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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1811) 통신사의 회화 활동과
19세기 전반의 한일 회화 관계
이의양筆 倣谷文晁山水圖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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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년(순조 11; 일본 분카文化8) 辛未 통신사의 수행화원 李義養(1768~?)은

동시대의 일본 화가 다니 분초(谷文晁, 1763~1840)의 산수도를 倣하고, 이를 화폭에
明記하였다. 현재 이의양筆 방다니분초산수도(倣谷文晁山水圖)는 <산수도(후지산(富

士山)圖)>(1811년경, 부산박물관), <산수도>도1, <하경산수도>도2 3점이 알려져 있다.1

*

1

필자의 최근 논저: “Landscape Paintings by Yi Ŭiyang in Imitation of a Painting by Tani
Bunchō and Changes in Japan-Korea Relations Mediated by Painting in the Early
Nineteens Century”, 『國際東方學者會議紀要 第60冊 Transactions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f Eastern Studies No. LX, 2015』, Tokyo: The Institute of Eastern Culture,
2015. 12; 「18世紀後半~19世紀前半における日韓繪畫關係の變化に關する硏究: 1811年朝鮮通信
使の繪畫活動を中心に」, 東京大學大學院 人文社會系硏究科 美術史學專門分野 修士學位論文,
2014. 12; 배포판 2015. 8.
<산수도(후지산도)>(부산박물관)는 『朝鮮通信使と京都: 「誠信の交わり」への道 松雲大師と雨森
芳洲』展 도록(京都: 高麗美術館, 2013), p.57, 78(도64)에 <富士に蓬萊山圖>(개인)라는 題名으
로 처음 소개되었다(2014년 부산박물관이 구입). 이 글에서는 분량 상 생략하였지만, 필자는 이
작품의 전경(섬 형태)이 사행지인 쓰시마를 나타내며, 후경에 그려진 후지산은 일본 본토를 상징
하는 것으로 보았다(「18世紀後半~19世紀前半における日韓繪畫關係の變化に關する硏究: 1811
年朝鮮通信使の繪畫活動を中心に」, 東京大學大學院 人文社會系硏究科 美術史學專門分野 修士
學位論文, 2014. 12; 배포판 2015. 8, pp.64-67 참조). <산수도(倣谷文晁山水圖)>(부산박물관)
는 한국에서는 최근까지 현존 유일의 이의양필 방다니분초산수도로 알려져 온 작품으로, 『こころ

167

이들 작품은 전근대의 한국 화가가 일본 화가의 그림을 倣作의 대상으로 이용한 것이
확인되는 유일한 예로서, 조선 후기의 한일 회화 관계사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
진다.
방다니분초산수도가 제작된 19세기 전반은 지금까지 근세 한일 관계의 쇠퇴기
로 인식되었던 시기이다. 그렇지만 이 시기는 통신사행(1607~1811, 총12회 파견)과 동
래 왜관(초량 왜관, 1678~1872)을 양대 축으로, 200여 년간 비교적 안정적인 국교 관
계가 유지된 덕분에 한일 양국에 있어 상대국의 회화 정보가 축적되고 그에 대한 인식
이 깊어진 시기이기도 하다.2 최근, 역사학, (한)문학 등의 분야에서는 18세기 후반부
터 나타나는 조선 지식인의 해외 체험을 통한 대외 인식의 변화와 외국 문사들과의 교

1

李義養 <山水圖(倣谷文晁山
水圖)>
1811년경
종이에 수묵 131.3×54.5cm
부산박물관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79호

2

李義養 <夏景山水圖(倣谷文
晁山水圖)>
1818년
비단에 수묵 143.1×54.0cm
교토 泉屋博古館

류 양상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3 미술사에서도 이러한 시각을 염두에 두고, 18세기

の交流朝鮮通信使: 江戶時代から21世紀へのメッセージ』展 도록(京都: 京都文化博物館·京都新
聞社, 2001; 한국 전시 도록은 朝鮮通信使文化事業推進委員會, 2004), p.143, 230(도144)을 통
해 처음 소개되었다(2004년 부산박물관이 구입). 관련 논문으로, 魏順善, 「화원 이의양(李義
養, 1768∼?)과 <倣谷文晁畵>」, 『박물관연구논집』13(2007), pp.117-130; 「다니 분초(谷文晁,
1763~1840)를 倣한 이의양의 산수화」, 『조선통신사연구』19(2015. 6), pp.77-101(한국어 부분)
등이 있다. <하경산수도(방다니분초산수도)>(센오쿠하쿠코칸)는 『泉屋博古館紀要』에 두 번(今井
典子, 「近世住友銅吹所幕府高官見分應接の儀禮について(その2): 床飾りを中心に」, 『泉屋博古館
紀要』16, 京都: 泉屋博古館, 1999. 9, pp.49-70; 實方葉子, 「住友コレクションにみる中國繪畫鑑
賞と收集の歷史〔本文編〕(上)」, 『泉屋博古館紀要』28, 京都: 泉屋博古館, 2012. 8, pp.47-89) 소
개된 바 있다. 한국에는 板倉聖哲, 「谷文晁、東アジア繪畫への眼差し」, 『일본학』37(2013. 11),
pp.75-106을 통해 알려졌다. 최근, 板倉聖哲 책임편집, 『日本美術全集6 東アジアのなかの日本美
術』(東京: 小學館, 2015)에 수록되었다(도142 鄕司泰仁 해설, p.275).
2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전반에 걸쳐, 한성의 문인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조선 지식인들은 외

교 사절로 참가해 해외를 체험하고 돌아온 문사들이 가지고 온 해외 정보를 기반으로, 이전 시
대와는 다른 대외 인식을 가지기에 이르렀다. 대일 관계, 특히 회화 관계에 있어서는, 正祖(재
위, 1776~1800)가 金弘道(1745~1806)에게 일본 병풍을 모사하도록 했다는 기록(李裕元
(1814~1888), 『林下筆記』 권30 「春明逸史」 “金鷄畫屛”), 李德懋(1741~1793)의 일본 연구 속
에, 처음으로 역대 일본 화가의 이름이 등장(『靑莊館全書』 권64 「蜻蛉國志」 “藝文”條)하는 등 일
본 회화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기술이 문헌 속에 나타났던 점이 주목된다. 또, 1811년 통신사행 이
후에는, 한일 양국 지식인의 문집 속에 통신사행을 통해 전해진 상대국의 회화에 대한 언급이 나타
나 눈길을 끈다. 다니 분초의 후지산도에 관한 기록이 金正喜(1786~1856)의 문집(『阮堂全集』 권
9 「覃揅齋詩集」 권1 懷人詩 “仿懷人詩體。歷敍舊聞。轉寄和舶。大板浪華間諸名勝。當有知之者。
十首” 중 5번째 수 “文晁妙畫諦。恰似董思白。淋漓善用墨。烟翠濃欲滴。流觀名山圖。富士在几
席。” 한국고전 종합DB (http://db.itkc.or.kr))에, 일본에 전해진 이의양의 松鷹圖에 관한 기록
이 오타 난포(大田南畝, 1749~1823)의 문집(『南畝集』5(1812) “題韓客爾信所畫松鷹 韓客畫胡
鷹。松高眼有稜。徒收千里翼。閑對五山僧。” 濱田義一郞 외 편, 『大田南畝全集5 漢詩文3』, 東京:
岩波書店, 1987, p.345(3646))에 등장한다. ‘방다니분초산수도’는 이러한 19세기 초 한일 회화 관
계의 변화를 배경으로 제작되었으며, 따라서 단순한 영향 관계가 아닌, 보다 넓은 시야에서 파악해
야할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3

최근,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전반에 걸쳐 파견된 통신사와 연행사의 활동을 통해, 근세 동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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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부터 19세기 전반에 이르는 한일 회화 관계를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의 문화 교류에 있어 조선 문사들이 수행했던 역할에 대해 주목하는 연구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대
체로 1763~1764년의 계미 통신사를 그 출발점으로 보고, 이후의 통신사와 연행사를 동일 연장선
속에서 이해하고 있다. 그 연구 성과(단행본)에는, 夫馬進, 鄭台燮 외 역, 『연행사와 통신사』(신서
원, 2008); 夫馬進, 『朝鮮燕行使と朝鮮通信使』(名古屋: 名古屋大學出版會, 2015); 高橋博巳, 『東
アジアの文藝共和國: 通信使·北學派·蒹葭堂』(東京: 新典社, 2009); 金炫榮, 『통신사, 동아시아
를 잇다』(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3); 鄭珉, 『18세기 한중 지식인의 문예 공화국: 하버드 옌칭
도서관에서 만난 후지쓰카 컬렉션』(문학동네, 2014)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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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현존하는 ‘방다니분초산수도’ 3점 중, 거의 같은 圖案으로 그려진
부산박물관 소장 <산수도>(이하 ‘부산박본’)도1와 일본 센오쿠하쿠코칸 소장 <하경산
수도>(이하 ‘센오쿠본’)도2, 2점을 중심으로 이들 작품의 제작 배경과 의의에 관해 논하
려 한다.

