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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논문은 원나라 초기 조맹부(趙孟頫, 1254-1322)가 주도했던 복고주

의(復古主義)의 실상을 그의 1319년 작 《혜숙야여산거원절교서권(嵇叔夜

與山居源絶交書卷)》(北京 故宮博物院 소장, 이하 《북경고궁본 절교서》

로 약칭)을 통해 구체화해보려는 시도이다. 복고주의는 해석하기 매우 어

려운 포괄적인 용어로 당시 인물들이 어떠한 의도를 지니고 예술에 있어

과거로 회귀하려고 했는지 현재로서는 파악하기 쉽지 않다. 조맹부의 복

고주의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조맹부의 작업을 천재적인 문인화가의 집대

성으로 특수화하거나 이민족 치하에서의 강남 문화 수호행위로 해석하기

도 하였다. 그러나 복고주의는 사대부들이 자신들의 고동서화(古董書畵)에

대한 차별적인 취향을 드러냄으로써 그들 상호간에 서로의 지위를 높여주

려는 구호(口號)적 수사(修辭)에 가까웠다. 조맹부는 송(宋)나라 종실(宗

室) 출신의 서화가로서 당시의 복고적 기풍(氣風)을 선도하였다.

송말원초(宋末元初)의 복고주의는 동시대의 서화 유통과 깊게 관련되어

있다. 북송 이후로 방대한 황실 수장품들은 지속적으로 이합집산(離合集

散)되었고 왕조 교체에 따라 남북으로 분산되었다. 황실의 주도적 역할이

미미해진 상황에서 복고주의는 민간의 주요 인물들이 이끌어나갔다. 북방

의 영토를 잃고 강남으로 내려온 남송(南宋, 1127-1279) 고종(高宗, 재위

1127-1162)은 위진(魏晉)시대의 이왕(二王: 王羲之(303-361)와 王獻之

(344-386) 父子) 서법을 극상(極上)으로 계보화하였다. 이후 강남 전역에

는 이왕 작품의 수량이 매우 많아지게 되었다. 이왕의 <난정서(蘭亭序)>,

<보모첩(保母帖)> 등이 유통되었으며 강기(姜夔, 1155-1221)의 「난정고

(蘭亭考)」와 같은 이왕 서법 관련의 비평들도 인기를 끌게 되었다.

이왕(二王) 작품의 범람은 조맹부 세대에게 작품의 진위(眞僞)와 우열

(優劣)의 문제를 야기하였다. 이왕의 진적(眞跡)에 대한 수요는 다양한 복

제본들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높아지게 되었다. 이왕의 정통(正統)에 최대

한으로 가까워지려는 의지는 조맹부의 행적(行蹟)에서 뚜렷이 나타난다.

조맹부는 한 모임에서 곽천석(郭天錫, 1227-1302)이 가져온 왕희지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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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첩(思想帖)>을 ‘신물(神物)’로 평가하였다. 이처럼 조맹부가 교유(交遊)

한 문인들은 이왕 작품을 수집하고자 하였으며 아집(雅集)을 통해 이왕

작품을 함께 감식(鑑識)할 수 있는 특권층이었다. 이들의 관계에서 이왕의

우수한 복제본들이 진품의 지위로 격상되어 꾸준히 거래되었다. 조맹부

세대가 추앙한 이왕 서법은 이제 서법의 절대적인 규범으로 교조화(敎祖

化)되었다. 반면 이왕의 계보에서 벗어난 북송 말기 이후의 개성적 서체

들은 ‘이단(異端)’으로까지 격하되었다.

조맹부는 이간(李衎, 1244-1320)이 소유한 왕희지의 <안식첩(眼食帖)>

에서 장초(章草)의 서체(書體)적 가치를 발견하였다. 조맹부가 쓴 《북경

고궁본 절교서》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장초는 위진시대 서법에 대한 역

대의 한결같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조맹부 이전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고졸(古拙)한 서체였다. 조맹부는 왕희지를 동진(東晉) 이전의 서가들이

달성했던 장초를 훌륭히 되살려낸 대가(大家)로 간주하였다. 왕희지는 다

른 서가들과 달리 다양한 서체에서 모두 독보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는 곧 조맹부 서법에 대한 동시대 문인들의 평가와도 상응하였다.

모든 서체에 두루 능통하였던 조맹부는 박학(博學)과 복고(復古)라는

당시의 기준에 정확히 들어맞는 인물이었다. 이러한 조맹부의 복고적 시

도들은 휘종(徽宗, 재위 1100-1126) 및 고종으로 대표되는 송대 황실의

복고주의 문화를 통해 이해될 필요가 있다. 조맹부는 영종(寧宗, 재위

1194-1224)의 서보(書譜)에 제문(題文)을 남기며 자신에게로 이어지는 송

황실의 혈통과 고전 서법에 대한 자각을 드러내었다. 휘종과 고종은 의식

적으로 다양한 서체들을 병기하며 <천자문(千字文)>과 기타 고전 산문들

을 필사하였다. 휘종은 10가지 서체로 <천자문>을 필사하여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고종은 말년에 절교서의 원저자이기도 한 혜강(嵇康,

223-262)의 「양생론(養生論)」을 두 가지 서체로 필사하였다. 고종은 이

왕 서법을 근본으로 하여 모든 서체를 체계 있게 학습할 것을 강조하였

다. 이와 같이 고종이 온갖 서체에 정통하다는 점을 노골적이리만치 드러

내는 행위는 스스로 박학과 복고의 선두에 있음을 나타내려는 것이었다.

조맹부도 육체(六體)의 <천자문>을 써서 자신의 서법에 대한 박학과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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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를 드러내었다. 조맹부가 《북경고궁본 절교서》에서와 같이 4가지의

서체를 혼용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모든 서체에 대한 숙련 과정이 있었

다.

조맹부의 서학(書學) 환경은 동시대 문인들이 쉽게 근접할 수 있는 수

준이 아니었다. 조맹부는 일찍부터 북송 태종(太宗, 재위 976-997)의 『순

화각첩(淳化閣帖)』 전권(全卷)을 구비해두었을 정도로 서예 학습에 있어

매우 좋은 처지에 놓여있었다. 조맹부는 송나라 황족 출신의 명망 있는

관료로서 남북 전역에 유통되는 명작들을 상대적으로 손쉽게 감상할 수

있는 문화적, 예술적 특권을 지니고 있었다. 조맹부는 교유한 이들과 함께

명작들을 감식 및 학습하는 과정에서 아속(雅俗)과 고금(古今)의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다. 당시의 복고주의는 위진시대의 이왕 서법과 같은 정통

(正統)에 대한 원근(遠近)에 따라 아속(雅俗)을 구별 짓고 문인 상호간에

서로를 금인(今人)과 차별되는 고인(古人)으로 예찬해주는 것이었다. 결국

아속에 대한 절대적인 판단 기준은 이왕 서법에 대한 이해였다. 특히 조

맹부는 수장가이자 서화가로서 당시 최고의 명성을 얻었기 때문에 고인

(古人)의 고의(古意)와 기운(氣韻)을 구현할 수 있는 인물로 호평을 받았

다. 동시에 이러한 평가는 조맹부의 작품을 소장한 수장가를 아(雅)를 추

구한 고인(古人)으로 만드는 효과를 지니게 되었다.

《북경고궁본 절교서》는 조맹부의 다른 작품들과 달리 수증인(受贈人,

recipient)의 성명이 명기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이 작품은 동시대 인물들의

제문(題文)도 일체 없어 구체적인 제작 동기를 알기 어렵다. 그런데 조맹

부는 절교서를 최소한 두 차례 이상 필사하였다. 따라서 필자는 《북경고

궁본 절교서》가 조맹부의 응수(應酬) 과정에서 파생된 작품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래 조맹부는 상대방이 종이나 비단을 가져와 글씨를 요청하

면 가의(賈誼, 기원전 201-168)의 「과진론(過秦論)」 등을 필사하여 주기

도 하였다. 조맹부의 《북경고궁본 절교서》도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제

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아마도 《북경고궁본 절교서》는 1319년 전후의

조맹부가 여러 사람들에게 응수(應酬)해주어야 했던 처지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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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혜강(嵇康, 223-262)은 소식(蘇軾, 1037-1101)이 「양생론(養生

論)」을 여러 차례 필사했을 정도로 사대부(士大夫)들이 선망했던 도가

(道家)의 대표적 은거자였다. 송말원초의 문인들은 “문을 닫고서 절교서를

쓰노라”는 시구(詩句)들을 통해 혜강과 도연명(陶淵明[陶潛], 365-427)의

은일(隱逸)적 이미지를 애호(愛好)하였다. 특히 조맹부와 함께 오흥(吳興)

출신의 사대부였던 전선(錢選, 1235-1307)과 대표원(戴表元, 1244-1310)은

<죽림칠현도(竹林七賢圖)>를 감상하거나 절교서와 서묘문(誓墓文) 등을

거명하면서 위진시대 문화에 대한 취향을 과시하였다. 이러한 위진시대

문화로의 복고는 당시 사대부들이 박고(博古)를 통해 “고인(古人)스러움”

을 추종하며 아속(雅俗)을 구별하던 서화문물(書畵文物)에 대한 그들의

취향과 맞물려있었던 사회문화적 현상이었다.

본 논문은 송말원초에 유행했던 복고주의의 실체를 조맹부의 《북경고

궁본 절교서》를 중심으로 살펴보려는 시도이다. 위진시대 서법(書法)에

대한 해박한 이해는 곧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문화적 수준을 타인과 구별

짓는 기준이 되었다. 이들은 위진시대의 서법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자

신들을 ‘아(雅)를 추구하는 고인(古人)’과 같은 존재로 표상하였다. 조맹부

가 다양한 서체를 혼용했던 것은 자신이 지닌 해박한 서예적 지식을 사회

적으로 공표하는 행위였다. 따라서 조맹부 세대가 추구했던 정통으로의

복고는 수동적 성격의 고동서화에 대한 애호 취향이 아니었다. 이들에게

복고주의는 자신의 고전에 대한 지식, 사회적 지위, 문화적 수준을 드러내

는 ‘위세(威勢)적 취향’이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송말원초의 복고주

의가 당시 사대부들의 ‘위세적 취향’을 보여주는 상투적 수사였으며 서로

를 소위 문화귀족으로 상호 인정해주려는 목적 속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어: 조맹부 (趙孟頫, 1254-1322), 위진시대 (魏晉時代), 복고주의 (復古

主義), 왕희지 (王羲之, 303-361), 왕헌지 (王獻之, 344-386), 아속론 (雅俗

論), 절교서 (絶交書), 잡체 (雜體), 서체혼용 (書體混用), 장초 (章草), 응

수 (應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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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조맹부(趙孟頫, 1254-1322)의 1319년 작 《혜숙야여산거원절교서권(嵇叔

夜與山居源絶交書卷)》(北京故宮博物院 소장, 이하 《북경고궁본 절교서》

로 약칭)은 격자(格子)의 녹색 비단(綠絹)에 4가지 서체(書體)가 혼용(混

用)된 작품이다(도 1). 《북경고궁본 절교서》의 양식에 대해서는 왕연기

(王連起)와 황돈(黄惇)이 간략히 해설하였으며 근래에 진건지(陳建志)가

조맹부 말기(末期) 양식의 대표작으로 강조하였다.1) 《북경고궁본 절교

서》는 조맹부의 서체 혼용과 현저한 장초(章草) 활용이 돋보이는 작품이

다. 작품의 제목에서부터 행서(‘嵇’), 해서(‘叔’), 초서(‘絶’) 등 여러 서체가

혼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제목을 적는 데서부터 여러 서체를

혼용한 것은 다분히 과시적이라고 여겨진다.

조맹부의 서화(書畵)는 복고주의(復古主義)의 맥락에서 주로 논의되었

다. 서법(書法)에서의 경우에는 왕희지(王羲之, 303-361)와 조맹부를 나란

히 놓고 서체상의 영향 관계를 면밀히 살피는 것이 선행 연구의 주요 경

향이었다.2) 그런데 당시 문인들은 위진(魏晉)시대로의 복고를 통해 어떤

효과를 기대하였던 것일까? 조맹부가 위진시대 서법의 ‘법도(法度)’와 ‘기

운(氣韻)’을 온전히 재현하여 각체(各體)에 두루 능통하였다는 동시대 인

물들의 공통된 평가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맥락에서 형성된 것이었을까?

당시 사회에서 위진시대의 서법을 전범(典範)으로 내세우며 이왕(二王)의

우수한 작품들을 수집하는 행위는 어느 정도로 선망(羨望)을 받는 일이었

을까?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 당시 복고주의의 실상을 밝히려는

1) 王連起 主編, 『元代書法』 (香港: 商務印書館, 2001), p. 124; 劉正成 主編, 『中國書法

全集: 元代編 趙孟頫 卷二(附趙氏一門)』 44 (北京市: 榮寶齋出版社, 2002), p. 474; 陳

建志, 『趙孟頫の書法における時期区分の研究』, 筑波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13), pp. 33-37.

2) 吉川蕉仙, 「趙孟頫は羲之を超えたのか」, 大野修作 編, 『趙孟頫集: 元』 中国法書ガイ

ド 49 (東京: 二玄社, 1989), pp. 24-28.



- 2 -

시도이다.

최근에 강금군(姜金军)은 복고주의 대신 조맹부 서화의 성격을 규정짓

는 용어로 ‘상고주의(尙古主義)’를 쓸 것을 제안하였다.3) 이는 복고라는

행위가 조맹부에게 답습이 아닌 혁신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용어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강금군은 조맹부의 서화를 복고

주의가 아닌 상고주의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상고주의와 복고주의가 공통

적으로 ‘고의(古意)’를 추구하였던 것이라면 엄밀한 구분이 어떻게 가능한

지 의문이다. 한편 서복관(徐復觀)은 복고주의라는 명칭이 조맹부의 예술

에 대해 모방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는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유

의미한 용어일 수 없다고 보았다.4) 아울러 서복관은 고전(古典)을 참조하

는 것이 예술가에게 상례(常例)이기 때문에 조맹부가 달성한 독자성을 평

가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서복관은 조맹부의 독

자성이 곧 주관(내면)과 객관(형상)의 표현을 균형 있게 조화시킨 것이라

는 모호한 미학적 서술로 일관하였고 실제 작품들을 통한 조형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서복관은 강금군과 더불어 조맹부의 복고주의

가 부정적인 개념으로 해석될 것에 대해 우려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북송

문인화론(文人畵論)과 동기창 이후의 미술사관(美術史觀)으로부터 조맹부

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로 여겨진다.

북송 이후 문인화론은 문인이 자신의 고결한 자아를 표출하거나 스스로

의 즐거움(自娛)을 얻기 위해 서화를 제작하였다는 수사(修辭)로 오랫동

안 통용되었다.5) 원퐁(Wen C. Fong)은 몽골의 지배를 받게 된 남인(南

人)들이 더욱 자전적(自傳的)이고 비재현적인 사의화(寫意畵)를 진전시켰

다는 전제에서 원대(元代) 서화를 개관하였다.6) 그러나 원퐁의 논점은 실

3) 姜金军, 『古意论探微: 以赵孟頫书画艺术为视角』 (天津: 天津人民美術出版社, 2015),

pp. 15-25.

4) 특히 서복관은 동기창의 남북종론을 비판하며 조맹부가 가장 큰 희생양이 되었다고 설

명하였다. 그는 조맹부의 삶과 예술에 관통하는 주요 개념이 ‘청(淸)’이며 위진현학(魏

晉玄學)과 상응하였음을 비중 있게 논의하였다. 서복관, 이건환 역, 『중국예술정신』

(서울: 百選文化社, 2000), pp. 470-474.

5) Susan Bush, The Chinese Literati on Painting: Su Shih (1037-1101) to Tung
Ch'i-ch'ang (1555-1636)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참조.

6) Wen C. Fong, Beyond Representation: Chinese Painting and Calligraphy, 8th-14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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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그림과 조맹부의 자아를 어떻게 관련지어 서술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

문을 야기한다. 그의 입장대로 문인화가인 조맹부의 일관성 없는 화풍이

원말사대가(元末四大家)처럼 개인 양식으로 귀결되지 못하였다면 어떻게

그림을 통해 조맹부의 자아(自我)를 읽어낼 수 있을까.7) 반면 원퐁은 조

맹부의 서법이 개인 양식을 이루었다고 설명하였다. 조맹부의 1309년 작

<호주묘엄사기(湖州妙巖寺記)>는 왕희지(王羲之, 303-361)와 안진경(顏眞

卿, 709-785)을 기반으로 저수량(褚遂良, 596-658), 이옹(李邕, 678-747),

황정견(黃庭堅, 1045-1105)의 서법 모두가 종합된 작품으로 제시되었다

(도 2). 원퐁은 조맹부의 복고적 시도를 이민족 치하의 유학자가 지녔을

역사적 소명으로부터의 “대성(大成, Great Synthesis)”으로 해석하였다.8)

중국에서의 연구도 조맹부의 복고주의를 문인화론의 전통에서 논의하였

다. 진전석(陳傳席)과 장광복(張光福)은 조맹부가 남송원체화(南宋院體畵)

등을 타파하고 문인화를 더욱 발전시켰음을 강조하였다.9) 조맹부는 기술

적 숙련에 그친 게 아니라 당(唐)으로의 ‘고의’를 복원해낸 사의화가, 즉

문인화가로 규정되었다. 고명로(高名潞)는 조맹부가 진당(晉唐)의 서화로

복고를 지향하면서 소식(蘇軾, 1037-1101) 그룹의 문인화론을 계승하였다

고 설명하였다.10) 이처럼 조맹부의 복고주의에 대한 기존 연구는 조맹부

를 진당(晉唐)의 고전을 섭렵한 문인화가로 정의하면서 북송 문인들과 접

점을 찾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심지어 조맹부의 서화를 전기(傳記) 중심

으로 해설한 맥커슬랜드(Shane McCausland)의 최신 연구 또한 조맹부가

말년으로 갈수록 미불(米芾, 1051-1107)이 아닌 소식과 닮고자 하였다는

주장을 하였다.11)

Century (New York: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1992), p. 431.

7) Wen C. Fong, “The Yüan Dynasty: The Rise of Self-Expression,” in Images of the
M ind: Selections from the Edward L. Elliott family and John B. Elliott Collections
of Chinese Calligraphy and Painting at the Art Museum, P rinceton University, ed.
Wen C. Fong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4), pp. 94-129.

8) Wen C. Fong, 위의 논문, p. 99.

9) 張光福, 「趙孟頫“古意”論之意義」, 『趙孟頫硏究論文集』 (上海: 上海書畵出版社,

1995), pp. 153-156; 陳傳席, 「趙孟頫"古意論"硏究」, 『趙孟頫硏究論文集』 (上海: 上

海書畵出版社, 1995), pp. 701-719.

10) 高名潞, 「趙孟頫的“复古”和宋元畵風的變異」, 『趙孟頫硏究論文集』 (上海: 上海書畵

出版社, 1995), pp. 22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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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연구들이 조맹부를 북송 문인들의 영향 아래에 놓은 이유는 조맹

부가 복고주의를 통해 이룩한 문인으로서의 성취를 부각시키기 위해서이

다. 본래 문인화론의 정수(精髓)는 자유롭고 활달한 천성(天性)의 문인이

서화를 통해 스스로의 성품을 꾸밈없이 드러내는 것이었다.12) 북송 문인

들은 이러한 문인화론에서의 전범이었다. 동일한 범주에서 맥커슬랜드는

조맹부의 주요 작품들을 개인적 의미가 내포된 문인화로 해석하고자 하였

다. 맥커슬랜드는 조맹부가 말년에 소식의 시를 필사한 《연강첩장도시권

(烟江疊嶂圖詩卷)》을 해당 사례로 제시하였다(도 3).13) 여기에는 광초(狂

草)로 넘어가기 직전의 임계점에서 북송 문인들의 개성적 서풍(書風)을

시도하고자 했던 조맹부 노년의 자유로운 처지가 투영되어 있다는 것이

다. 그러나 맥커슬랜드가 언급한 광초는 원대 초기 서가들의 서법 취향에

서 거의 배제된 서체였다. 조맹부를 북송 문인들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하

려는 맥커슬랜드의 의도가 북송 문인화론에 충실한 서술로 귀결된 것으로

판단된다.

일찍이 조맹부의 서화에 대해 가장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운 인물은 동

기창(董其昌, 1555-1636)이었다. 조맹부에게 경쟁의식을 심하게 느꼈던 동

기창은 조맹부의 글씨가 지나치게 법도를 중시하며 숙련된 기교를 드러냈

을 뿐이라는 악평(惡評)을 하였다.14) 이후 명말청초(明末淸初)의 유민(遺

民)들은 조맹부의 서화와 인품까지 혹독하게 비난하였다.15) 조맹부의 서

11) Shane McCausland, "Zhao Mengfu(1254–1322) and the Revolution of Elite Culture

in Mongol China," (Ph.D. Dissertation., Princeton University, 2000), p. 142.

12) 동원(董源, ?-962), 미불(米芾, 1051-1107), 고극공(高克恭, 1248-1310), 예찬(倪瓚,

1301-1374), 동기창(董其昌, 1555-1636)으로 이어지는 계보의 명말(明末) 문인화론에서

핵심 개념으로 ‘일품(逸品)’을 논의한 Susan E. Nelson, “I-p’in in Later Painting

Criticism,” in Theories of the Arts in China, ed. Susan Bush and Christian Murck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1983), pp. 397-424.

13) Shane McCausland, Zhao Mengfu: Calligraphy and Painting for Khubilai's China
(Hong Kong: Hong Kong University Press, 2011), pp. 104-109.

14) Wen C. Fong, “Chinese Calligraphy: Theory and History,” in The Embodied
Image: Chinese Calligraphy from the John B. Elliott Collection, ed. Robert E.

Harrist, Jr. and Wen C. Fong (Princeton, N.J.: Art Museum, Princeton University,

1999), p. 75.

15) Qianshen Bai, Fu Shan's World: The Transformation of Chinese Calligraphy in the
Seventeenth Centur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2003), p.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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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역대 명적들을 뛰어나게 재현한 수준이었으며 천편일률적이기도 하

였다는 오명(汚名)을 얻게 된 데에는 명말 이후 미적 취향의 변화와 조맹

부의 행적에 대한 유민들의 도덕적 반감이 있었던 것이다. 20세기 이후에

도 조맹부의 작품에 대한 윤리적인 낙인은 지속되었다.16) 조맹부의 복고

주의는 원(元), 명(明), 청(淸)의 서화가들이 임(臨), 모(模), 방(倣)이라는

구습에 지나치게 의존하도록 하였다는 비난까지 받았다.17)

조맹부의 복고주의에 관한 기존 연구는 이론적인 차원에서 반복되었다

고 할 수 있다. ‘형사(形寫)’가 아닌 ‘사의(寫意)’, 즉 ‘고의’를 우월시하였다

는 제발(題跋) 내용과 진당(晉唐)의 서화를 규범으로 삼았다는 수사(修辭)

들에 기초하여 모호한 개념으로 해석이 이루어진 것이다. 추칭리

(Chu-Tsing Li)는 조맹부의 『송설재문집(松雪齋文集)』에 실린 서화 관

련 발언들이 왕유(王維, 8세기 전반), 형호(荊浩, 9세기 후반-10세기 전

반), 이성(李成, 919-967), 곽희(郭熙, 1023-1085) 등 당송대(唐宋代) 문인

들의 이론을 차용한 것이기에 조맹부의 일관된 이론을 찾을 수 없다고 하

였다.18)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칭리는 조맹부의 작품들을 북송 이후의 문

인화론에 따라 ‘사의’와 ‘형사’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조맹부는 기본적으로

사실주의적 화가이지만 형태 너머의 ‘고의’를 표현하였다는 것이다. 이렇

듯 신비화된 ‘고의’의 의미를 두고 벌어지는 여러 해석들은 기실 북송 이

후 문인화론으로의 환원주의에 가깝다.

반면 조맹부의 복고주의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맥락에서 기능하였는지에

대한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19) 조맹부의 복고주의 산

16) Chu-Tsing Li, "Recent Studies on Zhao Mengfu's Painting in China," Artibus
Asiae, vol. 53, nos. 1/2 (1993), pp. 195-210.

17) 이러한 유검화(兪劍華)의 평가를 반박하기 위해 완박(阮璞)은 복고주의가 북송 문인들

로부터 유래하였음을 강조하였다. 阮璞,「赵孟頫标举“贵有古意”和“学唐人”对元画的形成

有何作用」,『趙孟頫硏究論文集』 (上海: 上海書畵出版社, 1995), pp. 651-676.

18) Chu-Tsing Li, "The Autumn Colors on the Ch'iao and Hua Mountains: A

Landscape by Chao Meng-Fu,” Artibus Asiae Supplementum, vol. 21 (Ascona:

Artibus Asiae Publishers, 1965), p. 71.

19) 본 논문에 토대를 제공한 선행 연구로는 앤케니 바이츠(Ankeney Weitz)의 독보적인

성과가 있다. 앤케니 바이츠는 주밀(周密, 1232-1298)의 문집(文集)들을 중심으로 송말

원초 문인들의 고동서화(古董書畵) 거래 실태를 복원하였다. Ankeney Weitz,

“Collecting and Connoisseurship in Early Yuan China: Zhou Mi's Yunyan guoyan

lu”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Kansas, 1994); Ankeney Weitz, Zhou M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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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화를 대표하는 1295년 작 <작화추색도(鵲華秋色圖)>가 왕유와 동원(董

源, ?-962)의 ‘고의’를 살려 제남(濟南)의 실경(實景)을 담아낸 각별한 그

림이었다면 어째서 주밀(周密, 1232-1298)이 관련 기록도 전혀 남기지 않

은 상태에서 <작화추색도>를 다른 사람에게 곧장 넘긴 것인지 의아스럽

다(도 4).20) 단지 동시대인들은 주밀 다음의 소장자가 소유한 <작화추색

도>를 본 뒤에 제남의 지리나 주밀의 신상과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의 제

발(題跋)을 남겼다.21) 그 요지는 조맹부가 왕희지와 왕유를 계승한 인물

로 ‘고의’가 있어 필획 하나에도 속(俗)됨이 없었으니 난정서와 같이 후대

인들도 찬양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22) 이러한 언급들은 조맹부의 서화에

대한 당시 세대의 상투적 표현이었다.

본 연구는 이렇게 상투적이리만치 흔한 표현들이 조맹부 세대에게 공유

되었던 맥락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그 중에서도 송말원초에 유행했던

Record of Clouds and Mist Passing Before One's Eyes: An Annotated Translation
(Leiden; Boston, MA: Brill, 2002) 참조.

20) Chu-Tsing Li, 위의 논문, pp. 24-27; 일찍이 리처드 에드워즈(Richard Edwards)도

필자와 동일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Richard Edwards, "Review of Chu-tsing Li, The

Autumn Colors on the Ch'iao and Hua Mountains: A Landscape by Chao

Meng-Fu,"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vol. 85 no. 3 (1965), p. 443.

21) 한편 <작화추색도(鵲華秋色圖)>에는 해결되지 못한 진위 문제가 있다. 우선 선행 연

구들은 양재(楊載, 1271-1323)와 범팽(范梈, 1272-1330)의 제발(題跋)이 가짜이며 우집

(虞集, 1272-1348)의 제발조차 명나라 때 옮겨 적혀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만약

그렇다면 조맹부의 자제(自題)와 구양현(歐陽玄, 1283-1357)의 인장(印章)만이 원대(元

代)의 것이다. 그러나 조맹부의 자제가 친필이라는 점에 대한 명확한 합의도 이루어지

지 않은 상황이다. 또 그림의 제목을 포함한 거의 모든 필적들은 명대 이후의 것이다.

문징명(文徵明, 1470-1559)을 위시로 한 명대 문인들은 여러 본의 <작화추색도>가 전

세(傳世)되었음을 증언하기도 하였다. 명대 문인들도 <작화추색도>를 복제하였다는 관

련 기록 역시 간과하기 어렵다. 즉 우리가 진품으로 마주하고 있는 <작화추색도>의

본래 제목과 주제부터 원점에서 다시 논의될 수 있는 것이다. <작화추색도>의 진위

논쟁에 대한 정리는 이지호, 「<鵲華秋色圖>연구 : 周密의 북송 문인 문화에 대한 선

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pp. 4-6; 上海书画出版社 編, 『趙

孟頫硏究論文集』 (上海: 上海書畵出版社, 1995) 참조; 본 논문은 원대 초기의 인물들이

조맹부의 서화에 대해 공통적으로 반응한 내용들에 착안할 것이다.

22) Chu-Tsing Li, 위의 논문, p. 96, p. 99에서 재인용. “羲之摩詰, 千載書畫之絕. 獨蘭亭

序, 輞川圖, 尤得意之筆. 吳興趙承旨, 以書畫名當代. 評者謂能兼美乎二公. 茲觀鵲華秋色

一圖, 自識其上, 種種臻妙, 清思可人, 一洗工氣, 謂非得意之筆可乎. 誠羲之之蘭亭, 摩詰

之輞川也. 君錫寶之哉. 他必有識者, 謂語語也. 大德丁酉孟春望後三日, 浦城楊載于君錫之

崇古齋.” , “吳興公蚤歲戲墨, 深得物外山水筆意. 雖一木一石, 種種異於人者. 且風尚古俊,

脫去凡跡. 政如王謝子弟, 倒冠岸幘, 與天下公子斗舉止也. 百世後可為一代規式. 士大夫當

共寶秘之. 至正甲申十有二月朔虞集謹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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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진(魏晉)시대의 이왕 서법에 대한 열풍을 살펴볼 것이다. 당시에는 이왕

과 조맹부의 작품을 둘러싼 공통된 반응들이 있었다. 우선 본 논문의 제

Ⅱ장에서는 이왕의 작품이 송말원초에 유통되었던 실례(實例)들을 되짚어

보고자 한다. 이왕의 모본들은 묵적본(墨迹本)과 각첩본(刻帖本)으로 전래

되었는데 각첩본의 수량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본래 서가(書家)들은 우수

한 상태의 모본들을 선별하여 안목을 기르고 스스로의 서법을 향상시키려

하였다.23) 송말원초에는 이왕의 모본들의 수량이 상당하였던 만큼 진위

및 우열에 대한 문제에 직면하였다.24) 조맹부를 위시로 한 남북 문인들은

동진(東晉)시대 귀족들의 모임을 연상하며 서로의 서재에 모여 상대의 수

장품(收藏品)을 우호적으로 평가해주었다. 이왕의 모본들도 이들의 선택을

통해 진위 및 우열이 판별되어 지속적인 거래가 이루어졌다.

송말원초의 복고주의는 ‘고인(古人)’과 ‘고의(古意)’를 안다고 자처하는

수장가들이 ‘금(今)’에 해당하는 ‘속(俗)’한 취향의 인물들과 서로를 차별화

하려는 의도에서 비롯한 것이었다. 조맹부는 위진시대의 서법을 최고의

규범으로 삼으며 역대 서가들의 성과를 집성(集成)하였던 송대 황실의 서

법 문화를 의식적으로 추구하였다. 이러한 환경에서 작품을 구입 및 학습

하였던 조맹부는 여러 용도에 걸맞은 다양한 서체들을 평생 시도하게 되

었다. 조맹부의 《북경고궁본 절교서》는 말년에 이루어진 조맹부의 서체

혼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조맹부는 위진시대의 서법을 섭렵하기 위해 송나라 황실 간행의 법첩

(法帖)부터 학습하였다. 조맹부로 대표되는 일군(一群)의 인물들은 이왕의

계보 하에 놓였던 역대 서가들의 서법을 널리 익히면서 이왕의 우수한 모

본들을 손에 넣고자 하였다. 물론 이러한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없었다. 복고주의는 위진시대의 서법에 정통한 당시 인물들의 취향을 ‘위

세(威勢)’적으로 과시하기 위한 시도로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 실상 복고

23) 왕희지의 작품들이 북송 때까지의 주요 수장가들에 의해 취합 및 복제되었던 내력은

Lothar Ledderose, M i Fu and the Classical Tradition of Chinese Calligraph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9) 참조.

24) Hui-Wen Lu, "A Forgery and the Pursuit of the Authentic Wang Xizhi," in Visual
and Material Cultures in Middle Period China, ed. Patricia Ebrey and Shih-shan

Susan Huang (Leiden: Brill, 2017), pp. 19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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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는 동일한 취향을 공유할 수 있는 당시 수장가들 간에 위신(威信)을

드높여주기 위한 전형적인 수사(修辭)였다. 위진시대 계통의 서풍(書風)을

온전히 구현할 수 없었던 자들은 금(今)에 해당하는 취향으로써 격한 비

난을 받았다. 반면 위진시대 서법에 대한 박식함은 당시 사회에서 높은

인품(人品)까지 보증하는 것이었다.

제 III장에서는 《북경고궁본 절교서》의 양식사적 의의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조맹부는 《북경고궁본 절교서》에서 상당히 분방(奔放)한 면모를

보여준다. 조맹부는 1400字가 넘는 장문의 《북경고궁본 절교서》를 행서

의 빠르고 거친 노봉(露鋒)으로 써내려가는 중에 해서, 초서, 장초를 혼용

하였다. 조맹부는 《북경고궁본 절교서》를 제작하기 3년 전인 1316년에

혜강(嵇康, 223-262)과 함께 죽림칠현(竹林七賢)의 일원이었던 유영(劉伶,

221?-300?)의 「주덕송(酒德頌)」을 필사한 바 있다. 조맹부는 《주덕송권

(酒德頌卷)》에서도 서체 혼용을 시도하였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조맹

부에게서 광초(狂草)에 대한 열의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북송 문인이

당나라 광초의 영향을 받아 사령운(謝靈運, 385-433)과 유신(庾信,

513-581)의 작품을 휘호한 <고시사첩(古詩四帖)>을 함께 놓고 볼 때 광

초는 원대 초기에 각광받지 못했던 서체로 판단된다. 조맹부는 <급취장

(急就章)>을 통해 장초를 일찍부터 학습하였으며 왕희지의 작품들을 감식

하는 과정에서도 장초에 주목하였다. 요컨대 조맹부는 당나라 이후의 광

초와 관련 없이 위진시대 서법에 해당하는 여러 초서들을 ‘법도(法度)’로

삼아 숙련했던 서가였다.

