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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평담(平淡)사상과 수묵담채(水墨淡彩)의 미학에 관한 연구는 전통 회

화에서의 수묵담채와 본인의 작품 분석과 이해에 있어서 핵심적인 작업

이다. 본인 작업에서의 담채는 표현 기법의 하나이자 본인 작업의 畵意

로, 平淡에 관한 미학을 추구하고 발현하는데 필수적으로 작용한다. 최

근까지 진채법을 중심으로 한 전통채색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했으

나 전통회화의 수묵담채에 관한 연구는 미약하여 그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전통회화에서 담채는 담채법에 의한 채색화와 수묵과 채색이 

동시에 쓰이는 수묵담채화로 나뉜다. 그런데 수묵담채화는 미학적으로 

어느 정도 平淡의 정신을 내포하고 있어 그 의미와 가치를 밝힐 필요가 

있다. 이에 수묵담채화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平淡 사상의 근거를 밝히

고, 작품을 분석하여 수묵담채화의 특성과 의의를 연구해 보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平淡과 관련된 동양 사상의 근저를 살펴보기로 한

다. 平淡의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난세인 육조시대에 인물등용을 위

해 고구(考究)된 유소(劉卲, 176-245)의『인물지』에서 중화와 중용을 

이루기 위한 가장 이상적 인간의 특성으로 제시된 것이었다. 동양에서

의 사상적 배경과 함께 동양의 대물관, 시간관을 살펴보면, 동양회화에

서의 平淡 사상의 의미는 더 분명해지리라 생각한다. 동양인이 물질의 

본질을 에너지, 즉 기(氣)라고 파악하는 경향은 그림을 그림에 있어서도 

외형보다는 내재하고 있는 에너지를 표현하는 일에 더 관심을 갖게 하

였고, 그 결과 淡한 기운이 절대적 가치의 하나로 제시되었다. 동양적 

시간관은 시작과 끝을 가진 서양의 시간관과는 달리 ‘자연’처럼 시작과 

끝이 없다. 또한 유가와 도가, 불가에서 平淡사상의 근거를 찾아 볼 수 

있다. 유가적 입장에서 淡함, 즉 淡은 인간의 성(性)을 가장 잘 드러내

기 위한 최고의 기품으로 여겨지고 있다. 또 도가의 경전인 노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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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경』과 장자의 『장자』의 경우 ‘무위(無爲)’사상을 통해 平淡과 

여백의 관련성을 찾아볼 수 있으며, 불가의 경우 ‘공(空)’ 사상을 통해 

平淡 사상의 근거를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淡’한 표현이 가지는 미학적 가치는 화론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언급되었는가에 관하여 고찰해 보았다. ‘淡淡함’의 미학은 동양

미학 전반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가치이기도 하다. 동양의 경우, 회화

는 회화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문인들에게는 수양의 한 방편이기도 했

다. 따라서 전통적 그림에는 화가의 인격이 그대로 반영되었다. 따라

서 화가가 가장 이상적인 淡의 상태를 그리기 위해서는 화가의 인격수

양자체가 선행되어야 했다. 

 유소의 『인물지』이후 인간의 인격에 적용되었던 平淡은, 다음에는 

문학양식, 그 후 회화에 관한 평가어로 나타났다. 平淡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기 전 平淡의 근거가 된 화론으로는 먼저 ‘기운론’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장언원의 『역대명화기』에서는 회화의 이상적인 상태인 上

古의 그림의 특성을 “자취가 간단하면서 화의는 담박하다(迹簡意澹)” 

고 ‘화의의 담박함’을 언급하고 있다.1) 이후 淡과 관련된 화론으로 형

호의 『필법기』에서는 육요 중 墨을 설명하는 가운데 구체적으로 담

에 관한 언급이 나온다.2) 이 외에도 현대에서는 부포석(傅抱石)의 

『중국회화이론』의 일반론을 살펴보면 그림의 뜻에 관한 언급을 통해 

담박함이 화가가 추구해야할 가장 큰 뜻임을 밝히고 있다. 

 그림에서의 ‘平淡’은 미불이 처음 동원의 그림을 평하면서 “동원은 

대단히 평담천진(平淡天眞)하다. 당시대에는 이와 같은 회화가 없었

다.”는 언급에서 나타났다.3) 이 때 ‘천진(天眞)’이나 ‘자연을 획득하였

1) 장언원 외, 김기주 역,『중국화론선집』, 미술문화, 2002, pp.82~85

  “上古之畵 迹簡意澹而雅正 顧, 陸之流是也.”(『역대명화기』,「論畵六法」)

2)  앞의 책, pp.11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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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得天眞)’는 표현이 平淡과 함께 쓰인 것을 볼 수 있다. 시와 문학에

서 平淡 사상이 크게 평가 받은 이후 그림에 있어서의 平淡에 관한 사

상을 정리한 사람은 동기창이다. 

 그 후 나이가 들수록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경지로 淡이라는 미적 기

준을 표현한 방법은 동유의 『광천화발』, 미불의 『화사』등에서 고

담천연(古淡天然), 평담천진(平談天眞), 천진유담(天眞幽談) 등에도 나

온다. 

 조선시대의 화론에서도 ‘平淡’의 미학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림을 그

릴 때 성정을 다스려 맑은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도에 도달하려는 관점

은 당시 사대부들의 회화활동에서 활성제 역할을 했으며, 그것은 그 

시대 그림이 추구해야 하는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

을 수 있다.

 작가가 그림의 대상이 되는 산수나 회조를 도체로 파악하고, 이를 그

리고 감상함으로써 스스로를 수양하려는 작가의 창작의지와 표현 목표

가 색채표현에 나타난 것이 수묵담채화라고 할 수 있다. 수묵담채화의 

작품에는 이전 작품 중 남아있는 것이 적어 조선시대 후기의 회화 작

품을 주로 선택하였다.

 이러한 수묵담채화의 예시는 그 시대의 平淡을 추구한 미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므로 작품분석 전에 그 시대의 미학적 기준과 적용

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수묵담채화가 회화전반에 나타난 

중요한 특성이었음을 보여주기 위해 산수화, 인물화, 화조화 등의 화

과(畵科)에 따라 작가가 선정되었다. 조선시대에 유명한 화조화가 가운

데 淡한 색채가 잘 나타난 정선, 심사정을 통해 화조화의 담채적 특성

을 살펴보았고, 수묵 담채가 매우 특징적인 이인상의 수석화와 조선시

대 대표적인 문인화가인 강세황의 작품,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천

3)  Susan, H.B. 著, 김기주 譯, 『중국의 문인화』, 학연문화사. 2008, 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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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화가였던 김홍도의 도석 인물화, 산수 인물화를 통해서 간결한 

담채의 수묵담채를 고찰하였다. 

 그런데 수묵담채는 상술한 조선시대 대표적인 작가의 직품을 통해 볼 

때 바탕 재료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본 논문에서는 淡의 미학의 

발현으로서의 수묵담채를 가능하게 한 전통적인 바탕재중에서도 가장 

보편적인 비단과 종이가 가지는 특성을 살펴보고, 비단과 한지의 수요

에 따른 비교를 통해 수묵담채와 바탕재와의 관련성을 면밀히 살펴보

고자 한다. 비단은 어떤 표현이든 가능한 포용력 있는 재질과 선명한 

발색에 매우 우수한 바탕재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동아시아의 회화양

식에서 가지는 대부분의 특성, 즉 기름이 아닌 물의 삼투압 현상을 최

대로 이용한 수묵과 얇게 선염하는 채색 기법들, 배접 등은 모두 이러

한 바탕재의 얇다는 특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또한 수묵담채화에 내재된 平淡의 미학이 가지는 현대적인 

의미와 가치를 본인의 작품을 통해 제한적이나마 수용, 재해석해보려 

했는데  그 의미를 고요(靜), 청담(淸談), 담박(淡泊)으로 나누어 고찰

해보고, 이를 작품 속에서 구현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자연의 

생명력에 대한 상징성, 시적 정취의 재조명을 통해 平淡의 미학이 가

지는 가치와 현대적 해석에 관해 고찰해 보았다. 본인 작업안에서 등

장하는 자연물은 단순한 형상 그대로의 형상이 아니고, 자연 안에서의 

조화로운 에너지와 질서에 관한 상징물의 표현이다. 이는 조선시대의 

산수화가 단순한 풍경이 아닌 도체의 표현이었고,4) 화조화가 단순히 

꽃과 새의 재현을 넘어, 자연에 서로 순응하면서 상생하는 원리를 상

징하고 있는 것과도 상통한다. 또한 본인 작품에서 형사의 색이 아닌 

平淡의 미학을 담은 주관적으로 걸러진 색을 통해 자연성의 생명력을 

상징화하고, 시적 정취를 나타내고자 하였다. 표현기법으로는 비단을 

4) 홍선표,『조선시대회화사론』, 문예출판사, 1999, p.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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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淡의 미학을 극대화할 수 있는 표현에 관해 연구하였고, 속이 

비치는 비단의 표현까지를 이끌어 내어 淡의 淸과 透의 표현을 강조하

였다. 예컨대 고전 회화에서 구현하고 있는 平淡의 미학적 의미를 본

인의 작품을 통해 모색해보고 이를 현대적 미감으로 재해석해보고 싶

었다.

주요어(Key words) : 평담, 수묵담채화, 전통 바탕재, 자연의 생명력, 시적 

정취

학  번 : 2009-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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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머리말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전통적인 한국 회화가 가지고 있는 여러 중요한 특징들 중 하나는 그리는 대

상을 투명할 정도로 맑게 그리는 ‘담(淡)하다’는 것이다. 이는 동양회화에서의

대상의 외형만이 아니라 내면적인 본질까지 표현하고자 하는 조형의식과 함께

그리는 사람의 인격을 그대로 반영한 동양의 회화의식과 밀접한 관련 하에 발

생된 특징이라고 일반적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전통회화에서 이러한 平淡을

추구하는 조형의식은 전통회화를 수묵과 채색화로 나눌 때, 담채는 수묵 담채

와 채색화에서의 담채화로 나타나 회화의 기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수

묵담채는 전통회화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근대 이후 특히 ‘조선미술전

람회’이래 수채화의 도입이나 서구 미술교육의 영향으로 최근까지 전통회화에

서의 수묵담채는 그 가치와 의미에 충분한 연구나 조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수묵담채’의 회화의식은 단시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전

통적인 사상과 철학적 배경, 즉 동양 회화에 사상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쳤

던 유, 도가와 같은 전통적 사상과 깊은 연관선상에서 이루어진 기법이다.

중국의 漢시대에는 음양오행설(陰陽五行)로 기의 이론이 복잡하게 전개되다

가, 宋에 이르러 물체를 기(氣)와 리(理)로 이루어져 있다고 가정하고 ‘理發論’

과 ‘氣發論’의 두 가지 說로 발전된다. 理는 형이상의 보편자로 氣는 형이하의

구체적 개체로 인식되었다. 물체를 독립체로 파악하고 그 근원이 원자와 분자

로 이루어졌다는 서양의 과학적 사고와 달리 한·중·일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

시아에서는 존재현상이 기(氣)의 집산(集散)에 따라 발생한다고 생각하여, 각

각의 개체는 깊은 연관선상에 있는 것으로 인식했다. 에너지 상태인 기로 이

루어진 개체는 개체와 공간 사이, 또 개체와 개체사이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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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따라서 이러한 대물관은 대상의 형질 뿐 아니라 맑은 기(氣)를 표현하려

는 화가의 노력에 따라 맑음을 추구하는 회화관의 발생과 깊은 연관을 갖게

되었다. 즉 대상의 기는 맑은 상태일 때 최고의 가치를 가지게 되며, 이를 표

현함에 있어서도 맑게 표현하는 것을 추구하였다. 따라서 이때의 맑은 기운은

현상재현에 있어서의 진함에 대해 상대적으로 연한 표현법이 아닌, 화가가 대

상을 가장 잘 표현하기 위해 추구하는 최고의 경지로서 절대적 미학적 가치의

하나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미학은 채색법에서도 맑은 담채를 선호하는 경향

을 가져 왔으므로 이러한 수묵담채화에 관한 고찰을 통하여 조선시대 회화에

나타난 淡한 특성의 의미와 기법을 고찰하고자 한다. 수묵담채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조선시대 회화의 설채 방법으로서 매우 특징적으로 보인다. 근대이

후의 우리나라의 채색에 관한 연구는 주로 진채를 위주로 이루어졌으며, 淡한

채색을 수채화를 중심으로 하는 서구의 인식방법으로 접근함에 따라 그 연구

가 미약하였다. 또한 인물화와 산수화를 중심으로 수상작이 선정되던 국전을

중심으로 강조되었던 한국화의 수묵담채의 사용은 국전이 쇠퇴하면서 함께 미

약해진 점도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수묵담채에 관한 심도 깊은 연구

를 통하여 본인의 작업 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통회화의 가치 있는 미학적 기

준중 하나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수묵담채의 미학적 배경이 된

平淡 사상을 본인의 작업에서 새롭게 적용하여 현대적으로 가지는 의미와 가

치를 생각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인 작품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淡한 표현은 기법상의 선택적 방법일 뿐

아니라 본인 작업의 주제인 ‘자연의 생명력’을 드러내고 본인 작업의 개성을

찾아 나가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맑은 상태에서 그 생명력이 강하

게 나타나는 자연의 생명력을 부각시키는데 淡한 표현은 매우 핵심적이며, 이

러한 淡한 표현은 심성의 담함을 추구하고, 이를 표현하고자 하는 平淡의 정

신을 통해 본인작업의 미학적 근거와 개성적 표현을 가능하게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수묵담채의 역사적 근원을 동양의 平淡 사상으로 보고 平

淡의 미학을 역사적으로 심도 깊게 고찰하여 본인 작품의 전통적 이론의 근거

를 마련하고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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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유작이 많아 작품분석이 용이하며, 남종화의 영향

으로 수묵담채 작품이 많은 조선시대 회화를 통해 수묵담채가 전통적으로 平

淡 사상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것의 회화에서의 적용을

살펴, 전통적 사고를 현대화하는 밑바탕으로 삼고자 한다.

본 연구에 앞선 平淡 사상과 전통적인 담채에 관한 연구는 거의 독립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단지 平淡의 사상 자체에 관한 연구로 철학, 문학 쪽에서

문병숙의 「송시 平淡 특징에 관한 고찰」5)과 안희진의 「소식시론의 平淡을

논함」6)등이 있으며, 회화사에서는 수잔 부시의 『중국의 문인화』7), 김백균

의 「명말 청초 畵에 대한 새로운 인식」8) 등의 논문이 있지만, 이러한 논문

들에서는 남종화의 전반적인 화풍에 대하여 다루어, 平淡이 단지 회화 상의

주요한 특징 정도로 제시되고 그 정신적 사상적 특징의 고찰은 간과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묵담채가 가지는 淡의 미학에 대한 심도 깊은 고찰을

통해 平淡을 동양의 정신적 가치와 재료적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는 회화의 주

요한 흐름중 하나로 파악하고, 그 사상적 기반 및 의의를 살피고, 본인의 작품

과 관련하여 전통 회화의 주요한 회화적 특징의 하나인 수묵담채의 현대화를

모색해 본다는데 그 중요성과 의의가 있다.

2.  연구 방법 및 내용

본 논문은 수묵담채의 기반인 平淡 미학의 이론적 배경을 동양 사상의 주축

인 유교의 경전,『중용(中庸)』,『논어(論語)』를 통해 살펴보고 平淡과 깊은

연관선상에 있는 여백과 관련하여 도교의『도덕경(道德經)』,장자의『장자(壯

子)』와 불교의 ‘空’사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平淡에 관한 문인

5) 문병숙,「송시 平淡 특징에 관한 고찰」, 한국중국학회 50권, 2004

6) 안희진,「소식시론의 平淡을 논함」, 중국학연구회 50집, 2009

7) 수잔부시 저, 김기주 역,『 중국의 문인화 』, 학연문화사, 2008

8) 김백균,「명말 청초 畵에 대한 새로운 인식」, 미술사학보 권2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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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들의 화론과 조선시대 화론 및 조선시대 회화에 관한 문헌을 고찰하여 이

를 토대로 본인의 작품 분석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시 말해서 ‘平淡’이

나 ‘수묵담채’에 관한 의미와 가치를 살펴 본인 작업의 개념적인 토대를 마련

하고자 한다. 따라서 ‘平淡’이나 ‘수묵담채’에 관한 고찰과 분석은 본인 작업에

서 수용되고 접목되는 부분에 관한 연구로 그 범위를 한정짓고, ‘平淡’의 사상

적인 내용이나 미학적인 내용은 본인이 작업을 하면서 경험한 작업과정의 내

용에 근거하여 분석하되 그러한 ‘平淡’ 미학을 근거로 한 수묵담채의 특성이

본인 작업에서 갖는 의미는 무엇이며, 淡이 가지는 현대적 의미와 가치는 무

엇인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본인이 작업하면서 생각했던 ‘平淡’의 의미와

수묵담채의 경험에 관하여 설명하고, 이러한 해석 들이 현대적으로 어떤 가치

를 가지는가에 관하여 연구해 보려고 한다. 또한 본인의 최근작업 유형을 단

계별로 나누어 각 단계가 가지는 특징을 살펴보고, 재료와 표현 기법에 관한

고찰을 통해 본인의 작업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그 결과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 1에서는 ‘平淡’의 유래를 살펴볼 것이다. ‘平淡’은 회화의 미학적 기준

으로 제시되기 전에 난세에서 인물등용이 중시된 결과 인간의 가장 이상적인

경지인 중화(中和)를 이루는 인격의 상태로서, 유소(劉邵)의 『인물지(人物

志)』를 통해 처음 제시되었다. 그 후 정치에서 문학으로 전용되고, 다시 회화

에서 미학적 기준으로 사용되었다. 제2장의 2에서는 平淡이 전개된 과정과 이

론적 근거를 동양사상과 유교를 통해 살펴볼 것이다. 平淡 사상에 깊은 영향

을 미친 사상적 근거로는 유교의 영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유교에서는 유소

이전에 이미 중용(中庸)의 개념을 이루기 위한 특성으로서 淡이 제시되고 있

었다. 유교적 입장에서도 淡함, 즉 성격의 변화가 없는 靜한 상태인 淡한 기운

은 성(性)이 가장 잘 드러나는 최고의 기품으로 여겨졌다.9) 위에서 설명된 平

9) 유교의 이러한 내용은 『대학(大學)』제1장 참조

   “대학의 도는 명덕을 밝힘에 있으며, 백성과 친함에 있으며, 지선에 그침에 있다. 그칠 데를 

안 뒤에 정함이 있으니, 정한 뒤에 능히 고요하고, 고요한 뒤에 능히 편안하고, 편안한 뒤에 

능히 생각하고, 생각한 뒤에 능히 얻는다. 물건에는 본(本)과 말(末)이 있고, 일에는 종(終)

과 시(始)가 있으니, 먼저하고 뒤에 할 것을 알면 도에 가까울 것이다.(大學之道 在明明德 

在親民 在止於至善  知止而后有定 定而后能靜 靜而后能安 安而后能慮 慮而后能得 物有本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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淡이 중용의 특징으로 제시된 것은 平淡의 어떠한 변화도 수용할 수 있는 특

성 때문이다. 이러한 수용성은 회화에서 여백의 강조로 나타난다. 또한 平淡의

정신성과 즉위성은 동양회화의 비어있는 여백의 강조에서 가능했다. 제2장 2

에서는 또한 평담사상이 실현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한 여백에 관련하여 도교

의 무위(無爲)사상과 불교의 공(空)사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2장 3에서는 平

淡 사상이 전통 화론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된 사례와 平淡에 관한 미적 이해를

문인화론과 작품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平淡’ 사상에 관한 가장 대표

적인 ‘平淡天眞’의 사상은 동기창(董其昌,1555-1636)에 의해 정리되고 완성되므

로10) 이에 淡에 관한 미적 이해와 화론 중 平淡에 관한 미학적 해석들에 대하

여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중국과는 다르게 전개된 조선 시대 화론에서 平淡

의 미학이 어떻게 구현되었는가에 관하여 고찰함으로써 한국화의 특징을 살펴

볼 것이다. 조선시대 화론에서는 平淡의 상태를 수기(修己)적 가치관, 창작의

태도, 비평의 척도를 통해서 통찰해 볼 것이다.

제3장에서는 조선시대 수묵담채가 형성된 배경과 수묵담채화의 특성에 관하

여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시대를 선택한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우리나라 회화 유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조선시대 회화가 작품 분석

에 더 용이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조선 후기에는 남종화의 영향으로 회화의

수묵담채적 성향이 강해져서 수묵담채의 작품을 선정하기에 유리함이 있다.

조선시대 수묵담채가 가능하게 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는 것은 수묵담채를

단지 기법적 측면에서 뿐 아니라 정신적인 면에서 미학적 깊이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수묵담채의 ‘淡’의 추구는 淡의 미학이 그 근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平淡의 미학이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회화 중 수묵담채법이

잘 드러난 산수화, 인물화, 화조화의 예시를 통해 수묵담채의 특성을 고찰할

것이다. 또한 본인 작품의 소재가 주로 꽃이므로, 작품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분야를 나누어 화조화, 산수화, 인물화로 나누어 선택하였다. 본고에서는 특히

平淡의 사상이 잘 나타난 수묵담채의 선택에 주력하였다. 화조화 작가로는 수

事有終始 知所先後 則近道矣)”

 (이기석, 한용우 역, 『大學,中庸』, 홍신문화사, 1983, pp.5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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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담채가 잘 나타난 화조화를 많이 제작한 정선(鄭敾, 1676-1759), 심사정(沈

師正, 1707-1769)의 작품을 비교하여 수묵담채적 성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인상(李麟祥, 1710-1760)은 설송도 등의 소나무와 인물에 나타난 수묵담채를

살펴보고, 산수화 작가는 平淡 사상을 잘 나타낸 사대부 문인 화가인 강세황

(姜世晃, 1713-1791)의 작품을 살펴보고, 인물화에서는 맑은 수묵과 담채에 능

했던 김홍도(金弘道, 1745-1806)의 도석 인물화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그러나 회화의 사상이나 그것을 표현하는 기법은 재료적 뒷받침이 없이는 불

가능하다. 제4장에서는 한국의 전통적인 수묵담채의 경우, 다른 전통적 기법들

과 마찬가지로 얇은 바탕재를 근거로 하므로 이러한 재료와의 연관성을 알아

보기 위하여 수묵담채가 가능하게 된 재료적 측면으로, 비단과 한지의 특성에

관하여 고찰할 것이다. 수묵담채의 ‘淡’한 특성은 동양회화재료와 깊은 상관관

계를 가지고 있다. 즉 그림의 화면이 되는 밑바탕에 안료가 매우 섬세하게 안

착되거나, 염료처럼 그 섬유소에 아주 섬세하게 스며들었을 때 우리는 그 빛

깔이 淡하다고 인식하게 된다. 즉 그 재질자체가 매우 얇아 그 위에 매우 섬

세하게 안착되거나 삼투압에 의해 완전히 스며들 때 淡한 특성이 나타나는 것

이다. 만약 두꺼운 재질의 바탕재 위에 바탕재의 올의 두께보다 곱고 섬세한

먹이나 안료를 얹는다면, 그 조직 안에 섬세한 안료가 다 스며들어 맑은 느낌

이 아닌 뿌연 느낌이 표출될 것이다. 작업을 하면서 캔버스 천에 밑바탕처리

없이 먹을 가할 경우 계속 흐리고 뿌연 효과만이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또 반대로 얇은 화선지나 비단위에 곱고 섬세한 먹빛이 그 맑은 효과를 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그림의 밑바탕의 섬세함과 안료의 크기 정도는

淡의 표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동양의 바탕재에 대한 활용은 견과 종

이라는 얇은 바탕재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서양과 매우 다른 방향으로 발전

되었으며, 모필 등의 재료나 동양회화의 기법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이에 동

양의 바탕재인 견과 종이에 관한 특성에 관하여 고찰해 보기로 한다.

제5장에서는 이러한 고찰을 바탕으로 수묵담채와 平淡의 현대적 가치와 재해

석에 관해 알아보고 본인작품에 나타난 담채의 특성과 의미를 생각해 볼 것이

다. 본인이 작업을 진행하면서 사유했던 ‘平淡’의 해석과 담채의 경험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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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설명하고 이러한 해석들이 현대적으로 어떤 가치를 가지는가에 관하여 설

명하고자 한다. 현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자연의 생명성’에 관한 상징과 시

적 정취에 관해 살펴보고, 본인 작품에서의 平淡과 담채가 가지는 ‘고요(靜)’,

‘청담(淸談)’, ‘담박(淡泊)’에 관해서도 생각해 볼 것이다. 또한 작품의 유형을

단계별로 나누어 각 단계가 가지는 특징을 살펴보고, 재료와 표현 기법에 관

한 단계별 고찰을 통해 본인의 작품을 분석해 보고자한다. 구체적인 본인 작

품의 분석을 통해 平淡의 사상과 담채가 단계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

었으며 나타나는지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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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평담(平淡)의 기원과 변화

‘平淡’이란 용어의 유래를 살펴보는 것은 平淡 사상을 이해하는데 출발점이

될 것이다. 따라서 2장에서는 우선 담채화의 ‘淡’의 미학적 근거인 ‘平淡’ 미학

의 기원을 살펴볼 것이다. ‘平淡’이 처음 나타난 유소(劉卲)의『인물지』를 통

해 平淡의 유래를 살펴보고, 平淡 미학의 철학적 배경이 되는 전통적 대물관,

전통적 시간관의 고찰을 통하여 平淡 사상의 근거가 되는 사상의 의미를 살펴

볼 것이다. 유교의『중용(中庸)』,『논어(論語)』에서 나타난 平淡을 살펴보는

것은 平淡을 이해하는데 매우 필수적이다. 중용의 한 특성으로서의 平淡은 변

화를 받아들이는 수용적 성격을 강조하는 것이며, 그리는 대상의 형질 뿐 아

니라 그리는 사람의 인격과 정신을 반영하려는 사상으로, 이를 반영할 수 있

는 여백의 강조가 깊은 연관성 상에 있다. 이러한 여백의 강조와 관련한 사상

적 측면으로 노자의 『도덕경(道德經)』,장자의 『장자(壯子)』와 불교의『반

야심경』의 ‘空’과 관련된 사상에 나타난 平淡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볼 것이

다. 또 平淡 사상이 전통 화론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된 사례와 平淡에 관한 미

적 이해를 화론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한국에서는 화론이 중국과 다르게 전

개된 바 있으므로, 조선시대 화론에서 平淡의 미학이 어떻게 구현되었는가에

관하여 고찰할 것이다. 이러한 고찰은 平淡의 사상적, 이론적 배경의 고찰을

통해 작품의 개념적인 토대를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平淡에 관한 현

대적 해석을 하기에 앞서 전통적인 해석을 통해 그 진전변화를 살펴, 한국회

화사에서의 나의 그림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데 그 가치가

있다.

 1.『인물지』를 통해 본 ‘平淡’의 기원

‘平淡’이란 용어는 중국 亂世인 육조시대 중 삼국시대의 魏의 인재를 등용하

는 지침서인 『인물지』에 처음 나타났다. 인물지는 조조(曺操)가 세운 위(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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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명신인 유소(劉卲,176-245)가 쓴 인사 교과서이다.11) 유소가 활약한 시기는

조조, 손권, 유비가 각축을 벌이던 삼국시대로, 난세인 만큼 인재등용은 나라

의 안정과 발전에 필수 요소였다. 이 때 제시된 인재의 특성 중 가장 중요한

요소가 ‘平淡’이다. 『인물지』가 제시한 인물품평의 가치는 형질(形質)과 성정

설(性情說)에 의한 인물품평에 하나의 해답을 제시하여 큰 영향을 끼친데 있

다.12) 『인물지』의 첫번째 장(章)인 구징(九徵)은 사람의 성정을 파악할 수

있는 아홉 가지 징표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는 장으로 『인물지』전체의 총론

이요, 인물평가의 가장 기초적인 이론을 제시한 장이다. 이 때 인물 평가의 징

표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인재 등용에서 덕(德)이외에 재

(才)를 인정하여 난세의 시대성을 반영한 점이다. 이때의 재(才)의 강조는 그

이후 예술론의 발달을 가져오게 했고 이러한 재(才)의 특성을 규정하는 가운

데 平淡이 제시되었다. 조조는 중덕(重德)보다는 이러한 중재(重才)의 태도로

난세를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 구징(九徵)장의 앞부분에 平淡에 관한 언급은

다음과 같다.

대저 사람의 근본은 정(情)과 성(性)에서 나온다. 정과 성의 변화하는

이치는 참으로 미묘하고 현묘하니, 성인의 통찰력이 아니면 그 누가 능

히 그 참뜻을 궁구할 수 있겠는가? .....

대체로 사람의 자질을 헤아림은 중화를 으뜸으로 친다. 중화의 자질은

필히 平淡하고 無味해야 한다, 따라서 다섯가지 재능을 조절하여 변화

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13)

  위에서 보듯이, 인간이 다다를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경지의 자질은 중화

11) 박찬철 역, 『인물지』, 주)위즈덤하우스, 2009, p.7

12) 김기주,「중국산수화의 기원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대학원 철학과 박사학위논문, 

1993, p.85

13) “蓋人物之本, 出乎情性, 情性之理, 甚微而玄, 非聖人之察, 其孰能究之哉?

    ..... 凡人之質量, 中和最貴矣, 中和之質, 必平淡無味, 故能調成五材, 變化應節“

   (박찬철, 앞의 책, p.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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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질이다. 이는 치우침이 없는 중용의 개념으로 맛의 상태로 치면 平淡하

여 어떤 특정한 맛이 없는 無味에 비유된다. 즉 고요하고 담담한 어떤 특정한

맛이 없는 경지가 중화의 자질의 특성이라고 설명한다. 동양사람은 시·서화·음

악이 수양의 한 방편이므로 서화에 그 인격이 반영된다고 믿었던 문인화가들

에게도 平淡 사상은 역시 그림에서도 최고의 미적 기준으로 제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용과 연관된 平淡의 특성은 다음 구절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중용의 재질은 이런 종류와는 다르다. 오상이 이미 갖추어져 담백한 맛

(澹味)14)으로 감싸 안았기 때문에 다섯 가지 재질이 안으로 충만하고 다

섯 가지의 정기가 밖으로 드러났다. 이러므로 눈빛에 오색의 빛나는 빛

을 띠게 되는 것이다. ........

중용이라는 것은 성인의 덕목이다.15)

윗글에서 언급하듯이 중용의 자질은 인(仁), 의(義), 예(禮), 지(智), 신(信)의

오상의 재질을 담백한 맛의 상태로 감싸 안아, 성인의 경지라고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구징의 다음 장인 체별(體別)장에서는 여기서의 담백함과 무미

가 단순히 아무런 맛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역설적인 두 가지가 치우침 없

이 다음 글에서 보듯이 조화로운 상태를 유지해야 함을 설명한다. 즉 “중용의

덕은 마치 짠 듯하지만 쓰지 않고 담백하지만 아무 맛도 없는 것이 아니다.

질박하지만 거칠지 않고 문채가 있으나 호사롭지 않다.”16)라고 부연설명하고

있다.

또한 유업(流業)장에서도 “군주의 덕은 총명하고 平淡하여 여러 재능 있는

사람들을 잘 알아내는 것이지 스스로 일을 맡아서 처리하는 것은 아니다.”17)

14)  淡과 澹은 같이 혼용되며, 같은 의미로 쓰인다. 

15)  中庸之質 異於此類 五常旣備 包以澹味 五質內充 五精外章 是以 目彩五暉之光也.

    .........  中庸也者 聖人之目也.(박찬철, 앞의책, p.432)

16) 故鹹而不鹻 淡而不醥 質而不縵 文而不繢 (박찬철, 앞의 책, p.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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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여 平淡이 중용의 덕을 갖춘 군주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임을 설명한

다. 이렇게 平淡의 상태가 가장 이상적인 상태임을 설명하는 구절은 재리(材

理)장에 다음과 같이 언급된다. “그러므로 재질이 고요하고 담백하며, 생각이

깊고 현묘하여 자연의 도리에 통달할 수 있는 사람은 도의 이치를 이룬 사람

이다.”18)

平淡이란 용어는, 처음 그 의미가 도의 이치를 깨달은 인격의 가장 이상적인

상태로 제시된 특성이며, 고요하고 맑고 담담하여 중화와 중용을 이루어 낸

상태로 규정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平淡은 처음에는 인격의 상태를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되다가 이후 문학양식에서 사용되었으며, 이후 회화양식

에 적용되었다. 예술 장르 중 인물품평이 먼저 나타난 것은 문학이었다. 처음

에는 정치가와 사회적 인물에만 적용하다가 詩人에 대한 평으로 적용되었고,

530년 소통(蕭統, 501-531)의 역대시선집인 『文選』에 이르러서는 비판기준

이요 미적인 가치로 나타났다.19) 이렇게 인물품평의 기준이 미학적 기준이 되

었다. 처음 『인물지』가 제시한 인재의 특성은 ‘中庸之德’과 ‘中和’였고, 이 중

화의 질이 ‘平淡無味’로 세워졌다. 또한 김기주는 “이러한 ‘平淡無味’가 앞으로

중국인, 중국회화, 더 나아가 동양인의 특성 및 동양화의 특성이 되었으며, 평

담한 색과 형의 도자기나 수묵담채의 회화의 지속이 그 예가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20)

『인물지』의 인물품평은 회화품평에도 영향을 주었다. 『인물지』에서 제시

한 形質과 性情論은 形을 통해 神을 파악하는 것으로, 그 후의 회화론의 바탕

이 되었다. 즉 그림에서도 神을 최상으로 놓는 가치기준과 함께, 이는 이전의

외적인 장식을 추구하던 화가에게 平淡無味의 마음 상태인 中和가 궁극적 상

태인 수양을 요구하는 결과를 가져왔다.21) 따라서 平淡은 작가에 관한 언급에

17) 박찬철, 앞의 책, p.444

18) 박찬철, 앞의 책, p.448

19) 김기주, 앞의 논문, p.85

20) 김기주, 앞의 논문, p.87

21) 김기주, 앞의 논문, p.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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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나아가 작품에 관한 언급으로 전환되었다.22) 또한 이러한 예술작품과 작가

의 形神, 性情과의 통일문제는 예술작품과 예술이론의 구분과 함께 예술론이

발달하는 결과를 가져왔다.23)

 2. 동양사상에 나타난 平淡의 사상

  1) 대물관(對物觀)에서의 平淡사상

동양의 대물관을 살펴보면 동양회화의 淡이 가지는 의미를 알 수 있다. 동양

에서는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기(氣) 즉 에너지라고 본다. 漢시

대에 음양오행(陰陽五行) 등으로 발전을 이룬 氣의 사상은 송대에 이르러 氣

와 理로 나뉜다. 이 때 理는 우주의 보편원리이고 氣는 물질적인 개체이다. 리

(理)란 모든 생명운동의 내재적인 선험적 구도를 말하는데, 특히 리(理), 또는

天理라고 불렸다. 그리고 이러한 선험적 理가 경험세계의 구체적 존재물로 생

겨날 때 필요한 물질적 재료가 바로 ‘기(氣)’이다. 氣는 끊임없이 무정형하게

움직이는데 무정형한 氣를 이끌어 가는 도덕적이고 합목적적인 존재론적 형이

상학의 틀이 바로 ‘리(理)’이다. 대상자체는 氣로 이루어지고, 대상과 대상 사

이도 氣로 가득 차 있으며, 그 작용의 원리로 음양오행설이 제시되었다. 즉 우

주의 원리가 음과 양으로 이루어지고 오행의 원리로 순환된 이론으로 우주의

원리와 대상에 대한 본질이 설명된다.24)

이를 서양의 아보가드로의 분자설과 비교해 보면 그 특징을 더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25) 서양적 본질이 개체 각각이 독립적이고 개별적으로 존재하면

서 집합되어 있는 반면, 동양에서의 본질은 기라는 에너지로 파악됨에 따라

개체는 각각의 에너지를 품는 동시에 대상과 대상사이의 에너지도 인정함으로

22) 수잔부시 저, 김기주 역, 『중국의 문인화』, 학연문화사, 2008, p.131

23) 김기주, 앞의 논문, p.91

24) 송영배, 금장태 외, 『한국유학과 리기철학 』, 예문서원. 2000, p.265

25) 최원호,『아보가드로가 들려주는 물질의 상태변화 이야기』, 자음과 모음, 2010, 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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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각각의 대상은 서로 연관관계에 놓여 있다고 본다. 氣에 대한 동양의 다

양한 해석을 살펴보면, 그 의미를 더 쉽게 파악할 수가 있을 것이다. 『설문해

자(說文解字)』에는 氣를 운기(雲氣)라고 해석했으며,26) 『춘추좌전(春秋左

傳)』에서는 “누각에 올라 운기를 바라본다”라고 표현했으니27) 기가 구름과

비교되어 표현된 것을 알 수 있다. 이 밖에 야마이요(山井涌)는 “기는 물질의

근원이지만 동시에 생명력, 활동력의 근원이다.”28)라고 설명하였다. 위에 설명

들로 미루어보면, 기는 사물을 구성하는 질료로서 서양의 물질 개념과 달리

가입성, 삼투성, 포용성, 연속성의 성질을 갖는다. 기는 사물 속에 충만해 있는

상호간의 교섭과 매개의 역할 뿐 아니라, 물리적 현상의 근원인 동시에 생명

적, 정신적 성격의 것이다. 운동성이 가장 미약한 유형물로부터 운동성이 가장

활발한 무형적 정신 현상에 이르기까지 일체 존재가 기 그 자체이며, 기 운동

의 과정인 것이다.29) 이러한 본질관의 차이로 동양인들은 사물이 항상 서로

관계선상에 있다고 파악하였으며, 이는 미시건 대학의 리처드 니스벳(Richard

E. Nisbett, 1941-) 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서양에서는 십팔세기 후반까지도 파

장, 자기장, 밀물 썰물의 원리들에 대해 이해하지 못 했던 것에 비해 중국인들

은 이미 이천 오백년 전에 이러한 원리를 이해했던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

다.30)

이와 같은 대물관은 그림을 그리고 감상하는 조형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동양인들이 사물의 본질을 에너지라고 파

악함에 따라 그림을 그림에 있어서도 외형보다는 내재하고 있는 에너지를 표

현하는 일에 더 관심을 두게 되었다. 일괄적으로 동양의 모든 회화양식을 두

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나, 동양회화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서양과 다르게 발

전한 산수화를 예로 들면 좀 더 동양적인 사고체계에 접근하기 쉬울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산수화는 동아시아만이 가지는 회화양식으로, 4세기 이래 이

어져 내려온 지속적인 회화양식이기 때문이다. 동양에서는 산수의 외형을 있

26) 조옥구, 『설문해자』, 국립중앙도서관, 2005, p.220

27) 허남진, 「조선전기 이기론」,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제3권 제 4호, 2004, p.23, 재

인용

28) 허남진, 앞의 논문, p.67

29) 송영배, 금장태 외, 『한국유학과 리기철학 』, 예문서원. 2000, p.264

30) 김명진 외, 『동과서 』, 위즈덤하우스, 2008, p.89



- 14 -

는 그대로 표현하는 서양의 풍경화와는 달리 산수화를 그린 목적 자체가 무

척 관념적이었다. 곽희의『임천고치』에서도 보듯이 산수화는 산수를 바라볼

만하고(望), 유할 만하고(遊), 거할 만한(居) 정신적 수양의 대상으로 설정하

고,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바 산수를 대신한 산수화를 통해 해결하고

자 하는 태도에서 비롯되었다.31) 또한 산수화의 표현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

도 동양인의 자연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즉 기를 표현하고자 노력하였다. 이

러한 태도는 인물화나 다른 대상에 접근 할 때도 마찬가지여서 대상이 가진

전신(傳神)을 회화의 목적으로 두었던 것이다. 예를 들어, 사혁은 六法을 통

해 기운생동을 모든 그림이 이루어야 하는 최고의 목표로 두었다.32) 이와 같

이 동양의 회화의 목표가 실제적 대상의 구현 외에도 작가가 지니는 인품의

수양에 초점을 맞춘 점이나, 문인화 이론이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우세를 점

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동양의 대물관이 있다. 회화의 대상이 되는 사물이

나 인물에 대해 단순히 사실묘사에 초점을 두지 않고 대상의 내면에 지니고

있는 정신을 포착해내려는 관념적 성격은 대상을 독립적인 단위로 인식하지

않고, 역동적인 에너지로 인식한 결과이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동양회화의 개념적 성격은 현상을 표현하려는 관

점과는 다른 미적 추구에 근거했다. 사물이 지니고 있는 정신성의 파악, 혹은

대상을 통해 드러내려는 작가의 인품 등이 주요 문제가 됨에 따라 서구와는

다른 미적 가치와 기준을 가져왔다. 작가의 인품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생각

한 문인화의 사상 등은 이러한 대상에 관한 개념과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平淡 사상에서 작가의 淡한 기운을 드러내고 싶어 했던 발상도 대상의 본질

을 氣로 여긴 대물관과 연관을 가진다. 즉 작가의 기가 淡한 속성일 때 淡한

氣를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때의 淡한 기운은 현상재

현에서의 농담에서의 흐리고 진한 상대적 표현법만이 아닌 대상을 가장 잘

표현하기 위한, 가장 추구하는 경지로서의 절대적 가치의 하나로 제시되었다.

31) 장언원 외 著, 김기주 譯, 『중국화론선집 』미술문화, 2002 , p.129

32) 장언원 외, 앞의 책, pp.8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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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간관에서의 平淡사상

서양화와 달리 북송부터 산수화는 사차원적 성질을 갖게 되었다. 그러므로

전통적 사상에 근거한 전통적 시간관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즉 대물에 관한 본질관과 함께 시간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는 조형의식의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며, 그것은 ‘淡‘의 사상과도 깊은 연관선상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림에서 흔히 나타나는 여백은 平淡의

사상을 조형적으로 드러내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즉 고요

하고 담담한 상태인 平淡을 드러내는데, 비워두는 것은 과(過)한 것을 경계할

수 있는 조형측면의 기초가 된다. 따라서 비워두는 것과 여백을 강조하는 것

은 平淡 사상의 조형적 특징이기도 하다. 비어있는 여백은 조형적으로 즉시

성을 부여하여 형질보다 정신을 그리고자 하였던 문인화가들의 기본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비워둠의 미학과 관련하여 노자에 나타난 동양

적 시간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미 가지면서 채우려는 것은 그만 둠만 못하고,

이미 날카로와진 것은 오래 보존할 수 없다.

금과 옥이 방에 가득차면 그것을 지킬 수 없고, 부귀하면서 교만하면, 저

절로 허물을 남기게 된다. 공을 이루고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하늘의 도

이다.33)

가득 채워진 것과 예리하게 갈린 칼의 운명은 바로 소멸될 운명이라는 것이

노자의 사상이다. 이것은 동양과 서양의 시간관의 차이와 같다. 예를 들어,

33)『노자』9장

    持而盈之, 不如其己, 揣而銳之, 不可長保

   金玉盈室, 莫之能守, 富貴而驕, 自遺其咎

   功遂身退, 天之道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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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역』에는 총64괘가 있는데 63번째 괘가 기제괘(旣濟卦)이고 마지막이 미

제괘(未濟卦)이다. 이때 ‘기제’는 ‘이미 이루었다.’의 뜻이고 ‘미제’란 ‘아직 이

루어 지지 않았다’의 뜻이다. 이는 서양의 시간관과 차이를 가진다. 서양의

전통적 시간관은 직선적 시간관으로 창조의 시작과 완결로서의 마지막이 분

명하다. 그러나 동양적 시간관은 이러한 시간관과는 달리 『주역』에서 보듯

이 오히려 미완성을 마지막에 둠으로써 또 다른 시작을 해야 하는 순환적 시

간관이다.34) 이러한 완성보다 미완성을 마지막에 두는 시간관과 가치관은 조

형의식에도 영향을 미쳤다. 모든 것을 꽉 채우기보다 여백을 중시해 비워 두

면서 앞을 예상하게 하는 조형의식의 발달은 이러한 사상의 대표적 반영이라

고 할 수 있다. 더 완전한 상태를 만들어 내기 위한 노력으로 여백은 단순히

그리지 않은 차원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무위의 노자 사상과 밀접히 관련되

어 있고, 순환적인 사고에서 꽉 채운 것이 오히려 완전한 것이 아닌 철학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동양 회화에서 구도를 포백(布白)이라고 말하는 것

도 이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물건의 위치에 관련된 포치(布置)와 함

께 포백의 사상이 발전한 것은 동양회화의 특성을 만들어 내는 데 큰 역할을

한다.35) 이러한 비워 두는 공간의 여백과 관련된 구절은 『노자』11장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서른 개의 수레바퀴살이 한 개의 바퀴통에 집중되어 있는데, 바퀴통 중

간에 비어있음으로써 수레는 그 효용을 지닌다.

찰흙을 반죽하여 그릇을 만들었을 때, 비어있음에 그릇은 효용을 지닌다.

문과 창을 내어 집을 만들 때 그 중간에 아무것도 없음으로써 집은 효용

을 지니게 된다. 그러므로 유(有)가 유익한 것이 되는 것은 무(無)의 효

용이 있기 때문이다.36)

34) 앞의 책, p.188

35) 김병종, 『중국회화연구』, 서울대학교출판사 .1997, p.95

36) 『노자』11장

     三十輻共一穀, 當其無, 有車之用.
    埏埴以爲器, 當基無, 有器之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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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있음의 유용함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없음(無)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

러나 본장에서의 유무는 1장에서의 유무와 차이점을 가진다. 1장에서의 유무

는 현상계를 넘어선 본원적 의미이며, 이장에서는 현상계에서의 실례를 통해

현상계에서의 비어있음의 유용성에 대하여 언급한 것이다. 즉 빈 것으로 운

영할 수 있다. 그러한 무의 쓰임은 동양의 예술정신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후꾸나가 미쓰지(福永光司, 1918-2001)는 ‘회화에 있어서 공백의 중요성을 설

명하는데 도말만폭(䆃抹滿幅) 즉 화면을 온통 칠하는 것을 경계한 인물로는

송의 곽희가 있고, 명의 동기창도 『화선실수필(畵禪室隨筆)』을 통해 회화에

서 붓 사용법의 허실을 논하기를, 허실이란 것은 각 단 가운데 용필의 상세

함과 간략함이어서, 실과 허를 반드시 함께 써야 하며, 이 때 빽빽하면 운치

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虛實互用 疏則不深遂 密則不風韻)37). 또

청의 장기(蔣驥)는 서법에서 행간의 공백을 중시하여 허로써 실을 삼으면 끊

어진 곳이 함께 이어진다고 하였고, 그의 아들 장화(蔣和)는 ‘그림에서 실한

곳의 미묘함은 모두 허한 곳에서 생기는 점을 언급한 바 있다’고 하였다.38)

이러한 모든 요인들은 동양의 회화에서 노자의 철학을 무시하고는 충분히 그

정수를 얻을 수 없는 이유이다. 노자는 도를 ‘보아도 보이지 않으며, 들어도

들리지 않는 상태’로 간주한다.39) 이러한 의식은 동양적 조형의식에서 여백에

 鑿戶牖以爲室. 當其無, 有室之用.

    故有之以爲利, 無之以爲用(김학주,『노자와 도가사상』, 명문당, 2007, p.219)

37) 장언원외 저, 김기주 역,『중국화론선집』,미술문화, 2002, p.199

    “虛實互用 疏則不深遂 密則不風韻“

38) 김경수 역,『노자역주』, 문사철, 2009, p.156

39) 그것은 보아도 보이지 않는 것이어서, 형체도 없는 것, 곧 ‘이(夷)’라고 부른다.  그것은 들

어도 들리지 않는 것이어서, 소리도 없는 것, 곧 ‘희(希)’라고 부른다. 그것은 만지려 해도 

만져지지 않는 것이어서, 은미한 것, 곧 ‘미(微)’라고 부른다. 이 세 가지는 감각으로 그것

을 규명할 수 없는 것이어서 본시 이것들은 뒤섞여 하나로 삼는다.  그것은 위쪽이라고 분

명하지 않고, 아래쪽이라고 어둡지 않다. 계속 이어져 있지만 이름을  부를 수 없다. 그것

은 사물이 없는 상태로 되돌아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형상이 없는 상태, 곧 사물이 없는 상태라 하며, 이것을 종잡을 수 

없다고 한다. 그것은 앞으로 맞이해도 그 머리를 볼 수 없고, 뒤를 따라 가도 그 

뒤를 볼 수 없다. 옛 도를 붙잡고서 지금의 있음을 거느린다. 옛 시원을 알 수 있

으니, 이를 도기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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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를 부여하게 하였다. 보이는 대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여백에 가치

를 부여 할 수 있는 사고의 밑바탕에는 이와 같이 道를 보이지도 않고 들을

수도 없는 것으로, 있는 것에서 없는 것까지로 통합적으로 인식이 내재해 있

다. 이와 같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인 도의 경지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 사상은 회화에서도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가치를 두게 하

였다. 이러한 여백의 가치는 平淡의 조형관에서도 큰 역할을 차지한다. 여백

은 平淡을 이루는 조형적 방법론으로 작용할 수 있다. 동양의식에서 중용을

위한 특성으로 제시된 平淡 사상을 이루어 내는데 여백은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여지의 공간으로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여백의 조형관은 동양의 비

움을 내포한 시간관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마지막 시간을 완성되지 아니

한 미제(未濟)괘로 본 동양의 시간관은 비워 두는 것을 오히려 완전함을 위

한 조건으로 여긴 조형의식의 사상적 배경이 되었다. 또한 平淡의 미학에서

여백의 문제는 조형적으로 平淡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적 측면이며, 이러한

비워둠의 조형의식은 平淡과 함께 고려할 수 있다.

