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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표암 강세황(1713~1791)은 그림이나 씨·시·제발·인장뿐만 아니라 탁월한 서화감식과 비평으로

조선 후기 회화의 큰 흐름을 주도했던 대표적인 문인서화가이다. 그는 79세의 장수를 누리며 다양한 畵

目의 작품을 제작했는데 특히 말년에 천착했던 문인화류의 사군자화는 조선 말기 묵란화 유행의 바탕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는 조선시대 화가 중 처음으로 사군자화를 갖추어 그렸

는데, 작품량이 많고 회화사적 연구 가치가 있는‘墨갿畵’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 않

다. 따라서 이 논문은 강세황의 묵란화에 대한 기록과 작품 연구를 통해 그의 묵란화 인식과 지향을 살

피고자 시도되었다. 

먼저 강세황의 묵란화 기록에는 寫生과 古畵의 연습, 畵譜의 임방을 고루 중시했던 그의 작화태도가

나타나 주목된다. 18세기 예림의 종장 강세황은 古人의 뜻과 정신이 집약된 고화의 굢倣을 중시했으며

그림을‘寓意’와‘載道’등의 수단으로 인식했다. 즉 그의 지속적인 화보임방의 작화방식에서 修己的 가

치관과 회화관을 읽을 수 있다. 

다음으로 그의 이런 회화관이 녹아 있는 묵란화는 양식적 분석을 통해 30~40대의 전반기와 절필기

를 끝내고 군자화에 몰두했던 60대~79세인 후반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는 전반기에『개자원화전』

을 주로 학습하 고, 후반기에는『십죽재서화보』나『매죽난국사보』등의 화보를 學畵하 다. 때문에 전체

적으로 그의 묵란화는 全時期 화보 의탁이 농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묵란화를 다작했던 70대는

화보의 의고와 임방을 주지하면서도, 그것을 능숙하게 소화해 고아하고 단아한‘표암난’을 완성하여 조선

후기 묵란화 발전에 일조하 다. 

마지막으로 강세황의 묵란화풍과 관련 있는 當時 화가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서화합벽첩을 만들며 서

화로 교유했던 심사정이나 최북의 묵란화풍에서 강세황의 향이 감지되어 앞서 언급한 문인들의 상찬과

아울러 18세기 조선 화단에서의 강세황 묵란화에 대한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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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암 강세황(1713~1791)은 그림이나 씨·시·제

발·인장뿐만 아니라 탁월한 서화감식과 비평으로 조선

후기 회화의 큰 흐름을 주도했던 대표적인 문인서화가

이다. 또한 그는 18세기 대표적 화가인 김홍도·신위의

스승이었으며, 심사정·허필·최북 등과 교유를 통해서

많은 서화합벽첩과 비평의 을 남기며 조선 후기 남종

문인화의 수용과 정착에 기여했고 풍속화 및 진경산수

화의 발흥을 도왔다. 

그는 79세의 장수를 누리며 다양한 畵目의 작품을 제

작했는데 특히 말년에 천착했던 문인화류의 사군자화는

조선 말기 묵란화 유행의 바탕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

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는 조선시대 화가 중 처음으로

사군자화를 갖추어 그렸는데 그의 사군자화 가운데‘墨

竹畵’연구는 이루어졌지만, 작품량이 많고 회화사적 연

구 가치가 있는‘墨갿畵’에 대해서는 제한적이어서 적극

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01 즉 그의 묵란화의 양식

적 연원과 특징을 살피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 일은 회화

사 연구의 기본이 되는 작품의 양식 분석은 물론 당시 문

인화의 경향을 파악하고, 當人들의 난초 그림에 대한 인

식과 묵란화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어 미술사

연구의 지평을 넓힐 수 있다. 필자는 이처럼 다양하고 탁

월한 업적을 남긴 표암 강세황의 수묵 군자화 중‘난초그

림’을중심으로그의회화세계의일면을고찰하겠다.

먼저 <강세황의 묵란화 인식>에서는『표암유고』등

의 기록과 당시 문인들의 언술을 분석하여 강세황의 묵

란화 인식과 그에 대한 문인들의 평가를 살피고자 한다.

다음 <강세황 묵란화의 양식적 특징>에서는 묵란화의

제작시기를 작품분석을 통해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묵란화풍의 연원과 양식변천에 따른 특징과 의미를 파

악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 <강세황 묵란화의 향>에서

는 강세황 묵란화의 향을 알아보겠다. 

본 연구는 강세황의 묵란화에 대한 기록과 작품 연구

를 통해 조선 후기 화단의 경향을 관통하는 경향이었던

화보의 유입으로 인한 그의 방작 인식과 이해에 초점을

맞추고자 했다. 따라서 그가 견지했던 난화 방작의 의미

가 본 연구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1. 강세황의 묵란화 이해

강세황이 남긴 묵란화 기록을 통해서는 그의 묵란화

인식을 살필 수 있다. 먼저 아래의 언술로 강세황이 당시

풍미하기 시작한 화훼·군자화 중에서도 묵란과 묵죽의

제작을 통해 自娛하 음을 알 수 있다.

“…또그림을좋아하여때로붓을휘두르면힘이있고

고상하여 속기를 벗어 버렸다. 산수는 왕황학(王蒙),

황대치(黃公望)의 법을 크게 터득하 으며, 묵난·묵

죽은더욱맑고힘차며속기가없으나세상에깊이알

아주는 사람이 없었고, 나도 스스로 대단하게 생각하

지않고다만이것으로감흥을풀고마음을기쁘게하

는것뿐이다. 간혹 얻으려하는사람이지분거리면속

머리말

강세황의묵란화인식

01 강세황에 대한 연구는『豹菴遺稿』(정신문화연구원, 1979; 崔淳姬, 「豹菴遺稿 解題」(同書); 崔淳雨, 「豹菴遺稿의 繪畵史的 意義」(同書)를 시작으로, 체계적이고 종합
적인미술사분야연구성과인邊英燮, 1988, 『豹菴 姜世晃繪畵硏究』(일지사)와 문학분야인정은진, 2004,「豹菴 姜世晃의美意識과詩文創作」(성균관대학교박사
학위논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姜世晃, 김종진·변 섭·정은진·조송식 옮김, 2010, 『豹菴遺稿』(지식산업사)가 출간되어
강세황에 대한 접근이 보다 용이해졌다. 또한 강세황의‘대나무 그림’을 다룬 白仁山의 2007, 「豹菴 姜世晃의 墨竹畵 硏究」, 『美術史學硏究』253(한국미술사학
회)가 있다. 특히 2003년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에서 개최한‘표암 강세황전’(『표암 강세황전』)은 강세황을 통합적으로 고찰한 전시로 주목되었다. 강세황 화론
에대해서는변 섭, 2000, 「조선 후기 화론의이해 (1)-표암 강세황을중심으로」『한국문학연구』창간호(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한국문학연구소)와 화보와의관
련성을논한차미애, 2010. 12, 「『십죽재서화보』와표암강세황」『다산과현대』3(연세대학교강진다산실학연구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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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매우귀찮고괴로웠지만, 또 완강히거절하지못

하고 다만 건성으로 응낙하여 남의 뜻을 거스르려 하

지않았다….”02

위 언급은 강세황이 마치 당시 문인들을 대표해서 회

화제작의 목적을 밝히고 있는 것 같다. 조선시대 문인들

의 표상인 군자를 상징하는 대표적 화제인‘蘭竹’은 특별

한 구상이나 공교한 채색을 요구하지 않는 화목이기에

문인인 강세황의 취향에 더욱 부합하 을지 모른다. 때

문에 그가 말년에 제작한 난죽은 많은 수가 현존하고 있

다. 특히 그가 말년에 묵란·묵죽에 천착하여 다작했다

는사실은강세황의문인화가로서의삶을방증해준다.

다음《표옹선생서화첩》의「서묵란죽권후」는 강세황

이 지본에 묵란과 묵죽을 모사하고 墨書로 소감을 적은

것이다. 이 은 1787년 강세황 75세의 로 노년기의 묵

란화 이해를 보여주고 있다.

“① …내가 옛 화보를 보고 일곱 여덟 장을 모사했는

데옛사람의묘한곳에이르 는지모르겠다. ② 묵란

에대해서는더욱이름있는사람이없다. 대체로우리

나라에는옛적부터난이라고하는것이없다. ③ 비록

그림을보고더러모사해보지만, 진짜난을보지못했

기때문에그정신을옮기고실물그대로를그릴수가

없다. ④ 옛날에도 좋은 화보가 있었지만 우리나라에

전한 것이 없으니, 또 화보 가운데 몇 폭을 옮겨 모사

했다한들혹이로인하여오묘한것을깨달을수가있

겠는가. 정미년가을날표옹 .”03

먼저 ①의 을 통해서 강세황은 방작을 고인의 뜻을

옮기는 행위로 인식하 음을 알 수 있다.

②의 은 강세황 이전 조선 전반기 현존 묵란화가 소

량인 점이 방증하듯 18세기까지도 묵란화 전문가가 없

었다는 의미일 것이다. 강세황은‘우리나라에는 옛적부

터 난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 했는데, 조선시대 우리

나라의 난초 자생 여부에 대해 단언할 수 없다. 다만 이

는 강세황이 이해하고 화보에서 보았던 것 같은 난초가

當時에 우리나라에 없었다는 말일 것이다. 

