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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치 허련(小癡 許鍊,1808~1893)은 조선 말기 대표적 남종 문인서화가이며 남도 문인화의 시조로, 초의선사와 추

사 김정희의 문하에서 문인의 학문적 면모와 화원의 능숙한 화법을 모두 체득해 ‘사의화(寫意畵)’를 이룬 직업형 문인화

가였다. 

허련의 산수화는 그의 화격을 높이 산 김정희의 지도에 의해 형성되었으나, 추사 사후 그의 나이 70세경에 본격적으

로 그리기 시작한 묵란화는 ‘추사란(秋史蘭)’의 양식과는 관련이 없고, 전체적으로는 고법(古法)을 따르면서도 거칠고 호

방한 필치의 사의성을 띠고 있어 주목된다. 허련의 묵란화는 사군자류 중 화란법(畵蘭法)을 남길 만큼 관심을 가졌던 분

야임에도 전체적인 작품의 조사나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화란법과 제발(題跋), 인문(印文)에 나

타난 난화관(蘭畵觀)을 통해 그의 묵란화 인식을 살피고, 화보를 임방하고 당대 화풍을 수용하면서도 개성적인 필묵의 

운용으로 형성된 소치란(小癡蘭)의 면모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특히 허련은 당시 묵란화의 대가인 이하응이나 조희룡과 화우(畵友)로 지내지만 난 그림에 있어서는 김정희의 난화

론을 바탕으로 삼아 초기 지두란(指頭蘭)을 그리는 등 자신만의 화란법을 형성하고 예술세계를 구축한다. 또한 난화는 

유가적 전고(典故)를 바탕으로 그리지만 제발과 인장의 내용을 통해서는 유가적 성격뿐만 아니라 도가·불가적 의미까지 

더해져 허련의 인생 지향과 사유세계를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복합적이고 다양한 철학과 심미의식이 반영된 허련의 묵

란화는 시기에 따라 변화 과정을 거치며 만년에 사의 묵란화를 형성한다. 즉 그는 직업형 화가였음에도 말년에 더욱 활

발히 제작했던 사의란을 통해 조선 사대부의 이상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려 했음을 알 수 있고, 소치란은 문인의 표상을 

실현하려는 사의적 시각과 의지의 발로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  문  초  록

주제어  소치(小癡), 허련(許鍊), 묵란화(墨蘭畵), 사의(寫意), 지두화(指頭畵)

투고일자  2018. 12. 31 ● 심사일자  2019. 01. 18 ● 게재확정일자  2019. 02. 07

소치 허련(1808~1893)의 寫意 묵란화

강영주

문화재청

Corresponding Author : kongju-016@hanmail.net



171  Kang, Yeong-ju  소치 허련(1808~1893)의 寫意 묵란화

Ⅰ. 서론

소치 허련(小癡 許鍊,1808~1893)은 조선 말기 대표

적 남종 문인서화가이며 남도 문인화의 시조로 알려져 있

다. 그는 몰락한 양반인 중인 출신으로 초의선사와 추사 

김정희의 문하에서 문인의 학문적 면모와 화원의 능숙한 

화법을 모두 체득해 ‘사의화(寫意畵)’를 이룬 직업형 문인

화가였다. 

주지하듯 허련의 산수화는 그의 화격을 높이 산 김정

희의 지도에 의해 형성되었으나, 추사 사후(死後) 그의 나

이 70세경에 본격적으로 그리기 시작한 묵란화는 ‘추사란

(秋史蘭)’의 양식과는 관련이 없고, 전체적으로는 고법(古

法)을 따르면서도 거칠고 호방한 필치의 사의성을 띠고 

있어 주목된다. 허련의 묵란화는 사군자류 중 화란법을 남

길 만큼 관심을 가졌던 분야임에도 전체적인 작품의 조사

나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선행 연

구를 바탕으로 먼저 그가 남긴 묵란화 관련 기록과 작품을 

분석해 그의 묵란화 인식과 양식의 변화 과정을 파악해보

고자 한다.1

허련은 당시 묵란화의 대가인 이하응이나 조희룡과 

화우(畵友)로 지내지만 난 그림에 있어서는 김정희의 난화

론을 바탕으로 삼아 자신만의 화란법을 형성하고 예술세

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묵란화의 제발이나 인문(印文)을 

통해서 그의 회화관과 난화관을 살필 수도 있다. 즉 그는 

난화를 유가적 전고(典故)를 바탕으로 그렸지만, 제발과 

인장의 내용을 통해서는 유가적 성격뿐만 아니라 도가·불

가적이며 길상·기복적인 의미까지 더해져 화가의 인생 지

향과 사유세계를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복합적이고 다양

한 철학과 심미의식이 반영된 허련의 묵란화는 시기에 따

라 변화 과정을 거치며 만년에 사의 묵란화를 형성한다. 

‘소치란(小癡蘭)’의 특징은 화보의 모사와 임방을 견

지하며 자신만의 난화법을 형성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초

기 지두(指頭)로 그린 묵란화 등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청

대 정섭과 이하응, 조희룡 등의 당대 묵란화풍과의 유기적 

관련성을 알아보겠다. 마지막으로 교본첩으로 만든 난화

와, 괴석과 난초를 조합하여 그린 말년 작품인 <석란>의 

분석을 통해 사의란의 특징과 성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

다. 즉 허련이 말년까지 제작했던 묵란화 고찰을 통해서는 

문인의 표상을 실현하려는 그의 사의적 시각과 의지를 읽

을 수 있다. 

Ⅱ. 소치 허련의 묵란화 인식

1. 古法을 중시한 畵蘭法

허련이 묵란화를 그릴 때 무엇보다 고법을 중시했다

는 사실은 매화와 난초를 한 화폭에 그리고, 난을 그리는 

방법을 긴 문장으로 기록한 작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1 허련에 대한 연구는 金泳鎬 편역, 1981, 『小癡實錄』, 서문당; 김상엽, 2003, 『소치허련』, 학연문화사; 김상엽, 2002, 「소치 허련의 생애와 회화활동 연구」, 성

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선옥, 2005, 「小癡 許鍊의 四君子畵 硏究」 『호남문화연구』 36,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pp.117~154; 고재식, 2010, 「소치 

허련의 인장 연구」,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불교예술문화학과 석사학위논문; 홍윤리, 2015, 「소치 허련의 《小癡畫品》 연구」 『온지논총』 44, 온지학회, 

pp.267~310; 김정호, 2011, 「小癡 許鍊 文人畵의 美學的 硏究」,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 서예학 전공 석사학위논문 등이 있다. 

그림 1 허련, <매란도>, 지본수묵, 26.2×149.5㎝,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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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초를 그리는 묘법은 기(氣)와 운(韻)을 우선으로 한다. 먹

은 반드시 정품이어야 하고, 물은 새 물이어야 하고, 벼루는 찌꺼

기를 깨끗이 씻어야 하고, 붓은 절대 뻣뻣하지 않아야 한다. 먼저 

네 잎을 나누어서 장단이 어울려야 한다. 한 잎이 교차할 때 고운 

자태를 취하고 각각의 잎들이 교차하며 한 잎이 더해져야 한다. 

셋 가운데에 넷이 모이고 두 잎이 더해져야 온전해진다. 먹은 반

드시 두 색을 써야 하니 쇠한 듯한 먹색과 어리고 예쁜 먹색이 서

로 조화되어야 한다. 화판은 담묵으로 하고, 꽃받침은 진한 먹으

로 선명하게 한다. 운필할 때 손은 번개같이 놀려 느슨한 놀림을 

피해야 하고, 그리는 붓을 세력에 온전한 맡겨야 앞뒤의 형태가 

이루어진다. 합쳐 조화시키려면 배치를 자연스럽게 해야 한다. 