3) 유가에 나타난 平淡 사상

우리나라 전통 사상의 근간이었던 유가에서도 이러한 ‘淡’ 사상의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중용(中庸)』과 『논어(論語)』에 나타난 동

양적 본질관인 리(理)와 기(氣), 그리고 담(淡)에 관한 관련성을 통해 유가에

나타난 ‘淡’의 미학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視之不見, 名曰夷. 聽之不聞, 名曰希, 搏之不得, 名曰微.
   此三者, 不可致詰 故混而爲一.

   其上不曒, 其下不昧, 繩繩不可名, 復歸於無物.

   是謂無狀之狀, 無物之象, 是謂恍惚.

   迎之不見其首, 隨之不見其後.

   執古之道, 以御令之有, 能知古始, 是謂道紀.『노자』14장)

   (김학주, 앞의 책, p.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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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용』의 ‘中和’의 특성

淡의 미학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중용』의 1-1장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하늘이 명한 것을 성(性)이라 하고, 성(性)에 따르는 것을 일러 도(道)라

하며, 도를 닦는 것을 일러 교(敎)라 한다.40)

위의 글에서 만물은 기(氣)와 이(理)로 이루어진다고 설정하고 후대에 氣發論

과 理發論의 두 가지 說로 진행된 유교의 관점은 송대에 이르러 신유학으로

불린 성리학의 발전으로 모든 사물의 근본원리인 이(理)를 중시하게 된다.41)

만물이 하늘에서 생겨날 때 만물의 모양, 즉 물질적인 것을 형성하는 것은

기이다. 모든 존재하는 것은 기의 응집으로 존재한 기(氣)는 인간행위의 동

력, 근원이 되는 활동력을 뜻하는 것으로, 漢代 음양오행설(陰陽五行設)과 宋

代 理學의 주체가 되었다.42)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있는 것이 그저 있는 것이

아니라 있어야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을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는 것이 기(氣)라면, 있어야 할 곳에 틀림없이 있도록 하는 것은 이(理)이

다. 즉 기에 의해 물(物)이 물질적, 육체적 존재로서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늘로부터 명령을 받은 것이고, 그 개개의 이를 특히 性이라고 부른다는 것

이다. 예를 들어, 개는 개의 理인 개의 성을 지니고, 소는 소의 理인 소의 性

을 지니는 것처럼, 각각의 개체는 각각의 性을 갖고 있다. 이 때 인간에게 부

여된 리가 “인(仁), 의(義), 예(禮), 지(智), 신(信)” 이라는 오상의 덕이다.43)

40) 이기석, 한용우 역,『대학ㆍ중용』, 홍신문화사, 2007, p.187

    (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修道之謂敎)

41) 이근우, 『문인화총론』, 이화문화출판사, 2009, p.82

42) 김병종, 『중국회화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p.127

43) 이기석, 한용우 역,『대학ㆍ중용』, 홍신문화사, 2007, p.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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理가 사람이나 물에 자기를 할당하는 원리에 관하여 주자는 “달이 크고 작

은 갖가지 그릇에 담긴 물에 자기 모습을 비추는 것과 같다. 이는 어떤 사람,

물체, 사건에 있어서는 그 전부를 내 맡기고 있는 것이다.”44) 이때 물은 사람

의 기품을 의미한다. 탁한 물인지 맑은 물인지의 비유와 같다. 즉 아무리 빛

나는 性, ‘본연의 性’이라도 기품을 통하지 않으면 나타날 수 없다. 그 기품의

정도에 따라 지나침과 미치지 못함이 생긴다. 그래서 성인은 기품의 차이에

따라 사람과 물체의 당위로서의 질을 갖가지로 품절하여 법도적인 것과 실천

규칙적인 것을 만들었다. 그것이 교(敎)이다.45) 대체로 인간은 자기에게 性이

라는 것이 내재하고 있음은 알아도 하늘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

한다. 또 일상생활의 실천에 있어서는 각각 도가 존재한다는 것은 알아도 그

것이 性으로부터 나오는지는 알지 못한다. 또한 성인이 敎를 세우는 바는 알

고 있어도 그것이 실은 우리의 고유의 性에 근거하면서 손질을 가한데 불과

하다는 것을 모른다. 따라서 성(性), 도(道), 교(敎)는 그 근본이 모두 하늘에

서 나오는 것이며, 실은 나에 지나지 않는 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다.46)

『중용』 1-4장에 “희로애락이 아직 발하지 않은 것을 일러 중(中)이라고 하

고, 발해져서 모두 절도에 맞는 것을 일러 화(和)라 한다. 중이라는 것은 천

하의 대본이고, 화라는 것은 천하의 도에 통달하는 것이다.(喜怒哀樂之未發

謂之中 發而皆中節 謂之和 中他者는 天下之大本也요, 和之者 天下之達道

也)47)” 라고 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中'의 개념이 극한 감정이 나타나지 않는 마음의 조용한

상태, 담담한 상태를 이름을 알 수 있다. 마음이 조용한 본체적인 性의 상태

이며, 이 조용한 性이 어디에 치우침이 없을 때 中이라 불린다. 이렇게 다 발

하지 않은 상태를 중이라 부르며,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발하지 않는 상태는

44) 앞의 책, p.188

45) 앞의 책, p.188

46) 앞의 책, p.190

37) 앞의 책, p.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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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담함’이라 한다. 즉 화려하거나 눈에 띄는 것을 오히려 배제하는 平淡 사

상과 연관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어, 마음을 물에 비유할 때 성은 물의 잔잔

함을 나타내며, 이러한 잔잔한 상태를 조화롭게 유지할 수 있는 상태를 中으

로 말한 것이다. 中을 천하의 대본이라 함은 천명의 性으로 모든 것이 여기

서 나오기 때문이다. 즉 道의 체인 것이다. 즉 어떠한 치우침도 없는 완연한

부동의 상태를 말한다. 정이 극에 치우치지 않고 中을 지킬 수 있다면 中의

효과로서 천지의 질서가 바로 잡히게 된다. 여기서 더 나아가 和가 극치에

달하면 그 효과로 만물은 성장하게 된 것이다.48)

이를 平淡의 문자적 해석에서 나아가 平淡의 미학이 나오기까지의 철학적

배경과의 연관성에서 살펴볼 때 고요한 상태, 동이 아닌 정의 상태를 본인은

淡이 추구하는 상태라고 생각하였다. 中이 나타내는 고요함은 平淡이다. 平淡

함으로 그림을 제작한 문인화가들이 추구하는 결과적 상태는 마음을 다스려

조용한 본체적인 성의 상태에 있다. 이 조용한 성의 특성이 불편불의(不偏不

倚)이므로 ‘中’이라 부른다.49) 즉 조용하고 고요한 상태의 성을 중이라고 이

름하며, 따라서 平淡이 추구하는 경지 역시 이러한 중과의 연관성을 부정하

기 어렵다. 이는 유소의 『인물지』에서 ‘中和’를 이룬 인간 특성을 平淡으로

정의내렸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50)

이러한 중용의 미학은 생략되고 단순화된 표현으로 담함을 이루고자 하는

정신과 일맥상통한다. 회화제작 측면에서도 모든 것을 지나치게 다 드러내지

아니하고 생략하고 함축함으로써 좀 더 높은 함의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즉 지나친 표현은 그림을 속되게 만들 수 있고, 절제된 표현은 그림

을 은미한 도에 가깝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한다.51) 절제된 표현은 보다 효

과적인 감동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다. 간솔(簡率)한 표현과 상징화된 형태의

48) 앞의 책, p.197

49) 앞의 책, p.195

50) 박찬철, 앞의 책, p.427

51) 이택후 저, 권덕주 외 역, 『중국미학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2, p.155

    미학 비평의 준거를 제시한 중용의 비이은(費而隱)사상은 군자의 도는 광대하면서도 은미

하다고 하여 도에 다다른 경지가 모든 것을 다 드러내지 않는 상태임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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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의 작품으로 김정희(金正喜, 1786-1856)의 난초를 들 수 있다. ‘淡’의 미

학을 이루어 낸 경우로, 김정희의 작품세계는 고담하고 간결하여 아취가 넘

친다고 평가되고 있는데, 이는 실상 형식미에서 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52)

아래의 『난맹첩』 중의 <향조암란(香祖庵蘭)>에서는 보이는 현상을 다 표

현하지 않고 작가의 의도에 따라 함축하고 절제할 경우 그 간결함으로 더욱

정취가 넘침을 볼 수 있다. 작가가 사용한 ‘淡’의 미학은 선비로서의 작가의

정신성을 강조하는 데 필수적으로 작용한다.53) 오른 쪽 적혀있는 제시를 보

면 “난초의 향기는 모든 향기의 원조((蘭爲衆香之祖)”라고 하면서 난초의 한결

같이 맑은 향기에 관하여 칭송하고 있다.

[도판 1] 김정희, <향조암란(香祖庵蘭)>, 19세기 전반, 지본수묵, 26.7 x 33.2cm,

간송미술관

이 밖에도 사군자 등의 문인화에서도 이러한 절제를 통해 이루어지는 ‘淡’의

미학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52) 최열,『화전』, 청년사, 2004, p.33 

53) 아래는  <향조암란(香祖庵蘭)> 의 오른쪽 제시의 내용이다.

    “난초는 모든 향기의 원조다. 동향광(동기창)은 자신이 거주하는 집에 향조암이라 써 붙였

다  (蘭爲衆香之祖 董香光 題其所居室 曰香祖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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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논어』의 ‘中庸’의 특성

논어에 나타난 미학을 분석해 이를 바탕으로 淡의 미학을 고찰해 보기로 한

다. 공자의 이론은 정치적으로 많이 제시되지만 이것에서도 우리는 조형적

원리를 다루는 예술적 측면을 볼 수 있다. 공자는 명확하게 인간의 내재적인

요구로부터 심미와 예술을 심도 깊게 고찰하면서 심미와 예술이라는 사회현

상에 대해 처음으로 깊이 있는 의견을 제시했다.54) 개인의 인격에서 인(仁)

을 강조하고, 이러한 인의 개념이 내재적 기능에서 즐거움을 찾는 개념임을

발견하였는데 이로 인해 미학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부

모를 공양함에 있어 단순한 부양의 행위만이 아닌, 부모에 대한 진정한 경애

를 강조한다. 그러나 이러한 ‘仁’의 실행에 있어서 감성적 요소를 강조하였고,

이것은 ‘인학(仁學)’으로부터 ‘미학(美學)’이 발전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

다.55) 시와 음악을 예(禮)와 동급시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예술로

써 수신할 수 있다는 예술의 가치와 효용성을 인정한 것이다. 또한 ‘遊於藝’

의 개념을 언급한다. 즉 “도에 뜻을 두며, 덕에 의거하고, 어진 것에 의거하

며 예(藝)에서 노닐다(志於道 據於德 依於仁 遊於藝)”56)라고 하여 개인 인격

의 경지와 인생자유의 최고 경지를 동일시하여 예(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여기서 예는 지금의 예술과 똑같은 의미가 아니지만 악(樂)을 포함한 육예

(六藝)로 예술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육예(禮) 중 예(禮)는

예의 실행에 따르는 의식, 복식, 예기 등의 질서와 규정에 의해 예(藝)로 간

주된다. 악(樂)은 공자 시대에 시(詩), 가(歌), 무(舞)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예(禮)와는 다른 영역에 속한다. 따라서 악이 예(禮)에 포함될 경우는

예(藝)의 범주의 기예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57) 이러한 예(禮)와 악(樂)의

관계는『논어(論語)』의 「태백(泰伯)」편 본문에 나온다.

54) 이택후, 앞의 책, p.129

55) 이택후, 앞의 책, p.129

56)『논어(論語)』,「술이(述而)」, “志於道 據於德 依於仁 遊於藝”

57) 백기수, 『예술의 사색』,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5, 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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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가 이르길 시(詩)에서 일어나며, 예(禮)에서 서고, 음악(樂)에서 완성

한다.58)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음악은 기능의 숙련 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유

어예(遊於藝)’에서의 ‘유(遊)’는 예술의 기능적 숙련을 전제로 하지만, 이는 기

능의 숙련 가운데 얻어지는 자유로운 감각을 포함하는 것이며, 또한 궁극적

으로 인격형성을 그 목표에 두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적 완성에 의한 예술에

서의 ‘노님(遊)’에 관한 견해는 다음의 『논어(論語)』「술이(述而)」편의 언급에

서도 보인다.

공자가 이르길 대체로 알지 못하고 창작하는 자가 있는가? 나는 이런 일

이 없다. 많이 듣고 그 좋은 것을 택하여 따르고, 많이 보고 인식하여 아

는 것이 그 다음 단계이다.59)

또 『논어(論語)』를 살펴보면, 자연을 중시하는 관점을 찾아 볼 수 있다.

平淡의 사상에서 그려내야 하는 대상의 기는 생명력과 자연성을 가진 상태여

야 하므로 자연성에 관하여 살펴보는 것은 平淡이 이루어야 하는 경지의 차

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중국역사에서 자연을 독

립적 감상 대상과 예술 표현 대상으로 삼은 것은 위진남북조시대부터이다.

그러나 위진남북조의 이러한 바탕은 이미 고대에 기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예는 『시경(詩經)』에서 찾아 볼 수 있다.60) 공자의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58) 『논어(論語)』,「태백(泰伯)」

     子曰, 興於詩, 立於禮, 成於樂 

59) 『논어(論語)』,「술이(述而)」, 27장

    子曰, 蓋有不知而作之者, 我無是也.

   多聞, 擇其善者而從之, 多見而識之知之次也.

60) 이택후, 앞의 책, p.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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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하고,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 한다" 는 구절은 이후 자연미 이론들에 지

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여기서 공자는 인간들의 정신 품격이 서로 다르며

그들의 자연에 대한 애호의 취향 역시 다르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는 최초로

미학사에서 인간과 자연이 내재적으로 같은 형태와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감

응을 교류할 수 있는 관계에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61) 즉 지혜로운 사람이

물을 좋아하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이는 지혜로운 사람의 동적이고 즐거운

성향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다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또한 어진 사람은 두텁고

움직이지 않는 특성의 산을 좋아하는데 이는 어진 사람의 정적이며 근심하지

않고 오래 사는 특성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는 것이다. 즉 사람의 성품을 자

연물의 성격과 비교하여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자연을

인간과 별개의 것으로 간주하지 않고 인간의 내적인 정감과 수양될 정신세계

와 밀접한 관계에 놓는 것은 동양회화의 큰 특징 중 하나이다.

이러한 조형적인 기본적인 태도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 중 또 하나가 공자

의 미학은 ‘회사후소(繪事後素)’의 미학일 것이며, 이는 비어진 바탕에 관하여

‘淡’의 미학과 동양화의 특징인 여백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아래의 구절은

회사후소의 미학이 나오는 구절이다.

자하가 물었다. ‘예쁘게 웃는 얼굴의 보조개, 아름다운 눈의 눈매, 하얀

바탕62) 위의 채색’ 이란 시가 무슨 뜻입니까?

공자가 이르길 흰 바탕이 있은 후에 그리는 것이다.63)

전통적인 재료의 이해에서도 바탕을 중시 여기는 사상은 공자의 회사후소(繪

61) 이택후, 앞의 책, p.165

62) 여기서 하얀 바탕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며, 흰 바탕 뿐 아니라 비어진 공간의 추상적

인 의미까지 해석이 가능하다.

63)『논어(論語)』,「팔일(八佾)」

    子夏問, 曰巧笑倩兮, 美目盼兮, 素以爲絢兮, 何謂也.

   子曰繪事後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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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後素)라는 언급 이후 계속되어 왔다. 즉 논어에서 공자의 제자 자하(子夏)

가 ‘교태로운 웃음의 입매, 아름다운 눈매, 흰 바탕에 고운 채색이다.’ 라고

하였는데 이는 무엇을 이름입니까? 하고 묻자 공자가 대답하길 ‘그림을 그리

는 일은 먼저 흰 바탕이 있은 후에야 그리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64) 이때의

회사후소의 언급은 시(詩)에 관한 토론에서 나온 것이나, 이 후 동양회화의

정신적, 물질적 바탕에 관한 개념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즉 물질적 개념

으로서는 양(陽)으로서의 붓이 작동하기 위한 음(陰)으로서의 바탕이 지녀야

하는 성격은 흰색이기 보다는 무(無)색의 개념에 가까운 것이다. 이때의 바탕

이란 그 개념이 확대되어, 동양회화의 여백의 의미와 가치를 형성해 나가는

데 모든 색을 수렴할 수 있는 공간인 동시에 존재를 받아들일 수 있는 비어

있는 공간의 의미로 자리매김되어 왔다. 단순히 대상을 그린 나머지 부분이

아닌 대상이 호흡하고 생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바탕은 동양 회화의 가

장 큰 특징으로 자리 잡았다. 이에 따라 먹색이나 채색을 받아들이는 여백으

로서의 바탕은 주로 어떤 색을 칠하지 않고 배경을 그대로 남겨두는 형식의

조형양식으로 발전되었다.   

이러한 여백의 비워둠은 서양의 회화에서 바탕을 모두 칠하는 것과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여백의 미학은 후에 포치(布置)와 포백(布白)이라는

화면구성 원리를 만들어 냈다. 이는 사물의 경영위치와 똑같이 공간의 경영

을 어떤 형태를 포치하는 것과 여백을 포치하는 것을 동시에 생각하게 한 것

이다.65) 이러한 바탕에 대한 동양미학의 발전은 그 바탕재에도 영향을 미쳐

섬세하고 예민하게 화가의 생각과 동작을 그대로 담아 낼 수 있는 얇고 희

며, 섬세한 견이나 종이를 발달시켰다. 이렇게 여백의 바탕을 강조하는 미학

은 강하고 가득 찬 표현보다는 여백을 남기기와 淡한 표현을 강조하는 미학

의 가장 기본적인 배경을 형성했다.

여백과 관련된 ‘회사후소’의 공자미학과 더불어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공자

의 철학중 하나는 중용(中庸)이다. 중용(中庸)은 공자 철학의 기본 원칙이며

64) 이택후, 앞의 책, p.139

65) 김병종, 『중국회화 연구』, 서울대학교출판사. 1997, p.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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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미학비평의 척도이다.66) 지나침이나 모자람이 없는 중용의 덕은 공자가

말한 가장 큰 덕목 가운데 하나였다. 이는 조형에서도 한 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쌍방이 서로를 인정하고 그 자리를 내어줌을 의미한다. 내용과 형식에

서도 서로의 조화로움을 강조하였듯이, 통일체를 지향하는 중용의 원칙은 공

자철학의 핵심이다. 공자는 “중용의 덕이 얼마나 지극한가”67)라고 하였다. 이

는 미적인 각종 대립 요소가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체적으로

조화와 통일을 이룰 때 각각의 요소가 지나침이나 모자람의 병폐 없이 상호

의존하게 된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공자의 중용의 미학은 이후 동양의 조형

의식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며 어느 한쪽의 지나친 독주나 일방적 발전을

막아 주는 역할을 하였다. 서양미학에서 보면 정(情)과 리(理)같은 서로 상반

되는 요소로 보는 것조차도 동양에서는 서로 대립하여 형식주의 혹은 신비주

의로 빠지지 않고 보편성과 이상적인 상태를 유지하며 발전해 나갈 수 있었

다. 또한 이러한 중용의 미학은 淡의 미학과도 연관된다. 즉 너무 지나치거나

모자란 것을 경계하는 중용의 정신은 담함을 추구하는 기본 사상에 내재되어

있으며, 중용을 이룰 수 있는 특성은 平淡으로 나타난다.

4) 도가와 불가에 나타난 平淡 사상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平淡의 사상은 여백의 미학과 밀접한 관련선상에 있다.

平淡을 실현하기위한 실천적 방법으로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여백이 적극

적으로 사용될 뿐 아니라 여백의 조형적 즉시성은 형질보다 정신을 그리기를

원했던 문인화가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기본적 장치가 되었다. 이러한

‘비워둠’의 여백과 관련된 사상적 근거를 도가와 불가에서 찾아보는 것은 도가

와 불가에 내재된 平淡의 미학을 생각해보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다음에는

도가에 나타난 平淡 사상에 관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노자의 사상과 장자의 사

66) 이택후, 앞의 책, p.170

67) 이택후, 앞의 책, p.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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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노자의 사상 중 가장 크게 ‘淡’과 여백의 미

학과 연관 지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無味’에 관한 사상이다. 노자의 『도덕

경』이라 불리는 노자의 본문에 나타난 ‘無味’의 사상은 ‘현(玄)의 미학’, ‘음양

(陰陽)의 미학’, ‘淡의 미학’으로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이 많아 차례

차례 고찰해 보고자 한다. 또한 불가에서의 『반야심경』의 ‘空’ 사상 역시 이러

한 ‘비워둠’의 미학을 바탕으로 하는 平淡의 미학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

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고찰해 보기로 한다.

(1) 도가의 무위(無爲)사상

1. 노자의 ‘無味’

노자의 『도덕경』제1장에서는 ‘淡’의 사상과 관련지어 ‘無味’의 사상을 찾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무(無), 도(道), 현(玄)에 관한 내용으로 나타난다. 현에

관한 미학은 노자의 무와 허에 관한 사상을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며, 또한

현은 동양회화의 먹색이 가지는 의미와 상통되어 수묵에 관한 의미부여와 관

련지어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러한 먹의 검은 색에 관한 ‘현’의 내용은 수묵을

중심으로 ‘淡’을 강조하는 ‘平淡’의 사상에서 수묵이 가지는 의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말할 수 있는 도는 도가 아니다. 부를 수 있는 이름은 언제나 불변의 이

름이 아니다. 무란 천지의 시작을 이름하는 것이다. 유란 만물의 어미가

되는 것이다. 고로 항상적인 무는 묘함을 보고자함이며, 항상 된 유는 밝

음을 보려고 한다. 이 양자는 같은 것이며, 나와서 이름이 생긴 것이다.

같이 현이라 이른다. 현묘하고 또 현묘하니 많은 묘한 것이 나오는 문이

다.68)

68) 『도덕경』1장
    可道, 非常道也, 名, 非常名也
   無, 名天地之始, 有, 名萬物之母

   故常無, 欲以觀其妙, 常有, 欲以觀其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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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물의 발생론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 1장에서 무와 유가 본원적으로 같은

것이며, 발생한 이후 이름을 달리 한다고 설명한 노자는 이 둘을 ‘현(玄)’이라

고 말하고 있다. 동양회화의 먹색은 그 신비함을 이러한 현의 개념으로 설명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동양회화에서 사용되는 먹색은 단순한 검은 색이

아니며, 모든 현상을 어우르는 거무스름한 색, 즉 현의 이미지와 같은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대한 노자의 주석들을 찾아볼 수 있다. 오징(吳澄)은 “현이란

그윽하고 어두워 깊이를 측량할 수 없다”69)라고 하였다. 또 소자유(蘇自油,

1039-1112)는 “무릇 멀어서 극한에 도달할 수 없는 그윽함과 같은 것이며,

색깔로는 반드시 검음, 즉 현이 된다. 노자는 항상 검음, 즉 현으로써 극한에

의탁하였다.”70) 라고 설명하고 있다. 현은 현빈(玄牝)이라는 표현으로도 쓰였

다. 즉 암컷 빈과 함께 쓰임으로 현상을 알 수 없는 거무스름한 기운이 근원

적으로 발생되는 상태를 표현한 것이다. 동양회화에서의 세계관은 모계, 즉

땅의 세계관이 기초이다. 노자에서도 '곡신(谷神)은 불사(不死)한다'71)고 하

여 숭배의 대상이 된 땅에 관한 철학을 찾아 볼 수 있는 구절이 있다. 서양

의 하늘 중심의 세계관과는 차이를 지니는 것으로 농경 위주의 문화의 영향

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모든 본질을 드러낼 수 있는 색이 거무스름한 색,

즉 현으로 설정됨에 따라 동양회화에서의 먹의 사용은 필연적인 방법이 되었

으며, 이에 따라 수묵의 발전을 가져오는 사상적 배경이 되었다. 묵자(墨子)

에서도 검은 색을 선비가 잡으면, 먹색, 즉 현색을 낼 수 있게 된다.72) 이는

현색을 내기 위해서는 선비의 정신세계가 필요하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

다. 이렇게 먹색의 근원적 차원에서부터 정신세계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되

었으므로, 이에 따라 수묵을 이용한 담의 미학은 이러한 정신세계의 표출이

   此兩者, 同, 出而名. 同謂之玄.

   玄之又玄, 衆妙之門.

69) 김경수 역, 『노자 』, 문사철, 2009, p.27

70) 김경수 역, 앞의 책, p.27

71) 김경수 역, 앞의 책, p.27

72) 김경수 역, 앞의 책,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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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측면에서 관련된다.

또한 노자의 『도덕경』에서 음양의 미학에 관하여 언급된 부분을 찾으면

다음과 같다.

천하는 모두 아름다운 것이 아름다운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것은 싫은

것일 뿐이다. 대개 선한 것을 선하다고 알고 있지만 이것은 선하지 않을

따름이다. 유와 무는 서로 생겨나는 것이며, 어려움과 쉬움이 서로 이루

는 것이며, 길고 짧은 것은 서로 형태를 드러내고, 높고 낮은 것은 서로

기울고, 음과 소리는 서로 조 화를 이루며, 앞과 뒤가 서로를 따른다. 이

러므로 성인은 무위로 일에 처신하며, 말없이 가르침을 행한다. 만물은

만들지만 시작이라 여기지 않고, 행하더라도 기대하지 않으며, 이루더라

도 居하지 않으며, 무릇 오직 거하지 않을 뿐이므로 떠남 역시 없다.73)

대립물의 상생과정을 설명하면서 노자는 아름다움과 싫은 것의 관계를 설명

하고 있다. 진고응(陳鼓應)은 “노자의 본래 뜻이 미적인 것이 싫은 것으로 변

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미적 관념과 싫은 것

에 관한 관념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을 설명하는데 있다.”74)고 주장한다. 반

면에 김충렬(金忠烈, 1931-2008)은 이러한 동시 생성을 비판하며, “노자가 여

기서 제기한 미나 선의 개념은 인위적으로 규정한 상대 개념이기 때문에 절

대 개념으로 파악해서는 안되며, 따라서 미와 선이 언제든지 거짓 미나 거짓

선으로 뒤 바뀔 수 있다는 의미이다.”75)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두 가지 입장

73)『도덕경』2장

    “天下, 皆知美之爲美, 斯惡己, 皆知善之爲善, 斯不善己.

   有無之相生也, 難易之相成也, 長短之相形也, 高下之

   相傾也, 音聲之相和也, 先後之 相隨也.

   是以聖人處無爲之事, 行不言之敎.

   萬物作而不爲始, 爲而不恃, 成而不居.

   夫唯不居, 是以不去“

74) 김충렬,『노장철학강의 』, 예문서원, 1995, pp.128-129

75) 김충렬, 앞의 책, pp.128-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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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 공통적으로 유추해 낼 수 있는

사실은 동양적 사고 안에서는 도(道)자체가 어떤 대립적 성질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 존재하는 대칭적 개념은 존재하지만 대립적 관계

의 설정은 아니라는 점이다. 즉 무는 유가 있어 존재하고, 미는 추함이 있어

존재할 수 있지만, 이는 유동적인 관계로 본래부터 주어진 대립관계가 아니

라 관계 안에서 존재한다는 것이다. 동양의 조형의식에서도 항상 음양의 조

화를 중히 여겼고 모든 그려진 대상물에, 또한 양인 붓과 음인 바탕재료에,

양인 먹과 음인 여백에 적용시킨 개념을 살펴 볼 때, 이러한 서로 음양이 상

생하는 개념과 깊은 연관선상에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노자는 또한 모든 도의 속성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표현될 수 있음을 지적하

고 있다. 즉 밝은 것은 어두움으로 평평한 것은 울퉁불퉁한 것으로, 흰 것은

더러운 것으로 굳건한 것이 변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러

한 설명 자체도 모든 것을 음양의 관계 안에서 하나 됨으로 보는 관점이며,

이러한 관점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그리고 화면 안에서 음과 양의

조화를 늘 고려하여 표현하는 동양회화의 조형의식을 가능하게 했던 것으로

보인다.76)

76) 이러한 내용은 아래 본문에 잘 나타나 있다. 도덕경』41장 “최상의 선비는 도를 들으면, 

그 중에서 부지런히 행할 수 있고, 중간의 선비는 도를 들으면 듣는   듯, 마는 듯하며, 하

위의 선비는 도를 들으면 크게 웃는다. 크게 웃지 않는다면 도라고 하기에 부족하다. 이와 

같아서 이런 말이 있다.

   도에 밝으면 어두운 듯 보이고, 도에 나아가는 것은 물러나는 것 같고, 평탄한 도

는 울퉁불퉁한 듯 보이고, 훌륭한 덕은 속된 것 같고, 크게 결백한 것은 욕된 것 

같고, 광대한 덕은 부족함이 있는 듯이 보이고, 튼튼한 덕은 간사한 듯이 보인다. 

바탕이 참된 것은 더럽혀진 듯이 보이고, 크게 모진 것은 모가 없는 듯이 보인다.

   큰 그릇은 더디게 채워지며 큰 소리는 일정한 소리가 없고 큰 형상은 모습이 없

다. 도는 은미한 곳에 간직되어 있어서 이름이 없지만 오직 도만이 잘 빌려 주고 

이루어 준다

   上士聞道, 勤能行於其中, 中士聞道, 若聞若亡, 下士聞道, 大笑之.

   不大笑, 不足以爲道.  是以, 建言有之.

   明道若昧, 進道若退, 夷道若類, 上德若谷, 大白若辱

   廣德若不足, 建德若偸, 質眞若渝.

   大方無隅, 大器晩成, 大音希聲, 大象無形.

   道隱無名, 夫唯道, 善貸且成“(김학주, 『노자와 도가사상』, 명문당, 2007, p.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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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본적인 조형의식 아래에 있지만, 다음의 구절은 노자가 감각적인

것을 경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오색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오음은 사람의 귀를 먹게 하고, 오미는

사람의 입맛을 잃게 한다. 말 타고 달리며 사냥하면, 사람의 마음을 미치

게 하고, 얻기 어려운 귀한 재물은 사람의 행동을 방해한다. 이 때문에

성인은 배를 위하지만 눈을 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것을 버리고 저

것을 취한다.77)

오색은 청(靑)·황(黃)·적(赤)·백(白)·흑(黑)의 다섯 가지 빛깔을 의미하고, 오

음은 궁(宮)·상(商)·각(角)·치(緻)·우(羽)의 다섯 가지 음을 뜻하며, 오미는 신

맛, 쓴맛, 단맛, 매운맛, 짠맛의 다섯 가지를 말한다. 이러한 오색, 오음, 오미

의 언급은 오행사상, 즉 각각의 사물이나 사건을 다섯 가지로 분류함으로써

오행(五行)에 귀속시키는 사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여기서 감각의 대

상으로서의 오색, 오음, 오미를, 그리고 감각기관으로서의 눈, 귀, 입을 언급

한 것은 이러한 감각적인 것을 경계하는 의미에서이다. 즉 현상적인 감각에

현혹되면, 사물의 본질 파악에서 오히려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동양에서

색(色)은 색깔, 현상, 물질, 존재, 여성을 의미한다. 이는 동양의 본질적인 것

과는 상반되는 감각의 대상들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상이 극대화된 것은 동

양회화의 지나치게 감각적이고 표현적인 것을 경계한 문인화 정신에서도 찾

아 볼 수 있다. 표현의 완성에서도 오히려 아이의 표현과 같이 천진하거나

고졸한 경지를 추구하였던 문인화의 정신은 지나치게 감각적인 표현이 작가

77) 『도덕경』12장
     五色, 令人目盲. 五音, 令人耳聾, 五味, 令人口爽

    馳騁田獵, 令人心發狂, 難得之貨, 令人行妨.

    是以聖人爲腹, 不爲目, 故去彼取此.(금장태, 『한국유학의 노자 이해』, 서울대학
교 출판부, 2007, p.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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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심성이나 인격을 드러내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감각적인 것보다 화가의 인품을 중시한 가치기준은 품평론에서

도 많은 영향을 끼쳐 황휴복(黃休復, 10세기 말-11세기 초)은『익주명화록(益

州名畵錄)』에서 일품을 앞에 두어 逸, 神, 妙, 能의 기준을 제시한다.78) 이때

도 감각적으로 현상에 근접하게 그려내는 能의 기준이 제일 아래 품등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조형의식은 동양회화에 매우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 너

무 감각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을 경계하였으며, 이러한 자극적인 것들은 그림

에서 드러내야 하는 기운의 본질을 상하게 한다고 여겼던 것이다. 아래의

『도덕경』15장의 글은 자극적인 것을 피하고 고요함을 추구하는 내용을 찾

아볼 수 있다.

옛날 선비로서 훌륭한 자는 미묘하고 현통하여, 깊이를 알 수 없다. 무릇

오직 알 수 없으니, 그러므로 억지로 형용하면 다음 같다. 조심하는 것이

마치 겨울에 내를 건너는 것 같고 주춤거림이 마치 사방의 적을 두려워

하는 것 같고 의젓함이 마치 손님 같고 풀리는 것이 마치 얼음이 녹으려

하는 것 같고 두터움이 마치 통나무 같고 넓음이 마치 계곡 같고

뒤섞임이 마치 혼탁한 것 같다. 누가 혼탁함으로 고요한 것이 서서히 맑

아지게 할 수 있는가? 누가 안정됨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서서히 생겨나

게 할 수 있는가? 이 도를 보전한 자는 드러냄을 중시하지 않는다. 드러

냄을 중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의 것을 감싸고 있을 뿐 무엇인가를 새

롭게 이루려하지 않는다.79)

78) 김병종,『중국회화연구』, 서울대학교출판사. 1997, p.178

79) 『도덕경』15장
      古之善爲士者, 微妙玄通, 深不可識.夫惟不可識, 故强爲之容.
    豫兮, 若冬涉川,

    猶兮, 若畏四隣,

    儼兮, 其若客,   

    渙兮, 其若氷之將釋,

    敦兮, 其若樸,

    矌兮, 其若谷,

    混兮, 其若濁.

    孰能濁, 以靜者徐淸. 孰能安, 以動者徐生.

    保此道者, 不欲尙呈. 夫惟不呈, 故能蔽, 不新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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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우리는 ‘고요함’ 즉 정(靜)의 개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노자는 “귀

근왈정(歸根曰靜)” 즉 ‘각각의 사물이 그 뿌리로 돌아간 상태를 靜’이라 규명

한 바 있다.80) 노자 26장에서 “무거운 것은 가벼운 것의 뿌리가 되고 고요한

것은 시끄러운 것의 임금이 된다.”81) 라고 설명한 것처럼, 靜은 근원적 성격

을 지니는 상태로 동을 배제한 정이 아니라 동을 포용하고 있는 상태로 이해

된다. 이와 같이 번잡하고 시끄러운 것보다 고요한 靜이 그림에 있어서도 平

淡한 상태와 함께 늘 추구되는 상태로 설정된 것은 동양회화가 지니는 특성

중 하나이다. 또한 위에서 도를 추구하는 사람의 자세가 적을 경계하는 듯해

야 한다는 설명은 곽희의 임천고치에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의 자세가 마치

엄중히 적을 경계하듯 해야 한다는 설명과 일치한다. 즉 곽희는 임천고치에

서 “반드시 엄격하고 진중하게 하면서 삼가도록 해야 한다. 엄격하지 못하면

구도하는 생각이 깊게 되지 못한다.(必嚴重以肅之 不嚴則思不心)”82)고 하면

서, 엄격히 그리는 자세에 관하여 “매번 한 점의 그림을 그리실 때마다 반드

시 시작과 끝을 중복하심이 마치 엄중하게 적을 경계하듯 하신 다음에야 그

림 그리기를 끝내셨다.”83)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설명은 그림 그리는 사

람의 자세를 단순히 현상의 재현자가 아닌 그림을 통해 도를 구하는 자로 여

겼던 동양적 조형의식을 보여준다.

아래의 언급에서도 도의 성격으로 平淡과 無味를 규정하고 있다. 자극적이

고 강한 맛은 당장은 맛있게 느껴질 수 있으나, 곧 식상하기 쉽다. 이와 반대

로 담백함은 오래 가며, 또한 다른 맛에 대한 수용성을 지님으로 해서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平淡이 문인화론 등의 동양회

화에서 추구해야 할 큰 가치로 여겨지고 강조되어 온 것도 이러한 平淡이 지

80) 김경수 역, 『노자역주』, 문사철, 2009, p.349

81) 김경수 역, 앞의 책, p.445

82) 장언원 외 저, 김기주 역,『중국화론선집』, 미술문화, p.134

83) 곽희, 『임천고치』, 산수훈 “每一圖必重複 終始如戒嚴敵 然後畢此” (장언원 외, 앞의 책, 

p.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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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는 수용적 깊이에서 가능했으리라 생각된다. 다음은『도덕경』26장으로 無

味에 관한 언급이다.

큰 형상을 잡고 천하로 나가면, 가더라도 해됨이 없고 안정되어 평탄하

다. 음악과 음식은 과객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도가 입에서 나오면 평

담하여 아무 맛이 없고 보려고 해도 볼 수 없고 들으려 해도 들을 수 없

으며 사용하여도 부족함이 없다.84)

위의 언급과 마찬가지로 고요하고 욕심이 없는 상태야말로 노자가 추구한 도

의 경지였다. 특히 아래 『도덕경』37장에서는 정(靜)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

한 방법론적 제시로 과욕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면, 마음이 안정되어 자연히

정(靜)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아래의 그림은 조형적 측

면에서 화면에 모든 것을 그려내려는 욕심을 버릴 때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

으며 平淡의 미학이 성취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84)『도덕경』35장
    孰大象, 天下往, 往而不害, 安平太.
   樂與餌, 過客止.

   道之出口, 淡平其無味, 視之不足見, 聽之不足聞, 用之不足旣

   (김경수 역, 앞의 책, p.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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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2] 심주, <오중산수책(吳中山水冊)>, 25.5 x 28.5cm, 지본수묵

도는 항상 행함이 없다. 군주가 만약 무위를 지킬 수 있으면, 만물은 스

스로 변화하게 된다. 화함에 욕심이 작용하면, 장차 이름 없는 통나무로

눌러야 한다. 이름 없는 통나무처럼 다스리면, 장차 욕심이 없고 욕심이

없으니 마음이 고요해져 천하는 장차 저절로 안정되게 될 것이다.85)

아래의『도덕경』45장에서도 역시 ‘맑고 고요한 것이 천하의 바름’이라하여

淡함과 고요함의 중요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장에서는 조형적으로

‘淡’의 미학에서 강조하는 고졸(古拙)한 표현과 어눌한 표현이 언급되고 있다.

즉 아주 공교한 것은 서툰 것과 같다고 하여, 표현에 있어서 어린아이와 같

이 서툴게 표현하는 천연의 표현이나, 능숙한 표현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古

拙한 표현에 관한 근거가 제시되고 있다. 즉 약하고 맑음으로 오히려 강한

85) 『도덕경』37장
     道常無爲, 侯王若能守之, 萬物將自化.
    化而欲作, 將鎭之以無名之樸.

    無名之樸, 夫亦將無欲, 不欲以靜, 天下將自定 (김경수 역, 앞의 책, p.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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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성을 표현한다든지, 유치하고 천진하게 표현해 가장 능숙한 정도를 설정

한다든지, 古拙함으로 완전함을 드러내고자 했던 역설적 조형가치의 성립에

기여했을 사상적 근거가 된다. 이러한 동양적인 역설적 조형의식이 동양회화

의 미의식 전반에 영향을 미침을 찾아 볼 수 있다.

크게 이룬 것은 결여된 것 같지만 그 효용에는 다함이 없다. 크게 충만

한 것은 텅 비어 있는 것 같으나 그 효용은 한이 없는 것이다. 아주 바

른 것은 굽은 듯 보이고 아주 교묘한 것은 졸렬한 듯이 보이고 뛰어난

언변은 말을 더듬는 듯이 보인다. 조급함이 추위를 이기고 고요하면 더

위를 이기는 것 같이 맑고 고요한 것은 천하를 위해 바른 것이다.86)

동양철학의 한 축이 된 노자(老者)에서는 무(無)의 사상이 그 중심이 되고 있

는데, 이것이 회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무, 비어있음이 모든 존재

의 근거가 되어 무를 귀하게 여기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귀무론(貴無

論)의 철학 사상이 바로 미학과 연계되는 계기가 된다.87) 위진남북조 시대에

현학의 관점에서 귀무론을 처음 제시한 사람은 하안(河晏, 193?-249)이다. 그

는 노자의 ‘무(無)’개념을 수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유(有)가 유로 되는 것은 무(無)에 의지해서 생겨난 것이고, 일(事)이 일

이 되는 것은 무(無)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 무릇 말하려 해도 말

할 수 없고 이름을 붙으려 해도 이름 붙일 수 없으며, 눈으로 보려 해도

86) 『도덕경』45장
    大成若缺, 其用不敝

   大盈若沖, 其用不窮,

   大直若屈,

   大巧若拙,

   大辯若訥.

   懆勝寒, 靜勝熱, 淸靜爲天下正.(김학주,『노자와 도가사상』, 명문당, 2007, 
p.201)

87) 황지원,『중국회화의 기운론』, 계명대학교출판부. 2006, p.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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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체가 없고, 귀로 들으려 해도 소리가 없으니, 그것이 곧 도(道)의 온전

함이다.88)

이렇게 설명되듯이, 무를 중시하는 노자나 장자, 주역에서는 추상적이고 초월

적인 담론, 즉 청담(淸淡)이 새로운 시대사조로 등장하였다. 이는 도가이전의

유교적 사상, 즉 청의(淸義)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청의와 청담은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청의가 사회적 도덕성을 강조하는 것과 달리 청담은

개인의 개성적 성격을 인정하므로, 심미적 영역으로 그 개념을 확장하는 바

탕도 마련된다. 또한 개성적 성격의 강조는 윤리적 덕성보다는 개인 인격의

수양을 통하여, 이상향을 이루어내려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때 인격적 수양의

결과가 청담의 상태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바로 ‘淡’이 도교 가치의 이상

향이 되는 바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귀무론은 미학적 관점에서 예술적 표현이 외부적 기능이나 장식

적 차원이 아니라 무로써 설명되는 본원과 연결되는 근거를 확보한다. 세속

적 가치를 추구하기 보다는 본질인 아름다움, 즉 천지자연의 생명력, 인간 본

연의 순수하고 자연스러운 생명력에 그 목표가 있다. 그러므로 회화에서 인

물을 그릴 때, 그의 내면에 있는 정신의 본질적 아름다움을 포착해야 하고,

산수를 그릴 때는 자연의 도를 그리는 것이 중요시 되었다. 이러한 자연스러

운 생명력과 순수한 자연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정신은 ‘平淡’이 이루고자 하

는 최고의 가치인 天然이나 天眞의 정신과 관련된다.

2. 장자의 ‘無爲’

平淡 사상은 ‘淡‘과 깊은 상관성을 가진다. 平淡에서 추구하는 조형의 상태

는 담담함이다. 여기서 담담함이란 두 가지 성격을 가진다. 하나는 ’맑을 담

88) 『列子』, 권1

   有之爲有 恃無以生 事之爲事 由無以成 夫道之而無語 名之而無名 視之而無形      

聽之而無聲   則道之全焉 (앞의 책, 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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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할 때의 淡이며, 또 하나는 자극적이고 화려한 것을 피해 고요하게

담담함을 유지하는 의미의 淡이다. 이번 장에서는 平淡의 맑음과 고요한 담

담함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맑음이 본연의 도를 갖추는데 근본적

인 요소가 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장자의 철학사상에서도 분명히 찾아 볼 수

있다.

거울이 맑은 것은 먼지가 앉지 않아서인데, 먼지가 앉으면, 맑지 않다.

( 鑑明則塵垢不止 止則不明也.『莊子』,「德忠部編」)89)

'거울이 맑아야 깨끗이 비친다'라는 이 구절은 거울의 본연의 성질로서의

맑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맑음을 추구하는 정신은 노자 『도덕경』제45

장 “맑고 고요한 몸가짐이 천하를 바르게 하기 위한 유력한 수단이다.(淸靜

爲天下正)”90)라는 말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이는 청정 즉 맑고 깨끗한 상

태를 무위자연과 거의 같은 상태로 보고 추구해야 할 인간본연의 가치로 설

명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에서 보듯이, 장자철학 역시 청정함, 즉 맑음을 도

를 이루기 위한 최고의 경지로 이와 같이 상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무릇 텅비고 고요하며, 적막함 속에서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없는 것이

만물의 근본이다. 고요하게 있으면 성인이 되고, 움직이면 임금이 된다.

인위적으로 일을 하지 않아도 존중을 받고 소박한 채로 있어도 천하에

그와 더불어 미를 다룰 상대가 없다.91)

平淡에서의 담의 의미는 맑음, 고요함, 담담함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또 도가를 대표하는 장자의 미학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이

89) 김성원 외,『노자와 장자의 철학사상』, 명문당, 2002, p.57

90) 김경수 역, 앞의 책, p.461

91) 이택후, 앞의 책, p.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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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해 “인위적인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하지 않는 것이 없는 것(無爲而無

不爲)이 바로 천지에 大美가 존재할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라고 이

택후(李澤厚)는 지적한 바 있다.92) 이때의 인위적인 일을 하지 않으면서 하

지 않는 것이 없는 천지의 대미의 특성은 다음의 『장자』의「天道」편에서

보듯이 바로 담담함으로 대표될 수 있다.『장자』에서는 담담하게 끝 가는

데가 없는 곳으로 대미가 모이게 되어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것이 천

지의 道라고 제시하는 내용이『장자』의「天道」편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무릇 뜻을 높이지 않고도 높아지고 어짊과 의로움이 없어도 수양이 되

며, 공덕과 명성이 없어도 다스려지고, 강과 바다에 노닐지 않아도 한가

로울 수 있고 영기를 끌어 들이지 않아도 오래 산다. 잊지 않는 것도 없

고 갖추고 있지 않는 것도 없다. 담담하게 끝가는 데가 없으면서도 모든

미가 모이게 된다. 이것이 바로 천지의 도이자 성인의 덕이다.93)

장자는 다음에서 보듯이 『장자』의 여러 곳에서 이러한 담담함에 의한 미의

도달에 관해 언급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刻意」편에는 “지혜와 기교를

버리고 하늘의 이치를 따른다. 허무하고 담담함으로써 자연의 덕과 합치된

것이다.”라고 설명한다. 이와 같이 담담함으로 궁극적인 미에 도달하려는 정

신이 또한 천진한 본성을 회복한다는 의미로 설명된다. 서구 회화에서 미와

추함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과는 달리 동양의 회화에서는 진, 선, 미가 존재하

는 데, 이것 역시 장자의 미를 위한 진의 추구에서 역시 찾아 볼 수 있다. 장

자가 말하는 미에 도달하기 위한 ‘天眞’의 강조는 인간들에게 자연에 순응하

며 사물은 그것이 지니고 있는 본성에 따라 활동하여 스스로를 드러낼 뿐이

지 어떤 외제적인 압력에 의해 간섭받거나 강요되어지지 않는 상태를 강조하

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천진한 상태는 억지로 강요되는 격정의 표현을 제

거한 ‘淡’의 표현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천연의 미는 대자연의 생명 중에 가

92) 이택후, 앞의 책, p.290

93) 이택후, 앞의 책, p.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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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광범위하고, 근본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장자는 인공적이고 인위적인 가

공이 배제된 천연의 미학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의 그림은 담을 통한 천연의

미학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을 살펴보면 과하지 않은 먹색과 붓놀림으로 나

뭇잎의 흔들림의 소리가 들리는 듯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도판 3] 문징명, <산수책(山水冊)>, 약 1539년, 14.9 x 27.4cm, 지본수묵

  

(2) 불가의 공(空)사상

우리나라 종교와 사상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불가는 平淡 사상의 근거가

되는 유가와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 특히 불가의 ‘空’사상은 이러한 여백

의 미학과 깊은 관련 아래 있다. 불교는 지혜와 자비로 대표되는 종교이다. 여

기서 지혜는 불가가 이루고자 하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로 추구되며 궁극적으

로 ‘공(空)’으로 표현될 수 있다. ‘공’사상은 초기불교의 연기설(緣起說)을 창조

적으로 재해석한 것으로 불타의 기본입장을 좀 더 명확하게 밝힌 대승불교의

핵심적인 종교철학사상이다. 공(空)은 범어로 수냐(sunya), 즉 ‘텅 비어있다’라

는 뜻이다.94) 반야심경에는 이러한 ‘공’의 개념이 잘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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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야심경에는 먼저 지혜로운 깨우침에 이르는 경이라고 소개하면서 ‘색이 공

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색이 바로 공이며 공이 바

로 색이다.(色不異空 空不異色 色卽是空 空卽是色)’라고 하여 현상적인 존재,

색(色)과 공(空)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95) 존재의 근본을 비워두

는 것은 도가의 모든 道가 비워두는 무와 허의 상태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사리자여, 이 모든 법이, 공의 성품(空相)이므로, 생

함도 없고 멸함도 없고, 더러움도 없고 깨끗함도 없고, 늘어남도 없고 줄어듦

도 없다.(舍利子 是諸法空相 不生不滅 不垢不淨 不增不減)”라고 설명하는 구절

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96) 따라서 공의 성격은 한 쪽으로만 결정된 상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상태로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유가의 가장

이상적인 상태의 중용을 이루는데 있어 평담할 때 모든 변화를 수용하여 균형

을 이루어 중용에 다다를 수 있다는 개념과 일치한다. 또한 이러한 수용적인

측면의 강조가 조형적으로는 비워두는 여백의 강조를 가져왔다.