난초 재배에 대해서는 여말선초 鄭道傳의 스승 난파

굃居仁(?~1402)이 그의 서재에서 화분에 난을 심고 그를

완상하며 즐겼다는 기록을 통해 盆갿에 대한 정보를 얻

을 수 있다.04 姜希顔의『養花小걧』(1474)05은 호남연안

에 난초가 자생한다는 정보와 재배방법까지 비교적 자세

하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申景濬(1715~1781)의『곂菴遺

稿』에‘我國濟州獨有蕙’라고 하며, 濟州寒갿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강세황의 언술은 우리나라에 난초가 자생하

지 않았다기보다는,06 화보 속 난초와 같은 난초가 當時

우리나라에는없었다는의미일가능성이크다.

③의 언급은 난화를 모사하 지만 진짜 난을 보고 그

리지 못해 그 정신과 실물을 그대로 그릴 수 없었다는 말

로 이해된다. 특히 그가 대나무를 그리기 위해“대를 그

린 지 수십 년 동안 깨달음이 없었는데 그 창 앞에 비치

는 달그림자를 보고 그려 냈더니 약간 전진이 있는 것을

알겠다.”라고 했던 말은 그가‘사생’을 중시했음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그가 선호했던 화제인 난초는 그

가 실견하여 사생할 수 없는 환경이었으므로 화보를 통

02“…又好繪事, 時或弄筆, 굠惱高雅, 脫去俗蹊, 山水, 大有王黃鶴·黃大痴法, 墨갿·竹, 尤淸勁絶걨, 世無有深굩者, 亦不自以爲能事, 聊以遣興適意而已. 或爲求者所
龜,  心甚厭苦, 亦未嘗峻却, 惟漫應之, 不欲拂人意.…”「豹翁自誌」의 번역은 姜世晃, 김종진·변 섭·정은진·조송식 옮김, 2010, 『豹菴遺稿』, 지식산업사,
pp.647~653 참조하 다. 

03“…余從舊畵譜, 굢得七八幅, 未知因此而可塑古人妙處否. 至겭墨갿, 尤是寥絶響, 盖吾東自古無所謂蘭者. 雖或從紙絹摸寫, 旣未見眞蘭, 無以傳神寫照, 舊有佳譜, 亦
無傳到東國者, 又於譜中, 傳摸겤幅, 或有因此妙解者耶. 丁未秋日 豹翁書”1787년(75세), 「書墨갿竹卷後」《豹翁先生書畵帖》7~12면(일민미술관 소장) 번역은 예술
의전당서예박물관에서개최한『표암강세황전』p.354 참조하 다.

04 강 주, 2011, 「조선전반기墨갿畵연구」『강좌미술사』36, 한국미술사연구소, p.6 참조.
05 강희안저, 이종묵역해, 2012, 『양화소록』, 아카넷.
06『新增東國與地勝覽』, 『大東韻府群玉』, 『山林經濟』, 『굟園十괯志』등많은문헌에서난에대한기록이나타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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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그 진면목을 드러내고자 했다.

④의 언술을 통해 당시 유입된 화보인『화수』, 『삼재

도회』, 『매죽난국사보』, 『십죽재서화보』, 『개자원화전』

이전에 텍스트화된 난화보가 아니라 난초가 그려진 화

보가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07 또한 화보 모사로

는 난초의 오묘한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고 하며 寫生의

중시를 역설하고 있다. 

다음은 1789년 표암 77세의 이다. 『十竹齋畵譜』의

「난죽보」를 보고 종이에 먹으로 난죽을 그린 후「倣十竹

齋畵譜中蘭竹譜跋」을 썼다. 

①『십죽재서화보』에「난정보」가 있으니 지금 여기에

다옮겨그린다. 그러나蘭亭을그리려하는사람이어

떻게이것만가지고그오묘한경지에이를수있겠는

가. 반드시난과대나무의실물을익히보고, 옛사람들

의유적을널리보고, 아울러모사하는공부를오랫동

안 쌓아야만 비로소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공

부하는 사람의 지식의 깊고 얕음과 필력의 강약에도

관계가있다. ② 이것이붓장난에지나지않지마는이

렇게 어려우니, 누가 학문하는 노력을 그만두고 문장

을짓는과업을버리면서까지쓸데없는조그마한예능

에다 정신을 소모하여 세월을 허비하겠는가? 기유년

(1789) 8월 20일표옹이쓰다.08

①에서 강세황은 본인이 회화제작에 있어 중시했던

요소를 4가지의 견해로 피력하고 있다. 첫째, 사생을 통

한 사실성. 둘째, 옛 사람의 유적을 널리 보아야 함. 셋

째, 모사하는 공부를 오랫동안 쌓아야 함. 넷째, 지식의

깊고 얕음이 필력의 강약에도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처

음 사생을 통한 사실성의 중시는 여러 폭의 자화상이나

《송도기행첩》등과 같은 작품제작의 원천이 되었을 것

이다.

둘째·셋째에서 강세황은 이러한 회화의 사실성을

중시하면서도‘옛사람들의 유적을 널리 보고, 아울러 모

사하는 공부를 오랫동안 쌓아야만 비로소 성공할 수 있

을 것이다’라고 하며, 고화를 널리 보고, 모사 공부를 오

래 해야 오묘한 경지를 터득할 수 있다고 했다. 즉 옛 그

림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안목, 고화 임방의 작화 방식을

말년까지 견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때문에 그가 만년

까지 소장하며 학습서로 활용했던『당시화보』에는 그의

인장이 찍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외 강세황이『고씨

화보』, 『당시화보』, 『개자원화전』,『십죽재서화보』등의

중국 화보 임방을 통해 작화했음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

이다.09

마지막으로 그는‘공부하는 사람의 지식의 깊고 얕음

과 필력의 강약에도 관계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는 문

인의 지식함량이 필력에도 향을 미친다는 뜻으로 문

인화가는‘문자의 향’과‘서권의 기’와 같은 문기를 지

녀야 함을 강조한 말이다.

②의 내용은 앞서 말한 작화 태도나 방법에 대한 서술

이라기보다는 당시 강세황과 같은 문인에게‘그림이란

무엇인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물음을 던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당연히 강세황은 문인사대부의 삶을 지향한 전형

적인 조선시대 선비이고, 그가 추구한 인생은‘학문의

연마를 통한 사대부 되기’이므로‘붓장난에 지나지 않는

조그마한 예능의 그림그리기’를 학문연마의 과업 중 일

부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때문에 당시 문인들의

화업이란 오늘날 예술가의 창의적 예술활동과는 다른,

07 이는현재까지알려진텍스트로서의난보이외에그림으로그려진난보가존재했었을가능성을제기하는것으로이에대한연구는차후과제로삼고자한다. 
08“十竹齋畵譜有蘭亭譜, 今移寫於此, 然欲畵蘭亭者, 何能以是臻其奧妙耶. 須熟看蘭竹眞形, 廣閱前輩遺蹟, 兼有積費摸寫之工, 乃可有成, 又係于學者之識解之淺深, 筆

力之健弱, 雖是游戱之事, 其難有如此, 誰能廢問學之工, 棄文詞之業, 耗精神費日月於無所用小技也哉. 己酉八月二十日 豹翁書”1789년(77세) 「倣十竹齋畵譜中蘭竹譜
跋」,《豹翁先生書畵帖》13~18면(일민미술관소장) 이 번역문은예술의전당서예박물관에서개최한『표암강세황전』, p.353 참조.

09 변 섭, 앞 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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修己의 방편이었음을 알 수 있다.10

2. 강세황 묵란화에 대한 평가

강세황의 묵란화에 대한 당시인들의 호의적 평가는

그의 묵란화 애호나 묵란화 제작 및 인식과 관련 있다.

주지하듯 강세황은 다양한 화목을 즐겨 그렸고 남아 있

는 작품 또한 많다. 그러나 그의 회화에 대한 당시의 평

가는 오늘날과 다르게 시나 씨에 비해 과소평가 된 느

낌을 지울 수 없다. 그럼에도 조선 후기 여러 문인들은

그가 그린 여러 화목 중 난초 그림과 대나무 그림을 가장

훌륭하다고 하 고, 강세황 자신도 난초나 대나무 그림

을 즐겨 그리는 이유를 기술하며 蘭竹畵에 대한 강한 자

부심과 긍지를 드러내었다. 

조선 말기의 문인 굃裕元(1814~1888)은 일찍이 강세

황의 능숙한 서화 솜씨에 대해 언급한 바 있는데, 그 구

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암강세황은자가光之인데, 그가사는고을집에마

치쥘부채를펴놓은것처럼걹門을세우고이름을扇

子걹라 하 다. 그 그림을 사, 오십 년 전에 한 번 본

적이있는데, 매우완상할만하 다. 공은 조병신년

(1776, 조52)의 걛人科에올랐다. 공이 일찍이부사

로연경에갈때심양에서폭설을만났다. 이때상사인

노포(걛浦) 이휘지(李徽之)와 창수(唱酬)를 하 고 또

서화를남겼는데, 그帖이일찍이나의서가에있었다.