Ⅱ. 부산박본과 센오쿠(泉屋)본의 개요 (기본 정보는 <표> 참조)
부산박본도1은 結線의 간격이 보이지 않는 일본제 종이에 수묵만으로 그린 남

종화풍의 하경산수도이다. 현재의 규격은 131.3(세로)×54.5(가로)cm이며, 軸 1폭

이다. 화면 오른쪽 아랫부분에 쓰인 이의양의 款署에 확실한 제작 연도는 적혀 있지
않지만, 그가 1811년 통신사행 중에 제작한 <花林彩禽圖>(간송미술문화재단, 『澗

松文華』85, 도77) 등에 찬을 남긴 次上判事 秦東益(1773~?)의 찬(화면 오른쪽 윗

부분)도3이 남아 있어, 1811년경에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題詩는 이 그림이 해외
에서 맺은 墨緣의 산물이며, 이의양이 다니 분초의 그림을 倣해 그것에 닮도록 그리
면서도 그 자신의 필치를 살렸음을 상찬하는 내용이다.

부산박본은 통신사의 초기 연구자이며 컬렉터이기도 했던 재일 한국인 辛基秀

(1931~2002)의 舊藏品으로, 2004년부터 부산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다. 부산박물
관이 입수할 당시에는 일본식 장황에, 원래의 상자나 감정서 등 다른 부속품이 없는

3

秦東益
도1의 찬

게 제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준다. 이의양은 사행에 참여한 3달간, 상당히 많
은 제작 요청에 응했다고 생각된다. 그의 현존 작품 대부분을 차지하는 1811년 사행
중의 제작 작품들을 봐도 이러한 제작 상황은 충분히 짐작된다.

4

金正喜
도2의 찬

센오쿠본도2은 부산박본과 매우 흡사한 도안으로 제작되었는데 일본제로는 보

이지 않는 비단에 수묵만으로 그려졌다. 규격도 143.1(세로)×54(가로)cm의 軸 1
폭으로 부산박본과 거의 같다. 이 작품은 화면 오른쪽 아랫부분에 써진 이의양의

상태였다고 한다. 전체적인 보존 상태는 크게 나쁘지 않지만, 화면의 윗부분에서 가

관서를 통해, 1818년(순조18; 일본 분카15·분세이文政元, 戊寅)에 그려진 것을 알

운데 부분에 걸쳐 얼룩의 흔적이 있다. 화면 아랫부분에도 작가의 의도와는 무관해

수 있다. 화면 윗부분을 가득 채운 찬도4은 다니 분초의 후지산도에 관한 시를 자신

보이는 수묵의 번짐 자국(가로선)이 있다.
이 작품은 부드러운 담묵에 섬세한 필치로 그려졌다. 대략의 화면 구도는 전경

의 문집(주2 참조)에 남긴 것으로도 유명한 19세기 전반 조선 문예계의 領袖 金正喜
(1786~1856)가 썼다. 찬의 전반부는 부산박본의 찬도3와 일치한다.

에 수목과 언덕, 후경에 주산을 배치한 2단 구성이다. 중경에는 폭포가 그려져 있는

종이와 비단이라는 재질 상의 차이도 있지만 그림의 세부 표현이나 인장이 찍

데, 그로부터 피어 나온 운무가 전경과 후경을 연결한다. 전체 구도도 그러하지만,

힌 상태를 봤을 때, 바쁜 사행 일정 중에 급히 제작된 부산박본에 비해 센오쿠본은

전경의 수목이나 다리를 건너는 두 명의 인물, 이들이 향하고 있는 모옥의 표현 방법

훨씬 넉넉한 제작 기간을 가지고 그려진 듯하다. 부산박본에서 간략하게 생략되어

등에서 《개자원화전》 등 중국 화보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또, 주산의 표현

약간 애매하게 처리되었던 부분들(특히 전경)도 센오쿠본에는 보다 명확하게 표현

이 특징이다. 이러한 규칙적인 준법의 사용에서 전문 직업 화가로서 숙련된 이의양

본과 센오쿠본에 보이는 완성도의 차이는 이의양의 제작 기술의 차이라기보다 제작

의 필묵이 간취된다.

과정에서의 여유에서 비롯된 것이라 여겨진다.

에 농묵의 礬頭(준)를 사용하고, 산과 언덕의 표현에 규칙적인 피마준을 사용한 점

언뜻 보기에 이 그림은 종이에 수묵만으로 그려 소박한 느낌을 준다. 그런데 작
품의 전체적인 완성도나 인장이 찍힌 상태를 보면, 1811년 통신사행 중에 다소 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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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1818년은 이의양이 差備待令畫員으로 활동하던 시기이기는 하지만, 부산박

이 그림은 1818년에 제작된 후, 1825년에 에도(江戶) 시대의 對조선 무역을 전

담했던 쓰시마(對馬)藩의 주요 거래처였던 근세 스미토모(住友)家에 전달되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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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른다. 그 사이의 내력은 알 수 없으나, 현재 1825년 이래의 상자와 箱書가 전해

부산박본과 센오쿠본의 작자인 이의양은 純祖代(1800~1834)에 활동한 화원

지고 있으며 그 이후의 기록도 스미토모가에 남아 있어, 통신사행이 중단된 이후의

화가로, 1811년 통신사에 수행화원으로 참가했다(종6품 副司果).6 그가 도화서 화

한일 회화 관계를 엿볼 수 있다.

원으로 궁중 화사에 참가한 최초의 기록은 순조 5년(1805) 3점의 의궤 제작에 참여

부산박본과 센오쿠본의 원작을 그린 다니 분초는 일본 간토 난가(關東南畫)

의 大成者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4 일본 간세이(寬政) 연간(1789~1801)의 로쥬
(老中)이며 일본 전국의 문화재를 조사한 것으로도 유명한 마쓰다이라 사다노부(松
平貞信, 1759~1829)의 어용화사로 활약했으며, 1811년 신미 통신사의 接伴員으로

쓰시마에 왔던 에도의 도쿠가와 바쿠후(德川幕府) 측 인사들과도 친밀한 관계에 있

한 기록이며 화원으로서 최후의 공식 기록은 순조 24년(1824)이다.7 또한 규장각의

일지 『內閣日曆』에 1816년 6월 14일부터 1824년 5월 12일까지 이의양이 차비대령화
원으로 활동한 기록이 남아 있다.8 그의 생애에 관한 사료는 거의 전해지지 않지만

『조테이 고가비코(增訂古畫備考)』(1845)에 ‘新朝鮮畫’를 그렸다고 적혀 있어 18세

었다. 분초의 그림은 1811년 통신사 접반원들을 거쳐 조선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
다. 분초 자신은 직접 통신사행 접반원으로 참여한 적이 없지만 분초를 둘러싼 많은