불가에서 平淡과 관련되어 살펴 볼 수 있는 개념의 또 하나는 지혜를 이루었

을 때의 상태로 주로 맑음, 투명함으로 그 상태가 표현되고, 더 나아가 모든

것을 투과하는 투명한 상태로 지혜의 경지를 표현한 것을 볼 수 있다. 즉 이

러한 투명성이 지혜, 즉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마음 바탕의 상태로 보

고 있음을 『육조단경(六祖壇經)』의 다음과 같은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즉

마음은 본데 투명한 상태이며, 이를 지혜의 바람으로 망념으로 인한 구름을

걷고 달을 비추어 맑은 상태의 하늘에 비유하고 있다.97) 또한 완전히 지혜를

깨달은 상태를 내외명철(內外明徹)이라 하는데 이는 안과 밖이 서로 통하여

환히 볼 수 있는 상태로 온전한 지혜의 경지에서 투명하게 표현되고 있는 것

을 알 수 있다. 다음의 『화엄경』의 인다라망의 예시는 불가에서 찾아 볼 수

있는 투명성의 대표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

94) 김용표, 『불교와 종교철학』,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1, p.109

95) 이기영 역, 『반야심경, 금강경』, 한국불교연구원, 1978, p.21

96) 이기영 역, 앞의 책, p.21

97) 혜능 저, 김윤수 역, 『육조단경 읽기』, 마고북스, 2003, p.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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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보살이 열 가지 법을 성취하면 능히 인다라망(因陀羅網) 보지광명

(普智光明)의 보살행을 원만하게 이루게 된다. 인다라망은 그물인데 거울

혹은 보석들을 매달아 놓은 그물이다. 그래서 빛이 하나 비치면 전체가

다 서로 비치게 된다. 그런 것을 인다라망이라 한다. 한 사람이 깨달으면

다른 사람이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깨달음으로 전체가 다 깨닫게 된다

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다 진리를 깨달으면 빛의 세계가 된다.

(若諸菩薩 成就十法 則能圓滿因陀羅網普智光明普薩之行).98)

 여기서 우리는 불가에서 제시한 자아의 깨끗함과 투명성은 단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비추어 그 빛을 발하는 관계선 상의 투명성임을 알 수

있다. 개인의 투명성이 모두 맑게 유지될 때 서로의 투명성을 비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또한 모든 존재의 상태를 공으로 표현하여 모든 것을 수용한

불교의 정신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투명성과 관련된 불가의

정신은 불화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 특히 고려시대의 불화에서 보이는 투명

한 사라는 이러한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고려 불화가 가지는 특

징 중 하나는 관음보살의 투명한 백의에 있다. 이는 중국이나 인도에서는 찾

아보기 힘든 특징으로 우리나라 회화만의 투명성에 대한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동주는 고려불화 연구 등에서 수월관음이 무늬 있는 투명한 사라를

입고 있는 것이 고려적인 특징이라고 강조된 바 있다.99) 그는 일본 동경예술

대학에 소장되어 있는 남송의 문수지남원찬(文殊指南圓贊)의 관음이나 당송

원판화집에 실린 돈황 출토의 수월관음도 등 여러 중국의 수월관음도에서 고

려풍의 투명한 사라를 찾아보기 힘든 점을 지적하고 있다. 기록에 보면, 원대

의 갈후(葛垕)가 연경에 머무는 동안 고려의 관음도를 보고 그림이 정교하고

필의의 흐름이 유려하며 섬세하고 아름다웠다고 기록한 것을 찾아 볼 수 있

다.100) 이는 고려시대 불화가 중국에 수출되어 그 뛰어남을 인정받고 있었다

98) 김흥호,『화엄경 강해』, 도서출판사색, 2006, p.376

99) 이동주, 『고려불화』, 한국의 미 7, 중앙일보, 1981, pp.198-200

100) 갈후,『화감(畵鑑)』, 상해인민미술출판사, 1982, p.425,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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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실과 함께 원과 고려의 교류로 서로 많은 영향을 주고받던 시기임에도

고려가 ‘투명한 백의’ 의 표현을 창출했으므로 고려 회화의 특수성이라는 사

실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101) 특히 비단에 그려진 중국의 수월관음도는

백의에 흰색을 모두 바른 후 그 위에 금니로 문양을 그려 넣어 투명성을 가

지고 있지 않다. 아래의 <수월관음도>는 이러한 섬세하고 아름다운 투명한

백의의 표현을 잘 보여준다.

 [도판 4] 서구방(徐九方), <수월관음도>, 1323, 165.5cm x 101.5cm , 견본 채색   

 [도판 5] 서구방(徐九方), <수월관음도>, 부분도

이러한 수월관음도에서의 투명한 백의의 출현은 『신수대장경(新修大藏經)』

권20, 권21에서 나오는 장면으로 관음이 백의를 착용하고 연화위에 앉아 정병

을 쥐고 두발(頭髮)을 높이 세운다는 내용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

다.102) 이 백의 관음은 수월관음 이전부터 전해져서 수월관음의 도상에 백의

가 응용되기 시작한 것은 당나라 말기부터이며 이후 수월관음에 백의가 융합

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다른 견해는 송대부터 발달하

101) 정민 외, 앞의 책, p.143

102) 장경희, 앞의 논문,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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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시작한 수묵화의 발달과 선종의 융성으로 수월관음도를 수묵으로 그리면서

관음의 복식을 백의로 그리는 것이 자연스럽게 정착된 것으로 보는 관점이다.

따라서 수월관음에서의 백의는 수묵의 맑음을 추구하는 정신과 상당한 연관성

을 지니며, 또한 우리나라에 오면서 그 투명성이 더욱 강조되었다.103) 이러한

투명성이 내용적으로는 불교의 경전, 즉 지혜의 정신을 좀 더 충실하게 표현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양식상의 측면으로는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맑음

의 미학이 강조되면서 백의가 투명하게 표현된 것으로 보인다. 불교의 투명성

의 추구에 관한 예시는 또한 조선시대회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조선시대

금강산은 겸제 정선, 단원 김홍도 등의 대표적인 화가들에 의해 그려졌는데,

이는 그 당시 금강산의 각 봉우리들을 부처로 보고 이를 경배하기 위해 금강

산을 유람하거나 그려진 것이었다. 이는 금강석의 투명함을 불교의 가장 지혜

로운 상태로 보고 이를 따서 명명한 금강산에 관한 설명으로, 우리나라의 일

반적 관습과 회화전반에 얼마나 불교의 사상이 영향을 미쳤는가 알 수 있는

사례이다. 이렇게 불교의 공사상이나 투명함을 추구하는 정신은 여백을 강조

하고 조형적으로 淡한 표현으로 대표되는 平淡 사상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3. 전통 화론에 나타난 平淡의 미학

1) 화론에 나타난 ‘平淡’에 관한 담론

平淡天眞의 사상은 문인화가들에 의해 보편화되고 동기창에 의해 정리되었

지만 淡의 미적 가치에 관한 담론들은 그 이전 시대부터 있었다. 처음 맑은

기운과 상관하여 언급된 淡에 관련된 화론은 사혁의 육법에서 찾아 볼 수 있

다.

103) 정민 외, 앞의 책, p.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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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회화에 있어서 사혁의 육법은 그림을 평가하는 준거로 가장 기본이 되

었을 뿐 아니라 그 제일 강령인 기운생동은 모든 그림이 이루어야 하는 최고

목표 경지로 여겨졌다. 이러한 기운을 생동하게 하는 문제에 있어서 더불어

언급되는 기운의 상태가 바로 담함의 경지로 나타난 것은 중국역대의 화론

중『역대명화기』,『필법기』,『임천고치』를 통해 확인된다.

장언원(張彦遠, 815-879)의『역대명화기』권일「論畵六法」에서 화법에 있어

육법을 논하면서, 기운생동 부분을 제일 먼저 다루고 있다. 기운이 생동한 그

림에 관하여 논하면서, 제일 우수한 작품을 상고(上古)의 작품으로 보고 그

특성으로 ‘붓 자취가 간결하고 그림의 뜻이 담박하면서도 기품이 우아하고

바르다(迹簡意澹而雅正)’라고 하여 淡을 논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그

림에서 가장 오래된 그림을 가장 이상적인 그림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를 지

니고 있는 것으로 여김으로써 ‘뜻이 담박하면서도 기품이 우아하고 바르다’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옛날에 사혁이 이르기를 “그림에는 육법이 있다. 첫째는 기운생동이라하

고, 둘째는 골법용필이라하고, 세 번째는 응물상형이라고 하고 네 번째

는 수류부채라하고 다섯 번째는 경영위치라고 하며, 여섯째는 전모이사

라고 한다.” ....... 그런데 오늘 날의 그림은 비록 형사는 획득했으나 기

운이 살아 있지 못한데, 기운을 그림에서 구한다면 형사는 자연히 그

속에 있게 될 것이다. 상고시대의 그림은 붓자취가 간결하고 그림의 뜻

이 담박하면서도 기품이 우아하고 바르다. 고개지, 육탐미 유파가 이것

이다.104)

104)『역대명화기』,「論畵六法」

    昔謝赫云.. “畵有六法.. 一曰氣韻生動 二曰骨法用筆 三曰應物象形 四曰隨類賦彩

    五曰經營位置 六曰傳模移寫.“ .......  今之畵 縱得形似而氣韻不生 以氣韻求其畵

    則形似在其間矣. 上古之畵 迹簡意澹而雅正 顧, 陸之流是也.

   (장언원 외 저, 김기주 역,『중국화론선집』, 미술문화, 2002, pp.8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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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기운이 생동한 그림의 최고의 가치를 ‘자취는 간단하고 화의는 담담하면

서 우아한 것, 바른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음의 그림은 붓자취가 간결하

여 담박한 그림의 예시가 될 수 있다.

   [도판 6] 문징명, <산수책(山水冊)>, 약 1539년, 14.9 x 27.4cm, 지본수묵

이러한 기운론이 淡과 관련된 것은 그대로 이어져 오대말 송초의 형호의

『필법기』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육요에서는 육법에서의 기운이 기(氣)와

운(韻)으로 나뉜다. 형호는 그림의 육요로 기(氣), 운(韻), 사(思), 경(景), 필

(筆), 묵(墨)을 제시하면서 종래의 사세는 신(神), 묘(妙), 기(奇), 교(巧)가 제

시되는데 육요 중 제 6요인 묵(墨)의 부분에서 淡이라는 글자가 직접 제시된

다.

여섯째 묵이라는 것은 고저운담(高低暈淡)과 온갖 사물의 깊고 얕음, 문

채가 자연스러워 붓으로 그린 것 같이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다.

(墨者 高低暈淡 品物淺深 文采自然 似非因筆)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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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세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神이란 계획적인 작위함이 없어야하고,”106) 최

고의 경지는 신(神)이라고 설명한다. 여기서 淡의 미학이 추구하는 기준 가운

데 인위적으로 꾸미는 바를 싫어하여 작가가 스스로 그리고 있다는 사실 자

체를 망각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미학의 측면과 맥락을 같이 한

다. ‘巧’라는 것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참된 화도에 합하게 하는 경우에 관

한 방법으로 예쁘게 보이는 잔재주와 인위적인 문채를 버리라고 제시하고 있

105) 형호,『필법기』

    첫째 기(氣)라는 것은 마음에 따라 붓을 운행하여, 상(象)을 취하되 확고한 신념

으로 하는 것이요, 둘째 운(韻)이라는 것은 기법의 자취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형

(形)을 세우고, 격식을 갖추되 속되지 않게 하는 것이요, 셋째 사(思)라는 것은 

대요를 간추려 상(想)을 물형에 집중하여 파악하는 것이요, 넷째 경(景)이라는 

것은 풍속 제도와  사시 경물(四時 景物)에서 묘리(妙理)를 색출하여 진을 창조

하는 것이요, 다섯째 필(筆)이라는 것은 비록 법칙에 의하더라도 운용상 임기변

통을 하여서 너무 질실(質實)에 치우치거나 형사에 치우치지 않고 나르는 듯 움

직이듯 하는 것이요, 여섯째 묵이라는 것은 고저운담과 온갖 사물의 깊고 얕음, 

문채가 자연스러워 붓으로 그린것 같이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다.

     (氣者 心隨筆運 取象不惑 韻者 隱跡立形 備遺(儀)不俗 思者删撥大要 凝想1)形物 

景者 制度時因 搜妙創眞 筆者雖依法則 運轉變通 不質不形 如飛如動 墨者 高低暈

淡 品物淺深 文采自然 似非因筆)(앞의 책, pp.112-113)

106) 형호,『필법기』

     노인이 말하기를 신, 묘, 기, 교라는 품격이 있다. 신이라는 것은 계획적으로 작위함이 없

이 붓의 운용에 맡겨서 형상을 이루는 것이고 묘라는 것은 생각이 천지와 만물의 성정을 

헤아려 외적인 화미와 내적인 조리가 법도에 합하게 하므로 온갖 형태가 붓으로 제대로 

나타나는 것이고, 기라는 것은 자유분방한 필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변화를 하여서 혹시 

진경과 괴리되는 바가 있더라도 이상하게 그 화리에 이르게 한 것인데, 한편에 치우쳐 이

렇게 되는 것 역시 필은 있어도 사가 없는 것이다. 교라는 것은 언뜻 예쁘게 보이게 잔재

주를 부려서 마치 참된 화도에 합치는 듯이 꾸미고 억지로 문채를 표현했으므로 기상이 

더욱 아득하게 가라지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일러 내실이 부족하고 외화만 넘친다고 말

한다.

     (復曰 神‧妙‧奇‧巧 神者 亡有所爲 任運成象 妙者 思經天地 萬類性情 文理合儀 品

物流筆 奇者 蕩跡不測 與眞景或乖 異致其理 偏得此者 亦爲有筆無思 巧者 雕綴小

媚 假合大經 强寫文章 增邈氣象 此謂實不足 而華有餘)(앞의 책, 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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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것은 결국 앞에서 언급된 신(神)을 얻는 방법인 ‘적간(迹簡)’인 것이다.

‘淡’의 미학에서도 간하게 그리려는 화가의 노력은 중시된다.

그 이후 곽회의『임천고치』에서는 그림의 병폐에 관하여 논하면서 만일 혼

미한 기운이 쌓여 있어도 그것에 부침하여 그리면 그 모양이 어둡고 혼잡되

어서 상쾌하게 되지 못한다고 하면서107) 상쾌하게 되지 못하는 폐단이 왜 발

생하는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즉 그림의 상쾌한 상태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리는 사람의 기운 자체가 상쾌해야 한다는 설명으로 平淡을 이루기 위해서

작가의 인격이 문제시되는 관점과 맥락을 같이 한다.

그림의 뜻을 언급하는 부분에서, 구양수(歐陽修)의『논감화(論鑒畵)』에서는 

그림에 세워야 할 가장 어려운 뜻으로 ‘소조담박(蕭條澹泊)’을 거론한다. 이렇

게 淡은 상고부터 화가가 추구해야 할 뜻으로 여겨졌으며 그림평가의 기준

가운데 최고의 기준 중 하나로 나타났다.108) 이러한 담에 관한 논의는 현대

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즉 부포석(傅抱石, 1904-1965)의 『중국회화이론』에

서 화론을 주제별로 정리하면서 중국회화이론에서 조의론(造意論)을 통해 제

시한 것은 화가가 필보다 앞서서 세워야 할 뜻, 즉 畵意가 지닌 構思에서의

담박함이었다. 이는 곧 淡의 이해가 心에서 시작하여 제작으로 이어지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109)

회화에서 ‘淡’에 관한 가치 부여는 특히 문인화론, 즉 그림을 그리는 사람과

그림을 따로 분리하여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의 자질과 인격

이 그림에 반영된다고 생각한 문인화적인 화론에 많이 등장한다. 미국의 수

잔 부시(Susan Hilles Bush, 1933- )는 “The Chinese Literati on Painting"

에서 ”이러한 조용함이라든가 담담함이 서구 개념에서는 낯선 미의 척도이

다”110)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같이 ‘淡‘의 미학은 동양회화에서만 찾아

볼 수 있는 가치인 동시에 동아시아 미학 전반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가치이

107) 곽희 저, 허영환 역, 『임천고치』, 열화당. 1990, p.54

108) 蕭條澹泊 此難畵之意 (부포석,『중국회화이론』, 하정서방유한공사, 중화민국77년, p.2)

109) 正此虛淡中所含意多耳 (부포석, 앞의 책, p.46)

110) Susan, H.B. 저. 김기주 역,『중국의 문인화』, 학연문화사. 2008, p.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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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하다. 동양의 전통적인 회화관에 따라 그림은 그림을 그리는 화가의 인

격이 그대로 반영되며, 따라서 가장 이상적인 맑음의 상태를 화가가 그리기

위해서는 화가의 인격수양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각각의 분리된 철학체계

와는 달리 도덕, 철학, 미학 등을 하나로 묶어 생각했던 통합적인 사유방식에

서 비롯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淡함은 하나의 회화 기법이요, 회화

를 통해서 화가가 추구하고자 했던 하나의 이상적 경지라고 할 수 있다.

淡의 가치 부여는 그림에서 또 한 가지 미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위에서 설명된 본질에 관한 이해와 전통적 사상에 입각한 근거를 가지는 것

으로, 그리고자 하는 대상의 기를 파악하여 그 기운을 표현해 내려는 화가의

의지에 관한 문제이다. 이 때 그려 내야 하는 대상의 기는 생명력과 자연성

을 가진 상태여야 하며, 이것을 淡한 상태에서 더욱 강조되어 표현될 수 있

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러한 淡의 사상이 미적으로 어떻게 이해되었는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먼저 이러한 淡한 성질이 문인화에서 잘 나타난 平淡의 사상은 문학에서 먼

저 나타났으므로, 시와 같은 다른 예술 형식에서도 평가를 받고 있는가를 살

펴볼 필요가 있다. 구양수의 친구 매요신(梅堯臣, 1002-1060)의 언급에서

‘平淡’은 오를 수 없는 최고의 경지로 묘사되고 있다.

시를 쓸 때는 과거도 현재도 없고, 다만 평온하고 담담(平淡)하기가 어렵

네. (作詩無古今, 唯造平淡難.)111)

이러한 ‘平淡’이 단순히 평온하여 지루한 것이 아님은 다음과 같은 구양수가

매요신의 시를 칭찬한 말에서 그 성격을 알 수 있다.

111) Susan, H.B. 앞의 책,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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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문사는 전보다 더 맑고 새로워졌고, 그의 생각은 나이와 더불어 심

오해졌네. 그는 아름다운 여인 같아, 나이가 들어도 매력이 사라지지 않

네. (輩文詞愈淸新, 心意雖老大. 譬如妖韶女, 老自有餘態 .)112)

맑음(淸)은 시에서 역시 최고의 평가 기준이 되고 있다. 淡은 시에서 나이가

들수록 심오해진 경지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여기서의 청신(淸新)에 관한 해

석을 수잔 부시는 창의성, 독창성(originality)으로 내리고 있음은 의미가 있

다.

처음 문학에 사용된 ‘平淡’의 용어가 회화의 평가로 전환된 것은 미불이 동

원의 산수화를 평하면서이다. “동원은 대단히 平淡天眞하다. 당시대에는 이와

같은 회화가 없었다(董源平淡天眞多 唐無此品.)”113) 미불은 특히 동원의 그림

이 자연을 획득하였다(得天眞)고 하여 천진한 상태의 평담함에 관하여 논하

고 있다. 이에 관하여 수잔 부시는 ‘근원적 깊이가 있는 단순성을 기술한 것’

이라고 표현하였다.114) 시와 문학에서 平淡의 사상이 크게 평가 받은 이후

그림에 있어서의 平淡에 관한 사상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사람은 동기창이다.

이에 동기창 화론에 나타난 平淡 사상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의 도

판은 동기창의 <江山秋霽圖卷>으로 ‘平淡’ 을 중심으로 펼친 그의 이론가적

면모를 그림을 통해 보여준다.

112) Susan, H.B. 앞의 책, p.21

113) Susan, H.B. 앞의 책, p.131

114) Susan, H.B. 앞의 책, 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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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7] 동기창, <江山秋霽圖卷>, 1632경, 지본수묵, 38.4 x 136.8cm,

미국 The Cleveland Museum of Art 소장

남북종론을 제시한 동기창의 화론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화론 중 平

淡한 성질이라고 할 수 있다. 동기창에 의해 정리된 平淡 사상은 이후 300여

년간 중국의 화가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중국의 남종화를 받아들인

조선시대 18세기 회화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동기창의 대표

적인 자료로는 『화선실수필』,『화지』,『화안』을 들 수 있는데, 그 중『화

지(畵旨)』와 『화안(畵眼)』에 나타난 화론들을 중심으로 平淡 사상의 내용

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화지』에 나타난 화론 중 ‘淡’

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오중규(오진)는 크게 신기를 지니고 있고 황자구(황공망)는 특히 기풍과

품격이 묘했으며, 왕숙명(왕몽)은 문득 이전의 규범을 갖고 있으나, 세

명의 화가가 모두 멋대로 습기를 갖고 있었다. 예운림만이 예스럽게 담

담함이 천연스러웠으니(古淡天然) 미전 즉 미불이후 오직 한사람 이다.

(吳仲圭大有神氣. 黃子久特妙風格. 王叔明奄有前規. 而三家皆有縱

橫習氣. 獨雲林古淡天 獨雲林古淡天然. 米顚後一人而己.)115)

115) 동기창 저, 변영섭 외 역,『화안』, 시공사, 2004, p.138,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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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사람들의 그림을 평가하면서 미불과 예찬의 그림만이 예스럽게 담담함이

천연스럽다(古淡天然)고 서술하고 있다. 아래의 예찬그림을 보면 담담함이 천

연스러운 경지를 볼 수 있으며 화지를 통해 동기창이 예찬의 그림을 높이 평

한 이유를 알 수 있다.

[도판 8] 예찬, <주백양계산도(贈周伯亮溪山圖)>, 35.7 x116.5cm, 지본수묵

위의 언급은 동기창이 그림에서 최고의 경지를 ‘古淡天然’에 두고 있음을 보

여주는 대목으로, 옛스럽고 淡함이 동양회화에서 추구하는 최고 경지의 하나

였음을 드러내고 있다. 동기창은 남북종론을 나눔에 있어, 선종의 남종선, 북

종선의 깨달음의 방법 즉 돈오, 점수를 구분의 준거로 삼는 한편, 자연의 묘

사방법으로 자연에 대한 이치를 체득하고 그것을 그림이란 행위로 실현하고

즐기는 경지와 판박이 그림처럼 세밀하고 조심스럽게 하여 조물주의 심부름

꾼이 되는 습자지류(習者之類)의 경지로 나누고, 화가의 수명까지도 이에 관

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즉 주체적 행위에 의해 화가의 수명이 더 연

장된다고 보고, 이는 주체적으로 실현된 자연이 바로 화가에게 다시 감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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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생동하는 그림속의 연운공양(煙雲供養)을 받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주체적 행위에 의해 자연의 이치를 체득하여 옮길 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

이 ‘淡’의 격이었다.『화지』와『화안』에서는 담한 그림을 최상에 두고 있는

문장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아래 문장은『화선실수필』에는 나오지 않는

다.116)

미불은 거연의 그림을 “평담하면서 자연스럽다.”고 했다. 혜승은 왕유를

배웠으나 또 정교한 점이 뛰어났는데, <강남춘권>이 가장 훌륭하다. 혜

승은 육바라밀에서의 선정과 같고 거연은 서쪽에서 온 선과 같은데 모두

화가의 신품이다.

(巨然畵, 米元章稱 其平淡天眞, 惠崇以右丞爲師, 又以精巧勝, 江南春

卷爲最佳, 一似六度中禪, 一似西來禪, 皆畵家之神品也).117)

여기에서는 거연의 그림이 ‘평담천진(平淡天眞)’으로 평가되었으며, 이는 신품

에 해당한다고 말하고 있다. 위에 미불이 거연의 그림을 평담하면서 자연스

럽다라고 한 것은 미불이 지은『화사』의 다음과 같은 언급을 통해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거연은 동원을 배웠는데.....구도가 자연스럽다. 거연은 젊어서는

반두준을 많이 그렸지만 노년에는 平淡하면서 의취가 높았다 (巨然少年時 多

作礬頭 老來平淡趣高)”118)

아래 도판은 미불이 언급한 동원의 작품이다. 도판 12는 동원의 <소상도(瀟

湘圖)>로서 위에서 언급된 平淡하고 의취가 고고한 작품의 경지를 보여준다.

116) 김선영 외,「전통회화교육을 위한 평담천진사상의 고찰」, 한국조형교육학회, 2009, p.48

117) 변영섭 외 역, 앞의 책, p.149

118) Susan, H.B, 앞의 책, p.125,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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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9] 동원, <소상도(瀟湘圖)>, 중국오대, 141.4 x 50 cm, 견본수묵, 북경고궁박물관

『화안』에서는 예찬의 그림의 淡을 높이 평가한 구절이 나타난다. 천진유담

(天眞幽淡),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유담(幽淡) 두 글자는 조맹부도 예찬에게

양보해야 할 것이라고 논하고 있다.

대체로 예우 즉 예찬의 글씨는 공교하고 정치한 것으로 뛰어났는데 만년

에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림에 정신을 집중하여 단번에 옛 법도를 변

화시켜 천진유담을 근본요소로 삼았으니 요컨데 역시 이른바 나이가 들

수록 점점 완숙해진다는 것이다.

(蓋倪迀 書絶工緻, 晩年乃失之, 而聚精於畵, 一變古法, 以天眞幽淡爲宗,

要亦所謂漸老漸熟者.)119)

이와 같이 그림에서 나이가 들수록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경지로 ‘천진유담

(天眞幽淡)’이라는 미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平淡’을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古淡天然, 平淡天眞, 天眞幽淡 등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유추 해 볼 수 있는 바는 淡함의 성격이 주로 천

연스러운 상태, 천진스러운 상태와 연관되어 淡을 설명하고 있다.120) 이것은

119) 동기창 저, 변영섭 외 역,『화안』, 시공사, 2004, p.258

120) 김선영 외,「전통회화교육을 위한 평담천진사상의 고찰」, 한국조형교육학회 35호, 2009, 

p.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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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찬의 그림인 <용슬재도(容膝齋圖)>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도판 10] 예찬, <용슬재도(容膝齋圖)>, 1372년, 지본 수묵, 타이페이고궁박물관

동양회화에서의 또 한 가지 특징인 ‘淡’의 성격은 나이가 들수록, 완숙해지

는 경지로 노(老)와 함께 쓰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로 미루어 ‘淡’의 성격은

회화가 이루어 낼 수 있는 이상적인 최고의 경지로 오랜 수양의 연륜과 경험

에 의해 인격적 수양이 이루어진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상태로 보았다.

동기창이 서술한 『화지』의 첫 부분에서 이러한 ‘淡’의 추구에 대한 구체적

인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화가의 육법 중 그 첫 번째는 기운생동이다. 기운생동은 배울 수 없는

것으로 태어나면서 알고 있는 것으로 자연히 하늘이 주는 것이다. 그러

나 또한 배워서 획득할 수 있는 것도 있다. 만권의 책을 읽고 만리의 길

을 가면 가슴속에서 혼탁한 먼지가 벗겨져 나가 자연히 언덕과 골짜기가

내면에서 경영되어 성곽이 성립될 것이며 손 가는 대로 그려 나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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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산수의 전신이 될 것이다.

(畵家六法 一曰氣韻生動 氣韻不可學 此生而知之 自然天授 然亦有學得處

讀萬卷書 行萬理路 胸中脫去塵濁 自然丘壑內營 成立郛郭 隨手寫出 皆爲

山水傳神)121)

동기창이 언급한 사혁의 화육법 중 기운생동에 관한 해석은 곽약허의 『도

화견문지』등의 해석에서 기운이 하늘로부터 천수 받는 것이지 노력하여 이

룰 수는 없는 경지로 보고 있는 것을 전수하는 한편 학습을 통해 이룰 수 있

는 길을 열어놓았다는 점에 특성이 있다. 즉 만권의 책을 읽고 만리의 여행

을 한 경험으로 마음속의 진탁(塵濁)을 벗겨낸 맑음의 상태를 이루어 낸 것을

인정하고, 이러한 경지를 통해서 산수전신(山水傳神)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세상의 진탁(塵濁)이 제거된 산수를 담아내기 위한 후천적 노력이 제시됨으

로 산수화가들에게 공부(工夫)가 중시되었다. 이것은 중국 문인들의 복고(復

古)에 있던 것이었다. 다음의 그림은 세상의 진탁을 벗겨내고 산수전신을 담

은 경지를 볼 수 있다.

121) 장언원 외 저, 김기주 역,『중국화론선집』, 미술문화, 2002, p.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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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1] 심주, <여산고도(慮山高圖)>, 1467, 98.1 x 193.8cm, 지본담채, 교토 양족원

이 밖에도 직접 그림의 제작 차원에서 ‘淡’의 특성을 강조한 대목도 찾아

볼 수 있다. 『화지』에 "이성(李成)은 먹을 금처럼 아꼈고 왕흡(王洽)은 발

묵으로 그림을 완성했다 (李成惜墨如金 王洽潑墨瀋成畵)“122)의 대목은 실제

적으로 淡한 특성을 위한 제작 측면의 방법론까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즉 平淡한 상태를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이성이 먹색을 과하게 쓰지 않고 먹

을 절제하여 사용하여 먹색을 담하게 내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다음의 그

림은 먹색을 절제하여 이루는 平淡의 경지를 볼 수 있는 예시가 된다.

122) 김기주, 앞의 책, p.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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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2] 문징명, <구상팔경도책(構湘八景圖冊)>, 44.8 x 24.3cm, 지본수묵

이렇게 동기창의 작픔 세계를 화론들을 통해 살펴본 결과 ‘淡’은 추구해야

할 최고의 경지로 설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기창의 分宗論을 주장하게

된 목적이 자신이 표방하는 ‘淡‘과 ’天眞自然‘을 예술의 본질로 삼은 데서 비

롯되었다고 김재열은「당, 송시대의 산수화론 연구」에서 밝힌 바 있고123)

동기창은 예술, 즉 산수화의 본질을 ’淡‘과 ’天眞自然‘으로 삼고 있다고 김기

주의「중국산수화의 기원에 관한 연구」에서 언급되었다.124)

[도판 13] 동기창, <암거도(岩居圖)>, 明末, 지본수묵

123) 김재열,「당, 송시대의 산수화론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9, p.40

124) 김기주, 「중국산수화의 기원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3,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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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창은 원말 사대가인 황공망(黃公望)의 그림을 임모하면서 그림을 시작했

고, 오파를 규정함에 있어서도 원말사대가를 포함시켜 황공망과 깊은 연관성

을 가진다.125) 위의 도판은 동기창의 작품으로 동기창이 이론으로 주장했던

平淡의 경지를 보여 준다.

2) 조선시대 화론에 나타난 平淡

조선시대 화론에 나타난 平淡사상을 찾아보는 것은 중국화론을 중심으로 동

기창에 의해 정리된 平淡 사상연구가 조선시대에 어떻게 유입되어 적용되었는

가를 살펴볼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한편으로는

조선시대 회화의 조형방식에 관하여 살펴보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안에서 중

국화론의 조선화 과정을 통해 平淡을 추구하는 사상이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관하여 고찰해 볼 것이다.

조선시대의 회화에 관한 대표적인 가치관 중 하나는 회화가 ‘末技’에 해당한

다는 ‘말기(末技)’사상이었다. 조선시대의 지배이념이자 문인 사대부의 사상적

구조를 이루며 회화의 사상과 가치관에 가장 영향을 미친 것은 성리학이었다.

성리학의 가치체계에서는 道를 중심으로 하여 上下와 本末의 관계로 차별적으

로 관계가 구축된다. 이러한 숭유중도(崇儒重道)적 가치체계 안에서 그림은 말

기(末技), 말예(末藝), 소기(小技), 천기(賤技)로 여겨졌다. 이러한 생각은 그림

자체의 기능을 절대적으로 낮춘 가치설정이라기 보다는 유교적 입장에서 도를

중심에 두고 그 안에서 관계를 설정한 상대적 가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사대부들의 회화 활동을 전적으로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그리거나 완상하는 행위에 지나치게 몰두하여 도 자체를 등한시하거나

도에 관한 본분을 망각할 것에 대한 우려였다고 생각된다.126) 이러한 사고체

125) 수잔부시 저, 김기주 역,『중국의 문인화』, 학연문화사, 2008, p.284

126) 홍선표,『조선시대회화사론』, 문예출판사, 1999, p.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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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는 조선시대의 문인들이 그림을 그리거나 완상하는 것에 관하여 자랑스럽게

여기고 수시로 즐기면서도 그림만을 그려 생계 수단으로 여기는 화공은 천

(賤)하게 보고 이들이 그리는 행위와 문인들이 그리는 행위를 구분지어 생각

하고자 했던 사대부들의 회화에 대한 가치관에 대한 배경이기도 하다. 이러한

회화에 대한 가치관하에서 조선시대 화론은 공리적 가치관, 수기적(修己的)가

치관하에, 보편성 추구의 조형관을 낳았고, 이론적 작화태도가 비평의 기준이

되었다.127) 이 중 수기적 가치관, 창작의 태도, 비평의 기준에서 平淡天眞 사

상이 내포되어 있는 것을 찾아보기로 한다.

(1) 수기적 가치관

먼저 조선시대 전기의 화론에서는 유교가 국교가 됨에 따라 수기적인 가치관

이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道를 추구하고 理를 체득, 실현하

는 것을 궁극목표로 여기는 사대부들에게 자신의 심신을 수양하는 修己란 이

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론이었다. 이러한 수기의 중심과제는 천리(天理)를 품부

받고 타고난 심성을 보존·육성하고, 욕심을 제거하여 도의 궁극적인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었다.128) 즉 타고난 천성을 잘 지키거나, 天理와의 합일을 이미

이루고 있는 자연과의 동화를 통해 심성을 수양함으로써 욕망으로 혼탁해진

마음을 깨끗이 씻어내어 진정한 낙을 누리고 이상적 인간상을 완성하고자 하

였다.129) 그 예로 다음의 신숙주(申叔舟, 1417-1475)의『保閑齊集』에 나오는

글을 들 수 있다.

이것(그림)을 보는 자는 능히 충담하고 고아한 것으로써 나의 성을 즐겁

게 하고, 그의 호건하고 분발한 것으로써 나의 기를 기르니 어찌 보익됨

이 작다 하리요. 더구나 사물의 이치를 정밀히 궁구하고 널리 듣고 많이

127) 홍선표, 앞의 책, p.193

128) 赤塚忠 외 저, 조성을 역, 『중국문화총서』, 이론과 실천, 1987, pp.188-190

129) 홍선표, 『조선시대회화사론』, 문예출판사, 1999, p.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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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것에 이르면 장차 시와 더불어 공을 같이 할 것이다.130)

( ... 觀乎此者 苟能以彼之沖澹高雅 樂吾之性 以彼之豪健振厲養吾之氣

則豈小補哉 至於精窮物理 博聞多識 則將與詩同功矣)

위에서 언급된 이것이란 그림이다. 신숙주는 그림을 보면 능히 충담하고 고아

하여 본성이 즐겁게 된다고 하였다. 바꾸어 말하면, 그 당시 추구하였던 그림

의 표현은 충담하고 고아할 때 그 가치를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충담’이란

‘충허활담(沖虛活澹)’의 준말로 지극히 고요한 허정의 상태를 뜻하며 고아란

매우 맑고 바른 경지로 천리의 상태를 말한다.131)즉 이는 淡의 미학이 추구

하는 바와 정확히 같은 상태인 고요하며 맑은 상태이다. 신숙주는 이와 같이

그림을 감상자의 내적인 심성을 확충, 육성, 보존하며 식견을 넓히고 투철히

하는 대상으로 여기는 수기적 가치관에 의거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그림의

역할은 그림이 충담하고 고아한 상태일 때 가능하다고 생각했다.132)

이러한 신숙주의 수기적 가치관은 당시 사대부들의 그림에 관한 인식태도를

대변해주는 것으로, 그림을 보면 정신이 맑고 평정하게 되어, 세상과 살면서도

세속에서 생겨난 마음속의 찌꺼기를 없애고 심성이 양성되어 참된 락(眞樂)을

누리게 된다고 생각한 강희맹(姜希孟, 1424-1483)과 김시습(金時習,

1435-1493)등의 생각과도 동일하다. 강희맹의『사숙제집(私淑齊集)』권7에 기

록된 <답이평중서(答李平仲書)>의 글과 김시습의『매월당집(梅月堂集)』권4의

<제유황고목원(題幽篁古木圓)>에 나오는 언급에서도 이러한 가치관을 찾을

수 있다.133) 즉 淡은 단지 회화의 표현적 특징을 넘어서 사대부들이 추구하였

던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었다.

130) 신숙주, 保閑齊集, 권4, 畵記

131) 홍선표, 앞의 책, p.203

132) 김선영 외, 「조선시대 화조화의 담채법에 관한 고찰」, 한국미술교육학회, 2012, p.122

133) 홍선표, 『조선시대회화사론』, 문예출판사, 1999, p.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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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작의 태도

그림을 성정을 다스려 맑은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도에 도달하려는 이와 같

은 관점은 당시 사대부들의 회화활동의 활성제 역할을 했으며 그 시대 그림의

추구해야 하는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견해는 조선시대 18세기에도 그대로 이어진다. 홍대용(洪大容,1731-1783)의 ‘서

화란 학문과 유관하며, 선비들의 맑은 재예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한 언급에서

도 분명하게 나타난다.134) 淡의 미학을 추구했던 것은 그림을 그렸던 사대부

들의 창작 태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조선시대 18세기 회화의 목적은 자연

이나 외형을 사실적으로 충실히 나타내고자 그리는 형사적 태도의 공필 보다

는 화가의 사상이나 철학 등의 내면세계를 그림이라는 수단을 빌어 표출하려

하는 사의적 태도가 강했다. 이러한 회화의 사실적 재현이라는 실용적 목적보

다 감상적 의미에 비중을 두는 회화의 발달은 중국의 경우 그 경향이 고대로

부터 비롯되었다. 북송회화는 이미 어떤 면에서는 정취가 중요시되어 소동파

의 경우 형사를 어린아이에 비유되기도 하였다. 원대에는 이민족의 탄압 하에

漢族 文人들의 문인화가 중국회화를 주도하면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더 강화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려시대부터 元의 영향으로 이러한 순수회화가 왕

족귀족과 선승들 사이에 크게 유행했는데, 조선시대 후기에 이르러 남종화가

유행하게 되면서 크게 발전을 하게 되었다.135)

조선의 사대부들이 조형의 궁극적 가치를 사물의 외형보다는 본질과 생성화

육하는 참모습의 구현으로 생각한 것은 창작화가의 태도에 크게 영향을 미쳤

다. 즉 창작 단계에서 기법과 재료 같은 외적표현양식보다는 작가의 심신수양,

독서, 여행과 같은 경험의 축적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한 것이다. 이러한 창작태

도의 우선순위의 차이는 표현에서도 강하고 자극적인 표현보다는 맑고 깨끗한

내면의 표현으로서의 담한 상태를 추구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136) 창작

과정과 화가의 내면수양과의 관계에 관한 언급으로는 신숙주의 글을 생각해

134) 정양모,『조선전기의 화론』, 중앙일보사, 1988, p.224

135) 안휘준, 『한국회화의 이해』, 시공사, 2000, p.89

136) 김선영 외, 앞의 논문, 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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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무릇 그림이란 반드시 천지의 조화와 음양의 운행을 궁구하여 만물의 정

과 일의 변화를 가슴속에 서리게 한 후 붓을 들고 종이에 임해 정신을

집중시키고 은연중에 합치된 마음이 되어 산을 그리고자 하면 산이 보이

고 물을 그리고자 하면 물이 보이며, 무릇 그리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

사물이 보이므로 붓을 떨쳐 따라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능히 假로

인하여 참모습을 빼앗는 것이 화가의 법이다. 이를테면, 마음에서 터득하

고 손에 응하여 마음과 손이 서로를 잊고 몸은 마음과 더불어 종용하고

우뚝하여 마치 조화가 어떤 자취를 구할 수 없음 즉 진실로 단분(채색)

의 밖에 있는 것이다.137)

화가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 붓을 들기 전 선행단계로 천지의 조화와 음양의

운행에 관하여 궁구하여 사물의 정취와 변화를 가슴에 서리게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붓으로 그려지는 표현 단계는 가장 마지막 단계로 자연과 합치된 정

신 수양으로 인해 그리는 대상이 마음에 떠오른 후 그 마음을 붓이 따라 저절

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참모습을 그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화가의 마음을 수

양하여 신묘한 자연의 조화를 깨달으면 손으로 그려지는 것이므로 이미 수양

된 마음을 쫒아 저절로 이루어진다.138) 김시습(金時習, 1435-1493)이 대나무와

고목나무를 보고 지은 다음의 시에서도 이러한 조형관을 읽을 수 있다.

붓에 먹 적시며 아득한 생각할 때 대와 나무 보고 아는 바를 잊었으니,

어찌 홀로 아는 것만 잊었나. 나마저 잊었네. 물과 나 다 잊고 초연히 앉

137) 신숙주, 앞의 책

 夫畵者 必窮天地之化 究陰陽之運 萬物之情 事爲之變 磅礪胸中然後 執筆臨素

     凝神冥會 欲山見山 欲水見水 凡有所欲 必有其物 奮筆而從之 故能因假而奪眞

     此畵家之法也 若夫得之於心 應之於手 心手相忘 身與物化 嗒然兀然 

     若造化之不可以跡求者 則固在於丹粉之外矣

138) 김선영 외, 앞의 논문, 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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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가 잠깐 사이 변화의 무궁한 끝 일어나네. 묘한 것은 털끝만큼도 안

움직이는 곳에 있으니, 마음으로 이걸 체득하고 손으로 하면 획득하면

붓은 조화를 몰고 뜻은 높게 들려 있네139)

(遙想哈毫吮墨時 只見竹林木忘所知 豈獨忘知亦忘我 物我兩忘修然坐

須臾變化無窮緖妙在毫芒不動處 得之於心應在手 筆驅造化意軒擧)

위의 글에서 알 수 있듯이, 화가가 창작을 함에 있어서 物我를 모두 잊는 것

이 우선시되며, 자연의 도를 체득한 상태는 털끝만큼도 안 움직이는 상태, 즉

평온한 상태임을 언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조선시대의 창작에서는 아득한 마

음의 상태로 자연의 도를 화가가 체득하는 것이 창작의 가장 기본이자 처음

단계로 여겨졌다.140)제작의 구상 단계에서는 平淡한 마음의 상태가 강조되었

고, 제작과정인 필묵의 단계에서는 마음으로 체득하면 손으로 저절로 하는 단

계에 이르러 붓은 저절로 조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3) 비평의 기준

비평기준을 통해 우리는 ‘平淡’의 미학의 위상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비

평이란 작가에 의해 창작된 작품을 향유하는 행위인 감상의 적극적인 상태로,

어떤 기준에 따라 그 가치를 평가하는 활동을 말한다.141) 벤투리(Lionello

Venturi)에 의하면, 예술비평은 사회적인 본성 외에 개인적인 것, 어느 정도

주관적인 것을 인정해야 하며, 어떤 주어진 예술작품의 방법이나 양식은 그것

이 제작된 시간과 공간에서 통용되는 제 사상을 지시한다.142) 조선시대의 회

화비평에서도 역시 고금의 작품과 작가를 해명하고 설명하고 평가한 제 사상

이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작품과 작가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작품에 관한

139) 홍선표, 앞의 책, p.209, 재인용

140) 김선영 외, 앞의 논문, p.124

141) 백기수,『예술학 개론』, 동민문화사, 1974, p.191

142) 리오넬로 벤투리(Lionello Venturi) 저, 김기주 역, 『미술비평사』, 문예출판사, 1988,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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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의 기준으로는 중국처럼 품등법을 이용하지 않고 고려후기 이래 2宇로 축

약된 평가하는 어휘를 사용하는 문학에서의 방법이 비평적 척도가 되기도 하

였다. 이들 평어는 주로 시어에서 나온 것이므로 그것은 그 당시 작품이 자아

내는 미적 감정의 유형인 동시에 당시의 평가기준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고찰

할 만한 가치를 가진다.143)

조선시대에 자주 사용된 평어로는 천연(天然)과 천진(天眞), 고아(高雅), 아운

(雅韻) 그리고 쇄락(洒落), 소세(蕭洒), 청신(淸新)등이 있다.144) 이러한 평가

기준들 중에 淡의 미학과 관계있는 것도 있다. 천연과 천진은 인위적이고 인

공적인 것에 반하여 자연적이고 천진한 상태를 말한다. 천진은 앞에서 보았듯

이, 平淡과 함께 쓰여 平淡이 이룰 수 있는 자연이라는 최고 가치로서의 의미

를 갖는다. 고아와 아운은 주로 시적 정취와 마음의 상태를 기준으로 한 품평

인데, 아(雅)는 우아하고 격조 있는 상태를 말하며, 이러한 기준 역시 지나치

게 화려하고 세속적인 것을 경계함으로써 조선시대 회화의 담담한 색채와 平

淡을 추구한 정신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와 같이 조선시대의 화론들에서의

수기적 가치관, 창작의 태도, 비평의 기준 모두에서 담한 상태의 정신적 수양

과 그로 인한 淡한 표현을 우위에 두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145)

143) 이규호,『 한국고전시학론』, 새문사, 1985, p.163

144) 홍선표,『 조선시대회화사론』, 문예출판사, 1999, pp.213-214

145) 김선영 외, 앞의 논문, 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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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조선시대의 수묵담채화 

淡의 미학을 바탕으로 한 수묵담채화는 조선시대 회화에서 흔히 보인다. 본

고에서는 조선시대의 회화 중 수묵담채가 잘 나타난 작품을 구체적으로 선정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주로 조선시대 후기 회화를 선택한 이유는 1592년에

서 1598년에 이르러 두 차례의 일본의 침략을 받았던 임진왜란과 1636년에서

1637년 사이 청의 공격을 받았던 병자호란의 결과 잔존유품이 적고 비교적

유작이 많이 남아 있는 조선시대 후기 작품들은 작품분석을 위해 선정되었

다. 또한 조선시대 후기는 남종화의 유행으로 수묵담채의 성향을 강하게 보

이고 있어 수묵담채의 특성을 보여주는 작품을 선정하기에도 용이하다. 작품

을 선정함에 있어 산수화, 인물화외에 본인 작업의 소재가 주로 꽃임을 감안

하여 화조화도 선정하였다. 본인이 이론적 배경으로 제시한 平淡의 미학이

잘 나타난 작품을 고려하기 위하여 주로 平淡을 보여주는 수묵담채작품을 분

석 작픔으로 선정하였다.

전통회화에서는 회화가 기법상 수묵담채와 진채로 양분화되어 인식되어 왔

으며, 그 연구는 진채를 위주로 한 연구가 주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통

적인 회화에서 조선시대 후기 수묵담채 중 담채가 잘 나타난 회화를 고찰함

으로써 우리나라의 전통회화에 나타난 수묵담채화의 미학적 가치를 고찰하고

이러한 맑은 선염법적 특성이 조선시대 후기 회화의 특징이요, 전반적인 미

학적 기준을 반영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1. 平淡 사상과 수묵담채화의 전개

    수묵화에서 선염적 표현은 平淡 사상의 미학이 추구하는 표현의 극대화를

이루는 결과를 가져왔다. 중국에서는 수묵화가 발원하면서 채색법은 唐代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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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색 중첩법에서 선염적인 담채법으로 전환되었고 양자는 공존했다. 그림에서

색이 필연적 요소임은 『석명(釋名)』의「석서계(釋書契)」에서의 화(畵)에 대

한 정의에서 살펴볼 수 있다. 즉 “화는 괘이다. 채색을 사용해서 사물의 형상

을 놓은 것을 의미한다.”146) 본 언급은 채색이 그림의 필수 요소임을 설명한

것이다. 수묵화의 전개와 발전에도 채색이 완전히 배제되거나 아주 사라지지

않은 것은 육조 남제 사혁(謝赫,479-510)의 화육법이래 그림이 색과 형을 떠날

수 없다는 기본적 전제로, 수묵화로 출현 할 수 없는 것들에 의한 필연적 결

과라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산의 소나무의 대자(代赭)색이나, 봄꽃, 가을단풍

등이 그것이다. 다음의 그림은 담한 수묵을 강조해 문인화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한 동기창의 그림에서 보이는 단풍의 색으로 수묵화 할 수 없는 색채의

표현의 예시를 볼 수 있다.

[도판 14] 동기창, <방숙명필의도권(仿叔明筆意圖卷)>부분, 15 x 23.4 cm, 견본담채

146) 장언원 외 저, 김기주역,『중국화론선집』, 미술문화, 2002,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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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창의 <방숙명필의도권(仿叔明筆意圖卷)>부분도에서는 배경과 나뭇가지

등은 수묵으로 처리되었으나 가을을 표현하기 위한 단풍잎의 표현에서는 여

전히 붉은 색이 쓰이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회화의 필수 요소인 高下의 상징과 사물의 象으로서 채색이 선염적인 담채

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수묵이 나타난 중국의 육조 말 당초였다. 이에 수

묵화의 발생과정과 그 전개에서 채색의 선염적 방식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平淡 사상의 발현 과정에서 수묵담채법이 어떻게 형성되었는

가에 관한 고찰이 될 수 있다.

육조 시대 수묵화의 발전은 육조시대의 산수화의 등장을 그 기원으로 한다.