공은 연경에서 명사들을 널리 사귀었는데, 어떤 이가

공에게 을써주기를“ 은한퇴지(韓退之 ; 韓愈)와

같고, 씨는 왕희지와 같고, 그림은 고개지와 같고,

풍채는 두목지(杜牧之 ; 杜牧)11와 같으니, 광지는 이

사람들을 겸하 구려”하 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열개의지(之) 자평[十之評]’이라고한다.12

위 은 이유원이 강세황을‘十之評’이라 상찬한 중국

의명사들의평을기록한것이다.13 이유원은강세황의제

자申緯를從遊하여蘇軾風의시를남기기도하 고괐書

에도 능했던 인물이다. 이렇듯 문예에 관심이 지대했던

그는강세황의작품을실견했을뿐만아니라수장하고있

었고, 그의 작품에 대한 평가를 남겼던 것이다. 또한 1845

년 동지사 서장관으로 청나라에 갔을 때는 당시 중국의

문인 葉志詵14을 찾아가 강세황의 서화첩에 제발을 부탁

하여받아오기도했다.15 따라서이언급을통해강세황에

대한19세기문인들의관심과애정을엿볼수있다.

강세황은 1747년 35세에“세상에 내 그림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다. 혹은 산수를, 혹은 화훼초충을, 혹은 누

각기물을 그려달라고 한다. 비록 요구에 응하지만 억지

로 하니, 짜증스럽고 피곤해서 대충 그릴 뿐이다. 어찌

이 권처럼 시일을 쌓아가며 공력을 쓰겠는가. 마음을 다

해 뜻을 좇아 그 능숙함을 다했다. 정묘년 봄에 유애를

위해 그리다.”16라고 기록했다. 이러한 기록으로 그가 비

교적 이른 시기부터 그림으로 이름났고 30대 중반에는

산수, 화훼초충, 누각 그림을 주로 그렸던 사실을 알 수

10 강세황의회화관과창작관에대해서는변 섭, 앞 논문, pp.89~113에 자세하게서술되어있다.
11 杜牧(803~852)의 字 牧之, 獄樊川居士라고한다.
12‘扇子걹’姜豹菴世晃, 字光之. 所居鄕第, 起걹門, 겭祥扇之展因名扇子걹. 此圖, 曾一見之於四五十年前, 甚可玩也. 公登英廟丙申老人科, 以副使赴燕瀋陽遇大雪. 與

上使굃老浦徽之, 唱酬. 且有書畵, 其帖曾在余皮, 公燕中廣交名士. 有畵贈公曰, 文之退之, 筆之羲之, 畵之愷之, 人之牧之, 光之兼之, 世謂之十之評. 굃裕元, 「華東玉
걭編」『굟下筆記』제34권. 

13 강세황이 1776년 72세에연경에서제작한서화첩인《중국기행첩》은총 2본이있다. 정은주, 2012, 『조선시대사행기록화』, 사회평론.
14 청대 문사 섭지선은 1815년 추사 김정희 교유를 가졌던 인물로 이후 청을 방문한 많은 조선의 문인들과 교유를 하 던 인물이다. 김현권, 2010, 「김정희파의 한

중회화교류와 19세기조선의화단」, 고려대학교대학원문화재학협동과정미술사학박사학위논문, 참조.
15 이유원은《중국기행첩》이외에도현재일민미술관에소장되어있는《豹翁先生書畵帖》도소장하고있었다. 이러한 사실은첩말미의‘1846년 遂翁 葉志詵이橘山

學士가가지고온표암의서첩을열흘쯤감상하고그의부탁으로몇자적었다는내용’의跋을통해알수있다. 
16“世之求余畵者, 多矣. 或山水, 或花卉草蟲, 或樓閣器物. 雖隨求而應, 强半倦困, 漫筆耳, 갎겭此卷之積時日費功力. 信筆隨意, 盡其能事也. 丁卯春 爲有受寫”1747(35

세)「花卉草蟲圖跋」『豹菴姜世晃』, 예술의전당서예박물관, 2003, p.35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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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어 정약용은 그의 시에서 강세황의 특장인 난초

와 대나무를 언급했다.17

…시내동산접해있는표옹의산중누각, 그림구하러

온사람장터문밖흡사하네.

난초 대 단숨에 그려 손님 요구 받아주고, 고요할 때

바야흐로도원도를그린다오…18

정약용의 이 시는 강세황이 73세 때 지은 것으로, 당

시 강세황의 집 앞에 그림 구하러 온 사람을 장터에 모인

사람들로 비유하여 그가 그림으로 유명하 음을 나타내

고 있다. 특히 위의‘난초 대 단숨에 그려 손님 요구 받아

주고’라는 싯구는 그가 노년에 난초와 대나무를 주로 그

려 난죽화의 수요에 부응하 음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또한 정약용은 자신의 집에 소장된 곿帖에 조선시대 화

가들의 특장을 제하 는데, 강세황 회화에 대한 언급이

주목된다.

“…강표암은 蘭과 대[竹] 그림이 가장 훌륭하다. 그러

나대는다만잎사귀몇잎을만들어서대의의미만표

시했을뿐이고, 산수화도그의특기가아니다….”19

위 은 정약용이 당시 여러 화가의 특기를 언급하며

강세황 난화와 죽화의 탁월함을 기록한 것이다. 위와 같

은 정약용의 을 빌리지 않고도 그가 산수화보다는 군

자화목인 난초나 대나무 그림에 자부심을 가졌음은 그

의 직접적인 증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내가 대나무 그림은 대강 알지만 산수는 본래 할 줄

모른다. 창해옹은 내가 대나무만 그리는 것을 저어하

여산수를그리게하 는데, 이것은거의내시에게수

염이없다고나무라는것이다…”.20

위 은 산수화보다 대나무 그림에 더 자신 있다는 강

세황 스스로의 증언으로 볼 수 있겠다. 즉 당시 문인들과

강세황 자신의 언술을 통해서 강세황은 난과 대나무, 산

수를 주로 그렸음을 알 수 있으며, 산수보다는 대나무나

난초 그림을 더욱 잘 그렸음도 확인할 수 있다.

이상 강세황 자신의 언술을 통해 그의 묵란화 인식과

지향을 살펴보았다. 즉 그는 산수나 화훼화목뿐만 아니

라 특히 군자화목인 묵죽이나 묵란에 관심이 많았으며,

또한 잘 그렸고, 말년에는 묵란·묵죽을 집중적으로 그

렸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그는 회화제작에 있어 寫生의 중요성과 古畵의

연습, 畵譜의 임방을 고루 중시했음을 알 수 있었다. 아울

러 문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文氣가 필력의 강약과 관계가

있다고 보았는데, 그의 묵란화에는 이러한 그의 회화관이

반 되어 있다. 이는 그가 회화제작에 있어 한 가지 화목

이나 하나의 방식을 고집하지 않고, 여러 가지 방법을 두

루 섭렵해 응용할 것을 추구하는 융통성 있고, 열린 사고

를 지니고 있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초상

화나 산수화에서는 직접적으로 표현된‘사생’의 효과는

묵란화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그가 말했듯이 난초를

직접관찰할수없는환경적요인에따른결과이다.

결론적으로 그는 화폭에 創生的 자연을 담아 天機에

호응하고, 이를 바탕으로 傳神的 창작을 추구하며 그림

17 또한 정약용은 그의 문집에 연객의 그림과 강세황의 씨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어 그가 강세황의 서화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權公水邊걖,
可以度三餘, 雪岸飛朱걢, 氷潭聚白魚, 靜評煙客곿, 閑批豹菴書, 곂游殊未倦, 淸僻勝吾廬.”「冬日權純百水亭同諸公集」『다산시문집』제1권. 

18“豹翁山閣接溪園, 求곿人걐겭市門, 蘭竹一揮酬熟客, 靜時方許寫桃源.”「春日澹齋雜詩」『다산시문집』제1권. 
19“…姜豹菴갿竹最善, 然竹只作겤곸, 以示意而已, 山水非所長…”「題家藏곿帖」『다산시문집』제14권. 
20“余粗解寫墨竹, 而於山水, 則素所未能也. 滄海翁惟恐余畵竹, 而只令畵山水, 此殆責美人以髥也…”姜世晃,「書鄭滄海瀾不朽帖後」『豹菴遺稿』卷5, 김종진·변 섭·

정은진·조송식옮김, 2010, 지식산업사, p.49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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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한‘寫意’표출을 목표로 했음을 알 수 있다.21 또한

그는 이러한 전신적 창작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

전을 토대로, 擬古하며, 倣古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이다.

강세황의 묵란화가 주목되는 것은 강세황 묵란화가

현전하는 조선 전반기 전체 묵란화에 버금가는 수량인

약 20여 점 이상이 전하고 있고(표 1), 묵란화의 양식 또

한 조선 전기와 뚜렷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세황이 조선 후기 진경산수화와 풍속화가 주류를 이

루는 시대에 유독 군자화 중 묵란화를 많이 남긴 이유,

그의 묵란화가 조선 전반기의 난화풍과 확연한 양식적

차이를 보이는 까닭, 강세황 묵란화풍의 연원 등에 대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은 조선 후기 문예의 성격과 문인

들의 군자화 인식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강세황 묵란화는 양식적으로 분류해 보면 전반기

(30~40대)와 후반기(60~79세)인 두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23 당시 조선 화단의 경향은 화보를 통해 남종문

인화의 정착을 도모하는 시기 고, 그 근원이 명·청대

발행된 여러 화보의 모사와 임방을 통해 이루어졌다. 강

세황 역시『당시화보』나『개자원화전』, 『십죽재서화보』

등의 화보를 소장하거나 보고 화법을 익혔는데, 전반기

묵란화는『개자원화전』의 향이 강하게 나타나며, 후

반기는『십죽재서화보』나『매죽난국사보』등의 화보

향이 농후하다. 즉 강세황의 고화임모 지향은 그의 全時

期 묵란화에 고스란히 나타난다.

