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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조선왕조에 있어 19세기는 왕족, 양반사 부, 인 등 계층을 월

하여 국서화에 한 심과 열풍이 가장 정 에 달했던 시기 을 뿐 아니

라, 동시기 최신 자료의 유입으로 인해 그 수용과 활용에 있어 학· 계를 끊

임없이 자극하던 시기이다. 본 논문은 기존 연구가 작가와 작품양식의 향

계에 집 한 측면이 컸다면, 창작에 직 으로 여하지는 않았으나, 서
화 향유자로서 술계를 이끈  다른 부류인 서화수장가(書畵收藏家)의 활

동을 통해 국서화의 유입실태에 해 근하고자 하 다. 구체 으로 19
세기 이  국 반 인 흐름 속에서 국작품이 유입된 상황을 언 한 후 

궁 과 사가(私家; 양반사 부  인)의 표 인 수장가들의 활동에 따른 

국 서화작품의 래, 19세기 조선 서화계와 연 성 등에 해 검토하 다. 
그 결과 17 · 18세기 수장가들이 한국과 국의 작품을 고루 모은 취향을 

보 다면 19세기 수장의 경향은 후반기로 갈수록 국서화에 치 하여 선호

하는 분 기가 고조되었고 일정한 학식과 경제력이 뒷받침되면서 술품을 

완상하고 구입하는 것이 양반층과 인층에서 거의 보편화된 상을 악할 

수 있었다. 이울러 청( 淸) 무역을 통해 국내로 유입된 국서화 계 서

 * 본 논문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주  인문한국사업단학술워크 (2011. 2. 7)에서 발표한 내용

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당시 토론자로서 많은 조언을 해주신 이종묵 교수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
** 국립문화재연구소 학 연구사

63



64  奎 章 閣  38

은 수장가들이 국작품을 간 으로 체험하고 그들의 술론에 지 한 

향을 끼치게 된 요한 매개가 되기도 하 다.
조선후기 서화사의 개에 있어서도 국으로부터 유입된 최신 자료를 조

선에 소개하거나 자신들이 소장했던 작품을 동시 인들과 공유한 서화수장

가들이 큰 역할을 하 으며, 이들에 의해 유통된 작품들 역시 19세기 술사

의 흐름과 거의 맥락을 같이한 사실을 악할 수 있었다. 조지겸(趙之謙), 오
징(吳大澂), 하소기(何紹基), 등석여(鄧石如) 등 청  비학 (碑學派)를 

표한 서 가들이 서나 서로 쓴 씨와 주련서(柱聯書)가 많이 유입되어 

조선 서 가들이 응용한 , 청  정통  화가들인 사왕(四王) 작품들이 궁

과 민간에 다수 래되어 19세기 화단에 청  남종화풍이 지 한 향을 

끼친 사실, 조선말기 청  화보(畵譜)가 풍부하게 유입됨에 따라 새로운 주

제와 도상(圖像)이 출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등을 의의로 들 수 있다.

핵심어: 19세기, 中國書畵, 書畵收藏, 궁  서화수장, 宗親, 양반  인의 

서화수장

1. 머리말

우리나라에서 국 서화가들의 작품을 수집한 행 는 이미 통일신라시 부터 

시작되었을 만큼 역사가 오래되었다.1) 근 시기 국이 한자를 공유한 동아시

아 문화권에 끼친 향을 감안하면 이러한 결과는 지극히 자연스런 결과 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조선시 에는 국으로부터 서화 계 문헌과 작품이 이  시기

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량 유입되었으며, 그 결과 왕족과 양반사 부, 인층

이 향유하고 유통시키면서 당 인들의 작품활동과 술 에 깊은 향을 주었다. 

조선시  국과의 교섭에 따른 술사의 변천에 해서는 기부터 근 시기

까지 서화양식의 변화에 따른 국 작품과의 향 계, 명․청 서화가들의 교류, 

조선문인들의 국서화에 한 인식 등 다양한 에서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

되었다.2) 다만 기존 연구가 작가와 작품양식의 향 계에 집 한 측면이 컸다면, 

 1) 북송  서화비평가 朱景玄이 쓴 唐朝名畵 에 의하면 신라인들이 당나라에 와서 화가 周

昉의 그림 수십권을 사갔다고 한다. 朱景玄, 唐朝名畵  ｢周昉｣(楊家駱 編, 1976, 藝術叢

編 2集 第6輯, 中華書局, 19면): “貞元末, 新羅國有人於江淮, 以善價收 數十卷, 持往彼國, 
畵佛像眞仙人物士女, 皆神品也.”

 2) 조선시  국과의 서화교섭에 한 논 는 다음과 같다. 안휘 , 1998, ｢韓國 南宗山水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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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에서는 창작에 직 으로 여하지는 않았으나, 서화 향유자로서 술계를 

이끈  다른 부류인 서화수장가(書畵收藏家)의 활동을 통해 국서화의 유입실

태에 해 근하고자 한다. 특히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19세기는 왕족, 양

반사 부, 인 등 계층을 월하여 국서화에 한 심과 열풍이 가장 정 에 

달했던 시기 으며 동시기 최신 자료의 유입으로 인해 그 수용과 활용에 있어 학 ·

계를 끊임없이 자극하던 시기 다.

본 논문은 이러한 19세기의 시 상황에 주목하여 당 인들이 수용하여 내면화

한 조선 술사의 일면을 악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이를 해 19세기 이  서

화수장의 반 인 흐름 속에서 국작품이 유입된 상황을 언 한 후 궁 과 사

가(私家)의 표 인 수장가들의 활동에 따른 국 서화작품의 래, 19세기 조선 

서화계(書畵界)와 연 성 등에 해 검토하도록 하겠다. 

2. 17 · 18세기 국서화에 한 심과 19세기로의 이행
  

조선시  서화수장은 경향에 따라 일정한 시기로 구분할 수 있지만, 기간을 

첩해서 생존한 인물들이 많았기 때문에 후 계가 긴 하게 연 되어 있었고 

학맥이나 통혼으로 인해 세 를 거듭해 지속 인 연 성을 보인 것이 특징이다.3) 

變遷｣ 韓國繪畵의 傳統, 문 출 사, 250-309면; 안휘  외, 2006, 朝鮮 前半期 美術의 

外交涉, 도서출  경; 이성미, 1992, ｢林園經濟志에 나타난 徐有榘의 中國繪畵  畵論에 

한 關心｣ 美術史學硏究 193, 33-61면; 한정희, 1996, ｢英 · 正祖代 繪畫의 中交涉｣ 講
座 美術史 8호, 59-71면; 1996, ｢조선후기 회화에 미친 국의 향｣ 미술사학연구 206, 
67-97면; 최경원, 1996, ｢朝鮮後期 淸繪畵交流와 淸 繪畵樣式의 수용｣, 홍익 학교 석사학

논문; 진 , 1999, ｢인조․숙종연간의  국 繪畵交涉｣ 講座 美術史 12호, 149-180
면; 박은화, 2002, ｢조선 기(1392-1500) 회화의 교섭｣, 講座미술사 19, 131-151면; 박
은순, 2007, ｢조선 후반기 中 繪畵交涉의 조건과 양상, 그리고 성과｣, 朝鮮後半期 美術의 

外交涉, 도서출  경, 10-82면; 이완우, 2007, ｢조선 후반기 宋明代 서 의 외교섭｣, 
朝鮮後半期 美術의 外交涉, 도서출  경, 332-337면; 홍선표, 2010, ｢한국 근 미술의 

외교섭｣, 近代美術의 外交涉, 도서출  경, 10-26면; 김용철, 2010, ｢한국 근 회화와 

국, 그리고 일본｣, 近代美術의 外交涉, 도서출  경, 28-63면. 이 밖에 개별 작품과 

작가를 다루며 국 서화의 래를 다룬 성과가 다수 있으며, 구체 인 논 명은 이후 각주

에서 밝히도록 하겠다. 

 3) 조선시  서화수장의 반 인 흐름에 해서는 황정연, 2007, ｢朝鮮時代 書畵收藏 硏究｣, 
한국학 앙연구원 미술사학과 박사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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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는 17 · 18세기 국서화 수장의 경향을 통해 19세기 서화수장이 형성된 

배경에 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17세기

  

조선시  국서화에 한 완상과 수집은 17세기를 기 으로 15․16세기의 완

물(玩物)을 기시하는 풍토에서 벗어나 서화감상의 효용성을 인정하고 수집을 

정한 인식과 더불어 본격 으로 개되었다. 물론 안평 군(安平大君) 이용(李

瑢, 1418-1453)처럼 15세기 최 의 국서화 컬 터로 활동한 인물의 활동은 이후 

서화수장가들의 활동을 개창(開倉)했다는 에서 충분히 주목할 여지가 있다. 그

는 휘하에 있던 화가 안견(安 )의 그림 등 30 을 제외하고 약 178  이상의 

국서화를 소장했는데, 북송  소식( 軾, 1037~1101)의 씨와 곽희(郭熙, 11세기)

의 그림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다.4) 안평 군이 소장했던 곽희의 그림이나 소

식, 조맹부, 왕희지 등의 씨는 이미 조선 기 서화계에서 범(典範)으로 인식

되었을 만큼 많은 향을 끼친 작품들이었다.

17세기는 궁 과 종실인사, 일반 사 부가에서 서화수집과 감상 분 기가 서서

히 고조되던 시기 다. 숙종(肅宗, 재  1674-1720)은 조선의 역  국왕  가장 

많은 서화제발(書畵題跋)을 남긴 왕으로서, 이는 당시 궁 에 많은 작품들이 소장

되어 있었음을 추정하게 한다. 그가 본 국서화 에는 북송 휘종황제(徽宗皇帝)

의 <백응도(白鷹圖)>를 비롯하여 남송  화가 마원(馬遠)의 그림, 명  맹 (孟

永光)의 <팔선도(八仙圖)>, 여기(呂紀)의 <공작도(孔雀圖)>, 조맹부 씨, 그 밖에 

작자미상의 국서화가 상당량 포함되어 있다.5) 특히 맹 은 16․17세기 명  

화풍(浙派畵風)이 조선 화단에 유행하는 데 있어 그 심 인 역할을 했던 인

 4) 이 숫자는 申叔舟, 保閑齋集 卷14, ｢畵記｣에 기록된 것과 각종 실록과 문집에서 언 된 

것을 합산한 것이다. 총 목록은 황정연, 앞의 논문(2007), 100-101면 참조. 안평 군의 서화컬

션에 한 반 인 설명은 안휘 , 1987, 夢遊桃源圖, 경산업사, 1897; 金紅男, 1999, 
｢安平大君 소장 中國 書藝: 宋 徽宗, 軾, 趙孟頫, 鮮于樞｣, 美術史論壇 8호, 76-102면 참

조. 역  명필 씨의 수집에도 극 이었던 안평 군은 1443년 국과 우리나라 서 가들

의 씨를 추려《匪懈 集古帖》(1443년)을 간행하 고 자신이 소장했던 국서첩인 <王羲

之眞行草>, <趙子昻眞草千字文> 등을 바쳐 교서 으로 하여  간행하게 하 다.

