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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목계(牧谿[목계법상(牧谿法常)], 13세기 후반에 활동)는 중국의 남송시대(南

宋時代, 1127-1279)를 대표하는 화가이다. 그는 동양회화사를 개관할 때 반드

시 거론되는 인물이다. 여러 동양회화사 개설서는 목계가 선사(禪師) 무준사범

(無準師範, 1177-1249)의 제자로 ‘육통사(六通寺)의 선종화파(禪宗畵派)’를 개창

했으며 중국에서 평가 절하된 반면 일본에서 상찬(賞讚)되었다고 설명하고 있

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목계에 대한 서술과 인식은 20세기 초 오카쿠라 텐신(岡

倉天心[오카쿠라 카쿠조(岡倉覚三)], 1863-1913) 등이 ‘선종 미술사’ 담론을 형

성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게 된 근대 미술사의 산물이다. 그렇다면 역사적 존재

로서 목계는 본래 어떤 인물이었을까? 선종 미술사라는 관점에서 목계를 설명

하기 이전에 중국과 일본에서 목계와 그의 그림들은 어떻게 수용되고 평가되

었을까? 선종 미술사가 정립되는 과정에서 목계에 대한 담론은 어떻게, 나아가 

왜 변화된 것일까? 필자는 이 연구의 각 장을 통해 이와 같은 질문에 대답하

고자 하였다.

  첫 번째로 이 연구는 남송시대의 목계와 관련된 기록을 토대로 목계의 원형

을 추적해보았다. 이를 통해 필자는 목계는 촉(蜀) 출신으로 추정되지만 무준

사범의 제자나 선승화가였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오히

려 목계가 활동한 장이상(長耳相) 지역은 다양한 불교의 종파와 문화가 교류했

던 곳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곳은 고려(高麗, 918-1392)의 대각국사(大覺國師) 

의천(義天, 1055-1101)이 화엄종(華嚴宗)의 배우기 위해 유학을 올 정도로 국

제적이고 황실 친화적인 지역이었다. 이러한 목계의 활동 배경을 고려할 때 주

목되는 글이 바로 황제 이종(理宗, 재위 1224-1264)의 「천축광대영감관음전

기(天竺廣大靈感觀音殿記)」이다. 이 글은 몽골의 침략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

에서 백의관음(白衣觀音)이 다양한 모습으로 응신(應身)하여 중생을 구원해주기

를 바라는 마음을 유불(儒佛) 융합적 입장에서 작성된 것이다. 황제가 남긴 이 

글은 목계가 활동했던 13세기 중·후반 서호(西湖) 주변에서 유행했던 관음 신

앙의 단면을 보여준다. 나아가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당대(當代)를 대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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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禪師)였던 무준사범이 남긴 「관음대사」 찬문은 목계가 <관음원학도(觀

音猿鶴圖)>를 그리기 이전에 이미 관음이 원숭이, 학과 같은 영모(翎毛)의 모습

으로 응신한다는 발상이 존재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관음의 응신 사상이 서호 

전반에 걸쳐 종파를 넘어 유행하고 있었던 상황을 고려할 때 쿄토(京都) 다이

토쿠지(大德寺)에 소장되어 있는 <관음원학도>에 그려진 원숭이와 학은 다양한 

모습으로 화현(化現)하는 관음의 속성을 동물로 묘사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특

히 촉 출신이었던 목계는 출신지 특유의 일품적(逸品的) 수묵 기법, 전통적 영

모 도상(圖像), 괘축(掛軸)의 대형 불화 등의 회화적 전통을 종합하였다. 그 결

과 목계는 이종의 글에서도 강조되었던 관음의 세 가지 측면, 즉 지혜(智慧), 

자비(慈悲), 청정(淸淨)을 <관음원학도>라는 작품으로 시각화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 이 연구는 원대부터 청대에 이르기까지 목계의 작품이 어떻게 수

용되고 인식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원대(元代, 1260-1368)에 작성된 화사서

(畵史書) 중에는 목계를 비판적으로 서술한 경우도 확인된다. 그러나 이는 실

제 그림을 감상하고 작성한 기록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작성된 서술을 답습하고 

편집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평가였다. 작품을 실제로 감상하고 제화시(題畵詩)를 

남긴 인물들은 유불도(儒佛道)의 다양한 맥락에서 목계 회화를 수용하였다. 이

처럼 수용자의 관심사나 가치관에 따라 유연하게 감상 태도가 변화될 수 있었

던 것은 제작 당시 목계의 활동 배경이 지니고 있던 문화적 다양성과 융합성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14세기 전반부터 이미 일본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

고 있던 목계 회화는 명대(明代, 1368-1644)에 이르러 독특한 변화를 보여주

었다. 송원대(宋元代)에는 기록이 전무하다시피 했던 ‘화훼잡화(花卉雜畵)’ 작품

에 대한 기록이 중국과 일본 양국에서 15세기 중반 이후로 급증한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이러한 변화는 일본에서 다도(茶道) 문화가 발달하면서 

토코노마(床の間)에 걸어둘 카케모노(掛物)로 각종 과일이나 야채를 그린 목계

의 ‘과자도(菓子圖)’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

키기 위해 기존에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목계의 <화훼잡화권> 모본(摹本)이 다

량으로 제작되었다. 이 과정에서 목계 회화의 독창적인 화의(畵意)가 심주(沈

周, 1427-1509), 이일화(李日華, 1565-1635), 사사표(査士標, 1615-1698)에게

까지 영감을 준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를 거치며 청대(淸代, 1644-1912)에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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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는 화조화의 명수로서 『개자원화전(芥子園畵傳, 1701)』제3집에 이름을 올

리기까지 하였다. 또한 목계의 인기가 증가하면서 팽온찬(彭蘊璨, 19세기 활동)

은 그의 『역대화사휘전(歷代畵史彙傳, 1882)』에서 목계를 기이한 선승화가로 

윤색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중국의 목계 회화 수용양상은 목계가 중국에서

도 상당한 평가를 받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주는 동시에 일본의 수요가 역으

로 중국의 인식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세 번째로 이 연구는 <관음원학도> 및 다이토쿠지 탑두(塔頭)인 료코인(龍光

院)에 소장되어 있는 <율시도(栗枾圖)>를 중심으로 일본에서 목계의 회화가 어

떻게 수용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무로마치시대(室町時代, 1336-1573)에 

<관음원학도>는 아시카가(足利) 쇼군가의 카이쇼(會所)에서 아시카가 가문을 표

상하는 권력의 상징으로 활용되었다. 이 과정에서 목계 회화는 쇼군이라는 최

고의 권력자가 향유했던 특별한 카라모노(唐物)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당시 문화계 전반으로 확산되었다. 한편 <관음원학도>를 아시카가 쇼군의 권력

을 표상하는 상징으로 이해했던 사회적 인식은 에도시대(江戸時代, 

1600-1868)로 이어져 아시카가 쇼군의 소장품이 아니었던 목계 회화까지도 일

괄하여 아시카가 쇼군가의 ‘히가시야마 고모츠(東山御物)’로 기록될 정도로 강

력한 것이었다. 또한 <관음원학도>는 카이쇼를 카라모노(唐物)로 장식할 때 벽 

중앙에 존상(尊像)을, 양쪽에 협시(脇侍)와 같이 영모를 배치하는 것을 애호했

던 아시카가 쇼군의 취향에 매우 부합되는 그림이었다. 이후 이러한 아시카가 

쇼군의 취향이 사회적으로 확산되면서 일본인들은 실내를 장식할 목적으로 카

라모노 그림을 구할 때 이와 유사한 구성을 취할 수 있도록 작품을 수입하거

나 주문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관행은 훗날 역으로 그 원류였던 <관음원학

도>마저도 일본에서 조합된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무로마치시대 

이후 일본에서 보편화된 관행이었다. 한편 다이토쿠지의 소장품이 된 후 <관음

원학도>는 사찰 내부 행사 및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바쿠료(曝凉)의 공개 행사

에서 활용되었다. 이때 다이토쿠지에서는 <관음도>를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원

학도>를 다른 작품과 함께 사용하였는데 이 또한 훗날 <관음원학도>의 각 폭

이 개별적으로 존재하였다는 인식이 형성되는데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다

이토쿠지에서 작품의 사용례 중 주목되는 것은 사찰 신년 행사인 슈쇼에(修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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會)이다. 슈쇼에의 마지막 날 참회를 마치고 개산(開山)인 대등국사(大燈國師) 

슈호 묘초(宗峰妙超, 1282-1337)를 모신 운몬안(雲門庵)에서 새해의 첫 다회

(茶会)를 가질 때 벽에 걸려있던 그림이 바로 목계의 백의관음도(白衣觀音圖)

였다. 이처럼 목계의 관음도를 다회에서 사용한 것은 15세기 이전부터 일본의 

선림(禪林) 내부에 존재해왔던 오랜 관행으로 소장처의 특성에 따라 목계 회화

를 수용하는 양상이 달라지는 것이 확인된다.

  한편 <율시도>는 <율도(栗圖)>와 <시도(柹圖)>의 한 쌍으로 전해져 왔다. 문

헌상 가장 이른 기록은 1571년에 나타나지만 이보다 앞서 카노 모토노부(狩野

元信, 1476-1559)가 제작한 <율도>가 있어 16세기 전반에 이미 이와 같은 작

품이 존재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목계의 <율시도>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

면 료코인 <율시도>의 최초 소장자로 알려진 요우카 쿄쿠안(養花曲庵, 16세기 

활동)이 또 다른 <율시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 그림은 카노

파가 모본을 제작했으며 이노우에(井上) 후작(侯爵)이 소장했던 것으로 오늘날 

쇼코쿠지(相國寺)에 소장되어 있는 ‘제2의 율시도’였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이

본(異本)의 존재를 통해 16세기에 그만큼 목계의 화훼잡화 그림이 많이 유통되

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과자다탕(菓子茶の湯)’이 발달했던 센노 리큐(千利休, 

1521/22-1591)의 시대에 특히 감사의 뜻을 전하는 다회(茶会)에서 목계의 <율

시도>는 매우 적절히 활용될 수 있는 소품이었다. 이후 <율시도>는 목계의 화

훼잡화를 애호했던 다인(茶人) 츠다 소규(津田宗及, ?-1591)의 소장품이 되었

으며 1612년 소규의 차남이었던 코게츠 소간(江月宗玩, 1574-1643)을 통해 료

코인으로 들어갔다. 코게츠 소간과 교류한 쇼카도 쇼조(松花堂昭乘, 

1584-1639), 카노 탄유(狩野探幽, 1602-1674)가 <율시도>와 유사한 수묵화훼

(水墨花卉)를 남겨 이들이 료코인의 밋탄(密庵) 다실에서 <율시도>를 감상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밋탄 다실을 설계한 코보리 엔슈(小堀遠州, 1579-1647)

의 미학이 집성된 『중흥명물기(中興名物記[추코메이부츠키])』는 카케모노 중 

료코인의 <율시도>를 첫 번째로 소개하였다. 이처럼 <율시도>는 다인들의 명성

에 힘입어 다도명물구(茶道名物具)로 인식되어 왔다. 반면 에도시대의 보다 대

중적인 기록을 살펴보면 <관음원학도>에 비해 <율시도>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

였다는 것이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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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째로 이 연구는 일본에서 에도시대까지 형성되어 온 <관음원학도>와 

<율시도>의 수용방식이 20세기 초반 선종 미술사를 만나 급격히 변화해 간 양

상과 원인을 살펴보았다. 이 시기에 활동한 오카쿠라 텐신은 동양 정신의 핵심

이 불교의 선종 사상에 있으며 이것은 인도나 중국에서는 잊힌 반면 일본에서

만 계승되었다는 담론을 발전시켰다. 그의 이론은 일본 정부의 근기보물조사

(近畿宝物調査, 1884-1888) 사업, 『진미대관(眞美大觀[신비타이칸], 

1899-1908)』 등 신비쇼인(審美書院)을 통한 전집류 도서의 간행, 국보(国宝) 

제도의 도입과 지정 등을 통해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이때 목계는 오

카쿠라의 이론에 부합되는 화가로 각광을 받았다. 『진미대관』제1권에 목계의 

<관음원학도>가 소개된 것은 이러한 인식을 잘 반영한다. 그런데 <관음원학도>

는 자유롭고 호방한 화풍으로 일본에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되었던 기이한 선

승의 대표작으로는 걸맞지 않은 작품이었다. 이에 일본에서는 1910년대 이후로 

새로운 화풍의 창시자로서 목계를 설명하기에 가장 부적합한 <관음도>를 <원

학도>와 분리시키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는 무로마치시

대부터 ‘관음’과 ‘원학’을 분리시켜 기록하고 사용했던 일본의 전통에 힘입은 

동시에 메이지시대(明治時代, 1868-1912)에 간행된 각종 도록이 세 폭을 한꺼

번에 재현할 수 없었던 출판 상의 기술적 한계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이후

로 여러 서적에 <관음원학도>의 세 폭 중 일부만이 도판으로 수록되기도 하였

다. 이러한 인식은 제도와 학설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먼저 <관음원학도>의 국

보 등록은 <관음도>와 <원학도>가 별도로 이루어져 당시 이 작품을 분리시켜 

이해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계에서도 목계의 작품이 일본에서 조합되었

다는 ‘이종배합(異種配合)’ 이론이 등장하며 이 이론은 정설화 되었다.

  <율시도>의 경우 일본에서는 유일하게 아이미 코우(相見香雨[아이미 시게이

치(相見繁一)], 1874-1970)가 집필한 『군방청완(群芳清玩[군포세이간], 191

3)』에 선종화(禪宗畵)의 대표작으로 소개되었다. 아이미는 이 그림을 선종화의 

정신이 담긴 목계의 대표적인 소축(小軸)으로 소개하였다. 『군방청완』을 본 

독일의 학자 오토 퀴멜(Otto Kümmel, 1874-1952)과 에른스트 그로세(Ernst 

Grosse, 1862-1927)는 각각 저서 Die Kunst Ostasiens (1921)와 Die 

Ostasiatische Tuschmalerei (1922)에 <율시도> 또는 <시도>의 도판을 수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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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여기서 <율시도>를 보게 된 아서 웨일리(Arthur Waley, 1889-1966)는 

저서 Zen Buddhism and Its Relation to Art (1922) 및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Chinese Painting (1923)에서 목계를 ‘선종화’의 창시자로 설명

했으며 선종화의 대표작으로 <시도>만을 소개하였다. 이후 <시도>는 서양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게 되었다. 이것은 에도시대까지 일본에서 <율시도>가 늘 

함께 사용되었으며 <시도>보다는 <율도>가 예술가들의 관심을 받았던 것과는 

대조적인 현상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군방청완』의 집필자인 아이미가 선

종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서구인들과 유럽에서 직접 접촉한 후 텐신

의 영향을 받은 신비쇼인에서 활동한 인물이라는 사실이다. 단순한 다도구였던 

소품을 갑자기 선종화의 정수로 부각시켜 서술한 것은 분명 선종화에 대한 당

시의 뜨거운 관심을 아이미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엔소(円相)로 대표되

는 간결한 묵선(墨線)의 원형적 표현이 선종화로 각광받았던 서구에서 이와 유

사한 시각적 특성을 지닌 <시도>는 자연스럽게 선종화의 정수를 간직한 고화

(古畵)로 받아들여졌다. 즉 서구인들의 선종화에 대한 관심 속에서 간행된 

『군방청완』에 소개된 <시도>는 서구인들에게 알려지는 과정 속에서 명작이

라는 새로운 지위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필자는 목계의 그림이 ‘중국에서 잊힌 선종의 정수’를 담은 독특한 그림이라

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목계의 그림은 시대마다 다른 맥락에서 수

용되었다. 그러나 이는 특별한 의도에 기초한 담론에 따른 변화만은 아니다. 

목계의 작품은 수용하는 사람의 관심사에 따라 새롭게 이해될 수 있었다. 이러

한 변용은 문화 활동 전반에서 흔히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특히 목계

의 회화 작품들은 본래부터 융합적인 성격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그림이 수

용되는 구체적인 맥락에 따라 더욱 다양한 모습으로 발현될 수 있었다. 목계와 

그의 회화 세계가 지니고 있었던 다층적인 성격은 역사 속에서 흥미로운 문화

적 현상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주요어 : 목계(牧谿), 선종화(禪宗畵), 관음원학도(觀音猿鶴圖), 율시도(栗枾圖), 

카라모노(唐物)

학  번 : 2015-22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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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 외국인의 인명과 지명은 국립국어원 외래어 표기법을 원칙으로 하되 일본의 경우 

예외를 두어 음소적 표기(phonemic transcription)에 따른 원음주의 표기법을 보충

적으로 적용한다.

    1. 청음(淸音)과 탁음(濁音)의 구별을 위해 어두, 어중, 어말의 위치와 무관하게 

일괄해 거센소리로 표기한다.

    2. 규정이 부재한 ダ행(行)의 요음(拗音)의 경우 ジ행의 요음에 준해 처리한다.

    3. ツ의 경우 ‘츠’로 표기한다.

• 서명, 작품명은 일괄하여 한자의 한국식 독음을 사용한다.

• 이 논문에 소개된 저술 중 한글로 작성되지 않은 글은 모두 필자가 번역하였다. 중

역한 경우나 번역서를 재인용한 경우 이를 명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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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문제의식과 연구사

목계(牧谿[목계법상(牧谿法常)], 13세기 후반에 활동)는 중국 남송시대(南宋

時代, 1127-1279)를 대표하는 화가이다.1) 주요 동아시아회화사 개설서에는 목

1) 목계의 생몰년은 밝혀지지 않았다. 필자는 다음의 내용을 토대로 목계의 활동기가 

구체적으로는 1260년대 이후부터 1294년 이전까지라고 추정한다. 현재 목계가 그

린 것으로 알려져 있는 작품 중 관기(款記)가 있는 것은 남송의 연호인 함순(咸淳, 

1265-1274)이 사용되었다. 쿄토(京都) 다이토쿠지(大德寺)에 소장되어 있는 <호도

(虎圖)>와 개인 소장의 <이원원택도(李源円沢圖)>에 적힌 함순기사(咸淳己巳, 1269)

의 관기가 대표적이다(도 2-2, 2-3, 12-1, 12-2). 대만 타이페이(臺北) 국립고궁박

물원(國立故宮博物院)에 소장되어 있는 <사생권(寫生卷)>에도 함순개원(咸淳改元, 

1265)의 관기가 남아있다(도 4-1, 4-2). 이들 작품이 목계의 진작이라고 확언하기

는 어렵다. 그러나 중·일 양국에서 함순연간을 목계와 결부시킨 것은 우연의 일치

로 볼 수 없다. <호도>에는 아시카가 요시미츠(足利義滿, 1368-1408)가 1394년부터 

사용한 법호(法號)인 ‘천산(天山)’의 백문방인(白文方印)이 있어 14세기 말 이후 전

해진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사생권>에 대한 가장 이른 기록은 욱봉경(郁逢慶, 

17세기 활동)의『속서화제발기(續書畵題跋記, 1634)』이다. 즉 늦어도 17세기 전반 

중·일 양국에서 목계의 활동 시기가 함순연간으로 규정될 만한 근거가 존재했다. 

한편 오태소(吳太素, 14세기 활동)의 『송재매보(松齋梅譜, 1351)』에는 목계가 지

원(至元, 1264-1294)연간에 사망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함순연간이 지원연간에 포

함되는 기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전 기록상 목계는 함순연간에 활동하였고 지원

연간에 사망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필자는 활동시기의 하한선을 중심으로 목계의 

생몰년을 검토하였다. 목계가 활동한 시기의 상한선에 대해서는 海老根聰郞, 「牧谿

の生涯」, 五島美術館 編, 『牧谿: 憧憬の水墨画』(東京: 五島美術館, 1996), pp. 

88-90 참조. 언계광문(偃谿廣聞, 1189-1263)의 찬문이 적힌 <현자화상도(蜆子和尙

圖)>를 목계의 진작으로 본다면 목계에 대한 기록은 1263년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

간다(도 13). 이 찬문이 1250년대부터 60년대 사이에 작성되었다는 선행연구로 

Max Loehr, “Chinese Paintings with Sung Dated Inscriptions,” Ars Orientalis 

4 (1961), pp. 220-284; 五島美術館 編, 같은 책, p. 24.



2

계가 중국에서는 거의 잊힌 반면 일본에서 매우 상찬(賞讚)되었던 ‘선승화가(禪

僧畵家)’로 그림 속에 자유로운 ‘선(禪)’의 정신을 담아냈다고 서술되어 있다.2) 

제임스 캐힐(James Cahill)과 리처드 반하트(Richard Barnhart)의 중국회화사 

서술은 특히 이를 잘 보여준다.

13세기의 선종화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항저우(杭州) 인근의 

산 속에 위치한 사찰, 특히 육통사(六通寺)였다. 육통사의 지주였던 목계

는 [쿄토(京都)] 토호쿠지(東福寺) 소장 정상(頂相)에 묘사된 선사(禪師) 

무준사범(無準師範)의 제자이자 가장 위대한 선승화가였다. 중국에서는 

목계에게 걸맞은 관심과 존경이 한 번도 주어지지 않았다. 반면 현전하는 

목계의 작품과 그의 전칭작은 대부분 일본에서 전해지며, 일본에서 목계

는 시대를 불문하고 최고의 대가로서 인식되어 왔다.3) 

송대 말기 선화(禪畵, 선종화)의 만개는 분명히 선종(禪宗) 혹은 적어도 

불교의 예술적 현상의 놀라운 예이다. (…) 큰 사찰들에서는 (…) 화가들

2) 이 논문은 목계가 선승화가였다는 통념을 재고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하의 논의에

서 목계를 선종과 관련해 서술하는 것은 필자의 견해가 아닌 선행연구의 주장 또는 

당대의 수용 맥락에 따른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 특히 중국회화사에서 ‘화승(畵僧)’

이 활동, 화풍, 수용 등의 측면에서 여타의 화가와 크게 구별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

기되었다. 대표적으로 Marsha Weidner, “Fit for Monk’s Quarters,” Ars Orientalis 

37 (2009), pp. 49-77; James Cahill, “Continuations of Ch’an Ink Painting into 

Ming-Ch’ing and the Prevalence of Type Images,” Archives of Asian Art 50 

(1997/1998), pp. 17-41. 다만 한국과 일본은 화승의 활동에 특수성이 존재했다. 그렇

다고는 해도 그 중에서 선승화가가 특별히 구분될 수 있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스럽다. 

  따라서 이 논문은 ‘선승화가’ 또는 ‘선종화(禪宗畵)’라는 용어를 다음과 같은 의미로 

한정시켜 사용하였다. 선승화가는 ① 선종 교단에 소속되어 활동한 화가나 ② 실제로

는 선종과 무관하나 선종 교단과 관련된 맥락에서 수용된 화가를 지칭한다. 후자의 경

우 ① 선종 교단의 행사에서 사용되었거나 ② 선승화가가 제작하였거나 ③ 실제로는 

선종과 무관하게 제작되었으나 선종과 관련된 맥락에서 수용된 작품을 지칭한다.

3) Cahill, Chinese Painting (Geneva: Skira, 1960), p.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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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회 관습에서 벗어나고 괴팍스러운 것을 긍지로 삼으며, 더 거칠고 

더 자유로운 사회에서 살았던 사람들이다. (…) 목계(牧溪)는 이러한 전통

을 완벽하게 구현했다. 그는 (…) 전형적인 선화 양식으로 보이는 단순 간

결하며 재빠른 묵화를 보여주었다.4)

  상기한 두 편의 인용문은 오늘날 동아시아회화사의 목계에 대한 보편적 인

식을 명징하게 드러낸다. 그러나 이와 같이 목계를 이해하는 태도는 지극히 현

대적이며 특히 20세기 이후 일본과 서양의 상호 타자적 시각에서 태동된 ‘선종 

미술사(zen art history)’라는 특수한 담론을 바탕으로 형성된 것이다. 무엇보다

도 이러한 서술은 목계가 활동했던 남송 당시의 ‘역사적(歷史的)’ 목계뿐만 아

니라, 목계 사후 13세기에서 19세기까지의 장구한 기간에 걸쳐 중국과 일본에

서 각각 형성되었던 근대 이전의 ‘수용사적(受容史的)’ 목계와도 큰 차이가 있

는 것이다. 이처럼 역사적 목계와 수용사적 목계, 오늘날 널리 알려져 있는 목

계가 각기 상이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5) 본래 역사적 존재

로서 목계는 어떠한 인물이었을까? 선종 미술사라는 관점에서 목계를 설명하

기 이전에 중국과 일본에서 목계와 그의 그림들은 어떻게 수용되고 평가되었

을까? 선종 미술사가 정립되는 과정에서 목계에 대한 담론은 어떻게 또는 왜 

변화된 것일까? 

  필자는 이 논문의 각 장을 통해 이와 같은 질문에 대답하여 목계와 그의 회

화가 수용된 역사적 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제Ⅱ장에서 필자는 목계 활

동기인 함순(咸淳, 1265-1274) 전후의 문헌사료를 토대로 역사적 존재로서의 

목계를 재고할 것이다. 이후 제Ⅲ장, 제Ⅳ장에서 목계가 사후에 중국과 일본에

서 각각 어떻게 인식되고 사용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수용사적 목계를 정리하고

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 역사적 목계와 수용사적 목계가 20세기에 성

립된 선종 미술사로 포섭되는 과정에서 어떤 변화를 거쳐 현재와 같은 인식으

4) 리처드 반하트, 「오대와 송대의 회화」리처드 반하트 외 4인, 『중국회화사 삼천

년』, 정형민 옮김(학고재, 1999), pp. 133, 136.

5) 여기서 ‘목계’는 실존적 존재로서의 인물을 의미하기보다는 목계라는 인물과 그의 

작품에 대한 이미지[像]로서의 추상적 개념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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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귀결되었는지를 확인할 것이다.

목계 회화의 수용 양상 전반을 논의하기에 앞서 필자는 먼저 목계에 대한 

연구사를 정리하고자 한다. 목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진

행되어 왔다. 먼저 20세기 전반까지는 주로 일본에 전하는 목계의 전작(全作) 

및 문헌사료의 정리가 이루어졌다.6) 이 시기의 연구는 일본의 연구자, 일본을 

통해 목계를 수용했던 구미의 연구자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토대로 오

늘날 미술사의 서술 체계 내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목계에 대한 서술 방향이 

확립되었다. 20세기 초반의 사가 토슈(佐賀東周)와 후쿠이 리치키로(福井利吉

郎), 타니 신이치(谷信一), 타나카 토요조(田中豊藏)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이들

의 연구는 중국에서 목계가 높이 평가되지 못했으나 일본에서 목계의 그림 속

에 담긴 ‘선종화’로서의 가치를 알아보았으며 이를 일본의 화가들이 계승하였

다는 견해를 토대로 하였다.7)

먼저 1920년 사가는 목계의 활동 기록이 전해지는 임안(臨安, 오늘날의 항

저우) 육통사(六通寺)와 관련된 승려 화가들을 ‘육통사파(六通寺派)’로 규정하였

다. 목계는 이 육통사파의 개조(開祖)이며 모쿠안(默庵, 14세기 활동) 등 일본 

화가들이 목계의 계승자라는 것이 사가의 설명이다.8) 1922년 아서 웨일리

6) 목계는 작품뿐 아니라 주요 전기사료인 오태소의 『송재매보(松齋梅譜)』 또한 일

본에서 전해져 왔다. 이 사료는 20세기 초반 후쿠이 리키치로와 아이미 코우(相見

香雨)를 통해 발굴되었다. 『송재매보』의 발굴 과정에 대해서는 福井利吉郎, 『福

井利吉郎美術史論集』中(東京: 中央公論美術出版, 1999), pp. 389-416; 相見香雨, 

「牧渓玉澗伝新史料ー元人呉太素『松齋梅譜』に就いて」, 『日本美術協会報告第三

次』36(1935); 玉蟲敏子, 「江戸の古画趣味と日本の美術史学ー宗達「平家納經」補修

設と牧谿伝根本資料『松齋梅譜』の出現をめぐって」, 木下直之　 編,　 『講座日本美術

史』第六卷: 美術を支えるもの(東京: 東京大学出版会, 2005), pp. 275-311, 특히 pp. 

290-297 참조. 『송재매보』는 이후 일본에서 총 4종의 판본이 확인되었으며 시마

다 슈지로(島田修二郎)의 교감을 거쳐 영인본으로 출간되었다. 吳太素 著, 『松齋梅

譜』, 島田修二郎 解題・校定(広島: 広島市立中央図書館, 1988).

7) ‘남화(南画)’라고 표현되기도 하였다. 대표적으로 「牧溪筆白衣觀音圖」, 『國華』

265(1912), pp. 311, 316-317; 金原省吾, 『東洋美術文庫』第三巻:　牧谿(東京: アト

リエ社, 1939), 第二章 및 第三章.

8) 佐賀東周, 「六通寺派の画家」, 『支那学』1(1920), pp. 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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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hur Waley)는 육통사파 이론을 서구에 소개하였다. 그 결과 사가의 연구

는 특별한 ‘선승화가’로서 목계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

다.9) 후쿠이는 1930년대부터 1940년대에 걸쳐 중국의 화사류(畵史類) 서적에 

보이는 목계에 대한 비평을 집대성하여 중국에서 목계가 높이 평가받지 못했

던 배경을 분석하였다.10) 타니는 근세 초기 일본의 목계에 대한 기록을 정리하

여 중국과는 대조적으로 일본인들이 오랫동안 목계에 관심을 가졌다는 점을 

강조하였다.11) 특히 이 시기에는 목계의 대표작으로 쿄토(京都) 다이토쿠지(大

德寺)에 소장되어 있는 <관음원학도(觀音猿鶴圖)>를 오늘날 전해지는 것과 같

이 이른바 ‘다이토쿠지 삼폭대(大德寺 三幅對, Daitokuji Tryptych)’의 구성으

로 조합한 것은 원작자인 목계가 아니라 작품을 소장해 온 일본인들이라는 주

장이 제기되었다(도 1). 대표적으로 1943년 타나카는 다이토쿠지 삼폭대와 같

이 이질적인 주제의 도상을 홀수로 결합시킨 구성을 ‘이종배합(異種配合)’이라

는 용어로 개념화하기까지 하였다. 타나카는 이종배합을 통해 일본에서 목계를 

독창적으로 수용했다고 주장했다.12)

9) Arthur Waley, Zen Buddhism and Its Relation to Art (London: Luzac, 1922). 

20세기 중반 이후 일본의 연구자들은 사가의 ‘육통사파’ 이론을 더 이상 따르지 않

았던 반면 구미의 개설서는 사가의 서술을 지속적으로 소개하였다. 일본에서 이 견

해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Nancy Wey, “Mu-ch’i and Zen 

Painting” (Ph. D.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Chicago, 1974), p. 3; 육통사

와 관련해 목계를 소개한 대표적인 구미의 중국미술사 개설서로는 Cahill, 앞의 책 

참조.

10) 福井利吉郎, 『水墨画』(東京: 岩波書店, 1933); ―, 「極東第一の畵―牧谿畵」, 

『塔影』11(1935); ―, 「牧谿一滴」第一章, 『美術硏究』135(1944a), pp. 35-79; 

―, 「牧谿一滴」第二章, 『美術硏究』136(1944b), pp. 110-131.

11) 谷信一, 「牧谿畵誌ー中世に於ける支那畵の鑑賞の一節」, 『美術硏究』43(1935), 

pp. 297-307.

12) 田中倉琅子, 「牧谿閑話」, 『美術硏究』130(1943), pp. 117-126. 이러한 견해는 

이듬해 후쿠이에 의해 반박되었으나 1980년대까지는 타나카의 학설이 우세했던 것

으로 보인다. 후쿠이의 반박은 福井, 앞의 논문(1944a); ―, 앞의 논문(1944b) 참조. 

앞서 소개한 캐힐의 개설서도 이종배합설을 따른 것이다. 이를 통해 20세기 중반까

지 타나카의 주장이 학계에서 보편적이었다는 점이 확인된다. 한편 이와 관련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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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계의 회화가 수용되는 과정에서 일본의 역할을 강조한 위와 같은 인식은 

20세기 초반 선(禪)을 부각시키고자 했던 일본과 구미의 동양미술사 담론 형성 

과정과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경향을 주도한 오카쿠라 텐신(岡倉天心[오카쿠

라 카쿠조(岡倉覚三)], 1863-1913)은 ‘송(宋)의 예술이 이룩한 위대한 성과, 특

히 선의 사상이 지닌 강렬한 순수함이 중국 본토에서 몽골에 의해 파괴된 반

면, 일본은 아시카가(足利)의 무로마치시대(室町時代, 1336-1573)를 거치며 오

히려 이를 계승, 발전시켰다’고 역설하였다.13) 오카쿠라는 여러 저술 및 강연에

서 아시아의 철학을 집대성한 선종(禪宗)은 일본이라는 국가의 성격과 그 예술

의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상이라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아시아에서 오

직 일본만이 이러한 선의 이상을 유지해왔다는 논의를 전파하였다.14) 즉 20세

키오 리핏(Yukio Lippit)은 타나카의 학설이 일본에서 <관음원학도>가 국보로 지정

되는 과정에까지 영향을 끼쳤다고 추정하였다. Yukio Lippit, “Seer of Sounds: 

The Muqi Triptych,” in Crossing the Sea: Essays on East Asian Art in Honor 

of Professor Yoshiaki Shimizu, ed. Gregory P. A. Levine et al.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2), pp. 243-267 참조.

13) 이러한 흐름은 오카쿠라 개인에 국한되지 않는다. 파리에서 활약하며 자포니즘

(japonism)의 확산을 주도한 미술상 하야시 타다마사(林忠正, 1853-1906)는 20세기 

초 일본 및 구미의 미술사학자들에게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며 그들의 연구를 지원

하였다. 오카쿠라와 하야시 등의 인물들은 미술사 서술을 통해 세계 속에서 일본의 

국가적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목적의식을 공유하였다. 이 중에서도 오카쿠라는 

국제적 활약과 제도적 참여를 통해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오카쿠라 외 인물의 구체적 활동 양상은 제Ⅴ장 참조.

14) 岡倉天心, 「東洋の理想」, 『岡倉天心全集』第一卷(東京: 平凡社, 1980), p. 90. 영

어로 작성되었던 원문의 초판은 Okakura Kakuzō, The Ideals of the East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Art of Japan (London: J. Murray, 1903). 오카쿠라는 

1904년 9월 미국 세인트루이스(St. Louis) 국제박람회(World’s Fair)에서 진행된 강

연, 미국 보스턴미술관(Museum of Fine Arts, Boston)에서 활동하며 인도, 중국, 

일본의 역사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논고들의 경우 무로마치시대는 중국에서 사라진 

송대의 예술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동양미술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까지 평가

하였다. Okakura, “Modern Problems in Painting,” in Collected English Writings 

2 (Tokyo: Heibonsha Limited, Publishers, 1984), pp. 68-69; ―, “Notes by and 

Concerning Okakura, Housed at the Museum of Fine Arts, Bosto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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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동양의 사상과 문화에서 일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했던 근대적 기획

에 따라 선종 예술의 가치를 인식하고 발전시킨 유일한 존재로서 일본의 역할

이 주목되었던 것이다.15) 중국의 ‘선승화가’로 일본에서 폭발적 인기를 누렸다

는 점에서 목계는 이와 같은 담론이 주장하고자 하는 이론에 이상적으로 부합

하는 화가였다.16) 이에 따라 20세기 전반 목계에 대한 연구는 중국과는 달리 

일본에서 목계가 찬상(讚賞)되었다는 입장을 기조(基調)로 삼았다.17)

Collected English Writings 3 (Tokyo: Heibonsha Limited, Publishers, 1984), p. 

376.

15) 근대기 구미와 일본의 학계가 선종 미술을 미술사 담론으로 포섭시킨 과정에서 

오카쿠라의 영향과 역할에 대해서는 Gregory P. A. Levine, “Critical Zen Art 

History,” Journal of Art Historiography 15 (2016), pp. 1-30, 특히 12-15 참조; 

장진성, 「사무라이, 다도(茶道), 선불교-서양인이 본 일본의 미」, 『외부에서 본 

아시아의 미』(2019 발간 예정) 참조.

16) 20세기 전반에는 목계의 법휘(法諱)인 ‘법상(法常)’이라는 이름을 지닌 다른 승려

의 기행에 대한 기록이 목계의 전기 사료로 오인되기도 하였다.『國華』122(1889), 

p. 31; 尚美会 編, 「牧谿筆、觀音及猿猴圖二幅（國寶）大德寺藏」, 『名画精鑒』

(東京: 尚美会, 1917). 특히 『명화정감』의 경우 <관음원학도>는 목계의 가장 유명

한 작품이지만 ‘기이한 선승이었던 목계의 특성’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서술하기

도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 논문, 제Ⅴ장 제1절 참조. 기행을 행하던 선승 법상

이 화가인 목계와 무관하다는 내용을 강조한 것은 후쿠이였다. 福井, 앞의 책, pp. 

35-36; 목계 외에 ‘법상’을 법휘로 하는 승려들의 여러 기록에 대해서는 Wey, 앞

의 논문, pp. 11-17 참조.

17) 20세기 전반 미술사 전문 서적 및 잡지의 간행으로 널리 알려져 있던 아트리에사

(アトリエ社)의 대규모 전집류 도서인 『東洋美術文庫』 시리즈에서 특히 이런 경향

이 두드러진다. 책의 중반부에 목계는 14세기 전반 일본에서 양해(梁楷, 13세기 활

동), 졸옹(卒翁, 13세기 활동), 장사공(張思恭, 13세기 활동) 등 여타의 중국 화가에 

비해 두드러진 평가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목계의 그림이 16세기 후반에는 다

도에서 사용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16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전반에 이르는 기간 

동안 가격도 크게 변동되지 않았다고 서술되었다. 흥미롭게도 저자의 목계에 대한 

종합적 서술 태도는 위와 같은 사료의 객관적인 내용과 불일치하였다. 각 장은 ‘고

요한 화격’을 가진 목계의 그림은 중국에서 악평을 받았지만 일본인의 취향에 부합

되었기 때문에 일본 고유의 가치관에 기초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결론에 도달하

였다. 특히 목계의 그림은 송대의 다른 화가와는 달리 ‘원대에 비로소 발달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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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계 연구의 또 다른 축을 차지하는 두 번째 연구 경향은 상술한 초기의 

연구에서 제기되어 온 내용을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20세기 

중·후반에는 목계가 중국에서도 상당한 평가를 받고 있었다는 정반대의 연구

가 많이 이루어졌다. 1974년 낸시 웨이(Nancy Wey)는 목계에 대한 최초의 종

합적 영문 연구를 진행하며 목계에 대한 중국에서의 비평이 적대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었으며, 목계가 선종화파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종파에 속하는 도

석 화가들과 폭넓게 연결되어 있었다고 주장하였다.18) 한편 1984년 스즈키 케

이(鈴木敬)는 저장(浙江) 지방에서 목계가 지역적 명성을 누리고 있었을 가능

성을 뒷받침 해주는 사료를 소개하였다.19) 1990년대 전후 오가와 히로미츠(小

川裕充)는 목계에 대한 당시까지의 연구 동향을 총람(總攬)하였다. 오가와는 목

계가 중국에서도 잘 알려져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양식 분석을 통해 목계

의 그림이 화조화와 산수화의 제(諸) 분야에 있어서 선대(先代)의 예술적 성과

를 집대성한 ‘고전주의적’인 작품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20)

중국에서 목계가 잊히거나 비판 일변도의 악평을 받지 않았다는 재검토 작

업에서는 특히 도석적(道釋的) 성격 대신 문인 문화와 관련된 부분이 강조되었

다.21) 캐힐과 샤오진 우(Xiaojin Wu)는 중국과 대만에 현전하는 목계의 전칭 

남화(南画)의 경향을 미리 예견한 것’으로 ‘중국에서 이를 알아보지 못해 목계를 높

이 평가하지 못했으나 일본에서는 아직 남화를 경험하기 전에 그 가치를 알아보았

다’는 해석이 책 전체의 결론으로 제시되었다. 金原省吾, 『東洋美術文庫』第三卷:　
牧谿(東京: アトリエ社, 1939), 第二章 및 第三章 참조.

18) Wey, 앞의 논문, pp. 16-45.

19) 鈴木敬, 『中國繪畵史』中之一: 南宋・遼・金(東京: 吉川弘文館, 1984), pp. 208-223.

20) 小川裕充, 「牧谿: 古典主義の変容(上)」, 『美術史論叢』4(1988), pp. 95-111; ―, 

「黄筌六鶴図壁画とその系譜(上): 薛稷‧黄筌‧黄居寀から庫倫旗一号遼墓仙鶴図壁画を

経て徽宗‧趙伯驌‧牧谿‧王振鵬·浙派‧雪舟‧狩野派まで」, 『国華』1165(1992), pp. 

7-22; ―, 「中国画家牧谿」, 五島美術館 編, 앞의 책, pp. 91-101; Ogawa 

Hiromitsu, “The Chinese Painter Muqi,” Memoirs of the Research Department 

of the Toyo Bunko 57 (1999), pp. 33-59; 小川, 「黄筌六鶴図壁画とその系譜(下): 

薛稷‧黄筌‧黄居寀から庫倫旗一号遼墓仙鶴図壁画を経て徽宗‧趙伯驌‧牧谿‧王振鵬·浙派

‧雪舟‧狩野派まで」, 『国華』1297(2003), pp. 7-25.

21) ‘문인’ 또는 ‘문인화’라는 개념이 지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많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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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을 통해 명대(明代, 1368-1644)에 심주(沈周, 1427-1509), 이일화(李日華, 

1565-1635) 등이 화풍의 혁신을 꾀하는 데에 목계의 그림이 영향을 끼쳤다고 

논의하였다(도 4, 도 5).22) 유키오 리핏(Yukio Lippit)은 ‘백의관음(白衣觀音)’으

로 인식되어 온 <관음원학도>의 존상(尊像)이 남송시대 재가신도로 활동한 유

학자들 사이에서 수행의 이상이었던 관자재(觀自在)라는 재해석을 시도하였

다.23) 마샤 와이드너(Marsha Weidner)도 원대(元代, 1260-1368) 전후 선종 

사원에서의 예술 활동이 지닌 성격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문인 등 세속의 다

양한 인사들에게 우호적으로 수용되었던 화승으로 목계를 조명하였다.24)

이와 같은 두 번째 흐름은 1990년대 이후 주목되고 있는 ‘비판적 선종 미술

사(critical zen art history)’의 신경향과 관련이 깊다. 비판적 선종 미술사는 

현재와 같은 선종 미술에 대한 인식이 근대 이전에 성립된 일본의 전통적 인

식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근대기에 서구와 일본이 상호작용하며 미술사라는 근

제가 제기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Cahill, “Confucian Elements in the Theory of 

Painting,” in Confucianism and Chinese Civilization, ed. Arthur F. Wright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4; 1975), pp. 77-102. 필자 또한 이러

한 문제의식에 동의하며 ‘문인’ 또는 ‘유교’라는 개념을 미술사 서술에서 사용할 때 

보다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이 논문의 범위를 넘

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다루지 않는다. 이 논문에서 필자가 이러한 표현을 사

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목계에 대한 기존의 인식이 선종과 관련된 맥락을 지

나치게 강조했기 때문이다. 필자는 목계가 선승화가였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동시에 이후 중국에서 목계 회화의 수용 양상 또한 선종이나 불교에 국한되지 않

고 미술사에서 통념적으로 ‘문인 문화’ 또는 ‘유교 문화’로 서술되어 온 대상으로까

지 확장되었다는 점을 다루고자 한다. 따라서 필자는 ‘문인’의 경우 주된 활동 배경

이 도석 문화와 무관한 인물을 지칭할 때 주로 사용하며 ‘문인화’의 경우 이러한 

인물들의 그림으로 도석적 요소가 중심을 이루지 않는 작품을 의미한다. ‘유교’ 또

는 ‘유교적’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로 비도석적 성격이 중심이라는 취지로 사용하고

자 한다.

22) Cahill, 앞의 논문(1997/1998), pp. 17-41; Xiaojin Wu, “Muromachi Ink Bird 

and Flower Paintings” (Ph. D. dissertation, Princeton University, 2011), pp. 

41-50.

23) Lippit, 앞의 논문.

24) Weidner, 앞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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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 학문을 정립시켜 나가는 특수한 과정 속에서 형성된 것이라고 평가한

다.25) 메이지시대(明治時代, 1868-1912) 일본은 서구와 대비되는 국가적 정체

성의 확립을 필요로 하였다. 미술사의 영역에서 이것은 오카쿠라가 설파했듯 

선종 미술과 수묵화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귀결되었던 것이다. 20세기 전반기에 

이루어진 목계에 대한 초기의 미술사 연구의 기초가 이러한 사상적 토양 위에

서 성립되었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후 목계에 대한 재검토가 다

각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이는 선종 미술사 담론에 내재된 문제에 대한 구체적

이고 적극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26)

따라서 이 논문은 선종 미술사라는 담론의 성립 과정이 지닌 특수성을 보다 

25) Levine, 앞의 논문. Levine은 다음과 같은 논저를 비판적 선종 미술사의 대표적인 

선행연구로 소개하였다. Robert E. Sharf, “The Zen of Japanese Nationalism,” in 

Curators of the Buddha: The Study of Buddhism under Colonialism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5), Chapter 3; Bernard Faure, Visions of 

Power: Imagining Medieval Japanese Buddhism, trans. Phyllis Brook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6); Faure, ed. Chan Buddhism in 

Ritual Context (London: Routledge, 2003). 일본 중세 수묵화와 관련해서는 특히 

시마오 아라타(島尾新)의 셋슈(雪舟等楊, 1420-1506) 연구가 주목된다. 시마오는 셋

슈에 대한 일본의 전통적 개념 및 논의가 근대화된 ‘미술 공인 체계’ 속으로 통합

되어가는 과정을 논의하였다. 島尾新, 「雪舟画伝来資料近代編(稿)」, 『天開圖畵』

2(2000), pp. 45-63.

26) Levine은 다음과 같은 논고가 비판적 선종 미술사와 같은 입장에서 목계를 이해

하였다고 보았다. 海老, 앞의 논문; 小川, 앞의 논문(1988; 1996); Ogawa, 앞의 논

문; Levine, 앞의 논문, n 73에서 재인용. 한편 스즈키는 옥간약분(玉澗若芬, 13세

기 활동)이 선승이 아니라 천태종(天台宗) 승려라는 점을 밝혀냈다. 이는 오늘날 

‘선종화’로 불리는 수묵화풍의 그림이 선승의 전유물이 아니라 여러 종파에 해당하

는 다양한 승려들의 작품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鈴木, 「玉澗若芬試論」, 

『美術硏究』236(1964), pp. 79-92. Wey는 목계의 주석(駐錫) 사찰을 율종(律宗) 

사찰이라고 주장하며 목계가 선승이었다는 선행연구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Wey의 

줒아은 비판적 선종 미술사의 연구 경향과 가장 가까운 입장에서 목계를 검토했다

고 볼 수 있다. 필자는 제Ⅱ장 제2절 제2항과 제3절에서 목계의 주석 사찰에 관한 

문제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관음원학도>의 의미를 재고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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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고려하여 목계를 다시 한 번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

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작품은 다이토쿠지에 소장되어 있는 <관음

원학도>와 동사(同寺) 탑두(塔頭)인 료코인(龍光院)에 소장되어 있는 <율시도

(栗枾圖)>이다(도 3).27) 20세기 전반까지 축적되어 온 목계의 수용 태도와 인

식이 미술사의 영역으로 내면화되는 과정에서 두 작품은 각기 상이한 변화 과

정을 거치며 극명한 대비를 이루기 때문이다. 전자에 대한 이해가 19세기까지 

존재했던 일본의 고유한 인식을 근대화시키는 과정에서 일본 스스로 발전시켰

던 내재적 결과물이라면 후자에 대한 이해는 서구라는 외계에 대응하는 과정

에서 19세기까지 성립되어 온 인식과 결별하며 새로이 형성되었던 외재적 결

과물이기 때문이다.

27) <율시도>는 <율도(栗圖)>와 <시도(枾圖)>의 두 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늦어도 아

즈치․모모야마시대(安土桃山時代, 1568-1603) 이래 일본에서 대폭(對幅)으로 사용되

어 왔다. 20세기 들어 서구에서 후자만이 주목을 받으며 Persimmons 또는 Six 

Persimmons 등으로 명명되었다. 특히 국내에서는 <육시도(六枾圖)>라는 제목이 즐

겨 사용되었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작품의 역사적 표기법을 염두에 두고 <율시도

(栗枾図)>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자 한다. 특별히 개별 작품을 언급하고자 할 경우 

일본의 전통 표기에 맞게 각각 <율도>, <시도>로 언급할 것이다. 영문으로 제목을 

표기해야 할 경우 가급적 Persimmons로 통일하되 필요한 경우 Six Persimmons의 

표기를 사용한다. <율시도>의 제목이 변화해 온 과정과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내용

은 제Ⅴ장 제2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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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 내용과 연구 시각

제Ⅱ장에서 필자는 오늘날 동양미술사에서 목계를 설명하는 가장 보편적인 

세 가지 핵심어, 즉 ‘촉승(蜀僧)’, ‘선승화가’, ‘무준사범(無準師範, 1177-1249)’이 

목계의 활동기인 함순 전후의 사료에서 검증 가능할 수 있는 내용인지의 여부

를 재검토하고자 한다. 이는 언제 작성된 어떠한 기록을 기초로 하여 목계를 

오늘날과 같이 이해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그 신빙성을 밝히고자 함이다. 

목계는 14세기부터 이미 중국과 일본 양국에 기록이 전하기 때문에 필자는 이

들을 교차 검증하는 방식을 통해 보다 신뢰할 만한 사료와 그 내용이 무엇인

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송재매보(松齋梅譜, 1351)』, 『불

감선사어록(佛鑑禅師語錄, 1251)』, 『허당록(虚堂錄, 1269)』, 『함순임안지(咸

淳臨安志, 13세기)』, 『도회보감(圖繪寶鑑, 1366)』을 비롯해 중국에서 작성된 

기록과 <불조정전종파도(佛祖正伝宗派圖[붓소쇼덴슈하즈], 1382)>, 『어물어화

목록(御物御畵目錄[고모츠온에모쿠로쿠], 15세기)』, 『군대관좌우장기(君台観左

右帳記[쿤다이칸소초키], 1476년 이후)』, 『공화일용공부약집(空華日用工夫略

集[쿠게니치요쿠후랴쿠슈], 1388년 이전)』 등 일본에서 작성된 기록을 검토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역사적 목계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통해 필자는 기존의 선종 미술사에서 주

목받지 못했던 목계의 다른 측면을 살펴볼 것이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목계가 

선승이었다고 확언하기 어려우며 고향인 촉(蜀, 오늘날 쓰촨성(四川省)), 활동지

로 추정되는 임안의 장이상항(長耳相巷) 지역이 지니고 있는 문화적 특성을 보

다 면밀히 검토하고자 한다. 목계가 활동했던 남송시대의 불교계는 통념과 달

리 매우 세속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지금까지 목계의 사상적 배경으로 지적

되었던 남송 선원(禪院)뿐 아니라 당시 불교의 제(諸) 종단(宗團)은 종파 간의 

교류를 넘어서 불교 외부 인사들과도 적극적으로 유대관계를 형성하였다. 목계 

또한 이러한 남송 불교계의 융합적인 흐름과 무관하지 않은 인물이었다. 특히 

그의 출생지인 촉은 유불융합(儒佛融合) 또는 삼교일치(三敎一致)의 경향을 강

하게 드러냈던 지역이다. 목계의 주석(駐錫) 사찰은 화엄종(華嚴宗)이 융성했던 

국제적 사찰인 고려사(高麗寺) 주변이라는 점도 이와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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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목계의 회화를 이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세속과 동떨어진 선원에

서 공안(公案)의 시미(猜謎)에 천착하는 선기성(禪機性)이 아니다. 목계의 활동

은 오히려 남송 말기의 보다 주류적인 흐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필자는 촉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었던 선사(禪師)였던 무준사범, 임안 지역

에서 가장 영향력 있었던 권력자인 남송 황제 이종(理宗, 재위 1224-1264)의 

글을 근거로 <관음원학도>의 새로운 해석적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제Ⅲ장에서 필자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보다 확장시켜 목계의 수용과 관련해 

주목해야 할 문화적 집단은 선행연구에서 강조된 육통사파의 선승화가가 아니

라 문인, 도학자(道學者) 등 불교계 외부의 인물들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

다. 제Ⅱ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목계는 선종에 경도된 인물이 아니라 남송의 

보편적인 흐름에 속했던 화가이다. 출생 배경 및 활동 배경의 영향으로 목계는 

불교뿐 아니라 유교를 비롯한 중국 문화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소화력을 배태

(胚胎)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보편성과 융합성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목계의 

그림은 수용자의 관심사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감상될 수 있었다. 특히 원대

부터 청대(淸代, 1644-1912)까지 목계는 잊히지 않고 강남(江南) 지방을 중심

으로 화조․영모화(花鳥翎毛畵)의 명수로 이름을 알렸다. 

이를 논증하기 위해 필자는 먼저 원대의 경우 목계의 그림을 직접 감상한 

인물들과 이들이 작성한 제화시(題畵詩)의 내용을 분석할 것이다. 목계의 그림

들 중 특히 노안(蘆雁)은 몽골 지배의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았던 문인들 사이

에서 적극적으로 애호되며 객관적(客觀的) 상관물(相關物)로 기능하였다. 이외

에도 다양한 화제(畵題)의 회화 작품이 기록되어 있어 원대까지 목계의 그림이 

중국에서도 상당량 수용되었다는 것을 추단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 논문은 

원대의 화사서(畵史書)를 서로 비교하여 이것이 실제 목계의 그림을 보고 남긴 

평가가 아니라 선대의 평론 태도를 답습하고 계승하는 중국 문인들의 전통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을 밝힐 것이다.

다음으로 필자는 목계 회화에 대한 일본의 폭발적인 수요에 영향을 받아 명

대와 청대를 거치며 중국에서도 목계가 새로운 관점에서 수용될 수 있었다는 

해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중국과 대만에 현전하는 목계 전칭의 화훼잡화(花卉

雜畵) 수권(手卷)은 명대에 심주, 이일화 등 중국 화단을 대표하는 인사들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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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수용되었다. 그 영향으로 청대에 이르면 『개자원화전(芥子園畵傳, 1701)』

제3집, 화사서『역대화사휘전(歷代畵史彙傳, 1882)』에서 목계는 화조․영모화를 

대표하는 명수 또는 기이한 선승화가로 소개되는 등 재평가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마련했던 목계의 화훼잡화권과 관련해 필자가 새롭게 주목하고

자 하는 부분은 이들 중 상당수가 명대에 제작되었다는 점이다. 남송시대부터 

원대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기록에는 목계의 전칭작 중 화훼잡화로 볼 만한 선

례가 극히 드물다. 목계의 화훼잡화에 대한 초기의 기록은 16세기 전반의 일본

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당시 일본의 다도계(茶道界)에서 실내를 장식하기 위

해 목계의 화훼잡화 그림을 필요로 했던 상황과 관련이 깊다. 즉 16세기 일본

의 목계 회화에 대한 수용 양상이 초래한 변화가 명·청대 이래 중국에서 목계

가 수용되는 방식까지도 규정하였던 것이다.

다음으로 제Ⅳ장에서 이 논문은 <관음원학도>와 <율시도>를 중심으로 메이

지시대 이전까지의 일본에서 목계가 어떻게 수용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관음원학도>는 카마쿠라시대(鎌倉時代, 1185-1333) 후반의 이른 시기에 

이미 『허당록』 등을 통해 목계가 알려져 있었던 일본에 전래되어 있었다. 특

히 14세기 중반부터 16세기 중반까지의 무로마치시대에는 쿄토의 아시카가(足

利) 쇼군가(將軍家), 즉 당대 최고의 권력자이자 수장자의 적극적인 수장활동을 

통해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었다. 이후 현재의 소장처인 다이토쿠지에서 <관음

원학도>를 소장하게 된 이후에도 아시카가의 수용태도가 선승, 화가, 일반인 

등 다양한 수용자의 인식에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전세(傳世) 과정을 고려해 

필자는 먼저 근세 초기의 문화적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쇼군가가 <관음원학

도>를 어떻게 수용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쇼군과 긴밀히 

교유했던 기도 슈신(義堂周信, 1325-1388)의 일기인 『공화일용공부약집』, 

『음량헌일록(蔭凉軒日錄[인료켄니치로쿠], 15세기)』, 『각저집(刻楮集[코쿠초

슈], 1469년경)』 등 일본 승려들의 기록과 쇼군의 소장품 목록인 『어물어화

목록』, 『군대관좌우장기』 등을 검토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필자는 먼저 

아시카가 쇼군이 카이쇼(會所)라는 공간 또는 행사를 통해 <관음원학도>를 비

롯한 목계의 그림을 권력 표상의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다. 다

음으로는 이종배합, 즉 중앙에 도석적 존상(尊像)을 두고 양옆에 협시(脇侍)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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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조․영모화를 배치하는 <관음원학도> 특유의 조형성이 아시카가 쇼군가의 취

향에 부합했을 가능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15세기에 아시카가 쇼군가 소장품의 

구성은 극적으로 변화하였다. 필자는 이러한 변환이 무로마치시대에 쇼군가를 

중심으로 <관음원학도>의 조형논리, 즉 이종배합과 같은 형태로 여타의 카라모

노(唐物)도 구성하고자 했기 때문이라는 가설을 제기하고자 한다. 즉 <관음원

학도>는 권력을 시각화하는 기능적 요소를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일본인들

의 카라모노 취향을 규정하는 심미적 작용도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무로마치시대에 카라모노의 대작으로 정전화(正典化)된 목계의 <관음원학

도>는 다이토쿠지에 유입된 이후로도 아시카가 쇼군 또는 당대 최고의 선사가 

소유한 지보(至寶), 즉 진귀한 재화와 같은 카라모노로서의 인식을 유지해 왔

다. <관음원학도>는 다이토쿠지 내부 문서에서 ‘집물(什物)’로 표현되었으며 재

산 목록의 작성 대상으로 다루어졌다. 에도시대(江戸時代, 1600-1868)에는 사

찰 외부에서도 <관음원학도>를 진기한 보물처럼 언급했던 기록이 다수 전해진

다. 동시에 사찰이라는 소장처의 특성상 <관음원학도>는 다이토쿠지 선승들의 

연례행사인 신년의 ‘슈쇼에(修正會)’나 다이토쿠지의 개산인 대등국사(大燈國師) 

슈호 묘초(宗峰妙超, 1283-1338)의 기일 행사에서 사용되면서 새로운 수용 양

상으로 포섭되었다. 특히 슈쇼에는 아시카가 쇼군가와 무관하게 ‘선종화’로서 

목계의 그림을 받아들였던 일본 선원의 고유한 맥락으로 <관음원학도>를 수용

했다고 볼 수 있다. <관음원학도>를 수용한 선원 고유의 수용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다이토쿠지에서는 <관음원학도>를 <관음도>와 <원학도>로 분

리시키거나 <용호도(龍虎圖)>와 결합시켜 <관음원학용호도(觀音猿鶴龍虎圖)>로 

구성하기까지 하였다. 이처럼 유연한 수용 태도는 무로마치시대에 <관음원학

도>의 조형성에 영향을 받아 이종배합의 방식으로 카라모노를 수용했던 관행

의 연장선상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목계의 작품을 중존과 협시로 분리시켜 인

식하고 필요에 따라 협시를 다양하게 결합시키는 일본의 목계 회화 수용 양상

은 역으로 <관음원학도>가 본래 하나로 구성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 

조합되었다는 ‘이종배합설’이 탄생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필자는 또한 <관음원학도>와 대조적인 수용사를 보여주는 작품으로서 <율시

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율시도>의 경우 다도계의 수용 및 인식이 논의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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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이 될 것이다. <율시도>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16세기 후반 작성된 다

회기(茶會記)이다. 특히 아즈치․모모야마시대(安土․桃山桃山, 1568-1603)를 대표

하는 다인(茶人) 센노 리큐(千利休, 1521/22-1591)와 츠다 소규(津田宗及, 

?-1591)가 모두 <율시도>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필

자는 <율시도>가 리큐의 활동기를 전후로 확립되었던 일본의 다도 문화 중 ‘과

자(果子) 다탕(茶湯)’의 맥락에서 부각된 화훼잡화류의 일종이었다는 점을 주장

하고자 한다. <율시도>의 수용 맥락 또한 일본 다도 문화의 특성과 관련이 깊

다. 리큐류(利休流) 다도 미학이 주류를 이루게 된 17세기에 <율시도>는 소장

처인 료코인과 그 주변 다인들의 명성에 힘입어 ‘명물(名物, 메이부츠) 다도구

(茶道具)’로서의 지위를 강화해 나갔던 것이다.

다음으로 필자는 에도시대 후기의 출판물을 통해 <율시도>의 대중적인 수용

과 인식을 <관음원학도>와 비교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 다이토쿠

지 소장품에 대한 대중적인 인식의 성립과 확산 과정은 주로 17세기 전후로 

성립된 사찰의 연례적 공개 행사인 포쇄(暴曬), 이른바 ‘바쿠료(曝凉)’를 통해 

설명되었다.28) 이 논문에서 필자는 목계 회화에 대한 수용사적 논의의 대상을 

보다 확장시켜 에도시대 후기에 간행된 각종 명물기(名物記), 명소도회(名所圖 

會), 도록집(圖錄集) 등의 종합적 출판물을 다양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도림

천명승도회(都林泉名勝図会[미야코린센메이쇼즈에], 1799)』, 『화교잠람(画巧

潜覧[가코센란], 1740)』, 『고금명물류취(古今名物類聚[코콘메이부츠루이주], 

1787)』, 『다기명물도휘(茶器名物図彙[차키메이부츠즈이], 1872)』, 『집고십

종(集古十種[슈코짓슈], 1800)』이 중점적으로 논의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처

럼 대중적 출판물에 나타난 <관음원학도>와 <율시도>에 대한 기록을 통해 두 

작품이 보다 광범위한 차원에서 각각 어떻게 수용되었는지를 확인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 필자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일본과 서구에

서 동아시아회화사라는 근대 학문이 성립되는 과정에서 두 작품에 대한 과거

의 인식이 변화했던 과정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오

카쿠라의 주도로 성립되었던 선종 미술사이다. 여기서 목계는 일본의 화가가 

28) Levine, Daitokuji: The Visual Cultures of a Zen Monastery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05), pp. 255-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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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선종 미술’을 계승하였다고 부회(附會)하는 논의의 결정적 근거로 적극 

활용되었다. 그러나 이전까지 일본에서 목계의 대표작이자 카라모노의 최고 명

작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던 <관음원학도>의 조형적 특성은 조방(粗放)하고 미

어적(謎語的)인 ‘선종화’와는 거리가 멀었다. 이러한 모순을 타개하기 위해 일

본인들은 <관음원학도>의 각 도상을 분리시켜 이해하기 시작하였다. ‘선종 미

술사’의 체계 내로 포섭될 수 있는 조형성을 지닌 <원학도> 또는 <원후도(猿猴

圖)>만을 <관음도>와 분리시켜 ‘기이한 선승 목계의 일품화’라는 인식을 강화시

켰다. 특히 이러한 논의의 정점에 위치한 ‘이종배합설’은 무로마치시대부터 에

도시대까지 축적되어 온 카라모노와 <관음원학도>에 대한 일본 고유의 전통적 

수용 태도가 배혼(胚渾)되어 있으면서도 ‘선종 미술사’라는 근대 학문적 서술 

방침에 부합하는 수용 태도였다.

구미의 연구자들은 <관음원학도>의 유구한 명성과 선종 미술사의 간극에 따

른 문제를 특별히 인지하지 않았다. 따라서 서구인들은 선종화의 개조의 대표

작으로 <관음원학도>가 아니라 <율시도>를 주목할 수 있었다. 구미의 연구자들

이 <율시도>, 특히 그 중에서도 <시도>에 보여준 전폭적인 관심은 일본과 구미

가 상호작용하는 기묘한 순환과정 속에서 성립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일본이 서

구에 스스로를 동양의 대표로 소개하기 위해 형성한 선종 미술사라는 이론에 

서구인들은 상당한 흥미를 드러냈다. 이에 부응하고자 일본의 연구자들은 다양

한 작품을 선종 미술사의 관점에서 서술하였다. 이렇게 이루어진 단편적인 시

도 중 서구인들이 생각했던 ‘선종화’의 이미지에 가장 근사(近似)한 작품으로 

<시도>가 발굴되었던 것이다. 수많은 작품 중에서도 <시도>가 각광을 받았던 

이유는 작품 자체의 조형적 특징에 있다. 에도시대 후기의 ‘젠가(禪畵)’로 널리 

알려져 있던 ‘엔조(円相)’와 먹의 농담만으로 대상을 표현한 <시도>의 단순한 

원형미가 시각적으로 유사성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일본과 서

구의 순환적 교류가 이루어진 과정에서 발굴된 <시도>의 작가 목계는 중국의 

화가이면서도 일본의 ‘젠(禅, Zen)’과 관련된 맥락에서 동양의 정신을 상징하는 

‘선종 미술의 개조’로 윤색되었다. 필자는 상기한 담론의 형성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20세기 전반 <시도>를 처음으로 주목한 『군방청완(群芳清玩[군포세이

간], 1913)』, Die Kunst Ostasiens (1921), Die Ostasiatische Tuschmaler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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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 등 세계 각국의 동양미술사 개설서를 검토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를 통

해 필자는 <시도>를 오늘날과 같이 수용하게 된 배경을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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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역사적 목계상(牧谿象)의 인식에 대한 재검토

목계는 일반적으로 촉(蜀) 지방에서 태어난 무준사범(無準師範, 1177-1249)

의 제자로 항저우(杭州) 육통사(六通寺)의 선승화가(禪僧畵家)였다고 소개된다. 

필자는 이 내용이 15세기 후반 일본에서 형성되었던 목계에 대한 전설적 일화

를 20세기 초반 선종 미술사(zen art history)에서 그대로 계승한 것이라고 생

각한다. 즉 지금까지 널리 알려진 미술사적 목계는 현전사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 목계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남송시대의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목계는 어떠한 존재인가? 필자는 함순(咸淳, 

1265-1274)연간 전후 중국의 기록 및 무로마치시대(室町時代, 1336-1573) 전

기까지 일본의 기록을 교차 검증하여 목계가 설장하고 활동했던 문화적 맥락

을 재검토하고자 한다.

목계가 무준사범의 법맥(法脈)을 이은 선승이라는 기록은 중국에 전해지지 

않는다. 이는 14세기 말 일본에서 처음 등장하여 15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야 

정설화된 것이다. 15세기에 아시카가(足利) 쇼군가(将軍家)는 목계의 회화를 크

게 애호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를 지난 후 본격적으로 언급된 무준사범과의 사

제관계는 일본에서 만들어진 전설적 일화일 가능성이 높다. 목계의 활동시기에 

작성된 중국의 기록을 살펴보면 목계는 촉 출신으로 항저우 서호(西湖)에 위치

한 장이상항(長耳相港)이라는 곳의 사찰에서 활동했던 화승(畵僧)이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목계의 주석(駐錫) 사찰이 위치했던 장이상항은 화엄종(華嚴宗)을 중

심으로 선종(禪宗)까지 포괄했던 융합적 풍조가 발달해 있었다. 또한 이곳은 

남송과 고려(高麗. 918-1392)의 황실이 관심을 기울일 정도로 세속과의 교류

가 활성화 된 국제적 지역이었다. 아울러 목계의 고향이었던 촉은 남송시대에 

사상적으로는 유불융합(儒佛融合)이 성행했으며 회화적으로는 괘축(掛軸)의 불

화, 일품적(逸品的) 수묵화가 유명한 지방이었다. 생존 당시의 교유 관계를 살

펴보면 목계는 화명(畵名)이 상당한 촉 출신의 화승이었으며 선승, 유학자 등 

다양한 사상적 배경을 지닌 인물들과 친분을 맺고 있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

하면 목계는 폭넓은 문화권을 배경으로 성장한 인물이며 그의 회화 작품도 선

종의 맥락에 국한시켜 의미를 부여할 것이 아니라 남송 말기의 보편적인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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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쿄토(京都) 다이토쿠지(大德寺)에 소장되어 있는 

목계의 대표작 <관음원학도(觀音猿鶴圖)>의 의미를 재검토하고자 한다(도 1).29) 

함순연간에는 관음 신앙이 크게 유행했으며 특히 황제 이종(理宗, 재위 

1224-1264)은 관음이 세 가지 속성, 즉 진리(眞理), 청정(淸淨), 자비(慈悲)의 

모습으로 응신(應身)하여 인간을 구제해 줄 것이라는 글을 작성하였다. 무준사

범은 원숭이와 학이 그려진 관음도에 관한 찬문을 남기기도 했다. 즉 목계가 

본격적으로 화승으로 활약하던 시기에 사상적으로는 관음이 세 가지 속성을 

지니고 이에 맞게 응신한다는 신앙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으며 회화적

으로는 관음을 원숭이, 학과 결부시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필

자는 <관음원학도>에 위와 같은 남송시대 관음 신앙이 집대성 되었다는 해석

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중존(中尊)의 관음은 진리를 상징하는 도상이며 협시

(脇侍)로 이해되었던 원숭이와 학은 각각 관음의 자비와 청정을 형상화한 관음

의 응신인 것이다. 

필자는 이 장에서 역사적 목계와 그의 대표작인 <관음원학도>를 재고하는 

과정에서 궁극적으로 목계의 회화가 지니고 있는 융합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목계의 회화 속에 내재된 융합성은 서로 다른 문화적 맥락에서 목계의 작품이 

다양한 수용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었던 계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이 내용은 

이후 제Ⅲ장 및 제Ⅳ장에서 논의될 것이다. 따라서 제Ⅱ장의 내용은 목계 회화

의 수용 양상의 전반적인 성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29) 목계 작품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예를 들어 목계의 대표작으

로 거론되는 <소상팔경도>와 <율시도>는 보통 전칭작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관음원학도>는 목계를 연구한 주요 학자들이 모두 진작으로 평가하는 유일한 작

품이다. Osvald Sirén, Chinese Painting: Leading Masters and Principles 7 

(New York: Hacker Art Books, 1958); James Cahill et al., An Index of Early 

Chinese Painters and Paintings: T’ang, Sung, and Yüa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0). 필자 또한 <관음원학도>가 목계의 진작이라는 전제 하

에 논의를 전개한다. <관음원학도>의 양식 분석 및 시대 편년의 문제는 p. 25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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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목계의 출생 배경

  목계는 촉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목계를 촉 출신으로 언급한 가장 이른 기

록은 <관음원학도>에 적힌 관기(款記) ‘촉승법상근제(蜀僧法常謹製)’이다(도 

1-5). 이를 실제로 목계가 남긴 기록이라고 신빙할 수 있다면, 이는 아무리 늦

어도 목계의 몰년으로 거론되는 원(元, 1260-1368) 세조(世祖, 재위 

1260-1294) 지원(至元, 1264-1294)연간의 마지막 해, 즉 1294년 이전에 작성

된 것이다.30) 그러나 이것을 과연 목계가 직접 남긴 기록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견해가 합치되지 않고 있다. 관기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주

요 논거는 ‘근제(謹製)’라는 문구가 송대(宋代, 960-1279)의 다른 불화에 남아

있는 관기에서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31) 그러나 최근 반하트는 이 문제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였다.32) 필자 또한 송대의 전반적인 용례를 고려할 때 ‘근

제’라는 문구만을 근거로 관제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나아

가 필자는 목계가 <관음원학도>의 제작 맥락을 드러내기 위해 자주 사용되지 

않았던 표현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지적하고자 한다.33)

30) 목계의 활동기 및 생몰년에 관해서는 이 논문, 각주 1 참조.

31) <관음원학도>의 관제에 관해 松下隆章, 「牧溪いろいろ」, 『古美術』1(1949), p. 

22; Loehr, 앞의 논문, pp. 255-257; Wey, 앞의 논문, pp. 11-12 참조. Wey는 관

제의 진위성은 부정하면서도 관제와 겹쳐져 있는 목계의 인장은 실제 목계의 것이

라고 평가하였다. 현전하는 수많은 전칭작에 남아있는 목계의 인장은 자세히 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이에 관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32) Richard Barnhart, “Thinking About Muqi,” Keynote Lecture Presented at 

“Dynastic Renaissance: Art and Culture of the Southern Song” (Taipei: 

National Palace Museum, November 23, 2010), p. 3. Barnhart는 휘종(徽宗, 재위 

1100-1125) 및 화원화가가 남긴 관제와 목계의 관제를 비교한 후 목계는 ‘근제(謹

製)’라는 표현을 사용해 스스로 황제가 아닌 부처를 모시는 자라는 점을 드러내고

자 했다는 해석을 제기하였다.

33) ‘근제’는 널리 사용되는 표현은 아니다. 그러나 필자는 남송 후기에 이것이 특별한 

의도 하에 사용될 수 있는 표현이었다고 생각한다. 현재 중국에 전해지는 문헌사료

에서 근제는 조맹부(趙孟頫, 1254-1322)가 『도덕경(道德經)』에 작성한 서문,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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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함께 검토할 수 있는 목계의 다른 필적이 전무한 상황에서 이 관기

만을 근거로 목계의 출생과 배경을 논의할 수는 없다. <관음원학도>의 관기를 

제외하면 ‘촉승’으로서 목계를 논의할 때 가장 신빙성 있는 사료는 오태소의 

『송재매보』에 기록된 아래와 같은 목계의 전기이다.

승려 법상은 촉 지방 사람으로 호가 목계이다. 그는 용과 호랑이, 원숭이, 

학, 새, 산수, 나무와 돌, 인물 그리는 것을 좋아했는데, 일찍이 채색을 하

지 않고, 대개 수수깡이나 풀을 묶어서 사용하였다. 그리고 모두 붓 가는 

대로 먹을 찍어 이루어냈는데, 뜻은 간략했으나 합당했으며, 헛되이 겉으로 

꾸미려고 하지 않았다. 소나무와 대나무, 매화, 난초는 형태를 닮게 그리지 

않았으며, 연과 백로, 갈대와 기러기는 모두 높은 운치가 있었다. 하루는 

불경한 말을 만들어냈다가 권신(權臣) 가사도(賈似道, 1213-1275)의 심기

자수경도(老子授經圖)』를 임모하고 작성한 서문, 황전(黃筌, 903-965)이 <구안도

(久安圖)>를 그리고 남긴 관제, 구영(仇英, 15세기-1552)이『약사경(藥師經)』을 그

리고 남긴 관제, 『한궁춘효도(漢宮春曉圖)』를 그리고 남긴 관제 등에서 확인된다. 

특히 목계의 활동기인 지원연간의 「건덕로학신제악기기(建德路學新製樂器記)」에서 

근제라는 표현이 확인된다. 위 사례들은 유불도의 경전 또는 이와 관련된 존귀한 

대상을 다룬 서화에 작성된 관서라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서명의 앞에 ‘오흥조맹

부근제(吳興趙孟頫謹製)’와 같이 출신지를 쓰는 경우도 확인된다. 따라서 출신지, 본

인의 이름 뒤에 ‘근제’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대상에 대한 존경심, 작자 스스로의 

겸손함을 강조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행을 목계가 알고 있었다면 스

스로를 촉승이라고 표현한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우며 <관음원학도>를 그릴 때 어

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추측해 볼 수 있다. 다만 선행연구에서 언급되어 

온 것처럼 <관음원학도>가 워낙 오랜 기간 동안 일본에 전해져 왔던 만큼 ‘촉승법

상근제’라는 관제가 일본에서 기입되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의 필요성이 존재

한다. 그런데 필자는 오히려 일본에서 관제를 작성하였다면 결코 ‘근제’라는 문구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무로마치시대 이후 일본에서 ‘製’는 사무라이

(侍)가 사용하는 카타나(刀) 등 공예품과 관련된 맥락에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반

면 랴오닝성박물관(遼寧省博物館) 소장 휘종의 <서학도(瑞鶴圖)>에 휘종이 남긴 글

씨를 보면 북송말기에 황제가 ‘製’라는 글자를 사용하여 송대 중국에서는 ‘製’가 공

예가 아니라 회화적 또는 종교적 감정과 결부될 수 있었다는 점을 더욱 명확히 드

러낸다(도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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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상하게 하여 대대적인 체포령이 내렸지만, 도망가서 월(越) 지방의 구

씨(丘氏) 집에 숨어 형벌을 면하였다. 훗날 세상의 변고가 일어나 [가사도

가 죽자] 풀려났으며 지원연간에 입적하였다.34) 그린 그림이 매우 많지만, 

오직 삼우장(三友帳: 송죽매 화첩)만을 절품으로 삼았다.35) 강남의 사대부 

집에는 지금도 유작이 남아있는데, 대나무는 다소 적은 편이며, 갈대와 기

러기는 또한 대개 안작이 많다. 지금 [항주에 위치한 산(山)인] 무림(武

林)의 장상사(長相寺) 안에 유상(遺像)이 남아있으며, 이 산문(山門)에서 

애호되고 있다고 한다.36)

  그런데 목계의 고향이 촉이라는 사실은 중국에 전해지는 다른 글을 통해서

도 확인된다. 송나라 승려 도찬(道璨, 13세기 활동)의 『유당외집(柳塘外集)』

34) 여기서 ‘변고’라 함은 가사도의 몰락과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35) 원문에서는 앞의 문장과 순서가 바뀌어 있으나 문맥상 위치가 바뀌는 것이 자연

스럽다고 판단되어 이와 같이 번역하였다. 한문은 원문 순서 그대로 두었다.

36) “僧法常, 蜀人, 號牧谿. 喜畵龍虎猿鶴禽鳥, 山水樹石人物, 不曾設色, 多用蔗査草結, 

又皆隨筆點墨而成, 意思簡當, 不費粧綴. 松竹梅蘭不具形似, 荷鷺蘆鴈俱有高致. 一日造

語傷賈似道, 廣捕而避罪於越丘氏家. 所作甚多, 惟三友帳爲之絶品. 後世變事釋, 圓寂於

至元間. 江南士大夫家, 今存遺跡, 竹差少, 蘆雁亦多贋本. 今存遺像在武林長相寺中, 云

愛于此山.” 한자 원문은 吳太素, 앞의 책을 저본으로 하되 烏島美術館 編, 앞의 책, 

p. 153를 함께 검토하여 위와 같이 확정하였다.

    이 글에서 마지막 글자인 ‘此山’의 해석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한다. 먼저 시마

다는 ‘此山’이 당시 선승들 사이에서 애호되었던 산인 ‘北山’의 오기가 아닌가 하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반면 Wey는 ‘목계가 이 산을 사랑하였다’고 해석하기도 하였다. 

필자는 시마다와 Wey의 견해는 구문 자체로든 문맥상으로든 모두 무리한 해석이라

고 생각한다. 항주의 무림산에 위치해 있던 장상사에 목계의 유상이 있다는 이야기

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산에서 사랑받았다고 보는 것이 문맥상 가장 자연스러

운 해석이다. 다만 여기서의 산은 단순히 물리적인 산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장상사 

또는 그 사찰이 위치한 지역 전체를 포괄하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필자는 

두 가지 의미로 모두 해석될 수 있는 ‘산문(山門)’이라는 단어로 번역해 이 논문에 

제시하였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산문은 산의 어귀, 절 또는 절의 바깥문

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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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실린 「금병산기(錦屏山記)」에는 촉 지방을 대표하는 가릉(嘉陵) 강변(江

邊) 금병산(錦屏山)의 풍경을 목계가 그리고 도찬 자신이 지(志)를 썼다는 내용

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금병산은 가릉의 큰 강에 있는데, 위쪽은 마치 천리마가 강물을 마시러 달

려가듯 갑자기 위로 치솟고, 중간은 마치 날아가는 봉황새가 날개를 펴듯 

옆으로 눕듯이 솟았다. 흙은 적고 돌이 많아 마치 염색한 듯 검푸르며, 돌 

위에는 소나무들이 솟아올라, 서로 서리고 엉클어지며 절벽에 매달려 있어, 

다른 산들과 달랐다. 작은 봉우리 두 개가 정상에 솟아올라 서로 떨어져 

있는데, 옛 사람들이 그 산꼭대기에 정자(亭子)를 지으니 온 촉 땅 만 리

를 난간 위에서 바라볼 수 있다. 두 봉우리에서 아래로 푸른 기운이 둘러

싸서, 비스듬하고 눌리고 펼쳐져 우뚝 솟은 산봉우리가 나열해 있는데, 산 

중간에는 불사(佛舍)가 있어 이름을 광수(廣夀)라 한다. 창문이 물가에 임

하고 있는 것과 바람이 세차게 불고 비가 들이치는 것, 민요를 부르고 어

부들이 노래하는 것, 강물 위를 오르내리는 것을 모두 절에 있는 승려들이 

그림으로 그렸다. (…) 승려 기일암(夔日菴)은 집이 산기슭에 있는데, 금병

산을 떠난 지 15년이나 되었지만, 항상 산을 그리워하여 일찍이 목계에게 

그림으로 그리도록 명하고, 나에게 지(志)를 써달라고 부탁했으니, 산을 참

되게 아는 자가 아니면, 이와 같이 간절하지 않았을 것이다. 세상의 파도

가 한창 거세어 결말을 알 수 없으니, 어찌 강을 가로지르는 큰 배를 얻

어, 그대와 함께 서쪽에 올라 자유롭게 은거하면서, 산의 승경지를 찾아다

니며 아침에는 성의 남쪽에서 노닐고, 저녁에는 성의 북쪽에서 노닐어, 금

병산의 구름을 잘라 옷으로 삼고, 옥당의 옥을 삶아 음식으로 삼으며, 소

릉(少陵: 두보)의 놀라운 시구를 낭랑히 읊고, 흘기는 눈으로 푸른 하늘을 

바라볼 수 있으랴?37) 

37) “錦屏山在嘉陵大江, 上奔突馳驟, 如飲江駿馬, 中偃傍聳, 如翔鳳展翅, 少土多石, 蒼黛

如染, 松檜出石上, 盤屈偃蹇, 與他山不類, 二小峯倔起絶頂, 離立不倚. 昔人著亭其巔, 

全蜀萬里, 皆闌干上物, 由二峰而下, 青攢碧擁, 斜抑展衍, 列爲橫嶂, 山半有佛屋, 曰廣

壽, 軒窗臨水, 風颿雨楫[風帆浪揖], 巴歌漁唱, 浮江上下者, 皆寺僧圖畵. (…) 夔日菴家

在山麓, 别山十五年, 念山如一日, 嘗命牧溪爲圖, 屬予以志, 非識山之真者, 不如是之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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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기에 목계라는 이름이나 호를 사용한 다른 승려화가는 알려져 있지 않

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목계는 일본에서 큰 인기를 누린 화가라고 볼 수 있

다.38) 촉 지방에서 가릉강과 금병산의 풍경은 늦어도 당대(唐代, 618-907)부터 

산수화로 제작되었으며 촉의 회화적 전통을 대표하는 소재로 거론되어 왔다. 

특히 ‘가릉산수(嘉陵山水)’의 전통은 당 현종(玄宗, 재위 712-756)의 명을 받고 

하루 만에 삼백리에 달하는 가릉강의 험준한 실경을 묘사해 낸 ‘화성(畵聖)’ 오

도현(吳道玄, 생몰년 미상)에서 시작되었다.39) 장언원(張彥遠, 815-879)의 『역

대명화기(歷代名畵記, 847년경)』에서도 대동전(大同殿) 가릉강 벽화에 대한 기

록을 찾아볼 수 있다. 이들 기록은 모두 당대(唐代) 이래 가릉산수가 촉 지방

을 대표하는 회화적 제재였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촉 출신 승려가 고향을 그리

워하는 마음을 달래기 위해 고향을 대표하는 화제를 목계에게 부탁하였다는 

것은 목계가 촉에 직접 가지 않고서도 험준하고 화려한 촉의 명승을 그려낼 

수 있을 만큼 촉을 잘 알고 있는 존재라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목계에게 그림을 부탁한 기일암에 대해서는 다른 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 반

[功]也. 世波方怒, 未知税駕安得橫江大艦, 同君西上婆娑隱約, 山之勝處, 朝游城南, 暮

遊城北, 裁錦屏之雲以爲衣, 煮玉堂之玉以爲食, 朗誦少陵驚人句, 張白眼而望青天哉.” 

    [ ] 안에 있는 글자는 일본에 전래된 쇼헤자카(昌平坂) 학문소(學問所) 구장(舊藏) 

판본으로 사고전서(四庫全書) 판본과 다소 다르다. 鈴木, 「牧谿資料」, 『國華』

1188(1994), pp. 34-35 참조. 스즈키는 일본 판본이 더 정확하다고 했으나 특별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아 필자는 사고전서 판본을 기준으로 표점 및 번역을 제시하였

다. 스즈키는 승려 문향(文珦, 1210-1275년 이후)의 『잠산집(潛山集)』에 함순 초

년부터 지원 말년 사이 제작된 〈금병산도〉의 기록이 있으며 이것도 목계가 그렸

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함께 언급하였다. 

38) ‘牧谿’라는 이름을 가진 승려에 대한 다른 기록은 없으나 ‘法常’이라는 법휘를 가

진 다른 승려에 대한 기록은 일부 전해진다. Wey, 앞의 논문, pp. 13-14.

39) 鈴木, 앞의 책, pp. 64-65, 69, 119. 이사훈(李思訓, 651-716)이 몇 달 동안 그린 

것을 오도현은 하루에 그렸다는 현종의 평가에 근거하여 스즈키는 오도현이 그린 

벽화는 수묵적인 것이 아니라 선묘 중심의 묘법, 즉 백묘화(白描畵)에 가까운 것이

라고 추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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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금병산기」의 작성자인 승려 도찬은 목계의 활동기인 남송 도종(度宗, 재

위 1264-1274) 함순연간에 장시성(江西省)에 위치한 요주(饒州, 오늘날의 포양

현(鄱陽縣))와 루산(廬山) 개선사(開先寺)에 머물고 있었다.40) 『송재매보』에서 

오태소는 목계가 서호 주변과 월(越, 오늘날의 저장성(浙江省)) 지역에서 활동

하였다고 기록했는데 이곳은 남송의 중심지였던 동시에 도찬이 있던 장시성과 

거리가 멀지 않았다. 따라서 목계와 도찬은 기일암이라는 승려를 위해 서로 교

류하며 촉 지방을 떠올릴 수 있는 예술 작품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41)

  목계와 촉의 친연관계는 <관음원학도>의 회화적 특성 자체에서도 확인된다. 

‘촉승’이라는 관기의 문구뿐 아니라 도상(圖像)의 구성요소까지도 촉 지방과 연

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필자는 먼저 양식 분석

을 통해 먼저 <관음원학도>가 목계의 활동시기인 13세기 후반의 작품으로 편

년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작품을 목계의 진작이라고 볼 수 없다면 

이를 통해 목계를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42) 따라서 이하에서는 

40) 黄锦君, 「宋末诗僧道璨与士大夫交游考略」, 『宗敎学研究』(2007), pp. 61-66.

41) Wey는 기일암의 「금병산기」가 내용상 서로 다른 네 개의 글을 조합한 것으로 

신빙할 수 없다고 보았다. Wey, 앞의 논문, pp. 69-71. 그러나 Wey는 기일암이 작

성한 글의 논리적 응집력이 떨어진다는 것 외에는 이 글을 신뢰할 수 없는 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필자는 이와 같은 글의 구성 방식은 동양의 전통

적인 글쓰기에서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도찬이 목계의 그림을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기록을 도찬이 작성하였다는 것까지 부정하는 Wey의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 한편 스즈키는 중국에 전하는 판본과 일본에 전하는 판본

을 비교했으며 Wey처럼 이 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고 보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를 

활용해 목계가 촉 출신이라는 점을 확인하지는 않았으며 다른 기록에서 언급된 

<금병산도>라는 그림을 목계가 제작했을 가능성을 입증하는 데 논의의 방점을 두

었다. 鈴木, 앞의 논문(1994), p. 36. 그러나 필자는 스즈키의 이러한 주장은 다소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한다. <금병산도> 그림에 대한 기록과 목계를 결부시킬 수 있

는 단서는 시기적 근접성 외에는 없다. 앞서 살펴본 대로 촉 지방에서 금병산과 가

릉산을 그리는 가릉산수 전통은 매우 유명하고 오래된 것이다. 또한 촉 지방은 불

교회화의 전통이 강했기 때문에 금병산의 제재를 소화할 수 있는 남송 말기의 촉 

출신 승려로 목계가 유일했으리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42) 필자는 2017년 10월 31일과 11월 1일에 쿄토국립박물관(京都國立博物館)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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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음원학도>의 회화적 특성을 검토하여 작품의 시대를 편년하는 동시에 촉화

(蜀畵)로서의 요소를 확인하여 목계가 촉승이었을 가능성을 함께 되짚어 볼 것

이다.

  <관음원학도>의 연대 판별 문제에 있어 선행연구에서 가장 주목되었던 부분

은 주로 학과 원숭이 도상이 북송의 전통을 이어받았다는 점이다. 오가와는 특

히 이 부분의 고증에 집중하여 목계의 호고성(好古性)을 강조하는 동시에 이를 

자기화한 목계 회화의 창조성을 부각시켰다.43) 예를 들어 원숭이는 북송 중기

를 대표하는 역원길(易元吉, 11세기 중반 활동)의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성립

할 수 있었던 도상이다(도 31, 도 32). 역원길은 산야를 돌아다니며 동식물의 

생태를 관찰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집에서 직접 동물들을 사육해 북송대에 화

조화의 대가로 정평을 얻을 수 있었다고 전해진다.44) 이는 사실주의와 관찰, 

사생을 강조한 북송 화단에 걸맞은 태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역원길은 11세

기 이전까지 회화에서 즐겨 다루어지지는 않았던 원숭이 그림으로 이목을 집

중시켜 세상에 이름을 알리고자 하였다. 주밀(周密, 1232-1298)의 『운연과안

록(雲煙過眼錄, 1296)』에는 장겸(張謙, 13세기 중·후반 활동)이 소장했던 역원

길의 원숭이 두루마리 그림에 대한 감상 기록이 전해지는데 종이 위에 ‘원숭이 

120주년 기념 《국보(國寶)》 특별전(2017년 10월 3일-11월 26일)에서 이를 실견

할 수 있었다. 총 4기로 나누어 작품을 교체해가며 다양한 작품을 소개했던 이 전

시에서 목계의 <관음원학도>는 제3기인 2017년 10월 31일부터 11월 12일까지 공

개되었다. 아래의 양식분석은 당시 감상했던 내용에 기초하고 있다. 전시에 대한 정

보는 京都国立博物館毎日新聞社 編, 『国宝: 京都国立博物館開館120周年記念特別展

覧会』(東京: 毎日新聞社, 2017). 목계의 <관음원학도>는 매년 10월 둘째 주 일요

일 다이토쿠지 혼포(本坊)의 바쿠료(曝涼) 행사에서 공개된다. 바쿠료 행사에 관한 

내용은 이 논문, 제Ⅳ장 제1절 제(2)조 참조.

43) 小川, 앞의 논문(1998); ―, 앞의 논문(1996). 이 문단에서 역원길의 원숭이 그림

에 대한 소개는 오가와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정리하였다.

44) 역원길에 대해서는 곽약허(郭若虛, 11세기 중·후반 활동)의 『도화견문지(圖書見聞

志, 1076)』에 자세한 활동 이력이 소개되어 있다. 곽약허, 『도화견문지』, 박은화 

옮김(시공사, 2007). 역원길의 다양한 작품과 도판은 Robert Hans van Gulik, 

Gibbons in China: An Essay in Chinese Animal Lore (Leiden: E.J. Brill, 1967), 

pp. 81-8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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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子母猿]’을 그린 것이 20여 매 이어지고 있어 매우 아름답다고 평가하였

다.45) 오가와는 이처럼 역원길을 통해 11세기 중반 이전까지 발달하지 않았던 

원숭이 도상, 특히 원숭이 모자의 정(情)을 강조한 두루마리 그림이 목계의 활

동 시기까지 존재하였다는 이 기록에 특히 주목하였다. 이를 발전시켜 오가와

는 <관음원학도>의 원숭이 도상 자체도 이러한 역원길의 선례를 화고(畵稿) 또

는 분본(粉本)으로 삼아 성립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본다

면 원숭이 모자의 애틋한 정경(情景)을 포착한 목계의 그림은 아무리 이르게 

잡는다 하여도 12세기 이전으로는 내려가기 어렵다.

  다만 도상의 전례는 역원길이라고 하더라도 목계가 이를 화고로 삼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목계의 고향인 촉 지방이든, 이후 주요 활동기를 보냈던 남송 

수도 주변이든 모두 긴팔원숭이의 생태를 지척에서 관찰하기에 좋은 환경이었

기 때문이다. 전자의 경우 긴팔원숭이의 대표적 서식지로서 고래로 이름이 났

던 지역이다. 후자의 경우 송대 유학자들이 원숭이를 학과 함께 즐겨 기르는 

풍습이 있었다.46) 특히 긴팔원숭이는 중국에서 고래로 인간과 비슷한 가족구성

의 습성 때문에 주목을 받아왔다. 평생 하나의 반려자를 두고 두 마리 내외의 

자녀를 낳아 품에 안고 다니며 기르는 모습이 여타의 짐승들과 구별되었기 때

문이다. 오히려 역원길 또는 북송대 원숭이 그림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백

원도(百猿圖)> 등 군집해 있는 여러 원숭이들을 관찰자적 태도로 묘사하였으며 

감상자들의 반응도 그 속에서 모자의 애틋한 정을 완상하기보다는 마치 동물

도감을 보듯 생생한 생태를 포착한 것에 감탄을 자아냈다.47) 반면 목계의 원숭

이는 품종을 추측할 수 있을 정도로 세부를 섬세하게 포착하고 있으면서도 원

45) 周密, 『雲煙過眼錄』(北京: 中華書局, 1985). 오가와는 이를 <자모원도권(子母猿圖

卷)>라고 명명하였다.

46) Van Gulik, 앞의 책, 제3장. Van Gulik에 따르면 ‘猿’이라는 단어 자체는 14세기

까지 긴팔원숭이만을 지칭했으며 그 유래도 긴팔원숭이가 폭넓게 서식해 있던 촉의 

지방 언어라고 한다. 같은 책, p. 33. 이 점을 고려한다면 촉이라는 지역에서 긴팔

원숭이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13세기 후반 작품의 

감상자는 긴팔원숭이와 관서를 볼 때 촉을 강렬히 상기했을 가능성까지도 짐작해볼 

수 있다.

47) 위의 책, p. 7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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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이를 생태적 관점이 아닌 정서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표현하였다.48) 이는 역

원길 또는 이와 유사한 그림을 화고로 삼아서 작품을 제작하였다면 이루어낼 

수 없는 새로운 발전이다. 오히려 이는 목계가 촉 지방에서 긴팔원숭이를 오랫

동안 가까이 하며 그 습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표현해 낼 수 있는 회화

적 성취였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는 오가와가 지적한 대로 11세기 중반까지

는 자주 그려지지 않았던 도상인 원숭이 그림이 상당히 애호되었기 때문에 이

를 넘어서는 시도로서 가능했던 것이다.

