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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매화나무는 동아시아 문학과 예술에서 군자의 덕성을 표상하는 대표적인 상징으로 즐겨 애용되었다. 매화서옥도(梅花書屋圖)

역시 매화와 관련된 주요한 회화 형식이다. 이 논문은 구리매화촌사도(九里梅花村舍圖)류의 구성상 기원과 해당 그림들이 조선

에 알려지는 과정을 밝히고 매감도(梅龕圖)가 제작되는 과정과 그 특징을 논의하고자 하 기에 이들 작품이 속한 매화서옥도의

발생부터 검토하 다.

현재 학계에서는 매화서옥도를 임포고사(林逋故事)와 연결시키고 있다. 물론 매화서옥도와 임포고사 간의 관계가 문인의 은

거라는 의미로 연결되지만 작품의 구성 방식에 있어서는 임포고사에 기초한 회화류와 직접적인 비교가 힘들다. 방학도(放鶴圖)

나 관매도(觀梅圖) 같은 임포 관련 회화에는 대개 한 두 그루의 매화나무와 학이 그려지고 이에 조응하는 문인이 표현된 반면,

매화서옥도는 문인의 은거가 묘사되면서도 여러 그루의 매화나무가 가옥을 둘러싸고 있는 구성이 주요한 특징이기 때문이다.

또한 매화서옥도는 매화 애호경향의 발생 이후에 그려진 관련 회화처럼 전 시기에 걸쳐 제작되지 않았다. 조선에서 매화와

관련된 회화는 세한삼우(歲寒三友)내지 사군자 일종의 매화도를 비롯해 탐매도(探梅圖) 같은 맹호연(孟浩然)고사에 기초한 산수

화가 고려 이후 전 시기에 걸쳐 골고루 제작되었다. 그러나 매화서옥도만은 19세기에 집중적으로 그려졌다. 중국의 경우는 조

선보다 빠른 17세기부터 성행하 다. 이같은 상황은 매화서옥도라는 유형의 회화가 특정 시기의 문화현상에서 비롯되었음을

알려준다.

조선의 19세기에 매화서옥도가 집중적으로 제작된 원인은 바로 김정희가(金正喜家) 및 신위(申緯)와 오숭량(吳嵩梁)을 비롯

해 그의 회화 제작 주문을 전담하여 받았던 장심(張深) 간의 교유 때문이다. 이 교류 속에는 두 종류의 매화서옥도류가 제작되

어 오고갔다. 청에서는 부춘산(富春山)아래 동강(桐江)가의 구리주(九里洲) 풍광을 담은 구리매화촌사도가 그려졌다. 구리주는

오숭량이 은거하려고 했던 곳으로, 수십만 그루의 매화나무가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조선에서는 오숭량의 매벽(梅癖)과 그의

시를 기념하는‘매감공양(梅龕供養)’행위가 일어났고 그 모습을 담은 매감도가 제작되었는데, 이 매감도는 구리매화촌사도류에

보인‘만매(萬梅)형식’을 적용하 다. 대표작으로는 신위가 그렸을 가능성이 높은 <매감시불도(梅龕詩佛圖)>이다. 이 그림은 북

경에 소개되어 장심이 그린 매감도들의 구성상 기초가 되었다. 이러한 매감도류는 19세기에 조희룡 등에 의해‘만매서옥도(萬

梅書屋圖)’라고 별칭되는 매화서옥도의 유행을 가져왔다. 그러므로 이 논문은 19세기 후반에 성행한 만매서옥도의 발생을 파악

하기 위한 선행단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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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매화나무는 잔설이 남아 있는 늦겨울과 초봄에 꽃을

피우는 특성 때문에 동아시아 문학과 예술에서 문인의

고결한 정신과 청빈한 삶을 상징하는 소재로 애용되었

다. 매화서옥도(梅花書屋圖)는매화와관련된중요회화

형식으로서, 본 논문에서 다루는 구리매화촌사도(九里

梅花村舍圖)류, 매감도(梅龕圖)류, 만매서옥도(萬梅書

屋圖)류를 포함한다. 현재 학계에서는 매화서옥도를

임포고사(林逋故事)와연결시키고있다. 물론문인의은

거라는 의미로 연결되지만 작품의 구성 방식에 있어서

는 임포고사에 기초한 회화류와 직접적인 비교가 힘들

다. 특히 본고에서 다룰 작품들은 독특한 발생 배경을

갖고 있으며 구성 측면에서 여타의 매화서옥도와는 많

은 차이를 지닌다. 본고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자한다.

19세기 조선에서는 새로운 형식의 매화서옥도가 집중

적으로 제작되었다. 그 이유는 바로 김정희(金正喜,

1786~1856)일가 및 신위(申緯, 1769~1845)와 옹방강

(翁方綱, 1733~1818)의 문인(門人)인 오숭량(吳嵩梁,

1766~1834)을 비롯해 그의 회화 제작 주문을 전담하여

받았던 장심(張深)간의 교유 때문이다. 이 교유 속에는

두 종류의 매화서옥도가 제작되어 오고갔는데, 청에서

는 오숭량이 은거하려는 절강(浙江) 동로현(桐 縣)의

구리주(九里洲) 풍경을 담은 구리매화촌사도가 그려졌

으며, 조선에서는 오숭량의 매벽(梅癖)을 기리는 모습을

담아내고자 감을 설치하여 그의 시집을 봉안 한 후 주위

에 매화나무를 심는, 이른바‘매감공양(梅龕供養)’행위

가 일어났고 그 모습을 담은 매감도가 제작되었다. 김정

희는두유형의매화서옥도가발생한요인에대해<부춘

매은도(富春梅隱圖)> 제시에서 은유적이지만 정확하게

언급하 다.

순서로보면16도라

만리밖에서초고를전해왔구려.

동강(桐江)이그대의인연이라면

매감(梅龕)은나의과보(果報)이다.

위 인용문을 통해 매화나무가 가득한 동강의 구리주

표현은 오숭량에 의한 것이며 매감의 표현은 김정희 자

신에게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의 주제인 매

감도류는 매감의 표현과 더불어 구리매화촌사도에 보

이는 만매(萬梅) 형식이 가미된 조선 특유의 매화서옥

도로서, 이들 작품을 읊거나 설명한 에도‘만매’혹은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며 설명하 다. 이 매감도류

는 19세기 후반에 조희룡(趙熙龍, 1789~1866)과 전기

(田琦, 1825~1854)에 의해‘만매서옥도(萬梅書屋圖)’라

고 별칭되는 매화서옥도가 발생하는 기초가 되었다. 그

러므로 이 은 만매서옥도를 논의하기 위한 선행 단계

에해당하는연구이다.

필자는 이상의 연구를 위해 구리매화촌사도류의 구성

상 기원과 관련 작품들이 조선에 알려지는 과정을 밝히

고 매감도가 제작되는 과정과 그 특징을 논의할 것인데,

관련 작품 대부분이 현전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상당부

분을기록과주변의작품을통해분석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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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본문에서 거론한 매화서옥도의 구분과 작품

매화서옥도에 대한 선행연구는 이혜원, 2000, 「朝鮮末期 梅花書屋圖 硏究」,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현권, 2010, 「김정희파의 한중회화교류와 19세기 조선의 화단」,
고려대학교박사학위논문이있다. 본고의내용중회화교류부분은필자의학위논문을기초한것이며, 논의의전개와견해는자료의추가발굴로인해새롭게수정하 다.

강희언의 <歲寒淸嘗圖>처럼 18세기에 매화서옥도가 제작된 사실이 있으나 화보를 임모한 경우이므로, 매화서옥이라는 특정한 회화유형을 인식하 는지 불분명하다. 또한
정선의 <高士放鶴圖>나 김홍도의 <醉後看花圖>는 방학도와매화서옥도의구성형식이결합된예이다. 이러한 예는별도의고찰이필요하다. 18세기 매화서옥도에대해서는
이혜원, 앞 논문, pp.16~25.

김정희 저, 신호열 역, 1986, 『국역완당전집』3,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pp.163~164; 金正喜, 『阮堂先生全集』卷九, 「題吳蘭雪[嵩梁)紀遊十 圖[幷序]」, p.36a~b.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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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작자 작품명

장심(張深) <구리매화촌사도(九里梅花村舍圖)>

구리매화촌사도류 만승기(萬承紀) <구리매화촌사도(九里梅花村舍圖)>

장심(張深) <부춘매은도(富春梅隱圖)>

미상 <매감시불도(梅龕詩佛圖)>

장심(張深) <매감소도(梅龕小圖)>

매감도류 박동자(童子) <매감도(梅龕圖)>

장심(張深) <매감도(梅龕圖)>

조희룡 <매감도(梅龕圖)>

만매서옥도류 전기 <매화서옥도(梅畵書屋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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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숭량(吳嵩梁)의 매벽(梅癖)과
구리매화촌사도(九里梅花村舍圖)

매화와 관련된 산수화 중에는 당(唐)의 맹호연(孟浩

然, 689~740)고사를 그린 탐매도(探梅圖)와 북송( 宋)

의 임포(林逋, 967~1028)고사에 기초한 방학도(放鶴

圖) 및 관매도(觀梅圖)가 있다. 탐매도에는 눈 쌓인

산속에서 매화를 찾고 있는 인물이 그려져 있으며 화

면 한 곁에 한두 그루의 매화나무가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방학도와 관매도에서는 임포관련 회화에서는

한두 그루의 매화나무 및 학과 이에 조응하는 은자(隱

者)가 묘사되어 있다. 이러한 두 부류의 회화는 북송과

고려 이후 전 시기에 걸쳐 제작되었다.

