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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겸가당아집도(蒹葭堂雅集圖)〉의 회화적인 특징을 분석하고 
이 작품이 제작된 맥락을 아회 문화와 연관 지어 해석하고자 한 글이다. 
〈겸가당아집도〉는 통신사행(通信使行)을 계기로 조선으로 도래(渡來)한 대
표적인 일본 국적 회화로 한일 회화 교류의 양상을 밝히는 데 있어 기념
비적인 작품이다. 〈겸가당아집도〉는 오사카(大阪)의 주조업자(酒造業者)인 
키무라 켄카도(木村蒹葭堂, 1736-1802)의 작품으로 1763년에 있었던 계
미사행(癸未使行)에서 정사(正使)의 서기(書記)였던 성대중(成大中, 
1732-1809)이 키무라 켄카도에게 제작을 부탁하여 선물로 받은 것이다. 
이 도권(圖卷)에는 키무라 켄카도를 비롯한 시회(詩會) 켄카도카이(蒹葭堂
會)의 회원 8명이 제발(題跋)을 남겼다. 

본 논문은 〈겸가당아집도〉가 일본인들의 아회(雅會) 모습을 그린 최초
의 아회도(雅會圖)이며, <겸가당아집도>의 제작은 일본 회화사에서 일회성
을 지닌 사건이었음에 주목하였다. 필자는 본 논문에서 일본 최초의 아회
도인 〈겸가당아집도〉의 제작에 조선 후기의 아회 문화와 아회도를 그리는 
전통이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하였다. 현재는 기록이 전해지지 
않으나 성대중은 키무라 켄카도에게 〈겸가당아집도〉의 제작을 부탁하면서 
조선에서 아회도를 제작하는 풍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을 가능성이 높
다. 필자는 이 주장을 제기하기 위하여 <겸가당아집도>와 18세기에 제작
된 조선의 야외 아회도가 상호 공유하는 도상적인 특징에 대하여 논하였
다. 

<겸가당아집도>는 조선 후기에 그려진 실외(室外) 아회도의 구도 및 도
상과 상호 유사성을 보여준다. <겸가당아집도>와 조선 후기의 실외 아회
도는 공통적으로 점경인물군상(點景人物群像)과 실경적 표현이 결합되어 
있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성대중은 <겸가당아집도>를 “겸가당의 아집과 
나니와의 봄 아침(蒹葭雅集及浪華春曉)”을 그린 그림으로 지칭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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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은 성대중에게 <겸가당아집도>가 조선 후기의 야외 아회도와 마찬가지
로 실경이 결합된 아회도로 여겨졌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작품의 제작 
경위를 고려할 때 인물과 경물(景物)을 표현하는 방식은 중국의 화보(畫
譜)나 지리지(地理志) 등의 서적보다는 조선 아회도의 전통과 직접적인 연
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겸가당아집도>는 조선 아회도와 다
른 차이점을 보여준다. 조선 아회도에서 아회의 문인적인 성격을 드러내는 
기물은 다양하게 그려졌다. 반면에 <겸가당아집도>의 실내에 강조되어 그
려진 서책은 키무라 켄카도의 장서가(藏書家)로서의 면모를 드러내는 시각
적 장치이다. 이 점은 키무라 켄카도가 계미사행 이전까지 조선의 아회도
를 실견한 적이 없었으며, 성대중에게서 얻은 아회도에 대한 단편적인 정
보에 기반하여 <겸가당아집도>를 제작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 필자는 성대중이 키무라 켄카도에게 <겸가당
아집도>의 제작을 의뢰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논하였다. 서얼 성대중에게 
<겸가당아집도>는 쵸닌(町人)들의 아회 모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림이었
다. 성대중이 활동하던 18세기 후반에는 아회 문화가 조선의 중인과 서얼 
사이에서도 널리 퍼져있었다. 한편 서얼 출신의 통신사 수행원들은 자신들
의 신분적인 소외감에 근거하여 통신사행에서 만난 일본인들, 특히 쵸닌
(町人)들의 처지에 공감하기도 하였다. 서얼이었던 성대중 역시 계미사행
에서 지배 계급인 무사(武士) 대신 상공업자나 농민 출신으로 이루어진 쵸
닌들에게 관심을 가졌다. 성대중은 상인인 키무라 켄카도를 상대적으로 소
외된 계층에 속한 인물로 여겼다. 또한 그는 키무라 켄카도를 서얼인 자신
과 비슷한 처지의 인물로 여겼다고 생각된다. 성대중은 장서가로 명성을 
얻은 상인 키무라 켄카도가 폭넓은 교유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게 되었다. 성대중에게 키무라 켄카도와 켄카도카이의 모임은 아회로 이해
되었다. 이로 인하여 성대중은 <겸가당아집도>를 통해 키무라 켄카도가 
문우(文友)들과 아회를 가지는 모습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미술사학적인 관점에서 <겸가당아집도>의 회화적 연원(淵源) 
및 특징을 밝히고 제작 배경을 구체적으로 고찰하려는 시도였다.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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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가당아집도>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일부 문헌에 한정되어 이루어져 온 
경향이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겸가당아집도>의 행방이 밝
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결과, 연구상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겸가당아집도>가 발견된 이후에 그림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겸가당아집도>의 회화적인 특징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이라고 할 수 있
다. 또한 본 연구는 한일 회화 교류의 맥락에서 <겸가당아집도>를 조명하
였다는 점에서 그 학술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주요어 : 겸가당아집도(蒹葭堂雅集圖), 키무라 켄카도(木村蒹葭堂, 
1736-1802),  성대중(成大中, 1732-1809), 아회(雅會), 아회도(雅會圖), 
계미사행(癸未使行), 서얼(庶孼) 
학  번 : 2017-27743



목     차

I.  서론 ············································································   1

II. 〈겸가당아집도〉: 일본 최초의 아회도(雅會圖) ····  8
1. 에도시대 중·후기 이전의 사적(私的)인 모임과 아회도 ····· 8
2. 에도시대 중·후기의 아회 문화와 아회도 ························ 15

III. 조선 후기 아회도와 〈겸가당아집도〉 ·················· 23
 1. 조선 후기 아회도와 〈겸가당아집도〉의 상호 유사성 ·· 23
 2. 〈겸가당아집도〉의 실내·외 표현에 드러난 
    키무라 켄카도의 문인 정체성 ········································ 30

IV. 성대중의 쵸닌(町人) 인식과 〈겸가당아집도〉의 기능 ····· 38
 1. 신분적 동질감의 발견: 서얼 성대중의 

 상인 키무라 켄카도에 대한 평가 ··································· 38
 2. 중서(中庶) 계층이 향유한 아회와 〈겸가당아집도〉 ····· 45

V. 결론 ············································································ 52

참고문헌 ········································································· 55
도판목록 ········································································· 62
도판 ················································································· 65
부록 1: 〈겸가당아집도〉 제발문 해석 ······················· 85
부록 2: 일제 강점기 〈겸가당아집도〉 관련 자료 ··· 96



- 1 -

I. 서론

〈겸가당아집도(蒹葭堂雅集圖)〉는 1763년에 있었던 계미사행(癸未使行)에
서 서기(書記) 성대중(成大中, 1732-1809)이 오사카(大阪)의 주조업자(酒
造業者)인 키무라 켄카도(木村蒹葭堂, 1736-1802)에게 제작을 부탁하여 
선물로 받은 도권(圖卷)이다(도 1). 이 도권은 키무라 켄카도가 그린 그림, 
승려 다이텐 켄죠(大典顕常, 1719-1801)가 쓴 서문(序文)과 글씨, 키무라 
켄카도를 비롯한 시회 켄카도카이(蒹葭堂會) 회원 8명이 작성한 제시(題
詩)로 이루어졌다.1) 〈겸가당아집도〉의 화면 오른쪽 상단에는 ‘갑신년 여름 
성용연 선생의 요구에 응해 겸가당 주인 목홍공이 그렸다(甲申夏應需龍淵
成先生, 蒹葭堂主人木弘恭寫)’라는 제발문이 적혀있다. 제발문의 왼쪽에는 
‘世’와 ‘肅’이라는 주문방인(朱文方印)이 찍혀있다. ‘목홍공(木弘恭)’이라는 

1) 제시의 해석과 원문은 부록 1 참고. 제시를 작성한 인물들은 순서대로 카타야
마 홋카이(片山北海, 1723-1790, 조선 측에서는 편효질(片孝秩)), 호소아이 도
난(細合斗南, 1727-1803, 조선 측에서는 합려왕(合麗王)), 후쿠하라 쇼메이(福
原承明, 1735-1768, 조선 측에서는 복승명(福承明)), 카츠시킨(葛子琴, 
1737-1787), 오카 로안(岡魯安, 1737-1787, 조선 측에서는 강공익(岡公翼) 혹
은 강원봉(岡元鳳)), 야쿠쥬(藥樹, ?-1829. 후에 몬츄 죠후쿠(聞中浄復)이며 법
명은 죠오(淨王)), 키무라 켄카도(조선 측에서는 목세숙(木世肅))였다. 
서문을 작성한 다이텐 켄죠는 임제종(臨濟宗) 승려로 쇼코쿠지(相國寺)의 주지
를 역임하였다. 이후에는 이정암(以酊菴)의 윤번승(輪番僧)이 되어 1811년 신
미사행(辛未使行) 당시 외교 업무를 담당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다이텐 켄죠는 
이토 쟈쿠츄(伊藤若冲, 1716-1800)의 후원자이기도 하여 미술사적으로 주목된
다. 김성진, ｢癸未使行團의 大阪滯留記錄과 大典禪師 竺常｣, 동아시아문화연
구 49(2011), pp. 151-152. 다이텐 켄죠의 이토 쟈쿠츄 후원에 대하여는 大
典竺常, 小雲棲稿 卷8, ｢藤景和畵記｣ 참고. ｢藤景和畵記｣에는 이토 쟈쿠츄
의 《도쇼쿠사이에(動植彩繪)》와 로쿠온지(鹿苑寺) 오쇼인(大書院)의 후스마에
(襖繪) 제작 상황이 기록되어 주목된다.



- 2 -

화호(畵號)와 인장은〈겸가당아집도〉가 청년기 키무라 켄카도에 의하여 제
작되었다는 정보를 제공한다(도 2).2)

  〈겸가당아집도〉는 꽃이 핀 따뜻한 봄날 키무라 켄카도의 서재인 겸가당
(蒹葭堂)에서 키무라 켄카도와 그의 문우(文友)들이 아회(雅會)를 가지고 
있는 장면을 담고 있다. 전경(前景)에는 다양한 수종(樹種)의 나무들 뒤로 
아회가 열리고 있는 겸가당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서재 안에 있는 일행들
은 두루마리를 펼쳐놓고 무언가를 쓰고 있다. 뒤늦게 겸가당에 도착한 나
머지 일행들은 정원을 걸어오고 있다. 인물들의 이목구비는 매우 간략하게 
그려져 있어 아회에 참여한 인물의 신원을 특정할 수 없다. 구름으로 둘러
싸인 마을 뒤로는 원경(遠景)에 선염(渲染)으로 처리된 강과 원산(遠山)이 
그려져 있다. 강가에는 갈대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으며 강에는 돛단배들이 
떠 있다.

 〈겸가당아집도〉는 한일 회화 교류의 기념비적인 작품이다. 이 작품은 
통신사행을 계기로 조선으로 전달된 대표적인 일본 회화이다. 조선 통신사
에 의해 조선으로 유입된 일본 회화들은 일반적으로 직업 화가에 의해 그
려졌다.3) 한편 〈겸가당아집도〉를 제작한 키무라 켄카도는 주조업을 본업
으로 삼는 쵸닌(町人) 출신의 인물이기에 주목된다. 역사학과 문학 연구자
들은 이 작품의 교류사적인 가치에 주목하였으며 사행록(使行錄)과 문집류
(文集類)를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해 왔다.4) 일반적으로 〈겸가당아집도〉는 

2) 朴晟希, ｢蒹葭堂雅集圖の史的意義｣, 美術史 181(2016), p. 219; 松浦淸, ｢
畵人弘恭蒹葭堂に關する試論｣, 木村蒹葭堂: なにわ知の巨人: 特別展歿後200
年記念圖錄(京都: 思文閣出版, 2003), pp. 147-150; 橋爪節也, ｢木村蒹葭堂
の畫業について｣, 같은 책, pp. 8-10.

3) 통신사행 중 조선으로 유입된 일본 국적의 회화들 중 개인 간에 주고받은 그
림들 속에는 카노파(狩野派) 화가들의 작품들이 알려져 있다. 주문자와 제작자
의 신원이 모두 파악되는 사례들 중에서는 〈겸가당아집도〉가 유일하게 직업 
화가가 아닌 인물이 그린 그림이다. 

4) 金文京, ｢萍遇錄と｢蒹葭堂雅集圖｣: 十八世紀末日朝交流の一側面｣, 東方學
(2012), pp. 1-19; 다이텐 저, 진재교·김문경 역, 18세기 일본지식인, 조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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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사적인 관점에서 조선과 일본 문사 간의 우호적인 교류의 상징물로 
여겨져 왔다. 

최근까지도 〈겸가당아집도〉는 기록으로만 그 존재가 알려진 그림이었다. 
이 그림은 다이텐 켄죠의 효구로쿠(萍遇錄), 성대중의 《일본록(日本錄)》 
중 사상기(槎上記), 성대중의 아들 성해응(成海應, 1760-1839)의 서화
잡지(書畫雜誌), 이덕무(李德懋, 1741-1793)의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등의 문헌을 통하여 그 존재가 알려져 왔다. 〈겸가당아집도〉의 행방을 알 
수 있는 가장 마지막 기록은 일제 강점기에 활동한 후지츠카 치카시(藤塚
鄰, 1879-1948)가 1936년 작성한 박사학위논문으로 알려져 왔다. 후지츠
카 치카시에 의하면 당시 〈겸가당아집도〉는 조선총독부박물관에 소장된 
상태였다.5) 

필자는 이보다 더 이른 시기부터 이 그림이 조선총독부박물관의 소장품
이었다는 사실이 기록된 타이쇼시대(大正時代, 1912-1926)의 문서들을 발
견하였다. 〈겸가당아집도〉는 1913년부터 1914년 사이에 작성된 조선총독
부박물관 소장품 목록 중 조선 서화·고기물 목록(朝鮮書畫古器物目錄)에서 
발견된다. 또한 이 그림은 1922년 작성된 조선총독부박물관 진열품 설명 
자료에 등장하나 〈겸가당잡집(蒹葭堂雜集)〉이라고 제목이 오기(誤記)되어 
있다. 따라서 〈겸가당아집도〉는 일제 강점기 당시 조선총독부박물관에서 

엿보다-평우록(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3), p. 61.
5) 후지츠카 치카시의 박사학위논문인 청조문화의 동전(淸朝文化の東轉)은 

1936년 작성되었으며 이후 1974년 단행본으로 발간되었다. 또한 이 논문은 한
국에서도 번역본이 출간되었다. 후지츠카 치카시의 논문에 대하여는 과천문화
원 편, 후지츠카 기증 추사자료전 II 후지츠카의 추사연구자료(과천문화원, 
2008), p. 248 참조. 논문 내에서 언급된 〈겸가당아집도〉에 대하여는 藤塚鄰 
저, 박희영 역, 추사 김정희 또 다른 얼굴(아카데미하우스, 1994), p. 49; 김
영남, ｢木村蒹葭堂(1736-1802)의 總畵 硏究: 18世紀 大坂畵壇의 朝·淸 總畵
交流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5), p. 86. 김영남은 후지츠카 
치카시가 작품을 실견했다고 하였으나 원문의 내용을 통해서는 그 여부를 확
인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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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통신사와 관련된 주요한 유물로 1771년에 그려진 카노 츠네노부(狩
野常信, 1636-1713)의 신묘사행(辛卯使行) 정사(正使) 조태억(趙泰億, 
1675-1728) 초상과 함께 관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 이후에는 이 그림의 행적이 밝혀지지 않았으며 
2000년대 중반 이후에야 연구자들에 의해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있다
는 사실이 밝혀졌다. 김영남은 2007년 키무라 켄카도의 회화에 대한 연구 
논문에서 〈겸가당아집도〉의 소재를 밝혔다.6) 이후 2012년에 김문경은 처
음으로 〈겸가당아집도〉의 행방을 밝히고 이 그림의 역사적 가치를 논하였
다.7) 한편 겸가당아집도〉는 2016년 국립중앙박물관의 특별전 《미술 속 도
시, 도시 속 미술》에서 처음으로 대중에게 공개되었다. 그러나 전시 도록
의 해제는 효구로쿠를 통해 밝혀진 사실과 김영남의 연구에서 언급된 
내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8) 

〈겸가당아집도〉는 최근에야 미술사적인 관점에서 학술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 그림은 조선인들의 일본 회화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는 사
례로 언급되기도 하였다.9) 한편 문학 연구자 정경진은 〈겸가당아집도〉에 
대하여 풍부한 연구 성과를 축적해 왔다. 그는 서얼(庶孼)과 쵸닌이 서로 
다른 사회문화적 배경을 지녔음에도 문인(文人) 정체성을 공유한 점에 주
목하였다.10) 아울러 정경진은 〈겸가당아집도〉를 별호도(別號圖)의 성격을 

6) 김영남, ｢기무라켄카도(木村蒹葭堂, 1736-1802)의 繪畵 硏究｣, 미술사학 
21(2007), pp. 136-139.

7) 다이텐, 앞의 책, p. 61. 김문경은 〈겸가당아집도〉가 성대중의 후손에게 전해
지다가 일제 강점기에 조선총독부의 소유가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8) 권혜은, ｢일본에서 온 그림, 〈겸가당아집도〉｣, 미술 속 도시, 도시 속 미술
(국립중앙박물관, 2016), p. 58.

9) J.P. Park, “Rescuing Art History from the Nation: Late Chosŏn 
between Europe and Edo Japan,” in Pathways to Korean Art History, 
1392-1910 (Conference Proceedings)(2017), pp. 43-44.

10) 鄭敬珍, ｢《蒹葭堂雅集圖》からみる18世紀日韓文人のありよう:庶孼·京板文人の
｢知｣の體得と｢文人｣體現の様相｣, 法政大學 博士學位論文(2018), pp. 157-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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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닌 회화로 이해하였으며, 이 그림의 제발문과 문헌 자료에 근거하여 켄
카도카이의 성격을 규명하였다.11) 

최근 박성희는 〈겸가당아집도〉의 공간 구성 방식이 중국 출판물에서 비
롯된 명소도(名所圖)의 도상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12) 동아시
아에서 중국 출판물이 회화적인 모델로 기능한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었다. 
중국 출판물에 표현된 명소도의 도상은 조선시대 산수화 제작에 영향을 
주었다. 중국의 출판물에서 차용된 산수와 점경인물군상(點景人物群像)이 
결합된 형식은 18세기 야외 아회도의 전범(典範)으로 활용되었다.13) 따라
서 박성희는 키무라 켄카도 역시 중국 출판물의 도상을 활용하여 〈겸가당
아집도〉를 제작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아회 장면을 그리기 위하여 중국의 명소도 도상을 참고하였다는 
그의 주장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일본에서는 사적(私的)인 모임을 기념하
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그림이 본래 없었다. 즉 아회 장면을 회화로 남
기는 전통이 없었다. 일본의 아회 문화는 문인 개념이 유입된 에도시대(江
戶時代, 1603-1868) 중‧후반이 되어서야 등장하였으며 모임의 장면이 그
림으로 그려지는 일이 없었다.14) 오히려 〈겸가당아집도〉 제작의 토대가 
되었던 회화적 전거는 중국 출판물보다 이 그림의 주문자였던 성대중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필자는 일본 최초의 아회도인 〈겸가당아집도〉가 조선 후기에 제작된 아

11) 위의 논문, pp. 70-80; 鄭敬珍, ｢《蒹葭雅集図》にみる文人世界: 18世紀の日韓
文人が共有した空間｣, 國際日本學 14(2017), pp. 240-245; 鄭敬珍, ｢《蒹葭
堂雅集圖》からみる蒹葭堂會の有樣-繪詩跋文の総合的な檢討を通じて-｣, 차세
대 인문사회연구 3(2017), pp. 285-299.

12) 朴晟希, 앞의 논문, pp. 223-224.
13) 중국에서 유입된 판화집이 18세기 아회도에 활용된 양상에 대해서는 송희경, 

조선후기 아회도(다할미디어, 2008), pp. 239-244 참고.
14) 아회(雅會)는 아집, 연집(讌集) 등의 모임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적인

(informal) 성격을 지닌 문인의 모임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송희경, ｢조선 후
기 아회도-실내아회도를 중심으로｣, 미술사학연구(2005), p.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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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도의 영향으로 제작되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필자는 〈겸가당아집도〉와 
조선 후기 아회도 사이의 상호연관성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본 논문을 다
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II장에서 필자는 〈겸가당아집도〉가 일본에서 제작
된 최초의 아회도임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논증하기 위하여 필자는 일본
의 아회 문화와 아회도 제작의 전통에 대하여 살펴볼 예정이다. 아회를 문
인들의 사적(私的)이고 자유로운 모임으로 정의한다면, 일본의 아회는 일
본 사회에서 문인이 등장한 에도시대 중‧후반에야 시작되었다. 이 시기 이
전에 아회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 모임들은 물론 있었다. 그러나 모임의 장
면을 회화로 제작하는 전통은 일본에 없었다. 아울러 아회를 주제로 한 회
화는 중국 고사들의 모습을 그린 그림으로 이해되었다. 따라서 〈겸가당아
집도〉는 일본인의 아회를 처음으로 그린 그림이다. 또한 〈겸가당아집도〉는 
난가(南畫) 화단에서 제작된 처음이자 마지막 아회도이다. 

