기 위해, 물

을 거슬러 옥산(玉山) 아래에 이르렀다. 옥산의 주인은 그의 지운초

당(芝云草堂)에서 내가 묵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 매일 술을 즐기니 

나쁠 것이 없었다.177  

 

이 글에서 알 수 있듯이 오극공의 도원으로 가고자 하는 의지는 그를 옥

산아집으로 인도하였다. 이용과 교류하던 세종대의 문인들 또한 이와 같

                                           

175 〈몽유도원도〉 권축에 실려 있는 글들의 다양한 내용에 관해서는 김은희, 앞의 글, pp. 

22-32 참조. 
176 『太祖實錄』 卷13, 7年(1398) 4月 26日(壬寅) 2번째기사, “賜左政丞趙浚, 右政丞金士衡新

都八景屛風各一面.” 
177 顧瑛, 『玉山璞顧』 卷2, 『續修四庫全書』(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384), pp. 18-19, “己丑

之歲六月, 徂暑. 予問津桃園, 溯流玉山之下. 玉山主人館予于草堂芝云之間. 日飲, 无不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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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이용과 안견이 그려낸 도원의 모습은 문인들의 들의 글을 서화합

벽으로 이끌어냈다. 비록 도원을 찾던 세종시대 문인들이 뜻하던 곳에 

도달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자취만은 시·서·화의 조화를 자랑하는 

세종대 서화합벽으로 남았다. 안평대군 이용이 마련한 ‘고아한 모임’은 

회화를 둘러싼 시문의 형태로 남아 물질적으로 구현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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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조선시대 이전의 회화작품들이 거의 전해지지 않는 지금의 상황 속에

서 조선 초기 회화는 이후 제작된 수 많은 회화작품들에 대한 원류(源流)

로서 미술사의 연구 대상이 되어왔다. 그러나 현재까지 전해지는 당시의 

작품이 매우 적다는 점은 언제나 조선 초기 회화사를 연구하는 데에 있

어 걸림돌이 되었다. 〈몽유도원도〉 권축을 비롯한 소수의 작품들 만으로

는 15세기 전반 회화사의 특성을 규명해내기 어렵다. 반대로 회화사적으

로 충분히 연구되지 못한 시대적 양상은 개별적 작품들을 이해하기 위한 

제한적인 정보만을 제공할 뿐이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출발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는 ‘동아시아 미술사’와 관련된 최근의 여러 논의들로부터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많은 도움을 받았다. 최근의 몇몇 연구자

들은 단순히 전파와 교류 등의 영향관계에 대한 설명에 그치지 않고 동

아시아를 통틀어 하나의 분석의 장으로 바라보려는 시도를 해왔다. 이러

한 동아시아적 시각은 더 넒은 시각에서 각국의 미술 현상을 탐구하고자 

노력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일례로 장진성과 이상남 등은 이미 15세기 

조선의 호고주의(好古主義)적 회화 경향을 지적하며 〈몽유도원도〉가 북

송대 곽희파(郭熙派) 화풍의 연원을 확인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

을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동아시아 미술사’적 시각의 효용성을 증명한 

바 있다. 178  특히 스쇼우첸의 도화원(桃花源) 이미지에 관한 동아시아적 

연구는 이 글의 직접적인 실마리가 되었다. 그는 동아시아 전역에서 도

화원의 ‘문화적 이미지[文化意象]’가 구현되는 양상을 개별적으로 살펴봄

으로써 각각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함께 분석하였다.179 

                                           

178 장진성, 앞의 글, pp. 7-8; Sangnam Lee, “Traces of a Lost Landscape Tradition and 

Cross-cultural Relationships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in the Early Joseon Period 

(1392-1550)” (Ph.D. diss., University of Kansas, 2015), pp. 111-116. 
179 石守謙, 앞의 글, pp. 53-98. 그는 지역 간의 물질적 교류나 거래에 집중하는 것에서 

벗어나, 각 지역에서 추상적인 개념들을 어떻게 변주하여 형상화하였는가에 집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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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몽유도원도〉 권축으로 대표되는 세종대 서화합벽의 형

식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스쇼우첸과 유사한 접근 방식을 사용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세종대 서화합벽의 양상을 상세하게 규명하고 

이를 동아시아 전역에서 두루 발견되는 문인아집(文人雅集)의 시대적 경

향 속에서 분석하였다.180 또한 본 논문은 중국과 일본에서 찾을 수 있는 

유사한 사례들을 분석하여 세종대 서화합벽을 이해하기 위한 실마리를 

얻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그 제작 배경에 시화일률 사상을 바탕으로 높

아진 회화의 위상과 은거를 가식하고자 했던 문인들의 의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살펴볼 수 있었다. 아울러 세종대 서화합벽 제작의 중심에 안평

대군 이용이 자리잡고 있었다는 특수성을 확인하였으며 대군이라는 지위

와 막대한 재력이 당시 정치 상황과 관련하여 그로 하여금 ‘고아한 만남’

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였음을 고찰하였다. 결국 시·서·화 종합예술인 세

종대 서화합벽은 이용이 이끌었던 ‘고아한 만남’의 최종적인 결과물인 것

이다.  