이와는 별도로 본고에서 논의할 구리매화촌사도(九

里梅花村舍圖)와 매감도(梅龕圖)가 속한 매화서옥도

(梅花書屋圖) 역시 매화와 관련된 산수화 유형으로, 명

(明)말엽과 조선의 19세기 이후에 성행하 다. 현재 학

계에서는 매화서옥도를 임포고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보

고 있다. 물론 매화가 회화에서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

김하는데 임포의 은거에 관한 일화가 기여한 것은 사실

이다. 매화서옥도 역시 그러한 전반적인 분위기에서 배

태되었으므로 임포고사와 전혀 무관하다고는 볼 수 없

다. 그러므로 매화서옥도와 임포고사 간의 관계를 문인

의 은거라는 의미로 설정할 수 있으며 이는 매화서옥도

류의 제발에서 임포에 관한 내용이 어렵지 않게 확인되

는 점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구성형식에서 매

화서옥도는 여러 그루의 매화나무가 가옥을 둘러싸고

있는 점이 주요한 특징으로, 여타의 임포관련 회화와는

다른데, 오히려 서옥도류와 유사하다. 이러한 점은 매화

서옥도의 의미상 측면과 구성상 측면을 구분하여 이해

해야 하는 당위성을 제공한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구

분에 기반해 매화서옥도의 출현과 의미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19세기 조선에 만매서옥도가 발생하는 단초

를제공한구리매화촌사도를논의할것이다.

1. 매화서옥도의 출현과 의미

매화서옥도는 임포 이후 매화가 은자를 표상하는 상

징물로 광범위하게 채택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회

화이다. 북송 때에는 임포 이후 소식(蘇軾, 1036~1101)

이광동(廣東) 증성현(增城縣) 나부산(羅浮山)의매화촌

을 노래하는 등, 당시 문인들은 매화에 매료되어 이를

문학작품으로 활발하게 표현하기 시작하 다. 한편 회

화분야에서는 소식의 아들인 소과(蘇過, 1072~1123)와

금( )대의 서화가 조병문(趙秉文, 1159~1232)이 매화

서옥도를 그렸다고 알려져 있으나 청대의 기록이기 때

문에신뢰하기어렵다.

남송에서는 매화애호 경향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갔

다. 주희(朱熹, 1130~1200)는 매화를 군자의 성품에 비유

함으로써매화가군자의덕성을표현하는상징물로자리

잡게 하 다. 또한 육유( 游, 1125~1210)와 양만리(楊

萬里, 1127~1206) 등은 매화에 관한 물시를 남겨 이러

한 측면을 확산시키는데 공헌하 다. 특히 양만리는 가

지에 잔설이 쌓여 있는 매화와 달 아래의 매화를 읊어,

설매(雪梅)와 월매(月梅)같은 매화 이미지의 생성에 기

여하 다. 이같은 매화의 상징과 구성상의 변화는 마

원(馬遠)의 <월하관매도(月下觀梅圖)>처럼 회화 작품으

로표현되기에이르 다.

이렇게 양송( 宋)대에 나타난 임포고사 및 매화와 관

련된문학작품이나회화가제작되면서매화가문인의은

거를표상하는상징물로자리잡게되었고이러한흐름은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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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앞 논문, pp.5~16; 이선옥, 2011, 『사군자』, 파주: 돌베개, pp.30~34. 

王毓賢, 『繪事備考』(2002, 文淵閣四庫全書 전자판, 香蒲: 中文大學出版社·迪志出版社) 卷五 下, 「蘇過」, “… 畵之傳世者, … 梅花書屋圖一, …”「趙秉文」, “… 畵之傳世者,
… 梅花書屋圖二, …”

朱熹, 『晦庵集』(2002, 文淵閣四庫全書 전자판, 香蒲: 中文大學出版社·迪志出版社) 卷三, 「次韻秀野早梅」, “… 胸次自憐眞玉雪, 人間何處有氷霜. 說盡心期事, 肯醉佳人
錦瑟傍.”

盧垠靜, 2003, 「楊萬里의詩文學硏究」고려대학교박사학위논문, pp.175~177.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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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관련 회화류의 발생을 촉진시켰다. 그러나 임포

고사를 직접적으로 묘사한 회화에서는 매화서옥도의 핵

심 모티프인 여러 그루의 매화와 가옥이 표현된 작품을

찾기힘들다. 

매화서옥도의 의미 및 구성 형식과 일치하는 산수화

부류는 서옥도(書屋圖)이다. 남송의 문인들은 은거 방식

의규범으로임포를거론하는데주저하지않았고자신의

별서와은거처를임포의은거처에비유하 다. 12세기에

활동한 서악상(舒岳祥, 1219~1298)이 王씨 성을 가진 인

물의 은거를 노래하면서 임포의 은거처를‘매화옥(梅花

屋)’이라고하 는데, 이용어는당시문인들이예술에

서 매화와 가옥을 작품상의 모티프로 함께 사용하기 시

작하 음을알려준다. 하규(夏珪)의<설당객화도(雪堂客

話圖)>는이러한경향이가미된작품이다<그림1>. 이그

림에서 여러 그루의 매화나무가 대나무와 함께 가옥을

에워싸는구성은매화서옥도의전형적인형식중하나로

서, 탐매도나방학도같은회화에서는찾기어렵다. 더구

나매화나무가홀로그려져있지않고산속의여느나무

처럼자리잡고있는방식은매화가더이상임포와같은

특정한 상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문인을 표상하는

상징물이라는보편적인의미를획득한것으로해석할수

있다. 즉, 매화서옥도는 매화나무를 경물의 일부로 사용

하여문인의은거를표현하려는서옥도에서출현하 음

을 알려준다. 이같은 특징은 후대의 매화서옥도에 자주

등장하는구성방식으로자리잡게된다.

이후 원(元)과 명(明)에 이르러서는 왕면(王冕, 1287

~1359)의은거일화와문인의별서문화로인해매화서옥

도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 다. 이른바 매화서옥도의

특징을,‘만매형식’이라는 용어로 요약할 수 있는 변화

의 전거가 마련되었고 매화서옥도가 독립된 매화 관련

산수화로자리잡게되었다.

원말(元末)의 화가인 왕면은 묵매화에서 짙은 먹을 사

용하여 매화나무 줄기를 S자형으로 그리고 화면 가득히

매화를표현하는방식을창안하 다. 또한매화서옥도

와관련하여그의은거일화는주목해야할부분이다. 아

래의 은송염(宋 )이쓴그의전기중일부이다.

왕면(王冕)이이윽고월( )로돌아와다시천하에난(亂)

이 일어날 시기라고 큰소리로 말하 는데, 해내(海內)에

아무일이없자혹자는왕면을허망하다고책망했다. 왕면

은“허망한 자는 내가 아니니, 누가 마땅히 허망한 것인

가?”라 하고, 이내 처자식을 데리고 구리산에 은거하 다.

(그는) 백여묘에콩을심었고벼는그갑절이었다. 매화천

그루를심었고자두는그반을심었다. 한켠에토란을길

고 염교(파의 일종)와 부추 각 100여 포기를 길 다. 시내

를 끌어 연못을 만들고 물고기 천여 마리를 풀었다. 띠집

세칸을만들고스스로매화옥(梅花屋)이라하 다.

이 은 왕면이 다가올 난을 피해 처자식을 데리고 강

소(江蘇) 서주(徐州)의 구리산(九里山)에 은거한 모습을

기록한 것이다. 그중에 천 그루의 매화를 심었고 세 칸

초가를지어매화옥이라고한부분은그에관한대표적인

일화가 되었으며, 이후 많은 그루의 매화나무가 묘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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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하규(夏珪), <설당객화도(雪堂客話圖)> 
(비단에 색, 28.2×29.5. 베이징 고궁박물원.  『中國美術全集』 宋 下)

舒岳祥, 『 風集』(2002, 文淵閣四庫全書전자판, 香蒲: 中文大學出版社·迪志出版社)卷七, 「寄王眞人」, “… 西湖處士梅花屋, 太乙眞人蓮 舟. …”

왕면의 묵매화풍에 대해서는 Maggie Bickford, 1996, Ink Plum: The Making of a Chinese Scholar-Painting Genr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208~215.