 5) 列聖御製 7(서울  규장각 인본, 2000)에 의하면 숙종이 남긴 서화제발은 169편에 이른다. 자세

한 내용은 진 , 陳準鉉, 1995, ｢肅宗의 書畵趣味｣, 서울大博物館年報 7, 3-3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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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 맹 , <海上群仙圖>, 

1636년, 비단에 채

색, 77.0×48.2cm, 

국립 앙박물  소장

물로 평가받고 있는 화가이다(도 1).6) 그는 심양에서 

김상헌(金尙憲, 1570- 1652)과 교유했고 1645년 소

세자를 따라 조선에 왔다가 3년 후인 1648년 본국으

로 돌아갔으며, 국내에 머무는 동안 조선의 여러 문사

들과 교유하 다. 그의 그림은 인흥군 이 (仁 君 李

瑛, 1604-1651)이 일 이 40여 의 작품을 보았다고 

했을 정도로 조선사회에 리 유통되었고 김창업(金

昌業, 1658-1721), 이하곤(李夏坤, 1677-1724), 신정하

(申靖夏, 1681-1716), 유득공(柳得恭, 1749-1807), 성해

응(成海應, 1760-1839) 등에 의해 조선후기까지 꾸

히 감상되었다. 유득공이 맹 의 <백동도(百童圖)>

를 보고 쓴 을 그 한 가지 로 들 수 있다.7) 

숙종으로 인한 궁  서화취미가 고조되는 가운데 

종실인사들이 주요한 서화수장가로 부상한 상 역시 

이 시기의 특징이다. 이  선조(宣祖, 재  1567- 

1698)의 손자인 낭선군 이우(朗善君 李俁, 1637-1693)는 숙부 의창군 이 (義昌君 

李珖)과 부친 인흥군에서 비롯된 서화수장과 술취향을 토 로 17세기 선조계

(宣祖系) 종친의 문화  역량을 극 으로 발 한 인물이다.8) 그는 자신의 서재

인 만고장(萬古藏)에 수만권의 서책을 구비하 고 평생 세 번에 걸친 연행(1663․

1671․1686년)을 통해 북경에 가서 <석고문(石鼓文)>과 <형산신우비(衡山神雨

碑)>, <역산비(嶧山碑)> 등 국 고문(古文)의 원류라고 일컬어지는 석문의 탁본

 6) 孟永光에 해서는 안휘 , 2000, ｢來朝 국인 화가 맹 ｣, 한국 회화사 연구, 620-640
면 참조.

 7) 유득공의 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은 무릇 6폭이고 題에 이르기를 稽山人 孟永光

이 瀋陽館에서 그렸다고 한다. ｢貞明氏｣라는 작은 인장이  있다. 개 우리 孝廟께서 심

양 에 계실 때 永光이 그려 바친 것이다. 후에 [효묘께서] 친척 아무개에게 선물로 주었는

데 지 은 李某가 소장하고 있다. 永光의 이름은 國朝畵徵 에 보인다(圖凡六幅, 題云 稽

山人孟永光寫于瀋陽館也, 印貞明氏, 盖我孝廟在瀋館時, 永光寫進 也. 後賜某戚畹, 今爲李

生某所藏, 永光名見畵徵 中).” 柳得恭, 泠齋集 卷5, 古今體詩 ｢孟永光百童圖歌｣(韓國文

集叢刊 260, 79면).

 8) 황정연, ｢朗善君 李俁의 書畵 收藏과 編纂｣, 藏書閣 9집(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3), 5-44
면; ｢조선시  서화수장 연구｣(한국학 앙연구원박사논문, 2007), 181-21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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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 陳枚 등, <淸明上河圖> 부분(淸院本), 1736년, 비단에 채색, 35.6 x 1152.8cm,  

만고궁박물원 소장 

<도 3> <衡山神雨碑>, 국 浙江省 紹

 禹陵 소재 *明代 後刻本 

과 조맹부의 씨, 구 (仇英, 1449-1552)의 <청명상하도(淸明上河圖)> 등을 구입

해왔다.9) 물론 이 작품들은 진본이 아닌 모본이나 각본(刻本)이었을 것으로 추정

되지만 <청명상하도>는 17세기를 후로 하여 우리나라에 모사본이 유입되기 시

작하여 조선후기 궁 화풍과 풍속화 발달에 향을 끼친 그림이라는 , 낭선군

이 <형산신우비> 탁본을 허목(許穆, 1595-1682)에게 제공하여 국 고 (古篆)에 

한 이해를 도운 사실 등은 조선시  서화사 발달에 향을 끼친 수장가의 역할

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다(도 2 · 3 · 4).

17세기  사 부들의 서화수집은 16세기와 17세기의 교차기에 생존했던 인물

9) 李俁, 燕京 (靑丘學叢 4, 1931, 19면).

<도 4> 허목, <척주동해비> 탁본 부분, 

1661년, 170.5×76cm, 비

석은 강원도 삼척시 정상동 

육향산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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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 《蘭亭修 帖》부분, 1592년, 

帖, 목 , 39.5 x 39cm, 

개인소장

들 사이에서 더욱 많은 사례를 남기고 있다. 일련의 국란을 겪은 후 음에도 다양

한 사상사와 문 사  조류가 혼재되어 있었던 분 기 속에서 술에 한 심 

한 고조되어 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해평윤씨 인물들은 선조~ 해군  

동안 고 직을 역임하여 명문가로 부상했는데, 정치 인 향 뿐 아니라 문화

으로도 요한 역할을 한 인물들이 배출되었다. 그  두각을 나타낸 인물로 윤근

수(尹根壽, 1537-1616)를 꼽을 수 있다. 윤근수는 서화감식에 식견이 높아 명  화

가 당인(唐寅)의 <미인도(美人圖)>를 얻어 작품에 시평(詩評)하 고, 1594년에는 

명나라에 가서 구양순(歐陽詢)의 <구성궁 천명(九成宮醴泉銘)>과 <황보탄비(皇

甫誕碑)>, 수량(楮遂良)의 <성교서(聖敎序)> 등 명가들의 법서를 구해왔다.10) 

해동명신록(海東名臣 )에 의하면 그는 서책도 좋아하여 고 의 서  수천 축

을 모으고 손에서 놓지 않았다고 하는데,11) 후손인 윤 (尹汲, 1697-1770)이 노년

에 많은 서책과 서첩, 골동품을 수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듯 선조들이 이 놓은 

문화  토  에서 이루어진 측면이 컸다고 본다.12) 

아울러 허균(許筠, 1569-1618)과 정경세(鄭經世, 1563-1633) 역시 국 사행을 통

해 많은 서책과 서화류를 가져왔는데, 이  정

경세가 1609년 동지사로 북경에 가서 구해온

《난정수회첩(蘭亭修 帖)》목 본 화(1592

년)는 16세기 후반 우리나라로 유입된 명  방

각본(坊刻本) 화의 드문 실례로 요하게 평

가할 수 있다(도 5).

이처럼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등 국가 인 

변란으로 인해 문화가 피폐된 상황 속에서 燕行

은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는 요한 창구로서 

역할을 하 고, 17세기 서화수장이 차 사회

으로 되는데 토 가 되어 국을 비롯한 일

본작품, 련 서책의 수집이 보다 활발하게 이

10) 이상은 尹根壽, 月汀集(韓國文集叢刊 47, 민족문화추진회, 1998) 참조. 

11) 吳世昌, 槿域書畵徵 卷3, 尹根壽 條.

12) 兪拓基, 知守齋集 卷15, 序 ｢ 尹副使景孺汲赴燕序｣(韓國歷代文集叢書724, 경인문화사, 
1993), pp. 482-484; “…公遂有 之志, 家居藏書之萬卷, 旁列筆硯淸玩以自娛, 不間世事焉.” 南
公轍, 金陵集 卷18, 墓表 ｢吏曹判書兼弘文館提學諡文貞尹公墓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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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 尹斗緖, <女俠圖>, 17세기, 

비단에 수묵, 23.9×13.8cm, 

국립 앙박물  소장

루어질 수 있었다. 윤신지(尹新之, 1587-1657), 

신익성(申翊聖, 1588-1644), 박미(朴瀰, 1592-1645) 

등 선조(宣祖)의 부마들과 이들과 교유한 이항

복(李恒福), 이식(李植), 장유(張維), 정두경(鄭斗

卿), 이한명(李明漢, 1596-1645), 이민구(李敏求), 

의창군 이  등은 이러한 경향의 심에 있던 

인물들이다. 특히 이민구가 명  화가 구 (仇

英)의 <백묘나한도(白描羅漢圖)>를 가지고 있었

고, 신익성은 구 의 <팔 도(八俠圖)>를, 의창

군 역시 구 의 <팔 도>를 소장하여 이식, 장

유, 이명한, 신익성 등과 감상한 것처럼13) 17세

기  조선문사들 사이에서 구 의 화 (畵蹟)

을 한 사례가 빈번했음을 볼 수 있다.14) 당시 

구 의 그림을 함께 공람한 이들은 명  문화에 

해 민감하게 반응한 인물들이었다는 공통

이 있으며, 인물묘사에 뛰어났던 구 의 솜씨를 

칭송한 내용이 부분이다. 당시 의창군 등이 소

장했던 구 의 <팔 도>는 후에 윤두서(尹斗緖, 1668-1715)가 이와 유사한 주제인 

<여 도(女俠圖)>를 창작하는 데 일정한 향을 끼친 것으로 추정된다(도 6). 그러

나 18세기 이후에는 구 의 특장을 보여주는 인물화 보다는 <청명상하도>와 같이 

도시 풍경을 그린 작품을 더 애호했으며 이는 박지원, 홍 용, 유득공 등 북학  

학자들에게 국문화를 간 으로 체험하게 하는 매개로서 역할을 하 다.15) 

13) 申翊聖, 樂全 集 卷8, 雜著 ｢題仇十洲白描羅漢｣; 李植, 澤 集 卷9, 跋 ｢仇十洲女俠圖跋｣; 
張維, 谿谷集 卷3, 雜著 ｢仇十洲女俠圖跋｣; 李明漢, 白洲集 卷16, 跋 ｢仇氏女俠圖跋｣.

