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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논문은 명대 중기(약 1465-1580)의 오파(吳派) 화가들에 의해 제작되
었던 별호도(別號圖, hao painting)를 대상으로 그 제작 배경과 기능에 대
해 고찰한 것이다. 별호도는 주문자의 호(號)를 주제로 한 그림을 말한다. 
중국 회화사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그림 주제(畵題)’들이 전시대(全時代)에 
걸쳐 꾸준히 그려졌던 것에 반해, 별호도는 명대 중기라는 비교적 짧은 기
간 동안에만 제작된 독특한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제까지의 선행 연구들은 별호도의 이와 같은 특이성과 주제의 참신함
에 주목해왔다. 그러나 정작 별호도의 구체적인 제작 맥락과 기능에 대해서
는 연구가 미진했다. 몇몇 연구들이 별호도의 제작 배경으로 당시의 시은
(市隱) 문화나 정원 조성 문화, 문인들 간의 교유 활동을 거론하긴 했으나, 
모두 매우 피상적이고 모호한 설명에 그쳤을 뿐이다. 이에 본고는 별호도가 
발생하고 유행하게 된 보다 구체적인 사회문화적 배경을 밝혀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별호도 주문자층의 성격을 분석함으로써 별호도의 기능을 추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별호도가 후대에 어떻게 인식되고 수용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별호도가 주문자뿐만 아니라 후대의 수장가들에게까지 다양
한 방식으로 기능했던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별호도의 기원 및 발생 배경에 대한 파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장악(張
渥, 약 1336-1364 활동)의 <죽서초당도(竹西草堂圖)>를 주목할 필요가 있
다. ‘죽서(竹西)’ 양겸(楊謙, 1283-?)을 위해 제작된 이 작품은 조옹(趙雍, 
1298-약 1360)이 쓴 ‘죽서’ 두 글자와 장악이 그린 죽서초당의 풍경, 그리
고 양유정(楊維楨, 1296-1370)이 지은 ‘죽서지(竹西志)’를 중심으로 구성되
어 있는데, 이러한 구성은 명대 중기에 제작된 별호도들의 구성 방식과 일
치한다. 호의 의미를 보여주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진 기문(記文)과 그림의 
내용 역시 별호를 도해한다는 별호도의 개념에 부합한다. 더욱이 이 작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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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호도가 유행하기 바로 직전 시기부터 당인(唐寅, 1470-1524)을 포함한 
소주(蘇州) 지역 문예가들에 의해 감상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죽서초당도>
가 명대의 별호도 제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별서도가 그러하듯이 별호도의 발생에는 별호의 의미를 서술한 별호기(別
號記)의 발생이 선행했을 것이라 추측된다. 따라서 양유정의 문집에 ‘죽서
지’와 비슷한 종류의 별호기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
다. 즉 명대 중기에 유행하게 된 별호도의 발생에는 그보다 먼저 시작된 것
으로 보이는 별호기 문화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미술사적, 문학적 배경 속에서 발생한 별호도가 명대 중기에 와서 
특히 유행할 수 있었던 데에는 무엇보다 별호를 짓는 문화의 확산과 이를 
통한 자기 표방(標榜)에의 욕구가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
은 별호도의 주문자들 가운데 높은 관직을 지낸 유명한 문인관료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유일하게 <수암도(邃庵圖)>(1500)를 주문
했던 양일청(楊一淸, 1454-1530)을 꼽을 수 있으나, 그 역시 <수암도>를 
주문할 당시에는 낮은 직급의 관리에 불과했다. 이런 측면을 고려해 볼 때, 
문인들의 별호도를 통한 자기 표방은 이미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성공
한 이들보다 그렇지 않은 이들에 의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었던 것
으로 보인다. 이는 별호도 주문자들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두 직업
군, 즉 4품 이하의 관리와 의사(醫師) 집단의 성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두 집단은 모두 사회경제적 지위가 다소 불안정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4품 이하의 관리들은 진사시에 합격하여 관직에 진출하는 데
에는 성공했으나, 내부 경쟁에서는 결국 도태된 이들이었다. 의사들의 경우
도 비슷했다. 이들은 관직에 진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미 한차례의 실패
를 겪은 이들이었고, 의사들 간의 경쟁에서 마저 실패할 경우 경제적 이득
조차 보장받을 수 없는 위치에 놓여있었다. 이들에게 별호를 짓고 별호도를 
주문하는 일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남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이들은 별호도에 자신의 집안 배경이나 성품, 지식 등을 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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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내용을 담아 자신의 사회적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명(名)이나 자(字)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격식적인 호칭이자 친한 사이에 
서로를 거리낌 없이 부를 수 있는 이름이었던 별호 자체의 성격은 주문자
들에게 별호도가 특별히 매력적일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이다. 즉 주문자
를 그의 호로써만 호칭하는 별호도권은 작품의 주문자로 하여금 그 제작에 
참여한 당대 최고의 문인들과 동등한 위치에 놓인 문인 사회의 한 구성원
으로 보이게끔 기능했을 것이다. 한편 당시에는 별호를 짓는 풍습이 지나치
게 보편화되면서 너도나도 별호를 짓기 시작하였고, 문인들이 보기에는 다
소 우스꽝스러운 별호들이 생겨나고 있었다. 다른 사람과 동일한 호를 가지
게 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따라서 자신의 이름과 명성만으로는 
특정 별호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던 이들은 자신의 별호에 대한 정
당성을 검증받을 수 있는 절차를 필요로 했다. 주문자들은 역사적, 문학적, 
철학적 지식이 풍부한 문인들의 힘을 빌어 자신의 별호에 보다 심오하고 
그럴듯한 의미를 부여하고자 했던 것이다. 
  별호도는 단지 그 주문자들에게만 매력적인 장르였던 것은 아니다. 제작
자들에게 있어서도 별호도는 다양한 주문자들의 요구를 충분히 만족시키면
서 동시에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그림이었다. 별호도는 주문자와 제작
자 간, 그리고 화가와 문필가 간에 그 어떤 정서적, 사상적 교감이 없이도 
손쉽게 제작될 수 있었다. 문징명(文徵明, 1470-1559)과 같은 이들은 별호
도 제작을 다소 ‘귀찮고 사소한’ 종류의 일로 불평했지만, 자신의 재능으로 
먹고 살던 직업적 문인들에게 있어 별호도는 사실 그들의 주요 수입원이었
다. 따라서 화가들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공력을 들여 별호도를 제작하였
다. 그러나 각자만의 스타일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약간의 변형만을 가하여 
별호도를 그림으로써 효율적으로 작업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상품’을 차별
화할 수 있었다. 화가들은 주문자의 별호에 따라 매번 새로운 모티프를 채
택해 다양한 시도들을 할 수 있었다. 또한 광범위한 주문자층은 이들이 별
호도 제작에 있어 보다 자유롭게 임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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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호도는 개인의 별호 및 그와 관련된 개인사를 주제로 다루었다는 측면
에서 매우 사적(私的)인 그림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상당수의 별호도는 
오랜 기간 주문자의 집안에 가전(家傳)되거나 혹은 그 후손들에 의해 재발
견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선조를 기리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시각적 전기물’로서 활용되었다. 
  그러나 모든 회화 작품이 그러하듯이, 별호도 역시 언젠가는 주문자 가문
의 손을 떠나 제3의 새로운 수장가를 만나게 될 수밖에 없었다. 이 때, 이  
후대 수장가들은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하는 인물을 주제로 한 별호도를 그
대로 수용하는 대신 작품에 새로운 주제와 의미를 부여하고자 했다. 이들은 
작품을 자신의 것으로 전유(專有)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들을 강구하였고, 
이 과정에서 다수의 별호도는 점차 탈맥락화되는 과정을 겪게 되었다. 
  본 논문은 별호도의 발생과 유행 및 후대의 수용양상에 대해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단순히 ‘별호를 기념’하기 위해 제작되었다고 설명
되어 온 별호도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
다. 특히 별호도를 하나의 독립된 장르로서 재조명했다는 점, 이제까지 미
술사에서 자세히 다루어지지 않았던 수장가 계층을 새롭게 발견했다는 점, 
그리고 별호도는 고급 문인 문화의 결과물이라는 고정관념에 대한 인식 전
환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본 논문의 의의를 찾고자 한다. 
  

  주요어 : 별호도(別號圖), 별호(別號), 당인(唐寅, 1470-1524), 문징명(文  
          徵明, 1470-1559), 명대 중기, 의사(醫師), 죽서초당도(竹西草堂  
          圖), 수암도(邃庵圖)
  학   번 : 2009-22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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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명말(明末)의 저명한 수장가이자 감식가이던 장축(張丑, 1577-1643)은 고
금(古今)의 새로운 화제(畵題)들을 시대별로 나열하면서 명대(明代, 
1368-1644)에는 ‘별호(別號)’가 그려지기 시작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1) 여
기서 별호를 그린 그림, 즉 별호도(別號圖, hao painting)는 주문자의 호
(號)를 주제로 하여 그 의미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2) 이러한 별호
도는 명대 소주(蘇州) 지역 화가들에 의해 그려지기 시작하여 명대 중기(약 
1465-1580)에 특히 활발하게 제작되었다.3) 그러나 16세기 말 이후 별호도 
제작은 오파(吳派)의 쇠퇴와 함께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4) 중국 회
화사에 있어서 이처럼 하나의 특정 화제가 어느 한 시기에 갑자기 발생하
여 일정 기간 동안 활발히 그려지다가 점차 그 유행이 사라지게 된 경우는 

1) 張丑, 「王蒙」, 『淸河書畵舫』 卷 11, 盧輔聖 主編, 『中國書畫全書』 vol. 5 (上海 : 上海
書畫出版社, 2009), p. 760. “고금의 화제는 그 시작 때부터 지금의 명에 이르기까지 시
대가 변하며 크게 갖추어졌다. 양한 시대는 알 수 없다. 진대에는 옛 일을 그렸으니, 고
개지의 <청야유서원> 같은 것이 있다. 당대에는 새로운 화제(畵題)를 만들었으니, 이사훈
의 <선산누각> 같은 것이 있다. 송대에는 경적을 도해하였으니, 이공린의 <구가도>와 마
화지의 <모시(詩經)> 같은 것이 있다. 원대에는 집과 정자를 묘사하였으니, 조맹부의 <구
파정>, 왕몽의 <금학헌> 같은 것이 있다. 명대에는 별호를 그렸으니, 당인의 <수경>, 문
징명의 <국포>와 <병산>, 구영의 <동림>과 <옥봉>과 같은 것들이 있다. 이 다섯 부류 모
두 감상할 만하지만, 집과 정자를 그린 것이 가장 아취가 있다. 예찬의 <경어헌권>(혹은 
왕몽의 <청우루권>)을 보니, 명현(名賢)은 떠나고 집은 폐허로 변했으나, 서씨(혹은 노씨)
가 옛적에 감상하던 아름다운 경치는 눈앞에 황홀하구나. 누가 서화를 한낱 작은 기예로 
여기며 높이 평가하지 않는가(古今畫題。逓相創始。至我明而大備。兩漢不可見矣。晉尚
故實。如顧愷之清夜游西園之類。唐飾新題。如李思訓仙山樓閣之類。宋圖經籍。如李公麟
九歌。馬和之毛詩之類。元寫軒亭。如趙孟頫鷗波亭。王蒙琴鶴軒之類。明製别號。如唐寅
守耕。文璧菊圃瓶山。仇英東林玉峯之類。五等皆可覽觀。惟軒亭最為風雅。向見倪瓚耕漁
軒卷。(一本作王䝉聴雨樓卷。) 名賢往矣。堂構墟矣。而徐(一本作盧)氏昔年佳勝。恍然在
目。誰謂書畫一小技于道未為尊耶).” 번역 및 밑줄은 필자. 이하 인용하는 한문 원문의 
번역, 밑줄 등은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모두 필자가 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장축의 예
를 따라 화제(畵題)를 그림 제목이 아닌 ‘그림 주제’를 뜻하는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2) 劉九庵, 「吴门画家之别号图鉴别举例」，故宫博物院 编, 『吴门画派研究』（北京：紫禁城出
版社，1993）, p. 35.

3) 본 논문에서는 제임스 케힐(James Cahill)의 편년을 따랐다. James Cahill, Parting at 
the Shore : Chinese Painting of the Early and Middle Ming Dynasty, 1368-1580 
(New York : Weatherhill, 1978). 

4) 劉九庵, 앞의 글,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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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호도를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렇게 길지 않은 기간 동안만 그려
지던 화제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전하는 별호도 작품들 중에는 역대 주요 서
화수장가들의 애호를 받으며 각 화가의 대표작으로 꼽혀온 것들이 많다.5) 
그 양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별호도가 오파 회화의 전체 작품군에서 차지하
는 비중은 상당하다. 이러한 사실들은 별호도라는 화제 및 그 작품들이 명
대 오파 회화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따
라서 본 논문은 이제까지 하위 장르 정도로만 여겨지던 별호도를 하나의 
독립된 장르로 인식하여 그 장르적 위치와 성격에 대해 집중 조명하고자 
한다.6)   

  별호도는 특정인의 별호를 그린 그림이라는 점에서, 적어도 후대 감상자
들의 입장에서 볼 때, 작품의 주제와 의미가 쉽게 드러나지 않는 매우 흥미

5) 그 대표적인 예로 당인(唐寅, 1470-1524)의 <사명도(事茗圖)>(도 1) 같은 작품을 꼽을 수  
있다. 당인의 <사명도>는 항원변(項元汴, 1525-1590), 경소충(耿昭忠, 1640-1686), 경가
조(耿嘉祚, 17세기 말-18세기초), 삭액도(索額圖, ?-1703), 아이희보(阿爾喜普, ?-1708)
와 같은 역대 최고 수장가들의 손을 거쳐 청 황실 컬렉션에까지 들어갔다. 이 작품은 후
에 건륭제(乾隆帝, 1736-1795 재위)가 이를 똑같이 방(倣)하여 북경 외곽에 위치한 정명
원(靜明園)에 따로 보관해두고 감상하였을 만큼 건륭제가 아끼는 그림이기도 했다(도 2). 
張照 外, 「明唐寅事茗圖一卷」, 『石渠寳笈』 卷 5, 『秘殿珠林石渠寶笈合編』, vol. 1 (上海 
: 上海書店, 1988), pp. 600-601; Zhang Hongxing, The Qianlong Emperor : 
Treasures from the Forbidden City (Edinburgh : National Museum of Scotland, 
2002), p. 97; 서환희, “The Invention of a Masterpiece : The Life and Afterlife 
of Dong Qichang's (1555-1636) Wanluan Thatched Hall” (MA. Diss.,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1), p. 73.

6) 중국회화사에 있어서 장르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내리기는 어렵다. 다만 작품의 주제를 기
준으로 장르를 구분했던 레더로제(Lothar Ledderose)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중국 
회화의 주제 문제를 폭넓게 연구했던 그는 화제와 장르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그는 장르에는 ‘인물’이나 ‘산수’와 같은 큰 범위의 주제뿐만 아니라 ‘거복(車服),’ ‘죽목
(竹木)’과 같은 매우 구체적인 주제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Lothar 
Ledderose, "Subject Matter in Early Chinese Painting Criticism," Oriental Art, 
n.s., vol. 19, no. 1 (1973), pp. 69-83. 한편 별호도를 하나의 장르로 보는 것은 최근
의 중국회화사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관점이다. 대표적인 예로 명대 
오파 회화 연구의 최고 권위자라 할 수 있는 앤 클랩(Anne De Coursey Clapp)과 크레
이그 클루나스(Craig Clunas) 같은 이들이 별호도를 하나의 장르로 언급해왔다. 명말의 
서화수장가 장축이 별호도와 대등하게 언급했던 각 시대의 화제들, 즉 고사도나 시경도, 
별서도 등이 모두 하나의 장르로 인식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별호도를 장르로 간주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각주 1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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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그림이다. 더욱이 별호도는 개인의 소유지를 묘사한 별서도(別墅圖, 
estate painting)7) 혹은 일반 산수인물화와 구별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
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작품들이 별호도로 그려진 것인지에 대해서조차 명
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이제까지 개별 별
호도 작품들은 그것이 ‘별호도’로서 규정되는 것만으로도 특별한 의미를 내
포하는 것처럼 언급되어 왔다.8) 그러나 이처럼 몇몇 작품들을 별호도로 규
정하는 것 이외에 별호도 전반의 성격이나 기능, 개별 별호도 작품의 제작 
맥락 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별호도라는 용
어의 유래 및 용례에 대해서조차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다. 
  이런 측면에서 리우지우안(劉九庵)의 논고 「吴门画家之别号图鉴别举例」
는 지금까지 밝혀진 별호도의 목록을 정리하고 그 중 몇몇 작품들에 관한 
기본 정보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별호도 연구의 출발점이 된다.9) 그
러나 그의 연구는 정보 나열 정도의 대략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어 별호도
에 관한 다각적인 논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한계가 있다. 리우지우안의 논고 

7) ‘별서도’ 용어의 개념 및 범주에 대해서는 조규희, 「朝鮮時代 別墅圖 硏究」(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pp. 1-2 참조.

8) 그 대표적인 예로 주신(周臣, 1536년경 사망)의 <북명도(北溟圖)>(도 3)를 들 수 있다. 필
자가 알기로 이 작품은 넬슨 앳킨슨 미술관의 1980년 도록에서 처음으로 별호도일 가능
성이 제기되었다. 그 이전까지 이 작품은 『장자(莊子)』에 나오는 ‘북명(北冥)’이나 남송
(南宋, 1127-1279) 시대부터 이어져온 강이나 바다 풍경의 그림 전통과 관련 있는 것으
로 설명되어 왔다. 실제로 이 그림이 별호도로 제작되었다는 증거는 현재로서는 전무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넬슨 앳킨슨 미술관의 1980년 도록 이후 <북명도>는 줄곧 ‘별호
도’로 인식되고 있다. 별호도 연구의 대가라 할 수 있는 앤 클랩 역시 이 도록에서 언급
된 가능성만을 근거로 들며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이 그림을 ‘별호도’라고 언
급하였다. Wai-kam Ho et al. eds., Eight Dynasties of Chinese Painting : The 
Collections of the Nelson Gallery-Atkins Museum, Kansas City, and the 
Cleveland Museum of Art (Cleveland : Cleveland Museum of Art in cooperation 
with Indiana University Press; Bloomington : Distributed by Indiana University 
Press, 1980), pp. 192-193; Mette Siggstedt, Zhou Chen : The Life and Paintings 
of a Ming Professional Artist (Kungsbacka : Elanders Boktryckeri Akatiebolag, 
1983), pp. 103-105; Anne De Coursey Clapp, The Painting of Tang Yin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1991), pp. 63, 195; Anne De Coursey Clapp, 
Commemorative Landscape Painting in China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2), pp. 90-93.

9) 劉九庵, 앞의 글, pp. 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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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 별호도에 관한 연구로는 앤 클랩(Anne De Coursey Clapp)의 저서, 
The Painting of Tang Yin (1991)과 Commemorative Landscape 
Painting in China (2012)가 있다.10) 클랩은 The Painting of Tang Yin
에서 당인(唐寅, 1470-1524)의 생애와 그의 직업 화가로서의 면모를 밝히
면서, 당인의 다양한 작품들 중에서도 특히 ‘산수인물화(portraits in 
landscape)’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여기서 클랩은 당인의 산수인물화가 
지니는 기념화(commemorative painting)적인 성격을 언급하면서 별호도
를 그 범주 안에 포함시켰다. 별호도를 포함한 당인의 상당수의 작품들이 
다른 문인들과의 합작 방식으로 제작된 일종의 ‘사전에 계획된 그림
(program painting)’이었음을 밝혔다는 점에서 클랩의 연구는 의미가 있
다. 그러나 클랩은 서로 다른 제작 배경과 동기를 가지는 다양한 작품들을 
기념화라는 하나의 범주로 설정해 설명함으로써 별호도만이 가질 수 있는 
의미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논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최근 출판된 앤 클
랩의 또 다른 저서 Commemorative Landscape Painting in China는 명
대뿐 아니라 송대(宋代, 960-1279) 및 원대(元代, 1279-1368)에 제작된 기
념화들을 함께 다룸으로써 별호도를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기념화의 기원
을 추적하여 그에 관한 논의를 한층 더 심화시켰다. 그러나 생일, 이별, 승
진, 별서 건축 등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된 각종 기념화들 가운데 별호도가 
별호를 기념한다는 것 이외에 또 다른 특별한 성격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 밖에 크레이그 클루나스(Craig Clunas)는 명대의 정원(庭園) 문화에 
대한 연구에서 별호도에 관해 비교적 자세히 논한 바 있다.11) 그는 15세기
경 정원 조성 문화가 부흥하면서 활발히 제작되기 시작한 정원 그림에 대
해 논하면서 정원 그림의 한 종류로 별호도를 언급하였다. 그는 정원에 세

10) Anne Clapp, 앞의 책 (1991); Anne Clapp, 앞의 책 (2012), pp. 79-110.
11) Craig Clunas, Fruitful Sites : Garden Culture in Ming Dynasty China (Durham 

: Duke University Press, 1996), pp. 15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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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진 개별 건축물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이던 전통 중국 사회의 관습을 설
명하면서 당시 상당수의 건축물에 그 소유주의 별호와 동일한 이름이 붙여
졌음을 언급하였다. 이를 통해 그는 당시 정원을 비롯한 소유지와 그 소유
주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는지를 지적하면서, 이를 시각
화한 정원 그림은 일종의 초상화와 같은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
다.12) 클루나스는 이처럼 소유주의 별호와 일치하는 당명(堂名)을 지닌 별
서를 그린 작품을 별호도라 지칭하면서, 이러한 별호도는 명대에 새롭게 발
생한 ‘혁신적’인 회화 장르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의 논의는 정원 그림
의 범주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작 특정 정원 혹은 별서의 경치에 대
한 묘사가 생략된 채 별호에 쓰인 문자 자체의 의미만을 시각화한 별호도 
작품들은 그의 논의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다.13)

  이제까지 별호도에 대한 포괄적이고 심도 깊은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
지 못했던 원인으로는 각 별호도 작품의 제작 배경을 알 수 있는 당시의 
문헌 자료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별호도의 주문자들 
대부분이 현전하는 기록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즉 그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는 인물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각의 별호도 작품이 구체적으
로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인물에게 어떤 주문을 받아 제작된 것인지를 명
확하게 밝히는 일은 매우 어렵다. 
  본 연구는 별호도라는 장르가 당대(當代)의 유명 수장가가 지목하여 언급
할 만큼 새로운 것이었고, 또 당대의 회화 작품군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
할 만큼 크게 유행한 장르였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어떤 문화 현상이 

12) 이 부분에서 클루나스는 제임스 케힐의 의견을 인용하여 자신의 논의를 이끌었다. 제임
스 케힐은 요수(姚綬, 1423-1495)의 산수화와 서양의 이상화된 초상화를 비교하면서 중
국에서 개인의 은거지를 묘사한 그림은 일종의 초상화와 같은 기능을 한다고 언급하였
다. 아울러 중국의 문인들은 종종 자신의 당명(堂名)으로 스스로를 칭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한 제임스 케힐의 의견은 다음을 참조. James Cahill, 앞의 책, pp. 78-79.

13) 클루나스는 두경(杜瓊, 1396-1474)의 <우송도(友松圖)>(도 4), 심주(沈周, 1427-1509)의 
<수암도(邃庵圖)>(도 5), 문징명(文徵明, 1470-1559)의 <동원도(東園圖)>(도 6)를 예로 들
어 명대의 별호도를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정원 그림의 범주 내에서 별호도를 언급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작품들에서도 별서 혹은 초당 장면에만 특히 주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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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시대, 특정 지역에서만 눈에 띄게 유행하였다면, 그 문화 현상의 발생 
및 유행에는 시대적, 지역적 배경이 무엇보다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따
라서 본고에서는 이제까지 별호도의 제작배경을 당시의 시은(市隱) 문화나 
정원 문화, 문인들 간의 교유 활동과 연결시킴으로써 다소 추상적이고 전통
적인 방식으로만 설명해오던 것14)에서 벗어나 별호도가 특정 시대, 제한된 
지역에서만 특별히 유행할 수 있었던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회 문화
적 배경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Ⅱ장에서는 먼저 ‘별호도’라는 용어 
및 용례를 살펴봄으로써 별호도라 지칭할 수 있는 작품의 범주를 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명대 중기에 제작된 별호도들의 전반적인 양상
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 시기에 제작된 별호도들은 그 형식과 구성 방식
에 있어서 하나의 정형화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는 별호도가 당시에 이
미 하나의 독립된 장르로 정착해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 장에서 다루어질 
내용들은 본 논문의 주제가 되는 명 중기 별호도의 전반적인 성격을 이해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정보들을 제공할 것이다.  
  Ⅲ장에서는 명대 중기에 유행하게 된 별호도의 기원 및 발생 배경에 대
해 살펴볼 것이다. 앞서 언급했던 선행 연구들은 원대에도 이미 별호도가 
제작되고 있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 작품들이 과연 
그 제작 당시부터 별호도로서 의도되었던 것인지를 살펴봄으로써 이제까지 
다소 단순하게 진행되어온 별호도 논의를 보다 심도 깊게 발전시켜보고자 

14) 리우지우안은 별호도의 발생 배경으로 당시 문인들 사이에서 논의되던 시은(市隱)의 개
념을 제시하였다. 한편 앤 클랩은 이전 시대에 비해서 보다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을 
추구했던 원대 문인들의 새로운 취향으로 인해 별호도가 발생, 유행할 수 있었다고 설명
하였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모두 별호도뿐만이 아닌 모든 중국 회화 장르에 적용될 수 
있는 포괄적인 개념이라 생각된다. 한편 한국미술사교육학회에서 별호도에 대해 발표했
던 유순영은 별호도의 발생 배경을 당시에 유행한 정원 조성 문화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그 역시 별호도의 주제인 ‘별호’와 정원 문화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제시하
지 못하였다. 劉九庵, 앞의 글, pp. 38-39; Anne Clapp, 앞의 책 (2012), pp. 79-80; 
유순영, 「인격화된 산수: 吳派의 別號圖」, 한국미술사교육학회 제 48회 춘계학술발표회 
요지문 (2013. 3. 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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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 다음에는 이제까지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장악(張渥, 약 
1336-1364 활동)의 <죽서초당도(竹西草堂圖)>(약 1348-1350)(도 7)를 별호
도의 선례가 되는 작품으로 새롭게 제시하고자 한다. 이 작품을 통해 별호
도가 발생하게 된 배경에 대해 보다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Ⅳ장에서는 명대 중기에 별호도라는 장르가 특별히 유행하게 된 사회 문
화적 배경에 대해 논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별호도 제작을 도모했던 두 집
단, 즉 주문자와 제작자를 중심으로 별호도가 이들 각각에게 어떠한 방식으
로 유리하게 기능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주문자들은 자기 표방(標榜)을 
위한 수단으로 별호도를 활용함으로써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차별화하고자 
했다. 한편 서화수장가로서 이제 막 성장해가고 있던 이들에게 별호도는 회
화라는 상품을 보다 고급스럽게 소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주문자
들에게 별호도라는 장르가 특별히 매력적일 수 있었던 데에는 ‘별호’ 자체
가 가지는 성격 또한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비격식적인 자리에서 친한 사
람들끼리 사용하던 호칭인 별호의 성격을 활용함으로써 주문자들은 문인사
회로의 편입을 꿈 꿀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주문자들은 학식이 풍부하고 
명성이 높은 문인들에게 별호도를 주문함으로써 자신의 별호에 보다 풍부
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에 대한 정당성 및 독점권을 획득할 수 있었을 것이
다. 
  한편 서화를 구매할 경제적 능력이 있는 계층이 점차 확대되던 당시의 
시대 상황 속에서 별호도는 화가들이 주문자의 요구를 충분히 만족시키면
서 동시에 매우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종류의 그림이었다. 화가들은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동시에 보다 효율적으로 작품을 제작하기 위한 
각자의 방식을 고안하였다. 한편 당시의 문헌 기록과 현전하는 작품들에 나
타나는 화면상의 특징들은 별호도가 사실상 불특정 다수의 수요층을 대상
으로 하여 제작되던 상품화된 수응화(酬應畵)였음을 보여준다. 별호도가 철
저히 상업적 활동의 일환으로 제작되던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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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의 공력이 많이 들어간 완성도 높은 작품들이 다수 탄생할 수 있었던 
데에는 별호도가 지니는 속성 및 화가들 간의 경쟁의식이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 Ⅴ장에서는 별호도가 여러 후대인들을 거쳐 감상되면서 점차 탈
맥락화되어 가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문자 개인을 주제로 하여 
제작된 별호도는 한동안 주문자의 집안에 가전(家傳)되면서 일종의 ‘시각적 
전기물’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주문자와는 전혀 관련 없는 
제3의 인물이 별호도를 수장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작품을 자신의 것으로 
전유(專有)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하며 별호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살펴봄으로써 별호도가 원래의 제작 
의도와는 무관하게 전혀 다른 맥락에서 감상된 양상을 살펴볼 수 있을 것
이다. 이는 상당수의 별호도가 특정인의 별호를 도해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
해 조명 받지 못한 채 알 수 없는 주제의 작품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
던 원인을 설명해줄 것이다. 
  이와 같은 논의들을 통해 본 논문은 별호도라는 장르가 새롭게 발생하여 
유행하다가 이후 그 성격이 바뀌어간 일련의 과정에 대해 다각적으로 분석
해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이제까지 고급 문인 문화의 산물로 이해되어 
온 별호도의 성격에 대해 재평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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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명대 중기 별호도의 제양상(題樣相)

  현전하는 대부분의 별호도는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전반에 이르는 시기
에 집중되어 있다. 이 시기에 제작된 별호도들은 별호를 그렸다는 주제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형식과 구성 방식의 측면에 있어서도 유사한 특징들
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명대에 발생한 별호도의 기원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이 시기에 제작된 별호도들의 전반적인 성격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
다. 

  우선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별호도’라는 용어의 기원과 용례에 대해 살
펴보자. 이와 관련하여 명대의 희곡작가이자 직업적 문필가이던 장봉익(張
鳳翼, 1527-1613)이 쓴 『처실당집(處實堂集)』 중 “賓鶴。三章, 章六句。題
王大父別號圖卷”이라는 제목의 글에 주목해볼 수 있다.15) 여기서 장봉익은 
‘빈학(賓鶴)’이라는 시를 본격적으로 읊기에 앞서 “이것은 나의 조부(祖父) 
빈학옹의 별호도를 읆은 노래이다(此予大父賓鶴翁別號圖詠也)”라고 언급하
며 그림을 얻게 된 과정과 그 내용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를 통해 적어도 
명대 중기에는 별호도라는 용어가 실제로 사용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그러나 장봉익의 글을 제외하고는 별호도라는 용어를 사용한 기록을 찾
을 수 없어 당시에 사용된 별호도라는 용어에 대해 명확히 정의 내리는 것
이 쉽지 않다. 따라서 당시에 인식되고 있던 별호도의 범주를 파악하기 위
해서는 장축이 예로 들었던 별호도 각각의 성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필
요가 있다. 그는 ‘별호를 그린 그림’의 예로 당인의 <수경도(守耕圖)>, 문징
명(文徵明, 1470-1559)의 <국포도(菊圃圖)>와 <병산도(甁山圖)> 그리고 구

15) 張鳳翼, 「賓鶴。三章, 章六句。題王大父別號圖卷。」, 『處實堂集』 續集卷 5, 『續修四庫
全書』 vol. 1353 (上海 : 上海古籍出版社, 2002), p. 448. 이 글의 내용에 대해서는 Ⅴ
장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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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仇英, 약 1494-1552)의 <동림도(東林圖)> 및 <옥봉도(玉峯圖)>를 언급했
다.16) 이 중 당인의 <수경도>(도 8)는 현재 대만의 국립고궁박물원(國立故
宮博物院)에 소장되어 있다. 그림에는 정자에 앉아 경지(耕地)를 바라보고 
있는 인물의 모습이 화면의 중앙 부분에 묘사되어 있다. 따라서 당인이 이 
작품을 그리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수경(守耕)’, 즉 ‘경지를 지킨다’는 호의 
문자적 의미를 도해하는 데 충실했음을 알 수 있다. 문징명의 <국포도>는 
현전하지 않아 이 그림이 구체적으로 어떤 장면을 묘사하고 있었는지 정확
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장축이 『청하서화방(淸河書畵舫)』에서 이 그림을 양
무구(楊無咎, 1097-1169)의 매화 그림 및 정사초(鄭思肖, 1239-1316)의 난 
그림과 함께 논했던 것으로 보아, <국포도>는 국화만을 묘사한 일종의 화
훼화(花卉畵)와 같은 그림이었을 가능성이 높다.17) 즉 이 작품 역시 ‘국화 
밭(菊圃)’이라는 호의 문자적 의미를 표현한 그림이었던 것이다. 한편 국립
고궁박물원에 소장된 구영의 <동림도>(도 9)는 언뜻 보기에 개인의 별서를 
묘사한 별서도와 크게 구분되지 않는다. 이 그림에 적혀있었다는 축윤명(祝
允明, 1461-1527)의 동림기(東林記)가 남아있지 않아 단정할 수 없지만,18) 
여러 별호도의 예에 비추어 보았을 때 동림이라는 호는 그가 살았던 초당
의 당명(堂名)과 일치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동림도>는 동림이라는 
호를 한 글자씩 직역한 의미, 즉 ‘동쪽 숲’과 같은 의미를 도해하는 대신, 
그 단어가 지칭하는 대상 자체, 즉 ‘동림이라 불리는 초당’을 묘사함으로써 
별호의 의미를 전달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16) 각주 1번 참조.
17) 張丑, 「文同」, 『淸河書畵舫』 卷 7, 盧輔聖 主編, 『中國書畫全書』 vol. 5 (上海 : 上海

書畫出版社, 2009), p. 683. “연수 탕우공이 양보지[양무구]의 매화 권을 보여 주었다. 
뒤에는 원대 사람들의 제발이 있다. 정소남[정사초]의 난 그림은 심윤경이 소장한 것이
다. 그림 위에는 진청전의 시와 원대 사람의 제발이 있다. 문징명의 <국포도>는 화법이 
조맹부의 것이다. 앞의 제발과 뒤의 시는 모두 동일한 폭에 속해 있으니, 더욱 마음과 눈
이 즐겁다. 3개의 권이 각각 매우 훌륭하다(練水湯愚公携示楊補之梅卷。後有元人題識。
鄭所南蘭卷為沈潤卿藏本。本身上有陳清全一詩。及元人䟦語。文徴仲菊圃圖卷。畫法全出
趙文敏。兼前題後咏。并屬同幅。尤為賞心快目。三卷固是甲觀).”  

18) 顧復, 「仇英」, 『平生壯觀』 卷 10, 盧輔聖 主編, 『中國書畫全書』 vol. 6 (上海 : 上海書
畫出版社, 2009), p.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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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축이 별호도의 예로 들었던 작품들을 살펴보면, 당시에 별호도로 인식
되고 있던 작품들에는 별호의 문자적 의미에 충실하여 이를 시각화한 <수
경도>나 <국포도> 같은 작품들뿐만 아니라, 별서도와 크게 구분되지 않는 
<동림도>와 같은 작품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처럼 별호도는 주제의 특성
상, 별서도 혹은 산수인물화, 심지어는 화훼화에 이르기까지 그 화제가 겹
칠 수밖에 없는 장르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어떤 작품을 별호도로 정의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 시각적 결과물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그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해당 작품의 구체적인 제작 맥락을 함께 살펴보
는 것이 필요하다.

  문헌기록과 현존 작품을 통해 작품의 제목과 그림 주문자의 호, 그리고 
기문의 내용을 모두 검토하여 조사한 결과, 총 44점의 명대 별호도를 확인
할 수 있었다.19) 별호도를 그린 화가들로는 두경(杜瓊, 1396-1474), 심주
(沈周, 1427-1509), 당인, 문징명, 주신(周臣, 1536년경 사망), 구영, 육치
(陸治, 1496-1576), 항원변(項元汴, 1525-1590), 정대륜(程大倫, 16세기 활
동)20), 문종간(文從簡, 1574-1648)21)과 같은 이들이 있다.22) 이를 통해 별
호도 제작은 소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오파 화가들에 의해 이루어

19) 명대 중기에 제작된 별호도의 작품 목록은 <표>를 참고. <표>에 제시된 44점의 작품들
은 리우지우안과 앤 클랩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필자가 정리, 보충한 것이다. 

