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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 서병오(1862-1936)의 1889년작 
난죽석도 연구

주제어  서병오, 이하응, 정학교, 정섭, 사군자화

투고일자  2018. 03. 26  ● 심사일자  2018. 04. 24  ● 게재확정일자  2018. 11. 07

서병오(徐丙五, 1862-1936)는 서구적 ‘미술’ 개념의 도입으로 일본화 내지 서양화로 기울던 일제강점기 시서화일치의 

대구 문인화단이 형성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는 1879년 이하응(李昰應, 1820-1898)과의 만남을 계기로 서화계

에 입문하였으나, 문인화가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은 1910년 경술국치 이후부터이다. 그의 예술세계는 세 시기로 구분

되며, 학습기인 1879년부터 1897년까지는 관직 진출을 목표로 하였던 때문인지 중국 화보를 임모하거나 이하응의 영향 아래 

사군자화를 여가에 그리는 정도였다. 발전기는 1898년부터 1920년까지로 그는 애국계몽운동 등 사회적 지도자로 활동하다 

1910년 경술국치 이후 삶의 방향을 문인화가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 중국 여행에서 다시 만난 민영익(閔泳翊, 1860-

1914)의 운미란과 포화(蒲華, 1830-1911)의 묵죽법을 근간으로 새로운 화풍을 적극 모색함과 동시에 산수, 화훼, 기명절지 등

의 화목도 다루었다. 완숙기인 1921년부터 1936년까지는 대구와 한양을 오가며 근대 한국 화단의 서화가로 왕성하게 활동하

였으며, 묵란과 묵죽에서 윤묵의 호방한 필법을 특징으로 하는 개성적 화풍을 완성하였다.

   특히 학습기의 경우 관련 기록이나 현전작품이 드물어 서병오의 창작활동이나 화풍 등에 관한 것은 추론의 수준을 벗어

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본고에서 집중적으로 분석한 서병오의 1889년작 난석죽도 11점은 학습기의 화풍 연원이나 수

준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1889년작 난죽석도 가운데 묵란도는, 이하응이 1882년 7월 청군에 의

해 체포되기 이전에 그린 초기 군란도와 석란도에서 영향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묵죽도는 한양에 널리 알려진 양주화

파 정섭(鄭燮, 1693-1765)과 김정희의 제자 허련(許鍊, 1809-1892)의 화법을 수용했을 뿐만 아니라 이하응의 석란도 형식

을 응용하여 변화를 시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괴석도의 경우 직접적인 관련성은 찾지 못하였으나, 19세기 후반 청나라의 괴석

화가 주당(周棠, 1806-1876)과 여항화가 정학교(丁學敎, 1832-1914) 등에게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서병오의 1889년작 난죽석도는 학습기에 그려진 것으로 운현궁을 찾았던 허련과 정학교 같은 동시기 화가들이나, 한양에 작

품이 유입되었던 정섭과 주당 등의 중국 작품을 실견하며 이들의 화풍을 수용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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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문인화가 서병오(徐丙五, 1862-1936)는 1922년 설립

한 교남시서화연구회(嶠南詩書畵硏究會)를 통해 김진만

(金鎭萬, 1876-1934), 배효원(裵孝源, 1898-1942), 서동균

(徐東均, 1902-1978) 등을 배출하며 전통 서화와 서양화

가 공존하는 대구 화단의 초석을 마련한 것으로 유명하다.1  

현재까지 그에 관한 연구는 적지 않지만, 서화계에 입문한 

학습기의 관련 기록이나 기년작(紀年作)이 드물어 초기의 

교유관계나 화풍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이와 관

련해 최근 대구미술관에서 공개된 서병오의 1889년작 <난

죽석도> 6폭 병풍은 이하응(李昰應, 1820-1898)에게 서화

를 배웠던 학습기의 면모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

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서병오는 10대에 이미 시서화금기(詩書畵琴棋)에 뛰

어나 신동이라 불렸으며, 1879년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이하

응의 부름을 계기로 한양 서화계와 조우하게 되었다. 이후 

그는 운현궁을 드나들며 이하응에게 직접 서화를 배웠을 

뿐만 아니라 소식(蘇軾, 1037-1101) 글씨와 조맹부(趙孟頫, 

1254-1322) 그림을 하사받았고, ‘석재(石齋)’라는 아호까지 

받았다. 1882년 이하응이 그의 부탁을 받고 써준 <행서대련>

은 사제관계가 돈독하였음을 알려준다.2 당시 이하응은 정

권에서 물러나 운현궁에 은거하며 문인 묵객이나 중인 출

신의 서화가들과 교유하였다. 비록 이하응이 임오군란의 책

임자로 1882년 7월 13일 청군에 체포되어 천진(天津) 보정

부(保定府)에 구금되었다가 1885년 8월 27일 귀국할 때까

지 만나지 못하였지만, 서병오는 스승이 사망할 때까지 운

현궁을 찾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전하는 서병오의 작품들은 그가 문인화가로 본격적

인 활동을 펼친 1920년 이후로 집중되어 있다. 이로 인해 그

가 이하응과 사제관계를 지속했던 초기 화풍이나 교유 등

을 밝힐 만한 자료가 부족하여 정황적 추론에 그치는 답

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대구미술관에서 전시된 서

병오의 <난죽석도> 6폭 병풍과 최근 필자가 조사한 또 다

른 1889년작 <난죽석도> 6폭 병풍은 학습기의 기년작이라

는 점에서 주목된다(사진 1).3 원래 이들은 축(軸) 형식의 개

1 김지영, 2010, 「石齋 徐丙五(1862-1936)의 書畵 硏究」,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나나, 2010, 「문인화의 연원과 근대 영남문인화 형성에 관한 연구」, 계

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나나, 2012, 「서병오와 근대 영남문인화 형성」 『한국학논집』 49, pp.59-96; 이인숙, 2014, 「석재 서병오(1862-1936) 묵란화 연구」 

『영남학』 26,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pp.397-424; 이나나, 2017, 「근대 대구문인화의 형성과 전개: ‘교남시서화연구회’와 서병오의 후학들을 중심으로」 

『대구미술을 열다: 석재 서병오』, 대구미술관, pp.164-178 등.

2 서경보, 1998, 「石齋詩文學硏究」 『石齋詩書畵集』 하, 이화문화출판사, p.678. “내가 글씨를 쓰는 것은 마음으로 만들 뿐 원래 일정한 법이 없는데, 이 늙은이

의 가슴속에 또한 시가 있구나. 소년 서석재의 부탁을 받고 63세의 늙은 노석(老石)이 쓰다(我書意造元無法 此老胸中亦有詩 應囑徐少年石齋 老石六十三

叟).” 석재시서화집간행위원회 편저, 1998, 위의 책(하), 도 368 참고 바람.

3 왼쪽 병풍은 대구의 개인소장으로 이인숙 선생님과 구본욱 선생님의 도움으로 실견하였고, 구본욱 선생님께서는 제시 번역까지 흔쾌히 맡아주셨다. 이 자리를 

빌려 작품 조사를 허락해주신 소장자와 두 분 선생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필자는 오른쪽 병풍에 대해서는 죽농서단 주최 제5회 학술대회에서 「석재 서병오의 <

난죽석도> 6폭 병풍 연구」(2017.11.17)로 발표한 바 있으며, 본고는 새로 조사한 왼쪽 병풍을 추가하여 보완 집필한 것이다. 

사진 1.  서병오, <난죽석도> 6폭 병풍 2점, 1889년, 견본수묵, 각 128.5×30.5cm,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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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작품이었으나 최근 병풍으로 장황되었으며, 본고에서는 

1889년작이라 판단되는 묵란도 3점, 묵죽도 4점, 괴석도 4

점을 중심으로 서병오가 학습기에 수용했던 화풍의 연원을 

살펴보려고 한다. 이에 앞서 그의 예술세계를 세 시기로 구

분하여 주요 행적이나 회화적 특징 등을 간략하게 소개한 

다음, 1889년에 그려진 난죽석도 11점을 비교 분석하여 화

풍의 연원이나 특징을 살펴보려고 한다. 더불어 19세기 후반

에 그려진 기년작이 드문 상황에서 서병오의 1889년작 난

죽석도를 통해 동시기 화단의 일면도 반추해보려고 한다.