끝으로 본 연구는 《북경고궁본 절교서》의 제작 배경과 수용 내력을

살펴볼 것이다. 조맹부의 주요 작품들과 달리 《북경고궁본 절교서》에는

수증인(受贈人)의 성명을 포함한 동시대의 여타 제발이 전무하다. 따라서

조맹부가 《북경고궁본 절교서》를 제작한 동기는 명확히 알 수 없는 문

제이다. 그런데 조맹부가 《북경고궁본 절교서》를 제작한 이듬해인 1320

년 2월 19일에 절교서를 한 차례 더 제작하였다는 점은 동시대 문인들에

게 위진시대의 ‘절교서(絶交書)’ 주제에 대한 이해 및 수요가 있었음을 알

려준다. 본 논문은 《북경고궁본 절교서》를 조맹부가 여러 차례 응수(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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酬)하는 과정에서 파생되었을 작품으로 본다. 본래 조맹부는 면식(面識)없

는 인물들에게까지 응수해야했던 인물이었다. 본고는 줄지어 가족을 잃은

조맹부가 노쇠하여 심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밀려드는 수요에 응

수해야 했던 사실들을 통해 절교서의 제작 배경을 추정해보고자 한다.

아울러 수증인을 특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절교서가 조맹부를 포

함한 당시 인물들에게 어떻게 수용되었는가를 고려해보는 것도 중요한 의

미가 있다. 동시대 예술에서의 복고주의와 마찬가지로 ‘고인(古人)’을 좇는

풍조는 당시에 만연했던 ‘위세(威勢)적 행위’였다. 조맹부가 혜강의 아들인

혜소(嵇紹, 252-304)의 사당(祠堂) 현판을 써준 날에 석암(石巖, 생몰년 미

상)이 꿈에서 혜소를 만나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는 일화와 동시대 문인들

이 일상에서 왕희지, 도연명(陶淵明, 365-427) 등의 작품을 모으고 사당까

지 관리하였던 사례들은 ‘고인’을 내세워 소통하려 한 당시 인물들의 관습

을 보여준다.

본 논문은 《북경고궁본 절교서》를 양식사적으로 분석하였던 기존 연

구에서 나아가 조맹부의 복고주의를 새롭게 재고해보려는 의도의 소산이

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복고주의가 단순히 옛 것을 선호하는 미적 취향

이 아니라 서로의 지위를 배타적으로 구별 지어주려는 목적에 따라 기능

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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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위진(魏晉) 서법의 효과: 아(雅)와 속(俗)으로

구별 짓기25)

왕희지(王羲之, 303-361)와 왕헌지(王獻之, 344-388) 부자(父子, 이하 二

王)의 글씨는 남조(南朝) 이후로 황실의 수장품으로서 절대적 권위를 지

니게 되었다.26) 그런데 왕희지 글씨는 왕희지 생전에도 이미 숱하게 복제

되어 원작자 스스로가 진위를 구별할 수 없을 정도였다.27) 이왕의 작품들

을 모아 진위와 우열을 판별하는 일은 역대 황실이 건국 초기에 내세웠던

문화정치적인 작업이 되었다. 대표적으로 당(唐) 태종(太宗, 재위

626-649)은 구양순(歐陽詢, 557-641), 우세남(虞世南, 558-638), 저수량(褚

遂良, 596-658)과 함께 왕희지 글씨를 전범(典範)으로 내세웠다. 당 태종

은 『진서(晉書)』의 「열전(列傳)」에 실릴 왕희지 전기(傳記)를 직접 썼

으며 자신이 사후에 묻힐 무덤에 난정서 진적을 함께 넣어달라고 할 정도

였다. 그리고 구양순과 우세남, 그리고 저수량은 왕희지의 행서(行書) 및

25) 이는 부르디외(Pierre Bourdieu)의 『La Distinction: Critique sociale du jugement)』

(1979)에서 차용한 표현이다. 본고에서 필자는 피에르 부르디외, 최종철 역, 『구별 짓

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上 (서울: 새물결, 2005)을 참조하였다. 부르디외는 사회계

층에 따라 차별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생활양식(Life Style)으로부터 취향을 분류하였

다. 근대 이후의 자본주의 세계에서 문화를 소비하는 행위는 특정 계층의 ‘문화자본

(Cultural Capital)’을 얼마나 섬세히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회

상층부로 올라갈수록 이러한 기제들이 더욱 여실히 작동하기 때문에 부르디외는 회화

와 음악을 단적인 사례로 제시하였다. 본고와 관련하여 부르디외의 성과가 중요한 것

은 취향이란 곧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난다는 일체의 이데올로기를 재고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개별 집단에 의한 취향은 필연적으로 여러 취향들에 대한 호불호를 통해 형

성 및 유지된다는 점, 그리고 서로를 구별 짓는 취향들은 스스로를 가장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며 그 형성 과정을 은폐한다는 점은 본고의 착안에 있어 유용하였다. 즉

옛 물건에 대한 복고적 취향은 개인들의 선천적인 성향에 따라 발현된 것이 아니라 특

정한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26) Lothar Ledderose, 앞의 책, pp. 24-44.

27) Robert E. Harrist Jr., "Replication and Deception in Calligraphy of the Six Dynasties

Period," in Chinese Aesthetics: The Ordering of Literature, the Arts, and the Universe in
the Six Dynasties, ed. Zong-qi Cai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4), pp.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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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楷書)를 훌륭히 복원해낸 인물들이었으며 홍문관(弘文館)을 통해 제

국 전역에 가장 신뢰할 만한 왕희지 서법을 확산시켰다.28) 특히 저수량은

황실 수장품을 관리하는 독점적인 지위에서 왕희지의 진적들을 「진우군

왕희지서목(晉右軍王羲之書目)」이라는 목록으로 정리하였다.

오랜 전란을 거치며 중국 전역을 재통일했던 송(宋)나라 황실 역시 흩

어진 왕희지 작품들을 다시 수집하기 시작하였다. 북송 태종(太宗, 재위

976-997)은 당나라 초반의 문치(文治) 체제를 답습하였다.29) 당나라의 사

업 규모에 맞먹는 장서 수집이 서화, 탁본 등을 모으는 것과 더불어 실시

되었던 것이다. 특히 『순화각첩(淳化閣帖)』은 북송 태종이 992년에 여러

서가들의 작품을 탁본으로 모아 간행한 법첩으로 이왕의 작품들이 압도적

분량을 차지하였다.30) 『순화각첩』의 편찬을 주도한 인물은 낭야왕씨(瑯

耶王氏) 출신의 왕저(王著, 10세기 후반)였다.

그런데 북송 문인들은 왕저의 감식을 문제 삼으며 『순화각첩』에 대해

평가절하하기 시작하였다.31) 미불(米芾, 1051-1107)은 안진경(顏眞卿,

709-785) 서풍이 유행했던 당시 문인 사회에서 저수량의 목록을 통해 이

왕의 위진 서법으로 거슬러 올라가길 추구한 대표적 인물이었다.32) 이러

한 미불은 송나라 황실의 『순화각첩』을 신뢰하지 않았으며 탁본이 아닌

이왕의 필사본에 매달렸다. 소식과 미불, 그리고 설소팽(薛紹彭, 생몰년

미상)과 같은 북송시대의 문인들은 이왕의 필사본들을 수장하였으며 오랜

비문(碑文)의 서체들까지 섭렵하였다.33) 휘종(徽宗, 재위 1100-1126)은 북

28) Stephen J. Goldberg, "Court Calligraphy of the Early Tang Dynasty," Artibus
Asiae, vol. 49, nos. 3/4 (1988-89), pp. 189-237.

29) Peter K. Bol, "This Culture of Ours" : Intellectual Transitions in T'ang and Sung
Chin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2), p. 152.

30) 中田勇次郞, 『王義之を中心とする法帖の硏究』 (東京: 二玄社, 1960) 참조.

31) 에이미 맥네어(Amy McNair)는 북송 문인 사회에서 안진경의 서풍이 선풍적으로 유

행하였던 맥락에 대해 조명하였다. 이로 인해 왕희지 서법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위태

로워진 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리차드 반하트(Richard Barnhart)는 왕희지의 존재가

북송 때에도 절대적이었으며 기울어진(slanting) 서체의 결구(結構)들이 단적인 사례라

고 하였다. Amy McNair, The Upright Brush: Yan Zhenqing's Calligraphy and
Song Literati Politics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98); Richard M.

Barnhart, "Review of Amy McNair, The Upright Brush: Yan Zhenqing's
Calligraphy and Song Literati Politics," CAA Reviews (1999) 참조.

32) Lothar Ledderose, 앞의 책, p.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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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문인들이 『순화각첩』을 신뢰하지 않았던 점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기

에 의문스러운 이왕의 모본들을 배제하고 당나라 서가들의 작품을 수록하

였다. 휘종의 『선화박고도(宣和博古圖)』, 『선화서보(宣和書譜)』, 『대

관첩(大觀帖)』 등은 역대 문물(文物)에서의 고전 모두를 집성(集成)하려

는 시도였다.34)

북송 말기 이후의 여러 법첩들은 『순화각첩』을 근간으로 하여 모각

(模刻)된 이본(異本)에 가까웠다. 남송시대의 법첩에서 이왕의 비중은 점

차 줄어들었으며 당송(唐宋)시대의 서가(書家)들로 대체되었다.35) 이와 달

리 조맹부(趙孟頫, 1254-1322)는 구각(舊刻)의 『순화각첩』 전권(全卷)을

항주(杭州)의 서점(書鋪)에서 여러 해 동안 수집하였다.36) 1285년, 32세의

33) Ronald C. Egan, The Problem of Beauty: Aesthetic Thought and Pursuits in
Northern Song Dynasty China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6), pp.

7-59.

34) Patricial Buckley Ebrey, Accumulating Culture: The Collections of Emperor
Huizong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08), pp. 204-256.

35) Amy McNair, “The Engraved Model-Letters Compendia of the Song Dynasty,”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vol. 114, no. 2 (1994), pp. 209-225.
36) 金丹朱, 「趙孟頫書論選注」, 劉正成 主編, 『中國書法全集: 元代編. 趙孟頫 卷二(附趙

氏一門)』 44 (北京市: 榮寶齋出版社, 2002), p. 487. 「閣帖跋」, “書契以來遠矣. 中古以

六藝為教, 次五曰書. 書有六藝, 象形, 指事, 諧聲, 會意, 轉注, 假借. 書由文興, 文以義起,

學者世習之, 四海之內, 罔不同也. 秦滅典籍, 廢先王之教, 李斯變古篆, 程邈創隸書. 隸之

為言, 徒隸之謂也, 言賤者所用也. 漢承秦弊, 捨繁趣簡, 四百年間, 六義存者無幾. 漢之末

年, 蔡邕以隸古定五經, 洛陽辟雍, 以為復古, 觀者車日數十百輛. 其後隸法又變, 而真行章

草之説興. 言楷法, 則王次仲, 師宜官, 梁鵠, 邯鄲淳, 毛宏. 行書則劉德昇, 鍾氏, 胡氏. 草

則崔瑗, 崔寔, 張芝, 張文舒, 姜孟穎, 梁孔達, 田彥和, 韋仲將, 張超之徒, 咸精其能. 至晉

而大盛, 渡江後右將軍王羲之總百家之功, 極眾體之妙, 傳子獻之, 超軼特甚. 故歷代稱善書

者, 必以王氏父子為稱首, 雖有善者, 蔑以加矣. 當是時, 江左號禮樂衣冠之國, 而北朝尚用

武, 其遺風流俗, 接於耳目. 故江左人士, 以書名者, 傳記相望. 歷隋而唐, 文皇尚之. 終唐之

世, 善書者輩出, 其大者各自名家, 逸其名者不可勝數, 亦可謂盛矣! 宋興, 太宗皇帝以文治

制詔有司, 捐善賈購法書, 聚之御府, 甚者或賞以官. 時五代喪亂之餘, 視唐所藏, 存者百一,

古跡散落, 帝甚憫焉. 淳化中, 詔翰林侍書王著, 以所購書, 由三代至唐, 釐為十卷, 摹刻秘

閣. 題曰上石, 其實木也. 既成, 賜宗室大臣人一本, 自此, 遇大臣進二府, 輒墨本賜焉. 後乃

止, 不賜, 故世尤貴之. 黃太史曰, 禁中板刻古帖, 皆用歙州貢墨墨本賜群臣. 今都下用錢萬

二千, 便可購得. 元祐中, 親賢宅借板墨搨百本, 分遺官僚, 用潘谷墨, 光輝有餘, 而不甚黟

黑. 又多木橫裂文, 士大夫或不能盡別. 由此觀之, 刻同而墨殊, 亦有以也. 甲申歲五月, 余

於書鋪中得古帖三卷, 第二, 第五, 第八. 明年五月, 又得七卷, 多第八, 缺第九. 六月, 以其

多者, 加公權帖一卷, 於錢唐康自修許易得第九卷, 始為全書. 雖墨有燥濕輕重, 造有工拙,

皆為淳化舊刻無疑, 是可寶也. 自太宗刻此帖, 轉相傳刻, 遂遍天下. 有<二王府帖>, <大觀

太清樓帖>, <紹興監帖>, <淳熙修內司帖>, <臨江戲魚堂帖>, <利州帖>, <黔江帖>, 卷

帙悉同. 又有<慶曆長沙>, <劉丞相私第帖>, <碑工帖>, 尚書郎潘師旦<絳州帖>, <絳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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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맹부는 이왕 서법의 지위를 확고히 내세우며 남송시대까지의 서예사를

『순화각첩』 중심으로 재구성하였다.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점은 항주

를 비롯한 당시 서화시장의 실태이다. 조맹부 세대의 복고주의는 송말원

초 서화시장에서 형성된 일련의 구호 및 취향이었기 때문이다.

1. 신물(神物)의 탄생: 이왕(二王) 작품의 범람과 조맹부의

대응

1279년 3월 19일, 광주(廣州)의 애산(厓山)으로까지 쫓겨난 남송은 마지

막 황제인 소제(少帝, 1272-1279)가 옥새(玉璽)를 품고 바다에 빠져 자결

하며 비참히 끝나게 되었다.37) 금나라의 1234년 멸망에 이어 남송까지 몰

公庫帖>, 稍加損益, 卷帙亦異. 其他瑣瑣者又數十家, 不可悉記. 而<長沙>, <絳州>最知名

者, 要皆本此帖. 書法之不喪, 此帖之澤也. 余因記得帖之由, 遂摭其本末於篇. 是年八月,

大梁趙孟頫書.” (밑줄은 필자)

37) Jennifer W. Jay, A Change in Dynasties: Loyalism in Thirteenth Century China
(Bellingham, WA: Center for Asian Studies, Western Washington University, 1991),

pp. 13-60; 소흥(紹興) 일대의 남송 황릉들은 라마교 승려에 의해 연달아 도굴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황실 일가(一家)의 유골은 숲에 버려지거나 동물의 뼈와 한 데 섞이게

되었다. 이 사건이 동시대 강남 문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초유의 사태였음은 Herbert

Franke, "Tibetans in Yuan China," in China Under Mongol Rule ed. John D.

Langlois, Jr.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1), pp. 321-322; 주밀(周

密, 1232-1298), 왕기손(王沂孫, 생몰년 미상), 장염(張炎, 1248-1320), 구원(仇遠,

1247-1327) 등은 당예손(唐藝孫, 생몰년 미상)의 부취산방(浮翠山房), 진서가(陳恕可, 생

몰년 미상)의 완위산방(宛委山房), 여동로(呂同老, 생몰년 미상)의 자운산방(紫雲山房),

왕영손(王英孫, 1238–1312)의 여한서원(餘閒書院), 왕이간(王易簡, 생몰년 미상)의 천주

산방(天柱山房)에서 다섯 차례의 시회(詩會)를 비밀리에 열었다. 이 모임 이후에 만들

어진 『악부보제(樂府補題)』는 남송 몰락 직후의 강남 문인들이 공통적으로 지녔던

심사(心事)를 이해하기에 매우 중요한 창화집(倡和集)이다. 역사적 사건으로부터의 감

정이 강한 연상 작용을 불러일으키는 시어(詩語), 즉 알레고리(allegory)를 통해 통용되

었음은 Kang-I Sun Chang, "Symbolic and Allegorical Meanings in the Yüeh-fu

pu-t'i Poem Series,"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vol. 46, no. 2 (1986),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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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하며 황실의 수장품들이 민간으로 유출되기 시작하였다. 1276년, 항주에

입성한 원나라 장수 백안(伯顔, 1236-1294)은 남송 황실의 전각과 수장품

일체를 접수하였다.38) 수장품들은 원나라의 수도인 대도(大都)로 이송되

었으며 나머지 상당수는 항주의 광제고(廣濟庫)라는 수장고에서 관리되었

다. 그러나 황진(黃溍, 1277-1357)과 도종의(陶宗儀, 1316-1402) 등의 강남

문인들이 증언한 바와 같이 수장품의 유출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원나

라 조정도 세수(稅收) 증대를 위해 수장품들을 매각하면서 시중에 역대

황실의 오랜 서화문물들이 나돌게 되었다. 그중에서 송대 황실의 인장(印

章)이 찍힌 수장품들은 내력이 확실한 것으로 수장가들에게 주목을 받았

다. 일례로 조맹부는 왕헌지(王獻之, 344-388)의 <낙신부(洛神賦)>를 다

음과 같이 감식하였다.

“낙신부 한 본이 더 있었는데 이는 선화서보에 수록된 것으로

칠새(七璽)가 완연하였으며 당나라 사람의 경황지에 쓰였고 종

이 높이가 대략 10cm이다. … 내가 누차 상세히 관찰하니 마땅

히 당나라 사람의 모작이었다. 뒤를 뒤집어 보면 유공권의 발문

2행이 32자로 말하기를 “왕헌지는 낙신부를 필사하기를 좋아하

여 세상에 여러 본이 있었으니 이는 그중 하나이다. 보력 원년

(寶歷 元年, 825년) 정월 24일, 기거랑 유공권이 적다.” 이러한

까닭으로 나는 감히 이를 진적이라 할 수 없으니 대개 진과 당

의 종이가 달랐음을 몰라선 아니 될 것이다.”39)

353-385; 남송 황릉들이 도굴을 당한 이후 동시대 강남의 문인들이 느낀 애상감이 꽃

과 매미 그림에 고루 투영되었다는 해석은 Robert E. Harrist, Jr., "Ch'ien Hsüan's

"Pear Blossoms": The Tradition of Flower Painting and Poetry from Sung to

Yüan," Metropolitan Museum of Art Journal 22 (1987), pp. 53-70 및 Eugene Y.

Wang, “The Elegiac Cicada: Problems of Historical Interpretation of Yuan Painting,”

Ars Orientalis, vol. 37 (2009), pp. 176-194.

38) 남송의 몰락 이후 수장품들이 유출되어 거래가 이루어지던 상황들은 Ankeney Weitz,

“Notes on the Early Yuan Antique Art Market in Hangzhou,” Ars Orientalis, vol.
27 (1997), pp. 27-38 참조.

39) 金丹朱, 「趙孟頫書論選注」, 劉正成 主編, 『中國書法全集: 元代編. 趙孟頫 卷二(附趙

氏一門)』 44 (北京市: 榮寶齋出版社, 2002), pp. 498-499. 「跋洛神賦」, “晉王獻之所書
洛神賦, 十三行二百五十字, 人間止有此本, 是晉時麻箋, 字畫神逸, 墨彩飛動. 紹興間思陵

極力搜訪, 僅獲九行一百七十六字, 所以米友仁跋作九行, 定為真跡. 宋末賈似道執國柄, 不



- 15 -

이와 같이 조맹부는 휘종(徽宗, 재위 1100-1126)의 인장 7개가 온전히

찍힌 것을 먼저 확인하였으며 지질(紙質)에 따라 종류와 시대를 구분할

수 있었다. 일찍이 북송의 마지막 황제였던 휘종은 국가의 위상을 내걸고

서 집권 내내 방대한 서화문물을 모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40) 이후 휘

종의 수장품은 북송이 멸망하며 남북으로 흩어지게 되었다. 일례로 휘종

의 인장 7개가 모두 찍힌 왕선(王詵, 1048-1103)의 <연강첩장도(烟江疊嶂

圖)>는 남송 가사도(賈似道, 1213-1275)의 수장품이 되었다(도 5).41) 조맹

부는 당시 서화시장에서의 핵심 인물로 왕선의 작품들을 실견하여 복제할

수 있었다.42) 조맹부의 1303년 작 <중강첩장도(重江疊嶂圖)>는 왕선의 횡

권 구도를 응용한 이곽파(李郭派) 산수화이다(도 6). 조맹부는 소식(蘇軾,

1037-1101)이 왕선의 <연강첩장도(烟江疊嶂圖)>를 보고 남긴 시(詩)까지

행서(行書)로 휘호하여 해당 작품에 대한 동시대 문인들의 애호 풍조를

인식하고 있었다. 화북 출신의 관료로서 서화 수집에 열중하였던 이척(李

倜, 1250-?)도 왕선의 청록산수화(靑綠山水畵)를 소유하였다.43) 바로 이척

知何許復得四行七十四字. 欲續於後, 則與九行之跋自相乖忤, 故以紹興所得九行裝於前, 仍

依紹興以小璽款之, 卻以續得四行裝於後, 以悅生胡盧印及長字印款之耳. 孟頫數年前竊祿

翰苑, 因在都下見此神物, 託集賢大學士陳公顥委曲購之. 既而孟頫告歸. 延祐庚申, 忽有僧

闖門持陳公書並此卷, 數千里見遺, 云陳公意甚勤勤也. 陳公誠磊落篤實之士, 不失信於一

言, 豈易得也! 因並及之. 至治辛酉既裝池, 適老疾不能跋. 壬戌閏五月十八日, 雨後稍涼,

力疾書於松雪齋.

又有一本, 是<宣和書譜>中所收, 七璽宛然, 是唐人硬黃紙所書, 紙略高一分米, 亦同十

三行二百五十字, 筆畫沉著, 大乏韻勝. 余屢嘗細觀, 當是唐人所臨. 後卻有柳公權跋, 兩行

三十二字, 云子敬好寫<洛神賦>, 人間合有數本, 此其一焉. 寶歷元年正月廿四日, 起居郎

柳公權記. 所以吾不敢以為真跡者, 蓋晉唐紙異, 亦不可不知也.” (밑줄 번역)
40) Patricial Buckley Ebrey, Accumulating Culture: The Collections of Emperor

Huizong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08) 참조.

41) Patricial Buckley Ebrey, 위의 책, p. 327.

42) Richard Vinograd, “River Village—The Pleasures of Fishing and Chao Meng-fu's

Li-Kuo Style Landscapes,” Artibus Asiae, vol. 40, nos. 2/3 (1978), pp. 124-142;

Shane McCausland, Zhao Mengfu: Calligraphy and Painting for Khubilai's China
(Hong Kong: Hong Kong University Press, 2011), p. 251; 이외로 조맹부의 산수화풍

(山水畵風)이 시기(時期)에 따라 달라진 양상을 간략히 정리한 글로는 Chu-tsing Li,

"The Uses of the Past in Yüan Landscape Painting," in Artists and Traditions:
Uses of the Past in Chinese Culture ed. Christian F. Murck (Princeton: The Art

Museum, Princeton University, 1976), pp. 73-88 참조.

43) Shane McCausland, 위의 책, p.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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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조맹부와 함께 위진 서법에 집착하여 임모(臨模)에 힘쓴 인물이었다.

송말원초에 이루어진 이왕 서법으로의 복고주의는 당대의 주요 수장가

들이 추종한 결과였다. 이 장(章)에서는 조맹부가 작품에 남긴 제발(題跋)

을 중심으로 당시 복고주의의 실체를 규명하고자 한다. 조맹부의 제발들

을 표면적인 의미 그대로 다시 읽어보면 조맹부 세대가 이왕 서법을 수용

할 때의 일관된 태도를 알 수 있다. 이왕의 진적이 오래 전에 사라지고

난 뒤 신뢰할 만한 모본의 채택은 소수의 수장가들에 의해 결정되었다.

왕희지의 <난정서(蘭亭序)>는 북송 이후에 탁본 기술의 대중화와 함께

대량으로 복제되었다. 남송 이종(理宗, 재위 1224-1264)은 왕희지의 <난

정서>를 총 117점이나 소장하기도 하였다.44) 조맹부는 석각본의 <난정

서>가 수적으로 점차 늘어나게 된 정황에 대해 설명하였다. 조맹부가 언

급하고 있는 석각은 이미 사라진 정무석각(定武石刻)이다.

“<난정첩>은 북송 말기에 남도(南渡)하였을 때 사대부마다

소장하고 있었다. 석각(石刻)이 사라진 뒤에 강좌(江左, 즉 남

송)의 호사가들이 왕왕 집에 있는 돌에 각자(刻字)하여 무려 수

십 수백 본에 이르게 되었으니 진품과 위조품을 비로소 구별하

기 어렵게 되었다.…”45)

이처럼 진위 및 우열이 혼란스러워진 <정무본난정서(定武本蘭亭序, 이

하 정무난정)>의 범람 속에서 수장 내력이 확실하거나 우수한 품질의

<난정서> 모본을 구하는 것이 관건이 되었다. 조맹부는 석각본이라 하더

44) Hui-Wen Lu, "A Forgery and the Pursuit of the Authentic Wang Xizhi," in Visual
and Material Cultures in Middle Period China, ed. Patricia Ebrey and Shih-shan

Susan Huang (Leiden: Brill, 2017), pp. 193-225.

45) 金丹朱, 「趙孟頫書論選注」, 劉正成 主編, 『中國書法全集: 元代編. 趙孟頫 卷二(附趙

氏一門)』 44 (北京市: 榮寶齋出版社, 2002), p. 494-496. 「題獨孤本定武蘭亭帖(蘭亭十

三跋)」중 二, “蘭亭帖, 當宋未度南時, 士大夫人人有之. 石刻既亡, 江左好事者, 往往家刻

一石, 無慮數十百本, 而真贗始難別矣. 王順伯, 尤延之諸公, 其精識之尤者, 於墨色, 紙色,

肥瘦, 穠纖之間, 分毫不爽. 故朱晦翁跋蘭亭謂, 不獨議禮如聚訟, 蓋笑之也. 然傳刻既多,

實亦未易定甲乙. 此卷乃致佳本, 五字鑱損, 肥瘦得中, 與王子慶所藏趙子固本無異, 石本中

至寶也. 至大三年九月十六日, 舟次寶應重題. 子昂.” (밑줄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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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글자 새김(刻字)의 수준, 즉 획의 두께 차이(肥瘦)는 물론이거니와

먹색의 전반적 상태와 명암, 종이의 품질 등을 모두 고려하여 우열을 나

누었다. 이에 따라 조맹부는 독고본(獨孤本)의 <정무난정>이 석각본 중에

서 제일이라며 감탄하였다(도 7). 동시에 조맹부는 이 작품이 항주의 수

장가였던 왕지(王芝, 생몰년 미상)의 조맹견(趙孟堅, 1199-1267) 구장본과

도 차이가 없다는 구체적 비교를 하였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조맹부는 왕희지의 여러 작품들 중에서 <난정

서>를 가장 애호하였다. 조맹부는 “세상에 전하는 우군의 작품으로는 난

정서가 제일이다. 난정서 각본(刻本)은 오직 정무난정이 제일이다(右軍傳

世者, 蘭亭爲第一, 蘭亭刻本, 唯定武爲第一)”라고 하였다.46) 이와 관련하여

레더로제(Lothar Ledderose)는 미불 이후의 서가(書家)들이 스스로를 이

왕의 직계임을 강조하기 위해 감정(鑑定)과 미술사 연구에 천착하게 되었

다고 설명하였다.47) 미불처럼 조맹부도 이왕의 모본들 중에서 무엇이 가

장 이왕의 원형(原型)에 가까운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 그

런데 필사본에 집착했던 미불과 달리 조맹부는 석각본을 품평하며 부지런

히 임서(臨書)하였다.

이러한 조맹부의 서화 제작 및 감식(鑑識) 활동은 동시대 문인들의 적

극적 호응과 더불어 이루어졌다. 조맹부가 1309년에 남긴 “정무난정은 내

가 예전에 여러 본을 갖고 있었는데 절친한 친구들에게 흩어져버려 사람

들이 애석히 여기게 된지가 이미 오래였다. 지금 중산형이 소장한 것을

보니 내가 집에 두었던 것과 거의 터럭 하나의 차이도 없었다(定武蘭亭,

余舊有數本, 散之親友間, 久乃令人惜之. 今見仲山兄所藏, 與余家僅存者, 無

46) 金丹朱, 「趙孟頫書論選注」, 劉正成 主編, 『中國書法全集: 元代編. 趙孟頫 卷二(附趙

氏一門)』 44 (北京市: 榮寶齋出版社, 2002), p. 498. 「跋定武五字不損蘭亭卷」, “右軍傳

世者, 蘭亭為第一, 蘭亭刻本, 唯定武為第一. 然柯條枝葉蔓延而未已, 求其自本自根, 為定

武真刻者. 余生六十有四, 又南北往來, 行幾萬里, 僅見兩三本耳. 一在叔固丞相宅, 即族兄

子固所藏. 一在家弟房, 近自吳興携來都下見與. 一在譚崇文許. 三本皆無小異, 余所得, 苦

為蠧所損. 叔固者, 因水淹糜潰, 字畫小昏. 唯譚公所藏紙墨完整, 神明煥然, 為三本之甲云.

延祐四年, 歲在丁巳十月廿四日, 譚公携此過余大都咸宜坊寓舍, 因書其後. 吳興趙孟頫子

昂. 同觀者巴西鄧文原善之, 家弟孟籲子俊, 雲間王一初一跋. (밑줄 번역)

47) 조맹부는 자신이 신성시한 왕희지의 석각본인 <정무난정>으로부터 스스로의 서법을

정당화하였던 것이다.  Lothar Ledderose, 앞의 책, pp. 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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毫發差也)”라는 기록은 제일의 모본으로 인정받은 <정무난정>이 조맹부

를 매개로 공유된 사실을 보여준다.48) 조맹부는 풍승소(馮承素, 617-672)

가 복제한 육필본(肉筆本)의 <신룡본난정서(神龍本蘭亭序)>를 소장자인

곽천석(郭天錫, 1227-1302)을 위해 품평하면서도 석각본인 <정무난정>의

특별함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도 8).49)

원대 초기의 문인들은 서로의 자택에서 고동서화(古董書畵)를 함께 감

상하는 모임을 통해 취향을 공유하였다. 조맹부는 선우추(鮮于樞,

1257?-1302)의 자택에서 이루어진 1298년의 모임에 곽천석이 가져온 왕희

지의 <사상첩(思想帖)>을 실견하게 되었다.

“대덕 2년(大德 二年, 1298년) 2월 23일에 곽숙, 주밀, 곽천석,

장백순, 염희공, 마구, 교궤성, 양긍당, 이간, 왕지, 조맹부, 등문

원이 선우추의 연못 위에서 모였다. 곽천석이 왕희지의 <사상

첩> 진적을 꺼냈는데 마치 용이 천상의 문으로 뛰어오르는 듯

하고 호랑이가 하늘의 궁궐에 엎드려 있는 형세와도 같아 보는

이가 탄식하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으니 만나기 어려운 신물

(神物)이로다. 맹부가 쓰다.”50)

위의 발문에서 조맹부는 곽천석이 소장한 왕희지의 <사상첩>을 ‘신물

(神物)’이라며 극찬해주었다. 조맹부의 “마치 용이 천상의 문으로 뛰어오

르고 호랑이가 하늘의 궁궐에 엎드려 있는 것 같다(龍跳天門, 虎臥鳳閣)”

48) http://painting.npm.gov.tw/Painting_Page.aspx?dep=P&PaintingId=14853 에서 재인용,

“定武蘭亭, 余舊有數本, 散之親友間, 久乃令人惜之. 今見仲山兄所藏, 與余家僅存者, 無毫

發差也. 至大二年七月廿二日, 趙孟頫書.”

49) 金丹朱, 「趙孟頫書論選注」, 劉正成 主編, 『中國書法全集: 元代編. 趙孟頫 卷二(附趙

氏一門)』 44 (北京市: 榮寶齋出版社, 2002), p. 491. 「跋唐摹禊序神龍本」, “定武舊帖在

人間者, 如晨星矣. 此又落落若啟明者耶. 元貞元年夏六月, 仆將歸吳興, 叔亮內翰以此卷求

是正, 為鑒定如右. 甲寅日甲寅人趙孟頫書.”

50) 任道斌, 『赵孟頫系年』 (鄭州: 河南人民出版社, 1984), p. 81에서 재인용. “大德二年

二月廿三日, 霍肅淸臣,周密公謹,郭天錫佑之,張伯淳師道,廉希貢端甫,馬昫德昌,喬簣成仲山,

楊肯堂子構,李衍仲賓,王芝子慶,趙孟頫子昻,鄧文原善之, 集鮮于伯幾池上. 佑之出右軍思想

帖真跡, 有龍跳天門, 虎臥鳳閣之勢, 觀者無不咨嗟嘆賞, 神物之難遇也. 孟頫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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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비유는 당 태종 이전에 왕희지 서법의 가장 열렬한 추종자였던 양

(梁) 무제(武帝, 재위 502-549)의 비평을 차용한 것이다. 이미 조맹부는

1287년에 왕희지의 <대도첩(大道帖)>을 ‘신물(神物)’이라 품평하며 동일한

구절을 사용하기도 하였다.51) 조맹부는 본인이 실견한 왕희지의 모본 중

인정할만하다고 판단되는 작품들에 ‘신물(神物)’이라는 우호적 평가를 해

주었던 것 같다.