20) 정대륜은 소주 출신으로 화훼(花卉)를 잘 그렸고, 문징명의 화풍을 따랐다고 한다. 李毅
華, 關佩貞 編, 『明代吴門繪畫 : 北平故宮博物院藏』 (臺北 : 臺灣商務印書館, 1990), p. 
160.

21) 문종간은 문징명의 증손자로 산수를 잘 그렸다고 전한다. 그는 수장가 장축의 매제(妹
弟)이기도 하여 장축 집안의 사람들과도 교류가 많았다. 纪学艳, 「张丑书画鉴藏与著录研
究」(中央美術學院 박사학위 논문, 2006), pp. 23-24.

22) 이 외에 사진(謝縉, 15세기 전반 활동)이 자신의 계은(溪隱)이라는 호를 제목으로 하여 
그린 <계은도(溪隱圖)>(도 10)가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은 축의 형식으로 되어 있을 뿐 아
니라 별호를 설명하는 기문 역시 존재하지 않아 명대 별호도 작품들 사이에서는 다소 이
질적이다. 심주의 제시가 1431년에 쓰여진 것으로 보아 이 작품은 1431년 이전에 그려
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 제작연도 역시 다른 명대 별호도들에 비해 지나치게 이르
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작품을 명대 중기에 유행한 별호도와 함께 논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계은도>에 대한 기록은 高士奇, 「明
謝葵丘溪隱圖」, 『江村銷夏録』 卷 3, 盧輔聖 主編, 『中國書畫全書』 vol. 11 (上海 : 上海
書畫出版社, 2009), pp. 29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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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23) 또 그 중에서도 당인과 문징명이 그린 별호도가 
가장 많아 이들이 활동했던 16세기 전반에 별호도 제작이 특히 활발했음을 
알 수 있다. 
  문징명과 당인은 같은 해인 1470년에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같은 문인 
집단 내에서 함께 공부했다. 이후 두 인물 모두 그림 실력에 남다른 재능을 
보이며 화가로서 왕성한 활동을 했다. 그러나 두 인물 중 별호도 제작에 있
어서 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되는 인물은 당인이다. 문징명의 
경우 비교적 늦은 나이에 화가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가 그린 별호도 
작품들은 1520년대 이후에 그려진 것들이 대부분이다.24) 반면 당인은 
1500년 이전부터 이미 본격적인 화가 활동을 시작했으며, 1524년 비교적 
이른 나이에 생을 마쳤다.25) 당인은 이와 같은 짧은 생애 동안 그 누구보
다 많은 별호도를 남겼다. 따라서 문징명의 별호도는 당인이 이미 별호도라
는 장르를 어느 정도 유행시킨 이후 그 경향을 따라 제작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그 스타일에 있어서는 문징명 역시 당인과 구별되는 나름의 
방식을 고안하여 별호도를 제작하였다. 당인과 문징명의 구체적인 별호도 
제작 양상에 대해서는 Ⅳ장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한편 명대 중기에 제작된 별호도는 대부분이 수권(手卷) 형식으로 제작되
었으며 그 안에서도 하나의 정형화된 구성 방식을 따랐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이 시기에 제작된 별호도는 책(冊)의 형태로 제작된 당인의 <쌍감행

23) '오파(吳派)'의 정의와 관련하여서는 单国强, 「“吴门画派”名实辨」, 故宫博物院 编, 『吴
门画派研究』 (北京：紫禁城出版社，1993), pp. 88-95. 

24) 문징명은 1495년부터 1522년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과거시험에 도전하였다가 실패했으
며, 이 기간 동안 그는 그림을 그리는 일보다는 글을 짓고 글씨를 쓰는데 더 몰두해 있
었다. 그는 1523년에 추천을 통해 한림대조(翰林待詔)직에 임명된 이후 약 4년간 북경에 
머물렀다. 그는 관직에서 은퇴하여 소주로 돌아온 1527년 이후에야 본격적인 화가 활동
을 시작하였다. Anne De Coursey Clapp, "Wen Cheng-ming : The Ming Artist 
and Antiquity" (Ph.D. Diss., Harvard University, 1971), pp. 1-15.

25) 당인은 1498년 남경에서 치른 향시(鄕試)에 수석 합격하였다. 이후 1499년 북경에서 열
린 회시(會試)를 치렀으나, 부정 사건에 휘말려 거인(擧人) 자격을 박탈당했다. 소주로 돌
아온 이후 당인은 도화암(桃花庵)이라는 새로운 거처를 마련했으며, 이곳에서 본격적인 
화가 활동을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Anne Clapp, 앞의 책 (1991), pp.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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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도(雙鑑行窩圖)>(1519)(도 11)와 정대륜의 <방당도(方塘圖)>를 제외하고는 
모두 권(卷)의 형식으로 제작되었다.26) 수권 형식으로 된 별호도 작품들은 
대부분 1) 예서(隸書) 혹은 전서(篆書)로 작품의 제목을 적은 인수(引首) 부
분, 2) 별호의 의미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그림 부분, 3) 별호를 제목으로 
하여 그 의미를 서술한 기문의 세 가지 구성요소를 기본으로 하여 이루어
져 있다. 이 세 가지 구성요소는 모두 그림 주문자의 별호를 설명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처럼 ‘제목-그림-제목을 딴 장문의 기문-시(詩)를 
비롯한 기타 제발문’의 순서로 이루어지는 수권 형식은 원말에 제작된 상당
수의 별서도권(別墅圖卷)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정형화된 패턴이었다.27) 
즉 명대에 제작되기 시작한 별호도는 원말 별서도권의 형식 및 구성 방식
을 그대로 차용했던 것이다.
  책으로 된 <쌍감행와도> 역시 그림과 함께 ‘쌍감(雙鑑)’이라는 제목, ‘쌍
감행와기(雙鑑行窩記),’ ‘쌍감설(雙鑑設),’ ‘쌍감행와서(雙鑑行窩序)’ 등의 제
발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이와 같은 구성요소가 별호도 제작에 있어서 
하나의 세트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28) 제발문을 전부 포함한 별

26) 이 외에 리우지우안이 제시했던 별호도 목록 중에는 축 형식으로 된 <매곡도(梅谷圖)>
가 포함되어 있다. 현재 고궁박물원에 소장되어 있는 이 그림(도 12)에는 매곡(梅谷) 서
선생(徐先生)을 위해 그렸다는 당인의 서명이 있다. 그러나 리우지우안의 논문을 제외하
고는 모두 이 작품을 ‘매곡도’가 아닌 ‘관매도(觀梅圖)’로 부르고 있어 이 작품의 정확한 
제목을 알기 어렵다.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고궁박물원 역시 이 작품을 ‘관매도’라 부르
고 있다.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제목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없어서 이 그림을 별호도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단정할 수 없다. 劉九庵, 앞의 글, p. 45.  

27) 데이비드 센서바우는 14세기에 제작된 많은 수의 초당도권(草堂圖卷)이 ‘전서 혹은 예서
로 쓰여진 초당명(草堂名)-초당 풍경을 묘사한 그림-초당에 대한 기문-기타 여러 다른 
장르의 시’의 순서로 동일하게 구성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David Ake Sensabaugh, 
"Chao Yüan and Late Yüan-Early Míng Painting" (Ph.D. Diss., Princeton 
University, 1990), pp. 180-195. 

28) <쌍감행와도책(雙鑑行窩圖冊)>은 총 29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그림은 한 장 뿐이
고, 나머지 28장은 당인, 오희단(吳希旦), 오장(吳漳), 정촉(鄭燭), 유재(劉梓), 응봉서(應
鳳書), 강문민(江文敏), 당택(唐澤), 왕천서(汪天瑞), 유금(兪金), 려옹(廬雍), 황보(皇甫), 
당좌(唐佐), 유포(劉布), 주희소(朱希召), 당부(唐溥) 등이 쓴 제발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中國古代書畵鑑定組 編, 『中國繪畵全集』 vol. 13 (北京 : 文物出版社; 杭州 : 浙江人民
美術出版社, 1997-2001), p. 22; 鲍弘道, 「歙县富堨“双鑑行窝”与唐寅《双鑑行窝图》」, 
『黄山学院学报』, vol.6, no.1 (2004), p.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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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도의 전체 권은 그 길이가 비교적 길지만, 그림 부분만을 놓고 보았을 때
는 대부분이 비교적 짧은 권의 형태라는 점을 고려해보면,29) 책으로 된 
<쌍감행와도> 역시 형식은 다르지만 그것을 감상하는 방식이나 용도 등에 
있어서는 권으로 된 작품들과 큰 차이가 없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명 중기 별호도의 또 다른 특징은 기문의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의 독창
성이다. 원대 별서도에 적힌 기문들이 일종의 전기문(傳記文)30)과 같이 그
림 주문자의 일생을 설명하거나, 혹은 그림의 주제가 되는 정원의 풍경이나 
기문을 작성하게 된 상황을 사실적으로 기록했던 것과는 달리, 별호도의 기
문은 기(記), 변(辯), 서(敍), 해(解), 명(銘), 가(歌), 문(文) 등의 다양한 장르
를 활용하여 비교적 자유로운 방식으로 호의 의미를 서술했다. 예를 들어 
당인의 <관학도>나 문징명의 <존국도>에 적힌 ‘관학문(款鶴文)’과 ‘존국해
(存菊解)’는 각각의 주문자가 호를 얻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31) 
한편 당인의 <사명도>에 적힌 ‘사명변(事茗辯)’이나 심주의 <수암도>에 적
힌 ‘수암해(邃庵解)’, 구영의 <옥전도(玉田圖)>에 적힌 ‘옥전기(玉田記)’는 
제3의 인물들이 주문자의 호에 대해 서로 묻고 답하는 식의 서술 방식을 
사용했다.32) 당인의 <수경도>에 적힌 ‘수경기(守耕記)’는 사농공상(士農工
商)에 대한 이야기로 글을 시작하며 농사 짓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 논함으

29) <쌍감행와도>의 한 엽(葉)의 크기는 가로, 세로가 각각 55.7cm, 30.1cm이다. 권으로 
된 다른 별호도들은 대부분 <쌍감행와도>와 비슷한 높이에 길이는 100cm 안팎으로, 오
파 화가들이 그린 다른 권 그림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편이다. <표> 참고.

30) 중국의 전기문(傳記文)은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매우 
정형화된 패턴을 따라왔다. 중국의 전기문에 거의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내용에는 인물
의 가계(家系)와 관직 혹은 은거생활, 저술 활동 등과 같은 것들이 있다. 많은 원대 별서
도의 기문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전형적인 전기문의 형식을 따
랐다고 볼 수 있다. Denis Crispin Twitchett, "Chinese Biographical Writing," W. G. 
Beasley and E. G. Pulleyblank eds., Historians of China and Japan (London : 
Oxford University Press, 1961), pp. 107-109.

31) 張照 外, 「明唐寅款鶴圖一卷」, 『石渠寳笈』 卷 5, 『秘殿珠林石渠寶笈合編』, vol. 1 (上
海 : 上海書店, 1988), p. 389; 張照 外, 「明文徴明存菊圖一卷」, 『石渠寳笈』 卷 6, 위의 
책, vol. 2, p. 1055.

32) 張照 外, 「明唐寅事茗圖一卷」, 『石渠寳笈』 卷 5, 위의 책, vol. 1, pp. 600-601; 李東
陽, 「邃庵解」, 『懷麓堂集』 卷 72 (上海 : 上海古籍出版社, 1991), p. 765; 卞永譽, 「實
父玉田圖卷」, 『式古堂書畵彙考』 卷 27, 盧輔聖 主編, 『中國書畫全書』 vol. 10 (上海 : 
上海書畫出版社, 2009), p.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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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그림 주문자의 별호를 설명하고 있다.33) 
  한편 이러한 내용들로 이루어진 별호도의 기문에는 그 주문자에 관한 구
체적인 정보가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별호도가 다름 아닌 그림 주문자를 
주제로 한 그림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상당수의 별호도가 주문자의 이름조
차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다소 의아하게 여겨진다. 이는 별호도
의 주문자 계층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명대 중기 별호도의 주문자들 
대부분은 작품의 제발문에서 뿐만 아니라 당대의 기타 문헌기록에서도 거
의 정보를 얻기 어려운 인물들이다. 즉 각 그림 주문자들의 호와 이름은 당
대의 각종 지방지(地方志)나 『명사(明史)』와 같은 공식 기록은 물론이고, 동
시대의 수많은 문인들이 남긴 개인 문집에서조차 거의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이는 작품의 주문자들 대부분이 사회적 신분이 높지 않은 거의 무명(無名)
의 인물들이었으며, 심지어 자신에게 별호도를 제작해준 화가 및 문필가들
과도 거의 친분이 없던 이들이었을 가능성을 말해준다. 실제로 당인은 자신
이 그린 <쌍감행와도>의 주문자인 왕영(汪榮)이란 인물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고 고백한 바 있다.34) 이는 명대 별호도와 비슷한 구성 방식을 
가지고 있는 원대 별서도의 주문자들 대부분이 그 호만 듣고도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유명한 문예가 혹은 관리이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인척관계를 
통해서라도 화가와 매우 친밀한 관계에 놓여있던 인물들이었다는 사실과는 
크게 대조되는 측면이다. 명대 중기 별호도 작품들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와 같은 특징은 별호도가 매우 광범위한 주문자 계층을 대상으로 한 개
방된 형태의 문화상품이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처럼 명대에 제작된 별호도들은 그림 주문자와 그의 별호에 있어서만 

33) 胡敬 外, 「明唐寅守耕圖一卷」, 『石渠寳笈三編』 延春閣藏 21, 『秘殿珠林石渠寶笈合編』 
vol. 10 (上海 : 上海書店, 1988), pp. 1852-1853. 

34) “余與汪君雖未伸寤言, 卽其室之所扁而占之, 其修容儀持庄嚴者歟。其玩天運體造化者
歟。其以理養心, 以道養高者歟。故爲撰記如左云。正德己卯季冬朔日晉昌唐寅書。” 명청
대의 문헌자료에서는 <쌍감행와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찾을 수 없어 이를 부분적으
로 발췌하여 실은 다음의 논문을 참고했다. 鲍弘道, 앞의 논문, p.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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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보일 뿐, 그 밖의 모든 면에 있어서는 서로 매우 유사한 특징들을 
보이고 있다. 물론 현재 시점에서 확인이 가능한 작품들만을 가지고 당시의 
모든 별호도를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44점이라는 적지 않
은 수의 작품들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일련의 특징들은 별호도를 이해하
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제까지 살펴본 명대 별
호도의 특징들을 고려하여, 이러한 화제가 과연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그리고 그 선례가 되는 이전 시대의 작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알
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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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명대 중기 별호도의 기원 및 발생 배경

  별호도가 유행하기 시작한 1500년경 이후 강남지역의 서화 감상가들은 
당대에 제작된 별호도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제작된 작품들 중에서도 그 
제목과 주문자의 호가 일치하는 작품들을 별호도의 범주 속에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리우지우안이나 앤 클랩과 같은 현대
의 학자들은 명대 중기에 유행한 별호도의 선례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몇몇 
작품들을 ‘원대의 별호도’로 명명(命名)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명 중기 
이전에 제작된 별호도와 명 중기에 제작된 별호도를 하나의 연속선상에 놓
인 동일한 전통으로 설명하였다. 본 장에서는 이들이 지목한 원대 별호도 
각각의 제작맥락을 살펴봄으로써 이 작품들이 사실상 명대 별호도와는 무
관하게 제작된 작품들이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이와 함께 이제까지 크게 주
목받지 못했던 원대 장악의 <죽서초당도>를 별호도의 선례가 되는 작품으
로 새롭게 제시하고자 한다.  
 
1. 명 중기 이전의 별호도 재검토

  리우지우안과 앤 클랩이 ‘원대의 별호도’로 지목한 작품들로는 고극공(高
克恭, 1248-1310)의 <산촌은거도(山村隱居圖)>와 황공망(黃公望, 
1269-1354)의 <철애도(鐵崖圖)>, 그리고 왕몽(王蒙, 약 1308-1385)의 <남
촌진일도(南村眞逸圖)>와 <운림소은도(雲林小隱圖)>가 있다.35) 이들이 이 

35) 리우지우안은 고극공의 <산촌은거도(山村隱居圖)>, 황공망의 <철애도(鐵崖圖)>, 왕몽의 
<남촌진일도(南村眞逸圖)>를 원대에 제작된 별호도의 예로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원대에
는 별호도가 아직 보편화되지는 않았으나 이미 문인화의 전통 내에서 오래 전부터 제작
되어 오던 것이라고 설명하며 원대의 별호도 전통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각 작품들의 제
작 맥락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그 제목만을 보고 이들을 별호도로 규정한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방식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는 여기서 더 나아가 이 작품들을 명대 
중기에 제작된 별호도와 동일한 성격의 것으로 해석했는데, 이 주장 역시 설득력이 떨어
진다. 刘九庵, 앞의 글, p. 39. 한편 앤 클랩은 조맹부(趙孟頫, 1254-1322)를 별호도의 
창시자로 언급하며 그의 외손자인 왕몽이 그 별호도 전통을 계승해나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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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들을 별호도로 정의내린 근거는 각 작품의 제목이 그 주문자의 호와 
일치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운림소은도>를 제외하고는 각 작품의 제작
맥락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이러한 단편적인 근거만을 가지고 이
들을 명대 중기에 발생한 별호도의 기원이 되는 작품으로 제시한 것은 다
소 설득력이 떨어진다. 더욱이 각 작품에 적힌 제발문의 내용은 이 작품들
이 애초에 별호도와는 무관하게 제작되었음을 보여준다. 
  먼저 개인의 별호를 작품의 제목으로 사용한 가장 이른 예로 고극공의 
1297년 작(作) <산촌은거도>를 들 수 있다.36) 이 작품은 고극공이 그의 친
구이자 송원 교체기의 유명한 시인이었던 ‘산촌거사(山村居士)’ 구원(仇遠, 
1247-1326)을 위해 그려준 것이다. 작품이 현전하지 않아 그 실물을 확인
할 수는 없지만 작품의 주문자인 구원이 직접 쓴 두 편의 제발문을 통해 
대략적인 제작맥락을 확인할 수 있다.37) 

이 과정에서 앤 클랩은 왕몽이 그린 <운림소은도(雲林小隱圖)>를 원대, 엄밀히 말해 명
대 초기에 제작된 별호도의 한 예로 다루었다. 앤 클랩은 <운림소은도>의 제작배경을 비
교적 자세히 다룸으로써 리우지우안에 비해 보다 설득력 있게 원대의 별호도 전통을 설
명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앤 클랩의 논지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림소은도>가 명대 중기에 유행한 별호도 작품들과는 여전히 다른 성격을 가
지고 있음을 설명하고자 한다. Anne Clapp, 앞의 책 (2012), pp. 81-87.

36) 최초의 별호도와 관련하여 앤 클랩은 조맹부를 별호도의 ‘창시자’로 추정하였다. 그녀는 
그 근거로 원대 황진(黃溍, 1277-1357)이 쓴 황일청(黃一淸, 1263-1337) 묘지명(墓志銘)
의 일부 내용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에 따르면 조맹부는 황일청의 친구 이맹(李孟, 
1255-1321)이 쓴 “황추강 처사에게 보냄(贈黃秋江處士)”이라는 시 구절에서 영감을 받아 
이를 그림으로 묘사했다고 한다. 이맹과 황일청의 ‘秋谷,’ ‘秋江’이라는 호가 이 시에 등
장하긴 하지만, 전체적인 글의 맥락상 그들의 호 자체가 그림의 주제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맹이 쓴 시의 전체적인 주제, 즉 관직에 나가지 않고 은거하는 삶의 주
제가 조맹부에게 영감을 주었다고 보는 것이 적합하다. 조맹부가 그렸다는 이 그림의 제
목이나 내용에 관한 더 이상의 구체적인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 단편적인 기록만을 가
지고 조맹부를 별호도의 창시자로 보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Anne Clapp, 
위의 책 (2012), pp. 80-81. 앤 클랩이 근거로 든 황일청 묘지명의 원문과 관련하여서는 
黃溍, 「秋江黃君墓志銘」, 『金華黃先生文集』 卷 38, 『續修四庫全書』 vol. 1323 (上海 : 
上海古籍出版社, 2002), pp. 492-493 참조. 

37) 이 작품에 적혀있던 제발문들은 『육연재필기(六硏齋筆記)』, 『서화제발기(書畵題跋記)』, 
『청하서화방(淸河書畵舫)』, 『석거수필(石渠隨筆)』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 기록
된 송렴(宋濂, 1310-1381)의 발문에 따르면, 작품에는 고극공과 조맹부의 관지가 있고, 
구원과 주밀(周密, 1232-1298)의 발문은 떨어져 없어졌으며, 다만 장저(張翥, 
1287-1368)의 발문이 남아있는데, 이는 송렴의 친구 포암(蒲菴)이란 이가 다시 합친 것
이라고 한다. 그러나 『육연재필기』를 제외한 모든 문집에는 구원과 주밀의 발문이 함께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기록된 제발문의 내용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 다소 미심쩍은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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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연간[1297-1307] 원년 9월 19일 청하 장연보[장봉원] 이거38), 고언경[고
극공] 어사와 함께 천월정사에서 모였다.39) 술이 반쯤 취하자 [고극공이] 나
를 위하여 산촌도를 그려주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렸는데도 원기(元氣)가 
가득하고, 천진난만(天眞爛熳)하니, 화공의 경지를 뛰어넘었구나. 내가 지내는 
곳은 흙먼지뿐, 밭을 갈 수 있는 산이 없으니, 이 그림을 펼쳐 즐김이 한탄스
러울 뿐이로다. 남양의 구원 인근.40)

이 있다. 첫째는 장저가 남겼다고 하는 발문의 연대이다. 장저가 발문을 적었다고 기록한 
‘지정소양적분약(至正昭陽赤奮若)’은 지정(1341-1370) 계축(癸丑)년을 말하는데, 실제로 
지정연간에는 계축년이 존재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조맹부의 관지에 나오는 ‘可謂平生
壯觀也’라는 표현이다. 여기에 등장한 ‘평생장관’이란 표현은 고복(顧復, 17세기 활동)의 
『평생장관(平生壯觀)』(1692)에서 보듯이, 명말에 와서야 등장한 표현이다. 따라서 이는 
조맹부가 적은 관지의 신빙성을 떨어뜨린다. 물론 원대의 기록들에서 고극공이 구원을 
위해 그려주었다는 ‘산촌도’에 대한 언급이 종종 등장하고 있고, 또 구원의 제발문이 구
원의 개인 문집에 동일하게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고극공이 그린 <산촌은거도>라는 작
품이 한때 존재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제발문에 나타난 
위와 같은 문제들이 기록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오류의 결과인지 혹은 제발문이 위조되
었음을 말해주는 것인지는 정확히 알기 어렵다. 한편 이 작품의 원래 제목은 ‘산촌도(山
村圖)’이다. 원대의 기록들과 『육연재필기』, 『서화제발기』, 『석거수필』은 모두 이 작품을 
‘산촌도’라고 부르고 있다. 다만 『청하서화방』만이 구원의 제발문에서 언급되었던 ‘산촌
도’를 ‘산촌은거도’라고 오기(誤記)하면서 작품의 제목까지 ‘산촌은거도’로 바꾸어 놓았다. 
따라서 원래는 이 작품을 ‘산촌도’라고 칭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
구를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작품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혼란을 줄이고자 선행연구
에서 사용되었던 ‘산촌은거도’라는 제목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李日華, 「高房山爲仇
仁近先生作山村圖」, 『六硏齋筆記』 卷 1, 中國基本古籍庫 데이터베이스; 郁逢慶, 「高房
山寫山村圖卷」, 『郁氏書畵題跋記』 續卷 9, 盧輔聖 主編, 『中國書畫全書』 vol. 6 (上海 : 
上海書畫出版社, 2009), pp. 355-356; 張丑, 「高彦敬山村隱居圖」, 『淸河書畵舫』 卷 11, 
盧輔聖 主編, 『中國書畫全書』 vol. 5 (上海 : 上海書畫出版社, 2009), p. 750. 阮元, 
「元高克恭山村圖卷」, 『石渠隨筆』 卷 8 (北京 : 中華書局, 1991), vol. 2, pp. 94-97.

38) 여기서 이거(貳車)란 책임자를 보좌하는 직책[副職]을 비유하는 말이다. 檀國大學校附設 
東洋學硏究所 編, 『漢韓大辭典』 vol. 13 (서울 : 檀國大學校出版部, 2000-2008), p. 
111.

39) 장봉원(張逢原, 생몰년 미상)의 자(字)는 연보(淵甫), 호는 천월(泉月)이며, 절강성(浙江
省) 항주(杭州)의 염관(鹽官) 사람이다. 그는 송대에 복건성(福建省) 남부의 장주(漳州)에
서 통판(通判) 관직을 지내다가 송나라가 망한 뒤에는 관직에 나가지 않았다. 그의 조상
으로는 횡포거사(橫浦居士) 장구성(張九成, 1092-1159)이 있고, 원대의 유명한 도사(道
士)이자 서화가이던 구곡외사(九曲外史) 장우(張雨, 1283-1350)가 그의 손자이다. 한편 
고극공과 구원, 장봉원이 모였다는 천월정사(泉月精舍)는 장봉원의 호를 딴 그의 처소였
을 것으로 추측된다. 朱存理, 「句曲外史張伯雨墓誌銘」, 『珊瑚木難』 卷 5, 盧輔聖 主編, 
『中國書畫全書』 vol. 4 (上海 : 上海書畫出版社, 2009), pp. 309-310; 厲鶚, 「張逢原」, 
『宋詩紀事』 卷 80, 『國學基本叢書』 174 (臺北 : 臺灣商務印書館, 1968), p. 1966.

40) 仇遠, 「題高房山寫山村圖卷」, 『山村遺稿』 卷 2, 『續修四庫全書』 vol. 1322 (上海 : 上
海古籍出版社, 2002), pp. 633-634. “大德初元九月十九日。清河張淵甫貳車會高彦敬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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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 구산(仇山)의 남쪽에 한 때에는 여러 채의 집이 있었는데, 잘못하여 
성시(城市) 가운데 떨어져 독서하고 공부하며 벼슬을 얻고자 하였으니, 우물
은 마르고, 부엌에는 더 이상 연기가 나지 않는구나. 하물며 소나무와 국화는 
물어 무엇 하겠는가. 이렇게 나이 50이 되었으니, 한 번 [산에서] 나왔더니 
다시 돌아갈 수 없거늘, 고후(高侯)[고극공]가 골짜기 가운데 나의 뜻이 홀로 
있음을 알고 은거도를 그려주었다. 찬 계곡이 빈 골짜기로 흐르고, 푸른 바위
는 위태롭게 가로막고 있으며, 흰 구름이 높은 나무에 걸려 있구나. 얼마 전 
구지(仇池)41)를 꿈꿨던 것이 눈앞에 생생한데, 초당을 지을 비용은 어찌하나. 
마침 먹을 것도 부족하구나. 내 혀가 아직 남아 있는 것을 보니,42), 내가 살 
곳도 적당한 때에 기회가 오겠지.43)

이를 통해 <산촌은거도>는 고극공과 구원, 장봉원(張逢原, 생몰년 미상)이 
함께 모인 술자리에서 관직 없이 가난하게 살아가던 구원의 마음을 위로하
기 위해 그려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위의 시에서 언급된 항주(杭州) 여항계
(餘杭溪)의 구산(仇山)에 거주하던 시절, 그는 구산에 산다고 하여 ‘산촌민
(山村民)’이라는 호를 지었다.44) 그러나 위의 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史于泉月精舍。酒半。為予作山村圖。頃刻而成。元氣淋漓。天真爛熳。脫去畫工筆墨畦
町。予方栖遲塵土。無山可畊。展玩此圖。為之悵然而已。南陽仇逺仁近。” 

41) 여기서 구지(仇池)는 감숙성(甘肅省) 성현(成縣) 서쪽에 있는 구유산(仇維山)을 말한다. 
구지산과 관련하여 이곳에 사는 신령한 물고기를 먹으면 신선이 된다는 전설이 있었는
데, 두보(杜甫, 712-770)가 일찍이 이를 소재로 삼아 은거하고자 하는 뜻을 담은 시를 
지은 것이 있다. 檀國大學校附設 東洋學硏究所 編, 앞의 책, vol. 1, p. 816.

42) 『사기(史記)』에 나오는 장의(張儀) 이야기를 비유한 것이다. 위(魏)나라의 유세가(遊說家)
였던 장의는 소진(蘇秦)과 함께 세 치 혀로 세상을 주름잡았다고 평해진다. 그가 아직 주
목받기 이전에 그는 화씨벽(和氏壁)을 훔친 혐의를 받아 매를 수백 대 맞고 돌아왔는데, 
이를 본 그의 아내가 눈물을 흘리자, “내 혀가 아직 붙어있는가(視吾舌尙在不). 그럼 되
었다(足矣)”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후 그는 뛰어난 언변으로 각국의 환대를 받으며 진(秦)
나라 재상이 되었다. 즉 ‘吾舌尙在’는 혀만 살아있다면 이를 자산으로 하여 뜻을 펼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43) 仇遠, 「題高房山寫山村圖卷」, 『山村遺稿』 卷 2, 앞의 책, pp. 633-634. “我家仇山陽。
昔有數椽屋。誤落城市間。讀書學干禄。井枯竈烟絶。况復問松菊。如此五十年。一出不可
復。高侯丘壑胸。知我志幽獨。為冩隱居圖。寒溪入空谷。蒼崖壓危構。白雲飬喬木。向來
仇池夢。歴歴在我目。何哉草堂資。政爾飯不足。視吾舌尚存。吾居有時卜。” 

44) 張丑, 「高彦敬山村隱居圖」, 『淸河書畵舫』 卷 11, 앞의 책, p. 750. “右山村圖卷。故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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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극공이 구원에게 산촌도를 그려주었을 당시 그는 이미 더 이상 ‘산촌민’
이 아니었다. 따라서 <산촌은거도>는 구원이 산촌민으로 살던 시절, 즉 구
산에서 밭을 갈며 풍요롭게 살던 시절을 그리워하던 시기에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작품을 산촌이라는 별호 자체를 주제로 한 그
림으로 보기는 어렵다.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명 중기에 제작된 대부분
의 별호도는 그림의 도상과 제발문의 내용이 모두 그림 주문자의 별호의 
의미를 설명하는 데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고극공과 구원의 동시대인
들이 <산촌은거도>에 적은 제발문 중에는 ‘산촌’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45) 구원의 시에 언급된 그림에 대한 묘사 부
분에서도 특별히 산촌의 의미를 시각화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46) 구원 
역시 고극공이 자신을 위해 ‘은거도’를 그려주었다고만 언급했다. 또한 작
품이 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 더해진 것으로 보이는 주밀(周密, 
1232-1298)의 시는 주밀 자신이 은거했던 변양(卞陽) 지역을 언급하며 은
거의 뜻을 노래했다.47) 이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 그림은 구원의 호를 
기념하기 위한 개인적인 그림이었다기보다 여러 문인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은거에 대한 동경’을 주제로 한 그림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더욱이 <산촌은거도>는 작품이 완성되고 나서 그 1년 뒤인 1298년 구원

書高克恭彦敬為御史時為仇先生作于月泉精舎。精舎乃故宋漳州僉判張逢原淵甫之墳菴。淵
甫即句曲外史伯雨之大父也。先生一為溧陽教授。即不仕。仇山在餘杭溪上。因號山村民。
栖霞嶺在西湖北山。先生墓焉。弁陽則草窗周公謹之别號。弁山在武康溪上。先生。翥師
也。大德初元年。甫十有一。常從先生出入諸公間。今逾再世矣。景寜尚書得此卷以屬題。
傷年運之既邁。感事物之非昔。愴然于懐。以序卷末。庶㡬覧者知三四君子文獻之可徴也。
至正昭陽赤奮若夏五之望。河東張翥謹書于京師所寓之虚游軒。” 

45) 장저(張翥, 1287-1368)가 쓴 제발문에 구원의 호가 산촌이 된 경위가 간단하게 언급되
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작품이 제작된 지 한참 뒤에 쓰여진 것으로, 그 내용은 이
전의 제발문들에 대한 일종의 주해(註解)와 같은 역할로서 기능하고 있다. 각주 44 참조.  

46) 각주 43의 밑줄 친 부분 참조.
47) 張丑, 「高彦敬山村隱居圖」, 『淸河書畵舫』 卷 11, 앞의 책, p. 750. “我昔逰七閩。百嶺

争巘嶫。白雲漲川原。深谷如積雪。又游老姥岑。幽磴縁曲折。長林翳寒日。十里行落葉。
轉頭五十年。遐想正愁絶。開圖意忽動。惝恍生内熱。何當駕松广。分我翠一叠。弁陽我所
廬。見謂山水穴。漂零愧楸檟。歲月老薇蕨。平生阮遙集。足痺屐齒折。何當賦歸田。初志
遂所愜。懷哉復懷哉。淸夢繞林樾。弁陽老人周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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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초당을 짓는 자금을 마련하는 데 사용되었다.48) 이와 관련한 자세한 정
황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으나, 구원이 적었던 두 편의 제발문에서 모두 
그가 자신의 초당을 지을 비용에 대해 걱정했던 것을 상기해보면, 이 작품
이 처음부터 초당을 지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이처럼 처음부터 제3의 인물에게 작품이 넘어갈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작품을 제작했다면, 고극공이나 구원 모두 이 작품을 산촌이라는 개인의 호
를 기념하는 방식으로 그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리우지우안이 원대의 별호도로 제시했던 또 다른 작품인 황공망의 <철애
도>(도 13) 역시 고극공의 <산촌도>와 비슷한 제작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 
작품은 황공망이 ‘철애도인(鐵崖道人)’ 양유정(楊維楨, 1296-1370)에게 그
려준 그림이다. 원말의 유명한 시인이던 양유정은 철애도인 이외에도 매화
도인(梅花道人), 동유자(東維子), 포유노인(抱遺老人), 철적도인(鐵笛道人), 
철아(鐵雅)와 같은 다양한 호를 가지고 있었다. 이 중 철애도인이라는 호는 
그가 젊은 시절 과거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머물렀던 철애산(鐵崖山)에서 비
롯된 것이다.49)  
  이 작품은 축(軸)이라는 형식적 특성상 황공망의 관지50)와 당체(唐棣, 
1296-1364)의 짧은 제문(題文)만이 있을 뿐, 그 제작 배경을 자세히 서술
해주는 기문(記文)은 없다. 이러한 특징만으로도 이 작품은 명대 중기에 제
작된 별호도들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48) 王德毅, 李榮村, 潘柏澄 編, 『元人傳記資料索引』 vol. 1 (臺北 : 新文豊出版社, 
1979-1982), p. 24; 方回, 「送仇仁近持山村圖求屋資」, 『桐江續集』 卷 24, 國立中央圖書
館籌備處 編, 『欽定四庫全書』 488 (上海 : 商務印書館, 1935), p. 21.

49) 아들에 대한 기대가 컸던 양유정의 아버지는 철애산 산중에 만권루(萬卷樓)를 짓고 그 
주위에 매화나무 백 그루를 심고는 수만 권의 책을 가져다주면서 아들 양유정을 그 곳에
서 공부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그는 또 아들이 태만해질 것을 염려하여 누각에 놓인 사
다리를 치우고 녹로(轆轤, 도르래)를 이용하여 음식을 가져다주었다고 한다. 양유정은 이
렇게 5년을 공부하여 1327년 진사시에 급제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스스로 철애라는 호를 
지었다. 貝瓊, 「鐵崖先生傳」, 『淸江貝先生集』 卷 2 (上海 : 商務印書館, 1929) vol. 1, 
p. 3; 張廷玉, 「楊維楨」, 『明史』 卷 285 (北京 : 中華書局, 1987), vol. 24, pp. 
7308-7309.