III장에서 필자는 〈겸가당아집도〉를 조선 후기 아회도와 비교 분석하였
다. 첫째 절에서는 〈겸가당아집도〉와 조선 후기 야외 아회도 간의 도상적 
상호 유사성이 논의될 것이다. 필자는 이 절에서 실경과 아회 장면이 결합
된 구조, 아회에 참여한 인물이 점경인물식으로 간략하게 그려진 특징 등
을 논의하고자 한다. 간략하게 그려진 인물은 실경을 강조하기 위하여 선
택된 표현이다. 실경이 강조된 18세기 후반의 야외 아회도와 유사하게, 키
무라 켄카도는 오사카의 실경을 그리기 위하여 일본의 문학적·회화적 전통
을 따랐다. 다음으로 필자는 둘째 절에서 〈겸가당아집도〉에 표현된 키무라 
켄카도의 문인 의식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아회도에서 아회가 이루어지는 
공간과 참여자들의 행위는 문인적 성격을 가진다. 이와 관련하여서 첫째로 
필자는 〈겸가당아집도〉에 나타난 실내의 기물 표현을 중심으로 조선 후기 
실내 아회도와 비교하여 논의하고자 하였다. 실내에 그려진 기물은 작가 
혹은 주문자의 취향을 유추할 수 있는 요소이다. 〈겸가당아집도〉와 조선 
후기의 실내 아회도의 차이는 실내 기물 표현에 있다. <겸가당아집도>에
는 본채와 별채에 많은 책이 쌓인 서가(書架)가 보인다. 이 책들은 키무라 
켄카도가 지녔던 장서가(藏書家)로서의 자부심을 드러낸다. 둘째로 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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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경에 그려진 갈대가 키무라 켄카도의 문인 정체성과 관련되었다는 점을 
논의할 것이다. 키무라 켄카도는 조선 아회도에 대한 지식을 접한 뒤 일본
의 전통을 토대로 〈겸가당아집도〉을 제작하였다. 

마지막으로 IV장에서 필자는 성대중이 〈겸가당아집도〉를 주문하였던 의
도를 서얼이었던 그의 신분에서 찾고자 한다. 서얼들에게 사행(使行)은 신
분적 제약을 벗어난 세계에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
였다. 또한 사행을 떠난 서얼들은 외국에서 만난 인물을 자신의 신분적 처
지에 비추어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성대중은 서얼이라는 자신의 처지로 
인하여 키무라 켄카도에게 동질감을 느꼈다. 따라서 성대중은 상인인 키무
라 켄카도가 아회를 연다는 사실에 호기심을 느꼈을 가능성이 크다. 18세
기 조선에서는 아회 문화가 서얼과 중인들 사이에서도 유행하였다. 그러므
로 성대중은 〈겸가당아집도〉를 통하여 쵸닌들의 아회 장면을 확인하기를 
원하였을 것이다. 또한 성대중과 교유 관계에 있었던 인물들 역시 〈겸가당
아집도〉를 감상하였다. 필자는 조선의 지식인들이 〈겸가당아집도〉를 수용
한 기록을 검토하여 이 그림이 사적인 모임에서 감상되었을 가능성을 지
적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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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겸가당아집도〉: 일본 최초의 아회도(雅會圖)

1. 에도시대 중·후기 이전의 사적(私的)인 모임과 아회도

아회는 사적인 성격을 지닌 문인의 모임이며, 아회도는 이것이 열린 장
면을 기록한 그림이다. 아회의 개념과 아회도의 명칭은 연구자들에 따라 
서로 다른 용례가 사용되었으나 일반적으로 자발적·소규모·비공식적인 성
격을 지니는 모임을 아회로 지칭하는 경향을 보인다.15) 선행 연구들의 정
의를 고려할 때, 아회의 조건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우선 아회는 참석자들이 문인 정체성을 지녀야 할 것이다. 둘째로 이 모임
은 교유를 목적으로 하며 자유로운 성격을 지녀야 한다. 마지막으로 모임
에서 이루어진 행위는 시서화(詩書畵)의 제작과 감상, 금기서화(琴棋書畵) 
등 문인적인 성격을 지녀야 한다. 

물론 일본에서도 문인 개념과 아회 문화가 알려지기 이전부터 교유를 
목적으로 시 창작 등을 행한 자유로운 모임이 이루어졌다. 고대부터 일본
에서는 시대에 따라 서로 다른 계층에 의하여 서로 다른 분야의 문학을 
향유하는 모임이 유행하였다. 따라서 일본에서 문인이 등장하기 이전부터 
이미 아회와 유사한 성격의 모임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헤이안시대(平安時代, 794-1185) 귀족들 사이에서는 유희의 목적으로 
편을 나누어 우열을 가르는 모노아와세(物合)가 유행하였다.16) 그중 대표
적으로 알려진 모노아와세가 와카를 지어 경쟁하는 놀이인 우타아와세(歌

15) 아회도의 정의와 용례에 대해서는 송희경, ｢조선 후기 雅會圖-실내아회도를 
중심으로｣, 미술사학연구 247(2005) pp. 139-140 참고.

16) Jacob Raz, Audience and Actors: A Study of Their Interaction in the 
Japanese Traditional Theatre(Leiden: Brill, 1983), 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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合)였다. 우타아와세는 와카(和歌)의 창작이 유행하면서 자연스럽게 등장한 
모노아와세 중 하나였다. 와카의 전통과 관련하여서는 카센에(歌仙繪)나 
우타아와세에(歌合繪) 등이 그려졌다. 카센에는 명시(名詩)를 남긴 시인들
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다. 또한 우타아와세에는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던 
인물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가상의 우타아와세를 하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그려진 그림이다. 그러나 이 그림들은 귀족들의 놀이였던 우타아와세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다. 실제 모임의 장면을 그린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
다.

또 다른 모노아와세로는 에아와세(繪合)가 있었다. 귀족들은 자신이 수
집한 회화를 가져와 편을 나누어 비교하였다. 그러나 궁정에서 이루어진 
귀족들의 에아와세 장면이 그려진 사례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런
데 에아와세의 모습을 묘사한 문학 작품 및 그것을 도해한 그림을 통하여 
에아와세의 모습을 추측할 수 있다.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 54첩 중 
제17첩인 〈에아와세〉는 궁정에서 우메츠보뇨고(梅壺女御)와 고키덴뇨고(弘
徽殿女御)가 텐노(天皇) 레제테이(冷泉帝)의 총애를 얻기 위하여 각자 수
집한 그림을 가져와 경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드디어 에아와세를 열 날이 정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행사이나 
정취가 있어도 과장되지 않게 준비했습니다. 그림을 텐노(午前)에게 
가져와 좌우에 놓았습니다. 시녀들의 츠메쇼(詰所; 대기실)에 어좌(御
座)를 세우고, 제각각 남북으로 편을 나누고 기다렸습니다. 

텐죠비토(殿上人; 궁정 출입이 허가된 고위 관리)들은 후량전(後涼
殿)의 툇마루에 모여 앉아 각기 좌우를 응원하였습니다. 

왼편은 보라색 비단을 깔고 그 위에 소방목(蘇芳)으로 만든 우아한 
다리가 달린 상을 놓고, 상 위에 다시 진보라색(葡萄) 중국 비단을 
깔고 그림이 담긴 자단(紫檀) 상자를 올려놓았습니다. 여동 여섯 명
은 빨간색 겉옷(上衣)에 연분홍 한삼(汗衫)을 입고, 아코메(衵; 속홑
옷)는 빨강에 연보라색을 입었습니다. 그 차림새며 몸가짐이 정성스

러웠습니다.



- 10 -

오른편은 천향(浅香)으로 만든 상에 파란색 고려 비단을 깔고 그 
위에 침향(沈)으로 만든 상자를 올려놓았습니다. 상의 다리를 꾸민 
매듭끈(組紐)이며 다리의 분위기가 현대적(當世風)입니다. 여동은 파
란색 겉옷에 연두색 한삼, 아코메는 살구색을 입었습니다. 여동들이 
천황 앞으로 그림 상자를 옮겨놓았습니다.

미카도(帝; 텐노)를 모시는 뇨보(女房; 시녀)들은 입은 옷 색으로 

편을 갈라, 왼편은 앞에 오른편은 뒤에 앉았습니다.17)  

《겐지모노가타리》를 도해한 작품들에는 에아와세의 장면이 그려졌다. 
에아와세 장면을 도해한 그림들은 비록 실제 인물들의 모임은 아니나 헤
이안시대 궁정에서 행해졌던 자유로운 모임의 모습을 추측할 수 있다(도 
3, 4, 5). 

중세에 들어서는 송원시대(宋元時代, 960-1368)의 문인의 문화가 전래
되었다. 카마쿠라시대(鎌倉時代, 1185-1333)에는 임제종(臨濟宗) 계통의 
선종(禪宗)과 함께 한시(漢詩), 수묵화가 일본으로 유입되었다. 그 결과 무
로마치시대(室町時代, 1336-1573)에는 선승(禪僧)들에 의하여 수묵화가 본
격적으로 제작되었다. 아울러 카마쿠라의 오산(五山) 제도를 본 따 쿄토에
도 오산이 설치되었다.18) 오산의 사찰에서는 선승들을 중심으로 한 시문

17) 해석은 무라사키 시키부 저, 세토우치 자추코 역, 김난주 한역, 겐지이야기 
3(한길사, 2007), pp. 247-248를 참고하였다. “その日を定めて, 急なようだけ
れど, 趣きある様にまた大袈裟にならぬように, 左右の繪を午前に持ち込んだ. 
女房の詰所に御座を設けて, それぞれが南北に別れて控えた. 殿上人は, 後涼殿
の簀子にひいきして座っていた. 左は, 紫檀の箱に蘇芳の花足, 敷物には紫地の
唐の錦, 打敷は葡萄染の唐の綺であった. 童が六人, 赤色の上衣に桜襲の汗衫, 
衵は紅に藤襲の織物であった. 姿や用意など, 入念なものだった. 右は, 沈の箱
に浅香の下机, 打敷は青地の高麗の錦, 机の脚を飾り結ぶ組紐, 花足の趣きなど
當世風だった. 童は青色に柳の汗衫, 山吹襲の衵を着ていた. 皆で午前に並べた. 
帝の女房たちは、前後で衣装を分けていた.”

18) 카마쿠라의 오산은 켄쵸지(建長寺), 엔가쿠지(圓覺寺), 쥬후쿠지(壽福寺), 쥬치
지(淨智寺), 죠묘지(淨妙寺)로 이루어졌다. 쿄토 오산은 별격(別格) 난젠지(南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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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인 오산문학(五山文學)이 융성하였다. 그 배경에는 선승이 문인화(文人
化)되며 관료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는 변화가 있었다. 

선승들은 그림을 감상하고 제시를 남긴 시가지쿠(詩畵軸)를 제작하였
다.19) 시가지쿠는 주로 서재도(書齋圖), 송별도(送別圖), 시의도(詩意圖) 등
의 정형화된 주제를 가지고 제작되었다(도 6, 7). 시가지쿠의 형식은 주로 
수묵화와 함께 화면 상단에 여러 선승들이 작성한 제시로 구성되었다. 시
가지쿠의 제작에 참여한 선승들은 일반적인 오산 승려가 아닌 경우가 많
았다. 이 승려들은 오산의 주지들과 같이 유력한 위치에 있었다.20) 시가지
쿠의 내용과 형식은 정형화되었으며 제시를 작성한 선승들 간의 관계를 
공고히 하는 기능을 가졌다. 그러나 선승들이 모여 시를 짓는 모습이 그림
으로 제작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처럼 고대와 중세의 일본에서는 
사적인 모임을 기념하기 위하여 회화를 제작하는 전통이 없었다.

일본에서 아회도는 언제부터 그려졌을까? 아회도는 무로마치시대부터 
고사인물도의 일종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무로마치시대의 고사인물도
로는 고요에시(御用繪師) 카노 모토노부(狩野元信, 1476-1559) 전칭의 
《상산사호·죽림칠현도병풍(商山四皓·竹林七賢圖屛風)》이 전해진다(도 8). 
이 병풍의 각 폭에 그려진 두 그림은 아회의 장면을 그린 것은 아니나 여
러 고사들의 모습이 그려졌다. 중국의 황제와 성현(聖賢) 등 중국과 관련
된 주제의 회화가 고요에시들에 의하여 그려졌던 것은 무사들의 집권을 
정당화하는 의도를 지녔다.21) 중국적인 주제의 회화는 무(武)를 기반으로 

寺) 외에 텐류지(天龍寺), 쇼코쿠지(相國寺), 켄닌지(建仁寺), 토후쿠지(東福寺), 
만쥬지(萬壽寺)로 이루어졌다. 카마쿠라 오산과 달리 쿄토 오산은 사찰의 격
(格)을 나누었으며 그 순위는 시기에 따라 다르게 매겨졌다.

19) 시가지쿠에 대한 내용은 山下裕二, 高岸輝, 日本美術史(東京: 美術出版社, 
2014), pp. 144-145; 辻惟雄, 日本美術の歷史(東京: 東京大學出版會, 
2005), pp. 241-244 참조.

20) 熊谷 宣夫, ｢應永年間の詩畵軸　特に其の山水畵の発展に於ける位置に關して
｣, 美術研究 4(1932), pp. 10-11; 심경호, ｢日本 五山의 山水圖(書齋圖) 詩
畵軸의 題詩文에 관한 일 고찰｣, 한문학논집 42(2015), p. 167.



- 12 -

권력을 얻은 무사가 문(文), 즉 귀족과 동등한 수준의 문화적 재능 및 자
질을 지녔음을 드러내는 수단이었기 때문이다.22)

한편 같은 시기 칸토(關東) 수묵화 화단에서도 서원아집, 죽림칠현(竹林
七賢)과 같은 고사인물도가 그려졌다.23) 일본의 아회도 중 제작 시기가 이
른 작품으로는 16세기 후반 제작된 칸난(宦南, 16세기 활동)의 《음중팔선·
서원아집도(飮中八仙·西園雅集圖)》가 있다(도 9). 칸난은 칸토 지방의 수묵
화 화가 중 한 명으로 켄코 쇼케이(賢江祥啓, 15세기 후반 활동)로부터 이
어진 화풍을 구사하였다.24) 15세기 말부터 16세기에 활동한 켄코 쇼케이
는 칸토 수묵화의 창시자로 여겨진다.25) 그는 1478년 쿄토(京都)로 상경
하여 도보슈(同朋衆)였던 게아미(藝阿彌, 1431-1485)에게 마하파(馬河派) 
화풍을 배웠다고 알려져 있다. 《음중팔선·서원아집도》의 화면에 마하파 화
풍으로 그려진 소나무는 켄코 쇼케이의 영향이 간취된다. 

고사인물화 성격의 아회도는 에도시대에 본격적으로 제작되기 시작하였
다. 에도시대 초기의 아회도 역시 무로마치시대의 전통을 이어 카노파(狩
野派) 화단에서 가장 먼저 그려졌다. 고요에시들에 의하여 그려진 아회도 

21) Keiko Nakamachi, “Genji Pictures from Momoyama Painting to Edo 
Ukiyo-e,” in Haruo Shirane ed., Envisioning the Tale of Genji: Media, 
Gender, and Cultural Production(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8), p. 175.

22) Yoshiaki Shimizu, Japan: The Shaping of Daimyo Culture, 
1185-1868(Washington D.C.: National Gallery of Art, 1988), pp. 39-40.

23) 하시모토 신지, ｢무로마치 회화와 조선왕조의 회화(요지)｣, 朝鮮王朝の繪畵
と日本: 宗達, 大雅, 若冲も學んだ隣國の美(大阪: 読賣新聞大阪本社, 2008), 
pp. 312-313.

24) 칸난에 대해서는 하시모토 신지, ｢關東水墨畵란 무엇인가?｣, 미술사논단 
31(2010), pp. 237-238 참고. 칸토 수묵화는 무로마치시대 중후기 카마쿠라
(鎌倉)를 중심으로 하여 화승 츄안 신코(仲安眞康, 15세기 활동), 켄코 쇼케이
(賢江祥啓, 생몰년 미상)와 그의 화풍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지방 화단에서 그
려졌다.

25) 위의 논문, p.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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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중국적인 주제로 인식되었으며 계속하여 무사들을 위한 모티프로 향
유되었다.26) 아울러 아회도는 무로마치시대부터 계속되어 온 뵤부에(屛風
繪) 형식의 회화로 제작되었다.27) 중국의 화제를 그린 그림은 에도시대에
도 무사들의 문화적인 수준을 드러내는 매체로 기능하였다. 에도시대에 그
려진 중국적인 주제의 회화는 정치적인 의도를 함의하였다고 여겨진다.  
니죠성(二条城) 내부의 사례와 같이 공적인 장소에 그려진 중국적인 주제
의 회화는 쿠게(公家)에 대한 부케(武家)의 정치적 메시지로 기능하였다.28)

카노 산세츠(狩野山雪, 1590-1651)의 《난정곡수도(蘭亭曲水圖)》는 현전
하는 일본의 난정수계도 중 가장 이른 시기에 제작된 작품으로 여겨진다
(도 10).29) 카노 산세츠의 《난정곡수도》는 중국의 판본들을 참고하여 제작
되었다. 난정수계를 그린 중국의 회화들은 석각(石刻)되어 묵보(墨譜)로 유
포되기도 하였다.30) 이 묵보들은 카노 산세츠를 비롯한 카노파 화가들에
게 분본(粉本)으로 여겨졌다.31) 난정수계(蘭亭修禊)는 에도시대 제작된 아

26) 카노파에 대하여는 Yukio Lippit, “The Painter in Attendance,” in The 
Artist in Edo(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18), pp. 25-46 참조.

27) Keiko Nakamachi, 앞의 논문, p. 173.
28) 중국적인 주제의 회화가 에도시대 부케에서 제작된 문화적 맥락에 대하여는 

Elizabeth Lillehoj, “Tokugawa Shoguns and Patronage for the 
Throne,” in Art and Politics in Early Modern Japan(Leiden: Brill, 
2011), p. 94; Karen Gerhart, “Classical Imagery and Tokugawa 
Patronage: A Redefinition in the Seventeenth Century,” in Elizabeth 
Lillehoj ed., Critical Perspectives on Classicism in Japanese Painting, 
1600-1700(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4), pp. 171-172.

29) 위의 논문, p. 67.
30) Kazuko Kamda-Madar, “Pictures of Social Networks: Transforming 

Visual Representations of the Orchid Pavilion Gathering in the 
Tokugawa Period(1615-1868),” Ph. D.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Vancouver(2011) p. 195.

31) 와가(和畵)와 칸가(漢畫)의 개념과 중국적인 모티프에 대하여는 Timon 
Screech, Obatining Images: Art, Production and Display in Edo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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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도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그려졌다. 난정수계도가 유행하였던 것은 유상
곡수(流觴曲水)가 고대부터 일본에 전래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유상곡
수는 일본에서 쿄쿠스이노 우타게(曲水の宴)로 불리며 궁정과 귀족들 사이
에서 모방되었다. 일본서기(日本書紀)에 의하면 일본에서 유상곡수는 5
세기부터 행해졌다. 이 기록에 의하면 겐조 텐노(顯宗天皇, 450-487) 재위 
당시에 유상곡수가 행해졌으나 그 진위 여부는 알 수 없다. 그 이후 헤이
안시대에 유상곡수는 귀족들의 연중행사로 정착되었다.32) 행사의 내용은 
중국의 것과 동일하게 물에 띄운 술을 마시며 시를 읊는 것이었다. 대신 
참석자들은 한시가 아닌 와카(和歌)를 창작하였다. 그러나 일본에 정착된 
유상곡수는 왕희지(王羲之, 303-361)의 난정수계를 의식한 행사는 아니었
다.33)  따라서 유상곡수는 일본인들에게 비교적 친숙한 아회도의 주제로 
여겨졌을 것이다.

지금까지 일본 내에서 이루어진 아회 문화와 유사한 성격의 자유로운  
모임이 이루어진 양상을 살펴보았다. 일본에서는 문인이 등장하기 이전부
터 시서화와 관련된 일본적인 성격의 사적인 모임이 이루어졌다. 필자는 
이러한 모임들과 관련된 회화적 전통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겸가당아집도〉 이전까지 일본 내에서 실제 모임 장면을 회화
로 남긴 작품은 존재하지 않았다.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12), pp. 141-151. 카노 산세츠
가 명대의 목판인쇄본에 수록된 이미지를 회화 제작에 사용한 사례에 대하여
는 Li-Chiang Lin, “Ming Paintings and Prints: Possible Sources for 
Kano Sansetsu’s Chōkonka Scrolls,” Shane McCausland, Matthew 
Philip McKelway ed., Chinese Romance from a Japanese Brush: Kano 
Sansetsu’s(1590-1651) Chōkonka Scrolls in the Chester Beatty 
Library(London: Scala Publishers Ltd, 2009), pp. 152-163 참조.

32) 中谷伸生, ｢蘭亭曲水圖－狩野山雪から浦上春琴へ－｣, 東アジア文化交渉研究
 7(2014), p. 38.