그런데 이와 같은 평가는 오랫동안 교유해 온 수장가들 사이에서 이루

어진 것이었다. 그들은 출처가 불분명한 작품을 진품으로 감정하여 유통

시키기도 하였다. 왕헌지(王獻之, 344-388)의 <보모첩(保母帖)>은 주목해

야 할 사례이다.

“「보모비」는 비록 근래에 출현하였으나 왕헌지가 살던 당

시에 모각되어서 <난정서>와 비교하면 실로 소위 인응(因應)이

라 남다른 것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난정서>를 알아 좋아

하였는데 「보모비」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병술(丙戌, 1286년)

겨울에 선우추가 1본을 갖게 되었고 뒤이어 주밀 어르신도 1본

을 갖게 되시고서 여러 사람들이 글을 짓도록 하여 이후에 이

로 말미암아 「보모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해

(丁亥, 1287년) 8월에 제가 연경에서 돌아와 1본을 갖게 되었고

또 한 시승(詩僧)이 제게 1본을 바치겠다고 하였는데 비록 얻어

보진 못하였으나 이미 의심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약 글씨를 배우고자 한다면 <보모첩> 모본이 없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저도 이 모본을 갖고 있지만 남북으로 일이 바빠 부

득이하게 옛사람의 공력을 온전히 익힐 수 없었음이 오로지 한

스러울 따름입니다. 주밀이 (<보모첩>을) 꺼내어 보이시니 사

51) 金丹朱, 「趙孟頫書論選注」, 劉正成 主編, 『中國書法全集: 元代編. 趙孟頫 卷二(附趙

氏一門)』 44 (北京市: 榮寶齋出版社, 2002), p. 490. 「跋王右軍大道帖」, “梁武評書至

右軍, 謂龍跳天門, 虎臥鳳閣, 此帖是已. 諸家刻中皆未之有, 世間神物豈默有靳惜者不欲使

濫傳耶. 將好事猶未至也. 有能礱片石刻以傳遠, 僕願供摹搨之役屬. 奔走南北, 此時殆廢,

不知何時果此緣也. 至元丁亥九月七日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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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이 거듭 찬탄하였습니다. 맹부.”52)

「보모비(保母碑)」는 1202년 절강성(浙江省) 소흥(紹興) 회계(會稽)에

서 출토된 것으로 당시 최고의 서법 이론가이자 수장가였던 강기(姜夔,

1155-1221)에게 진품으로 인정을 받았다.53) 조언위(趙彦衛, 12세기 후반

-13세기 전반)를 비롯한 동시대인들은 「보모비」의 진위를 의심하여 가

짜로 판단하였으나 강기는 끝내 진품임을 강력히 주장하였던 것이다. 강

기는 왕희지의 <정무난정>보다 「보모비」가 더욱 뛰어난 작품이라고 생

각하였다. <난정서>의 원형이 후대로 전승되며 혼란스러워진 반면에

「보모비」는 땅에 묻혀 있다가 최근에야 출토된 것으로 믿어졌기 때문이

다. 강기의 <소해발왕헌지보모첩(小楷跋王献之保母帖)>에 주밀(周密,

1232-1298), 선우추(鮮于樞, 1257?-1302), 등문원(鄧文原, 1258-1328), 조맹

부(趙孟頫, 1254-1322), 왕이간(王易簡, 생몰년 미상) 등이 연이어 쓴 발문

은 조맹부 세대가 강기의 입장을 지지하였음을 보여준다(도 9).

조맹부는 <난정서>에 관련된 남송시대의 비평문들 중에서 강기의 <난

정고(蘭亭考)>를 필사까지 하였다.54) 「보모비」에 대해서도 조맹부는 왕

헌지 생전에 모각된 것이라는 강기의 주장을 되풀이하였다.

“나는 오랫동안 이 <보모첩>을 소장하고 있었으나 곽천석이

나를 좇으며 갖고 싶다고 하여 이내 기워 주었는데 뜻하지 않

게 15년이 지난 뒤에야 다시 이를 보게 되었다. 「보모비」는

비록 뒤늦게 출현하였지만 왕헌지가 건강하였을 때 새겨진 글

52) 金丹朱, 「趙孟頫書論選注」, 劉正成 主編, 『中國書法全集: 元代編. 趙孟頫 卷二(附趙

氏一門)』 44 (北京市: 榮寶齋出版社, 2002), p. 490. 「題王大令保母帖」, “保母碑雖近

出, 故是大令當時所刻, 較之蘭亭真所謂因應不同. 世人知愛蘭亭, 不知此也. 丙戌冬伯幾得

一本, 繼之公謹丈得此本, 令諸人賦詩, 然後因識中知有此文. 丁亥八月, 僕自燕來還, 亦得

一本. 又有一詩僧許僕一本, 雖未得睹, 已可擬. 世人若欲學書不可無此. 僕有此, 獨恨驅馳

南北, 不得盡古人臨池之工. 因公謹出示, 令人重嘆. 孟頫.”

53) Hui-Wen Lu, 앞의 논문, pp. 193-225.

54) 조맹부가 1289년에 강기(姜夔, 1155-1221)의 「난정고(蘭亭考)」를 상대방에게 필사하

여 준 뒤에 중제(重題)까지 남긴 내력은 Shane McCausland, 앞의 책, pp. 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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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刻字)로 세상과 나란히 돌 위에 놓고서 임모되어 전해지는

것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지대 2년(至大 二年, 1309년) 7

월 20일, 범교년을 위해 제하다. 자앙.”55)

현재 프리어 갤러리(Freer Gallery of Art)에 소장된 <보모첩(保母帖)>

은 「보모비」 탁본(拓本)에 후대의 발문과 감장인(鑑藏印)이 지속적으로

덧대어진 횡권 구성이다(도 10). 첩의 발문에서 조맹부는 자신이 갖고 있

던 <보모첩>을 곽천석에게 넘겼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곽천석도 <보모

첩>이 동진(東晉)시대의 작품이며 조맹부가 여러 모본들 중에서 엄선한

것임을 명시하였다.

“…지원 이축(至元 已丑, 1289년) 9월, 병부성의 조맹부에게

(<보모첩>을) 얻었다. 조맹부가 항주로 돌아와 다른 여러 모본

들과 비교하여보니 매우 다른 것이었다. 입으로 논할 수는 없겠

지만 왕씨의 서법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자라면 이 <보모첩>을

능히 알 수 있으리라. 나는 <보모첩>에서 氏, 於, 石, 于자를 좋

아하여 3년을 임서(臨書)하며 학습하였으나 한 글자도 닮을 수

없었으니 고인(古人)이란 진실로 도달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겠

는가? 임진(壬辰, 1292년) 장지일(長至日, 동짓날)에 곽천석이

발문을 쓰다.”56)

조맹부는 진위에 대한 논란이 일찍부터 있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보모

첩>이 동진(東晉)시대의 원물(原物)이라는 강기의 감정(鑑定)을 우선적으

55) https://archive.asia.si.edu/songyuan/F1980.7/F1980-7.Documentation.pdf 재인용. “吾

舊藏此保母帖, 郭右之從吾求, 乃輟以與之. 不意十五年後重見之也. 保母雖晚出, 然是大令

無恙時所刻, 與世所傳臨摹上石者萬萬也. 至大二年七月廿日, 為范喬年題, 子昂.”

56) https://archive.asia.si.edu/songyuan/F1980.7/F1980-7.Documentation.pdf 재인용. “右

晉太宰中書令王献之字子敬書保母帖. 至元已丑九月獲于趙兵部. 子昂及來杭, 與別本較之,

大不同. 然未易與口舌爭, 深曉王氏書者, 迺能知之. 予愛帖中氏字, 於字, 石字, 于字, 臨學

三年, 無一字似者, 古人真難到耶. 壬辰長至日, 易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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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수용하였다. 이왕의 원형(原型)에 가까운 작품으로 감정이 되어야 소장

자의 위신이 올라가고 차후 거래에도 유리해진다는 동기가 작용하였을 것

이다. 따라서 조맹부의 발문(跋文)은 곽천석 이후에 <보모첩>을 손에 넣

게 된 범교년(范喬年, 생몰년 미상)이 조맹부를 찾아가 요구한 일종의 감

정서(鑑定書)라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맹부를 중심으로 한 원대 초기의 수장가

들은 서화를 거래하며 복고적 취향을 과시하였다. 곽천석이 <보모첩>의

발문에서 “3년을 임서하며 학습하였으나 한 글자도 닮을 수 없었으니 고

인이란 진실로 도달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겠는가(臨學三年, 無一字似者,

古人真難到耶)”라고 한 것은 당시 복고주의의 실상을 보여준다. 고인(古

人)의 뜻, 즉 고의(古意)를 헤아릴 줄 아는 인물이란 오랜 서화 명적들을

소유 및 학습할 수 있는 지위의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었다.

조맹부의 부친과 종친들은 남송 말기에 주요한 수장가들이었다.57) 조맹

부는 이러한 윤택한 환경에서 성장하였으며 강남의 수장가들 뿐 아니라

원나라 황실의 수장품도 실견할 수 있는 관료였다. 조맹부는 원나라 황실

이 소장한 왕희지의 <쾌설시청첩(快雪時晴帖)>에 발문을 다음과 같이 남

겼다(도 11).

“동진(東晉)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천 년 가까이 되니 필적이

지금까지 전래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쾌설시

청첩>은 왕희지가 썼으며 역대에 보배로이 수장된 것으로 석각

본으로 존재하였는데 오늘에야 진적을 보게 되니 신(臣)은 기쁘

고 다행스럽기가 지극하여 견딜 수 없을 정도입니다.”58)

57) Ankeney Weitz, Zhou M i's Record of Clouds and Mist Passing Before One's
Eyes: An Annotated Translation (Leiden; Boston, MA: Brill, 2002); John W.

Chaffee, Branches of Heaven: A H istory of the Imperial Clan of Sung China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9) 참조.

58) 金丹朱, 「趙孟頫書論選注」, 劉正成 主編, 『中國書法全集: 元代編. 趙孟頫 卷二(附趙

氏一門)』 44 (北京市: 榮寶齋出版社, 2002), p. 498. 「題王右軍快雪時晴帖」, “東晉至

今近千年, 書跡傳流至今者, 絕不可得. 快雪時晴帖, 王羲之書, 歷代寶藏者也, 刻本有之,

今乃得見真跡, 臣不勝欣幸之至. 延祐五年四月二十一日奉敕恭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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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설시청첩>은 현재 대만고궁박물원에 소장되어 있는 육필본(肉筆本)

으로 당연히 왕희지의 진적이 아니다. 수장인(收藏印)을 보면 남송 고종

(高宗, 재위 1127-1162)의 “소흥(紹興)”이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이다.59) 그

이전의 수장사는 불분명하다. 레더로제는 <쾌설시청첩>이 『보진재법첩

(寶晋齋法帖)』에 실린 각본(刻本)과 동일한 계통으로부터 파생된 작품일

가능성을 제기하였다.60) 그렇다면 조맹부는 어째서 천 년 만에 실견하게

된 진품으로 <쾌설시청첩>을 극찬하였을까.

조맹부는 원나라 인종(仁宗, 재위 1312-1320)의 수장품인 상태에서 <쾌

설시청첩>을 실견하였기에 유달리 후한 평가를 남기게 되었을 것이다. 이

전 왕조의 황제들이 고동서화를 근신(近臣)들과 함께 감상하였던 것과 마

찬가지로 인종과 그의 누이인 상가라길(祥哥剌吉, 1284-1332) 공주는 한

림원(翰林院) 관료들과 서화 명적을 감상하기를 즐겼다.61) 황정견(黃庭堅,

1045-1105)의 《자서송풍각시권(自书松风阁诗卷)》은 연우(延祐, 1314년

-1320년) 연간의 관료 11명이 상가라길 공주를 위해 발문을 단 작품이다

(도 12).62) 풍자진(馮子振, 1253–1327?), 등문원(鄧文原, 1258-1328), 원각

(袁桷, 1266-1327) 등은 끝에 “경제(敬題)”라 마무리하며 황정견의 작품에

대한 감상을 남겼다. 인종 역시 왕희지의 <쾌설시청첩(快雪時晴帖)>을 조

맹부 뿐만 아니라 유갱(劉賡, 1248-1328)과 호도답아(護都沓兒, 13세기 후

반-14세기 전반)에게 내보이며 발문을 적도록 하였다.

59) 傅申, 『元代皇室書畵收藏史略』(臺北: 國立故宮博物院, 1981), p. 10.

60) Lothar Ledderose, 앞의 책, pp. 72-73.

61) Shen C. Y. Fu, “Princess Sengge Ragi: Collector of Painting and Calligraphy,” in

Flowering in the Shadows: Women in the H istory of Chinese and Japanese
Painting ed. Marsha Weidner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90), pp.

55-80.

62) 발문(跋文) 순서에 따라 위필복(魏必復, 생몰년 미상), 이척(李泂, 1250-?), 장규(張珪,

1263-1327), 왕약(王約, 1252-1333), 풍자진(馮子振, 1253-1327?), 진호(陳顥, 생몰년 미

상), 진정실(陳庭實, 생몰년 미상), 패술노충(孛术魯翀, 1279-1338), 원각(袁桷,

1266-1327), 등문원(鄧文原, 1258-1328), 유찬(柳贊, 생몰년 미상), 조암(趙巖, 생몰년 미

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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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희지 글씨는 많이 얻을 수가 없어 호사가들도 대개 한 두

작품을 실견할 수 있을 따름이었습니다. 비각(秘閣)에 수장된

<쾌설시청첩>은 묵본(墨本)으로 곧 진적이며 더욱 뛰어나고 특

별한 것입니다.”63)

“진나라의 왕희지 묵적은 옛 현인들이 이미 많이 논한 것으

로 마땅히 천하의 서법으로 제일이었습니다. <쾌설시청첩>은

지나 온 세월이 비록 오래되었으나 신물(神物)로 보호 및 유지

되어 사라지지 않고 오늘날에 이르렀으니 참으로 보배로이 간

직해야할 작품입니다. 또한 온 나라의 선비와 학생들이 배우도

록 하시고 만기의 여가를 아셔서 수렵을 일삼지 않으며 주옥을

보배로 여기지 않으시고 고전에 박학함과 문장을 숭상하심이

지극하시기가 이와 같았습니다.”64)

조맹부, 유갱, 호도답아는 모두 동시대의 한림원 관료였다. 이들은 황제

의 수장품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인지 시의적절하게

논평해야 했다.65) 특히 호도답아의 마지막 발문은 왕희지의 <쾌설시청

첩>을 ‘신물(神物)’로 격상하며 소장자인 황제의 박고(博古)함을 노골적으

로 찬양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63) 傅申, 앞의 책, p. 9. “王逸少书不可多得, 於好事家蓋见之一二焉. 此秘阁所藏快雪时晴

帖墨本乃真迹也, 尤爲奇特. 翰林学士承旨臣劉賡奉聖旨谨跋.”

64) 傅申, 앞의 책, p. 9. “晉王羲之墨迹, 前贤已多论者, 當为天下法书第一. 快雪时晴帖, 历

年虽远, 神物护持, 不至磨灭, 传之今日, 甚可珍藏也. 又使四海之内, 学儒诸生, 知萬幾之

暇, 不事游畋, 不寶珠玉, 博古尚文, 致精如此. 延佑五年四月廿三日. 赐进士及第, 翰林待

制承直郎兼国史院编修官臣護都沓兒奉勅恭跋.”

65) 이후 우집(虞集, 1272-1348)은 동원(董源, ?-962)의 산수화를 바라보며 원나라 문종(文

宗, 재위 1328-1332)의 선정(善政)을 찬양하였다. Ankeney Weitz, Art and Politics at

the Mongol Court of China: Tugh Temür’s Collection of Chinese Paintings, Artibus
Asiae　vol. 64, no. 2 (2004), pp. 27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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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세(威勢)’적 취향의 복고주의(復古主義)

조맹부는 다양한 서체를 능숙하게 구사한 서가(書家)였다. 실상 그에게

글씨를 쓰는 일은 유희적 행위일 뿐 아니라 직업이자 학문의 영역이기도

하였다. 조맹부의 서법에 대한 기존 연구는 편년에 따른 양식사적 접근을

통해 초기 단계부터 후기 단계까지의 변화상을 서술한 것이었다.66) 이들

은 조맹부의 서체가 3단계 또는 4단계 변화를 거쳤다고 설명하였다. 이러

한 구분들은 대개 원말명초(元末明初)의 송렴(宋濂, 1310-1381)과 청대(淸

代)의 오영광(吳榮光, 1773-1843)이 남긴 비평에 의거하였다. 그런데 조맹

부의 《북경고궁본 절교서》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

다.

한편 서예사상 혜강(嵇康, 223-262)의 <여산거원절교서(與山居源絶交

書)>는 조맹부 이전의 명서가(名書家)들이 필사하지 않았던 작품이다. 현

존하는 유일한 작품은 당나라 초기의 이회림(李懷琳, 생몰년 미상)이란 인

물이 남긴 <여산거원절교서(與山居源絶交書)>이다(도 13). 그러나 혜강이

썼을 절교서는 당나라 초기와 상당한 시간차가 있으며 이미 산실(散失)된

지 오래였다. 이회림이 혜강의 진적을 임모(臨模)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66) 조맹부의 서풍 형성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外山軍治, 「趙孟頫の硏究」, 下中邦彦 編,

『書道全集 中国 12 元・明 Ⅰ』 第 17巻 (東京: 平凡社, 1987), p. 12; 傅申, 「趙孟頫

書小楷常淸靜經及其早期書風」, 『書史與書蹟──傅申書法論文集』一 (台北: 國立歷史

博物館, 1996). pp. 184-185; 王連起, 「導言―元代書法」, 王連起 主編, 『元代書法』

(香港: 商務印書館, 2001), pp. 17-18; Wen C. Fong, “The Yüan Dynasty: The Rise

of Self-Expression,” in Images of the M ind: Selections from the Edward L. Elliott
family and John B. Elliott Collections of Chinese Calligraphy and Painting at the
Art Museum, P rinceton University, ed. Wen C. Fong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4), pp. 97-98; Yang Renkai, "Masterpieces by Three

Calligraphers: Huang T'ing-chien, Yeh-lü Ch'u-ts'ai, and Chao Meng-fu," in

Words and Images: Chinese Poetry, Calligraphy, and Painting ed. Alfreda Murck

and Wen C. Fong (New York: Metropolitan Museum of Art and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1), p.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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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67) 이처럼 원작이었을 혜강의 <여산거원절교서(與山居源絶交書)>

의 전래는 불분명하였다. 단지 기록을 통해 절교서가 초서 및 행서의 유

형으로 전세(傳世)되었고 북송 황실의 수장품이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

다.68) 여기까지가 조맹부 이전의 절교서에 대한 약사(略史)이다. 반면 조

맹부는 『문선(文選)』에 실린 혜강의 작품을 손수 따라 쓴 것으로 판단

된다.69) 조맹부는 절교서의 전문(全文)을 자신의 다양한 서체로 전사(全

寫)한 것이다.

최근에 진건지(陳建志)는 조맹부 서체의 시기 구분 문제를 다루며 《북

경고궁본 절교서》를 조맹부 말기(末期)의 대표작으로 강조하였다.70) 그

는 서체 혼용, 특히 두드러진 장초(章草) 표현을 조맹부의 새로운 특징으

로 제시하였다. 장초는 예서(隸書)에서 속사(速寫)하며 출현하게 된 성질

을 자체(字體)에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획 끝에 남겨진 파책(波磔)을 시

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획의 수를 줄이면서 속도감 있게 휘호하

67) 이회림(李懷琳, 생몰년 미상)은 이미 당나라 때부터 위조자로 악명이 높았다. 북송의

저명한 감식가인 황백사(黃伯思, 1079-1118)와 미불(米芾, 1051-1107)은 이회림의 작품

들을 위조품으로 판단하였다. 黃伯思, 「第五雜帖」, 『東觀餘論』, 盧輔聖 主編, 『中

國書畵全書』 1 (上海: 上海書畵出版社, 2009), p. 851. “衛夫人帖, 葢唐初李懐琳作, 事

見竇臮述書賦, 如續帖中嵇康絶交書, 世傳七賢帖, 皆懐琳偽蹟也.”; 米芾, 『書史』, 盧輔

聖 主編, 『中國書畵全書』 1 (上海: 上海書畵出版社, 2009), pp. 969-970. “劉涇倅莫, 王

貽永侍中孫為守, 得摹帖一卷, 乃胄曹參軍李懐琳偽作七賢帖, 後人所撰也. 内摶赤猿帖云,

僕不想歘爾, 夢摶赤猿. 其力甚於貔虎, 良久反覆, 余乃觀天背地, 覩穹亦當不爽, 但僕之不

達, 安得不憂. 吉乎 報我, 凶乎詳告, 三日阮籍白 繇君此帖, 比今刻石字多, 乃懐琳所撰語

也. 而法書要錄所載七賢帖, 太宗知其偽, 愛之, 以貞觀字印之入御府, 又有李氏衛帖云, ‘衛,

稽首和南. 近奉勅寫急就章. 遂不得與師書耳. 但衛不能拔賞, 隨世所學, 規摹鍾繇 遂多歴

年所, 二十著詩論草隷通解, 不敢上呈. 衛有一弟子王逸少. 甚能學衛真書. 咄咄逼人, 筆勢

洞精, 字體遒媚, 師可詣晉尚書館書耳. 仰憑至鑒. 大不可言. 弟子李氏衛和南. 此帖比今閣

帖字亦多, 亦其所撰也. 次無名帖次郄超帖, 亦摹在閣帖中, 次陸機衛恒帖, 衛亦摹入閣帖也.

後余以畫易于劉涇, 分前四帖與李錞, 皆貞觀間一種偽好.”

68) 伏見沖敬, 『唐李懷琳絶交書』 書跡名品叢刊 142 (東京: 二玄社, 1969), pp. 47-49; 나

카타 유지로(中田勇次郞)는 이회림의 절교서를 진인(晉人)들의 이름을 빌려 제작된 후

대의 모조본들 중 하나로 귀속시켰다. 그는 진인(晉人)들의 작품이 이왕(二王) 작품에

비해 매우 적은 분량이었으며 보조적인 자료에 지나지 않았다는 설명을 하였다. 中田

勇次郞, 『王義之を中心とする法帖の硏究』 (東京: 二玄社, 1960), pp. 189-198.

69) 조맹부가 필사한 절교서의 탈초(脫草) 전문(全文)은 송대(宋代) 판본(板本)으로 육신주

(六臣注) 및 육가본(六家本) 『문선(文選)』의 절교서와 일치한다. 王連起 主編, 위의

도록, pp. 272-273; 김영문, 김영식 외 3인 역, 『문선역주』 7 (서울: 소명출판, 2010),

pp. 275-296; David R. Knechtges, “Wen Xuan Studies,” Early Medieval China, vol.
1 (2004), pp. 12-14 참조.

70) 陳建志, 앞의 논문, pp. 227-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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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물 흐르듯 하는 초서(草書)의 일반적 특성과도 대비된다. 두 글자가 이

어지면 금초(今草, 또는 連綿草)이고 그 이상은 광초(狂草)이다. 이와 달리

장초에서는 글자 간 자연스레 이어지는 형세(形勢)를 감지하기 어렵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장초가 송대(宋代)까지 찾아보기 어려운 전통이었

다는 점이다. 션푸(Shen Fu)는 북송의 서가(書家)들이 장초를 구사하지

않았으며 남송 고종(高宗, 재위 1127-1162)의 글씨에서야 일부를 찾아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션푸는 장초가 풍미(風靡)한 때가 원대 초기의 조

맹부와 등문원(鄧文原, 1258-1328) 이후라는 점을 명시하였다.71) 그렇다면

조맹부는 어떻게 여러 계통의 초서 중 장초를 빈번히 쓰게 되었을까.

장초는 우발적으로 출현한 것이 아니었다. 조맹부(趙孟頫, 1254-1322)와

등문원(鄧文原, 1258-1328)은 일찍부터 황상(皇象, 3세기 활동)의 <급취장

(急就章)>을 임서(臨書)하였다(도 14). 라우어(Uta Lauer)는 조맹부 세대

의 복고주의(復古主義)를 장초의 출현 배경으로 제시하였다.72) 본고는 당

시 복고주의의 형성을 이해하기 위해 남송(南宋, 1127-1279)시대부터 원

나라 초기까지의 서예사를 개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장

초는 남송 고종(高宗, 재위 1127-1162) 이후로 다시금 주목받게 된 서체

이기 때문이다.73)

강기(姜夔, 1155-1221)는 「속서보(續書譜)」에서 초서 학습의 체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71) Shen C. Y. Fu, Traces of the Brush: Studies in Chinese Calligraphy (New Haven,

Conn.: Yale University Art Gallery, 1977), p. 84.

72) Uta Lauer, “The Strange, the New and the Orthodox: Calligraphy of the Ch'an

Monk Chung-feng Ming-pen (1262–1323),” in Character & Context in Chinese
Calligraphy ed. Cary Y. Liu, Dora C. Y. Ching, and Judith G. Smith (Princeton,

N.J.: Art Museum, Princeton University, 1999), pp. 240-247.

73) 남송 고종이 모든 서체에 두루 능하기 위한 서학(書學) 과정을 체계화하였음은

Hui-liang Chu, "Imperial Calligraphy of the Southern Sung," in Words and Images:
Chinese Poetry, Calligraphy, and Painting ed. Alfreda Murck and Wen C. Fong

(New York/Princeton: Metropolitan Museum of Art/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1), pp. 289-299; 이러한 남송 고종의 방대한 고전 섭렵, 그리고 필사한 작품들을 신

하들에게 자주 나누어 주었던 점은 Julia K. Murray, "The Role of Art in the

Southern Sung Dynastic Revival." Bulletin of Sung Yuan Studies no. 18 (1986), pp.
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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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ⵈ무릇 초서 학습은 우선 장지(張芝, ?–192), 황상(皇象, 3

세기 활동), 삭정(索靖, 239–303) 등의 장초 서법을 마땅히 취

해 결체(結體)가 평정하고 붓을 씀에 근원을 갖춘 연후에 왕희

지(王羲之, 303-361)를 본받아 변화로움을 거듭 하고 기굴함을

휘호하는 것이다. 만약 여러 명서가들을 체계 없이 학습한다면

글자에 공졸이 생기고 필획에 그르침이 많아지게 된다.”74)

강기가 강조한 장초 학습은 조맹부 세대의 초서 수련 범위와 어긋나지

않는다. 칸다 키이치로(神田喜一郎)는 남송 및 금대 서법의 역사적 의의를

평가하며 서법 연구가 매우 흥성했었던 시대적 특징을 간과할 수 없다고

하였다.75) 고대 이래의 모든 서체가 활발히 연구되었던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시 서가들은 삼대(三代) 금문(金文)과 한대(漢代) 비문(碑文)을 통해 전

서(篆書) 및 예서(隸書)를 익힐 수 있게 되었다. 남송 고종이 편찬한 『초

서예부운보(草書禮部韻寶)』와 금대(金代, 1115-1234) 장천석(張天錫, 13세

기 초반)의 『초서운회(草書韻會)』는 방대한 초서 자전(字典)으로 역대

명가(名家)의 자체(字體)들이 집성(集成)된 것이다.76) 이처럼 한위(漢魏)

이래 각 서체의 법도를 널리 익힐 수 있는 여건이 완비되었다.

조맹견(趙孟堅, 1199-1267)은 북송 말기 이후의 서풍(書風)에 뚜렷한 반

감을 지니고 있었다. 조맹견은 당나라 서예의 구축적인 장법(章法)을 습득

한 후에 위진(魏晉) 서법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며 작금의 상황을 개

탄하였다.

“당(唐)을 배우는 것이 진(晉)을 배우는 것만 못하다고 모두

들 말한다. 그러나 어떻게 진(晉)을 알고서 쉽게 배울 수 있겠

는가. 당(唐)을 배우는 것이 오히려 법도를 잃지 않는 것이니

74) 姜夔, 「草」, 『續書譜』, 盧輔聖 主編, 『中國書畵全書』 2 (上海: 上海書畵出版社,

2009), p. 173. “大凡學草書, 先當取法張芝皇象索靖等章草, 則結體平正, 下筆有源, 然後

倣右軍, 申之以變化 鼓之以竒崛. 若泛學諸家, 則字有工拙, 筆多失誤.”
75) 神田喜一郎, 「中國書道史 11 宋 二」, 下中邦彦 編, 『書道全集 中國 宋 II』 第 16卷

(東京: 平凡社, 1987), p. 8.

76) 『초서운회(草書韻會)』의 구성 체계와 조선으로의 전래에 대해서는 심영환, 『조선시

대 고문서 초서체 연구』(서울: 소와당, 2009), pp. 9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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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晉)을 배움에 당(唐)을 통하지 않아 무게를 알지 못하겠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된다. (글자를) 기울어지게 하여 요염하려 하

여도 요염할 수 없고 도리어 호랑이를 그리려 하여도 개가 될

뿐이다. 왜이겠는가. 글자를 쓰는 것은 마땅히 담장과 벽 사이

의 짜임새를 세움이니 굽고 구부러짐이 없는 것이다. 남송 고종

의 서법은 원숙하였으나 글자의 짜임새에 있어선 공력이 미진

하였으니 이러한 이치는 가히 식자들이 깨달을 도(道)이다.”77)

강기와 조맹견은 공통적으로 ‘법도(法度)’에서 어긋나지 않는 표현을 중

시하였다.78) 강기는 「속서보(續書譜)」의 초서(草書) 항목에서 북송의 황

정견(黃庭堅, 1045-1105) 이후를 비판하였다.

“비록 변화가 많다고 하여도 본래의 법도를 어지럽히지는 않

았다. 장욱(張旭, 700-750)과 회소(懷素, 735-799)는 야일함으로

으뜸이었지만 그 법도를 잃지 않았던 것이다. 근래에 산곡노인

(山谷老人, 즉 황정견)이 스스로 일컫기를 회소의 삼매를 얻었

다고 하였다. 초서의 법도는 이에 이르러 또 한 번 일변하였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다시 볼 만 하지 않았다.”79)

1318년, 조맹부는 집현대학사(集賢大學士)인 장안(張晏, 생몰년 미상) 소

77) 卞永譽, 「趙子固書法論」, 『式古堂書畵彙考』 卷三, 盧輔聖 主編, 『中國書畵全書』

6 (上海: 上海書畵出版社, 2009), p. 91. “學唐不如學晉, 人皆能言之. 夫豈知晉豈易學哉.

學唐尚不失規矩, 學晉不從唐入, 多見不知量也. 僅能敧斜, 雖欲媚而不媚, 翻成畫虎之犬耳.

何也. 書字當立間架墻壁, 則不骫骳. 思陵書法未嘗不圓熟. 要之於間架墻壁處不著工夫. 此

理可爲識者道.”

78) 슈엔푸 린(Shuen-fu Lin)은 남송 이래 신유학(新儒學)이 시와 글씨를 지(志)와 학(學)

의 발현으로 인식하도록 하였음을 강조하였다. 대표적으로 강기(姜夔, 1155-1221)의 서

론(書論)은 상당히 실용적인 학습 체계 및 서술로 이루어졌다. Shuen-fu Lin,

“Chiang K'uei's Treatises on Poetry and Calligraphy,” in Theories of the Arts in
China ed. Susan Bush and Christian F. Murck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3), p. 303, p. 309.

79) 姜夔, 「草」, 『續書譜』, 盧輔聖 主編, 『中國書畵全書』 2 (上海: 上海書畵出版社,

2009), p. 173. “雖復變化多端, 未嘗亂其法度, 張顚懐素最號野逸而不失此法. 近代山谷老

人, 自謂得長沙三昧, 草書之法至是又一變矣. 流至于今, 不可復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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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회소(懷素, 735-799) 작품에 발문을 적어주었다. 조맹부는 “회소의

글씨가 묘한 까닭은 비록 제 마음대로 엎어지고 내달리며 천만 가지로 변

화하나 끝내 위진의 법도에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후세 사람들이 쓴

초서는 모두 세상의 풍속을 따랐고 세세함에만 집착하였으니 옛 법도에

맞지 않게 되었는데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이하다고 여길 것이요, 불만

족스러움을 아는 자는 웃을 것이다(懷素書所以妙者, 雖率意顛逸, 千變萬

化, 終不離魏晉法度故也. 後人作草, 皆隨俗繳繞, 不合古法, 不識者以為奇,

不滿識者一笑)”라고 하여 항상 기준이 되어야 할 고법(古法)이 위진시대

의 서법임을 표명하였다.80) 강기, 조맹견과 같이 조맹부는 ‘법도’를 중시하

였으며 위진시대 서법으로의 복고(復古)를 궁극적으로 지향하였다.

조맹부와 막역했던 석암(石巖, 생몰년 미상)과 공개(龔開, 1222-1307)는

고예(古隸)를 학습하였다(도 15).81) 스터만(Peter Sturman)은 송말원초

유민(遺民)들이 구사했던 의고(擬古)적 서풍을 종요(鍾繇, 151-230)에 가

까운 전선(錢選, 1235-1307)의 소해(小楷)와 낯설고 이색적인 공개의 고예

로 대비한 바 있다.82) 그런데 스터만은 도종의(陶宗儀, 1316-1402)가 공개

의 글씨를 현실부정에 의한 한위(漢魏)로의 복고로 기술한 문장에 주목하

였다. 기존의 미술사 연구들은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뼈만 앙상하게 남은

공개의 《준골도권(駿骨圖卷)》을 나라 잃은 문인의 자전적(自傳的) 표현

으로 설명하기도 하였다.83)

그러나 공개의 복고를 과연 송나라에 대한 충성, 또는 이민족 지배에

대한 부정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84) 공개는 주밀과 조맹부를 비

80) 金丹朱, 「趙孟頫書論選注」, 劉正成 主編, 『中國書法全集: 元代編. 趙孟頫 卷二(附趙

氏一門)』 44 (北京市: 榮寶齋出版社, 2002), p. 498. 「跋唐懷素論書帖」, “懷素書所以

妙者, 雖率意顛逸, 千變萬化, 終不離魏晉法度故也. 後人作草, 皆隨俗繳繞, 不合古法, 不

識者以為奇, 不滿識者一笑. 此卷是素師肺腑中流出, 尋常所見皆不能及之也. 延祐五年十月

廿三日, 為彥清書. 翰林學士承旨, 榮祿大夫, 知制誥兼修國史趙孟頫書.” (밑줄 번역)

81) 陶宗儀, 『書史會要』 卷七, 盧輔聖 主編, 『中國書畵全書』 3 (上海: 上海書畵出版社,

2009), p. 61. “石岩, 字民瞻 京口人, 官至縣尹, 隸書學韓尙書.”