50) “鐵崖圖大癡爲廉夫畵”라고 적은 황공망의 관지를 통해 작품의 제목을 확인할 수 있다. 
張丑, 「鐵崖圖」, 『淸河書畵舫』 卷 11, 앞의 책, p. 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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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체는 양유정이 직접 꺼내 보여준 <철애도>를 보고 짧은 글을 적었는
데, 여기서 그는 그 시점을 지정(至正) 10년, 즉 1350년으로 기록했다. 당
체는 최근 수년간 황공망의 필력이 더욱 무르익었다고 언급한 뒤 이 작품
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 <철애도> 역시 황공망의 필력이 절정
에 이른 1350년 무렵에 제작된 것임을 암시한다.51) 이처럼 1350년 무렵 
‘철애’라는 제목의 작품이 제작되었다면, 이 작품은 이제 더 이상 철애산에 
살지 않는 양유정을 위해 과거의 거주지를 추억하도록 그려준 철애산의 풍
경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현재 대만의 국립고궁박물원에 소장되어 
있는 황공망의 <철애도>52)에는 거대한 산수를 배경으로 산 속 깊은 곳에 
위치한 몇 채의 가옥이 묘사되어 있다(도 15).53) 그러나 이 작품에서 철애
라는 제목은 양유정의 여러 호들 가운데 특별히 선택된 것도, 혹은 철애의 
의미에 주목하여 이를 시각화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철애도>에 적혀 있었다는 다음 두 편의 제시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51) 張丑, 「鐵崖圖」, 『淸河書畵舫』 卷 11, 앞의 책, p. 752. “일봉도인[황공망]은 만년에야 
산수 그리는 법을 배웠는데, 스스로 익혀 정묘한 경지에 이르렀다. 최근 수년 사이에는 
그 필력이 더욱 훌륭해져 초월적 경지에 이르렀으니, 일반 무리의 화가들과 견줄 바가 
아니다. 지금 철애선생[양유정]이 이 그림을 꺼내 보여주니, 그것을 감상하기를 그칠 수
가 없었다. 마땅히 예를 갖추어야 하겠구나. 지정 10년 10월 15일. 오흥 당체 자화가 적
음. (一峯道人。晩年學畫山水。便自精到。數年來筆力又覺超絶。與衆史不侔矣。今鐵崖先
生出示此圖。披玩不已。當為之斂袵也。至正十年十月十五日。呉興唐棣子華題).” 

52) 명청대의 기록에 따르면 이 그림에는 당체의 제시 외에 원대의 인물들인 조혁(趙奕, 생
몰년 미상), 임세현(林世賢, 생몰년 미상), 반순(潘純, 생몰년 미상), 맹유성(孟惟誠, 생몰
년 미상)의 시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국립고궁박물원에 소장된 <철애도>에는 당
체의 제시만이 남아있다. 더욱이 당체의 서체와 황공망이 쓴 제목의 서체가 일치하여 이 
그림은 명말청초 시기의 모사본으로 여겨진다(도 14). 그러나 이들 제시에 묘사된 내용과 
그림의 모티프 및 화풍이 서로 일치하고 있어 이 그림의 원본이 되는 황공망의 진작(眞
作)이 분명히 존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國立故宮博物院, 『山水合璧 : 黃公望與富春山
居圖特展 = Landscape Reunited : Huang Gongwang and “Dwelling in the 
Fuchun Mountains”』 (臺北市 : 國立故宮博物院, 2011), pp. 359-360.

53) 리처드 비노그라드는 개인 소유지를 그린 산수화는 일반 산수도와는 다르게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Richard Ellis Vinograd, “Family Properties: Personal 
Context and Cultural Pattern in Wang Meng's "Pien Mountains" of 1366,” Ars 
Orientalis, vol. 13 (1982), pp.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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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애도인이 철적(鐵笛)을 부니 
한 소리 불어 깨지는 것은 운연(雲煙)의 색이로다.
그림으로 그려 도화(圖畵) 속에 들어가니
구름은 푸른 하늘에 흩어지고 밝은 달은 희게 빛나네.
고변 조혁. 지정 10년[1350] 10월 20일 청승헌에서 씀.54)

철용은 긴 피리처럼 울어대고(鐵龍)
붓 끝은 그 차가운 기운을 그려낸다.
오래된 묵과 흐린 하늘에는 고색이 짙고 
만학천암(萬壑千巖) 간에는 구름 그림자가 희게 빛나네.
임세현.55)

위 두 편의 제시는 철애산 속 누각에서 매화에 둘러싸여 독서하는 ‘철애도
인’ 양유정이 아닌 철적(鐵笛)을 불고 있는 ‘철적도인’ 양유정을 묘사하고 
있다. 이 외에 작품에 적힌 당대의 시문은 오히려 그림을 그린 황공망에 대
한 찬사를 늘어놓을 뿐, 철애라는 작품의 제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56) 그렇다면 이 작품의 제목, 즉 ‘철애’는 작품의 주문자인 양유정을 
염두에 두고 붙여진 제목일 뿐, 작품의 주제와의 밀접한 연관 관계 속에서 
붙여진 제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57)   
  이처럼 고극공의 <산촌은거도>와 황공망의 <철애도>는 모두 애초에 별호
도로 의도된 작품들이 아니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이 두 작품은 현대의 
학자 리우지우안에 의해 원대의 별호도로 정의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 두 

54) 張丑, 「鐵崖圖」, 『淸河書畵舫』 卷 11, 앞의 책, p. 752. “鐡崖道人吹鐡笛。一聲吹破雲
烟色。却將寫入畫圖中。雲散青天明月白。古汴趙奕。至正十年嵗次庚寅十月廿日書于清勝
軒。”

55) 張丑, 「鐵崖圖」, 『淸河書畵舫』 卷 11, 위의 책, p. 752. “鐡龍聲吼干將笛。毫端寫出蒼
寒色。老墨糊天古意多。萬壑千巖雲影白。林世賢。” 

56) 張丑, 「鐵崖圖」, 『淸河書畵舫』 卷 11, 위의 책, p. 752.
57) 실제로 양유정의 수많은 호들 중 가장 많이, 그리고 흔하게 사용된 호가 바로 ‘철애’였

다. Ai-Lian Liu, "Yang Weizhen (1296-1370) and the Social Art of Painting 
Inscriptions" (Ph.D. Diss., University of Kansas, 2011),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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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은 그 수장사(收藏史)에 있어서 공통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즉 명대 
이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작품들의 제목에 쓰인 주문자의 호가 주목받
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산촌은거도>의 경우, 작품이 제작되고 나서 한참 
뒤인 1483년이 되어서야 소주 출신의 문인관료이자 서화 애호가이던 오관
(吳寬, 1435-1504)에 의해 ‘산촌’이라는 작품의 제목이 설명되었다. 오관은 
“원대 구인근[구원] 선생은 스스로 산촌이라 호를 지었다. 고방산[고극공] 
상서가 이것으로써 이 그림을 그린 것이다.(元仇仁近先生自號山村。髙房山
尚書因為作此圖。)”라고 적어 그림 수취인의 호와 작품 간의 긴밀한 관계
에 대해 언급했다.58) 이 작품이 제작된 이래 처음으로 그림 주문자의 호이
자 작품의 제목이 되는 ‘산촌’이 비중 있게 언급된 것이다. 특히 “이(산촌이
라는 호)로써 이 그림을 그렸다”라는 표현은 오관이 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림 주문자의 호를 작품 제목 및 주제와 관련지었음을 알려준다. 
한편 청대의 서화수장가 오승(吳升, ?-1712 이후)은 황공망의 <철애도>에 
대해 “이 그림은 양제거[양유정]를 위해 그려졌다. 그리하여 그의 호로써 
이름한 것이다(圖爲楊提舉作。故以其號名也)”라고 언급했다.59) 오승 또한 
그림 주문자의 별호가 작품의 제목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장르라는 것은 하나의 작품만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 작품이 쌓
여 하나의 유형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장르는 성립
된다.60) 따라서 이는 명대에 별호도가 활발히 제작되면서 생겨난 별호도 
장르에 대한 인식이 그 이전에 제작된 다른 맥락의 작품들에까지 소급되어 
적용된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즉 <산촌은거도>와 <철애도>는 명대에 
별호도라는 장르가 발생하는 데에 직접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했다고는 볼 

58) 張丑, 「高彦敬山村隱居圖」, 『淸河書畵舫』 卷 11, 앞의 책, p. 751.
59) 吳升, 「黄徵士鐵崖圖」, 『大觀錄』 卷 17, 盧輔聖 主編, 『中國書畫全書』 vol. 12 (上海 : 

上海書畫出版社, 2009), p. 68.
60) James R. Hightower, "The Wen Hsüan and Genre Theory,"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vol. 20, no. 3/4 (Dec. 1957), pp. 512-513. 이 글은 문학에 있어서
의 장르를 설명하고 있지만, 여기서 언급된 장르의 개념은 회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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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지만, 역으로 별호도라는 새로운 장르에 대한 인식을 가지게 된 후대 
감상자들에 의해 별호도의 범주 속에 포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왕몽의 <남촌진일도>와 <운림소은도>61)는 각각 ‘남촌(南村)’ 도종의
(陶宗義, 약 1316-약 1402)와 ‘운림거사(雲林居士)’ 최성(崔晟, 생몰년 미
상)62)의 초당(草堂)을 묘사한 그림이다. 즉 이들은 화제를 통해 볼 때 별호
도가 아닌 원말 별서도류의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다. 
  <남촌진일도>의 ‘남촌’이라는 명칭이 도종의의 별호이기 이전에 그가 거
주했던 지역 및 초당의 당명으로서 더 큰 의미를 지녔음은 <남촌진일도>에 
적힌 다음 두 편의 제발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초(草)로써 당을 부르니, 그 뜻이 소박하다. 남촌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마
을의 남쪽에 산다는 것이다. 이곳에는 밭이 많아 사람들이 많이 산다. 그런데 
홀로 그렇게[남촌이라] 당의 이름을 짓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냐 물으면, 그 
뜻이 같지 않다고 할 것이다. 어찌 뜻이 같지 않냐고 물으면, 남양63)의 밭은, 
다만 제갈량이 사는 곳일 뿐 아니라 제갈량의 초려만을 지칭하기도 한다. 또 
완화의 계곡64)은 다만 두보가 사는 곳일 뿐 아니라, 두보의 초당을 지칭하기
도 한다. 무후[제갈량]와 자미[두보]의 집은 특별히 후세에까지 알려졌다. 지

61) <운림소은도>에 관해서는 일찍이 리처드 비노그라드(Richard Ellis Vinograd)가 그의 
박사 논문에서 비교적 자세히 다룬 바 있다. 그는 왕몽의 <청변은거도(靑卞隱居圖)>가 
일반 산수도와는 구별되는 별서도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청변은거도>
와 똑같이 변산(卞山)을 배경으로 한 <운림소은도>를 그 비교작으로 제시하였다. 여기서 
그는 작품의 제목을 '운림거사의 작은 은거지(The Small Retreat of Master Cloudy 
Forest)'로 해석해야 할지, 아니면 '운림에 있는 작은 은거지(Small Retreat in the 
Cloudy Forest)'로 해석해야 할지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운림’이 최언휘의 별호이면서 동시에 그가 거주했던 지역을 가리키기도 했기 때문이다. 
Richard Ellis Vinograd, "Wang Meng's 'Pien Mountians' : The Landscape of 
Eremitism in Later Fourteenth Century Chinese Painting" (Ph.D., Diss.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1979), pp. 223, 515.

62) 최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Richard Vinograd, 위의 논문, pp. 395-406 참고.
63) 하남성(河南省)의 남양(南陽)을 지칭한다. 유비(劉備, 161-223)가 제갈량(諸葛亮, 

181-234)을 얻고자 세 번 방문하였다는 곳이 바로 이 곳이다.
64) 사천성(四川省) 성도(成都)에 위치하는 곳으로 두보는 이곳 완화계(浣花溪) 옆에 초당을 

짓고 은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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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당이 스스로 유명해진 것은 어째서인지 물으면, 사람에 의해 지역이 유명
해졌다고 말할 것이다. (후략)65)

선비는 이름이 아닌 지역으로써 칭해지며 세상에 명예를 남긴다. 예를 들어 
초나라의 북관선생, 한나라의 동곽선생, 당나라의 서교초당선생, 송나라의 동
파[소식], 서산[진덕수], 북계[진순]와 같은 이들이 있다. 한 때에 받들어지던 
것이 지금에까지 칭해지고 있다. 교(郊), 곽(郭), 계(溪), 산(山)과 같은 것은 
모두 지역이고, 선생은 존칭이다. 교곽이 한 집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계, 산의 아름다움이 한 인물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데도, 많은 군자들이 
그 아름다움을 독차지하며 그것으로 존칭된다. 한 마을, 한 국가에 덕을 쌓고 
이름을 날린 이가 아니라면 불가능하다. 하물며 후대에 ‘도(道)’라 불리는 이
는 어떻겠는가. 구성 도선생[도종의]은 어지러운 세상을 떠나 송강 북쪽의 남
촌으로 가서 초당을 짓고 살았으니, 사람들이 남촌선생이라 불렀다. (후략)66) 

작품에 적힌 제발문들은 위와 같이 당명인 남촌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 그림은 도종의의 남촌초당 풍경을 묘사한 별서도였을 가능성이 
높다.  
  비슷한 맥락에서 <운림소은도>(약 1370-1381년)(도 16)67) 또한 그림 주

65) 張丑, 「王叔明南邨真逸圖」, 『淸河書畵舫』 卷 11, 앞의 책, p. 754. “南邨草堂記。堂以
草名。志儉也。其曰南邨者何。居邨之南也。邨之南多田夫野叟之舎。而獨名其堂者何。曰
道不同也。曷為而道不同歟。曰南陽之野。非獨孔明之居。而孔明之草廬獨稱。浣花之谿。
非獨少陵之卜。而少陵之草堂獨著也。武侯子美之堂廬。特表暴于後世。今堂之自耀者何
歟。曰地以人而勝(후략).” 

66) 張丑, 「王叔明南邨真逸圖」, 『淸河書畵舫』 卷 11, 앞의 책, p. 754. “書南邨先生傳後。
士君子有譽于世。以地稱而不名。若北郭先生之于楚。東郭先生之于漢。西郊草堂先生之于
唐。東坡。西山。北溪先生之于宋。不特一時所慕。到于今稱之。夫郊郭溪山。衆地也。先
生。尊稱也。郊郭之廣非一廛。溪山之勝非一人。而數君子者獨得專美而尊稱焉。非徳業聞
望著于一鄉一國者不能。况天下後世稱道之乎。九成陶先生。辟地淞北之南邨。築草堂以
居。人稱之曰南邨先生(후략).” 

67) 리처드 비노그라드는 <운림소은도>의 구도와 양식에 근거하여 이 작품이 왕몽과 황공망
이 교유했던 1340년대 혹은 1350년대에 제작된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Richard 
Vinograd, 앞의 논문 (1979), pp. 223-226. 한편 조셉 장은 <운림소은도>에 적힌 제발
문과 함께 조맹부의 <청원도(淸遠圖)> 가운데 최언휘를 언급하고 있는 제발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최언휘가 변산으로 이주한 시기를 1375-1378년 사이로 추정하였다. 이
에 따라 그는 이 1375-1378년을 왕몽의 <운림소은도>가 그려진 시기로 추정하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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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의 초당 및 그것이 위치한 장소를 특별히 강조하고자 한 별서도라고 
할 수 있다. 서일기(徐一夔, 1318-약 1400)가 남긴 제발문에는 이 작품과 
관련한 제작 배경이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대대로 항주에 살
던 최성이라는 인물은 당시 시끄러운 항주를 떠나 조용한 곳에 은거하고자 
하는 뜻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그는 오흥(吳興) 지역에 살던 외가댁에 
방문하였는데 우연히 근처의 변산(卞山)을 거닐다가 은거지로서 더할 나위 
없이 적합한 자리를 발견하였다. 이후 그는 가족들을 모두 이곳으로 데려와 
은거생활을 시작하였다. 이 때 그는 나무가 우거지고 구름이 많은 이 지역
의 특징에 착안하여 ‘운림소은’이라는 호를 지었다고 한다.68) 그리고 이 호
는 그의 새로운 처소를 칭하기 위한 당명으로도 사용되었다.69) 
  왕몽은 이 일을 기념하고자 최성에게 운림초당의 모습과 그 곳을 둘러싼 
주변 경관을 그려주었다. 이 때 왕몽은 나무가 우거지고 구름이 많다는 ‘운
림’ 지역을 표현하고자 특별히 미법(米法) 산수화풍을 사용하였다.70) 그가 

러나 <청원도>의 제발문이 최언휘의 변산 거주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당시 그
가 아직 변산으로 이주하지 않았을 것이라 추정하는 그의 논리는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
다. Joseph Chang, “From The Clear and Distant Landscape of Wuxing to The 
Humble Hermit of Clouds and Woods," Ars Orientalis, vol. 37 (2007), pp. 40-42. 
마지막으로 앤 클랩은 작품에 적힌 제발문들에 근거하여 <운림소은도>의 제작 시기를 
1370-1381년 사이로 정정하였다. 클랩은 1366년부터 여러 해(數歲)를 최언휘와 항주에
서 보냈다는 주방(周昉, 생몰년 미상)의 제발 내용에 따라 최언휘가 적어도 1370년경까
지 항주에 머물렀을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따라서 왕몽의 <운림소은도>는 적어도 1370년 
이후에 제작되었을 것이라 주장하였다. 이와 함께 1381년에 <운림소은도>를 가지고 있는 
최언휘를 만나 제발문을 적게 되었다는 왕렴(王廉, 생몰년 미상)의 제발문에 근거하여 
<운림소은도>의 하한 연도를 1381년으로 잡았다. 필자는 앤 클랩의 연대추정이 가장 설
득력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따라 <운림소은도>의 제작연대를 1370-1381년으로 제시하고
자 한다. Anne Clapp, 앞의 책 (2012), p 86.  

68) 端方, 「御題王叔明雲林小隱圖卷」, 『壬寅銷夏錄』, 『續修四庫全書』 vol. 1353 (上海 : 上
海古籍出版社, 1995-1999), pp. 422-423. 원문 전체에 대한 해석은 Richard 
Vinograd, 앞의 논문 (1979), pp. 229-231 및 Anne Clapp, 앞의 책 (2012), pp. 
84-85 참조. 

69) 端方, 「御題王叔明雲林小隱圖卷」, 『壬寅銷夏錄』, 앞의 책, pp 423-424.
70) <운림소은도>와 미불(米芾, 1051-1107) 화풍과의 관련성은 왕세정(王世貞, 1526-1590)

도 지적한 바 있다. 王世貞, 「黃鶴山樵雲林小隱圖」, 『弇州四部稿』 卷 137, 『弇州四部稿 
: 外六種』 (上海 : 上海古籍出版社, 1993), vol. 3, p. 267. “황학산초 왕숙명[왕몽]이 전
당[항주]의 최언휘[최성]를 위해 운림소은도를 그렸다. 왕몽은 육중한 암석과 겹겹의 산봉
우리가 둘러쳐진 단풍이 붉고 밤나무가 누런 넓고 아름다운 곳에 오랫동안 머물렀다고 
들었다. 이 그림은 맑은 가운데 멀리 구름이 가득 차 있으니, 북원[동원]과 양양[미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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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작품들에서 주로 사용했던 화풍은 미법산수가 아닌 과장된 피마준(披
麻皴)을 사용한 역동적인 산수 화풍이었다.71) 왕몽이 <운림소은도>를 그리
는 데 있어서 중점을 둔 것은 최성의 호인 운림의 의미를 그림 속에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일이었다. 아울러 왕몽이 ‘운림’ 지역의 풍경을 미법
을 사용하여 보다 생생히 묘사한 것은 최성의 호를 시각화하기 위한 회화
적 노력이었다. 
  이 작품이 별호로서의 운림보다는 은거지로서의 운림에 더욱 주목하고 
있음은 소백형(蘇伯衡, 1319-?)의 제발문을 통해 확실히 알 수 있다. 소백
형은 구양수(歐陽脩, 1007-1072)와 소식(蘇軾, 1037-1101)의 말을 인용하
여 최성이 이제까지 살았던 풍요롭고 아름다운 항주와 그가 새롭게 자신의 
은거지로 택한 소박하고 쓸쓸한 오흥을 비교하였다.72) 즉 은자로서의 삶을 

묘치가 있다. 또 대치[황공망]의 묘치도 보이는 듯하다. 노인[황공망?]도 아마 분별하지 
못할 것이라 의심된다. (黄鶴山樵王叔明為錢塘崔彦暉作雲林小隠圖。叔明所長在重巖復嶂
楓丹栗黄宏麗之致耳而。此圖則清逺滃鬱大。有北苑襄陽妙致。驟見之以為大癡老人。又疑
老人不辦是也).”  

71) 왕몽의 화풍과 관련해서는 James Cahill, Hills Beyond a River : Chineses Painting 
of the Yüan Dynasty, 1279-1368 (New York : Weatherhill, 1976), pp. 121-127.

72) 端方, 「御題王叔明雲林小隱圖卷」, 『壬寅銷夏錄』, 앞의 책, pp. 423-424. “보통 사람들
은 번화함을 좋아하지 않는 이가 없고 담박함을 싫어하니, 산 속으로 들어가 오직 더 깊
이 갈 수 없음을 걱정하고 강호로 가 오직 더 멀어지지 못함을 걱정하는 것은, 깊고 심
원함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고 아득함에 대한 뜻을 품지 않은 자라면 누가 가능하겠는
가. 육일거사[구양수]는 전당[항주]에 대해 사방이 모여들고, 온갖 재화가 오고 가니, 재
물이 풍부하고 사람들이 모여들어 하나의 도회를 이루었다 하였다. 또한 산수의 아름다
움까지 갖추었으니, 이 때문에 부유하고 존귀한 이들이 좋아한다 하였다. 동파선생[소식]
은 오흥에 대해 산수가 맑고 심원하여 그 곳에 사는 이들은 고기를 잡고 농사를 지으며 
연꽃 놀이를 하는 것에 만족하니, 탐하는 것이 적고 다투는 일이 없다 하였다. 그리하여 
그 곳에 일이 없는 이들은 가지 않는다 하였다. 이 두 곳이 본래 모두 동남 지역의 훌륭
한 곳이나, 오흥은 그 경계가 광활하며 한가하고 고요하니, 어찌 전당의 거대하고 화려하
며 웅장함에 비하겠는가. 최언휘는 전당 사람이다. 오흥으로 가 별채를 하나 짓고, ‘운림
소은’이라 이름하고는 처와 자식을 이곳으로 데려왔다. 이것이 담박함을 즐기며, 번화함
을 쫓지 않는 것이니, 언휘 같은 이를 깊고 심원함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고 아득함에 
대한 뜻을 품지 않는 자라 함이 어떠하겠는가. 常人之情未有不好繁華而厭澹泊者也。入
山林而惟恐不深, 適江湖而唯恐不遠, 非伉志幽夐, 寄懐夷曠者孰能之。六一居士者, 錢唐
四方之所聚, 百貨之所交, 物盛人衆, 為一都會。而又兼有山水之美, 以資富貴之娛。東坡
先生以為吳興, 山水清遠, 其民足於魚稻蒲蓮之利, 寡求而無所爭。賓客非有事於其地者, 
不至焉。是二邦固皆東南勝處, 而吳興之境寛閑寂寞, 豈比錢唐之鉅麗雄富哉。崔彦暉氏錢
唐人也。顧去而之吳興營別業一區, 名之曰雲林小隱, 攜其帑於是僑焉。此其以澹泊為樂而
不奪於繁華之習。為何如彦暉非抗志幽夐者乎。” 번역은 Richard Vinograd, 앞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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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시작하는 최성에게 오흥이라는 지역은 단순한 거주지 이상의 상징
성을 가졌던 것이다. 
  이처럼 중국의 전통 문인사회에서 개인의 거주지는 그 사람의 아이덴티
티(identity)와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한 개인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특정 지역을 묘사한 그림을 통해 그 인물의 정체성
을 드러내고자 하는 방식은 원말 별서도 작품들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촌진일도>와 <운림소은도>는 모두 ‘원
대의 별호도’라고 칭하기엔 너무나도 전형적인 원말 별서도의 성격을 강하
게 띠고 있다.  
  따라서 <남촌진일도>나 <운림소은도>는 모두 그림 속에 묘사된 초당의 
당명이 각각의 그림 주문자의 별호와 일치했다는 사실 외에는 여러 별서도
들 가운데 별호도의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을 만한 특별한 성격을 
지니고 있지 않다. 즉 이 작품들을 단순히 그 제목에만 근거하여 명대에 발
생한 별호도의 선례로 설명한다면, 명대의 별호도는 별서도의 한 종류로밖
에 설명될 수 없을 것이다. 
  이제까지 살펴본 네 점의 작품들 중 고극공의 <산촌은거도>와 왕몽의 
<남촌진일도>는 현전하지 않으며, 황공망의 <철애도>는 후대의 모사본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처럼 문헌기록으로만 존재하는 작품들을 가지고 별호도의 
기원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이 문헌기록들 조차 대부분이 후대의 것
들로, 그 출처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다. 따라서 화면상에 나타나는 시각
적인 특징까지 아우를 수 있는 미술사적 논의를 위해서는 현전하는 작품들
을 중심으로 별호도의 기원을 추적할 필요가 있다.  

pp. 232-234를 참고하여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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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별호도의 기원 : 장악(張渥)의 <죽서초당도(竹西草堂圖)>

  별호도의 기원 및 발생 배경에 대한 파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장악(張
渥, 약 1336-1364 활동)의 <죽서초당도(竹西草堂圖)>(약 1348-1350)(도 
7)73)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작품은 선행연구자들이 원대 별호도로 제시
했던 그 어떤 작품들보다 명대 별호도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
이라 생각된다.74) 1350년 이전에 그려진 것으로 보이는 이 작품은 ‘죽서(竹
西)’ 양겸(楊謙, 1283-?)75)을 위해 제작되었다.76) 전체 권은 조맹부의 아들 

73) 이 작품은 ‘죽서초당도(竹西草堂圖)’ 외에 ‘죽서도(竹西圖)’, ‘죽서초정도(竹西草亭圖)’라 
불리기도 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제목이 붙여진 이유는 화가의 서명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이며, 제목이 붙여지는 데에 특별한 경향성이나 의도성은 나타나지 않는다. 李日華, 
『六硏齋筆記』 卷 1, 中國基本古籍庫 데이터베이스; 郁逢慶, 「竹西」, 『郁氏書畵題跋記』 
卷 10, 盧輔聖 主編, 『中國書畫全書』 vol. 6 (上海 : 上海書畫出版社, 2009), pp. 
361-363; 卞永譽, 「貞期爲楊竹西草亭圖卷」, 『式古堂書畵彙考』 畵卷 19, 盧輔聖 主編, 
『中國書畫全書』 vol. 10 (上海 : 上海書畫出版社, 2009), pp. 46-48; 顧復, 「張渥 竹西
圖」, 『平生壯觀』 卷 9, 盧輔聖 主編, 『中國書畫全書』 vol. 6 (上海 : 上海書畫出版社, 
2009), pp. 612-613; 高士奇, 「元楊竹西草亭圖卷」, 『江村銷夏錄』 卷 1, 盧輔聖 主編, 
『中國書畫全書』 vol. 11 (上海 : 上海書畫出版社, 2009), pp. 260-261; 王杰 外, 「趙雍
竹西草堂圖一卷」, 『石渠寶笈續編』 卷 16, 『秘殿珠林石渠寶笈合編』 vol. 4 (上海 : 上海
書店, 1988), pp. 991-994.

74) 이 작품이 별호도의 맥락에서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앤 클랩이 이 그
림을 원대에 제작된 별호도의 하나로 잠깐 언급한 바 있지만, 그 제작 맥락과 의미에 대
해서는 자세하게 다루지 않았다. 더욱이 별호도의 기원을 추적하는 데 상당한 부분을 할
애했던 최근의 저서(Commemorative Landscape Painting in China)에서는 오히려 이 
작품을 전혀 언급하지 않아, 클랩이 별호도 연구에 있어서 이 작품에 크게 주목하지 않
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Anne Clapp, 앞의 책 (1991), p. 64. <죽서초당도>의 제작연대
에 관해서는 David Ake Sensabaugh, "Fashioning Identities in Yuan-Dynasty 
Painting : Images of the Men of Culture," Ars Orientalis, vol. 37 (2007), p. 121 
참조.

75) 양겸은 송강(松江) 장언(張堰) 사람으로, 죽서 이외에 평산(平山)이라고도 불렸다. 기록
에 따르면 그는 관직에는 진출하지 않았으나, 송강에서 손꼽히는 부자였다고 한다. 그는 
<죽서초당도> 이외에도 예찬(倪瓚, 1306-1374)과 왕역(王繹, 약 1333-1385)에게 <양죽
서고사소상(楊竹西高士小像)>(도 17)을, 그리고 마완(馬琬, 약 1310-1378)에게 <교수유거
도(喬岫幽居圖)>(도 18)를 주문하였다. 또 양유정으로부터는 ‘죽서지’ 이외에 ‘불애운산루
기(不礙雲山樓記)’를 받은 바 있다. 이를 통해 그가 문예 활동에 활발히 참여했던 인물이
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위의 논문, pp. 119-120.

76) 명청대의 여러 수장가들은 이 작품의 수취인인 양죽서를 양겸이 아닌 양우(楊瑀, 
1285-1371)로 잘못 기록해왔다. 작품에 적힌 양우의 시 때문에 오해했던 것으로 보인다.  
李日華, 『六硯齋筆記』 卷 1, 中國基本古籍庫 데이터베이스; 高士奇, 「元楊竹西草亭圖
卷」, 『江村銷夏錄』 卷 1, 앞의 책, pp. 260-261; 吳升, 「貞期爲楊竹西草亭圖卷」, 『大觀
錄』 卷 18, 앞의 책, pp. 113-115; 王杰 外, 「趙雍竹西草堂圖一卷」, 『石渠寶笈續編』 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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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옹(趙雍, 1289-약 1360)이 쓴 ‘죽서’ 두 글자와 장악이 그린 죽서초당의 
풍경, 그리고 양유정의 ‘죽서지(竹書志)’를 비롯한 장우, 소충(邵衷, 생몰년 
미상), 조숙(趙橚, 생몰년 미상), 도종의 등의 제발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도 조옹의 글씨(도 19)와 장악의 그림(도 20), 양유정의 ‘죽서지’(도 
21)는 전체 권의 핵심 요소로 기능하고 있다. 이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작품
의 주제를 충실히 구현하였다.   
  먼저 양유정이 쓴 다음의 ‘죽서지’는 앞서 살펴보았던 다른 원대 작품들
의 기문들과는 매우 다른 성격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두 세 명의 객이 죽서 양공자[양겸]의 권을 가지고 와 철애도인[양유정]에게 
보여주었다. 한 인물이 논하기를, “대하(大厦)의 서쪽에 해곡(嶰谷)의 대나무
가 있다. 두 마디를 잘라 불면 봉황이 화음을 이루었으니, 이것이 공께서 호
를 취한 바이다.” 하였다. 다른 한 인물이 말하길, “수양의 서쪽에 고죽(孤竹)
의 두 아들[백이(伯夷)와 숙제(叔齊)]이 살았으니, [그들의] 정절이 모범이 되
어 수백 년에 이르렀다. 이것이 공께서 호를 취한 바이다.” 하였다. 또 한 인
물이 말하길, “강도(江都, 지금의 강소성 양주(揚州)) 내에서 죽서지가(竹西之
歌)가 노래되어, 시인과 문사들 및 술 취한 이들이 모두 노래했으니, 이것이 
공께서 호를 취한 바이다.” 하였다. [철애]도인이 웃으며 말하기를, “죽서의 
의미를 구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어찌 그리 멀리 가는가. 영륜(伶倫, 해곡의 
대나무로 적을 만들어 악률을 정했던 이)이 해곡의 대나무로 음률을 이루었
으나, 이는 죽을 사용했기 때문이 아니다. 고죽의 아들은 수양에서 여생을 보
냈으나 역시 중용의 도에 맞지 않았다. 광릉(廣陵, 양주)의 노래는 음란하여 
금지되었으니, 대나무에 대해 꺼려지는 바이다. 가보면 대나무가 없는 곳이 
없으니, 기강(淇江)이나 위강(渭江), 소실산(少室山, 숭산에 위치)이 꼭 아니더
라도 장석산(長石山), 나부산(羅浮山), 자모산(慈姥山)에 모두 아름다운 대나
무가 있다. 공은 운산(雲山) 깊숙이 거처하였으니, 가늘고 큰 대나무가 넓게 
펼쳐져 있고, 이대(箘)가 빽빽하다. 대나무의 오른쪽에 정자를 지었으니, 이것

16, 앞의 책, vol. 4, pp. 99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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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즉 내가 죽서라 하는 바이다. 어찌 그 뜻을 멀리서 찾는가. 동쪽 집의 서
쪽이 곧 서쪽 집의 동쪽이니, 대나무 역시 어찌 동서의 경계를 구분하겠는가. 
나는 석양이 지고 달이 뜨는 것을 생각하여 하늘의 문(閶闔)을 좇을 뿐이다. 
공의 거문고 타는 정자가 있는 곳에 이르니, 상성(商聲, 오음 중 맑고 슬픈 
음조)의 노래 소리가 금석(金石)에서 나오는 듯하다. 해곡에 화음이 있는 것
과 서산에 은거하다 굶어 죽은 것이나 평산당에 문사 및 취객이 있는 것은 
알 바가 아니다. 토원(兎園)에서 그 정자[의 기원]을 찾는 것은 내가 세우고자 
하는 바가 아니며, 그 서쪽의 의미를 방향에서 찾는 것은 내가 기리는 바가 
아니다. 객들은 어찌 서(西)의 좁은 뜻만을 좇는 것인가.” 하였다. 세 명은 놀
라 당황하며 기가 죽어서 뒷걸음질을 치더니 물러났다. [철애]도인이 이에 다
시 노래를 지었다. 다음날 공이 청하기를, “선생의 말씀이 훌륭합니다. [선생
의 말씀이] 바로 내가 뜻한 죽서입니다. 청하오니, 그 뜻을 적어주십시오.” 
하였다.77)

  
여기서 양유정은 자신을 찾아온 세 명의 인물들과 함께 각자가 생각하는 
‘죽서’의 의미에 대해 논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남촌진일도>의 제발문이 
일종의 전기문 형식으로 도종의의 전 생애를 기록했던 것이나,78) <운림소

77) 王杰 外, 「趙雍竹西草堂圖一卷」, 『石渠寶笈續編』, 위의 책, pp. 991-994. “竹西志。有
騷一章。章十二句。客有二三子。持竹西楊公子卷來見鐡崖道人者。一辯曰。大厦之西。有
嶰谷之竹。㫁兩節而吹之。恊夫鳯凰。此吾公子之所以取號也。一辯曰。首陽之西。孤竹之
二子在焉(居馬)。清風可以師表百世。此吾公子之所以取號也。一辯曰。江都之境。有竹西
之歌吹。騷人醉客之所歌詠。此吾公子之所以取號也。一辯曰。江都之境。有竹西之歌吹。
騷人醉客之所歌詠。此吾公子之所以取號也。道人莞爾而笑曰。求竹西者。何其逺也哉。伶
倫恊律扵嶰竹。未既竹之用也。孤竹之子。餓終扵首陽。亦夲適乎中庸道也。廣陵歌吹。又
淫哇之靡。竹之所嫌也。地無徃而無竹。不必在淇在渭。在少室。在長石羅浮。慈姥文竹之
所也。公子居雲之隩。篠蕩之所敷。箘簵䇢之所蕞。結亭一所。在竹之右。即吾竹西也。奚
求諸逺哉。雖然。東家。之西。廼西家之東也。竹又何分扵東西界哉。吾想夕陽下舂。新月
在庚。閶闔從兊。至公子鼓琴亭之所。歌商聲若出金石。不知恊律之有嶰谷。餓隠之有西
山。騷人醉客之有平山堂。也。推其亭扵兎園。莫非吾植。推其西扵東南。莫非吾美。二三
子何求西之隘哉。三子者。矍然失容。惵然下意。逡廵而退。道人復為之歌。明日公子成請
曰。先生之言。善言余竹西者。乞書諸亭為志(후략).” 번역은 데이비드 센서바우의 것을 
참고하여 수정함. David Sensabaugh, 앞의 논문, pp. 185-186.  