대나무 그림의 경우 全時期 다양한 화보를 통해 죽화

법을 익혔다면, 강세황 전반기의 묵란화는『개자원화

전』의 난화풍만이 강하게 나타나 주목된다.22

1. 전반기(30~40대): 『개자원화전』임모

강세황은 1744년 안산으로 이주하며 문인인 굃瀷

(1629~1690), 鄭齊斗(1649~1736), 굃用休를 비롯 그의

처남 괤慶種과 절친한 친구 허필, 최북 등과 서화한묵으

로 교유하 다. 그는 선대의 정치적 부침으로 처가가 있

는 안산 향저에 칩거하 지만 처남 유경종의 소유지이

며 안산 예술동호인의 회합처인 海巖洞天에서 시서화를

즐겼고, 조선시대 4대 만권당의 하나인 淸聞堂에서 수많

은 서적과 서화작품은 물로 골동품과 서양문물에 이르

기까지 폭넓은 자료를 접할 수 있었다.24

강세황이 묵란화를 그린 시기는 정확하지 않다. 다만

1761년 46세에 제작한《표현연화첩》의 <묵란화>가 가장

이른 시기의 기년작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기준으로 본

다면 그의 묵란화 제작의 시점은 40대 중반으로 볼 수 있

다. 그렇지만 심사정과 합작한 화첩 속 강세황의 묵란화

의 양식은 이미 완숙한 필치를 보여주고 있어 46세 이전

에 묵란화를 그렸을 가능성이 짙다. 예로 1737년 25세에

그린 습작 같은 <매화도>가 전해지고 있어 비슷한 화목

인 묵란화도 이 시기부터 그려졌을 가능성이 있다.25 다

만 능숙한 필치의 작품은 40대 이후에 제작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심사정과의 합작품보다 허필이 강

세황의 작품에 일일이 평을 한《연객평화첩》이《표현연

21 홍선표, 1999, 「조선후기회화의창작태도와표현방법론」『조선시대회화사론』, 문예출판사, 참조.
22 50세 이전의작품으로추정되는《연객평화첩》의대그림은『십죽재서화보』풍이고, 49세《표현연화첩》의대그림은『개자원화전』, 《표암첩》내의대그림은『고씨

화보』풍으로시기별난그림의화보임모순서와차이가있다. 백인산, 앞 논문, pp.163~164 참조.
23 절필기인 50세경부터 70세 이전까지는 기년 있는 묵란화가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전반기를 30~40대로, 후반기를 60대~79세로 구분하 다. 변 섭, 앞 책,

pp.18~19 참조.
24 변 섭, 앞 책‘강세황의 생애’참조; 정은진, 2000, 「강세황의 안산활동과 문예활동」, 『한국한문학연구』25집; 朴芝賢, 2006, 「烟客 許御과 18세기 安山의 회화

활동」『미술사학연구』제252호 (한국미술사학회).
25『표암강세황전』, pp.176~177(도 85) 참조.

강세황묵란화의양식적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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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첩》보다 앞선 화풍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26 또한

허필의 평이 있는 작품보다는《표암첩》이 더 이른 양식

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1). 《표암첩》의 경우 여러 시기의

그림이 조합된 첩이지만 대체로 강세황 군자화의 가장

【 표 1 】강세황 묵란화 목록

작품명 작품구성 제발/인장 제작년 재료 크기 소장처

1 <묵란도> 1《표암첩》 × 견본수묵담채 28.5×19.7 국립중앙박물관

2 <묵란도> 2《표암첩》 × 견본수묵담채 28.5×19.7 국립중앙박물관

3 <묵란도> 3《표암첩》 × 견본수묵담채 28.5×19.7 국립중앙박물관

4
<사군자행서권>부분
① 죽 ② 난 ③ 매 ④ 국 ⑤ 後굩

趙滄江每作草書 紙尾或寫蘭竹 傳者以爲寶 聊爾效嚬
恐有反走者 豹菴 / 백문방인 : 光

지본수묵 37×284.8 국립중앙박물관

5
난죽매국 중 <묵란도> 1
《연객평화첩》총 22폭

허필의 제발과 인장, 烟客 등 지본수묵담채 27×26 최석로 소장

6
난죽매국 중 <묵란도> 2
《연객평화첩》총 22폭

허필의 제발과 인장, 汝正 등 지본수묵담채 27×26 최석로 소장

7
<노근묵란도>
《산수죽난병풍》

① 竹 ② 騎驢人物 ③ 松下人物 ④ 山水 ⑤ 山水
⑥ 山水 ⑦ 山水 ⑧ 蘭
주문방인 : 無一點걨, 백문방인 : 姜世晃印

지본수묵담채 34.2×24 국립중앙박물관

8 <묵란도>《표현연화첩》
미법산수, 설경산수, 난, 국, 죽, 죽(심사정)
豹菴 / 백문방인 : 豹菴 1761(49세) 지본수묵 27.3×38.3 간송미술관

9
<묵란도> 
김광국의《석농화원》

豹菴 / 주문방인 : 光止 김광국 발문 , 抱拙堂主人 지본수묵 21×29.8 간송미술관

10 <난매죽국> 辛丑十二月三日淸溪之太和堂/주문방인:光止 1781(69세) 지본수묵 25×271.5 개인 소장

11
전체 10면 중 <묵란도>
《표암화첩》

난, 죽, 매, 국, 고목죽석, 괴석, 跋, 장마다 주문방인 :
光止 1784(72세) 지본수묵 33.3×22.5 한빛문화재단

12
<묵란도> 서화합벽
《중국기행첩》

蘭/주문타원 : 豹翁, 백문방인 : 姜世晃印
入眼芳姿起我歎, 小盆憐爾托根安, 灌餘爲問東歸否,
背굤無言걻暗彈 豹翁 / 백문 : 姜世晃印

1784(72세) 지본수묵 26.5×22.5 전인숙 소장

13
<묵란도> 《사군자8폭병》
각 2폭씩

매2,  죽2,  국2,  난2 지본수묵 68.9×48.3 개인 소장

14
<묵란도> 《사군자8폭병》
각 2폭씩

<묵란도>에 豹翁 / 백문방인 : 三世耆英 지본수묵 68.9×48.3 개인 소장

15 <묵란도>《燕臺弄毫帖》 <매죽난국> 중 <묵란도>  제발 인장 × 1785(73세) 지본수묵 26×22 남대박물관

16 <삼청도>

鳳城蘭竹幀跋, 每見華人畵갿, 終不可及, 或者東之紙
墨, 不如華而然歟, 今以華紙作畵於中國之地, 其所不及
於華者, 將無可馥也. 乙巳二月, 豹翁題鳳城 / 인장 알
수 없음

1785(73세) 지본담채 156×84.5 개인 소장

17
<노근란도>
《표옹선생서화첩》

露根갿, 豹翁 / 백문방인 : 豹翁
제시 : 天産奇涯在空谷, 佳人作佩有餘香. 自是淡秘人
不識, 任他紅紫妬芬芳. / 백문방인 : 豹翁

1789(77세) 지본수묵 28.5×18 일민미술관

18
<삼엽일화묵란도>
《표옹선생서화첩》

三곸一花, 豹翁 / 주문방인 : 三世耆英
제시 : 忽有暗香無覓處 蘭於石背一花開 / 주문타원 :
豹翁, 주문방형 : 豹翁

1789(77세) 지본수묵 28.5×18 일민미술관

19 <난죽도권>

趙松雪畵後, 乃敢此筆亂寫, 司謂膽如斗矣, 慙惶殺人,
庚戌中秋, 豹翁書, 時年七十有八..
圖中諸學士大醉, 偃欒不能自持, 形態可笑, 圖末蘭竹,
亦狂放草겢, 眞似醉筆, 蘭則鷗鷗欲笑, 竹則欺欺欲舞,
皆具醉態, 唯子昻畵法差精謹, 有獨醒意, 是日重展卷겖
題. / 인장×

1790(78세) 지본수묵 39.3×283.7 국립중앙박물관

26 변 섭, 앞 책, pp.281~285, 《표현연화첩》과《연객평화첩》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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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화풍이 엿보인다.27

종합적으로 전반기 난화를 양식적으로 분석해 보면

《표암첩》→《연객평화첩》→《산수난죽병풍》<노근묵란

도>→《표현연화첩》→간송미술관 소장의 김광국의 제

발이 붙어 있는 <묵란화> 순으로 제작된 것으로 파악된

다. 또한 이 시기 묵란화의 전체적인 특징은『개자원화

전』의 화보와 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먼저《표암첩》의 <묵란화>는 우측 상단에서 좌측 하

단으로 늘어진 구도나 채색을 비롯해 난엽의 거친 필치

와 蘭花의 미숙한 처리가『개자원화전』의 난초 그림과

유사하다(그림 1). 이 작품은 농묵과 담묵으로 난엽을 치

고, 난초줄기 밑둥 쪽을 푸른색으로 선염하여 푸른 난초

의 모습을 나타내려고 하 다. 물론 초록색으로만 그린

다른 한 폭의《표암첩》<綠갿畵>도『개자원화전』을 토

대로 제작하 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표암

첩》의 두 난초 그림은 구도나 필치, 색채 등으로 볼 때 모

두 강세황의 가장 이른 시기 묵란화로 짐작된다. ‘서문

장(徐渭)의 법을 왕질이 방했다 敦敦徐文長法王質’는

제가 있는『개자원화전』의 난초는 채색판화로 제작되었

는데 역시 초록색과 연두색을 섞어 사용해 푸른 난초의

자태를 나타내고 있어 강세황 전반기 묵란화의 모본이

었음을 알 수 있다(그림 2).28

다음《연객평화첩》에는 허필의 제와 인장이 있는 두

점의 난초 그림이 있다. 이 작품은 모두《표암첩》의 난초

그림과 유사한데, 난엽의 삼전이 거칠고 필치가 유연하

지 않다. 또한 안정된 구도라기보다는 초학자의 습작처

럼 필묵의 쓰임이 粗野하다. 역시 전반기 묵란화풍을 보

여주고 있다.29

이후앞선작품과시기적으로가장근접한양식을보이

는 작품이《산수난죽병풍》의 <노근묵란도>이다(그림 3).