  어미 원숭이의 얼굴 부분에서 수묵으로 표현된 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작

품이 송대의 사실주의와 수묵표현의 발달에 기반을 두고 있는 동시에 이것이 

평면적으로 경직된 원대까지 내려가기는 어렵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얼핏 

보면 갈필을 적당히 사용해 표현한 것처럼 보이는 원숭이의 털은 자세히 보면 

한 올 한 올이 뭉치지 않고 살아있어 세부 묘사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드러낸다(도 1-6). 특히 어미 원숭이의 얼굴 주변부의 털을 보면 

실제로 동물을 가까이서 관찰하거나 확인할 때 느낄 수 있는 다듬어지지 않은 

털의 거친 질감을 섬세하게 포착하였다. 그러나 <관음원학도>의 원숭이 묘사에 

확인되는 기법 및 그 결과 형성되는 전체적인 그림의 인상은 동시대에 제작된 

모송(毛松, 13세기 활동) 전칭의 <원도(猿圖)>, 원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목계 전칭의 <원도>, 1427년 선덕제(宣德帝, 재위 1425-1435)의 <희원도(戲猿

圖)> 모두와 대조적이다(도 33〜35). 모송과 선덕제의 작품은 목계와 마찬가지

48) Van Gulik은 역원길이나 목계가 그린 원숭이를 날쌘긴팔원숭이(Hylobates Agilis)

로 평가하였다(도 36). 날쌘긴팔원숭이는 검은손긴팔원숭이(black-handed gibbon)

로 불리기도 한다. 털 색깔이 주로 검은색이며 특히 눈썹과 뺨 주변의 흰 털이 특

징적인데 목계의 그림에서 이것이 잘 반영되어 있다. 평균 5.5kg의 체중에 

40-60cm의 작은 체구이다. 이 논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일부일처제의 짝짓기 생활

을 하며 한 번에 한 마리의 새끼를 낳고 2년간 젖을 물리기 위해 늘 안고 다닌다. 

8살에 이르러서야 완전히 성장하며 이때 비로소 가족을 떠나 독립적 생활을 영위

한다. 섭생은 과일을 중심으로 하지만 꽃이나 곤충을 먹기도 한다. 현재 날쌘긴팔원

숭이는 중국에서는 멸종되었으며 서남아시아 수마트라 섬, 말레이반도, 보르네오 섬

에 서식한다. 허재원‧김희수, 「긴팔원숭이의 분포와 계통분류」, 『생명과학회지』

12(2002), pp. 676-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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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털을 섬세하게 표현했으나 대상을 객관적 자연물로서 관찰하듯 필선을 차

분하게 운용하고 있다. 반면 목계가 그린 원숭이는 거친 올을 잘 살리면서도 

가장자리는 거센 바람 속으로 사라지듯 주관적인 묘사를 채택하였다. 이는 또

한 원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전칭작의 경직성과 극히 대비되는 일품적

인 묵희(墨戱)라 할 수 있다. 조방한 수묵화가 적극적으로 제작되었던 남송시

대의 양해(梁楷, 12세기 활동)의 폭발할 듯 자유분방한 먹의 운용이 시대가 내

려감에 따라, 주제의식의 차이에 따라 섬세한 표현으로 변모되어 목계의 <관음

원학도>와 같은 수묵 영모화를 탄생시킨 것이다(도 50).

  <관음원학도>를 남송 말기로 비정할 수 있는 묵희적인 요소는 특히 각 폭에 

그려진 자연경관의 묘사에서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전체적으로 농묵과 담묵을 

대담하게 교차시켜 남송시대에 특히 발달했던 흑백대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

기 때문이다. 좌폭에 그려진 단정학(丹頂鶴)은 검은 털과 대나무 이파리, 줄기

의 일부분, 바닥의 풀잎의 표현에 농묵을 사용하였다.49) 중폭의 관음 또한 암

굴 안의 바위 틈새에서 자라나는 풀잎을 강조하였다. 우폭의 경우 중심 제재가 

되는 원숭이 모자, 고목 밑동에서부터 자라나 죽어버린 나뭇가지의 끄트머리를 

향해 감싸 올라가며 무심하게 얹힌 듯 자라난 덩굴이 보다 진한 먹으로 묘사

되었다. 세 폭은 공간적 구조상으로는 명확히 연결되지 않으나 이와 같이 수엽

(樹葉)에 농묵으로 강조점을 주어 전체적으로 시각적 통일감을 자아낸다. 나아

가 수사적 단계를 넘어서 이와 같이 유려하고 자연스럽게 농묵을 소화해낸 표

현력은 작품이 남송 후반대의 것이라는 추정을 뒷받침해준다.

  그러나 <관음원학도>의 전체적인 농담 변화는 마하파(馬夏派)의 대표작에서

만큼 극적이지는 않다(도 49). 오히려 전체적으로 두드러지는 효과는 습윤한 

대기의 표현이다. 좌폭의 배경에 등장하는 대나무 이파리를 보면 가장 윗부분

은 <관음원학도> 전체에서도 가장 진한 담묵을 덩어리처럼 과감하게 그려 넣

었다. 그런데 금세 이 이파리의 빛깔이 바래진 듯 흐린 담묵으로 불명확하게 

묘사된다. 이처럼 과감한 흑백대조를 통해 서호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습윤한 대기를 수묵화 속에 담아낼 수 있었던 것이다. 나아가 이와 같은 대조

49) ‘좌폭’이라 함은 보는 이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이하 이 논문에서 모두 이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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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형성한 대기의 환영적인 흐름은 관음이 자리하고 있는 암굴 안으로까지 스

며들어온다. 이윽고 거센 바람이 부는 마른 고목에 이르러 흩어지고 마무리되

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관음원학도>의 세 폭은 독립적으로 제작되어 내적 완

결성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흑백대조의 묘사, 이를 바탕으로 형성

한 대기의 표현이 진행되는 방식을 살펴보면 분명 전체를 하나로 구성하였다

는 점이 명확히 확인된다. 아울러 이러한 대기 표현은 공간 전체에 3차원적이

고 구체적인 회화적 공간을 설정해주고 있다. 이는 보다 2차원적이고 평면적인 

회화의 서예적 특성에 주목하는 흐름으로 나아갔던 원화(元畵)와 대비를 이루

는 양상이다. 즉 양식적으로 <관음원학도>는 남송 예술의 기법적 성과를 완숙

의 단계까지 끌어올린 동시에 원대 수묵화의 특징을 보여주지 않는, 송말원초

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중폭의 관음이 자리하고 있는 바위의 준법 또한 북송시대의 산수화에 비하

면 기법이 발전하여 보다 후대의 작품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관

음의 표현은 원대에 제작된 작품보다는 자연스러우며 도식화되지 않은 모습이

다.　12세기 중반 제작된 다이토쿠지 <오백나한도>, 휘종 전칭의 <추경․동경산수

도(秋景․冬景山水圖)>의 바위 표현과 비교해보면 목계가 관음을 위치시킨 암굴

은 선적인 피마준(披麻皴)이 주로 사용되었다(도 51, 도 53). 사물의 윤곽을 이

루는 선을 보다 두꺼운 먹선으로 표현한 것도 대조적인 차이라 할 수 있다. 특

히 이는 비슷한 시기 제작된 다른 관음도와도 대비를 이룬다. 채색이든 수묵이

든 일반적으로 관음도에서 관음이 앉아있는 바위는 면적인 부벽준(斧劈皴)을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강한 흑백대조를 이룩하여 암석의 울퉁불퉁한 질감

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이다(도 52). 명대 초기에 제작된 목계의 전칭작

들을 살펴보면 <관음원학도>와 유사하게 부벽준을 사용하지 않았으나 시기의 

변화에 따라 강한 명암대조가 나타난다(도 40~42). 경우에 따라서는 피마준이 

조금 더 명확히 드러나기도 하나 진작인 <관음원학도>와 비교해 보면 선이 뚜

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도 40). 관음이 앉은 바위의 표현을 통해 양식상으로 

송말원초의 특징이 확인된다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관음의 전체적인 도상적 특징에 주로 주목해 왔다. 특히 목

계의 <관음원학도>에 나타나는 백의관음은 선정인(禪定印)을 하고 있는데 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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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선정인을 취한 백의관음으로 현전하는 가장 오래된 작품은 이공린(李公麟, 

1049-1106)의 그림을 1132년에 석각화(石刻畵)로 새긴 것이다(도 59).50) ‘문인

화가’를 대표하는 이공린을 도상적으로 계승하였다는 점에서 목계의 고전주의

적 태도가 발견된다는 것이 선행연구의 주된 관심사였다.51) 이 석각화의 제작 

시기는 이공린의 몰년인 12세기 초반 이전으로는 내려가지 않는다. 필자는 이

외에도 관음의 귀를 감싸는 보발(寶髮)의 표현에 주목하고자 한다(도 1-5). 머

리털이 관음의 귀를 위아래로 감싸는 표현은 도식화된 도상 중 하나로 빈번히 

확인된다. 그런데 목계의 관음은 단순히 머리카락이 귀의 위아래를 뒤덮고 있

는 것이 아니라 애교머리와 같이 삐져나온 옆머리를 장신구처럼 사용해 귓바

퀴 아랫부분만을, 또는 이를 함께 감싸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13세기 후반부

터 작례가 다수 전해지고 있다(도 46).52) 특히 고려불화에서 흔히 확인되는데 

50) 小川, 앞의 논문(1996). 항저우 개화사(開化寺) 육화탑(六和塔) 안에 새겨져 있는 

이 관음상 옆에는 금(金)에 끌려간 휘종과 세자가 속히 귀환하기를 발원하며 관세

음경을 함께 새겨두었다. 황금순, 「中國과 韓國의 白衣觀音에 대한 고찰」, 『불

교미술사학』18(2014), pp. 97-129. 이공린의 백의관음 도상에 관한 선행연구는 이

현주, ｢송원대 수묵 수월관음도 연구｣, 『강좌미술사』47(2016), pp. 209-231.

51) 백의관음의 양식적 전개 및 의미의 변화와 관련해 이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기초자료로서 참고한 주요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島田, 「基調報告(繪畵)」, 国際

交流美術史硏究會 編, 『國制交流美術史硏究會シンポジアム』5: 観音ー尊像と変相(大

阪: 国際交流美術史硏究會, 1987), pp. 1-6; 平田寛, 「美麗と自然ー藤原․鎌倉絵画に

おける観音」, 国際交流美術史硏究會 編, 같은 책, pp. 68-76; 海老根, 「宋元時代の

観音図」, 国際交流美術史硏究會 編, 같은 책, pp. 94-101.

52) 이러한 보살의 애교머리는 두 가닥의 머리칼을 붙인 사례와 떨어뜨린 두 가지 유

형이 존재하며 이 논문에 언급한 것처럼 귓불은 그대로 두고 귓바퀴 아랫부분만을 

감싸는 유형도 확인된다. 쿄토 센오쿠하쿠코칸(泉屋博古館)과 오사카 호도지(法道

寺)에 동일한 밑그림으로 제작된 <아미타삼존상(阿彌陀三尊像)>이 이런 유형인데 

후자의 경우 이르면 13세기 후반에 제작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도 46-2). 나라 야

마토분카칸(大和文化館) 소장의 <수월관음상(水月觀音像)>도 이르면 13세기 후반의 

것으로 보는데 역시 귓바퀴만을 감싸고 있다(도 46-3). 기년작이 많지 않아 이러한 

차이를 기준으로 편년을 하기는 어려우나 대체적으로 머리카락을 사용해 귓부분까

지도 장식성을 부여한 표현이 13세기 후반부터 특히 유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 소개한 묘만지 소장품의 경우 두 가지 표현이 혼재해 있어 이전부터 이



33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연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이른 작례는 1294

년 제작된 쿄토 묘만지(妙滿寺)의 <미륵하생경변상도(彌勒下生經變相圖)>이다

(도 46-1). 이외에도 서하(西夏, 1038-1227)에서 13세기경 제작되었던 러시아 

에르미타주박물관(Hermitage Museum) 소장 <아미타삼존내영도(阿彌陀三尊來

迎圖)>, 일본에서 13-14세기에 제작되었던 나라국립박물관(奈良國立博物館) 소

장 <여의륜관음도(如意輪觀音圖)> 등 제작지를 불문하고 다양한 작례가 확인된

다.53) 이를 종합하면 13세기 후반, 즉 목계의 활동기에 이러한 애교머리 도상

이 보살의 표현에서 자주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원대 이후로는 이러한 표

현이 이미 변형되기 시작하여 다시 귀 전체에 머리카락을 드리워 가리거나, 애

교머리 가닥을 사용해 귀를 감싸는 느낌을 살리기보다는 이를 두꺼운 농묵으

로 처리하고 윗머리를 보다 강조하여 전체적으로는 옆머리로 귀를 덮은 가운

데 귀가 살짝 내비치는 것과 같은 인상을 주고 있어 차이를 보인다.54) 관음의 

애교머리 표현을 통해서도 이 그림의 제작시기가 14세기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공린의 도상을 함께 고려하면 12세기부터 14세기 사

러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해 13세기 후반부터 각종 불화에 전면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시즈오카현(静岡県) 아타미시(熱海市) MOA미술관 

소장 <아미타삼존도(阿彌陀三尊圖)>를 보면 본래 밑그림에는 이러한 애교머리의 표

현이 명확하지 않았던 것을 채색하는 과정에서 유행 등을 반영해 추가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도 46-4, 5). 또한 변상도를 보면 보살만큼이나 장식적인 긴 머리를 

하고 있는 천녀의 경우에는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 이것이 보살만을 위한 

표현이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한편 송대 돈황벽화(燉煌壁畵)에서는 이러한 표현을 

찾아볼 수 없었다. Harrie A. Vanderstappen, 「水月観音と宋代観音彫刻

(Water-moon Avalokitesvara and its Apperance in Chinese Song Sculpture)」, 

国際交流美術史硏究會 編, 『國制交流美術史硏究會シンポジアム』5: 観音ー尊像と変
相(大阪: 国際交流美術史硏究會, 1987) 도판 참조.

53) 관련 도판은 국립중앙박물관 편, 『고려불화대전』(국립중앙박물관, 2010), 특히 

pp. 102-139, 210-223; 泉屋博古館 編, 『高麗仏画ー香りたつ裝飾美』(京都: 泉屋

博古館, 2016) 참조.

54) 보다 다양한 사례는 金沢弘, 「白衣観音図の諸相ー14世忌を中心に」, 国際交流美術

史硏究會 編, 『國制交流美術史硏究會シンポジアム』5: 観音ー尊像と変相(大阪: 国際

交流美術史硏究會, 1987) 도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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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즉 남송시대에 제작된 작품으로서 더욱 신빙성이 높아진다.

  학에 관해서는 도상적 계보와 양식 분석에 관한 선행연구가 보다 적극적으

로 이루어졌다. 먼저 오가와는 목계의 고향인 촉에서는 황전(黄筌, 903년경

-965)의 <육학도(六鶴圖)>와 같이 유명한 학 그림이 선례로 전해진다는 점을 

강조하였다.55) 육학도 도상은 당대의 설직(薛稷, 649-713)에 의해 창시되었으

며 『도화견문지』의 기록뿐 아니라 내몽골자치구에 위치한 고륜기요묘(庫倫旗

遼墓) 중 1호묘 중실(中室)에 <선학도벽화(仙鶴圖壁畵)>까지도 전해지고 있어 

고고학적으로도 도상의 추적이 가능하다(도 47).56) 이와 같은 계보의 추적을 

통해 오가와는 다시 한 번 목계 그림의 고전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스즈키는 

양식 분석을 통해 작품이 남송시대에 제작되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 과정

에서 스즈키는 주로 대나무의 마디 표현에 주목하여 북송대 이래의 여러 묵죽

화를 함께 검토하였다.57) 필자는 여기에 더해 바닥에 그려진 풀잎 표현의 서예

적 성격에 주목하고자 한다. 대나무 밑동 주위로 난 풀잎의 짧고 진한 선은 조

맹견(趙孟堅, 12세기 말-13세기 초 활동)의 필치를 연상시키는 측면이 있다(도 

48). 선행연구는 이러한 기법이 황정견(黃庭堅, 1045-1105)의 글자와 유사한 

부분이 있으며 남송시대의 서예적인 필치의 발달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하였

다.58) 이러한 요소까지 함께 고려한다면 학의 표현은 이 작품이 13세기의 작

품이라는 점을 보다 분명히 드러내주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59)

55) 小川, 앞의 논문(1992); ―, 앞의 논문(2003). 목계의 그림에 대해서는 전자에서 

보다 많이 다루어졌다.

56) 요대 벽화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Ellen Johnston Laing, “A Survey of Liao 

Dynasty Bird-and-Flower Painting,” Journal of Song-Yuan Studies 24 (1994), 

pp. 57-99; 뤄스핑(羅世平), 「요대 묘실벽화의 발굴과 연구」, 김원경 옮김, 『미

술사논단』19(2004), pp. 87-131; 박은화, 「오대‧요‧북송대 고분벽화의 화조화 고

찰」, 『중국사연구』91(2013), pp. 77-122.

57) 鈴木, 앞의 책 참조.

58) Maxwell K. Hearn, How to Read Chinese Paintings (New York: Metropolitan 

Museum of Art, 2008), pp. 70-73.

59) 학 자체에 관해서 의문이 남는 부분은 정수리, 벌린 입 안쪽에 붉은 빛으로 채색

이 가해졌다는 점이다. 분명 고래로 단정학의 정수리는 붉은 빛을 띄고 있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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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필자는 작품의 도상을 통해 촉 지방과 목계의 관련성을 확인해보

고자 한다. 스즈키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촉은 수묵 일품화(逸品畵) 및 도석화

의 전통이 깊었다는 기록이 다수 전해진다. 당말 이래 송대까지 촉에서는 수묵

화와 도석화(道釋畵)가 발달했으며 특히 황소(黃巢, 835-884)의 난(875-884)을 

피해 당 희종(僖宗, 재위 873-888)과 함께 입촉(入蜀)했던 당조(唐朝) 화가들의 

활동이 촉의 회화전통 성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 시기 이래로 촉의 회

화는 당나라 궁정양식, 특히 사실적인 화훼영모화의 전통이 강하였다고 해석되

었다.60) 이와 같은 촉 지역의 예술적 특성은 화가로서의 목계를 이해하는 중요

한 요소로 평가되어 왔다. <관음원학도>에서 촉 출신의 화승으로서 목계의 지

역적 연원을 잘 드러내주는 요소는 뛰어난 수묵의 운용과 원숭이와 학의 도상

이다(이하 이 논문에서 ‘원학(猿鶴)’으로 표기).61) 중국에서는 고래로 원학을 결

부시켜 논의한 문학작품이 많았다.62) 역시 촉 지방과 관련해서는 이백(李白, 

로 유명하였다. 그런데 작품의 다른 부분에는 전혀 채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를 

고려하면 제작 당시에 이렇게 채색된 부분은 매우 두드러졌을 것이다. 그렇게 강렬

한 효과를 자아낼 수 있는 가능성에 비하면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의미가 무엇

이었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후대에 일본에서 채색되었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를 증명할 수 없어 추후의 연구과제로 남긴다.

60) 鈴木, 앞의 책, pp. 143-159; 특히 스즈키는 촉 출신 황휴복(黃休復, 11세기초 활

동)의 『익주명화록(益州名畵錄, 1006)』을 중요한 사료로 소개하였다. 黃休復, 『益

州名畵錄』(成都: 四川存古書局, 1915).

61) <관음원학도>의 발묵표현이 지닌 특징은 상술하였으므로 이하에서는 생략한다. 촉 

지방의 수묵 전통에 대해서는 鈴木, 앞의 책 참조. 이 논문에서 언급하지 않았으나 

특히 석각(石恪, 10세기 추정)의 <이조조심도(二祖調心圖)>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갈

필의 영모 표현은 원후의 모질(毛質) 묘사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석각

은 10세기 경 오대후촉의 화가이지만 현재 토쿄국립박물관에 전해지는 <이조조심

도>는 남송시대의 모본으로 평가되어 촉 지방의 전통으로 논의되고 있는 일품수묵

화, 도석화의 전통이 서로 어떻게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남송시대까지 발전했는지 

또는 그렇게 인식되었는지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62) 田中, 앞의 논문에 따르면 동중서(董仲舒, 기원전 179-104)의 『춘추번로(春秋繁

露)』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원숭이와 학은 모두 기다란 팔 

또는 날개를 지닌 동물로서 기를 흡수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장수나 주술적인 힘과 

관련을 지니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또한 4세기 도교 이론가로 유명한 갈홍(葛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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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762)의 「촉도난(蜀道難)」에서 이러한 소재가 특히 인상적으로 활용되었

다. 남송 시기에는 목계와 같은 촉 출신인 무준사범이 유일하게 관음과 원학을 

함께 언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글을 남겨 관음 및 원학을 중심으로 촉, 무준사

범과 목계가 지닌 관계에 대해 다양한 추측이 제기되었다.63)

  이 논문에서는 송대에 원학을 함께 제시한 문헌 중 촉과 관련이 깊으며 회

화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곽희(郭熙, 1020년경-1090년경)의 『임천고치

(林泉高至)』를 또 하나의 사례로 주목하고자 한다.64) 곽희의 『임천고치』는 

283-343)의 『포박자(抱朴子)』는 주(周, 기원전 1046-256) 무왕(武王, 기원전 

?-1043)의 남벌(南伐) 과정에서 전멸한 병사들 중 군자는 원숭이나 학으로 변하였

다는 내용을 소개하였다. 한편 육조(六朝, 229-589)시대 공치규(孔稚珪, 447-501)는 

『북산이문(北山移文)』에서 문인 은거자의 이상적 동반자로서 원숭이와 학을 언급

하였다. 공치규의 이 글은 중세 일본의 선림에까지 널리 알려져 있었다. 지쿠운 토

우렌(竺雲等連, 1383-1471)이 슈분(周文, ?-1444년경)의 전칭작인 <죽재독서도(竹

齋讀書圖)> 에 쓴 서문에서 이를 인용한 글이 확인된다. 15세기 일본의 승려들도 

이상적인 은거지와 원학의 조합을 밀접하게 연관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Lippit, 앞

의 논문 참조.

    특히 육조시대 유신(庾信, 513-581)의 시는 소리와 관련해 원학을 짝지우는 전통

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텍스트이다. 「고수부(枯樹賦)」의 “臨風亭而唳鶴，對月峽而

吟猿”, 「상심부(傷心賦)」의 “鶴聲孤絶，猿吟腸斷”라는 구절이 이에 해당한다. 

Lippit은 비통한 울음과 원학을 연결 짓는 관행은 당대에 이르러 더욱 공고해졌다

고 이해하였다. 이백(李白, 701-762)의 「촉도난(蜀道難)」은 이렇게 비통해하는 두 

짐승의 잔향을 소재로 하여 치솟은 산봉우리에 대한 경외감을 묘사하였다. 두보(杜

甫, 712-770), 왕유(王維, 699년경-759), 백거이(白居易, 772-846) 등 당대의 대표

적인 시인들도 원학을 작품의 제재로 즐겨 사용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송대까지도 

지속되어 소철(蘇轍, 1039-1112) 또한 유배지에 있는 문인이 원학을 동행한다고 언

급하였다. <관음원학도>가 일본에서 조합되었다고 주장하였던 타나카와 그를 지지

하는 쪽에서는 이러한 문학적 전례를 근거로 하여 삼폭대 중 원학 부분은 별개로 

고안되었으며 여기에 관음이 추가되었다고 보았다. 田中, 같은 글, 특히 pp. 30-31.

63) 이 논문, p. 39 이하 참조.

64) 곽희의 『임천고치』에 대한 선행연구로 허영환, 「임천고치의 미술사학적 고찰」, 

『미술사학』1(1989), pp. 35-60; 張完碩, 「郭熙, 郭思 《林泉高致》美學思想」, 

『韓國哲學論集』17(2005), pp. 425-446; 박현숙, 「곽희의 『임천고치』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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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송 말기에도 이미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다. 『선화화보(宣和畵譜)』2권의 

곽희 편에서 그가 집필한 산수화론을 언급하며 ‘화식(畵式)이 될 만하다’라는 

평을 내렸을 정도이다. 『사고전서』 「총목제요」에 따르면 왕위(王緯, 12세기 

전반 활동)가 서문을 작성한 『임천고치』의 판본에는 곽희의 아들인 곽사(郭

思, 11세기 후반-12세기 전반 활동)가 평소 곽희가 말했던 산수화의 기법을 

기술하였고 “호사가들이 이를 좋아하여 서로 전하였는데 (…) 내[왕위]가 가장 

먼저 얻게 되어 대관(大觀) 4(1110)년에 판에 새겨 널리 전한다”고 밝혀두었

다.65) 이를 통해 12세기 전반에 이미 예술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임천

고치』는 누구나 한 번쯤 읽어보고자 하는 책으로 인식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66)

  오늘날 널리 알려져 있는 『임천고치』는 곽사가 1117년 완성하였으며 여기

에 곽희 부자와 교유가 깊었던 허씨 집안의 허광응(許光凝, 12세기 전반 활동)

이 발문을 남겼다. 그런데 이 발문에 따르면 『임천고치』는 곽사가 성도(成

都)에서 차와 소금의 전매(專賣)를 맡아 촉에 기거하는 동안에 완성되었다. 또

한 허광응은 발문을 통해 1116년부터 자신이 촉 지방의 수령이 되었다고 밝히

고 있다. 이미 10여 년 전부터 예인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던 책이 바로 

촉에서 완성된 것이다.67)

신유학 예술관」, 『동양예술』31(2016), pp. 156-180. 곽희의 유가미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 특히 리쩌허우, 『화하미학: 중국의 전통 미학』, 조송식 옮김(아카넷, 

2016)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또한 필자는 곽희, 『임천고치』, 신영주 옮김(문자향, 

2003)의 번역문 및 원문을 토대로 이 논문을 작성하였다. 곽희의 산수화론에 담긴 

철학적 함의에 대하여 갈로, 『중국회화이론사』, 강관식 옮김(돌베개, 2014), pp. 

287-298.

65) 곽희, 위의 책, p. 137.

66) 이 판본은 『산수결찬(山水訣讚)』이라는 표제를 달고 있으며 「산수훈(山水訓)」 

부분이 따로 통행되었다고 한다. 보다 널리 알려진 곽사의 『임천고치』는 이 이후

에 온전한 탈고가 이루어졌다. 

67) 황정견의 문집에서는 1110년 소식(蘇軾, 1036-1101), 소철(蘇轍, 1039-1112), 황

정견이 곽희의 그림을 보고 탄복한 내용이나 곽희의 그림에 관한 여러 기록들이 

확인된다. 촉 출신으로 촉학(蜀學)이라고까지 명명되었던 소식 일파 사이에서 곽희

의 이름이 높았다는 것을 통해서도 촉 지역에서 곽희에 대한 인식이 어떠했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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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어에 나오는 예(藝)의 정의를 언급하는 것으로 서문을 여는 『임천고치』

의 「산수훈(山水訓)」에서는 군자가 산수를 사랑하는 이유로 ‘원숭이와 두루미

가 날고 우는 정경(猿鶴飛鳴)’을 언급하였다.68) 뛰어난 산수를 이루게 된다면 

방을 나서지 않고도 원숭이의 소리와 새의 울음이 실제로 귀에 들리는 듯 하

다는 것이다(猨聲鳥啼, 依約在耳). 후술하겠지만 목계의 <관음원학도>는 원숭이

에서 소리를 표현하지 않고 새로운 묘사로 나아가 관음의 응신이라는 주제를 

다루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임천고치』의 내용이 <관음원학도>에 그

대로 반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임천고치』와 같이 그림을 그리고

자 하는 12세기 이후의 송인(宋人)들이 적극적으로 참고했을 만한 책 속에 원

학을 산수의 정경으로 함께 묘사하는 내용이 등장할 뿐 아니라 이것이 촉 지

방에서부터 간행되었다는 사실은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관음원학도> 이전에 

원학이 밀접한 관련 속에 그려진 작례는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기록에 영감을 받아 원학을 그림으로 제작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다. 원학을 조합시키는 표현이 단순히 문학적 전거를 넘어서 회화적 표현

과 보다 직접적으로 결부될 수 있는 계기가 이미 12세기 초반 촉 지방에서 마

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무준사범이 그림을 보고 남긴 기록 중에서는 관

음을 원숭이, 학과 함께 언급한 내용이 있어 그간 목계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사료로서 선행연구에서 큰 관심을 받아왔다. 다음 절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겠

지만 이러한 기록 또한 현전 작품은 확인할 수 없으나 촉 지방을 중심으로 분

명 원숭이와 학을 함께 그리는 관행이 12세기 이후 발달했을 가능성을 짐작케 

한다. 목계와 마찬가지로 촉승이었던 무준사범도 이러한 유형의 작품을 볼 수 

있었으며 그러한 회화적 창조 환경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북송 후기 화단의 주

목을 받았던 곽희의 『임천고치』의 내용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추측할 수 있다. 곽희, 앞의 책, pp. 158-159.

68) 이외에는 심성을 기르는 곳이며, 샘과 바위가 있는 곳으로 세상을 피해 숨어지낼 

수 있는 곳이라고 설명하였다. 위의 책,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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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목계의 활동 배경

  (1) 목계의 사승(師承) 관계

  목계를 선승화가로 이해해 온 가장 결정적인 근거는 무준사범이다. 무준사범

은 중·일 양국의 임제종(臨濟宗)에서 모두 명망이 높으며 국사(國師)의 지위에

까지 올랐던 촉 출신 승려이다.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목계가 그를 가르친 것으

로 소개해 왔다. 그런데 무준사범과 목계의 사제관계에 대한 현전 최고(最古)

의 기록은 <불조정전종파도(佛祖正傳宗派圖[붓소쇼덴슈하즈], 1382)>이다(도 

54). <불조정전종파도>는 쿄토 난젠지(南禅寺)의 주지를 지냈던 임제종 선승 

코칸 시렌(虎関師錬, 1277-1346)의 오가변(五家辯)에 근거하여 마조도일(馬祖

導一, 709-788)부터 난보쿠초시대(南北朝時代, 1336-1392)에 이르기까지 중·

일 양국 오산(五山) 선림(禪林) 종파의 계보를 기록한 것이다.69) 이 기록이 작

성된 1382년에 목계는 이미 일본의 선림 문화권이나 아시카가 쇼군의 상찬을 

받고 있었다.70) 즉 <불조정전종파도>는 목계를 부각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존재

하던 시기에 작성되었다. 같은 시기 목계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지니지 않았던 

중국에서 작성된 기록에는 목계와 무준사범의 사승관계를 뒷받침해주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목계와 무준사범을 연결 지을 수 있는 유일한 요소는 두 사람 모두 관음을 

원숭이, 학과 함께 다룬 촉 출신의 승려라는 것이다. 무준사범의 어록을 집성

한 『불감선사어록(佛鑑禅師語錄)』에는 어떤 관음보살도에 대한 찬문(贊文)이 

69) 川瀬一馬, 『大東急記念文庫貴重書解除』第二卷: 佛書之部(東京: 大東急記念文庫, 

1956), p. 149. <불조정전종파도>는 東京 大東急記念文庫와 南禪寺 龍興庵에 소장되

어 있다. 舘隆志, 「樵谷惟僊と塩田和尚の史料集成と注釈」, 『花園大学国際禅学研究

所論叢』11(2016), p. 30. 오가변은 코칸의 시문집인 『제북집(濟北集)』에 기록되

어 있다. 上村観光 編, 『五山文学全集』第一卷(東京: 帝国教育出版会, 1935).

70) 14세기부터 15세기를 거치는 기간 동안 일본에서 목계 회화에 대한 수요가 폭증

하였으며 목계와 무준사범을 함께 뛰어난 예술가로 상찬하기 시작했다. 제Ⅳ장 제1

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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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되어 있다. 이 글은 남송시대까지 관음과 원숭이, 학이 함께 거론된 유일

한 사례로 알려져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무준사범이 목계의 <관음원학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성의 관음보살도를 감상한 후 이러한 찬문을 작성한 것이라고 

보았다.71)

  

  「관음대사」

1．염주를 몇 개 들어 능력을 보이며

무심하게 아이 같은 모습을 짓네.

어찌하여 달은 서리 내린 듯 온 하늘에 밝은가?

외로운 원숭이가 깎아지른 천 개의 봉우리 위에서 우네.

2. 흐르는 물 따라 물속으로 들어가니 분별이 없고

이르는 곳마다 원만하게 통하니 삼라만상이 실상을 드러내네.

구름 한 점 없이 맑아 온 세상의 하늘이 넓은데

끝없이 이는 물결 한가운데 연잎 하나 떠있네. 

3. 해탈이 눈앞에 나타나니 밤하늘에 달이 뜬 것 같고

무수히 변신해 만물을 구제하니 모든 강에 그림자가 어린 듯하네.

이것이 바로 왜 그런지 모르나 저절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요

텅 비어 모든 것에 통하고 고요해 모든 것에 응한다는 것일세.

71) 일본에서 『불감선사어록(佛鑑禅師語録)』은 토쿄 궁내청(宮內廳, 쿠나이초) 소장

본과 쿄토 토후쿠지(東福寺) 소장본이 전해지는데 궁내청 본에는 제3찬의 마지막 

네 줄과 제4찬이 나타나지 않는다. Wey는 무준사범이 남긴 다른 찬문을 살펴보면 

제4찬과 같이 부가적인 설명이 나타나는 것은 이 시가 유일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근거로 궁내청 본에 나타나지 않는 내용은 후대에 추가된 내용이라고 주장하

였다. 즉 이 내용은 신빙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관음원학도>가 본래부터 한 쌍

으로 제작되었다고 볼 만한 문헌적 근거는 없다는 주장이다. Wey, 앞의 논문, pp. 

128-130. 그러나 Wey 이외에 『불감선사어록』 중 제4찬의 신뢰도를 부정한 학자

는 없었다. 필자는 오히려 제4찬이 이 글의 성격을 잘 드러내주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이에 관해서는 후술한다. 따라서 필자는 궁내청 본을 따른 Wey와 달리 

토후쿠지본을 따라 제4찬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 및 번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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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세상이 봄빛이요 천 개의 강에 모두 달그림자가 비치니

지금 어디에서 관음보살(普門)을 구하랴?

한 소리 지르며 학이 한겨울 소나무 위에서 우네. 

4. 위대하도다, 관자재보살이여! 세상의 모든 소리를 잘 관조하나, 그 소리

를 단지 소리로 대하지 않으니, 이 역시 해탈의 경지요, 또한 해탈 자체까

지 초월한 경지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고뇌를 벗어나, 이르는 곳마다 

해탈을 이루고 온 세상의 사찰마다 화현(化現)해 일체를 구제한다. 그러나 

구제하는 가운데서도 또한 구제한다는 생각조차 초월하니, 마치 봄이 모든 

꽃에 존재하나 그 가지가 길고 짧음을 구분하지 않는 것과 같고, 또한 달

이 물속에 비치지만 그릇이 크고 작음을 구분하지 않는 것과 같아서, 소리

를 찾아 생각하는 바를 따르고, 평등하게 대해 이익을 얻는다. 이것이 바

로 관음보살이 32가지로 변신하여 응신(應身)한다는 것이요, 열네 가지 두

려움을 없애는 법(法)의 한량없는 방편(方便) 법문(法門)이다. 사람마다 모

두가 성취하나, 사람마다 성취하는 곳도 본체 자체는 모두가 다 허깨비 같

은 허상이다. 내가 허상처럼 보므로 원컨대 허상 같은 찬문을 짓고 싶다. 

만약 올바른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할 것이

다.72)

  이 시는 후쿠이에 의해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후쿠이는 이 기록을 통해 ‘무

72) “提起數珠呈伎倆, 無端弄出孩童相. 何似月明霜滿天, 孤猿啼斷千峰上. 隨流入流無所

分別, 處處圜通頭頭漏泄. 雲淨八紘天宇寬, 萬頃波心蓮一葉. 寂滅現前如月在天, 分身利

物影含百川. 是所謂不然而然, 虗而通靜而應. 萬國春容千江月影, 如今何處求普門, 一

聲鶴唳寒松頂. 大哉觀自在. 善觀諸音聲, 而於諸音聲, 不作音聲見, 是見亦寂滅, 亦無寂

滅者. 由是離眾苦, 處處得解脫, 分身十方剎, 救度於一切. 然於救度中, 而無救度想, 如

春在百花, 不分長短枝, 又如月在水, 不分大小器, 尋聲隨所念, 平等獲利益. 是三十二應, 

十四無畏法無量方便門. 一一皆成就, 一一成就處, 當體皆如幻. 我觀如幻相, 願作如幻

讚. 若有見聞者, 當作如是觀.” 『無準師範禅師語録』第五卷, 『大日本續藏經』第一輯

第二編第二十六套第五冊(京都: 臧經書院, 1912), 四百七十五項. 본문의 숫자는 설명

의 편의를 위해 필자가 부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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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사범의 제자’인 목계가 <관음원학도>를 제작한 화인(畵因)은 촉승 무준의 계

보를 잇고자 ‘파촉인으로서의 자연관’ 내지 ‘선종화가로서의 전통’을 따른 것이

라고 설명하였다. 특히 찬문 중 첫째와 셋째 부분은 각각 세 폭으로 된 관음도

의 좌우 양폭에 적혀 있던 것이며 두 번째 부분의 묘사를 종합하면 이는 ‘일엽

관음도(一葉観音図)’의 삼폭대를 보고 쓴 제시라고 분석하였다.73) 긴팔원숭이와 

학을 함께 거론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대로 중국 문학에서 상당히 유서 깊은 

전통이다. 반면 13세기까지 관음이 긴팔원숭이, 학과 같이 등장한 사례는 무준

사범의 이 글과 목계의 <관음원학도>만이 전해지고 있다.74) 따라서 선행연구는 

이 시를 근거로 무준사범과 목계의 사제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 기록 외에는 두 사람의 관계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직접적인 사료

는 전무하다. 더욱이 무준사범이 남긴 이 찬문 또한 목계를 직접적으로 거론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직 이를 근거로 목계가 무준사범의 제자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무준사범의 제자로 목계와 활동 시기가 겹치는 엔니 벤엔(圓爾辯圓, 

73) 福井, 앞의 책(1999), 478-481. 후쿠이는 여기에 원숭이와 학이 그려져 있었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찬자인 무준사범이 세 폭으로 된 관음도를 보며 원숭이와 학

을 떠올렸다고 해석하였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후쿠이는 일엽관음도 세 폭 

중 관음이 그려진 가운데의 양 옆에 찬문 1과 3이 적혀있었다고 추측하였다. 후쿠

이 또는 이를 인용한 오가와의 선행연구는 무준사범이 작성한 관음대사 찬문의 전

체를 소개하거나 활용하지는 않았다.

    후쿠이의 해석에 대해 필자는 찬문이 존재한다고 해서 그 찬문이 반드시 그림 안

에 적혀있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그림을 감상한 후 찬문만 

쓰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존상을 묘사한 불화의 경우 이미 봉

안된 상태에서 감상했을 가능성이 보다 높다. 봉안된 이후라면 그림 안에 이와 같

이 장문의 찬문을 직접 써넣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필자는 무준사범이 작성한 이 

찬문의 경우 관음도 위에 적혀있었다기보다는 어느 관음도를 보고 무준사범이 남긴 

감상문이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필자는 후쿠이, Wey, 오가와의 선행

연구에서처럼 단편적으로 이 글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전체 내용을 동

시에 파악할 때 비로소 그 유기적 의미, 특히 관음과 원학의 응신이라는 해석가능

성으로 나아갈 수 있다. 관음의 응신 문제로 이 글을 이해하여 <관음원학도>를 새

롭게 해석하는 문제는 이 논문, p. 71 이하 참조.

74) 원학을 함께 언급한 여러 문학적 전거들에 대해서는 田中, 앞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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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1280)의 『성일국사어록(聖一国師語錄)』이나 무학조원(無学祖元, 

1226-1286)의 『불광국사어록(佛光国師語錄)』은 모두 목계를 언급하지 않았

다. 무준사범의 제자 중 일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은 설암조흠(雪巖

祖欽, 1216-1287)의 『설암화상어록(雪巖和尙語錄)』과 희수소담(希叟紹曇, 

?-1275년 이전)의 『희수화상광록(希叟和尙廣錄)』에도 두 사람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기록은 전하지 않는다.75) 즉 현전 사료에 기초해 판단하면 일본에

서만 목계를 무준사범의 제자라고 거론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러한 일본에서

도 이러한 제자설은 무로마치 중기 이후에 이르러서야 나타났다. 예를 들면 14

세기부터 목계 회화의 가장 중요한 소장자였던 아시카가 쇼군조차도 15세기 

말까지는 목계가 무준사범의 제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음량헌

일록(蔭凉軒日錄[인료켄니치로쿠], 15세기)』 1485년의 8월 28일 조의 다음 기

사는 이를 입증하는 중요한 사료이다.

상공(相公, 제8대 쇼군 아시카가 요시마사(足利義政, 쇼군 재직 

1449-1473)께서 내게 “상목계(常牧溪)는 불광(佛光: 無学祖元)의 제자인

가, 법권(法眷)인가?”라 물으시니 “법권입니다”라고 대답해 고하였다.76)

  이 질문은 요시마사가 목계를 무준사범의 제자로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는 것을 보여준다. 목계가 일본에서 무준사범의 제자로 국사의 자리에까지 올

랐던 무학조원의 다음 세대일 수도 있다고 오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 

대화는 15세기 말까지도 일본에서 카라모노의 주요 소장가조차 목계와 무준사

75) 『聖一國師語録』, 佛書刊行會 編, 『大日本佛教全書』第九十五卷(東京: 佛書刊行

會, 1922); 『佛光國師語録』, 佛書刊行會 編, 같은 책; 『雪巖和尙語錄』, 佛書刊行

會 編, 『大日本續藏經』第一輯第二編第二十七套第三冊(京都: 臧經書院, 1912); 

『希叟和尙廣錄』, 佛書刊行會 編, 『大日本續藏經』第一輯第二編第二十七套第二冊

(京都: 臧經書院, 1912). 이외에 무준사범의 제자로 알려진 인물들의 경우 단편적인 

묵적 외에 이처럼 종합적인 어록은 알려져 있지 않다.

76) 『蔭凉軒日錄』第三卷(東京: 佛書刊行會, 1912). 음량헌일록은 쇼코쿠지 로쿠온인

(鹿苑院)의 주지가 작성했으며 작성시기에 따라 기록자가 다른데 위 기록은 키센 

슈쇼(亀泉集証, 1424-1493)가 작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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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이와 비슷한 

시기의 기록인 『군대관좌우장기(君臺観左右帳記[쿤다이칸소초키], 1476년 이

후)』의 경우 목계와 무준사범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 판본에 따라 엇갈린다. 

이는 요시마사와 키센 슈쇼(亀泉集証, 1424-1493)의 위 대화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5세기 후반까지 일본에서도 목계가 무준사범의 제자라는 확립된 인식

의 부재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군대관좌우장기』의 원본은 현전하지 않으나 사본과 간본이 전해지며 ‘노아

미본(能阿弥本)’과 ‘소아미본(相阿弥本)’으로 구분된다.77) 현재 알려진 가장 오

래된 판본의 『군대관좌우장기』는 1476년의 간기가 있는 『군서류종(群書類

從[군쇼루이주], 1793-1819)』 수록의 노아미본이다. 이 판본은 목계를 무준사

범의 제자로 언급하지 않으며 두 사람의 위치도 목계는 상등의 앞쪽에, 무준사

범은 상등의 뒤쪽에서 서로 분리되어 있다(도 56-1).78)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

로 소아미본에 이르러서는 목계가 무준사범의 바로 뒤에 나타나며, 무준사범의 

제자라는 설명이 추가되기 시작한다(도 56-2).79) 또한 무준사범과 목계를 나란

히 최고의 품계(上 또는 上上)로 위치시키고 있다. 이는 이전 시대에 나타나지 

않았던 설명으로 15세기 후반 전후 목계와 무준사범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 변

화했던 것을 반영하고 있다. 요시마사의 시기 이후로 무로마치 장군가에서 목

계 회화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을 긴밀한 관계 속에서 이

해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즉 목계가 무준사범의 제자라는 설명은 1382년 일본의 임제종 선림에서 처음 

77) 野地修左, 「君台観左右帳記の研究 その一: 諸本解題」, 『日本建築學會研究報告』

33(1955), pp. 211-212. 노아미(能阿彌, 1397-1471)와 게아미(藝阿彌, 1431-1485), 

소아미(相阿彌, ?-1525)는 대대로 아시카가 쇼군의 예술적 조언자인 도보슈(同朋衆)

를 역임하였다.

78) 1524년의 내서가 있는 오오타니(大谷) 대학교 소장본, 1560년 내서의 국립역사민

속박물관 소장본 또한 목계와 무준사범을 연이어 나열하지 않았으며 목계를 무준사

범의 제자로 언급하지 않았다.

79) 이 또한 모든 소아미본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1559년의 내서가 적힌 토호

쿠(東北) 대학교 소장본 및 1884년에 간행된 국립박물관 소장본은 목계를 무준사범

의 제자로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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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되었다. 그러나 노아미나 요시마사가 활동하던 15세기 후반까지도 이는 화

단이나 수장가들 사이에서 일반적인 견해가 아니었다. 그러던 것이 16세기 전

반인 소아미의 시기에 이르러서야 정설처럼 소개되기에 이른다.80) 이를 계기로 

목계의 무준사범 제자설은 임제종 선림 외부의 수장가나 화단으로까지 널리 

퍼지게 된 것이다. 이는 후대에 목계 회화를 선불교의 맥락에서 이해하게 된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한편 중국의 기록에서는 무준사범이 아닌 다른 승려를 목계의 스승으로 언

급하고 있다. 도찬과 같은 루산(廬山) 개선사(開先寺)에서 수학했던 원대의 임

제종 선승 대흔소은(大訢笑隱, 1284-1344)의『포실집(蒲室集)』을 보면, 은제

천(殷濟川)이라는 인물의 그림에 쓴 「제은제천화(題殷濟川畵)」라는 글에서 목

계를 그의 제자라고 소개하였다.81)

내 친구 손민중(孫敏中)은 은제천(殷濟川)이 그린 달마와 보공(寳公) 이하 

선종의 산성들 총 28인을 그린 그림을 얻었는데, 이것을 모두 취해서 평

소 선기(禪機)를 빌어 모사하였다. 그러나 남천(南泉) 스님이 고양이 목을 

베고, 설봉(雪峰) 스님이 공을 굴린 것은 대개 한때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

해 전광석화처럼 보여준 것으로서, 오래 머물러서는 아니 되니, 마음의 길

이 끊어져서 말과 침묵이 모두 사라졌거늘, 하물며 필묵으로 형용할 수 있

겠는가? 그림이라는 것은 바로 초나라 수도 영(郢)에 사는 사람이 연(燕)

나라 재상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다가 잘못하여 “촛불을 들어라”고 썼는데, 

연나라 재상이 도리어 그 의미를 알아채고 그대로 실천하여 연나라가 비

80) 이 사이 일본에서 선림을 중심으로 목계와 무준사범의 관계에 대한 전설적 일화

가 확산되어 15세기 후반에 이르면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기 시작한다. 이에 대

해서는 제Ⅲ장 제1절에서 후술한다.

81) 대흔소은은 임제종 대혜파(大慧派) 선승으로 루산 개선사에서 일산료만(一山了萬)

에게 수학했으나 깨달음을 얻지 못해 천목산(天目山)의 중봉명본(中峰明本)을 찾아

가기도 하였다. 원 문종(文宗)의 름을 받아 도에 대해 설법하여 광지전오대선사(廣

智全悟大禪師)라는 호를 하사받고 순제(順帝) 때에도 융숭한 대우를 받아 지원(至

元) 2년인 1336년 석교종주(釋敎宗主)의 주를 받고 오산사(五山寺)를 맡았다. 한보

광․임종욱 엮음, 『중국역대불교인명사전』(이회문화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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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잘 다스려졌지만, 이것이 편지의 본래 의미가 아니었던 것과 같은 것이

다. 손민중은 박식하니, “은제천이 그림으로 유명해 틀에 박힌 법식을 벗

어났으며 예전에 목계가 일찍이 그에게 배웠다”고 하였다. 그리고 치절(癡

絶)과 허곡(虛谷) 같은 여러 노장들이 그 뒤에 또 제발을 써서, 자못 보배

롭게 여기며 애석하게 여겼다. 그러나 나는 변명하지 않을 수 없다.82)

  이 글은 손민중(孫敏中, 14세기 활동)이 목계를 은제천의 제자라고 언급했던 

것을 대흔이 다시 기록한 것이다. 그런데 손민중과 은제천에 대해서는 다른 기

록을 찾아볼 수 없어 은제천과 목계의 관계를 깊이 고찰하기는 어렵다.83) 그러

나 손민중이 자신의 소장품이었던 은제천의 그림을 높이는 과정에서 목계가 

그의 제자였다고 부연하는 문맥을 고려할 때 14세기 전반 중국에서 화가로서 

목계의 명성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즉 화가로서의 사승(師承) 관계를 단편적으

로 언급한 이 기록에 보다 적극적 의미를 부여한다면 지명도를 획득하지 못한 

은제천을 설명하는 데 거론될 만큼 목계는 잘 알려진 화승이었다.84)

  또한 이 기록에서 주목되는 것은 치절도충(癡絶道沖, 1169-1250)에 대한 언

급이다. 은제천의 그림 뒤에 제발을 남겼다는 치절도충은 촉 출신의 임제종 승

려로 여러 사찰에서 거처했는데 이 중에는 무준사범의 활동지로 알려진 항저

우의 영은사(靈隱寺)와 경산사(徑山寺)가 포함되어 있다.85) 치절도충도 무준사

82) “吾友孫敏中, 得殷濟川畵逹摩寳公而下禪宗散聖者, 凡廿八人, 併取其平日機用摹冩之. 

然南泉斬猫, 雪峰輥球, 盖其一時示人如石火電光, 不可凑泊, 心思路絶, 語黙俱喪, 况

可以筆墨形容哉. 畵者正郢人誤書舉燭, 而燕相尚明, 國雖治而非書意也. 敏中博識, 謂

濟川名畵, 脫去畦畛. 昔牧溪嘗從其學. 又癡絶虛谷諸老題後, 稍珍惜之. 然予不可以無辯

也.” 大訢笑隱, 『蒲室集』, 迪志文化出版有限公司 編, 『文淵閣四庫全書電子版』(香

港: 迪志文化出版有限公司, 2007).

83) 손민중에 대해서는 1341년 사오싱(紹興) 華舍鎭 湖門村에서 읍인(邑人)으로 공공 

교육기관인 산음호문(山阴湖門) 의숙(義塾)의 건립에 참여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된

다. 绍兴市地方志编纂委员会 编, 『紹興市志』第三十三卷: 敎育(杭州: 浙江人民出版

社, 1997) 참조.

84) 현재까지 은제천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글은 이 논문에 소개된 것뿐이다.

85) Robert E. Buswell et al., The Princeton Dictionary of Buddhism (Prince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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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의 관계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전거는 없으나 목계와는 같은 촉 출신의 

승려로서 일본에 많은 묵적이 전해진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치절도충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인물로서 목계의 그림을 보았던 것이 확실

한 인물로 허당지우(虚堂智愚, 1185-1269)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허당지

우는 무준사범보다 한 세대 아래의 승려로 무준과 마찬가지로 경산 지역에서 

활약하였다. 특히 허당지우의 법맥을 이은 일본 승려 난포 조묘(南浦紹明, 

1235-1308), 난포 조묘의 문하에서 다이토쿠지의 개산이 된 슈호 묘초(宗峰妙

超, 1282-1337)와 같이 카마쿠라 말기를 대표하는 고승들을 통해 허당은 특히 

일본에서 고매한 선사로 상찬되었다.86) 그런데 그의 문집 『허당록(虚堂錄)』

에는 목계의 원숭이 그림을 보고 다음과 같이 읊은 시가 있어 주목된다.

「법상(法常) 목계(牧溪)의 <원도(猿圖)>를 읊다」

서리가 내리니 온 숲이 비고

한 번 우니 천 개의 바위가 고요하네.

애타는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 이니

괴로운 인생 깊은 반성이 절로 이네.

새끼를 안고 위험한 가지에 오르니

맑은 흥취가 높고 멀리 이네.

하나만 집중하니 사랑하는 마음 일어

삼세(三世)를 윤회하는 업풍(業風) 끝없이 부네.87)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4). 한편 송대의 ‘허곡(虛谷)’으로 추정할 수 있는 

인물로는 방회(方回, 1227-1307)가 있다. 방회의 호가 허곡이었는데 휘주(徽州) 흡

현(歙县, 오늘날의 안후이성(安徽省)) 출신의 인물로 이종연간인 1262년 진사에 급

제했으나 가사도(賈似道)의 눈 밖에 나 엄주(严州, 오늘날 저장성)에서 지냈다. 

1277년에는 연경(燕京)에서 직접 원 세조(世祖)를 만났으나 이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로도 전당(錢塘, 오늘날의 항저우(杭州))에서 송 유민들과 왕래

하였다고 한다. 주밀(周密)의 『계신잡지(癸辛雜識)』에도 기록이 보인다. 周密, 

『癸辛雜識』(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2); 謝巍 編, 『中國歷代人物年譜考錄』第

六卷(北京: 中華書局, 1992).

86) Robert E. Buswell et al.,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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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절도충과 허당지우의 활동상 및 제화시는 무준사범과 활동반경이 겹치는 

선승들 사이에서 목계가 알려져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먼저 치절도충은 무

준사범과 같은 경산에서 13세기 중반 전후 활약했으며 목계, 무준과 동향인 촉

승이었다. 목계의 스승이었다는 은제천과도 가까웠다. 한편 허당지우는 치절과 

유사한 시공간을 배경으로 활동하며 <관음원학도>의 도상과 같이 ‘새끼를 안고 

위험한 가지에 오른’ 원숭이를 그린 목계 작품의 제화시를 남기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면 목계는 선승 내지 무준사범의 제자라 단언할 수는 없

어도 그 주변부에 화명이 알려져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추정컨대 그러한 영향

으로 일본 불교계에서까지 목계가 인기를 누리게 되었을 것이다.88)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종합하면 목계를 무준사범과 명확히 연결시킬 수 

있는 사료는 1382년 일본의 임제종 선문에서 만든 종파도 뿐이다. 일본에서조

차 목계가 무준사범의 제자라는 주장은 16세기 초반에 이르러서야 널리 받아

들여졌다. 이전까지는 목계와 무준사범의 관계가 정론으로 확립되지 못했다. 다

만 목계와 무준사범은 남송 말기 서호 주변에서 활동범위 상의 교집합이 존재

하는 관계였다고 할 수 있다. 상기했듯이 <관음원학도>와 같이 관음을 원학과 

함께 언급한 남송시대까지의 문학적 전거는 무준사범의 어록뿐이다. 이는 무준

사범으로부터 목계가 받은 영향관계를 암시하는 것이다. 일부 선행연구에서 목

계의 그림을 보고 무준사범이 이런 글을 남겼다고 추측했던 것과 반대로 목계

가 오히려 무준사범의 글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89) 즉 무준사범의 찬

87) 常牧溪猿圖 “霜墮群林空，一啸千岩静. 耿耿殊有情，勞生發深省. 抱子攀危条, 清興在

高遠. 一点鍾爱心，業風吹不断.” 鈴木, 앞의 논문(1994), p. 35. 虚堂智愚, 『虚堂和

尚语录』，妙源 编, 『禅宗语录辑要』(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2), p. 546.

88) 특히 허당지우의 법맥을 이은 승려들은 일본의 선종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허당지우가 목계의 그림을 보고 기록을 남겼던 만큼 일본에서 목계가 강조되었던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는 아래에서 후술한다.

89) 그렇다며 목계의 그림 외에도 관음이 원학과 같은 동물, 또는 이와 관련된 모티프

로 응신한 모습을 그린 그림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무준사범의 관음대사에 관한 

글은 분명 내용상으로든 전체 편제상으로든 어떠한 그림을 보고 작성된 글이기 때

문이다. 송대에 유행했을 관음응신의 개념과 <관음원학도>의 의미 해석 문제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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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서 목계가 발상을 얻어 <관음원학도>를 제작했던 것이다. 특히 목계가 고

향인 촉 지방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했을 가능성을 고려할 때 목계는 당시 촉 

출신으로서 고승의 지위에 오른 무준사범, 1251년에 간행된 무준사범의 『불감

선사어록』과 같은 무준사범의 가르침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90) 한편 목계가 그림을 배웠다는 원대의 기록이 전해지는 은제천과 

교류한 치절도충, 목계의 그림을 보고 기록을 남긴 허당지우는 무준사범과 활

동 반경이 겹치는 선승이었다. 이를 종합하면 목계는 무준사범의 가르침에 영

향을 받았던 남송 말기의 승려였으며, 무준사범의 활동 범위 또는 그 주변에서 

화가로서 목계의 이름도 알려져 있었다는 것까지는 확실하나 그 이상의 관계

에 대한 사료는 현전하지 않는다.91)

  (2) 목계의 주석(駐錫) 사찰

  선행연구에서 목계를 선승화가로 판단한 결정적 근거는 목계와 선사 무준사

범의 사승 관계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대로 목계와 무준사범의 직접적인 관

계설정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목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활동 배경을 추

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논의에서 목계의 주석(駐錫) 사찰로 가

래에서 후술한다. 이 논문, p. 71 이하 참조.

90) 촉승으로서 목계의 정체성에 관한 내용은 제Ⅱ장 제1절 참조.

91) 목계가 언계광문(偃溪廣聞, 1189-1263)과 관련되었다는 연구가 최근 제기되기도 

하였다. 板倉聖哲, 「偃溪宏聞をめぐる作画ー梁楷‧直翁‧牧谿」, 根津美術館　編, 『南

宋絵画ー才情雅致の世界ー』(東京: 根津美術館, 2004), pp. 19-24. 목계의 작품 중 

‘망량화(罔両画)’ 계통의 유형이 주로 다루어지고 있다. 필자는 이를 실견하지 못했

으며 명확히 목계의 진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확신을 얻지 못해 이 의견에 대해

서는 별도로 검토하지 않았다. 목계 전칭의 망량화를 실견하여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 후의 연구과제로 삼고자 한다. 망량화에 대해서는 島田修二郎, 「罔両画 

上」, 『美術硏究』84(1938), pp. 4-13; ―, 「罔両画 下」, 『美術硏究』86(1939), 

pp. 8-16; ―, 『島田修二郎著作集』2: 中国絵画史研究(東京: 中央公論美術出版, 

1993) 참조; 망량화와 관련해 특히 언계광문에 대해서는 Lippit, “Apparition 

Painting,” RES: Anthropology and Aesthetics 55/56 (2009), pp. 61-8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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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많이 언급되었던 곳은 항저우 육통사이다. 20세기 초 ‘육통사파(六通寺派)’

라는 이론이 제기된 이래 미술사학계에서는 목계가 육통사에 기거했거나 주지

를 역임하였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었다.92) 그런데 목계가 육통사에서 활동했을 

가능성은 무준사범과 목계의 사승 관계만큼이나 명확히 증명되지 않는다. 따라

서 이 논문은 이하에서 목계가 정말 육통사를 배경으로 활동하였다고 볼 수 

있을지, 육통사는 선종사찰로서 목계를 선승화가라고 설명해 줄 수 있을지, 육

통사 외에 목계가 거처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사찰은 없는지의 문제를 검토하

여 목계의 활동 배경을 규명하고자 한다.93)

  목계와 육통사의 관계에 대한 가장 이른 기록은 목계와 무준사범의 사승 관

계에 대한 기록과 마찬가지로 1382년 일본에서 작성된 <불조정전종파도>이다

(도 54). 다음으로는 기도 슈신(義堂周信, 1334-1405)이 일본의 화가인 모쿠안

(黙庵, 14세기 전반 활동)을 기록할 때 목계를 육통사의 주지로 언급하였다는 

15세기 후반의 사료가 전해진다.

모쿠안은 (…) 육통사로 갔다. 이 사찰은 목계의 제자들이 있는 곳이었다. 

92) 佐賀, 앞의 논문; 이후 이를 서구의 학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 관해서는 이 

논문, 주석 9, 제Ⅴ장 제2절 참조; 선승화가의 계보와 관련해 목계를 다룬 선행연

구로는 戸田禎佑, 「牧谿序説」, 戸田禎佑 篇, 『水墨美術大系』3: 牧谿‧玉澗(東京: 

講談社, 1973), pp. 39-66.

93) Wey는 佐賀와 다른 관점에서 목계의 주석사찰을 재검토하였다. Wey는 일본의 기

록과 중국의 기록에 따른 목계의 주석사찰, 즉 육통사와 장상사를 다룬 지방지의 

사료를 동시에 검토해 두 사찰의 관계 및 종파를 논의하였다. Wey, 앞의 논문, pp. 

20-29. 필자는 佐賀와 Wey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고찰해 볼 

수 있었다. Wey는 이들 사찰이 선종이 아닌 율종(律宗)으로 목계를 선승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필자도 목계를 선승이라고 단정할 만한 사료적 근거가 부재

하다는 최종적 결론에 있어서는 Wey와 입장을 같이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Wey

가 결정적 근거로 제시한 사료 중에는 송원대가 아닌 명대 중기의 사료가 있다. 필

자는 목계가 생존했던 당시의 활동 배경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늦어도 원대

의 상황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하의 논의에서 필자는 보다 시대가 

올라가는 사료를 중심으로 목계의 주석사찰과 그 종파적 성격의 문제를 재구성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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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의 주지는 웃음으로 맞이하며 말하였다. “어젯밤 꿈에 개산인 목계 화

상이 나타났으니, 그대가 곧 그의 재림[再來]이다.” 이렇게 말한 끝에 목

계의 인장을 전해주었는데, 인장은 주문과 백문이 두 글자씩 적혀 있었다. 

마침내 당시에 모쿠안을 일러 ‘목계재래(牧溪再來)’라 하였다.94)

  이 기록은 기도 슈신의 제자 즈이케이 슈호(瑞溪周鳳, 1392-1473)가 여러 

책을 읽고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을 다시 쿄토 켄닌지(建仁寺) 승려 텐닌 류타쿠

(天隱龍澤, 1422-1500)가 서사(書寫)하였다고 알려져 있는 『각저집(刻楮集[코

쿠초슈], 1469년경)』에만 전해지는 내용이다.95) 『각저집』은 카마쿠라 엔가

쿠지(圓覺寺)와 켄초지(建長寺)의 주지를 역임했으며 1331년 중국을 방문했던 

승려 돈푸 젠카이(鈍夫全快, 1309-1384)가 1375년 4월 7일 기도 슈신에게 위

와 같은 내용을 들려주었다고 기록하였다. 즈이케이 슈호는 기도의 『공화일용

공부약집』에서 이 내용을 보았다고 한다. 다만 기도 슈신, 돈푸 젠카이, 즈이

케이 슈호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기록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기록은 텐닌 류타쿠가 필사한 15세기 후반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지 않는다.96)

94) “淵黙庵 (…) 遊六通寺. 寺乃牧溪徒弟院. 院主某迎笑而話曰, 昨夕夢開山牧溪和尙至, 

汝卽再來也. 遂傳牧溪印, 印有朱白二字印. 故時稱牧溪再來云.” 佐賀, 앞의 논문, pp. 

37-38에서 재인용.

95) 위의 논문, pp. 38-40. 텐닌 류타쿠의 글은 출간되는 일 없이 켄닌지에서만 전해

져 왔다. 한편 伊藤東愼는 적어도 세 명 이상의 인물이 서로 다른 시기에 『각저』

를 집필했는데 텐닌 류타쿠가 집필한 것과 보다 후대의 인물이 작성한 내용을 구

별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伊藤東愼, 「瑞渓周鳳の『刻楮集』について」, 『禅学研

究』57(1969), pp. 181-205.

96) 기도 슈신의 글은 『의당화상어록(義堂和尚語録)』, 『공화집(空華集)』, 『공화일

용공부약집』이 현전한다. 돈푸 젠카이의 글은 「鈍夫全快禅師行狀」이 榎本涉, 

『南宋・元代日中渡航僧伝記集成: 附江戸時代における僧伝集積過程の研究』(東京: 勉

誠出版, 1974)에, 시문이 上村観光, 『五山詩僧伝』(東京: 民友社, 1912)에 전한다. 

즈이케이 슈호의 글은 일기 『臥雲日件録』와 외교사서인 『善隣国宝記』만이 알려

져 있다. 이와 같은 이들의 글에서 육통사나 목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한편 선행연구 중 모쿠안과 육통사, 목계에 관한 이 기록을 중요하게 다룬 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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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중국에도 목계와 육통사가 함께 언급된 기록이 한 편 전해진다. 하문언

(夏文彥, 14세기 활동)은 『도회보감(圖繪寶鑑, 1366)』에 ‘서호 육통사의 승려 

자창(慈窓)은 목계와 화의(畵意)가 서로 같았다’는 기록을 남겼다.97) 하문언은 

송나라가 남쪽으로 천도한 후에 활동한 화가를 다룬 부분에서 목계에 이어 승

려화가들인 월봉(月蓬), 정빈(靜賓), 옥간(玉澗)을 언급한 후, 이 자창을 소개하

였다.98) 『도회보감』에 소개된 내용의 어의적 한계상 이를 직접적인 근거로 

하여 목계를 육통사에서 활동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14세기 중국의 

기록과 15세기 일본의 기록 모두 육통사에 목계의 그림과 관계가 깊은 그림이 

존재하였다는 당시의 인식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설적 일화에 가까운 15세기 후반 일본의 기록을 제외하면 목계의 주석사

찰을 명확히 언급한 중국의 기록은 앞서 소개한 오태소의 『송재매보』이다. 

오태소에 따르면 당시 무림, 즉 항저우에 위치한 ‘장상사(長相寺)’라는 사찰에 

목계의 유상(遺像)이 전해지고 있었다. 그런데 남송시대 서호 주변의 풍물을 

Yoshiaki Shimizu, “Problems of Moku’an Rei’en” (Ph. D. dissertation, 

Princeton University, 1974); Aaron M. Rio, “Ink Painting in Medieval 

Kamakura” (Ph. D. dissertation, Columbia University, 2015)가 있다. Wey는 『각

저집』의 시대가 15세기 후반으로 내려갈 뿐 아니라 중국에는 이에 관련된 다른 

기록이 없으며 현전하는 모쿠안의 그림과 목계의 그림 중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작

품의 규모가 너무 달라 비교하기 어려워 이 문제를 논증할 수 없다고 보았다. 

Wey, 앞의 논문, pp. 89-92.

97) “僧慈窓, 不知名, 西湖六通寺. 與牧溪畵意相侔.” 夏文彦, 『圖繪寶鑑』(北京: 中華書

局, 1985).

98) 『도회보감』의 체재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나열 순서도 연대기를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다고 평가되어 이러한 순서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

다. 石守謙, 「夏文彦から雪舟へ―『図絵宝鑑』と、十四・十五世紀東アジアにおける山水

画の歴史的理解の形成―」, 『美術研究』402(2011), pp. 1-37. 특히 『도회보감』의 

한계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pp. 4-5 참조. 한편 『도회보감』 중 목계 부분은 

『화감』, 『화계보유』, 『송재매보』를 결합해 집필되었다고 평가된다. 何慶先․近

藤秀實, 『圖繪寶鑑校勘與硏究』(南京: 江蘇古籍出版社, 1997), p. 308; 石守謙, 같

은 글, pp. 10-11. 각 문헌간의 비교를 통한 화사서 속 목계 비평의 상호텍스트

(intertextuality)적 검토는 후술한다. 제Ⅲ장 제1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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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한 지방지인 잠설우(潛說友, 1216-1277) 편찬의 『함순임안지(咸淳臨安

志)』에는 장상사라는 절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지 않는다.99) 『송재매보』 외

의 다른 중국 문헌에서도 장상사에 대한 언급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런데 당시 

사찰의 지리적 위치를 사찰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관행이 존재했던 점을 고려

하면 장상사는 사찰의 정식 명칭이 아니라 ‘장상’이라는 지역에 위치한 사찰을 

의미하는 표현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100) 『함순임안지』에 나타나는 지리적 

명칭 중 長相에 가장 가까운 표현은 ‘장이상 마을(長耳相巷, 이하 장상)’이 유

일하다(도 57).101)

  이와 관련해 선행연구는 목계의 유상이 전하였다는 ‘장상사’로 볼 수 있는 

장상의 사찰로 ‘육통자덕원(六通慈德院)’과 ‘법상원(法相院)’에 대한 검토를 진행

하였다.102) 전자는 일본의 기록에서 목계가 개산이었다고 언급한 ‘육통사’와 관

계를 지니고 있다. 후자는 ‘장상’이라는 지명의 유래와 가장 관계가 깊은 사찰

이다. 여기에 더해 이 논문에서는 목계가 활동했던 시기에 장상을 대표하는 사

찰이었던 혜인원(惠因院) 또는 고려사(高麗寺, 이하 고려사로 통칭)를 살펴보고

자 한다. 이들 사찰 중 어느 한 곳을 목계의 주석 사찰로 단정할 수 있는 사

료는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중·일 양국의 기록이 모두 장상을 

목계가 활동했던 공간으로 지목하고 있어 기록상 이 지역은 목계의 주요 활동 

배경으로서 가장 유력한 곳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장상 지역의 불

교문화가 지니고 있던 성격을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목계의 종교적 사상을 추

99) 潛說友, 『咸淳臨安志』(杭州: 浙江古籍出版社, 2012). 葉珠紅는 장상사를 영은사 

부근에 위치하였다고 언급했으나 전거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葉珠紅, 

『寒山資料類編』(臺北: 秀威資訊 , 2006), pp. 333-334.

100) 이 견해를 처음 제시한 것은 Wey이다. 필자도 이 견해에 동의하여 장상사가 장

상에 위치한 어느 사찰을 지칭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하에서는 장상의 사찰 중 

어떠한 곳이 목계와 가장 깊은 관계를 지니고 있었을 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Wey의 글을 특별히 인용하지 않은 경우 제시된 내용은 『함순임안지』 등 

원문사료를 바탕으로 필자가 새롭게 정리하였다.

101) 장이상 마을은 임안의 금성(禁城)의 바깥을 둘러싼 성외사벽(城外四壁) 중 서벽

의 서쪽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잠설우, 앞의 책, 卷之十九; 卷之二十一.

102) Wey, 앞의 논문,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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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해보고자 한다. 필자는 이 절에서 목계의 활동 배경은 선종으로 국한시킬 수 

없으며 당시 남송 수도권 또는 궁정문화의 보다 보편적인 문화적 흐름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다.

  우선 목계와 관계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장상의 사찰로 육통자덕원이 있다. 일

본에서 목계의 주석 사찰이었다는 기록이 14세기 후반부터 전해지는 육통사가 

남송시대에는 육통자덕원이라고 명명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103) 

이 사찰이 장상에 있기 때문에 오태소가 말한 ‘장상사’가 단어만 다를 뿐 일본

과 마찬가지로 육통사를 지칭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다. 『도회보감』에서 

목계의 그림과 유사한 화풍을 지닌 화승이 육통사에 있었다고 언급한 것도 목

계와 육통사에 친연성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그런데 이 육통자덕원을 선종 사찰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록에 따르면 

육통자덕원은 장상에 있는 사찰로 건우(乾祐) 2년인 949년에 오월(吳越)의 왕

이 혜덕탑(慧德塔)이라는 이름으로 건립했던 것을 치평(治平) 2년인 1065년에 

육통자덕원으로 이름을 바꾸었으며 가진(嘉秦) 4년인 1204년에 보령군절도사

(保寧軍節度使)를 지냈던 황자(皇子) 충(充)을 이곳에 묻었다.104) 특히 명대 전

103) 위의 논문, pp. 20-22.

104) “六通慈德院, 在長耳相巷裡. 乾佑二年吳越王建舊名惠德塔. 治平二年改今額.　嘉泰四

年充皇子保寧軍節度使攢所.” 잠설우, 앞의 책, 卷之七十八. Wey는 이 구절에서 攢이 

사찰을 권력자의 원찰(願刹)로 만드는 일종의 훼손행위라고 해석하여 육통자덕원의 

종교적 성격의 변화 과정에 대한 가설을 제시하였다. Wey, pp. 20-22. 그러나 필

자는 ‘攢所’라는 표현은 ‘攢宮’과 유사한 용례에 해당하며 장사를 지내기 위해 땅에 

묻는다는 어의적 한계를 넘어서 훼손행위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한편 위 인용문은 『함순임안지』의 1830년본에 해당한다. 반면 1867년본에는 창

건 배경에 대한 보론과 함께 잠설우가 기록을 작성한 이후인 함순(咸淳) 연간의 상

황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이 중 잠설우가 1270년 화광보각(華光寶閣) 등을 

새로 건립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이 기록을 토대로 잠설우는 대대적인 중수를 

후원할 정도로 육통자덕원과 긴밀한 관계를 지니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Wey는 

그런 잠설우가 작성한 『함순임안지』에서 목계 또는 육통사의 종파를 정확히 명시

하지 않았던 것에 의구심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필자가 검토한 결과 Wey가 인용한 

1867년본에서 육통자덕원에 대해 추가된 기록은 1830년본의 78권 중 南高峰榮國寺

을 설명한 내용과 모두 일치한다. 또한 중국에서는 주로 사고전서본을, 일본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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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田汝成, 1503-1557)의 『서호유람지(西湖遊覽志)』에서는 혜인사(惠因寺)

의 북쪽에 위치한 법상율사(法相律寺), 육통율사(六通律寺)와 소기천(宵箕泉)을 

언급하고 있다. 이 기록에 의하면 육통율사의 옛 이름이 바로 육통자덕원이

다.105) 이상의 내용을 일본에서 목계의 주석 사찰로 언급한 육통사는 장상에 

있었던 사찰로 목계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후술하듯 육통자덕원은 명대에 이르러서야 율종사찰이었다는 점이 확인되며 이

전에도 선종사찰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즉 목계가 육통사에서 활동했을 

가능성은 여전히 높지만 그곳에서 목계가 어떠한 문화와 사상을 접할 수 있었

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육통사 또는 그 주변인 장상의 종파적 성격을 명확

히 확인해야하는 문제가 남는다.

  한편 장상[長耳相]이라는 지역적 명칭과 보다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

찰은 법상원이다. 『함순임안지』에 따르면 법상원은 천복(天福) 4년인 939년

에 육통자덕원과 마찬가지로 오월왕이 지었으며 본래의 이름은 장이상이었다. 

대중상부(大中祥符) 9년인 1016년에 현재와 같이 법상원으로 이름을 바꾸었

다.106) 법상원의 옛 이름인 ‘장이상’은 오대(五代, 907-960)의 전설적인 승려 

행수(行修, 10세기 활동)의 신체적 특성에서 기인한 속칭이다.107) 선승이었던 

장이화상(長耳和尙) 행수는 천성(天成) 2년인 927년 항저우로 가서 오월왕의 

대접을 받고 법상원에 머물렀다고 알려져 있다.108)

1830년본(道光十年)을 사용하고 있어 Wey가 근거로 제시한 1867년본은 일반적으

로 사용되는 판본이 아니다. 이러한 서지학적 검토에 근거해 필자는 Wey가 1867년

본에 기초해 제기했던 잠설우와 육통자덕원과의 특별한 관련성, 나아가 이를 토대

로 한 목계와 육통사의 관계에 대한 의문제기 등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105) “惠因寺而北為法相律寺, 六通律寺, 宵箕泉. (…) 六通律寺舊名六通慈德院, 吳越王

建.” 田汝成, 『西湖游覽志』卷一; 卷八(北京: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 2009).

106) “法相院, 天福四年吳越王建, 舊名長耳相, 大中祥符九年改今額.” 잠설우, 앞의 책, 

卷之七十八.

107) 한보광․임종욱 엮음, 앞의 책.

108) “师名行修, 号法真, 泉南陈氏. 家本豪右, 尚儒学, 师独存心清净. 不乐处俗, 十三出

家. 偏参诸方, 得法于雪峰禅师存公, 师生有异相. 耳垂至肩, 上过于顶, 下可结颐, 时号

长耳和尚. 后唐天成二年, 自天台国清寒岩游钱塘, 吴越国王待以宾礼, 居南山法相院. 

平昔常募人作福, 或问和尚募人作福, 未审有何形段. 师曰, 能遮百丑. 乾佑四年仲冬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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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연구에서는 남송시대 이후 법상원이 육통사의 부속 사원처럼 인식되었

다고 평가했으며 이는 두 사찰이 같은 사람에 의해 건립되었기 때문이라고 분

석하였다.109) 그러나 육통사가 건립되었던 949년과 법상원이 건립되었던 939

년에 오월국을 통치하던 지배자는 각각 제5대 충의왕 전홍숙(忠懿王 錢弘俶, 

재위 948-978)과 제2대 문목왕 전원관(文穆王 錢元瓘, 재위 932-941)으로 일

치하지 않는다. 또한 장상의 주요 사찰은 대부분 육통사, 법상원과 마찬가지로 

10세기 오월국 전(錢)씨 왕조에서 지은 것이다. 따라서 건립자의 동일성을 근

거로 육통사와 법상원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존재하였다거나 그러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110)

  다만 두 사찰이 장상의 여러 사찰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다는 점

이 다른 문헌사료를 통해서 확인된다. 예를 들어 주밀(周密, 1232-1298)의 

日, 钱氏以诞辰饭僧, 问永明, 此会有圣僧否. 永明日, 长耳和尚乃定光如来化身也. 既而

永明预戒侍者曰, 长耳或来. 但云我寝矣. 师诣永明, 侍者依戒告之. 师取永明革履覆之而

返. 翌日坐逝, 门人漆其全身, 至今存焉. 崇宁二年赐谥崇慧大师赞曰: 佛为群生悲愿叵
量. 应身衍福为世津梁; 现大人相双耳悬珰. 永明有语是佛定光.” 元敬․元復, 『武林西湖

高僧事略』(北京: 綫裝書局, 2005); Wey, 앞의 논문, p. 193에서 재인용, 표점은 필

자가 가하였다. 전문 해석은 같은 글, pp. 25-26 참조.

109) 위의 논문 p. 28. Wey는 건립배경이 동일할 뿐 아니라 명대에는 두 사찰이 동일 

종파에 소속되었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후대에는 이들 중 육통사가 보다 번성했기 

때문에 일본 승려들이 법상원을 육통사의 부속 사원으로 생각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Wey가 이러한 논지를 통해 정확히 목계와 육통사의 관계, 또는 장

상사와 법상원, 육통사의 관계에 대해 어떠한 결론을 내리고자 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논문의 전체 맥락상으로는 목계의 주석 사찰이 육통사인지 법상원인지 단언

할 수 없지만 두 사찰 모두 선종사찰이 아니라 율종사찰이라는 점을 주장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상기한 것처럼 필자는 현전 사료 상으로는 여전히 육통사가 목

계의 주석 사찰이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지만 이를 선종으로도 율종으로도 명확히 

말하기 어려우며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장상 지역 전체를 살펴보고자 한다.

110) 보복원(保福院)의 경우 법상원보다 더욱 육통사와 건립 및 명칭 변경의 시기가 

가까워 각각 1년씩의 차이를 보인다. 또한 법우사(法雨院)는 天福六年에 건립되어 

大中祥符元年에 현재의 이름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고려사는 天成二年 오월왕이 건

립했으며, 이로부터 분리된 광과사(廣果寺)는 開寶八年 오월왕(錢忠懿王)이 건립했

으며 大中祥符 연간에 이름을 바꾸었다. 잠설우, 앞의 책, 卷之七十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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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림구사(武林舊事, 1290년 이전)』에서도 육통사와 법상원이 함께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주밀은 보복원(保福院), 고려사, 육통사, 법상원을 서로 인접한 사

찰이라고 소개하였다.111) 특히 송대 주필대(周必大, 1165-1204)의 『익국주문

충공전집(益國周文忠公全集)』 중 서호를 유람한 「서호등람기(西湖登覽記)」에

는 ‘장이상원을 지나 길을 나서면 옆에 육통원이 있다’는 기록까지도 나타난

다.112) 전여성의 『서호유람지(西湖遊覽志)』에서도 고려사 북쪽에 위치한 지형

지물로 법상율사(法相律寺), 육통율사(六通律寺), 소기천(宵箕泉)을 함께 언급하

였다.113) 송대부터 명대까지 꾸준히 두 사찰을 분리시켜 언급하였다는 점을 고

려하면 선행연구에서 주장한 것과 달리 두 사찰을 하나로 혼동해서 인식하였

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들은 물리적으로 접해 있던 사찰이며 전여성이 

언급한 새로운 명칭을 고려하면 늦어도 『서호유람지』가 집필된 16세기 중반

에는 법상사와 육통사가 모두 율종 사찰이었다고 할 수 있다.114) 

  현전 사료로는 남송시대에 법상사와 육통사가 어느 종파였는지를 판단할 수 

없다.115) 법상원의 경우 이곳에 머물며 장이상사라는 사찰의 별칭을 남겨준 장

이화상은 선승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사찰을 건립했던 오월의 문목왕과 충

의왕이 선종을 특별히 후원하였다는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116) 목계에 관한 

111) 周密, 『武林舊事』卷五, 『周密集』卷二(杭州: 浙江古籍出版社, 2015). 주밀의 기

록에서는 장이상원이 사찰의 당시 명칭이고 법상원이 옛 이름이라고 한다. 『함순

임안지』에서도 이들이 모두 장이(長耳)에 위치한다고 기록하였다.

112) “午飯後過長耳相院, 泰之讀書處也. 與國器奕於山亭小酌, 而去道, 傍有六通院, 無足

觀.” 周必大, 『益國周文忠公全集』卷一百八十三, 迪志文化出版有限公司 編, 앞의 책.

113) 田汝成, 앞의 글.

114) Wey는 목계의 활동시기로부터 1세기 앞인 淳熙 연간(1174-1189)에 육통사가 육

통율사가 되었다고 설명했으나 전거가 되는 사료는 밝히지 않았다. Wey, 앞의 논

문, p. 27.

115) 율종 사찰에서 선승들이 활동했던 기록이 확인되어 선종과 율종은 역사적으로 

친연성을 지녔던 사찰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초기 선승들은 주석 사찰이 없는 

경우 율종 사찰에서 기거하였다. Tanaka Ichimatsu, Japanese Ink Painting: 

Shubun to Sesshu, trans. Bruce Darling (Tokyo: Heibonsha), p. 38.

116) 黃繹勳, 「吳越諸王(893-978)與佛教」, 『中華佛學學報』17(2004), pp. 123-147. 

다만 문목왕이 중흥시킨 사찰 중 ‘화도선원(化度禪院)’이 알려져 있는데 이외에 선



58

기록과 가장 가까운 것으로 추정되는 육통사 또는 법상원은 선종 사찰이었다

고 단언하기 어렵다.117) 동시에 명대에 들어서야 이들 사찰이 율사로 명명되었

다는 사실은 이들이 이전에도 율종 사찰이었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오히려 

16세기 중반에 이르기 전까지는 율종 사찰이 아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목

계가 활동했던 사찰이 정확히 어디인지, 그나마 가능성이 높은 사찰이 어떠한 

종파에 해당했는지를 단언할 수 없는 한계적 상황에서 필자는 장상 지역의 종

교 문화가 전반적으로 어떠한 분위기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118)

  육통사와 법상원 외에도 13세기 후반 장상에는 고려사[惠因院], 광과사(廣果

寺), 보복원(保福院), 법우원(法雨院)라는 사찰이 있었다. 먼저 고려사는 927년 

오월왕이 건립했을 때의 명칭은 혜인선원이었다.119) 이를 통해 본래 고려사는 

종과 무관한 여러 종파의 사찰을 후원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여러 종파의 사찰 중 선원의 비중은 극히 낮은 편이다. 같은 글, pp. 134-135.

117) 한편 장상 지역의 다른 사찰 중 일부는 선원으로서의 내력이 확인된다. 고려사

[惠因院]는 927년 오월왕이 건립했을 때에는 혜인선원, 즉 선종 사찰이었다. 이 사

찰은 1085년 고려(高麗, 918-1392)의 의천(義天, 1055-1101)이 1085년 정원법사

(淨源法師, 1011-1088)를 방문해 화엄종(華嚴宗)을 배운 일화가 유명하다. 이후로 

‘고려사’라는 명칭이 널리 사용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11세기 후반 이 사찰

은 이미 선종이 아니라 화엄종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고려사는 남송 영종(寧宗, 

재위 1194-1224) 때까지도 화엄종 사찰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法雨院은 

大中祥符 3년에 佛心이라는 禪師가 법당을 창건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송나라 관료 

조변(趙抃, 1008-1084)의 題名에도 ‘法雨禪老’라는 언급이 등장해 법우원은 11세기 

초부터 후반까지 선종 사찰이었다. 잠설우, 앞의 글, 卷之七十八. 장상 지역의 다른 

사찰은 송대의 종파적 성격을 단언할 수 있는 사료를 확인할 수 없다.

118) 지역이라고는 해도 ‘港’, 즉 마을 내지 거리라고 볼 만큼 국소적 단위에 해당한

다. 여섯 개의 사찰과 샘[泉] 하나가 지형지물로 언급되는 좁은 영역인 것이다. 필

자는 장상의 성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오히려 목계를 객관적으로 고찰하는 

태도라고 생각한다.

119) 다만 의천이 처음 이 사찰을 찾아와 정원법사에게 화엄종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 

항주 불교는 전반적으로 천태종이 크게 부흥해 있었다. 특히 『천태사교의(天台四

敎儀)』를 저술한 제관(諦觀, ?-970)의 활동을 통해 당시 항주에서 천태종이 융성

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천은 정원이 머물고 있던 혜인원에 많은 경전과 

화엄종 및 천태종의 논서를 기증하여 화엄종의 중흥을 시도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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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종 사찰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려사는 1085년 고려(高麗, 918-1392)

의 의천(義天, 1055-1101)이 1085년 정원법사(淨源法師, 1011-1088)를 방문해 

화엄종(華嚴宗)을 배운 일화가 유명하다. 이후로 ‘고려사’라는 명칭이 널리 사

용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11세기 후반 이 사찰은 이미 선종이 아니라 

화엄종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고려사는 남송 영종(寧宗, 재위 1194-1224) 

때까지도 화엄종 사찰이었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 목계가 활동하던 시기

에도 화엄종에 속했거나 그러한 성향이 강하게 잔존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법우원(法雨院)은 대중상부(大中祥符, 1008-1016) 3년인 1010년에 불심(佛

心, 11세기 활동)이라는 선사(禪師)가 법당을 창건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북송 

관료 조변(趙抃, 1008-1084)의 제명(題名)에도 ‘법우의 선사[法雨禪老]’라는 언

급이 등장한다.120) 이러한 기록을 토대로 북송 말기의 법우원은 선승들이 활동

하던 사찰이라고 볼 수 있다. 광과사(廣果寺)는 종파적 성격을 단언할 만한 기

록은 없다. 다만 역사적으로 광과사는 고려사로부터 분리된 사찰로서 대중상부 

연간에 광과사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121) 이러한 내력을 고려하면 적어도 

북송 말기까지 광과사는 고려사와 밀접한 관계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장상 지역의 사찰들은 적어도 북송 말기 이후로는 선종이 아니라 그 

외의 종파성을 강하게 드러냈을 가능성이 높다. 선원이라고 볼 만한 사찰은 법

우원 뿐이다. 이에 관한 기록마저도 법우원이 선원이었다기보다는 선사가 활동

했던 사찰이라는 내용에 그치고 있다. 선승이 율사 등에서 활동했던 역사적 상

황을 고려하면 선승의 존재로 법우원의 성격을 선원으로 규정하기 어렵다. 더

군다나 법우원 외의 다른 사찰은 선원이라고 볼만한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선

원에서 화엄종으로 변화한 내력이 확인된다.

  무엇보다도 이 지역에서 가장 이름이 높았던 사찰은 화엄종의 고려사였다. 

고려사의 존재 덕분에 12세기 이래로 장상 지역은 화엄종의 국제적 중심지로

서 알려져 있을 정도였다.122) 즉 장상 지역의 분위기는 선원이 아니라 선종을 

최병헌, 「大覺國師 義天의 渡宋活動과 高麗·宋의 佛敎交流」, 『진단학보』71․

72(1991), pp. 359-372; 신규탁, 「古代 韓中佛敎交流의 一考察 - 高麗의 義天과 

浙江의 淨源: 古代 韓中佛敎交流의 一考察」, 『동양철학』27(2007), pp. 229-259.

120) 잠설우, 앞의 책, 卷之七十八.

121) 위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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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화엄을 발전시킨 융합적, 국제적, 황실 친화적 사찰이 주도하고 있었

던 것이다. 고려사는 대각국사(大覺國師) 의천이 입송(入宋)했던 1085년에 이미 

화엄종을 대표하는 사찰로서 남송 황실뿐 아니라 고려 왕실과도 긴밀한 관계

를 갖고 있을 정도였다. 특히 의천이 가르침을 받은 정원은 당시 화엄종을 크

게 중흥시켰던 것으로 유명한 인물이다. 정원을 통해 설파된 고려사의 화엄종

은 고려사의 역사적 근원을 이루는 선종 사상에 화엄종, 나아가 천태종(天台

宗)과 정토종(淨土宗)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파의 사상을 절충시켜 송대 불교 

특유의 융합성을 지녔다고 평가된다.123)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현전 사료로는 목계가 정확히 어느 사찰에 주석했

었는지를 단언할 수 없다. 명확한 것은 목계가 남송 수도인 임안 성 밖의 서쪽

에 위치한 장상 지역을 배경으로 활동하였다는 것이다. 이 지역은 선종보다는 

오히려 화엄종이 융성했던 곳이다. 그러나 장상 지역의 불교문화는 단순히 화

엄종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고 단정적으로 말해서도 안 된다. 정원법사의 활

동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지역은 고려사를 중심으로 북송 후기 이래로 

중국 불교에서 성행했던 총합적, 융합적 성향을 보여주고 있었다.124) 즉 화엄

종을 중심으로 다양한 종파가 아우러져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살펴본 대로 목계의 주석 사찰이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찰은 사가의 선

행연구에서 제시되었던 것처럼 여전히 육통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여

122) 상술한 것처럼 본래 건립 당시에는 선원이었던 고려사는 의천이 입송(入宋)했던 

1085년에 이미 화엄종을 대표하는 사찰로서 남송 황실 및 고려 왕실과 긴밀한 관

계를 갖고 있었다. 이러한 교류는 목계가 활동했던 남송시대에도 계속되었다. 吉田

剛, 「杭州慧因院(高麗寺)における華嚴學の動向」, 『佛敎學硏究』8(2004), pp. 

271-296.

123) 吉田, 「晋水浄源と宋代華厳」, 『禅学研究』77(1999), pp. 93-149; 王頌, 「宋代

華厳宗の晋水浄源の研究: 浄源の華厳思想研究を中心として」(国際仏教学大学院大学 

博士論文, 2002); 신규탁, 앞의 논문.

124) 북송 후기 이래 중국 불교의 융합적 성격에 대해서는 荒木見悟, 『佛敎と儒敎: 

中國思想を形成するもの』(京都: 平樂寺書店, 1976); 宋代史硏究会　編, 『宋代の社会

と宗敎』(東京: 汲古書院, 1985); Charles Wei-hsun Fu, “Chu-Hsi on Buddhism,” 

in Chu Hsi and Neo-Confucianism, ed. Wing-tsit Chan (Honolulu: Univerisity 

of Hawai’i Press, 1986), pp. 377-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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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히 목계가 선승이었다는 문헌적 근거를 이루지는 못하는 것이다. 설사 육통

사가 선원이었다고 하더라도 이곳이 위치한 장상 지역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화엄종을 중심으로 다원적이고 궁정 친화적이었다. 고려사가 주도한 장상 지역

의 불교문화가 지닌 성격을 고려할 때 목계의 주석사찰이 어떠한 종파였든지 

간에 목계는 다양한 불교 사상을 융합적으로 소화했던 인물로 볼 수 있다.125) 

  한편 지금까지 목계가 육통사에 주석하였다는 근거로 소개되었던 14세기 중

반 중·일 양국의 사료들은 주석사찰을 직접적으로 증명해주지는 못하지만 목

계의 목계가 장상에서 화승으로서 명성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을 암시한다. 육 

통사에 목계의 화의(畵意)를 이은 화승들이 있었던 것은 어느 정도 신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행연구의 주장대로 목계가 ‘육통사파’라는 화파를 창시하였다

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적어도 목계는 육통사 또는 그와 물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곳에서 활동했으며 따라서 필자는 상술한 바와 같이 장상을 중심으로 

목계의 활동 배경을 재고하였다. 또한 원대까지 육통사의 여러 화승들이 목계

의 그림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은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126)

125) 목계의 회화적 표현이 선종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문화에서 수용될 수 있었던 

가능성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이 논문, 제Ⅲ장 참조.

126) 앞서 살펴본 손민중의 기록을 통해 목계가 선종화가로 추정되는 은제천의 제자

로 이야기 될 수 있을 만큼 선종화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는 없다. 다만 손민중이나 은제천에 대한 다른 사료나 은제천의 전칭작 등이 발견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은제천을 높이기 위해 실질적으로는 특별한 관계가 없음에도 

화명이 높은 목계를 단순히 언급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목계

가 선종화풍의 화가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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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관음원학도(觀音猿鶴圖)>의 맥락과 함의

  목계의 활동 배경에 대한 기록뿐 아니라 활동 상황에 대한 기록 또한 그가 

다양한 인사들과 교류하며 여러 문화적 맥락에서 감상될 수 있는 그림을 제작

했을 가능성을 드러낸다. 필자는 남송시대에 작성된 목계에 대한 기록을 분석

하여 남송시대 목계 회화의 수용 양상을 정리하고자 한다.127) 목계의 그림을 

애호한 6인 중에는 1인의 유학자가 확인된다. 4인의 선승 중 유선융합적 배경

에서 성장한 인물들도 나타나 더욱 주목된다. 지금까지 목계의 회화는 선림에

서 인기를 누렸던 측면이 주로 부각되어 왔으나 남송시대 중국에서 작성된 이

들 기록은 보다 다양한 환경에서 목계의 그림이 애호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

다.

