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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김시(金禔, 1524-1593)는 <동자견려도(童子牽驢圖)>에서 나귀를 끌어당
기는 동자의 모습을 단독으로 화면에 그렸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이 그림
이 제작된 16세기 조선의 사상적 분위기를 고려하여 견려(牽驢)라는 모티
프가 <심우도(尋牛圖)> 중 득우(得牛)의 의미와 연결되어 이해되었을 것이
라고 주장하였다.
  <동자견려도>를 다루었던 기존의 연구는 김시의 부친인 김안로(金安老, 
1481-1537)의 정치적 몰락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 결과 출사(出仕)가 어
려워진 김시의 상황은 <동자견려도>를 해석하는 주요 시각으로 확립되었
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논의는 이 그림을 김시의 자화상적 성격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해석하였다. 본 논문은 기존 연구의 관점에서 조금 더 
나아가 16세기 조선의 시대상에 주목하였다. 이를 토대로 필자는 <동자견
려도>의 성격을 새롭게 파악하고 아울러 이 그림의 지성사적인 맥락을 살
펴보았다.
  논문의 제 2장은 김시를 다각도로 살펴볼 것이다. 그가 지녔던 위상과 
화원(畵員)로서의 활동, 작품, 정체성을 파악하여 <동자견려도> 연구의 방
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김시는 그림으로 삼절(三絶)에 꼽힐 정도로 선조
(宣祖, 재위 1567-1608)대 화명(畵名)을 떨친 화원이었다. 동시에 그는 당
대 저명한 문사(文士)들과 어울리며 처사(處士)로서의 정체성을 보이기도 
하였다. 특히 김시는 은일 풍조를 잘 반영한 작품을 그렸으며 당대의 문인
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그가 맺고 있었던 문인들과의 관계와 이들과 함
께 공유했을 16세기의 분위기는 <동자견려도>의 창작에도 큰 영향을 미쳤
을 것이다. 
  제 3장에서는 <동자견려도>가 기려도(騎驢圖)의 일종으로 이해될 수 있
음을 고찰하고자 한다. 아울러 견려 이미지가 선(禪)불교의 마음 수행 과
정을 회화화한 <심우도(尋牛圖)> 중 네 번째 장면인 득우(得牛)와 유사하
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견려 도상은 한국을 포함하여 중국과 일본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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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그 예가 잘 발견되지 않는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일본 모모야마(桃
山)시대의 화가였던 운코쿠 토간(雲谷等顔, 1547-1618)의 <기려인물도병
풍(騎驢人物圖屛風)>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견려 도상이 기려 인물의 고
사(故事)에 등장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 작품의 존재는 이제까지 그 실
체를 명확히 알 수 없었던 견려 도상의 존재와 기능에 대해 알려주고 있
다. 따라서 <동자견려도>는 한 폭의 기려도로서 당대인들에게 거부감 없
이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려도와는 다르게 <동자견려도>에는 기려 인물이 없
이 견려 장면만이 단독으로 그려졌다. 이는 그림의 주제가 ‘끌어당기다’의 
의미인 견(牽)에 있음을 보여준다. <동자견려도>는 기본적으로 기려도로 
규정될 수 있는 그림이다. 그러나 기려 인물이 화면에서 배제되고 견려 장
면이 화면의 중심을 차지하면서 특정 고사(故事)의 맥락이 강하게 드러나
지 않게 되었다. 
  견려 장면이 그림의 단독 재제가 됨으로써 그 모습은 <심우도> 중 득우
와 매우 흡사한 양태(樣態)를 띠게 되었다. 동자가 나귀를 이끄는 평이한 
표현과 다르게 동적(動的)인 요소가 강조된다는 점에서 견려와 득우는 매
우 닮아있다. 득우와의 도상적 유사성은 ‘견(牽)’이 스스로를 얻고[得], 자
신의 마음을 제어하는 득우의 의미와 맞닿을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제 3장에서 견려와 득우와의 도상적 유사성에 대해 다루었다면 제 4장
에서는 <동자견려도>의 견려 장면이 그 의미까지도 득우와 연결될 수 있
음을 16세기 조선의 사상적인 맥락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감상자가 <동자
견려도> 속에 담긴 득우의 모습을 파악할 경우 나귀를 마음[心]이라는 관
념이 시각화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흥미롭게도 마음은 16세
기 조선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었던 성리학의 중요 문제였다. 이 시기
의 사상적 분위기는 마음의 문제에 천착해있었던 당대인들의 관심이 <동
자견려도> 속에 반영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16세기 조선 사상계의 화두로 떠오른 마음과 이에 대한 수행의 문제는 
문학적으로 ‘심성우언(心性寓言)’의 유행을 가져왔다. 우언(寓言)이란 말하
고자 하는 본뜻을 바로 말하지 않고 다른 것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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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견려도> 속 견려 이미지가 마음을 시각화한 득우의 언어로써 읽힐 
수 있는 가능성은 바로 16세기 지적 분위기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16세기 조선은 “성리학의 춘추전국시대”라고 표현될 만큼 사상적으로 
매우 다채로운 시기로 평가된다. 유불도(儒佛道)의 혼합을 극명하게 보여
주는 양명학(陽明學)의 도입, 높아진 불교의 영향력 등은 조선 중기의 비
교적 자유로운 사상적 분위기를 보여준다. 이는 견려 장면과 선불교의 이
미지인 득우 장면이 서로 연결될 수 있는 배경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동자견려도>는 마음의 문제에 천착하고 있었던 16세기의 사상 동향 속
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 그림은 한 폭의 기려도이자 당시의 지성사적 문
맥 속에서 해석될 수 있는 그림인 것이다. 

주요어 : 김시(金禔), 동자견려도(童子牽驢圖), 기려도(騎驢圖), 심우도(尋牛圖),
 득우(得牛), 심성(心性), 심성우언(心性寓言)

학  번 : 2013-22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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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현재 삼성미술관 리움에 소장되어 있는 김시(金禔, 1524-1593)의 <동자
견려도(童子牽驢圖)>(도 1)는 조선 중기 회화를 대표하는 작품 중 하나이
다.1) 왼쪽 상단의 김시라는 관지와 ‘김시계수(金禔季綬)’라는 주문방인(朱
文方印)을 통해 16세기에 활동한 김시의 작품임을 확인할 수 있다. 작품 
하단에는 나귀를 끌어당기는 동자의 모습이 크게 묘사되어 있다. 이 그림
은 기본적으로 수하인물도(樹下人物圖)의 형식을 보여준다. 
  그런데 <동자견려도>를 면밀히 살펴보면 일반적인 인물화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림의 초점이 단순히 소나무 아래에 그려진 사람보다
는 동자와 나귀 사이의 행위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작품은 
‘동자견려(童子牽驢)’라는 주제의 측면에 있어서도 특이하다. 현존하는 한
중일(韓中日)의 회화 작품 중 동자가 나귀를 끌어당기는 장면이 단독으로 
묘사된 작품은 찾아보기 어렵다.
  <동자견려도>는 1973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전시인 《한국미술 이
천년展》에서 처음으로 그 모습이 공개되며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2) 그러
나 작품의 주제나 내용의 측면에 주목한 연구는 현재까지 미진한 상태이
다. <동자견려도>에 대한 기존 연구는 출사(出仕)가 어려웠던 김시의 개인
적인 상황에 초점을 두고 있다.3) 이는 김시의 작품을 자화상적인 성격으
로 바라보는 관점과 맥을 같이한다.4) 이러한 논의는 부친 김안로(金安老, 

1) 현재 <동자견려도>로 불리는 이 그림은 원래 특정한 이름이 없었던 작품이었다. 이
종선, 『리 컬렉션: 호암에서 리움까지, 삼성가의 수집과 국보 탄생기』(김영사, 
2016), p. 153; ‘동자견려도’라는 명칭은 이후 안휘준 교수에 의해 명명되었다. 안
휘준, 『조선시대 산수화 특강』(사회평론, 2015), p. 147. 

2) 이동주는 김시의 작품 세 점인 <동자견려도>, <목우도(牧牛圖)>, <한림제설도(寒林
霽雪圖)>가 1973년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고 밝히고 있다. <동자견려도>는 국립중앙
박물관 전시였던 《한국미술 이천년展》에 전시되었으며, <목우도>와 <한림제설도>는 
일본에서 개최된 한화 전시(韓畵 展示)에 출품되었다고 하였다. 이동주, 『日本 속의 
韓畵』(瑞文堂, 1974), p. 130. 이후 삼성미술관이 구입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3) 이태호, 「朝鮮中期의 선비畵家 金禔·金埴, 그들의 家庭과 在世年代」, 『선미술』
21(1984, 여름), pp. 87-88; 허균, 「연좌제의 질곡 속에서 누린 원천적 자유, 김시
의 <목우도>」, 『옛 그림에서 정치를 걷다』(깊은 나무, 2015), pp. 197-200.

4) 김시의 그림 속에는 출사(出仕)가 어려웠던 그의 삶이 반영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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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1-1537)의 몰락과 연관된 김시에 대한 평가가 그의 작품을 이해하는 
주요한 시각으로 확립된 것에 바탕을 두고 있다. 김시는 김안로가 사사(賜
死)된 이후 과거에 뜻을 두지 않고 화업(畵業)에만 정진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그의 삶의 방식은 작품을 해석하는 중요한 시각으로 자리매김하
게 되었다.
  그런데 『해동호보(海東號譜)』에 기재된 “그림 잘 그리는 것으로 이름이 
났고 여러 선비들과 어울려 놀았다”는 김시에 관한 기록을 다시 살펴 볼 
필요가 있다.5) 이는 김시의 작품을 해석하는 데에 있어 그의 개인적인 상
황만이 아니라 김시와 16세기의 지적 분위기에 대한 이해도 함께 수반되
어야 함을 시사한다. 
  김시는 선조(宣祖, 재위 1567-1608)대 가장 걸출한 화가로 인정받고 있
었으며 그림으로 삼절(三絶)에 꼽혔다. 정치적으로 몰락한 김안로의 아들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시가 최고의 화가로 찬사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
는 첫째, 화원으로서 당시 요구되었던 역할을 잘 수행하였으며 둘째, 여러 
문사들과 교유하며 그들의 취향에 맞는 그림을 제작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을 파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동자견려도>를 적극적으로 작가 김시
와 연관 지어 살펴본 연구는 다음과 같다. 장진성은 유배와 은둔자를 뜻할 수 있는 
나귀의 상징성을 제시하고 김안로가 사사된 후 벼슬길이 순탄치 않았던 김시의 상
황을 토대로 <동자견려도>를 해석하였다. 동자가 끌어도 앞으로 나가지 않으려하는 
나귀의 모습에서 화가 김시의 모습을 읽을 수 있다고 하였다. 즉 화가의 정치적 처
지와 심정을 드러낸 자의식이 반영된 작품일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다. 장진성, 「朝
鮮時代 繪畵와 동아시아적 시각」, 『東岳美術史學』21(2017), pp. 126-127; 김현권 
역시 “단순히 동자와 나귀가 옥신각신하는 장면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선비가 자
연 속에 은거하며 자연을 음미하는 삶 중에서 한때 벌어진 극적인 장면을 묘사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출세가 어려웠을 김시를 나귀의 주인으로 상정하고 그가 자
연을 즐기는 와중 생겼을 장면을 포착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김현권, 『시 속의 그
림, 그림 속의 시- 문인화2』(보림, 2007), pp. 58-61; 조민환은 김시가 사용하였던 
호인 ‘취면(醉眠)’을 자유롭고자 했던 김시의 심중을 반영한 호라고 설명하였다. 호
의 의미와 더불어 당시 조선 사회에 팽배했던 귀거래(歸去來) 풍조를 언급하면서 
<동자견려도>를 “자신을 얽매는 현실적인 삶과 그 현실에서 벗어나 자연과 벗 삼
고자 하는 삶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을 그린 그림”으로 해석하였다. 조민환, 「동양
철학으로 읽는 옛 그림(5)-김지(金禔, 1524-1593)의 「동자견려도(童子牽驢圖)」-」, 
『선비문화』10(2006), pp. 130-134.

5) 오세창, 『국역 근역서화징 상』(시공사, 1998), pp. 331-332. “以善畵名하고 多從士
流遊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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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시는 중국과의 소통이 중요한 사안으로 떠올랐던 시대 상황 속에서 
화원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냈던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김시와 당
대(當代)의 저명한 문사(文士)들과의 관계는 그의 작품 제작에도 적지 않
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김시는 처사(處士)로서의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었다. 또한 작품을 통하여 은일을 희구(希求)했던 당대의 문사들과 
교유했던 문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이 뚜렷했던 화가였다고 생각된다. 
  김시의 작품들은 당대에 은일을 표방하거나 경험했던 문인들 사이에서 
주로 감상되었다. 일례로 <목우도(牧牛圖)>로 대표되는 김시의 소 그림은 
당시 문인들에게 감상되면서 그들의 심회(心懷) 표출의 장으로 기능하였
다. 김시는 당대 만연했던 은일 풍조를 잘 담아낸 작품을 제작하였다. 이
는 부친의 역모 사건으로 인해 출세할 수 없었던 김시 본인의 상황과도 
연결되어 선조 대 가장 걸출한 화가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하나의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다수의 문인들과 작품으로 공감하고 교유했던 김시는 <동자견려도>의 
제작에 있어서도 16세기의 지적·문화적 분위기를 잘 반영했을 가능성이 
높다. <동자견려도>는 일종의 기려도(騎驢圖)로 당대인들에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여러 문인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김시의 
개인적 상황을 고려해보았을 때, 그는 당시 잘 알려져 있던 고사(故事)나 
문학적 표현에 익숙했을 것이다. 운코쿠 토간(雲谷等顔, 1547-1618)의 
<기려인물도병풍(騎驢人物圖屛風)>에는 소식(蘇軾, 1037-1101)으로 전해
지는 인물과 견려(牽驢) 장면이 담겨있다. 이 작품의 존재는 이제까지 그 
실체를 명확히 알 수 없었던 견려 도상의 존재와 기능에 대해 알려주고 
있다. 아울러 <동자견려도>가 한 폭의 기려도로 이해될 수 있는 좋은 근
거가 된다. 
  그러나 <동자견려도>에는 보편적으로 화면에 등장하는 기려 인물이 표
현되어 있지 않다. 대신 나귀와 동자가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자견려도>는 다른 기려도와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감상자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동자와 나귀의 행위에 맞추어지며 감상자는 ‘견(牽)’의 행위에 
시선을 집중하게 된다. 본 논문은 충분히 각광받지 못했던 <동자견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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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견’이라는 시각 언어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아울러 견려 장면이 선
(禪)불교의 마음 수행 과정을 회화화한 <심우도(尋牛圖)> 중 득우(得牛)의 
이미지와 유사하다는 점이 지적될 것이다. 
  <심우도>는 선 수행 단계를 소와 동자에 비유하여 열 장면으로 도해한 
그림이다. 그 중 네 번째 장면인 득우는 소[마음을 의미]를 발견하고 이를 
놓치지 않으려하는 수행의 역동적인 과정이다. 고삐를 당기는 행위로 묘사
된 이 장면은 번뇌에 물든 마음과의 대립이자 그 마음을 놓치지 않으려는 
수행의 단계이다. 견려와 득우가 보여주는 도상적 유사성은 견려 장면 속 
끌다의 의미가 스스로를 얻고[得], 자신의 마음을 제어하는 수행의 부분과 
맞닿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16세기 조선에서 우도(牛圖)는 인기 있는 화제 중 하나였으며 김시는 이 
주제에 일가(一家)를 이룬 인물이었다. 김시에게 <심우도>는 결코 낯선 이
미지가 아니었을 것이다. 따라서 김시가 <동자견려도> 속 견려 장면의 묘
사에 유용한 참고자료로서 <심우도>의 이미지를 활용하였을 가능성을 상
정해볼 수 있다. 그렇다면 <동자견려도> 속 내포된 득우의 이미지는 단순
한 도상적 차용에 불과한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16세기의 대표적인 방외인(方外人)으로 평가받는 임제(林
悌, 1549-1587)의 우언(寓言) 작품인 「의마(意馬)」가 주목된다. 「의마」는 
자기 주체로서의 마음을 말(馬)에 빗대어 지은 글이다. 작자 임제가 스스
로 서두에 밝혔듯이 의마란 “선가(禪家)에서 심원(心猿)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이다”라고 하여 그는 인간의 마음을 제어하기 힘든 말(馬)로 표현하였
다. 
  「의마」 속 말의 이미지는 <동자견려도>의 나귀의 모습과 흡사하다. 또
한 선(禪)에서 인지하는 마음(心)이라는 개념을 성리학적 사유로 끌고 들어
와 논의를 풀어나가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본 논문에서 주장하는 
바, 선불교의 이미지가 견려의 이미지 속에 내포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힘
을 실어주는 지성사적인 배경이기도 하다. 
  16세기에는 특이하게도 임제의 「의마」와 같이 외물에 심성(心性)을 의탁
하는 심성우언(心性寓言)이 다수 등장하였다.6) 이는 16세기 성리학적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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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방향이 심(心)이라는 점에 집중되었음을 
보여주는 문학사적 근거이기도 했다. 마음의 문제는 16세기 다양한 사상 
간의 대립과 자기 모색 속에서 떠오른 가장 핵심적인 논의 사안이었다. 이
는 조선 중기의 지적 분위기가 주자학 일변도로 치우쳐져 있었다는 보편
적인 인식과는 차이를 보여준다. 특히 양명학(陽明學)이 조선에 새롭게 수
용되고 그 논의를 진척시켜가는 과정에서 당시 지식인들은 각 학문 간의 
공통적인 철학적 사유였던 심(心)을 더욱 깊이 인지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사실은 김시의 그림을 감상하고 제화시를 남긴 
이들이 거유(巨儒) 이황(李滉, 1501-1570)과 이이(李珥, 1536-1584), 양명
학에 경도되었던 노수신(盧守愼, 1515-1590) 등이라는 점이다. 당시 조선
의 사상계를 주도하고 있었던 여러 인물들이 김시와 교유 관계에 있었거
나 혹은 교유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김시 역시 
당대(當代)의 사상 경향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동자견려도>를 당대 문화와 사상의 한 단면을 담아낸 이미
지로 바라보고자 한다. 우선 본격적인 <동자견려도> 분석에 앞서 Ⅱ장에
서는 작가 김시와 그의 작품을 살펴볼 것이다. Ⅲ장에서는 <동자견려도>
가 기려도의 일종으로 이해될 수 있음을 고찰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상적
인 측면에서 작품 속에 등장하는 견려 도상이 선불교의 마음 수행 과정을 
회화화한 <심우도> 중 득우 장면과 유사하다는 점에 주목할 것이다. 이를 
논의의 시작점으로 삼아 <동자견려도>가 당시 사상계의 이슈로 떠올랐던 
마음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담아내기 위한 방편으로서 득우 속 ‘당김’의 모
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즉 견려 장면 속
에는 득우의 이미지가 내포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Ⅳ장에
서는 <동자견려도>가 성리학에 대한 탐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16세
기 사상적 흐름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그림인 동시에 그 속에서 이
루어진 학문적 사유였던 마음의 문제를 담은 작품임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6) 심성우언과 관련하여 다음의 연구들이 주목된다. 안세현, 「15세기 후반~17세기 전
반 성리학적 사유의 우언적 표현 양상과 그 의미」, 『민족문화연구』51(2009), pp. 
215-249; 윤주필, 「우언과 성리학: 조선전기 철학담론으로서의 우언문학사」, 『퇴계
학논집』7(2010), pp. 1-41; 김성룡, 「이중 텍스트의 시학과 중층 독해의 이론에 관
한 연구」, 『문학교육학』12(2003), pp. 409-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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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동자견려도>가 제작되고 기능할 수 있었던 
사회적 배경은 무엇이었는지가 규명될 것이다.
  견려 이미지는 결국 당시 마음의 문제에 천착하고 있었던 16세기의 사
상 동향 및 이와 맞물려 유행한 심성우언의 등장 속에서 함께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동자견려도>는 단순한 풍속적인 그림이 아닌 기려도이자 
더 나아가 당시의 지성사적 문맥 속에서 해석될 수 있는 그림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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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김시와 <동자견려도(童子牽驢圖)> 