14) 신익성이 의창군 소장 <팔 도>를 보고 쓴 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王世貞은 그림을 

논할 때 仇英을 칭찬하며 趙千里[趙伯駒]에 비해 크게 出藍의 오묘함이 있고 그 운필은 高雅

하여 顧愷之가 은미함에 빠진 것과 비슷하다고 하 다. 내가 杞泉公의 택에서 <八俠圖>를 

했는데, 모두 옛 미인이었으며 정신과 의태에 종종 생기가 도는 듯하여 이름 아래 헛된 선

비가 없음을 비로소 알았다. 아끼고 즐긴 나머지 몇몇 말 잘하는 선비들에게 보이니 각자 평

하여 드디어 藝苑의 성 한 일이 되었으니, 기천공이 소장한 것을 드날릴 만 하다(王鳳洲論

畵, 稱實父, 視千里, 大有出藍之妙, 其運筆高雅, 髣髥長康探微云. 余於杞泉公許覯八俠圖, 皆
古美人, 而精神意態, 種種有生氣, 始知名下無虛士也. 愛翫之餘, 示數三能 之士, 各自評搉, 
遂成藝苑盛事, 足以賁杞泉公之藏也).” 申翊聖, 先集 卷14, ｢題義昌所藏八俠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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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17세기의 서화수장의 흐름 속에서 18세기와 연결성을 고려할 때 상당한 

향력을 행세한 인물들은 김상용(金尙容, 1561-1637)과 김상헌(金尙憲)으로 표

되는 안동김문(安東金門)이다.16) 안동김씨는 17세기 후반 정치사상계와 문화계를 

주도한 가문이었다는 에서도 요하지만 이들과 교유했거나 문하생이었던 인

물들이 18세기 경화사족으로 연결되면서 이들의 취향을 계승하 고 19세기에는 

안동김씨가 세도가문이 되면서 조선후기 서화수장계를 주도하게 된 일차 인 토

를 마련해주었다는 에서도 입지 인 치가 있다. 이  김상헌은 스스로 회

화벽(繪畵癖)이 있다고 말했을 정도로 그림을 매우 좋아했다고 하며,17) 병자호란 

 소 세자와 함께 4년 동안 심양에 역류되었을 때 많은 국그림을 감상하 고 

국내로 가져왔다. 그가 얻어 온 그림은 조맹부(趙孟頫)의 <문희별자도(文姬別子

圖)>(명황실의 소장품), <팔 도(八駿圖)>와 당인의 <산수도(山水圖)>, 왕지린(王

之麟)의 <미인도>, 유송년(劉松年)의 < 연도(觀蓮圖)>, 구 의 <산수도> 등이다. 

그의 국화 경험은 옛 화가의 작품을 구득한 것 뿐 아니라 맹  같은 국인 

화가들과 직 인 교유를 통해서도 이루어졌는데, 맹 은 김상헌의 상화와 

<단심국(丹心菊)>이라는 그림을 그려주었다.

이후 18세기에는 서화가와 수장가들이 한 작품들의 범주가 더욱 풍부해져 미

불(米芾), 찬(倪瓚), 왕몽(王蒙), 황공망(黃公望), 문징명(文懲明), 심주(沈周), 동

기창(董其昌) 등 송~명 에 이르는 유명 서화가들의 작품을 비롯하여 석도(石濤), 

고기패(高其佩) 등 청  화가들의 작품이 혼재되어 상당수 유입되었다. 뒤에서 살

펴볼 이하곤, 이병연, 이정섭, 김 수, 이인상, 강세황 등의 술과 각종 왕실서목

은 이러한 경향을 직 으로 웅변해주고 있다.

2) 18세기 

18세기에 들어와 기존에 서화수장의 기 을 이룬 종실인사의 활동은 미비해진 

15) 朴宗采, 過庭  卷4(김윤조 역주, 1997, 역주 과정록, 태학사, 291-292면).

16) 안동김씨 인물들의 서화 술취미에 해서는 이경구, 2003, ｢壯洞 金門의 문물 수용론과 文

藝 활동｣, 韓國學報 제12집, 138-167면; 고연희, 2001,조선후기 산수기행 술 연구일지

사; 박효은, 1999, ｢朝鮮後期 문인들의 繪畵蒐集活動 연구｣, 홍익  석사학  논문, 84-90면 

참조. 

17) 金尙憲, 淸陰集 卷39, 序 ｢題尹洗馬敬之所蓄古今名畫後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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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양반 사 부가 이 시기 서화수장의 심축을 이루며 활발한 활동을 개하

다. 양반사 부 사이에서 정치  성향이나 학맥, 지역  차별성이 두되었고 

일각에서는 술향유층으로 부상한 인의 활동이 두드러지면서 신분 으로 혼

재된 흐름을 보이기 시작하 다.18) 궁 에서는 조(英祖, 재  1724-1776)가 왕

세제 시 부터 왕희지, 조맹부의 씨를 수집하 고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정조(正

祖, 재  1776-1800)는 국으로부터 막 한 서 을 들여와 조선후기 지성사 많은 

향을 끼쳤다. 

17세기 서화애호를 계승하여 18세기 서화수장 분 기를 주도한 문인 료들은 

정치와 학계에 있어서도 주도권을 행세하던 벌열가 출신들로서, 국학자와 직  

교유를 통해 석문과 골동품을 수집하기 시작한 김 수(金光遂, 1699-1770)를 기

으로 ․후 시기를 구분할 수 있다. 반기에 활동한 인물들로는 이하곤(李夏

坤), 이병연(李秉淵), 조귀명(趙龜命) 등이 있고 김 수 세  는 후배문사들로는 

이인상(李麟祥), 이 유(李英裕), 이윤 (李胤永), 성 (成大中), 박지원(朴趾源), 

서상수(徐常修) 등이 있다. 

김창흡과 김창 의 문하생들인 이하곤과 이병연, 남유용, 이정섭, 조귀명, 홍

성 등은 18세기 반 경화사족의 서화수장과 서화비평을 주도하 고 이들과 교유

한 정선(鄭敾), 윤두서(尹斗緖), 이수장(李壽長), 윤순(尹淳) 등이 당  서화계의 흐

름을 주도한 작가로 활동하 다. 정선의 친우이기도 했던 이병연은 조 양(趙令

穰), 조백구(趙伯駒), 염차평(閻次平), 이숭(李嵩), 하규(夏珪), 유송년(劉松年), 마원

(馬遠) 등 송  화가들의 그림과 조맹부, 선(錢選), 이재(李在) 등 원·명  화가들

의 그림을 모은《송원명 (宋元名蹟)》, 그리고 명  화가인 이경방(李景芳)과 맹

의 그림을 합철한《난방 첩(爛芳焦光帖)》을 가지고 있었다.19) 

서 작품 수장에 있어서도 18세기에는 일면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까지는 주된 수집의 상이 송 ~명  작품이나 그 각본(刻本), 우리나라 서 가

18) 조선시  서화애호 양상에 해서는 홍선표, 1999, ｢朝鮮後期 서화애호풍조와 鑑評活動｣,  
朝鮮時代繪畫史論, 231-254면; 장진성, 2003, ｢조선후기 고동서화(古董書畵) 수집열기의 성

격: 김홍도의<포의풍류도>와 <사인 상>에 한 검토｣, 미술사와 시각문화 제3호, 154-203
면 참조.

19) 李夏坤, 頭陀草 冊18, ｢題金君光遂所藏鄭元伯輞川圖｣; ｢題一源所藏宋元名蹟｣; ｢題一源爛

芳焦光帖｣ 등 참조. 후에 아재 조 석은《爛芳焦光帖》에 수록된 맹 의 그림을 보게 되

었는데, 발문에서 그는 이하곤의 이 맹  그림의 妙處를 정확하게 짚어 냈다고 극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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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 <曹全碑> 부분, AD185년

(後漢), 本(中國書法 卷1)

들의 묵 이었던 데 반해 18세기에는 석이나 고동에 한 심이 증진되는 가

운데 수장의 범 가 옛 비문의 탁본[古碑搨本], 각종 속제의 명문, 고동기 등으

로 확장되었다. 아울러 이 부터 국내로 다량 유입된 < 기비(禮器碑)>, <조 비

(曹全碑)> 등 국의 옛 서와 서 비문을 학습하여 이름을 떨친 이인상(李麟祥, 

1710-1760), 유한지(兪漢芝, 1760-1834), 이한진(李漢鎭, 1732-1796) 등 서 가들의 

활동이 두드러졌고 이들의 씨를 감상하는 분 기 역시 확산되었다(도 7 · 8).

17세기 수장가들은 씨를 연습하는 자료로서 연경시장에서 탁본을 구입해오

는 수 이었지만 18세기에는 무역과 유통의 활성화와 국학자들과의 직 인 

교유를 통해 다양한 자료의 입수가 가능해졌으며 이윤 , 이인상, 성 , 홍양호, 

윤동석, 서유구, 유만주를 거치며 국서화와 석문에 한 심이 확산되었다. 

그 결과 옛 사람의 필치를 간직한 자료로서 취 되어 온 석문이 후반기로 갈수

록 고증학의 상으로 인식되었고 북학(北學)을 추구한 박지원 등에 의해 탁첩(搨

帖)이 아닌 비문의 내용을 그 로 옮긴 석록(金石 )이 술된 상으로 나타나

게 되었다.

조선후기에는 서울의 유력가문 아닌 근기지역(近畿地域)에서도 국서화를 열

람하고 창작에 응용하는 분 기가 확산되었다. 이익(李瀷, 1681-1763)의 부친 이

하진(李夏鎭, 1628-1682)은 북경에서 왕희지의 서첩인 <악의론( 毅論)> 본을 

구입해왔는데, 매우 선본(善本)이어서 ‘이가장(李家藏)’으로 불렸다하며,20) 강세황

(姜世晃, 1712-1791)과 유경종(柳慶宗, 1714-1784) 역시 황정견(黃庭 ), 조맹부(趙

20) 趙琮鎭, 東海漫  ｢戱鴻 法書後叙｣.