‘露根갿’은 남송대 정소남이 나라 잃은 유민의 애절함을

뿌리 둘 곳 없는 난초에 비유해서 그린 그림 주제인데,

【 그림 2 】<채색판화난도> 부분, 『개자원
화전』, 1782년, 고려대학교 한
적실

【 그림 1 】강세황, <난초도> 《표암첩》1권
중, 지본담채, 19.7×28.4cm,
국립중앙박물관

27 국립중앙박물관 소장《豹菴帖》은 2권으로 되어 있으며, 1권에 14점, 2권에 12점 총 26점이 장첩되어 있다. 관서가 없고 작품의 크기나 바탕 재질이 다르지만 양
식상강세황전반기작품을모아놓은것으로추정된다. 

28 한포기의난초가두쪽에걸쳐묘사됐다. 向 右面의난이선명한녹색이라면좌측세줄기의난엽은감정색으로판화작업의오류인듯하다. 
29 변 섭, 앞 책, p.28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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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절개와 지조를 상징하는 화제로 많은 문인화가들

이 즐겨 그렸다(그림 3, 4, 5).30 강세황의 <노근묵란도>

는 구도나 필치, 세부적으로는 두 개의 긴 난엽을 교차시

킨 점이나, 활짝 핀 3개의 난화 및 봉오리의 위치와 모

양, 뿌리를 드러낸 노근란이라는 점에서『개자원화전』

의 난화와 매우 유사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그림 3, 4).

특히 꽃잎의 경우 전반기 작품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

나는 현상인 꽃잎의 끝을 농묵으로 진하게 점을 찍듯 표

현하여 꽃을 강조하는 수법은 역시 채색판화인『개자원

화전』의 난화와 흡사해 주목된다(그림 4). 이같은 표현법

은‘표암난’이 형성된 70대 이후에는 나타나지 않는 수법

이다.31 다만『개자원화전』의 난화가 옆으로 눕혀진 모양

이라면 강세황의 노근란은 서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그

림 3, 4). 또한 주문방인‘無一點걨’이나 백문방인‘姜世

晃印’인장도 1760년 초의 인장양식을 보여주고 있어 작

품편년에 도움을 준다(그림 3). 위와 같은 여러 요소를 종

합해 볼 때 강세황이 전반기(30~40) 묵란화는『개자원화

전』을중점적으로모방학습하 음을알수있다.

이러한 전반기 묵란화의 특징은 강세황 49세에 심사

정과 함께 그린 그림을 장첩한《표현연화첩》의 묵란화에

서 변화를 보인다(그림 6). 돌 틈에서 피어난 난초를 묘사

한 이 작품은 심사정의 <괴석형란>과 유사한 구도와 필

치가 엿보여 주목된다(그림 7). 특히 난엽의 유려한 곡선

과 먹의 농담 표현이 이전 작품에 비해 한층 자연스러워

졌음을 알 수 있다(그림 6). 다만 꽃잎 끝에 농묵을 찍어

꽃을 강조하는 표현은 전반기『개자원화전』의 채색판화

보를보고학습한근거이며이전난화에서도계속되는화

법으로 강세황 전반기 묵란화의 특징 중 하나이다. 또한

‘豹菴’이라는 관서와 인장‘姜世晃印’은 다른 화목에서도

40~50대에나타나고있어작품편년에도움이된다(표2).

【 그림 3 】강세황, <노근묵란도> 《산수난
죽병풍》,  지본수묵, 34.2×
24cm, 국립중앙박물관

【 그림 4 】<노근란> 『개자원화전』1782
년, 고려대학교 한적실

【 그림 5 】임희지, <노근묵란도>, 지본수
묵, 39.0×28.2cm, 간송미술
관 소장

30 조선전반기의노근난도는전하는예가없어, 18세기 강세황이나임희지의노근난도가가장이른예로보인다. 임희지묵란화역시기존에파격적인형식과작가
의개성을드러낸작품으로해석되었지만기본적인틀은『개자원화전』의난풍과관련이있어보인다. 한국민족미술연구소, 2005, 『간송문화』44, 참조.

31 화보의그림을방할때화폭의좌우나상하를바꿔그리는일은종종있는일이다. 『개자원화전』의 <노근묵란도>와 임희지의 <노근묵란도>는 강세황의작품과비
교하기 위해 모두 그림을 돌려놓았다. 임희지는『개자원화전』<노근묵란도>의 전체적 구성과 이미지를 임모하면서도 활달한 필획으로 빠르고 능숙하게 그려냈으
며, 강세황은노근란의위치를바꿔그렸는데역시좀더단정하고간일하게묘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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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강세황의 전반기 묵란화의 양식적 특징을 고찰

하 다. 강세황 49세의 기년작인《표현연화첩》의 묵란

화를 기준으로 작품의 구도와 채색 및 필치와 묵법 등에

이르기까지 작품의 세세한 부분까지를 정 하고 보고

분석한 결과, 이 시기에는 당시 중국에서 유입된 채색판

화인『개자원화전』을 통해 난법을 익히고 학습한 사실

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강세황은 古畵의 연습과 畵譜의

임방을 중시하고 실천했던 인물로『개자원화전』이 목판

으로 인쇄한 판화임에도 중국화가가 그린 진작으로 인

식하여 學畵하 음을 알았다. 강세황이 소장하 다고

전해지는『당시화보』에 자신의 인장을 찍었던 것은 이

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32

2. 후반기(60대~79세) : 『매죽난국사
보』33와『십죽재서화보』34 임모

강세황의 후반기 묵란화는 20여 년간의 절필기가 끝

나는 시점, 즉 60대 경에 시작되어 70세경에는 본격화되

었다. 그중 그의 70세는 인생의 2막 1장이 시작되는 중요

한 지점이었다. 예를 들면 1781년 69세에 호조판서로 임

금의 초상을 그리는 일을 감독하 던 일, 正祖가 친히 데

리고 秘苑의 경치 좋은 곳에서 놀면서 술을 내렸던 일,

또 耆걛社에 들어간 일, 금강산을 유람 한 일이 그것이

다. 그중 가장 중요한 일은 1784년 72세에 도총관에 임명

되어 80이 된 건륭제의 천수연에 참여하기 위해 꿈에 그

리던 북경에 간 것이다.

이 시기에 제작된 묵란화가 이전시기보다 2~3배 많

이 남아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강세황은 산수화보다는

난초와 대나무 그림을 주로 그리며 자오 하 는데, 젊은

시절부터 그림으로 명성이 자자해, 주문을 받아 그림을

그려 주었음을 살핀 바 있다. 그런 강세황은 이 시기 폭

발적인 기운을 발휘하여 다작을 하 다. 구체적으로 어

진도감의 감독을 맡던 69세 무렵부터 화필을 다시 잡기

시작했던것으로보이는데, 이시기에그려진<죽석목단>

【 그림 7 】심사정, <怪石荊갿>, 지본담채,
32.5×26.5cm, 간송미술관

【 그림 6 】강세황, <묵란도> 《표현연화첩》, 1761(49세), 지본수묵, 27.3×38.3cm,
간송미술관

32 변 섭, 앞 책, p.340(참도 6) 참조.
33 본논문에서는大村西崖先生校輯圖本 刊, 1989,『梅竹蘭菊四譜』(民昌文化社)를 주로참조하 다.
34『십죽재서화보』는고려대학교대학원한적실소장(화산 C-13, B-07)을 참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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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유일한 기년작이라 주목된다. 또한 그가 절필을 끝낸

직후 그린 작품이 문인 사군자계열의 그림이었다는 사실

은노년기畵境의주제와지향을豫示하는것이다.35

그는 평소 당시 여느 문인들과 다름없이 중국을 흠모

하 는데, 그러한 사실은 盛京[瀋陽]에 가는 자신보다 무

려 38세나 어린 박제가에게 써준 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나는 평생 한이 있으니, 중국에 태어나지 못했음을

한탄하노라. 사는곳이너무멀고후미져, 식견을넓힐

길이 없네. 소원은 중국학자 만나, 막힌 내 가슴 트는

것이었으나, 이룬것없이백발이되었으니, 무슨수로

날개라도돋으랴….”36

당시 문화원산지인 중국에 대한 선망은 당시 조선 문

인들에게는 보편적인 것이었다. 마침내 중국 땅을 밟아

그곳에서 그림을 그리기도 하 는데, 중국에서 그린 작

품의「봉성에서 그린 난초와 대나무의 족자 발문」에 아

래와 같은 내용을 썼다.