78) <남촌진일도>에는 ‘남촌선생전(南村先生傳),’ ‘증남촌선생서(贈南村先生序),’ ‘남촌초당기
(南村草堂記),’ ‘서남촌선생전후(書南村先生傳後)’와 같은 제발문들이 적혀있다. 이 글들
은 남촌선생 도종의의 집안과 그의 스승, 그리고 그가 난을 피해 송강(松江)의 북쪽에 위
치한 남촌으로 이주한 뒤 영위했던 은거의 삶 등 그의 전 생애에 대해 전형적인 전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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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도>의 제발문이 일련의 사건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최성의 별호 및 은거
지를 기념했던 것과는 다른 종류의 기문이라고 할 수 있다. 죽서라는 호 역
시 양겸의 별호이기 이전에 그가 거주했던 초당의 당명이기도 하지만, ‘죽
서지’에는 일반적인 별서도의 기문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정 장소에 대
한 관심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오로지 ‘죽서’의 의미를 전달하는 
데에만 초점이 맞추어진 양유정의 글은 오히려 명대 별호도를 구성하는 기
문과 그 성격이 유사하다. 특히 양유정이 자기 자신을 마치 제3자를 대하듯 
‘철애도인’ 혹은 ‘도인’이라 칭하며 여러 인물들과의 대화 형식으로 이야기
를 진행하는 방식은 심주의 <수암도>에 적힌 이동양(李東陽, 1447-1516)의 
‘수암해’나 당인의 <사명도>에 적힌 육찬(陸粲, 1494-1551)의 ‘사명변’을 
비롯한 여러 명대 별호도 기문들의 형식과 동일하다. 이와 같은 문답 형식
의 글은 중국의 고대 철학 경전에서 많이 나타난다.79) 따라서 별서도의 기
문을 이러한 허구성 짙은 문답(問答) 형식으로 지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
례라 할 수 있다.80)  
  양유정이 전통에서 탈피한 개성적인 글쓰기를 통해 양겸이 의도했던 죽
서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한 것처럼, 장악도 그 의미를 효과적으로 시각
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장악은 가는 줄
기의 대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선 대나무 숲을 화면의 오른쪽에 그려 넣었다. 
양유정의 글에 설명된 것처럼 장악은 방향을 지시하는 협소한 의미로서의 
‘서(西)’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대신 그는 초당의 처마 밑에 앉아 대
나무를 마주하고 있는 인물을 그려 넣음으로써 대나무를 사랑하여 죽서에 
거주한다는 양겸의 모습을 드러냈다. 

의 형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張丑, 「王叔明南邨真逸圖」, 『淸河書畵舫』 卷 11, 앞의 책, 
pp. 753-755.

79) Wilt L. Idema and Lloyd L. Haft, A Guide to Chinese Literature (Ann Arbor : 
Center for Chinese Studies, University of Michigan, 1997), p. 86.

80) ‘죽서지’의 독창성에 대해서는 양유정의 제발문에 대해 연구한 다음의 논문에서도 지적
된 바 있다. Ai-Lian Liu, 앞의 논문, pp. 108-109. 또한 이 작품을 감상했던 명 중기의 
양순길(楊循吉, 1458-1546) 역시 양유정의 글이 이전에 없던 새로운 방식의 것임을 언급
하였다. 각주 86의 밑줄 친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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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때 장악은 당시에 이미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던 형식적인 구도를 
선택하였다. 나무와 별서가 위치한 전경(前景)의 언덕으로부터 넓은 수면의 
중경(中景)과 대나무 숲이 있는 또 다른 언덕의 후경(後景)으로 이어지는 
<죽서초당도>는 예찬(倪瓚, 1301-1374)으로 대표되는 원대 산수화의 3단 
구도인 ‘일하양안(一河兩岸)’ 구도를 권의 형태에 맞게 사선 방향으로 늘린 
것과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다(도 22).81) 이러한 구도는 요언경(姚彦卿, 
1325-1365 활동)의 <유여한도(有餘閒圖)>(1360)(도 23)와 <설강어정도(雪
江漁艇圖)>(도 24) 그리고 조원(趙元, 1350-1375 활동)의 <육우팽다도(陸羽
烹茶圖)>(도 25)와 같은 작품들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당시 이
러한 구도가 문인화풍의 별서도 양식으로 패턴화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
다.82) 장악은 다소 진부하게 보일 수 있는 이와 같은 구도를 택함으로써 
감상자들로 하여금 오히려 대나무 숲의 모티프에 더욱 주목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왕몽의 <운림소은도>(도 16)와 같은 작품이 다른 작품들에서 
자주 나타나지 않는 비교적 독창적인 구도를 취함으로써 마치 특정 지역의 
실경을 묘사한 것처럼 보이는 반면, 정형화된 구도로 그려진 <죽서초당도>
는 주변 경관에 대한 묘사를 그만큼 최소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죽서초
당도>가 특정 지역에 대한 관심을 배제한 채 별호의 의미에만 초점을 맞춰 
그려졌음을 의미한다. 이는 앞서 설명한 ‘죽서지’의 성격과도 일치한다. 
  한편 조옹은 인수 부분에 전서체로 ‘죽서’라는 제목을 적으면서 그 왼쪽
에 대나무 그림과 함께 짧은 시를 덧붙였다(도 19). 즉 <죽서초당도>를 제
작하는 데 참여했던 화가, 서예가, 문필가들은 모두 ‘죽서’의 이미지를 효과
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각자의 분야에서 최대한의 전문성을 발휘했다고 볼 

81) 예찬을 비롯한 조맹부, 오진(吳鎭, 1280-1354) 등의 원대 문인화가들이 즐겨 사용한 3
단 구도인 ‘일하양안(一河兩岸)’ 구도에 대해서는 James Cahill, 앞의 책 (1976), pp. 
71-72, pp. 116-120 참조.

82) 리처드 반하트(Richard Barnhart)는 요언경의 <유여한도>와 <설강어정도>의 화풍상의 
유사성을 언급하며 이 작품들이 의심할 여지없이 원대의 문인화풍을 보여준다고 설명하
였다. Richard Barnhart, "Yao Yen-ch'ing, T'ing-mei, of Wu-hsing," Artibus 
Asiae, vol. 39, no. 2 (1977), pp. 10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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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기록에 따르면 조옹은 산수와 인마(人馬) 그림으로 명성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전서체에 특히 뛰어났다고 한다.83) 그가 대나무 그림으로도 
명성을 얻고 있었는지는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없지만, 그의 어머니 관도
승(管道昇, 1269-1319)과 그의 아들 조봉(趙鳳, 생몰년 미상)이 모두 대나
무 그림으로 유명했다는 점을 고려하면,84) 조옹 역시 대나무 그림에 남다
른 명성을 지니고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조옹은 이 작품에 죽서
라는 제목을 쓰고 대나무 그림을 그려 제목의 뜻을 보다 명쾌하게 하였다. 
이처럼 조옹이 제작한 인수 부분은 그 자체만으로도 높은 완성도를 자랑하
였다. 그 결과 일부 후대의 수장가들은 인수 다음에 오는 죽서초당의 장면
까지 조옹이 그린 것으로 오해하기도 했다.85) 
  장악의 <죽서초당도>는 이처럼 그 구성 방식 및 내용, 제작 목적의 측면
에서 모두 명대에 제작된 별호도들과 매우 유사하다. 그런데 작품에 찍힌 
인장 및 작품과 관련된 후대의 기록들은 이 작품이 실제로 명대의 별호도 
제작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 흥미롭다. 원
말 이후 가장 먼저 <죽서초당도>에 제발을 남긴 인물은 소주 출신의 관료
이던 양순길(楊循吉, 1458-1546)이다. 그는 1494년 원군양정(袁君養正)의 
누각에서 이 그림을 보았다고 한다.86) 원씨(袁氏) 성을 가진 양정(養正)이 

83) 夏文彦, 「元朝」, 『圖繪寶鑒』 卷 5, 盧輔聖 主編, 『中國書畫全書』 vol. 3 (上海 : 上海
書畫出版社, 2009), p. 459; 陶宗儀, 『書史會要』 卷 7, 盧輔聖 主編, 『中國書畫全書』 
vol. 3 (上海 : 上海書畫出版社, 2009), p. 602. 해석은 陈高华 编著, 『元代画家史料汇
编』 (杭州 : 杭州出版社, 2004), p. 275를 참고함.

84) 陈高华 编著, 위의 책, p. 275.
85) 李日華, 『六硯齋筆記』 卷 1, 中國基本古籍庫 데이터베이스; 王杰 外, 「趙雍竹西草堂圖

一卷」, 『石渠寶笈續編』, 앞의 책, pp. 991-994. 이 외에 고사기(高士奇, 1645-1702)는 
화가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원대 작품이라고만 언급했다. 高士奇, 「元楊
竹西草亭圖卷」, 『江村銷夏錄』 卷 1, 앞의 책, pp. 260-261.

86) 王杰 外, 「趙雍竹西草堂圖一卷」, 『石渠寶笈續編』, 위의 책, pp. 991-994. “철애[양유
정]는 평생 문자로 유희하였으니, ‘죽서제’와 같은 것이 최고로 고(枯)하다. 그 낙필을 보
니, 겹겹이 중첩되어 있음에 여러 논의를 발허할 수 있으니, 또한 넓고 방대하다고 할 수 
있겠다. 내가 일찍이 평하기를, [양유정은] 요청에 응함에 있어 이전에 없던 글을 짓는 
병이 있다고 하였으니, 이것이 좋은 근거가 된다. 양공자는 여러 공들의 훌륭한 평가를 
얻었으니, 오늘날 그 이름은 높이 추앙되며 잊혀지지 않고 있다. 고로 문(文)은 천하에 
최고로 오래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누가 유생을 일컬어 종일 한가하게 글이나 쓴다고 
하며 [글쓰는 일을] 중요한 일이 아니라 하겠는가. 홍치 7년[1494] 6월 망일. 전 진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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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인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1494년은 양순길이 이미 관직을 그만두고 소
주에 머물던 시기였다. 따라서 그가 이 작품을 본 곳은 소주 지역이었을 가
능성이 크다.87) 소주에서 활동했던 또 다른 인물 황운(黃雲, ?-1511이후) 
역시 양정을 통해 잃어버렸던 <죽서초당도>를 다시 얻게 되었다고 기록하
였다.88) 이와 함께 명대에 가장 활발히 별호도를 제작했던 인물 중 한 명
인 당인이 직접 이 그림을 보았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 주목된다.89) 
실제로 당인은 양순길, 황운, 문징명, 축윤명(祝允明, 1461-1527), 도목(都
穆, 1459-1525) 그리고 서정경(徐禎卿, 1479-1511) 등과 함께 시경(詩經) 
및 고문자(古文字) 등을 공부하며 활발히 교유하였다.90) 따라서 원씨 성을 
가진 양정이란 인물 역시 이 모임과 관련된 인물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
면 당인과 함께 별호도를 활발히 그렸던 문징명 또한 이 작품을 보았을 가
능성이 크다. 확실한 것은 <죽서초당도>가 당인을 포함한 소주 지역 주요 
문예가들 사이에서 별호도가 유행하기 바로 직전 시기부터 활발히 감상되
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특히 이 그림이 황운이 말했던 것과 같이 한 때 소
실되었다가 양정에 의해 다시 세상에 나온 그림이었다면 당시 이 그림은 
이 지역 인물들에게 큰 주목을 받을만한 작품이었을 것이다. 
  앞서 설명한 <죽서초당도>의 구도가 이 그림을 직접 보았다는 당인의 별

군 양순길. 원군 양정 누거에서 봄. (銕崖平生以文字為遊戱。如竹西題最枯。觀其落筆。
層層叠叠。乃能發許多議論。亦可謂宏且肆矣。余嘗評應酬未嘗為文之病。此良驗也。楊公
子得諸公品題。今日姓名。頼以巋然不亡。文固天地最夀之物。孰謂儒生終日弄筆。為不急
事哉。宏治七年六月望日。前進士吳郡楊循吉。觀扵袁君飬正樓居題).” 

87) 양순길은 1484년 진사시에 합격하여 한동안 예부(禮部)에서 관직을 지냈지만 불성실한 
근무 태도 때문에 질책을 받았다. 그는 소주 근처의 교수직으로 근무처를 전환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1488년 그는 30세의 젊은 나이에 관직에서 
물러나 고향인 소주로 돌아왔다. L. Carrington Goodrich and Chaoying Fang, 
Dictionary of Ming Biography, 1368-1644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6), pp. 1513-1516.

88) 王杰 外, 「趙雍竹西草堂圖一卷」, 『石渠寶笈續編』, 앞의 책, pp. 991-994. “楊氏竹西之
號。為之品題者。皆有元一代名家。彼後人既魯玉之失。而飬正復璧之得。可以永傳矣。崑
山黄雲。”

89) 王杰 外, 「趙雍竹西草堂圖一卷」, 『石渠寶笈續編』, 위의 책, pp. 991-994. “正德九年
[1514]。吳趨唐寅觀於梁溪道中。”

90) Anne Clapp, 앞의 책 (1991), pp. 2-3; 앞의 논문(1971),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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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도에서 매우 유사하게 나타난다는 사실 또한 주목할 만하다. 당인도 장악
과 같이 외부와는 단절된 듯한 공간 속에 별서 혹은 초당을 한쪽 모퉁이에 
치우치도록 배치하는 방식을 즐겨 사용하였다. 이러한 정형화된 구도 속에 
그림 주문자의 별호를 상징하는 모티프를 끼워 넣는 방식 또한 장악과 당
인 그림의 공통점이다. 
  그렇다면 장악의 <죽서초당도>가 명대의 별호도들과 형식 및 구성방식, 
기문의 내용, 화면상의 구도 등에 있어서 매우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는 사
실 이외에 명대 별호도의 발생과 관련하여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 소주 
지역 인사들은 이 작품을 보고 어떤 영향을 받아 별호도를 제작하기 시작
한 것일까?
  별서도와 마찬가지로 별호도의 발생에는 별호의 의미를 서술한 별호기(別
號記)91)의 발생이 선행했을 것으로 생각된다.92) 사실 <죽서초당도>를 감상
했던 명 중기 소주 지역 문예가들은 이 작품에서 장악의 그림보다는 양유
정의 ‘죽서지’에 관심을 가졌다. 양유정의 문집에는 실제로 ‘죽서지’와 같이 
특정인의 별호의 의미를 서술하는 글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93) 그렇다면 
명 중기에 유행하게 된 별호도의 발생에는 그보다 먼저 시작된 것으로 보
이는 별호기를 짓는 문화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 중심
에는 원말, 명초 시기에 강남지역에서 문학가이자 교육가로 활발히 활동했

91) 여기서 별호기(別號記)는 별호의 의미를 서술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산문 형식의 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별호도라는 용어에 상응하도록 필자가 따로 고안한 용어이다. 

92) 원말에 이르러 별서도가 많이 그려지기 훨씬 이전부터 정원 및 별서에 관한 기문을 짓
는 문화가 크게 유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북송대(北宋, 960-1127)에 지어진 각종 기문
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obert E. Harrist Jr., "Site Names and Their Meanings 
in the Garden of Solitary Enjoyment," Journal of Garden History, vol. 13, no. 4 
(1993), pp. 199-212. 

93) 그 예로 ‘毛隱上人序,’ ‘陶氏菊逸序,’ ‘松月寮記,’ ‘南樓記,’ ‘自然銘有序’ 같은 글들을 
들 수 있다. 물론 이 글들은 ‘죽서지’와 그 형식이 조금씩 다르다. 그러나 모두 호가 지
어진 배경에 대해 서술하고 있으며 그 호에 대해 노래하는 시 등을 지었다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 별호기를 짓는 문화의 예로 언급할 만하다고 생각된다. 楊維楨, 『東維子
文集』 卷 9 (上海 : 商務印書館, 1929), vol. 2, p. 9; 위의 책, 卷 10, vol. 2, pp. 6-7; 
위의 책, 卷 14, vol. 3, pp. 9-10; 위의 책, 卷 16, vol. 3, pp. 8-9; 위의 책, 卷 23, 
vol. 5, pp.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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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양유정과 같은 인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94) 질문과 대답을 이어나
감으로써 권위 있는 등장인물에 의해 별호의 의미를 설명하는 양유정의 독
특한 서술 방식은 주문자의 별호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정당성을 판단해주
는 별호기의 기능을 극대화하는 데에 특히 효과적이라 여겨졌을 것이다.95)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별호기 문화가 강남 지역에 국한되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그 첫 번째 근거는 양유정과 동시대에 활동한 보
다 전국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던 문학가들의 문집에 별호에 대해 서술하는 
별호기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96) 두 번째 근거는 양유정의 
시문활동의 영향력이 사실상 강남지역에 국한된 지역적인 성격의 것이었다
는 사실이다.97) 이는 명대 별호도의 발생 및 유행이 소주를 중심으로 한 
강남 지역에서만 일어났던 이유를 설명해주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처럼 이제까지 별호도 연구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장악의 <죽서초
당도>는 별호를 도해한다는 별호도의 개념이 충실히 구현된 가장 이른 예

94) 원말 명초 시기 양유정의 문학가 및 교육가로서의 활동에 대해서는 L. Carrington 
Goodrich and Chaoying Fang, 앞의 책, pp. 1550-1551 참고.  

95) 문답 형식의 글이 가질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는 선승(禪僧)들의 전기문에 나타나는 문
답 형식에 관한 논문을 참고하였다. 이 글에서는 중국의 전형적인 전기문 형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던 선승들의 전기문이 명대부터 문답 형식과 같은 새로운 장치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해나갔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글에 따르면, 
선승들의 전기문에 사용된 문답 형식은 그 주인공의 승려로서의 자격을 판정해주고 정당
화시켜주는 효과를 가진다고 한다. Ryan John Jones, "The Biography of the Chan 
Master Hongzhi Zhengjue : A Translation from the Great Ming Biographies of 
Eminent Monks," Ming Studies, no. 66 (Sep. 2012), pp. 44-55.

96) 양유정이 활동했던 시대에 문학 분야에 있어서 사실상 그보다 더 전국적인 영향력을 행
사했던 인물로는 사대가(四大家)로 꼽히는 우집(虞集, 1270-1347), 양재(楊載, 
1271-1323), 범팽(范梈, 1271-1344), 갈혜사(揭傒斯, 1274-1344)와 같은 이들이 있다. 
필자는 이들의 문집에서 ‘죽서지’ 같은 종류의 별호기를 확인할 수 없었다. 물론 이들은 
양유정보다 조금 이른 시기의 인물들이기도 하고, 또 문집에 수록된 글만을 가지고 판단
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별호기를 짓는 일은 양유정과 같은 인물을 중심으로 비교적 한
정된 범위 내에서만 행해진 것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虞集, 『道園遺稿』; 虞集, 
『平徭記』; 虞集, 『道園學古録』; 楊載, 『楊仲弘集』; 范梈, 『范德機詩集』; 揭傒斯, 『文安
集』; 揭傒斯, 『詩宗正法眼藏』; 揭傒斯, 『揭文安公文粹』. 모두 中國基本古籍庫 데이터베
이스를 통해 확인함.

97) Ai-Lian Liu, 앞의 논문, pp. 19-20.



- 40 -

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작품은 이제까지 별호도의 선례로 언급
되어 온 그 어느 작품들보다 명대에 제작된 별호도들과 유사한 특징들을 
보여준다. 아울러 이 작품은 별호도가 가장 활발히 제작되던 시기에 소주 
지역의 화가 및 문필가들 사이에서 크게 주목받았던 그림이다. 이를 통해 
<죽서초당도>가 명 중기의 별호도 제작자에 상당히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
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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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명대 중기의 별호도 유행

  이번 장에서는 명대 중기에 별호도의 제작이 급격히 증가하게 된 사회‧문
화적 배경과 함께 별호도의 기능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특히 별호도 제작
에 관여한 두 집단, 즉 그림 주문자와 제작자들이 별호도를 활용한 다양한 
방식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별호도가 이 두 집단 모두에게 매력적인 장르로 
작용할 수 있었던 요인들에 대해 밝혀보고자 한다. 

1. 자기 표방(標榜)에 대한 사회적 요구

  타인에 의해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성(姓)이나 명(名), 자(字)와 달리 별호
는 성인이 된 이후 본인이나 가까운 지인이 그 사람의 특성을 고려하여 짓
는 별칭이다. 따라서 예로부터 많은 문인들은 자신의 성격이나 이념을 드러
내기 위해 호를 짓거나,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지역이나 연도를 기
념하기 위해 호를 짓기도 했으며, 이전 시대의 현인(賢人)들을 그리워하는 
의미를 담아 호를 짓기도 했다.98) 이러한 별호는 자신이 표방하는 인물상
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손쉽고 효과적인 수단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별호
를 그림으로 남긴 데에는 그림 주문자가 표방하는 인물상을 구체적으로 형
상화하는 데에 일차적인 목적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자신의 이미지를 구축할 새로운 별호를 지어 이를 그림과 
글로 기념했던 양일청(楊一淸, 1454-1530)99)의 사례를 주목해 볼 수 있다. 
양일청은 1500년 심주와 이동양, 오관으로부터 자신의 별호인 ‘수암(邃庵)’

98) 何晓明，『姓名与中国文化』  (北京 : 人民出版社， 2001), pp. 124-132.
99) 양일청(楊一淸, 1454-1530)은 명대 중기에 활동했던 문인관료이다. 그는 1472년에 진사

시에 합격한 이후 꾸준히 관직 생활을 이어가다가 1515년에 정1품의 내각대학사(內閣大
學士) 자리에까지 올랐다. 이후 국방 관련 업무에서 주로 활약하다가 1529년 함께 일하
던 장총(張璁, 1475-1539)의 음모로 인해 관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L. Carrington 
Goodrich and Chaoying Fang, 앞의 책, pp. 1516-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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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제로 한 그림과 기문을 받았다(도 5).100) 양일청은 당시 북경에서 관
직을 맡고 있었으며, ‘수암’은 그가 북경에서 머물던 처소의 명칭이다. 이 
작품이 제작되기 전 양일청은 약 13년간 산서성(山西省)과 섬서성(陝西省)
에서 관직 생활을 해오다가 1499년에 북경으로 왔으며, 1501년에는 다시 
남경(南京)으로 근무지를 옮겼다.101) 따라서 <수암도>가 제작된 1500년은 
양일청이 ‘수암’이라는 호를 처음 지었던 바로 그 시기이다. 즉 그는 수암
이라는 호를 짓고 나서 바로 이에 대한 별호도를 주문한 것이다.102) 
  작품에 적힌 이동양의 ‘수암해(邃庵解)’와 오관의 ‘수암명(邃庵銘)’, 이몽
양(李夢陽, 1473-1529)의 ‘수암사(邃庵辭)’는 모두 양일청을 깊고 요원한 
곳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학문에만 매진하는 은자의 모습으로 묘사하였
다.103) 심주 역시 ‘수암’이 상징하는 양일청의 인물상을 표현하고자 깊은 

100) 작품에 적힌 심주의 관지를 통해 그가 이 그림을 1500년 8월에 그렸음을 알 수 있다. 
오관이 쓴 ‘수암명(邃庵銘)’의 말미에도 1500년 11월에 이 글을 지었다고 적혀있다. 이동
양의 글에는 날짜가 따로 적혀있지 않다. 그러나 인수 부분에 작품의 제목을 쓴 사람이 
다름 아닌 이동양이라는 점과 전체 권에서 이동양의 ‘수암해(邃庵解)’가 오관의 글보다 
앞쪽에 위치한다는 사실은 이동양의 ‘수암해’가 1500년 11월 이전에 제작되었을 가능성
을 보여준다. 전체 권에서 인수 부분의 제목과 심주의 그림, 이동양의 ‘수암해’가 가장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이동양의 글은 심주의 그림이 그려진 1500년 8월 무렵에 함께 제
작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張照, 「明沈周畵邃庵圖一卷」, 『石渠寶笈』 卷 6, 『秘殿珠林石
渠寶笈合編』 vol. 2 (上海 : 上海書店, 1988), p. 1053.

101) 謝雋曄, 「楊一淸政治生涯硏究」(MA. Diss., The University of Hong Kong, 2009), 
pp. 15-17.

102) 양일청은 원래 운남성(雲南省) 출신이었으나, 어릴 적 아버지를 따라 호남성(湖南省)으
로 이주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는 강소성(江蘇省)의 단도(丹徒) 지역에 터를 잡았
다. 또 그는 오관과 함께 1472년 진사시에 합격하여 이후로도 꾸준히 그와의 친밀한 관
계를 유지하였다. 따라서 양일청이 심주에게 직접 <수암도>를 주문했다면, 둘의 친분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형성된 것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양일청이 강소성에 터를 잡
았던 단도라는 곳은 지금의 진강(鎭江)에 위치한 곳으로 소주로부터 약 160km 정도 떨
어진 곳에 위치한다. 또 양일청은 아버지의 삼년상을 치렀던 1473년부터 1476년까지의 
3년과 진강에 정식으로 정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머물렀던 1485년부터 1487
년까지의 2년을 제외하고는 1500년 이전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강소성 밖의 지역에서 보
냈다. 이 그림이 그려진 1500년에도 그는 북경에 머물고 있었으며, ‘수암’이라는 당명이 
가리키는 집 역시 그가 북경에서 거처했던 곳이다. 따라서 양일청은 심주와 전혀 친분이 
없는 상태에서 이 그림을 주문했을 가능성이 크다. L. Carrington Goodrich and 
Chaoying Fang, 앞의 책, pp. 1516-1519; 謝雋曄, 앞의 논문, pp. 12-15.

103) 李東陽, 「邃庵解」, 『懷麓堂集』 卷 72 (上海 : 上海古籍出版社, 1991), p. 765; 吳寬, 
「邃庵銘」, 『家藏集』 卷 47 (上海 : 上海古籍出版社, 1991), pp. 427-428; 李夢陽, 「邃
庵辭」, 『空同集』 卷 61 (上海 : 上海古籍出版社, 1991), p. 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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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석 사이에서 명상하는 ‘은자’ 양일청의 모습을 중점적으로 묘사하였다(도 
26).104) 
  그러나 <수암도>에 묘사된 은자 양일청의 모습은 현실 속 양일청의 모습
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작품이 제작된 
1500년은 양일청이 13년 만에 북경의 조정(朝廷)에 들어와 새로운 업무를 
시작한 지 채 1년이 되지 않았을 때이다. 당시 태상시소경(太常寺少卿) 및 
제독사이관(提督四吏館)을 지내고 있던 그는 주로 역서(譯書)를 관리하고 
이민족을 상대하는 업무를 맡았다.105) 이는 그가 이전에 산서성과 섬서성에
서 해왔던 일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일이었다.106) 따라서 ‘수암해’에 묘
사된 것과 같이 세상과 단절된 곳에서 물질에 대한 유혹을 멀리하며 홀로 
학문에만 정진하기에 그의 현실 속 일상은 매우 바빴을 것으로 생각된다. 
  <수암도>가 제작되고 나서 그 이듬해인 1501년 2월 양일청은 남경의 태
상시를 주관하는 태상시경(太常寺卿)으로 승진하였다.107) 이는 물론 <수암
도>에 묘사된 것과 같이 그가 꾸준히 노력하여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은 결
과였겠지만, 이와 더불어 그가 정직하게 학문에만 힘썼음을 대외적으로 잘 
선전한 결과이기도 했을 것이다. 실제로 그가 정4품의 태상시경에서 정3품
의 태상경으로 승진한 이 시기는 그의 정치적 지위가 급속도로 향상되기 
시작한 시점이기도 했다.108)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당시 문연각(文淵閣) 대

104) 사색하는 인물의 표현이나 산수의 중간 중간 적절하게 첨가된 녹색의 물감은 심주만의 
독특한 화풍을 잘 보여준다. 그림 전체의 안정된 구도와 암석, 나무, 가옥 등에 나타난 
섬세한 표현을 보았을 때 <수암도>는 심주가 매우 정성 들여 그린 작품임을 알 수 있다. 
심주의 화풍에 대해서는 Richard Edwards, The Field of Stones : A Study of the 
Art of Shen Chou (1427-1509) (Washington : Port City Press, 1962) 참고.

105) 당시 역서를 관리하는 제독사이관에게 제례(祭禮)를 관장하는 태상시의 소경직이 함께 
주어지는 것은 통상적인 일이었다. 이 둘을 함께 겸할 경우 관직의 등급은 정4품이었다. 
謝雋曄, 앞의 논문, p. 16; Charles O. Hucker, A Dictionary of Official Titles in 
Imperial China (Stanford :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5), p. 498.

106) 그는 1487년부터 산서성에서 안찰첨사(按察僉事)직을 맡으며 산서성의 학교 업무를 관
리하였다. 1491년에 섬서성의 안찰사부사(按察司副使)직으로 이동해서도 그는 서원(書院)
을 건립하는 등의 학교 업무를 담당하였다. 謝雋曄, 위의 논문, pp. 15-16.

107) 태상시경은 정3품의 관직으로 제사와 예악(禮樂)에 관한 업무를 담당했다. Charles O. 
Hucker, 앞의 책, p. 476.

108) 양일청의 정치 일생에 대해 연구한 제췬입(Tse Chun-yip, 謝雋曄) 역시 이 시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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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大學士)이자 예부상서(禮部尙書)이며 태자소보(太子少保)이기도 했던 
이동양과 강남 지역에서 상당한 명성을 떨치고 있던 심주로부터 각각 기문
과 그림을 받아 이를 자신의 별호를 딴 제목 아래 하나의 권으로 제작한 
것은 일종의 추천장과도 같은 역할을 했을 것이다.109) 양일청이 이 작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했는지는 알기 어렵다. 그러나 아마도 양일청은 <수
암도>를 보기 위해 그를 직접 방문했던 많은 사람들을 통해 손쉽게 작품을 
외부에 공개할 수 있었을 것이다. 명대의 성공한 정치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영향력 있는 인물로부터 받은 추천을 통해 본격적인 정치 활동에 입문했었
다는 사실을 고려해보면, 양일청이 이동양의 기문을 받은 일은 단순한 문예 
활동 차원의 것이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은자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한 양일청의 의지는 남경으로 거처를 
옮긴 뒤에도 계속되었다. 그는 북경에서 수암이라는 암자를 짓고 이를 별호
로 삼아 별호도로 기념했던 것처럼, 남경에서는 대은원(待隱園)이라는 정원
을 지어 여러 문인들로부터 이에 대한 시문을 받았다.110) 이를 통해 그는 

그의 정치적 지위가 급격히 높아졌다고 설명하였다. 謝雋曄, 앞의 논문, pp. 16-17.
109) 이와 관련하여 15세기 회화작품들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화풍 및 이에 영향을 미친 당

시 궁정 관리들의 다양한 후원 활동을 다룬 캐슬린 리스콤의 논문을 주목할 필요가 있
다. 리스콤은 이 논문에서 명대의 궁정관리들이 자신의 이상적인 페르소나(persona)를 
공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회화 작품을 활용했다고 언급하였다. 또 이들이 자신의 지위를 
보다 드높이고 그림의 역사적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는 최선의 화가를 골라 그림을 주문
했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Kathlyn Liscomb, "The Role of Leading Court Officials 
as Patrons of Painting in the Fifteenth Century," Ming Studies, no. 27 (Spring 
1989), p. 42. 

110) 대은원이라는 정원의 이름은 장차 나이가 들어 관직에서 물러나게 되면 돌아갈 곳이라
는 의미에서 지어진 것이다. 대은원에 대한 시나 부를 지은 인물들로는 고청(顧清, 
1460-1528), 유춘(劉春, ?-1521), 왕오(王鏊, 1450-1506), 오엄(吳儼, 1457-1519), 하량
승(夏良勝, 1480-1536) 같은 이들이 있다. 모두 관직을 지냈던 인물들이다. 이들 대부분
은 양일청이 직접 지은 대은원시(待隱園詩)에 차운하여 시를 지은 것으로 보인다. 顧清, 
「待隠園為䆳庵冢宰賦」, 『東江家藏集』 卷 12 (上海 : 上海古籍出版社, 1991), p. 
1261-441; 劉春, 「和楊太宰先生待隱園即事感懐二十首」, 『東川劉文簡公集』 卷 24, 『續
修四庫全書』 vol. 1332 (上海 : 上海古籍出版社, 2002), pp. 366-367; 王鏊, 「待隱園
賦」, 『震澤集』 卷 1 (上海 : 上海古籍出版社, 1991), p. 123; 吳儼, 「待隱園次楊太宰
韻」, 『吳文肅摘稿』 卷  2, 中國基本古籍庫 데이터베이스; 夏良勝, 「和待隠園二十詠」, 
『東洲初稿』 卷 8 (上海 : 上海古籍出版社, 1993); 「京口作」, 위의 책, 卷 11, pp. 
879-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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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은자 이미지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었다. 
  그런데 명대 중기에는 이와 같은 자기 표방에의 욕구가 양일청과 같은 
정치적 인물뿐만 아니라 보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까지 널리 확대되
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축윤명이 남긴 다음의 글에 주목
해 볼 수 있다. 

도호(道號)111) 별칭을 짓는 일은 옛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긴 했지만 중요하지
는 않았다.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소문충[소식]과 같은 인물에 대해선 어린 
아이도 ‘동파[소식의 호]’를 모르는 자가 없으며, 주고정[주희(朱熹, 
1130-1200)]과 같은 인물에 대해선 어린아이도 ‘회암[주희의 호]’을 알아본다 
했으나, 외쇄(嵬瑣)한 자가 굳이 허망되게 스스로를 표방할 필요가 있는가. 
요즘의 사대부는 실로 [별호로써 스스로를] 칭하는 자가 매우 많다. 그 외에
는 아마도 오직 농부만이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 밖에 마을, 시장, 시골 구
석의 천한 신분의 사람들까지 별호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자를 본 적이 없다. 
그러나 그 칭하는 바가 평범하거나 깊이가 없지 않으면 매우 기괴하다. 또한 
매우 우스꽝스러운 것은 난(蘭), 계(桂), 천(泉), 석(石)과 같은 종류이다. 이것
들이 [별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겠다. 또 형이 산(山)이면, 아우는 
반드시 수(水)이고, 맏이가 송(松)이면 둘째는 반드시 죽매(竹梅)이며, 아버지
가 이것이면, 아들, 손자는 이를 따라야 하는 것을 어겨 따르지 않으니, 아
아! 어리석구나. 최근에 이르러서는 여자들도 [별호가] 있다. 또한 전해 들으
니 강서의 한 관리가 도둑에게 죄를 물으니, 그 도둑이 돌연 대답하기를, ‘수
우’는 감히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하여, 관리가 알지 못하여 그 말한 
바를 물으니, 좌우에서 모두 말하기를, 수우라는 것은 그의 호라고 하니, 이
를 듣고 나서야 알았다. 오늘날은 도적까지도 별호를 가지고 있으니, 이러한 
풍속이 언제 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112)

111) 여기서 도호(道號)는 특별한 종류의 별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일반적인 별호 전체를 
일컫는 말로 사용된 것이다. Lee Chun-yi, "The Immortal Brush: Daoism and the 
Art of Shen Zhou (1427-1509)" (Ph.D. Diss., Arizona State University, 2009), p. 
143.

112) 祝允明, 「近時人別號」, 『前聞記』 (北京 : 中華書局, 1985), pp. 84-85. “道號別稱古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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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통해 별호를 짓는 풍습이 일반 대중에게까지 보편화된 것은 축윤
명이 살았던 명 중기로부터 그리 오래되지 않은 일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와 같은 별호의 유행과 함께 서화 감상을 즐기는 계층까지 확대되면서 이 
둘을 결합한 별호도를 요구하는 주문자의 수는 급속도로 증가했다. 실제로 
별호도의 주문자층은 이와 같은 당시의 사회분위기를 잘 반영하고 있다. 즉 
별호도의 주문자층은 양일청과 같은 문인관료에서부터 농사를 업으로 삼았
던 지주(地主)113)나 상인, 승려114)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였다. 이 중에
서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주문자 집단은 하급 관리들과 의사들이었
다. 이 두 집단의 성격에 대한 분석은 그림 주문자들이 별호도를 주문할 때 
기대했던 별호도의 효과 및 기능을 유추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먼저 하급 관리들이 주문했던 별호도로는 문징명의 <낙원초당도(洛原草
堂圖)>(1529)(도 28)115)와 <소봉도(少峰圖)>116), 당인의 <오양자양성도(悟陽

間有之, 非所重也。予嘗謂, 爲人如蘇文忠則兒童莫不知東坡, 爲人如朱考亭則蒙稚亦能識
晦庵, 嵬瑣之人何必妄自標榜。近世士大夫名實稱者固多矣。其他盖惟農夫不然。自餘閭市
村曲細夫未嘗無別號者。而其所稱非庸淺則狂怪。又重可笑。蘭桂泉石之類。此據彼占所謂
一座百。犯又兄山則弟必水, 伯松則仲叔必竹梅, 父此物則子孫引此物於不已。噫愚矣哉。
至於近者則婦人亦有之。又傳, 江西一令嘗訊盜, 盜忽對曰, 守愚不敢。令不知所謂問之, 
左右一胥云, 守愚者其號。耳則知。今日賊亦有別號矣。此等風俗不知何時可變。” 

113) 당인의 <수경도>(도 8)의 주문자는 진조용(陳朝用)이라는 인물로, 제발문의 내용에 따
르면 그의 집안은 대를 이어오며 논밭을 가꾸었다고 한다. 이와 함께 진조용의 것으로 
추정되는 ‘이경촌전일무궁(二頃邨田一畝宮),’ ‘경목호구지양(耕牧虎丘之陽)’의 도장은 그
가 대규모 농장을 소유한 지주(地主) 집안 출신의 농작인이었음을 암시한다. 胡敬 外, 
「明唐寅守耕圖一卷」, 『石渠寳笈三編』 卷 21, 앞의 책, pp. 1852-1853.

