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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þ國書道論**

tt 中*

안녕 하십 냐 까 ? 束亞文化짧究所의 햇詩으로 치는 오늘 맨I행뿔法 • 道

그런데 「中具 및 技巧에 관해서 여려분께 얘기해 드리게 되었음니다. 

國書道論」이라는 題目은 너무 방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지 

렵습니다. 저는 韓國의 盡道水準。1 아주 높다고 들었읍니다. 

많은 가르치성을 부탁드려야겠읍니다. 

뭇할까두 

여러분께 

r:þ國의 書道는 一種의 特珠藝術엽니다. 먼저 그道具플 말씀E라자면 

붓 • 먹 • 종이 • 벼루 등임 니다. 붓은 많은 종류의 잠승털을 션택하여 만 

드는데， 性能에는 굳센 것과 부도러운 것이 있읍녀다. 굳세고 딱딱한 

부드러운 것〔柔和)은 것(剛硬〉은 대개 이리탤과 표뱀틸로 된 것이고， 

대부분 토끼털 • 양털 • 닭렬로 되어 있응나다. 붓을 만드는 얼은 연종의 

특별한 技巧인데， 붓을 잘 만들어야 기분좋게 샤용할 수 있읍내다. 古

등홉에 「이려탤로 心을 만들고 가을토끼털로 덮는다. J라는 記載가 있으니 

。↑러한 붓은 한 종류의 델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안쪽은 이리렬， 바 

갇쪽은 토끼 털로 된 希휩-筆로서 行書와 慧書-를 쓰거 에 아주 적 합합나 다. 

純후毛로 된 붓은 커다란 字體인 쫓앓書오} ~찮書블 쓰기에 책합하며， 표법 

탤과 야리탤로 펀 비교적 긴 붓으록는 커마란 樞書 • 行뿔및 狂草(헐書) 

를 쓸 수 있읍니다. 純 양틸로 만든 붓은 찰뭇 만들면 너무 힘이 없읍냐 

다. 心을 찰 만들어 야치 누르면 필- 일어 납니 다. 心올 찰못 만들면 일어 

서지 못합니다. 純후毛 붓은 오늘날 大I뿔이 나 홀옳灣에셔 모두 별로 찰 

만툴지 못하고 있읍니다. R 本의 溫짧堂에서 만든 것이 좋습니다. 

* 臺灣팅행立師範大學 敎授〔中文學)
** 이 글은 1981년 11원 12인 사 올-);: 東많갖化%究所 講演會에 서 i안표한 

요약한 것임. 

붓은 

내용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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心에 彈力性이 있어 야 하고， 털 하나하나가 곧바라야 한다고 하는데 보 

아샤 알 수는 없고 써보아야지만 알 수 있으니， 우리는 믿을 만한 상표 

플 고플 수 밖에 없읍니다. 제가 알기로는 R本의 溫꿨堂， 韓國의 雲林

書房， 臺灣의 勝大莊에 셔 만든 붓이 좋은 것 같줍니 다. 

먹은 갈아서 뿔rr을 만도는데， 가장 좋은 먹은 까망고 윤기가 반짝입 

니다. 古뿔은 陳뿔이라고도 부르는데， 아교질이 적어져서， 종이에 쓰면 

윷칠처렴 윤기가 몹니다. 먹의 아교질은 너무 많아서는 안됩니다. 붓을 

먹물에 적셔 자기 마음대로 붓을 놓럴 수 있어야 합니다. 아교절이 너 

무 많으면 너무 빡빡하니， 좋은 먹이 아닙니다. 中國의 먹으로는 옛부 

터 安徵의 먹 이 유명 합니 다. 南庸 後主 李;많이 詩文을 좋아하여 야곳에 

서 좋은 먹을 개발하게 되었는데， 李廷웰라는 윤환工이 만들어낸 李廷돼 

의 짧은 바로 이 지방 出塵입니다. 

종이는 먹을 흡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洋紙는 먹물을 흡수하지 않고 

되받아내니 쓸 수 없읍니다. 아마 中國書法에서논 종이는 宣城(짧領 부 

근) 종이블 쓰는 것을 上品으로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宣城 종이는 

먹 색 올 표현하고， 筆錢의 高度效果플 발휘 케 합니 다. 또 좋은 종이 는 

오랜 세 윌이 지 나도 쉽 게 손상받지 않아서 保存價f直가 있음니 다. 