王冕, 『竹齋集』(2002, 文淵閣四庫全書 전자판, 香蒲: 中文大學出版社·迪志出版社) 傳, “… 冕旣歸 , 復大言天下將 時, 海內無事, 或斥冕爲妄, 冕曰妄人非我, 誰當爲妄哉,
乃携妻 隱於九里山. 種荳頃 , 粟倍之. 種梅花千樹, 桃杏居其半. 芋一區, 各百本. 引水爲池, 種魚千餘頭. 結茅廬三間, 自題爲梅花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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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매화촌사도류의 구성상 전거가 되는 등, 매화서옥

도가그려질때자주인용되는일화가되었다.

명에 이르면 문인들 사이에서 개인 혹은 활동지역의

경제력에기초한별서문화와정원문화가흥성하 다.

그러므로 오파(吳派)나 구 (仇英)같은 화가들은 별서

로 삼은 은거처를 회화로 즐겨 표현하 는데, 매화서

옥도가 자연스럽게 부각되기 시작하 다. 이러한 상황

은 정원문화의 유행에 따라 서원아집도가 고전적 전범

(典範)으로주목된점과유사한맥락이다.

이상의 두 요소는 명말의 회화에서 두드러지게 나타

난다. 성무엽(盛茂燁)과 변문유(卞文瑜, 1576~1655), 그

리고 진홍수(陳洪綬, 1599~1652)는 매화서옥도를 그린

화가이다. 오파의 화풍을 계승하면서도 남송대의 화풍

을 이용하 던 성무엽은 1626년작 <매화서옥도>에서

가옥 주변에 무성하다고 할 정도로 잔가지가 표현된 여

러 그루의 매화나무를 그렸다<그림 2>. 또한 오위업

(吳偉業, 1609~1671)의 화중구우(畵中九友)로, 동기창

(董其昌, 1555~1636)의 향을 받은 변문유의 1651년작

<매화서옥도>에는 매화나무가 가옥 주변뿐만 아니라

중경의 언덕에도 그려져 있다<그림 3>. 이는 하규의

<설당객화도>에서 보이듯이 남송 때부터 지속되어온

방식에 기초한 것이다<그림 1>. 그러나 이들 명말의 작

품에서 하규의 작품보다 훨씬 무성하거나 많은 그루의

매화나무가 가옥 주변과 산야의 곳곳에 표현된 점은 왕

면 일화와 그의 묵매화풍 때문에 발생한 현상으로 판단

한다. 또한 이들이 화제로‘매화서옥’을 사용한 점은 매

화서옥도라는 형식의 회화가 독립된 유형으로 자리 잡

게되었음을알려준다.

청대에이르면보다다양한형식의매화서옥도가출현

하 다. 청초 금릉팔가( 八家) 중 한 화가 던 엽흔

( 欣)의 <매화서옥도>처럼 동기창 이후로 발생한 장

대한 규모의 산세가 강조되면서 매화가 차지하는 화면

비율이줄어드는효과가나타났다. 그럼에도화면곳곳에

매화를 그려 넣은 방식은 이전시대의 경향을 계승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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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ig Clunas, 1999, Fruitful Sites: Garden Culture in Ming Dynasty China, Derham: Duke University Press, pp.16~59. 

文徵明의경우는 Anne De Coursey Clapp, 1974, Wen Cheng-Ming: The Ming Artist and Antiquity, Ascona: Artibus Asiae Publishers, pp.43~54. 

普恩, 2006, 「朝鮮時代西園雅集圖硏究」, 고려대학교석사학위논문, pp.20~24. 

盛茂燁과卞文瑜의회화에대해서는 , 1958, Chinese Painting: Leading Masters and Principle, Lundon: Ronald Press, pp.28~29; pp.33~34. 

1990, 『中國古代書畵圖目』四, 京: 文物出版社, p.103. 1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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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성무엽(盛茂燁), <매화서옥도> 
(1626년, 16.7×54.6, 종이에색, 베이징고궁박물원, 『中國古代書畵圖目』二一)

그림 3 변문유 ,
<매화서옥도>  
(1651년, 106.9×48.5,

종이에 색,  상하이박물관)

그림 4 운수평 ,  
<매화서옥도>
(비단에 색, 181×37.1, 

타이페이 고궁박물원,  

『故宮書畵圖 』十)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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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러한경향은청초의운수평( 壽平, 1633~1690)이

그린 <매화서옥도>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그림 4>. 한편

전유성(錢維城)과장치(張治)가합작한<매화서옥도>처럼

매화나무가 화면 곳곳에 대나무 및 소나무와 함께 표현

된 경우도 확인된다. 이는 세한삼우를 표현한 것으로,

매화가문인을상징하는보편적표상물로사용된예이다.

조선문인과오숭량및장심간의교유속에오고간장

심의구리매화촌사도들은현전하지않아화풍등을정확

하게 분석하기 어렵지만, 기록을 통해 자신의 화풍에 기

반을 두면서 청대에 이르러 장대한 규모를 갖추게 된 만

매형식의 구성을 사용하 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

그림들은김노경부자와오숭량간의교유를통해조선에

알려지게되었다.

2. 구리매화촌사도의 제작과 조선 유입

구리매화촌사도류는 오숭량이 은거하고자 했던 곳을

그린 매화서옥도 일종이다. 김노경과 그의 아들인 김명

희는 1822년 10월에 시작한 연행을 통해 오숭량과 대면

하 다. 강서(江西) 동향(東鄕)사람인 오숭량은 옹방강

의 문인(門人)이다. 옹방강은 강서학정(江西學政)으로

있을 때인 1789년 6월에서 9월 사이에 그를 제자로 받

아들이면서 여산( 山)의 진면목을 알게 되었다고 칭찬

하 다. 즉, 오숭량은 1789년에 비로소 옹방강의 문

하가된것이다.

오숭량은 어렸을 때부터 매화를 사랑하 다고 한다.

그는19살때에궁정에시를바치고물러나온후원매(袁

枚, 1716~1797)를 찾아 만나게 되었는데, 그와 함께 활짝

핀매화를보고감동하 다고한다. 그가원매를만날수

있었던 데는 원매의 성령설을 따른 장심여(蔣心餘,

1725~1785)에게 시를 배웠던 터일 것이다. 그는 이 일이

계기가 되어 친구인 만상린(萬上 ), 1739~1813)에게 부

탁하여<배매도(拜梅圖)>를그려받은후원매를비롯한

여러 문사들의 제 을 얻었다. 이후 오숭량은 매벽(梅

癖)이 심해져 자신이 은거하고자 하는 곳도 매화와 관련

된 절강(浙江) 동로현(桐 縣)의 구리주(九里洲)를 택하

다. 이 섬(洲)과 주변의 지형은『동로현지(桐 縣志)』

를통해좀더정확하게알수있다<그림5>. 기록에따르

면 구리주는 부춘산(富春山) 아래의 동강(桐江)에 있으

며 절강성 동로현에서 25리 되는 곳에 있다. 구리주의

바로 서쪽 아래에는 원대의 황공망(黃公望, 1269~1354)

이은거한부춘산이자리하고있고, 그아래에는엄광(嚴

光, B.C.37∼A.D.43)이 은거를 하며 낚시를 한 엄자뢰(嚴

子瀨)가 있다. 한편 위쪽 멀리에는 임포가 은거한 서호

(西湖) 부근의 고산(孤山)이 위치해 있다<그림 6>. 오숭

량은 이처럼 옛 문인들이 은자를 자처하여 은거처로 지

목한 이곳 중에서 구리주에 띠집을 짓고 은거할 마음을

내비쳤던 것이다. 이유는 그곳이 매화나무가 가득한 곳

이었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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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中國古代書畵圖目』十二, p.204. 

翁方綱, 1『 初齋詩集』(1995, 續修四庫全書 1454·1455,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卷三十八, 「贈吳生嵩梁眞按」, 五b, “百五人中補此人 [通 選拔一百五人], 始知廬岳最 .…”

후지츠카치카시지음, 윤철규 외옮김, 2008, 『秋史 金正喜硏究』, 과천: 과천문화원, p.434. 

1993, 『乾隆桐 縣志』(中國地方志集成 19, 上海: 上海書店) 卷二, p.30. 상19

18

17

16

그림 5『동로현지(桐 縣志)』, <현경총도(縣境總圖)> 



22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45, No. 1

吳嵩梁, 『香蘇山館詩集』(1995, 續修四庫全書 1489, 1490,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古體詩 卷十二, 「張茶農解元, 爲余作九里梅花村舍圖, 再用前韻自題其後」, 二十b, “梅田
二頃吾何求, 梅花九里先臥游. 花開知是誰家樹, 占斷江山最佳處. 畵中人佳此山中, 頭銜已自呼香農. 高寒縱似孤山客, 曾爲梅妻愛獨鍾. …”

吳嵩梁, 앞 시집 古體詩 卷十二, 「九里洲梅花歌」, 三a, “洲距桐 縣二十里, 背山 江. 居人以梅爲業計畝種花, 可得 十萬樹. 余欲移家於此自署, 爲香田老農足矣.”21

20

오숭량은자신의은거처로삼은구리주를그림으로남

기고자 하 다. 그는 안휘(安徽) 지역의 화가인 왕매정

(汪梅鼎, ?~1815)에게 묵란을 배웠으나 여기화가 기에

자신이 제작하고자 했던 그림의 대다수는 장심이 전담

하 다. 장심은 1810년에 향시에 수석을 한 점으로 미루

어그이전까지는부친장음(張 , 1761~1829)과함께고

향인 강소(江蘇) 진강(鎭江)에서 생활하 을 것이다. 그

러므로이들의만남은1810년이후에이루어졌다.