분초’라는 인식은 오랜 기간 의심 없이 지속된 통설이기도 했다. 그것은 분초가 역대 통신사, 조선
회화와 관계된 일본의 여러 인사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된다. 분초의
스승 와타나베 겐타이(渡邊玄對, 1749~1822)는 계미 통신사의 수행화원 金有聲(1725~?)의 산
수화를 모사(『朝鮮通信使と京都』展 도록, 앞의 책, 2013, 도60)하였으며, 겐타이가 입문했던 나
카야마 고요(中山高陽, 1717~1780)는 그의 화론서인 『畫譚雞肋』(1775)에서 조선 회화에 대해 짧
게 언술하였는데, 이는 일본인이 조선 회화와 唐畫(중국 회화)의 차이를 인식한 이른 시기의 발언
으로 인정된다(洪善杓, 「朝鮮後期 한일 회화 교류와 相互認識: 通信使行을 중심으로」, 『학예연
구』2(2001. 2), p.225; 福士雄也, 「朝鮮繪畫と近世の日本繪畫」, 『朝鮮王朝の繪畫と日本: 宗達、
大雅、若沖も學んだ隣國の美』展 도록, 栃木縣立美術館·靜岡縣立美術館·仙臺市博物館·岡山縣
立美術館, 大阪: 讀賣新聞大阪本社, 2008, p.216). 또, 분초가 간세이(寬政) 연간(1789~1801)
에 오사카(大坂)의 기무라 겐카도(木村蒹葭堂, 1736~1802)를 방문했던 것도 잘 알려져 있다(분
초와 겐카도의 관계에 대해서는, 橋爪節也, 「木村蒹葭堂と懷德堂」, 『懷德堂ゆかりの繪畫』, 吹田:
大阪大學出版會, 2012, pp.303-313 참조). 겐카도는 당시 조선 문사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조
선 회화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나타냈던 인물이다. 그 외에도, 분초는 통신사 회화와의 관계성이
지적된 우라카미 교쿠도(浦上玉堂, 1745~1820)와도 교유했다. 실제, 분초는 지금까지의 연구와
전시(주4) 등을 통해 명확히 드러난 것처럼, ‘八宗兼學’이라고 불릴 정도로 어떤 한 유파에 치우치
지 않고 다종다양한 동서고금의 회화를 보고 자기 식으로 흡수하는 (古畫 학습) 과정에서 조선 회
화를 접했던 듯하다. 현재, 분초가 본 고려·조선 회화의 縮圖(도쿄대학 동양문화연구소 동아시아
연구실 谷文晁派(寫山樓) 粉本·模本資料 DB http://cpdb.ioc.u-tokyo.ac.jp/edo/buncho.
html 참조)도 남아 있다. 그렇지만, 분초는 당시의 어떤 화가보다도 훨씬 많은 화적을 접하고 자극
을 받을 기회를 얻었던 인물로서, 그의 畫業과 조선 회화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결코 단순
한 작업이 아니다. 다만, 분초가 접했던 화적 중에 조선 회화도 섞여 있었고, 그것이 그의 회화 제작
에 어느 정도의 영감을 주었다고는 할 수 있을 것이다. 분초와 조선 회화의 관계에 대해 언급한 최
근의 논저는, 板倉聖哲, 「幕末期における東アジア繪畫コレクションの史的位置: 谷文晁の視点か
ら」, 『美術史論叢』28(東京: 東京大學大學院人文社會系硏究科·文學部美術史硏究室, 2012. 3),
pp.27-44; 「谷文晁、古畫への眼差し: 東アジア繪畫を中心に」, 『谷文晁: 生誕250周年』展 도록(위의
책, 2013), pp.186-189; 「谷文晁、東アジア繪畫への眼差し」(앞의 글, 2013. 11), 그 밖에 『描かれた
風景: 憧れの眞景·實景への關心』展 도록(東京: 東京國立博物館, 2013), pp.12-13 등이 있다.

인사들이 역대 통신사와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 회화와의 관계성이 이른
시기부터 주목받아 왔다.5

4

5

다니 분초(谷文晁, 1763~1840)에 관한 연구에는, 梅澤精一, 『日本南畫史 (全)』(東京: 南陽堂本
店, 1919), pp.528-585(6장); 萬鐵五郞, 『文晁』(東京: アルス, 1926); 山內長三, 「谷文晁とその業
績」, 『日本南畫史』(東京: 瑠璃書房, 1981), pp.290-301; 森銑三, 「谷文晁傳の硏究」, 『森銑三著作
集3 人物編3』(東京: 中央公論社, 1971), pp.157-309; 細野正信 편집, 『日本美術全集25 近代繪畫
の黎明: 文晁·崋山と洋風畫』(東京: 學習硏究社, 1979); 相見香雨, 「文晁年譜」, 中野三敏·菊竹淳
一 공편, 『相見香雨集』5, 『日本書誌學大系』45-5(武藏村山: 靑裳堂書店, 1998), pp.519-559; 河
野元昭, 『月刊日本の美術257 谷文晁』(東京: 至文堂, 1987) 등이 있다. 분초에 관한 주요 전시 도
록은, 鈴木榮之亮 편집, 『建碑記念文晁遺墨展覽會圖錄並ニ評傳 乾·坤』(東京: 七淸會, 1932); 恩
賜京都博物館 편찬, 『文晁遺芳』(京都: 便利堂, 1938); 『寫山樓 谷文晁』展 도록(宇都宮: 栃木縣立
美術館, 1979); 『江戶派の繪畫: 谷文晁の畫業をさぐる』展 도록(橫浜: 神奈川縣立博物館, 1979);
『定信と文晁: 松平定信と周邊の畫人たち』展 도록(會津若松: 福島縣立博物館, 1992); 『文晁とその
門人による模寫繪: 大場家所藏繪畫資料を中心に』展 도록(東京: 世田谷區立鄕土資料館, 1993);
『谷文晁と鈴木芙蓉』展 도록(飯田: 飯田市美術博物館, 1999); 『集古十種: あるく·うつす·あつめる
松平定信の古文化財調査』展 도록(會津若松: 福島縣立博物館, 2000); 『谷文晁展 : 若き日の憧憬』
도록(田原町: 田原町博物館, 2000); 『關東南畫大集合: のぞいてみよう心の風景』展 도록(東京: 板
橋區立美術館, 2005); 『谷文晁とその一門』展 도록(東京: 板橋區立美術館, 2007); 『文晁·崋山の
新感覺』展 도록(飯田: 飯田市美術博物館, 2008); 『谷文晁: 生誕250周年』展 도록(東京: サントリー
美術館, 2013) 등이 있다.
다니 분초는 근세의 조선 측 사료에 이름이 남겨진 몇 안 되는 일본 화가 중 한 명으로, 한국회
화사 연구에서도 이른 시기부터 조선 회화와의 관계성이라는 측면에서 주목받아 왔다. 李東洲
(1907~1997) 박사는 분초를 『增訂古畫備考』50·51 「高麗朝鮮書畫傳並印譜·附琉球安南」 上·下
(약칭 「朝鮮書畫傳」)의 저자로 지명한 바 있다(『日本속의 韓畵: 民族繪畵의 發掘』, 瑞文堂, 1974,
pp.12-17). 그에 대해서 山內長三는 「舶載畫と文晁: 及び彼の鑑識について」(『寫山樓 谷文晁』展
도록, 위의 책, 1979)에서, 「朝鮮書畫傳」은 분초가 가지고 있던 원고(기록)를 『古畫備考』의 저자
朝岡興禎(1800~1856)이 입수해 편집한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최근의 연구(五十嵐公一, 「江戶
時代の朝鮮書畫情報」, 『アジア遊學120 朝鮮王朝の繪畫: 東アジアの視点から』, 東京: 勉誠出版,
2009. 3, pp.154-161)에 의해, 분초는 『古畫備考』의 정보 제공자이기는 하나, 「朝鮮書畫傳」의 저
자는 아니었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한국회화사 연구자들 사이에서 ‘「朝鮮書畫傳」의 저자 = 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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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양의 생애와 畫業 및 현존 작품에 대해서는 박성희, 앞의 글(2014. 12; 배포판 2015. 8, 주1),
pp.38-56 참조.

朴廷蕙, 「儀軌를 통해서 본 朝鮮時代의 畵員」, 『미술사연구』9(1995. 12), pp.240-241, 281.

姜寬植, 『조선 후기 궁중화원 연구(상·하)』(돌베개, 2001)의 내용 중, 이의양에 대한 언급은 상
권: pp.61, 75, 79, 82, 85, 91, 98-99, 103, 524-525, 하권(畫門別 성적): pp.208-209(인물),
263(산수), 283(누각), 303(영모), 319(초충), 347(화문 미상), 388, 417, 53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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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후반 이래의 조선남종화풍을 구사했음을 알 수 있다.9

파견된 총 12번의 통신사 중에서 유일하게 일본 본토까지 가지 않고 쓰시마에서 국

이의양이 조선 왕조의 화원으로 남긴 활동 내역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3번

서를 교환한(‘易地通信’) 이례적인 형태의 통신사이기도 했다. 전회의 파견(제11차

(중국 사절 2회, 일본 사절 1회)이나 외교 사절의 수행화원으로 참가했던 이력이

1763~1764년 계미 통신사)으로부터 50여 년이 경과한 후에 파견되었고, 파견된 인

으로 선발되었다. 여기에는 역관 집안(안산 이씨) 출신이라는 점과 심양 사행에 동

에 비해 감축되었다. 쓰시마에서 모든 일정을 소화했기 때문에 체류 기간도 3달 정

행했던 경험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1812년 이전의 언젠가 중국 사행

도로 매우 짧은 편이었으나 통신사의 문화 사절로서의 성격은 사절의 선발 과정에서

에 참가했던 사실이 중국과 일본에서 보고 스케치한 이국의 풍경과 인물 등을 그린

부터 변함없이 유지되었다.12

이 화첩에 수록된 24점 중 4점은 쓰시마 후추(府中: 현재의 이즈하라嚴原, 『澗松文

대적인 시간·공간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에도에서 온 일본 문사들과 활발히 교류하

다.10 1805년 중국 사절(瀋陽)의 수행화원으로 참가했으며 1811년 통신사 수행화원

그림을 모아놓은 《李信園寫生帖》(1812년, 간송미술문화재단)을 통해 알려져 있다.
華』75, 도55) 등 쓰시마의 풍경을 사생한 것이다.