  김시(金禔, 1524-1593)는 선조(宣祖, 재위 1567-1608)대 그림으로 삼절
(三絶)에 꼽히며 회화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는 
화원(畵員)으로 활동하였으며 동시에 스스로를 처사(處士)로 인지한 인물
이었다. 아울러 여러 문사(文士)들과 긴밀하게 관계를 맺으며 교유하였다. 
이 장에서는 김시가 어떤 인물이었으며 그가 어떻게 최고의 화가로서 인
정받을 수 있었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첫째, 김시는 16세기 사회적으
로 요구되던 사안을 그림으로 잘 반영한 화원이었으며 둘째, 그의 작품은 
그가 맺고 있던 사회적 관계망의 결과물로서 은일(隱逸)이라는 당대인들의 
가치를 잘 반영하고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김시와 그의 작품 제작 경향을 
살펴보는 이러한 작업은 <동자견려도> 연구의 방향성과 기준을 제시해 줄 
것이다.

1. 김시의 위상과 화원(畵員)으로서의 역할

  김시는 중앙의 도화서 별제(圖畵署 別提)로 활동하는 등 전문적인 화원
으로서 그 역량을 다져나갔다. 그는 선조 대 최고의 화가로 인정받으며, 
최립(崔岦, 1539-1612)의 문장과 한호(韓濩, 1543-1605)의 글씨와 함께 
삼절(三絶)로 일컬어졌다. 

조선조의 화가로서 목릉(穆陵)의 전성기(全盛期)에는 오직 김시가 
이름을 날렸고…7)

간이당 최립의 문장과 석봉 한호의 글씨와 함께 삼절이라 불렸
다.8)

  김시가 조선 중기 최고의 화가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
을까.9) 1584년으로 기년이 확실한 김시의 대표작인 <한림제설도(寒林霽雪

7) 丁若鏞, 『茶山詩文集』 권14, 「題家藏畫帖」, “國朝畫家, 在穆陵盛際, 唯金禔擅名.”
8) 李肯翊, 『燃藜室記述』 별집 권14, 「畫家」, “與簡易崔岦文, 石峰韓濩筆, 並稱三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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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도 2)는 김시의 회화 작업이 어떠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는지 가
늠해 볼 수 있는 기준 작품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한림제설도>의 
화면 좌측 상단에 위치한 관지는 이 작품이 안사확(安士確)이라는 인물을 
위한 선물용 그림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10) 따라서 이 그림은 수취인
의 취향이 반영되어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기영회(耆英會)의 장면을 담은 1585년 <선조조기영회도(宣祖朝耆英會
圖)>(도 3)의 병풍그림은 <한림제설도>의 양식, 구도를 공유하고 있다.11) 
<선조조기영회도> 속 병풍의 존재는 당시 지배계층이 향유했으며 선호했
던 산수화의 모습을 보여준다(도 3-1). 산수 구도와 공간처리에서 조선 초
기의 안견파화풍(安堅派畵風)과 중기의 절파화풍(浙派畵風)이 절충, 융합된 
모습이 확인된다.12) 
  또한 1583년 선조가 반포한 『전주정절선생집(箋註靖節先生集)』에 수록
된 김시의 <귀거래도(歸去來圖)>(도 4)에서도 <한림제설도>와 유사한 양상
이 간취된다.13) <귀거래도>는 화면의 오른쪽으로 나무에 둘러싸인 가옥이 
위치하고 있으며 위쪽으로 원산이 배치된 구도를 취하고 있다. 특히 <귀

9) 김시가 조선 중기 최고의 화가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은 여러 문헌 기록을 통해 확인
해 볼 수 있다. 具思孟, 『八谷集』, 八谷雜稿, ｢司圃金禔季綏, 性和厚有長者風, 畫
格爲東方第一｣; 趙纘韓, 『玄洲集』 권5, ｢白玉峯家藏小屛金司圃山水圖序｣, “金司圃
之聖於畫. … 而唯司圃之畫, 兼而無不工, 備而集大成.”; 尹斗緖, 「記拙」, “金禔 : 
濃贍濶遠, 老健纖巧, 可謂東方大家, 昭代獨步.” 

10) 현재 클리브랜드박물관(The Cleveland Museum of Art)에 소장되어 있는 <한림
제설도>의 왼쪽 상단 관지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萬曆甲申秋養松居士爲安士確作
寒林霽雪圖”

11) <선조조기영회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유옥경, 「1585년 <宣祖朝耆英會圖> 考
察-東垣先生 寄贈 <耆英會圖>를 中心으로-」, 『東垣學術論文集』3(2000), pp. 
29-57 참조.

12) 유옥경, 위의 논문, p. 52.
13) 1853년(선조 16) 도연명(陶淵明, 365-427)의 시문집이 간행되었다. 이에 선조는 

김시에게 도연명의 반신 초상화인 <정절선생상(靖節先生像)>과 <귀거래도(歸去來
圖)>를 그리도록 명하고 삽화를 추가시켰다. 정유길(鄭惟吉, 1515-1588)에게는 「도
정절집발응제(陶靖節集跋應製)」를 짓게 하였다. 바로 정유길의 제(題)를 통해 당시 
도화서 별제(圖畫署 別提)였던 김시가 그림을 그렸음을 확인할 수 있다. 鄭惟吉, 
『林塘遺稿』下, 「陶靖節集跋應製」, “命圖畫署別提金禔圖其迹, 又命臣惟吉題其卷後” 
선조는 완성된 『전주정절선생집(箋註靖節先生集)』을 성균관 유생들에게 반사(頒賜)
하였다. 『선조실록』 권17, 16년(1583) 10월 4일(임자). “승지(承旨)를 성균관(成均
館)에 보내 유생을 시강(侍講)하게 하고 약(略) 이상에게는 《도정절집(陶靖節集)》 1
권씩을 각각 내려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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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도>를 역전시킨 이미지는 <한림제설도>와 매우 유사하여 주목된다.14)

  <선조조기영회도>와 <귀거래도>를 통해 16세기에 유행하였던 산수 양식
의 모습을 추정해볼 수 있다. 아울러 위의 두 그림과 유사한 <한림제설
도>의 존재는 당시 고위 인사들이 선호하고 향유했던 그림의 취향을 김시
가 민감하게 수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흥미롭게도 16세기의 기년작과 이 시기 작가들의 작품들에서 1500년경
을 전후한 명대 후기의 절파계(浙派系) 화풍이 드러나고 있다. 김시의 <한
림제설도>는 대진(戴進, 1388-1462)의 <귀주도(歸舟圖)>와 비슷한 구도를 
보이며 오위(吳偉, 1459-1508)의 <한산적설도(寒山積雪圖)>와도 비슷하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김시의 <동자견려도>는 광태사학파에 속하는 절파계 
직업화가인 장숭(蔣嵩, 약 1506-1566 활동)의 <무진계산도(無盡溪山圖)>
와 한쪽으로 치우친 구도부터 주봉의 모습과 표현에 이르기까지 유사하
다.15) 홍선표는 15세기 화단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명조 
화풍의 수용이 16세기에 이르러 적극적인 모습을 띠고 있음을 고찰하였
다. 그 이유에 대하여 16세기 초 중종 연간부터 변화된 대명관(對明觀)을 
그 이유로 들어 설명하였다.16) 16세기에 이르러 명을 현실 중화로 인식하
고 수용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한 것이 명조 화풍의 수용에서도 나타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선조 대 문장과 글씨로 각각 삼절에 꼽힌 최립과 한호의 
성격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최립과 한호는 명과의 외교에서 중요
한 역할을 맡고 있었다.17) 따라서 이들과 함께 삼절로 꼽힌 김시 역시 그
림이라는 매체를 통해 명과의 소통에 적지 않은 역할을 했던 인물로 추정
해볼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조류는 김시가 화원으로서 화명을 얻을 수 
있었던 배경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김시는 누구보다 시대가 요구하는 그림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14) 선승혜, 「『箋註靖節先生集』에 실린 金禔(1524-1593)의 陶淵明의 초상화와 귀거래
도」, 『민족문화연구』60(2013), pp. 393-396.

15) 16세기 조선화의 기년작과 이 시기 작가들의 대표작들에서 보이는 명대 화풍과의 
관계성에 대해서는 홍선표, 「15·16세기 조선화단의 중국화 인식과 수용태도-對明
觀의 변화를 중심으로」, 『미술사논단』26(2008), Ⅲ장 참조.

16) 홍선표, 위의 논문, pp. 67-69.
17) 윤현수, 「석봉 한호 필적의 근원 연구-한호 작품 글씨를 중심으로」, 『서예학연구』

5(2004), pp. 17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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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던 화가였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한림제설도>와 <선조조기영회
도> 속 병풍화 그리고 <귀거래도>는 당시 중앙에서 향유되었던 산수화의 
양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는 김시가 당대인들이 선호하였던 화풍을 그림
에 잘 반영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김시는 16세기에 사회적으로 요구되
고 선호되었던 사안들을 그림으로 잘 반영한 화원이었다.

2. 처사(處士)로서의 정체성과 작품 제작 경향
      
  김시는 조선 전기 세종-중종 년 간 득세하였던 명문 사대가의 집안에서 
태어났다. 특히 그의 부친 김안로(金安老, 1481-1537)는 중종 대 척신(戚
臣)으로 좌의정까지 이른 득세한 인물이었다. 김안로는 그의 아들인 김희
(金禧, ？-1531)가 장경왕후(章敬王后)의 소생인 효혜공주(孝惠公主, 1511-1531)
와 혼인하게 되면서 부마가 된 이후 왕실과 연결되었다.18) 이는 척신으로
서 그가 정국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된 배경이 되었다.19) 그
러나 김안로는 1537년(중종 32년) 문정왕후(文定王后)의 폐위를 도모했다
는 이유로 사사(賜死)되었다. 김안로의 정치적 몰락은 김시가 과거에 뜻을 
두지 않고 화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김시는 부친 김안로의 사사 이후 화가로서 업을 이어나갔으며20) 그의 
말년 언제부터인가 도화서 별제 등의 관직을 맡으면서 국가에 종사했던 
것으로 보인다.21) 그러나 동시에 그는 스스로 문인, 처사(處士)라는 정체

18) 김시의 가계(家系)에 관해서는 이태호, 「朝鮮中期의 선비畵家 金禔·金埴, 그들의 
家庭과 在世年代」, 『선미술』21(1984, 여름) 참조.

19) 김안로의 생애와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김우기, 「朝鮮 中宗後半期의 戚臣과 政局
動向」, 『대구사학』40(1990.12) 참조.

20) 김시가 그림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로는 김안로의 영향이 컸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김안로의 저서 『용천담적기(龍泉談寂記)』를 통해 추정해 볼 수 있다. 이 문헌
을 통해 김안로가 서화에 대해 많은 관심과 식견이 있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중국 서화견문과 조선 초기 화가에 대해 서술하고 있어 김시가 접했을 다양
한 그림과 시각적 경험을 유추해 볼 수 있다.

21) 鄭惟吉, 『林塘遺稿』下, 「陶靖節集跋應製」 각주 13 참조; 琴蘭秀, 『惺齋集』, 「惺
齋先生年譜」. 1586년(선조 19) 장흥고(長興庫)의 주부(主簿, 종 6품)였던 김시는 장
흥고령(長興庫令, 종 5품) 조순보, 직장(直長, 종 7품) 백수종, 그리고 금난수(琴蘭秀, 
1530-1604)와 함께 계회를 갖고 계회도를 남겼다. 윤진영, 「조선시대 계회도 연
구」, 韓國精神文化硏究院 韓國學大學院 박사학위논문(2004), p.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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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구축하고 은일자(隱逸者)로서 자신을 인식하고자 했던 것으로 추정된
다. 이는 그의 호(號)를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는 취면(醉眠), 양송(養
松), 양송거사(養松居士), 양송헌(養松軒), 양송당(養松堂) 등의 호를 사용
하였다. 특히 ‘양송거사’는 클리브랜드박물관 소장 김시의 <한림제설도> 
속 관지를 통해 그 쓰임이 확인된다. 