매번 중국 사람이 그린 난초를 보면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음을 느꼈다.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의 종이와 먹이

중국의 것만 못해서 그러한가 여겼다. 지금 중국 종이

를가지고중국땅에서그림을그렸는데도중국사람에

게따르지못하는데에는다시핑계댈것이없다. 을사

년(1785, 73세) 2월표옹이봉성(鳳城)에서쓰다.37

위 은 자신의 묵란화에 대한 겸양의 의미로 받아들

여지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은 중국 회화에 대한 흠

모와 숭앙의 심정을 담은 로 이해된다. 

60~70대 제작된 후반기 강세황의 묵란화는 30~40대

에 그린 전반기의 양식과 다르다. 70대는 묵란화를 다작

35 백인산, 앞 논문, p.167 재인용(도 12) 참조.
36“我有平生恨 恨不生中國 所處苦遐僻 無由恢見굩 願逢中華士 豁我胸茅塞 蹉牙成白首 何能生羽翼….”「贈別恩馬赴盛京」(29.7×46.8) 『근묵』智(성균관대학교박물

관, 2009) p.74 참조. 번역은본책信편 p.325 참조.
37“每見華人畵갿, 終不可及, 或者東之紙墨, 不如華而然歟, 今以華紙作畵於中國之地, 其所不及於華者, 將無可馥也. 乙巳二月, 豹翁題鳳城.”姜世晃, 김종진·변 섭·

정은진·조송식옮김, 2010, 「鳳城蘭竹幀跋」『豹菴遺稿』卷5, 지식산업사, p.525 참조. 

【 그림 8 】강세황, <묵란화> 《사군자
8폭병》, 지본수묵, 68.9
×48.3cm, 개인 소장

【 그림 9 】‘交搭法’「난보」『매죽난
국사보』,  大村西崖先生
校輯 圖本 刊,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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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시기로, 기품 있고 우아한‘표암난’을 확립한 시기

이다. 그 시기 그려졌을 것으로 추정되는《사군자팔폭병

풍》은 매화, 대나무, 국화, 난초가 각각 두 폭씩 짝을 이

룬 8폭의 사군자병풍으로 강세황의 회화 가운데서도 의

미가 큰 작품이다(그림 8). 왜냐하면 강세황은 현존하는

‘매난국죽’의 사군자 전체를 묶어 그린 선구적인 화가이

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사군자병풍은 강세황 진작이 분

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사군자병풍은 현재 우리

가 알고 있는‘매→난→국→죽’의‘봄→여름→가

을→겨울’의 계절과 관련된 순서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그가 4가지 화목을 같이 그린 작품이다. 따라서 강

세황이‘사군자’를 인식하고 그렸을지는 의문이다.38

난초의 경우 양식상으로는 중심화면을 벗어난 하단

에 난화를 배치하여 난엽이 반대방향으로 날리는 듯한

안정된 구도나 형식, 봉안을 크게 두고 파 봉안한 모습,

난엽에 삼전을 두어 잎을 유려하게 뽑아낸 점, 화엽이 담

묵으로 먹에 변화가 없는 점, 난초 밑둥인 하단에 점점히

찍은 농묵 담묵의 점들(땅 위에 난 풀)은 중국 사행 전후

에 보이는 공통된 난법으로 70세경의 작품으로 추정된

다. 이 작품은‘난초 그리는 법’에 맞추어 그린 것으로

『매죽난국사보』의 묵란과 형태 면에서 유사성을 보여주

고 있다(그림 9). 

이 시기 강세황의 묵란화에는『매죽난국사보』나『십

죽재서화보』의 향이 강하게 나타난다.39 역시 화보의

임모나 고화의 임방으로 學畵하는 것은 조선의 문인사

대부들이 지향했던 이상적 인간이 되기 위한 修己과정

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강세황 자신이 작화방식

으로 중시하고 말년까지 견지했던‘고화의 이해와 임모

를 오랫동안 해야 함’을 강조했음에도 시대와 공간을 초

월하여 여타 그림으로 유명한 많은 화가들이 말년에 보

여주는 심오한 예술적 경지가 강세황의 말년 묵란화에

畵譜와는 또 다른 양식으로 나타나고 있어 흥미롭다. 

강세황이 1784년에서 1785년까지 중국을 기행하고

그 시기에 만든《중국기행첩》에는 여러 가지 시와 그림

38 이선옥, 2006, 「매·난·국·죽四君子畵의형성과발전」『전남사학』27 (호남사학회).
39 강세황의회화와『십죽재서화보』와의관계는변 섭, 앞 책, 차미애, 앞 논문등을참조.

【 그림 10 】강세황, <묵란도> 《중국기행첩》, 1784 (72세), 지본수묵, 26.5×22.5cm, 개인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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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들어 있다. 그중 시와 짝을 이루고 있는 <묵란도>가

있다(그림 10). 禪畵 같은 이 <묵란도>는 리드미컬한 난

엽을 화면 하단의 왼편 중앙쯤에서 위로 부드럽게 포물

선을 그으며 뻗어나가도록 했는데, 춤을 추는 듯 하늘거

리는 난엽은 소리 없는 바람을 머금은 듯하고, 담묵의 꽃

은 은은한 향기를 길게 뿌리는 듯하다. 

이 묵란화는 말년의 원숙한 필치를 보여주고 있다. 또

한 그 구성과 묵법 등도 능수능란하여 고아한 품격이 느

껴진다. 먼저 이 작품은 화면 중앙에서 약간 왼쪽으로 비

껴난 왼편 하단에서 법식에 맞게 좌우로 뻗어나가는 난

엽을 표현하 다. 난엽은 끝부분을 살짝 올리면서 가늘

게 빼는 수법을 사용해 유려해 보인다. 봉안과 봉안을 파

하는 잎, 고요히 홀로 핀 난화가 향기를 내뿜고 있다. 농

묵의 난엽 사이사이에 난엽과 난화를 배치하고 농묵으

로 화심을 찍었다. 왼편 상단에‘蘭’이라는 제목과 그 아

래‘豹翁’이 새겨진 원형주문방인이, 우측 하단에는‘姜

世晃印’이라는 백문방인이 찍혀 있다. 난화 옆면에는 난

초를 읊은 시가 있다.40

다음《표옹선생서화첩》에 강세황이 1789년 77세에

종이에 먹으로『十竹齋畵譜』의「난죽보」를 보고 그린 묵

란화가 포함되어 있다(그림 11, 12). 이 작품은 시와 함께

합벽되어 있는데 난죽을 그린 후 쓴「十竹齋畵譜中蘭竹

譜跋」은 앞 장에서 논한 바 있다.41 두 폭의 묵란화 중 첫

작품은 <삼엽일화묵란도>42는‘三곸一花’라는 화제와

관서‘豹翁’, 그리고 주문방인‘三世耆英’이 찍혀 있다.

다음 <노근란도>43는‘露根갿’이라는 화제와 관서‘豹

翁’, 백문방인‘豹翁’이 찍혀 있다.44 이 작품의 관서 역

시 강세황이 말년에 주로 사용했던 것으로 제작시기를

40“入眼芳姿起我歎, 小盆憐爾托根安, 灌餘爲問東歸否, 背굤無言걻暗彈. 豹翁”姜世晃, 김종진·변 섭·정은진·조송식 옮김, 2010, 「鳳城蘭竹幀跋」『豹菴遺稿』卷
2, 지식산업사, p.204 참조. 

41 김양균, 2008, 「豹菴 姜世晃의《豹翁先生書畵帖》」『동국사학』45, 동국사학회; 유미나, 2005, 「中國詩文을주제로한朝鮮後期書畵合璧帖硏究」, 동국대학교대
학원미술사학과박사학위논문, 제Ⅵ장‘文人書畵家의書畵合壁帖’pp.184~202 참조.

42“忽有暗香無覓處蘭於石背一花開”原題者楊萬里(宋) 출처는김양균, 앞 논문, p.110 참조.
43“天産奇涯在空谷, 佳人作佩有餘香. 自是淡秘人不識, 任他紅紫妬芬芳”原題者미상, 출처는김양균, 앞 논문, p.110 참조.
44 강세황, <노근란도> 《표옹선생서화첩》, 1789(77세), 지본수묵, 28.5×18cm, 일민미술관.

【 그림 11 】강세황, <삼엽일화묵란도>
《표옹선생서화첩》, 1789
(77세), 지본수묵, 28.5×
18cm, 일민미술관

【 그림 12】<삼엽일화식> 『십죽재서화보』, 고려대학교 한적실(화
산, C-13, B-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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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명확하게 해준다. 이 두 묵란화는 강세황의 말년작

이며 기년작이고 득의작으로 보인다(그림 10, 11). 화보

의 난초가 철사를 구부려 놓은 듯한 기계적 선묘를 보이

는 반면 강세황의 방작 묵란화는 유려한 필치로 기품 있

는 여인을, 또는 군자를 표상하 다. 화보에서 볼 수 없

는 부드러운 삼전과 비수의 필획이 난엽을 자연스럽고

우아하게 만들었다. 난엽 끝을 가늘고 빼는 수법도 후반

기 강세황 묵란화의 특징이다.