<도 8> 兪漢芝, <詩>(《槿域書彙》所收), 

지본묵서, 20.5×45.0cm, 서울

박물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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孟頫), 동기창(董其昌), 심주(沈周) 등 역  국 서화가의 작품을 모으고 품평하

다.21)

18세기에는 기술직 인들과 여항화가들의 한 교유가 증 된 가운데, 인 

출신 서화수장가들의 활동도 어느 때보다 부각되었다. 이  본업인 의 (醫官)이

었던 김 국(金光國, 1727-1797)은 조선후기 인 서화수장의 규모와 실체를 보여

다는 에서 매우 주목되는 인물들이다.22) 지 까지 그가 수집한 서화작품은 

200여  정도가 알려졌는데, 이 에는 외국지도에서부터 네덜란드 동 화, 국

그림이 포함되어 있어 방 한 수장품의 내역을 유추하게 한다. 특히 그는 명  

료이자 서화가인 정룡(程龍, ?-1636)의 <묵란도(墨蘭圖)>, 청에서 활동한 탁 (托

霑)의 <묵란도(墨竹圖)> 등 동시기 다른 수장가들의 소장품에서는 잘 찾아볼 수 

없는 일명화가(逸名畵家)들의 작품도 가지고 있었다(도 9). 특히 청나라 유민화가

인 탁 의 그림을 김 국 뿐 아니라 이 유도 한 사실을 통해 했다는 사실을 

통해 조선후기에 국내로 유입되었거나 유통되었던 그림의 종류는 오늘날 추정하

는 것에 비해 훨씬 다양했음을 실감하게 한다.23)

한편, 에서 언 한 국 서화작품의 감상과 수집의 이면에는 련 국문헌

의 열람을 병행함으로써 국 서화가와 작품에 한 이해를 도모했다는 사실을 

언 할 필요가 있다. 조선후기 학자 유만주(兪晩柱, 1755-1788)의 에서도 짐작

되듯, 조선후기 수장가들은 실물로 한 것 보다는 문헌을 통해 역  국서화에 

한 정보를 얻은 경우가 더 많았던 것이다.24) 

21)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후기 근기지역의 서화수장은 부분 尹斗緖, 尹德熙, 許佖 등 이 지

역 인물들과 연 된 조선화가들의 그림을 주로 모았고 서 에 있어서는 이황의 필 을 비롯

해 퇴계 학맥에 속한 인물들과 許穆 씨에 한 집 인 완상과 수집을 한 것으로 나타나 

경화사족의 취향과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황정연, 2007, ｢조선후기 近畿地域 

書畵收藏의 형성과 개 ― 驪州李氏 星湖家門  교유인물들을 심으로｣, 星湖學報 통
권4호, 181-231면 참조.

22) 김 국에 해서는 박효은, 앞의 논문(1999); 1999, ｢홍성하 소장본 金光國의 石農畵苑에 

한 고찰｣, 溫知論叢 제5집, 235-288면; 2002, ｢18세기 문인들의 회화수집 활동과 화단｣, 
미술사학연구, 139-185면; 2003, ｢김 국의《석농화원》과 18세기 조선화단｣,遊戱三昧, 학고

재, 127-157면; 황정연, 2002, ｢石農 金光國(1727-1797)의 생애와 書畵收藏 활동｣,美術史學硏

究 235, 61-85면 참조.

23) 李英裕, 雲巢謾藁 第3冊, 題跋; 황정연, 앞의 논문(2007), 280면 참조.

24) 兪晩柱, 欽英己亥部(1779) 5月 21日條. 이날 유만주가 明 周亮工의 櫟園書影을 읽으며 

한 국그림은 宗炳의 <獅子擊象圖>, 張僧繇의 <漢武 交圖>, 衛協의 <穆天子宴瑤池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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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 托霑, <墨竹圖>과 김 국의 발문, 明末淸初, 종이에 수묵, 

18.6×41.5cm, 선문 박물  소장 

조선후기에 어들면 국인들도 놀랐을 만큼 연행을 간 사신들이 국 서 을 

다량 구입하여 국내에 유통시켰으며,25) 그 에는 서화 계서, 백과사  등도 포

함되어 있었다. 실제로 국 서 의 수입과 유통이 활발해짐에 따라 서울 근기지

역을 심으로 형 장서가의 출 을 진시켰다는 은 기존 연구에서도 지 된 

바 있다.26) 

서화에 한 문 인 지식은 수장가 개인이 별도로 구득한 책을 통해 얻은 경

우도 있겠지만 련 내용을 발췌한 백과사 식 록류가 조선에 수입되면서 할 

수 있는 사례가 더 많았던 것으로 단된다. 더욱이 련 서들이 18세기에 고
도서집성(古今圖書集成)과 사고 서총목제요(四庫全書叢目提要)에 포함된 

채로 국내로 유입되었으므로 조선후기 문사들 사이에서 폭넓게 유포되었을 가능

성은 충분하다.  

국서의 량 유입에 따른 서화완상․감식․비평에 한 술의 수용은 조선

시  서화수장에 한 인식변화를 가져온 한 계기가 되었다. 당시 수장가들

이 열람한 서화 련 국서는 단행본 뿐 아니라 총서류 안에 포함된 각종 술서,

周昉의 <楊妃架雪衣女亂雙墮圖>, 王士元의 <綠珠墮樓圖>, 劉松年의 <炤盆 兒圖>, 燕文貴의 

<七夕夜 圖>, 趙孟頫․管道昇 合作 <烹茶圖>, 張萱의 <虢國夫人夜遊圖> 등이다.

25) 조선인들의 국서  구입열풍에 해서는 청  학자 姜紹書가 쓴 다음 이 참조가 된다. 
“朝鮮人 好書, 凡使臣入貢, 限五六十人, 或 典, 或新書, 或稗官 說在彼所缺 , 日出 中, 
各寫書目, 逢人便, 問不惜重直購回, 故彼國反有異書藏本也. 余曾見朝鮮所刻皇華集, 乃中朝冊

使臣 彼國文臣唱和之什, 鏤板精整, 且繭紙瑩潔如玉, 海邦緗帙洵足稱奇.” 姜紹書, 韻石齋

筆談 卷上 ｢朝鮮人好書｣(文淵閣四庫全書 第872, 95면).

26) 강명 , 1999, ｢조선후기 서 의 유입․유통과 장서가의 출 ｣, 조선시  문학 술의 생성

공간, 소명출 , 253-2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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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서명 시 자명 서화 련 내용

1 歷代名畵記 唐(847) 張彦遠 書畵源流, 皇室古書畵收藏, 紙絹, 古印章

2 畵史 北宋 米芾 唐宋代 名畵, 眞僞鑑別

3 畵鑑 北宋 湯垕 歷代 中國 名書畵, 畵論, 紙絹, 看畵法

*간혹 湯氏畵論이라는 제목으로 인용됨.
4 圖畵見聞志 北宋 郭若虛 歷代 書畵家傳, 書畵論, 古印章

5 宣和博古圖 北宋 徽宗皇室 송 휘종황실 소장 古銅器에 한 설명

6 洞天淸祿集 南宋 趙希鵠 歷代 書畵帖, 御府收藏, 書畵鑑別, 古鐘鼎彛器

辨, 硯匣

7 事物紀源 宋 高承 古代 中國制度  文物

8 文房四譜 宋 易簡 筆譜․墨譜․紙譜․硯譜

9 癸辛雜誌 元 周密 歷代 高士들의 淸 ․鎖事

10 雲烟過眼綠 元(1298) 周密 歷代 書畵 題跋, 印章, 收藏家

11 圖繪寶鑑 元 夏文彦 歷代 中國 畵家傳, 서화 품평

12 格古要論 明(1459) 曺昭 古琴論, 古墨跡論上, 古碑法帖, 古墨跡論, 古碑

法帖, 金石碑文, 法帖題跋, 古畵, 珍寶, 古硯, 古
淡器, 文房 

13 淸河書畵舫 明(1616) 張丑 歷代 中國 書畵題跋

14 江村鎖夏 明(1693) 高士奇 歷代 中國 書畵題跋

15 遵生八牋 明 高廉 書畵 收藏法, 鑑賞法, 紙絹, 墨硯

16 長物志 明 文震亨 裝潢法, 紙絹, 墨硯, 古書畵 鑑別 

17 眉公秘笈 明 陳繼儒 書畵玩賞, 收藏法

18 書畵金湯 明 陳繼儒 書畵玩賞法

19 淸秘藏 明 張應文 論裝裱收藏, 古銅器, 印章, 古硯

20 弇州山人部稿 明 王世楨 歷代 書畵 鑑評, 題跋文

21 王氏書畵苑 明(1591) 王世楨 歷代 中國 書畵題跋, 印章

22 槃餘事 明 屠隆 서화보 , 鑑別, 紙絹, 墨硯

23 芽氏繪妙 明 芽一相 畵論書, 用筆法

24 居家必用 明 田汝成 裝潢法, 紙絹, 墨硯, 古書畵 鑑別 

<표 1> 조선후기 유입된 수장․감식 련 주요 국문헌27) 

27) 본 표는 許筠(1569~1618)의 閒情綠, 安鼎福(1712~1791)의 雜同散異, 徐有榘(1764~1845)
 林園經濟志, 兪晩柱(1755~1788)의 欽英, 李圭景(1788~?)의五洲衍文長箋散稿, 李裕

元(1814~1888), 林下筆記 등 문집  백과사 식 록류를 비롯하여奎章總目(1781), 承
華樓書目(憲宗年間); 緝敬 曝曬書目(高宗年間) 등 王室書目 등에 기록된 국문헌을 정

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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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서명 시 자명 서화 련 내용

25 墨法集要 明 沈繼孫 먹의 종류와 제조법을 圖解. 
26 珊瑚網畵 淸(1643) 汪砢玉 歷代 中國 書畵題跋

27 畵筌 淸(1670) 笪重光 紙絹, 墨硯, 古書畵 鑑別 

28 式古 書畵彙 淸(1682) 卞永譽 歷代 中國 書畵題跋, 印章

29 虞初新志 淸(1683) 張潮 記事, 逸事, 書事, 疏, 紀聞, 偶筆, 圖說, 叢談, 筆
記 

30 雨窓漫筆 淸 王原祁 서화감식과 보 , 제발, 인장

31 山靜居畵論 淸(1780) 方熏 歷代 中國 書畵題跋, 印章, 書畵鑑別, 紙絹, 墨硯 

등

32 硯山齋雜記 淸 孫承澤 題簽, 裝潢, 裝池, 押字에 한 문헌 채록 

33 韻石齋筆談 淸 姜紹書 御府藏書畵, 歷代 收藏家, 硯
34 石渠寶笈 淸 淸 皇室 歷代 書畵 目 , 題跋文, 印章

35 石渠寶笈續篇 淸(1793) 淸 皇室 歷代 書畵 目 , 題跋文, 印章

36 佩文齋書畵譜 淸 淸 皇室 歷代 書畵 鑑評, 題跋文

37 賞延素心 淸 周二學 書畵 裝裱法

38 裝潢志 淸 周嘉胃 書畵 裝潢法, 紙絹

39 淡墨綠 淸(1825) 李調元 筆具類, 文房, 紙絹에 한 정보.
40 昭代叢書 淸(1700) 張潮 淸朝人의 雜著를 수록한 총서. 
41 檀几叢書 淸(1694) 王晫 張潮 校, 淸人들의 잡  수록.
42 知不足齋叢書 淸(1793) 鮑廷博 명청  여러 雜著를 수록한 총서.
43 古今圖書集成 淸(1725) 陳夢雷 등 역  서화 록 수록

44 履園叢書 淸(1839) 錢詠 博古․서화감식․수장에 한 雜著 수록

45 點石齋叢書 淸(1885) 未詳 博物學, 畵譜 등 명청  雜著를 수록.