장심이 오숭량의 은거처를 그린 구리매화촌사도류는

기록상으로 <구리매화촌사도>와 <부춘매은도(富春梅

隱圖)>이다. 이 밖에 만승기(萬承紀)가 제작한 <구리매

화촌사도> 역시 기록으로 파악된다. 이 세 작품과 관련

기록을 통해 구리매화촌사도류가 어떤 구성을 띠고 있

었는가를확인할수있다. 

먼저 장심의 <구리매화촌사도>를 검토하겠다. 이 그

림은 오숭량이 남긴 제(題)를 통해 청대의 매화서옥도

화풍을갖추었음을알수있다.

매화밭백이랑을내어찌구할까

매화구리(梅花九里)는먼저와유했건만.

꽃피어알게되니누구집나무인고

강산을통틀어가장아름다운곳이구나.

그림속사람이사는이산중에

우두머리 되는 사람은 이미 스스로를 향농(香農)이라

부르네.

심한추위에외로운산객인듯하나

일찍이매화를부인삼아홀로사랑하는구나.

위 시에서 오숭량은 임포고사를 인용하여 자신과 임

포를‘문인의 은거’라는 의미로 연결시켰다. 그리고 자

신이 은거하고자 하 던 구리주의 풍광을 매화나무가

백여이랑이나있는곳으로표현하 다. 오숭량의「구리

주매화가(九里洲梅花歌)」에따르면이섬은배산임수(背

山 水)의 지형이며 그곳의 사람들은 생업을 위해 매화

를 심었는데 수십만 그루가 되었다고 한다. 나아가 동

강및부춘강과부춘산이표현된, 자못규모가있는정경

에 여러 그루의 매화나무를 그려 구리주의 풍경을 묘사

하 을것이다.

한편나빙(羅聘)과교유하 고산수를잘그린만승기

가 오숭량에게 <구리매화촌사도>를 그려준 바 있다. 이

작품에 관한 기록에는 그림의 구성에 관한 흥미로운 면

이 확인된다. 오숭량은 만승기가 그림을 그려주자 다음

의시를지었다.

나는원장(元章, 王冕)의매화첩을소장하고있는데

나무는 드리워져 푸른 용과 같고 꽃은 오랜 아름다움

이구나.

산거도(山居圖)를그리지않음이가히애석하지만

안개낀산은펼쳐져좋은데보이는이가없구나.

왕면(王冕)은예전에구리산(九里山)에기거하여

산을바라보다해질녘에야싸리문을닫았다네.

동강(桐江)가의구리(九里)와다투는

천 가지 봉우리는 많은 꽃들(萬花) 사이에서 출몰

하는구나.

21

20

그림 6 구리주 일대(구 지도)



23 Kim, Hyun Kwon 19세기 한중(韓中) 묵연(墨緣)의 상징, 매감도(梅龕圖)

吳嵩梁, 앞 시집 古體詩 卷十三, 「萬廉山太守, 寄寫九里梅花村舍圖」, 十八a~b, “我蔣元章畵梅卷, 樹偃蒼 花古 . 可惜不畵山居圖, 烟巒縱好無人見. 山農昔居九里山,
看山終日掩柴關. 爭似桐江州九里, 千峯出沒萬花閒. 廉翁知我有梅癖, 爲愛探花 卜 . 寫寄寒江夾岸花, 富春妙染靑山色.”

自珍, 1995, 『定 文集』(續修四庫全書 1520, 上海古籍出版社) 補上卷, 「桐君仙人招隱歌[有序]」, 四a, “吾舍人[嵩梁], 嘗與婦蔣及兩姬人約偕隱桐江之九里梅花村, 不能果也. …”

“…九里梅花之約尙未克踐, 不可言. … 戊子孟春二十 日.”

吳嵩梁, 『香蘇山館文集』(서울대학교 도서관 소장본) 卷一, 「紀遊圖序」, 二十一a, “道光五年三月二十五日爲余六十初度, 自念平生無可種述. 惟以憂患之餘, 縱遊山水,
所至, 名勝頗多. 因屬友人紀于圖畵, 澄懷觀道, 臥以遊之, 籍娛吾 而已. 澈翁吳嵩梁.”이 서문은《기유십육도》와 그의 서가 완성이 된 뒤인 1825년 3월 25일 이후에
작성된 것이다. 

吳嵩梁, 앞 문집, 卷一, 「紀遊圖序」, 二十四b, “[第十 圖 富春梅隱] 九里洲在富春山水佳處, 計畝種梅, 可得三十萬樹, 花田茅屋寢食俱香. 餘欲投 於此, 因刻梅隱中書私印,
題所居曰九裏梅花村舍. 朝鮮學士 秋史, 與其弟山泉, 屬張茶農爲繪此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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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옹(廉翁, 萬承紀)은내가매벽이있는것을알고는

매화를애탐(愛探)하기위해서집을정해주었고.

한강래안도(寒江 岸圖)를그려주었으니

부춘(富春)은오묘하게푸른산빛으로물들 다.

시에서천봉이많은꽃(萬花)들사이에출몰한다고묘

사한 부분은 왕면의 은거처인 구리산의 모습을 읊은 것

으로, 오숭량은 이를 구리주의 풍광과 연결시켰다. 이는

널리 알려진 왕면 일화를 언급하여 구리주의 모습을 보

다부각시키고자한의도이다.

이상에서 인용한 두 그림의 제시를 통해 오숭량은 자

신의 은거 의미를 임포고사에, 자신의 은거처에 대한 구

성을 왕면 일화와 비유하여 고전적 전거를 획득하고자

한사실을확인할수있었다. 특히후자는오숭량주위에

서제작된구리매화촌사도류가만매형식임을시사한다.

오숭량은 아내와 두 첩을 데리고 구리주에 은거하고

자 하 으나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 다. 이 사실은 그와

교유한 상주학파(常州學派) 공자진( 自珍, 1792~1841)

이 1822년에 남긴 기록에서 확인된다. 이후 1828년까

지도자신의바람을이루지못하 다<그림7>.

그러므로오숭량은이시기즈음에자신의바람에대한

갈망을그림으로표현하고자관련작품을집중적으로제

작의뢰하 을것이다. 그리고1822년은오숭량과김정희

형제가 한창 교유 중일 때이므로, 당연히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그들사이에화제가되었으며, 김노경부자는북경

체류기간중에<구리매화촌사도>를열람할수있었다.

이후북경에서는또하나의구리매화촌사도류가제작

된다. 오숭량은 1825년에 자신의 회갑 기념으로 이전

에 유람하 던 열여섯 곳의 경치를 그림으로 남기고자

《기유십육도권(紀游十 圖卷)》이라는 화권의 제작을

시작하 다. 그는 열여섯 곳에 대한 그림 각각을 벗

들에게 부탁하 는데, 그 중에 제16도인 <부춘매은도

(富春梅隱圖)>는 김정희 형제에게 의뢰하 다. 그림

이완성된후오숭량이지은<부춘매은도>의서는다음

과같다.

구리주는부춘산의물맑은곳에있는데, 이랑을헤아려

매화를심으면삼십만그루는될것이니, 이꽃밭의초가집

에서 먹고 자면서 매화 향과 함께 할 것이다. 나는 이곳에

서여생을보내려고하니, ‘매은중서(梅隱中書)’라는사인

(私印)을 새기고, 처소에 제하기를‘구리매화촌사(九里梅

花村舍)’라고하 다. 조선학사김추사(金秋史, 김정희)가

그아우산천(山泉, 김명희)과함께나를위해장다농(張茶

農, 장심)에게부탁하여이그림을그리게하 으며…26

2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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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오숭량(吳嵩梁), <김정희에게 보낸 편지> 
(1828년, 종이에먹, 23.5×24.2, 국립중앙박물관, 『秋史김정희學藝일치의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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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에따르면<부춘매은도>는오숭량의부탁을받은

김정희형제가장심에게부춘산을포함한구리주의주변

풍광을그려달라고의뢰하여이루어진작품이다. 

오숭량은 완성된《기유십육도권》의 제시를 얻고자

1825년 말에 조선 사행원 편으로 그림과 소서를 김정희

형제에게보냈다. 이를전해받고김정희가쓴병서(幷

序)는이러한일련의교류상황을알려준다.

을유년(1825년) 3월25일이오난설(오숭량)의60회생일

이 된다. 그는 평생에 다녀본 산수를 들어 벗에게 부탁하

여《기유십육도》를 만들고 아울러 소서(小序)까지 붙이고

시를지어그전함을오래가게해달라고요청하 다.