남북조시대 남조로의 이동이 산수화발생의 계기가 되는데, 육조시대의 문인

들이 도교의 청담사상의 영향으로 자연의 아름다움과 정취를 구하는 문학풍

조가 생겨났고 이러한 사회풍조가 힘을 얻어 자연에 관한 관심이 급증하고

수묵풍의 산수화가 그려지기 시작한다.147) 육조시대 수묵이 본격화되는 가운

데 장승요(張僧繇)로부터 채색의 선염법이 나타난다. 육조시대의 삼대 거장은

고개지, 육탐미, 장승요이다. 이 중 장승요는 채색의 중첩적 방법을 선염법으

로 발전시킨 인물로 6세기 천감(天監, 502-518)연간 초에 활동했으며, 도석인

물, 雲龍, 화조화에 능했다고 전해진다.148) 장승요의 명성이 그 당시 수나라까

지 유명했던 것을『역대명화기』, 서화지흥폐(敍畵之興廢)장에 나타난 ‘더욱이

장가와 정가 두 집안은 수나라 조정에서 탁월한 위치를 차지했다(張鄭兩家

高步於隋室)’라는 언급을 통해서 알 수 있다.149)

또한 처음 회화의 정의를 논하는 장언원(張彦遠, 815-879)의 『역대명화기』

의 「서화지원류(敍畵之源流)」의 장에서도 색채가 그림에서 필수요소임을 뒷

받침한다. 장언원은 그림의 원류가 서(書)와 동체임을 설명하면서 그 뜻을 전

할 수 없어 글이 존재하였고 그 형태를 볼 수 없어 그림이 존재하였다고 하

여 그림의 존재가 형태를 보기 위함임을 설명하고 뒤이어 다음과 같이 그림

147) 강행원,『문인화론의 미학』, 서문당, 2001, p.24

148) 장언원 외, 앞의 책, p.41

149) 장언원 외, 앞의 책, p.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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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독자성과 고하(高下)의 상징이 오색으로 비로소 이루어졌다고 지적한

다.150)

유우씨가 오색으로 제작함에 이르러 회화는 그것에서 독자성을 분명히

하게 되었다. 회화가 이미 눈부시게 오채를 분명하게 베푸니, 그로 인하

여 높고 낮음의 상징도 깊어졌다.151)

(及乎有虞作繪 繪畵明焉 旣就彰施 仍深此象)152)

그런데 회화사에서 채색의 선염법을 수묵의 선염법으로 발전시킨 사람은 왕

유(王維, 701-761)라고 본다. 이는 동기창의『화지』의 본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남종화는 왕마힐이 처음으로 선염담채로 사용하여 구작의 법을 일변시킨

이래, 그것이 전해져 장조, 형호, 관동, 동원, 거연, 곽충서, 미가부자 및

원 사대가에 이르렀다.

(南宗 則 王摩詰始用渲淡 一變鉤斫之法 其傳爲張操 荊. 關. 董. 巨. 郭忠

恕. 米家父子 以至元之四大家.)153)

왕유(王維, 701-761)는 성당시대의 시인이자 음악가이며, 화가이자 화론가로,

자연미를 노래한 산수시인이기도 했다. 동시에 그는 동기창에 의해 남종화의

시조로 불리울 정도로 뛰어난 산수화가이다. 전자건(展子虔)의 暈色法이 선염

을 사용하였고, 이사훈 역시 전자건의 전통을 이어 선염법을 함유하고 있었

150) 장언원 외, 앞의 책, p.26

151) 장언원 외, 앞의 책, p.26

152) 장언원 외, 앞의 책, p.291

153) 장언원 외, 앞의 책, p.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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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왕유(王維, 701-761)는 어렸을 때부터 이사훈의 영향을 깊이 받았는데, 이

는 왕유가 선염채색법을 익힌 근거가 될 수 있다. 왕유는 그의 경험으로 이

사훈 그림의 선염법이 화면 물경의 입체감과 표출에 대하여 실용가치가 있음

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154) 따라서 이사훈의 선염법을 오도자(吳道子)의 墨과

線으로 조합하여 이룬 白畫에 전용시키는 것이 가능했다. 만일 왕유의 채색

선염법이 아니었다면 백화에 채색이 적용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즉 왕유는

오도자의 백화를 받아들이고 이사훈의 彩暈法을 單色선염으로 바꾸어 다시

오도자의 백화에 전용하는 결정이 가능했다. 이러한 종류의 화법은 수묵선염

법으로 하여금 오도자의 用墨화풍과 배합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고 이 수묵

선염의 본신이야말로 이사훈의 彩暈法의 원칙과 다를 바 없었다.155) 따라서

왕유의 선염법은 오도자와 왕유를 구분하는 관건이기도 하다.

장언원(張彦遠)은『역대명화기(歷代名畵記)』에서 왕유의 파묵(破墨)산수를 보

았다고 하였는데156) 여기서 파묵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으

나 이때의 파묵은 눈(雪) 등은 안 그리고 표현하는 것을 일컫는다.

왕유의 수묵선염법이 발전된 이래로 수묵담채법과 채색의 담채법은 같이 발

전되어 왔다. 수묵선염법 이전의 과도기적 성격으로 청록산수(靑綠山水)와 수

묵산수(水墨山水)가 혼용된 천강산수(淺絳山水)가 있다. 원말사대가에 의해

많이 그려진 천강산수는 산수에 대자색(代赭色)과, 원경은 청색(靑色)을 사용

하는 산수의 담채 양식이다.157) 문인화의 담채를 보여주는 다음의 도판은 오

파의 시조라 불리우는 심주(沈周, 1427-1509)의 <야좌도(夜坐圖)>와 그의 수

제자였던 문징명(文徵明, 1470-1559)의 <품차도(品茶圖)>로 담한 채색으로

수묵을 가리지 않고, 화면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담채를 잘 보여주고 있다.

154) 譚旦冏 저, 김기주 역, 『중국예술사』, 열화당, 1985, p.92

155) 담단경, 앞의 책, p.93

156) 장언원 외, 앞의 책, p.102

157) 이광수, 「의경의 의미와 표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박사학위논

문,    2011, p.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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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5] 심주, <야좌도(夜坐圖)>, 1492, 지본담채, 84.8 x 21.8cm, 타이페이 고궁박물관

[도판 16] 문징명, <품차도(品茶圖)>, 1531, 지본담채, 88.3 x 25.2cm, 타이페이 고궁박물관

이와 같이 색채의 선염법이 변화가 생기고 수묵의 선염법이 이후에 이루어

져, 선염법이 수묵선염과 채색선염으로 나뉘고 채색법은 여전히 남게 되었다.

즉 平淡에 의한 수묵만으로는 출현될 수 없는 것에 대한 필요 요소로 담채를

수용함으로써 장차는 같이 이러한 수묵 선염법의 전개가 담채법의 다양하면

서도 확고한 발전을 이루는 배경이 되었다. 아래의 도판은 오파의 후미를 장

식하는 문징명의 제자 육치(陸治, 1496-1576)의 <河陽秋色圖>와 둘째아들 문

가(文嘉,1501-1583)의 <杜甫詩意圖>로 담채가 더욱 발전된 양식으로 나타나

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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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7] 육치, <河陽秋色圖>부분, 1554, 견본수묵, 세로 22.4cm, 미국 Freer Gallery

of Art

[도판 18] 문가, <杜甫詩意圖>, 지본담채, 세로 67.3cm, 타이페이 고궁박물관

2. 조선시대 수묵담채화의 시대적 배경

 

조선 시대에 수묵담채화가 주를 이루며 나타나기까지는 조선시대 회화 상

의 시대적 배경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성리학을 바탕으로 하는 문인화가의

사의적 경향은 채색법에서도 격조를 지닌 수묵담채법을 형성하는데 커다란

영양을 미쳤다. 이에 수묵담채법에 영향을 준 회화 상의 시대적 배경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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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고찰해 보기로 한다. 조선 전기에는 지배이념으로서 성리학이 사상적 기

반을 형성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였고, 그림의 존재 가치를 인식하는데 가

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道를 本으로 하고 藝를 末로 보는 末技사

상과 그림을 鑑戒와 계몽의 수단으로 보는 공리적 가치관 등을 찾아 볼 수

있다.158) 조선 후기는 다양하게 상충적인 사상이 공존하는 시대였다. 진경산

수화와 풍속화의 등장으로 대표되는 이 시기의 철학적 배경은 실학사상으로

설명되기도 하나, 또한 근래의 연구로는 실학사상의 부정적 대립극인 조선주

자사상과도 관련이 많아 이 시대의 사상이나 사회적 배경이 복합적이었음을

보여준다.159) 진경산수의 등장이나, 풍속화의 경향은 그 등장과 소멸의 시기

가 비슷해 실학사상이나, 조선의 자각의식과 연관된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진경산수가 자연미에 대한 조형미에 중점을 둔 것과는 딜리, 풍속

화는 인간사를 주제로 한 좀 더 구체적이며, 사회에 관심을 둔다는 차이점이

있다.160) 이러한 진경시대를 대표하는 조선 후기의 특징 중 하나는, 다양한

화풍들이 동시에 공존하였다는 것이다. 즉 조선 중기의 절파화풍의 영향, 남

종산수화풍, 도석 및 신선도류, 수묵위주의 화훼영모 및 사군자류, 채색을 위

주로 하는 실용화 등 다양한 화풍이 동시에 공존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진경화풍과 공존 내지 그것을 이은 하나가 남종화라고 할 수 있다. 남종화는

본래 명말의 막시룡, 동기창 등에 의해 창안되고 체계화된 중국회화의 한 형

식을 지칭하는 것으로, 본 논문의 동기창 화론에서의 ‘淡’의 미학의 설명에서

설명한 바 있다. 이러한 남종화풍은 그 당시 한, 증, 일, 즉 동아시아의 국제

적인 흐름으로 이해될 수 있다.161) 그러나 남종화풍은 조선시대 풍토와 정서

를 반영하여 토착화되어 조선남종화풍의 고유색이 드러나게 된다.162)

이러한 남종화의 유입과 토착화에는 明의 화풍이 조선시대 화조화의 담채법

158) 홍선표,『조선시대 회화사론』, 문예출판사, 1999, p.198

159) 강관식,『조선후기 미술의 사상적 기반』, 한국사상대계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p.537

160) 강관식, 앞의 책, p.553

161) 강관식, 앞의 책, p.571

162) 강관식, 앞의 책, p.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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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형성과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조선 후기의 야회도의 경우도 송대의

정원도상과 명대 오파의 담묵, 담채로 완성하여 고금의 조화를 이루었다.163)

明代의 수묵 사의 화훼화는 이 시기의 서위(徐渭, 1521-1593)가 제일 유명한

데, 서법과 그림이 혼연일체가 되어, 필묵의 경지가 문인화의 극치를 이루고

있다.164) 명대의 수묵 사의 화훼화는 매우 특출난데, 간결하면서 힘이 있는

화훼에 행서, 초서의 시문이 쓰여 詩意가 풍부한 미감을 구성하였고, 가장 대

표적인 화가로 아래의 도판에서 볼 수 있듯이 서위를 들 수 있다.165)

[도판19] 서위, <포도>, 400 x 1053 cm, 명, 지본수묵

서위와 병립하는 화가로 백양산인(白陽山人) 진순(陳淳)이 있다.166) 이러한

수묵화조화의 영향은 조선시대 중기이후의 수묵화조화와 수묵과 어우러지는

163) 송희경,『조선 후기 아회도』, 다할미디어, 2008, p.270

164) 譯旦冏 저, 김기주 역 ,『중국예술사』, 열화당, 1985, p.109

165) 담단경, 앞의 책, p.107

166) 담단경, 앞의 책, p.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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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채법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또한 이러한 남종화의 기법 자체가 문인 사대

부들의 선호로 더욱 확산되고 색채 표현에 있어서도 平淡의 사상이 반영될

수 있는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사실은 문인화가들의 남종화풍이 유행하

던 시기 담채법이 더욱 발전한 사실로 알 수 있다.

3. 조선시대의 수묵담채화 작품

우리나라의 수묵담채화의 예가 되는 작품들의 분석을 위하여 조선시대의 작

가 중 심사정(沈師正, 1707-1769), 이인상(李麟祥, 1710-1760), 강세황(姜世晃,

1713-1791), 김홍도(金弘道, 1745-1806)의 작품을 분석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선정된 작가들의 기준은 조선시대 회화의 대표적인 작가 중 平

淡의 사상을 잘 나타낸 수묵담채화를 그린 작가들이다. 따라서 남종화의 유

입으로 수묵담채화가 많이 나타났던 조선시대 후기의 작가들로 선정되었고,

이러한 연구를 통해 平淡의 미학을 바탕으로 한 수묵담채화가 조선시대 회화

기법 가운데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심사정의 <화조도(花鳥圖)>

심사정(沈師正, 1707-1769)은 조선후기의 대표적인 문인화가 중 한사람으로,

특히 많은 화조화를 남긴 문인화가로 유명하다. 심사정이 출생 당시 조부모

의 역모 죄로 조부모 심익창(沈益昌)에 의해 곽산에 유배되어 있었으므로 유

년기부터 사대부로서의 평탄한 삶을 살기는 어려웠다. 사대부로서의 대우와

여건보다는 그림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는 생활고를 겪었다. 따라서 심사정에

관한 기록은 그와의 관계를 꺼리는 현실 때문에 많이 남아 있지 않고, 남아

있는 자료는 주로 그림에 관한 짧은 글들이 대부분이다.167) 하지만 그의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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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재주는 “현재거사묘지(玄齋居士墓志)”에 나오는 다음의 기록으로 알 수

있다.

거사는 태어나서 몇 살 안되어 문득 사물을 그리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

모난 것과 둥근 것의 형상을 만들었다.

(居士生數歲 輒自知象物畵 作方圓狀)168)

또 심사정의 집안이 서예와 글씨에 조예가 깊어 정선에게 사사 받았다는 기

록이 남아 있다. 그러나 심사정이 18세 때 영조 즉위 후 왕세제 시해사건으

로 낙인 찍혀 더욱 몰락하는 지경에 이른다. 그는 세상에 어두운 사대부로,

생활고를 극복하기 위하여 그림을 그려 파는 신세로 살아가게 된다.169) 이러

한 어려운 시절에 42세 때 어진제작을 위한 영정모사도감이 설치되자 어진제

작을 위한 선비화가 중 한명으로 천거되는 기회가 주어졌으나 5일 만에 이

일이 부당하다는 상소 때문에 쫒겨난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 이후에도 심사

정은 그림에 몰두한 것으로 보이며, 그림화풍의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였

다.170) 이렇듯 제약이 많고 궁핍한 심사정의 삶은 오히려 심사정이 신분이나

당시의 화풍에서 벗어나 남종화풍을 자유롭게 구사하고 완성도 높은 심사정

만의 양식을 만들어 내는 배경이 되었다.171) 심사정은 산수화뿐 아니라 화조

167) 이예성,『현재 심사정 연구』, 일지사, 2000, p.12   

168) 이예성, 앞의 책, p.24    

169) 이가환, 『東稗洛誦, 속』, 이우성 편, ,栖碧外史, 해외수주본 26-동패낙송 외오종, 아세

아문화사, 1990, p.162

    심사정은 자가 이숙(頤叔)이요, 호는 현재(玄齎)이며, 청송인이다. 숙종 을유년

(1705)에 태어났으며 아버지는 심정주이다. 성품이 몽매하여 세상물정에 어두웠

다. 본조의 그림에 있어 진실로 제일인자로 불리었다. 집안이 가난하여 그림을 

팔았다. 굶주려 세상을 떠나니 슬프도다(沈師正 字頤叔 號現齋 靑松人 肅宗乙酉

生 父廷冑 性蒙騃殆 不辨 菽麥本朝 丹靑允稱第 一 家貧偩畵 窮餓而歿 悲夫)(앞

의 책, p.28)

170) 안휘준 외,『한국의 미술가』, 주)사회평론, 2000, p.156



- 78 -

화에서도 많은 수의 작품을 남겼는데, 오히려 화조화에서 그 당시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정도로 화조화에서 자신만의 양식을 만들어 내었다. 또한 하루

도 붓을 잡지 않은 날이 없다고 말할 정도의 다작의 결과 화훼, 초충, 화조,

영모에 이르기까지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격조 높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있다. 심사정은 화조화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킬 뿐 아니라 화보들을 통해 이

전과 다른 양식의 화조화를 유행시켰으며, 특히 화조에 담채를 적극적으로

사용해 조선시대 화조화의 담채법을 한 걸음 발전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

다.172) 그의 이러한 새로운 화조화 기법에 관하여 강세황은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없었던 것”, “다른 화공들을 압도하는 것”, “이를 계승할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극찬한 기록을 찾아 볼 수 있다.173) 현존하는 작품들을 근거로 하

여 볼 때 심사정의 화조화는 그 수나 종류, 그리고 質에 있어서 조선 후기의

화조화를 대표할 만하여, 스승이었던 겸제의 화조화와 함께 조선후기의 시대

적 화풍을 살펴보기에 적절하다.

조선시대 화조화는 조선시대 회화에서 추구하는 이념을 반영한, 인간과 더

불어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동반자로 그 생태적 특성과 장점들이 인생의 소

망과 결부되어 인간의 삷을 보호하고 도와주는 벽사(辟邪)와 길상(吉祥)의 대

상으로 조형화되기 시작하여 주로 주거환경과 생활공간을 치장하고 장엄하는

데 사용되었다.174) 이러한 일반적인 화조화에 대한 이념에서 나아가 조선시

대 사대부들이 그리거나 감상의 대상이 된 수묵 또는 담채풍의 화조화의 주

제의식은 성리학적인 이념과 결부되어 전개되었다. 즉 사대부들은 식물이나

동물을 단순한 자연물로 보지 않고 天理의 流行에 의한 우주자연의 조화와

질서를 具有하고 道體가 깃들여 있는 것으로 인식했다. 천지간의 서식하는

동식물을 보고 이를 통해 심성을 기르고 성정의 순화를 도모했다.175) 따라서

화조화 역시 문인다운 격조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시대적 특성인

171) 안휘준 외, 앞의 책, 2000, p.155

172) 이예성,『현재 심사정 연구』, 일지사, 2000, p.169

173) 이예성, 앞의 책, p.32

174) 홍선준, 안휘준 편,『한국의 영모화』, 국보 10(회화), 예경산업사, 1984, p.231

175) 홍선표,『조선시대 회화사론』, 문예출판사, 1999, p.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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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화풍의 영향으로 화조화의 더욱 엷고 맑아진 색채의 사용이 식물의 표현

등에서 나타난다.

전통회화의 수묵담채를 고찰하는데 조선시대의 화조화는 연구할 가치가 있

다. 특히 수묵을 위주로 하는 수묵담채 뿐만 아니라, 안료를 사용하되 아주

엷게 쓰는 담채연구를 하는데 매우 필수적이다. 조선 초기의 화조화는 유작

이 많이 전하지 않아 구체적인 양상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남아 있

는 문헌을 통해 그 당시 화조화가 유행하였던 것과 사대부, 군왕, 화원화가

등 화조화를 소재로 한 그림이 많이 그려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당시

화원 선발 시험에 대나무가 1등, 산수가 2등, 영모화가 3등, 초충이 4등으로

배점된 사실이나 세종, 강희안, 안견이 대나무, 매화, 난초를 그렸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176)

조선 중기 이후의 화조화에 관하여 장지성은 진채를 위주로 한 인물화와 수

묵을 위주로 한 산수화와 달리, 화조화에서는 수묵화와 채색화가 서로 공존

하며, 시대적 흐름 속에서 서로 양자가 영향을 주고받았음을 언급하고 있

다.177) 또한 조선중기 화조화의 연구가 수묵화조화에 치우친 점을 지적하고

수묵담채 화조화의 조선회화사에서의 중요성과 연구 가치에 관하여 강조하고

있다. 16세기에서 17세기에 이르는 조선 중기의 예술문화가 사대부들에 의해

주도되어짐에 따라 수묵위주의 화조화가 유행한 것이 사실이나 부족한 유작

에도 불구하고 신사임당(申師任堂, 1504-1551)의 <초충도>나 이암(李巖,

1418-1469)의 <화조구자(化鳥拘子)>와 같은 작품은 조선중기 채색화조화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178)

조선 시대 중기에 이르면 신사임당, 이암, 이징, 조속, 조지운의 화조화의 유

작을 통해 조선시대 화조화의 특성을 분석할 수 있다. 신사임당과 이암은 정

교하고 섬세한 그림을 그렸고 이징, 조속, 조지운의 작품에서는 수묵위주의

176) 백인산,『선비의 향기, 그림으로 만나다』, 다섯수레, 2012, p.6

177) 장지성, 「전통화조화의 개념과 상징해석에 대한 고찰」, 미술교육논총22, 2008, p.298

178) 장지성,「조선시대 중기 화조화 연구」, 동국대학교 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9,     

   pp.73-74



- 80 -

사군자화풍에 크게 영향을 받아 화려함보다는 고적하고 담백한 정취와 품격

을 담은 색채를 보여주는 ‘수묵사의 화조화풍’을 이루어낸다.179)

이러한 중기의 화조화풍은 후기로 오면서 새로운 면모를 보여 준다. 진경산

수화풍과 풍속화가 유행한 시대적 영향으로 사실성과 생동감이 가득찬 화조

화를 보여 주며, 이러한 사실적 화풍은 김두량, 변상벽에 의해 기술적 완벽함

을 보여 준다. 이러한 사실적 화풍에 새로운 전환을 가져온 화가는 심사정이

다. 심사정은 주관적인 사의성과 시적 정취를 담아낸다. 이러한 취향은 강세

황과 이인상과 같은 문인화가에게 크게 공감을 얻어 화조화에 정신성을 고양

하는데 일조하게 된다.

조선 말기 화조화는 김정희의 문예사조의 유행에 따라 고비를 가진다. 그러

나 김정희 다음 세대의 조희룡, 김수철의 그림처럼 서정적이고 감각적인 화

조화들이 나오게 되며, 이 때 담채법 또한 주를 이루에 된다. 이후 장승업은

천부의 기량으로 대담하고 호방한 화조화를 그리고 있지만 이 때 부터는 외

부문화에 압도된 양상을 보인다.180)

이러한 조선시대 화조화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심사정의 화조화를 살펴보기

전 정선(鄭鄯, 1676-1759)의 화조화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심사정의

초기 작품에서 정선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것은 여러 기록에서 밝히듯

이, 겸재와 심사정이 사제관계였기 때문이다.181) 정선의 <서과투서(西瓜偸

鼠)>는 정선의 만년작으로 간송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정선의 작품에서 보

이는 문기의 성향이나, 많은 여행으로 인한 사색적 특성들은 화조화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화조화 역시 문인다운 격조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놀라운 관찰력을 보여준다. 시대적 특성인 남종화풍의 영향 역시 화조화의

더욱 엷고 맑아진 색채의 사용이 식물의 표현 등에 잘 나타난다. 아래의 신

사임당의 <수박과 쥐> 그림의 구조와 연관된 이 그림은 정선의 산수화에서

보이는 빠르고 강한 필치와 달리 섬세하고 감성적인 필치를 보여 준다.

179) 백인산, 앞의 책, p.7

180) 백인산, 앞의 책, p.9

181) 이예성,『현재 심사정 연구』, 일지사, 2000, 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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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암 박지원은 “겸재는 여든 넘어서도 도수가 높은 안경을 쓰고 촛불 아래

서 세화를 그렸는데 털끝 하나도 틀림이 없었다.”라고 말했다.182) 매미의 날

개나 주변의작은 식물 하나까지도 틀림없이 그려낸 그의 작품을 통해 털 끝

하나도 틀림이 없다는 기록을 실감하게 된다. 또한 정선이 만년에 주변의 정

경을 세밀한 관찰력과 함께 노년의 정감을 담아 표현해 낸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또한 색채 표현에서는 중요한 부분만을 간략하게 칠하려는 수묵담채의

성격이 나타나고 있다. 즉 수박이 잘 익었다는 의미의 붉은 색과 수박의 녹

색을 강조하여 채색하고 있다. 이 때 번다한 묘사에 의한 채색이 아닌 간략

한 색의 선택은 담채의 특성을 잘 보여 주는 것이다. 겸재 정선의 화조화에

서는 수묵담채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특히

<서과투서(西瓜偸鼠)>와 신사임당의 <수박과 쥐> 그림을 비교해 보면, 수묵

담채의 성격이 조선시대 중반을 지나면서 더욱 강하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

다. 이는 신사임당의 여성적 섬세함과 달리 겸재 정선의 남성적 성격에도 기

인하지만, 시대적으로 남종화풍이 유행하면서 수묵담채의 사용이 더욱 발전

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아래 그림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수박 자체의 색

상이 거의 먹색으로 대체되면서 주변의 다른 잎의 색들이 훨씬 더 담채 형태

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수박 안쪽의 붉은 색 역시 신사임당의 붉

은 색과 달리 아주 담하게 처리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수묵담채 경향이

발전되어 나타나는 현상은 겸재 이후, 화조화에서 계속적으로 나타난 현상으

로 심사정에 이르러 더욱 극치를 보인다. 조선시대 화조화에 나타난 수묵담

채법이 채색을 처리하는 기법으로 일반화되고 더욱 발전적 양상으로 나타난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182) 백인산,『선비의 향기, 그림으로 만나다』, 다섯수레, 2012,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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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20] 신사임당, <수박과 쥐>, 지본채색 [도판 21] 정선, <서과투서>, 견본채색

[도판 22] 정선, <송림한선> 부분 [도판 23] 정선, <여뀌꽃과 매미> 부분

겸재 정선의 화조화의 부분을 살펴보면, 담채 표현이 얼마나 섬세하고 정확

하게 표현되고 있는가를 잘 보여 준다. 매미의 날개가 아주 맑은 담채로 표

현되어 마치 매미 날개의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고. 솔잎이나 여

뀌꽃 잎의 색채 표현도 아주 맑게 그려졌음을 볼 수 있다. 잎의 색이 한결

더 담채로 처리되어 잎맥의 표현이 더 강하게 보임을 알 수 있다. 여뀌꽃의

표현도 아주 담하게 처리되어 매미의 표현과 조화로움을 유지하고 있다. 이

는 화조를 화려하고 장식적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겸재의 학문에 의한

문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표현으로 자연 자체의 조화로움을 상징하는 도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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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표현해 내려는 조선시대 문인들의 일반적인 화조에 대한 접근 방식을

보여 주는 것이다. 또한 극히 세밀하지만 정확하고 날카로울 정도로 정확한

묘사력은 정선의 산수화에서 보이는 물살이나 정자 등의 표현과 비교해 볼

때, 정선이 가지는 정확한 사생의 개성적 특징을 그대로 보여 주는 예라 할

수 있다. 또한 정선의 산수에서 보이는 지극히 담한 담채법 표현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화조화의 담채법의 진전은 심사정을 통해

화조화에 계속적으로 발전되어 나타난다.

심사정이 활동한 조선시대 후기는 화조화가 유행하여 다양한 발전을 이룩한

시기였다. 이는 중국 청대에 산수화보다 화조화가 유행할 정도로 화조화가

유행한 영향 아래 이루어진 일과 맥을 같이 한다.183) 조선후기에 화보의 유

행에 따른 새로운 화풍의 화조화가 유행하였고, 진경산수화와 풍속화의 영향

으로 주변의 소재를 유심히 관찰하여 그리는 사생풍의 화조화가 존재했으며,

조선 중기 조속(趙速, 1595-1668), 조지운(趙支耘, 1637-?) 등이 이룩한 수묵

사의 화조화의 전통을 전수한 전통적인 방식의 화조화의 세 가지 방식이 존

재했다. 심사정은 이러한 세 가지 방식 모두를 포괄하여, 개성적인 조선 문인

화조화 양식을 만들어 냈다.184) 심사정의 화조화는 조선 중기 사실적 화풍에

새로운 전환을 가져온 것으로, 사의성의 강조를 특징으로 하므로 平淡과 수

묵담채에 관한 본 연구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아래의<베짱이가 이슬을 마시다>와 <금낭화가 나비를 부르다>는 담채를 위

주로 수묵과 색채가 어우러져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83) 이예성,『현재 심사정 연구』, 일지사, 2000, p.171

184) 이예성, 앞의 책, p.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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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24] 심사정, <베짱이가 이슬을 마시다>, 지본 담채, 16.6 x 19cm

[도판 25] 심사정, <금낭화가 나비를 부르다>, 지본담채, 21 x 12.8cm, 간송미술관

소장

우리는 강세황의『현재화첩』에서 심사정이 처음에 심주(沈周)를 공부했다

는 언급185)에 의해 심사정이 심주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아래 도판의 심주의 그림과 강세황의 그림의 괴석부분을 비교해보면 명대의

괴석과 화훼초충을 함께 그렸던 화풍이 조선화풍에 미친 영향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동시에 심사정의 자기화한 개성적인 표현도 관찰할 수 있다. 심주

의 괴석에 비해 심사정의 괴석은 선이 강조되었으며 돌의 거친 표면처리도

비백을 이용하여 더 자유스럽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직접

사생을 통하지 않고 그림으로만 공부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다.

185) 유홍준, 『화인열전 2』, 역사비평사, 2001, p.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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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26] 심주, <선석경지도(宣石炅芝圖)>, 138 x 62cm

[도판 27] 심사정, <괴석초충도(怪石草蟲圖)>, 견에 담채, 14 x 16.3cm,

국립중앙박물관

심사정의 화조화에 큰 영향을 미친 것 중 하나에 『고씨화보』,『개자원화

전(芥子圓畵傳)』,『십죽재서화보(十竹齋書畵譜)』등의 중국의 화보들이 있다.

『고씨화보』를 통해서는 중국역대화가들에 대한 이해, 특히 명말 양식화된

남종화풍에 관한 이해가 이루어졌으며,『개자원화전(芥子圓畵傳)』을 통해서

는 구체적인 기법들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186) 따라서 심사

정의 화조화는 명대의 화조화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조선 중기 담

채로만 그리는 그림이 일반화되지 않았던 상태에서 심사정의 담채위주의 화

조화가 등장할 수 있었던 요소에도『개자원화전(芥子圓畵傳)』의 2집 등 다

색쇄판화(多色刷版畵)였던 화보들의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187) 심사정

의 이러한 화보에 관한 연구로 인해 심사정의 그림이 중국그림에 대한 모방

이라는 평가도 있으나. 화보는 진작과 달리 보여 주는 바가 매우 한정적이어

186) 이예성, 앞의 책, pp.54-55

187) 이예성, 앞의 책, p.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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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심사정의 개성적 필치를 부여할 여지는 충분히 존재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해 유홍준은 “방작이란 임모(臨模)와 달라서 옛 명화를 그대로 베끼

는 것이 아니라 고전을 재해석하면서 자기화한 창작이다.”188)라고 설명하면

서 심사정이 중국 그림에 대한 많은 방작으로 그만큼 중국그림에 대해 자기

화하였으며 자기화할 수 있는 근거로 삼았음을 소개하고 있다.

현재 심사정의 잔존 화조화는 60여점인데, 이 가운데 년도가 알려진 것은

14점뿐이다. 이러한 기년작이 모두 50세 이후의 것들이어서 양식적 전개를

추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이예성은『현재 심사정 연구』를 통하여

심사정의 두 가지 양식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하나는 조선 중기의 수묵사

의 화조화 양식의 전통 양식의 계승을 바탕으로 한 작품들이고, 둘째는 화보

를 통해 습득한 섬세한 필선과 몰골법, 특히 담채를 특징으로 한 화조화 양

식이다. 이러한 두 가지 양식의 화조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말년까지

계속 제작되었다.189)

다음의 그림인 <설죽숙조도(雪竹宿鳥圖)>는 조선 중기 양식의 계승에 의

한 화조화이다. 이 작품은 조속(趙速)의 <숙조도(宿鳥圖)>, 조지운(趙之耘)의

<매상숙조도(梅上宿鳥圖)>, 이건(李健)의 <설월조몽(雪月鳥夢)>등의 조선 중

기의 숙조도(宿鳥圖)의 전통을 따라 그려졌다.190)

188) 유홍준, 앞의 책, p.19

189) 이예성, 앞의 책, p.173

190) 앞의 책, p.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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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28] 심사정, <설죽숙조도(雪竹宿鳥圖)>, 견본담채, 25 x 17.7cm,

서울대학교박물관

[도판 29] 조속, <숙조도(宿鳥圖)>, 지본수묵, 50 x 78cm, 개인소장

[도판 30] 조지운, <매상숙조도(梅上宿鳥圖)>, 지본수묵, 56.3 x 109cm,

국립중앙박물관

아래 그림 <원추리와 벌과 나비>는 『개자원화전』의 화보의 양식을 따른

그림이다. 비교 제시된 『개자원화전』의 꽃의 형태와 잎의 구성이 거의 같

은 방식으로 그려졌음을 알 수 있다. 심사정의 그림 중 초충도나 모란도 등

은 화보양식의 구도와 소재선택, 기법적 특징을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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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31]『개자원화전(芥子圓畵傳)』, 二集, <草蟲花卉譜>

[도판 32] 심사정, <원추리와 벌과 나비>, 견본담채, 22 x 16.1cm,

간송미술관 소장

심사정의 화조화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담채는, 수묵과 잘 어우러지며,

섬세한 선을 바탕으로 몰골법을 통해 표현되었다. 많은 관찰과 다작에 의해

능숙하게 처리된 담채는 심사정의 문인다운 서정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조

선시대 화조화에서 심사정의 화조화의 가치는 사실성보다 사의성과 시적정취

를 강조한 점이다.191) 이러한 수묵담채의 개성적 특징은 화조화의 거의 전반

의 작품에서 보이는데 또한 다른 작가들에 비해 바탕재가 비쳐 보이는 옅은

담채적 특성이 더욱 강하게 보인다. 이것은 그 당시의 남종화풍의 유행 등에

따른 시대적 배경에 기인한 것도 있으나, 심사정의 생애에서 보이는 심사정

의 개인적 성향의 영향인 개성적 특성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191) 백인산, 앞의 책,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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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정의 수묵담채 양식은 신사임당의 화조화나 정선의 화조화보다 수묵의

비중이 담채의 비중보다 더 발전된 양식을 보인다. 아래 그림을 살펴보면, 심

사정 초충도의 경우, 잎의 표현이 정선의 잎 표현보다 훨씬 담한 것을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아주 맑은 담채를 사용한 특징 외에도 앞의 잎과 뒤의 잎

의 원근감 역시 담채의 정도로 표현하고 있으며, 잎 하나의 표현에서도, 잎의

앞 뒤 표현을 담채를 활용하여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있어, 담채 안에서도 원

근표현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초충도 그림은 심사정 개인적

성향에 의한 담채법의 극대화 외에도 중국의 화보를 기초로 제작된 정황이

인지되므로, 남종화의 유입과 그 영향이 본격화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

무 가지 부분에서 보여 지는 필치는 조선 중기 유행한 사의 화조화의 전통적

인 방식에 의한 영향으로 수묵을 기저로 표현된 것을 볼 수 있다. 조선 중기

수묵화조화의 유행에 따른 화조화의 담채의 발달은 다음의 그림의 예를 통해

서도 볼 수 있다.

[도판 33] 심사정, <초충도> 부분 [도판 34] 정선, <여뀌꽃과 매미> 부분

돌이나 나무, 풀잎 등의 표현에서 수묵과 자연스럽게 사용된 담채의 표현은

조선 중기 사의적 화조화의 전통을 그대로 계승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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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35] 심사정, <화조도(花鳥圖)>, 1758년, 종이에 담채, 29 x 38.5cm, 개인소장

[도판 36] 심사정, <화조도(花鳥圖)>, 1758년, 종이에 담채, 29 x 38.5cm, 개인소장

심사정의 화조화는 담채법의 절정이라고 할 정도로 아름답고 맑은 담채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담채법의 극대화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시대적 영

향, 즉 조선 중기 사의적 화조화의 계승과 조선 후기 남종화풍의 유행이라는

배경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심사정의 화조화가 담한 성격을 가지게 된

특성은 개인적인 성향, 즉 사대부 집안에서 태어난 문인적 성향과 역적의 손

자로 살아야 했던 사회적 한계 상황 등이 작용해 만들어진 개성적 영향이 가

장 중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많은 화조화 제작에 따른 기법과 양식의

발전은 심사정만의 독특하고 개성적인 화조화 양식을 만들어 냈고, 이러한

과정에서 담채 역시 그 표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표현들을 가능하

게 했다. 위의 그림 등에서 보이는 담채는 수묵의 사용과 함께 수묵담채화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격조와 품위를 보여 주고 있다. 특히 은은한 담묵과 아

주 엷은 담채의 사용이 보이는 <화조도(花鳥圖)>의 경우는 아주 엷은 담채

만이 보여줄 수 있는 탈속적인 격조를 극대화한 경우라 할 수 있다. 새와 열

매에 쓰인 색이나, 잎의 색은 바탕재가 비춰 보일 정도의 아주 담한 담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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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되고 있다. 화조화가 장식적이거나 화려하게 보이지 않고 문인적인 격조

를 보여주는데 손색이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듯 심사정은 사대부 출신

으로 화보에의 접근과 본인만의 다작, 관찰에 의한 기법 연구와 본인의 화가

적 역량으로 화조화의 표현 범위의 확대를 가져와 수묵담채법의 근거로 제시

된 平淡 사상을 화조화로 이루어낸 대표적인 조선시대 화가로 자리 매김하게

했다.

2) 이인상의 <검선도(劒僊圖)>

이인상(李麟祥, 1710-1760)은 영조 때 영의정을 지낸 이경여(李敬輿)의 고손

자로 5명의 정승과 3대에 걸쳐 대제학을 배출한 명문가 출신이다. 그러나 증

조부가 서자였기에 이인상은 온전한 양반으로 살아 갈 수가 없었다. 하지만

어느 사대부 못지않은 학식과 소양을 갖추고 지조 있는 삶을 살아갔다.192)

시·서·화 삼절(三絶)로 널리 추앙받으며, 그림 외에도 전서(篆書)와 전각(篆

刻) 등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20대에는 남종화법에 의거한 화보(畵譜)나 조

영석(趙榮祏) 등의 화풍을 주로 따랐고, 30대 중반에는 금강산 등지의 진경산

수(眞景山水)와 문인들의 아취가 넘치는 청유(淸遊) 또는 시회(詩會)장면을

즐겨 그렸으며, 40대 후기에는 은일자(隱逸者)의 심회를 소재로 한 작품을 많

이 다루었다. 메마른 갈필선(渴筆線)과 차갑고 깔끔한 담채, 선염(渲染)이 자

아내는 문기(文氣) 어린 분위기를 특징으로 하는 그의 화풍은 이윤영과 윤제

홍(尹濟弘) 등에게 이어져 조선 후기 문인화의 일맥을 형성하는 데 크게 기

여했다. 60여 점의 유작이 전하는데, 대표작으로 〈수하한담도 樹下閑談圖〉

(개인 소장)·〈송하관폭도 松下觀瀑圖〉(국립중앙박물관)·〈설송도 雪松圖〉

(국립중앙박물관) 등이 있다. 문집으로는 『능호집』2권이 전한다.193) 아래의

그림은 담채가 잘 나타난 <은선대(隱仙臺)>, <검선도(劒僊圖)>이다. 이인상의 그

192) 백인산,『선비의 향기, 그림으로 만나다』, 다섯수레, 2012, p.93

193) 국립중앙박물관,『능호관, 이인상』, 국립중앙박물관, 2010,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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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은 담백하면서도 맑은 색채, 담박한 분위기를 특징으로 한다. 담묵으로 바

램을 하고 농묵으로 윤곽을 만드는 파묵 방식의 예서체적 필법을 주로 사용

하고 있다. 明이 망하고 淸이 들어섰던 동아시아의 정치흐름 속에 살았던 이

인상은 조선의 선비이자 강직하고 고집이 세서 원칙이 강하고 완고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의 그림은 그의 삶과 별개가 아니어서 회화사상 진정한 문인

화로서 문기가 흐른다는 평을 받고 있다.194)

   [도판 37] 이인상, <은선대(隱仙臺)>, 55 x 34cm, 지본담채, 간송미술관

194) 앞의 책,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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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38] 이인상, <검선도(劒僊圖)>, 96.7 x 62cm, 지본담채, 국립중앙박물관

위의 그림들은 이인상의 담채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은선대(隱仙臺)>에서는

멀리 있는 바위 뿐 아니라 가까운 바위위에도 푸른색 담채로 선염되어 있다.

여기서의 담채는 담박함에도 불구하고 가볍지 않고 중후한 깊이감을 자아낸

다. 이는 이인상의 문인적 속성의 표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김정희(金

正喜, 1786-1856)는 아들 상우(商右)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인상의 문인적 깊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칭찬한 바 있다.

이원령 (즉, 이인상)의 예서와 화법(畵法)에는 모두 문자기(文字氣)가 있

는데, 시험 삼아 이를 보면 ‘문자기가 있은 뒤에야 할 수 있다는 것을 깨

달을 수 있을 뿐이다. (李元靈隸書畵法皆有文字氣於此 可以悟得其有文字

氣 然後 可爲之耳)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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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는 위의 글에서 이인상의 서화에 관한 문인적 성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인상은 명문가의 서출로 태어나 많은 한계 속에서 지내야 했지만, 만

만치 않은 현실에서 선비다움을 실천하며 그의 이상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면

서 인생을 살았다. 그는 “세상이 혼탁해서 나를 알아주지 못했다.”라고 탄식했

고 “말세에 태어나서 하급 관리 노릇을 하는 것은 수명을 단축하는 것이 아니

면 정신이상이 생기기 알맞은 일이다”196)라고 한탄했다. 만만치 않은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고민하고 좌절했지만 平淡하고 초연한 예술 세계로 이러한 현

실을 승화시켰다.

 <검선도(劒僊圖)>는 “화인(華人)의 검선도(劒僊圖)를 방(倣)해서 취설옹(醉雪

翁)에게 바치다. 종강모루(鍾岡毛樓)에서 비오는 가운데 그리다(倣華人劒僊圖

奉贈醉雪翁 鍾岡雨中作).”라는 관지(款識)에서 보듯이 당나라 신선 검선(劒僊)

을 그린 그림이다. 신선을 그려낸 수묵담채는 이러한 세상을 초월한 경지를

잘 보여준다. 소나무에 설채된 담채는 소나무의 기상을 표현하기에 매우 적절

히 사용되었고, 또 인물에 사용된 아주 담한 살색은 모자 깃의 푸른색과 어우

러져 격조 있는 조화를 이룬다.

현실의 많은 색들이 현상보다 정신성을 강조한 수묵화에서는 먹색으로 그려

지고 수묵으로 바뀌지 않은 색들에 대표적인 것이 소나무의 대자색(代赭色)인

데, 이인상이 사용한 대자색은 수묵이 가지는 정신성을 대신하기에 조금도 부

족함이 없다. 이때 대자색이 담채로 사용되어 수묵으로 처리된 부분과 서로

조화를 이루며 이인상의 기상과 절개를 잘 표현하고 있다. 담한 색채로 인한

담담함은 이인상 전반적인 작품 모두에서 관찰되는 특징이다. <검선도>에서

담채의 담박한 표현은 품격을 잃지 않는다. 청색이나 아주 맑은 대자색은 그

림의 격조를 높이고 깊이를 더해 주는데 손색이 없다. 이인상은 자의식이 강

했고 자신의 신념과 가치가 완고했고 세상과 쉽게 타협하지 않았으며, 싫은

사람이 오면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설 정도로 좋고 싫음이 분명했다.197) 맑은

195) 국립중앙박물관,『능호관, 이인상』, 국립중앙박물관, 2010, p.9

196) 백인산,『선비의 향기, 그림으로 만나다』, 다섯수레, 2012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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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채의 내면에는 이인상의 이러한 강직한 자신만의 자의식이 배어 있는 듯하

다. 따라서 우러나온 색은 강직한 선비다운 섬세함과 예민함을 내포한다.

이인상은 소나무를 특히 많이 그렸다. 소나무를 단독으로 그리기도 하고 배

경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는데, 소나무의 외형만을 그리려한 것은 아니며 추운

겨울 독야청청하여 선비의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던 소나무의 정신을 그리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인상의 <검선도>에서 특색 있는 부분은 인물의 표현

이 노송에 비해 크게 그려지고 있는 점이다. 노송의 표현도 전체를 다 그리지

않고 부분적으로 확대하여 화면을 구성하고 있다. 이는 이인상의 노송들이 보

여주는 대담한 구도로, 세상과 떨어져 탈속한 느낌을 강조하는 결과를 가져

오며, 이인상의 강직한 자의식을 강조한다. 소나무를 단독으로 그린 그림들은

이인상만의 특색 있는 화풍중의 하나로 자리 잡았으며 이인상의 소나무에서

사용한 아주 담한 대자색은 이인상의 격조 깊은 담채로 이인상의 아주 맑은

개성적인 색채를 보여준다.

이인상의 추구하는 바가 농(濃)한 곳에 있지 않고 담(澹)한 곳에 있는 것은

이인상의 작품에서 뿐 아니라 다음 글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고인들의 묘처는 졸한 곳에 있지 교한 곳에 있지 않으며, 담한 곳에 있

지 농한 곳에 있지 않다.

(古人妙處 在拙處 不在巧處 在澹處 不在濃處)198)

위의 글은 이인상이 김상숙(金相肅, 1717-1792)의 19폭의 글씨를 보고 평한

글 중에 나오는 언급으로 졸(拙)과 담(澹)은 문인화의 정신을 이어받았음을 보

여준다. 그리고 담(澹)은 담담한것, 즉 담박(澹泊)을 의미하는데 농(濃)과 대비

하여 자극적으로 강하게 드러내는 것보다 담담한 상태로 平淡을 이루는 것이

더 차원 높은 단계로, 이인상의 추구하는 바가 담에 있음을 알 수 있다.

197) 백인산, 앞의 책, p.92

198) 앞의 책,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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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비로서의 이상과 초연한 기상을 담담하고 拙한듯한 기법으로 표현하고 있

는 것과 여백으로 이러한 담한 표현을 살린 것이 이인상 그림의 특징이다. 특

히 <검선도(劒僊圖)>에서의 텅 비게 많이 비워 둔 공간의 여백은 그의 초월

한 정신을 표현하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이인상이 여백을 강조한 바는

<장백산도(長白山圖)>의 화면에 적힌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도판 43] 이인상, <장백산도>, 수묵담채, 122 x 26.2cm, 개인소장

위의 그림 <장백산도>는 왼쪽 화면의 대부분이 여백으로 남아 있다. 여백에

적힌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을비 내리는 날 김상숙을 찾아 갔더니, 그가 종이를 내놓으며 그림을

그려달 라고 하였다. 이는 나로 하여금 곽충서의 종이연 고시에서 계윤

을 생각하게 하였다. 이에 웃으며 말하기를, “나 이인상은 게으름이 심하

니 장백산이나 그리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다 그린 후에

붓을 놓고서 한바탕 웃었다.199)

위의 글에서 곽충서(郭忠恕, ?-977)가 ‘그림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연 날리는

작은 소년과 연을 이어주는 실만으로 넓은 비단바탕을 다 채웠다‘는 고사를

언급하면서 그림을 그려주었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200) <검선도>나 <장

199) 앞의 책, p.34

200) 앞의 책,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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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산도>에서 보이는 여백의 미학 역시 이인상의 담한 표현과 함께 이인상 작

품의 특징이 되고 있다. 平淡이 가장 이상적인 문인정신을 표현하는데 쓰인

이유 중 하나는 平淡이 가지는 수용성에 있다. 즉 가장 도에 가까운 중화를

이루는데 있어, 平淡은 모든 변화를 수용하여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특

성으로 도에 가까워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 이러한 수용성의 측면에서

수묵담채를 이해할 수 있다. 더욱이 비어진 여백은 모든 것을 넉넉히 수용할

수 있는 힘을 내재하고 있어, 대체로 平淡을 이루는 그림들은 여백을 강조하

게 된다. 이인상의 그림 역시 이러한 여백의 강조를 통하여 문인적 平淡의 가

치를 더욱 높게 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도판 40] 이인상, <설송도(雪松圖)>, 52.7x 117.4cm, 지본수묵, 국립중앙박물관

위의 그림에서 보여주듯이 이인상 작품의 담채가 가지는 특성 중 또 다른 하

나는 눈이 오는 픙경을 담고 있는 것이다, 설죽과 설송 등의 표현은 우리나라

에서 많이 보이는 그림으로 중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때 눈(雪)을 표현

함에 있어 자연스럽게 담묵과 담채가 강조된다. 이러한 설경에서의 담묵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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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은 흰색을 선호하는 우리나라의 민족성과 지극히 담한 표현을 가능하게 했

던 松烟墨을 그 원인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송연묵은 시간이 지날수록 푸른

먹빛을 띠는 특징을 가진 먹으로 기름기가 없어 아주 담묵으로 하얀 종이 위

에서 푸른색으로 발색된다.201) 이러한 송연묵은 특히 설경에 많이 사용되었으

며, 이는 우리나라의 회화에서 주로 나타난다. 이인상의 그림도 이러한 눈과

함께 어우러진 소나무의 그림에서 가장 담묵과 담채가 잘 나타나 있으며, 이

인상 자신의 특성을 개성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아래의 그림은 유덕장(柳德章,

1675-1756)의 <설죽(雪竹)>으로 눈의 표현을 위해 쓰인 담묵의 예시로 이인

상의 <설송도(雪松圖>와 비교하여 생각할 수 있으며, 눈의 표현과 더불어 담

묵이 극치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도판 41] 유덕장, <설죽(雪竹)>, 종이에 채색, 92 x 139.7cm, 간송미술관

이인상의 담묵을 극치로 만든 또 하나의 작품은 <야매도(夜梅圖)>이다. 이

201) 이상현,『전통회화의 색』, 결출판사, 2008, p.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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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달의 은은한 빛과 매화의 향기가 어우러지는 풍경을 담묵으로 그려내고

있다. 이러한 시적인 설정이 이인상의 담묵을 더욱 은은하고 문인의 향기를

내포하게 만들어 준다. 다음은 이인상의 야매도에 적힌 시의 내용이다.

희미한 달빛 주렴에 쏟아지니 금가루 차갑게 빛나고 맑은 바람 벽에 부

니 푸른 가지 길게 뻗었네(微月壓簾金粉泠 淸風吹壁翠梢長).202)

[도판 42] 이인상, <야매도(夜梅圖)>, 지본담채, 21.8 x 30.4cm, 국립중앙박물관

눈도 녹지 않은 늦겨울 가장 먼저 꽃을 피워 은은한 향을 내뿜는 매화가 어스름한 달

빛이 맑은 기운으로 퍼지는 야매도로 굽힐 줄 모르는 곧은 절개를 표현하고 있다. 설

성(雪城)이라는 곳에 은거하며 칩거하며 살았던203) 이인상은 본인의 은일자로서의 고

고한 기상과 고독함을 야매로 승화시켜 표현하고 있다. 또한 이인상이 표현하고자 했

던 문인적 정신은 시적인 설정 아래 지극히 맑고 담한 담묵과 담채로 인해 더욱 강조

202) 정민 외, 『한국학, 그림과 만나다』, 태학사, 2011, p.26

203) 유홍준, 『화인열전』, 역사비평사, 2001, 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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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위에서 살펴본 이인상 작품들의 특징인, 소나무 그림의 담묵과 어우러지는 담

채, 여백의 강조로 인한 사의성, 설경과 야매도로 표현된 시적 정취 등은 平淡을 강조

한 수묵담채의 예시로 이인상의 작품이 매우 적절함을 보여준다.