셋을 머금고 다섯을 연 것이 모두 하나로 귀결돼야 한다. 바람을 

맞고 햇빛을 받은 꽃은 곱게 피어나고, 눈서리 물리친 잎은 절반

쯤 드리워져야 한다. 가지와 잎은 봉황이 나래를 펴고 호젓한 꽃

은 나비가 춤을 추듯 하며, 각피(殼皮)는 묶여 있고 흩어진 잎은 

모으기 어려워야 한다. 바위는 비백으로 한두 개가 배치되고, 차

전[질경이]의 풀은 언덕 쪽에 자리 잡아야 한다. 푸른 대나무 한

두 칸과 가시나무가 옆에 있다면 경관을 돋보이게 할 수 있다. 그

리고 송설을 스승으로 삼아야 정통을 얻을 수 있다. 구륵으로 난

초와 혜초를 그리는 것은 선인들이 이미 했다. 그런데 쌍구로 백

묘를 구사하는 것 또한 난초를 그리는 하나의 법이다./ 조오흥을 

배워 그리다./ 난초 꽃에 점을 찍는 것은 미인의 눈과 같다. 상포

의 가을 물결이 모든 것을 생동하게 한 것을 상기한다면 전신은 

점 찍는 것을 요체로 삼으니, 꽃의 정신은 온전히 여기에 있다./ 

매화와 친구가 되고 싶어도 그와 걸맞지 못할까 걱정했다. 이제

부터 화식을 끊고 물을 마시면서 신선의 글을 읽어야겠다./ 소치2

이 글은 본래 『개자원화전』의 난보에 있는, 난을 그리

는 묘법인 「화난결」의 내용을 따온 것으로 허련이 글의 일

부를 변경하여 적었다.3 내용은 크게 난을 그릴 때 중시해

야 할 것으로 기운(氣韻), 자연스러운 구성, 운필, 배치 등

을 들고, 묵란화의 대표 주자인 원대 조맹부를 배워야 한

다고 썼다. 또한 그림의 소재를 인격화시켜 이들을 대할 

때의 마음가짐과 정신적 태도를 중요시했다.

실제 <매란도>의 난은 그의 언술처럼 네 잎을 나누

어 장단이 어우러지게 하였고 봉안과 파봉안의 법으로 자

연스러움을 더하였다. 묵은 농묵과 담묵을 썼고 운필도 더

디지 않게 하였다(그림 1). 난초에 점을 찍는 것은 꽃잎의 

꽃술 표현법인데, 허련은 점을 찍는 것을 고개지의 회화 

이론을 들어 미인의 눈과 같다고 하며, 정신을 전하여 대

상이 생동하게 하는 것으로 보았다.4 즉 그의 말대로 화심

은 농묵으로 화룡점정하였다(그림 1). 이와 같이 그림뿐만 

아니라 화란법에 대한 기술조차도 그가 모본으로 삼았던 

화보의 내용이라는 것은 그의 전통 화법에 대한 천착을 보

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강조한 화란법을 곡진히 드러

낸 ‘소치란’은 그의 회화관을 시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의(古意)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고법(古法)에 대

한 중시는 1877년 제작한 《화론(畵論)》 육곡(六曲) 병풍

(屛風)에 잘 나타나 있다. 

①    그림을 배우는 사람은 고금의 명가가 남긴 자취를 논하여 마음

속 깊이 되새기고 나서 붓을 들고 종이를 펴 막힘없이 그려나가

야 한다…5

2 “寫蘭之妙 氣韻爲先 墨須精品 水必新泉 硯滌塵垢 筆純忌堅 先分四葉 長短爲玄 一葉交搭 取媚取姸 各交葉畔 一葉仍添 三中四簇 兩葉增全 墨須二色 老嫩盤旋 瓣

須墨淡 焦墨萼鮮 手如掣電 忌用遲延 全憑寫勢 正背欹偏 欲其合宜 分布自然 含三開五 總歸一焉 迎風映日 花萼娟娟 凝霜傲雪 葉半垂眼 枝葉運用 如鳳翩翩 葩萼
飄逸 似蝶飛遷 殼皮裝束 碎葉難攢 石須飛白 一二旁盤 車前等草 地坡可安 或增翠竹 一竿兩竿 荊棘旁生 能助其觀 師宗宋雪 方得正傳 鉤勒蘭蕙 古人已爲之 但屬

雙鉤白描 是亦畵蘭之一法耳./ 學 趙吳興/ 蘭之點心 如美人之有目也 湘浦秋波 能使專體生動 則傳神以點心爲阿覩 花之精神 全在乎此也./ 欲與梅花爲友 恒憂不稱

渠 從今斷火食 飮水讀仙書./ 小癡”.

3 이선옥, 2005, 앞의 논문, p.131.

4 중국의 육조(六朝) 화가 고개지의 인물화 묘법 중 눈을 중시했던 화론을 난초의 화심으로 바꿔 언급하였다. 고개지에 대한 이해는 중국의 역대 화가와 유파를 언

급한 그의 저서 『癡居齋艸稿』에서 확인할 수 있다. 

5 《畵論》 六曲 屛風. “學畵者 論古今名家遺芬餘液 怡注心窩裏 然後可以把筆展絹 縱橫無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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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그림을 그림에 있어서는 먼저 가슴에 오악을 품고 눈은 소의 

모든 것이 한눈에 들어와야 하며, 만권의 책을 읽고 만리의 길

을 걸어가서 동원과 거연의 울타리를 과감히 뚫고 곧바로 고개

지와 정법사(鄭法士)의 방 속까지 바로 들어가야 한다…대개 

고법에도 있지 않고 내 손에도 있지 않으며, 그렇다고 고법과 

내 손 밖에 있지도 않다. 일필에 금강저가 있다면 습기를 완전

히 벗을 것이다.6 

③   그림을 그리는 것이 비록 작은 일이긴 하나 인품과 대단히 관

련되어 있다. 인품이 고상하고 예스럽고 맑은 사람은 화풍 역

시 그와 같으니, 이는 세속에 화사나 범상한 화공들이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마디로 가름하면 많이 그려야 가능한 일

이며, 그 자리에서 바로 부처가 될 수는 없고 맨손으로 용을 사

로잡을 수도 없는 것이다. 비록 구천구백구십구 푼에 도달했다

고 해도 나머지 일 푼은 정말 터득하기 어려우니 그 일 푼을 성

취하면 바로 신이다. 우치7 

①은 명가의 자취를 새기고 새롭게 나아가야 함을 

강조한 법고창신에 대한 내용이며, ②는 ‘독만권서 행만

리로(讀萬卷書 行萬里路)’와 고법을 강조한 것이고, ③은 

화가의 인품이 고상해야 함을 피력한 글이다. 허련이 강

조한 ‘난은 조맹부를 따라야 한다’는 것부터 법고창신, 독

만권서, 행만리로, 금강저, 화가의 인품 등은 모두 김정희

가 이미 강조했던 요소로 소치의 화론은 추사 화론이 전

승된 것임을 알 수 있다.8

《화론》의 소품 <묵란도>는 담묵의 필치로 난 잎을 

그리고 농묵으로 꽃을 그린 작품으로, 농묵의 잎과 담묵

의 꽃을 그리는 기존의 화란법을 벗어난 작품이다(그림 

2). 때문에 그는 “법에 구속되어 변화불측의 이치를 모른

다면 깨닫지 못한 승려와 같다”고 했던 것이다. 

이처럼 허련은 난을 그리는 방법조차 『개자원화전』

의 「화란결」을 방하고 스승 김정희의 화란법을 계승했다. 

또 각각의 화론 옆에는 화론을 증명이라도 하듯 난초 그

림을 그려놓았다. 두 그림 모두 한 떨기의 난을 그린 단란

이고, 구성과 포치, 난 잎과 꽃, 농묵의 화심 등이 모두 그

가 화론으로 강조한 그대로 표현하였다(그림 1, 2). 이 두 

작품은 그가 난을 본격적으로 그리기 시작한 노년보다 

비교적 앞선 시기의 작품으로 보이며, 난 잎을 삼전법이 

아닌 사전법, 오전법으로 떨리듯 구불구불하게 사의적

으로 표현한 수법은 추사란에서도 볼 수 없는 소치란의  

특징이다.

2. 題跋과 印章을 통해 본 蘭畵觀

현재까지 유존하는 허련의 묵란화는 총 30여점이며 

대부분의 작품에 제발이 있다. 제발은 당시 유행하던 난

화 제발의 문구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였으며, 구체적

인 내용은 난의 유가적 덕목을 강조하고 상찬하는 글들이

다. 난화 제발을 반복적·상투적으로 사용한 예는 조희룡, 

이하응, 민영익 등이며 내용 역시 공자, 굴원, 정사초 등

6 《畵論》 六曲 屛風. “入畵者 惟先胷貯五岳 目無全牛 讀萬卷書 行萬里路 馳突董巨之蕃籬 直躋顧鄭之堂奧也…大都不在古法 不在吾手 又不在古法吾手之外 一筆金

剛杵在 脫盡習氣也”.

7 《畵論》 六曲 屛風. “畵雖小道 大關人品 品之高古淸疋 畵品亦如之 非俗師凡工可能追躡也 蔽一言 多作然後可能 不可以立地成佛 又不可以赤手捕龍 雖到得

九千九百九十九分 其餘一分最難圖 就一分 乃是神也 又癡”.

8 강영주, 2017, 앞의 학위논문, pp.188~217 ‘김정희의 난화론’ 참조.

그림 2 허련, 《畵論》 六曲 屛風 중 <묵란도>, 1877년, 지본수묵, 남농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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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물과 관련된, 난의 향기와 품위 있는 자태를 인품에 

빗대어 ‘덕(德)’을 표현한 것이다.