<표 1> 계속

백과사 , 명청 소품서 안에 수록된 서화 련 을 포함하 다. 이러한 문헌에는 

종이, 붓, 먹, 고서화 감식, 고동기에 한 정보가 풍부하게 수록되었기 때문에 서

화 감상의 보조자료로 애용되기도 하 다. 조선 서화수장가들 는 왕실에서 열

람한 국서화  골동수장 계 록을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표를 통해 각종 유서(類書)를 비롯하여 역 명화기(歷代名畵記), 화감(畵

鑑), 도회보감(圖繪寶鑑) 등 서화 문서, 미공비 (眉公秘笈),  생팔 (遵

生八牋), 고반여사( 槃餘事), 장물지(長物志) 등 명청  필기류, 그리고 강
쇄하록(江村鎖夏 ), 청하서화방(淸河書畵舫), 식고당서화휘고(式古 書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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記) 등 명청  표 인 서화 련 술이 조선으로 유입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부분 이러한 문헌들은 청비장(淸秘藏)이라는 서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골

동서화 수집을 고아한 아취로 여긴 풍토 속에서 감식․장황(粧䌙)․인장(印章)․

지견(紙絹)에 한 정보를 수록한 서화 계 잡학서라고 할 수 있다. 이  명말청

 소품서인 왕탁(王晫)의 단궤총서(檀几叢書)는 정조가 패 잡기로 보고 속학 

서목(俗學 書目)으로 분류했을 정도로 18세기 후반까지 국가 으로 기시했던 

문헌이다.28) 그럼에도 국 필기류나 소품서는 허균에 의해 일 이 조선에 소개

된 후 수장가들이 많이 참조한 록이었으며 그  명  학자 진계유(陳繼儒, 

1558-1639)의 미공비 (眉公秘笈)은 19세기 궁 에 총 64책에 이르는 부본을 보

했을 정도로 그 수용이 활발하 다.29) 다양한 분야를 망라한 명청  총서류의 

유입은 조선의 지식인들이 국 서화자료를 할 수 있는 첩경이었을 것으로 생

각된다.   

이처럼 18세기부터 서서히 증 되어 온 국서화에 한 열풍은 18세기 후반과 

19세기를 걸쳐 생존한 벌열가 출신 수장가들과 신자료 구입에 열성 이었던 국왕

들의 노력에 힘입어 19세기에 들어와 본격 으로 유행을 하게 되었다. 

 

3. 19세기 서화수장의 개와 국서화의 래
 

국작품이 다량 유입되는 상황 속에서도 조선의 여러 작가들의 작품 한 

요한 완상의 상이었던 18세기와 달리 19세기에는 국풍으로 경도된 성향을 보

고 이는 당  서화계의 흐름을 변화시킨 요인이 되었다. 19세기 서화단의 국

풍이 김정희(金正喜, 1786-1856)의 활동을 계기로 심화되었다는 논지가 일반 이

나, 서화수장사의 에서 보면 궁 을 포함한 사회 반 으로 외래문화의 

이 컸던 것으로 악된다. 그만큼 수장의 주체를 막론하고 19세기는 외부로부

28) 正祖, 弘齋全書 卷50, 俗學 ｢書目｣.

29) 헌종이 소장했던 서책과 서화목록인 承華樓書目에는 陳眉公秘笈 8책과 副本인 正秘笈 
8책, 彙秘笈 10책, 續秘笈 16책, 廣秘笈 16책, 普秘笈 16책이 록되었다. 명청 소품

서는 조선 문사들이 국에서 들여온 唐板本을 직  열람한 경우도 있지만 국서를 베껴 

쓰는 과정을 통해 사회 으로 더욱 변화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진계유의 眉公秘笈은 

후 에 필사한 다양한 본이 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이는 조선시 에 소품문 

閱讀 상이 지속되었음을 말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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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상당한 변화에 노출된 시기 다고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궁 과 사가(私家)

로 나 어 당시 국서화 유입실태에 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궁 의 국서화 수장

19세기 반 궁  서화수장품은 서화에 심이 많았던 순조(純祖, 재  1800- 

1834)와 효명세자(孝明世子, 1809-1830), 헌종(憲宗, 재  1834-1849)을 거치면서 

비약 으로 늘어나 궁 의 여러 각에 상당수 비치되었다. 특히 헌종이 역  명

서화가들의 작품을 모아놓았던 창덕궁 승화루(承華樓)는 고종재  년기까지 수

장처로 이용되면서 약 884 의 작품이 수장됨에 따라 19세기 말 궁  컬 션의 

요한 모태가 되었다.30) 이후 고종연간 궁  서화수장품은 18세기 이후 래된 

작품을 근간으로 하여 주로 19세기 순조~헌종년간에 집 된 작품과 이후 공·사

으로 유입된 작품으로 형성되었다고 하겠다. 

19세기 국서화 수장의 실태에 해서는 당시 궁  소장 서화작품을 기록한 

승화루서목(承華樓書目)과 집경당포쇄서목(緝敬 曝曬書目), 집경당포쇄서

목잉흠총록(緝敬 曝曬書目剩欠總 ), 집옥재서목(集玉哉書目), 상해서장각

종서 도첩목록(上海書莊各種書籍圖帖目 ) 등을 통해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자

료들은 헌종으로 인해 정 을 이룬 19세기 궁  서화컬 션의 규모가 고종연간

(1864-1907)에 이르러 더욱 확장되었으며, 한제국기(1897-1907)까지 창덕궁과 

경복궁의 여러 각에 상당수의 국서화가 보 되어 있었음을 말해 다.

일반 으로 헌종의 컬 션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승화루서목에는 서

첩 205 , 화첩 112 을 비롯하여 국  우리나라의 서화 200여 종 이상 총 687

의 작품이 기록되었고 국서화가 상당량 차지하고 있다(도 10). 수록된 작품들

은 국 진․한 의 석문을 비롯하여 국 역  명서가의 필 과 북송 ~명청

 화가의 그림이 폭넓게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은 19세기 반 조선의 궁

으로 명청  문인화풍과 화풍(浙派畵風), 청  화원화풍(院體畵風)이 유입되

었음을 알려주며, 더 나아가 다양한 국 화풍이 조선화단에서 유행하게 된 배경

30) 승화루의 수장품에 해서는 남권희, 1987, ｢承華樓書目 ｣, 社 科學硏究 3號, 63-86면; 
李鍾黙, 2002, ｢朝鮮時代 宮中 圖書의 收藏에 하여｣, 書誌學報 26호, 6-39면; 유홍 , 
2006, ｢헌종의 문 취미와 서화컬 션｣, 조선왕실의 印章, 202-219면; 황정연, 2004, ｢19세기 

궁  서화수장의 형성과 개｣, 美術資料 70․71합집, 131-14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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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0> 承華樓書目의 ｢畵帖｣ 부분, 1908

년 이  필사, 30.9×21.5cm, 한

국학 앙연구원 소장

을 뒷받침해주는 일차 인 근거로서 

가치가 있다.31)

이러한 승화루 소장품  일부는 고

종의 즉 와 더불어 경복궁이 건되

면서 1890년에 건립된 집경당(緝敬

)으로 이 되었다.32) 이곳에 소장되

었던 서화작품은 집경당폭쇄서목
의 ｢서화부(書畵部)｣를 통해 알 수 있

으며 총 267건 941 에 해당하는 방

한 작품이 수록되었다. 한 이 서

목에서 락된 자료를 별도로 정리한 

집경당폭쇄서목잉흠총록을 통해 서화자료 35건 132 이 더 소장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두 서목을 통해 보면 집경당에는 그림보다는 씨가 더 많이 수장되

었고  석총서(金石叢書)․ 석발미(金石跋尾)․양한 석기(兩漢金石記) 등 

석문 집성류와 조지겸(趙之謙)․오 징(吳大澂)․하소기(何紹基)․등석여(鄧石

如) 등 청  석학 열풍의 조류 속에서 활동한 19세기 국 서 가들의 작품이 

다수 차지한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청말(淸末) 서 작품의 유입은 당  조선 서

단(書壇)에서 청  서풍의 수용과정을 이해하는 데 요한 정보를 제공해 다. 

한 동시기 국서화 자료가 고종  왕실의 술취향을 변해 다는 측면도 

있지만 넓게는 해외로부터 최신의 문화 조류를 수용하고자 한 황실의 의지를 담

은 것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33) 이러한 가능성은 고종이 1981년 고종이 집옥재

31) 를 들어 金正喜, 李尙迪, 申緯 등에 의해 19세기 조선화단으로 四王의 畵風이 유입된 과 

연 하여 유사한 시기 조선 궁 에도 四王의 작품이 상당수 수장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승
화루서목을 통해 확인된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조선말기 四王畵風의 래에 해서는 

김 권, 2005, ｢19세기 조선  근 화단의 四王화풍의 수용｣, 근 미술연구 2005년, 33-71
면; 최경 , 2008, ｢19세기 江南에서 재해석된 四王風 산수화의 유입｣, 文化財 제41호, 
79-98면 참조.

32) 재까지 승화루 소장품의 일부가 경복궁 집경당으로 옮겨진 정황은 악이 되지만 일부만 

확인될 뿐 체 인 황에 한 자료는 미상이다. 이에 해서는 황정연, 2007, ｢고종연간 

緝敬 의 운용과 宮中 書畵收藏｣, 文化財 四十號, 208-214면; 2008, ｢高宗年間(1863-1907) 
宮中 書畵收藏의 개와 변모양상｣, 美術史學硏究 259, 79-116면 참조. 

33) 자세한 내용은 이태진, 2000, ｢1880년  고종의 개화를 한 신도서 구입사업｣, 고종시 의 

재조명, 태학사, 279-30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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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1> 上海書莊各種書籍圖帖目 에 수록된 海上派 화가들의 작품. 

1880년  작성, 한국학 앙연구원 소장

(集玉齋)를 지은 후 집경당 소장품을 모두 옮겨 본격 으로 집옥재 경 에 몰두했

다는 을 통해서도 뒷받침 된다.

고종의 국내외 신서 과 서화작품을 구입하고자하는 정책이 반 된  다른 자

료로 1800년  후반에 작성한 상해서장각종서 도첩목록(上海書莊各種書籍圖帖

目 )을 들 수 있다.34) 총 3권으로 이루어진 이 서목은 상해에 있는 서 에서 

매하는 각종 서책, 서화첩의 내역과 가격을 고종황실에서 기록한 것으로, 국과 

일본의 역  서화 계 록과 서화첩, 화보, 화 등이 다수 기록되어 있다(도 11). 

여기서 주목할 은 목록에 기재된 상당수의 작품을 고종황실에서 구입하여 실제

로 국내로 들여왔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은 앞서 소개한 집경당포쇄서목에 

수록된 서화작품 등이 상해서장목록에 수록된 것과 부분 일치한다는 을 통

해 알 수 있으며, 이는 곧 고종황실이 국서화에 한 정보습득 차원에서 더 나

아가 황실재정을 늘려 외국의 새로운 작품을 극 으로 구입했음을 말해 다. 