3) 강세황의 <벽오청서도(碧梧淸署圖)>

강세황(姜世晃, 1713-1791)은 18세기 뛰어난 화가로, 문장가로서, 18세기 예단

의 총수요, 한성판윤을 지낸 관리로, 단원 김홍도와 자하 신위의 스승으로도

유명한 인물이다. 그는 스스로 서화를 제작할 뿐 아니라 높은 감식안을 가진

감식인이자 서화평론가로도 이름이 높았다. 그는 여러 작가의 작픔에 서화평

을 많이 남기는 방식을 통해 조선 후기화단의 흐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204) 강세황은 처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생을 마치기까지 속

기없는 문인화의 경지를 추구하였다. 따라서 화풍은 주로 문인화 정신을 추구

했던 남종화풍에 기반을 두고 있었으며, 자신만의 예술정신을 실현하기 위하

여 화보류를 통해 꾸준한 독학과 수련을 하였다. 그가 이룩한 문인화의 경지

는 와유(臥遊), 즉 누워서 노닌다는 뜻으로 집에서 명승지나 산수를 그린 그림

을 보며 즐긴다는 뜻으로 남종화의 본질적인 정신인 사의의 정신을 계승하면

서도 독자성을 부여해 한국적 남종문인화의 토착화를 이루었다고 평가 받고

있다.205) 따라서 平淡을 보여주는 담채의 예시 작품으로 매우 적절하다고 생

각된다.

그는 여러 화과(畵科)을 다루었고 전 시기에 걸쳐 다양한 소재들을 다루었다.

중기에는 산수인물과 사군자, 후기에는 수묵난죽이 좀 더 많아지는 정도이다.

우리는 그가 어떤 소재를 다루던지 사의의 정신을 중시한 것을 관찰할 수 있

다. 이러한 여러 화과 중 본고에서는 산수화 작품 <벽오청서도(碧梧淸署圖)>,

<산수도(山水圖)>, <산수(山水)> 대련, <호가일도(浩歌一棹)>를 통해 수묵담

204) 안휘준 외,『한국의 미술가』, 주)사회평론, 2006, p.179

205) 안휘준 외, 앞의 책, p.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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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도판 43] 심주, <벽오청서도(碧梧淸暑圖)>, 지본담채, 명, 개자원화전

[도판 44] 강세황, <벽오청서도(碧梧淸暑圖)>, 지본담채, 30.5 x 35.8cm, 개인소장

[도판 45] 강세황, <산수도(山水圖)>, 지본담채, 조선시대

강세황의 <벽오청서도(碧梧淸暑圖)>는 明의 심주(沈周, 1427-1509)의 倣作

으로 수묵담채의 기법을 잘 나타내고 있다. 『개자원화전』에 실린 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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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오청서도(碧梧淸暑圖)>와 비교해 보면, 강세황의 수묵담채가 얼마나 효과

적으로 그림의 정취를 만들어냈는지 볼 수 있다. 또한 나무와 맨 뒤에 위치

한 산등성이에는 원산을 푸른색으로 처리한 담채로 그림의 깊이감과 平淡함

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어 준 것을 관찰할 수 있다. 특히 맨 뒤의 산의 푸

른색의 경우, 먼 산이 가지는 공기원근법206)상의 공간적 거리감이 더욱 강조

되면서, 그림에 맑고 산뜻한 느낌을 더해 준다. 이러한 공기 원근법의 대표적

인 표현은 특히 원산의 경우, 현상적인 색인 녹색이 아니라 푸른색으로 처리

되는데 이는 서양회화와 동양회화 모두에서 찾아 볼 수 있다.207) 강세황의

그림에서 보이는 문인적 담채화의 경지는 강세황이 추구했던 속기 없는 문인

화의 추구 정신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위의 가장 먼 산에 나타난

푸른색의 사용은 다음의 <산수도(山水圖)>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나타난다.

강세황의 푸른색은 매우 청량한 푸른색으로 아래 <노안도(蘆雁圖)>의 심사

정이 사용한 원산의 푸른색과 비교해보면 바탕재의 다른 색을 감안하더라도

그 색감이 서로 차이를 가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심주의 <산수화조책(山水花

鳥冊)>의 원산에 선염된 식채와 비교하면 강세황의 청량한 푸른색의 개성을

더 잘 알 수 있다. 먹선의 설명이 없이 산수도에서는 가을의 단풍 역시 담채

로 표현되고 있다. 자칫 화려하게 꾸며질 수 있는 색들이지만 강세황의 문기

를 그대로 반영해 맑고 품위 있는 색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06) 공기원근법은 즉, ‘공기 투시법’이다. 공기 중의 수증기와 먼지 등의 각종 물질이 떠다니

며, 이것의 기층의 두껍고 얇은 변화, 물체와의 거리 변화 등으로 존재 물질의 명시도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일반적으로 가까운 것의 묘사는 강하고 먼 곳의 묘사는 약하고 모호하

다.

207) 원금탑 저, 이근우 역,『중·서 회화구도비교 연구』, 예서원, 2004, p.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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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46] 심사정, <노안도(蘆雁圖)>, 종이에 담채, 29.5 x 27.0cm, 청관재소장

[도판 47] 심주, <산수화조책(山水花鳥冊)>, 39.4 x 29.6cm, 지본채색

[도판 48] 강세황, <산수(山水)> 대련, 34cm x 58cm, 지본담채, 호암미술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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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의 <산수(山水)> 대련에서는 문인 사대부 화가였던 강세황의 선

염 방식의 담채 특성이 매우 강하게 나타난다. 다음 강세황의 산수에 대한

자료를 통해 여기에 나타난 담채 성격을 고찰하기로 한다. 다음은 강세황의

산수에 대한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자료로, 그의 서재 네 벽에 그린 산수에

덧 붙여 쓴 글을 기록한 <山響己>에 나오는 글이다.

나의 성격이 좋은 산수를 좋아하면서도 본시부터 신경성으로 몸이 허약

하여 다니기가 힘들어서 한번도 답사하고 싶은 희망을 이루지 못하고 다

만 그림에 재미를 붙여서 그것을 스스로 즐겼다. 그러나 그 신비한 운취

와 생각이 어찌 진짜 산수를 보고 즐기는 것만 하겠는가. 이 그림 그리

는 것은 본시 나의 병을 잊어버리고 나의 희망을 보상할 수 있는 것이었

다. 일찍이 구양자(毆陽子)의 말을 읽은 적이 있는데 “거문고를 배워서

즐기니까 병이 자기 몸에 있는 것을 모르겠다”고 하였다. 인하여 다시 거

문고에 뜻을 두어서 그 조용하고 담박한, 깊고 먼 소리를 얻어서 마음과

뜻을 평화롭게 하고 우울한 것을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랐다. 옛적에 백아

가 거문고를 타니까 자기(子期)는 그의 마음이 산수에 있는 것을 알았다

고 한다........ 그 형태를 다 그려놓고 또 그 소리도 얻게 되어 두 가지가

합하여 하나가 될 때 어느덧 그림 이 그림인지 거문고가 거문고인지 알

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니 비로소 병을 잊어버리고 소원도 풀게되

고 마음이 평화롭고 우울증도 없어지게 되었다. 나도 하필이면 지팡이를

짚고 신발을 준비하여 몸을 괴롭히고 정신을 써가며 높은 곳을 오르고

험한 길을 뚫고 다녀야만 비로소 만족히 여길 것인가.

종소문(宗少文 즉 宗炳)이 과거에 답사한 곳을 실내에 그려놓고 이르기

를 “거문고를 다루어 곡조를 타서 산이 모두 메아리치게 하려한다.”고 하

였으니 실로 나의 마음을 먼저 터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나

의 서재의 이름을 산향(山響)이라고 붙였다.208)

위의 글을 통해 강세황이 구양자가 거문고를 배워서 거문고의 조용하고 담

208) 안휘준 외,『한국의 미술가』, 주)사회평론, 2006, p.197,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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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 소리로 인해 그의 병을 이긴 것처럼 산수를 그려 몸이 허약해 산수를

직접 다니지 못하는 바를 보상받고자 한 그의 산수제작 의도를 알 수 있으

며, 또한 산수화를 통해 그가 얻고자 하는 정신이 무엇인지 역시 알 수 있다.

강세황은 윗글에서 산수를 직접 다니며 거닐 수 없는 현실을 설명하고, 그

대신 산수화를 벽에 걸어 두고 바라보면 그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정신은 조선시대 문인화가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산수를 도체로 여기고 산수화를 통해 수양하고자 했던 정신과 같은 맥락으로

파악할 수 있다.209) 구양자의 말을 빌어 설명한 거문고의 예는 산수를 통해

강세황이 추구한 정신이 무엇인지도 짐작케 한다. 즉 음악과 산수를 통해

‘遊’를 설명하는데 이는 곧 平淡을 추구할 수 있는 담박하고 조용하며, 평화

를 얻을 수 있는 산수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강세황이 추구한 산

수의 경지는 ‘경계론(境界論)’으로 살펴 볼 수 있다. 동기창의『화지』에서 곽

희의 산수경계에 관한 관점이 다음과 같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곽희는 그림을 논하면서 산에는 멀리 바라볼 만한 산이 있고 노닐어볼

만한 산이 있으며, 살아볼 만한 산이 있다고 했다. 살아 볼만한 산인 즉

더욱 뛰어난 산이다. 사람으로 하여금 고매한 생각으로 은거할 생각이

일어나게 한다.210)

(郭河陽論畵 山有可望者 有可遊者 有可居者 可居則更勝矣 令人起高隱之

思也.) (畵旨 卷上)

여기서 산수의 경계론으로 산수를 구분하여 설명한 것은 산림 전체를 지형학

적 공간 구분이 아닌 미학적 기준의 경계를 가지고 파악하여 화가에게 제시한

것이다.211)곽희의 임천고치 중 산수훈을 보면 산수화의 경계에 관한 다음과

같은 언급이 나온다.

209) 홍선표,『조선시대회화사론』, 문예출판사, 1999, p.217

210) 장언원 외, 앞의 책, p.195

211) 김기주,「중국 산수화의 경계론 연구」, 미술사학보 제10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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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산수의 흐리고 갬도 멀리서 바라보면 다 알게 되지만, 가까이에서

는 좁은 시야 안의 물상에만 사로 잡혀 명암과 나타났다 숨었다하는 자

취를 분명히 파악할 수 없다.212)

여기서 명암과 나타났다 숨었다의 ‘명회은현(明晦隱見)’은 산수화의 경계를

나타내는 중요한 표현 방법이며, 여기서의 산수화의 경계는 거할만하고(居)

노닐만(遊) 한 사유적 장소의 의미이다.

이와 같이 전통적 미학에서의 경계는 경계론을 통해 단순한 공간적 구분을

넘어서 심리적, 미학적 가치를 부여함으로서 사유적인 의미의 경계로 존재해

왔다. 또한 강세황의 산수작품들은 우리나라 산수의 경계론을 보여주는 작품

들이라는데 그 의미가 있다. 강세황의 작품이 남종화나 서구양식의 영향을 받

기는 하였으나, 강세황이 은거하고 평화를 얻고자 했던 산수는 우리나라의 산

수였으며, 그의 작품을 통해 그 정신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산수는 노

년기 지형으로 중국의 大山大水와는 다른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산수는 고요하고 평화로워 강세황이 추구했던 마음의 안식을 얻고자 하는 산

수 경계의 정신이 매우 적합하게 그의 작품 속에서 나타난다.

위의 <산수(山水)> 대련의 [도판 49]는 강세황의 이러한 담박하고 조용한

산수화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고 정신을 수련하고자 했던 생각을 잘 보여

준다. 수묵과 더불어 사용된 담채의 은은한 표현은 조용하고 청담한 平淡의

표현을 잘 보여준다. 산수에서 보여주는 색상의 사용은 위의 [도판 45]의

<벽오청서도(碧梧淸暑圖)>에서 사용된 색을 기본으로 한다.

강세황의 <호가일도(浩歌一棹)> 에서는 강세황의 속기 없는 정형산수로서

의 문인화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다. 즉 파묵과 평원, 여백의 강조, 담한 색채

로 담담한 분위기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212) 장언원 외 저, 김기주 역, 『 중국화론선집 』, 미술문화, 2002, p.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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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49] 강세황, <호가일도(浩歌一棹)>, 견본채색, 간송미술관

강세황의 <호가일도(浩歌一棹)> 에서는 강세황의 속기 없는 정형산수로서

의 문인화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다. 즉 파묵과 평원, 여백의 강조, 담한 색채

로 담담한 분위기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 그림은 강세황의 말년에 나타난

조형세계의 개성을 잘 드러낸 그림이기도 하다. 강세황 산수화의 특징에 관

하여 변영섭은 표암 강세황의 문인화는 사선, 즉 대각선 구도에 의한 공간감,

맑고 담담한 필치, 담채, 미묘한 담묵의 감각, 그리고 속기 없는 깨끗한 분위

기 등 이러한 분위기가 만년까지 지속되고 이로 인해 개성이 확립되었다고

지적한다.213) 이는 바로 강세황 산수화의 특징이 平淡, 즉 平淡의 담묵과 담

채의 표현을 통해 그 자신의 개성을 지니게 되는 미학적 배경이 형성되었음

을 알게 하는 면이 있다. <호가일도>에서의 색상도 푸른색의 담채가 기본으

로 되어 있으며, 세월로 인해 변한 견의 밑바탕 색은 푸른색을 더욱 격조있

게 만들고 있다.

강세황의 청담한 平淡의 정신은 산수가 진경인 경우와 화보를 소재로 삼은

경우 모두에 해당한다. 즉 우리나라 실제의 산수를 그린 경우에도 담담함을

추구하는 표현양식이나 보편성을 추구하는 조형의식은 그대로이다. 강세황의

213) 앞의 책, 2006, p.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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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에 관한 입장은 성호 이익의 부탁으로 그린 다음과 같은 <도산도(陶山

圖)>의 제발에 나타나 있다.

그림은 산수보다 어려운 것이 없다. 그것이 크기 때문이다. 또 실제의 진

경을 그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없다. 그것은 닮게 그리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 우리나라 실경을 그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없다. 그것

은 실제와 다른 것을 감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직접 보지 못한 지역

을 그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없다. 그것은 억측으로 닮게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214)

위의 글은 강세황이 산수와 진경이 形似 때문에 그리기 어려운 점을 지적하

고 있는 내용이다. 사대부화가로 소재를 실경으로 잡고 실제로 보고 그리는

진경(眞景)이라는 용어를 정착시킨 강세황은 정조에게 수백 장의 금강산의

진경그림을 올렸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215) 우리는 <금강산 비홍교도(金

剛山 飛虹橋圖)>에서도 여전히 그의 담채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도판 50] 강세황, <금강산 비홍교도(金剛山 飛虹橋圖)>, 25.5 x 47.0cm, 지본 수묵 담채,

214) 앞의 책, 2006, p.202, 재인용

215) 강관식, 『한국사상사대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p.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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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진경은 산수의 소재에 해당하는 문제이고, 강세황의 작품에 나타난 남종

화의 영향과 문인적 성향에서 비롯된 平淡을 추구하는 정신은 표현양식의 문

제이기 때문에, 강세황의 모든 그림에서 平淡이 전반적으로 관찰되는 것이다.

변영섭은 이러한 특징에 관하여 ‘사의적 진경’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216)

이러한 사의적이고 平淡을 추구하는 정신을 드러낸 표현법 중 대표적인 것이

수묵담채이다.

표암 강세황의 시·서에 관하여 문영년은 그의 삶 자체가 매우 청고(淸高)했

으므로 그의 시문학이 담박함을 갖추고 있다고 지적한다.217) 이러한 그의 생

활은 그의 그림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쳐 담박함을 갖춘 담채법이 활용되고

있는 것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앞에서 언급된 <벽오청서도(碧梧淸暑圖)>,

<산수도(山水圖)>, <산수(山水)> 대련, <호가일도(浩歌一棹)> 에서도 담채

법에 의한 청담함을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그의 시문학에서도 그

대로 나타난다. 이러한 사실은 담채적 특성의 平淡함의 추구가 그의 인격 자

체에서 우러나오는 문인화 자체로서의 특성임을 보여 준다. 『표암유고』121

편에 나오는 다음의 시는 위의 강세황의 淡한 산수그림들을 그대로 시로 풀

어 놓은 듯하다.

첩첩히 겹친 뭇산 어지러운 구름 속에 덮였는데

고운 비단 폭 같은 먼 산 맑았다 다시 짙어져

절간 어디 있나 찾아 보는데

비로소 들리는 먼 데 종소리218)

216) 앞의 책, 2006, p.202, 

217) 문영년,『표암 강세황 시서연구』, 태학사, 1997, p.101

218) 문영년, 앞의 책, p.97,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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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황은 시·서·화에 모두 능했던 인물로, 시와 그림 모두에서 ‘淡‘을 추구하

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강세황의 집안은 대대로 학문과 장수의 전통

이 있어 어려서부터 학문과 그림, 그리고 서예로 이름을 떨쳤다. 하지만 젊어

서 생활이 매우 어려워 서울에서 지내기 어려워지자 32세 되던 때 처가가 있

는 안산으로 이사하였고 그 곳에서 시 서, 화에 전념하였으며, 61세의 늦은

나이에 벼슬길에 오를 때까지 그 곳에서 문예활동과 예술세계의 깊이를 더하

였다.219) 그의 삶은 빈궁한 가운데에서도 선비의 도를 추구하는 청빈한 삶이

었고, 이러한 그의 삶은 그의 문학적이고 회화적인 재능과 어우러져 그대로

인격이 반영되어 문인화의 平淡의 경지가 그의 청담한 담채를 통해 그대로

이룰 수 있었다. 이러한 강세황의 문인화의 경지에 관하여 ‘우아하고 여유로

운 가운데 맑고 상쾌하다’고 백인산은 평하고 있다.220) 위의 그림을 통하여

살펴보았듯이, 강세황의 그림에서의 담채는 속기 없는 문인화의 추구의 정신

을 보여주며, 선비로서의 초연한 인생과 고고한 기상을 청담한 수묵담채를

통해 平淡의 미학을 이루고 있다.

4) 김홍도의 <남산한담(南山閑談)>

단원 김홍도(金弘道, 1745-1806)는 조선후기 회화의 대표적인 화원화가이다.

김홍도는 영조 21년(1745)년에 태어나서 순조 6년(1806)까지 육십년을 살았

으며, 영조와 정조를 거쳐 각 방면의 문화가 크게 발달하고, 병란이 없이 평

온하던 시기에 살았다.221) 이 시대는 권상신(權常愼, 1759-1824)의 <은암아집

도(隱巖雅集圖)>에 붙인 ‘병기의 다툼을 본지 오래며, 모두가 북치고 춤추며

즐겁게 노닌다’는 찬문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태평성세(太平盛世)였

다.222) 나라가 부강하고 도시와 상인이 크게 성장함에 따라 예술수요층이 확

219) 안휘준 외,『한국의 미술가』, 주)사회평론, 2006, p.182

220) 백인산,『선비의 향기, 그림으로 만나다』, 다섯수레, 2012, p.109

221) 1728년 이인좌의 난에서부터 1811년 홍경래의 난에 이르기 까지 전란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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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기반이 든든하게 조성되었다. 그 중에서도 김홍

도의 활동 연대는 정조가 세손으로 있던 영조 말년과 정조의 재위중인 이십

사년이 중심이다. 정조는, 그의 서화를 통해 나타나듯이, 그 자신이 훌륭한

서예가, 화가였으며, 예술에 대한 조예가 깊어 김홍도의 재능을 알아준 군주

였다. 또한 이 시기는 기술직인 중인들의 지위가 향상되는 시기이기도 했다.

김홍도 자신이 속해 있던 중인층은 그 당시 지적활동을 통해 신분이 상승되

었으며, 그 중심은 규장각 서리였다. 김홍도는 화원출신으로 중인에 속했지

만, 국왕의 각별한 인정으로 안기찰방(安奇察訪)까지 역임했다. 더구나 중인

계층 자체가 김홍도의 예술에 대해 가장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계층이기도 하다.223) 이렇게 김홍도의 예술의 배경에는 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시대의 변화와 그에 따른 중인의 지위 상승 및 그를 알아주는 정조

의 후광이라는 시대적 배경을 뒤로 하고 그 시대적 상황을 독자적 화풍으로

이루어 낸 가장 탁월한 화가였다. 이러한 독자적인 화풍을 이루어 낸 데에는

우선 모든 장르의 그림을 두루 솜씨 있게 그려낸 그의 천부적 재능과 사회의

요구에 따른 그의 부응이 하나의 밑거름이 되었다. 강세황은 단원의 이러한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고금의 화가가 각기 한 가지 기능을 펼쳤지 두루 솜씨를 겸할 수는 없었

는데, 김군 사능은 근래 우리나라에 나서 어려서부터 그림그리기를 배워

못하는 것이 없으니, 인물, 산수, 신선 및 불교 그림, 꽃과 과실나무, 새와

벌레, 물고기, 게 등의 그림이 모두 묘품에 드는 데 이르렀다. 옛 사람에

비한다 해도 거의 더불어 대항할 이가 없을 것이다.224)

위의 언급에서 알 수 있듯이, 김홍도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은 그 묘사와 표현

이 사회가 요청한 다양한 모든 소재를 충분히 소화해 낸데 있다. 이것은 그

222) 權常愼,『西漁遺穚』 ,卷五, 오주석,『 단원김홍도』, 열화당, 1998(2004), p.25, 재인용

223) 오주석, 앞의 책, p.27

224) 강세황, 豹菴稿, 卷之四,『단원기』, pp.249-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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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서·화 뿐 아니라, 음악 등 모든 교양에 풍부했던 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225)  

이러한 탁월한 솜씨와 더불어 김홍도의 작품세계가 가지는 특징의 하나는

자연스러움에 있다. 자연스럽기 때문에 생겨나는 깊이감과, 차분하면서도 맑

은 특징을 지닌다.226) 김홍도의 그림은 이러한 우리미술의 자연스러움, 친근

함, 차분하지만 깊은 힘 등을 그 특징으로 하며 맑은 채색의 대표적인 표현

을 보여준다. 농담의 능숙한 변화와 함께 간결한 담채를 보여주는데, 이러한

특징은 이후 신윤복의 풍속도에도 이어져 조선시대 후기 회화의 수묵담채적

성향으로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김홍도의 수묵담채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김홍도는 풍속도가 유명하기도 하지만, 고사인물도, 도석화 등의 도교

위주의 인물화에서 특히 수묵담채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므로 이러한 수묵

담채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김홍도의 인물화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

다. 다음의 도판, 즉 김홍도의 <남산한담(南山閑談)>, <마상청앵(馬上聽鶯)>,

<포의풍류(布衣風流)>, <선인송하취생도(仙人松下吹笙圖)>을 통해 그의 특징

을 확인해 보기로 한다.

225) 오주석, 앞의 책, p.27

226) 오주석, 앞의 책,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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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51] 김홍도, <남산한담(南山閑談)>, 지본담채, 29.4 x 42cm, 개인소장

[도판 52] 김홍도, <마상청앵(馬上聽鶯)>, 지본담채, 52 x 117.4cm, 간송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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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53] 김홍도, <포의풍류(布衣風流)>, 지본담채, 27.9 x 37cm, 개인소장

[도판 54] 김홍도, <선인송하취생도(仙人松下吹笙圖)>, 109 x 55cm, 지본담채,

고려대학교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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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화(肖像畵)를 포함한 인물화는 동양에서 예로부터 감계적(鑑戒的), 정교

적(政敎的), 기록적 목적을 지니며 발전하기 시작하여 화조화나 산수화보다

훨씬 긴 역사를 갖고 있다. 위의 그림들은 그 중에서도 平淡 사상을 반영한

담채화의 좋은 예가 될 수 있는 김홍도의 고사 인물도와 산수 인물도들을 채

택한 것이다.

조선 초기에는 풍속화로서 서민들의 생활상과 생업의 광경을 그린 민생도도

적지 않았다. 이는 ‘무일정신(無逸精神)’에 기반을 두고 전개된 것이다. ‘무일

정신’이란 통치자의 바른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일깨우고 逸樂을 경계하는 감

계적 의미를 지닌 위정자의 통치윤리로, 실천규범으로 書經의「無逸編」에

그 전거를 두고 있다. 조선시대의 유교적 정치이념은 민본주의를 표방했기

때문에 통치자는 정치의 득실을 살피기 위하여 민심의 동향과 일반 대중의

풍속이나 생활상 등에 깊은 관심을 쏟아야 했다. 이러한 민생도 전개에 선도

적 구실을 했던 것이 무일도와 빈풍도(豳風圖)였다. 또한 안민도(安民圖)는

백성들의 실제 모습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으로 그 주제이념이나 기능은 무일

도나 빈풍도와 같다.227)

조선시대 후기 사대부들의 처사(處士)적 성향을 반영한 高士人物圖는 자연

경관을 배경으로 구성된 산수인물화의 형식을 띠고 성행했다. 이 시기에 주

로 다루어졌던 고사(高士)는 모두 명리(明利)와 이욕(利慾)으로 가득 찬 현실

에 머무르지 않고 세속에서 벗어나 하늘로부터 천수 받은 자신을 고결하게

지키기 위해 우주 질서의 근원적 조화인 자연 속에서 삶의 길을 발견했던 대

표적인 성현, 문사들이며 은자였다. 당시의 사대부들은 이들 고인이 산수 속

에서 향유하며 진락을 누리던 자취를 본받아 그 풍류정신을 전수하기 위해

이들의 모습을 그려놓은 그림에 마음을 의탁하는 등 자신들의 처사적 이상관

의 고전으로 삼았다.228)

227) 홍선표,『조선시대 회화사론』, 문예출판사, 1999, pp.222-224

228) 앞의 책, 1999, p.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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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도의 高士 인물화나 도석화 등의 산수 인물화에서의 인물들은 매우 담하

고 간결한 담채로 산수와 아주 잘 어울리게 표현되고 있다. 이는 그 그림의

뜻 자체가 세속에서 탈피하여 산수에 머무르고자 하는 은일 사상을 바탕으로

고요하고 맑은 平淡의 미학을 구체적이거나 화려하지 않고 매우 간결하고 담

하게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김홍도의 작품에 관해 언급했듯이, 요

체를 드러내며 속도감 있는 능숙한 선을 바탕으로 간결한 담채를 특징으로

보여주고 있다.

[도판 55] 김홍도, <포의풍류(布衣風流)> 부분

[도판 56] 김홍도, <유하인물(柳下人物)> 부분

위의 그림들 중 인물은 살색에 담채를 칠했고 의상은 거의 흰색으로 남겨 놓

는 등 간결한 색채 표현과 간결한 담묵의 인물드로잉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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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57] 김홍도, <마상청행(馬上聽鶯)> 부분

[도판 58] 김홍도, <남산한담(南山閑談)> 부분

위의 부분도의 인물들도 대부분 신체의 살색이나 주변 도구의 갈색 정도를

매우 맑고 담하게 선염하여 처리하고 있는 것을 살펴 볼 수 있다. 이러한 담

한 색채표현과 함께 확실한 필선에 의한 인물드로잉은 인물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의상의 주름이나 인물의 형태는 각각의 동작에

맞는 정확한 형태감과 함께 담하지만 힘 있는 필선으로 담채의 효과를 뒷받

침해준다. 서민들의 白衣에 간결한 최소의 색으로 주체를 극화(劇化)하고 있

다. 예를 들어 결혼식을 다룬 풍속화에서도 신랑이 말을 타고 가는 그림의

경우 청사초롱을 밝히고 있는 장면으로 붉은 색과 푸른 색 등의 비교적 화려

한 색들이 등장하지만, 김홍도는 매우 차분하고 격조 있는 맑은 색으로 간결

하게 처리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인체의 살색도 매우 맑아서 바탕재인

종이의 결이 다 비칠 정도로 담하게 처리하고 있는데 이렇게 맑게 처리된

색들은 김홍도의 농담처리가 능숙한 먹선과 어우러져 아주 자연스럽고 담담

한 느낌을 자아낸다. 이러한 김홍도의 담하고 간한 담채의 특성은 신윤복의

그림과의 비교를 통해 김홍도의 담채가 그 이후 더욱 발전된 양식으로 정착

된 것을 알 수 있다. 신윤복의 담채는 매우 간결하고 담담하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담채의 성향을 김홍도 그림으로부터 연결고리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신윤복의 풍속화에서의 색채는 매우 생략되어 간결하게 처리되어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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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과를 높이는데 이러한 담하면서도 간결한 담채는 김홍도에 이어 신윤복

까지 설채의 특징이 되고 있다. 이로 미루어 그 당시 김홍도가 사용한 담채

는 그 이후 보편화되고 김홍도 작품의 명성과 수요에 힘입어 활성화되어졌으

며, 신윤복에 이르러 절정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김홍도의 산수인물화에서 보이는 담채적 특성은 김홍도의 산수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김홍도의 산수화는 진경산수화풍의 영향과 이러한 건실한 사실성

에 바탕을 둔 독특한 시정을 담아 재현해 냄으로써 김홍도 화풍을 확립하고

자신의 화풍을 한 시대의 양식으로까지 확산시켰다. 이러한 특징은 그 기법

상에서도 진하고 강한 필묵을 위주로 했던 겸제의 양식에서 진일보하여, 농

담의 자유로운 변화와 세련된 필치로 작가 자신만의 시정을 일구어내었다는

특징을 가진다. 특히 맑은 농담의 변화는 앞에서 언급되어진 자연스러움이라

는 한국적 미학을 드러내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예는 특히 <도

담삼봉(嶋潭三峰)>에서 잘 찾아 볼 수 있다.

[도판 59] 김홍도, <도담삼봉(嶋潭三峰)>, 단원절세보첩중, 1796, 지본담채,

26.7cm x 31.6cm, 호암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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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담삼봉(嶋潭三峰)>에서 보이는 담채도 산수인물화에서 보이는 담채와 마

찬가지로 매우 담하고 간략하게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중경의 산과 바

위부분을 같은 색으로 엷게 칠하고 원산과 물의 색을 통일하여 그림에서 보이

는 간결함을 극대화하였다. 이러한 간략한 수묵담채는 김홍도의 능숙한 필치

와 어우러져 깊이 있는 시정을 자아낸다. 이 그림에 역시 맑은 농담의 조절을

통해 그림의 시정부여 및 자연스러움을 성공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이

김홍도의 산수화에서는 정확한 진경적 표현과 함께 농담의 자유로운 조절과

세련된 필치로 시정과 자연스러움을 이루어냈다. 김홍도의 그림에는 조선시대

회화의 특징 중의 하나인 자연스러움, 친근함, 차분하지만 깊은 힘 등이 고스

란히 배어 있다. 그것은 화가 개인의 넉넉한 사람됨의 반영이기도 하고, 그 시

대의 태평성세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며, 그를 후원했던 군주의 반듯함이 근

거가 된 것이기도 하다. 한국회화사에서 김홍도가 가지는 중요성은 그의 예술

에서 간취되는 고도의 예술성, 작가적 독창성, 한국적 미감의 발현이란 점에

있다. 특히 산수화를 비롯한 산수 인물화에서 우리나라의 산천의 아름다움을

건실한 사실성의 바탕위에 독특한 시정을 효과적으로 발현해냄으로써 현대 작

가들이 창작생활에서 본받아야 할 전형이 된 동시에 커다란 영감의 원천이 되

고 있다.

김홍도의 화조화 역시 진경산수화풍의 영향과 이러한 건실한 사실성에 바탕

을 둔 독특한 시정을 담아 재현해 냄으로써 김홍도 화풍을 확립하고 자신의

화풍을 한 시대의 양식으로까지 확산시켰다. 특히 맑은 농담의 변화와 淡한

수묵채색은 앞에서 언급되어진 자연스러움이라는 한국적 미학을 드러내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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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60] 김홍도, <황묘농접(黃描弄蝶)>, 지본 담채, 30.1 x 46.1cm, 간송미술관

[도판 61] 김홍도, <해탐노화(韰貪盧花)>, 지본담채, 23.1 x 27.5cm, 간송미술관

이러한 예는 특히 <황묘농접(黃描弄蝶)>이나 <해탐노화(韰貪盧花)>에서 잘

찾아 볼 수 있다. <황묘농접(黃描弄蝶)>은 연두색 풀밭을 배경으로 늦봄의 정

서를 그대로 담아내고 있다. 팔랑거리는 나비를 쫒는 고양이의 시선은 정확하

고도 서정성 넘치는 김홍도의 역량을 그대로 보여준다. 민들레 꽃잎이 떨어진

민들레 홀씨의 모습은 김홍도의 아무리 작은 것도 정확히 그려내는 사생력을

보여준다. 이 그림에서 채색법은 담채로 그 절정을 이룬다. 조선 후기 화조화

의 절정을 만들어 낸 화가답게 매우 세련되고 격조 있는 담채를 이루어 내고

있다. 화면 오른 쪽에는 그려진 년도를 추정하게 하는 내용인 ‘벼슬은 현감,

단원이라 스스로 호를 지어 부르고 다른 한 가지 호는 취화사이다’ 라고 적혀

있다.229) 이는 연풍현감 재직 중에 그려졌다는 단서를 준다. 김홍도는 사십대

후반에 연풍 대감을 지냈으며, 이 시기는 김홍도가 정조의 어진을 그리는 등

의 절정기로서 이 때 그려진 그림임을 알 수 있다. 이 그림에서 자연스럽게

보는 이의 감흥을 끌어들이는 매력과 고양이와 나비 간의 상호 교류하는 상호

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 김홍도의 재주이다.230) 또한 그림의 내용이 고양

이는 70세 노인을, 나비는 80세 노인을 상징하는 것, 그리고 패랭이는 꽃말이

229) 백인산,『선비의 향기, 그림으로 만나다』, 다섯수레, 2012, p.47

230) 백인산, 앞의 책, 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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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춘인 것과 바위가 불변을 상징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 그림이 노인이 되도록

청춘이 변치 말라는 내용의 생일 선물로 그려진 그림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

다.231) 그림의 목적이 그래서인지 매우 정확한 묘사력에도 불구하고 정감어린

표현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위의 그림 <해탐노화(韰貪盧花)>는 참게 두 마리가 갈대꽃을 서로 쥐고 있

는 장면이다. 이와 같은 갈대를 쥐고 있는 게의 그림은 과거에 합격하라는

염원의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과거 시험을 앞 둔 사람에게 주는 선물로

이와 같은 게 그림이 주어지곤 했다. 간결하지만 아쉽거나 부족한 구석이 없

는 이 그림 역시 김홍도의 재량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거침없이 행서로

써내려간 화제에는 '바다 용왕 앞에서도 옆으로 걷는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옆으로 걷는다는 것은 ‘거침없이 제 마음대로 다닌다’의 뜻이기도 하다. 결국

이 화제는 임금 앞에서도 할 말을 다 하고 행동하라는 의미이다.232) 이 그림

에서는 수묵과 어우러진 담채의 활용이 매우 시원스럽게 표현되고 있다. 김

홍도 작품의 전반적 특징인 농담의 자유로운 구사와 맑은 표현이 두드러지는

작품이기도 하다.

[도판 62] 김홍도, <봄까치>, 병진년화첩 중, 견본담채, 26.7 x 31,6cm, 1796,

호암미술관 소장

231) 백인산, 앞의 책, p.47

232) 백인산, 앞의 책, p.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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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도의 화조화는 조선 후기 화조화의 절정을 이루었을 뿐 아니라 수묵담

채에 있어서도 후기에는 문인다운 성격이 강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조선시대 후기의 수묵선염과 담채가 강조되는 화풍의 반영이며, 소재

상으로도 김홍도가 문학적인 소재를 많이 다룸으로 해서 생긴 격조라 볼 수

있다.233) 위의 까치 그림은 수묵표현과 담채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 가

지 끝의 살짝 그려진 복숭아 꽃송이의 담채 표현은 지금 막 오려는 봄날의

이미지를 만들어 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이와 같이 김홍도 작품에서

의 간결하지만 부족함 없는 담채는 김홍도의 작품을 완전하게 마무리 짓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조선시대 후기 회화의 수묵담채의 절정기를 대표하고

있다.

233) 안휘준 외,『한국의 미술가』, 주)사회평론, 2006, p.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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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수묵담채화의 재료적 특성

2장과 3장에서 논의된 平淡의 사상과 淡의 미학이 그림 안에서 실현되기 위

해서는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바탕인 재료가 필요하다. 특히 수묵담채라는 기

법이 조선시대 회화의 특성으로 자리매김하는 데는 다른 전통적인 기법과 마

찬가지로 얇은 바탕재라는 재료의 특성이 큰 역할을 했다. 모든 변화를 수용

하여 중용을 이루는 平淡의 특성은 일반적으로 여백의 강조로 가능해지며, 이

때 바탕재의 속성은 여백의 표현과 강조에 매우 필수적인 요인이 된다. 또한

여백의 강조로 형질의 표현이 아닌 문인들의 정신성 강조와 이에 어울리는 담

채의 표현이 가능하므로, 바탕재와 平淡, 바탕재와 수묵담채의 관련성은 매우

깊다. 정신성의 강조는 특히 얇은 바탕재 위에서 순간적이고 즉시적인 표현활

동이 가능하여 극대화될 수 있다. 얇은 바탕재 위에서는 작가의 순간적이고

신중한 표현이 요구되며, 이러한 즉흥적인 표현은 세세한 묘사보다는 작가의

감정표현이나 정신성 표현에 유리하다. 역으로 두꺼운 바탕재 위에서는 오래

세밀하게 그리면서 平淡이나 수묵담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화면에

서 여백을 강조할 경우, 진채는 여백과 조화되기 어렵고, 비어 있는 여백과 분

리되어 보이며, 반대로 담채의 표현이 여백과 조화를 이루거나 여백을 강조하

는데 유리한 것은 실제적인 작업을 통해 알 수 있다. 따라서 전통회화의 재료

중 얇은 바탕재에 관하여 고찰해 보는 것은 수묵담채와 平淡의 추구와 관련된

본 연구에서 의미가 있다. 본 장에서는 전통회화의 기본적 바탕재인 견과 한

지의 특성과 수요를 비교해 보고, 진채와 담채의 차이를 알아봄으로써 수묵담

채의 미학과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1. 얇은 바탕재의 발달

평면조형예술을 행함에 있어 재료의 중요성은 이미 여러 작가들과 이론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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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언급된 바 있다. 특히 현대미술이 소재 및 재료에서 해방되고 예술의

우연성이 그 특징의 하나가 되면서 재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부각되었다.

프랭클린(R. Franklin)은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rt Jun을 통해

그의 작품을 소개하면서 현대미술에서는 재료와 매체를 통한 다양한 표현방법

으로 독특한 작품세계를 산출하고 있으며, 독창적인 자기예술을 창조하기 위

해서는 재료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새 재료와 기술의 발견이 필요하다고 언급

한 바 있다.234)

이러한 조형예술에서의 재료의 중요성에 관하여 그레그 알버트(Greg

Albert)는 회화를 시작하기에 앞서, 바탕재료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야 하

며, 그것은 그 이후 사용될 재료 자체뿐 아니라 화가가 얻고자하는 결과에까

지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언급하였다. 또 그는 각 바탕재료의 특징을

이해한다면 목적에 적합한 재료를 찾는 일이 더욱 쉬워질 것이며, 제대로 선

택한 재료는 작품의 수명을 연장시킬 뿐 아니라 그러한 과정을 통해 화가는

진정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235)

전통적인 재료의 이해에서도 그 바탕재료를 중시하는 사상은 본 논문의 2장

3절에서 논의하였듯이, 동양에서 공자의 ‘회사후소(繪事後素)’라는 언급 이후

로 계속되었다. 이때의 회사후소의 언급은 시(詩)에 관한 토론에서 나오는 것

이나, 이 후 동양회화의 물질적, 정신적 바탕에 관한 개념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즉 양(陽)으로서의 붓이 작동하기 위한 음(陰)으로서의 바탕이 지녀

야 하는 성격은 흰색이라기보다는 바탕재색 개념에 가깝다. 이때의 바탕이란

동양회화의 여백의 의미와 가치를 형성해 나가는데 모든 색을 수렴할 수 있

는 공간인 동시에 존재를 받아들일 수 있는 비어 있는 공간의 의미로 자리

매김되어 왔다. 이에 따라 먹색이나 채색을 받아들이는 여백으로서의 바탕은

주로 어떤 색을 칠하지 않고 배경을 그대로 남겨두는 형식의 조형양식으로

발전되었다. 이 때 여백을 남겨두기 위한 설채법으로는 담채가 훨씬 어울리

234) 임수진,「중학교 미술과 평면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는 바탕재료의 탐색」, 한국교원대학

교 석사학위논문, 2007, p.2, 재인용

235) Albert, Greg & Wolf, Rachel 저, 김진엽 역, 『드로잉의 기초』, 도서출판 국제, 1996,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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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여백이 많이 남아 있는 경우 부분적으로 진채를 사

용하면 갑작스런 색채의 표현이 화면과 조화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여백의

강조와 수묵의 표현이나 담채는 조형적으로 자연스럽게 상존한다. 이러한 여

백의 미학은 후에 포치(布置)와 포백(布白)의 화면에 대한 구성 원리를 만들

어냈다. 이는 사물의 경영위치와 똑 같이 공간의 경영을 동시에 생각하는 것

이다.236) 이러한 인식은 회화에서 바탕이 그려진 후에 남게 되는 나머지 부

분이 아니라 비워진 바탕의 그릴 수 있는 선제되는 공간의 중요성과 아울러

가치가 인정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바탕에 대한 동양미학의 역설적 발전은

그 바탕재에도 영향을 미쳐 섬세하고 예민하게 화가의 생각과 동작을 그대로

담아 낼 수 있는 얇고 희며, 섬세한 종이나 견의 발달이 이루어져 왔다. 이렇

게 전통회화에서 바탕재료는 평면예술의 표현과 그 결과에 관하여 가장 기본

적이고 결정적인 가치를 지니는 중요 요소이다. 전통적인 재료와 미술 표현

의 상관관계는 재료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와 표현활동의 다양성이란 측면에

서 서로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진다. 전통 재료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때, 이

후 표현활동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으며 표현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

는 감상활동 역시 이루어질 수 있다.237) 즉 재료에 대한 인식과 표현활동, 감

상활동 모두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그리기에 앞서

동양화의 바탕재료에 대한 좀 더 심도 깊고, 다양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리

라 생각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통재료에 대한 바른 이해와 활용은 담채에 관하여 고찰

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한다. 얇은 바탕재에 의한 표현의 즉시

성은 담채 발달에 중요한 배경을 형성한다. 두꺼운 바탕재에서 수묵이나 색

이 건조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 재료를 사용하고 화면위에서 조형하는데 시간

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데 반해 얇은 바탕재위에서는 삼투압에 의해 반응이

매우 즉각적이며, 빠른 건조시간으로 인해 신중하고 즉각적으로 작업과정을

진행해야 한다. 이러한 즉시성은 얇은 바탕재 위에서 형태나 세밀한 묘사의

236) 김병종,『중국회화의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9, p.95

237) 장지성,「전통미술의 이해를 위한 통합 교수, 학습모형연구」, 한국교육대학교 미술교육학

회, 14, 2002, 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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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보다 정신성을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이 추구되고 이에 따라 수묵과 담채

의 표현이 발달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平淡 사상의 발현으로서의 맑은

담채를 가능하게 한 전통적인 바탕재, 즉 견과 한지가 가지는 특성을 살펴보

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해 견과 한지의 여러 특성 중 얇다는 특성이 많은

전통적 표현 기법의 전제 조건이 된 것과 같이 본 연구에서 다루어지는 平淡

의 미학과 맑은 담채의 표현적 필연성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한다.

얇은 우리나라의 전통 바탕재 중 가장 보편적이고 대표적인 재료는 비단과

한지이다. 비단과 한지의 특성을 알아보기 전에 전통적인 회화에서 주요하게

사용되었던 비단과 한지의 수요와 그 수요의 차이를 비교하여 살펴보는 것은

비단과 한지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먼저 한지보다 먼저

사용되었던 비단은 왕실을 중심으로 나라의 중요한 그림을 그리는데 주로 사

용되었다. 특히 조선시대 이전의 고려시대에는 우리나라 비단의 제작능력이

매우 뛰어나 고려불화 제작에 사용되었으며, 다른 나라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큰 크기의 고려불화가 제작되기도 하였다. 고려시대에는 특히 비단을 수입하

지 아니하고 직접 직조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신사(鏡神社)의 <관음보살>

의 비단 크기는 화폭 250cm 전후 너비의 초대형으로 여러 비단을 엮지 않고

큰 화폭을 짜고 그 위에 그려진 고려불화의 특성으로 볼 때 고려의 비단 제

직 기술력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238) 따라서 우수한 고려 불화의 밑바탕에

는 수준 높은 견의 제조기술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조선시대 중국의

수입에 의존하던 견의 생산은, 1945년 광복이후에 들어서야 비단의 자급자족

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견은 비싸고 고급스러운 재료로 일반인들이 손쉽게

쓸 수 있는 재료가 아니었다. 또한 견위에 진채를 할 경우 종이보다 비싼 안

료가 많이 필요해 그 또한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표현방식이 되기

어려웠다. 조선시대 왕실아래 운영되던 화원이나, 공신이나 조상의 모습을 오

래 남기기 위한 초상화 제작에 많이 사용되었다. 뛰어난 화가는 왕에게 비단

을 하사받아 금강전도나 초상화 등 나라에서 필요한 그림을 그려냈다. 이는

비단의 고급스러운 특성에 의한 것으로, 현재 유물 중에도 비단작품이 많이

238) 박은경,「고려불화의 변죽」, 국립중앙박물관 한국미술 심포지엄자료집, 국립중앙박물관, 

2010, p.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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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 있는 것 역시 일반인보다 왕실의 제작과 보관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도판 63] 정선, <금강전도(金剛全圖)>,1734년. 59㎝ x60.3㎝. 견본담채, 호암미술관

[도판 64] 정선, <만폭동(萬瀑洞)>, 42.8 x 56.0cm, 지본 담채, 간송미술관

이러한 비단의 사용은 남종화풍이 유행한 조선후기에 와서는 한지사용의 증

가로, 회화상 재료상 변화가 일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사의성을 강조하는 남

종화에서의 수묵표현과 담채는 종이에서 더욱 민감하게 반응되므로, 종이에

대한 수요가 더욱 많아졌다. 특히 비단위에 그리기 전에 화첩에 사생하는 등

의 제작방식은 한지로 만든 화첩제작이 많이 이루어지는 배경이 되었다. 겸

재 정선의 경우, 금강산도를 그리기 위해 금강산을 여러 차레 돌면서 화첩에

봉우리마다 사생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체를 모아 견위에 금강전도를 만드

는 등의 작업방식을 택하고 있다. 아래의 그림 도판을 보면 <금강전도>는

비단에 제작되었으며 화첩은 종이에 그려진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비단과 한지가 수요 계층에 따라 그 필요를 충족시켰으며, 이는 비단

이 그 가격이 비싸고 품질이 고급스러우며 선보다는 섬세하고 맑은 색채의

표현이 용이한 특징과, 한지의 가격이 저렴하면서 수묵과 색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문인들의 정신성 표현과 선의 민감한 사용이 용이하다는 특성의 차

이와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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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단의 특성

그림에서 견의 사용은 종이의 사용보다 그 역사적 유래가 깊다. 따라서 그

에 따른 표현기법들이 발달되었다. 비단은 어떤 표현이든 가능한 포용력 있

는 재질과 선명한 발색으로 그림을 그려내기에 매우 우수한 바탕재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림에 쓰이는 비단은 종이와 달리 평직으로 짜여있기 때문에

나무틀에 매어서 그 올을 바르게 고정시켜 사용해야 한다. 또한 섬유사이로

채색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교포수를 하여 올 사이사이를 막아

준 후 그림을 그려야 하는 특징을 가진다. 앞에서 가로 방향과 세로 방향으

로 각각 아교 칠을 해 준 후 뒤쪽에서 다시 가로 방향과 세로 방향으로 아교

칠을 해준다. 틀에 견을 장착한 뒤 아교 액을 (물 500ml, 아교 10g, 명반

2-3g) 칠할 때는 앞면과 뒷면 모두 고르게 칠을 해준다. 그 이유는 투명한

견의 특성을 활용하여 화면 뒷면에도 색을 넣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도판 65] 견화 아교포수 재료 [도판 66] 견화 아교포수

조선시대 초상화에서는 통상 전체적인 두상의 얼굴색 처리나 의상의 기본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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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등을 뒷면에서 배채하였다. 견에 그린 인물화를 보면, 매우 섬세한 선묘들

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한지와 달리 잘 번지지 않는 특성 때문이며, 세부묘사

를 위한 중첩된 표현에도 재료자체의 투명함으로 인해 맑은 느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지금은 저렴한 종이에 밀려 그 사용이 줄어들었으

나, 우리나라의 전통회화를 살펴보면 중요하고 귀한 그림들이 주로 비단에

그려졌음을 알 수 있다. 화원들은 왕으로부터 비단을 하사받아 그림을 그렸

으며, 조상의 초상화를 그릴 때는 꼭 비단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화가가

종이 위에 연습을 한 후 귀한 견에 다시 그려 견 그림을 남기고 있는 사례를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견의 사용은 그 가격이 비싼데서 고급으로 인식된 외에도 그 효과 면에서

고급스러운 특성때문이리라 생각된다. 즉 견은 광택이 반은 흡수하고 반은

반사하는 효과를 통해 그림이 고급스러워 보이는 효과가 있다. 또한 반투명

한 효과를 통해 앞이 아닌 뒤에서 그리는 배채 혹은 복채(覆彩)를 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우수한 유물중 하나인 고려시대의 불

화 또한 이러한 복채 효과를 통해서 고려 특유의 우아하고 깊이 있으며, 맑

은 색채효과를 낸 것은 그 복원 과정에서도 확인되었다. 또한 우리나라 회화

에서 복채를 이용한 다양한 색채 효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발전되어 전개되었

다. 즉 고려시대 불화의 경우 사용된 복채효과의 비율이 이조시대에 들어서

크게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이조시대의 성리학적 회화이념, 즉 드

러나지 않는 색채를 더 아름답게 여기는 생각과 더불어 복채효과가 크게 발

전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239)

조선시대 초상화에서는 전체적인 두상의 얼굴색이나 의상의 기본 색상 등을

뒷면에서 배채하였다. 표현기법에 있어서도 의복의 무늬는 앞에서 그리고 그

밑 색깔은 뒤에서 복채로 처리함으로써 한복이 가지는 특징을 아주 잘 표현

하고 있다. 이러한 고급스러움의 효과와 반투명의 효과는 전통적인 여러 기

법과 더불어 한국적인 채색감각을 이루어내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239) 김선영 외,「전통회화재료로서 견의 특성과 교육적 활용」, 한국조형교육학회 37호, 

2010,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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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견의 종이 보다 두껍고 광택을 지니는 특성은 선의 표현법에서도 종

이보다 좀 더 섬세하고 복잡한 표현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또한 여러 번 겹

쳐 그리는 선이 가능하다는 특성을 가진다. 전통회화의 초상화 기법에서, 의

복선의 경우, 밑선을 두껍게 하고 그 위에 점점 가는 선을 겹쳐 올려 입체감

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얇은 한지위에서는 거의 어려운 표현기법 중

하나이다. 견에 그린 인물화의 매우 섬세한 선묘는 한지와 달리 잘 번지지

않는 특성 때문에 가능하다. 세부묘사를 위한 중첩된 표현에서도 재료자체의

투명함으로 인해 맑은 느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전통

회화의 견에 나타난 표현법들은 주로 화원출신의 숙련된 화가들에 의한 것으

로 종이가 잠시의 머뭇거림이나 숙련되지 못한 속도감 조절 등이 아주 민감

하게 화면에 나타나는 것과 달리 견위에서는 붓의 속도감 등이 크게 나타나

지 않아 더 재료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다.

