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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절매삽병도(折梅揷甁圖)>, <소동개문도(小僮開門
圖)>, <고사도교도(高士渡橋圖)>는 『전강희안·신부인등필화집(傳姜希顔申
夫人等筆畵集)』에 속해 있는 작품들이다. <절매삽병도>와 <고사도교도>는 
『이왕가박물관 소장품사진첩 회화지부(李王家博物館所藏品寫眞帖繪畵之
部)』(1933)에 강희안(姜希顔, 1417-1464)의 전칭작(傳稱作)이자 단편(斷片)
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소동개문도>는 『조선고적도보(朝鮮古蹟圖譜)』 권
14(1934)에 강희안의 전칭작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연구자들은 일반적으로 <절매삽병도>, <소동개문도>, 
<고사도교도>를 15세기 중엽에 활동한 강희안(姜希顔, 1417-1464)의 전
칭작으로 상정하였으며 세 작품들이 본래 한 작품이었을 가능성을 제시하
기도 하였다. 그러나 세 작품들 내에 제발(題跋)이나 관지(款識)가 전혀 남
아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에서는 작품의 작가 및 연대 비정에 
대한 체계적인 고증 과정이 생략되었다. 또한 세 작품들을 종합한 원본의 
구체적인 구도와 전체 주제 및 도상의 의미 등에 대한 연구 역시 진전되
지 않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필자는 <절매삽병도>, <소동개문도>, 
<고사도교도>의 현재 작품 상태, 원본 구도, 작가, 국적, 제작연대, 주제, 
도상 등에 대한 분석을 세밀하게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필자는 <절매삽
병도>, <소동개문도>, <고사도교도>가 본래 하나의 작품에서 산락(散落)된 
편화(片畵)들임을 밝혔다. 아울러 필자는 산락 이전의 원본 작품이 ‘16세
기 초반’에 제작된 조선 초기 ‘방우도(訪友圖)’ 유형에 해당됨을 제시하였
으며 원본 작품의 제목을 <고사방우도(高士訪友圖)>로 명명(命名)하였다. 
나아가 <절매삽병도>, <소동개문도>, <고사도교도>가 명대(明代) 절파화풍
(浙派畵風)의 수용 및 변용(變容) 양상과 조선 초기 문인들의 누정문화(樓
亭文化) 및 원예문화(園藝文化)를 설명해줄 수 있는 작품임을 조명하고자 
하였다.
  <절매삽병도>, <소동개문도>, <고사도교도>는 기본적으로 인물, 가옥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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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표현 방식, 담장·지붕·기단 경사선의 기울기, 화풍이 동일하여 본래 
한 작품에서 산락된 편화(片畵)들로 판단된다. 또한 <절매삽병도>의 좌측 
상부에 일부 남아 있는 지붕의 처마 부분과 <소동개문도>의 좌측 상부 모
서리에 남아 있는 가옥의 기단 선을 조합해 보면, 세 작품들이 산락되기 
이전의 원본 작품에서 담장 안쪽에 가옥 형태의 건축물이 존재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 아울러 <고사도교도>의 다리를 건너는 고사(高士)와 시동
(侍童)의 도상은 손님을 맞이하는 <소동개문도>의 시동 도상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이를 종합해 보면 산락 이전의 원본 작품은 ‘가옥을 향해 다리
를 건너는 고사와 시동’,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문을 열고 있는 시동’, 
‘원림에서 손님맞이 준비를 하는 시동들과 담장 안쪽의 가옥’으로 구성되
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절매삽병도>, <소동개문도>, <고사도교도>의 작가, 국적, 제작연대와 
관련하여 작품들의 세부 양식을 분석해 보면 이 그림들이 15세기 중엽에 
활동한 강희안과는 관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절매삽병도>, <소동개문도>, <고사도교도>에 나타난 절파 화풍이 
명대 궁정화풍의 대표적인 산수화 양식으로 확립된 시점이 성화(成化)·홍
치(弘治) 연간(1465-1505)에 이르는 15세기 후반 무렵이었음을 고려해 볼 
때, 이 작품들의 작가를 15세기 중엽의 강희안으로 상정하기 어렵다. 
  아울러 <절매삽병도>, <소동개문도>, <고사도교도>의 부벽준(斧壁皴), 
의습선 표현 등에서 조선식으로 변용(變容)된 양식이 나타나므로 이 작품
들의 국적은 조선에 해당된다. 
  <고사도교도> 속에 보이는 부벽준은 15세기 말 명대 절파식 부벽준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조선 화단에 15세기 말의 명대 부벽준 표현이 유입
되어 성행하게 된 시점은 16세기 초반으로 판단된다. 또한 <고사도교도> 
속 부벽준은 16세기 전반 작품으로 새롭게 비정되고 있는 <고사관수도(高
士觀水圖)>의 광태사학파적인 부벽준보다 이전 시기의 부벽준이다. 아울러 
작품 속 인물의 의습선에서도 16세기 초반의 표현이 확인된다. 따라서 
<고사방우도>의 제작연대는 ‘16세기 초반’으로 비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절매삽병도>, <소동개문도>, <고사도교도>가 산락되기 이전의 원본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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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은 ‘가옥으로 향하는 고사’, ‘목적지에 해당되는 가옥’, ‘가옥 안의 주인’ 
도상을 특징으로 하는 명대 절파식 ‘방우도(訪友圖)’와 구도·도상 면에서 
강한 친연성을 보인다. 전체적으로 ‘방우(訪友)’ 구도를 따르고 있는 <절매
삽병도>, <소동개문도>, <고사도교도>의 원본 작품에서도 가옥 안에 ‘벗을 
기다리는 주인’의 도상이 묘사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고사방우도>의 배경으로 묘사된 누정(樓亭)은 시동들과 원림을 갖춘 대
저택으로 묘사되어 있으므로 16세기 초반 훈구파(勳舊派)를 중심으로 한 
고위 관료의 누정을 표현한 것으로 여겨진다. 
  16세기 초반에 성행한 누정문화는 벗을 초대해 원림(園林)을 감상하는 
일, 시회(詩會)를 열어 시문을 짓는 일, 누정기(樓亭記)를 작성하는 일 등 
벗과의 다양한 사교 활동들이 그 주요 특징이었다. 당시 누정문화에서 ‘벗
의 방문’은 단순한 친목 도모의 수준을 넘어 누정의 가치와 누정 주인의 
명망을 높이는 역할을 하였다. 누정을 방문한 벗들은 누정의 수려한 경관
을 상찬함과 동시에 누정을 ‘은일에 대한 동경’과 ‘누정 주인의 신선적 면
모’를 반영한 공간으로 묘사하였다. <고사방우도>에 묘사된 ‘누정 배경의 
방우(訪友)’ 도상 역시 조선 초기 누정문화에서 벗의 방문이 지닌 상징적 
의미와 밀접한 상관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고사방우도>는 전반적으로 명대 절파식 방우도의 도상과 구도를 따르
고 있다. 그러나 매화 가지를 꺾어 병에 넣는 ‘절매삽병(折梅揷甁)’ 도상과 
송(松), 죽(竹), 매(梅), 괴석(怪石), 화분 등이 어우러져 있는 ‘원림 내부(內
部)’ 도상이 강조된 점은 명대 절파식 방우도와 차별되는 부분이다. 특히 
<절매삽병도>에는 조선 문인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녔던 세한삼우(歲寒
三友), 삼익지우(三益之友)와 같은 원림 구성물들이 묘사되어 있어 주목된
다. 
  우선 ‘절매삽병’ 도상은 ‘벗과의 만남’과 ‘은일에 대한 동경’을 시사한다. 
필자는 이에 대한 근거로 ‘상매회(賞梅會)’가 조선 문인들의 누정문화로 
정착되어 있었다는 점, ‘절매(折梅)’가 육개(陸凱, 198-269) 고사(故事)에 
의거하여 ‘벗에 대한 그리움’으로 이해되었다는 점, 원림 안의 매화나 분
매(盆梅)가 ‘은일에 대한 동경’을 상징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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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매삽병도> 속 ‘원예(園藝)’ 도상의 의미는 강희안의 『양화소록(養花
小錄)』(1474) 등에 반영되어 있는 15·16세기 조선 초기 문인들의 원예 관
련 문화와 인식(認識)을 토대로 파악될 수 있다. 조선 초기 문인들의 원예
문화(園藝文化)는 ‘누정문화’ 및 ‘북송 사대부의 의식세계(意識世界)’ 등에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 
  조선 초기의 원예에 대한 인식은 크게 ‘은일(隱逸)에 대한 동경’과 ‘격물
치지(格物致知)를 통한 경세제민(經世濟民)’의 두 축으로 나누어진다. ‘은
일(隱逸)’과 ‘출사(出仕)’로 요약될 수 있는 이 두 가지 인식(認識)은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개념이었다. 출사에 나선 관료문인
(官僚文人)들은 은일을 대신하는 의미에서 원림을 조성하였다. 단, 관료문
인들은 은일에 대한 동경을 내세웠지만 실제 원림은 화려하게 꾸며 주목
된다. 
  한편 조선 초기에는 원예활동을 완물상지(玩物喪志)로 여기는 부정적 인
식이 생겨나기도 하였다. 이를 의식한 조선 초기 관료문인들은 원예활동에 
‘격물치지’와 ‘경세제민’의 유교적 가치와 이념을 부여함으로써 자신들의 
원예활동에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세한삼우’와 ‘삼익지우’에 해당되는 도
상들이 구체적으로 묘사된 <절매삽병도>에는 조선 초기 문인들의 원예에 
대한 인식과 이상적(理想的)인 원림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
  본 연구에서 필자는 <절매삽병도>, <소동개문도>, <고사도교도>가 강희
안의 전칭작이 아닌 ‘16세기 초반’의 조선 회화임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또한 세 작품들이 산락되기 이전의 원본 구도와 도상이 명대 절파식 ‘방우
도(訪友圖)’에 연원을 두고 있음을 밝혔다. 나아가 작품 제작 당시 성행했
던 조선 초기의 누정문화(樓亭文化)와 원예문화(園藝文化)를 심층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작품 속 ‘방우(訪友)’ 도상과 ‘원림 관련 도상들’의 상징적 
의미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고자 한다.

주요어 : 강희안(姜希顔), 절매삽병도(折梅揷甁圖), 소동개문도(小僮開門   
          圖), 고사도교도(高士渡橋圖), 고사방우도(高士訪友圖), 절파(浙  
          派), 방우도(訪友圖), 누정문화(樓亭文化)
학  번  :  2015-2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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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본 연구는 <절매삽병도(折梅揷甁圖)>(도 1), <소동개문도(小僮開門圖)>
(도 2)1), <고사도교도(高士渡橋圖)>(도 3) 세 점의 작가와 제작연대에 대한 
기존의 통념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 세 작품들이 본래 한 작품이었음을 밝
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아가 원본 작품의 전체 구도 및 도상의 연원
과 의미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절매삽병도>, <소동개문도>, <고사도교도>는 15세기 중엽
에 제작된 강희안(姜希顔, 1417-1464)의 전칭작으로 전해져 왔다. 그러나 
본고에서 필자는 정세한 양식 분석과 원본 구도 추정을 통해 본 작품들이 
명대(明代) 절파식(浙派式) 방우도(訪友圖)의 구도, 도상, 화풍에 영향을 받
은 16세기 초반의 조선 초기2) 회화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또한 본 작품들
에 묘사된 ‘방우(訪友)’ 도상, ‘절매삽병(折梅揷甁)’ 도상, ‘원예(園藝)’ 도상
을 조선 초기 누정문화(樓亭文化) 및 원예문화(園藝文化)와 연관 지어 분
석함으로써 작품의 주제와 제작 배경을 심층적으로 파악해 보고자 한다. 
  <절매삽병도>, <소동개문도>, <고사도교도>에 관해 알려져 있는 기본적
인 작품 정보는 다음과 같다. 이 세 점의 작품들은 전체 7점으로 이루어
져 있는 『전강희안·신부인등필화집(傳姜希顔申夫人等筆畵集)』에 속해 있는 
작품들이다.3) 『전강희안·신부인등필화집』은 1910년에 이왕가박물관에서 
스즈키 게이지로(鈴木銈次郞)로부터 구입한 것이다. 이후 이 화집은 이왕

1) <소동개문도(小僮開門圖)>의 작품명 중 ‘소동’의 한자는 『조선고적도보(朝鮮古蹟圖譜)』 
卷14(1934)에 기재된 대로 ‘小僮’으로 표기해왔으나, 최근에는 ‘小童’으로 표기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조선고적도보』 卷14를 따라 ‘소동개문도(小僮開門圖)’로 표기하였
다. 

2) 본 논문에서 ‘조선 초기’ 회화의 연도 기준을 ‘1392-1550년 사이’로 삼았음을 미리 밝
혀둔다. 이는 조선 시대를 초기, 중기, 후기, 말기로 나누고 초기를 1392-1550년으로 
설정한 안휘준의 견해를 따른 것이다. 안휘준, 『한국미술의 역사: 선사시대에서 조선시
대까지』(시공사, 2003), p. 26.

3) 『전강희안·신부인등필화집(傳姜希顔申夫人等筆畵集)』의 작품은 총 7점이다. 전(傳) 강희
안의 <절매삽병도>, <소동개문도>, <고사도교도> 외에 작자미상의 <산수도(山水圖)>(덕
수 2192-4), 작자미상의 <산수인물화(山水人物畵)>(덕수 2192-5), 산시청람(山市晴嵐)
을 그린 작자미상의 <산수도(山水圖)>(덕수 2192-6), 전(傳) 신사임당(申師任堂)의 <노
안도(蘆雁圖)>(덕수 2192-7)가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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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박물관이 덕수궁미술관으로 개편되면서 덕수궁미술관에 소장되었다가 
현재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4) <절매삽병도>와 <고사도교도>
는 『이왕가박물관 소장품사진첩 회화지부(李王家博物館所藏品寫眞帖繪畵
之部)』(1933)에 강희안의 전칭 작품이자 단편(斷片)으로 기재되어 있다(도 
4, 5). <소동개문도>는 『조선고적도보(朝鮮古蹟圖譜)』 권14(1934)에 강희
안의 전칭 작품으로만 기재되어 있다(도 6).5) 그러나 작품들 내에 제발(題
跋)이나 관지(款識)가 전혀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작품의 작가를 강희안
으로 전칭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세 점의 작품들은 국립중앙박물관의 유물카드에 ‘가옥인물도(家屋人
物圖)’로 통칭(統稱)되어 있다.6) 그러나 ‘가옥인물도’라는 명칭은 현재 학
계에서 통용되지 않는 제목이며 세 작품들을 종합한 원본의 전체 주제를 
충분히 아우르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Ⅱ, Ⅲ장에서 상세히 다루겠지만 <절매삽병도>, <소동개문도>, <고사도
교도> 세 점을 종합한 원본 작품은 ‘벗을 방문하는 고사(高士)’를 전체 주
제로 삼고 있다. 이에 의거하여 필자는 원본 작품의 제목을 <고사방우도
(高士訪友圖)>로 새롭게 명명(命名)하였다. 본고에서 <절매삽병도>, <소동
개문도>, <고사도교도> 세 점을 종합한 원본 작품을 칭할 때, <고사방우
도>라는 제목을 사용하였음을 미리 밝혀둔다. 
  <절매삽병도>, <소동개문도>, <고사도교도> 세 점에 대한 선행 연구들
은 조선 초기 회화에 관한 연구의 일부로서 진행된 경우가 많았다. 또한 
선행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작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나 작품의 양식 분
석 정도에 머물렀다. 따라서 본 작품들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졌
다고 보기는 어렵다. <절매삽병도>, <소동개문도>, <고사도교도> 세 점에 

4) 이원복, “28. 인재 강희안의 소경산수인물화”(「우리 옛 그림들의 해후」, 한국미술정보개
발원(스마트K)), 2013. 2. 18 게재. 

5) 『이왕가박물관 소장품사진첩 회화지부(李王家博物館所藏品寫眞帖繪畵之部)』에는 <절매
삽병도>와 <고사도교도>가 ‘단편(斷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반면, 『조선고적도보(朝鮮
古蹟圖譜)』 卷14에는 <소동개문도>가 강희안의 전칭 작품으로 소개되어 있을 뿐 ‘단편
(斷片)’이라는 기록이 없다. 이는 『조선고적도보』와 『이왕가박물관 소장품사진첩 회화지
부』의 작품 기재 방식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소동개문도>가 다른 두 작품과 
달리 단편이 아니라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6) 이원복(2013), 앞의 칼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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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선행 연구들을 연구자 중심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고유섭은 「仁齋 姜希顔 小考 (完)」(1940)에서 강희안의 전칭작들 중 진
작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갖춘 작품은 없다고 보았다. 다만 
고유섭은 시서화삼절(詩書畵三絶)로 칭송받은 강희안의 명성에 걸맞은 전
칭작으로 <절매삽병도>, <소동개문도>, <고사도교도>를 꼽았다. 고유섭은 
특히 <고사도교도> 속 고사의 모습이 강희안의 풍도(風度)를 보여준다고 
언급하며 작품의 화격(畫格)을 높이 평가하였다.7) 
  유복열의 『한국회화대관(韓國繪畵大觀)』(1969)은 <절매삽병도>, <소동개
문도>, <고사도교도>를 연구한 후대 연구자들이 주요 참고문헌으로 삼은 
저술이다. 『한국회화대관』에는 <절매삽병도>, <소동개문도>, <고사도교도> 
세 점의 도판과 함께 작품에 대한 기본 정보와 양식 분석이 기술되어 있
다. 유복열은 『한국회화대관』에서 <절매삽병도>, <소동개문도>, <고사도교
도> 세 점이 당(唐), 송(宋), 원(元)의 고법(古法)을 조화롭게 융합하였다고 
평가하였으며 <고사도교도>와 <절매삽병도>가 각각 다른 그림의 일부라고 
보았다.8) 유복열은 『이왕가박물관 소장품사진첩 회화지부』에 <고사도교
도>와 <절매삽병도>가 단편(斷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에 근거하여 이 
두 작품이 각각 별개의 작품에서 산락(散落)되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
다. 아울러 유복열이 <소동개문도>에 대해서는 단편이라고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조선고적도보』 권14에 단편이라는 표기가 별도로 되어 있지 않았
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동주는 『한국회화소사(韓國繪畵小史)』(1972)에서 <절매삽병도>, <소동
개문도>, <고사도교도>가 원본에서 잘려져 전해지는 단편들임을 언급하였
다. 또한 이동주는 작품들에서 강하면서도 적확한 필치가 돋보이는 거장의 
솜씨가 확인된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이동주는 <고사도교도>에 명대(明代) 
원체화풍(院體畫風)의 부벽준(斧劈皴)이 이미 구사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
어 보아, 이 작품이 명초(明初) 화원 그림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지 의

7) 고유섭, 「仁齋 姜希顔 小考 (完)」(『文章』, vol. 2, no. 9, 1940), p. 159. 고유섭은 「仁
齋 姜希顔 小考 (完)」 이전에 고유섭, 「仁齋姜希顔小考」(『文章』, vol. 2, no. 8, 1940), 
pp. 154-157에서 강희안에 대한 글을 작성한 바 있다.  

8) 유복열, 『韓國繪畵大觀』(文敎院, 1969), pp. 7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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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이 간다고 언급하였다.9) 
  또한 이동주는 『우리 옛그림의 아름다움』(1996)에서도 <고사도교도>에 
관해 다루면서 작품의 작가가 강희안인지의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기술하
였다. 이와 함께 <고사도교도>에 명초에 전하던 남송풍(南宋風)에 북화풍
(北畫風)을 결합한 화풍이 나타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10) 이동주의 연
구는 <절매삽병도>, <소동개문도>, <고사도교도> 세 점의 작가를 강희안
으로 확정할 수 없다고 언급한 점, <고사도교도>에 구사된 명대 원체화풍
의 부벽준과 관련하여 작품의 제작연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절매삽병도>, <소동개문도>, <고사도교도> 세 점
에 대한 제작연대, 양식, 작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까지는 진행되지 않았
다.
  이혜정은 「朝鮮時代 浙派畵에 나타난 人物表現形式」(1993)에서 조선의 
절파화풍(浙派畵風) 회화의 예를 다루면서 <절매삽병도>, <소동개문도>, 
<고사도교도> 세 점을 제시하였으며 세 작품들이 모두 소경산수인물화(小
景山水人物畵)에 해당되고 표현법이 동일하다고 언급하였다. 이혜정은 특
히 <고사도교도>에 대해서는 바위 표현에서 날카로운 부벽준이 나타나고 
정두서미법(釘頭鼠尾法)의 의습선(衣褶線)이 강조되어 있음을 주목하였다. 
또한 이혜정은 <고사도교도>에서 작품의 주체가 되는 인물들이 화면의 상
부에 치우쳐 있어 전(傳) 강희안의 <고사관수도(高士觀水圖)>와 달리 전체
적인 화면 구성이 불안정하다고 지적하였다.11) 이혜정의 논문은 <절매삽
병도>, <소동개문도>, <고사도교도> 세 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양식 분
석을 시도하였고 ‘조선시대 절파 회화의 인물 표현’이라는 주제 안에서 작
품을 조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절매삽병도>, <소동개문
도>, <고사도교도>를 소경산수인물화로 인식하고, <고사도교도>의 화면 
구성이 불안정하다고 평가한 것은 세 작품들이 본래 한 폭의 원본 작품에
서 산락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한 데서 비롯된 견해로 보인다. 

9) 이동주, 『韓國繪畵小史』(瑞文堂, 1972), p. 92.
10) 이동주, 『우리 옛그림의 아름다움』(시공사, 1996), pp. 109-118.
11) 이혜정, 「朝鮮時代 浙派畵에 나타난 人物表現形式: 朝鮮時代 中期를 중심으로」(이화여

자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93),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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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숙은 『韓國 美術의 起源: 미술사의 근본문제』(1993)에서 문인화에 
묘사되어 있는 ‘다리’가 속세(俗世)와 선경(仙境)의 경계를 상징한다고 보
았다. 박용숙은 이에 대한 예시로 신잠(申潛, 1491-1554)의 <탐매도(探梅
圖)>, 김시(金禔, 1524-1593)의 <동자견려도(童子牽驢圖)>와 함께 <고사도
교도>의 도판을 제시하였다.12) 박용숙의 연구는 <고사도교도>의 ‘다리를 
건너는 고사(高士)’ 도상에 대해 도가적(道家的) 해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다리’ 도상의 상징적 의미를 작품 제작 당시의 문인
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점, <고사도교도>
의 ‘다리’ 도상이 <절매삽병도>, <소동개문도>와는 어떠한 상관성이 있는
지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13)  
  안휘준은 『한국 회화사 연구』(2000)에서 <절매삽병도>, <소동개문도>, 
<고사도교도>가 대폭(大幅)의 한 작품에서 절단 분리된 편화(片畵)들이라
고 보았다. 아울러 안휘준은 작품의 부벽준, 인물 및 나무 표현에서 광태
사학파(狂態邪學派) 이전의 명대 원체화풍(院體畵風), 즉 ‘절파 초기 화풍’
이 확인된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절매삽병도>, <소동개문도>, <고사도교
도> 세 점의 화풍이 강희안 전칭작 중 <고사관수도>의 화풍과 가장 유사
하다고 언급하였다.14) 안휘준의 연구는 <절매삽병도>, <소동개문도>, <고
사도교도> 세 점이 본래 한 작품이었음을 제시하고 작품의 화풍이 해당되
는 시기를 광태사학파 이전 시기로 구체화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장로(張路, 1464-1538?), 장숭(蔣嵩, 가정(嘉靖) 연간(1522-1566) 활
약)의 광태사학파적인 화풍이 확인되는 <고사관수도>와 광태사학파 이전
의 절파 화풍을 보이는 <절매삽병도>, <소동개문도>, <고사도교도> 간의 
유사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고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2) 박용숙, 『韓國 美術의 起源: 미술사의 근본문제』(藝耕, 1993), pp. 275-289. 박용숙은 
신선 세계를 의미하는 용어로 선경(仙境) 대신 ‘진경(眞景)’을 사용하였으나, ‘진경’이 진
경산수화(眞景山水畵) 등 중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선경(仙
境)’의 용어로 대체하였다.   

13) 위의 책, p. 282. 박용숙은 다리에 담긴 ‘속세와 선경 사이의 경계’로서의 상징성에 대
한 근거로 『장자(莊子)』 「칙양(則陽)」편의 ‘욕심과 악을 털어 버리려면 다리(橋)를 일으
켜야 한다’라는 구절을 제시하였다. 『장자(莊子)』 「칙양(則陽)」편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莊子』 25篇, 「則陽」, “慾惡去就於是橋起。”

14) 안휘준, 『한국 회화사 연구』(시공사, 2000), pp. 329, 344-345, 575.



- 6 -

  이원복은 『한국美의 재발견: 회화』(2005)와 『옛 그림의 수장과 감정』
(2008)에서 <절매삽병도>, <소동개문도>, <고사도교도> 세 점이 본래 하
나의 큰 작품에서 충식(蟲蝕)과 박락(剝落)이 안 된 부분을 절단해 만든 
세 점의 편화들이라고 보았다. 또한 그는 본 작품들이 강희안의 작품이라
는 전제 하에 강희안이 저술한 원예서인 『양화소록(養花小錄)』(1474)과 작
품 속 원림(園林) 도상의 연관성, 원체화풍과의 친연성, 필치의 뛰어난 기
량 등을 언급하였다. 아울러 이원복은 <고사도교도> 속 고사(高士)를 귀가
하는 주인(主人)으로 해석하였다.15)

  <절매삽병도>, <소동개문도>, <고사도교도> 세 점에 대한 이원복의 후
속 연구로는 한국미술정보개발원(스마트K)에 연재한 「우리 옛 그림들의 해
후」 중 첫 번째 칼럼 “연재를 시작하며: 나뉜 그림들의 제 모습 찾
기”(2011)와 28번째 칼럼 “인재 강희안의 소경산수인물화”(2013)가 있다. 
  첫 번째 칼럼은 작품이 훼손된 후 나누어진 편화(片畵)들과 화첩에서 흩
어져 낱폭이 된 작품들에 관한 글이다. 이 글에서 이원복은 산락(散落)되
어 전해지는 작품들의 원본 모습을 복원하고 추정하는 것이 작품의 진면
목을 밝히고 작가의 기량을 살피는 데 도움이 됨을 피력하였다. 이원복은 
<절매삽병도>를 여러 예들 중 하나로 제시하였으며, 이 작품 역시 비교적 
큰 규모의 족자로 꾸며져 있었다가 훼손된 후 나누어진 작품이므로 원본
의 모습을 추정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였다.16) 
  28번째 칼럼에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절매삽병도>, <소동개문도>, <고사
도교도> 세 점을 소장하게 된 경위와 함께 세 점의 작품들이 국립중앙박
물관 유물카드에 강희안 전칭 ‘가옥인물도’로 명기되어 있음이 밝혀져 있
다.17) 이와 함께 1969년 국립중앙박물관이 <절매삽병도>, <소동개문도>, 
<고사도교도> 세 점을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인수받은 후 세 작품들이 조

15) 이원복, 『한국美의 재발견: 회화』(솔, 2005), pp. 108-109; 이원복, 『(고미술품감정 교
육자료집 7) 옛 그림의 수장과 감정』(한국고미술협회, 2008), pp. 87-91. 

16) 이원복, “1. 연재를 시작하며: 나뉜 그림들의 제 모습 찾기”(「우리 옛 그림들의 해후」, 
한국미술정보개발원(스마트K)), 2011. 3. 2 게재.

17) 이원복의 “28. 인재 강희안의 소경산수인물화”에 제시된 <절매삽병도>, <소동개문도>, 
<고사도교도> 세 점의 소장 경위와 국립중앙박물관 유물카드의 내용은 본고의 pp. 1-2
에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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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회화실(朝鮮繪畵室)에 여러 차례 상설 전시되었으며, 2003년에는 국립광
주박물관에서도 이 작품들이 한 달 정도 전시되었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18) 
  이원복의 연구는 이전 연구자들이 다루지 않았던 박물관 자료를 제시하
였다는 점과 함께 <절매삽병도>, <소동개문도>, <고사도교도> 세 점을 종
합한 원본 구도 추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도상의 의미와 주제에 대한 분
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절매삽병도>, <소동개문
도>, <고사도교도> 세 점을 종합한 원본 구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제시
하지 않았다는 점, 작품의 작가를 별도의 고증 과정 없이 강희안으로 상정
하고 도상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점은 다소 아쉬움으로 남는다.
  국립광주박물관의 전시도록 『탐매: 그림으로 피어난 매화』에 실린 논고 
「매화로 본 우리 문화」(2009)에서 윤종균은 <절매삽병도> 속 매화나무에 
강희안의 원예에 대한 애착과 조선시대 선비들의 매화 애호 풍조가 녹아 
있음을 언급하였다.19) 윤종균 역시 <절매삽병도>, <소동개문도>, <고사도
교도> 세 점의 작가를 강희안으로 상정하고 <절매삽병도> 속 매화 도상과 
강희안의 『양화소록』을 직접적으로 연결 지어 해석하였다. 주지하다시피 
<절매삽병도>, <소동개문도>, <고사도교도> 내에 제발(題跋)이나 관지(款
識)가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고증 과정 없이 작품들의 작가를 강희안으
로 상정한 것은 분명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정양모는 『조선시대 화가 총람』 권1(2017)에서 <고사도교도>와 <절매삽
병도> 속 인물이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전(傳) 강희안 <산수도(山水圖)>’ 
속 인물과 유사함을 지적하였다.20) 그러나 이들 작품 속 인물 도상들은 
복식과 인물 묘사, 필선 표현에서 친연성이 확연히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진작으로 확정될 수 있는 강희안의 작품이 현재까지 없는 상황에서 전칭

18) 이원복(2013), 앞의 칼럼 참조. 
19) 윤종균, 「매화로 본 우리 문화」, 국립광주박물관 편, 『탐매: 그림으로 피어난 매화』(국

립광주박물관, 2009), p. 219. <절매삽병도>에 묘사된 매화에 주목한 또 다른 연구로는 
최열, 『사군자 감상법』(대원사, 2000), pp. 40-41 참조. 최열은 『사군자 감상법』에서 
조선 초기 매화 그림의 한 예로 <절매삽병도>를 제시하였으며, <절매삽병도> 속 매화는 
먹과 붓의 맛이 한껏 강조되어 있다고 보았다. 또한 원림 안의 매화를 그렸다는 점에서 
사대부의 생활 속에서 매화 애호가 이루어진 양상을 보여준다고 평가하였다.

20) 정양모, 『조선시대 화가 총람』 1(시공사, 2017), pp. 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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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들 간의 도상적(圖像的) 유사성을 통해 작품의 작가를 강희안으로 판별
하거나 강희안의 실제 화풍을 밝히는 것은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선행 연구들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보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절매삽병도>, <소동개문도>, <고사도교도> 세 점의 제작에 관한 구체적
인 기록의 부재로 인하여, 기존의 연구들이 편화(片畵)로 전해지는 개별 
작품의 양식 분석으로 편중된 경향이 확인된다. 따라서 원본 작품의 전체 
주제와 도상의 의미 분석, 작품의 제작연대 규명으로까지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둘째, <절매삽병도>, <소동개문도>, <고사도교도> 세 점이 15세
기 중엽에 활동한 강희안 작품이라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치밀
한 고증 과정 없이 세 작품들의 작가를 강희안으로 상정하고 연구가 진행
된 경우가 많았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이러한 선행 연구들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절매삽병도>, <소동개문도>, <고사도교도> 세 점의 도상과 구도, 세부 표
현법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작품의 
작가와 제작연대에 관하여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필자는 
<절매삽병도>, <소동개문도>, <고사도교도> 세 점을 종합한 원본 작품의 
전체 구도를 구체적으로 도출하여 작품의 주제와 도상의 의미를 심도 있
게 분석할 것이다.
  본 연구의 본문 Ⅱ, Ⅲ, Ⅳ장에서 전개할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Ⅱ장에서 필자는 <절매삽병도>, <소동개문도>, <고사도교도> 세 
점을 종합한 원본의 전체 구도, 작가, 국적, 제작연대 등을 규명하고자 한
다. 이를 위해 화풍, 구도, 세부 표현 등을 중심으로 <절매삽병도>, <소동
개문도>, <고사도교도>를 분석함으로써 이 세 점의 작품들이 본래 한 작
품이었음을 밝히고 원본 작품의 전체 구도를 제시할 것이다. 또한 선행 연
구에서 <절매삽병도>, <소동개문도>, <고사도교도> 세 점을 15세기 중엽
에 활동한 강희안 전칭작으로 칭하게 된 배경과 그 근거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세 작품들을 15세기 중엽의 강희안 전칭작으로 상정할 수 없는 
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작품에 묘사된 부벽준(斧劈皴), 정두서미
법(釘頭鼠尾法)의 의습선(衣褶線) 등을 여타의 한중(韓中) 회화 작품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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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분석함으로써 <절매삽병도>, <소동개문도>, <고사도교도> 세 점이 
‘16세기 초반’에 제작된 조선 초기 작품임을 밝히고자 한다.
  Ⅲ장에서 필자는 <절매삽병도>, <소동개문도>, <고사도교도> 세 점의 
원본 전체 구도에 의거하여 도상의 연원과 의미를 검토하고자 한다. 구체
적으로 명대 절파 회화와의 비교를 통해 세 점의 작품을 종합한 원본 작
품이 명대 절파 화가들에 의해 양식화된 ‘방우(訪友)’ 도상과 강한 친연성
을 보이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방우’ 도상의 기준을 제시
하고 <절매삽병도>, <소동개문도>, <고사도교도>를 종합한 원본 작품이 
‘방우’를 주제로 한 작품임에 근거하여 원본의 제목을 <고사방우도(高士訪
友圖)>로 명명할 것이다. 아울러 필자는 <고사방우도> 제작 당시 조선 초
기 문인들의 누정문화(樓亭文化)에서 ‘벗의 방문’에 내포된 의미를 검토할 
것이다. 이로써 <고사방우도>의 주제인 ‘방우(訪友)’가 당시 문인들에게 어
떠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관해 폭넓게 연구하고자 한다.
  Ⅳ장에서 필자는 <고사방우도>의 독자성(獨自性)을 보여 주는 원림(園
林) 관련 도상들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일반적인 명대 절파식 방우도와 
달리, <고사방우도>에는 매화 가지를 꺾어 병에 넣는 ‘절매삽병(折梅揷甁)’ 
도상과 송(松), 죽(竹), 매(梅), 괴석(怪石), 화분을 비롯한 ‘원예(園藝)’ 관
련 도상들이 강조되어 있다. 이러한 <고사방우도> 속 원림 관련 도상들과 
‘방우(訪友)’ 주제의 상관성을 보다 분명하게 해석하기 위하여 필자는 조선 
초기의 누정문화와 원예활동 양상 등을 폭넓게 검토할 것이다. 이를 통해 
<고사방우도>에 나타난 명대 절파식 방우 도상의 조선식 변용(變容) 양상
과 작품에 반영된 문화·사상적 배경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필자는 <절매삽병도>, <소동개문도>, <고사도교도> 각각의 작
품에 한정된 단편적인 연구를 넘어 세 작품들을 종합한 원본의 전체 구도, 
주제, 화풍, 작가, 국적, 제작연대 등과 관련된 제문제(諸問題)를 종합적으
로 연구할 것이다. 나아가 필자는 세 작품들을 종합한 <고사방우도>를 통
해 16세기 초반 조선에서 명대 절파식 ‘방우’ 도상이 수용된 양상을 살펴
보고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작품 속 도상들의 상징적 의미를 당시 조선 
문인들의 누정문화 및 원예활동과 관련지어 다각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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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傳 姜希顔 筆 <折梅揷甁圖>, <小僮開門圖>,   
    <高士渡橋圖>의 원본 구도와 작가·국적·제작연  
    대의 규명 

  앞서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전강희안·신부인등필화집』(덕수 2192)은 
1910년 이왕가박물관에서 스즈키 게이지로(鈴木銈次郞)로부터 구입한 작
품이며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전강희안·신부인등필화집』
에는 <절매삽병도>(도 1), <소동개문도>(도 2), <고사도교도>(도 3) 외에 4
점의 작품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기존 연구에서 <절매삽병도>, <소동개문도>, <고사도교도>는 일반적으
로 15세기 중엽에 활동한 강희안의 전칭작으로 여겨져 왔으며 본래 한 작
품에서 산락(散落)된 단편(斷片)으로 가정되어 왔다. 그러나 이 가정을 고
증하기 위한 작품들의 현재 상태 및 세부 양식에 대한 정교한 분석이 체
계적으로 이루어진 적은 없었다. 
  따라서 본 장에서 필자는 <절매삽병도>, <소동개문도>, <고사도교도> 
각각의 현재 작품 상태와 세부 양식의 비교·분석을 통해 이 세 점이 본래 
대폭(大幅)의 한 작품에서 산락된 편화(片畵)들임을 밝히고 원본 작품의 
전체 구도를 추정하고자 한다. 아울러 <절매삽병도>, <소동개문도>, <고사
도교도>를 강희안의 다른 전칭작 및 동시기 명대·조선 회화 작품들과 비
교·분석함으로써 본 작품들이 강희안의 전칭작이 아닌 16세기 초반의 조
선 회화 작품임을 제시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Ⅲ장과 Ⅳ장에서 다룰 원
본 작품의 주제와 도상의 연원, 문화·사상적 배경에 대한 연구를 진전시키
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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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傳 姜希顔 筆 <折梅揷甁圖>, <小僮開門圖>, <高士渡   
  橋圖>의 현재 상태 분석 및 원본 구도 추정

  『전강희안·신부인등필화집』에 속한 7점의 작품들 중 <절매삽병도>, <소
동개문도>, <고사도교도>의 유물번호는 각각 ‘덕수 2192-1’, ‘덕수 2192 
-2’, ‘덕수 2192-3’이다.
  우선 <절매삽병도>, <소동개문도>, <고사도교도>는 작품에 묘사된 가옥 
구조의 표현 방식, 담장·지붕·기단 경사선의 기울기, 인물의 크기·비율, 전
반적인 화풍이 일치된다는 특징을 보인다.21) 이러한 표현상의 공통점 외
에도 세 작품들의 견본(絹本) 재질과 박락된 상태, 보수된 방식 역시 동일
하다. 이 세 작품들의 견본(絹本)에는 가로와 세로로 갈라지고 접혔던 자
국이 확인된다. 또한 <절매삽병도>와 <소동개문도>에는 손상된 부분을 오
려내고 새로운 비단을 덧붙인 흔적이 남아 있다.22) 이는 충식(蟲蝕)되거나 

21) <절매삽병도>, <소동개문도>, <고사도교도> 세 점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 표현의 공통
적 특징으로는 음영법(陰影法)이 있다. <고사방우도>에서 인물들의 눈, 코, 귀, 이마, 
목, 손 부분의 움푹 들어간 부분에는 경계선을 따라 붉은 갈색으로 음영이 표현되어 있
다. 이러한 세부적인 부분에서까지 기법 상의 공통점이 나타난다는 것은 세 작품들이 
한 작가의 작품이며 본래 한 작품이었음을 방증해 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물 표현에서 사용된 음영법은 고려·조선시대 인물화, 초상화에서도 확인된다. 고려시
대 작품으로 전해지는 <기마도강도(騎馬渡江圖)>에서는 붉은 색 안료를 사용해 얼굴의 
깊이감을 표현하였으며, 고려시대에 제작되었다가 조선 후기에 이모된 <염제신초상((廉
悌臣肖像)>(전(傳) 공민왕(恭愍王) 필(筆), 조선 후기 이모)이나 <김시습초상(金時習肖
像)>(작자미상, 조선중기), <허목초상(許穆肖像)>(이명기(李命基) 필(筆), 1794년 이모)을 
비롯한 조선 중·후기의 초상화에서는 얼굴 윤곽과 이목구비를 붉은 갈색 선으로 그리
고, 눈 안쪽에서 코로 이어지는 부분, 팔자주름, 턱선, 귀의 움푹한 부위 등에 좁은 음
영을 넣는 방식이 사용되었다. 조선미, 『한국의 초상화: 形과 影의 예술』(돌베개, 
2009), pp. 133-137, 161-167, 185-189 참조.