Ⅱ. 서병오의 주요 활동과 화풍 변천

19세기 전반은 정치 사회적 혼란에도 불구하고 유숙, 

백은배, 이한철 등의 화원화가들과 벽오사(碧梧社)를 중심

으로 한 조희룡(趙熙龍, 1789-1866)과 전기, 유재소 등의 

여항화가들이 새로운 창작방향을 모색하였다. 여기에 문인

화가 홍세섭(洪世燮, 1832-1884)과 남계우(南啓宇, 1811-

1890)가 각각 영모화와 호접도에서 관찰을 근간으로 한 사

실주의적 화풍을 완성하였고, 장승업(張承業, 1843-1897)

을 기점으로 중국 취향의 그림이 붐을 이루며 서화계가 일

시적으로 활기를 되찾은 듯하였다. 또한 1870년대 후반부

터 정계에서 물러난 이하응도 묵란화 창작에 몰두하였으

며, 그의 문하에 있었던 윤영기(尹永基, 1833-1927 이후), 

김응원(金應元, 1855-1921), 나수연(羅壽淵, 1861-1926) 등

은 근대 화단으로 석파란(石坡蘭)을 전하며 사군자화의 유

행에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이밖에 절대적 영원성을 상징

하는 바위의 애호 열기를 배경으로 여항화가 정학교(丁學

敎, 1832-1914)가 괴석 전문화가로 화명을 알리기 시작하였

다.4 이러한 19세기 후반의 화단 양상은 문인 취향의 확산

을 배경으로 20세기 전반에 사군자화가 크게 유행할 수 있

는 기반이 되었다. 

서병오는 이러한 시기에 한양 서화계에 입문하였으며, 

본고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1889년작 난죽석도 11점은 그

러한 화단의 정황이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현재 

서병오의 창작활동과 관련한 시기구분은 연구자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필자는 학습기(1879-1897), 발전기(1898-

1920), 완숙기(1921-1936)로 구분한 김지영과 의견을 같이

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주요 행적이나 난죽석도의 특징적 

화풍을 간략하게 정리하려고 한다.5  

대구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서병오는 10세 이전 

사서삼경을 통달한 이후 허훈(許薰, 1836-1907)과 곽종석

(郭鍾錫, 1846-1919) 문하에 들어가 학문의 깊이를 더했으

며, 대구의 명필 서석지(徐錫止)에게 서예를 배웠고, 『개자원

화전(芥子園畵傳)』이나 『십죽재서화보(十竹齋書畵譜)』 등을 

독학으로 임모하여 시서화금기에 뛰어났다. 이를 전해들은 

이하응이 1879년 18세의 서병오를 부르면서 석파란을 배움

과 동시에 중국의 서화작품도 다수 실견하였다. 또한 운현궁

을 찾았던 윤영기, 배전(1843-1899), 김응원, 나수연 등과도 

만남이 있었을 것이며, 한양에 머물며 명문가 출신의 박영효

(朴泳孝, 1861-1939), 민영철(閔永喆, 1864-?) 등과도 교유하

였다. 그는 1891년 증광시에 합격해 진사가 되었고, 1896년 

3월 대구부 주사(主事) 판임관(判任官)에 임명된 것으로 보

아 1879년부터 1897년까지의 학습기에는 서화창작보다 관

직 진출을 목표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6 

학습기의 서병오 작품이 드문 이유는 이러한 정황과 

적지 않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근래에 서병오

4 박주대(朴周大, 1836-1912)의 『나암수록(羅巖隨錄)』에 정학교가 중인 출신이라 서술되어 있다. 이현정, 2007, 「夢人 丁學敎(1832-1914)의 繪畵 硏

究」,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7-8 재인용.

5 김지영, 2010, 앞의 논문, pp.42-85. 이인숙은 서병오의 묵란화 창작을 초기(1879-1909), 중기(1910-1921), 후기(1922-1936년)로 설정하였다. 이인

숙, 2014, 앞의 논문, pp.397-424. 

6 서경보, 1998, 앞의 논문, pp.677-678; 김지영, 2010, 앞의 논문, pp.5-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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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881년 대구의 동화사 내원암에서 그린 <묵죽도> 10폭 

병풍이 확인되었으며,7 이는 그가 고향과 가까운 사찰에서 

과거시험을 공부하다 심신수양의 방편으로 그렸을 것이라 

유추된다. 역시 내원암에서 석당(石堂)의 부탁으로 그린 묵

매, 묵란, 묵죽과 제시로 꾸며진 «매난죽석화첩»이 있는

데, 그 중 하나인 <묵죽도>는 『십죽재서화보』의 「죽보」 6엽

인 농연(籠煙)을 임모한 것으로 죽엽의 구도와 형태까지 유

사하여 학습기의 독학했던 실례를 확인할 수 있다(사진 2, 

3).8 또 다른 학습기의 작례로 서병오가 1888년 10월 석파

란의 구도와 필법으로 그린 <묵란도>는 스승의 영향이 컸

음을 입증해준다(사진 4). 따라서 이 시기의 서병오는 이하

응을 통해 서화계에 입문하였으나, 창작보다 관직 진출에 뜻

7 서병오가 1881년 동화사 내원암에서 그린 <묵죽도> 10폭 병풍은 다음의 논고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전일주, 2014, 「석재 서병오의 가계와 詩·書畵 작

품 연구」 『2014 대구경북-제주서예가협회 학술발표회』, 대구경북서예가협회, pp.19-48(이인숙, 2014, 앞의 논문, p.405 재인용).

8 “석재산인이 내원암에서 눈을 시험하다(石齋山人 試眼于內院庵).”라는 문구가 <묵란도> 제시 끝부분에 있고, 화첩의 끝에 “친구와 사귀는 도는 맑기가 난

초 같고, 절개는 대나무와 같고, 향기는 매화와 같으니 이 세 가지 물건을 드려서 청향고절을 드러낸다. 그러나 뒷날은 어떠할지 확신할 수 없다. 석재 산중 

초부가 석당의 부탁을 받들어 그리다(故人交道 淸可比蘭 節可比竹 香可比梅 贈此三物 以表淸香高節 而未必後日之如何 石齋山樵 奉副石堂勤囑).”라

는 제시가 실려 있다. 석재서병오기념사업회 편, 2017, 『석재, 추사와 석파를 넘다: 2017 석재 서병오』, 도서출판 중문, pp.15-22 도판 참고.

사진 2.    서병오, <묵죽도>, 《매난죽석화첩》 중에서, 1880년대,

지본수묵, 각 37×48cm, 개인.

사진 3. 《십죽재서화보》 「죽보」 제6엽 ‘농연(籠煙)’. 사진 4.  서병오, <묵란도>,

1888년, 지본수묵, 개인.

사진 5.    서병오, <화훼영모어해도> 10폭 병풍, 1909년, 각 136×36cm,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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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두면서 석파란이나 중국 화보를 임모하는 수준에 머물렀

다고 할 수 있다. 

발전기인 1898년 서병오는 이하응이 사망하자, 스승

의 권유도 있었지만 견문을 넓히기 위해 중국으로 건너갔

다. 이는 1898-1902년의 첫 번째 중국 여행으로 조카사위

이며 제자인 김진만과 함께 북경, 상해, 소주, 남경 등지를 

유람하였다. 그리고 상해에서 금석화풍으로 유명한 오창석

(吳昌碩, 1844-1927)이나 포화(蒲華, 1830-1911), 망명한 

민영익(閔泳翊, 1860-1914) 등과 만났다.9 1904년에는 정치

인 도야마 미쓰루(頭山萬, 1838-1944)의 초청으로 일본을 

방문하기도 했다.10 이러한 여행을 통해 국가적 위기를 감지

했는지 서병오는 1906년 대구 최초의 민족자강 단체인 광

문사 설립에 참여하였고, 1907년에는 일본의 경제 침탈을 

막기 위한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했으며, 1908년에는 대한협

회 일원으로 민족 수호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활동 때문인지 일본은 1908년 서병오를 신녕

군수(新寧郡守)에 임명했으나 10여 일만에 사임하고 김진

만과 다시 북경을 향해 떠났다. 하지만 그해 겨울 추위가 

매서워 안동현(安東縣, 현 요녕성 단동)에 머물다 1909년 

초 북경으로 향하며 객관 주인에게 그려준 <화훼영모어해

도> 10폭 병풍이 현전하고 있다(사진 5).11 이는 사군자화와 

당시 화단에서 성행한 현실구복적 성격을 지닌 모란도, 노

안도, 어해도 등의 길상화가 결합된 것으로 서병오가 화훼

화, 영모화로 화목을 넓혀갔고, 표현기법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이밖에 기명절지화와 산수화까지 그

리며 창작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었다. 