갑신년(1584년) 가을에 양송거사가 안사확을 위하여 한림제설도를 그
리다.22)

  흥미로운 점은 거사(居士)라는 호칭이다. 거사란 처사(處士)와 유사한 의
미의 단어였다.23) 처사는 사화(士禍)로 인해 은거를 택했던 인물들을 지칭
하는 칭호로 당대인들에게 자부심을 드러내는 용어로 사용되었다.24) <한
림제설도> 속 관지는 김시가 스스로를 거사로 인식하고자 했음을 보여준
다. 이는 처사라는 호칭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당대인들의 시각과 같은 맥
락으로 생각된다. 김시는 거사라는 호칭을 사용함으로써 문인이자 은일자
의 모습으로 자신을 바라보고자 하였다.
  양송(養松)이라는 호 역시 이와 비슷한 맥락의 의미로 생각된다. ‘양
(養)’의 의미와 관련하여 이겸(李謙)의 양화헌(養花軒)에 대한 이야기와 강
희안의 『양화소록(養花小錄)』이 주목된다. 채수(蔡壽, 1449-1515)는 「양화
헌기(養花軒記)」에서 하루는 이겸이 찾아와 자신은 세로(世路)에 뜻이 없
었기 때문에 이미 영욕을 당할 일이 없으며, 자신의 헌 앞에 다양한 꽃을 
손수 가꾸어 이를 완상하고 시를 읊조리는 즐거움으로 산다며 자신을 초
청하였다고 언급했다. 이에 채수는 헌 주변에 가꾸어 놓은 꽃들을 보고는 
이겸이 꽃을 기르는 것이 근실하고 또한 완세(玩世)함에 방달(放達)하였음

22) “萬曆甲申秋養松居士爲安士確作寒林霽雪圖”
23) 중국에서는 학식과 도덕을 겸비한 벼슬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민정, 「고려시대의 ‘居士’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0), p. 4.
24) 남명(南冥)은 임종에 이르렀을 때 문인 김우옹(金宇顒)이 “선생님이 돌아가신다면 

무슨 칭호를 써야 합니까?”라고 묻자, “처사로 부르는 것이 옳다. 이는 나의 평생
지지(平生之志)였으니 이를 쓰지 않고 관작(官爵)을 부르는 것은 나를 버리는 것이
다”라고 하였다. 신병주, 『남명학파와 화담학파 연구』(일지사, 2000),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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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서술하였다.25) 강희안은 『양화소록』에서 “꽃을 기르는 것은 마음과 뜻
을 더욱 닦고 심성(心性)을 함양하고자 함이다”라고 하였다.26) 기르다의 
의미가 자기 수양과 맞닿아 있는 행위라는 점이 주목된다. 따라서 무언가
를 가꾸고 기른다는 ‘양(養)’은 세속의 욕망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내면에 
집중하는 은자(隱者)의 모습에 가까운 표현으로 생각된다. 
  김시의 다른 호인 양송당(養松堂), 양송헌(養松軒)의 존재는 그가 실제로 
누정(樓亭)을 소유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누정의 이름은 주변의 산수 경
물을 고려하여 붙여지는 경우가 많았다.27) 따라서 ‘양송’이라는 호에는 누
정 주변의 풍광이 반영되면서 동시에 소나무를 가꾸며 세상으로부터 초연
하고자 했던 바람이 투영되었을 가능성도 상정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전통
적으로 소나무는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군자의 굳은 의지와 지조를 상
징한다는 점에서28) 김시가 추구했던 가치도 함께 읽어볼 수 있다. 
  김시의 호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문인처사로서의 정체성은 가문의 성
향과 선대의 학문 배경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김시의 그림
을 접하고 제(題)를 남긴 인물 중에는 소세양(蘇世讓, 1486-1562)이나 정
사룡(鄭士龍, 1491-1570)과 같은 16세기를 대표하는 최고위층 관료들이 
포함되어있다.29) 이들과의 관계는 이미 김시의 부친인 김안로로부터 구축
되어 있었다.30) 당시 실록 기사를 통해 이들은 누차 사가독서(賜暇讀書)에 

25) 안세현, 「蔡壽 樓亭記 硏究」, 『東方漢文學』36(2008), p. 55.
26) 姜希顔, 『養花小錄』, 「取花卉法」, “凡培植花卉, 只欲益心志養耳.” 해석은 홍선표, 

「인재 강희안의 ‘고사관수도’ 연구」, 『정신문화연구』(1985, 겨울), pp. 98-99 참조.
27) 누대의 이름은 보통 누대가 위치한 지역의 이름이나 누대와 관련된 역사적인 행

적, 혹은 그 주변의 경관에서 가져온다고 하였다. 成汝信, 『浮査集』 권3, ｢書樓記｣, 
“古之名樓者, 或以地, 或以跡, 或以景. 在岳州之南者, 謂之岳陽樓, 則名之以地者
也. 橘皮仙去處, 謂之黃鶴樓, 則名之以跡者也. 千尺觚稜, 干霄逼漢者, 謂之齊雲樓, 
則名之以景者也.” 안세현, 앞의 논문, p. 35. 각주 7번 참조.

28) 장진성, 「이인상의 서얼 의식-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검선도>를 중심으로-」, 『미술
사와 시각문화』(2002), p. 59. 

29) 蘇世讓, 『陽谷集』 권5, 「題金禔畫。贈韓秀祿」; 鄭士龍, 『湖陰雜稿』 권5, 「書李醴
泉愿雙障_金禔畫」. 

30) 『인종실록』 권1, 1년(1545) 2월 25일(무오). 김안로(金安老)와 소세양(蘇世讓)은 
매우 친밀한 관계였던 것으로 보인다. “소세양은 … 김안로와 복심(腹心)처럼 사귀
었는데, 김안로가 패하고 나서는 교활한 방법으로 다행히 면하였다. 그러고서 오히
려 교만 방자하고 재물을 탐내어 만족할 줄 몰랐으므로, 여염 사람들이 ‘김안로는 
제거되었으나 또 하나의 김안로가 아직 남아 있다.’고 하였다….” (밑줄은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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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계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31) 이 시기 사가독서 한 사람들은 당대
를 대표하는 이름난 문인이었다. 따라서 당시 독서당이었던 정업원(淨業
院)에서의 시회는 성황을 이루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사가독서의 일원이었
던 이행(李荇, 1478-1534)은 “하루에 시가 백편이라, 이 말은 농담이 아
니라네. 문필을 겨룰 곳을 기약하여서, 이에 한 켤레 짚신을 손본다네” 라
고 하여 그들 간에 오고갔던 문화적인 교류가 활발했음을 보여준다.32) 이
들의 관계는 김안로가 유배를 갔을 시기 적서에 머무르면서도 정사룡, 이
행 등과 끊임없이 시편을 주고받으면서 꾸준히 이어졌다.33) 김안로의 이 
같은 이력은 그가 당시 유력 ‘문장가’로서 위세를 떨치고 있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다른 한편으로 김안로는 성종 대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성리학적 가치관
을 중시하며 이를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던 인물이기도 했
다. 김안로의 부친인 김흔(金訢, 1448-1492)을 포함하여 숙부였던 김심(金
諶, 1445-1502), 김전(金詮, 1458-1523) 등은 김종직(金宗直, 1431-1492)
으로부터 수업을 받았던 문인이었다. 심지어 김안로 자신도 김종직의 문인
인 이심원(李深源, 1454-1504)의 문인이었다.34) 이처럼 성종 이후의 학풍
에 성리학의 영향력을 강하게 끼친 김종직 학맥과 김안로는 긴밀히 연결
되어 있었다. 
  아울러 김안로의 초기 정치 성향은 사림(士林)이라 불리는 집단과 비슷
한 양상을 보였다. 그는 정치에 입문한 이후 주로 언관직(言官職)에 종사
하며 이들과 가까운 사이를 유지했다.35) 김안로는 벼슬을 시작했던 당시 

31) 『중종실록』 권14, 6년(1511) 10월 14일(신묘). “이조·예조가 함께 의논하여 사가 
독서(賜暇讀書)할 문신(文臣) 이행(李荇)·김안국(金安國)·유운(柳雲)·김안로(金安老)·
소세양(蘇世讓)·황여헌(黃汝獻)·정사룡(鄭士龍)을 간택하여 아뢰었다.”; 『중종실록』 
권20, 9년(1514) 9월 29일(무자). “독서당(讀書堂)에 선온(宣醞)하였다. 사인(舍人) 
김안로·이조정랑(吏曹正郞) 소세양·공조좌랑(工曹佐郞) 신광한(申光漢) 등이 전(箋)
을 올려 사은(謝恩)하였다.” 

32) 李荇, 『容齋集』 권3, 「讀書堂宴集醉後走筆」 “一日百篇詩, 玆事不爲謔. 相期翰墨
場, 從此理雙屩.” 이종묵, 「사가독서제와 독서당에서의 문학 활동」, 『한국한시연
구』8(2000), p. 19. 

33) 김덕수, 「『희락당고』 소재 한시 주석 연구」, 『장서각』33(2015), p. 156.
34) 송웅섭, 「중종대 기묘사림의 구성과 출신배경」, 『韓國史論』45(2001), p. 169.
35) 차주영, 「집권세력의 갈등을 통해 본 중종대의 정치구조 -金安老의 권력 강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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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국(金安國, 1478-1543), 유운(柳雲, 1485-1528) 등과 서로 친하였으
며, “이 때의 의논은 세 사람의 시비의 의논을 듣고서 하였다”고 할 정도
였다.36) 이와 더불어 김안로가 실각된 후, 자신의 정계 복귀를 위해 사림
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사관(史官)의 언급도 주목된다. 이는 그의 간사
함을 꼬집는 말이지만, 김안로와 사림 사이의 친분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1530년 김안로는 기묘사화에 연루되어 파직되었던 영남
사림파인 권벌(權橃, 1478-1548)을 서용(敍用)하기도 하였다.37) 권벌의 서
용 역시 기묘년에 처벌받은 사람들에게로 모아지는 사론(士論)을 의식한 
김안로의 정치적 명분으로 해석되기도 한다.38) 그러나 김안로와 신진사류
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김안로는 인척관계에서부터 
자신의 정치적 삶에 이르기까지 성리학적 가치관을 중시했던 사류(士類)들
과 밀접한 연관성을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과의 지적·사상적 교류를 
추정해 볼 수 있다. 김안로는 기묘사림과 대립관계의 인물로 평가된다. 그
러나 이들과의 연관성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 
  김안로는 당대(當代)를 대표하는 문장가로서 이와 관련된 경험을 두루 
거쳤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는 성종 대 사류의 학적 속에서 성리학 이념을 
시대의 정신으로 인식한 인물이기도 했다.39) 김안로에게서 발견되는 학맥, 

정을 중심으로-」, 『白山學報』79(2007), p. 201.
36) 『중종실록』 권52, 19년(1524) 11월 2일(임술). “ … 이조 판서 김안로(金安老)는 

본디 재주와 학문이 있고 또 청명(淸名)도 있으나, 사람됨이 의논하고 일을 일으키
기를 좋아하는 자입니다. 대저 젊어서 벼슬살이를 시작하였을 때에 김안로가 김안
국(金安國)·유운(柳雲) 등과 서로 친하였는데, 그때의 의논은 반드시 이 세 사람의 
시비의 의논을 듣고서 하였으므로 당시 사람들이 외론(外論)이라 지칭하였고, 젊은 
무리가 실패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폐단이 매우 컸으므로 대간이 일을 일으키려 
하더라도 저들의 논의를 들으면 곧 멈추고 순종하였으니, 이 폐단은 오래갔습니다. 
…” (밑줄은 필자)

37) 『중종실록』 권70, 25년(1530) 12월 5일(신유). “ … 사신은 논한다. 권벌은 기묘년
에 죄받은 사류의 한 사람으로 파직당하여 시골에 가 산지가 15년이 지났는데 갑자
기 이런 명(命)이 있게 된 것은, 김안로가 사론(士論)이 기묘년에 죄받은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장차 이 무리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기묘년에 죄
받은 사람을 복직 서용한다는 것으로 명분을 삼은 것이다. …” (밑줄은 필자)

38) 차주영, 「16세기 사림세력의 집권과정과 정치성향」, 상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p. 93.

39) 김안로는 성리학적 가치관을 현실에 뿌리내리려는 노력을 기울인 인물이었다. 이
에 관해서는 정용건, 「希樂堂 金安老의 文章觀과 學問 興起論」, 『大東漢文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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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리학적 사유, 초기 정치적 행보에서 보여주었던 신진사류적인 면모는 그
의 아들 김시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문인처사로서의 인식은 김시가 스스로 구축하고자 했던 자기 정체성의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는 그가 남긴 다수의 작품들의 주제와도 연
결되고 있다. 김시의 작품은 은일을 희구(希求)했거나 경험했던 문인들에
게 감상되었다. 은일의 내용이 담긴 김시의 그림은 당대 문인들의 공감을 
얻어냈으며 교감의 매체로서 기능했던 것으로 보인다.40)

  다음은 백광훈(白光勳, 1537-1582) 의 『옥봉집(玉峯集)』의 기록이다. 

惆悵歸山計又非  슬프다! 산으로 돌아갈 계획 또 어긋났네.
白雲空鎖舊巖扉  흰 구름은 부질없이 옛 바위 사립을 잠그리.
誰知此日無窮意  누가 알랴 이 날의 끝없는 마음을
一逕依依入翠微  오솔길은 길게 푸른 이내 속으로 이어졌구나.41)

  백광훈은 “취면 김계수가 자신이 그린 수묵화 비단부채에 글을 청하다
(醉眠金季綏以自寫水墨綃扇求題)” 라고 밝힘으로서 김시와 백광훈 사이의 
활발했던 시적 교류를 보여주었다. 김시의 팔 폭 병풍에 제를 남긴 또 다
른 기록도 확인되어 돈독했던 그들의 친분을 추정해볼 수 있다.42) 백광훈

50(2017), pp. 60-63 참조.
40) 고연희는 당시 김시의 산수화를 높이 칭송한 조선 문인들이 화법이나 필법보다 

김시의 그림 속 문인다운 뜻과 흥취의 표현에 관심을 두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들
은 김시의 산수화 속에서 마음의 수양처를 찾았노라고 시를 읊기도 했다고 하였다. 
즉 문인의 그림이라는 점이 당대 문인들의 정신에 효과적으로 감응했을 것으로 보
았다. 고연희, 『선비의 생각, 산수로 만나다』(다섯수레, 2012), p. 35. 

41) 백광훈, 『玉峯集』 玉峯詩集上, 「醉眠金季綏以自寫水墨綃扇求題」.
42) 백광훈, 『玉峯集』 玉峯詩集上, 「題金季綏畫八幅」 
    占屋隱深松, 山風吹獨鶴, 人閑掩戶遲, 夜靜幽泉落
    不知醉行緩, 但道歸路長, 寒鴉亦何事, 山外是斜陽
    夜久釣艇來, 月明孤島出, 家在浦西村, 平林杳如髮
    放牛草深處, 有笛不知吹, 忽値前山雨, 歸來却倒騎
    泊舟臨古渡, 片雨過前村, 沽酒人歸岸, 垂楊半掩門
    落葉溪中逕, 孤煙竹外村, 依依獨歸處, 橋盡是衡門
    古木葉已盡, 山前秋水空, 孤舟夜不棹, 吹笛月明中
    晩愛溪上晴, 橫琴坐古石, 宿鳥入疏林, 雲煙相冪歷.
   백광훈은 김시의 그림에 많은 차운시를 남긴 것으로 보인다. 박영관, 「옥봉 백광훈

의 시에 나타난 교유 관계 연구」, 『古詩歌硏究』16(2005. 8), pp. 14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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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벼슬에 뜻을 두지 않고 말년에 미관말직에 머물렀지만 시로써 명성을 
얻어 당대의 많은 명사들과 문학적인 교유를 나누었던 인물이었다. 
  백광훈은 김시의 그림에 대해 산으로 돌아가고자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
가능한 상황에 놓인 선비의 마음을 읊었다. 이는 김시의 그림이 귀거래를 
바라는 은일지향적인 메시지를 함축했던 그림이었음을 역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게 한다.
  그런데 이 시는 그림이 토대가 된 제화시임에도 불구하고 백광훈의 기
존 시에서 볼 수 있는 정신세계와 지향점이 잘 드러나 흥미롭다. 백광훈의 
시에서 문(門, 柴門, 扉)은 내밀한 공간을 의미한다. 그에게 문이 있는 공
간은 실재적인 주거공간을 의미하거나 은유적으로 마음을 나타낸다. 이 때 
문은 사람 사이의 관계를 구축하는 소통의 통로라고 볼 수 있다. 백광훈의 
시에서 문은 대부분 닫혀있는데 이는 시적 화자의 정신적인 고독감이 반
영된 표현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고립된 공간에서 벗어나 고향이라는 지향
처를 반복적으로 드러내는 것 역시 백광훈의 시에서 드러나는 특징이
다.43) 
  위의 제화시에서도 ‘산으로 돌아갈 계획’, 혹은 ‘사립을 잠그리’와 같이 
기존 백광훈의 시에서 간취되는 시상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김시가 당대
인들의 향수를 자극하고 그들의 심정을 잘 반영한 그림을 제작했음을 보
여준다. 김시는 그림으로 당대인들과 소통하고 그에 잘 부합하는 그림을 
제작했던 것이다. 
  이러한 김시의 작품 제작 경향은 김시의 우도(牛圖)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16세기 우도는 주로 문인들을 중심으로 감상되었다. 소는 당시의 혼
란한 정치를 피해 은둔하는 선비의 모습에 은유되거나 난세에 몸을 내맡
기면서도 곧 전원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상징하는 경우가 많았
다.44) 이황은 1556년 김시의 「화우첩(畵牛帖)」에 제를 남겼다.45) 이황 역
시 출(出)과 처(處)를 반복하며 산림에서의 은거를 통해 자기 수양의 의지
를 실현했던 인물이다. 우도는 은일의 가치에 공감했던 당대인들에게 스스