22) 『전강희안·신부인등필화집』에 속한 작자미상의 <산수인물화(山水人物畵)>(덕수 2192- 
5)에서는 총 네 군데의 보수 흔적이 확인된다. 좌측 상부 모서리 부분과 좌측 하부 모
서리 부분은 본래의 작품에서 떨어진 부분을 다시 붙인 것이지만, 우측 상부 모서리와 
우측 하부 모서리에서 우측 중앙부로 이어지는 부분은 다른 그림을 오려 붙인 보수 흔
적에 해당된다. 흥미롭게도 <산수인물화>의 보수 흔적 중 우측 상부 모서리와 우측 하
부 모서리에서 우측 중앙부로 이어지는 부분에 보수용으로 사용된 그림은 각각 <절매
삽병도>의 대나무 부분과 <소동개문도>의 수풀 부분의 보수에 사용된 그림과 동일한 
화풍과 도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전강희안·신부인등필
화집』에 속한 작품들의 박락된 부분들을 보수한 시점이 동일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전강희안·신부인등필화집』에 속한 작자미상의 <산수도(山水圖)>(덕수 2192-4), 
산시청람(山市晴嵐)을 그린 작자미상의 <산수도(山水圖)>(덕수 2192-6), 전(傳) 신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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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락이 심한 부분을 제거한 뒤 그림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그림
의 일부를 오려 붙여놓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보수 흔적은 『이왕가박물
관 소장품사진첩 회화지부』(도 4)와 『조선고적도보』 권14(도 6)에 실린 도
판에도 남아 있으므로 보수 시점은 출판 당시인 1933-1934년보다 이전에 
해당된다. 한편, <절매삽병도>와 <소동개문도>에는 새로운 비단을 오려 
붙인 보수 흔적 외에도 박락되어 비단이 드러난 부분에 가필(加筆)된 흔적
이 발견된다. 『이왕가박물관 소장품사진첩 회화지부』와 『조선고적도보』 권
14에는 가필 이전 상태의 도판이 실려 있으므로 가필이 이루어진 시점은 
1933-1934년 이후에 해당된다.
  <절매삽병도>(덕수 2192-1, 17.9 × 24.2 cm(전체 20.5 × 27 cm))23)에
서는 원본의 일부를 오려낸 자리에 새로운 비단을 덧붙인 부분이 두 군데 
발견된다(도 7). 좌측 상부의 대나무 잎 부분과 좌측 하부 모서리 부분이 
이에 해당된다. 대나무 잎 부분의 경우, 새로 보수되어 붙여진 부분에 기
존의 대나무 잎과 전혀 다른 형태의 나뭇잎이 그려져 있다. 즉, 이 부분은 
다른 그림의 나뭇잎 부분을 잘라 붙여 보수한 흔적에 해당된다. 좌측 하부 
모서리 부분의 경우도 다른 작품에서 비단을 오려 붙인 것이며 보수 이후 
잿빛으로 오염이 진행된 흔적이 있다. 이외에도 화병을 든 시동의 손 부분
에는 붉은색 안료(顔料)로, 괴석 부분과 소나무 잎 곳곳에는 초록색 안료
로 가필된 흔적이 확인된다.
  <절매삽병도>의 도상과 표현의 세부 특징들을 분석해 보면 세 작품을 
종합한 원본 구도를 유추할 수 있는 단서들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절
매삽병도>의 담장은 그 형태가 <소동개문도>와 동일하지만 <소동개문도>
의 담장보다 색이 옅게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절매삽병도>의 담
장이 <소동개문도>의 담장보다 더 뒤쪽에 위치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당(申師任堂)의 <노안도(蘆雁圖)>(덕수 2192-7)에도 원본에서 떨어진 비단을 다시 붙인 
흔적이 남아 있다.

23) 선행 연구에서 <절매삽병도>, <소동개문도>, <고사도교도>의 작품 크기는 저마다 다르
게 기재되어 있는 실정이다. 필자가 작품들의 크기를 실측해본 결과, 선행 연구 중 유
복열의 『한국회화대관』(文敎院, 1969), pp. 73-77에 기재된 작품 크기와 가장 근사하여 
『한국회화대관』의 수치를 따랐음을 밝혀둔다. ‘전체’라고 기재한 작품 크기는 표구(表
具)를 포함한 작품 크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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옅은 색으로 원근감을 나타낸 것으로 여겨진다. 즉, 두 작품에 묘사된 담
장의 자연스러운 배치를 고려해 보면 원본 작품에서 <절매삽병도>는 <소
동개문도>의 상부에 위치되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절매삽병도>의 좌측 상부에 묘사된 지붕의 처마부 목구조물
(木構造物)은 원본 구도를 추정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된다. <절매
삽병도>에 남아 있는 처마부 목구조물은 <소동개문도>의 지붕 처마 구조
와 동일하여 주목된다(도 8). <절매삽병도>의 처마부 목구조물은 담장보다 
짙은 색으로 그려져 있으므로 담장보다 앞쪽에 위치한 가옥의 일부분이었
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절매삽병도>에 남아 있는 처마 부분을 <소동개
문도>의 좌측 상부 모서리에 남아 있는 가옥의 기단 선과 조합해 보면, 
<절매삽병도>와 <소동개문도>의 담장 안쪽에 가옥이 그려져 있었음을 유
추할 수 있다(도 11).
  <소동개문도>(덕수 2192-2, 23.3 × 17.2 cm(전체 26 × 19.1 cm))에서
도 <절매삽병도>와 같은 방식으로 작품의 일부분을 오려내고 새 비단을 
붙인 보수 흔적이 좌측 중앙부 나무 부분과 좌측 상부 모서리에서 확인된
다(도 9). 우선 좌측 중앙부 나무 부분을 살펴보면, <절매삽병도>의 보수 
부분과 마찬가지로 본 작품과 관련 없는 다른 작품의 일부분을 오려 붙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소동개문도>의 나뭇잎 부분 중 박락된 
곳에 초록색 안료로 가필된 흔적이 확인된다. 『조선고적도보』 권14에 실
린 <소동개문도> 도판(도 6)에는 작품 속 담장 선 일부가 박락되어 있다. 
현재 <소동개문도>의 담장 선은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으므로 1934년 이후 
이 부분에 가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단, <소동개문도>의 좌측 상부 모서리에 삼각형으로 오려 붙여진 부분
은 원본의 비단과 색과 재질이 동일하므로 원본에서 잘려진 여분의 조각
이나 원본과 가장 유사한 비단 조각으로 보수된 것으로 추정된다. <소동
개문도>의 좌측 상부 모서리의 보수된 부분 아래쪽에는 선이 남아 있으
며, 오려 붙인 비단에 의해 이와 동일한 기울기의 선이 일부 가려져 있다
(도 10). 따라서 보수 이전에는 <소동개문도>의 좌측 상부 모서리에 두 줄
의 선이 그려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선들은 작품 속 가옥 구조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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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한 선들과 두께가 같고 기울기 역시 약 30〬 로 거의 동일하여 가옥 구
조물의 일부로 여겨진다. 또한 이 선들은 지면에 접하여 그려졌으므로 가
옥 구조물의 기단선(基壇線)으로 판단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 기단선들을 <절매삽병도>의 좌측 상부에 남아 있
는 지붕의 처마 부분과 조합해 보았을 때, 하나의 가옥 형태가 이루어진다
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도 11). 이는 곧 <절매삽병도>와 <소동개문
도>가 하나의 큰 작품에서 산락된 단편(斷片)들이고, 원본 작품에서 <절매
삽병도>와 <소동개문도>의 담장 안쪽으로 가옥이 그려져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담장 안쪽에 그려졌을 가옥의 위치와 크기를 구체적으로 추정함에 있어 
<소동개문도>에 묘사된 가옥 구조는 좋은 표본이 된다. <소동개문도>에 
묘사된 ‘지붕의 추녀 끝에서 기단까지의 높이’와 ‘추녀 끝에서 기둥까지의 
길이’의 비율을 통해 작품의 원본에 그려져 있었을 가옥의 형태와 크기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가옥이 대문보다 높고 크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원본 작품에 그려져 있었을 가옥의 ‘추녀 끝에서 기단까지
의 높이’와 ‘추녀 끝에서 기둥까지의 길이’는 <소동개문도>에 묘사된 대문
의 경우보다 높고 길었을 것이다(도 11). 아울러 <절매삽병도> 속 화병을 
든 시동의 발 부분과 화분 부분, <소동개문도> 속 지붕 윗부분이 잘려 있
는 것을 고려하여 <절매삽병도>, <소동개문도>, <고사도교도> 세 점의 배
치를 고려해 보면 담장 안쪽에 그려져 있었을 가옥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다(도 12).
  <고사도교도>(덕수 2192-3, 25.5 × 30.6 cm(전체 28.6 × 33.5 cm))에
는 <절매삽병도>, <소동개문도>와 달리 보수된 흔적이 없다. <고사도교
도>에 묘사된 인물들과 경물의 배치를 살펴보면, 우측 하부의 바위가 크
게 묘사된 반면 중심인물에 해당되는 고사와 시동은 작품의 상부에 치우
쳐 부자연스럽게 배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작품 속 인
물과 경물의 구도가 어색해 보이는 것은 <고사도교도> 상단의 윗부분에 
더 이어지는 부분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선행 연구에
서 <고사도교도>의 전체적인 화면 구성 방식이 불안정하다는 평가가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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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것은 <고사도교도>가 원본 작품에서 산락된 편화(片畵)일 가능성이 배
제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24) 
  세 작품들의 원본 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고사도교도>
에서 다리를 건너는 고사와 시동의 도상은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할 준비
를 하는 <소동개문도> 속 시동의 도상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즉, 작품 
속 인물들이 향하고 있는 방향과 가옥 구조를 고려하였을 때, <고사도교
도> 좌측 상부에 <소동개문도>가 배치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작품 속 인물들이나 경물들의 위치와 구성이 어색하거나 도상의 일부가 
잘려진 채 전해지는 점, 작품들을 결합했을 때 비로소 가옥 도상이 완성되
는 점 외에도 세 작품들의 크기가 제각각이라는 점 역시 이 작품들이 독
립된 개별 작품들이 아니라 하나의 작품에서 산락된 편화들임을 알려 주
는 단서가 된다. 세 작품들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고 각각 다르다는 것은 
본 작품들이 애초에 화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라 대폭(大幅)의 한 작품에
서 임의로 잘려진 것임을 시사해 준다. 
  위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절매삽병도>, <소동개문
도>, <고사도교도>는 본래 한 작품에서 분리된 편화들이다. 전체 원본에서 
<고사도교도>는 우측 하부에, <소동개문도>는 <고사도교도>의 좌측 상부
에, <절매삽병도>는 <소동개문도>의 우측 상부에 배치되었을 것이다. 즉, 
이 세 점의 작품들을 종합한 원본 작품은 고사와 시동이 가옥으로 향하는 
모습,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대문을 열고 있는 시동의 모습, 담장 안쪽으
로 가옥과 원림이 묘사되어 있는 모습으로 구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도 
12). 
  원본의 전체 주제를 보다 면밀히 고증하는 과정은 Ⅲ장에서 기술하겠지
만 세 작품들을 종합한 원본의 구도와 내용으로 미루어보았을 때, 원본 작
품의 주제는 ‘벗을 방문하는 고사(高士)’, 즉 ‘방우(訪友)’로 판단된다. 따
라서 필자는 이하 <절매삽병도>, <소동개문도>, <고사도교도>를 종합한 
원본의 제목을 <고사방우도(高士訪友圖)>로 칭하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
다.  

24) 이혜정, 앞의 논문,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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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작품들 각각의 크기와 원본의 전체 구도를 고려해 보았을 때, <고사
방우도>는 세로 150cm, 가로 90cm 정도의 축(軸) 형식 작품이었을 것으
로 추정할 수 있다. 원본 작품의 크기가 크고 경물의 구성과 필선의 수준
이 높다는 것을 고려해 보면 원본 작품을 그린 작가의 기량 역시 탁월했
을 것으로 짐작된다.

2. ‘강희안 전칭(傳稱)’에 대한 타당성 분석

  본 절에서 필자는 <절매삽병도>, <소동개문도>, <고사도교도>를 강희안
의 전칭작으로 비정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할 것이다. 서론에서 언
급하였듯이 선행 연구자들은 대체로 『조선고적도보』 권14와 『이왕가박물
관 소장품사진첩 회화지부』에 기재된 내용에 의거하여 세 작품들을 조선 
초기 강희안의 작품으로 상정하고 연구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절매삽병
도>, <소동개문도>, <고사도교도>가 강희안의 작품으로 전해지게 된 과정
을 밝힌 기록이 없고 작품들 내에 제발(題跋)이나 관지(款識)가 남아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체계적인 고증과정 없이 세 작품들을 15세기 중엽
에 활동한 강희안 전칭작으로 비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절매삽병도>, <소동개문도>, <고사도교도>의 제작연대와 작가를 규명
하기에 앞서, 우선 선행 연구에서 이 세 작품들을 15세기 중엽에 활동한 
강희안 전칭작으로 비정한 근거의 타당성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대부분의 선행 연구자들은 『이왕가박물관 소장품사진첩 회화지부』
(1933)와 『조선고적도보』 권14(1934)의 기록에 따라 <절매삽병도>, <소동
개문도>, <고사도교도>가 강희안의 전칭작이라는 전제 하에 연구를 진행
해온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세 작품들의 작가나 소장 경위를 기록한 1
차 사료나 『이왕가박물관 소장품사진첩 회화지부』와 『조선고적도보』 이전
의 자료들이 전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왕가박물관 소장품사진첩 회화지
부』와 『조선고적도보』의 기록만으로 본 작품들을 강희안의 전칭작으로 단
정 짓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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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다수의 선행 연구에서 <절매삽병도>에 묘사된 원림(園林)이 강희
안의 원예 취미를 반영한 도상이며 이 점이 작품의 작가가 강희안임을 암
시하는 증거라고 해석하는 경향이 확인된다.25) 그러나 이는 논증의 순서
가 뒤바뀐 데서 비롯된 오류에 해당된다. 물론 강희안이 원예에 많은 관심
을 가지고 있었고 원예 전문서인 『양화소록(養花小錄)』(1474)을 저술한 것
은 사실이지만, <절매삽병도>, <소동개문도>, <고사도교도>가 강희안의 작
품임이 증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절매삽병도> 속 원림 도상만으로 세 작
품들의 작가를 강희안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26) 
  셋째, 선행 연구자들은 <절매삽병도>, <소동개문도>, <고사도교도>의 작
가가 강희안이라는 근거로서 이 세 점의 작품들과 강희안의 기타 전칭작
들 간의 유사성을 제시한 바 있다. 예를 들어, <절매삽병도>, <소동개문
도>, <고사도교도>와 <고사관수도(高士觀水圖)>(도 13)의 화풍 상 유사성
과 <절매삽병도>, <고사도교도>와 도쿄국립박물관(東京國立博物館) 소장 
오구라컬렉션(Ogura Collection)의 <산수도(山水圖)>(도 14) 속 인물 표현
의 유사성이 언급된 바 있다.27) 그러나 선행 연구에서 <절매삽병도>, <소
동개문도>, <고사도교도>와 기타 강희안 전칭작들 간의 비교는 단편적 수
준의 분석에 그쳤고, 비교 대상으로 삼은 강희안 전칭작들의 작가와 제작
연대가 확실하지 않다. 그러므로 이 역시도 <절매삽병도>, <소동개문도>, 
<고사도교도> 세 점이 강희안 작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될 
수 없다. 
  강희안 전칭작들 중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산수도>와 교토 개인 소장 

25) 이원복(2005), 앞의 책, pp. 108-109; 윤종균, 앞의 논문, 국립광주박물관 편, 앞의 
책, p. 219.

26) 다만 필자는 작가를 밝히는 문제와는 별개로, 『양화소록』이 후대 원예서들의 모본이 
되었고 지속적으로 많은 독자층을 형성한 조선 초기 원예 전문서라는 점에서 <절매삽병
도>의 원림 도상에 『양화소록』이 미쳤을 영향력을 인정하는 바이다. 따라서 <절매삽병
도> 속 원림과 그 안에서의 원예활동 도상을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하여 본고의 Ⅳ장에
서 『양화소록』을 비롯한 조선 초기 원예서를 기반으로 당시 문인들의 원예문화를 다룰 
예정이다.

27) 안휘준은 『한국회화사연구』에서 <절매삽병도>, <소동개문도>, <고사도교도>와 <고사관
수도>의 화풍 상 유사성을, 정양모는 『조선시대 화가 총람』 권1에서 <절매삽병도>, <고
사도교도>와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산수도> 속 인물 표현의 유사성을 언급하였다. 안휘
준(2000), 앞의 책, pp. 329, 344-345, 575; 정양모, 앞의 책, pp. 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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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각산수도(樓閣山水圖)>(도 15), <고사관수도>에 대해서는 이미 작가와 
제작연대에 대해 새로운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산수도>와 <누각산수
도>의 경우, 각각 16세기 후반과 16세기 말 작품이라는 의견이 새롭게 제
시되었다.28) ‘인재(仁齋)’ 인장이 남아 있어 강희안 전칭작 중 진작일 가능
성이 가장 높았던 <고사관수도>에 대해서도 장로(張路)·장숭(蔣嵩) 화풍에 
영향을 받은 16세기 전반의 작품이라는 새로운 견해가 발표되었다.29) 따
라서 작품 내에 제발과 관지가 남아 있지 않은 <절매삽병도>, <소동개문
도>, <고사도교도> 역시 양식 분석을 통해 작가와 제작연대에 대한 재검
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재까지 강희안의 전칭작들 중 명확하게 강희안의 
진작으로 밝혀진 작품은 없다. 따라서 <절매삽병도>, <소동개문도>, <고사
도교도>와 강희안의 기타 전칭작들 간의 양식 비교만으로는 이 세 점의 
작가를 강희안으로 상정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그러나 강희안의 다른 전칭작들과 <절매삽병도>, <소동개문도>, <고사
도교도>의 양식을 비교·분석하는 과정은 선행 연구에서 이 세 작품들의 
작가를 강희안으로 비정한 이유와 그 타당성 여부를 근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결과적으로 <절매삽병도>, <소동개문도>, 
<고사도교도>는 강희안의 다른 전칭작들과 양식상 차이점이 두드러지므로 
강희안 전칭작들과의 양식 비교는 적어도 세 작품들의 작가를 강희안으로 
비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못함을 시사해 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본고에서 <절매삽병도>, <소동개문도>, <고사도교도>와 비교할 강희안

28) 홍선표·정우택·장진성·문정희·서윤경, 『(해외소재) 조선전기회화』(한국미술연구소, 2014) 
참조.

29) 양식 분석을 통한 <고사관수도>의 제작연대 증명 과정은 장진성, 「강희안 필 <고사관
수도>의 작자 및 연대 문제」(『미술사와 시각문화』 8, 2009), pp. 142-145 참조. <고사
관수도>의 도상 및 화풍의 연원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은 크게 장로(張路)의 <어부도(漁
夫圖)>와 같은 광태사학파 화가들의 화풍으로 보는 견해, 남송대(南宋代) 수월관음도(水
月觀音圖) 도상으로 보는 견해, 『개자원화전(芥子園畵傳)』 권4의 ‘고운공편심(高雲共片
心)’ 도상으로 보는 견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고사관수도>에 대한 그 밖의 연구는 
안휘준, 『韓國 繪畵史』(일지사, 1980), p. 135; 홍선표, 「仁齋 姜希顔의 ‘高士觀水圖’ 
연구」(『정신문화연구』, vol. 8, no. 4, 1985), pp. 93-106; 신석주, 「姜希顔 作 <高士
觀水圖>의 작품 名稱에 관한 고찰」(『문화와예술연구』 9, 2017), pp. 129-148; 
Burglind Jungmann, Pathways to Korean Culture: Paintings of the Joseon 
Dynasty, 1392-1910 (London: Reaktion Books, 2014), pp. 39-4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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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칭작은 <강희안필산수도(姜希顔筆山水圖)> 2점(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도 16), <교두연수도(橋頭烟樹圖)>(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도 17-1, 2), <청
산모우도(靑山暮雨圖)>(간송미술관 소장, 도 18), <노승도(老僧圖)>(국립중
앙박물관 소장, 도 19), <북극자미궁도(北極紫微宮圖)>(일본 천초사(淺草
寺) 소장, 도 20), <산수도(山水圖)>(도쿄국립박물관 소장 오구라컬렉션, 
도 14), <누각산수도(樓閣山水圖)>(교토 개인 소장, 도 15), <고사관수도
(高士觀水圖)>(국립중앙박물관, 도 13)로 총 9점이다.
  우선 <강희안필산수도>는 가옥이 그려진 작품 1점과 소나무가 그려진 
작품 1점으로 구성된 1건 2점의 작품이다.(도 16). 전자의 경우, 가옥의 
표현과 바위에 그려진 호초점(胡椒點)의 표현 등에서 <소동개문도>와 유사
점이 발견된다. 후자의 경우, 소나무의 거륜형(車輪形) 송엽 표현에 있어 
선의 굵기와 밀도, 담채의 활용 등이 <절매삽병도>의 송엽 표현과 유사하
다. 그러나 이러한 가옥, 송엽, 호초점의 표현에서 보이는 양식적 유사점
은 <절매삽병도>, <소동개문도> 뿐만 아니라 조선 초기부터 이미 여러 작
품들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된 표현이라는 점에서 이 세 작품들의 작가를 
강희안으로 비정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예를 들어, <강희안필산수도>와 유사한 가옥 도상은 안견(安堅, 생몰년 
미상)의 전칭작인 ≪소상팔경도(瀟湘八景圖)≫ 중 <소상야우(瀟湘夜雨)>와 
<동정추월(洞庭秋月)>에서도 다수 확인된다(도 21). 거륜형 송엽의 표현은 
≪소상팔경도(瀟湘八景圖)≫ 중 <강천모설(江天暮雪)>, 진재해(秦再奚, 16 
91-1769)의 <월하취적도(月下吹笛圖)>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조선 초기부
터 후기까지 일반화된 송엽의 표현방식이었으므로 강희안만의 특징이라고 
보기 어렵다(도 22). <강희안필산수도>의 호초점은 <소동개문도>와 <고사
도교도>의 바위 주변에 찍힌 크고 작은 호초점과 유사하지만 이는 조선 
회화뿐만 아니라 중국 회화에서도 폭넓게 사용된 표현법이었으므로 호초
점만으로는 특정 작가를 비정할 수 없다.
  이 외에도 <강희안필산수도> 2점에서 확인되는 바위 표현은 전(傳) 안
견의 ≪소상팔경도(瀟湘八景圖)≫ 중 <산시청람>과 ≪사시팔경도(四時八景
圖)≫ 중 <초동(初冬)>, 서울대학교박물관 소장 <산수도(山水圖)> 등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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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난 단선점준(短線點皴)의 변용이다. 반면, <소동개문도>와 <고사도교도>
에 묘사된 바위는 절파식 부벽준으로 표현되어 <강희안필산수도> 2점의 
바위 표현과 분명한 양식적 차이가 나타난다(도 23). 이와 같이 <강희안필
산수도>와 <절매삽병도>, <소동개문도>, <고사도교도> 세 점 사이의 양식
적 유사성은 조선 회화의 일반적인 특징에 가까우며, 오히려 세부 표현에
서 차이점이 발견되므로 같은 작가의 작품으로 보기 어렵다.
  또 다른 강희안 전칭작인 <교두연수도>(도 17-1), <청산모우도>(도 18)
와 <절매삽병도>를 비교해 보아도 양식적 차이점이 확인된다. <교두연수
도>30)와 <청산모우도>는 조선 후기의 대수장가 김광국(金光國, 1727- 
1797)의 수집품이며 각각 『화원별집(畵苑別集)』과 『해동명화집(海東名畵
集)』31)에 속해 있다. 이 두 작품에는 긴 가지를 중심으로 한쪽 방향에 짧
은 가지를 같은 간격으로 3-4개 그려 넣는 나뭇가지 표현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며, 이 때 나뭇가지를 그린 선의 두께와 농도는 비교적 일정하게 유
지되었다(도 24). 반면 <절매삽병도> 속 매화 가지 표현의 경우, 한 가지
에서 다른 작은 가지가 하나씩 뻗어 이어지는 방식이 사용되었고 선의 두
께에 다양한 변주가 가해져 <교두연수도>와 <청산모우도>의 나뭇가지 표
현과는 분명한 차이점이 나타난다. 이러한 세부 표현에서 작가의 습관적인 
작화 방식이 드러난다는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절매삽병도>의 작가는 
<교두연수도>, <청산모우도>의 작가와 다를 가능성이 높다. 즉, <교두연수
도>와 <청산모우도>를 강희안의 전칭작으로 전제한다면 <절매삽병도>의 
작가를 강희안으로 전칭할 수는 없다. 
  강희안의 또 다른 전칭작인 <노승도>(도 19)와 <북극자미궁도>(도 20)에 
묘사된 인물 표현 방식을 살펴보면, 가는 선으로 전체적인 윤곽이 그려지
고 인물의 의습선에 정두서미법(釘頭鼠尾法)이 사용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인물 표현 방식은 <절매삽병도>, <소동개문도>, <고사도
교도>에서 농묵의 굵은 선이 과감히 사용되고 정두서미법의 의습선이 강

30) <교두연수도>에는 작품의 우측 상단에 후대에 추가된 것으로 보이는 ‘강희안(姜希顔)’
이라고 적힌 작은 별지(別紙)가 붙어 있으며(도 17-2), 화면 안에는 식별이 어려운 주문
방인(朱文方印)이 남아 있다.

31) 『해동명화집(海東名畵集)』의 본래 명칭은 『석농화원(石農畵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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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된 것과 대조된다(도 25).  
  이밖에 강희안 전칭작으로 전해져 왔던 <고사관수도>(도 13)와 도쿄국
립박물관 소장의 <산수도>(도 14), 교토 개인 소장의 <누각산수도>(도 15)
는 화풍상의 특징에 근거하여 강희안의 전칭작이 아닌 후대의 작품일 가
능성이 제기된 작품들이다.
  <고사관수도>의 경우, 장로(張路)·장숭(蔣崇) 등의 광태사학파적인 바위 
표현이 두드러져 16세기 전반의 작품이라는 의견이 발표되었다.32) <고사
관수도>는 바위 표현뿐만 아니라 인물의 얼굴이나 의습선 표현에서도 <절
매삽병도>, <소동개문도>, <고사도교도>와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이 세 
작품들과 <고사관수도>를 서로 같은 작가의 작품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 
  선행 연구에서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산수도>의 인물 표현이 <절매삽병
도>, <고사도교도>의 인물 표현과 비슷하다고 언급된 바 있으나 그 유사
점이 명확하지 않다.33) 또한 <산수도> 속 바위의 표현에 사용된 각진 윤
곽선은 <소동개문도>나 <고사도교도>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바위 표현이므
로 이들을 같은 작가의 작품들로 보기 어렵다. <산수도>에는 <고사관수
도>에서도 확인되는 삼각형 모양의 작은 바위들이 묘사되어 있고 안견파
(安堅派) 화풍과 절파화풍(浙派畫風)이 절충된 양식이 활용되었다. 이로 미
루어볼 때, <산수도>는 현재 학계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16세기 후반 경 
제작된 절파화풍의 작품으로 판단된다.
  교토 개인 소장의 <누각산수도>에는 후날(後捺)된 것이기는 하지만 ‘인
재(仁齋)’ 인장이 남아 있어 강희안의 작품으로 전칭되어 왔다. 그러나 
<누각산수도>는 송엽의 표현, 도식화(圖式化)된 나무 밑동의 비늘과 옹이 
표현, 끝이 갈라진 부벽준의 바위 표현 등에 근거하여 16세기 말 경의 작
품으로 새롭게 비정되었다.34) <누각산수도>는 담장 표현이 <소동개문도>
와 유사하지만 <절매삽병도>, <소동개문도>, <고사도교도> 세 점을 종합
한 <고사방우도>와 전체적인 화풍이나 화면 구성, 인물 및 바위 표현 방
식 등에서 차이가 있다. 

32) 장진성(2009), 앞의 논문, pp. 142-145.
33) 정양모, 앞의 책, pp. 38-41. 
34) 홍선표·정우택·장진성·문정희·서윤경, 앞의 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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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과 같이 <절매삽병도>, <소동개문도>, <고사도교도> 세 점을 강희
안 전칭작들과 비교해 본 결과, 양식상의 명확한 친연성이 확인되지 않았
고 오히려 차이점이 두드러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강희안 전칭
작들과의 양식 비교를 통해 본고에서 다루는 세 작품들의 작가를 강희안
으로 비정하기 위한 양식상의 근거가 불충분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강희안이 다양한 화풍을 시도한 작가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
다.35) 예를 들어, 서거정의 『필원잡기(筆苑雜記)』(1487)에는 강희안의 그
림이 유(劉)와 곽(郭)을 닮았다는 기록이 전해진다.36) 여기에서 ‘유’는 남
송대(南宋代) 화원인 유송년(劉松年, 생몰년 미상)을, ‘곽’은 북송대(北宋
代) 화원인 곽희(郭熙, 1020?-1090?)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37) 강희
안은 곽희파(郭熙派), 안견파(安堅派) 화풍을 선호한 안평대군(安平大君, 
1418-1453)과 교유하고 있었으며 강희안 전칭작 중 <교두연수도>에는 곽
희파 요소와 남송 원체화풍 요소가 절충된 화풍이, <강희안필산수도>에는 
안견파 화풍이 확인된다. 이러한 강희안에 대한 기록과 전칭작들의 화풍을 
종합해 볼 때, 강희안은 곽희파 화풍에서 출발한 안견파 화풍과 남송 원체
화풍 등을 구사할 수 있었던 작가였던 것으로 여겨진다.38) 
  그러나 <절매삽병도>, <소동개문도>, <고사도교도>의 주된 화풍인 명대 
절파화풍을 강희안이 온전히 체화하여 구사할 수 있었는가의 문제는 재고
의 여지가 있다. 기존 학계에서는 강희안이 1455년 사은부사(謝恩副使)로 
북경에 다녀왔던 점, 중국 문인화의 본거지인 강남(江南) 지방과 우리나라
의 교통이 남송 말기 이래 두절되어 중국 문인화풍의 수용이 원활하지 않

35) 강희안의 회화 작품에 대한 조선 초기 문인들의 인식을 다룬 연구로 윤호진, 「仁齋 姜
希顔의 繪畫와 이에 대한 朝鮮初期 文人들의 題畵詩」(『南冥學硏究』 50, 2016), pp. 53 
-94 참조.

36) 오세창, 『근역서화징』(학자원, 2015), p. 53. 강희안(姜希顔)에 대해 언급한 『필원잡기
(筆苑雜記)』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吳世昌, 『槿域書畫徵』 卷3, 「鮮代編 世宗」, “畵詩
書三絶。獨步一時。詩似韋柳·畵似劉郭·書兼王趙。爲人有才有德。眞大人君子也。不大厥
施。惜哉。(筆苑雜記)”

37) 안휘준(2000), 앞의 책, p. 574. 서거정(徐居正)의 『필원잡기(筆苑雜記)』 중 강희안의 
그림이 유(劉)와 곽(郭)을 닮았다는 기록에서 ‘곽’은 곽희(郭熙)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
지만, ‘유’는 남송대(南宋代) 유송년(劉松年)을 뜻하는 지, 원대(元代) 유융(劉融)을 뜻하
는 지는 확실하지 않다. 안휘준은 유명하지 않은 유융보다 널리 알려진 유송년일 가능
성이 높다고 보았으며 필자 역시 이에 동의하여 유송년으로 보았다.

38) 위의 책, pp. 574-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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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던 점 등을 근거로 강희안의 절파화풍 수용을 설명해 왔다.39)  
  그러나 문제는 강희안이 북경에 다녀온 해가 1455년이 아닌 1462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홍선표는 기존에 강희안이 북경에 다녀온 해로 
알려진 1455년은 신구문화사 간행 『한국인명사전(韓國人名辭典)』의 오기
(誤記)이며, 『세조실록(世祖實錄)』에 근거해 강희안이 사은부사(謝恩副使)
로 북경을 방문한 해가 1462년임을 밝혔다.40) 
  당시 강희안이 명에서 절파화풍을 접했다고 하더라도 그는 임시사절로 
파견된 사은부사(謝恩副使)였기 때문에 북경에서의 체류기간이 짧았다.41) 
강희안이 북경에 간 시점이 1462년이었고 강희안은 귀국 후 다음 해 발병
하여 1464년에 사망하였으므로, 시기 상 절파화풍을 체화해 작품을 활발
히 제작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강희안이 북경에 갔을 당시에는 아직 명대 궁정에서 선덕(宣德) 
연간(1426-1435) 이래의 궁정화풍이 지속되던 시기였고, 절파화풍이 명대 
궁정화풍의 대표적인 산수화 양식으로 확립된 시점은 다수의 절파 화가들
이 입궁(入宮)한 성화(成化)·홍치(弘治) 연간(1465-1505)에 이른 시기였
다.42) 
  이를 종합해 보았을 때, 강희안이 그의 작품 활동 시기 동안 절파화풍을 

39) 위의 책, pp. 344-345. 
40) 홍선표, 「15·16세기 조선화단의 중국화 인식과 수용태도」(『미술사논단』 26, 2008), p. 

56; 홍선표, 『조선시대회화사론』(문예출판사, 2004), p. 366.
41) 홍선표(2008), 앞의 논문, p. 56.
42) 명대 절파화풍의 형성 과정 및 원체화풍으로의 유입 과정과 관련하여 위의 논문, p. 

56; 박은화, 「明代 前期의 宮廷繪畫」(『미술사학연구』 231, 2001), pp. 101-115; 박일
현, 「明代 浙派 形成過程에 대한 硏究: 戴進을 中心으로」(홍익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석사학위논문, 2002), pp. 4-27; 김연주, 「明代 浙派와 그 후원자에 관한 연구」(『中國
學論叢』 21, 2006), pp. 311-340; 지순임, 「『中麓畵品』을 통해 본 明代 浙派繪畵의 후
원양상」(『美術史學報』 26, 2006), pp. 151-180; 김연주·박명선, 「明代 浙派의 회화사적 
전통성 고찰」(『중앙사론』 39, 2014), pp. 185-215; 주미경, 「《中麓畵品》에 의한 명대 
절파 화론 연구」(『동양예술』 38, 2018), pp. 266-285; 鈴木敬, 『明代繪畵史硏究·浙派』
(東京: 木耳社, 1968), pp. 38-125; James Cahill, Parting at the Shore (New 
York: Weatherhill, 1978), pp. 3-56; Max Loehr, The Great Painters of China 
(Oxford: Phaidon, 1980), pp. 261-298; Susan Bush and Christian F. Murck, 
Theories of the Arts in China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3), 
pp. 317-424; Richard M. Barnhart, Mary Ann Rogers and Richard 
Stanley-Baker, Painters of the Great Ming: the Imperial Court and the Zhe 
School (Dallas: Dallas Museum of Art, 1993), pp. 195-298 참조.



- 24 -

체화하여 원숙하게 구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절매삽
병도>, <소동개문도>, <고사도교도>를 강희안의 전칭작으로 비정하는 것
은 타당성이 부족하다.

3. 작품의 국적과 제작연대 비정
 
  앞 절에서 <절매삽병도>, <소동개문도>, <고사도교도> 세 점을 15세기 
중엽에 활동한 강희안 전칭작으로 비정할 수 없는 근거들을 살펴보았다면, 
본 절에서는 이 세 작품들의 세부 양식 분석에 근거하여 국적과 제작연대
를 규명할 것이다.43) 
  우선 국적과 관련하여 <절매삽병도>, <소동개문도>, <고사도교도>의 양
식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 세 작품들의 주된 화풍이라고 볼 수 있
는 명대 절파화풍은 주로 마원(馬遠) 화풍의 특징인 ‘부벽준(斧劈皴), 거륜
형(車輪形) 송엽(松葉), 정두서미법(釘頭鼠尾法)의 의습선(衣褶線)’ 등에 영
향을 받아 형성되었다.44) <절매삽병도>, <소동개문도>, <고사도교도>에는 
이러한 특징들과 함께 작품 내 인물들의 비중이 커지고 강한 흑백 대비의 
표현이 구사되었다는 점에서도 절파화풍의 영향을 찾아볼 수 있다. 다만 
주의해야 할 부분은 세 작품들에 보이는 절파화풍이 다음과 같이 조선식
으로 변용(變容)된 화풍이라는 점이다. 
  첫째, <고사도교도> 속 바위의 부벽준(斧劈皴)은 기본적으로 남송대 마
원(馬遠) 화풍과 명대 절파화풍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필법에서 조선식 부

43) 동아시아 회화에서 양식 간 선후관계와 국적의 모호성이 갖는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양식 분석과 동아시아 맥락에서의 거시적 관점을 강조한 논문으로는 장
진성, 「동아시아 회화사와 그림의 國籍 문제」(『美術史論壇』 30, 2010), pp. 105-124; 
장진성, 「朝鮮時代 繪畵와 동아시아적 시각」(『東岳美術史學』 21, 2017), pp. 119-147 
참조.