33) 일본에 유상곡수가 행해진 양상은 정다움, ｢동아시아의 난정수계도 연구｣, 홍
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2), pp. 61-6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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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도시대 중·후기의 아회 문화와 아회도

아회를 이루는 요소 중 하나인 참여자의 문인 정체성을 고려하면 일본
인들에게 문인의 개념은 에도시대 중기 이후에야 등장하였다. 명대 (明代, 
1368-1644) 말기의 문인 문화는 17세기에 강남 지방을 중심으로 형성되
었다.34) 한국에서도 역시 17세기를 전후하여 정원과 명승지에서 행해진 
문인들의 모임이 유행하였다.35) 명대 말기의 도시 문화가 유입되면서 일
본인들은 문인 정체성을 지니고 문인 문화를 즐기게 되었다.36) 에도시대
의 일본에서는 유학과 한문학을 연구하고 학파를 형성하는 움직임이 나타
나기도 하였다. 17세기 중반에는 이토 진사이(伊藤仁齋, 1627-1705)가 활
동하였으며 이보다 늦은 18세기 초반부터는 오규 소라이(荻生徂徠, 
1666-1728)가 활동하였다. 오규 소라이의 고문사학(古文辭學)은 쵸닌들을 
중심으로 퍼져나갔다. 일본에서 문인은 중국, 한국과는 다르게 정치권력에
서 유리된 채 시문서화(詩文書畫)에 재능을 갖춘 지식인으로 이해되었
다.37) 일본의 문인은 쿄토(京都)와 오사카 일대인 카미가타(上方) 지역에서 
먼저 등장하였다. 오규 소라이의 고문사파는 사숙(私塾)을 통하여 규모를 
키웠으며 그 결과 한문학이 보급되었다.38) 농민, 의사, 상인 출신의 쵸닌

34) 이윤석, ｢明末의 江南 ‘士人’과 文士活動- 그 社會文化的 背景을 中心으로｣, 
동양사학연구 57(1997), pp. 82-86.

35) 조규희, ｢17·18세기의 서울을 배경으로 한 文會圖｣, 서울학연구 16(2001), 
pp. 48-49.

36) 일본인들의 文人化와 초기 난가의 등장에 대하여는 米澤嘉圃·吉澤忠, 日本
の美術 23 文人畵(東京: 平凡社, 1966), pp. 13-18; James Cahill, Scholar 
Painters of Japan: The Nanga School(New York: Asia Society, 1972) 
pp. 9-25, 138-139. 

37) 김학순, ｢일본 문인(文人)과 문인 명부–새로운 문화적 지식층의 등장과 기록-
｣, 일본어교육 89(2019), p. 131; 揖斐高, 江戸の文人サロン―知識人と藝術
家たち(東京: 吉川弘文館, 2009), p. 82.

38) 고문사파에 대하여는 이기원, ｢오규 소라이(荻生徂徠)의 고문사학(古文辞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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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사숙에서 한시(漢詩)를 접하였으며 그 결과로 시회(詩會)들이 결성되
었다.

난가(南畫)의 창시자로 여겨지는 기온 난카이(祇園南海, 1676-1751), 
야나기사와 키엔(柳澤淇園, 1703-1758)은 일본 문인의 선구자이기도 하였
다. 두 인물은 무사 계급 출신이었으나 주류에 속하지 못하였으며 새로운 
문화인 유학, 한시에 깊은 흥미를 가졌다.39) 초기 난가 화단의 화가들은 
주로 카노파 회화에 기반을 두었으나 중국의 화풍을 습득하여 새로운 화
풍을 창시하였다.40) 난가(南畫) 화단은 18세기 후반에 전성기를 맞이하였
다. 난가 화단은 중국 회화의 화풍과 모티프를 적극적으로 모방하였기에 
다수의 아회도가 제작되었다. 난정수계는 난가 화단에서도 가장 높은 빈도
로 그려진 아회도 모티프였다. 

카노파 화단의 아회도가 무사들의 취향에 맞게 제작된 것에 비하여 쵸
닌들을 위한 난가 화단의 아회도는 다른 방식으로 제작되었다. 쵸닌들은 
무사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중국적인 모티프를 이해하였으며 향유하였다. 
쵸닌들에게 중국적인 주제의 회화를 소비하는 행위는 그들의 경제력과 문
학적·회화적 지식을 과시하는 의미를 가졌다. 초기의 난가 화가들을 통하
여 알 수 있듯 난가는 카노파 회화에 대한 반문화(反文化, 
counterculture)에서 비롯되었다. 카노파 회화와 난가 회화는 서로 다른 

일본사상 16(2009), pp. 134-139 참조. 오규 소라이는 고문사파의 인기를 
끌기 위하여 조선 통신사와의 필담을 이용하였다. 오규 소라이가 조선 통신사
와의 필담을 엮어 편찬한 몬사키쇼(問槎畸賞)에 대하여는 박상휘, ｢자료소개: 
문사기상(問槎畸賞)｣, 국문학연구 26(2012), pp. 343-353 참조.

39) 기온 난카이는 품행이 나쁘며(不行跡), 방탕하고 불량(放蕩無頼)하다는 이유로 
추방당하였다. 또한 야나기사와 키엔은 가문을 상속받았으나 품행이 나쁘다는 
이유로 막부로부터 재산을 압류 당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Burglind 
Jungmann, Painters as Envoys: Korean Inspiration in 
Eighteenth-century Japanese Nanga(Princeton; Oxford: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4), p. 75; James Cahill, 앞의 책, pp. 15-17.

40) 키온 난카이와 야나기사와 키엔이 의도적으로 카노파 화풍을 지양하였다는 
해석도 있다. Kazuko Kameda-Madar, 앞의 논문(2011), p.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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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적인 모델을 기초로 그려졌다. 명청시대의 회화는 한문학과 마찬가지
로 쵸닌들의 경제력과 문해력에 기반을 두고 습득되었다. 난가 화단에서는  
제한된 접근성을 지녔던 카노파 화단의 분본에 비하여 비교적 입수가 용
이한 화보와 중국에서 수입된 회화를 참고하였다.41)  

난가 화단에서 난정수계도가 활발하게 제작된 것은 명대 중국에서 난정
수계가 유행하였던 현상과 관련 있다고 생각된다. 명대 중국 내에서 난정
수계를 모방하는 행위는 일종의 여가 활동으로 여겨졌다. 또한 정원에는 
유상곡수를 위한 장소가 마련되기도 하였다.42) 그 결과 명대 중국에서는 
유상곡수의 유행과 함께 난정수계도가 제작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18
세기의 난가 화단은 명청시대 회화를 참고하여 작품을 제작하였다. 따라서 
난가 화단의 화가들은 묵보나 석각본을 분본으로 삼았던 카노파 화가들과
는 다르게 주로 명대 강남지방에서 제작된 작품들을 기초로 난정수계도를 
제작하였다(도 11).43)

그러나 카노파 화단에서 난정수계도가 집중적으로 제작되었던 것에 비
하여 난가 화단에서는 비교적 다양한 아회도가 그려졌다. 난가 화단에서는 
서원아집(西園雅集圖), 용산승회(龍山勝會圖) 등의 다양한 종류의 아회도 
역시 그려졌다(도 12, 13, 14, 15). 여러 종류의 아회도는 이케 노 타이가
(池大雅, 1723-1776), 요사 부손(與謝蕪村, 1716-1784), 마츠무라 고슌(松
村吳春, 1752-1811) 등의 화가들에 의하여 그려졌다. 

41) 가령 이케 노 타이가의 《난정수곡도》는 성무엽(盛茂燁, 17세기 활동)의 〈난정
도권〉과의 구도 상의 유사점을 지닌다. Kazuko Kameda-Madar, “Two 
Visions of the Orchid Pavilion Gathering: A Reconsideration of the 
Socio-Political Significance of the Paintings by Kanō Sansetsu and 
Ikeno Taiga in the Tokugawa Period(1615-1868),” M.A.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Hawai’i(2002), pp. 39-40.

42) J.P. Park, Art by the Book: Painting Manuals and the Leisure Life in 
Late Ming China(Seattle; London: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12), pp. 155-165.

43) Kazuko Kameda-Madar, 앞의 논문(2011), pp. 197-200.



- 18 -

에도시대 중·후반의 사적인 모임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고대와 중세
의 일본에서 와카와 한시가 유행하였던 것처럼 에도시대에는 와카에서 파
생된 정형시(定型詩)인 하이카이(俳諧)가 평민들 사이에서 유행하였다. 하
이카이는 16세기에 등장한 시문학으로 해학과 골계성(滑稽性)을 특징으로 
한다.44) 쇼후(蕉風) 하이카이를 개창한 마츠오 바쇼(松尾芭蕉, 1644-1694)
는 근세 하이카이를 완성시킨 인물로 평가된다. 한문학의 영향을 받은 쇼
후 하이카이는 쵸닌들 사이에서 확산되었다.45)

 하이카이 문단에서는 와카의 카센(歌仙) 개념을 차용하여 역사적인 하
이진들의 선집(選集)을 만들었다. 또한 명시를 남긴 하이진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가상의 모임을 가지는 장면을 그린 작품들이 그려졌다. 이 유형의 그
림들은 서로 다른 시기를 살았던 시인들을 한 화면에 모아 그렸다는 점에
서 우타아와세에와 유사하다. 그러나 하이카이 문단에서 그려진 하이진들
의 모임은 문단의 계보를 시각화하는 목적을 가졌다.46) 하이카이 문단에
서 그려진 하이진의 그림은 난가 화단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었다. 난가의 
전성기를 대표하는 화가인 요사 부손의 본업은 하이진이었다. 그는 하이카
이 창작과 교습만으로는 생활비를 마련할 수 없었기에 화가가 되었다. 

요사 부손은 마츠오 바쇼의 손제자(孫弟子)인 하야노 하진(1676-1742)
의 하이카이 제자였다. 요사 부손은 젊은 시절부터 자신의 스승까지 이어
지는 하이카이의 계보를 시각화하였다. 하야노 하진은 하이카이 문단을 대
표하는 하이진과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것과 같이 그려졌다. 가령 카키모리
분코(柿衞文庫) 소장 〈하이센군카이즈(俳仙群會圖)〉에는 마츠나가 테이토
쿠(松永貞德, 1571-1653), 마츠오 바쇼, 마츠오 바쇼의 제자인 타카라이 

44) 하이카이의 개념과 렌가(連歌)가 하이카이로 발전한 양상에 대하여는 최충희 
외, 일본시가문학사(태학사, 2004), pp. 318-326 참조.

45) 마츠오 바쇼 등장 이전의 하이카이 문단과 마츠오 바쇼의 삶에 대하여는 위
의 책, pp. 327-393 참조.

46) Crowley Cheryl, Haikai Poet Yosa Buson and the Bashō Revival 
(Leiden: Brill, 2007), p.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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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카쿠(寶井其角, 1661-1707)와 핫토리 란세츠(服部嵐雪, 1654-1707), 하
야노 하진 등의 하이진 14명이 그려졌다(도 16).

장년이 된 요사 부손은 1770년 스승을 계승하여 2대 야한테이(夜半亭)
가 되었다. 그는 계속하여 자신의 문단의 계보를 시각화하는 그림을 제작
하였다. 요사 부손은 36가선(歌仙)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하이카이의 시인 
36명을 선정하여 하이카이 메이진 산쥬롯카센(俳諧名人三十六歌仙)을 
편찬하였다. 이 서적에는 하이카이와 함께 시인들의 초상화가 그려졌다.47) 
그의 제자 마츠무라 고슌 역시 하이카이 문단의 계보를 시인들의 모임으
로 시각화하였다. 마츠무라 고슌은 시죠파(四條派)를 창시하기 이전에는 
겟케이(月溪)라는 화명을 사용하며 요사 부손과 유사한 화풍을 구사하였
다. 그는 스승 요사 부손을 따라 하이카이 메이진 산쥬롯카센에 기반한 
하이진들의 모습을 그렸다(도 17). 

지금까지 검토한 바와 같이 하이카이 문단 구성원의 모임은 일본적인 
전통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아울러 이 문단에서 제작된 회화 역시 일본
적인 성격을 지녔다. 그렇다면 일본에서 이루어진 아회는 어떠한 양상을 
지녔을까? 〈겸가당아집도〉가 제작된 이후 일본에서는 시회 외에도 다양한 
사적인 모임이 이루어졌다. 중국의 아회를 모방하여 열린 사적인 모임은 
도시문화가 확산되면서 19세기에 유행하였다. 일본의 문인들은 도시문화
와 대중문화의 생성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들의 문인적인 활동은 
도시를 공간적 배경으로 하여 소비적·향락적인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48) 
따라서 일본인들의 아회는 정원이나 서재에서 열렸던 원래의 아회와는 다

47) 카센에는 일반적으로 전신상으로 그려졌으며 얼굴에는 인물의 특징이 드러나
지 않는다. 반면 하이카이 메이진 산쥬롯카센의 초상화는 상반신만 그려졌으
며 인물의 얼굴 표현이 강조되었다. 이 책의 삽화는 인물의 특징을 살려 그린 
반신상(半身像)이기 때문에 우키요에에서 유명인을 그린 오오쿠비에(大首繪)와 
형식적으로 유사하다.

48) 일본의 상황과 비교 가능한 조선의 유흥적·소비적 도시 문화에 대하여는 장
진성, ｢조선후기 士人風俗畵와 餘暇文化｣, 미술사논단 24(2007), pp. 
261-26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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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삼도(三都; 쿄토, 에도(江戶), 오사카)에서 요정(料亭)과 찻집은 도시민

들이 자유롭게 모이는 장소가 되었다. 그 예시로는 에도(江戶)의 고급 요
정 야오젠(八百善)이 잘 알려져 있다. 야오젠의 주인 쿠리야마 젠시로(栗
山善四郞, ?-1839)는 화가나 문학가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명성을 
얻었다. 이 식당에서는 타니 분쵸(谷文晁, 1763-1840), 사카이 호이츠(酒
井抱一, 1761-1828), 카츠시카 호쿠사이(葛飾北齋, 1760-1849) 등의 인물
들이 모임을 가졌다고 알려져 있다. 쿠리야마 젠시로가 출간한 에도류코
료리츠(江戶流行料理通)에는 야오젠과 야오젠에서 판매되는 음식들이 소
개되었으며 이 책은 에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다. 그는 이 책의 삽화
로 자신의 식당을 방문한 화가들의 그림을 사용하였다(도 18). 그런데 삽
화들 중에는 실제 모임을 기반으로 그려진 것이 있어 주목된다. 우키요에
(浮世繪) 화풍으로 그려진 이 삽화에는 쿄카(狂歌) 작가 오타 난포(大田南
畝, 1749-1823)가 서예가 카메다 보사이(亀田鵬齋, 1752-1826), 시인 오
쿠보 시부츠(大窪詩佛, 1767-1837), 우키요에(浮世繪) 화가 쿠와가타 케이
사이(鍬形惠齋, 본명은 키타오 마사요시(北尾政美, 1764-1824))와 식사하
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 인물들은 일본식 중국 요리인 싯포쿠 요리(卓袱料
理)를 즐기고 있어 중국의 문화가 쵸닌들의 일상에 퍼져있던 상태였음을 
보여준다. 

중국의 아회가 일본에서 현지화된 또 다른 사례로는 서화 전시회인 쇼
가카이(書畫會)가 있다.49) 쇼가카이는 중국의 아회에서 영감을 받은 일본
의 문인들에 의하여 18세기 쿄토에서 비롯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이후 쇼
가카이는 19세기 에도에서 인기를 얻으며 상업적인 성격의 행사가 되었
다. 19세기 에도에서 쇼가카이는 요정을 대관하여 행사장을 마련하고 입
장료를 받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개최자는 주변 인물들과 유명 인사들을 
초대하고 이들이 참석한다는 사실을 홍보하였으며 유명 인사들을 보기 위

49) Andrew Markus, “Shogakai: Edo Celebrity Banquets,”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53(1993), p.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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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쇼가카이에 찾아오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입장권과 식사권을 판매하
였다.50) 

쇼가카이의 장면을 그린 작품으로는 카와나베 쿄사이(河鍋曉齋, 
1831-1889)의 그림이 여러 점 전해지고 있다. 카와나베 쿄사이는 자신이 
참여하였던 쇼가카이의 장면을 그렸다. 그는 쇼가카이 그림 속의 그림에 
자신의 출품작을 그려 넣었다(도 19, 20).51) 이 그림들 속에서 주목되는 
것은 쇼가카이에 참석하여 그림을 관람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붐비는 행
사장 안에서 그림을 품평하고 있거나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지켜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카와나베 쿄사이의 쇼가카이 그림에 그려진 
인물들은 카와나베 쿄사이의 인기를 드러내기 위한 장치였다. 이처럼 19
세기 도시민들의 사적인 모임은 중국적인 성격의 아회와는 또 다른 양상
으로 전개되었다. 아울러 사적인 모임을 회화로 제작하는 시도 역시 아회
도와는 다른 회화적 전통에 기반을 두었다.

위와 같이 일본의 아회 문화는 도시의 상업 공간을 중심으로 전개되었
으나 사유지에서도 사적인 모임이 이루어졌다. 사유지에서 있었던 실제 모
임을 바탕으로 그려진 그림으로는 노무라 분쇼(野村文紹, 1816-?)의 작품
이 있다(도 21). 그는 타니 분쵸와 교유 관계에 있었던 인물들을 타니 분
쵸 부부를 중심으로 하여 그림으로 남겼다. 이들은 타니 분쵸의 화숙(畵
塾)인 샤잔로(寫山樓)에 모여든 모습으로 그려졌다. 그림 속 인물들의 이
목구비는 알아 볼 수 없게 그려졌다. 그러나 인물 옆에는 그들의 이름이 
적혀있어 신원을 특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그림 속 인물들은 샤잔로에 
찾아왔던 타니 분쵸와 교유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의 정보를 제공한다.52) 

50) 19세기 에도에서 열린 쇼가카이의 형식에 대하여는 위의 논문, pp. 138-139 
참고.

51) 카와나베 쿄사이와 쇼가카이에 대해서는 Patricia J. Graham, “Lifestyles 
of Scholar-Painters in Edo Japan,” The Bulletin of the Cleveland 
Museum of Art 77(1990), pp. 270-272.

52) 그림의 오른쪽에는 “텐포연간(天保年間, 1830-1843) 초반 동안에 샤잔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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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라 분쇼의 그림은 사유지에서 있었던 사적인 모임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하나 그 모임은 아회의 성격과는 거리가 있었다. 따라서 이 그림은 오히
려 시각화된 방명록에 가깝다.

〈겸가당아집도〉의 제작은 일본 회화사에서 일회성을 지닌 사건이었다. 
〈겸가당아집도〉는 일본인들의 아회를 그린 최초의 회화 작품이다. 이 작품
이 제작된 이후 일본에서는 도시를 중심으로 하여 아회 문화가 전개되었
다. 그러나 이 모임들을 기념하기 위한 아회도가 제작되지는 않았다. 아울
러 난가 화단에서도 고사아회도가 계속하여 그려졌을 뿐 실제 아회의 장
면을 기록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 따라서 일본인의 실제 모임 장면이 
난가 화풍으로 그려진 작품으로는 〈겸가당아집도〉가 유일하다. 아울러 〈겸
가당아집도〉가 제작된 이후에 일본인들의 모임이 아회도로 제작한 사례는 
없다. 그러므로 〈겸가당아집도〉의 제작에는 주문자였던 성대중이 강한 영
향력을 미쳤다고 생각된다.

그날그날 찾아온 객들의 그림. 기록한 인명은 샤잔로에 매일 또 격일로, 혹은 
다달이, 어쩌다 가끔 찾아온 이들이다. 또한 타니 분쵸의 문인(門人之分)들은 
제외하였다(天保初年中寫山樓上日々來客之圖//記ス人名者上江日々又隔日//或
月々度々來會之仁也. 且門人之分ハ除之)”는 글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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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조선 후기 아회도와 〈겸가당아집도〉

1. 조선 후기 아회도와 〈겸가당아집도〉의 상호 유사성

앞의 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겸가당아집도〉는 일본 회화의 역사에
서 유례없는 작품이다. 일본에서는 자신들이 모인 장면을 그림으로 남기는 
아회도의 전통이 없었기 때문이다. 키무라 켄카도는 어떠한 회화적 전통에 
근거하여 〈겸가당아집도〉를 제작하였을까? 키무라 켄카도가 〈겸가당아집
도〉를 제작하기 위하여 참고한 회화적 전통은 주문자인 성대중과 관련 되
었을 가능성이 크다. 