이러한 황실의 노력 덕분에 당시 상해화단을 심으로 활방하게 활동하던 청  

34) 목록서의 내용  “光緖戊子(1888)望 三益齋主人”이라는 문구에 의거하여 최소 1888년경에

는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삼익재는 상해 書店名이다. 이 목록서는 이태진, ｢奎章閣 中國

本圖書와 集玉齋圖書｣, 민족문화논총 16( 남  민족문화연구소, 1996)에 처음 소개되었

다. 고종의 도서 이었던 集玉齋에 소장되었던 藏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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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화가들인 임훈(任薰, 1835-1898), 임웅(任雄), 임백년(任伯年, 1840-1895) 등 상

해 (海上派) 화가들과 등석여(登石如, 1743~1805), 조지겸(趙之謙, 1829~1884), 오

징(吳大澂, 1835~1902) 등 청  서 들의 작품이 국내로 유입되어 19세기~근

기 서화단에 청  서화풍이 유행하는 실마리를 제공하 다.35) 

2) 양반사 부  인의 국서화 수장

18세기 서화수장이 서울의 벌열가문과 근기와 남지역의 사족들에 의해 다양

하게 개된 반면 19세기에 어들어서는 서울에 거주한 문인 료와 국을 왕래

한 기술직 인층에 의해 주도된 양상을 보 다. 한 18세기에 비해 골동서화수

장이 양반층과 인층 내에서 보편화되는 양상을 보이면서도 물건에 한 기벽

(奇癖)이 과도하게 팽배함에 따라 작품의 진 와 가치를 따지지 않은 채 맹목 인 

구입으로 이어진 병패도 등장하 다.36) 이러한 분 기 속에서 풍부한 컬 션을 

형성한 인물들도 등장하여 남공철(南公轍, 1760-1840)의 고동서화각(古董書畵閣), 

신 (申綽, 1760-1828)의 직일각(直日閣), 홍석주(洪奭周, 1774-1841), 김정희(金正

喜, 1786-1856)의 석묵서루(石墨書樓), 홍경모(洪敬謨, 1774-1851)의 사의당(四宜

), 이유원(李裕元, 1814-1888)의 사시향 (四時香館), 오경석(吳慶錫, 1831-1879)

의 천죽재(天竹齋) 등 마치 오늘날 개인박물 과 유사한 성격의 수장처(收藏處)를 

마련하는 것이 유행하 다.37)

19세기 양반사 부들의 서화수장은 김정희와 그의 제자들의 활동을 기 으로 

반기와 후반기로 구분되는 양상을 보 다. 즉 생졸년이 18세기 후반~19세기 

반에 걸쳐있었고 정조연간 규장각에서 근무하면서 교유한 황기천(黃基天), 성해

응(成海應), 홍 주(洪顯周) 등이 당시 서울에 풍부하게 유통되던 국 서화와 골

동품을 막 하게 수장했으면서도 조선 서화가들과 교유하며 이들의 작품을 수집

35) 안휘 , 2006, ｢朝鮮王朝 末期(약 1850~1910)의 畵壇과 畵風｣, 조선말기회화 , 국립 주박

물 , 133-146면; 최경 , 앞의 논문(2009), 79-97면. 

36) 표 인 인물로 골동서화를 사들이느라 家産을 탕진했다는 李祖黙(1792-1840)이 있다. 이에 

해서는 李裕元, 林下筆記 卷31, 旬一編 ｢六橋唐癖｣ 참조.

37) 홍경모의 四宜 에 해서는 신 주, 2001, ｢18․19세기 홍양호家의 술 향유와 서  비평｣, 
성균  한문학과 석사학  논문, 2001; 이종묵 역, 2009, 사의당지, 우리집을 말한다―18세기 

사 부가의 주거문화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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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감평활동을 했다면 김정희 활동 이후로는 우리나라의 작품 보다는 국 

석문과 명·청  서화 수집이 주된 심사로 부상하 다. 다만 19세기 · 반기에 

활동한 수장가들 에서도 남공철과 신 , 심상규는 황기천, 성해응 등과 교류했

음에도 수장활동에 있어서는 이들과 상이한 입장을 보여, 국의 역  국 씨

와 석문을 다량 수집했고, 신 는 옹방강․옹수곤 부자와 직  교유하면서 이

들로부터 많은 작품을 수 받음으로써 김정희 이후 본격화된 조․청인사들의 학

술  술교류에 있어 교량 역할을 하기도 했다. 

19세기 반에 활동한 수장가  남공철(1760-1840)은 19세기 반 서화수장을 

주도하며 17세기 후반부터 이어져온 국 석탑본과 국서화 수집을 심화시킨 

인물로 주목된다.38) 그가 모은 작품들은 개 국본이었다. 아마도 부분 진작

(眞作)이 아니라 후 의 번각본이거나 모본이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19세기 

반 국내로 유입되어 경화사족 층에서 완상되었던 작품들의 구체 인 상황을 보여

다. 특히 이  시기 수장가들의 목록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명  화가 서 (徐

渭)나 오 (吳偉)의 작품을 남공철이 수장했고 동시기 궁 에서도 이들의 작품이 

소장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궁 과 사가 모두 외래 작품을 유입한 시기

가 유사했음을 알 수 있다.39)

19세기 후반 서화수장을 진작시킨 김정희는 옹방강(翁方綱), 옹수곤(翁樹昆), 

완원(阮元), 섭지선(葉志詵) 등 청조 학인들과 교유하면서 이들로부터 많은 자료

를 기증받고 자신의 학술과 술 을 형성하는 데 활용하 다. 특히 19세기 조선 

서 계에서도 잘 알려져 있었던 섭지선은 김정희가 교유한 국의 친우(親友)들 

 가장 많은 문 과 탁본, 서화, 각종 기물 등을 보내주었다(표 2). 옹방강의 수제

자로서 석에 해 뛰어난 감식안을 가졌던 섭지선이 김정희에게 보내  자료들

은 그가 청조 문화를 수용하는 데 있어 지 한 공헌을 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김정희가 섭지선으로부터 기증받고 소유하게 된 작품들은 명청  서화가들에 

한 이해 뿐 아니라 그의 서화창작에 있어서도 많은 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

한다. 일반 으로 원명  화가들의 구도를 차용하면서 까칠한 필법을 구사한 김

정희의 화풍은 그가 가지고 있던 청 화가의 작품과도 연  있을 것으로 생각된

다. 일례로 김정희가 섭지선에게 기증받아 가지고 있던 그림 에는 오 업(吳偉

38) 문덕희, 1997, ｢南公轍(1760~1840)의 金陵集에 보이는 中國書畵에 한 認識｣, 美術史學

硏究 213, 85-116면 참조.

39) 南公轍, 金陵集 卷24, ｢書畵跋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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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작가명 시 작품명 수량 授受時期

書畵墨蹟

미상(元人) 元 花卉山水直屛合錦

1820년 正月

汪文端․沈石田[沈周] 明 字畫合錦

董文恪[董邦達] 淸 秋林晩照直屛

同上 淸 書楹帖

文徵明 明 蘭竹橫幅

錢文敏[錢維城] 淸 花卉橫幅

미상 미상 武粱祠畵象全分

1820년 8월

미상 미상 東方象讚 二紙

吳偉業 淸 山水圖

王蓬心[王宸] 淸 山水圖

張晴嵐[張若靄] 淸 花卉圖

張司冠 淸 楹帖

高且園[高其佩] 淸 指頭畵

瀋宗伯[瀋德潛] 淸 瀋宗伯造橋題字

1823년 이후

미상 미상 楊君表紀

미상 미상 潑墨齋帖 一冊

米芾 北宋 元 米南宮帖 一匣

王若水 明 大吉圖

董其昌 明 書畵合錦 一軸

梁文莊 미상 行書 一軸

張宋 미상 書畵屛 一張 1826년 정월

趙孟頫 元 千文冊
1827년 정월

미상(明人) 明 岳陽樓圖

羅聘 淸 羅兩峯畵 一冊 1829년 정월

陳古白[陳元素] 明末淸初 蘭石卷
1834년 정월

미상 미상 篆書扁額

<표 2> 김정희(金正喜)가 섭지선(葉志詵)에게 받은 서화작품40)

業, 1609-1671)이 그린 산수화도 포함되었는데, 그는 찬이나 황공망의 화풍을 

토 로 형 인 남종문인화풍을 추종한 화가 다. 이러한 명말청  화풍은 간일

40) 본 표는 藤塚鄰 著(朴熙永 譯), 1994, 추사 김정희, 다른 얼굴, 296-328면에 설명된 내용

을 토 로 정리한 것이다. 이밖에 김정희가 섭지선에게 받은 각종 석탁본에 해서는 같

은 책(199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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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2> 金正喜가 소장했던 

董其昌 씨, 54× 

18cm, 金正喜 跋

(1854), 소장처 

미상

<도 13> 石濤,《石濤畵帖》, 淸初, 종이에 

수묵, 30.7x40.6 cm, 개인

소장. 

하고 사의 (寫意

的)인 남종화풍의 

풍격을 이룩한 김

정희의 산수화와 

상통한 측면이 있

다.

이러한 양상은 

김정희가 자신이 

받은 국 서화작

품에 해 쓴 발

문을 통해서도 간취된다. 한 가지 로 <표 2>에서 열

거된 작품  고기패(高其佩, 1662-1734)의 지두화(指頭

畵)를 보고 “지화(指畵)는 마땅히 고고(高古)하고 간략

하고 엄 한 것을 법으로 삼아야 한다”며 나름의 지두

화론을 피력할 수 있었던 것도 자신이 고기패의 그림

을 할 수 있는 경험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41)

한 그는 소식의 상화인 <동 화상(東坡畵像)>을 

비롯하여 동기창의 <난정서(蘭亭敘)>, 문징명(文徵明)

의 < 천시명첩(汲泉試茗帖)>, 옹방강의 <실사구시(實

事求是)>와 <천제오운(天際烏雲)> 씨, 등석여(鄧石

如)의 씨 련, 이병수(伊秉綬)의 서 련, 나빙(羅

聘)의 지두화(指頭畵), 주학년(朱鶴年)의 < 실도(笛琴室圖)>, 황공망(黃公望)의 

<산수도> 등을 가지고 있었으며,42) 이는 그가 평소에 교유했거나 흠모한 국 서

화가들의 작품들이었다. 그밖에 김정희가 소장했던 동기창의 소폭( 幅) 씨와 

명말청  화가 석도(石濤)의 그림이 해지고 있어 참고가 된다(도 12 · 13). 