이로써김정희형제는자신들이의뢰하 지만보지못

하 던 <부춘매은도>를 비롯해 16 점의 산수도가 있는

《기유십육도권》을 본 것이다. 그런 후 김정희는 위와

같은 서와《기유십육도권》각 편에 시를 지었고, 김명희

는오숭량의회갑축수시를보냈다. 김정희의시에대한

오숭량의답장이1828년1월이므로 김정희형제의시들

은1827년에작성되었을것이다<그림7>.

현재 <부춘매은도>가 어떠한 그림인가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오숭량의 서에서 구리주를 언급하 고,

이곳의 은거처를“구리매화촌사(九里梅花村舍)”라고

한점으로미루어, 앞서언급한구리매화촌사도들과유사

한구성의작품일가능성이있다.

이상의 검토를 통해 세 작품은 동강을 포함한 부춘강

이 펼쳐져 있고 부춘산이 표현된 가운데, 가옥이 자리하

고 주위와 주변 산야 곳곳에 많은 그루의 매화나무가 심

어진 모습, 즉 청대에 성행한 매화서옥도처럼 만매 형식

으로표현된그림으로판단할수있다. 

그리고 장심이 그린 <구리매화촌사도>와 <부춘매은

도>는그의<부춘산도>를통해좀더유추할수있다. 그

는 문징명(文徵明, 1470~1559)과 왕휘(王 , 1632~1717)

의 산수화풍을 따랐으며 화훼화는 운수평과 흡사하 다

고 한다. 그가 오숭량의 은거처 주변을 묘사한 <부춘산

도>를보면고준한산세가장대하게펼쳐져있고조 한

필법을 사용하 다<그림 8>. 또한 화면 좌측 편의 가옥

과강변주변에는매화나무로추정되는나무군이형성되

어 있는데, 만매 형식을 띠고 있다. 그러므로 장심이 그

린 <구리매화촌사도>와 <부춘매은도> 역시 이와 어느

정도 유사한 면이 있지 않을까 한다. 이 두 그림은 조선

의문인들에게알려지게됨으로써조선에서오숭량의매

벽을표현하고자그린매감도에 향을주었다. 

조선과청화가의매감도(梅龕圖)

김노경부자와 오숭량 간의 교유는 조선 사행 일행이

귀국한 후에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김정희까지

가세하 다. 김정희 형제는 오숭량의 매벽을 기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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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숭량의「紀遊圖序」에 따르면 60회 생일(1825년 3월 35일)을 맞아 유람했던 곳을 벗들에게 그림을 부탁하 으므로, 김정희에게 <기유도책소서>를 보내 십육도에 대한
제시를 부탁한 시기는 그 이후이다. 
후지츠카 치카시에 의하면 <기유도책소서>를 보내면서 함께 보낸 편지의 내용 중에는“해동의 여러 명사들이 저를 위해 짓고 그린 시와 그림을 우리 형께서 모아 보내주
셔서 내년 3월 25일에 해당화 아래에서 술을 걸러 하늘 동쪽 선옹에게 수작한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海東諸名宿能以詩畵寵 者, 吾兄匯齊見寄, 明年三月二十五日,
當于海棠花下, 酒天東, 一酬仙翁, 幸甚甚甚).”라는 구절이 있다. 후지츠카 치카시 지음, 윤철규 외 옮김, 앞 책, p.459 참조. 
내용 중에 내년 3월 25일은 오숭량의 회갑 즉, 61세를 의미한다. 이때에 김정희 형제에게 술을 올린다는 의미이다. 오숭량의 회갑은 1826년이므로 이 편지는 1825년에
작성된 것이며 정황상 후반일 가능성이 있다. 

김정희 저, 신호열 역, 앞 책3, p.158; 金正喜, 앞 책 卷九, 「題吳蘭雪紀遊十 圖」, p.34b. 

金命喜, 『山泉古今體詩 』(고려대학교도서관소장본), 「壽蘭雪周甲」, p.9. 

“秋史先生閣下. 使至奉到 緘及紀遊圖歌詠十 首. … 戊子孟春二十 日.”30

29

28

27

그림 8 장심(張深),<부춘산도>(1828년, 30.7×258.4, 종이에 색,  간송미술관.  『후지츠카의 추사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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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시를 칭송하는 일, 즉‘매감공양(梅龕供養)’을 시

작하 고 이들과 친교하 던 신위 역시 함께 하 다.

이러한 오숭량과 그의 시에 대한 조선 문인들의 관심과

칭송은 매감도 제작으로 이어졌다. 매감도에는 감이 그

려지고‘만매’라는 용어로 지칭되는 형식을 갖추게 되

는데, 감(龕)이라는 경물 표현은 조선에서 시작되었으

며 만매형식은 앞서 검토하 듯이 구리매화촌사도류에

서 비롯된 방식이다. 이러한 결합은 19세기 한중 문사

간 교유의 한 상징이라 할 수 있으며, 나아가 19세기 후

반에‘만매서옥도(萬梅書屋圖)’형식이 탄생하는 기초

가되었다.

1. 조선 문인의 매감공양(梅龕供養)과 매감시불도

(梅龕詩佛圖)

김노경부자는1822년 3월에귀국한후에오숭량과교

유를 지속하면서 그의 매벽과 시를 주위 문사에게 소개

하 다. 김명희는이해7월에장심의<구리매화촌사도>

에 대한 제시를 오숭량에게 전하 고 김정희는 <연화박

사( 花博士)>와 <매은중서(梅隱中書)> 대련을 써서 보

냈다. 이에 오숭량은 감사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전하면

서 김정희형제에게 각각 시를 부쳤다. 그중에 김정희

에게보낸<칠언율시>에는이러한내용이확인되며<그림

9>, 김명희에게 준 시에는 매감공양 장면 등이 묘사되어

있다<그림10>.

시불(詩佛)이 누구기에 가도(賈島)와 잠삼(岑 )을 힘들

게하려고하는가

해동은저멀리남쪽에잇닿았네.

근래에학성(鶴城)에서새로운시를전하 으니

나와매화가한감(龕)에함께하는구나.

산천(山泉, 김명희)진사께서 보낸 편지에‘매화와 하나

의 감으로 나의 새로운 시를 공양하 다’고 해 절구를 지

어 올리니 바로잡아 주시기를 청합니다. 도광4년(道光四

年, 1824) 맹춘(孟春) 난설(蘭雪) 오숭량(吳崇梁)

이 시를 통해 김명희의 매감공양 행위와 조선에서 시

불로 호칭되는 문인이 오숭량과 묵연을 가진 사실을 확

인할 수 있다. 우선 매감공양 행위는《기유십육도(紀游

十 圖)》중제16도인<부춘매은도(富春梅隱圖)>의오승

량서(序)에소상하게적혀있다.

조선학사김추사(김정희)가그아우산천(김명희)과함

께 … 스스로 하나의 감에 나의 시를 공양하고 감 밖에는

모두 매화를 심고 시를 부쳐주어 화답을 구하 다. 거듭

그 뜻이 전해 왔으나 산을 사서 그곳으로 가지 못하니 참

으로한탄스럽다.

에 따르면 김정희 형제는 감을 설치하고 그 속에

오숭량의 시를 공양하 으며 감 밖에는 매화나무를 심

었다. 이 매감공양은 김명희 뿐만 아니라 김정희도 참

여하 다. 이에 대해 김정희는《기유십육도권》을 받은

후 적은 시에서 자신의 행동이 사실임을 밝혔다. 그

리고 1825년에 김정희 형제가 오숭량의 환갑을 축수

하고자 매감에 술을 따르기도 하는 등, 매감공양이

지속되었다.

다음으로 시불이라고 호칭되는 문인이 누구인가에 대

한 검토이다. 위 시에서 첫 구는 중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시불은 당 시인인 왕유(王維, 699?~759)를 일컬으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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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湖曾現夢中身, 歸臥桐江亦外臣. 蓮 四邊宜縱飮, 梅花九裏是香隣. 放翁天上官銜舊, 嚴子嗣前釣侶新. 安得君 持使節, 添畵鶴城人[余有蓮花博士 及九裏梅花村舍圖].
秋史仁兄, 書此於楹帖, 見賂賦詩, 奉謝卽正. 澈翁吳嵩梁.”
이 시는吳嵩梁, 앞 시집 今體詩 卷十四, 「朝鮮貢使至, 秋史殿擇以手書蓮花博士梅隱中書楹帖見寄, 未及報謝, 今始爲補此詩.」, 十 a에 수록되어있다. 

“詩佛誰將瘦島 , 海東 遞接天南. 鶴城近日傅新句, 吾與梅花共一龕. 山泉進士 書謂, 以梅花一龕供吾新詩, 因成絶句奉貽, 卽請正之. 道光四年孟春. 蘭雪吳崇梁.”김명희에
게 보낸 이 시는 吳嵩梁, 앞 시집 今體詩 卷十四, 「秋史之弟山泉進士書 謂, 以梅花一龕供養吾詩, 賦此寄之」, 十 a에 실려 있다. 시주에는 도광4년(1824년) 맹춘이라는
간기가있다. 그러므로오숭량이김정희형제에게보낸시등은 1823년 10월에 연행하여 1824년 2월경에귀국하는조선사행원편으로보낸것이다. 