키무라 켄카도가 계미사행 이전부터 아회의 장면을 아회도로 제작하는 
조선의 회화적 전통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가 남긴 조선의 
회화와 관련된 기록은 계미사행 이후에 작성되었다. 키무라 켄카도가 조선
인들의 모임을 그린 그림을 본 것은 계미사행으로부터 20년 뒤의 일이다. 
그는 1784년에 인맥을 동원하여 “조선의 계회도(朝鮮契會圖)”를 열람한 
뒤 그 사실을 일기에 기록하였다.53) 이보다 이전 시기에 키무라 켄카도가 
조선인의 아회나 계회를 그린 그림을 열람하였다는 기록은 아직까지 알려
지지 않았다. 따라서 키무라 켄카도가 계미사행 당시 동시대 조선에서 그
려진 아회도의 전통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키무라 켄카도가 조선 아회도를 실견하지 못한 채 성대중에게 〈겸가당
아집도〉의 제작을 부탁받았을 가능성은 이 작품을 통해서도 발견된다. 〈겸
가당아집도〉는 조선의 아회도와는 다른 재질 및 기법으로 그려졌다. 이 점

53) 木村巽齋 著, 水田紀久 編, 蒹葭堂日記: 飜刻編(大阪: 蒹葭堂日記刊行會, 
1972), p. 130; “天明四年十月卄四日. 堺陶提山人明靜院知る人傳語ニて朝鮮契
會圖持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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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키무라 켄카도의 조선의 아회도에 대한 지식이 미비하였음을 의미한다.  
조선의 아회도는 일반적으로 종이에 수묵담채로 그려졌다. 반면 〈겸가당아
집도〉는 화견(畵絹)에 다양한 안료로 그려졌다. 키무라 켄카도의 기년작 
중 20대에 그려진 산수화들은 주로 화견에 안료를 사용하여 제작되었
다.54) 즉 〈겸가당아집도〉에는 청년기 키무라 켄카도에게 익숙한 재료와 
기법이 사용되었다. 또한 현전하는 키무라 켄카도는 아회도나 고사인물도
는 몹시 드물다.55) 즉 이러한 점들은 키무라 켄카도가 조선 아회도에 대
하여 단편적인 지식을 가진 채로 〈겸가당아집도〉를 그렸음을 암시한다. 그
러므로 현재까지 알려진 기록들을 토대로 보았을 때는 성대중이 키무라 
켄카도에게 아회를 가진 뒤 기념으로 그림을 남기는 조선의 회화적 관습
과 함께 아회도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도상을 알려주었을 개연성이 크다. 

성대중은 어떻게 조선의 아회도에 대한 정보를 키무라 켄카도에게 전달
하였을까? 성대중은 키무라 켄카도를 만날 수 없는 상태에서 〈겸가당아집
도〉의 제작을 부탁하였으며 오사카를 떠날 때까지 그를 만날 수 없었다. 
통신사 수행원들은 부득이하게 귀국길에 오사카에서 한 달 가량을 체류하
였다. 조선 통신사 수행원들의 숙소였던 니시혼간지(西本願寺)에서 도훈도
(導訓道) 최천종(崔天悰, ?-1764)이 쓰시마번(對馬藩)의 역관(譯官) 스즈키 
덴죠(鈴木傳藏, ?-1764)에게 살해당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로 인
하여 수사가 끝나고 스즈키 덴죠를 처형하기 전까지 조선인과 일본인의 
접촉이 금지되었다. 이 과정에서 다이텐 켄죠는 키무라 켄카도의 집에 머
물며 통신사 수행원들에게 키무라 켄카도의 소식을 전달하였다. 다이텐 켄
죠는 임제종 승려였다. 따라서 그는 당시 접반승(接伴僧) 이텐 쇼센(維天
承瞻, 18세기 후반 활동)과 접점이 있었기 때문에 통신사의 숙소에 출입할 
수 있었다.56) 그 결과 키무라 켄카도와 성대중은 다이텐 켄죠의 중개를 

54) 大阪歷史博物館 編, 앞의 책, pp. 174-179.
55) 현재까지 알려진 키무라 켄카도의 고사인물도로는 솜(絖)에 그린 〈서원아집

도〉가 유일하다. 이 작품은 2003년 오사카시립박물관(大阪市立博物館)에서 열
렸던 특별전에서 소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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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겸가당아집도〉를 주고받을 수 있었다.
효구로쿠(萍遇錄)의 필담에는 성대중이 다이텐 켄죠에게 〈겸가당아집

도〉가 제작된 상황을 확인한 정황이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에 의하면 성
대중은 자신이 주문한 그림을 “나니와 봄 아침과 겸가당에서 열린 아집(浪
華春曉,及蒹葭雅集)”으로 지칭하였다. 나니와(浪華)는 고대 오사카를 지칭
하는 지명이었으며 오사카의 아칭(雅稱)이기도 하다.

지난 번 편지에 목세숙(키무라 켄카도)에게 낭화춘효도와 겸가아집
도를 그려달라고 부탁드렸고, 또 스님과 합려왕(호소아이 도난), 복
승명(후쿠하라 쇼메이) 등에게는 말미에 시나 발문을 써 주시도록 
부탁드렸습니다. 목세숙은 이미 승낙을 하셨는데 과연 이미 초안을 
그리기 시작하셨는지, 스님께서도 구상한 원고가 있는지 궁금합니
다. 서쪽으로 돌아간 뒤 만 리 길 멀리 떨어지게 되어도, 당신들의 
얼굴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하고자 이와 같이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것

입니다.57)

성대중이 키무라 켄카도에게 보낸 서간의 내용은 현재 전해지지 않는
다. 그러나 위에 인용된 서간의 내용으로 보았을 때 성대중은 이전에 그림
의 제작을 부탁하는 내용의 서간을 키무라 켄카도에게 보냈을 것이다. 성
대중은 이 서간을 통하여 아회도를 제작하는 조선의 관습에 대하여 설명
하였을 것이다.

지금까지 연구자들은 키무라 켄카도가 임의로 ‘낭화춘효(浪華春曉)’와 
‘겸가아집(蒹葭雅集)’이라는 두 가지 화제를 합쳐 〈겸가당아집도〉를 그렸
다고 해석하였다.58) 그러나 필자는 성대중이 실경과 모임의 장면이 결합

56) 다이텐, 앞의 책, pp. 138-139. 이텐 쇼센은 1746년부터 1770년까지 쇼코쿠
지의 109대 주지를 역임하였다. 

57) 위의 책, p. 140에서 인용. 원문은 같은 책, p. 348. “龍淵曰 向書託世肅, 畵
浪華春曉,及蒹葭雅集, 而師及麗王承明輩, 或詩或跋, 以識其末而惠之. 世肅己
領諾矣. 果己起草, 而師亦有腹稿否? 西歸之後要作萬里顔面, 故如是屢言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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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그림을 요구하였다고 해석하였다. 그런데 실경과 모임의 장면이 함께 
그려진 그림은 18세기 조선에서 그려진 야외 아회도를 연상시킨다. 〈겸가
당아집도〉가 성대중의 영향으로 조선 아회도를 참고하여 제작되었을 가능
성은 이 작품이 조선에서 제작된 실외 아회도와 정원 아회도와 비교할 때 
논증될 수 있다. 비교의 대상으로 삼은 조선의 아회도는 18세기 중인과 
서얼 계층의 아회 장면을 그린 아회도를 위주로 선정하였다. 〈겸가당아집
도〉는 18세기 조선에서 제작된 아회도와 유사한 점을 공유하고 있다. 

〈겸가당아집도〉 속 아회가 열린 공간적 배경은 정원을 일부 포함한다.  
이 그림 속 인물들은 실내와 정원에 나누어 그려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그림은 동시기 조선에서 제작된 실내 아회도 및 정원 아회도와 비교될 필
요가 있다. 18세기에 제작된 정원 아회도 중에서는 1744년에 그려진 심사
정(沈師正, 1707-1769)의 〈와룡암소집도(臥龍巖小集圖)〉가 이른 시기에 
제작된 사례이다(도 22). 이 그림에 그려진 김광수(金光遂, 1699-1770), 
김광국(金光國, 1727-1797), 심사정은 신원을 특정할 수 없을 만큼 매우 
간략하게 그려졌다. 이처럼 정원이나 야외를 공간적 배경으로 한 모임에서 
아회에 참여한 인물들은 점경인물상으로 표현되었다. 

점경인물상은 화보가 수용되기 이전인 조선 전반에도 그려졌다. 그러나 
화보가 유입된 조선 후기의 점경인물상은 이전에 제작된 것들에 비하여 
도식적으로 그려졌다. 점경인물상은 중국의 지리지에서 명소를 표현하는 
방식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59) 정선은 중국에서 유입된 화보류를 
활용하여 산수화나 고사인물화에 점경인물상을 그려 넣었다.60) 가령 정선

58) 위와 같음.
59) 점경인물상은 오대(五代, 907-979)부터 그려지기 시작하였으며 북송대(北宋

代, 960-1127)의 거비파(巨碑派) 산수화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거비파 
산수화에서 인물을 작게 그리는 방식은 곽희(郭熙, 11세기 초-11세기 말)에 의
하여 논의되었다. 그러나 점경인물상은 개자원화전(芥子園畫傳)에서 본격적
으로 논의되기 시작되었다. 점경인물상의 변천에 대하여는 송희경, ｢조선후기 
畫譜의 수용과 點景人物像의 변화-鄭歚의 작품을 중심으로｣, 미술사논단 
22(2006) pp. 168-17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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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동춘색도(壯洞春色圖)〉는 삼재도회(三才圖會)에 수록된 〈우화대도
(雨花臺圖)〉의 기본적인 구조를 참고하였다(도 23, 24). 이처럼 지리지의 
명소 표현은 실외 아회도의 회화적 모델로 기능하였다.61) 

실외 아회도에 그려진 점경인물상은 아회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구체적
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생각된다. 《옥계청유첩(玉溪淸遊帖)》
에 수록된 김홍도(金弘道, 1745-?)의 〈송석원시사야연도(松石園詩社夜宴
圖)〉와 이인문(李寅文, 1745-1821)의 〈송석원시회도(松石園詩會圖)〉 역시 
아집에 참석한 인물들이 점경인물상으로 그려져 주목된다(도 25, 26). 이 
그림들은 정선의 삼재도회(三才圖會)식의 점경인물군상을 토대로 제작되었
다고 여겨진다.62) 이 두 작품의 인물들은 점경인물상으로 그려져 그림을 
통해서는 참여자의 신원을 알 수 없다. 또한 이 두 아회도에 그려진 인물
은 〈와룡암소집도〉보다도 간략하게 표현되었다. 그런데 두 작품은 실경을 
토대로 그려졌으며 그림 속 아회가 송석원(松石園)에서 열렸다는 점을 나
타내고자 하였다. 〈송석원시사야연도〉에는 화면 좌측 하단에 김씨운림소서
(金氏雲林書所)라는 관지(款識)가 적혀있어 이곳이 과거 장동 김문(壯洞金
門)의 거주지였다는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송석원시회도〉에는 인물들
이 모여 있는 바위 위에 송석원(松石園)이라는 글씨가 적혀있다. 이 바위 
위의 글씨는 그림 속 아회가 천수경(千壽慶, ?-1818)이 지은 송석원에서 
열렸다는 정보를 제공한다.  

키무라 켄카도 역시 〈겸가당아집도〉에 아회의 공간적 배경을 구체적으
로 드러내기 위한 모티프를 사용하였다. 그림 속의 갈대는 일본의 문학적 
전통에서 비롯된 것으로 오사카의 실경을 표현하기 위한 모티프로 사용되
었다. 갈대는 와카의 전통인 우타마쿠라(歌枕)와 관련된 자연물이다. 초기
의 우타마쿠라는 와카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표현 및 소재를 모은 서적

60) 정선이 참고하였던 화보 및 이 서적들이 작품 제작에 활용된 사례는 위의 논
문, pp. 174-183 참고. 

61) 송희경, 앞의 책, pp. 239-246 참고.
62) 송희경, 앞의 논문(2006), p.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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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현재 우타마쿠라는 일반적으로 와카의 소재가 된 
지역적 명소을 의미한다.63) 

갈대가 밭을 이룬 나니와 갯벌(難波潟; 나니와가타) 역시 우타마쿠라로,  
고대부터 와카의 주제로 사용된 오사카의 명소(名所)였다. 즉 갈대는 오사
카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자연물이다. 나니와 갯벌이 우타마쿠라로 활용된 
와카로는 오구라 햐쿠닌잇슈(小倉百人一首)(이하 햐쿠닌잇슈)에 수록
된 헤이안시대 궁녀 이세(伊勢, 872-938)의 작품이 가장 유명하다.64) 이
세의 시처럼 갈대는 오사카를 지역적 배경으로 하는 와카에서 일관성 있
게 언급되었다. 

 나니와강 짧은 갈대의 마디 사이로
만나지 않고 이 세상을 보내려는가.65)

햐쿠닌잇슈는 에도시대부터 인기를 얻고 회화적으로 재현되었다. 햐
쿠닌잇슈는 17세기 쿠게와 부케 사이에서 다양한 형식의 회화로 그려졌
다. 그러나 햐쿠닌잇슈에 대한 쿠게와 부케의 관심은 빠르게 사라졌다. 
그 대신 햐쿠닌잇슈는 18세기 무렵 다양한 판본의 서적으로 출간되며 
쵸닌들 사이에서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다.66) 겐로쿠연간(元綠年間, 

63) 임찬수, 百人一首: 일본 고전 시가의 정수(문예원, 2008), p. 33. 
64) 본 논문에서 인용하지 않은 와카 외에도 나니와 및 갈대와 연관된 와카가 다

수 전해진다. 나니와 갯벌 우타마쿠라를 사용한 와카들의 사례로는 ひめまつの
會 編, 平安和歌歌枕地名索引(京都: 大學堂書店, 1982), pp. 481-486 참고. 
나니와 갯벌 외에 유사한 시어로는 나니와에(難波江), 나니와우라(難波浦) 등이 
사용되었다. 나니와와 관련된 시어에 대해서는 久保田淳·馬場あき子 編集, 歌
ことば歌枕大辞典(角川書店, 1999), p. 646 참고.

65) 임찬수, 앞의 책, p. 92에서 인용; “難波潟 みじかき蘆の ふしのまも/ あはで
この世を すぐしてよとや.”

66) Joshua S. Mostow, “A New “Classical” Theme: The One Hundred 
Poets from Elite to Popular Art in the Early Edo Period,” in Elizabeth 
Lillehoj ed, Critical Perspectives on Classicism in Japanese Pai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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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8-1707)에 출간된 햐쿠닌잇슈에는 우키요에의 창시자 히시카와 모로
노부(菱川師宣, 1618-1694)가 삽화를 그려 넣었다. 히시카와 모로노부는 
햐쿠닌잇슈에 수록된 시를 도해하고 그 모습을 배경으로 시인들의 모습
을 그려 넣었다. 그가 삽화를 그린 햐쿠닌잇슈조산쇼(百人一首像讃抄)와 
스가타에햐쿠닌잇슈(姿繪百人一手)에는 갈대밭을 배경으로 이세의 모습
이 그려졌다(도 27). 

그런데 햐쿠닌잇슈 중 이세의 시를 도해한 경우 외에도 오사카의 강
가를 회화적으로 재현하기 위하여 갈대밭이 사용되어 주목된다. 〈이세모노
가타리(伊勢物語)〉의 제 66단은 주인공 나리히라(成平)가 일행을 데리고 
나니와 강가를 방문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옛날, 한 남자가 츠노쿠니(攝津の國; 셋츠 지방)에 영지가 있어 형제
와 친구들을 데리고 나니와로 갔다. 파도가 밀려오는 물가를 보자 
배들이 정박해 있었다. 그것을 보고는 (나리히라가 다음과 같이 시를 
읊었다.) 

나니와 나루터를 오늘 아침에 보니, 강어귀에 배가 많이 있구나.
이것이 이 세상을 건너는 배인가.

사람들이 이 노래에 감동하고 돌아갔다.67)

 제 66단에서 나리히라가 읊은 시는 나니와를 공간적 배경으로 한다. 

1600-1700(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17), pp. 157-160.
67) 시의 해석은 구정호, 아무도 모를 내 다니는 사랑길(원제 이세모노가타리) 

(제이앤씨, 2005), p. 180; 민병훈 역, 이세 모노가타리(지식을 만드는 지식, 
2014), p. 141을 참고하였다. 원문은 구정호, 같은 책, p. 181에서 인용; “む
かし, をとこ, つのくにヽしる所ありけるに, あにをとヽともだちひきゐて, なに
はの方にいきけり. なぎさを見れば, 舟どものあるを見て,/なにわづをけさこそ
みつの浦ごとにこれやこのよをうみわたるふね/これをあはれがり, 人々かへりに
けり.”



- 30 -

그러나 나리히라의 시에는 갈대가 언급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세모노가타
리〉를 주제로 한 회화 작품들에서 갈대는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가 나니와
의 강가라는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경물이었다.68) 사토무라 겐친(里村玄
陳, 1591–1665)의 전칭작 《이세모노가타리 병풍(伊勢物語屛風)》에는 〈이
세모노가타리〉의 주요한 장면들이 각각 그려져 있다(도 28, 29). 이 뵤부
에의 오른쪽 폭에는 제 66단을 도해한 그림이 그려졌으며 그 옆에는 작중
에서 나리히라가 읊었던 시가 적혀 있다. 이 종이의 바탕에는 금니로 갈대
가 자란 습지가 그려져 있다. 이 작품은 햐쿠닌잇슈가 유행하기 이전인 
17세기에 그려진 작품이다. 따라서 오사카의 강가를 표현할 때 갈대를 그
리는 관습은 에도시대 후반까지도 지속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키무라 켄카도는 일본의 문학적·회화적 지식에 기반을 두어 강가에 갈
대밭을 그렸다. 갈대밭은 키무라 켄카도에게 아회도에 실경성을 부여하는 
장치였다. 18세기 후반의 야외 아회도와 〈겸가당아집도〉는 아회에 참여한 
인물들이 소략하게 표현된 점과 주변 경관이 비교적 자세하게 묘사되었다
는 점에서 상호 유사성을 공유한다. 

2. 〈겸가당아집도〉의 실내·외에 표현된 키무라 켄카도의 문인 정체성

〈겸가당아집도〉의 아회 장면은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으로 그려졌
다. 따라서 조선의 실내 아회도와도 비교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실내
의 기물은 그림 속 주인공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장치로 활용되었다. 키무
라 켄카도는 가업인 주조업으로 부를 축적한 상인이었음에도 스스로를 문
인으로 정체화하였다. 따라서 〈겸가당아집도〉에도 역시 그의 문인 정체성
이 표현되었다. 키무라 켄카도의 문인 정체성은 겸가당을 그린 또 다른 그

68) Miyeko Murase, Bridge of Dreams: The Mary Griggs Burke Collection 
of Japanese Art(New York: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2000), pp. 
296-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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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인 〈켄카도쥬쿄즈코(蒹葭堂住居圖稿)〉와 비교하였을 때 명료하게 드러난
다(도 30). 〈켄카도쥬쿄즈코〉는 타니 분쵸가 1796년 키무라 켄카도의 저
택을 방문하고 그린 밑그림이다.69) 타니 분쵸는 겸가당의 모습과 함께 키
무라 켄카도의 초상화의 밑그림을 그려서 에도로 돌아왔다. 이 그림의 오
른쪽 여백에는 저택 안의 정원과 건축물 등에 대한 정보가 매우 자세히 
적혀져 있다. 또한 왼쪽 여백에는 타니 분쵸가 키무라 켄카도를 찾아가게 
된 경위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다. 타니 분쵸는 칸사이(關西) 지방에서의 
경험을 기록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따라서 그는 겸가당과 키무라 켄카
도의 외양을 자세하게 묘사하였다. 

〈겸가당아집도〉와 〈켄카도쥬쿄즈코〉는 모두 겸가당의 모습을 그린 그
림들이다. 그러나 〈켄카도쥬쿄즈코〉는 겸가당의 구조와 외양을 묘사하고자 
한 것에 비하여 〈겸가당아집도〉는 겸가당을 문인적인 공간으로 표현하였
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겸가당아집도〉에는 부감법(俯瞰法)이 사용되어 
실내의 내부가 들여다보이게 그려졌다. 사람들이 모여 앉은 서재 안에는 
병풍과 서책 등의 기물이 함께 그려졌다. 아울러 다른 건물들의 내부는 서
책으로 가득 찬 공간으로 그려졌다.

아회도에 그려진 기물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원아집의 도상을 참고
할 필요가 있다. 서원아집은 난정수계와 함께 가장 오랜 시기에 걸쳐 회화
적으로 재현된 아회이다(도 31).70) 또한 이공린(李公麟, 1049-1106)의 〈서
원아집도〉는 ‘아집’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사례로 추정된다.71) 따라서 
아회를 기록한 문헌과 회화에서 서원아집을 모방한 사례가 자주 발견된
다.72) 서원아집도는 왕선(王詵, c. 1048-c. 1103)의 정원인 서원(西園)에

69) 吉澤忠, ｢谷文晁筆 木村蒹葭堂住居圖藁, 木村蒹葭堂肖像畵藁｣, 國華 
14(1974), pp. 27-33. 타니 분쵸가 겸가당을 방문한 사실은 Timon Screech, 
Obtaining Images: Art, Production, and Display in Edo 
Japan(Honolulu: University of Hawaiʻi Press, 2011), pp. 202-203 참조.