114) 승려가 주문한 별호도의 예로는 당인의 <탁운도(琢雲圖)>와 육치의 <용연도(龍淵圖)>
(도 27)가 있다. <탁운도>의 주문자는 백련경(白蓮涇) 혜경사(惠慶寺)의 탁운이라는 승려
였고, <용연도>의 주문자 용연은 선승(禪僧)이었다. 安歧, 「琢雲圖卷」, 『墨緣彙觀録』 卷 
3, 盧輔聖 主編, 『中國書畫全書』 vol. 5 (上海 : 上海書畫出版社, 2009), p. 698; 國立
故宮博物院編輯委員會 編輯, 『故宮書畵圖錄』 vol. 19 (臺北 : 國立故宮博物院, 1989), 
pp. 265-268.

115) <낙원초당도>는 자신의 선조가 살았던 낙양(洛陽)을 그리워하여 낙원(洛原)이라는 호를 
지었다는 백열(白悅, 생몰년 미상)이란 인물의 호를 도해한 별호도이다. 盧文弨, 「洛原草
堂記」, 『常郡八邑藝文志』 卷 3; 王杰 外, 「文徵明洛原草堂圖一卷」, 『石渠寳笈續編』, 寧
壽宮藏 23, 『秘殿珠林石渠寶笈合編』 vol. 6 (上海 : 上海書店, 1988), pp. 2806-2809.  

116) <소봉도>의 주문자는 서화수장가 장축의 조부이기도 한 장정(張情)이다. 그가 직접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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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養性圖)>(도 29)117)가 있다.118) 이 외에 구영의 <창계도(滄溪圖)>를 주문
했던 오주(吳儔)는 진사시에 합격하진 못했으나 일종의 추천제인 명경(明
經)119)을 통해 지방 현령을 지냈던 인물이다.120) 
  당시 문인사회에서 진사시의 합격 여부는 여전히 현격한 신분의 차이를 
의미했지만,121) 많은 이들은 진사시에 합격하고도 더 높은 직급으로 승진하
지 못하거나 혹은 관직을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고향으로 돌아왔다.122) 
이러한 처지에 놓일 경우 그들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적 권
위나 경제적 이득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 흥미로운 점은 별호도를 주문했던 
관리들이 모두 이러한 처지에 놓여있는 인물들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렇지 
않은 예로 유일하게 <수암도>를 주문했던 양일청을 꼽을 수 있지만, 그 역
시 <수암도>를 주문할 당시에는 낮은 관직의 하급 관리에 불과했다. 결과
적으로 보았을 때, 양일청이 주문했던 <수암도>는 별호도를 통한 자기 표
방의 가장 성공적인, 그러나 유일한 사례였다고 볼 수 있다. 그를 제외하고

은 ‘소봉기(少峰記)’의 내용에 따르면 그는 곤산(昆山) 밑에서 공부했던 경험과 함께 『장
자(莊子)』의 ‘제물론(齊物論)’ 내용을 결합하여 소봉(少峰)이라는 호를 지었다. 張丑, 「文
太史少峰圖」, 『淸河書畵舫』 卷 12, 앞의 책, p. 777.

117) <오양자양성도>의 주문자는 상해 북쪽에 위치한 숭명현(崇明縣) 출신의 고밀(顧謐)이라
는 인물이다. 그는 1484년 진사시에 합격하였고, 이후 정5품의 형부낭중(刑部郞中)직을 
지냈다. 이 정도의 정보 이외에 그에 관한 기록은 찾아보기 어렵다. 赵晓华，「史有别号
入画来-唐寅《悟阳子养性图》考辨」，『文物』 no. 8 (2000), pp. 78-83. 

118) 이 외에 두경이 그린 <우송도(友松圖)>(도 4)의 수취인 위본성(魏本成) 역시 관직을 지
낸 인물로 추정된다. 이러한 추정의 근거는 유각(劉珏)이 <우송도>에 남긴 제시이다. 이 
시에는 관직명의 일종인 도위(都尉), 대부(大夫), 공후(公候)와 같은 용어들이 등장한다. 
이 그림에 등장하는 두경과 위본성 중 두경은 관직을 지낸 이력이 없으므로, 이 세 명칭
이 위본성을 가리키는 서로 다른 용어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우송도>에도 한 인
물이 빨간 색 관복을 입은 것으로 묘사되어 있어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해 준다.  張丑, 
「杜東原友松圖」, 『淸河書畵舫』 卷 12, 앞의 책, pp. 770-771. “虬髯燕頷總堪憐。嵗久交
情似漆堅。都尉不驕能刮目。大夫雖老是忘年。笑迎髙葢疎簾外。坐挹清風短榻前。昨夜分
明來入夢。公侯自此有超遷。　劉珏。” 

119) 명경(明經)에 대해서는 Charles O. Hucker, 앞의 책, p. 333.
120) 宋犖, 「跋仇十洲滄溪圖卷」, 『西陂類稿』 卷 28, 中國基本古籍庫 데이터베이스.
121) Ping-ti Ho, The Ladder of Success in Imperial China : Aspects of Social 

Mobility, 1368-1911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7), pp. 51-52.
122) Jr-lien Tsao, "Remembering Suzhou : Urbanism in Late Imperial China" 

(Ph.D. Diss.,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1992), p. 19; Timothy Brook, 
The Troubled Empire : China in the Yuan and Ming Dynasty (Cambridge, 
Mass.; London :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2010), p.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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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별호도를 주문했던 문인관료들 모두가 평생 특별한 업적을 이루지 못한 
채 낮은 관직에만 머물렀던 인물들이었다. 아울러 그들에 관한 전기 자료나 
그들이 주문한 별호도에 남겨진 제발문의 내용은 그들의 관직 생활이 다소 
불안정했다는 인상을 준다. 
  <낙원초당도>를 주문했던 백열(白悅)은 누구나 아는 명문 가문 출신이었
지만 계속해서 진사시에 합격하지 못하다가 음보(蔭補)를 통해 비로소 관직
에 진출하였다. 그 이후로 10년이 지난 뒤에야 그는 겨우 진사시에 합격할 
수 있었다. 그의 묘지명은 그가 진사가 되고 나서도 20여 년의 관직 생활 
동안 끝내 6품 이상의 관직을 지내지 못했으며, 그가 근무했던 상보사(尙寶
司)는 비교적 한가하고 중요도가 떨어지는 부서였다고 설명하고 있다.123) 
한편 <소봉도>를 주문한 장정(張情, 생몰년 미상)은 함께 시험을 준비했던 
동생보다 10년이나 늦게 진사시에 합격했으며, 이후 오랜 세월 동안 여러 
관직을 떠돌다가 뒤늦게 정4품의 복건부사(福建副使)직을 제수받았다.124) 
그러나 이미 나이가 많아진 그는 이 관직마저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만 둘 
수밖에 없었다.125) <창계도>를 주문했던 오주 역시 정2품의 예부상서(禮部
尙書)를 지낸 오엄(吳嚴, 1457-1519)126)을 형으로 두고 있었으나, 그 자신
은 끝내 진사시에 합격하지 못한 채 지방 현령직만을 지내야 했다. 그러나 

123) 백열은 강소성 상주(常州) 무진(武進) 사람이다. 그는 진릉(晉陵) 백씨 가문 출신으로 
무진에서 그의 집안을 모르는 이가 없었다고 한다. 그는 음보로 처음 관직에 진출한 뒤 
10년 이상이 걸려 1532년에 진사시에 합격하였다. 그러나 그가 오른 최고의 높은 관직은 
정6품의 상보사(尙寶司) 사승(司丞)직에 그쳤다. 賀復徵, 「尚寶司司丞洛原白公墓碑銘」, 
『文章辨體彙選』 卷 678, 中國基本古籍庫 데이터베이스.

124) 1품부터 9품까지의 품계로 이루어진 명대의 관직은 크게 세 등급으로 나눌 수 있다. 
가장 높은 등급은 1품부터 3품까지를 포함하고, 중간 등급은 4품부터 7품까지를 포함하
며, 가장 낮은 등급은 8, 9품을 포함한다. 따라서 장정이 맡은 정4품직은 아주 낮은 관직
은 아니었지만, 그리 높은 관직이었다고도 볼 수 없다. 더욱이 그는 군사 관련 직책을 맡
았기 때문에, 동일한 품계의 문관 관직보다 낮은 대우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Ping-ti 
Ho, 앞의 책, pp. 24-25.

125) 장정은 서화수장가 장축의 조부이기도 하다. 그의 관직 생활에 대해서는 두경의 <우송
도>(도 4)에 그가 남긴 제발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王昶, 『（嘉慶）直隷太倉州
志』 卷 31, 中國基本古籍庫 데이터베이스; 張丑, 「杜東原友松圖」, 『淸河書畵舫』 卷 12, 
앞의 책, pp. 770-771.

126) 오엄에 대해서는 張撝之, 沈起炜, 劉德重 主編, 『中國歷代人名大辭典』 (上海: 上海古
籍出版社, 1999), p.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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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 관직에도 오래 머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창계도>에 적힌 제
발문들은 그가 현령직을 맡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
려와 창계(滄谿)라는 호를 짓게 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127) 이러한 내용들
은 모두 이들이 불만족스러운 관직 생활을 보냈다는 인상을 준다. 이처럼 
별호도는 이미 사회적으로 성공한 문인관료들이 아닌 다소 애매하고 불안
정한 위치에 놓인 하급 관리들이 주로 주문했던 것이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별호도를 주문했던 또 다른 주문자 집단으로 의업
(醫業) 종사자들을 꼽을 수 있다. 문징명에게 <존국도>(도 30)를 주문했던 
왕(王)씨 달경(達卿),128) 당인에게 <야정애서도(野亭靄瑞圖)>(도 31)를 주문
했던 전동애(錢同愛, 1475-1549),129) 당인에게 <관학도>(도 32)를 주문했던 
왕관(王觀),130) 그리고 구영과 육치에게 <옥전도(玉田圖)>(도 33)를 주문했
던 왕래빈(王來賓, 1509-1550이후)131)은 모두 의업에 종사했던 인물들이
다. 이 중 문징명의 <존국도>에 적힌 두계(杜啓, 1452-?)의 ‘존국당기(存菊
堂記)’는 주문자 왕달경이 존국이라는 호를 갖게 된 배경에 대해 비교적 자
세히 서술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도연명이 말하기를, “세 오솔길은 황폐해졌으나, 소나무와 국화는 아직 남아

127) 吳升, 「仇實父滄谿圖卷」, 『大觀錄』 卷 20, 앞의 책, pp. 154-155.
128) 문징명의 <존국도>에 대해서는 張照 外, 「明文徴明存菊圖一卷」, 『石渠寳笈』 卷 6, 앞

의 책, p. 1055 참고.
129) <야정애서도>에 대한 1차 문헌을 찾을 수 없어 앤 클랩의 책에 나온 내용을 재인용하

였다. Anne Clapp, 앞의 책 (1991), pp. 60-61. 
130) 당인의 <관학도>는 현재 상해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여기에는 “吳趨唐寅奉爲款鶴先

生寫意”라고 쓴 당인의 관지와 함께 심주의 시, 청대 사희증(謝希曾)의 제발문, 2명의 근
대인이 쓴 제발문이 있다. 그러나 이는 『석거보급』에 기록된 <관학도>의 내용과는 차이
가 있다. 『석거보급』에 기록된 <관학도>에는 이당(李唐, 1130년 이후 사망)의 필로 그렸
다는 당인의 관지와 함께 축윤명의 ‘관학문(款鶴文)’과 찬(贊)이 있었다고 한다. 앤 클랩
은 두 경우 모두 진작이 아닐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두 내용이 서로 상충하지 않
기 때문에 그 모본이 되는 진작이 존재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中國古代書畵鑑定組 
編, 앞의 책, vol. 13, pp. 24-25; 張照 外, 「明唐寅款鶴圖一卷」, 『石渠寳笈』 卷 5, 앞
의 책, p. 389; Anne Clapp, 앞의 책 (1991), pp. 62-63.

131) 구영이 그린 <옥전도>에 대해서는 卞永譽, 「實父玉田圖卷」, 『式古堂書畵彙考』 卷 27, 
앞의 책, p. 195 참고. 육치가 그린 <옥전도>에 대해서는 Wai-kam Ho, 앞의 책, pp. 
233-23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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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다”라고 하였으니, 그가 떠났던 곳을 이야기한 것이다. 왕씨의 당(堂)을 
존국이라 이른다면, 이는 곧 효의 뜻이 있는 것이다. ‘국존’이라 하면 ‘국’이 
중하고 ‘존’이 약할 것이다. ‘존국’이라 하면 ‘국’이 약하고 ‘존’이 중한 것이
다. 연명은 그 자신에 대한 것이고 왕씨는 그 아버지에 대한 것이니 차이가 
있다. 무릇 국화의 향과 색은 사람들이 좋아하나 모종을 내기가 특히 어렵다. 
(중략) 그리하여 사람들이 [국화를] 좋아하긴 많이 하나 그것을 즐겨 습관을 
이루어 집에 심지는 못한다. 하물며 그 아버지가 사랑한 바를 아들이 그가 
이미 돌아가신 뒤 능히 하기는 쉽지 않다. 《예기(禮記)》에 이르기를 사랑하면 
존하게 할 수 있다 하였으니, 이를 이르는 말이구나. 이것이 내가 왕씨의 당
(堂)을 중히 여기는 이유이다. 그 아들은 듣자하니 자(字)가 달경이고, 그 아
버지는 애민이라 한다. 애민은 나의 사촌 형 운화 이교공 명의 사위이다. 나
로부터 그 기원을 듣게 되었다. [그의 집안은] 여러 대를 이어 의업을 이었
다. 들으니 조상 중 시학이란 이는 일찍이 임금의 약국에 불려갔었다 한다. 
지금 듣기로 [그가] 젊었을 때 소주에서 도학이 성행하여 사람들이 [시학이
라] 불렀다 한다. [‘존국당’에서의] ‘국’은 본디 의약에 쓰인다. [‘존국당’에서
의] ‘존’하게 하는 것은 그 효심뿐만 아니라 그 가업을 잇기 때문이기도 하
다. 기를 적는다. 두계가 씀.132)

위 글의 내용을 통해 왕달경의 ‘존국’이라는 별호에는 아버지에 대한 효심
이라는 표면적 의미 이외에 선대의 가업인 의업을 계승한다는 또 다른 의
미가 함께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기문 전체에서 중요하게 이야기
하고자 하는 바 역시 그의 효심보다는 대대로 의업을 이어나가는 그 집안

132) 吳升, 「文徵仲存菊圖卷」, 『大觀錄』 卷 20, 앞의 책, pp. 152-153. “存菊堂記。陶淵明
曰。三徑就荒。松菊猶存。謂身之岀處云爾。若王氏之堂曰存菊則有孝思之道焉。蓋菊存者
菊重而存輕。存菊者菊輕而存重。淵明於其身王氏於其親也固有閒矣。夫菊之香色夫人能愛
之特難乎蒔藝。根欲蟻穴之。苗欲蝸涎之。葉欲蠋蝕之蠨骨之。自春徂夏曁秋晨興晝葺廢百
事而心專焉。溼傷則蛀腐過壅則蘢瘂約量處中芃芃然感矣。霜淸風凜采色爛然。玩賞彌月又
復枝頭槁耳。不知淵明之蒔亦復如是勞乎。故人之愛之雖多非耽玩成癖身處閒寂者不能爲植
之也。况於親之所愛子能不易其志體其心於旣亡之後乎。禮曰著愛則存其謂是乎。此予之所
以重王氏之堂也。子曰聞字達卿。其親愛民。愛民予中表兄雲和貳教公明之壻。聞猶吾所自
岀。累世醫家。聞之祖時學者嘗召入御藥局。今聞青年道盛行於蘇人有稱焉。菊固醫藥所
需。存之者不特孝思而尤世業所係也。爲作記。賜進士第奉議大夫福建等處提刑按察使僉事
致仕前監察御史五存杜啓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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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명성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중국 전통사회에서 의학에 관한 지식은 
유교적 덕목 중에서도 특히 인(仁)과 효(孝)의 덕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133) 따라서 <존국도>에서 그 주요 모티프인 국화가 
상징하는 두 가지 개념, 즉 ‘아버지에 대한 효심’과 ‘국화를 재료로 하는 의
술’은 그 의미가 서로 상통하는 관계에 놓여있는 것이다. 이러한 다층적인 
의미의 내용을 하나의 이야기로 풀어 설명하고 있는 <존국도>는 주문자의 
별호인 존국의 의미를 더욱 견고하고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을 하고 있
다.  
  흥미로운 점은 <존국도>뿐만 아니라, 당인의 <야정애서도>와 <관학도>, 
구영의 <옥전도>가 모두 그 주문자들이 의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
급하면서 이와 함께 그들이 유학적 덕목을 겸비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
이다. 예를 들어 당인의 <야정애서도>와 구영의 <옥전도>는 그 주문자들이 
원래 과거 시험을 준비했던 인물들이었음을 언급하고 있다.134) 한편 <관학
도>는 그 주인공이 다만 의학자일 뿐만 아니라 유학자이기도 하다고 직접
적으로 언급하며 그가 벼슬을 할 만한 인물이었음을 강조하였다.135) 이 같
은 표현은 형식적인 수사법(rhetoric)으로 여겨질 수도 있으나, 당시 사회
에서 의사들이 차지하고 있던 사회적 지위와 관련해볼 때 매우 중요한 의
미를 지닌다. 
  명 건국 이후 의업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인구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었
다.136) 그러나 이러한 수적인 증가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의사라는 하나의 

133) Chao Yüan-ling, "Medicine and Society in Late Imperial China : A Study of 
Physicians in Suzhou" (Ph.D. Diss.,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1995), 
pp. 202, 218-222. 

134) 당인의 <야정애서도>에 대해서는 Anne Clapp, 앞의 책 (1991), pp. 60-61 참고. 구
영이 그린 <옥전도>의 주문자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을 참고. 卞永譽, 「實父玉田圖卷」, 
『式古堂書畵彙考』 卷 27, 앞의 책, p. 195.

135) 張照 外, 「明唐寅款鶴圖一卷」, 『石渠寳笈』 卷 5, 앞의 책, p. 389.
136) 자오위엔링(Chao Yüan-ling)의 연구에 따르면 당대(唐, 618-960), 송대(宋, 

960-1279), 원대에 각각 3명, 4명, 5명이었던 소주 지역의 의사 수는 명대에 와서 88명
으로 급격히 증가했다고 한다. Chao Yüan-ling, 앞의 논문, pp. 160-161. 명대에 의사 
수가 급격히 증가하게 된 배경에 관해서는 Cynthia J. Brokaw, "Strategies for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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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 내에 지나치게 다양한 부류의 의사들이 뒤섞여 있었다는 사실이다. 
당시 의사라고 불리던 직업군 내에는 과거 시험에 실패하여 의사로 전향하
게 된 사람에서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가업을 이어 의사가 된 사람, 민간요
법가, 주술사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137) 더욱이 사람들이 선호하는 의
사의 종류는 모두 달랐다. 이들 대부분은 국가가 지원하는 특정 기관에 소
속되어 활동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의사들 간의 경쟁은 그만큼 치열해졌
다. 이러한 상황에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한 몇몇 의사들은 일종의 계층화 
작업(categorization/labeling)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정당화시키고자 했
다.138) 이러한 사회적 배경을 고려해 보았을 때, 효심을 상징하는 존국이라
는 별호를 통해 자신의 의술이 능력 있는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전수되어온 
것임을 드러낸 왕달경의 <존국도>나 지방관으로부터 학을 선물 받을 만큼 
유학적 덕목을 겸비한 의사임을 드러낸 왕관의 <관학도>, 과거시험을 준비
하다가 병을 앓은 운명적인 계기로 의사가 된 왕래빈을 위해 제작된 <옥전
도>는 모두 수많은 의사들 사이에서 자신의 위치를 차별화하기 위한 노력
의 일환이었다고 생각된다.
  별호도 주문자들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던 두 집단, 즉 하급 관리들
과 의사들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별호도 주문자들 대부분은 사회적으로 
다소 불안정한 위치에 놓여있는 인물들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은 
자신의 모호한 사회적 신분을 합리화하면서 자신의 사회적 경쟁력을 차별

Renewal in Fifteenth-Century China : The Yuan-shih chia-hsun," 『第六屆亞州族
譜學術硏討會會議記錄 (Proceedings of the Sixth Conference on Asian 
Genealogies)』 (Taipei : Kuo-hsueh wen-hsien kuan, 1993), pp. 73-103 참고.

137) 이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당인이 그린 <몽선초당도(夢僊草堂圖)>(도 34)의 주인공 왕
동원(汪東原) 역시 넓은 의미에서 의사의 직업군에 속하는 인물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발문에 따르면, 왕동원은 어린 시절 꿈에서 전설 속의 신선인 악전(偓佺)을 본 것을 계
기로 몽선(夢僊)이라는 호를 지었다고 한다. 여기서 악전은 요임금 시절 약초를 캐던 노
인으로 장수(長壽)와 관련된 신선이다. 그림에 적힌 다른 제발문들 역시 장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다. 이는 <몽선초당도>의 주문자인 왕동원이 주술 혹은 
민간요법을 사용한 일종의 치료사였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龐元濟, 「明唐六如夢仙草堂圖
卷」, 『虛齋名畫録』 卷 4, 盧輔聖 主編, 『中國書畫全書』 vol. 17 (上海 : 上海書畫出版
社, 2009), pp. 594-596.

138) Chao Yüan-ling, 앞의 논문, pp. 150-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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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고자 별호도를 주문하였다.139) 별호도의 주문자들 가운데 이름만 들어
도 알 수 있을 만한 유명한 인물이 눈에 띄지 않는 이유 역시 이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별호도를 통한 자기 표방은 이미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
는 성공한 이들보다 그렇지 않은 이들에 의해 더욱 절실히 요구되었던 것
이다.  

2. 별호도와 자아의 영역 : 나의 그림, 나의 별호

  별호도는 이처럼 그림 주문자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그의 커리
어(career)를 홍보하는 데에 그 일차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
에 대한 요구가 급격히 증가하게 된 데에는 당시 사회의 유동적인 신분 구
조 및 계층의 세분화 현상과 같은 시대적 배경이 작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그림 주문자들이 왜 하필 별호도라는 화제를 주문한 것인지
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시하기 어렵다. 이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는 먼저 
명 중기의 서화 수장 경향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 명 중기는 다소 정체되어 있던 시대로 인식되어 왔다.140) 이러
한 이유 때문에 미술사 분야에서도 명 중기의 서화 수장 문화에 대해서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명 중기를 전후한 두 시기를 비교

139) 별호도가 완성이 되고 난 뒤, 그림 주문자들이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알기 어렵다. 그러나 그림 주문자들이 별호도를 집에서 개인적으로만 감상하지
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누군가가 유명 화가의 그림을 소장하게 되면 이에 대한 소문
은 생각보다 빨리, 그리고 널리 알려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서화애호가들은 그림을 
보기 위해 그림 주문자의 집을 직접 방문했다. 이를 통해 그림 주문자는 비교적 쉽게 그
림을 외부인들에게 공개할 수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별호도에는 수많은 사람
들로부터 받은 제발문이 남아있다. 이 중에는 그림 주문자가 생전에 직접 받았을 제발문
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별호도가 그림 주문자에 의해 여러 외부인들에게 노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40) Edward L. Farmer, "An Agenda for Ming History : Exploring the Fifteenth 
Century," Ming Studies, no. 26 (1988), pp. 1-17. 이 글은 새로운 왕조 건립과 관련
된 정치적 이슈들이 많은 명초(明初)나 경제적 번영이 절정에 이르며 급속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동반했던 명말(明末)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진했던 명 중기의 연구 현황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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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그 변화의 추이를 유추해보면 당시의 서화수장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 있다. 별호도 제작이 유행했던 명 중기 이전 
시기는 캐슬린 리스콤(Kathlyn M. Liscomb)이 상인이던 왕진(王鎭, 
1424-1495)의 묘를 통해 확인했듯이 평민(commoner)들의 서화수장이 점
차 일반화되기 시작한 시기였다.141) 한편 명 중기가 지나고 명말에 이르면 
상층 문인들은 지나치게 성장한 평민 계층의 사회문화적 지위로 인해 자신
들이 독점하던 고상한 취미가 점차 일반화되어 가며 그 영역을 침범 받는 
것에 대해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문인들이 자
신들의 취향을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기 시작했음은 문진형(文震亨, 
1585-1645)의 『장물지(長物志)』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142) 
  명대 중기를 전후로 한 두 시대의 이와 같은 성격을 고려해보면, 명대 중
기는 평민들의 서화 감상이 그 양적인 측면에서나 질적인 측면에서 모두 
급격히 성장하고 있던 시기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당시 문인 사
회의 경계 밖에 위치해있던 인물들에게 별호도 주문제작은 서화(書畵)라는 
일종의 상품을 보다 고급스럽게 소비할 수 있는 방식이었다. 별호도가 유행
하기 직전, 15세기 중엽의 상인 왕진은 정균(鄭均, 생몰년 미상)143)이라는 
제3의 인물에게 증여되었던 그림 수점을 그대로 넘겨받는 방식으로 서화를 

141) Kathlyn M. Liscomb, "A Collection of Painting and Calligraphy Discovered in 
the Inner Coffin of Wang Zhen(d. 1495 C.E.)," Archives of Asian Art, vol. 47 
(1994), pp. 6-34; Kathlyn Liscomb, "Social Status and Art Collecting : The 
Collections of Shen Zhou and Wang Zhen," The Art Bulletin, vol. 78, no. 1 
(March, 1996), pp. 111-136. 이 외에 왕진 묘에 대한 또 다른 견해들을 살펴보기 위해 
다음의 논문들을 참고함. 尹吉男, 「关于淮安王镇墓出土书画的初步认识」, 『文物』 no. 1 
(1998), pp. 65-92; James Cahill, "Xieyi in the Zhe School? : Some Thoughts on 
the Huai'an Tomb Paintings," Archives of Asian Art, vol. 62 (2012), pp. 7-24.

142) Craig Clunas, Superfluous Things : Material Culture and Social Status in 
Early Modern China (Honolulu :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4).

143) 제임스 케힐은 정균에게 증여되었던 작품들의 화풍과 그가 북경에 거주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그를 '관료 정균'으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캐슬린 리스콤은 정균이 관료였다
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며, 화풍과 거주지만으로는 그의 계층을 단정할 수 없다며 케힐의 
견해를 반박하였다. James Cahill, 앞의 논문 (2012), pp. 7-24; James Cahill, The 
Painter's Practice : How Artists Lived and Worked in Traditional China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4), p. 16; Kathlyn M. Liscomb, 앞의 논문 
(1996), p.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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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하였다(도 35, 36).144) 이 작품들은 이후 그의 묘에 함께 매장되었을 
만큼 왕진에게는 의미 있고 값진 작품들이었다. 이에 비해 명대 중기의 상
인들은 ‘爲〇〇(별호)先生製’와 같은 화가의 서명과 함께 자신의 별호를 제
목으로 한 나만의 서화 작품을 소비하기 시작하였다(도 37). 
  이처럼 나만의 서화 작품을 소유하고자 한 욕구는 문인 문화를 동경하던 
대중들에게 강하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도 특히 경제적인 능
력을 기반으로 점차 서화 감상의 안목을 높여가던 이들이 실제로 다수의 
별호도 작품을 주문하고 있었다. 이는 상당수의 별호도가 안휘성(安徽省) 
출신의 상인들을 위해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친분이 
전혀 없는 그림 주문자에게 그려주었던 별호도의 예로 언급한 바 있는 <쌍
감행와도>(1519)(도 11)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145) <쌍감행와도>를 주문했
던 왕영은 안휘성 흡현(歙縣)에 거주했던 인물이다. 그의 생업이 상업이었
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으나, 그의 왕씨(汪氏) 성은 유명한 서화수장 가문으
로 꼽히는 흡현 왕씨(汪氏)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146) 물길을 끌어와 집 안
에 두 개의 연못을 만들어 쌍감(雙鑑)이라는 호를 지었다는 별호도의 내용 
역시 그가 상당한 부를 가진 인물이었음을 추측하게 한다.147) 한편 육치가 
그린 <계양도(溪陽圖)>(1541)의 주문자는 오양유(吳良儒, 생몰년 미상)라는 
인물로, 그는 휘주의 또 다른 서화수장 가문인 풍남(豐南) 오씨(吳氏) 집안 
출신의 성공한 상인이었다.148) 이 외의 예로는 명말의 서화수장가 왕가옥

144) 왕진의 묘에서 발견된 서화 작품들은 2개의 수권 형식으로 나뉘어져 장황되어 있다. 
이 중 보다 긴 권에는 총 17점의 회화 작품이 있는데, 이 가운데 13점의 작품에 정균의 
자 또는 호인 ‘경용(景容)’과 ‘죽창(竹窓)’이 언급되어 있다. Kathlyn M. Liscomb, 위의 
논문, pp. 14-26.

145) 본고의 15 페이지 참조. 
146) 휘주에서 가장 크게 성공한 대표 가문으로는 8개의 가문이 꼽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

로 흡현 왕씨(汪氏) 가문이다. 물론 그 구성원의 성격은 다양했겠지만, 이들은 기본적으
로 상업 활동을 기반으로 하여 성장한 휘주 상인 가문이라 할 수 있다. 张长虹, 『品鉴与
经营-明末清初徽商艺术赞助研究』 (北京 : 北京大学出版社, 2010), pp. 162-163. 

147) 鲍弘道, 앞의 논문, p. 48. 
148) 张长虹, 앞의 책, pp. 211-212; 卞永譽, 「陸叔平溪山餘靄圖」, 『式古堂書畫彙考』 卷 

30, 앞의 책, p. 239; 汪道昆, 「明故處士谿陽吳長公墓志銘」, 『太函集』 卷 54, 中國基本
古籍庫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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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汪珂玉, 1587-1645)의 아버지 왕계미(汪繼美, ?-약 1628)가 항원변에게 
주문했던 <형균도(荊筠圖)> 및 <애형도(愛荊圖)>가 있다.149) 
  이러한 안휘성 출신의 별호도 주문자들 가운데 왕계미는 16세기 말에서
부터 17세기 초에 걸쳐 활동했던 인물로 이미 서화수장가로서 확고한 위치
를 차지한 인물이었다. 반면 왕영이나 오양유는 그보다 조금 이른 16세기 
전반과 중반에 활동했던 인물들로, 이들은 상업 활동을 통해 축적한 부를 
가지고 당시 막 서화수집 활동을 시작했던 이들이었다.150) 그렇다면 이들은 
명말에 이르러 대표적인 서화수장 가문으로 자리 잡게 된 흡현 왕씨 및 풍
남 오씨 가문의 서화수장 1세대에 해당되는 인물들이었던 셈이다. 
  이 시기 휘주 상인들은 각종 상업 및 무역 활동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
적하고 있었지만, 이들은 여전히 사회적으로 다소 비천하게 여겨지는 상인 
계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했다.151) 많은 휘주 상인들이 상당한 비용을 
교육에 투자하며 과거시험 준비에 몰두했다는 사실은 이들의 신분 상승에 
대한 열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152) 이들이 이 무렵부터 서화 수장에 열중

149) 왕계미와 왕가옥은 절강성 가흥(嘉興)에 거주했지만, 이들 왕씨 집안은 원래 안휘성에
서 염업(鹽業)을 통해 부를 축적한 상인 집안이었다. 왕계미와 왕가옥에 관해서는 L. 
Carrington Goodrich and Chaoying Fang, 앞의 책, pp. 1387-1389. 항원변의 <형균
도>와 <애형도>에 대해서는 张长虹, 위의 책, pp. 209-210; 汪砢玉, 「項子京荆筠圖卷」, 
『珊瑚網』 卷 18, 盧輔聖 主編, 『中國書畫全書』 vol. 8 (上海 : 上海書畫出版社, 2009), 
pp. 445-446.

150) 휘주 상인들이 막대한 부를 축적하여 본격적으로 서화 수집 활동을 시작한 시기는 16
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이다. 이 때문에 16세기 전반까지만 해도 안휘성에는 눈에 띄는 화
가들이 출현하지 않고 있었다. 안휘성 사람들이 전혀 친분이 없는 소주 화가들에게 별호
도를 주문했던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을 것이다. Sewall Oertling Ⅱ, "Patronage 
in Anhui During the Wan-li Period," Chu-tsing Li ed., Artists and Patrons : 
Some Social and Economic Aspects of Chinese Painting (Lawrence : Kress 
Foundation Dept. of Art History, University of Kansas, the Nelson-Atkins 
Museum of Art, Kansas City in association with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89), pp. 165, 170; Jason Chi-sheng Kuo, "Hiu-Chou Merchants As Art 
Patrons in the Late Sixteenth and Early Seventeenth Centuries," 위의 책, pp. 
179-180. 

151) 조금 후대의 예이긴 하지만, 휘주 상인이던 오의(吳義, 1663년 이후 사망)라는 인물은 
서화수장가로서 활발하게 활동했을 만큼 성공한 상인이었다. 그는 누가 더 이상 시장에
서 생선과 소금을 팔고 싶어 하겠냐는 한탄조의 글을 남긴 바 있다. Jason Chi-sheng 
Kuo, 위의 논문, p. 182.

152) Sewall Oertling Ⅱ, 앞의 논문, p. 170; Jason Chi-sheng Kuo, 앞의 논문, p.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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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으며 명말에 이르러서는 결국 가장 영향력 있는 서화수장가의 지위에 오
르게 된 것 역시 이러한 신분 상승에 대한 열망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
다.153)

  이와 관련하여 별호도의 주제가 되는 별호 자체의 성격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는 당시의 그림 주문자들에게 별호도가 특별히 매력적일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를 유추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별호는 명
(名)이나 자(字)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격식적인 호칭으로 친한 사이에서 서
로를 거리낌 없이 부를 수 있는 이름이었다.154) 이처럼 별호가 문인 모임 
내에서 서로를 부르는 호칭으로 기능했음은 소주 곤산(昆山) 출신의 문학가 
귀유광(歸有光, 1506-1571)이 쓴 다음 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나는 성격상 도인(道人)이라 칭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호(號)는 더욱 좋
아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호를 붙여 왕왕 글자를 결합함으로써 [스
스로를] 드높인다. 하루는 제공들이 모인 가운데 나만 홀로 호가 없어 호칭하
는 것이 불가했다. 이에 진천(震川)이라 말했다. (중략) 올해 북경에 머물며 
알게 된, 동년 진사인 신양(信陽)의 하계도[하낙문(何洛文, 1565년 진사)] 또
한 호가 진천이다. 계도가 어찌하여 이 호를 취했는지 모르겠다. 계도는 대복
선생[하경영(何景明, 1483-1521)]의 손자로, 변성(汴省, 하남성의 다른 이름) 
향시에 1등으로 합격하였다. 재능이 뛰어나고 학문을 좋아하며 게다가 겸손
하다. 모두 내가 좋아하는 바이다. 옛날에 사마상여(司馬相如)가 인상여(藺相
如)의 됨됨이를 사랑하여 이름을 상여로 바꾸었다. 내가 다행히 계도와 같은 

Ping-ti Ho, 앞의 책, pp. 73-86.
153) 사회학 분야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이 실제로 속해있지 않은 사회적 지위를 

거짓으로 드러내기 위해 그 사회적 지위를 상징하는 특정 행위나 물건, 표식 등을 활용
한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장진성은 16, 17세기 휘주 상인들과 조선 후기 문인들이 열
광적으로 고동서화를 수집했던 것에 대해 이 또한 위세(威勢)적 활동의 일환이었음을 지
적한 바 있다. Erving Goffman, "Symbols of Class Status,"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vol. 2, no. 4 (Dec., 1951), pp. 294-297; 장진성, 「조선 후기 고동서화(古
董書畵) 수집열기의 성격 : 김홍도의 <포의풍류도>와 <사인초상>에 대한 검토」, 『미술사
와 시각문화』 vol. 3 (2004), pp. 176-179. 