43) 김금숙, 「白光勳 漢詩에 나타난 공간 이미지 분석」, 『語文論集』38(2008), p. 189. 
44) 김예진, 「朝鮮中期 牛圖 硏究」, 韓國精神文化硏究院 韓國學大學院 석사학위논문

(2003), pp. 32-33.
45) 李滉, 『退溪集』 권2, 「題金禔畫牛帖 丙辰」 “野外放閒牧. 擧蹄自摩痒. 千載陶公

意. 令人感歎長. 桃林春草長. 飽食臥呞時. 從今眠不動. 無夢逐戎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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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를 투영할 수 있는 시각 매체였으며 이는 당시 팽배했던 은일, 귀거래 
풍조 속에서 더욱 인기를 얻었다.46)   
  임숙영(任叔英, 1576-1623) 역시 김시의 작품으로 추정하는 산수(山水)
그림에 기문(記文)을 남겼다. 그는 서로 크기가 다른 세 봉우리가 늘어서 
있고 각각 웅장하거나 뾰족하며, 절벽 아래 숲과 물이 배경이 된 산 속에 
한 장부가 걸상에 기대어 금을 타고 있다고 화면 속 인물을 묘사했다. 그
는 그림 감상을 통해 자신이 진실로 현실과 철저하게 단절된 은거를 바라
는지 경계하였다.47) 실제로 임숙영은 1616년부터 1623년까지 은거 생활
을 한 인물이다. 그의 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김시의 그림은 은둔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던 매체였다.  
  따라서 김시의 그림은 당대 은일을 희구했던 문인들에게 감상되면서 그
들의 가치관과 동류의식을 확인하는 하나의 구심점이 되어주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즉 김시는 당대인들의 가치관과 희망 사항에 부합하는 그림들, 
특히 은일 풍조를 잘 담아낸 화가로서 활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김시가 문인 집단의 한 일원으로서 다양한 문사들과 교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이(李珥, 1536-1584)의 기록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등암 이덕익, 죽유 홍홍도, 죽와 이계현(이우), 치암 구경은, 국완 
노구형, 송암 김사효가 율곡 이숙헌(이이)을 취면 김계유의 집에서 만
나 말하기를, “우리가 상사일(上巳日)에 진세(塵世, 티끌 많은 세상)
로부터 이 진세를 벗어날 경지를 구하여 사효(思孝)의 정원에 나아가 
보니, 바위를 깎아 계단을 만들고 장송으로 그늘을 이루어 그 그늘이 
완전하여 밑에서부터 위까지 덮었다. 이 정원에 오르면 온 장안이 막
힘없이 한눈에 보인다. 북악을 뒤로 지고 남산을 앞으로 안고 있으면 
연화는 아득하여 시상이 떠오른다. 
  이 날에 춘광(春光)이 호탕하고 온 누리가 변화하였다. 햇순이 유
연히 움직이고 묵은 토막나무가 꽃다움을 토해내는 것은 초목의 낙이

46) 16세기 귀거래문화에 대해서는 조규희, 「朝鮮時代 別墅圖 硏究」, 서울대학교 박
사학위논문(2006) 참조.

47) 任叔英, 『疎菴集』 권3, 「山水圖記」. 원문에 대한 설명은 정혜린, 「조선 중기 회화
관 연구: 절파산수화(浙派山水畵)와 시화합일(詩畵合一)의 관계를 중심으로」, 『인문
논총』(2009), pp. 180-18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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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긴긴 해가 따스한 기온을 싣고 맑은 공기가 소리를 재촉하여 그 
아름다운 소리가 오르내리는 것은 새들의 낙이며, 이끼 낀 석양 길에 
술병을 들고 방초를 밟으며 거니는 것은 유인(遊人)의 낙이었다. 우리
는 우러러 우주를 살피고 만물을 굽어보면서, 만물의 즐거움으로써 
즐거워하고, 만물의 근심으로써 근심하였다. 혹은 나무에 의지해 즐
거운 마음을 드높이기도 하고 혹은 만취하도록 자작(自酌)하기도 하
면서 우리 생애의 휴식을 감탄하며 방탕하지 않아야 하는 경계를 생
각하였다. 때마침 계유를 시켜 그림으로 남겼으니, 그대는 우리를 위
해 이에 대한 기문(記文)을 쓰라.” 하였다.
  나는 마침 일이 있어 그 그림 속의 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아쉬운 
마음으로 그의 사실을 기록한다. 깊이 생각해보니 유감이 없지 않
다.48) (강조는 필자)

  김시는 당대의 여러 인물들과 함께 김사효의 정원에서 모임을 가졌다. 
“진세(塵世, 티끌 많은 세상)로부터 이 진세를 벗어날 경지를 구하기 위해 
정원에 나아갔다”는 구절에서 속세로부터 탈피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게 
드러난다. 김시는 이 모임의 한 사람으로서 그림을 그리고 이들과 교유하
였다. 따라서 이때의 분위기와 지향점은 김시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김시가 사용했던 호와 그가 제작했던 작품들, 더 나아가 당대인들과 공
유했던 문화 속에는 공통적으로 은일이라는 면모가 발견된다. 화가로서 삶
을 영위해 나갔으나 문인, 처사(處士)의 정체성은 김시가 지녔던 근본적이
면서도 또 다른 자아상이었던 것이다.

48) 李珥, 『栗谷全書』 권3, 「八賢會記」, “鐙巖李德益, 竹牖洪興道，竹窩李季獻，恥菴
具景誾. 菊畹盧國亨，松巖金思孝. 遇栗谷李叔獻于醉眠金季綏第. 告之曰. 吾輩於上
巳之辰. 卽塵中而求出塵之境. 就思孝之園. 觀其鑿巖爲磴. 蔭以長松. 淸陰宛轉. 自
下達上. 登斯園也. 則長安一面. 極目無礙. 北嶽峙後. 南山拱前. 煙花縹渺. 可豁吟
懷. 是日也. 春光浩蕩. 萬境盎然. 新條弄柔. 舊查吐芳者. 草木之樂也. 遲日載陽. 
淑氣催聲. 下上其音者. 禽鳥之樂也. 夕陽苔路. 携壺踏靑者. 遊人之樂也. 若吾輩則
仰觀宇宙. 俯察品彙. 樂以萬物之樂. 憂以萬物之憂. 或倚樹高歡. 或自酌至醉. 感吾
生之休. 服無荒之戒. 方倩季綏爲畫. 子其爲我記之. 余適有事. 不得作畫中之人. 聊
記其迹. 細思不能無憾焉.” 해석은 『(國譯) 栗谷全書Ⅲ』, 이호형 외 옮김(韓國精神文
化硏究院, 1987), pp. 371-37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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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동자견려도> 속 견려(牽驢)의 의미

  <동자견려도(童子牽驢圖)>는 한국회화사에서 조선 중기의 중요 작품으
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작품 속 견려(牽驢) 도상과 그 의미에 관한 
고찰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장에서 필자는 <동자견려도>가 기
려도(騎驢圖)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음을 보일 것이다. 다음으로 <동자
견려도> 속 견려 장면이 시각적으로 <심우도(尋牛圖)>의 득우(得牛) 장면
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동자견려도>에는 기려 인물
이 없이 견려 장면만이 단독으로 그려졌다. 이는 나귀가 등장하는 다수의 
기려도와 차별되는 <동자견려도>만의 특징이다. 견려 장면이 그림의 단독 
재제가 됨으로써 견려와 득우는 도상적으로 흡사한 모습을 띠게 되었다. 
견려와 득우가 보여주는 도상적 유사성은 ‘견(牽)’에 ‘마음(心)’을 얻고자 
하는 득우의 의미가 내포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1. 기려도(騎驢圖)로서의 <동자견려도>
 
  동아시아 한중일 회화에서 김시의 <동자견려도>와 같이 견려 장면이 단
독으로 묘사된 그림은 드물다. 아울러 견려 도상이 도해된 그림 역시 잘 
발견되지 않아 그 실체를 명확히 알기 어려웠다. 이러한 전거의 부재는 
<동자견려도> 작품 자체의 성격을 쉽게 규정할 수 없었던 이유로 작용했
을 것이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일본 모모야마(桃山)시대의 화가였던 운코쿠 토간(雲
谷等顔, 1547-1618)의 보스톤박물관(The Museum of Fine Arts, 
Boston) 소장 <기려인물도병풍(騎驢人物圖屛風)>(도 5)에 견려 장면이 등
장하고 있다. 이 그림은 6곡 1쌍(六曲一双) 형식으로 각각 소식(蘇軾, 
1037-1101)과 반랑(潘閬, ?-1009) 고사(故事)를 묘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견려 장면은 소식으로 전해지는 인물의 옆에 묘사되어 있다. 다리를 건너
지 않으려는 나귀를 힘껏 잡아당기는 <기려인물도병풍> 속 동자의 모습은 
<동자견려도>의 견려 장면과 매우 흡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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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려인물도병풍>의 존재는 <동자견려도>가 기려도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그림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운코쿠 토간의 또 다른 작품인 클리브랜드
박물관(The Cleveland Museum of Art) 소장 <기려인물도병풍>(도 6) 역
시 <동자견려도>가 기려도의 성격을 지닌 그림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이다. 
  이 작품은 실체를 명확히 알 수 없었던 견려 도상의 존재와 기능을 드
러내었다. <기려인물도병풍> 속에서 견려 도상은 소식이라는 기려 인물의 
고사(故事)와 밀접하게 연관된 장면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기려도 계통의 그림에서 소식은 맹호연(孟浩然, 689/691-740), 반랑 등
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림의 주제로는 적게 그려진 인물이다. 소식은 적벽
부도(赤壁賦圖)나 동파입극도(東坡笠屐圖)로 다수 표현되었다.49) 반면 소식
기려도(蘇軾騎驢圖)의 경우 명확한 전거는 아직 확인되고 있지 않은 것으
로 보인다.50) 그러나 소식은 나귀와 관련된 인물임은 확실하다. 절뚝거리
는 나귀인 건려(蹇驢)는 소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 중 하나이다.51) 
비록 현전하는 예는 적지만 <기려인물도병풍> 속 견려의 모습은 소식이라
는 인물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도상이었을 가능성을 드러내었다. 견려 도상
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았던 상황 속에서 운코쿠 토간의 
그림은 이미 견려 도상이 기려 인물과 함께 배치될 수 있는 정립된 도상이
었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당대인들에게 견려는 낯선 장면이 아니었을 것으
로 생각된다. 견려 장면이 그려진 <동자견려도>는 한 폭의 기려도로서 이
해될 수 있다. 
  기려도는 중국 고사에 근원을 둔 인물화의 한 종류로서 조선 중기 이후 
고사인물화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화목이다.52) 기려도의 주제가 

49) 장진성, 「소식(蘇軾)과 건려(蹇驢)」(unpublished), pp. 2-3.
50) 救仁鄕 秀明, 「日本における蘇軾像--東京国立博物館保管の模本を中心とする資料

紹介」, 『Museum』494, 1992, p. 13.
51) 절뚝거리는 당나귀를 뜻하는 ‘건려(蹇驢)’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소식의 시(詩)는 

1061년에 지어진 「화자유면지회구(和子由澠池懐舊)」를 예로 들 수 있다. Jack W. 
Chen, “On Hearing the Donkey's Bray: Friendship, Ritual, and Social 
Convention in Medieval China,” Chinese Literature: Essays, Articles, 
Reviews (CLEAR), vol. 33 (2011), pp. 12-13. 

52) 송희경, 「조선시대 기려도의 유형과 자연관」, 『미술사학보』15(2001),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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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인물들은 다양하다. 우선 죽림칠현(竹林七賢)의 한 사람인 완적(阮籍, 
210-263)이 있다. 유명한 당나라 시인이었던 두보(杜甫, 712-770) 역시 
나귀와 밀접한 연관을 지닌 인물로 잘 알려져 있으며 11세기에 들어와 기
려 인물로서 종종 묘사되었다. 당대(唐代)의 시인이자 나귀에 올라탄 모습
으로 설명되는 시인들로는 맹호연, 가도(賈島, 779-849), 이가(李賀, 
790-816)가 대표적이다. 송대(宋代) 초 시인인 반랑은 자신의 시를 통해, 
스스로를 나귀를 거꾸로 타면서 산수를 감상하는 모습으로 그려내었다. 왕
안석(王安石, 1021-1086)과 이백(李白, 701-762) 역시 기려 인물로 알려
져 있으며, 장과로(張果老) 또한 기려상으로 작품화되기도 하였다.53)

  이 중 맹호연과 반랑은 고려와 조선에서 나귀와 관련된 가장 보편적인 
인물로 인식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맹호연은 출사하지 않고 은거의 
삶을 살았던 은일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봄에 매화를 찾아 파교(灞
橋)를 건너는 모습으로 많이 일컬어졌다. 따라서 맹호연을 그린 기려도는 
파교탐매(灞橋探梅), 파교심매(灞橋尋梅), 설중심매(雪中尋梅)의 고사와 연
관된다. 16세기 전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신잠(申潛, 1491-1554)의 
전칭작인 <탐매도(探梅圖)>(도 7)는 파교탐매 고사의 도상을 충실히 도해
한 그림 중 하나이다. 나귀를 타고 다리 위에 서 있는 인물과 추위에 웅크
린 동자, 양쪽 언덕 위의 매화나무는 맹호연의 고사를 떠오르게 한다. 
  반랑 역시 중국 주(周)나라의 은사(隱士)로서 나귀를 거꾸로 타고 있는 
도기상(倒騎像)으로 언급되고 화면 속에 도해되었다. 이는 화산(華山)에 은
거하며 나귀를 거꾸로 타고 다니며 그 곳의 산수를 감상하였다는 고사와 
관련된다. 
  이처럼 기려도는 추운 겨울 매화를 찾는 행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
는 맹호연이나 나귀를 거꾸로 탄 모습의 반랑 등 기려 인물의 고사가 충
실히 반영된 그림이다. 따라서 그림에 묘사된 고사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
는 지표를 통하여 그림 속 인물이 누구인지를 판별하는 작업이 가능하기

53) <기려도>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Peter C. Sturman, “The Donkey Rider as 
Icon: Li Cheng and Early Chinese Landscape Painting,” Artibus Asiae, 
vol. 55, no. 1/2 (1995), pp. 47-48; 이승은, 「朝鮮中期 小景山水人物畵의 考
察」, 『미술사연구』11(1997), pp. 58-61; 송희경, 「조선시대 기려도의 유형과 자연
관」, 『미술사학보』15(20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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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였다.54) 또한 기려도는 고아한 선비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그림이라
고도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기려도는 전통적으로 정립되어 있었던 기려 
인물의 상(像)과 함께 유비되어 감상되었을 것이다. 이불해(李不害, 
1529-?)의 <기려도(騎驢圖)>(도 8)는 절벽 아래 지친 나귀와 이를 타고 다
리를 건너는 선비의 모습을 묘사하였다. 강물 위의 다리, 겨울을 연상하게 
하는 앙상한 나뭇가지는 한 겨울 나귀를 타고 파교를 건너는 시인의 흥취
를 구체적으로 연상시킨다.55) 함윤덕(咸允德, 16세기 후반)의 <기려도(騎
驢圖)>(도 9)는 기려 인물을 크게 묘사하여 인물을 화면의 핵심으로 부각
시켰다. 
  기려 인물들은 대부분 정치적으로 실세(失勢)하여 유배를 가거나 벼슬을 
거부하고 재야의 은둔자로 살아간 인물들이었다.56) 따라서 나귀는 출(出)
보다는 처(處), 사(仕)보다는 은(隱)에 가까운 동물이었다.57) 나귀는 자연 
완상을 가능하게 하는 이동 수단이자 동물이었다.58) 도보의 속도와 거의 
비슷한 기려의 속도는 천천히 산천을 즐기는 데에 최상의 조건이었다.59) 
  또한 나귀는 조선시대 문인, 선비들과 밀접하게 연관된 동물이기도 하였
다. 영조 연간 조현명(趙顯命, 1690-1752)의 개탄과 윤태연(尹泰淵, 1709-1777)

54) 스투먼(Peter C. Sturman)은 전 이성(李成, 919-967)의 <한림행려도(寒林行旅
圖)>에 나타나는 지표가 시를 짓는 맹호연의 고사를 뜻하는 것임을 밝혔다. Peter 
C. Sturman, 앞의 논문, pp. 44-54; 장진성 역시 전 함윤덕의 <기려도>를 그림 
속 인물의 풍모(風帽), 풍차(風遮)와 건려(蹇驢)상을 통해 소식의 고사를 도해한 작
품으로 파악하기도 하였다. 장진성, 「소식(蘇軾)과 건려(蹇驢)」(unpublished), p. 5.