1908-1909년의 두 번째 중국 여행에서 돌아온 서병오

는 상해에서 활동한 민영익의 운미란과 포화의 화법을 국

내에 전파함과 동시에 이를 근간으로 자신만의 화풍을 모

색하는 변화를 보여준다. 일례로 그가 귀국한 바로 다음해

인 1910년에 그린 <묵란도>는 난초의 종류도 이전에 그리지 

않았던 건란(建蘭)이며, 농묵의 필법으로 그린 잎사귀가 비

수 없이 곧으며 끝부분이 뭉툭한 특징을 보여준다(사진 6). 

이는 민영익이 1904년 이후에 완성한 제3기의 운미란(芸楣

9 서경보, 1998, 앞의 논문, p.678; 김지영, 2010, 앞의 논문, pp.21-23. 이때 민영익은 서병오에게 단계석 벼루를 선물했으며, 그 뒷면에는 “충석류방(忠

石流芳) 석재는 한묵향을 소장하니 1901년 7월이다. 민영익이 천심죽재에서 보배로 여겼던 것이다. 포화가 쓰고 서신주가 각하다(石齋藏翰墨香 辛丑七

月 閔氏千心竹齋珍翫 蒲華銘徐新周刻).”라고 새겨져 있다. 석재시서화집간행위원 편저, 1998, 앞의책(下), p.730 벼루 사진 참고 바람.

10 대구미술관 편, 2017, 『대구미술을 열다: 석재 서병오』, 대구미술관, p.195.

11 “내가 1908년 겨울 친구 김진만과 함께 연경을 가기 위해 압록강을 건넜는데, 날씨가 살을 에듯 몹시 추웠다. 북쪽은 더욱 심하여 출발할 수가 없어서 안

동현 韓人의 객관에 숙박했으며, 여관 주인은 김택준이었다. 나와 더불어 연경을 두루 유력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정분이 마치 오래 전부터 사귄 친구

와 같았다. 인하여 이곳에 머무른 지 섣달이 지나 삼개월이 되었는데 무릇 나를 위해 주선해준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에 마음이 흐뭇하였다. 지금 여장

을 갖추어 떠나게 됨에 창연한 마음을 어찌 다 이르겠는가. 이에 10폭 묵화를 그렸으니 후일에 설니홍과의 증거로 삼아 나무라지 말고 헤어진 뒤에도 칭찬

해준다면 매우 다행이겠다(余於戊申冬 與金友肯石作燕行 渡鴨江天氣慄烈. 北爲甚不得前進 館于安東縣韓人客棧 棧主卽金公宅俊也. 說與我游燕一徧 

情若舊知. 因駐經臈首尾三朔 凡爲我周方不一而足. 今當治裝 悵懷曷己. 玆作十幅墨畵 聯證後日鴻雪之資 公須勿誚 俾做別後贊面則幸甚. 靑篆生徐薰 

剪燈試腕 己酉出三月上元).” 석재시서화집간행위원회 편저, 1998, 앞의 책(하), 도 296와 제시 및 한문번역.

사진 6.  서병오, <노근란도>, 1910년,

136×64cm, 개인.

사진 7.  민영익, <노근란도>, 지본수묵,

128.5×58.4cm, 삼성미술관 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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蘭)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며, 두 번째 중국 여행이 그러한 

변화의 직접적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사진 7).12 더불어 

화면의 상단에 적혀 있는 다음의 제시는 서병오가 문인화

가로서 창작에 전념할 것이라는 자신의 행보를 은유적으로 

드러내고 있어 흥미롭다.

구파노인은 ‘잎사귀는 가지런히 자라는 것을 꺼리고, 세 

번 굴러서 활기를 얻는다.’라 말했고, 이재는 ‘이 말은 『헌거록』

에 실을 만하다.’라고 말했다. 고인이 글씨를 쓰며 그림을 그리는

데 반드시 혜초 열 번에, 난화 한 번이라 했으니 혜초에 능하지 

못하면 난화에 능치 못하다 하였다. 예로부터 태평한 날은 항상 

적고, 어려운 날은 항상 많으며, 귀함은 적은데 있고 번다스러운

데 있지 않다. 정소남이 왕조 몰락을 보고 필묵에 마음을 붙이

고, 매번 난초를 그리는데 땅은 그리지 않았으니 후세의 좋아하

는 자들이 바람에 쏠리듯 이를 따랐다.13 

이는 1910년 경술국치를 지켜본 서병오가 남송의 유

민화가 정사초(鄭思肖, 1241-1318)처럼 서화창작으로 절개

를 지키며 일본에 항거할 것임을 다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정사초는 원나라가 건국되자 남송 수도인 항주가 위치한 

남쪽을 향한다는 의미에서 ‘소남(所南)’이라 호를 짓고, 땅이 

없는 묵란화를 그리며 몽고족에 대한 저항과 송에 대한 일

편단심을 드러낸 것으로 유명하다. 또한 서병오는 1909년 병

에 걸린 포화를 치료해주었으며,14 포화가 그려준 <죽석도>

를 효방하면서 완숙기에 이르면 M자형 바위에 호방한 필치

의 문기가 넘치는 ‘석재죽(石齋竹)’을 완성하였다(사진 8, 9).  

또한 이전과 달리 동시기 서화가들과의 합작을 통해 

교유 범위를 넓혔으며, 1915년 윤용구(尹用求, 1853-1939), 

정대유(丁大有, 1852-1927), 노원상(盧元相, 1871-?), 강진희

(姜璡熙, 1851-1919), 오세창(吳世昌, 1864-1953), 현채(玄

采, 1856-1926) 등과 합작한 <서예> 12폭 병풍이나, 1917

년 지창한(池昌翰, 1849-1920)과 합작한 <기명절지도> 10

폭 병풍 등이 그러한 사실을 입증해준다.15 이상의 사실로 

미루어 발전기의 서병오는 애국계몽운동에 적극 참여하였

으나, 1910년 경술국치를 기점으로 상해에서 활동하는 민영

익과 포화의 화법을 근간으로 자신만의 개성적 화풍을 모

색하는, 즉 절개와 지조를 지키는 문인서화가로 변신하였다

고 할 수 있다.  

완숙기의 서병오는 1918년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미술단체인 서화협회(書畵協會) 정회원이었고, 조선

사진 8.  포화, <죽석도>, 1909년, 

136×67cm, 개인. 

사진 9.  서병오, <묵석도>, 지본수묵,

142.4×77.5cm, 고려대학교박물관.

12 김지영, 2010, 앞의 논문, pp.55-62.

13 “歐婆老人云 葉忌齊長 三轉而得勢 彝齋云 此語可入軒渠錄. 古人臨池學畵 必十蕙一蘭 非能於蕙 而不能於蘭也. 從古治日常少 亂日常多 貴在小 不在

煩多. 所南當革世 有寓懷於筆墨 每寫蘭 不畵土 後世好古者 靡然從之. 庚戌梅雨中 石齋倂題” 석재시서화집간행위원회 편저, 1998, 앞의 책(상), 도 221

와 제시 및 한문번역.

14 포화가 1909년 서병오에게 써준 <행서대련>에 적혀 있는 다음의 내용에서 그러한 사실이 확인된다. “‘가만히 초목 가운데 선약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

다’ 석재 선생은 조선의 이름난 진사이다. 유람하던 중 상해에 이르러 서로 만나 흔연히 마음을 털어놓았고, 계림에 투숙하여 나의 병을 치료해주었다. 생

각컨대 의술이 뛰어났고, 여가에는 시서화를 완상하였다(竊聞草木多仙藥 石齋先生 朝鮮名進士也. 游歷至滬瀆 欣然抱晤 投鷄林 參療予疾. 盖精醫道者 

暇日以詩書畵見).” 석재시서화집간행위원회 편저, 1998, 앞의 책(하), 도 361과 제시 및 한문번역.