82) Peter Sturman, “Sung Loyalist Calligraphy in the Early Years of the Yuan

Dynasty,” The National Palace Museum Research Quarterly, vol. 19, no. 4 (2002),
pp. 59-102.

83) James Cahill, H ills Byond a River: Chinese Painting of the Yüan Dynasty,
1279-1368 (New York and Tokyo: Weatherhill, 1976), pp. 17-18.

84) 그동안 공개(龔開, 1222-1307)의 <준골도권(駿骨圖卷)>은 정사초(鄭思肖, 1241-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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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한 항주(杭州)의 서화 수장가 모임에 참석하여 교유 관계를 넓히고자

한 인물이었다.85) 이를 통해 공개는 원나라 관리를 포함한 여러 출신의

사람들에게 그림과 글씨를 팔아 생계를 이어 나갈 수 있었다. 공개의 서

화들은 흔하고 범속(凡俗)한 취향과 차별화를 시도하고자 했던 산물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조맹부가 장안을 위해 남긴 발문에서와 같이 ‘대중성에 영

합하는 것[隨俗]’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평소에도 조맹

부는 “글씨를 배움은 모름지기 옛사람을 배우는 것이니 그렇지 않으면 비

록 몽당붓이 산을 이루더라도 역시 속된 필적이 될 것이요, 마치 요즘 수

도에서 유행하는 서체와 같으리로다(學書須學古人, 不然, 雖筆禿成山, 亦

爲俗筆, 若今京體是也)”와 같은 관점을 지니고 있었다.86) 이는 북송말 문

인들의 개성적 서풍이 송말원초에도 반복되었던 현실을 겨냥한 것이었다.

조맹부가 지목한 ‘경체(京體)’는 북송 말기의 문인들을 통해 화북 지역에

서 꾸준히 유행하였던 안진경 계통의 글씨, 즉 ‘안서(顔書)’였다.87)

소위 ‘동시대성[今]’과 ‘대중성[俗]’에 대한 경멸은 조맹부가 소속된 모임

의 인물들이 공통적으로 내세운 태도였다. 탕후(湯垕, 1250년대 후반-1310

년대 중반)는 아버지인 탕병룡(湯炳龍, 1241-1323)을 따라 조맹부 세대와

의 무근란(無根蘭)과 함께 송나라 유민(遺民)들의 심정이 투영된 작품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후대에 신화화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공개의

<준골도권(駿骨圖卷)>이 임인발(任仁發, 1255-1328)의 <이마도권(二馬圖卷)>을 모방한

후대 작품일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논증한 Chin-sung Chang, "Song Loyalism

Revisited: The Cases of Zheng Sixiao and Gong Kai," Unpublished Conference

Paper,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8 참조.

85) Jennifer W. Jay, A Change in Dynasties: Loyalism in Thirteenth Century China
(Bellingham, WA: Center for Asian Studies, Western Washington University, 1991),

pp. 189-190; 중요한 것은 공개(龔開, 1222-1307)가 고동서화(古董書畵) 모임의 참석자

였으나 수장가로 분류될 인물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Ankeney Weitz, “Collecting and

Connoisseurship in Early Yuan China: Zhou Mi's Yunyan guoyan lu”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Kansas, 1994), pp. 15-16.

86) 金丹朱, 「趙孟頫書論選注」, 劉正成 主編, 『中國書法全集: 元代編. 趙孟頫 卷二(附趙

氏一門)』 44 (北京市: 榮寶齋出版社, 2002), p. 497. 「題自書蘇詩卷」, “學書須學古人,

不然, 雖筆禿成山, 亦爲俗筆, 若今京體是也. 此有志所嘗識. 六十翁.”

87) Amy McNair, The Upright Brush: Yan Zhenqing's Calligraphy and Song Literati
Politics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98); 이후 안진경, 황정견 등 당송

시대 문인들의 서법은 1300년 전후의 화북 지역에서 유행하였다. 黃惇, 「從杭州到大

都──趙孟頫書法評傳」, 劉正成 主編, 『中國書法全集: 元代編 趙孟頫 卷一(附趙氏一

門)』 43 (北京市: 榮寶齋出版社, 2002), p. 7,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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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서화를 감식한 인물이었다. 그가 저술한 『화감(畵鑑)』은 고의(古

意)를 상찬하며 대중적[俗]인 것을 비난하는 내용의 비평들로 주를 이룬

다.88)

이러한 조맹부 일파의 복고주의는 원대 초기의 서화시장에서 강화된 일

련의 배타적 취향이었다. 고동서화를 향유할 수 있는 당시 인물들이 끊임

없이 반복하였던 차별적 수사(修辭)인 것이다. 아울러 이는 강남 문인들만

의 전유물이 아니었다. 중앙아시아와 몽골, 그리고 화북 출신의 원나라 관

리들은 당시에 고동서화를 거래할 수 있는 주된 계층으로 급부상하였

다.89) 유관(柳貫, 1270-1342)은 원나라 통일 이후의 서화시장에 주도적으

로 참여했던 인물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바야흐로 천하가 통일되어 서법이 동일해졌으며 조정의 부르

심이 사방에 이르러 강회 일대(곧 長江과 淮水)를 가로 막아 다

시 제한함이 없었다. 풍류와 문장으로 대저 서로를 경모하였으

니 다만 하루라도 만나지 못하게 됨을 걱정하였다. 그리하여 강

남에서 벼슬살이하며 전당강(즉 杭州)의 산수를 매우 사랑하는

자들로 내가 아는 다섯 사람이 있었으니 이중방, 고언경, 양공

부, 선우백기, 곽우지이다. 중방과 언경은 흥이 일어날 때에 죽

석과 산림을 그림으로 그렸고 백기의 행초서는 능품(能品)에 들

었으며 공부와 우지는 세 사람과 함께 시를 읊조리기를 좋아했

고 법서와 명화, 고기물을 감정하기를 즐겼으니 오월(吳越, 즉

88) 원대의 서화 비평에서 흔히 사용된 용어인 ‘속(俗)’은 곧 ‘대중성(Popularity)’을 의미하

였다. 그리고 이는 원대 초기에 중시된 ‘고의(古意)’의 부족을 가리켰음을 알 수 있다.

Diana Yeongchau Chou, "Reexamination of Tang Hou and His Huajian,"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Kansas, 2001), pp. 55-63.

89) Ankeney Weitz, “Notes on the Early Yuan Antique Art Market in Hangzhou,” Ars
Orientalis, vol. 27 (1997), p. 29; 일례로 주밀(周密, 1232-1298)의 『운연과안록(雲烟過

眼錄)』을 보면 고극공(高克恭,1248-1310)이 소유한 거문고(古琴) 2개는 모두 851년,

862년이라는 제작 연대가 음각으로 새겨져 있었으며 그중 하나는 북송 휘종(徽宗, 재위

1100-1126)의 소장품이었다고 한다. 이후 금나라를 거쳐 고극공의 수중에 들어오게 된

것이다. 이외로도 고극공 소유의 고동서화(古董書畵)들은 제작 연대가 당말(唐末)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게 많았다. Ankeney Weitz, Zhou M i's Record of Clouds and M ist
Passing Before One's Eyes: An Annotated Translation (Leiden; Boston, MA: Brill,

2002), pp. 2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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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의 선비들이 이로 인해 존중함이 또한 여럿이었다.”90)

유관이 거명한 이간(李衎, 1244-1320), 고극공(高克恭, 1248-1310), 양증

(梁曾, 1242-1322), 선우추(鮮于樞, 1257?-1302), 곽천석(郭天錫,

1227-1302)은 바로 조맹부와 함께 위진시대의 서법을 추종하며 수장 열기

에 동참했던 이들이었다.

원대 초기에 복고를 표방하며 만들어진 서화 및 서화이론들은 동시대의

서화시장 실태와 조응하였다. 일례로 이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이공린(李

公麟, 1049-1106)의 작품들은 조맹부와 임인발(任仁發, 1255-1328)의 말그

림, 조맹부와 전선(錢選, 1235-1307)의 산수인물화 등으로 응용될 수 있었

다.91) 특히 동원(董源, ?-962)은 조맹부가 화북 지역에서 재발견한 뒤에

유행시킨 고전이었다.92) 동원이라는 이름은 최상급의 산수화를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指標)가 되었다. 등문원(鄧文原, 1258-1328)이 고극공 사후(死

後)에 <운횡수령도(雲橫秀嶺圖)>를 상찬한 발문을 보자(도 16).

90) 王頲,「元代回紇畫家高克恭史事考辨」,『中國文化研究所學報 (Journal of Chinese

Studies)』, no. 48 (2008), p. 150에서 재인용. 柳貫, 「跋鮮于伯幾與仇彥中小帖」,

『柳待制文集』卷一八, “方車書大同, 弓旌四出, 蔽遮江淮, 無復限制. 風流文獻, 蓋交相

景慕, 惟恐不得一日覩也. 故遊仕于南而最愛錢塘山水者, 予及識其五人焉, 曰李仲芳,高彥

敬,梁貢父,鮮于伯幾,郭佑之. 仲芳,敬彥興至時, 作竹石林巒, 伯幾行草書入能品, 貢父,佑之與

三君俱嗜吟, 喜鑒定法書名畫古器物, 而吳越之士因之引重亦數人.”

91) 원대 초기의 서화 제작에서 이공린(李公麟, 1049-1106)의 중요성은 적지 않았던 것으

로 보인다. 당나라의 말 그림들은 전설처럼 회자되었을 뿐 당시에 전세(傳世)되었던 것

은 이공린의 말 그림들이었다. 또 이공린은 자신이 실견한 청동기의 기형(器形)과 문양

을 백묘법(白描法)으로 기록하였다. 이공린은 동일한 기법을 다양한 주제의 인물화에까

지 고루 적용하여 명성을 얻었다. 이러한 이공린의 서화(書畵)는 원대 초기의 미술시장

에서 적잖이 유통되었다. Robert E. Harrist, Jr., "The Artist as Antiquarian: Li

Gonglin and His Study of Early Chinese Art," Artibus Asiae vol. 55, nos. 3/4

(1995), pp. 237-280; Ankeney Weitz, “Collecting and Connoisseurship in Early Yuan

China: Zhou Mi's Yunyan guoyan lu”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Kansas,

1994), pp. 497-498; Shou-chien Shih, “Eremitism in Landscape Paintings by Chʻien
Hsüan (ca. 1235-before 1307),” (Ph.D. Dissertation, Princeton University, 1984), p.

213.

92) Richard Barnhart, “Marriage of the Lord of the River: A Lost Landscape by Tung

Yüan,” Artibus Asiae Supplementum, vol. 27 (1970), pp. 41-54; Susan Bush,

Hsio-yen Shih, Early Chinese Texts on Painting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85), p. 248의 각주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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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극공과 저는 서로 오고 가며 사귐이 극히 두터웠습니다.

일찍이 그림 그리시는 것을 보기도 하였는데 진실로 장자가 소

위 매미를 잡는 것과 같으셨습니다. 그리하여 마음과 기량 모두

를 얻었으니 물아를 모두 잊은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 두루마리

는 동원에 비길만하여 더욱 득의작입니다. 죽은 자는 다시 살려

낼 수 없기에 사람들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등문원이

적습니다.”93)

‘아속(雅俗)’을 나누는 기준은 자신들이 애호한 오랜 명품들을 상대방도

익숙하게 즐길 줄 아는 취향을 갖추었는가 하는 여부였다.94) 조맹부가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 중요한 점은 고의를 갖추는 것이니 만약 고의가

없다면 비록 공교로울지라도 무익한 것이다. 내가 그린 그림은 소략히 그

린 것 같겠지만 아는 자는 오래된 것과 근접함을 알 것이니 아름답다고

여길 것이다. 이는 가히 아는 자를 위한 道이지 알지 못하는 자를 위한

얘기가 아니다(作畵貴有古意, 若無古意, 雖工無益.…吾所作畵似乎簡率, 然

識者知其近古, 故以爲佳. 此可爲知者道, 不爲不知者說也)”라고 말한 것은

바람직한 취향을 규정하면서 범속한 이들과 구별을 지으려는 태도로 여겨

진다.95)

93) 石守謙, 葛婉章 主編, 『大汗的世紀: 蒙元時代的多元文化與藝術』 (臺北: 國立故宮博物

院, 2001), pp. 312-313에서 재인용. “往來彦敬與僕交極厚善, 嘗見作畵時. 眞如蒙莊所謂

痀婁承蜩者, 蓋心手兩得. 物我俱忘者也, 此卷擬董元尤得意之筆. 九原不可復作矣, 令人雪

涕. 鄧文原題.”

94) 황공망(黃公望, 1269-1354)은 조맹부의 저택에서 동원의 <하산도(夏山圖)>를 여러 차

례 인상 깊게 보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산수화를 제작하였다. 그는 자신의 작품을 보는

이들이 근원이 되는 작품에 대해 연상해낼 수 있으리라고 하였다. 만약 조맹부처럼 명

망 높은 수장가들이 소유한 동원의 작품을 실견한 적이 없다면 동등하게 독해해낼 수

없는 배타적 영역인 것이다. Richard Barnhart, 위의 논문, p. 53에서 재인용. “董北

苑夏山圖, 曩在文敏公所, 時時見之, 入目沁心, 后爲好事者取去, 不可復見, 然極力追憶,

至形夢寐, 他日游姑蘇, 與友人作此, 追想模範, 盡意爲之, 略得仿佛, 掛一漏萬. 今歸之叔

明, 獲在收藏之列, 但可睹其意思, 而想像其根源耳. 今老甚, 目力昏花, 又不復能作矣. 時

至正壬午孟夏望日, 大痴道人書.” (밑줄은 필자)

95) Diana Yeongchau Chou, 위의 논문, p. 60에서 재인용; 한편 추칭리는 조맹부가 문인

화가로서 고의(古意)를 내세워 직업화가들의 남송원체화(南宋院體畵) 계열의 화풍을 격

하한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문인, 즉 여기화가와 직업화가 간의 대립이라는 도식에 충

실한 관점이다. Chu-Tsing Li, "The Autumn Colors on the Ch'iao and Hua

Mountains: A Landscape by Chao Meng-Fu,” Artibus Asiae Supplementum, vol.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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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간은 위진 서법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이단(異端)으로까지 폄하

하면서 조맹부를 극찬하였다. 조맹부는 위진 서법에 견주어 가장 순정(純

正)한 글씨를 쓸 수 있는 인물로 동시대인에게 존중받았던 것이다.

“서법은 전서(篆書) 이래로 해서(楷書)는 종요(鍾繇, 151-230),

초서(草書)는 장지(張芝, ?-192)를 일컬었으며 왕희지는 이를 겸

비하였다. 수당 이래 글씨를 잘 쓰는 사람들은 왕희지를 근본으

로 삼았고 법서(法書)의 시조로 삼았던 것이다. 조맹부의 서법

은 전적으로 왕희지를 법통으로 하여 올바른 전통을 이었고 이

단(異端)의 요소가 없었다. 원정 병신(元貞 丙申, 1296년) 정월

봄 7일에 계구 사람 이간 중빈이 제하다.”96)

조맹부는 동시대 수장가들이 소유한 왕희지의 오랜 모본들을 감식하며

다양한 계통의 초서를 실견할 수 있었다. 조맹부는 이간이 소유한 왕희지

의 <안식첩(眼食帖)>에서 장초의 서체적 가치에 주목하였다. 조맹부의 감

정(鑑定)으로 인해 이간이 소장한 작품의 진위가 결정되었음을 확인해볼

수 있다.

“오른쪽 왕희지의 <안식첩(眼食帖)>은 진적입니다. 세상에 전

하는 오랜 가문 소유의 왕희지 법첩들(王帖)은 제가 대략 살펴

본 바 이 첩처럼 장초(章草)가 기고(奇古)하고 웅강(雄强)하니

정밀하며 신묘하기가 사람을 놀라게 하는지라 가리킨 손가락을

다시 거둘 수 없었습니다. 지원 병술(至元 丙戌, 1286년) 11월

삭일에 대양(大梁, 즉 河南省의 開封) 조맹부가 중빈(仲賓)을 위

해 적습니다.”97)

(Ascona: Artibus Asiae Publishers, 1965), p. 76.

96) 吳升 選, 「書過秦論卷」, 『大觀錄』卷八, 盧輔聖 主編, 『中國書畵全書』 8 (上海: 上

海書畵出版社, 2009), p. 278. “书法自篆籀而下, 楷法稱钟繇, 草法稱张芝, 右军兼而有之.

隋唐以来, 善书者宗之, 为法书之祖. 子昂之书, 全法右军, 为得正传, 不流入異端者也. 元

貞丙申春正月七日, 薊丘李衎仲賓題.”

97) 金丹朱, 「趙孟頫書論選注」, 劉正成 主編, 『中國書法全集: 元代編. 趙孟頫 卷二(附趙

氏一門)』 44 (北京市: 榮寶齋出版社, 2002), p. 489. 「跋王右軍眼食帖」, "右王右軍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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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맹부는 왕희지로 대표되는 위진 서법에 대한 식견을 장초를 통해 보

여주고 있다. 이후 노년의 조맹부는 우화(虞龢, 5세기 활동)의 「논서표

(論書表)」에 실린 왕희지 관련 일화들을 필사하였다(도 17).98) 이 중에

서 다음의 글은 장초에 대한 일화가 중심 내용이다.

“희지가 처음 쓴 글씨는 뛰어나지 않아서 유익(庾翼,

305-345)과 치음(郗愔, 313–384)을 이길 수 없었다. 말년에 이

르러서야 서법의 극진함을 이루었다. 유량(庾亮, 289-340)에게

장초(章草)로 답신을 보낸 적이 있었다. 유량이 이를 유익에게

보여주니 유익이 탄복하였다. 그리하여 희지와 서법에 대해 이

야기하기를 나는 옛날에 장지(張芝, ?-192)의 장초 10장을 갖고

있었으나 강남으로 건너오느라 모두 망실하여 항상 신묘한 필

적이 영원히 없어지게 된 점을 애통하게 여겼다. 홀연 그대가

나의 형님에게 보낸 답신에 글씨를 보니 환해지기가 신명(神明)

과 같도다. 갑자기 내가 예전에 보았던 것들이 다시 돌아온 듯

하다.”99)

이왕 서법에 대한 당시의 빈번한 언급들은 이왕의 작품을 소유 및 학습

하려는 동시대의 유행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조맹부처럼 이러한 유

행을 선도할 수 있는 소수의 인물들은 남북 전역에서 이왕의 우수한 모본

들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 이왕 서법으로의 복고는 수장가들의 위신을

과시할 수 있는 ‘문화자본(Cultural Capital)’을 획득하는 것과 같았다. 조

食帖真跡, 世之博古之家所收王帖, 僕亦略見之, 如此帖章草奇古雄强, 精神逼人, 指不可再

屈也. 至元丙戌十一月朔, 大梁趙孟頫爲仲賓員外跋.“

98) Wen C. Fong, Beyond Representation: Chinese Painting and Calligraphy, 8th-14th
Century (New York: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1992), pp. 424-427.

99) 趙孟頫, 「右軍四事卷」, https://www.metmuseum.org/art/collection/search/40509 에

서 재인용. “羲之書始未有奇, 殊不勝庾翼,郗愔. 迨其末年乃造其極. 嘗以章草答庾亮. 亮

以示翼. 翼歎服. 因與羲之書云, 吾昔有伯英章草書十紙, 過江亡失, 常痛妙迹永絕. 忽見足

下書[點去]答家兄書, 煥若神明, 頓還舊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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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부는 이척(李倜, 1250-?)이 왕희지의 여러 첩들을 임모한 것에 발문을

남겼다.100)

“이공은 임모하지 않은 첩이 없으셨으니 가히 호학(好學)이

셨다고 일컬을 수 있습니다. 저 또한 글씨 쓰기를 좋아하는 사

람(好書子)이지만 오랜 법첩들을 임모할 겨를이 없어 다만 이척

을 선망하였을 따름이었습니다.”101)

이왕의 모본들을 구입하여 부지런히 학습하는 행위는 정통(正統)의 계

보를 따르는 고상(高尙)한 인물임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조맹부는 이척의

인품(人品)이 마치 옛사람[古人]인 동진(東晉)시대 사람과 같았다는 내용

의 상찬(賞讚)까지 해주었다.

“기품(氣稟)은 온전히 진(晉)나라 호걸이요, 풍류(風流)는 동

진(東晉)의 고상함이로다. 글씨를 쓰는 것은 운연(雲煙)과 같고

말하는 것은 파도치는 것과 같았으며 문장과 예술을 즐겁게 탐

구하였고 옛사람(古人)을 벗으로 삼고자 하였다.”102)

이러한 평가들은 다양한 이해관계(利害關係)에 있는 상대를 다수의 범

속(凡俗)한 인물들과 구별 지어 주려는 사교적 의도에 의한 것이었다.103)

100) 이척(李倜, 1250-?)은 태원(太原, 즉 오늘날의 山西省) 유차(榆次) 출신으로 집현전

(集賢殿) 관료였다. 서화 수장에 열의가 있었던 이척은 1290년대에 조맹부를 비롯한 남

인 관료들과 교유를 맺게 되었다. 그는 위진(魏晉)시대의 서법에 경도되어 숱하게 많은

작품들을 임모(臨模)하였다고 한다. Ankeney Weitz, “Connoisseurship in Early Yuan

China: Zhou Mi's Yunyan guoyan lu,”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Kansas,

1994), p. 403; 陈高华, 『元代画家史料汇编』 (杭州: 杭州出版社, 2004), p. 213.

101) 金丹朱, 「趙孟頫書論選注」, 劉正成 主編, 『中國書法全集: 元代編. 趙孟頫 卷二(附趙

氏一門)』 44 (北京市: 榮寶齋出版社, 2002), p. 494. 「跋李士弘臨右軍諸帖卷」, “李公

無帖不臨, 可謂好學也已. 僕亦好書者, 然無暇臨古帖, 但羨士弘耳. 子昂.”

102) 趙孟頫, 「李士弘真贊」, 任道斌 编校, 『趙孟頫文集』 (上海: 上海书画出版社, 2010),

p. 186. “氣稟全晉之豪, 風流東晉之高. 落筆雲煙, 吐辭波濤, 耽文藝如嗜欲, 以古人爲朋

曹. 出則父母名杜, 入則侍從夔皋. 蓋塵俗所不能侵, 而軒冕亦不能逃也.” (밑줄 번역) 
103) 고극공(高克恭, 1248-1310)이 그린 <운횡수령도(雲橫秀嶺圖)>를 동원의 화풍에 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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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문인들은 여러 인종과 지역의 인사들을 대면하며 서로를 요즘 사람

들[今人]과 차별되는 옛사람[古人]으로 표현해주었다.104) 조맹부의 천거(薦

擧)로 대도(大都)에서 관직을 얻을 수 있었던 양재(楊載, 1271-1323)는

『송설재집(松雪齋集)』 말미에 대단히 우호적인 내용의 행장(行狀)을 적

어 주었다. 이 때 그는 조맹부의 문화적 소양(素養)이 결코 “오늘날의 것

과 달랐음(不雜以近體)”을 역설하였다.105)

조맹부는 선우추(鮮于樞, 1257?-1302)에 대해 “포조(鮑照, 414-466)와

사령운(謝靈運, 385-433)을 넘어설 정도였다(賦詩凌鮑謝, 往往絶埃塵)”는

비유를 하였다.106) 대표원(戴表元, 1244-1310)은 조맹부의 고시(古詩)가

“포조와 사령운에 깊이 젖어들어 있다(古詩沈涵鮑謝)”고 하였다.107) 특히

대표원은 선우추의 인품을 절교서의 원저자인 혜강(嵇康, 223-262)에 견

주어 상찬하였다.108) 이러한 비유들은 공허한 수사(修辭)가 아니었으며 해

었던 등문원(鄧文原, 1258-1328)은 색목인(色目人)인 고극공이 남인(南人)보다 신분이

높았던 당시에　천거해준 사례이다. 사천(四川) 출신인 등문원은 몽골군의 점령으로 사

천성 전역이 쑥대밭이 되자 난민 처지가 되어 항주(杭州)에 정착하였다. 그는 관직을

포기한 채 시장을 전전하였다고 한다. 바로 이 때에 등문원은 항주의 서화 감상 모임

에 참여하게 되었고 고극공과의 교유를 통해 관직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Paul J. Smith, Family, “Landsmann, and Status-Group Affinity in Refugee Mobility

Strategies: The Mongol Invasions and The Diaspora of Sichuanese Elites,

1230-1330,”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vol. 52, no. 2 (1992), pp. 665-708.
104) 당시 문인들은 서화(書畫)의 제발(題跋)을 통해 소장자의 위신(威信)을 높여주기 위

해 출신 지역과 오랜 혈통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일례로 구원(仇遠, 1247-1327)은 전선

(錢選, 1235-1307)이 그린 <부옥산거도(浮玉山居圖)>에 남긴 1317년의 발문(跋文)에서

소장자인 방천서(方天瑞, 신원미상)에 대해 상찬하였다. 구원은 방천서의 선조를 당나

라 시인인 방간(方干, 809-888)으로까지 올려 잡았다. 발문에는 여러 관심사가 담길 수

있음에도 소장자의 출신지와 가계(家系)를 유달리 강조하였던 것이다. Christina Yu,

“Building a Community through Painting: Fourteenth-Century Chinese Scholars,”

(Ph.D.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Chicago, 2011), p. 183.

105) 楊載, 「大元故翰林院學士承旨縈祿大夫知制誥兼修國史趙公行狀」, 任道斌 编校, 『趙

孟頫文集』 (上海: 上海书画出版社, 2010), p. 272-280.

106) 趙孟頫, 「寄鮮于伯幾」, 任道斌 编校, 『趙孟頫文集』 (上海: 上海书画出版社, 2010),

p. 16. “廊廟不乏才, 江湖多隱淪, 之子稱吏隱, 才高非衆鄰, 脫身軒冕場, 築屋西湖濱, 開軒

弄玉琴, 臨池書練裙, 雷文粲周鼎, 鹿嗚娛佳賓, 圖書左右列, 花竹自清新, 賦詩凌鮑謝, 往

往絕埃塵, 我生少寡諧, 一見夙昔親, 誤落塵罔中, 四度京華春, 澤雉歎畜樊, 白鶴誰能馴.”

(밑줄 번역) 
107) 戴表元, 「趙子昻詩文集序」,『剡源集』二 (北京: 中華書局, 1985), pp. 107-108. “ⵈ余
評子昻古賦凌歴頓迅在楚漢之間, 古詩沈潛鮑謝.ⵈ” (밑줄 번역) 

108) Marilyn Wong Fu, "The Impact of Reunification: Northern Elements in the Life

and Art of Hsien-yu Shu(1257?-1302) and Their Relation to Early Yuan Literati



- 39 -

당 인물이 실제로 어떠한 취향에 따라 고동서화(古董書畵)를 수집하였는

가와 병행하여 이루어진 것이었다.109)

요컨대 위진 서법을 향유하는 복고적 행위는 당시 사회에서 개인의 취

향과 소속된 집단의 문화적 지위를 차별적으로 나타내는 상징으로 기능할

수 있었다.110) 선우추(鮮于樞, 1257?-1302)의 아들인 선우필명(鮮于必明,

생몰년 미상)은 부친이 생전에 임모하신 왕헌지의 <아군첩(鵝群帖)>을

조맹부에게 가져가 제문(題文)을 받고자 하였다. 아마도 선우필명은 유산

(遺産)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위진 서법에 대한 권위자였던 조맹부의 제

문을 원하였을 것이다. 조맹부는 “저와 백기는 함께 글씨를 학습하였지만

Culture,“ in China Under Mongol Rule ed. John D. Langlois, Jr.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1), pp. 403-404.

109) 절교서에 대한 원대 초기의 기록으로는 탕후(湯垕, 1250년대 후반-1310년대 중반)가

1320년에 남긴 발문을 꼽을 수 있다. 이 발문은 문징명(文徵明, 1470-1559)의 『정운관

첩(停雲館帖)』에 실린 이회림(李懷琳, 생몰년미상)의 <여산거원절교서(與山居源絶交

書)> 중 일부이다. 탕후는 선우추(鮮于樞, 1257?-1302)가 행초서(行草書)로 제작된 이

회림의 절교서에 ‘옛 글자(古字)’들을 평생 애호하였다고 증언하였다. 孫岳頒 選, 「唐

李懷琳倣晉嵇康絶交書」, 『佩文齋書畫譜』, 中國基本古籍庫 데이터베이스. “右唐李懐

琳倣晉嵇康絶交書真蹟. 具載唐竇蒙述書賦注宋周越法書苑等 書歴代傳賞者也. 此書筋肉豐

壯 位置典古 如雲行水流 渾然無迹, 高出懐琳所作衞夫人七賢等帖上. 蓋叔夜書唐世尚存

懐琳得以倣之. 宜其高於自作至於□□□□等古字, 亦有所本也. 劉燾無言以能書名, 宋亦嘗

摸刊於續帖中, 辨論之詳. 見黄伯思東觀餘論 此帖又經韓平原賞閱 圖印具存. 漁陽鮮于伯

機 寶愛終世 行草之源 亦出於此. 唐初名手書, 文贍字妙, 如此者, 世不多見, 况是法書

中恒爀者也. 德常其保藏之. 東楚湯垕君載書於燕山張氏清容齋. 延祐庚申四月五日. 停雲

館帖.” (밑줄 및 굵은 글씨는 필자)

110) 이러한 문화자본(Cultural Capital)의 형성은 가족이라는 사회 단위에서부터 비롯하는

것이다. 그리고 상류층은 단기간의 투자로 따라잡을 수 없는 시간적 격차를 통해 차이

를 만들어 내고자 하였다. 본고의 논의에 있어 부르디외의 “정통적인 행동방식이 가치

를 가질 수 있는 것은 희귀한 획득조건, 즉 암묵적으로 최고의 탁월함으로 공인되고

있는 시간에 대한 사회적 권력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과거의 물건들, 즉 축적되고 결정

화된 역사, 귀족의 칭호와 작위, 성(城) 또는 국보로 지정될 만한 가옥, 그림들, 수집품

들, 수백 년 된 포도주, 고가구를 소유한다는 것은 곧 오직 시간의 흐름 속에서만, 시

간을 통해, 시간을 거슬러, 즉 상속에 의해서만 획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

고 있는 이러한 모든 물건을 통해, 그리고 오래된 물건을 선호하는 취향과 마찬가지로

시간과 함께 획득할 수 있으며 여유를 갖고 천천히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습득할 수 있는 성향들을 통해 시간을 지배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통찰은 유용한

참조가 되었다. 피에르 부르디외, 최종철 역, 『구별 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上

(서울: 새물결, 2005), p. 143에서 재인용; 아울러 근대 이전의 서유럽 귀족들이 가전(家

傳)되어온 오랜 물건에 쌓인 세월의 더께(Patina)를 통해 지위를 나타내고자 하였다는

분석은 Grant McCracken, Culture and Consumption: New Approaches to the
Symbolic Character of Consumer Goods and Activities (Bloomington, IN: Indiana

University Press, 1990), pp. 31-4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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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기가 저를 뛰어넘음이 상당하였습니다. 제가 있는 힘을 다해 뒤쫓고자

하였으나 미처 다다를 수 없었고 백기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의 사람

들은 제가 글씨에 능숙하다고 하지만 소위 부처님 없는 곳에서 존귀한 척

하는 것과 같을 따름입니다. 필명이 백기의 <아군첩>을 가져와 내보이니

사람들이 경탄하여 손을 거둘 수가 없었고 또 이를 소장한 아들이 있음이

매우 경사스러운 것입니다(僕與伯幾同學書, 伯幾過僕遠甚, 僕極力追之而不

能及. 伯幾已矣, 世乃稱僕能書, 所謂無佛處稱尊耳. 必明持鵝群帖見示, 使人

嘆賞, 不能去手, 而又甚慶其有子也)”라고 하여 선우필명의 기대에 부응해

주었다.111)

누구보다 다수의 이왕 명적들을 실견하여 부단히 학습할 수 있었던 조

맹부는 앞서 보았듯 인종(仁宗, 재위 1312-1320)의 <쾌설시청첩(快雪時晴

帖)>을 감정한 권위자였다. 조맹부는 인종에게 <쾌설시청첩>을 근신(近

臣) 중 제일 먼저 건네받아 곁에 두고 감상할 수 있었다.112) 이러한 자신

의 위상에 대해 자부하고 있었던 조맹부는 동시대인들에게 위진 서법으로

추앙받았다.113) 우집(虞集, 1272-1348)의 다음 증언은 생생한 경험담과 같

은 것으로 주목할 만하다.

111) 金丹朱, 「趙孟頫書論選注」, 劉正成 主編, 『中國書法全集: 元代編. 趙孟頫 卷二(附趙

氏一門)』 44 (北京市: 榮寶齋出版社, 2002), p. 494. 「題伯幾臨鵝群帖」, “僕與伯幾同

學書, 伯幾過僕遠甚, 僕極力追之而不能及. 伯幾已矣, 世乃稱僕能書, 所謂無佛處稱尊耳.

必明持鵝群帖見示, 使人嘆賞, 不能去手, 而又甚慶其有子也. 至大三年八月二十三日, 將赴

杭州車橋寓舍題, 子昂.”

112) 傅申, 『元代皇室書畵收藏史略』(臺北: 國立故宮博物院, 1981), pp. 7-10.