55) 이승은, 「朝鮮中期 小景山水人物畵의 考察」, 『미술사연구』11(1997), p. 60.
56) 장진성, 「朝鮮時代 繪畵와 동아시아적 시각」, 『東岳美術史學』21(2017), p. 126 참조.
57) 張伯偉, 「東亞文學繪畵中的騎驢與騎牛意象」, 『東亞文化意象之形塑』(臺北: 允晨文

化實業脫份有限公司, 2011), p. 329.
58) 나귀는 여행에서 실제로 이용되었던 동물이기도 했다. 송나라 관료들은 당(唐)대 

나귀와 관련된 유명한 여행자와 자신을 연결 지으면서 독특한 자기 이미지를 구축
하려 하였다. 특히 이백(李白, 701-762)의 고사에 등장하는 당나귀는 곧 기행과 태
연함 그리고 겸손함의 표상으로 여겨졌다. 송나라의 사대부들은 자신의 여행을 이백
과 두보(杜甫, 712-770)의 전례를 따라 자신의 여행에 나귀 타기를 접목시켰다. 이
는 나귀에게 투영된 유명인의 이미지를 자신에게 덧씌우는 작업이었다. 따라서 나귀
는 그 자체로 유명인을 대신하는 표상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Cong Ellen Zhang, 
Transformative Journey: Travel and Culture in Song China, Univ of Hawaii 
Pr(2010), pp. 95-97. 

59) 송희경, 앞의 논문, p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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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초를 당한 일은 무신이 나귀를 타고 다닌 것에 대한 비판이었다.60) 이는 
나귀에 대한 인식이 반영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무관이라는 직업은 한
가롭게 나귀를 타는 행위와 어울리지 않았다. 이는 조선시대 무관들의 기
려(騎驢)가 금지되었던 이유가 되었다.61) 특히 영조는 "무신이 된 몸으로 
복건(幅巾)을 쓰고 나귀를 탔으니, 더욱 극도로 한심하다. 이에서 그칠 수 
없으니, 내가 마땅히 엄중히 추문(推問)하겠다." 하여 나귀를 무신들이 감
히 타서는 안 되는 동물로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복건이 유자(儒者)를 상
징하는 의복이라는 점에서 이와 함께 언급된 나귀는 문인유자들과 밀접히 
관련된 동물이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조선후기 세시풍속지인 『경도잡지
(京都雜誌)』에서 나귀는 주로 유생들이 즐겨 타는 수단이었음이 언급되어
있다.62) 
  기존의 기려도에서 보이는 특징은 나귀와 인물이 만들어내는 도상으로
부터 유추할 수 있는 고사의 이미지였다. 즉 기려도는 기존에 정립되어 있
었던 기려 인물로부터의 맥락에서 감상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처사의 
흥취와 은일의 삶을 동경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보편적으로 기려도
에는 인물이 묘사되었고 이는 감상자가 자신을 투영할 수 있는 일종의 투
사체로서도 기능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김시는 기존 기려도 속에서 중요하게 묘사되지 않았던 동자를 
그림의 주제로 부각시키고 나귀를 당기는 행위자로서 그 지위를 높였다. 
나귀의 주인은 나귀 위에 얹힌 안장으로 간신히 그 존재를 드러내었다.
<동자견려도>에는 다리를 건너지 않으려 고집을 부리는 나귀와 그 고삐를 
당기며 안간힘을 쓰는 동자의 모습이 작품 하단에 크게 묘사되어 있다.(도 
1-1) 작가는 나귀의 뒤편에 커다란 소나무를 배치하여 그림이 기본적으로 
수하인물도의 형식을 갖추게 하였다. 소나무의 나뭇가지는 심하게 뒤틀린 
채 화면의 중심으로 뻗어 나와 동자와 나귀를 가리키고 있다. 이는 하단에 

60) 『영조실록』 권53. 17년(1741) 3월 16일(신사); 『영조실록』 권118. 48년(1772) 3월 
20일(을묘). 

61) 정연식, 「조선조의 탈것에 대한 규제」, 『역사와 현실』27(1998), pp. 190-191. 
62) 柳得恭, 『京都雜誌』 권1, 「馬驢」 “ … 騎馬者有右牽堂上官添左牽 其轡沃若而長 

儒生愛跨驢 朝土亦可騎 武官騎者致謗議.” 『조선대세시기Ⅲ』, 이창희 외 옮김(국립
민속박물관, 2007), p. 5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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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인 커다란 바위와 함께 나귀와 동자를 감싸고 있는 효과를 주면서 감상
자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이들의 행위로 유도한다. 각 경물의 배치와 구도
는 이 그림의 주제가 ‘나귀를 끌어당기는’ 견려(牽驢)에 있음을 감상자에게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있다. 
  <동자견려도>는 일종의 기려도로 이해될 수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 그림의 작가는 기려 인물을 감상자의 시선에서 배제시킴으로써 
특정 고사(故事)의 맥락이 강하게 드러나지 않도록 시각적 구현을 시도하
였다. 이는 ‘끌어당기다’라는 행위에 온전히 초점을 두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로 파악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러한 요소들은 나귀가 등장하는 다
른 그림들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기에 주목을 요한다.
  <동자견려도>에는 특정 고사의 이야기를 드러낼 수 있는 장치가 명확하
지 않다. 오히려 인물이 배제되고 나귀와 동자만 등장함으로서 특정 고사
가 도해되었을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 16세기 중반까지 고사의 내용을 
화폭에서 읽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았다는 연구 결과에 비추어볼 때,63) 당
시의 보편적인 나귀 그림의 경향 속에서 <동자견려도>는 특이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2. <심우도(尋牛圖)>의 득우(得牛)와 견려

  2절에서는 <동자견려도(童子牽驢圖)>의 견려(牽驢) 도상이 선불교의 마
음 수행 과정을 회화화한 <심우도(尋牛圖)> 중 득우(得牛) 장면과 유사하
다는 점에 주목할 것이다. 다음으로 <심우도>가 16세기 당대인들에게 결
코 낯선 이미지가 아니었음을 보일 것이다. 아울러 김시가 득우의 이미지
를 참고했을 가능성도 함께 알아볼 것이다. 

  <동자견려도> 속 나귀를 끌어당기는 모습은 <심우도>(도 10)의 득우 장
면(도 11)과 매우 유사하다. <심우도>란 선(禪)의 수행단계를 소와 동자에 
비유하여 도해한 그림이다.64) <심우도>에서 소는 깨달음에서 멀어진 마음

63) 송희경, 앞의 논문,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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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한다. 따라서 심우(尋牛)란 소를 찾는 다는 의미로 잃어버린 마음
을 찾는 일을 소를 찾는다는 이야기로 풀어나갔다. <심우도>는 총 열 폭
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열 장면으로 그려지기에 십우도(十牛圖)라고도 한
다.65)

  열 장면으로 이루어진 <심우도> 중 네 번째 단계인 득우(得牛)는 <동자
견려도>의 견려 장면과 매우 유사하다. <동자견려도>가 보여주는 고삐를 
잡아끄는 동자와 끌려가지 않으려는 나귀의 모습은 동자와 소 사이의 긴
장감을 담은 득우의 장면과 매우 닮아 있다. 당장이라도 나귀에 압도당할 
것 같은 동자의 모습과 소가 득세하고 있는 득우의 장면 역시 흡사하
다.66) 
  이는 단순히 동자가 나귀를 이끄는 평이한 표현과는 다르게 매우 동적
인 요소가 강조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전 윤덕희
(尹德熙, 1685-1776)의 <행려도(行旅圖)>(도 12)에서도 동자가 나귀를 끄
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는 <동자견려도>에서 보이
는 긴장감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소를 얻는’ 득우는 <심우도>의 전 과정 속에서 가장 역동적인 단계이
다. <심우도>의 열 장면 중 득우의 단계에서는 소[마음을 의미]를 가장 가
까이 대면한다. 따라서 동자와 소 사이의 긴장감이 가장 극대화된 모습으
로 나타난다.67) 번뇌와 망상으로부터 아직 자유롭지 않은 마음과 이를 붙

64) 최성규, 『삶과 초월의 미학-불화 상징 바로 읽기-』(정우서적, 2006), p. 167.
65) <심우도>는 중국 송대(宋代)에서 그 기원을 살필 수 있으며, 보명(普明)과 곽암(郭

庵)에 의한 두 가지 이본(異本)이 전해진다. 곽암의 <심우도>는 다음과 같다. 제1 
심우(尋牛): 소를 찾다, 제2 견적(見跡): 흔적을 발견하다, 제3 견우(見牛): 소를 보
다, 제4 득우(得牛): 소를 얻다, 제5 목우(牧牛): 소를 길들이다, 제6 기우귀가(騎牛
歸家): 소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다, 제7 망우존인(忘牛存人): 소를 잊고 사람만 남
다, 제8 인우구망(人牛俱忘): 사람과 소를 모두 잊다, 제9 반본환원(返本還源): 본
래의 근원으로 돌아가다, 제10 입전수수(立廛垂手): 시중에 들어가 중생을 돕다. 이
종성, 「장자와 십우도」, 『東洋哲學』25(2006), p. 217.

66) <심우도>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도 필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동자견려도>의 견
려 장면이 <심우도>의 득우에서 보이는 고삐를 꿰어 끌어당기는 모습과 흡사하다
는 것을 지적한 경우가 있었다. 일차적으로는 전원적인 풍경의 일환으로 볼 수 있
겠으나 諸 <심우도>의 구도와 비교해 볼 때 상당한 연관성을 찾을 수 있어 그림의 
감상에 이어 더 많은 이야기를 읽어낼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유윤빈, 「尋
牛圖 硏究」,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1), p. 54. 



- 26 -

잡아 참된 자신을 찾고자 하는 수행의 의지가 동자와 소의 갈등으로 표현
된 것이다. 득우의 게송(偈頌)은 ‘다루기 힘든’ 마음의 양상을 잘 드러내고 
있다.

竭盡精神獲得渠  온 정신 다하여 그 소를 붙잡았지만
心强力壯卒難除  거칠고 거센 마음 쉽게 없애기 힘드네.
有時纔到高原上  갑자기 고원 높은 곳으로 뛰어 오르는가 했더니
又入煙雲深處居  또 다시 저 구름 깊은 곳으로 숨어들고 만다네.68)

  <동자견려도> 속 견려의 모습이 <심우도>의 득우와 도상적으로 매우 유
사하다는 사실은 ‘끌어당김’이 지니는 의미 해석에 새로운 시각을 요구한
다. 일반적으로 문헌상 확인되는 제화시 속 ‘견(牽)’의 이미지는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다.69) 다음은 이우(二牛)가 그려진 그림을 보고 남긴 이황의 
시이다.

終日困驅牽  종일토록 힘들게 끌려 다녔네.
後捶前繩鼻  뒤에서는 매질하고 앞엔 코를 꿰었도다.
幽人肯似之  은거하는 선비들이 이와 같고자 한다면
將身逐名利  장차 몸을 이끌고서 명리를 쫒아보오. 

自牧自閒眠  스스로 풀 먹다가 또 한가히 잠드니

67) 김덕근, 「채찍, 채찍버리기의 시학-득우·목우를 중심으로-」, 『人文科學論集』
26(2003), p. 6. 

68) 장순용, 『禪이란 무엇인가』(도서출판 세계사, 1991), p. 52; 해석은 김덕근, 위의 
논문, p. 7 참조.

69) 이는 蘇世讓, 『陽谷集』 권10, 「題畫屛」 중 우(牛)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細草綠芊綿. 平郊盡日眠. 不緣耕地力. 那得被人牽. 
   斜陽柳陰下. 喫盡溪邊草. 前頭水正深. 浮鼻尋歸路.”(강조는 필자)
   연한 풀들이 푸르게 우거져 있고, 들판에서는 종일토록 잠을 자네. 
   땅을 갈 힘과 인연이 없으니, 어찌 사람에게 끌려갈 수 있으리. 
   지는 해 버드나무 그들에서, 시냇가의 풀을 다 먹었네.
   머리 앞의 물이 매우 깊으니, 코를 내밀고 돌아갈 길을 찾네. 
   해석은 김예진, 앞의 논문, pp. 36-3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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茅山有深願  모산에 숨은 도홍경이 깊은 소원이 있거늘
蕭帝亦可人  소무제 이를 알 만한 사람이었기에
千秋遂肥遯  천추를 지나도록 숨은 고사가 되었도다.70) 
(밑줄은 필자)

  이황의 제시는 김시의 작품으로 전하는 유현재(幽玄齋) 소장 <목우도(牧
牛圖)>(도 13)에도 함께 나타나 그 의미를 시각적으로 잘 전달해주고 있
다. 그림 속의 소는 코가 꿰인 채 뒤에서 채찍을 휘두르는 동자와 함께 일
을 마치고 돌아가는 지친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다. 따라서 끌려가는 소는 
매우 수동적인 양상을 띤다.
  <동자견려도> 속 나귀는 유현재 소장 <목우도>와는 달리 동자에게 절대 
끌려가지 않으려는 강인함을 보여주고 있다. 상이한 이런 양상은 <동자견
려도> 속 언어가 기존 문학이 보여주는 ‘견’의 모습과는 다른 이미지라는 
점을 드러낸다. 오히려 그림 속 나귀의 행위는 득우 장면 속 소의 모습과 
유사하다. 이는 당김의 이미지가 <심우도>의 득우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
을 가능성을 높여준다.
  김시가 활동했던 16세기는 조선시대 전 시기를 걸쳐 우도(牛圖)가 본격
적으로 감상되고 유행했던 시기였다. 사화(士禍)로 인한 갈등 등 정치적으
로 혼란했던 조선 중기의 분위기는 우도의 유행을 불러일으킨 주요 배경
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71)

  이는 소라는 동물이 가진 함의와도 무관하지 않다. 소가 지니는 의미는 
다양하지만 16세기 소 그림에는 대부분 은일에 대한 당시 문인들의 바람
이 투영되어 있다.72) 김시의 그림으로 전해지는 <목우도(牧牛圖)>(도 14) 
속 제시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70) 李滉, 『退溪集』 권4, 「題畫二牛」. 해석은 김예진, 앞의 논문, p. 78 참조.
71) 중국에서 우도가 가장 활발히 제작된 때는 남송(南宋)대였다. 1127년 항주(杭州)

로 수도를 옮긴이래 강남지방에서 이루어진 도시화와 이로 인한 거주자들의 피로감
은 전원생활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는 우
도의 대한 높은 수요를 이끌었다. 김예진, 앞의 논문, p. 17.

72) 김창호, 「韓國 漢詩에 나타난 '소[牛]'의 形象」, 『동방한문학』62(2015); 「고려~조선 
전기 한시에 나타난 '소[牛]'의 形象의 변화와 그 의미」,  『대동한문학』48(20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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露地日高眠 노지에서 해가 높이 떴는데 잠자고 있으니
無心百草前 백초 앞에 무심하다
廓然繩索外 확연하여 고삐로부터 자유로우니
終不夢人牽 사람에게 끌려가는 꿈은 끝내 꾸지 않으리.73)

  
  융만(Burglind Jungmann)은 위의 제화시가 ‘속세의 문제들로부터 벗어
나고 싶은 화가의 갈망’을 담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김시가 ‘소’라
는 주제를 선택한 이유가 탈속(脫俗)하고자 하는 의도로부터 기인했음을 
주장하였다. 이는 소라는 동물이 선불교의 사유와 연관성이 깊으며 <심우
도>를 떠올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74)

  현재 <심우도> 전체 열 폭은 온전하게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동자가 
소를 타거나 이끄는 17세기 그림은 다수 확인된다. 특히 이영윤(李英胤, 
1561-1611)의 우도 연작의 존재는 <심우도>가 당대에 널리 퍼져있었던 
이미지였음을 보여준다. <동자견우(童子牽牛)>(도 15), <동자목우(童子牧
牛)>, <동자기우(童子騎牛)>(도 16), <동자방우(童子放牛)>의 네 장면으로 
이루어진 이 그림들은 가로 13센티미터, 세로 20센티미터의 작은 그림이
다. 이 작품은 연작이라는 형식과 소와 동자가 이루는 행위에 초점이 맞춰
져있다는 측면에서 <심우도>와의 관련성을 강하게 드러낸다. 각 장면은 
<심우도>의 득우(得牛), 목우(牧牛), 기우귀가(騎牛歸家), 망우존인(忘牛存
人)의 장면과 연결될 수 있다.75) 이는 <심우도>라는 주제가 당시 보편적
으로 받아들여졌던 이야기이자 이미지였다는 것을 보여준다.76)

  <심우도>는 소와 동자라는 소재로 인해 조선시대 회화와의 관련성이 높
은 시각이미지로 평가 될 수 있다.77) 이는 우도가 유행했던 조선 중기라는 
시기의 측면과 맞물려 <심우도>의 도상 활용성은 보다 높아졌을 것으로 생

73) 제시에 대한 해석은 허균, 「연좌제의 질곡 속에서 누린 원천적 자유, 김시의 <목
우도>」, 『옛 그림에서 정치를 걷다』(깊은 나무, 2015), pp. 210-211 참조.