원도 336명(正使 金履喬, 『辛未通信日錄』)으로 400~500여 명이 파견되었던 예년

수행화원을 비롯해 문화 교류를 담당하였던 ‘譯醫寫畫’의 통신사행원들은 절

였다. 그런데 1811년 통신사의 필담 기록을 보면 이전 시대와는 다른 문화 교류의 양

19세기 초반의 한성에는 이의양처럼 일본이나 중국 사절로 참가했던 해외 경

상이 나타나 눈길을 끈다. 다른 무엇보다 통신사행에 참가한 조선 문사들이 일본 문

험을 가지고 있거나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어떤 식으로든 관계를 맺

사들과의 교류에 임하는 자세가 이전의 통신사와는 확연히 달라진 점이 주목된다.

어 해외 정보를 공유하는 일이 가능한 지식인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었다. 1811년

이는 1811년 통신사가 18세기 후반부터 변화해 온 대일 인식을 계승했다는 무엇보

통신사에 참가한 수행원들도 그러한 환경 속에서 나타난 새로운 대일 인식을 계승·

다 명확한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양상은 이들이 일본에 건너오

공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대일 인식의 변화가 부산박본의 제작으로 이어졌다고 생각
된다.

기 전에 받은 送別詩와 送序에도 나타난다.13

또한 1811년 통신사의 제술관 李顯相(호: 太華, 1770~1822)과 정사 伴倘 李

文哲(호: 菊隱, 1765~1830) 등이 남긴 필담 기록을 봐도, 일본 문사들과의 교류 활

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게 된 조선 문사들의 태도 변화가 명확히 드러난다. 이현

Ⅲ. 신미(1811) 통신사와 부산박본의 제작

상은 “에도 문사들과의 교유를 무척이나 기대”하고 있었음을 토로하였으며,14 이문
閣出版, 1997), pp.388-447(8장), 관련 자료는 辛基秀·仲尾宏 공편, 『大系朝鮮通信使: 善隣と友
好の記錄8 辛未·文化度』(東京: 明石書店, 1993) 참조.

1. 신미 통신사의 대일 인식과 교류 활동

9

10

11

1811년 신미 통신사11는 조선 후기에 파견된 마지막 통신사였다. 조선 후기에

12

“李義養: 李義養、號雲齋、新朝鮮畫、琢山ノ所二出ス”, “琢山: 琢山、新朝鮮畫山水、述齋贊、琢山
畫ノ印、又山水花山贊、雲齋 「李義養印」” (밑줄은 필자) 朝岡興禎 저, 太田謹 補, 『增訂古畫備考』
(東京: 吉川弘文館, 1912), pp.2233, 2241. 吳世昌(1864~1953)의 『槿域書畫徵』(1917년 편찬; 啓
明俱樂部, 1928; 동양고전학회 역, 洪贊裕 감수, 『(국역) 근역서화징』하, 시공사, 1998, p.818)의 기
술도 『古畫備考』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李義養: 字 爾信、號 雲齋、一云八松觀、安山人。英
祖四十四年戊子生。有畫山水款雲齋、印曰李義養而述齋贊之、又有山水花山贊之。(古畫備考)”

13

이의양이 중국 사절의 수행화원으로 참가한 이력에 대해서는, 鄭恩主, 『조선시대 사행기록화: 옛
그림으로 읽는 한중관계사』(사회평론, 2012), p.332 참조. 또, 이의양이 통신사행 중에 제작한 작
품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洪善杓, 「近世韓日繪畫交流史硏究」, 九州大學大學院 文學硏究科 美
學·美術史專攻 博士學位論文, 1999. 6, pp.83-87, 92(미주) 참조.

1811년 통신사의 성립 과정 및 여정 등 전반에 대해서는, 李元植, 『朝鮮通信使の硏究』(京都: 思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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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禮曹典客司, 『邊禮集要』권18에 수록된 1811년 통신사의 講定節目에는 “能文能書畫之人、帶來
事。”라고 명기되어 있어, 통신사의 문화사절단으로서의 성격이 19세기에도 계승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국사편찬위원회 편, 『韓國史料叢書16 邊禮集要(下)』(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70), p.585.

이덕무가 1763년에 통신사 부사 서기로 일본에 가는 元重擧(1719~1790)에게 준 송서(『靑莊館全
書』권2 「嬰處詩稿」2 “奉贈書記遜菴元丈 重擧隨副使之日本幷序”)에는 17세기 이래 팽배했던, 일
본에 대한 적대심과 일본인에 대한 불신이 여지없이 드러나 있다. 한편, 1811년, 鄭友容(1782~?)
이 통신사 부사로 쓰시마에 가는 李勉求(1757~1818)에게 준 送序(『密巖遺稿』권4 “與通信使副
使李校理 書 辛未”, 일부 발췌: “(前略) 倭之爲邦。處日之始出。其人類多巧慧。長崎一岐之間。閩
粤之商販日集。中州書籍。必先走倭中。是以彬彬有文學之士。源正之伊藤維禎[楨]之徒。無不究
覽墳典·號爲名儒。(後略)”)를 보면, (물론 이러한 대일 인식의 변화가 동시대 조선 지식인 모두를
대변한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일본 문예의 발전을 긍정적으로 인정하는, 19세기 초의 우호적인
분위기가 느껴진다. 정우용의 글 전문(원문: 국립중앙도서관, 古朝46)과 한국어 해석은 李鐘默,
「정우용이 통신사로 가는 이면구에게 준 글」, 『문헌과 해석』51(2010. 6), pp.97-110 참조.
“僕等初來時。意謂日與二江戶文士。飮酒賦詩。以申二隣好矣。有禁不許二出入。持來書畫筆墨
盡散空處。到今令二人恨歎。太華” (밑줄은 필자) 松崎慊堂, 『接鮮瘖語(下)』 芳賀登總 감수, 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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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은 “자신은 단지 일본 문사들과 만나기 위해 왔다”15고 하는 등 교류 활동에 전회

쓰시마 체재 기록인 『쓰시마(津島) 日記』에 남긴 그림들을 보아도 알 수 있듯, 畫才

의 통신사행원들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가 있는 인물이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전의 통신사행에서는 꽤나 드문 일이었

1811년 통신사의 필담 기록은 현재 일본 측에 남아 있는 『다이레이요소(對禮

餘藻)』와 『셋센인고(接鮮瘖語)』가 대표적인데 서화 관련 기록이 비교적 많이 남아

던, 일본 문사에게 서화를 요청하는 행위가 18세기 후반 이래 대일 인식의 변화와
함께 자연스러운 행위로 전환되었다는 점이다.

있는 점이 특징이다. 한일 문사들의 문화 교류는 근세 동아시아의 공통 언어였던

1811년 통신사행원들이 전 시대의 통신사보다 유연하고 우호적인 태도로 일본

한문을 매개로 이루어졌으며 문인의 기본 소양인 서화가 문화 교류의 매개체로 활용

문사와의 문화 교류에 임했던 것은 이들이 전회의 계미 통신사나 그 이후의 연행사

되었다. 양국의 문사들은 자국에서 가져온 서화를 교환하거나 지참해온 서화에 상

들과 같이, 근세 동아시아의 문인으로서 외국 문사들과 동질감을 느끼며 교류했던

대국 문사의 찬을 구했다. 현지에서 서화의 제작 요청도 물론 활발하였고, 양국 문

18세기 후반 이래의 새로운 경향을 계승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전회의 파견으

사들이 친교를 다지고 소통하는 데 서화가 중요한 역할을 했음이 인상적이다.

로부터 50여 년의 공백이 있기는 했으나 18세기 후반부터 동시대의 외국 문사들과

(大坂)의 文化人 기무라 겐카도(木村蒹葭堂, 1736~1802) 등 일본 문사들에게 서

관)의 변화가 한성의 문인 네트워크를 통해 확산되어, 1811년 통신사의 문화 교류 활

16

그와 함께, 지난 회 계미 통신사의 정사 서기 成大中(1732~1812)이 오사카

화(대표적인 예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蒹葭堂雅集詩文>) 제작을 요청했던 것처

럼, 조선 문사들도 儒者 고가 세이리(古賀精里, 1750~1817)의 隨員 구사바 하이센

(草場佩川, 1811년 당시는 珮川, 1787~1867)에게 그림을 구했다. 하이센은 그의
17

인연을 맺고 그 속에서 평생의 知己를 구하려 하는 조선 지식인들의 대외 인식(세계
동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된다.18 따라서 부산박본과 센오쿠본의 찬도3·4에 공통으
로 쓰인 ‘海外墨緣’이라는 말은, 부산박본의 제작 배경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키워드라 하겠다.