위에서 살펴 본 견의 역사와 특성을 근거로 전통 회화 중 견을 사용한 그림

들의 다양한 표현기법을 선정하여 감상 사례로 고찰해 보기로 한다. 본 논문

에서 다루고자 하는 견의 특성은 채색의 투명성, 표현의 우아함, 선묘의 정교

성으로 나누어 고찰해 보기로 한다.

1) 채색의 투명성     

견이 가지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투명성이다. 뒤쪽에서 색을 칠한 복채

등의 채색법의 발달에 따른 견의 투명한 효과는 전통회화가 추구한 투명한

정신의 추구에 적합하여 서로 연관선상에서 발전해 왔다. 이 결과 우리나라

의 채색법은 淡을 그 특징으로 한다. 투명한 효과를 위한 바탕재의 선택은

회화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러한 투명한 효과의 대표적인 예로 신

윤복의 <미인도>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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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67] 신윤복, <미인도>, 조선후기, 45.6 x 113.9 cm, 견본채색, 간송미술관 소장

18세기 전반 사대부 화가들에 의해 시작된 풍속화는 혜원(蕙圓) 신윤복(申

潤福, 1758-1813)에 의해 절정에 다다른다. 이 시대의 풍속화는 한양의 문화

적 분위기와 화원화가들에 의해 전개되었다는 요인 때문에, 내용에서는 소재

의 확산을 가져왔고, 조형적으로도 변화를 가져왔다. 즉 다양한 소재를 더욱

생생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극적인 구도와 사생성이 두드러진다. 그리고 신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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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의 그림에서 보듯이, 좀 더 고아한 색채가 등장한다. 위의 도판에서 보듯

이, 신윤복의 <미인도>는 투명한 색채의 전형을 보여준다. 치마폭의 푸른 빛

깔이나, 인체의 색등 바탕재의 결이 그대로 보이게 맑게 칠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비단 뒤에서 칠하는 복채법과 더불어 아주 맑게 선염하는 방

식 때문이다. 즉 비단이라는 특수한 밑바탕의 효과 없이는 불가능했다. 비단

위에서의 채색의 적절한 운용과 아주 엷은 색을 비단 위에 여러 번 겹쳐 칠

함으로 인해 이러한 투명한 채색의 효과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의 회화역사상 견의 복채를 이용한 다양한 색채 효과가 시간

이 지나면서 발전되어 전개되었다. 즉 고려시대 불화에서 사용된 복채효과의

비율은 조선시대에서는 크게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조선시대의 성

리학적 회화이념, 즉 말단과 장식을 피하고 드러나지 않는 색채를 더 아름답

게 여기는 생각에 의해 복채효과가 크게 발전될 수 있었다.240) 또한 이러한

복채법의 발달은 투명하고 맑은 채색법이 우리나라의 특징인 채색법으로 정

착되는 데 양식상의 바탕이 되었다. 위에서 언급된 복채법은 신체나 옷 등에

주로 사용되었는데, 뒤에서 백색안료를 칠한 뒤 앞면에서 다시 붉은색이나

황토색 계열 안료를 엷게 칠하여 부드러운 살색을 연출하거나, 붉은색을 화

면 뒤에서만 칠해 은은한 색감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복채법의 효과는

고려 불화에 대한 복원과정에서 확인된 바 있다. 조선 시대의 초상화 기법보

다 복채의 사용이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주로 살색과 의상의 무늬 뒤편에

나타난 흰색을 중심으로 복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단의 채색의 기본 원리 등은 조선시대의 초상화 기법에 전수되었

다.

이렇게 투명한 채색법이 가능했던 것은 견이라는 바탕재위에서 가능했던

것이며, 그 견위에서 효과가 가능한 복채법의 발달과 엷은 채색을 여러 번

겹쳐 올리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투명한 채색법은 이후 우리나라의 채색화기

법에 또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진다.

240) 김선영 외, 앞의 논문,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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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현의 우아함 

우리가 흔히 박물관이나, 교과서에 실린 전통회화를 보고 종이에 그려진 그

림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실제로 조선시대의 회화만 하

더라도 비단에 그려진 그림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그 회화가 그

려진 시대적 배경을 이해한다면 좀 더 쉽게 이해될 것이다. 즉 그 당시 종이

에 그려진 그림들은 대부분 벽장 등에 장식용으로 붙여 사용됨에 따라 쉽게

유실된 반면, 주로 임금에게 비단을 하사받아 그린 화원들의 작품이나 조상

의 초상은 잘 보관한 사회적 이유로 비단은 귀하게 여겨져 잘 보관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조선시대 초기 안견이 그린 <몽유도원도(夢遊桃源圖)>를

들 수 있다. 특히 <몽유도원도>가 그려진 배경에 대해 살펴본다면, 그 당시

바탕재로서의 견의 사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으

리라 생각한다.

[도판 68] 안견, <몽유도원도(夢遊桃源圖)>, 1447, 견본담채, 106.5 x 37.8cm, 일본텐리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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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69] 안평대군, <몽유도원도> 제첨 및 시문

<몽유도원도(夢遊桃源圖)>권은 세종대왕의 셋째아들인 안평대군(安平大君)

이용(李瑢, 1418-1453)이 1447년 4월 20일 밤에 꾼 꿈에 본 도원(桃源)을 당

시 최고의 화원화가였던 안견에게 그리도록 시켜 그려진 그림이다. 이 그림

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작으로, 안견이 그림을 그렸고 그림을 그린 후에

안평대군이 스스로 경위를 밝히는 제기(題記)를 썼다. 또한 신숙주, 성산문,

박팽년 등 당시의 최고의 문사들 21명에게 찬시를 쓰게 했다.241) 위의 시의

내용은 안평대군이 꾼 꿈의 내용을 그리니, 그 그림이 뛰어나 천년간 이어전

하고 싶어했음을 말하고 있다.

<몽유도원도>의 재료를 분석해보면, 올이 매우 고운 비단 바탕위에, 완염

법, 즉 당, 송대의 고화(古畵)모사에서 주로 사용된 방법으로, 갈색을 비단의

뒤쪽에서 배채하여 전체적으로 처리한 후 그 바탕위에 먹과 채색을 써서 그

241) 안휘준,『안견과 몽유도원도』, 사회평론, 2009, p.98

     안평대군이 푸른 비단 위에 쓴 시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세상 어느 곳을 도원으로 꿈꾸었나.

    은자들의 옷차림새 아직도 눈에 선하거늘, 

    그림을 그려 놓고 보니 참으로 좋다.

    천년을 이대로 전하여 봄 직하지 않은가

    삼년뒤 정월 초하룻날 밤

    치지정에서 다시 이를 펼쳐 보고서 짓는다.

    청지(안평대군)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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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242) 갈색으로 처리된 비단위에 그려진 <몽유도원

도>는 그 표현이 매우 우아하고 섬세하여, 그 문화적 우수성을 과시하고 있

는 작품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앞에서 언급된 제발과 안평대군의 꿈을 소재로 그린

안견의 그림은 비단에 그려 있고, 그에 대한 학자들의 찬시는 황색, 도색, 연

한 남색, 흰색, 쥐색 등을 물들인 종이에 쓰여져 있다는 점이다.243) 이처럼

견은 표현된 효과와 그 당시의 귀한 곳에 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의해 매우

우아하고 귀족적인 특징을 가진 바탕재였음을 알 수 있다.

3) 선묘의 정교성

조선 초상화에서 보이는 표현의 정교성은 견이라는 바탕재의 효과를 통해서

극대화되었다. 견에 그린 인물화의 매우 섬세한 선묘는 아교 처리된 표면 위

에 그려졌다는 특성으로 한지와 달리 잘 번지지 않는 특성 때문이며, 세부묘

사를 위한 중첩된 표현도 재료 자체의 투명함으로 인해 맑은 느낌을 유지할

수 있다는 특징을 바탕으로 한다. 선위에 얇은 선을 투명하게 덧그릴 수 있

는 견만의 특성으로 얼굴이나 손의 인체묘사의 경우, 매우 입체감 있는 정교

한 선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조선시대 초상화에서는 통상 전체적인 두상의 얼굴색이나 의상의 기본 색

상 등을 뒷면에서 설채하였다. 표현기법에서도 의복의 무늬는 앞에서 상세히

그리고 그 밑 색깔은 뒤에서 복채로 처리함으로써 한복이 가지는 특징을 아

주 잘 표현했다. 천의 고유한 무늬나, 장신구들의 복잡한 문양 등을 앞에서

세밀히 처리한 후 밑바탕이 된 색을 배채함으로써 마치 실제의 의상을 보는

듯한 정밀한 표현이 가능했다. 이러한 정교한 표현은 조선 초상화라는 쟝르

를 이루어내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배채의 경우는 고려 불화의 경우에도

많이 찾아 볼 수 있지만, 조선시대의 초상화에 이르면 좀 더 발전한다. 일반

242) 안휘준, 앞의 책, p.91

243)『鈴大治』, 1977, p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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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색과 배채 비율에서 배채 비율이 더 높아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견이라는 바탕재의 특성을 충분히 활용하여 좀 더 맑은 채색을 얻어 낼 수

있는 노력에서 비롯되었으리라 추정된다.

[도판 70] 작자미상, <이재(李縡)의 초상>, 견본채색, 97.9cm x 58.4cm

견에 그린 인물화를 보면, 매우 섬세한 선묘들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한지와

는 달리 잘 번지지 않는 견의 특성에 의해 가능하다. 세부묘사를 위한 중첩

된 표현도 견위에서는 탁해지지 않고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다. 얼굴의 주름

이나 수염, 점 하나까지도 그대로 표현하는 일이 견위에서는 가능했으므로,

이러한 견의 바탕재로서의 역할은 우리나라의 초상화가 추구했던 전신(傳神)

의 정신까지도 가능하게 했다.244) 대표적인 예로 숙종 때의 대학자 <이재(李

縡)의 초상>을 들 수 있다. <이재의 초상>이 이재를 그린 것인가에 대해서

는 그림위에 남아 있는 글씨가 없어 확증된 바가 없다. 그러나 본인이 이 글

244) 김선영 외, 앞의 논문, 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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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생각해 보고 싶은 부분은 그림의 주인공이 누구인가가 아니라 견위에

놀랍도록 섬세하게 표현된 선묘와 지극히 담담하게 표현된 격조 있는 색채부

분이다.

얼굴의 수염 한 가닥 한 가닥의 정확성은 물론 눈의 묘사는 초상화의 주인

공과 눈이 마주친 것 같은 착각이 들 만큼 우리나라 초상화에서 전신(傳神)

을 충분히 가능하게 하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눈동자의 홍채 뿐 아니라

흰자위의 색변화, 속눈썹 한 올 한 올 모두를 표현하고 있다. 수염 표현도 자

세히 확대하여 보면 수염이 살을 뚫고 나온 것 같은 표현까지도 정확함을 오

주석은 지적한 바 있다.245) 이 뿐 아니라 머리에 쓴 복건의 꺾인 느낌과 삼

베의 주름진 각의 정도는 사실적인 표현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다. 옷 가운데

매여 있는 매듭의 경우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올 하나하나를 극 사실적으로

모두 표현해 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극사실의 정신은 동양회화에서

전신의 정신을 나타내는 표현적 수단으로 여겨졌다. 어떤 사람의 정신과 인

품을 표현해내기 위하여, 그 사람의 골격뿐 아니라 표현해 낼 수 있는 모든

것을 사실적으로 그려내는 것이 동양의 전통적인 초상화 기법이었다. 일찍이

고개지가 언젠가 자신이 배숙(裴叔)의 뺨에 터럭 세 개를 추가했을 때 그 인

물이 전혀 달라졌다고 말한 바 있다246) 이러한 고개지의 ‘以形寫神’은 초상화

가 추구하는 중요한 특징이 되었다.

이와 같은 극사실의 표현은 비단위에서만 가능하고, 그것도 아교포수 위에

서만 가능하다. 비단이라는 재료적 특성이 섬세하여, 아교처리가 필요하고,

아교 처리 되어 있는 위에 그리기 때문에 쉽게 번지지 않아 매우 섬세한 묘

사도 가능하다. 그래서 화가들은 초상화를 그리는 경우 종이위에 그린 후 비

단위에 초상을 그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초상화는 유교적 관점에서 그려

진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인물화 이상의 의미를 내포한다. 즉 忠과 孝를 중

시하는 유교적 바탕위에서 남겨두기 위한 선조의 모습이므로 매우 귀중한 가

치로 여겨져 보관되어 왔다. 또 어떤 경우에는 관직을 하고 있는 신하에게

245) 오주석,『한국의 미 특강』, 솔 출판사, 2003

246) 장언원 저, 김기주 역,『중국화론선집』, 미술문화, 2002, p.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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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비단을 하사해 초상화를 그리게 하였기 때문에 관직의 복장으로 그려

진 초상화가 많이 남아 있다. 이는 조선 초·중기에 발달한 정교(政敎)적 의미

의 초상화들로 국가적 차원에서 최고 수준의 화원화가에 의해 그려졌던 만큼

정교성이 조형성 안에 깊이 내면화될 수 있었다. <신숙주(申叔舟,

1417-1475)상>과 <오자치(吳自治, 15세기 중후반)상>은 조선 초기 공신상의

대표적인 예이다.247) 따라서 이때 귀하게 쓰이던 비단이 많이 쓰여 졌고, 이

러한 견의 사용으로 치밀하고 섬세한 이조시대의 훌륭한 초상화들이 남아 있

을 수 있었다. 또한 조선시대의 초상화는 일본, 중국에 비해 훨씬 수준이 높

게 발전 할 수 있었다.

3. 한지의 특성

우리나라 회화가 가지는 많은 특수성의 기저에는 우리나라 종이가 가지는

특수성이 그 바탕으로 되어있다. 우리나라의 고려지는 특히 그 우수성을 인

정하는 기록을 찾아 볼 수 있으며, 고려지를 얻으면 그림을 그리겠다는 중국

인의 기록도 찾아 볼 수 있다.248) 특히 고려 시대의 종이는 중국에게 보내는

조공품에 들어있어 그 우수성을 당시에 인정받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

다.249) 또한 조선시대 남아 있는 회화나 문헌들의 종이 재질로 미루어 조선

시대에는 지금과 비교가 안될 만큼 수 많은 종류의 한지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백지(白紙), 공상지(供上紙), 제지(蹄紙), 유지(油紙), 죽청지

(竹淸紙), 모변지(毛邊紙), 백휴지(白休紙), 저주지(楮注紙), 백면지(白綿紙) 등

은 조선시대 어진 제작시 사용된 종이들이다.250)이러한 사실은 문헌이나 그

림의 복원과정에서 밝혀진 사실로 현재에는 제작방법이 사라진 종이의 수는

247) 강관식,「조선시대 초상화를 읽는 다섯가지 코드」, 한국사학보 38호, 2012, pp.147-148

248) 임재원,『위대한 유산을 찾아서』, 호암미술관, 1995, p.202

249) 임재원, 앞의 책, p.202

250) 정두희,「조선후기 어진의 제작기법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박사학위논문, 

2012, p.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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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하다.

우리나라 종이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주로 그림에 보편적으로 사

용된 한지나 문서제작에 사용된 저지에 관한 특성에 대한 기록을 살펴볼 필

요가 있다. 이규경은 『지품변증설』에서 우리나라 저지의 특성을 ‘견(堅)’,‘후

(厚)’,‘윤(潤)’,‘활(滑)’로 설명한다. 즉 ‘질기고’, ‘두껍고’, ‘윤택있고’, ‘매끄럽다’

는 말이다.251)

우리나라의 지품은 옛날에 견지(蜸紙)라 하였는데, 명성이 천하에 자자했

다. 옛 부터 다른 재료는 쓰지 않고 다만 저곡(楮縠)만을 사용하였다. 그

러나 견지라 이름 붙이는 것은 저지의 질기고, 두껍고, 윤택있고, 매끄러

운 것이 누에실과 비슷하기 때문이다.252)

적어도 8세기부터 제작된 우리나라의 신라의 저지가 고려로 이어지고, 고려

에서는 종이의 우수성이 중국에서도 인정되어, 대량 생산되어 중국에 수출되

기도 한다. 11, 12세기에 간행된 초조대장경의 지질이 대부분 위에서 언급된

저지로 천년의 세월을 이어오고 있으므로 그 우수성이 인정된 셈이다. 다음

에는 『지품변증설』에서의 저지의 ‘堅’, ‘厚’, ‘潤’, ‘滑’의 특색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질김(堅)

우리나라 종이의 특성중 하나는 인장강도가 높은 특성이다. 오늘날 일반화

된 나무의 펄프에 의한 종이와 달리 한지는 그 만드는 재료로 닥을 사용함으

251) 임재원, 앞의책, p.204

252) 이규경(李圭景),『지품변증설』, 오주행문장전산교(五洲行文長箋散橋), 권19, 문명단 

인쇄본, 1982, p.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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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그 질긴 특성을 가질 수 있다. 한지에 사용된 원료의 종류를 살펴보면,

전래된 초기에는 저(楮)를 주원료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조선조에 이르러, 건

국 이래 관찬서적이 증가하고 이를 위한 책지의 수요가 급증됨에 따라 저만

으로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다양한 원료, 즉 삼지닥, 산닥, 마, 뽕나무,

벼, 갈대 등을 사용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종이의 대중화와 원가절감을 이루

어냈다.253) 이러한 원료의 다양화는 연산군 이후 제지의 쇠퇴로 단순화되었

고 다시 임진란 이후 급격히 쇠퇴되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닥에 의한 한지

는 펄프처럼 그 섬유길이가 짧지 않고, 길게 서로 연결되어짐에 따라 질긴

특성을 지닐 수 있다. 서양에서 개발된 양지의 경우, 오십년이 지나면 누렇게

변하는데 반해, 한지에 그려진 그림은 그 수명이 몇 백년에서 천년까지로 잡

고 있다. 한지의 이러한 질긴 특성은 오래 이어져 내려온 그림에서 뿐만 아

니라 한지가 건축재료로 사용된 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창문의 유리대용

으로 한지가 이용될 수 있었던 것은 한지의 특성이 공기의 유동성을 보장하

는 자연적 성질 이외에 질기고 강한 특성 때문이었다. 해와 비를 피하기 위

해 한지에 기름을 먹여 가림막으로 야외에 설치하기도 하고 한지를 이용한

장판이라는 바닥재 역시 이러한 질긴 기본 성질을 이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서양에서 전래된 양지뿐 아니라 중국의 화선지에 비해 한지가 갖고 있는 질

긴 특성은 그 제작 과정에 의하여 발생된 특징이기도 하다. 위에서 언급된

닥지의 경우 그 섬유길이가 길어서 제작시 거칠거나 엉키기 쉬운 특징을 가

지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더 강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그 제작

과정에서 사용된 닥풀액이 제시되었다. 닥풀의 사용은 발위에서 물이 빠지는

속도를 조절하여 닥 섬유를 균등하게 배열하여 엉키지 않는 균일한 두께의

종이를 생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때 닥풀의 사용은 섬유의 교합을

치밀하게 하여 종이에 긴체성(緊體性)을 주어 종이의 인장강도를 높이는 역

할을 한다. 그런데 닥풀의 사용정도에 따라 종이의 두께와 부드러운 정도, 광

택 등에 영향을 준다. 부드럽고 두꺼운 종이를 위해서는 닥풀의 양을 적게

253) 정선영,「조선초기 책지에 관한 연구」, 연세대 도서관학과 석사학위 논문, 1985,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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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고, 질기고 광택이 좋은 종이를 위해서는 닥풀의 양을 많게 조절하면

된다.254)

2) 두터움(厚)

한지의 특징 중 하나는 두텁다는 점이다. 현존하는 종이나 문헌을 보면, 신

라·고려·조선 시대에는 두꺼운 것을 중시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에서 진귀하

게 여겨졌던 고려의 백추지(百錘紙) 혹은 경면지(鏡面紙) 등도 긴 섬유의 종이

를 몇 겹으로 붙여서 이를 도침하여 광택을 낸 것이다. 백추지(百錘紙)는 백번

두드려 만든 종이라는 의미이며, 경면지(鏡面紙)는 도침하여 거울처럼 빛나게

한 종이라는 뜻이다. 제조법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섬유를 잘게 갈지 않고 두

드려 만들면 두껍고 질긴 종이가 된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질긴 것이 요구되

는 우산·부채·책표지 등의 용도에 우리나라의 종이가 인기가 있었다.

한지 중 장지는 닥으로 만든 순지 중에서도 두터운 종이이다. 주로 2합지, 3

합지 등 여러 겹을 겹쳐 만들어 두터움을 특징으로 한다. 한지의 전통 초지

방법은 외발뜨기이다. 직사각형의 조그만 발하나를 가로막대에 매달아 앞뒤좌

우로 흔들어 뜨는 방식이다. 전문적 숙련이 필요한 이 방법은 습지 2장을 떠

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엇갈리게 겹쳐 1장의 종이를 만든다. 따라서 이 때 제

조된 한지는 기본적으로 2합지로 질기고 강하다.255)

이러한 한지의 성분은 셀룰로오스, 헤미셀룰로오스, 리그닌의 세가지 성분으

로 이루어진다. 종이의 원료로 쓰이는 것이 셀룰로오스이며, 이 중 우수한 종

이를 위해서는 순수한 셀룰로오스를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순순한 셀룰로오

스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잿물로 닥을 삶는 과정이 필요하다. 셀룰로오스는 대

단히 많은 포도당기로 구성된 복합체로서, 포도당기는 서로 평행하여 교질입

자라 불리는 결정체를 형성하고 이 교질입자의 섬유들이 이것이 연결되어 섬

254) 이승철,「전통한지 제작에 관하여」, 동덕여자대학교 예술대학 刊, 예술논총7집, p.51

255) 이승철,『종이만들기』, 학고재,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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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를 형성한다.256) 아래의 도판은 장지 2합지의 경우 이러한 섬유소가 서로

겹쳐져 두께를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장지 2합지를 전자 현미경

JSM-6701F(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를 활용하여 100배

로 확대촬영하였다.

[도판 71] 장지 2합지 전자현미경 100배 확대

위의 도판에서 보듯이 섬유소가 한겹이 아닌 여러 겹으로 겹쳐져 두께를 형성

하며, 안료와 먹, 수분 등은 그 사이의 공간으로 스며든다. 따라서 두꺼운 장

지에 채색을 할 경우 비단과 마찬가지로 아교포수로 이러한 공간을 막아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3)윤기(潤)

우리 선조가 품질 좋은 종이를 만들어 낼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비결은 도침

이라는 과정에 있다.『임원십육지(林圓十六志)』에는 타백지법(打百紙法)이

소개되고 있다.257) 이러한 도침은 특수 가공법으로 종이의 질을 향상시키는

256) 손경숙,『동양회화의 재료와 기법』, 이담, 2010, p.147

257) 유탁일,「15세기 한중 조지기술에 대하여」, 이화서예화보(2),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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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표면 가공술이다. 종이를 찧어 도침하는 방법은 건조된 종이 3매당 젖

은 종이 1매씩을 섞어 종이의 주름살을 펴서 쌓아 놓고 디딜방아로 찧는다.

찧은 종이는 다시 건조시켰다가 같은 요령으로 다시 찧는데, 이와 같은 작업

을 3회 정도 반복한다. 그 다음 편편한 정도에 따라 등급별로 분류하여 한번

더 찧는다. 그리고 종이를 100매 단위로 말아서 뜨거운 온돌방에서 하룻밤을

눌러서 재우면 완성된다.258)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종이는 치밀성과 표면의

평활성이 향상된다. 한지의 우수성이 높이 평가되었던 고려지도 그 윤기가

매우 높아 비단이나 거울에 비유되기도 하였다. 고치 견(繭)을 이름 붙힌 견

지(繭紙)나 경면지(鏡面紙)가 여기에 해당된다.

4) 매끄러움(滑)

이러한 한지의 질긴 특성 외에도 한지는 양지에 비해 훨씬 얇고 투명한 특

징이 있고, 두께에 따라 다양한 종이가 존재한다. 이 역시 제작과정에서 발생

한 특징으로, 이러한 특징을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 전통회화양식이 이루어졌

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회화양식의 대부분의 특성, 즉 기름이 아닌

물을 이용하는 표현 방법들, 즉 삼투압 현상을 최대로 이용한 수묵이 발달했

다든가, 얇게 선염하는 채색 기법들, 배접, 복채 등은 모두 이러한 한지의 특

성을 근거로 하고 있다. 특히 墨의 선염이나 담채의 효과는 얇은 紙의 독특

한 삼투성과 흡수성을 바탕으로 한다. 예를 들어, 두께 1mm 미만의 용적에

서 수분의 흡수시간이 400여초까지 이르는 얇은 화선지의 특수한 물리적 성

격259)은 거의 물에 가까운 淡한 것까지를 예민하게 표현할 수 있게 한 담묵

과 담채뿐 아니라 침투성과 표면장력에 의한 破墨, 發墨과 積墨 같은 전통적

기법을 가능하게 만들었다.260) 물과 안료에 섬세하게 반응하는 부드러운 紙

258) 이승철, 앞의 논문, p.51

259) 윤수진,「미술교육에 있어서 동양화 재료의 품질연구」, 전남대학교 교육연구소 교육연구

제7호, p.261

260) 김병종,『중국회화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89, p.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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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성은 안료가 종이에 아주 섬세하게 스며드는 효과를 가져오며, 이러한

효과에 의해 전통적인 담채의 기법이 전개되고 발전될 수 있었다. 안료의 크

기와 종이 입자의 크기가 섬세할 뿐 아니라 서로 적절할 때 비로소 담채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바탕재의 입자가 너무 큰데 안료의 입자가 작을 경우

안료의 입자가 다 빠져나와 뿌연 느낌의 색채가 나오고, 반대로 바탕재의 입

자는 작은데 안료의 입자가 클 경우에는 안료가 겉돌아 뜨는 느낌을 가져온

다. 담채의 경우는, 바탕재와 안료의 입자 모두가 매우 섬세하게 작아 서로

적절하게 조화를 이룬 상태, 즉 전통적인 바탕재인 紙의 흡수력으로 인해 안

료의 입자가 스며들어 마치 염색되었을 때 느껴지는 담한 느낌을 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담채의 전개와 발전에는 질기고 얇고 흡수력이 좋고 삼투력

이 강한 전통적인 紙의 특성이 뒷받침되어왔다.

4. 담채와 진채의 비교

본인이 주목한 전통회화의 담채와 진채의 차이는 안료의 차이보다는 얇은 바

탕재가 지니는 투명한 성질에 대한 활용 여부의 차이이다. 즉 바탕재의 투명

성을 활용하여 밑바탕이 비쳐지도록 담하게 칠했거나, 견과 같은 경우 바탕재

의 앞뒤로 칠하는 등의 방식으로 서로의 색채가 바탕재의 투명성을 활용하여

겹쳐진 경우가 담채이고, 진채는 반대로 바탕재의 투명성을 활용할 수 없도록

바탕재에 호분이나 금박을 입힌 후 칠한 경우로 바탕재의 밑바탕이 전혀 보이

지 않고 색채끼리도 서로 겹쳐지기 보다는 얹는 형식으로 두텁게 발라지게 된

다. 담채법은 그려지는 안료가 바탕재에 스며들어 선염되는 방식으로 나타나

거나, 아주 섬세하고 얇게 쌓여 그 바탕재의 효과가 충분히 보이는 방식으로

구현된다. 이러한 바탕재의 얇음으로 인한 섬세함과 즉시성은 형상보다 정신

을 그리고자 했던 문인화가들의 발상을 가능하게 한 재료적 근거가 되며, 이

때의 색의 사용은 이와 조화되도록 담채의 형태로 나타났다. 진채의 경우, 두

텁게 색을 쌓아 올리기 위해서는 바탕재 처리가 필수적이다. 견이나 종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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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료가 다 빠져나가면 진채의 표현이 불가능하므로 표면에 호분이나, 아교,

금박 등의 처리를 통해 밑바탕처리를 하는 것이 필수적인 전제이다. 이러한

바탕재의 표면처리 작업은 담채와 진채가 가지는 재료상의 차이 뿐 아니라 표

현상의 특성을 만드는 가장 기초적인 배경이 된다. 진채의 색을 쌓아 올리기

와 세밀하게 그리기 등의 특성도 이러한 바탕재에 대한 밑바탕 처리가 되었을

때 가능하다. 반대로 담채의 담하고 바탕재가 비치는 투명한 특성은 바탕재가

그대로 비쳐 보일 때 가능한 효과이다. 다음의 표는 바탕재에 따른 색의 변화

를 보여주는 예시가 될 수 있다. 이 실험은 식물염료인 황벽을 이용해 등황색

을 안료화하여 종이, 견의 반수처리 되지 않은 것, 반수처리 한 것, 반수 후

연백도포 한 것의 세 종류의 밑바탕에 관한 실험이다. 261)

등황색 원바탕재 반수처리 반수후 연백도포

닥종이

견

안료를 칠했을 경우 위에서 설명한 바탕재의 처리에 따라 안료의 색은 다르

게 보인다. 또한 진채와 담채의 비교에서도 바탕재의 밑처리 상태가 안료를

얼마나 올릴 수 있는가를 결정짓는 만큼 바탕재의 상태가 진채와 담채의 정도

를 결정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진채와 담채를 비교함에 있어, 본 연구에서 주로 사용된 바탕재인 비단에서

나타나는 진채와 담채의 비교를 위해, 카메라 접사방식을 이용해 색감의 차이

를 살펴보고, 전자 현미경을 사용해 구조적 차이를 살펴보았다. 바탕재인 비단

의 결이 비쳐 보이는 담채의 경우와 비단의 결이 보이지 않도록 바탕처리한

후 안료를 칠하는 진채의 경우로 나누어 실험하였다. 담채의 경우는 吉祥 접

261) 이상현,『전통회화의 색』, 결출판사, 2008, p.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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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물감 군청색(群靑色)을 한번 淡하게 칠한 경우, 세 번 겹쳐 칠한 경우와,

진채의 경우 비단에 호분을 칠하고 군청색을 네 번 겹쳐 칠한 경우, 호분으로

밑바탕처리 후 吉祥 석채를 네 번 겹쳐 칠한 경우로 나누어 촬영하였다. 다음

의 도표는 네 가지 경우에 관한 색감을 보여준다. 이 실험의 비단은 본인이

주로 사용하는 중국산 3합사이다. 또한 위의 각 실험을 비단과 한지의 비교를

위하여 같은 방식으로 실험하여 비교하였다. 한지위에도 비단과 마찬가지로

담채의 경우는 군청색(群靑色)을 한번 淡하게 칠한 경우, 세 번 겹쳐 칠한 경

우와, 진채의 경우 비단에 호분을 칠하고 군청색을 네 번 겹쳐 칠한 경우, 호

분으로 밑바탕처리 후 석채 군청색을 네 번 겹쳐 칠한 경우로 나누어 촬영하

였다. 한지는 얇은 순지와 장지로 나누어 실험하였다.

 담채 담채 진채     진채

군청색 한번 군청색 세번
호분처리 후

군청색 네번

호분처리 후

석채 군청색 네번

비단

순지

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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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실험에서 알 수 있듯이 바탕재의 재료에 따라 같은 안료를 같은 방식으

로 칠하더라도 색상이 서로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담채의 경우는 바탕

재가 비단과 한지인 경우 모두 결이 잘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색채를 보았을 때 담채와 진채의 효과 차이를 느낄 수 있다. 이러한 담채와

진채의 바탕재 결의 활용여부는 다음의 구조적 실험에서 더욱 확실히 나타난

다.

본 연구에서는 담채와 진채의 차이를 바탕재의 결이 보이도록 활용되었는가

의 여부의 차이로 보았다. 따라서 담채와 진채의 경우 바탕재의 결이 구조적

으로 어떻게 보이는 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자 현미경 JSM-6701F(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를 활용하여 위에서 설명된 네 가지

경우를 촬영하였다. 이 실험에는 견을 플래티늄으로 코팅하여 100배로 각 확

대 촬영하였다. 코팅처리로 인하여 색감의 비교는 불가능하며 구조 파악을 하

는 데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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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채 담채 진채 진채

군청색 한번 군청색 세번
호분처리 후 

군청색 네번

호분처리 후 

석채 군청색

네번

비단

순지

장지

위의 도표에서 보듯이 담채의 경우는 바탕재의 결이 그대로 나타나 색감에 바

탕재가 비쳐 보이는 효과를 가지며, 진채의 경우는 바탕재의 결에 관한 구조

를 살펴보기 어렵다. 특히 석채의 경우 안료가 되는 석채의 입자만 보일 뿐

바탕재의 구조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또한 비단과 한지의 경우를 비교해 보

면, 비단의 경우는 진채로 호분을 바르더라도 바닥재의 결이 한지보다 잘 보

여 결과적으로 맑은 느낌을 내기에 유리함을 알 수 있다. 담채의 경우는 비단

과 장지가 순지보다 상대적으로 바탕재의 결이 잘 보이는데, 이러한 바탕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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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이 보이는 여부가 시각적으로 색채를 보았을 때 담한 담채의 느낌을 가지도

록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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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수묵담채의 현대적 적용과 의미

 본 논문의 2, 3장에서는 조선시대 후기 회화의 담채를 통해 平淡을 이룬 실제 작품

에 관한 연구와 담채법의 사상적 근거가 된 ‘平淡’의 사상과 ‘’淡’의 미학에 관하여 살

펴보았다. 담채법의 현대적 가치와 적용을 고려하기에 앞서 전통적인 근거에 관하여

고찰하는 것은 본 연구에서 전통으로만 인식되어 지나치기 쉬운 미학적 가치를 재발

굴 한다는 의미와 가치를 가진다. 또한 전통회화의 담채의 미학적 근거가 ‘平淡’ 임을

밝히는 일은 본 연구에서 전통과 본인의 작품의 연관성을 가지려는 입장에서 매우 필

수적이다. ‘자연의 생명력’을 주제로 비단이 가지는 투명성을 이용한 담채를 주요 표

현기법으로 하는 본인의 작품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본 논문에서, 수묵담채화

가 가지는 본인의 해석과 현대적 가치를 알아보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된

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전통의 미학을 현대에 어떻게 적용하고 재해석할 수 있는가

의 문제로, 현대를 살아가며 작업하는 본인의 작품에서 재해석되어 적용된 ‘平淡’의

미학이 가지는 의미는 현대적 적용의 새로운 시도이자 예시가 될 수 있다.

1. 수묵담채의 현대적 적용

동양의 전통 사상이나 표현에 관하여 깊이 숙고하여 이들의 가치를 재발견

하고 국제화하는 일은 본인이 추구하는 또 하나의 작업과정이기도 하다. 따

라서 平淡에 관한 미학이 우리 전통회화의 사상적 근원이 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우리나라 회화전통의 담채의 근거로 작용하였다는 사실을 밝힌다는

것은 나의 작품의 의의나 해석에 매우 필수적인 일일 것이다.

전통회화에서 추구하던 平淡의 미학이나 담채법을 현대회화에 어떻게 관련

짓는 가에 대한 본인 나름대로의 해석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본인의 작업

을 이해하는단서가 될 수 있으며, 平淡의 미학을 현대적으로 적용하는 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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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부여 측면 역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平淡의

현대적 해석은 과거의 본인 작품과 앞으로의 작품에 있어서 平淡의 적용 부분이 될

것이다. 본인 작품에서 平淡의 현대적 적용은 ‘자연의 생명력’에 대한 상징성

과 시적 정취로 나누어, 이들의 각 적용이 본인 작업에서 가지는 의미와 현

대적으로 가지는 가치 부여에 관하여도 살펴볼 것이다.

1) ‘자연의 생명력’의 상징성

본인 작품에 등장하는 꽃이나 날개는 현상적 재현이 아니라 ‘자연의 생명력’에 관

한 상징으로 등장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자연의 생명력이 갖고 있는 ‘자연성’과

이를 표현하는 방식인 상징성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본인의 작품에서 平淡의 미학은 본인이 선정한 주제를 표현하고 드러내는

데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했다. 본인이 작품에서 주제로 삼은 ‘자연의 생명

력’인 자연의 조화로운 질서와 에너지를 표현함에 있어 淡의 미학은 본인이

표현하고 싶은 자연의 정신을 드러내는 데 가장 효과적인 사상적 배경이자

표현적 수단이다. 자연의 정신을 주제로 삼는 본인의 작품의 분석을 위하여

먼저 ‘淡’의 미학이 가지는 자연성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서양의 경우

그리스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이래 ‘예술은 자연모방’이라는 생각이

서양인들의 중심사고 중 하나였다. 그러나 같은 ‘자연모방’이라고 해도 플라

톤에게 있어서 모방은 자연의 외관의 재현이 아니었고 데모크리투스에게 있

어서의 모방은 자연의 실제작용을 제시하는 것이었다.262)

그러나 동양에서의 ‘자연’의 의미나 가치는 서양과 다르다. 우선 동양에서의

‘자연’에 관한 어원적 근원을 따져 보면, ‘自然’이란 문자는 漢시대에 생겼고,

자연 중 自에서 自由라는 개념이 파생되었다.263) 자연의 문자적 의미는 크게

262) 타타르키비츠 저, 손효주 역, 『미학의 기본개념사』, 미진사, 1990, p.44

263) 김기주,「중국산수화의 기원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대학원 철학과 박사학위논문, 

1993, p.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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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自焉’, 즉 ‘저절로’, ‘자연히’라는 의미이다. 둘째는

‘自成’의 의미로 ‘저절로 이루어지고 있다’, ‘성취되고 있다’ 또는 ‘이루어진

것’, ‘성취된 것’이라는 뜻이 있다. 셋째로는 ‘自若’ 또는 ‘自如是’의 의미가 있

다. ‘저절로 그러한 것이다’, ‘처음부터 이와 같다’의 의미를 지닌다.264) 본인

작업에서도 그 주제로 삼고 있는 자연에 관한 동양미학의 근거를 제시하여,

본인 작업의 주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한 대의 왕충(王充, 27-107전후 A.D.)은 『論術』을 통해 “自然”, “自然性”이란

말을 표어로 하는 현실적인 자연주의적 세계관을 제시하였고, 이후 중국 철학

사와 예술사상에 天과 인간과 자연대상의 본질을 하나로 보는 자연주의의 입

장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265) 『중국미학사』의 저자 이택후는 인간과 자연의

통일과 중국미학과의 관련성에 관하여 다룰 두 가지 측면을 제시한 바 있다.

즉 첫째 심미체험과 인간의 자연적으로 주어진 감각적, 생리적 욕구와의 관계

에 관한 것이며, 둘째는 심미 중에 있어서의 인간과 외계의 자연과의 관계이

다. 첫째의 경우, 심미가 사람에게 감각적 즐거움을 주기는 하나 일반적 생리

적 즐거움이 아닌 심오한 이성적 내용과 사회적 의의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

다. 이는 도가에서 보다 유가에서 확실히 찾아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순자가 말한 심미는 인간의 자연적 본능적 욕망 중의 하나이며, 이러한 욕망

에 대한 추구는 반드시 예의에 부합되어져야 한다는 주장 등이 이것과 관련한

다. 유교에서는 개인과 사회의 심미를 감각적 즐거움 이상의 이성적 도덕으로

여기고 있다. 공자의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

한다”는 구절은 대표적으로 인간의 도덕성과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성을 직접

적으로 연관지어 사고하고 있는 예일 것이다. 이러한 공자의 견해는 『시경(詩

經)』의 많은 부분에서 자연물과 인간의 정신 품격에 대해 비교에서 확인된

다,266)

심미에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로 파악하는 두 번째 의견은 동양미학에서 보

264) 김기주, 앞의 논문, 3장1절 참조

265) 김기주. 앞의 논문, p.69

266) 이택후,『중국미학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2, p.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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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인간과 자연을 끊임없는 조화와 균형의 관계로 보는데 있다. 자연은 인

간과 무관한 물체로서의 굳어있는 물질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과 끊임

없이 소통하고 인간의 정감과 깊이 연관성상에 있는 유기적인 관계로 설정한

다.

이러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설정은 통일과 조화를 강조하며, 자연을 정복

대상이 아니라 그 이치를 파악하여 순응해야 할 대상으로 파악한다. 본인 작

업에서의 자연성도 이러한 정신과 맥락을 같이 한다. 자연의 창조의 질서와

조화로운 에너지는 보는 이를 순화시키는 성질이 있다고 믿으며, 이러한 조화

로운 에너지와 순화될 수 있는 소통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본인 작업의 주

제 부분이다.

유가 사상에서도 자연성은 많이 강조된다. 『주역』에서 언급된 천문, 즉 뛰

어난 아름다움의 나타남은 바로 자연계의 미를 지칭하고 있다. ‘천문’이라 함

은 천연적으로 생겨난 자연의 미와 같다는 것이다. 이는 이택후가 지적한 바

와 같이, 자연의 미가 인간, 즉 사회의 미와 서로 밀접한 연관선상에 놓이는

결과를 가져 온다.267) 유가의 의견과 일치하는 것은 자연과 인간의 미를 밀접

한 관련선상에 놓은 것이며, 다른 점은 사회적 미와 자연의 미를 분리하고 있

다는 점일 것이다.

또한 동양회화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가치인 기운의 자연성과 생명력은

‘淡’한 성질을 통해서도 획득된다. 따라서 동양회화에서 ‘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궁극의 상태는 ‘자연’일 것이다. 미불이 동원의 그림을 평하면서 ‘平淡天

眞함으로 자연을 획득했다’라고268) 한 언급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러한

사고는 본인 작품이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은 부분이다. 즉 淡한 표현을 통해

‘자연의 정신’을 추구하게 된 개념적인 토대가 되었다.

본인의 작업에서도 자연성은 창조주가 창조해낸 자연이 가진 창조의 질서를

다시 해석해 내는 일이며, 이것은 하늘이 부여한 미와 인간이 추구하는 미를

267) 이택후, 앞의 책, p.562

268) Susan, H.B. 저, 김기주 역,『중국의 문인화』, 학연문화사. 2008, 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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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려는 태도에서 비롯되었다. 창조에서 비롯된 조화로움은

자연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을 평화롭게 순화할 수 있는 힘을 가진다. 본인

작품은 이러한 자연의 생명력과의 소통성의 상징을 투명하고 맑은 표현으로

실현하고자 노력한 결과이다. ‘자연’에 관한 어원에서 밝혔듯이, 자연 안에 내

포하고 있는 ‘저절로 그러하다’, 는 자유스럽게 계속적으로 그러한 창조 자체

에 대한 질서와 조화를 찾아내고자 하는 노력이다. 따라서 본인 작업에 주제

가 되며, 근거 이론이 되는 부분은 자연과의 소통과 끊임없이 성장하는 생명

력이었고, 그것은 淡의 사상과 淡한 표현으로 상징적으로 나타내고자 하였다.

이러한 본인 작업의 자연성은 본인의 작업노트의 일부에 있는 다음의 작업 설

명과 평론을 통해서도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2008년 뉴저지 전시에서의 본인의 작품 설명의 일부 내용이다.

제 작업의 주제는 ‘자연의 정신’ 입니다. 자연은 때로는 역동적이고, 때로

는 잔잔하게 저와 대화하고 호흡합니다. 저는 자연의 겉에서 보이는 풍

경이나 사물로서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니며, 자연의 내면에 함

축되어 있는 자연 자체의 본질과 그 안에 투영되어 있는 저와의 대화를

그리려 시도합니다. 이러한 자연의 내면을 표현하기 위해서, 조형적 방법

으로는 상징화된 색과 추상화된 형태를 사용하고 있으며, 여백의 공간성

과 선적인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생성 I>은 이 당시 전시되었던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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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 <생성 I>, 40 x 60cm, 견, 채색, 2008

2011년 서울 라메르 화랑에서의 개인전 당시 김미라의 평론 글 중 일부에서도

본인 작업에서 자연이 주요한 주제임을 언급하고 있다. 자연의 ‘조화로운 에너

지’와 생명력에 관한 형이상학적 주제에 관하여 보편적이고 여성적인 소재인

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에 관한 언급이며, 자연의 본질을 표현하면서도 정화

된 자신의 표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한다.269) 여기서도 본인 작업의 주제

가 ‘자연의 생명력’임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의 <푸른 명상 I>은 이때에 소개

되었던 작품이다.

269) 김미라,  김선영展  자연의 정신        

     이번 전시의 주제는 자연의 정신이다. 작가는 자연의 본질을 “창조의 질서와 조

화를 제시함으로써 보는 이로 하여금 마음을 순화하고 정화하는 힘”을 가진 것, 

즉 “조화로운 에너지”라고 말한다. 자연의 정신이라는 형이상학적 주제를 김선

영은 꽃이라는  보편적인 그리고 여성적인 소재를 통해 시사하였다.  ....... 

     꽃을 소재로 한 작품들은 지극히 보편적이면서 동시에 개인적이다. 자연의 본질 

자 체를 드러내면서도 그것을 통해 정화된 작가 자신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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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 <푸른 명상 I>, 84 x 88cm, 견, 채색, 2011

본인의 작품에서는 또 자연의 생명력을 표현하는 방식에서 상징성을 강조하

였다. 본인 작품에서 가지는 상징성의 해석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우리나라의 전

통회화에서 나타났던 상징성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인 작업의 주를 이루는

소재가 꽃이라는 점에서 특히 조선시대의 화조화에 나타났던 상징성을 알아보기로

한다.

조선시대의 화조화는 상징성으로 인해 회화로서의 가치를 극대화하였다. 조선시대

화조화에서 화조는 그려지는 대상으로서의 꽃과 새라는 대상이 아닌 ‘자연의 본체’

자체를 상징하는 대상이었다. 이 중에서도 특히 꽃과 새는 서로 조응하는 상대로서

자연의 조화와 서로 상응하는 존재로서의 의미가 무척 크게 작용하였다. 즉 새는 움

직이는 동(動)과 양의 상징이고 꽃은 움직이지 아니하는 정(靜)과 음의 상징으로 설

정되었다.270) 즉 감상자는 화조화가 지니는 예술미를 대자연 자체와 동일한 것으로

완상하며, 거기에서 자연의 도를 느끼는 것이다. 이것은 한 폭의 산수화를 걸어 두

고 무위자연의 도의 원리가 지배하는 산수를 와유한다는 개념과 일맥상통한다. 또한

270) 허균,『전통미술의 소재와 상징』, 교보문헌, 1991, 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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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새 자체만이 그려졌을 때 화복(禍福)에 관한 것을 상징했던 것과 차이를 가진

다.271) 조선시대의 화조화의 상징은 조선시대 회화에서 추구하는 이념을 반영

하고 있다. 영모화에 등장하는 새나 동물은 인간과 더불어 자연에 서식하는

동반자로서 그 생태적 특성과 장점들이 인생의 소망과 결부되어 벽사(辟邪)

와 길상(吉祥)의 대상으로 조형화되기 시작하였다.272) 구체적인 예로 신사임

당의 화조화에 보이는 여귀풀은 주로 쪽이라 불리는 마디풀과의 한해살이 풀

로, 전통적으로 청색 염료로 재배된 대표적인 염료식물이다. 쪽에 물들인 천

은 해충과 뱀 등으로부터 접근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화조화에서

의 여귀풀은 나쁜 것들의 접근을 막는 벽사(辟邪)를 상징한다. 붉은 색의 맨

드라미나 봉숭아도 벽사의 상징이며, 모란은 부귀영화, 포도나 석류는 자손의

번창을 상징한다. 이러한 화훼의 상징은 오랜 세월 축적되고 전승되어 강한

호소력을 지니며 그림소재로 애호되었다.273)

이러한 일반적인 화조화에 대한 이념과 달리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그리거나

감상대상이 되었던 수묵담채풍의 화조화의 주제의식은 성리학적인 이념과 결

부되어 전개되었다. 사대부들은 식물이나 동물을 단순한 자연물로 보지 않고

天理의 流行을 통해 우주자연의 조화와 질서를 具有하고 道體가 깃들여 있는

대상으로 인식했다. 천지간의 서식하는 동식물을 보고 이를 통해 심성을 기

르고 성정의 순화를 도모했던 것이다.274) 이황(李滉)의 다음과 같은 언급에서

이러한 사상을 찾아 볼 수 있다.