김정희와 사승 계는 아니었으나. 이조묵(李祖黙)이나 이유원(李裕元)처럼 옹방

강을 비롯한 청나라 학자와 교유하며 국서화를 극 으로 수집한 인물들도 있

었다. 이조묵은 국문물에 한 선호와 이에 상응하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많은 

41) 金正喜, 阮 全集 卷6, 題跋 ｢題高其佩指頭畵後｣.

42) 국립 앙박물  편, 2006, 추사 김정희 ― 學藝 일치의 경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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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4> 羅聘, <墨梅圖>, 19

세기, 크기미상, 미국 

시카고 미술  소장

국 고화를 구입하여 오세창(吳世昌, 1864-1953)도 

그를 조선 최고의 수장가로 평가할 정도 다.43) 청  

화가 나빙(羅聘)의 <묵매도(墨梅圖)>는 거의 존재가 

알려져 있지 않은 그의 수장품  오늘날 유일하게 알

려진 작품이다(도 14).

19세기 양반층 서화수장이 18세기에 비해 지역 인 

분화가 더욱 격해진 가운데 서울을 심으로 활동

한 인들은 역시 나름의 세계를 도모해 갔다. 19세기 

반 경아 (京衙前) 서리(胥吏)들이 인시사(中人詩

社)에서 친분을 맺은 유숙(劉淑)과 기(田琦), 조희룡

(趙熙龍) 등 여항화가들의 그림을 주로 수집했다면 

반 이후에는 청 교류에 있어 이상 (李尙迪)과 그 

제자인 방희용(方羲鏞), 김석 (金奭準), 오경석(吳慶

錫)과 같은 역 (譯官)들의 활동이 부각되면서 국으

로부터 많은 서 과 서화, 석탁본, 골동품 등을 유

입시켜 조선 서화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다. 더욱

이 김정희와 직·간 으로 연결되었던 이들은 석

고증학에 침잠하여 비문(碑文)과 골동품 수집에 열

하 고 양반들과 마찬가지로 청 학자들과 교유하면서 

이들의 서화작품을 국내로 반입하 다.44) 오경석의 

아들 오세창이 이러한 경향을 심화시켜 근  골동서

화 수장의 개에 있어 핵심 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데에는 19세기 후반 

인들의 청 교류, 서화 감식과 비평 문화, 서화수장의 통이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43) 吳世昌, 槿域書畵徵 卷5, ｢鮮代編｣ 李祖黙. 이조묵이 소장한 국그림으로는  趙幹의 <丹

林 屋圖>, 劉松年의 <秋江釣魚圖>, 管道昇의 <水亭 瀬圖>, 王蒙의 <范羅山圖>, 倪瓚의 <疎

林老屋圖>, 文伯仁의 <明范羅山圖>, 丁升의 <寒林石塔圖>, 仇英의 <隱山樓閣圖>, 呂紀의 <蘆

洲雪雁圖>, 軾의 <墨竹圖>, 작자미상의 <楓林停車圖> 등이 있다. 

44) 조선말기 인들의 서화수장에 해서는 황정연, 앞의 논문(2007), 490-50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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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5> 경복궁 咸和 의 기둥에 걸린 柱聯

4. 19세기 국서화 수장의 특징과 당  서화계(書畵界)의 계

연행이나 주변인들의 후의(厚意), 서화매매 등을 통해 수장가가 소유한 국서

화는 다시 국내에서 유통된 과정을 거치며 감상과 창작을 자극하 다. 술품 수

집이 완상(玩賞)을 수반한 동시 인 행 음을 미루어 볼 때, 국서화가 서서히 

국내로 유입되던 16세기 말 이후 감상 활동 역시 증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수장

가들의 작품에 한 감평(鑒評)은 이들이 지녔던 국서화가 는 작품에 한 인

식, 그리고 감평을 했던 상 자료를 통해 조선후기 국서화 수집의 표 인 경

향을 변하고 있다.

19세기 동안에는 왕희지(王羲之), 조맹부(趙孟頫), 동기창(董其昌), 문징명(文徵

明) 등 정통 서화가들의 작품들도 꾸 히 수집의 상이었지만, 시 상을 반 하듯, 

조지겸(趙之謙), 오 징(吳大澂), 하소기(何紹基), 등석여(鄧石如) 등 청  비학 (碑

學派)를 표한 서 가들이 서나 서로 쓴 작품들 역시 많이 유입되었다. 궁 이

나 민간에서는 이들이 쓴 필첩이나 각본(刻本)을 비롯하여 건물의 기둥에 걸어 놓는 

주련서(柱聯書)를 특히 많이 소장하 다. 청  서 가들의 주련서가 왕실서목에 기

재되기 시작한 것은 승화루서목을 비롯한 19세기 반 궁  수장품을 기록한 자

료에서부터 확인된다. 재 경복궁 집경당과 함화당, 창덕궁 낙선재 주변의 각들

에서 국 명인들의 씨를 각하여 주련으로 걸어 놓은 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러한 통이 19세기 궁  수장품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도 15).

비학(碑學)을 변한 청  

서 가들의 작품과 더불어 역

 명인의 필첩을 토 로 씨

를 수양해야 한다는 첩학(帖

學)을 주장한 인물들의 작품들

도 주된 수장의 상이었다. 

특히 성친왕 성(成親王 永

瑆, 1752-1823)의 작품이 19세

기 궁 으로 상당수 유입된 것

으로 드러나 주목된다.45) 그는 

건륭황제의 열한 번째 아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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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6> 창덕궁 演慶 의 청에 

걸린 淸 成親王의 씨 

모각본 柱聯

종실출신으로서 유용(劉墉, 1719-1804), 왕문치(王

文治), 양동서(梁同書)와 함께 청  첩학 (帖學派)

를 변한 인물이다. 동시기 사가(私家)에서는 성친

왕의 씨를 모았다는 기록이 잘 드러나지 않는데 

반해 유독 당시 왕실서목에서는 그의 씨가 여러 

 록되어 있어 궁 에 많이 소장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효명세자가 머물 던 창덕궁 연경당(演

慶 )의 기둥에 성친왕의 씨를 모각하여 걸어 놓

은 것을 보아도 궁 에서 그의 씨를 수집하여 감

상한 분 기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도 16). 고종연

간 궁 에서는 성친왕의 서첩인《성친왕서첩(成親

王書帖)》(1812년 跋),《이진재건상첩(貽晋齋巾箱帖)》 

(1880년 각본),《이진재법서(貽晋齋法書)》(간년미상)

가 소장되어 있었으며 서첩은 모두 탁본이나 모각본이다.  

이상의 석록과 국의 비학(碑學)과 첩학(帖學) 연구 경향을 변한 씨 등

은 청  고증학에 크게 향을 받았던 19세기 조선 학계에서 열람한 참고자료를 

구체 으로 알려주고 청  서풍 수용과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 요한 단서가 된다. 

한편, 이 당시 김정희가 교유한 주학년(朱鶴年, 1760-1834) 등 청  문인화가들

의 작품이 상당수 유입되어 국내 화단에 향을  것도 주목할만하다.46) 이는 김

정희를 시한 기(田琦), 허련(許鍊), 조희룡(趙熙龍), 유재소(劉在昭), 오경석(吳

慶錫) 등이 구사한 19세기 남종문인화의 풍미와 직 으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

는데, 허련이 주학년이 즐겨 차용한 찬식(倪瓚式) 구도와 경(前景)의 다소 번

잡한 듯 한 갈필의 수지법(樹枝法)을 따라 그린 < 옥산수도(草屋山水圖)> 등은 

이러한 경향을 잘 변한 작품이다(도 17).

19세기에는 주단(朱端), 진(戴進), 남 (藍瑛), 이재(李在), 여기(呂紀), 우지정

45) 19세기 문인들 역시 성친왕의 서첩을 했다. 특히 金正喜는 曺匡振으로부터 성친왕의 필첩

을 얻어 발문을 썼고 서법에 한 평도 남겨, 그의 서법에 해 나름 이해가 있었던 것으로 

단된다. 金正喜, 阮 全集 卷6, 題跋 ｢題貽齋書帖｣ 참조. 

46) 이에 한 구체 인 논의는, 과천문화원, 2006, 추사 씨 귀향 ―후지츠카 기증 추사자료

; 김 권, 2010, ｢김정희 의 한 회화교류와 19세기 조선 화단｣, 고려 학교 박사학 논

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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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7> 許鍊, <草屋山水圖>, 19세기, 

종이에 수묵, 24.8x34.4cm, 

삼성미술  소장

(禹之鼎), 정 붕(丁觀鵬) 등 명․청  화

원화가들의 작품이 다수 유입됨에 따라 

이들에 한 심이 증 되었다. 한 왕

휘(王翬), 왕감(王鑑), 왕원기(王原祁), 왕

시민(王時敏) 등 청  정통  화가들인 사

왕(四王) 작품들이 궁 과 민간에 다수 

래되었다는 사실은 19세기 화단에 끼친 

국 남종화풍을 향을 밝 주는 요한 

증거이다. 

19세기 이 의 조선문사들이 기윤(紀

)을 비롯한 건륭황실에서 직한 국

학자들과 교유가 활발했다면 이후에는 옹방강과 옹수곤 등 국 석학자들과의 

교유로 이양되면서 서화수장 역시 새로운 양상으로 개되기 시작하 다. 17세기 

말 이후 나름의 학통과 견고한 사회  지 를 유지해 온 서울의 몇몇 벌열가들 

사이에서는 서화․도자기․옛동 ․각종 문방류의 수장이 보편화되었고 국제 

골동품과 서화 구득에 한 열망이 어느 때 보다도 팽배한 상태 다. 무엇보다도 

골동기완(骨董嗜玩)의 수집이 확산됨에 따라 이러한 사회 인 분 기를 반 한 

괴석도(怪石圖), 책가도(冊架圖), 청공도(淸供圖), 기명 지도(器皿折枝圖)가 유행

하 다. 흥미로운 은 각종 골동과 기물을 사실 으로 그린 것에서 더 나아가 시

물을 직  탁본하여 작품화한 기법이 등장했다는 것이다. 종래에 비문이나 종정

문(鐘鼎文)의 형태와 명문을 식별하기 해 이용되었던 탁본기술이 술작품의 

한 구성요소로서 극 으로 채택된 것이다. 이러한 탁본방식은 조지겸(趙之鎌), 

오 징(吳大澂)을 비롯해 고증학에 향을 받은 청  서화가들로부터 유래된 것

인데, 우리나라에 이러한 기법으로 작품을 만든 가 들어왔음을 19세기 작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도 18).