70) 권석환, 中國雅集: 일상과 일탈의 경계적 유희(박문사, 2015), pp. 38-39.
71) 위의 책,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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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열린 모임을 그린 것이다. 서원아집도에는 여러 인물들이 참여하였으나 
시를 쓰는 소식(蘇軾, 1037-1101), 그림을 그리는 이공린, 바위에 글씨를 
쓰는 미불(米芾, 1051-1107)을 주축으로 한다. 세 인물의 시서화 창작 행
위는 문인의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서원아집도에 그려진 인물들의 행
위와 정원에 놓여 있는 사물들은 동아시아 회화에서 문인적인 성격을 지
닌 도상들로 이해되었다.73) 

조선의 아회도에서 실내 공간은 어떻게 그려졌을까? 조선시대의 아회
도에서 실내 장면은 18세기부터 그려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74) 18세기 조
선 아회도 중 실내 장면을 그린 이른 사례로는 강세황(姜世晃, 
1713-1791)의 〈현정승집도(玄亭勝集圖)〉가 있다(도 32). 강세황은 처남 유
경종(柳慶種, 1714-1784)의 거처인 청문당(淸聞堂)에서 열린 아회의 모습
을 그렸다. 이 그림에는 갓을 벗어둔 채 술을 마시며 바둑을 두는 인물이 
그려져 있어 아회의 자유로운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 실내에는 거문고가 
놓여 있으며, 서가와 소반 위를 비롯하여 집안 곳곳에는 서화가 놓여 있
다. 즉 〈현정승집도〉는 자유로운 성격의 모임에서도 금기서화(琴棋書畵)를 
즐기는 강세황과 그의 인척들의 문인적인 취미를 보여준다. 

실내 아회도에서 아회 공간에 그려진 기물들은 참석자들의 취향을 보
여주는 중요한 도상이다. 중인과 서얼 계층에서 그려진 아회도 중 실내 기
물로 문인적인 취향를 드러낸 사례로는 〈단원도(壇園圖)〉가 있다(도 33
).75) 김홍도는 정란(鄭瀾, 1725-1791), 강희언(姜熙彦, 1710-1784)과 함께 
마루에 앉아 거문고를 연주하고 있다. 인물들 앞에 놓인 두루마리와 필통

72) 송희경, ｢조선후기 정원아회도 연구｣, 한국문화연구 6(2004), p. 198.
73) 서원아집도의 도상에 대하여는 장진성, 단원 김홍도-대중적 오해와 역사적 

진실(사회평론, 2020), pp. 150-168 참고.
74) 송희경, ｢사랑채가 있는 풍경｣, 동양고전연구 38(2010), p. 309.
75) 〈단원도〉에 대하여는 장진성, ｢조선 후기 고동서화(古董書畫) 수집열기의 성

격: 김홍도의 〈포의풍류도〉와 〈사인초상〉에 대한 검토｣, 미술사와 시각문화 
3(2004), pp. 160-16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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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들의 모임인 진솔회(眞率會)의 문인적인 성격을 드러낸다. 또한 술병
은 이 모임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열렸음을 보여준다. 김홍도의 집안에 
있는 기물들은 그의 수집 취미를 보여주기에 주목된다. 방 안에는 소반 위
에 쌓인 책, 당비파(唐琵琶), 공작의 꼬리 깃털이 꽂힌 병이 그려졌다. 

한편 〈겸가당아집도〉에는 시문이 쓰이고 있는 두루마리, 아회 장면 뒤
를 장식하는 병풍, 마당에 놓인 분재가 그려졌다. 이 그림의 실내 표현에
서 가장 시선을 끄는 것은 서책이다. 일반적으로는 문인적임을 드러내는 
기물은 서책 외에도 고동기(古銅器), 문방구(文房具), 분재, 악기 등으로 
다양하다. 그중 서책은 그것의 소유자가 문인 즉 문해력을 갖춘 인물임을 
드러내는 사물이다. 그런데 〈겸가당아집도〉처럼 실내 공간에 서책을 두드
러지게 그려 넣은 아회도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비록 아회도는 아니나, 
한국에서 제작된 회화 중에서는 정선의 〈독서여가도(讀書餘暇圖)〉에서 서
책의 표현이 두드러진다(도 34). 이 그림은 사대부 문인의 경제적, 정서적 
풍요로움을 드러내는 동시에 정선의 모습이 투영된 그림으로 해석되어 왔
다.76) 실내의 책가에는 책뿐만 아니라 산수가 그려진 화축, 말려있는 도
권, 고동기 등의 기물이 그려졌다. 아울러 그림 속 인물은 마당에 놓인 분
재를 바라보며 여유를 즐기고 있다. 〈독서여가도〉의 실내 표현은 사대부가 
즐겼던 문인적 취미와 함께 당시의 수집 열기를 보여준다. 

앞에서 검토한 실내 아회도들을 통하여 보았을 때, 실내 공간 내부에  
서책이 시각적으로 두드러지게 그려진 경우는 드물다. 서책이 그림 속 주
요한 기물로 그려졌다는 점은 〈겸가당아집도〉만이 가진 독특한 특징이다. 
키무라 켄카도는 아회가 열린 공간적 배경인 자신의 서재를 표현하기 위
하여 서책을 그려 넣었다(도 35, 36). 키무라 켄카도는 서책을 수집의 대
상으로 여겼으며 장서가로 명성을 얻었다. 그러므로 그림 속 서책은 키무
라 켄카도가 장서가로서의 자부심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겸가당에 안에 그려진 서화 외에도 화로 앞에 앉아 차를 끓이는 

76) 장진성, 앞의 논문(2007), p.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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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 역시 실내 장면에서 주목되는 도상이다(도 37). 원래 전다상은 실외 
아회도에서 주로 그려진 도상이다. 조선의 아회도에서 전다상은 아회도를 
계회도와 구별 짓는 주요한 도상이기도 하다.77) 그런데 중국의 아집도에
서 차 시중을 드는 다동들은 차를 끓이는 모습 외에도 다양한 도상으로 
그려졌다. 가령 키무라 켄카도가 젊은 시절 열람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치
온인(知恩院) 소장 구영(仇英, 1494-1552) 필 《금곡도리원도(金谷桃李園
圖)》에서 다동은 쟁반을 들고 있다(도 38). 키무라 켄카도는 1761년 다이
텐 켄죠의 시집 사쿠비슈(昨非集)의 출간을 후원하였다. 이 시집에는 다
이텐 켄죠가 구영의 〈도리원도(桃李園圖)〉를 열람하고 지은 칠언시(七言
詩)인 〈제구실부화도리원도(題仇實父畵桃李園宴)〉가 수록되었다.78) 사쿠
비슈의 출판을 후원하였던 키무라 켄카도도 다이텐 켄죠와 함께 〈도리원
도〉를 열람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금곡도리원도》에 그려진 시동들 중 차
를 끓이고 있는 인물은 없다. 따라서 키무라 켄카도는 《금곡도리원도》가 
아닌 다른 회화를 참고하여 다동을 그려 넣었을 것이다. 

중국의 다동이 다양한 도상으로 그려진 것에 비하여 한국의 아회도에서 
다동은 비교적 정형화된 전다상(煎茶像)으로 그려졌다. 다동은 주로 아회
를 하고 있는 인물들을 등지고 왼쪽으로 돌아앉아 차를 끓이고 있는 모습
으로 그려졌다. 이러한 다동의 모습은 이인상(李麟祥, 1710-1760)의 〈아
집도(雅集圖)〉 등에 그려져 있다(도 39). 차를 끓이는 화로는 조선과 중국
의 아회도에서 모두 정원을 배경으로 한 아회도에 그려졌다.79) 그러나 

77) 송희경, ｢18세기 아회도의 조형성과 그 표상｣, 한문학보 26(2012), p. 88.
78) 大典顕常, 昨非集 上卷, 〈題仇實父畵桃李園宴〉, “李白作詩何豪放, 聛聣千

古一謫仙, 桃李園中夜開宴, 醉花坐月延群賢, 由來天地眞逆旅, 何用升沈苦百
年, 百年只有杯中物, 春去春來與自偏, 園中誰種桃李樹, 紅白紛綸蓋綺筵, 銀燭
交含天上月, 滿座驩娛與未央, 兒女金盌開玉膾, 主賓綠酒進瓊觴, 明日酒醒花便
落, 莫使風雨減年光, 謫仙豪放終如此, 至今繪事見飛揚, 仇生丹靑何艶逸, 寫成
良宴掛高堂, 山嶽奇拔花木潤, 春光咫尺藹年芳, 一傳海外爭相賞, 宛爾千古謫仙
狂.”

79) 송희경, 앞의 논문(2004), p.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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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가당아집도〉에서는 다동이 실내에 앉아 차를 끓이는 모습으로 그려졌
다. 키무라 켄카도는 아회가 서재 안에서 열린 장면을 연출하고 싶었기에 
다동을 실내에 그린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겸가당아집도〉는 조선 아회도와의 도상적
인 연관성이 지적된다. 그런데 키무라 켄카도는 〈겸가당아집도〉를 제작하
는 과정에서 독창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키무라 켄카도가 자신을 
문인으로 인식하였음은 원경의 갈대밭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III장에서 필
자는 갈대밭이 〈겸가당아집도〉의 실경성을 부여하는 모티프라는 점을 지
적하였다. 그런데 갈대는 키무라 켄카도의 문학적 소양을 보여주는 경물이
기도 하다. 키무라 켄카도의 당호(堂號)인 겸가(蒹葭)는 갈대를 의미한다. 
『시경(詩經)의 ｢국풍(國風)｣ 편에는 〈겸가〉라는 제목의 연애 시가 수록되
었다. 〈겸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갈대는 푸른데 흰 이슬이 서리되네
내 마음의 그이가 강 한쪽에 있다기에
물 거슬러 올라가니 길이 멀고 험악하네
그럴수록 님의 얼굴 물속에서 어른거려

갈대는 무성하고 흰 이슬이 촉촉하네
내 마음의 그이가 강 건너에 있다기에
물 거슬러 올라가니 길 험하고 가파르네
그럴수록 님의 얼굴 모래섬에 어른거려

갈대는 우거지고 흰 이슬이 안 말랐네
내 마음의 그이가 강기슭에 있다기에
물 거슬러 올라가니 길 막히고 굽어지네
그럴수록 님의 얼굴 모래톱에 어른거려80)

80) 해석과 원문은 이기동 역해, 시경강설(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4), p. 301
을 참고하였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蒹葭蒼蒼 白露爲霜/所謂伊人 在水一方/
溯徊從之 道阻且長/通游從之 宛在水中央.//蒹葭萋萋 白露未晞/所謂伊人 在水
之湄/溯徊從之 道阻且躋/通游從之 宛在水中坻//蒹葭采采 白露未已/所謂伊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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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겸가〉는 연애 시로 여겨지나 드물게는 현인(賢人)을 구하
고자 하는 군자의 마음을 노래한 시로도 해석된다.81) 그런데 시경에 수
록된 이 시는 제목을 제외하고는 키무라 켄카도와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
는다. 이 의문은 키무라 켄카도가 자신의 당호를 짓게 된 계기를 참고하여 
해결될 수 있다. 성대중은 다이텐 켄죠와 처음으로 나눈 필담에서 키무라 
켄카도가 당호를 ‘겸가’로 짓게 된 이유를 알고 싶어 하였다. 다이텐 켄죠
는 이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나니와의 갈대(蒹葭)는 국풍(國風)에 나오는 말이니 세숙(世肅; 켄카
도의 호)이 켄카도라 이름을 지은 것은 진실로 까닭이 있는 것입니
다.”82)

다이텐 켄죠가 언급한 ‘겸가’는 일반적인 갈대가 아닌 ‘나니와의 겸가
(浪華蒹葭)’였다. 이 설명에 의하면 갈대는 나니와 지역과 관련되었다. 앞 
장에서 필자는 그림 속 공간적 배경이 오사카임을 지시하기 위하여 갈대
가 그려졌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따라서 다이텐 켄죠의 설명 역시 키무라 
켄카도의 당호는 우타마쿠라와 관련되었다는 점을 의미한다. 한문학의 맥
락에서 ｢국풍(國風)｣은 시경 중 여러 나라의 민요를 엮은 부분이다. 그
러나 일본 문학의 전통에서 국풍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다. 국풍 즉 쿠
니부리(國風)는 한시에 대응되는 개념어로 와카를 의미한다.83) 그러므로 다
이텐 켄죠는 키무라 켄카도의 당호가 시경이 아닌 와카에서 비롯되었다
고 설명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문학적 전통을 알지 못하였던 성대
중은 키무라 켄카도의 당호가 시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오해하였다. 

在水之涘//溯徊從之 道阻且右//通游從之 宛在水中沚.”
81) 위의 책, p. 302; 정상용 역, 시경(을유문화사, 2014), pp. 490-491.
82) 다이텐, 앞의 책, p. 99. 원문은 같은 책, p. 332, “浪華蒹葭, 著于國風, 世

肅名堂, 良有以他.”
83) 위의 책, pp. 9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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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갈대는 일본인들에게 중국과 일본의 문학
적 전통 사이에서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는 소재였다.84) 키무라 켄카도는 
일본과 중국의 문학에 정통한 자신을 보이기 위하여 갈대를 자신의 당호
로 정하였다. 또한 키무라 켄카도는 아회도 안에 스스로의 문인 정체성을 
드러내는 시각적인 장치를 사용하였다. 실내를 가득 채운 서화가 키무라 
켄카도의 명성을 드러내는 장치였다면, 갈대는 중국과 일본의 문학에 통달
하였음을 드러내기 위한 장치였다. 따라서 〈겸가당아집도〉의 갈대는 풍부
한 의미를 함의하는 경물이다. 그러나 성대중은 일본의 문화적인 맥락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겸가당아집도〉에 그려진 갈대 모티프를 단편적으
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

84) 미즈타 노리히사(水田紀久, 1926-2016)는 키무라 켄카도가 ‘겸가’가 지닌 이
중의 의미를 알고 있었기에 당호를 ‘겸가’로 지었다고 주장하였다. 水田紀久, 
水の中央に在り 木村蒹葭堂硏究(東京: 岩波書店, 2002), p.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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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성대중의 쵸닌(町人) 인식과 〈겸가당아집도〉의 기능

1. 신분적 동질감의 발견: 서얼 성대중의 상인 키무라 켄카도에 대한 평가

성대중은 왜 키무라 켄카도와 그의 아회에 관심을 가졌을까? 성대중의 
관심은 성대중이 키무라 켄카도에게 가졌던 동질감에서 비롯되었다고 생
각된다. 성대중은 지배 계급인 무사 대신 상인, 의사, 농부 등의 출신을 
가진 쵸닌들에게 관심을 보였다. 성대중이 쵸닌 계층에 흥미를 보였던 이
유는 그가 시문창화(時文倡和)에서 접촉한 일본인들이 주로 이 계급에 속
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성대중은 사대부 계급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외된 서얼 출신이었다. 따라서 성대중은 그의 신분에 비추어 키무라 켄
카도를 평가하였을 것이다. 성대중의 가문은 성대중의 고조부 성후룡(成後
龍, 1621-1671)이 김상용(金尙容, 1561-1637)의 서녀(庶女)와 혼인하면서 
서얼이 되었다.85) 서얼이 된 성대중의 가문은 문재(文才)를 인정받았으며 
서족(庶族)임에도 명문가로 평가를 받았다. 성대중의 집안에서는 7대에 걸
쳐 연속하여 과거 합격자를 배출하여 통상적인 사대부 가문보다도 많은 
인물들이 과거에 합격하였다. 

18세기의 통신사행부터는 서얼들이 사문사(四文士)라는 직책을 수행하
는 관례가 생겨났다. 사문사 즉 네 명의 문사는 제술관(製述官)과 정사(正
使), 부사(副使), 종사(從使)의 서기(書記) 각각 한 명을 의미한다. 사문사
는 본래의 업무와 함께 일본인들과 함께 시문을 작성하고 필담을 나누는 

85) 손혜리, ｢과거를 통해 본 조선후기 서얼가의 學知생성과 家學의 성립-昌寧 
成氏 桑谷公派의 경우｣, 대동한문학 38(2013), p. 171. 성후룡의 자식인 성
완(成琬, 1639-1710)과 성경(成璟, 1641-1712)은 인선왕후(仁宣王后, 
1618-1674)와는 이종사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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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수행하였다.86) 또한 이 직책에는 관례상 서얼들이 임명되었다. 계
미사행에서도 사문사는 서얼 출신들이 담당하였다. 그 결과 성대중, 원중
거(元重擧, 1719-1790), 김인겸(金仁謙, 1707-1772)은 각각 정사, 부사, 
종사의 서기로, 남옥(南玉, 1722-1770)은 제술관으로 임명되었다.

성대중은 일종의 관례에 의하여 통신사 수행원으로 파견되었다. 창녕 
성씨 가문에서는 3대에 걸쳐 통신사 수행원이 선발되었다. 임술사행(壬戌
使行)에서는 성후룡의 아들이자 성대중의 종증조부(宗曾祖父)인 성완(成琬, 
1639-1710)이 제술관에 임명되었다. 또한 성대중의 종조부(宗祖父) 성몽
량(成夢良, 1673-1735)은 기해사행(己亥使行)에서 서기로 파견되었다.87) 
이로 인하여 성대중은 통신사 수행원으로 일본에 다녀오는 일을 집안 대
대로 내려오는 ‘직책’으로 여겼다. 성대중이 사상기(槎上記)에 밝힌 바에 
의하면 그는 연로한 아버지 성효기(成孝基, 1701-?)를 대신하여 사행을 
다녀오게 되었다.88)

사문사로 선발된다는 것은 조선의 대표로 일본인들과 시문창화를 나눈
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따라서 외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서얼들의 경쟁은 
치열하였다. 제술관에는 대과(大科)에 급제한 서얼들이, 서기에는 소과(小
科)에 급제한 서얼 중에서 문재가 뛰어난 가문 출신이 선발되었다.89) 성대
중이 통신사 수행원으로 제술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의 가문이 있었다. 
따라서 성대중은 통신사행을 가문의 직책으로 여겼던 것이다. 그렇다면 왜 
서얼들은 사행에 참여하기를 원하였을까? 이 점은 서얼들이 인식한 조선
의 신분제 사회 인식과 관련되었다. 서얼들에게 사행은 조선에서의 신분적

86) 성대중과 함께 서기로 제술되었던 원중거는 사문사가 일본인 문사들과 필담
창화를 담당하였던 일에 대하여 “광대(優人)”가 되었다고 부정적인 서술을 남
겼다. 원중거, 앞의 책, p. 475.

87) 李元植, 朝鮮通信使の硏究(京都: 思文閣, 1997), pp. 56-57의 표2 참고. 
88) 성대중, 앞의 책, p. 23.
89) 鄭敬珍, ｢一七六四年の朝鮮通信使からみる庶孼文人-｢蒹葭雅集圖｣制作の過程

と大坂文人たちとの交友-｣, 日本硏究 52(2016), pp. 158-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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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제약을 벗어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였다. 또한 사행은 자신의 재능
을 펼치고 이를 인정받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로 인식되었다.90) 서얼 문
학에 기록된 통신사행은 서얼 계층에게 통신사행이 가지는 의미를 잘 보
여준다. 사행은 조선의 현실을 비판하는 문학적 제재(題材)로 활용되었다. 
즉 서얼들은 사행에 참여하여 외국의 사회상을 직접 확인하고 외국인에게 
자신의 재능을 인정받고 싶어 하였다. 

통신사 수행원으로 일본에 간 서얼들은 필담창화를 나누는 일을 맡았
기에 일본인 문사들과 접촉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들은 일본인들
에게 자신의 신분적 처지를 투사하였다. 성완과 젊은 일본인 ‘원여(源璵)’
의 만남은 서얼 출신의 통신사 수행원이 자신의 신분적 처지를 반영하여 
일본인을 평가한 사례이기에 주목된다. 또한 성대중이 선조의 경험을 이해
한 방식은 그가 키무라 켄카도를 이해한 방식과 유사하기도 하다.

성완은 사행에서 만난 무명(無名)의 젊은이 원여 즉 아라이 하쿠세키
(新井白石, 1657-1725)의 문재를 높이 평가하였다. 아라이 하쿠세키는 그
가 26세였던 1682년에 성완을 만났다. 조선 통신사와 조우하기 이전의 아
라이 하쿠세키는 매우 불안한 신분적 처지에 놓여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번주(藩主) 츠치야 나오키(土屋直樹, 1634-1681)로부터 미움을 받아 아라
이 하쿠세키와 함께 번에서 쫓겨났다. 이후 그는 조선 통신사를 만나기 수
개월 전에 다이로(大老) 홋타 마사토시(堀田正俊, 1634-1684)에게 등용되
었다. 아라이 하쿠세키는 조선 통신사 수행원인 성완과 홍세태(洪世泰, 
1653-1725)에게 자신의 문집에 서문과 발문을 남겨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두 인물은 아라이 하쿠세키의 부탁을 들어주었다. 그 결과 아라이 하쿠세
키는 문집에 성완의 서문과 홍세태의 발문을 수록할 수 있었다.91) 또한 
성완은 아라이 하쿠세키를 위하여 격려의 시를 써주었다. 이 시는 성완의 
문집인 취허집(翠虛集)에 수록되어 있다.