  나아가 필자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관음원학도>의 맥락과 함의

를 재검토하고자 한다. <관음원학도>는 종교적 표현을 최대한 내면화했다는 점

에서 선종화로 추단(推斷)하기 어렵다. 오히려 <관음원학도>는 다양한 맥락에

서 향유되고 해석될 수 있는 함의를 지니고 있는 작품이다. <관음원학도>의 다

층적 수용성은 목계의 활동 배경과 관련이 깊다. 남송시대 전반에 걸쳐 삼교합

일의 논의가 강조되었으며 특히 상술한 것처럼 목계의 출신지인 촉과 활동지

인 서호의 장상은 예술과 종교에서 융합적 성향이 발달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융합성과 다의성은 <관음원학도>에 국한되지 않고 목계의 다른 작품

에서도 발현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목계 사후 중·일 양국에 전해진 목계의 

여러 전칭작 또한 목계 및 목계 회화의 융합성에 기반하여 다양한 문화적 맥

락에서 폭 넓게 수용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남송시대에 작성된 목계 회

127) 1994년 스즈키는 원대 전후 작성된 목계에 대한 송원대 사료를 일부 발굴해 자

료로서 제시하였다. 鈴木, 앞의 논문(1994). 지금까지 이 자료를 활용한 후속 연구

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목계의 당대 활동상에 대한 적극적인 고찰 또한 미비한 

실정이다. 필자는 스즈키가 소개한 사료에서 목계의 다양한 교류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이를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한다. 한편 이 글에서 鈴木는 丁復의 

「賦山上松送常上人」 또한 목계와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필자는 작성시기

가 목계의 활동기와 겹친다는 점 외에는 목계와의 관련성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

단하여 이 글은 논의의 대상에서 배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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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다양한 수용 양상을 확인하고 <관음원학도>라는 구체적 작품을 확인하는 

작업은 남송시대 뿐 아니라 이후로도 목계 회화가 선종에 국한되지 않고 유불

(儒佛)과 성속(聖俗)의 다양한 맥락에서 감상되었다는 목계 회화의 수용적 특

성을 이해하는 단초가 될 것이다.

  목계의 주변 인물에 대한 남송시대의 기록은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인물 내용 인물배경

허당지우 목계 <원도> 감상[常牧溪猿圖]
무준사범 아래세대 선승

임안 경산 지역 활동

도찬
촉승 기일암의 부탁으로

목계 금병산 그림, 도찬 지(志) 작성

주희, 육상산 추종한 

유학자 탕건(湯巾) 제자

은제천
목계에게 그림을 가르침

선종 조사 28인을 그림
‘선종화풍’ 구사한 화승

치절도충 은제천 그림 뒤 제발 작성
무준사범 아래 세대 선승

촉승, 경산사, 영은사

서집손
목계가 서집손을 위해 그림을 그려줌

[牧溪上人, 爲作戱墨, 因賦二首]
은퇴 후 은거한 유학자

표 1 목계와 교유했던 인물

  이들 중 허당지우, 도찬, 은제천, 치절도충은 선승이다.128) 상술한 것처럼 허

당지우와 치절도충은 무준사범 바로 아래 세대로 무준사범과 같은 경산 지역

에서 활약했으며 중국보다는 일본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목계와 관련된 

선승들 중 특히 주목되는 인물은 「금병산기」를 남긴 도찬이다. 도찬은 회정

(晦靜) 탕건(湯巾, 13세기 활동)의 제자로 알려져 있는데 탕건은 주희(朱熹, 

1130-1200), 특히 육구연(陸九淵, 1139-1192)의 사상을 따른 유학자로서 남송 

128) 기일암은 승려임은 확실하나 어느 종파에 속하는지는 알 수 없다. 은제천은 『포

실집』의 기록 외에는 관련 사료가 없어 선종 승려라는 점이 다른 인물들에 비해 

분명하지 않으나 선종화를 그렸으며 그 그림에 선승 치절도충이 제발을 남겼다는 

점에서 선종 승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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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대의 소정(紹定, 1228-1233) 6년인 1233년에는 루산의 백록서원(白鹿書院)

에서 후학들을 가르치기까지 했던 인물이다.129) 백록서원이 위치해 있던 루산

에서 육상산의 학맥을 이은 유학자로 탕건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선승 도찬

은 13세기 남송 선림에서 유행했던 유불융합 또는 삼교일치의 흐름 속에 위치

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130) 목계와 동향 출신의 촉승으로서 목계에게 고향

의 그리운 풍광을 그려달라고 부탁했던 기일암이 도찬에게 지(志)를 부탁했던 

사실로 볼 때, 이들 세 사람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친밀한 관계였을 가능성이 

있다.131) 앞서 살펴본 장상의 분위기와 도찬의 사상적 계보를 함께 고려하면 

목계 또한 다양한 사상에 개방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었거나 최소한 그러한 태

도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목계의 회화가 기존에 논의되었던 것처럼 이른바 ‘선종화’로서의 성격을 강

하게 드러내기보다는 상술한 것과 같이 불교적 표현을 내재화시키고 다양한 

문화를 수용한 융합적 예술관을 추구하였다는 점은 특히 유학자 서집손(徐集

孫, 13세기 중·후반 활동)이 남긴 기록을 통해 확인된다. 목계와 같은 시기에 

129) 도찬과 탕건의 사제관계에 대해서는 黄锦君, 「宋末诗僧道璨与士大夫交游考略」, 

『宗教学研究』3(2007), pp. 61-66 참조. 탕건의 전기 사료는 劉繹 等, 『重修江西

通志』卷二十二(臺北: 華文, 1967); 真德秀, 「送湯仲能之官繁昌序」, 『西山眞文忠

公文集』卷二十七(上海: 商務印書館, 1922); 北京大學古文獻硏究所 編, 『全宋詩』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8)에서 재인용.

130) 육구연은 심학(心學)을 중심으로 삼으며 주희를 비판하는 등 정통 주자학보다 유

연한 사고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주희가 육상산을 불교에 가깝다고 

비판한 점은 육상산이 유학에 근간을 두고 있으나 불교 사상에도 관심을 보였다는 

점을 드러낸다. 육구연에 대해서는 Hoyt C. Tillman, Confucian Discourse and 

Chu Hsi’s Ascendancy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94) 참조; 국

내에는 이 책의 중국어판인 『朱熹的思维世界』를 김병환이 번역한 판본이 있다. 

田浩, 『朱熹的思维世界』(南京: 江苏人民出版社, 2009); 호이트 틸만, 『주희의 사

유세계: 주자학의 패권』, 김병환 옮김(교육과학사, 2010).

131) 한편 중국에는 전하지 않으나 일본에만 전하는 기록으로 도찬의 『무문인(無文

印)』卷十題跋에 수록된 「제서호도(題西湖圖)」가 있다. 스즈키는 이것이 목계의 

그림을 보고 쓴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이 기록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이 있어 이 논

문에서는 생략하였다. 鈴木, 앞의 논문(1994), pp. 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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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계가 활동했던 임안에서 활동했던 서집손은 목계에게 묵희(墨戱)로 그린 영

모화(翎毛畵)를 그려 받고 이에 대한 감상을 다음과 같은 시로 남겼다.

「목계상인이 나를 위해 묵희를 그려주어, 이로 인해 쓴 시 두 수」

<백로>

갈대에서 자고 물가에서 살아 거취가 가벼워

한 평생 버릇되어 너와 함께 같이 했네.  

서로 어울렸거늘 어찌 그림을 빌어 돌아가랴

그저 강호의 한 조각 맑은 기운을 그렸구나. 

<원숭이> 

절벽 낭떠러지에 살아 숨어사는 뜻 깊으니

언제나 동굴 입구에 와서 찾으며 불러야 하네.  

구름과 달을 보고 짖는 소리 그리기 어려워

단지 산림의 한 조각 마음을 그렸구나.132)

  서집손의 제화시에서 주목되는 것은 원숭이와 백로라는 영모의 소재가 단순

히 자연물로서 인식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적어도 목계와 가까이 지낸 유학

자인 서집손의 경우 원숭이나 새와 같은 동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자아성찰의 

계기로 삼고 있었다. 서집손은 목계가 그린 수묵의 백로를 보며 몸을 가볍게 

하고 자연을 벗 삼아 맑게 살아가고자 하는 자신의 가치관을 이입하였다. 원숭

이를 감상할 때에는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험준한 지형에 숨어 은일하는 

모습을 떠올렸다. 서집손은 관직에서 물러난 후 자신의 거처를 ‘죽소(竹所)’라 

이름하며 여러 시문을 남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133) 남송 말의 성리학자에게 

132) “宿葦臨流去就輕, 生平慣與爾同盟. / 相從奚假歸圖畵, 特畵江湖一段清. / 右鷺 // 

峭壁懸崖隱趣深, 每来洞口費呼尋. / 啼雲嘯月聲難寫, 只寫山林一片心 / 右猿.” 徐集

孫, 「牧溪上人, 為作戱墨, 因賦二首」, 『竹所吟稿』, 陳起 編, 『江湖小集』巻十六, 

迪志文化出版有限公司 編,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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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계의 영모화는 선종화나 공안의 수수께끼로서 수용된 것이 아니다. 혼란한 

시기 수도 주변에 머물며 자연을 벗 삼고자 했던 유교적 이상향을 노래할 수 

있는 영물시(詠物詩)를 작성하는 데 활용되었던 것이다.134)

  특히 서집손의 제화시에 묘사된 원숭이는 허당지우가 묘사한 목계의 원숭이

와 유사한 점이 있다. 따라서 두 텍스트는 목계가 활동했던 시기에 원숭이 그

림이 어떠했는가를 추정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서집손과 허당지우가 묘사한 

목계의 원숭이는 모두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있다. 동시에 원숭이의 울음소리와 

관련된 언급도 등장한다. 이는 이백(李白, 701-762)의 「촉도난(蜀道難)」과 같

은 시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는 촉 지방의 긴팔원숭이와 관련된 전통적인 심상

이다.135) 특히 남송시대의 선림에서는 울부짖는 긴팔원숭이가 소재로 등장하는 

공안이 선승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136) 앞서 살펴본 무준사범의 「관음

대사」에서도 깎아지를 듯 위태로운 봉우리들 사이로 외롭게 울부짖는 원숭이

133) 莊仲方, 『南宋文範』(長春: 吉林人民出版社, 1998) 참조.

134) 영물시의 개념 정의에 대해서 한국문학평론가협회 엮음, 『문학비평용어사전』

(국학자료원, 2006). 

135) “噫吁嚱! 危乎高哉! 蜀道之難, 難於上青天! 蠶叢及魚鳧, 開國何茫然. 爾來四萬八千

歲, 不與秦塞通人煙. 西當太白有鳥道, 可以橫絕峨眉巔. 地崩山摧壯士死, 然後天梯石

棧相鉤連. 上有六龍回日之高標, 下有衝波逆折之回川. 黃鶴之飛尚不得過, 猿猱欲度愁

攀援. 青泥何盤盤, 百步九折縈巖巒. 捫參歷井仰脅息, 以手撫膺坐長歎. 問君西遊何時

還? 畏途巉巖不可攀. 但見悲鳥號古木, 雄飛雌從繞林間. 又聞子規啼夜月, 愁空山. 蜀道

之難, 難於上青天, 使人聽此凋朱顏. 連峯去天不盈尺, 枯松倒掛倚絕壁. 飛湍瀑流爭喧

豗, 砯崖轉石萬壑雷. 其險也若此, 嗟爾遠道之人, 胡爲乎來哉! 劍閣崢嶸而崔嵬, 一夫

當關, 萬夫莫開. 所守或匪親, 化爲狼與豺. 朝避猛虎, 夕避長蛇. 磨牙吮血, 殺人如麻. 

錦城雖云樂, 不如早還家. 蜀道之難, 難於上青天, 側身西望長咨嗟.” 彭定求 等編, 『全

唐詩』卷一百六十二, 迪志文化出版有限公司 編, 앞의 책.

136) “問達摩未來時如何? 師曰 猿啼箇木. 門 來後如何? 師曰 鶴唳靑霄.” 福井, 앞의 책

(1999), p. 480에서 재인용. 이 공안을 남긴 선승 설두중현(雪竇重顯, 980-1052)은 

사천성 출신으로 어린 시절에는 유학을 공부하였다. 설두중현이 남긴 공안에도 원

학이 함께 나타나는 점이 흥미롭다. 다만 여기서는 <관음원학도>와는 달리 관음이 

아닌 달마가 원학과 함께 거론되었다. 중국 문학에서 원숭이를 다룬 내용을 총합적

으로 다룬 선행연구로 Van Gulik, 앞의 책; 특히 송대에 작성된 원숭이 울음소리

의 기록에 대해서 pp. 90-9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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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거론하였다.

  그런데 목계의 원숭이를 본 서집손은 목계가 소리가 아니라 ‘산림의 마음 한 

조각’을 그렸다고 묘사하였다. 이전까지 원숭이를 다룬 수많은 글에서 묘사하

듯 소리치는 원숭이를 보고서는 작성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관음원학도>에 그

려진 목계의 긴팔원숭이도 전통을 따라 소리 지르는 모습을 그리거나 역원길

처럼 역동적인 모습을 그린 것이 아니다. 위태로운 고목 위의 거친 바람 속에 

웅크리고 있는 공간 설정은 전통적인 묘사와 유사하다. 또한 이러한 표현에서

는 원숭이와 소리를 결부시켰던 과거의 심상을 연상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러나 모자(母子)가 서로 부둥켜안고 웅크린 채 고요하게 관자를 응시하는 원숭

이들의 모습은 분명 소리치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특히 이는 함께 관음의 

협시를 이루고 있는 학의 도상과 대조를 이룬다. 공간 설정은 전통을 따르면서

도 이와 대조적으로 내면으로 침잠하는 듯한 원숭이들의 모습 속에서 전통과

는 차별화된 방식으로 원숭이를 묘사하고자 했던 목계의 의도가 드러난다. 허

당지우의 제화시에서도 원숭이의 울부짖음이 언급되기는 하지만 이윽고 수많은 

암봉이 고요해졌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목계가 그린 여러 긴팔원숭이들

은 이전과 달리 풍파 속에서도 고요한 도상을 취하고 있었던 것이다.137)

  이처럼 목계의 작품세계에 대한 당대의 기록은 많지 않으나 이를 통해 전기

적 사료가 부족한 목계의 다양한 면모를 보다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정리하

면 우선 목계의 그림은 산수화와 영모화, 묵희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137) Lippit은 목계의 <관음원학도> 속의 원숭이가 소리를 지르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지는 않으나 전통적으로 소리치는 존재로 언급되어 온 유래가 깊다는 점을 강조

하였다. 이러한 전통에 근거해 Lippit은 도상적 한계를 넘어 원숭이와 학이 모두 

순간적인 굉음을 상징하며 이들이 협시로 나타나는 다이토쿠지의 <관음원학도>는 

돈오와도 같은 선적 깨달음을 이룩한 선경의 순간을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또한 원학과 관련해 특히 커다란 소리 끝에 찾아온 고요함은 오랫동안 이어져 온 

선불교의 전통이며 깨달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예시로 언급된 시나 

공안의 시어에서 고요함과 명백히 관계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Lippit, 앞의 

논문 참조. 필자는 원숭이를 소리치는 존재로서 선적 깨달음의 상징으로만 보는 해

석은 <관음원학도>과 도상적으로 불일치하며 문헌적으로도 명징하게 파악되지 않는

다는 점에서 이러한 해석은 재고를 요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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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계의 회화적 활동 범위를 추정할 수 있다. 산수화에 대한 기록인 「금병산

기」는 작품의 회화적 특징보다는 그림을 제작하게 된 배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이 기록을 통해 목계의 전기적 요소인 촉승, 삼교합일의 활동 배

경에 대한 추가적인 단서가 확인된다. 허당지우가 찬문을 남겼던 것을 고려하

면 목계의 회화는 선승들 사이에서도 인기를 누렸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는 

육통사에서 활동한 나창, 모쿠안의 기록을 통해 보충할 수 있다. 또한 목계가 

은제천과 같은 선승에게서 그림을 배웠다는 기록도 전해진다. 그러나 그림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를 <관음원학도>와 함께 고찰해보면 목계는 전통적인 소재

를 전통, 특히 선림의 문법과는 다르게 표현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현전하는 

<관음원학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보다 고요하게 내면화된 도상요소나 차분한 

발묵 표현을 사용했던 것이다. 이러한 시각적 특징을 통해 목계의 그림은 선림

에서뿐만 아니라 유학자들 사이에도 인기를 누릴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138) 또

한 이러한 그림이 탄생하게 된 배경은 상술하였듯 목계가 활동했던 남송 말기 

장상 지역의 종합성 내지 융합성, 삼교합일을 추구했던 목계 주변의 인물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필자는 상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목계의 대표작인 <관음원학도>의 함의

(含意)를 재고하고자 한다. <관음원학도>는 많은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진 작품

이다. 그런데 선행연구는 대부분 이종배합설을 바탕으로 하여 세 폭이 하나의 

주제의식을 이루고 있는 단일한 작품으로서 <관음원학도>가 지닌 전체적인 의

미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지는 않았다.139) 후쿠이가 처음으로 관음과 원숭이, 학

이 본래부터 하나의 작품이라는 가설을 제기한 후, 오가와, 리핏이 이러한 전

제 하에 <관음원학도>의 주제의식을 논의하였다. 후쿠이, 오가와, 리핏은 각각 

다른 주제로 작품을 해석했으나 다양한 문헌 사료를 충실히 분석하여 설득력 

높은 주장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선행연구를 접한 후 필자는 다음과 같

은 두 가지 의문점을 품게 되었다.

  먼저 선행연구에서 제기한 주장은 모두 문헌사료나 방증자료에는 부합하지

138) 특히 이러한 현상은 목계 사후인 원초의 기록에서 보다 흥미로운 양상으로 전개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도록 한다. 이 논문, 제Ⅲ장 제1절 참조.

139) 대표적으로 田中, 앞의 논문; Cahill, 앞의 책(1960); Wey, 앞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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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현전하는 <관음원학도>의 회화적 특징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점

이다. 우선 후쿠이는 다이토쿠지 소장본이 아니라 20세기 초반 일본에 알려져 

있던 에도시대 후기의 모본이 작품의 원형에 보다 가깝다는 전제 하에, 후자의 

작품에 기초해 목계가 그렸을 <관음원학도>의 주제를 분석하였다. 후쿠이가 소

개한 에도시대의 모본에는 진작을 육안으로 살펴볼 때 확인되지 않는 배경적 

요소가 나타난다. 후쿠이는 이것이 다이토쿠지에 소장되어 있는 진품에도 있었

던 요소이나 보존상의 문제로 오늘날 육안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나 목계가 제

작했던 본래의 <관음원학도>에 분명 존재했던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필

자는 현존 작품에서 확인할 수 없는 요소를 모본에 기초하여 주제의 해석에 

개재(介在)시키는 것은 시각 분석의 합리적인 논거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

각한다.140)

  한편 오가와는 <관음원학도>의 세 가지 도상이 각각 사계의 한 장면을 포착

하고 있으며 이는 남송 선원의 건축 양식을 계승한 일본 사찰의 장벽화(障壁

畵)에서 자주 나타나는 사계절의 순행을 묘사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141) 그러

나 기본적으로 작품의 의도가 사계절을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라면 굳이 세 폭

으로 작품을 구상해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사계절을 표

현하는 데 치명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학의 경우 봄을 표현하였다고 

해석할 만한 도상적 또는 회화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 이는 일본 선원에서 

140) 적외선 사진촬영 등의 과학방법이 동원될 경우 후쿠이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될 수도 있으나 현재로서는 그러한 작업이 진행되지 않아 이 문제는 논증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편 필자도 토쿄국립문화재연구소에 남아있는 <관음원학도>의 

유리원판 사진을 검토하던 중 학 부분의 배경에 그려진 대나무의 이파리로 보이지 

않는 다른 종류의 수엽 한 장으로 볼 수 있는 요소를 발견하였다(도 1-4, 1-8). 그

러나 이는 비슷한 시기에 촬영된 다른 유리원판 사진이나 최근 촬영된 고화질 도

판에서는 확인되지 않아 촬영 및 인화 과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일 가능성이 높다. 

<관음원학도>에서 이 수엽(樹葉)의 존재가 확인된다 하더라도 이는 모본에 기초해

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 원작 내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선종화에 대상을 불

명확하게 사라질 듯 그리는 수묵화 기법인 망량화에 대한 논의가 선행연구를 통해 

확립되어 있는데 필자는 오히려 이러한 이론을 통해서 명확하게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도상이 지닌 의미를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41) 가장 일차적인 주제는 ‘부모의 사랑’이라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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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된 시각문화와 무관한 고유의 맥락에서 성립되었던 목계의 회화를 중국에

서 일본으로 이어져 온 선종화로서 이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론과 실제의 

차이로 보인다. 또한 오가와는 작품의 각 도상에서 ‘부모의 사랑’이 주제로서 

부각되었다고 설명했는데 이후 토다 테이스케(戸田禎佑)나 야마시타 유지(山下

裕二) 등 일본의 주요 연구자들도 이 견해를 따르고 있다.

  마지막으로 리핏의 경우 <관음원학도>는 소리의 자극이 일어난 후 깨달음을 

얻어 고요한 상태에 도달한 관자재라는 이상적 존재를 표현하고자 한 작품이

라고 설명하였다. 이 논문은 관자재가 당시 문인 재가신도들 사이에서 깨달음

을 이룩한 이상적 존재로 인기를 누리고 있었다는 점을 통해 목계 활동기의 

유불융합적 성격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관음원학도>에서 

학은 명백히 하늘을 향해 소리치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소리의 깨

달음이라는 주제를 동의하게 된다. 그러나 원숭이는 학과 상황이 전혀 다르다. 

위태로운 곳에 자리하고 있지만 긴팔원숭이 자체는 매우 안정된 모습으로 어

린 새끼를 포근히 감싼 채 앉아 있다. 따라서 시각적인 특성만을 고려한다면 

원숭이를 그린 부분에서는 목계가 갑작스러운 소리가 나는 순간을 강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142)

  상기한 것과 같이 기존의 연구들은 설득력 있는 견해를 제시한 동시에 일정

한 한계를 보이기도 한다. 필자는 선행연구가 <관음원학도>의 의미를 전체적으

로 단일하게 해석하려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생각한다. 이는 

본 작품의 연구사적 상황과 관계가 깊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20세기 중반

까지 동양미술사학계에서는 각 폭을 <관음도>, <원도>, <학도>와 같이 독립적

으로 인식하거나, <관음독존도>와 연폭의 <원학도> 두 작품을 하나로 합친 것

으로 받아들이는 견해가 우세하였다. 이를 반박하고자 했던 후쿠이 등의 연구

는 <관음원학도>가 종합적으로 하나의 통일된 의미로 귀결되도록 해석하려는 

강한 의식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142) 전통적으로 중국 문학에서 원숭이가 내는 소리를 통해 선적 깨달음을 확보하는 

상황을 묘사하는 경우 원숭이가 크게 울음을 내지른 것으로 설명된다. 반면 <관음

원학도>의 원숭이 부분에서 소리와 관련된 요소는 바람 또는 바람에 흔들리는 고

목뿐이다. 이는 깨달음을 가져오는 갑작스러운 굉음으로 볼 만한 요소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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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관음원학도>가 본래부터 한 작품이었다는 견해가 통

설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관음원학도>의 의미를 다소 다른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각 폭의 주제가 하나의 동일한 의미로 국한된다는 

선행연구의 공통된 태도를 벗어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필자는 3폭이 근본적

으로는 ‘관음응신(觀音應身)’이라는 하나의 관념을 공유하고 있지만 동시에 3폭

이 각각 하나의 개별적이고 특수한 고유의 맥락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는 복합

적인 해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관음원학도>의 각 폭은 관음이라는 초월적 

존재의 서로 다른 속성을 표현한 그림이라고 볼 수 있다.

  작품이 본래부터 세 점을 하나로 구성하고자 하는 의도로 제작된 것이라면 

이는 불교의 전통적인 삼존(三尊) 형식, 즉 주존(主尊)의 양 옆에 협시를 배치

하는 구성에 유래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불교에서 삼존도 또는 삼존

상은 가운데에 여래가 위치하고 양 옆에 보살을 둔다. 반면 보살이 중심을 이

루는 보살도는 보살의 속성을 상징하는 각종 지물(持物), 선재동자(善財童子) 

또는 흔히 후원자로 추정되는 경배자(敬拜者)가 그려진다. 그러나 이 그림은 

보통의 삼존도에서 협시로 나타나는 관음이 주존의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삼존도의 전통을 따르는 듯 보이면서도 관례의 제약을 벗어나 있는 것

이다. 그렇다면 본래 협시가 없는 관음의 양 옆에는 무엇을 둘 수 있을까? 이 

논문에서 필자는 목계가 관음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속성을 응신을 통해 강조

하고자 하였다는 해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협시와 같은 형태로 관음의 양옆에 

자리하고 있는 학과 원숭이는 바로 이러한 응신의 시각적 표현인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목되는 것이 남송 제5대 황제 이종(理宗, 재위 

1224-1264)이 13세기 중반 경에 작성한 「천축광대영감관음전기(天竺廣大靈感

觀音殿記)」이다. 목계의 활동기인 1254년부터 1264년 사이의 기간에 작성된 

이 글은 목계가 활동했던 서호에 있는 사찰 중 하나인 천축사(天竺寺)의 관음

전(觀音殿)이 황실의 중요한 원찰의 하나였음을 말해주는 동시에 남송 말기 지

식인들 사이에 팽배해 있던 유불융합적 사고와 관음보살에 대한 인식을 함께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된다.143) 목계의 <관음원학도>를 이해하는 데 있

143) 항주에는 천축사라는 이름을 가진 사찰이 세 개 있어 이를 ‘천축삼사(天竺三寺)’

라고도 한다. 각각 상천축사(上天竺寺), 중천축사(中天竺寺), 하천축사(下天竺寺)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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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특히 중요한 내용이므로 전문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다. 

  짐이 들으니, 감응이 있으면 반드시 응답이 있고, 응답이 있으면 또 감

응이 있으며, 감응이 마음을 따라 일어나면 응답도 마음을 따라 생기니 밖

으로부터 구하는 것이 아니다. 부처가 영취산(靈鷲山)에 있을 때 관세음보

살이 수기를 받자 합장하고 서원하여 말하기를 ‘원컨대 자비심으로 수많은 

중생들이 받는 온갖 고뇌를 구제하겠나이다’ 하였다. 

  그리하여 무릇 불구덩이와 파도에 빠지는 재난, 칼과 톱, 형틀과 수갑을 

차고 형벌을 받는 재난, 흉악한 짐승과 살모사에게 해를 입는 재난 같은 

일체의 고난이 아무리 두렵고 놀랍더라도 오직 일념으로 귀의하고 공경하

면, 변화력(變化力)으로 중생을 구제하는 데 전심을 다하였다. 제석천(帝釋

天)의 몸으로 현신하고, 범천(梵天)의 몸으로 현신하며, 현자의 몸으로 현

신하고, 관리의 몸으로 현신하여, 지혜가 햇빛처럼 밝고 은혜가 구름처럼 

널리 미쳐서, 부처의 가르침을 달콤한 이슬과 비처럼 내려, 뜨거운 번뇌를 

시원하게 바꾸어 주고, 위급한 재난을 안락하게 바꾸어 주어, 그 구원을 

청하는 소리에 따라 여러 가지로 해탈에 이르게 하였다. 이것이 어찌 다른 

이유 때문이겠는가? 부처는 여래의 마음으로 구제하고, 사람들은 여래의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여, 마음과 마음이 서로 감응하고, 생각과 생각이 서

로 감응하여, 부처가 곧 이 마음이고, 이 마음이 곧 부처여서, 중생의 근기

구분하여 부르며 후자가 가장 먼저 건립되었으며 전자가 가장 늦게 건립되었다. 이 

논문의 천축사는 상천축사로 청대 건륭제가 법희사(法喜寺)라고 사명(賜名)하기도 

하였다. 남송시대에는 주희, 여조겸(呂祖謙, 1137-1181), 대복고(戴复古, 1167-?)가, 

원대에는 예찬(倪瓒, 1301-1374) 등이 노닐었다고 전해진다. 管庭芬, 『天竺山志』

(杭州: 杭州出版社, 2007) 참조.

    이 사찰과 관련된 가장 널리 알려진 글은 소식(蘇軾, 1036-1101)의 「우중유천축

령감관음원(雨中遊天竺靈感觀音院)」이다. 소식은 이곳에 주지로 초빙되어 조정으로

부터 영감관음원이라고 사명을 받은 고승 변재원정(辯才元淨, 1011-1091)과 각별한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식 외에도 미불(米芾, 1051-1107), 의천과 교류하

였다고 하며 입적한 뒤 탑명(塔銘)을 소철이 쓰기도 하였다. 蘇軾, 『蘇東坡全集』

(臺北: 河洛圖書出版社, 197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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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맞추어 여러 가지로 현신하여 그에 맞게 구제해주니, 모든 것이 다 신

령스런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다.

  내가 들으니, 보타산(寶陀山)은 바다 속의 섬에 있는데, 보살이 현신하

여 나타나는 곳으로서, 항주의 천축사(天竺寺)에서 조수가 한번 바뀌면 가 

닿을 거리라고 한다. 그리하여 신통한 위력이 매번 천축사에 나타났다. 기

록을 살펴보니, 오대(五代)의 후진(後晋, 936-946) 천복(天福) 4년(939)에 

승려 도익(道翊, 10세기 활동)이 천축산에 암자를 지었는데 밤에 빛이 나

는 나무를 얻어 보배로운 관음상을 조각하였다. 그 후 오월(吳越, 

907-988)의 충의왕(忠懿王) 전숙(錢俶, 재위 948-988)이 밤에 흰옷을 입

은 사람의 꿈을 꾸어 처음으로 사찰을 짓고 백의관음상을 봉안하였다.

  우리 송나라 인종(仁宗, 재위 1022-1063) 천성(天聖, 1023-1032) 초

에 승려 선(銑)이 꿈을 꾸니, 관음상이 산을 가다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에서 쉬고 싶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다시 절을 지어 백운사자봉의 한 전

각 안에 거주했는데 뭇 산들이 에워싸고 안개와 구름이 떠가는 가운데 간

혹 종소리가 들리니, 황홀하기가 마치 천궁(天宮)이 이루어진 것 같았다. 

그리하여 절 이름을 구하니 ‘영감관음원(靈感觀音院)’이라는 이름을 하사하

였다.

  남도 후에 여러 어진 성군들이 서로 이어 더욱 깊이 숭상하고 신앙하여 

무릇 기도하는 것은 마치 메아리치듯 바로 응답해주었다. 그리하여 고종

(高宗, 재위 1127-1162) 소흥(紹興, 1131-1162)연간에는 수레를 타고 직

접 행차하는 은혜를 입었다. 효종(孝宗, 재위 1162-1189) 건도(乾道, 

1165-1173), 순희(淳熙, 1174-1189)연간에는 여러 가지 보물과 어제(御

製) 찬문(贊文)을 하사하였고, 또한 일찍이 직접 음식을 하사하고, 큰 글씨

로 쓴 편액을 내려 이를 표창하였다. 영종(寧宗, 재위 1194-1224) 경원

(慶元, 1195-1200), 가정(嘉定, 1208-1124)연간에는 영원히 교사(敎寺)로 

충당한다는 유지를 내리고, 조세와 부역을 면해준다는 유지를 내렸다. 이것

이 어찌 부처에게 아첨한 것이겠는가? 부처의 큰 은혜와 복에 응답하기 

위한 것이다.

  짐이 부덕한 덕으로 제위를 계승하여 지금까지 몇 해가 지나 천하가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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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려졌는데, 이는 오직 우리 부처의 힘이니, 비가 내리고 햇빛이 비추어 

주어, 청하면 반드시 응답해주어, 백성들에게 복을 주고 나라를 오래 동안 

보존해 준 것이 지극하다. 그리하여 전에 불상과 찬문 및 심경, 촛대를 하

사하여 존경하며 받드는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였다. 갑인(甲寅, 1254)

년 가을에는 종묘사직과 가묘(假廟)를 합설하여 설치하는 아침에 구름이 

잔뜩 끼어 비가 올 것 같았는데, 부처에게 빌며 진심으로 기도하니 음산한 

기운이 사라지고 밝은 기운이 돌아 하늘이 맑게 개였다. 그리고 강신(降

神)하는 술을 올리는 저녁에는 세상이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고 별과 달

이 밝게 빛나 신(神)이 와서 기뻐하고 상서로운 일이 일어났다. 짐이 무슨 

인연으로 이런 좋은 응답을 얻었는가? 이 역시 오직 이 마음으로 감응했

기 때문이다. 이 마음은 무엇인가? 인(仁)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불법(佛法)은 후한(後漢, 25-220) 영평(永平, 58-75)연간부터 중

국에 유행하여 지금 거의 천 백 여년이 되었으나 관음대사의 신령스런 기

적은 특히 우리 송나라에서 가장 효험이 있었다. 이는 대개 우리 조종조

(祖宗朝)들이 망령되이 살상하지 않는 것을 굳게 맹세하고, 가렴주구 하지 

않는 것을 나라의 법으로 삼았으며,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

았기 때문이다. 측은하게 여기는 인(仁)과 불심(佛心)은 하나이니, 세계의 

실상을 깨닫는 진관(眞觀),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청정한 세계에 머무는 

청정관(淸淨觀), 중생을 불쌍히 여겨 구제하는 자비관(慈悲觀)이 바로 그

것이다. 관음대사가 능히 여러 고뇌를 소멸시킬 수 있는 것도 인(仁)이요, 

조종조가 좋은 법칙을 자손들에게 남길 수 있는 것도 또한 인(仁)이다. 부

처 밖에 마음이 없고, 마음 밖에 부처가 없으니, 감응하고 응답하는 기틀

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관음전을 창건한 시기와 제도의 크고 작음 

같은 것들은 모두 생략하고 싣지 않으며, 오직 신령스런 기적의 자취만을 

이와 같이 기술한다.144)

144) “朕聞有感必有應, 有應復有感, 感從心起, 則應從心得, 非自外求也. 方佛在耆闍崛山

時, 觀世音菩薩摩頂受記, 合掌作誓言, 願以慈悲心救度, 河沙衆生受諸苦惱. 凡火坑波濤

之難, 刀鋸杻械之難, 惡獸蝮蛇之難, 一切困厄, 可怖可愕, 惟能一念歸敬, 則以變化力逰
戱三昧. 現帝釋身, 現梵王身, 現長者身, 現宰官身, 慧日慈雲, 甘露法雨, 轉熱惱而清涼, 

變急難而安樂, 随其聲音, 種種解脱. 是豈有他故哉. 佛以如來心濟度, 人以如來心信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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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 황제는 몽골의 위협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다시 한 번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염원한다.145) 이때 이종이 의탁한 대상은 바로 백의관음이

었다. 북송대 이후로 백의관음은 송인(宋人)들 사이에서 여러 영험한 체험과 

결부되어 신앙의 대상으로서 민간에서부터 지배층에 이르기까지 널리 애호되었

다.146) 이 과정에서 관음보살이 다양한 모습으로 현신하여 구제해줄 것이 강조

心心相感, 念念相應, 則佛即是心, 心即是佛, 普門示現, 皆在靈臺方寸中. 我聞補陀山宛

在海中島, 是為菩薩現化之地, 距杭之天竺一潮耳. 故神通威力, 每于天竺見之. 按後晉

天福四年, 僧道翊結廬天竺山, 得夜明木, 刻為寳相. 至錢氏忠懿王俶夜夢白衣, 始創寺

以妥其像. 我朝天聖初, 僧銑夢像行山中, 曰吾欲憩此, 乃謀更剏面挹乳竇翼以白雲獅子

峯一殿中居, 衆山環拱, 烟雲縹緲中, 時聞鐘磬聲, 恍然天宫化成, 尋賜名靈感觀音院. 南

渡聖聖, 相承崇信尤篤, 凡所禱祈如響斯答. 紹興有車駕臨幸之寵. 乾淳中有寳玩御賛之

賜, 亦嘗親枉翠華腆有錫, 予大書扁額以旌之. 慶元嘉定間, 永充教寺有㫖, 蠲免租役有

㫖. 是豈佞佛者哉. 所以答景貺也. 朕以凉德嗣丕基, 厯年于兹, 海宇寜乂繄我佛力, 曰

雨曰暘, 有請必應, 其所以福生民壽王國者, 至矣. 頃嘗賜像與賛及心經秉爐, 昭示尊奉之

意. 甲寅秋, 合宮宗祀假廟之旦, 雲族族有雨意, 心香潜禱, 靈隠隨格, 隂霾劃劙, 暘光開

霽. 薦鬯之夕, 天宇不塵, 星月明爛, 神來宴娭, 熙事用集. 朕以何因縁獲此嘉應. 亦惟此

心有以感之. 爾心者何. 仁是也. 且佛法自漢永平, 流行中國, 今幾千百年矣. 而大士靈異, 

獨于我朝為最驗. 盖我祖宗以不妄殺為旦誓, 以不科歛為家法, 以愛養百姓為根本. 惻隠
之仁與佛心一, 真觀·清淨觀·悲觀及慈觀. 大士之所以能滅諸苦者, 仁也, 祖宗之所以垂

裕後昆者, 亦仁也. 佛外無心, 心外無佛, 感應之機, 其在是歟. 若夫建創之嵗月, 制度之

崇庳, 皆畧不載, 惟述靈異之跡云.” 理宗皇帝, 「天竺廣大靈感觀音殿記」, 潜説友, 앞

의 책, 卷四十二.

145) 이종 황제가 재위한 지 10년이 채 되지 않아 몽골 제국이 급속도로 세력을 확대

하였다. 특히 이종의 즉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권신 사미원(史彌遠, 

1164-1233)이 사망하던 1233년에는 몽골 제국이 남경개봉부(南京開封府, 오늘날의 

카이펑)를 함락시키고 금(金, 1115-1234)을 멸망시키기도 하였다. 이후 1258년에는 

몽골이 남송을 침공하였는데 이듬해 원 헌종(憲宗, 재위 1251-1259) 몽케 칸(蒙哥

汗)이 직접 원정에 나서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몽케의 병사로 남송은 명맥을 유지

하고 이를 계기로 가사도의 집권이 시작된다. 이 시기에 대한 개설적 설명은 

Huishu Li, Exquisite Moments: West Lake & Southern Song Art (New York: 

China Institute Gallery, 2001) 참조.

146) 백의관음도상의 유래와 전개 과정에 대한 선행연구로 Chün-fang Y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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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데 유교 사상의 핵심인 인(仁)과 불심은 하나이며, 이러한 불심은 진관(眞

觀), 청정관(淸淨觀), 자비관(慈悲觀)의 세 가지로 요약되고 있다. 이처럼 다양

한 모습으로 응신하여 인간을 구제하는 존재로서 관음을 이해하는 기록은 앞

서 살펴본 무준사범의 관음대사 찬문에서 특히 원학의 이미지와 함께 나타나

기도 하였다.147) 

  선행연구 중 후쿠이는 목계의 <관음원학도>를 보고 작성되었다고까지는 말

하기 어렵다고 평가해 왔다.148) 후쿠이는 시의 2번째 부분, 특히 ‘구름 한 점 

없이 맑아 온 세상의 하늘이 넓은데/끝없이 이는 물결 한가운데 연잎 하나 떠

있네’와 같은 묘사에 주목하였다. 이에 근거해 후쿠이는 무준사범이 보았을 작

품을 ‘일엽관음도’라고 명명하였다.149) 그러나 필자는 무준사범의 글은 현재로

서는 정체를 명확히 확인할 수는 없으나 관음과 원숭이, 학을 그린 어느 ‘관음

원학도’를 그렸다고 보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럽다고 생각된다. 설사 ‘관음원학

도’를 보고 쓴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 논문의 내용을 종합하면 불교의 성인, 

특히 관음과 관련해 원학을 부각시키는 관행이 남송 후기에 존재해 있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150) 즉 무준사범이 어느 관음원학도를 보고 작성했을 이 제시

“Guanyin: The Chinese Transformation of Avalokiteshvara,” in Latter Days of 

the Law: Images of Chinese Buddhism 850-1850, ed. Marsha Weidner 

(Lawrence: Spencer Museum of Art and the University of Kansas, 1994), pp. 

169-175; 潘亮文, ｢白衣觀音像についての一考察｣, 佛敎藝術 231 (1997), pp. 

105-137.

147) 선행연구자 중 스즈키 시노부(鈴木忍, 이하 鈴木敬와의 구별을 위해 후자는 성만

을 표기하고 전자는 ‘鈴木忍’로 이름 전체를 표기함)는 백의관음이 원학과 조합될 

수 있는 개념적 조건을 검토하였다. 鈴木忍, 「牧谿筆「観音猿鶴図」の主題につい

て」, 『早稲田大學大學院文學硏究紀要』43(1997), pp. 103-116. 귀에 들려오는 소

리를 통한 깨달음이 주제라고 본 것은 Lippit과 동일하다. 굳이 왜 원학이어야 했

는지에 관해서는 오가와 등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목계 개인의 종교회화에 대한 

생각이 조형화 되었을 것이라는 추측만을 제시하였다. 鈴木忍의 연구는 흥미로운 

시도를 진행했으나 선종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 본고의 집필방향과 일치

하지 않아 이 논문에서는 소개하지 않는다.

148) 후쿠이, 앞의 논문(1994a); ―, 앞의 논문(1994b); ―, 앞의 책(1999).

149) 일엽관음에 대해서는 島田, 앞의 논문(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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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목계가 관음을 원학과 함께 그리기 이전부터 이미 이러한 구성이 존

재했을 가능성이 확인된다. 13세기 중·후반에 활약했던 오늘날은 이례적으로만 

보이는 <관음원학도> 창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었던 것이다.

  즉 13세기 중반의 서호 주변에서는 유교와 불교의 다양한 사상을 통합하여 

관음의 다양한 모습을 크게 지혜, 청정, 자비의 세 가지 이미지로 압축시키고, 

이를 다시 원학과 결부시킬 수 있는 문화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다. 이를 보

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목계의 <관음원학도>의 각 도상과 연결이 가능하다. 

깨달음을 이룩하여 선정인을 취한 관음, 대나무 숲을 배경으로 맑은 소리를 내

며 하늘을 향해 우는 단정학,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새끼를 소중히 끌어안고 

있는 긴팔원숭이가 각각 지혜, 청정, 자비로 이어지는 것이다.

  특히 목계가 활동하던 시기에 서호 주변의 불교계에서 원학을 다루는 방식

은 선종에서 강조해 왔던 ‘소리를 통한 깨달음’의 의미 외의 함의를 지니게 되

었다. 이처럼 새롭게 등장한 원학의 의미는 무준사범의 시, 이종황제의 글, 또

는 목계의 그림에 가까운 변화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상기한 바

와 같이 전통적으로 원학은 선종에서 공안의 소재로 사용되었으며 이 맥락에

서 원학은 갑작스러운 깨달음의 순간을 의미해왔다.151) 특히 여기서 짐승들이 

만들어내는 굉음은 선의 경지를 촉발한 후 이내 고요함으로 수렴되었다는 묘

사가 강조된다.152) 그러던 것이 무준사범의 시에서는 깨달음과 함께 관음의 다

양한 응신을 언급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이후 무준사범의 다음 세대이자 목

계와 동시기에 활동하여 친분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허당지우의 시에서는 

150) 원학을 함께 회화적으로 표현하는 관행이 성립할 수 있었던 조건에 대해서는 앞

서 살펴본 것과 같이 『임천고치』가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

151) 대표적으로 雪竇禪師의 공안이 있다. “問, 達磨未來時如何? 師曰, 猿啼箇木. 問, 

來後如何? 師曰, 鶴唳靑霄.” 후쿠이, 위의 책(1999), p. 480에서 재인용. 상술한 것

과 같이 선행연구 중 Lippit은 이러한 의미에서 <관음원학도>를 이해하였다. 

Lippit, 앞의 논문(2012) 참조.

152) 위의 논문. Lippit은 무준사범과 더불어 허당지우의 제시도 이러한 맥락에서 해

석했으나 필자는 시어가 지닌 언어적 한계상 허당지우의 시에서의 원숭이는 소리를 

통한 깨달음이라는 의미 이상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자 한다. 원숭이의 울음소리에 

관련된 여러 시문을 모은 선행연구로 Van Gulik, 앞의 책, 특히 pp. 90-9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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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목계의 원숭이 그림과 관련해 새로운 의미가 추가되기 시작한다. 허당지

우 시의 전반부에서는 원숭이의 울음소리가 곧 고요한 적막을 가져오고 인생

에 대한 깨달음을 가져온다는 원숭이에 대한 선종의 기존 견해가 답습되고 있

다. 그러나 이후 목계의 긴팔원숭이 도상과 일치하는 모습을 묘사한 후, 이를 

‘사랑’이라는 맥락에서 해석하고 있다.153) 허당지우는 위험한 가지 위에서 새끼

를 꼭 껴안은 어미의 모습을 통해 대상에 집착하는 사랑의 감정을 경계하고 

있는데 이는 <관음원학도>에 현전하는 목계의 그림이 당시 어떠한 의미로 받

아들여지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서집손의 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원

학은 세속의 유학자뿐 아니라 선승에게도 깨달음의 의미에 한정되지 않고 새

로운 의미로 확장되고 있었던 것이다.154) 특히 이러한 변화의 방향이 역원길의 

활동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원숭이와 달리 모자가 부둥켜안고 정적인 자세를 

취한 채 내면을 관조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는 목계의 원숭이 묘사와 맥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자비’를 의미하기 위해 원숭이 모자의 고요한 모습을 그

리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굉음을 내는 존재가 아니라 그 자체로서 하나의 종

교적 가치를 표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목계의 <관음원학도>는 13세기 중반 서호 주변의 

남송 유불 문화권에서 보편적으로 자리하고 있던 관음의 세 가지 응신에 대한 

153) 허당지우의 제시는 원숭이의 울음소리가 한 번 길게 이어진 후에는 모든 암봉이 

고요해진다는 묘사가 나타난 후, 이 울음소리를 통해 간절한 마음을 느끼며 인생을 

반성한다는 내용으로 이어진다. 소리를 통해 일종의 깨달음을 얻었다는 점에서는 

공안의 전형을 따르고 있다. 그런데 이 시에서 원숭이의 소리는 이미 굉음이라기보

다는 한 번 울고 나면 그치고 마는 간절하고 애달픈 정서로 묘사되고 있다. 전문번

역과 원문은 이 논문, pp. 46-47 참조.

154) 앞서 살펴본 서집손도 목계의 원숭이 그림을 유교의 전통적인 원숭이와 다르게 

인식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유교적으로 원학은 이백(李白, 701-762)의 시 「촉도난

(蜀道難)」에서는 촉의 험준함을 표현하는 제재로 널리 알려져 있었으며 여기서 특

히 원숭이는 계곡 사이로 그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존재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

나 서집손은 목계가 소리를 그리는 대신 산림의 마음 한 조각을 그렸다고 표현하

였다. 정확히 어떠한 도상을 그렸다고는 해석할 수 없지만 목계가 그린 것은 깊은 

곳에 조용히 은거하며 마치 산림과 같이 성리학자인 시인이 자신의 혼란스러운 정

서를 기탁할 수 있는 도상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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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 사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는 목계가 활동하던 장소와 시기에 목계에

게 영향력이 있는 존재로 생각되는 남송의 지배자 이종황제, 동향의 선승 무준

사범, 교류관계가 가장 확실시되는 허당지우의 관음 및 원학에 대한 글을 통해 

보다 분명히 드러난다. 관음, 원숭이, 학이 각각 다른 기능을 하고 있었던 것으

로 작품을 이해하는 것은 13세기 중반 서호의 관음 신앙에 대한 기록과도 일

치할 뿐 아니라, 불교에서 삼존도를 구성하는 방식과도 일치한다.

  작품의 회화적 표현에서도 관음은 지혜, 학은 청정, 원숭이는 자비를 의미한

다는 해석이 자연스럽게 도출될 수 있다. 깊숙한 동굴 안쪽에서 선정인의 자세

를 취하는 백의관음은 관자재로까지 해석될 수 있는 깨달음의 전형적인 상징

이다.155) 특히 이공린이 그렸다고 전해지는 백의관음도의 도상적 특징인 선정

인의 자세와 함께 버드나무 가지와 정병을 결합시켜 관음으로부터 분리된 사

물로 표현하고 존상을 풀방석 위에 앉힌 것은 선종 재가신도로도 활약했던 유

학자들 사이에서도 널리 애호되었던 이공린 계통의 관음, 즉 선의 깨달음을 이

룩한 존재로서의 관음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학의 배경에는 대나무가 그려져 있는데, 이는 오랫동안 중국에서 유교

적으로는 지조를, 도교적으로는 은거를 상징하며 애호되었던 도상이다.156) 대나

무는 각종 시문을 통해 다양한 의미로 상찬 받았는데, 특히 북송 말기 수묵화 

양식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같은 촉 출신으로 목계와의 영향 관계가 지적되고 

있는 문동의 시에서는 대나무의 고결하고 맑은 면이 강조되었다.157) 또한 당대 

155) 후쿠이는 이것을 백의관음 또는 암거(岩居)관음이라고 불러도 무방하지만 수월관

음도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보았다. 福井, 앞의 논문(1935). 반면 Yukio 

Lippit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 그림이 관음이 아니라 ‘관자재’를 표현한 것이라고까

지 해석하였다. 필자는 깨달음이 강조된 재가신도의 이상향이라는 측면에서 Lippit

의 견해에 동의한다.

156) 李成美, ｢中國 墨竹畵의 起源 및 初期樣式의 考察｣, 考古美術157(1983), pp. 

2-17; 백인산, 조선의 묵죽(대원사, 2007), pp. 36-37.

157) “竹, 竹, 森寒, 潔綠咏竹, 湘江邊, 渭水曲, 帷幔翠錦, 戈矛蒼玉, 虛心異衆草, 勁節逾

凡木, 化龍杖入僊陂, 呼鳳律鳴神谷, 月娥市帔淨苒苒, 風女笙竽淸肅肅, 林間飮酒碎影搖

金, 石上圍棋淸陰覆局, 屈大夫遂去徒悅椒蘭, 陶先生歸來但尋松菊, 若檀欒之操則無敵

於君, 圖蕭灑之姿亦莫賢於僕.” 곽약허, 앞의 책, pp. 260-262. 원문은 독특하게도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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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중국에서 관음과 함께 결부시켜 표현해 온 대나무를 관음이 아니라 학의 

배경으로 그린 것은 학이 관음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는 응신적 존재라는 이 

논문의 해석을 시각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158) 대나무와 

함께 학 또한 청정의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특히 이는 목계가 묘사한 

학이 하늘을 향해 우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중국에

서 학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학의 울음소리는 다른 새의 소리와

는 달리 청려한 속성을 지닌 것으로 이해되었다.159) 학은 다양한 상징성을 지

닌 도상이기에 한 가지 의미로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수 있지만, 관음의 속성

을 공유하는 존재로서 대나무와 함께 해석될 수 있는 한 마리 우는 학의 속성

으로는 ‘청정’이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원숭이 또한 다양한 의미를 지녀온 도상이다. 특히 긴팔원숭이의 경우 송대

의 유학자들 사이에서 다른 원숭이와 차별화되었는데, 이들은 긴팔원숭이를 직

접 길러 행동 양식을 자세히 관찰하고 기록을 남기기도 하였다.160) 긴팔원숭이

가 다른 원숭이와 구별되는 행동 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마치 인간과 같이 배

우자와 평생 함께하며 새끼를 한두 마리만 낳아 기르는 것이다. 이처럼 자녀를 

사랑하는 원숭이의 모습은 살펴본 바와 같이 목계의 그림에서 특징적으로 나

타나는 요소이자 당시 목계의 그림을 보고 감상을 남긴 허당지우의 제화시는 

이와 정확히 일치한다. 이는 관음의 대표적 속성 중 하나로 이종이 지적했던 

자가 점점 늘어나는 탑(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북송대 묵죽화와 문동 그림에 대

해서 鈴木, 앞의 책, pp. 193-195.

158) 대나무와 관음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로 李利安, 『观音信仰的渊源与传播』(北

京: 宗教文化出版社, 2008); 이현주, 앞의 논문, pp. 219-220.

159) 중국의 학 그림에 대해서는 Hou-mei Sung, “Images of the Crane in Chinese 

Painting,” Oriental Art 44 (1998), pp. 11-23; ―, Decoded Messages: The 

Symbolic Language of Chinese Animal Painting (New He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9), pp. 39-62 참조. 학이 지닌 다양한 문학적 의미에 대한 분석 사례로

는 김경동, 「백거이 영학시 考: 그 유형과 의미를 중심으로」, 『중국문학연구』

25(2002), pp. 1-32, 특히 8-9 참조. 후대의 시문에 많은 영향을 끼친 백거이의 시

에서 특히 단독으로 존재하는 학은 정결함을 의미한다.

160) 문동의 경우 다른 원숭이는 싫어한 반면 긴팔원숭이를 매우 아껴 기르던 긴팔원

숭이가 죽었을 때 시문을 남기기도 하였다. Van Gulik, 앞의 책, pp. 77-78.



81

관음의 세 가지 응신관 중 하나인 자비와 연결될 수 있는 요소이다.

  그렇다면 진리, 청정, 자비의 화신으로 표현한 <관음원학도>는 어떠한 목적

으로 제작되어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되었을까? 이를 추측해보기 위해 먼저 작

품의 물리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화폭의 크기가 매우 크고 세 폭 모두 이어붙

인 흔적이 없는 통견으로서 육안 상 매우 유사한 재질로 보이는 화견(畵絹) 위

에 그려져 있다.161) 그런데 이 정도 크기를 자랑하는 남송시대의 회화작품은 

극히 찾아보기 어렵다. 필자는 현재 173×100cm 정도에 달하는 <관음원학도>

가 당시 어느 정도 규모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작품의 제작시기에 근

사한 13세기 후반의 작품 중 비교적 연대 및 진위여부 등이 정확한 것을 중심

으로 살펴보았다. 정상(頂相)의 경우 크기가 큰 편인 쿄토 토후쿠지(東福寺) 소

장 무준사범 초상화가 124.9cm×54.5cm에 불과하다(도 37). 경배용으로 추정되

는 카마쿠라 켄초지 소장 원대 <백의관음도>가 141.2×77.6cm, 나라(奈良)국립

박물관 소장 육신충(陸信忠 13세기 활동) 필(筆) 남송시대 <불열반도(佛涅槃

圖)>가 157.1×82.9cm, 카마쿠라 엔가쿠지 소장 전 목계 필 원대 <백의관음도>

가 155.0×93.6cm, 동사 소장 남송시대 <오백나한도(五百羅漢圖)>가 

160.0×90.9cm 정도의 크기이다(도 38〜41). 그 외에 남송시대를 대표하는 대

161) 크기에 미세한 차이가 있으나 오랜 세월을 거치며 표구를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

럽게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이다. 한편 비단 상태의 경우 소장처나 국가 기관에서 보

존 보고서를 제작하거나 과학적 분석을 진행한 적이 없어 명확하지는 않으나 육안

으로 관찰했을 때 모두 통견이고 유사한 재질이라는 것이 통설이다. Lippit, 앞의 

논문(2012).

    실견에 기초해 필자는 <관음도>의 손상도가 나머지 두 작품보다 높다고 생각한

다. 이는 보관상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후술하듯 <관음도>와 <원학도>가 현재의 소

장처인 다이토쿠지에서 세 작품이 동시에 사용될 때도 있었지만 분리시켜 사용되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제Ⅳ장 제1절에서 검토하는 문헌사료에 따

르면 <관음도>는 도상의 특징상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문헌 뿐 

아니라 비단 상태의 차이를 통해서도 <관음도>가 일찍부터 일본 선림에서 다른 두 

작품과 분리되어 각종 행사에 활용되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종배합설을 따르는 선행연구에서도 세 폭이 동시 또는 비슷한 시기에 제작되었

다고 볼 정도로 비단의 물리적 유사성은 뚜렷하게 확인된다. 대표적으로 Cahill, 앞

의 논문(196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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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의 불화들을 살펴보면 안휘(顔輝, 13세기 활동)의 <하마철괴도>는 

161.0×79.8cm, 장사공(張思恭, ?-1410) 전칭의 <오백나한도>가 160.0×90.9cm, 

다이토쿠지에 소장되어 있는 <오백나한도>가 112.5×53.3cm 정도의 크기에 지

나지 않는다(도 43〜45).162) 이러한 작품들과 비교해보면 <관음원학도>는 매우 

거대한 규모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자 중 리핏은 이 작품이 남송 당시 사찰 전각이나 항저우 지배층의 

주거공간을 장식했을 것으로 보았다. 자신을 당당하게 밝힌 관기, 커다란 통견

이라는 화려한 고가의 재질 등이 판단의 근거가 되었다. 특히 재가신도의 이상

향을 그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항저우 지배층의 주거공간을 장식했을 가능성

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163) 한편 스즈키 시노부는 일본에서 이와 같은 중국 

유래의 작품을 사용하는 방식은 수입품으로서 상완(賞玩)의 의미가 부여되었기 

때문이며 본래 중국에서는 이런 괘축의 그림을 사원에서 신앙의 대상으로서 

장엄했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시하였다.164)

  목계에 대한 기록뿐 아니라 남송 불교 건축과 관련된 기록을 거의 찾아보기 

어려워 이 문제는 순수한 추론의 영역에 남겨져 있다. 여기서 목계의 고향으로 

그가 여러 측면에서 그 전통을 계승하고자 했던 것으로 생각되는 촉 지방의 

불교회화 전통은 이러한 추측에 있어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 오대 전후의 

기록에 따르면, 촉 지역에서는 대화면의 불교회화가 성행했는데, 벽화뿐 아니라 

종이나 비단에 제작한 그림을 벽에 거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165) 살펴본 바

와 같이 <관음원학도>보다 크기가 작은 남송시대의 나한도 등에 대해서는 벽

에 걸었던 기록이 확인된다. 화견(畵絹)의 물리적 특성을 앞서 살펴본 관음 신

162) 기재한 작품의 크기는 다음의 책을 참고로 하였다. 京都國立博物館 編, 『禪の美

術』(京都: 京都国立博物館, 1983); 神奈川県歴史博物館 編, 『宋元仏画』(横浜: 神

奈川県歴史博物館 2007); Levine et al., Awakenings: Zen Figure Painting in 

Medieval Japan (New York: Japan Society, 2007); 奈良国立博物館 編, 『大徳寺

伝来五百羅漢図 銘文調査報告書』(奈良: 奈良国立博物館, 2011).

163) Lippit, 앞의 논문(2012).

164) 鈴木忍, 앞의 논문, p. 115. 다만 직접적으로 이러한 견해를 밝히지 않고 그러한 

가능성을 추후 검토하고자 한다고만 적어두었다.

165) 鈴木, 앞의 책, pp. 14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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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의 유행 상황과 함께 생각해본다면 목계의 <관음원학도>도 촉의 전통과 당

시의 문화적 분위기에 맞게 벽에 걸어 예배용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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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목계 회화의 수용 양상 Ⅰ: 중국

  제Ⅲ장에서 필자는 중국에서 역사적 존재로서의 목계를 수용하는 방식과 성

격이 원대부터 청대에 이르는 시기에 걸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일본의 목계 수용 문제를 광범위하게 논의한 반면 

중국의 목계 수용 문제는 1990년대 들어 특정 화목이나 수용 집단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특히 무로마치시대에는 목계의 그림을 명나라에서 수입한 일본의 

기록이 상당수 전해지는데 중국의 목계 수용 문제의 논의에서 일본의 상황이

나 교류 관계는 크게 고려되지 못했다. 그러나 필자는 원대와 명대에 중국의 

목계 회화 수용 양상이 급변하는 원인은 일본 특유의 목계 회화에 대한 취향 

및 수요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하의 논의에서 필자는 원대

의 수용상황을 검토한 후 이를 명대의 수용상황과 비교하며 일본의 기록 및 

현전작품을 함께 살펴볼 것이다. 청대의 수용상황은 명대까지 일본과 중국의 

교류를 통해 새롭게 형성된 목계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결실을 맺는지를 이해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원대에는 문인화가 발달하여 문인화 중심의 화사서(畵史書)가 작성되면서 화

사서의 기록과 실제 목계의 그림을 보고 감상한 사람들에 의한 평가 사이에 

간극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화사서는 실제 그림을 보고 내린 주관적 평

가라기보다는 선대의 문헌을 중시하고 이를 답습하는 중국지식인들의 전형적인 

작품 수용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목계의 그림을 직접 감상한 여러 유학자 

또는 도학자(道學者)의 글을 보면 작품을 상찬(賞讚)하는 태도가 드러난다. 이

는 이른바 문인화 이론이라는 것이 당시 보편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도 있지만, 상술한 것처럼 목계가 남송 말 촉 지방과 항주 장이상을 배경으로 

유불 융합적인 맥락에서 활동했던 만큼 다양한 문화에서 향유되기에 적합한 

그림을 그렸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명대에는 현재까지 중국과 대만에 전해지는 목계의 전칭작인 화훼잡화 그림

이 두 점 등장해 선행연구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았다. 그런데 이전까지 중국에 

목계의 전칭작 중 이런 유형의 그림에 대한 기록은 단 한 편뿐이라 이를 과연 

어떻게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필자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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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에 전해지는 화훼잡화 그림과 그 기록에서 문제의 단서를 찾고자 하였다. 목

계의 화훼잡화 그림에 대한 일본의 기록을 살펴보면 가장 이른 것은 1436년이

며 대부분의 기록은 16세기 전반에 집중되어 있다. 필자는 이 시기 일본에서의 

특별한 수요에 따라 중국에서 목계의 화훼잡화권이 대량으로 제작되었을 가능

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당시 일본에서는 ‘과자(果子)’라는 이름으로 삶은 야채

나 과일을 간식으로 먹으며 가벼운 다회를 즐기는 관행이 확립되기 시작하였

다. 다른 화가들이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화훼잡화를 그린 목계의 수묵화는 이

러한 다회의 현장에 잘 부합하는 것이었다. 즉 일본에서 목계의 화훼잡화 관련 

그림들이 인기를 끌게 되자 이에 대응하여 중국에서 목계의 모본 그림들이 다

량으로 제작된 것이다.

  이렇게 부상한 목계의 화훼잡화권은 이후 명대 예술가들의 감상이나 수장을 

거쳐 청(淸) 황실 수장고에 들어갈 정도로 명성을 얻었다. 또한 이 시기를 거

치며 목계의 그림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는 사실은 민간의 여러 화보(畵譜), 

전기(傳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 시기에는 목계에 대한 선대의 

비판한 내용은 삭제한 후 신비한 선승으로 목계를 설명한 기록까지도 확인된

다. 청대에 이르면 목계의 진작과 전칭작은 대부분 일본으로 건너갔거나 유실

되었다. 그러나 원․명대를 거치며 형성된 화명을 기반으로 목계는 청대에 오히

려 새로운 관점에서 주목을 받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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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대의 목계 이미지

  원대에 목계의 회화를 기록한 글은 크게 화사서와 제화시로 구분된다. 이 장

에서 필자는 화사서와 제화시가 각각 목계의 그림을 전혀 다른 태도로 서술하

였다는 점에 주목하여 원대 이래로 목계가 수용된 여러 양상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화사류의 비평서는 대부분 목계를 비판적으로 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비

판은 실제로 목계의 회화 작품을 직접 보고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필자

는 화사서를 교차 검토하여 문인 중심의 예술적 담론 체계에서 목계에 대한 

비평이 재인용과 편집을 통해 부정적으로 형성된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목계의 그림을 실제로 감상한 인물들의 제화시를 살펴보면 

같은 시기의 일본에서와 마찬가지로 목계의 그림을 높이 평가한 경우가 많다. 

특히 이러한 호평은 불교계와 친밀하게 교유하던 성리학자들 사이에서 두드러

진다. 제Ⅱ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목계는 화승이지만 유교와 불교가 융합된 

문화권에서 문인도 거부감 없이 수용할 수 있는 회화적 표현을 구사했을 것으

로 추정된다. 이러한 시각적 특성에 따라 목계의 회화는 원대의 문인들 사이에

서도 애호되었다. 유교가 발달했던 중국에서는 목계의 그림이 선종적 맥락보다

는 유교적 맥락에서 수용되고 애호되는 경향이 강했다고 할 수 있다.

  (1) 화사서(畵史書)의 비평적(批評的) 수용 양상

  

  목계를 기록한 원대의 화사서는 현재 장숙(莊肅, 13세기 후반-14세기 전반 

활동)의 『화계보유(畵繼補遺, 1298년 서문)』, 탕후(湯垕, 14세기 전반 활동)의 

『화감(畵鑑, 14세기 전반)』, 오태소의 『송재매보』, 하문언(夏文彦)의 『도회

보감(圖繪寶鑑, 1365년 서문)』의 네 가지가 알려져 있다. 이 중 『송재매보』

는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목계를 가장 자세히 다루었을 뿐 아니라 삼우(三友)

의 대가로 목계를 칭송하였다. 반면 『화계보유』, 『화감』, 『도회보감』과 

같이 후대에 보다 널리 알려진 화사서는 목계를 비판하며 평가 절하하였다. 그

런데 이들 화사서의 서술 방식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것은 실제 그림을 보고 

내린 평가라고 보기 어렵다. 필자는 보다 이른 시기에 장숙과 탕후가 목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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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악평을 내린 후, 하문언이 이를 계승했다고 추정하였다.166) 이는 장숙, 탕

후, 하문언을 거치며 변화하는 목계에 대한 서술을 통해 추측이 가능하다.167)

  원대에 목계를 기록한 화사서 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하문언의 『도회보

감』이다. 『도회보감』의 내용을 보면, 저자인 하문언이 『송재매보』에서 목

계에 대한 설명을 참고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168) 앞서 『화계보유』와 

166) Weidner, 앞의 논문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되었다. 여기서는 특히 제작자의 신분, 

즉 승려라는 목계의 출신이 초기 악평의 원인이 되었으며 후대에도 이러한 문인 

중심적 가치관이 지속되어 악평이 답습되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화승이라고 모두 

부정적인 평을 내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목계가 화승이라는 이유만으로 비판의 대

상이 되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복합적인 원인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향후 원대 다양한 화사서의 화승에 대한 기록을 함께 살펴보아

야 할 것이다.

167) 莊肅, 『畵繼補遺』(濟南: 齊魯書社, 1997); 湯垕, 『畵鑑』(上海: 上海古籍出版

社, 1987); 夏文彦, 『圖繪寶鑑』(北京: 中華書局, 1985). 이 중 탕후의 서술은 매우 

소략한데 작성 맥락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선행연구로 Amy McNair, “Buddhist 

Literati And Literary Monks: Social And Religious Elements In The Critical 

Reception Of Zhang Jizhi’s Calligraphy,” in Cultural Intersections in Later 

Chinese Buddhism, ed. Weidner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1), 

pp. 73-86, 특히 p. 80 참조.

문 헌 서 술 내 용

莊肅, 『畵繼補遺』

(1298年 序)

僧法常，自號牧溪，善作龍虎、人物、蘆雁雜畵. 枯淡

山野，誠非雅玩，僅可僧房道舍，以助清幽耳.

湯垕, 『畵鑑』

(14세기 전반)
近世牧溪僧法常, 作墨竹, 麄惡無古法.

夏文彦, 『圖繪寶鑑』

(1365年 序)

僧法常, 號牧溪. 喜畵龍虎、猿鶴、蘆鴈、山水、樹

石、人物, 皆隨筆墨而成, 意思簡當, 不費妝飾. 但麤惡

無古法, 誠非雅玩.

표 2 원대 화사서에 나타나는 목계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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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감』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목계의 대표적인 화제에 대한 정보가 추가되었

으며 목계의 화풍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는데 그 표현이 오태소의 기록과 거의 

일치하기 때문이다. 즉 『화계보유』에서 이미 언급되었던 화제인 ‘龍虎’, ‘人

物’, ‘蘆雁’ 뿐 아니라 ‘雜畵’나 ‘山野’로 간단히 표현했던 소재들이 새로 『송재

매보』의 기록을 반영하여 ‘猿鶴’, ‘山水’, ‘樹石’으로 매우 구체화되었다. 화풍에 

대해서는 오태소가 기록한 ‘皆隨筆墨而成, 意思簡當, 不費妝飾’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해 ‘皆隨筆墨而成, 意思簡當, 不費妝飾’라고 기술하였다.

  즉 하문언의 목계 서술은 (1) 장숙이 작성한 화목 일부 및 목계에 대한 평

가 일부를 인용하고 (2) 탕후가 작성한 목계에 대한 평가 일부를 인용하고 (3) 

오태소가 작성한 화목 일부 및 목계에 대한 화풍 묘사를 인용한 후 이를 종합

하는 것으로 스스로의 평가를 대신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조합된 총평으로서 

하문언의 기술은 『송재매보』가 전해주는 당시 목계의 인기나 장점에 대한 

태도를 따르기보다는, 장숙과 탕후의 평을 종합하여 ‘거칠고 조악하여 고법이 

없어서(麤惡無古法)’ ‘고아하게 완상할 만한 것이 전혀 아니었다(誠非雅玩)’는 

결론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서술 방식은 원대 이래 문인 중심의 회화사 서술을 

통해 승방이나 궁정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화가들이 담론에서 배제되어 가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169) 나아가 이는 문헌을 중시하며 문헌을 통해 세계를 인

식하고 수용하는 경향이 많은 중국 지식인들의 전형적인 작가나 작품 수용 양

상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장숙과 탕후의 문인적 입장을 받아들여 하문언

이 내린 목계에 대한 평가는 중국에서뿐만 아니라 일본과 근대기의 미술사 서

적에서도 반복적으로 인용되며 중국에서 목계에 대해 관심이 전혀 없었다는 

인식이 고착되어 가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러한 화사서 외의 기록을 살펴보면, 이와는 대조적인 현상이 확인

된다. 당시 사찰을 장식하는 데 사용되거나 사찰 내 화승들을 통해 제작되었던 

168) 선행연구에 따르면 이외에도『도회보감』은 출처 표기 없이 오태소의 사료를 인

용하였다. Maggie Bickford, Bones of Jade, Soul of Ice: The Flowering Plum 

in Chinese Art (New Haven: Yale University Art Gallery, 1985), p. 76.

169) Weidner, 앞의 논문, p. 40. 다만 하문언이 모든 승려들을 비판적으로 서술한 것

은 아니다. 목계와 설창 외의 승려들은 중립적 또는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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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은 하문언이나 탕후와 같은 문인들이 애호했던 그림과 크게 다르지 않았

을 것으로 생각된다. 원대의 유명한 승려들이 남긴 기록 중 제화시의 항목을 

분석하면, 흥미롭게도 이들이 감상한 작품의 주제는 ‘종교적’이라 할 수 있는 

도석화를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대부분은 ‘세속적’인 소재에 대한 감상을 남기

고 있으며, 승려들 사이에서도 문인으로 이름났던 이공린의 작품이 큰 인기를 

누렸다.170) 문인화를 중심으로 중국의 예술을 서술하려는 의도 하에 작성된 화

사서 밖에 위치해 있는 원대의 다양한 기록은 화승과 유학자의 예술 세계가 

특별히 구분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공유되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직접 감상하

여 마음에 와 닿는 작품이라면 제작자의 문화적 배경과 무관하게 높은 평가를 

남기고 완상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화사서의 기록을 바탕으로 당대 목계의 인기를 유추할 

수 있는 요소가 있어 주목된다. 오태소는 목계가 “가사도(賈似道, 1213-1275)

의 심기를 상하게 하여 대대적인 체포령이 내렸지만, 도망가서 월(越) 지방의 

구씨(丘氏) 집에 숨어 형벌을 면하였다”고 기록하였다. 가사도의 활동 근거지가 

월 지방이므로 이 기록은 사료로서 그 내용을 신뢰하기는 어렵다고 평가된

다.171) 그러나 앞서 소개한 『포실집』에서 손민중이 은제천의 그림이 지닌 가

170)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승려 견심내복(見心來復, 1319-1391)의 『포암집

(蒲菴集)』은 가장 극단적인 사례로 전체 제화시 120편 중 5%만이 불교 주제를 다

루고 있으며 도교 주제도 마찬가지로 5%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는 대부분 산수

화에 치우쳐 있으며 다음으로 많이 확인되는 것은 사군자류이다. 위의 논문, pp. 

57-60. 특히 Wey는 『도회보감』에 기록된 불교 관련 회화(buddhist subjects)의 

작가로 언급된 화가 중 6.6%만이 승려이고 나머지 93.4%는 화원이라고 분석하였

다. 화승 중 89%는 불교 관련 회화가 아닌 것을 그렸으며 오히려 주로 문인문화에 

해당하는 그림을 그렸다고 한다. Wey는 이를 바탕으로 불화를 그리는 데 당시 공

적 승인이 필요했을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그렇게 볼 만한 별도의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Wey, 앞의 논문, pp. 31-32. 이는 Weidner가 논의한 내용이나 앞서 이 논

문에서 살펴본 송대의 유불융합적 경향과 같은 현상이 원대까지도 지속되었던 것으

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목계가 활동하던 시기부터 그의 작품 또

는 전칭작이 강남 사대부들 사이에 유통 및 감상되던 명대까지 지속되었다고 생각

된다.

171) 海老根, 앞의 논문(1996). 다만 가사도의 그림에 대한 기록 중 목계와 관련될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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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높이기 위한 부연 설명으로서 이름 있는 선승의 제발이 기록된 것을 거

론하며 그가 목계의 스승이라고 언급했던 점, 『송재매보』에서 목계의 안작

(贋作)이 많다고 한 점, 또한 『도회보감』에서 육통사의 승려 자창(慈窓)을 설

명하며 목계의 화의(畵意)에 비견했던 점을 미루어 볼 때, 원대까지도 목계는 

화승으로서 명성을 누리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적어도 서호 주변에서 

목계의 인기는 상당한 수준이었으며, 이러한 대중적 인기를 바탕으로 당시 악

명 높았던 인물인 가사도와 결부되어 마치 전설과도 같은 일화가 전해진 것이

다. 목계의 초상화가 그가 활동했던 서호의 사찰에 전해지며 사람들에게 사랑

을 받았다는 기록을 통해서도 혼란스러웠던 남송 말 화승으로서 목계가 민간

에서 설화가 만들어질 정도로 관심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172)

  (2) 제화시(題畵詩)의 감상적(鑑賞的) 수용 양상

한 것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가사도와 목계의 관계에 대한 오태소의 기록에 어느 

정도 신뢰를 부여한 Wey의 경우 가사도가 본래 목계의 후원자였으나 두 사람 사

이에 갈등 관계가 형성된 후 가사도가 목계의 작품을 모두 없애버렸기에 이와 같

은 내용이 기록되었고 가사도의 작품에 대한 기록 중 목계와 관련될 만한 내용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하였다. Wey, 앞의 논문, pp. 40-41.

172) 한편 『화감』의 서술과 관련해 당시 목계가 비판적인 어조에도 불구하고 실제

로는 높은 인기를 누렸을 것이라는 추측을 제기한 선행연구도 있다. 이에 따르면 

조맹견과 목계가 나란히 언급되어 있는데 이는 탕후가 당시 조맹견과 동일한 위상

의 인기를 누리고 있었던 데에 대한 일종의 위기의식을 드러낸 것이거나, 가사도와

의 반목과 마찬가지로 조맹견과도 목계가 불화를 일으켰으며 이로 인해 원대에 잠

시 목계가 평가 절하되었다가 원 황실에 복속한 조맹견에 대한 평가가 낮아지던 

명대 이후 목계의 복권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하였다. 전자의 견해로 Lippit, 후자

의 견해로 Wey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화감』의 다른 부분을 살펴보면 이와 유사

하게 서로 관계없는 화가들을 연이어 설명한 경우가 적지 않게 확인된다. 즉 탕후

는 조맹견과 목계를 비견하려는 의도가 없었다. 이러한 구성은 단순히 『화감』이 

지닌 편집상의 특징일 뿐이라고 생각된다. 실제로 『화감』 간행본 중에는 두 항목

을 분리시켜 소개한 판본도 적지 않다. 이는 『화감』 특유의 편집 체계를 고려한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이 논문에서는 Lippit과 Wey의 견해를 따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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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계의 그림을 실제로 감상한 여러 문사(文士)나 도사(道士)는 목계 작품의 

다층적 요소 중 자신의 관심에 맞는 부분을 중심으로 수용하였다. 현재까지 확

인된 목계 그림에 대한 제화시는 다음과 같다.173)

  이 중 송염의 기록에 대해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분석이 제시되었

다.174) 이에 따르면, 송염은 특히 황제의 명을 받아 『원사(元史)』의 집필을 

173) 원말명초에 걸쳐 활동한 인물이라도 출생연도가 명 건국(1368)보다 앞서거나 그

러할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여기에서 소개한다.

작성자 제목 출처 비고

마진(馬臻, 

(1254-?)
「題常牧溪山水卷」 『霞外詩集』, 卷九

장욱(張昱, 

?-1346)
「題牧溪畵飛鳴二雁」

『可閒老人集』, 

卷一

송염(張昱, 

1310-1381)
  「題長牧溪五燕圖」

『文憲集』, 

卷三十二

유기(劉基, 

1311-1375)

「爲丘彦良

題牧谿和尙千鴈圖」

『誠意伯文集』, 

卷四

유기
「爲戴起之

題猿鳥圖牧谿書」

『誠意伯文集』, 

卷十一

유숭(劉嵩, 

1321-1381)
 「題龍」 『槎翁詩集』, 卷七

“牧溪畵

龍如草書”

잠안경(岑安卿, 

1286-1355)
「百鴈圖」

『栲栳山人詩集』, 

卷上

“玄香

牧溪跡”

송희(宋僖, 

14세기 중·후반)
「題牧溪所作阿羅漢圖」 『庸菴集』, 卷一

표 3  원대 제화시에 나타나는 목계 회화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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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았던 당대의 대학자이자 문인관료였는데, 당시 그는 이 작업을 위해 다른 관

료들과 함께 남경의 천계사(天界寺)에 머물며 여러 승려들과 활발히 교류하였

다. 송염의 문집에서 확인되는 불교에 관련된 여러 기록은 14세기의 성리학자

들이 승려화가의 그림에 대해 거부감은커녕 긍정적인 인식을 보여주었다는 점

을 보여주며, 특히 목계에 관해서도 호평을 남겼다는 점을 말해준다.175)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원대의 여러 기록 중에서도 특히 유기가 남긴 제화시

에 주목하고자 한다. 유기는 송염과 함께 당대 제일의 문필가로 이름이 높았던 

인물로서 명청시대에 지속적으로 여러 전설적인 일화들과 함께 큰 관심을 받

았던 인물이다. 이처럼 당대뿐 아니라 후대에까지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던 유

기가 목계의 그림에 대해 두 편의 기록을 남기며 높은 평가를 남겼던 것은 목

계에 대한 14세기의 인식을 보여줄 뿐 아니라, 후대에 중국에서 목계의 그림이 

자취를 감춘 후에도 그 이름이 전해질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특히 유기의 글은 승려가 그린 그림이라는 이유로 

목계의 그림을 평가 절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작품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도 

화가가 승려였다는 문화‧사상적 배경을 배제하고 순수한 회화로서 유학자인 

자신의 인식을 투영하고 있다. 화사서의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기록과 달리 원

대의 불교계 인사와 유교계 인사에 예술적으로 긴밀한 관계가 존재하였다는 

것은 유기의 목계에 대한 성리학적 감상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될 수 

있다.

174) Weidner, 앞의 논문, pp. 59, 62. 

175) 송염이 남긴 목계 그림의 제화시는 다음과 같다.

     “장목계의 「오연도」에 쓰다. // 누가 푸른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끼 제비를 그

렸는가. / 붓 아래 능히 천지조화들 되돌렸구나 / 사영운이 집안의 연못에서 절창

(絶唱)을 보는 듯하니 / 버들가지에 아지랑이 끼고 물은 찰랑거리네(誰描乳燕落晴

空, 筆底能廻造化功, 髣髴謝家池上見, 栁絲烟暖水溶溶).” 宋濓, 「題長牧溪五燕圖」, 

『文憲集』, 巻三十二, 七言絶句. 

    여기서 목계를 ‘長牧溪’라고 한 것은 ‘長老’라는 의미일 가능성과, ‘常’과 ‘長’의 중

국어 음이 같은 것을 고려할 때 ‘法常牧谿’가 ‘常牧谿’로 축약된 후 여기서의 ‘常’이 

본래 ‘法常’을 의미하였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도리어 ‘長’의 오기로 오인되어 이와 

같이 기록되었을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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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유기는 구언량이라는 인물을 위해 목계의 <천안도(千鴈圖)>에 다음과 

같은 장문의 제시를 남겼다.176)

「구언량을 위해 목계화상의 <천안도>를 읊다」

옛날 혜숭이 노안도를 그렸는데  

이를 보면 江湖를 유람하는 듯했네.

지금 이 그림도 정묘하니

천리의 소상강 가을빛이 담겼네.

和尙은 본래 많은 재주 타고나

착상이 보통사람들과 다름을 알겠네.

오송강은 길고 구구호는 넓은데

천목산 호구산은 푸르게 솟았네.

구월 서풍으로 벼가 누렇게 익고

북방 기러기들 날개 부딪치며 날아드네.

농부는 배곯아 힘 드는데 기러기만 홀로 배불리니

이 뜻을 화가는 알아서 살려야 하리.

가까운 기러기는 터럭까지 알 수 있고

먼 기러기는 가을 털만 아스라이 보이네.

어떠한 기러기는 회오리바람 타고 흐린 하늘 속으로 들어가고

어떠한 기러기는 석양을 등진 채 도랑 속으로 잠기네.

날아오르면 제갈량이 八字陣을 펼치는 것 같고

모여들면 萬舞를 추며 깃발을 거두어들이는 것 같네.

모래톱에서 자고 풀밭에 누워 울고 날기도 하며

물풀 사이에서 재잘거리고 쑥밭을 어지럽히네.

벼를 다 베고 이삭도 다 줍자 도리어 돌아가니

만리장성 변방은 아득하고 봄 구름은 높네.

176) 스즈키는 이 구언량이 혹시 오태소가 언급했던 오월의 구씨가 아닌가 하는 점을 

지적했지만 이를 입증해 줄 수 있는 방증 자료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鈴木, 

앞의 논문(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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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은 남산에 있어 푸른 산마루로 막혀

기러기 날아오지 않으니 강과 길이 머네.

깊은 숲과 큰 계곡에는 욕심 많고 포악한 뱀과 돼지가 많으니

시름으로 타향에서 헛된 경치만 어루만지네.

사람들은 기러기를 형제와 같다 말하는데

나는 형제가 있어도 다른 城에 떨어져 있네.

두루마리 그림에 시 쓰느라 손님도 물리치나

슬픔에 사무쳐 마음 상해서는 아니 되리.177)

  유기는 목계의 <천안도>를 보고 먼저 혜숭(惠崇, 965-1017)의 작품을 떠올

린다. 승려이지만 소식(蘇軾, 1036-1101)이나 황정견 같은 문인들에게 높은 평

가를 받았던 혜숭을 거론한 것은 목계의 그림에 대한 유기의 호감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이어 목계의 <천안도>가 ‘정묘’하다는 서술은 뒤이어 나타나는 구체

적인 장면과 결부되어 기러기의 터럭까지 묘사할 정도로 사실적이고 섬세한 

표현을 구사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목계가 많은 재주를 타고났으며 착상이 

보통 사람과 다르다는 표현 또한 장숙, 탕후, 하문언의 악평과 달리 원명대에 

최고의 문장가로 꼽히던 성리학자가 목계의 그림을 매우 호의적으로 감상하였

다는 것을 입증한다.

  목계가 승려화가라는 부분에 대한 인식은 혜숭을 언급하였다는 점을 제외하

면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유기는 유학자로서의 자아를 투영해 작품을 이해

하고 있다. 강남의 산수를 배경으로 생생하게 묘사된 기러기들의 평화로운 모

습을 보며 관료인 유기가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이와는 대조적으로 굶주려가

는 원말명초 전란기의 안타까운 백성들이다. 승려가 그린 그림이고 이를 잘 알

177) “往時惠崇畵蘆雁，對之如在江湖遊. 只今此圖又精妙，中有千里瀟湘秋. 乃知浮屠性

多巧，意匠不與凡夫儔. 吳松江長具區闊，天目虎丘青一發. 西風九月粳稻黃，朔雁飛來

翼相戛. 農夫苦饑雁獨飽，此意畵師應識察. 近者分明辨羽毛，遠者縹緲瞻秋毫. 或乘飄

風入煙霄，或翳落日沉隍濠. 起如武侯布八陣，集如萬舞回旌旄. 眠沙臥草鳴且翱，喋呷

藻荇亂蓬蒿. 禾空穗盡卻歸去，紫塞漠漠春雲高. 我家南山限蒼嶺，雁飛不到川路永. 深

林大谷蛇豕盛，愁向他鄉撫虛景. 人言鴻雁比弟兄，我有兄弟隔兩城. 題詩卷畵謝客去，

無使感愴傷中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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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면서도 유기는 이러한 유교적 애민정신을 ‘화가가 잘 살려야 한다[此意

畵師應識察]’고까지 말하고 있다. 

  그림 속에 나타난 여러 새의 모습을 자세히 묘사한 후, 유기는 난세에 타향

살이를 하고 있는 자신의 괴로운 심정을 드러내기도 한다. 유기는 마치 북송대

의 위대한 선학들이 화승이었던 혜숭의 그림을 즐겼던 것처럼, 목계의 그림에 

자신의 정서를 한껏 투영하여 헤어진 가족에 대한 그리움, 돌아가지 못하는 고

향에 대한 슬픔을 절제된 시적 정취로 승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원말명

초까지 목계의 그림은 추악하고 고법이 없어 ‘승방에나 어울리는 작품’이 아니

라, 당대를 대표하는 관료가 자신의 심경을 투영할 수 있을 만큼 문인 미감에 

잘 부합하는 그림으로 인식되었다고 할 수 있다.178)

  더구나 유기가 대기지를 위해 제시를 작성해 준 목계의 그림에는 촉지방과 

원숭이 및 새가 함께 나타나 <관음원학도>의 구성을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더

욱 주목된다.

 「대기지를 위해 <원숭이와 새 그림>(牧溪 그림)을 읊다」179)

巴東의 山과 巫山은 높아

연이은 봉우리들이 하늘로 치솟아 빗장 치듯 둘러쌌네. 

산 속엔 언덕을 삼키고 곡식을 키질하듯 파도가 치고

넝쿨들이 드리운 어두운 계곡엔 성난 바람소리가 세차네.

인적이 끊기고 귀신들도 도망가

그저 원숭이와 물새들만 우짖으며

178) 제화시에 적힌 내용만으로는 목계 그림의 어떠한 점이 원대 유학자의 마음을 끌

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관음원학도>에 보이는 내면화된 묵희 표현은 강남 지

방의 문사들 사이에서 목계의 기러기 그림이 인기를 누릴 수 있었던 한 가지 요인

이 아닐까 생각된다.

179) 본래 제목 끝에 割註로 ‘書’라고 표기되어 있으나 내용상 ‘畵’의 오기로 생각되어 

이 논문에서는 ‘그림’으로 번역하였다. 내용상 목계의 글씨에 대한 기록으로 보기 

어려우며 권4에도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목계 그림에 대한 제시가 나타나 ‘그림’

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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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갖 구멍들을 차지한 채 바위산을 흔드네.

이런 풍경은 전해들을 수 있어도 만나볼 수 없는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털 복숭이 모습이 되었느뇨?

슬프구나,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없구나.

강바닥의 바위와 좁은 계곡에 묶여 강물은 천둥치고 비 뿌리듯 세차게 흐르

는데

무너진 벼랑에 걸린 죽은 나무들은 해묵은 뿌리만 어지럽게 얽혀있네. 

검은 긴팔원숭이가 새끼를 안은 채 흰 원숭이를 따르며

긴팔을 가냘프게 잡은 채 서로 끌고 당기네. 

다른 원숭이들은 핥기도 하고 엿보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뛰어오르기도 

하고, 기어오르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나뭇가지에 매달리기도 하고 바위를 움켜쥐기도 하며 내려오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네.

하늘엔 보름달이 붉은 사발처럼 떠있고

대나무와 복숭아가지는 추위에도 저절로 무성하네.

아무리 좋은 열매라도 먹지 않고 봉황은 높이 날아

그저 娥黃과 女英의 눈물자국이 어렸다는 斑竹만 보이네.

험준한 산세가 다하고 넓은 들판이 외진데

해 저문 하늘엔 검은 까마귀들이 먹구름처럼 떼 지어 나네.

억새꽃이 끝없이 펼쳐지고 갈대 잎은 붉게 물들었는데

앞에서는 두루미와 왜가리가 날고 뒤에서는 오리와 물새가 나네.

瀟湘江과 洞庭湖는 안개와 물이 푸르니

어진 동물 騶虞와 신령스런 새 봉황도 무색해지네. 

그대에게 이 그림을 돌려주고 장탄식 하며

홀로 서서 하늘을 보고 속으로 눈물만 흘리네.180)

180) “巴東之山巫山高，連峰插天關鍵牢. 中有懷陵簸穀之波濤，藤蘿杳冥風怒號. 人跡不

到神鬼逃，但見野猿沙鳥群相嘈，聱取百竅搖巖嶅. 此景可聞不可遭，爾何為乎貌以毫

毛，嗟哉用心無乃勞. 江盤峽束雷雨昏，崩崖死樹纏古根. 玄猿抱兒隨白猿，長臂婹裊相

攀援. 舔睒譎詭趕騰騫，縣柯攫石墜且掀. 上有滿月如赬盆，筼筜桃枝寒自蕃. 嘉實不食

鳳高翻，但見娥皇女英之淚痕. 勢窮險盡原野辟，落日烏鴉繞雲黑. 狄花茫茫蘆葉赤，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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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에서 묘사된 <원조도(猿鳥圖)>에서는 현전하는 <관음원학도>의 원숭이 

및 학 그림과 연관성이 있는 도상에 대한 묘사가 다수 등장한다. 전체적으로는 

높은 산 속과 드넓은 물가 풍경에 원숭이와 새를 여러 마리 그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기도 하나, 부분적으로는 강한 유사성을 보여준다. 즉 다이토쿠지의 

<관음원학도>에 나타난 원학과 유기의 글에 묘사된 대기지의 <원조도>는 모두 

목계가 원숭이와 새를 주제로 그린 그림으로서, 넝쿨이 드리워진 공간에 검은 

긴팔원숭이가 새끼를 껴안고 있으며, 대나무와 새, 특히 두루미[鶴]가 확인된

다. 이는 오태소의 기록에서도 언급되어 있듯이, 목계가 원학을 즐겨 그렸으며, 

그 구체적인 모습은 오늘날 확인할 수 있는 <관음원학도>의 모습과 유사하다

는 점을 말해준다. 이처럼 익숙한 도상 중에서 관음의 세 가지 응신과 결부될 

수 있는 요소만을 간결하고 세련되게 표현한 것이 바로 <관음원학도>인 것이

다. 또한 유기의 기록은 화사서의 내용을 함께 고려하면 목계의 이러한 그림이 

14세기 강남의 문인들 사이에 전래되며 감상 및 애호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을 

짐작케 한다.

  유기가 앞서 구언량의 <천안도>를 감상할 때 보여주었던 목계의 그림에 대

한 애정과 유교적 관점의 감정이입은 대기지의 <원조도>에서도 확인된다. 그림

을 주인에게 돌려주며 아쉬움에 길게 탄식하며 속으로 눈물을 흘릴 정도로 유

기는 목계의 그림이 마음에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유기는 목계의 그림에 나타

나는 다양한 도상을 난세를 살아가는 관료로서 우의적으로 해석하는 유교적 

감상 태도를 보여준다. 전반부에서 유기는 대나무와 함께 나타나는 새를 보고 

우 임금의 두 열녀인 아황(娥黃)과 여영(女英)의 반죽(斑竹) 고사를 떠올린다. 

혼란기에 찾아보기 어려운 영웅과 성인을 그리며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유기의 

마음은 후반부의 추우(騶虞)와 악작(鸑鷟)을 언급하는 대목에서 가장 두드러진

다. 추우와 악작은 모두 성인의 덕화(德化)에 감화되어 나타나는 신령스러운 

동물인데, 오늘날의 강남 지방은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이들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유기의 이러한 감상은 원대의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다양한 

동물이 나타나는 목계의 그림을 문인 관료들이 어떻게 유교적 맥락으로 받아

飛鴰鸧後鳧鹢. 瀟湘洞庭煙水碧，騶虞鸑鷟無顏色. 還君此畵長太息，獨立看天淚沾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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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목계의 그림은 제작 

당시부터 오늘날 생각하듯 선종화로서 그려진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불교 종파

의 문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내면화시켰

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본질적으로 다양한 문화와 사상이 융화된 그림이

었으므로 수용 맥락에 따라서 유교적 관심사를 이입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즉 

목계 회화는 매우 은유적이고 우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요소를 지니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복합성으로 인해 유기가 화승인 목계의 그림

을 전적으로 유교적인 맥락에서 감상하고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이다.

  장욱(張昱, ?-1346년경)의 제시에서도 유기와 비슷하게 목계의 그림을 감상

하는 태도가 확인된다.181) 장욱은 원 황실의 추밀원(樞密院) 판관(判官)을 지내

며 궁정의 생활상을 기록한「원궁사(元宮詞)」를 남기는 등 원나라의 관료로서 

적극 복속(服屬)했던 인물이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상과 무관하게 그는 화승의 

그림에 난세를 살아가는 유학자로서의 정서를 의탁하였다. 유민 정서를 읊은 

시로 이름이 알려진 잠안경(岑安卿, 1285-1355)의 제시도 유기, 장욱과 마찬가

지로 유교적 감상이 중심을 이룬다. 특히 그의 시는 중국에 전해지는 목계의 

두루마리 그림에서 볼 수 있는 여러 마리의 새가 늘어 선 모습에 대한 상세한 

묘사와 함께 화풍에 대한 평가, 유학자로서의 감정이입이 종합적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백안도>」

줄 지은 기러기 떼가

아득한 수운향(水雲鄕)을 날아가니,

181) “목계가 그린 <비명이안(울며 나는 기러기 두 마리)>에 쓰다.

   가을바람은 수만 리에 불고 / 하늘은 온통 푸른 구름이로고 / 누가 믿어주리, 먼 

오랑캐 땅 천산(祁連山)의 길에서 / 그대에게 붙일 편지조차 없는 것을 // 나느라 

지쳐 날개깃이 가여우니 / 목을 빼고 길게 우네 / 북쪽 변방의 가을은 어떠한가 / 

오늘 밤 달이 진정 밝구나(秋風幾萬里, 一色是青雲. 誰信天山路, 無書可寄君. 倦飛憐

羽翼, 引領一長鳴. 紫塞秋何似, 今宵月正明).” 張昱, 「題牧溪畵飛鳴二雁」, 『可閒老

人集』, 巻一, 古風五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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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설 같이 흰 좋은 종이 위에

수묵으로 그린 목계의 필적이로다.

참모습 그려내 모두 생동하니

이백 개의 날개가 퍼덕이는 듯해라.

천하 사람들 모두 형제로 여기는 뜻을

질서 있는 이 모습에서 보았다네.

앞에서 울면 뒤에서 화답하며

위에서 내려오면 아래에서 다시 올라가네.

해를 따라다녀 먹이 풍족하고

밤이 되면 화살을 피하네.