44) Richard Edwards, The Heart of Ma Yuan: the Search for a Southern Song 
Aesthetic (Hong Kong: Hong Kong University Press, 2011), pp. 7-9. 이 외에 남
송대(南宋代) 회화와 관련된 주요 도록은 Metropolitan Museum of Art, Sung and 
Yuan Paintings, collected by Wen Fong, with catalogue by Marilyn Fu (New 
York: New York Graphic Society, 1973); Huishu Li, Exquisite Moments: West 
Lake & Southern Song Art (New York: China Institute Gallery, 2001)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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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준의 특징을 보인다. 부벽준을 구사할 때 남송대 마원 화풍의 경우, 전
(傳) 마원(馬遠, 1160?-1225?)의 <답가도(踏歌圖)>, <산경춘행도(山徑春行
圖)> 등에서와 같이 삼각형으로 각진 형태의 바위가 주로 그려지고 바위 
윗부분의 윤곽선부터 농묵에서 담묵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채색되었
으며 필선이 날카롭다는 특징이 나타난다.
  광태사학파(狂態邪學派) 이전의 명대 절파 화풍 부벽준의 예로는 대진
(戴進, 1388?-1462?)의 <위빈수조도(渭濱垂釣圖)>, 왕세창(王世昌, 1500- 
1530년 경 활약)의 <송음서옥도(松陰書屋圖)>(도 29), 주단(朱端, 16세기 
초 활약)의 <송원한음도(松院閑吟圖)>(도 40-1, 2, 3) 등이 있다. 명대 절
파 화풍의 부벽준은 기본적으로 남송대 부벽준에 영향을 받았으나 바위 
윤곽이 일정한 두께를 가진 농묵(濃墨)의 선으로 명확하게 그려지고 담묵
으로 윤곽의 안쪽이 채워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명대 절파화풍의 부벽준
에 사용된 필선은 여전히 강하지만 남송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드러워졌
다.45) 
  반면 조선 전기의 부벽준은 전(傳) 이경윤(李慶胤, 1545-1611)의 <유하
조어도(柳下釣魚圖)>와 같이 바위의 윤곽이 선으로 명확하게 그려진 대신 
농묵으로 넓은 면적을 채색하듯 표현된 것이 특징적이다. 또한 윤곽선이 
그려지더라도 대부분 선의 두께가 일정하게 정형화되어 나타나지 않는다. 
조선식 부벽준의 필선은 김시(金禔, 1524-1593)의 <동자견려도(童子牽驢
圖)>(도 2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중국에 비해 비교적 부드럽고 자연스럽
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46) 
  <고사도교도>에 그려진 바위는 필선이 중국식 부벽준에 비해 부드럽고 
자연스러우며 명확한 윤곽선 대신 농묵으로 넓은 면적을 채우듯 경계가 
구분되었다는 점에서 조선식 부벽준의 특징을 보인다(도 27). 

45) 장로(張路, 1464-1538?), 장숭(蔣嵩, 가정(嘉靖) 연간(1522-1566) 활약)을 비롯한 광태
사학파 화가들의 부벽준 표현은 먹을 넓은 면적에 걸쳐 과감히 내려 긋는 방식으로 그
려지며 윤곽선 대신 음영으로 경계를 표현한다는 점에서 명대 절파 화풍의 부벽준과 또 
다른 특징을 보인다.  

46) 조선에서도 16세기 후반-17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는 광태사학파(狂態邪學派) 화풍의 
영향으로 전(傳) 이경윤(李慶胤)의 ≪산수인물첩(山水人物帖)≫ 중 <노중상봉도(路中相
逢圖)>에서처럼 넓은 면적을 붓으로 쓸어내리는 과감한 부벽준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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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절매삽병도>, <소동개문도>, <고사도교도> 속 인물의 ‘정두서미
법(釘頭鼠尾法)’의 의습선(衣褶線)에서도 조선식 화풍의 특징이 나타난다. 
붓을 강하게 대어 못 머리처럼 뭉툭하게 시작하고 차차 가늘게 쥐꼬리처
럼 끌어 빼는 정두서미법은 남송대 마원(馬遠) 화풍과 명대 절파화풍(浙派
畫風)의 특징에 해당된다. 남송대 정두서미법의 의습선은 마원의 <고사관
폭도>, <고사관록도(高士觀鹿圖)> 등에서와 같이 절제된 선을 특징으로 한
다. 명대 정두서미법은 대진(戴進)의 <삼고초려도(三顧草廬圖)>, 전(傳) 오
위(吳偉, 1459-1508)의 <인물사단권(人物四段卷)> 등에서와 같이 시작점
이 뭉툭하고 가는 선이 이어지게 묘사된다는 특징을 보인다.47) 
  그러나 <절매삽병도>, <소동개문도>, <고사도교도> 속 정두서미법의 의
습선은 남송대나 명대 절파 회화에서 보이는 의습선에 비해 필선의 시작
과 끝이 전체적으로 두껍고, 정두서미법이 강하게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조
선식으로 변용된 양식을 보인다. 이러한 의습선 표현은 전(傳) 이상좌(李
上佐, 생몰년 미상)의 <군현자명(群賢煮茗)>, 김시의 <선록완월(仙鹿翫
月)>, 전(傳) 이경윤의 <고사탁족도(高士濯足圖)>와 같은 조선 회화 속 정
두서미법의 의습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절매삽병도>, <소동개문도>, 
<고사도교도>에 보이는 정두서미법의 의습선은 조선식으로 변용된 표현법
에 해당된다(도 28). 
  이러한 양식적 특징들로 미루어보았을 때, <절매삽병도>, <소동개문도>, 
<고사도교도> 세 점은 남송대 마원 화풍과 절파화풍을 조선식으로 재해석
한 화풍을 보이므로 세 작품들의 국적은 조선으로 판단된다.48) 

47) 명대(明代)의 인물화의 도상적 특징과 관련하여 Freer Gallery of Art, Chinese 
Figure Painting, by Thomas Lawton (Washington: Smithsonian Institution, 
1973), pp. 58-83; 國立故宮博物院編輯委員會 編, 『明中葉人物畫四家特展: 杜堇, 周
臣, 唐寅, 仇英』(台北: 國立故宮博物院, 2000), pp. 146-171; 楊衛華, 『戴进, 吳偉』(石
家莊: 河北敎育出版社, 2006), pp. 74-130, 138-183 참조. 

48) 부벽준, 정두서미법의 의습선 외에도 <고사도교도>에 묘사된 동심원 모양의 파문(波
文)도 조선 회화의 특징을 보여주는 요소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동심원의 파문 
표현은 전(傳) 이경윤(李慶胤)의 <고사탁족도>, 김시(金禔)의 <동자견려도>, 윤정립(尹貞
立, 1571-1627)의 <관폭도(觀瀑圖)> 등의 조선 회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송대 회화
에서는 이러한 동심원 모양의 파문 표현이 종종 활용되었으나, <고사방우도>에 많은 영
향을 미친 명대 절파 회화에서는 왕악(王諤)의 <계교방우도>에서처럼 잔잔한 물결이 주
로 선호되었으며 물결의 표현이 생략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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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세 작품들의 보다 구체적인 제작연대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기
본적으로 <절매삽병도>, <소동개문도>, <고사도교도>에 보이는 절파 화풍
이 명대 궁정화풍의 대표적인 산수화 양식으로 확립된 시점은 성화(成化)·
홍치(弘治) 연간(1465-1505)에 이르는 15세기 후반 무렵이었다. 즉, 명대 
절파 화풍에 영향을 받은 <절매삽병도>, <소동개문도>, <고사도교도>의 
제작연대는 15세기 후반 이후가 될 것이다.
  <고사도교도>의 부벽준 표현은 작품의 제작연대가 16세기 초반임을 시
사해 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사도교도>의 부벽준은 명대 
절파식 부벽준 중에서도 대진(戴進)보다 후대 작가인 왕세창(王世昌, 16세
기 초 활약), 왕악(王諤, 1488-1501 활약) 등의 15세기 말 부벽준의 영향
을 보여준다. 15세기 말의 절파식 부벽준이 확인되는 명대 작품으로는 왕
세창의 <송음서옥도(松陰書屋圖)>(도 29), <부감격류도(俯瞰激流圖)>, <대
폭산수도(大幅山水圖)>, 왕악의 <송각취소도(松閣吹簫圖)>, <계교방우도(溪
橋訪友圖)>(도 40), <답설탐매도(踏雪探梅圖)> 등이 있다. 15세기 말 명대 
절파 화단에서 유행한 부벽준 양식이 조선으로 유입되어 성행하게 된 시
기는 15세기 말 이후 시기인 16세기 초반 경으로 판단된다. 
  또한 <고사도교도>에 묘사된 부벽준을 16세기 조선 회화의 부벽준과 비
교해 보면 <고사도교도>의 부벽준은 16세기 전반 이전 시기의 것임을 알 
수 있다. 우선 <고사도교도> 속 부벽준은 광태사학파 이전 시기에 해당되
는 명대 절파식 부벽준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광태사학파적인 부벽준의 표현은 조선 회화에서 16세기 전반부터 등장
하여 16세기 후반에 크게 유행하였다. 조선 회화 중 광태사학파적인 부벽
준이 사용된 초기의 예로는 16세기 전반의 작품으로 새롭게 비정된 <고사
관수도>가 있다.49) 16세기 후반 작품의 예로는 김시의 <동자견려도>(도 
26), 전(傳) 이경윤의 ≪산수인물첩(山水人物帖)≫ 중 <노중상봉도(路中相
逢圖)>(도 30)를 들 수 있다. 이 작품들에서는 농묵의 필선을 과감히 내려 
긋는 광태사학파적인 부벽준이 숙련된 필치로 구사되었다. 
  <고사관수도>에서 장로·장숭 화풍에 영향을 받은 광태사학파적인 부벽

49) 장진성(2009), 앞의 논문, p.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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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이 활용된 것을 고려해 보았을 때, 16세기 전반의 조선 화단에 이미 광
태사학파 화풍이 유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광태사학파 이전의 명
대 절파 화풍 부벽준이 묘사된 <고사도교도>는 <고사관수도>보다 다소 앞
선 시기인 16세기 초반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도 31). 
  <절매삽병도>, <소동개문도>, <고사도교도>의 제작연대에 대한 근거는 
의습선(衣褶線)의 표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앞서 분석하였듯이 세 작품
들 속 인물의 의습선은 굵은 필선과 강한 정두서미법을 특징으로 하는 조
선식 의습선에 해당된다. 이러한 의습선은 조선 회화 중에서도 15세기 말 
작품으로 추정되는 전(傳) 이상좌의 <군현자명> 속 의습선과 흡사하다. 이
는 자유로운 강약 표현과 숙달된 필치를 특징으로 하는 16세기 후반 김시
의 <선록완월(仙鹿翫月)>, 전(傳) 이경윤의 <노중상봉도(路中相逢圖)>(도 
30)의 의습선보다는 앞선 시대의 것으로 여겨진다(도 32). 
  이상과 같이 <절매삽병도>, <소동개문도>, <고사도교도>의 부벽준과 의
습선의 양식적 특징들을 종합해 보면 세 작품의 제작연대를 ‘16세기 초반’
으로 좁힐 수 있다.
  본 절에서 진행한 양식 분석들을 종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절매삽
병도>, <소동개문도>, <고사도교도> 세 점에서는 15세기 말의 명대 절파
화풍이 조선에 유입된 이후 조선식으로 변용된 16세기 초반의 화풍이 확
인된다. 즉, <고사방우도>의 제작연대는 강희안이 활동한 15세기 중엽이 
아닌 ‘16세기 초반’에 해당된다. 또한 <고사방우도>는 16세기 초반의 조선 
화단에 명대 절파 화풍이 완전히 정착되었음을 시사해 주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미술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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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원본 작품의 주제: ‘방우(訪友)’ 도상의 연원과  
    의미

  앞서 Ⅱ장에서는 <절매삽병도>, <소동개문도>, <고사도교도>의 현재 작
품 상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 세 작품들이 본래 한 작품이었음을 밝히
고, 세 점을 종합한 <고사방우도>의 전체 구도를 추정하였다. 아울러 작품
들의 세부 양식을 분석하여 <고사방우도>가 15세기 중엽에 활동한 강희안 
전칭작이 아닌 16세기 초반의 조선 회화 작품임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본 장에서 필자는 <고사방우도>와 15·16세기 명대 절파 회화 작품들의 
비교를 통해 <고사방우도>의 전체 주제가 ‘방우(訪友)’임을 제시하고자 한
다. 아울러 누정을 배경으로 한 방우 주제 그림과 조선 초기 누정문화의 
연관성을 검토하여 본 작품의 ‘방우’ 주제에 담긴 의미를 분석할 것이다. 
  <고사방우도>의 도상 및 구도의 연원이 명대 절파식 방우도에 있음을 
밝히는 과정은 명대 절파 도상이 조선 초기 화단에 수용된 일면을 보여주
고,50) 선행 연구들에서 주목되지 않았던 ‘방우’ 화제(畫題)가 지닌 영향력
과 중요성을 일깨워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 원본 작품의 도상적 연원과 절파식(浙派式) 방우도     
   (訪友圖)의 영향

  선행 연구에서 <절매삽병도>, <소동개문도>, <고사도교도>가 본래 한 

50) 조선 화단에서 명대 절파화풍을 수용한 양상과 관련된 연구는 안휘준, 「韓國浙派畵風
의 硏究」(『미술자료』 20, 1977), pp. 24-62; 안휘준, 「조선왕조 중기 회화의 제 양상」
(『美術史學硏究』 213, 1997), pp. 5-57; 유희선, 「明代 浙派畵風이 朝鮮畵壇에 미친 
영향: 산수화를 중심으로」(홍익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석사학위논문, 2006), pp. 
16-39; 정혜린, 「조선 중기 회화관 연구: 浙派 山水畵와 詩畵合一의 관계를 중심으로」
(『인문논총』 62, 2009), pp. 169-202; 장진성, 「조선 중기 절파계 화풍의 형성과 대진
(戴進)」(『미술사와 시각문화』 9, 2010), pp. 202-221; 장진성, 「조선 중기 회화와 광태
사학파」(『미술사와 시각문화』 11, 2012), pp. 250-27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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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이었을 가능성이 제시된 바 있었으나, 원본 작품의 전체 구도에 대한 
추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연유로 세 작품들을 종합한 원본 작품
의 주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역시 시도된 바 없었다. 
  따라서 필자는 앞서 Ⅱ장에서 제시한 <절매삽병도>, <소동개문도>, <고
사도교도>를 종합한 <고사방우도>의 원본 구도를 토대로 도상의 연원과 
작품의 전체 주제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조선 초기 회화에 영향을 
미친 15·16세기 명대 절파 회화 작품들과 <고사방우도>의 도상 및 구도를 
비교·분석해 보고자 한다.51) 비교할 작품들은 <고사방우도> 도상들과의 유
사성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가옥으로 향하는 고사(高士)와 
목적지에 해당되는 가옥이 명확히 그려진 작품들을 주된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52) 
  ‘가옥으로 향하는 고사’의 도상이 묘사된 대표적인 회화(繪畵) 주제로는 
원안와설(袁安臥雪)53), 임포(林逋)의 매화서옥(梅花書屋)54), 맹호연(孟浩然)

51) <고사방우도>의 도상적 연원과 관련하여 필자가 검토한 주요 중국 회화 도록들은 다음
과 같다. 庚美文化社 編輯部, 『中國繪畵大觀』 卷2-4(庚美文化社, 1981); 中國美術全集
編輯委員會 編, 『中國美術全集: 繪畵編』 卷3-8(北京: 人民美術出版社·文物出版社; 上
海: 上海人民美術出版社, 1985-1989); 嶋中鵬二, 『文人畵粹編 中國篇: 惲壽平·王翬』 
卷7(東京: 中央公論社, 1986); 中國古代書畵鑑定組 編, 『中國古代書畵圖目』 卷1-23(北
京: 文物出版社, 1986-2001); 雲南省博物館 編, 『雲南省博物館』(北京: 文物出版社, 
1991); 國立故宮博物院 編, 『故宮書畫圖錄』 卷6-9(臺北: 台北故宮博物院, 1991-1992); 
吳樹平 編, 『中國歷代畵譜匯編』 卷11(天津: 天津古籍出版社, 1997); 中國古代書畵鑑定
組 編, 『中國繪畵全集』 卷6-18(北京: 文物出版社; 杭州: 浙江人民美術出版社, 1997- 
2001); 單國強 主編, 『故宮博物院藏文物珍品全集: 院體浙派繪畫』 卷5(香港: 商务印书
馆, 2007); 許忠陵 主編, 『故宮博物院藏文物珍品全集: 吳門繪畵』 卷6(香港: 商务印书
馆, 2007); 蕭燕翼 主編, 『故宮博物院藏文物珍品全集: 松江繪畵』 卷7(香港: 商务印书
馆, 2007); 故宮博物院 编, 『故宮書畫館』 卷6-7(北京: 紫禁城出版社, 2008).

52) 가옥 문 앞에 마중을 나온 시동(侍童)이 그려졌는지의 여부는 작가의 재량에 따라 달
라진다고 파악되어 선택적 기준으로 삼았다. 

53) ‘원안와설(袁安臥雪)’ 주제는 큰 눈이 오자 다른 사람들의 수고를 덜기 위해 문 밖에 
나가지 않았다는 후한(後漢)의 원안(袁安, ?-92) 고사에서 유래되었다. 원안와설도(袁安
臥雪圖)에는 가옥 내부에 누워있는 원안과 순찰하던 태수(太守)와 하인들의 모습이 그
려진다. 

54) ‘매화서옥(梅花書屋)’ 주제는 서호(西湖)의 고산(孤山)에 은거하면서 매화를 부인 삼고, 
학을 아들 삼아 키웠던 북송(北宋)의 문인 임포(林逋, 967-1028)의 고사에서 유래되었
다. 일반적으로 매화서옥도(梅花書屋圖)에서는 눈발이 날리듯 난만하게 피어 있는 매화
나무, 서옥(書屋) 안에 앉아 있는 선비의 모습, 가옥으로 향하는 손님의 모습이 겨울 산
을 배경으로 묘사된다. 경우에 따라 가옥으로 향하는 손님의 모습이 생략되어 그려지기
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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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파교심매(灞橋尋梅)55), 왕휘지(王徽之)의 설중방우(雪中訪友)56), 유장경
(劉長卿)의 봉설숙부용산(逢雪宿芙蓉山)57), 도연명(陶淵明)의 귀거래(歸去
來)58), 춘유만귀(春遊晩歸), 종자기(鍾子期)를 방문한 백아(伯牙)59)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제들을 다룬 작품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고사방우도>
의 도상과 부합되지 않는다. 
  ‘원안와설’ 도상의 경우, 원안(袁安)을 방문하는 태수(太守)의 모습이 대
부분 여러 명의 하인을 거느리고 말을 탄 관직자의 모습으로 그려지므로 
<고사방우도>의 도상과는 부합되지 않는다.60) 아울러 ‘원안와설’ 주제의 
작품들은 설산을 배경으로 그려진다는 특징을 보인다. ‘원안와설’ 외에도 
매화서옥, 파교심매, 설중방우, 봉설숙부용산 도상은 일반적으로 설경을 
배경으로 그려진다.61) 하지만 <고사방우도>에서는 설경의 모습이 전혀 확

55) 장안(長安)의 파교(灞橋)를 건너 설산에 들어가 매화를 찾아 나선 당나라 시인 맹호연
(孟浩然, 689-740)의 ‘파교심매(灞橋尋梅)’고사를 주제로 한 작품이다. 일반적으로 파교
심매도에는 눈 덮인 겨울 산, 야외에 핀 매화, 나귀를 타고 이동하는 고사가 묘사된다.

56) ‘설중방우(雪中訪友)’ 화제는 『세설신어(世說新語)』에 실려 있는 위진남북조시대 왕휘
지(王徽之, 336-386)와 대규(戴逵 326-396)의 고사에 도상의 기반을 두고 있다. 왕휘지
가 산음(山陰)에 머물 때, 눈이 내린 밤에 섬계(剡溪)에 살고 있는 벗 대규가 떠올라 대
규를 찾아 갔으나 흥이 다했으므로 대규의 집 앞에서 배를 돌려 돌아갔다. 왕휘지가 남
긴 시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吾本乘興以來。興盡而返。何必見大。”

57) ‘봉설숙부용산(逢雪宿芙蓉山)’ 화제는 당대(唐代) 시인 유장경(劉長卿, 725-789)의 「봉
설숙부용산주인(逢雪宿芙蓉山主人)」에 도상의 기반을 두고 있다。이 시에는 겨울 밤 눈
을 만나 부용산(芙蓉山)의 초라한 초가집에서 머물게 되었는데, 사립문 밖의 개가 짖는 
것으로 보아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밤에 누가 돌아오는 것 같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시
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日暮蒼山遠。天寒白屋貧。柴門聞犬吠。風雪夜歸人。”

58) ‘귀거래(歸去來)’ 화제는 동진(東晋) 말-남조(南朝) 송대(宋代) 초의 시인 도연명(陶淵
明, 365-427)의 「귀거래사(歸去來辭)」에 도상의 기반을 두고 있다. 

59) 춘추(春秋) 시대 초(楚)나라 사람이었던 백아(伯牙, 생몰년 미상)는 자신의 거문고 연주
의 진가를 알아준 종자기(鍾子期, BC. 387-BC. 299)와 깊은 우정을 나누었던 인물이
다. 백아와 종자기의 고사는 회화 작품에서 거문고를 든 시동과 함께 종자기를 만나러 
가는 백아의 도상, 거문고를 연주하는 백아 도상, 종자기의 죽음을 추모하며 거문고 줄
을 끊은 백아 도상 등으로 그려졌다. 이 도상은 ‘휴금방우(携琴訪友)’ 도상으로도 칭해
지며 회화 소재뿐만 아니라 홍치(弘治) 연간(1488-1505) 이래 도자기의 문양으로도 활
발히 활용되었다. 도자기의 휴금방우 도상과 관련하여 방병선, 『중국도자사 연구』(景仁
文化社, 2012), pp. 444-447 참조.

60) 명대 원안와설 도상의 특징들을 도출하여 원안와설도의 주제를 증명한 연구는 
Richard M. Barnhart, “Rediscovering an Old Theme in Ming Painting,” 
Orientations, vol. 26, no. 8 (September 1995), pp. 52-61 참조.

61) Peter C. Sturman, “The Donkey Rider as Icon: Li Cheng and Early Chinese 
Landscape Painting,” Artibus Asiae, vol. 55, no. 1/2 (1995), pp. 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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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되지 않으므로 <고사방우도>는 설경을 배경으로 하는 위의 화제(畫題)들
과 부합되지 않는다. 
  ‘매화서옥’을 주제로 하는 작품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작품 속 가옥 주
변이 매화꽃으로 가득 메워진다는 점에서 <고사방우도>의 가옥 모습과는 
차이를 보인다. 뿐만 아니라 조선에서 ‘매화서옥도’가 유행한 시기는 18세
기 이후인 조선 후기에 해당하므로 <고사방우도>의 제작연대와 부합하지 
않는다.62)  
  반면 ‘파교심매’ 고사는 조선 전시기에 걸쳐 많은 작가들에 의해 화제로 
선택되었다. <고사방우도>와 제작연대가 비슷한 작품으로는 16세기 전반
의 전(傳) 신잠(申潛, 1491-1554) 필(筆) <탐매도(探梅圖)>(도 33)가 있다. 
신잠의 <탐매도> 속 고사(高士)와 시동(侍童) 도상은 <고사방우도>의 다리
를 건너는 고사와 시동 도상과 유사하다. 그러나 <탐매도>에서 눈 덮인 
겨울 풍경이 작품의 배경으로 등장하고 원림이 아닌 야외에 핀 매화가 묘
사된 점, 목적지에 해당되는 가옥이 등장하지 않는 점, 고사가 나귀를 타
고 이동하는 점이 <고사방우도>와 다르다. 신잠의 <탐매도>의 도상적 특
징은 17세기 김명국의 <탐매도(探梅圖)>, 18세기 심사정의 <파교심매도(灞
橋尋梅圖)>(1766)에서도 확인된다. <고사방우도>에는 이러한 ‘파교심매’ 
화제의 전형적인 특징들이 묘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사방우도>의 주제
를 ‘파교심매’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봉설숙부용산’ 주제의 작품들은 “해 저무니 푸른 산은 멀리 보이고, 차
가운 날씨에 오두막집도 더욱 쓸쓸히 보인다. 사립문 밖에서 개 짖는 소리 
들리니, 눈보라치는 밤에도 돌아오는 사람 있구나”라는 유장경(劉長卿, 
725-789)의 「봉설숙부용산주인(逢雪宿芙蓉山主人)」에 도상적 기반을 두고 
있다. 따라서 시의 내용에 따라 작품에서도 사립문이 있는 초가집이 주로 
등장하기 때문에 ‘봉설숙부용산’ 주제는 대저택을 배경으로 한 <고사방우
도>와는 부합되지 않는다. 
  ‘귀거래’를 주제로 한 작품들의 경우, <고사방우도>의 고사를 맞이하는 
시동 도상과 마찬가지로 도연명을 맞이하는 인물들이 묘사된다는 특징이 

62) 조선 말기 매화서옥도(梅花書屋圖)에 대한 연구는 이혜원, 「朝鮮末期 梅花書屋圖 硏
究」(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99), pp. 25-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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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러나 귀거래 주제의 작품들에서는 일반적으로 여러 명의 시동들과 
자식들이 문 밖까지 마중을 나오는 모습이 묘사되며 「귀거래사(歸去來辭)」
의 내용에 따라 초가집이 그려지므로 <고사방우도>와 세부 도상에서 차이
가 나타난다.63) 뿐만 아니라 걸어서 귀향하는 도연명 도상이 많이 그려진 
중국과 달리 조선에서는 배를 타고 돌아오는 도연명이 그려진 경우가 많
았으므로 <고사방우도>를 도연명의 귀거래 장면을 그린 작품으로 보기 어
렵다.64) 
  ‘춘유만귀’ 도상의 경우, 대표적인 작품들로 대진(戴進, 1388?-1462?)의 
<춘유만귀도(春遊晩歸圖)>(도 34)와 구영(仇英, 1493?-1552)의 <춘유만귀
도(春遊晩歸圖)>(도 35)가 있다. ‘춘유만귀’를 주제로 한 작품들은 거문고
를 든 시동과 함께 다리를 건너는 고사(高士) 도상과 대저택 도상이 묘사
된다는 점에서 <고사방우도>와 유사하다. 그러나 춘유만귀도(春遊晩歸圖)
에서 고사는 주로 말이나 나귀를 타고 있으며 거문고, 책, 술병 등을 멘 
시동들이 여러 명 등장한다. 반면, <고사방우도>에서는 보행(步行)하는 고
사와 한 명의 시동이 그려져 ‘춘유만귀’ 주제와 도상상의 차이점이 확인된
다. 아울러 ‘춘유만귀’ 주제의 작품들에서는 마중을 나온 시동 도상이 그
려진 <고사방우도>와 달리, 고사나 시동이 직접 문을 두드리는 도상이 그
려진다. 이는 춘유만귀도에 묘사된 가옥으로 향하는 고사가 방문객이 아니
라 유람을 끝내고 돌아온 주인임을 암시해 주는 도상이기도 하다. 
  ‘종자기(鍾子期)를 방문한 백아(伯牙)’ 도상은 백아가 자신의 거문고 연
주의 진가를 알아주는 종자기를 방문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종자기
를 방문하는 백아’ 도상에서 백아의 시동은 거문고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고사방우도>의 경우, 가옥으로 향하는 고사와 함께 거문고를 
멘 시동이 묘사되었다는 점에서 ‘종자기를 방문한 백아’ 도상과 유사하다. 
그러나 <고사방우도> 속 시동은 거문고 외에도 책과 문방구 등 여러 짐들

63) 한정희, 「동아시아 산수화에 보이는 이상향(理想鄕)」, 국립중앙박물관 편, 『산수화, 이
상향을 꿈꾸다』(그라픽네트, 2014), pp. 212-213. 가옥으로 향하는 도연명의 모습을 묘
사한 부분의 「귀거래사」 원문은 다음과 같다. “…… 乃瞻衡宇。 載欣載奔。 僮僕歡
迎。 稚子候門。 ……”

64) 도연명을 제재로 한 명대 회화 도상들은 위안싱페이(袁行霈) 저, 김수연 역, 『도연명을 
그리다: 문학과 회화의 경계』(태학사, 2012), pp. 88-113의 도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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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함께 지니고 있으므로 작품에서 거문고 도상이 특별히 강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고사방우도>의 주제를 ‘백아와 종자기’ 고사로 해
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여겨진다.
  <고사방우도>와 가장 높은 친연성을 보이는 도상은 15세기 중엽-16세
기 전반의 명대 절파 화가들에 의해 즐겨 그려진 ‘벗을 방문하는 고사(高
士)’ 도상이다. 필자는 이러한 벗을 방문하는 고사의 도상을 ‘방우(訪友)’ 
도상으로, 이러한 도상을 중심 제재로 삼은 작품을 ‘방우도(訪友圖)’로 칭
하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명대 절파 회화 중에는 이러한 도상을 제재로 삼은 작품들에 대해 ‘방우
도’라는 제목이 붙여진 경우가 이미 존재한다. 그러나 ‘방우도’라는 작품의 
제목은 후대 연구자들에 의해 임의로 붙여진 경우가 많고 ‘방우도’라는 용
어에 대한 학계의 정의가 정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논문에
서 사용할 ‘방우도’라는 용어 사용의 기준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65) 
  필자는 구체적으로 ‘가옥으로 향하는 고사’, ‘목적지에 해당되는 가옥’, 
‘벗의 방문을 기다리는 가옥의 주인’을 모두 포함하는 도상을 ‘방우(訪友)’ 
도상으로, 이러한 도상이 묘사된 작품들을 ‘방우도(訪友圖)’로 칭하였다. 
해당 도상들이 묘사된 작품의 주제를 ‘방우’로 판단한 이유는 작품 속 가
옥 안에 주인이 그려지므로 다리를 건너 가옥으로 향하는 인물이 벗을 찾
아온 객(客)에 해당됨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방우도에서 다리를 건너오
는 고사(高士)는 일반적으로 지팡이를 짚고 보행(步行)하는 모습으로 그려
지고 시동은 가벼운 행장(行裝)이나 거문고를 멘 모습으로 묘사된다.
  이는 당인(唐寅, 1470-1523)의 <추산행려도(秋山行旅圖)>(도 36), <설산
행려도(雪山行旅圖)>, 작자미상의 <한산책건도(寒山策蹇圖)> 등의 행려(行
旅)를 주제로 하는 작품들의 도상과 차별화된다. 행려 주제의 작품에서는 
일반적으로 고사가 말이나 나귀를 타고 시동들이 다소 무거운 행장을 차

65) 조선시대 ‘방우’ 도상 및 ‘방우도’의 특징과 관련하여 박민정, 「조선시대 산수화의 行
旅像 연구」(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7), pp. 40-42 참조. 
이 논문에서 ‘방우’ 도상은 행려상(行旅像)의 여러 종류 중 하나로 간략하게 제시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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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다. 또한 가옥은 원경의 산골짜기에 장식적으로 작게 그려지거나 생략되
므로 ‘방우도’와 도상상으로 분명한 차이가 있다.66) 
  방우 도상은 작자미상의 <수촌누각도(水村樓閣圖)>(도 37-1, 2)와 같은 
송대(宋代) 회화에서도 확인되지만, 방우 도상이 양식화되어 본격적으로 
유행한 것은 15세기 중엽-16세기 전반의 명대 절파 화가들에 의해서였다. 
<고사방우도>는 전반적으로 명대 절파화풍을 따르고 있으며, 전체 원본 
구도 및 도상 역시 명대 절파 화가들의 방우도와 친연성이 매우 높다. 이
로 미루어 볼 때, <고사방우도>는 명대 절파식 방우도의 영향을 받은 것
으로 판단된다. 
  전형적인 명대 절파식 방우 도상을 보여 주는 작품들의 예로는 대진(戴
進)의 <춘동산수도(春冬山水圖)>(도 38-1, 2), 주단(朱端)의 <송원한음도
(松院閑吟圖)>(도 39-1, 2, 3), 왕악(王諤)의 <계교방우도(溪橋訪友圖)>(도 
40), 작자미상의 <휴금방우도(携琴訪友圖)>(도 41), 작자미상의 <회금도(會
琴圖)>(도 42-1, 2) 등이 있다.
  이들 명대 절파식 방우도에서 보이는 도상상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전경(前景)에는 다리를 건너 가옥으로 향하는 고사와 시동(侍童)의 모습이 
묘사되며 목적지에 해당되는 가옥이 화면 한쪽에 치우쳐 배치된다. 일반적
인 산수인물화(山水人物畵) 속 건축물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것과 달
리, 방우도 속 가옥은 중경(中景)에 비중 있게 묘사된다. 또한 가옥 안에
는 벗을 기다리는 주인의 모습이 묘사되어 ‘방우’라는 전체적인 주제를 부
각시켜준다. 가옥은 주로 물가에 배치되고, 가옥의 대문 앞쪽에는 커다란 
나무와 바위들이 배치된다. 일반적으로 원경(遠景)에는 절파 회화 구도를 
따라 높은 산이 배치되는 경우가 많다. 
  15세기 중엽-16세기 전반의 명대 절파식 방우 도상은 명대 오파(吳派) 
화가와 후대의 청대(淸代) 화가들에게까지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다음의 
표 1은 절파식 방우 도상을 따른 명·청대 주요 작품들을 정리한 표이다.

66) 위의 논문, pp. 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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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절파식(浙派式) 방우(訪友) 도상의 작품 예시

제목 작가 시대 재료 크기 (cm) 소장처
<춘동산수도>
(春冬山水圖) 

대진 
(戴進) 명대 견본

담채 144.8 × 79
菊屋嘉十郞

(Kikuya 
Collection)

<송원한음도>
(松院閑吟圖)

주단 
(朱端) 명대 견본

채색 230.2 × 124.3 天津市
藝術博物館

<계교방우도>
(溪橋訪友圖)

왕악 
(王諤) 명대 견본

채색 172.1 × 105.8 臺北故宮博物院

<휴금방우도>
(携琴訪友圖)

작자 
미상 명대 견본

채색 226.5 × 115 北京畵院

<회금도>
(會琴圖)

작자 
미상 명대 견본

채색 152 × 95.7 上海博物館

<산거락지도>
(山居樂志圖)

작자 
미상 명대 지본

채색 133.2 × 50.9 上海博物館

<산재객지도>
(山齋客至圖)

주신 
(周臣) 명대 견본

채색 137 × 72.3 上海博物館

<산수도>
(山水圖)

사시신 
(謝時臣) 명대 견본

채색 140 × 62.9 臺北故宮博物院

<산수도>
(山水圖)

왕문 
(王問) 명대 견본

수묵 169.1 × 78 臺北故宮博物院

<산장객지도> 
(山莊客至圖)

문징명 
(文徵明)

명대 
(1552)

지본
채색 87.7 × 27 遼寧省博物館

<유거도>
(幽居圖)

문징명
(文徵明) 명대 지본

채색 139.9 × 33.1 北京故宮博物院

<다사도> 
(茶事圖)

문징명
(文徵明) 명대 지본

수묵 122.9 × 35 臺北故宮博物院

<군산운요도> 
(君山雲繞圖)

호고 
(胡皐) 명대 견본

채색 145 × 60.5 江西省婺源縣 
博物館

<연두구우도>
(蓮杜求友圖)

오빈 
(吳彬) 명대 지본

채색 69.1 × 28.4 浙江省博物館

<누각능공도>
(樓閣凌空圖)

오빈 
(吳彬) 명대 견본

수묵 149.5 × 52 浙江美術學院

<계교사조도>
(溪橋斜照圖) 

관사 
(關思) 명대 견본

채색 258.8 × 60 南京博物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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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대 절파식 방우 도상은 절파 화가들에 의해 양식화되어 명대 화단에
서 폭넓게 선호되었던 도상이었으며, 명대 후기와 청대에 이르기까지 변용
(變容)을 거치면서 꾸준히 향유되었다.67) 명대 화단에서는 이러한 ‘방우’ 

<성남고은도>
(城南高隱圖)

송욱 
(宋旭)

명대 
(1588)

지본
수묵 24.8 × 79.7 北京故宮博物院

<휴금방우도>
(携琴訪友圖)

손지 
(孫枝)

명대
(1590)

지본
채색 122 × 31.2 北京故宮博物院

<산재정좌도>
(山齋靜坐圖)

진환 
(陳煥)

명대 
(1593)

지본
채색 13.7 × 16 天津市

藝術博物館

<중정당문회도>
(重珽堂文會圖)

고중 
(顧重)

명대 
(1639)

금전
(金箋)
채색

89.3 × 43.3 天津市
藝術博物館

<추학고은도>
(秋壑高隱圖)

남영 
(藍瑛)

청대 
(1648)

지본
채색 223.8 × 83.9 上海博物館 

<산관청추도>
(山館淸秋圖)

정완 
(鄭完)

청대 
(1653)

견본
채색 189 × 50 天津市

藝術博物館
<운학고일도>
(雲壑高逸圖)

남영 
(藍瑛)

청대 
(1654)

견본
채색 172.7 × 67 安徽省博物館

<천향서옥도>
(天香書屋圖)

장애 
(蔣藹)

청대 
(1670)

금전
(金箋)
채색

59.5 × 40 天津市
藝術博物館

<추고엽취도>
(秋高葉醉圖)

오정 
(吳定)

청대 
(1676)

지본
채색 164.5 × 58 安徽省博物館

<방당해원 
임천시사도>
(倣唐解元 

林泉詩思圖)

왕휘
(王翚) 청대 견본

담채 254.6 × 61.8

국립중앙박물관 
(National 

Museum of 
Korea)

<방왕몽
등화서옥도>

(倣王蒙
藤花書屋圖)

왕휘
(王翚)

청대
(1712)

지본
담채 118.2 × 59.4

Princeton 
University 

Art Museum 

<휴금철명도>
(携琴啜茗圖)

탕광계
(湯光啓) 청대 견본

채색 184 × 93.1 山東省博物館

<방황자구산수>
(倣黃子久山水)

나빙 
(羅聘) 청대 견본

채색 103 × 53 重慶市博物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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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상 외에도 가옥의 주인과 손님의 모임을 주제로 한 도상들이 많이 그려
졌다.68) 
  명대 절파식 방우 도상은 16세기 초반 경에 조선 화단으로 유입되었던 

67) 전형적인 절파식 ‘방우’ 도상을 변용한 후대 작품의 예로는 사시신(謝時臣, 1487-?)의 
<방왕몽산수(倣王蒙山水)>, 관사(關思, 만력(萬曆) 연간(1573-1620) 활약)의 <계산방우
도(溪山訪友圖)>, 왕개(王槪, 강희(康熙) 연간(1662-1722) 중엽 활약)의 <추관희객도(秋
關喜客圖)> 등이 있다.