吳嵩梁, 앞 문집, 卷一, 「紀遊圖序」, 二十四b, “[第十 圖 富春梅隱] … 朝鮮學士 秋史, 與其弟山泉, …@  自以一龕供養吾詩, 龕外皆種梅花, 寄詩乞和. 重譯流傳, 而買山未就,
良可 已.”

김정희저, 신호열 역, 앞 책3, p.158; 金正喜, 앞 책 卷九, 「題吳蘭雪紀遊十 圖」, p.34b. 

吳嵩梁, 앞 시집 今體詩 , 卷十 , 「朝鮮金酉堂判書, 及其子秋史山泉, 置酒梅龕爲余, 遙祝 十初度, 寄此奉酬」, 十一b.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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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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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와 비교대상으로 역시 당 시인인 가도(賈島,

779~843) 및 잠삼(岑 , 715~770)을 언급하 다. 이들은

이어지는 시의 내용을 통해 전자는 조선의 문인이고 후

자 두 명은 오숭량에 비유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시불

로칭해지는조선의문인에대해서는오숭량이김노경에

게보낸시에서확인된다.

수놓은弓衣의 자는벽에걸린등불에빛나니

외국까지헛된명성, 크게사치를누리네.

삼도(三島, 日本)의제자가사절로있고

(유구( 球)의사신향방정(向邦正)은예전에유학와나

의문하가되었다)

한감(龕)에시불(詩佛)이매화로공양하네. 

(신자하(신위)시랑은시불(詩佛)로추대되었다)

시의주에따르면시불이라불리는조선의문인은신위

이다. 일찍이 서기수(徐淇修, 1771~1834)는 신위를 시불

로호칭하 는데, 그의문학적자질을왕유에비유한것

으로볼수있다. 즉, 신위는김정희형제와함께매감공양

을 하 으며 시인으로서 오숭량을 칭송하 던 것이다.

현재조선문인과오숭량간의교유에관한연구에서신위

는크게주목받지못하 으나그는사실상이같은교유의

중심에있었던문인이다. 

신위는 일찍부터 오숭량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졌었

다. 그는 1812년 7월에 연행하여 청 문사와 교유를 하

지만 오숭량을 만나지 못하 다. 그러나 이전에 오숭

량과 교분을 맺었던 조수삼(趙秀三, 1762~1849) 등을 통

해 그에 대해 익히 알고 있었기에 오숭량 및 그의 집안

인물들의 묵적을 수장하고자 노력하 다. 이후 두 문

사는 김노경부자의 연행을 기점으로 묵연(墨緣)이 이루

어졌다. 그는 1825년 말에 자신의 그린 <자하산장도(紫

霞山莊圖)>와 <벽로음방도(碧 吟舫圖)>를 오숭량에게

보냈다. 이에오숭량은차운한시를남겼는데, 신위의작

품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인 신명준(申命準, 1803∼1842)

의 묵매화를 함께 보낸 사실과 그가 1812년에 북경에 왔

을때자신을만나고자한일을언급하 다. 이러한묵

연은그가매감공양을하게하는계기가되었던것이다.

한편 오숭량은 자신에게 유구국( 球國) 제자가 있다

는점과 신위가 매감공양한 사실을함께읊으며, 기쁘면

서도 자부심 섞인 마음을 내비쳤다. 이는 신위가 그의

제자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실제로 신위는 1827년에

오승량의시제자로자처하 다. 이상의김정희형제와

신위의매감공양행위는당연히그림으로묘사되기에이

른다. <매감시불도(梅龕詩佛圖)>는 그중에 하나이다. 우

선 그림의 작자를 검토하기 위해 반증수(潘曾綬,

1810~1883)가남긴기록을검토하겠다.

조선의시제자가선생(오숭량)의시를모아감(龕) 속에

공양하고 매화를 둘 으며 매감시불도(梅龕詩佛圖)를 그

렸다.

이 에 따르면 매감공양 행위를 하고 <매감시불도>

를 그린 인물은 오숭량의 조선 시제자가 된다. 만일에

조선의 시제자가 있었다면 일반적으로 김정희 형제를

연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조선

문인중에 그의 시제자는 신위이다. 그러므로 <매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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吳嵩梁, 앞 시집 今體詩 , 卷十 , 「朝鮮金酉堂判書, 及其子秋史山泉, 置酒梅龕, 爲余遙祝 十初度, 寄此奉酬」, 十二a .“弓衣繡字壁 紗, 中外虛名亨太奢. 三島門生持使節
[ 球使臣向邦正, 舊以 學, 出余門下], 一龕詩佛供梅花[申紫霞侍 , 以詩佛見推].”

申緯, 『警修堂全藁』(2002, 韓國文集叢刊 291,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冊二十二, 「重九日, 荷裳諸人, 分潘 滿城風雨近重陽爲韻, 各得詩七首. 荷裳之從弟陶山[雲永], 復從吾
遊, 故次韻爲答」, p.493, “其三 … [昔篠齋侍 , 呼我以詩佛].”

朴思浩저, 민족문화추진회역, 『심전고』(1989, 국역연행록선집Ⅸ, 서울 : 민족문화추진회), p.244; 朴思浩, 『心田稿』3, 「春樹淸譚」, p.80b. 

자세한 내용은김현권, 앞 논문, pp.244~250. 

吳嵩梁, 앞 시집 體詩 , 卷十 , 「朝鮮申紫霞侍 , 書 推 逾分, 以紫霞山莊碧 吟舫二圖及哲嗣小霞畵梅見寄, 次韻四章」, 二十a. 

申緯, 앞 책 冊十四, 「寄集 雪屬和」, p.322.a, “… 竟就澈翁詩弟列, 不虛蘇室瓣香人[僕與 雪書云, 遙下一拜, 願就弟子之列, 雪又號澈翁]. …”

潘曾綬, 『 蘭書屋詩集』(서울대학교도서관소장본) 補遺, 「感舊詩」, a, “[吳 雪刺史] … [朝鮮詩弟子, 聚先生詩, 供一龕中, 環値梅花, 作梅龕詩佛圖].”

후지츠카치카시는오숭량의조선시제자를김정희형제로보았다. 후지츠카치카시지음, 윤철규 외옮김, 앞 책, p.445.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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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불도>는 그가 직접 그렸을 가능성이 크다. 오숭량이

이 그림을 받은 후 쓴 제에는 작품의 내용에 대한 단서

가있다.

해동시인이 을잘하여

감을마련하고병든두타(頭陀)에게새로올렸네.

…

황금을주조해( 鑄) 가도(賈島)로추존하니

존경을하더라도동파에짝하기는어려워라

…

해동의 시인은 다름 아닌 신위를 두고 한 것이며, 병

든 두타는 오숭량을 의미한다. 그리고 황금을 주조한다

는 것은 월왕(越王) 구천(句踐)이 자신을 도운 범려

( )를 기리기 위해 금으로 범려상을 주조해 배례하

다는 고사를 인용한 것으로, 매감공양 행위에 비유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어지는 가도는 앞의 시<그림 10>

에서 왕유와 신위라는 중의적 의미를 갖는 시불과 비교

하 던 당대 시인이므로, 역시 중의적 의미인 오숭량을

지칭한 것이 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신위는 오숭량

에게 시를 전하 으며 매감공양 행위를 한 것이 된다.

그러므로 <매감시불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

림인것이다.

아쉽게도오숭량이쓴제에는‘매감시불’이라는화제

의의미와그림의구성에대해파악할만한 단서가없다.

대신에 절강(浙江) 전당(錢塘)출신 관료 문인인 양소임

( 紹壬, 1792~?)의『양반추우암수필( 般秋雨 隨

筆)』을통해대강이나마 추측할수있다.

「매감시불(梅龕詩佛)」

서강(西江)의중한(中翰) 난설(蘭雪) 오숭량은시를잘하

다. 고려사신은그(오숭량)가지은시를얻었는데, 시불

(詩佛)이라 칭송하며, 감 하나를 만들어 시를 공양하 고

많은매화나무(萬梅)를심었다고한다.

『양반추우암수필』은 잡기(雜記)와 패설(稗說), 그리

고 야사(野史) 등을 수록한 필기(筆記)류로, 양소임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적어 1837년에 간행한 책이다.

그러므로 위 은 그가 시문에 뛰어난 자로 오숭량을

거론하기 위해 청 문사들 사이에서 회자되었던 이야기

를 기초로 쓴 것이 다. 이 에서도 마찬가지로 조선

문인의 매감공양 행위를 언급하 다. 흥미로운 점은

조선인이 오숭량의 시를 얻은 후 그를 시불이라고 칭송

하 는데, 그 조선인은 김노경이라고 전한다. 그러

므로위기록에서시불은신위가아닌오숭량이다. 의

제목에서‘시불’은 이러한 점을 의미한다. 이를 <매감

시불도>의 화제 분석에 이용하면 화제 속의‘시불’은

오승량이 된다. 결국 <매감시불도>는 조선시대의 시불

이청의시불에관해그린작품인것이다.