물 차가워 갈대 잎 누렇게 시들고

서리 맑아 갈대 꽃 희게 피면,

떼 지어 날아가 살 곳을 얻으니

한 기운으로 함께 기뻐하는구나.

슬프구나, 회남의 민요는

베 한 자와 곡식 한 말을 노래하였고

동아왕 조식은 콩대를 읊었으니

높은 재주 끝내 배척당했지.

그림을 보고 마침 이 생각이 드니

도리어 옛 사람을 위해 마음 아프구나.

지금 사람도 옛 사람과 같으니

후세 사람들이 애석히 여기게 만들지 말게.

  먼저 그림을 묘사한 부분은 종이 위에 수묵으로 여러 마리의 새가 갈대 핀 

물가에 떼를 지어 서로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을 연상케 한다. 중국에 현재 

전해지는 목계의 전칭작은 기러기를 그린 것은 아니지만 구성 형식상 유사성

을 지니고 있다. 또한 앞서 살펴본 『송재매보』의 기록에 의하면, 강남 사대

부들 사이에 목계의 그림이 전하는데, 안작으로나마 기러기 그림이 많다고 하

였다. 남송시대에는 원숭이 그림에 대한 기록이 중심을 이루는 반면, 원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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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화시는 오태소의 기록처럼 여러 마리의 새 그림을 대상으로 한 것이 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원대 중국의 문인들 사이에서 목계가 수묵의 화조

화에 능한 인물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나갈 수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

는 목계가 이러한 그림을 많이 제작했기 때문이라는 제작과 관련된 맥락에서 

그 원인을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문인들에게 있어서 목계 화풍의 

새 그림이 감정을 이입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다는 수용적 측면에서 살펴볼 

여지도 있다.

  목계의 새 그림에 대한 원대 문사들의 제화시에서 확인되는 정서는 크게 두 

가지인데 잠안경의 「백안도」에서는 이것이 모두 나타난다. 첫 번째는 ‘형제’

라는 관점에서 함께 노니는 새의 모습을 인식한 것이다. 장염은 목계의 그림을 

보며 사령운을 떠올렸는데, 이는 꿈에서 족제(族弟)인 사혜련을 보고 형제의 

정을 떠올리며 버들가지에서 우는 새를 노래한 사령운의 유명한 시구를 연상

시킨다.182) 유기는 목계의 <천안도>를 보고 전란 속에 이별한 형제에 대한 그

리움을 표출하며, 이와 동시에 사람들이 기러기를 형제와 같다고 말한다는 당

시의 기러기에 대한 보편적 정서를 상기시킨다. 떼 지어 다니는 기러기들의 모

습은 우애 좋은 형제에 대한 시상을 떠오르게 하는 소재였으며, 목계가 이를 

그린 지본수묵의 두루마리 그림은 특히 원대에 목계의 여러 그림이 소실되는 

가운데에도 형제애가 강조될 수밖에 없었던 전란기의 문사들 사이에 큰 인기

를 누린 것이다. 잠안경은 특히 회남왕과 조식의 고사를 통해서 우애롭지 못해 

반목하는 형제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거론하며, 유학자들이 느끼는 시대의 아픔

을 목계의 그림을 매개로 표출하였다.183) 여기서 잠안경은 형제애를 논하는 데 

182) “池塘春草生, 園柳變鳴禽.”

183) 한(漢) 문제(文帝, 재위 기원전 180-157)가 역모를 꾀한 아우 회남왕(淮南王) 유

장(劉長)을 귀향 보내 죽게 하여 백성들이 이들을 두고 감계하며 형제는 베 한 자, 

곡식 한 말도 나눠먹는 우애로운 사이여야 할 것을 노래하였다(一尺布尙可縫, 一斗

粟尙可春, 兄弟二人不能相容). 동아는 동아왕(東阿王)에 봉해진 조식(曹植, 192-232)

을 가리킨다. 위 문제(文帝)가 아우 조식에게 일곱 걸음 안에 시를 짓지 못하면 죽

이겠다고 하자, 그 자리에서 “콩대로 불을 지펴 콩을 볶으니, 콩알이 솥 안에서 서

글피 우네. 본디 한 뿌리에서 생겨났거늘, 어찌하여 무참히 볶아대는지(煮豆燃豆箕, 

豆在釜中泣. 本是同根生, 相煎何大急)”라며 읊었다는 「칠보시(七步詩)」의 고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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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지 않고 뛰어난 재주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난세에 대한 한탄으로 이어진

다. 이는 가사도의 일화나 화사에서의 비평에서처럼 주류 담론으로까지 포섭되

지 못했던 목계를 애석히 여기는 어조일 수도 있지만, 간웅이 득세하는 난세에 

은거의 길을 택했던 잠안경 자신을 비롯한 원대 유학자들 전반의 감정을 노래

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원 황실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 장욱조차 목계의 새 

그림을 보며 마음을 둘 곳 없이 외로운 문사로서의 마음을 읊었다는 데서 이

러한 정서가 원말 문인들 사이에서 흔히 나타난다는 점이 확인된다.

  잠안경은 목계의 <백안도>가 지닌 물리적 특성을 보다 자세히 기록했는데 

그 내용이 유기의 기록 및 목계의 현전 그림과 유사하다.184) 반면 장숙, 탕후, 

하문언이 답습한 목계에 대한 평가와는 대조적이다. 먼저 잠안경의 기록을 살

펴보면 목계의 그림은 지본수묵으로 기러기 떼를 줄지어 길게 그렸다. 수많은 

새가 질서를 이루고 있는 동시에 날개가 퍼덕이며 생동하는 참모습이라고 표

현될 만큼 세밀한 묘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유기의 <천안도>도 이와 

유사한 평가가 보인다. 이에 따르면 목계의 그림은 두루마리 그림으로 수많은 

새가 그려져 있어 천안도라고 명명되었다. 표현상으로도 정묘한 필치가 구사되

어 가까운 기러기는 터럭까지 섬세하게 그렸고, 먼 기러기는 대기 원근법의 원

리와 같이 생략적인 필치로 거리감을 조성하였다. 문사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누린 목계의 새 그림은 이처럼 세밀하면서도 조화로운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

이었다. 원대 문인화론의 형성 기반을 마련했던 화사서에서 화승의 그림을 폄

하했던 상투적 표현처럼 거칠고 조악하여 고아하게 완상할 수 없는 그림, 승방

에나 어울리는 그림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대의 제화시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작품을 감상한 인물들이 목계의 

그림뿐 아니라, 작자인 목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있었다고 유추

해 볼 수 있는 요소가 발견된다는 것이다. 우선 유기는 <원조도>에 대한 감상

평을 남기면서 ‘무산(巫山)’을 언급하였고 잠안경은 회남왕의 귀향과 관련된 고

잠안경의 시와 관련된다.

184) 다만 이들 그림을 진작으로 보기는 어렵다. 전칭작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논문에서는 이를 목계의 모본으로 이해하며 이와 관련된 내용은 제Ⅱ장 제3절 참

조. 후대의 전칭작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림에서 나타나는 절제되고 차분한 표현이 

목계의 실제 필치와 동일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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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언급했는데, 이는 모두 목계의 고향이자 그가 강한 애착을 드러낸 촉(蜀) 

지방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 마진(馬臻, 1254-?)이 목계의 <산수권(山水卷)>

을 보고 작성한 제화시에는 촉과 관련된 언급과 함께 목계의 행적에 대한 내

용으로 추정되는 표현이 나타나기도 하여 더욱 주목된다.

「(법)상 목계(常牧溪)의 <산수권(山水卷)>에 쓰다」

높은 숲에 뭇 나무들 빼어나니

멀리 바라보매 가을 누각에 닿을 듯하네.

시냇물 밝아 묵은 안개 걷히고

바위 아득하여 날리는 물줄기 떨어지네.

약관 때 손수 그림 그리는 것 보았더니

이 선비 세상 떠난 지 오래로다.

만 리 밖 촉땅의 민산 아미산엔 바람 세찬데

부질없이 먼 하늘의 학을 기다리누나.

  여기서 약관 때 손수 그림 그리는 것을 본[見] 주체를 작자 본인이라고 해

석한다면 목계가 직접 그림 그리던 모습을 마진이 실제로 보았다는 의미가 된

다.185) 항주에서 활동한 마진이 약관이던 시기는 1270년대로 목계가 활동했던 

남송 함순(1265-1274) 연간에 해당한다. 이 시를 마진이 언제 작성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원 지원(1264-1294) 연간에 목계가 사망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마진이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 목계의 그림을 보며 제화시를 쓰게 되었을 

때는 이미 목계가 입적한 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진이 목계를 僧이라 하지 

않고 士라고 표현한 것도 흥미롭다. 또한 작품에 등장했을 산을 항주 멀리 촉 

지방에 위치한 민산(岷山)으로 언급한 것도 목계에 대해 마진이 상당히 잘 알

185) 마진은 『무림원묘관지(武林元妙觀志)』에 자세한 기록이 보이며 『도회보감』에

는 화조와 산수를 잘 그린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Wey는 여기서 손수 그림을 그린 

주체를 마진 본인으로 해석하여 마진이 베이징이나 대만에 전해지는 목계의 모본과 

같은 그림을 그렸을 것이라고 보아 마진을 원대에 활동한 목계의 추종자 중 한 명

이라고 보았다. Wey, 앞의 논문, pp. 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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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다는 점을 암시한다.

  마진은 앞서 살펴본 인물들과는 문화적 성장 배경이 다소 차이를 보인다. 그

는 남송 황실이 멸망한 후 저백수(褚伯秀, 13세기 중반 활동)의 문하에서 도학

(道學)을 배우고 서호에 은거하였다. 그의 시는 남송 유민(遺民)의 정서를 드러

낸 것으로 높이 평가받았으며, 특히 유민화가로 이름난 공개(龔開, 1222-1307)

와 가까이 지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186) 그림에 대한 자세한 묘사가 나타나지 

않아 마진이 본 목계의 <산수권>이 어떠한 작품인지 알 수 없으나, 목계의 그

림이 도교 인사에게도 완상의 대상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유숭(劉崧, 

1231-1381)이 남긴 목계 그림에 대한 짤막한 제화시는 앞서 살펴본 정묘한 

화조‧영모화는 달리 용이라는 화제를 매우 대조적인 화풍으로 언급하며 도석

적인 맥락의 감상을 드러내고 있다.

「용에 제하다」

목계가 그린 용은 초서와 같아

굳센 필치와 흩뿌린 속필이 서로 어지럽게 헝클어 졌네.

영물(靈物)이 스스로 변화하는 것을 어찌 알겠는가,

신기(神氣)와 풍정(風霆)이 천지 사방(六虛)으로 다니네.187)

  원과 명의 황실에서 모두 관료로 활약했던 유숭은 전쟁 전후의 환경을 다룬 

사실주의적인 시문으로 이름이 있었다. 이러한 그의 성향이 짧은 제시에도 반

영되어, 목계의 용 그림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던져주는데, 초서와 같이 강한 

필치와 빠른 파묵(破墨)이 교차하는 용 그림은 현재 다이토쿠지에 전하는 목계

의 전칭작과 비슷하다(도 2-1). 화사서 중 목계를 가장 먼저 기록한 『화계보

유』에는 목계를 대표하는 화목으로 용호, 인물, 노안, 산수가 언급되어 있는

데, 남송시대에는 확인되지 않는 목계의 용 그림이 적어도 14세기에는 존재하

186) 邓绍基․杨镰, 『中国文学家大辞典: 辽金元卷』(北京: 中华书局，2006).

187) 주역에서 육위가 있기 전 아무런 물이 존재하지 않고 동서남북상하의 여섯 공간

이 비어있는 무의 상태로도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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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목계의 <아라한도>에 대한 송

희(宋僖, 14세기 활동)의 기록은 『화계보유』에서 목계와 관련해 언급된 장르

의 그림이 원대 중국에 모두 실제로 존재했음을 입증해주는 한편, 유숭의 <용

도>에 대한 기록과 함께 유교적 이념을 기반으로 한 중국의 관료가 화승의 그

림을 도석적 맥락에서 받아들이기도 하였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는 데 의의

가 있다.

「목계가 그린 <아라한도>에 쓰다」

내 듣기로, 열여덟 선비가

천태산에 은거하였다고 하네.

돌다리는 속세와 멀리 떨어져 있고

길은 미끄러워 이끼가 얼룩덜룩하네.

나무 숲이 저 언덕에 있으니

나는 새는 마음대로 오고가네.

산 속에서 즐기는 게 무엇인가

먹고 마심이 인간 세상이 아니로다.

바위는 깊고 또 깊으니

옷이 운무 사이에서 차가워지네.

빽빽한 잎이 아주 상쾌하고

신령한 짐승은 어리석지 않구나. 

큰 바다는 외딴곳까지 들이치고

높은 샘은 그윽한 데로 쏟아지네.

마음을 가라앉혀 온갖 조화의 표준이 되니

길이 떠나가 끝내 높은 경지에 올랐어라.

어찌 쇠락함이 있음을 알겠는가

순박한 사람이 사는 외루(畏壘)는 항상 문이 닫혀 있네.

  <아라한도>는 불교의 수행자를 그린 것으로서 원대에 기록이 남아있는 목계

의 그림 중 가장 직접적으로 불교와 관련되어 있다. 송희는 송염만큼 이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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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은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원말명초의 관료로서 『원사』의 편찬에 참여했

는데, 이러한 제시를 통해 유학자도 거리낌 없이 불화를 감상하였다는 것을 다

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작품에 대한 감상 자체는 불교에 대한 내용이 강조

되기보다는 유교적으로도 강한 전통을 지니고 있는 ‘은거’의 맥락을 보여준다. 

동시에 ‘외루(畏壘)’와 같이 『장자』에 나오는 고사를 통해 도교적 은일의 이

미지도 암시하고 있다.188) 목계가 활동했던 남송 후기에 정점에 달했던 삼교합

일의 모습이 원말명초 유학자가 목계의 그림을 감상한 기록에서도 확인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원말명초에 목계의 그림은 여러 문인들을 통해 

다양한 맥락으로 감상되었다. 전체적으로 화조화가 전란의 아픔을 달래고자 하

는 유학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으며, 도상뿐 아니라 정묘하고 사실적인 수

묵의 두루마리 그림이라는 형식적인 특성도 강남 문인들 사이에서 목계의 기

러기 그림에 대한 수요가 있었던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그림과 유사한 

속성을 지닌 작품이 현재 중국에도 전해진다는 점과 청대에 목계와 관련된 기

록의 특징을 고려할 때, 남송시대에 목계를 대표하는 그림이 위태로운 공간에 

고요한 모습으로 그려진 검은색의 긴팔원숭이였다면, 원대 이후에는 두루마리

에 지본으로 정묘하게 표현된 물가나 갈대 근처의 여러 마리 새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이 시기에는 남송시대에 비해 다양한 화제의 작품이 확인되며, 

이는 현재 일본에 전해지는 목계의 대표작 및 원대의 화사서에서 언급된 목계

의 대표적인 화목, 즉 용호, 인물, 산수와도 일치한다. 특히 용호의 경우 노안

도류와는 대조적인 필치로 추정되며 다이토쿠지에 전하는 목계의 전칭작과 유

사한 표현법이 구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시기 목계의 그림은 유교적 관점

을 넘어서 전란기 중국인들의 보편 정서를 자극하였다고 할 수 있다. 목계가 

활동했던 시기와 마찬가지로 목계 회화는 다양한 문화적 맥락에서 받아들여졌

던 것이다.

188) 외루(畏壘)는 순박한 사람이 모여 사는 시골을 말한다. 『장자(莊子)』 「경상초

(庚桑楚)」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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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명청시대의 목계 이미지

  (1) 명대 화훼잡화권(花卉雜畵卷)의 수용과 재인식

  원대와 달리 명대 이후 목계 회화에 대한 기록은 화목(畵目)이 다양하지 않

고 특정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14세기 이래로 목계를 크게 애호하였던 

일본인들이 목계의 그림을 다량으로 수입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명대에 작

성된 목계 그림의 제화시는 대부분 화훼잡화 작품을 보고 작성되었다. 특히 중

국과 대만에 관련 작품이 현전하고 있어 주목된다. 타이페이(臺北) 국립고궁박

물원(國立故宮博物院)에 소장되어 있는 <사생권>과 베이징(北京) 고궁박물원(故

宮博物院)에 소장되어 있는 <수묵사생권>은 모두 목계의 전칭작으로 명대 문인

미학을 대표하는 심주(沈周, 1427-1509), 항원변(項元汴, 1525-1590), 사사표

(査士標, 1615-1698)의 제발과 이일화(李日華, 1565-1635)의 감상 기록이 남

아있다(도 4, 도 5, 이하 전자를 타이페이본, 후자를 베이징본으로 표기한다

).189) 중국과 대만에 남아있는 이들 그림은 두루마리로 전해지고 있다. 반면 이

와 유사한 도상이 그려진 목계의 화훼잡화 전칭작 중 일본에 전래되는 그림들

은 모두 축권으로 되어있다. 선행연구자들은 중국에 있던 목계의 두루마리 그

림이 일본에서 도상별로 잘라 표구된 것으로 이해해 왔다.190) 

189) 필자는 두 작품 모두 실견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선행 연구의 설명 및 고화질 도

판에 기초해 이하의 논의를 진행한다. 중국과 대만에서는 베이징본과 타이페이본을 

사생권으로 명명하는 반면 일본에서는 화훼잡화 또는 다회 용어인 ‘과자도(菓子図)’

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베이징 고궁박물원과 타이페이 

국립고궁박물원이 모두 제목에 ‘사생’이라는 표현을 넣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현전하

는 베이징본과 타이페이본을 지칭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생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

고자 한다. 사생권은 절지화, 식용 식물, 소경 산수 배경 속에 위치한 조류 또는 어

류가 그려져 있다. 필자는 절지화를 화훼, 식용 식물을 잡화로 명명한다. 일본에서

는 무로마치시대부터 에도시대까지 식용 식물의 경우 다회에서 후식 또는 간식으로 

먹었으며 이를 ‘과자(菓子[카시])’라고 불렀다. 다회의 맥락이 특별히 강조되는 경우 

식용 식물을 지칭하는 용어로 과자를 사용한다. 중국의 문제를 주로 다루는 이 절

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화훼 또는 잡화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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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생권은 중국회화사에서 적극적으로 연구되었다.191) 두 작품은 목계의 화풍

이 중국에 남아 후대의 화가들에게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입증해준다. 캐힐

은 사생권 및 이와 유사한 그림들의 비교를 통해 현전하는 작품이나 기록은 

없지만 명대 이후로 여러 사찰에서 목계 회화의 화풍 또는 도상이 계승되었다

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특히 캐힐은 베이징본에 제발을 작성한 심주의 수묵 사

생화를 필두로 진순(陳淳, 1483-1544), 서위(徐渭, 1521-1593), 팔대산인(八大

190) 戸田 編, 앞의 책(1973), pp. 52-60; ―, 「芙蓉図をめぐる二、三の考察」, 『佛敎

藝術』79(1971), pp. 36-47; ―, 「所在不明の牧谿筆「花卉翎毛卷」をめぐって」, 

『美術史論叢』3(1987), pp. 83-85; Wey, 앞의 논문, pp. 152-154; 鈴木, 앞의 책, 

p. 216; 小川, 앞의 논문(1996), 특히 하세가와 토하쿠(長谷川等伯, 1539-1610)의 

『등백화설(等伯画説)』에는 목계의 <소상팔경도>를 잘라 축권으로 만든 일화가 기

록되어 있다. Wu, 앞의 논문, p. 43 n 30. 화제는 다르지만 일본에서는 모두 다회

에서 카케모노(掛物)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화훼잡화도의 경우도 비슷한 수용 맥락

에서 수권에서 축권으로 새롭게 표구되었을 것이다.

191) Cahill, 앞의 논문(1997/1998); Weidner, 앞의 논문. 스즈키는 휘종대에 이미 이

러한 작품이 탄생할 수 있는 양식적 기반이 마련되었음을 논의했다. 또한 등춘이 

기록한 문동(文同)의 작품 <잡화조수초목횡피도(雜花鳥獸草木橫被圖)>를 현전하는 

목계 사생권의 직접적인 연원으로 보았다.　鈴木, 앞의 책, pp. 174-182. 토다는 일

본에 전하는 여러 소축의 화훼잡화 도상이 본래는 중국과 대만의 사생권과 같이 

가로로 길게 전개되는 작품이었다고 설명했다. 오가와는 목계의 사생권에서 장면마

다 공간을 인식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다는 분석을 제기했다. 이를 북송대부터 남송

시대에 이르는 기간 동안 제작된 여러 두루마리 작품과 비교하여 목계가 고전을 

변용한 화가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다. 다이토쿠지에 소장된 <부용도(芙蓉図)>의 

경우 구체적인 공간을 상정하고 있으며 이는 남송시대에 이미 성립되어 있던 전통

적 공간 표현으로 해석되었다(도 6). <율도>와 <시도>는 구체적 표현이 결여된 추

상적인 공간을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원대 이래 중국회화에서 지속적으로 확인되는 

요소로 평가되었다(도 3). 이를 종합해 오가와는 목계의 사생권이 전통적인 공간 

구성과 새로운 공간 구성을 한 화면 속에 통합시킨 작품이라고 해석했다. 小川, 앞

의 논문(1996). Wey는 이 작품이 실제 사물을 보고 그린 것으로 오봉(御盆) 행사에

서 여러 제물을 바칠 때　또는 사냥물을 방생하는 방생회(放生会)를 진행할 때 실제 

생물을 대신하기 위해 그린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Wey, 앞의 논문, p. 151. 한편 

天秀는 오관과 항원변의 감정 기록에 기초해 사생권이 목계의 진작이라고 보았다. 

天秀, 「南宋牧溪《写生蔬果图卷》」, 『文物』3(1964), pp. 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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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人, 1626-1705)의 작품을 목계의 전칭작 및 일본으로 넘어간 명청시대 승려

들의 그림과 함께 검토하였다. 여러 작품에서 시각적으로 확인되는 도상과 양

식의 공유는 목계의 그림이 명대 이후로도 감상되었을 가능성 뿐 아니라 오늘

날 알려지지 않은 일종의 ‘유형화된 도상(type image)’이 사찰 문화권을 중심

으로 전해졌다는 점을 설명해 준다. 한편 샤오진 우(Xiaojin Wu)는 사생권에 

남아있는 인장 및 제발의 내용을 문헌사료와 대조하여 두 작품의 진위 문제를 

논의했다.192) 사생권은 목계의 진작으로 보기 어렵다.193) 그러나 많은 선행연

구자들은 심주의 《사생책(寫生冊, 1494)》 등의 작품에서 발견되는 전례 없는 

독창성 및 목계 전칭작과의 친연성에 주목했다(도 14). 사생권 또는 이와 유사

한 작품이 목계의 진작을 반영했으며 심주 등 명말청초의 화가들이 이러한 목

계의 작품에서 새로운 화의(畵意)의 영감을 얻었다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사생권이 지닌 본질적인 의문에 대답하고자 한다. 왜 목

계의 화훼잡화 그림은 명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나타나는가? 필자는 일본에

서 목계의 화훼잡화 관련 그림들이 인기를 끌게 되자 이에 대응하여 중국에서 

목계의 모본 그림들이 다량으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심주가 제작한 

수묵 사생화는 1494년의 연대가 남아있다. 따라서 목계의 사생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중국의 기록은 1490년부터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일본에는 보

192) Wu, 앞의 논문. Wu는 늦어도 1490년대에 심주가 목계의 작품을 감상하고 그로

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분석하였다. 이렇게 명대 초기 화가들과 비평가들이 목계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목계 전칭의 화훼잡화권이 여러 점 제작될 수 있었다고 

보았다. 같은 글, pp. 49-50. Wu와 마찬가지로 일본미술의 관점에서 목계를 논의

한 Rio는 특히 16세기 이후 목계 전칭의 <과도(瓜圖)>가 칸토(関東) 수묵화풍에 미

친 영향을 검토하였다. Aaron M. Rio, “Shades of Mokkei: Muqi-Style Ink 

Painting in Medieval Kamakura,” in The Reception of Chinese Art Across the 

Cultures, ed. Michelle Ying-Ling Huang (Newcastle: Cambridge Scholar 

Publishing, 2014), pp. 2-22.

193) 이처럼 중국 또는 대만에는 목계의 현전작이 극히 드물기 때문에 20세기까지 목

계를 중심으로 한 논저 또한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목계를 다룬 대표적인 중문논

저로 徐建融, 『法常禅画艺术』(上海: 上海人民美术出版社, 1989) 참조. 이 책은 뒷

부분을 주요 일문논저의 번역에 할애하고 있어 중국에서 목계 연구가 많이 이루어

지지 못했다는 점을 드러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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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른 시기인 1436년부터 화훼잡화로 볼 수 있는 그림에 대한 기록이 등장

하였다. 아시카가 요시마사의 소장품 중 화훼잡화류의 비중은 극히 미미했다. 

반면 16세기 이래로 목계의 화훼잡화 그림은 수많은 다회에서 토코노마(床の

間)를 장식하였다. 필자는 양국에서 목계의 회화에 대한 기록이 서로 유사한 

변화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목계의 화훼잡화에 

대한 중국과 일본의 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송원대에는 주목받지 못했던 

목계의 회화가 일본 다인들의 견인 하에 중국 문인들 사이에서도 각광받게 된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송원대에는 목계의 화훼잡화에 대한 언급을 찾아보기 어렵다. 앞서 살펴본 

남송시대의 제화시에서는 이와 관련된 도상을 확인할 수 없다. 제화시의 화제

가 보다 다양하게 나타나는 원대의 경우에도 화훼잡화에 대한 기록은 없다. 목

계의 작품을 가장 종합적으로 소개한 오태소의 기록에서도 화훼잡화에 대한 

소개는 없다. 그런데 장숙의 『화계보유』에는 목계가 노안과 잡화를 잘 그렸

다는 언급이 등장해 주목된다. 이는 중국에 남아있는 목계의 화훼잡화와 관련

된 가장 오래된 기록이자, 송원대의 유일한 기록이다. 특히 여기서 노안도와 

잡화가 함께 언급된 것이 주목된다. 사생권에 노안도는 나타나지 않지만, 두 

작품 모두 물가로 추정되는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하여 몇 마리의 새가 등장하

는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사생권의 이러한 도상이 노안도와 관련을 맺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오태소의 기록 중 원대에 이미 목계의 노안도 안작이 많

다고 소개한 점 또한 목계의 사생권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로서 염두에 두어

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전하는 사생권은 모두 경직된 필선과 절제된 표현을 보이고 있어, 

원대 이전의 그림으로 보기는 어렵다. 작품에 나타나는 다양한 도상 중 특히 

여러 마리 새가 등장하는 타이페이본 소경 산수는 양식 분석을 통해 작품의 

시대를 어느 정도 추측해 볼 수 있다(도 4-3, 4-4). 즉 이 그림은 바위 표면의 

불균질한 형태를 표현하고자 하는 부분에 가로로 짧게 눕힌 태점(苔點)을 찍

고, 이와 수직으로 교차하는 대각선의 마르고 긴 먹선을 통해 바위의 괴량감을 

드러내고 있다. 드러누운 것처럼 강한 바람에 흩날린 대나무 잎이 바위 바로 

옆에서 연속적으로 등장한다. 이렇게 바위와 대나무를 표현하되 이들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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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하는 강가의 풍경은 하창(夏昶, 1388-1470)의 <소상풍우도권(瀟湘風雨圖

卷, 1448)>과 특히 비슷하나, 이보다 필치가 자연스럽지 못한 것을 볼 때, 하창

의 활동 시기 이후에 제작된 모본일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된다(도 15).

  중국과 대만의 사생권은 세부 요소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나, 전체적으로 

보면 서로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먼저 타이페이본은 작품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추상적인 공간 속에 절지화

가 개별적으로 제시된 제1부분, 같은 추상적 공간 속에 식재로 사용되는 잡화

가 나열된 제2부분, 또한 여러 마리의 새가 구체적인 공간 속에 연속적으로 묘

사된 제3부분으로 나뉘어, 각 부분마다 그려진 도상의 성격에 차이가 있다.194) 

제작 시기는 함순 개원, 즉 1265년으로 기재되어 있고, 목계라는 서명과 백문

방인의 목계 인장이 있다. 타이페이본은 다이토쿠지 소장의 <호도>와 마찬가지

로 제작시기를 126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후자의 경우는 ‘기사(己巳)’라는 관

기가 사용되었다는 점이 다르다. 또한 타이페이본에 기재된 관기의 서체도 <관

음원학도>나 <호도>의 필치와 전혀 다르다. 인장 또한 <관음원학도>와 전혀 다

른 형태이다.

  한편 타이페이본의 제발 부분에는 수장자로 유명한 항원변, 승려 원신(圓信, 

1571-1463), 사사표의 제발이 각 작성자의 인장과 함께 차례로 등장하는데, 도

판으로 보아도 서체가 서로 거의 비슷하다.195) 인장 중 가장 오래된 것은 명나

라 사인(司印)의 반인이 보이고, 압봉인(狎縫印)으로 항원변의 인장이 등장하지

만, 두 인장 모두 수많은 전칭작에 흔히 보이는 것으로서, 이에 기초해 연대를 

194) 선행연구는 타이페이본을 앞뒤의 두 장면으로 나누어 추상적 공간 속 화훼의 전

반부와 구체적 공간 속 조류의 후반부로 설명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후술할 <율시

도>와 관련해 잡화류 또는 과자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반부를 화훼

와 잡화로 다시 분류하고자 한다. 장숙의 기록에는 화훼가 없고 잡화만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 것이 보다 작품의 구성요소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195) 특히 제발에서는 항원변이 이를 천뢰각(天籟閣)에서 썼다고 하였으나 작품에는 

항원변을 대표하는 ‘天籟閣’ 인장이 없다. 이하 타이페이본의 제발과 인장에 대한 

내용은 國立故宮中央博物院 編, 『故宮書畵錄 增訂本二 卷四』(臺北: 國立故宮中央

博物院中華叢書委員會, 1955), pp. 38-39에 기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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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된다.196) 특히 『석거보급(石渠寶笈)』에는 상등과 

차등 모두가 목계의 사생권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청대에는 목계 전칭의 사

생권이 한 점 더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상등의 기록은 현전하는 그 어떤 사

생권과도 일치하지 않는다.197) 차등에 수록된 것은 기록이 보다 간략한데 이 

내용 중에는 타이페이본과 맞지 않는 부분은 없으나 상등에 비하면 내용이 소

략하다. 설사 차등에 기록된 것이 바로 이 타이페이본이라 하더라도 동종의 그

림이 두 점 존재하는 상황에서 차등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청대에 이미 이 작

품을 진작으로 보지 않았다는 점을 암시한다.

  이 작품에서 제일 의구심을 자아내는 부분은 오관(吳寬, 1435-1504)의 인장

이다. 이 인장 외에는 타이페이본에 오관과 관련된 요소가 없기 때문이다.198) 

반면 심주의 제발이 전해지는 베이징본에는 오관의 소장품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정작 베이징본에는 오관의 인장이 없다. 도상을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베이징 본의 경우 제 1부분은 추상적 공간 속의 화훼류가 몇 점 등장한

다. 이어 제2 부분에서는 물가의 공간 표현과 함께 새 몇 마리가 나타나다가 

물가 너머에서 머리를 내밀고 나타난 듯한 게가 등장한다. 제3 부분에서는 물

속을 연상시키는 추상적 공간 속에 연꽃을 사이에 두고 새우와 생선이 한 마

리씩 나타난다. 제4 부분은 추상적 공간으로 다시 돌아가 잡화를 몇 점 나열하

였다. 현전하는 베이징본은 오관의 인장이 없을 뿐 아니라 그려진 사물과 화권

의 길이에 있어서도 심주의 제발에 기록된 것과 다른 점이 확인된다.

196) 汪珂玉, 『珊瑚網』卷三十: 名畵題跋六(成都: 成都古籍書店, 1985); 郁逢慶, 『書

畵題跋記』續卷三(臺北: 漢華文化, 1970); 卞永譽, 『式古堂書畵彙考』卷四十五: 畵

十五(杭州: 浙江人民美術出版社, 2012); 孫岳頒, 『佩文齋書畵譜』(杭州: 浙江人民美

术出版社, 2014)에 이 그림에 대한 항원변의 제발과 소장 내역이 기록되었다. 이들 

기록은 작품의 제목을 ‘花果菓翎’ 또는 ‘花菓翎毛’라고 표시하고 있다.

197) 전체적으로 보면 타이페이본에 더 가까우나 타이페이본에 있는 사사표의 제발에 

대한 언급이 없이 항원변과 원신의 제발만을 기록하고 있다.

198)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은 엽공작(葉恭綽, 1881-1968)의 『하암청비록(遐庵淸秘

錄)』에서부터 제기되어 왔다. 葉恭綽, 『遐庵淸秘錄』(香港: 太平書局, 1961); Wu, 

앞의 논문, p. 48 n 3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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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처음에는 산수를 주로 그렸지만, 간혹 꽃과 과일, 풀, 벌레 그리는 것을 

좋아하였다. 그리하여 고인들이 그린 것을 많이 모았는데, 대개는 작은 종이

나 남은 먹으로 간략히 그린 것에 불과하며, 아직 이를 두루 겸비하여 잘 그

린 것은 없었다. 그런데 근래 포암 오관의 집에서 목계의 두루마리 그림 하

나를 보았는데, 과일은 석류와 능금, 가을 배, 비파, 마름을 그렸고, 꽃은 연

꽃봉우리를 그렸으며, 채소는 줄과 부들, 무, 원소, 죽순을 그렸고, 새는 을작

과 문부, 비둘기를 그렸으며, 물고기는 칠갑상어와 복어를 그렸고, 곤충은 게

와 대합조개, 소라를 그렸다. 채색을 하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먹물을 적셔 

그렸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것 같아, 황전과 전선의 무리를 돌아보아도 이에

는 미치지 못한다. 또한 종이의 빛깔이 깨끗하고, 한 폭의 길이가 3장 8치나 

되어, 진정한 송나라 그림이니, 오공의 보배로운 소장품이 된 것은 당연한 일

이다. 심주.199) 

  현전하는 베이징본은 심주가 묘사한 것보다 길이가 2m 가량 짧고 누락된 

도상도 적지 않다. 이처럼 여러 가지 불확실한 요소를 종합하면 목계의 사생권

은 모두 명대에 만들어진 위작일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된다.200) 선행연구에서

199) “余始工山水, 間喜作花果草蟲. 故所畜古人之製甚多, 率尺紙殘墨, 未有能兼之者. 近

見牧溪一卷於匏庵吳公家, 若果有安榴有來擒有秋梨有蘆橘有薢茩, 若花有菡蓞, 若蔬有

菰蒻有蔓靑有園蘇有竹萌, 若鳥有乙舃有文鳧有춘鴿, 若魚有鱣有鮭, 若介虫有郭索有蛤

有螺, 不施采色, 任意潑墨瀋, 儼然若生, 回視黃荃舜擧之流, 風斯下矣. 且帋色瑩潔, 一

幅長三丈有咫, 眞宋物也. 宜乎公之寶藏也歟. 沈周.”

200) 다만 이러한 그림이 실제로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예를 들어 이일화가 목계의 

화훼잡화권을 보고 남긴 감상문의 경우 그림에 직접 남긴 것이 아니라 문집을 통

해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심주의 사생 작품 그려진 도상은 분명 원대까지 

목계 외에는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항원변의 경우에는 분명 이러한 작품

을 소장하고 제발을 남겼다는 점이 여러 기록을 통해 확실히 전해진다. 따라서 베

이징본이 진작은 아니라 하더라도 여기에 남겨진 제발의 내용은 실제 심주와 사사

표가 작성했던 것을 옮겨 적은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는 위작을 제작하는 관례에서

처럼 진작에 적혀있던 제발을 떼어내 붙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직접 

작품을 실견하고 서체 감정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주장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따

라서 필자는 베이징본이 진작은 아니지만 남겨진 제발의 내용은 심주와 사사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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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심주가 보았을 목계의 사생권도 후대의 모본으로 보고 있다. 목계의 전칭작

과 도상적으로 유사한 심주 작품의 필치가 매우 단아하고 절제되어 있기 때문

이다.201) 타이페이본에 적힌 항원변의 제발도 심주의 제발처럼 후대에 만들어

진 것으로 보이지만, 여러 서화록에 항원변의 감상기가 남아있다는 점을 고려

하면, 적어도 항원변이 이와 동일한 혹은 유사한 작품을 소장했으며, 항원변이

라는 유명한 수장가를 통해 그 존재가 널리 알려졌던 것으로 생각된다. 즉 앞

서 살펴본 것과 같이, 현전작의 화풍 및 심주 기년작의 화풍을 고려하면, 적어

도 1440년대 중반 이후부터 1490년대 초반에 목계의 화훼잡화 작품의 모본이 

제작되었으며, 심주 등 화가들 사이에 알려지기 시작했던 듯하다. 이후 16세기 

중반을 전후하여 항원변이 이러한 작품을 소장해 보다 널리 알려졌으며, 청나

라 황실에 수장되기 전까지 목계 전칭의 화훼잡화권이 적어도 두 점 이상 존

재했던 것이다. 

  이처럼 명대 이후 목계의 화훼잡화가 다시 수용되고 재인식되는 새로운 현

상의 배경과 맥락은 관련기록이 풍부한 일본의 자료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엿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중국에서는 1289년 장숙이 목계의 ‘노안잡화

(蘆雁雜畵)’를 언급한 이후부터 심주가 사생권을 제작한 1494년까지 노안도류

를 제외하면 목계의 화훼잡화와 관련된 기록을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일본에

서도 『군대관좌우장기(君台観左右帳記)』의 기록을 통해 이와 유사한 현상이 

확인된다. 이 책의 가장 이른 판본은 1476년에 간행된 것으로 아시카가 요시

마사의 히가시야마덴(東山御殿) 수장품을 기록하고 있다. 타니는 일찍이 이 책

의 네 가지 판본에 등장하는 작품을 아래 재인용한 표와 같이 정리한 바 있다. 

필자가 이를 검토한 결과 총 104종의 목계 그림 중 화훼잡화권과 연결될 수 

있는 작품은 단 한 점뿐이다.202)

작성한 것이라는 전제 하에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최소한 문장 상으로는 특별히 

만들어진 내용이라고 의심할 만한 부분은 없다고 생각된다.

201) Cahill, 앞의 논문(1997/1998), pp. 26-29. 캐힐은 이를 ‘tamed’ 또는 ‘dead’라고 

표현하였다. 특히 이러한 화풍과 후대의 진순, 서위, 팔대산인이 보여주는 일품화적

인 표현이 다르다는 평가에 기초해 심주가 본 것 외에도 승려들 사이에 목계의 화

훼잡화와 유사한 ‘type image’가 공유되었다고 보았다. 진순 이후 화가들의 작품에 

대해서는 같은 글, pp. 29-34 참조.



114

202) 谷, 앞의 논문, p. 307 표 ‘獸’ 항목 중 ‘果子猫’ 부분 참조. 아래에서 표의 일부

분을 재인용하였다. 필자의 졸견으로는 『묘신지문서(妙心寺文書, 1351)』에서 확인

할 수 있는 기록인 “蘆雁繪四鋪一對牧溪筆”은 특히 타이페이본에서 새가 그려진 부

분과 유사한 도상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일본에 현전하는 목계의 새 그림은 

대부분 축권으로 높이가 7~80cm에 이르기 때문에 타이페이본과 같은 수권이 들어

와 이를 그대로 잘라내 다시 표구한 그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五島美術館 編, 앞

의 책에 소개된 현전하는 목계 전칭의 새 그림은 64점이 있는데 이 중 8점의 높이

가 타이페이본이나 베이징본보다 짧다(19cm~46.4cm). 나머지 56점은 대부분의 기

록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세로로 긴 축권이다. 이러한 그림은 본래 수권에서 잘라낸 

작은 그림을 후대에 일본에서 보다 큰 크기로 제작한 모본일 가능성이 높다. 한편 

『묘신지문서』 이외에 무로마치 전기에 작성된 다른 문서에도 홀수로 구성된 연폭

대의 좌우에 배치되는 협시 또는 2폭의 축권 한 쌍을 기록한 경우가 많다. 이는 五

島美術館 編, 앞의 책의 도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목계 전칭작의 현전 상황과 

일치하는 것이다. 이를 종합하면 묘신지에서 소장했던 노안도는 도상 자체는 타이

페이본과 유사하지만 크기는 타이페이본과 무관한 것으로 <관음원학도>처럼 길게 

표구된 그림이었을 것이다. 관련 작품 도판은 같은 책, pp. 134-135 「화조도」 부

분 참조. 특히 이와 유사한 도상 및 크기를 가진 나창 전칭의 <죽계도(竹鷄圖)>가 

토쿄국립박물관에 전해진다. 닭의 벼슬에 붉게 채색이 들어간 점을 제외하면 닭의 

눈매나 형태가 타이페이본 중간에 나타나는 팔가조 또는 목계의 또 다른 전칭작인 

<구자계(狗子鷄)>의 닭과 매우 유사하다(도 4, 18-3). 한편 Wu는 노아미가 중국에 

전하는 것과 같은 화훼잡화권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논의하며 개인 소장의 

<쌍구도> 한 점을 소개하였다. Wu, 앞의 논문, p. 44; 도판은 같은 글, Fig. 1.30 

참조. 이 작품에는 요시노리의 잡화실 인장이 있어 1441년 이전의 작품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 Wu의 주장이다. 양식적으로 <쌍구도>는 타이페이본과 유사한 점이 

많다. 그러나 五島美術館 編, 앞의 책에 따르면 <쌍구도>는 높이가 84cm에 달하는 

것으로 타이페이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보기 어렵다. 필자는 <쌍구도> 또한 

앞서 살펴본 묘신지의 <노안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제작된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즉 본래 타이페이본이나 베이징본과 같이 높이 50cm 이하의 수권으로 제작되었던 

그림이 목계 그림을 긴 축권으로 사용했던 일본인들의 취향 및 수용방식에 맞게 

높이가 긴 작품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모본일 가능성이 높다. 타이페이본을 잘라서 

축권으로 만들던 일본인들의 취향이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새로운 작품의 탄생

으로까지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은 화훼잡화권이 일본에서 어

떻게 수용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다만 이 논문은 <관음원학도>와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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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자묘(果子猫)>라는 제목의 이 작품은 『군대관좌우장기』 뿐 아니라 『음

량헌일록』의 1464년 9월 9일 기사 중 사찰에 기부된 여러 물품의 하나로 언

급되고 있다.203) 자세한 묘사가 없어 정확한 도상은 알 수 없지만, 잡화류와 

영모류가 결합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비슷한 조합으로 추정되는 <계견자(鷄

犬子)>라는 작품은 무로마치 초기의 기록과 함께 근대기의 도판이 전해진다. 

아시카가 요시마사와 그의 아들 요시히사(足利義尙, 쇼군 재직 1473-1489)의 

몬도코로(政所)이자 가인(歌人)이었던 니나가와 치카모토(蜷川親元, 1433-1488)

의 『친원일기(親元日記, 1465-1485)』 중 1436년 6월 18일의 기사에는 닭과 

강아지의 그림, 즉 ‘계견자(鷄犬子)’에 대한 기록이 나타난다. 여기서 특히 주목

되는 것은 이 작품이 횡권이라는 점이다.204) 목계의 그림에 대해 ‘횡권’이라는 

표현은 무로마치시대의 다른 기록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런데 메이지시대

의 실업가이자 다인으로 활약했던 타카하시 요시오(高橋義雄, 1861-1937)가 

중심이 되어 간행된 『동양미술가보집(東洋美術家寳集, 1912)』에서 이노우에

시도>를 중심으로 삼고 있으므로 이 논문에서 이는 더 이상 다루지 않는다. <관음

원학도>나 <율시도>와 관련해서는 이와 유사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가 없

었다.

203) “乃獻牧谿和尙果子猫繪一幅.” Wey, 앞의 논문, p. 101, Appendix B50에서 재인

용. ‘과자’의 의미는 뒤에서 상술한다. 현재 중국과 대만에 전하는 두 그림 중 과자

류가 보다 많이 그려진 타이페이본의 중간 부분을 보면 과자류 도상은 다른 부분

에 비해 공간의 여백이 많아 중국에서 제작될 때에도 다소 다른 인식이나 관점을 

가지고 그려졌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목계의 화훼잡화권과 관련해 여백과 상대적 

크기의 문제는 이 논문, 제Ⅳ장 제2절 참조.

204) “繪一幅, 筆牧溪, 鷄犬子, 橫繪也.” 위의 논문, p. 119, Appendix B89에서 재인용.

道釋人物 獸 禽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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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

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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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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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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音
(…)

佛

鑑

不

明
猿 虎 龍

菓

子

猫

雁 (…) 雉

數 10 (…) 1 1 17 5 4 1 12 (…) 11 2 18
計 32 27 25 2 18 104

표 4 谷, 앞의 논문, p. 307 표(일부 생략하여 필자가 편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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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井上) 후작가의 소장품으로 목계의 <구자계(狗子鷄)>가 소개되어 있다(도 

18-3).205) 현재는 행방을 알 수 없는 <구자계>는 도판 정보에 따르면, 세로 

13.6cm, 가로 29.7cm로 상당히 작은 그림이다.206) 목계가 강아지 도상을 그린 

것은 이례적이지만, 닭 부분은 털의 무늬가 베이징본에 나타나는 목계 그림과 

유사하며 도상의 크기도 서로 같다. 부리와 눈매의 표현은 타이페이본에 나타

나는 팔가조에 가깝다(도 5-5, 4-13). 높이 13.6cm라는 수치는 일견 현전하는 

다른 화훼잡화류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는 그림의 여

백이 적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도상의 크기만을 비교해보면 <구자계>의 

새는 베이징본과 타이페이본의 새들 중 가장 작은 새와 크기가 같다.

  이노우에의 <구자계>, 1436년의 횡권 <계견자>, 1464년의 <과자묘>는 과자

와 닭이라는 요소가 현재 중국에 전하는 화훼잡화권의 도상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동시에 고양이와 강아지처럼 현재로서는 목계와 연관관계를 찾아보

기 어려운 도상이 함께 나타나는 그림이다. 특히 이들은 당시 목계 그림과 관

련된 일본의 기록이 모두 축권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횡권으로 명시된, 또는 횡

권으로 추정되는 그림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록으로부터 약 100여년이 지나 

16세기 전반부터는 중국의 사생권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 것으로 추정되는 동

시에 횡권이 아니라 세로와 가로의 길이가 대체적으로 비슷한 ‘카케모노’의 목

계 전칭작들이 수많은 다회기를 통해 폭발적인 증가량을 보여준다. 무로마치시

대 말기에서부터 에도시대 초기에 이루어진 다회를 기록한 ‘사대다회기(四大茶

会記[욘다이차카이키])’, 즉 『송옥회기(松屋会記[마츠야카이키], 1533-1650)』, 

『천왕사옥회기(天王寺屋会記[텐노지야카이키], 1548-1590)』, 『종담일기(宗湛

日記[소탄닛키], 1586-1613)』, 『금정종구다탕일기발서(今井宗久茶湯日記拔書

[이마이소큐차노유닛키카키누키], 1554-1589)』에는 다음과 같이 목계의 과자

도 여러 점에 관한 기록이 총 35회 등장해 주목된다.207)

205) 星野錫 編, 『東洋美術家寳集』(東京: 畵報社, 1912) 참조. 특히 이노우에 후작은 

이외에도 제2의 <율시도>, 궁내청에 소장되어 있으며 1533년의 기록이 있어 현전

하는 목계 전칭의 잡화도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생각되는 <나복무청도(蘿蔔蕪菁

圖)> 등 목계의 잡화도를 다수 소장했던 인물이다(도 18-3, 도 8).

206) 현전하는 목계의 화훼잡화도류 그림들의 크기 비교는 이 논문, 각주 306 참조.

207) 『사대다회기』 외에도 센노 리큐의 다회를 다룬 『남방록』에서 한 건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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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함께 포함하였다. 『사대다회기』와 목계의 그림에 대해서는 五島美術館 編, 앞

의 책, pp. 160-169. 위의 표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하되 필자가 『사대다회기』를 

직접 확인한 후 정리한 것이다.

208) 아래 도판 번호 중 ‘도’라는 글자로 시작하는 것은 이 논문에 도판으로 수록한 

것이다. ‘도’로 시작하지 않는 번호는 五島美術館 編, 앞의 책에 수록된 도록의 도

날 짜(서력) 도상 출전 도판번호208) 　비고

1 1533년 2월 20일 川苣 『松屋会記』
「久政茶会記」 M-255? 　

2 1544년 2월 21일 芙蓉 『松屋会記』
「久政茶会記」 도 6 　

3 1551년 11월 18일 芙蓉 『天王寺屋会記』
「宗達他会記」 도 6 　

4 1555년 3월 12일 烏芋 『松屋会記』
「久政茶会記」 　

5 1556년 3월 19일 菜 『松屋会記』
「久政茶会記」 도 8-1 “객래

일매”

6 1558년 11월 13일 烏芋 『松屋会記』
「久政茶会記」 　 　

7 1558년 5월 4일 烏芋 『松屋会記』
「久政茶会記」 　 　

8 1558년 6월 13일 芙蓉 『天王寺屋会記』
「宗達他会記」 도 6 윤달

9 1561년 10월 18일 石榴 『松屋会記』
「久政茶会記」 도 4-4? 　

10 1561년 11월 22일 烏芋 『松屋会記』
「久政茶会記」 　 　

11 1561년 2월 24일 瓜 『松屋会記』
「久政茶会記」 도 9, 10? 　

12 1561년 4월 8일 烏芋 『松屋会記』
「久政茶会記」 　 　

13 1561년 7월 17일 石榴 『松屋会記』
「久重茶会記」

도 4-4, 
5-2? 　

14 1561년 7월 25일 瓜 『松屋会記』
「久政茶会記」 도 9, 10? 　

15 1562년 2월 15일 瓜 『天王寺屋会記』
「宗達他会記」 도 9, 10? 　

16 1563년 11월 4일 烏芋 『松屋会記』
「久政茶会記」 　

17 1563년 12월 18일 芙蓉 『天王寺屋会記』
「宗達他会記」 도 6 　윤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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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일본에서 다회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16세기의 기록은 15세기 전

반부터 중반에 나타났던 화훼잡화도와 관련된 기록과 세 가지 측면에서 급격

한 변화를 보여준다. 먼저 15세기에는 잡화와 영모가 함께 나타났으나, 16세기

부터는 화면 안에 하나의 잡화만이 나타나거나, 복수인 경우 동종의 잡화가 나

판 번호이다. ‘?’ 표시는 이 작품과 유사한 도상으로 추정된다는 의미이다.

18 1563년 2월 8일 烏芋 『松屋会記』
「久政茶会記」 　 　

19 1564년 11월 2일 烏芋 『松屋会記』
「久政茶会記」 　

20 1564년 12월 17일 大根 『天王寺屋会記』
「宗達他会記」 도 8-2? “즉암

일포”

21 1564년 2월 13일 菜 『天王寺屋会記』
「宗達他会記」 도 8-1? “객래

일매”

22 1566년 12월 7일 菜 『天王寺屋会記』
「宗及他会記」 도 8-1? “객래

일매”

23 1566년 12월 7일 菜 『天王寺屋会記』
「宗及他会記」 도 8-1? “객래

일매”

24 1567년 12월 29일 芙蓉 『天王寺屋会記』
「宗及他会記」 도 6 　初会

25 1567년 12월 29일 芙蓉 『天王寺屋会記』
「宗及他会記」 도 6 　再会

26 1567년 2월 29일 瓜 『天王寺屋会記』
「宗及他会記」 도 9, 10? 　

27 1571년 11월 21일 川苣 『松屋会記』
「久政茶会記」 M-255? 　

28 1571년 2월 24일 栗枾 『天王寺屋会記』
「宗及他会記」 도 3? 初会

29 1571년 2월 24일 栗枾 『天王寺屋会記』
「宗及他会記」 도 3? 再会

30 1573년 3월 25일 石榴 『松屋会記』
「久政茶会記」

도 4-4, 
5-2? 　

31 1576년 3월 22일 栗枾 『天王寺屋会記』
「宗及他会記」 도 3? 　

32 1577년 12월 12일 石榴 『松屋会記』
「久政茶会記」

도 4-4, 
5-2? 　

33 1579년 2월 10일 大根 『天王寺屋会記』
「宗及他会記」 도 8-2? 즉암일

포

34 1579년 4월 10일 栗枾 『松屋会記』
「久政茶会記」 도 8-1? 井上,

狩野

표 5 16세기 일본의 사대다회기에 등장하는 목계의 과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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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다. 다음으로 15세기의 화훼잡화도는 세로보다 가로가 좀 더 긴 횡권으

로 추정되며 그 비율은 1:2로 생각된다. 반면 16세기의 화훼잡화도는 긴 축권

으로 표장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현재 목계의 전칭작으로 알려져 있는 일련

의 화훼잡화도와 마찬가지로 세로와 가로의 길이에 큰 차이가 없으며 세로 길

이가 중국과 대만의 사생권보다 작다.209) 무엇보다 두 점의 화훼잡화도에 대한 

세 편의 기록만을 확인할 수 있는 15세기의 상황과 비교할 때 현전하는 목계

의 전칭작과 관련이 깊은 아홉 점의 화훼잡화도에 대한 기록을 35편이나 찾아

볼 수 있는 16세기의 변화 상황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변화는 일본에서 다도 문화가 확립되어 가는 과정에서 다회에 사용

할 만한 목계의 그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것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특

히 무로마치시대 전기부터 일본인들은 쇼군가가 주축이 되어 일본인들의 필요

에 맞는 목계의 그림을 중국에서 구하고자 하는 열망을 지속적으로 드러냈

다.210) 쇼군가가 중국에서 목계의 그림을 구할 때는 주로 연폭대(連幅對), 즉 3

폭 또는 5폭의 그림을 구성할 수 있도록 축권으로 된 도석화나 화조, 영모화를 

찾았던 것으로 보인다. 노안도류를 제외하면 화훼잡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기록은 없으나 유력 다이묘나 사찰의 주지 등 상류층이 주축을 이루고 있던 

다도계도 이와 유사하게 중국에서 자신들의 필요에 맞는 목계의 그림을 입수

하게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회 문화가 확립되기 전의 15

세기 중반에는 <계견자>나 <과자묘>와 같이 일본인들이 송화(宋畵)에서 전통적

으로 선호했던 개와 고양이 도상이 목계를 대표하는 새와 잡화가 결합된 과도

기적 형태로 먼저 도입되었을 것이다.211) 이후 다회가 확립되며 일본인들의 취

209) <나복무청도(蘿蔔蕪菁圖)>는 예외적으로 가로 길이가 훨씬 길다. 구장자였던 이

노우에의 다른 작품인 <구자계>도 가로가 훨씬 긴 ‘횡권’의 작품이었다.

210) 이 문제는 이 논문의 다음 장에서 후술한다.

211) 특히 <계견자>의 소장자 및 출판자가 에도시대 후기의 인물이기는 하나 다인으

로서 각종 다도구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외에도 일본 내에서 이름난 잡화

도를 소장했던 인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계견자>는 최초의 기록인 1436년과 마

지막 기록인 1912년 모두 다회의 카케모노적인 성격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이 사

이의 기간 동안 <계견자>나 <과자묘>와 관련된 목계의 그림에 대한 다른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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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통해 목계의 잡화류 그림이 재발견된 것이다. 목계가 ‘노안잡화’를 잘 그

렸다는 장숙의 기록, 현전하는 목계의 전칭작들이 지닌 도상의 특이성과 유사

성을 고려할 때 15세기 중반 이전에도 목계가 제작했던 것으로 생각되는 화훼

잡화류가 존재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까지 중국에서는 목계의 노안도가, 

일본에서는 도석인물화, 원후도, 조류도가 주된 관심의 대상이었으며 화훼잡화

류는 인기를 끌지 못하였다.212) 그러던 중 일본에서 주문이 급증하며 15세기 

중반 이후로 화훼잡화의 도상을 포함시켜 목계의 전칭작이 만들어지기 시작했

던 것이다.

  장숙의 ‘노안잡화’에 대한 언급은 베이징본이나 타이페이본이 서로 다른 여

러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배경을 이해하는 단서가 된다. 

이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추정이 가능하다. 먼저 장숙이 목계의 그림을 보

고 이 기록을 남긴 것이라면 1289년 이전에 존재했던 목계의 잡화류 그림이 

노안과 잡화가 함께 등장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현전하는 

사생권의 구성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서로 다른 화목이 <관음원

학도>의 이례적인 조합처럼 독특한 결합 관계를 이루고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15세기 중반 이후 목계의 모본을 제작할 때 장숙의 기록을 

전거로 삼아 목계 화풍의 노안도와 잡화도를 한 데 결합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잡화라는 화제를 장권으로 그린 전례가 없는 과정에서 아무런 전거 없이 완전

히 새로운 구성을 만드는 것은 제작자로서도 부담이 컸을 것이다. 이미 노안도

의 경우 안작이 많이 제작되었을 뿐 아니라 중·일 양국에서 수요가 높은 편이

었다. 따라서 이를 함께 그린다면 장숙의 기록과 일치하면서도 수요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현전하는 사생권과 같은 장권의 화훼잡화

도가 15세기 중반 이후 중국과 일본에서 대량으로 유통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처럼 일본의 수요를 중심으로 하되 중국과 일본의 취향을 모두 반영해 나

212) 노안도의 유명세를 방증해주는 기록으로는 중국의 역대 기록을 총망라한 서응추

(徐應秋, ?-1612)의 『옥지당담회(玉芝堂談薈)』가 있다. 이 책의 권30에서 서응추

는 기록을 통해 확인되는 다양한 화제의 화가를 한 명씩 소개하였다. 예를 들어 

<강촌조행도(江村早行圖)>라는 화제에는 형호(荆浩, 9세기 후반-10세기 전반 활동)

를 적고 있다. 이 중 <천안도(千鴈圖)>라는 항목의 작가로는 ‘목계화상(牧溪和尙)’이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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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난 목계의 화훼잡화는 이후 중국의 문인들 사이에서 목계가 다시 평가받는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이는 앞서 논의한 것처럼 목계가 다양한 사상이 공존하

던 시대와 지역에서 성장하여 승려의 그림이면서도 유교적인 미의식이 부합하

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명대는 양명학을 통해 확인되듯 

유교가 불교 사상에 관심을 보이면서 유교적 미의식이 변모를 겪던 시기이

다.213) 선행연구는 심주와 서위의 경우 사찰에 자주 방문하거나 승려들과 친분

관계를 지니고 있었으며, 팔대산인의 경우 그 자신이 승려였다는 점을 통해 선

종화로서 목계의 화풍이 후대에도 생명력을 유지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다.214) 

특히 문인화가로서 주로 알려져 있는 이일화가 목계의 화훼잡화권을 보고 남

긴 기록은 흥미로운 시사점을 내포하고 있다. 남송시대에 삼교합치를 지향하던 

문화적 흐름 속에서 등장한 목계라는 화가의 그림 중 이전까지는 크게 주목받

지 못했던 장르가 외국인 일본의 선불교, 특히 다도 문화를 통해 수요가 급증

하면서 본국인 중국에서도 미의식이 변화하던 시기의 흐름과 맞물려 새롭게 

주목을 받게 되었다는 점을 바로 이일화의 아래 기록이 증언해주고 있기 때문

이다.215)

송나라 승려 목계는 사생을 잘하여, 그가 그린 과일, 열매, 새우, 게는 모두 

213) 육구연의 심학을 기초로 한 왕양명의 선학은 선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杜繼文․魏道儒, 『中國禪宗通史』(江蘇: 人民出版社, 2008), pp. 532-538; 潘桂明,  

『中國禪宗思想歷程』(北京: 今日中国出版社, 1992), pp. 541-545.

214) Weidner, 앞의 논문; Cahill, 앞의 논문(1997/1998), pp. 25, 29, 32, 34. 불교와 

관련된 심주의 활동에 대하여 陳正宏, 『沈周年譜』(上海: 复旦大学出版社, 1993); 

팔대산인이 승려로서 활동했던 초기의 작품에 대하여 Wang Fang-yu and 

Richard Barnhart, Master of the Lotus Garden: The Life and Art of Bada 

Shanren (1626-1705) (New Haven: Yale University Art Gallery, 1991), pp. 

48-50; Cahill, 같은 글, pp. 40-41 n 29, n 32에서 재인용.

215) 이일화의 불교 신앙에 관해서 Timothy Brook, “The Artful Life of the 

Late-Ming Recluse: Li Rihua and his Generation,” in The Artful Recluse: 

Painting, Poetry and Politics in Seventeenth-century China, ed. Peter Sturman 

et al. (Santa Barbara: Santa Barbara Museum of Art, 2012), pp. 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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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살아있는 것 같은 모습을 갖추었는데, 단지 붓끝만 사용하여 느슨하

고 편안한 맛은 부족하였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마침내 먹이 짙고 탁하다고 

비난하였다. 그러나 내가 두루마리 하나를 얻어 보니, 떨기 진 대나무의 가지 

끝을 단지 참새 수십 마리가 서로 모여서 중첩해 보이고 옆으로 삐져나오는 

것처럼 그렸지만, 마치 그 전체적인 모습이 보이는 듯했으니, 이는 매우 독특

한 착상으로서 요즈음 사람들이 사생 할 때 단지 법식대로 판에 박은 듯이 

그리는 것과 달랐다.216)

  목계의 그림은 더 이상 원대의 화사서가 비판하는 것처럼 고법이 없고 방종

해 승방에나 어울릴 법한 그림이 아니라, 다른 그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참

신하고 생동감 넘치는 수묵화로서 명나라 예술가들의 관심을 받았던 것이다. 

원대에 여러 화사서를 통해 혹독한 비판을 받았던 목계의 그림은 일본 다도계

의 폭발적인 수요와 중국 문인문화의 변화상황이 맞아떨어지며 새로운 생명력

을 부여받아 청대로까지 계승될 수 있었다.

  (2) 청대 목계 회화 수용의 확장과 확산

  목계의 그림이 청대에도 감상되었다는 것은 타이페이본에 사사표가 남긴 제

발을 통해 확인된다. 사사표는 지금까지 살펴본 인물들 이외에도 명대에 이름

이 높았던 여러 예술가들의 이름을 거론하였다. 명대 이래로 목계의 그림은 불

교계를 넘어 보다 광범위한 문화적 맥락에서 인기를 누렸던 것이다. 원대까지 

노안도에 집중되어 있던 목계의 그림은 15세기 중반 이후 새로운 제재와 표현

으로 주목을 받으며 보다 폭넓은 회화 장르로 확대되어 나아갔다.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에서는 이처럼 다양한 도상이 집적된 화훼잡화권을 도상마다 분절시

켜 다회에서 감상하였다. 중국에서의 수용 양상은 아래 인용한 사사표의 기록

216) “宋僧號牧溪者, 善寫生, 所作菓蓏 鰕蟹, 皆具真 態, 特用筆稍, 欠鬆 逸, 而人遂以濃

濁詆 之. 然余得觀一卷, 叢竹之杪, 止作瓦雀頭數十相聚, 㳫 見側出, 而若見其全形者, 

此大入意匠, 不似今人寫生, 但描依様 葫蘆而已” 李日華, 『六研齋三筆』卷三(臺灣: 

商務印書館,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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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두루마리를 펼칠 때마다 공간의 물리적 경계를 넘나

들며 다양한 장면의 정교한 묘사가 이어져 눈을 뗄 수 없이 묘미가 넘치는 작

품이라는 것이다.

송의 승려 목계는 여러 가지 그림을 두루 잘 그렸으나, 특히 꽃과 풀을 사생

하는 데 더욱 뛰어났다. 화사(畵史)에 실려 있는 것을 보면, 그는 먹을 거칠

게 사용하여 이루어내고 굳이 겉모습을 꾸미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는 아직 목계의 모든 면을 다 말해주기에는 부족하다. 이 두루마리에 있는 

것은 꽃 하나, 잎 하나, 풀 열매 하나, 과일 열매 하나가 모두 지극히 정밀하

고 자세하여, 자연스럽게 운용한 오묘함이 있고, 딱딱하거나 어색하게 그린 

품은 없다. 그러나 그윽한 산새와 아름다운 물새가 움직이거나 쉬면서 날고 

우는 모습을 매우 자세히 그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이 툭 트이고 정

신이 유쾌하게 만들어 주어, 이를 보고 있노라면 지루한 줄도 모르게 되니, 

항묵림(墨林; 항원변)씨가 보배롭게 여겨 갑품으로 삼고 제발을 써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찬탄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대개 남도 이후에 고종(高宗, 1127-1162)과 孝宗(1162-1189) 왕조 동

안 필묵을 매우 중시하여, 한 때 사람들이 화락하고 산수는 빼어나며 풍속이 

융성했는데, 속세를 떠난 곳에도 또한 명사들이 많아 재주를 발휘하며 장기

를 자랑하였다. 명나라의 왕유실(酉室 王穀祥, 1501-1568)과 육포산(包山 

陸治, 1496-1576)도 모두 화훼 사생으로 세상에서 보배롭게 여겨졌는데, 지

금 이 두루마리를 보니, 두 분 모두 목계(牧谿)로 침식을 삼듯이 하여 그 뜻

을 깊이 얻은 사람이다. 심석전(石田; 심주)이 화조(花鳥)를 수묵담채로 그

리는 데 이르러 또한 여러 명가들의 법식을 벗어난 새로운 뜻을 냈지만, 이 

두루마리와 비교해 보면 대략 엇비슷하기는 하나 정교함은 조금 미치지 못

한다. 며칠 간 얻어 보고 이로 인해 그 뒤에 쓴다. 강희(姜熙) 계유(癸酉) 

32(1693)년 상사일(上巳日; 3월 3일)에 백악포객 사사표.217)

217) “宋僧牧谿, 畵兼衆妙, 而尤長於花卉寫生. 觀畵史所載, 稱其點墨而成, 不假妝飾, 尚
未足盡牧谿也. 卷中一花一葉, 一蓏一實, 皆極精緻, 有天然運用之妙, 無刻畵拘板之勞. 

而幽禽翠羽, 動息飛鳴, 曲肖其態, 令觀者心曠神怡, 對之忘倦, 宜項墨林氏珍為甲品. 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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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을 쓴 1693년에 사사표는 양저우(揚州)에 머물고 있었다. 그렇다면 사

사표는 목계의 그림에 대한 위 제발을 양저우에서 작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양주팔괴(揚州八怪)를 대표하는 거칠고 조방한 수묵의 화훼잡화가 그 연원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데 있어서도 목계의 그림은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목계가 심주에 이어 사사표, 양주팔괴로 이어지는 

계보를 형성하였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사료적 근거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현전하는 타이페이본이 모본이라 하더라도 감정가로 유명했던 사사

표는 이 그림을 보며 왕곡산, 유치와의 연관관계를 생각할 수 있었다. 필자는 

사사표의 제발이 실제 사사표가 작성한 것이라는 전제 하에 논의를 진행하였

다. 그러나 사사표의 제발이 후대에 만들어진 것이라도 이 글은 목계의 그림이 

청대 초기 무렵 중국에서 어떻게 인식되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218) 사사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품을 판매하기 위해 만들어낸 기록이

라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화평(畵評)을 담아 작품의 신빙성을 높이

고자 했을 것이다. 즉 타이페이본에 사사표의 이름으로 작성된 목계 그림에 대

跋讃歎, 若不容口. 蓋南渡而後, 高孝累朝, 篤重翰墨, 一時人物熙雍, 湖山引勝, 風氣興

起, 即方外亦多名流, 負技爭長焉. 明時王酉室陸包山, 皆以花卉寫生為世所重, 今觀此

卷, 二公倶寢食牧谿, 深得其意者. 至沈石田花鳥點染, 又能出新意於諸家町畦之外, 視

此卷在離合之間, 而工緻差不逮矣. 獲觀累日, 因識其後. 康熙癸酉上巳, 白岳逋客査士

標.”

218) 타이페이본과 관계가 깊을 것으로 생각되는『석거보급』의 목계 그림에 대한 두 

개의 기록 중 상등에는 사사표의 제발의 언급이 없이 항원변과 원신의 제발만이 

언급되어 있다. 차등의 기록에는 사사표의 제발이 적혀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제

발의 내용은 인용되지 않았다. 한편 사신행(査愼行, 1650-1727)이 한림원편수(翰林

院編修)를 지내던 1713년에 집필한 『인해기(人海記)』권36에는 내부서화(內府書畵)

로 ‘宋僧牧溪果蔬鳥雀圖卷’이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이전의 시기부터 목계의 그

림이 청 황실에 소장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사표의 제발도 이보다 이른 시기

에 작성되었기 때문에 사신행이 기록한 것이 석거보급 상등의 그림인지 차등의 그

림인지는 알 수 없다. 적어도 1713년까지는 청 황실에서 목계의 화훼잡화권을 한 

권만 보유했으나 이 시기 이후부터 석거보급 초편이 집필된 기간 사이에 한 권이 

더 전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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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감상 기록은 진위 여부를 넘어서 청대의 감상자들이 목계 회화에 대해서 

지니고 있던 일반적인 인식을 반영하였다.

  청대에 작성된 목계의 기록은 이전까지 전승되어 왔던 내용에 새로운 요소

를 추가하여 주목된다. 이처럼 변화된 내용은 명대부터 청대 사이에 목계가 잊

힌 것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되어 목계와 그의 회화에 대한 중

국인들의 인식이 확장되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먼저 왕육현(王毓賢, 17세기 후

반 활동)의 『회사비고(繪事備考, 1691)』제6권 중 남송시대 화가의 전기와 작

품을 소개한 부분에 목계에 대한 기록이 나타난다. 목계를 설명한 부분은 하문

언의 『도회보감』과 큰 차이가 없으나 현전하는 작품에 대한 기록은 오늘날 

제화시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작품들이다.219) 왕육현은 17세기 후반 당시 목

계의 그림으로 전해지는 것은 <협원도(峽猿圖)> 한 점, <노안도(蘆鴈圖)> 네 

점, <유호도(乳虎圖)> 한 점,　 <호배도(虎拜圖)> 2점, <과석도(窠石圖)> 두 점, 

<모산도(暮山圖)> 한 점, <추산도(秋山圖)> 한 점이 있다고 기록하였다. 노안도

가 많이 등장하는 것은 원대까지 작성된 제화시의 경향과 동일하며 협원도(峽

猿圖)가 전해지는 것은 남송시대부터 등장했던 기록들과 관계가 있다. 호랑이 

그림에 대해서는 이전에 기록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묘사는 없었다. 왕육현의 

기록을 통해 명대부터 청대 사이에 목계의 영모화가 더욱 다양한 화목으로 중

국에 전해지게 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산수화로 추정되는 그림이 증

가해 주목된다. 목계의 산수화는 일본에서도 <소상팔경도>만이 알려져 있으며 

중국의 제시에서는 금병산을 그린 것만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화사서 중 『화

계보유』, 『도회보감』, 『송재매보』에는 목계가 잘 그리는 여러 분야 중 하

나로 산수에 대한 단편적인 언급이 있다. 이처럼 명대까지 크게 부각되지 않았

던 목계의 산수도가 17세기 후반에 기록되기 시작한 것은 심주와 이일화, 항원

변 등을 통해 목계가 새롭게 주목을 받았던 상황과 연관이 있었을 것이다.

  명대 이후 중국에서 목계의 그림이 더욱 널리 알려지고 인기를 얻었던 사실

을 가장 극적으로 드러내는 기록은 『개자원화전(芥子園畵傳)』제3집이다.220) 

219) “僧法常, 字牧溪. 善畵龍虎, 猿鶴, 蘆鴈, 山水, 樹石, 皆隨筆㸃成, 意思簡當, 寫人物

不事裝飾疎畧, 無法非其所長也. 畵之傳世者(…).”

220) 『개자원화전』의 판본, 간행 등에 관한 기초적 선행연구로 허영환, 「개자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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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년 왕개(王槪, 17세기 후반-18세기 전반 활동) 형제의 참여로 증보된 

『개자원화전』제3집에 수록된 『초충영모화훼보(草蟲翎毛花卉譜)』 가운데 영

모화의 명인들을 나열한 「화법원류(畵法原流)」 부분에서 목계가 거론되고 있

는 것이다(도 58). 앞서 초본에서 화훼의 원류를 다룬 것에 영모에 대한 내용

을 더하였다는 서술을 통해서 화훼편에는 소개되지 않았지만 영모편에서 비로

소 소개된 목계가 1701년 당시 영모의 명수 중 한 명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설직(薛稷)을 필두로 한 이 기록은 승 법상, 즉 목계는 

기러기를 잘 그린다[僧法常善雁]고 기록하였다. 명대 이후 새롭게 등장한 화제

는 나타나지 않지만, 원대에는 안작도 많이 전해질 정도로 목계가 일찍부터 인

기를 누렸던 화목을 정확히 거론하고 있는 이 기록을 통해 목계가 화조화를 

중심으로 중국에서 지속적인 인기를 누렸다는 점이 확실히 확인된다. 나아가 

동아시아 전역에서 널리 읽힌 『개자원화전』에 목계가 거론되었다는 사실은 

18세기 이후 목계가 중국에서 더욱 널리 알려졌을 가능성을 말해준다.

  15세기 후반부터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어 강희제와 건륭제의 수장고에 작

품이 들어가고 『개자원화전』에도 그 이름을 올리게 된 목계는 19세기에 이

르면 화사서 속에서도 새로운 모습으로 소개된다. 팽온찬(彭蘊璨, 19세기 활동)

의 『역대화사휘전(歷代畵史彙傳, 1882)』은 『도회보감』과 주모인(朱謨垔, 17

세기 활동)의 『화사회요(畵史會要, 1631)』, 『청이록(淸異錄, 10세기)』의 내

용을 종합해 목계를 소개하였다. 이 기록에서는 『도회보감』에서 목계의 그림

을 비판적으로 서술한 내용을 삭제하고 다음의 일화를 삽입하여 새로운 목계

상(像)을 제시하였다.221)

성정은 아름답고 술을 심하게 즐겨, 추울 때나 더울 때나 바람이 불 때나 비

전 연구」, 『미술사학』5(1993), pp. 17-73; 古原宏伸, 「『芥子園画伝初集』解

題」, 『中国画論の研究』(東京: 中央公論美術出版, 2003), 第十章 참조.

221) “(…)皆隨筆墨而成” 부분까지만 재록하고 “意思簡當, 不費妝飾. 但麤惡無古法, 誠

非雅玩” 부분을 삭제하였다. 『도회보감』의 이 내용은 에도시대 일본의 여러 책자

에서도 목계에 대한 중국의 기록을 소개할 때 하문언의 비판까지 모두 옮겨 적었

을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던 것이다. 심지어 토요 셋슈(等楊雪舟, 1420-1506)는 이 

기록을 인용하며 목계를 높게 평가하지 않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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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올 때나 관계없이 늘 취해 있어, 취하면 깊이 잠에 들고, 잠에서 깨면 시

를 읊조렸다.222)

  『화사회요』에 나타나는 목계에 대한 서술은 『도회보감』과 동일하다. 따

라서 이 내용은 『청이록』을 옮겨 적은 것이다. 그런데 도곡(陶穀, 903-970)

의『청이록』에는 ‘목계(牧谿)’에 대한 기록은 없다. 대신 ‘법상(法常)’이라는 허

양(河陽) 지방의 승려가 위 내용처럼 소개된 것이다. 도곡은 북송 초기의 사람

으로 활동 연대가 목계보다 앞서는 데도 팽온찬은 하문언의 목계에 대한 부정

적인 서술을 삭제하면서 이처럼 도사와 같은 일화를 거론하며 목계를 윤색하

였다. 팽온찬이 하문언의 비판 내용을 삭제하였다는 것은 목계가 이런 비판을 

받을만한 화가가 아니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즉 19세기 후

반에 이르면 중국에서 목계의 화명이 보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이 

확인된다. 나아가 이처럼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고 신비한 화승으로 목계의 인

식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적극적인 시도가 나타나기까지 했던 것이다. 특히 이 

기록은 일본에도 알려져 20세기 초반까지 ‘기이한 선승 화가’로서의 목계에 대

한 환상을 심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223)

222) “(…)性英爽，酷嗜酒，無寒暑風雨常醉，醉即熟寢，覺即朗吟.”

223) 오늘날까지도 목계를 설명할 때 이 내용이 인용되기도 한다. 20세기 전반 후쿠이

가 이미 이것이 목계와 무관한 기록이라는 점을 밝혔으나 20세기 중·후반까지도 

서양의 중국미술사 개설서를 통해 널리 소개되었다. 이 논문, 제Ⅴ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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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목계 회화의 수용 양상 Ⅱ: 일본

  목계가 일본에 언제 알려졌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묘심사문서(妙心寺文書, 

묘신지분쇼)』는 1351년에 이미 일본에 목계의 그림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카마쿠라(鎌倉) 엔가쿠지의 소장품 목록인 『불일암공물목

록(佛日庵公物目錄, 부츠니치안코모츠모쿠로쿠, 1363년 서문)』은 일본에서의 

목계 회화 수용 양상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록이다. 이를 토대

로 1350년대보다 이른 시기 일본에 목계의 존재가 알려졌다고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224) 현전하는 『불일암공물목록』은 1320년대에 작성되었던 소장록을 

1363년에 정리한 후대의 필사본이다. 여기에 무로마치 초기인 1352년부터 

1370년 사이 아시카가 쇼군들, 즉 아시카가 타카우지(足利尊氏, 쇼군 재직 

1338-1358)와 요시아키라(足利義詮, 쇼군 재직 1358-1367)가 엔가쿠지에 목계

의 그림을 요청하였다는 내용이 있어 매우 주목된다. 목계가 사망한 지 백 년

이 채 지나지 않은 시기인 1350년대에 당대 최고의 권력자가 목계의 회화를 

수집하고자 했을 정도로 일본에서 목계의 화명은 높았던 것이다. 『불일암공물

목록』의 편집 특성상 소장품이 엔가쿠지에 전래된 구체적 시점을 특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필자는 상술한 내용에 근거해 목계의 회화가 이미 14세기 전반 

일본에 전래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목계의 그림이 일본에 끼친 방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선행연구가 이

루어졌다. 특히 무로마치시대 일본 화단의 수묵화풍 형성에 목계가 끼친 영향

224) 『불일암공물목록』의 전문은 다음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熊谷宣夫, 「硏究資

料: 佛日庵公物目錄」, 『美術硏究』24(1933), pp. 536-542. 『불일암공물목록』에 

나타나는 목계 그림과 관련해 최근 발표된 연구로는 Rio, 앞의 논문(2015) 참조. 

부록에 『불일암공물목록』 전문의 영문 번역이 수록되어 있다. 『불일암공물목

록』에서 나타나는 목계 그림에 대한 주요 분석은 谷, 앞의 논문; 『불일암공물목

록』을 통해 송나라의 선종 문화가 카마쿠라시대의 일본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高橋範子, 「『佛日庵公物目錄』によめることー宋風の禅文化、鎌倉に到来ー」, 神奈川

県歴史博物館 編,　앞의 책, pp. 128-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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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연구되었다. 현전하는 여러 작품의 양식 분석, 하세가와 

토하쿠(長谷川等伯, 1539-1610)의 『등백화설(等伯画説, 토하쿠가세츠)』 등 일

본 화가들의 기록, 일본 화가들의 활동상을 기록한 중세의 여러 문헌들을 토대

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전까지는 주로 무로마치시대 문화의 중심지였던 쿄토 

지방을 중심으로 목계의 그림이 수용 및 계승된 회화적 양상이 논의의 대상이

었다. 최근에는 목계의 회화가 칸토(関東)의 지역적 화풍이 성립하고 발전하는 

토대를 마련했을 가능성이 주목을 받고 있다. 쿄토와 단절된 기간 동안 칸토에

서는 이미 이전부터 중국에서 전래된 목계의 그림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주

장이다.225)

  제Ⅳ장에서 필자는 회화와 양식의 맥락이 아닌 사용과 인식의 측면에서 목

계 회화의 수용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살펴본 바와 같이 주

로 전자의 관점이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필자는 후자의 문제에 주목하고자 한

다. 목계의 작품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이를 토대로 해당 작품에 대한 사람

들의 인식이 어떻게 형성되어 나갔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일본에서 목계 회화에 대한 인식이 성립되던 초기 단계에 가장 중요한 영향

력을 행사한 것은 아시카가 쇼군가이다. 무로마치시대 일본에서 목계의 그림은 

아시카가의 애완(愛玩)을 통해 ‘카라모노(唐物)’로서의 가치가 부각되었다. 새로

운 중국풍 문화로 자신의 권력을 표상하는 데 관심을 기울였던 아시카가 쇼군

225) 山口縣立美術館 編, 『禪寺の繪師たち: 明兆・霊彩・赤脚子』(山口: 山口縣立美術館, 

1998); 相沢正彦·橋本慎司, 『関東水墨画: 型とイメージの系譜』(東京: 国書刊行会, 

2007); Rio, 앞의 논문(2014); 특히 하세가와 토하쿠의 목계 회화 수용과 관련해 

중요한 연구가 다수 발표되었다. 대표적으로 宮田亜也子, 「長谷川等伯と牧谿様絵画

―出光美術館蔵「竹鶴図屏風」を中心に―」, 『美術史論叢』14(1998), pp. 31-73; 

内山かおる, 「長谷川等伯筆「竹林猿猴図屏風」をめぐって―牧谿筆「観音猿鶴図」とそ

の飜案―」, 『國華』1164(1992) pp. 24-40; Lippit, “The Artist Talks: Tōhaku 

Gasetsu in the Context of Hasegawa Tōhaku’s Life and Painting,” Lecture 

Presented at “The Artist’s Transformation: Recontextualizing Hasegawa 

Tōhaku” Symposium (New York: Japan Society, April 7, 2018); 일본에서의 목

계 회화 수용양상에 관한 주요 연구로 島尾新, 「十五世紀における中国絵画趣味」, 

『MUSEUM』463(1989), pp. 20-34; 藤島幸彦, 「日本における牧渓風猿猴図の展開

―猿猴の姿態を中心として―」, 『美術史研究』21(1984), pp. 41-6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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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카이쇼 문화에서 목계의 회화는 재화적 맥락까지 부여받게 되었다. 나아

가 필자는 아시카가 쇼군이 <관음원학도>의 시각적 특징, 즉 중폭에 도석의 존

상을 두고 양 협시로 전혀 다른 화목(畵目)인 화조화나 영모화를 배치하는 구

성방식에 크게 매료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아시카가 쇼군가는 목계

의 그림에 영감을 받아 독특한 방식으로 카라모노를 수입하고 사용했던 것으

로 생각된다. 즉 목계의 회화는 이후 수많은 카라모노가 일본에서 수용되는 태

도 전반을 규정짓는 전범(典範)으로 기능하였다. 따라서 아시카가 쇼군가가 전

유했던 목계 회화의 수용 방식은 아시카가 쇼군가의 수장품이 산실된 이후로

도 생명력을 유지하였다. 다만 모 든 작품에서 쇼군가가 형성한 속성이 유지되

었다고는 할 수 없다. 작품의 시각적 특징, 새로운 소장처로의 전래 상황에 따

라 각각 카라모노(唐物)적 맥락, 불교적 맥락, 다회적 맥락이 강조되었다.

  필자는 상기한 변화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 사례로 <관음원학도>

와 <율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관음원학도>는 관음보살의 존상이 그려졌다

는 점에서 일차적으로 불교적 맥락이 강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다이토쿠지라는 

사찰 내에서 이를 사용한 방식이나 인식 방식은 아시카가 쇼군가에서 형성된 

수용 태도에도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된다. 세 폭이 한 쌍을 이루는 그림

으로서 목계의 <관음원학도>가 남송시대에 지니고 있었던 본래의 의미는 잊혔

다. 다이토쿠지에서 이 그림은 개산(開山), 즉 대등국사 슈호 묘초와 관련된 고

매한 화승인 목계의 카라모노 중 한 점이자 사찰의 귀중한 재산으로 인식되었

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필자는 다이토쿠지 내부 행사인 슈쇼에(修正会)와 슈

호 묘초의 기일(忌日)에 <관음원학도>를 사용한 방식에 주목하고자 한다. 행사

의 성격과 작품의 사용 방식을 통해 다이토쿠지에서 <관음원학도>를 수용한 

고유의 맥락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필자는 이러한 고유의 맥

락이 <관음원학도>에 대한 사찰 외부의 인식과 중첩되며 형성된 에도시대 후

기의 보다 대중적인 인식 또한 살펴보고자 한다. 늦어도 17세기에 규례가 확립

된 다이토쿠지의 연례행사인 바쿠료[曝曬]는 <관음원학도>의 명성이 전국적으

로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를 기화로 각종 출판물 또한 이 그림을 소

개하였다. 이 과정에서 무로마치시대부터 형성된 아시카가 쇼군가의 구장품(舊

藏品)이라는 인식, 다이토쿠지의 지보라는 인식이 뒤섞이게 되었다. 대중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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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물에서 <관음원학도>를 다룬 태도를 통해 이 작품이 보다 광범위한 차원에

서 어떻게 수용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율시도>는 아시카가 쇼군가가 소장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센노 리큐(千

利休, 1521/22-1591), 코보리 엔슈(小堀遠州, 1579-1647) 등 에도시대 전기의 

다도계를 대표하는 인사들과의 연관성에 힘입어 주목받은 후 ‘명물(名物, 메이

부츠) 다도구(茶道具)’로서의 인식을 유지해 왔다. 구체적인 인물은 다르지만 

명사(名士)의 소장 또는 사용내력과 목계의 화명이 결부되어 널리 알려졌다는 

점에서 <관음원학도>와 <율시도>의 수용 과정은 유사한 측면을 지닌다. <율시

도>와 관련된 기록은 다회(茶會)의 실내장식으로 사용한 내력을 기록한 다인

(茶人)들의 다회기(茶會記), 다도와 관련된 유명한 물건들을 집성한 명물집(名

物集) 또는 명물기(名物記)에서 확인된다. <율시도>는 ‘와비(わび/侘)’와 ‘사비(さ

び/錆)’의 미의식을 추구하며 다도 중간이나 후에 과일, 야채로 만든 카시(果

子)를 먹을 때 어울리는 소품으로서 활용되었다. 이처럼 <율시도>가 에도시대

까지 일본에서 다도구로서 수용된 양상은 근대기 이후 미술사에서 <시도>에 

관심을 갖게 된 맥락과 완전히 무관하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에도시대까

지는 근대기의 논의와 달리 <율시도>가 선(禪)의 정수를 드러내는 그림으로 인

식된 전례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제Ⅳ장의 논의는 

<관음원학도>와 <율시도>가 각각 메이지시대에 이르기 전까지 일본에서 수용

된 양상을 이해하는 과정인 동시에 제Ⅴ장에서 논의될 근대기 이후 미술사학

계의 수용 과정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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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음원학도>의 수용 양상 

 

  (1) 아시카가 쇼군(足利将軍)의 카라모노(唐物)와 <관음원학도>

  <관음원학도>가 처음 일본에 전래된 과정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불

일암공물목록』에는 목계가 그린 관음, 원숭이, 새의 그림에 대해 여러 기록이 

남아 있지만, 짝 지워진 일군의 작품으로서 ‘관음원학’을 명확히 함께 언급한 

기록은 없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작품에 남아있는 무로마치 막부의 제3대 쇼

군 아시카가 요시미츠(足利義滿, 쇼군 재직 1358-1394)의 법호(法號)가 새겨진 

‘천산(天山)’과 ‘도유(道有)’의 수장인(收藏印)을 통해 적어도 언제부터 <관음원

학도>가 아시카가 쇼군가의 소장품이 되었는지를 논의할 수 있다. 즉 요시미츠

가 출가하여 법호를 얻은 1394년부터 서거한 1408년 사이의 기간에 작품을 

소장하고 있던 요시미츠가 목계의 <관음원학도>에 인장을 남겼던 것이다.226) 

아시카가 소장품 목록에서 보다 명확히 목계의 <관음원학도>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는 것은 6대 쇼군 요시노리와 8대 쇼군 요시마사의 동붕중(同朋衆, 쇼군

이나 다이묘를 섬기며 신변의 잡무나 예능상의 여러 가지 일을 맡아보는 사

람)이었던 노아미(能阿弥, 1397-1471)가 작성한 『어물어화목록(御物御畵目錄

[고모츠온에모쿠로쿠], 15세기)』이다.227)

  그러나 앞서 설명한 대로 목계의 이름은 이보다 이른 시기부터 일본에 전해

지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주로 1351년 목계의 그림이 묘신지에 소장되어 있

었다는 『묘심사문서』가 문헌 증거로 소개되었다.228) 그러나 이보다 일찍 목

계의 그림이 일본에 전해왔다는 점과 관련하여 필자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226) 이 인장은 <관음원학도>를 다룬 주요 선행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진위 여부에 대

해 의문이 제기되지 않고 아시카가 요시미츠의 수장인이라고 믿을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필자도 이를 따른다.

227) 『어물어화목록』에 대한 주요 선행연구로 谷, 「研究資料: 御物御画目録」, 『美

術硏究』58(1936), pp. 21-29; 中村秀男, 「「御物御画目録」の撰者能阿弥に関する

一考察」, 『東京国立博物館紀要』7(1971), pp. 157-250 참조.

228) Wey, 앞의 논문; 원문은 谷, 앞의 논문(1935), p.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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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더욱 중요한 고승으로 여겨진 허당지우의 문집인 『허당록』의 존재

이다. 이 책은 이미 목계가 살아있던 함순 5년인 1269년 중국 푸저우(福州)에

서 간행되었으며, 앞서 소개한 것과 같이 여기에 목계의 원숭이 그림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허당지우가 목계의 그림을 소장했거나 제자들에게 

그와 관련된 언설을 행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함순 초기 이래로 『허

당록』을 통해 일본의 승려들도 목계의 원숭이 그림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현전하는 명확한 기록이 많지 않은 14세기까지 일본으로 목계화의 

수입이 이루어진 첫 단계는 허당지우와 같이 일본의 선림에서 중시된 조사(祖

師)와 관련된 요소가 큰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허당지우가 감상 

기록을 남긴 화가였을 뿐만 아니라, 무준사범이나 허당지우와 동향이자 승려로

서 행동반경을 공유했던 목계가 주목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특히 이 시

기에 전래되었던 목계 그림 가운데 허당지우가 찬문을 쓴 화제인 원숭이 그림

의 비중이 높다는 점이 이를 방증해준다. 『불일암공물목록』은 엔가쿠지에서 

소장하고 있던 그림 가운데 목계의 원숭이 그림에는 심지어 허당지우의 찬문

이 적혀있다고까지 기록하였다.229) 따라서 『허당록』과 관련된 맥락에서 볼 

때, 목계의 원숭이 그림은 일본 선림이 간절히 수장을 원했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목계의 그림에 새로운 문화적 가치가 부여되기 시작한 것은 아시카

가 쇼군가의 활동을 통해서이다. 1330년대까지는 호조 가문의 후원 속에 카마

쿠라의 선림이 주역이 되어 상기한 것과 같은 종교적 맥락을 중심으로 수용되

었던 목계의 그림은 이후 카마쿠라 지역 전체가 몰락하고 아시카가 가문이 급

부상하면서 칸토 지방을 벗어나 쿄토 등지로 반출되기 시작하였다.230) 이 과정

229) 비슷한 시기인 1375년 난젠지(南禅寺)에서도 류슈 슈타쿠(龍湫周沢, 1308-1388)

가 목계의 원숭이 그림에 대한 기록을 남겼다. 원문은 Wey, 앞의 논문, Appendix 

B-39 참조. 특히 당시 난젠지는 기도 슈신을 매개로 엔가쿠지와 연결고리를 지니

고 있어서 이 기록은 더욱 주목된다.

230) Rio는 기도 슈신(1325-1388)의 일기인 『공화일용공부약집』과 『불일암공물목

록』의 교차 검토를 통해 이러한 과정을 추측하였다. Rio, 앞의 논문(2015), 

Chapter 2 참조. 



134

을 거치며 1380년대부터는 목계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이와 관련해 주목되는 기록이 바로 기도 슈신(義堂周信, 1325-1388)의 일기 

『공화일용공부약집』이다. 기도 슈신은 아시카가의 집권 과정에서 중요한 역

할을 했던 무소 소세키(夢窓疎石, 1275-1351)의 제자로 『불일암공물목록』에 

나타나듯 14세기 중반 아시카가 가문의 목계 회화 수집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

루어지던 시기에 쿄토를 떠나 카마쿠라의 엔가쿠지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그

가 남긴 일기에서 목계 그림에 대한 언급은 총 세 번 나타나는데, 여기서 목계 

그림을 종교 외적인 맥락에서 받아들이는 변화가 확인된다.231)

  먼저 목계의 그림은 종교적 의미가 퇴색된 반면, 세속적 의미가 부각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기도 슈신이 남긴 목계 그림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인 강

력(康曆) 2(1380)년 11월 15일의 일기에 의하면, 기도 슈신은 함께 무소 소세

키 아래에서 수학했던 난젠지의 선사 타이세이 소이(太淸宗渭, 1321-1391)의 

동행 하에 쇼군 아시카가 요시미츠와 토키 요리야스(土岐賴康, 1318-1387)를 

만났다. 요시미츠는 기도 슈신에게 원각경의 설법을 요청해 강의를 들은 후, 

목계가 그린 긴팔원숭이 그림 한 쌍[牧溪畵猿一對]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물건

을 하사했으며 기도 슈신은 이를 진기한 물건[奇物]이라며 감탄하였다.232) 지

덕(至德) 2년인 1385년 4월 16일의 일기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용례가 확인된

다. 당시 기도가 머물고 있던 쿄토 중심부의 사찰 다이지인(大慈院)에 커다란 

화재가 일어나, 전날인 15일에는 쇼군이 이를 크게 근심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16일에는 사찰의 피해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한 후, 목계의 긴팔원숭이 

그림 두 폭과 함께 향합, 향로, 동전 백 냥 한 꾸러미[繈寶一百條]를 하사했는

데, 기도는 이를 ‘귀중한 하사품[重賜]’이라고 표현하였다. 이 두 가지 기록은 

231) 기도 슈신의 생애에 대해서는 玉村竹二 編, 『五山禅僧伝記集成』(東京: 講談社, 

1983), pp. 85-94; Rio, 앞의 논문(2015) 제1장 참조. 필자는 기도 슈신의 기록과 

관련해 蔭木英雄, 『訓注空華日用工夫略集』(京都: 思文閣出版, 1982)을 기본 텍스

트로 삼았다. 기도 슈신의 일기가 지닌 문헌적이고 사료적인 특징에 대해서는 같은 

책, pp. 465-480 참조.