74) Burglind Jungmann, Pathways to Korean Culture-Painting of the Joseon 
Dynasty 1392-1910(London: Reaktion Books, 2014), p. 78. 

75) 김남인, 「기우도騎牛圖, 말을 두고 소를 타는 마음」, 『(역사와 사상이 담긴) 조선
시대 인물화』(학고재, 2009), pp. 643-645. 

76) Burglind Jungmann, 앞의 논문, p. 78.
77) 실제로 <심우도>와 일반 회화를 비교하였을 때, 조형 양식에 있어 유사한 상관관

계가 드러나 흥미롭다. 유윤빈, 앞의 논문, Ⅳ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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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된다.78) 특히 김시는 우도의 전형을 만들고 김식(金埴, 1579-1662)으로 
이어지는 일가를 형성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한 인물이었다. 따라서 김시는 
소와 관련된 이미지를 누구보다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다. 흥미롭
게도 김시가 <심우도>에서 보이는 장면을 활용하여 소 그림을 제작했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 문헌상에 남아 있어 주목된다.
     

牛背穩於床 소등이 평상보다 편안하여
橫擎一枝竹 대나무 피리를 비껴들었네.
竟吹不知腔 끝까지 불어도 배고픈 줄 모르고
聲聲山水綠 피리소리 울리는 곳에 산수만 푸르누나.

又

牛健不受挽 소가 힘세어서 끌려오지 않아
兩手據局朿 두 손으로 쥐고 묶어 보았네.
叱之下坂來 소리 질러 산판을 내려올 제
斜陽掛古壁 지는 해는 고벽에 걸렸네.79)

  
  김시의 <목우아도(牧牛兒圖)>에 남긴 김귀영(金貴榮, 1520-1593)의 제
시(題詩)는 <심우도>의 장면을 떠오르게 한다. 소등을 타고 피리를 불며 
돌아오는 동자의 모습과 소를 당기는 동자의 모습은 <심우도> 중 여섯 번
째 장면인 기우귀가(騎牛歸家)와 네 번째 장면인 득우(得牛)와 매우 흡사

78) 김시의 작품으로 전해지는 <황우도(黃牛圖)>는 소의 뒷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는 점
에서 특이하다. <심우도> 속 견우(見牛)는 뒷모습의 소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견우 장면을 노래한 게송(偈頌) 중 “늠름한 쇠뿔은 그리기가 어려워라(森森頭
角難成)”라는 부분에 근거한다. 견우 장면은 소의 머리 부분이 그려진 경우와 소의 
뒷부분이 그려진 경우가 있는데 전자는 게송의 ‘두각’이라는 표현에 의거하여 그려
진 것이고 후자는 ‘그리기가 어려워라’는 내용에 따라 그려진 것이다. <황우도> 속 
소의 모습은 뒷모습이지만 소의 전체적인 모습이 그려져 견우 장면의 게송을 온전
히 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뒷모습의 소는 잘 묘사되지 않음을 고려할 때 
견우 장면을 노래한 게송에 일정부분 영향을 받아 <황우도>를 제작했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다.  

79) 金貴榮, 『東園集』 권1, 「題金養松牧牛兒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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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이다. 이는 김시가 <심우도>의 존재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으
며 작품 제작 시 관련 도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심우도>는 일반적으로 주존이 모셔진 사찰 법당의 외벽에 가장 많이 
그려지는 벽화 주제 중 하나이다. 이는 다른 선불교의 이미지들보다 시각
적으로도 접근이 용이했던 그림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그림만으
로도 대중들이 쉽게 <심우도>의 선리(禪理)에 익숙하게 되는 대중 교화의 
수단의 성격을 지닌 그림이기에 당대인들에게 <심우도>는 이해가 쉽고 더 
나아가 익숙한 이미지였을 것이다.80) 아울러 중국 임제선의 전통을 따르
는 한국 선종의 성격에 의해 조선시대 이후부터 선사들의 수양의 수단, 사
찰 벽면의 장식, 대중에게의 교리 전파의 한 방편으로서 <심우도>가 활용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81)

  당대인들이 <심우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김안국(金安國, 
1478-1543)의 시를 통해서도 유추해 볼 수 있다.

牛得牛亡付兩忘  소를 찾고 잃는 것 모두 잊어버렸네.
碧峯千朶繞禪房  천가닥 푸른 봉우리 선방을 에워싸게 하였네.
蒲團一片消閑睡  보름달 한 조각이 한가로운 잠을 깨우니
抛却人間日月忙  인간사 세월의 바쁨도 던져두었네.82) (밑줄은 필자)

  첫 번째 구절인 “牛得牛亡付兩忘”으로부터 <심우도>의 내용을 발견할 
수 있다. 비록 김안국은 <심우도> 속에 담긴 종교적인 깨달음보다는 은일
지사의 심정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심우도>에 대한 인식뿐
만 아니라 그 의미도 함께 인지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80) 최성규, 앞의 책, pp. 167-168.
81) 유윤빈, 앞의 논문, p. 12. 
82) 金安國, 『慕齋集』 권7, 「題金剛山眞天臺住慧靜師畫牛詩軸」. 해석은 김예진, 앞의 

논문, p. 31 참조. 김예진은 이 시를 김안국이 금강산을 유람하고 남긴 시로 추측
하였으나 그보다는 화우시축(畫牛詩軸)에 남긴 제화시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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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16세기 우언(寓言)의 유행과 마음(心)의 문제 

  앞 장에서 필자는 김시(金禔, 1524-1593)의 <동자견려도(童子牽驢圖)> 
속 견(牽)의 이미지와 득우(得牛) 장면에서 보이는 도상적 유사성에 주목
하고 둘 사이의 상관성에 대해 논하였다. 아울러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견’에서 보이는 소의 수동적인 양태는 <동자견려도>의 나귀가 보여주는 
적극적인 저항의 모습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나귀의 
반응과 이를 촉발시킨 ‘끌어당김’의 의미가 <득우>에서 일컫는 득(得)에 
가까울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시각적 근거이기도 하다.  
  <동자견려도>는 한 폭의 기려도(騎驢圖)이다. 그러나 득우의 모습과 매
우 닮아 있는 <동자견려도>는 단순히 기려고사(騎驢故事)가 도해된 기려도 
이상의 복합적인 의미가 담긴 그림일 가능성이 높다. 본 장에서는 이 그림
을 16세기 조선이라는 특정한 시대적, 사상적 분위기 속에 위치시킨다. 이
를 통해 <동자견려도>의 견려 장면이 당대에 어떻게 이해되었을지 추론한
다. 화면 속에는 기려 인물이 등장하지 않는다. 이로써 견려 장면은 선불
교의 득우 장면을 연상시키는 효과를 더욱 증폭시켰을 것이다. 
  본 장에서는 견려에 암시된 득우의 이미지가 마음에 대한 논의가 활발
하게 이루어졌던 당대의 사상적 분위기 속에서 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하
고 이를 알아볼 것이다.

1. 16세기 사상의 다양성과 회통(會通)

  16세기 조선은 “각종 성리학의 춘추전국시대”라고 표현된다.83) 주자학
은 이황(李滉)과 이이(李珥)를 거치면서 그 사유가 깊어지고 있었고 동시
에 사상적으로 매우 다채로운 논의와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조선 중
기는 이처럼 자유로운 사고가 용인되는 전환기의 특징이 드러나는 시기였
다.84) 본 논문은 비교적 자유로운 사상적 사고가 가능했던 16세기의 지적 

83) 이의철, 「조선 전기 사대부문학의 은일사상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5), 
p.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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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기가 <동자견려도>의 제작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김시가 유교 국가에서 터부시 될 수도 있었던 선(禪)
불교의 이미지를 화면 안에 구축할 수 있었던 배경은 ‘전환기적’ 양상을 
띠었던 사상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85) 
  오세현은 문장가들이 성리학 이외의 학문에 개방적일 수 있었던 이유로
서 조선 중기의 사상적 특성을 하나의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조선 전기와 
중기에 비성리학적 요소들과 불교적 생활 방식이 계속 지속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아울러 성리학자들이 성종(成宗, 재위 1469-1494)대와 
중종(中宗, 재위 1506-1544)대 다수 등장하였지만 그 이해의 수준은 높지 
않았음을 지적했다.86) 이는 조선 중기가 주자학 일변도(一邊倒)로 치우쳐
져 있었다는 기존의 관념과는 다른 관점이다. 이는 이 시기 주자성리학의 
위상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재규정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사상·학문적으로 유연함을 보여주었던 조선 중기의 특징은 당대인들의 
자유분방한 사고를 가능하게 만든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87) 이러한 분위
기 속에서 조선 중기에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던 학문이 바로 양
명학(陽明學)이다.88) 양명학은 1553년경 조선으로 전래되었다.89) 이 시기 

84) 신승훈, 「朝鮮中期 文章家들의 陽明學 受容의 樣相과 意味」, 『동양한문학연구』
20(2004), p. 184.

85) 오세현은 장유(張維, 1587-1638)를 설명함에 있어 조선 중기 사상적 분위기에 대
한 재고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장유가 활동했던 조선 중기는 성리학이 이미 
정착했고 이로 인한 폐단이 드러나던 시기가 아니라 그 정착을 위해 변화가 모색
되던 시기로 보아야한다고 설명하였다. 문화적, 학문적 측면에서는 당색의 구별이 
두드러지지 않았고 오히려 한양을 중심으로 한 지식인 사회에서는 오히려 화합과 
통합의 분위기가 큰 호응을 얻고 있었다. 따라서 장유가 살았던 조선 중기의 사회
는 정치적으로는 대립과 갈등이 있었지만 동시에 문화적, 사상적으로는 화합과 조
화가 공존했던 시기였음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장유가 보였던 다양한 사상적 이력
에 대하여 이러한 조선 중기의 사회적 특성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사실에 
주목한다. 오세현, 「조선중기 性理學의 위상과 谿谷 張維(1587-1638)의 사상적 면
모」, 『韓國史硏究』156(2012) 참조.  

86) 오세현, 위의 논문, p. 94.
87) 조선 중기의 문장가들이 이후 언급할 왕수인과 그가 일으킨 양명학에 관심을 갖

고 수용했다는 사실은 고착화되지 않았던 시대적 특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신
승훈, 앞의 논문, p. 166.   

88) 양명학(陽明學)이란 넓은 의미에서 중국 명대(明代)에 왕수인(王守仁, 1472-1528)
이 성립한 유교의 일파이다. 왕수인의 사상은 마음(心) 혹은 양지(良知)를 중심으로 
성립된다. 따라서 이를 중심으로 양명심학(陽明心學) 혹은 양지학(良知學)이라고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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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조선에 수용된 양명학은 도가(道家), 불가(佛家) 등 여러 학문이 습
합된 혼합주의적인 성격을 강하게 띤 사상이었다. 그리고 조선 문인들은 
양명학에 크게 매료되었다.
  동아시아 사회에서 유교, 불교, 도교로 언급되는 삼교(三敎)는 공존과 
대립이 반복되었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서로 간의 소통이 자연스레 이루
어져왔다. 이러한 종교 간의 ‘뒤엉킴’은 명대(明代) 중엽 양명학으로 혼합주
의의 절정을 이룩하게 된다. 양명학을 성립한 왕수인(王守仁, 1472-1528)
은 누구보다도 유교 이외의 다른 종교인 불교나 도교에 대해 개방적인 입
장을 취했던 인물이었다. 왕수인의 사상은 불교, 도교와 깊게 얽혀있었
다.90) 
  양명학은 당시 조선의 많은 문인들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었다. 양명학에 
대한 학자들의 호의적인 태도는 이황의 양명학 배척으로 나타났다. “양명
의 학설이 성행하게 되어 정주의 상전지통(相傳之統)이 날로 없어질 것을 
걱정하여 일찍이 근심하고 남몰래 탄식하지 않음이 없었다.”91)라는 이황
의 언급은 양명학에 경도되어있었던 조선 학자들에 대한 주자학자들의 
“근심”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1566년 이황은 『전습록논변(傳習錄論辯)』을 통해 양명학을 비판하며 선
학(禪學)으로 배척하였다. 

  이에 심즉리설을 지어내어 ‘천하의 이치가 다만 내 마음 속에 있고 
사물에 있지 않으니 학자들은 다만 이 마음을 보존하는데 힘을 쓰고 
조금이라도 마음 밖의 사물에서 이치를 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리기도 한다. 또한 양지를 실현하거나 이르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지정하고 있으
므로 치양지학(致良知學)이라고도 지칭된다. 최재목, 『동아시아 양명학의 전개』, 이
우진 옮김(정병규 에디션, 2016), p. 21 각주 1 참조.

89) 조선시대 양명학의 전래 시기에 관해서는 1522년(중종 16년), 1553년(명종 8년), 
1558년(명종 30년), 이황(1501-1570)시기로 총 네 가지의 설이 있었다. 현재는 16
세기 중반인 1553년경에 조선으로 양명학이 전래되었다고 보는 것이 정설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최재목, 위의 논문, p. 214.

90) 최재목, 「왕양명과 道敎의 회통문제」, 『儒學硏究』19(2009, 08), pp. 28-29.
91) 李滉, 退溪全書下, 권2, ｢年譜｣ “先生, 又嘗患中國學術之差, 白沙陽明諸說, 虛

行於世, 程朱相傳之統, 日就煙晦, 未嘗不深憂隱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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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렇다면 이른바 사물이라는 것에 비록 오륜과 같은 중요한 것
이라도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으며 제거해 버려도 또한 괜찮다고 
하는 것과 같으니, 이것이 어찌 불교의 가르침과 다름이 있겠는가?92) 
(밑줄은 필자)

  다만 한 번에 뛰어넘어 깨닫는 학문으로, 궁리를 정신을 피로하게 
하는 것으로 여겨 문학(問學)의 공부로 삼지 않으니, 불교의 불립문자
(不立文字), 견성성불(見性成佛)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것이 상
산의 학문이 우리의 학문과 다른 점이다.93) (밑줄은 필자)

  주자성리학자들이 보여주었던 주희 노선 절대화 작업은 양명학이 조선 
문인들에게 미치고 있었던 큰 영향력을 반증(反證)한다. 아울러 양명학과 
차별성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주자학의 노선을 뚜렷하게 세우고자 했던 이
들의 행보는 조선 중기의 유연했던 지적 분위기를 역으로 드러낸다.
  다양한 학문과 사상이 공존했던 조선 중기의 시대적 성격은 <동자견려
도>가 다층적(多層的)으로 이해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작가는 다
양한 학문의 도상과 의미를 어려움 없이 수용하고 이를 그림 속에 반영할 
수 있었을 것이다. 동시에 감상자들은 <동자견려도>의 견려 이미지에서 
득우의 도상과 선(禪)적 의미를 쉽게 파악했을 것이다.
  김시가 당시의 사상 조류를 민감하게 받아들였을지는 확실히 증명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의 폭넓은 인적 교류는 당시의 사상을 쉽게 접했을 하나
의 발판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김시는 화가였지만 문인
사회의 일원으로서 문인들과 활발히 교유하였다. 또한 김안로를 포함한 선
대의 학맥에서 유추해볼 수 있듯이 김시는 당대의 학풍과 사상적 경향에 

92) 李滉, 退溪全書 권41, ｢沙詩敎傳習錄抄傳因書其後｣ “於是創爲心卽理也之說, 謂
天下之理只在於吾內, 而不在於事物, 學者但當務存此心, 而不當一毫求理於外之事物, 
然則所謂事物者, 雖如五倫之重, 有亦可無亦可, 剗而去之, 亦可也 是庸有異於釋氏之
敎乎.” 해석은 송석준, 「양명학의 전래와 수용」, 『유학연구』16(2007), p. 17 참조.