벼 루는 端州 • 數縣 • 山東의 뽕石과 이 지 방의 빼河石(挑河 캄關띔 臨

潤縣、 西北에 있는 西碩山으로부터 發源하여 黃河로 흘러 드는 江)으로 

만드는데， 石質。1 꼽고 치밀해서 먹을 갈기 쉬우니 좋은 벼루입니다. 

石質이 고우면 붓렬을 손상시키지 않고， 치멜하기 째문에 먹물이 빨리 

마르지 않으니， 이래야 좋은 벼루입니다. 文Á들이 보배로 사란하는 端

石 • 뽕右은 이렇기 때문에 모두 名現인 것입니다. 

종이와 먹을 보존할 때는 햇볕에 말리거나 바람을 씌일 펼요가 없읍 

니다. 벼루는 늘 깨끗이 씻어야 하고， 붓도 쓰고 나면 꼭 깨끗이 씻어 

야 다음 번에 쓸 때 곤란하지 않게 됩니다. 

道具가 갖추ι1;、I 띤， 글씨를 쓰기 시작하는데， 클싹를 처음￡록 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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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했을 때는 古人의 宇體릎 臨활하는 데 주력하는 젓이 보동입냐다. 

三代(夏 • 股 • 周) 및 험漢의 字體는 모두 簽-書와 찮書인데， 早期의 종중 

書 筆뿔은 鋼器銘文 • 散5;盤 • 毛公鼎 • 石載文 등과 같이 비 교적 緊雜합 

니다. 굶代에 이르러 李斯는 이것을 간단하게 하여 小홍字로 만들었읍 

니 다. 髮홉의 둥글풍글한 字形을 네 모 모양으로 만든 것 이 바로 |兩漢의 

줬뽕를픔이 고 慧뿔플 빨리 쓴 것 이 草書와 行書입 니 다휘北훼時어} 縣右을 

많이 새카게 되자 筆펄이 모가 나게 되었는데， 이것이 樞홉엽니다. 이 

러한 樞뚫는 란마 후 꽉代에 이르리 그 켈정에 도달했 o 며， 커、 元 • 얘· 

淸 등에 결쳐 名家도 많마. 결국 우리들이 臨整하는 範本〔글싹본)은 그 

태도 펠 • 漢 • 南北朝l뿜代의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칩니다. 近世에는 

印해Jj術。1 進步하여 이 상에 서 말한 範本릎을 모두 마음대 로 콜라 살 수 

있읍니 다. 물론 약간의 書論을 참고활 수도 있는데 , 淸人 包世면의 「펠 

*雙構J • 康有寫의 11옮藝귀f燮樞J • 揚守敬의 -書學購言」과 같은 책 을에 

는 짧書 • 鐘書 • 輝石字의 各種 形態와 名稱을 끌고루 소개하고 있읍나 

다- 우리는 天性에 따라 취미에 맞는 範本을 택해서 황習을 하는데， 점 

점 시잎이 오래채 되어 자기 

합니다. 이러면 (격식에 

스스로 다득한 바가 생기 면， 變化를 
넉;ι -, 
두T 

맞는) 面目도 갖추게 되고"독강적인) 약간의 

成就도 엄게 됩니다. 

성 꽁한 書藝家들응 모두 專心하여 노력 했 었읍니 다. 우려 나라에 서 혈 

聖이략 부르는 王議之는 平素에 한결같이 연습을 계속하여， 벼루플 씻 

고 붓을 빨 면못 붙이 모두 까땅게 변했다고 하는헤 이것은 글싹 쓰카 

플 愛好하는 사람들 사이에 美談으로 전해지고 았읍니마. 그의 七世孫

인 智I永도 書藝家얀데 , 出家해 서 永欣몫의 價이 되 어 , 樓關에 살며 臨

幕하기에 전념하느라 펼人과 往來도 하지 않았다 합니다. 이령게 해셔 

名家들의 書藝블 갚이 짧究하고 三十年 후에야 樓關을 내려와 「륨草千 

字文」 八百餘本을 썼는데， 그의 글자는 요늘날까지 혹운혈와 짧書의 가장 

좋은 範本으로 전해 치 고 있읍니 다. 그가 누각 위에서 三十年 동안 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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붓은 커다란 책상자로 다섯 상자나 되었고， 

이뤘다 하니， 그들외 정공이 그 어찌 偶然한 것이겠、읍니까? 