232) 다른 기증품으로는 錦襖(蔭木英雄는 이를 여러 색의 비단으로 보았다), 杉紙(오늘

날 효고 지방에 있는 스기하라다니 특산물인 얇고 부드러운 종이로, 奉書 등에 사

용), 剔紅의 香合이 언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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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14세기 후반에 이르러 목계의 그림이 쿄토의 지배자들 사이에서 ‘선종화’

의 의미를 넘어 세속적 재화로서의 의미와 기능을 지니게 되었다는 점을 여실

히 드러낸다.233)

  한편 영덕(永德) 2년인 1382년 11월 26일의 일기에는 또 다른 맥락에서 목

계의 그림이 사용되고 있었다는 점이 확인된다. 특히 이 기록은 14세기 전반까

지 보다 강조되었던 선종화로서의 의미와 아시카가 가문이 새롭게 추구하고자 

했던 의미, 즉 ‘카라모노(唐物)’이자 ‘행사화(行事畵)’로서의 성격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날 <관음원학도>의 첫 번째 소장자로서 기록이 전해지는 

아시카가 요시미츠는 쿄토에 새로운 사찰인 쇼쿠쿠지(相国事)의 상량식을 주관

하였다. 이때 엔가쿠지에서 아시카가 가문에 기증하였다는 ‘목계 화상의 명화

[牧溪和尙筆名畵]’, 즉 본존 관음의 좌우로 삼소사수(三笑四睡)를 그린 그림이 

상량식의 벽 중앙을 장식했던 것이다.234) 작품을 소개하고 난 뒤에는 이 그림

에 대해 요시미츠와 기도 슈신이 나눈 대화가 자세히 인용되어 있다. 통상 하

루의 활동 내용을 짤막하게 기록하는 『공화일용공부약집』의 전반적인 서술 

방식을 고려할 때, 이에 관한 내용을 상량식과 관련된 내용 가운데 가장 자세

하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은 상량식에서 이 목계의 <관음삼소사수도>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을 가능성을 말해준다.

  우선 이 대화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요시미츠나 기도 슈신은 일찍이 선승이 

작성했을 것으로 보이는 찬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깨달음과 관련된 의미나 

233) 14세기 후반 쿄토의 여러 수장가들 사이에서 목계의 그림이 활발하게 이동했던 

다른 기록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Rio, 앞의 논문, Chapter 2 참조.

234) 『불일암공물목록』에는 이러한 그림을 기증한 내역의 언급이 없다. 그러나 기증

에 대한 기록이 확인되는 시기에 기도 슈신이 엔가쿠지에 있었으며 아시카가 가문

과 밀접한 관계를 기록해 왔으므로 이 내용에 대한 기록은 신뢰할 만하다. 오히려 

이를 통해 『불일암공물목록』에 기록은 없으나 엔가쿠지에서 아시카가 가문으로 

들어가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작품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1세기 후

에 작성된 아시카가 쇼군가의 수장품 목록인 『어물어화목록』에서는 무려 5폭이라

는 표현과 함께 본존이 관음, 협시가 삼소사수도와 원숭이로 구성된 그림을 기록하

고 있다. Rio는 이를 9폭이라고 추정했으나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위의 논문, p.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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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음도>의 존상 또는 <사수도>의 전설적 선사처럼 종교적 맥락이 보다 직접

적으로 나타나는 작품에 주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물론 기도 슈신의 이러한 

태도는 요시미츠가 <삼소도>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가능성

이 높다. 요시미츠의 질문에 답하는 기도 슈신의 설명 또한 선종의 가르침보다

는 중국 문화 전반으로 포괄될 수 있는 일반적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대화는 

<삼소도>에 적힌 찬문의 내용과 호계삼소(虎溪三笑)의 고사에 관한 내용의 두 

부분이 서로 성격을 달리 하는데, <삼소도>에 적혀있던 찬문의 내용과 관련된 

대화의 앞부분은 공안에서 보이는 표현들처럼 모호하고 다의적이다. 이것이 무

슨 뜻인지 요시미츠가 묻자, 기도 슈신이 즉각적으로 대답한 내용 또한 선문답

의 대화와 같이, 속인으로서는 의미를 분석하였다고 볼 만한 내용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235) 그러나 바로 뒤이어 기도 슈신은 고사의 등장인물, 즉 루산(廬

山) 동림사(東林寺)의 고승 혜원(慧遠, 334-416), 도연명(陶淵明, 365-427), 육

수정(陸修靜, 406-477)의 일화를 자세히 소개하였다. 승려의 일화를 다루고 있

다는 점에서 여전히 종교적 맥락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 속의 깊

은 가르침보다는 당시 중국 문인 문화를 동경했던 일본 선승들에게서 보편적

으로 나타나는 오산문학(五山文学)의 경향성이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선종 

문화를 애호하고 그 후원자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했지만, 어디까지나 세속의 권

력자였던 무장 출신의 아시카가가 중심에 놓이면서 선종화의 맥락을 벗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요시미츠와 쿄토 오산(五山)의 승려들은 <관음삼소사수도>의 감상을 마친 후

에는 점심을 먹고 본격적으로 상량식을 진행하였다. 기도 슈신의 기록에 의하

면, 불전과 법당이 세워질 자리에 기둥을 세운 뒤, 대중들 앞에서 풍경(諷經; 

讀經)을 행하였다고 한다. 정확한 언급은 없으나, 정황상 점심을 먹기 전과 마

찬가지로, 이 행사 중에도 계속해서 목계의 <관음삼소사수도>가 벽에 걸려 있

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그림을 벽에 거는 것은 단순한 장식적 의미 이상을 지

235) “‘한 사람은 먼저 여행을 했으나 도착하지 않았다. 한 사람이 마침내 위대하게 

지나쳐갔다. 한 사람은 처음에는 열광적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이후에는 자기 자신

을 돌아보았다.’ 쇼군이 ‘그 뜻이 무엇인가?’하고 묻자 답해 말하기를 ‘발을 헛디뎠

네요, 하하.’” 이 번역은 蔭木英雄, 앞의 책의 표점 및 주해가 달린 본을 저본으로 

하되 Wey, 앞의 논문, pp. 80-81에 소개된 영문 번역을 참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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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고 있다. 새로 세워질 사찰이 중국 문화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시각적으로 드러내어, 사찰의 종교적 권위를 높여줄 수 있는 것이다. 특히 14

세기 초반부터 목계의 그림은 선승들에게 허당지우나 무준사범과 같은 중국의 

고매한 승려와 관련성을 지닌 것으로서 중시되었던 만큼, 중국의 여러 문화 중

에서도 특히 무준사범으로부터 이어지는 임제종 법맥의 계보가 강조될 수 있

었다. 따라서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요시미츠에게 있어 목계의 그림은 전통

적인 선종화로서의 맥락을 지니고 있는 동시에 중국 문화 전반에 대한 자신의 

관심을 드러낼 수 있는 행사의 중심적 요소였다고 할 수 있다. 이후로 요시미

츠는 자신의 거처 내에 위치한 건축 공간인 ‘카이쇼(会所)’에서 직접 주관한 문

화적 행사인 ‘교코(行幸)’를 통해 목계의 그림을 비롯한 여러 카라모노를 체계

적으로 사용하며 아시카가 쇼군가만의 독특한 맥락을 심화시켰다.

  카이쇼, 그 속에서 카라모노의 사용은 요시미츠 이전부터 존재했던 풍습이

다. 늦어도 헤이안시대(平安時代, 794-1185) 후기부터 공간으로서의 사용 방식

을 살펴볼 수 있는 카이쇼는 카마쿠라시대에도 문예와 관련된 속성을 지니고 

있던 공간으로 추정된다. 특히 무로마치 막부의 1대 쇼군인 아시카가 타카우지

(足利尊氏, 쇼군 재직 1338-1358) 집권기의 기록에서도 카이쇼는 카라모노가 

설치되어 다른 방과 구별되는 공간이었다는 점이 확인된다. 그러나 이때 카이

쇼를 장식한 카라모노는 ‘바사라(婆娑羅)’, 즉 풍류를 즐기는 무사들의 반체제

적이고 무례한 사치 풍조로 인식되었을 뿐이다.236) 앞서 살펴본 기도 슈신의 

236) 이와 관련해 가장 유명한 기록으로 『太平記』卷 三十七의 「新将軍都落」이 있

다. “爰ニ佐渡判官入道々誉都ヲ落ケル時、我宿所ヘハ定テサモトアル大将ヲ入替ンズラン

トテ、尋常ニ取シタヽメテ、六間ノ会所ニハ大文ノ畳ヲ敷双ベ、本尊・脇絵・花瓶・香炉・鑵子・

盆ニ至マデ、一様ニ皆置調ヘテ、書院ニハ羲之ガ草書ノ偈・韓愈ガ文集、眠蔵ニハ、沈ノ

枕ニ鈍子ノ宿直物ヲ取副テ置ク、十二間ノ遠待ニハ、鳥・兎・雉・白鳥、三竿ニ懸双ベ、三石

入許ナル大筒ニ酒ヲ湛ヘ、遁世者二人留置テ、誰ニテモ此宿所ヘ来ラン人ニ一献ヲ進メヨ

ト、巨細ヲ申置ニケリ。” 바사라로서 카이쇼 및 그 속의 카라모노에 대한 무로마치 

초기의 인식에 대해서는 島尾新, 「会所と唐物: 室町時代前期の権力表象装置とその機

能」, 『シリーズ 都市・建築・歴史』4: 中世の文化と場(東京: 東京大学出版会, 2006), 

pp. 124-125, 133-135 참조. 시마오는 이 시기 카라모노는 단순한 고급 수임품으

로서 ‘졸부의 저속한 취미[成金趣味]’ 정도였다고까지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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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에서 중요한 하사품 속에 목계의 그림이 포함되던 상황 또한 이러한 바사

라적이고 경제적인 카라모노의 수용 맥락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237)

  카이쇼 내 카라모노 장식은 요시미츠의 시대에 비로소 권력을 표상하는 화

려한 공간으로 체계화되었다. 요시미츠는 자신이 주관하는 행사를 크게 신덴

(寝殿)과 카이쇼라는 두 개의 장소로 분리시키고, 각각의 공간 및 그 속에서 

이루어진 행사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기획하였다. 헤이안시대부터 애용된 일본

의 전통적인 물건, 즉 마키에(蒔絵)를 중심으로 한 ‘와모노(和物)’는 신덴이나 

츠네노고쇼(常御所)와 같은 ‘공식적(表)’ 공간을 장식했으며, 이곳에서는 전통적

인 행사를 진행하였다. 반면 카라모노로 장식된 카이쇼는 ‘사적(奥)’ 교류가 이

루어진 공간으로 인식되었으며, 주로 비일상적이고 새로운 문화 행사가 진행되

었다.238) 이른바 ‘신구(新舊)’와 ‘화한(和漢)’의 대조를 통해 요시미츠는 전통적

으로 존재했던 세력과 차별화된 새로운 문화, 나아가 새로운 세력의 등장을 강

조하고자 했던 것이다. 특히 일본의 전통 예술과 시각적으로 대비를 이루고 있

237) 카이쇼에서의 기능이 확립되기 전 목계의 그림은 종교적 측면에서의 수용이 강

조되면서 선원의 다례에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코칸 시렌(虎関師錬, 

1278-1347)의 『정훈왕래(庭訓往来, 1350년 이전)』의 기록을 통해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불교, 특히 선종의 조사를 중심으로 장식된 초창기 일본의 다

회 공간에서 목계의 관음도가 마치 여래와 같이 다른 보살(보현과 문수)을 협시로 

하면서 우측 벽면의 정중앙에 나타나기도 한다. 永井如瓶 編「庭訓往来作者考」, 

『庭訓往来諸抄大成』(東京: 明治書院, 1907) 참고.

238) 小野正敏, 「城下町, 館․屋敷の空間と権力表現」, 『国立歴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74(1997), pp. 178-235 참조. 시마오는 이때 카이쇼에서 진행되었던 대표적인 새로

운 문화행사로 사루가쿠(猿樂)를 소개하였다. 島尾, 앞의 논문(2006), p. 134. 노(能)

의 기원이 되는 사루가쿠는 무로마치시대에 확립된 일본의 전통예능으로 이전까지 

전통적 지배층이었던 쿠게(公家)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였다. 아시카가의 적

극적인 후원을 통해 새로운 예능의 형태로서 사루가쿠가 예능의 중심에 놓이게 되

었으며 여기서도 카이쇼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다. 한편 이러한 행사에서 부케

(武家)가 쿠게보다 윗자리에 앉아 잔을 받고 텐노(天皇)와 렌가(連歌)를 서로 주고

받았는데 이러한 행위는 행사를 통해 권력의 위계를 표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한 이때 사용한 물건들을 모두 아시카가 가문의 인물이 가져오는 것은 행사와 공

간 전체를 지배하는 존재로서의 쇼군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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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중국의 수묵화는 이러한 신풍조를 한 눈에 드러낼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

이었다. 

  아시카가 가문은 이처럼 공간의 구성과 행사의 내용을 이항 대립적으로 형

성하여 의도했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 쇼군은 

덴노(天皇)를 초청해 행사를 주관한 후, 사용되었던 물건들을 다수 진상했는데, 

이때 행사에 참석한 인물들은 ‘화려한 카라모노’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였다고 

한다. “중국에서도 보기 어려운 고마운 물건들”이라 평가하며 카라모노에 대해 

“눈에서는 빛이 나고 마음에서는 말을 못 한다”고 할 정도로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신덴이나 츠네노고쇼의 장식은 평범하다며 큰 

관심을 드러내지 않았다.239) 이제 카라모노는 더 이상 반체제적인 ‘바사라’도 

아니고, 선승의 가르침을 깨닫게 해주는 ‘선종화’도 넘어선 새로운 차원의 의미

로 발전한 것이다. 요시미츠는 14세기 후반에 기도 슈신의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일본의 카라모노로서 목계화가 지닌 두 가지 측면, 즉 바사라적인 재

화성과 카마쿠라적인 종교성을 통합하여 아시카가 쇼군가의 새로운 권력을 상

징하는 통합 체계를 이룩하였다. 요시미츠가 키타야마덴(北山殿)의 카이쇼(会

所)에서 확립시킨 이러한 카라모노의 사용 방식은 이후 제6대 쇼군인 아시카

가 요시노리(足利義敎, 쇼군 재직 1428-1441)의 무로마치덴(室町殿)을 통해 계

승되었으며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해 나갔다(도 28).240)

239) “から国にてもだにもなをありがたき物ども(…)めもか々やきこころもことばもをよばたき物ど

も(…).” 『北山殿行幸記』, 島尾, 앞의 논문(2006), p. 130에서 재인용. 전통 공간에

는 주로 마키에가 사용되었다. 다만 모든 행사마다 각 공간이 철저하게 화한으로 

분리되지는 않았으며 두 물건이 섞여 사용되거나 일본에서 만들어진 중국풍의 제품

이 실제 중국에서 제작된 수입품과 함께 ‘漢’으로 통칭되기도 하였다.

240) 건축적으로 요시미츠의 키타야마덴 카이쇼와 요시노리의 무로마치덴 카이쇼에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으나 그 속에서 행해진 행사의 성격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평가된다. 특히 요시노리가 주관한 1437년의 무로마치도노 교코에서는 목계의 그림

이 많이 사용되었던 것이 주목된다. 五島美術館 編, 앞의 책, pp. 155-156 참조. 한

편 이전의 카이쇼와 보다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8대 쇼군 요시마사의 히가시야마

덴(東山殿)이다. 카이쇼가 3개로까지 확대된 요시노리보다 카이쇼가 더욱 중시되어 

총 8개의 카이쇼가 설치되었다고 한다. 斎藤秀俊, 「会所の成立とその建築的特色」, 

中村昌生 編, 『茶道聚錦』2: 茶の湯の成立(東京: 小学館, 1984), pp. 157-159.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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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아시카가 가문이 카이쇼와 카라모노를 통해 형성한 권력 표상의 

체계에서 <관음원학도>는 어떻게 사용되었을까? 이에 대해 가장 직접적인 기

록은 제8대 쇼군으로 카이쇼를 더욱 극대화시켰던 아시카가 요시마사의 치세

인 문정(文正) 원년, 즉 1466년 1월 25일의 기록을 통해 확인된다.241) 이 기록

은 작품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관음원학도>가 당시 쇼군이었던 

요시마사의 여덟 개 카이쇼 가운데 하나의 ‘본존’이었으며 모두들 이를 기이하

다고 감탄하였다고 적고 있다. 당시까지 확립되었던 카이쇼에서의 카라모노 사

용례를 고려할 때 <관음원학도>는 1382년 쇼코쿠지 상량식의 행사에서처럼 벽

의 중앙을 장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카마쿠라시대 이래로 일본에서 

‘본존’이라는 표현은 여러 개로 구성된 일련의 그림 중에서 가운데에 위치한 

그림을 지칭할 때 애용되었던 표현이다. 이러한 언어적 특성과 카이쇼라는 공

간이 지닌 기능을 고려할 때 여기서 ‘본존’이라는 말은 종교적 의미로서 존상

의 기능을 하였다기보다는 카이쇼를 장식한 여러 카라모노 중에서도 가장 가

운데에 위치해 있거나 중심적인 기능을 하였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카이쇼의 중앙에 위치한 <관음원학도>를 보고 모두가 ‘기이하다’고 하

였다는 표현도 주목할 만하다. 중국의 수묵화는 카마쿠라시대 후기부터 일본에 

전래되기 시작했으며, 특히 무로마치 막부는 14세기 후반부터 다양한 행사에서 

이를 권력 표상의 수단으로서 적극적으로 사용해 왔다. 즉 1466년은 앞서 살

펴본 요시미츠 시기의 카이쇼 장식에 카라모노가 사용되기 시작했던 15세기 

초반과는 달리 이미 카라모노가 어느 정도 익숙했던 시기로 추정된다. 그런 상

로마치도노에서의 카라모노에 대한 최근 연구로 原田正俊, 「室町殿の室礼・唐物と禅

宗」, 『日本仏敎合研究』9(2011), pp. 13-31.

241) “御會所本尊大觀音, 脇猿鶴. 人皆曰奇也.” 「蔭涼軒日録」, 佛書刊行會 編, 『大日

本佛敎全書』(東京: 佛書刊行會, 1912), pp. 591-592. 목계의 관음, 원, 학(또는 새)

와 관련된 기록은 이전에도 수없이 확인된다. 그러나 다이토쿠지에 전래되기 전까

지 목계의 <관음원학도>를 다룬 기록은 『어물어화목록』 이후로는 이 1466년 1월 

25의 기사를 수록한 이 『蔭涼軒日録』의 기사뿐이다. 田中, 앞의 논문, p. 29. 특

히 제3장 이하에 목계의 관음도로 원학 이외의 요소를 협시로 하는 여러 그림에 

대한 근세기 일본의 기록이 소개되었다. 한편 1437년에는 노아미가 쇼군의 실내장

식을 담당했는데 이를 토대로 Wu는 이러한 진열에 노아미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Wu, 앞의 논문,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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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서도 모두가 기이하다고 감탄했던 것은 원숭이와 학을 협시로 하는 <관음

원학도>의 독특한 구성, 다른 그림과 구별되는 압도적인 크기 때문일 것이

다.242) 이 시기까지 일본에서는 종교적 존상을 주존으로 두고 양 협시로 동물

을 기록한 작품이 다수 확인된다. 선행연구에서 목계의 그림과 관련해 제기했

던 이른바 ‘이종배합’의 전형적인 사례로 추정되는 이런 조합은 무로마치 시기 

일본에서 애호되었던 작품 진열 방식이다. 이미 『불일암공물목록』의 1362년 

11월 20일 기록에서 아시카가 요시아키라가 목계의 관음도와 나무 위의 새 그

림을 사찰 측에 요구하여 협시로 구성하고자 했던 것이 확인된다.243) <관음원

학도> 외에는 남송 후기 이전의 중국 그림 중에서 존상을 가운데에 위치시키

고 양 옆의 협시로 화조화류가 배치된 수묵화를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유

독 일본의 중국화 수용 방식이 이러한 형태로 발전하였다는 것은 많은 상상의 

여지를 남긴다. 화려한 카라모노로서 일본 주요 사찰의 개산들과 깊은 관련을 

지닌 것으로 추정되는 선승 화가가 독특한 구성으로 제작한 커다란 세 폭의 

그림은 일본인들에게 큰 인상을 주었을 것이다. 이로 인해 무로마치시대의 일

본인들은 카라모노를 수집할 때 이를 의식하여 본존과 화조·영모의 협시를 구

성하고자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주목되는 것은 아시카가 쇼군가의 수장을 거치며 일본에 전래

된 목계 그림의 구성이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는 점이다. 카마쿠라시대부터 

1408년까지의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목계의 그림은 총 29폭인데, 이 중 

242) ‘大’라는 표현에서 그 크기가 강조된 것으로 해석된다. 田中, 앞의 논문. 특히 이

는 『어물어화목록』에서 별도로 ‘大’ 항목을 두었으며 그 첫 번째 작품으로 목계

의 <관음원학도>를 언급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감상 태도라고 생각된다. 일본에 전

하는 목계의 그림 중 <관음원학도>는 월등히 큰 크기를 자랑하고 있으며 남송시대

에 제작된 다른 수묵화와 비교해도 두드러지는 규모이다. 이 논문, 표 7 참조.

243) 그림이 목계의 필치라는 언급은 새와 나무의 그림에서만 확인되나 후쿠이는 전

체 맥락을 볼 때 관음도 또한 목계의 그림이라고 분석하였다. 福井, 앞의 책(1999), 

pp. 481-483. ‘나무 위[樹頭]’라는 표현이 어떠한 의미인지 명료하지 않은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io, 앞의 논문(2015), p. 2-10 참조. 작품이 요시아키라의 주

도로 개별적으로 존재하던 낱폭을 조합시켜 삼폭대로 구성하였다는 주장으로는 

Wey, 앞의 논문 pp. 82-8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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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9폭에 이르는 ‘원도(猿圖)’이다. 다음으로 높

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6폭에 이르는 다양한 조류 관련 그림이다. 이러한 경

향은 원대까지 중국에 전하는 목계 그림에 대한 기록 및 선승들이 관심을 가

졌을 법한 허당지우와 목계와의 관련성에 잘 부합하는 자연스러운 수용 현황

이다. 이와 달리 도석인물화에 해당하는 관음은 2폭, 달마는 1폭, 삼소사수는 2

폭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후 무로마치시대를 거치며 대대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데, 총 104점에 달하는 기록 가운데 갑자기 도석인물화가 32점으로 폭증해 전

체의 1/3을 점하게 된 것이다. <관음원학도>와 같은 구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운데 존상으로 배치할 수 있는 목계의 도석인물화가 보다 많이 필요했을 것

이며, 이러한 요구에 따라 목계의 그림에 대한 기록이 급속도로 확장되는 변화

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244)

  무로마치시대 일본인들의 이러한 구성 욕구는 실제 사료를 통해서도 입증된

다. <관음원학도>에 대한 감탄이 지속되고 있는 『음량헌일록』의 장향(長享) 

2, 즉 1488년 5월 8일의 기사는 목계의 수묵 관음상에 협시로 사용할 네 폭의 

그림을 중국에서 구했던 것이다. 또한 목계의 새 그림 두 폭을 협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본존이 될 만한 그림을 수입하려는 기록도 확인된다.245) 이러한 수

입 행위가 어떠한 결과를 이룩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 바로 『어물어

화목록』의 기록이다(도 55).246) 여기에는 총 35종의 목계 그림이 언급되어 있

는데 이 중 27종이 모두 본존과 협시로 구성된 ‘연폭대(連幅對)’이며 본존, 즉 

244) 그림의 통계는 谷의 분석을 참조하였다. 谷, 앞의 논문(1935), 표 1, 2 참조.

245) “心月西堂, 相阿, 狩野大炊助齊之 (…) 茶了, 大唐御誂者之事相議, 金襴畵樣, 五色

皆桐紋, 獅子之紋亦有之, 牧溪墨觀音, 此脇四幅見求之, 月溪官女畵二幅之本尊見究之, 

牧溪赤雞白雞二幅之本尊見求之, 時正宗和尙末了, 西堂爲昨日之禮謝來, 皆一見此畵 

(…) 正宗持以東坡墨竹一幅.” 審美書院 編, 『東洋美術大觀』3(審美書院, 1909), p. 

215에서 재인용. 

246) 『御物御絵目録』, 藤田経世 編, 『校刊美術史料続篇』第二卷(東京: 校刊美術史

料). 히가시야마 어물(東山御物)을 노아미(能阿彌, 1397-1471)가 기록하기 시작해 

게아미(藝阿彌, 1431-1485)를 거쳐 소아미(相阿彌, ?-1525) 때 완성된 『어물어화

목록』에서는 무준사범과 목계가 나란히 최고의 품계(上 또는 上上)에 기록되었다

(도 55).



143

중앙에는 도석인물화가 자리하고 있다. 특히 이 27종 가운데 과반수를 차지하

는 19종의 협시는 <관음원학도>와 마찬가지로 화조·영모류에 속한다.247) 즉 무

로마치 초기부터 쇼군가에는 카라모노로서 수묵화를 수입할 때 도석인물화를 

중앙에, 양 협시로 화조·영모화를 배치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가 지속적으로 존

재했으며, 이는 <관음원학도>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

나 본래부터 하나의 작품으로서 치밀하게 구성된 <관음원학도>와 달리, 그 구

성 요소의 배치만을 취해 인위적으로 조합한 ‘이종배합’의 구성은 화격(畵格) 

면에서 큰 차이를 지녔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회화적 구도에 있어 현격한 

수준의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15세기 후반에도 일본인들은 여

전히 카이쇼를 장식한 <관음원학도>를 보며 감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248)

  즉 여기에서의 감탄은 요시미츠의 치세기에 카이쇼의 기획을 통해 새로운 

의미가 부여된 카라모노에 대한 감탄을 기반으로 하되, 그 위에 새로운 층위가 

부여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관음원학도>를 계기로 아시카가 쇼군가는 도석인

물의 본존에 화조·영모의 협시로 구성된 카라모노의 조합을 추구하였다. 특히 

선림에서도 이름이 높았던 덕분에 바사라 이상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동시

에 아시카가가 후원한 각종 사찰과 관련된 행사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서 목계의 그림이 전면적으로 부각되었다. 이렇게 수집된 목계 전칭의 작품들

은 아시카가의 카이쇼를 화려하게 장식하며 참석자들을 압도하거나 사용을 마

친 후 텐노에게 기증되며, 카마쿠라 및 쿄토 고잔(五山)의 선종화, 아시카가 소

247) 五島美術館 編, 앞의 책, pp. 154-155에 기재된 판본을 기준으로 삼았다. 한편 

여기에 나타나는 그림들을 모두 개별적으로 보아 폭수로 계산한 선행연구도 있는데 

谷는 기록이 불분명한 경우도 있어 폭수로 계산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았으며 필자

도 이를 따랐다. Wey의 경우 폭수로 계산해 전체 279점 중 103점이 목계의 그림

이라고 분석하였다. Wey, 앞의 논문, pp. 114-115.

248) 동시에 일본에서 일찍부터 이러한 행위가 촉발되었기 때문에 에도시기가 되기 

전 이미 일본 내에서 <관음원학도>도 본래 한 쌍으로 제작된 그림이 아니라 일본

에서 중국화를 수입하는 오랜 관행처럼 별도로 수입되어 일본 내에서 조합된 것이

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다이토쿠지에서 목계의 다른 영모화인 

<용호도>를 소장하게 된 이후 이를 모두 결합시켜 <관음원학용호도>의 한 쌍으로 

기록하거나 <관음용호도>로 기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본 특유의 인식으로 인해 

근대기에 들어서는 田中 등을 통해 ‘이종배합설’이 주장되기도 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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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카라모노, 바사라의 재화라는 여러 가지 의미가 복합적으로 부여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문화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드높아진 카라모노, 특히 목계

의 그림 중에서도 규모와 구성의 양 측면에서 가장 수준이 높았던 <관음원학

도>는 더욱 값진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이다.

  한편 <관음원학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아니나, 이 시기 일본에서 목

계의 인식이 특히 선림 내에서 아시카가 가문과의 관계 속에 어떻게 변화하는

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록이 즈이케이 슈호(瑞溪周鳳, 1392-1473)의 기록에

서 확인된다. 쇼코쿠지에서 활동한 쿄토 오산문학계의 중요한 선승이었던 즈이

케이 슈호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각저집(刻楮集, 1469년경)』을 통해 모

쿠안을 중심으로 목계와 육통사의 관련성에 대한 근세 일본의 중요한 인식을 

전달한 인물이다. 즈이케이 슈호 자신의 일기인 『와운일건록(臥雲日件錄, 

1446-1473)』 중 1466년 5월 7일의 기록은 헤이안시대의 귀족인 스가와라노 

미치자네(菅原道真, 845-903), 즉 키타노 텐진(北野天神)과 목계, 무준사범을 

연결시키고 있어 주목된다.

  이 날 토지인(等持院)의 승려였던 바이오쿠(梅室, 15세기 중반 활동)는 즈이

케이 슈호를 찾아와 목계의 그림 한 점에 대해 질문한다. 바이오쿠는 무로마치 

전기의 슈고다이묘(守護大名)였던 오우치 모리하루(大内盛見, 1377-1431)로부

터 목계가 그리고 무준사범이 찬을 남겼다는 키타노 텐진의 초상화를 바이오

쿠에게 보여준다. 이는 진귀한 그림이기 때문에 모리하루는 아시카가 요시모치

(足利義持, 쇼군 재직 1394-1423)에게 이를 진상하고자 하였다는 것이다. 이야

기를 들은 즈이케이 슈호는 텐진이 무준사범을 만났다는 사실은 믿기 어려우

나, 무준사범이 텐진을 목계에게 그리게 하여 제시로 남겼던 것은 사실로 보인

다고 평하였다. 이후 즈이케이 슈호와 바이오쿠는 일본의 여러 승려들을 통해 

이것이 사실인지를 분명히 하고자 했으나 정확한 전거를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는 내용으로 기사를 마치고 있다.249)

  같은 쇼코쿠지에서 작성된 기록인 『음량헌일록』에서도 지속적으로 목계의 

그림에 대한 관심이 확인된다. 1436년부터 1492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목계와 

관련된 기사가 총 27건이나 나타나, 같은 시기 쿄토의 사찰에서 작성된 일기 

249) Wey, 앞의 논문, pp. 98-100에서 재인용.



145

가운데 목계에 대해 가장 큰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250) 쇼코쿠지는 아시카가 

요시미츠가 창건한 사찰로서 쇼군가와 지속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이러한 영향 관계가 분명 목계 그림에 대한 관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쇼코쿠지의 상량식에서부터 목계의 그림이 사용되었던 

것이다. 동시에 이들은 승려로서 아시카가 쇼군가와는 다소 차별화된 관심을 

드러내기도 한다. 카이쇼를 중심으로 목계의 그림을 사용할 때 강조되었던 의

미를 고려하면 아시카가 쇼군에게는 목계가 중국의 어떠한 조사와 관련되는지

가 큰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반면 선림에서는 허당지우, 나아가 엔니벤엔을 

비롯한 일본의 주요 임제종 승려들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무준사범으로까

지 목계를 연결시키는 작업이 매우 중요했을 것이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1380년대까지는 이러한 작업이 아직 체계적으로 이

루어지지 못하였다. 1382년 일본에서 작성된 <불조정전파도>에서 목계를 무준

사범의 제자로 언급하면서도 1세기 후인 1485년에 아시카가 요시마사는 목계

가 무준의 제자인 무가쿠 소겐(無学祖元, 1226-1286)의 제자인지를 묻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쇼코쿠지의 주지는 목계와 무가쿠 소겐이 법권(法

眷) 관계, 즉 함께 무준사범에게서 수학한 사이라고 명확히 답을 내린다. 1466

년까지 명확히 확인되지 못했던 내용이 오히려 보다 후대인 1485년에는 정설

로 소개된 것이다.251) 특히 이때의 대화는 목계와 무준사범의 관계를 직접 정

의하지 않고 무가쿠 소겐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드러냈던 반면, 2년 후의 

기사에서는 무가쿠 소겐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무준사범의 제자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상공께서 묻기를) “양 옆의 원숭이 그림에 목계의 이름이 적혀 있는가, 

250) 기사의 자세한 내용은 Wey, pp. 100-109에 소개되어 있다.

251) 이 사이에 작성된 또 다른 기록으로는 1444년의 서문이 있는 토로쿠 하노(東麓

破衲, 15세기 중반 활동)의 『하학집(下學集)』의 수기본(東京大藏)이 확인된다. 무

로마치시대의 국어사전인 이 책의 인명(人名) 부분에서 목계를 무준사범의 제자로 

적었다. Osvald Sirén, Chinese Painting: Leading Masters and Principles 2 

(New York: Hacker Art Books, 1957), p. 138에서는 이 책이 중국책

(Hsia-hsüeh-chi)이라고 소개되어 있다. Wey, p. 116, n 3, Appendix B-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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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혀 있지 않은가?” 답해 말하였다. “그림에 그의 이름이 있습니다.” 또 

(상공께서) 물어 말하셨다. “목계라는 자는 불광과 (관계가) 어찌 되는

가?” 답해 말하였다. “불광의 법권이고 무준의 제자입니다.”252) 

  이렇게 목계가 무준사범의 제자라는 내용이 일본에서 정설화 되게 된 데에

는 아시카가 가문과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 목계에 큰 관심을 가졌던 쇼코쿠지 

사찰 내부의 전설과도 같은 일화가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다. 무로마치 시기 

쇼코쿠지에서 나타나는 목계에 대한 관심은, 똑같이 무준사범의 제자였던 엔니 

벤엔이 창건한 토호쿠지(東福寺)의 기록에서는 두드러지지 않는다.253) 함께 무

준사범의 법맥을 계승한 쿄토의 두 사찰이 동일한 작가에 대해 전혀 다른 관

심을 보여준다는 것은 목계와 무준사범의 관계가 무로마치시대 일본에서 특히 

아시카가 쇼군가의 카라모노 취향이라는 맥락 속에 탄생하였다는 점을 말해준

다. 쇼군가가 <관음원학도>에 영감을 받은 구성을 재생산하며 카이쇼에서 목계

화를 장식적으로 사용하여 새로운 지배자로서 스스로를 부상시키고자 하였다면 

쇼코쿠지와 같은 사찰에서는 쇼군가의 영향을 받아 관심을 가지게 된 화가를 

선종의 법맥과 관련된 맥락에서 특별한 위치로 부상시켰던 것이다. 즉 카마쿠

라 말기에 카마쿠라 지방의 선종 사찰을 중심으로 종교적 관심에서 유입되었

던 목계의 그림은 아시카가 쇼군가를 거치며 카라모노로서의 의미가 강화되었

으며 이러한 인식은 선승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쳤다.

252) “(…)脇猿有牧溪名否. 答曰, 於畵中有其名. 又問曰, 牧溪者與佛光如何? 答曰, 佛光

之法眷也, 無準之少師也.” 소사(小師)는 승려의 가르침을 받은 지 10년이 아직 되지 

못한 자를 일컫는 경우가 보다 많다. 그러나 제자라는 뜻도 분명 있는데 여기서는 

문맥상 후자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 대화에서 질문에 대답하는 인물은 아시카가

가 그림을 보도록 명했던 로쿠온인(鹿苑院)의 승려 이묘 즈이치(惟明瑞智, 15세기 

활동)와 후기 일본의 오산문학을 대표하는 선승이자 요시마사의 예술고문이었던 오

센 케산(橫川景三, 1429-1493)이다. 1487년 1월 19일 기사.

253) Wey, 앞의 논문, pp. 100-102. 다만 1484년 10월 27일 목계가 그린 그림으로 

무준사범이 자찬을 남긴 무준사범의 반신상에 대한 기록이 나타난다. “眞秘牧溪所

畵佛鑑自讚半身小畵像, 精妙驚人.” 키코 다이슈쿠(李弘大叔, 1421-1487), 『서헌일록

(庶軒日録, 1484-1486)』; Wey, 앞의 논문, p. 110, Appendix B-7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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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다이토쿠지(大德寺)의 제의적(祭儀的) 수용

  <관음원학도>에 대한 기록이 보다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은 다이

토쿠지에 전래된 이후의 일이다. 정확한 경위는 불분명하나, <관음원학도>를 

비롯한 이른바 ‘히가시야마 고모츠(東山御物)’는 아시카가 요시마사의 시기를 

거치며 쇼군가가 몰락하는 과정에서 유출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254) 이후 다

이토쿠지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알려주는 것은 선승 역사가 무차쿠 도추(無著

道忠, 1653-1744)의 『정법산지(正法山誌)』, 다이토쿠지에서 <관음원학도>를 

보관하는 상자에 부착된 기록이다.255)

  먼저 『정법산지』에 의하면, 목계의 <관음원학도>는 히가시야마에서 유출되

어 16세기 중반 스루가(駿河, 오늘날의 시즈오카(静岡県) 지방)의 슈고다이묘였

던 이마가와 요시모토(今川義元, 1519-1560)의 소장품이 되었다. 이후 요시모

토의 패전과 함께 이마가와 가문이 몰락하자, 그의 가신이었던 승려 타이겐 셋

사이(太原雪齋, 1496-1555)를 통해 이마가와 가문의 금은제보가 당시 최대 규

모의 선종 사원이었던 묘신지(妙心寺)와 다이토쿠지로 들어가게 된 것이다.256) 

당시 타이겐은 <관음원학도>와 동화(銅貨)　50칸몬(貫文)을 기증하며, 묘신지가 

먼저 둘 가운데 더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라고 하였다. 당시 묘신지에는 절의 

254) 島尾, 앞의 논문(2006), p. 144.

255) 福井, 앞의 책(1999), pp. 475-476.

256) 『정법산지』의 원문에서 이마가와와 관련된 내용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이

와 관련해 후쿠이 리키치로가 주목한 것이 다이토쿠지에서 작품을 보관하고 있는 

상자에 적힌 기록이다. 외재는 노아미의 해서(楷書)로 필적 감정이 이루어진 반면 

상자 표면의 묵서는 보다 시대가 내려와 에도시대 중기에 작성된 것으로 평가되는

데 여기에는 기증자인 타이겐이 묘신지 승려가 아니라 스루가의 린자이지(臨済寺)

로 나타난다. 린자이지는 이마가와 요시모토가 전사한 후 타이겐이 그를 매장한 것

으로 전해지는 사찰이다. 즉 타이겐이 묘신지에 머물기 전 이마가와의 가신으로서 

스루가에서 활동했던 맥락에서 작품의 기증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또한 이 외재

에는 작품의 기증이 1567년 1월 25일에 이루어졌다고 적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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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山門]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세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후자를 선택했

다. 이후 다이토쿠지에는 목계의 그림이 기증되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다.257)

  이 기록은 <관음원학도>가 전래되던 과정을 기록하는 동시에 당시 <관음원

학도>가 어느 정도의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었는지를 추측할 수 있게 해 주

는 사료로서 주목된다. 묘신지와 다이토쿠지에 대해 금전과 그림의 두 가지 선

택권이 주어진 상황은 <관음원학도>가 묘신지에 기증된 금전과 맞먹는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었던 것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16세기 중반의 화폐로서 칸몬

(貫文)의 가치를 정확히 말하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묘신지의 기록에 의하면 쿄

토에서 최대 규모에 이르는 선원의 산문을 세울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비용

과 맞먹는다고 할 수 있다. 무로마치시대를 거치며 아시카가 가문의 적극적인 

목계화 수장활동이나 카이쇼에서의 사용을 통해 목계 그림의 금전적 가치는 

실로 어마어마한 수준으로까지 치솟았던 것이다.

  중세 일본에서는 토지의 수확량을 화폐단위로 하는 칸다카세(貫高制)를 실시

해 왔다. 칸다카세는 토지에 대한 과세액을 칸몬으로 환산하는 제도이기 때문

에 화폐의 가치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258) 그러나 타이겐의 사망시

기인 1555년부터 요시모토의 사망시기인 156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 50칸

몬이 가지는 일반적인 경제적 가치는 다음 사료에서 나타나는 일본의 물가를 

257) 無著道忠, 『妙心寺誌』(京都: 妙心寺塔頭東林院, 1935). 그런데 이 기록이 정확

한 사실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기록상으로는 이마가와보다 오

히려 타이겐이 먼저 사망했으며 외재에 기증 시점으로 언급된 1567년은 이미 이들

이 죽은 지 몇 년이 지난 시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후쿠이는 여기에 특별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 반면 Wey는 연대가 논리적으로 불일치한다는 점을 지적하면

서도 전체적인 내용은 신빙성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Lippit은 이 기록이 다이토쿠지

에서 작품을 입수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이해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하여 

기록에 대한 의구심을 암시하였다. 향후 이 기록의 신빙성에 대해 이마가와와 타이

겐에 대한 기록을 통한 보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후쿠이에 다르면 다이

토쿠지에서는 묘신지가 먼저 선택권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기록이 전한다고 한다. 

258) 중세의 일본, 특히 이 시기 쿄토와 나라 지방의 물가에 대해서는 村上直․高橋正

彦 編, 『日本史資料総覧』(東京: 東京書籍,　1986）, pp. 141-147; 京大日本史辞典

編纂会 編, 『新編日本史辞典』(東京: 東京創元社, 1990), pp. 1202-12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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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추측해 볼 수 있다.259)

259) 자료는 国立歴史民俗博物館에서 제공한 「古代・中世都市生活史(物価)データベー

ス」를 기초로 하였다. 칸다카세의 특징을 고려할 때 기증 전 <관음원학도>가 소장

되었던 스루가는 오늘날의 시즈오카 지역이고 작품이 기증되었던 다이토쿠지는 쿄

토에 위치해 있었으므로 표에 나타난 기록들은 모두 작품의 사회적 가치를 추측하

는 데 상당히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각 기록의 출전은 번호 순으로 아래와 

같다. 北条家朱印状/松田文書/神奈川県史　古代・中世3下　6982号; 山城国上野荘年貢算

用状/教王護国寺文書2663/教王護国寺文書巻10; 北条家朱印状/宮本文書/神奈川県史　
古代・中世3下　7068号; 北条家朱印状/相州文書/神奈川県史　古代・中世3下　7136号; 北

条家朱印状/相州文書/神奈川県史　古代・中世3下　7136号; 北条家朱印状/相州文書/神奈

川県史　 古代・中世3下　 7136号; 北条家朱印状/相州文書/神奈川県史　 古代・中世3下　
7136号; 北条家朱印状/相州文書/神奈川県史　古代・中世3下　7136号; 北条家朱印状/相

州文書/神奈川県史　古代・中世3下　 7136号; 北条家朱印状/相州文書/神奈川県史　古代・

中世3下　7136号; 北条家朱印状/相州文書/神奈川県史　古代・中世3下　7136号; 北条家

朱印状/相州文書/神奈川県史　 古代・中世3下　 7136号. 한편 Wu는 이 금액은 ‘24 

koku-rice’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는데 필자가 확인한 『정법산지』에서는 이 

내용이 없었다. Wu, 앞의 논문, p. 30, n 10.

260) 이 기록에 언급된 품삯[作料]은 공적인 업무에 관한 것으로 30일은 기본 고용에 

날  짜 품명 ․ 수량 값(文) 지역
<관음원학도>의 

추정 가치

1 1555.3.13. 1일치 품삯260) 50 伊豆松崎261) 1,000일치 품삯

2 1557.4.11.
쌀 5석(石) 

6승(升)9합(合)
1,584 山城国京都262) 쌀 16,001승263)

3 1588.2.27. 모피 1매 400 伊豆長岡264) 모피 125매

4 1560.2.23.

40cm 크기의 

방어(いなだ) 

1마리

5 相模国府津265)
40cm 방어 

10,000마리

5 1560.2.23.
10cm 크기의 

방어(わかなご)
2 相模国府津

10cm 방어 

25,000마리

6 1560.2.23. 정어리(鰯) 2마리 1 相模国府津
정어리 

100,000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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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계의 그림이 16세기 중·후반 지니고 있던 재화로서의 가치는 매매 기록을 

통해서도 추정해 볼 수 있다. 특히 야마노우에 소지(山上宗二, 1544-1590)가 

작성한 『다기명물집(茶器名物集, 1588)』을 보면, 목계의 그림이 대축은 천관, 

소축은 오백관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267) 이 기록에 주목했던 킨바라는 여기

해당하며 초과 근무일수에 대해 매일 50文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261) 오늘날 시즈오카현 카모군 마츠자키초(静岡県賀茂郡松崎町)에 해당한다.

262) 야마시로노쿠니(山城国)는 오늘날 쿄토부 남부에 해당한다. 이 기록에서 쌀을 매

입한 주체는 토지(東寺)이다.

263) 쌀의 단위 또한 시대와 지역에 따라 구체적인 수량에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생

각되는데 토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1537-1598)의 전답 측량 및 수확량 조사 사

업이었던 태합검지(太閤検地, 1582-1598) 이후 확립된 단위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한 되(升)가 약 2kg로 추정된다. 이에 따르면 <관음원학도>는 약 32톤의 쌀과 같은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264) 오늘날 시즈오카현 이즈(静岡県伊豆) 북부에 해당한다.

265) 오늘날 카나가와현 오다와라시(神奈川県小田原市) 동부에 해당한다.

266) 동일한 도미에 대한 기록임에도 8부터 10사이에 나타나는 가치는 분명히 다르나 

정확히 어떠한 점에 기반한 차이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267) 山上宗二, 『山上宗二記』, 千宗室 編, 『茶道古典全集』第六卷(京都: 淡交社, 

7 1560.2.23.
건가다랑어 

(鰹生干) 1마리
12 相模国府津

건가다랑어

약 4,167마리

8 1560.2.23. 도미(鯛) 1마리 15 相模国府津
도미 

약 3,333마리

9 1560.2.23. 도미 1마리 30 相模国府津
도미 

약 1,667마리

10 1560.2.23. 도미 1마리266) 10 相模国府津
도미 

약 5,000마리

11 1560.2.23.
전복(鮑) 

1공기(盃)
3 相模国府津

전복 약 

16,667공기

12 1560.2.23.
전갱이(大鰺) 

1마리
2 相模国府津

큰 전갱이 

25,000마리

표 6 16세기 중반 <관음원학도>의 상대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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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말하는 대축이 현전하는 목계 전칭의 소상팔경도 정도 크기의 작품일 것으

로 추정했으며, 구체적으로는 1척 9분의 높이(약 33cm)에 4척 4촌(약 133cm)

에서 7, 8촌(약 145cm) 사이의 너비에 해당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동시에 소

축은 세로 9촌 8분(약 30cm), 가로는 3척 1촌(약 94cm) 내외로 정의하였다. 

이를 1589년의 쌀 가치와 비교한 후, 킨바라 활동 당시인 1930년 일본의 화폐 

단위로 환산하면, 목계 그림은 대축이 23,100엔, 소축이 11,500엔에 해당한

다.268) 한편 마츠다이라 하루사토(松平治郷, 1751-1818)가 남긴 기록(名器御買

ひ上に相成候價覺控)에 의하면 킨바라가 대축으로 분석한 소상팔경도 가운데 

하나인 <원포귀범(遠浦歸帆)>을 마츠다이라 하루사토가 향화(享和, 1801-1804) 

연간에 타누마시(田沼) 가문으로부터 550량(兩)에 매입하였다. 이를 『다기명물

집』의 기록과 같이 1930년대 일본의 화폐 단위로 환산하면 27,500엔에 해당

한다.269) 이에 대해 킨바라는 아시카가 막부의 1589년과 토쿠가와 막부의 

1800년이라는 약 2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목계화의 화폐가치에는 큰 변동이 

없었다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대축의 기준을 소상팔경도로 삼았기 때문에 킨바

라의 계산은 흥미로운 시도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 목계의 작품으로 전해지며 <관음원학도>를 비롯해 화폭의 크기가 가

장 큰 것으로 대축이라 할 만한 작품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270)

1977), pp. 49-130.

268) 金原, 앞의 책, p. 15.

269) 마츠다이라 하루사토는 호인 ‘후마이(不昧)’로 표기되는 경우도 많으나 이 논문에

서는 가급적 본명인 하루사토로 표기한다. 여기서 언급된 <원포귀범>은 1969년까지

는 日野原宣子가 소장했던 것을 현재는 쿄토국립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다. ‘도유’ 주

문방인(朱文方印)이 찍혀있으며 32x103cm의 크기이다. 戸田 編, 앞의 책, p. 159; 

五島美術館 編, 앞의 책, p. 36. 

270) 작품 크기는 五島美術館 編, 위의 책을 참조했으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하였다. 표의 일련번호는 이 책자에서 해당 작품의 도판번호를 의미한다.

작품명 소장처 크기

1 <관음원학도> 쿄토 다이토쿠지 170×99cm

2 <나한도> 토쿄 세이카도분코 106×54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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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작품들보다 다음으로 커다란 작품들이 세로 90 내지 100cm, 가로 30 내

지 40cm에 이르는 것이며, 가로와 세로를 바꾼다면 <소상팔경도>는 위 표에 

나타난 그림들과 비교할 때 대축으로 보기 어렵다. 특히 이 정도 크기는 각종 

도석인물화와 팔가조도, 유연도. 원후도 등 수많은 작품에서 확인된다. 무로마

치시대의 기록에서도 <관음원학도>와 <소상팔경도>를 모두 기록하고 있는 

『어물어화목록』을 살펴보면, <관음원학도>는 ‘大’에 속하는 반면, <소상팔경

도>는 이와 별도로 작성된 ‘紙橫’의 항목에서 확인된다. 야마노우에 소지가 언

급한 ‘대축’의 개념을 이처럼 다시 정의한다면, 16세기 말에는 대축을 구입할 

수 있던 대금을 가지고 19세기 초에는 소축을 구입하기에도 금액이 다소 부족

할 정도로 목계 그림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271)

  16세기 중반 이래로 이와 같이 목계 그림의 경제적 가치가 증가하는 과정에

는 여러 가지 요소가 영향을 끼쳤을 것이나, 그 중에서도 <관음원학도>는 에도

시대 내내 대중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목계의 그림이자, 다이토쿠지를 대표

하는 명물로서 큰 인기를 누렸다.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에서 특히 주목받았던 

것은 다이토쿠지의 연례행사였던 ‘바쿠료(曝凉; 포쇄)’이다(도 21).272) 늦어도 

16세기 중반부터 사찰 내의 세칙이 마련될 정도로 행사로서의 체계가 자리를 

271) 이후 20세기 초반 근대기의 목계 가격에 대한 기록은 미술품입찰목록을 통해 확

인 가능하다. 荏開津通彦 編, 「牧谿作品主要揭載図書一覧, 위의 책, pp. 144-149 

참조. 이보다 이른 시기의 기록 중 『음량헌일록』 明應 1(1492)년 12월 5일 기사

로 치절도충의 찬이 있는 率翁의 포대도와 찬이 없는 협시로 목계의 猿猴의 작은 

그림 삼폭대를 게아미와 거래하려다 구매하지 않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그

림 가격이 ‘萬疋’이라고 적혀있다. 원문은 Wey, 앞의 논문, p. 109; Appendix 

B-72.

272) 바쿠료에 관한 선행연구로 Levine, 앞의 책(2005) 참조.

10 <풍간․한산․습득도> 토쿄 이데미츠미술관 139×93cm

37 <원후도> 개인 소장 140×68cm

41 <용호도> 쿄토 다이토쿠지 148×94cm

42 <용호도> 쿄토 다이토쿠지 178×94cm

표 7 현전하는 목계 작품 중 ‘대축’으로 볼 수 있는 작품의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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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고 있었던 이 행사에서는 다이토쿠지에 소장되어 있는 여러 고서화와 기물

들이 한데 진열되었다. 골동품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던 바쿠료는 에도시대 후기의 여러 출판물을 통해 소개되었다. 특히 <관

음원학도>가 <용호도>, 때로는 <율시도>와 <부용도>까지 함께 결합되어 다이토

쿠지가 자랑하는 목계의 그림으로 크게 부각되었다. 한때 아시카가 가문이 소

장했으며 이제는 쿄토의 이름난 사찰의 특별한 행사에서만 볼 수 있는 ‘명물

(名物, 메이부츠)’로서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

스럽게 선문 밖을 떠돌던 목계의 이름이 붙은 여러 수묵화에 더욱 높은 가치

가 부여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바쿠료는 분명 다이토쿠지의 주요 행사로서 수세기에 걸쳐 전국적 명망을 

누리고 있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사건이며 이러한 점에 주목한 선행연구를 

통해 <관음원학도>가 다이토쿠지에서 사용된 사례로서 소개되어 왔다. 그런데 

다이토쿠지에서 <관음원학도>를 이처럼 행사화로서만 사용한 것은 아니다. 사

찰 연례행사에 대한 기록과 소장품 목록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다이토쿠지의 

승려들이 <관음원학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사용했는지 추측할 수 있는 단서들

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는 바쿠료처럼 명료하게 드러나거나 널리 알려진 내

용은 아니었다. 그러나 소장처인 다이토쿠지가 어떠한 맥락에서 <관음원학도>

를 수용했는지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사료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먼저 살펴볼 기록은 『용보산대덕사지(龍寶山大德寺誌)』이

다.273) 간기에 따르면 이 책은 보영(寶永, 1704-1711) 연간에 다이토쿠지의 선

사인 다이신 기토쿠(大心義總, 1657-1730)가 개산(開山) 이래로 400여 년 간 

사찰 내부에서 가장 중시되었던 일을 건(乾)․곤(坤)의 책자 두 권으로 정리한 

것이다. 먼저 건권의 「대덕사사기록(大德寺四記錄)」 편에는 사찰을 창건한 핵

273) 현재 일본에서 이 『용보산대덕사지』는 두 종류가 확인된다. 먼저 1969년 다이

토쿠지에서 1712년의 사본을 바탕으로 소량 제작한 영인본이 있으며 필자는 이를 

쿄토부립 쿄토학역채관(京都府立京都学歴彩館)에서 확인하였다. 한편 토쿄대 사료편

찬소(史料編纂所)에서 소장하고 있는 『용보산대덕사지』에는 이러한 영인 관련 사

항이 나타나지 않으며 책갑(冊匣)의 색상 등이 다소 차이를 보이나 내용과 구성은 

동일하다. 이 논문에서 인용하거나 번역의 저본으로 삼은 것은 토쿄대 사료편찬소 

소장본이다.



154

심인물, 즉 대등국사(大燈國師) 슈호 묘초(宗峰妙超, 1283-1338)와 고다이고 

텐노(後醍醐天皇, 재위 1318-1339)의 묵적의 목록과 그 내용이 필사되어 있다. 

특히 「집물지사(什物之寫)」 부분에서는 두 사람의 개기(開基)가 남긴 묵적과 

그 내용 외에 그림과 관련해서는 ‘삼조(三祖)’, 즉 슈호 묘초의 스승이었던 난

포 쇼묘(南浦紹明, 1235-1309), 난포 쇼모의 스승 허당지우, 다시 그 허당지우

의 스승이었던 운암보암(運庵普巖, ?-1222)의 세 승려 자찬(自讚)이 적힌 초상

화(法像) 삼폭대(三幅對)가 나타난다.274) 이후 「제묵보목록(諸墨寶目錄)」의 항

목에는 총 12종의 작품이 다음 순서로 나타난다.

後醍醐天皇宸翰和漢朗詠集 貳冊; 大燈國師自筆傳燈錄 拾五冊; 大燈國師

筆菩提講敷地証文; 大燈國師書狀; 虛堂和尙墨跡; 虛堂和尙書翰; 天正二

十奉八月勘例; 五百羅漢百幅 禪月大師筆; 十六羅漢十六幅 明兆筆; 十王

像十幅 陸信忠筆; 觀音龍虎猿鶴五幅對 牧溪和尙筆; 右此外佛眼開禪師自

讚等畵軸亦有數多也.275)

  목계의 그림은 개기 및 삼조의 승려가 남긴 묵적, 여러 그림이 언급된 후, 

가장 마지막에 나타난다. 특히 목계 그림 앞에 언급된 작품들은 모두 그림에서 

불교 존상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해, 열 폭 이상의 여러 화면에 모두 불교 존

상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목계의 그림과 성격을 다소 달리 한다. 이는 근대기 

이후 이른바 ‘선종화’를 논의하는 선종 미술사 연구에서 ‘전통적인 불화’로 평

274) 운암보암 아래는 모두 송원숭악(松源崇嶽, 1139-1290)의 뒤를 이은 송원파로 무

준사범이 속한 파암조선(破庵祖先, 1136-1211)의 계보와는 밀암함걸(密庵咸傑, 

1118-1186) 아래 세대에서부터 분리된 것이다. 즉 밀암 문하의 삼걸 중 송원과 파

암이 있었으며 이들의 제자로서 송원-운암-허당-난포-종봉과 다이토쿠지의 계보가 

내려오고, 파암-무준에서 엔이벤엔과 토호쿠지, 을암보녕과 겐초지, 무가쿠 소겐과 

엔가쿠지의 계보가 내려오는 것이다. 伊吹敦, 『禅の歴史』(京都: 法藏館, 2006), p. 

112; 神田喜一郎, 『書道全集』5: 宋代禅僧の墨跡(東京: 平凡社, 1967), pp. 19-24; 

鈴木洋保・弓野隆之・菅野智明, 『中国書人名鑑』(東京: 二玄社, 2007), pp. 110-113.

275) 大心義總, 『龍寶山大徳寺誌』(京都: 龍寶山大徳寺, 1969), p. 24. 이 기록은 寶永 

3(1706)년에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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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왔던 그림에 가깝다. 적어도 18세기 초반까지 다이토쿠지 내에서는 그간 

선화 미술사 연구에서 강조했던 것과 같은 ‘선종화’에 대한 지향성이 두드러지

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목계의 그림은 분명 사찰의 중요 소장품으로서 

『용보산대덕산지』의 묵보로 소개될 만큼의 가치를 지닌 것은 분명하나, 그 

중 사찰에서 가장 주목하는 작품은 아니었다. 무엇보다도 다이신 키토쿠는 목

계의 그림을 <관음원학도>가 아니라 ‘관음용호원학’이라는 오폭대(五幅對)의 그

림으로 언급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276) <관음원학도>를 <용호도>와 결합시켜 

오폭대로 언급한 가장 이른 기록으로서 주로 마츠다이라 하루사토의 『고금명

물류취(古今名物類聚[코콘메이부츠루이주], 1787)』가 소개되었다. 목계의 그림

을 이렇게 합쳐서 이해하는 것이 바쿠료의 진열방식과 관련되었다고 생각되는

데, 그 진열의 주체였던 다이토쿠지 스스로가 <관음원학도>를 <용호도>와 구별

되는 별개의 그림으로 여기지 못했던 것이다.277)

  이러한 인식은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무로마치시대를 거치며 일본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특유의 목계화 수집 과정 속에 형성된 것이다. 카라모노

로서 카이쇼를 화려하게 장식했던 연폭대의 수묵화, 특히 목계의 그림은 도석

인물화의 성격을 지닌 중앙의 본존과 그 옆을 장식하는 협시로 구성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였다. 목계의 본존에 맞는 협시를 추가

적으로 수입하거나 목계의 그림이 협시가 될 만한 본존을 찾는 과정에서 연폭

대의 협시가 네 폭, 심지어 여덟 폭으로까지 확장되기에 이르렀다. 즉 일본의 

선림에서는 목계를 무준사범의 제자이자 서호 주변의 고매한 선승이라고 기록

하면서도 그가 남긴 그림이 본래 어떠한 의미를 가졌는지, 또는 이를 통해 어

276) ＜용호도>가 다이토쿠지에 어떻게 전래되었으며 그 이전의 기록 중 다이토쿠지

와 관련된 것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선행연구에서

는 주로 <용호도>에 남아있는 찬문의 의미와 관서의 진위 여부 등이 논의되었다. 

「図版要項　牧渓筆龍虎図」, 『美術硏究』120(1941), pp. 35-36; 戸田　編, 앞의 책, 

p. 171; 五島美術館 編, 앞의 책, pp. 62-65.

277) 이러한 인식은 20세기 전반까지도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美術硏究』

120(1941)에서 작품을 <관음원학도>와 비교하며 서로 화격이 달라 별개의 쌍폭이

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표현을 통해 두 작품을 분리시키고자 하는 서술이 이를 암

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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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한 의미를 종교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의 문제에는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실내 공간에 목계의 회화를 배치하여 아시카가 쇼군의 카이쇼에서처럼 

가능한 한 많은 그림을 협시로 배치시켜 소장자의 권위를 드높이고 보는 이를 

압도시키는 효과를 내야했던 것이다. 또한 『불일암공물목록』에 나타나는 것

처럼, 이러한 조합은 고정적이라기보다는 가변적인 것으로서, 소장자의 필요나 

취향에 따라 새롭게 구성될 수도 있었다. 즉 쇼코쿠지와 같이 아시카가 쇼군과 

밀접한 사찰이 아니더라도, 이미 ‘천산’과 ‘도유’의 붉은빛이 무채색의 수묵화 

위에서 찬연히 빛나게 된 이상, 목계의 그림을 통해 아시카가 쇼군을 연상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한편 『용보산대덕사지』의 곤권에는 「대덕연중행사(大德年中行事)」에 대

한 내용이 나타나는데, 다이토쿠지 내에서 매년 치러지는 중요 의례를 집전할 

때 어떠한 순서로 어떻게 진행하는지가 소상히 기록되어 있다.278) 바로 여기서 

관음, 원학, 용호도를 다이토쿠지에서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

이다. 건권의 「제묵보목록」, 바쿠료에 대한 각종 기록, 명물기에는 <관음원학

도>와 <용호도>를 오폭대(오폭대)의 한 쌍처럼 인식하는 태도가 드러난다. 이

와 대조적으로 곤권의 행사기록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사용례를 살펴보면 이

278) 이외에도 『대덕사문서』에서 14세기 이래 다이토쿠지에서 개최되었던 각종 연

중행사가 산견되며, 『용보산대덕산지』에 수록되지 않은 선원청규나 선승어록에서

도 행사 집전과 관련된 규례가 확인된다. Levine, “Jukoin: Art, Architecture and 

Mortuary Culture at Japanese Zen Buddhist Temple” (Ph. D. dissertation, 

Princeton University, 1997), pp. 266-269. 필자는 『용보산대덕산지』와 함께 

『대덕사문서』를 확인했으나 후자에서는 탑두가 아닌 본방과 관련된 행사 기록은 

많이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용보산대덕산지』에 나타나는 청

규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이를 보충하는 자료로서 『대덕사문서』를 참고하고자 한

다. 향후 후속연구를 통해 선승 어록에 나타나는 기록을 통해 위 내용의 보충이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관음원학도>가 다이토쿠지에 유입되었던 16세기 일본 선원 

내의 의례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Martin Collcutt, Five Mountains: 

The Rinzai Zen Monastic Institution in Medieval Japa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5), pp. 133-171; 다이토쿠지의 탑두 주코인(聚光院)을 중심

으로 다이토쿠지 내의 여러 의례를 다룬 연구로 Levine, 같은 글, 특히 pp. 

269-3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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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관음도>, <원학도>, <용호도>로 각각 분리해서 필요에 맞게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아시카가 쇼군 이래 진행되어 온 목계 그림의 

‘이종배합’ 관행의 맥락을 생각해보면, 이는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관음원학

도>와 <용호도>가 오폭대로 결합될 수 있다면, 반대로 <관음>과 <원학>, <용

호>로도 분리될 수 있는 것이다.279)

  먼저 <관음도>는 1월 5일의 행사 중 객전(客殿)에 걸리는 것으로 나타난다

(도 29-1, 2).280) 1월 5일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79) 이론적으로는 이를 통해 무궁무진한 조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관음도> 옆에 

사찰 소장의 다른 그림을 협시로 둘 수도 있고, 다른 ‘본존’의 협시로 목계의 <원

도>와 또다른 화가의 수묵화를 함께 둘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작품의 크

기를 고려하면 <원학>, <용호>가 서로 결합되어 <원용>, <원호>, <학용>, <학호>의 

조합으로 구성될 수는 있어도 이들 외의 다른 그림이 배치되기는 어렵다. 높이가 

170cm에 이르는 중국의 수묵화에 대한 일본의 기록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협시끼리 어느 정도는 시각적 조화가 고려되기 때문에 오폭대로 이들이 함께 

결합되거나 <원학>끼리, 또는 <용호>끼리 사용되는 일은 있어도 <원호> 또는 <학

용> 등의 조합은 채택되었을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된다.

280) 大心, 앞의 책 곤권, p. 8. 다만 이 기록에서 이 관음상이 목계의 <관음원학도> 

가운데에 위치한 바로 그 백의관음도라는 명확한 언급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

이 어떠한 관음이어도 상관없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이외의 여러 기록에

서는 정확히 누가 제작한 어떠한 그림을 사용했는지가 기록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그림의 필자가 누구인지 명시하지 않는 관행은 『불일암공물목록』 이래 지속적으

로 나타나는 사례이다. 현재 다이토쿠지 혼포(本坊)에는 목계가 그린 백의관음도 외

에도 고려시대(高麗時代, 918-1392)의 수월관음도를 비롯해 총 세 점의 관음도가 

전해진다. 이 중 『진미대관』제18책(1907)에서도 다이토쿠지의 대표작 중 하나로 

소개되었던 고려시대의 양류관음도(다만 당시에는 오도자의 전칭작으로 알려져 있

었다)나, 『용보산대덕사지』의 다른 부분에서 사용례가 언급된 월호(月壺)의 관음

도가 이 기록이 지칭하는 관음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논문에

서 소개한 행사는 정월 초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큰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고려

하면 제묵보목록에서 사찰의 대표작으로 언급한 그림들 중 관음을 그린 유일한 작

품인 목계의 관음도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월호의 <백의관음도>에 대해서는 戸田 

編, 앞의 책, pp. 105, 17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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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一. 5일에는 아침에 위타천을 위해 독경(讀經)한다. 큰 종을 친다. 주지가 다당

(茶堂)에 도착한다. 유나(維那: 절의 사무를 맡고 모든 일을 지휘하는 소임을 맡

은 승려) 양반(兩班)은 불전(佛殿) 동쪽 입구에서 모자를 벗고 토지당(土地堂)에 

선다. 다음에 다당(茶堂)에서 사할(沙喝: 선종 사찰에서 식사 심부름을 하는 어린 

동자승)이 예를 마치면, 주지가 불전의 동쪽 입구에서 들어온다. 토지당의 위타천

을 향해 분향하면, 몸을 굽혀 예를 표한다. 유나가 능엄경(楞嚴經)의 주문(呪文)

을 외우기 시작하여 평소처럼 행도(行導)를 하며, 오단(五段)에 분향하고 삼배(三

拜) 없이 재앙을 없애는 주문을 외워 죽은 사람의 명복을 비는 불공을 드린다. 

그리고 주지가 분향하고 금강경(金剛經)의 행도(行導)를 평소처럼 한다. 그런 다

음에 임제종을 창시한 보암(普庵)을 위해 독경한다. 이어 대덕사를 창건한 운몬

안(雲門庵; 대등국사 슈호 묘초)을 위해 평소처럼 독경한다.

  一. 齋를 마치면 슈쇼에(修正会, 사찰에서 매년 1월에 행하는 법회)를 연다. 먼

저 예간(礼間: 선종사찰 客殿에서 오른쪽 공간, 현관의 역할을 함)으로 나아가 소

명(疏銘: 기도의 뜻을 적은 문서에 발원자의 이름을 쓴 것)을 취한다. 주지가 예

간의 동방(東方)에서 서쪽을 보고 앉는다. 이때 벼루와 향로(香爐)를 흩어놓고, 

아울러 길서소(吉書疏: 일본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길일을 선택하는 의례 

문서) 두 권을 짝짓고 주발을 가지런히 하여 당사(堂司; 유나)와 주지의 앞에 둔

다. 이때 유나는 모자를 벗고 주지를 향해 고개를 낮춰 인사를 올린 뒤, 자리에 

앉아 분향하고 소(疏)를 태워 주지에게 들어 올린다. 그러면 주지는 비구(比丘)의 

글자 아래 휘(諱: 죽은 사람의 이름)를 쓰고, 이 疏의 안에 적힌 연호(年號)의 아

래에도 휘(諱)를 쓴다. 또 유나가 분향하고 가루(可漏: 선종 사찰에서 사용하는 

닥나무 종류의 고급 종이)를 태워 꺼내면, 주지가 비구의 글자 아래 휘(諱)를 써

서 유나에게 건넨다. 두 권을 모두 앞과 같이 한다. 또 유나가 한 걸음 물러나 고

개를 낮춰 인사를 올리고 가장자리로 나간다. 주지는 다당에 있고, 유나 양반은 

불전에 들어가 낮 시간을 평소와 같이 지낸다. 유나의 탁자(卓子)에 대반야심경

(大般若心經) 600권을 둔다. 대중(大衆)281)이 대반야심경의 암송을 마치면, 유나

281) 사찰 중에는 슈쇼에를 대중에 개방하는 경우도 있어 여기서 말하는 대중이 혹시 

사찰 외부의 일반인까지 포괄하는 개념인지 의문이 남는다. 그러나 17세기 이래로 

일본 전역에서 다이토쿠지의 행사에 큰 관심을 보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슈쇼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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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600권을 모두 암송하되, 또한 간요(簡要)하게 하고 법식은 전날처럼 한다. 그 

다음으로는 운몬안(雲門庵)에 나아가 참회하는 의식을 행하고 큰 종을 울린다. 

객전(客殿)에 관음(觀音)의 상(像)을 건다. 향로, 꽃병, 촛대의 삼구족(三具足)과 

촛불 한 개, 등잔불을 두고, 공양(供養)에 쓸 차와 깨끗하게 씻은 쌀, 사기 그릇, 

대모 무늬 대(臺), 정병(淨甁)은 절탁자(折卓子: 접이식 탁자)에 둔다. 주지와 도

사(導師: 법요를 이끄는 자)가 스스로 돌아온다. 공양하는 향과 꽃의 앞에 있는 

작은 탁자에는 네모난 쟁반[折敷]에 올린 향로를 둔다. 안락의자[衣祴] 안에 대

중(大衆)의 좌패(坐牌: 일본 선종 승당에서 각자 좌석 위에 붙이는 명찰)를 담아 

놓는다. 예간(禮間)의 정면에 차정(差定: 의례 순서 또는 사람마다 소임을 정한 

것)의 패(牌)를 건다. 모든 담당자가 모이면 예간(禮間)의 서방(西方) 북쪽 끝에 

큰북[大鼓], 작은 방울[大鈸], 작은북[小鼓], 중간 방울[中鈸]을 쌍으로 마련해 

동쪽을 보고 선다. 이때 유나가 각각의 사람들이 앉을 방석을 요청하면, 담당자들

은 가장자리로 나가 당호의 입구에서 인사를 올리고 합장하며, 객전에 들어가 앞

에서 설법해 주기를 청한다. 그 다음은 앞의 절차와 같다. 또 도사(導師)가 향과 

꽃을 들고 스스로 돌아와 북쪽 끝에 선다. 유나는 앞과 같이 방석을 요청한다. 유

나가 몸을 굽혀 예를 한다. 주지와 도사는 향과 꽃을 들고 스스로 돌아온다. 유나

와 여기 모인 대중들은 도구(道具)를 가지고 온다. 이 밖에 담당자가 모두 함께 

포의를 가지고 온다. 참법을 하는 자가 나타난다. 매월 앞의 향화(香華)는 시진

(侍眞: 선원에서 조사 진영을 모시고 묘를 지키는 자)이 준비한다.282)

관련된 외부 기록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는 철저히 내부 행사에 해당하며 여기

서 말하는 대중은 제탑두의 여러 승려들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17세기의 

기록을 보면 다이토쿠지 방장에 ‘외부의 구경꾼(寺外見物之輩)’이 너무 많이 와서 

먹고 마시는 것이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Levine, 앞의 논문(1997), p. 37. 1641년

에 이미 이러한 상황에 대한 문제 인식이 분명했던 만큼 슈쇼에는 전적으로 사찰 

내부의 비공개 행사로 진행되었을 것이다.

282) “一五日朝韋馱天諷經、大鐘ツク。住持茶堂ニ着ス。維那兩班佛殿東ノ口ニテ帽子ヲ

脫、土地堂ニ立。次ニ茶堂沙喝ノ礼了、住持佛殿東口ヨリ入。土地堂韋馱天ニ向テ燒

香、則磬ヲ折。維那楞嚴咒ヲ始、行導如常。五ノ段燒香、三拜ナシ消災。咒アリ、回向

了、入住持燒香、全金剛經行導如常。次ニ普庵諷經アリ如常。次ニ雲門庵ノ勤行如常。

一齋了修正。先就干礼間、疏ノ銘ヲ取ル。住持ハ礼間東方西面ニ着座。此時硯、香爐滿

散并吉書ノ疏二本双テ盆々ヲ井テ堂司、住持ノ前ヘサ々。此時維那帽子ヲ脫、則住持ニ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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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인용문에서 묘사된 슈쇼에(修正会)는 일본 사사(寺社) 고유의 행사로서, 

매년 정월에 지난해를 반성하여 잘못을 바로잡고 새해의 평안을 비는 법회이

다.283) 이미 8세기부터 농경이 중심이 된 일본에서 중요하게 여겨졌던 슈쇼에

는 사찰마다 다양한 형식으로 행해져왔다. 전통적으로 슈쇼에를 진행할 때는 

사찰의 본존을 행사의 중심에 두지만, 다이토쿠지 슈쇼에는 대반야경의 전독

(轉讀)을 행하는 데서 ‘대반야회(大般若會)’라고 명명되었다. 현재는 정월원단부

터 3일까지 개최되지만, 『용보산대덕산지』에 의하면 18세기 초반까지 다이토

쿠지의 슈쇼에는 정월 2일부터 5일의 기간 동안 진행되었다. 한편 이 기록은 

보영 연간에 대등국사 400주기(週忌)를 기념해 집필된 것인데, 이보다 1세기 

앞서 300주기를 맞았을 때에는 텐노의 후원을 받아 다이토쿠지 혼포(本坊)의 

주요 건축물 대부분을 새로이 조영하였다.284) 즉 <관음원학도>가 기증된 후 백 

テ低顔問訊メ着座ス。燒香メ疏ヲ薰メ住持ニ捧、則住持比丘ノ字ノ下ニ諱ヲ書ス、同疏ノ

奥年号ノ下ニモ諱ヲ書ス。又維那燒香シテ可漏シ薰メ出ス、則住持比丘ノ字ノ下ニ諱ヲ書

テ堂司ニ渡ス。二本共ニ同前。又維那一步退キ低顔問訊シテ綠ニ出ス。住持ハ茶堂ニツ

キ、維那兩班佛殿ニ入、日中如常。維那ノ卓子ニ大般若六百卷ノ所ヲヲク也。大衆大般若

誦了テ、維那六百卷ヲ誦奉ル事簡要也。規式如前日。次ニ就干雲門庵懺法、大鐘ヲツ

ク。客殿ニ觀音ノ像ヲ掛。三具足燭火一挺、油火アリ。茶湯洗米土器玳琩ノ臺也。酒水器

有折卓子ニヲク。住持導師自歸。香華ノ前小卓子ニ折敷ヲカケ香爐有之。衣祴ノ內ニ大衆

ノ坐牌ヲモリ。礼間正面ニ差定ノ牌ヲカケ。諸役者アツマリ、礼間西方北頭ニ大鼓、大

鈸、小鼓、中鈸ト双テ東向ニ立。此時維那以坐具各々ヲ請ス、則役者衆綠ニ出テ、唐戶ノ

口ニテ問訊ヲ合テ。客殿ニ入前勸請有之。次ニ如右。又導師香華自歸ト北頭ニ立。維那

如右坐具ヲ以テ請也。維那磬ヲ折。住持師香香華自歸。維那此衆ハ道具也。”大心, 앞의 

책 곤권, pp. 7-9.

283) William E. Deal and Brian Ruppert, A Cultural History of Japanese 

Buddhism (Malden: Wiley-Blackwell, 2015), p. 192; 슈쇼에의 성립과 발전에 대

해서 山本潤, 「修正会・修二会の成立に関する一考察」, 『仏教史研究』48(2012), pp. 

56-77. ‘슈니에(修二会)’라는 명칭과 혼용해서 사용되기도 하는데 여기에서는 원문

의 표현을 고려해 슈쇼에로 통칭한다. 이 행사가 유명한 사찰로 東大寺[お水取り], 

藥師寺[花会式] 등이 있으며 이들은 주로 슈니에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반면 오늘날 

임제종 사찰에서는 슈쇼에라는 표현이 보다 애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에서

는 임제종 관행을 따라 슈쇼에로 기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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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년이 지나 소장처인 다이토쿠지 혼포가 새로이 건축된 이후, 에도시대 초기

의 백 여 년 간 정리된 슈쇼에의 예식이 이 글에 정리된 것이다.

  다이토쿠지의 바쿠료에 대한 기록도 목계의 관음도와 슈쇼에 사이에 밀접한 

연관성을 보여준다. 19세기 후반의 바쿠료 배견기(拜見記)에 따르면, <관음원학

도>가 <용호도>, 고다이고 텐노의 묵적과 함께 ‘레이코마(靈光間)’에 진열되었

는데, 이는 객전 중에서도 특히 운몬안(雲門庵)을 말하는 것으로 추정된다.285) 

향록(享禄, 1528-1532) 연간에 소실되기 전까지 고다이고 텐노가 직접 ‘靈光’

이라고 쓴 현판이 걸려있었기 때문이다. 개산인 대등국사 슈호 묘초의 탑소인 

이곳은 슈쇼에 행사가 진행되는 주요 무대이기도 하다. 따라서 1월 5일의 슈쇼

에 행사에서 사용된 관음도는 바로 목계가 그린 <관음원학도>의 중폭(中幅)에 

위치해 있는 백의관음도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다이토쿠지 슈쇼에에서 관음상은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가? 슈

쇼에의 가장 마지막 날인 5일 중에서도 마지막을 장식하는 점심의 행사는 지

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기도문을 태우고 길서를 

펼쳐놓는 것은 한 해의 태평을 소망하는 모습이다. 이후 모든 사람들이 모여 

대반야심경을 암송하며 ‘대반야회’가 정점에 이르는 것이다. 이후 운몬안에 들

어가 선종 사찰에서 부처 못지않게 중요한 존재인 개산(開山)의 앞에서 마지막

으로 지난 1년간의 죄를 참회하는 참법(懺法)의 법요를 가진 후, 크게 종을 울

려 슈쇼에를 마무리 짓는다.286) 이렇게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마치고 심신의 

284) Levine, 앞의 논문(1997), p. 35.

285) 草間直方, 『茶器名物図彙』卷九十五(東京: 文彩社, 1976), 十七裏, 十八表. 오늘날

까지 계속 진행중인 다이토쿠지 바쿠료 행사에서는 공개하지 않아 <관음원학도>를 

운몬안 바로 앞의 싯추(室中, 본당 방장을 여섯 부분으로 나눈 공간 중 주로 개산

의 위패를 모시는 정면 중앙 부분)에 배치한다. 현대의 다이토쿠지 바쿠료에 대해

서 Levine, 위의 책, Chapter IV 참조.

286) 참법은 중국 양 무제(梁武帝, 재위 502-549) 시기를 직접적인 기원으로 하는 행

사로 대표적 참법 문헌에는 『자비도장참법(慈悲道場懺法)』이 있다. ‘참회’는 지난 

행위를 돌아보고 계율을 범한 경우 승단 대중 또는 1인의 청정비구 앞에서 고백하

는 것이며 ‘참법’은 이러한 참회를 행하기 위한 일정한 법도로 성립되었다. 특히 6

세기 이래 중국에서는 참법을 외적 행위양식으로 장엄하여 별개의 의례로서 독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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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齋)를 마친 다이토쿠지의 모든 승려가 객전(客殿)에 들어가 <관음상>을 보

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은 객전을 방장(方丈), 본당(本堂)과 혼용해서 표현하기

도 하지만, 이 시기까지는 객전이라는 표현이 독립해서 존재해 있었다. 무로마

치시대 후기에서 그 원형을 찾아볼 수 있는 건축구조로 에도시대 들어 규모가 

확장되거나 구성에 일부 변화가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전체적인 구조는 유사하

다. 특히 다이토쿠지의 탑두는 모두 객전과 고리(庫裏)로 이루어져 있다. 고리

가 실무를 담당하는 종무소의 역할을 한다면, 객전은 사찰 의례의 중심 건물로

서 본존과 개산의 정상을 모시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287) 다이토쿠지 모든 탑

두의 여러 승려들이 모여 그 중심을 이루는 객전에 목계의 관음도를 걸고, 새 

마음 새 뜻으로 매년 첫 번째 다회를 가졌던 것이다.

  이처럼 다회에서 목계의 관음 수묵화를 걸어두고 감상하는 것은 일본 사찰

에서 목계의 그림을 사용하는 가장 전통적인 방식이기도 하다.　난보쿠초시대

(南北朝時代, 1336-1392)의 승려 겐에(玄恵, 1269년경-1350)가 편찬한 것으로 

전해지는 『끽다왕래(喫茶往来, 14세기 전반-15세기 전반)』의 아래와 같은 기

록에서 이와 같은 모습이 확인된다(도 29-3).

그리고 곳곳에 병풍을 펼쳐놓고 여러 가지 중국 그림으로 장식했습니다. 

그리하여 사호(四皓)가 세상을 벗어나 상산(商山)의 달 아래 은거하고 칠

현(七賢)이 죽림(竹林)의 구름 속으로 몸을 숨기며, 용은 물을 얻어 승천

하고 호랑이는 산을 기댄 채 잠자며, 백로는 여뀌 꽃 아래 노닐고, 비오리

(紫鴛鴦)는 버들개지 위에서 노닐었습니다. 이 그림들은 모두 일본의 그

키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 재이를 막고 기복을 구하는 성격이 강화되었다. 캐서린 

벨, 『의례의 이해: 의례를 보는 관점들과 의례의 차원들』, 류성민 옮김(한신대학

교 출판부, 2007), pp. 154-160, 257-269. 다이토쿠지의 슈쇼에에서 이 참법 행사

가 이루어지는 공간인 운몬안(雲門庵)은 다이토쿠지의 개산인 대등국사의 영정을 

모신 탑소(塔所)이자 다이토쿠지 혼포의 중심에 해당한다. Levine, 앞의 논문(1997), 

p. 35.

287) 山根有三 編, 『日本古寺美術全集』23: 大德寺(東京: 集英社, 1979), pp. 

100-101; 山口秀文, 「大徳寺・妙心寺の本坊・塔頭における前庭と敷地配置の空間構成」, 

『日本建築学会計画系論文集』75(2010), p.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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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이 아니고, 다 중국의 그림이었습니다. (중략)

  어제 다회는 손님들이 왕림할 명목이 없었는데, 생각지도 않은 손님들

이 왕림하여 두려움이 적지 않았습니다. 자리를 가득 메운 사람들이 바라

는 것은 여러 가지였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슨 일인가 하면, 처음

부터 저 다회 장소가 핵심이었습니다. 손님을 맞는 객전(客殿) 안은 주렴

(珠簾)을 걸고, 넓은 뜰 앞에는 고운 모래[玉沙]를 깔았습니다. 처마에는 

장막을 매고, 창(窓)에는 휘장을 드리웠습니다. 

훌륭한 사람들이 서서히 내방하여, 다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다 모인 뒤, 

처음에 수섬주(水纖酒)를 세 번 올리고, 다음으로 삭면(索麵: 갈분과 메밀

가루를 섞어서 만든 국수)茶를 한번 돌렸습니다. 그런 뒤에 산해진미로 

식사를 하고 과수원의 좋은 과일로 달달함을 채웠습니다. 그런 뒤에 자리

에서 일어나 퇴장했습니다. 혹 어떠한 사람들은 북쪽 창문으로 보이는 축

산(築山: 돌로 만든 가산(假山))을 구경하기도 하고, 소나무와 측백나무 

그늘에서 더위를 피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떠한 사람들은 남쪽 난간에 서

서 폭포가 날리는 것을 보기도 하고, 가슴을 열어 제치고 시원한 물바람

을 맞기도 했습니다. 

이곳에 진기한 전각이 있는데, 높은 사다리를 이층에 설치해 놓고 이곳에 

서서 사방을 조망하니, 이것이 곧 차를 마시는 정자요, 달을 구경하는 섬

돌입니다. 왼쪽에는 장사공(張思恭)이 채색으로 그린 석가(釋迦)가 있는

데, 영취산(靈鷲山)에서 설법(說法)하는 장면을 우뚝하게 장식했습니다. 

오른쪽에는 목계(牧溪)가 수묵으로 그린 관음(觀音)이 있는데, 보타산(普

陀山)에 현시(現示)한 자태가 당당했으며, 보현보살과 문수보살을 협시로 

그리고 한산(寒山)과 습득(習得)을 외면치레로 삼았습니다. 

중양절(重陽節) 전에 달을 구경한 뒤, 붉은 과자를 맛있게 먹는 것은 말

할 필요도 없고, 푸른 연꽃 같은 부처의 눈동자가 아름답게 보이기만 했

습니다. 탁자는 황금실로 호화롭게 짠 금란(金襴) 비단을 늘어트리고 청

동 화병을 두었으며, 책상은 수를 놓은 화려한 비단을 펼쳐 놓고 놋쇠로 

만든 향시(香匙: 향료를 뜨는 숟가락)와 화저(火箸: 부젓가락)를 세워두

었습니다. 그리하여 병 밖으로 떨어져 날리는 꽃은 아름다워, 마치 오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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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吳山)이 여러 겹으로 피는 꽃으로 물든 것 같고, 향로에서 풍기는 향기

는 짙어, 마치 해안에 뽀얀 안개가 서린 것 같았습니다. 손님 자리의 호상

(胡床: 등널이 높고 큰 의자)은 표범 가죽을 펼쳐놓고, 주인 자리의 대나

무 의자는 금사(金沙)를 마주 대했습니다. 

성대한 연회의 성황은 다 말씀 올릴 수 없으니, 상세한 내용은 직접 뵙

고 인사 여쭌 후에 말씀 올리겠으며, 황공한 마음으로 머리 숙여 인사 

올립니다.

  8월7일, 소부(掃部: 궁내성(宮內省)에서 청소, 식장 설비를 다루던 관서)

의 조씨청(助氏淸)이 단조소히츠(彈正少弼: 정오위하(正五位下)의 관직) 

전하께 올립니다.288)

  선행연구는 선승들 사이에서 다회가 발전하면서 초창기 일본에서 목계의 수

묵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다는 맥락에서 이 기록을 주목해 왔다.289) 필자는 

288) “昨日茶會, 無光臨之条,　無念之至, 恐恨不少. 满坐之鬱望多端, 御故障何事.　抑彼會

所爲體.　内客殿懸珠簾, 前大庭鋪玉沙.　軒牵幕,　窗垂帷.　好士漸來渐来,　會衆既集之後, 

初水纖酒三獻,　次索麵茶一返.　然後以山海珍物勸飯,　以林園美菓甘哺.　其後起坐退席.　或
對北窗之築山,　避暑於松柏之陰.　或臨南軒之飛泉,　披襟於水風之凉. 爰有奇殿,　峙棧敷於

二階,　排眺望於四方,　是則喫茶之亭,　對月之砌也. 左思恭之彩色釋迦,　靈山說化之粧巍

巍. 右牧溪之墨繪觀音,　普陀示現之姿蕩蕩,　普賢文殊爲脇繪,　寒山拾得爲面飾. 前重陽,　
後對月,　不言丹菓之脣吻吻,　無瞬青蓮之眸妖妖.　桌懸金襴,　置胡銅之花瓶, 机敷錦繡,　立
鍮石之香匙火箸,　嬋娟兮瓶外之花飛,　疑於吴山千葉之粧,　芬郁兮爐中之香,　誤於海岸三

銖之烟.　客位之胡床敷豹皮,　主位之竹倚臨金沙,　加之于處處障子,　飾種種唐繪, 四皓遁世

於商山之月,　七賢隐身於竹林之雲,　龍得水而昇,　虎靠山而眠,　白鷺戱蓼花之下,　紫鴛遊柳

絮之上.　皆非日域之後素,　悉以漢朝之丹青. (中略) 䓗䓗游宴不申盡,　委曲併期面謁候, 

恐惶顿首. 林鐘七日, 掃部助氏淸, 謹上彈正少弼殿幕下.” 玄惠法印, 『喫茶往來』, 千

宗室 編, 앞의 책 第二卷, p. 912.

289) 金原, 앞의 책, p. 18; Wey, 앞의 논문, pp. 92-94. Wey는 이를 목계의 그림과 

다른 화가의 그림이 결합된 가장 이른 기록으로 소개하고 있지만 『끽다왕래』가 

14세기에 작성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의문이 제기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무로마치 초기의 기록으로 보는 견해도 많다. 어느 경우든 이 기록은 늦어도 무로

마치 초기에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시카가 쇼군가 취향의 영향보다

는 선원의 고유한 사용이 보다 강조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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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무로마치 초기까지 선종 사찰 내에서는 보다 종교적인 성격의 고유한 목

계 회화 수용 맥락이 존재하였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아시카가 쇼군가는 <관음원학도>의 구성에 영향을 받아 협시에 주로 화

조·영모화를 배치하였고 15세기 카이쇼에서의 대규모 행사나 쿄토 내 주요 사

찰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이러한 취향을 널리 확산시켰다. 반면 이 기록에

서 목계의 관음도를 사용하는 방식은 이러한 아시카가 쇼군가의 용례와는 매

우 대조적이다. 관음 옆의 협시로 화조·영모화가 아니라 다른 보살과 선사를 

협시로 둔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는 카라모노로서 작품을 인식하기

보다는 종교화의 맥락에서 받아들였기 때이라고 할 수 있다. 사찰에서 수십 폭

의 나한도를 제작하여 한꺼번에 사용하는 경우처럼, 보다 많은 존자를 벽에 걸

어두고자 하는 승려들의 종교적 수용방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일부

는 전통적인 채색 불화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카라모노’ 또는 ‘선종화’라

는 양식적 특성보다는 종교 도상의 사용 여부를 중시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장

사공의 채색불화인 <석가설법도>와 목계의 수묵선종화인 <관음도>가 좌우로 

걸려있고, 그 옆으로 보현과 문수, 다시 이들 옆으로 한산과 습득이 걸려 있어, 

전체적으로 여섯 폭의 짝수를 이루고 있는 것도 이후 아시카가 쇼군가의 영향

을 받아 애용되었던 삼폭대 또는 오폭대의 결합과도 다른 점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목계의 관음도가 석가모니의 그림과 대등한 위상을 갖

고 짝을 이루어 배치되어 있다는 점이다. 위계상 보현이나 문수와 같은 관음인

데도 오히려 이들을 협시로 하여 마치 본존처럼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 시기 목계 그림을 적극적으로 도입했던 카마쿠라 지역에는 이른바 목계풍

의 수묵 백의관음도가 다량으로 전하고 있다.290) 주로 송말원초에 제작되거나 

그 영향을 받은 일본 화승들이 제작하였다고 추정되는 이들 작품의 존재는 초

기 일본 사찰에서 목계의 관음도를 종교적 맥락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받아들

였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이토쿠지에서도 목계의 그림, 특히 관음이 그려진 부

분은 이처럼 일본 사찰의 전통적인 종교적 수용 방식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목계의 관음도가 일본 사찰에서 이처럼 본존과 같은 위상을 누리고 있었다

면, 『용보산대덕산지』에 기록된 연례행사 중 ‘본존’과 관련된 부분까지도 목

290) Rio, 앞의 논문(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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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관음도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291)292) 이 책에는 

정확히 어떠한 존상인지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이 본존과 관련된 여러 의례 

291) 특히 관음이 그려진 화폭이 다른 두 화폭보다 보관 상태가 좋지 못하다. 이를 근

거로 세 작품이 다른 시기에 제작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필자는 

이러한 차이가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사용 방식과 빈도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

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작품의 물리적 현황을 고려하면 ‘본존’이라고만 표현되어 있

으나 이 중에는 바로 목계의 관음도를 지칭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292) 『대덕사문서』 중 혼포의 서화 입수 기록을 살펴보면 『용보산대덕사지』의 

「제묵보목록」보다 많은 작품이 확인되어 후자가 사찰 내에서 가장 중요한 서화만

을 기록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록 중에도 관음상보다 높은 존상으로

서 ‘본존’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 그림에 대한 기록은 나타나지 않는다. 東京大学史

料編纂所 編, 『大德寺文書』卷十二(東京: 東京大学史料編纂所, 1981), pp. 

210-218; ― 編, 같은 책 卷十三, pp. 87-95. 한편 일본에서 목록을 작성할 때 연

폭대의 가운데에 오는 그림을 ‘본존’이라고 표현하는 과정에서 본존이라는 단어가 

여래 이외의 것을 지칭하게 되었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다이토쿠지 내 다른 탑두에서도 보살이 본존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

례가 여러 건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초로지(長蘆寺)의 경우 1368년에는 어떠한 존

상을 그린 것인지가 드러나지 않은 채 텟슈(鐵舟)가 그린 2폭의 協繪와 함께 나열

된 본존 1폭에 대한 기록이 있다. 이후 1525년 소장품 목록에는 본존에 대한 언급

은 없고 관음상만이 언급되어 있으며 1528년에는 이전까지 계속 소장해왔던 개산

과 徹翁(1295-1369)의 정상을 어떠한 본존과 함께 3폭대로 기록하고 있다. 부처가 

그려진 다른 본존상을 마련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 시기의 목록에서 관음상이 나

타나지 않아 이전까지 소장해 왔던 관음상을 ‘본존’으로 기재하였다고 보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또 다른 탑두인 뇨이안(如意庵)은 1410년에는 장사공 필 석가상 

1폭과 고려의 관음도를 포함한 관음 6폭을 소장하고 있었는데 1세기가 지난 1509

년의 집물 목록에서는 객전(客殿)에 고려의 그림이 포함된 관음상 삼폭대(三幅對)만

이 언급되고 나머지 세 점의 관음도 및 석가상은 기록이 없어졌으며 가섭과 아한 

등의 선사를 그린 그림들이 추가로 나타난다. 특히 쇼즈이데라(祥瑞寺)의 경우 

1476년의 기록에 따르면 본존이 모자를 쓴 문수라고 명시하고 있어 보살이 본존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료쇼지(龍翔寺)는 1468년에는 출산석가도와 반신달마도를 

소장하고 있었는데 1527년에는 불전(佛殿)에서 본존을 석가상으로 삼았으며 목상으

로 된 아한상과 가섭상도 소장하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다. 탑두 소장품 기록의 

변천 과정은 Levine, 앞의 논문(1997), Appendix 1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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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선종 사찰의 행사에서는 특정 상황에 특정한 기물을 장

식으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본존이 무엇인지 기록에서는 명

시하지 않더라도, 각 의례에 대응되는 본존이 정해져 있을 것이다.293) 행사에

서 이렇게 본존이 언급되는 것은 불전(佛殿), 다당(茶堂), 조사당(祖師堂)의 세 

장소로 나뉠 수 있다. 현재 다이토쿠지에 전하는 관음도의 시각적 특징과 작품

의 인기를 고려하면, 앞서 살펴본 다른 관음도 가운데 전통적인 불화로서의 성

격이 강한 <양류관음도(楊柳觀音圖)>가 불전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특

히 이곳에서는 상을 안치하는 공간이 있어 대형의 관음도를 단독으로 걸기에 

적합한 공간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개산을 모신 조사당은 때에 따라 운몬안이

나 그 앞의 공간을 의미하기도 하는 객전 중앙의 가장 핵심적인 공간이다. 운

몬안과 목계의 관음도가 지닌 밀접한 관련성에 기초해 판단할 때, 목계의 관음

도와 관련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다당은 고리와 객전을 연결하는 작은 

공간으로서, 대형의 관음도가 배치되기에 적합한 공간은 아니라고 생각된다.294) 

여기서 주목되는 것이 다이토쿠지 혼포에 소장되어 있는 또 한 점의 수묵 백

의관음도인 월호(月壺, 13세기 후반-14세기 전반 추정)의 작품이다.295) 바쿠료 

행사에서 월호의 관음도가 일반인을 맞이하는 응접실(礼の間)에 배치되었던 것

을 고려하면, 외부의 고리와 내부의 객전을 연결하며 주로 수묵화를 걸어왔던 

다당은 월호의 관음도와 잘 어울리는 공간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목계의 관음

도는 소장처인 다이토쿠지 혼포의 주요 행사, 즉 개산을 기리는 행사 및 주요 

다회에서 본존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다. 아시카가 쇼군가의 카이쇼에서 사

용되는 진기한 카라모노로서의 성격을 벗어나 <관음도>가 사찰의 종교적 맥락

으로 돌아갔다고 할 수 있다.296)

293) 위의 논문, p. 276. <석가팔상도(釋迦八相圖)>를 제외하면 여래와 관련된 그림의 

기록은 나타나지 않는다. 