다음 <난죽도권>은 강세황이 1790년 78세에 그린 가

장 말년 작품으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작품이다(도

13). 이 작품은 뛰어난 기법과 필치로 그의 특장이었던

난초와 대나무를 한 화폭 같이 그렸는데, 기년이 분명하

고, 작품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제발까지 갖추어진 대

작이자, 걸작이다. 이 <난죽도>의 오른편에는 돌 틈의

난초가 난엽을 좌우로 펼치고 있는데, 꽃은 활짝 핀 3송

이와 봉오리 2송이를 농묵과 담묵을 사용해 조화롭게 운

용하 다. 필치는 일필휘지인데 자세히 보면 갈필의 묵

선은 끊어질 듯 이어져 강세황 노년 필치의 경지를 보여

준다(그림 13). 인장은 없고 화면 말미에 2개의 跋이 있

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송설 그림 뒤에 감히 붓을 적셔 함부로 그리니

담이 한 말(斗) 들이만큼 크다고 말할 수 있다. 부

끄럽고황송하여죽을것만같다. 경술년 2월표옹

쓰다. 이때나이78세”45

(2) “그림 가운데 여러 學士들은 몹시 취하여 허리가

구부정하니제몸을가누지못하니가소롭다. 그림

끝의난초와대나무역시호방하고대충그린것이

정말로 술에 취한 필치 같다. 난초는 간들간들 웃

는 듯하고, 대나무는 한들한들 춤을 추는 것 같아

모두 취한 모습을 띠고 있다. 다만 자앙[趙孟琅]의

화법만이 조금 정 하고 삼가하여 홀로 깨어 있는

뜻이있다. 이날다펴보고또 을적는다.46

먼저 앞부분 (1)의 제발로 보아 이 작품은 조맹부의

그림에 이어 그린 작품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강세황이

30대 관서 40대 관서 70대 관서

관
서

작
품
명

<玄亭勝集> 1747(35세)
→ 撲菴寫 / 妙入神 世晃, 豆花亭
<碧梧淸暑圖>
→ 需齋 / 姜世晃印

《표현연화첩》<석란도> 1761(49세)
→ 豹菴/豹菴
<묵란화> 김광국 제발
→ 豹菴 / 光之

《사군자8폭병》<묵란화> 70세경
→ 豹翁 / 三世耆英
《표옹선생서화첩》<노근란도> 1789(77세)
→ 豹翁 / 豹翁

45“趙松雪畵後, 乃敢泌筆亂寫, 司謂膽如斗矣, 慙惶殺人, 庚戌中秋, 豹翁書, 時年七十有八.”이번역은예술의전당서예박물관, 『표암강세황전』, p.355 참조.
46“圖中諸學士大醉, 偃欒不能自持, 形態可笑, 圖末蘭竹, 亦狂放草겢, 眞似醉筆, 蘭則鷗鷗欲笑, 竹則嶠嶠欲舞, 皆具醉態, 唯子昻畵法差精謹, 有獨醒意, 是日重展卷겖

題.”이번역은예술의전당서예박물관, 『표암강세황전』, p.355 참조.

【 표 2 】강세황 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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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맹부의 진적을 소장하고 있다가 조맹부 그림에 잇대

어 난죽을 그리고 종이를 이어 제발을 썼음을 짐작하게

한다. 그러나 제발에‘누구를 위해 그렸다’거나, ‘누가

부탁해서 그렸다’라는 언급이 없고 낙관이 없어 아쉽지

만, 화풍이나 제발의 서체 및 내용을 보면 그의 말년작임

은 틀림없고 제작 목적은 자족적인 그림일 가능성이 있

다. 또한 (2)는 조맹부의 작품은 정세한 작품인 반면 강

세황의 작품은 단번에 흥이 일어 속필로 취한 듯 자연스

럽게 그린 그림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강세황의 후반기 묵란의 특징은 첫째, 전반

기의 묵란화와는 다르게 화보에서 강조하고 있는‘鳳

眼’이나, ‘三轉’등을 강조하는‘난초 그리는 법’에 의

거하여 그려졌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두 번째, 화면

구성에 있어서는 화보의 묵란화와는 다른 넓은 공간감

을 보여 준다. 후년으로 갈수록 번잡하게 여러 주제를

혼합하지 않으면서 난초를 화면 중앙이나 좌우 한 쪽에

치우치게 그리고 빈 공간을 두어 난초가 가지는‘군자

의 향’, ‘여인’등의 상징성을 부각시킨다. 마지막으로

는 사의적 필치를 들 수 있는데, 말년의 비수와 비백이

섞인 떨리는 듯한 필치는 문인화가로서의 경지를 보여

준다. 더불어 농묵과 담묵의 자유로운 조화, 끝을 뾰족

하게 빼는 듯한 묘사가 난엽이 바람에 날리는 듯 보이

며, ‘고요한 율동감’을 보여준다. 이상 모든 사항은 중

국화보의 묵란화와는 다른 강세황 특유의‘표암난’의

특징으로 명명할 수 있겠다.

강세황의 묵란화는 화보의 향 아래서도 70대 후기

에는 득의의 경지에 올랐다.47 그의 묵란화풍과 관련 있

는 인물로는 심사정·최북 등이 있다. 이들의 공통된 특

징은 강세황과 더불어 합벽첩을 제작하 다는 것이다. 

강세황이 교유한 문인들은 많지만 조선 후기 화단을

대표하는 허필·심사정·김홍도·신위·최북 등과의

교유는 괄목할 만한 것이다. 특히 심사정(1707~1769)은

강세황과 더불어 18세기 조선 화단에 남종문인화를 정

착시킨 대표적인 인물로 그가 강세황을 만나 고화를 감

상하고《표현연화첩》과《제2표현첩》인 합벽첩을 두 번

이나 만들며 교유했던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48 또한 강

세황은 심사정의 그림에 많은 화평을 남겼으며, ‘현재가

당시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로 알려져 있다’고 하 고,

‘그의 그림을 수장하기도 했다’고 하 다.

심사정은 강세황처럼 사군자를 갖추어 그리거나 즐

겨 그리지는 않았다. 다만 중국 오파계 남종화풍을 수용

하여 수채화 같은 담채로 서정성 강한 화조화를 그리며

【 그림 13 】강세황, <난죽도권>, 1790(78세), 지본수묵, 39.3×283.7cm, 국립중앙박물관

강세황묵란화의 향

47 조선 후기 회화에 향을 준 중국 명청대 화가들은전통적내용과 상징적인의미를 담고 있는 소재 및 다채로운채색, 필묵의 미 등을중시하 다. 그리고 명 말
기부터화훼및군자화의부흥이일어났다. 그러한경향을가속화, 확산시킨것이畵譜이다. 한정희, 2006, 「한·중·일 3국의방고회화(倣古繪畵) 비교론」『미술
사의 정립과 확산』, 사회평론, pp.596~621 참조. 특히 18세기 묵란화의 전개 양상이 중국에서 유입된 화보들과 관련이 있어 주목된다. 강세황을 비롯한 이인
상·최북·임희지등은화보를통해자연스럽게묵란화를임모하 다.

48 변 섭, 앞 책, pp.43~45; 이예성, 2000, ‘사군자화’, 『현재 심사정 연구』, 일지사, pp.192~235; 백인산, 2009, 「현재 심사정의 사군자화 연구」『동악미술사
학』10, 동악미술사학회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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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자화목의 작품들도 더불어 그렸다. 그의 난화는 다른

화목에 비해 작품 수가 적은데 채색화 1점, 수묵과 담채

를 사용한 묵란화 2점, 총 3점이 전하고 있다. 그밖에 난

초를 화조화에 부수적으로 그린 예가 있다.

간송미술관 소장 <묵란>은 난초와 괴석, 대인배 난초

의 고고한 자태를 부각시키기 위해 소인배를 상징하는

가시나무를 같이 그려 난초의 군자적 상징성을 나타내

었고, 기름기를 뺀 갈필로 거칠게 그려 필묵의 강조를 통

해 문인화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그림 14). 특히 난잎

의 과도한 꺾임, 난초의 주변 토파를 자잘한 묵점들로 정

성들여 베푼 점은 심사정 난초 그림 특징이기도 한데 명

대 문징명과 같은 오파화가들의 묵란화풍과 관련이 있

어 보인다.49 이 작품과 아울러 간송미술관 소장 <怪石

荊갿>은 작품 수와 사의성 결여와 같은 평가를 불식시키

는 뛰어난 작품이다(그림 7, 14).

강세황과 심사정이 같이 그려 합첩한《표현연화첩》에

는 군자화목의 작품이 많은데 그중 그들의 대나무 그림

두 폭이 모두 구도나 필치 등에서 유사한 부분이 많다.