     사시신의 <방왕몽산수>의 경우, 기본적으로 절파식 방우 도상에 따라 다리를 건너 가
옥으로 향하는 고사가 그려졌지만 전경의 다리가 길게 강조되었다는 점에서 구도상의 
변용이 확인된다. 관사의 <계산방우도>의 경우, 일반적인 절파식 방우 도상과 달리 전
경에 가옥과 가옥 안의 주인이, 중경에 가옥으로 향하는 고사가 배치되었다. 왕개의 
<추관희객도>에는 시동 대신에 가옥의 주인이 직접 대문 앞에 나와 손님을 맞이하는 
모습이 그려졌다는 점에서 방우 도상의 변용이 확인된다. 

68) ‘방우’ 도상 외에도 명대 화단에서는 작자미상의 <연당연집도(蓮堂宴集圖)>(명대), 작자
미상의 <산당객화도(山堂客話圖)>(명대)와 같이 ‘손님과 주인이 누정에 모여 대화를 나
누는 도상’이 자주 그려졌다. 명대에 본격적으로 양식화되었던 방우 도상과 달리, 이 도
상은 남송대에 이미 양식화되어 있었으나 이 도상과 ‘방우’ 도상을 결합한 도상들이 명
대 오파(吳派) 별호도(別號圖)에서 많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파의 별호도 작품들에는 벗의 가옥을 방문하기 위해 다리를 건너오는 고사(高士) 
도상뿐만 아니라 이미 도착한 손님들과 대화를 즐기는 가옥 주인의 도상이 한 작품 안
에 결합되어 묘사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두경(杜瓊, 1396-1474)의 <천향심처도
(天香深處圖)>(1463)와 <우송도(友松圖)>(1459년 이전), 당인(唐寅, 1470-1523)의 <사
명도(事茗圖)>와 <설산회금도(雪山會琴圖)>, 주신(周臣, 1460–1535)의 <북명도(北溟
圖)>, 문징명(文徵明, 1470-1559)의 <진상재도(眞賞齋圖)>(1549) 등이 있다.     

     명대 별호도 이전에도 개인 별서를 그림으로 그린 예가 있었으나, 이전 시기와 다른 
명대 별호도의 특징은 가옥으로 향하는 객(客)의 도상, 즉 ‘방우’ 도상이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15세기 후반-16세기 전반의 시기에 특별히 화가나 후원자들에 의해 ‘방
우’ 도상이 선호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시기 오파 별호도에서 ‘방우’ 장면이 추가된 것
은 당시 별호 조성의 성행으로 벗과의 만남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던 명대 문인들의 문화
를 반영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당시 절파 화가들에 의해 즐겨 그려지던 ‘방우’ 도상을 
오파 화가들도 공유, 차용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명대 별호도에 대한 주요 연구는 Anne de Coursey Clapp, The Painting of 
T'ang Yi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1), pp. 63-195; Craig 
Clunas, Fruitful Sites: Garden Culture in Ming Dynasty China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1996), pp. 153-166; Anne de Coursey Clapp, Commemorative 
Landscape Painting in China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2), 
pp. 79-110; 유순영, 「인격화된 산수: 吳派의 別號圖」(『美術史學』 27, 2013), pp. 
193-230; 최여훈, 「明代 中期 別號圖 硏究」(서울대학교 대학원 고고미술사학과 석사학
위논문, 2013), pp. 17-85 참조. 

     개인의 소유지를 그림으로 남겼다는 점에서 명대 별호도와 조선의 산거도(山居圖), 
별서도(別墅圖)는 상통하는 부분이 있으며 조선시대 별서도에 대한 연구는 조규희, 「朝
鮮時代의 山居圖」(서울대학교 대학원 고고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98), pp. 1-97; 
조규희, 「朝鮮時代의 山居圖」(『美術史學硏究』 217·218, 1998), pp. 29-60; 조규희, 
「朝鮮時代 別墅圖 硏究」(서울대학교 대학원 고고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6), pp. 
9-7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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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여겨진다. 이를 뒷받침하는 작품의 대표적인 예로 본고에서 다루는 
<고사방우도>와 16세기 중엽의 전(傳) 이상좌(李上佐) 필(筆) <월하방우도
(月下訪友圖)>(도 43)가 있다. <월하방우도>에는 물가에 배치된 누정 안에 
주인이 앉아 있는 모습과 누정으로 향하는 고사와 시동(侍童), 이들을 안
내하는 시동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또한 <월하방우도>의 누정은 우측
으로 치우쳐 배치되어 있고 누정의 앞쪽으로 바위와 나무들이 그려져 있
어 명대 절파식 방우 도상의 영향이 확인된다. <고사방우도>와 <월하방우
도>는 16세기 조선에서 명대 절파식 방우 도상을 따른 작품들이 그려졌음
을 시사해 준다는 점에서 미술사적 의의가 깊은 작품들이다.
  <고사방우도>는 명대 절파 화가들의 방우도와 화풍, 구도, 도상 면에서 
강한 친연성이 확인되므로 명대 절파식 방우도의 영향을 받아 제작된 작
품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고사방우도>는 전경에 다리를 건너는 고사
와 거문고69)를 멘 시동이 그려진 점, 담장 안에 가옥이 그려져 있었을 가
능성이 높다는 점, 대문 앞쪽으로 바위가 배치된 점 등에서 명대 절파식 
방우도와의 유사점이 확인된다. 
  본 절에서 언급하였듯이 명대 방우도의 특징적인 도상들 중 하나는 ‘가
옥 안에 묘사된 주인’ 도상이다. 이미 <고사방우도>에 가옥이 그려져 있었
음을 본 논문 Ⅱ장에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산락되어 전해지는 
<절매삽병도>, <소동개문도>, <고사도교도>에는 원본의 가옥 안에 주인이 
묘사되어 있었는지의 여부를 확증할 수 있는 단서가 남아 있지 않다. 필자
는 <고사방우도>의 가옥 안에 주인이 묘사되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
기 위해 우선 작품에서 가옥으로 향하는 고사가 가옥의 주인과 객(客) 중 

69) <고사방우도>에 묘사된 거문고를 들고 있는 시동(侍童) 도상은 명대 절파식 방우도의 
일반적인 도상상의 특징으로 볼 수 있지만, 명대 절파식 방우도에서 가옥으로 향하는 
고사가 반드시 거문고를 든 시동과 함께 묘사되는 것은 아니며 시동이 생략되는 경우도 
간혹 존재한다. 

     따라서 <고사방우도>에 묘사된 거문고를 든 시동 도상을 명대 방우 도상으로서의 의
미를 넘어 조선 전기 문인들의 거문고 향유 문화를 반영하는 도상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벗의 거문고 가락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는 일은 조선 전기 문인들의 일상
적인 누정문화로 향유되었다. 예를 들어, 김일손(金馹孫, 1464-1498), 성현(成俔, 1439 
-1504), 채수(蔡壽, 1449-1515)를 비롯한 많은 조선 전기 문인들이 거문고를 즐겼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강명관, 『조선시대 문학예술의 생성 공간』(소명출판, 1999), pp. 
10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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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 해당하는 지를 검토할 것이다. 아울러 필자는 명대 절파식 방우도
에서 가옥 안의 주인 도상이 지닌 도상적 특징을 도출하여 <고사방우도>
의 도상과 비교해 보고자 한다.
  우선 가옥으로 향하는 고사(高士)가 손님이 아닌 가옥의 주인으로 그려
진 작품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옥이 간략히 그려지거나 생략되며 가옥 
안에는 인물이 그려지지 않는다. 가옥으로 향하는 인물이 가옥의 주인으로 
묘사되는 도상의 예로는 ‘춘유만귀(春遊晩歸)’ 도상을 들 수 있다. 춘유만
귀 도상에서는 주로 말이나 나귀를 탄 고사가 여러 명의 시동들을 대동한 
모습으로 그려지며 유람을 마치고 돌아온 고사나 시동이 직접 문을 두드
리는 장면이 그려진다. 앞서 분석하였듯이, 이러한 춘유만귀 도상은 <고사
방우도>의 도상과 부합되지 않는다. 
  가옥으로 향하는 고사가 가옥의 주인으로 묘사된 또 다른 작품의 유형
으로는 고사가 산 속에서 은일하는 은거자(隱居者)로 그려진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작품들에서는 일반적으로 은일 주제에 어울리도록 
작품 속 가옥이 대저택이 아닌 초가집으로 그려지므로 기와 가옥과 원림
을 갖춘 <고사방우도>의 가옥 도상과는 부합되지 않는다. 따라서 <고사방
우도>에서 가옥으로 향하는 고사를 가옥의 주인이 아닌 벗의 누정을 방문
하는 손님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명대 절파식 ‘방우도’에서 주인이 묘사되어 있는 가옥은 일반적인 산수
인물화에 등장하는 가옥에 비해 크고 자세히 묘사된다는 특징이 나타난다. 
이와 관련하여 <고사방우도>의 가옥 크기에 관해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
은 추론이 가능하다. 우선 필자는 Ⅱ장에서 이미 <소동개문도>에 그려진 
대문과 지붕의 크기를 토대로 원본에 그려졌을 가옥의 형태와 크기를 추
정한 바 있다(도 11). 이에 맞추어 <절매삽병도>와 <소동개문도>를 배치해 
보면 <고사방우도>에 그려졌을 가옥이 전체 작품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음
을 유추할 수 있다. 아울러 <절매삽병도>에서 담장 내부에 원림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보았을 때, 원림보다 주된 도상에 해당되는 
가옥 역시 <고사방우도>에서 비중 있게 그려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가옥 안에 주인이 묘사되어 있는 조선시대 방우도의 예로서 16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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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중엽에 제작된 전(傳) 이상좌의 <월하방우도>(도 43)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70) <월하방우도>는 <고사방우도>보다 후대에 그려진 작품이기는 하
지만, 명대 절파식 방우도의 구도와 도상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조선 회화
라는 점에서 <고사방우도>의 현재 남아 있지 않은 도상을 추정하기 위한 
좋은 자료가 된다. 즉, <월하방우도>에서 주인 도상이 묘사된 것과 같이 
<고사방우도>에서도 가옥 안에 주인이 묘사되었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
된다(도 12).
  본 절에서 필자는 <고사방우도>의 도상과 전체 구도의 연원을 명대 절
파식 방우도(訪友圖)에서 찾았으며 <고사방우도>의 주제를 ‘방우(訪友)’로 
해석하였다. 아울러 필자는 명대 절파식 방우도의 도상적 특징을 도출함으
로써 <고사방우도>의 가옥 안에 주인 도상이 묘사되어 있었을 것이라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2. 조선 초기 누정문화(樓亭文化)의 성행과 방우(訪友)의   
   의미
 
  앞 절에서 <고사방우도>의 주제가 ‘방우(訪友)’임을 다루었다면, 본 절에
서는 방우도의 배경으로 묘사되는 ‘누정(樓亭)’에 주목하여 <고사방우도>
를 이해해 보고자 한다. 조선 시대에 ‘벗과의 만남’과 ‘누정 공간’은 불가
분의 관계에 놓여 있었다. 그러므로 방우 도상을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해
서는 누정에서 이루어진 조선 문인들의 문화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사방우도>가 제작된 16세기 초반은 조선 문인들 사이에서 누정 내 
자연 경물을 통해 흥취(興趣)와 열락(悅樂)이 추구되던 시기였다. 이를 고
려해 볼 때, 누정을 배경으로 한 방우 주제의 <고사방우도>가 제작된 데

70) 조선 회화 중 ‘방우도(訪友圖)’로 전해지는 작품들로는 전(傳) 이상좌(李上佐)의 <월하
방우도(月下訪友圖)> 외에 조영석(趙榮祏, 1686-1761)의 <설중방우도(雪中訪友圖)>, 전
(傳) 이인문(李寅文, 1745-1821)의 <방우도(訪友圖)>가 있다. 그러나 이 작품들은 조선 
후기에 제작되었고 명대 절파식 방우 도상이 아닌 가옥 안에서 주인과 손님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고사방우도>와의 연관성이 두드러지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
서는 제외하였다.



- 42 -

에는 당시의 화려한 누정문화의 영향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
라서 본 절에서 필자는 16세기 초반을 전후로 한 조선시대 누정문화의 양
상과 함께 누정문화에서 벗이 지닌 역할을 검토함으로써 <고사방우도> 속 
‘방우(訪友)’ 장면에 담겨진 상징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에서는 ‘누정(樓亭)’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쓰이지 않았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누정’이라는 용어가 널리 통용되었다.71) 사전적 의미로 ‘누정’
은 누각(樓閣)과 정자(亭子)를 합쳐 이르는 말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누
정은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1486)의 「누정조(樓亭條)」에서 다루어
진 바와 같이, 누(樓)·정(亭)·당(堂)·대(臺)·각(閣)·헌(軒)·청(廳)·관(館)·관(觀)·
방(房) 등을 범칭(汎稱)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72) 나아가 누정은 건축물
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 주변의 공간에 조성된 원림(園林)도 함께 
포함하는 개념으로 여겨졌다.73) 따라서 본고에서 필자는 건축물과 원림을 
함께 아우르는 광의(廣義)의 개념으로서 ‘누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누
정과 관련된 제반 문화를 ‘누정문화(樓亭文化)’로 지칭하고자 한다. 
  조선 건국 초기부터 누정문화는 고위 관료들을 중심으로 향유되었다. 조
선 초기에는 개국(開國)과 정란(靖亂)으로 많은 공신들이 배출되었기 때문
에 고위 관료들의 누정 건립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누정을 경
영하려면 사회적 명망과 경제력을 갖추어야 했으므로 누정문화는 고위 관
료들의 화려한 고급문화에 해당되었다.74) 
  조선 초기 누정문화의 유행 양상은 정인지(鄭麟趾, 1396-1478), 김종직
(金宗直, 1431-1492) 등이 남긴 기록과 『성종실록(成宗實錄)』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권3 「한성부(漢城府)」에는 한강
변을 따라 동쪽의 제천정(濟川亭)부터 서쪽의 희우정(喜雨亭)에 이르기까
지 공후귀척(公侯貴戚)의 누정들이 많이 지어졌다는 정인지의 기록이 수록

71) 남동걸, 「조선시대 누정가사 연구」(인하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1), p. 1.

72) 박경자, 『(조선시대) 정원: 14세기부터 19세기까지의 조경구조물을 중심으로』 권1(학연
문화사, 2010), pp. 383-384.

73) 이종한, 「朝鮮前期 園林文化의 한 局面」(『동양한문학연구』 31, 2010), pp. 238-239.
74) 남동걸, 앞의 논문,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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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75) 김종직은 『점필재집(佔畢齋集)』에서 최한공(崔漢公, 1423- 
1499)의 화려한 원림을 상찬하는 기록을 남겼다. 김종직은 최한공의 원림
에 석가산(石假山) 세 개가 있는데, 그 봉우리와 골짜기가 영롱하고 아름
다워 그 중 하나를 다른 물건과 바꾸어 서실 곁에 놓아두고 싶었으나 석
가산에 상당하는 물건이 하나도 없어 우선 소식(蘇軾, 1037-1101)의 시 
「호중구화(壺中九華)」의 운을 사용해 최한공에게 준다는 기록을 남겼다.76) 
이 기록을 통해 15세기 조선에서 석가산 세 개를 갖추어 놓을 정도로 큰 
규모의 원림이 조성되기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밖에 김종직은 상
주목사(尙州牧使) 설순조(薛順祖, 1427-1496)로부터 풍영루(風詠樓)에 대
한 누정기의 작성을 부탁받아 「풍영루중영기(風詠樓重營記)」를 작성하기도 
하였다.77)

  이 외에도 성임(成任, 1421-1484)의 원림에 대해 이승소가 남긴 시와 
안평대군(安平大君, 1418-1453)이 자신의 누정인 비해당(匪懈堂)의 사계
절 모습을 화폭에 담도록 한 기록들도 전해진다. 이와 같이 조선 초기 관
료문인(官僚文人)들은 누정 조성을 본격적으로 확산시켰으며 누정과 관련
된 문화를 널리 향유하였다.78) 
  성종(成宗, 재위 1469-1494) 연간에는 누정의 수가 크게 늘고 누정문화
와 관련된 사치 풍조가 심해지자 누정의 조성을 제한하라는 명이 내려지
기도 하였다.79) 예를 들어, 1481년에 성종은 한강변에 재상(宰相)들이 지
어놓은 정자들이 매우 많아 중국 사신들이 이 누정들을 유관(遊觀)하려 한
다면 폐단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누정들을 헐고자 한다는 뜻을 밝혔다. 노
사신(盧思愼, 1427-1498), 김자정(金自貞, 생몰년 미상) 등도 재상들의 누
정 건립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성종의 뜻에 동의하였다.80) 

75) 민족문화추진회, 『(국역)신증 동국여지승람』 권3(민족문화추진회, 1982), p. 263.
76) 김종직 저, 부산대학교 점필재연구소 점필재집 역주사업팀 역주, 『(역주) 점필재집』 권

3(점필재, 2016), pp. 401-402.
77) 남동걸, 앞의 논문, p. 31.
78) 이종한, 앞의 논문, p. 239.
79) 남동걸, 앞의 논문, p. 35. 
80) 『成宗實錄』 卷130, 成宗 12年(1481) 6月 26日(己巳) 條, “…… 仍問左右曰。 予聞宰

相沿江構亭者甚多。今天使欲遊狎鷗亭。後來天使皆往遊觀。則其弊不少。予欲壞之何
如。僉曰。上敎允當。領事盧思愼曰。國初。獨臣祖盧衎。於衿川農莊。濱江構小亭而
已。今則江上構亭者果多。特進官金自貞啓曰。臣爲臺諫時。已啓此事。江上諸亭。可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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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종의 제재로 인해 주춤했던 누정의 건립은 16세기 이후 다시 성행하
였다.81) 중종(中宗, 재위 1506-1544) 연간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
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이름난 누정의 수는 무려 885개에 달할 정도가 되
었다.82) 16세기 조선의 누정문화는 이전 시기에 비해 보편화되었지만 누
정의 경영은 여전히 경제적 부와 사회적 명망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일
이었다.83) 이전시기와 비교했을 때, 16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조선 문인들 
사이에서는 누정의 자연 경물을 통해 흥취와 열락을 즐기려는 경향이 짙
어졌다.84)

  작품으로 돌아와 <고사방우도> 속 누정을 살펴보면, 원림과 시동들을 
갖춘 대저택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고사방우도>에 묘
사된 대저택의 누정은 16세기 초반 ‘훈구파(勳舊派)를 중심으로 한 벌열층
(閥閱層)’의 누정을 표현한 것으로 여겨진다.85)

  아울러 <고사도교도>에 묘사된 시동의 행장(行裝)은 16세기 초반의 누
정문화를 반영하고 있는 도상으로 볼 수 있다. <고사도교도> 속 시동은 
거문고와 함께 책과 문방구를 어깨에 지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었다. 거
문고, 책, 문방구는 거문고 연주를 주고받으며 시문을 짓던 조선 문인들의 
누정문화와 관련이 깊은 물건들이다. 따라서 <고사도교도> 속 시동이 갖
춘 행장은 16세기 초반 벌열층(閥閱層) 문인들이 향유한 누정문화의 일면

令撤去也。……” 원문 및 해석은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에서 인용. 밑
줄은 필자 표시.

81) 조선시대 누정의 수는 15세기 후반부터 증가폭이 커지며 16세기 후반에 증가폭이 최
고조에 이른다. 우응순, 『누정, 선비문화의 산실』(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6), pp. 
25-29.  

82) 남동걸, 앞의 논문, p. 35. 
83) 위의 논문, p. 36.
84) 안세현, 『(누정기를 통해 본) 한국한문산문사』(高麗大學敎民族文化硏究院, 2015), pp. 

120-126.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초반에는 누정문화와 관련된 호화로운 풍조가 두드러
졌다. 이는 경세의식에 의거하여 민생을 살피는 누정의 공적 기능이 강조되었던 15세기
의 누정문화, 누정과 관련된 성리학적 사유가 심화된 16세기 중엽의 누정문화와 구별된
다.

85) <고사방우도>가 제작된 16세기 초반은 사림파(士林派)가 사화(士禍)로 인해 박해를 받
던 시기였으므로 필자는 사림파를 <고사방우도>에 묘사된 대저택의 누정을 경영할 수 
있는 주된 계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사화 이후에 사림(士林)이 중앙 정계에 
재진출하고 지방 사림들이 누정을 활발히 조성한 시기는 중종(中宗) 후반기인 16세기 
중엽 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아울러 필자는 실질적 은일을 추구한 처사층(處士層) 
역시 <고사방우도> 속 대저택의 누정을 경영한 계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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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반영하는 도상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16세기 이전부터 이미 조선 초기의 누정은 누정 주인의 개인적 공간을 
넘어 벗과의 사교활동이 이루어지는 주요 교유장소로서 기능하였다.86) 조
선 초기 문인들이 향유한 누정문화에는 벗을 초대해 원림을 감상하고 시
문(詩文)을 짓는 일, 누정기(樓亭記)를 작성하는 일87), 원림의 모습을 그림
으로 남기는 일 등 지우(知友)와의 다양한 사교 활동들이 포함되었다.88) 
  조선시대 문인들은 누정의 시경(詩景), 즉 시적(詩的) 여운이 감도는 조
경(造景)을 중시하였다.89) 예를 들어, 1530년 양산보(梁山甫, 1503-1557)
가 건립한 소쇄원(瀟灑園)은 정기적인 시회가 열렸던 대표적인 누정이다. 
양산보의 사돈인 김인후(金麟厚, 1510-1560)는 「소쇄원사십팔영(瀟灑園四
十八詠)」에서 소쇄원의 시경(詩景)을 묘사하였다.90) 이처럼 조선의 누정은 
시문의 창작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공간이었으며, 함께 시문을 지을 
벗들의 방문은 누정의 기능과 가치를 높여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
하였다.91)

  16세기 초반에 화려한 누정문화가 성행한 것에 비해 이 시기의 누정기
(樓亭記)는 비교적 적게 남아 있다.92) 본고에서는 보다 시기를 넓혀 15세

86) 김남이, 『집현전 학사의 삶과 문학 세계』(2003, 태학사), p. 233.
87) 조선 초·중기 누정기를 다룬 주요 연구는 김은미, 「조선초기 누정기의 연구」(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1990), pp. 34-102; 민병수 외, 『사찰, 누
정 그리고 한시: 淸坡閔丙秀先生致任紀念』(태학사, 2001), pp. 13-170; 홍성욱, 「鮮初 
應製 樓亭記의 審美 意識 硏究: 「環翠亭記」를 中心으로」(『대동한문학』 21, 2004), pp. 
161-202; 안세현, 「채수(蔡壽) 누정기(樓亭記) 연구(硏究)」(『동방한문학』 36, 2008), 
pp. 33-72; 안세현, 「朝鮮中期 樓亭記 硏究」(고려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
위논문, 2009), pp. 56-176; 안세현(2015), 앞의 책, pp. 97-133 참조.

88) 이종한, 앞의 논문, p. 240. 원림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는 문화는 15세기 중엽에 이
미 형성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세종의 외손인 안빈세(安貧世, 1445-1478)가 저자도
(楮子島)에 조성한 원림을 화공에게 그리게 하였고, 안평대군(安平大君, 1418-1453)이 
자신의 원림인 비해당(匪懈堂)의 사계절의 모습을 화폭에 담도록 한 사례가 기록으로 
전해진다.

89) 박정욱, 『(풍경을 담은 그릇) 정원』(서해문집, 2001), p. 7. 박정욱은 조선에는 원야(園
冶)나 작정기(作庭記)와 같은 정원기법서가 별도로 없었지만 시문(詩文)을 위해 경관을 
조성하고, 시문을 통해 원림 축조 기법이 전수되는 독창적인 조경 양식이 있었으며 이
를 곧 시경(詩景)이라 칭할 수 있다고 보았다.

90) 위의 책, p. 8. 
91) 우응순, 앞의 책, pp. 53-81.  
92) 안세현(2015), 앞의 책, p.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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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후반에서 16세기 중엽까지의 누정 관련 시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누정기는 종종 객(客)과의 문답 형식으로 작성되어 누정에서 손님의 방
문이 중요한 의미를 가졌음이 확인된다. 객과의 문답형식을 활용한 누정기
의 예로는 성현(成俔, 1439-1504)의 「세한정기(歲寒亭記)」와 김안국(金安
國, 1478-1543)의 「영벽헌기(映碧軒記)」가 있다.93) 
  누정기 외에도 누정을 방문한 벗들이 누정의 수려한 모습과 누정 주인
의 인품을 찬미하여 작성한 다수의 시문들이 전해진다. 이 시문들은 벗의 
방문이 누정과 누정 주인의 가치와 명망을 높이는 역할을 했음을 보여준
다. 다음에 제시할 「석가산시서(石假山詩序)」는 15세기 인왕산 일대의 수
많은 저택들 중 가장 수려한 곳에 위치해있었다는 성임(成任, 1421-1484)
의 가옥에 대해 이승소(李承召, 1422-1484)가 남긴 글이다. 

  …… 그대의 집은 서산(西山, 인왕산) 끄트머리의 높다란 언덕에 있어 내
가 일찍이 찾아갔을 적에 남쪽으로 도성의 문을 나서서 바라보니 송림(松
林)이 울창하게 우거졌고, 수목(樹木)이 어우러져 있었다. 이에 그대의 집
을 바라다보니 안개와 이내가 자욱한 가운데 어렴풋이 보여 마치 속된 세
상을 훌쩍 떠난 자가 살고 있는 집과 같았다. 그대의 집에 도착하자 그대
가 신발을 거꾸로 신고 달려 나와 문에서 나를 맞이하여 손을 잡고 들어갔
다. 그러고는 원림(園林)을 거닐면서 놀았는데, 푸른 그늘이 땅에 가득하고 
맑은 이슬이 옷을 적시었으며, 그윽하고 깊으며 깨끗하고 고요하여 소연히 
동산(東山)과 구학(丘壑)의 정취가 있었다. …… 무릇 도성의 서쪽과 남쪽
에 집터를 잡고 사는 자들이 아주 많겠지만, 그대의 집만이 홀로 그 경승
을 다 차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찌 가산을 만들 필요가 있는가? …… 94) 
(밑줄은 필자 표시)

  윗글에서 이승소는 자신이 성임의 가옥을 방문한 장면, 가옥과 원림의 

93) 윤채근, 「조선전기 누정기의 사적 개관과 16세기의 변모 양상: 윤근수의 고문사창도 
문제와 연관하여」(『어문논집』 35, 1996), pp. 532-534.

94) 李承召, 『三灘集』 卷11, 「石假山詩序」, “…… 侯之家在西山之尾。高丘之阻。余嘗往
訪。南出都門而望之。松林翳蔚。樹木掩映。見其屋隱見於煙嵐杳靄間。若遺世長往者之
居。及旣就之。侯倒屣迎門。携手以入。游涉園林。靑陰滿地。…… 凡宅於城之西南者不
知其幾。而侯之家獨據其勝。何用假山爲哉。……” 원문 및 해석은 한국고전종합DB(ht 
tp://db.itkc.or.kr)에서 인용. 밑줄은 필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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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 모습을 감상하는 장면 등을 상세히 묘사하고 성임의 가옥을 탈속
적인 은자의 공간에 비유하였다. 「석가산시서」에 묘사된 ‘벗의 가옥을 방
문하는 모습’과 ‘소나무로 둘러싸인 원림의 모습’은 <고사방우도>에 묘사
된 ‘방우’ 및 ‘원림’ 도상과 부합되어 흥미롭다. 
  다음은 비슷한 시기에 서거정(徐居正, 1420-1488)이 성임의 가옥을 방
문한 후 가옥 안의 원림에 대해 묘사한 글이다.

  …… 나의 동년 창녕(昌寧) 성후(聖侯)가 때를 만나 현달하여 직위가 육
경(六卿)의 장에 이르렀다. 그러나 본성이 담박하여 서산(西山)의 기슭에 
살고 있는데, 그 정원에는 무성한 대숲과 진기한 화초가 둘러 있어 보기 
좋고, 또 기이한 돌을 금양(衿陽)에서 구득하였는데, 이가 돋치고 모가 지
고 뿔이 나고 벌레가 갉아먹은 것도 같고 물결에 일그러진 것도 같아서, 
특수하고 괴이한 형상이 실로 귀신이 만들어 낸 것이라 하겠다. 그것을 뜰
에 배치하여 가산(假山)을 만들었는데, 역시 구경함직하다는 것이다. 
  나 거정(居正)은 일찍이 그 집에 가서 보았는데, 가산의 높이는 한 길 남
짓하고 그 밑바닥 주위는 여러 아름인데, 산의 기세가 좌우로 연락되어 뾰
족하여 봉우리가 되고 우뚝하여 잿마루가 되고, 우묵해서 구렁이 되고 앙
상해서 기슭이 되며, 나직했다 도로 치솟으매 푸른 빛이 얽히고 흰 빛이 
둘러서 갖가지 형상이 다 나타나고, 또 물이 쏟아져서 폭포도 되고 냇물도 
되어 못도 되며, 상이 다 나타나고, 또 물이 쏟아져서 폭포도 되고 냇물도 
되어 못도 되며, 못의 길이와 넓이는 역시 두어 자에 지나지 않는데, 물이 
맑고 모래가 희어 머리칼을 헤일 수 있다. 아, 산이 우뚝이 선 것과 물이 
넘실넘실 흐르는 것이 몇 걸음이나 몇 길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서 형악 
(衡岳)·여산(盧山)·태산(泰山)·화산(華山)이나 동정호(洞定湖)·팽려호(彭蠡湖)
의 경치가 일일이 나타나니, 나는 조물주가 지맥(地脈)을 줄여대고 비장(秘
藏)을 드러내어 황홀하게 여기에다 옮겨 놓은 것이 아닌가 의심하였다. 
……95) (밑줄은 필자 표시)  

95) 徐居正, 『續東文選』 卷13, 「假山記」, “…… 吾同年昌寧成侯。遭時顯隆。位長六卿。然
雅性冲澹。宅於西山之麓。環其園。茂林脩竹。奇花異草。皆勝觀也。又得異石于衿陽。
聱牙稜角。若蝕若嚙。殊形怪狀。實鬼劈而神劃。採作假山于庭除。亦瑰奇可賞矣。居正
嘗造而目之。山之高可丈餘。環其趾亦可數圍。山之氣勢。左右綿絡。峭然而爲峯。隆然
而爲嶺。窈然而爲壑。蓊然而爲麓。乍低乍昂。紆靑繚白。爲狀不一。又注水爲飛瀑。爲
犇川。爲泓池。池之脩廣。亦不過數尺。水淸沙白。毛髮可燭。噫山之峙然也。水之融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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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글에서 서거정은 성임의 원림을 무성한 대숲과 진기한 화초, 기이한 
괴석, 폭포처럼 물이 흐르는 가산 등을 갖춘 공간으로 묘사하였다. 이를 
통해 조선 초기 문인들의 화려한 누정문화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이승
소, 서거정 외에 강희맹(姜希孟, 1424-1483) 또한 성임의 가옥을 방문한 
후 비슷한 방문기를 남긴 바 있다. 성임의 가옥에 대해 찬미의 글을 작성
한 이승소, 서거정, 강희맹은 성임의 가옥에 모여 함께 시회를 가진 벗들
이었다.96) 이처럼 벗의 누정에 모여 시회를 가지거나 가옥과 원림의 수려
한 모습에 관한 기록을 남기는 일은 조선 초기 문인들 사이에서 보편적인 
누정문화로 형성되어 있었다. 
  벗들이 남긴 누정 관련 시문들에서 일반적으로 누정은 신선적인 은일 
공간으로, 누정 주인은 신선과도 같은 탈속적 존재로 묘사되었다. 즉, 누
정을 방문한 벗들은 누정 관련 시문을 지어 ‘원림을 통해 은일을 추구하는 
누정 주인의 신선적 면모’를 부각시켜 주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벗의 가옥이나 원림을 대상으로 한 글 외에, ‘방우’를 주제로 한 시문들
에서도 은일을 동경하는 내용이 확인된다. 예를 들어, 기대승(奇大升, 
1527-1572)의 『고봉속집(高峰續集)』 권1에 속해 있는 「방우(訪友)」에는 
다음과 같이 세속을 잊게 해준 벗과의 만남에 대한 회고의 내용이 담겨 
있다. 

평생 의지하고 사모하는 마음 항상 간절하였으니 
이날 어찌 병든 몸 끌고 찾아감을 싫어하랴 
눈앞에 흐르는 세월은 봄이 저물려 하고
벽 사이 주옥같은 글씨는 붓이 재주를 부린 걸세 
한가로운 담화는 이미 세속 일 잊었음을 느끼고 
높은 흥취는 그대로 큰 술잔을 기울이게 하네 
말을 타고 방초를 밟고 돌아와 또한 안온하니 

也。不出跬步尋丈之間。而衡·廬·泰·華。洞庭·彭蠡之勝。一一呈態。吾疑造物者縮地脉。
破神慳。恍惚移於斯也。……” 원문 및 해석은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에
서 인용. 밑줄은 필자 표시.

96) 이종묵, 『조선의 문화공간: 태평성세와 그 균열』 권1(휴머니스트, 2006), pp. 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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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꿈속에서 스스로 회고하네97) (밑줄은 필자 표시)

  기대승의 「방우」에서 보듯이, 조선 시대 문인들에게 벗을 방문하는 일은 
‘세속을 벗어난 은자들 간의 만남’을 상징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방우
와 은일을 연관 짓는 인식은 조선 문인들이 다수의 누정기와 방문기에서 
벗의 누정을 ‘신선적이고 은일적인 공간’으로 묘사한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대저택의 화려한 누정을 은일과 연관시키는 것은 다소 모순
적으로 보인다. 누정과 원림을 통해 간접적 은일의 실천을 표방한 훈구파 
관료들은 현실에서는 고위 관료이자 대토지를 소유한 기득권 세력이었기 
때문이다.98) 그러나 누정문화의 주된 향유층(享有層)인 훈구파 관료들에게 
누정에서의 교유는 관직생활과 은일 추구를 양립시켜 주는 활동이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99) 누정 관련 시문에서 강조된 ‘은일에 대한 동경’은 
훈구파 관료들이 도성(都城) 속 누정을 통해 간접적 은일을 추구한 자신들
의 은자적(隱者的)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조선 초기 누정문화에서 ‘벗의 방문’은 단
순한 친목 도모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벗의 방문’
은 시회(詩會)의 결성이나 누정기 및 시문의 작성을 통해 누정의 기능과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또한 누정을 방문한 벗은 
은일에 대한 동경을 언급함으로써 누정 주인의 은자적 성품과 삶의 태도
를 강조하는 역할을 하였다. 결론적으로 누정문화가 성행했던 16세기 초
반에 ‘방우(訪友)’ 도상을 차용하여 제작된 <고사방우도>는 당시 누정문화
에서 ‘벗의 방문’에 내포된 상징적 의미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판
단된다.

97) 奇大升, 『高峯續集』 卷1, 「訪友」, “平生依慕心常切。此日寧嫌扶病來。眼底光陰春欲
暮。壁間珠玉筆呈才。閒談已覺遺塵事。高興仍敎覆大杯。芳草馬蹄歸更穩。秪今魂夢自
相回。” 원문 및 해석은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에서 인용. 밑줄은 필자 
표시.

98) 이의철, 「조선 전기 관각파(館閣派) 문인의 은일(隱逸)과 권력(權力)의 문제」(『語文硏
究』, vol. 33, no. 2, 2005), pp. 414-417.

99) 위의 논문, pp. 418-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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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작품 속 원림(園林) 도상의 문화·사상적 배경

  앞서 Ⅲ장에서는 <절매삽병도>, <소동개문도>, <고사도교도>를 종합한 
원본 작품 <고사방우도>가 명대 절파식 방우 도상을 따르고 있음을 검토
하고, 원본의 주제를 ‘방우(訪友)’로 제시하였다. 나아가 조선 초기 화단에
서 <고사방우도>와 같은 ‘방우도’가 제작된 배경 및 작품 속 방우 도상의 
의미를 분석하기 위하여 조선 초기 누정문화에서 ‘벗의 방문’이 갖는 상징
적 의미를 검토하였다.
  본 장에서 필자는 <고사방우도>와 명대 절파식 방우 도상의 차이점에 
주목하여 <고사방우도>에서 확인되는 독자적인 도상의 특징들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고사방우도>는 전반적으로 명대 절파식 방우도의 구성과 
도상을 따르고 있으나, 원림과 관련된 도상들이 특별히 강조되어 있어 주
목된다. 구체적으로 <절매삽병도>의 ‘절매삽병(折梅揷甁)’ 도상과 ‘원예(園
藝)’ 도상이 이에 해당된다. ‘절매삽병’ 도상은 조선 회화에서 매우 드문 
도상이고, 원예활동과 관련된 각종 화훼, 괴석, 화분 등을 원림 내부(內部)
에 묘사하는 것 역시 조선 후기의 사인풍속화(士人風俗畵)나 아회도류(雅
會圖類) 회화를 제외하면 현전하는 조선 초기 회화에서는 찾아보기 어려
운 도상이다.100)

  본 장에서 필자는 <고사방우도>가 ‘누정(樓亭)’을 배경으로 한 ‘방우도
(訪友圖)’임에 주목하여 <절매삽병도>의 ‘절매삽병’ 도상과 ‘원예’ 도상에 
함축된 의미를 조선 초기의 누정문화 및 원예활동 양상과 관련지어 해석
하였다. 
  16세기 초반 훈구파(勳舊派) 관료문인(官僚文人)들을 중심으로 호화로운 
원예문화가 성행하자, 문인들의 원예활동에 대한 세간의 부정적 인식이 생
겨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당시 관료문인들은 ‘격물치지를 통한 경세제
민’과 ‘은일 추구’를 내세워 자신들의 원예활동을 정당화하려는 양상이 나

100) 조선 후기 아회도의 형성 과정 및 도상의 특징과 관련하여 송희경, 「朝鮮 後期 雅曾
圖 硏究」(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4), pp. 36-152; 장진
성, 「조선후기 士人風俗畵와 餘暇文化」(『美術史論壇』 24, 2007), pp. 261-291; 송희
경, 『조선후기 아회도』(다할미디어, 2008), pp. 103-26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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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기도 하였다. 
  이러한 16세기 초반의 원예문화에 대한 검토는 <고사방우도>의 원림 관
련 도상들에 반영된 문화·사상적 배경과 명대 절파 방우 도상의 조선식 변
용 방식에 대한 이해를 한층 높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 ‘절매삽병(折梅揷甁)’ 도상의 성격  

  <고사방우도>는 전반적으로 명대 절파식 방우도의 도상과 구도를 따르
고 있지만, 원림 관련 도상들이 강조되었다는 점에서는 명대 절파식 방우
도와 차이가 나타난다.101) <고사방우도>에서 독자적으로 묘사된 원림 관
련 도상들 중 하나는 <절매삽병도>에 묘사된 ‘절매삽병(折梅揷甁)’ 도상이
다(도 1). 원림의 매화 가지를 꺾어 병에 넣는 이 도상은 조선시대 회화 
작품에서 희소성이 있는 도상일 뿐만 아니라 <고사방우도>의 전체 구도 
내에서도 비중 있게 다루어진 도상이므로 작품의 전체 주제 안에서 도상
이 지닌 의미를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우선 중국 회화에서 절매삽병 도상과 유사한 도상들은 대체로 매화를 
애호했던 임포(林逋)의 고사(故事)를 상징한 것으로 여겨진다. ‘절매삽병’ 
도상과 가장 유사한 도상은 명대 화가 사시신(謝時臣, 1487-?)의 <절매도
(折梅圖)>(도 44)에서 확인된다. 사시신의 <절매도>에는 매화 가지를 꺾어 
병에 넣는 시동 두 명과 이 모습을 지켜보는 임포가 함께 묘사되어 있다. 
작품 안에는 매처학자(梅妻鶴子) 임포와 관련된 화제(畫題)가 적혀 있어 
<절매도>에서 절매삽병 도상이 임포와 관련된 도상으로 그려진 것임을 명
확히 확인할 수 있다.102) 명대 화가 두근(杜菫, 성화(成化)·홍치(弘治) 연간
(1465-1505) 활약)의 <매하횡금도(梅下橫琴圖)>(도 45)는 절매삽병 도상과 

101) 조선시대 시문들에서 ‘정원(庭園)’보다 ‘원림(園林)’의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으
므로 본고에서는 ‘원림’의 용어를 택하였다.