2. 부산박본의 제작 경위 : 분초의 그림(文晁畫)에 대한 공감

林幸夫 해설, 『日本學資料叢書3 松崎慊堂全集4 (『慊堂全集』권23)』(東京: 冬至書房, 1988),
p.84(40面).
15

16

“菊隱 僕非製述也。非書記也。爲逢貴國文士而來。(後略)” (밑줄은 필자) 『精里全書25 對禮餘
藻外集』 古賀精里, 梅澤秀夫 편집·해설, 『近世儒家文集集成15 精里全書』(東京: ぺりかん社,
1996), p.507.

1811년 통신사의 공식적인 문화 교류 활동(公式面會에서의 筆談唱和)은 에도에서 온 上·副
使 일행이 국서 교환 의례를 마치고 돌아간 후인 6월 21·23일에 이루어졌다. 여기에 참가한 일

본 측 인사들은 에도의 유학자들이었다. 크게 다이가쿠노카미(大學頭) 하야시 쥿사이(林述齋,
1768~1841)와 그 隨員 마츠자키 고도(松崎慊堂, 1771~1844) 그룹과 儒者 고가 세이리(古賀
精里, 1750~1817)와 그 隨員 구사바 하이센(草場佩川, 1787~1867)·히구치 시센(樋口淄川,
1785~1865) 그룹이다. 『다이레이요소(對禮餘藻)』는 고가 그룹의 접반 기록, 『셋센인고(接鮮瘖
語)』는 하야시 그룹의 접반 기록이다. 1811년 통신사의 문화·학술 교류 양상은 이른 시기부터도
주목 받았으나(藤塚鄰 저, 藤塚明直 편, 『淸朝文化東傳の硏究: 嘉慶·道光學壇と李朝の金阮堂』,
東京: 國書刊行會, 1975: 이 저서는 「李朝に於ける淸朝文化の移入と金阮堂」, 東京帝國大學 博士
學位論文(1936. 4)을 저본으로 한 것; 한국어 완역본은, 尹哲圭·李忠九·金奎璇 역, 『秋史 金正
喜 硏究: 淸朝文化 東傳의 硏究 한글완역본』, 과천문화원, 2009), 최근 일본 측 필담 기록을 적극
적으로 활용한 연구들이 주목된다. 신로사, 「1811년 辛未通信使行과 朝日 문화 교류: 筆談·唱酬
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2(서화 교류와 관련된 부분은 pp.160169); 鄭恩主, 「1811년 쓰시마 통신사행의 서화 교류」, 『동아시아 문화연구』60(2015. 2), pp.133167 등 참조. 박성희, 앞의 글(2014. 12; 배포판 2015. 8, 주1), pp.23-37에서도 필담 기록 중 서화
관련 기록에 주목하였다.
17

이의양의 <江南雨後圖>(1811, 『朝鮮古蹟圖譜』14, 도5993, 현재 소재 불명: 북한?)에 고가 세이리
가 남긴 찬(1816)(일부 발췌: “向余赴對馬島 與韓客接也 丹丘草場生從行。生有文才 傍善繪事 韓
客爭求之 正副使以下 扇帋絹素 陸續寄請發帆前 至累日夜 廢百事應副之。是時 爾信 亦隨聘使
來。邦人 持其畫 詣余萬 乞題言者踵相接 (後略)”)을 통해 조선 문사들이 구사바 하이센에게,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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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박본은 다니 분초의 그림을 수용한 조선 측의 입장에서 볼 때, 분초가 중
국 회화를 학습한 성과의 일환으로 제작해 보낸 그림이 조선 문사들의 공감을 얻으
면서 방작의 대상이 된 결과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1811년 통신사의 필담 기록을 보면 한일 양국의 문사들이 근세 동아시아의 문

인으로서 동질 의식을 확인하고 친교를 다지는 매개체로 서화를 이용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가운데 다니 분초에 관한 기록도 남아있다. 고가 세이리가 분초의 그
림을 꺼내서 이현상에게 찬을 요청했을 때, 이현상은 분초가 漢詩人 다니 롯코쿠(谷
麓谷, 1729~1809)의 아들이 아닌지 묻는다. 이를 보고 세이리의 隨員 히구치 시센

본 문사들이 이의양에게 그림을 요청했던 당시의 상황을 엿볼 수 있다. 찬의 전문 및 한국어 번역
문은 劉復烈, 『韓國繪畫大觀』(文敎院, 1969), pp.622-623 참조.
18

역사 속의 古人이 아닌, 현실 속에서 공감할 수 있는 同時代人 ‘天涯知己’를 바라는 18세기 후반
~19세기 전반의 대도시 한성에 거주했던 조선 지식인들에게서 나타난 이러한 동시대적·당대적 연
대 의식을 ‘幷世(의식)’이라고 한다. 최근 일부 연구자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 개념은 아직 명
확히 정의되지는 않았지만, 일본 문사들과 ‘海外墨緣’을 맺었던 1811년 통신사의 회화 활동과도 연
관 지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鄭珉, 「18, 19세기 조선 지식인의 幷世意識」, 『한국문화』54(2011),
pp.183-2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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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樋口淄川, 1785~1865)이 어떻게 롯코쿠에 대해 아는지 묻자,

로 애호·수용되었던 화풍의 하나였다. 하지만 조선 후기의 황

이현상은 그의 小稿를 본 적이 있다고 답한다.

공망 이해는 중국에서 유입된 화보와 명청대의 倣古 회화가

19

이를 보면 1811년 통신사의 접반원들이 다니 분초의 그림

그 기반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황공망 본래의 화풍과는 다

을 지참하고 왔던 것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인 다니 롯코쿠의

소 괴리가 있었다. 특히 전경에 몇 그루의 수목을 두고 중경은

문집이 조선 국내에 유입됐던 것을 알 수 있다. 이현상이 본 책

대략적으로 생략한 다음, 후경에는 주산을 배치하는 구도, 중

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확정할 수 없지만, 기무라 겐카도가 출

첩된 능선, 능선과 능선 사이에 그려진 반두, 수목의 표현, 피

판에 관여했던 『롯코쿠(麓谷) 初集)』(다니 분초 편, 1794)이

마준의 적극적인 사용 등 화보에 의해 양식적으로 규정된 그

었을지도 모른다. 조선에도 이름이 알려진 일본 문인의 아들인

형태는 부산박본을 비롯한 조선 후기 황공망 풍 산수도22에

분초의 그림은 이 한일 문화 교류의 장을 통해서 조선 문사들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이 17세기 초에는

에게 전해졌고, 일종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던 것으로 보인다.

이미 조선 화단에 전해져 중국 남종화의 소개와 보급에 크게

기여한 《顧氏畫譜》23 ‘황공망’條에 게재된 도안도7과의 유사성

부산박본은 앞으로 살펴볼 관련 자료들을 통해서 보면

방작의 수법 중에서도 原圖의 형태를 따르는 방법에 따라 제작

이다.

된 작품으로 여겨진다. 이는 지금까지 한국 학계에서 부산박본

《고씨화보》의 도안은 19세기 초의 조선 화가들은 물론이

을 黃公望(1269~1354) 풍의 산수도로 이해해왔던 것과 일

고, 문인들에게도 꽤나 익숙한 것이었다. 이의양은 ‘陳容’조의

20

맥상통한다. 부산박본은 전경의 수목과 언덕, 화면의 2단 구

7

《顧氏畫譜》 ‘黃公望’條

도, 반두와 피마준의 사용 등 李英胤(1561~1611)의 <倣黄公

望山水圖>도5, 張承業(1843~1897)의 <倣黄子久山水圖>도6 등

도안을 사용한 예가 있다. 다니 분초도 중국 회화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1784년 《고
씨화보》의 모사를 시작한 이래 1798년에 와코쿠본(和刻本) 《歷代名公畫譜》도10를

특징을 보여준다.

20
21

황공망의 화풍은 조선 시대의 방작21 역사에서, 가장 길고 오랜 기간 지속적으

5

“太華: (中略) 文晁乃麓谷之子耶 時先生出文晁畫山水乞贊於太華故及之 / 淄川: 然公何以能知文晁始
末 / 太華: 麓谷小藁日前蹔得見之耳” 『精里全書26 對禮餘藻外集 附錄』(6월 23일, 客官 筆語) 古
賀精里, 梅澤秀夫 편집·해설, 앞의 책(1996), pp.514-515.