15 김지영, 2010, 앞의 논문, pp.25-2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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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전람회의 서예부 심사위원으로 중앙화단과도 긴밀한 

관계를 지속하였다. 또한 1922년 교남시서화연구회를 설립

해 후학을 양성함과 동시에 호방한 필법의 묵란과 묵죽에 

주력하여 사군자화 중심의 대구 문인화단이 형성되는데 결

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밖에 그는 대구의 계산동 방향으

로 솟아 있는 아미산(蛾眉山)의 이름을 빌린 미산시사(嵋山

詩社)를 결성하여 한시 전통의 지속에도 기여했다.16  

완숙기의 서병오는 묵란화의 경우 운미란을 근간으로 

졸박한 스타일의 개성적 화풍을 완성하여 대구와 중앙화

단에서 하나의 계보를 형성하였고, 묵죽화는 포화의 형식

과 호방한 서예적 필치를 절충하여 완성한 문기 넘치는 ‘석

재죽’은 해강죽(海岡竹)이나 일주죽(一洲竹)과 어깨를 나란

히 하였다.17 그가 1927년 그린 <난죽석도> 8폭 병풍은 완

숙기의 개성적 문인화풍을 대표하는 예로 묵란, 묵죽, 괴석

의 안정적인 구도에 농묵의 호방한 서예적 필치가 어우러지

며 높은 화격을 보여준다(사진 10).18 제1폭의 곡란도(谷蘭

圖), 제3폭과 제5폭의 묵란도, 제7폭의 석란도는 모두 운미

란을 근간으로 한 것이며, 농묵의 호방한 필치와 다양한 구

도로 변화를 주고 있다. 제4폭의 묵죽도는 포화의 묵죽과 

유사하며, 제2폭과 제8폭의 묵란도나 제6폭 죽석도는 농묵

의 호방한 필치가 특징적이지만 묵죽의 형태나 구도에서 정

섭의 잔영이 감지된다. 제7폭의 묵란과 함께 농묵의 호방한 

필치로 그려진 바위 표현에서 완숙기의 괴석도 화풍을 엿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서병오는 완숙기에 묵

란, 묵죽, 괴석 등의 소재를 농묵의 호방한 필법으로 그려

내어 문기 짙은 사군자화풍을 완성하였다. 더불어 문인화

가 윤용구가 경기도 장위동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화법으로 

난죽석도를 다수 그렸던 것도 서병오의 완숙기 창작활동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19 

Ⅲ. 서병오의 난죽석도 비교 분석

1889년 서병오가 그린 난죽석도 11점은 중국의 전통 

명절인 음력 9월 9일, 즉 중양절(重陽節) 다음날인 9월 10

16 서경보, 1998, 앞의 논문, p. 679. 또한 미산시사와 관련한 서병오의 시문은 169 「鄭夏山庄嵋山詩社稧會」, 188 「嵋山詩社會吟」(1932.12.15), 190 「嵋

山詩社會吟于鄭又谷庄三首」(1933.3.15.)가 남아 있다. 석재시서화집간행위원회 편저, 1998, 앞의 책(하), pp.666-667.

17 김소연, 2003, 「한국 근대 난죽화의 양식 및 계보 분류 연구」 『한국근현대미술사학』 11,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pp.9-34.

18 서병오의 <난죽석도> 8폭 병풍에서 1폭부터 8폭까지 각각의 화면에는 “懸厓天香/ 淇澳數竿/ 玉露香心/ 琅竿翡翠/ 露根楚佩/ 虛心友石/ 石交蘭盟/ 高

竿旋風”처럼 군자를 상징하는 문구가 적혀 있다. 대구미술관 편, 2017, 앞의 책, pp.201-203. 

19 최경현, 2015, 「20세기 전반 윤용구의 묵란도 연구」 『인물미술사학』 11, pp.163-201.

사진 10. 서병오, <난죽석도> 8폭 병풍, 1927년, 각 137.3×33.2cm, 개인. 사진 11.  서병오, <천운가회도>,

1920년대, 132×68cm,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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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에 제작된 것이다. 현재까지 이들 작품의 제작과 관련한 

배경이나 연유는 알려진 바 없다. 하지만 서병오의 생일은 

음력 6월 10일로 계절적으로 가장 더운 여름이었기 때문에 

환갑잔치를 중양절에 하면서 달성공원에 세워진 ‘석재서병

오선생예술비’에는 중양절이 그의 생일이라 잘못 새겨져 있

다.20 이밖에 1920년대의 어느 해 중양절에 가졌던 ‘천운가

회(川雲家會)’라는 모임을 기념해 서병오가 그린 <천운가회

도(川雲家會圖)>와 화면에 쓰여진 그의 「천운장중양회(川

雲庄重陽會)」라는 시문은 1889년에 제작된 11점의 난죽석

도 역시 무더위로 인해 생일을 중양절로 미루었다가 가진 

모임에서 자축의 의미로 그린 것은 아닐까라는 추론도 가

능케 한다(사진 11).21 현재 서병오의 1889년작 <난죽석도> 

6폭 병풍 2점은 최근 다시 표구된 것이며 원래 개별 화축이

었으므로 묵란, 묵죽, 괴석으로 나누어 오른쪽 병풍부터 왼

쪽의 순서로 비교 분석해보려고 한다.

1. 묵란도: 이하응

서병오가 1889년에 그린 묵란도는 오른쪽 병풍의 제

2폭 <석란도(石蘭圖)>와 제5폭 <군란도(群蘭圖)>, 왼쪽 병

풍의 제1폭 <석란도>까지 모두 3점이다.22 각각의 화면에는  

일경일화(一莖一花)의 춘란(春蘭)과 일경다화(一莖多花)의 

혜란(蕙蘭)이 함께 그려져 있다. 전체적인 화면 구도나 제

시의 위치 등이 안정적이며, 난엽은 농담 대비가 강한 윤필

로 유려하게 묘사되어 차분한 인상을 준다. 특히 석란도나  

군란도는 이하응이 1874년 봄 실각한 다음 서화에 전념 

하며 그렸던 형식으로 1879년부터 그의 가르침을 받게 된 

서병오가 스승의 묵란법을 적극 수용했다는 사실을 뒷받침

해준다. 

이하응이 김정희(金正喜, 1786-1956)에게 묵란을 배

운 것은 30대인 1850년대이지만,23 서화창작에 전념하며 화

단에 영향을 미치는 문인화가로서의 입지를 구축한 것은 

정권에서 물러난 1874년 이후이다. 따라서 그 이전의 묵란

사진 12. 이하응, <군란도> 10폭 병풍, 1874년, 지본수묵, 각 123.6×29cm, 국립중앙박물관.

20 서경보, 1998, 앞의 논문, p.677.

21 서병오가 <천운가회도>를 그리고, 화면에는 동양(東洋), 남사(南沙), 지산(止山), 석봉(石峯), 일재(一齋), 성포(惺圃), 석재(石齋), 백송(白松), 소옥(小玉), 

운매(雲槑), 섬월(纖月) 등의 제시가 쓰여 있다. 서병오의 「천운장중양회」는 “催絃急月低眉 道是無期勝有期. 爲賴山翁揮醉筆 重陽何必在東籬.”이다. 석

재시서화집간행위원회 편저, 1998, 앞의 책(하), 도 360과 제시 원문; 김지영, 2010, 앞의 논문, pp.27-28.

22 서병오의 1889년작 <난죽석도> 6폭 병풍은 2점이며, <묵란도> 4점 가운데 왼쪽 병풍의 제4폭은 관지도 없고 필법과 구도 등으로 보아 후대의 것이라 판

단되어 본고에서는 논외로 하였다.