본 연구가 세종대 서화합벽이라는 독특한 문예양상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선 초기 회화의 위상 및 기능과 관련한 실마리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스스로 이 글의 의의를 찾고자 한다. 반면 개별적인 세종대 서화

합벽 작품들의 특수성을 충분히 분석하지 못했다는 점은 본 논문의 한계

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세종대 서화합벽과 조선 중기 이후 행해진 문인

아집 양상 간의 관계를 통시적으로 규명하는 작업과 더불어 추후의 연구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위해 ‘문화적 이미지[文化意象]’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용어의 의미와 쓰임에 대해서는 

石守謙, 「由文化意象談 「東亞」之形塑」, 『東亞文化意象的形塑』(臺北: 允晨文化實業脫份有

限公司, 2011), pp. 7-32 참조. ‘文化意象’을 ‘문화적 이미지’로 번역한 것은 陳韻如가 영

역한 ‘cultural image’를 따랐다. Yunru Chen, “The Study of East Asian Art History in 

Taiwan,” in National / Regional “Achievements in Study of East Asian Art History,” 

(Dongak Art History International Conference Statement, November 11, 2016), p. 36. 

(forthcoming) 참조. 
180 小川裕充는 文人雅集 전통이 南宋과 元代부터 동아시아 전역에 보편화되어 갔다고 

보았다. 小川裕充, 「本文 67 安堅 夢遊桃源圖卷」, 『臥遊 中國山水畵―その世界』(東京: 

中央公論美術出版, 2008), p.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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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Dream Journey to the Peach Blossom 

Land and the Harmonious Combination of 

Calligraphy and Painting in the Sejong Period 

 
 

Jung, Yunhoe 

Department of Archaeology and Art Histo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ream Journey to the Peach Blossom Land Scroll (夢遊桃源圖卷軸), now in the 

Tenri University (天理大學) Library, is a marvelous handscroll representing the 

level of landscape painting in early Joseon Korea . It is composed of the 

painting Dream Journey to the Peach Blossom Land (夢遊桃源圖) by the 

eminent early Joseon painter An Gyeon (安堅, active 1440s-1470s) and the 

accompanying colophons by twenty-two scholars, including Prince 

Anpyeong (安平大君) Yi Yong (李瑢, 1418-1453). On 20 April 1447, Prince 

Anpyeong fell asleep and had a dream in which he and his scholar-friend Bak 

Paengnyeon (1417-1456) made a journey to the Peach Blossom Land. After 

he woke up, the prince asked An to paint a picture that he had seen in his 

dream. In response to Prince Anpyeong’s request, An immediately painted 

Dream Journey to the Peach Blossom Land, depicting the splendors of a 

mystical paradise. Prince Anpyeong gathered colophons from scholars of the 

time and made them into a long scroll with An’s painting. The result is Dream 

Journey to the Peach Blossom Land, a masterpiece embodying the Three 

Perfections (三絶): poetry, calligraphy, and painting.  

 

Dream Journey to the Peach Blossom Land is a long handscroll that is 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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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enty meters in length when it includes the painting and the colophons. It 

has almost no parallel work in the form of a scroll in east Asian art in terms 

of the number of colophon-writers who were contemporaries of the painter. 

It is interesting to note that similar forms of scrolls were made in the late 

period of King Sejong (世宗, r. 1418-1450). Although none of these scrolls 

have survived to date, textual records show that at least seven of the so-called 

“Harmonious Combination of Calligraphy and Painting (書畵合璧),” a 

combination of painting and its accompanying colophons, were made during 

the 1440s. Furthermore, given that the scholars of the Sejong period often 

gathered and made poetry together, we can assume that many other 

“Harmonious Combination” works were made. 

 

In this dissertation, I examine in detail this unique art form made in the Sejong 

period and name it the “Harmonious Combination of Calligraphy and 

Painting in the Sejong Period (世宗代 書畵合璧).” Furthermore, by researching 

the cultural background of the period, I investigate the political meaning of 

the “Harmonious Combination” as a medium of art. Along with the Dream 

Journey to the Peach Blossom Land scroll, the textual records of Poems for 

the Eight Views of the Xiao and Xiang Commissioned by Prince An Pyeong 

(匪懈堂瀟湘八景詩卷), Bal’am Falls (發岩瀑布詩畵軸), Landscape for Grand 

Marshal Yi (李司馬山水圖), Playing with the Moon near the River (臨江玩月圖卷), 

and two of Eight Horses (八駿圖) show som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the 

“Harmonious Combination.” First, the “Harmonious Combination” consists 

of one painting and many contemporaneous colophons. Second, landscape 

paintings were used to constitute each of these works, which are examples of 

this collective art form. Third, Prince Anpyeong was at the center of making 

the “Harmonious Combination.” 