<空谷淸香>, <蘭生幽谷 不以無人而不芳>, <更寫

高山一片遮>, <空壁蘭花在 峭壁一千尺>과 같은 허련 

묵란화의 제발은 공자의 「의란조(猗蘭操)」의 ‘공곡유란’을 

다양하게 묘사한 것이다. ‘공자=난’, ‘난=군자’, ‘군자=공자’

라는 공식이 성립하게 된 의란조는 공자가 10년을 주유했

음에도 뜻을 펼치지 못하고 끝내 노나라로 돌아가는 중에 

깊은 계곡에서 홀로 무성하게 피어 있는 향기로운 난을 

발견하고, 이를 ‘어진 사람이 때를 만나지 못해 필부들 무

리에 섞여 있음’으로 해석해 자신의 처지에 대입해 노래

한 곡조이다. 즉 고난과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홀로 고고

한 자태로 향기를 내는 난초야말로 시대와 연령을 불문하

고 인생의 고초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대

상이었던 것이다. 난은 도와 덕을 겸비한 군자를 상징하

고, 난화는 군자가 되고자 하는 바람을 비유적으로 표현

할 가장 적절한 대상이었다. 때문에 허련이 김정희 사후 

운림산방에 기거하며 지낼 때의 처지와 심경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난 그림이지 않았을까. 

허련의 난 그림은 홀로 고고하게 피어 있는 난초의 

모습으로, 혹은 깊은 계곡 가파른 절벽 아래로 흐드러지

게 피어난 난 꽃이 향기를 발하는 장면으로, 또는 크고 거

친 바위 옆에 청초하게 피어나는 난초의 모습 등으로 그

려지는 경우가 많았다. 제발 역시 난 그림의 성격에 맡는 

문구를 붙였다(표 2).

특히 ‘충절의 아이콘’으로 난과 혜를 직접 기른 굴원

의 난은 허련에 의해 <移將楚畹千年恨 付與東君一縷開

>, <蘭蕙以芳未賞見霜>, <挺然一榦, 花分四面是蕙> 

등의 제발을 갖추게 되었다. 초왕(楚王)의 일족으로서 충

심으로 왕과 국가를 위해 헌신했지만 주변의 시기와 모

략으로 유배를 당한 뒤 죽음으로 절개를 지킨 굴원의 난

은 후대에 공자의 ‘공곡유란’만큼이나 애호되었다. 그가 

쓴 『초사(楚辭)』 「이소(離騷)」에는 난과 혜를 잡초와 비교

한 내용이 많고, 난의 향기와 고귀함을 자신의 인격에 비

추어 노래한 구절이 많다. 특히 난을 엮어 차거나 난낭(蘭

囊)을 소지하는 것은 군자와 충신의 품성을 표상하는 행

위로 묘사된다. 굴원 관련 제발이 등장하는 경우의 난 그

림은 그가 난혜를 재배했던 사례를 보여주듯 총생(叢生)

하는 난초 무리나 하나의 줄기에 여러 송이의 꽃을 피우

는 혜초를 그린 경우가 많다.9

다음 송의 유민으로 원에 불복하고 땅이 없어 뿌리

를 드러낸 ‘노근란(露根蘭)’과, 기거할 땅이 없어 뿌리를 

그리지 않은 ‘무근란(無根蘭)’으로 자신의 심경을 나타낸 

정사초의 난을 들 수 있다. 정사초 관련 허련 난 그림 제

발은 <鄭所南喜作披根蘭> 등을 들 수 있다. 그의 <노근

란>은 화보의 난을 임모한 것이지만 그가 난 그림을 통

해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짐작된다. 

동시대 난을 전문으로 그린 조희룡이나 이하응의 경

우 제발이나 인문(印文)에 나타난 난 상징이 유가적인 것

보다 길상·기복적 내용의 비중이 높았다면, 허련은 김정

희와 마찬가지로 길상적 내용보다는 유가·도가·불가적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 그의 예술세계와 심미의식은 물

론 그의 인생 지향과 회화론을 고찰할 수 있다(표 1).10

그림의 제발과 아울러 인장의 내용을 통해서도 그의 

사유 방식과 의식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허련은 일찍

이 인각(印刻)을 중시했던 김정희의 영향으로 화면에 다

양한 인장을 사용하여 회화적 구성뿐만 아니라 인문(印

文)의 문학적 의경(意境)을 통해 자신의 아취 있는 예술

세계를 표현했다.11 일반적으로 자호인(字號印)이나 당호

인(堂號印), 사구인(詞句印) 등을 통해 화가의 회화관을 

살필 수 있는데, 허련의 경우 당호인, 별호인, 사구인의 

내용은 크게 유가, 도가·불가, 길상의 의미를 갖는 인장으

9 난초·혜초의 식물적 특징과 역사적 변화 과정은 강영주, 2017, 앞의 학위논문, pp.14~27 참조.

10 강영주, 2017, 앞의 학위논문, <표 17> ‘김정희의 묵란화 목록’ 및 <표 18, 19, 20, 21, 22, 23> ‘조희룡 제발 분석표’ 참조.

11 고재식, 2010, 앞의 학위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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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허련 사후 1893년 제작된 『小癡公印譜』의 인장을 주로 참고하였다. 

13 인장의 내용은 고재식의 앞 학위논문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음을 밝힌다.

14 이 인장은 김정희 인장을 음양만 달리 새겨 사용한 것이다.

로 분류할 수 있다.12 인장 내용 역시 당시 조희룡이나 이

하응이 길상 의미의 인장을 많이 사용한 것에 비해 허련

은 유가와 도가·불가의 인장이 대부분이며 이는 초의선

사와 김정희의 영향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유가적 내용의 인장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군자의 

표상인 공자를 상징하는 어구들이다. 공자가 중시했던 

유가 덕목인 ‘의리’를 나타내는 인장은 대부분 산수나 사

군자 등의 작품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하는 작품 속의 또 

다른 의경이 되었다. 특히 <空谷香>, <金石蘭盟>, <

可交蘭盟>, <蕙卿>, <指頭> 등은 난초와 관련된 인장

으로 대개 난 그림에 사용됐다. 다음 대표적으로 유가 내

용을 담고 있는 인장은 ‘글과 붓(묵)으로 인연을 맺는다’

는 <翰墨緣>, ‘하루 열두 시각 그대(헌종 또는 스승 김정

희)를 생각한다’의 <一日思君十二時>, ‘한 조각 붉은 마

음, 오로지 한 곳을 향하는 마음이나 진심에서 우러나 변

치 않는 마음’의 <一片丹心>·<一片冰心在玉壺>·<一片

心>, ‘쇠나 돌처럼 굳고 변치 않는 사귐의 의리를 지킨다’

는 <金石交>, ‘도에 뜻을 두고 덕에 의거하고, 인에 의지

하고, 예에 노니는 것’의 <游語藝> 등으로, 이는 공자의 

나라 조선의 문인화가 허련의 인생 목표이자 삶의 지향을 

나타내는 내용으로 보여진다.

초의선사와 범해선사는 물론 불교 교리에 해박한 김

정희와의 인연과 교유는 허련의 예술세계에 지대한 영향

을 미쳤다. 도가·불가적 세계관을 갖고 이를 실천하며 살

았던 허련의 정신세계와 인생의 지향점은 유가보다 도

가·불가에 더 가까운 듯이 보일 때도 있다. 대표적인 인

장에는 ‘돌아가 의지하여 구원을 청하다’라는 ‘나무(南無)’

의 <南無三寶>, 장자(莊子)가 말한 ‘쓸모없어 보이나 도

리어 크게 쓰인다’는 <無用>,14 ‘세속에서 벗어난 곳에

서 노닐다’의 <方外逍遙>, ‘자연에 마음을 놓아두다’의  

<放情丘壑>, ‘흰 구름이 이는 것을 보며 스스로 기뻐하

다’의 <自怡白雲>, ‘맑은 바람을 읊고 밝은 달과 노닌다’

는 <吟風弄月>, ‘열흘에 물을 하나 그리고, 닷새에 산을 

하나 그린다’의 <十日一水五日一山>, ‘반나절의 한가로

움’인 <半日閒>, 한 언덕, 한 골짜기, 즉 ‘속세를 벗어난 

사람의 거처 또는 산수자연에 마음을 의지하다’의 <一丘

一壑>, ‘속세에 사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집’의 <樂是

幽室>, ‘길이 자연(산천)의 주인이 되다’의 <長作溪山主> 

등이 있다. 도가·불가적 내용을 담은 인문(印文)은 모두 입

덕(立德), 입공(立功)을 실천하고 입신양명에 목을 매면서 

심신을 괴롭히는 유가적 사유자들의 지향과 달리 은사(隱

士), 고사(高士), 처사(處士), 일사(逸士)를 자처하며 벼슬

을 하지 않고 정신의 독립과 세속의 초탈이라는 이상적 세

계관을 추구하는 도가·불가적 사유에 기반한 어구들이다. 