90) 김경숙, 조선 후기 서얼문학 연구(소명출판, 2005), pp. 206-222.
91) 손혜리, ｢成琬의 ｢日東錄｣연구｣, 한국실학연구 17(2009), p.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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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나운 새(鷙鳥)는 초심에는 스스로 무리 짓지 않으리라 하지만
운수가 기이하여 헛되이 늙은 이 장군(이광(李廣, ?-기원전 119))이로다.
큰 표주박이 쓸모없으니, 아! 장자여,
장보관(章甫冠)을 용납하지 않는 월나라 사람을 어이할까?
글과 말(筆舌)로 하코네 고개(箱根嶺) 풀의 푸름을 머금는다면,
지팡이 끝은 제호(薺湖)의 구름에 붉게 물들겠지.
남산 백석(白石)의 노랫소리가 장대하니,
머지않아 제나라 임금이 뒤의 수레에 실으리라.92) 

아라이 하쿠세키는 조선 통신사와의 조우를 계기로 명성을 얻었으며 
관직에도 오를 수 있었다. 성대중은 취허집을 읽고 자신의 선조와 아라
이 하쿠세키 사이의 일에 대하여 알게 되었을 것이다. 성대중은 청성잡기
(靑城雜記)에 성완과 원여의 만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이 
기록에는 성대중이 인식한 서얼의 신분적 한계가 반영되었다. 또한 성대중
은 일본의 신분 제도를 조선의 신분 제도와 유사하게 이해하였기에 흥미
롭다.  

일본 사람 원여는 호가 백석(白石)으로 어려서 신동이라 칭해졌으며 
원가선(源家宣; 6대 쇼군 토쿠가와 이에노부(徳川家宣, 1662-1712))
과 함께 목정간(木貞幹; 키노시타 쥰안(木下 順庵, 1621-1699) 문하
에서 공부하였다. 우리 증백조부(曾伯祖父) 취허공(翠虛公; 성완)께서 
일본에 가셨을 때 원여가 시를 들고 찾아오자, 취허공께서 그 책에 
서문을 써 주시며 이태백(李太白)과 같은 재주라고 인정하셨다. 이에 
원여의 이름이 나라 안에 떠들썩하게 알려지니, 마침내 관백(關白; 
쇼군)이 이태백의 금란전(金鑾殿) 고사를 따라 그를 초빙하였다.

92) “鷙鳥初心自不群, 數奇虛老李將軍// 大飄無用嗟莊叟, 章甫難容奈越人// 筆
舌碧含箱嶺草, 枝頭紅濕薺湖雲// 南山白石歌聲壯, 早晚齊君成後輪.” 해석과 
원문은 위의 논문, pp. 59-60에서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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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본의 관직은 모두 세습이었고 원여는 원씨(源氏)의 서자였
으므로 관직에는 오를 수가 없었다. 뒤에 원가선이 관백이 되자 원
여를 특진시켜 막부에 두었다. 원여가 비록 재주는 뛰어났으나 갑자
기 높은 자리에 올라 권력을 독차지하자 무리들이 모두 그를 시기하
였다.93) 

성대중은 아라이 하쿠세키를 서자 출신이기에 어려움을 겪다가 성완의 
도움을 계기로 관직에 진출한 인물로 알고 있었다. 성대중의 오해는 서얼
들이 사행길에서 만난 일본인들에게 자신의 신분적 처지를 투사하여 인식
하는 경우가 드문 일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성대중은 아라이 하쿠세키가 ‘원여’라는 이름을 사용하자 그의 성씨를 
원(源)으로 오해하였다. 원씨는 미나모토 혹은 겐지(源氏)로 불린다. 이 성
씨는 천황의 자손들이 신적강하(臣籍降下)되면서 받은 성씨로 21가지의 가
계(家系)가 있었다. 그 중에 하나가 세이와 겐지(清和源氏)로 에도 바쿠후
(江戶幕府)의 초대 쇼군 토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 1543-1616)가 이 
씨족 출신이었다. 그 이전 시기의 인물 중에서는 카마쿠라 바쿠후(鎌倉幕
府)를 개창한 미나모토노 요리토모(源頼朝, 1147-1199) 역시 세이와 겐지
의 후손이었다. 그런데 아라이 하쿠세키는 토쿠가와 가문과 혈연이 없다. 
아라이 하쿠세키는 몰락한 토호 가문의 출신이었다. 또한 그는 홋타(堀田) 
가문을 떠난 뒤 키노시타 쥰안에게 발탁되기 전까지는 로닌(浪人) 생활을 
하였다. 

 성대중은 아라이 하쿠세키의 고난이 신분적 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오해하였다. 성대중이 선조의 경험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은 그가 키무라 

93) 성대중, ｢醒言｣, 靑城雜記 卷4, “日本源璵, 號白石, 幼以神童稱, 與源家宣, 
學於木貞幹. 我曾伯祖翠虛公, 入日本, 璵贄詩而謁, 翠虛序其卷, 許之以太白之
才. 於是，璵名喧國中, 關白遂倣太白金鑾殿故事召焉. 然日本官, 並世襲, 而璵
源氏庶也, 官則未有以階也. 及家宣入爲關白, 不次用璵, 置諸帷幄. 璵雖才藝絶
人, 然暴升專權, 衆皆嫉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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켄카도에게 호기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도 관련 있다. 성대중은 
키무라 켄카도를 통해서도 일종의 동질감을 느꼈던 것으로 생각된다. 성대
중은 키무라 켄카도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일본인, 특히 쵸닌의 아회 모습을 
확인하고 싶어하였다고 생각된다. 성대중은 일본으로 가는 길에 아이노시
마(藍島)에서 의사 카메이 로(龜井魯, 1743-1814)가 보낸 서간을 읽고 키
무라 켄카도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94) 카메이 로는 사문사에게 자신의 서
간과 함께 〈동유(東遊)〉라는 제목의 시문을 보냈다. 남옥의 사행록에 의하
면 이 시에는 키무라 켄카도와 다이텐 켄죠가 언급되었다.95)

구정로(龜井魯)가 편지를 보냈는데, 몹시 오고 싶었으나 저지를 당
했다는 말이었다. 아울러 자기가 지은 〈동유(東遊)〉 시문을 바치고 
평을 써 주길 청했다.
그가 종유한 자는 이른바 독소암(獨嘯庵) 영부봉(永富鳳; 나가토미 
도쿠쇼안(永富 独嘯庵, 1732-1766))과 대조(大潮; 다이텐 켄죠), 목
홍공(木弘恭; 키무라 켄카도)이란 자이니 모두 오사카에 있다. 그 
아우 석 엽자(釋 曄子)는 나이가 지금 14세인데 그 창화한 것도 모
두 시권 속에 들어있었다.96)

성대중은 오사카에 도착한 이후 직접 키무라 켄카도와 필담을 나눌 수 
있었다. 그 뒤에 성대중은 그의 사행록에 〈겸가당아집도〉를 받은 사실과 

94) 남옥 저, 김보경 역, 붓끝으로 부사산 바람을 가르다(소명출판, 2006), p. 
285; 원중거 저, 김경숙 역, 조선 후기 지식인, 일본과 만나다(소명출판, 
2006), pp. 169-170; 성대중 저, 홍학희 역, 부사산 비파호를 날듯이 건너 
(소명출판, 2006), p. 56. 아이노시마는 큐슈(九州) 지역에 있는 작은 섬으로 
쓰시마번(對馬蕃)에서 출발한 조선통신사 일행이 거쳐 가는 항로였다. 

95) 김성진, ｢癸未使行時의 筆談唱和와 大阪의 混沌社｣, 한국문학논총 
54(2010), p. 13; 남옥, 日觀記, 12월 9일조, “其所從遊者, 所謂獨嘯菴 永富
鳳, 魯以爲海東一人. 僧大潮, 木弘恭, 皆在大坂.”

96) 남옥, 앞의 책, p. 285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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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키무라 켄카도의 출신을 특기(特記)하였다.

홍공의 자는 세숙인데 부유하며 호협기(豪俠氣)가 있어 빈객들을 통
틀어 서쪽으로 축주(築洲; 현재의 후쿠오카 일대에 해당하는 치쿠시
노쿠니(築紫國))에서부터 동쪽으로 에도(江戶)에 이르기까지 세숙을 
칭찬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강가에 겸가당을 짓고 책 5만여 권을 
소장하고 있는데, 평소에 그의 문도 9명과 함께 고아한 모임을 갖
고는 그림을 그려 나에게 부쳐 주었다. 세숙의 그림과 축상(竺尙; 
다이텐 켄죠)의 서(序), 합리(合離; 호소아이 도난)의 시가 최고였다. 
복상수(福尙脩; 후쿠하라 쇼메이) 또한 모임 중의 인재로서 세숙과 
더불어 견줄 만한데 둘 다 장삿일로 집안을 일으켰다. 그래서 사람

들이 이러한 사실을 헐뜯기도 하였다.97)

 성대중뿐만 아니라 다른 사문사들도 키무라 켄카도가 상인 출신이었
다는 점을 기록하였다.98) 그런데 성대중과 남옥은 키무라 켄카도를 인재
로 평가한 동시에 신분으로 인하여 질투를 받았다고 생각하였다.99) 이 점
은 서얼 출신 아라이 하쿠세키가 신분으로 고난을 겪었으며 관직에 오르
고 난 뒤에 시기를 받았다고 평가한 점과 유사하다.100) 성대중은 일본인 
유학자나 시인들이 대부분 의사나 상인 출신임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성
대중은 서얼이라는 그의 신분적 처지를 키무라 켄카도에게도 투사하였다.

97) 성대중, 앞의 책, p. 105.
98) 남옥, 앞의 책, p. 356; 원중거, 앞의 책, pp. 240-241.
99) 성대중, 앞의 책, p. 105; 원중거, 앞의 책, p. 538-539. 남옥에 의하면 원문

호(源文虎; 니와 쇼도(丹羽嘯堂, 1741-1793))라는 유학자는 켄카도카이 회원들
과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100) 그런데 성대중은 키무라 켄카도와 시회 회원들의 실력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그들의 재능을 관직과 연관 짓지 않았다. 이 점은 아라이 하쿠세키를 평가한 
방식과는 상이하다. 이와 같은 차이점은 조선에서도 서얼과 상인에 대한 인식
이 달랐던 경향성과도 관련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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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서(中庶) 계층이 향유한 아회와 〈겸가당아집도〉

 성대중은 어떠한 의도로 키무라 켄카도에게 아회 장면을 그려달라고 
요구하였을까? 젊은 성대중은 일본에도 아회 문화가 있으며 아회의 주체
가 사대부가 아닌 상인이었다는 점에 강한 호기심을 느꼈다. 성대중은 자
신과 비슷한 신분적 처지에 있는 일본인들의 아회 모습을 확인하고 싶었
다고 생각된다. 

성대중이 활동한 18세기 중·후반에는 중서(中庶) 계층 사이에서도 아회
가 유행하였다.101) 중서 계층 구성원은 지배층에 편입될 수 없는 신분의 
한계의 대안으로 사대부 문인의 삶을 모방하였다. 중서 계층이 사대부 문
화를 모방한 것은 문화적 역량을 인정받아 사대부 계층과 동질감을 느끼
고자 하였던 의도로 여겨져 왔다.102) 그 중 아회는 중서 계층이 사대부를 
모방하는 방식 중 하나였다. 18세기 후반부터 중인과 서얼 계층에서는 시
사가 조직되어 확산되었다. 이 시기 중서 계층의 문인들은 시서화 제작을 
일종의 신분 상승의 수단 혹은 자아 만족의 소유물로 삼았다.103) 성대중이 
적극적으로 아회에 참석하고 시사를 조직한 사실 역시 이러한 경향성과 
관련 있다.

성대중은 고향인 포천에서 청성시사(淸城詩社)를 조직하였다.104) 이 모

101) 필자는 본고에서 중인과 서얼을 포괄하는 의미로 ‘중서(中庶)’ 계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선행 연구들에서는 ‘여항문인(閭巷文人)’이라는 용어
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여항문인의 개념은 연구자들에 따라서 상이하다. 
강명관은 여항문인을 경아전(京衙前)과 기술직 중인에 한정하여 정의하였다. 
경아전 및 기술직 중인은 서얼과는 무관한 별개의 신분층으로 여겨졌다고 한
다. 중인과 서얼이 서로 다른 계층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두 계층은 사대부
와 달리 권력으로부터 소외되었다는 현실을 공유하였다. 여항문인의 개념에 대
하여는 강명관, 조선후기 여항문학 연구(창작과 비평사, 1997), pp. 52-53. 

102) 홍선표, ｢19세기 여항문인들의 회화활동과 창작성향｣, 미술사논단 
1(1995), pp. 192-195.

103) 송희경, ｢19세기 碧梧社의 雅會帖｣, 서울학연구 21(2003), p.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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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 과거 합격을 위한 공령(功令; 문과(文科) 시험의 문체) 학습에 목표를 
두었다. 청성시사는 1748년에 처음으로 조직되었다. 이 1차 시사에서는 
성대중을 비롯한 회원들이 과거에 합격하였다. 성대중이 조직한 청성시사
는 두 번째 시사로 1744년 조직되었다. 2차 시사에서는 성대중의 두 아들
을 비롯한 참여자들이 과거에 합격하였다. 청성시사는 과거 합격이라는 목
적을 가지고 모여 시문을 학습하는 사조직이었다. 그러나 청성시사는 원래
의 목적과 함께 친교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성해응(成海應, 
1760-1839)은 중국 고사의 아회들과 청성시사를 비교하며 자부심을 드러
내었다.

난정수계의 뒤로 백낙천(白樂天; 백거이(白居易, 772-846))의 향산
(香山), 문부(文富)·사마(司馬; 사마광(司馬光, 1019-1086))의 낙양(洛
陽) 등이 소식(蘇軾, 1037-1101)·황정견(黃庭堅, 1045-1105)·제자(諸
子)의 서원의 모임에 이르기까지 모두 한때는 성대함이 지극하였다. 
그러나 내 고향의 시사처럼 이어짐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다. 한 때의 성대함이 당시 세상을 장려하고 권장하여 사람들
이 모두 가리켜 찬탄하지만 풍채가 한번 지나간 뒤를 생각하여보면 
그저 폐허일 뿐이며 담소와 풍류의 자취를 구하려 하여도 얻을 수 
없다. 내 고향의 시사를 돌이켜보면 백낙천과 문부, 사마광과 소식·
황정견의 풍모를 사모하여 그들의 규범을 전하였다.105) 

104) 청성(淸城)은 포천의 옛 이름이다. 청성시사에 대하여는 손혜리, 앞의 논문 
(2013), pp. 175-190; 鄭敬珍, 交叉する文人世界: 朝鮮通信使と蒹葭堂雅集圖
にみる東アジア近世(東京: 法政大學出版局, 2020), pp. 161-175 참조.

105) 성해응, ｢詩社記｣, 硏經齋全集 續編 卷11, “自蘭亭修稧之後, 如樂天之香
山, 文富司馬之洛陽, 至於蘇黃諸子西園之會, 皆極其一時之盛. 而未聞其續成而
不絶, 如吾鄕之詩. 夫一時之盛, 雖聳勸當世. 人皆指點咨嗟, 想其風采一過之後, 
徒墟而止, 而已求其談笑風流之跡, 而不可得. 顧吾鄕之詩社, 亦甞慕樂天文富司
馬蘓黃之風, 而傳其規範.” 해석은 위의 논문, p. 188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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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성대중은 청성시사 외에도 친교를 목적으로 한 아회들에 수차례 
참석하였다. 성대중이 문우들과 아회를 즐긴 사실은 계미사행 이후 작성된 
기록들을 통해 알려져 있다. 현재까지 성대중이 참여한 아회가 아회도로 
제작된 사례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 김홍도(金弘道, 1745-?) 
전칭의 〈징각아집도(澄閣雅集圖)〉가 발견되었다. 성대중은 경상도 관찰사
(觀察使) 이병모(李秉模, 1742-1806)의 관사인 징청각(澄淸閣)에서 열린 
아회에 참여하였다. 〈징각아집도〉는 개인이 소장하고 있어 존재가 알려지
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그림에 대한 학술적인 검증이 없었
기에 필자는 본고에서 이 그림에 대하여 논의하지 않았다.106)

성대중은 이덕무(李德懋, 1741-1793)를 비롯한 자신의 문우들과 아회
를 가졌다.107) 성대중이 참여하였던 아회들에서도 이를 기념하는 서화가 
제작되었다. 그 사례로는 《대은아집첩(大隱雅集帖)》이 알려져 있다. 이 서
첩은 1779년 대은암(大隱巖)에서 성대중과 이한진(李漢鎭, 1732-?)을 비
롯한 9명이 모인 아회에서 만들어졌다. 성대중은 대은암에서 아회로부터 
10년 뒤 이한진을 찾아 과거의 아회를 회상하며 《대은아집첩》에 발문을 
남겼다. 또한 성대중이 참석한 아회 중에는 김홍도가 동석했던 경우들이 
있다. 이 점은 아회에 화원(畫員)이 초대되어 아회도가 제작되었음을 의미
한다. 따라서 현재 전해지는 아회도가 없을 뿐 성대중이 참석한 아회에서
도 역시 아회도가 제작되었다.

성대중이 참석한 아회는 어떠한 분위기로 열렸을까? 전술한 바와 같이 
현재까지 성대중이 참석한 아회를 그린 아회도는 전해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가 참석하였던 아회들 중 아회 장면이 묘사된 글이 남아있다. 이 아회는 
1788년 성대중의 친우 이덕무가 아버지의 고희를 기념하여 연 자리였다. 
청장관장서에는 이 날의 장면이 비교적 자세하게 묘사된 글이 수록되어 

106) 〈징각아집도〉에 대하여는 이재원, 조선의 아트 저널리스트 김홍도(살림, 
2016), pp. 483-493.

107) 성대중이 참여한 아회들에 대해서는 송희경, 앞의 책, pp. 120-124 참고. 
그러나 켄카도카이와 〈겸가당아집도〉에 대한 서술에는 일부 오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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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된다. 이 기록을 통해서 중인과 서얼들이 모여 자유로운 분위기의 아
회를 즐겼음을 알 수 있다.

초 3일, 잔치를 벌이고 술을 마셨다. 이날은 공(이덕무)의 부친이 
71세 되는 생신날이었다. 술을 차리고 손님을 청해다 함께 즐겼는
데, 친척과 벗들이 대부분 축수하는 시를 지었다. 이날 밤에 여러 손
님들이 또 묵희(墨戲)를 즐겼다. 능계(菱溪) 김홍운(金洪運, 1738-?)
이 그 축(軸)에 다음과 같이 썼다.

“사집(士執; 성대중)은 붓을 잡으니 글씨가 솟아오르는 듯하고, 중
운(仲雲; 이한진(李漢鎭, 1732-?))이 쓴 전서(篆書)는 구름과 연기 같
았다. 화중(和中; 이덕무의 당질(堂姪) 이광섭(李光燮, 생몰년 미상))
은 팔분서(八分書)에 능하고, 덕재(德哉; 구형원(具馨遠, 18세기 활
동))는 또한 광초서(狂草)에 능하다. 기공(旂公; 서상수(徐常修, 
1735-1793))은 연꽃과 연잎을 그렸다. 또한 석여(錫汝; 김홍운)는 잘 
취하기도 하고 잘 깨기도 하였으며, 영숙(永叔; 이덕무의 처남 백동
수(白東脩, 1743-1816))은 졸려서 쓰러지고, 청장관(靑莊館; 이덕무)
은 술에 지쳤고, 치천(穉川; 이덕무의 외사촌 박종산(朴宗山; 
1748-?))은 졸려서 글씨를 쓰지 못했다. 무상(懋賞; 이덕무의 동생 
이공무(李工懋, 1757-1825)), 용여(龍汝; 성해응), 봉고(奉杲; 이덕무
의 아들 이광규(李光葵; 1765-1817)), 사황(思黃; 김홍운의 맏아들, 
이덕무의 사위)이 또 그 축에 보태서 썼다. 중래(重騋; 이덕무의 조
카)는 여섯 살 먹은 아이인데 여기에 끼어서 하늘 천(天) 자를 썼고, 
기생 두 명은 곁에 서서 엿보았다. 이러한 것을 단원(檀園)이 파초, 
국화, 매죽(梅竹), 수성(壽星)을 그리던 솜씨가 아니면 어찌 이 기쁨
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술이 세 바퀴 돌자 어떤 이는 축을 
펼쳐 글씨를 쓰기도 하고, 어떤 이는 잔뜩 취해 잔을 엎기도 하고, 
어떤 이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어떤 이는 비틀비틀 춤
을 추었다. 거문고와 피리 소리가 어울려 질탕한 가운데 술을 권하
니 이것은 모두 청장관이 즐거워하는 것이고 여러 손님들이 어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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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축수(祝壽)하는 것이다.”108)

인용문의 내용을 근거로 유추해 볼 때 아회에 참석한 김홍도는 아회도
를 남겼을 것이다. 중서 계층에서는 같은 계층에 속한 화원을 아회에 초대
하고 모임의 장면을 아회도로 제작하였다.109) 이 점은 중서 계층에서 향유
한 아회의 특징을 보여준다.110) 

이덕무가 아버지를 위하여 연 아회를 통하여 알 수 있듯 성대중 역시 
중서 계층 화가들과 아회를 가지며 친분을 유지하였다. 이 친분은 성대중
의 아들 성해응까지 이어졌다. 이는 성해응이 남긴 문집 서화잡지(書畫雜
志)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111) 그런데 서화잡지에 수록된 회화 작품은 
대부분 성대중 부자의 생존 시기인 18세기 후반에 제작된 것이다.112) 아

108) 李德懋, ｢先考積城縣監府君年譜(下)｣, 靑莊館全書 卷71, “初三日. 讌飮. 
是日, 公之大人七十一歲晬辰也. 置酒讌賓客以樂之. 親戚朋舊. 多有詩章, 是夜
諸賓, 又墨戱. 菱溪金公洪運題其軸曰. 士執(靑城成公大中也)把筆而飛騰, 仲雲
(京山李公漢鎭也) 寫篆如雲烟, 和中(宗人絃菴光燮也) 能八分, 德哉(具公馨遠也) 
亦狂草, 旂公(觀軒徐公常修也) 畵蓮花蓮葉. 錫汝(菱溪自謂也) 能醉能醒, 永叔
(公婦弟白公東修也) 倒於睡, 靑莊困於酒, 穉川(公內弟朴公宗山也) 睡不能書. 懋
賞(公仲弟也), 龍汝(靑城之胤海應也), 奉杲(不肖光葵也), 思黃(菱溪之胤, 公女婿
也) 亦足其軸而書之. 重騋(公從子也) 以六歲童, 參書天字. 二妓傍立而瞷. 于斯
時也. 若非檀園(醉畵師金弘道也) 畵蕉畵菊畵梅竹畵壽星, 安能餙此喜哉. 酒三
行, 或展軸成字, 或傾盃畵醉, 或狂叫亂呼, 或傞傞屢舞. 豪絲急管. 又侑之. 此
皆靑莊之所樂, 而諸賓之爲丈丈壽也.” 해석은 송희경, 앞의 책, pp. 121-122와 
한국고전종합DB를 참고하였다. 이덕무의 친인척 관계와 교유 관계에 대하여는 
권정원, ｢李德懋의 家系와 交遊關係｣, 한문학보 17(2007), pp. 413-449.