양소임은‘매감시불’을 언급하면서 조선 문인이

많은 매화(萬梅)를 심었다고 하 다. 이러한 설명은

청에 소개된 <매감시불도> 때문이 아닌가 한다. 당시

오숭량은 탕이분(湯貽汾, 1778~1853)의 <매루도(梅

圖)>에 쓴 제에서 조선의 작품을 언급하 다.

제시의 내용상 오숭량이 거론한 조선작품은 매감도

류로 보이며, <매감시불도>는 청에서 가장 많이 회자

된 작품이므로 가능성이 좀 더 있다. 오숭량은 이러한

그림에 상당한 인상을 받았었던 것 같다. 그렇다면

<매감시불도>는 만매형식으로 그려진 회화이며, 이는

조선내의 매화서옥도에서는 발생하지 않은 형식이

기에 청에서 유입된 구리매화촌사도류에서 차용하

을것이다.

정리하면 신위가 그렸을 <매감시불도>는 그의 매감

47

46

45

44

吳嵩梁, 앞 시집 今體詩 , 卷十七, 「自題梅龕詩佛圖寄答朝鮮諸君」, 十三a “瀛海詩人善琢磨, 結龕新奉病頭陀. … 鑄居然推買島, 瓣香難得配東坡. …”

紹壬, 1995, 『 般秋雨 隨筆」(續修四庫全書 1263,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卷二, 「梅龕詩佛」, 二十四a,“西江吳蘭雪中翰[嵩梁], 工詩. 高麗使臣, 得其所著詩, 稱爲詩佛, 而築
一龕以供之, 種萬梅樹云.”

趙爾巽等撰, 『淸史稿』(1995, 續修四庫全書 300,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卷四百九十文宛二, 「蔣士銓」, 十b, “… 朝鮮 曹判書金魯敬, 以梅花一龕供奉之, 稱爲詩佛. …”

吳嵩梁, 앞 시집 古體詩 , 卷十 , 「湯雨生 戎畵梅 圖」, 十a, “… 江水灣移家, 吾願富春山. 誰信海東傳寫 , 種花猶欠屋三間.”47

46

45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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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양 장면을 그린 작품으로, 조선에서 발생한 감의 표

현과 청의 매화서옥도에 기초한 만매형식이 결합된 매

감도류이다. 이 작품은 이후 장심이 <매감도>를 그릴

때참조되기에 이른다.

2. 조희룡과 청 화가 장심(張深)의 매감도

조선문인의매감공양모습이표현된매감도류는조선

에서 <매감시불도>가 처음으로 그려진 뒤, 장심에 의해

서 제작되기도 하 다. 1820년대 중반에 김명희는 장심

그림 9.  오숭량(吳嵩梁),
<김정희에게 보낸 편지>
(종이에먹, 크기미상, 일본개
인구장, 『후지츠카의추사연구
자료』)

그림 10.  오숭량(吳嵩梁), <칠언율시>
(1824년, 107.0×30.0, 종이에 먹, 개인,

『秋史와 韓中交流』)

그림 11.  조희룡, <매감도> 
(종이에 엷은 색, 130.0×32.0, 국립중앙박물관,

『小癡許鍊』)



29 Kim, Hyun Kwon 19세기 한중(韓中) 묵연(墨緣)의 상징, 매감도(梅龕圖)

에게조선의문인들이벌인매감공양장면를그려달라고

요청하 다. 부탁을받은장심은<매감소도>와<매감도>

를 김명희에게 보내는데, 이 두 작품에는 조선문사들이

하 던매감공양행위가그려져있었을것이다. 

장심은 1826년 1월 17일에 <매감소도(梅龕小圖)>를

그려 보냈다. 이때는 앞 절에서 검토한대로 <매감시불

도>가 북경에 전해진 시기 다. 그러므로 장심은 중국

의매화서옥도에감표현이없는점때문에조선에서건

너온 <매감시불도>에 기초하여 <매감소도>를 그렸을

가능성이높다. 물론만매한청대의매화서옥도 화풍역

시이용되었다. 

<매감소도> 역시 작품이 전하지 않아 작품의 구성 등

이확인되지않는다. 그렇지만조선의박씨성을가진어

린 나이의 화가가 장심의 <매감소도>를 임모하 으므

로이작품에관한기록을통해대강을파악할수있다.

박동자(朴童子)의 임모작은 1826년 겨울에 연행을 시작

한 사행원이 소지하고 북경으로 가져갔다. 그림을 전

해받은오숭량은감상한뒤에다음의제를지었다.

「조선의박동자(朴童子)가다농(茶農, 장심)이그린

것을임모한<매감도>에제하다」

남쪽으로부터소식이오니동풍이봄바람을알리고

마주보고등지고가로지르고비스듬하니모습이같지않네.

황금(黃 )으로시불(詩佛)을주조하기는부끄러우며

하나의감(龕)은수많은꽃(萬花) 속에깊숙이자리하 네.

달빛속성긴그림자는물가가지에어른거리는데

생각에잠겨있다가붓을머금으니뜻얻을때를얻었네.

해동에서전해얻은향기로운꽃잎하나

다농(茶農)의화법과澈翁(澈翁, 오숭량)의시구나.

위의제에서는박동자의그림에‘만화(萬花)’라는용어

를 사용할 정도로 가득한 매화나무 가운데에 감이 자리

하고 있음을 읊었다. 이 작품은 장심의 <매감소도>를

임모한 것이므로, 결국 장심의 그림 역시 유사한 장면이

묘사되었다고봐도무리가없다.

50

49

48

<매감소도>를 보낸다는 장심의 편지 속 목록에는 <매감도>라는 화명이 있다. 후지츠카 치카시 지음, 윤철규 외 옮김, 앞 책, p.796. 이는 <매감소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야한다. 

박동자의작품에대한장심의언급은이어서서술할 1827년 1월 26일의 편지(각주 49)에 나오므로, 이 임모작은 1826년 10월에 떠난사행원편으로북경에전해졌다. 

吳嵩梁, 앞 시집 今體詩 卷十 , 「題朝鮮朴童子 茶農所畵梅龕圖」, 十三b, “南枝消息報東風, 向背橫斜態不同. 慙愧黃 鑄詩佛, 一龕深坐萬花中. 月中疏影水邊枝, 想見含
毫得意時. 傳得海東香一瓣, 茶農畵法澈翁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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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전기, <매화서옥도>(1849년,  종이에 엷은 색, 124.0×60.5. 간송미술관,  『澗松文華』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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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심은 박동자 그림의 평을 담은 편지를 보내면서

일전에 부탁한 <부춘산도>와 <매감도(梅龕圖)>는 조

금 더 시간을 달라고 하 다<그림 8>. 1826년경에

김명희가 두 작품을 장심에게 의뢰한 것에 대한 답변

이다. 이 중 <부춘산도>는 1827년 겨울에 완성되었으

며, <매감도>는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제작된

후조선에유입되었음이기록으로확인된다. 이그림은

장심이 김명희에게 보낸 두 번째 매감도가 된다. <매감

도> 역시 현재 소개되고 있지 않으나 제작 의도 상 <매

감소도>처럼 감 주위에 만매의 풍광을 구현하 을 것

이다.

이상으로 장심이 김명희에게 건네준 <매감소도>와

<매감도>에는 매꽃이 만발한 많은 그루의 매화나무가

감을 두른 풍광이 표현되어 있음을 상상할 수 있다. 한

편 자신의 화풍과 기존의 청대 매화서옥도 구성 방식

이 함께 가미되어 있을 것인데, 보다 구체적인 모습은

이를 임모한 조희룡의 매감도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조희룡이 그린 매감도는 2점이 전하는데, 그 중에 국

립중앙박물관 소장 <매감도>는 장심의 매감도 구성을

가장 잘 유지하고 있는 작품이다<그림 11>. 이 그림에

는 다음과 같은 조희룡의 자제가 있다.

일찍이장다농(장심)이손수그린매감도를보니, 띠로

만든 감(龕)을 만매(万梅)한 깊은 곳에 그려 넣고 매화밖

에는 □□□□(역주: 대나무 추정)로 보탰는데, 필의는

무성하고 □□(역주: 묵법추정)는맑고윤택하니진실로

기묘한 솜씨이다. 지금은 흘러 다니다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 지금 곧 그 뜻을 따라 가슴 속의 생각을 그렸

는데, 수많은 가닥의 자주 빛 노을과 몇 굽이 푸른 산은

모두내가보태어그린것이다.

제발에 따르면 띠로 만든 감과 그 주위를 둘러싸고 하

얀 꽃을 피운 매화나무들, 그 너머에 펼쳐진 대나무 숲,

그리고 우측의 언덕과 여러 반석은 장심의 <매감도>에

묘사된 경물이다. 특히 매화나무가 있는 풍광을‘만매

(萬梅)’하다고읊었다.