즉 위 내용을 통해 조선 말기 문인서화가 허련은 조선사

회에 고착된 유가적 사유세계를 견지하면서도 세속을 벗

어나 자연에 거하고자 하는 도가·불가적인 인생 지향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대개 허련의 사군자

류는 유가적 사유를, 산수화는 도가·불가적 사유를 반영

한 것으로 보여진다.

표 1 허련 인장의 내용13

구분 인장 내용

유가 

空谷香, 亂山喬木碧苔芳暉, 梅華舊主, 非少壯時, 升山(斗山?), 

自怡白雲, 坐看雲起時, 此中有眞意, 蕙卿, 可交蘭盟, 金石交, 兩

地一信, 一日思君十二時, 一片丹心, 一片冰心在玉壺, 一片心, 

贈君, 寸心千古, 紅豆, 東夷之人, 祗候內庭, 老去新詩, 讀古人

書, 文字之祥, 書生習氣, 小癡, 詩境, 詩林, 游語藝,, 吟詩, 寶蘇, 

墨緣, 宜秋, 一生多得秋氣, 翰墨緣, 守口人, 所懷健

도가

불가

南無三寶, 獨惺, 鍊(萬), 無用, 方外逍遙, 放情丘壑, 不材而壽, 

身齋, 閒意亭主人, 心澹月澄, 亦自不得, 自眞, 長作溪山主, 晶

一, 精一, 摩詰, 維, 一片雲, 自怡白雲, 坐看雲起時, 老漁樵, 一

笑千山靑, 吟風弄月, 一笑, 十日一水五日一山, 興到, 吟香閣, 樂

是幽室, 半日閒, 一丘一壑, 明月懷人, 古狂, 指頭, 指下生春

길상 吉祥如意, 神仙富貴五雲之端, 宜子孫, 出入大吉, 文子之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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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소치 허련의 묵란화 양식과 특징

허련 묵란화의 특징 중 하나는 『개자원화전』이라는 

화보를 통해 난을 학습했다는 것이다. 초기에는 지두로 난

화를 그리고 구륵법을 사용하는가 하면, 부채에 난을 그리

고 암벽에서 긴 난잎이흘러내리는 듯한 <현애란>과 정

사초의 노근란을 방한 <노근란> 등 화보를 충실히 임방

한 작품이 많다. 이후 당시 유행한 청대 화가 정섭, 묵란화

를 조선적으로 토착화시킨 이하응, 창의적 묵란화를 선보

인 조희룡 등과 교유하며 당대 묵란화풍을 수용하여 다양

한 양식의 묵란화를 제작했다. 허련 말년의 묵란화는 기존

의 화보 임방을 통해 전통적인 고법을 견지하면서도 난과 

관련한 유가적 전고를 바탕으로 양식을 정립하는데, 이 시

기의 난은 방일한 일격의 필치로 사의성이 짙어진다. 

1. 『芥子園畵傳』의 임모를 통한 학습

1) 지두 <난화>와 선면 <석란도>

김정희는 허련을 ‘화격과 품격을 갖춘 뛰어난 인재’

표 2 허련 묵란화 목록

작품명 제발 연도 재료 크기 소장처

1 《소치화품》 4폭 <난화>
此下至終幅 皆指頭作也 近世高且園最擅此法 余家所

藏數三軸 無不神妙 又芙容翠鳥一幀 在友人處 尤超節
1843 지본수묵 23.3×33.6  개인

2 <석란도> 蘭自幽貞 喜託巖谷 小癡 지본수묵 26.0×51.0
전남대학교 

박물관

3 <석란도> 峭壁一千尺 蘭花在空碧 下有採樵人 伸手折不得 蕙顚 지본수묵 27.5×97.0 부국문화재단

4 <매란도>

寫蘭之妙 氣韻爲先 墨須精品 水必新泉 硯滌塵垢 筆純

忌堅 先分四葉, 長短爲玄, 一葉交搭, 取媚取姸. 各交葉

畔, 一葉仍添, 三中四簇, 兩葉增全, 墨須二色, 老嫩盤

旋, 瓣須墨淡, 焦墨萼鮮, 手如掣電, 忌用遲延, 全憑寫

勢 正背欹偏 欲其合宜 分布自然 含三開五 總歸一焉 

迎風映日 花萼娟娟 凝霜傲雪 葉半垂眼 枝葉運用 如

鳳翩翩 葩萼飄逸 似蝶飛遷 穀皮裝束 碎葉難攢 石須

飛白 一二旁盤 車前等草 地坡可安 或增翠竹 一竿兩竿 

荊棘旁生 能助其觀 師宗宋雪 方得正傳 鉤勒蘭蕙 古人

已爲之 但屬雙鉤白描 是亦畵蘭之一法耳./ 學 趙吳興/ 

蘭之點心 如美人之有目也 湘浦秋波 能使專體生動 則

傳神以點心爲阿覩 花之精神 全在乎此也./ 欲與梅花爲

友 恒憂不稱渠 從今斷火食 飮水讀仙書./ 小癡

지본수묵
26.2×

149.5
개인

5 《畵論》 六曲 屛風 <묵란>

蘭幽無驟氣

《畵論六曲屛風》 學畵者 論古今名家遺芬餘液 怡注心

窩裏 然後可以把筆展絹 縱橫無礙 若局束於法氣 不知

變化不測之理 二十年三十年 如禪家面壁衲子 無以開

悟 長在黑山鬼窟中耳 癡老人 又此書贈全少年.

《畵論六曲屛風》 入畵者 惟先胷貯五岳 目無全牛 讀萬

卷書 行萬里路 馳突董巨之蕃籬 直躋顧鄭之堂奧也 畵

有六法 神淸 勁健 活潤 氣韻生動 骨法 用筆等六條 皆

在其中耳 大都不在古法 不在吾手 又不在古法吾手之

外 一筆金剛杵在 脫盡習氣也.

《畵論六曲屛風》 畵雖小道 大關人品 品之高古淸鴉 

畵品亦如之 非俗師凡工可能追躡也 蔽一言 多作然

後可能 不可以立地成佛 又不可以赤手捕龍 雖到得

九千九百九十九盆 其餘一分最難圖 就一分 乃是神

也.又癡

1877 지본수묵 남농문화재단

6 《운림묵연첩》 <묵란도> 開處何妨依鮮砌, 折來未肯戀金屛 지본수묵 21.5×35.2 개인

7 《사군자첩》 空谷淸香 지본수묵 28.4×37.0
전남대학교 

박물관

8
《空谷淸香帖》 1엽 

<묵란도>
蘭生幽谷, 不以無人而不芳 지본수묵 21.9×34.0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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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았으며, 제주 유배 시절 편지에는 허련의 격조 높은 

지두 묵란화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글을 남겼다.15

許小癡는 畫趣가 指頭의 한 경지로 전하여 들어가니 심히 

기특하고 반가운 일이며 진작 그 弄墨하는 것을 보지 못한 것

이 한이로세. 이 사람의 화품은 요즘 세상에 드문 것이니 모쪼

록 많이 구해 두는 게 어떠한가. 나머지는 뒤로 미루고 不宣.16 

이처럼 허련의 지두화는 허련의 특기이자 스승의 

칭찬 대상이었다. 그의 이른 시기 묵란화는 지두 <난화

>와 선면 <석란도>이다(그림 3, 5). 전자는 손가락, 손

톱, 손등, 손바닥 등 손의 일부를 사용하여 그리는 지두화

작품명 제발 연도 재료 크기 소장처

9
《空谷淸香帖》 2엽 

<노근란>
挺然一榦, 花分四面是蕙 지본수묵 21.9×34.0 개인

10
《空谷淸香帖》 3엽 

<묵란도>
鄭所南喜作披根蘭 지본수묵 21.9×34.0 개인

11
《空谷淸香帖》 4엽 

<묵란도>
更寫高山一片遮 지본수묵 21.9×34.0 개인

12
《空谷淸香帖》 5엽 

<묵란도>
지본수묵 21.9×34.0 개인

13 <芝蘭並芬> 春濃露重 地暖草生 山深日長 人靜香透 彝齋語 지본수묵 53.0×23.5 개인

14 <묵란도>
淸風披拂自多思 斜日淡雲香滿林/(우)空谷淸香/(중앙)