154) 何晓明, 앞의 책, pp. 12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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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를 하였으니, 내가 진천이라 스스로를 칭한 것은 여기에서 비롯된 것 같다. 
이에 글을 써서 계도에게 전하여 내가 사모하는 뜻을 전하고자 한다.155) 

위 내용에 따르면, 귀유광은 지인들과의 사적인 모임 자리에서 사용하기 위
한 용도로 별호를 지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그림 주문자를 그의 호
로써만 호칭하는 별호도권은 작품의 주문자로 하여금 그 제작에 참여한 당
대 최고의 문인들과 동등한 위치에 놓인 문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보이
게끔 기능했을 것이다. 즉 별호도는 문인 사회로의 편입을 열망하는 주문자
들의 욕망을 실현시켜주는 하나의 장(場)으로 기능했던 것이다. 경제적인 
능력은 있지만 당대 문화예술계의 리더들이 속해있는 문인 사회로의 편입
이 불가능했던 이들에게 있어서 별호도는 상층 사회로 편입할 수 있는, 혹
은 적어도 편입된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의 하나였
다.156) 이는 별호도가 지금까지도 일종의 ‘문인화의 정수(精髓)’와 같이 잘
못 인식되고 있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157) 

155) 歸有光, 「震川別號記」, 『震川集』 卷 17 (上海 : 上海古籍出版社, 1993), pp. 
273-274. “余性不喜稱道人。號尤不喜。人以號加已徃徃相字以為尊敬。一日諸公㑹聚里中
以為獨無號。稱不可。因謂之曰震川。余生大江東南。東南之藪唯太湖。太湖亦名五湖。尚
書謂之震澤。故謂之震川云。其後人傳相呼久之便。以爲余所自號。其實謾應之不欲受也。
今年居京師識同年進士信陽何啓圖(자호사전)亦號震川。不知啓圖何取爾。啓圖大復先生之
孫。汴省發解第一人。髙才好學與之居恂恂然。葢余所忻慕焉。昔司馬相如慕藺相如之爲
人。改名相如。余何幸與啓圖同號因遂自稱之。葢余之自稱曰震川者自此始也。因書以貽啓
圖發余慕尚之意云。” 

156) 원래 별호를 비롯한 필명의 사용에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한 의도가 포함되어 있
었다. 이것이 문화예술계에 적용된 사례로 일본 에도시대(江戶, 17-19세기)의 각종 문회
(文會) 활동에 관한 이케가미 에이코[Eiko Ikegami]의 저서를 참고할 수 있다. 이 책에서 
이케가미는 엄격한 도쿠가와 막부 체제 하에서 활성화되었던, 계급적 차이를 초월한 사
적인 시문 및 예술 모임이 이후 근대 국가의 발생 및 일본의 미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이러한 시문 및 예술 모임이 사회적, 정치
적 신분을 엄격히 규정하는 수직적 사회구조로부터 ‘일시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영역인 ‘미학적 대중 aesthetic public)’으로 기능했음을 밝히면서, 그 단적인 예로 참여
자들이 이러한 모임 내에서 신분을 초월한 평등한 교유를 하기 위해 다양한 필명을 사용
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Eiko Ikegami, Bonds of Civility : Aesthetic Networks and 
the Political Origins of Japanese Culture (Cambridge, UK;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p. 12.

157) 리우지우안은 별호도가 특정 주문자와 화가 간의 사상적, 정서적 교유를 바탕으로 주
문, 제작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그는 별호도 제작에 있어서 직업화가가 아닌 문인
화가들의 참여가 더 높았던 것 역시 이러한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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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위 글의 내용에 따르면, 귀유광은 자신과 같은 호를 사용하는 사람
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사마상여의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자신이 다른 사람
과 동일한 호를 갖게 된 것에 대한 정당성을 마련하였다. 이 내용과 함께 
당시의 별호 풍습에 대해 논했던 축윤명의 글을 떠올려 보면,158) 별호도가 
단순히 주문자의 별호를 ‘기념’하기 위해 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축윤명이 말했듯이 당시에는 별호를 짓는 풍습이 지나치게 보편화되면서 
문인들이 보기에는 다소 우스꽝스러울 수 있는 별호들이 생겨나고 있었다. 
귀유광의 경우에서처럼 다른 사람과 동일한 호를 가지게 되는 경우도 빈번
하게 발생했다. 따라서 사회적 지위가 낮거나 문인으로서의 명성이 부족했
던 이들은 자신의 별호에 보다 큰 의미를 부여하고 정당성을 검증받을 수 
있는 절차를 필요로 했다. 별호도에 덧붙여지는 제발문의 형태로 남아있는 
기문 외에 그림 없이 개별적으로 지어진 별호기(別號記)들이 당시에 많이 
제작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별호를 짓는 데 있어서 이러한 절차에 대한 사
회적 요구가 상당했음을 보여준다.159) 
  앞서 살펴본 '존국당기'에 도연명(陶淵明, 365-427)이나 『예기』가 거론되
었듯이, 주문자들은 역사적, 문학적 지식이 풍부한 문인들의 힘을 빌어 자
신의 별호의 의미를 심화시킬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심지어 그 별호의 주
인조차 생각지 못했던 역사적, 문학적, 철학적 전거가 덧붙여지는 경우도 

한국미술사교육학회에서 있었던 유순영의 발표 또한 리우지우안과 같은 입장을 전제로 
하였다. 유순영은 별호도가 처음부터 특정인을 대상으로 제작되었으며, 따라서 화가들은 
그 주문자의 취향과 성격을 고려하여 작품을 제작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별호도를 그
린 화가와 주문자들은 서로 친밀한 관계에 놓여 있었으며, 별호도는 한정된 범위의 특정 
집단 내에서만 유통되었던 회화 장르였다고 주장하였다. 劉九庵, 앞의 글, p. 40; 유순
영, 「인격화된 산수: 吳派의 別號圖」, 한국미술사교육학회 제 48회 춘계학술발표회 요지
문 (2013. 3. 16) 참조. 

158) 본고의 p. 45 참조. 
159) 당인의 문집에 실린 ‘애계기(愛溪記),’ ‘죽재기(竹齋記),’ ‘균은기(筠隱記),’ ‘국은기(菊隱

記)’ 및 문징명의 문집에 실린 '철가기(鐵柯記)'는 모두 별호의 의미를 논하고 있는 일종
의 별호기라 할 수 있다. 唐寅 著, 周道振, 張月尊 輯校, 『唐伯虎全集』 卷 5 (杭州 : 中
國美術學院出版社, 2002), pp. 240-244; 文徵明, 『甫田集』 卷 18 (上海 : 上海古籍出版
社, 1993), pp. 12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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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했다. 앞서 양유정의 '죽서지'와 관련해 논했던 문답형식이 별호도의 
기문에 자주 사용된 것 역시 별호의 정당성을 판단해주는 별호도 및 별호
기의 기능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160) 이처럼 별호도와 별호기 제작의 
유행에는 자신의 별호에 보다 많은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그 별호를 검증받
아 자신의 것으로 독점하고자 하는 욕구가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이를 그림으로 옮긴 별호도는 별호와 관련된 상징적인 모티프를 통
해 별호기에 비해 단순하지만 보다 효과적인 방식으로 별호의 의미를 전달
하고자 했다. 특히 대부분의 별호도에는 주인공의 모습이 함께 묘사되면서, 
별호기에서 충분히 제시되지 못한 주인공의 존재감이 부각되었다.

3. 상품으로서의 별호도

  명대 중기에 별호도가 유행하게 된 데에는 별호를 짓는 풍습의 유행, 별
호를 통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차별화하고자 한 다양한 계층의 요구, 그
리고 자신의 별호를 검증받고자 한 그림 주문자의 의도가 복합적으로 작용
하였다. 또한 그림 주문자들은 별호도를 통해 당시의 문화예술계를 이끌던 
문인사회로의 편입을 열망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그림 주문자가 아닌 별호
도 제작자, 즉 화가와 문필가, 서예가들이 자신보다도 사회적 신분이 낮을 
수 있는 그림 주문자들을 위해 기꺼이 별호도를 제작해주었던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별호도를 제작했을까? 
  대부분의 별호도가 ‘제목-그림-기문’으로 이루어진 수권 형태로 동일하게 
제작되었다는 사실과 별호도 제작에 참여한 인물들이 여러 작품들에서 반
복적으로 등장한다는 사실은 이들이 상업적 활동의 일환으로 별호도 제작
에 참여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161) 이 때 별호도 주문의 방식은 주문자와 

160) 본고의 p. 39 참조.
161) 앤 클랩 역시 기념화 제작과 관련하여 이와 비슷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Anne 

Clapp, 앞의 책 (1991), p.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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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자 상호간의 정서적, 사상적 교감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닌 주문자에 
의한 일방적인 것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하여 문징명이 왕오(王
鰲, 1450-1524)에게 썼던 다음 편지글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의] 글을 얻고자 하니 힘에 부치지만, 그 뜻[요청]을 
거스를 수가 없어 모두 힘써 들어준다.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대개 전별
문이나 애도문 같은 것들이고, 더 심하게는 별호를 설명하는 글이다. 마지못
해 하는 형식적인 글이 많으니, 대개 나의 글이라는 게 이런 종류의 것들이
다. 아아! 이런 것도 문(文)이라 할 수 있겠는가.162)

위 글에서 별호기를 전별문이나 애도문보다 ‘더 낮은 수준의 것(其又下)’으
로 언급하고 있는 문징명의 표현은 주목할 만하다. 그는 여기에 그치지 않
고 그는 이러한 글들을 ‘마지못해 쓴(强顔),’ ‘정이 없는 글(不情之語)’이라
고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에게 별호기를 짓는 일은 대중(世俗)의 요
구에 응한 상업적 활동의 일환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제작 태도
는 별호기를 짓는 일뿐만 아니라 별호도를 그리는 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되
었을 것이다. 즉 화가들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수응화(酬應畵)163)로

162) 文徵明, 「上守谿先生書」, 周道振 輯校, 『文徵明集』 卷 25 (上海 : 上海古籍出版社, 
1987), pp. 581-582. “... 遂相率走求其文往往至於困塞。某不能逆其意皆勉副之。所求皆
餞送悼挽之屬, 其又下則世俗所謂别號。率多强顔不情之語凡某之所謂文率是類也。嗚呼是
尚得為文乎。...” 번역은 크레이그 클루나스의 것을 참고하여 수정함. Craig Clunas, 
Elegant Debts : The Social Art of Wen Zhengming, 1470-1559 (Honolulu :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4), p. 44. 

163) 중국에서는 수응화(酬應畵)라는 용어 대신 응수화(應酬畵)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한다. 
여기서 ‘응수(應酬, yingchou)’라는 용어에는 원래 사람을 상대하거나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 내키지 않는 일을 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스소우치앤(石守謙)
은 수응화가 가지는 이중적 의미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그는 문인화가에게 수응화란 
특정 지인을 대상으로 보답의 의미를 담아 그린 그림을 의미하지만, 직업화가에게 수응
화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제작된 시장용 그림을 의미한다고 설명하였다. 장진성 또한 
조선 시대 정선(鄭敾, 1676-1759)의 작화 태도를 설명하는 논문에서 밀려드는 그림 수요
에 부응하여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그린 그림을 지칭하기 위해 수응화라는 용어를 사용한 
바 있다. 石守謙, 「沈周的應酬畵及觀衆」, 『從風格到畵意』 (臺北 : 石頭出版股份有限公
司, 2010), p. 230; 장진성, 「정선과 수응화(酬應畵)」, 『미술사의 정립과 확산 : 항산 안
휘준 교수 정년퇴임 기념논문집』 (서울 : 사회평론, 2006), pp. 264-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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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별호도를 제작했던 것이다.
  한편 별호도 제작에 참여했던 인물들은 각자 자신의 전문 분야를 가지고 
그림이면 그림, 서예면 서예, 문장이면 문장의 한 분야에만 전념하는 양상
을 보였다. 즉 당인이나 문징명, 구영, 육치와 같이 화가로서 명성이 있던 
인물들이 별호도를 그리는 일을 전담하였다면, 작품의 제목을 쓰는 일은 전
서 혹은 예서에 능했던 문징명, 축윤명, 오혁(吳奕, 1472-1519)과 같은 이
들이 주로 담당하였다. 기문을 짓는 일에 있어서는 보다 넓은 범위의 다양
한 인물들이 참여했지만, 대부분이 당시의 강남 문인 문화를 주도하던 유명
인사들이자 직업적인 문필가들이었다. 문징명의 경우에는 여러 분야에 두루 
관여했던 것처럼 보이지만 그 또한 한 시기에 하나의 분야에만 전념하며 
활동하는 양상을 보였다. 예를 들어 그는 1520년대 중반 이전까지는 기문
과 글씨를 쓰는 일에 주로 관여하다가 1520년대 후반부터는 별호도를 그리
는 일에 주력하였다.164) 
  그러나 별호도 제작에 있어서 각 분야의 인물들 간에 작품에 대한 심층
적인 의견 교환은 부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별호도권이 서로 다른 
시기에 제작된 그림과 기문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165) 이와 더불어 
문징명이 별호도 주문자에게 보냈던 다음의 편지글은 주목할 만하다.

주문하신 <사산도(師山圖)>는, 이전에 쌍강(雙江)이 일찍이 마련해주었으나 
병이 나서 쓰지 못했던 종이에 그렸습니다. 어제 보내신 소주 비단은 색을 

164) 이는 앞서 설명한 문징명의 생애와도 관련이 깊다. 본고의 p. 12 참조.  
165) 예를 들어 <사명도>(도 1)에 적힌 육찬의 ‘사명변’은 당인의 사후 11년 뒤인 1535년에 

제작된 것이다. 張照 外, 「明唐寅事茗圖一卷」, 『石渠寳笈』 卷 5, 앞의 책, pp. 600-601. 
<사명도> 이외에 그림과 기문이 개별적으로 제작되었던 별호도의 예로는 당인의 <오양자
양성도(悟陽子養性圖)>(도 29)와 심주의 <수암도>(도 5) 같은 작품이 있다. <오양자양성
도>에 기문을 쓴 문징명은 그 시기를 1514년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그림을 그린 당인은 
이 시기에 영왕(寧王, 1521년 사망)의 부름을 받아 강서성(江西省)의 남창(南昌)에 머물
고 있었다. Anne Clapp, 앞의 책 (1991), p. 12. 한편 심주의 <수암도>와 여기에 적힌 
오관과 이동양의 기문은 모두 1500년에 제작되었지만, 오관과 이동양은 당시 북경에 머
물고 있었던 반면, 심주는 소주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 충분한 상호교류가 이루어
지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동양과 오관에 관해서는 L. Carrington Goodrich 
and Chaoying Fang, 앞의 책, pp. 877-881, pp. 1487-1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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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할 수 없어 사용하지 않고, 이전의 흰 종이에 대신 그렸습니다. ‘사산’이란 
이름의 뜻을 알 수 없어 마음대로 꾸며 설명하였는데, 적당하여 그 뜻을 욕
되게 하지 않을지 걱정스럽습니다. 어설픈 시를 감히 마음대로 지을 수 없으
니, 편할 때 답장을 주시면 따로 지어 보내겠습니다.166)

이처럼 문징명은 그림 주문자의 별호의 의미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별호도를 그리기도 했다. 여기서 그는 별호도에 적을 제시는 나중에 따로 
지어 보내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였다. 이는 한 인물에 의해 제작된 별호도와 
제시조차 결과적으로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담고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준
다. 이는 별호도가 문인들 간의 활발한 교유 및 시서화 취미의 공유를 바탕
으로 탄생한 ‘문인화’라는 인식에 대한 반증이 되면서 동시에 별호도가 대
개는 주문에 의해 제작된 일종의 ‘상품’이었음을 보여주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이처럼 별호도가 상품화되어 제작되었던 데에는 당시의 시대상황적 배경
이 영향을 미쳤다. 명 중기 강남 지역에서는 경제적, 문화적 혜택을 누린 
수많은 인재들이 넘쳐나면서 오히려 관직 진출의 문이 좁아지고 있었다. 그 
결과 수준 높은 교육을 받고도 관직에 나가지 못하는 문인들의 수가 급격
히 증가하였다. 생계수단을 찾아야 했던 이들은 각자의 문인적 자질을 개발
하여 이를 생계 활동에 활용하기 시작하였다.167) 이러한 문인들에게 있어 
별호도 제작은 그들의 주요 수입원이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문인들은 겉으
로는 별호도 제작을 귀찮게 여기는 것 같아 보이면서도, 실제로 작품을 제
작하는 데 있어서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공력을 들이고 있었던 것이다.

166) 文徵明, 「無款」, 周道振 輯校, 『文徵明集』 卷 28 (上海 : 上海古籍出版社, 1987), p. 
1489. “(중략) 所委師山圖, 前雙江曾爲置素, 病冗未能卽辦。昨寄吳綾, 不可設色, 却以前
素寫上。不知師山命名之意, 漫爾塗抹, 不審得副來辱之意否? 拙詩坐是不敢漫作, 便中示
知, 別當課呈也。不悉。” 번역은 Craig Clunas, 앞의 책 (2004), p. 110 참조.

167) 차오즈리앤은 명대 소주지역의 문인들을 1세대, 2세대, 3세대로 나누어 설명한 바 있
다. 그는 당인, 축윤명, 문징명 등으로 대표되는 두 번째 세대 문인들에게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으로 이들이 자신의 문인적 재능을 생업에 활용하기 시작한 “직업화
(professionalism)” 현상을 꼽았다. Jr-lien Tsao, 앞의 논문, pp.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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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호도가 당시 문인들의 상업적 활동의 일환으로 제작되었다는 사실은 
별호도의 화면에 나타난 일련의 특징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활발하게 별호도를 그렸던 당인과 문징명의 작품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두 화가의 별호도 작품들은 그 구도와 양식에 있어서 확연한 차이를 보인
다. 예를 들어 당인의 별호도는 이당(李唐, 1130년 이후 사망)이나 남송(南
宋) 마하파(馬夏派), 혹은 절파(浙派) 양식으로 그려졌다. 즉 당인은 별호도
를 그리는 데 있어서 초당을 비롯한 주요 경물들을 화면의 한쪽에 배치하
는 편파구도(偏頗構圖)를 사용하였다. 아울러 그는 색을 거의 사용하지 않
은 대신 흑백의 대조가 뚜렷한 묵(墨)의 사용을 통해 화면에 생동감과 원근
감을 표현하였다(도 8, 32, 34).168) 반면에 문징명은 단정하고 섬세한 필선
을 사용하여 사물의 윤곽을 그렸다. 그리고 연두색과 오렌지색의 물감으로 
윤곽선 내의 빈 공간을 채움으로써 전체 화면에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하였
다. 당인이 화면의 한 쪽 공간을 수면이나 허공 등의 빈 공간으로 남겨두었
던 반면, 문징명은 화면 전체를 초당과 나무, 인물, 다리, 태호석 등의 경물
들로 빽빽하게 채워 넣었다(도 28, 38). 이처럼 두 화가는 동일한 화제를 
그리는 데 있어서 서로 확연히 구별되는 구도와 양식을 사용했다. 
  문징명이 긴 생애에 걸쳐 매우 폭넓은 화풍을 구사했던 것에 비해169) 별
호도에서 만큼은 위에서 설명한 하나의 양식만을 일관되게 사용했다는 점
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그가 별호도를 그리는 데 있어서 미리 정해둔 구도
와 양식만을 반복적으로 활용했음을 의미한다. 당인 역시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은 구도 속에 그림 주문자의 별호를 상징하는 모티프를 끼워넣는 방식을 
반복적으로 사용했다. 당인 또한 하나의 정형화된 틀을 마련해두고 별호도
를 그렸던 것이다. 
  두 화가의 별호도에 나타난 이와 같은 반복적인 구도와 양식을 고려해 

168) 당인의 화풍과 관련하여서는 Anne Clapp, 앞의 책 (1991), pp. 127-162 참고. 
169) 문징명의 화풍과 관련해서는 Anne Clapp, 앞의 논문 (1971), pp. 17-41; Richard 

Edwards, The Art of Wen Cheng-ming (1470-1559) (Ann Arbor, Michigan : 
University of Michigan Museum of Art, 197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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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때, 별호도가 일종의 기성품(ready-made)과 같이 미리 제작되어 있던 
화면에 주문자의 별호에 맞는 특정 모티프를 첨가하여 완성되었거나, 혹은 
적어도 기본 샘플을 가진 상태에서 그것을 참고로 하여 제작되었을 가능성
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170) 당인의 작품들 중 상대적으로 단순하게 그려
진 <오양자양성도>(도 29)나 <의암도(毅庵圖)>(도 37)와 같은 작품들을 보
면 이러한 가설은 보다 설득력 있게 느껴진다. 두 작품은 그 방향을 제외하
고는 서로가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비슷하게 그려졌다. 한편 문징명은 
기존의 화목(畵目) 또는 화제를 활용하여 별호도를 그리기도 했다. 예를 들
어 그는 난정(蘭亭)이라는 호를 가진 주문자를 위해 왕희지의 난정 아회 장
면을 묘사한 <난정수계도(蘭亭修禊圖)>(도 39)171)를 그려주거나 국포(菊圃)
라는 호를 가진 주문자를 위해 화훼화의 모습을 한 <국포도>172)를 그려주
었다. 이는 문징명의 창의성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얼마나 
편의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별호도를 제작했는지를 알려준다. 예를 들어 
난정이란 주문자를 위해 그려주었던 <난정수계도>는 당시 오파 화가들에 
의해 매우 자주 그려지던 화제였다(도 40). 따라서 문징명에게 ‘난정수계’의 
장면을 그리는 일은 매우 익숙하고 손쉬운 작업이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
서 볼 때, 대부분의 별호도는 교묘하고 복잡하게 고안되기보다는 매우 단순
한 방식으로 제작되었다고 생각된다.173)

170) 화가들이 갑작스런 주문에 대응하거나 혹은 자신의 스튜디오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보
여주기 위해서 재고품(stock-in-trade)으로 미리 그려둔 그림을 사용했다는 사실에 대해
서는 제임스 캐힐이 동기창(董其昌, 1555-1636)의 사례를 통해 지적한 바 있다. James 
Cahill, "Tung Ch'i-ch'ang's Painting Style : Its Sources and Transformations," 
Wai-kam Ho and Judith G. Smith eds., The Century of Tung Ch'i-ch'ang 
1555-1636 (Kansas City : Nelson-Atkins Museum of Art; Seattle :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92), pp. 62-63; James Cahill, 앞의 책 (1994), pp. 49-50. 

171) 문징명의 <난정수계도>에 대한 내용은 고궁박물원(故宮博物院)의 홈페이지를 참조함. 
http://www.dpm.org.cn/shtml/117/@/7990.html. 2013년 5월 29일.

172) <국포도>에 대해서는 본고의 p. 10 참조. 
173) 앤 클랩은 별호도가 일종의 ‘언어유희(pun)’에 의존하고 있으며, 여기에 사용된 시각적 

모티프에는 반어적(irony)이거나 모호한 의미들이 다양하게 내포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별호도 대부분이 매우 단순하면서도 반복적인 구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해석이 적용될 수 있는 별호도의 예는 극히 적을 것으로 생각된다. Anne Clapp, 
앞의 책 (2012), p.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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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당인과 문징명의 별호도에 나타나는 화풍상의 확연한 차이와 하
나의 스타일만을 고집하는 두 화가의 작화(作畵) 태도는 이들이 별호도라는 
장르에 있어서 일종의 브랜드(brand)를 만들어 나갔다는 인상을 준다. 제
임스 케힐은 일찍이 두 화가의 화풍상의 차이를 각 화가가 놓인 사회, 경제
적 환경과 연관 지어 설명한 바 있다. 즉 화가는 각자가 속해 있는 사회적 
지위에 기대되는 스타일의 그림만을 그리게 된다는 것이다.174) 필자는 제임
스 케힐의 이 같은 의견을 수용하면서 동시에 이를 화가들 간의 ‘경쟁’이라
는 개념으로 설명하고자 한다.175) 동시대의 두 화가176)가 동일한 화제를 그
리는 데 있어서 확연히 구분되는 서로 다른 두 방식을 고집했다는 사실은 
이들이 동일한 범주의 고객층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경쟁 관계에 놓여있었
음을 의미한다.177) 실제로 두 화가가 그린 별호도의 스타일은 확연히 구분
될 만큼 서로 다르지만 그 주문자층의 성격에 있어서는 눈에 띄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즉 문징명과 당인은 각자의 독자적인 화풍을 구사함으로
써 자신의 ‘상품’을 차별화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들은 주문자의 만족
을 최대화시키기 위해 각각의 주문자에 따라 서로 다른 화풍을 구사하는 

174) James Cahill, 앞의 책 (1978), pp. 163-166; James Cahill, "Tang Yin and Wen 
Zhengming as Artist Types : A Reconsideration," Artibus Asiae, vol. 53, no. 
1/2 (1993), pp. 228-148.

175) ‘경쟁’이라는 개념을 통해 화가들의 작품 활동과 시대 양식의 발전, 화가-후원자 간의 
관계 등을 설명한 연구서 주목되는 것은 Rona Goffen, Renaissance Rivals : 
Michelangelo, Leonardo, Raphael, Titian (New Haven : Yale University Press, 
2002).

176) 앞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문징명은 당인보다 뒤늦게 직업화가적 작업을 시작하였다. 
따라서 별호도 제작에 있어서도 문징명은 당인의 사후에 보다 활발하게 참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분명 두 화가의 활동 시기가 겹치는 시점이 있었으며 문징명의 작품들 
중에도 1500년대 초에 제작된 것들이 있다는 점에서 둘을 동시대의 화가로 보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 더욱이 문징명과 당인은 화가로서의 재능에서 뿐만 아니라 전 생애에 걸친 
모든 분야에서 서로의 라이벌로 여겨지고 있었다. 따라서 문징명은 당인이 죽은 뒤에도 
그를 계속해서 의식하고 있었을 것이다.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들 간의 경쟁 의식에 대해 
연구했던 로나 고펜(Rona Goffen)은 화가들에게 있어 라이벌의 개념은 생존해 있는 인
물뿐 아니라 이미 죽은 이들까지도 포함한다고 설명하였다. 위의 책, p. 26.

177) 별호도의 주문자층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문징명과 당인이 서로 다른 사회적 지위로 
인해 서로 다른 계층의 주문자를 상대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설명은 적용되기 어렵다. 문
징명과 당인의 사회적 지위가 달랐다는 인식 역시 최근의 여러 연구들을 통해 반박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Craig Clunas, 앞의 책 (20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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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었겠지만, 문징명이 앞서 별호기에 대해 언급했던 것
처럼,178) 그런 방식을 택하기에 별호도는 다소 ‘귀찮고 사소한’ 종류의 것
이었다.   
  그 결과 그림 주문자들은 특정 화가에게 별호도를 주문할 때, 이미 자신
의 별호도가 어떤 구도와 화풍으로 그려질지에 대해 예상하고 있었을 것이
다. 즉 별호도의 주문과 제작은 화가가 주문자의 취향을 고려하여 그리는 
방식이 아니라 주문자들이 직접 자신의 취향에 맞는 화가를 선택하여 그림 
제작을 의뢰하는 방식이었던 것이다. 
  한편 화가들은 별서도를 그릴 때처럼 주문자의 집을 방문하지 않고도 자
신의 작업실에 앉아 손쉽게 별호도를 그릴 수 있었다. 이는 별호기를 지었
던 문필가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별호도의 기문과 달리 별서도의 
기문은 주로 동선과 시선의 이동에 따른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묘사를 필요
로 했다.179) 반면 별호기를 짓는 데에는 단지 그 별호의 의미와 기원에 관
한 간단한 정보만이 필요할 뿐이었다. 이러한 일련의 제작방식이 보여주듯
이, 별호도는 화가가 주문자의 요구를 충분히 만족시키면서 동시에 매우 효
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종류의 그림이었다. 

  이번 장에서는 명대 중기 별호도 유행의 배경에 대한 여러 가능성 있는 
설명들을 제시하였다. 확실한 것은 별호도가 최근까지 논의되어 온 것처럼 
그렇게 ‘고상한’ 성격의 그림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별호도 주문자층의 
성격, 별호 및 별호기에 대한 문인들의 언급, 별호도 자체에 나타나는 일련
의 특징들이 모두 이를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별호도는 주문자 한 사람을 
위해 그의 별호를 주제로 하여 제작된 작품이라는 측면에서 주문자 개인에
게 있어서는 매우 의미 있고 소중한 물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화제의 특성상 화가들은 주문자의 별호에 따라 매번 새로운 모티프

178) 본고의 p. 62 참조
179) Craig Clunas, 앞의 책 (1996), pp. 14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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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채택해 다양한 시도들을 할 수 있었다. 또한 광범위한 주문자층은 이들
이 별호도 제작에 있어 보다 자유롭게 임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였다. 이
러한 장르적 성격 덕분에, 형식적이고 때로는 지나칠 만큼 단순하게 그려졌
던 별호도들 사이에서도 <사명도>(도 1)나 <낙원초당도>(도 28)와 같이 후
대에 각 화가의 대표작으로 꼽힐 수 있을 만한 완성도 높은 작품들이 탄생
할 수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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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후대의 별호도 감상 및 수용양상

1. ‘시각적 전기물’로서의 별호도

  별호도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별호 및 그와 관련된 개인사를 주제로 다루
었다는 측면에서 매우 사적(私的)인 그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상당수의 별호도는 오랜 기간 동안 주문자의 집안 내에 가전(家傳)
되거나 혹은 그 후손들에 의해 재발견 되는 과정을 통해 자신들의 선조를 
기리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한 일종의 초상화와 같은 역할을 했다. 
  별호도 주문자의 사후(死後)에 이루어진 이와 같은 별호도의 기능은 당인
의 <빈학도>180)에 대한 다음의 기록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
다. 앞에서도 언급된 바 있는 이 기록은 장봉익이 자신의 조부(祖父) 빈학
의 별호도를 본 뒤 적은 글이다. 

이것은 나의 조부 빈학옹의 별호도영(别號圖詠)이다. 원평은 조부의 자이다. 
조부의 은덕은 세상 밖에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문외(門外)에는 덕망 높
은 이들이 항상 많이 찾았다. 문태사[문징명], 왕씨 별가181), 당해원[당인] 같
은 무리와 모두 막역하였다. 장은대[張寰, 1486-1581, 소주 곤산인]와는 나

180) <빈학도> 관련 기록들을 살펴보면, 당인의 <빈학도> 이외에 주신이 그린 <빈학도>도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주신의 <빈학도>에 대한 설명과 당인의 <빈학도>에 대한 
설명이 매우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어 정말 두 개의 서로 다른 그림이 존재했던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그림을 두고 화가의 이름을 잘못 기록했던 것인지 알기 어렵다. 당인의 
<빈학도>와 주신의 <빈학도>는 빈학옹(賓鶴翁)을 위해 그려졌다는 점, 문징명의 글씨가 
적혀 있었다는 점, 이후 장헌익이 다시 얻었다는 점, 이로 인해 빈학옹을 본 적 없었던 
장헌익이 그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점, 이 내용들이 왕세정의 발문으로 기
록되었다는 점에서 모두 일치하여 아마도 하나의 그림에 대한 설명이었을 것으로 생각된
다. 그러나 기록 과정에서 생긴 오류인지 의도적으로 화가의 이름을 바꾼 것인지에 대해
서는 확실히 알 수 없다. 王世貞, 「唐伯虎畫賓鶴圖跋」, 『弇州山人四部續稿』, 卷 169, 
『弇州四部稿 : 外六種』 (上海 : 上海古籍出版社, 1993), vol. 6, p. 445; 王世貞, 「周東
村賓鶴圖後」, 『弇州四部稿』, 卷 138, 위의 책, vol. 3, p. 275.

181) 별가(别駕)는 지방 행정구역에 소속된 관직의 하나이다. Charles O. Hucker, 앞의 
책, p.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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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잊은 교유를 하였다. 조부의 정원에는 학 두 마리를 길렀는데, 손님이 
오면 춤을 추었다. 손님이 가면 학을 손님과 같이 대하였다. 이에 ‘빈학(賓
鶴)’이라 호를 지었다. 이에 여러 공들의 도영(圖詠)이 아주 많았다. 들으니 
이것은 후에 모두 산실되었다고 한다. 남아있는 것은 거의 없다. 나의 아우 
유우[張獻翼, 1604년 사망]는 선조의 덕을 깊이 숭상하였는데, 때마침 이 권
을 만났으니, 기뻐하며 구매하였다. 나는 알아볼 수 있었다. 나는 어릴 적 대
부를 만나게 되어, 가문을 빛낼 것을 약속하였는데, 지금 [내가] 능력이 부족
하여 이미 조부[의 기대를] 저버렸다. 유우는 조부를 본 적이 없으니, 이 권
을 얻어 비로소 대부를 볼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마땅히 귀하게 여겨 소중
히 간직하여 후손들에게 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래를 짓는다.182)

글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빈학의 후손은 그의 별호를 묘사한 
별호도를 통해 선조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별호도를 통해 후손들은 
전해 듣기만 했던 조상의 덕을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
었던 것이다. 이 작품은 빈학옹의 사후에 우연히 그 후손의 손에 들어온 이
후로 한동안 이 집안 내에 보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장봉익의 말처럼 선
조의 모습을 대대로 전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빈학도> 외에 주문자의 집안에 대대로 가전되었음이 확인되는 또 다른 
별호도로는 당인의 <탁운도(琢雲圖)>가 있다. 당인의 <탁운도>는 백련경(白
蓮涇)의 혜경사(慧慶寺)로 출가했던 승려 탁운(琢雲)을 위해 제작된 별호도
이다. 작품은 현재 남아있지 않지만, 기록에 따르면 화면에는 언덕 위에 홀
로 서 있는 승려 한 명이 묘사되어 있었고, 언덕 앞, 아마도 승려가 바라보
고 있는 풍경에는 구름이 바다와 같이 가득 차 있었다.183) 즉 ‘구름을 다듬

182) 張鳳翼, 「賓鶴。三章, 章六句。題王大父別號圖卷。」, 『處實堂集』 續集卷 5, 앞의 책, 
p. 448. “此予大父賓鶴翁别號圖詠也。元平則大父字也。大父隱德弗耀。而門外多長者車
轍。若文太史王别駕唐觧元輩皆號爲莫逆。而張銀䑓所稱忘年交者也。大父庭豢二鶴。 賔
至則舞。 賓退則與鶴相對若賓然。因自號賓鶴。而諸公圖詠卷帙頗多。此其一耳後多散
失。存者無幾。予弟幼于敦尚先德。偶遇此卷。欣然購之屬。予識焉。予童年及見大父。許
以昌大門閭。今不肖既負先子矣。幼于則不及見大父。得此卷猶見大父焉。固冝珍襲以貽後
之人。與因爲賦。” 

183) 阮元, 『石渠隨筆』 卷 5 앞의 책, vol. 2, p. 60. “당인의 탁운도는 백련경 혜경사의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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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라는 별호의 의미가 표현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주문자인 승려의 모습이 
함께 묘사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발문에 따르면 당시 승려 탁운은 의도
치 않게 별호도를 두 점이나 얻게 되었다고 한다. 하나는 그가 주신에게 주
문하여 그림을 받은 뒤 여기에 당인의 서명만을 받은 것이었다. 나머지 다
른 하나는 당인이 탁운에게 직접 그려준 것이었다. 당인이 죽은 해인 1524
년 이전에 그려졌을 이 그림은 90여년이 넘는 세월 동안 혜경사에 보관되
면서 그 후손에 의해 관리되었다.184) 후손들은 당인이 그려준 선조의 별호

려 탁운을 위해 그린 것이다. 가을 나무가 있는 언덕 위에 한 승려가 홀로 서있다. 언덕 
앞에는 오직 구름만이 바다와 같이 가득할 뿐이다. 관지가 없고 끝에 ‘강남제일풍류재자’ 
인장만이 있다. 장축의 발에 그 내용이 자세히 적혀있다(唐寅琢雲圖爲白蓮涇惠慶寺僧琢
雲畫。秋樹坡陀上一僧獨立。坡前惟雲氣澷澷如海而已。無款。末有小長方朱文印曰江南第
一風流才子。張有後丑跋詳其事).”  