6

『화원: 조선화원대전』展 도록(삼성미술관 리움, 2011), 도99 해설(李誠訓, p.383).

조선 시대의 방작에 대해서는, 古原宏伸, 「朝鮮山水畫における中國繪畫の受容」, 『靑丘學術論集』
16(東京: 韓國文化硏究振興財團, 2000. 3), pp.63-156; 尹美香, 「朝鮮後期 山水畵 倣作 硏究」,

동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8; 金弘大, 「朝鮮時代 倣作繪畵 硏究」, 홍익대학교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2003. 2; 高蓮姬, 『조선시대 산수화, 아름다운 필묵의 정신사』(돌베개, 2007),
pp.244-259; 韓正熙, 「한중일 삼국의 방고회화 비교론」, 『동아시아 회화 교류사: 한·중·일 고분
벽화에서 실경산수화까지』(사회평론, 2013, 初出 2006), pp.255-276 등 참조. 조선 후기의 방작
은 중국에서 들어온 화보의 도안이나 화가가 실견한 중국 회화를 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18
세기 후반 이래 조선 화단의 방작 양상 중에서 무엇보다 주목되는 새로운 경향은 중국의 저명한 화
가를 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선의 선배 화가나 동시대의 화가들의 작품을 방작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적어졌다는 점이다. 이의양이 다니 분초의 산수도를 방했던 19세기 초의 시점
에서 방작의 대상, 학습의 대상으로서의 ‘古’의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는 점을 부산박본 제작의 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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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 이용한 卞璞(생졸년 미상)의 <柳下馬圖>(1779, 일본 호넨지法然寺, 『大系朝鮮
通信使』5, p.59) 등 다른 통신사 수행화원이 남긴 현존 작품 중에도 《고씨화보》의

현존하는 황공망 풍의 산수도와 전반적으로 유사한 표현상의

19

도안도8을 이용한 <雲龍圖>(1811년경, 개인)도9를 남겼으며, 그 외에도 ‘韓幹’조의 도

李英胤 <倣黃公望山水圖>
종이에 수묵 97.0×28.8cm
국립중앙박물관

張承業 <倣黃子久山水圖>
종이에수묵담채
151.2×31.0cm
삼성미술관 리움

간행하였다. 관서에 황공망의 筆意를 방했다고 적은 1808년의 <秋山訪友圖>도11에
는 확실히 《고씨화보》 ‘황공망’조의 도안이 활용되었다.24 이는 부산박본의 原圖로

적 배경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22

23

24

조선 시대 황공망 풍 산수도의 전개 양상에 대해서는, 方珍淑, 「朝鮮後期 黃公望式 山水畵 硏究」,
고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3 참조.

《고씨화보》에 대해서는, 小林宏光, 「中國繪畫史における版畫の意義: 『顧氏畫譜』(一六〇三年刊)
にみる歷代名畫複製をめぐって」, 『美術史』128(美術史學會, 1990. 3), pp.123-135, 조선 후기
《고씨화보》의 전래와 그 영향에 대해서는, 宋惠卿, 「『顧氏畵譜』와 조선 후기 회화」, 『미술사연구』
19(2005. 12), pp.145-180 참조.

다니 분초의 중국 회화 학습에 대해서는, 漆山天童, 「文晁板畫總目錄」, 『畫說』24(東京: 東京美術
硏究所, 1938. 12), pp.1121-1124; 樋口秀雄, 「谷文晁の畫譜覺書」, 『MUSEUM』152(東京: 東京
國立博物館, 1963. 11), pp.24-26; 中島亮一, 「谷文晁の中國山水畫硏究序說」, 『古美術』61(東京:
三彩社, 1982. 1), pp.47-56; 河野元昭, 「文晁と藍瑛」, 『大和文華』105(奈良: 大和文華館, 2001.
6), pp.1-10; 「文晁の中國畫學習: 『書畫甲觀』と『集古十種』」, 『美術史論叢』18(東京: 東京大學大
學院 人文社會系硏究科·文學部美術史硏究室, 2002. 2), pp.35-60 참조. 그 중에서도 분초와
《고씨화보(역대명공화보)》의 관계에 중점을 둔 연구에는, 河野元昭, 「文晁の中國畫學習: 『顧氏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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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되는 《가가쿠사이 즈코(畫學齋圖

먼저 1810년경 성립된 《가가쿠사

藁)》(1812년경 성립, 일본 다하라시박물

이 즈코》(일본 다이토큐기념문고大東

된 산수도 스케치(控)도12의 구도와도 유

록25이 전해진다. 명확한 기년이 적혀있

관田原市博物館, Ⅳ장에 서술)에 수록

急記念文庫)에는 2페이지의 관련 기

사하다.

지는 않지만 이 자료의 성립 시기를 볼

다니 분초의 <추산방우도>와 《가가

때 쓰시마번의 관리가 통신사 파견의 전

쿠사이 즈코》의 스케치도12, 부산박본도

년도에 후지산도가 포함된 그림을 통신

1을

사 증답용으로 주문했던 것으로 추측할

함께 늘어놓고 보면 화면을 구성하

는 각 요소의 세부 표현에 있어 다소간

수 있다.

차이는 보이지만, 거의 같은 구도와 화면

다음으로, 1812년경 성립된 《가가

구성 요소를 가지고 그려졌음을 알 수

쿠사이 즈코》(일본 다하라시박물관)에

있다. 이 3점 중에서는 부산박본의 주산

10

谷文晁手摹 『歷代名公畫譜
秋』 ‘黃公望’條
1798년
도쿄국립박물관 자료관

이 가장 둥글게 그려졌고 능선의 억양도 약한 편이다. 부산박본은 분초의 중
국 회화 학습의 성과로 그려진 산수도가 동시대의 조선 문사들에게 근세 동
아시아 공통의 조형 언어로 받아들여져 제작됐고, 이를 이의양이 조선식 표

는 전반부의 10페이지에 걸쳐 ‘辛未(1811)’와 ‘壬申(1812)’의 기년이 적힌 관련 자료
26

자리에 묶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분초가 주문받은 그림과 분초가 본 그림의 스
케치, 그리고 1812년 분초가 이의양에게 보낸 편지가 수록되어 있다.

현으로 변용해 성립한 작품으로 파악된다.

1811년 통신사의 접반역으로 참여했던 에도 문사들이 에도로 돌아간 뒤, 1811
8

《顧氏畫譜》 ‘陳容’條

Ⅳ. 센오쿠본의 일본 전래와 19세기 전반의 한일 회화 관계
1. 다니 분초 《가가쿠사이 즈코》의 신미 통신사 관련 기록

9

李義養 <雲龍圖>
1811년경
종이에 수묵담채
97.2×43.2cm
개인(李英介 舊藏)

년 후반기부터 1812년에 걸쳐 에도의 문인들 사이에서 이의양의 그림을 비롯한 조선
회화가 열람되기 시작했다고 추정된다. 도쿠가와 바쿠후의 관료이자 문인이었던 오
타 난포(大田南畝, 1749~1823)가 이의양의 松鷹圖를 보고 자신의 문집 『난포(南

畝)集』(1812, 주2 참조)에 시를 남긴 것처럼 분초도 《가가쿠사이 즈코》에 기록을 남

겼다. 10페이지의 기록 중 2페이지에 자신이 본 이의양 산수도의 간략한 스케치도13, 14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니 분초는 1811년 통신사의 접반원으로 참여한 적은

없다. 그렇지만 분초가 주문 받은 그림의 스케치, 실제로 본 그림의 縮圖, 메모, 그

25

밖의 작화나 공방 운영 등 자신의 畫業과 관련된 사항들을 모은 기록집인 《가가쿠
사이 즈코》에는 1811년 통신사와 관련된 기록들이 남아 있어 눈길을 끈다.
譜』と「漂客奇賞圖』」, 『國華』1273(東京: 國華社, 2001. 11), pp.13-25; 武田光一, 「南畫における
木版畫譜の利用: 谷文晁の場合を中心に」, 板倉聖哲 편, 『講座日本美術史2 形態の傳承』(東京: 東
京大學出版會, 2005), pp.199-233 등이 있다. 분초를 비롯한 일본 에도 시대의 화가들에게도 중
국에서 유입된 화보는 남종화를 학습하는데 중요한 교재였으며, 화보에서 배운 표현들은 실제 작
화에 활용되었다. 이는 조선 화단의 상황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그에 대해서는, 佐藤
康宏, 「南畫における版畫的表現」, 『中國憧憬: 日本美術の祕密を探れ』展 도록(町田: 町田市立國
際版畫美術館, 2007), pp.126-13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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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남아 있다. 아마도 1812년경 다니 분초가 1811년 통신사와 관련된 자료들을 한