馥有國香
1879 지본수묵 42.0×98.0 개인

15
《사군자화훼도》 12폭 

병풍 <난화>(11106)
1879 지본수묵 166×43.0 개인

16 <묵란도> 淸風披拂自多思 斜日淡雲香滿林 지본수묵 106.9×29.0 소치연구회

17 <묵란도> 移將楚千年恨 付與東君一縷開 지본수묵 53.0×23.5 개인

18 <석란도>
謝庭分植兩三叢 天下何花與比同 質伴菊籬堅晩節 香

隨芝室散秋風
지본수묵 74.8×39.8

국립중앙

박물관

19
《팔군자》 8폭 병풍 

<석란도>
採樵或恐通來徑 更寫高山一片遮 지본수묵 91.0×49.7

국립중앙

박물관

20
『癡翁漫稿』 

《사군자교본첩》 1
空壁 蘭花在 峭壁一千尺 1888 지본수묵 13.5×30.3 개인

21
『癡翁漫稿』 

《사군자교본첩》 2
春濃露重 地暖艸生 1888 지본수묵 13.5×30.3 개인

22
『癡翁漫稿』 

《사군자교본첩》 3
蘭蕙以芳未賞見霜 1888 지본수묵 13.5×30.3 개인

23
『癡翁漫稿』 

《사군자교본첩》 4
唐從風而自遠 1888 지본수묵 13.5×30.3 개인

24
『癡翁漫稿』 

《사군자교본첩》 5
出叢不盈尺空谷爲誰芳 1888 지본수묵 13.5×30.3 개인

25 <석란도> 托跡不辭巖谷深 지본수묵 26.0×55.0 개인

15 김상엽, 2003, 앞의 책, p.83.

16 金正喜, 『阮堂全集』 卷4, 書牘, 「與吳進士」 其七. “許癡畵趣 轉入指頭一境 甚可奇喜 恨不得早見其弄墨 此君畵品 今世所罕 須多得之如何 餘姑不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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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17 후자는 난을 괴석과 조합하여 ‘쌍청(雙淸)’으로 그

리는 수법이다.18 이 두 가지의 특징이 잘 드러난 작품이 

허련 현존 묵란 작품 중 가장 이른 시기의 작품인 《소치

화품》 중 <석란도>이다(그림 3). 이 화첩은 1843년 허련

이 제주 유배 중인 김정희를 찾아가 그린 후 찬문을 받은 

것으로 9폭의 그림 중 7폭인 4~10엽이 지두화로 구성되

어 있다. 특히 4엽에는 <석란도>가 구륵법으로 그려져 

있고 상단에 김정희의 제가 있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다.

여기서부터 마지막 폭까지는 모두 지두화이다. 근세에 고

차원(高其佩)이 이 기법에 가장 이름이 났다. 내 집에 소장하

고 있는 것이 세 폭인데 뛰어나지 않은 것이 없다. 또 연꽃에 

물총새가 있는 족자는 벗의 집에 있는데 더욱 뛰어나다.19

김정희는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3점, 친구 소장 1점 

등 총 4점의 고기패 지두화를 언급하며 그의 기량을 상찬

하고 있다. 명말청초 지두화가 조선에 유입되어 조선 문

인들의 애호 대상이 된 원인은 지두화법이 간접 도구인 

붓을 사용하지 않고 고의(古意)와 사의(寫意)를 가장 직

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손을 방법이자 도구로 사용하였

기 때문일 것이다. 유려한 붓놀림으로 속기 없는 그림을 

그릴 수 없기에 화가의 인격을 보다 직접적으로 드러내

기를 원했던 김정희는 지두화의 예찬론자였다. 김정희가 

제주 유배 시에 동생 김상회를 통해 받아 본 《나양봉지두

소첩》은 그를 통해 허련의 지두화까지 영향을 미쳤을 가

능성이 크다. 즉 나빙의 《지두잡화권》의 묵란화의 구성

이나 두 송이의 난 꽃이 조우하는 듯한 표현은 허련의 구

륵 지두 난화와 매우 유사하다(그림 3, 4). 

《소치화품》의 난화는 둥근 테두리를 둘러 그 안에 

괴석과 조합하여 구륵으로 세밀하게 그렸다. 농묵과 담

묵을 조화롭게 운용하여 돌을 그리고, 난은 담묵으로만 

그리되 잎맥과 화맥까지 섬세하게 표현하였다(그림 3). 

난의 표현은 『개자원화전』의 난을 그대로 모사하였고 괴

석은 담묵을 짧게 여러 번 덧대어 깊이감이 있다(그림 6). 

김정희 사후 그려진 허련의 후반기 묵란화가 농묵의 거

칠고 전형적인 화란법을 벗어난 사의성 강한 묵란화의 

특징을 보여준다면 《소치화품》의 난화는 초기 격조있고 

섬세한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난 작품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우측 중단에 찍혀 있는 ‘홍두(紅豆)’라는 원형

17 허련의 지두화에 대한 연구는 홍윤리, 2015, 앞의 논문, pp.267~310; 김지은, 2010, 「조선시대 지두화 연구」, 고려대학교 문화재학협동과정 미술사학 전공 석

사학위논문, pp.94~105.

18 이현정, 2007, 「몽인 정학교(1832~1914)의 회화 연구」, 고려대학교 문화재학협동과정 미술사학 전공 석사학위논문; 김시빈, 2016, 「몽인 정학교

(1832~1914)의 괴석화 연구」, 명지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 “此下至終幅 皆指頭作也 近世高且園最擅此法 余家所藏數三軸 無不神妙 又芙容翠鳥一幀 在友人處 尤超節”.

그림 3   허련, 《소치화품》 4폭, 지두 <난화> 좌측, 1843년, 지본수묵, 

23.3×33.6㎝, 개인.

그림 4   나빙, 《지두잡화권》 8엽, 1781년, 지본수묵, 22.0×27.0㎝,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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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백문인은 당나라 왕유(王維, 699?~759)의 시 <상사

(相思)>에 나오는 구절로 ‘서로의 깊은 정을 소중히 여기

고 잊지 말아 달라’는 뜻을 담아 이별이나 그리움을 상징

하는 인장이다.20 ‘홍두’와 아울러 ‘금란지교’를 상징하는 

난을 지두로 그렸다는 것은 이 그림이 갖는 의미를 허련

이 김정희에게 갖는 그림 스승의 의미를 넘어서는 지극한 

‘금란(金蘭)의 화우(畵友)’로 읽어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 

김정희가 소장하고 허련이 보았을 청대 양주화파 화

가인 나빙의 지두화는 강한 농묵으로 대담하게 표현되

어 허련의 조용하고 담백한 지두 묵란화와 차이를 보인다

(그림 4).21

김정희는 《소치화품》의 발문에 허련의 지두화를 선

가의 교외별전(敎外別傳)에 비유하면서 칭찬한다.22 

손톱자국, 나사 무늬야말로 별난 수법, 천연에서 나타난 이

기23와 휼궤로세. 만약 그림 속에서 三昧를 참할진대, 天龍이라 

一指禪을 서슴없이 취하리다.24

‘天龍의 一指禪’은 『傳燈錄』 卷11 「金華俱胝傳」의 고

사로 “俱胝는 천룡화상이 우연히 그 암자에 오게 됨을 인

하여 모든 것을 묻자 천룡은 한 손가락을 세우고 법을 보

여주니 구지는 그 자리에서 크게 깨친 바가 있었다. 이

로 말미암아 항상 일지를 세우고 學者의 參問에 對했다”

는 내용이다. 즉 김정희는 지두화가 고고하고 간엄한 것

이고 ‘천룡의 일지선’이라며 불교의 심오한 경지인 삼매에 

비유하였다. 김정희의 이러한 지두화에 대한 언급으로 

당시 화인들이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리는 지두화를 일종

의 선사상의 하나로 표현했음을 알 수 있다.25

부채에 그려진 <석란도>는 좌측 상단에 “난초는 스

스로 그윽하고 정숙하며 바위에 의탁하기를 좋아한다(蘭

自幽貞 喜託巖谷 小癡)”라는 화제가 있다(그림 5). 바위는 

절대준으로 묘사하였고 농묵의 난 잎은 우측으로 길게 뻗

어 있다. 이 작품은 바위와 난의 구성으로 보아 『개자원화

전』의 석란을 그대로 모방하여 그렸음을 알 수 있다(그림 

6). 다만 허련의 선면 <석란도>의 난초는 구륵법이 아닌 

몰골로 그려 운치가 있다.

20 홍윤리, 2015, 앞의 논문, p.291. 저자는 ‘홍두’라는 인장이 1843년 이상적이 김정희에게 보낸 서책 『大雲山房文槀通例』와 허련의 《소치화품》에 찍혀 있어 허

련이 제주도에 두 번째로 방문한 1843년에 이 화첩이 제작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1 홍윤리, 2015, 앞의 논문, p.274. 