184) 安岐, 「琢雲圖卷」, 『墨緣彙觀錄』 卷 3, 앞의 책, p. 698. “뒤 종이에 있는 장청보[장
축]의 발문에 이르기를, 이것은 육여거사[당인]의 탁운도이다. 화품은 마땅히 제일에 속한
다. 탁운은 본래 오지역 사람인데, 백련경의 혜경사로 출가하였다. 그는 불교 계율에 정
통하였고, 일찍이 피를 내어 《연경(법화경)》을 베꼈다. [그가 행한] 도행은 [너무 많아] 낱
낱이 서술할 수가 없다. 다만 경전을 읽는 틈틈이 법서와 명화를 즐겼다. 뿐만 아니라 지
공[지둔(支遁): 동진(東晋) 시대의 고승. 말을 여러 필 길렀다고 함]과 같이 말을 사랑했
다. 전해 들으니 탁운은 처음에는 당인이 그린 그림을 얻고자 했으나, 말하기가 어려워 
동촌 주신에게 대신 그려주기를 청하고는 거사[당인]에게 서명만을 부탁하였다. 당인이 
그 뜻을 곰곰이 생각하더니 기쁘게 부탁을 들어주고는, 이와 더불어 오른쪽의 그림도 별
도로 그려주었다. 그림 뒤에는 다시 서명을 하진 않고 ‘강남제일풍류재자’ 인장을 찍어주
었을 뿐이다. 두 개의 권은 모두 절에 있다. 그 후손이 비밀로 하며 다른 사람에게는 보
여주지 않았다. 이에 어떤 호사가가 끈질기게 청하여 이에 꺼내 보여주었으니, 주신이 그
린 것이었다. 당인이 서명을 한 것이다. 당인의 진적을 본 이는 드물다. 경술년[1610년] 
봄 어느 후손 오중이란 자가 산재를 따라와 내가 가지고 있는 당인의 〈독소거도〉를 보더
니 뛸 듯이 좋아하며 말하기를, 좋구나. 나의 조상의 〈탁운도〉의 경지이다. 나란히 견줄 
만하구나 하였다. 이에 내가 물으니 다른 말로 대답했다. 오래 지나 왕래가 잦아져 마음
의 벽을 허물고 나니 처음으로 당인의 진적을 꺼내 보여주었다. 그림에는 풍운과 수석이 
있고, 필묵에는 풍격이 있으니 내 집에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류이다. 다만 거칠음이 다
소 지나치다. 진작이라 할 만하다. 이에 그 뒤에 제문을 적기를, 육여탁운화권. 위로 원
진[예찬]의 〈용문승〉과 가깝다. 어찌 우리 집의 〈독소거도〉와 견줄 뿐이겠는가. 오중은 
옛 것을 통해 화취를 얻었다고 이를 만하다. 완상하며 즐기며 몇 자를 적어 그 뜻을 더
해 즐긴다. 장주 장축 청부가 적음. 아래에는 ‘장축지인’이 찍혀있고, 앞에는 ‘산재’ 도장
이 찍혀있다. 인수에는 ‘탁운’ 두 글자가 적혀있고, ‘청산거사서’라는 서명이 있다. ((중
략) 後紙張靑甫一跋云此六如居士琢雲圖也。畫品當屬第一。琢雲本吳人。出家白蓮涇之慧
慶寺。其戒律甚精。嘗刺血寫蓮經。道行不可殫述。但禪誦之暇。頗好法書名畫。不啻支公
之愛馬也。傳聞琢雲初欲得六如居士作圖。而難發諸口。乃請東邨周臣代作。第懇居士署
名。居士默喩其旨。欣然從之。幷爲别作圖卷如右。圖後更不署名。僅用江南第一風流才子
印記而已。二卷並存寺中。其嗣祕不示人。卽有好事者堅請而後出之。亦不過東邨之筆。居
士所署名者也。得見居士眞蹟者或寡矣。庚戌春仲。有嗣孫悟中者。從山齋見余所藏六如居
士讀騷居畫卷。不覺踴躍歎賞曰。善哉善哉。吾祖琢雲畫卷之妙。亦有並轡齊驅者乎。及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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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외부에 거의 공개하지 않았으나, 혜경사에 그 진작이 남아있다는 사실
은 긴 세월이 흐른 뒤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다. 이를 통해 ‘혜
경사의 탁운’은 사람들에 의해 오래 기억될 수 있었다. 
  당인의 <매곡도> 역시 주문자의 집안에서 적어도 5대 이상에 걸쳐 기억
되던 별호도이다.185) 승려 탁운의 후손들이 <탁운도>를 절에 비밀스럽게 
보관해두며 작품과 주인공의 신성함을 극대화하였다면, 매곡(梅谷) 요익(姚
翌, 생몰년 미상)의 후손들은 <매곡도>를 요씨(姚氏) 가문의 계보를 세우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왕세정(王世貞, 1526-1590)은 제발문에서 <매곡도>의 주인공인 요익이란 
인물이 한때 오(吳) 지역의 명사(名士)였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186) 그러나 
그를 언급한 당대의 기록은 찾기 어려우며, 요익은 17세기에 이르러 또 한 
명의 ‘오 지역 명사’가 된 그의 후손, 요희맹(姚希孟, 1579-1636)에 의해 
그 이름이 비로소 알려질 수 있었다.187) 즉 그는 현재 요희맹의 오대(五代) 
선조로만 알려져 있다. 
  황도주(黃道周, 1585-1646)가 쓴 요희맹의 비문(碑文)에 따르면, 그의 집
안은 명 태조(太祖, 1368-1398 재위)가 그의 선조 요영(姚榮, 생몰년 미상)
의 부인 황씨(黃氏)를 ‘절부(節婦)’로 칭하면서 이름이 나기 시작했다.188) 

詢之。以他語對。久之往來契密。撤去城府。始克出示六如眞蹟。凡圖中風雲樹石。筆墨氣
韻。絕類余家藏本。而蕭疎過之。誠可珍也。因爲題其後曰。六如琢雲畫卷。駸駸上逼元鎭
龍門僧。豈止嫓美吾家讀騷居圖而已耶。悟中可謂鍳古得畫趣矣。玩閒聊題數語。以志曾
覽。長洲張丑靑父識。下押白文張丑之印。前押山齋朱文圓印。引首有琢雲二大字。款。靑
山居士書).” 

185) 張丑, 「唐子畏梅谷圖」, 『淸河書畵舫』 卷 12, 앞의 책, pp. 782-783. “唐子畏梅谷圖。
絹本。淺絳色。全學宋名家。精緻中饒風韻。當為子畏神品。惜乎題詠内失去希哲一記。徴
仲一詩。詳見元美跋尾中。此卷今在姚太史孟長家。按梅谷者。太史五世祖也。”

186) 張丑, 「唐子畏梅谷圖」, 『淸河書畵舫』 卷 12, 위의 책, pp. 782-783. “梅谷者。當是吾
吳徳靖間名士。(중략) 萬厯己卯[1579년]季夏。弇州山人王世貞書於九友齋。(真蹟).” 

187) 요희맹은 1619년에 진사시에 합격하여 정3품의 첨사(詹事)직을 지냈다. 한편 그는 문
진맹(文震孟, 1574-1636)의 조카이기도 했으며, 그와 함께 동림학파(東林學派)의 열렬한 
지지자로 활동하면서 당대의 환관 정치를 비롯한 문란한 정치 사회 체제를 비판하였다. 
L. Carrington Goodrich and Chaoying Fang, 앞의 책, pp. 238, 1469.

188) 王鏊, 「人物二十一 列女」, 『(正德) 姑蘇志』 卷 57, 『北京圖書館古籍珍本叢刊』 (北京 : 
書目文獻出版社, 1988), vol. 27, p. 904. “姚榮二妻黄氏洪武七年旌表 編修蘇伯衡作旌
門頌”; 莫旦, 「節婦」, 『大明一統賦』 卷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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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영 역시 그 본성이 맑고 곧아 세상에 이름을 널리 알렸다고 한다. 그러나 
요영 이후로 그의 증손인 요익에 이르기까지 이 집안에는 한동안 특출한 
인물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다 요익의 아들 요승(姚丞, 생몰년 미상)이 공생
(貢生)189)으로 임명되어 낮은 관직을 지내다가 예부상서(禮部尙書) 오일붕
(吳一鵬, 1460-1542)190)의 딸과 결혼하게 되면서 요씨 집안의 지위는 점차 
높아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요씨 가문은 문인관료를 배출하기 위
해 꾸준히 노력하였으나 요희맹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진사를 배출할 수 있
었다.191) 
  이 비문에 따르면, 요익은 요씨 가문에 처음으로 등장한 은자(隱者)였다. 
그는 관직을 지내거나 집안의 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만한 특별한 업적

189) 공생은 국자감(國子監)에서 생원(生員)들 중에 몇 명을 뽑아 임명한 일종의 자격이라 
할 수 있다. 공생으로 뽑힌 이들은 회시(會試)를 치지 않고도 북경에서 전시(殿試)에 응
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고 이와 함께 관직까지 얻을 수 있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문징명으로 그는 회시와 전시를 모두 치르지 않고 한림대조(翰林待詔)직을 임명 받았다. 
Charles O. Hucker, 앞의 책, pp. 294-295.

190) 오일붕과 관련하여서는 過庭訓, 「吳一鵬」, 『本朝分省人物考』 卷 21, 中國基本古籍庫 
데이터베이스. 

191) 黄道周, 「姚文毅公碑」, 『黄石齋先生文集』 卷 11, 『續修四庫全書』 vol. 1384 (上海 : 
上海古籍出版社, 2002), pp. 252-255. “명초에 그 선조로 영(榮)이란 인물이 있었다. 황
씨를 배필로 택했으나,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다. 고황제[태조]가 그 칙행[행실을 삼가
함]을 천하에 풍려하고자 그 문에 기를 달아주었다. [명초 궁정에서 역사편찬 업무를 맡
았던] 소백형이 이를 칭송하기 위한 노래를 짓기도 했다. 이에 요씨 집안은 의열로써 그 
집안을 200여 년간 일으켰다. 문태군이 선생[요영]을 키웠다. 선생은 본성이 명덕하고, 
정원[貞元]의 화합을 이루었기에 이름을 널리 알렸으니 마땅히 그러할 만하다. 영은 화경
(華卿)을 낳았다. 효절이라 불리기도 했다. 화경은 숙위(叔威)를 낳았고, 숙위는 매곡(梅
谷)을 낳았다. 매곡의 이름은 익(翌)이다. 처음으로 은자가 나타났다. 익은 기정군(畸艇
君) 승(丞)을 낳았다. 승은 백제군(白堤君) 후(厚)를 낳았다. 그는 기주(沂州, 산동성의 옛 
주 이름)에서 판관(判官)을 지냈다. 후는 오경군(五涇君) 규(圭)를 낳았고, 그는 무척(武
陟, 하남성의 현 이름)에서 현령(縣令)을 지냈다. 3대가 모두 명경(明經)이었다. 그러나 
즐거워하지 않고 허리 굽혀 공손히 했다. 이에 기정은 오문단공[吳一鵬 1460-1542]을 장
인으로 맞았다. 은거는 아마도 매곡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옛날의 대옹[戴顒, 남조의 은자
이자 예술가]이나 종측[宗測, 남제 때 은사]이라는 자 모두 여러 대에 걸쳐 널리 알려졌
다. 그 비범함을 계승하고자 함이 당인이 매곡도를 그린 바이다. (明興有祖榮者。擇配
黄。盛年而寡。高皇帝首以飭行風勵天下。旌其門。史臣蘇伯衡爲之作頌。於是姚以義烈起
家二百有餘年。文太君始毓先生。先生淵源明德値貞元之會。卓成名世。宐其然也。榮生華
卿。亦以節孝稱。華卿生叔威。叔威生梅谷。梅谷諱翌。始著高隱。翌生畸艇君丞。丞生白
堤君厚。爲沂州判官。厚生五涇君圭。爲武陟令。三世皆明經。不樂折腰。而畸艇以吳文端
公婦翁。嘉遯以老蓋自梅谷而然矣。古稱戴顒宗測皆世遐舉。爲有嗣異人是唐子畏所爲梅谷
圖者也(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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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세우지는 않았으나, 가문의 계보 가운데 ‘은자’라는 눈에 띄는 수식어를 
달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비문의 내용 중에는 그가 은둔을 했다는 표현 외
에 그가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은거생활을 했으며 당시에 어느 정도의 명
성을 떨쳤는지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설명 대신 황도주는 
당인이 그려준 <매곡도>를 언급함으로써 요익의 은자로서의 지위를 증명하
였다.192) 이처럼 요익도 아닌 요희맹을 기념하는 비문에서 그의 가계를 설
명하기 위한 짧은 단락 가운데 굳이 <매곡도>가 언급되었다는 사실은 이 
별호도가 은자 요익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결정적인, 그리고 
아마도 유일한 단서였음을 보여준다.
  <빈학도>, <탁운도>, <매곡도>의 예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별호도는 그림 
주문자의 후손들로 하여금 그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주요한 수단이 되
었다. 물론 이러한 별호도들은 초상화와 같이 사실적이지 않았으며 또한 그 
기문의 내용은 전기문과 같이 구체적이지도 않았다. 그러나 결국 별호도는 
후대에 일종의 ‘시각화된 전기물’과 같은 상징성과 기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2. 탈맥락화된 별호도 감상

  별호도가 주문자의 후손들에 의해 감상될 경우, 작품은 주문자가 처음에 
의도했던 기능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었다. 즉 감상자들은 작품을 감상
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그림 주문자인 선조의 모습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별호도가 그림 주문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의 인물에 의해 소유되
었을 때, 그 감상의 초점과 맥락은 완전히 달라지는 양상을 보였다. 물론 

192) 위 각주의 밑줄 친 부분 참조. <매곡도>는 황도주가 쓴 요희맹의 비문뿐만 아니라 요
영의 부인 문씨의 행장(行狀)에서도 언급된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매곡도>는 
요씨 집안 사람들이 전기문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빠트리지 않은 중요한 기본정보였던 
것으로 보인다. 姚希孟, 「先考 誥贈奉政大夫右春坊右庶子兼翰林院侍讀頴菴府君先妣旌表
節婦封文太孺人累贈宜人行狀」, 『棘門集』 卷 6, (北京 : 北京出版社, 2000), vol. 179, 
pp. 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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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탈맥락화(decontextualization)는 별호도 장르에만 국한되어 나타나
는 현상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탈맥락화가 별호도에서 특히 많이 나타나
는 이유는 별호도의 주제와 관련이 있다. 별호도의 주인공들 대부분이 무명
(無名)의 일반인들이었기 때문에, 후대 수장가들은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하
는 누군가를 주제로 한 별호도를 그대로 소유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꼈을 
것이다. 이번 장에서는 한 개인을 주제로 하여 제작되었던 별호도 작품을 
제3의 인물이 소유하게 되었을 때, 그 새로운 수장가가 작품을 자신의 것으
로 전유(傳有)하고자 강구했던 다양한 방식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모든 회화 작품이 그러하듯이 별호도 역시 언젠가는 주문자 가문의 손을 
떠나 제3의 새로운 수장가를 만나게 될 수밖에 없었다. 요씨 가문의 계보를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매곡도> 또한 요희맹의 비문이 제작되기 
훨씬 이전에 이미 다른 집안의 수장품으로 유입되어 있었다. 요희맹의 비문
에서 언급된 당인의 <매곡도>는 사실 이를 그대로 모사한 임모작이었다. 
이 임모작에 적은 요희맹의 발문은 <매곡도>가 이미 40여년 전에 멀리 하
남성(河南省)의 신양(信陽) 지역으로 유출되어 있었음을 말해준다.  

[<매곡도>가]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며 중주로 갔으니, 다시 누구에게 묻겠는
가. 20여 년간 잊어본 적이 없다. 기미년[1619] 진사시에 합격하여 정치에 임
하게 되어 동조(冬曹)193)의 둔사(屯司)에서 신양 왕임백과 함께 근무하였다. 
임백이 어머니가 아픈 것 때문에 휴가를 갔다가 돌아옴에, 내가 군에게 물었
다. “고향에 선달[과거에 급제하였으나 벼슬 나가지 않은 이] 중에 왕사죽 태
사라는 자의 집에 사람이 있는가.” 임백이 말하기를, “태사에게 아들이 있는
데 참융 교봉이다. 이름은 연세이다. 현명하고 유문하여 집안의 명성이 자자
하다.” 내가 또 묻기를, “그 집에 소장된 법서명화가 지켜져 잃어버리지 않았
는가.” 하였다. 임백이 말하기를, “참융은 선조의 유물을 잘 계승하여 잃은 

193) 동조(冬曹)는 수로(水路), 교통, 둔전(屯田)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부서인 공
부(工部)의 또 다른 이름이다. Charles O. Hucker, 앞의 책, pp. 294, 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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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없다.” 그리하여 [내가] 말하기를, “내가 가지고 있던 집안의 보물이 왕
태사의 집으로 간지 41여 년이 되었다. 잃었는지 혹은 아직 그대로 있는지 
모르겠다. 그림을 구하러 다닌 지가 삼 개월이 지났다.” 이에 임백이 참융군
의 서신과 함께 원래 권을 가져왔다. 보고 돌려주었다. 그 서신에 적혀 있기
를, “이 권은 엄주선생[왕세정]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청상(靑箱)에 대해 보답
한 것인데, 오래되었다. 이미 군의 집의 오래된 물건이다.” 하니, 어찌 감히 
받들어 돌려보내지 않겠는가. 뒤에는 두 왕씨의 발어가 있다. 즉 선대의 교의
가 있다. 그 당사자가 그 보물을 가진 것이다. 군이 돌려보낸 뒤 솜씨 좋은 
이를 고용하여 그림과 함께 축윤명과 왕씨 제공들의 글자를 임모하였다. 군
이 직접 두 왕씨의 발문을 뒤에 임모하였다. 진짜 발문은 보고 돌려보내고 
그 서화는 앞에 임모하였다. 아울러 두 성씨의 교유의 발단이 되는 그 오고 
감과 일의 전말을 기록하였다. 그 두터운 정의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 나
는 15성도 없이 옥을 얻으려 했으니, 부끄럽구나.194) 기뻐서 자제하지 못한 
바이다. 이에 긴 노래를 지어 감사하였다.195)

위의 발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요희맹은 1619년경 하남성 신양(信陽) 출
신의 임백(琳伯)이라는 인물을 통해 <매곡도>가 여전히 하남성의 왕씨 집안
에 수장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매곡도>는 이미 그 집안 선조의 
교의(交誼)가 담긴 가문의 고물(古物)로 자리 잡고 있었다. 따라서 요희맹은 
<매곡도>를 되찾는 대신 솜씨 좋은 화공을 고용하여 작품을 그대로 모사하

194) 이는 화씨벽(和氏璧) 이야기를 비유한 것이다. 조(趙)나라 혜문왕(惠文王)이 초(楚)나라
의 잃어버린 보물인 화씨(和氏)의 구슬을 얻었는데, 진(秦)나라 소양왕(昭襄王)이 이를 얻
기 위해 진나라의 15개 성(城)과 구슬을 맞바꾸자고 제안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195) 姚希孟, 「梅谷圖卷跋」, 『松癭集』, 卷 2, 『四庫禁燬書叢刋』 vol. 179 (北京 : 北京出版
社, 2000), pp. 266-267. “(중략) 展轉流傳入于中州復有何人可問然。二十餘年無一日忘
也。己未叨一第涖政于冬曹之屯司與信陽王琳伯同事。琳伯以母病乞假歸。某試問之君。桑
梓先達有王師竹太史者其家有人乎。琳伯言。太史有子參戎喬峰。名延世。賢而有文家聲藉
藉也。某又問之。其家所藏法書名畫守勿失乎。琳伯言。參戎君善承先志勿失也。因告曰。
吾有家珍入王太史家四十有一年矣。未知亡恙否若猶在也。圖所以購之者踰三月。而琳伯持
參戎君書來并原卷。見還矣。其來書曰。此卷乃弇州先生寄答先君藏之青箱。舊矣。既為君
家故物。敢不奉歸第。後有二王跋語。則先世交誼在。是當人有其寶。君歸後可倩妙手臨摹
畫與祝王諸公字。君自存之而摹二王跋語于後。眞跋仍見歸而摹書畫于前。并識其去來始
末。為兩姓世好張本。其高誼不必言。處分亦絕有意。某媿無十五城之贈而獲寶玉。驚喜不
自勝。因賦長謌以謝之(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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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왕세정과 왕사죽이 <매곡도>에 남겼다는 
두 발문은 그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지만, 참융이 
말했던 것처럼 <매곡도>에 얽힌 두 인물 사이의 우정을 노래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후손 참융은 <매곡도>에서 선대의 교의를 읽을 수 있었
던 것이다. 즉 동일한 하나의 작품을 두고 요희맹과 참융은 각각 아무런 관
련이 없는 서로 다른 두 인물을 추억했던 것이다.
  이와 비슷한 또 다른 예로 문징명의 <규양도(葵陽圖)>(도 41)를 들 수 있
다. 이 작품은 원래 규양(葵陽) 이중한(李中翰)이라는 인물을 위해 제작된 
별호도였다. 작품에는 규양이라는 호를 드러내기 위한 빨간 접시꽃 모티프
가 그려져 있다. 흥미롭게도 이 작품은 세월이 지나 규양이라는 이름을 가
진 또 다른 인물을 기념하는 데에 활용되었다. 다음은 청대의 문인화가 전
대(錢載, 1708-1793)가 <규양도>에 적은 발문이다.

가흥의 심명경 류평의 아들 청욱의 어릴 적 이름이 규양이었다. 15세에 일찍 
죽어 류평이 무덤을 파고 장사를 지냈다. 그 스승 장원룡(蔣元龍, 
1735-1799)과 명경이 명을 짓고 내가 글씨를 썼다. 여기에 또 육씨 시랑이 
발을 달았으니, 그 안에 심동자의 광명[죽은 자식의 묘지명]이 전하는 바이
다. 이 모두에 따르면 규양은 독서를 많이 하였으며, 어려서부터 일찍이 지혜
로웠으니,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다. 올 봄 류평은 명 문징명이 이중한을 위해 
그린 규양초당도를 구하였다. 이에 규양이 일으키는 흥으로 인해 그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규양이 마침 서로 일치한다. 나에게 그 일을 기록해주기
를 부탁하였다. 아아. 심동자의 영혼이 이 권에 남아있구나. 나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나, 살펴보니 옛날의 규양은 이중한을 말하고, 지금의 규양은 
심동자로구나. 형산선생[문징명] 또한 어찌 알고 심동자를 위해 규양을 그렸
겠는가. 류평 또한 서로 일치함으로 인해 위로하는 것이다.196)

196) 錢載, 「文待詔葵陽草堂圖跋」, 『蘀石齋文集』 卷 14, 『續修四庫全書』 vol. 1443 (上海 
: 上海古籍出版社, 2002), p. 433. “嘉興沈明經柳坪子淸旭小名葵陽。十五歲而殤柳坪旣
壙而葬之。其師蔣春雨明經銘之余爲書之。而陸侍郎復跋之。里所傳沈童子壙銘也。蓋以葵
陽能多讀書有夙慧非尋常童子比耳。今春柳坪購得明文待詔爲李中翰所畫葵陽草堂圖。乃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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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발문의 내용에 따르면, <규양도>의 새로운 주인이 된 심명경은 <규양
도>를 감상하면서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자신의 아들 ‘규양’을 추억하였
다. 심명경은 분명 작품을 구매할 당시부터 이 작품이 자신에게 특별한 의
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그는 특별히 전대에게 부탁하여 
이러한 사연들을 발문으로 남김으로써 이 작품이 자신에게 매우 개인적인 
의미를 담은 특별한 작품임을 명시하였다. 이로써 심명경은 이 작품을 온전
히 자신의 것으로 감상할 수 있는 정당성을 부여받은 것이다.  
  장축의 조부인 장정(張情)이 두경의 <우송도(友松圖)>(도 4)에 남긴 발문 
역시 작품을 자신의 것으로 전유하기 위한 후대 수장가의 또 다른 노력을 
보여준다.197) <우송도>는 두경이 그의 매형이던 우송(友松) 위본성(魏本成, 
생몰년 미상)을 위해 그려주었던 별호도였다. 작품에는 위본성으로 추정되
는 붉은 관복을 입은 인물의 모습과 함께 그의 호인 ‘우송(소나무를 벗하다 
혹은 벗과 소나무)’을 의식한 듯한 거대한 소나무의 모티프가 그려져 있다
(도 42).198)

  장축의 발문에 따르면, 장축의 아버지 장응문(張應文, 1535-1595)은 그
의 아버지 장정(張情, 생몰년 미상)을 위해 이 작품을 구매했다고 한다. 주
목할 만한 것은 장정이 직접 작품에 남긴 발문의 내용이다. 그의 발문은 

勝感念以葵陽之與。葵陽適相觸也。屬余記明其事。噫。沈童子之精靈其依此卷乎。則吾不
得而知。顧昔之葵陽在李中翰。今之葵陽在沈童子矣。衡山先生又豈知爲沈童子圖葵陽哉。
柳坪其亦可以適相慰矣。” 

197) 두경의 <우송도>는 명대에 제작된 별호도 중 가장 이른 시기의 작품이라는 측면에서 
이제까지의 별호도 연구들에서 빠지지 않고 언급되어온 작품이다. 그러나 이 작품 역시 
그 제작맥락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작품 전체는 일종의 정원 그림
과 같이 묘사되었으나, 울타리 밖에 위치한 괴석(怪石)과 가산(假山), 그리고 그 주위에서 
그림을 그리거나 거니는 인물들의 모습은 마치 상상 속 정원과 같은 인상을 준다(도 42).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 그림은 당시 유행하던 실경의 별서도 혹은 정원 그림이
라기보다는 가상의 모티프들을 배치한 별호도일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진다. 이 그림을 
수장했던 장축 역시 <우송도>를 ‘호를 그린 그림(寫號圖)’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張丑, 
「杜東原友松圖」, 『淸河書畵舫』 卷 12, 앞의 책, pp. 770-771.  "두동원선생[두경]이 그 
매형 위우송[위본성]을 위해 호를 그려 주었다. 당시에는 시가 있었는데, 어떠한 연유로 
사라졌는지 모르겠다. (東原先生為其姊丈魏友松寫號圖。當有詩。不知何縁脱落)(후략)." 

198) 위본성을 관직을 지낸 인물로 추정하는 근거에 대해서는 각주 118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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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予)’의 이야기로 시작하여 젊은 시절 군사 관련 부서에서 보냈던 자신의 
관직 생활을 매우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그는 이제 노년이 
되어 못다 이룬 일들을 자신의 자손들이 이루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
였다.199) 직접 주문하지도 않은 작품에 자신의 개인사를 이처럼 자세히 남
기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내용의 발문이라 할 수 있다.200) 처음 <우송도>
가 그려졌을 당시 함께 제작되었다는 시와 서문(敍文)이 언제 소실된 것인
지는 알 수 없지만, 작품의 원래 주인이던 우송 위본성과 관련된 기문은 사

199) 張丑, 「杜東原友松圖」, 『淸河書畵舫』 卷 12, 앞의 책, pp. 770-771. “予嘉靖戊戌進
士。庚子授處郡節推。逾四載。以急缺被召。召檄既至。當途者憾予不能曲為承順。故尼其
行。凡六閲月始得離任。考選愆期。類補刑屬。既而以便養陳情。改南兵。歴職方。武庫。
車駕三署。年資積累。甲寅拜九江之命。則科第十有七年矣。守郡六載。入覲者再。事竣。
類轉福建憲副。嵗在己未。科第凡二十有二年矣。初補清軍協堂缺。未蒞任。旋改福州兵
備。舊福寧一道。兼制福興泉三郡。氣勢聨絡。既三分鼎峙。肝膽楚越矣。二道離省稍遠。
猶得各自專制。惟福州分道建治省城。兵將俱軍門統之。號曰標下。軍門遣將發兵。道惟授
成擁虚而已。雖時或建白。亦謾不加省。且目為紛紛多事。平居不得一有所為。有事則出兵
將。俱非素統。未免倉皇失措。又日與倭冦對壘。從事踰年而敕寢閣不下。責重而權輕。將
驕而兵惰。城社憑依。事多掣肘。坐是力自䇿不前。指使論列。才非軍旅。難任保障。銓曹
題覆。素履雖慎。振作未聞。俱宜調簡。是皆有曲全之意也。有司欽遵明旨。親知每為勸
駕。予謝之曰。燭之武云。臣之少也。尚不如人。予今老矣。無能為也。六載以來。百念俱
灰。日惟就隂息影。待盡餘生而已。又拙于治生。拮据湫隘。居無隙地可以舒眺。偶展小
景。臺榭參差。山林掩暎。恍然置身其間。而與二三野老相遇。自笑真成畫餅矣。竊自念兄
弟頡頏科第。叨冒臺省。無補清明之治。而今老于菟裘。嵗時惟北望嵩祝。而芹曝莫獻。已
矣已矣。聞昔愚公懲太行王屋之塞。欲徙之渤海之尾。荷畚運土石。寒暑易節一返。年且九
十矣。或謂之曰。汝以殘年餘力。曽不能毁山之一毛。其如土石何。愚公曰。吾之後有子。
子又生孫。子而又子。孫而又孫。子子孫孫無窮匱也。予老矣。已矣已矣。庶幾子子孫孫如
愚公之言哉。嘉靖乙丑三月上巳。安里散人題跋。”

200) 장축 역시 자신의 조부가 본인의 상황을 빗대어 발문을 적었음을 특별히 언급하였다. 
張丑, 「杜東原友松圖」, 『淸河書畵舫』 卷 12, 위의 책, pp. 770-771. “동원선생[두경]이 
그 누이의 남편 위우송을 위해 별호도를 그려주었다. 당시에는 시가 있었는데, 어떤 이유
에서 떨어져 나갔는지 모르겠다. 다행히 유완암[유각]의 글이 남아있다. 예림의 쌍벽을 
이뤘다고 할 만하다. 가정 을축년[1565] 조부 약지[장정]를 위해 부군[장응문]이 구매하였
으니, 그 뒤에 당신의 상황을 발문으로 적었다. 조부가 돌아가신 뒤, 이 그림은 흩어져 
없어졌다. 융경 기사년[1569] 옥지생에게로 돌아갔다. 다시 보니 문오봉[문백인]의 제문이
다. 비록 그 당시의 명가의 화품을 펼쳐볼 수 있으나, 그림을 서술하여 우송에게 주었던 
한 절을 잃은 것이 안타깝다. 선조들의 뜻의 묘미를 엿볼 수 없다. 고로 그 끝에 보충하
여 적는다. 때는 만력 기유년[1609] 10월 그믐. 오문 경운리에서 적음. 장축이 가게에서 
구함. 東原先生為其姊丈魏友松寫號圖。當有詩。不知何縁脱落。尚賴劉完菴長句具存。足
稱藝林雙璧也。嘉靖乙丑幸為大父約之府君所購。跋其後以自况。大父没而此卷軼去。隆慶
己巳歸之玉芝生。伏讀文五峰題識。雖能闡發爾時諸名家畫品。惜乎失叙圖贈友松一節。猶
是未闚前人用意之妙。故為補書于末。時萬厯己酉嵗十月晦日。寓吳門慶雲里。張丑獲于常
賣舖中。篝燈録藏以志之。真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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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진 채 장정의 발문만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 그림은 언뜻 장정을 주제
로 한 별호도처럼 보인다. 그림 속 빨간 관복을 입고 있는 인물 역시 원래
는 위본성을 묘사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제는 관복을 입은 장정의 모습(도 
43)인 것처럼 인식된다. 장정 역시 <우송도>를 펼쳐보며 화면 속 장면에 
자신을 대입하여 상상했음을 고백하였다. 즉 <우송도>는 작품의 새로운 주
인인 장정이 쓴 발문과 결합되는 과정을 통해 노년에 이른 장정이 자신의 
과거를 회고하는 장면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이처럼 후대의 수장가들이 작품에 발문을 적는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전
유의 과정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201) 별호도의 경우 본래의 주제 
자체가 매우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별호도를 소유하게 된 후대 수장가들
은 이러한 타인의 사적인 작품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고 감상하기 위한 
일종의 정당성을 마련하고자 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수장가들은 발
문을 남기는 방식을 통해 다양하게 별호도를 활용했던 것이다. 

  이처럼 별호도가 원래의 제작 맥락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맥락에서 
감상되는 양상은 청대의 최고 수장가라고 할 수 있는 건륭제(乾隆帝, 
1736-1795 재위)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가 작품을 감상하는 데 있
어 문헌에 근거한 철저한 고증(考證)의 방식을 선호하였다는 사실은 여러 
선행 연구에서 검증된 바 있다.202) 그러나 그는 몇몇 별호도 작품을 감상하

201) Wai-Yee Li, "The Collector, the Connoisseur, and Late-Ming Sensibility," 
T'oung Pao, Second Series, vol. 81, fasc. 4/5 (1995), p. 270. 이 논문의 필자는 
작품에 대해 글을 쓰는 행위를 그 작품에 대한 영원한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표현하였다. 이 논문은 사실 제발문을 적는 행위보다는 개인 소장품에 대한 
수장 목록을 정리하고 이를 분류, 평가하는 ‘체계적인 목록화(cataloging)’ 작업을 언급한 
것이지만, 제발을 적는 행위에도 이와 비슷한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202) Kohara Hironobu, "The Qianlong Emperor's Skill in the Connoisseurship of 
Chinese Painting," Phoebus, vol. 6, no. 1 (1988), pp. 56-73; Chin-sung Chang, 
"Knowledge and Action on Display : Philology and Politics in Emperor 
Qianlong's Connoisseurship,"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AAS) Conference 
Paper, 2000 (unpublished). 이 논문들은 건륭제의 서화 감상 중에서도 진위 감정의 방
식을 주로 다루고 있다는 측면에서 본 논문의 관심사와는 그 맥락이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건륭제가 작품의 진위를 감정하는 데 있어서 관련 문헌과 작품에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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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정에서 작품이 원래 가지고 있던 별호도로서의 성격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예를 들어 그는 당인의 <관학도>(도 32)에 남긴 
발문을 통해 이 작품의 본 주인공인 관학 왕관(王觀)이라는 인물을 소식(蘇
軾, 1037-1101)으로 바꾸어 인식하였다.203) 한편 건륭제의 서화 감상 방식
을 그대로 계승한 가경제(嘉慶帝, 1796-1820 재위)는 당인의 <수경도>(도 
8)에 백성들에게 농사를 가르치는 내용의 발문을 적음으로써 작품에 교화적
(敎化的)인 성격을 부여하였다.204) 이는 가경제가 <수경도>를 일종의 경직
도(耕織圖)류의 작품으로 활용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여러 별호도 작품들 중에서도 건륭제가 가장 적극적으로 그 의미
를 변용하여 활용했던 작품은 단연 당인의 <사명도>(도 1)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당인의 <사명도>을 감상하면서 이 작품을 차(茶)로 유명한 강남 무석
(無錫)의 혜산(惠山)과 연관 지었다.205) 또 이를 똑같이 모사한 <모당인사명

진 화가 및 이전 수장가들의 서명, 인장, 제발문에 특히 의존했다는 지적은 주목할 만하
다. 즉 건륭제가 작품을 감상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내용들을 최우선적으로 살폈다는 사
실은 그가 별호도를 감상하는 데 있어서도 작품에 남아있는 서명 및 제발문들을 통해 작
품이 특정인의 별호를 도해한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임을 추정케 한다. 

203) 張照 外, 「明唐寅款鶴圖一卷」, 『石渠寳笈』 卷 5, 앞의 책, p. 389 “御題詩云。臨皋道
士堪為友。羽帔蹁躚揖客言。愛爾扁舟聊共泛。相看漫擬衛公軒。御題。” 여기서 임고도사
(臨皋道士)는 황주(黃州)에 유배되었을 당시 임고정(臨皋亭)에 거처했던 소식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 시의 내용 및 시구에 사용된 어휘 역시 소식의 ‘후적벽부(後赤壁賦)’
를 연상시킨다. 