 

The first characteristic shows that the composition of the “Harmonious 

Combination” gives prominence to painting. For scholars of the Sejong 

period, painting was not just a form of entertainment or for leisure but also a 

medium for poetic appreciation. The reception of Su Shi`s (1037-1101) 

literary theory of infusing painting with poetry among the Goryeo (918-1392) 

literati had raised the status of painting. Sin Sukju (1417-1475) demonst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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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heory’s prominence by saying, “Poetry is painting with sound, and 

painting is poetry without sound.” The status of painting, which has highly 

elevated, is an important part of the cultural background that enables painting 

to be at the center of the “Harmonious combination” enterprise.  

 

The second characteristic suggests that scholars of the Sejong period 

preferred landscape painting and ued it as a means of their personal and 

political thoughts. In contrast to the royal court, natural sceneries are 

traditional metaphors for the living in seclusion, which was the ideal for the 

scholar-officials of fifteenth-century Joseon. However, many of them did not 

make a great deal of effort to practice their ideal of seclusion. Instead, they 

justified themselves with the concept of the “reclusion at court (朝隱).” 

Painting was a perfect medium as an “imitation of nature (假自然)” that 

enabled scholars to stroll in nature at home (臥遊). Scholar-officials’ desire to 

self-fashion themselves as hermits made it possible to put a landscape in every 

“Harmonious Combination” consistently.  

 

The third characteristic is that prince Anpyeong played an important role in 

creating the “Harmonious Combination,” which is a salient clue for 

understanding the nature of the art form. In fifteenth-century Joseon, scholar-

officials felt the need to reveal their political ideas and personal thoughts in 

the form of art. The “Harmonious Combination” served as a means of 

showing their personal and political thoughts. Political groups repeatedly 

reorganized themselves and scholar-officials looked desperately for the 

chance to verify each other’s political views and stances. Prince Anpyeong 

hosted gatherings several times thanks to his political position and financial 

ability. Making the “Harmonious Combination” could have functioned in the 

same political context. Taking account of the arrangement of the 

“Harmonious Combination,” which is composed of a painting and its 

accompanying colophons, there is no doubt that scholar-officials carried out 

exchanges among themselves in the process of making it. This was a 

“gathering (集)” using an “elegant (雅)” medium, just as with the famous 

“elegant gathering (雅集)” tra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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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presents three important cultural backgrounds for the birth of this 

important art form consisting of poetry, calligraphy, and painting in the 

Sejong period—namely, the elevated status of painting, the scholar-officials’ 

strong desire to self-fashion themselves as hermits, and the scholar-officials’ 

need for political meetings. In this cultural topography, prince Anpyeong 

could have successfully arranged gatherings using the elegant medium of 

painting. The “Harmonious Combination of Calligraphy and Painting in the 

Sejong Period” is an important result of the gatherings that shows the 

significant role of painting in the Sejong period. 

 

Keywords: Harmonious combination of calligraphy and painting (書畵合

璧), Prince Anpyeong (安平大君), Yi Yong (李瑢), King Sejong (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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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 (安堅)  

 

Student Number: 2010-20057 

 


	Ⅰ. 서론
	Ⅱ. 세종대 서화합벽(書畵合璧)의 양상
	1. 세종대 서화합벽의 형식: 몽유도원도(夢遊桃源圖) 권축
	2. 세종대 서화합벽의 제작 기록

	Ⅲ. 세종대 서화합벽의 성격과 제작 배경
	1. 시화일률(詩畵一律) 사상과 문인아집(文人雅集)
	2. 조은(朝隱) 개념과 회화의 역할

	Ⅳ. 안평대군(安平大君) 이용(李瑢)과 세종대 서화합벽
	1. 세종대 문화예술(文化藝術)과 이용
	2. 세종대 서화합벽의 정치성

	Ⅴ. 결론
	참고문헌
	도판목록
	도판
	Abstract


<startpage>8
Ⅰ. 서론 1
Ⅱ. 세종대 서화합벽(書畵合璧)의 양상 6
 1. 세종대 서화합벽의 형식: 몽유도원도(夢遊桃源圖) 권축 6
 2. 세종대 서화합벽의 제작 기록 16
Ⅲ. 세종대 서화합벽의 성격과 제작 배경 36
 1. 시화일률(詩畵一律) 사상과 문인아집(文人雅集) 36
 2. 조은(朝隱) 개념과 회화의 역할 47
Ⅳ. 안평대군(安平大君) 이용(李瑢)과 세종대 서화합벽 59
 1. 세종대 문화예술(文化藝術)과 이용 59
 2. 세종대 서화합벽의 정치성 66
Ⅴ. 결론 78
참고문헌 80
도판목록 88
도판 90
Abstract 100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