22 김정희의 지두화 관련 기록은 허련의 발문 이외에도 고기패의 지두화에 제한 내용이 전한다. 金正喜, 『阮堂全集』 卷6, 題跋, 「題高其佩指頭畵後」. “指畵當以高古

簡嚴爲則…大率以指代筆 卽光陰互用之妙諦 有能悟徹天龍一指禪 可入指頭三昧也” 지화는 마땅히 高古하고 簡嚴한 것을 법으로 삼아야 한다. … 대개는 손가락

을 붓으로 대신하는데 바로 光陰을 互用하는 묘체이니 능히 天龍의 一指禪을 悟徹한다면 지두의 삼매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23 이기(離奇)는 이리저리 구부러지고 엉킨 모양을 뜻한다.

24 金正喜, 『阮堂全集』 卷10, 詩, 「題小癡指畫」. “爪迹螺紋是別傳 離奇譎詭自天然 若從畫裏參三昧 卽取天龍一指禪”.

25 홍윤리, 2015, 앞의 논문, p.282.

그림 5 허련, 선면 <석란도>, 지본수묵, 26.0×51.0㎝, 전남대학교 박물관.

그림 6 『개자원화전』, 「초충화훼보」 제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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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석과 난의 조합은 역사가 오래되었는데, 공자의 

유란이 깊은 산속에 피어 있었기 때문에 바위를 그려 깊

은 산속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괴석은 변하지 않

는 불변성과 부동성의 생태적 특성으로 유가의 충절과 절

조, 그리고 길상적인 장수를 상징하며 널리 애호·수집되

었으며 그림의 화제가 되었다.26 

2) <현애란>과 <노근란>

현애란은 가파른 절벽에 뿌리를 내린 난의 긴 잎이 

벼랑 아래로 흘러내리듯 표현된 것이다. 이는 최악의 환

경인 절벽에 뿌리 내린 강인한 생명력을 표현한 것으로 

작품 좌측에는 “천 길 깎아지른 절벽 사이로 난초 꽃이 허

공에 피어 있다. 그 아래 채취하는 이 있어 손을 뻗어 보

지만 닿지를 않는다. 혜전(峭壁一千尺 蘭花在空碧 下有

採樵人 伸手折不得 蕙顚)”이라는 제시가 있다(그림 7). 이

는 난이 고상하여 가까이 갈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적묵법으로 표현한 절벽과 흐드러지게 핀 난 무더기가 절

벽 아래를 향하고 있는 구성은 청대 양주화파 화가들의 

26 이러한 전고와 상징으로 괴석은 난이나 대나무, 고목, 소나무, 매화 등과 아울러 세한삼우, 고목죽석도 등의 소재로 그려지고 애호되었으며 화보의 보급과 문인

들의 원예 취미가 어우러져 단독 소재로 표현되었다. 특히 조선 말기에 정학교를 비롯해 이하응 등이 난과 괴석을 조합해 그린 석란도는 근대기 화단에 많은 영

향을 미쳤다. 상징성이 강한 두 개 이상의 화목을 조합하여 그리는 경향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통 군자화목은 여말선초 매죽(梅竹)에서 조선 중기 이후 난

죽(蘭竹)이 짝을 이루며 여기에 괴석이 들어가 쌍청(雙淸) 및 삼청(三淸)으로 그리거나 시각적으로 풍치를 더해주기 위해 곁들여 그렸다.

그림 7   허련, <석란도>, 지본수

묵, 27.5×97.0㎝, 부국문

화재단.

그림 8   허련, 《사군자교본첩20점》 중 <난>, 

1888년(79세), 13.5×30.3㎝, 지본수묵, 

개인.

그림 9   『개자원화전』, <채색판화난도> 부분, 1782년, 고려대학교 

한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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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을 그리는 수법이고 농묵의 방일한 필치로 그려낸 괴석

은 허련 묵란화의 특징 중 하나이다(그림 7). 현애란 양식

은 노년에도 지속적으로 제작되었는데 79세 작 《사군자

교본첩20점》 중에도 『개자원화전』을 방한 현애란이 전한

다. 난 잎의 삼전법은 없고 강한 비수와 갈필법으로 마르

게 그려낸 난화는 담묵의 청초한 꽃만이 그윽한 향기를 

내는 듯하다(그림 8, 9). 암벽에서 흘러내리는 듯한 <현

애란>과 아울러 뿌리를 드러난 정사초의 노근란을 방한 

<노근란> 역시 화보를 충실히 임방한 작품이다. 

《공곡청향첩》 제3엽의 <노근란도>(그림 10)는 “정

소남은 뿌리가 드러난 난을 잘 그렸다(鄭所南喜作披根

蘭)”라는 화제가 있는데, 이는 『개자원화전』 「古今諸名人

圖畵」의 “정소남의 필법을 본뜨다(擬鄭所南筆法)”와 제발 

및 그림의 형태가 같다(그림 11). 뿌리를 드러내고 옆으

로 누워 있는 난초를 그린 이 작품은 조선 후기 강세황이

나 심사정, 임희지가 즐겨 그리던 소재였다. 공자와 굴원 

다음으로 유가의 상징을 공고히 했던 정사초의 뿌리 없는 

난은 혼란한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위로처가 되었다.

2. 당대 묵란화풍의 수용

앞서 살펴본 초기의 수준 높은 지두 묵란화, 선면화, 

현애란, 노근란 등은 모두 화보의 임방을 통해 형성된 양

식이다. 그러나 그는 화보뿐만 아니라 당시 묵란화 유행

을 선도한 판교 정섭과 이하응, 조희룡 등의 난화풍과 관

련이 있어 흥미롭다. 대부분의 허련 묵란화는 기년이 분

명하지 않고 말년에 본격적으로 그리기 시작해 작품의 시

기 구분과 편년 상정에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초기에

는 춘란이나 혜초 한 떨기를 그린 단란이 많고, 이후에는 

단란을 화첩 형식으로 꾸미거나 종축에 여러 떨기의 난을 

그린 판교식 군란과, 당시 유행하던 괴석과 함께 그린 이

하응식 석란 등이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허련은 김정희만큼 묵란화에 집중하지 않았지만 그

의 묵란화풍은 자신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당시 다양

했던 묵란화풍의 일면을 반영하고 있다. 그의 묵란화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전대의 화풍을 계승해 소략하고 

간일한 난초를 사군자로 첩해 그렸다는 것이다. 즉 그는 

『개자원화전』의 난법을 익혔으며 난보의 제발까지 그대

로 임모하여 고인의 뜻을 나타내고자 했다. 

《사군자첩》과 《공곡청향첩》의 난화는 강한 필치의 

농묵으로 비수가 큰 난 잎을 구사하였는데, 묵란화의 특징

을 가장 잘 보여주는 난 잎의 표현은 농묵의 강한 필치로 

바람에 날리듯 묘사해 동적인 것이 특징이다. 또 화란법의 

절대 규칙인 삼전의 묘미는 사라지고 화엽을 구불거리거

나 가늘거나 굵게 표현했다(그림 12, 13). 이어 난을 그릴 

때 필이 오른쪽으로 나아가는 우필법보다 왼쪽으로 뻗는 

좌필법을 자주 사용해 묵란화를 그렸다. 좌필법은 김정희

가 강조한 화란법 중의 하나로 허련은 김정희의 화란법을 

잊지 않고 모범적으로 실천하였다. 그리고 그는 총란보다 

단란을 주로 그렸고 혜초보다 춘란을 더 많이 남겼다.

《사군자첩》의 그림은 모두 배경 없이 간략하고 필묵

그림 10   허련, 《空谷淸香帖》 제3엽 <노근란도>, 지본수묵, 21.9×34.0㎝, 개인. 그림 11   『개자원화전』, <노근란>, 1782년, 고려대학교 한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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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군더더기가 없이 깔끔하다. 본 작품은 성첩 형식이나 

세부 양식이 조선 후기 강세황 사군자와 유사하여 허련이 

조선 사군자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다. 