204) 胡敬 外, 「明唐寅守耕圖一卷」, 『石渠寳笈三編』 卷 21, 앞의 책, pp. 1852-1853. “백
성들에게 벼를 먼저 거둔 후 피를 심도록 가르쳐라. 부지런히 밭을 갈아야 한다. 어진 임
금이 백성을 사랑하며 기름이 어찌 때에 어긋나겠는가. 성실히 세를 내어 임금의 덕에 
감사를 표하는구나. 동천 남맥에서 가래를 들고 임하며, 오래 동안 지켜 붉은 먼지가 일
지 않게 하라. 이치에 따라 행하며 일꾼을 부리지 말아라. 초가집 처마는 깊숙하고 고요
하니 세월 또한 깊어지는구나. (敎民稼穡始后稷。辛勤畎畝勞農力。聖王愛育豈違時。納
賦輸誠感君德。東阡南陌荷鍤臨。長守勿使紅塵侵。順理行去不營役。茅檐幽寂年華深。庚
申孟夏御題).”

205) 건륭제가 당인의 <사명도>에 남긴 제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혜산의 정사에서 죽로
에 차를 담가 푸르게 우려 잔을 든 일을 기억한다. 해원[당인]의 문필을 한가로이 본뜨
니, 갈증이 난들 어찌 우물에서 물을 길을 필요 있겠는가. 갑술년[1754] 윤사월 비가 개
인 뒤, 그 사이에 마침 이 권을 펼쳐, 그 뜻을 본떴으니, 권에 적힌 원래 음운을 따라 제
를 적어 이와 함께 적는다(記得惠山精舍裏，竹罏淪茗綠杯持。解元文筆閒相倣，消渴何勞
玉虎絲。甲戌閏四月雨余，幾暇偶展此卷，因摹其意，即用卷中原韻題之，並書於此。御
筆)” 원문은 http://www.dpm.org.cn/shtml/117/@/5477.html 참조. 2013년 5월 2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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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摹唐寅事茗圖)>(도 2)를 북경 외곽에 위치한 정명원(靜明園) 내 죽로산방
(竹罏山房)에 보관함으로써 이를 명대 강남 문인들이 향유했던 <죽로도(竹
爐圖)>의 전통으로 편입시켰다.206) 
  그런데 여기서 정명원의 죽로산방이 가지는 성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건륭제가 당인의 <사명도>를 감상한 일련의 과정에는 단순한 서화감상의 
차원을 넘어선 일종의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명원은 강희(康熙) 19년인 1680년에 지어진 행궁으로 청대의 저명한 황
실 원림을 칭하는 “삼산오원(三山五園)”의 하나이다.207) 이후 정명원은 건
륭 15년(1750)과 건륭 18년(1753)의 두 차례에 걸쳐 확장되었고, 이 중 
1753년의 중수(重修) 때는 ‘정명원16경’이 함께 지정되었다. 그리고 이 정
명원16경 중의 하나가 바로 건륭제가 그린 <모당인사명도>의 보관처이던 
죽로산방이다.208) 정명원16경 중 죽로산방과 성인종회(聖因綜繪), 옥봉탑영
(玊峯塔影)은 각각 무석 혜산사(惠山寺)의 청송암(聽松庵), 서호행궁(西湖行
宮), 금산(金山)의 묘고봉(妙高峰)을 본떠 만든 뒤 이름 붙인 것들이다.209) 
이 중 혜산사의 청송암, 즉 죽로산방은 명초 강남 문인들의 아회(雅會) 장
소로 유명한 곳이었으며, 특히 이 곳에서 제작되었던 죽로(竹爐)와 왕불(王
紱, 1362-1416)의 <죽로도권(竹爐圖卷)>은 죽로산방의 명성을 높이는데 크
게 기여하였다.210) 건륭제 역시 여러 차례의 남순(南巡)을 통해 혜산의 청

206) 서환희, 앞의 논문, p 73. 제발문의 원문은 『怀抱古今』 도록의 이미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澳門兿術博物館, 『怀抱古今 : 乾隆皇帝文化生活艺术』 (澳門 : 澳門兿術博物館, 
2002), pp. 102-105.

207) 1680년 북경의 서북쪽 옥천산(玉泉山)에 행궁이 처음 지어질 당시 그 명칭은 정명원이 
아닌 징심원(澄心園)이었다. 정명원으로 명칭이 바뀐 것은 1692년의 일이다. 穆彰阿, 「苑
囿」, 『(嘉慶）大清一統志』 卷 4, 『嘉慶重修一統志』 (北京 : 中華書局, 1986), vol. 1, 
pp. 111-112. 정명원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殷亮, 「山水之乐,不能忘于
怀——玉泉山静明园经营意向初探」, 『城市』 no. 6 (2005), pp. 48-50 참조. 

208) 정명원16경에는 죽로산방과 함께 곽연대공(廓然大公), 부용청조(芙蓉晴照), 옥천박돌(玉
泉趵突), 성인종회(聖因綜繪), 수벽시태(繡壁詩態), 계천과경(溪田課耕), 청량선굴(清凉禪
窟), 채향운경(采香雲徑), 협설금음(峽雪琴音), 옥봉탑영(玊峯塔影), 풍황청청(風篁清聴), 
경영함허(鏡影涵虛), 열백호광(裂帛湖光), 운외종성(雲外鐘聲), 취운가음(翠雲嘉䕃)이 포함
된다. 

209) 官修, 『清通志』 卷 33, 中國基本古籍庫 데이터베이스.
210) 죽로(竹爐)가 만들어진 것은 혜산사를 재건하였던 승려 성해(性海, 생몰년 미상)와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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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암을 방문하였다. 또한 세 차례에 걸쳐 이곳에 보관되어 있던 왕불의 <죽
로도권>에 시를 남긴 바 있다.211) 건륭제는 1751년의 첫 번째 남순(南巡) 
이후 1753년 정명원의 16경 중 하나로 죽로산방을 조성하였다. 그리고 그 
1년 뒤 1754년에는 북경에서 당인의 <사명도>를 감상하며 혜산에서 차를 
마시던 일을 추억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에 건륭제는 당인의 <사명도>를 
직접 임모하여 이를 정명원의 죽로산방에 둔 것이다.212) 
  건륭제가 정명원에 16경을 조성하며 정원을 크게 확장한 것이 1753년이
고, 그가 당인의 <사명도>를 꺼내 감상한 후 제시를 적고 작품을 임모한 
것이 모두 1754년에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은 그가 정명원을 확장하면서 죽
로산방에 둘 작품으로 당인의 <사명도>를 의도적으로 선택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특정 지역을 모방한 가상의 공간을 설치하고 이를 산수화와 연결
시키는 일이 1754년을 전후하여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는 사실 역시 이러한 
가능성에 신빙성을 더해준다. 예를 들어 1752년 열하(熱河)의 피서산장(避
署山莊)에 새로 지은 천척설(千尺雪)은 소주 한산(寒山)에 위치한 원림 내 
건축을 본뜬 것이었다. 건륭제는 1753년 이 곳에 당인이 그린 <품다도(品
茶圖)>(도 44)를 옮겨와 이후 피서산장을 방문할 때마다 이 그림에 제시를 
남겼다. 한편 1754년에는 반산(盤山)에 위치한 또 다른 행궁인 정기산장(靜

불의 계획에 의한 것이었다. 왕불은 죽로가 만들어진 것을 기념하고자 시를 짓고 <죽로
도>를 그렸다. 이후 여기에는 아회를 즐겼던 문인들의 시와 산문이 더해졌다. 이렇게 완
성된 <죽로도권>은 청대까지도 여러 문인들에 의해 감상되면서 수많은 제발문이 더해졌
다. 송락(宋犖, 1623-1713)은 이 <죽로도권>이 ‘소의 허리’ 두께만큼 두꺼워졌다고 언급
하기도 했다. 즉 혜산사 죽로산방의 명성은 왕불의 <죽로도권>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Hou-mei Sung, "Wang Fu and the Formation of the Wu School" 
(Ph.D. Diss.,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1984), pp. 53-60.

211) 穆彰阿, 「古蹟」, 『(嘉慶）大清一統志』 卷 87, 『嘉慶重修一統志』 (北京 : 中華書局, 
1986), vol. 4, pp. 3676-3677. 1779년에는 왕불의 <죽로도>와 함께 이를 모사한 또 다
른 세 본의 <죽로도권>이 모두 불에 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건륭제는 자신이 직
접 왕불의 <죽로도>를 모사하면서, 양영(楊榮, 생몰년 미상), 홍오(弘旿, ?-1811), 동고
(董誥, 1740-1818)에게 나머지 세 모사본을 복구하도록 명하였다. 이를 통해 건륭제가 
혜산사의 <죽로도>에 가졌던 관심 및 애정을 확인할 수 있다. Hou-mei Sung, 위의 논
문, pp. 58-59.

212) 푸션(傅申)은 건륭제가 당인의 <사명도>를 모사하는 과정에서 분명 사신(詞臣)이나 화
원 화가의 도움을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傅申, 「乾隆皇帝《御筆盤山圖》與唐岱」,
『美術史硏究集刊』 no. 28 (2010), p.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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寄山莊)에 완련초당(婉孌草堂)을 지었다. 이는 송강(松江) 지역 소곤산(小昆
山)에 위치한 초당을 묘사한 동기창(董其昌, 1555-1636)의 <완련초당도(婉
孌草堂)>(도 45)에서 착안하여 설계된 것이었다. 건륭제는 이곳에도 또한 
동기창의 <완련초당도>를 보관해 두며 이 작품을 통해 정기산장 완련초당
의 권위를 확립하였다.213) 
  이처럼 청대 황실 정원 내에 중국 영토 곳곳에 위치한 특정 산수나 유명 
건축물을 그대로 본뜬 경관을 설치한 일련의 작업들은 제국의 축소판을 구
현하는 행위로 해석된다. 즉 이를 통해 황제는 자신의 지리적, 문화적, 종
교적, 민족적 영토의 범위를 선언하고자 한 것이다.214) 이와 더불어 건륭제
는 각각의 건축물이 가지는 상징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명작들을 활용함으
로써 과거의 전통까지 자신의 통치권 내에 포괄함과 동시에 학자적 군주로
서의 이미지까지 확립할 수 있었다.215) 이러한 과정 속에서 당인의 <사명
도>는 황제가 소유한 세상의 일부분—지역적으로는 강남 지역을 상징하는, 
또 문화적으로는 명대 강남의 문인 문화를 상징하는—을 대표하는 거대한 
임무를 부여받은 것이다. 

  지금까지 여러 별호도의 예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상당수의 별호도는 점
차 원래의 기능과 의미를 잃으며 탈맥락화되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작품
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성격 및 기능은 점차 변질되었다. 이와 함께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별호도의 제작 역시 감소하였고, 그 결과 별호도 장르에 대한 
인식은 점차 희미해졌다. 이는 현재까지 상당수의 별호도가 그 장르적 성격
을 조명 받지 못한 채 알 수 없는 주제의 작품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

213) 서환희, 앞의 논문, pp. 67-78.
214) 캐리 류(Carry Liu)는 이러한 건축물 설립을 비롯하여 각종 서화를 수집하고 이를 기

록으로 집대성하는 총서 편찬 등의 활동을 모두 동일한 맥락에서의 '아카이빙
(archiving)' 작업으로 설명하였다. 이와 함께 그는 이러한 활동들은 마치 영토에 대한 
주권을 선언하기 위해 깃대를 꼽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하였다. Cary Y. 
Liu, "Archive of Power : The Qing Dynasty Imperial Garden-Palace at Rehe," 
『美術史硏究集刊』 no. 28 (2010), pp. 43-82 참조. 

215) 서환희, 앞의 논문, p.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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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배경을 설명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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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1500년경 무렵 소주(蘇州)를 중심으로 한 강남 지역에서는 별호도라는 새
로운 장르가 발생하여 활발히 제작되기 시작했다. 당대인들은 별호도를 이
전의 별서도와는 확실히 구분되는 독립된 장르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제까
지의 별호도 연구는 새로운 장르로서의 별호도가 가지는 혁신성이나 참신
함에 대해서는 줄곧 언급해왔으나, 별호도만의 독자적인 성격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했다. 본 논문은 별호도라는 독립된 장르에 초점
을 맞추어 별호도의 기원과 유행, 그리고 그 후대의 감상방식 및 수용양상
에 관한 일련의 과정을 분석해 보았다. 
  명대에 제작된 별호도들은 거의 예외 없이 ‘글씨-그림-기문(記文)’으로 
이루어진 수권(手卷, handscroll) 형식을 취하고 있다. 글씨는 그림 주문자
의 별호이기도 한 작품의 제목을 인수 부분에 전서 혹은 예서를 사용하여 
적은 것이다. 그림은 별호의 의미를 시각적으로 도해한 것이며, 기문은 별
호를 제목으로 취하여 그 의미를 다양한 방식으로 서술한 글이다. 즉 작품
의 각 부분은 모두 그림 주문자의 별호를 명시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
다. 
  별호도가 유행하기 이전 원대에도 몇몇 작품들은 그림 주문자의 별호를 
그 제목으로 하여 제작되었다. 선행연구들은 이러한 작품들을 모두 명대 별
호도의 선례로 제시해왔다. 그러나 이들은 명대에 발생한 별호도와는 그 제
작 맥락과 목적이 분명히 다른 작품들이었다. 이 작품들 중 일부는 여러 문
인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은거(隱居)에 대한 그리움을 주제로 하고 있
다. 한편 나머지 작품들은 원말에 유행한 전형적인 별서도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본 논문은 명대 별호도의 발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작품으로 원대 
장악이 그린 <죽서초당도>를 새롭게 제시하였다. 이 작품은 그 형식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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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방식뿐만 아니라 별호를 시각적으로 묘사한 방식, 기문이 별호의 의미를 
서술하는 방식에 있어 모두 명대의 별호도와 매우 유사한 성격을 보여준다. 
명대 별호도의 제작에 참여했던 화가 및 문필가들은 별호도가 유행하기 바
로 직전 시기부터 이 작품을 직접 감상한 바 있다. 이런 측면에서 장악의 
<죽서초당도>는 명대 별호도의 발생 및 제작방식에 상당히 직접적인 영향
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명대에 별호도가 유행하게 된 데에는 당시의 사회문화적 배경이 무엇보
다 중요하게 작용했다. 이 시기가 되면 제한된 문인 집단을 벗어나 모든 계
층의 인물들이 별호를 짓기 시작했다. 사회적으로 다소 애매하고 불안정한 
위치에 놓여있던 그림 주문자들은 별호도를 통해 자신의 이미지를 선전하
거나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정당화하고자 했다.
  한편 경제적인 부를 바탕으로 새로운 서화수장 집단으로 성장하고 있던 
비문인(非文人)들은 자기 자신을 주제로 한 별호도를 주문함으로써 보다 고
급스러운 방식으로 서화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보통은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사용하던 별호를 가지고 당대의 저명한 
문인들에게 그림과 글을 주문함으로써 그림 주문자들은 문인 사회로의 적
극적인 편입을 열망했다. 별호도는 주문자들의 이와 같은 욕망을 실현시켜
주는 하나의 장(場)으로 기능할 수 있었다. 아울러 그림 주문자들은 별호도
를 통해 자신의 별호에 더 많은 개인적, 사회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그림 주문자들은 자신의 별호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 받을 수 있
었으며, 특정 별호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선언할 수 있었다.
  그림 주문자들에게 있어서 별호도는 매우 의미 있는 작품이었지만, 당대
의 저명한 문인들에게 별호도 제작은 다소 중요도가 떨어지는 작업이었다. 
생계를 위해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기 시작했던 당시 문인들은 자신의 전
문 분야에 주력하여 별호도 제작에 참여하였다. 이들은 그림 주문자와의 특
별한 친분이 없이 형식적으로 별호도를 제작하였다. 별호도에 나타난 일련
의 특징들은 화가들이 방대한 양의 별호도 주문을 모두 수용하면서도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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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자의 요구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을만한 효율적인 방식을 고안했음
을 보여준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별호도를 제작했던 당인과 문징명은 같
은 시기에 같은 고객층을 상대로 하는 경쟁 관계에 놓여있었다. 따라서 이
들은 각각의 개성적인 별호도, 즉 자신들의 상품을 차별화할 수 있는 서로 
다른 화풍을 개발하여 그림 주문에 대응하였다. 
  한 개인을 주제로 하여 제작되었던 별호도는 그 자체로 매우 사적(私的)
인 의미를 담은 작품이었다. 따라서 많은 별호도는 그림 주문자의 집안에 
가전(家傳)되면서 일종의 ‘시각적 전기물’로 기능하였다. 세월이 흘러 그림 
주문자와는 전혀 인연이 없는 이들이 별호도를 수장하게 되었을 때, 이 새
로운 수장가들은 이 제3자의 물건을 자신의 소유물로 정당화시키기 위해 
작품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처럼 본래의 맥락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지닌 작품으로 별호도는 감상, 수용되었다. 그 결과 별호도
는 점차 그 본래의 의미를 잃어갔다. 이는 많은 별호도가 최근까지도 그 장
르적 성격을 잃은 채 특별한 조명을 받지 못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 
  본 논문은 별호도의 발생과 유행 및 후대의 감상방식, 수용양상에 대해 
다각적인 분석을 시도한 글이다. 이를 통해 기존에 단순히 ‘별호를 기념’하
기 위해 제작되었다고 설명되어 온 별호도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할 수 있었다. 특히 별호도를 하나의 독립된 장르로서 재조명했다는 
점, 이제까지 미술사에서 자세히 다루어지지 않았던 수장가 계층을 새롭게 
발견했다는 점, 그리고 별호도는 고급 문인 문화의 결과물이라는 고정관념
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본 논문의 의
의를 찾고자 한다. 본 논문이 별호도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다소 연구가 부
진했던 명 중기 회화의 사회적 성격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
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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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작품제목 제작연도 주문자 인수 기문
형태 및 
크기(cm)

소장처

杜瓊 
1396-1474 友松圖 미상

友松 魏本成 : 
두경의 매형,
관직을 지낸 
인물로 추정

• 원래 있던 記 소실 卷
29.1x92.3 고궁박물원

沈周 
1427-1509 邃庵圖 1500

邃庵 楊一淸
(1454-1530)

內閣大學士까지 
지낸 인물

“遂庵”
(李東陽) 

李東陽의 邃庵解,
吳寬의 邃庵銘

李夢陽의 邃庵辭

卷 
48.1x164.1 고궁박물원

唐寅 
1470-1524

毅庵圖 1519년 
경 毅庵 朱秉忠 “毅庵”

(文徵明)
文徵明의 序, 讚

이 외 9명의 제발문
卷

30.5x112.5 고궁박물원

事茗圖 미상 事茗 陳氏 “事茗”
(文徵明) 陸粲의 事茗辯 卷

31.1x105.8 고궁박물원

双鑒行窩圖 1519
双鑒 汪榮 :
안휘성 흡현 

출신
“雙鑑”

唐寅의 雙鑒行窩記, 
吳漳의 雙鑒行窩記, 

應鳳書의 雙鑒行窩記, 

冊
30x55 고궁박물원

표. 명대 별호도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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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燭의 雙鑒設, 
吳希旦의 雙鑒行窩序  

등

夢僊草堂圖 미상 夢僊 汪東原 “夢僊草堂”
(聖汪脩)

唐樞와 錢德洪의 제발 
소실

卷
29.6x682.1

Freer and 
Sackler 
Galleries

野亭靄瑞圖 1496년 
경

野亭 錢同愛
(1475-1549)

: 의사
• 吳寬의 題野亭靄瑞圖 卷 알 수 없음216)

梅谷圖 미상 梅谷 姚翌
: 姚希孟의 선조

“梅谷圖卷”
(祝允明) 祝允明의 記 소실 卷 •

桐山圖 미상 桐山 “淸樾吟窩”
(王鰲)

唐寅, 文徵明, 袁袠, 
蔡羽, 王寵, 徐伯虯, 
文彭, 文嘉, 陸芝, 

袁褧, 陸師道, 顧文彬, 
黃姬水, 王延凌, 
王穉登의 제발문

卷
31x137.3 고궁박물원

守耕圖 미상
守耕 陳氏: 

字 朝用
地主로 추정

“守耕”
(文徵明) 王寵의 守耕記 卷

32.2x99.2
국립고궁박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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款鶴圖
1492 款鶴 王觀:

의사

• 祝允明의 款鶴文과 贊 卷 •

미상 • 沈周의 詩 卷
29.6x145 상해박물관

琢雲圖 미상 琢雲: 白蓮涇 
惠慶寺의 승려 

“琢雲”
(靑山居士) • 卷

7寸x3尺7寸 •

夢筠圖 미상 夢筠 • 唐寅의 詩 卷

동경국립박물
관 

Takeshima 
Collection

悟陽子養性
圖 1514년경 顧謐: 

1484년 진사 • 文徵明의 悟陽子詩序 卷
29.5x103.5 요녕성박물관

賓鶴圖 미상 賓鶴翁: 
張鳳翼의 조부 • • 卷 •

桐庵圖 미상 • • • 卷 C. C. Wang 
소장

文徵明 
1470-1559 蘭亭修禊圖 1542 蘭亭 曾潛 •

文徵明의 
蘭亭序(왕희지의 

난정서 그대로 베낀 
것)와 이에 대한 敍

卷
24.2x60 고궁박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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洛原草堂圖 1529 洛原 白悅:
낮은 관직 지냄 •

文徵明의 洛原記, 
楊愼의 洛原草堂記, 

洛原, 洛原賦 등

卷
28.6x94 고궁박물원

東園圖 1530 東園 徐泰時 “東園圖”
(文徵明)

湛若水, 陳沂의 
제발문

卷
30.2x126.4 고궁박물원

存菊圖 약 1509 王氏 達卿:
의사

“存菊”
(吳奕)

祝允明의 存菊解, 
杜啓의 存菊堂記, 

黄省曽의 存菊詩序 등

卷
13.2x30.4 고궁박물원

一川圖 미상 一川 張氏 “淵岱之琛”
(王穉登)

王穀祥, 王穉登, 
文徵明, 豐坊의 

제발문

卷
28.2x109.4

국립고궁박물
원

葵陽圖 미상 李中翰 “葵陽”
(文徵明) 文徵明의 葵陽圖詩 등 卷

26.6x97.5 중상시박물관

少峰圖 미상 少峰 張情: 
張丑의 조부 • 張情의 少峰記, 

宗弟의 少峰歌 • •

滸溪草堂圖 1535년 
이전 滸溪 沈天民 “滸溪草堂”

(王穀祥) 陸粲의 記 등 卷
27x143 요녕성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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甁山圖 미상 甁山 •
黄省曾, 王穀祥, 文彭, 
文嘉, 王寵, 徐縉 등 
10개의 제발

卷 •

菊圃圖 미상 菊圃 • • 卷 •

師山圖 미상 • • • • •

三峰圖 미상
朱氏로 추정: 

朱希周(1463-15
46)의 동생

• • • •

周臣
1536년경 

사망

春泉小隱圖 미상 春泉 裵氏 • • 卷
26.4x85.5 고궁박물원

白潭圖 미상 白潭 •

自讚의 형식을 띤 
白潭生傳

그 외 17명의 제시
(현재는 남아있지 

않음)

卷
33.3x63.4
*현재는 
軸형태로 
장황됨

Nelson-Atki
ns Museum

琢雲圖 琢雲: 白蓮涇 
惠慶寺의 승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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仇英 
약 

1494-1552

東林圖 1546 東林 • 祝允明의 東林記 소실 卷
29.5x136.4

국립고궁박물
원

滄溪圖 미상 吳儔 克類: 
吳嚴의 동생

“滄溪”
(許初)

文徵明, 文彭, 文嘉, 
張補, 唐寅 등의 시 • •

玉田圖 미상
玉田 王來賓
(1509-1550 
이후): 의사

 “玉田”
(陸師道) 彭年의 玉田記 卷

8寸x5尺 •

玉峰圖 미상 玉峰 • • • •

項元汴 
1525-1590

荊筠圖 1565년 
경

荊筠, 愛荊 
汪繼美:

汪珂玉(1587-16
45)의 아버지

“荊筠圖”
王穉登

王穉登, 董其昌의 시 
등 • •

愛荊圖 미상 • • • •

陸治 
1496-1576

龍淵圖 1563 龍淵: 선승 •

陳鎏, 陸治, 周天球, 
李循諭, 李承烈, 文嘉, 

王穉登, 羅文瑞, 
邵啟泰의 제시

卷
28.2x102.9

국립고궁박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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練川草堂圖 1537 練川 朱氏 繼甫 “練川草堂”
(文徵明)

彭年의 練川賦와 辭 
등

卷
31x76

국립고궁박물
원

玉田圖 1549
玉田 王來賓
(1509-1550 
이후): 의사

• • 卷
24.2x131.6

Nelson-Atki
ns Museum

溪石圖 미상 吳氏 溪石:
안휘 신안인

"溪石"
(陸深) 文徵明의 溪石記 卷

31.3x85.7
Nelson-Atki
ns Museum

溪陽圖 1541 溪陽 吳良儒: 
휘주 상인 • • 卷 •

程大倫
16세기 
활동

方塘圖 미상 方塘 陳時明:
안휘 휴녕인 • • 冊 고궁박물원

文從簡
1574-1648 米庵圖 미상 米庵 張丑

(1577-1643)
“米庵”

(董其昌)
文柟의 米菴詩와 

米庵記 卷 소주박물관

216) <야정애서도>의 이전 소장처는 Collection of Marie-Helen and Guy Weill (New York)로 알려져 있었으나, 2010 가을 경매에서 4480만 
위엔(약 80억 원)에 낙찰되었다는 기록 이후 현재의 소장처는 불분명하다. 宋之瑞, 「秋光万华静夜思-Thingking in Autume」, 『嘉德通讯』 
no. 1 (2011),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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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판 목 록

도 1. 唐寅, <事茗圖>, 卷, 紙本墨筆, 31.1x105.8cm, 故宮博物院, 北京
도 2. 乾隆帝, <摹唐寅事茗圖>, 1754년, 卷, 紙本設色, 31.3x107.6cm, 故  
      宮博物院, 北京
도 3. 周臣, <北溟圖>, 卷, 絹本設色, 28.26x135.89cm, The              
      Nelson-Atkins Museum of Art
도 4. 杜瓊, <友松圖>, 卷, 紙本設色, 29.1x92.3cm, 故宮博物院, 北京
도 5. 沈周, <邃庵圖>, 卷, 絹本設色, 48.8x164.1cm, 故宮博物院, 北京
도 6. 文徵明, <東園圖>,  1530, 卷, 絹本設色, 30.2x126.4cm, 故宮博物  
      院, 北京
도 7. 張渥, <竹西草堂圖>, 卷, 紙本墨筆, 27.4x81cm, 遼寧省博物館
도 8. 唐寅, <守耕圖>, 卷, 絹本設色, 32.2x99.2cm, 國立故宮博物院, 臺北
도 9. 仇英, <東林圖>,  1546, 卷, 絹本設色, 29.5x136.4cm, 國立故宮博  
      物院, 臺北
도 10. 謝縉, <溪隱圖>, 軸, 紙本墨筆, 98.3x72.5cm, 홍콩 虚白斋
도 11. 唐寅, <雙鑑行窩圖>, 1519, 冊, 絹本設色, 30.1x55.7cm, 故宮博物  
      院, 北京
도 12. 唐寅, <觀梅圖>, 紙本設色, 軸, 108.6x34.5cm, 故宮博物院, 北京 
도 13. 黃公望, <鐵崖圖>, 軸, 紙本墨筆, 157.5x64.9cm, 國立故宮博物院,  
      臺北
도 14. (도 13) <鐵崖圖> (부분)
도 15. (도 13) <鐵崖圖> (부분)
도 16. 王蒙, <雲林小隱圖>, 卷, 紙本墨筆, 27.3x64.8cm, 개인 소장
도 17. 王繹, 倪瓚, <楊竹西高士小像>, 卷, 紙本墨筆, 27.2x86.8cm, 故宮  
      博物院, 北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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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8. 馬琬, <喬岫幽居圖>, 1349, 軸, 絹本墨筆, 119.9x57.8cm, 國立故  
      宮博物院, 臺北
도 19. 趙雍, <竹西>, 卷, 紙本墨筆, 27.4x125.3cm, 遼寧省博物館
도 20. 張渥, <竹西草堂圖>, 卷, 紙本墨筆, 27.4x81.2cm, 遼寧省博物館
도 21. 楊維楨, <竹西志>, 卷, 紙本墨筆, 遼寧省博物館
도 22. 倪瓚, <容膝齋圖>, 1372, 軸, 紙本墨筆, 74.7x35.5cm, 國立故宮博  
      物院, 臺北
도 23. 姚彦卿, <有餘閒圖>, 1360, 卷, 紙本墨筆, 84x23cm, The         
      Cleveland Museum of Art
도 24. 姚彦卿, <雪江漁艇圖>, 卷, 紙本墨筆, 24.1x81.8cm, 故宮博物院,   
      北京
도 25. 趙原, <陸羽烹茶圖>, 卷, 紙本墨筆, 27x78cm, 國立故宮博物院, 臺  
      北
도 26. (도 5) 沈周, <邃庵圖> (부분) 
도 27. 陸治, <龍淵圖>, 卷, 絹本設色, 28.8x102.9cm, 國立故宮博物院, 臺  
      北
도 28. 文徵明. <洛原草堂圖>, 1529, 卷, 絹本設色, 28.6x94, 故宮博物院,  
      北京
도 29. 唐寅, <悟陽子養性圖>, 卷, 紙本墨筆, 29.5x103.5, 遼寧省博物館 
도 30. 傳 文徵明, <存菊圖>, 1508년 이후, 卷, 13.2x30.4cm, 故宮博物院,  
      北京
도 31. 唐寅, <野亭靄瑞圖>, 卷, 30x103.5cm, Collection of             
      Marie-Helen and Guy Weill 이후 불명
도 32. 唐寅, <款鶴圖>, 卷, 紙本設色, 29.6x145, 上海博物館
도 33. 陸治, <玉田圖>, 1549, 卷, 紙本設色, 24.2x136.1cm, The         
      Nelson-Atkins Museum of Art 
도 34. 唐寅, <夢僊草堂圖>, 卷, 紙本設色, 29.6x103cm, Smithson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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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titution
도 35. 樊暉, <溪山遠眺圖>, 葉, 紙本墨筆, 28x55.2cm, 淮安市博物館
도 36. 何澄, <雲山墨戱圖>, 葉, 紙本墨筆, 28.2x96cm, 淮安市博物館
도 37. 唐寅, <毅庵圖>, 1519년경, 卷, 紙本設色, 30.5x112.5cm, 故宮博物  
      院, 北京
도 38. 文徵明, <湖溪草堂圖>, 卷, 紙本設色, 27x143cm, 遼寧省博物觀
도 39. 文徵明, <蘭亭修褉圖>, 1542, 卷, 金箋設色, 24.2x60, 故宮博物院,  
      北京
도 40. 文徵明, <蘭亭修褉圖>, 軸, 紙本設色, 140.3x73.2cm, 故宮博物院, 北京

도 41. 文徵明, <葵陽圖>, 卷, 絹本設色, 26.6x97.5cm, 重慶市博物館
도 42. (도 4) 杜瓊, <友松圖> (부분)
도 43. 張情 像과 杜瓊, <友松圖>(도 4)의 세부
도 44. 唐寅, <品茶圖>, 軸, 紙本墨筆, 93.2x29.8cm, 國立故宮博物院, 臺  
      北
도 45. 董其昌, <婉孌草堂圖>, 1579, 軸, 紙本墨筆, 111.3x36.8cm, 개인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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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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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ao Paintings of the Middle Ming Dynasty

Yeohoon Choi
Department of Archaeology and Art Histo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hao painting (別號圖) is a picture that illustrates the 
meaning of someone's biehao (別號), a sobriquet. Different from 
other subjects in Chinese art, the hao painting flourished 
exclusively during the middle Ming period. Many art historians 
have paid attention to the hao painting because of its thematic 
originality and uniqueness. However, despite the high level of 
interest, the only thing we know about the hao painting is that it 
was produced to 'celebrate' the patron's biehao. In order to go 
beyond such a superficial understanding, this study explores the 
socio-cultural context in which hao paintings were created and 
how they functioned in mid-Ming society. 
  With regard to the problem of the origins of hao paintings, a 
handscroll known as the Thatched Hut West of the Bamboo (竹西
草堂圖) is worthy of notice. In this handscroll, Zhao Yong (趙雍, 
1298-ca.1360), Zhang Wo (張渥, active ca.1336-ca.1364), and Yang 
Weizhen (楊維楨, 1296-1370) respectively delivered the meaning of 
'Zhuxi (竹西)' by means of calligraphy, painting, and writing for 
Yang Qian (楊謙, 1283-?) of Songjiang (松江). Zhuxi was 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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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an's biehao. The composition and the manner of treating the 
subject exactly correspond to those of hao paintings produced in 
the 15th and 16th centuries. According to the colophons attached 
to the handscroll, from the 15th century it was appreciated by the 
eminent Suzhou literati including Tang Yin (唐寅, 1470-1524), a 
painter who created numerous hao paintings. He was the most 
prominent master in the hao painting genre. This indicates that 
Thatched Hut West of the Bamboo might have had a direct impact 
on the creation of hao paintings during the middle Ming period. 
  The hao painting genre gained enormous popularity during the 
early sixteenth century. By that time, the practice of adopting 
one's own biehao began to spread among people from all walks of 
life. In this regard, the social status of the patrons of the hao 
paintings deserves special attention. It is interesting to note that 
few noted people who had succeeded in their career ordered hao 
paintings. The only exceptional example of this is Distant Hut (邃
庵圖) which was ordered by Yang Yiqing (楊一淸, 1454-1530), a 
renowned politician of the middle Ming dynasty. But he was also a 
minor official at the time of his commissioning the painting. Most 
of the patrons who requested the hao paintings were people of 
somewhat unstable, marginalized, and ambiguous social statuses, 
such as minor officials and doctors. To be specific, minor officials 
were the people who had succeeded in entering the government 
service but eventually fell behind in the competition among them. 
Doctors were placed in a similar situation. The number of doctors 
had rapidly increased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Ming dynasty 
and the competition among doctors became fierce and sti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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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is respect, it is supposed that they needed a specific means 
of differentiating themselves from others and strengthening their 
competitiveness. For example, minor officials who were lack of 
capacity to promote to the higher rank instead advertised their 
family background or exaggerated their own personality with the 
help of biehao. Similarly, doctors tended to utilize biehao to 
emphasize their advantages as a doctor, such as wealth of 
medical knowledge, family background, or approval from other 
noble men. In this process, they needed a help of literati of 
renown, who were knowledgeable and highly celebrated, because 
the doctors could not prove their great ability and reputation in 
society and acquire exclusive rights of their own biehao by 
themselves. 
  Then what were the roles of the images and records in their 
hao paintings? Records in hao paintings were designed to explain 
the specific meaning of the patrons' biehao. They were full of 
embellished words, laudatory sentences and philosophical and 
literary sources. Meanwhile, images of hao paintings were intended 
to display the meaning of biehao more simply but more effectively 
by visualizing the motifs that symbolized the biehao. They also 
emphasized the existence of the patrons by showing them as 
prominent figures in composition.
  Hao paintings appealed not only to the patrons but also to the 
painters. Although painters, such as Wen Zhengming (文徵明, 
1470-1559), used to complain of hao paintings being tiresome, the 
making of hao paintings was their main source of income. In 
addition, painters could create easy and effective method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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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ing with hao paintings. They had no need to meet the patrons 
personally or visit their estates. All they needed was brief 
information about the patrons' biehao. In fact, in many cases, 
they illustrated the meaning of a patron's biehao arbitrarily 
without any interaction with the person. Painters used a 
standardized format of their own to save their time and energy. In 
this way, they could establish their own 'brand' in hao paintings, 
with which their own 'products' could be differentiated from 
others'. 
  Hao paintings were used as 'visualized biography' by the 
patrons' descendents. On the other hand, the later owners who 
had no personal relations with the works' original owners were 
different. They rather tended to erase the traces of the original 
owners and subjects. It might have been uncomfortable for the 
later owners to commemorate someone whom they know nothing 
about. As a result many hao paintings changed their meaning and 
subject by the later added colophons. 
  This study has its significance in three points. First, this article 
has reestablished the status of hao paintings as an independent 
and representative genre. Second, this study has illuminated the 
specific statuses of patrons whose characteristics have not been 
clearly explained before in the context of art history. Lastly, it has 
challenged the previous scholarship on the hao painting as an 
'elegant' art. In every respect, hao paintings are socially 
conditioned works. This study is an attempt to explore the 
historicity of the pain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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