113) 金丹朱,「趙孟頫書論選注」, 劉正成 主編,『中國書法全集: 元代編. 趙孟頫 卷二(附趙氏

一門)』 44 (北京市: 榮寶齋出版社, 2002), p. 492. 「題王羲之七月帖」, "右將軍王羲之,

在晉以骨鯁稱, 激切愷直, 不屑屑細行. 議論人物, 中其病常十之八九, 與當道諷諫無所畏避.

發粟賑饑, 上疏爭論, 悉不阿黨. 凡所處分, 輕重時宜, 當爲晉室第一流人品. 奈何其名爲能

書所掩耶! 書, 心畵也, 百世之下, 觀其筆法正鋒, 腕力猶勁, 即同其人品. 所惜溺意東土, 放

情山水, 功名事業, 止是而已. 抑以晉室之氣數有在也? 晉之政事無足言者, 而右軍之書, 千

古不磨. ⵈ 孟頫傾心師模, 遂歷多載, 雖謬爲時輩所推, 而聖書在側, 撫心自愧. 向已歷藏內

府, 故唐宋名家不獲賞鑑品題. 余復何幸, 得肆鉋觀. 主者索題, 輒書卷後云. 吳興趙孟頫子

䀚識.”
(밑줄 해석) 나(孟頫)는 마음을 기울여 임모(模)로 스승을 따랐고 역대에 많은 묵적

들을 익혔기에 비록 지나치게 세상 사람들이 추앙하곤 하였으나 성스러운 글씨(聖書,

즉 왕희지의 글씨) 옆에 놓으면 무심히 부끄러울 따름이다. 역대로 내부(內府)에 비장

되어 당송(唐宋)의 명가(名家)들은 감식할 수 없었다. 내게 어떤 행운인지 돌아오게 되

어 늘어놓고 감상할 수 있게 되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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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저 송나라 사람들의 글씨는 채양(1012-1067)이 도모하였을

때까지는 이전시대의 뜻(意)이 있었다. 그 후에 소식과 황정견

이 출현하여 풍미하게 되었고 이를 좇게 되었으니 위진(魏晉)의

법도가 다하였다. ⵈ 지원(至元, 1264-1294) 연간 초반에 사대

부들은 안진경 글씨를 많이 학습하였는데 비록 고니를 새기려

하였어도 성하지 못하게 되어 오히려 집오리가 된 셈이었다. 송

나라 말기에 장즉지(1186-1266)의 그릇됨을 알았던 자들은 곧

구양순(557-641)의 글씨를 숭상하여 섬약함이 마치 갈대풀을 엮

은 것 같았으니 기운(氣韻) 또한 그리 되었던 것이다! 오흥의

조맹부가 출현한 이후로 서법을 배우는 자들은 비로소 진(晉)나

라가 글씨로 명성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나의 부친

께서는 요(姚)선생을 붙잡고서 말씀하시기를, 이 글씨는 오흥의

조맹부입니다. 진(晉)나라라고 일컬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셨다.”114)

우집의 부친인 우급(虞汲, ?-1318)은 조맹부의 글씨가 진(晉)나라에 방

불하였음을 친구에게 인정받으려 하였다.115) 이는 제작자와 수용자의 공

통된 취향을 흥미롭게 보여주는 일화이다. 위진 서법을 표방하였던 조맹

부가 거둔 성공만큼이나 수용자인 우급의 만족스런 반응을 여실히 보여주

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큰 인기를 끌었던 조맹부의 글씨는 마치 위진

(魏晉)시대의 작품을 소장한 것과 같이 간주되기에 이르렀다.

114) 虞集, 「題吳傳朋書並李唐山水跋」, 『道園學古錄』 卷十一, “大抵宋人書, 自蔡君謨

以上, 猶有前代意. 其後坡谷出, 遂風靡從之, 而魏晉之法盡矣. ⵈ 至元初, 士大夫多學顔書,
雖刻鵠不成, 尙可類鶩. 而宋末知張之謬者, 乃多尙歐率更書, 纎弱僅如編葦, 亦氣韻使然耶.

自呉興趙公子昻出, 學書者始知以晉名書. 然吾父執姚先生曰, 此呉興也, 而謂之晉, 可乎.”

115) 黄宗羲, 「編修虞井齋先生汲」, 『宋元學案』, 中國基本古籍庫 데이터베이스. “虞汲

蜀人邵庵之父也. 嘗爲黄岡尉. 宋亡自海上還隱于臨川之崇仁. 禮義忠信鄕里信之與吳伯淸

爲友伯淸.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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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혜숙야여산거원절교서권(嵇叔夜與山居源絶交
書卷)》의 시각적 특징과 양식사적 의의

남송(南宋, 1127-1279) 및 금(金, 1115-1234)나라의 서단(書壇)은 이론을

집성(集成)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북송(北宋, 960-1127)의 서

가(書家)들을 따라 글씨의 형식적 규범보다 글씨를 쓴 사람의 기질(氣質)

을 드러낼 것을 선호하였다. 일찍이 북송의 대가들은 서체의 일률적 법도

(法度)에 종속되어 반복적 표현을 거듭하기를 꺼렸다. 북송 문인들은 바로

글씨 자체로 글쓴이만의 고유한 도덕과 기질을 알아낼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116) 마찬가지로 남송의 주희(朱熹, 1130-1200)는 인물의 서법(書

法)과 도덕적 품성(品性)을 동일시하였다. 그러나 그는 방종(放縱)한 글씨

란 곧 방종한 인격(人格)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북송 말기 이후의 서풍을

배격하였다.117)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송 문인들의 서풍(書風)은 13세기 내

내 크게 유행하였다.

송말원초(宋末元初)의 조맹부 세대는 이러한 세태에 대한 반동(反動)에

가까웠다.118) 원대 초기의 문인들은 글씨의 형태를 왜곡 없이 숙련할 것

을 중시하면서도 비평할 적에는 북송 이후의 인품론(人品論)을 활용하였

다. 육우인(陸友仁, 1290-1338)은 원대 초기의 남인(南人)으로서 조맹부의

글씨를 다음과 같이 품평하였다.

“당나라 사람은 고적을 임모하여 형사(形似)를 이루었지만 그

기운(氣韻)은 잃었다. 미불은 그 기운은 이루었지만 형사는 갖

116) Ronald C. Egan, “Ou-yang Hsiu and Su Shih on Calligraphy,”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vol. 49, no. 2 (1989), pp. 365-419.

117) 津坂貢政, 「書法鑑賞の場からみた南宋朱熹の美意識」, 宋代史研究会 編, 『中国伝統

社会への視角』(東京: 汲古書院, 2015), pp. 51-65.

118) 王連起, 「導言―元代書法」, 王連起 主編, 『元代書法』 (香港: 商務印書館, 2001),

pp.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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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지 못하였다. 기운과 형사를 모두 이룬 자는 오직 오흥의 조

자앙 뿐이다.”119)

육우인이 말하는 ‘기운(氣韻)’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며

당시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되었던 것일까. ‘기운’은 남제(南齊, 479-502)

사혁(謝赫, 생몰년 미상)의 육법(六法) 이후로 광범위하게 통용되었던 용

어이다. 그런데 ‘기운’은 객관적으로 누구나 가리킬 수 있는 형태를 지칭

하는 용어가 아니었다. 수잔 부시(Susan Bush)는 예술비평의 용어가 본

래 우주와 종교, 육신에 대한 철학적인 담론들에서 유래하였으므로 명료

한 해석이 어렵다고 설명하였다.120) 역대에 걸쳐 ‘기운생동(氣韻生動)’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었던 이유이다. 특히 존 헤이(John Hay)는 서론

(書論)에서의 비평 용어가 신체에 대한 은유들로 이루어진 점이 의학 이

론(medical theory)에 기초한 결과임을 강조하였다.121) 서예가의 신체와

호흡, 즉 ‘기운’의 확장으로서의 글씨는 만져질 듯한 실재(實在)에 가까웠

다는 것이다. 이러한 용어들은 중세 이후에 무분별하게 사용되며 본의를

점차 잃게 되었다. 원대 초기의 비평에서 사용된 ‘기운’이란 용어도 본래

의 사변적(思辨的) 의미와는 거리가 멀다.

송말원초에 ‘기(氣)’, ‘운(韻)’은 시대 및 인물에 대한 품평(品評)에서 고

루 사용되었다.122) 대표원(戴表元, 1244-1310)은 남송 말기의 문장(文)에

대해 ‘기’가 왜곡되었다며 부정하였고 도종의(陶宗儀, 1316-1402)는 전선

(錢選, 1235-1307)의 해서를 남송 말기의 ‘쇠퇴와 정체 상태의 기(衰蹇之

氣)’로부터 벗어나지 못하였다고 비판하였다.123) 이러한 반응들은 북송 말

119) 陸友仁, 『硏北雜誌』一 (北京: 中華書局, 1991). pp. 58-59. “唐人臨模古迹, 得其形似

而失其氣韻. 米元章得其氣韻而失其形似. 氣韻形似俱備者, 唯吳興趙子昻得之.”

120) Susan Bush, Hsio-yen Shih, Early Chinese Texts on Painting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85), pp. 1-17.

121) John Hay, “The Human Body as a Microcosmic Source on Macrocosmic Values

in Calligraphy,” in Theories of the Arts in China ed. Susan Bush and Christian

Murck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3), pp. 74-102.

122) 원나라의 통일 이후 역대(歷代) 문화를 시대에 따라 ‘기(氣)’로 차등화(差等化)하는

관점은 강남 문인들에게서 특히 두드러진 현상이었다. 그리고 시대 뿐 아니라 지역의

자연 환경부터 ‘기(氣)’로 평가하는 관념이 성행하였다. Wen-yi Chen, “Networks,

Communities, and Identities: On the Discursive Practices of Yuan Literati,” (Ph.D.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2007), pp. 274-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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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이후의 서법을 비난하며 위진 서법을 종주(宗主)로 내세웠던 원대 초

기의 서론(書論)과 병행하였다. 우집이 북송말 위진 서법의 쇠퇴 이후로

글씨의 “섬약함이 마치 갈대풀을 엮은 것과 같았으니 기운 또한 그리 되

었던 것이다(纎弱僅如編葦, 亦氣韻使然耶)”라며 시대에 따라 서풍을 위계

화하였던 관점은 적절한 사례이다.124)

다음으로 ‘운’은 ‘풍(風)’, ‘청(淸)’과 더불어 위진(魏晉)시대 이후의 인물

및 서법 품평(品評)에서 사용된 주요 어휘이다.125) ‘운’과 ‘풍’은 글자의 의

미 그대로 바람과 공기, 또는 이에 부딪혀 울려 퍼지는 것을 가리키며 대

상이 직감적으로 환기시키는 전반적 분위기를 의미하였다. 이처럼 주관적

이고 모호한 용어들이 서법을 포함한 문화 전반에 걸쳐 통용되었던 것은

대상의 우열을 구분하려는 목적과 관련이 있었다.126)

지금까지 원대 초기의 수장가들이 위진시대의 서법을 추종하게 된 맥락

을 살펴보았다. 북송 이후에 인기를 끌었던 제멋대로의 속(俗)된 글씨를

대체할 대안은 절대적 고전인 위진시대로의 회귀였다. 이왕(二王) 작품을

구입하여 온전히 학습하는 것은 다분히 ‘위세(威勢)’적 행위에 가까웠으며

여타 양식을 비하(卑下)하려는 담론과 병행하였다. ‘성스러운 글씨[聖書]’

인 왕희지 서법에 견주어 나머지 서법들은 ‘이단(異端)’으로 분류되었던

것이다. 이 때 조맹부는 수장품들의 진위와 우열을 감정할 수 있는 권위

자이자 진(晉)나라 사람의 ‘기운’을 충실히 구현해낸 적통자로서 여러 수

사(修辭)를 통해 상찬을 받았다. 이러한 조맹부가 남긴 《북경고궁본 절

교서》의 시각적인 특징들을 살펴본 뒤에 양식사적 의의를 보다 상세히

123) Chu-tsing Li, "Wu-hsing in Early Yuan Artistic Development under Mongol

Rule," in China Under Mongol Rule ed. John D. Langlois, Jr.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1), p. 345.

124) 전문 및 번역은 각주 115 참조.

125) 成田健太郎, 「人物評論にみる風格論とその文論への展開」, 『中国中古の書学理論』

(京都: 京都大学学術出版会, 2016), pp. 189-198; Susan Bush, Hsio-yen Shih, Early
Chinese Texts on Painting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85), p.

23; Xiaofei Tian, Tao Yuanming and Manuscript Culture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14), p. 97.

126) Wai-yee Li, “Shishuo xinyu and the Emergence of Aesthetic Self-Consciousness

in the Chinese Tradition,” in Chinese Aesthetics: The Ordering of Literature, the
Arts, and the Universe in the Six Dynasties ed. Zong-qi Cai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4), pp. 237-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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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해보고자 한다.

1. 장초(章草)와 서체 혼용(混用)

조맹부(趙孟頫, 1254-1322)의 《혜숙야여산거원절교서권(嵇叔夜與山居源

絶交書卷)》(이하 《북경고궁본 절교서》로 약칭)은 현재 북경고궁박물원

(北京故宮博物院)에 소장되어 있으며 가로 254.7cm, 세로 21.8cm의 횡권

형식이다(도 1).127) 오른쪽부터 펼쳤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인수(引首)에

는 문팽(文彭, 1498-1573)이 예서(隸書)로 “송설진적(松雪真跡)”이라 휘호

한 지본이 있다. 그 옆의 격수(隔水) 건너에는 녹견(綠絹) 위에 조맹부가

써내려간 절교서 본문이 있으며 뒤이어 진정경(陳廷敬, 1638-1712), 고사

기(高士奇, 1645-1704), 조문식(曹文埴, 1735-1798)이 적은 발문(跋文) 4편

이 이어 붙여져 있다. 조맹부는 본문 끝에 “연우 6년 9월 보름일 오흥의

조맹부가 쓰다(延祐六年九月望日吳興趙孟頫書)”라는 낙관(落款)을 남겨놓

았다. 이를 통해 작품의 제작 시점이 1319년 9월 15일이며 조맹부의 나이

66세였을 때임을 알 수 있다.

조맹부의 《북경고궁본 절교서》는 염색한 비단 소재라는 점과 서체의

표현에 있어 여타 작품들과 이질적 구성을 갖추고 있다. 우선 조맹부의

전체 작품 중 초록 비단(綠絹)이 사용된 것은 《북경고궁본 절교서》가

유일하다.128) 이 비단은 오사란(烏絲欄)이라는 규격에 따라 세로의 검은

계선이 그어졌으며 123칸으로 구획되었다. 오사란은 비단 바탕에 검은 실

로 박음질하여 격자(格子)를 만들거나 사경지(寫經紙)에 먹줄을 그어 일

정한 계선(契線)을 지닌 것이다. 조맹부의 《북경고궁본 절교서》는 비단

127) 王連起 主編, 앞의 도록, p. 124.

128) 劉正成 主編, 『中國書法全集: 元代編 趙孟頫 卷二(附趙氏一門)』 44 (北京市: 榮寶齋

出版社, 2002)의 목록 참조. 진위(眞僞)에 대한 최신의 성과로서 조맹부 서화 전체를 정

리한 도표는 陳建志, 『趙孟頫の書法における時期区分の研究』, 筑波大學校大學院 博士

學位論文 (2013), pp. 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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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 위에 먹줄을 긋느라 선들이 흔들리게 되었다. 여기에 조맹부는 끝의

두 칸을 남겨둔 121칸에 대략 1,440여개의 글자를 채워 넣었다. 평균적으

로 하나의 열(列)마다 12개 내외의 글자가 배치된 것이다. 조맹부는 생략

이 많은 이회림의 절교서와 달리 전문(全文)에 가까운 필사를 하였다.129)

《북경고궁본 절교서》의 서체는 행서가 주종을 이루면서 해서와 초서

(獨草)가 섞여 있다. 금초(今草, 連綿草)와 장초(章草) 역시 혼용되었다.

첫 줄의 제목부터 보아도 ‘嵇’는 행서, ‘叔’은 해서, ‘絶’은 초서 등 여러 서

체가 혼합되었음을 알 수 있다(도 18). 본문에서도 ‘不’이 행서, 해서, 초

서, 장초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금초는 ‘足下’, ‘生耳’, ‘以此’, ‘性復’, ‘況復’,

‘慨然’, ‘類見’ 등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북경고궁본 절교

서》는 행서와 해서가 주로 사용되다가 점차 여러 계통의 초서체들이 섞

여 들어가게 된 것이다.

왕연기(王連起)는 《북경고궁본 절교서》의 서풍이 여느 조맹부 작품과

구별된다고 하였다.130) 그는 특히 허(虛)와 실(實)이 잘 균형 잡힌 조맹부

의 일반적 자체(字體)들과 달리 《북경고궁본 절교서》의 필세가 급격하

고 분방하여 마치 격앙된 듯 하다고 묘사하였다. 그리고 그는 조맹부가

필사한 문장 내용에 감화되어 이러한 표현을 하게 되었으리라 추정하였

다.

황돈(黃惇)은 이러한 해석에 동의하면서도 《북경고궁본 절교서》를 조

맹부의 각첩(刻帖)을 통한 고법(古法) 학습이 숙련된 결과물로 설명하였

다.131) 황돈은 허다하게 많은 장초 필의(筆意)가 《북경고궁본 절교서》에

나타나기 때문에 《북경고궁본 절교서》를 일대의 혁신으로 호평하였다.

원대 초기의 장초는 이후로 명대 초기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쳤으므로

역사적 의의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최근에 《북경고궁본 절교서》는 조맹부 말기(末期)의 서체 구사가 어

129) 두 작품을 탈초(脫草)한 전문(全文)은 伏見沖敬, 『唐李懷琳絶交書』 書跡名品叢刊

142 (東京: 二玄社, 1969), pp. 50-51; 王連起 主編, 앞의 도록, pp. 272-273 참조. 조맹

부가 혜강의 절교서를 필사할 때 일부 빠뜨린 구절은 陳建志, 위의 논문, pp. 236-237.  
130) 王連起 主編, 앞의 도록, p. 124. 
131) 黃惇, 「從杭州到大都──趙孟頫書法評傳」, 劉正成 主編, 『中國書法全集: 元代編 趙

孟頫 卷一 (附趙氏一門)』 43 (北京市: 榮寶齋出版社, 2002), pp. 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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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여주는 사례로서 주목을 받았다. 진건지(陳建志)는

《북경고궁본 절교서》를 조맹부 말기의 대표작으로 강조하였다.132) 우선

진건지의 정밀한 서체 분석과 작품 간 비교는 조맹부의 소해(小楷)를 분

류하는 데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133) 그는 조맹부가 1318년에 인종(仁宗,

재위 1312-1320)의 지시로 왕희지의 <쾌설시청첩>에 달았던 발문(跋文)

인 <조발(趙跋)>, 그리고 장우(張雨, 1283-1356?)와 하도견(何道堅, 생몰

년미상)을 위해 필사해준 도교(道敎) 경전(經典)인 <도생신장경(道生神章

經)>을 예시로 들었다. 이 작품들은 공통적으로 다양한 서체와 획들의 변

화가 가미되어 있어 전형적 해서로 판별될 수 없는 묵적들이다.

<조발> 본문의 ‘孟’과 ‘五’는 붓이 가진 탄력을 통한 획의 율동감이 간

취되는 글자들로 자체(字體)의 중심이 우측으로 쏠려있는 것이다(도 19).

아울러 진건지가 제시한 ‘頫’, ‘晴’, ‘書’, ‘勅’을 보면 우측 하단에 자체의

무게 중심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용필(用筆)의 다양함은 같은 열

(列)에 두 차례 쓰인 ‘至’를 대조해보면 뚜렷이 나타난다. 이와 같이 행서

의 필의(筆意)가 강하게 드러나 있다. 다음으로 <도생신장경>에는 행서와

초서의 획들까지 해서에 뒤섞여 있는데 그 중 ‘散’이 행서, ‘期’가 장초이

다(도 20). 특히 여러 차례 쓰인 ‘至’는 <조발>에서처럼 다양한 용필을

보여준다. 마지막에 점(點) 하나를 따로 찍었을 뿐 단 한 번의 빠르고 힘

찬 붓질로 모든 획을 연결한 행서이다.

따라서 진건지(陳建志)는 1300년 이후의 조맹부 서체가 잡체(雜體)에

방불해진다고 평가하였다. 조맹부 말기의 서체는 소해에서조차 행서나 초

서의 필의들이 자유자재로 가미되었듯 서체 혼용이 특징이다.134) 진건지

는 조맹부의 서풍 형성 배경으로 시대를 망라한 폭넓은 고전 학습과 숱한

비문(碑文) 글씨 제작을 들었다.135) 조맹부의 서법은 실용적 목적에 따른

숙달 과정에서 여러 매체를 넘나들어야 했던 결과라는 것이다.

1309년에 제작된 <호주묘엄사기(湖州妙巖寺記)>는 조맹부의 대표작으

로 현재 프린스턴대학교 박물관(Princeton University Art Museum)에 소

132) 陳建志, 앞의 논문, pp. 227-268.

133) 陳建志, 앞의 논문, pp. 107-146.

134) 陳建志, 앞의 논문, p. 144.

135) 陳建志, 앞의 논문, p.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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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되어 있다(도 2). 원퐁(Wen Fong)은 이 작품이야말로 조맹부의 탁월한

예술적 성취이며 해서의 신기원을 열었다고 평가하였다.136) 그런데 원퐁

이 시도한 서체 분석에서 ‘清’은 왕희지 영향이라기보다 조맹부의 전형적

결구(結構)와 필획에 가깝다(도 21). ‘月’을 우측으로 유독 기울어지게 몰

아 ‘氵’과의 자간을 더욱 넓히고 상단에 세로획과 수직으로 이어 붙이며

기필(起筆)에 힘을 뺀 채 수필(收筆)에서야 두텁게 역입(逆入)하는 것이

다. 또 ‘書’의 경우 황정견과의 유사점을 찾기 어렵다. 황정견의 획은 시종

(始終)이 일정한 두께로 짙고 두터우며 획 간에 여백이 미미할 정도이다.

반면 조맹부는 획의 기필과 수필을 통한 분별을 명확히 하여 무게 균형을

이루었으며 획 간 여백 역시 또렷하다. 원필(圓筆)에 가까운 황정견의 살

찐 획들과 다른 것이다. 결정적으로 황정견은 상단의 가로획 하나만을 매

우 길고 육중하게 처리하여 특유의 장법(章法)을 만들어냈다. 물론 이 작

품의 해서가 여러 양식적 연원(淵源)을 갖고 있으며 조맹부의 수련을 통

한 결과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고는 조맹부의 뛰어난 행초서(行草)로 <치희위판부척독

(致希魏判簿尺牘)>을 제시하고 싶다(도 22).137) <치희위판부척독>을 통

해 조맹부의 탁월한 기량이 일찍부터 유려하며 변화가 많은 필선(筆線)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본문에서 ‘不可得’이라는 세 글자는 매우 탄력 있는

붓질로 단숨에 이어진다. 그중 마지막 글자는 붓을 여러 번 굴리면서 모

필(毛筆)의 많은 변화를 종이 위에 남겨 단연 돋보인다. 더불어 장초(‘勝’,

‘拙’)의 파책(波磔) 일부와 빈번한 금초(‘孟頫’, ‘頓首’, ‘足下’, ‘故欲’)의 혼용

도 간취된다. 이처럼 조맹부의 대표작으로 꼽을 수 있을 작품들은 지본

(紙本) 위 획의 변화와 탄력이 풍부하고 자체가 균형 잡힌 해서 및 행초

서이다.

136) Wen C. Fong, “The Yüan Dynasty: The Rise of Self-Expression,” in Images of
the M ind: Selections from the Edward L. Elliott family and John B. Elliott
Collections of Chinese Calligraphy and Painting at the Art Museum, P rinceton
University ed. Wen C. Fong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4), p.

99, p. 102.

137) 단국강(單國强)은 이 작품을 조맹부가 38세 때인 1291년에 제작한 서찰(書札)일 것으

로 판단하였다. 單國强, 「趙孟頫信札繫年初編」, 劉正成 主編, 『中國書法全集: 元代編

趙孟頫 卷一(附趙氏一門)』 43 (北京市: 榮寶齋出版社, 2002), pp. 5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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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맹부의 서체 혼용과 장초 표현은 《북경고궁본 절교서》 제작 시기를

전후로 하여 출현한 것은 아니었다. 조맹부가 어릴 적부터 궁정 안팎에서

역대 묵적들을 감상하였으며 다양한 소재에 숱하게 글씨를 써야했던 과정

들이 만년(晩年)으로 갈수록 자연스럽게 변주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북경고궁본 절교서》는 조맹부의 서체 혼용과 장초 표현을 여실히 보여

주는 사례이다. 조맹부는 소품(小品)을 제작할 때조차 여러 서체를 혼용하

였던 만큼 《북경고궁본 절교서》처럼 1400자가 넘는 장문에서야말로 밋

밋하지 않도록 변화를 주기 위해 4가지의 서체를 섞어 쓰게 되었을 것으

로 판단된다.

2. 조맹부의 위상: 위진(魏晉) 서법의 적통(嫡統)

중국서예의 역사에서 당나라와 북송은 각기 해서와 행서가 두드러졌던

시대로 대별된다. 예를 들어 북송은 곧 행서의 시대였기에 미불(米芾,

1051-1107) 작품 중에서 소해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적었다.138) 이에

대해 나이토 켄키치(內藤乾吉)는 미불이 문인(文人)이었으므로 공적(公的)

인 문서에서 주로 사용되는 소해를 자주 쓸 필요가 그다지 없었을 것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므로 나이토 켄키치는 미불이 서화학박사(書畫學博士)를

역임할 때에 휘종(徽宗, 재위 1100-1126)의 명령으로 만들어야 했던 <천

자문(千字文)>과 해당 발문(跋文)의 내용에 주목하였다. 여기에서 미불은

스스로 소해(小楷)에 뜻을 둔 바[留意]가 없었음을 표명하였다.

이후로 남송 및 금대를 거치면서 송말원초의 문인들은 다양한 서체들을

고루 학습하였다. 송대(宋代)보다도 전서, 예서, 장초가 원대 초기에 빈번

하게 활용되었다.139) 서법은 천재적 기질의 발현(發現)이기보다 학문적인

138) 內藤乾吉, 「米芾について」, 下中邦彦 編, 『書道全集 中国10 宋Ⅰ』 第 15巻 (東京:

平凡社, 1987), pp. 32-33.

139) 王連起, 「導言―元代書法」, 王連起 主編, 『元代書法』 (香港: 商務印書館, 2001),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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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의 범위를 나타내는 것이었다.140) 특히 조맹부는 공사(公私)로부터의

다양한 요구와 기대에 시시때때로 부응해야 했던 관료로서 모든 서체에

박학함을 보여주었다. 서법에서의 궁극적 이상(理想)은 위진시대로 흔들

림이 없었지만 실제 작업에 있어 기준점은 여럿일 수 있었다.

해서(楷書)를 학습하는 절차는 당나라의 작품들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원대 초기의 서론(書論)에서 안진경(顏眞卿, 709-785)의 서법은

위진의 이왕 서법보다 부각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안진경의 서체는 원대

초기에도 지속적으로 응용되었던 양식이었다. 안진경의 해서는 비문(碑

文)에 글씨를 쓸 적에 유력한 모델이었던 것이다.141)

그리고 원대 문인들은 행서(行書)의 기법(技法)과 표현 양상을 풍부하

게 익히기 위해 북송의 묵적(墨跡)들도 참고하지 않을 수 없었다. 조맹부

는 소식(蘇軾, 1037-1101)을 비롯한 북송 문인들의 자유롭고 개성적인 행

서에도 익숙하였다.142) 특히 조맹부와 교유하였던 중봉명본(中峰明本,

1263-1323)과 풍자진(馮子振, 1253-1327?)은 미불의 서법을 추구하였

다.143) 미불 글씨는 당시에도 강남의 선승(禪僧)집단에서 지속적으로 선호

된 양식이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미술사에서 통용되는 복고주의는 복고를 지향하는 시대와 인물

을 특정하기 어려운 느슨한 개념으로 보인다.144) 표면적으로 조맹부 세대

22.

140) Shuen-fu Lin, “Chiang K'uei's Treatises on Poetry and Calligraphy,” in Theories
of the Arts in China ed. Susan Bush and Christian F. Murck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3), pp. 301-302.

141) Zhixin Sun, “A Quest for the Imperishable: Chao Meng-fu's Calligraphy for Stele

Inscriptions,” in The Embodied Image: Chinese Calligraphy from the John B.
Elliott Collection ed. Robert E. Harrist, Jr. and Wen C. Fong (Princeton, N.J.: Art

Museum, Princeton University, 1999), pp. 302-319.

142) Shane McCausland, Zhao Mengfu: Calligraphy and Painting for Khubilai's China
(Hong Kong: Hong Kong University Press, 2011), pp. 104-109.

143) Uta Lauer, A Master of H is Own: The Calligraphy of The Chan Abbot
Zhongfeng M ingben(1262-1323) (Stuttgart: Franz Steiner Verlag, 2002) 참조.

144) 이와 관련하여 앙리 제너(Henri Zerner)는 서양미술사에서 흔히 사용되는 고전주의

(Classicism)라는 용어의 모호함을 지적한 바 있다. 보편적으로 고대 그리스와 로마, 그

리고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고전으로 상정하였으나 실제 맥락에 따라 규범으로 삼았던

고전은 일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그는 용어의 의미를 일반화하려는 불가능한

시도 대신에 실제로 수행했던 고전주의 미술의 공통적인 역할에 주목하였다. 고전주의

미술이라 함은 결국 권력(power)에 따라 위계(hierarchy)화 된 질서 중에서 상위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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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위진 서법만을 최상의 고전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당나라 서법 또한

경시(輕視)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조맹부는 당나라 글씨를 인색하게

평가했던 미불과 달랐으며 당나라를 거쳐 위진 서법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조맹견(趙孟堅, 1199-1267)의 입장에 보다 가까웠

다.145) 미불은 위진시대의 작품에만 극도로 집착했던 인물이었다. 미불은

저수량(褚遂良, 596-658) 이외의 당나라 서가(書家) 모두에 대해 비판적이

었다.146) 감식가(鑑識家)로서 미불은 당나라 작품들이 위진시대의 ‘평담천

진(平淡天眞)’한 실체를 흐리게 한다는 점에 대해 민감하였다. 그리고 미

술사가(美術史家)로서 미불은 안진경의 굳세고 인위적인 글씨가 위진 서

법에 대체재(代替財)가 될 수 있다는 현상에 대해 반발하였다.147)

미불은 자신의 글씨가 이옹(李邕, 678-747)의 글씨를 연상시킨다는 평

가를 받게 되자마자 몹시 분노하기도 하였다.148) 반면에 이옹 서법은 조

맹부가 선호한 양식이었다. 조맹부는 이옹의 해서 및 행서를 오랫동안 학

습하였고 원대(元代) 이후의 비평에서도 나란히 거론되었다. 뿐만 아니라

조맹부는 당나라 초기(初唐)의 대가들을 중시하였다. 조맹부는 곽천석(郭

天錫, 1227-1302)이 소장한 구양순(歐陽詢, 557-641)의 <중니몽전첩(仲尼

夢奠帖)>을 상찬하는 1292년의 발문(跋文)에서 미불이 구양순 글씨를 온

당하게 평가하지 못하였음을 지적하였다.149) 조맹부는 위진 서법으로의

의 미술, 즉 권위적 미술(Authoritative art)이었던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송말원초

(宋末元初)의 복고주의도 제너가 규명한 고전주의와 다르지 않았다. Henri Zerner,

“Classicism as Power,” Art Journal, vol. 47, no. 1 (1988), pp. 35-36.

145) 각주 80와 上同.

146) Lothar Ledderose, M i Fu and the Classical Tradition of Chinese Calligraph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9), pp. 53-56.

147) 남조(南朝) 이래의 서신(書信)을 애호하였던 미불은 안진경 작품 중에서 <쟁좌위고

(争座位稿)>만을 예외적으로 상찬하였다. Peter Sturman, M i Fu: Style and the Art
of Calligraphy in Northern Song China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7),

p. 157; 안진경의 편지 글씨와 북송 시대의 전반적 수용은 Amy McNair, The Upright
Brush: Yan Zhenqing's Calligraphy and Song Literati Politics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98), pp. 66-68.

148) 스터만(Peter Sturman)은 바로 이러한 미불의 격렬한 반발이야말로 북송시대 서법의

특질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화라고 하였다. 당시 문인들은 자신이 학습한 역대 서법

들을 상대가 최대한 알아내지 못할 정도로 자기화(自己化)시키는 게 중요하였던 것이

다. Peter Sturman, 위의 책, pp. 47-48.

149) 金丹朱, 「趙孟頫書論選注」, 劉正成 主編, 『中國書法全集: 元代編. 趙孟頫 卷二(附趙

氏一門)』 44 (北京市: 榮寶齋出版社, 2002), p. 491. 「跋唐歐陽率更夢奠帖」, “歐陽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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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고에서 북송 미불과 현격한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조맹부는 해서에 서툴렀던 미불을 지적하며 위진시대로의 모든 서체에

능숙할 것을 권고한 남송 고종(高宗, 재위 1127-1162)의 입장과도 동일하

였다.150) 조맹부는 고종과 영종(寧宗, 재위 1194-1224)의 서법을 극도로

상찬하였다. 이는 다분히 스스로의 가계(家系)를 의식한 평가이기도 하여

주목된다.