23 이하응은 김정희가 제주도 유배에서 풀려난 다음해인 1849년부터 다시 북청으로 유배되는 1851년까지, 그리고 북청에서 풀려난 1853년부터 사망하는 

1856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묵란화를 배웠다. 김정숙, 2004, 『흥선대원군 이하응의 예술세계』, 일지사, pp.6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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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는 난엽을 삼전법(三轉法)으로 그린 김정희의 영향이 강

한 특징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하응이 1874년 봄부터 1875

년까지 경기도 양주의 직곡산방(直谷山房)에서 그린 묵란

화 형식은 무배경에 노근란(露根蘭)을 지그재그로 포치한 

군란도, 화면의 한쪽에 치우친 편파의 바위를 중심으로 위

아래에 난을 그린 석란도, 종축의 화면 한쪽에서 난초가 무

리지어 가로로 자라는 총란도(叢蘭圖)의 세 가지로 압축된

다. 특히 총란도는 난이 계곡이나 골짜기에 무리지어 생장

하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이하응이 1874년 그린 <군란도> 

10폭 병풍 중 제1폭이 그러한 예이며, 양주화파의 나빙(羅

聘, 1733-1799)이 그린 <심곡유란도(深谷幽蘭圖)> 같은 작

품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라 생각된다(사진 12, 13). 1876년 

운현궁으로 옮겨간 뒤에는 군란도나 총란도보다 석란도에 

보다 집중하며 그는 ‘석파란(石坡蘭)’이라는 개성적 화풍을 

완성하였다.24

서병오의 1889년작 오른쪽 병풍 제2폭의 <석란도>는 

화면의 오른쪽에서 솟아난 바위를 배경으로 혜란이 위아래

에 배치된 구도이며(사진 14),25 이는 이하응이 1875년 직곡

산방에서 그린 <군란도> 10폭 병풍의 제3폭과 유사할 뿐만 

아니라 농담 대비가 강한 윤묵의 유려한 필선에서도 공통

점이 발견된다(사진 15).26 같은 병풍의 제5폭은 무배경으

로 상단에는 담묵의 춘란이, 하단에는 농묵의 혜란이 그려

진 <군란도>(사진 16)이며, 이러한 구도는 이하응이 1874년

에 그린 <군란도> 10폭 병풍의 제3·5·7·9폭과 상당히 유사

24 김정숙, 2004, 앞의 책, pp.108-158.

25 오른쪽 병풍 제2폭의 제시는 “봄 난초 아직 지지 않았는데 여름 난초 피어나니, 모든 일 사람을 재촉하여 어리둥절하게 하지 말라. 이 화분 속에서 영고성

쇠를 다 겪었으니, 몇 번을 뽑아내고 몇 번을 심었는가. 기축년 9월 10일에 석재가 그리다(春蘭未了夏蘭開 萬事催人莫要獃 閱盡榮枯是盆盎 幾回拔去幾

回栽 己丑重陽後日 石齋寫).” 대구미술관 편, 2017, 앞의 책, p.197 재인용. 

26 김정숙, 2004, 앞의 책, pp.125-127.

사진 13.   나빙, <심곡유란

도>, 1772년, 지본수묵, 

245.4×65.7cm, 고궁박물원.

사진 14.  사진1의 

오른쪽 6폭 병풍 중

에서 제2폭 <석란도>.

사진 15. 이하응, <군란도> 10폭 병풍 중에서 8폭, 1875년, 견본수묵,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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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사진 12).27 하지만 상단의 춘란은 『개자원화전』이나 

『십죽재서화보』 같은 화보에서 기본적인 표현법을 근간으로 

한 것이다. 하단의 혜란에서 잎사귀가 오른쪽으로 휘며 겹

쳐진 표현은 서병오의 완숙기 묵란화에서 자주 보이는 독

특한 표현으로 인란(紉蘭)이라고 하며, 학습기에 개성적 면

모가 이미 드러나기 시작하였음을 알려준다(사진 17).28

처음 소개되는 또 다른 1889년작 왼쪽 병풍의 제1폭  

<석란도>는 하나의 화면에 군란도와 석란도 형식을 절충한 

것으로 구도, 필법, 난엽 표현 등에서 앞서 살펴본 1889년

작의 묵란도 2점과 상당한 친연성을 보여준다(사진 18). 왼

쪽 병풍의 제1폭 제시는 “봄비 봄바람에 예쁜 얼굴 씻고, 한 

번 경도를 사양하여 인간 세상에 이르렀네. 지금과 같이 끝

내 자신을 알아주는 이 없으니, 요강을 깨뜨리고 다시 산으

로 들어가네. 기축년 중양절 다음 날 그리다(春雨春風洗妙

顔 一辭瓊島到人間. 如今究竟無知己 打破烏盆更入山. 己

丑重陽後日寫).” 라고 쓰여 있다.

화면 상단에는 춘란 한 포기가 담묵으로 그려져 있고, 

하단에는 왼쪽에서 솟은 편파의 바위를 사이에 두고 혜란

이 그려져 있다. 특히 상단의 춘란을 보면 짧은 잎사귀들 

사이에서 난엽 하나가 길게 뻗어 있으며, 이는 정섭(鄭燮, 

1693-1765)의 군란도에서 보이는 특징적 표현으로 광동

성박물관 소장의 <난화도(蘭花圖)>는 그러한 사실을 뒷받

27 오른쪽 병풍 제5폭에는 “날마다 연못가에서 흥취 다하지 않으나, 창문 주렴의 바람 매워 홑겹 옷이라 겁나네. 늦가을 해질 무렵 산장의 바위 곁에는, 다만 

그윽한 꽃이 있어 내가 보아 주길 기다리네. 기축년 9월 10일에 석재가 그리다(每日臨池興未闌 牖簾風峭㥘衣單 晩來秋盡山莊石 只有幽花待我看 己丑

重陽後日 石齋寫).”라는 제시가 적혀 있다. 대구미술관 편, 2017, 앞의 책, p.197 재인용.

28 화면 제시는 “한 번 초나라 현인이 난초를 엮어 허리에 패용했는데, 그 뒤로 옛 일을 좋아하는 이들이 가끔 인란을 그렸다. 근세에 주당소백이 이러한 그림

에 뛰어났다. 69세 늙은이 석재(一自楚賢有紉結蘭而爲佩 後之好古者 往往作紉蘭 近世周棠少白 尤長於此 六十九叟 石齋).” 대구미술관 편, 2017, 앞의 

책, p.201 재인용.

사진 16.  사진1의 오른쪽 6폭 

병풍 중에서 제5폭 <군란도>.

사진 17.  서병오, <석란도>, 

1920년대, 146.8×40cm, 개인.

사진 18.  사진1의 왼쪽 6폭 병풍

중에서 제1폭 <석란도>. 

사진 19.  정섭, <난화도>, 지본수묵,

102×45cm, 광동성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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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준다(사진 19). 반면 하단의 석란도는 이하응이 1876

년 이후 운현궁에서 주로 그렸던 묵란법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 시기의 서병오는 스승 이하응의 묵란화에서 직접적

인 영향을 받았으며, 동시에 18세기 말 이래로 한양 화단에 

작품들이 유입되어 화명이 높았던 정섭의 작품도 실견하는 

등 다양한 화법을 수용하는 단계였음을 알려준다.

2. 묵죽도: 정섭과 허련

서병오가 1889년에 그린 묵죽도는 오른쪽 병풍의 제

1폭과 제4폭, 왼쪽 병풍의 제2폭과 제5폭까지 총 4점이다. 