끝으로 조선말기 청  화보(畵譜)의 유입양상을 알려주는 자료들이 풍부하게 

유입되었다는 을 들 수 있다. 19세기 국화보의 구체 인 유입 상황은 궁  수

장을 통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앞서 소개한 경복궁 집경당 소장품  국 

서 자료 외에 다양한 국의 화보가 수집된 것도 당시의 ‘시 성’이 반 된 특징

이다. 여기에는 17세기 이후 조선화단에서 리 유통되었던 고씨화보(顧氏畵譜)와 

개자원화 (芥子園畵傳), 당시화보(唐詩畵譜)와 같은 국의 통 인 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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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9> 點石齋叢畵 권7, 37下~38上, 1885년

<도 18> 吳大澂, <器皿折枝圖>, 

1890년, 淸, 종이에  

수묵담채, 47.0×35.0cm, 

국립 앙박물  소장 

를 포함하여 해상명가화고(海上名家畵稿), 시
화(詩中畵), 육수당화 (毓秀 畵傳) 등 19

세기 조선 화단에 알려진 청  화보, 그리고 화
보채신(畵譜采新), 창회화보(暢懷畵譜), 백묘

화보(白描畵譜) 등 다양한 화보가 수장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화보들은 부분 출

업이 성행했던 국 강남지역에서 각된 것들

로, 조선에서는 이미 18세기 정조연간부터 강남

에서 간행된 서 을 꾸 히 수입하고 있었다. 특

히 상해에서 출간된 시 화, 해상명가화고, 

 석재총화(點石齋叢畵), 육수당화 은 장승

업(張承業, 1843-1897), 안 식(安中植, 1861-1919), 

지운 (池雲英, 1852-1935), 조석진(趙錫晋, 1853- 

1920) 등 근 화가들이 상해화단의 산수 · 인물화

풍을 수용하는데 있어 요한 참고서 음이 논의

된 바 있다.47) 

아울러 조선말기 화단에 <노안도(蘆雁圖)>처럼 특정 주제가 유행한 배경에는 

상해에서 출간된 화보가 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한 가지 로 
석재총화(1885년 간행)에 수록

된 기러기 형상과 양기훈이 

1905년 고종에게 그려 바친 <군

안도>가 유사한 소재와 양식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는 을 

들 수 있다(도 19․20). 두 작품

을 비교하면 기러기들이 일렬

로 무리지어 날아가는 모습이

나 착지하는 자세, 깃털과 형상

에 있어 유사성이 보인다. 양기

47) 자세한 내용은 김 권, 1996, ｢淸末 上海地域 畵風이 朝鮮末 · 近代繪畫에 미친 影響｣, 동국

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  논문; 최경 , 2006, ｢19世紀 後半 20世紀 初 上海地域 畵壇과 

韓國 畵壇과의 교류 연구｣, 홍익 학원 미술사학과 박사학  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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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0> 楊基薰, <群雁圖>, 1905년, 10곡 병풍  

1~5폭, 견본담채, 체 160×391cm,  

국립고궁박물  소장

훈이 고종연간 어용화사로 활동

했고 동시기 궁 에  석재총화

를 비롯한 다양한 국화보가 

수장되었다는 사실은 감안하면 

그가 이러한 화보를 했을 가능

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지 까지 언 한 궁 과 양반

사 부, 인층에 이르기까지 

국서화 수집이 사회 으로 극도

로 유행했던 19세기에도 여 히 

통 인 수장 체제는 유지되고 

있었다. 그러나 20세기  일제에 

의해 경매제도가 도입도면서 새

로운 형태로 변모되기 시작하 다. 개항기 조선에 거주했던 일본인 골동상인들에 

의해 세간에 유 되던 서화작품이 경매를 통해 물품가치로 환산되었고 경매 역시 

조직 으로 실시됨에 따라 궁 이나 사가에서 유출된 서화가 국 으로 량 유

통되거나 다수 일본인의 수 으로 들어간 결과를 래하 다.48) 이로 인해 19

세기 통교 아래 서화가계에서 시작된 통 인 매행  보다는 경매를 통해 

유명 서화가의 작품을 구득하고 경매시장에 내놓기 해 체계 이고 조직 인 수

집이 이루어지게 되어 국 으로 도굴이 흥행한 폐단이 발생하 다. 이는 결국 

부(富)를 이용하여 작품을 고가(高價)로 매입한 신흥 골동서화수장가가 등장하는 

계기가 되어 근 기 서화수장으로 이행되는 단계로 진입하 다.

5. 맺음말

이상으로 19세기 서화수장의 경향에 따른 국서화의 유입 양상에 해 살펴보

았다. 조선시  그림에 있어 북송  이곽 (李郭派) 화풍과 남송의 원체화풍(院體

48) 일제강 기 골동서화시장에 해서는 김상엽, 2003, ｢한국 근 의 골동시장과 京城美術俱樂

部｣, 東洋古典硏究 19, 299-32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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畵風), 명  화풍(浙派畵風), 남종문인화(南宗文人畵)를 비롯하여 서 에 있어

서는 왕희지를 필두로 한 진시 (魏晋時代)의 고법(古法), 조맹부의 송설체(松

雪體), 축윤명, 동기창, 문징명 등의 명  서풍, 그리고 청  비학 (碑學派) 서풍 

등이 조선시  서화 발달에 향을  표 인 술양식으로 언 될 만큼 우리

나라 미술사 개에 있어 국서화가 차지하는 비 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서화사 발달의 이면에는 국으로부터 유입된 최신 자료를 조선에 소개하

거나 자신들이 소장했던 작품을 동시 인들과 공유한 서화수장가들이 큰 역할을 

하 으며, 이들에 의해 유통된 작품들 역시 당  술사의 흐름과 거의 맥락을 같

이한다.

이 에서 집 으로 다룬 19세기는 한제국기 궁 과 사가(私家)의 서화수

장에 직 인 향을 끼친 시기이자 더 나아가 통 인 수장체계가 근  골동

서화시장으로 재편되는 데 근간을 이룬 역사 인 시기이다. 17·18세기 수장가들

이 한국과 국의 작품을 고루 모은 취향을 보 다면 19세기 수장의 경향은 후반

기로 갈수록 국서화에 치 하여 선호하는 분 기가 고조되었고 일정한 학식과 

경제력이 뒷받침되면서 술품을 완상하고 구입하는 것이 양반층과 인층에서 

거의 보편화된 것이 특징이다. 경제력을 이용하여 값비싼 국제 서화골동품을 

구입하여 풍부한 수장품을 이룬 인물들이 다수 활동하 으며, 역  명 들의 필

과 그림, 국서화, 역  석문 탁본 등 서화작품이 주된 수집의 상이었던 

이  시기 경향에서 나아가 일본화, 서양화를 비롯하여 국제 골동품, 인장, 옛 

동 [古錢], 문구류에 이르기까지 컬 션의 범주가 확장되면서 차 국제 이고 

박물학 (博物學的)인 성격으로 변모되었다. 이는 궁 과 양반사 부, 인층에서 

고루 나타난 폭넓은 상이었다는 에서 이  시기와 차별된다. 아울러 청(

淸) 무역을 통해 국내로 유입된 국서화 계 서 은 수장가들이 국작품을 간

으로 체험하고 그들의 술론에 지 한 향력을 끼치게 된 요한 매개이기

도 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문헌으로 확인되는 작품 수에 비해 수장 상황을 알려주는 

존작은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는 일제강   궁 과 민간의 컬

션이 괴되면서 본래의 모습과 래의 역사를 상당수 잃게 된 것에서 기인한 바

가 크다. 19세기 서화수장의 근간이 된 낭선군 이우(朗善君 李俁), 이하곤(李夏坤), 

김 국(金光國), 유만주(兪晩柱), 남공철(南公轍), 홍양호․홍경모로 표되는 풍

산홍씨가(豊山洪氏家), 숙종과 헌종 등 17세기 이후 한 시 를 풍미했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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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정도로 굵직한 자취를 남긴 이들의 컬 션을 복원하는 일은 조선시  지성

사와 문화사의 국면을 이해하는  다른 해법이 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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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urvey of the Collecting of Chinese Paintings and Calligraphic 
Works in the Nineteenth Century, Joseon

Hwang Jung-yon

This paper investigates a brief survey of the collecting of Chinese calligraphy and 

paintings by successive kings, royal descendants, yangban class, and middle-people 

(jung’in 中人) in the nineteenth century of Joseon. It was during the late Joseon period 

that each collection was gradually expanded and the construction of special storehouses 

for art works was resumed.

Using the surviving palace records and art works, this study argues that the role of 

kings as collectors and patrons was essential not only to the maintenance of the 

collection but also to the strengthening of royal authority through the centuries in 

Joseon. 

In the seventeenth century, Sukjong restored the royal collection, which had been 

lost during the Manchu invasions. Under his reign, the rules for preservation of 

paintings and calligraphy were elaborated and the collection was enlarged. Sukjong’s 

successors such as Yeongjo, Cheongjo, and Heonjong greatly expanded the royal 

collection and developed the archive system. The royal collection in late Joseon was 

composed mainly of the objects that they had commissioned or collected. Seunghwa-ru 

Pavilion (承華樓) at Changdeok Palace and Jipgyeong-dang Hall (緝敬 ) were used 

as exclusive storehouses for paintings and calligraphy in nineteenth century. 

King’s five-generation-male descendants called as Jong chin (宗親) played a key 

role as collectors and patrons with a close relationship with scholar-officials. In 

succeeding to the earlier artistic tradition of royal descendants, the seventeenth- century 

Jong chin group mainly consisted of King Seonjo’s sons and grandsons. Among them.  

Nangseon’gun Yi U (朗善君 李俁, 1637-1693) was the most actively collec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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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ese paintings and calligraphy, and publishing albums of royal calligraphic works. 

Despite active commitment to arts by the seventeenth-century Jong chin group, their 

descendants did not have opportunities to succeed to the earlier tradition because their 

symbolic dignity was not supported by the court due to their political and genealogical 

declines.

The collecting of calligraphic works and paintings through the generations by 

yangban group, noble class of Joseon, and middle-people works was the strongest 

means of encouraging artistic relationships, criticism, and connoisseurship in 

pre-modern Korea. Thanks to the economic basis, they accumulated many art works 

including calligraphy and paintings both of Korean and Chinese, albums of ink 

rubbings from steles, scholar' stationary, bronze vessels, porcelains, and jade disks from 

China. Such art collections made them possible to be influential in art circles and 

expert on criticism and connoisseurship. As recorded in documents and catalogues, in 

the nineteenth centuries, collectors kept a huge number of Chines writings and 

masterpieces by illustrious artists in the private storehouses.

The history of collecting art works in the Joseon Dynasty enables us to understand 

the relations between art and society, and patrons and artists, but the connection 

between patronage and artistic style remains unclear. This issue will be the subject of 

a forthcoming study of the Joseon art collection. 

Keywords: nineteenth century of Joseon, Chinese paintings and calligraphic works, 

royal art collection, Yangban (upper class), jung’in (middle-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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