102) 사시신(謝時臣)의 <절매도(折梅圖)>에는 ‘사충(思忠)’이라는 주문방인(朱文方印)과 ‘저
선(樗仙)’이라는 백문방인(白文方印)이 찍혀있으며, 임포(林逋)와 관련된 화제가 적혀 있
다. 작품 속 화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林逋自是神仙客。冰玉豊姿綉胸。吟出橫斜淸
淺句。暗香疏影有無中。謝時臣詩畫爲碧湖先生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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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일치되는 도상은 아니지만, 매화나무와 시동들이 묘사된 원림 내부 
장면이 그려졌다는 점에서 <절매삽병도>와 유사하다. <매화횡금도>에는 
임포가 원림 안에서 매화나무를 바라보며 거문고를 타고 있는 모습이 묘
사되어 있다.103) 장일정(張一正, 생몰년 미상)의 <한계재학도(寒溪載鶴
圖)>(도 46-1)에는 ‘화분 속 매화’가 임포가 타고 있는 배 위에 학과 함께 
묘사되어 있다(도 46-2).104) 이와 같이 중국 회화에서 매화 가지를 병에 
넣는 도상이나 병에 꽂힌 매화 도상은 대체로 임포 고사(故事)와 관련되어 
그려졌다.
  조선시대 작품 중 가장 오래된 매화서옥도(梅花書屋圖)는 18세기 문인
화가 강희언(姜熙彦, 1710-1784)의 <세한청상도(歲寒淸賞圖)>(간송미술관 
소장)이다.105) 그 밖의 조선시대 매화서옥도는 대부분 18-19세기 조선 후
기와 말기의 작품들이며, 『개자원화전(芥子園畵傳)』 속 <남전숙(영)화서호
도(藍田淑(瑛)畵西湖圖)>와 구도가 매우 유사하다.106) 이로 미루어 보았을 
때, 1679년에 간행된 『개자원화전』이 조선에 유입된 이후, 조선 후기부터 
매화서옥도가 본격적으로 유행한 것으로 여겨진다.107) 이는 ‘맹호연(孟浩
然) 고사’를 그린 탐매도(探梅圖)와 탐매도에서 파생된 상매도(賞梅圖), 기

103) Craig Clunas, Pictures and Visuality in Early Modern China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7), pp. 41-43. 임포(林逋) 관련 도상이 심주를 비롯
한 명대 문인들에 의해 선호되었음을 다룬 연구는 Stephen Little, “Dimensions of a 
Portrait: Du Jin’s The Poet Lim Bu Walking in the Moonlight,” Bulletin of the 
Cleveland Museum of Art, vol. 75, no. 9 (1988), pp. 331-351 참조.

104) 현재 학계에서는 작품에 남아 있는 인장(‘錢唐張一正’)에 근거하여 <한계재학도(寒溪
載鶴圖)>의 작가를 장일정(張一正)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작품 외에 장일정과 관련
된 기록이 전해지지 않아 학계에서도 <한계재학도>의 양식 분석을 통해 장일정을 명대 
절파화풍을 구사한 작가로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작품 내에는 ‘平釗’이라는 글씨
가 적혀 있다. Richard M. Barnhart, Mary Ann Rogers and Richard 
Stanley-Baker, 앞의 책, pp. 319-320 참조. 

105) 이선옥, 「조선시대 매화고사도와 매화도의 전개」, 국립광주박물관 편, 앞의 책, p. 
229.

106) 안휘준·민길홍 엮음, 『(역사와 사상이 담긴) 조선시대 인물화』(학고재, 2009), pp. 
78-99. 

107) 이선옥, 앞의 논문, 국립광주박물관 편, 앞의 책, pp. 229-239. 참고로 조희룡(趙熙
龍, 1789-1866), 전기(田琦, 1825-1854), 김수철(金秀哲, 1820?-1888?) 등이 남긴 19
세기 매화서옥도의 경우, 이전 시기의 화보풍(畫譜風) 매화서옥도와 달리 청대 문인화가
들의 매화서옥도 형식을 따르고 있다. 이는 당시 조선 문인들과 청나라 문인들 간의 활
발한 교류로 인해 빚어진 현상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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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도(騎驢圖)가 조선 초기부터 꾸준히 그려져 왔던 것과 대비되는 현상이
다.108) 따라서 조선 초기에 제작된 <고사방우도>의 ‘절매삽병’ 도상을 조
선 후기부터 본격적으로 유행한 임포 관련 도상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절매삽병’ 도상이 묘사된 조선 회화 작품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고
사방우도> 속 ‘절매삽병’ 도상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도상이 지닌 
독자적인 특징에 주목해 추가적인 단서를 얻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필자
는 ‘절매삽병’ 도상의 매화가 자연 속 매화가 아닌 원림(園林) 안의 매화
임에 유의하여 ‘원림’이라는 특정 배경과 본 도상의 연관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원림의 매화와 관련된 조선 문인들의 생활상을 살펴보면, 조선 문인들에
게 매화는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관상식물의 의미를 넘어 ‘문인들의 모
임’과 ‘벗과의 만남’의 의미까지 내포한 상징물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
다. 매화를 벗과의 만남과 연결 짓는 문화는 매화의 여러 별칭들 중에 청
우(淸友), 청객(淸客), 고우(古友), 기우(奇友)와 같이 매화를 벗과 손님에 
비유한 표현들이 많은 것과도 연관이 있다고 여겨진다.109)

  조선 문인들은 원림의 매화나 분에 키운 매화에서 꽃이 필 때, 벗을 초
대하여 시문을 짓고 매화를 감상하는 ‘상매(賞梅)’ 문화를 널리 향유하였
다. 다음의 기록들을 통해 조선 초기부터 조선 후기에 이르기까지 상매 문
화가 지속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속동문선(續東文選)』 권15의 서(序)에 기록된 김수온(金守溫, 1410-14 
81)의 「영돈녕댁상매서(領敦寧宅賞梅序)」에는 상매회(賞梅會)에 대한 묘사
가 다음과 같이 상세히 드러나 있다.  

  꽃이 인간에게 특수한 물건 노릇한 지가 오래되었는데, 매화는 더욱 심

108) 맹호연 고사를 그린 탐매도(探梅圖)로는 신잠(申潛, 1491-1554)의 <탐매도(探梅圖)>, 
전(傳) 이상좌(李上佐, 생몰년 미상)의 <파교심매도(灞橋尋梅圖)>, 김명국(金明國, 생몰
년 미상)의 <파교심매도(灞橋尋梅圖)>, 심사정(沈師正, 1707-1769)의 <파교심매도(灞橋
尋梅圖)>가 있다.

109) 강희안 저, 이종묵 역해, 『양화소록: 선비, 꽃과 나무를 벗하다』(아카넷, 2012), p. 
153. 조선 후기 원예 전문서인 『화암수록(花庵隨錄)』에서 유박(柳璞, 1730-1787)은 봄
에 피는 춘매(春梅)를 ‘고우(古友)’로, 겨울에 피는 납매(臘梅)를 ‘기우(奇友)’로 칭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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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시인(詩人)과 묵객(墨客)이 시로써 이를 칭찬하여 읊었고, 왕공(王公)
과 귀인이 정원에 재배하여, 심지어는 한가한 사람, 숨어있는 학자, 불교와 
도교의 무리까지도 곧 화분에 이를 담으며 항아리에 이를 기르는데, 오직 
매화만을 소중히 여기며 그들의 마음을 쏟아가며 아끼는 모습이 죽기를 한
정하고 하는 듯하니, 매화가 무슨 애교가 있기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특수
한 물건 노릇을 하는 것일까. 대저 1음(陰)인 달(月)에서 2음(陽)에 이르며, 
2음에서 6음에까지 이르는 것을 『주역』의 상(象)으로 말한다면 모든 양(陽)
이 사라지기를 다하면 위에서 없어진 것이 다시 아래로 돌아와서 곧 복괘
(復卦)가 되는 것이니, 시기에 있어서 이것은 11월이다. …… 이러한 시기
에 있어서 매화는 마침내 찬란하게 꽃이 피어 아득하며, 흐릿하면서도 생
기가 화사하게 퍼지고 있으니, 절정에 달한 음(陰)의 시기를 당하여 절정에 
이르는 양(陽)의 온화함을 가졌으니, 이는 『주역』을 연구하는 학자가 여기
에서 하늘과 땅의 마음을 발견하고, 신기하게 여기며 완상하기를 그치지 
않는 것이다. 내가 영돈녕(領敦寧) 댁의 매화가 무성하다 함을 익히 듣고 
있었는데, 가서 보니 한 나무는 바야흐로 꽃이 한창 피었으나, 한 나무는 
벌써 누렇게 시들어 버렸다. 나는 그에게 농담하기를, “꽃은 피어서 무르녹
으려하다가 떨어져서 거의 없어졌고, 손은 일찍 와서 보고 싶었는데 주인
이 청하지 아니하였으니, 꽃이 불행이었는가, 공이 매화를 섣달 전에 피어 
버리게 했는가, 아니면 매화를 필 때에 피지 못하게 했다가 봄이 온 뒤에 
피어서 모든 꽃보다 늦도록 있게 했는가” 하니, …… 얼마 후에 익성부원
군(益城府院君) 홍공(洪公), 서평군(西平君) 한공(韓公), 진산군(晉山君) 강
공(姜公)이 서로 계속하여 말하였다. 모두 문장과 도덕의 찬란함, 명예·지
위·벼슬의 존귀한 분들이 질서 있게 좌석을 정하니, 바라보기에 신선과 같
았다. 공은 좋은 술과 진귀한 안주를 내어왔다. 은대(殷代)의 유(卣)와 같은 
옛 그릇을 기울이며 주대(周代)의 돈(敦)과 같은 정결한 그릇을 들었다. 초
연(楚筵)의 단술이 이미 향기롭고, 선하(仙霞)의 술이 바야흐로 취해 온다. 
예의(禮儀)적인 행사가 끝나고 손도 주인도 함께 즐거워했다. 익성군(益城
君)이 먼저 한 귀 짓기를, “유명한 꽃, 유명한 대신이 둘이 서로 모였도다” 
하기에, 내가 받아서 이르기를, “오늘 이 시간이 더욱 좋도다” 하니, 어떤 
이는 끝난 글자를 떼고, 어떤 이는 자기의 뜻대로 시를 지어, 음률이 교대
로 일어나고 패옥(佩玉) 소리가 쨍쨍 울렸다. 모든 천지·음양·조화의 변화와 
바람과 구름, 달과 이슬, 새와 짐승의 날고 움직이는 것이 모두 시를 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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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에 함축되어 있으나, 그 취지는 매화라는 말 한 마디에 지나지 않았
다. ……110) (밑줄은 필자 표시)

  조선 초기 문신이자 학자였던 김수온은 익성부원군(益城府院君) 홍공(洪
公), 서평군(西平君) 한공(韓公), 진산군(晉山君) 강공(姜公)이 영돈녕(領敦
寧) 댁에 모여 매화를 감상하고 술과 시를 즐기는 모습을 신선의 자태에 
비유하였다. 김수온이 영돈녕 댁의 매화가 무성하다는 소식을 접하고 영돈
녕 댁을 방문한 것으로 보아 집안의 매화에 꽃이 피었다는 것 자체가 조
선시대 문인들의 모임 이유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 초기에 이와 같
은 상매회(賞梅會)는 벗과의 가벼운 모임뿐만 아니라 관료문인들의 격식을 
갖춘 모임에서도 폭넓게 향유되었다.
  조선 중기 문인 허목(許穆, 1595-1682)의 『기언별집(記言別集)』 권1의 
「상초당매(賞草堂梅)」에서도 상매 문화가 확인된다.111) 「상초당매」에서 허
목은 “작년 정월 눈 속에 극가(克家), 현수(玄叟), 중진(仲鎭)이 찾아와서 
초당의 매화를 감상했는데, 금년 정월에 중진이 또 눈 속에 매화를 보러 

110) 金守溫, 『續東文選』 卷15, 「領敦寧宅賞梅序」, “花爲尤物於人。尙矣。而梅花尤甚。詞
人墨客所以贊詠於篇章。王公大人所以培植於庭除。至於閒人逸士釋老之徒。則又所以盆
盛之甕養之。莫不維梅之是重。其傾慕愛惜。至有以若抵死。梅何媚德而爲人之尤物若是
乎。夫以一陰之月。至于二陰。由二陰而至干六陰。以易象言之。諸陽消剝已盡。窮上反
下。卽復卦之謂。於時爲十一月也。…… 於斯之時。梅乃粲粲而發。空濛掩藹。生意敷
榮。當至陰之極。有至陽之和。此玩易君子有以見天地之心而奇賞之不置也。僕稔聞領敦
寧梅花之盛。至則一樹方殷英。而一樹已萎黃而哀謝。僕戲之曰。花開欲盛而零落殆盡。
客來欲早而主人不請。花之不幸也歟。抑客之不幸也歟。公能使梅開於臘前。亦能使梅當
發不發而發於春後。以殿百花乎。…… 少焉益城府院君洪公。西平君韓公。晉山君姜公。
相繼而至。以文章道德之光華。名位爵祿之峻厚。秩乎敍座。望若神仙。公命法酒開珍
酪。傾殷卣於古器。擧周敦之瑟紎。楚筵之醴旣鬯。仙霞之液方醺。禮儀卒度。賓主交
歡。益城君首賦一章曰。名花名相兩相會。余對曰。此日此時尤可憐。或以落字。或以意
占。宮商遞振。玉佩鏘鳴。凡天地陰陽造化之變化。風雲月露鳥獸之飛動。莫不牢籠於諷
詠之中。而其主意則不出乎梅之一語。……” 원문 및 해석은 한국고전종합DB(http://db. 
itkc.or.kr)에서 인용. 밑줄은 필자 표시.

111) 초당(草堂)은 정화악(鄭華岳)의 초당을 말하며, 『기언별집(記言別集)』 卷9의 「정생초
당제명기(鄭生草堂題名記)」에 의하면, 송령(松嶺)의 정생이 새로 초당을 지었으므로 벗
들과 함께 방문하여 매화를 감상하고 벽에 이름을 썼다고 전한다. 「정생초당제명기(鄭
生草堂題名記)」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許穆, 『記言別集』 卷9, 「鄭生草堂題名記」, “四
年春上元前日大雨。溪水始漲。尹希仲偕宋長老。訪余於鹿峯寒棲。余與希仲相別數年。
喜甚。留話一日歸。余送之中路。過眞洞李景久酌話。日暮相携至松嶺鄭生新搆草堂。賞
梅。仍題名其壁。常山宋錫祜季愼。月城李彥茂景久。帶方尹鑴希仲。鷄林鄭華岳。景久
子泰陽。吾家少壻完山李絿也。明日。將遊仰岩。觀氷江石壁。陽川許穆。題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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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 …… 매화를 감상하면서 수창(酬唱)하고 화답한 시를 추억하며 종이
에 쓰다”라고 언급한 후 매화를 감상하고 지은 시를 덧붙였다.112) 이 기록
에도 벗의 누정을 방문하여 매화를 감상하고 시문을 공유하는 조선 중기 
문인들의 누정문화가 잘 드러나 있다.
  상매 문화는 조선 후기와 말기까지도 계속되었다. 조선 후기의 사례로는 
조희룡의 『호산외사(壺山外史)』에 기록된 김홍도(金弘道, 1745-1806?)의 
일화가 있다. 이에 따르면 김홍도는 그림 값으로 받은 삼천 냥 중 이천 냥
으로 매화나무를 사고 이백 냥으로는 쌀과 땔감을, 팔백 냥으로는 술을 산 
뒤, 벗을 불러 매화나무를 감상하며 매화음(梅花飮)을 즐겼다고 한다.113) 
이러한 김홍도의 일화는 조선 후기의 문인들뿐만 아니라 중인들도 상매 
문화를 즐겼음을 보여준다. 조선 말기의 학자였던 김택영(1850-1927)의 
『소호당집(韶濩堂集)』114)과 김윤식(金允植, 1835-1922)의 『운양집(雲養
集)』115)에도 상매회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다. 이러한 기록들을 통해 조선 
초기에서 말기에 이르기까지 상매회가 문인들의 보편적인 모임 문화로 정
착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원림의 매화가 조선시대 문인들의 모임과 관련이 있음을 검토
하였다면, 지금부터는 ‘절매(折梅)’라는 시어가 등장하는 시문들을 분석함
으로써 ‘매화 가지를 꺾는 행위’가 ‘벗과의 만남’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112) 許穆, 『記言別集』 卷1, 「賞草堂梅」, “前年正月雪中。克家玄叟仲鎭。賞草堂梅。至今
年正月。仲鎭又訪梅於雪中。石湖梅譜云。梅天下尤物。論花品。白不如紅。紫勝於紅。
東方之人。最愛白梅。楊州人。謂之聖僧草堂梅。綠萼古査。追憶賞梅酬和詩。書紙。草
堂晴日賞梅花。轇幹疏枝影又斜。誰遣寒翁邀客早。雪中春色入吾家。孟春仲旬。眉叟
稿。” 

113) 오세창, 앞의 책, p. 204. 김홍도(金弘道)의 매화음(梅花飮) 일화에 대한 『호산외사(壺
山外史)』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吳世昌, 『槿域書畫徵』 卷5, 「鮮代編 英祖」, “…… 有
人售一梅甚奇。無金可易。適有乞畵贄錢三千。乃損二千易梅。以八百沽酒數斗。聚同人
作梅花飮。二百爲米薪資。…… (壺山外史)”

114) 金澤榮, 『韶濩堂集』 卷1, 「李雙梧 興周 宅賞梅」, “君獨何爲寄澗邊。臥弄明月調氷
絃。入門雙梧影掃地。老松傍立滴蒼翠。梅花珍重翳深帷。一片淸懽不可思。雪明燈暗誰
看透。茗冷酒溫亦多候。師雄臥後夜漫漫。和靖吟處風珊珊。中有拇枝色崷崒。直恐一夜
逬屋出。請君開門放梅花。瓦甁夜汲寒塘月。” 

115) 金允植, 『雲養集』 卷2 , 「十三日仁洞蘭坡 洪時模 宅第二會」, “賞梅小閤罨輕羅。韻事
經冬次第過。有酒寒宵還苦短。驚人佳句不須多。文章誰許拿雲手。意態空憐斫地歌。歲
暮閒愁銷不盡。硏池日日漲新波。”; 金允植, 『雲養集』 卷6, 「臘月十六夜會齋桂洞諸益賞
梅賦詩得頭字」, “十年南國繫孤舟。萬死歸來已白頭。落日回看猶壯志。靑燈相對盡名
流。病餘空有江湖想。雪裏還深蔀屋愁。一樹梅花人共瘦。可堪把玩作淸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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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고자 한다.
  조선시대 문인들은 대부분 ‘절매(折梅)’를 오(吳)의 육개(陸凱, 198-269) 
고사(故事)를 의미하는 시어로 사용하였다. 육개가 멀리 떨어져 있는 범엽
(范曄)에게 매화나무 가지를 꺾어 보내며 우정을 나누었다는 고사는 『태평
어람(太平御覽)』의 「형주기(荊州記)」에 전해진다.116) 이 고사에 따르면 육
개는 역사(驛使)를 통해 범엽에게 강남(江南)의 매화 가지를 보내면서 “매
화를 꺾다가 역사(驛使)를 만나 농두(隴頭)에 사는 벗에게 보내네. 강남에
는 별다른 것이 없어서 그저 그냥 봄 담긴 매화 가지 하나 보내네”라는 
시를 함께 전했다고 한다.117) 이 시의 구절(句節)을 조합하여 만들어진 
‘강남일지춘(江南一枝春)’이라는 표현은 친구에게 돈독한 우정을 나타내는 
선물이나 정표(情表)를 전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육개 고사(故事)는 고려시대에 이미 이규보(李奎報, 1168-1241)의 「매
화(梅花)」에서 인용된 바 있으므로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 초기에도 알려졌
을 것이다.118) 조선시대 문인들의 시 중에 ‘절매’라는 시어의 의미가 잘 
드러난 예로는 다음에 제시한 기대승(奇大升, 1527-1572)의 「병중유회석
천선생 병술비의(病中有懷石川先生 倂述鄙意)」가 있다. 

…… 꽃다운 구름비가 양대에서 걷힌 뒤에
꿈과 혼이 까닭 없이 다시 아니 돌아오네 
두 곳에서 서로 갈려 부질없이 한만 있고 
한 마음이 맺힌 듯하여 풀리지 않네
찬 창가엔 함께 맹세한 하늘의 달 짝할 뿐
빈 난간엔 꺾어 보내온 매화 보기 어렵네

116) 이 고사는 『태평어람(太平御覽)』(983) 외에도 『사문유취(事文類聚)』(송대) 등에 실려 
전한다.

117) 李昉, 『太平御覽』 卷19, 「荊州記」, “折梅逢驛使。寄與隴頭人。江南無所有。聊贈一枝
春。” 육개(陸凱)가 있던 강남(江南)은 중국 양자강(揚子江) 이남의 따뜻한 지방인 반면, 
범엽(范曄)이 있던 농두(隴頭)는 지금의 감숙성(甘肅省) 일대를 가리키는 ‘농(隴)’ 지방의 
변두리에 위치한 북방(北方)이다. 따라서 육개는 따뜻한 강남의 봄기운을 담아 북방에 
사는 벗에게 매화 가지를 전한 것이다. 

118) 李奎報, 『東文選』 卷14, 「梅花」, “庾嶺侵寒拆凍唇。不將紅粉損天眞。莫敎驚落羌兒
笛。好待來隨驛使塵。帶雪更粧千點雪。先春偸作一番春。玉肌尙有淸香在。竊藥姮娥月
裏身。” 밑줄은 필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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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락에 가득한 꽃가지를 애달프게 보고 또 보니 
봄바람이 어느 날 문에 들어올 건고 ……119) (밑줄은 필자 표시)

  임억령(林億齡, 1496-1568)을 그리워하는 내용을 담은 기대승의 위의 
시에는 ‘꺾어 보내올 매화’를 기다리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이는 매화
를 보내줄 벗을 그리워하지만 소식이 없다는 뜻으로 육개 고사를 인용해 
벗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절매’ 시어가 등장하는 또 다른 예로 조선 중기의 시인인 권필(權韠, 1 
569-1612)의 「송호수재 경원 종오도사남하(送胡秀才 慶元 從吳都司南下)」
가 있다.

…… 세간에 이별과 만남은 원래 이어지는 법
그대 지금 남쪽으로 떠나 정휘(旌麾)를 쫓아가니
장부가 기약한 바를 그 누가 알리오
바야흐로 바다 건너며 큰 고래 베리니 
어찌 자질구레하게 아녀자처럼 슬퍼하랴 
대로에서 두주를 마시며 높이 노래하노니 
이별의 심정 그 슬픔이 방초와 잇닿았어라 
호남(湖南)은 예부터 지극히 아름다운 곳이니
역로(驛路)의 매화는 지금 한창 곱게 피었으리
부디 그대 한 가지의 봄을 꺾어서
멀리 강담(江潭)의 초췌한 사람에게 부쳐 주오120) (밑줄은 필자 표시)

  위의 시에서 ‘역로(驛路)의 매화’는 육개가 역사를 통해 범엽에게 부친 
매화를 의미하며 여기에서도 ‘매화를 꺾는 행위’는 벗에 대한 그리움의 상

119) 奇大升, 『高峯續集』 卷1, 「病中有懷石川先生 倂述鄙意」, “…… 盈盈雲雨卷陽臺。魂
夢無端更不回。 兩地相分空有恨。一心如結未曾開。寒牕獨伴同盟月。虛檻難瞻舊折梅。
滿院花枝頻悵望。春風何日入門來。……” 원문 및 해석은 한국고전종합DB(http://db. 
itkc.or.kr)에서 인용. 밑줄은 필자 표시.

120) 權韠, 『石洲集』 卷2, 「送胡秀才 慶元 從吳都司南下」, “…… 世間離合元相仍。君今南
去逐旌麾。丈夫所期誰得知。方將跨海斬長鯨。肯作屑屑兒女悲。斗酒高歌臨大道。離魂
黯黯連芳草。湖南自古淸絶地。驛路梅花今正好。煩君折得一枝春。遠寄江潭憔悴人。” 

   원문 및 해석은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에서 인용. 밑줄은 필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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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으로 이해되었다.121) 
  이와 같은 시문들을 통해 ‘절매(折梅)’, 즉 ‘매화를 꺾는 행위’가 당시 
조선 문인들에게 육개 고사를 연상케 했음을 알 수 있다.122) 따라서 <절
매삽병도>에 묘사된 ‘매화를 꺾어 병에 담는 시동’은 벗과의 만남을 소망
하는 마음을 표현한 도상이자, 벗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의미하는 도상
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벗과의 만남을 상징하는 ‘절매삽병’ 도상의 의미는 <고사방우도> 원본의 
전체적인 주제가 ‘방우(訪友)’이고, 작품의 배경이 문인들의 모임이 이루어
진 누정과 원림이라는 점에서 보다 명확해진다. 조선 초기 문인들에게 
<고사방우도>에 묘사된 ‘원림 안의 매화’는 특히 ‘벗과의 만남’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상징물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고사방우도>의 도상 
및 구도의 특징, 원림 안의 매화와 관련된 조선 초기 문인들의 문화와 인
식 등을 종합해 볼 때, <고사방우도>에서 ‘절매삽병’ 도상은 원림의 매화
를 함께 감상할 ‘벗의 방문’을 시사해 주는 도상이라고 판단된다.
  이상에서는 조선시대의 상매(賞梅) 문화와 ‘절매(折梅)’ 관련 고사를 통
해 ‘절매삽병’ 도상과 ‘벗과의 만남’의 상관성을 밝혔다. 이어서 벗과의 모
임에서 매화가 상징하는 의미를 보다 명료하게 이해하고자 조선시대 문인
들의 매화에 대한 인식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다만 ‘<고사방우도>의 도상
에 대한 이해’라는 본 논문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원림 안의 매화’ 혹은 
‘분매(盆梅)’를 중심으로 그 상징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123)  
  원림의 매화나 분매와 관련된 조선시대 시문들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121) 권필(權韠)의 『석주집(石洲集)』 권4에 속한 「면양. 시이자민.(沔陽。示李子敏。)」에도 
육개 고사를 활용한 ‘역매(驛梅)’ 시어가 활용되었다. 여기서 ‘역매’는 역사(驛使) 편에 
부치는 매화를 뜻하며 벗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상징하는 시어로 사용되었다. 「면양. 시
이자민.(沔陽。示李子敏。)」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權韠, 『石洲集』 卷4, 「沔陽。示李
子敏。」, “雪深虛館不勝寒。慚愧情人數往還。末路困窮唯我獨。丈夫軒輊似君難。孤燈
說舊夢中夢。落日望鄕山上山。聞道驛梅春欲動。可能交轡向長安。” 밑줄은 필자 표시.

122) 매화 도상 역시 육개(陸凱) 고사와 관련되어 우정의 상징으로 이해되었다. Maggie 
Bickford, Ink Plum: the Making of a Chinese Scholar-Painting Genr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p. 68.

123) 일반적인 매화의 상징이나 매화 애호 현상, 매화 그림에 대한 연구는 윤종균, 앞의 
논문, 국립광주박물관 편, 앞의 책, pp. 212-225; Maggie Bickford, 앞의 책, pp. 
49-6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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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문인들은 원림에서 기르는 매화나 분매를 신선적인 삶과 은일에 대
한 동경의 상징으로 이해하였음을 알 수 있다.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1-1570)은 매화를 제재로 한 시 91수를 엮은 
『매화시첩(梅花詩帖)』 중 「도산월야영매(陶山月夜詠梅)」에서 자신을 신선
에 비유하고, 원림의 매화나무가 늙은 신선인 자신과 벗을 해 준다고 언급
하였다.124) 『매화시첩』의 또 다른 시 「우설월중상매운(又雪月中賞梅韻)」에
도 눈 내린 달밤에 분매를 감상하며 ‘속세를 초월한 낭원 신선의 경지’를 
노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125) 아울러 『매화시첩』의 「차운기명언 추화분
매시 견기(次韻奇明彦 追和盆梅詩 見寄)」에서 이황은 기대승(奇大升, 15 
27-1572)이 분매시(盆梅詩)에 화답하여 보내온 것에 차운하면서 “신선 같
은 그대(기대승)가 속세에 있음을 애석해 한다”고 언급하였다.126) 이와 같
이 조선시대 문인들에게 분매는 속세와 은일의 삶 사이에서 고뇌하는 문
인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였다. 
  조선 중기의 문신 이식(李植, 1584-1647)의 「절매삽병 치등하희작(折梅
揷甁 置燈下戲作)」에는 시의 제목에 ‘절매삽병(折梅揷甁)’이라는 표현이 
정확히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
다.

서리와 눈 속의 첫째가는 매화 가지 가려내어
대침상 부들자리 위에 기특한 자태 담었어라
꽃봉오리 몽실몽실 등잔불 따라 갈라지고
찻병 속에 젖은 향기 뭉게뭉게 피어나네

124) 국립광주박물관 편, 앞의 책, p. 82. 李滉, 『梅花詩帖』, 「陶山月夜詠梅」, “獨倚山窓
夜色寒。梅梢月上正團團。不須更喚微風至。自有淸香滿院間。山夜寥寥萬境空。白梅凉
月伴仙翁。箇中唯有前灘響。揚似爲商抑似宮。步屧中庭月趁人。梅邊行遶幾回巡。夜深
坐久渾忘起。香滿衣巾影滿身。晩發梅兄更識眞。故應知我怯寒辰。可憐此夜宜蘇病。能
作終宵對月人。往歲行歸喜裛響。去年病起又尋芳。如今忍把西湖勝。博取東華軟土忙。
老艮歸來感晦翁。託梅三復嘆羞同。一杯勸汝今何得。千載相思淚點胸。” 밑줄은 필자 
표시.

125) 위의 책, p. 85. 李滉, 『梅花詩帖』, 「又雪月中賞梅韻」, “盆梅發淸賞。溪雪耀寒濱。更
著氷輪影。都輸臘味春。超遙閬苑境。婥約藐姑眞。莫遣吟詩苦。詩多亦一塵。” 밑줄은 
필자 표시.

126) 위의 책, p. 84. 李滉, 『梅花詩帖』, 「次韻奇明彦 追和盆梅詩 見寄」, “任他饕虐雪兼
風。窓裏淸孤不接鋒。歸臥故山思不歇。仙眞可惜在塵中。” 밑줄은 필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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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부(羅浮)의 옛날 인연 남은 게 자신도 우습다만
그래도 선녀님 낭원(閬苑)으로 훌쩍 떠날까 걱정되네
뒷날 밤 고향 꿈에 잠 못 자고 뒤척일 때
강남의 역사 늦게 오면 애간장이 끊기리라127) (밑줄은 필자 표시)

  위의 시에서 이식(李植)은 매화를 꺾어 병에 넣고 감상하면서 선계(仙
界)에 대한 동경을 노래하고 있다. 시에서 ‘나부의 옛날 인연’은 수(隋)나
라 조사웅(趙師雄)이 나부산(羅浮山)에 갔다가 매화선녀(梅花仙女)를 만났
다는 고사를, ‘낭원(閬苑)’은 곤륜산(崑崙山) 꼭대기에 있는 신선의 공간을 
뜻하며, ‘강남의 역사(驛使)’는 앞서 다룬 육개(陸凱) 고사에서 비롯된 시
어로서 벗의 소식을 의미한다. 이처럼 조선 문인들에게 매화의 감상은 ‘신
선적 삶과 은일에 대한 동경’과 ‘벗을 그리는 마음’을 불러일으켰다.128) 
  원림의 매화나 분매를 탈속과 은일의 상징으로 여기는 조선 문인들의 
인식은 상매(賞梅) 문화의 사상적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현실에서 관
료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했던 관료문인들에게 벗과 함께 원림의 매화를 
감상하는 일은 간접적인 은일의 실천으로 여겨져 널리 향유되었다. 이를 
<고사방우도>에 적용해 보면, 작품의 향유 주체였을 16세기 초반의 관료
문인들에게 ‘절매삽병’ 도상은 벗과의 만남을 상징하는 도상이자 관직생활 
중에도 은자적 면모를 잃지 않는 자신들의 모습을 표현한 도상으로 이해
되었을 것이다. 
  본 절에서 필자는 <고사방우도> 속 ‘절매삽병’ 도상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선 문인들의 ‘상매(賞梅)’ 문화와 ‘절매(折梅)’의 의미, 원림의 매

127) 李植, 『澤堂集』 卷2, 「折梅揷甁 置燈下戲作」, “揀得氷霜第一枝。竹床蒲席貯幽奇。花
隨燈焰房房拆。香襲甁湯陣陣披。自笑羅浮餘舊障。猶嫌閬苑返仙姿。故山他夕勞歸夢。
腸斷江南驛使遲。” 원문 및 해석은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에서 인용. 
밑줄은 필자 표시.

128) 관료문인으로서 은일에 대한 동경과 이를 실천하지 못하는 현실 사이에서의 고뇌를 
다룬 시의 또 다른 예로 김육(金堉, 1580-1658)의 『잠곡유고(潛谷遺稿)』 卷2에 속한 
「차백헌상매운(次白軒賞梅韻)」이 있다. 이 시에서 김육은 매화를 보며 관료문인으로서 
속세에 머물고 있는 것에 대해 한탄하고 있다. 시에 등장하는 매화는 자연 속 매화인지 
원림 안의 매화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지만, 「차백헌상매운」은 조선시대 관료문인에게 
매화가 은일에 대한 갈망을 일깨우는 역할을 하였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
가 있다. 「차백헌상매운」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金堉, 『潛谷遺稿』 卷2, 「次白軒賞梅
韻」, “無才伴食列三台。調鼎還慙照眼梅. 安得避賢成夙願。碧山烟雨好歸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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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나 분매에 담긴 ‘은일(隱逸)’의 상징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를 통해 필자는 <고사방우도>에 묘사된 ‘절매삽병’ 도상을 작품의 전체 주
제인 ‘벗과의 만남’을 상징하는 도상이자 ‘은일에 대한 동경’을 시사해 주
는 도상으로 해석하였다.

2. ‘원예(園藝)’ 도상과 ‘은일(隱逸)·출사(出仕)’의 복합적   
    의미

  명대 절파식(浙派式) 방우도(訪友圖)와 비교해 보았을 때, <고사방우도>
에는 앞 절에서 살펴본 ‘절매삽병(折梅揷甁)’ 도상 외에 송·죽·매(松·竹·梅), 
괴석(怪石), 화분 등이 묘사된 ‘원림 내부(內部)’ 도상이 특별히 강조되었
다(도 1). 이러한 원림 내부를 표현한 도상은 주단(朱端)의 <송원한음도(松
院閑吟圖)>(도 39-3)를 제외한 대부분의 명대 절파식 방우도에서는 크게 
강조되지 않는 도상이었다. 즉, <고사방우도>에 강조된 원림 내부 도상은 
명대 절파식 방우 도상을 조선식으로 변용한 것이자 조선 초기 원예활동
과 관련된 생활상을 반영한 도상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절매삽병도> 속 원림에는 ‘세한삼우(歲寒三友)’와 ‘삼익지우(三益之友)’
에 해당되는 도상들이 한 자리에 어우러져 묘사되어 있다. ‘세한삼우’는 
추운 겨울에도 고고한 품위를 잃지 않아 군자의 고결한 지조와 절개를 상
징하는 ‘소나무와 대나무, 매화’를 뜻한다. ‘삼익지우’는 소식(蘇軾)이 문동
(文同, 1018-1079)의 <매죽석(梅竹石)>에 남긴 제화시(題畫詩)인 「찬문여
가매석죽(贊文與可梅石竹)」에서 ‘세 가지 이로운 벗’으로 칭한 ‘매화, 대나
무, 수석’을 뜻한다.129) <절매삽병도>에는 석대(石臺) 위의 매화와 괴석을 
중심으로 좌우에 대나무와 소나무가 배치되어 있어 세한삼우와 삼익지우
의 조합이 모두 충족되어 있으며, 소나무 아래쪽으로는 소나무 분재와 화

129) 소식(蘇軾)은 「찬문여가매석죽(贊文與可梅石竹)」에서 “매화는 차갑지만 빼어나고, 대
나무는 깡마르지만 장수(長壽)하고, 수석은 못생겼지만 문채가 있으니, 이는 삼익의 벗
이다(梅寒而秀。竹瘦而壽。石醜而文。是爲三益之友。)”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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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들이 묘사되어 있다. 
  이처럼 <절매삽병도> 속 원림 도상은 조선 문인들이 특별한 의미를 부
여한 원림 구성물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절에서 필
자는 16세기 초반 문인들의 원예 관련 문화와 사상을 살펴봄으로써 작품 
속 원림 도상의 의미를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조선에서는 15세기에 이미 원예에 관한 실용적 지식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있었다. 조선 초기의 민간 원예서로는 박흥생(朴興生, 1374-1446)
의 『촬요신서(撮要新書)』(15세기), 전순의(全循義, 생몰년 미상)의 『산가요
록(山家要錄)』(1450년경), 강희안(姜希顔, 1417-1464)의 『양화소록(養花小
錄)』(1474) 130), 강희맹(姜希孟, 1424-1483)의 『사시찬요초(四時纂要抄)』
(1480년경) 등이 있다.131) 
  특히 강희안의 『양화소록』은 편찬 시기인 15세기 중엽은 물론 그 이후 
시기에도 지속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조선 초기 원예 전문서이
다.132) 『양화소록』에는 조선 초기 문인들이 이상적(理想的)으로 생각한 원

130) 강희안 저, 이종묵 역해, 앞의 책, pp. 17-29. 『양화소록』에는 강희안이 스스로 남긴 
서(序) 중 1449년 가을에 꽃을 키우는 일을 일과로 삼았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어 강
희안이 『양화소록』을 작성한 시점은 15세기 중엽인 1449년경으로 추정된다. 강희안 사
후, 『양화소록』에는 그의 아우 강희맹이 1474년 3월에 작성한 서(序)가 추가되었다. 이 
책이 세간에 알려지게 된 시점은 강희맹이 집안 인물들의 시문을 모아 엮은 『진산세고
(晉山世稿)』(1476)에 『양화소록』이 수록되면서 부터였다. 『양화소록』은 『진산세고(晉山
世稿)』 4권 1책 중 卷4에 수록되어 있다. 