뭄었 "'1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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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친 듯 썼는데， 그는 王靈之의 

유녕 한 惠法書籍을 수전 하여 t돼걷흙댔는데 , 

뽑은 글싸블 날빡진 듯， 

力으로 셨유며， 歷代의 그는 

臨흡틀한 글씨가 노랙했기 때문에， 

연젠가‘ 한 먼은 그는 船上에 

「王略[)며其迎」을 收藏혀고 있는 

天歐的ξL로 소질이 많고， 또 부지란히 

왕왕 原f1과 구별할 수 없었다고 함니다. 

蔡收가 王藏之의 

못하여 억지로 자기가 !& 

곤난한 기잭이 

서 蔡f&블 만났는더， 

것을 보고는 너무도 갖고 싶은 마음을 버리지 

藏하고 있만 옛 그램과 바꾸려고 했으나， 찢흰f따의 열굴에 

보야 자， 끼e뽑은 곧 뱃 전에 서 물에 빼져 죽으려 했읍니 다. 

放는 어첼 수 없。1 

이다하여 蔡

歐I場詢

의 f앓빨는 매우 精巧하고 아릅다운데， 그는 또한 書폼에 心lÍll을 기울얀 

사람이 었읍니 다. 한번은 그가 갈을 걷 다가 줍t\;;의 索靖에 의 히] 서 

진 古R떻김윤 보고는 말을 내려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그곳을 떼났읍니다. 

그는 또 생각이 냐서 다시 돌아와 보다가 

결국 그곳에서 사홀을 꼼짝하 

쓰여 

승낙하는 수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에게 

비
비
 

는
 

했
 

상
 

카
Q
 

nq 

히
 

그L
 천
 

: 

쳐
u
 

꺼
 아
 

y 

야R
 

지
 
저
 

까
 
주
 

랜
 짜
 

나
 
해
 

려
 

곤
 

그
 
피
 

정말 보배로운- 것 이러한 藝術에 대한 도거운 샤땅은 

張n딛은 E흙등를를 갈 썼는데 , 

않았다 하니， 지 

그는 또한 極端的으로 이라고 하겠읍니다. 

狂癡한 사람이 았읍니 다. 글싸를썼는 그는 숨을 마지고 문을 닫아결고 

그는書法 

聯;펀할 수 았었읍니다. 왜냐 하면 

앞갚을 채촉하는 것을 본다든가 북치는 소리블 튿는다 

머리카략을 온통 먹불 투성이로 만들곤 했음니다. 

을 좋아했기 때문에 곧찰 찮은 것을 

킬에서 점꾼을이 

더!l， 자기 

든가 하여 筆意블 느끼 고， 公孫大娘의 랬.!J舞를 보고 그 精神을 깨 달았기 

음익의 節奏‘치고 빨리 걷는 자세라든가， 

書法에 플 수 있었으니， 

그러나 張1l딘이 

;;<1 .9-. 
갑 E 

것을 

정군이 무거운 

題律起代 같은 

때문에， 

무용의 씨
 

7 당연히 써낸 

음악이나 무용의 

표현했는지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우며， 

가 마른 자람들의 것과는 달랐읍니다. 

리듬을 어떻게 터득하여 書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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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감사 후 서범을 보일 째에도 저는 이런 시법을 

도달할 것으로 생 연바하면 아마 그런 경지에 유감이나， 이 첨 업니다. 

각합니다. 

힘 (力)이 있어야 이 붓을 사용할 째는 

합냐다. 漢末외 畵藝家 鍾羅는 「힘이 많고 節肉이 풍-부한 것은 

힘 야 없고 觸肉이 없는 것은 찰옷되 었다〔多力豊節者聖， 無力無節者

거룩하 

글싸를 쓸 때는 붓을 스스는데， 

그1..， 

病。 )J고 했는데， 글싸에 힘이 있는 것은 사람의 몸이 건강하면 힘이 생 

키는 것과 감습니마. 康人 頻質U~~이 쓴 글자에서 가장 뚜렷이 節力을 

찾아볼 수 었는데， 이는 글까가 사람과 같은 것업니다. 왜냐하띤 觀置

氣'[없가 있 었으니 까. 첩좋 

法은 사람의 性格을 代表할 수 있는 것여니， 이는 또한 마음 속에 진질 

한 것이 밖으로 드려난다(誠於中而形於外)는 이치인 것입내다. 