또 소략한 필치와 기교 없이 천진함이 드러나는 이러한 안

온한 분위기의 정적인 표현은 소치의 인품과 성정에 기인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27 난화에는 ‘빈 계곡의 맑은 향기(空

谷淸香)’의 화제가 있는데, 이는 공자의 전고(典故)인 것은 

앞에서 설명하였다(그림 12). 이 사군자와 같이 첩해 있던 

<圖書怡情>이란 글씨는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쓰니 마

음이 즐겁다’라는 말로, 일생을 화예로 점철했던 허련의 인

생관이 배어 있는 듯하다. 이 첩의 그림과 글씨는 모두 부

드럽고 안온하여 여유롭고 한가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공곡청향첩》은 총 5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두 

단란이며 1폭은 혜란이고 4폭은 춘란이다(그림 13). 화첩

의 좌상은 정사초 관련 화제가 있는 <노근란도>고 좌하

는 석(石)과 함께 그린 <석란도>다. 이 작품에는 ‘높은 

산을 하나 더 그려 가림막으로 삼다(更寫高山一片遮)’라

는 제가 있다. 즉 가림막으로 공곡의 유란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또 우상은 ‘깊숙한 골짜기에 자란 난초는 사람이 

없어도 향기를 내뿜는다(蘭生幽谷, 不以無人而不芳)’라

는 제가 있는 <춘란>이다. 이 작품은 허련이 즐겨 그리

는 단란이며 ‘난생유곡’이라는 공자의 전고를 화제로 사용

했다. 우하는 <혜란>이다. 화면 좌측에는 “줄기 하나를 

뽑고 꽃을 사면으로 나누는 것이 혜초이다(挺然一榦, 花

分四面是蕙)”라는 화제가 적혀 있다. 이는 「화란결」에 있

는 내용을 인용한 것이며, 그림도 한 줄기에 여러 꽃을 피

우며 꽃이 사면으로 펼쳐지는 혜초를 그렸다. 

허련은 김정희를 통해 얻게 된 화명으로 당시 많은 

명사 및 시문서화가와 교유하였고, 그 중 묵란화만을 전

문으로 그린 이하응·민영익과 묵란화로 교유하고 소통했

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양식적 관련성을 가진다.28

‘空谷淸香’과 ‘馥有國香’이라는 화제가 있는 허련의 

<묵란도>는 종폭의 화면에 4포기의 춘란을 엇갈리게 그

그림 12   허련, 《사군자첩》, <난>, 지본수묵, 28.4×37.0㎝, 전남대학교 박물관.

그림 13   허련, 《空谷淸香帖》 5점 중 <묵란도> 4점, 지본수묵, 21.9×34.0㎝, 

개인.

27 묵죽화의 경우에도 강세황과 신위의 화법을 바탕으로 문기 있고 간결한 화법을 추구하였다.

28 1877년 이하응(당시 60세)은 운현궁에서 허련(당시 70세)과 만남을 가졌다. 그때 주고받은 서화가 『소치실록』에 전한다. 『小癡實錄』, pp.124~125 <묵란도> 및 

p.143 <大院君詩書> 참조. 민영익과 소치의 교류관계는 강영주, 2001, 「운미 민영익의 생애와 회화 연구」, 동국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pp.20~30; 강

영주, 2006, 「운미 민영익의 서예」 『강좌미술사』 26, 한국미술사연구소, pp.1079~1080 참조. 허련은 당시 5~6개월간 민영익이 마련해준 거처에서 머물며 서화

한묵의 정을 나누었는데, 이때 주고받은 서화가 당시 19세였던 민영익의 초기 서화 연구에 많은 정보를 제공해준다. 당시 민영익이 소치를 위해 그려 바친 그림으

로 <묵란도대련>이 전하는데 편액 글씨는 <李醉米狂>, <芸楣小癡墨神>, <別有亭>, <小癡山房> 등이다. 이밖에 민영익은 소치를 떠나보내며 “난초와 바위

가 있는 그림 몇 장을 그려서 작은 정성을 표한다”고 했고, 소치는 민영익의 집을 나오면서 그간 그렸던 서화를 모아 《한묵청연첩》을 만들었다. 또 민영익의 거처에 

머물며 그렸던 허련의 그림은 모두 궁궐로 들어갔다고 허련이 언급하고 있어 노대가와 청년 서화가의 만남이 남긴 예술작품들을 가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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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깊은 산속 곳곳에서 자태와 향기를 드러내는 군란도이

다(그림 16). 그림에는 “맑은 바람 살랑 불면 저절로 일이 

많아지고, 지는 해 옅은 구름에 향기 숲에 가득하네(淸風

披拂自多思 斜日淡雲香滿林)”라는 제시가 있다. 이 시는 

송나라 진감지(陳鑒之)의 <題鄭承事所作蕙蘭>이라는 

시의 일부 구절을 따온 것이다.29 이러한 화면 구성방식은 

청대 정섭과 나빙이 즐겨 그리던 화면과 구도이다(그림 

14, 15). <그림 16>은 민영익과 조우하던 무렵에 제작했

던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허련에게 그려 준 민영익

의 19세 작 《묵란도대련》이 허련의 이 작품과 유사하고

(그림 17), 민영익 대련 우측 작품에 ‘소치 선생에게 드린다’

는 관지가 있기 때문이다. 1879년경 민영익이 그린 묵란화

와 글씨, 괴석 그림은 모두 허련의 풍치가 가미되어 있다. 

즉 허련은 서화에 관심이 많았던 젊은 청년 민영익의 화풍

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그리고 당시 그렸을 것

으로 추정되는 허련의 묵란화 여러 점이 전해 주목된다.

1879년 허련이 72세 때 제작한 작품 《사군자화훼도》 

12폭 병풍의 난화는 종축에 춘란과 혜란을 좌우로 엇갈리

게 그려 넣었는데(그림 14), 이 양식 역시 당시 조선 화단

에서 유행하던 정섭의 화풍을 따르고 있다(그림 15). 즉 

화면 구성과 난의 배치, 난 잎, 꽃과 제발의 위치, 제발의 

내용도 정섭을 따랐다.

판교 정섭은 중국의 대표적 묵란화가지만 이하응은 

추사 김정희 이후로 공자의 ‘공곡유란’을 조선화시킨 조선 

말기 대표적인 묵란화가이다. ‘석파란’의 특징은 돌과 난

을 같이 구성하는 것인데 석파란은 당시 괴석도의 유행과 

더불어 조선에 새로운 묵란화의 역사를 쓸 정도였다. 국

립중앙박물관 소장 <석란도>는 좌측 상단에 “謝安(東晉, 

그림 14   허련, 《사군자화훼도》 12

폭 병풍 중 <난화> 부분

(11106), 1879년, 지본수

묵, 166.0×43.0㎝, 개인.

그림 15   정섭, <묵란도>, 지본수묵, 

102.0×45.0㎝, 廣東省博物館.

그림 16   허련, <묵란도>, 1879년경, 

지본수묵, 42.0×98.0㎝, 개인.

그림 17   민영익, 《묵란도대

련》 중 1폭, 1879

년, 지본수묵, 각 

폭 33.5×125.0㎝, 

남농기념관.

29 제시 중의 思는 事의 오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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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385)30의 庭[뜰]에 두세 그루를 나눠 심었으니 세상에 

어느 꽃이 이에 견주랴. 국화와 짝을 이뤄 꼿꼿한 절개를 

지키고 향기는 지초를 따라 가을바람에 흩어진다(謝庭分

植兩三叢 天下何花與比同 質伴菊籬堅晩節 香隨芝室散秋

風)”라는 제시가 있다(그림 18). 제시는 왼쪽부터 시작하

였는데 이러한 역 제발법은 당시 청대 화단의 화가들이 즐

겨 쓰던 방식이며, 김정희 역시 <불이선란도>에서 이러

한 방식을 보여준 바 있다. 이 제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

다운 꽃과 향기를 지닌 난의 절개를 노래한 것이다. 농묵

의 난 잎은 삼전법이 아닌 오전법으로 심하게 구불거리고, 

난은 바위 뒤에서 위 아래로 나뉘어 총생하는 모습으로 묘

사하였다. 끝이 뾰족한 괴석은 농묵으로 굵게 그렸는데, 

괴석은 우측에서 중앙으로 배치하여 중심을 잡고 단순한 

선과 묵점으로 굳세고 단단한 괴석의 강인한 면모를 보여

주고 있다(그림 18). 또 당시 괴석과 난을 조합하여 그리는 

경향은 정학교와 이하응 등에 의해 유행되었는데, 이 작품

은 이하응 말년 작 《석란도대련》의 <석란도>와 비교할 

수 있다. 구성은 유사하지만 석파란은 더욱 청초하고 가는 

난 잎과 여러 송이의 수북한 꽃으로 혜초임을 알 수 있다. 

이렇듯 허련은 전통적 화란법을 견지하면서도 당대 묵란

화풍을 수용하고, 또 그 가운데 자신만의 난화풍을 형성해

간 조선 말기 주된 문인화가였음을 알 수 있다.

3. 寫意 묵란화

김정희는 묵란화에 전일(專一)했지만 그의 애제자 허

련은 묵란화를 김정희만큼 애호하지는 않았다. 그것은 그

의 현존 회화작품에서 묵란화의 비중이 크지 않고, 그 묵란

화도 대개 필력이 고르게 능숙한 후년의 작품들로 추정되

며, 현존작도 전체적으로 화풍이 크게 변화무쌍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소치란’이라 부를 수 있는 그의 만년 

묵란화의 특징은 갈필의 소략한 필치를 사용해 난화가 거

칠고 서늘하며 예스럽고 질박한 풍모가 있다는 것과 화란

법을 변형하여 자의적으로 필과 묵을 운용했다는 것이다.