131) 조창록, 「문헌 자료를 통해 본 조선의 원예 문화」(『동방한문학』 56, 2013), pp. 
81-83.

132) 위의 논문, pp. 81-91; 강희안 저, 이종묵 역해, 앞의 책, pp. 20-22; 강세구, 「姜希
顔의 《養花小錄》에 관한 一考察」(『한국사연구』 60, 1988), pp. 52-55. 『양화소록』은 
이후에 편찬된 허목(許穆, 1595-1682)의 『석록초목지(石鹿草木志)』, 신속(申洬, 
1600-1661)의 『농가집성(農家集成)』, 홍만선(洪萬選, 1643-1715)의 『산림경제(山林經
濟)』, 이만부(李萬敷, 1664-1732)의 『노곡초목지(魯谷草木志)』, 유중림(柳重臨, 
1705-1771)의 『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 신경준(申景濬, 1712-1781)의 「순원화훼
잡설(淳園花卉雜說)」, 유박(柳璞, 1730-1787)의 『화암수록(花菴隨錄)』, 서호수(徐浩修, 
1736-1799)의 『해동농서(海東農書)』, 서유구(徐有榘, 1764-1845)의 『임원경제지(林園
經濟志)』 등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양화소록』의 필사본으로는 규장각, 국립중앙도서관, 고려대, 성균관대, 계명대 필사
본, 일본 동양문고 소장본과 마쓰오카(松岡玄達)의 필사본, 오노본(小野蘭山本) 등이 있
다. 이처럼 『양화소록』은 조선뿐만 아니라 일본의 원예·본초학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으
며 독자층이 두터웠다. 장현광(張顯光, 1554-1637), 김이만(金履萬, 1683-1758) 등의 
여러 학자들이 『양화소록』을 소장하고 애독하였다고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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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활동 양상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양화소록』은 <고사방우도>의 원림 도
상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검토해야할 저술에 해당된다.133)

  『양화소록』은 『거가필용사류전집(居家必用事類全集)』(원대), 사유신(謝維
新)의 『고금합벽사류비요(古今合璧事類備要)』(송대), 가사협(賈思勰, 생몰
년 미상)의 『제민요술(齊民要術)』(6세기)과 같은 중국의 고대 서적을 발췌·
수록한 부분과 강희안이 실제 경험에 의거해 작성한 부분으로 나누어진
다.134) 이로 미루어 볼 때, 『양화소록』이 저술된 15세기 중엽의 조선에서 
이미 중국 원예 지식135)의 섭렵과 조선 풍토에 맞는 원예 기술의 축적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136) <고사방우도>가 제작된 16세기 
초반의 관료문인들 역시 이러한 원예 전문서를 접했을 것이며 그들의 원
예에 대한 관심과 지식수준 역시 높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양화소록』에는 총 17종의 꽃과 나무, 괴석에 관한 원예 방법들이 상세
히 수록되어 있다.137) 구체적으로 『양화소록』에는 각각의 식물과 괴석에 
관한 설명과 함께 ‘화분에서 꽃과 나무를 재배하는 법, 화분을 두는 법, 
꽃을 키우는 뜻’ 등 각종 재배 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
다. 
  『양화소록』에 등장하는 화훼들은 강희안이 직접 화분에 담아 키운 것이
며, 비슷한 시기에 서술된 성현(成俔, 1439-1504)의 「가내팔영(家內八詠)」

133) 『양화소록』의 원문과 해석은 강희안 저, 이종묵 역해, 앞의 책을 중심으로 인용하였
으며, 이 외에 강희안 저, 이병훈 역, 『양화소록』(을유문화사, 2000); 강희안 저, 한국고
전번역원 역, 『강희안의 양화소록: 꽃 키우는 별난 선비』(한국고전번역원, 2015)을 참조
하였다.

134) 강희안 저, 이종묵 역해, 앞의 책, p. 19.
135) 명대에 들어서 중국에서도 소주 지역을 중심으로 원림 조성 문화가 성행하였으며, 조

원(造園), 원예(園藝) 기술의 축적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중국의 원림 및 원예활동에 대
한 연구는 이행렬·심우영, 『명청대 정원문화 누가 만들었을까』(이담Books: 한국학술정
보, 2009), pp. 31-136; 박경자, 『(중국의) 정원: 14세기부터 19세기까지의 조경구조물
을 중심으로』 권3(학연문화사, 2010), pp. 86-106; 유순영, 「明代後期 강남지역의 화훼
원예취미와 花卉圖卷」, 『미술사연구』 26, 2012, pp. 353-389; Edwin T. Morris, The 
Gardens of China: History, Art, and Meanings (New York: Scribner, 1983), pp. 
97-109 참조. 명대 소주 지역 원림과 관련된 연구는 Richard M. Barnhart, Peach 
Blossom Spring: Gardens and Flowers in Chinese Paintings (New York: 
Metropolitan Museum of Art, 1983), pp. 58-80 참조.

136) 신현실, 「조선시대 백과사전류에 나타난 꽃과 나무의 중국 영향과 발전」(『한국환경생
태학회 학술대회지』, vol. 28, no. 1, 2018), pp. 39-40.

137) 강희안 저, 이종묵 역해, 앞의 책,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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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화분에 키운 여러 화훼들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138) 이를 통
해 조선 초기 문인들에게 다양한 품종의 화훼를 화분에서 재배하는 문화
가 유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절매삽병도>에 묘사된 여러 화분 
도상들은 조선 초기 원예 활동의 실제 모습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시대 원예서와 원림 관련 시문들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조선 초기 
문인들의 원예에 대한 인식(認識)은 크게 ‘은일(隱逸)에 대한 동경’과 ‘격
물치지(格物致知)를 통한 경세제민(經世濟民)’의 두 축으로 나누어진다.139) 
전자는 속세를 벗어나 은일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도가적 관점에 가까운 
반면, 후자는 사물에 담긴 유교적 가치를 깨닫고 궁극적으로 출사(出仕)를 
통한 경륜(經綸)의 실현을 목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유가적 관점에 해당
된다.
  ‘은일’과 ‘출사’로 요약될 수 있는 원예에 대한 인식(認識)은 조선 초기 
문인들이 지향하였던 북송 사대부의 의식세계(意識世界)를 반영하고 있
다.140) 북송 사대부의 의식세계는 크게 도가철학과 유가철학의 두 축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도가철학의 경우, 사회적 상태의 마음을 자연적 
상태로 되돌려 자연적 자아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난세(亂
世)를 맞아 관직에 나가지 못하는 ‘은일(隱逸)’의 시기에 중시되었다. 반면 
유가철학의 경우, 자연적 상태의 마음을 사회적 상태로 이끌어 사회적 자
아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관직에 진출하는 ‘출사(出仕)’의 시
기에 중시되었다.141) 
  이 두 철학사상은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개념이었
으며, 사회적 자아를 실현하는 중에도 자연적 자아에 대한 동경과 의지는 

138) 위의 책, pp. 18-19.
139) 민경현, 『韓國庭苑文化』(藝耕産業社, 1991), pp. 43-56. 민경현은 조선시대 민간 원

림에는 자연숭배사상, 신선사상, 유교, 도교, 성리학 등의 다양한 사상적 배경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 

140) 조송식, 「조선초기 사대부의 이중적 자연관과 “와유”적 산수화의 변화」(『미학』 33, 
2002), pp. 25-74. 북송사대부의 의식세계와 출사관(出仕觀) 및 와유(臥遊)의 관계와 
관련하여 조송식, 「‘와유(臥遊)’사상의 형성과 그 예술적 실현: 六朝시대에서 北宋시대
에 이르기까지 예술론을 중심으로」(서울대학교 대학원 미학과 박사학위논문, 1998), 
pp. 132-161 참조.  

141) 조송식(2002), 앞의 논문, pp. 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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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함없이 지속되었다. 북송 사대부들은 자연에서 은일을 해야 한다는 의식
과 유학자로서 도덕적 이상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의식 사이에서 조화를 
찾아야 한다고 보았다. 그들은 산수를 실제로 즐기는 대신 원림을 조성하
거나 산수화를 즐기는 방법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142) 이러한 북송 
사대부들의 의식세계는 <고사방우도>의 향유층(享有層)으로 여겨지는 16
세기 초반의 관료문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여겨진다.143)  
  원예활동과 관련된 조선 초기 관료문인들의 시문들에는 당시 문인들이 
공유한 ‘은일에 대한 동경’과 ‘격물치지를 통한 경세제민’의 가치가 내포되
어 있다.144)

  우선, 조선 초기 관료문인들이 원림을 은일에 대한 동경이 담겨진 공간
으로 인식했음은 앞서 Ⅲ장에 제시하였던 이승소(李承召)의 「석가산시서」
에서 잘 나타난다. 「석가산시서」는 이승소가 성임(成任)의 가옥을 방문하
고 남긴 15세기 후반의 글이다. 이 글에서 이승소는 성임의 가옥과 원림
의 모습을 은자의 신선적(神仙的) 공간으로 묘사하였다.145) 이 외에 서거
정(徐居正)의 『사가집(四佳集)』 에도 성임의 가옥을 방문하고 지은 「가산
기(假山記)」가 남아 있다. 이 글에서 서거정은 성임의 원림에 은일에 대한 
동경이 담겨 있음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산속이건 물가이건 사람이 거처하는 곳이 같지 않으면 즐기는 바도 같지 
않다. 대저 한 구릉과 한 골짜기는 바로 산속에 은거하여 담박하게 살아가

142) 위의 논문, pp. 46-54. 조선 초기에 문인들에 의해 ‘와유(臥游)’를 위해 즐겨 감상된 
작품은 <도원도(桃源圖)>, <청산백운도(靑山白雲圖)>, <소상팔경도(瀟湘八景圖)>, <여산
도(廬山圖)>, <등왕각도(滕王閣圖)>, <황학루도(黃鶴樓圖)>, <망천도(輞川圖)> 등이 있으
며, 안견(安堅) 양식의 관념 산수화가 주를 이루었다.

143) 이종한, 앞의 논문, p. 241.
144) 강기래·이기철, 「조선초기(朝鮮初期) 사대부(士大夫) 강희안(姜希顔)의 양화개념고찰

(養花槪念考察)」(『한국전통조경학회지』, vol. 27, no. 3, 2009), pp. 1-8; 문영란, 「강
희안의 『양화소록(養花小錄)』을 통해 본 화예정신에 관한 연구」(『한국화예디자인학 연
구』 25, 2011), pp. 46-51.

145) 이종묵(2006), 앞의 책, pp. 46-54. 이승소는 원림의 아름다움을 보고 세상에서 완전
히 벗어나 있는 은자의 집 같다고 극찬하였고, 서거정은 가산과 괴석의 자태를 비중 있
게 묘사하였다. 강희맹은 소나무와 대나무, 여러 꽃이 가꾸어져 있는 것에 대한 감탄을 
남겼다. 이들의 글에 묘사된 원림의 모습은 <고사방우도> 속 원림의 모습과 매우 유사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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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가 즐기는 곳이다. 당세에 공명과 부귀를 누리는 자라면, 옥규(玉圭)
와 인수(印綬)를 지니고 헌칠하게 수레를 타고 관복을 입는 영광이라든지 
가무(歌舞)와 여색과 애완할 구마(狗馬)라든지 등등 무릇 귀와 눈을 기쁘게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뜻대로 되지 않음이 없을 터인데, 
또한 밖의 산림에 무슨 일삼을 것이 있겠는가. 대개 기(蘷)와 용(龍)이 구
릉과 골짜기에 은둔하지 않고 소보(巢父)와 허유(許由)가 벼슬을 하지 않았
던 것은 형세 상 양쪽을 모두 온전히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나의 동년인 창녕(昌寧) 성후(成侯)가 시대를 잘 만나 현달하여, 지위가 
육경(六卿)의 으뜸이 되었다. 그러나 성품이 고아하고 담박하다. 서산(西山)
의 기슭에 집을 지었는데, 그 정원을 두르고 있는 무성한 나무와 잘 자란 
대나무, 기이한 화초가 모두 보기 좋은 경관들이다. 또한 금양(衿陽)에서 
기이한 돌들을 가져왔는데, 울퉁불퉁하고 뾰족뾰족하여 마치 벌레가 파먹
은 듯하고 짐승이 깨물어 놓은 듯하였다. 그 괴상한 형상들이 실로 귀신이 
쪼개 만든 것 같았다. 이것들을 갖다가 뜰에 가산(假山)을 만드니, 또한 그 
진기함이 감상할 만하였다. …… 아, 산의 우뚝함이여, 물의 어우러짐이여! 
한 길 폭도 안 되는 아주 조그마한 공간인데도 형산(衡山), 여산(廬山), 태
산(泰山), 화산(華山), 동정호(洞庭湖), 팽려호(彭蠡湖) 같은 풍경이 하나하
나 자태를 드러냈다. 나는 조물주가 땅을 축소시키고 신이 아끼던 것을 꺼
내어 홀연히 이곳에 옮겨 놓은 것이 아닌가 싶었다. ……146) (밑줄은 필자 
표시)

  서거정은 「가산기」에서 순(舜) 임금의 신하였던 기(蘷)와 용(龍)이 은일
을 택하지 않고, 요(堯) 임금 때의 은사(隱士)였던 소보(巢父)와 허유(許由)
가 벼슬을 하지 않았던 것은 당시의 형세를 따른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에 덧붙여 서거정은 성임이 관료로서 높은 지위에 올랐지만 성품만큼은 

146) 徐居正, 『四佳集』 卷1, 「假山記」, “山林歟。皐壤歟。人之所處不同。則所樂亦不同。
夫一丘一者。乃山林肥遯淡泊者之所樂也。若功名富貴於當世者。則珪組軒冕之榮也。聲
色狗馬之玩也。凡所以悅耳目而娛心志者。無不如意。又何事於外乎哉。盖夔，龍不丘
壑。巢，許不冠冕。勢不能兩全也。吾同年昌寧成侯。遭時顯隆。位長六卿。然雅性冲
澹。宅於西山之麓。環其園。茂林脩竹。奇花異草。皆勝觀也。又得異石于衿陽。聱牙稜
角。若蝕若嚙。殊形怪狀。實鬼劈而神劃。採作假山于庭除。亦瑰奇可賞矣。…… 噫山之
峙然也。水之融然也。不出跬步尋丈之間。而衡·廬·泰·華·洞庭·彭蠡之勝。一一呈態。吾疑
造物者縮地脉。破神慳。恍惚移於斯也。……” 원문 및 해석은 한국고전종합DB(http:// 
db.itkc.or.kr)에서 인용. 밑줄은 필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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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하고 담박하여 신선적인 경관을 갖춘 원림을 조성하였다고 보았다. 
  관료문인들이 원림을 통해 ‘은일에 대한 동경’을 표방한 것은 관직생활
로 인해 은일을 실천할 수 없는 현실을 보완하려는 목적과 관련이 있었다. 
다음에 제시할 『양화소록』의 「연화(蓮花)」에는 관료로서의 명예를 누리는 
현실 속에서 원예활동을 통해 실제 은일을 대신하는 관료문인의 모습이 
잘 반영되어 있다. 
  

  사람이 한세상에 태어나 명성과 이익에 골몰하여 고달프게 일하면서 늙
어 죽을 때까지 그만두지 못한다면 과연 무엇을 한 것이겠는가? 비록 벼슬
아치의 관(冠)을 벗어두고 옷에 묻은 속세의 먼지를 털고 떠나가서, 산수 
사이에 소요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공무의 여가에 매번 맑은 바람 불고 
밝은 달빛 비치는 가운데 연꽃의 향기가 넘쳐나고 줄풀과 부들의 그림자 
어른거리며 작은 물고기들도 물풀 사이에 파닥거리는 즈음이 되면, 옷깃을 
활짝 열고 산보를 하면서 시를 읊조리며 배회하노라면 비록 몸은 명예의 
굴레에 매여 있다 하겠지만 정신은 물외(物外)에서 노닐고 정회(情懷)를 풀
기에 충분할 것이다.147) (밑줄은 필자 표시)

  강희안은 윗글의 바로 앞부분에서 연꽃을 옹기에 심어 땅 속에 묻은 뒤 
줄풀과 부들을 심고 물고기들을 풀어 연못의 형상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였으므로 윗글에서 언급된 연꽃은 원림의 연꽃을 의미한다.148) 강희
안은 몸은 관직에 머물러 있지만 원림의 자연물을 통해 정신만큼은 속세
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았다.149) 이와 같이 원예활동에 투영된 은일 의

147) 姜希顔, 『養花小錄』, 「蓮花」, “人生一世。汨沒聲利。薾然疲役。至於老死而不已。果
何所爲哉。縱不能掛冠拂衣。逍遙於江湖之間。公退之暇。每遇淸風明月。蓮荷香溢。菰
蒲影飜。亦有小魚潑潑於蘋藻之際。開襟散步。吟哦徙倚。身雖拘繫名韁。亦足以神遊物
表。暢敍情懷矣。” 원문 및 해석은 강희안 저, 이종묵 역해, 앞의 책, pp. 231-232에
서 인용. 밑줄은 필자 표시.

148) 姜希顔, 『養花小錄』, 「蓮花」, “凡種蓮。紅白不宜并植。白盛則紅必殘。一池內須作隔
分種。種法須依古方。但不拘節日耳。城中寸土如寸金。豈宜鑿池。只得大甕二事。分種
紅白。乃可。種蒔悉去旁根。勿令荷柄雜擾。雜擾花不開。始氷藏瓮陽處。不使凍破。明
春取去。開花益盛。若重不能轉。掘去宿根。空其瓮。明年改盛。亦可。埋瓮與地面差
高。瓮口須要廣闊。兼種菰蒲蘋藻之類。亦放小魚五六尾。以爲池沼之形。” 원문 및 해
석은 위의 책, pp. 227-228에서 인용. 

149) 강희안은 일암 스님과의 교유를 통해 불교에 대한 관심을 키웠으며 단종복위운동과 
연루되면서 세속과 관직의 굴레를 벗어난 정신적인 자유를 갈망하였다. 이는 강희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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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은 자신들의 관직생활을 합리화해야 했던 계유정난(癸酉靖難, 1453) 이
후의 관료문인들에 의해 더욱 강조되었다.150)

  이처럼 ‘은일에 대한 동경’은 출사(出仕)로 인해 비롯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은일에 대한 동경’과 ‘격물치지를 통한 경세제민’은 조선 문인들
에게 대립적 개념이 아닌 상호보완적 개념으로 인식되었다.
  ‘은일’과 ‘출사’에 대한 상호보완적 인식은 서거정이 개령현(開寧縣)의 
동락정(同樂亭)에 대해 남긴 다음의 기문(記文)에서 잘 나타난다. 

  대저 누대나 정자를 짓는 것은 단지 아름다운 경치를 보기 위해서가 아
니다. 왕인(王人)을 높이고 빈객을 접대하고 시절을 살피고자 해서이다. 하
물며 군자가 노닐고 쉬는 곳을 높고 밝은 장소에 두는 것은, 기운이 울적
하지 않도록 하고 뜻이 응체되지 않도록 하며 보는 것이 막히지 않고 듣는 
것이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렇다면 누대라는 것이 또한 어찌 
정사를 하는 도구가 아니랴.
  국가가 융성하고 태평한 시대를 만나, 관리들은 법을 잘 지키고 백성들
은 평안하며 시절은 화평하고 농사는 풍년이어서 모든 민가가 안정되고 사
방 경계에 근심이 없으니, 만약 정자에서 노닐며 관광하는 것을 즐기지 않
는다면 무엇으로 태평의 기상을 형용할 수 있겠는가?
  혹 관리는 잔혹하고 백성은 완악하며 정사가 번거롭고 부세가 무거워, 
굶어 죽은 시체가 들판에 가득하고 민가의 가산이 텅 비어 버린다면 비록 
누대가 있고 정자가 있더라도 태수가 홀로 즐길 수 있겠는가.

시문들에서 잘 드러난다. 강희안의 시문학에 반영된 그의 사상에 대한 연구는 정대림, 
「강희안의 시세계」(『한국한시작가연구』 2, 1996), pp. 587-620; 정대임, 「강희안(姜希
顔)과 무주(無住) 자연의 시학」(『국문학연구』 3, 1999), pp. 225-252; 최서임, 「강희안
의 문학 연구」(세종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09), pp. 20-121 참
조.

150) 이의철, 앞의 논문, pp. 411-417. 특히 계유정난(癸酉靖難) 이후부터 조선 전기 관료
문인들은 자신들의 관직생활을 합리화하기 위해 조은(朝隱) 사상을 발전시켜 나갔다. 은
일과 출사의 기로에서 내·외적 갈등을 겪은 조선 전기 문인들의 문학, 사상 등에 대한 
연구는 신복호, 「館閣文學의 槪念과 그 類型 및 特性」(『韓國漢文學硏究』 30, 2002), 
pp. 145-186; 정출헌, 「서거정과 김시습: 조선 전기 사대부 문인의 두 초상」(『동양한문
학연구』 21, 2005), pp. 223-248 참조. 이 외에 조선시대 문인들의 성리학적 지향점에 
대한 연구는 곽신환, 『조선조 유학자의 지향과 갈등: 眞儒와 實學』(철학과현실사, 
2005), pp. 17-42; 강응천 외, 『16세기: 성리학 유토피아』(민음사, 2014), pp. 148- 
2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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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변후(卞侯)는 은택이 백성에 미치고 백성은 성심으로 믿어서, 태수는 
백성의 즐거움을 즐길 수 있고 백성도 태수의 즐거움을 즐겨서 위와 아래
가 즐거움을 함께함을 내가 이 정자에서 알 수 있었다. 정자의 이름을 ‘동
락(同樂)’이라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151) (밑줄은 필자 표시)

  비록 「개령현동락정기」는 원림에서의 원예활동에 관한 글이 아니라 누
정의 기능과 건립 목적에 관해 언급한 글이지만, 조선 초기 문인들이 ‘은
일’과 ‘출사’를 상호보완적인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는 점
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거정은 「개령현동락정기」에서 누정을 짓는 목
적이 단순히 자연의 경치를 즐기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태평성대를 맞이
한 관료로서 정사(政事)를 돌보는 가운데 자연적 자아를 간헐적으로 실현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경세제민의 뜻을 다잡는 데 있음을 강조하였
다.152) 서거정은 출사(出仕)한 관료문인의 관점에서 누정에서의 풍류를 간
접적 은일로 재해석하였다. 
  원예활동에 ‘격물치지를 통한 경세제민’의 유교적 가치와 이념을 담으려
는 노력은 강희안의 『양화소록』을 비롯한 다수의 조선 시대 원예서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153) 필자는 조선 초기 원예활동에 현저한 영향을 미
친 『양화소록』을 중심으로 유교적 가치의 실천원리가 실제 원예활동에 투
영된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조선 초기 문인들의 원예에 대한 인
식 형성에 영향을 미친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인들을 검토함으로써 <절매

151) 徐居正, 『四佳集』 卷2, 「開寧縣同樂亭記」, “夫樓觀亭榭之設。非直爲觀美也。所以尊
王人。接賓客。察時候也。况君子有游息之所。高明之地。使之氣不欝而志不滯。視不壅
而聽不塞。然則樓觀者。又豈非爲政之具耶。當國家隆泰之盛。吏循民安。時和歲豐。百
室按堵。四境無虞。若不亭榭遊觀爲樂。何以形容大平之氣象乎。其或吏酷民頑。政繁賦
重。餓莩滿野。室家懸磬。則雖有樓臺亭榭。太守其獨樂乎哉。今侯澤在於民。民孚於
信。侯能樂民之樂。而民亦樂侯之樂。上下同樂。吾於斯亭見之矣。請名之曰同樂。” 

   원문 및 해석은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에서 인용. 밑줄은 필자 표시.
152) 관료문인이 자연적인 삶을 즐기는 방법에는 자연을 유람하거나 관직에서 물러나는 귀

거래의 방법도 있었다. 하지만 유람의 경우, 공무 때문에 온전히 자연을 즐기기 어려웠
고, 귀거래의 경우, 노년에 은퇴한 후에나 가능한 일이어서 바로 실행하기 어려웠다. 따
라서 관료문인들은 관직생활을 하면서 가까운 곳에서 자연을 즐길 수 있도록 누정문화
와 산수화를 향유하였다. 조송식(2002), 앞의 논문, pp. 41-42.

153) 김희, 「『양화소록(養花小錄)』에 담겨진 유가적 의미체계에 대한 철학적 연구」(『東洋
哲學硏究』 52, 2007), pp. 348-350; 이의철, 앞의 논문, pp. 4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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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병도>에 묘사된 원예 도상의 의미를 다각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다음은 원예활동을 통해 얻어야 할 교훈이 언급되어 있는 『양화소록』 
서문의 일부이다.

  …… 아, 화훼는 식물이다 지식도 없고 움직이지도 못하지만 기르고 보
관하는 이치를 알지 못하여, 습하게 하여야 할 것을 건조하게 하고 차게 
해야 할 것을 따뜻하게 하여 그 천성과 본성과 다르게 한다면 반드시 말라 
죽고 말 것이다. 다시 무성해져 싹이 트고 꽃이 피어 본래의 자태를 드러
내게 할 수 있겠는가?
  식물도 그러한데 하물며 만물 중의 영장인 사람이 그 마음을 졸이고 몸
을 피로하게 하여 천성을 어기고 본성을 해쳐서야 되겠는가? 내가 이를 통
하여 생물을 기르는 기술을 알게 되었다. 이를 통하여 확충시켜 나간다면 
어딜 가더라도 옳게 되지 않을 것이 없을 것이다. 이 때문에 내가 매번 터
득한 바를 따라 문득 그 성질과 품종 및 기르는 방법을 기록하였다 
……154) (밑줄은 필자 표시)

  윗글에서 강희안은 식물마다 천성과 본성이 모두 다른 것처럼 사람 역
시 저마다 천성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의 천성에 맞게 다스려야 한다고 보
았다. 그는 화훼를 기르는 일을 일종의 격물치지의 수련 과정으로 인식하
고, 원예활동을 통해 깨달은 이치를 백성을 다스리는 일에 적용해야 한다
고 보았다.155) 
  또한 강희안은 다음에 제시할 『양화소록』의 「취화훼법(取花卉法)」에서 
화훼 재배의 목적이 덕성의 함양에 있다고 언급하였다.

  대개 화훼를 재배할 때에는 그저 심지(心志)를 확충하고 덕성(德性)을 함

154) 姜希顔, 『養花小錄』, 「序」, “…… 噫花卉植物也。其無知識。亦不運動。然不知培養之
理。收藏之宜。使濕者燥寒者燠。以離其天性。則必至於萎枯而已矣。豈復有敷榮秀發。
以逞其眞態乎。植物且然。而況靈於萬物者。可焦其心勞其形。以違天害性耶。吾然後得
養生之術也。因此而擴充之。則將無往而不可矣。故余每隨所得。輒錄其性品養法。……” 
원문 및 해석은 강희안 저, 이종묵 역해, 앞의 책, pp. 31-32, 452에서 인용. 밑줄은 
필자 표시.

155) 이종한, 앞의 논문, pp. 252-255; 정대림, 「강희안의 기르는 자연의 시학」(『韓國漢文
學硏究』 20, 1997), pp. 14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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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하고자 할 뿐이다. 운치와 절조가 없는 것은 굳이 완상할 필요조차 없다. 
울타리나 담장 곁에 되는 대로 심어두고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까이 하는 것은 열사와 비루한 사내가 한 방에 섞여 있는 것과 같아 풍
격이 바로 손상된다.156) (밑줄은 필자 표시)

  이처럼 『양화소록』에서 강희안은 원예를 통해 군자가 갖추어야할 덕성
의 함양을 여러 차례 강조하였다. 이때 강조된 덕성의 함양은 개인적 차원
을 넘어 경세제민의 사회적 차원의 수준까지 아우르는 개념이었다. 이는 
다음에 제시하는 『양화소록』의 「귤수(橘樹)」 항목에서 잘 나타난다.

  고려의 학사 이인로가 말하였다. “금마문(金馬門)을 나서 어화원(御花園)
에 이르렀을 때 귤나무 한 그루가 보였는데 높이가 한 길이고 열매를 맺은 
것이 매우 많았다. 어화원의 관리에게 물어보니 남쪽 고을 사람이 바친 것
인데 아침마다 소금물을 뿌려 그 뿌리를 비옥하게 하였더니 이 때문에 무
성해졌다고 하였다. 아, 풀과 나무는 지각이 없는 식물인데도 관개(灌漑)와 
재배(栽培)의 힘을 통하여 이렇게 될 수 있었으니, 하물며 임금이 사람을 
쓰는 일은 어떠하겠는가? 멀고 가깝거나 친하고 소원한 것을 따질 것 없이 
은혜로 결속하게 하고 봉급과 벼슬로 길러주면 어찌 충성을 다하여 국가에 
보탬이 되지 않겠는가? 이 때문에 귤에 대한 12운(韻)의 시를 짓는다.” 
  저 귤나무가 양자강 북쪽에 자라나면서도 그 본성을 잃지 않는다. 이학
사의 말을 보면 더욱 잘 확인할 수 있다. 그의 말도 또한 나라를 다스림에 
보탬이 되므로 함께 언급한 것이다.157) (밑줄은 필자 표시)

  강희안은 귤나무 재배와 관련된 이인로(李仁老, 1152-1220)의 일화를 

156) 姜希顔, 『養花小錄』, 「取花卉法」, “凡培植花卉。只欲益心志養德性耳。其無韻格節操
者。不須看玩。籬邊墻下。隨處栽植。不與相近。近之如烈士鄙夫。混處一室。風格頓
喪。” 원문 및 해석은 강희안 저, 이종묵 역해, 앞의 책, p. 417에서 인용. 밑줄은 필자 
표시.

157) 姜希顔, 『養花小錄』, 「橘樹」, “前朝李學士仁老云。出金閨。至御花園。見橘樹高一
丈。結實甚多。問園吏云。南州人所獻。朝朝以鹽水沃其根。故得盛茂。噫草樹無知物
也。猶資灌漑栽培之力。得致於斯。况人主用人。毋論遠近疎戚結之以恩愛。養之以祿
秩。則安有不盡忠竭誠。以補國家者哉。因製橘詩十二韻。夫橘之生江北。不失基本性。
觀李學士之言。益可驗矣。而其言亦有補於爲國。故并及之。” 원문 및 해석은 위의 책, 
pp. 354-357에서 인용. 밑줄은 필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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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하면서, 귤나무의 본성에 맞도록 잘 기르면 남방에서 자라던 귤이 북
방에서도 무성히 자랄 수 있는 것처럼 임금이 적재적소에 인재를 등용하
고 은혜로 결속하면 나라를 바르게 다스릴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더 나아
가 강희안은 각 화훼의 천성에 따라 배양하는 이치가 달라지듯, 백성을 다
스릴 때에도 개개인의 천성을 보전하여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돌보아
야 함을 강조하였다.158) 즉, 강희안은 원예활동이 궁극적으로는 백성을 교
화시키고 세상을 경륜하기 위한 공부임을 강조하였다. 
  『양화소록』에서는 원예활동이 완물상지(玩物喪志)가 아닌 격물치지(格物
致知)를 위한 수양의 일환이라는 점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었다. 이는 다음
에 제시할 『양화소록』의 「양화해(養花解)」에 기록된 청천자(菁川子)와 손
님의 대화에서도 잘 드러난다. 청천자(菁川子)는 강희안(姜希顔)의 별칭이
므로 『양화소록』에 언급된 청천자는 강희안 본인을 의미한다.

  청천자가 어느 날 저녁 뜰에서 허리를 구부정하게 엎드려 흙을 북돋워 
나무를 심는데 지겨운 줄을 알지 못하였다. 어떤 객이 찾아와서 말하였다. 
“자네가 꽃을 키우는 양생의 기술은 내가 벌써 들어 알겠네. 그러나 육신
을 수고롭게 하고 힘을 근실히 들여서 그 눈을 기쁘게 하고 그 마음을 어
지럽게 하여서, 외물의 부림을 받게 되었으니 이는 무슨 까닭인가? 마음이 
가는 것이 뜻이라 하였으니, 그 뜻이 어찌 상하지 않겠는가?” 
  청천자가 말하였다. 
  “아, 정말 자네 말대로라면 이는 그 육신을 고목처럼 마르게 하고 그 마
음을 쑥대처럼 어지럽게 한 다음에야 끝이 나겠지. 내가 보니, 만물이 천지
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많고도 끝이 없지만 현묘하고도 현묘하여 제각
기 이치가 있는 법이네. 정말 끝없는 이치를 다 탐구하지 않으면 지식 또
한 이를 수가 없다네. 비록 풀 하나 나무 하나처럼 사소한 것이라도 또한 
제각기 그 이치를 다하고 그 근원을 찾아가보면 그 지식이 두루 미치지 않
는 것이 없고 그 마음이 두루 통하지 않는 것이 없다네. 그렇다면 내 마음
이 절로 다른 사물에 부림을 받지 않고 만물의 그 너머로 초탈할 수 있게 
되겠지. 그 뜻을 어찌 잃어버리는 일이 있겠는가? 게다가 ‘사물을 관찰하
여 마음을 반성하고 지식이 지극해야 뜻이 성실해 진다’라고 고인이 예전

158) 정대림(1997), 앞의 논문, pp. 143-144; 김희, 앞의 논문, pp. 336-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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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말하지 않았던가? ……”159) (밑줄은 필자 표시)

  위의 일화에서 청천자는 원예활동이 외물(外物)에 얽매이는 것을 우려하
는 손님에게 화훼를 양생하는 일은 ‘완물상지’가 아닌 ‘격물치지’를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 초기 문인들의 원예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한편으로, 이러한 원예활동을 완물상지로 여기는 부정적인 인
식 또한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원예활동이 완물상지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 염려하는 조선 초기 
문인들의 모습은 서거정의 「가산기」 후반부에도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성후(成侯)가 거정에게 말하였다.
“나는 본래 산수(山水)를 매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더러 나를 
호사가(好事家)라고 비방하기도 합니다. 나는 일찍이, 아름다운 산과 경치 
좋은 시내가 집 안에 있지 않고 아주 멀고 적막한 곳에 있어서 반드시 뱀
이나 맹수를 만날 위험을 감수하고서 고생을 한 뒤라야 가볼 수 있는 것을 
근심했습니다. 지금 나는 자리를 옮겨 놓지 않고도 지팡이와 신을 번거롭
게 하지 않고도 진짜 산과 호수와 흡사한 풍경을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흡
족하게 즐기니, 호사가라는 비방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거정이 말하였다. “…… 지금 성후가 이것을 즐기는 것도 필시 하늘에서 
나와서 천성에서 이루어진 것일 터이니, 모르는 자들이 그대를 호사가라고 
비방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물을 좋아함에는 안과 
밖의 분별이 있습니다. 만약 밖으로 형색의 지엽적인 것만 찾고 안으로 성
정의 곧음을 찾지 않는다면, 한갓 좋아한다는 이름만 있고 좋아하는 실상
은 없을 것입니다. 대저 어진 이는 산을 좋아하고 지혜로운 이는 물을 좋
아하니, 군자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는 반드시 그 부류대로 따라갑니다. 성후

159) 姜希顔, 『養花小錄』, 「養花解」, “菁川子一夕痀僂庭際。封土以植。曾不知爲倦。客有
來訪者謂之曰。子之於養花得養生之術。則吾旣聞命。若勞形勤力。悅其目迷其心。以爲
外物所役何也。心之所之者志也。則其志寧不有喪耶。菁川子曰。噓嘻乎噫。誠如子言。
是枯木其形。蓬艾其心。然後已也。吾觀萬物之盈天地間者。芸芸也綿綿也。玄之又玄而
各有理焉。理苟不窮。知亦未至。故雖一草一木之微。亦當各究其理。各歸其根。使其知
無不周徧。使其心無不貫通。則吾之心自然不物於物。超乎萬物之表矣。其志奚獨喪失之
有。又況觀物省身知至意誠。古人嘗有是言矣。 ……” 원문 및 해석은 강희안 저, 이종
묵 역해, 앞의 책, pp. 439-441에서 인용. 밑줄은 필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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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질고 지혜로운 자질로써, 산의 고요함을 관찰하여 그 체(體)를 기르고 
물의 움직임을 관찰하여 용(用)에 통달하여, 안과 밖이 서로 닦여지고 체와 
용이 둘 다 온전해진다면, 그 좋아함에는 다른 사람들이 엿볼 수 없는 경
계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옛날에 소명윤(蘇明允)이 「가산기(假山記)」를 지어 이르기를, ‘그것을 사
랑하며, 그것을 공경하며, 그것에 느끼는 바가 있다.’ 하였습니다. 나는 성
후도 또한 그와 같이, 산의 훌륭한 경개를 보고 그것을 사랑하고, 인(仁)과 
지(智)를 흠모하여 공경하고 느끼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적어서 기문을 삼
습니다.”160) (밑줄은 필자 표시)

  윗글에서 서거정은 원림을 가꾸는 일로 비난 받는 것을 우려하는 성임
(成任)에게 외물에 얽매이지 않고 격물치지와 덕성의 함양을 목적으로 원
예활동을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홍귀달(洪貴達, 1438-1504)은 이겸(李謙, 생몰년 미상)의 「양
화시(養花詩)」에 대한 발문(跋文)에서 이겸의 원예활동이 사사로운 감정에
서 비롯된 완물상지가 아니라 만물의 천성을 이해하고 심신을 다스리는 
이치를 깨닫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였다.161)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 초기 문인들은 원예활동이 ‘완물상지’로 
여겨지는 것을 우려하여 자신들의 원예활동을 정당화시키고자 하였다. 이
는 원예활동이 사치 풍조를 조장한다는 세간의 부정적 인식이 생긴 것과
도 깊은 관련이 있다고 여겨진다.
  조선 초기 관료문인들은 원예활동을 통해 ‘은일에 대한 동경’을 추구했
지만 그들의 실제 원림은 고급 원예취미가 반영된 화려한 공간으로 조성

160) 徐居正, 『四佳集』 卷1, 「假山記」, “…… 侯語居正曰。予本膏肓山水者。人或詆予爲好
事。予嘗患佳山勝水不在環堵之內。在荒遐寂寞之濱。必觸龍蛇。捍虎豹。勞然後訪。今
予不移几席。不煩杖屨。髣髴湖山之景。宜於目。愜於心。好事之詆。在所不逭。居正
曰。…… 今侯之樂此樂。亦必出於天而成於性。宜乎不知者之詆子爲好事也。然人之好
物。有內外之辨。若外求之形色之末。而不內求諸性情之直。則徒有好之之名。無好之之
實矣。夫仁者樂山。智者樂水。君子之好尙。必以其類。侯以仁智之資。觀山之靜。養其
體。觀水之動。達於用。內外交脩。體用俱全。則其好之也有非二三子之闖其涯涘也。昔
蘇明允作假山記曰。愛之敬之感之。吾於侯亦然。見山之勝而愛之。慕仁智而敬之感之。
請書以爲記。” 원문 및 해석은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에서 인용. 밑줄
은 필자 표시.