歷代약 書좋청家들은 모두 執슬흙을 중시 했읍니 다. 그러 나 古代로부터 전 

不}펌不曉하는 聊은 높은 春秋를 누렸고 大닮의 

벼밀스려이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不是秘而不 

宣) , 말이 분명 하지 않아 아주 골치 아픈 것으로 변했읍니 다. 文歡의 記

載에 의 하띤 「週經、늠 줍誠의 坐中에 서 蔡뿔의 짧法을 보고서 는 가슴을 

해 내려오는 執筆方法응 

옵통 새파랑게 변하더니 피블 토했는데， 觀 太祖 暫操가 五어루만지머 

ù J
':5 구해냈다. 蔡뚫의 筆法을 간절히 求했우나， (혈짧은〕주지 

즉자 짧、는 남몰래 사람을 시켜 그 輩를 파고 그것을 얻었 

靈J판으로 

。-E 더
 

Q 
b T 

았다. 폐이 

했고， 또 「쯤 太康 中에 어떤 사람이 許下에서 펠縣의 

파고 筆勢論을 얻없는데， 커5靈 (j.생;縣、의 弟子〕은 그것을 읽고 이 볍에 의 

다. J고 

이 두 傳說은 모두 筆法을 

얻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執짧아란 붓을 잡 

는 方法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내다， 筆錢을 連用하는 技巧를 또한 包括

하고 았는 것입내다. 

해 매운 결과 매우 유영해졌다. J고 댔으니， 

그 가운데 가 

글자 가운데 있 

종찢월솔이 전하는 「九勢」는 모든 書法理論의 tll據입니다. 

장 중요한 것은 「머리블 감추고 꼬리롤 보호하면 힘이 



고， 붓을 힘있게 태면 살결처렴 콩다(藏頭 • 護尾， 力在字디:):. 下筆有

力， ilJ1JI륭之麗。)J 입 니 다. 좋은 글자를 形容하는 

血 • 肉」 등이 있는데， 이는 A體로 비유한 것으로 

字臺에 서 웹力과 彈力을 찾아볼 수 있으면 

度가 있으면맙。1 많다 하고，7}.뿔이 

가 度에 맞으면 肉이 많다 합냐다. 

이 있게 하면(下筆使筆솟홉勢有力) 藏錢이라고도 하고 藏頭라고도 합니 

다. 붓을 거둘 때 氣勢를 제거함을 조절하여 붓을 빼어 돌리는 것을 또 

護尾라 하는데， 이 두 동작은 모두 筆勢에 含盡性을 깃들이는 방볍으로 

觸람야 차연 팔에서 생기게 됩니다. 힘이 글자 가운데 있다(力표字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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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 「節·합

알키 운습니다. 

고E
 

。T

탱
 

‘
경
 ; 

ðE.J5휩 

모아햄 

節이 많다 하고， 硬度와 했 

潤澤하면 血。1 많다 하며 , 

붓끝에 氣勢를 때
 

래
 므 

우
 

E 붓
 

말한「붓 後世人이 가운데 集中되는 것이니， 힘이 字룹의 함은붓끝의 

의 中錢〔筆之中鉉)J이란 곧 이것을 가리컵니다. 藏頭와 護尾블 찰 하맨 

쓸홉로블에 觸力。1 았 힘을주면 글자 가운태 筆勢에 含輩性이 있게 하고， 

쓴 글자는 筆力이 있게 되며 表現한 字盡음 사람의 펴 이렇게 거l 하여， 

하
 딩 

近人 沈尹默션생은 一生 동안 書法에 아름담습니다. 부와 節力처럼 

을 키울였는데， 분석 九勢륜 자세히 그는蔡룹의 그의 著作 가운데에서 

香港三聯뿔:局出「없) (沈尹默論書盡鎬，폈었읍니다. 

따힘 [1리이 란 을강1 

글자가 原 PIS의 神氣와 

있는데， 두方法이 

본을 옆에 놓고 눈으로 쳐 다보면서 자커 가 쓰는 

가까와 지도록 하는 것얀데， 

글자블 쏠 때 는 「짧 1때」과 「薰rplSJ의 

반드시 한 뿔을 보고 한 획을 쓰고 할 띨 

하는데 놓고쫓寫플 原[)I~ 뷔에 요는 없읍니다. 쫓때윤 투명한 종이를 

臨rplS

쓰면서 

맞추어야 합니다. 