『치옹만고』31 뒤편에 실린 1888년 작 허련의 《사군자

교본첩》32 20점 중 난화 5점은 소치 말년의 문기 짙은 사

의 묵란화를 대표한다고 하겠다. 이 첩은 한시 두 수와 매

국난죽의 순서로 각 5점 총 20점이 첩으로 꾸며졌다(그림 

20). 이들 난은 『개자원화전』의 화보를 방한 것으로 1번

(그림 8)은 ‘空壁 蘭花在 峭壁一千尺’의 현애란이며, 2번은 

‘春濃露重 地暖艸生’ 무근란이자 춘란이고, 3번과 4번은 

‘蘭蕙以芳未賞見霜’, ‘唐從風而自遠’의 혜란, 5번은 ‘出叢不

盈尺空谷爲誰芳’의 공곡유란이다. 모두 공자와 굴원의 전

고를 상징적으로 그렸는데, 이 첩은 허련이 지인인 소산

그림 18   허련, <석란도>, 지본수묵, 74.8×39.8

㎝, 국립중앙박물관.

그림 19   이하응, 《석란도

대련》, 1892년

(73세), 견본수

묵, 각 123.0×

32.3㎝, 국립중

앙박물관.

30 사안은 동진의 정치가이자 비평가로 그의 집안에 우수한 자제가 많아 謝家의 정원과 뜰에 심은 지초나 난초, 寶樹 등은 ‘훌륭한 자손’을 상징하게 되었다. 

31 진도문화원 편, 2016, 『치옹만고』를 보내주신 박정석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32 허련의 《사군자교본첩》의 자료를 제공해주신 소산(蘇山) 이승희(李承曦)의 후손인 이문효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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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蘇山) 이승희(李承曦)에게 교본첩으로 그려준 것이어서 

바탕인 종이는 거칠고 두꺼우며 묵과 필은 고졸하고 단조

로운 특징이 있다. 이 작품은 기년과 증여자가 분명해 말

년에 사군자에 심취했던 허련의 일상을 연상하게 한다. 

“깊은 산골에 자취 두기를 마다하지 않는다(托跡不

辭巖谷深)”라는 제발이 있는 <석란도> 역시 허련 만년 

작으로 추정된다(그림 21). 그의 완숙한 필치를 통해 만

년 작임을 가늠하게 한다. 상단에 기괴하고 고졸한 추사

체로 큼직하게 쓴 제발의 내용은 공자의 공곡유란을 비

유한 말로 “군자는 행동에 있어서 어려운 곳을 가리지 않

는다”는 뜻이다. 또한 ‘노치(老癡)’라는 관지를 써서 스스

로 노년 작임을 말해주고 있다. 석법과 난법은 조야한 기

존의 자가법을 견지하면서도 필묵의 기세는 더욱 강하여 

숙련된 솜씨를 보여준다. 중앙의 괴석은 특유의 끝이 뾰

그림 20   허련, 《사군자교본첩20점》 중 <난> 2·3·4·5, 1888년(79세), 13.5×30.3㎝, 지본수묵, 개인.

그림 21 허련, <석란도>, 지본수묵, 26.0×55.0㎝,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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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한 괴석의 형태를 담묵으로 본뜨고 갈필의 농묵으로 과

감하게 괴석의 외곽선을 둘러 돌의 굳세고 강인한 성격

을 묘사하였다. 난잎은 농묵과 담묵을 적절히 섞어 직선

으로 빠르게 쳤는데, 이는 기존 소치란의 구불거리며 느

리게 뻗는 난잎과는 차이가 나는 득의작이다. 즉 소치 허

련의 사의란은 그가 당대 예학을 아우른 김정희의 애제자

이며 헌종 앞에 나가 그림을 그려 호평을 받고 후대 남도 

문인화의 종장으로 추앙받는 등의 화업을 성취했음에도,  

현실적으로는 운림산방에 기거하며 화업이 생활이어야 

했던 허련 자신의 이상적 인생 지향을 반영하는 그림으로 

볼 수 있겠다.

Ⅳ. 결론 

허련은 김정희의 영향으로 고금의 명화들을 자주 보

며 매일 모사하고 익혀 그 뜻에 다가가고자 하였다. 그러

나 지두 <난화> 등 몇 개의 작품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묵란화는 김정희 사후 허련의 나이 70대에 주로 제작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그는 조선 묵란화의 대가이

자 완성자인 김정희를 따르지 않고 자신만의 난화법을 구

축하였다. 

그의 묵란화는 『개자원화전』이라는 화보를 통해 고

화의 임방·모사를 중시하며 전개되었는데, 그가 강조한 

난화결인 기운, 운필, 자연스러운 포치, 조맹부 난법의 계

승, 화가의 마음가짐과 정신적 태도나 화론으로 강조한 

고법(古法), 독만권서 행만리로, 화가의 인품 중시는 바로 

김정희의 화란법과 일치한다. 때문에 허련의 묵란화는 

양식적으로 김정희의 영향 밖에 있었지만 난을 그리는 기

법과 정신은 모두 김정희의 화란법과 관련이 있었다. 

허련은 묵란화의 제발을 공자가 지은 「의란조」에 따

라 <현애란>과 <공곡유란>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하였

으며, 굴원의 충절을 총생하는 <난초와 혜초>로 형상화 

하였고 정사초의 <노근란>과 <무근란>을 유가의 ‘충’

에 비유하며 시각화하였다. 다만 당대 조희룡·이하응 등 

묵란화가의 제발 내용이 유가·도가·불가적인 의미에 길

상·구복적인 의미까지 골고루 사용됐던 것에 비해 허련

은 유가 내용의 제발로 한정하였으며, 인문(印文)은 유

가·도가·불가적 의미가 골고루 사용된 반면 길상·구복적

인 의미는 거의 사용되지 않은 특징을 보인다. 

또한 허련은 『개자원화전』이라는 화보를 통해 난을 

학습했는데, 1843년 지두로 그린 <난화>와 선면에 그린 

<석란도>, 암벽에서 흘러내리는 듯한 <현애란>과 정

사초의 노근란을 방한 <노근란도>는 화보를 충실히 임

방한 작품이다. 이후에는 당시 유행한 청대 화가 정섭, 묵

란화를 조선화시킨 이하응, 창신적 묵란화를 그린 조희룡 

등과 교유하며 당대 묵란화풍을 수용하여 다양한 양식의 

묵란화를 선보였다. 특히 말년의 묵란화는 기존의 화보 

임방을 통해 전통적인 고법을 견지하며 난과 관련한 유가

적 전고를 바탕으로 양식을 정립하는데, 이 시기의 난은 

방일한 일격의 필치로 사의성이 짙어진다. 

이상으로 허련은 묵란화를 통해 고법(古法)을 토대

로 고의(古意)를 나타내고자 했음을 알았고, 화란법과 묵

란화의 제발, 인문(印文)인 화예(畵藝)의 내용과 문인화

가로서의 삶이 일치했던 화가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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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hi Heo Ryun (小癡 許鍊, 1808-1893) was a literary artist of  Chinese paintings of  the Southern School during 

the late Joseon dynasty and the founder of  paintings in the literary artist's style of  Jindo County in South Jeolla 

Province. He was also a professional literary artist who acquired both learning and painting techniques under Choui (a 

Zen priest) and Kim Jeong-hee's teachings.

Heo Ryun's landscape paintings were influenced by Kim Jung -hee. However, his ink orchid paintings, which 

he began producing in his later years, were not related to the ‘Ink Orchid Paintings of  Chusa (秋史蘭)’. His ink 

orchid paintings as a whole drew attention as he followed the old methods but still used rough brush strokes . 

Ordinary orchids were drawn based on Confucian content. However, his Jebal (題跋) and seal (印章) contain not 

only Confucian characters but also Taoist and Buddhist meanings. Therefore, it is possible to guess his direction of  

life and his  private world of  suffering. Ryun's ink orchid paintings reflected a variety of  philosophies and aesthetic 

sensibilities. He went through a process of  stylistic change over time and formed an 'Ink Orchid Painted Thought' in 

later life.

The main characteristic of  Sochi's ink orchid paintings is that he formed his own special methods for orchid 

paintings by mimicking the Manuals of  Paintings. He drew orchids with his fingers in the beginning. Then, Jeong-

seop, Lee Ha-eung, Cho Hee-ryong, and others developed an organic relationship with the painting style of  ink 

orchid paintings. Then in later years, orchid paintings reached the point of  'Picture Painted Thought (寫意畵)'. The 

above consideration shows that ink orchid paintings, which he produced until the end of  his life , were the beginning 

of  his mental vision and will to realize the image of  a literal art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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