161) 강희안 저, 이종묵 역해, 앞의 책, pp. 44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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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예를 들어, 앞서 다룬 「가산기」에서 성임(成任)
의 원림은 형산(衡山), 여산(廬山), 태산(泰山), 화산(華山), 동정호(洞庭湖), 
팽려호(彭蠡湖)를 연상케 할 정도로 화려하게 묘사되었다.  
  다음에 제시하는 김인후(金麟厚, 1510-1560)의 「평천장기(平泉莊記)」에
서도 16세기 조선 관료문인들이 향유했던 호화로운 원림 조성 문화가 확
인된다.

  …… 바람 부는 행랑에 달이 비치는 정자, 빗물이 떨어지는 섬돌에 꽃으
로 단장된 담까지 하루 종일 유유자적하며 노닐기에 좋았다. 다시 근처나 
멀리서 수소문해서 어떤 사람에게 예쁜 꽃이나 돌이 있다는 소리를 들으면 
돈이나 비단을 주고서라도 가서 모두 사와 희완(戱玩)꺼리로 삼았다. 또 진
기한 새나 짐승이 있으면 비록 먼 곳에서 알을 까야하는 것일지라도 온 힘
을 다해 구해왔으니, 천만 종의 새와 동물들이 각기 신기한 소리와 빛깔을 
내어 모두 눈과 귀를 즐겁게 해 주었다. 몸은 비록 벼슬살이에 얽매어 있
었지만 자유분방한 마음에 소요하며 흥취를 기탁하는 것이 온천지에 나보
다 더 나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다. 때때로 술을 마련하고 손님들을 초대
하여 연회를 열어 진쟁(秦箏)을 뜯고 조슬(趙瑟)을 울리며 녹기금(綠綺琴)을 
어루만지고 요양곡(遶梁曲)을 노래하며 노자(鸕鷀)와 앵무(鸚鵡)의 술잔으로 
취해서 촛불을 밝혀서 밤까지 이어졌으니 참으로 즐거운 일이었다. ……162) 
(밑줄은 필자 표시)

  
  「평천장기」에 따르면 김인후는 원림의 경관을 화려하게 장식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자금을 투자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인후는 원림을 소요
하면서 관료생활의 세속적인 구속을 벗어나고자 한다고 언급하면서 한편
으로는 원림을 통해 자신의 흥취를 충족하고자 하였다. 「평천장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16세기 조선에서는 누정의 원림을 화려하게 조성하는 일이 

162) 金麟厚, 『河西全集』 卷11, 「平泉莊記」, “…… 風廊月榭。雨砌花墻。可堪以永日而優
游矣。乃復旁求遠索。聞人之有一花一石之美者。莫不齎金帛而往買之。聊以爲戲玩之
資。以及禽珍獸奇。雖出於遠邦之所胎卵者。亦必爲悉力以求之。千形萬種。各異其聲
色。而皆足以娛耳而悅目。身雖累於簪組。而其放情肆志。逍遙寄興。自以爲曠天地莫吾
能若也。時時置尊壺宴賓戚。彈秦筝鳴趙瑟。撫綠綺之琴而歌遶梁之曲。醉之以鸕鷀，鸚
鵡之杯。秉我明燭。繼日以夜。陶陶乎信可樂也。……” 원문 및 해석은 안세현(2015), 
앞의 책, pp. 124-125에서 인용. 밑줄은 필자 표시.



- 77 -

15세기에 비해 자유롭고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조선 초기 원
예문화에서 ‘은일에 대한 동경’ 이면에 흥취와 열락의 추구가 확인되는 것
은 앞서 검토한 누정문화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민간뿐만 아니라 조선 초기 왕실에서도 지나친 원예 활동에 대한 부정
적 시선이 존재하였으며 성종·중종 연간의 실록 기록들에서 원예 활동의 
폐단을 의식하고 이를 제재하려는 모습이 확인된다.163) 왕실의 원림과 조
경을 관리하고 제수용 과실과 화훼를 준비하는 역할은 1466년 상림원(上
林園)을 개편하여 설치된 장원서(掌苑署)에서 맡았다. 성종(成宗, 재위 
1469-1494) 연간의 조선왕조실록 기록에 따르면 장원서 주관으로 겨울철
에 온실의 꽃을 기르는 일이 백성들에게 폐단이 되었으며 꽃을 잘 기르지 
못한 관리가 추문을 당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고 전해진다. 이에 성종은 
1471년과 1483년, 1484년에 화초를 진상하는 일을 금하는 전교(傳敎)를 
여러 차례 내린 바 있다.164) 다음은 1471년 11월 41일자 『성종실록』의 
내용이다.

  장원서(掌苑署)에서 영산홍(暎山紅) 한 분(盆)을 올리니, 전교(傳敎)하기
를, “겨울 달에 꽃이 핀 것은 인위(人爲)에서 나온 것이고 내가 꽃을 좋아
하지 않으니, 금후로는 올리지 말도록 하라”하였다.165) (밑줄은 필자 표시)

 
  이와 같이 성종은 자신이 화훼를 애호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화
훼의 진상을 금지시켰다. 
  반면 연산군(燕山君, 재위 1494-1506)은 화훼를 지나치게 애호하여 문

163) 조선 초기 왕실의 원예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한 연구는 강세구, 앞의 논문, pp. 
39-44 참조.

164) 조창록, 앞의 논문, pp. 74-76. 성종대(成宗代) 장원서(掌苑署)와 관련된 주요 기록은 
다음과 같다. 『成宗實錄』 卷160, 成宗 14年(1483) 11月 14日(癸卯) 條, “掌苑署進梅
花。傳曰。自今三年之內。凡花卉勿獻。”; 『成宗實錄』 卷166, 成宗 15年(1484) 5月 28
日(甲寅) 條, “傳于承政院曰。議政府。六曹誕日進上。令全除。掌苑署進上。非節物。則
亦除。承政院啓曰。此非別進上。乃例事也。勿減何如。 傳曰。當國喪。且有酒禁。用之
何處。若掌苑署節物。則不必盡減。” 원문 및 해석은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 
or.kr)에서 인용. 밑줄은 필자 표시. 

165) 위의 논문, p. 75. 『成宗實錄』 卷13, 成宗 2年(1471) 11月 21日(己未) 條, “掌菀署進
暎山紅一盆。傳曰。冬月開花。出於人爲。予不好花。今後勿進。” 원문 및 해석은 한국
고전종합DB(http://db.itkc.or.kr)에서 인용. 밑줄은 필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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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되었다. 연산군은 팔도에 명하여 다양한 화훼를 바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원서 관원들로 하여금 경쟁적으로 진귀한 화초를 찾아오게 하였
다. 이로 인해 백성들은 장원서 노비들을 고관 대하듯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화훼를 옮겨 나르다 지쳐 죽는 일까지 생겨났다.166) 
  중종(中宗, 재위 1506-1544)은 연산군의 극단적인 화훼 애호로 인한 폐
단을 의식하여 ‘완물상지’로 빠질 수 있는 화훼의 완상을 자제하였다.167) 
다음은 1509년 1월 11일자 『중종실록(中宗實錄)』의 내용이다.

  장원서(掌苑署)에서 입춘(立春)의 절화(節花)를 올리니, 전교하기를, “동
지·입춘의 절화는 다만 대비전(大妃殿)에만 올리고, 대전과 중궁에는 들이
지 말라. 나는 화훼를 좋아하지 않는다”하였다.168) (밑줄은 필자 표시)

  이와 같이 지나친 화훼 완상을 완물상지로 여기는 부정적 인식이 팽배
했던 상황에서 조선 초기 문인들은 자신들의 원예활동이 완물상지가 아님
을 증명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조선 초기 문인들은 화훼 관련 저술과 

166) 위의 논문, pp. 77-78. 연산군대(燕山君代) 장원서(掌苑署)와 관련된 주요 기록은 다
음과 같다. 『燕山君日記』 卷57, 燕山 11年(1505) 4月 9日(甲子) 條, “傳曰。令掌苑署
及八道。多索倭躑躅。帶土以進。使不損傷。自是。如梔子·柚子·石榴·冬栢·薔薇。以至尋
常花草。皆令帶土以進。當時監司畏譴。每種或進數十株。輸轉相繼。民困至有路斃
者。”; 『燕山君日記』 卷57, 燕山 11年(1505) 4月 25日(庚辰) 條, “下御書曰。掌苑署官
員分邊。各種花卉可玩者。不傷根戴土。移種後苑。時。城中人家有一奇卉·珍果則排門直
入懸牌。其家人蒼黃失措。待苑奴如對公卿。” 원문 및 해석은 한국고전종합DB(http:// 
db.itkc. or.kr)에서 인용. 밑줄은 필자 표시.

167) 위의 논문, p. 78. 중종대(中宗代) 장원서(掌苑署)와 관련된 주요 기록은 다음과 같
다. 『中宗實錄』 卷9, 中宗 4年(1509) 閏9月 10日(己巳) 條, “掌苑署進盆菊。傳曰。前
日上殿外。勿進雜花事。已敎之。何以進此花耶。政院啓曰。考承傳。去戊辰年十一月。
傳曰。今後若非節花。上殿外。勿令進上。其時傳旨如此。故掌苑署。必以菊爲節花而進
之也。傳曰。雖節花。竝勿進之可也。”; 『中宗實錄』 卷59, 中宗 22年(1527) 6月 18日
(癸亥) 條, “臺諫啓前事。不允。 掌令李弘幹啓曰。臣往忠淸道時。聞掌苑署以今年旱
甚。果木全不結實。報該曹。行移于忠淸道。分定各官。令民間上納。今年旱氣。非獨京
中。外方皆然。民間豈易得哉。都會官。收緜布於民間。以給掌苑署奴子。而防納。至爲
未便。若於未收合之前。下諭勿徵則民受一分之惠矣。傳曰。若非臺諫之啓。外方民弊。
予何能知。掌苑署果木。不用意培養。以致卜定外方。貽弊於民。至爲非矣。其推之。且
勿令卜定民間。” 원문 및 해석은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에서 인용. 밑
줄은 필자 표시. 

168) 『中宗實錄』 卷7, 中宗 4年(1509) 1月 11日(甲辰) 條, “掌苑署獻立春節花。傳曰。冬
至·立春節花。只獻大妃殿。勿獻大殿·中宮。予不喜花卉。” 원문 및 해석은 한국고전종
합DB(http://db.itkc.or.kr)에서 인용. 밑줄은 필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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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에서 자신들의 원예문화를 정당화하기 위해 원예활동이 격물치지, 경
세제민 등의 유교적 가치와 국가 경륜(經綸)의 덕목을 함양할 수 있는 활
동임을 강조하였다. 
  <절매삽병도>에는 소나무와 대나무, 매화, 괴석 등과 같이 조선 문인들
이 유교적 가치와 덕목을 부여하고 애호한 도상들이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어 주목된다. 이어서 필자는 조선 초기 원예 관련 시문들을 통해 도상들 
각각에 담긴 가치와 덕목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다음은 『양화소록』의 「양화해(養花解)」에 소개된 내용이다.  

  …… 이제 저 창관(蒼官)의 장부라는 소나무는 꼿꼿이 겨울에도 시들지 
않는 지조로 온갖 꽃과 나무의 위에 홀로 솟아나 있으니 이미 더 할 것이 
없다네. 그 나머지 은일(隱逸)의 국화와 품격 높은 매화, 그리고 저 난초와 
서향화 등 10여 종은 제각기 풍미와 운치를 떨치고 있고, 창포는 추위 속
에서도 고고한 절조를 지녔으며, 괴석은 확고부동한 덕을 가지고 있어 정
말 마땅히 군자가 벗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네. 항상 더불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체득하여야지, 버리거나 멀리할 수가 없는 것이라네. 저들이 지닌 
풍모를 나의 덕으로 삼는다면 이익이 되는 것이 어찌 많지 않겠는가? 또 
그 뜻이 어찌 호탕해지지 않겠는가? ……169) (밑줄은 필자 표시)

  윗글에서 강희안은 각각의 화훼마다 군자가 본받아야 할 가치와 덕목이 
담겨 있음을 강조하였다. 강희안은 소나무에는 꼿꼿한 지조와 고고함이, 
매화에는 고상한 품격이, 괴석에는 확고부동한 덕이, 그 밖의 꽃과 나무에
는 나름의 풍미와 운치가 담겨 있다고 보았다.  
  <절매삽병도>에 묘사된 소나무와 소나무 분재, 대나무, 매화, 괴석에 대
해 강희안이 『양화소록』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소나무와 소나무 분재와 관련된 『양화소록』의 항목으로는 「노송

169) 姜希顔, 『養花小錄』, 「養花解」, “…… 今夫蒼官丈夫。蕭散後凋之操。獨出千卉百木之
上。旣不可尙已。其餘隱逸之菊。高格之梅。與夫蘭蕙瑞香十餘種品。各擅風韻。而菖蒲
有孤寒之節。怪石得堅確之德。固宜君子所友于。常與萬於目體於心。皆不可棄之而遐遠
也。儀彼所有。爲我之德。其所益豈不爲多乎哉。其志豈不有浩然也哉。……” 원문 및 해
석은 강희안 저, 이종묵 역해, 앞의 책, pp. 439-441에서 인용. 밑줄은 필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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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老松)」과 「만년송(萬年松)」이 있으며, 여기에는 노송을 화분에 옮겨 심는 
법과 소나무 분재를 관리하는 법 등이 상세하게 실려 있다.170) 강희안은 
소나무 분재를 사랑했던 의빈(儀賓)과 묵은 가지를 잘라버린 하인의 일화
를 소개하면서 옛것을 제거하여 새것을 기른다는 뜻의 ‘제구양신(除舊養
新)’으로 초래된 폐단을 지적하고 이를 국법(國法)의 제정 방식에 적용하
였다.171)

  이 외에도 성현(成俔, 1439-1504)과 권근(權近, 1352-1409)은 소나무 
분재에 담긴 절개와 은일의 덕을 찬미하는 시를 지은 바 있다. 다음은 소
나무 분재에 대한 성현의 「괴송요(怪松謠)」이다. 

소나무 분재 하나 석 자 남짓 될 듯한데
굽은 가지 굳센 줄기 당당한 기개로세
뒤틀리고 쪼그라져 키는 비록 안 자라도 
때때로 푸른 잎이 눈서리를 이긴다네 
은사(隱士)가 이 꼿꼿한 절개를 사랑하니
서재 창에 드리워진 그림자도 청결해라 
천년의 늙은 자질 구학(龜鶴) 같은 자태 되면
너에게서 장생하는 비결을 배우리라172) (밑줄은 필자 표시)

  성현은 소나무 분재에 담긴 기개와 절개를 찬미하면서 자신을 소나무의 

170) 위의 책, pp. 47-48. 『양화소록』 외에도 서명응(徐命膺, 1716-1787)의 『본사(本史)』
에서 노송의 효능과 노송을 화분에 옮겨 심는 방법이 소개되었으며, 서명응의 손자 서
유구(徐有榘, 1764-1845)의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에도 겨울철 노송 관리법이 자세
히 기술되었다. 

171) 姜希顔, 『養花小錄』, 「老松」, “國初有一儀賓。不喜産業。平居以花卉自娛。聞人家有
畜奇花異草者。不惜百金。必購之乃已。嘗得老松一盆。頗奇怪。自謂龍攣虎踞之姿。雖
在泰山頂者。無以出其右。甚愛之。一日伴人朝謁。適儀賓在內未及出。伴人欲阿意取
容。就老松盆前。拔佩刀。剔去舊枝。剝皴鱗盈掬而跪。儀賓出見驚曰。何爲其然也。伴
人乃諂笑昂首以對云。欲除舊以養新耳。儀賓笑曰。削圓方竹杖。洗白古銅缾。正謂此
也。乃不譴責。人服其雅量。余觀後世人臣。才入輔列。皆輕改舊章。曰舊法多弊。不如
用新。何必泥古。爲朝更夕變。殆無遺者。而國家隨以岌岌矣。何以異於伴人之剔去舊枝
者乎。” 원문은 위의 책, p. 53에서 인용.  

172) 成俔, 『虛白堂風雅錄』 卷1, 「怪松謠」, “盆中矮松三尺强。虯枝鐵榦交昂藏。磈礧蹙縮
身不長。時敷翠葉凌雪霜。幽人愛此亭亭節。影射書牕淸且潔。千年老質若變龜鶴姿。與
爾同得長生訣。” 원문 및 해석은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에서 인용. 밑
줄은 필자 표시.



- 81 -

신선적 면모를 추구하는 은사(隱士)로 칭하였다.
  이 외에 권근의 「이씨수보원중사영(李氏壽父園中四詠)」 중 ‘송(松)’ 부분
에도 소나무에 대한 덕목이 기술된 바 있다.173)

송(松)

분 위에 심어진 외로운 솔은 
등걸이 늙어서 자라지 않았네 
잎은 절로 연기와 안개를 띠고 
가지는 눈과 서리 많이 겪었네
겨울에도 마음은 조집(操執)이 있고
그늘이 엷어도 뜻은 서늘해
군자란 동기를 찾는 법이라
날마다 곁에 두어 마땅하겠지174) (밑줄은 필자 표시)

  권근은 소나무 분재를 키우면서 겨울의 눈과 서리를 이겨낸 소나무의 
절개에서 군자의 기운이 느껴진다고 말하고 있다. 이상의 시문들로 미루어 
보아 <절매삽병도>에서 소나무와 함께 소나무 분재가 묘사된 것은 조선 
초기 문인들의 원예문화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작품 속 소나무 분재 
도상은 그림을 감상하는 이로 하여금 ‘지조와 절개’의 덕목을 떠올리게 하
였을 것이다.
  둘째, 강희안은 『양화소록』의 「오반죽(烏斑竹)」 항목에서 대나무에 관해 
논하면서, “고기를 먹지 못하면 수척해질 뿐이지만 대나무를 보지 않으면 
속물이 되어버린다”는 소식(蘇軾)의 시 「어잠승녹균헌(於潛僧綠筠軒)」을 
인용해 대나무의 탈속적인 면모를 소개하였다.175) 

173) 「이씨수보원중사영(李氏壽父園中四詠)」은 권근(權近)이 이수보(李壽父)의 원림에 있는 
소나무, 대나무, 매화, 난초에 대해 남긴 시이다.

174) 權近, 『陽村集』 卷3, 「李氏壽父園中四詠」, “孤松盆上種。老榦不曾長。葉自帶烟霧。
枝多經雪霜。歲寒心有操。陰薄意猶涼。君子求同氣。宜令日在傍。” 원문 및 해석은 한
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에서 인용. 밑줄은 필자 표시. 

175) 姜希顔, 『養花小錄』 「烏斑竹」, “余自髫齔。性苦愛竹。必手植三四盆。置諸左右以
玩。如獲素牋。亦模寫一二枝。以寓其意。歲在壬申仲春。奉使嶺南至新寧縣。初見軒前
脩竹萬竿。團欒如束。烟梢舞月猗猗。有淇園佳趣。是夕主人設小酌。余於酬酢之間。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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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권근은 「이씨수보원중사영」에서 대나무에 관해 다음과 같이 노래
하였다.

죽(竹)

차군(此君)은 없어서는 아니 될 물건 
정원 한 구석에 심어 둘 밖에 
다만 삼익(三益)을 이루고 싶지
만부(萬夫)를 당하는 건 번거로운 일 
풍상에 꺾이어도 변하지 않고 
비 이슬에 씻기면 도로 싱싱해 
굳센 절개 갈수록 굳건하리니 
장차 너를 힘입길 내 바라노라176) (밑줄은 필자 표시)

  권근은 이수보의 원림에 심어진 대나무를 보며 풍상을 견디는 대나무의 
굳센 절개를 본받고, 삼익(三益), 즉 ‘매화, 대나무, 수석’의 조합을 이루기
를 소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 초기 문인들에게 ‘삼익’의 조화를 갖춘 
원림을 꾸미는 일이 선호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미루어 보았을 때, 
<절매삽병도>에서 매화, 대나무, 수석의 도상이 함께 배치된 것은 당시 문
인들의 원예 취향을 반영한 의도적인 조합일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셋째, 매화에 담긴 덕목과 관련하여 강희안은 『양화소록』의 「매화(梅
花)」 항목에서 매화의 고상한 품격을, 권근은 「이씨수보원중사영」에서 절
개를 언급한 바 있다. 아울러 강희안은 매화의 격조(格調)를 다루면서 매
화가 성글고 수척하며 늙은 가지가 기괴한 것이 귀하다고 보았으며, 매실
을 얻는 이익을 노린 기조(氣條)에는 운치나 격조가 없고 매화꽃이 빽빽하
게 붙어있는 것은 고급 품종이 아니라고 언급하였다.177) 

悅形色。且目軒前。主人怪問。未審今日何事乃悅。軒前亦有何物可稱雅鑑。余曰。昔蘇
仙題綠筠軒云。若對此君仍大爵。世間那有楊州鶴。今夕何夕對此君。亦有此盛宴。寧無
喜耶。…… ” 원문은 강희안 저, 이종묵 역해, 앞의 책, pp. 87-92에서 인용.

176) 權近, 『陽村集』 卷3, 「李氏壽父園中四詠」, “此君不可無。爲種一庭隅。祗欲成三益。
何煩敵萬夫。風霜摧不變。雨露洗還蘇。勁節應彌固。將願賴爾扶。” 원문 및 해석은 한
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에서 인용. 밑줄은 필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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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미롭게도 조선 회화에서 전(傳) 이상좌의 <송하보월도>, 김시의 <동자
견려도>(도 26)와 같이 원림 내부나 산수 배경의 일부로서 매화가 그려진 
경우, 매화의 각진 가지가 특징적으로 그려지고 꽃이 생략되기도 하였다. 
<절매삽병도>의 경우, 매화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상임에도 불구하고 
매화꽃이 생략되어 있고 매화의 가지는 기묘하게 꺾인 모습으로 수척하게 
묘사되어 있어 주목된다. 이는 매화가 성글고 수척하며 기괴한 형상의 가
지를 격조 높게 바라본 조선 초기 문인들의 원예 취향이 <절매삽병도> 속 
매화 도상에 반영된 것으로 여겨진다. 
  넷째, 괴석(怪石)과 관련하여 강희안은 『양화소록』의 「괴석(怪石)」 항목
에서 『물리론(物理論)』과 『박물지(博物志)』를 인용하였으며, 괴석에 땅과 
흙의 정기가 담겨 있다고 보았다. 강희안은 구체적으로 “흙의 정기가 돌이 
되는데 돌은 기(氣)의 핵(核)이다. 기(氣)가 돌을 생성하는 것은 사람의 혈
관에서 손발톱과 이빨이 나는 것과 같다”라는 『물리론』의 내용과 “땅의 
돌을 그 뼈로 삼는다”라는 『박물지』의 내용을 언급하였다.178) 
  조선 초기 문인들은 괴석을 감상하는 일을 단순한 완상이 아닌 대지(大
地)에 담긴 이치를 깨닫기 위한 격물치지의 과정으로 여겼다.179) 안평대군
(安平大君), 서거정(徐居正), 이승소(李承召), 이행(李荇, 1478-1534) 등이 
남긴 괴석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조선 초기에는 괴석 애호가 긍정적으
로 여겨지고 자유롭게 향유되었음을 알 수 있다.180) <절매삽병도>에 묘사

177) 姜希顔, 『養花小錄』, 「梅花」, “又云。梅以韻勝以格高。故以橫斜疎瘦。與老枝奇怪者
爲貴。其新接穉木。一歲抽嫩。枝植上。或三四尺。如酴醾薔薇輩者。吳下謂之氣條。此
直宜取實規利。無所謂韻與格矣。又有一種。糞壤力勝者。於條上茁短橫枝。狀如棘針。
花密綴之。亦非高品。” 원문은 강희안 저, 이종묵 역해, 앞의 책, pp. 151-152에서 인
용.

178) 姜希顔, 『養花小錄』, 「怪石」, “物理論。土精爲石。石氣之核也。氣之生石。猶人筋絡
之生爪牙也。博物志。地以石爲之骨。” 원문 및 해석은 위의 책, p. 386에서 인용. 

179) 조선 문인들의 괴석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수 있는 연구로는 박경자, 『조선시대 석가
산 연구: 문헌 연구와 복원계획을 중심으로』(학연문화사, 2008), pp. 43-54; 박현희, 
「조선시대 괴석도(怪石圖)에 나타난 ‘돌(石)’의 상징적 의미에 관한 연구」(『조형교육』 
58, 2016), pp. 69-98 참조. 박경자는 석가산에 놓인 괴석을 제재로 작성된 조선시대 
시문들을 정리하였다. 박현희는 조선시대 문인들이 인식한 ‘돌’의 상징적 특징으로 견고
성(堅固性), 부동성(不動性), 항구성(恒久性), 불변성(不變性)을 제시하였으며, 강희안의 
『양화소록』 내용을 함께 제시하였다. 

180) 고연희, 「18세기 회화(繪畵)의 정원이미지 고찰: ‘괴석(怪石)’을 중심으로」(『인문학연
구』 23, 2013), pp. 10-22. 조선 초기와 달리 조선 중기에 성리학적 삶의 기준이 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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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원림 안의 괴석 역시 이러한 조선 초기의 괴석 애호 현상이 반영된 도
상으로 여겨진다.
  이 외에도 강희안은 『양화소록』에서 ‘화분에서 꽃나무 키우는 법(種盆內
花樹法)’, ‘화분을 배치하는 법(排花盆法)’ 등의 항목을 따로 다룬 바 있다. 
<절매삽병도>에서 작은 화분들이 줄지어 배치된 것은 이러한 조선 초기 
문인들의 원예문화 양상을 반영한 도상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절에서 다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 초기 문인사회에서
는 ‘누정문화’와 ‘북송 사대부의 의식세계’의 영향 등이 서로 맞물리면서, 
당시 관료문인들에게 원림에서의 원예활동이 실제 은일의 대안으로서 주
목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조선 초기 문인들의 전문적인 원예지식 수준이 
높아졌고 화려한 원림의 조성이 성행하였다. 그러나 지나친 화훼 애호로 
인한 폐단이 발생함에 따라 원예활동을 완물상지로 치부하는 부정적 인식
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를 의식한 조선 초기 문인들은 자신들의 원예문화
를 정당화하기 위해 원예활동이 격물치지, 경세제민 등의 유교적 가치와 
경륜(經綸)의 덕목을 함양할 수 있는 활동임을 강조하였다.
  <절매삽병도>에서는 명대 절파식 방우도(訪友圖)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
지 않는 원림(園林) 도상이 강조되었고, 문인들이 중시했던 세한삼우(歲寒
三友)와 삼익지우(三益之友)의 조합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었다. 이는 조선 
초기 당시의 문인들이 생각한 이상적(理想的)인 원림의 모습과 원예활동에 
담긴 은일(隱逸)·출사(出仕)의 복합적 가치가 집약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판
단된다.

해지면서 괴석을 사치스러운 완물(玩物)로 여기고 괴석 애호를 부정적으로 여기는 풍조
가 강해졌다. 조선 중기에 주춤하였던 괴석 애호는 조선 후기부터 다시 적극적으로 향
유되었다. 그러나 고급 괴석에 해당되는 중국의 태호석이 수입된 18세기 이후의 괴석 
애호는 귀족적인 성격으로 흐르게 되어 조선 초기의 괴석 애호와는 성격이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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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전강희안·신부인등필화집(傳姜希顔申
夫人等筆畵集)』에는 강희안(姜希顔, 1417-1464)의 전칭작(傳稱作)으로 전
해지는 <절매삽병도(折梅揷甁圖)>, <소동개문도(小僮開門圖)>, <고사도교
도(高士渡橋圖)>가 포함되어 있다. 
  선행 연구들 중에는 이 세 점의 작가를 강희안으로 상정하고 연구를 진
행한 경우가 많았지만, 작품들 내에 어떠한 제발(題跋)과 관지(款識)도 남
아 있지 않다. 따라서 필자는 <절매삽병도>, <소동개문도>, <고사도교도>
를 강희안의 전칭작으로 비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작가 비정에 대한 체계적인 고증 과정이 반드시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았
다. 기존 연구에서 이미 이 세 점의 작품들이 본래 한 작품이었을 가능성
이 제시된 바 있지만 이를 입증할 근거는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 또한 
<절매삽병도>, <소동개문도>, <고사도교도> 세 점을 종합한 원본 작품의 
구체적인 구도 추정과 전체 주제에 관한 심화된 연구 역시 현재까지 이루
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필자는 선행 연구의 한계점들을 보완하고자 <절매
삽병도>, <소동개문도>, <고사도교도>의 현재 작품 상태, 원본 구도, 작
가, 국적, 제작연대, 주제, 도상 등에 대한 분석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였다.
  <절매삽병도>, <소동개문도>, <고사도교도>를 살펴보면 인물, 가옥 구조
의 표현 방식, 담장·지붕·기단 경사선의 기울기, 화풍 등이 동일하여 세 작
품들이 각각의 독립된 작품이 아니라 한 작품에서 산락된 편화(片畵)들임
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절매삽병도>의 좌측 상부에 일부 남아 있는 
처마부 목구조물(木構造物)을 <소동개문도>의 좌측 상부 모서리에 남아 있
는 가옥의 기단선과 조합해 보면, 산락되기 이전의 원본 작품에는 담장 안
쪽으로 가옥 형태의 건축물이 그려져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아울러 
<고사도교도>에 묘사된 ‘다리를 건너는 고사와 시동(侍童)’ 도상은 <소동
개문도> 속 ‘문을 열어 손님을 맞이하는 시동’ 도상과 자연스럽게 연결된
다. 즉, 작품 속 인물들이 향하고 있는 방향과 가옥 구조를 고려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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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고사도교도> 좌측 상부에 <소동개문도>가 배치되어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산락 이전의 원본 작품은 ‘가옥을 향해 다리
를 건너는 고사와 시동’, ‘대문을 열어 그들을 맞이하는 시동’, 그리고 ‘담
장 안쪽의 가옥과 손님맞이를 준비하는 시동들’로 구성된 그림으로 추정된
다. 이와 같이 세 작품들을 종합하여 원본의 구도를 도출한 결과, 필자는 
원본 작품의 주제를 ‘벗을 방문하는 고사(高士)’로 판단하고 원본 작품의 
제목을 <고사방우도(高士訪友圖)>로 새롭게 명명하였다.
  <고사방우도>의 작가와 국적, 제작연대는 작품들의 세부 양식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파악될 수 있다. 
  <고사방우도>를 강희안의 전칭작으로 상정할 수 없는 근거는 다음과 같
다. 우선 <고사방우도>는 화풍, 구도, 인물, 바위 표현 방식 등에서 강희
안의 다른 전칭작들과 뚜렷한 차이점을 보여준다. 또한 <고사방우도>에 
활용된 절파화풍(浙派畵風)이 명대 궁정화풍의 대표적인 산수화 양식으로 
확립된 시점은 성화(成化)·홍치(弘治) 연간(1465-1505)에 이르는 15세기 
후반 무렵이었으므로 강희안의 활동 시기인 15세기 중엽과 겹치지 않는
다. 따라서 필자는 <고사방우도>를 강희안의 전칭작으로 상정하기 어렵다
고 보았다.
  아울러 <고사방우도>의 전반적인 화풍은 명대 절파화풍에 기반을 두고 
있으나 부벽준(斧劈皴), 정두서미법(釘頭鼠尾法)의 의습선(衣褶線)과 같은 
세부적인 표현에서 조선식으로 변용(變容)된 양식이 확인된다. 따라서 <고
사방우도>의 국적은 조선으로 판단된다. 
  <고사방우도>는 15세기 후반 이후 명대 궁정화풍으로 정착된 절파식 구
도와 화풍을 따르고 있다. 또한 작품 속 부벽준은 15세기 말의 명대 절파
식 부벽준의 영향을 보여준다. 이는 16세기 전반의 광태사학파적인 부벽
준 양식보다 앞선 시기의 양식이며 조선 화단에 유입되어 성행하게 된 시
점은 16세기 초반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고사방우도>에는 16세기 초반의 
의습선 표현이 사용되었다. 이에 근거하여 필자는 작품의 제작연대를 15
세기 중엽이 아닌 16세기 초반으로 비정하였다.
  <고사방우도>는 명대 절파 회화 중에서도 ‘방우(訪友)’를 주제로 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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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들과 구도와 도상 면에서 강한 친연성을 보인다. <고사방우도>에 영향
을 미친 명대 절파식 방우도의 주요 작품들은 대진(戴進, 1388?-1462?)의 
<춘동산수도(春冬山水圖)>, 주단(朱端, 16세기 초 활약)의 <송원한음도(松
院閑吟圖)>, 왕악(王諤, 1488-1501 활약)의 <계교방우도(溪橋訪友圖)> 등
이다. 필자는 <고사방우도>와 명대 절파식 방우도가 지닌 도상상의 친연
성을 근거로 작품의 주제를 ‘방우(訪友)’로 제시하였으며, 아울러 <고사방
우도>의 가옥 안에 ‘벗을 기다리는 주인’의 도상이 묘사되었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고사방우도>의 ‘방우’ 도상은 방우도의 주요 배경으로 그려진 ‘누정(樓
亭)’과 깊은 연관이 있다. <고사방우도>가 제작된 16세기 초반은 훈구파
(勳舊派) 관료문인(官僚文人)들을 중심으로 누정문화(樓亭文化)가 성행한 
시기였으므로 작품 속에 보이는 누정은 16세기 초반 훈구파 관료문인(官
僚文人)의 누정을 묘사한 것으로 여겨진다.
  조선 초기의 누정문화에는 벗을 초대해 원림(園林)을 감상하는 일, 시회
(詩會)를 열어 시문을 짓는 일, 누정기(樓亭記)를 작성하는 일 등 벗과의 
다양한 사교 활동들이 포함되었다. 조선 초기 누정문화에서 ‘벗의 방문’은 
단순한 친목 도모의 수준을 넘어 누정의 가치와 누정 주인의 명망을 높이
는 의미를 지녔다. <고사방우도>에 차용된 ‘방우’ 도상 역시 조선 초기 누
정문화에서 벗의 방문이 지닌 상징적 의미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판단
된다.
  <고사방우도>는 전반적으로 명대 절파식 방우도의 도상과 구도를 따르
고 있으나, 원림(園林) 관련 도상이 강조되었다는 점에서 절파식 방우도와 
차이가 있다. <고사방우도>에서 특징적으로 묘사된 원림 관련 도상은 매
화 가지를 꺾어 병에 넣는 ‘절매삽병(折梅揷甁)’ 도상과 송(松), 죽(竹), 매
(梅), 괴석(怪石), 화분 등이 어우러져 있는 ‘원림 내부(內部)’ 도상이다. 이
러한 원림 관련 도상들은 조선 초기의 이상적(理想的)인 원림의 모습을 담
은 도상이자 명대 절파식 방우도의 조선식 변용(變容)을 시사해 주는 도상
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우선, <고사방우도>의 ‘절매삽병’ 도상은 ‘벗과의 만남’과 ‘은일에 대한 