오른쪽 병풍의 <묵죽도>는 간결한 구도에 묵란도처럼 조심

스러운 필법을 사용하여 대나무의 상징적 표상이라 할 수 

있는 강직한 기운이나 생동감은 다소 부족해 보인다(사진 

20).29 특히 제1폭의 간결한 구도와 대나무의 가는 줄기, 죽

엽의 소밀(疏密)은 정섭의 묵죽도와 유사하며, 1753년에 그

려진 그의 <묵죽도>는 서병오가 이러한 유형의 작품을 실견

하였을 가능성에 설득력을 더해준다(사진 21). 양주화파 정

섭은 자연을 스승으로 대나무의 형상을 객관적으로 그려내

면서도 지조와 절개라는 상징성을 정갈하게 표현한 것으로 

유명하다. 정섭의 사군자화는 18세기 말 북학파를 통해 급

속히 유입된 청 문물과 함께 전래되었으며, 특히 19세기 전

반의 김정희는 정섭의 묵란도에 주목하여 화법은 물론 제

시까지도 수용하며 애호하였다. 이를 통해 정섭의 묵란도나 

묵죽도는 한양에 다수 유입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서병오도 

운현궁이나 한양의 어느 곳에선가 그러한 작품들을 실견하

였음에 틀림없다. 또 다른 제4폭의 <묵죽도>는 풍죽(風竹)

을 그린 것으로 대나무 줄기가 왼쪽으로 약간 휘어져 있고, 

29 오른쪽 병풍의 제1폭 제시는 “낮은 가지 구부리고 들며 가을 물을 머금고, 곧은 마디 날아올라 저녁 구름에 의지하네. 기수 물 구비의 몇 그루 대나무 빌려

와 보려 하니, 소상강 천 이랑 대나무숲과도 공평하게 나누어 보겠네. 기축(1889)년 9월 10일 석재가 그리다(低枝俯昻含秋水 直節飛騰倚暮雲. 淇澳數竿

看借取 瀟湘千頃會平分. 己丑重陽後日 石齋寫).” 4폭의 제시는 “서창에서 강호의 꿈을 꿀 수 있는 것은, 댓잎 소리가 억새꽃 소리 같기 때문이라네. 석재

산인이 그리다(西牕引得江湖夢 只爲乾聲似荻花 石齋山人寫).” 대구미술관 편, 2017, 앞의 책, p.197 재인용.

사진 20.  사진1의 오른쪽

6폭 병풍 중에서 제1폭 

<묵죽도>.

사진 21.   정섭, <묵죽도>, 1753년, 지본수묵, 

남경박물원.

사진 22.  사진1의 오른쪽

6폭 병풍 중에서 제4폭 

<묵죽도>.

사진 23.  허련, <풍죽도>, 견본수묵,

각 160.6×34cm, 간송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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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엽들은 하나같이 오른쪽 방향을 향하고 있다(사진 22). 

또한 상단에 적혀 있는 “서창에서 강호의 꿈을 꿀 수 있는 

것은, 댓잎 소리가 억새꽃 소리 같기 때문이라네.”라는 제시

도 강호에 부는 바람을 연상시키며 시서화일치의 면모를 엿

볼 수 있다.30 역시 제1폭과 마찬가지로 풍죽의 이미지를 자

신감 있게 나타내지 못했지만, 동시기에 운현궁을 방문했던 

허련(許鍊, 1809-1892)이 그린 간송미술관 소장의 <풍죽도>

와 비교하면 구도나 형태가 상당히 유사하다(사진 23). 묵

죽을 담묵의 윤필로 느슨하게 그린 것이나 대나무 줄기의 

방향, 죽절과 죽간, 죽엽의 형태 등은 학습기의 서병오가 허

련의 묵죽도 역시 실견하였을 가능성을 제시해준다. 더구나 

허련이 70세였던 1879년 운현궁에 초대되었을 때 이하응

이 그에게 직접 써준 시문과 함께 당시의 사연을 1881년 정

리한 기록이 전하고 있어 그러한 정황에 설득력을 더해준다

(사진 24).31 

왼쪽 병풍의 제2폭 <석죽도(石竹圖)>는 오른쪽 하단에 

치우친 바위 사이로 대나무 잎사귀들이 자라고 대나무 줄

기가 화면의 중앙을 향해 솟아있는 반면, 제5폭은 화면의 

오른쪽에서 솟은 바위를 사이에 두고 그 위쪽에는 담묵의 

대나무 잎사귀들이 보이고 하단에는 아래를 향한 도수죽

(倒樹竹)이 그려져 있다(사진 25, 26).32 19세기 전반 문인화

가 신위(申緯, 1769-1845)나 허련의 묵죽화에도 바위가 등

장하지만, 대개 하단 중앙에 배경의 일부로 그려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사진 27). 하지만 서병오는 바위를 화면의 한

쪽에서 솟은 편파의 형태로 변화를 주었는데, 이는 이하응

의 석란도에서 영향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사진 15). 

이와 같이 학습기의 서병오는 당시 한양에서 화명이 

높았던 정섭과 허련의 묵죽도를 실견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진 25.   사진1의 

왼쪽 6폭 병풍 중에서 

제2폭 <석죽도>.

사진 26.  사진1의 

왼쪽 6폭 병풍 중에서 

제5폭 <석죽도>.

사진 24.  허련이 이하응이 써준 <詩書>에 그  

사연을 적은 것, 1881년, 개인.

사진 27.  신위, <청죽도>, 

지본수묵, 118×62cm, 간송

미술관.

30 “西牕引得江湖夢 只爲乾聲似荻花 石齋山人寫.” 대구미술관, 2017, 앞의 책, p.197 재인용.

31 허유, 김영호 편역, 1976, 『小癡實錄』, 서문당, pp.143-144. 

32 왼쪽 병풍 제2폭의 제시는 “비가 아침까지 오니 집에 물이 가득하고, 구름이 개이니 바로 대나무 문과 함께 열리네. 소담의 그림자 춤추는 것을 다소 알겠

으니, 하늘의 빛이 거꾸로 술잔에 들어오네. 기축년 중양절 다음 날 그리다(晴雨連朝滿屋來 晴雲初與竹門開. 笑潭影舞知多少 倒引天光入酒盃. 己丑重

陽後日石齋山人寫).”이고, 제5폭의 제시는 “우뚝 섰으니 어찌 평상을 묻겠는가, 외로운 뿌리 돌을 감싸니 걸맞구나. 염즙으로 소쇄하니 수레를 끌만하고, 

또 황초평이 돌을 꾸짖자 양이 되었네. 기축년 중양절 다음날 그리다(亭立何須更問牀 孤根抱石自相當. 洒來鹽汁車堪引 且倩初平牽作羊. 己丑重陽後日

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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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응의 석란도 형식을 묵죽에 적용하며 새로운 화법을 

모색하였다. 또한 정섭과 허련의 화풍을 따른 오른쪽 병

풍의 <묵죽도>는 필법이 조심스러운 반면, 스승의 석란도  

형식을 묵죽에 응용한 왼쪽 병풍의 <석죽도>는 담묵이지

만 거침없는 필법을 사용하여 분명한 차이를 보여준다. 이

는 서병오가 학습기에 특정 화가의 화풍을 익히는 경우에

는 필법을 조심스럽게 구사한 반면, 기존의 형식을 응용해  

변화를 모색할 때에는 붓의 운용에서 주저함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괴석도: 주당과 정학교

1889년작 병풍에 포함된 괴석도(怪石圖)는 오른쪽 병

풍의 제3폭과 제6폭, 왼쪽 병풍의 제3폭과 제6폭으로 모두 

4점이다. 원래 바위는 인물화나 화조화 등의 배경에 등장

하는 부속물에 지나지 않았으나, 19세기에 이르러 수석(壽

石) 애호 풍조와 더불어 독립된 화목으로 널리 그려졌다. 

특히 바위가 지닌 불변의 영원성이 장수라는 길상적 의미

와 함께 문인의 절개나 충절 등도 상징하는 중의성을 지니

면서 인기가 높았다. 문인화가 김유근(金逌根, 1785-1840)

이 그린 《황산연산도(黃山硯山圖)》 역시 이러한 문화적 기

반 위에 제작된 것이며(사진 28), 연경을 방문한 조선 사

신을 통해 청나라에서 괴석도로 이름을 떨친 주당(周棠, 

1806-1876)의 작품이 다수 유입되었다고 한다.33 이와 관련

해 1855년 진위진향사(陳慰進香使) 종사관(從事官)으로 연

경을 다녀온 서경순(徐慶淳, 1804-?)이 저술한 『몽경당일사

(夢經堂日史)』에서 1855년 12월 2일과 9일 두 차례나 주당

의 애련서옥(愛蓮書屋)을 찾았다가 괴석도와 묵죽도를 실

견한 내용은 조선 사신과 주당이 빈번하게 교유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준다.34 더불어 간송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주당의 <난죽석도> 역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전래되었을 것

이다(사진 29).35  

먼저 오른쪽 병풍의 제3폭 <괴석도>는 바위가 창끝처

럼 치솟은 형태이며, 제시에도 관련 내용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아 그 종류나 기원을 확인하기 어렵다(사진 30).36 

또한 바위의 뾰족한 형태가 담묵의 윤필로 인해 특유의 물

33 주당의 자는 소백(召伯) 또는 소백(少白)，호는 난서(蘭西)이며 절강성 산음(山陰, 현 紹興) 출신이다. 『한송각담예쇄록(寒松閣談藝瑣錄)』에는 주란(周蘭)

이라 적혀 있으며, 벼슬은 광록사서정(光祿寺署正)을 지냈고, 서위(徐渭)와 진순(陳淳)의 사의화훼화를 잘 그렸으며 산수화는 석계(石溪)와 석도(石濤)의 

화법을 따랐다. 만년에는 오로지 괴석만을 그리며 각체와 준법을 갖추자 장지만(張之萬)이 청대 괴석도의 제일이라 하였다. 조선 사신들이 매번 그의 작품

을 구해 귀국하였다. 저서로 『죽석화범(竹石畵範)』이 있다. 兪劍華 編, 2004, 『中國美術家人名辭典』, 上海人民美術出版社(12쇄), p.492.