26

1810년 전후에 성립한 《가가쿠사이 즈코(畫學齋圖藁)》의 전문은, 『大東急記念文庫善本叢刊·
近世編 14 美術書集1 谷文晃、畫學齋過眼圖藁·畫學齋圖藁』(東京: 汲古書院, 1978) 참조. 쓰시
마번의 관리가 분초에게 주문한 그림은 “宗對馬守藩士用人 重松比母求 二幅對”(pp.504-505)와
“二幅對 對州 留守居 重松勇馬求 絹本”(pp.506-507)이다.
1812년경에 성립한 《가가쿠사이 즈코》의 전문은, 『館藏名品選 第2集』(田原: 田原市博物館,
2005)의 부록 CD-ROM 참조. 이 글에서 전부를 소개할 수는 없지만, 10페이지에 걸친 1811년 통

신사 관련 기록을 내용별로 분류하면(원 자료에는 쪽수가 적혀 있지 않고, 현재의 배열이 원래의 순
서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CD-ROM에 적힌 페이지 번호를 따름), 분초가 이의양에게 보낸 편
지(p.18 좌우면, ‘壬申’ 기년: 이에 대응하는 조선 측 사료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편지의 전
달 여부는 불분명함), 분초가 본 이의양 그림의 스케치(縮圖: p.19 좌(도14) 우(도13)면, ‘壬申’ 기
년), 분초가 주문 받은 작품의 스케치(控: p.21 좌우면, 22 좌우(도12)면, 23 우면, 27 우면, ‘辛
未’ 기년)로 나눌 수 있다. 이 10페이지의 자료는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별로 주목받지 못했으나,
1811년 통신사의 회화 활동에 관해 동시대의 일본인이 남긴 기록으로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된
다. 이들 자료에 대해서는 박성희, 앞의 글(2014. 12; 배포판 2015. 8, 주1), pp.59-6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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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메모를 남겼다. 화면 안의 왼쪽 윗

13

李義養 산수도의 스케치
(縮圖)
谷文晁 《畫學齋圖藁》
(1812년경 成立本) 수록
아이치현 田原市博物館

부분에 “壬申寫 ⋯ 朝鮮李信園(=이
의양)”이라고 적혀 있다. 현존하는 이
의양의 작품 중 이와 일치하는 예는
확인되지 않지만 문인 취미를 바탕으

14

李義養산수도의스케치
(縮圖)
谷文晁《畫學齋圖藁》
(1812년경成立本)수록
아이치현 田原市博物館

로 그려진 현존 작품들과 비슷한 분
위기를 풍기는 남종화풍 산수도임을
알 수 있다.
10페이지의 자료 모두 상당히

15

흥미롭지만 이 글에서 가장 주목하

도2의 箱書
왼쪽: 表面
오른쪽: 裏面

고자 하는 자료는 신미년의 기년과
분초라는 관서(화면 안의 오른쪽 아
랫부분, “辛未文化文晁寫”)가 적힌

1장의 스케치도12이다. 이 스케치는 부산박본과 센오쿠본의 전체 도안과 동일하다.

센오쿠본의 찬도4에 김정희가 쓴 대로, 김정희가 소장하고 있던 부산박본의 原圖는
1811년 통신사의 접반원으로 참여하게 된 에도 문사가 다니 분초에게 주문해 가져

11

谷文晁 <秋山訪友圖>
1808년
비단에 채색 143.3×85.5cm
개인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27

12

마치부교(町奉行)를 응접할 때, 신자시키(新座敷: 오쿠노마의 도코奧の間の床)에

간 그림으로 추정된다. 부산박본이 제작된 후 7년이 흐른 뒤에 부산박본과 거의 동
일한 센오쿠본이 제작될 수 있었던 것은, 지금은 분초의 스케치로만 전해지는 原圖

도12를 김정희가 1811년 통신사수행원을 통해 전해 받아 소장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고 보는 게 가장 타당할 것 같다. 그때까지 부산박본의 畫稿가 남아있었을 수도 있
지만 화고만 가지고 그처럼 똑같은 그림을 그려냈다는 것은 조금 납득하기 어렵다.

부산박본은 1811년경 제작되어 통신사 접반원을 통해 일본으로 건너갔고, 센오쿠본
은 그 존재를 알고 있던 일본 내 누군가의 요청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여겨진다.

2. 센오쿠본의 일본 전래와 쓰시마(對馬)藩의 역할

도1의 原圖 스케치(控)
谷文晁 《畫學齋圖藁》
(1812년경 成立本) 수록
아이치현 田原市博物館

이후 센오쿠본은 스미토모 도후키쇼(銅吹所)에 바쿠후의 고관이 방문(見分)

했을 때 주빈이 휴식을 취하는 자시키(座敷)의 도코(床) 장식에 2번 사용되었고, 이
기록이 스미토모가의 사료에 남아 있다. 1854년(철종5; 일본 가에이嘉永7) 7월 3일
걸렸던 ‘朝鮮人之畫山水’와, 1855년(철종6; 일본 안세이安政2) 9월 12일 오사카 메

쓰케(大坂目付)를 응접할 때, 신자시키에 걸었던 ‘朝鮮國爾信筆山水畫’는 센오쿠본
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28 이는 일본에 유입된 조선 회화가 어떤 식으로 활용되
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27

1818년 제작된 센오쿠본은 1825년 근세 스미토모가에 전달된 이래, 센오쿠하

쿠코칸의 소장품으로 오늘에 이른다. 당시의 소장 경위는 센오쿠본의 상자 뚜껑도15
에 적혀 있다. 이 기록을 통해 1825년(순조25; 일본 분세이8) 스미토모 本店이 쓰시
마번의 구라모토(藏元)가 되었을 때, 쓰시마 측의 담당 관리였던 간죠부교(勘定奉

行) 고지마 우자에몬(小島[嶋]宇左衛門, 생졸년 미상)이 쓰시마로 돌아가면서(8월

23일) 다니 분초의 그림을 倣한 이의양의 산수도(센오쿠본)를 스미토모 家에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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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근세 스미토모가의 금융 관련 자료 가운데에는, 분세이(文政) 8년(乙酉) 8월의 年紀가 있는 「對馬
藩藏元委託に付申定書」가 전해진다. 여기에도 고지마 우자에몬(小島[嶋]宇左衛門)의 이름이 보
인다. 住友修史室 편, 『近世住友金融槪史(付錄 近世住友金融關係資料)』, 『泉屋叢考』20(神戶: 住
友修史室, 1983), 付錄2, pp.3-6 참조. 또, 스미토모 본점의 일지 『場帳』에도 관련 기록이 남아 있
다. 센오쿠본은 고지마가 쓰시마로 돌아가면서, 8월 23일에 선물한 물품들(掛もの 1箱, 華氊 1包,
帛 1包、畫紗 1包, 松魚 1箱, 書狀) 중 ‘걸게 그림 1상자(掛もの 1箱)’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今井典子, 앞의 글(1999), p.55.
今井典子, 위의 글(1999) 참조. 필자는 「朝鮮 後期 對日交易用 繪畵 硏究: 東萊 倭館 輸出畵를 中
心으로」,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1, pp.80-81에서, 동시대의 왜관 수출화가
일정한 규격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도코노마(床の間)의 장식에 쓰였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가설
을 세웠었다. 일본에 건너간 조선 회화가 어떤 식으로 활용되었는가 하는 문제는 앞으로의 연구 과
제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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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한성에서 조선 화원에 의해 그려진 센오쿠본이 일본 스미토모가에
전달되는 과정의 배후에는 근세 일본의 조선 외교 및 무역을 전담했던 쓰시마번의

존재가 있었다. 19세기, 구리(倭銅)는 동래 왜관을 거쳐 전개된 한일 간 공무역의 주

것처럼, 통신사행의 단절 이후 조선 회화의 일본 전래라는 미술사적 측면에서 19세
기의 문위행과 쓰시마번의 중계자적 역할을 재고찰해 봐야 한다고 본다.

요 물품이었다. 본래 농지가 부족해 조선 쌀에 의존하고 있었던 쓰시마번은 쌀의 대
가로 지불하는 구리의 확보에 진력하고 있었다. 근세 스미토모가는 쓰시마번이 조선

Ⅴ. 나오며

수출용 구리를 조달하는 주요 거래처였다. 쓰시마번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에 이름
29

이 알려진 통신사 수행화원 출신 화가의 그림을 선물하는 것은 주요 거래처에 대한
성의의 표시였다고 생각된다.