294) 선종 사찰의 방장에서 다당의 구조와 의미에 대해서 中根金作, 『新訂京の名庭』

(東京: 保育社, 1976), pp. 118-119.

295) 월호의 관음도는 사찰 내부에서는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으며 에도시대 일부 서

적이나 근대 간행물에서는 다이토쿠지 혼포의 주요 소장품 중 하나로 소개되었으나 

중국에는 기록이 없고 정체가 불분명해 현재는 중국과 일본의 미술사학에서 모두 

잊힌 화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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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개산(開山) 슈호 묘초의 기일인 12월 18일의 행사에서는 슈호 묘초의 

묵적 옆에 목계의 <원학도>가 사용되었다(도 29-4).297) <관음도>가 위치해야 

할 자리에 <원학도>만을 사용한 것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무로마치시대 이

후 성립한 일본 고유의 ‘이종배합’ 구성이다. 특히 앞서 슈쇼에와 바쿠료 기록

을 통해 개산을 상징하는 운몬안과 목계의 그림이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 것이 

확인되고 있어, 이와 같은 사용은 그 맥락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일본 선

원의 규율을 살펴보면, 이처럼 기일과 관련된 추도 행사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

는데, 그 중에서도 개산과 관련된 기념행사는 사찰 내부의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였다.298) 한 해가 마무리되며 개산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개산 그 자체

와도 같이 여겨진 묵적의 협시로 목계의 원학도가 사용되었다는 것은 다이토

쿠지 내부에서 목계의 그림을 매우 중요한 장식물로 인식하였다는 것을 반영

한다. 그러나 관음과 분리시켜 원학만을 사용하였다는 것은 작품의 종교적 의

미에 대한 본질적 이해가 사찰 내에서도 인지되지 않았다는 점을 드러내기도 

한다.

  <용호도>의 경우, 연례행사에서는 기록이 나타나지 않으나, 선원청규에 정해

진 새로운 승려의 입소식의 마지막 부분에 나타난다.299) 여기서는 객전에 월호

의 관음도를 본존으로 두고, 협시로 목계의 용호도를 걸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기록에서 관음도의 작자를 명기한 것은 작자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슈쇼

에는 월호의 관음도가 아닌 다른 관음도라는 추측을 강화시켜 준다. 특히 입당

행사는 사찰의 주요 행사이기는 해도 신년을 맞이하는 행사나 개산의 기일과 

비교해 보면 보다 일상적이고 빈번히 이루어지는 행사이다. 『용보산대덕사

지』의 「제묵보목록」에도 소개되지 않았으며 외부에서 작성된 다이토쿠지 주

요 소장품에도 소개되지 않았으나, 19세기 후반 다이토쿠지 내부에서는 중요한 

작품 중 하나로 언급되기도 했던 월호의 관음도가 지니고 있던 위상과 정확히 

296) 草間直方, 앞의 책 卷九十五, 十九裏.

297) 大心, 앞의 책 곤권, p. 52.

298) Levine, 앞의 논문(1997), pp. 267-268. 특히 16세기의 방장에서 이러한 경향이 

강화되었다고 한다. 대등국사 기념 의례에 관해서는 같은 글, pp. 293-295 참조.

299) 大心, 앞의 책 곤권, p.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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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하는 사용례라고 할 수 있다.

  아시카가 가문에서 유출되어 다이토쿠지로 전래된 <관음원학도>는 15세기 

중반에 이미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다이토쿠지 내부에서는 이

를 용호도와 결합시켜 사찰의 중요 소장품 중 하나로 기록하고 연중 가장 중

요한 행사에 사용하였다. 다만 <관음원학도>를 한 작품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아

시카가 쇼군가를 통해 성립된 ‘이종배합’의 사용례를 따라 사찰 행사의 필요에 

따라 다회의 본존관음, 개산 기일의 행사를 장식하는 카라모노, 입소식을 마무

리 할 때의 카라모노로서 활용하였다. <관음도>는 도상의 특징에 맞게 종교적

인 맥락에서 수용하였다면, <원학도>의 경우는 본래의 의미로부터 점차 유리되

어 사찰 내부에서조차 명물 카라모노로서 인식했던 것이다. 특히 이러한 인식

은 앞서 설명한 바쿠료 행사를 통해 전국적 단위로까지 확장되었다.300)

300) 이는 <관음원학도>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자료

이다. 바쿠료와 관련해 <관음원학도>에 대한 문제는 특히 Levine, 앞의 책에서 소

개되었다. 그런데 기록에 따라서 <관음원학도>와 함께 <율시도>를 기재한 경우도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를 통해 두 작품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달랐는지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 <율시도>의 항목에서 함께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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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율시도(栗枾圖)>의 수용 양상

  

  다이토쿠지 탑두 료코인(龍光院)에 전하는 목계의 전칭작 <율시도(栗枾圖)>

는 명대에 중국의 문인화가들 사이에서 주목받았던 화훼잡화의 사생권이 일본

에서 어떻게 수용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선행연구에서 <율시도>는 두 

가지 관점에서 논의되었다. 먼저 중국 화훼잡화권과의 관계에 주목하여 현재 

일본에 전하는 목계의 전칭작 가운데 이와 유사하게 절지화나 과자를 그린 소

품의 ‘카케모노(掛物)’가 본래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 그 원형에 대한 추

적이 이루어졌다.301) 일본에서도 본래 이러한 그림들이 수입될 때에는 오늘날 

타이페이나 베이징에 전하는 것처럼 두루마리의 형태로 전래되었을 것으로 생

각된다. 특히 등춘(鄧椿, 12세기 활동)의 『화계(畵繼, 1170년경)』에 촉 출신인 

문동(文同, 1018-1079)이 <잡화조수초목횡피도(雜畵鳥獸草木橫被圖)>를 그렸다

는 기록이 전해진다. 이를 토대로 선행연구는 목계의 화훼잡화권이 촉의 지역

적 전통에 대한 이해를 반영한다고 해석해왔다. 한편 20세기 초반 이래로 서양

의 미술사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작품이 선종화의 정수를 보여준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302) 이러한 인식은 메이지시대 이후 미술사라는 학문으로 목계가 

편입되는 과정에서 강조되었던 선종 미술사 담론과 깊은 관계를 지니고 있으

며 이 논문의 제Ⅴ장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질 것이다.

  이 절에서는 무로마치 말기 이후 역사 속에 나타나는 <율시도>가 에도시대

의 일본에서 어떻게 수용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율시도>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요우카 쿄쿠안(養花曲庵, 무로마치 말기-아즈치‧모모야마)이 주

301) 戸田 編, 앞의 책, pp. 52-60; 鈴木, 앞의 책, p. 216; Wey, 앞의 논문, pp. 

152-154; 小川, 앞의 논문(1996).

302) Otto Kümmel, Die Kunst Ostasiens (Berlin: B. Cassirer, 1921); Die 

Ostasiatische Tuschmalerei, Die Ostasiatische Tuschmalerei (Berlin: B. Cassirer, 

1922); Waley, 앞의 책; ―,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Chinese Painting 

(New York: Grove Press, 1923); Dietrich Seckel, “Mu-hsi: Sechs 

Kaki-Früchte. Interpretation eines Zen-Bildes,” Nachrichten der Gesellschaft 

für Natur- und Völkerkunde Ostasiens 77 (1955), pp. 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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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다회에서 ‘밤과 감의 그림(栗枾の絵)’이 사용되었다는 『천왕사옥회기(天

王寺屋会記)』 중 「종급타회기(宗及他会記)」의 1571년 2월 24일자 기사이

다.303) 이후 이 다회에 참석했던 당대의 유명한 다인 츠다 소규(津田宗及, 

?-1591)를 통해 카이(堺, 현재의 오사카(大阪) 지역) 지방의 거상인 츠다 가문

의 수장품이 된다. 1612년경에 이르러 <율시도>는 츠다의 차남이자 다이토쿠

지의 선승이었던 코게츠 소간(江月宗玩, 1574-1643)을 통해 츠다 가문의 다른 

다도구 소장품과 함께 현재의 소장처인 다이토쿠지 탑두 료코인(龍光院)에 기

증되어 오늘날까지 보관되어 왔다.

  에도시대의 <율시도>는 크게 두 가지 영역에서 서로 다른 맥락으로 수용되

었다. 먼저 17세기 료코인에 보관된 이래로 <율시도>는 코게츠 소간과 그 주

변의 다도인, 문예인들을 중심으로 다회(茶會)의 카케모노로서 감상되었다. 이

때 <시도(枾圖)>보다는 주로 <율도(栗圖)>가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다회기(茶

會記)에서의 사용이나 언급 빈도도 <시도>보다 높으며 카노 탄유(狩野探幽, 

1602-1674) 등의 화가들이 <율도>의 방작(倣作)을 제작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율시도>는 16세기부터 17세기까지 일본을 대표하는 다인, 화가들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었다. 특히 이 시기부터 다이토쿠지는 전체 탑두가 참여해 매

303) 필자가 이 기록을 처음 알게 된 것은 목계의 그림을 기록한 4편의 다회기를 정

리한 竹內順一, 「茶会記における牧谿画」, 五島美術館 編, 앞의 책, pp. 160-169의 

표와 谷晃, 「研究資料:　茶会記に現れた絵画」, 『美術研究』362(1995), p. 242의 자

료를 통해서였다. 이를 계기로 필자는 일본의 주요 다회기를 총망라한 『茶道古典

全集』을 모두 확인하여 <율시도>에 대한 다양한 기록을 확인하였다. 千宗室 編, 

『茶道古典全集』(京都: 淡交社, 1977). 이하 谷信一을 谷로 약칭하고 谷晃은 이름 

전체를 기입한다.

     한편 소장처인 료코인에 전해지는 상서(箱書)는 <율도>의 외제(外題)를 노아미

(能阿弥)의 필치로 감정하였고 <시도>의 외제는 코게츠 소간의 필치로 보았다. <율

도>의 글씨가 노아미의 진적이라면 그가 활동했던 15세기에 일본에 <율도>가 전해

졌다고 볼 수 있다. 노아미가 남긴 문헌 기록에서는 그가 이런 그림을 보았다는 내

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노아미가 1469년 제작한 토쿄 이데미츠미술관 소장의 

<수묵화조도병풍(水墨花鳥圖屛風)>은 현재 중국에 전해지는 목계의 화훼잡화권과 

유사한 요소가 여러 부분에서 확인되어 그가 이러한 유형의 그림을 보았을 가능성

은 상당하다. Wu, 앞의 논문, pp. 23-7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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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중요한 서화 소장품을 대중들에게 공개하는 행사인 바쿠료를 진행해 왔는

데, 18세기부터는 각종 출판물에서 다이토쿠지의 행사를 소개했으며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작품을 기재하였다. 대부분의 바쿠료에서 <율시도>는 <관음원학도>

나 <용호도>와 비교할 때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작품은 아니었으며, 다이토쿠

지라는 소장처가 목계의 유명한 그림을 많이 소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소

개되는 경향이 드러난다. 이러한 관심은 목계의 그림과 관련된 다회로서의 맥

락이 점차 단절되고, 아시카가시대 이래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던 진귀한 카라

모노로서의 태도가 바쿠료와 다도구 명물집이라는 대중적 출판물을 통해 에도

시대 후기에 급속도로 퍼져나갔다는 것을 보여준다. 비슷한 시기 중국 강남지

방의 문인화가들 사이에서 새로운 사생 정신을 포착한 것으로 주목받았던 <화

훼잡화권>에서 유래한 <율시도>는 수용 주체의 문화적 차이에 의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해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다도와 관련된 맥락이 사라져가며 

에도시대의 일본에서 다회의 소품이나 명찰의 보물이라는 지극히 ‘세속적’인 

관점이 강조되었던 <율시도>에 대한 에도시대 후기의 기록은 20세기 초반 들

어 이 작품을 갑자기 선종의 정수를 표현한 목계의 대표작으로 다루는 급격한 

변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이다.

  (1) 다회(茶會)와 <율시도>

  중국에서 본래 긴 두루마리 화훼잡화권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었던 <율도>

와 <시도>는 일본으로 건너와 다회에 사용되기 적합한 축권의 ‘과자도(菓子圖)’

로 개축되어 새롭게 태어났다.304) 일본에서 목계의 이러한 수권이 전래되었다

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오가와는 현재 일본에 목계의 전칭작으로 

전해지는 화훼잡화도류의 그림들은 수입 초기 단계부터 일본인의 취향에 맞게 

304) 무로마치시대 이후 일본에서 ‘과자’는 특히 센노 리큐가 활동하던 시기를 전후로 

다회에서 간단히 조리하여 섭취했던 과일과 야채를 의미한다. 이하에서는 일본의 

다도적인 수용 맥락을 강조해 잡화보다는 과자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고자 한다. 

다도에서 과자의 사용이 발전해 나아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谷晃 編, 『茶道学大

系』第四巻:　懐石と菓子(京都: 淡交社, 2000); 특히 筒井紘一, 「茶の湯の菓子ーその

成立と展開」, 谷晃 編, 같은 책, pp. 290-3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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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과 같은 형태로 편집되었던 것이라고 보았다.305)

  료코인의 <율시도>는 높이가 각각 35cm에 이른다. 목계 전칭 화훼잡화권의 

높이가 베이징본의 경우 47.3cm, 타이페이본의 경우 44.5cm라는 점을 고려하

면 화폭의 크기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화폭의 크기가 아닌 도

상 자체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타이페이본에 그려진 열 한 개의 감과 <시도>

에 그려진 여섯 개의 감은 크기가 거의 비슷하다. 따라서 이는 일본에 전해질 

때 표장을 위해 작품을 잘라내면서 생긴 변화로 보인다.306) 한편 <율도>와 <시

도>의 화폭 높이는 현재 거의 같은 반면 화폭에서 도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

각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본에서 늘 <율시도>의 한 쌍으로 인식되어 온 두 

작품이 과연 하나의 두루마리 그림에서 잘라낸 것인지 의문의 여지를 남기는 

부분이다. 그러나 베이징본과 타이페이본에 그려진 여러 도상들 또한 화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근거로 두 작품이 본래 중

국에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으나 일본에서 조합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특

히 타이페이본은 앞서 설명한 대로 제2부분에는 잡화류, 즉 과자류가 나타나는

데 여기에 그려진 도상의 화폭 전체에 대한 상대적인 크기는 제1부분의 화훼

305) 戸田․小川 編, 『花鳥画の世界』　 卷十: 中国の花鳥画と日本(東京: 学習研究社, 

1983).

306) 현전하는 목계의 화훼잡화도 중 크기를 확인할 수 있는 그림은 다음과 같다.

 

제 목 크기 소장처 비고

<芙蓉圖> 34.5×36.7cm 大德寺 도 6

<栗  圖> 35.2×33.0cm 龍光院 도 3-2

<枾  圖> 35.1×29.0cm 龍光院 도 3-3

<荷葉圖> 35.4×49.5cm 根津美術館 五島美術館 44

<石榴圖> 33.0×30.0cm 三井文庫 五島美術館 47

<川苣圖> 34.8×24.0cm 三井文庫 五島美術館 M-255

<瓜  圖> 27.9×37.9cm 個人蔵 五島美術館 M-256

<瓜  圖> 27.0×30.1cm 個人蔵 Rio (2015) F. 2.10.

<蘿蔔蕪菁圖> 37.5×64.8cm 宮内庁三の丸尚蔵館 도 8

   전체적으로 높이가 30cm 전후로 비슷한 것이 특징이다. 중국에 전해지는 사생권은 

높이가 47cm 가량이다. 화훼잡화 위쪽으로 여백이 많은데 축권으로 표장하기 적합

하도록 이 여백을 잘라내면 30cm 남짓한 크기가 된다. 한편 목계와 유사한 시기에 

활동한 조맹견의 <수선도권>도 높이가 34cm이다. 송말원초 화훼를 그린 수권의 크

기가 현전하는 목계의 화훼잡화 카케모노의 크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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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제3부분의 소경군조(小景群鳥)와 비교해 보면 작게 그려졌다. 기본적으로 

화훼잡화권은 같은 두루마리라도 이처럼 도상의 종류마다 상대적인 크기가 전

혀 다른 것이다. 무엇보다 타이페이본의 제2부분 중 <시도>와 가장 유사한 도

상이 나타나는 감의 바로 오른쪽에 위치한 비파는 <율도>의 도상과 비교할 때 

높이가 거의 같고 너비도 큰 차이가 없다.307) 이처럼 현전하는 목계 전칭의 화

훼잡화도와 <율도>, <시도>의 세부 요소를 비교할 때 <율시도>는 하나의 작품

에 있던 것이 함께 잘려 이후로 늘 한 쌍으로 전해져 왔을 가능성이 높다.308)

  이처럼 하나의 두루마리 그림에서 잘려 어느 순간부터 축권의 ‘과자도’로 변

화한 <율시도>는 다인 요우카 쿄쿠안의 소장품이 되었다. 요우카 쿄쿠안은 

1571년 2월 24일, 1576년 3월 22일, 1579년 4월 10일의 다회에서 이를 사용

하였다.309) 이 중 1571년과 1576년의 다회에 참여했던 작품의 두 번째 소장자 

츠다 소규는 센노 리큐와 함께 당대를 대표하는 이른바 ‘천하삼종장(茶湯の天

下三宗匠)’의 한 명으로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 1534-1582), 토요토미 히데요

시(豊臣秀吉, 1537-1598)의 차두(茶頭)를 지내기까지 했던 인물이다.310) 명물 

다도구의 소장가로서는 리큐를 능가할 정도로 명성이 높았던 츠다 소규의 뒤

를 이어 상인으로서의 가업을 잇고 다인으로서 소장품을 관리하고 있던 장남 

307) 비파도 식용 작물에 해당하므로 과자류로 생각된다.

308) 필자는 2019년 4월 20일 쿄토 미호미술관(MIHO MUSEUM)에서 개최된 전시 

<大徳寺龍光院: 国宝曜変天目と破草鞋>에서 <율시도>를 실견하였다. 거리와 조명 등

의 물리적 한계로 두 작품의 종이와 먹이 동일하다고는 말할 수 없으나 눈에 띄는 

차이점이나 이질감은 확인되지 않았다.

309) 요우카 쿄쿠안에 대해서는 이 논문, p. 153 참조. 한편 본래 <화훼잡화권>으로 

중국에서 수입되었을 이 작품의 표구가 언제 이루어졌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오가

와 히로미츠는 작품이 전래되자마자 현재와 같은 형태로 분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고 보았다. 戸田 編, 앞의 책(1983); 小川, 앞의 논문(1996) 참조.

310) 다인으로서 츠다 소규의 활약에 대해서는 熊倉功夫, 「江月宗玩と茶の湯」, 田中

敦子 編, 『大徳寺龍光院: 国宝曜変天目と破草鞋』(京都: MIHO MUSEUM, 2019), 

pp. 152-153. 특히 츠다 소규는 타인의 다회에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진기한 물건

을 배견(拜見)한 경우 매우 자세한 기록을 남겨 사물에 대한 호기심과 왕성한 수장

욕을 보여주었다. 이하 이 논문에서 田中豊蔵(田中倉琅子)는 田中로, 그 외의 田中

는 이름 전체를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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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다 소본(津田宗凡, ?-1612)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가문의 명물들은 차남 

코게츠 소간에게로 상속되었다. 1610년부터 다이토쿠지의 주지를 역임해 왔던 

코게츠 소간은 1611년부터는 쿠로다(黑田) 가문의 후원으로 다이토쿠지 혼포의 

서쪽 외곽에 새로이 건립된 탑두 료코인의 2대 주지를 맡게 되었다.311) 이러한 

과정을 거쳐 <율시도>를 포함한 츠다 가문의 명물 다도구의 상당수가 료코인

으로 기증되었던 것이다. 특히 츠다 가문의 근거지인 오사카의 카이 지역은 

1614년부터 1615년 사이에 에도 막부의 총공격을 받으며 황폐화 되었고, 호상

(豪商)이었던 츠다 가문도 재산을 잃고 몰락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율시

도>는 츠다 소본이 사망해 코게츠 소간이 가문의 소장품을 물려받은 1612년 

이후 카이가 오사카의 난(大坂の乱)으로 화를 입은 1614년 가을이 되기 전의 

기간에 현재의 소장처에 전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바라키 현립 역사관(茨城県立歷史館)에 소장되어 있는 카노 모토노

부(狩野元信, 1476-1559)의 <율도(栗圖)>는 1571년보다 이른 시기에 료코인의 

<율도> 또는 이와 유사한 작품이 이미 일본에 전래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작

품으로서 주목된다(도 16). 선행연구에 의하면, 카노 모토노부는 소아미를 통해 

목계의 화풍을 익혔다.312) 당시 카노 모토노부는 목계 화풍에 익숙하지 못한 탓

311) 1606년 건립된 료코인은 후쿠오카번(福岡藩) 치쿠젠(筑前)의 초대번주(初代藩主)

였던 쿠로다 나가마사(黒田長政, 1568-1623)가 아버지 요시타카(孝高, 1546-1604)

를 기리기 위한 영묘(靈廟)로 건립했던 것이다. 료코인은 17세기에 다이토쿠지 내

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탑두(塔頭)로 오늘날의 세 배에 달하는 규모였다고 한

다. 료코인의 기본 역사와 건축 구조에 대해서는 川上貢,　『禅院の建築―禅僧のすま

いと祭』(京都: 河原書店, 1968), pp. 251-255; 다이토쿠지에서 茶道와 書藝에 관련

된 江月宗玩의 활동은 Levine, 앞의 책, pp. 145-194; 江月宗玩의 전기에 대해서는 

竹貫元勝, 『新日本禅宗史』(京都: 禅文化研究所, 1999), pp. 183-193.

312) Wu, 앞의 논문, 특히 Chapter 3; 辻惟雄, 『戦国時代狩野派の研究』(東京: 吉川

弘文館, 1994), pp. 36-37, 특히 카노 모토노부 전반에 대해서는 pp. 47-214; 

Quitman Phillip, “Kano Motonobu and Early Kano Narrative Painting”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1992) 참조. 아미파 전반이 카

노파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田中一松, 「室町時代における観瀑図の系譜」, 『日本絵

画史論集』(東京: 央公論美術出版, 1966), pp. 258-259 참조. 한편 Wu는 『음량헌

일록』장향(長享) 2년의 기사를 토대로 카노 모토노부가 소아미에게 목계의 수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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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153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이를 연습하였다고 한다. 료코인에 소장되어 있는 

<율도>처럼 종이 위에 수묵으로 절지화와 같이 뾰족한 밤송이와 이를 아래에서

부터 받쳐주는 밤나무 잎사귀 몇 개를 그린 카노 모토노부의 <율도>는 카노 모

토노부가 소아미의 영향으로 목계의 그림을 연구하며 제작한 방작 중 하나로 생

각된다.313) 특히 카노 모토노부의 아들인 카노 쇼에이(狩野松榮, 1519-1592)는 

목계의 화훼잡화권을 보았던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314) 현재 목계의 전칭작으

로 전하는 <율도> 도상은 다른 중국화가의 그림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수십 년 

관음도 등을 보여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분석을 제시하였다. Wu, 앞의 논문, p. 121 

참조. 그런데 필자는 여기서 Wu가 인용한 기사의 원문인 “牧溪墨観音, 此脇四幅見

求之　(…) 牧溪赤雞白雞二幅, 之本尊見求之”는 목계의 그림에 협시가 될 그림을 (후

자의 경우 본존이 될 그림을) 보고 구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보다 문법에 맞는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 대화는 명나라에 보내는 주문품(大唐御誂)에 대한 일을 논의한 

것이기 때문에 Wu의 해석은 전체 맥락과도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 이 기록을 제외

한다면 카노 모토노부가 목계의 그림을 보았거나 보고자 하였다는 직접적인 사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等伯画説』에는 常観가 카노 모토노부에게 자존심을 굽히고 소

아미에게 그림을 배우라 했으며 이후 모토노부가 그림을 잘 그리게 되었다는 기록

이 적혀있다. “常観云謂狩野元信ニ云我ヲ折テ墨ヲ相阿彌ニ問ヘト元信尤ト領掌セリ観事

件御機嫌吉ト時ハ同時ノ人々也。” Wu, 같은 글, pp. 125-126에서 재인용. 카노 모토

노부와 목계를 직접 연결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어도 목계를 계승했던 소아미와 카

노 모토노부의 관계는 공동 작업 사실, 교류 관계 및 주변의 평가 등을 종합할 때 

신뢰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313) 선행연구에 따르면 1480년대까지 일본에서 목계의 그림은 산수화가 아니라 주로 

인물, 조수, 화훼 항목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Richard P. Stanley-Baker, 

“Mid-Muromachi Paintings of the Eight Views of Hsiao and Hsiang” (Ph. D. 

dissertation, Princeton University, 1979), pp. 136-139. 따라서 이 그림은 당시 

화단의 풍조와도 일치한다.

314) Wu, 앞의 논문, pp. 133-141. 이보다 앞선 연구에서는 쇼에이와 목계 사이의 직

접적인 연관관계가 논의되지는 않았으나 모토노부의 목계화풍이 아들인 쇼에이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되었다. Carolyn Wheelwright, “Kano Shōei” (Ph. D. 

dissertation, Princeton University, 1981), pp. 307-310. 쇼에이의 대표작이자 목

계의 화훼잡화권과 깊은 친연성을 보여주는 것은 주코인(聚光院) 방장을 장식한 후

스마에(襖絵)이다. 이 작품에 대해서는 渡邊雄二, 「聚光院方丈襖絵成立についての一

考察」, 『美術史』144(1998), pp. 127-140; Levine, 앞의 논문(199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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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목계의 그림을 연구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모토노부가 목계와 유사한 그림을 

제작했으며, 이것이 동일한 제목으로 전해진다는 것, 아들인 쇼에이의 경우 모토

노부보다 목계의 화훼잡화권과 도상적으로 친연성이 깊다는 점을 고려하면, 모토

노부가 목계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율도> 또는 이와 유사한 화훼잡화도를 보았

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카노 모토노부는 목계와 달리 밤송이 안의 열매까지도 그리고 있어 약간

의 차이를 보여준다. 이는 카노 모토노부가 임모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취향이

나 관심사에 따라 변화를 주었다고 이해할 수도 있다. 특히 카노 모토노부는 

1543년에도 목계 화풍을 온전히 익히지 못하였다는 기록들이 전해지는데, 이 그

림에서 나타나듯 목계의 화풍을 그대로 따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비판

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315) 카노 모토노부가 표현한 밤송이 속의 열매는 먹의 

농담을 강하게 변화시켜 전체 덩어리를 표현했다. 열매의 끄트머리는 꼭지의 형

태로 묘사했는데 특히 덩어리와 연결되지 않고 별개의 재질처럼 분리시켜 표현

하였다. 이러한 구성과 기법은 <시도>에서 감 열매를 묘사한 방식과 유사하다. 

카노 모토노부와 같은 구성의 <율도>는 이후 목계의 <율시도>가 소장되었던 료

코인의 실내장식의 제작에 참여하여 <율시도>를 보았던 것으로 생각되는 카노 

탄유의 <율도>에서도 나타난다(도 17-1). 열매와 <시도>가 지닌 친연성, 료코인

의 <율시도>를 보았을 탄유를 통해서도 계승된 밤송이 속 열매의 존재를 종합하

면 카노 모토노부는 자신이 방작을 제작했던 목계의 <율도>뿐 아니라 이와 함께 

전해져 왔던 <시도>까지도 동시에 감상한 후 자신의 독창적 표현으로서 추가한 

열매의 묘사에 이를 반영하였다.

  카노 모토노부뿐 아니라 그 후손인 카노 탄유, 모토노부의 영향을 받은 카마쿠

라의 화가 시키부 테루타다(式部輝忠, 16세기 활동)도 <율도>의 모본을 제작하였

다(도 17-2).316) 이 시기 <율도>에 대한 관심은 특히 일본 다회의 새로운 풍조와 

관련이 있다. 16세기를 대표하는 다인 센노 리큐의 다회를 계기로 새로운 조리법

315) Wu (2012), p. 127.

316) 이외에 이토 자쿠추(伊藤若冲, 1716-1800)의 <율도>가 있다. 이 네 작품 외에는 

목계의 그림과 양식적 친연성을 가지는 <율도>는 확인되지 않는다. 자료의 확인은 

東京文化財研究所의 「ガラス乾板」, 「写真原板」, 「フィルム原板データベース」, 

「『美術画報』所載図版」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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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입된 다양한 밤 과자가 빈번히 사용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센노 리큐는 종

래에 속껍질[渋皮]을 벗기지 않은 채 섭취했던 밤을 여러 방식으로 요리하여 자

신이 개최한 수많은 다회의 후식, 즉 ‘과자’로 사용하였다.317) 특히 리큐는 다회

의 식사법을 정립해 가는 과정에서 과자의 사용을 강조했는데, 카이세키(懷石)나 

술 없이 과자만 대접하는 다회를 연 적도 있다. 이때도 리큐는 전병(センベイ)과 

함께 밤(栗)을 사용하였다. 즉 다도계에서 밤과 그 열매는 리큐를 중심으로 새롭

게 유행하는 풍조를 연상시키는 소재였다.318) 

  특히 센노 리큐의 다회를 기록한『남방록회(南方錄會)』에 의하면 리큐가 목

계의 <율시도>를 사용하였다고 한다.319) 1583년 9월 13일 밤, 센노 리큐는 자기 

317) 熊倉功夫 編, 『利休大事典』(東京: 学習研究社, 1983), pp. 244-245. 특히 리큐

의 다회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くりのだんご’ 즉 밤으로 빚은 경단과 같은 과자는 

오늘날 생각하는 과자가 이 시기부터 등장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리큐 이전

에는 주로 나무열매를 ‘과자’라고 표현하였다. 이후 리큐의 시대를 거치며 과일이 

중심이 되었는데 에도시대에 과일을 ‘水果子’라고 불렀던 것과 관련이 있다. 에도시

대부터 과자라는 말은 점차 소맥분과 사탕을 사용해 만든 오늘날의 의미로 변화해 

갔다. 리큐가 다도에서 사용한 음식에 대해서 같은 책, pp. 240-247.

318) 5월 26일 다회. 千利休, 『南方錄』, 千宗室 編, 앞의 책 第四卷. 四大茶会記에 기

재된 리큐의 다회 및 『남방록』에 기재된 다회에서 과자로 밤이 사용된 사례는 

총 150회에 이른다. 이후 리큐의 철학을 계승한 카타기리 사다마사(片桐貞昌, 

1605-1673)는 “과자의 다도는 가볍게 不時에 치르는 다도로, 평소 격식을 갖춘 다

도 대신 재미있게 하는 것”이라고 평하였다. 카타기리의 설명을 통해 리큐가 어떠

한 맥락에서 과자를 즐겨 사용했는지 이해할 수 있다. 熊倉 編, 앞의 책, pp. 

203-204.

319) 『南方錄』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위서 논란이 제기되어 현재 다도 전문가들 사

이에서는 『利休茶湯書(1680)』에 수록된 「利休百会記」를 후대에 각색한 기록이

라고 보고 있다. 熊倉, 「『南方録』成立とその背景」, 『茶湯』11(1976), pp. 

19-32; ―, 『南方録を読む』(京都: 淡交社, 1983). 선행연구에 따르면 1583년 9월 

13일 다회의 경우 『南方錄』의 기록과 다른 다회의 기록에 관련해 다른 점은 주

로 茶器에 관련된 것으로 掛物에 대한 기록의 신빙성은 부정되지 않고 있다. 熊倉 

編, 앞의 책, pp. 208-209. 『南方錄』의 국역 번역으로는 박전열, 『남방록 연구: 

일본 다도의 원리와 미학』(한국차인연합회, 2012)이 있으나 다회기 전체를 번역하

지는 않았으며 1583년 9월 13일의 다회기는 누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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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처의 니조시키(二疊敷)에서 고제(高弟)인 난포 소케(南坊宗啓, 16세기 활동), 

료무(了無), 소운(宗雲)과 함께 두 차례의 다회를 가졌다.320) 이때 초회(初会)와 

후회(後会)에서 모두 토코노마에 ‘목계율시회(牧溪栗枾絵)’를 걸었던 것이다(도 

61). 무엇보다도 이 날은 다회에서 매우 중시되는 쿠치키리(口切)의 날이라는 점

이 주목된다. 다도에서 쿠치키리는 초여름에 햇차를 따서 차 항아리에 넣고 여름 

내내 밀봉하였다가 초동(初冬)을 맞아 비로소 항아리 입구의 봉인을 뜯는 날이

다.321) 다인에게 있어서는 새해를 맞이하는 날에 비유되기도 하는 이 날, 오전에

는 토요토미 히데요시를 모시고 오나리(御成) 다회를 가졌던 센노 리큐는 밤이 

되어 가까운 사람들과 쿠치키리를 즐기며 목계의 <율시도>를 감상하였다. 다이토

쿠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다인인 센노 리큐가 마치 새해맞이 행사에서 

목계의 그림을 사용했던 혼포에서처럼 새해를 맞이하는 본인의 다회에서 목계의 

그림으로 토코노마를 장식했던 것이다.322)

  여기서 리큐가 <율시도>를 사용한 것은 단순히 그가 다회의 과자로 밤을 즐겨 

먹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일본 다도의 세계에서 다사(茶師)가 다회를 열기 위해 

다호(茶壺)를 빌린 후 주인에게 돌려줄 때에는　감사의 표시로 말린 감(干枾, 호시

가키)과 말린 밤(勝栗, 카치구리)을 선물하였다. 이 시기의 감은 미노(美濃) 지방

의 특산품으로서, 오다 노부나가가 포르투갈인 예수회 선교사 루이스 프로이스

(Luís Fróis, 1532-1597)에게 명물로 선물하였다는 일화가 전해질 정도로 귀한 

음식이었다. 한편 껍질을 모두 없앤 카치구리(勝栗)는 ‘勝’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는 이름 덕분에 승리를 축하하거나 설날 등 경사로운 날에 사용되었다.323) 새해

를 맞아 오전에는 오나리를 위해 명물 다도구를 사용한 후, 이를 빌려주었던 주

320) 了無는 승려로 추정되지만 누구인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宗雲이라는 이름과 

관련된 승려는 여러 명이 확인되지만 이 중 16세기에 활동했던 인물은 확인할 수 

없었다. 두 사람 다 『남방록』의 다른 다회기에도 한 번씩 등장한다.

321) 西山松之助 校注, 『南方錄』(東京: 岩波書店, 1986), pp. 54-55.

322) 다이토쿠지와 리큐의 관계에 대해서는 Levine, 앞의 논문(1997) 참조. 이날 오나

리에는 임제종 승려의 정상을 걸고 토요토미 히데요시를 대접하였다고 기록되어 있

다.

323) 佐々木三味, 『お茶事』(京都: 淡交社, 1966); 熊倉 編, 앞의 책, pp. 199-200에

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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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의 소중한 인물들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새로운 차를 마시고 값비싼 감을 대신

해 시각적으로는 소박하지만 카라모노이기에 값진 것으로 정평이 나 있던 목계

의 <율시도>를 사용했던 것이다. 즉 <율시도>는 이러한 다도의 관행에 딱 들어맞

아 실질적인 활용도가 높았던 작품이다. 또한 이 풍습 때문에 일본에서 <율도>와 

<시도>는 함께 전래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다만 츠다 소규에 앞서 리큐가 이를 소장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첫 번

째 소장자인 요우카 쿄쿠안은 1571년부터 1579년까지 <율시도>를 소장했던 것

이 분명하며, 츠다 소규는 사망했던 1591년 이전에 이를 입수하였다. 따라서 

1579년부터 1591년 사이에 센노 리큐가 다회에서 자신의 소장품으로서 <율시

도>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런데 그의 제자인 야마노우에 소지

(山上宗二, 1544-1590)의 다도기(茶道記)인 『산상종이기(山上宗二記[야마노우

에노소지키], 1588)』는 이 작품에 대한 기록이 없다.324) 야마노우에 소우지는 

센노 리큐 아래에서 20년 동안 다도를 익힌 애제자로서 여러 기록에서 스승 센

노 리큐와 동석해 다회에 참여한 것이 확인된다. 또한 야마노우에 소지는 츠다 

소규와 동향인 카이 지방 출신의 상인이자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차두이기도 하

였다. 이러한 활동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야마노우에 소지는 <율시도>의 

존재를 인지했을 것이다. 

  그러나 야마노우에 소지가 기록한 명물 다도구 중 목계의 <율시도>는 나타나

지 않는다. 『산상종이기』에 명물 다도구로 선정된 212점 중 회화는 31점이며 

그 중 목계의 그림은 총 5점 등장한다. 이 중 3점은 당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던 

목계의 도석 인물화[‘漁父’, ‘布袋’, ‘船子’]이며 나머지 2점은 <율시도>와 같은 과

자도[‘菜の絵’, ‘大根の絵’]이다.325) 리큐가 활동했던 시기에 과자도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던 것은 목계의 그림이 아니라 북송시대의 화가 조창

(趙昌, 959-1016)이 그렸다고 전해지는 쌍폭의 <과자도>였다. 야마노우에 소지

는 조창의 견본채색 <과자도>를 ‘다도 그림의 정상(頂上)’이라며 명물 괘회(掛繪) 

324) 야마노우에 소우지에 대해서는 茶の湯懇話会 編, 『山上宗二記研究』卷一至三(東

京: 三徳庵, 1993-1997); 五島美術館 編, 『山上宗二記: 天正十四年の眼』(東京: 五

島美術館, 1995); 熊倉, 「山上宗二の茶の湯論」, 茶の湯懇話会 編, 같은 책 卷二, 

pp. 57-66.; 筒井, 『山上宗二記を読む』(京都: 淡交社, 1987).

325) 竹內, 앞의 논문, pp. 16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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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가장 먼저 소개했다. 이러한 명성은 사츠마야 소킨(薩摩屋宗忻, 16세기 후반 

활동)과 오다 노부나가가 이 작품을 소장했기 때문에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326) 

좌폭에 7종의 과자, 우폭에 5종의 과자가 그려진 견본채색의 이 그림은 수묵화풍 

카라모노와는 거리가 먼 북송 궁정화풍의 작품이었다고 생각된다.

  야마노우에 소지가 이 작품을 최고의 카케에(掛絵)로 소개한 것을 통해 과자다

도가 새롭게 부각되던 16세기에 과자도 그림이 함께 향유했던 높은 인기를 확인

할 수 있다.327) 이 기록은 또한 야마노우에 소지가 다도구를 평가할 때 소장자의 

사회적 지위나 개인적 관계를 중시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만일 리큐가 <율시

도>를 소장하였다면 분명 야마노우에 소지도 이를 명물로 소개했을 가능성이 높

다. 그러나 야마노우에 소지는 <율시도>를 명물로 꼽지 않았다. 따라서 리큐는 

<율시도>를 소장한 것은 아니며 누군가에게 빌려 일회적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야마노우에 소지는 목계의 그림에 대해 상당히 흥미로운 지적을 제시했

는데 이를 통해 목계의 그림 전반에 대한 리큐 또는 리큐 일파의 인식을 추측할 

수 있다. 야마노우에 소지는 다도구 명물인 목계 그림을 열거한 후 “옛 사람들은 

명물로 사용했으나, 요즘은 어째서인지 잘 쓰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면서도 다

른 한 편으로는 “목계의 축권은 수가 많고 명물에 들어가는 것은 가격이 높아도 

취할 만하다”는 대조적인 기록을 남기고 있다. 목계의 그림에 대한 총평으로서 

야마노우에 소지는 “와비(侘)를 확고히 하고자 하는 스키샤(數奇者, 당시 다인을 

의미하는 용어)는 바랄만한 것이 못 된다”는 결론을 내린다.328)

326) 오다 노부나가에게 이 그림을 진상했던 이즈미 사카이(和泉堺)의 상인 사츠마야 

소킨은 야마노우에 소지와 옥호(屋號)가 같아 친족관계로 추정된다. 熊倉功夫 編,　
『山上宗二記　付茶話指月集』(東京: 岩波書店, 2006). 명물을 많이 소지했으며 특히 

1542년 4월 7일 다회기에서 조창의 과자도를 사용한 것이 유명하다. 松屋久政･久

好･久重, 『松屋会記』, 千宗室 編, 앞의 책 第九卷.

327) 『僊林(1596-1615)』에서도 <과자회> 항목에서 이 그림을 소개해 당시 과자회 

중 가장 인기 있는 그림이었다고 생각된다. 조창의 <과자도>는 현전하지 않는데 야

마노우에의 기록에 따르면 오다 노부나가가 활동했던 시기에 이미 사라졌다.

328) “古人名物トテ用之、但シ當世ハ如何不用。總別牧谿此外軸數多シ、名物ニ可入ル、依

テ主ニ代物高直ニモ可シ取、但シ侘ヲ立ル數奇者ハ無所望ニ、條々在口伝。” ‘스키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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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계의 그림이 리큐의 정신에 걸맞지 않는다는 비평은 양식에 대한 평가라기

보다는 당시의 풍조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승려의 그림이라는 이유로 중국 문

인들의 화사서에서 ‘승방에나 어울릴 법한 그림’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목계의 그

림이 이제는 쇼군이 소장했던 카라모노라는 이유로 리큐계 다인들 사이에서 ‘와

비의 다인에게 걸맞지 않는 그림’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흥미롭다. 다도

계 전반에서 목계 그림의 인기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고가

의 카라모노로서 일반인들 사이에서 지나친 명성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리큐

류 다도인들이 거부감을 느꼈던 것으로 생각된다.329) 즉 아시카가 쇼군가를 통해 

목계의 그림이 재화로서 높은 가치를 지니게 된 탓에 리큐나 야마노우에 소지에

게 <율시도>는 명물 수준으로 애호되지는 않았던 것이다.

  <율시도>의 두 번째 소장자로 알려져 있는 츠다 소규는 16세기 이후 부상한 

과자다도의 새로운 흐름 속에 각종 과자도에 큰 관심을 보인 인물로 추정된다. 

츠다 소규가 남긴 다회기 『종급다탕일기(宗及茶湯日記)』에는 다양한 과자도에 

대한 기록이 10번이나 등장한다. 이전 세대인 츠다 소타츠가 참여한 다회에서는 

과자도가 오직 한 번 사용되었던 것과 비교해 보면 매우 큰 변화이다. 특히 그가 

쿄토의 신자이케(新在家, 오늘날 쿄토부 쿄토시 가미교쿠(上京区))에 위치한 요우

(数寄者)’는 ‘数寄’의 길에 정진하는 자로 16세기에 다도가 성립된 이후로는 다인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었다. 야마노우에 소지는 스키샤의 자격으로 “마음의 각

오, 창의력, 공적”을 꼽았다. 조용란, 「고보리 엔슈의 미의식 연구」(중앙대학교 일

어일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5), p. 21.

329) 당시 목계의 그림이 다회의 床掛け로서 누리고 있던 인기는 앞서 언급한 사대다

회기의 기록을 통해 확인된다. 竹內에 따르면 1533년부터 1649년까지 茶会에서 床

掛け로 唐絵가 사용된 것은 총 451回인데 그 중 牧谿의 작품은 모두 122回의 언급

이 등장한다. 이는 전체 기록의 27%에 달하는 수치이다. 다회에서 카케모노로서 중

국 그림의 사용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茶道資料館 編, 「茶会記に見る掛物一覧１」, 

『宋元の墨跡と絵画―茶の湯の掛物』1(京都: 茶道総合資料館, 1981) 참조. 다회에서 

사용된 목계 회화에 대해서는 Masumi Maetani, “Transformation in the 

Aesthetics of Tea Culture in Japan” (Ph. D.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Hong Kong, 2007); 목계 회화가 카라모노로서 다도계에서 어떻게 수용되었는지에 

대해서　山下裕二, 「美術史の唐絵․茶道史の唐絵ー牧谿を通して考える」, 谷晃　編, 앞

의 책, pp. 18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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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쿄쿠안(養花曲庵)의 거처에서 겸도종설(謙道宗設, 16세기 활동)과 함께 참여

한 1571년 2월 24일의 다회에서는 <율시도>를 감상한 후 찐 밤과 감을 과자로 

먹었던 것이 확인된다.330) 요우카 교쿠안의 자세한 활동 기록이 없어 리큐의 경

우처럼 서로 그릇을 주고받은 것에 대한 답례의 표시였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

러나 다회의 내용과 그림의 사용이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은 동일하여 이 

시기 다도계에서 <율시도>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한편 17세기에 다양한 소장가들의 명물 다도구를 총망라해 기록한 마츠야 히

사시게(松屋久重, 1657-1652)는 『송옥명물집(松屋名物集, 마츠야메이부츠슈)』

을 통해 여러 <과자도>를 소개하였다. 그런데 이 중 현재 료코인에 소장되어 있

는 목계의 <율시도>와 다른 것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목계의 <율시도>에 대한 

기록이 나타난다. 요우카 쿄쿠안이 소장했던 <율시도> 외에도 호소카와 하루모토

(細川晴元, 1514-1563)와 료안지(龍安寺) 친슈자(珍首座)의 소장품이었던 목계의 

<율시도>가 있었던 것이다. 다만 이 기록은 단지 소장자, 작가, 작품의 이름만을 

나열하고 있어 호소카와 하루모토와 료안지가 먼저 <율시도>를 소장하였고 이후 

이를 요우카 쿄쿠안이 소장하게 되어 이들 기록이 모두 현재 료코인에 소장되어 

있는 <율시도>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목계 전칭의 <율시도>가 당시 여러 점 

330) 요우카 쿄쿠안은 츠츠이 준케이(筒井順慶, 1518-1584) 또는 토요토미 히데나가

(豊臣秀長, 1540-1591)를 섬겼던 曲音이라는 설이 있다. 千宗室 編, 『茶道古典全

集』第七卷(京都: 淡交社, 1977), p. 89 주 5. 겸도종설은 중국에서 온 도래인(渡来

人)이다. 1523년 견명선 정사를 맡아 닝포(寧波)에 갔을 때 호소카와 타카쿠니(細川

高国, 1484-1531)의 견명선과 갈등을 빚어 정사 란코 츠이사(鸞岡瑞佐)를 살해하고 

영파의 난(寧波の乱)에 관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上田正昭 等編, 『日本人名大

辞典』(東京: 講談社, 2001) 참조. 요우카 쿄쿠안과 츠다 소규가 <율시도>를 사용한 

다른 다회인 1576년 3월 22일에는 카이에 위치한 天神社의 常樂寺 승려 天神春盛

가 함께 참석하였다. 이 인물도 다도와 관련된 자세한 활동 내역을 알 수 없으며 

이 다회의 경우 기록 내용도 자세하지 않아 정황을 파악하기 어렵다. 츠다 소규가 

남긴 다회기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가 과자도나 목계의 그림을 모두 애호했던 

것이 명확히 드러난다. 이를 잘 알고 있던 요우카 교쿠안이 그를 위해 이 그림을 

걸었던 것이다. 한편 본인이 개최한 다회기에 대한 기록(自會記)에는 목계의 과자도

를 사용한 기록은 없지만 1566년 10월 10일 아침과 17일 아침의 다회에 필자가 

기재되지 않은 과자도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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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했던 것인지는 현전하는 기록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331)

  그런데 요우카 쿄쿠안이 소장했던 목계의 <율시도>를 자세히 묘사한 유일한 

기록은 츠다 가문의 기증을 통해 오늘날까지 료코인에 전해지는 <율시도>와는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주목된다. 요우카 쿄쿠안이 목계의 <율시도>를 사

용한 다회기는 현재 세 건이 확인되는데 이 중 1579년 4월 10일의 다회를 개

최한 마츠야 히사마사(松屋久政, 1521-1598)의 『구정다회기(久政茶會記)』에 

묘사된 <율시도>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초회 토코노마에 율시의 그림이 걸려 있다. 목계 필이며 가지에 밤이 세 

개, 감이 네 개, 잎사귀 5장, 가지 앞쪽에는 달린 것이 없다. (표구의) 위 

아래는 보라색이며 가운데는 하얀 바탕에 작은 무늬가 있고, 띠(一文字)

는 짙은 청색에 작은 무늬가 들어가 있다.332)

  요우카 쿄쿠안이 소장했던 <율시도>의 도상에 관한 16세기의 유일한 기록은 

료코인의 소장품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333) 그런데 현재는 행방을 알 수 없

지만 이 기록과 정확히 일치하는 그림이 1912년까지 이노우에 후작가에 소장

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도 18-1).334) 이노우에 후작가와의 관련성은 확

인하지 못했으나 쇼코쿠지의 조텐카쿠미술관(承天閣美術館)에도 이와 동일한 

도상을 가진 수묵의 과자도가 목계의 전칭작으로 전해진다(도 60). 토쿄국립박

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카노파의 목계 작품 모본 중에도 이와 동일한 도상이 

331) 일설대로 요우카 쿄쿠안이 筒井順慶를 섬겼다면 함께 토요토미 히데요시를 섬겼

던 호소카와 후지타카(細川藤孝, 1534-1610)를 통해 하루모토가 소장했던 것을 그

가 몰락한 후 후지타카를 거쳐 요우카 쿄쿠안이 입수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332) “初ヨリ床ニ栗枾ノ絵カカル牧溪筆エタ折ノクリ三ツ枾四ツ葉五ツエタサキハナシ上下ムラ

サキ中白地小文一文字クン色ノ小文。” 松屋久政, 「久政茶會記」, 千宗室 編, 앞의 책 

第九卷.

333) 료코인 이전의 소장자인 츠다 소규는 요우카 쿄쿠안의 <율시도>의 도상을 자세

히 기록하지 않았다.

334) 星野錫 編,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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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335) 이를 종합하면 16세기에 과자도가 유행하면서 인기를 누리게 되었던 

목계의 <율시도>는 두 종류 이상이 존재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요우카 쿄쿠안

이 현재 도판으로 확인할 수 있는 두 종류의 <율시도>를 모두 소장하고 있어 

그 중 하나를 츠다 소규가 입수했거나, 과자도와 목계화를 매우 애호했던 츠다 

소규가 마츠야 히사마사가 묘사한 것과 같은 요우카 쿄쿠안의 <율시도>를 본 

후 이와 비슷한 그림을 구해 소장하게 되었을 두 가지 가능성이 존재한다.

  여러 종류의 기록이 전해질 정도로 인기를 누렸던 목계의 <율시도>는 현재의 

소장처인 료코인으로 들어간 이후에는 다회에서 사용한 기록이 발견되지 않는

다.336) 그러나 료코인의 주변에서 활동한 문화인들과 카노 모토노부의 추종자들

을 중심으로 여전히 관심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료코인에서의 <율시도> 수용

을 논의하는 데 있어 중심에 위치한 인물은 코게츠 소간이다. 츠다 소규의 차남

인 코게츠 소간은 1610년부터 다이토쿠지의 156대 주지를 지냈으며, 이후 1611

년에는 스승이자 료코인의 개산이었던 슌오쿠 소엔(春屋宗園, 1529-1611)의 뒤

를 이어 료코인의 2대 주지를 맡게 된다. 특히 코게츠 소간이 새로운 주지가 되

면서 그와 가까이 지내던 여러 다인과 화가들에게 료코인은 중요한 교류의 장으

로 부상하였다.337)

  코게츠 소간 주변의 인물 중 다인으로서 가장 주목되는 인물은 ‘엔슈(遠州)’라

는 호로 보다 널리 알려진 코보리 마사카즈(小堀政一, 1579-1647)이다.338) 코보

리 엔슈는 센노 리큐의 제자인 후루타 오리베(古田織部, 1543-1615)에게 다도를 

배운 다이묘 다인(大名茶人)이었다. 리큐, 오리베의 뒤를 이어 카라모노 일변도의 

335) 모본 도판 일람 및 모본의 의의에 대해 五島美術館, 앞의 책(1996), pp. 76-81, 

130-138.

336) 『茶道古典全集』에 집성된 기록 외에 谷晃이 1533년부터 1867년 사이에 개최된 

1만 4천会의 茶会 관련 기록을 모아 정리한 회화 목록에서는 1571년 2월 24일, 

1583년 9월 13일 외에는 ‘牧谿栗枾絵’라는 그림의 다회 사용을 확인할 수 없다. 谷

晃, 앞의 책, pp. 237-263 참조.

337) 코게츠 소간의 생애에 대해서는 田中敦子 編, 앞의 책; 다도인으로서 코게츠 소

간에 대해서는 筒井紘一, 「江月宗玩と茶の湯」, 『淡交』71(2017), pp. 38-44.

338) 엔슈의 종합적인 선행연구로 森蘊, 『小堀遠州』(東京: 吉川弘文館, 2003), pp. 

76-79. 엔슈의 다도미학에 대해서 조용란, 앞의 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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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회 풍조를 개혁하고자 했던 코보리 엔슈는 카라모노를 대신할 ‘엔슈취향(遠州

好み)’의 다도구를 강조했는데, 토쿠가와 쇼군가의 차두라는 높은 지위까지 올랐

던 덕분에 다도계 전반에 폭넓은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코보리 엔슈와 코게츠 소간은 모두 슌오쿠 소엔을 스승으로 여기며 많은 영향

을 받았다. 또한 이러한 관계를 기반으로 두 사람은 각별한 교류관계를 가지게 

되었다.339) 특히 코게츠 소간이 료코인의 주지가 되자마자 새롭게 도입한 ‘밋탄

(密庵)’ 다실은 엔슈의 미학을 잘 보여주는 료코인의 대표적인 건축물이자 료코

인에서 이루어졌던 다회의 중심지이다. 당시 료코인에는 항주 경산 영은사의 주

지를 지냈던 밀암함걸(密庵咸傑, 1118-1186)의 묵적인 <장선인완법어(璋禅人宛

法語, 1179)>가 소장되어 있었다.340) 코게츠는 엔슈에게 밀암선사의 묵적이 어울

릴 만한 다실을 의뢰했는데, 이때 엔슈는 다실과 서원을 연결시켜 일상을 보내는 

서원 속에서 다도를 즐길 수 있도록 다실을 고안해 리큐 미학을 료코인 내에 구

현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341)

  코보리 엔슈의 미의식을 반영한『중흥명물기(中興名物記[추코메이부츠키])』의 

첫 번째 장에서 다이토쿠지의 료코인과 그 소장품을 소개한 것은 이러한 교류관

계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342) 밀암과 난포, 대등의 묵적이 료코인을 대표하는 명

물다도구로 열거된 후, 회화 소장품으로서는 가장 먼저 목계가 그린 ‘곶감, 밤송

이 이폭대(枝枾イガ栗二幅對)’가 등장한다. 작품의 표장 상황까지 자세히 적은 후, 

339) 田中敦子 編, 앞의 책.

340) 야마노우에 소지가 소장했던 것을 츠다 소규가 구입해 소본을 거쳐 코게츠 소간

을 통해 료코인에 수장되기에 이르렀다. 위의 책 참조.

341) 小堀宗慶, 『小堀遠州の美を訪ねて』(東京: 集英社 2010), p. 38; 조용란, 앞의 논

문, p. 45에서 재인용. 그런데 최근의 연구에서는 서원과 결합되어 있는 밋탄 다실

의 구조가 본래의 모습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田中敦子 編, 앞의 책 참조. 

현재의 료코인은 메이지시대를 거치는 과정에서 사찰의 규모가 상당히 축소되어 전

성기 규모의 1/3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342) ‘중흥명물’은 에도시대 전기 코보리 엔슈에 의해 성립된 명물을 의미한다. 코보리 

엔슈의 『원주장장(遠州蔵帳, 엔슈쿠라초)』에는 <율시도>의 언급이 없다. 『중흥명

물기』는 이후 사카모토 슈사이(坂本周斎, 1666-1749)가 편찬했다. 益田孝·高橋義

雄 編, 『遠州蔵帳図鑑』(東京: 宝雲舎,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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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계 과자도의 6종 도상으로 밤, 감과 함께 오이(瓜), 가지(茄), 무(大根), 순무

(蕪)를 소개하였다.343) 16세기에 과자도가 처음으로 유행하기 시작하였다면, 한 

세대 뒤에는 이렇게 ‘목계 6종’이라는 말이 만들어질 정도로 목계의 과자도가 다

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목계의 <율시도>는 다회에 사용하기 적합

한 도상을 지니고 있어 가끔씩 다회에 사용되었던 것이 츠다 소규의 개인적인 취

향을 통해 발굴되었다면, 17세기 들어서는 소장처인 료코인과 당대를 대표하는 

다인의 관계를 통해 시대를 대표하는 명물로 부각되었던 것이다.

  코보리 엔슈는 센노 리큐나 야마노우에 소지와 같이 카라모노보다는 와모노

(和物)를 중시한 다도 미학을 전개했던 인물이다.344) 그러나 그가 꼽은 명물 중

에는 료코인의 <율시도>처럼 에도의 쇼군가 및 여러 다이묘가 소장했던 카라모

노도 여러 점 등장한다. 이는 토쿠가와 가문의 차두를 맡고 다이묘들의 다회에 

관여하던 코보리 엔슈의 교류 관계에 따른 것으로 설명되어 왔다. 코보리 엔슈 

본인이 <율시도>를 어떻게 평가했는지는 현전하는 기록만 가지고 설명하기 어렵

다. 그러나 그가 료코인과 맺고 있던 각별한 교유와 그 자신의 영향력을 통해 이

후 다도계의 스키샤(数寄者)들이 료코인에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만은 분명하

다.345) 

343) 특히 순무(蕪, 현재 궁내청 소장)는 당시 마츠다이라 가문의 소장품으로 ‘客來一

味’의 찬은 一休의 글씨라고 소개하였다. 목계의 오이 그림은 16세기 이후 쿄토와 

카마쿠라 지방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카마쿠라로 유입되어 카마쿠라 수묵화에 큰 영

향을 끼쳤다. Rio, 앞의 논문(2015).

344) 각종 명물기에 담긴 코보리 엔슈의 미의식에 대해서 조용란, pp. 28-33 참조.

345) 이외에도 코보리 엔슈가 <율시도>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하코가키

(箱書)의 작성이다. 다도구의 소장과 관리에 있어 하코가키가 강조되기 시작한 것은 

코보리 엔슈 이래의 일인데 소장처인 료코인에 전해지는 하코가키에 <율시도>의 

외제에 대한 필적 감정이 나타나며 이 중 <시도>는 코게츠 소간 본인이 작성한 외

제이다. <율도>는 노아미의 필적이라고 보았으나 일본에서 과자도가 본격적으로 등

장했던 시기를 고려하면 이보다 1세기 가량 일찍 활동했던 노아미의 외제라고 보

기 어렵다. <시도>의 외제를 작성한 코게츠 소간 전후의 시기에 외제가 작성되었고 

코보리 엔슈의 영향으로 하코가키가 정비될 때 <시도>에 코게츠 소간이 직접 외제

를 쓰고 이전부터 있던 <율도>의 외제는 노아미로 감정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율도>에는 이전부터 외제가 있었다는 이 기록은 일본의 다도계에서 <시도>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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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료코인 소장 이후로는 다회에서 <율시도>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는 확인

되지 않는다.346) 이러한 기록의 부재는 료코인의 폐쇄성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

지만, 실제로 사찰 내에서 <율시도>를 사용하기보다는 비장품(秘藏品)처럼 보관

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을 남긴다. 그러나 료코인 주변에서 활동했던 쇼카도 

쇼조(松花堂昭乘, 1584-1639)와 카노 탄유가 남긴 과자도가 <율시도>와 친연성

을 지니고 있어, 이들은 작품을 보관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다회를 통해 감상하

기도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도 62). 쇼카도 쇼조는 현재 쿄토시의 남쪽에 위치한 

야와타시(八幡市)의 신사인 이와시미즈 하치만구(石清水八幡宮)의 주지를 지낸 

카이 출신의 진언종 승려로서, 타키모토보 지츠조(滝本坊実乘)의 문하에서 밀교

를 배웠다.347) 1627년 지츠조가 숙멸하자 그 뒤를 이어 이와시미즈 하치만구 타

키모토보(瀧本坊)의 주지를 지냈으나 10년 후에는 자리를 떠나 쇼카도라는 거처

를 세우고 은거하였다. 특히 쇼조의 형 나카누마 사쿄(中沼左京, 1579-1655)가 

코보리 엔슈와 동서 지간이었기 때문에 인척 관계였던 코보리 엔슈와 쇼카도 쇼

조는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쇼조는 또한 나카누마 사쿄를 통해 쿠게였던 코노에 

노부타다(近衛信尹), 그의 양자이자 고요제이 텐노(後陽成天皇, 재위 1586-1611)

의 4남이었던 코노에 노부히로(近衛信尋, 1599-1649)와도 교류를 주고받았다. 

다이묘를 모시는 리큐파의 다인, 진언밀교에 기반을 두고 황실과 가까이 지냈던 

화승이 료코인에서 함께 다회를 벌이며 깊은 교유를 통해 예술세계를 심화시켰

<율도>가 인기를 끌고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다.

346) 특히 코보리 엔슈의 소장품이나 감상품의 배견기를 기록한 『원주어장원장(遠州

御蔵元帳[엔슈오쿠라모토초])』에 <율시도>의 기록이 없다. 小堀遠州, 『遠州御蔵元

帳』, 千宗室 編, 앞의 책 第十二卷

347) 코보리 엔슈, 코게츠 소칸 외에 쇼카도 쇼조가 교류한 주요 인물은 近衛信尋, 林

羅山, 木下長嘯子, 石川丈山, 佐川田昌俊, 沢庵, 井川定慶이 있다. 井川定慶, 「松花

堂昭乗の交友関係ー近衛家文書による」, 『仏教大学研究紀要』52(1968), pp. 1-15; 

코게츠 소간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矢崎格, 「松花堂昭乘と江月宗玩の交友」, 『神の

道』3(2018), pp. 122-129; 코보리 엔슈와의 관계에 대해서 川畑薫, 「松花堂昭乗
と小堀遠州」, 『野村文華財団研究紀要』26(2017), pp. 84-97. 특히 2011년 瀧本坊

遺跡発掘調査를 통해 잊힌 쇼카도 쇼조의 존재가 발견되었다. 벼랑 밖으로 튀어나

온 공중다실이었던 것으로 생각되는 이 독특한 다실도 코보리 엔슈와 쇼카도 쇼조

가 함께 고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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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것이다.348)

  쇼카도 쇼조는 화승으로서 서예 활동과 병행해 수묵화를 그리기도 하였

다.349) 그가 남긴 <가자도(茄子圖)>는 특히 칸토 지방에 목계 전칭의 과자도가 

수입되며 케손(啓孫, 16세기 활동), 셋토(雪村) 사이에서 유행했던 화제에 해당

한다(도 19).350) 15세기 말 이후 쿄토와의 교류가 재개되며 카마쿠라의 화가들

을 중심으로 목계의 <과도(瓜圖)>와 유사한 수묵의 과자도가 다수 제작되었다. 

그런데 같은 목계 화풍으로 평가되는 쇼카도 쇼조와 카마쿠라 화가들의 가지

는 세부 표현에 있어 서로 다른 도상적 특징을 보여준다(도 9). 케손, 셋토의 

경우 <과도>와 유사하다(도 20). 가지에 몰골의 먹선을 넣어 굴곡진 질감을 표

현했으며 꼭지 부분의 이파리를 보다 자세하게 묘사하였다. 반면 쇼카도 쇼조

는 전체적으로 목계의 <시도>와 같이 지극히 간략한 먹선을 사용해 가지를 표

현하였다. 특히 원형에 가까운 가지의 표현, 가지의 꼭지 부분과 가지가 매달

린 나뭇가지가 교차하며 형성하는 ㄱ자형의 꺾인 선은 <시도> 특유의 감꼭지

를 연상시킨다. 나뭇가지를 가로로 눕히고 이파리를 다섯 개 그려 넣은 것은 

일본의 화가들이 목계의 <율도>를 임모할 때 사용하는 구조이다. 이파리의 아

래로는 쇼카도 쇼조의 그림에서 종종 확인되는 작은 몰골의 담묵으로 표현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냈다. 료코인에 소장되어 있는 목계의 <율시도>와 전체 

및 세부 표현에서 유사한 점이 많이 보이는 이 그림은 쇼카도 쇼조가 <율시

도>에 영감을 받아 자신만의 과자도를 그린 것으로 보인다.351)

348) 이들의 인맥과 교류를 통해 막부와 조정 사이에 다회가 개최될 수도 있었다. 

1626년 후시미성에서 토쿠가와 히데타다와 3대 쇼군인 토쿠가와 이에미츠를 환영

하는 다회를 개최하기 위해 쇼카도 쇼조와 고보리 엔슈가 합심해 코노에 노부히로

를 초청했던 것이다. 조용란, 앞의 논문, pp. 68-69.

349) 쇼카도 쇼조는 특히 서예가로서 이름이 높아 혼아미 코에츠(本阿弥光悦, 

1558-1637), 코노에 노부타다(近衛信尹, 1565-1614)와 함께 ‘寛永三筆’로 꼽히기도 

한다. 쇼카도 쇼조의 작품 전반에 대해서 柴沼裕子, 「松花堂昭乗の作品と茶道具 」, 

『淡交』56(2002), pp. 35-39; 차게(茶掛)로서 쇼카도 쇼조의 작품에 대해서 依田

徹, 「茶掛としての日本絵画: 雪舟等楊と松花堂昭乗」, 『天開圖畵』10(2013), pp. 

25-31.

350) 카마쿠라 지방에서 목계의 <과도>가 유행한 것에 관해 Rio, 앞의 논문(2015)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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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칸토 지방의 수묵화가들 중에도 이와 유사한 마에지마 소유(前島宗祐, 

16세기 활동)의 그림이 전해지고 있어 검토를 요한다. 마에지마 소유는 칸토 

지방에서 활동한 오다와라 카노파(小田原狩野派)의 일원이다. 카마쿠라 화가들

은 일반적으로 화풍을 공유한 것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카마쿠라 지방에서 제

작된 가지 그림 중 마에지마 소유의 작품만이 <과도>의 도상과 무관하다. 같은 

오다와라 카노파인 시키부 테루타다(式部輝忠, 16세기 활동)는 특히 <율도>의 

모본을 제작하기도 했는데, 이들은 오다와라 카노파 중에서도 카노 모토노부와 

친연성 높은 화풍을 구사하였다. 카노 모토노부가 <율시도>를 보았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모토노부를 계승한 시키부 테루타다나 마에지마 소유가 다른 

카마쿠라 화가들과 다른 표현을 시도하였다는 점은 <율시도>가 카마쿠라 지역

에까지 알려졌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다만 시키부 테루타다가 제작한 <율도>는 

료코인의 소장품보다는 카노 모토노부가 제작한 <율도>와 더욱 비슷해 목계의 

원작에 대한 인식을 가지지 못한 채 카노 모토노부를 따라하는 과정에서 만들

어진 작품일 수도 있다. 그러나 료코인에서 활동했던 카노 탄유가 제작한 <율

도>도 쇼카도 쇼조, 카노 모토노부, 시키부 테루타다와 마찬가지로 밤나무 가

지를 가로로 눕히고 밤송이 안에 들어있는 열매를 드러내 보이고 있다. 밋탄 

다실에서 <율시도>를 보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쇼카도 쇼조와 카노 탄유의 그

림에서 확인되는 이러한 변화는 <율도>를 일본의 화가들이 자기화하는 과정에

서 일어난 자연스러운 변화라 할 수 있다.

  (2) 바쿠료(曝凉)와 화보(畵譜)를 통한 <율시도>의 대중적 수용

 

  다음으로는 17세기 이후 다이토쿠지에 보관되어 온 <율시도>의 대중적인 인

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같은 곳에 소장되어 함께 소개되기도 했던 <관음

원학도> 또는 <관음원학용호도>와의 비교 검토를 통해, 각각의 작품에 대한 인

식이 에도시대 후기에 어떻게 대중화 되었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는 주로 바쿠료 행사를 토대로 다이토쿠지의 소장품이 널리 알려지는 과정이 

351) 특히 이 시기에는 과자 중에서 가지의 사용이 인기를 끌었는데 율, 시가 아니라 

가지를 선택한 것은 이러한 다회에서의 변화와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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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되었다.352) 레빈은 특히 에도시대 최고의 인기를 누린 상업적 출판물이자 

쿄토 관광 안내서인 아키사토 리토(秋里籬島, 18세기 활동)의 『도림천명승도

회(都林泉名勝図会[미야코린센메이쇼즈에], 1799)』를 통해 바쿠료가 어떠한 

행사였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발전시켜 <관음

원학도>와 <율시도>에 대한 에도시대 후기의 대중적 인식이 어떠했는지를 검

토보고자 한다. 출판문화가 극도로 발달했던 에도시대 후기에는 특히 각 분야

마다 백과사전과 같은 총합적 서적의 간행이 성행하였다. 이러한 서적은 기존

의 지식을 집대성한 것으로서 대상에 대해 당시까지 축적된 정보와 인식을 보

여준다. 이 중에서도 특히 널리 유통된 서적은 대중들이 소개된 대상을 이해하

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해당 문제에 대한 대중적 인식을 추단케 하

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이 논문은 목계에 주목한 각 분

과의 대표적인 서적을 통해 <관음원학도>와 <율시도>가 수용된 방식을 살펴볼 

것이다. 

  먼저 카노파 화가인 오오카 슌보쿠(大岡春卜, 1680-1763)의 『화교잠람(画巧

潜覧[가코센란], 1740)』은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작품

과 모범이 되는 도상을 선별해 판화로 정리한 책으로서, 에도시대를 이끈 대규

모 화가 집단이 목계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인식을 담고 있다. 이어 마츠다이라 

하루사토(松平治郷, 1751-1818)가 간행한 『고금명물류취(古今名物類聚[코콘메

이부츠루이주], 1787)』는 에도시대를 대표하는 다기 명물 도감으로서 다도계

에서 목계를 수용한 한 단면을 보여준다. 이에 영향을 받아 오사카에서 출간된 

쿠사마 나오카타(草間直方, 1753-1831)의 『다기명물도휘(茶器名物図彙[차키메

이부츠즈이], 1872)』는 지역적 관심이 반영된 명물집으로서, 마츠다이라와는 

다른 목계 수용의 태도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사료이다. 마지막으로 마츠다

이라 사다노부(松平定信, 1759-1829)가 편찬한 『집고십종(集古十種[슈코짓슈], 

1800)』은 에도시대 후기를 대표하는 고미술 도록집으로서, 목계의 그림이 널

리 알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서적 속에서 확인되는 

목계의 <관음원학도>와 <율시도>에 대한 서술 방식은 집필자의 관심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기록물을 통해 이 논문에서는 서양과의 교류를 통해 미

352) Levine, 앞의 책, pp. 226-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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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사라는 근대 학문과 문화재라는 관리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다양한 관심과 

이해를 토대로 발전되어 온 목계에 대한 에도시대까지의 보편적인 인식을 추

측해 보고자 한다.

  사진 기술을 활용한 미술사 전집이 간행되기 전의 18세기 전반에 이미 일본

에서는 그림을 그리는 이들에게 전범이 될 만한 작품을 선별한 뒤, 이를 판화

로 간행해 유통시켰다. 에도시대 중기에 오사카를 중심으로 활약한 카노파 화

가 오오카 슌보쿠는 분본(粉本)의 답습으로 경직되어가는 카노파의 화풍에 대

담한 구성과 개성 넘치는 필치를 도입해 화단을 혁신한 것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353) 이런 개혁의 일환에서 그는 다양한 도판집의 간행을 시도해 기존의 

분본과 차별화된 전범을 여러 화가들에게 소개하고자 하였다. 『개자원화전』

을 번안한 『명조자연(明朝紫硯[민초시켄], 1746)』은 그러한 그의 노력을 보

여주는 대표적인 출판물이다. 대중적 출판물의 제작 전반에 관심이 많았던 오

오카 슌보쿠는 책의 삽화 제작에도 뛰어나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폭 넓은 인기

를 누렸다.

  오오카 슌보쿠의 여러 저서 중에서도 1740년에 간행된 『화교잠람』은 그가 

제작한 첫 화보집으로서 주목된다.354) 카노파의 화가로서 카노파에서 중시한 

기술, 화제, 도상을 총망라한 『화교잠람』의 1권에서 목계의 그림이 확인된다

(도 22). 책은 먼저 카노파의 가계도로 시작되는데, 이는 당대 최고의 화사 집

단으로 명성을 누리던 카노파의 권위를 책 전체에 부여한다고 할 수 있다. 카

노파의 가계도가 모두 소개된 후에는 「낙중낙외명화(洛中洛外名畵)」라는 제

목 아래 쿄토 지역에 소재한 여러 작품들을 판화로 간행해 소개하였다. 이 중 

가장 먼저 나타나는 그림이 바로 대덕사에 소재된 목계의 그림이다. 

353) Lippit, Painting of the Realm: The Kano House of Painters in 

Seventeenth-Century Japan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12) 참

조; 오오카 슌보쿠는 조선통신사에 참여한 경력으로도 국내에 알려져 있다. 또 그

가 간행한 도판집에는 조선의 그림이 포함되기도 하였다. 송희경, 「『畵史會要』를 

통해 본 18세기 한중일 회화 교류-大岡春卜(오오카 보쿠)의 ‘漢畵’ 인식을 중심으

로」, 『미술사학연구』288(2015), pp. 249-274 참조.

354) 필자가 검토한 판본은 토쿄문화재연구소 소장본이다. 大岡春朴, 『畵巧潜覧』(大

阪: 敦賀屋九兵衛,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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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카 슌보쿠는 당시 대덕사에 소재해 있던 목계의 여러 작품 중에서 <관

음원학도>와 <용호도>만을 소개하고 있어, 에도 중기의 화가들이 목계의 그림

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알 수 있다. 특히 <대덕사집물 오폭대 목계필(大德寺

什物 五幅對 牧溪筆)>이라는 제목은 카노 모토노부 이래 목계의 그림에 상당한 

관심을 보여 온 카노파의 화가에게도 <관음원학도>가 <용호도>와 함께 하나의 

작품으로 인식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종이 한 장마다 <관음원학도>와 <용호

도>의 각 폭을 인쇄했으며, 원숭이와 용을 좌폭으로, 관음을 중폭으로, 호랑이

와 학을 우폭으로 소개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책에 묘사된 도상이 원본

이 되는 목계의 그림과 상당히 다르다는 점이다. 원숭이의 경우 중국에 자생하

는 목계의 긴팔원숭이와는 종류가 다른 일본 고유의 원숭이가 묘사되어 있다. 

학 또한 자세 등이 원본과 무관하며, 같은 책의 다른 그림에 표현된 학과 거의 

동일한 표현법이 사용되었다. 이처럼 원본과 전혀 무관한 묘사는 판화의 제작

자가 과연 <관음원학도>와 <용호도>를 실제로 보았는지 의문을 자아낸다. 원형

을 완전히 상실한 오오카 슌보쿠의 <관음원학용호도>는 목계의 그림에 대한 

관심이 회화적 표현 자체보다는 아시카가 쇼군가의 카이쇼 행사와 다이토쿠지

의 바쿠료 행사를 통해 카라모노로서 지니고 있던 명성에 기반하고 있을 가능

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다른 기록에서는 <관음원학도>와 <용호도>를 결합

시켜 설명할 때, ‘관음원학용호도’라는 표현을 통해 원학과 용호가 보다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드러난다. 반면 오오카 슌보쿠는 원숭이

와 용, 학과 호랑이를 연이어 배치해, 원본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졌음을 보여

준다. 이는 다이토쿠지에서 두 작품을 함께 소장한 이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조합으로 사용했던 관례와 연관이 깊을 것으로 생각된다. 소장처에서 작품들 

사이의 관계 설정이 새롭게 이루어지면서 바쿠료를 진행할 때도 <관음원학도>

와 <용호도>의 배열 방식에 변화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소장처 내 여러 행사에

서의 진열 방식에 있어 일관성이 상실되면서 <관음원학도> 및 <용호도>에 대

한 외부인들의 인식도 변화를 겪었다고 할 수 있다.

  『화교잠람』의 전체 배열 순서를 보면 오오카 슌보쿠가 소장처가 아니라 

소개하고자 하는 그림 자체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다

이토쿠지의 목계 그림을 소개한 이후 묘신지의 소장품을 소개하였다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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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토쿠지 탑두의 장벽화를 소개하였다. 이는 작품의 중요도를 고려하기에 앞

서 소장처를 먼저 고려하는 바쿠료 기록이나 다도구 명물기와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편집 방침을 고려하면 오오카 슌보쿠가 비록 목계의 그림

을 정확히 묘사하지는 못했지만 카노 모토노부 이래 전범의 대상으로 삼아 온 

목계의 대표작인 <관음원학용호도>를 쿄토에 소재된 다양한 그림들 중 가장 

중요한 작품으로 여겼다고 이해할 수 있다. 더군다나 이 뒤로 소개된 작품은 

모두 일본 화가들의 작품이다. 마치 카노파의 계보를 설정한 것처럼 현존하는 

최고의 명작인 목계의 <관음원학용호도>가 카노파를 중심으로 한 일본 화가들

을 통해 계승되었다는 인식을 담은 배열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화

교잠람』은 카노파 화가들 사이에서 목계의 그림은 작품 자체의 아름다움이나 

도상적 특징이 주목되기 보다는 중국미술을 대표하는 명적이자 본받아야 할 

전범이라는 상징적 의미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화가들 사이에서 『화교잠람』을 통해 목계의 <관음원학용호도>가 다소 왜

곡된 형태로 대중화 되었다면 다도를 즐기는 스키샤들 사이에서는 ‘후마이(不

昧)’라는 호를 통해 보다 널리 알려진 마츠다이라 하루사토의 『고금명물류취

(古今名物類聚[코콘메이부츠루이주], 1787)』를 통해 다이토쿠지에 소장되어 

있는 목계 그림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기 시작하였다.355) 마츠다이라 하루사토

는 에도 후기를 대표하는 다인으로서 18세기 후반 다이묘들 사이에서 다도가 

새롭게 인기를 누리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약년기(若年期)에 하루사토는 이미 

『무태언(無駄言, 1770)』을 집필하여 당시의 다도 풍조를 비판하였다. 하루사

토는 리큐의 정신을 계승하여 다도를 새롭게 정비하고자 하였다. 특히 전 78권

의 방대한 분량에 다색 도판까지 삽입하여 다도 명물을 집대성한 『고금명물

류취』의 간행은 세간을 놀라게 하였다.

  목계의 그림과 관련해서는 『고금명물류취』권15의 「동산전어물현회(東山殿

御物懸檜)」의 내용이 주목된다.356) 하루사토는 카케모노(掛物)를 소장처 별로 

355) Paul Valery, “Chanoyu: From the Genroku Epoch to Modern Times,” in Tea 

in Japan: Essays on the History of Chanoyou, ed. H. Paul Valery and Isao 

Kumakura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95), pp. 161-194.

356) 松平治鄉, 『古今名物類聚』(東京: 現代思潮社,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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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하면서 현재는 사라졌으나 그 명성이 여전히 전해지고 있는 히가시야마덴, 

즉 아시카가 요시마사의 구장품을 소개하면서 현재의 소장처를 함께 기재하였

다. 이는 기록 당시의 소장자를 중심으로 작성하던 17세기까지의 명물 목록의 

작성 관행과 차별화된 것으로서 목록에 일종의 역사성을 부여하는 작업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하루사토는 목계의 그림 중 다이토쿠지에 소장되어 있는 그림

을 모두 아시카가 요시마사의 구장품으로 열거하였다. 하루사토가 각 소장품의 

역사를 오해한 것인지 편집상으로 실수를 범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

나 간행 이후 다도구 명물집으로서 큰 인지도를 누리고 있던 이 책에서 이렇

게 소개된 탓에 다이토쿠지에 소장되어 있는 목계의 그림은 <관음원학도>와 

마찬가지로 아시카가 요시마사가 소장했던 명적으로서의 인식이 확산되었다. 

<관음원학도>와 두 점의 <용호도>, <부용도>, <율시도>가 한 쌍처럼 결합되기 

시작한 것이다.357)

  이러한 기록은 목계의 그림이 일본에서 아시카가 쇼군가와 얼마나 밀접한 

연관관계 속에 수용되어 왔는지를 드러낸다. 한편 『화교잠람』과 달리 『고금

명물류취』에 <율시도>가 소개되어 있는 것은 『중흥명물기』의 영향으로 생

각된다. 이러한 차이는 같은 목계의 그림이라도 화단과 다인이라는 수용의 주

체에 따라 평을 전혀 달리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나아가 다이토쿠지 소장품을 

이처럼 집합적으로 인식하는 태도는 바쿠료 행사와도 관계가 깊다고 생각된다. 

바쿠료 행사를 방문한 이들은 모두 다이토쿠지의 여러 탑두를 방문해 목계의 

그림을 동시에 감상하였다. 이러한 감상 환경은 탑두마다 작품을 소장하게 된 

역사적 배경이 전혀 다르다는 인식을 지우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곳곳에 즐비

한 명적을 보기 바쁜 구경꾼들에게 이들 작품은 모두 다이토쿠지에서 볼 수 

있는 목계의 유명한 작품이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소장 역사를 자랑하

는 <관음원학도>의 권위가 다른 작품을 함께 윤색한 것이다.

  다이토쿠지에 소장되어 있는 목계의 그림을 대중적으로 알리게 된 바쿠료 

행사는 늦어도 16세기부터 확립된 관행이었다.358) 탑두를 포함한 다이토쿠지의 

357) <부용도>는 현재 알려진 것처럼 독폭(獨幅)이 아니라 <원후도>와 한 쌍으로 소개

되었다. 다만 필자는 이외에 <부용도>를 <원후도>와 함께 언급한 에도시대 명물집

을 확인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 내용의 근거가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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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서화와 골동품을 꺼내서 곰팡이가 피는 것을 방지했던 이 행사는 많은 

스키샤들과 일반 관광객들의 관심을 받았다. 에도시대 후기의 쿄토 여행 책자

나 지방지에서는 여러 사찰의 바쿠료를 중요한 볼거리 또는 지역의 주요 행사

로 소개하였다. 특히 아키사토 리토의 『도림천명승도회』는 에도시대 후기를 

대표하는 명소도회(名所図会)로 바쿠료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자세히 담고 

있다(도 23).359) 다이토쿠지 혼포와 각 탑두의 간단한 성립 경위를 소개하고 

대표적인 소장품을 소개한 이 책자에는 바쿠료를 개최할 때 유명한 작품이 사

찰의 어디에 배치되었는지를 자세히 기록해 마치 관광 안내 책자와 같은 기능

을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바쿠료 배견기(拜見記)를 도면

까지 작성한 다른 책자인 『다기명물도휘』는 같은 위치에 전혀 다른 작품을 

기록하고 있다. 바쿠료의 도면까지 기록한 경우가 많지 않아 추가적인 비교 검

토는 어렵다. 이는 두 기록 중에서 하나가 잘못 되었다기보다는 <관음원학도>

와 <용호도>에 대해 회화로서 체계적인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소장처 다이토

쿠지에서 상황에 따라 작품의 배치를 다르게 했던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앞서 

살펴본 『화교잠람』과 『고금명물류취』는 원학과 용호의 배열순서의 세부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358) 에도시대에 간행된 京都 여행 책자뿐 아니라 달력에서도 大德寺의 曝凉 행사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중요한 행사였다. 16세기 전반 曝凉에 대한 大德寺 내부의 

규율이 마련되었으며, 禪院 외부의 여러 사람들에게 대덕사의 至宝와 芸術品이 널

리 알려지게 되었다. Levine, 앞의 책, pp. 226-232, 372 참조. Levine은 茶の湯와 

관련된 기록을 남긴 경우 저자를 특히 ‘tea pilgrims’라고 칭하였다. 특히 료코인의 

경우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츠다 가문과 코보리 엔슈의 명성 덕분에 특히 다도 

취미를 가진 인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 數寄者들은 大德寺를 방문하고 이에 관

련된 많은 기록을 남겼던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방문자 중에는 狩野派의 유명한 

화가와 美術商까지 대동하는 경우도 있었다. 鬼原俊枝, 「狩野探幽と相国寺蔵「花鳥

図」衝立について」, 『日本美術工芸』662(1993), p. 188.

359) 필자가 확인한 판본은 京都国際日本文化研究センター에서 소장하고 있는 1799년 

간행본이다. 秋里籬島, 『都林泉名勝図会』(京都: 吉野屋為八, 1799). 온라인으로도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http://www.nichibun.ac.jp/meisyozue/rinsen/c-pg3.html

(2019년 5월 31일에 접속); 『都林泉名勝図会』의 편제와 의의에 대해서는 Levine, 

앞의 책, Chapter IV 참조.

http://www.nichibun.ac.jp/meisyozue/rinsen/c-pg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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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림천명승도회』는 다이토쿠지에 소장되어 있는 목계의 그림에 대한 여러 

정보를 자세히 기록해 일본 전역에 전파시켰다. 다만 <관음원학도>와 <용호도>

를 결합시켰으며, 특히 용호를 원학보다 앞에 둔 <관음용호원학도>라는 표기를 

사용하였다. 료코인에 소장되어 있는 목계의 <율시도>에 대해서도 소아미의 외제

가 있다는 내용까지 기록해, 에도 후기 다이토쿠지의 집물을 다룬 주요 서적 중 

<율시도>를 가장 자세히 다루었다고 할 수 있다.360) 다만 아키사토 리토는 <관음

원학도>나 <율시도>를 모두 바쿠료 도면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들 작품

의 대중적 수용 상황을 이해하는 자료로서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와 달리 바쿠료에서 본 모든 작품의 위치를 표시해 주목되는 기록이 있다. 

오사카 상인 출신의 학자였던 쿠사마 나오카타(草間直方, 1753-1831)의 『다기

명물도휘(茶器名物図彙, 1872)』는 마츠다이라 하루사토의 『고금명물류취』에 

큰 자극을 받아 전 95권 분량에 이르는 역작을 집대성하였다(도 24).361) 수많은 

채색 도판과 목판화의 삽입, 소개한 작품의 정확한 감상을 위한 참고문헌의 집성, 

리큐류를 중심으로 한 계보의 설정 등은 다인으로서 쿠사마 나오카타가 이 책을 

편찬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여실히 드러낸다.362) 그런데 이 

책은 1976년 영인본이 간행될 때까지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채 쿠사마 가문 내

에서만 간직되어 왔다. 따라서 이 책은 대중적으로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쿠사마 

나오카타가 <관음원학도>와 <율시도>를 다룬 내용도 쿠사마 가문 이외의 집단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기록은 에도시대 후기에 간행된 여러 백

360) 이후 『집고십종』에서 이 기록이 반복된다. 아키사토 리토가 이 외제를 직접 감

상하고 기록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특히 다이토쿠지를 소개한 여러 

내용을 보면 다른 글에 소개된 내용을 인용하였다는 언급이 등장하기도 해 이 기

록도 바쿠료와 무관한 어떠한 문건을 토대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현재 

소장처인 료코인에서는 이를 노아미의 외제라고 소개하였다.

361) 쿠사마 나오카타의 활동, 집필 방향 및 의의 등에 대해 永島福太郞․原田伴彦, 

「序文」, 草間直方, 『茶器名物図彙』上(東京: 文彩社, 1976), pp. 1-2. 필자가 확

인한 판본은 같은 책 上, 中, 下卷의 영인본이다.

362) 쿠사마 나오카타의 서문 및 전체 구성에서 이전에 작성된 주요 다도명물기를 집

대성 하려는 의욕이 강하게 드러난다. 특히 야마노우에 소지, 코보리 엔슈를 강조하

며 이들을 계승하고자 하는 리큐류 다인로서의 의식이 95권 전반을 관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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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사전류의 출판물 중 <관음원학도>와 <율시도>에 대해 가장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기록을 비교 검증하는 기준이 될 만하다.

  쿠사마의 기록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특히 중요한 것은 그가 다인으로서 센

노 리큐에 대한 계승 의식을 지니고 있는 동시에 오사카를 기반으로 한 상인

으로서 츠다 가문에 대한 관심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363) 오사카의 난으로 

궤멸되기 전까지 츠다 가문은 오사카의 사카이(堺) 지방을 대표하는 다인이었

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역 의식 덕분에 그가 남긴 바쿠료 배견기는 많은 이들

의 관심을 받았던 다이토쿠지 혼포 뿐 아니라 츠다 가문의 주요 소장품이 전

해졌던 료코인에 관해서도 총합적인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한화지부(漢畵之部)」의 카케모노(掛物) 항목에 소개 된 33점 중 다섯 

점이 목계의 작품이며 이 중 다이토쿠지 소장품은 <관음원학용호도>, <용호도>, 

<율시도>의 3점이 언급되었다. 특히 쿠사마 나오카타는 작품을 한꺼번에 소개하

지 않고 중요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열하였다. 쿠사마 나오카타의 품등 기준은 

명확히 드러나지는 않는다. 작품의 배열 순서를 살펴보면 <관음원학용호도>가 전

체 33점의 카케모노 명화 중 6번째이자 5점의 목계 카케모노 작품 중 2번째이다. 

그리고 <용호도>는 전체 33점 중 8번째이자 목계 5점 중 3번째이다. 또한 <율시

도>는 전체 33점 중 16번째이자 목계 5점 중 4번째에 등장한다.364) 에도 후기 

명물을 소개하는 글에서 다이토쿠지의 목계 작품을 한꺼번에 언급하지 않고 분

리시켜 다룬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편집 방침이다. 같은 시기에 보다 널리 간행

된『고금명물류취』나 『집고십종』의 경우, 다이토쿠지 소장품을 동시에 나열

하고 있어, 바쿠료에서 경험할 수 있는 수용 방식을 출판물이라는 대중 매체를 

통해 널리 확산시켰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특히 『고금명물류취』는 이들 작

품을 모두 아시카가 쇼군의 소장품이었던 것으로 기재하여, 이들 작품을 일괄해

363) 永島福太郞․原田伴彦, 앞의 논문. 오사카 상인으로서 지역의 학문을 진흥하는 데 

노력했던 쿠사마 나오카타의 업적 및 지역적 정체성에 대해서 「酒造りから海運業そ

して両替商へ: 鴻池の貢献」, 三和銀行調査部企画 編, 『サンワのあゆみ: 三和銀行創

立五十周年誌』(大阪: 三和銀行, 1983), pp. 12-17.

364) 草間直方, 앞의 책 권 14. 목계 카케모노 작품 중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소아

미의 외제가 있는 니시혼간지 소장의 <원후도>로 전체 작품 중 두 번째로 등장한

다. <부용도>는 권 15의 「一軸之部」에 수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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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쇼군이 소장한 후 다이토쿠지에 보관된 카라모노의 명작 목계 작품’이라는 

대중적 인식을 고취시켰다고 생각된다. 쿠사마 나오카타의 경우, 이를 경쟁적으

로 의식한 탓인지 작품 소개 방식에 차별성을 두었으나, 『다기명물도휘』는 간

행이 아니라 보관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고금명물류취』와 같이 외부 세

계에까지 영향을 끼치지는 못하였다.

  다이토쿠지 바쿠료에 대한 쿠사마 나오카타의 기록은 다인으로서의 예리한 감

정 능력과 기록 의지가 정점에 이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바쿠료가 기록된 권 

95의 서문에서 쿠사마 나오카타는 관정(寬政, 1789-1801) 원년인 1789년 6월에 

바쿠료에 다녀와 이 기록을 작성하였다고 적었다.365) 나이가 들어 작품의 크기 

정도를 대략 적어놓았을 뿐이며 착각한 것도 많다는 겸사와 함께, 1799년에 간행

된『도림천명승도회』에도 료코인을 비롯한 사찰의 바쿠료가 소개되어 있으므로 

이 책은 개략적인 내용만을 기재한다는 집필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실제 기록된 

내용을 보면, 다이토쿠지 혼포의 묵적은 그 내용까지 모두 기재하고 있으며, 회화 

작품의 경우에도 작품의 표구 상태, 소장인이나 낙관, 간단한 감상평까지 적어두

었다. 또한 1789년에 진행된 바쿠료에서 그가 각 작품을 사찰의 어느 부분에서 

보았으며, 그들 간의 배열이 서로 어떠했는지를 『도림천명승도회』와 같은 도면

으로 작성하는 등 바쿠료에 대한 종합적이고 세밀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먼저 <관음원학도>와 관련된 쿠사마 나오카타의 기록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

은 바쿠료에서 <관음원학도>가 배열된 장소를 정확히 기재한 것이다(도 24-1). 

이 내용에 따르면 <관음원학도>는 운몬안 바로 앞의 공간에서 <용호도>를 양옆

에 협시로 두고 고다이고 텐노의 묵적과 함께 진열되었다. <관음원학도>의 기록

이 없는 『도림천명승도회』에서 진열 위치가 소개된 작품 중에는 『다기명물도

휘』와는 표기가 다른 경우가 확인되기도 한다. 이는 바쿠료에서 작품의 진열이 

항상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한다. 다만 다이토

365) 오늘날 다이토쿠지의 바쿠료 행사는 매년 10월 둘째주 일요일에 혼포에서만 진

행되는 것과도 대조적이다. 날짜뿐 아니라 당시에는 ‘료코인 바쿠료’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료코인에서의 행사도 상당히 대규모로 이루어졌으며 그 외의 탑두들도 참여

하였다. 현재 료코인은 다이토쿠지의 모든 탑두 중 유일하게 연중 비공개이다. 이외 

탑두는 특별 공개 기간 등에 한해 외부인의 방문을 허용하고 있으며 혼포는 바쿠

료 행사가 이루어질 때에만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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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지 혼포에서 <관음원학도>를 개산과 관련이 깊은 공간에서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쿠사마 나오카타가 기재한 장소가 아니라 하더라도 <관음원학

도>의 진열 장소는 객전(客殿)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오늘날 바쿠료 행

사에서는 운몬안과 대각선으로 이어지는 싯추(室中)에 위치하기 때문에, 운몬안 

근처가 17세기 이래로 <관음원학도>가 사용된 공간이라는 점이 확인된다. 또한 

쿠사마 나오카타는 작품을 <관음원학 3폭대>, <용호 2폭대>로 나누어 표기한 후 

“이를 세상에서 방장(方丈) 오폭대라고 한다”는 짤막한 감상평을 적었다. 이는 에

도시대에 다이토쿠지의 <관음원학도>를 소개한 기록 중 유일하게 <용호도>와 

<관음원학도>를 분리시켜 다룬 것이기도 하다.