34 서경순(徐慶淳), 『몽경당일사(夢經堂日史)』, 「일하잉묵(日下媵墨)」. 출처: http://db.itkc.or.kr/dir

35 한국민족미술연구소, 1997, 『澗松文華』 52 中國近代, pp. 10-11 도판 참조 바람.

36 3폭의 제시는 “우뚝 솟은 산 바위 틈에 푸른 기운 어리고, 서리 엉기니 예로부터 흘린 무늬 띄고 있네. 한밤중 선인(仙人)은 한가로이 달 감상하고, 피리 소

리는 동정호 구름을 불어 흩어 버리네. 기축년 9월 10일에 석재가 그리다( 空巖竇碧氤氳 霜凝猶帶舊流紋 半夜仙人閒弄月 笛聲吹裂洞庭雲 己丑重陽

後日 石齋寫)이다. 대구미술관, 2017, 앞의 책, p.197.

사진 28.  김유근, 《황산연산도》 중에서, 19세기 전반, 지본수묵, 

30.2×22.2cm, 국립중앙박물관.
사진 29. 주당, <난죽석도>, 19세기, 지본수묵, 각 87×31.7cm, 간송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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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서예의 필법으

로 그리는 묵란도나 묵죽도보다 형태를 묘사해야 하는 괴

석도가 서병오에게는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오른쪽 

병풍의 제6폭은 제시를 통해 호랑이가 웅크린 형태의 호석

(虎石)을 염두에 두고 그린 것임을 알 수 있다(사진 31).37 

이와 관련해 주당의 《기석도책(奇石圖冊)》에서 “둥글지도 

않고 모나지도 않은 것이 저절로 자연스러움을 얻었네(不

方不圓 自成其天).”라는 제시가 적혀 있는 제6엽이나 제12

엽의 괴석을 절충하여 호석을 형상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진 32, 33). 역시 날카로운 돌덩어리를 쌓아올린 듯 표현

한 것에서 학습기의 서병오는 대상의 형태를 묘사하는 실

력이 그다지 높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된다. 

왼쪽 병풍의 제3폭 <괴석도>는 각진 돌덩어리를 높이 

쌓아올린 것으로 서툴면서도 투박할 뿐만 아니라 필법도 

조심스러운 면모를 강하게 보여준다(사진 34).38 비록 이 작

품보다 10년 뒤인 1899년에 그려진 정학교의 <괴석도>와 비

교하면 바위를 구축적으로 쌓아올린 형태나 구조에서 유

사성을 찾을 수 있다(사진 35). 이 작품은 정학교가 서화

창작에 전념하면서 그린 것으로 각진 바위 형태나 질감 표

현 등에서 뛰어난 기량을 보여주고 있어, 서병오의 1889년

작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학교

가 1877년 수석보(壽石譜)인 『소원석보(素園石譜)』를 임모

한 <괴석도> 8폭 병풍이 한양대학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

어 1880년대에 이르면 괴석도를 본격적으로 그리기 시작 

했던 것으로 이해된다.39 현재 서병오의 1889년작과 직접 

비교할 만한 정학교의 작품은 확인하지 못하였지만, 서강

대학교박물관 소장의 1899년작과 유사한 <괴석도>가 이화

여자대학교박물관을 비롯해 순천대학교박물관 등에도 소

장되어 있어 특정 형태를 반복적으로 그렸던 사실을 알 수 

37 6폭에는 “고인의 눈(雪)을 읊은 시에 ‘허공을 제압하는 큰 바위가 소금으로 만든 호랑이가 엎드린 듯하다’고 하였는데, 대체로 눈덩이를 형용한데서 취한 

말이다. 바위가 호랑이를 닮았다고 해서 한 말은 아니지만, 이 그림의 바위는 호석(虎石)이라 일컬어도 괜찮을 것이다. 석재산인이 아울러 화제를 쓰다(古

人詠雪詩曰 大石壓虛鹽虎伏 蓋取於斤雪也 非爲石之類虎也 如此石者 稱之虎石可耳 石齋山人倂題).”라 적혀 있다. 대구미술관, 2017, 앞의 책, p.197.

38 왼쪽 병풍 3폭의 제시는 “쌀쌀한 봄바람에 벼룻물 얼어붙어, 시간을 재촉하여 등나무 줄기 그렸네. 주먹 만한 돌은 선생의 베개로 적당하고, 눈이 봉창을 비

추니 지승을 하네(料峭東風觸硏硏 忙催駒隙畵林藤 一拳當得先生枕 雪暎虛牕撲紙繩).”이다. 석재시서화집간행위원회 편저, 1998, 앞의 책(상), 도 251.

39 배원정, 2010, 「한양대학교박물관 소장 丁學敎 筆 <怪石圖>」 『古文化』 75, pp.137-147.

사진 30.  사진1의 오른쪽 6폭 

병풍중에서 제3폭 <괴석도>.

사진 31.  사진1의 오른쪽 6폭 

병풍중에서 제6폭 <괴석도>.

사진 32.  주당, 《기석도책》

중에서 제6엽, 지본수묵담채, 

19×15cm, 중국 개인.

사진 33.   주당, 《기석도책》 중에서

제12엽, 지본수묵담채, 19×15cm, 

중국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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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서병오가 운현궁을 찾았던 시기에 정학교 역시 

그곳을 드나든 묵객 중 한 사람이었으므로 유사한 형태의 

괴석도를 실견하였을 것이라 유추된다.40 그러한 근거로는  

이하응이 1887년부터 1891년에 그린 석파란의 바위 표현

에서 정학교의 독특한 화법이 보이는 것이나, 1889년작의  

<난죽석도>에 서병오가 직접 쓴 제시와 정학교의 작품에 

보이는 제시의 서체에서 삐침이 강하면서 세로의 획을 길게 

뽑아낸 것 등에서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사진 36).41 

또 다른 왼쪽 병풍의 제6폭 <괴석도> 역시 형상의 유

래를 확인하기 어렵지만(사진 37), 제시에 미불(米芾, 1051-

1107)이 바위를 좋아하여 기이한 형태의 바위를 보고 예를 

갖추며 석장(石丈)이라 불렀던 미불배석(米芾拜石)의 일화

가 담겨 있어 특이한 형상의 괴석을 염두에 두고 그렸던 것

이라 할 수 있다.42 이상에서 살펴본 1889년작 <괴석도> 4점

은 서병오가 당시 한양에 널리 알려졌던 청나라 괴석화가 

주당과 운현궁을 드나들던 정학교의 영향을 받았으며, 묵란

이나 묵죽에 비해 괴석의 표현력이 다소 부족하였음을 알

려준다.