19세기 전반은 기존의 한일 관계사 연구에서는 비교적 주목받지 못한 시대였

다. 그러나 이 시기는 지금까지 부산박본과 센오쿠본, 2점의 방다니분초산수도의 제

안타깝게도 센오쿠본이 제작된 1818년부터 스미토모가에 전달된 1825년까지

작과 일본 전래를 둘러싼 여러 사항들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200여 년 간 유지

7년간의 기록은 아직 알 수가 없다. 다만 현재의 상자 뚜껑 뒷면에 적힌 고지마 우자

된 근세 한일 관계를 통해 축적된 일본 정보와 조선 지식인들의 새로운 대일 인식을

에몬이라는 인물의 경력30 을 살펴볼 때, 센오쿠본의 일본 전래에 1811년 통신사가

배경으로 양국의 회화 관계에도 어떤 전환이 일어난 시기였다고 재평가할 수 있다.

관련되어 있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 고지마는 1811년 통신사의 사전 교섭 단계부

터 참여했던 쓰시마번의 관리로, 對조선 외교의 일선에서 활약했다. 1811년 통신사
의 교섭 기간 중에는 조선(동래 왜관, 1808년 渡航)에도 파견됐고 통신사행 중에는

근세 한일 회화 관계사는 조선 왕조와 도쿠가와 바쿠후 간의 공식적인 국교 관
계 속에서 전개됐던 것으로 양자의 영향 관계를 논하기 위해서는 이 시대의 외교 관
계와 상호 인식을 기반으로 한, 보다 넓은 시각이 요구된다. 특히 근세 한일 회화 관

쓰시마번 측의 접반원으로 참여했다. 고지마와 통신사행원들 사이에는 적어도 면식

계사에 있어 19세기 전반이 가지는 의의에 대해, 통신사의 단절 이후에도 1872년까

은 있었을 것이고, 통역을 담당했던 조선 측 실무관들과는 확실한 교유 관계가 있었

지 존속하며 조선 후기 대일 외교의 유일한 창구로 기능했던 동래 왜관 일대를 중심

을 것으로 짐작된다.

으로 한 회화 활동, 1860년까지 지속된 또 하나의 일본 사행이었던 문위행, 그리고

그와 더불어 부산박본의 찬을 쓴 1811년 통신사의 차상판사 진동익이 1818

년 問慰行(譯官使)의 당상관으로 쓰시마에 파견됐던 사실에도 주목하고 싶

중개자로서 쓰시마번의 역할 등 재고할 여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연구를 통해서 좀 더 깊이 검토해 나가고자 한다.

다. 센오쿠본은 1818년 문위행을 통해 이를 전후한 시기에 일본에 전래된 것으
로 추정된다. 倭學 역관을 당상관으로 하여 쓰시마까지 파견되었던 문위행은 조
선 후기에 총54회, 통신사의 파견이 중단된 1811년 이후에도 9번(1818·22·29·
38·41·43·55·58·60) 파견됐다.31 센오쿠본과 1818년 문위행의 관계에서 나타난

29

구리의 교환을 중심으로 하는 조선 후기(19세기)의 대일 무역에 대해서는, 金東哲, 「19세기 牛皮貿
易과 東萊商人」, 『한국문화연구』6(1993. 8), pp.399-440, 에도 시대의 오사카 銅座에 대해서는,
『よみがえる銅 : 南蠻吹きと住友銅吹所』展 도록(大阪: 大阪歷史博物館, 2003); 今井典子, 『近世日
本の銅と大坂銅商人』(京都: 思文閣出版, 2015) 등 참조.

30

고지마 우자에몬은 1811년 통신사의 성립 과정(교섭 단계) 중에 에도의 도쿠가와 바쿠후-쓰시마
번-조선(동래 왜관)을 왕복하며 활약했던 인물 중 한 명이다. 이 과정에서 고지마의 역할에 대해서
는, 田保橋潔, 「朝鮮國通信使易地行聘考(中)」, 『東洋學報』23:4(1936. 8), pp.20-53 참조. 또, 고
지마는 1811년 통신사행이 무사히 종료된 후, 요닌(用人: 에도 시대 武家의 직제 중 하나)으로서,
恩賞을 받았다. 田保橋潔, 「朝鮮國通信使易地行聘考(下ノ二)」, 『東洋學報』24:3(1937. 5), p.16.

31

통신사의 파견이 중단되는 1811년 이후, 쓰시마에 파견하는 일본 사절 문위행은 1860년(철종11;
일본 만엔万延元)까지 지속되었다. 조선 후기 총 54회에 이르는 문위행의 개념 및 활동 내역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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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大場生與, 「近世日朝關係における譯官使」, 慶應義塾大學大學院 文學硏究科 史學專攻
修士學位論文, 1994; 洪性德, 「朝鮮後期 對日外交使節 問慰行 硏究」, 『국사관논총』93(2000. 9),
pp.137-183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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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題名

하경산수도(도2)

부산박물관
(舊 辛基秀 컬렉션)

소장처

일본 교토 센오쿠하쿠코칸
(泉屋博古館)
(1825년 스미토모住友家 입수)

1811년 경

제작년

1818년

종이(일본제)에 수묵

재질

비단(일본제로는 보이지 않음)에
수묵

131.3×54.5cm

규격(세로×가로)

143.1×54cm

작자

이의양

관서([인장])

戊寅秋中朝鮮國爾信寫 [信園 (白文
方印)] [李義養印 (白文方印)]

산수도(도1)

이의양(字: 爾信, 號: 信園·雲齋·
八松觀)
朝鮮信園爾信 [爾信 (朱文方印)]
秦東益(자: 直哉, 호: 淸翁)

仿谷文晁畫 [振衣千仞岡 濯足萬里
流 (朱文長方印)] 海外墨緣轉法輪
信園風味亦淸新 舄山靑眼今何似
畫裏人應夢裏人 朝鮮淸翁評 [淸翁
(白文方印)] 「直哉(朱文方印)]

본래의 상자, 감정서 등 부속품이
전하지 않음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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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자

찬([인장])

箱書

金正喜(자: 元春, 호: 秋史 등)

[大雅 (朱文長方印)] 海外墨緣轉法
輪 信園風味亦淸新 舄山靑眼今何似
畫裏人應夢裏人 信園爾信仿谷文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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識万里墨緣 朝鮮國金正喜秋史并題
于相人保室 [金正喜印 (白文方印)]
[秋史 (朱文方印)]
蓋表: 朝鮮國爾信筆山水圖 一幅 爾
信仿東都谷文晁筆意作此圖
蓋裏: 此一幅者對州候御勘定奉行小
島宇左衛門殿帰國為留別到來 讃金
正喜秋史書 朝鮮國諸候之由 畫爾信
筆 同 畫家之由 傳承之 于時文政第
八歲次乙酉八月吉祥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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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ition, Tongsinsa attendants in 1811 were able to emphasize with Bunchō’s
Bunchō’s Gagakusai zukō (dated around 1812, Tahara Municipal Museum, Japan) is
in the spotlight. Because there is a sketch which seems to be the original version of

Landscape Painting.
7 years later in 1818, Yi Uiyang painted Summer Landscape (Sen-oku Hakuko

武田光一 Takeda, Koichi, 「南畫における木版畫譜の利用: 谷文晁の場合を中

Kan, Japan), which is very similar to Landscape Painting . The inscription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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心に Nanga ni okeru mokuhan gafu no riyo」, 板倉聖哲 편 Itakura,

written by Kim Jeonghui, who had Bunchō’s paintings in his collection due to 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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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ik, who left the inscription on Landscape Painting, was sent to Tsushima
domain as Munwihaeng. It should be related to the introduction of Summer

Landscape to Japan. In 1825, this work was gifted to the Sumitomo family by Kojima
Uzaemon, an officer of Tsushima domain. This can examine aspects of Korea-Japan
exchanges of painting and roles of Tsushima domain after severance of Tongsinsa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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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arly 19th century.
At the beginning of 19th century, the end of early modern Korea-Japan
relations, Yi Uiyang painted landscape paintings in the style of a contemporary
Japanese painter, Tani Bunchō. This fact is a good example to prove changes of
Joseon intellectuals’ perception of Japan from the late 18th century to the early 19th
century. Therefore, Yi Uiyang’s Landscape Paintings in Imitation of a Painting by

Tani Bunchō can be considered a landmark case throughout history of Korea-Japan
relations mediated by pai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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