솔개가 하늘을 날고 고기가 연못에 뛴다는 것은 수레가 물에서 갈 수가 없고 배

가 뭍으로 나갈 수 없는 의미와 같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니, 선생이 이르기를

그 간에 이 같은 의사가 없지도 않지만 이 경우는 건실한 도의 오묘한 작용이

상하로 소상하게 드러나서 흘러 움직여 충만하다는 의미다. 그러므로 주자가

271) 허균, 앞의 책, p.67

272) 홍선표,『한국의 영모화』, 안휘준 편, 국보 10(회화), 예경산업사, 1984, p.231

273) 백인산,『 선비의 향기, 그림으로 만나다』, 다섯수레, 2012, p.11

274) 홍선표,『조선시대 회화사론』, 문예출판사, 1999, p.224 



- 158 -

이르기를 도의 운행이 천지간에 나타남이 없는 곳이 없다. 그것이 위에

있으면 솔개가 하늘을 날고 아래에 있으면 고기가 연못에서 뛰는 것이

다.275)

이와 같은 영모에 관한 도체로의 표현은 또 박순(朴淳)의 『사암집(思庵

集)』에 나오는 다음 구절에서도 볼 수 있다.276)

가지 끝에 몇 마리는 졸고 몇 마리는 기대어 쉬고 있는데 오묘하게 그려

낸 것이 현묘한 도의 조화를 은미하게 나타내 주네

(枝頭離睡又雙依 好刮玄關造化徵)

이와 같이 동, 식물이 자연스럽게 서식하는 모습을 통해 도체를 발견하고 이

를 통해 심성과 성정을 순화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회화의식으로 인

해 조선시대의 수묵담채풍의 화조화는 화려함과 장식적인 것을 추구하기 보

다는 평담하고 천진한 상태의 표현을 추구했다. 이에 따라 색채표현에서 진

하고 강한 색을 쌓아올리기보다는 수묵 선염의 형태로 나타났다.

담한 색채 표현이었던 조선시대의 화조화의 회화사상에서 우리는 또한 화조

를 상징화하고자 했던 의식을 알아 볼 필요가 있다. 화조화에 관한 상징화는

그 역사가 매우 깊어 12세기 초 중국 휘종이 칙찬(勅撰)한 『선화화보』의

10문중 하나인 『화조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이 내용

은 조선시대의 화조화의 상징에도 깊이 영향을 주었으므로 그 내용을 살펴보

기로 한다.

275) 李滉 ,『退溪全書』, 권4, 論理氣
     問鳶飛於天魚躣于淵  此莫是車不行水 舟不行陸之意與 先生曰
    其間不無此意思 此則實道之妙用 上下昭著 流動流滿之意

    故朱子曰 道之流行 見於天地之間 無所不在 

    在上則鳶之飛而于天者此也 在下則魚之躍而出于淵者此也

276) 朴淳,『思庵集 』권1, 竹林畵翎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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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에서 모란이나 작약, 새에서 봉황, 공작새에 이르러서는 반드시 부귀를

의미하며, 소나무, 대나무, 매화, 국화나 갈매기, 해오라기, 기러기, 오리에

이르러서는 그윽하고 한가로움이 보여야 한다. 학에 이르러서는 기운참

이 보여야 하고, 매에 이르러서는 매섭게 내리침이 보여야하며, 버드나무

와 오동나무는 트여서 바람이 통하듯 하여야 하며, 우뚝 솟은 소나무와

늙은 잣나무는 추운 겨울 날 굳센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림 그리는 묘

미는 이러한 흥취에서 일어나는 바가 많으니, 시인과 더불어 서로 겉과

속이 통한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꽃에서 모란이나 작약, 새에서 봉황, 공

작새에 이르러서는 반드시 부귀를 의미하며, 소나무, 대나무, 매화, 국화

나 갈매기, 해오라기, 기러기, 오리에 이르러서는 그윽하고 한가로움이

보여야 한다. 그림을 펼치매 흥으로써 사람의 뜻을 일어나게 하는 것이

있으니, 능히 조화를 얻고자하고, 큰 뜻을 담고자함을 쫒아 물상을 살펴

본다면 얻음이 있을 것이다.277)

위의 글에서 알 수 있듯이 북송에서, ‘화조는 오행의 정화요 천지간의 순수

함’이라하여 인간이 주변에서 깊히 배울 수 있는 도체이며, 조화로운 기운에

부응하게 하는 매개체인 것이다. 또한 시인의 시에 많이 등장한다함은 인간

의 감정을 일으키는 도구요 성정을 맑게 하는 도구가 된다. 따라서 화조화를

277) 花之於牧丹芍樂, 禽之於變鸞鳳孔翠, 必使之富貴

    而松竹梅菊, 鷗鷺鴈鶩, 必見之幽閒, 至於鶴之軒昻, 鷹隼之擊搏, 楊柳梧桐之扶疏風  

    流.

    喬松古栢之歲寒磊落 展張於圖繪.... 所以繪事之妙,

    多萬與乎此, 與詩人相表裏焉. 故花之於牧丹芍樂, 禽之於變鸞鳳孔翠, 必使之富貴

    而松竹梅菊, 鷗鷺鴈鶩, 必見之幽閒, 至於鶴之軒昻, 鷹隼之擊搏, 楊柳梧桐之扶疏風  

    流.

    喬松古栢之歲寒磊落 展張於圖繪, 有以與起人之意者, 率能奪造化而移情神遐想

    若登臨寶物之有得也.(宣和畵譜, 鳥序文)

    (유곤,『중국회화류편』하, 1987, pp.1037-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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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자연의 조화로움과 인간의 성정을 닦아 이룰 수 있는 덕목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된다.

이러한 화조에 관한 의미 부여는 유교를 중심으로 했던 조선시대에도 적용

되어 화조에 유교에서 추구하는 각종 덕목에 관한 상징화가 이루어졌다. 사

군자의 화목이 사대부들이 갖추어야 할 군자의 덕목을 모두 갖춘 심성수양의

대상물로 상징화되었음과 같이 화조도 마찬가지이다. 서거정(徐居正,

1420-1486))의 다음 글은 조선시대 대나무에 관한 상징화를 잘 보여주는 글

이다.

대란 그 성질이 곧으니 곧으면 구부러지지 않고 그 속이 비었으나 비면

받아들일 수 있으며, 통하되 마디가 긴 것은 예(禮)가 되고 절이 있되 잘

꺽어지는 것은 의(義)가 되고 여러 가지 아름다운 점을 갖춘 것은 인(仁)

이 여러 덕을 포함한 것이요, 우뚝이 빼어나고 굳세게 굽힐 줄 모르는

것은 용(勇)의 기상이요, 사시를 통해서 가지와 잎새가 바꾸어지지 않는

것은 그 지조요, 눈과 서리를 무시하고 겨울을 나는 것은 굳건한 그 절

개요, 봉황새가 아니면 깃들지 않고 군자가 아니면 벗하지 않으니 그 덕

이 아니라면 되겠는가. 이것은 대의 성정인데도 고금을 통해

서 아는 자가 적었다. 오직 우리 孔夫子가 그 소리를 듣고 석달 동안 고

기를 먹지 않았으니 참으로 성정의 지극한 것을 아신 것이다. 嚴夫가 덕

을 숭상한다는 논을 남겼고 관부(寬夫)가 邪正의 설을 저술한 것에 이르

러서는 그의 성인의 깊은 뜻을 얻은 바 있으며, 염계 주자가 일찍이 태

극에 대해 논하기를 ‘고요하면 비고 동하면 곧다’고 하였는데, 추원방(鄒

元方)이 대의 빈 것을 들어서 곧잘 음양과 동정에 배합시켰으니 이는 성

현이 미처 말하지 않은 것으로서 성정에 대한 발명이 더욱 적절하다 하

겠다. 신후(申侯)는 유자이니 사물을 헤아리고 이치를 궁구하는 학

문이 반드시 理에서 얻은 바 있다고 본다. 그러나 나는 들으니 궁리의

학을 귀하게 보는 것은 힘써 실행하는 것을 중히 여기는 때문이다. 기오

(淇澳)의 시는 위나라 사람이 무공의 덕을 아름답게 여겨 지은 것으로서

매 장마다 대로써 읊었는데 증자는 대학에다 그 시를 인용하여 도학과

스스로 닦아 나가는 명목으로 삼았으니 그대는 더욱 절차하고 탁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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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를 가해서 지선(至善)의 지경에 이르기를 기약한다면, 이 대가 반드

시 성정을 함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278)

위의 글에서 볼 수 있듯이 조선시대의 대나무는 예, 의, 인, 용의 덕 등 유

교에서 정신적으로 추구하는 덕목의 상징으로, 성정을 함양하는 도체의 상징

물이었으므로 화조의 표현에서도 외향적인 표피보다는 내면적인 정신세계를

드러내야 했다. 이러한 화조에 관한 상징화는 전통적인 생활문화 가운데 매

우 뿌리 깊게 자리 잡았다. 문인사대부 취향의 기상을 표현하거나 일반 서민

의 구복(求福)에 관하여 화조를 통해 표현하였다. 백학도를 통해 마음을 수양

하거나 모란도를 통해 부귀를 상징하거나 송석도가 장수를 상징하는 등의 예

가 그것이다.279) 따라서 이러한 화조에 대한 상징이 단지 소재에 관한 의미

부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작가가 그리고자 하는 회화정신에서 표현기법까

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작품의 곳곳에 놓여진 상징들과 이

를 표현한 표현기법, 그리고 여러 요소 요소간의 총체적인 관계와 시대, 작가

278) 홍선표,『조선시대의 회화사론』, 문예출판사, 1999, pp.227-228, 재인용

        其性直 直卽不曲 其心虛 虛卽有受 通而節爲禮理而折爲義 具兼美 仁之包也

        宣於冬 智之屬也 挺然特時立剛哉不屈 勇之豪也 貫四時不改木可易葉

        則貞哉其操也 倣霜以保歲寒 則確乎其節也 非鳳凰不棲 非君子不友

        則謂之非德 可乎此則竹之性情而古今知者鮮小 惟吾夫子聞其聲而不肉三月

        則其眞知性情之至乎 嚴夫有尙德之論 寬夫著邪正之說庶幾

        有得於聖人之徵旨 溓溪周子嘗論太極曰 靜而虛動而直 鄒元方以竹之虛直      

        配之陰陽動靜 斯蓋先賢所不及 而發明性情 爲尤切申候 儒者也

        格物窮理 其必有得於斯歟 然吾聞貴窮理 所以重力行也 淇澳詩衛人美武公之德

        而經始以竹起興 曾子於大學引之 以爲道學自修之目 子益加切磋磨之功

        期至於至善之地則斯竹也 未必不爲養性之助矣(徐居正,四佳集, 권1, 竹當記)

279) 김윤정,『조선중기의 세화풍습』,생활문물연구5호, 국립민속박물관, 2002, pp.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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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인적인 취향 등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작품이 지닌 의미가 보다 정확하

게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상징은 표현 기법과 무관할 수 없다. 기법은

상징성을 강화하기도 하고 오히려 전혀 다른 해석이 가능하게 한다.280) 따라

서 조선시대의 화조에 관한 문인 사대부 취향의 고고한 품격과 기상에 관한

상징화는 맑은 색채기법을 더욱 발전시킨 동시에 맑은 채색 기법에 의해 더

욱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화조에 대한 상징화와 더불어 맑은 화조화의 색채법이 발전하게 된 이유 중

의 하나는 조선시대의 보편성을 추구하는 조형의식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가

시적인 외형의 개별성보다 본체의 보편성을 추구하는 조형관은 화조의 외형

의 화려함보다는 담담하고 맑은 기운을 담으려고 노력하게 된다.

서거정(徐居正)의 『四佳文集』중의 글에서 이러한 조형정신을 찾아 볼 수

있다.

사람이 어떤 사물을 좋아하는 데는 내외의 구분이 있으나, 만약 겉으로

형체나 빛깔에서만 찾으려 들고 안으로 ‘성정의 바름’에서 찾지 않으면

한갓 좋아한다는 이름만 있을 뿐이요, 좋아하는 실속은 없을 것이다.281)

(.....人之好物 有內外之辨 若外求之形色之末 而不內求諸性之直

則建有好之之名 無好之之實矣)

위의 글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시대의 사대부들의 조형관은 조형의 궁극적

가치를 사물의 외적 형상의 모사가 아닌 ‘바른 성정’에서 찾고자 했다. 여기

서 형용된 본질은 申叔舟가 姜希孟이 그린 포도 그림을 보고 “붓끝으로 그

본바탕을 갈파했으니 눈앞에 참모습 환히 보이네” 라고 읊었던 것이나. 신광

한(申光寒, 1484-1555)이 “畵者眞之跡” 이라 했던 언술로도 알 수 있듯이,282)

280) 장지성,「전통화조의 개념과 상징 해석에 대한 고찰」, 미술교육논총 제22궝 2호, p.312

281) 徐居正,『四佳文集』, 권1, 假山記

282) 홍선표,『조선시대회화사론』, 문예출판사, 1999, p.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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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물의 眞, 즉 참모습을 가리킨다. 그리고 사물에서 眞이란 천지만물의 생

성과 변화를 주재하는 창조의 조화 내지는 존재의 근원의 본체로서의 참모습

을 뜻한다.283) 이와 같이 조선시대의 화조화에는 자연을 道體로 보는 의미

부여와 화조에 대한 상징화, 그리고 외형적 개별성 보다는 보편성을 추구하

는 조형의식의 영향으로 화려하고 감각적인 색채의 추구보다는 담담하고 격

조있는 색채로 표현하게 되었다.

본인 작업에서의 꽃과 날개는 자연의 생명력에 관한 상징으로 작용한다.

본인이 소재로 삼는 꽃잎과 난 꽃의 표현은 연약해 보이지만 강인한 자연의

생명력을 상징한다. 아주 맑아서 잘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공

기와 물이라는 자연의 생명력이나 연약하여 곧 없어질 것 같지만 각각의 계

절에 때맞추어 피어나는 꽃들의 생명력처럼 작용하는 자연의 생명력을 상징

하고자 하였다.

아래의 <반영-자연 I> 에서는 이러한 꽃의 추상화된 형상으로, 자연의 생

명력에 관한 상징을 추구한 예가 될 수 있다. 꽃이 가지는 사회적 기의는 여

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장미는 사랑을 상징하기도 하고, 꽃은 선물을 상징

하기도 한다. 본인작품에서의 꽃의 기의는 자연이 가지는 창조의 조화로운

에너지이다. 이 에너지는 그림을 통해 자연과 작가와 관람자간의 소통을 이

루며 이때의 소통은 평화로움을 가져온다. 아래 그림에서 꽃의 중심부분은

꽃이 꽃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집약에 관한 표현이다. 꽃잎들을 꽃이도록 할

수 있는 힘은 꽃이 중심에서 모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집약 역시 자연의 조

화로운 원리 중 하나이다. 펼쳐진 꽃잎의 색면은 꽃의 생명력을 좀 더 추상

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시도인 동시에 난꽃이 가지는 향기의 가시화이다.

난꽃에 관한 상징은 시각적 차원에서 뿐 아니라 난꽃의 한결같은 은은함의

이미지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한결 같은 맑은 향에 관한 후각적 상징이다.

이 후각적 요소 역시 난의 이미지, 즉 난의 기의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림의 여백은 그림전체의 조형적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한 설정인 동시에

본인 작업에서 평담을 추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담채적 효과, 넓고

283) 홍선표, 앞의 책, pp.206,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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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담하게 선염된 색면, 여백의 남김 모두는 본인작업에서 화면을 좀 더 담담

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작품 3] <반영-자연 I>, 60 x 80cm, 견, 채색, 2008

2) 시적 정취

본인의 작품에서 平淡의 미학과 담채법이 가지는 또 하나의 가치는 ‘시적

정취’이다. 이러한 시적 정취 역시 전통적인 해석의 역사가 깊다. 중국에서 시

와 회화가 동등한 자격을 얻은 것은 11세기가 되어서이다. 시와 회화는 동일

하게 작가의 정취를 드러내야 하는 장르로 여겨졌다. 그래서 ‘시는 형태 없는

그림’으로 ‘그림은 형태 있는 시’로 여기는 소식의 언급은 그 당시 유행하던

격언이었다.284) 따라서 작가의 정취를 부여하는 일은 문인화에서 매우 중요하

284) 수잔부시, 앞의 책. p.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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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여겨졌다. 특히 平淡의 미학을 반영한 문인화가들은 그림 안에서 시적 정

취를 추구하고 있다. 미우인은 자기 회화에서 진정한 의미의 ‘정취‘를 말했고,

미불은 동원의 작품과 연관해 진정한 의미의 ’진의(眞意)’를 언급했다.285) 작가

의 정취를 일컫는 다른 표현인 ‘흥’에 관한 언급은 예찬이 대나무를 그리고 그

위에 씌여진 논평에 잘 나타나 있다. 예찬은 “나의 대나무 그림은 단지 흉즁

의 이례적인 흥을 그린 것에 불과하다(余之竹聊以寫胸中逸興耳)”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삼인가 갈대인가 하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대나무

인지 굳이 변명할 마음이 생기지 않으며 어떤 종류의 사물을 보고 있는지 모

를 따름이라고 하였다.286) 이는 예찬이 그림을 그리는데 있어 그리는 대상 보

다는 작가가 대상을 통해 감성적으로 일어난 정취를 표현하는데 더 주력했음

을 보여 주는 구절이다. 다음은 예찬의 대나무와 수석이 어우러진 그림으로

예찬이 언급한 가슴속에 일어난 흥에 의해 그려진 대나무의 모습을 볼 수 있

다.

[도판 72] 예찬, <수석유황도(樹石幽篁圖>, 1368, 29.3 x 61cm, 지본수묵

285) 수잔부시, 앞의 책. p.127

286) 수잔부시, 앞의 책, p.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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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에 시적인 요소를 직접적으로 활용했던 문인화가들은 시각적인 것과 청각

적인 것, 시각적인 것과 후각적인 것들을 결합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했다.

사군자의 하나인 매화 그림은 흔히 그 향기를 결합하여 회화를 이루려는 노력

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것은 매화의 향기가 강하게 발하는 밤에 달과 함께

그린 야매도(夜梅圖)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윽한 향기 어스름 달빛 속에

떠다니네(暗香浮動月光昏)” 라는 임포(林浦)의 시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야

매도에서 화가가 그려내려는 것은 달빛에 비추어 어른거리는 매화의 시각적

형태 외에도 달밤 화가가 맡았던 매화의 향기였던 것이다. 이렇게 매화의 향

기와 달밤은 서로 잘 어울리는 것으로 여겨졌다.287) 조선시대 문인들이 많이

그렸던 야매도, 혹은 월매도는 문학적인 요소와 시각적 요소의 결합일 뿐 아

니라 은은한 향기의 후각적 요소와 어스름한 달빛의 시각적 요소의 결합이

다.288) 이러한 매화의 향기와 달빛의 결합은 정도전(鄭道傳, 1342-1398)의 <매

천부>에서도 살펴 볼 수 있다.289)

온누리가 음산한데 문득 코 끝에 맑은 향내

만져도 안보이고 찾을래야 찾을 곳 없고

무슨 물건인지 황홀하여 내 마음이 몹시 아쉬웠다.

그 때 밤 눈이 새로 깨고 달빛이 환하기로

내가 맑은 개울을 건너 산책하며 거닐다가

반가이 개울가에서 그를 만났으나 누구냐고 말도 못 붙였네

...........

물건 중의 지극히 깨끗한 것이 눈이요

기운 중의 지극히 맑은 것이 달이라.290)

위의 시에서 ‘맑은 향기‘로 비유된 매화와 그윽한 달빛이 문인화가들의 시적

287) 정민 외,『한국학, 그림을 만나다』, 태학사, 2011, p.26

288) 이주원 외,「조선시대 문인화에 표현된 월색의 상징적 의미 연구」, 한국조형교육학회 

42호, 2012, p.153

289) 안형재,『한국의 매화』, 북랜드, 2001, p.92

290) 정도전,『매천부』, 앞의 논문, p.153,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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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취를 나타내는데 활용되었던 것처럼, 난향이 가까운 곳이나 먼 곳이나 한결

같아 문인화가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 할 수 있

다. 아래의 구절은 군자와 한결같은 난향의 비유를 보여준다.

난은 그윽한 골짜기에서 뿌리를 내려, 찾는 이가 없다 하여 그 향기를

그치지 않는다. 군자는 외로움을 행함에 있어 알아주는 이가 없다 하여

그만 두지 않는다.291)

위의 언급은 『회남자(淮南子)』 「설산훈(設山訓)」편에 나오는 난을 군자로

부르는 이유에 관한 언급이다. 여기서도 난의 군자 됨의 속성이 찾는 이와 상

관없이 한결 같은 맑은 향기로 대표지어 설명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추사 김

정희는 이러한 난의 시각성과 후각성을 바로 문자향과 서권기(書卷氣)에 연결

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난을 치는 법은 예서 쓰는 법과 가까우니 반드시 문자향과 서권기가 있

은 연후에야 얻을 수 있다. 또 난을 치는 법은 화법을 가장 꺼리니 만약

한 붓질이라도 화법이 있다면 그리지 않는 것이 좋다.292)

위의 글은 김정희가 제주에 유배가서 아들에게 쓴 편지에 나오는 구절이다.

여기서 난을 그림에 있어 문자향, 즉 많이 공부하고 높은 정신성을 성취한 이

후에 나오는 문자향이 매우 중요함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글을 쓰듯 난을 그

리고 난을 그리 듯 글씨를 쓴 김정희의 예술정신이 잘 나타난 구절이기도 하

다. 아래의 그림은 이러한 난의 향기를 문자적인 향기와 서권기로 해석한 김

정희의 조형관이 잘 드러난 『난맹첩』중 <국향군자(國香君子)>이다.

291) 백인산, 『선비의 향기, 그림으로 만나다』, 다섯수레, 2012, p.75

292) 앞의 책, p.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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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73] 김정희, <국향군자>, 지본수묵, 22.9 x 27cm, 간송미술관

김정희의 난초 그림에서 추구한 난향의 의미는 권돈인(權敦仁)의 다음의 구절

에서 잘 보여진다.

선가에서 코가 아닌 것으로 향기를 맡고, 혀가 아닌 것으로 맛을 본다는

것이니 형상으로 드러난 것에서 찾으면 안되는 것이다.293)

여기서 난초의 향기는 단순한 후각적 의미의 향기가 아니며, 정신성, 즉 시적

정취의 향기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시적 정취를 드러내기 위한 작가들의 노

력, 즉 시와의 연계성 강조, 후각, 청각과의 연결, 문자향의 강조 등은 그림 안

에 시각적 형상 외에 작가의 관념을 효과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방법들이었

다. 이러한 시적 정취의 추구는 본인의 작업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본인의 작업에서 소재가 된 난 꽃잎의 표현은 시각적 형상의 사실성 보다는

추상적인 표현을 통해 난 꽃에 관한 본인의 관념을 부여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때 화면에서 맑게 선염되어 넓게 퍼져 있는 담채는 난의 향기에 대한 시각

적 표현으로 시적 정취를 높이고자 한 것이었다. 은은하고 여리지만 한결같은

난의 향기는 본인이 선택한 담채적 표현에 의해 서정성을 지니게 된다. <겹-

293) 최열, 『화전』, 청년사, 2004.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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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II >에서는 이와 같은 시적 정취를 위한 담채의 효과에 관한 예시를

볼 수 있다.

[작품 4] <겹-투명성 II>, 120 x 80cm, 견, 채색, 2010

또 하나의 시적 정취를 이루는 방법은 시각적으로 부분을 확대하여 일상의

시공간과는 다른 시각에서 벗어남으로 시적 정취를 이루는 방법이다. 2007년

갤러리 HAAM에서의 개인전의 김기현 평론에는 이러한 언급이 있다. 즉 본인

작품의 클로즈업된 방식은 시적 순간을 만들어 내며 바라보는 시각에 변화를

주어 사물의 본질을 대면하게 한다고 설명한다. 즉 클로즈업은 사물의 현실적

인 시공간에서 격리시키고 대상을 압축적으로 인식시키는 효과로 시적 순간을

만든다는 것이다.294)

294) 김선영 작품에서 보여지는 동시대 감수성은 클로즈업된 화면구성 방식에서 더욱 두드러

진다. 클로즈업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자연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적 순간을 만들

어 내며, 바라보는 시각을 변화시킴으로써 우리에게 사물의 본질을 대 면할 수 있는 기회

를 준다. 작가는 클로즈업 방식이 구체적인 사물의 정체성과 시간성을 앗아 가는 효과를 

통해 자신의 주제를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먼저, 클로즈업은 사물을 현실의 시공간에서 격리시키고 강조하여 시적 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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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겹-투명성 II>에서 난꽃의 중심부가 오른 쪽 상단에 표현되고 난꽃의 꽃잎

이 화면전체에 펼쳐져 그려짐으로써 클로즈업된 상태에서 대상의 일상적 정체

성과 시간성에서 벗어나 시적 정취를 가져오고자 하였다. 마치 꽃잎 속에 들

어가 바라보는 듯한 시각의 형성은 추상성을 강조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꽃잎

부분에 물 스프레이로 만들어진 선은 빛이 스며드는 것처럼 보이는 효과와,

이러한 시적 정취를 더욱 강조한다.

본인의 작업에서 이러한 시적 정취를 나타내기 위한 조형적인 노력은 추상성

의 활용이다. 추상성의 발현은 동양에서 일찌기 동진(東晉)의 고개지(顧愷之)

의 전신사조(傳神寫照)론, 그후 사혁(謝赫)이 기운생동론을 제시할 때 이미 이

루어졌다. 이러한 화론을 바탕으로 소동파(蘇東坡)는 형사에 얽매이는 것은 어

린아이와 같다고 하였으며, 이를 발전시켜 동기창은 남종화 우위론을 바탕으

로 형사보다는 사의가 상위의 개념임을 강조한다.295) 이는 동기창이 저술한

『화지』卷上의 앞부분에 화가의 육법 중 그 첫 번째는 ‘기운생동(氣韻生動)’

이며 이는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태어나면서 알고 있는 것으로 처음부터

그러하게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라는 설명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畵家六

法 一曰氣韻生動 氣韻不可學 此生而知之 自然天授).296) 그렇다면 이러한 사의

성의 강조에도 불구하고 동양회화에서 형태가 완전히 해체되지 않은 것은 동

양회화이론에서의 사의성이 사실론을 전제로 한 이형사신(以形寫神)의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파악하

였기 때문에 인간이 자연이나 대상을 임의로 해체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반

대로 사실성을 추구한 그림이라도 그 내면에서의 진실까지를 요구하여 단순한

만들어낸다. ..... 즉, 대상을 압축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시적 정취를 통해 우리는 

그 대상에 대한 총체적이고 강렬한 이미지를 갖게 된다. 그것과 함께 클로즈업은 

시간의 흐름을 중지시킴으로써 모든 감각을 대상자체로 향하게 하여, 그 대상에 

대한 섬세한 반성적 성찰을 가능하게 한다. 작가는 초시간적 속성으로 시적 정취

를 만드는 클로즈업 방식을 통해 응축된 통찰력으로 존재의 깊이를 볼 수 있기를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다. 

295) 유홍준, 『조선시대화론연구』, 학고재, 1998, p.68

296) 장언원 외 저, 김기주 역,『중국화론선집』, 미술문화, 2002, p.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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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주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러한 이유로 동양회화에서는 형상이

해체되거나 재결합되어지며 나타난 회화양식은 존재하지 않았으나, 그 회화의

정신만은 자연이나 대상의 정신, 또는 작가의 정신을 구현하고자 하는 추상성

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러한 동양적인 회화정신이 구현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수행한 것이 바로 상징성이다. 즉 작가에게 표현의 사의성과 추상성은 유지하

되 형상을 버리지 않는 표현과의 접목이었으므로 형상의 상징성에 의해서 가

능했다.

동양회화에서는 형상을 이용한 작가의 심상의 표현이 일반적으로 작용되었

다. 동양회화의 이러한 조형의식은 또한 동시에 전신 등의 미학을 통해 작가

의 심상과 동시에 그리는 대상의 정신을 표현하고자 했던 점에서 추상성을 내

포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추상성을 동양회화에서 확장시킨 것이

平淡天眞의 문인화론을 제시한 동기창이라는 마이클 설리반의 의견은 주목할

만하다. “form to form, shape to shape" 라는 표현으로 대표되는 그의 의견은

중국회화의 추상성에 대한 기초는 동기창에서 비롯되었다는 설명이다.297) 이

렇게 시, 서와 마찬가지로 산수자연의 조형적 가치를 회화에 끌어넣은 것이

아래의 그림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동기창의 역할이었다는 것이다.

297) 마이클설리반 저, 김기주 역, 『중국의 산수화』, 문예출판사, 1994, p.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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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74] 동기창, <청변산도>, 67.2 x 224.5cm, 지본수묵, 클리블랜드미술관

이와 같이 동양의 전통회화에서 작가의 기운이 그림의 기본 바탕이 되므로 담

한 인성과 평담한 표현에 가치를 두었던 동양조형의식은 현대에는 동양회화의

추상성을 강조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즉 동양 조형의식에

내재해 있었던 형상성을 기초한 사의적 표현에 대한 자유를 부여함으로써 오

히려 표현의 자유를 획득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의견은 캐힐의 문

인화에 대한 정의의 측면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캐힐은 문인화를 두 가지로

정의한다. “첫째로 회화의 질(質)은 주로 그 회화를 창조한 사람의 개인적인

자질, 즉 그 아래에서 그린 회화를 창조한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 둘째는 회화

의 표현내용은 회화의 재현내용과 부분적으로 또는 전적으로 독립될 수 있다”

고 정의하였다.298) 여기서 재현부분과 독립적으로 회화가 작용한다는 것은 이

미 문인화에서의 추상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현대회화에서 작가의 개성과 순

수한 조형성을 표출하고자 하는 의지는 현대회화를 결정짓는 하나의 요소로

298) 수잔부시 저, 김기주 역, 『중국의 문인화』, 학연문화사, 2008,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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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되었다. 즉 서구 미술에서도 그림이 사실성의 추구 외에 작가의 심성이나

개성을 표현하고자 했던 시도는 추상적인 표현의 핵심이 되었다. 이러한 맥락

에서의 淡한 특성이 가지는 추상성의 가치가 현대 회회에서도 작가가 상징과

은유를 통해 추상성을 부여하는 자유를 마련할 수 있으리라는 점에서 그 가치

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서구에서 추상이라는 용어를 미학적으로 처음 사용한 사람은 보링거

(Wilhelm Worringer, 1881-1965)이다. 오늘날 『추상과 감정이입』이라는 제

목으로 널리 알려진 보링거의 논문은 1908년 뮌헨에서 출간되었다. 보링거는

이 논문에서 인간의 감정을 감정이입, 추상충동으로 나누고,299) 인간의 불확실

성의 위협 앞에서 감수성이 추상적 형태를 통해 현실을 초월하고자 한다고 지

적한다.300) 그런 의미에서 추상의 의미를 규정하는데 보링거의 다음의 언급은

의미가 있다.

본래의 예술적 충동은 자연의 모방과 아무 연관이 없다. 그 충동은 단지

어두운 세상 이미지와 혼란한 내부에 대한 유일한 휴식인 것처럼 그저

순수추상을 탐색하고자 할 뿐이다.301)

여기서의 추상은 불안하고 혼돈스러운 외부세계에 따른 충동으로 주로 기하학

적 추상을 가리킨다. 이는 차가운 추상을 일컫는 것으로, 그 이후의 추상에는

이와 함께 서정적인 요소 등의 내적 필연성을 지닌 추상 또한 포함된다. 따라

서 이렇게 자연의 단순한 모방이 아닌 인간 내면의 충동에 주목한 추상의 정

신은 동양회화에서는 일찍이 작가의 인격과 내면수양에 관심을 가졌던 정신과

상통한다. 즉 동양에서의 추상의 의미는 자연주의에 반하여 기하학적인 절대

성의 추구로 나타나는 초기 추상이외의 포괄적인 추상의 의미를 내포한다.

299) 오광수, 『추상미술의 이해』, 일지사, 1988, p.63

300) 알랭봉광 저, 김은정 역, 『추상미술』, 도서출판 한길사, 2000, p.56

301) 보링거 저, 이마누엘 마루티노 역,『추상과 감정이입』, Klincksieck, 1978, p.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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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추상은 단순히 사물을 보고 인식하는 단계에서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사물을 본 후에 작가의 마음속에서 다시 재구성되어 표현된다. 이러한 것은

추상을 비젼의 두 번째 단계로 파악한 칸딘스키의 『과거에 대한 회상』의 글

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즉 계속 보아오던 그림을 문득 다른 방향으로 보았

을 때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에 사로잡혔던 기억을 통해 주제를 전혀 알 수

없으나 오직 순수한 색과 형태만을 통해서 예술 작품이 가능하다는 것을 지적

한다.302) 이 때 칸딘스키는 처음 작품을 그렸을 때의 봄의 방식과 두 번째 우

연히 보게 된 방식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또한 칸딘스키가 법률

가에서 화가로 전환하게 된 결정적 사건도 모스크바 순회전시를 하고 있던 모

네의 <건초더미>를 본 사건으로, 이 때 칸딘스키는 ‘화가가 이렇게 불명료하

게 그릴수 있는 권리가 있는 줄 몰랐다’라고 언급하기도 하였다.303) 이와 같이

추상에서 작가의 재구성된 시각법은 단순히 사물을 보고 관찰하는 시각법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서양의 추상(abstract)이라는 용어는 라틴어 ‘abs-trahere’에서 유래한다. 이는

추상의 의미가 전 구성요소 가운데 어떤 것을 잘라내고 끌어내고 줄이는 것의

의미를 지닌다. 즉 어떤 대상을 생략, 제거, 정리하거나 추출하여 파악하는 심

적 작용임을 의미한다.304) 이렇게 대상을 변형하는 태도는 동양과 서양이 서

로 차이를 가진다. 서양에서는 인간 중심 사고이므로 대상이 바뀔 수 있지만,

동양회화에서 대상은 자연으로 인간이 함부로 해체하거나 변형할 수 없는 존

재이다. 이러한 대물관이 추상표현의 차이를 가져 왔다. 따라서 서양의 추상이

기하학을 위주로 발전해 나간 것은 추상에 관한 개념의 차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동양에서 작가의 감정이입과 대상에 관한

본질적 표현, 그리고 관람자의 느낌을 부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특성은

서로 상통하는 것이며, 이러한 특성은 동양회화의 문인화 정신 등에서 일찍이

발견되었다. 본인의 작업에서 꽃과 난의 형상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묘사하

302) 칸딘스키 저, 장 폴 부이옹 역, 『과거에 대한 회상』, 일지사, Hermann, 1974, p.169

303) 오광수, 『추상미술의 이해』, 일지사, 1988, p.107

304) 오광수, 앞의 책, 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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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으며, 꽃잎의 한부분에 초점을 맞춘 상태로 재구성 되었다. 이러한 시각

적 변화, 즉 크기나 일상의 시점에서 벗어난 변화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시

적 정서를 느끼게 하는 추상성을 부여한다. 이렇게 본인의 작업에 추상성을

부여할 수 있었던 발상은 평담을 통해 문인들이 본인의 시각을 통해 본인의

인식이 우러나오며, 보는 이로 하여금 더 큰 상상력과 기운을 느끼게 하고 싶

었던 동양회화의 추상성 추구에서 비롯된 것이다.

위에서 설명된 상징성은 이러한 추상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상징성의

경우, 이는 보여지는 형상 이외의 것에 대한 관람자의 상상이나 감정을 일으

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본질적이다. 특히 본인 작업에서 투명성이나 담한

표현은 보는 이로 하여금 상상력을 부여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든다. 따라서 본

인 작품에서의 상징에 의한 소통은 단순히 작가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보는 이의 생각이 포함되게 된다. 이러한 상징성의 성격은 은유의 역

할을 수행하게 되고 이러한 은유의 역할은 작품에 추상성을 부여한다. 은유의

흥미로운 특성은 다른 것을 연상시키고 느끼게 하는 특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따라서 생명력에 관한 상징성은 본인 작업의 추상성을 함께 부여되게 된다.

동양회화에서의 생명력은 ‘기운(氣韻)’으로 나타나며, 이는 화가가 추구하는 가

장 이상적인 경지일 뿐 아니라 화가의 인성과 감성을 표현할 수 있는 결정적

매체이다. 또한 동양회화의 상징성은 회화에 있어서 형상을 단순히 형상의 모

습 그대로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형상을 통해 작가의 감정이나 의도 등의 추상

성을 드러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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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인 작품에서의 平淡과 담채의 의미

1) 고요(靜) 

    

담채법이 가지는 ‘平淡’의 미학의 가치 중 본인이 추구한 가치 중 하나는 ‘고

요하다’는 의미의 ‘靜’이다. ‘고요하다’는 실제로 청각적인 상태이나 ‘平淡’의

미학과 담채법을 통해 시각적으로 이러한 고요한 상태를 표현할 수 있다. 요

란하고 강한 특성이 아닌 고요함의 특성은 보는 이의 마음을 평화롭게 할 수

있다. 고요한 특성은 모든 것을 수용하여 주변을 중화하고 중용의 태도를 취

하는데 가장 필요요건이기도 하다. 노자도 이러한 점을 강조하여 고요함 정

(靜)이 시끄러운 것의 임금이 된다(靜爲躁君)고 지적한 바 있다.305) 이러한 고

요함은 平淡으로 미학적 기준으로도 사용되었다. 다음 구절은 미불이 거연의

산수화의 정취를 높이 평가하면서 사용한 구절이다.

거연이 소년이었을 때는 반두준을 많이 제작했지만, 늙게 되자 평담의

정취가 높아졌다.( 巨然少年時 多作磐頭 老來平淡趣高) 306)

회화에서 나타나는 고요함의 특성은 자주 쓸쓸하고 고독한 상태와도 연관

되어 나타난다. 구양수가 산수화에 쓴 제발에서도 나타난 쓸쓸함과 평온한

것(蕭條淡泊)307)은 문인화가에게 도달하기 어려운 과제와 같은 상태였다. 이

러한 과제는 본인에게도 마찬가지로 본인 작업의 목적은 자연의 조화로운 에

너지를 통해 관람하는 사람의 마음을 정화하여 고요하고 평화롭게 하고자 하

305) 김경수 역, 『노자역주』, 문사철, 2009, p.349

306) 수잔부시 저, 김기주 역, 『중국의 문인화』, 2008, 학연문화사, p.125

307) 쓸쓸함과 평온한 것(蕭條淡泊), 이것은 그리기 어려운 특질이다. 그런데 어떤 화가가 그   

것들을 그럭저럭 성취했더라도 보는 사람이 이것을 알지는 못할 것이다. ..... 한가한 조   

화로움이나 놀랄만한 고요함은 형상화하기가 어렵다(蕭條淡泊 此難畵之意 畵者得之 覺者

未必 識也...... 趣遠之心難形).(수잔부시, 앞의 책, 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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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고요함의 특성이 가질 수 있는 특성의 또 하나는 보는 이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다는 데 있다. 강하고 시끄러운 것이 먼저 시선을 잡을 수는 있으나, 오

래 보기는 힘이 든다. 그러나 고요한 것은 일단 시선을 잡은 후에는 오래 보

게 하는 힘을 지닌다. 본인 작업에서 견에 의한 바탕성의 극대화와 고요함을

추구하는 담채법은 오히려 보는 이의 시선을 끌어들이는 효과를 지닌다. 견

의 특성중의 하나는 빛을 반은 반사하고 반은 흡수하여 은은한 광택을 만들

어내는 효과를 지닌다는 것이다. 또한 조용한 담채의 사용은 관객으로 하여

금 집중할 수 있는 효과를 지닌다. 따라서 고요하다는 특성은 표현하는 작가

의 입장에서는 자연의 爲而爲를 표현하여 평화로움 가운데서 움직임을 드러

내고자 하는 화의에 적합한 특성이며, 관객에게는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효

과를 거둘 수 있는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아래 도판에서 보여 주고자 하는

고요함은 자연의 조화로운 에너지를 통한 평화로움의 전달이라는 의도를 가

진다.

[작품 6] <푸른 명상 II>, 84 x 88cm, 견본채색,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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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담(淸淡)

平淡 사상은 淡을 통해서 더욱 그 정신성을 드러내기가 수월하다. 이는 위

의 전통적 사상과 平淡의 연관성에 관한 2장에서 자세히 살펴보았듯이, 인격

을 드러내고자 하는 동양의 전통적 회화관에서 맑은 인성을 가장 이상적인

상태로 여김으로 인해, 조형적으로 나타난 표현 역시 맑은 상태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맑음을 가장 이상적인 상태로 여기는 것은 동양의 사

유방식에만 존재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平淡의 맑다는 특성은 본인 작

업의 담채와의 연관성에서도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平淡의 미학에서의 맑다는 특성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이러한 맑음의 특성은 미학적 기준 이전에 동양의 사유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사상이나 종교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동양의 사유방식에 큰 영향

을 준 불교의 입장에서는 특히 이러한 맑음을 지혜, 즉 사물의 본질을 파악

하기 위한 마음 바탕의 원 상태로 보고 있다. 즉 『육조단경(六祖壇經)』에서

는 마음이 맑은 상태를 유지할 때만이 지혜를 깨닫고 본연의 마음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08) 이에 맑음과 관련된 혜능대사의 육조단경의

본문을 살펴보면 이 때 맑음이 맑고 깨끗하다는 의미로 淡, 淸. 淨의 표현이

쓰이고 있다. 이중 불교에서는 淨의 표현으로 나타난다.

만약 깨끗함을 본다고 말한다면 사람의 성품은 본래 깨끗한 것인데 망념

으로 진여가 뒤덮여 가린 것이므로 망념을 떠나 본래 성품대로 깨끗한

것입니다.309) (若言看靜, 人性本淨 爲妄念故 蓋覆眞如, 離妄念 本性淨.)

(육조단경, 9장) 무엇을 청정 법신불이라 합니까? 선지식 여러분, 세상

사람의 성품은 본래 저절로 깨끗하여 온갖 법이 자신의 본 성에 있습니

308) 김선영 외,「전통회화교육을 위한 평담천진사상의 고찰」, 한국조형교육학회, 2009, p.41

309) 혜능 저, 김윤수 역,『육조단경읽기』, 마고북스, 2003, p.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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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온갖 악한 일을 생각하면 곧 악을 행하게 되고 온갖 선한 일을

생각하면 곧 선한 행동을 닦게 됩니다. 이와 같이 모든 법이 모두 자기

의 본성에 있고 자기의 본성은 항상 청정함을 알아야 합니다.

해와 달은 항상 밝지만 단지 구름에 덮여 가리우게 되면 그 위는 밝아도

그 아래는 어두워 일월성신을 밝게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홀연

히 지혜의 바람이 불어 구름과 안개를 다 걷어 버리면 삼라만상이 일시

에 모두 나타납니다.

세상 사람의 본성이 청정함도 맑은 하늘과 같고 지혜는 해와 달과 같은

것입니다. 지혜는 항상 밝게 비추고 있지만 밖으로 경계에 집착하여 망

념의 뜬구름이 덮여 가려 자기의 본성이 밝아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

다. 그러므로 선지식을 만나 참된 가르침을 받아 미망을 불어 물리치면

안과 밖이 서로 통해 환히 볼 수 있어 자기 본성 가운데 온갖 법이 모두

나타나게 됩니다. 모든 법이 자기의 본성 가운데 있는 것을 청정신불이

라 합니다. 자기에게 귀의한다는 것은 선하지 못한 행동을 없애는 것, 이

것을 귀의라 합니다.310) (육조단경,10장)

불교에서는 특히 맑고 깨끗함을 지혜, 즉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마음

바탕의 상태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육조단경에서 이러한 구체적 내용을

살펴 본 결과, 마음은 본데 깨끗한 상태이므로, 지혜의 바람이 불어 밝은 해

와 달을 가린 망념을 걷으면 진여를 드러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렇게 맑음

310) 『육조단경(六祖壇經)』10장 

     何名 淸淨法身佛?

     善知識, 世人 性本自淨 萬法在自性. 思量一切惡事 卽行於惡, 思量一切善事 便修  

於善行.  知 如是一切法盡在自性 自性常淸淨. 日月常明 只爲雲覆蓋 上明下暗 不

能了見日月星辰. 忽遇慧風吹散 卷盡雲霧 萬像 森羅 一 時皆現. 世人性淨 猶如淸

天, 惠如日. 智如月. 智惠常明, 於外著境 妄念浮雲蓋覆 自性不能 明. 故遇善知識 

開眞法 吹却迷妄, 內外明徹 於自性中 萬法皆見. 一切法自在性 名 爲淸淨法身佛.  

自歸依者, 除不善行 是名歸依.(혜능, 김윤수역,『육조단경읽기』, 마고북스, 

2003, p.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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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태를 최상의 상태로 보고 있는 것이다.311) 또한 ‘내외명철’이란 안과 밖

이 서로 통하여 환히 볼 수 있는 완전히 지혜를 얻은 상태로, 이 또한 온전한

지혜의 경지를 안과 밖이 서로 보여지는 맑음의 상태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맑음에 대한 경지의 추구는 문인화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북

송시대의 문인화가였던 소식은 연숙(燕肅, ?-1040)이 그린 산수화를 평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연공의 운필은 전적으로 하늘이 낸 것이라. 찬연하게 날로 새로워진다.

이미 화공의 계산을 떠나 시인의 맑음과 아름다움을 터득했다.

( 燕公之筆, 渾然天成, 粲然日新, 己離畵工之度數, 而得詩人之淸麗也.)312)

여기서 ‘맑음과 아름다움(淸麗)’ 역시 맑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화가가 계

산하여 인위적으로 그려낸 경지가 아닌 문인의 맑음에 비유하여 그 그림의

경지가 설명되고 있다. 여기서의 淸은 淡이나 麗와는 조금씩 다른 의미를 내

포한다. 그러나 淸의 일관되게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맑다는 의미일 것이다.

본인 작업에서 맑음은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본인이 작업의 주제로 삼는 자

연의 생명력에 관한 가장 중요한 특성이기도 하다. 즉 자연의 물이나 공기는

맑을 때 가장 생명력을 지닌다. 본인 작업의 주제가 되는 자연의 생명력은

이러한 맑은 표현으로 인해 더욱 강조될 수 있다. 아래의 그림은 자연의 생

명력을 주제로 한 작품으로 위에서 설명한 맑은 표현으로 주제를 강조하고자

노력하였다.

311) 혜능, 앞의 책, p.160

312) 혜능, 앞의 책, 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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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7] <생명-투명성 I>, 80 x 120cm, 견본채색, 2010

위의 불교의 淸淨에 대한 추구에서 보았듯이, 맑음은 안과 밖이 서로 관통하

여 비추어 보이는 상태를 말하므로 맑음을 추구하는 미학은 재료적 측면을

통해서도 성취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동양의 바탕재는 얇은 것을 특성으

로 하므로 이러한 얇은 바탕재는 맑은 표현의 가장 전제 조건이 되기도 한

다. 일반적으로 두터운 바탕재를 이용할 경우 안료 역시 두텁게 쌓아 올려야

그 효과를 볼 수 있다. 바탕재의 두께가 두터울 경우 섬유조직 사이가 넓어

서 안료 역시 너무 섬세하지 않은 안료를 두텁게 칠할 때 더 효과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얇은 바탕재가 기본이 되어 맑은 표현이 효과적인 수묵 담채의

발전이 자연스럽게 전개되었다.

본인 작업에서도 맑음은 가장 중요한 平淡의 의미이다. 본인이 작업을 진행

하면서 平淡의 사상과 수묵담채법에 관하여 연구하고자 했던 시작점에도 맑

음이 있다. 맑은 표현은 본인이 추구하는 가장 핵심적 표현방법이기도 하거



- 182 -

니와 본인의 개성적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표현법이기도 하다. 물의 적절

한 사용을 통하여 맑은 표현을 만들어 내는 것에 본인은 많은 흥미를 느낄

뿐 아니라, 맑은 표현에 본인이 이루어내고자 하는 감성영역이 존재한다. 표

현기법에서도 맑음을 이루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였다. 견의 사용도 채색의

맑음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처음 사용되었고, 이러한 견위에 선염된

채색의 맑음의 극대화를 위하여 배접을 피하고 견 틀 밑에 공간을 두어 그

맑음의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본인 작업에서의 맑음은 본인이 작업에서

사용하는 주제 부분인 자연의 생명력을 표현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3) 담박(淡泊)

‘平淡’의 해석 중 주요한 하나는 담박하고 담백함을 일컫는 ‘담담하다’는 표

현이다. ‘담담하다’는 너무 강하고 격동적인 요소가 없이 평이한 상태가 지속

되는 것을 일컫는다. 많은 변화와 강한 변동 보다는 거의 변동이 없는 상태

를 계속 유지할 때‘담담하다’는 표현을 쓴다. 동양 철학의 노자에서는 맛이 없

는 무미의 상태로 담담함을 예시하고 있다. 이러한 무미의 경지는 마치 한국

의 쌀밥처럼 다른 강한 맛보다 더 오래 질리지 않는 특성을 지니게 된다. 그

림에서도 담담함을 유지하여 관람자로 하여금 금방 식상하지 않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동양의 시각적 효과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담담함에 관하여 수

잔 부시는 『중국의 문인화』에서 平淡이 곧 담담함을 이름이며, 이것은 ‘근

원적 깊이가 있는 단순성을 기술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313)

즉 이러한 平淡의 담담함의 특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조형적으로 단순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인은 작품에서 색의 사용을 통해 단순성

을 얻고자 하였다. 여러 가지 색을 동시에 많이 사용하기 보다는 계통색으로

313) 수잔부시, 앞의 책, 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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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하여 표현하는 방식으로 담담함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봄의 숨결>에서

이와 같은 계통색의 단순성을 관찰할 수 있다.