93) 李瀷, 李子粹語 권4, 「異端」, “只爲一超頓悟之學, 以窮理爲疲精神, 不做聞學工
夫, 正如釋氏不立文字, 見性成佛, 何異. 此常山所以爲異於吾道也,” 해석은 송석준, 
위의 논문, p. 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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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떨어져 있던 인물은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시와의 직접적인 교유가 드러나는 인물로는 이이가 주목된다.94) 이이
는 불교와 어린 시절부터 접촉이 있었고 20살 무렵 즈음 금강산에 입산하
여 선불교 수행에 종사하기도 하였다.95) 또한 불교뿐만 아니라 도가에도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실제로 다양한 사상이 공존하고 있었던 조선 중기
의 양태는 이이라는 개인의 사상적 면모에서도 확인되는 것이다. 이이는 
순언(醇言)이라는 도가 철학에 대한 주석서를 조선시대 최초로 펴낸 인물
이기도 했다. 성리학의 수기치인(修己治人) 시각에서 도덕경(道德經)을 해
석하고자 한 것으로, 도가를 유가적인 틀로서 이해하려 하였다. 도가의 입
장에서 도가의 견해를 객관적으로 수용하려는 시도는 아니었으나 두 학문 
간의 소통 가능성을 모색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이 역시 성리학자
로서 불교와 도교, 양명학의 폐단에 대해 강력히 비판한 인물이었다. 그러
나 동시에 이들의 영향을 받기도 했던 것이다.96) 성리학 이외의 사상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였지만 동시에 다양한 사상의 영향에서 자유로
울 수 없었음을 보여준다. 
  김시와 노수신(盧守愼, 1515-1590)과의 관계도 짐작해 볼 수 있다. 노
수신은 이경윤(李慶胤, 1545-1611)의 금강산 유람에 대해 김시가 그리고 
이산해(李山海, 1539-1609)가 제시한 그림을 보며 시를 남겼다. 이 외에
도 김시의 그림을 감상하고 제를 남긴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97) 
  노수신은 16세기 전반 양명학을 수용한 대표적인 인물 중 한 사람으로 
꼽히고 있다. 노수신은 선승들과 많은 교유를 보여주고 있는데 단순한 친
분의 교류가 아닌 내적으로 사상적인 교유가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된
다.98) 사상적으로 개방적이었던 노수신과 김시의 직접적인 관계는 명확하

94) 李珥, 『栗谷全書』 권3, 「八賢會記」. 원문은 각주 48 참조.
95) 김상일, 「조선 중기 道學者의 對 僧侶詩 연구-朴淳과 李珥의 詩를 중심으로-」, 

『佛敎學報』43(2005), p. 47.
96) 오세현, 앞의 논문, pp. 87-88. 
97) 盧守愼, 『穌齋集』 권6, 「題鶴林守遊金剛軸_ 金禔畫山 鵝溪題詩」; “昔上毗盧覽衆

山. 今從摩詰認孱巒. 屯雲古檜陰陰洞. 落日危橋淺淺灣. 跨鶴風流窮左海. 籠鵝文彩
擅東韓. 可憐嶺外稀年客. 贏得城中滿袖澘.”; 『穌齋集』 권6, 「題金禔畫」 “昏黑到上
頭. 望之乃禪也. 何鄕可谷神. 爲是栖栖者. 山空瀑響長. 樾竦巖姿露. 抵僻豈無村. 
窮源當有路. 四蹄千里輕. 高柳小溪晴. 何事値平世. 要人同死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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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다. 그러나 김시와 노수신은 같은 16세기를 살았던 인물이었으며 그
는 선조 대 영의정을 역임하며 정국을 이끌고 있었다. 이는 조선 사회에 
미치는 양명학적 사고방식의 영향력이 어느 시기보다 강력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비교적 자유로웠던 조선 중기 사상의 분위기는 김시가 선불교의 이미지
를 차용하여 그림 속에 새로운 의미를 담아낼 수 있었던 하나의 큰 배경
이 되어주었을 것이다. 

2. 우언과 마음의 문제

  필자는 견려 도상이 단순한 기려(騎驢)고사의 일부분으로 혹은 나귀와 
동자 간에 벌어진 실랑이의 순간을 담은 풍속화(風俗畵)로 당대인들에게 
이해되었기보다 득우라는 선(禪)불교의 이미지와 교차되어 감상되었을 가
능성을 제기하였다. 아울러 이는 조선 중기의 지적 분위기로부터 실현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심우도>에 담긴 핵심 주제가 ‘마음(心)’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동자견려도>가 <심우도>의 득우와 유사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은 견려와 득우가 보여주는 도상의 유사성에만 한정되지 않는
다. 16세기 조선에서는 ‘마음’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기 때
문이다.
  <동자견려도>가 제작된 16세기 조선에서는 『심경(心經)』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 『심경』은 송대 진덕수(陳德秀, 1178-1235)가 1234년 『시경』, 
『서경』, 『주역』과 『논어』, 『맹자』, 『중용』, 『대학』 등 유교의 경전과 주돈
이(周敦頤, 1017-1073), 정이(程頤, 1033-1107), 범준(范俊, 1102-1150) 
등 송대(宋代) 성리학자들의 저술에서 심성수양과 관련된 글을 뽑아 37장
으로 편집한 책이다. 대부분 마음을 수양하는 방법에 관한 여러 경전의 핵
심적인 구절과 송대 학자들의 성리학적 수양방법에 관하여 언급한 구절이 

98) 김방룡, 「16-17세기 조선선(朝鮮禪)의 확립에 미친 유불교섭의 영향과 그 의의」, 
『동서철학연구』59(2011), p.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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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을 이루고 있다. 
  중국에서 『심경』이 주목받지 못한 것에 비해 흥미롭게도 성리학의 심성
론과 수양론에 특히 연구를 집중하였던 조선 성리학자들에게 『심경』은 매
우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조선 성리학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심성론 
중 사단칠정론(四端七情論)과 인심도심설(人心道心說) 등은 『심경』의 중심
적인 주제인 마음의 수양과 그 방법에 대한 논의였다.99) 이 당시 마음의 
문제는 조선 사상계의 최대 이슈로 논의되고 있었다.
  마음의 문제는 체제교학적(體制敎學的)인 성리학을 지양했던 사림(士林)
들의 태도로부터 촉발된 것이기도 했다. 성종 대에 등장한 사림들은 형해
화(形骸化)된 성리학을 지양하고 과문(科文)에 기대 출세를 바랐던 태도를 
반성하였다. 『소학(小學)』을 중시하던 풍조는 이와 맞닿아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는 기묘사화(己卯士禍)로 인해 급격하게 변화하였다. 제왕학
에 있어서는 주도적인 군주의 성격이 강한 책들이 참고가 되었고, 대민교
화(對民敎化)에서도 종적(縱的)인 질서가 강조되는 책들이 주목을 받았다. 
이러한 분위기는 중종 30년이 지나면서 다시 중종대 초반의 성리학적 분
위기를 회복하려는 노력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소학』 등의 보급이 다시 
시도되고 명에서 다양한 서적들이 수입되었다. 이 때 『상산학(象山學)』과 
같은 심학(心學)을 강조하는 경향의 책들도 함께 수입되면서 성리학이 심
학화되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100) 즉 기존의 성리학에 대해 반성하고, 새
로운 성리학을 모색하는 과정 속에서 성리학의 심학화가 점차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에 마음을 강조하는 양명학적 심학의 영향이 조선에 미치게 

99) 『심경』에 대해서는 엄연석, 「국역 심경주해총람 해제」, 『국역 심경주해총람(上)』
(동과서, 2014), pp. 29-56; 김경호, 「16세기 조선 지식인 사회의 『심경』 수용과 
철학적 담론의 형성」, 『동양철학』19(2003), pp. 55-82 참조.

100) 심학(心學)은 심(心)을 기본 관념으로 인지하고 다루는 학문이다. 심학은 송(宋)
의 육구연(陸九淵, 1139-1193)과 명(明)의 왕수인에 의해 널리 퍼진 학문으로, 공
자와 맹자로부터 시작되어 선학(禪學) 등의 학문적 방법이 일부 융합된 성격을 띤
다. 보편적으로 주자성리학(朱子性理學)과 대비되어 양명학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
다. 16세기 초반에 쓰인 ‘심학’이라는 개념은 육구연의 학문을 주로 가리키지만, 그
와 동시에 체제교학화된 성리학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성리학’의 의미로 파악될 
수도 있다. 이는 성리학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당시의 시대상 속에서 이해될 수 있
다. 정재훈, 「16세기 전반 새로운 性理學의 모색과 心學化」, 『韓國思想史學』
18(2002), p. 356 각주 77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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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심(心)의 문제에 보다 천착하게 되는 사상적 분위기가 형성되었던 
것이다.101) 
  이와 관련하여 마음(心)을 어떤 외적인 물체에 의탁하는 문학사적인 표
현 방식이 이 시기에 다수 등장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16세기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이 시기 문학사적으로는 심성 의인체(心性 擬人體) 
우언(寓言)이 다수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102) 우언이란 말하고자 하는 
본뜻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다른 데 빗대어 표현하는 것이다. 즉 가
탁(假託)과 비유를 통해 넌지시 나타내는 우의적인 이야기라 할 수 있
다.103)

  심성우언은 우리 문학사에서 독특하게 보이는 우언이라는 점에서 주목
을 요한다. 성리학적 심성론을 우언이라는 글쓰기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
다. 보편적으로 심성우언은 마음이 외물과 쟁투를 벌여 하늘로부터 부여받
은 본성을 지키는 과정을 서사화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교학적(敎學
的)인 성격이 강하다. 이는 성리학에 대한 탐구가 깊어지고 있었던 당시의 
학문적 경향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성리학적 심성 수양론에 관한 이
해를 돕기 위해 창작되었기 때문이다.104) 김안로의 「성의관기(誠意關記)」, 
김우옹(金宇顒, 1540-1603)의 「천군전(天君傳)」, 임제(林悌, 1549-1587)의 
「의마부(意馬賦)」, 조식(曺植, 1501-1572)의 「신명사명(神明舍銘)」, 장유(張維, 

101) 16세기 전반 성리학의 심학화에 관해서는 정재훈, 「16세기 전반 새로운 性理學
의 모색과 心學化」, 『韓國思想史學』18(2002) 참조.

102) 김성룡은 심성우언에 대하여 16세기 사림파의 철학적 연구를 반영한 산물이며 
그들이 마주했던 사회적 위기감과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사림파들은 마음의 
수양을 강조하고 이를 공격 수단으로 내세워 기성세력이었던 훈구파의 실정과 부도
덕성에 대해 비판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새로운 권력 집단으로 부상하게 되면서 실
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마음, 도덕적 수련을 증명하는 것이 큰 문제로 다가왔다. 
즉 마음의 실재성과 도덕적 수련이 지니는 능력을 현현하는 것은 사림파들의 사회
적 헤게모니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이들의 입장과 정신의 타당함을 보여주는 중요
한 작업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비유를 사용하고 도설을 제작함으로써 마음이라는 
관념을 쉽고 분명하게 표현하는 일이 중요했다. 따라서 심성우언이 다수 등장하는 
현상은 사림파들의 등장과 권력을 유지하려는 의도로부터 나온 산물이라는 의견이
다. 김성룡, 「이중 텍스트의 시학과 중층 독해의 이론에 관한 연구」, 『문학교육학』
12(2003), pp. 420-425.

103) 안세현, 「조선전기 記文에 나타난 우언 글쓰기의 양상과 그 의미」, 『漢文學論集』
43(2016), p. 120.

104) 안세현, 위의 논문, pp. 12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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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7-1638)의 「신명사기(神明舍記)」는 모두 성리학적 심성수양의 문제를 다
루고 있다.105) 시기적으로 16세기에 지어진 것이 많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김시의 부친이었던 김안로는 「성의관기」라는 심성우언을 남겼다. 이는 
마음을 천군(天君)으로 의인화한 것으로 『대학(大學)』의 성의(誠意)를 주요 
내용으로 삼았다. 

  … 우리 천군(天君)께서 천명을 받은 지 수년이 지났을 때, 이욕(利
欲)의 적(賊)이 음지에서 몰래 자라나 성색(聲色)의 부월(斧鉞)로 손상
을 입히고 사납게 굴며 천이수(天彝樹)를 멸시하고 거짓과 욕망에 따
라 제멋대로 하며 불을 질러 태워버리고 사사로이 함정을 만들어 빠
뜨리니 의마(意馬)가 질주하고 나의 집을 군색하게 하였다. …106)

  김안로의 「성의관기」는 조식의 「신명사명」이나 김우옹의 「천군전」보다 
이른 시기에 제작된 심성우언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이런 우언의 글쓰기 
방식을 그의 아들인 김시가 가까이에서 접했을 가능성은 농후하다.   
  성리학적 사유를 담은 우언이 흥미로운 사실은 우언적 글쓰기의 특성과 
이를 구사했던 작자들의 성격이다. 우언은 『장자』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도가 담론의 대표적인 서술 방식으로 연구자들 사이에서 이해되고 있
다.107) 『장자』는 성리학자들로부터 이단시되고 사상적으로 배척되고 있었
고, 우언 역시 사실성을 바탕에 둔다는 측면에서 유가적인 글쓰기 방식, 
문예 의식과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성리학적 이념을 『장자』에 연원을 둔 
우언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사상적·문학적으로 특이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
다.108) 즉 유가와 도가와의 접점을 보여주는 지점인 것이다.

105) 안세현, 「15세기 후반~17세기 전반 성리학적 사유의 우언적 표현 양상과 그 의미」, 
『民族文化硏究』51(2009) p. 219.

106) 金安老, 『希樂堂稿』 권5, 「誠意關記」, “… 我天君膺天明命之數年, 利欲之賊, 潛
滋暗長, 聲色之斧, 交戕迭暴, 慢天彝樹, 僞倘縱慾, 火以焚之, 設私穽以陷之, 意馬
橫騖, 窘我室廬. …” 해석은 안세현, 위의 논문, p. 233 참조.

107) 우언의 개념과 범주에 대해서는 윤주필, 「우언 글쓰기의 원리와 적용 자료의 범
위 연구」, 『한국한문학연구』28(2001) 참조.

108) 안세현, 앞의 논문, pp. 21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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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언의 작자 역시 성리학 이외의 학문에 개방적인 태도를 지닌 인물들
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방외인 문인이거나 노장사상, 양명학 등 성리학 이
외의 학문에 상당히 개방적인 수용자세를 보였다. 이러한 작자의 성향은 
유가적 문예 의식과 차별되는 우언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구사할 수 있었
던 큰 이유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심성우언의 복합적인 특징과 우언을 구사했던 주요작가들이 사상적으로 
개방적이었다는 사실은 김시와 <동자견려도>가 보여주는 맥락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 김시는 스스로 처사라는 인식을 지니고 있었다. 처사는 보편
적으로 유교이외의 학문과 사상에 유연한 사고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았다. 
아울러 김시가 <동자견려도>를 제작하면서 선불교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고려했을 것이라는 필자의 주장은 도가적 서술방식에 가까운 우언의 글쓰
기를 통해 심성이라는 성리학적 사유를 다루었던 심성우언이 이 시기에 
유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통해 더욱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심성론을 다룬 우언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내용을 담고 있던 것은 아니
었지만 모두 마음(心)의 문제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보였다. 
<동자견려도>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우언 중 하나는 임제의 「의마부」이
다. 임제는 방외인 문인으로 이황으로부터 노장의 기가 있다고 비판받았던 
성운(成運, 1497-1579)의 제자였다.109)

  … 여기 한 가지 것이 있으니
천지와 더불어 삼재(三才)의 하나.
그 주재자는 방촌(方寸)이라
바로 신명(神明)이 머무는 곳이로다.
움직이긴 해도 형체가 없나니,
가상하여 말(馬)이라 이른다네.

털도 없고 갈기도 나지 않았는데
어찌 네 발굽으로 달리는가.

109) 안세현, 앞의 논문, p.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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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어놓으면 천리를 내닫고,
잡아매면 영대(靈臺)에 서 있다오.