한편자주빛노을과후경의몇굽이푸른산은장심의

작품에 없는 요소이다. 그렇다면 장심의 작품에는 조희

룡의 작품보다 너른 공간이 연출되었을 것이다. 또한

조희룡의 그림은 분방하면서도 강한 농묵을 사용하는

그만의 필묵법을 사용하 으므로, 실제 장심의 <매감

도>는 <부춘산도>처럼 조 하고 침착한 필법으로 그려

졌을것이다<그림8>.

이로써 장심이 보내 온 매감도의 구성 형식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 그림들은 조희룡(趙熙龍)과 전기(田

琦) 등의 여항문인화가들이 중심이 되어 조형적인 해석

을 거쳐 19세기 조선의 화단에서‘만매서옥도(萬梅書屋

圖)’로 별칭이 되는 매화서옥도가 유행하는데 직접적

인 계기가 되었다. 전기의 <매화서옥도>는 기본적

으로 김정희가 정의한‘황한소경(荒寒小景)’에 기초

하면서도 만매형식을 띠는 작품이다<그림 12>. 가옥

주변에 많은 그루의 매화나무가 묘사되어 있으며, 나아

가 호분을 사용하여 가득 핀 매화를 표현한 점은 만매

의 모습을 극대화 시키려는 의도이다. 이 밖에도 19세

기 만매서옥도류에는 다양한 고전적 전거가 사용되는

데, 특히 소식 애호로 인해 그가 1094년에 유배하 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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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生畵, 未多見古人, 天資高妙者. 當可於聊句中自得神解. … 富春梅龕二圖, 容後報命. 其顚末具詳李眞九信中, 玆不復述.”후지츠카 치카시 지음, 윤철규 외 옮김, 앞 책,
p.798.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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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廣東) 혜주(惠州)의 나부산(羅浮山) 매화촌(梅花

村)을 도상적 전거로 삼는 경우도 자주 출현한다. 이는

나부산의매화가‘만매’를연상하기에훌륭한소재 기

때문이다.

이렇게 구리매화촌사도와 매감도는 한중회화교류의

성과물이고 19세기 후반의 화단을 풍요롭게 만들었으

며“만매서옥도”를 발생시키게 하 던 매화서옥도류라

는데그의의가있다.

맺음말

이 은 조선의 19세기에 매화서옥도가 집중적으로

제작된 원인을 밝히기 위한 선행 연구로, 다음의 의의와

결과를갖는다. 

우선 본고의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매화서옥도의 발

생과 의미 및 구성상의 측면을 별도로 고찰하 다. 매화

서옥도와 임포고사는 문인의 은거라는 보편적 의미로

연결된다. 구성상으로 볼때, 매화서옥도는 임포고사를

묘사한 회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으며 여러 그루

의 매화나무와 가옥이 중요한 경물로 등장하는 남송의

서옥도류에서 기원하 다. 이후 원의 왕면 일화와 명대

의별서문화로인해명말에이르게되면관련그림이성

행하 으며‘매화서옥도’를 화제로 사용하기에 이른다.

특히 이들 그림 속의 매화나무는 보다 증가하 다. 이러

한 구성 형식과 의미는 청에 계승되었고‘만매’형식을

띤구리매화촌사도류의발생을가져왔으며19세기조선

에유입되었다.

다음으로 청 회화가 조선에 수용되었다는 측면만이

강조된기존의관점에대해수정을가할수있었다. 지금

까지는 장심이 그린 <매감도>가 19세기 후반 매화서옥

도의 유행을 일으켰다고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당시의

매화서옥도는 구리매화촌사도와 매감도가 결합되어 나

타난 조선 특유의 매화 관련 산수화이다. 구리매화촌사

도류는 오숭량의 은거처를 묘사한 작품으로, 부춘산 아

래 동강(桐江)에 위치한 구리주(九里洲)와 주변의 풍광

을 담은 만매(萬梅)형식의 매화서옥도이다. 한편 매감도

는 오숭량의 매벽(梅癖)과 그의 시를 칭송하고자 감(龕)

을 설치 한 후 그의 시집을 봉안하고 주변에 매화나무를

심은모습을담은회화이다. 이상의두유형은조선과청

에 오고가며 결합되어 갔으며, 조선의 19세기 후반에 조

형적으로 극대화되어 만매서옥도의 발생을 가져왔다.

향을 받는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장심의 구리매

화촌사도류, 신위가 제작하 을 <매감시불도>, 장심의

매감도류, 박동자(朴童子)의 <매감도>와 조희룡의 <매

감도>이다.

아울러조선시대매화서옥도의흐름을새롭게고찰할

수 있었다. 조선에서 매화서옥도는 18세기에 간헐적으

로 그려지다가 19세기에 집중적으로 제작되었다. 이러

한 흐름을 양식적으로 연결시키기도 하지만 18세기와

19세기의 매화서옥도는 제작 배경을 각각 다른 차원에

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18세기의 매화서옥도에 대해서

는 이미 연구된 바 있고,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 에서 언급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다만

19세기의 경우는 김정희가(金正喜家) 및 신위가 오숭량

및 장심과 가졌던 교유를 꼽을 수 있다. 특히 신위의 역

할이상당하 다.

마지막으로19세기후반에성행한만매서옥도에대한

고찰의 단서를 파악할 수 있었다. 조희룡과 전기에 의해

주도된 만매서옥도는 당시 중국에서는 보기 힘든 유형

이다. 화면에수많은매화나무가산재하고, 또그매화가

만개해 있는 모습은 뛰어난 조형미를 보여준다. 이러한

경향은 이 에서 논의한 매감도의 발생이라는 요인

외에도 왕면의 만개한 모습을 그린 매화화풍이 청의 양

주화파에의해계승되었으며이를조선의화가들이받아

들여 매화서옥도에 적용한 결과이다. 이로써 조선의

만매서옥도는 문인의 은거를 나타내는 상상의 공간이

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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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aehwa blossom(梅花) has been favoured in literary and artistic works in the East Asia as one of representing symbols
of virtuous men’s character. Maehwaseookdo(梅花書屋圖) is one of major forms of painting. This paper starts from the
birth of Maehwaseookdo since it aims to examine the following points: its structural origin of the
Gurimaehwachonsado(九里梅花村舍圖) style; how this style was distributed in Korea; process and features of
Maegamdo(梅龕圖).

The current academic world admits Maehwaseookdo is originated from an ancient story of Lim Po(林逋). Even though
Maehwaseookdo and Lim Po story can be linked to a meaning of schoarly hermitage, ways to structure works are hard to
compare paintings based on Lim Po story. While paintings related to Limpo story such as Banghakdo(放鶴圖) and
Gwanmaedo(觀梅圖) depict a scholar(s) and a few Maehwa trees with cranes, Maehwaseookdo presents scholarly
hermitage with a lot of Maehwa trees which encircle a house building. 

As other paintings related to Maehwa blossom were widely painted since the nationwide popularity of the theme of
Maehwa, Maehwaseookdo was not drown throughout the whole period of time. Since Goryeo, Maehwa paintings
including Sehansamu(歲寒三友), ordinary Maehwado as one of the Four Gentlemen's plants, and Tammaedo(探梅圖)
which was based on ancient anecdote of Maeng Hoyeon. Maehwaseookdo, however, was created exclusively in the 19th
century. In China a similar feature took place much earlier period which was in the 17th century. Accordingly we can
assume that these patterns which paintings in particular styles were generated by particular cultural phenomena.

The reason why Joseon's Maehwaseookdo works were painted exclusively in the 19th century was that Kim
Jeonghee's party and Sin wi had acquaintanceship with Jang Sim(張深) who got work orders for Oh Sungyang(吳嵩梁).
In these corresponding activities, two types of Maehwa paintings were exchanged. In China, scholars usually drew
paintings in the type of Gurimaehwachonsado(九里梅花村舍圖) depicting scenic views of Guriju(九里洲) which was
riverside area under the Mt. Buchun(富春山). This place surrounded by thousands and hundreds of Maehwa trees was
where Oh Sungyang(吳嵩梁) was about to retire to hermitage in. In this repect, Joseon scholars painted Maegamdo(梅龕
圖) depicting a scene of a shrine with Oh Sungyang(吳嵩梁)'s poetry books surrounded by Maehwa trees for paying
tribute to the wall of Maehwa trees(Maebyeok(梅癖)). This seems to adapt the format of‘Manmae(萬梅)’which
appeared in the type of Gurimaehwachonsado. One of the representing works of this, is <Maegamsibuldo(梅龕詩佛圖)>
painted or supervised by Sinwi.

Paintings in two types with respective meanings were combined by <Maegamsibuldo(梅龕詩佛圖)> which was
estimated to be painted by Sin Wi, then it became a structural base of <Maegamdo(梅龕圖)> by Jang Sim(張深) This type
of Maegamdo brought the popularity of Maewhoseookdo which once had another name of ‘Manmaeseookdo(萬梅書屋
圖)’by a group of scholars such as Jo Heeyong, in the 19th century. All things considered, this paper can be a sort of
precedent phrase to find out the birth of Manmaeseookdo which was very popular in the late 19th century. 

Key Words_Kim Jeonghee, Kim Myeonghee, Maehwaseookdo, Maegamdo, Sinwi, Jangshen, Wu Songli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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