“중흥황제(즉 고종)께서는 중국에서 효경(孝敬)으로 현달하셨

을 뿐 아니라 세상에 글씨로도 전해지셨는데 굳세고 완려하며

미려하고 크고 작음에 능하셨습니다. 오로지 격법(格法)을 숭상

하시어 종요와 왕희지의 글씨를 되살리셨고 우세남과 저수량의

글씨도 부활시키셨으니 쉽사리 넘어설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맹부는 어릴 적부터 글씨를 학습하다가 전하의 글씨를 침잠

하며 늘어놓고 즐기곤 하였는데 마음에 머무르는 바가 많았습

니다. …대덕 3년(大德 3년, 1299년) 가을 칠월 보름날, 오흥의

조맹부가 진학재에서 삼가 적습니다.”151)

“황제께서는 타고난 완벽함과 비각(秘閣)에 소장된 문물들에

本書, 清勁秀健, 古今一人. 米老云, 莊若對越, 俊若跳躑, 猶似未知其神奇也. 向在都下, 見

勸 學一帖, 是集賢官庫物, 後有開元題識具全, 筆意與此一同, 但官帖是硬黄紙為異耳. 至

元廿九年閏月望日, 為右之兄書. 吳興趙孟頫.”

150) 각주 75와 上同.

151) 金丹朱, 「趙孟頫書論選注」, 劉正成 主編, 『中國書法全集: 元代編. 趙孟頫 卷二(附趙

氏一門)』 44 (北京市: 榮寶齋出版社, 2002), p. 493. 「題宋高宗書孝經, 馬和之繪圖一

冊」, “孝者, 百行之首, 经为日用之常. 故夫子设教必以孝为先也. 而弟子授受, 以为日用常

行之道, 诚事亲始, 充而廣之, 至於事君,立身,修德, 不外是矣. 聖人之心, 岂外是乎. 中兴皇

上, 非獨以孝敬達於中國, 而以奎畵行於天下, 猶勁婉麗, 穠纖巨細, 一崇格法, 雖鍾王復書,

虞褚再世, 未易過此. 繼而诏下, 衆史推其能者作会, 各於章首標標题, 使其本末相连, 文藻

备具. 孟頫丱角習書, 至於聖翰, 沉潛展玩, 留心多矣. 可能浸漬毫釐, 尚且以貽眾望. 今之

覽者, 其可忽諸. 三復加叹, 袭寶藏藏之. 大德三年秋七月望, 吴兴赵孟頫敬题於进学斋.”

(밑줄 번역); 한편 북송시대에 종요(鍾繇, 151-230)의 서풍이 왕희지와 더불어 수용된

양상에 대해서는 Hui-liang Chu, "The Chung Yu(A.D. 151-230) Tradition: A Pivotal

Development in Sung Calligraphy" (Ph.D. Dissertation, Princeton University, 199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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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박학함으로 서법을 집성(集成)하셨으니 창연한 색과 목연

한 광채가 소위 평범함을 넘어 성스러운 경지에 이르신 것이었

고 자연스러움으로부터 비롯한 것이어서 학습을 통해 다다를

수 없는 바가 있으셨습니다. 6대로 내려오며 맹부에 이르렀는데

비록 어릴 적부터 이를 학습하였으나 흰머리가 되어도 그 근원

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대저 공교롭기는 쉬워도 서투르기는 어

려우며 요염하기는 쉬워도 노련하기는 어려울 따름입니다. 자손

대대로 보배로 삼아 자세히 살피고 관찰하면 마땅히 얻을 바가

있을 것입니다. 대덕 정미(大德 丁未, 1307년) 봄날, 불초고(不肖

孤) 맹부가 송설재에서 삼가 적습니다.”152)

조맹부는 소식, 미불 등과 동일한 부류의 문인으로 이해될 수 없는 인

물이다. 조맹부는 자신으로 이어지는 혈통과 서법 모두를 아울러 자부하

였던 황족이었다. 조맹부는 위진 서법을 중심으로 역대의 서법 모두를 광

범위하게 집성(集成)하였던 송대 황실의 관습을 의식하고 있었다.153) 일찍

이 휘종(徽宗, 재위 1100-1126)은 당시 문인사회를 압도할 정도의 수장가

로서 문물에 대한 박학함을 과시하기 위해 10가지 서체를 병렬시킨 <천

자문(千字文)>을 손수 제작하여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었다.154) 이러한 휘

종을 참조하여 서화에 중요한 정치적 기능을 부여하였던 고종은 말년에

절교서의 원저자이기도 한 혜강의 「양생론(養生論)」을 해서와 초서를

나란히 병렬시키며 필사하였다(도 23).155) 조맹부가 2가지 또는 6가지의

152) 金丹朱, 「趙孟頫書論選注」, 劉正成 主編, 『中國書法全集: 元代編. 趙孟頫 卷二(附趙

氏一門)』 44 (北京市: 榮寶齋出版社, 2002), p. 493. 「題宋寧宗書譜」, “先皇帝以天縱

之精, 秘府之博, 集成書法, 蒼然之色, 穆然之光, 所謂超凡入聖, 出於自然, 有非學力所能

及也. 六傳而至孟頫, 雖童而習之, 白首而不得其原. 蓋不難於巧, 而難於拙, 不難於媚, 而

難於老云耳. 子孫世世寶之, 熟察詳玩, 當有得者. 大德丁未春日, 不肖孤孟頫謹識於松雪齋

中.”

153) 오오노 슈사쿠(大野修作)는 왕희지의 귀족적 서법이 북송 태종 이후로 송나라 황실

의 가보(家寶)이자 국보(國寶)였으므로 황족 출신인 조맹부에게도 당연히 상위 규범일

수밖에 없었으리라는 단정을 내린 바 있다. 大野修作, 「趙孟頫集」, 大野修作 編,

『趙孟頫集: 元』 中国法書ガイド 49 (東京: 二玄社, 1989), pp. 4-11.

154) Patricial Buckley Ebrey, Accumulating Culture: The Collections of Emperor
Huizong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08), pp. 126-127.

155) Hui-liang Chu, "Imperial Calligraphy of the Southern Sung," in Word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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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체를 병렬하여 제작한 <천자문>도 각체(各體)에 두루 박고(博古)하였음

을 보여주는 사례이다(도 24).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맹부는 황상(皇象, 3세기 활동)의 장초를 꾸준

히 학습함으로써 장초의 기본기를 익혔다.156) 동시에 조맹부는 이간(李衎,

1244-1320) 소장의 왕희지 작품을 감식하며 장초에 주목하였고 장초에 관

련된 왕희지의 일화를 손수 적기도 하였다. 장초는 위진시대에도 고졸한

서체로 수용되었던 것이다. 반면 광초(狂草)는 조맹부에게서 찾아보기 매

우 어려운 서체였다. 이는 남송 고종이 위진시대의 초서들을 추구하면서

당나라의 장욱(張旭, 8세기 활동)과 회소(懷素, 735-799) 이후의 광초 계

열을 거부하였던 것과 상통한다.157) 그런데 맥커슬랜드(Shane

McCausland)는 조맹부를 북송 문인들과 동일한 관점으로 해석하기 위해

다소 무리가 따르는 주장을 하였다.

맥커슬랜드는 조맹부(趙孟頫, 1254-1322)가 공직에서 은퇴한 1319년 이

후에 북송의 개성적인 행초서를 즐겨 사용하였으며 회소와 양응식(楊凝

式, 873-954)의 광초로 넘어가기 직전이었다고 해석하였다.158) 이 때 그가

예시로 든 작품이 조맹부의 《연강첩장도시권(烟江疊嶂圖詩卷)》이다(도

25). 요녕성박물관(遼寧省博物館)에 소장되어 있는 이 작품은 가로

413.9cm, 세로 47.5cm이며 지본수묵(紙本水墨)의 횡권이다. 조맹부의 전체

작품 중에서 대자(大字)의 행서가 희소(稀少)하기에 중요한 작품으로 평

가된다.159) 맥커슬랜드는 행서 중에 혼용된 초서, ‘林’에 주목하였다. 상형

문자(象形文字)인 ‘林’은 ‘木’의 복수형을 나타내는 글자인데 조맹부가 세

로획들 사이에 알파벳의 ‘Z’와 같은 획을 단번에 그었다는 것이다.160) 그

Images: Chinese Poetry, Calligraphy, and Painting ed. Alfreda Murck and Wen C.

Fong (New York/Princeton: Metropolitan Museum of Art/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1), p. 298.

156) 劉正成 主編, 『中國書法全集: 元代編 趙孟頫 卷二(附趙氏一門)』 44 (北京市: 榮寶齋

出版社, 2002), pp. 462-463.

157) Hui-liang Chu, 위의 논문, p. 297.

158) Shane McCausland, Zhao Mengfu: Calligraphy and Painting for Khubilai's China
(Hong Kong: Hong Kong University Press, 2011), p. 105.

159) 劉正成 主編, 『中國書法全集: 元代編 趙孟頫 卷二(附趙氏一門)』 44 (北京市: 榮寶齋

出版社, 2002), p. 481.

160) 궁극적으로 맥커슬랜드(Shane McCausland)는 조맹부가 초서로 휘호한 ‘林’을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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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이러한 초서가 과연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표현인 것인지 납득

하기 어렵다. 초서에서 ‘林’을 이렇듯 필획의 수를 줄여 간략하고 빠르게

휘호하는 것은 특수한 게 아니었기 때문이다.

‘林’은 조맹부의 다른 작품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표현이다. 북경고궁박

물원(北京故宮博物院)의 소장품인 <도연명오언시책엽(陶淵明五言詩冊頁)>

은 가로 45.8cm, 세로 32.7cm이며 <법서대관책(法書大觀冊)>의 낱장이다

(도 26).161) 조맹부는 도연명(陶淵明, 365?-427)의 「음주이십수(飮酒二十

首)」 중 6수를 행초서로 휘호하였다. 그중에서 ‘下’, ‘復’, ‘得’ 등은 단번에

초서임을 알 수 있다. 조맹부는 본문 끝부분의 “…林鳴, 嘯傲東…”에서 우

측 하단으로 수직의 열(列)을 이탈할 듯한 자간(字間)의 흐름들도 이례적

으로 보여준다. 특히 ‘林’은 바로 《연강첩장도시권(烟江疊嶂圖詩卷)》에서

의 ‘林’과 동일한 표현의 초서이다. 이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맥커슬

랜드의 해석대로 조맹부가 소식에게 이입하였듯이 도연명에게도 이입하여

활달한 초서의 표현들을 실험했던 순간인 것일까.

두 작품 모두는 기년작(記年作)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제작시점을

특정할 수 없다. 맥커슬랜드는 《연강첩장도시권(烟江疊嶂圖詩卷)》을

1319년 이후의 작품일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근거가 불충분하다. 서체의

표현으로 보자면 조맹부가 1309년에 《계첩원류고소해권병신발(禊帖源流

考小楷卷並信跋)》에 중제(重題)했던 서체와 유사함을 보여주고 있어 최

소한 10년 가까이 제작시점을 앞당길 수도 있다(도 27). 따라서 필자는

조맹부의 전기(傳記)에 맞추어 서체를 내면(內面)의 표출로 해석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오히려 <도연명오언시책엽(陶淵明五言詩冊

頁)>은 조맹부의 분방(奔放)한 행초서를 보다 풍부히 보여주는 작품이며

《연강첩장도시권(烟江疊嶂圖詩卷)》과 마찬가지로 광초를 염두에 두었을

표현들을 관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거의 모든 서체에 대한

조맹부의 열의에도 불구하고 광초는 사실상 배제되었던 것이다.162)

여구학도>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연리목(連理木)의 형상화로 해석하였다. Shane

McCausland, 위의 책, p. 107 , pp. 211-213.

161) 王連起 主編, 「行草書陶淵明五言詩冊頁」, 『元代書法』 (香港: 商務印書館, 2001)

참조.

162) 매릴린 푸(Marilyn Fu)는 선우추(鮮于樞, 1257?-1302)의 대초서(大草)가 조맹부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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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연명오언시책엽(陶淵明五言詩冊頁)>의 바로 옆에는 주목할 만한 우

집(虞集, 1272-1348)의 발문이 있다(도 26). 우집은 조맹부의 서법에 대한

평가를 수평을 잘 맞춘 예서로 적었다. 이처럼 행초서로 제작된 작품 옆

에 예서로 발문을 단 것은 확연한 시각적 대비를 이룬다. 우집의 예서는

공개(龔開, 1222-1307)와 석암(石巖, 생몰년 미상)과 같이 고졸한 서체를

‘법도(法度)’로 하여 특기(特技)를 드러내고자 했던 당시 지식인들의 욕구

를 보여준다. 이에 상응하여 도종의(陶宗儀, 1316-1402)는 『서사회요(書

史會要)』(1376年)에 우집이 여러 서체에 능했으나 고예(古隸)만큼은 당대

제일이었다는 기록을 남겼다.163)

우집은 <도연명오언시책엽(陶淵明五言詩冊頁)>의 발문에서 조맹부의

서법을 추앙하였다.

“우리나라의 서법은 마땅히 송설재가 제일이었는데 지금 도연

명의 시를 휘호한 것을 보니 필력이 통쾌하여 세속 사람들의

속된 기운이 단 한 점도 없었다. 왕희지와 왕헌지를 계승한 후

세의 사람으로 조맹부와 같은 이가 있겠는가? 아, 주인(主人)이

내가 이를 보배로 삼도록 하였도다. 촉나라 사람, 우집.”164)

앞 장에서 이러한 상투적인 평가가 당시 어떤 효과를 위해 반복되었던

것인지 살펴보았다. 먼저 우집은 왕조가 들어선 이래로 조맹부의 서법이

제일이었다며 극찬하였다. 나아가 우집은 조맹부가 이왕 부자를 계승한

후세 사람들 중에서 제일이었다는 평가까지 하였다. 그리고 우집은 원작

심으로 한 당시 예술계에서 드문 장기였음을 지적하였다. 물론 선우추의 서풍(書風)은

당송(唐宋)문인들과 같이 형태파괴적인 극단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Marilyn Wong

Fu, “Hsien-yu Shu's Calligraphy and his 'Admonitions' Scroll of 1299,” (Ph.D.

Dissertation, Princeton University, 1983), pp. 270-279.

163) 陶宗儀, 「大元」, 『書史會要』卷七, 盧輔聖 主編, 『中國書畵全書』 3 (上海: 上海書

畵出版社, 2009), p. 59. “虞集, 字伯生. 晩稱翁生. 號邵庵. 其先蜀人. 徒撫之崇仁. 官至

奎章閣侍書學士. 翰林侍講學士. 贈雍國公. 謚文靖. 博文明識. 精於辭藝. 真行草篆, 皆有

法度. 古隸爲當代第一.”

164) 각주 162와 上同, “我朝書法當以松雪齋為第一, 今觀所書陶靖節詩, 筆力痛快, 無一點

塵人俗氣. 繼羲獻之後者, 其在斯人與. 烏乎, 主人為予寶之. 蜀人虞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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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 조맹부와 소유주의 위신을 동시에 높여주기 위해 뭇사람들의 기운

[俗氣]을 차별하는 수사(修辭) 방식을 활용하였다. 최종적으로 우집은 이

작품이 자신의 수중으로 들어오게 되었음을 흡족해 하였다.

우집의 발문은 이왕 서법을 제일의 법도로 내세웠던 당시의 기준점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다. 위진 서법으로의 한결같은 복고지향적 태도들은

장초와 달리 광초가 숙련되지 않았을 이유를 설명해줄 수 있다. 남송 고

종이 기피하였던 바와 같이 광초는 근본적으로 위진 서법, 즉 이왕 서법

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후대의 서체였다. 당나라 서법의 성취로서 광초는

당송(唐宋) 양대(兩代)에 걸쳐 발전을 거듭한 서체인 것이다.165) 이러한

간극은 북송의 <고시사첩(古詩四帖)>을 조맹부의 《주덕송권(酒德頌卷)》

과 비교해볼 경우에 명료히 드러난다. 북송의 서가는 남조(南朝)의 도가

(道家) 문학을 광초로 즐겼던 데 반해 조맹부는 행서로 유려히 적어 내려

갔다.

<고시사첩(古詩四帖)>은 세로 28.8cm, 가로 192.3cm인 횡권으로 요녕

성박물관(遼寧省博物館)의 소장품이다(도 28). 이 작품은 11세기의 서가

가 유신(庾信, 513-581)과 사령운(謝靈運, 385-433)의 고시(古詩)를 장욱

(張旭, 8세기 활동)의 필법에 근접한 광초로 휘호한 것이다.166) 횡권의 제

일 앞에는 유신의 「보허사(步虛詞)」 10수(十首) 중 여섯 번째 작품이

165) 북송의 황정견(黃庭堅, 1045-1105)은 장욱(張旭, 8세기 활동)의 광초가 위진(魏晉)의

왕희지 계보에서 일탈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다. 이는 북송의 복고적 열풍에서 당나라

광초를 합리화하려는 시도이며 미불과 상반되는 관점이다. 盧慧紋, 「唐至宋的六朝書史

觀之變: 以王羲之<樂毅論>在宋代的摹刻及變貌為例」,『故宮學術季刊』第 31卷, 第 3期

(2014), p. 13. 원대 초기의 조맹부도 회소(懷素, 735-799)의 서법이 위진시대의 법도에

벗어나지 않았음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조맹부는 북송 이후의 초서들에 대해 호평한

바가 없으며 광초에 근접할 정도의 작업들도 시도하지 않았다. 조맹부는 북송 이후에

유행하게 된 근본 없는 서체들을 피하기 위해 법첩(法帖) 및 위진(魏晉)작품으로 전세

(傳世)된 묵적들에 철저히 의존하였던 것이다.

166) 명(明)나라 문인들은 <고시사첩(古詩四帖)>을 장욱(張旭, 8세기 활동)의 작품으로 감

정(鑑定)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의 학자들은 <고시사첩(古詩四帖)>을 이름을 알 수 없

는 북송(北宋)의 서가(書家)가 장욱의 영향 하에서 만든 작품으로 판단하고 있다. 刘

正成, 『中国书法鉴赏大辞典』(北京: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06), p. 531; Peter C.

Sturman, “Wine and Cursive: The Limits of Individualism in Northern Song

Calligraphy.” in Character & Context in Chinese Calligraphy ed. Cary Y. Liu, Dora

C. Y. Ching, and Judith G. Smith (Princeton, N.J.: Art Museum, Princeton

University, 1999), p. 229, 각주 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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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여 있다. 이는 도교(道敎)의 제례(祭禮)일인 상원(上元, 음력 1월 15일)

에 술을 마시며 신선처럼 노닐고자 한다는 내용이다. 북송의 서가가 해당

내용(“五雲車”)에 알맞은 서체로 초서를 선호하여 광초에 가까운 표현을

하게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167)

조맹부는 남조의 도가 문학을 북송과 전혀 다른 서체로 전사(全寫)하였

다. 조맹부는 혜강의 절교서를 필사하기 3년 전인 1316년에 유영(劉伶,

221?-300?)의 「주덕송(酒德頌)」을 일정한 자간(字間)에 따라 행서로 정

서(淨書)하였다.168) 《주덕송권(酒德頌卷)》에는 해서 및 장초의 필세(筆

勢)가 일부 혼용되어 있다(도 29). 즉 해서의 파임과 장초의 파책, 그리고

연면초(連綿草)의 혼합이다. 이러한 특징은 조맹부가 《북경고궁본 절교

서》와 마찬가지로 기존 명적(名蹟)들을 곁에 두고 임모하지 않았을 경우

의 자의적인 응용을 보여주는 것이다.

《주덕송권(酒德頌卷)》은 이옹(李邕, 678–747)의 <이사훈비(李思訓

碑)>에 보이는 행서와 같이 우상향(右上向)으로 기울어진 자체가 특징적

이다(도 30). 이는 조맹부가 자작시(自作詩)를 행서로 휘호한 1295년 작

《박돌천시권(趵突泉詩卷)》에 나타나는 표현이기도 하다(도 31). 본문에

서 우상향으로 치우친 ‘興’은 조맹부의 또 다른 작품인 《서주자감흥시권

(書朱子感興詩卷)》의 ‘興’과 비교하여 전반적 필세 차이를 보인다. 《박돌

천시권》은 조맹부가 제남(濟南)에서 『춘추좌전(春秋左傳)』의 제(濟)나

167) 죽림칠현(竹林七賢) 이후로 술(酒)은 개인의 꾸밈없는 자아를 일체의 구속 없이 표출

하도록 하는 수단이었다. 그런데 스터만(Peter Sturman)은 북송의 초서(草書)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멋대로 쓰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당나라의 광초(狂草) 표현을 비판

하였던 동시대 비평으로부터 제약된 결과임을 강조하였다. Peter C. Sturman, 위의

논문, pp. 215-227; 한편 나카타 유지로(中田勇次郎)는 현종(玄宗) 재위기(712-756)를

중요한 전환점으로 보았다. 이 때 동시대의 유명한 문학 작품들을 글씨로 표현하고자

하는 전통이 대두하여 북송 미불(米芾, 1051-1107)의 대초서(大草) 시권(詩卷)으로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Nakata Yujiro, "Calligraphic Style and Poetry Handscrolls: On

Mi Fu's Sailing on the Wu River" in Words and Images: Chinese Poetry,
Calligraphy, and Painting ed. Alfreda Murck, Wen C. Fong (New York and

Princeton: Metropolitan Museum of Art and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1), p. 94

참조.

168) 조맹부는 구택민(瞿澤民, 생몰년미상)을 위해 유영의 「주덕송(酒德頌)」을 제작해주

었다. 구택민은 동시대 소주(蘇州) 인근의 인물로 추정될 뿐 신원(身元)이 불확실하다.

<주덕송권(酒德頌卷)>의 전문(全文) 및 해설은 劉正成 主編, 『中國書法全集: 元代編

趙孟頫 卷二(附趙氏一門)』 44 (北京市: 榮寶齋出版社, 2002), pp. 472-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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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영토를 연상하며 제작한 것이다.169) 조맹부는 이 시권(詩卷)이 제(濟)

나라 출신의 주밀(周密, 1232-1298)을 위한 작품임을 밝히고 있다.

요컨대 <고시사첩(古詩四帖)>과 《주덕송권(酒德頌卷)》은 위진시대 이

래의 도가 문학을 상반된 서법으로 표현하고 있다. 단적으로 광초는 원나

라의 서론(書論)에서 전혀 주목받았던 서체가 아니었으며 실제 작품으로

도 찾아보기 어렵다. ‘법도’를 중시했던 당시 문인들에게 위진 서법에서

벗어나는 계통의 초서인 광초는 특기로 삼을 대상이 아니었을 것이다. 신

유학자 원각(袁桷, 1266-1327)은 장즉지(張卽之, 1186-1266)의 서법을 바

로 광초의 대가인 당나라의 장욱과 회소를 지칭하는 ‘전(顚)’, ‘광(狂)’이라

는 용어로 비난하였다(도 32).170)

조맹부는 원각과 우집처럼 남송 주희(朱熹, 1130-1200) 이후의 서론(書

論)을 공유하고 있었다. 주희는 ‘법도’에서 일점일획(一點一劃)이라도 제멋

대로 어긋나는 것을 부정하였기에 북송 채양(蔡襄, 1012-1067) 이후의 서

가들에게 비판적이었다.171) 주희는 방종한 초서를 비난하였고 근엄(謹嚴)

하며 신중한 해서를 선호하였다. 따라서 주희는 한위(漢魏)와 당나라 초기

(初唐)의 서법을 높이 평가하였다.

추칭리(Chu-tsing Li)는 조맹부를 포함한 오흥(吳興) 지역의 문인들이

신유학자인 오계공(敖繼公, 생몰년 미상) 문하(門下)였음을 제기하였다.172)

169) <박돌천시권(趵突泉詩卷)> 해설은 劉正成 主編, 『中國書法全集: 元代編 趙孟頫 卷

二(附趙氏一門)』 44 (北京市: 榮寶齋出版社, 2002), pp. 456-457.

170) Amy McNair, "Buddhist Literati and Literary Monks: Social and Religious

Elements in the Critical Reception of Zhang Jizhi's Calligraphy," in Cultural
Intersections in Later Chinese Buddhism ed. Marsha Weidner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1), pp. 79-80.

171) 앞서 본 우집의 위계적 관점과 동일하기도 한 주희의 서법론(書法論)은 津坂貢政,

「書法鑑賞の場からみた南宋朱熹の美意識」, 宋代史研究会 編, 『中国伝統社会への視

角』 (東京: 汲古書院, 2015) 참조.

172) Chu-tsing Li, "Wu-hsing in Early Yuan Artistic Development under Mongol

Rule," in China Under Mongol Rule ed. John D. Langlois, Jr.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1), p. 340. 여기에서 추칭리는 오흥(吳興)지역의 중요

성을 미술사적 차원에서 조망하였다. 송말원초에 오흥은 강남의 문화중심지였다. 특히

오흥의 서화가들은 특정 장르에서만 전문적이었던 여타 지역의 서화가들과 달리 모든

분야에서 ‘고의(古意)’를 내세우며 다양한 작업을 하였다. 추칭리는 이러한 실험정신이

몽골 지배로부터 중국의 전통을 수호하려는 의도에서 비롯하였다고 해석하였다. 그러

나 이는 앞에서 살펴보았듯 화북 및 이민족 출신의 원나라 고관들이 서화 제작 및 수

장 활동에 주된 계층으로 참여하였다는 점에서 지지받기 어려운 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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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조맹부는 1313년에 스스로를 ‘후학(後學)’이라 표명하며 주희의

「감흥시(感興詩)」를 행서로 전사한 바 있다(도 33). 저명한 학자인 오징

(吳澄, 1249-1333)과 더불어 강남의 신유학(新儒學) 계보에 속하였던 조맹

부는 동시대 인물들과 마찬가지로 ‘법도’를 중시하며 임모를 통한 학습에

주력하였다는 점에서 주희의 서론(書論)과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173)

조맹부는 채양이 쓴 시권(詩卷) 뒤에 “제가 항주로 돌아온 뒤에 이전시

대의 이름난 재상들이 남긴 법서를 많이 보았는데 이 작품은 법도가 엄밀

하고 터럭 하나도 방종한 뜻이 없기에 여기에서 가히 옛사람의 용필이 소

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흥의 조맹부가 삼가 적습니다 (僕來

杭, 多獲觀前代名公法書, 此卷法度嚴密, 無一毫放縱意, 於此可見古人用筆不

苟也. 吳興趙孟頫謹書)”라고 하여 ‘법도’에서 어긋난 방종한 글씨에 대한

거부감을 공유하고 있었다.174) 조맹부는 북송의 개성적인 행초서를 의식

적으로 따라 쓰기도 하였으나 광초에 근접할 표현 일체에 대해서는 숙달

하려 하지 않았다. 「주덕송(酒德頌)」같은 음주(飮酒) 관련의 도가 문학

조차 행렬(行列)이 불규칙적으로 어긋나고 글자마다의 크기가 제각각인

서체로 휘호하지 않았음은 북송의 사례와 명료한 대조를 이룬다.

정리를 해보면 복고를 지향했던 조맹부가 남긴 궤적은 당송(唐宋)을 통

해 위진 서법으로 가까워지려는 것이었다. 비록 위진시대의 작품이 아닌

당나라 이후의 모본을 구할 수밖에 없었으나 조맹부는 소수의 작품들만큼

은 위진시대의 원형(原型)에 가까운 명품이라 믿으며 ‘법도’로 삼고자 하

였다. 이는 오랜 권위의 예술에 대한 취향을 과시하는 것이었다. 위진시대

의 이왕 서법은 고관들과 소수의 수장가들만이 대에 걸쳐 소유 및 학습할

수 있었던 고급의 문화 형식이었다.

173) 남송 신유학의 가법(家法) 전통으로부터 조맹부 일가(一家)의 서화를 논의한

Ankeney Weitz, “Art and Family Identity: The Zhao Family of Wuxing during the

Yuan Dynasty,” in The Family Model in Chinese Art and Culture ed. Jerome

Silbergeld and Dora Ching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3), p.

430; 함께 출사한 시점에 서로 시를 주고받았던 조맹부와 오징의 관계는

Yan-Shuan Lao, “Southern Chinese Scholars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in Early

Yuan: Some Preliminary Remarks,” in China Under Mongol Rule ed. John D.

Langlois, Jr.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1), pp. 124-128.

174) 金丹朱, 「趙孟頫書論選注」, 劉正成 主編, 『中國書法全集: 元代編. 趙孟頫 卷二(附趙

氏一門)』 44 (北京市: 榮寶齋出版社, 2002), p. 500. 「題蔡忠惠公進謝御賜詩卷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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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차별을 만들어내는 명품의 조건은 희소성의 여부였다. 일찍부터

조맹부는 권위 있는 감식가로서 왕희지의 <난정서(蘭亭序)>를 선별해내

는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이후 노년의 조맹부는 <난정서>에 대

해 다음과 같이 회상하였다.

“내가 육십사 년을 살면서 남북으로 왕래하며 이동한 것이 거

의 일 만 리인데 실견할 수 있었던 정무난정(定武蘭亭)은 겨우

두 세 작품이었다. 하나는 승상인 이방녕의 댁에 있는 것으로

나의 族兄이신 조맹견의 소장품이었던 작품이고 하나는 家弟인

맹유의 집에 있는 것으로 근래에 오흥에서 대도로 가져와 함께

보았다. 또 다른 하나는 담숭문의 집에 있는 것이다. 세 점은

모두 조금의 차이도 없었는데 내가 얻은 것은 벌레가 좀먹어서

기웠던 바가 있었다. 이방녕의 작품은 침수되어 바스러짐이 있

어 자획이 약간 희미하였다. 오직 담숭문의 소장품이 종이와 먹

의 상태가 완전하였고 신명이 상쾌하게 나는지라 세 점 중에서

도 제일이로다. 1317년 10월 24일에 담숭문이 자신의 난정서를

내가 머무르는 대도의 거처로 갖고 왔으니 그 뒤에 적는다. 오

흥의 조맹부. 함께 감상한 이는 등문원, 家弟인 맹유였고 왕일

초는 하나의 발문을 적었다.”175)

숱한 복제로 왕희지의 <난정서>가 범람하는 지경이었다고 해도 가장

탁월했을 모본들을 선별하여 소유하는 행위는 소수만이 실천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의 산물이었다.

장초를 비롯한 모든 서체들이 조맹부에 의해 구현되었던 것은 조맹부가

175) 金丹朱, 「趙孟頫書論選注」, 劉正成 主編, 『中國書法全集: 元代編. 趙孟頫 卷二(附趙

氏一門)』 44 (北京市: 榮寶齋出版社, 2002), p. 498. 「跋定武五字不損蘭亭卷」, “右軍

傳世者, 蘭亭為第一, 蘭亭刻本, 唯定武為第一. 然柯條枝葉蔓延而未已, 求其自本自根, 為

定武真刻者. 余生六十有四, 又南北往來, 行幾萬里, 僅見兩三本耳. 一在叔固丞相宅, 即族

兄子固所藏. 一在家弟房, 近自吳興携來都下見與. 一在譚崇文許. 三本皆無小異, 余所得,

苦為蠧所損. 叔固者, 因水淹糜潰, 字畫小昏. 唯譚公所藏紙墨完整, 神明煥然, 為三本之甲

云. 延祐四年, 歲在丁巳十月廿四日, 譚公携此過余大都咸宜坊寓舍, 因書其後. 吳興趙孟頫

子昂. 同觀者巴西鄧文原善之, 家弟孟籲子俊, 雲間王一初一跋.” (밑줄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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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진 서법을 ‘법도’로 삼는 동시대의 복고주의에서 선두에 있었음을 보여

준다. 부유한 황족 출신으로 남다른 환경에 있었던 조맹부는 한위(漢魏)로

의 모든 서체들을 이론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온전히 장악하고자 하였다.

기본적으로 조맹부는 젊을 적부터 구각(舊刻)의 『순화각첩(淳化閣帖)』

전권(全卷)을 통해 고졸한 서체 모두를 습득하였다. 또한 조맹부는 <난정

서(蘭亭序)>, <낙신부(洛神賦)>, <상란첩(喪亂帖)>, <칠월첩(七月帖)> 등

을 입수하여 이왕(二王)의 해서와 행서, 그리고 초서를 익혔다.176) 필요에

따라 조맹부는 당나라 이옹(李邕, 678–747)과 같이 왕희지 계보에 드는

명서가들의 필법을 학습하기도 하였다.

당시 최고의 문화적 소양으로 인정받았던 조맹부에게 서화란 궁극적으

로 긴요한 사회참여의 수단이었다. 송나라 황실의 후예인 조맹부는 고위

관료이자 위진 서법의 적통으로서 매우 인기 있는 인물이었다.

“월강학사께서 소장하신 정무난정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어

서 친한 벗들이 많이들 얻고자 하였는데 월강학사께서는 완강

히 소장하려 하시며 내주지 않으시고 저에게서 임본(臨本)을 구

하셨으니 어째서입니까. 황경 원년(皇慶 元年, 1312년) 인일(人

日)날에 제가 대도에서 머무르는 거처에 들르셔서 재차 말씀하

시니 차마 사양할 수 없어 붓을 들어 써드립니다.”177)

이렇듯 위진(魏晉), 즉 이왕(二王) 서법으로의 복고는 누구보다도 조맹

부에 의해 성공적으로 구현되었다. 동시에 조맹부를 매개로 이루어진 복

고지향의 구호들은 일련의 차별적 담론으로 기능하였다. 위진 서법을 따

르지 않는 이들을 근래[今]의 속(俗)된 무리라며 차별할 수 있었던 것이

다.178) 이를 통해 조맹부와 취향을 나란히 하였던 일군(一群)의 인물들은

176) 吉川蕉仙, 「趙孟頫は羲之を超えたのか」, 大野修作 編, 『趙孟頫集: 元』 中国法書ガ

イド 49 (東京: 二玄社, 1989), pp. 24-28.

177) 월강학사(月江學士)는 장극명(張克明, 생몰년 미상)으로 승무랑(承務郎)을 거쳐 소문

관대학사(昭文館大學士)에 이른 인물이다. 金丹朱, 「趙孟頫書論選注」, 劉正成 主編,

『中國書法全集: 元代編. 趙孟頫 卷二(附趙氏一門)』 44 (北京市: 榮寶齋出版社, 2002),

p. 497. 「題臨蘭亭跋」, “月江學士藏定武蘭亭致佳, 親友多乞之, 月江勒固不予, 願求臨

本於不肖, 何耶. 皇慶元年人日, 過僕寓舍, 重以此爲言, 不敢固辭, 授筆書以爲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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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진시대의 ‘기운’을 아는 자로서 스스로의 위신을 효과적으로 드높일 수

있었다.