109) 김홍도가 참석하여 아회도를 그렸다고 기록된 아회에는 성대중이 동석한 경
우가 여러 건 전해진다. 김홍도가 아회도를 남긴 아회는 송희경, 앞의 책, p. 
180 참고.

110) 위의 책, pp. 178-179.
111) 성대중 가문의 서화수장 활동에 대해서는 鄭敬珍, ｢成大中家と《蒹葭雅集

圖》: 18世紀における庶孼文人家の收藏活動｣, 大學院紀要 77(2016), pp. 5-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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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러 문집에 기록된 작품들은 성대중 부자와 교유 관계에 있었던 중서 계
층 화가들의 것들이 상당수를 차지하였다. 가령 서화잡지에 수록된 회화 
중 약 절반 정도는 김홍도의 그림이었다.113) 중년의 성대중이 서화를 수집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아회를 통한 교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중서 계층의 아회 역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루어졌다. 중서 계층의 
아회는 사대부의 아회를 모방한 것이었기에 사대부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므로 중서 계층의 아회에서도 시서화의 감상과 제작은 주요한 
행위로 행해졌다. 따라서 참석자가 직접 이것들을 제작하는 경우도 있었으
며 화원을 초청하여 아회도를 제작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아회에서 회화를 
감상하는 행위 역시 일반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점을 고려하면 〈겸가당아집도〉 역시 성대중과 그의 문우 및 친인척 
사이에서 감상되었을 것이다. 〈겸가당아집도〉의 존재는 소문을 통해서 알
려졌으며 인기를 얻었다. 성대중이 〈겸가당아집도〉를 가지고 귀국하자 이 
그림은 호기심의 대상이 되었다. 이 그림이 서얼 계층에서 이목을 끌면서 
키무라 켄카도와 겸가당 역시 그 존재가 알려지게 되었다. 이덕무가 성대
중에게 보낸 서간은 〈겸가당아집도〉에 대한 조선인들의 관심을 보여주는 
사례이다.114) 이 편지의 내용에 의하면 이덕무의 두 형은 이덕무와 성대중
의 친분을 이용하여 〈겸가당아집도〉를 열람하고자 하였다.

거가(車駕)를 호종(扈從)하시는 중에 평안하십니까? 〈겸가당도(蒹葭堂
圖)〉와 〈일백단팔도(一百單八圖)〉를 두 영공(令公)이 한 번 보게 빌려 

112) 박정애, ｢｢書畵雜識｣를 통해 본 成海應의 繪畵鑑評 양상과 의의｣, 온지논
총 33(2013), pp. 155-158.

113) 서화잡지에 수록된 서화는 모두 110점이다. 이 중 회화는 27점에 불과하
며 김홍도(金弘道, 1745-1806)의 작품이 그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12점이다. 
이외에도 조영석(趙榮祏, 1686-1761), 정선, 이인상, 이인문(李寅文, 
1745-1821) 등의 작품에 남긴 제발이 기록되어 성대중과 성해응 부자의 서화 
수집 경향성을 유추할 수 있다.

114) 鄭敬珍, 앞의 논문(2016), pp. 2-4; J.P. Park, 앞의 논문, pp. 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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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고 이 아우에게 요구합니다. 천하의 보배를 알아보는 사람과 함
께 감상하는 것도 또한 천고(千古)의 절특한 일입니다. 빌려주심이 어
떻겠습니까? 잠깐 보고 곧 보내드리겠습니다.115)

성대중이 이 편지를 받고 이덕무에게 〈겸가당아집도〉를 빌려주었는지
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이덕무는 청장관전서에 여러 차례 이 그림에 대
한 기록을 남겼다. 그러므로 그는 〈겸가당아집도〉를 감상할 기회를 여러 
번 가졌을 것이다. 이덕무가 성대중에게 보낸 편지는 〈겸가당아집도〉가 중
서 계층의 아회에서 감상되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성대중이 키무라 켄카
도의 시회를 ‘고아한 모임’으로 인식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덕무 역시 겸가
당에서 열린 시회를 아집으로 여겼다.116) 키무라 켄카도에 대한 기록은 성
대중의 교유관계를 중심으로 한 인물들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성대중의 친
우 이덕무와 아들 성해응 외에도 박지원(朴趾源, 1737-1805), 홍대용(洪大
容, 1731-1783), 김정희(金正喜, 1786-1856)가 키무라 켄카도를 언급하였
다. 이 중 홍대용은 키무라 켄카도의 회화 실력과 함께 함께 켄카도카이의 
회원들을 문재를 칭찬하여 주목된다.117) 홍대용의 서술은 〈겸가당아집도〉
가 조선인 지식인들의 일본 인식에 영향을 미쳤음을 암시한다. 이처럼 〈겸
가당아집도〉는 중서 계층 특히 성대중을 중심으로 한 서얼 지식인들 사이
에서 자신들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일본인 문사들의 아회를 보여주는 매
체였다.

115) 이덕무, ｢成士執｣, 靑莊館全書 卷16, “扈駕平安否. 蒹葭堂圖及一百單八圖
兩令公要弟願借一閱. 天下之寶當與知者共鑑賞亦千古勝絶. 惠假如何. 少選卽當
奉還.”

116) 이덕무, ｢蒹葭堂｣, 靑莊館全書 卷32, “築蒹葭堂於浪華江……(중략)……與
笁常, 凈王, 合離, 福尙脩, 葛張, 罡元鳳, 片猷之徒. 作雅集於堂上.”

117) 홍대용, ｢日東藻雅跋｣, 湛軒書 內集 卷3, “斗南之才, 鶴臺之學, 蕉中之文, 
新川之詩, 蒹葭羽山之畫, 文淵大麓承明之筆, 南宮太室四明秋江魯堂之種種風
致, 卽無論我邦, 求之齊魯江左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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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결론

〈겸가당아집도〉는 일본회화사에서 매우 이질적인 작품이다. 일본에서는 
사적인 모임을 가지고 그 장면을 그림으로 남기는 회화적 전통이 없었다. 
에도시대 중·후반에 아회(雅會) 문화가 확산되기 전부터 일본 내에서는 시
서화(詩書畵)를 즐기는 자유로운 모임이 있었다. 그러나 이 모임을 그림으
로 남긴 예는 없었다. 필자는 고대의 귀족, 중세의 선승, 17세기 쵸닌(町
人)들의 모임을 사례로 일본에서 행해졌던 사적인 모임의 양상을 논하였
다. 그러나 아회 개념에 부합되는 모임이 생겨난 것은 문인 정체성을 지닌 
인물들이 등장한 에도시대 중·후반이라고 할 수 있다. 고대에는 난정수계
(蘭亭修禊)를 통하여 알려진 유상곡수(流觴曲水)가 궁정과 귀족 사이에서 
연중행사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유상곡수는 의례로 받아들여지며 토착화
되었다. 따라서 유상곡수는 중국의 아회와는 다른 개념으로 수용되었다.

무로마치시대부터 아회도는 카노파(狩野派)를 비롯한 고요에시(御用繪
師)들에 의하여 중국인들의 모습을 담은 그림으로 그려졌다. 중국에서 유
래한 화제(畵題)들은 일본인들에게 문화적인 수준을 과시하는 의도로 그려
졌다. 아울러 이 그림들은 무사들을 위하여 제작되었다. 아회도 모티프는 
문인이 등장한 에도시대 중·후반에 저변화되었다. 아회도는 난가(南畵) 화
단이 등장한 이후에야 쵸닌들 사이에서 본격적으로 제작되었다. 일본에서 
제작된 아회도는 시대와 화파를 막론하고 난정수계도에 편중되었다. 따라
서 키무라 켄카도(木村蒹葭堂, 1736-1802)처럼 자유로운 모임을 가지고 
그 모습을 회화로 제작하는 전통은 존재하지 않았다.

〈겸가당아집도〉는 18세기 조선의 실외 아회도의 구조 및 도상과 상호 
유사성을 지닌다. 이 점은 키무라 켄카도가 성대중(成大中, 1732-1809)을 
통하여 조선의 아회도에 대한 지식을 접했을 것이라는 가설을 뒷받침한다. 
아회를 가지고 모임 장면을 그림으로 남기는 아회도 전통은 중국과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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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행해진 회화적 전통이다. 그러므로 성대중은 키무라 켄카도에게 실제 
모임을 그린 기록물로서의 아회도를 설명하였을 것이다. 아울러 그는 조선
에서 아회도를 그리는 방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성
대중이 요구한 “낭화춘효(浪華春曉)”와 “겸가아집(蒹葭雅集)”은 단순한 화
제가 아니었다. 성대중이 키무라 켄카도에게 요구한 그림은 실경이 결합된 
형식의 아회도로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겸가당아집도〉는 일회성을 지니고 제작된 작품이었다. 〈겸가당
아집도〉는 일본인들의 아회를 그린 최초의 아회도이다. 〈겸가당아집도〉가 
제작된 이후 일본인들의 사적인 모임은 시회(詩會)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
로 이루어졌다. 이 모임들은 중국의 아회 문화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었으
나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또한 모임의 장면을 그린 그림들은 아
회도가 가진 문인적인 성격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또한 〈겸가당아집도〉 
이후 사적인 모임을 아회도로 제작하는 방식은 회화적인 전통으로 자리 
잡지는 못하였다. 〈겸가당아집도〉 이후에는 이 그림과 유사한 아회도가 일
본 내에서 제작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난가 화단에서는 더 이상 실
제 아회 장면을 담은 그림이 제작되지 않았다. 따라서 〈겸가당아집도〉는 
문인 정체성을 지닌 일본인들의 모임을 그린 처음이자 마지막 아회도이다. 
이 점은 키무라 켄카도의 〈겸가당아집도〉 제작에 주문자였던 성대중의 영
향이 컸음을 의미한다.

성대중은 왜 키무라 켄카도에게 아회도를 그려줄 것을 요구하였을까? 
그 배경에는 성대중이 키무라 켄카도에게 느꼈던 신분상의 동질감이 있었
다. 이 점은 18세기 조선에서 서얼들이 가졌던 신분 의식과 관련된다. 창
녕 성씨인 성대중 가문은 지속적으로 과거 합격자를 배출하였으며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서얼 집안이었기 때문에 신분적인 제약이 컸다. 서얼들에
게 사행(使行)은 조선에서는 신분의 제약 때문에 펼칠 수 없었던 자신의 
재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로 여겨졌다. 성대중 집안은 대를 이어 통신
사(通信使) 수행원으로 활동하였다. 따라서 성대중에게 통신사행에 관료로 
참여하는 것은 집안의 전통을 계승하는 일인 동시에 자신의 능력을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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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기회였다.
서기(書記)와 제술관(製述官) 즉 사문사(四文士)에는 서얼 출신의 문인

들이 임명되었다. 그들은 직책의 본래 업무와 함께 일본인 문사들을 상대
하여 필담창화(筆談唱和)를 담당하였다. 따라서 성대중을 비롯한 사문사는 
쵸닌 계층의 문사들과 직접 접촉하는 빈도가 상당히 높았다. 이 과정에서 
서얼 통신사 수행원들은 자신의 신분적 제약을 자신들과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일본인들의 모습에 투영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성대중이 성완(成
琬, 1639-?)과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 1657-1725)의 일화를 해석한 
방식은 그가 키무라 켄카도를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암시한다. 성대중은 키
무라 켄카도를 통하여 관직을 통한 출세가 불가능한 신분적 한계를 보았
을 것이다.

성대중은 키무라 켄카도가 신분상으로 비슷하게 소외된 처지에 있었다
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성대중은 키무라 켄카도가 서화를 수집하고 많은 
사람들과 교유하며 모임을 가진다는 사실에 호기심을 느꼈다. 성대중이 활
동하던 당시의 조선에서는 중서(中庶) 계층에서도 아회 문화가 퍼져나가고 
있었다. 따라서 성대중은 일본에도 아회가 있다는 사실에 관심을 가졌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그는 키무라 켄카도를 통하여 일본의 아회 문화를 
알고 싶어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이유로 성대중은 키무라 켄카
도에게 겸가당에서 시회를 가지는 장면을 그려달라고 부탁하였다.

〈겸가당아집도〉는 성대중과 그의 문우(文友)들이 가진 아회에서 감상되
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중서 계층의 아회 문화는 사대부 계층을 모방하는 
과정에서 확산되었다. 성대중 역시 아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던 사실이 
여러 기록들을 통해 전해진다. 키무라 켄카도와 〈겸가당아집도〉에 대한 지
식은 성대중을 통하여 이덕무(李德懋, 1741-1793)를 비롯한 서얼 지식인
들 사이에서 공유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겸가당아집도〉는 서얼들
에게 비슷한 신분적 처지에 있다고 인식된 일본의 쵸닌들이 가진 아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시각적인 매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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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8. 仇英, 《金谷桃李園圖》, 16세기, 絹本彩色, 각 206.4×120.1㎝, 知

恩院.
도 39. 이인상, 〈아집도(雅集圖)〉, 《이인상서화첩(李麟祥書畫帖)》, 紙本淡

彩, 24.5×46.0㎝, 국립중앙박물관.



- 65 -

도  판

도 1. 木村蒹葭堂, 〈蒹葭堂雅集圖〉, 1764, 絹本彩色, 
32.5×44.5㎝, 국립중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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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 도 1의 세부.

도 3. 清原雪信(1643–1682), 二条康道(1607-1666), 《源氏物語帖》 중
〈繪合せ〉, 17세기, 金地彩色, 17.4×15.7㎝, 개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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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 《源氏物語圖屛風》, 17세기, 紙本金地着色, 170×379㎝, 六曲一雙,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New York.

도 5. 도 4의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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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 작자 미상, 〈柴門新月圖〉,  
1405, 紙本墨畫, 129.4×31㎝,  
藤田美術館.

도 7. 傳 周文, 〈竹齋讀書圖〉,
 1446년 경, 紙本墨畫淡彩,  
134.8×33.3㎝, 東京國立博物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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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 狩野元信, 《商山四皓·竹林七賢圖屏風》, 1552, 紙本水墨, 
153.3×351.5㎝, 六曲一雙, 東京國立博物館.

 
도 9. 官南, 《飮中八仙·西園雅集圖屛風》, 16세기, 六曲一雙, 正宗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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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0. 狩野山雪, 《蘭亭曲水圖屛風》, 17세기 전반, 紙本金地着色, 
107.4×355.8㎝, 八曲屛風, 京都 隨心院.

도 11. 池大雅, 《蘭亭曲水圖屛風》, 1763, 紙本彩色, 160.7×356㎝, 六曲屛
風,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New 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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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2. 池大雅, 《楼閣山水圖屏風》, 18세기, 紙本金地彩色, 168.0×372.0
㎝, 六曲一雙, 東京國立博物館.

도 13.  池大雅, 《蘭亭曲水・龍山勝會圖屏風》, 1763, 紙本彩色, 각 
158.0×358.0㎝, 六曲屛風一雙, 静岡縣立美術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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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4. 與謝蕪村, 《蘭亭曲水圖屛風》, 1766, 絖本彩色, 167.2×361.7㎝, 六
曲一雙, 東京國立博物館.

도 15. 松村吳春, 《桃李園夜宴·西園題石圖屏風》, 18세기, 紙本淡彩, 
166.2×372.0㎝, 六曲一雙, 九州國立博物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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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6. 與謝蕪村, 〈俳仙郡會圖〉, 
1736-1740, 1782 書, 絹本彩色, 
87.0×37.0㎝, 柿衛文庫.

도 17. 松村吳春, 
A Poetic Gathering, 
18세기 후반-19세기  초반,
紙本水墨淡彩, 106.4×26.8㎝, 
Cleveland Museum of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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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8. 栗山善四郎 編, 谷文晁, 酒井抱一, 鍬形惠齋 外 畵, 
江戶流行料理通, 19세기, 목판인쇄본.
   

도 19. 河鍋曉齋, 〈書畵會〉, 1880, 
紙本彩色, 139×69㎝, 
The Cleveland Museum of Art.

도 20. 河鍋曉齋, 〈書畫會圖〉, 
1876, 紙本水墨淡彩, 
131.5×65.5㎝, 개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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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1. 野村文紹, 寫山翁之記, 1830-1844년 경, 紙本水墨彩色, 西尾市
岩瀨文庫. 

도 22. 심사정, 〈와룡암소집도(臥龍巖小集圖)〉, 18세기, 紙本淡彩, 
28.7×42.0㎝, 간송미술관.



- 76 -

도 23. 정선, 〈장동춘색도(莊洞春色圖)〉, 18세기, 絹本淡彩, 27.5×33.3㎝, 
개인소장.

도 24. 王圻 編, 〈雨花臺圖〉, ｢地理 6編｣, 三才圖會, 萬曆年間
(1573-1620), 목판인쇄본, 早稲田大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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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5. 김홍도, 〈송석원시사야연도(松石園詩社夜宴圖)〉, 
《옥계청유첩(玉溪淸遊帖)》, 제1폭, 1791, 紙本水墨淡彩, 25.5×31.9㎝, 
한독의약박물관.

도 26. 이인문, 〈송석원시회도(松石園詩會圖)〉, 《옥계청유첩(玉溪淸遊帖)》, 
제2폭, 1791, 紙本水墨淡彩, 25.5×31.9㎝, 한독의약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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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7. 菱川師宣, 〈伊勢〉, 姿繪百人一手, 1695,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도 28. 傳 里村玄陳, 《伊勢物語屛風》 중 右幅, 17세기 중반,  
268.9×107.3㎝, 六曲一隻,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New 
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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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9. 도 28의 세부.

도 30. 谷文晁, 〈蒹葭堂住居圖稿〉, 花鳥圖藁, 紙本淡彩, 개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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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1. 傳 馬遠, 〈西園雅集圖〉, 南宋, 絹本水墨彩色, 29.54×301.63㎝,  
Nelson-Atkins Museum. 

도 32. 강세황, 〈현정승집도(玄亭勝集圖)〉, 1747, 紙本水墨, 34.9×50.0㎝, 
개인소장.



- 81 -

도 33. 김홍도, 〈단원도(壇園圖)〉, 1785, 紙本淡彩, 135×78.5㎝, 개인소장.

도 34. 정선, 《경교명승첩(京郊名勝帖)》 중 〈독서여가도(讀書餘暇圖)〉, 
絹本彩色, 24.0×16.8㎝, 간송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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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5. 도 1의 세부

도 36. 도 1의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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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7. 도 1의 세부.

도 38. 仇英, 《金谷桃李園圖》, 16세기, 絹本彩色, 각 206.4×120.1㎝, 
知恩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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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9. 이인상, 〈아집도(雅集圖)〉, 《이인상서화첩(李麟祥書畫帖)》, 紙本淡
彩, 24.5×46.0㎝, 국립중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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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겸가당아집도〉 제발문 해석

분류 작성·제작자 비고

A
면지(面紙)/
제발(題跋)

성대중(成大中, 1732-1812)
〈겸가당아집도〉의 주문자, 

조선 통신사 정사 
조엄(趙曮, 1719-1777)의 서기

B 제자(題字) 다이텐 켄죠(大典顕常, 1719-1801)
임제종 승려, 

카타야마 홋카이의 동문
C 그림 키무라 켄카도 〈겸가당아집도〉의 제작자
D

제시(題詩)

호소아이 도난(細合斗南, 1727-1803) 유학자
E 카츠 시킨(葛子琴, 1737-1787) 의사, 시인
F 후쿠하라 쇼메이(福原承明, 1735-1768) 의사, 유학자
G 오카 로안(岡魯安, 1737-1787) 의사, 유학자

H 야쿠쥬(藥樹, ?-1829)
황벽종(黃檗宗) 승려, 

다이텐 켄죠의 한시(漢詩) 제자
I 키무라 켄카도

J 카타야마 홋카이(片山北海, 1723-1790)
유학자, 다이텐 켄죠의 동문, 

키무라 켄카도의 스승
K 서문(序文)

다이텐 켄죠
L 발문(跋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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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성대중의 제발(題跋)
백호광(白毫光)이 등전(藤牋)에 비추어
만 리를 가지고 돌아오니 특별한 향이 있다.
맑은 달은 가을 날 그림을 실은 배 위에 떠있고,
따뜻한 봄날의 꽃은 책이 쌓인 방에 가득하다.
홍어(鴻魚; 커다란 물고기)의 소식은 삼 년을 지났고,
서리와 이슬이 낀 강과 호수는 한 편이 아득하다.
반폭의 옥색과 담황색 비단은 곳에 따라 있으니
바다와 산은 이제 금낭(琴囊)이 되었네.