한펀으로 보고 

-筆一뿔 • 大小組細 • 短흉距離를 일 엘히 原l템에 

두 망법은 서로 뾰用할 수 있으나， 

薰寫(薰)할 수 있읍니 다. 

과幕빼의 

(臨) , 한펀으로 

요사이 우리들은 얹는 자세를 말해야겠는데， 끝으로 끌짜를 쓸 때회 

왼 손으로 종이블 누 

두 어깨 둡니다. 두 눈의 視線 가운데에 

오튼 손으로 붓을 들고， 

쥐어 

앉아， 

곧바르게 

모두 높은 잭상에 

H 。

τ，，-c 록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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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상에 너두 접근시켜서는 안 되 는 자연스럽고 평평하게 펴고 가슴은 

좌
 

우
 
E 닝

 
} 

λ
 

땅을 딛는데， 발바닥은 확 펴 며， 두 다리는 평평하게 벌리고， 

글싸블 쓸 때는 心

以上의 중§勢로 全身을 편히 하고 血麻은 자연스랩게 

을 때는 손가락으로 쥐고 손바닥을 바워야 합니다. 

情을 zp:靜히 하고， 

靜잔조플 익헐 순환시켜 야 합니다. 검공書룹 쓰면 더욱 마음을 集中시키고 

사땀은 書활을 通해 슨용輝과 마찬가지 로 jJi:낌Z無까효할 수 있 수 있읍내다. 

書藝家들은 모두 長壽할 수 있었읍니 으니， 가장 좋은 修흉方法이 어 서， 

켜
 사
 

즈
 
드
 

이렇게 또 養生을 할 수 있는데， 다. 書藝는 사란올 즐컵 게 하역 

않겠읍니까? 운 것을 하지 

?ξ 

"" 質疑問

아니라 學生質問 : 現傳하는 도議之의 作品들이 王靈之 自身의 質品이 

이에 대한 書蠻家로서의 先生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 는 말을 들었는데， 

::E義之의 作品이 륨品인지 아닌지는 얘기하기 

王靈之의 f'p品야라고 傳해지는 것은 대부분 康以

비룩 댄人의 舊擬作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擊擬일진매 

王義之의 本體와 크케 치이가 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 

日本에 收藏되어 

니다. 

;王先生홈辯 : 今傳하는 

어떤습나다. 가 애우 

後의 것들인더]， 

는 여짚히 

있는많 다. 王靈之의 作品으로는 짧亨序(神龍樓本)와 

그런데 現傳하는 

「平復站」이며， 

크주義之의 中國最古의 書빼은 

이것은 置本엽디다. 

윤t녕합니다. 亂IPG 등이 

아니라 팝A[뚫機의 

學生質問 : 표先生님께서 臨~려과 薰I뻐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블 

수 있는 範本으로 어떤 것이 좋으며， 初學者가 글싸블 스스기 시작할 때 

무슨 體로부터 시 작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 띤 깜사하겠읍니 다. 

j王先生答辯 : 初學者는 養書와 錄書로부터 쓰는 것 이 좋다고 생 각합니 

다. 오늘날 臺灣 • 韓國 • 日本 等地에서 모두 樞書부터 쓰기 시착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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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常例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이 크게 찰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냐 

다. t댈書는 字體짧展史上 最後에 나온 것으로 가장 정 교하고 쓰기 가 에 

렴습니다. 과거에는 惜書로써 科學를 치렀기 때문에 누구나 借띔릅 쓰 

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오늘날 이 體가 유행하는 이유도 여 71 서 I起因 

했을 것이나， 그러나 과거를 볼 필요가 없는 오늘날 굳이 ↑뿜書괄 쓸 펠 

요는 없는 것 같습니 다. }、間의 藝術感情을 표현하기 위 해 서 는 養書 • 

慧書 • 行書 • 草書가 좋을 것 같습니 다. 範本으로는 大養體에 「石遊文j ，

小養體에 「李斯의 輝山E쩔j ， 樞書에 「龍門石刻j(北鍵) 등이 있는데 , 오 

늘날은 印쩨術이 발전하여 이런 것들이 사진으로 찍혀 쉽게 날려 보급 

되고 있으니， 우리는 이무 때나 사서 볼 수 있올 것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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