  한편 료코인의 경우 35개의 소장품을 기재했는데 이 중 <율시도>를 목계 필의 

‘명물’이라고 소개하였다. 다이토쿠지 소장품에 관한 쿠사마 나오카타의 기록 중 

‘명물’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은 이 작품이 유일하다. 이는 엔슈류의 『중흥명물

기』에 가장 먼저 소개된 카케모노인 <율시도>에 대해 쿠사마 나오카타가 리큐

와 엔슈의 미의식을 계승하고자 한 다인으로서 지니고 있던 강력한 관심을 반영

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쿠사마 나오카타는 다도를 깊이 연구한 인물이자 고

향인 오사카에 큰 애정을 가지고 있던 인물이다. 오사카 사람으로서의 강한 지역

의식과 명물 다도구들의 역사에 대한 깊은 지식을 고려할 때, 쿠사마 나오카타는 

오사카를 대표하는 츠다 가문이 <율시도>의 소장자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즉 에도시대 후기에 <율시도>는 고금명물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다인에

게 있어서는 츠다 소규와 코보리 엔슈 이래 형성된 다도구적 맥락으로 수용될 수 

있는 작품이었다. 다만 이것은 대중적인 인식이라기보다는 <관음원학도>를 삼폭

대라고 지적할 수 있을만큼 지식이 풍부하고 고미술에 관심이 많은 전문가만이 

발전시킬 수 있는 견해이기도 하였다.

  에도시대를 대표하는 고미술 목판도록집인 『집고십종』의 「명물고화(名物古

畵)」 부분은 지금까지 살펴본 서적들을 통해 집성된 명물들에 대한 기록을 높은 

완성도로 집성한 책이다. 특히 여기에 게재된 도판은 앞서 『화교잠람』과는 달

리 세밀한 묘사를 통해 작품의 원형을 목판화로서는 최대한 자세히 표현하였

다.366) 여기서 목계의 작품은 총 7점이 소개되었으며, 그 중 세 점이 다이토쿠지

366) 문인화가 타니 분초(谷文晁, 1763-1840)를 비롯한 당대 문화계의 준걸들이 편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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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포에 소장되어 있는 <관음원학용호도(觀音猿鶴龍虎圖)>, 소켄인(總見院)에 소

장되어 있는 <원후도(猿猴圖)>, 료코인에 소장되어 있는 <과자도(果子圖)>이다

(도 25〜27). 다이토쿠지 소장품 중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료코인의 ‘과자도’, 

즉 <율시도>이다. 과자도라는 명칭, 소아미의 외제에 대한 기록과 리큐의 첨장에 

대한 언급은 다도계의 기록에서 <율시도>와 관련해 자주 나타나는 표현들이다. 

특히 리큐의 첨장에 대한 내용은 다른 기록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부분인데 리큐

가 이 작품을 사용하였다는 『남방록』의 다회기에서 유래한 이야기로 보인다. 

<율시도>가 언급조차 되지 못했던 1740년의 『화교잠람』, 아시카가의 구장품으

로 오인되었던 1787년의 『고금명물류취』와 비교해 보면 매우 자세하고 정확해

진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다도명물기를 통해 이 작품에 대한 소개가 증가

한 경향성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지만 ‘료코인 바쿠료’라는 표현이 사용될 정도

로 바쿠료 행사에 적극적이었던 료코인의 태도와 관련된 측면도 있을 것으로 생

각된다. 특히 리큐에 대한 언급이 새롭게 추가된 것은 <율시도>가 리큐, 츠다, 엔

슈, 료코인의 밋탄 다실이라는 다도계의 이상들과 연결된 다도의 도구로서 인식

이 강화되었다는 점을 암시한다.

  한편 <관음원학도>와 <용호도>의 경우 무슨 도상을 그렸는지 제목에 기재하지 

않은 채 ‘쿄토 대덕사 방장 집물 목계필 오폭대’라고만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관음원학도>와 <용호도>를 ‘오폭대’라고만 언급하게 된 이유는 도상을 굳이 언

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 작품이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집고십종』에 나타나는 다른 작품들 중에도 이들처럼 연폭대로 구성된 것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 작품의 도상을 정확히 밝힌 후 ‘이폭대’ 또는 

‘삼폭대’라고 기재되어 있다.367) 특히 진용의 용 그림처럼, 누가 보아도 무엇을 

그렸는지 알 수 있는 작품에도 명확히 ‘용도’라는 언급이 있는 것과 비교해 보면 

에 참여했던 것도 이처럼 높은 완성도를 이룩하는 데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松平

定信, 『集古十種』(東京: 名著普及会, 1980).

367) 목계 이외에 도상의 제목이 나타나지 않는 작품으로는 ‘쿄토 다이토쿠지 소켄인

(總見院) 집물 오도자 필 삼폭대’가 있는데 오늘날 이당(李唐, 1066-1130년경)의 전

칭작으로 유명한 ‘高桐阮 산수화’가 이 작품의 협시를 이루고 있다. 이외에는 난젠

지 소장의 목계 필 <팔가조> 이폭대, 같은 난젠지 소장의 然可翁 필 이폭대에 구체

적인 도상 언급이 없다. 그 외의 모든 작품은 도상을 명확히 기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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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확실히 워낙 유명한 작품이라 도상의 언급이 생략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

한 ‘오폭대’라는 표현은 당시 일본인들이 일반적으로 이 작품을 <관음원학용호>

의 한 쌍으로 인식했다는 점을 드러낸다. 한편 목판으로 간행된 도판에는 관음도

의 ‘촉승법상근제’나 목계의 인장까지도 자세히 표현되어 있다. 조자고의 경우 관

제의 기록은 있지만 인장은 위치 표현만 되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목계의 <관음

원학도>와 <용호도>에 대해서는 용, 학, 원숭이, 학의 도상에 나타난 인장의 ‘목

계’라는 글씨의 모양, 주문방인과 백문방인의 구별, 학의 경우 아시카가 쇼군의 

‘도유’ 인장까지도 묘사되었다. 세부에 있어서는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인장 정보

와 다른 점도 있지만 최대한 많은 정보를 기재하고자 한 태도가 확인된다.368)

368) 다만 이 작품이 인장을 묘사한 유일한 작품은 아니며 셋슈의 <육왕산도> 및 목

계 필 <한산제벽도> 또한 관기와 인장을 모양까지 표시하였다. 이외의 작품은 실제

로는 인장이 남아있는데도 위치를 비롯한 아무런 정보를 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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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근·현대 미술사에 있어 목계 회화의 수용 양상

  중·일 양국에서 형성되었던 목계에 대한 인식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사이

에 일본과 서구의 교류로 등장한 새로운 담론 속으로 포섭되었다. 학문적으로

는 미술사의 영역에서, 제도적으로는 국보 지정의 영역에서 이와 같은 작업이 

진행되었다.369) 이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인물은 오카쿠라 텐신

(岡倉天心[오카쿠라 카쿠조(岡倉覚三)], 1863-1913)이었다. 동양의 이상은 선불

교 사상에 있으며 이러한 정신이 중국이 아닌 일본을 통해 계승되었다는 그의 

주장은 세계 각국의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되었다. 이러한 논의에서 중요한 화

가로 인식되었던 목계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언설로 윤색되었다.

  목계와 그의 예술 세계에 대한 새로운 서술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요소는 목

계를 기이한 선승으로 이해하는 것이었다. 목계와 같은 남송시대의 선종화가를 

거쳐 일본으로 동양의 예술적 정수가 계승되었다는 담론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목계의 작품이 조방한 일품화풍의 무로마치시대의 수묵화와 조화를 이루어야 

했다. <용호도>를 비롯한 여러 전칭작은 이러한 측면에 어느 정도 부합하였다. 

그러나 정작 고래(古來)로 목계의 대표작이었던 <관음원학도>는 ‘일본미술사의 

가장 중요한 작품’으로 소개되면서도 오카쿠라 텐신 등이 새롭게 형성한 선종

화 중심의 동양미술사 체계에서 적절한 위치를 찾을 수 없었던 것이다.

  동양 정신의 정수가 담긴 선종의 본질을 강렬한 수묵의 필치로 표출한 일본 

선종화의 개조로서 목계와 그의 대표작인 <관음원학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

가? 서방 세계와의 접촉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근대 일본이 창조해 낸 선종 미

술사라는 새로운 논의를 체계화시키기 위해 일련의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졌다. 그 과정에서 목계와 그의 회화 세계 또한 다양한 방식의 이해가 새롭게 

369) 사토 도신은 국가 주도의 일본미술, 미술이론 잡지, 신비쇼인의 전집 도록, 개인 

편찬 서적이라는 네 가지 방법을 통해 근대기에 일본미술사의 구축이 이루어졌다고 

분석하였다. 佐藤道信, 『明治国家と近代美術ー美の政治学』(東京: 吉川弘文館, 

1999), pp. 125-127. 이 논문은 이러한 사토 도신의 인식 체계에 기반해 종전 시

기까지의 출판물을 중심으로 하여 이들이 목계의 <관음원학도>와 <율시도>를 어떻

게 설명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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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되었다. 1910년대까지는 일관된 서술 태도를 확립하지 못한 채 다소 혼란

스러운 전개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이때 일본인들과 서구인들은 각기 다른 방

식으로 해결책을 찾아냈다.

  먼저 일본인들은 <관음원학도>를 <관음도>와 <원학도>로 분리시켜 자신들이 

서술하고자 하는 내용에 부합하는 도상만을 부각시켰다. 특히 출판 기술의 한

계 상 삼폭대로 구성된 작품 전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재현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일본 고유의 전통도 <관음원학도>의 각 폭을 분리시켜 이해

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 무로마치시대 이래 <관음원학도>의 영향으로 이와 

유사한 조합의 독폭을 연폭처럼 조합하는 관행이 반복되었다. 소장처인 다이토

쿠지는 <관음원학도>의 각 폭을 필요에 따라 분리시켜 사용하거나 다른 작품

과 결합시키기도 했다. 근대기에 간행된 전집 및 도록이 지닌 시대적 한계, 무

로마치시대부터 에도시대까지 이어진 관행은 ‘이종배합’이라는 미술사 학설로 

이어졌다. 목계의 <관음원학도>를 <관음도>와 <원학도>의 두 작품으로 분리시

키는 태도는 이후 일본의 국보 제도, 전시 및 간행물의 표기 방식 등을 통해 

보다 널리 알려질 수 있었다.

 서구의 학자들은 <율시도>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던 <시도>를 Persimmons 또

는 Six Persimmons로 새롭게 발굴해냈다.370) 에도시대 후기의 선종화로 유명

했던 엔소(円相)와 시각적으로 유사한 <시도>는 서구의 학자들에게 선종의 정

수를 간직한 명화로 부각받기 시작했다(도 67). 오카쿠라 텐신을 통해 일본에

서 촉발되어 서구인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선의 담론이 <율시도>가 

인기를 누리게 된 배경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서양인들이 이렇게 <율시도>를 

인식할 수 있었던 직접적인 계기는 공교롭게도 선 문화에 대한 서양인들 자신

의 관심이다. 유럽에서의 체류 경험을 통해 선종 미술에 대한 서구권의 관심을 

잘 알게 된 일본의 유학파 학자가 <율시도>를 처음으로 선종화의 대표적인 작

품으로 소개했기 때문이다. <율시도>에 정신적 가치를 부여하는 태도는 이 작

품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 작성된 16세기 전반부터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일본

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수용 태도이다.

  이러한 해석은 <율시도>를 다도구로 수용해왔던 일본에서 새로운 학술적 흐

370) 작품 제목의 문제와 표기 방식에 관하여 이 논문, 주석 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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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을 형성하지는 못했다. 반면 ‘선의 정신’에 매료되어 있던 서양의 학자들은 

<율시도> 중에서도 오직 <시도>에 전폭적인 관심을 보여주었다. 즉 20세기 초

반 <율시도>는 선종 수묵화를 중심으로 일본미술의 가치와 특성을 서구에 알

리고자 노력했던 일본인들, 그러한 시도에 호응해 주었던 서양인들을 통해 

Persimmons로 새롭게 수용되었다. 이하의 논의에서는 제Ⅱ장, 제Ⅲ장, 제Ⅳ장

에서 살펴본 역사적 목계와 수용사적 목계가 어떻게, 그리고 왜 오늘날 개론서

에서 확인되는 ‘선종 미술사 속의 목계’로 변화할 수 있었는지 <관음원학도>와 

<율시도>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여기에서의 논의는 목계 회화의 수용 양

상의 최종적인 단계를 확인하는 작업인 동시에 미술사에서 작가와 작품에 대

한 담론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깊은 의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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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음원학도>의 수용 양상

  (1) 선종 미술사 성립 이전의 목계 이미지

  미술사에서 목계와 <관음원학도>의 서술 방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이해

하기 위해서는 먼저 오카쿠라 텐신이 ‘동양의 이상론’을 확립하여 다양한 분야

에 영향을 끼치기 이전 단계의 서술 태도와 그 속에서 드러나는 인식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오카쿠라 텐신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

기 전 일본을 통해 동양미술을 수집한 윌리엄 앤더슨(William Anderson, 

1842-1900), 중국 문인 담론에 기초해 윌리엄 앤더슨이 수집한 소장품을 토대

로 중국미술사를 집필한 허버트 자일스(Herbert A. Giles)의 저술을 살펴볼 것

이다. 이들이 작성한 글은 동시대에 일본인들이 형성하고 있던 새로운 미술사 

담론의 영향을 받기 전 서양인들이 목계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이해하는 단

서를 제공해 준다. 특히 전자는 에도시대 후기 일본인 감정가의 도움을 받아 

미술품을 수집하였다. 따라서 그의 소장품과 저술 내용은 19세기 말 목계 그림

에 대한 일본인들의 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동시에 선종 미술사 등장 이전 자

포니즘(japonism)에 경도되어 있던 서양인의 수묵화에 대한 무관심까지도 드러

낸다. 반면 후자의 경우 목계와 선종화를 일본의 선종 미술사가 아닌 중국의 

문인화 담론을 토대로 수용한 드문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앤더슨이 목계를 서술하는 태도 및 그가 소장했던 목계의 전칭작은 에도시

대까지 수용된 목계의 이미지가 서양인을 통해 변형된 초기의 사례이다.371) 스

코틀랜드 출신의 외과 의사였던 앤더슨은 일본 제국 해군의 초청으로 해군군

의학교(海軍軍医学校)에서 해부학 및 외과 교수를 역임하였다. 1873년부터 

371) 일본에서 앤더슨의 소장품 형성 과정 및 영국박물관에 끼친 영향, 도록 집필 과

정 전반에 대해서 Michelle Ying Ling Huang, “The Influence of Japanese 

Expertise,” in Beyond Boundaries: East and West Cross-Cultural Encounters, 

ed. Michelle Ying Ling Huang (Newcastle: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2011), pp. 8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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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0년 사이에 앤더슨은 일본에서 방대한 양의 중국 및 일본미술품을 수집하

였다. 1881년 런던에 돌아온 후에는 소장품의 대부분을 3,000파운드의 대금을 

받고 영국박물관(British Museum)에 매각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앤더슨의 소장

품은 영국박물관 동아시아미술 소장품의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평가된다.372)

  앤더슨과 비슷한 시기 1880년대를 전후로 영국박물관의 소장품 형성에 영향

을 끼친 영국의 다른 소장가들이 중국의 고화를 선호한 것과 달리 앤더슨은 

에도시대 일본 화가들의 화려한 화풍을 선호하였다.373) 특히 앤더슨은 자신의 

소장품 도록을 직접 집필해 1886년 Descriptive and Historical Catalogue of 

a Collection of Japanese and Chinese Paintings in the British Museum이

라는 제목으로 발간하기까지 했다.374) 당시 윌리엄 앤더슨은 “최고의 현지인

(native) 및 다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중국미술에 

대해 소개하면서도 중국학자들에게는 자문을 전혀 구하지 않았으며 주로 영국

인 학자와 소장가의 조언을 받아 도록을 집필하였다. 특히 앤더슨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인물은 당시 문화 교류를 위해 런던에 체류 중이었던 코히츠 료

닌(古筆了任, 1875-1933)이었다.375) 코히츠는 17세기부터 일본에서 서예의 필

372) 앤더슨은 동양회화 전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으며 일본에서 구입한 중국회화에 

대한 진위 여부에 대해서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러

나 앤더슨의 소장품은 영국박물관의 핵심을 이루게 되었다. 이러한 소장품은 당시 

일본의 취향을 반영하면서도 중국회화에 대한 영국인의 미감에 알맞은 것이었다고 

평가받는다. 위의 논문, pp. 90-95.

373) 특히 Huang은 앤더슨의 취향과 대비되는 영국의 중국 고미술 애호가로 

Augustus Wollaston Franks(1826-1897)와 Sidney Colvin(1845-1927)을 언급하였

다. 전자는 미술 행정가로서도 활동했으며 당시 영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수장가였

다. 1876년에는 Bethnal Green Museum(오늘날의 Victoria and Albert Museum)

에서 동양도자 전시를 기획하여 자신의 소장품을 다수 공개하기도 하였다. 후자는 

고전미술 비평가로 1884년부터 영국박물관에서 판화와 스케치의 Keeper로 활동하

였다. David M. Wilson, The British Museum: A History (London: The British 

Museum Press, 2002), pp. 165-177.

374) William Anderson, Descriptive and Historical Catalogue of a Collection of 

Japanese and Chinese Paintings in the British Museum (London: British 

Museum, Deptartment of Prints and Drawings, 1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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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감정으로 유명했던 가문이다. 특히 료닌은 1889년 현재 토쿄국립박물관의 

전신이었던 제국박물관(帝国博物館)에서도 활약했을 정도로 당시 일본 내외에 

알려져 있던 감정가였다.376) 다만 코히츠 가문의 전통을 고려할 때 료닌은 회

화가 아니라 서예의 전문가였으며 중국회화에 대한 그의 지식은 교양과 고전 

지식을 갖춘 애호가의 영역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377) 그러나 런던 

체류 당시 코히츠 료닌은 영국박물관 동인들 사이에서 에도시대 이전의 일본 

회화에 대한 최고의 권위자로서 이름을 알리고 있었다. 영국박물관의 관리자

(keeper)였던 시드니 콜빈(Sidney Colvin, 1845-1927)은 1902년 3월부터 4월

까지 1개월 동안 코히츠를 일급(日給) 1파운드에 고용해 영국박물관 동양회화 

소장품의 도록 제작 및 정리 작업을 맡기기까지 하였다. 이때 앤더슨의 동양미

술 컬렉션 전체에 대해 진위 판정이 다시 이루어졌으며 코히츠의 감수 및 로

렌스 비니언(Laurence Binyon, 1869-1943)의 조력을 통해 앤더슨이 1886년 

집필했던 Catalogue가 재정비 되었다.

  따라서 상술한 과정을 거쳐 발간된 개정판 Catalogue는 일본을 기반으로 활

동했던 영국의 수장가와 일본의 전통적인 고화 감정가가 1902년까지 목계를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보여주는 문건이라 할 수 있다.378) 앤더슨의 Catalogue는 

일본미술사를 먼저 설명한 이후 중국미술사를 다루고 있는데 목계는 두 분야

에서 모두 언급되었다. 먼저 ‘일본의 회화(Japanese Pictorial Art)’ 중 중국 화

375) 彬子女王, 「ウィリアム･アンダーソン･コレクション再考」, 『お茶の水女子大学第９回

国際日本学シンポジウム報告』7(2018), pp. 123-132. 

376) 코히츠 가문은 특히 전란기에 서체 등의 진위 판별에 정통한 것으로 이름이 높

았다. 오카쿠라 텐신이 보스턴 미술관에서 동양미술의 감식을 소개할 때도 언급될 

만큼 고래로 일본에서 유명한 가문이었다. Okakura, “The Nature and Value of 

Eastern Connoisseurship,” in Okakura, 앞의 책(1984) 2, pp. 122-132.

377) 西川寧等, 『書道講座』8: 書道辞典(東京: 二玄社, 1969). 그의 회화 지식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없으나 그의 감정을 받았던 앤더슨 소장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보면 적어도 중국미술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이는 

1개월이라는 짧은 작업 기간, 소장가와의 관계 등에 기인한 결과일 수도 있다.

378) Anderson, Descriptive and Historical Catalogue of a Collection of Japanese 

and Chinese Paintings in the British Museum (London: Forgotten Book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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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Chinese School)를 소개할 때 “슈분(周文, 15세기 전반 활동)은 (…) 목계

(mokkei)와 옥간의 심오한 원칙에 숙달했으며 [목계는] 오구리 소탄(小栗宗湛, 

1413-1481)이 연구한 중국화가 중 하나”라고 서술하였다. 특히 카노 요시노부

(狩野義信, 1692-1745)의 작품을 설명할 때 목계가 “르네상스(18세기) 시기의 

일본인 화가들에게 가장 높은 존경을 받았다”고 언급하였다.379) 반면 중국미술

을 다룬 부분에서는 목계를 간략히 소개하였다. 앤더슨의 Catalogue에 따르면 

목계는 “(중국의) 왕조를 이끈 화가들 중 한 명”으로 “즐겨 그린 주제는 용, 호

랑이, 원숭이, 황새, 들오리이지만, 인물화와 산수화도 그렸”다.380) 일본의 여러 

대가들이 연구했던 ‘중국미술을 이끈 화가’에 대한 설명으로는 상당히 개략적

이다. 한편 Catalogue에 게재된 도판은 모두 앤더슨이 소장했던 작품이며 그가 

일본에서 구입한 수묵화풍의 <독수리>가 11세기에 그려진 목계의 작품으로 소

개되었다. 현재는 영국박물관에서 명대 임량의 화풍으로 소개되고 있는 이 작

품은 앤더슨이 일본인 소장가에게서 구입했던 것이다. ‘목계의 독수리 연폭’은 

관음의 협시로 삼폭대의 일부를 이루고 있었으며 앤더슨은 독수리 두 점만을 

구입하고 관음은 일본인 소장가가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는 설명도 기재되었다.

  앤더슨은 일본과 중국미술을 이해하는 방식은 유럽인들 사이에 자포니즘이 

팽배해 있던 시기의 전형을 보여준다. 에도시대의 화려한 채색화에 매료되었던 

서양인의 눈에 수묵화는 그다지 주목할 만한 작품이 아니었다. 이 시기에 일본

미술의 ‘르네상스’는 목계의 회화를 비롯한 선종화나 수묵화가 인기를 끌던 무

로마치시대가 아니라 에도시대 중기 이후를 지칭하였다. Catalogue가 일본인의 

감수를 거쳤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본인에게 있어서도 이는 수긍할 수 있는 설

명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목계의 작품으로 소개된 그림도 현재 알려진 목계

의 전칭작들과 전혀 다른 화풍이었으나 이는 앤더슨과 코히츠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목계는 에도시대 후기의 바쿠료나 간행물을 통해 대중적 차원에

서도 이름이 알려져 있었으나 감정의 전문가였던 코히츠는 목계의 화풍을 정

379) 위의 책, pp. 161, 181. 초간본에서 목계의 표기는 ‘Mokkei’와 ‘Muh-ki’로 이원

화 되었다.

380) 위의 책, pp. 486-487. 목계가 서술된 2장의 제목은 ‘Chinese and Korean 

Pictorial Ar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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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화교잠람』과 같이 실제 작품과 무관한 

일본 미감의 도상까지 목판인쇄를 통해 목계의 그림으로 널리 소개되었기 때

문이라고 생각된다. 즉 19세기 말의 서양인 수집가에게 목계는 한때 중국에서 

유명했던 화가로 일본미술의 전성기가 도래하기 이전 일본의 일부 화가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수묵화가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못했다. 선종화에 담긴 정신적 

가치, 수묵화만이 지닌 동양미술의 숭고미에 대한 관심은 일본에 거주했던 서

양인 수집가뿐 아니라 에도시대 후기의 전통에 기반을 둔 감정가에게도 존재

하지 않았다.

  중국의 문인전통에 기반해 중국미술을 논의했던 허버트 자일스는 오카쿠라 

텐신을 중심으로 형성된 선종화에 대한 이해로부터 더욱 거리를 두었다. 특히 

자일스는 앞서 앤더슨이 에도시대 후기의 일본미술을 기반으로 서술하고 수집

했던 중국미술사의 체계를 비판하며 원대 이후 문인화 중심의 화사서의 태도

를 계승하였다. 케임브리지대학교의 중국어 교수를 역임했던 자일스가 

Introduction to the History of Chinese Pictorial Art를 간행한 1918년은 이

미 여러 분야에서 오카쿠라 텐신의 영향을 받은 선종화 담론이 등장했던 시기

이다. 이러한 변화 상황을 고려하면 목계에 대한 자일스의 서술은 사실상 텐신 

또는 선종 미술사와 무관한 입장에서 서양인이 목계를 다룬 20세기 초의 드문 

사례라 할 수 있다.381)

381) Herbert A. Giles, Introduction to the History of Chinese Pictorial Art 

(London: B. Quaritch, 1922). 필자는 초판을 입수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논문

은 2판에 기초해 자일스의 논저를 소개한다. 초판을 수정하여 2판을 발간하는 과정

에서 자일스는 아서 웨일리가 작성한 글의 영향을 받았기도 하였다. 아서 웨일리는 

1922년 선종 미술사에 대한 연구서를 발간했으며 <시도>가 서양에서 인기를 끄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다만 자일스가 인용한 웨일리의 글은 선불교와

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전란, 이동, 사고 등이 중국회화의 소실에 끼친 영향을 고

증한 글이다. 따라서 초판과 2판이 간행되는 사이 자일스가 웨일리를 통해 오카쿠

라 텐신 등의 선종화 담론의 영향을 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Waley, “The 

Rarity of Ancient Chinese Paintings,” The Burlington Magazine for 

Connoisseurs 30 (1917), pp. 209-211, 213-214. 특히 2판의 간행 과정에서 자일

스는 로렌스 비니언의 도움을 받아 도판을 선정하였으며 비니언이 직접 도판 해설

을 집필하기도 하였다. 일본의 잡지 『국화』에 수록된 도판도 일부 반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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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일스의 책은 기원전 2700년부터 명대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미술이 전개된 

과정을 통사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 중 송대 말기, 즉 12세기 후반부터 13세

기 전반에 대한 서술은 “예술이 융성하였다고 말하기 어려우며 몽골의 침략에 

대한 공포가 서서히 남송을 사로잡고 있었다”는 표현으로 시작된다. 특히 자일

스는 이 시기에는 “평균보다 조금 나은 수준의 화가들이 몇 명 있을 뿐으로 

이들 중 한두 명을 소개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해 남송 회화를 평가 절하하는 

원대 화사서의 전형적인 입장을 보여준다. 이처럼 비판적으로 남송 말기의 전

반적인 상황이 개관된 후 화승을 소개하는 대목에서 거연(巨然, 10세기 후반 

활동), 원애(元靄)의 뒤를 이어 목계가 거론되었다.

  “일본에서는 ‘못케이(Mokkei)’라고 알려져 있는 중국의 화가가 있다”는 문장으

로 시작되는 자일스의 글은 앤더슨이 집필한 Catalogue의 목계에 대한 내용 전

체를 직접 인용하였다. 이후 중국의 고문헌 및 이와 관련지을 수 있는 목계 전칭

작의 도판을 소개하며 앤더슨의 입장을 비판하였다.382) 

앤더슨은 이 화가를 ‘Muh Ki’라고 기록했으며 그가 ‘시대를 이끈 화가들 

중 하나이며, 즐겨 그린 주제는 용, 호랑이, 원숭이, 황새, 들오리이지만, 

인물화와 산수화도 그렸’고 (…) ‘일본 르네상스시대의 화가들이 가장 존

경하였다’고 설명하였다. (…) 중국인들이 송대에 ‘시대를 이끈 화가’를 어

떻게 서술했는지 살펴보자. ‘불교 승려 법상은 호가 목계로, 용, 호랑이, 

원숭이, 학, 기러기, 산수화, 인물화를 그렸다. 법상은 이러한 그림을 내키

는 대로 그려, 얼마 되지 않는 획으로 완성시켰다. 그의 구상은 간단하고 

장식적인 요소가 없었다. 그러나 그가 그린 그림들은 거칠고 혐오스러웠

으며, 진실로 정제되지 못하고 불쾌하였다.’383) 탕후의 기록을 보면 ‘최근 

목계라는 불교 승려 법상이 수묵의 기이한 표현을 탐닉했으나 그의 그림

은 거칠고 불쾌하며, 구성에서는 고대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384)

382) 자일스는 목계를 Mu Ch’i라고 표기하였다.

383) 이것이 누구의 기록이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으나 지금까지 다양한 문헌에서 

재인용 되었던 하문언의 『도회보감』을 그대로 영역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84) 이 뒤로는 Arthur Morrison이 소장했던 목계 전칭의 호랑이 그림이 소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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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일스가 직접적으로 앤더슨의 서술을 비평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일본미

술을 토대로 중국의 화가를 평가하는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이 전체적

인 서술을 통해 드러난다. 이러한 설명에 이어 자일스는 서양인 수집가의 목계 

전칭작의 도판을 소개하며 과연 누구의 평가가 더 맞는지 독자가 직접 보고 

판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중국인들의 비평도, 당시 영국에서 접할 수 있던 목

계의 그림도 일본의 수용 태도에 기반한 앤더슨의 서술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

다는 견해가 반영되어 있다. 자일스는 색인(Index)에 목계의 항목을 별도로 작

성하지 않을 정도로 목계, 나아가 선종화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2) 선종 미술사의 태동과 <관음원학도>

  앤더슨과 자일스는 서로 다른 가치관을 토대로 목계를 평가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자는 모두 20세기 전반을 풍미했던 선종 

미술의 관점에서 목계를 이해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급속도로 변화시킨 

것은 오카쿠라 텐신과 쿠키 류이치(九鬼隆一, 1852-1931), 어네스트 페놀로사

(Ernest F. Fenollosa, 1853-1908)의 주도 하에 제작된 『진미대관(眞美大觀

[신비타이칸], 1899)』의 등장이다.385) 메이지시대에 간행된 일본 최초의 전집 

여기서 도판을 해설했던 비니언은 오카쿠라의 Ideals of the East를 인용해 호도

(虎圖)의 전통을 설명하였다. 목계 자체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동양에서 호도가 지닌 

전통적인 의미가 서술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인용은 자일스가 이 책을 집필할 오카

쿠라의 저서를 인지할 수 있었다는 점을 암시한다. 즉 자일스는 오카쿠라가 주장한 

선종 미술사의 존재를 몰랐다기보다는 이를 알고 있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을 가능

성이 높다.

385) 『진미대관』의 편찬과정 및 집필주체의 활동과 관련해 다음의 선행연구를 참조

하였다. 高木博志, 『近代天皇制の文化史的硏究』(東京: 校倉書房, 1995); 佐藤, 앞

의 책; ―, 「岡倉天心의 人間像과 美術館」, 『미술사논단』8(1999), pp. 213-220; 

타카키 히로시, 「근대 일본의 문화재 보호와 고대미술」, 『미술사논단』11(2000), 

pp. 87-115; ―, 「일본미술사와 조선미술사의 성립」, 『국사의 신화를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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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인 『진미대관』은 1899년 1권이 간행된 이후 1908년까지 10년의 기간에 

걸쳐 20권으로 간행된 대작으로 20세기 전반기에 동양미술사를 다룬 구미의 

출판물 대부분이 인용하고 있을 정도로 큰 영향력을 행사한 세계적인 출판물

이기도 하다. 서지 정보에 기초해 보면 이 도록은 타지마 신이치(田島志一, 

1869-1920)라는 개인이 설립한 민간 회사인 신비쇼인(審美書院)에서 간행되었

다. 그러나 도판으로 수록될 작품을 선정하고 도판 설명을 집필하는 과정에는 

제국박물관, 오늘날 동경예술대학(東京藝術大学)의 전신인 동경미술학교(東京美

術学校), 고사사보존회(古寺社保存會) 등 국가의 ‘보물’로 볼 수 있는 오래된 물

건의 평가 및 조사를 담당하고 있던 국립 기관의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해 사

실상 출간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진미대관』이 간행되기 직전에 쿠키 류이치, 페놀로사, 오카쿠라 텐

신의 주도로 문화재 조사 사업이 진행되었다. 1888년 일본 정부는 임시전국보

물취조국(臨時全国宝物取調局)을 설립해 쿄토 및 오사카의 킨키(近畿) 지방을 

중심으로 「근기보물취조(近畿宝物取調)」 작업을 진행하였다. 해당 지역에 위

치한 사찰과 신사에서 소장한 유적과 유물의 기초 자료가 집성된 것이다.386) 

(휴머니스트, 2004), pp. 165-195; 김용철, 「오카쿠라 덴신(岡倉天心)과 일본미술

사의 성립」, 『일본사상』7(2004), pp. 177-197; 강희정, 「『진미대관(眞美大

觀)』과 일본 고대 불교조각」, 『미술사논단』28(2009), pp. 89-110. 『진미대관』

의 간행은 근대적인 천황 제도를 중심으로 일본이라는 국가를 재편하면서 정부의 

주도 아래 당대의 여러 지식인이 동원되어 미술을 통해 일본의 역사를 서술하려던 

국가적인 노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예를 들어 타카키는 이러한 관찬 전

집류 도록의 간행을 통해 일본미술사가 구축되었다고 평가하였다. 타카키, 앞의 논

문(2004).

386) 佐藤, 앞의 책, p. 355. 당시 담당자들은 국가의 보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을 

「국가보물장부」로 정리했는데 1888년부터 1897년까지 215,091점을 조사하였다. 

타카키, 앞의 논문(2000), p. 101. 특히 메이지시대의 폐불훼석 이후 시행되었던 이 

조사를 통해 새롭게 발굴된 유물 상당수가 『진미대관』에 수록되었다는 사실은 이

러한 작업의 진행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이다. 강희정은 따라서 『진

미대관』을 통해 오카쿠라 텐신과 페놀로사 등의 관련자들이 일본의 미술을 어떻게 

이해하고 구체적인 유물을 어떠한 가치에 기반해 평가했는지를 알 수 있다고 보았

다. 또한 1888년의 조사에 참여했던 오가와 카즈마사(小川一眞, 1860-1929)가 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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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국가적 규모로 진행된 문화재 정리 사업은 『진미대관』 간행과 국보 

제도의 형성으로 이어졌다. 상술한 전(全)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오카쿠라 텐신의 동양미술사 담론은 세계적인 출판물과 국가적인 제도를 통해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이다. 특히 관료적인 입장에서 이러한 가치관을 공식적으

로 표상하고 국가사업을 통해 실현시켰던 것은 쿠키 류이치이다.387)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1835-1901)의 제자이자 제국박물관의 초대 총장을 역임했던 

일본 제국의 관료가 작성한 서문은 근대 국가로서의 일본의 정신적 지주인 불

교와 그 미술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동양 정신의 정수인 불교는 본국인 

인도에서 소멸하고 중국이나 조선에서도 힘을 잃었으나 일본에서만 보존되었

다”는 점을 설명한 후 쿠키 류이치는 그러한 사상을 담은 “일본의 미술을 책

으로 간행해 세계에 알리고자 한다”는 메이지시대 일본 제국의 출간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388) 특히 동양미술사를 이렇게 설명하고자 하는 태도는 『진

사진이 『진미대관』에 그대로 수록되었다는 것을 통해 두 사업이 긴밀하게 이어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오가와 카즈마사의 사진은 일본에서 문화재의 

복제물이 공개적으로 출간된 가장 이른 사례로서 미술의 ‘시각적 대중화’라는 의의

를 지닌 것으로 평가받다. 강희정, 앞의 논문, pp. 90-94. 당시 작성된 조사 문건 

및 관련 데이터베이스는 일본 문화유산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ttp://bunka.nii.ac.jp/heritages/detail/443089.(2019년 6월 2일에 접속)

387) 쿠키 류이치와 오카쿠라 텐신의 활동과 사적 관계에 대하여 北康利, 『九鬼と天

心: 明治のドン・ジュアンたち』(PHP研究所, 2008).

388) 근대 국가 성립기 일본에서 서양의 기독교에 대응하는 동양의 고유 사상을 불교

로 보고, 불교와 그 문화를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일본이야말로 아시아의 맹주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은 이 시기 사상가, 학자, 관료들에게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

이다. 스테판 다나카, 「근대 일본과 ‘동양’의 창안」, 정문길 외 3인 엮음, 『동아

시아, 문제와 시각』(문학과 지성사, 1995), pp. 352-353; 강희정, 앞의 논문에서 

재인용. 특히 쿠키는 유럽의 문화재 행정을 도입해 일본의 미술을 세계에 과시하여 

문명국으로서의 위상을 다지고자 했던 메이지 관료의 전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위

의 논문, pp. 93-94. 한편 쿠키 류이치의 서문 뒤에 나타나는 페놀로사의 서문은 

쿠키 류이치의 글을 단순히 번역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동양미술에 대한 감상

평을 담고 있다. 페놀로사는 동양 고대 미술의 정신은 쿄토의 사찰에서만 볼 수 있

다는 설명을 통해 일본미술의 가치를 강조하였다. 일본이 동양미술의 보고라는 생

각은 오카쿠라 텐신 뿐 아니라 메이지시대의 개혁 사상가들 사이에 팽배했던 사고

http://bunka.nii.ac.jp/heritages/detail/443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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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대관』 이후 오카쿠라의 여러 활동 내역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정비되었

다고 할 수 있다. 오카쿠라와 쿠키 류이치의 밀접한 관계 및 오카쿠라 텐신의 

동양미술사 담론의 발전 과정을 고려해 보면 쿠키 류이치의 서문은 메이지시

대를 주도했던 인물들의 공통적인 가치관이자 오카쿠라 텐신이 이후 보다 정

치한 논리 체계를 갖춰 세계의 여러 인물들에게 영향력을 끼친 선불교 담론의 

초기적 양상이라고 생각된다.

  서문과 도판 사이에 소개된 범례를 통해 이 책의 보다 구체적인 편찬 의도

와 방침이 드러난다. 이에 따르면 이 도록에 선정된 작품은 전국의 고사사 및 

명문가에서 소장한 회화와 조각 중 각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전범으로 세계

의 연구자들에게 일본미술을 소개하기에 적합한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일본의 

작품뿐 아니라 외국의 작품이라도 일본미술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도

록에 포함하였다는 점이다.389) 특히 호류지(法隆寺)에서 소장한 도리불사의 

<석가삼존상>으로 첫 장을 여는 『진미대관』1권의 목차를 살펴보면 시대, 국

가, 장르, 소장처를 불문하고 불교 미술을 중심에 두었으며 고래로 일본에서 

가장 유명했던 작품을 소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편찬된 『진미대관』1

권에 목계의 <관음원학도 삼폭대>가 나타난다는 것은 당시 이 작품이 일본미

술사에서 어떠한 위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여실히 드러낸다.390)

방식이다. 스테판 다나카 지음, 『일본 동양학의 구조』, 박영재‧함동주 옮김(문학과 

지성사, 2004), p. 32; 강희정, 앞의 논문.

389) 다만 이 부분은 나라시대(奈良時代, 710-794) 이전에는 ‘도래품’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면 일본미술사를 서술할 수 없다고 보았던 당시의 논쟁과도 관

련이 있을 것이다. 앞서 1900년 프랑스어로 먼저 간행되었던 최초의 일본미술사 서

적 Histoire de l’art du Japon을 집필할 때에도 일본미술과 영향 관계가 있는 외

국의 작품을 함께 고찰하여 학술적으로 완성도 높은 미술사 서술을 이룩해야 한다

는 입장을 보여준 바 있다. 강희정, 앞의 논문, pp. 94-95; Mataitci Foukoutci et 

Yoshio Ki, Histoire de l’Art du Japon, trans. E. Tronquois (Paris: M. de 

Brunoff, 1900).

390) 전체 20권 중 목계의 작품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총 9점이 소개되었다.

   ① 觀音猿鶴圖三幅對 (絹本墨畵) 蜀僧牧溪筆 京都紫野臨濟宗大本山大徳寺藏 中、白

衣觀世音大士　左、母子猿　右、孤鶴 第1冊 1899.5.10.

② 流虎圖雙幅 (絹本墨畵) 支那蜀僧牧溪筆 京都府下臨濟宗大本山大徳寺藏 第2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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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음원학도>에 대한 서술은 19세기에 이르기까지 이 작품을 인식했던 가치

관이 모두 사라지고 새로운 관점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앞서 살펴

본 것과 같이 에도시대의 간행물은 <관음원학도>를 아시카가 쇼군가와 관련해 

카라모노의 수집품이나 권력의 표상으로서 이해하거나, 다이토쿠지의 바쿠료에

서 볼 수 있는 구경거리로 소개해 왔다. 특히 사찰 내부에서나 외부에서 모두 

이 그림을 ‘집물’이라고 표현한 것을 통해 <관음원학도>가 일종의 사유 재산 

내지 진기한 재화와 같은 관점에서 받아들여졌다고 이해할 수 있다.391) 그러나 

이제 <관음원학도>는 한 사찰의 사유물이 아니라 일본, 나아가 동양의 숭고한 

불교 정신을 담고 있는 것이 되었다. 쿠키 류이치의 서문과 맥을 같이 하는 메

이지 제국의 관점에 기반한 <관음원학도>에 대한 서술은 대부분이 작품의 중

심을 이루고 있는 본존, 즉 관음이라는 보살 자체의 종교적인 의미를 다루고 

있다. 이러한 서술에서 <관음원학도>라는 그림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내용은 관음의 수많은 모습 중 이 작품은 백의를 입은 관음을 다루었다는 지

적뿐이다. 이후의 절반 남짓한 설명은 화가로서의 목계를 설명하였다. 특히 여

1899.12.15.

③ 遠寺晩鐘圖 (紙本墨畵) 傳支那宋朝牧溪筆 伯爵松浦詮君藏 第5冊 1901.11.8.

   이 작품은 전칭으로 소개되었다. 이외에 이 책에 소개된 소상팔경도는 당시 松

平直亮 백작이 소장하고 있던 ⑧ <遠浦歸帆圖>인데 이것은 전칭작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다. 이것이 어떠한 감정이나 평가에 의한 차이인지, 단순한 편집상의 문제인

지는 분명하지 않다.

④ 老松八哥圖 (紙本墨畵) 支那宋朝牧溪筆　伯爵松平直亮君藏 第7冊 1902.9.20.

⑤ 岩伐那婆斯尊者畵像 (絹本墨畵) 支那宋朝牧溪筆　 男爵岩崎彌之助君藏 第10冊 

1903.11.25.

⑥ 林中群猿圖（紙本墨畵）　支那宋朝牧谿筆　伯爵酒井忠興君藏 第11冊 1905.12.30.

⑦ 雞雛狗兒圖（紙本墨畵）　支那宋僧牧谿筆　伯爵井上馨君藏 第14冊 1907.2.25.

⑧ 遠浦歸帆圖（紙本墨畵）　支那宋朝僧牧谿筆　伯爵松平直亮君藏 第15冊 1907.5.20.

⑨ 柳燕圖 (紙本墨畵) 支那宋朝牧溪筆　男爵岩崎彌之助君藏 第17冊 1907.9.15.

391) 특히 『대덕사문서』의 재산 대장이나 거래 기록, 출납 내역을 보면 일본 사찰에

서는 전통적으로 각종 도석인물화를 식량, 도구와 함께 재화로서 기록해 왔다. 또한 

『용보산대덕사지』에서 승려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재산 출납 내역을 정확히 관리

하는 일이라고까지 언급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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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서는 1882년 새롭게 등장한 팽온찬의 『역대화사휘전』에 소개된 내용을 인

용하여, 하문언의 비판적 논조를 빼고 기이한 선승으로서 목계를 소개하였다. 

이외에는 관음의 우아하고 근엄한 모습과 원학의 표현을 간단히 묘사하고 아

시카가 소장품으로서 고래로 명성이 자자하였다는 점을 언급한다.392) 이처럼 

<용호도>를 <관음원학도>로부터 분리시켜 따로 소개하고 청대 말기에 중국에

서 발견된 내용을 반영한 것은 에도시대의 전통적인 견해와 결별해 미술사로 

나아가고자 하는 시도를 담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관음원학도>를 수용하는 

새로운 태도에서 가장 주목되는 서술은 다음과 같다.

목계의 작품은 호방한 것이 많아서 고법이 없고 아완의 대상이 아니라는 

평도 있지만 이 그림과 같이 지극히 근엄한 작품도 있어 ‘촉승법상근제’

라는 관기가 없다면 다른 사람의 작품이라고 했을 것이다.

  목계의 본래 필치는 그의 일화에서 보이듯 술에 취해 조방하고 거친 필치를 

보이는 작가이지만 <관음원학도>는 다른 작품과 달리 아주 근엄하고 우아하다

는 것이다. 일본에 전해지는 목계의 전칭작이 지니고 있던 거친 필치, 에도시

대 후기 이래로 목계의 작품을 목판화로 재현하면서 이루어진 왜곡, 무엇보다 

『진미대관』의 서술을 주도했던 오카쿠라 텐신이 생각하고 있던 선종화의 이

미지에 비추어 볼 때 절제된 필치의 <관음원학도>는 부합하지 않는 작품이었

던 것이다. 오래 전부터 전국적인 명성을 지니고 있던 작품이며 화격이 높기 

때문에 목계의 작품 중에서도 가장 먼저 소개가 이루어졌으나 이미 일본에서 

오카쿠라 텐신의 주도 하에 일본 중심의 동양미술사를 집필하던 첫 단계에서 

미약하게나마 <관음원학도>에 대해 의구심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2권에 소개된 <용호도>의 서술과 비교해 보면 <관음원학도>에 대한 유보적

인 태도는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2권에서 12번째로 소개된 <용호도>는 아

시카가 및 후대의 화가들을 매료시켰던 양식으로 그려져 대부분의 작가들이 

392) 영어 번역문은 거의 대부분 같은 내용이지만 일부가 생략되어 아시카가 소장품

이라는 내용을 누락시켰다. 또 원학에 대해서 ‘서예적(calligraphic)’이라는 서술이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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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종하였다고 설명되었다. 앞의 1권에서 소개된 <관음원학도>와 이 작품이 그

러한 목계의 양식 중에서 가장 유명했으며 이 그림은 일본회화사 상의 보물로 

오랫동안 애장되었다는 서술이 이어진다. 영어로 작성된 도판 해설은 <용호도>

가 ‘일본미술사를 통해 올바른 위치에 속한다’고까지 설명하고 있다. 이는 20세

기 초부터 급증했던 담론의 초기 형태, 즉 선종 미술사 속에 구현된 동양 정신

이 일본을 통해 보관되고 계승되었다는 주장을 반영한 것이다. <용호도>의 거

친 필치는 이러한 설명에 정확히 부합하는 작품으로 인식되었지만 <관음원학

도>는 그렇지 못했다. 그림의 표현 자체에 대한 묘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관음원학도>와는 달리 <용호도>의 경우 그림을 보다 자세히 설명한 것도 이

러한 태도가 반영된 것이다. ‘화한 고금 묵화 중 최고’라는 적극적인 표현을 사

용하면서까지 상찬된 <용호도>, 또는 이처럼 조방한 필치의 작품이 메이지시대

의 일본인들이 형성하고자 했던 선종화의 이미지를 구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오카쿠라 텐신은 <용호도>와 같은 선종화를 통해 무엇을 이야기하

고자 했던 것인가? 오카쿠라는 세계를 무대로 여러 언설을 통해 동양미술사의 

흐름이 중국에서 일본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송대의 화가들은 마원, 하규, 또 목계와 양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

럼 이러한 (선의) 정신을 생생히 이해하였다. 이러한 화가들은 소품이라 

해도 광대한 사상을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 사상이 지닌 현열(强

烈)함, 그 순수함을 남김없이 흡수하는 작업은 우리 아시카가시대의 화가

들을 기다리지 않을 수 없었다.393)

393) 岡倉天心, 「東洋の理想」, 『岡倉天心全集』第一卷(東京: 平凡社, 1980), pp. 

3-133. 위 글은 「足利時代ー一四○○年∽一六○○年」라는 제목으로 작성되었다. 

같은 책, pp. 83-93. 이 책은 “The Ideals of the East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Art of Japan, by Kakasu[sic] Okakura,” London, John Murray, 1903라는 

제목으로 처음 발간되었다. 오카쿠라의 제자 시스이 롯카쿠(六角紫水, 1868-1950)

의 회고에 따르면 John Murray Co., Ltd에서 초판으로 500부가 간행되었으며, 이

듬해 1904년 E. P. Dutton & Co., New York에서도 간행되었다. 오카쿠라 사후 

1917년 프랑스어, 1922년 독일어 번역본이 간행되었다. 일본에서는 Hiroshi 

Murako의 서문이 추가되어 1941년 11월 Kenkyusha에서 “The Ideals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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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n의 (…) 의미는 오늘날 중국에서는 거의 완전히 사라졌으나 일본에는 

철학이자 삶의 태도로 유입되어, 이후 그 무엇보다도 국가의 성격과 예술

을 형성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였다. (…) 중국에서 돌아온 선승과 순

례자들이 새로운 사상을 일본으로 가져왔다. 이 시기에 일본으로 이식된 

것은 이후 카마쿠라와 아시카가시대에 꽃을 피웠고, 일본에서 엄청난 숫

자의 선원(禪院)을 성장시켰다. 이러한 선원은 (…) 신성한 예술의 보관소

가 되었다. Zen의 사상은 유럽의 종교개혁에 비견될 수 있다. Zen은 불교

의 관습과 신앙을 순수하게 정화시키는 동시에 점차 자연주의적인 태도

를 향해 나아갔다. 이러한 전환은 아름다운 불교회화를 만들어냈다.394)

정치적 변화는 종종 비극을 가져온다. (…) 동양의 예술 또한 그러한 비극

을 겪어왔다. 예를 들어 13세기 몽골의 중국 정벌은 급작스러운 중국 예

술의 몰락을 초래했으며 이는 이후로 다시는 회복되지 못하였다. 송대 계

몽(illumination)의 이처럼 뛰어난 성과는 몽골 침략자들의 등장으로 완

전히 멈춰버리고 말았다. 이들의 야만적인 지배는 한족 원주민 문명의 생

명력을 짓밟았으며, 회화는 살아남을 기회를 거의 얻지 못하였다. 오늘날 

중국미술을 대표한다고 하는 것은 옛 대가들의 영광스러운 업적과 비교

해 보면 질 낮은 그림자에 불과하다.395)

  이상과 같이 오카쿠라 텐신은 동양의 이상은 선의 정신 속에 있으며 이는 

중국에서는 오래 전에 사라지고 다시는 부활하지 못했지만 일본만이 이를 지

켜나갔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다. 이러한 서술에서 목계는 원대 이래 

파괴되어 부활하지 못한 불교 예술의 대표이자 일본을 통해 계승된 화가로 소

East”로 간행되었다. “A Bibliographical Introduction,” in Okakura, 앞의 책(1984) 

1, pp. 433-434.

394) Okakura, “The Nature and Value Japanese Temples and Their Treasures,” 

in Okakura, 앞의 책(1984) 2, pp. 257-436.

395) Okakura, “Modern Problems in Painting,” in 위의 책, pp. 6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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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되었다. 중국에서 목계가 수용되어 온 역사적 사실과 거리가 먼 이 내용은 

오카쿠라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20세기 이후 각국의 중국회화사 서술에 반

영되었다. 오카쿠라는 신비쇼인의 영어 논고를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세

계에 목계를 소개하였다.

중국의 비평가들은 송대에 꽃핀 위대한 예술을 비웃었다. 아시카가시대의 

일본인 예술가들이 아니었다면 중국인들은 그 자신의 가장 아름다운 유

산이자 명작을 잃어버렸을 것이다. 다이토쿠지에 소장되어 있는 목계의 

작품[관음원학도]은 후지와라와 카마쿠라의 불교와는 다른 꿈의 세계로 

우리를 데려간다. 이처럼 새로운 화풍은 명적으로서 일찍부터 일본에 영

향을 주어 일본의 화가들을 통해 계승되었다. (…) 토사 미츠노부와 같이 

토속적인 일본의 미술을 이으려던 화가도 있었으나 이후 일본미술의 주

류적인 흐름은 조세츠, 슈분, 셋슈, 카노 마사노부, 세 명의 아미들이었으

며 (…) 이러한 계보 이후 일본미술은 완전히 변화하였다.

  목계의 이 작품은 한때 아시카가 요시미츠의 화려한 소장품으로 알려

져 있었으며 작가의 인장 아래에 아시카가의 소장인이 남아있다. (…) 후

대에 중국의 비평가들은 목계를 매우 낮잡아 보았으며 이러한 영향으로 

중국에서 그는 멸시되었으나 이는 목계의 잘못이 아니라 중국 비평가들

의 잘못이다. 남송 화가들의 작품에서는 직접적으로 자연과 진실을 탐구

하여 선의 정신을 예술과 일치시키는 변화가 보인다. (…) 진부한 인습이 

오랫동안 이뤄내지 못했던 자연은 그의 손에서 표현되었다. (…) 이런 예

술 작품을 통해 아시카가시대의 일본 화가들은 그 누구도 필적한 적이 

없었던 수묵의 표현을 배웠다.396)

396) Okakura, “IV. Japanese Temples and Their Treasures,” in 위의 책, pp. 

293-295, 427-428. 이 글은 Japan Naimusho, Japanese Temples and Their 

Treasures 3 Sculpture, Painting and Allied Arts, From Late Fujiwara to 

Ashikaga Period (Tokyo: Shimbi Shoin, 1910)에 포함되었다. 1910년 5월 14일

-10월 29일 런던에서 개최된 Anglo-Japanese Exposition에서도 소개되었다. 이 글

을 통해 오카쿠라가 신비쇼인에서 간행된 여러 책자의 논고 작성 방침에 직접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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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로 작성된 글이지만 이는 이후 일본어로도 번역되어 널리 소개되었다. 

오태소의 『송재매보』를 발견하고 <관음원학도>의 초기 연구에 중요한 역할

을 했던 미술사학자 후쿠이 리키치로는 어린 시절 오카쿠라의 이 글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까지 하였다. 또한 오카쿠라 텐신이 일본미술학교의 교장

으로 재직하던 시절의 제자로서 ‘니혼가(日本画)’를 정립한 요코야마 타이칸(橫

山大觀, 1868-1958)은 텐신의 영향 아래 중국 고화를 모사하며 예술 정신을 

익혔던 것으로 유명하다. 그 중 그가 가장 공들여 제작한 모본은 현재까지 토

쿄국립박물관에 남아있는 목계의 <관음원학도>이다.397) 이처럼 오카쿠라 텐신

은 송말원초 전환기의 핵심적 변화를 선종화로 설명하여 일본미술을 동양 정

신의 중심에 두었다. 나아가 이를 입증하는 근거로 목계가 중요해진 것이다.

  오카쿠라의 영향을 받은 일본과 구미의 학자들은 이러한 입장을 심화시켰다. 

같은 신비쇼인에서 간행된 『지나명화집(支那名画集, 1909)』 및 『동양미술대

관』은 앞서 살펴본 『진미대관』보다 선종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398) 특히 

로 개입했던 사실이 확인된다.

397) 1895년 帝室博物館 美術部長을 겸임하고 있던 오카쿠라 텐신은 館費로 古美術 

模本을 만들기로 했다. 이때 졸업생이었던 요코야마 타이칸 등을 불러 교육을 겸해 

모본 제작을 지시하였다. 이 일을 계기로 고화의 연구에 주목하게 된 타이칸은 불

화, 수묵산수, 에마키(絵巻), 자수를 가리지 않고 모본 제작에 매진하였다. 그 중에

서도 그의 <관음원학도> 모본은 일품이라는 평을 받았다. 특히 학을 그린 화면에 

표현된 죽림은 묵의 농담이 효과적으로 구사되었다. 오카쿠라 텐신의 지도대로 전

통적 수묵화를 모사하는 과정에서 타이칸은 새로운 착상을 얻을 수 있었으며 이후 

농담 기법과 실험적 채색을 결합해 <柳蔭>을 제작하였다. 矢吹隆裕, 「橫山大觀筆

「柳蔭」」, 『哲学会誌』34(2010), pp. 90-91.

398) 예를 들어 『지나명화집』제2권에는 하문언의 『도회보감』에 언급된 목계의 비

평이 인용되었다. 이후 “우리나라에는 송대 명가가 남긴 그림들이 적지 않게 전해

진다고 하묘 그 중에서도 목계 그림이 가장 많”은데 이는 “중국에서 중시되지 않은 

결과 일본에 수입된 것”이라는 이유가 제시되었다. 목계의 그림은 총 9점이 소개되

었으며 그 중 ‘관음원학도 삼폭대’가 가장 먼저 제시되었다. “관음원학도, 나한도와 

같이 지극히 근엄한 그림을 그려 필묵이 超妙해 진실로 송조의 神品”인 목계가 중

국에서 고법이 없다는 평가를 받은 것은 “독자적으로 새로운 화풍을 개척하여 一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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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미술대관』은 도판 소개가 중심이 되는 『진미대관』을 발전시켜 다양한 

사료를 직접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일본미술을 동양미술사 서술의 중심에 놓

고자 하는 메이지시대 일본의 주류적인 입장을 학술적으로 한 단계 진일보시

킨 것이다. 『동양미술대관』은 1908년부터 1918년의 기간 동안 신비쇼인을 

통해 전체 15책으로 출간된 세로 50cm의 대형 화집이다. 도판, 사료와 함께 

상세한 논고를 수록해 일본과 중국의 미술 전반을 개관하였는데 제1책부터 제

7책까지는 일본의 회화를, 제8책부터 제12책까지는 중국의 회화를 연대순으로 

다루었다. 이후 제13책은 청동기, 제14책은 중국 조각, 제15책은 일본 조각을 

소개하였다. 특히 『진미대관』과 비교할 때 미술사를 전체적으로 개관한 논고

가 상당한 분량으로 제시되었다. 이를 통해 1888년의 고사 작업 이후 지속적

으로 추진해 왔던 일본미술사 편찬 작업이 일단락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동양미술대관』이 목계를 다루는 방식에 있어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일본미

술사의 서술은 오카쿠라 텐신의 입장이 반영되어 선종화와 목계가 하나의 계

보로서 설명되는 반면, 중국미술사의 서술은 보다 전통적인 관점이 유지되어 

목계나 선종 수묵화에 대한 설명보다는 북송대까지 휘종의 활동에 초점이 맞

춰져 있다는 것이다. 1909년 발간된 제3책은 ‘아시카가시대(足利時代)’라는 제

목 하에 무로마치 회화사만을 다루고 있는데 흥미롭게도 불교회화와 송원풍 

회화(제3장)를 구별하였다.399) 목계를 비롯한 선종화는 불교회화가 아니라 송

원풍 회화로 설명되었으며, 특히 이후 일본의 화가들에게 영향을 주어 오늘날

까지 이어지는 일본미술의 원천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를 이루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통해 중국인들에게 새로운 선종의 예술에 대한 이

해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田島志一, 『支那名画集』2(東京: 審美書院, 1909).

399) 第二章에 ‘佛敎畵、肖像及雜畵’, 第三章에 ‘宋元風’이라는 표제를 달았다. 이는 일

본미술사 서술과 관련해 시마오 아라타가 지적해 왔던 내용이다. 山口縣立美術館 

編, 앞의 책, pp. 5-6. 일본에서 카마쿠라시대와 무로마치 초기 미술에 대한 서술이 

불화와 수묵화라는 이분법적인 체계로 전개된 것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오카쿠

라 텐신이 Zen 사상을 강조하였고 이것이 신비쇼인이나 서양 학자들의 다양한 활

동을 통해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은 20세기 후반 일본에서 간행된 

대표적인 일본미술사 개설서에도 여전히 계승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아키야마 테루

카즈, 『일본회화사(日本繪畵史)』, 이성미 옮김(소와당, 2010), pp. 15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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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슈파든 카노파든 모든 화파는 송원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선종화로 대표되는 

송원풍 회화는 “토쿠가와시대 중엽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화가들 속에서 견고

하게 자리를 잡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고 설명되었다.400) 그 중에서도 

특히 선승들을 통해 중국에서 일본으로 유입된 ‘조방한 수묵화(水墨の粗畵)’는 

천태종과 진언종의 정신과는 차별화된 사상을 보여주었다. 선종은 전통적인 불

교의 경론과 도상보다는 법계의 실상이 존재하는 산수와 화조의 자연, 유희적

인 아라한이나 신선, 조사를 그리는 데 관심을 드러냈다고 평가되었다.401) 

  그런데 위와 같은 서술과 함께 제시된 도판을 살펴보면 사실상 대부분의 ‘수

묵화’가 곧 ‘송원풍 회화’로 지칭되었다는 점이 드러난다. 이에 합치되지 않는 

것은 일반적인 불교회화로 분류되었다. 예를 들어 쿄토 토후쿠지(東福寺)에 소

장된 민초의 백묘화풍의 <오백나한도 초본>이나 동사(同寺)에 소장된 채색의 

<달마대사도(達磨大師圖)>의 경우 불교회화를 서술한 부분에 도판이 수록되었

다. 토후쿠지는 일본의 선종을 대표하는 임제종 사찰이다. 또한 본문에서는 ‘송

원풍 회화’를 설명하면서 선종의 영향으로 나한이나 달마와 같은 도상이 유행

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 선종 사찰에 보관되어 온 달마의 그림이라도 

일품(逸品) 화풍의 수묵화가 아니라면 일본 화단의 주된 흐름을 이룩한 ‘송원

풍 회화’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즉 무로마치시대 이래로 영향을 끼쳐 에도시대

까지 일본의 화단을 사로잡았던 것은 수묵화뿐이라는 체계를 만든 후 그에 맞

춰 도판을 장르별로 분류했던 것이다.402) 특히 『동양미술대관』은 선종이 ‘송

원풍 회화’를 이룩했을 뿐 아니라 선종 사원 건축, 다도 문화 등 무로마치시대 

예술의 전반을 좌우하였다고 결론지었다. 이 책은 이러한 설명을 감상적이고 

묘사적인 서술의 차원에 국한시키지 않는다. 무로마치시대의 기록을 수십 페이

지에 걸쳐 원문 그대로 소개한 이 책 특유의 서술 방식은 선종 사찰뿐 아니라 

쇼군을 비롯한 부케(武家)의 인사들까지도 목계로 대표되는 여러 ‘송원풍 회화’

400) 審美書院 編, 앞의 책, p. 209.

401) “선의 맛이 스며들어 (…) 선종의 취지는 스스로 깨달아 부처의 자리에 올라 부

처를 대신해 중생을 접하여 교화시키는 것에 있어 (…) 따라서 불교 도상 숭배의 

의지가 다른 종파처럼 강하지 않았다”고 서술하였다. 위와 같음.

402) 위와 같음. 오늘날 민초는 송대 수묵화풍을 구사한 직업적 선종화가로 이해되고 

있다. 田中一松, 『田中一松繪畵史論集』1(東京: 中央公論美術出版, 1985), p.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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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점을 사료적으로 입증하고자 노력한 결과였다.

  중국화를 다룬 1910년 간행의 제8책은 전체적으로 고대부터 송대의 미술을 

개관한 후, 당나라의 오도자부터 남송의 하규에 이르기까지 일본에서 널리 알

려진 작가들을 시대별로 나열하는 방식으로 편성되었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

이 「지나화 제2편 송(支那畵 第二編 宋)」은 제3책과 달리 선종화에 전혀 주

목하지 않는다. 물론 제8책의 경우 서술 분량이 3페이지에 불과해 개략적인 글

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또 제3책이 단순히 중국화를 서술한 것이라기보다는 일

본에 중국이 영향을 끼친 결과로 탄생된 송원풍 회화를 논의하였다는 점도 서

술 방식이 서로 다른 원인 중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제8책 제2편

의 서술에는 선종화가 동양미술의 정수로서 특히 주목해야 할 독창적인 장르

였다는 선종 미술사적 가치관이 반영되지 않았다.

  글의 전반부는 북송대의 황제들을 연대순으로 거론하며 각 시기별 화원의 

활약상과 예술의 발전상이 설명되었다. 이후로는 종교화, 인물화, 산수화, 화조

화의 각 화목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주로 곽희, 이성, 미불, 소동파, 황전 

등 전통적으로 중국 화단에서 중시되었던 인물들이 거론되며 남종화와 원체화

가 서술 분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종교화를 짤막하게 언급한 부분

에서 도석화의 변화 상황이 언급된 후 선종을 통해 불교화가 변화한 양상이 

간단히 서술되었다.403) 목계는 ‘잡화’ 항목에 이르러서야 여러 화가들과 함께 

이름이 나열되었을 뿐이다.404) 이후 송대에 집필된 다양한 화론서가 나열된다. 

403) “생각건대 불교화에서는 전대의 현밀 제종이 점차 쇠퇴하면서 선종이 홀로 성행

하였다. 이와 함께 오대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나한도 및 선승의 정상만이 유행하였

다. 예배에 사용하는 제존의 도상은 점차 쇠퇴하고 완상 회화로 발전하는 도석인물

이 이를 대신하게 된다. 이는 실로 종교 회화 상의 일대 沿革이다. 이에 따라 회화 

완상의 형식도 변화해 이전처럼 屛障, 壁畵 및 橫卷 뿐 아니라 완상을 위한 掛軸이 

제작되었다.”　審美書院 編, 『東洋美術大觀』8(審美書院, 1910).

404) 여러 화목이 소개된 후 화론을 논의하기 전 잡화 항목에서 목계가 다음과 같이 

언급된다. “잡화 및 문사, 선승의 묵적 또한 매우 성행하였다. 국초 待詔 董羽의 龍

魚, 哲宗朝의 소동파, 文興可의 竹, 僧仲仁 등의 梅, 남송에 들어와 楊補之의 梅, 陳

所翁의 龍, 화원부사 이적, 대조 모익의 花鳥翎毛 및 목계, 옥간, 나창 등의 墨戱를 

가장 두드러지는 것으로 본다.” 같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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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짤막하게 송화가 일본에 끼친 영향이 서술되었다. 이때 일본에 가

장 많이 수입된 것은 중국에서 남종화가 선호되어 중시되지 않았던 “남송원체

화”라고 소개되었다. 이와 동시에 목계가 소개된 부분에는 ‘일본에 전해지는 송

나라의 그림 중에는 목계의 작품이 가장 많다’는 표현과 함께 도판이 실린 목

계의 각 작품이 중국에서는 인정받지 못한 반면 일본에서 얼마나 사랑 받았는

지가 서술되었다.405) 동양의 사상 전체를 ‘禅(Zen)’이라는 키워드로 설명하여 

일본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던 오카쿠라의 이론은 그가 활동한 신비쇼인을 통해 

서양 뿐 아니라 일본 내에서도 점차 체계화되고 있었다. 그러나 『동양미술대

관』에서 확인할 수 있듯 1910년대까지 선종화의 강조를 통해 중국미술사와 

일본미술사를 연결시키는 서술 체계는 맹아적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일본미술

사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목계와 선종화를 강조하면서도 다시 중국미술사의 영

역에서는 선종화의 중요성이나 목계의 의미가 부각되지는 못했던 것이다.

  (3) 선종 미술사의 확립과 이종배합설(異種配合說)

  1920년대에 이르면 구미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선종화를 부각시키며 그러한 

405) “승 법상, 號는 목계. 촉의 승려로, <호도>의 화기에 ‘함순기사’ 등이 있어, 이에 

의해 남송 말부터 지원 초의 인물로 알려져 있다. 잘 그리는 것은 용호, 원학, 노

안, 산수, 인물로, 필에 따라 먹을 점으로 완성해, 의사가 간당하며, 장식을 사용하

지 않았다. 우리나라에 유전된 송조 화적 중에서, 목계의 필이 가장 많다. 모두 중

국에 있을 때는 ‘조악무고법, 성비아완’(『화사』) 등의 평을 받아, 주씨의 명조 경

의 화세(畵世)에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인가, 유품에는 대체로 인감이 있

지만 그것이 없더라도 감정적으로 확신을 얻었을 수 있으니 여기에 내거는 바의 

여러 그림을 모두 아름다운 자취[佳蹟]로 삼았다. <현자도>는 송의 대혜조사의 법

손 언계광문의 찬이 있고, 외제는 소아미의 필로 작성되어 있다. <원포귀범도>는 

팔경의 횡권을 잘라서 괘축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등백화설』 등에 의해 이것

을 알 수 있다. 이 그림과 <관음>, <원학도>, <나한도>에는 義滿의 천산, 도유의 인

장이 있는 것을 볼 때, 모두 아시카가막부의 監葬이다. 화중 왕왕 조광(粗獷)의 필

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관음도>와 같은 은은한(醞釀)의 묵기와 가볍고 

경쾌한(輕雅) 필치는 마원, 하규 등의 힘차게 뛰는 필치(勁跋)와는 다르며, 목계를 

마하와 비교해도 결코 손색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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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에 맞게 목계를 강조하는 서술 방식이 점차 자리를 잡아간다. 그 중에서도 

1917년 ‘쇼비카이(尙美会)’에서 발간한 『명화정감(名畵精鑒)』은 오카쿠라 텐

신과 신비쇼인이 세계를 무대로 선전했던 ‘동양의 이상’ 이론을 지방 행정·문

화인의 활동 영역 속에서까지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고 있다. 

  쇼비카이의 화집 간행 활동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타야마 무네타카(田山

宗尭, 20세기 전반 활동)라는 인물은 오사카 등지에서 지방 행정을 연구하며 

잡지 등 출판물을 제작했던 인물이다. 당시 그는 메이지시대 전후로 중시되었

던 미술 행정론의 영향을 받아 쇼비카이에 참여하였다. 이른바 위로부터의 개

혁을 추진했던 메이지 관료들의 주류적 입장을 계승하며 타야마는 다양한 예

술 서적의 발간을 후원했던 것으로 보인다.406) 타야마가 출판을 지원한 쇼비카

이는 오늘날 타카오카 공예고등학교(高岡工芸高等学校)의 전신이었던 당시의 

토야마현립 공예학교(富山県立工芸学校)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

로 추정된다.407) 창립이념인 ‘상미(尙美)’ 정신의 기치 아래 공예학교와 쇼비카

이는 1907년부터 정기적으로 전시회 <쇼비전(尙美展)>을 개최했으며 10주년을 

맞이한 1917년 『명화정감』을 발간하였다.

  『명화정감』은 전체적으로 신비쇼인의 편성 방식을 따르고 있다. 무로마치 

수묵화의 시발점으로 여겨졌던 조세츠에서 시작하여 시대별로 여러 화가들을 

406) 타야마가 발간했던 잡지로는 행정학회 잡지로는 『지방행정학연구회잡지(地方行

政学研究会雑誌)』, 『행정법연구회잡지(行政法研究会雑誌)』 등이 확인된다. 타야

마의 출판활동을 바탕으로 주로 타이쇼 연간에 걸쳐 미술전집의 간행을 시도했던 

쇼비카이는 다인으로 유명한 쇼카도 쇼조의 서병화집(書並画集)인 《삼십육가선첩

(三十六歌仙帖)》을 간행하거나 무로마치의 선승 수묵화가 케이손(祥啓)의 <소상팔

경(瀟湘八景)>의 영인본을 출간하거나 『명화백선(名画百選, 1922)』, 『대정미술정

화(大正美術精華, 1916)』 등의 명화 도록 전집 서적을 직접 편찬 및 간행하였다. 

모두 지방에서 활동한 인물들로 현재 자세한 약력 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407) 타야마가 출판자로 참여한 서적 중 토야마현립 학교의 사진집 등이 확인된다. 쇼

비카이의 활동 내역에 대해서는 선행연구를 확인할 수 없었다. 타야마와 공동 집필

자인 카메이 타다지로(龜井唯二郎, 20세기 활동)와 관련해서는 同姓으로 쇼와시대

(昭和時代, 1926-1989) 일본 예술원 회원을 역임했던 문예평론가 카메이 카츠이치

로(亀井勝一郎, 1907-1966)라는 인물이 확인되나 두 사람의 연관 관계를 명확히 

밝힐 수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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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열한 후 에도시대의 화가를 일부 다룬 뒤 마지막으로 중국의 화가 몇 명을 

소개하였다. 이러한 구성은 앞서 살펴본 『동양미술대관』과 동일하다. 중국 화

가의 작품은 7점만이 소개되었는데 이 중 두 점이 목계의 작품이며 두 점 다 

국보로 지정되었다는 것이 제목의 괄호 병기를 통해 명확히 표시되었다. 시대

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개관하지 않고 도판을 중심으로 하여 일본어 및 영어 

해설을 병기한 것은 『진미대관』을 모범으로 삼은 것이다.408)

  선종 수묵화를 중심으로 일본의 미술과 중국의 미술을 함께 소개한 『명화

정감』의 내용 중 목계의 <관음원학도>와 <호도>의 도판 해설은 전체적으로 

『진미대관』의 내용을 골자로 삼고 있다. 그러면서도 세부 서술에서는 『동양

미술대관』이나 오카쿠라 텐신의 여러 출판물을 통해 심화되어 왔던 선종 미

술의 정신이 보다 강조되고 있다. 특히 <관음원학도>에 대한 쇼비카이의 서술

은 앞서 『진미대관』에서 지적되었던 의문에 나름대로 해답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목계의 <관음원학도>가 일본인들의 뇌리에 자리하고 있던 

‘선종화’의 전형 또는 ‘선승 작품’의 이미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진미대관』

의 단편적인 지적은 오카쿠라 텐신의 동양미술사에 영감을 받아 선의 정신으

로 목계의 작품을 감상하고자 했던 감상자들 대다수가 가질 수밖에 없는 의문

점이었다. 서양의 학자들이 1920년대 이후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Persimmons, 즉 <시도>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면 일본에서는 <관음원학도>를 

해체하고 작품의 감상과 형성에 있어 일본인들의 역할을 부각시키고자 했다. 

이와 같은 작업의 초기 단계에 놓여있던 쇼비카이는 <관음원학도>가 아니라 

“대덕사 소장 국보 관음 및 원후도(觀音及猿猴圖二幅(國寶)大德寺藏)”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자신의 작품에 ‘목계’라는 이름으로 서명을 한 승려 法常에 대해서 중 

국의 고서에서는 그가 특히 “용호, 원학, 노안, 산수, 수석, 인물을 그리는 

408) 이처럼 영어 번역을 소개한 덕분에 독일의 연구자들이 『명화정감』을 인용하기

도 하였다. 필자는 이들이 인용한 일본 서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책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이 시기 일본에서는 쇼비카이와 같은 소규모 동인회의 출판물이 다량

으로 발간되었기 때문에 쇼비카이를 다룬 선행연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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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목계의 작품은 모

두 그의 마음에서 비롯된 창조물로, 정교한 장식 없이 모두 단순하다. 목

계는 매우 밝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며, 술을 매우 좋아

하여 거의 항상 취해있었다. 취해서 자다가 깨면 즐겁게 노래를 하였다. 

생애나 생몰년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대덕사 소장 용호도에 적힌 

연대만이 알려져 있다. 도판에 소개된 작품은 목계의 현전작 중 명작(最

大傑作, masterpiece)에 해당하는 것으로 관음, 원후 및 학의 삼폭대를 

이루는 두 점이다. 관음도 위에는 이것을 법상 승려가 그렸다는 내용이 

적혀 있으며 세 폭 모두 목계의 인장이 찍혀 있다. 여기 소개된 두 점은 

아시카가 요시미츠의 소장품이기도 하였다.409)

  진한 채색에 삼존 형식으로 구성된 불화는 밀교의 엄숙한 가르침을 표

현하였다. 그러나 종교 사상이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중존(中尊)

의 단정한 얼굴은 술에 취한 모습(滿酒)으로 표현되었으며 산천과 동식물

이 협시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 성상(聖像)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완상의 대상이 되었다.

  이 점은 종교화의 변화와 관련해 흥미로운 문제를 제안한다. <관음> 및 

<원후도> 그러한 변화의 시기에 나타난 것으로, 정확한 역사를 지닌 동시

에 명작이라는 점에서 이 문제에 대해 적절한 자료를 제공한다.

  이 작품은 작가의 기이한(eccentric) 성격이나 열정(ambition)의 흔적

을 보여주지 않지만, 소묘는 훌륭하며 형언할 수 없는 감각과 매력

(charm)으로 가득하다. 필법의 순수함(purity)은 남송시대의 예술을 보여

주고 있다. 관음의 의복은 섬세하게 재현되어 있으며 바위는 기교 있고 

자연스럽게 그려졌다. 나무는 가볍지만 확실한 필치로 표현되었고 긴팔원

숭이는 매우 특이하게 그려져 있기는 해도 부자연스럽게 보이지 않는다. 

법상, 또는 목계의 그림을 연구할수록 이 명작의 섬세한 매력을 깨닫게 

된다.

409) 『명화정감』은 <관음원학도>의 세 화폭 중 관음과 긴팔원숭이만을 소개하였다. 

뒷장에는 <용호도> 중 호랑이의 도상이 소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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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비카이의 서술은 『진미대관』에 소개된 1880년대 이후 ‘술에 취한 선승 

목계’라는 새로운 전설과 학창 시절의 후쿠이까지 감동시킨 오카쿠라 텐신의 

<관음원학도>에 대한 묘사에, 『동양미술대감』에 서술된 남송시대의 예술적 

변화 양상까지 종합한 것이다. 『명화정감』에 <관음원학도>와 목계가 일본미

술에 끼친 영향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다. 무로마치시대를 상징하는 아시

카가 쇼군은 소장 내력과 인장 분석 과정에서 잠시 거론될 뿐이다. 그러나 

『명화정감』은 오카쿠라의 선종 미술사 이론을 토대로 형성된 동양미술의 서

술 체계에 목계와 <관음원학도>의 적절한 자리를 발견해냈다. 쇼비카이의 서술

에 따르면 목계는 본래 술에 취해 있는 기이하고 열정적인 작가이다. <관음원

학도>의 관음의 모습에서는 그러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관음은 이

전에 그려진 관음처럼 단정한 모습은 아니며 술에 취한 듯 보인다고 묘사된다. 

또한 남송시대의 종교화는 급격하게 변화하여 감상화로 발전했는데 독특한 긴

팔원숭이의 표현에서 목계의 새로운 표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된다.

  『명화정감』에서 주목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현상은 쇼비카이가 관음과 원

숭이만을 소개했다는 것이다. 쇼비카이는 남송시대 종교화가 새로운 풍조로 변

모하는 중요한 요소로 삼존상의 협시에 산수나 동식물이 나타난다고 설명하였

다. 물론 이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동양미술대감』에서 다루어진 내용이다. 

그런데 이것을 중요한 변화로 소개하면서도 두 협시를 모두 수록하지 않고 원

숭이가 그려진 부분만을 도판으로 재현하였다. 심지어 제목에서조차도 학의 존

재를 지워버리고 있는 것이다. 이는 아시카가시대 이래 일본에서 지속되었던 

중존과 협시의 조합 및 해체 작업에서부터 유래한 수용 태도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관음원학도>의 각 폭은 시대마다 상황에 맞추어 취사선택 되어왔다.

  그러나 보다 직접적인 영향으로 19세기 말부터 일본에서 폭발적으로 제작된 

명화집과 도록집이 지니고 있던 편집상의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다이토쿠지에

서 작품을 실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부분의 미술 애호가들은 쿠키 등의 주

도 하에 촬영된 고화질 사진의 2차원적 재현물을 통해 <관음원학도>를 감상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 작품은 삼폭대이므로 세 페이지에 걸쳐 인쇄될 수밖

에 없었다. 따라서 실견을 하지 않은 메이지시대 이후의 대중은 자연스레 관

음, 원숭이, 학의 각 도상을 분리시켜 이해하게 되었다. 이들이 수용했던 ‘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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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학도’는 관음이 먼저 나온 후 원숭이와 학이 등장하거나, 삼폭대와 함께 호

랑이와 용까지 한 면씩 인쇄된 형태였다.410)

  이러한 감상 과정에서 가치 판단의 척도가 된 것은 20세기 들어 새롭게 대

두된 ‘선종화’의 논의였다. 혁신적인 예술을 도입하여 일본의 일품화적 수묵화

의 탄생에 영향을 준 기이한 선승의 작품으로 목계를 이해하는 데 <용호도>와 

긴팔원숭이, 학은 수용 가능한 범주의 도상이었지만 <관음도>는 포섭되기 어려

웠다. 그러나 백의괌은 도상은 고래로 목계의 가장 유명한 작품이자 불교미술

에서 사랑받는 보살을 그린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었다. 이러한 

딜레마적 상황에서 일본인들은 <관음도>가 별개의 도상이며 <원학도>를 <용호

도>처럼 한 쌍으로 만들어진 작품으로 이해하고자 했던 것이다. 본래의 구성방

식인 삼존도로서의 모습을 한 눈에 인식할 수 있게끔 세 폭의 사진을 한 면에 

인쇄한 가장 이른 시기의 도판집이 1924년 9월 간행된 『일본국보전집(日本國

寶全集)』라는 점은 1930년대 전반까지의 사람들이 <관음원학도>를 분리시켜 

수용할 수밖에 없던 물리적 환경을 알려준다(도 63, 도 64).411)

  선종 미술사를 중심으로 동양미술사 전체를 개관하는 과정에서 논의에 혼란

을 주었을 뿐 아니라 시각적으로도 왜곡된 채 감상되었던 목계의 <관음원학

도>를 온전히 수용하기 위해 일본의 학자들은 작품의 가장 유명한 소장자였던 

아시카가의 기록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름대로의 답을 찾을 수 있

었다.412) 14세기 초반부터 이미 일본에 수입된 카라모노는 아시카가 쇼군가와 

사찰의 수장고를 오가는 과정에서 가운데의 화폭과 양 옆의 화폭이 이합하기

도 하고 훗날 다시 집산되기도 하였다. 아시카가 쇼군 소장품을 소개하였다는 

후대의 여러 기록에 나타나는 ‘중관음 협원학’이나 ‘중관음 협용호’의 다양한 

410) 1900년 간행된 『국화』185호의 경우 관음도를 배제한 채 원학만을 소개하였다. 

『국화』에서 목계의 백의관음이 처음 소개된 것은 12년이 지난 제265호를 통해서

였다.

411) 文部省 編, 『日本國寶全集』(東京: 日本國寶全集刊行會, 1924). 이 책은 1923년

부터 1938년까지 16년의 기간에 걸쳐 간행되었다. 필자가 확인한 종전 이전에 간

행된 일본의 전집 및 도록집 중 『일본미술전집』 외에 이 작품을 한 화면에 재현

한 것은 1933년 간행된 『京都美術大觀』繪畵下 뿐이다.

412) 谷, 앞의 논문(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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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이 현전하는 다이토쿠지 소장의 <관음원학도>와 <용호도>를 지칭한다고 

단언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료는 “각자 따로 들어온 관음, 원학, 용호

의 작품이 일본인들의 취향에 따라 오폭대나 삼폭대로 조합되었다”는 이종배합

설이 탄생하는 데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다.413) 

  이러한 견해는 학설로서 제기되기에 앞서 늦어도 1916년대부터 국가의 미술 

기관을 통해 보편화된 것이기도 했다. 국민과 민족의 보물이라는 개념으로 ‘국

보(国宝)’를 도입하고자 한 어네스트 페놀로사의 주장은 1897년 고사사보존법

(古社寺保存法)을 통해 제도화되었다.414) <관음원학도>의 국보 지정이 정확히 

언제 이루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고사사보존회의 활동과 『진미

대관』이 긴밀하게 결합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보 제도가 도입되었던 초창

기에 <관음원학도>가 국보로 지정되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그런데 쿄토국립박물관(京都国立博物館)의 전신이었던 쿄토제실박물관(京都

帝室博物館)에서 진행된 국보전의 도록을 보면 도록이 간행되었던 1916년 당

시부터 작품의 제목을 ‘국보 중(中)관음 좌우(左右)원학도’라고 소개했던 것이 

확인된다. 앞서 살펴본 『일본국보전집』에서도 같은 제목이 사용되었다.415) 다

이토쿠지에 들어간 이후 『집고십종』에 이르기까지 <관음원학도>는 <용호도>

와 결합되어 오폭대로 변화되었다. 이후 메이지시대에는 『진미대관』과 같은 

초창기의 간행물의 경우 <용호도>와 분리되어 <관음원학도>로 소개되었다. 이 

시기 이래로 <관음원학도>는 선종화의 계보 설정이라는 일본미술사의 특수한 

환경 속에서 인쇄 매체에 의해 도판이 삼폭대로 소개되지 못하는 물리적 한계

의 영향까지 추가되어 <관음도>와 <원학도>로 해체되기까지 했던 것이다. 

1950년 새로운 국보 제도가 도입될 때 <관음도>와 <원학도>가 각기 별개의 작

413) 田中, 앞의 논문.

414) 일본의 국보 제도 도입과 오카쿠라 텐신, 페놀로사의 영향에 대해서 Walter 

Edwards, “Japanese Archaeology and Cultural Properties Management: Prewar 

Ideology and Postwar Legacies,” in A companion to the Anthropology of 

Japan, ed. Jennifer Ellen Robertson (Oxford: Wiley-Blackwell, 2005), pp. 

36-49; Siegfried Enders and Niels Gutschow. Hozon: Architectural and Urban 

Conservation in Japan (Stuttgart; London: Edition Axel Menges, 1998).

415) 京都帝室博物館 編, 『古美術品圖錄』第四冊(東京: 便利堂,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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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으로 등록되었던 것은 이 작품에 대한 20세기 중반까지의 주류적인 인식이 

어떠했는지를 여실히 드러낸다.416)

  국가 기관과 학계가 긴밀한 교류 속에 일본미술의 서술 체계를 형성해가던 

시기에 형성된 <관음원학도>의 새로운 수용 방식은 일본의 미술사학계에서 더

욱 적극적으로 전개되었다. 타나카 토요조나 타니 신이치 등의 학자들을 중심

으로 ‘이종배합’의 이론이 설파되었을 뿐 아니라 미술사 잡지의 도판 해설을 

통해 이러한 인식이 보다 대중적으로 확산되었다.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적인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작성된 도판의 개략적인 해설문조차 <관음원학도>의 핵

심인 <관음도>를 배제하였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선종화 담론에 시각적으

로 잘 부합하는 <원후도>였다.417) 1943년 타나카 토요조가 목계의 <관음원학

도>를 비로소 삼폭대의 한 작품으로 소개할 때에는 이미 이러한 인식이 보편

화되어 ‘이종배합’이라는 학설로 구조화되기까지 했던 것이다.

416) Lippit은 이를 토대로 20세기 중반까지 일본에서 이종배합 이론이 다수설의 위치

에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Lippit, 앞의 논문(2012) 참조.

417) 특히 오늘날까지도 東京美術研究所에서 간행하는 『美術史學』의 전신 『畵説』

에 다이토쿠지에 소장되어 있는 목계의 그림은 <牧溪筆龍圖(제11책, 1937)>, <牧溪

子母猿圖(제60책, 1941)>만이 소개되었다. 이처럼 원후도가 강조된 것은 고목에서 

드러나는 빠른 갈필, 하세가와 토하쿠 등을 통해 재생산된 일본의 수많은 수묵 긴

팔원숭이 그림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과 관련이 깊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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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율시도>의 수용 양상

  

  (1) 아서 웨일리(Arthur Waley)와 <시도>의 국제적 명성

  선종 미술사의 개조로 목계를 서술하는 과정에서 서양의 학자들은 <관음원

학도>에 대해 역사적인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았다. 따라서 서양의 학자들은 조

방한 선종화가로서 목계를 설명하기에 적합한 이미지로 <율시도>에 주목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시도(枾圖)>가 Persimmons라는 제목으로 강조되었

다. 영국의 동양학자 아서 웨일리(Arthur David Waley, 1889-1966)는 16세기 

중국에서 사생권의 일부를 이루었으며 일본에서 명물 다도구로 소개되었던 

<율시도>가 20세기 서양에서 선의 정수를 담은 선종 미술사의 역작 

Persimmons 또는 <시도>로 새롭게 수용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시

도>는 다음과 같은 웨일리의 설명과 함께 선종 미술사의 총아로서 조명을 받

았다. <율시도>가 역사 속에 등장한 지 400여 년만의 일이었다.

(목계는) 禪과 관련해 자아가 사라진 수묵화의 표현을 최초로 실행해냈

다. 목계는 술이 불러온 광기나, 차(茶)가 초래한 혼미함, 또는 골몰을 통

해 이룩한 無爲의 경지가 사라지기 전에, 다급하게 소용돌이치는 먹을 사

용해 이(러한 무아, 무위의 상태)를 포착하고자 하였다. 그의 그림은 복잡

하며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의 명작인 Persimmons에서처럼, 거대한 고요 

속에 열정을 응결시키기도 한다.418)

  선종 불교와 예술이 지닌 관계를 통해 동양미술사 전체를 이해하고자 했던 

웨일리가 목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육통사파 이론’과 <시

도>이다. 목계가 항주에 있던 육통사라는 사찰의 개조였으며 이후 목계의 재림

이라고까지 불렸던 일본의 화승 모쿠안을 통해 목계의 예술 세계가 계승되었

다는 것이다. 1920년 일본의 불교학자 사가 토슈를 통해 제기된 이 학설은 이 

418) Waley, 앞의 책(1922), pp.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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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를 전후로 한 일본의 주류적인 미술사 출판물에서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

던 것이다.419) 그런데 이 학설이 발표된 지 2년 만에 영국의 학자가 이를 통

해 목계에서 모쿠안으로 이어지는 선종 미술사 계보의 형성에 기여한 것이

다.420) 특히 이 책에서는 목계의 대표작으로 <시도>만을 소개하였다. 그런데 

당시 널리 알려져 있던 일본의 미술사 도록에는 료코인의 <율시도>가 소개된 

적이 없다.421) 그렇다면 웨일리는 대체 어떻게 이 작품을 알게 된 것인가?

  웨일리의 저서에서 소개된 참고문헌 중 일본의 출판물이 아닌 독일의 동양

미술 개설서 두 권이 모두 <율시도>의 도판을 싣고 있어 주목된다.422) 먼저 

1921년 간행된 오토 퀴멜(Otto Kümmel, 1874-1952)의 Die Kunst Ostasiens

는 웨일리보다 다양한 도판을 수록해 목계의 그림을 시각적으로 소개하였다. 

그런데 퀴멜은 목계의 여러 화훼잡화 중 료코인에 소장되어 있는 작품을, 그것

도 율도를 배제하고 시도만을 소개하였다(도 65).423) 퀴멜은 도판을 수록하기

419) 佐賀, 앞의 논문.

420) 심지어 1922년에는 목계가 선종수묵화의 창시자라고까지 소개하였다. 이듬해 발

간한 중국미술사 개설서에서는 이보다 앞서 석각이 수묵화를 탄생시켰고 이후 목계

가 이를 계승하였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양해는 목계의 동료라고 설명되었는데 

이는 1922년부터 소개된 내용으로 석각을 추가한 것 이외의 서술은 1922년과 동일

하다. Waley, 앞의 책(1923), pp. 230-233.

421) 널리 알려진 간행물 중 <율시도>를 처음으로 소개한 것은 1926년의 일보국보전

집이다. 토쿄 문화재연구소 노트 자료에 따르면 『古美術寫眞聚英』제4집, 제5집에

도 <율시도>의 도판이 게재되었다고 하는데 필자가 직접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古

美術寫眞頒布会 編, 『古美術寫眞聚英』(京都: 古美術寫眞頒布会, 1942-1944).

422) 1922년의 저서에는 참고문헌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1923년에는 참고문헌이 제시

되었다. 두 책의 부분적인 내용에는 차이가 있으며 1923년의 책에 보다 다양한 내

용이 추가되었지만 선종 미술사를 서술한 부분은 앞서 설명한 석각에 대한 내용을 

제외하면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어 두 책이 거의 동일한 참고문헌을 기반으로 작

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1년에 불과한 간행 시기의 차이도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해 

줄 것이다.

423) Otto Kümmel, 앞의 책, Tafel 118. 퀴멜은 목계를 양해와 더불어 동아시아 수묵

화 최고의 대가로 소개하였다. 중국에서는 공식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으나 일본

에서는 높은 이상을 구현한 것으로 여겨진 목계의 작품은 선의 정신을 가장 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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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하고 작품에 대한 개별적인 설명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분명 웨일리는 이 

도판을 보고 영감을 얻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퀴멜은 어떻게 이 도판을 간행

할 수 있었을까? 오토 퀴멜이 목계 부분의 참고문헌으로 제시한 세 권의 책 

중 『군방청완(群芳清玩[군포세이간], 1913)』만이 료코인 소장 율시도를 소개

하고 있다.424) 

중국 송조(宋朝)에 (…) 홀로 원외(院外)에 서서 찬연(燦然)하게 이채로운 

일종의 그림을 그린 것은 목계이다. 목계는 원래 선문(禪門)의 납자(衲子)

로, 초불월조(超佛越祖)의 유희삼매(遊戲三昧)에 들어가 그 안중에는 본

래부터 화원도 황제의 대조(待詔)도 없었다. 아심(雅心)이 한 번 움직이면 

흉중의 산수화조가 갑자기 붓끝의 선(禪)으로 만드는 것이다. 마원, 하규 

등 위대한 수완을 가진 자라도 금대(金帶)를 하사받은 것을 영예로 여(기

는 화원이)기 때문에 그 풍격이 저 멀리에 있는 목계의 주탈(酒脫)함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목계의 붓을 내리자 닥종이 표

면에 불현 듯 영기(靈氣)가 넘쳐 기개가 있다. 여기에 선보인 율시의 도

와 같이, 극히 간소불경의(簡疏不經意)의 그림이지만, 필치묵법이 진실로 

신(神)의 경지에 들어서 묘(妙)한 이치에 대한 깨달음을 지극히 하여, 아

취(雅趣)를 헤아릴 수 있어도 다시 그 아취의 다함은 알지 못하는 것이

다. 누군가 만약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을 묻는다면, 첫 번째로 목계의 

작품을 들고 나올 것이다. 내가 목계의 그림을 만난다면 애완[諦玩]을 하

느라 가끔은 침식을 잊어버리는 일도 있을 것이다. 어쩌면 목계의 그림은 

이를 크게는 대덕사의 <관음원학도>에서부터 작게는 이 <율시도>에 이르

기까지, 그 화제가 무엇인지를 묻지 않고, 한 폭, 한 탱(幀)이 모두 세계의 

지보라는 것은 결코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에 목계의 유작이 많이 

있는 것은 참으로 국가에 지극히 다행스러운 일이다. (<율시도>의) 이 두 

하게 드러낸 것으로 소아미, 셋슈가 목계를 계승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관음도>, 

<시도>의 도판이 게재되었으며 <소상팔경도>만이 본문에서 묘사되었다.