뗏목을 타고 돌아온 지 이 년, 
아집(雅集) 중인 사람들이 글을 고치며 서로 묻는다.
무자년 중추(中秋) 청성산인(淸城山人)이 동호(東湖)의 관거(官居)에서 쓰다.1)

藤牋倒射白毫光, 萬里携歸別有香
淸月秋懸藏畵舫, 暖花春滿蓄書房
鴻魚信息經三歲, 霜露江湖渺一方
半幅縹緗隨處在, 海山今擬製琴囊.
槎歸之二季雅集中人改書相問
戊子中秋淸城山人書于東湖官居.

［B］ 다이텐 켄죠의 제자(題字)
겸가아집의 그림 

蒹葭雅集之圖

1) 시의 해석은 김영남, 앞의 논문 (2005), p. 95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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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키무라 켄카도의 발문(跋文)
갑신년 여름 성용연 선생의 요구에 응하여 겸가당 주인 목홍공이 그리다.
甲申夏應需龍淵成先生, 蒹葭堂主人木弘恭寫.

［D］ 호소아이 도난의 제시(題詩)
천 리 고향이 모두 물인데
누가 오나라 경치 같다고 말했나?
부유한 집이 많고
풍류 아는 객(客) 있네
다만 봄 새벽에 술 마시니 
계회도(稧會圖)가 어떠한가?
배 돌려서 좋은 일 전해오는데
사람은 아직도 갈대밭에 있네.
하곡합리(河谷合離; 호소아이 도난)

千里鄕爲水
誰言景似吳
殷富家多少
風流客有無
只是春晨飮
何如稧會圖
回舟傳好事
人尙在菰蘆
河谷合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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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카츠 시킨의 제시
함께 모신 이 자리 풍월이 좋아
글 짓는 붓 몇 번이나 놀렸던가.
유명한 지경(名境)에 갈대는 오래되었고
작은 동산에는 새들이 한가하다.
찬 마름은 항상 물에 떠 있고
아름다운 꽃가지는 절반쯤 누각(樓)에 들었네.
금석 같은 계모임을 어찌 알겠나?
요금(瑤琴) 켜는 즐거움은 그침이 없어라.
호해(湖海)에 서로 만난 짝들이지만
미치광이 태도(狂態)는 나의 소탈함(疏)이네.
사람은 삼춘(三春)동안 술에 취해 있고
집에는 만 권 책 모아두었다.
누각을 둘러싼 산의 빛이 아름답고
한 움큼 물을 뜨니 달빛도 비었네.
초은(招隱)의 시 짓기야 어렵지 않아
그윽한 뜻 본래 남아있으니
갑신년 중하(仲夏)
에이잔(映山) 복상수(福尙脩; 후쿠하라 쇼메이) 

俱陪風月勝
賦筆幾爲遊 
名境蒹葭古
小園鳥禽幽
寒藻偏依水
芳花半入樓
那知金石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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瑤琴樂未休
相逢湖海侶
狂態任吾疏
人醉三春酒
家藏萬卷書
繞樓山色秀
掬水月光虛
招隱非難賦
幽情本有餘
甲申仲夏
映山 福尙脩 

［F］ 후쿠하라 쇼메이의 제시
오랜 세월 모인 벗 문장이 있어
화포(花圃)와 약란(藥欄)과 오랜 초당이 있네.
주점의 술은 사마(司馬)가 팔던 것과 같겠지2)

서가 책은 업후(鄴侯)보다 못하지 않으리.3) 
엷은 구름이 낀 아와지(淡路; 요도가와(淀川) 인근의 지역)에 갈매기 천 점 
성긴 비 내리는 나니와(浪華)에 두어 줄 기러기 
호해에 유람하는 사람 몇인가?
갈대 너머 포구에 비스듬한 돛대
연회에 모여서
두암 갈장(蠹葊 葛張; 카츠 시킨)이

2) 문군사마(文君司馬) 고사의 인용. 전한시대(前漢時代, 기원전 206-기원후 8)의 문인 사마상
여(司馬相如, 기원전 179-117)가 아내 탁문군(卓文君)과 주점을 열었다는 고사를 의미한다.

3) 당대(唐代, 618-907)의 장서가 이필(李泌, 722-789)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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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숙 목(世肅木; 키무라 켄카도) 큰형에게

千秋會友有文章
花圃藥欄舊草堂
罏酒應同司馬賣
架書不讓鄴侯藏
微雲淡路鷗千點
疏雨浪華雁數行
湖海溯遊人幾在
蒹葭隔浦欹帆檣
集宴
蠹葊葛張
世肅木長兄

［G］ 오카 로안의 제시
한줄기 봄 물이 불어나니
갈대밭에 작은 배를 매었다.
누군들 구면 아니랴
시는 새로운 마음에서 나왔네.
밤비 개자 바다를 보고
새벽 꽃이 모여서 강을 덮었다.
이런 중에 깊은 잔을 허락했으니
두세 항아리를 기울이겠네.
격범(隔凡) 강원봉(罡元鳳)

一水春漲後
蒹葭繫小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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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誰非舊識
詩自出新腔
夜雨晴觀海
晨花聚覆江
此中許深酌
可倒二三缸
隔凡 罡元鳳

［H］ 야쿠쥬의 제시
고당에 벗이 항상 모이고
하물며 양춘(陽春)이 나를 부른다.
새벽 바다에 구름과 안개 깔렸고
꽃 피자 새들이 날아든다.
도류(道流)가 우리를 받아들이는데 
문아한 선비는 저 사람이다.
평생에 막역한 좋은 사이니
주객을 어찌 묻겠는가.
원림(園林)의 봄날 길기도 하여
종일 담소로 즐겼네.
좌석에 진번(陳蕃; 진중거(陳仲擧, ?-168))의 자리를 연하고
문 앞엔 여안(呂安, ?-262)의 수레가 나란하다.
삼동(三冬)에는 사기(史記)를 공부할 만하고 
이유(二酉)에는 책을 소장할 만하다.4) 
서녘 창 밑이 싫지 않아
촛불 켜고 도리어 머물러 있다.

4) 고사성어 서통이유(書通二酉)의 인용. 소장한 책이 대유산(大酉山)부터 소유산(小酉山)을 이
을 만큼 많다는 뜻으로 학식이 풍부하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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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암(芝菴) 승려(釋) 정왕(淨王)이 쓰다.

高堂常會友
況召向陽春
海曙雲霞繞
花開禽鳥臻
道流容我輩
文雅屬伊人
莫逆平生好
何須問主賓
園林遲日永
談笑無偏餘
座上連陳榻
門前倂呂車
三冬堪用史
二酉足藏書
不厭西窓下
還留秉燭初
芝菴 釋 淨王草

［I］ 키무라 켄카도의 제시
작은 당이 호리에(掘江; 겸가당이 있었던 지역) 굽이에 있어
몇 해나 함께 거닐었던가?
비녀장 뽑고서(投轄) 항상 술 마시고5)

5) 진준투할(陳遵投轄) 고사의 인용. 전한시대의 진준(陳遵, 생몰년 미상)이 술을 좋아하여 손
님과 술을 마시기 위해 손님이 타고 온 수레바퀴의 비녀장을 뽑아 우물에 던져버렸다고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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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평론하면서 날마다 탄황(攤黃)하네.
누가 친구 사귈 줄을 알랴.
소년 모이는 곳이 탐탁지 않네.
맹사(盟社)가 이와 같이 있는데
어찌 간광(簡狂)을 시름하겠는가.
목홍공이 삼가 쓰다.

小堂掘江曲
幾載共相羊
投轄常浮白
論文日攤黃
誰知結交地
不屑少年場
盟社如斯在
何愁簡且狂
木弘恭拜

［J］ 카타야마 홋카이의 제시
〈겸가당춘연도〉에 제하다
겸가당 위에 나니와(浪華)의 봄
한 조각 봄 마음이 그림 속에 새롭다. 
소회하는 한없는 흥을 누가 알겠는가? 
은근히 이방인에게 적어 주네.
북해 편질(北海片秩; 카타야마 홋카이)이 삼가 쓰다.

題蒹葭堂春宴圖
蒹葭堂上浪華春



- 94 -

一片春心畵裏新
誰識溯回何限興
慇懃寫寄異邦人
北海片秩拜書

［K］ 다이텐 켄죠의 서문(序文)
겸가당의 모임은 글로써 함께 한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뜻이 각자 다르고 도

(道)도 같지 않다. 그러나 흡족하게 즐거워하고 기쁘게 여김이 어찌 한갓 글 때문
이겠는가. 대개 다른 것은 서로 배반하기 쉬운데 세숙이 능히 사이좋게 조화시켰
다. 같은 것은 빠져들기 쉬운데 세숙이 능히 예(禮)로써 정돈하였다. 이 때문에 (우
리가) 여기 겸가당에 모이게 된 것이다. 세숙이 이미 예와 화(和)로써 문사, 유학
자, 운사(文儒韻士)들을 하나로 얽어서 맺은(締結) 까닭으로, 한 고을(鄕) 한 나라
(國)에서 천하(四海)에 이르도록 켄카도 그 사람을 찬양하지 않는 이가 없다. 세숙
의 사귐이 또한 풍족하지 않은가.

이번에 마침 조선(朝鮮)의 여러 분이 동쪽으로 왔다. 세숙 같은 자가 모두 객관
(客館) 안에서 여러분을 뵈었더니 세숙을 예전부터 서로 알았던 것처럼 좋아하였
다. 그 후 그분들이 돌아갈 무렵에 용연 성공(龍淵成公; 성대중)이 세숙에게 〈겸가
아집도〉를 그리게 하였으며, 함께 모인 자에게는 그 끝에다가 각자 시를 쓰도록 
청하며 ‘가지고 돌아가서 만 리에 그리운 안면(顔面)으로 삼겠다.’고 하였다. 아아, 
성공의 마음이 몸을 겸가당 위에 둔 자와 어찌 다름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세숙의 
사귐이 한 고을 한 나라에서 천하에 이른 것이 마땅하다.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해서 이역만리 밖의 그분과 사귐을 얻었던 것인가. 오직 국가에서 큰 빈객(賓客)을 
모시는 것이 엄숙하고 또한 신중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돌아보건대 사사로이 
보고 즐거워함은 세숙의 무리가 하였다. 그러나 세숙이 비록 예와 화로써 조화하
였다 하더라도, 국가에서 주어진 바(所與)가 아니었다면 어찌 이와 같을 수 있었겠
는가. 나는 글이 그 도(道)는 아니나, 성공께서 나를 세숙처럼 보았다. 그 이역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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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귐에 감격하여 속에 쌓인 마음을 겉으로 나타내지 않을 수 없었다. 〈겸가아
집도〉의 끝에 서문을 지었다.

일본 호레키(寶曆) 14년 갑신(甲申) 5월 4일, 오우미(淡海) 치쿠죠(筑尙; 다이텐 
켄죠)는 나니와(浪華)의 교거(僑居)에서 쓰다.

蒹葭之集以文同也. 而其人各異志, 其道或不同. 其能使洽然樂怡然適者, 豈徒以
文而已哉. 盖異者易畔也, 世肅能諧之以和. 同者易流也, 世肅能齊之以禮. 此蒹葭之
所以集也. 世肅旣禮且和以故締綴文儒韻士. 一鄕一國以至於四海. 無不揄揚. 伊人於
蒹葭之上焉. 世肅之交不亦富乎. 迺今會朝鮮諸公之東至也. 如世肅者. 皆執謁館中諸
公. 則悅世肅如舊相識. 及其將返. 龍淵成公請使世肅作蒹葭雅集圖. 同社者各題其末
曰. 齎歸以爲萬里顔面云爾. 嗚呼, 成公之心與夫寘身蒹葭之堂者, 豈有異哉. 則世肅
之交, 一鄕一國, 以至四海固矣. 夫今何以得之異域萬里之外. 惟國家之待大賓, 可謂
儼然重矣. 而至其私覿之愉愉也, 顧與世肅輩爲之矣. 雖世肅之禮且和乎, 苟非國家所
與其能如是乎. 余也文非其道, 然亦辱成公之視, 猶世肅也. 其感於異域萬里之交, 不
能無欝乎內, 而著乎外也. 作蒹葭雅集圖後序. 

日本寶曆十四年甲申五月四日. 淡海竺常書于浪華之僑居.

［L］ 다이텐 켄죠의 발문(跋文)
겸가당에 모인 자는 에치고(越後)의 편효질(片孝秩), 헤이안(平安)의 나파효경(那

波孝敬), 헤이안의 합려왕(合麗王), 나니와(浪華)의 복승명(福承明), 나니와의 강공
익(罡公翼), 나니와의 갈자금(葛子琴), 오우미(淡海)의 중(僧) 태진(太眞), 이세(伊
勢)의 중 약수(藥樹), 주인인 나니와의 목세숙(木世肅).

蒹葭堂集者, 越後片孝秩, 平安那波孝敬, 平安合麗王, 浪華福承明, 浪華公翼, 
浪華葛子琴, 淡海僧太眞, 伊勢僧藥樹, 主人, 浪華木世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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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2: 일제 강점기 〈겸가당아집도〉 관련 자료

  이 부록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중 〈겸가당아집도〉와 관련
된 문건들을 필자가 판독 및 번역한 것이다.

1. 진열품 설명 자료(陳列品說明資料)6)

  〈겸가당잡집〉
  조선 영조(英祖) 40년(즉 우리나라 호레키(寶曆) 14년)(지금으로부터 151년 전) 통
신사 조엄(趙曮, 1719-1777)이 성대중(成大中, 1732-1812)을 서기(書記)로 삼아 우
리나라(我國)에 조공을 하러 오게 된 때, 유학자 켄카도(蒹葭堂) 키무라 쿄코(木村弘
恭; 키무라 켄카도(木村蒹葭堂, 1736-1802))가 그의 친구 승려 쵸쥬(蕉中; 다이텐 켄
죠(大典顕常, 1719-1801)), 카츠 시킨(葛子琴, 1737-1787), 카타야마 홋카이(片山北
海, 1723-1790), 오카 겐포(岡元鳳; 오카 로안(岡魯安, 1737-1787)) 등이 함께한 일
행을 자신의 저택으로 초대하여 아회를 연 것을 쿄코가 그림으로 그리고, 홋카이, 겐
포, 중(釋) 죠오(淨王; 야쿠쥬(藥樹, ?-1829))가 시를 제하였다. 쵸쥬가 여기에 서문과 
발문을 더한 것이 바로 이 두루마리이다.

  蒹葭堂雜集
  朝鮮英祖四十年(卽我寶歷十四年）(今ヲ遡レ百五十一年前)通信使趙曮書記成大中ヲ
シテ我國ニ來貢セシム時ノ儒者蒹葭堂木村弘恭其友釋蕉中, 葛子琴, 片山北海, 岡元鳳
等ト與ニ一行ヲ自邸ニ招テキ雅會ヲ開ク弘恭之ヲ圖シ北海,元鳳,釋淨王詩ヲ題シ.蕉中
之ニ序及跋文ヲ加ヘタルモノ卽チ此ノ卷ナリ.7)

6) 아집(雅集)의 오기(誤記)
7) 원문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관리번호 D022-009-016에서 인용하

였다. 원문에 취소선이 그어진 내용은 본 자료에도 동일하게 취소선을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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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선 서화 및 고기물 목록(朝鮮書畫古器物目錄)』8)

  이 목록은 『조선 서화 및 고기물 목록(朝鮮書畫古器物目錄)』 중 〈겸가당아집도〉가 
등재된 페이지를 번역한 것이다. 목록에 기재된 항목은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구(舊) 
소장번호, 신(新) 소장번호, 유물명, 재질, 개수, 참고사항을 의미한다. 유물의 재질은 
인장을 사용하여 土, 圖, 金 등으로 기록되었다. 이는 오늘날 재질에 따른 유물 분류
법을 참고하여 도·토기(陶土器), 지류(紙類)·회화, 금속으로 번역하였다. 조선통신사와 
관련된 유물은 〈겸가당아집도〉를 포함하여 총 5건이었다.

8) 원문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관리번호 D029-001-008-003에서 인
용. 원문에 취소선이 그어진 항목은 본 자료에도 동일하게 취소선을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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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이 문건에 수록된 조선통신사 관련 유물 5건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
장되어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현재의 유물명과 소장품 번호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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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Kimura Kenkadō’s (1736-1802)

Kenkadō gashūzu 

Kim, Sungjin

Department of Archaeology and Art Histo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stylistic origins of Kenkadō gashūzu (An 

Elegant Gathering at Kenkadō) and interpret the context of the production of the 

painting in association with the tradition of literati gathering (ahoe or achip). Kenkadō 

gashūzu is a representative Japanese painting delivered to Korea by Sŏng Taechung 

(1732-1812) who participated as a scribe in the 1764 Korean diplomatic mission to 

Japan (T’ongsinsa). It is an important painting highlighting the artistic interaction 

between Chosŏn Korea (1392-1910) and Edo Japan (1615-1868). Kenkadō gashūzu was 

painted by Kimura Kenkadō (1736-1802) who was a sake brewer in Osaka. This 

handscroll was produced by Kimura Kenkadō at the request of Sŏng Taechung 

(1732-1812). Kimura gave it to Sŏng as a gift when the latter was on his way back to 

Korea. Kimura Kenkadō and seven members of his literary salon, Kenkadōkai, left their 

colophons to the scr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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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must be noted that Kenkadō gashūzu was the first painting of the gathering of 

Japanese literati (k. ahoedo, j. gashūzu). None of the paintings depicting Japanese literati 

gatherings except Kenkadō gashūzu has been known to date. It is highly possible that 

the paintings of literati gatherings in the eighteenth-century Korea had an impact on the 

production of Kenkadō gashūzu, a pictorial record of the literati gathering held at 

Kenkadō (Reed Hall), Kimura’s home. Although no relevant historical records are 

available at present, Sŏng Taechung must have informed Kimura Kenkadō of Chosŏn’s 

custom of ahoedo when he requested the latter to execute Kenkadō gashūzu.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stylistic origins of Kenkadō gashūzu can be found in 

eighteenth-century Korean paintings of outdoor literati gatherings. 

The composition and iconography of Kenkadō gashūzu are similar to those of 

eighteenth-century Korean paintings of outdoor literati gatherings, as found in the 

depiction of figures in landscape and the realistic rendering of the landscape 

background. Sŏng Taechung referred to Kenkadō gashūzu as a painting of “the literati 

gathering of Kenkadōkai and the dawn of spring in Naniwa.” This means that Sŏng 

Taechung considered Kenkadō gashūzu to be a painting of a literati gathering set 

against a landscape background, like eighteenth-century Korean paintings of literati 

gatherings. Hence, Kenkadō gashūzu is in style and composition similar to the Korean 

precedents. It was not influenced by Chinese painting manuals or gazetteers. The 

differences between Kenkadō gashūzu and the Korean precedents are, however, found. 

While the Korean paintings show various collectibles characteristic of the scholarly 

lifestyles of literati (munin), the books highlighted in the indoor space of Kenkadō 

gashūzu emphasizes that Kimura Kenkadō was a renowned book collector. This suggests 

that when Kimura Kenkadō painted Kenkadō gashūzu, he seemed to have had limited 

knowledge about the tradition of Korean paintings of literary gatherings.

It is not clear yet why Sŏng Taechung requested Kimura Kenkadō to produce 

Kenkadō gashūzu. Sŏng Taechung seemed to have been interest in the custom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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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herings by educated chōnin (townsmen). At that time, literati gatherings gained 

popularity as leisure activities among the chungsŏ (secondary and middle) status group 

of Chosŏn Korea. Some members of the 1764 Korean diplomatic mission were from the 

sŏŏl (secondary sons; decedents of yangban (government officials and degree-holders) 

men and their concubines) class. Sŏng Taechung, from the sŏŏl class, was particularly 

interested in the chōnin people consisting of wealthy merchants, craftsmen, and farmers. 

He showed little interest in the ruling warrior class. Sŏng Taechung may have been 

sympathetic to Kimura Kenkadō and may have considered the latter to be a person in 

the same social standing as himself. Sŏng Taechung came to know that Kimura 

Kenkadō, a rich merchant and renowned book collector in Japan, had large social 

networks and hosted literati gatherings. Kenkadō gashūzu, a pictorial record of the 

literati gathering at Kenkadō enjoyed by Kimura Kenkadō and his friends, enabled Sŏng 

Taechung to understand the leisure activities and lifestyles of Japanese men of letters. 

This study is the first attempt to explore the stylistic origins of Kenkadō 

gashūzu and the context of its production from art historical perspectives. Most of the 

previous studies on this handscroll had been conducted on relevant textural records, 

given that the painting was discovered only recently. Kenkadō gashūzu is a painting of 

great historical significance shedding new light on the artistic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during the eighteenth century.  

keywords : Kenkadō gashūzu, Sŏng Taechung, Kimura Kenkadō, literati 

gathering, ahoedo, T’ongsinsa, sŏŏl 

Student Number : 2017-27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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