특히 강세황의 <난석도>는 난과 괴석, 가시나무를 배치

한 점이나 꽃잎 끝에 농묵을 베풀어 강조한 것 등이 심사

정의 <怪石荊갿>을 닮아 있다(그림 6, 7). 이는 강세황과

심사정이 서로 상대방의 화풍을 의식하며 그렸을 가능성

과 같은 본을 보고 그렸을 가능성이 모두 있다. 예를 들

어『개자원화전』에 등장하는 석난도와 부분적 동일성 등

이 그것이다.50 강세황 49세에 그렸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작품은 이전시기의 묵란화보다 진전된 양식을 보이고

있어 현재 심사정 묵란화의 관계도 간과할 수 없다.51 즉

심사정의 난화는 그 적은 수량에도 불구하고 18세기 난

초의 문인화적 기풍과 상징적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즉 그는 중국에서 들어온 화보와 고화, 동시대 화

가의 난화풍의 향이 보이면서도 玄齋 자신의 미적 취

향과 감성을 드러나는 서정적이고 회화적인 난화를 행초

필의로그려낸것이다.52

최북(1712~1786)은 기이한 행동과 흥취어린 작품으

로 잘 알려진 화가로 중인의 신분으로 양반인 강세황과

신분을 초월해 그림으로 교유했던 인물이기도 하다.53

그들의 교유 관계를 알 수 있는 작품이 강세황의 그림과

49 이예성, 앞 책, (도 112, 113) 참조.
50『개자원화전』<석난도> 참조.
51 변 섭, 앞 책, (도 71-7) <사군자병풍> ‘난’참조.
52 강세황은고아하면서윤기흐르는난초를행서의필법으로그렸다면, 이인상의담박하면서도전아한묵란화는전서의필법으로, 흥과 아취를담아그린심사정의

묵란화는행초의필법으로그려졌고, 기이하고방일한임희지의묵란화는초서의필법으로그렸다고볼수있다.
53 최북에 대해서는 2012년 전주박물관에서 개최 된 탄신 300주년 기념『호생관 최북』전시를 통해 그의 화가로서의 면모와 작품들이 적극적으로 알려졌다. 최북

의 난화에 대해서는 구체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괴석지초도>가 있는《와유첩》이나‘화조 모화’에 대해서는 邊惠媛, 2007, 「毫生館 崔겗
(1712~1786년경)의 生涯와 繪畵世界 硏究」, 고려대학교 대학원 고고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권혜은, 「호생관 최북의 화조 모화」, 『호생관 최북』, 전주박물관,
2012 등이 있다. 

【 그림 14 】심사정, <묵란>, 견본수묵, 21.1×26.8cm, 
간송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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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가 허필·최북의 그림과 함께 실려 있는《와유첩》

이다.54

최북의 개인 소장 <묵란화>는 강세황의 묵란화풍과

여러 면에서 유사성이 있어 주목된다(그림 15, 16). 매난

국죽의 4가지 화목을 갖추어 그린 강세황의 사군자화와

유사한 최북의 사군자화가 전하고 있어55 그들 화풍의

향관계를 짐작할 수 있는데, 최북의 이 작품을 의도적

으로 뒤집어 보았더니 화면구성이나 난엽과 화 및 화심,

심지어는 필묵의 농담과 삼전의 필치까지도 흡사해 강세

황과 최북이 단순한 만남 이상의 관계를 유지했었을 가

능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그림 16). 이 작품이 어느 시기

에 그려졌는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강

세황과 교유하던 시기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강세황 30~40대인 전반기 묵란화의 독특한 특

징 중의 하나인 꽃잎 끝에 농묵으로 점을 찍은 듯한 표현

이 최북의 <묵란화>에도 유사하게 묘사되어 있기 때문

이다(그림15, 16).

‘김정희 이전 묵란화로는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주

다’는 찬사를 받는 水月軒 임희지(林熙之 1765~미상)는

한역관 출신으로‘대나무와 난초를 특히 잘 그려 묵죽은

강세황과 병칭될 만큼 명성이 높았으며, 묵란은 오히려

강세황보다 나았다’고 한다.56 18세기 문인화가로 활동

했던 임희지는 강세황과 교유가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

만 임희지가 중인출신 문인모임인‘송석원시사’에 참여

할 정도로 회화활동에 적극적이었던 점을 통해서 강세

황의 명성이나 그의 묵란화풍을 알고 관심을 두었을 가

능성은 있다. 그의 <노근묵란도>는 주제나 양식에서『개

자원화전』의 난화풍을 임모한 것으로 보이는데, 담묵의

뿌리 처리나 난엽의 비수처리 등이 강세황의 노근란도

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그림 5).

【 그림 15 】강세황,  《연객평화첩》내 <묵란도>, 지본수묵,
25.8×27.4cm, 개인 소장

【 그림 16 】최북, <묵란도>, 개인 소장

54 최북, <괴석지초도> 《와유첩》, 지본수묵담채, 17.3×23.5, 개인 소장.
55『오정·소정컬렉션』( 남대학교박물관, 1999) p.9 《호생관화첩》사군자화참조.
56“…善寫竹갿, 竹與姜豹庵幷名, 而갿則過之…”조희룡,『壺山外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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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황은18세기조선화단에문인의정신세계를담은

군자의 표상인 죽·난·매·국, 즉‘사군자화’를 정착시

킨 인물이다. 그는 사군자화를 통해 당시 문인들이 추구

하고 지향해야 할 군자상을 담아내고자 하 다. 그중 그

의 난초 그림은 어떤 것보다 자부심을 갖는 화목이었으

며, 당시문인들도묵란화가그의특장임을알고있었다. 

그는 화폭에 創生的 자연을 담아 天機에 호응하고, 이

를 바탕으로 한 傳神的 창작을 추구하 다. 그의 자술적

기록을 통해서는 寫生과 古畵의 연습, 畵譜의 임방을 고

루 중시했음을 알 수 있었다. 當時 士大夫에게 그림은 修

己治人의 수단이었는데, 조선 후기 대표적인 문인사대

부인 강세황이 古人의 뜻과 정신이 집약된 고화의 굢倣

을 중시했다는 것은 그림을‘載道’의 수단으로 인식했음

을 의미한다. 그의 지속적인 화보임방에서 수기적 가치

관과 회화관을 읽을 수 있었다. 즉 그는 이러한 전신적

창작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전을 토대로, 擬古하

며, 倣古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이며 여러 언술을

통해 강조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만년까지 화보를 통

한 임모를 중시했던 그는 창작의 역량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전신적 창작을 통해 문인사대부로서의 실천적

삶을 살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의 이런 회화관이 녹아 있는 묵란화는 30~40대의

전반기와 절필기를 끝내고 군자화에 몰두했던 60~79세

인 후반기로 나누어 보았다. 그의 전반기 묵란화는『개

자원화전』을 학습했고, 후반기는『십죽재서화보』나『매

죽난국사보』의 등의 화보를 통해 學畵하 다. 때문에 그

의 묵란화는 시작부터 끝까지 화보 의탁이 농후하다. 그

럼에도 묵란화를 다작했던 70대는 화보를 통한 의고와

임방을 주지하면서도, 능숙하게 소화해 고아하고 단아

한‘표암난’을 완성하 다. 

묵란화에 일가를 이룬 강세황의 묵란화풍은 當代, 혹

은 후대 여러 화가에게 향을 미친다. 18세기 조선 화

단의 중심에 있던 인물들인 심사정·최북·임희지의 묵

란화는 강세황 묵란화풍과 관련이 있어 주목된다. 결과

적으로 그들의 묵란화풍을 통해 18세기 묵란화의 다양

화를 추측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화된 18세

기 묵란화는 19세기 황금기 묵란화의 토대가 되었을 것

으로 보인다.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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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Gang Sehwang’s Ink Orchid Painting

Abstract

This paper is a study about the Gang Sehwang’s (姜世晃 1713~1791) Ink Orchid Painting. Gang Sehwang is

a representative literati gentleman who painted Four Gentlemen, for the first time, during the late Joseon

Dynasty. There are 20 pieces of Ink Orchid Painting of his in Korea. His recognition of the Ink Orchid Painting

can be understood through his records and analysis of his Ink Orchid Painting.

He considered the sketch from the nature (寫生), practice of old paintings (古畵), and copy-training of the

manual of paintings (畵譜). 

Particularly, Gang Sehwang focused on the copy-training of old paintings (古畵굢倣) which integrates the

will and spirit of old literati gentlemen. This means that he had recognized the picture as a means of ‘literature

carrying morality (載道). Also, we could read self-discipline (修己的) values from his continuative copy-training

of the manual of paintings (畵譜굢倣).

Next, his Ink Orchid Painting were divided into the first half of the term (his 30s to 40s) and the second half

of the term (his 60s to 78 years old). He had polished up on the Jieziyuanhuazhan (『芥子園畵傳』) during the first

half of the term and on the Shizhuzhaishuhuapu (『十竹齋書畵譜』) or the Maejuknanguksabo (『梅竹蘭菊四譜』)

during the second half of the term. Therefore, it could be understood that he had depended on the manual of

paintings (畵譜) for a long time. Nevertheless, he had completed the elegant and graceful Pyeoam Orchid (豹菴

蘭)’ based on his skill of the manual of paintings (畵譜) in his 70s.

Finally, the 18th century Ink Orchid Painting and painters who lived (worked) at that time were investigated.

He made?? the Albums of Calligraphy and Painting (書畵合壁帖) with Shim Sajeong (沈師正) and Choi Buk (崔

겗). They also interacted with each other by Calligraphy and Painting (書畵). Also, Yi Insang (굃굞祥) and Im

Heeji (굟熙之) contributed to the diversification of the 18th century Ink Orchid Painting style by imitating Ink

Orchid Painting with the manual of paintings (畵譜).

Moreover, it is meaningful that the Ink Orchid Painting of Gang Se-hwang and the18th century Ink Orchid

painters influenced the foundation of the 19th century Ink Orchid Painting fashion.

Key Words Gang Sehwang, Pyeoam, Ink Orchid Painting, Jieziyuanhuazhan, Shizhuzhaishuhuapu, Maejuknanguksabo,

Shim Sajeong, Choi Buk, Yi Insang, Im Hee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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