424) 田島志一, 앞의 책; 審美書院 編, 앞의 책 9; 相見香雨, 『群芳清玩』2(東京: 藝

海社,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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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은 옛날부터 명물(…)이다.

  일본의 미술사학계에서 <율시도>는 위와 같은 설명을 통해 처음으로 다도구

의 관점을 벗어나 선종 미술의 맥락에서 목계의 소품을 대표하는 명작으로 서

술되었다. 이 글은 오늘날 와세다 대학의 전신이었던 토쿄 전문학교를 졸업하

고 1910년부터 1912년까지 런던, 파리에서 유학했던 일본의 미술사학자 아이

미 코우(相見香雨[아이미 시게이치(相見繁一)], 1874-1970)가 주축을 이루어 

편찬한 책이다. 아이미 코우는 오무라 세이가이(大村西崖, 1868-1927)를 돕는 

과정에서 동양의 고미술 연구에 입문하게 되었으며 파리 유학을 마치고 돌아

온 1913년부터 신비쇼인이 미술사 서적을 간행하는 데 사실상 책임자로서 활

약하고 있었다.425) 바로 이런 배경을 통해 집필된 『군방청완』은 1926년의 

『일본국보전집』제25권, 1931년의 『국화』제493호를 기점으로 1930년대에 

<율시도>가 서양의 영향을 받아 집중적으로 소개되기 전까지 이 작품을 다룬 

유일한 간행물이다.426)

  아이미 코우가 어떠한 경위를 거쳐 <율시도>에 대해 선종 미술과 관련된 관

심을 가지게 되었는지 명확히 설명하기는 어렵다. 20세기 전반 일본에서 이러

한 관점을 반영한 논고가 전무후무하기 때문이다. 다만 아이미는 영국과 프랑

스에 체류했기 때문에 서양인들이 일본미술의 어떠한 내용에 관심을 보였는지

를 경험할 수 있었던 인물이다. 이러한 서구의 취향을 반영해 아이미가 『군방

청완』의 논고를 집필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오카쿠라 텐신, 아이미 코우와 마찬가지로 서양에서의 활동을 통해 <시도>의 

재발견에 기여했을 가능성을 지닌 또 한 명의 일본인으로 하야시 타다마사(林

425) 특히 그는 『동양미술대관』의 편찬 작업에도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

학 이전에는 오늘날 와세다대학의 전신인 토쿄전문학교에서 수학하였다.

426) 『군방청완』은 신비쇼인에서 간행되었으나 당시 주류적 출판물로서 널리 소개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이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현재 토쿄 문화재 연구소의 

작품별 노트이다. 토쿄 문화재 연구소에는 20세기 전반부터 소속 연구자들이 주요 

작가마다 어떠한 도판집을 통해 작품이 소개되었는지를 기록하였다. 목계 자료를 

정리한 노트에서 필자는 현재까지 총 76종의 도록집에 대한 기록을 확인했는데 이 

중 『군방청완』은 단 한 번 소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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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正, 1853-1906)가 주목된다. 웨일리가 인용한 책들 중 <율시도>를 소개한 

또 한 권의 책인 Die Ostasiatische Tuschmalerei (1922)의 저자 에른스트 그

로세(Die Ostasiatische Tuschmalerei, 1862-1927)는 일본미술에 대한 이해와 

정보의 대부분을 하야시에게서 입수했기 때문이다. 웨일리, 퀴멜과 달리 그로세

의 책에는 <율시도>, 즉 <율도>와 <시도>가 함께 소개되어 있다(도 66). 그러

나 그로세는 퀴멜과 달리 작품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여 주목된다. 그는 책 전

반에 걸쳐 목계를 다양한 맥락에서 소개하였다. 먼저 수묵화의 발전단계에 대

한 논의에서 목계는 다음과 같은 설명으로 등장한다.

 수묵화가가 자연적인 형태를 재현하지 못한다고 설명하는 것은 매우 잘

못되었다. 목계의 거위, 셋손의 독수리, 셋슈의 산수화를 보면 그런 의심

은 충분히 사라진다. (…) 선인(禪人, Der Zenmann)은 자연에 대한 그의 

자유를 보존하고 또 행사한다.427)

시는 의미를 해석하지 않고서도 대상의 특징을 바라볼 수 있도록 쓰여져

야 한다. 글의 형식(form)은 그 글이 다루는 내용의 성질에 상응해야 한

다. 이와 동일한 요구가 수묵화에 대해 요구되었고 수묵화는 이를 수행해

냈다. 목계가 그린 관음도를 보면, 의복, 돌, 물의 모든 선 하나하나가 여

신(Göttin)의 우아함 속에 구현된 천상의 부드러움과 온화함을 표현하고 

있다. 셋슈의 달마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선과 점이 자기 자신과 세상

을 정복한 인간의 강렬한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 이처럼 모든 형식 요소

로 수렴하는 성질을 통해 작품의 표현은 비길 데 없는 힘과 순수성을 획

득한다.428)

427) Grosse, 앞의 책, p. 22.

428) 위의 책, p. 27. 이후 『개자원화전』과 같은 화보집을 통해 그림의 표현법이 균

일화 되었지만 위대한 수묵화가들은 이러한 교조적인 규칙을 벗어나 ‘자유로운 예

술 정신(freien künstlerischen Gefühle)’에 붓을 맡겼다고 서술하였다. 동아시아에

서 화가의 훈련을 서술하는 부분에서도 목계의 <관음도>를 양해와 함께 가장 뛰어

난 작품으로 예를 들며, 가장 천재적인 재능을 타고난 자가 오랜 기간 특별한 교육

과 연습을 거쳐서 얻을 수 있는 솜씨라고 설명하였다. 같은 책, p.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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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수묵화를 먼저 소개한 후 그로세는 중국미술사의 개관을 이어간다. 

‘11-13세기 송나라의 대가(CHINESISCHE MEISTER-SUNG)’를 열거하면서 그

로세는 지금까지의 논의는 모두 수묵화를 다룬 것이며 이는 먼저 중국에서 등

장해 이후 선종 사회 또는 선의 정신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일본인들을 통해 

집성되었다고 평하였다. 이들은 직업화가로서 활동한 것이 아니라 위대한 정신 

세계를 표현한 것으로, 목계와 같은 송대의 수묵화가들은 중·일 양국의 누구도 

능가하지 못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이후 중국에서는 원명대를 거치며 타락한 정

신 속에 사라진 중국 수묵화의 위대한 정신, 특히 “금대를 받고 한림화원에서 

봉직을 맡았던 하규나 양해의 영혼”과는 달리 세속을 벗어난 목계의 예술세계

는 일본인들만이 이해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아시카가시대에 열정적으로 수집되

고 존경받았다는 결론을 제기한다.429) 이 내용은 『군방청완』의 서술을 그대

로 인용한 것이다. 즉 그로세의 저서는 오카쿠라를 통해 19세기 말부터 형성된 

선종 미술사의 이론이 서구에서 1900년대 초 큰 인기를 누렸으며 이를 고려해 

일본에서 작성된 논저가 다시 서구에서 관심을 받았던 순환 과정을 드러낸다.

  그로세가 도판을 시대순으로 나열한 부분에서 목계의 그림은 도 39번부터 

도 52에 걸쳐 다양하게 소개되었다. <호도>로 시작해 <쌍조도> 두 점을 거쳐 

<율도>, <시도>로 이어지는 도판들은 서양인들이 목계의 어떤 전칭작들이 선종

화에 부합한다고 여겼는지를 잘 드러낸다. <관음원학도>는 세 폭의 각 장면이 

가장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야 제시되었다. 퀴멜은 여러 도판 중에서 특히 

<율도>를 자세히 묘사했다. 목계가 “밤의 가지(Kastanienzweig)를 훌륭히 표현

해 뾰족한 열매와 함께 그려 넣었으며 이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선의 상징

(zenistisches Symbol)”이라고 소개하였다.

  이 책은 참고문헌을 소개하지 않아 그가 어떠한 경위로 <율시도>를 소개하

게 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근대기 초반의 일본미

술사 서적의 내용을 고려하면 그로세가 참고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은 『군방청

완』 뿐이다. 한편 그로세는 독일의 문화 인류학자이자 프라이부르크 대학

(Albert-Ludwigs-Universität Freiburg) 교수로 아우구스트너 박물관

429) 위의 책, pp. 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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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inermuseum) 큐레이터를 역임하였다. 그로세는 후원자였던 마리 마이

어(Marie Meyer, 1834-1915)와 함께 1892년부터 동아시아 미술품을 수집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도 일본미술에 큰 관심을 보였다. 1907년에는 일본에서 

베를린박물관(Berliner Museen)의 미술품 구매에 자문으로 동행하고 1908년에

는 미술 분야의 전문가로서 독일의 대사와 함께 베이징, 토쿄를 다시 방문하는 

등 독일에서는 일본미술의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었다.430)

  그러나 그로세는 일본어를 전혀 구사할 수 없었다. 그런 그가 일본의 미술사 

잡지인 『국화』를 참조하고 일본미술에 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은 

독일의 미술사학자 빌헬름 폰 보데(Wilhelm von Bode, 1845-1929)를 통해 연

을 맺은 일본인 미술상 하야시 타다마사 덕분이었다. 당시 하야시는 파리에 본

거지를 두고 독일, 네덜란드, 독일, 영국 등 유럽지역 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에 

이르기까지 세계 각지에서 일본의 미술품의 거래를 중개하였다. 그의 활동은 

단순한 매매에 그치지 않고 일본의 문화와 미술을 외국에 소개하기 위해 일본

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연구자를 다방면에서 후원하거나 각국 박물관에 소장되

어 있는 일본미술품을 정리하는 데 이르렀다.431) 그로세는 하야시가 적극적으

로 협력했던 인물 중에서도 특히 친밀했던 사이로 하야시는 일본으로 귀국하

면서 그간 그로세로부터 받은 은혜에 보답하고자 자신의 소장품 중 그로세의 

마음에 드는 것을 낮은 가격에 양도하도록 유언을 남길 정도였다.432) 

430) Der Historischen Kommission bei der Bayeri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 ed., Neue deutsche Biographie 7 Grassauer-Hartmann (Berlin: 

Duncker & Humblot, 1966), pp. 148-149; 持井康孝, 「エルンスト․グロッセ: その家

族及び東亞古美術調査収集行簡介」, 『金沢大学文学部論集 史学考古学地理学編』20 

(2000), pp. 33-72.

431) 이러한 활약을 통해 하야시 타다마사는 프랑스에서 훈장을 수여받거나, 인상파 

화가들과 친교를 맺어 일본에 처음으로 인상파 작품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특히 그

는 에두아르 마네(Édouard Manet, 1832-1883)와의 각별한 교류로 유명하다.

432) 두 사람의 긴밀한 관계는 하야시 사후 1913년 발간된 그의 소장품 도록 서문을 

그로세가 집필해주었다는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 또한 하야시 사망 직후인 1907년

에 방일했던 그로세가 2만엔에 구입한 700점의 공예품은 오늘날 베를린 동양미술

관의 주요 컬렉션을 구성하고 있다.



240

  하야시 타다마사는 아이미 코우와 마찬가지로 파리를 주 무대로 활동하는 

한편 오카쿠라 텐신처럼 국가 주도의 미술 관리 사업에 참여하며 일본미술을 

세계에 소개하는 데 앞장섰다. 1878년 파리 만국박람회에서 기립공상회사(起立

工商会社[키리츠코쇼가이샤])의 통역 일을 시작으로 제국에 의한 일본미술사의 

세계화 과정에 관심을 가직 시작한 하야시는 1881년부터 기립공상회사의 부사

장이었던 와카이 카네사부로(若井兼三郎, 1834-1908)과 함께 프랑스 미술사학

자 루이 공즈(Louis Gonse, 1846-1921)가 집필한 L’Art japonais (1883)의 간

행을 돕는 등 유럽을 중심으로 한 관찬 미술사의 집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

다. 이러한 과정에서 획득한 일본미술사 지식을 바탕으로 하야시는 그로세의 

관심에 적절한 대답을 제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로세가 『군방청완』의 영

향을 받아 목계를 논의하고 <율시도>에 대한 설명을 제시할 수 있었던 시기에 

하야시 타다마사는 이미 세상을 떠난 상황이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하야

시 타다마사가 직접 그로세에게 『군방청완』을 알려주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이러한 면에서 하야시가 <율시도>의 발굴에 끼쳤을 영향력은 아이미에 비하면 

보다 불분명하다. 그러나 그로세가 일본의 미술을 학문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

던 유일한 창구였던 하야시 타다마사는 그로세가 이러한 책을 집필하게 되기

까지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하야시와 같은 일본인들의 지속적인 노력

을 거쳐 19세기까지 서구에서 일본미술로 우키요에가 부각되었다면 20세기부

터는 선종 수묵화가 각광을 받을 수 있었다. 나아가 이와 같은 변화를 현지에

서 직접 체험했던 아이미 코우와 같은 일본인은 <율시도>라는 작품을 선종 미

술사의 담론에서 소개하며 선에 대한 서구인들의 갈망을 충족시키고자 하였다. 

이렇게 선종화로서 새롭게 부각된 <율시도>에 대한 서술은 그로세와 퀴멜을 

거쳐 웨일리를 통해 <시도>의 탄생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2) 선화(禪畵)의 정수: 목계의 감 그림

  1930년대에 일본에서 일시적으로 <율시도>의 서술이 늘어난 것은 분명 

1923년까지 웨일리가 만들어낸 <시도>론의 반작용일 것이다. 1931년에 비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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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화』제493호에서 목계의 <율시도>가 소개되었다. 이는 1896년 제87호에서

부터 소개되어 온 목계의 다른 주요 작품에 비하면 상당히 늦은 편이다.433) 그

런데 여기서 <율시도>는 작자 미상의 작품으로 소개되었다. 도판 해설이 일본

어가 아니라 영어로만 작성되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본지 제486호와 489호에서는 궁내청에 소장되어 있는 수묵의 야채 그림

을 소개하면서 이것이 송조 선화(Dhyana painting)의 지극히 흥미로운 

사례라고 설명하였다.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유형의 송나라 수묵화 중 가

장 뛰어난 작례가 몇 점 더 전해진다. 그 중 이번 호에 게재된 두 그림은 

료코인 사찰에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특히 주목할 만한데, 다탕(茶の湯)

의 전문가들을 통해 오래된 고화로서 높이 찬양받아왔던 것이다. 작가는 

쉽고도 탈속적(unworldy)인 양식으로 선미(Zen taste)를 지닌 사물을 다

뤘다. 이에 따라 형성된 일종의 초현세적(supermundane) 분위기로 인해 

이 작품은 높은 평가를 받았다. 목계의 전칭작이라고 하지만 이를 증명할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작품은 의심의 여지없이 송대 말기에 제

작된 것이다.434)

  ‘선화의 지극히 흥미로운 사례’인 <율시도>를 영문으로만 서술한 『국화』의 

내용은 분명 일본인이 아니라 서양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후로도 이 작품

에 대해 일본과 서양의 관심도는 극명한 차이를 보여준다. 일본에서는 1930년

대에 <율시도>가 단편적으로 소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화훼잡화권의 소개에

서 거론될 뿐 목계나 선종화의 서술에서 주류적인 지위를 차지하지 못하였다. 

화훼잡화권의 논의에서도 중심을 차지하는 것은 <율시도>가 아닌 <부용도>였

다.435) 반면 서양에서 <시도>는 의 동양회화사뿐 아니라 불교미술사의 관점에

433) 이보다 앞서 목계의 작품이 국화에 소개된 것으로 현재 필자가 확인한 것은 제

87호, 제112호, 제122호, 177호, 185호, 238호, 242호, 265호, 268호, 291호, 293호, 

제295호, 314호, 제486호, 제489호가 있다.

434) 「龍光院の伝牧谿枾栗図」, 『国華』493(1931), p. 351.

435) 예외적으로 <율시도>를 자세히 소개한 글은 1939년 金原를 통해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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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받아왔다. <시도>만을 다룬 미술사학계의 유일한 단독 

논문을 불교미술사학자 디트리히 제켈(Dietrich Seckel, 1910-2007)이 집필했

다는 사실은 이러한 현상을 여실히 드러낸다.436)

  제켈은 감이 딱딱한 단감인지, 부드러운 홍시인지를 묘사할 정도로 <시도>의 

도상에 깊은 관심을 보여준다. 여섯 개의 감 하나하나에 번호를 부여하고 각각

의 차이와 관계를 살펴보며 제켈은 목계의 감 그림에서 중국의 음양 사상을 

바탕으로 구현된 절대적인 형상과 절대적인 공백을 동시에 발견한다.437) 제켈

은 이 그림이 현존재와 공(空)이 공존하는 이중적인 모순을 일상적이고 자연스

럽게 묘사하여 동양미술의 정점을 구현했다고 평가한다. 형이상학적으로 묘사

된 감은 공안의 선문답처럼 초월적 개념을 암호화하여 구체적인 현존재

(konkret gegenwartig)이자 초월적인 추상(durchscheinend und entruckt)으

로 시각화하였다는 것이다.

  서구에서 <율시도>가 아니라 <시도> 또는 <시도>만이 관심을 받았던 이유는 

무엇인가? 상대적으로 구상적(具象的)인 <율도>보다는 추상화에 가까운 <시도>

가 보다 서구인들에게 이국적으로 다가왔던 것은 분명하다. 이와 더불어 서양

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과일인 감이 주는 수수께끼와도 같은 인상도 중요한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결정적으로 <시도>가 서양에서 크게 인기를 누

릴 수 있었던 것은 특유의 단순한 원형 표현에 있었다고 생각된다. <시도> 못

지않게 서구에서 ‘엔소(円相)’의 도상 또한 서양에서 선종 미술로 인기를 누려

왔다. 두 도상은 모두 먹을 사용해 단순한 원형으로 ‘선의 깨달음’을 포착했다

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도 67).438) <시도>를 처음 그린 화가도 이러한 ‘선의 

436) Dietrich Seckel, 앞의 논문.

437) 특히 앞서 소개한 이노우에 구장의 <율시도>를 언급하며 이를 모본으로 평가하

였다. 이러한 조질의 모본을 통해 제켈은 료코인의 <시도>가 얼마나 위대한 작품인

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438) 엔소 또한 서양에서 보다 폭넓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Tyler Barnett과 같은 엔

소 전문 작가가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대중매체나 광고에서도 이를 활용한 이미

지를 사용하고 있다. 엔소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논의되는 가장 유명한 사례는 애

플(Apple Inc.)의 본사인 애플 파크(Apple Park) 사옥의 원형 디자인이다. 엔소에 

대한 대표적인 저술로 Audrey Yoshiko Seo, Ensō: Zen Circl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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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달음’을 포착하고자 했던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간결한 수묵의 회화 

작품을 선종 미술로 인식하였던 서구의 감상자들이 마주하고자 했던 것은 깨

달음과 무(無)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미니멀리즘적인 표현이다.439) <시도>는 

이러한 감상에 매우 적합한 시각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작품이었다.

  캐힐과 반하트는 목계와 선종화에 대한 강연에서 <시도>가 1950년대 전후 

미국에서 누렸던 인기를 언급하였다.440) 캐힐은 모든 사람이 가장 선호했던 선

종화이자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던 한 점의 그림이 바로 <시도>였다고 술회하

였다. 비트 세대(Beat Generation)라 불리며 일본의 선 문화에 크게 관심을 가

졌던 20세기 중반 구미의 젊은이라면 <시도>의 이미지를 보지 못하는 것이 더

욱 어려울 정도였던 것이다.441) 특히 반하트는 영국의 미술사학자 피터 스완

(Peter C. Swann)이 1958년 간행한 Chinese Painting의 표지로 <시도>가 사

용되었던 사례를 언급하였다. 선 또는 동양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많은 

대학생들 사이에서 이 그림은 중국의 예술 정신의 상징적 존재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었다.

  피터 스완의 <시도>에 관한 서술은 웨일리의 주장을 계승하고 있어 20세기 

중반 이후로 <시도>를 선화의 정수로 수용하는 태도가 강화되었다는 점을 확

Enlightenment (Boston: Weatherhill, 2007).

439) 서구에서 선불교에 보여준 관심과 이를 통한 선불교 인식 변화에 대하여 Arthur 

Danto, “Upper West Side Buddhism,” in Buddha Mind in Contemporary Art, 

ed. Jacquelynn Bass et al.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4), pp. 

49-61; Alexandra Munroe, “Buddhism and the Neo-Avant-Garde: Cage Zen, 

Beat Zen, and Zen,” in The Third Mind: American Artists Comtemplate Asia, 

1860-1989, ed. Alexandra Munroe (New York: Guggenheim Museum, 2009), 

pp. 199-216.

440) 서적의 표지 이미지로 이 작품을 얼마나 흔히 접할 수 있었는지에 관해서 

Cahill, “Lecture Note 12C: The Six persimmons” 강연노트 및 강연영상 참조. 

https://youtu.be/-X7NzvEnDhs.(2019년 7월 21일에 접속); Barnhart, 앞의 글, 

pp. 1-2.

441) 비트 세대와 선종 예술에 대한 최근의 연구로 Levine, Long Strange Journey: 

On Modern Zen, Zen Art, and Other Predicaments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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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할 수 있다.442) 스완은 선종의 등장을 통해 당나라 이후 쇠퇴하였던 불교가 

창조의 원천으로서 부활할 수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선종의 영향을 통해 ‘돈오

(頓悟, sudden enlightenment)’의 개념이 회화에 적용될 수 있었다. 그로 인한 

회화 상의 두 가지 커다란 변화 중 하나로 화가는 간결한 속필을 구사하게 되

었다. 나아가 자연물 어디에나 불성(佛性)이 있다는 가르침을 통해 과일 한 덩

이도 절대적인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존재로 주목되었다. 이처럼 회화의 지평

을 확장시킨 새로운 세계관이 반영된 대표적인 작품으로서 목계의 <시도>가 

소개되었다. 이러한 논저의 반복을 통해 구미에서 <시도>는 최소한의 필치로 

평범한 대상을 그려내 역설적으로 최상의 진리를 표현한 그림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었다.

  비트 세대의 문화를 대표하는 시인 개리 스나이더(Gary Snyder, 1930-)는 

심지어 「목계의 감(Mu Ch’i’s Persimmons)」이라는 제목의 시를 남기기도 

하였다. 도겐(道元, 1200-1253)의 어록 중 “그림의 떡(画餅)이 배고픔을 달래기

에 가장 좋다”는 구절의 인용하며 시작하는 스나이더의 시는 Persimmons를 

금식(禁食)의 좌선(座禅)을 하고 있는 듯 “지금 바라보는 Persimmons는 일본

의 출판업체인 벤리도(便利堂)의 완벽한 복제본”이며 “목계의 Persimmons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감으로, 공(空)의 완벽한 상태를 보여주어 배고픔까지도 

달래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443) 마치 제켈의 논문이 시로 변환된 것 같은 

이 논문은 20세기 중반 이후로도 <시도>에 대한 관심이 미술사의 영역을 넘어 

문화 전반으로까지 확장되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낸다.444)

442) Peter C. Swann, Art of China, Korea, and Japan (New York: F. A. Praeger, 

1963), pp. 150-151.

443) Gary Snyder, “The Persimmons,” In The Gary Snyder Reader: Prose, Poetry, 

and Translations, 1952-1998 (Washington: Counterpoint, 1999), p. 514.

444) Barnhart는 타이페이에서 진행된 강연을 통해 자신의 수업에서 목계의 여러 작

품 중 특히 Persimmons를 얼마나 자주 소개했는지를 설명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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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목계(牧谿[목계법상(牧谿法常)], 13세기 후반에 활동)는 중국의 남송시대(南

宋時代, 1127-1279)를 대표하는 화가로 동아시아회화사를 개관할 때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인물이다. 여러 중국회화사 개설서에는 목계가 선사(禪師) 무준

사범(無準師範, 1177-1249)의 제자로 ‘육통사(六通寺)의 선종화파(禪宗畵派)’를 

개창했으며 문인화가 중심인 중국에서는 평가 절하되었지만 일본에서는 높게 

평가되었다고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계의 이미지는 20세기 초 오카

쿠라 텐신(岡倉天心[오카쿠라 카쿠조(岡倉覚三)], 1863-1913) 등에 의해 ‘선종 

미술사’ 담론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근대 미술사의 산물이다. 근대 이

전에 목계를 인식하고 수용했던 방식은 이와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과연 원래의 역사적 존재로서 목계는 어떠한 인물이었을까? 선종 

미술사라는 관점에서 목계를 설명하기 이전에 중국과 일본에서 목계와 그의 

작품들은 어떻게 수용되었을까? 선종 미술사가 정립되는 과정에서 목계에 대

한 담론은 어떻게 그리고 왜 변화된 것일까? 필자는 이 연구의 각 장을 통해 

이와 같은 질문에 대답하고자 하였다. 특히 필자는 목계의 여러 작품 중에서 

쿄토(京都) 다이토쿠지(大德寺)에 소장되어 있는 <관음원학도(觀音猿鶴圖)>와 

동사(同寺) 탑두(塔頭) 료코인(龍光院)에 소장되어 있는 <율시도(栗枾圖)>를 중

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 이유는 목계의 여러 전칭작(傳稱作) 중에서도 

이 두 가지 작품에 대한 인식이 미술사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가장 극적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관음원학도>의 경우 작품에 대한 일본 고유의 인식이 

선종 미술사를 만나 새로운 수용방식, 즉 본래 개별적으로 제작되었던 작품이 

일본에서 삼폭대(三幅對)로 조합되었다는 ‘이종배합(異種配合)’ 학설의 탄생으로 

귀결되었다. 한편 <율시도>는 ‘명물다도구(名物茶道具)’로서 소장자 또는 소장처

의 명성에 힘입어 알려져 있던 것이 선종 미술사에 매료된 서양인들을 통해 

‘선(禪)의 정수(精髓)’로서 새롭게 평가되었다. 이에 이 연구는 먼저 제Ⅱ장에서 

남송 말기에 활동했던 역사적 존재로서의 목계를 추적한 후 제Ⅲ장과 제Ⅳ장

에서 목계 사후인 13세기 말부터 19세기에 이르기까지 중국과 일본에서 각각 

목계가 어떻게 수용되었는지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 필자는 이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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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형성되어 온 인식이 미술사라는 근대 학문으로 수렴되어가는 과정을 검토

하였다.

  이 연구의 제Ⅱ장은 목계가 활동한 남송 말기의 기록을 종합하여 목계의 생

애와 관련된 핵심 요소, 즉 출생 배경과 활동 배경을 다시 검토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목계의 생애를 직접적으로 다룬 유일한 사료는 1351년에 오태소(吳

太素, 14세기 활동)가 집필한 『송재매보(松齋梅譜)』이다. 먼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송재매보』에는 지금까지 목계의 작품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선종과 관련된 단서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제Ⅱ장에서 필자는 목계의 출생 배경을 촉(蜀) 지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를 살펴보았다. 목계가 촉 지방 출신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사료는 <관음

원학도>에 남아있는 관서(款署), 『송재매보』의 기록, 13세기 중반의 승려 도

찬(道璨, 13세기 활동)이 작성한 「금병산기(錦屏山記)」이다. <관음원학도>는 

목계의 주요 연구자들이 진작이라고 동의하는 유일한 작품으로 이 그림에 남

아있는 관서는 신뢰할 만하다. 『송재매보』 또한 목계가 사망한 지 1세기가 

넘지 않은 시점에 작성된 유일한 전기 자료로서 신빙성이 높다. 여기에 더해 

촉 출신의 승려가 고향을 대표하는 가릉강(嘉陵江)과 금병산(錦屏山)을 목계에

게 그리게 하였다는 것은 앞의 두 자료와 함께 목계가 촉 출신이라는 점을 방

증해주는 중요한 사료이다.

  한편 승려로서 목계의 활동 배경을 살펴보면 현전 사료로는 그가 무준사범

의 제자라고 말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선승이라고도 단언하기 어렵다. 먼저 

목계가 무준사범의 제자라는 가장 오래된 기록은 1382년 일본에서 작성된 토

쿄(東京) 다이토큐키넨분코(大東急記念文庫)에 소장되어 있는 <불조정전종파도

(佛祖正伝宗派圖[붓소쇼덴슈하즈], 1382)>이다. 이 시기에 목계는 이미 아시카

가(足利) 쇼군가(將軍家)의 애호를 받을 정도로 일본에서 상당한 명성을 얻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일본에서조차 15세기 중반까지는 목계와 무준사범의 관계

에 대해 확립된 견해가 존재하지 않았다. 반면 중국에서는 목계와 무준사범의 

관련성을 간접적으로라도 추측할 만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특히 무준사범

의 제자로 알려진 승려들의 어록에는 목계의 이름이 나타나 있지 않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해 보면 목계가 무준사범에게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았다고 보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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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

  목계 본인의 주석(駐錫) 사찰에 대해서도 일본과 중국의 기록이 다르다. 15

세기 후반부터 일본에서는 목계가 육통사의 개산(開山)이라는 전설적인 일화가 

전해져 왔다. 원대(元代, 1260-1368)의 기록을 통해서도 육통사에 목계의 화명

(畵名)이 알려졌다고는 할 수 있지만 이를 근거로 목계를 육통사의 개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태소는 목계가 무림(武林, 오늘날의 항저우(杭州))의 장상사

(長相寺)에서 활동하였다고 기록했는데 남송 말기 이 지역에 장상사라는 사찰

은 없다. 그러나 장상을 사찰명이 아니라 지역명으로 본다면 당시 장이상(長耳

相)이라는 마을에 있던 세 개의 사찰이 장상사로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중요한 것은 이들 사찰 중 어느 곳도 선종 사찰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이 지역을 대표하던 고려사(高麗寺)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목계가 활동했

을 장이상 마을은 화엄종(華嚴宗)이 융성했으며 황실 인사까지도 오가던 국제

적인 지역이었다. 즉 목계는 남송 말기의 일반적인 승려들처럼 다양한 불교계 

및 문화계 인사들과 교류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남송 말 목계에 대한 기

록을 남긴 인물들이 선승뿐만 아니라 유학자, 또는 유학자에게서 수학한 승려

라는 점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이처럼 목계를 당시의 일반적인 사상의 흐름 속에 위치시킬 수 있다면 <관

음원학도>의 의미 또한 남송 말기의 보편적인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당시의 실상에 가까울 수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자료는 당시 가장 영향력 있

는 존재였던 황제 이종(理宗, 재위 1224-1264)이 유교와 백의관음(白衣觀音) 

신앙을 결합시켜 남송 말기의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자 작성했던 「천

축광대영감관음전기(天竺廣大靈感觀音殿記)」이다. 이 글에서 이종은 관음이 

‘진리(眞理), 청정(淸淨), 자비(慈悲)’라는 세 가지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이에 

맞게 다른 모습으로 응신(應身)하여 중생을 구제해 준다고 하였다. 이와 유사

한 맥락에서 당대 최고의 승려였던 무준사범은 관음의 응신을 원숭이, 학과 함

께 논의하였다. 13세기 중반 이미 이러한 논의와 인식이 존재했기 때문에 목계

는 <관음원학도>를 제작할 수 있었다. 결국 <관음원학도>는 관음의 응신이라는 

주제와 깊게 연관되어 있는 그림이다. 이렇게 제작된 <관음원학도>는 그 크기

로 볼 때, 나아가 현존하는 남송시대 사찰 봉안용 불화의 규모로 볼 때 커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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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나 비단에 불화를 제작해 벽에 걸었던 촉 지방의 오랜 전통대로 사찰의 

벽에 걸어 예배용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제Ⅲ장에서 이 연구는 중국에서 역사적 존재로서의 목계를 수용하는 방식과 

성격이 원대부터 청대까지 이르는 시기에 걸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

았다. 먼저 원대에는 문인화가 발달하여 문인화 중심의 화사서(畵史書)가 작성

되면서 화사서의 기록과 실제 목계의 그림을 보고 감상한 사람들에 의한 평가 

사이에 간극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당시 목계를 기록한 네 편의 화사서를 살펴

보면 『송재매보』를 제외한 나머지 세 편은 목계를 부정적으로 보았다. 특히 

하문언(夏文彥, 14세기 활동)의 『도회보감(圖繪寳鑑, 1366)』은 장숙(莊肅)의 

『화계보유(畵繼補遺, 1298년 서문)』의 내용에 『송재매보』의 내용을 보충한 

후 부정적인 총평을 더하였다. 이러한 서술은 실제 그림을 보고 내린 주관적 

평가라기보다는 선대의 문헌을 중시하고 이를 답습하는 중국지식인들의 전형적

인 작품 수용 양상을 알려준다. 또한 이는 원대 이래 문인 중심의 회화사 서술

을 통해 승방이나 궁정 중심에서 활동한 화가들이 담론에서 홀시되거나 배제

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러나 원대에 목계의 그림을 직접 감상한 여러 유학자 

또는 도학자(道學者)의 글을 보면 작품을 상찬(賞讚)하는 태도가 드러난다. 이

는 이른바 문인화 이론이라는 것이 당시 보편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도 있다. 그러나 상술한 것처럼 목계가 남송 말 촉 지방과 항주 장이상을 배경

으로 유불 융합적인 맥락에서 활동했던 것을 고려해 볼 때 목계에 대한 상찬

은 그가 다양한 문화적 맥락에서 향유되기에 적합한 그림을 그렸기 때문이라

고도 볼 수 있다.

  한편 명대(明代, 1368-1644)에는 현재까지 중국과 대만에 전해지는 목계의 

전칭작 두 점이 등장해 선행연구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았다. 베이징(北京) 고

궁박물원(故宮博物院)에 소장되어 있는 <수묵사생권(水墨寫生卷, 이하 베이징

본)>과 타이페이(臺北) 국립고궁박물원(國立故宮博物院)에 소장되어 있는 <사생

권(寫生卷, 이하 타이페이본)>은 인장과 기록을 현전 작품과 비교해 보면 진작

이라기보다는 모본(摹本)이라고 생각된다. 심주(沈周, 1427-1509)는 이 중 베

이징본 또는 이와 유사한 작품을 보고 제발을 남긴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심

주가 1494년 제작한 《사생책(寫生冊)》은 분명 목계 전칭의 화훼잡화권(花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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雜花卷) 두 점과 유사한 부분이 많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는 적어도 1490년대

에 심주가 이 작품을 보았을 것이라고 평가해 왔다. 그런데 이전까지 중국에 

목계의 전칭작 중 이런 유형의 그림에 대한 기록은 장숙의 『화계보유(畵繼補

遺, 1298년 서문)』 뿐이라 이를 과연 어떻게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필자는 일본에 전해지는 화훼잡화 그림과 그 기록에서 문제의 단서를 찾고

자 하였다. 현재 일본에 긴 두루마리로 된 목계 전칭의 화훼잡화권은 전해지지 

않으나 이와 동일한 도상의 그림이 낱폭으로 다수 전해진다. 아울러 이들 작품

의 크기, 재질, 묘사 대상으로 삼은 주제 등이 서로 유사하기 때문에 이는 현

전하는 중국의 <수묵사생권>, <사생권>과 같은 화훼잡화 그림들을 일본에서 소

폭으로 잘라 두루마리로 표장(表裝)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렇게 여러 폭이 

전해지는 일본에서조차 14세기 후반까지 아시카가 쇼군가의 소장품을 정리한 

『군대관좌우장기(君台観左右帳記[쿤다이칸소초키], 1476년 이후)』를 살펴보면 

104종의 목계 그림 중 화훼잡화를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작품은 한 점 뿐이

다. 이와 대조적으로 16세기 전반부터는 목계의 화훼잡화 그림을 다회(茶会)에

서 사용한 기록이 대거 등장한다. 목계의 화훼잡화 그림에 대한 기록은 가장 

이른 1436년의 기록을 포함해 16세기 전반까지의 일본 측 기록이 대부분을 차

지한다. 즉 이 시기 일본에서의 특별한 수요에 따라 중국에서 목계의 화훼잡화

권이 대량으로 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일본에서 유행한 목계의 화훼잡

화 관련 그림의 상당수는 명대에 제작된 것이다. 당시 일본에서는 ‘과자(果子)’

라는 이름으로 삶은 야채나 과일을 간식으로 먹으며 가벼운 다회를 즐기는 관

행이 확립되기 시작하였다. 다른 화가들이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화훼잡화를 

그린 목계의 수묵화는 이러한 다회의 현장에 잘 부합되는 그림이었다. 15세기 

이래 일본에서 필요에 따라 중국에 목계의 그림을 주문했던 기록이 발견되기 

때문에 일본의 상황이 역으로 중국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된다. 즉 일본에서 

목계의 화훼잡화 관련 그림들이 인기를 끌게 되자 이에 대응하여 중국에서 목

계의 모본 그림들이 다량으로 제작된 것이다.

  이렇게 부상한 목계의 화훼잡화권은 이후 심주, 이일화(李日華, 1565-1635), 

항원변(項元汴, 1525-1590), 사사표(査士標, 1615-1698) 같은 명사들의 감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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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장을 거쳐 청(淸) 황실 수장고로 들어갔다. 『석거보급(石渠寶笈)』초편

(初編, 1745)에 보이는 목계 그림에 대한 기록은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준다. 

이 시기를 거치며 목계의 그림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는 사실은 청대(淸代, 

1644-1912)의 민간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개자원화전(芥子園畵傳)』제3

집에 수록된 『초충영모화훼보(草蟲翎毛花卉譜, 1701)』 중 영모화의 명인을 

나열한 「화법원류(畵法原流)」 부분을 보면 목계의 이름이 기러기를 잘 그린 

명수로 나타나있다. 한편 화사서에서도 목계에 대한 평가에 변화가 나타났다. 

선대(先代)의 기록을 반복한 후 목계를 새로이 혹평했던 원대의 화사서와는 달

리 팽온찬(彭蘊璨, 19세기 활동)의 『역대화사휘전(歷代畵史彙傳, 1882)』은 

『도회보감』의 세부 내용을 따르면서도 목계를 비판한 내용은 삭제하고 신비

한 선승으로 목계를 설명하였다. 이미 청대에 이르면 목계의 현전작은 대부분 

일본으로 건너갔거나 유실되었다. 그러나 원․명대를 거치며 형성된 화명(畵名)

을 기반으로 목계는 『개자원화전』, 나아가 19세기의 화사서에서 긍정적으로 

새롭게 평가되었다.

  다음으로 이 연구는 제Ⅳ장에서 <관음원학도>와 <율시도>를 중심으로 일본

에서 목계의 그림이 어떻게 수용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관음원학도>의 

첫 번째 소장가인 아시카가 쇼군가는 <관음원학도>를 ‘카라모노(唐物)’로서 수

용했는데 그 성격에는 크게 세 가지 층위가 존재한다. 필자는 이를 재화(財貨)

적 성격, 권력적 성격, 예술적 성격으로 규정하였다. 먼저 14세기 이후의 기록

을 통해 아시카가 쇼군이 목계의 그림을 귀한 재물이나 하사품으로 다루었다

는 것이 확인된다. 특히 <관음원학도>가 다이토쿠지에 기증되었던 1550년대에 

이 작품은 50칸몬(貫文)에 필적할 정도의 높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관음원학도>를 비롯한 목계의 그림은 단순한 사치품으로서의 카라모

노와는 구별되는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아시카가 쇼군가를 통해 

형성된 권력적 성격이다. 쇼군은 자신의 거처에서 ‘교코(行幸)’라는 문화적 행

사를 주관했는데 이때 일본의 전통적인 공예품을 장식한 다른 방과는 달리 ‘카

이쇼(会所)’라는 방은 카라모노로 장식되었다. 쇼군이 자신의 새로운 권력을 표

상하고자 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된 것이 바로 목계의 그림이었다. 이러한 행사

가 반복된 끝에 1466년에는 아시카가 요시마사(足利義政, 쇼군 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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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9-1473)의 카이쇼 중앙을 장식한 <관음원학도>를 모두가 기이하다고 감탄

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예술적 측면에서 이 작품은 아시카가 쇼군가가 카라모

노를 수집하는 방식 자체를 규정하기도 하였다. 15세기 전반까지 쇼군가의 수

장 상황을 기록한 『군대관좌우장기』와 15세기 후반까지 쇼군가의 수장 상황

을 기록한 『어물어화목록(御物御畵目錄[고모츠온에모쿠로쿠], 15세기』에 기

록된 목계　그림의 화제별 구성 비율은 판이한 차이를 보인다. 이는 <관음원학

도>처럼 카라모노를 모두 가운데는 도석인물화로, 양 협시는 영모화로 배치하

고자 했던 쇼군가의 취향이 반영된 것이다. 이러한 수집 행위의 결과 『어물어

화목록』의 단계에 이르면 목계의 그림은 과반수가 <관음원학도>와 유사한 구

성을 취하게 되었다.

  다이토쿠지에 기증된 이후 <관음원학도>는 종교적으로 수용되어 연례행사의 

상황에 맞게 <관음도>와 <원학도>가 분리되어 사용되었다. 먼저 <관음도>는 지

난해를 반성하고 새해의 평안을 비는 일본 사찰의 고유 행사인 ‘슈쇼에(修正

会)’에서 사용되었다. 다이토쿠지에서는 슈쇼에의 마지막 날인 1월 5일에 모든 

참회를 마치고 다 함께 차를 나눠 마실 때 목계의 <관음도>를 객전(客殿)에 걸

었다. 특히 일본 사찰의 다회에서는 ‘목계의 수묵 관음도’를 본존에 위치시킬 

정도로 중시해 왔는데 다이토쿠지에서 이러한 종교적 수용 방식이 계승되었다. 

한편 <원학도>는 매년 12월 18일 다이토쿠지의 개산인 대등국사(大燈國師) 슈

호 묘초(宗峰妙超, 1283-1338)의 기일에 개산 묵적(墨跡)의 양옆을 장식하는 

협시로 사용되었다. 두 가지 사례는 모두 개산과 관련된 공간 또는 행사에 <관

음원학도>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율시도>는 <율도(栗圖)>와 <시도(柹圖)>의 한 쌍으로 전해져 왔다. 문

헌상 가장 이른 기록은 1571년에 나타나지만 이보다 앞서 카노 모토노부(狩野

元信, 1476-1559)가 제작한 <율도>가 있어 16세기 전반에 이미 이와 유사한 

작품이 존재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목계의 <율시도>에 대한 기록을 살펴

보면 료코인 <율시도>의 최초 소장자로 알려진 요우카 쿄쿠안(養花曲庵, 16세

기 활동)이 또 다른 <율시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 그림은 

카노파가 모본을 제작했으며 이노우에(井上) 후작(侯爵)이 소장했던 것으로 오

늘날 쇼코쿠지(相國寺)에 소장되어 있는 ‘제2의 율시도’였다고 판단된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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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본(異本)의 존재를 통해 16세기에 목계의 화훼잡화 그림이 많이 유통되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느 경우든 <율도>와 <시도>는 반드시 함께 등장하는

데 센노 리큐(千利休, 1521/22-1591)가 <율시도>를 사용했다는 기록은 왜 일

본에서 두 도상이 함께 나타나는지를 설명해 준다. 1583년 9월 13일 오전 리

큐는 연중 가장 중요한 행사를 치르는데 필요한 귀한 다도구를 빌려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 날 저녁에 고마운 이들을 초대해 <율시도>를 걸고 두 

차례 차를 대접하였다. 당시 다회에서는 그릇을 빌린 후 주인에게 돌려줄 때 

감과 밤을 선물하는 관행이 있었는데 리큐는 이를 대신해 목계의 <율시도>를 

‘토코노마(床の間)’에 건 것이다. 즉 다회에서 감사의 뜻을 표하는 데 목계의 

<율시도>는 매우 적절히 활용될 수 있는 소품이었다.

  이후 <율시도>는 목계의 화훼잡화를 애호했던 다인(茶人) 츠다 소규(津田宗

及, ?-1591)의 소장품이 되었으며 1612년 소규의 차남이었던 코게츠 소간(江

月宗玩, 1574-1643)을 통해 료코인으로 들어갔다. 17세기에 쇼카도 쇼조(松花

堂昭乘, 1584-1639)와 카노 탄유(狩野探幽, 1602-1674)가 <율시도>를 연상시

키는 화훼잡화의 수묵화를 남겨 이들이 료코인의 밋탄(密庵) 다실에서 <율시

도>를 감상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밋탄 다실을 설계한 코보리 엔슈(小堀

遠州, 1579-1647)의 미학이 집성된 『중흥명물기(中興名物記[추코메이부츠키

])』는 회화 작품 중 료코인의 <율시도>를 가장 먼저 소개하였다. 이처럼 17세

기 이후 료코인에서 활동한 다인들의 명성에 힘입어 <율시도>도 명물로서 인

식되어 왔다.

  반면 에도시대(江戶時代, 1600-1868)의 보다 대중적인 기록을 살펴보면 <관

음원학도>에 비해 <율시도>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다는 것이 드러난다. 예를 

들어 마츠다이라 하루사토(松平治鄕[마츠다이라 후마이(松平不昧)], 

1751-1818)의 『고금명물류취(古今名物類聚[코콘메이부츠루이주], 1787)』에는 

다이토쿠지에 소장된 목계의 그림들이 모두 ‘(아시카가) 요시마사의 구장품(舊

藏品)’으로 소개되어 있다. 이는 일본에서 목계의 그림과 아시카가의 이름이 얼

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율시도>에 대해서는 당시 구

체적인 관심이 부여되지 않았다는 점을 암시한다. 즉 <관음원학도>는 <용호도>

와 결합되어 다이토쿠지에 소장되어 있는 아시카가 쇼군의 구장품으로서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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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미술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널리 알려졌던 반면, <율시도>는 다도의 명인들

과 관련된 소품으로 기록되었지만 목계의 다른 작품에 비하면 큰 인기를 누리

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제Ⅴ장은 일본에서 에도시대까지 형성되어 온 <관음

원학도>와 <율시도>의 수용 방식이 20세기 초반 선종 미술사를 만나 급격히 

변화해 간 양상과 원인을 살펴보았다. 이 시기에 활동한 오카쿠라 텐신은 동양 

정신의 핵심이 불교의 선종 사상에 있었으며 이것은 인도나 중국에서는 잊힌 

반면 일본에서만 계승되었다는 담론을 발전시켰다. 그의 이론은 일본 정부의 

근기보물취조(近畿宝物取調) 사업, 『진미대관(眞美大觀[신비타이칸], 1899)』 

등 신비쇼인(審美書院)을 통한 전집류(全集類) 도서의 간행, 국보(国宝) 제도의 

도입과 지정 등을 통해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이때 목계는 오카쿠라

의 이론에 잘 부합되는 화가로서 각광을 받았다. 『진미대관』제1권에 목계의 

<관음원학도>가 소개된 것은 이러한 인식을 잘 반영한다. 그런데 <관음원학도>

는 자유롭고 호방한 화풍으로 일본에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되었던 기이한 선

승의 대표작으로는 걸맞지 않은 작품이었다. 이에 일본에서는 1910년대 이후로 

새로운 화풍의 창시자로서 목계를 설명하기에 가장 부적합한 <관음도>를 <원

학도>와 분리시키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는 무로마치시

대(室町時代, 1336-1573)부터 ‘관음’과 ‘원학’을 분리시켜 기록하고 사용했던 

일본의 전통에 힘입은 동시에, 메이지시대(明治時代, 1868-1912) 간행된 각종 

도록이 세 폭을 한꺼번에 재현할 수 없었던 출판 과정의 기술적 어려움에 기

인한 것이기도 하다. 이후로 여러 서적에 <관음원학도>의 세 폭 중 일부만이 

도판으로 수록되었다. 한편 <관음원학도>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제도와 학설에

까지 영향을 미쳤다. 먼저 <관음원학도>의 국보 등록은 <관음도>와 <원학도>가 

별도로 이루어져 당시 이 작품을 분리시켜 이해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

계에서도 목계의 작품이 일본에서 조합되었다는 ‘이종배합(異種配合)’ 이론이 

등장해 이러한 인식이 미술사에서 정설로 자리 잡게 되었다.

  <율시도>의 경우 일본에서는 유일하게 아이미 코우(相見香雨[아이미 시게이

치(相見繁一)], 1874-1970)가 집필한 『군방청완(群芳清玩[군포세이간], 191

3)』에 선종화의 대표작으로 소개되었다. 아이미는 이 그림을 선종화의 정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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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긴 목계의 대표적인 소축(小軸)으로 소개하였다. 『군방청완』을 본 독일의 

학자 오토 퀴멜(Otto Kümmel, 1874-1952)과 에른스트 그로세(Ernst Grosse, 

1862-1927)는 각각 저서 Die Kunst Ostasiens (1921)와 Die Ostasiatische 

Tuschmalerei (1922)에 <율시도> 또는 <시도>의 도판을 수록하였다. 여기서 

<율시도>를 보게 된 아서 웨일리(Arthur Waley, 1889-1966)는 저서 Zen 

Buddhism and Its Relation to Art (1922) 및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Chinese Painting (1923)에서 목계를 ‘선종화’의 창시자로 설명했으며 선종

화의 대표작으로 <시도>만을 소개하였다. 이후 이 작품은 서양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게 되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군방청완』의 집필자인 아이미가 

선종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서구인들과 유럽에서 직접 접촉한 후 텐

신과 관련이 깊은 신비쇼인에서 활동한 인물이라는 사실이다. 단순한 다도구였

던 소품을 갑자기 선종화의 정수로 부각시켜 서술한 것은 분명 선종화에 대한 

당시의 뜨거운 관심을 아이미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서구인들의 선종

화에 대한 관심 속에서 간행된 『군방청완』에 소개된 <시도>는 서구인들에게 

알려지는 과정 속에서 명작이라는 새로운 지위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이 논문은 송대의 목계와 관련된 기록 및 <관음원학도>를 통해 목계의 원형

을 추정하는 것으로 논의를 시작하였다. 이는 어디까지나 가정적인 내용에 불

과하다. 그러나 적어도 여기서 소개된 사료들은 분명 지금까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목계, <관음원학도>, <율시도>를 전혀 다른 각도에서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중국에서 잊힌 선종의 정수’를 담은 ‘일본 선종화

의 개조’로서 목계의 이미지는 메이지시대 이후 오카쿠라 텐신을 비롯한 일본

인들이 선종 미술사라는 특수한 담론을 통해 일본의 예술과 정신을 동양의 지

보(至寶)로 상찬하고자 하는 작업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이처럼 중·일 양

국에 현전하는 사료를 교차 검증하여 필자가 확인한 목계는 조방(粗放)한 화풍

으로 평가 절하되어 잊힌 선승화가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그가 잊혔던 것은 

원대(元代)에 형성된 이른바 남종 문인화론, 근대 일본에서 성립된 선종 미술

사라는 특수한 두 가지 담론 사이에서 주목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이 점에 주목하여 목계 회화의 원형과 다양한 수용 양상 그 자체를 복원, 분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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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계의 작품은 수용하는 사람의 관심 및 취향에 따라 늘 다양한 방식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변용은 인간의 문화 활동 전반에서 늘 일어나는 자연스

러운 현상이다. 특히 목계의 회화 작품들은 본래부터 융합적인 성격을 기반으

로 했기 때문에 작품이 수용되는 구체적인 맥락에 따라 더욱 다양한 모습으로 

발현될 수 있었다. 중국과 일본, 서구라는 공간과 남송 말기부터 오늘에 이르

기까지의 시간 속에서 목계의 회화는 다양한 의미와 방식으로 받아들여졌다. 

또한 같은 시대라고 하더라도 작품의 시각적 특성에 따라, 더 나아가서는 감상

자의 수용 맥락에 따라 그의 회화는 다양하게 수용되고 해석되었다. 이는 목계 

회화의 기저에 융합적 성격과 독창적 화의(畵意)가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한 현

상이다. 오늘날 목계의 진작이라고 말할 만한 작품은 <관음원학도> 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에 전해지는 전칭작들의 교차 검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목계의 독창적 화의는 분명 그만이 지니고 있었던 다양

한 가능성을 통해 탄생할 수 있었다. 이처럼 목계와 그의 작품들이 지니고 있

었던 다층적인 성격은 역사 속에서 수용사(受容史)라는 흥미로운 문화 현상으

로 나타났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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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1. 牧谿, <觀音猿鶴図>, 13世紀, 絹本淡彩, 京都 大德寺.

도 1-2. 도 1-1 中 觀音, 171.9×98.4cm.

도 1-3. 도 1-1 中 猿, 173.3×99.4cm.

도 1-4. 도 1-1 中 鶴, 173.1×99.3cm. 

도 1-5. 도 1-2 中 部分(款記).

도 1-6. 도 1-2 中 部分.

도 1-7. 도 1-3 中 部分.

도 1-8. 도 1-4 中 部分.

도 2-1. 傳 牧谿, <龍図>, 1269, 絹本淡彩, 147.8×94.0cm, 京都 大德寺.

도 2-2. 傳 牧谿, <虎図>, 咸淳己巳(1269), 絹本淡彩, 147.8×94.0cm, 京都 大德

寺.

도 2-3. 도 2-2 中 部分(款記).

도 3-1. 傳 牧谿, <栗枾図>, 紙本水墨, 京都 龍光院.

도 3-2. 도 3-1 中 <栗図>, 35.0×33.0cm.

도 3-3. 도 3-1 中 <枾図>, 36.0×38.0cm.

도 4-1. 傳 牧谿, <寫生卷>, 咸淳改元(1265), 紙本水墨, 44.5×1017.1cm, 臺北 

國立故宮博物院.

도 4-2. 도 4-1 部分.

도 4-3. 도 4-1 部分.

도 4-4. 도 4-1 部分.

도 4-5. 도 4-1 部分.

도 4-6. 도 4-1 部分.

도 4-7. 도 4-1 部分.

도 4-8. 도 4-1 部分.

도 4-9. 도 4-1 部分.

도 4-10. 도 4-1 部分.

도 4-11. 도 4-1 部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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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12. 도 4-1 部分.

도 4-13. 도 4-1 部分.

도 4-14. 도 4-1 部分(款記).

도 4-15. 도 4-1 部分(題跋).

도 5-1. 傳 牧谿, <水墨寫生圖卷>, 47.3×814.1cm, 咸淳己巳(1269), 紙本墨畵, 

北京 古宮博物院.

도 5-2. 도 5-1 部分.

도 5-3. 도 5-1 部分.

도 5-4. 도 5-1 部分.

도 5-5. 도 5-1 部分.

도 6-1. 傳 牧谿, <芙蓉圖>, 紙本墨畵, 34.5×36.7cm, 京都 大德寺.

도 6-2. 도 6-1 部分.

도 7-1. 傳 牧谿, <荷葉圖>, 絹本墨畵, 35.4×49.5cm, 東京 根津美術館.

도 7-2. 도 7-1 部分.

도 8-1. 傳 牧谿, <蘿蔔圖>, 紙本墨畵, 37.5×64.8cm, 宮內廳三の丸尙藏館.

도 8-2. 傳 牧谿, <蕪菁圖>, 紙本墨畵, 37.5×64.8cm, 宮內廳三の丸尙藏館.

도 9. 傳 牧谿, <瓜圖>, 紙本墨畵, 27.0×30.1cm, 個人.

도 10. 傳 牧谿, <石榴圖>, 紙本墨畵, 33.0×30.0cm, 三井文庫.

도 11-1. 傳 牧谿, <芦蟹圖>, 絹本墨畵, 88.3×37.9cm, 根津美術館.

도 11-2. 도 11-1 部分.

도 12-1. 傳 牧谿, <李源円澤圖>, 咸淳己巳(1269), 紙本墨畵, 44.1×83.5cm, 個

人.

도 12-2. 도 12-1 部分(款記).

도 13-1. 傳 牧谿, <蜆子和尙圖>, 13世紀, 紙本墨畵, 84.7×31.4cm, 個人.

도 13-2. 도 13-1 部分(偃谿廣聞贊).

도 14-1. 沈周, 《寫生冊》 部分, 1494, 紙本設色, 34.7×55.4cm, 臺北 國立故宮

博物院.

도 14-2. 沈周, <蕪菁石榴圖>, 紙本水墨, 57.0×30.0cm, 臺北 國立故宮博物院.

도 15. 夏昶, <瀟湘風雨圖卷> 部分, 1448, 紙本水墨, 30.7×685.9cm, 上海博物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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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6. 狩野元信, <栗圖>, 1530年代 以後, 紙本墨畵, 茨城県立歷史館.

도 17-1. 狩野探幽, <栗圖>, 《臨畵帖》, 16世紀, 紙本墨畵, 40.5×56.3cm, 個人.

도 17-2. 式部輝忠, <栗圖>, 1624-1645, 紙本墨畵, 19.4×50.1cm, 個人.

도 18-1. 「井上旧藏 牧谿 <栗枾圖>」, 高橋義雄·星野錫 編, 『洋美術家寶集』

第一輯 上, 東京: 畵報社, 1912.

도 18-2. 狩野派模本 <栗枾圖>, 東京國立博物館.

도 18-3. 「井上旧藏 牧谿 <狗子鷄>」, 高橋義雄·星野錫 編, 앞의 책.

도 19. 松花堂昭乘, <茄子圖>, 17世紀, 紙本水墨, 個人.

도 20-1. 啓孫, <瓜茄子蟲圖>, 16世紀, 紙本墨畵, 26.7×31.6cm, 大阪　正木美術

館.

도 20-2. 雪村, <瓜茄子蟲圖>, 16世紀, 紙本墨畵, 24.8×37.2cm, 大阪　正木美術

館.

도 21. 「曝凉」, 齋藤月岑幸成 編, 『江戸歳時記』4卷 付録1卷(東京: 須原屋

佐助, 1838).

도 22-1. 大岡春朴, 『画巧潜覧』卷一, 大阪: 敦賀屋九兵衛, 1740, 第1項.

도 22-2. 위의 책, 第2項.

도 22-3. 위의 책, 第3項.

도 22-4. 위의 책, 第4項.

도 22-5. 위의 책, 第5項.

도 23-1. 秋里籬島, 『都林泉名勝図会』卷一, 京都: 吉野屋為八, 1799, 第24項 

大德寺 方丈.

도 23-2. 위의 책, 第25項 大德寺 方丈 曝凉.

도 23-3. 위의 책, 第36項 大德寺 龍光院.

도 24-1. 草間直方, 『茶器名物図彙』, 東京: 文彩社, 1976, 大德寺 方丈 觀音

猿鶴龍虎.

도 24-2. 위의 책, 大德寺 龍光院 栗枾.

도 25. 松平定信, 『集古十種』, 東京: 名著普及会, 1980, 大德寺 龍光院 栗枾.

도 26. 위의 책, 大德寺 方丈 觀音猿鶴龍虎.

도 27-1. 위의 책, 大德寺 總見院 猿猴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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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7-2. 위의 책, 大德寺 龍光院 龍圖.

도 28-1. 義教 室町殿南向会所 復元平面図(宮下茂隆, 「会所から茶湯座敷へ」, 

『茶道聚錦』7, 東京: 小学館、1984).

도 28-2. 義政 東山殿会所 復元平面図(위의 책).

도 28-3. 銀閣寺会所 復元圖(山口須美男, 「日本の名庭を訪ねて」, 『月刊京都

史跡散策会』65(2012)).

도 29-1. 大德寺 方丈 平面図.

도 29-2. 大德寺 方丈 修正會 進行圖.

도 29-3. 15世紀 前半 以前 日本禪林의 牧谿 水墨觀音圖 使用例(想像圖).

1: <普賢延命像>, 13世紀, 絹本著色, 91.0×42.0cm , 奈良國立博物館.

2: 傳 牧谿, <豊干寒山拾得圖> 部分, 絹本墨畵, 139.0×93.0cm, 東京 出

光美術館.

3: <觀音猿鶴圖> 中 <觀音圖> 部分.

4: 傳 牧谿, <豊干寒山拾得圖> 部分.

5: <文殊菩薩像>, 1334, 絹本著色, 91.0×42.0cm, 奈良國立博物館.

도 29-4. 大德寺 方丈 牧谿 <猿鶴圖> 使用例(想像圖).

1. <大燈国師 墨蹟>, 1332, 紙本墨画, 34.0×103.0cm, 公益財団法人德川

ミュージアム.

도 30-1. 徽宗, <瑞鶴圖>, 1122, 絹本彩色, 52.5×208.8cm, 瀋陽 遼寧省博物館.

도 30-2. 도 30-1 部分(製).

도 31. 易元吉, <喬柯猿挂>, 11世紀, 絹本淡彩, 24.2×26.4cm, 臺北 國立故宮博物

院.

도 32. 傳 易元吉, <縛猴竊果圖>, 11世紀(17世紀 明代 模本), 絹本淡彩, 96.2× 

54.2cm, Freer Gallery of Art, Washington D.C.

도 33. 毛松, <猿圖>, 13世紀, 絹本彩色, 47.1×36.7cm, 東京國立博物館.

도 34. 傳 牧谿, <母子猿猴圖>, 13世紀, 絹本水墨, 806.×38.5cm, Sarah Cahill 

Collection.

도 35. 宣德帝, <戲猿圖>, 1427, 絹本淡彩, 62.3×127.7cm, 臺北 國立故宮博物院.

도 36-1. Hylobates Agi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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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6-2. Hylobates Agilis.

도 36-3. Hylobates Agilis.

도 36-4. Hylobates Agilis.

도 37. <無準師範像>, 1238, 絹本彩色, 124.9cm×54.5cm, 京都 東福寺.

도 38. <白衣觀音圖>, 元代, 絹本彩色, 141.2×77.6cm, 鎌倉 建長寺.

도 39. 陸信忠, <佛涅槃圖>, 13世紀, 絹本彩色, 157.1×82.9cm, 奈良國立博物館.

도 40. 傳 牧谿, <白衣觀音圖>, 元代, 絹本水墨, 155.0×93.6cm, 鎌倉 円覚寺.

도 41. <五百羅漢圖>, 南宋, 絹本彩色, 160.0×90.9cm 鎌倉 円覚寺.

도 42. 傳 牧谿, <白衣觀音圖>, 明代, 絹本水墨, 141.2×77.6cm, Nantoyoso 

Collection, Japan.

도 43. 顔輝, <蝦蟆鉄拐圖>, 14世紀, 絹本彩色, 161.3×79.7cm, 京都　知恩寺.

도 44. 傳 張思恭, <五百羅漢圖>, 14世紀, 絹本彩色, 160.0×90.9cm, 鎌倉 円覚

寺. 

도 45. 周季常, <五百羅漢圖>, 1178年頃, 絹本彩色, 112.5×53.3cm, 京都 大德寺.

도 46-1. <彌勒下生經變相圖>, 1294, 絹本彩色, 227.2×129.0cm, 京都 妙滿寺.

도 46-2. <阿彌陀三尊像>, 13-14世紀, 絹本彩色, 166.4×88.8cm, 大阪 法道寺.

도 46-3. <水月觀音像>, 13-14世紀, 絹本彩色, 143.0×77.0cm, 奈良 大和文化館.

도 46-4. <阿彌陀三尊圖>, 14世紀, 絹本彩色, 100.5×54.2cm, 静岡県 熱海市 

MOA美術館.

도 46-5. <阿彌陀三尊圖>, 14世紀, 絹本彩色, 100.5×54.2cm, 静岡県 熱海市 

MOA美術館.

도 47. 庫倫旗遼墓 1號墓 中室, <仙鶴圖壁畵> 部分, 11世紀.

도 48. 趙孟堅, <水仙圖卷> 部分, 13世紀, 紙本水墨, 34.1×993.6cm, 

Metropolitan Museum of Art, New York.

도 49. 夏珪, <溪山清遠圖> 部分, 13世紀, 紙本水墨, 46.5×889.1cm, 臺北 國立

故宮博物院.

도 50. 梁楷, <潑墨仙人図>, 13世紀, 紙本水墨, 48.7×27.7cm, 臺北 國立故宮博物

院.

도 51. 周季常, <五百羅漢圖>, 1178年頃, 絹本彩色, 112.5×53.3cm, Fr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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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lery of Art, Washington D.C.

도 52. 張月壺, <白衣觀音圖>, 13世紀 後半, 紙本水墨, 195.5×75cm, Cleveland 

Museum of Art.

도 53. 傳 徽宗, <秋景․冬景山水圖>, 12世紀, 絹本彩色, 128.2×55.2cm, 京都 金

地院.

도 54. <佛祖正伝宗派圖> 部分.

도 55. 『御物御絵目錄』 部分.

도 56-1. 『君台観左右帳記』能阿見本.

도 56-2. 『君台観左右帳記』相阿見本.

도 57. 長耳相港, 『咸淳臨安志』.

도 58. 『芥子園畵傳』 部分.

도 59. 李公麟 原畵, 石刻 白衣觀音像, 1132, 杭州 六和塔.

도 60. 傳 牧谿, <栗枾圖>, 紙本水墨, 京都 相國寺 承天閣美術館.

도 61. 千利休 待庵 <栗枾圖> 使用例(想像圖).

傳 千利休 待庵, 1581; 原寸再現, 東京 森美術館, 2018.

도 62. 龍光院 書院, 茶室 密庵 <栗枾圖> 使用例(想像圖).

도 63. 「猿鶴圖」, 『國華』185, 1906.

도 64. 「觀音圖」, 『國華』265, 1912.

도 65. Otto Kümmel, Die Kunst Ostasiens, 1921.

도 66. Ernst Grosse, Die Ostasiatische Tuschmalerei, 1922.

도 67. 仙厓義梵 , <○△□>, 1823年頃, 紙本墨画, 28.4×48.1cm, 東京 出光美術

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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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    旨

牧谿絵画の受容様相に関する研究

―<観音猿鶴図>と<栗柹図>を中心に

姜希姸(カン․ヒヨン)

ソウル大學校 人文大學大學院

考古美術史學科　美術史學專攻

指導敎員: 張辰城

  牧谿(13世紀後半活動)は、中国・南宋代(1127―1279)を代表する画家であり、東洋

絵画史概説において必ず言及される存在である。多様な東洋絵画史概説書には、牧

谿が禅師・無準師範(1177―1249)の弟子で「六通寺の禅宗画派」を開創したこと、そ

して文人画家中心の中国ではあまり評価されなかったものの、日本で賞讚されたこと

が、説明されている。しかしこのような牧谿の叙述と認識は、20世紀初に岡倉天心

(1863―1913)などにより、「禅宗美術史」談論が形成されながら産み出された、美術

史の産物である。では、本来歴史的存在として、牧谿はどのような人物であったのだ

ろうか。禅宗美術史という観点で牧谿が説明される以前、中国と日本では牧谿とその

画をどのように受容したのか。そして禅宗美術史が定立していく過程において牧谿に

関する談論は、どのように、そしてどのような背景で変化していったのか。筆者は本

研究の各章を通じて、このような疑問に答えることを試みた。

  第一に南宋代における牧谿の記録を考察し、ここから牧谿の原型を追跡しようとし

た。その結果、牧谿は蜀出身と言えるものの、無準師範の弟子であった禅僧画家とは

断定しがたいという結論に至った。むしろ牧谿が活動したものと推定される長耳相地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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は、多様な仏教の宗派と文化が交わる地域であり、また高麗(918―1392)の大覚国

師・義天(1055―1101)が華厳を学びに留学したことで知られるほど、国際的かつ皇室

親和的な地域であった。このような牧谿の活動背景を考慮した際、注目される文章

が、皇帝・理宗(在位：1224―1264)の「天竺広大霊感観音殿記」である。モンゴル

侵略という国家的危機の状況において白衣観音が多様な姿に応身し、衆生を救うこと

を願い、儒仏融合的な立場から編まれた「天竺広大霊感観音殿記」は、牧谿が活動

した13世紀中後半において、西湖周辺で流行した観音信仰の断面を示している。ま

た、ほぼ同じ時期に禅師、無準師範が残した「観音大士」賛文は、牧谿が《観音猿

鶴図》を描く以前に、すでに観音が猿鶴のような鳥獣の姿に応身するという発想が存

在していたということを示している。このように観音の応身思想が西湖で宗派、活動背

景を超えて流行していた状況を踏まえるならば、京都・大徳寺所蔵《観音猿鶴図》の

猿と鶴は、多様な姿に変化して現れる観音の属性を動物で表現したものと考えられ

る。とくに蜀出身の牧谿は、出身地特有の水墨表現、伝統的翎毛図像、掛軸の大型

仏画といった絵画的伝統をオーガナイズし、理宗の文章で強調された観音の3つの属

性、すなわち智慧、慈悲、清浄を《観音猿鶴図》に視覚化したのである。

  第二に元代から清代まで、牧谿の作品がどのように受容認識されたのか考察した。

元代(1260―1368)に編まれた画史書には、牧谿を批判的に叙述した例も確認される

が、これは実際に画を鑑賞した作成した記録というより、既存の叙述を踏襲して編集

する過程で形成されたものである。実際に作品を鑑賞して題画詩を残した人物は、儒

仏図の多様な文化を背景としてそれぞれ固有の脈絡で牧谿の絵画を受容している。

受容者の関心事や価値観によって柔軟に鑑賞態度が変化したのは、牧谿の活動背景

にもあった文化的多様性と融合性のためと考えられる。いっぽう14世紀前半から日本

で高い人気を誇っていた牧谿の絵画は、明代(1368―1644)に至って独特の変化を遂

げる。宋元代には記録が絶無といえるほどであった「花卉雑画」作品についての記

録が日中両国で、15世紀中盤以降急増するのである。このような変化は日本で茶道

文化が発達し、掛物として各種果実や野菜を描いた牧谿の「菓子図」に対する需要

が急増したことを背景として推測できる。この需要を満たすため、これまでさほど注目

されなかった牧谿の《花卉雑画巻》摸本が大量に制作されたのである。この過程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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牧谿の絵画の独創的な画意が、沈周(1427―1509)、李日華(1565―1635)、査士標

(1615―1698)にまでインスピレーションを与えている。このような変化を経て清代

(1644―1912)に牧谿は、花鳥画の名手として『芥子園画伝』第三集に名を載せるに

至った。また牧谿の人気が増加しながら彭蘊璨(19世紀活動)の『歴代画史彙伝』

(1882)では、牧谿を奇異な禅僧画家として脚色している。このような中国における牧

谿の絵画の受容様相は、牧谿が中国でも相当な評価を受けていたという点を立証する

と同時に、日本の受容が逆に中国の認識に影響を与えた可能性を示す興味深い事例

と言える。

  第三に本研究は、《観音猿鶴図》、そして大徳寺塔頭の龍光院に所蔵されている

《栗柿図》を中心として、日本で牧谿の絵画がどのように受容されたかを考察した。

まず室町時代(1336─1573)に《観音猿鶴図》は、足利将軍家の会所で足利家を表

象する権力の象徴として利用された。この過程において牧谿の絵画は、将軍という最

高の権力者が享有した唐物として認識された。このような認識は、当時文化系全般に

拡散した。いっぽう《観音猿鶴図》を足利将軍の権力を表象する象徴として理解した

社会的認識は、江戸時代(1600─1868)に続き、足利将軍の所蔵品でない牧谿の絵

画までも、一括して足利将軍家の「東山御物」と記録されるほど強力なものであっ

た。また《観音猿鶴図》は、会所を唐物で装飾する時に壁の中央に尊像を、両側に

脇侍のように翎毛を配することを好んだ足利将軍の趣向に合う作品であった。以後、

このような足利将軍の趣向が、社会的に拡散しながら日本人は、室内を装飾する目的

で唐物絵画を求める際、これと似た構成を取ることができる作品を輸入注文することも

あった。このような慣行は、後に逆にその源流であった《観音猿鶴図》さえも日本で

組み合わされたものという誤解を呼び起こすほど、室町時代以降、日本で普遍化した

慣行であった。いっぽう大徳寺の所蔵品になったのち、《観音猿鶴図》は、寺院内

部の行事、そして大衆を対象とする曝涼の公開行事に利用された。この時、大徳寺

では《観音図》を単独で用いたり、また《猿鶴図》を別の作品と一緒に用いたりした

が、これもまた後に《観音猿鶴図》の各幅が個別に存在したという認識が形成される

うえで主要要因として作用した。大徳寺における使用事例のうち注目されるのは、寺

の新年行事である修正会である。修正会の最後の日、懺悔を終えて開山の大燈国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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の宗峰妙超(1282―1337)を祀った雲門庵で新年最初の茶会をする際、壁に掛けられ

ていた画が、まさに牧谿の白衣観音図であった。このように牧谿の観音図を茶会に用

いたのは、15世紀以前から日本の禅林内部に存在してきた長い慣行であったが、所

蔵者の特性に応じて牧谿の絵画の受容様相が異なることを確認できる。

  いっぽう《栗柿図》は、《栗図》と《柿図》の一対で伝えられてきた。文献上最も

早い記録は、1571年であるが、これに先立って狩野元信(1476─1559)が制作した

《栗図》があり、16世紀前半の時点で既にこのような作品が存在していたものと考え

られる。また牧谿の《栗柿図》についての記録を考察すると、龍光院本《栗柿図》

の最初の所蔵者として知られる養花曲庵(16世紀活動)が、もうひとつの《栗柿図》を

持っていたことが推察される。この作品は、狩野派の摸本、井上公爵家の所蔵来歴、

相国寺の現存作品などと一致する「第二の栗柿図」であったと考えられる。このよう

な異本の存在を通して、16世紀に牧谿の花卉雑画の絵が多かったということが窺え

る。「菓子茶の湯」が発達した千利休(1521／22─1591)の時代、牧谿の《栗柿
図》はよく用いられた小品であった。以後、《栗柿図》は、牧谿の花卉雑画を愛好

した茶人の津田宗及(？―1591)所蔵となり、1612年宗及の次男であった江月宗玩

(1574―1643)を経て、龍光院に入った。江月宗玩と交流した松花堂昭乗(1584―

1639)、狩野探幽(1602―1674)が、《栗柿図》と似た水墨花卉を残し、これを龍光

院の密庵茶室で《栗柿図》を鑑賞したものと考えられる。とくに密庵茶室を設計した

小堀遠州(1579―1647)の美学を坂本周斎(1666─1749)が反映した『中興名物記』

(18世紀前半)は、唐物のうち龍光院の《栗柿図》を最初に紹介している。このように

《栗柿図》は、茶人からの名声を得、茶道名物具として認識されてきた。いっぽう江

戸時代の大衆側の記録を踏まえると、《観音猿鶴図》に比べて、《栗柿図》は大きく

注目されなかったことが窺える。

  第四に本研究は、日本で江戸時代まで形成されてきた《観音猿鶴図》と《栗柿
図》の受容様相が、20世紀初めに禅宗美術史と出会うなかで、急激に変化していっ

た様相と背景を考察した。岡倉天心は、東洋精神の核心が、仏教の禅宗思想にあ

り、インドや中国では、これらが忘れられた一方、日本でのみ継承されたという議論を

発展させた。彼の理論が、日本政府の近畿宝物調査(1884─1888)事業、『真美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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観』(1899─1908)など、審美書院を通した全集類の刊行、国宝制度の導入と指定な

どを通して、広範囲に影響力を及ぼしたのは周知の事実である。この一連の動きのな

かで牧谿は、岡倉の理論に符合する画家として脚光を浴びた。『真美大観』1巻に牧

谿の《観音猿鶴図》が紹介されたのは、このような認識をよく反映している。しかし

《観音猿鶴図》は、自由で豪放な画風で日本に影響を与えたと説明された奇異な禅

僧の代表作には相応しくない作品であった。これに対して日本では、1910年代以降

新たな画風の創始者として牧谿を説明するにあたって、《観音図》と《猿鶴図》を分

離させる手法でこの問題を解決しようとした。これは室町時代から「観音」と「猿鶴」

を分離させて用い、そしてそれを記録した日本の伝統に力を借りるものであったが、

同時に明治時代(1868─1912)に刊行された各種図録が3幅を一度に再現できなかっ

た出版上の技術的限界に起因したものとも推測される。以降、様々な書籍に《観音猿

鶴図》の3幅中一部のみが図版で収録された。このような認識は、制度と学説にも影

響を与えた。まず《観音猿鶴図》の国宝指定は、《観音図》と《猿鶴図》それぞれ

別途に行われ、当時この作品を分離させて理解していたことが分かる。学界でも牧谿

の作品が日本において組み合わされたという「異種配合」理論が登場し、この理論は

定説化した。

  《栗柿図》の場合、日本では唯一、相見香雨(1874─1970)が執筆した『群芳清

玩』(1913)に禅宗画の代表作として紹介された。相見は、この絵を禅宗画の精神が

込められた牧谿の代表的な小軸として紹介した。『群芳清玩』を見たドイツの学者、

オットー・クィメル(Otto Kümmel, 1874─1952)とエルンスト・グロッセ(Ernst Grosse, 

1862─1927)は、それぞれ著書 Die Kunst Ostasiens (1921)と Die 

Ostasiatische Tuschmalerei (1922)に《栗柿図》または《柿図》の図版を収録し

た。ここで《栗柿図》を見ることとなった、ア─サー・ウェイリ─(Arthur Waley, 1889

─1966)は、著書 Zen Buddhism and Its Relation to Art (1922)および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Chinese Painting (1923)で牧谿を「禅宗画」の

創始者と説明し、禅宗画の代表作として《柿図》だけを紹介した。以後、《柿図》

は、西洋で爆発的な人気を博するようになった。江戸時代まで日本において《栗柿
図》が常にセットで用いられ、《柿図》よりは《栗図》が芸術家たちの関心を集め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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のとは対照的な現象である。ここで注目されるのは『群芳清玩』の執筆者である相見

が、禅宗画についての関心を持っていた西洋人たちとヨーロッパで直接接触したの

ち、天心が体系を定立した審美書院で活動した人物という事実である。単純な茶道

具であった小品を突然禅宗画の精髄と俯角し、叙述したことは、明らかに禅宗画に対

する当時の新たな関心を相見がよく分かっていたためと考えられる。円相に代表され

る簡潔な墨線の円形の表現が、禅宗画として脚光を集めていた西洋においてこれと類

似した視覚的特性をもつ《柿図》は、自然と禅宗画の精髄を秘めた古画として受け入

れられた。すなわち西洋人の禅宗画に対する関心のなかで刊行された『群芳清玩』

に紹介された《柿図》は、西洋人に知られながら名作という新たな地位を得るように

なったのである。

  以上、牧谿の絵画が「中国で忘れ去られた禅宗の精髄」を込めた独特の絵画と捉

えがたい点を述べた。牧谿の絵画は、受容者の関心事に沿って、時代ごとに新たに

理解されうるものであった。このような変容は、文化活動全般において自然な現象で

ある。とくに牧谿の絵画は、本来より融合的な性格を基盤としたため、絵が受容する具

体的な脈絡に沿って、より多様な姿に変化できるものであった。牧谿と彼の絵画世界

がもつ多層的な性格が、歴史のなかで興味深い文化的現象として現れたと言えよう。

キーワード : 牧谿、禅宗画、観音猿鶴図、栗柿図、唐物

学生番号　　: 2015-22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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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historians agree that Muqi (active late 13th century) was a prototypical 

painter of the Southern Song dynasty (1127-1279), a Chan Buddhist monk 

who reached enlightenment under the revered Chan master Wuzhun Shifan 

(1177-1249) and the founder of the “Liutong school of Zen art.” It is also 

believed that Yuan dynasty (1260-1368) critics severely criticized Muqi’s 

style but Japanese audiences began to covet his paintings beginning in the 

14th century. Muqi was admired as one of the most famous Chinese 

masters in Japan. It is interesting to note that the widespread image of 

Muqi as a Zen (Chan) master painter celebrated in Japan was, in fact, 

invented by Okakura Tenshin (Okakura Kakuzō, 1862-1913) and other art 

historians during the early 20th century. This thesis reexamines the life and 

historical image of Muqi and the reception of his paintings, focusing on 

Guanyin, Gibbons, and Crane (the “Daitoku-ji triptych”) at Daitoku-ji 

Temple, Kyoto, and Persimmons (better known as Six Persimmons) in 

Ryōkō-in, a sub-temple of Daitoku-ji.

Chapter I challenges the long-held view of Muqi as a Chan 

Buddhist painter who studied under Wuzhun Shifan and as a man from S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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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day Sichuan province).  A close examination of contemporary texts 

reveals that Muqi’s relationship with both Wuzhun and Chan Buddhism 

stemmed from insufficient evidence. It is not clear whether Muqi was a 

monk at Liutong Temple. His Shu origins, however, remain reliable. This 

chapter looks into Muqi’s activity in the Chang’erxiang area on West Lake 

in Hangzhou. Figures like the Korean prince-monk Uicheon (1055-1101) 

came to this region to study Huayan Buddhism, indicating that Muqi’s life 

and career were, in all likelihood, influenced by the efflorescent culture 

flourishing in Chang’erxiang. This chapter also considers the impact of 

Emperor Lizong (1205-1264, r. 1224-1264) on Muqi’s art. Emperor Lizong’s 

Tianzhusi Guangda Linggan Guanyindian  ji (Record of the Broadly Great 

and Miraculously Inspirational Guanyin Hall in Tianzhu Temple) not only 

indicates that the faith of Guanyin’s many manifestations was popular in the 

West Lake region during the mid to late-13th century, but also testifies that 

three aspects of Guanyin received special emphasis: wisdom, mercy, and 

purity.

The chapter then concludes with a new interpretation of the 

Daitoku-ji triptych: the three paintings visualized the prevalent belief in the 

threefold aspects of Guanyin popularized by Lizong. The interpretation posits 

that the crane and gibbons are not merely flanking attendants but 

manifestations of Guanyin. It is clear that Muqi’s use of the crane and 

gibbon motifs was derived from the Shu traditions of yipin (untrammeled) 

monochrome ink paintings, time-honored lingmao (bird and animal) 

paintings, and large-scale hanging scrolls of Buddhist figures and motifs.

Chapter II examines the reception of Muqi during the Yuan 

dynasty, the Ming dynasty (1368-1644), and the Qing dynasty (1644-1912). 

Connoisseurs and critics across the three periods are known to have 

disparaged Muqi and his oeuvre. A detailed comparison of Yuan tex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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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ever, reveals that these critics, without encountering Muqi’s artworks 

firsthand, merely excerpted and combined the comments of their 

predecessors. More vivid accounts of Muqi’s creations from their actual 

audiences support that Muqi and his paintings were appreciated by myriad 

figures with Confucian, Buddhist, and even Daoist backgrounds. The poetic 

inscriptions on Muqi’s paintings also serve as testimony that the works were 

well-received in various contexts. Chapter II then focuses on the drastic 

change in the documentation of Muqi’s paintings from the 15th century 

onward. Documents discussing huahui zahua (flowers, plants, and 

miscellaneous subjects) by Muqi were nearly nonexistent until the Yuan 

dynasty. Two of Muqi’s huahui zahua scrolls, one in the Palace Museum, 

Beijing, and the other in the National Palace Museum, Taipei, however, 

appeared in early Ming Chinese texts on painting for the first time. This 

appearance coincides with the Japanese Muromachi period (1336-1573) when 

the demand for Muqi’s paintings of kashi, fruits or nuts served as 

confections with tea, burgeoned alongside the development of chanoyu (tea 

ceremony) under the Ashikaga shogunate.

The culture of chanoyu required certain types of paintings to adorn 

the tokonoma, an alcove in the wall of a tea room for the display of 

aesthetic objects. Previously overlooked huahui zahua scrolls attributed to 

Muqi served to satisfy the demand of the tokonoma, which led to the mass 

production of kashi paintings with Muqi attributions. Ming artists’ encounter 

with the sudden increased demand for huahui zahua pictures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changing the style of monochrome ink paintings and in 

formulating the more favorable Chinese reception of Muqi. The painters who 

interacted with the paintings in this context include such renowned figures 

as Shen Zhou (1427-1509), Li Rihua (1565-1634), and Zha Shibiao 

(1615-1698).

Chapter II finishes with an exploration of the evolution of Muq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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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utation during the Qing dynasty. The third volume of the Jieziyuan 

huazhuan (The Mustard Seed Garden Manual), published in 1701, lists Muqi 

as a master of bird-and-flower paintings. This serves as proof of how 

Muqi’s reputation continued to evolve. It expands further with the Lidai 

huashi huizhuan (Biographies of Painters through the Ages) by Peng 

Yuncan in the late 19th century that highlights Muqi’s eccentricities absent 

from any previous biographical writings about the painter. Chapter II’s 

examination of various dimensions of Muqi’s reputation throughout Chinese 

art history establishes that Muqi and his art became highly regarded in 

China due to the immense popularity of his works in Muromachi Japan.

Chapter III analyzes the Japanese reception of Muqi’s two paintings, 

the Daitoku-ji triptych and Persimmons, from the Muromachi period through 

the end of the Edo period (1600-1868). The triptych, comprised of Guanyin, 

a crane, and gibbons, began its history in the decoration of the kaisho, the 

meeting rooms of the villas maintained by Ashikaga shoguns. Chapter III 

first explores how the triptych came to be considered one of the greatest 

karamono (Chinese objects) and how Ashikaga shoguns used it as a means 

of demonstrating their elegant taste and artistic and cultural knowledge. The 

reputation of the Daitoku-ji triptych as the precious property of the 

Muromachi rulers remained unchallenged, even leading Japanese authors in 

later periods to mistakenly regard every painting by Muqi in the holdings of 

Daitoku-ji as part of the Higashiyama gomotsu, the collection of the 

Ashikaga shogunate.

Chapter III also focuses on the aesthetic reception of the Daitoku-ji 

triptych which set standards for the composition and display of karamono 

painting in Japan. The unique composition of Muqi’s triptych suited the 

taste of the Muromachi shoguns. Following in the footsteps of the shoguns, 

many collectors of karamono purchased paintings similar in composition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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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qi’s triptych. Chaper III further examines the later reception of Muqi’s 

triptych held at Daitoku-ji. Many Edo period documents show that the 

Daitoku-ji triptych was displayed for both internal rites and public events. 

During these events, the temple showed Guanyin, Gibbons, and Crane as 

separate scrolls and sometimes combined them with Dragon and Tiger, 

attributed to Muqi, now in the collection of Daitoku-ji. This chapter 

investigates the role of the shusho’e, the New Years’ service in Japanese 

Buddhist temples, in the display of the Daitoku-ji triptych. Chapter III points 

out that the shusho’e at Daitoku-ji involved a singular use of the triptych. 

The centerpiece of the triptych, the white-robed Guanyin, was exhibited 

alone on the last day of the shusho’e when the priests of Daitoku-ji 

performed the first tea ceremony of the year in Unmon-an, the burial place 

of the founder Daitō Kokushi Shūhō Myōchō (1282-1337). Daitoku-ji’s own 

uses of Guanyin, Gibbons, and Crane further illuminate how Muqi’s triptych 

was displayed within the context of Buddhist rituals. 

Chapter III also probes into the provenance, authenticity, and reception 

of Persimmons (Six Persimmons), one of the diptych Chestnuts and 

Persimmons, a set of two hanging scrolls, known to exist in Japan since the 

16th century. It is noteworthy that Japanese artists, collectors, and tea 

masters paid more attention to Chestnuts than to Persimmons. A later 

composition entitled Chestnuts by Kanō Motonobu (1476-1559) shows not 

only the popularity of this motif over that of persimmons, but also the 

presence of identical or similar paintings regarded as Muqi’s huahui zahua 

starting in the early 16th century at the latest. Chestnuts and Persimmons 

began to be mentioned in written records in 1571. The diverse and complex 

accounts of Chestnuts and Persimmons raise questions about the possible 

existence of other paintings with the same title yet different motifs. To 

explore this possibility, Chapter III traces the provenance of other pain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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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d Chestnuts and Persimmons. Yōka Kyokuan (active in 16th century), 

the first owner of the renowned Persimmons, and Marquis Inoue Kaoru 

(1836-1915) are said to have possessed Chestnuts and Persimmons 

respectively. The Jōtenkaku Museum of Shōkoku-ji Temple, Kyoto, has a 

painting called Chestnuts and Persimmons. These paintings suggest that there 

were many paintings depicting chestnuts and persimmons in circulation 

during the Edo period. Copies of Chestnuts and Persimmons by Kanō 

painters testify to this phenomenon during the Edo period. The wide 

circulation of paintings called Chestnuts and Persimmons shows the 

abundance of copies of Muqi’s huahui zahua, especially in 16th-century 

Japan.

The analysis of the provenance and authenticity of Chestnuts and 

Persimmons in Chapter III is followed by a discussion of its reception. Sen 

no Rikyū (1522-1591) is recorded as the first tea master to display Muqi’s 

Chestnuts and Persimmons. He displayed them to show his gratitude to the 

guests who attended his tea ceremony. During Rikyū’s time, chestnuts and 

persimmons were symbolic of the host’s gratitude to the guests. As a result, 

kashi (nuts or fruits) paintings began to take on symbolic meanings. Muqi’s 

Chestnuts and Persimmons was donated to Ryōkō-in, a sub-temple of 

Daitoku-ji, by Kōgetsu Sōgan (1574-1643), the second son of the Sakai tea 

master and abbot of Ryōkō-in Tsuda Sōgyū (?-1591). Sogan enjoyed a close 

friendship with renowned chanoyu masters and artists of the time such as 

Kobori Enshū (1579-1647), Shōkadō Shōjō (1584-1639), and Kanō Tan’yū 

(1602-1674). Shōjō and Tan’yū created huahui zahua hanging scrolls similar 

to Chestnuts and Persimmons. This indicates that they had access to these 

Muqi-attributed works. Given that Chestnuts and Persimmons was in the 

Ryōkō-in, the painting gained enormous popularity. It was frequently viewed 

and appreciated by elite chanoyu practitioners and artists of which Shōjō 

and Tan’yū were only two. The Chūkō meibutsuki (Masterpieces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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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val) detailing Kobori Enshū’s tea aesthetics mentions the ways in which 

Chestnuts and Persimmons was shown to them in the chanoyu ceremony. 

Chestnuts and Persimmons was received as such during the period. It was 

regarded not as an artwork embodying the quintessence of Zen, but as a 

special object for the chanoyu practice. That Edo period illustrated books 

reveal that the Ryōkō-in zahua was not as much highly valued as the 

Daitoku-ji triptych indicates that Chestnuts and Persimmons served as a 

chanoyu object. 

Chapter IV examines the changes in the Japanese reception of both 

Guanyin, Gibbons, and Crane and Chestnuts and Persimmons which 

occurred when these paintings were incorporated into Zen art history starting 

in the early 20th century. Okakura Tenshin created his pan-Asianist 

discourse, arguing that the ideals of the East rest on Zen Buddhism which 

was forgotten in India or China while it prospered in medieval Japan. 

Okakura’s ideological framework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the 

establishment of Japanese art history. His theory of pan-Asianism and his 

promotion of Zen and Zen art exerted wide influence by the Kinki hōmotsu 

chōsa (Investigation of the Art Treasures of the Kinki Region, 1884-1888), 

the publication of collected works such as the Shinbi taikan (Selected Relics 

of Japanese Art, 1899-1908) by the publisher Shinbi shoin,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kokuhō (National Treasure) system. As these new art 

historical and cultural endeavors that emphasized the significance of Zen 

Buddhism began to gain currency, Muqi became a painter who embodied 

Zen aesthetics and represented Okakura’s discourse on the ideals of the 

East. Nevertheless, the Daitoku-ji triptych, the most renowned masterpiece of 

Muqi from the Muromachi period on, did not fit neatly into the principles 

of Zen art history that celebrated the untrammeled manners of Zen master 

painters. The Daitoku-ji triptych is a carefully designed and finely execu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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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 of paintings famous for the painter’s meticulous and refined 

draftsmanship, standing in sharp contrast to the swift, sketchy, abbreviated, 

rough style of ink drawing typical of Zen artists. As a result, scholars 

pursuing Zen art history turned their attention to other paintings by or 

attributed to Muqi that represented the characteristics of Zen art.    

After examining this phenomenon, Chapter IV then focuses on the 

compromise which Japanese art historians reached after the 1910s. They 

regarded Gibbons as an example of relatively rough and expressive style 

closely related to the untrammeled quality in Zen painting. This new 

interpretation of the Daitoku-ji triptych led to the idea that Guanyin, 

Gibbons, and Crane originally did not constitute the triptych and the three 

paintings were assembled as a set of three hanging scrolls in Japan. It must 

be noted that Guanyin, Gibbons, and Crane had been recorded separately in 

texts since the Muromachi period. Scholars of the Meiji era (1868-1912) 

followed this tradition and treated the paintings separately. Guanyin, 

Gibbons, and Crane came to be enrolled as separate artworks in the system 

of the National Treasures.

Chapter IV then continues to trace the historiography of Chestnuts 

and Persimmons, or the modern “discovery” of Persimmons. The Gūnpo 

seigan (Appreciation of Fragrant Flowers, 1913) by Aimi Kōu (1874-1970) 

is the only literature that introduced Chestnuts and Persimmons as one of 

the best examples of Zen art in the early 20th-century Japan. Aimi 

described the Ryoko-in zahua as the prototype of Muqi’s small paintings 

that visualized the Zen spirit. Otto Kümmel (1874-1952) and Ernst Grosse 

(1862-1927), two of the German scholars who had read the Gūnpo seigan 

introduced Chestnut and Persimmons to Western scholars, notably Arthur 

Waley (1889-1966), by reproducing its plate in their books, Die Kun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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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tasiens (1921) and Ostasiatische Tuschmalerei (1922) respectively. Waley, 

the author of Zen Buddhism and Its Relation to Art (1922) and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Chinese Painting (1923), recorded that Muqi 

was the founding father of Zen painting. His books reproduced only 

Persimmons as the artist’s exemplary work. Persimmons consequently 

enjoyed tremendous popularity in the West. This Western perception of 

Persimmons as a masterpiece exemplifying the essence of Zen stands in 

direct contrast to the traditional Japanese conception of Chestnuts and 

Persimmons as a special object in the tea ceremony.

Chapter IV further examines how Chestnuts and Persimmons came to 

be celebrated in the West. It is noteworthy that Aimi, the sole Japanese 

scholar who wrote on Chestnuts and Persimmons in the context of Zen, not 

only worked together with the Shinbi shoin under the aegis of Okakura but 

also interacted with Westerners in person while studying in France and 

England. Aimi’s new interpretation of Chestnuts and Persimmons as Zen 

painting seems to have been derived from his own experience in Europe 

where Okakura’s theory of interconnectedness among Zen, Asian ideals, and 

Japanese art gained enormous popularity. As a result, Persimmons rose to 

prominence as a masterpiece showing the essence of Zen aesthetics. Arthur 

Waley’s celebration of Zen art played a key role in the making of 

Persimmons as a masterwork. 

Muqi’s paintings cannot be understood solely as artworks 

representing the quintessence of Zen art forgotten in China. The reception of 

Muqi and his paintings varied according to different times and places. Each 

reception is related to its own cultural context. This thesis explores how to 

understand Muqi within the specific context in which he lived and worked 

and how to interpret the ways in which he was received in Chin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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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various persp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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