178) 앞서 본 바와 같이 안진경, 소식, 황정견, 미불 등 당송시대의 서법을 맹목적으로 따

르는 자들이 주된 차별 대상이었다. 한편 곰브리치(E. H. Gombrich)는 서양미술사의

양식 분류 용어들이 근본적으로 차별과 배제(exclusion)를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라고 보았다. 비근한 예로 어느 두 화가의 화풍이 동시대 주류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서로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부류인 것으로 뭉뚱그려졌던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다. E. H. Gombrich, “Norm and Form: The Stylistic Categories of Art History

and their Origins in Renaissance Ideals,” in Norm and Form: Studies in the Art of
the Renaissance ed. E. H. Gombrich (London: Phaidon Press, 4th revised edition,

1985), pp. 8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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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조맹부의 서화 수요 대응 및 제작 방식

《북경고궁본 절교서》는 글과 글씨, 그리고 소재 모두 고식(古式)적 분

위기를 물씬 느끼게 하는 작품이다. 《북경고궁본 절교서》는 조맹부(趙

孟頫, 1254-1322)가 1319년 9월 15일에 혜강(嵇康, 223-262)의 명문(名文)

을 필사한 것이다. 그런데 조맹부는 혜강의 글을 필사한 동기에 대해 기

록 일체를 남겨놓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북경고궁본 절교서》에는 동

시대 문인들의 제발(題跋)이 없어 제작 의도를 밝혀내기가 근본적으로 불

가능하다. 그렇다면 조맹부는 어떻게 이러한 장문의 글을 필사하였던 것

일까. 이에 대해 진건지(陳建志)는 《북경고궁본 절교서》가 상대방을 위

해 조맹부가 만들어준 작품이 아니었으며 스스로의 연습을 위해 시도해본

작품일 것으로 보았다.179) 그러나 조맹부가 비단에 1400글자가 넘는 장문

(長文)을 휘호한 것이 단순한 연습용이었을지 의문이다.

1. 응수(應酬)의 가능성: 1319년 전후의 조맹부와 《혜숙

야여산거원절교서권(嵇叔夜與山居源絶交書卷)》

조맹부는 관도승(管道升, 1262-1319)이 각기병(脚氣病)을 심하게 앓게

된 즈음인 1319년 4월 25일에 오흥(吳興)으로 귀향(歸鄕)할 수 있게 되었

다. 그런데 관도승이 강남(江南)으로 향하는 배 위에서 객사하였다. 당시

179) 진건지(陳建志)는 조맹부가 만년(晩年)에 새로운 예술적 성취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

에서 《북경고궁본 절교서》를 제작하였으리라 추정하였다. 陳建志, 『趙孟頫の書法に

おける時期区分の研究』, 筑波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13), p.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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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맹부의 내면은 최진(崔晉, 생몰년 미상)과 중봉명본(中峰明本,

1263-1323)에게 보낸 일련의 편지에 상세히 드러난다. 조맹부는 아내의

허망한 죽음으로부터 느끼는 극심한 고통을 토로하였다.

“제가 집 떠난 지 8년이 되어서야 돌아가도 좋다는 허락을 얻

었는데 어떻게 입게 된 화를 설명할 수 있을런지요. 아내가 돌

연 세상을 저버려 뙤약볕에 먼 길 가며 관을 호위하고서 강남

으로 귀향하니 애통함이 지극한지라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을

정도입니다. 저는 질병까지 있어 두 눈이 흐릿해 한 길 사이에

인물도 분별치 못하고 정강이와 다리마저 야위고 부실하여 걸

어 다니기 곤란하니 역시 세상에 오래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180)

“제자 맹부는 강남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만

어떻게 병든 아내가 객사한 사실을 설명드릴 수 있을까요. 너무

나 애통하여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것만도 못한 일입니다. 극심한

더위에 장장 삼천리 여로인 데 관을 호위한 채 귀향하느라 시

신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나이 육십을 넘겨 이런 견디기 힘

든 고통을 겪으니 스승님께서 자비심으로 부디 가엾게 여겨주

십시오.”181)

이미 조맹부는 마지막으로 상경(上京)한 해의 이듬해인 1311년 2월에

장남 조량(趙亮, ?-1311)을 잃었다.182) 또한 그는 중봉명본(中峰明本,

180) 趙孟頫, 「致崔晉(去家札)」, 任道斌 编校, 『趙孟頫文集』 (上海: 上海书画出版社,

2010), p. 246. “孟頫再拜, 進之提舉友愛執事. 孟頫去家八年, 得旨暫還, 何圖酷禍, 夫人

奄棄, 觸熱長途, 護柩南歸, 哀痛之極, 幾欲無生. 憂患之餘, 兩目昏暗, 尋丈間不辨人物, 足

脛瘦瘁, 行步艱難, 亦非久於人間者. 承專價惠書, 遠贈厚奠, 即白靈幾, 存沒哀感. 託交廿

年余, 蒙愛至厚, 甚望吾友一來, 以敘情苦, 而又不至, 縣想之情, 臨紙哽塞, 不具. 七月四日,

孟頫再拜進之提舉友愛執事.” (밑줄 번역)

181) 劉正成 主編, 『中國書法全集: 元代編 趙孟頫 卷二(附趙氏一門)』 44 (北京市: 榮寶齋

出版社, 2002), p. 468. “中峰和上老師. 弟子趙孟頫再拜謹封. 弟子趙孟頫和南上記, 中峰

和上老師侍者, 孟頫得旨南還, 何圖病妻道卒, 哀痛之極, 不如無生. 酷暑長達三千里, 護柩

來歸, 與死為鄰. 年過耳順, 罹此荼毒, 為吾師慈悲, 必當哀憫.” (밑줄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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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3-1323)을 향한 1313년 무렵의 편지에서 딸을 먼저 떠나보내야 하는

슬픔과 사후안녕(死後安寧)을 위한 염원(念願)을 나란히 표명하였다.183)

이 때 자신이 필사한 <금강경(金剛經)>을 중봉명본에게 보내 친히 설법

(說法)해주기를 간청하였다. 마찬가지로 조맹부는 아내가 죽은 이듬해에

『도인경(度人經)』을 필사하여 명복(冥福)을 기원하였다.184) 종교적 효험

을 기대하는 글쓰기로서의 경전 필사가 이루어진 것이다.185)

조맹부는 은퇴하기 직전까지 수도인 대도(大都)에서 현역이어야 했으며

수없이 많은 글자를 써야했다. 그는 1319년 여름에 아내를 잃고서야 오흥

으로 귀향할 수 있었다. 조맹부의 딸은 모친의 장례일인 1319년 9월 4일

전후로 아버지를 모시며 단감을 챙겨 드리는 등 섭식에 대해 염려하였

다.186) 조맹부는 점차 기력이 떨어져 가는데다가 가족들까지 줄지어 보내

야 했으니 상심이 상당했을 것이다. 조맹부는 절교서를 필사하기 일주일

전인 9월 8일에 구양수(歐陽脩, 1007-1072)의 「창승부(蒼蠅賦)」를 필사

하였다. 조맹부는 「창승부」를 필사하는 행위에 “뜻을 기탁하는 바가 없

을 수 없다(不能无意寓)”고 하였지만 절교서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남기지 않았다.187)

182) 任道斌, 『赵孟頫系年』 (鄭州: 河南人民出版社, 1984), p. 144.

183) 나타샤 헬러(Natasha Heller)는 이 편지가 1313년 무렵에 쓰였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조맹부 부부는 1310년 이후로 자녀들을 연이어 잃고 불교에 더욱 귀의하였으며 일가의

장례 역시 불교로 치렀다. 당시 조맹부 부부가 중봉명본에게 크게 의존하였음은

Natasha Heller, “Illusory Abiding: The Life and Work of Zhongfeng

Mingben(1263-1323)” (Ph.D.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2005), pp. 299-300.

184) 任道斌, 『赵孟頫系年』 (鄭州: 河南人民出版社, 1984), pp. 206-207.

185) 조맹부는 빈번하게 경전을 필사해야 하였다. 경전을 필사하는 목적은 교리의 이해나

암송, 그리고 글씨 자체가 종교적 효험(efficacy)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이를

쓰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 공덕을 받는다는 것이다. 조맹부는 국가의 안녕을 기원

하는 황제의 명령으로 도교와 불교의 경전들을 필사하였다. 黃惇, 「從杭州到大都──

趙孟頫書法評傳」, 劉正成 主編, 『中國書法全集: 元代編 趙孟頫 卷一(附趙氏一門)』 43

(北京市: 榮寶齋出版社, 2002), p. 27; James Robson, “Brushes with Some “Dirty

Truths”: Handwritten Manuscripts and Religion in China,“ H istory of Religions, vol.
51, no. 4 (2012), pp. 317-343; Stephen C. Berkwitz, Juliane Schober, and Claudia

Brown, “Introduction: Rethinking Buddhist Manuscript Cultures,” in Buddhist
Manuscript Cultures: Knowledge, Ritual, and Art ed. Stephen C. Berkwitz, Juliane

Schober, and Claudia Brown (London: Routledge, 2009), pp. 1-15.

186) Shane McCausland, “Private Lives, Public Faces – Relics of Calligraphy by Zhao

Mengfu (1254–1322), Guan Daosheng (1262–1319) and their Children.” Oriental
Art, vol. 46, no. 5 (2000), pp. 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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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조맹부는 이듬해인 1320년 2월 19일에 혜강의 절교서를 행서로

한 차례 더 필사하였다.188) 이는 조맹부 세대의 인물들에게 절교서에 대

한 수요가 어느 정도 있었을 것임을 보여준다.189) 후술(後述)하게 될 조맹

부의 당시 처지를 고려하면 조맹부가 스스로를 위해서만 절교서를 여러

차례 필사하였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그러므로 조맹부를 포함한 당

시 인물들을 수요층으로 상정하여 조맹부가 노년에도 끊임없이 응수(應

酬)해주었던 일화와 함께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조맹부의 동생인 조맹유(趙孟籲, 생몰년 미상)는 다음과 같은 증언을 남

겼다.

“연우 4년(延祐 四年, 1317년) 8월, 저는 오흥에서 북으로 향

하였습니다. 자개(子玠, 생몰년 미상)를 따라 배로 40일을 이동

하니 10월초에 이르러서 수도에 도착하였습니다. 하루는 승지

(承旨)이신 형님(즉 조맹부)을 모시며 응수를 하였는데 서화를

구하는 자들이 문에 가득 차고 거리에 넘치니 해가 지고서야

187) 任道斌, 『赵孟頫系年』 (鄭州: 河南人民出版社, 1984), p. 196에서 재인용, “一軸, 素

絹本, 行楷書, 款識云, 己未九月初八日, 天朗氣清, 筆硯皆潤, 因寫此卷以自適. 雖陽公有

意而作, 余書此亦不能无意寓焉. 子昂.” 한편 로널드 이건(Ronald C. Egan)에 따르면 구

양수(歐陽脩, 1007-1072)의 모기, 파리 등은 시(詩)와 산문(散文)에 고루 사용된 상징적

시어이다. 이는 불평스러운 세태(世態)에 대한 구양수의 회의가 투영된 것이다. Ronald

C. Egan, The Literary Works of Ou-yang Hsui (1007-72)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4), p. 112.

188) 吳升 選, 「行書嵇叔夜絶交書卷」, 『大觀錄』卷八, 盧輔聖 主編, 『中國書畵全書』 8

(上海: 上海書畵出版社, 2009), p. 275.

189) 선우추(鮮于樞, 1257?-1302)가 이회림(李懷琳, 생몰년 미상)의 절교서를 애호하였다는

탕후(湯垕, 1250년대 후반-1310년대 중반)의 증언 외로 우집(虞集, 1272-1348)은 유공

권(柳公權, 778-865)의 절교서 석각본(石刻本)을 감상했던 기억을 떠올린 바 있다. 그는

노년에 유공권의 절교서를 다시 만나게 되자 매우 반가워하였다. 虞集 選, 「跋桞誠懸

墨蹟」, 『道園學古錄』 卷四十, 王雲五 主編, 『道園學古錄』 五 (臺北: 臺灣商務印書

館, 1968), pp. 683-684. “余幼年來崇仁, 得柳誠懸所書嵇叔夜絶交書石本 云是中書梅亭

李公携歸蜀物, 是時余未識柳公筆法, 亦不知此石鐫勒之精否, 摹榻之工拙也. 後官成均, 與

鄆人曹彦禮先生同舘, 見其所藏柳公易賦靈寳經眞蹟. 非惟筆精墨妙, 嚴勁縝密, 神采飛動,

至于界畫粘綴, 硬黄搗練 各極其工之精者矣. 留几格臨玩僅半歳, 博古好雅者, 以重金購諸

曹氏, 後雖數見, 不能久矣. 歸田以來, 百慮消盡, 時憶故物, 了然心目之間, 則亦不可謂全

無累於塵影者矣. 而諶致榮乃得絶交書墨跡, 與石本並卷, 亦云是李公蜀物也. 而余目障成

痼, 略不能辨波磔點畫於茫渺之際. 傳曰, 盲者無以與乎五色之觀, 雖有至寳, 邈然不知, 深

爲悵惘. 書其後而歸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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쉴 수 있었습니다.”190)

조맹부는 환갑을 넘긴 나이에도 면식(面識)없는 인물들에게까지 응수해

주어야 했다. 문인이 ‘스스로의 즐거움[自娛]’과 자신의 고결한 인품(人品)

을 표현하기 위해 서화를 자유롭게 제작하였다는 수사(修辭)들은 실제와

커다란 차이가 있었다. 제임스 캐힐(James Cahill)은 중국회화사 연구에서

이러한 실상을 밝혀내기 쉽지 않은 이유로 전통 중국 사회의 글쓰기 관습

을 들었다.191) 그들은 구체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서화가 제작된 사실을

명시하려 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캐힐은 의례적인 찬사가 많은 정사

(正史) 및 순수 문학 대신에 편지나 일기와 같이 일상에서의 개인적 문서

들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실제로 중봉명본에게 보내는 연우 7년(延祐 七年, 1320년) 4월 12일의

편지에서 조맹부는 중봉명본이 법어(法語)를 구하는 자들을 성가시게 여

기듯 자신도 글씨를 무작정 얻으러 온 자들을 공연히 응수해야 함을 불평

하였다. 여기에서 조맹부는 교양 없는 이들에게까지 수응해주었던 사실을

토로하였다.

“저에게 글씨를 구하러 온 사람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을 반드시 폭을 메우고 권을 채우는 것에 두었기에 그 까

닭을 물으니 장점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단지 사람으

로 하여금 종일토록 응수하도록 하여 몸이 피로하고 눈이 어두

침침해졌습니다. 생산적이지 않은 일에 힘써야 하였던 것입니

다.”192)

190) 黃惇, 「從杭州到大都──趙孟頫書法評傳」, 劉正成 主編, 『中國書法全集: 元代編 趙

孟頫 卷一(附趙氏一門)』 43 (北京市: 榮寶齋出版社, 2002), p. 23에서 재인용. “延祐四

年八月, 僕自吳興迤北. 從子玠從舟行四十日, 至十月初抵都, 日陪承旨兄應酬, 求索書畵者

闐門溢巷, 薄暮方休.”

191) James Cahill, The Painter's P ractice: How Artists Lived and Worked in
Traditional China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4), p. 5.

192) 劉正成 主編, 『中國書法全集: 元代編 趙孟頫 卷二(附趙氏一門)』 44 (北京市: 榮寶齋

出版社, 2002), p. 469. “孟頫千江入城, 得誨帖, 乃知杖錫以籃輿入山, 益深聞之, 甚爲驚

嘆. 頃時時有人持法語見過, 每以人不識好惡, 與從孟頫求書者無異, 是與不是, 必要滿幅盈

卷, 問其所以., 莫知好處安在. 徒使人終日應酬, 體疲眼暗, 無榮可免.” (밑줄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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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에 조맹부의 글씨를 소유한다는 것은 매우 선망(羨望)을 받는 일이

었다. 이러한 수요로 인해 조맹부는 1319년 9월 전후에 겪은 개인적 불행

및 심신 쇠약과 별개로 때를 가리지 않는 서화 제작 요구에 응대해주어야

했다.

더구나 조맹부는 노년으로 갈수록 높아진 서화가로서의 전국적 위상 때

문에 늘어나는 서화 제작 요구에 시달려야 했을 것이다. 조맹부 일가(一

家)가 서화를 통해 거둔 성공은 인종(仁宗, 재위 1312-1320)이 조맹부 부

부와 조옹(趙雍, 1289-?)의 글씨를 하나로 배접하여 황실의 소장품으로

삼음으로써 후대에 문치(文治)로 기념되기를 바랐던 사례에서 극명히 드

러난다.193) 이렇듯 조맹부 일가는 서화를 장기(長技)로 널리 이름을 얻은

관료 집안이었다. 앞서 조맹유가 조맹부를 도와 종일토록 응수하였다는

증언은 어느 정도로 수요가 있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결국 조맹부는 스스

로가 이룬 성공의 제물이었던 것이다.

《북경고궁본 절교서》는 조맹부가 응수를 위해 여러 차례 절교서를 필

사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작품일 수 있다. 조맹부는 말년에 눈이 흐릿하고

손이 떨리는 상황에서도 장문의 글들을 써주어야 했다.194) 그의 이러한

처지는 《북경고궁본 절교서》의 서체를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조맹

부는 기력이 다한 듯한 획의 떨림을 빈번히 남겨 놓았다(도 34). 노쇠하

였다는 조맹부의 심신 상태가 드러나는 것이다. 이는 대개 문장 말미에

나오는 ‘也’여서 조맹부가 문장 단위의 호흡으로 빠르게 글을 써내려갔음

을 알 수 있다. 또한 비단 위에 글자들의 먹색 차이를 보아 붓의 먹이 마

를 때까지 쓰고 다시 먹을 묻히며 쓰는 등의 불규칙한 과정들이 노출되었

다. 조맹부는 붓 끝을 감추려 하지 않아 붓의 위치에 따른 단면들을 투박

193) Jerome Silbergeld, "In Praise of Government: Chao Yung's Painting, "Noble

Steeds", and Late Yüan Politics," Artibus Asiae, vol. 46, no. 3 (1985), p 173.
194) 조맹부는 20년 전 계박(季博, 생몰년 미상)을 위해 왕희지의 <악의론(乐毅论)>을 임

모해준 작품에 다시 발문을 남기며 오늘날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언급하였다. 任

道斌, 『赵孟頫系年』 (鄭州: 河南人民出版社, 1984), pp. 209-210에서 재인용. 「临右军

乐毅论帖跋」, “临帖之法, 欲肆不得肆, 欲谨不得谨, 然與其肆也寧谨, 非善书者莫能知也.

廿年前为季博临乐毅, 殆过于谨. 今目昏手弱, 不能作矣, 漫题其末而归其子善甫. 至治改元

(지치 원년, 즉 1321년)四月十一日题.” (밑줄 및 부기는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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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보여준다. 획의 길이와 두께도 제각기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시각적

표현은 조맹부가 매 글자마다 균일하게 완성도를 맞추었던 여타 작품들과

구별되는 흔적이다.

조맹부가 경전이 아닌 장문의 산문(散文)들을 필사해준 사례는 일찍부

터 찾아볼 수 있다. 조맹부는 1291년 가을에 석암(石巖, 생몰년 미상)을

위해 가의(賈誼, 기원전 201-168)의 「과진론(過秦論)」을 필사하였다. 조

맹부는 「과진론」을 따라 쓰게 된 경위에 대해 “지원 신묘년 가을에 민

첨이 강남에서 알선으로 오게 되어 때때로 왕래하였는데 적적하고 외로운

나를 위로해주었다. 비바람이 불던 때에 황색 비단 네 폭을 가져와 소해

(小楷)를 써줄 것을 요구하였다. 마침 책상에 가의의 「과진론」 세 편이

있어 이를 써주었다(至元辛卯秋, 民瞻自江左來謁選, 時時相過, 慰余寂寥,

風雨中持黃素四幅求作小楷. 適案間有賈生過秦論三篇, 乃為書之)”라고 하였

다.195) 이처럼 《북경고궁본 절교서》는 신원이 불분명한 상대가 녹견(綠

絹)의 오사란(烏絲欄)을 가져와 조맹부에게 글씨를 채워줄 것을 요구하여

제작된 것일 수 있다.196) 아니면 절교서에 대한 이해가 있었던 동시대 인

물이 조맹부에게 절교서를 써달라고 특정했을 수도 있다. 명시적인 기록

이 없는 상황에서 절교서를 쓰기로 누가 정했고 자전적인 동기가 얼마나

작용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일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북경고궁본 절

교서》는 절교서와 같은 장문을 써줄 것을 요구하는 당시 수요에 응대한

조맹부의 기법(技法)적인 표현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후 조맹부가 1319년과 1320년에 제작한 절교서 두 점에 대한 기록은

오승(吳升, ?-1712?)의 『대관록(大觀錄)』에서 찾아볼 수 있다.197) 그리

195) 吳升 選, 「書過秦論卷」, 『大觀錄』卷八, 盧輔聖 主編, 『中國書畵全書』 8 (上海:

上海書畵出版社, 2009), p. 278. “至元辛卯秋, 民瞻自江左來謁選, 時時相過, 慰余寂寥,

風雨中持黃素四幅求作小楷. 適案間有賈生過秦論三篇, 乃為書之. 八月晦日, 集賢濫直趙孟

頫書.”

196) 미불(米芾, 1051-1107)이 상대가 가져온 오사란(烏絲欄)의 비단에 휘호해준 <촉소첩

(蜀素帖)>을 참고할 수 있다. Peter Sturman, Mi Fu: Style and the Art of
Calligraphy in Northern Song China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7), pp.

74-82.

197) 오승(吳升, ?-1712?)은 조맹부의 절교서가 2점 외로 1점 더 전세(傳世)되었다고 한다.

吳升 選, 「書絶交書卷」, 『大觀錄』卷八, 盧輔聖 主編, 『中國書畵全書』 8 (上海: 上

海書畵出版社, 2009), p.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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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청(淸)나라 황실 간행의 『삼희당법첩(三希堂法帖)』에는 이회림이 아

닌 조맹부의 절교서가 실리게 되었다. 주목되는 점은 『삼희당법첩(三希

堂法帖)』의 각수(刻手) 또한 노쇠한 조맹부의 손 끝 떨림을 그대로 간취

하여 따라 새겨 놓았다는 것이다(도 35).

건륭제(乾隆帝, 1711-1799)는 조맹부가 말년에 혜강의 「여산거원절교

서(與山巨源絶交書)」를 여러 차례 필사하였던 사실을 마치 왕헌지(王獻

之, 344-388)가 조식(曹植, 192-232)의 「낙신부(洛神賦)」를 재차 필사한

점에 비유하였다(도 36).198) 이처럼 조맹부는 후대에도 이왕의 적통(嫡統)

이라는 지위를 확고히 하게 되었다.

2. 원대 초기 문인들의 위진(魏晉)시대 문화 애호 풍조

조맹부가 자신을 위해 절교서를 필사한 것인지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

서 응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절교서는 당시 인물들에게 어떠한 이

미지로 수용되었던 것일까. 본고는 절교서를 포함한 위진시대의 문화가

당시 문인들에게 널리 공유되었던 정황들을 제시하며 끝을 맺고자 한다.

결론부터 선취하여 말한다면 위진시대의 문화는 ‘아속(雅俗)’ 중에 ‘아(雅)’

를 지닌 인물로 스스로를 내세우기에 알맞은 고급문화였다.

은일(隱逸)과 양생(養生)은 위진시대 문화에서 만연한 현상이었다.199)

이를 대표하는 죽림칠현(竹林七賢)을 초상(肖像)으로 그리고 죽림칠현의

문학 작품을 글씨로 옮겨 쓰는 전통은 동진(東晉)시대 지식인들로부터 비

198) 王連起 主編, 앞의 도록, p. 130. “趙孟頫書嵇康絕交書, 先後入石渠者得三卷 ⵈ 想孟
頫當時愛康此書, 再三泚筆, 亦如虞世南謂王子敬好寫洛神. 人間合有數本, 毋庸作分別相

也. 乙巳孟冬御識. 臣曹文植奉勅敬書.”

199) 죽림칠현(竹林七賢)을 중심으로 위진시대의 문화사를 중점적으로 논의한 연구로는

Audrey Spiro, Contemplating the Ancients: Aesthetic and Social Issues in Early
Chinese Portraitur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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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하였다.200) 이미 죽림칠현은 동진의 왕희지와 사안(謝安, 320-385) 세대

에게 경모(敬慕)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진서(晉書)』의 「고개지(顧愷

之)」에는 고개지(顧愷之, 345-406)가 항상 혜강의 4언시를 흠모하여 그림

으로까지 그렸다는 기록이 있다.201)

이후로 북송 소식과 남송 고종은 말년에 혜강의 「양생론(養生論)」을

필사하였다.202) 특히 조맹부의 부친(父親)인 조여은(趙與訔, 1213-1265)은

오대(五代) 남당(南唐)의 도석인물화가(道釋人物畫家) 육황(陸晃, 생몰년

미상)의 혜강 초상(肖像)을 소장하였다.203) 죽림칠현은 은일과 풍류, 그리

고 양생을 대표하는 전형(典型)적 인물들이었다.204)

그중에서도 위진시대의 절교서는 송말원초의 사대부들에게 출세에서 소

외된 현실을 한탄하는 행위의 은유로 인식되었다. 황진(黃溍, 1277-1357)

은 “어찌 경세책이 없어 마땅히 절교서를 부치는 것이겠는가(那無經世策,

宜付絶交書)”라고 하였다.205) 장백순(張伯淳, 1242-1302)은 섭리(葉李,

1242-1292)에게 차운(次韻)하며 나라 잃은 채 떠돌아다니게 된 시객(詩客)

200) Audrey Spiro, 위의 책, p. 143.

201) 房玄齡 等撰, 「顧愷之」, 『晉書』 八 (北京: 中華書局, 1987), p. 2405. “愷之每重嵇

康四言詩, 因為之圖, 恒云手揮五絃易, 目送歸鴻難.”

202) 張丑, 「養生論」, 『清河書畫舫』 卷八, 盧輔聖 主編, 『中國書畵全書』 4 (上海: 上

海書畵出版社, 2009), p. 289. “東坡居士以桑榆之末景, 憂患之餘生. 而後學道, 雖爲達者

所笑. 然猶賢乎已也. 以嵇叔夜養生論頗中予病, 故手冩數本, 其一以贈羅浮鄧道師, 紹聖二

年四月八日書. 眞蹟.” 소식(蘇軾, 1037-1101)이 혜강(嵇康, 223-262)과 갈홍(葛洪,

283-343)의 도가적 양생에 관심을 보였으며 시에서도 주된 모티프로 차용하였던 점은

Zhiyi Yang, “Dialectics of Spontaneity: Art, Nature, and Persona in the Life and.

Works of Su Shi (1037-1101)” (Ph. D. Dissertation, Princeton University, 2012), pp.

351-352. 남송 고종(高宗, 재위 1127-1162)이 필사한 혜강의 <양생론(養生論)>에 대해

서는 Hui-liang Chu, "Imperial Calligraphy of the Southern Sung," in Words and
Images: Chinese Poetry, Calligraphy, and Painting ed. Alfreda Murck, Wen C.

Fong (New York/Princeton: Metropolitan Museum of Art/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1), p. 298.

203) Ankeney Weitz, “Connoisseurship in Early Yuan China: Zhou Mi's Yunyan

guoyan lu,”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Kansas, 1994), pp. 429-430.

204) 죽림칠현을 포함한 중국 도교의 도상 및 설화들이 후대로까지 전승된 양상은

Kristofer Schipper, "Taoism: the story of the way," in Taoism and the Arts of
China ed. Stephen Little (Chicago: The Art Institution of Chicago in association

with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0), pp. 33-55.

205) 黃溍 「春日郊行雜興三首」, 『金華黄先生文集』 卷二, 中國基本古籍庫 데이터베이

스. "五畆清江曲, 爲農計末踈. 那無經世策, 宜付絶交書. 野笛吹頻歇, 漁舟去若虚. 卜居能

有待, 天地本吾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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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지를 읊었다.

“품계석(品階石)은 더럽혀진 채 이끼가 끼었고 인적(人跡)은

드물기만 하나니 모름지기 절교서(絶交書)를 수차례 쓰노라. 비

록 꽃과 대나무 심을 땅조차 없으나 다행히 옆에 사람이 곤궁

함을 면하게 해주었고 이웃이 알아서 내가 입을 옷도 권해주었

도다. 시통(詩筒)에 감사의 뜻을 많이 담아두고 다니며 힘써 항

주(杭州)의 빼어남을 거듭 그리워했고 도움을 바라며 매일 걷기

를 빈 상자 갖고서 문안을 드렸다.”206)

절교서는 본성(本性)에 따라 은일하며 세상일에 무심한 지경을 상징하

기도 하였다. 양공원(楊公遠, 1228-?)은 “농사일을 배움은 유종원(柳宗元,

773-819)의 「종수곽탁타전(種樹郭槖駝傳)」에 가깝게 생각하는 것이요,

문을 닫는 것은 절교서와 거의 흡사하다네(學圃頻觀種樹傳, 杜門幾似絶交

書)”라고 하였다.207) 그리고 도성(屠性, 생몰년 미상)은 “벼루를 적셔 스스

로 수계첩을 임모하고, 문을 닫은 채 절교서를 쓰고 싶어 하셨다(研露自

臨修禊帖, 閉門欲著絕交書)”라고 하였다.208) 상대방을 예찬해주기 위한 맥

락에서 <난정첩(蘭亭帖)>과 <절교서(絶交書)>를 전유(專有)한 것이다.

이와 같이 원대 초기의 문인들에게 절교서는 재야(在野)에 머물러 있었

던 이들에 관련한 비유였다. 흥미로운 것은 “문을 닫고서 절교서를 거듭

206) 張伯淳 「次韻葉亦愚」, 『養蒙文集』 卷九, 中國基本古籍庫 데이터베이스. “堦染苔

痕, 履跡疎底, 須更著絶交書. 雖無隙地栽花竹, 幸免傍人窘室廬, 隣燭肯容身衣. 被詩筒多

謝意 勤渠翻思杭秀 相望日徒 有空函問起居.” 가흥(嘉興) 출신의 장백순(張伯淳,

1242-1302)은 추후에 관료가 되었다. 그는 1298년에 선우추(鮮于樞, 1257?-1302)의 자

택에서 조맹부 등을 만나 서화(書畫)를 감상하는 아회(雅會)를 갖기도 하였다.

Marilyn Wong Fu, “Hsien-yu Shu's Calligraphy and his 'Admonitions' Scroll of

1299,” (Ph. D. Dissertation, Princeton University, 1983), pp. 103-104 참조.

207) 楊公遠, 「次程南仲韻五首」, 『野趣有聲畫』 卷下, 中國基本古籍庫 데이터베이스.

"生意窓前草不除, 翛翛蒼玉自扶疎. 貧將入骨誰憐我, 富欲掀天命屬渠. 學圃頻觀種樹傳, 杜

門幾似絶交書. 有時間有過從者, 分席非樵即是漁."

208) 屠性, 「送智教授兼柬郭思道錄事」, 顧瑛 輯, 楊鐮, 祁學明, 張頤青 整理, 『草堂雅

集』下册 (北京: 中華書局, 2008), p. 1034. "先生去作州博士, 尚憶滄浪水竹居. 研露自臨

修禊帖, 閉門欲著絕交書. 九江城外春帆近, 五老峰前曉雁疏. 此去談經有餘暇, 參軍為我

問何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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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노라(閉門重著絶交書)”는 유형의 표현들이다.209) 샤오페이 티엔(Xiaofei

Tian)은 문을 닫는다는 표현을 도연명(陶淵明, 365?-427)이 중국문학사(中

國文學史)에서 최초로 만들어냈으며 이후 심약(沈約, 441-513) 등이 확산

시켰다고 하였다.210) 그렇다면 원나라 초기의 문인들이 읊었던 표현은 새

로운 응용으로 혜강과 도연명 이미지의 결합이라 여겨진다.

비록 조맹부는 절교서라는 주제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 바 없으나 대표

원(戴表元, 1244-1310)이 절교서에 대한 감상을 표명한 기록이 있어 주목

된다. 대표원은 오흥 지역의 당시 산거(山居) 문화에 관련한 서술에서 절

교서를 언급하였다.

“과거에 내가 일찍이 진(晉)나라 사람의 절교서와 서묘문을

읽고 마음으로 심히 괴이하게 여겼다. 그 결과 여러 사람들이

산림에 대해 즐겨 노래하고 고향마을에 깊이 빠져있는 것을 보

고서는 또한 매우 과하다고 생각했다. 오랜 뒤에야 탄식하며 말

하기를 아, 사대부들이 재능을 업으로 하여도 유익함이 없는 시

절이었음을 마음으로 알았던 것이니 어찌 이러한 때에 세상으

로 나와 나부(懦夫)를 바로잡고 완부(頑夫)를 격동시킬 수 있었

겠는가. 그러나 이와 같은 일은 빈자(貧者) 또한 행하기 어려운

것이었으니 의로움을 좋아하는 사대부라면 공들여 산골짜기를

개통하고 돈을 들여 산을 사들였다. 이로써 그 고고함을 이룬

자는 옛 오(吳)나라 영토에 거주하였던 오가(吾家)의 처사(處士)

들과 같았고 양양(襄陽)의 산인(山人)들에 부합하였다.”211)

209) 卞思義, 「次王安行韻」, 顧嗣立 編, 『元詩選』 三集卷十, 中國基本古籍庫 데이터베

이스, “杖策來尋隱者居, 閉門重著絶交書. 入城無事不騎馬, 臨水有時看釣魚. 未羨淵明開

菊徑, 擬從諸葛住茅廬. 淸時羽翼知多少, 肯散黃金學二疏.”