40 정학교는 중인 출신의 여항화가로 1858년 생원시 합격 이후 경성 외곽으로 이주하였으나 관직을 받지 못하였다. 1864년 사간원 부사용(副司勇)에 제수

되었고, 같은해 7월 『선원보략(璿源譜略)』을 수정할 때 별간역(別看役)으로 참여한 공을 인정받아 1865년 종6품으로 승진하였고, 1873년 7월 와서별제

(瓦書別提)가 되었다. 여기서 정학교가 관직에 오른 1864년은 대원군이 집권을 시작한 해로 그 이전부터 운현궁을 찾았을 가능성을 상정케 한다. 한양대

학교박물관 소장의 <괴석도> 8폭 병풍은 1877년 겨울 명말 발간된 수석보(壽石譜)인 『소원석보(素園石譜)』를 임모한 초기작이며, 1895년 사직한 뒤에는 

서화창작에 전념하였다. 이현정, 2007, 「夢人 丁學敎(1832-1914)의 繪畵 硏究」,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6-14.

41 김정숙, 2004, 앞의 책, pp.183-226; 김정숙, 2003, 「석파 이하응의 묵란화와 정학교 및 장승업 화풍과의 관계」 『美術資料』 69, 국립중앙박물관, pp.89-113. 

42 제6폭의 제시는 “미불이 돌에 절하고 형님이라 칭하니, 모든 사람이 따라 공경할 뿐 두 말하지 않았네. 나도 이와 같은 어른을 아니 미남궁만 절한 것이 아

니며, 나 또한 그를 위해 향 피우고 두 번 절했네. 기축년 중양절 다음 날 석재산인 서병오가 그리다(米南宮拜石稱丈人 天下從以敬之無二辭焉. 吾知如此

丈者 非徒南宮之下拜 吾亦爲之焚香再拜. 己丑重陽後日 石齋山人 徐丙五寫).”이다.

사진 34.  사진1의 왼쪽 6폭 

병풍 중에서 제3폭 <괴석도>.

사진 35.   정학교, <괴석도>, 1899년,

지본수묵, 118×31.5cm, 서강대학교

박물관. 

사진 36.  사진1의 오른쪽 

병풍 제5폭 <죽석도>의 제시. 

사진 37.  사진1의 왼쪽 6폭 

병풍 중에서 제6폭 <괴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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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맺음말

일제강점기에 대구의 문인화단을 이끈 서병오의 행적

이나 창작활동은 1910년 이후부터는 명확하게 알려진 편

이다. 하지만 그가 1879년 이하응의 부름을 받아 운현궁

을 찾았던 학습기의 초기 화풍이나 교유관계 등은 기록이

나 현전작품들이 드물어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공개된 서병오의 1889년작 <난죽석도> 6

폭 병풍 2점은 학습기 서병오의 면모를 밝힐 수 있는 자료

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들 작품은 국화주를 

마시고 장수를 기원하며 풍류를 즐겼던 중양절 다음날인 

9월 10일 그려진 것이다. 실제로 서병오의 생일이 음력 6월 

10일이었지만 무더운 계절을 피해 중양절에 환갑잔치를 했

던 것이나, 어느 해인가 9월 9일 천운장에서 모임을 가졌던 

것 등으로 미루어 보아 20대부터 중양절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며 시서화를 창작했던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창작 배경을 갖는 1889년작 난죽석도 11점을 

묵란, 묵죽, 괴석으로 나누어 비교 분석한 결과, 첫 번째 서

병오는 묵란도 방면에서 스승 이하응이 정권에서 물러나 

창작에 전념했던 초기의 화풍을 거의 그대로 수용했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묵죽도에서는 18세기 후반 이래 한양

에 널리 알려진 양주화파 정섭과 운현궁을 찾았던 허련의 

작품에서 영향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하응의 석란도 형식

을 묵죽에 적용하여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기도 하였다. 마

지막으로 괴석도에서는 서예의 필력을 기본으로 한 묵란도

나 묵죽도에 비해 표현력이 다소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며, 

특정 화가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 어려웠다. 그렇지만 

19세기 후반 한양 화단의 괴석도와 관련해 보았을 때 청나

라 괴석화가 주당이나 정학교의 작품을 실견하였고, 이로부

터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유추된다. 이러한 사실

들을 기반으로 서병오는 운현궁의 주인 이하응에게 서화를 

배웠을 뿐만 아니라 그곳을 드나든 허련, 정학교 등과도 교

유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시기 한양에는 양주화파 정

섭과 북경의 괴석화가 주당의 작품이 다수 유입되어 있었

고, 이를 실견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하응이 정권

에서 물러나 머물던 운현궁은 1876년부터 허련, 유재소, 정

학교 등과 같은 문인 묵객들의 교유 공간으로 기능하였다

는 사실도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 더불어 20세기 전

반의 화단에서는 난죽과 괴석 위주로 사군자화가 크게 유

행하였는데, 그러한 정황이 19세기 후반부터 시작되었음을 

알려주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서병오의 1889년작 난죽석

도 11점은 그의 학습기 화풍과 한양 화단의 일면을 이해시

켜준다는 점에서 회화사적으로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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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1889 ‘Nanjukseok’ (Orchid, Bamboo 
and Rock) Paintings of Seo Byeong-o

Seo Byeong-o (徐丙五, 1862-1936) played a central role in the formation of the Daegu artistic community—

which advocated artistic styles combining poetry, calligraphy and painting—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when the introduction of the Western concept of ‘art’ led to the adoption of Japanese and Western styles of painting 

in Korea. Seo first entered the world of calligraphy and painting after meeting Lee Ha-eung (李昰應, 1820-1898) in 

1879, but his career as a scholar-artist only began in earnest after Korea was annexed by Japan in 1910. Seo’s oeuvre 

can be broadly divided into three periods. In his initial period of learning, from 1879 to 1897, his artistic activity 

was largely confined to copying works from Chinese painting albums and painting works in the “Four Gentlemen” 

genre, influenced by the work of Lee Ha-eung, in his spare time. This may have been because Seo's principal aim 

at this time was to further his career as a government official. His subsequent period of development, which lasted 

from 1898 until 1920, saw him play a leading social role in such areas as the patriotic enlightenment movement 

until 1910, after which he reoriented his life to become a scholar-artist. During this period, Seo explored new 

styles based on the orchid paintings of Min Yeong-ik (閔泳翊, 1860-1914), whom he met during his second trip to 

Shanghai, and on the bamboo paintings of Chinese artist Pu Hua (蒲華, 1830-1911). At the same time, he painted in 

various genres including landscapes, flowers, and gimyeong jeolji (器皿折枝; still life with vessels and flowers). In his 

final mature period, from 1921 to 1936, Seo divided his time between Daegu and Seoul, becoming a highly active 

calligrapher and painter in Korea's modern art community. By this time his unique personal style, characterized by 

broad brush strokes and the use of abundant ink in orchid and bamboo paintings, was fully formed. 

Records on, and extant works from, Seo's early period are particularly rare, thus confining knowledge of his 

artistic activities and painting style largely to the realm of speculation. In this respect, eleven recently revealed 

nanjukseok (蘭竹石圖; orchid, bamboo and rock) paintings, produced by Seo in 1889, provide important clues 

about the origins and standards of his early-period painting style. This study uses a comparative analysis to confirm 

that Seo's orchid paintings show the influence of the early gunran (群蘭圖; orchid) and seongnan (石蘭圖; rock and 

orchid) paintings produced by Lee Ha-eung before his arrest by Qing troops in July 1882. Seo's bamboo paintings 

appear to show both that he adopted the style of Zheng Xie (鄭燮, 1693-1765) of the Yangzhou School (揚州畵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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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yle widely known in Seoul from the late eighteenth century onward, and of Heo Ryeon (許鍊, 1809-1892), a 

student of Joseon artist Kim Jeong-hui (金正喜,1786-1856), and that he attempted to apply a modified version 

of Lee Ha-eung's seongnan painting technique. It was not possible to find other works by Seo evincing a direct 

relationship with the curious rocks depicted in his 1889 paintings, but I contend that they show the influence of 

both the late-nineteenth-century-Qing rock painter Zhou Tang (周棠, 1806-1876) and the curious rock paintings of 

the middle-class Joseon artist Jeong Hak-gyo (丁學敎, 1832-1914). In conclusion, this study asserts that, for his 1889 

nanjukseok paintings, Seo Byeong-o adopted the styles of contemporary painters such as Heo Ryeon and Jeong 

Hak-gyo, whom he met during his early period at the Unhyeongung through his connection with its occupant, Lee 

Ha-eung, and those of artists such as Zheng Xie and Zhou Tang, whose works he was able to directly observ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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