조보(造父)가 몰지 않았다면,
목왕(穆王)이 어찌 천하를 유람했으랴!
항우(項羽)는 산 뽑는 힘을 갖고도
오추마(烏騅馬)를 제어했을 뿐이오.
여포(呂布)는 방천화극(方天畫戟)을 휘두르는 용맹으로
적토마(赤免馬)를 타는 데 그쳤다네.
아득한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말을 잘못 부리다가 넘어진 자 몇몇이더뇨? 
(…)
대인선생(大人先生)이란 분이 계시어
내가 방황하는 것을 보고 딱하게 여겨 이르시되
“너는 너의 잔재주를 버리고
너의 말을 대방(大方)으로 몰아라.
무릇 대방이란
높은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니
요약하면 뱃속에 들어 있고
분산하면 천지만물의 근본이 되느니라.
하늘로부터 받았으니
물아(物我)가 함께 얻은 것이요
성인이라고 많이 준 것 아니고
어리석은 자라고 안 준 것도 아니란다.
발(發)하지 않을 땐 고요한 물(水)이거늘
발하고 나면 선악(善惡)으로 나뉜다네.

도(道)에서 벗어나지 않으니 함양(涵養)이라 이르고
홀로 있을 적에 스스로 조심하여 성찰(省察)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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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키는 바를 잃지 않으면 대응에 착오가 없나니,
바로 내 몸이 하나의 태극(太極)이로다.
하늘에서 작용하는 것은 해와 달과 바람과 번개요
삶에게서 발동하는 것은 희로애락.
하늘에 솔개 날고 물에 고기 뛴다 함은
위아래로 나타나는 것을 살핀다는 뜻이요
음양이 차례로 바뀌는 것은
귀신의 자취로다
이것이 이른바 천인합덕(天人合德)인데
공부가 미치지 못하고선 알 수 없는 이치라지.
그러므로 도를 아는 자라면
도가 존재하는 곳에서
반드시 옳은 것도 옳지 않은 것도 없나니
행할 만하면 행하고 
그칠 만하면 그치니라. …”110)

  임제는 「의마부」에서 자기 주체로서의 마음(心)을 말(馬)에 빗대어 표현
하였다. 그는 선가(禪家)에서 기원한 심원(心猿)이라는 말을 토대로 「의마
부」를 지었음을 서두에 명시하였다. 심원은 불경에 나오는 말로 사람의 마
음을 원숭이에 비유한 것이다. 심원과 의마는 인간의 마음을 종잡을 수 없
이 날뛰는 원숭이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제어하기 힘든 말로써 함축적
으로 드러낸 것이다.111) 즉 심원의마는 사람의 마음이 방탕하게 흐트러지
는 것, 또는 그로 인해 제어하기 어려운 마음을 의미하며 원숭이와 말이라
는 대상으로서 가시화된 것이다.
  임제의 「의마부」는 말이라는 동물에 인간의 마음이라는 개념이 투영되
어 나타났다는 점과 선가에서 기원한 심원이라는 개념이 「의마부」의 토대
가 되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아울러 불교에서 사용된 마음의 개념
을 이용하여 성리학적 사유로 풀고 있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사상 사이의 

110) 『신편 백호전집 하』, 신호열 외 옮김(창비, 2014), pp. 355-366.
111) 이시찬, 「‘心’字로 분석한 《서유기》의 인물구조」, 『中國文學硏究』65(2016),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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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와 소통이 가능했음을 보여준다. 
  <동자견려도>를 단순한 나귀와 동자 간의 힘겨루기가 아닌 ‘득우의 모
습을 닮은 견려’로서 견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면 작품에 대해 보다 쉽
고 자연스러운 해석이 가능하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동자견려도>는 기려
도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었다. 아울러 나귀는 은일자나 처사와 밀접하
게 연관된 동물이었다. 즉 <동자견려도>는 작품 자체로 은일적인 그림일 
수 있다. 감상자가 견려 도상에 투영된 득우의 이미지를 파악하는 경우, 
끌어당김의 의미가 단순히 나귀와 동자간의 갈등이 아님을 알게 된다. 오
히려 나귀와 동자가 보여주는 둘 사이의 긴장감은 적극적인 의지를 표현
하는 시각적인 모양이라고 할 수 있다. 나귀의 힘이 강할수록 오히려 무언
가를 얻고[得], 이루고자 하는 양상은 더욱 뚜렷해진다. 나귀를 통해 시각
적으로 대상화된 심(心)은 동자라는 또 다른 자아 혹은 나귀의 주인과 같
은 방향성을 지닌 인물을 통해 끌어당겨지고 있다. 나귀를 마음이라는 관
념으로 치환하여 이해하게 된다면 은일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뜻
으로도 나아가 볼 수 있다. 
  임제는 「의마부」에서 네 가지의 길이 있지만 그 중 은거의 길로 마음을 
몰아 갈 것이라는 다짐으로 글을 마친다. 도를 얻기 위해서는 “천사(千駟)
의 말과 만종(萬鐘)의 녹(祿)”이 필요한 것이 아님을 듣고 깨달아 은거의 
길로 들어서는 모습은 임제를 포함한 당대인들이 생각했던 이상적인 종착
지가 무엇이었음을 생각해보게 한다.
  16세기에는 출처의 문제가 더 이상 수사(修辭)가 아닌 실질적으로 생각
과 삶을 규정하는 이념으로 자리 잡았다. 아울러 실제적인 은거가 이루어
지고 귀거래가 추앙받았던 시기 속에서 은일은 자발적으로나 비자발적으
로나 당시 사람들에게 중요한 사안이었다.112) 김시의 삶과 작품들은 이와 

112) 유교적 가치에 절대적 권위를 부여하고자 했던 사림들이 성리학적 이상을 실현
하기 위한 방편으로 귀거래 문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표방하였다. 그 첫 번째 지점
은 이현보(李賢輔, 1467-1555)의 전별연(餞別宴)이라고 생각된다. 유례없이 성대했
던 그의 전별연은 당시의 큰 사건으로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황은 
당대의 사대부들이 모두 도성을 나와 전별하였으며 도문(都門)에서 제천정(濟川亭)
까지 수레와 말이 즐비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모두들 이렇게 성대한 일은 근래에 
없던 일이라 평했다고 하니 그 규모와 화제성은 대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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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하지 않았다. <동자견려도> 역시 16세기 조선이라는 특정한 시대 속
에서 해석될 수 있는 문화적 산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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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동자견려도(童子牽驢圖)>는 한중일 회화 어디에서도 단독으로 묘사된 
적이 없는 견려(牽驢) 장면이 화면의 주요 주제로 시각화된 특이한 그림이
다. 본 논문은 <동자견려도>가 제작되고 기능할 수 있었던 이유를 조선 
중기 16세기라는 특정한 시대 속에서 찾고자 했다. 
  필자는 <동자견려도>의 성격을 일차적으로 기려도(騎驢圖)로 규정하였
다. 더 나아가 견려 장면이 단독으로 그려짐으로써 시각적으로 강조되어 
있다는 점에 집중하였다. 본 논문은 나귀와 동자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견(牽)’의 행위가 당대인들에게 어떻게 이해되었는가를 16세기의 사상적
인 측면에서 해석해보고자 하였다.
  김시는 <심우도(尋牛圖)> 중 네 번째 장면인 득우(得牛)의 도상과 매우 
유사하게 견려의 모습을 재현하였다. 날뛰는 마음을 얻기 위하여 고군분투
(孤軍奮鬪) 하는 득우의 모습은 <동자견려도>의 견려 장면과 흡사하다. 본 
논문은 득우와 견려가 보여주는 도상적 유사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동자견려도> 속 ‘견(牽)’의 이미지가 득우의 모습과 연결될 수 있다면 
작품이 제작된 당시 다양하게 전개된 사상적 교류와 이 그림은 어떤 상관
성을 지니는 것일까? 조선 중기 사회는 비교적 자유로운 사상적 분위기를 
바탕으로 다양한 학문들이 대립과 소통을 통해 발전해 나가던 사회였다. 
그중에서도 새롭게 조선에 수용된 양명학(陽明學)은 유불도(儒佛道) 삼교
(三敎)의 혼합 양상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학문 중 하나였다. 조선 중
기 비교적 유연했던 사상적 분위기는 김시가 선불교의 이미지를 자연스럽
게 차용할 수 있었던 하나의 배경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동자견려도>가 제작된 16세기 조선에서는 마음(心)이라는 사안을 중심
으로 성리학적 탐구가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즉 마음을 어떻게 볼 
것이며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가 당시 성리학의 중요 문제였다. 이러한 사
회적 분위기 속에서 김시는 마음과 그 수양에 관한 당시 지식인들의 관심
을 ‘견(牽)’이라는 시각 언어로 구현해 낼 수 있었을 것이다. 본 논문은 마
음의 문제에 천착해있었던 당대인들의 관심이 <동자견려도> 속에 반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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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자 하였다.
  김시의 교유 관계를 살펴보면 그가 당대의 사상적, 사회적인 분위기를 
잘 파악하고 있었다고 여겨진다. 그는 다양한 문인들과 교류하였고 화원
(畵員)으로서 활동하였기에 더 많은 지식인들과 교류하였을 가능성이 높
다. 김시는 작품으로 다수의 문인들과 공감하고 교유할 수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당대(當代)의 지적·문화적 분위기를 잘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다.
  김시는 한 폭의 기려도에 득우 장면과 비슷하게 견려 장면을 재현하였
다. <동자견려도>는 일종의 기려도로 이해될 수 있는 그림인 동시에 마음
의 문제에 천착했던 16세기 조선이라는 특정한 사회 속에서 해석될 수 있
는 작품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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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 <선조조기영회도(宣祖朝耆英會圖)>, 1585년, 견본채색, 40.4×
59.5cm, 서울대학교박물관.

도 3-1. <선조조기영회도> 중 병풍 산수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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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 김시, <귀거래도(歸去來圖)>, 『전주정절선생집(箋註靖節
先生集)』, 1583년, 고려대학교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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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 운코쿠 토간(雲谷等顔), <기려인물도병풍(騎驢人物圖屛風)>, 六曲一双, 17세기 
초반, 지본수묵담채, (우)158.5×357.4cm, (좌)158.2×357.4cm, 보스톤박물관
(The Museum of Fine Arts, Bos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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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 운코쿠 토간, <기려인물도병풍(騎驢人物圖屛風)>, 六曲一双, 지본담채, 각 
155.5×360cm, 클리브랜드박물관(The Cleveland Museum of Art).

도 7. 전(傳) 신잠(申潛), <탐매도(探梅圖)>, 16세기 전반, 견본담채, 43.9×210.5cm, 
국립중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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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 이불해(李不害), <기려도(騎驢圖)>, 
16세기 후반, 지본수묵, 31.5×20.7cm, 개
인소장.

도 9. 함윤덕(咸允德), <기려도(騎驢圖)>, 16세기 후반, 
견본담채, 15.5×19.4cm, 국립중앙박물관.



도 10. <심우도(尋牛圖)>, 목판본, 1150년 추정, 규격·소장처 미상.

- 62 -

심우(尋牛) 견적(見跡)  견우(見牛)  득우(得牛)  목우(牧牛)

기우귀가
(騎牛歸家)

망우존인
(忘牛存人)

인우구망
(人牛俱忘)

 반본환원
 (返本還源)

 입전수수
 (立廛垂手)

그림 11. <심우도> 중 득우(得牛).
(좌),(중) <심우도> 중 득우, 목판화, 1150년 추정, 규격, 소장처 미상.
(우) 전 주문(周文), <심우도> 중 득우, 15세기, 지본수묵, 32.8×186.7cm, 일본 
쿄토 상국사(相國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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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2. 전(傳) 윤덕희(尹德熙), <행
려도(行旅圖)>, 18세기, 저본담채, 
21.3×15.0cm, 국립중앙박물관.

도 13. 김시, <목우도(牧牛圖)>, 
16세기, 견본수묵, 78.0×45.5cm, 
유현재(幽玄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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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4. 김시, <목우도(牧牛圖)>, 16
세기 후반, 견본수묵, 37.2×28.1cm, 
일본 개인 소장.

(좌) 도 15. 이영윤(李英胤), <동자견우(童子牽牛)>, 견본담채, 
13.2×20.4cm, 간송미술관.
(우) 도 16. 이영윤, <동자기우(童子騎牛)>, 견본담채, 13.2×20.4cm,  
간송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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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Kim Si’s Boy Pulling a Donkey

Lim, Minjoung

Department of Archaeology and Art Histo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Kim Si (金禔, 1524-1593) depicted a young man leading a donkey in Boy 

Pulling a Donkey (童子牽驢圖), now in the Leeum, Samsung Museum of 

Art.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motif of pulling a donkey (牽驢) must 

have been derived from that of gaining an ox (得牛) found in Finding an 

Ox (尋牛圖). 

The earlier studies on Boy Pulling a Donkey were basically based on the 

political downfall of Kim Si’s father Kim Allo (金安老, 1481-1537) who 

plotted a treason and came to be executed. The circumstance that it was 

hard for Kim Si to go into politics was the main perspective of the studies 

and accordingly the debates based on this idea concluded that Boy Pulling a 

Donkey was a self-portrait of Kim Si himself. This study, however, focuses 

on the intellectual and cultural atmosphere of sixteenth-century Korea.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subject and iconography of Boy Pulling a Donkey 

and tries to investigate the significance of the painting within the contex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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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tellectual history of the time. 

In the second chapter, I examine Kim Si from various angles. By figuring 

out his career, works, and identity as a painter, I map out the background 

for the making of Boy Pulling a Donkey. Kim Si was famous for his 

achievement of the three perfections (三絶). At the same time, he revealed 

his identity as a cheosa (處士) by having a close relationship with 

renowned literati (文士) of the time. He built the ties with them especially 

through his works whose subject matter dealt with reclusion. The 

relationship he had with the literati must have had an enormous impact on 

the creation of Boy Pulling a Donkey. 

In the third chapter, I present the possibility that Boy Pulling a Donkey can 

be understood as a donkey rider painting (騎驢圖). In addition, I note that 

the image of pulling a donkey is similar to that of gaining an ox (得牛), 

the fourth image of Finding an Ox (尋牛圖) which is concerned with 

controlling oneself in Seon (Ch. Chan; Jap. Zen) Buddhism. The 

iconography of pulling a donkey is neither common in China and Japan nor 

in Korea. It, however, is seen in the parable of a donkey rider in Su Shi 

and Fan Lang, a pair of screens by Unkoku Tōgan (雲谷等顔, 1547-1618), 

now in the Museum of Fine Arts, Boston. This painting is very important 

because it shows a young servant pulling a donkey. Thus, Boy Pulling a 

Donkey must have been regarded as a donkey rider painting by the people 

of the time.

Boy Pulling a Donkey, however, unlike most donkey rider paintings, just 

depicted a scene of a boy pulling a donkey without a donkey rider. This 

visualized the fact that pulling (牽) was the subject of this painting. The 

scene of pulling a donkey is, in iconography, strikingly similar to tha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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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ining an ox in Finding an Ox. The iconographical similarity shows the 

act of pulling (牽) can be linked to the meaning of gaining an ox (得) 

which means gaining oneself and controlling one’s own mind (心).

I have examined in detail the iconographical similarity between pulling a 

donkey and gaining an ox. In the fourth chapter, I note that the meaning of 

pulling a donkey can be linked to that of gaining an ox in the context of 

the intellectual history of the time. When the viewers found in Boy Pulling 

a Donkey the similarity between leading a donkey and gaining an ox, they 

could interpret the donkey as a visualized image of the mind (心). The 

mind, interestingly, was a widely discussed subject in the intellectual history 

of sixteenth century Korea.  

How to understand and control the mind became extremely important in 

sixteenth-century Korean philosophy and allegorical writings on the mind (心
性寓言) gained popularity in literature. Allegory is an indirect way of 

expressing something. This makes the viewer attempt to investigate what is 

represented in a painting. As a result, the image of pulling a donkey in Boy 

Pulling a Donkey can be interpreted as that of gaining an ox whose 

meaning is allegorically suggested.  

Sixteenth-century Joseon Korea witnessed the flowering of various thoughts 

and ideas. It is called the “Spring and Autumn Period of Neo-Confucianism 

(性理學).” The introduction of the Neo-Confucian School of Mind led by 

Wang Yangming (1472-1529) (陽明學 Yangmingism) emphasizing the unity 

of knowing and acting opened up possibilities that Neo-Confucianism, 

Buddhism, and Taoism interacted. Even under the dominance of 

Neo-Confucianism, Buddhism appealed greatly to men of letters of the time. 

This vibrant intellectual atmosphere must have served as the back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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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ainst which the image of pulling a donkey is interchangeable with that of 

gaining an ox. Therefore, Boy Pulling a Donkey is a donkey rider painting, 

but it must be interpreted within the context of the intellectual history of 

the time. 

Keywords : Kim Si (金禔), Boy Pulling a Donkey (童子牽驢圖), Finding 

an Ox (尋牛圖), Gaining an ox (得牛), Allegorical writings on the mind 

(心性寓言)

Student Number : 2013-22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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