210) Xiaofei Tian, Tao Yuanming and Manuscript Culture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14), pp. 124-125.

211) 戴表元, 「敷山記」,『剡源集』二 (北京: 中華書局, 1985), pp. 72-73. "昔余嘗讀晋人

絕交書, 誓墓文心誠怪之. 以爲諸公酣詠山林, 沉溷鄕井亦云過矣. 久之, 歎曰, 嗟乎, 士大

夫心知材業無所益於時, 寧出此焉, 猶可矯懦激頑哉. 然此事貧者亦不易爲, 則好義之士, 又

有爲之裒工穿磵, 致鏹買山. 以成其高者, 若吾家處士之於吳中, 符山人之於襄陽. 風流客主

天下, 兩賢之而今, 豈復有斯人乎. 庚寅之冬, 遇吳興姚子敬于杭, 子敬傾然為予道敷山之事.

敷山者, 西於吳興十有餘里, 山中卷外截水罄折行, 平原茂樾間, 左右之徐山杼山挾敷山, 而

蹲敷山之前, 蒼峭亘連, 圭起簴伏望, 而知為美壌也. 然巳入於勢家, 莫可物色, 更累十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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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원은 조맹부와 평생 교유하였던 동향(同鄕)의 인물로 오흥팔준(吳

興八駿)의 일원이었다. 대표원은 절교서를 왕희지의 서묘문(誓墓文)과 같

이 산림에서 풍류를 즐기려는 뜻이 노골적으로 담긴 작품으로 이해하였

다. 이처럼 대표원의 인식으로 미루어 보건대 조맹부는 동시대 산거 문화

의 견지에서 절교서를 이해하고 있었을 것이다. 특히 중요한 점은 산을

사들여 거주할 만한 공간으로 만드는 산거 문화가 재력이 있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고급의 문화였다는 사실이다.

‘옛사람[古人]’을 통해 ‘아속(雅俗)’ 중 ‘아(雅)’에 해당하는 인물임을 나

타내는 행위는 물질적 기반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었다. 조맹부는 시는 도

연명(陶淵明, 365?-427), 글씨는 왕희지(王羲之, 303-361), 그림은 고개지

라 하며 위진시대 문화에 대한 취향을 드러내었다.212) 실제로 조맹부가

감식한 고개지의 작품들은 왕희지의 모본과 같이 당송시대의 모본으로 역

대 황실의 수장품이었다.213) 금나라와 남송이 차례로 몰락하며 민간으로

유출된 고개지 작품들은 소수의 수장가들만이 소유할 수 있는 명품이었

다. 바로 주밀과 조맹부로 대표되는 당시 세대의 복고주의는 명품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 우월시하는 것이었다. 서화 제작에 있어 복고주의

는 선우추가 전선(錢選, 1235-1307)이 그린 <귀거래도(歸去來圖)>에 맞추

어 도연명의 「귀거래사(歸去來辭)」를 필사했던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

다.214) 이와 같이 조맹부 세대의 주요 수장가들은 위진시대 문화를 함께

子敬之隣, 有曹君者, 始售而有之, 旣克有之…"

212) 趙孟頫, 「次韻馮伯田秋興」, 任道斌 编校, 『趙孟頫文集』 (上海: 上海书画出版社,

2010), p. 51. “揺落故園秋, 谿山䖏䖏幽. 無錢頻貰酒, 多病倦登樓. 文采陶彭澤, 丹青頋虎
頭. 誰能混流俗, 浩蕩一浮漚.”

213) 북송 이후로 고개지(顧愷之, 345-406)의 모본들은 남북으로 흩어졌다. 더욱이 남송

때 고개지의 작품들이 복제되면서 기존의 모본들과 함께 전세되었다. 원나라가 전역을

통일할 즈음에 고개지의 《여사잠도권(女史箴圖卷)》, 《낙신부도권(洛神賦圖卷)》 등

이 민간에서 전세되었다. 그중에서 조맹부는 현재 북경고궁박물원(北京故宮博物院) 소

장의 《낙신부도권(洛神賦圖卷)》에 발문을 남겼다. 조맹부 세대는 역대 황실의 수장품

이었던 고개지의 소수의 모본들에 정통하였다. Maxwell K. Hearn, "The Evolving

Significance of Gu Kaizhi and the Admonitions of the Court Instructress," in Gu
Kaizhi and the Admonitions Scroll ed. Shane McCausland (London: British Museum

Press, 2003), pp. 183-189; Wang Yao-t'ing, “Beyond the Admonitions Scroll: A

Study of its Mounting, Seals and Inscriptions," in Gu Kaizhi and the Admonitions
Scroll ed. Shane McCausland (London: British Museum Press, 2003), pp. 19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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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유하며 이를 상투적으로 과시하였다.

당시 서화로 이름난 사대부들은 ‘옛사람’인 위진시대 명사들에 깊이 몰

입하였다.215) 꿈에서도 “진나라 사람[晉人]”을 만났다고 할 정도로 그들을

의식하였던 것이다. 1314년 11월 19일에 조맹부는 혜강의 아들인 혜소(嵇

紹, 252-304)를 위한 사당(祠堂)의 편액 글씨를 써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조맹부와 막역했던 석암은 같은 날 밤에 혜소를 꿈에서 만나 조맹부가 글

씨를 써준 일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다고 한다. 조맹부는 이러한 석암의

이야기를 듣고 특별히 기록으로 남겼다.

“연우 원년(延祐 元年, 1314년) 11월 19일에 창덕(彰德)의 주

장유가 자기 고장 사람의 뜻을 본받으려 ‘진혜시중지묘’라는 여

섯 글자를 내게 써달라고 하였다. 내가 항상 혜시중의 충절을

공경하였기에 사양하지 못하고 글씨를 써주었다. 운필이 날아

다니는 듯 하여 마치 신이 도와주시는 것 같았다. 그날 밤 경

구(京口)의 석민첨(民瞻은 石巖의 字)이 서재에서 한 사내를

꿈꾸었는데 진나라 사람[晉人]의 의관으로 쑥대머리에 검은 옷

을 입었고 흐르는 피가 묻어 있는 채로 민첨에게 일컫기를 ‘나

는 혜시중이다. 오늘 조자앙이 나를 위해 사당의 현판을 써주

었으니 장차 이를 보답하리라.’ 라고 하여 민첨이 땀을 흘리며

깨어났으니 역시 기이한 일이었다.”216)

214) Marilyn Wong Fu, “Hsien-yu Shu's Calligraphy and his 'Admonitions' Scroll of

1299,” (Ph. D. Dissertation, Princeton University 1983), p. 121.

215) 로버트 해리스트(Robert E. Harrist)는 왕희지(王羲之, 303-361)가 송말원초(宋末元

初)에 회화(繪畵)의 도상(圖像)으로도 출현한 사실을 지적하였다. 그는 전선(錢選,

1235-1307)의 <왕희지관아도(王羲之觀鵝圖)>를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하였다. Robert

E. Harrist, Jr., “A Letter from Wang Hsi-chih and the Culture of Chinese

Calligraphy,” in The Embodied Image: Chinese Calligraphy from the John B.
Elliott Collection ed. Robert E. Harrist, Jr. and Wen. C. Fong (Princeton, N.J.: Art

Museum, Princeton University, 1999), p. 252.

216) 趙孟頫, 「紀夢嵇侍中」, 任道斌 编校, 『趙孟頫文集』 (上海: 上海书画出版社, 2010),

p. 214. “延祐元年十一月十九日，彰德朱長儒道邦人之意，求書晉嵇侍中之廟六字. 余每

敬其忠節, 不辭而書之, 運筆如飛, 若有神助. 是夜京口石民瞻館于書室中, 夢一丈夫, 晉人

衣冠, 蓬首玄衣, 流血被面, 謂民瞻曰,”我嵇侍中也. 今日趙子昂為余書廟額, 故來謝之.“ 民

瞻既覺, 猶汗流, 亦異事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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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덕(彰德)은 오늘날 하남성(河南省) 탕음(蕩陰)으로 혜소가 팔왕(八王)

의 난(亂) 때에 진 혜제(晉 惠帝, 259-306)를 지키다 죽은 장소이다. 원나

라 초기에 혜소를 위한 사당이 “고장 사람의 뜻(邦人之意)”을 기념하기

위한 목적에 따라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조맹부가 글씨를 쓰

는 행위가 당시 사대부들 사이에서 어떻게 미화되었는지도 흥미롭게 보여

주고 있다.

왕희지의 모본들을 열심히 수집하며 위진 서법을 추종하였던 탕후(湯

垕, 1250년대 후반-1310년대 중반)는 왕희지를 위한 사당을 소흥(紹興) 회

계(會稽)의 명사들과 함께 건립하였다.217) 탕후가 지방서원으로 난정서원

(蘭亭書院)까지 세워 관리하고자 하였을 때 조맹부는 절강성(浙江省) 및

강소성(江蘇省)을 관할하는 유학제거(儒學提擧)였다. 위진시대의 이왕 서

법을 ‘성스러운 글씨[聖書]’로 추앙하는 행위는 고장의 위인을 기리는 지

역문화와 나란히 이루어진 것이었다.218)

요컨대 원나라 초기에 위진시대의 예술을 표방하는 것은 상류문화의 일

원이고자 하는 욕구의 표현이었다. 조맹부가 혜소의 사당을 위해 글씨를

쓴 날에 석암이 꾸게 되었다는 꿈 이야기는 위진시대 문화에 대한 동시대

문인의 동경을 잘 보여준다.219) 조맹부는 북송시대의 사대부들과 달리 충

217) Diana Yeongchau Chou, "Reexamination of Tang Hou and His Huajian,"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Kansas, 2001), pp. 32-37.

218) 산서성(山西省)의 영락궁(永樂宮)은 원나라 황실에서 공인받은 전진교(全眞敎) 세력

이 여러 사업을 일으켰던 곳이다. 이 지역은 특히 여동빈(呂洞賓, 796-?)의 본거지라

여겨져 11세기부터 지역 사당이 만들어졌는데 점차 전국적인 명소(Taoist Belvedere)로

거듭나게 되었다. Paul R. Katz, Images of the Immortal. The Cult of Lü Dongbin
at the Palace of Eternal Joy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99), pp.

24-51; 다음으로 수월지(水越知)의 연구는 오월춘추(吳越春秋)에서의 충신, 오자서(伍子

胥, ?-기원전 484년)를 기리던 송원(宋元)시대 전당강(錢塘江) 유역의 신앙을 다룬 것

이다. 그는 오자서의 사당이 지어졌다는 기록들을 토대로 민간 신앙의 지역적 확산 범

위를 검토하였다. 水越知, 「伍子胥信仰と江南地域社会」, 平田茂樹, 遠藤隆俊, 岡元司

編, 『宋代社会の空間とコミュニケ-ション』 (東京: 汲古書院, 2006), pp. 315-348.

219) 한편 석암(石巖, 생몰년 미상)의 꿈 내용 중에서 흥미로운 지점은 혜소가 글씨를 써

준 것에 보답을 하겠다는 태도이다. 이는 도교(道敎)에서 찾아볼 수 있는 꿈을 통한 소

통 방식이다. 북송 장군방(張君房, 생몰년 미상)의 『운급칠첨(雲笈七籤)』에는 꿈을 통

해 징벌하러 온 신들의 이야기, 사당의 주인인 신령(神靈)이 지역민들을 위기에서 도와

준 이야기 등이 있다. 특히 사당을 짓거나 수리하는 일을 요구하기 위해 직접 꿈으로

찾아오는 유형의 이야기도 있다. 5가지 유형으로 도교에서의 꿈 이야기를 구분한 푸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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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忠節)이라는 덕목에서조차 왕희지를 추종할 정도였다.220) 이러한 사실

은 조맹부 세대가 얼마나 이왕 서법에 경도되었는가를 다시금 확인시켜준

다. 위진시대의 문화를 대표하는 이왕 서법과 이를 계승한 조맹부의 서법

은 소장자가 스스로의 지위를 위세(威勢)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해주는

상류문화의 양식(樣式)이었던 것이다.

린(Fu-shih Lin)은 꿈이란 곧 대다수 중국인들이 현실에서 공유하였던 체험(s shared

experience)이었음을 강조하였다. Fu-shih Lin, “Religious Taoism and Dreams: An

Analysis of the Dream-data Collected in the Yün-chi ch’i-ch’ien,” Cahiers. dʹ
Extreme Asie, vol. 8 (1995), pp. 95-112.

220) 왕희지 서법을 경시하기까지 하였던 한유(韓愈, 768-824)와 구양수(歐陽脩,

1007-1072) 이후의 북송시대 사대부들의 서법은 Amy McNair, The Upright Brush:
Yan Zhenqing's Calligraphy and Song Literati Politics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98) 참조; 金丹朱,「趙孟頫書論選注」, 劉正成 主編,『中國書法全集: 元

代編 趙孟頫 卷二(附趙氏一門)』44 (北京市: 榮寶齋出版社, 2002), p. 490. 「與王子慶

札」, “自度南後, 士大夫悉能書, 縱復不至神妙, 去今人何啻萬萬. ⵈ 近世, 又隨俗皆好學顔
書, 顔書是書家大變, 童子習之, 直至白首往往不能化, 遂成一種擁腫多肉之疾, 無藥可差,

是皆慕名而不求實. 向使書學二王, 忠節似顔, 亦復何傷. 吾每懷此意, 未嘗敢以語不知者,

俗流不察, 便謂毁短顔魯公, 殊可發大方一笑. 至元廿六年九月七日, 信筆書去, 子慶必不以

爲過也.“

(밑줄 번역) 근래에 풍속을 따르는 이들은 모두 안진경 글씨를 학습하기를 좋아하였

다. 안진경 글씨는 서가(書家)들을 크게 변화시켜 어린아이들도 학습하게 되었으니 흰

머리가 되도록 능통하게 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 비록 조그마한 종기로 다육

(多肉)의 병이 생겨난 것일지라도 이를 낫게 할 약이 없으니 모두 명성을 사모하였을

뿐 실질을 구한 것이 아니었다. 만일 이왕(二王)의 글씨를 배워 썼다면 충절(忠節)이

안진경과 같았을 것이며 또한 다시 무슨 해로움이 있으리오. 나는 항상 이러한 뜻을

마음에 품고 있었는데 식견이 부족한 이들(不知者)에게 구태여 말해주지 않았다. 속된

무리들의 불찰로 다시 안진경을 헐뜯는 것은 참으로 크게 웃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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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송말원초(宋末元初)의 복고주의(復古主義)에서 상투적으로 사용된 용어

들은 ‘고인(古人)’과 ‘고의(古意)’, 그리고 ‘금(今’)과 ‘속(俗)’이었다. 이들은

서로 상반되는 의미로 활용되었다. 서화로부터 옛사람[古人]의 뜻을 헤아

릴 줄 아는 인물은 요즈음[今]의 대중적[俗] 취향을 지닌 이들과 달리 높

은 인품(人品)을 갖춘 자로 상찬을 받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담론들이 실

질적으로 어떠한 맥락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는지를 조맹부(趙孟頫,

1254-1322)를 중심에 놓고 조명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는 조맹부가 제작

한 《혜숙야여산거원절교서권(嵇叔夜與山居源絶交書卷)》(1319년, 北京 故

宮博物院 소장)에 나타난 장초(章草)와 서체의 혼용(混用)을 사례로 하여

당시 위진(魏晉)시대 서법으로의 복고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우선 조맹부 세대가 이론과 실천의 차원에서 위진시대의 서법을 추앙하

였던 것은 동시대의 서화시장(書畵市場)과 긴밀한 관련이 있었다. 원대 초

기의 서화시장에서 왕희지(王羲之, 303-361)와 왕헌지(王獻之, 344-386)

부자(父子), 즉 이왕(二王)의 복제본들은 묵적본(墨迹本)과 각첩본(刻帖本)

으로 전래되었다. 특히 송대(宋代) 이후로 석각본(石刻本)인 정무난정(定

武蘭亭)의 수량이 크게 늘었다. 조맹부를 위시하여 남북의 문인들은 이왕

작품들의 진위와 우열에 대한 문제에 직면하였다. 수장가들은 우수한 상

태의 이왕 모본들을 선별하여 안목을 기르고 스스로의 서법을 향상시키고

자 하였다. 조맹부는 감정가(鑑定家)로서 서화시장에서 신뢰를 받는 인물

이었다. 원나라 초기의 사대부들은 서로의 자택에 모여 고동서화(古董書

畵)를 함께 감상하며 공동의 취향을 형성해 나갔다. 이 과정에서 조맹부

는 상대가 소유한 왕희지의 모본들을 ‘신물(神物)’이라며 우호적으로 평가

해주었다. 심지어 조맹부는 남송(南宋) 때부터 진위에 문제가 있었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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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첩(保母帖)>을 위진시대의 원물(原物)로 감정하였다. 이는 조맹부가 이

왕의 원형(原型)에 근접한 작품임을 결정할 수 있었던 자로서 수장자(收

藏者)의 위신(威信)과 차후 거래를 고려한 것이었다. 따라서 복고주의 담

론은 위진시대 서법을 향유할 수 있었던 수장가 간의 이해관계에서 촉발

된 측면이 다분하였다. 즉 당시 옛사람의 뜻[古意]을 헤아릴 줄 아는 인물

은 오랜 서화 명적들을 소유 및 감상할 수 있는 지위의 사람을 의미하였

다.

서화시장에서의 복고주의 담론들은 위진 서법을 온전히 구현(具顯)해내

는 것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조맹부는 항주(杭州)의 서포(書鋪)에

서 구각(舊刻)이라 여겨지던 『순화각첩(淳化閣帖)』 전권(全卷)을 몇 해

에 걸쳐 구입하였다. 이를 통해 조맹부는 위진 서법에 해당하는 모든 서

체의 기본을 익혔다. 그리고 조맹부는 동시대 수장가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왕의 복제본들을 감식하는 과정에서 임서(臨書)도 병행하였다. 이러한

환경에서 《혜숙야여산거원절교서권》에 보이는 장초(章草)는 조맹부 이

후로 풍미하게 된 서체였다.

반면 조맹부 세대는 북송말(北宋末)의 개성적인 서풍(書風)이 송말원초

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유행하고 있었던 흐름에 대해 요즈음[今]의 대

중적[俗]인 취향이라며 비하(卑下)하였다. 이는 위진 서법을 최상위의 규

범(規範)으로 내세우려는 목적에 연유한 것이었다. 해당 규범에서 조맹부

는 옛사람[古人]인 위진시대 서가(書家)들의 기운(氣韻)이 드러나는 글씨

를 가장 잘 쓸 줄 알았던 인물로 인정을 받았다. 이간은 이왕 서법을 따

르지 않는 자들을 ‘이단(異端)’으로 규정하며 조맹부의 글씨에는 이단적

요소가 일체 없다고 평가하였다. 나아가 당시 위진시대 서법을 부지런히

모으고 임서하는 사람은 ‘진나라 사람[晉人]의 인품’을 지닌 자로 간주되

었다. 따라서 원대 초기의 복고주의는 정통(正統)으로부터의 원근(遠近)에

따라 상호간에 ‘아속(雅俗)’을 구별 짓기 위해 반복된 담론이었다.

조맹부 세대의 서학(書學) 태도는 ‘법도(法度)’를 중시하던 남송의 강기

(姜夔, 1155-1221), 조맹견(趙孟堅, 1199-1267)에게도 발견된다. 이들은 위

진 서법으로의 복고를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가운데 고졸(古拙)한 서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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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거 활용하였다. 그중에서도 《혜숙야여산거원절교서권》은 조맹부가

장초를 포함한 4가지의 서체를 혼용했다는 점에서 특기할 사례로 주목받

았다. 조맹부는 여러 용도로 다양한 크기와 서체의 글씨들을 쓸 수 있을

정도로 기술적으로 매우 숙련되어 있었다. 장초와 금초(今草), 해서(楷書)

와 행서(行書) 등에 모두 능숙했던 조맹부는 남송 고종(高宗, 재위

1127-1162)과 주희(朱熹, 1130-1200)의 이론을 공유하고 있었다. 고종은

미불(米芾, 1051-1107)이 해서를 제대로 쓰지 못했다며 모든 서체를 체계

있게 학습할 것을 지적하였다. 주희는 북송 채양(蔡襄, 1012-1067) 이후의

개성적인 서체들을 방종(放縱)하다며 비난하였다. 특히 조맹부는 고종과

영종(寧宗, 재위 1194-1224)의 묵적에 발문을 남기며 송나라 황실의 서법

문화를 의식하고 있었음을 드러냈다. 휘종(徽宗, 재위 1100-1126)과 고종

이 여러 서체를 병기하며 박고(博古)의 면모를 보여주었듯이 조맹부도 여

섯 가지의 서체로 <천자문(千字文)>을 제작하여 자신의 고전 서체에 대

한 해박한 지식을 은연중 과시하였다.

이처럼 송나라 황족 출신의 조맹부는 위진 서법을 법도로 하여 다양한

서체를 습득하였다. 그 결과 당송(唐宋)의 서체인 광초(狂草)는 사실상 배

제되었다. 조맹부는 북송 문인들의 개성적인 행서를 따라 쓰기도 하였지

만 광초에 근접한 표현 일체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조맹부는

「주덕송(酒德頌)」과 같은 음주(飮酒) 관련의 도가(道家) 문학조차 행렬

(行列)이 불규칙적으로 어긋나고 글자마다의 크기가 각기 다른 서체로 휘

호하지 않았다. 이는 북송시대의 사대부가 광초로 제작한 <고시사첩(古詩

四帖)>과 대비된다. 요컨대 조맹부는 이왕(二王) 서법에 대한 지식과 경

험을 겸비한 이왕 서법의 적통(嫡統)으로 인정받았다. 조맹부의 작품은 동

시대 문인들에게 이왕 작품에 버금가는 것으로까지 상찬을 받았다. 조맹

부는 <정무난정(定武蘭亭)>을 임모해달라는 상대방의 요청에 응수(應酬)

해주어야 했다.

끝으로 본고는 조맹부가 《혜숙야여산거원절교서권》을 어떠한 상황에

서 제작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최근 연구는 조맹부가 이 작품을 연

습용으로 쓴 것 같다고 추정하였다. 그런데 조맹부는 1319년과 1320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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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두 차례 혜강(嵇康, 223-262)의 절교서를 필사하였다. 따라서 조맹

부가 스스로를 위해 1400여 글자가 넘는 장문(長文)을 여러 차례 적었다

고 보기는 어렵다. 필자는 《혜숙야여산거원절교서권》을 조맹부가 여러

차례 응수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작품으로 생각한다. 조맹부는 인종(仁宗,

재위 1312-1320)이 조맹부 일가의 글씨를 한 데 배접하여 소장할 것을 명

할 정도로 서화가로서 저명하였다. 조맹부의 서예 작품에 대한 인기는 전

국적으로 대단하였다. 이로 인해 조맹부는 죽기 전까지 끊임없는 서화 제

작 요구에 시달렸다. 조맹부의 동생인 조맹유(趙孟籲, 생몰년 미상)는

1317년에 형을 도와 해가 질 때까지 서화 수요에 응수해주었다고 한다.

이후 조맹부는 오흥으로 귀향하여 아내의 장례를 치른 이듬해인 1320년에

중봉명본(中峰明本, 1263-1323)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공연히 종일토록 응

수해야 함을 불평하였다. 당시 문화적 소양이 낮은 이들은 조맹부가 친필

로 바탕을 메워주기를 기대하였을 뿐 어느 요소가 탁월한 것인지 조차 분

별하지 못했다고 한다. 조맹부는 눈이 침침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년에도

밀려드는 다양한 수요를 감당해야 했다. 《혜숙야여산거원절교서권》에는

손이 떨리는 와중에 장문의 글을 필사해야 했던 당시 조맹부의 건강 상태

가 뚜렷이 드러나 있다. 예를 들어 문장의 종결인 ‘也’마다 반복적으로 떠

는 획들이 육안으로 확인될 정도이다.

《혜숙야여산거원절교서권》에는 동시대의 제발(題跋)이 전혀 없어 구

체적인 제작 동기를 알기 어렵다. 그러나 사대부들은 위진시대 문화를 애

호하였으며 이러한 취향을 과시하였다. 조맹부를 포함한 당시 사대부들은

혜강의 절교서를 은일(隱逸)과 풍류(風流)의 이미지로 수용하였다. 주목되

는 점은 조맹부와 동향(同鄕)의 인물로 평생 교유하였던 대표원(戴表元,

1244-1310)이 절교서를 동시대 산거(山居) 문화의 맥락에서 이해한 것이

다. 조맹부는 1314년에 혜강의 아들인 혜소(嵇紹, 252-304)의 사당(祠堂)

이 건립되었을 때 현판 글씨를 써주기도 하였다. 같은 날 밤에 조맹부와

매우 막역하였던 석암(石巖, 생몰년 미상)은 꿈에서 진(晉)나라 사람인 혜

소를 만나 조맹부가 현판을 제작해준 일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고 하였

다. 이처럼 위진시대 사람을 꿈에서 만났다고 할 정도로 원대 초기 문인

들의 위진문화(魏晉文化)에 대한 경모(敬慕) 열기는 대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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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조맹부의 서법을 중심으로 송말원초(宋末元初)에 복고주의가

출현하게 된 배경 및 복고주의의 성격에 대하여 검토한 글이다. 당시에

유행한 복고주의 담론들은 위진의 법도에서 이탈한 당시의 서풍을 비난하

면서 이왕 서법을 최상의 규범으로 삼고자했던 일련의 시도들과 관련되어

있었다. 아울러 복고주의 담론은 이왕 작품을 소유하고 있었던 수장가들

의 사회적 지위 및 문화적 수준을 상찬(賞讚)하기 위한 의도적 수사(修

辭)이기도 했다. 이들은 이왕 작품을 소장했다는 것과 자신들의 복고주의

취향을 과시하였다. 그 결과 원나라 초기에 형성된 이왕 서법에 대한 복

고주의 취향은 사대부들의 자기과시용, 즉 ‘위세(威勢)적 취향’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왕 서법의 적통을 계승한 조맹부의 글씨는 위진시대의 글씨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조맹부는 복고주의의 진정

한 실현자로 추앙받았다. 《혜숙야여산거원절교서권》은 장초를 비롯한

여러 서체들에 대한 조맹부의 능숙함을 보여준다. 아울러 건강이 좋지 않

은 노년에 회의감이 들 정도로 숱하게 응수해주어야 했던 조맹부의 필적

들도 간취된다. 이와 같이 조맹부가 응수서(應酬書) 일에 몰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시 그가 이왕 전통을 계승한 적통자이자 위진시대 문화의

진정한 복고주의자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조맹부의 작품은 이왕 작품에

버금가는 것으로 여겨졌다. 따라서 조맹부의 서예 작품을 소유한 사람들

은 복고주의 문화의 일원으로 자신들을 간주하였다. 원나라 초기 복고주

의의 실상은 이러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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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Zhao Mengfu’s 
Xi Shuye yu Shan Juyuan juejiao shu 

(Letter for Severing Friendship with Shan 
Tao) in Four Scripts: 

A Reconsideration of the Return to the Past 
Movement in Late Song and Early Yuan China 

Jinki Kim
Department of Archaeology and Art Histo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attempts to clarify the various aspects of Zhao Mengfu's (趙孟頫, 

1254-1322) efforts to return to Wei-Jin calligraphy, especially calligraphy by 

the Two Wangs (Wang Xizhi (王羲之, 303-361) and his son Wang Xianzhi 

(王獻之, 344-386)) for artistic inspiration. Keeping this in mind, I have 

examined the ways in which Zhao led a “return to the past” movement (復

古主義) in early Yuan (1271-1368) China. Ever since the Tang and Song 

dynasties firmly formed the calligraphic tradition that was centered on the 

Two Wangs, these ancient masters’ works appealed greatly to literati as an 

aura of authority and represented nobility in early Yuan society. However, by 

that time, their genuine works had already disappeared. The early Yuan 

literati, such as Zhou Mi (周密, 1232-1298), Li Kan (李衎, 1244-1320), and 

Zhao Mengfu, were eager to collect remarkable replicas of the masters’ 

originals in excellent quality which comprised several manuscripts and 

rubbings (拓本). Believing that the works after the Two Wangs in their 

collections were of the highest quality, Zhao Mengfu and his circle of friends 

made all efforts to distinguish authentic replicas from inferior copie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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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ng them, Zhao Mengfu rose to prominence as the most 

authoritative connoisseur, collector, and calligrapher during his day. This study 

investigates how Zhao Mengfu and his calligraphy came to be acclaimed by 

his contemporaries with emphasis on his late works such as Xi Shuye yu 

Shan Juyuan juejiao shu (Letter for Severing Friendship with Shan Tao; 

hereafter referred to as juejiao shu (絶交書)), dated 1319, now in the Palace 

Museum, Beijing.

It is well known that the Northern Song literati Su Shi (蘇軾, 1037-1101) 

and Mi Fu (米芾, 1051-1107)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reinvigorating such 

critical terms as guyi (古意 archaic idea) and guren (古人 the ancients) in 

contrast with jin (今, now or the present) and jinti (近體 modern style). In 

these antithetical formulations, Zhao Mengfu's contemporaries such as Li Ti 

(李倜, 1250-?), Xianyu Shu (鮮于樞, 1257?-1302), Deng Wenyuan (鄧文原, 

1258-1328), and Yu Ji (虞集, 1272-1348) begun to make a distinction 

between ya (雅 elegance) and su (俗 vulgarity). The basis for division in 

these binary distinctions was literati’s taste of antiques such as paintings, 

calligraphy, zithers, seals, and ink-stones. Although there was no single 

objective criterion, Zhao Mengfu and his circle of friends established cultural 

norms for other people to follow: veneration of the Two Wangs and pursuit 

of a return to the past. In 1296, Li Kan not only praised Zhao Mengfu as 

the rightful heir to Wang Xizhi, but simultaneously considered people to be 

heterodox (異端), who were immersed in slavishly repeating the styles of the 

Tang and Song masters. Wang Xizhi, in the same vein, was revered by Zhao 

Mengfu as the sage of the brush or calligraphy (書聖) in the history of 

Chinese culture. 

Furthermore, such a distinction in taste was conditioned by enthusiastic 

collectors of the Two Wangs. Discourse on elegance and vulgarity was 

inseparable from the contemporary trend of conspicuous consumption in art 

market. Unless someone possessed an artwork attributed to the Two Wa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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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genuine copies of their masterworks, he could be criticized for his modern 

and vulgar tastes. Zhao Mengfu, on the contrary, was the most discerning 

connoisseur of the Two Wangs in the early Yuan period. Many replicas of 

the Two Wangs’ works in the collections of Zhao Mengfu and his circle of 

friends were authenticated by the one and only expert Zhao Mengfu. In this 

process, his connoisseurship came to have absolute power and authority. 

Sometimes, he made wrong judgments about suspicious works. But his 

promotion of these works came to be taken for granted. For instance, Epitaph 

for My Nanny (Baomu tie, 保母帖), now in the Freer Gallery of Art and the 

Arthur M. Sackler Gallery, was judged by Zhao to be a genuine work by 

Wang Xianzhi. 

Zhao Mengfu was one of the most privileged men of the time. He was a 

descendant of the Song imperial family. Due to his high social and economic 

status, he became the most eminent painter, calligrapher, and connoisseur. He 

was also one of the few who could write in the styles of the Two Wangs. 

Zhao Mengfu admired the Two Wangs and devoted himself to studying their 

styles. After long years of study, he was able to establish himself as the 

inheritor of the Two Wangs tradition. He excelled in almost every script 

except for the wild cursive (mad cursive). While Zhao Mengfu was not 

willing to use the wild cursive script, he rediscovered the significance of the 

draft cursive script (章草 zhangcao), an early form of based on clerical, 

which had ancient flavors. Zhao’s juejiao shu, transcribed from the letter by 

Xi Kang (嵇康, 223-262) is a remarkable example highlighting how he 

demonstrated his talents as a calligrapher by using different four scripts. He 

creatively experimented with the draft cursive script in this work. 

Zhao Mengfu's ambitious return to the past by promoting the historical value 

of the Two Wangs’ calligraphy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the formation of 

discourse on elegance and vulgarity. Zhao received numerous commissions 

from various people to create calligraphy in the styles of the Two Wa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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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m, Zhao’s works after the Two Wangs were almost priceless. To 

possess Zhao’s works in the manner of the Two Wangs makes the owner 

appear to be a man of refined taste. As a result, Zhao came to be under 

constant pressure to fulfill the commissions. His juejiao shu is one of the 

works created from his social obligations, so-called yingchou (應酬). As the 

Two Wangs became culture heroes for early Yuan literati, their works or 

copies of their masterpieces were greatly sought-after. Zhao had to respond to 

the high demand for calligraphic works in the manner of the Two Wangs. In 

doing so, he emerged as the most important arbiter of taste during his 

lifetime, setting the standard for his contemporaries to follow. The possession 

of works by the Two Wangs and works after them among collectors and 

men of letters was of great significance in the culture of the revival of the 

Wei-Jin tradition. The return to the past movement led by Zhao and his 

circle of friends was at the center of the formation and continuation of the 

revival of the Wei-Jin culture. The slogan for the return to the past is not 

merely rhetorical. It encompasses its cultural and socio-economic dimensions. 

Advocates of the return to the past movement came to be considered men of 

elegance, whereas the others were regarded as vulgar. The owners of works 

by the Two Wangs or works after them fashioned themselves as rich yet 

elegant men of letters. As such, cultural discourse on the return to the past 

has many layers of meaning. 

Keywords: Zhao Mengfu (趙孟頫, 1254-1322), the return to the past 

movement (復古主義), Wang Xizhi (王羲之, 303-361), Wang Xianzhi (王獻

之, 344-386), judgment of taste, discourse on elegance and vulgarity (雅俗

論), conspicuous consumption, juejiao shu (絶交書), mixed-style calligraphy 

(雜體), draft cursive (章草),  yingchou (應酬).

Student Number: 2014-2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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