- 88 -

동경’을 상징하는 도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조선 문인들은 원림의 매화에 
꽃이 피면 벗을 초대하여 시문을 짓고 매화를 감상하는 ‘상매회(賞梅會)’
를 즐겼다. 또한 다수의 조선시대 시문에서 ‘절매(折梅)’는 육개(陸凱, 
198-269) 고사(故事)에 의거하여 ‘벗에 대한 그리움’을 의미하는 시어(詩
語)로 이해되고 있었다. 아울러 조선 문인들의 시문에서 ‘원림의 매화’나 
‘분매’는 ‘은일에 대한 동경’을 의미하는 소재로 활용되었다. 
  <고사방우도>에 특징적으로 묘사된 원예 도상의 경우, 조선 초기의 원
예 문화·사상이 반영된 도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 <고사방우도>가 제작된 
16세기 초반의 조선에서는 당시의 ‘누정문화’와 맞물려 화려한 ‘원예문화’
가 향유되었다. 아울러 ‘북송 사대부의 의식세계(意識世界)’에 영향을 받은 
조선 초기 문인들의 원예에 대한 인식은 크게 ‘은일(隱逸)에 대한 동경’과 
‘격물치지(格物致知)를 통한 경세제민(經世濟民)’으로 나뉘어 형성되었다. 
  한편 조선 초기에는 관료문인들의 원예활동을 완물상지(玩物喪志)와 사
치로 여기는 부정적 인식도 존재하였다. 이를 의식한 관료문인들은 ‘격물
치지’와 ‘경세제민’의 유교적 가치와 이념을 원예 활동에 주입시키고, 화목
(花木)들이 상징하는 유교적 덕목들을 강조함으로써 자신들의 원예 활동에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절매삽병도>에 ‘세한삼우(歲寒三友)’와 ‘삼익지우
(三益之友)’에 해당되는 도상들이 상세하게 묘사된 것 역시 이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여겨진다.
  본 논문의 연구 의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필자는 <절매삽병
도>, <소동개문도>, <고사도교도>의 화풍, 도상, 구도 등을 체계적으로 분
석하고 본 작품들을 여타의 한중(韓中) 회화 작품들과 비교·검토함으로써 
작품의 작가와 국적, 제작연대를 고증하였다. 
  둘째, 필자는 세 점의 단편(斷片)들로 전해지는 <절매삽병도>, <소동개문
도>, <고사도교도>를 종합하여 원본의 전체 구도와 주제를 밝히는 것에 역
점을 두었다. 이로써 산락(散落) 이전의 원본 작품이 명대 절파식 ‘방우(訪
友)’ 도상과 구도를 수용 및 변용한 ‘방우도(訪友圖)’ 유형에 해당됨을 제시
하였다. 이에 기반하여 필자는 원본 작품의 주제가 ‘벗을 방문하는 고사’임
을 밝히고 원본 작품의 제목을 <고사방우도(高士訪友圖)>로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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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필자는 <고사방우도>의 ‘방우(訪友)’ 도상과 ‘원림’ 관련 도상들의 
상징적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작품 제작 당시의 누정문
화(樓亭文化)와 원예문화(園藝文化)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필자는 <고사방우도>가 16세기 초반을 주도한 조선 관료문인들의 문화적, 
사상적 지향과 밀접하게 관련된 작품임을 밝힐 수 있었다.
  필자는 앞으로 제작연대와 작가가 불분명한 회화 작품들에 대해 체계적
인 고증과 감식(鑑識)을 통한 정세(精細)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길 바
라며, 본 논문이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기를 바란다. 아울러 필
자는 원본에서 산락되어 편화들로 전해지는 다른 회화 작품들에 대해서도 
작품 하나에 국한된 개별적인 연구를 넘어, 원본의 전체 구도와 주제, 도
상 등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가 보다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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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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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16세기 전반, 비단에 수묵, 35.2 × 30.7 cm, 국립중앙박물관. 
도 22. 소나무 세부 비교. 좌측부터 傳 강희안(姜希顔), <절매삽병도(折梅
       揷甁圖)>, 15세기 중엽(?), 비단에 수묵담채, 17.9 × 24.2 cm, 국
       립중앙박물관.
       傳 강희안(姜希顔), <강희안필산수도(姜希顔筆山水圖)>, 15세기 
       중엽, 25 × 16.7 cm, 국립중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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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傳 안견(安堅), <강천모설(江天暮雪)>, ≪소상팔경도(瀟湘八景圖)≫
       中, 16세기 전반, 비단에 수묵, 35.2 × 30.7 cm, 국립중앙박물관.
       진재해(秦再奚), <월하취적도(月下吹笛圖)>, 17세기 말, 종이에 채
       색, 99.8 × 56.3 cm, 서울대학교박물관.
도 23. 바위 세부 비교. 상단 좌측부터 傳 강희안(姜希顔), <고사도교도(高
       士渡橋圖)>, 15세기 중엽(?), 비단에 수묵담채, 25.5 × 30.6 cm, 
       국립중앙박물관.
       傳 강희안(姜希顔), <강희안필산수도(姜希顔筆山水圖)>, 15세기 중
       엽, 26.6 × 18.2 cm, 국립중앙박물관.
       하단 좌측부터 傳 안견(安堅), <산시청람(山市晴嵐)>, ≪소상팔경도
       (瀟湘八景圖)≫ 中, 16세기 전반, 비단에 수묵, 35.2 × 30.7 cm, 
       국립중앙박물관.
       傳 안견(安堅), <초동(初冬)>, ≪사시팔경도(四時八景圖)≫ 中, 15
       세기 중엽, 비단에 수묵담채, 35.2 × 28.5 cm, 국립중앙박물관.
       傳 안견(安堅), <산수도(山水圖)>, 15세기, 비단에 수묵, 37.9 ×
       28.5 cm, 서울대학교박물관.
도 24. 나뭇가지 세부 비교. 좌측부터 傳 강희안(姜希顔), <절매삽병도(折
       梅揷甁圖)>, 15세기 중엽(?), 비단에 수묵담채, 17.9 × 24.2 cm, 
       국립중앙박물관.
       傳 강희안(姜希顔), <교두연수도(橋頭烟樹圖)>, 15세기 중엽, 비단
       에 수묵담채, 30 × 23.5 cm, 국립중앙박물관.
       傳 강희안(姜希顔), <청산모우도(靑山暮雨圖)>, 15세기 중엽, 비단
       에 수묵, 29.7 × 21 cm, 간송미술관.
도 25. 인물 세부 비교. 좌측부터 傳 강희안(姜希顔), <절매삽병도(折梅揷
       甁圖)>, 15세기 중엽(?), 비단에 수묵담채, 17.9 × 24.2 cm, 국립
       중앙박물관.
       傳 강희안(姜希顔), <노승도(老僧圖)>, 15세기 중엽, 유리건판(일제
       시대 제작), 30.3 × 25.2 cm, 국립중앙박물관.
       傳 강희안(姜希顔), <북극자미궁도(北極紫微宮圖)>, 15세기 중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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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단에 채색, 151 × 62.6 cm, 일본 천초사(淺草寺).
도 26. 김시(金禔), <동자견려도(童子牽驪圖)>, 16세기 후반, 비단에 채색,  
       111 × 46 cm, 호암미술관.
도 27. 부벽준 세부 비교. 상단 좌측부터 傳 강희안(姜希顔), <고사도교도
       (高士渡橋圖)>, 15세기 중엽(?), 비단에 수묵담채, 25.5 × 30.6 
       cm, 국립중앙박물관.
       傳 이경윤(李慶胤), <유하조어도(柳下釣魚圖)>, 16세기 후반, 비단
       에 수묵담채, 31.2 × 24.9 cm, 고려대학교박물관. 
       김시(金禔), <동자견려도(童子牽驪圖)>, 16세기 후반, 비단에 채색, 
       111 × 46 cm, 호암미술관.
       하단 좌측부터 傳 마원(馬遠), <답가도(踏歌圖)>, 남송(南宋), 12세
       기 말-13세기 초, 비단에 수묵담채, 191.8 × 104.5 cm, 북경 고
       궁박물원(北京故宮博物院).
       주단(朱端), <송원한음도(松院閑吟圖)>, 명(明), 16세기 초, 비단에
       채색, 230.2 × 124.3 cm, 천진시예술박물관(天津市藝術博物館).
도 28. 정두서미법 의습선 세부 비교. 상단 좌측부터 傳 강희안(姜希顔),
       <절매삽병도(折梅揷甁圖)>, 15세기 중엽(?), 비단에 수묵담채, 17.9 
       × 24.2 cm, 국립중앙박물관.
       傳 이상좌, <군현자명(群賢煮茗)>, 15세기 후반, 비단에 수묵담채,
       28.2 × 24.2 cm, 간송미술관.
       하단 좌측부터 傳 마원(馬遠), <고사관폭도(高士觀瀑圖)>, 남송(南
       宋), 12세기 말-13세기 초, 비단에 수묵담채, 25.1 × 26 cm,
       Metropolitan Museum of Art.
       대진(戴進), <삼고초려도(三顧草廬圖)>, 명(明), 15세기 전반, 비단
       에 채색, 172.2 × 107 cm, 북경고궁박물원(北京故宮博物院).
       傳 오위(吳偉), <인물사단권(人物四段卷)>, 명(明), 15세기 후반, 비
       단에 수묵담채, 각 27.4 × 51.8 cm, 상해박물관(上海博物館).
도 29. 왕세창(王世昌), <송음서옥도(松陰書屋圖)>, 명(明), 16세기 초, 
       비단에 수묵담채, 101.7 × 184.2 cm, Freer Gallery of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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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0. 傳 이경윤(李慶胤), <노중상봉도(路中相逢圖)>, ≪산수인물첩(山水
       人物帖)≫ 中, 16세기 후반, 종이에 수묵, 23 × 22.5 cm, 호림박
       물관.
도 31. 부벽준 세부 비교. 좌측부터 傳 강희안(姜希顔), <고사도교도(高士
       渡橋圖)>, 15세기 중엽(?), 비단에 수묵담채, 25.5 × 30.6 cm, 국
       립중앙박물관.
       傳 강희안(姜希顔), <고사관수도(高士觀水圖)>, 15세기 중엽(?), 종
       이에 수묵, 37.6 × 31.3 cm, 국립중앙박물관. 
       김시(金禔), <동자견려도(童子牽驪圖)>, 16세기 후반, 비단에 채색,
       111 × 46 cm, 호암미술관.
       傳 이경윤(李慶胤), <노중상봉도(路中相逢圖)>, ≪산수인물첩(山水
       人物帖)≫ 中, 16세기 후반, 종이에 수묵, 23 × 22.5 cm, 호림박
       물관.
도 32. 의습선 세부 비교. 좌측부터 傳 강희안(姜希顔), <절매삽병도(折梅
       揷甁圖)>, 15세기 중엽(?), 비단에 수묵담채, 17.9 × 24.2 cm, 국
       립중앙박물관.
       傳 이상좌, <군현자명(群賢煮茗)>, 15세기 말, 비단에 수묵담채,
       28.2 × 24.2 cm, 간송미술관.
       傳 이경윤(李慶胤), <노중상봉도(路中相逢圖)>, ≪산수인물첩(山水
       人物帖)≫ 中, 16세기 후반, 종이에 수묵, 23 × 22.5 cm, 호림박
       물관.
       김시(金禔), <선록완월(仙鹿翫月)>, 16세기 후반, 종이에 수묵, 44
       × 28.5 cm, 간송미술관.
도 33. 신잠(申潛), <탐매도(探梅圖)>, 16세기 전반, 비단에 수묵담채,
       43.9 × 210.5 cm, 국립중앙박물관.
도 34. 대진(戴進), <춘유만귀도(春遊晩歸圖)>, 명(明), 15세기 전반, 비단  
       에 수묵담채, 167.9 × 83.1 cm, 대북고궁박물원(臺北故宮博物院).
도 35. 구영(仇英), <춘유만귀도(春遊晩歸圖)>, 명(明), 16세기 전반, 비단  
       에 수묵담채, 167.9 × 83.1 cm, 대북고궁박물원(臺北故宮博物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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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6. 당인(唐寅), <추산행려도(秋山行旅圖)>, 명(明), 16세기 초, 비단에  
       채색, 145.5 × 70.8 cm, 상해박물관(上海博物館). 
도 37-1. 작자미상, <수촌누각도(水村樓閣圖)>, 남송(南宋), 비단에 채색,  
       23.2 × 25.4 cm, 천진시예술박물관(天津市藝術博物館). 
도 37-2. <수촌누각도(水村樓閣圖)> 세부 (가옥의 주인, 시동 표시).
도 38-1. 대진(戴進), <춘동산수도(春冬山水圖)> (2폭), 명(明), 15세기, 비
       단에 수묵담채, 144.8 × 79 cm, Kikuya Collection(菊屋嘉十郞).
도 38-2. <춘동산수도(春冬山水圖)> 중 춘경산수 세부.
도 39-1. 주단(朱端), <송원한음도(松院閑吟圖)>, 명(明), 16세기 초, 비
       단에 채색, 230.2 × 124.3 cm, 천진시예술박물관(天津市藝術博   
       物館).
도 39-2. <송원한음도(松院閑吟圖)>의 ‘가옥으로 향하는 고사’ 세부.
도 39-3. <송원한음도(松院閑吟圖)>의 ‘가옥 내부와 주인’ 세부.
도 40. 왕악(王諤), <계교방우도(溪橋訪友圖)>, 명(明), 15세기 말, 비단에
       채색, 172.1 × 105.8 cm, 대북고궁박물원(臺北故宮博物院). 
도 41. 작자미상, <휴금방우도(携琴訪友圖)>, 명(明), 비단에 채색, 226.5
       × 115 cm, 북경화원(北京畵院).
도 42-1. 작자미상, <회금도(會琴圖)>, 명(明), 비단에 채색, 152 × 95.7
       cm, 상해박물관(上海博物館).
도 42-2. <회금도(會琴圖)>의 세부. 
도 43. 傳 이상좌(李上佐), <월하방우도(月下訪友圖)>, 16세기 중엽, 비단  
       에 채색, 155 × 86.5 cm, 개인 소장.
도 44. 사시신(謝時臣), <절매도(折梅圖)>, 명(明), 선면(扇面), 18.9 × 50  
       cm, 대북고궁박물원(臺北故宮博物院).
도 45. 두근(杜菫), <매하횡금도(梅下橫琴圖)>, 명(明), 15세기 후반, 비단
       에 채색, 207.9 × 109.9 cm, 상해박물관(上海博物館).
도 46-1. 장일정(張一正), <한계재학도(寒溪載鶴圖)>, 명(明), 16세기 중엽,
       비단에 수묵담채, 179 × 106 cm, Beiyuzhai Collection. 
도 46-2. <한계재학도(寒溪載鶴圖)> ‘화분 속 매화’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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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판

도 1. 傳 강희안(姜希顔), <절매삽병도(折梅揷甁圖)>, 15세기 중엽(?), 비단에 수묵담채,  
      17.9 × 24.2 cm, 국립중앙박물관.

도 2.

  

도 3.
도 2. 傳 강희안(姜希顔), <소동개문도(小僮開門圖)>, 15세기 중엽(?), 비단에 수묵담채,
      23.3 × 17.2 cm, 국립중앙박물관.
도 3. 傳 강희안(姜希顔), <고사도교도(高士渡橋圖)>, 15세기 중엽(?), 비단에 수묵담채,
      25.5 × 30.6 cm, 국립중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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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 『이왕가박물관 소장품사진첩 회화지부(李王家博物館所藏品寫眞帖繪畵之部)』
   (1933), <절매삽병도(折梅揷甁圖)> 도판(‘傳 姜希顔 筆 絹本淡彩 折梅揷甁圖 斷片’).

도 5.

  

도 6.
도 5. 『이왕가박물관 소장품사진첩 회화지부(李王家博物館所藏品寫眞帖繪畵之部)』
   (1933), <고사도교도(高士渡橋圖)> 도판(‘傳 姜希顔 筆 絹本淡彩 高士渡橋圖 斷片’).

도 6. 『조선고적도보(朝鮮古蹟圖譜)』 권14(1934), <소동개문도(小僮開門圖)> 도판 
      (‘傳 姜希顔(仁齋) 筆 絹本淡彩 小僮開門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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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 <절매삽병도(折梅揷甁圖)>의 보수 부분
(좌측 상부의 대나무 잎 부분, 좌측 하부 모서리 부분).

도 8. (좌) <절매삽병도(折梅揷甁圖)> 좌측 상부의 목구조물(木構造物) 세부.
           (우) <소동개문도(小僮開門圖)>의 지붕 처마 구조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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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 <소동개문도(小僮開門圖)>의 보수 부분
(좌측 중앙부 나무 부분, 좌측 상부 모서리 부분).

도 10. <소동개문도(小僮開門圖)>의 좌측 상부 모서리 보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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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1. 원본 작품의 가옥 형태 추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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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2. 원본 작품의 전체 구도 추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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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3. 傳 강희안(姜希顔), <고사관수도(高士觀水圖)>, 15세기 중엽(?), 
               종이에 수묵, 37.6 × 31.3 cm, 국립중앙박물관. 

도 14.

         

도 15.
도 14. 傳 강희안(姜希顔), <산수도(山水圖)>, 15세기 중엽(?), 비단에 수묵담채, 96.5 × 

     52.5 cm, 도쿄국립박물관(東京國立博物館) 오구라컬렉션(Ogura Collection).
도 15. 傳 강희안(姜希顔), <누각산수도(樓閣山水圖)>, 15세기 중엽(?), 비단에 채색, 
       79.5 × 45 cm, 교토 개인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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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16. 傳 강희안(姜希顔), <강희안필산수도(姜希顔筆山水圖)> (1건 2점), 15세기 중엽,  
        (좌) 26.6 × 18.2 cm, (우) 25 × 16.7 cm, 국립중앙박물관.

                     

  도 17-1.                        도 17-2.
    도 17-1. 傳 강희안(姜希顔), <교두연수도(橋頭烟樹圖)>, 15세기 중엽, 비단에   
             수묵담채, 30 × 23.5 cm, 국립중앙박물관.
    도 17-2. <교두연수도(橋頭烟樹圖)>의 별지(別紙)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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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18. 傳 강희안(姜希顔), <청산모우도(靑山暮雨圖)>, 15세기 중엽, 비단에 수묵,
          29.7 × 21 cm, 간송미술관.

도 19.

               

도 20.
도 19. 傳 강희안(姜希顔), <노승도(老僧圖)>, 15세기 중엽, 유리건판(일제시대 제작),

        30.3 × 25.2 cm, 국립중앙박물관.
도 20. 傳 강희안(姜希顔), <북극자미궁도(北極紫微宮圖)>, 15세기 중엽, 비단에 채색,

        151 × 62.6 cm, 일본 천초사(淺草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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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1. 가옥 세부 비교. 좌측부터 傳 강희안(姜希顔), <소동개문도(小僮開門圖)>, 15세기  
       중엽(?), 비단에 수묵담채, 23.3 × 17.2 cm, 국립중앙박물관.
       傳 강희안(姜希顔), <강희안필산수도(姜希顔筆山水圖)>, 15세기 중엽, 26.6 × 
       18.2 cm, 국립중앙박물관.
       傳 안견(安堅), <소상야우(瀟湘夜雨)>, ≪소상팔경도(瀟湘八景圖)≫ 中, 16세기
       전반, 비단에 수묵, 35.2 × 30.7 cm, 국립중앙박물관.
       傳 안견(安堅), <동정추월(洞庭秋月)>, ≪소상팔경도(瀟湘八景圖)≫ 中, 16세기
       전반, 비단에 수묵, 35.2 × 30.7 cm, 국립중앙박물관. 

도 22. 소나무 세부 비교. 좌측부터 傳 강희안(姜希顔), <절매삽병도(折梅揷甁圖)>,      
       15세기 중엽(?), 비단에 수묵담채, 17.9 × 24.2 cm, 국립중앙박물관.
       傳 강희안(姜希顔), <강희안필산수도(姜希顔筆山水圖)>, 15세기 중엽, 25 × 16.7 
       cm, 국립중앙박물관.
       傳 안견(安堅), <강천모설(江天暮雪)>, ≪소상팔경도(瀟湘八景圖)≫ 中, 16세기
       전반, 비단에 수묵, 35.2 × 30.7 cm, 국립중앙박물관.
       진재해(秦再奚), <월하취적도(月下吹笛圖)>, 17세기 말, 종이에 채색, 99.8 ×
       56.3 cm, 서울대학교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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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3. 바위 세부 비교. 상단 좌측부터 傳 강희안(姜希顔), <고사도교도(高士渡橋圖)>, 
      15세기 중엽(?), 비단에 수묵담채, 25.5 × 30.6 cm, 국립중앙박물관.
      傳 강희안(姜希顔), <강희안필산수도(姜希顔筆山水圖)>, 15세기 중엽, 26.6 × 
      18.2 cm, 국립중앙박물관.
      하단 좌측부터 傳 안견(安堅), <산시청람(山市晴嵐)>, ≪소상팔경도(瀟湘八景圖)≫
      中, 16세기 전반, 비단에 수묵, 35.2 × 30.7 cm, 국립중앙박물관.
      傳 안견(安堅), <초동(初冬)>, ≪사시팔경도(四時八景圖)≫ 中, 15세기 중엽, 비단
      에 수묵담채, 35.2 × 28.5 cm, 국립중앙박물관.
      傳 안견(安堅), <산수도(山水圖)>, 15세기, 비단에 수묵, 37.9 × 28.5 cm, 서울대
      학교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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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4. 나뭇가지 세부 비교. 좌측부터 傳 강희안(姜希顔), <절매삽병도(折梅揷甁圖)>, 
       15세기 중엽(?), 비단에 수묵담채, 17.9 × 24.2 cm, 국립중앙박물관.
       傳 강희안(姜希顔), <교두연수도(橋頭烟樹圖)>, 15세기 중엽, 비단에 수묵담채, 
       30 × 23.5 cm, 국립중앙박물관.
       傳 강희안(姜希顔), <청산모우도(靑山暮雨圖)>, 15세기 중엽, 비단에 수묵, 29.7 
       × 21 cm, 간송미술관.

도 25. 인물 세부 비교. 좌측부터 傳 강희안(姜希顔), <절매삽병도(折梅揷甁圖)>, 15세기 
       중엽(?), 비단에 수묵담채, 17.9 × 24.2 cm, 국립중앙박물관.
       傳 강희안(姜希顔), <노승도(老僧圖)>, 15세기 중엽, 유리건판(일제시대 제작), 
       30.3 × 25.2 cm, 국립중앙박물관.
       傳 강희안(姜希顔), <북극자미궁도(北極紫微宮圖)>, 15세기 중엽, 비단에 채색, 
       151 × 62.6 cm, 일본 천초사(淺草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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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6. 김시(金禔), <동자견려도(童子牽驪圖)>,
       16세기 후반, 비단에 채색, 111 × 46
       cm, 호암미술관.

도 27. 부벽준 세부 비교. 상단 좌측부터 傳 강희안(姜希顔), <고사도교도(高士渡橋圖)>, 
       15세기 중엽(?), 비단에 수묵담채, 25.5 × 30.6 cm, 국립중앙박물관.
       傳 이경윤(李慶胤), <유하조어도(柳下釣魚圖)>, 16세기 후반, 비단에 수묵담채, 
       31.2 × 24.9 cm, 고려대학교박물관. 
       김시(金禔), <동자견려도(童子牽驪圖)>, 16세기 후반, 비단에 채색, 111 × 46
       cm, 호암미술관.
       하단 좌측부터 傳 마원(馬遠), <답가도(踏歌圖)>, 남송(南宋), 12세기 말-13세기
       초, 비단에 수묵담채, 191.8 × 104.5 cm, 북경고궁박물원(北京故宮博物院).
       주단(朱端), <송원한음도(松院閑吟圖)>, 명(明), 16세기 초, 비단에 채색, 230.2
       × 124.3 cm, 천진시예술박물관(天津市藝術博物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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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8. 정두서미법 의습선 세부 비교. 상단 좌측부터 傳 강희안(姜希顔), <절매삽병도(折
       梅揷甁圖)>, 15세기 중엽(?), 비단에 수묵담채, 17.9 × 24.2 cm, 국립중앙박물관.
       傳 이상좌, <군현자명(群賢煮茗)>, 15세기 후반, 비단에 수묵담채, 28.2 × 24.2
       cm, 간송미술관.
       하단 좌측부터 傳 마원(馬遠), <고사관폭도(高士觀瀑圖)>, 남송(南宋), 12세기 말
       -13세기 초, 비단에 수묵담채, 25.1 × 26 cm, Metropolitan Museum of Art.
       대진(戴進), <삼고초려도(三顧草廬圖)>, 명(明), 15세기 전반, 비단에 채색, 172.2
       × 107 cm, 북경고궁박물원(北京故宮博物院).
       傳 오위(吳偉), <인물사단권(人物四段卷)>, 명(明), 15세기 후반, 비단에 수묵담채, 
       각 27.4 × 51.8 cm, 상해박물관(上海博物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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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29.                                    도 30.
도 29. 왕세창(王世昌), <송음서옥도(松陰書屋圖)>, 명(明), 16세기 초, 비단에 수묵담채,
       101.7 × 184.2 cm, Freer Gallery of Art. 
도 30. 傳 이경윤(李慶胤), <노중상봉도(路中相逢圖)>, ≪산수인물첩(山水人物帖)≫ 中, 
       16세기 후반, 종이에 수묵, 23 × 22.5 cm, 호림박물관.

도 31. 부벽준 세부 비교. 좌측부터 傳 강희안(姜希顔), <고사도교도(高士渡橋圖)>, 
       15세기 중엽(?), 비단에 수묵담채, 25.5 × 30.6 cm, 국립중앙박물관.
       傳 강희안(姜希顔), <고사관수도(高士觀水圖)>, 15세기 중엽(?), 종이에 수묵,
       37.6 × 31.3 cm, 국립중앙박물관. 
       김시(金禔), <동자견려도(童子牽驪圖)>, 16세기 후반, 비단에 채색, 111 × 46 
       cm, 호암미술관.
       傳 이경윤(李慶胤), <노중상봉도(路中相逢圖)>, ≪산수인물첩(山水人物帖)≫ 中,
       16세기 후반, 종이에 수묵, 23 × 22.5 cm, 호림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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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2. 의습선 세부 비교. 좌측부터 傳 강희안(姜希顔), <절매삽병도(折梅揷甁圖)>,      
       15세기 중엽(?), 비단에 수묵담채, 17.9 × 24.2 cm, 국립중앙박물관.
       傳 이상좌, <군현자명(群賢煮茗)>, 15세기 말, 비단에 수묵담채, 28.2 × 24.2
       cm, 간송미술관.
       傳 이경윤(李慶胤), <노중상봉도(路中相逢圖)>, ≪산수인물첩(山水人物帖)≫ 中, 
       16세기 후반, 종이에 수묵, 23 × 22.5 cm, 호림박물관.
       김시(金禔), <선록완월(仙鹿翫月)>, 16세기 후반, 종이에 수묵, 44 × 28.5 cm, 
       간송미술관.

도 33. 신잠(申潛), <탐매도(探梅圖)>, 16세기 전반, 비단에 수묵담채, 43.9 × 210.5
       cm, 국립중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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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4. 대진(戴進), <춘유만귀도(春遊晩歸圖)>, 명(明),
      15세기 전반, 비단에 수묵담채, 167.9 × 83.1
      cm, 대북고궁박물원(臺北故宮博物院).

                           

           도 35.                                                 도 36.
도 35. 구영(仇英), <춘유만귀도(春遊晩歸圖)>, 명(明), 16세기 전반, 비단에 수묵담채,
       167.9 × 83.1 cm, 대북고궁박물원(臺北故宮博物院).
도 36. 당인(唐寅), <추산행려도(秋山行旅圖)>, 명(明), 16세기 초, 비단에 채색, 145.5 ×  
       70.8 cm, 상해박물관(上海博物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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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37-1.                                  도 37-2.
도 37-1. 작자미상, <수촌누각도(水村樓閣圖)>, 남송(南宋), 비단에 채색, 23.2 ×

             25.4 cm, 천진시예술박물관(天津市藝術博物館). 
   도 37-2. <수촌누각도(水村樓閣圖)> 세부 (가옥의 주인, 시동 표시).

  

                도 38-1.                                  도 38-2.
도 38-1. 대진(戴進), <춘동산수도(春冬山水圖)> (2폭), 명(明), 15세기, 비단에 수묵담채,
         144.8 × 79 cm, Kikuya Collection(菊屋嘉十郞).
도 38-2. <춘동산수도(春冬山水圖)> 중 춘경산수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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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39-2. <송원한음도(松院閑吟圖)>의 
             ‘가옥으로 향하는 고사’ 세부.

도 39-1. 주단(朱端), <송원한음도(松院閑吟圖)>, 명(明), 16세기 초, 비단에
         채색, 230.2 × 124.3 cm, 천진시예술박물관(天津市藝術博物館).

도 39-3. <송원한음도(松院閑吟圖)>의
         ‘가옥 내부와 주인’ 세부.

         

     
도 40. 왕악(王諤), <계교방우도(溪橋訪友圖)>, 명(明), 15세기 말, 비단에

          채색, 172.1 × 105.8 cm, 대북고궁박물원(臺北故宮博物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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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41.                                           도 42-1.
도 41. 작자미상, <휴금방우도(携琴訪友圖)>, 명(明), 비단에 채색, 226.5 × 115 cm, 

         북경화원(北京畵院).
  도 42-1. 작자미상, <회금도(會琴圖)>, 명(明), 비단에 채색, 152 × 95.7 cm, 
           상해박물관(上海博物館).

도 42-2. <회금도(會琴圖)>의 세부.

        

      
도 43. 傳 이상좌(李上佐), <월하방우도(月下訪友圖)>, 16세기 중엽,

   비단에 채색, 155 × 86.5 cm, 개인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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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4. 사시신(謝時臣), <절매도(折梅圖)>, 명(明),
      선면(扇面), 18.9 × 50 cm, 대북고궁박물원
      (臺北故宮博物院).

     

      
도 45. 두근(杜菫), <매하횡금도(梅下橫琴圖)>, 명(明), 15세기 후반,

                    비단에 채색, 207.9 × 109.9 cm, 상해박물관(上海博物館).

                  

        도 46-1.                                          도 46-2.
도 46-1. 장일정(張一正), <한계재학도(寒溪載鶴圖)>, 명(明), 16세기 중엽, 비단에 수묵

          담채, 179 × 106 cm, Beiyuzhai Collection. 
도 46-2. <한계재학도(寒溪載鶴圖)> ‘화분 속 매화’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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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Cutting Plum Branches and 

Putting Them into a Vase, Boy Opening a 

Door, and Noble Scholar Crossing a Bridge 

Attributed to Gang Hui’an (1417-1464)

Seohyun Seol

Department of Archaeology and Art Histo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Cutting Plum Branches and Putting Them into a Vase (Jeolmaesapbyeong 

do, 折梅揷甁圖), Boy Opening a Door (Sodonggaemun do, 小僮開門圖), 

and Noble Scholar Crossing a Bridge (Gosadogyo do, 高士渡橋圖) are 

included in Collected Paintings Attributed to Gang Hui’an and Sin 

Saimdang (Jeon Gang Hui’an Sin buin deung pil hwajip, 傳姜希顔申夫人等
筆畵集) in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Previous studies supposed that 

the three paintings were attributed to Gang Hui’an (Kang Hŭian 姜希顔, 

1417-1464). However, despite the fact that there are no inscriptions or seals 

left on the three paintings, the previous studies omitted the investigation on 

who the painter was and when the three works were painted. In ad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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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research has been done on the specific composition and the whole theme 

of the original painting which combines the three paintings into one.

  To make up for these problems, I analyzed in detail the original 

composition, the painter, the nationality, the date of production, the theme, 

and the images of the three paintings. Through this research, I argued that 

Cutting Plum Branches and Putting Them into a Vase, Boy Opening a 

Door, and Noble Scholar Crossing a Bridge were originally the parts of one 

painting produced in the early sixteenth century and the subject matter of 

the original painting was bangwu (訪友, visiting a friend). Accordingly, I 

named the title of the original painting Noble Scholar Visiting a Friend 

(Gosabangwu do, 高士訪友圖). Furthermore, I verified that Noble Scholar 

Visiting a Friend could explain the early Joseon’s embracement and 

adjustment of the Ming Dynasty’s Zhe School (浙派) style within the larger 

context of literati’s leisure activities at scenic pavilions and their gardening. 

  Cutting Plum Branches and Putting Them into a Bottle, Boy Opening a 

Door, and Noble Scholar Crossing a Bridge are basically the same in terms 

of representing the figures and house structures like slopes of the walls, 

roofs, and baselines. This is the major piece of evidence to show that these 

three paintings originally belonged to one painting. Also, by combining the 

eaves of the roof on the upper left side of Cutting Plum Branches and 

Putting Them into a Vase and the baselines of the house in the upper left 

corner of Boy Opening a Door, it can be inferred that the original painting 

had a house inside the wall before the three paintings were separated. In 

addition, the images of a scholar and a young servant in Noble Scholar 

Crossing a Bridge are naturally connected to the image of a boy greeting 

guests in Boy Opening a Door. To sum up, the original painting might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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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sed of “a scholar and a young servant crossing a bridge toward a 

house,” “a boy opening the door to welcome them,” and “two boys in the 

garden preparing for reception of guests.”

  According to the detailed analysis of the styles of Cutting Plum Branches 

and Putting Them into a Vase, Boy Opening a Door, and Noble Scholar 

Crossing a Bridge, it is hard to affirm these three paintings as the works of 

Gang Hui’an who was active in the middle of fifteenth century. The main 

style of Cutting Plum Branches and Putting Them into a Vase, Boy 

Opening a Door, and Noble Scholar Crossing a Bridge is the early Zhe 

School style which was established as the Ming court’s representative 

landscape style during the reigns (1465-1505) of the Chenghua (成化) and 

the Hongzhi (弘治) emperors. Considering that the Zhe School style of the 

Ming court was embraced by Joseon after the late fifteenth century, it is 

highly improbable that Gang Hui’an created the three paintings in the 

middle of the fifteenth century. In addition, the nationality of Cutting Plum 

Branches and Putting Them into a Vase, Boy Opening a Door, and Noble 

Scholar Crossing a Bridge can be assumed to be Joseon Korea because 

these paintings show the Joseon style adapted out of the Zhe School style 

in the expression of the axe-cut texture strokes (斧劈皴) and the drapery of 

the clothes. 

  The axe-cut texture strokes in Noble Scholar Crossing a Bridge show the 

influence of the late fifteenth century’s Zhe School style, which came in 

and prevailed in Joseon in the early sixteenth century. These axe-cut texture 

strokes show the earlier style than those in Lofty Scholar Contemplating 

Water (Gosagwansu do, 高士觀水圖), which was re-evaluated as a sixteenth 

century painting. Therefore, it can be argued that the three paintings were 

painted in the early sixteenth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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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fore being separated into three paintings, the original painting is 

regarded to follow the composition and images of the Zhe School painters’ 

Bangwu do (訪友圖), whose theme is “visiting a friend.” The “Visiting a 

Friend” paintings generally have the following compositional elements: a 

scholar heading toward a house, a house as a destination, and a host inside 

the house. Therefore, it is possible to infer that the original painting, Noble 

Scholar Visiting a Friend, might have the image of “a host waiting for a 

guest inside the house.” The symbolic meaning of “visiting a friend” in the 

original painting is deeply related to that of the nujeong (樓亭, pavilion) 

which is commonly described as the background of Bangwu do. In Noble 

Scholar Visiting a Friend, the nujeong is described as a luxurious tile-roofed 

house with a splendid garden and young servants. Accordingly, the nujeong 

is considered to reflect high-ranking officials’ leisure activities in the early 

sixteenth century Joseon. At that time, Joseon’s high-ranking officials 

enjoyed various social activities with friends, appreciating gorgeously 

decorated gardens, holding “poetry gatherings (sihoe, 詩會),” and writing 

“essays on pavilions (nujeong gi, 樓亭記).” Friends’ visit to a nujeong had 

the effect of raising the value of the nujeong and the reputation of the 

nujeong’s owner. The friends who visited the nujeong praised its gorgeous 

scenery and portrayed it as a space reflecting the hermitic aspect of its 

owner longing for seclusion. Noble Scholar Visiting a Friend seems to 

represent the symbolic meaning of the nujeong. 

  Noble Scholar Visiting a Friend mostly follows the archetype of the Zhe 
School painters’ paintings of the same subject. However, the images of 

“cutting plum branches and putting them into a vase (jeolmaesapbyeong, 折
梅揷甁)” and the garden with a pine tree, a bamboo, a plum tree, an oddly 
shaped rock, and potted plants are differentiated from “Visiting a Friend” 

paintings by Ming Zhe school masters. It is noteworthy that the garden in 
Cutting Plum Branches and Putting Them into a Vase is depicted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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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objects such as “Three Friends of Winter (Sehansamu, 歲寒三友)” 
and “Three Beneficial Friends (Samikjiu, 三益之友),” which serve to convey 

the symbolic meaning of Confucian values to the Joseon literati. The image 
of “cutting plum branches and putting them into a vase” symbolizes the 
gathering of friends and the longing for seclusion. To support this, I 

suggested the historical records that “the gathering to appreciate plum 
blossoms (sangmaehoe, 賞梅會)” was well established in the early Joseon 
period. In addition, the expression “cutting a plum branch (jeolmae, 折梅)” 

signified the longing for a friend based on Lu Kai (陸凱, 198-269)’s story. 
Furthermore, the Joseon literati generally considered plum blossoms in the 
garden to be the symbol of the longing for seclusion.

  
  The meaning of the gardening image in Cutting Plum Branches and 
Putting Them into a Vase can be understood within the context of the 

flourish of horticulture, as such horticultural publications as Yanghwasorok 
(養花小錄, 1474) suggest. The gardening culture of the early Joseon period 
was influenced by Korean literati’s horticultural pursuits and their leisure 

activities at famous pavilions. The early Joseon literati’s horticultural 
pursuits, largely inspired by Northern Song men of culture, were divided 
into two parts: “the longing for seclusion” and “the idea of governing a 

nation and providing relief to people (gyeongsejemin, 經世濟民) through 
gaining knowledge by the study of things (gyeokmulchiji, 格物致知).” These 
two horticultural pursuits, summarized as seclusion (eunil, 隱逸) and entering 

the government service (chulsa, 出仕), were not contradictory but 
complementary. In general, the early Joseon literati built gardens as 
substitutes for their reclusive lives. On the other hand, some literati tended 

to regard horticultural activities as wanmulsangji (玩物喪志, indulging too 
much in what one likes and losing one’s sense of purpose). While being 
aware of the danger of gardening, they legitimized their horticultural 

activities by granting Confucian values to plants and rocks. Accordingly, 
various images of trees, plants, and an oddly shaped rock in Cutting P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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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ches and Putting Them into a Vase can be understood as the symbols 
connoting the Confucian values and reflecting the horticultural pursuits of 

the early Joseon literati.

  In this study, I argued that Cutting Plum Branches and Putting Them into 

a Vase, Boy Opening a Door, and Noble Scholar Crossing a Bridge were 

not painted by Gang Hui’an in the middle of fifteenth century but in the 

early sixteenth century. I also argued that the composition and images of 

the original painting were derived from those of “Visiting a Friend” 

paintings by Ming Zhe school masters. Furthermore, I closely examined how 

“Visiting a Friend” paintings gained popularity in the early Joseon period 

during which horticultural pursuits by scholars and officials flourished and 

their leisure activities at scenic pavilions reached a peak. 

Keywords : Gang Hui’an (姜希顔), Cutting Plum Branches and Putting 

Them into a Vase (Jeolmaesapbyeong do, 折梅揷甁圖), Boy Opening a 

Door (Sodonggaemun do, 小僮開門圖), Noble Scholar Crossing a Bridge 

(Gosadogyo do, 高士渡橋圖), Noble Scholar Visiting a Friend (Gosabangwu 

do, 高士訪友圖), the Zhe School (浙派), a painting of “Visiting a Friend” 

(Bangwu do, 訪友圖), the culture of enjoying leisure activities at scenic 

pavilions (Nujeongmunhwa, 樓亭文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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