[작품 8] <봄의 숨결 I>, 190cm x 80cm, 견, 채색, 2009

또한 같은 색을 넓게 번지게 하는 선염방식은 이러한 담담함을 강조하는 결

과를 가져온다. 담담함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세밀하게 각획하는 표현을 피하

고 최대로 넓게 번지는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이러한 표현의 차이에 따른 平

淡의 추구에 관한 언급은 동기창의 『화지』에도 나온다. 평담을 이루고자 하

는 그림에서는 그림을 세밀하게 각획하기 보다는 단순한 추상성을 강조하였

다.(至如刻畵細謹 爲造物役者)314) 또한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단순성을 강조하

여 표현하는 것은 담담함을 강조하는 핵심적 표현의 방법 중의 하나이다. 본

인 작업의 주제가 되는 자연을 표현함에 있어 근원적 단순함을 강조하여 번

다하지 않은 단순한 표현을 지향한 것은 담담함을 이루기 위한 노력에서 비

롯되었다.

314) 장언원 외 저, 김기주 역, 『중국화론선집』, 미술문화, 2002, p.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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平淡의 담담함의 미학을 실현하는데 사용되는 본인의 표현 방식은 인위적인

것을 피해 자연스럽도록 표현하는 것이다. 이는 지극한 도는 번다하지 않기

에 ‘공들이지 않은’의 효과를 내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315) 이러한 표현의 근

거는 불교의 선의 대가들에 대한 논평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담담함 역시 이

러한 공들이지 않은 단순성으로 가능하리라고 생각되었다. 이러한 공들이지

않는 담담함의 미학에 관한 언급은 북송시대의 문인이었던 동유가 이원본의

그림에 추가적으로 쓴 제발인 “...귀한 것은 계획 없이 성취된 닮음인 것이

다.”316)의 내용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여기서 ‘계획 없이 성취된 닮음’은 인위적이지 않은 즉흥적이고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형상을 말한다. 이는 본인 작업에서 즉흥성에 관한 담담함 추구의

노력과 비교해 생각해 볼 수 있다. 견이라는 재료의 섬세함은 자칫 지나친

장식성이나 인위적인 작위성을 가져오기가 쉽지만 본인은 투명바탕을 사용하

고 하도가 없는 즉흥성과 본인의 개념에서 한번 걸러낸 형상의 추상성을 통

해 자연스러움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平淡의 미학 중 담담함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용된 표현 방식의 또 하나는

여백이다. 위에서 설명한 平淡의 담담함을 강조하기 위해 실천적 방법으로

화면을 비워두는 방식을 택하는 것은 여백을 강조하고 시적 정취를 부여하여

담담함을 추구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 방법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平淡

의 미학은 여백의 미학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들어가는 대상의 크기와 위치

는 더욱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이는 즉흥적으로 결정되는 선염방식의

작업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어떠한 공간을 어떻게 비워두는 가에 관한 문제 역시 화면의 平淡을 결정짓

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부분의 平淡을 드러냈던 문인화나 남종화의 경

우 여백이 강조되지 않은 경우는 없다. 따라서 平淡의 미학을 추구하는데 여

315) 나는 처음에 그림을 감식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참선함으로 ‘공들이지 않음의 효과를  알

게 되었고, 도를 공부함으로써 지극한 도는 번다하지 않음을 알았다. (徐初未當識畵 然參

禪而知無功之功 學道而知至道不煩) (수잔부시 저, 김기주 역,『중국의 문인화』, 학연문화

사, 2008, p.94)

316) 수잔부시, 앞의 책, p.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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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의 강조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3. 본인작품의 유형별 특성과 표현 기법

1) 시기별 작품 유형

본인은 1996년에서 2012년에 이르기까지 서울, 샌프란시스코, 뉴저지 등에서 17회

의 개인전을 가진 바 있다. 이 중 본 연구의 대상이 된 본인의 작품은 본인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돌아 온 2005년부터 2012년 사이의 작품을 주 대상으로 했다. 본

인의 작품의 특징이나 작품의 추구하는 정신성이 이러한 년도를 기점으로 정확히

나누어지는 바는 아니나, 본 연구에서는 본인이 맑은 담채법과 平淡 사상에 관심을

가지고 몰입하여 작업한 시기의 작품을 대상으로 하고자 했다. 2005년에서 2012년

사이의 작품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제1단계는 2005년에서

2007년이고, 제2단계는 2008년에서 2009년이며, 제3단계는 2010년에서 2012년이다.

이에 각각의 시기의 작품 유형을 분석하고, 그 특징과 차이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고

찰하고자 한다.

(1) 제 1 단계

2005년에서 2007년에 이르는 제 1단계의 가장 큰 특징은 본인 작업의 주제가 되는

‘자연의 생명력’을 표현하기 위한 소재가 날개나 잎, 물 등의 여러 소재에서 꽃으로

통일되어 나타나기 시작하는 단계라는 점이다. 이 단계의 중요성은 본인이 담채가

본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작업의 주제와 소재에 매우 적절하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는

데 그 중요성이 있다. 꽃은 선사시대부터 조형적 소재로서, 벽화나 문양의 형태로

등장하고 있으며, 화훼화에 관한 기원을 M. 설리반은 인도와 중앙아시아로 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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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17) 다나까 유우조는 『시경(詩經)』에서 찾고 있다.318) 우리나라의 경우 고려시

대 중국과의 활발한 교류로 송(宋)의 원체 화풍의 영향을 받아 11세기경 화조화가

도입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12세기 그 수준이 상당히 진척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사실은 고려불화에 등장하는 수준 높은 꽃과 새의 표현을 통해 알 수 있

다.319) 조선시대에 이르러는 산수화, 인물화와 더불어 회화의 장르로 확고하게

자리매김 되어 진다. 중국의 오, 송대 이후 확고한 자리를 잡은 화조화는 전

통적인 구륵진채법(鉤勒塡彩法)을 중심으로 그려지는 화원들의 공필화법(工

筆畵法)과 파발묵(破潑墨)을 통해 몰골법(沒骨法)으로 그려지는 문인, 사대부

들의 사의화법(寫意畵法)으로 대별되는 회화적 표현방식이 양대 축을 형성하

면서 계속적인 발전을 이루게 된다. 중국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회화사를 발

전시켜온 우리나라에도 많은 화가들이 고려시대부터 화조화를 즐겨 그리게

되었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일반회화의 눈부신 발전의 시기로 화조화 역시

조선적인 화조화풍이 발전하여 중국이나 일본과 다른 독자적인 화조화풍을

만들어 냈다.320) 조선시대에서의 문헌을 살펴보면 화조는 회화의 화문에 대

한 구분으로 사용되었다기 보다는 회화의 소재적 분류로 지칭되었으며, 영모

라는 용어가 더 일반적이었다. 『경국대전』에 보면 화원의 취재 화문으로

대나무, 산수, 인물, 영모, 화초로 되어 있고 규장각의 자비대령화원의 녹취재

시험의 화문은 인물, 산수, 속화, 영모, 초충, 누각, 문방, 매죽이다.321) 이렇듯

화조화는 문자적으로는 꽃과 새만을 의미하나 시대에 따른 이론가들의 화문

분류의 방식에 따라 관의나 협의의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그래서 광

의의 개념에서는 식물계를 대표하는 화(花)는 꽃 뿐 아니라 초본과 목본의

전체 식물을 대표하게 되고, 동물계를 대표하는 조(鳥)는 날짐승과 들짐승 그

리고 가축과 초충까지를 포함하게 되었고 혐의의 개념에서는 영모와 화훼만

을 대표하게 된다. 시대가 지남에 따라 화조화는 대표적인 회화의 소재로 뿐

317) Michael Sullivan 저, 손정숙 역,『중국회화사』, 열화당, 1982, p.193

318) 下店靜市,『支邦繪畫史 硏究』, p.44

319) 유정상, 앞의 논문, p.8

320) 장지성,「전통화조의 개념과 상징해석에 대한 고찰」, 미술교육논총, 2008, p.298

321) 강관식,『조선후기궁중화원연구』, 돌베개, 2001, pp.11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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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상징성과 그 의미의 부여로 영모와 화훼가 서로 조응한 그림이라는

의미로 구체화되어 졌다.322) 조선 시대에 그려진 화훼로는 모란, 포도, 해당

화, 난초, 국화 등의 화훼가 있으며 그 중에서도 묵죽과 묵매가 가장 많이 다

루어졌다.323) 신사임당(申師任堂)은 남들이 소홀히 넘기기 쉬운 사소한 잡초

와 곤충들을 소재로 자연친화적인 초충도를 그려 초충도의 기반을 마련하기

도 하였다.324) 이후 수묵담채를 위주로 화훼화가 문인들을 중심으로 많이 그

려져 조선조의 개성적 화풍을 보여주었다. 이렇듯 화훼를 그리는 것은 우리

나라 회화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본인이 꽃을 그림의 소재로 삼게 된 계기는 이 시기에 작업하는 주변에 꽃을 관찰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던 환경 때문이었다. 샌프란시스코에 살던 시절 집 근처에

규모가 매우 큰 꽃밭이 있었는데, 이 때 관찰한 가지각색의 꽃들은 본인 작업에 새

로운 영감을 부여하였다. 이전 시기 본인은 ‘자연의 생명력’을 표현할 수 있는 소재

로 크고 넓은 산이나 물 등에서 그 소재를 찾으려 했었다. 하지만 문득 매일 걷는

길 위의 아주 작은 꽃 한송이에도 자연의 조화로움이나 우주의 원리가 다 포함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아주 여리고 작은 꽃으로부터 강하고 질긴 생명력이

역설적으로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꽃잎의 여리고 맑은 재질감은 본인

이 담채를 극대화하고자 한 작업의 초기 동인(動因)으로 작용하였다. 이때부터 자연

을 대표하는 소재로 꽃잎들을 관찰하여 사용하게 된다. 꽃을 주소재로 하는 특징들

을 작품의 제목에서도 주로 나타난다. 아래 <꽃의 이미지>, <이미지-꽃>, <반영-

꽃>, <꽃의 이미지 II>의 제목에는 모두 꽃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통해서 이

당시 꽃을 그림의 소재로 사용하는데 강한 영감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여기서 등장하는 꽃의 이미지는 여러 송이가 아니라 한 송이로 구성되어 있

다. 여기서 한 송이에 관한 의미는 꽃의 경우 꽃받침을 중심으로 꽃잎이 모아지게

된 점에 주의하여 발상된 것이며, 한 송이의 꽃이 하나의 우주로 완전하게 존재한다

는 의미를 가진다. 이는 불교에서 한 송이의 연꽃이 진흙같이 더러운 사바세계 가운

322) 장지성, 앞의 논문, p.322

323) 홍선표, 앞의 책, p.226

324) 김선영 외, 앞의 논문,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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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에서도 부족함 없이 깨끗하고 완전한 불성을 상징하는 것과 같다. 꽃잎이 꽃술과

꽃받침을 중심으로 모여지는 원리는 우주의 조화로움을 내포한다. 모든 꽃잎은 하나

로 모여질 때 꽃일 수 있다. 이러한 ‘모임의 원리’는 자연의 조화로운 질서를 느끼게

한다. 모든 꽃잎은 모여짐에 있어 나름의 질서를 가지게 되며 그 꽃의 특성은 이러

한 질서로 나타난다. 이러한 질서를 관찰하고 표현하는 것은 창조의 조화로운 질서

를 깨닫는 순간을 만들어 준다. 특히 본인 작품의 주제인 자연의 생명력을 꽃 한송

이로 표현하는 의도는 연약하고 맑은 잎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강한 생명력을 표현

하는 꽃의 생명력에 대한 역설적인 특성을 여러 송이의 꽃 보다는 한 송이의 꽃이

더 강조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꽃이 지니는 자연의 생명력과 투명한 꽃잎

의 맑음은 한 송이이기 때문에 더 소중하고 가치 있게 느껴질 수 있다. 이는 한순간

피어 사라지는 꽃의 속성 때문에 꽃의 피어있음이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효과와 마

찬가지이다. 연약하지만 강한, 그래서 더 소중한 자연의 생명력의 상징으로 표현되

기에 꽃 한송이가 줄 수 있는 효과는 크다. 또한 한송이의 꽃은 그림에 정형성을 부

여한다. 즉 꽃을 대표하는 느낌을 강하게 줄 수 있다. 이러한 정형성은 전통적인 화

조화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즉 중국의 경우 목단에 의한 부귀의 상징이 있었

고, 우리나라의 경우 봉숭아와 맨드라미에 의한 벽사(辟邪)의 의미를 강하게 가진다.

이러한 정형성의 추구에서 화면 가득 꽃을 한송이 넣을 경우 그 꽃에 대한 정형성

이 강조될 수 있다. 본인 작업에서도 꽃의 정형성을 강조하여 자연의 생명력을 상징

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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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9] <이미지-꽃>, 130 x 80cm, 캔버스, 아크릴, 2006

<이미지-꽃> 은 꽃의 부분을 확대하여 꽃잎을 넓고 맑은 색채 면으로 표현하여

꽃잎이 주는 자연의 생명력을 추상적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한 작품으로 하도나 밑그

림을 바탕으로 형상의 재현에 초점을 두지 않고, 물과 시간의 조절, 그리고 한번 붓

을 대면 원하는 표현을 바로 해야 되는 동양화의 일회적 표현의 특성상 담채법을

통한 즉흥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본인의 개념 안에서 걸러진 꽃의 형상이 순간적

판단에 의해 그려졌다. 특히 담채법이 강조되는 본인의 작품에서 맑은 표현을 위한

일회적 붓놀림은 매우 중요하다. 여러 번 붓을 댈 경우 붓의 흔적이 모두 고스란히

남으므로 신중한 결정이 요구되었다.

이 그림에서 꽃잎이 화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꽃잎의 형상성 보다는 조형적

추상성이 조금 더 강조되고 있다. 화면전체의 구도가 주는 조형성과 담채로 넓게 번

져나간 꽃잎의 효과에 보다 치중하였다. 이 때 꽃은 화면을 가득 채워 계속 연장선

상에서 바라보게 되고 이러한 시각적 효과는 화면을 더 크게 보이도록 할 뿐 아니

라 관람자에게 상상력을 부여할 수 있다. 물의 양과 시간에 따른 번짐의 효과를 극

대화하여 수분을 머금고 투명하게 비추는 꽃잎의 서정성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아래의 그림 <반영-꽃>도 꽃송이 전체를 다 그리지 않고 확대하여 사용한 구도는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보는 사람에게 시적인 정취가 느껴지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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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노력이다. 이 작품에서는 물에 비친 꽃의 형상을 담으려고 시도하였다. 꽃

잎이 내포한 자연의 요소가 물과 빛일 경우, 물속에 비춰지는 꽃잎을 통해 투명성이

강조된 자연의 조화로움과 생명력의 아름다운 특성을 담으려하였다. 맑은 표현에 관

심을 두고 전통적인 ‘平淡’에 깊이 몰두하게 된 계기도 이러한 꽃잎의 淡한 특성에

깊이 매료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꽃의 담한 특성에 관한 생각은 문인화가들의

조형적인 사고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다음은 탕후(湯垕)의 『화론(畵論)』에 나오

는 구절이다.

대체로 꽃은 지극히 맑은 것(至淸)이기 때문에 화가는 마땅히 관념(意)으

로 그것들을 그려야만 한다. 단지 형사에만 있지 않다.

(蓋化之至淸, 畵者當以意寫之, 不在 形似耳)325)

이렇게 문인화가들에게 꽃은 맑은 특성으로 사의화되어 표현되곤 했다. 따라서 본인

의 작업에서도 꽃의 맑음의 속성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꽃의 형상성보다 시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이 더 적절하였다. 수분의 번지는 과정과 밑바탕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효과를 통해 빛의 효과를 낼 수 있었다. 캔버스라는 재질은 수분이 건조되는 과정이

오래 걸리며, 이 과정을 적절히 활용하여 빛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여러 실험적 과

정을 거쳐 완성할 수 있었다. 발라진 색채가 마르기 전 스프레이로 물을 쏘면 안료

가 빗겨나가 빛이 스며드는 듯한 효과가 나왔다. 이러한 효과를 꽃잎에 비쳐진 빛의

효과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발상은 동양회화의 발묵의 과정을 통해 나왔다. 먹을 화

면에 그리기 전 먼저 수분을 적셔 먹을 골고루 퍼지게 하는 발묵법은 먹의 사용에

앞서 물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경우이다. 본인 작업에서 물의 사용이 가지는

특징은 이러한 발묵법보다 가늘고 강하게 물을 쏘아 물이 안료위에 역으로 선을 만

들어내는 표현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물을 사용하는 시점은 안료가 완전히 마르기

조금 전으로, 안료를 칠하고 바로 물을 쏠 경우 물로 만든 선이 번져 잘 나오지 않

고 완전히 안료가 마른 후 물을 쏠 경우, 물이 안료를 벗겨내지 못하므로 시간의 선

택이 중요하다. 아래의 <반영-꽃>의 부분 그림에서는 스프레이로 만든 빛의 느낌이

325) 수잔부시, 앞의 책, p.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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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보여진다.

[작품 10] <반영-꽃>, 100 x 180cm, 캔버스, 아크릴, 2006

[작품 11] <반영-꽃> 부분

(2) 제 2 단계

2008년에서 2009년에 이르는 제2단계에서는 담채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에 관

하여 깊이 연구하기 시작한 단계이다. 이때 담채가 가질 수 있는 미학적 가치, 즉

동양회화에서 ‘淡‘의 미학이 매우 특징적이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숙고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의 작품에서는 바탕재로 견이 사용되는 변화를

가져왔고, 이에 따라 꽃을 그리는 구도와 조형적 표현에도 변화가 생겼다. 반은 반

사하고 반은 흡수하는 고급스러운 견의 광택이 담채에 의한 꽃잎의 표현과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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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작업 의도에 매우 적절하게 활용되었다. 아래의 그림 <생성 II>, <겹침-자

연 I>, <펼침>, <잔상> 은 이 시기에 그려진 그림들이다. 이 시기에 사용된

구도 중 한 쪽에 중심을 두는 변각구도(邊角構圖)가 분명하게 나타난다. 본인

작업에서의 변각구도는 본인 작품의 구도를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하게 작용

한다.

동양회화에서 구도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되었다. 고개지(顧愷之)의 『위진승

류화찬(魏晉勝流畵贊)』중 “그 위치를 찾아 세력을 배치시켜 그림의 변화를

통달할 것이다(尋其置陳布勢, 是達畵之變也)”326)고 하였고, 남제(南齊) 사혁

(謝赫)은 畵六法을 논하면서 육법 중 다섯째를 경영위치(經營位置)라고 하여

구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327) 또한 당의 왕유(王維)의『산수론(山水論)』

가운데 “무릇 산수화를 그릴 때 그 뜻이 먼저 있어야 한다(凡畵山水 意在筆

先)”328) 고하여 구도의 구상이 그림제작의 가장 선행되는 과정임을 설명했다.

이와 같이 동양회화에서는 오래전 漢나라 류안(劉安)으로부터 구도상의 전체

와 부분의 관계를 제기하였으며, 東晋시대의 고개지의 치진포세(置陳布勢)와

사혁의 경영위치(經營位置)는 구도를 잡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 제시이다. 置

陳이란 그림 중 형상의 위치배열을 가리키고, 布勢는 배치된 형상의 내재적

역동성과 구체적 내용을 가리키며, 결국 치진은 포세로 귀납된다.329) 곽희의

“뜻을 세워 경물을 결정한다(立意定景)”라는 것도 작가가 자연과 인생에 관

한 감정과 이해를 먼저 마음속에 준비하여 구체적 형상을 운용하여 파악함으

로써 그 의미를 표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330) 따라서 구도는 작가가 그림을

그리기에 가장 앞서 구상해야 할 가장 중요한 조형요소인 것이다. 이와 같이

본인의 작품에서도 꽃 한송이를 크게 하고 중심을 한쪽에 치우치는 구도는

326) 원금탑 저, 이근우 역,『중·서 회화구도비교 연구』, 예서원, 2004, p.32

327) 사혁,『육법론(六法論)』

     六法者何 一, 氣韻生動, 二, 骨法用筆, 三, 應物象形, 四, 隨類賦彩, 五, 經營位置, 六, 轉利

模寫是也 (원금탑, 앞의 책, p.32)

328) 원금탑, 앞의 책, p.32

329) 원금탑, 앞의 책, p.34

330) 원금탑, 앞의 책,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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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작업의 주제인 ‘자연의 생명력’의 의미를 표출하기 위한 가장 전제적 장

치이다.

본인의 작품에서 보이는 변각구도는 본인 작품에서 담채가 가지는 담담함의

강조를 그 목적으로 한다. 즉 강조점을 한 쪽으로 치우치게 둠으로써 좀 더

넓은 면적의 맑고 담한 영역을 구축할 수 있다. 또한 한 쪽으로 치우친 중심

점은 꽃의 중심이 꽃잎들을 모두 집중하여 모아 조화의 질서를 보여주듯이,

화면 전체의 초점을 만들어 그림이 지루해지는 것을 막는 시각적 효과를 지

닌다. 이러한 변각구도는 전통적인 회화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주로 왼쪽의

위쪽에 중심을 두고 오른 쪽의 아래쪽을 비워두는 변각구도는 특히 일각구도

(一角構圖)라고도 한다. 광활한 자연의 경관을 모두 자세히 그리는 것이 아니

라 그중 한 부분을 근경으로 부각하여 화면 한쪽 구석에 포치(布置)시키고

중경과 원경은 대개 안개 등의 처리를 이용해 여백으로 표현하는 구도법이

다. 남송(南宋)의 화원화가인 마원(馬遠) 및 마씨 부자 등에 의해 완성되었기

때문에 마일각(馬一角)·마지일각(馬之一角)이라고도 한다.

마원과 하규에 의해 성립된 마하파(馬夏派) 화풍의 중요한 특징이며 대체로

여백의 비중을 높혀 넓은 공간을 암시하거나 서정적인 분위기를 나타낼 때

또는 자연의 어떤 경관을 부각시킬 때 사용한다. 조선 초기의 화원 이상좌

(李上佐)의 전칭작품인 <송하보월도(松下步月圖>는 이 구도법을 사용한 대

표적인 예이다.331)

331) 브리태니커(Britannica) 백과사전, 한국 브리태니커 온라인

  http://preview.britannica.co.kr/bol/topic.asp?article_id=b09b285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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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75] 이상좌, <송하보월도(松下步月圖>, 82.3 x 190.6cm, 견본담채,

국립중앙박물관

<겹침-자연 I>은 견을 사용한 시기의 매우 초기 작품으로 꽃의 중심부 형상

이 좀 더 세밀하게 표현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견의 사용으로 좀 더 세밀한

붓으로의 변화가 생겼고 이에 따라 중심부의 형상은 좀 더 구체성을 띄게 되

었다. 그러나 여기서의 구체적 형상 역시 본인의 개념 안에서 재구성된 뒤, 밑

그림 없이 견에 만들어지는 색채의 선염된 형태를 따라 즉흥적으로 그려진 형

상으로, 실제적인 형상성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제목에서 보여 지는 것과 같

이 꽃잎의 겹쳐짐에 의한 생명력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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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2] <겹침-자연 I>, 60 x 80cm, 견본채색, 2008

<겹침-자연 I>의 그림은 꽃의 중심부에서의 부분의 강조가 꽃잎의 담한 표현

을 상대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꽃잎의 맑고 투명한 느낌이

꽃잎들이 서로 겹쳐서 서로를 비추고 있을 때 더 강조될 수 있다. 이러한 서

로가 겹쳐져 생기는 맑음의 부각에 관한 표현은 종이보다 오히려 견위에서 매

우 효과적으로 표현되는 것을 작업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이 때 견의 아교 농

도를 일반적인 아교물의 농도인 물 500ml에 아교10ml를 쓸 경우 본인이 원하

는 정도의 번짐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번짐의 가장자리가 진해져 얼룩이 생기

기 쉽다. 따라서 본인의 작업에서는 자연스러운 번짐과 꽃잎이 서로 비추어

보이는 투명한 효과를 강조하기 위하여 이보다 엷은, 물 1500ml에 아교 10ml

의 농도로 맞추었다.

불교의 『화엄경』에서는 인다라망의 투명한 지혜를 서로 비추어 세상의 지혜

를 밝히려는 비유에서도 투명한 구슬이 그물을 이루는데 이 때 투명한 구슬이

서로를 비출 때 세상이 밝아진다고 설명하고 있다.332) 이와 같이 꽃잎이 겹쳐

332) 정민 외, 『한국학, 그림과 만나다』, 태학사, 2011, p.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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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경우 서로 비추어 서로의 투명성이 강조될 수 있다.

<잔상>에서도 이러한 겹쳐서 생기는 맑은 꽃잎의 표현은 계속적으로 이어진

다. 봉우리로 움츠린 상태에서 시작하여 차츰 피어나는 꽃잎을 바라보며, 피어

나는 것에 대한 신비로움과 환희를 표현하고 싶었다. 이러한 꽃의 피어남은

특히 자연의 생명력을 강하게 느끼게 하는 현상이기도 하다. 아주 여리고 약

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자연의 생명력이 더 강하고

신기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특히 난 꽃의 경우 봉우리부터 다 핀 꽃까지 한

가지에 다 표현되기도 하는데, 이는 이러한 피어남에 관한 자연 생명력의 조

화로움을 보여 주는 예가 되기도 한다. 물과 색의 번짐과 가는 선을 이용해

펼쳐진 꽃잎의 묘사를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노력하였다. 꽃잎이 접혀 겹쳐진

부분은 옅은 색이 마른 후 조금 더 짙은 색을 가미하고 선으로 마무리하였다.

또 꽃잎이 펼쳐져 번지는 부분은 옅은 색이 마르기전 조금씩 짙은 색을 더하

는 식으로 선염하였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잔상> 에서는 꽃의 이미지가 기억 속에서 오래 남

음, 여운에 관하여 표현하고자 하였다. 꽃은 그 시각적 아름다움이 오래 지속

되지 않기에 보는 순간 아쉬움을 만들고 그 잔상을 지니고 싶은 마음이 든다.

이러한 잔상에 관한 표현은 그것이 기억에 의해 한번 걸러진 특성으로 인해,

흐릿하지만 아름답게 남을 수 있다. 이러한 꽃의 기억을 담채로 표현하는 것

은 본인의 꽃에 대한 관념적 표현에 매우 적절하게 여겨졌고, 담채를 통해 기

억에 의해 흐릿해진 이미지가 가질 수 있는 여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

력했다. 색상의 선택 역시 일상적으로 보이는 화려한 꽃의 색상이 아닌, 기억

에 의해 한번 걸러진 본인만의 淡한 색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바랜 듯한

옅은 주황색은 이미지를 더욱 기억속에서의 반영으로 보이는 효과를 가진다.

이 단계까지는 견이라는 바탕재위에서 가능한 맑은 색채 연구에 몰두하였고,

견을 작업한 후 배접하여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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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3] <잔상>, 80 x 60cm, 견, 채색, 2008

(3) 제 3 단계

2010년에서 2012년에 이르는 제3단계의 그림들은 담채법이 가지는 平淡의 미학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연구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제작된 그림들이다. 이 단계는 平

淡의 미학을 지닌 담채법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 고심하고, 이를 작업을 통해 이루

고자 노력한 시기이다. 평담에 관하여 본인이 해석한 고요함의 ‘정(靜)’, ‘청담(淸淡)’

‘담박(淡泊)’이라든지 현대적인 가치로 설정한 ‘자연의 생명력의 상징성’, ‘시적 정취’

에 관하여 작업을 통해 고민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방법들로 고민한 단계이기도 하

다. 맑은 담채법이 가지는 淡의 미학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하여, 견을 배접하지 않고

틀에 매어 뒤의 비워진 공간과 함께 제시되는 방식이라든지, 담담함을 강조할 수 있

는 색채나 표현방식을 연구한 것이 이에 해당된다. 소재는 꽃 중에서 난(蘭) 꽃을

대상으로 제작된 작품이 많다. 난 꽃의 은은하고 맑은 향기는 현대화하고 싶은 전통

적 소재이기도 하거니와 본인 작업의 주제와 표현방식에도 잘 맞는 소재이다. 견의

재질감은 난 꽃잎의 재질감을 연상시키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어, 어디서나 한결같이

맑은 향기를 내는 난꽃의 표현에도 적절하다. <명상-투명성 II>, <푸른 날개>, 

<겹-투명성 I>은 이 단계에서 그려진 그림이다. 이 시기의 작품들은 본인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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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양식적인 부분의 중요한 특징으로 작용되는 부분 확대, 즉 클로즈업된 형

태를 더욱 강조하여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부분 확대의 본인 작품에서의 의

미는 현상적 시간과 공간의 시각에서 벗어나 새나 나비의 시각에서 꽃을 바

라보는 듯한 시각을 제공하고 정지된 듯한 시간성을 제공하여 시적 서정성의

부여하는데 있다. 이러한 클로즈업은 또한 현대미술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여

겨지는 조형적 요소로 본인 작업에서의 현대적 적용을 위한 구조적 장치라고

생각할 수 있다. 현대작가 중 부분 확대의 표현으로 유명한 작가 중 본인 작

업과 비교해 볼 수 있는 작가는 조지아 오키프(Georgia Totto O'Keeffe, 

1887-1986)를 들 수 있다. 그녀는 이미 살아생전 20대에 유명한 작가의 반열

에 들어섰으며, 여성의 권리를 위해 힘 쓴 작가로 유명하다. 그녀가 직접 강

조한 적은 한번도 없지만 그녀의 꽃은 여성의 성과 비교되어 이해되고 설명

되어졌으며 페미니즘적인 작가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주제의 설정 부분은 본

인의 작업과 크게 다를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조형상의 부분 확대의 구

도에 관하여만 비교하고자 한다. 왜 꽃을 크게 확대하여 그리는가하는 사람

들의 질문에 관하여 조지아 오키프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고 한다.

사람들은 풍경화에서 사물을 실제보다 작게 그리는 것에 대하여는 질문

을 하지 않으면서, 왜 나에게는 꽃을 크게 그리는가에 질문하는가? .....

여전히 아무도 꽃을 보지 않는다. 너무 작아서 우리는 꽃을 볼 시간이

없다. 하지만 나는 크게 그릴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놀라서 그것을 바

라보기 위해 시간을 낼 것이다.333)

이는 오키프가 의도한 부분 확대의 경우 시각적으로 극대화하여 시선을 사로

잡는 효과에 대한 언급으로 보인다. 또한 너무 작고 연약해서 사사로이 넘기

는 아름다운 자연을 극대화함으로써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작가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현대미술에서 시선을 사로잡는 시각효과의 문제는 매

333) 브리타 벵케 저, 강병직 역, 『조지아 오키프』, 마로니에 북스, 2006,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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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중요한 문제였으며, 이에 관한 오키프의 해결책은 부분확대에 있었다.

본인 작품에서 부분 확대의 구도는 상징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을 통해서 담

채법이 가지는 平淡의 미학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의 하나이다. 꽃잎은 담

채로 확대하여 번지게 표현함으로써, 추상성과 시적 정취를 강조하고자 노력

하였다. 꽃잎의 푸른 색은 실제현상에서 보이는 난꽃의 색과는 거리가 있다.

따라서 여기서의 색상은 난 꽃의 서정성에 더 초점을 맞춘 것으로, ‘난 꽃을

통한 명상의 순간’을 주제로 하였다. 난은 전통적으로 가지는 군자의 이미지

외에도 은은하고 맑은 향기로 곁에 있는 사람을 명상에 잠기게 하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난 꽃이 부여한 명상의 순간은 지극히 추상적인 형태의 난 꽃

을 통해 표현하였다. 특히 난향의 은은함과 어디에서 맡아도 한결같은 항일

성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난의 향기는 시나 문학에서 맑은 향기로 표현되곤

한다. 이러한 난의 향기를 표현하는데 비단의 재질감은 매우 유용하게 활용

된다. 시각을 통해 후각을 표현하려는 노력 역시 전통적인 문학에서 많이 볼

수 있다. 특히 이때의 담채는 은은하지만 그윽한 향기를 표현하는 데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아래의 작품 <푸른 날개>에서 현상적 색상에서 벗어난 색상의 선택은 작업

에서 시적 정취를 불러일으키려는 노력이다. 꽃의 투명성은 마치 꽃잎이 나

비나 잠자리의 날개인 것 같은 상상을 가져온다. 꽃잎의 겹쳐진 부분이 만들

어내는 투명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꽃잎의 가장자리를 강조하여 생기는 선과

조형상 필요한 꽃잎의 표현으로서의선을 적절히 활용하고자 하였다. 중간 중

간 삽입된 선은 그림에서 꽃잎이 가지는 여리지만 강한 생명력을 부여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담채의 경우 오히려 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역할을

할 때가 많다. 담채의 淡한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적절하고 예민한 선의

사용이 필수적일 때가 있다. 본인의 넓은 색면의 골기를 넣기 위한 선은 측

필에 의한 선이 아니라, 중봉에 의한 철선묘에 가깝다. 이는 화면을 가득 메

운 담채의 형상을 화면에서 잡아 주기 위한 조형적 노력에서 비롯되었다. 이

작품에서도 담채를 위한 선의 사용에 집중하여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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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4] <푸른 날개>, 80 x 120 cm, 견, 채색, 2010

           

            [작품 15] <생명-투명성 I>, 80 x 120cm, 견본채색,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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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작품 <생명-투명성 I>에서도 꽃잎을 담하게 표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

로 조형적으로 선을 많이 강조하고 있다. 꽃잎이 겹쳐지면서 생기는 더 진한

부분이 맑게 처리되어 꽃잎이 서로 비쳐 투명함을 강조한다. 본인 작품 안에

서의 담함은 자연이 가지는 생명력을 상징하는 동시에 자연을 바라보는 작가

와 그림을 바라보는 관람자간의 소통을 상징한다. 이는 자연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조화로운 에너지를 산수나 화조를 그린 그림을 통해서 얻었던 전통적

인 회화제작과 감상법과도 상통하는 바가 있다. 그림을 그리기 전 자연을 바

라보며 영감을 받는 본인과 자연과의 소통 뿐 아니라 본인이 받았던 자연의

조화로운 에너지의 작품을 보는 관람자와의 소통을 통해 그 에너지를 전달하

고자 하는 것이 본 작업의 목적이기도 하다. 이 단계에서는 특히 견을 틀에

매어 그림 뒤의 공간을 비워둠으로써 淡한 표현의 극대화를 이루고자 하였다

견이라는 재료가 배접을 하면, 견 자체가 가지는 투명한 성질 대신 뒤에 배접

된 종이의 성질이 더 잘 보여 져서 견이 가지는 투명함을 잃게 되는 것을 보

고, 淡한 표현을 위해 배접을 하는 대신 틀에 맨 상태로 작품을 마무리 하였

다. 

              

                

[작품 16] <명상 I>, 80 x 80cm, 견본수묵,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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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단계에서는 <명상 I>, <명상 II>와 같은 수묵으로만 이루어진 작품도

제작되었다. 작품의 淡함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수묵을 통한 ‘淡’의

표현이 실험적으로 시도되었으며, 이는 平淡의 사상을 추구하는 본인 작업의

방향에서 비롯된 시도라 할 수 있다. 수묵만을 사용한 작품에서 본인이 추구

한 상징적 표현이나 시적 정취가 더 극대화 될 수 있었다. 수묵을 통한 꽃잎

의 표현은 그 이미지를 넘어선 자연의 생명력을 상징하는 바가 더욱 강조될

수 있었다. 아래 그림은 수묵으로 시도된 작품들이다. 비단위에서의 수묵의 효

과는 색과 마찬가지로 담한 표현에 매우 효과적이다. 담한 정도의 차이를 미

묘하게 반영하며 비쳐지는 효과로 더 맑아보이게 된다. 반대로 농묵의 처리에

서는 농묵의 색감이 종이에 비해 바로 나타나지 않으므로 여러 번에 걸친 적

묵법(積墨法)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작품 17] <명상 II>, 80 x 120cm, 견본수묵, 2012

위에서 단계별로 작품을 분석한 내용을 살펴보면, 본인의 平淡 사상과 淡의 미학에

관한 관심이 어떻게 그림을 변화시켰고 영향을 미쳤는가에 관하여 살펴볼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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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본인 작품에서 淡의 미학이 완전하게 성취될 수는 없으나, 앞에서 연구한

내용의 사상과 작품분석이 본인 작품제작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며,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더 심도 깊은 연구의 진척을 기대해 본다.

2) 단계별 표현기법

작품을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표현기법의 소개와 설명은 필수적일 수 있다. 작품이

가지는 개념이나 정서는 표현기법에 의해 완성된다. 따라서 본인의 표현 기법 안

에서의 해석은 본인 작업의 실제를 파악하는데 핵심적이다.

본인의 작품을 파악하기 위해 본인 작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맑은 담

채법이다. 이는 물과 시간에 따른 안료의 작용을 충분히 숙고하여 淡한 성질

을 최대화한 기법으로, 본인은 본고에서 이러한 기법이 우리나라 전통에 근거

한 것이며, 또한 본인의 개성과 본인이 존재하는 시간 속에서의 국제성을 획

득하는데 결정적이었다는 사실을 설명한 바 있다. 본인이 사용한 표현기법에

관하여도 앞 장에서 제시한 단계별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인 작업에

서의 설채법은 平淡을 연구하고 담채에 관심을 가지면서 변화된 양상을 가진

다. 그것은 처음의 ‘바르기’에서 ‘스며들기’ 그리고 ‘비치기’의 표현 방식의 변

화로 나타나므로 각 단계별로 나누어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바르기

본인의 작품 속에서 안료는 바탕재에 완전히 침투되는 방법으로 처리되었다.

본고에서 제시된 제 1 단계인 2007년, 2008년 작품에서 보이는 작업은 캔버스

에 아크릴 안료를 통해 이루어졌다. 바탕재의 짜여있는 올의 굵기와 안료의

크기는 서로 상관관계를 가진다. 즉 올이 굵으면 안료도 굵어야하고 올이 가

늘면 안료의 알갱이 크기도 아주 미세해야 한다. 이것이 서로 맞지 않으면 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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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색채 표현은 기대하기 어렵다. 캔버스와 같이 올이 굵은 바탕재의 경우 너

무 미세한 안료를 얹으면 다 침투되어 뿌옇게 된다. 반대로 미세한 올의 바탕

재에 굵은 안료를 얹으면 안료가 겉 돌아 역시 맑은 느낌이 아닌 탁한 느낌으

로 나타난다. 캔버스 천은 젯소를 칠하고 그림을 그릴 경우 자연스러운 담채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유화나 아크릴 등의 물감을 쌓아 올리듯 칠해야 한

다. 본 논문의 바탕재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하였듯이, 바탕재에 흰색이나 금박

등의 밑 색을 칠할 경우 색을 담하게 선염하기 어려우며, 색을 쌓아 올려야

색채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젯소 처리가 일반적인 캔버스 천을 쓰면서 담채의

효과를 보기 위하여 본인이 사용한 방법은 젯소 처리된 면을 뒤로하여 색채의

안료가 빠져나가는 것을 피하고 아무 처리도 되지 않은 캔버스 천위에 엷게

아교처리를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방법은 캔버스천이 가지는 광목으로서의

자연스러운 느낌을 살려줄 뿐 아니라 아크릴 칼라이지만 자연스럽게 번질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할 수 있었다. 아래그림 <자연의 흐름>에서 이러한 캔버스

천의 밑바탕을 살려 그린 효과와 자연스러운 번짐을 볼 수 있다.

        [작품 18] <자연의 흐름>, 80 x 120cm, 캔버스, 아크릴,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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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처리된 캔버스 천은 견 틀에 견이 매여진 상태와 마찬가지로 캔버스

틀에 팽팽하게 매여진 상태에서 작업할 때만 본인의 넓고 담하게 번지는 효과

를 가져올 수 있다. 아크릴은 평평한 캔버스 바탕처리에서 좀 더 민감하게 물

과 시간에 반응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캔버스 천이 구겨지거나 처진 부분에

안료가 미세하게 고여 자국이 그대로 남게 된다. 아크릴 물감은 많은 양을 물

에 타서 쓰게 되는데 이 때 물의 양과 아크릴 양의 비율이 맑은 표현을 내는

데 중요하게 작용한다. 아크릴양이 너무 적을 경우 두꺼운 캔버스천위에서 너

무 흐려져 담하다기 보다는 흐릿하고 탁한 결과를 가져 온다. 아크릴 양이 너

무 많을 경우 바탕재가 비치는 효과가 없어져 불투명하게 작동한다. 넓은 번

짐의 아크릴 색면을 만들어 낼 경우 물의 양과 함께 시간의 조절이 매우 중요

하다. 너무 마른 후 덧칠을 하면 그 자국이 그대로 남게 되므로 본인이 만들

고 싶은 효과에 따라 면밀한 관찰과 함께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래의

<자연의 소리>에서 팽팽한 캔버스 천위에서 아크릴과 물의 비율에 따른 다양

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작품 19] <자연의 소리>, 160 x 180cm, 캔버스, 아크릴, 2007

본인이 사용한 또 하나의 기법은 아크릴이 완전히 마르기 전에 물을 스프레

이로 쏴서 선을 만드는 기법이다. 이럴 경우 스프레이에 의해 예민하고 가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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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물감이 씻겨져 나가는 상태의 선이 만들어지는데, 이는 마치 캔버스 천을

뚫고 빛이 새어 나오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 단계에서 설채법은 ‘바르기’로 표

현될 수 있다. 아래 그림 <꽃잎-생명>에서 이러한 바르기 단계에서의 물로

만든 선을 관찰할 수 있다. 푸른 잎 사이의 스프레이로 만든 선은 물로 오히

려 색을 씻어내어 만든 선이다. 캔버스천의 올은 비교적 굵어 매우 천천히 스

며들며 이 때 설채는 주로 발라지는 형태로 제작되었다. 단지 본인이 의도한

담채의 표현을 추구하기 위하여 젯소 처리 등의 바탕재 처리를 뒤쪽에 함으로

써 바탕재 본연의 색이나 올이 색 가운데 비쳐 자연스러움을 잃지 않도록 노

력하였다. 이와 같은 캔버스 천 위의 아크릴 작업은 물과 시간을 활용한, 바탕

재가 비쳐 보이는 담채의 기본적인 기법들을 익힐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맑

은 표현에 더 합당한 바탕재에 대한 연구를 계속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작품 20] <꽃잎-생명>, 180 x 210cm, 캔버스, 아크릴, 2007

(2) 스며들기

2단계에서는 얇은 바탕재인 비단 위에서 미세한 안료를 활용하여 선염법이

가지는 효과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얇은 비단이 본인이 추구하는 담한

표현에 더욱 적절하다는 사실을 알아낸 단계이다. 1단계에서 사용한 아크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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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감의 물성은 본인이 추구하는 미감인 ‘平淡’이나 맑은 담채를 표현하기에 한

계점이 있었다. 아크릴 물감의 경우 인공적인 수지물성을 가지므로 화면위에

얇은 피막을 형성하게 되고 이러한 피막은 담채의 속성인 바닥재의 올이 비쳐

보이는 효과와 자연스러운 표현의 효과를 절감하게 된다. 따라서 본인은 새로

운 바닥재와 안료에 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견을 이용한 단계에서의 안

료는 吉祥 접시물감이 주로 사용되었다. 접시물감의 경우, 주로 일본에서 생산

되는 물감이 대부분이어서 한국적인 색감을 잃지 않고 실현하는 것이 본인 작

업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접시 물감의 경우 수채화나 다른

수용성 물감과 마찬가지로 물에서 쉽게 작용하여 다루기 쉽고 담채적 효과를

극대화하기에 매우 유용하다. 석채나 분채를 사용한다면 밑바탕의 처리가 좀

더 치밀하게 처리되어야 하므로 본인 작업과 같은 담채적인 효과를 내기는 쉽

지 않다. 또 시중에 나오는 동양화 튜브 물감의 경우는 접시물감에 비해 맑은

색을 내기가 더 어렵다는 사실을 작업을 통해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접시물

감의 안료가 더 미세한 안료로 이루어져 있어 견위에서 작용할 때 좀 더 섬세

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견의 아교 농도를 일반적으로 아교액으로 생산되는

아교물의 농도인 물 500ml에 아교10ml를 쓸 경우 본인이 원하는 정도의 번짐

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번짐의 가장자리가 진해져 얼룩이 생기기 쉽다. 따라

서 본인의 작업에서는 자연스러운 번짐과 꽃잎이 서로 비추어 보이는 투명한

효과를 강조하기 위하여 아교액과 물의 1:2 비율인, 물1500ml에 아교 10ml의

농도로 맞추었다. 안료의 정착과 맑은 효과를 위해서 명반의 사용 역시 중요

하게 시용되었다. 본인은 1리터에 약 2-3그램 정도를 사용하였으며 사기절구

에 찧어서 사용하였다. 이때 명반은 견 위에서 난반사를 일으켜 색채를 더욱

곱게 보이는 효과와 곰팡이가 생기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너무 강

하게 사용할 경우, 시간이 경과한 후 그림의 색상을 변질시킬 수 있으므로 주

의해야 한다.

또한 본인은 전통적인 바탕재인 한지와 견의 특성에 관하여 본 논문에서 살

펴보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 견이라는 바탕재 위에서 담채가 더욱 효과적으로

극대화할 수 있음을 작업을 통하여 밝혀내고자 하였다. 견은 직물이라는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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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도 아교와 명반을 처리하는 과정을 통하여 색채가 더욱 얇고 곱게 선염되

는 특징을 가진다. 또한 견은 얇은 직물이고, 종이와 달리 앞 뒤 모두에서 작

업 할 수 있으므로 맑은 채색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동시에 깊이감을 부여할

수 있다. 또한 이 단계에서의 작업은 견을 직접 배접하여 마무리했다. 위에서

보여진 <생성 II>, <겹침-자연 I>, <펼침>, <잔상> 그림의 경우 견을 배접

한 경우이다. 견위에 동양안료로 앞, 뒤로 채색하였으며, 물의 정도를 통해 번

지는 효과와 견에 침투하여 선염되는 효과를 극대화 하였다. 아교포수는 앞,

뒤로 가로 세로 각각 한 번씩의 포수로 처리되었다. 그리는 방식은 전통적인

견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나무틀에 매어서 사용하였다. 작업의 용이성을 위

해 이미 제작된 캔버스 틀이나 표면처리가 이루어진 액자 틀을 사용하였다.

캔버스 틀의 경우 나무색이 견에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나무에 아크릴이나

니스 등의 일정 처리를 하여 사용하였고 나무색이 비교적 약한 백송 틀을 사

용한 경우가 많았다. 이 때 견은 공중에 띄어진 상태로 작업되므로 캔버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팽팽한 가운데 그리기 때문에 번지기 효과를 내기가 더욱

용이하였고, 안료가 선염될 때 좀 더 얼룩이나 밑바닥의 방해를 받지 아니하

고 이루어질수 있다. 이 단계에서의 설채법은 ‘스며들기’로 표현될 수 있다. 얇

은 견을 바탕으로 안료가 충분히 스며들어 맑은 느낌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한

시기이며, 올 사이사이에 안료가 스며들어 마치 곱게 염색된 듯한 느낌을 내

도록 노력하였다. 따라서 표현에서 담함을 극대화하고 고루 펼쳐지는 느낌을

강조하도록 의도하였다.

(3) 비치기

제 3 단계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명상-투명성 II>, <푸른 날개>, <생명-투명

성 I>에서 보듯이 견을 틀에 매어 뒤쪽에 공간을 만들어 제시함으로써 견이 가지는

투명성을 극대화하였다는 점이다. 견은 배접할 경우 뒤에 붙여진 종이의 성질이 비

쳐 보이게 되어 견 자체가 가지는 투명한 성질이 많이 없어진다. 하지만 배접을 하

지 않은 채 틀에 매워 둘 경우는 견 자체가 가지는 비쳐보이는 성질이 극대화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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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2합사 중국3합사 중국4합사 중국6합사 일본6합사

확대 사진

있다. 따라서 바탕재인 견의 특성은 본인의 작품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담채의 연구에 있어서 본인의 작품에 사용한 바탕재에 관한 연구와 비교는

필수적이다. 현재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비단의 종류는 총 여섯 가지이다.

한국에서의 화견(畵絹)의 생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중국의 140cm 폭

의 2합사, 3합사, 4합사, 6합사와 일본의 90cm와 140cm 폭의 6합사 여섯 종

류이다. 각 비단의 결에 관한 비교를 위해 전자 현미경 JSM-6701F(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다음은 33

배의 확대 결과이다.

사진을 보면 중국 화견의 경우 2합사는 가로 2줄에 세로 2줄로 비교적 성근

것을 볼 수 있으며, 3합사는 가로 2줄에 세로 3줄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

다. 4합사는 가로가 2줄이고 세로가 4줄로 조합되어 있고 6합사는 역시 가로

2줄에 세로가 6줄이다. 이와 달리 일본 화견의 경우 같은 6합사라도 가로의 2

줄이 여러 겹의 2줄이어서 더 두꺼우며 가로 세로 엮인 각도가 더 정확하고

치밀한 것을 볼 수 있다.

본인의 작업에서 쓰인 비단은 중국의 3합사이다. 각각의 화견에 안료가 더해

질 경우 색감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각각의 비단에 담채의 방식과 진채의

방식으로 채색하고 접사 촬영하였다. 담채는 아교포수 후 吉祥 접시물감 군청

색을 한번, 세 번 바른 것과 진채는 아교 포수와 호분 처리 후 吉祥 접시 물

감 군청색을 네 번, 吉祥 석채를 네 번 칠하는 방식으로 준비하여 촬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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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채

군청색 한번

담채

군청색 세번

진채

호분처리 후

군청색 네번

진채

호분처리 후 

석채 군청색 

네번

중국2합사

중국3합사

중국4합사

중국6합사

일본6합사

위의 도표를 보면 담채의 경우 비단의 종류에 따라 색감의 차이를 더 많이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다. 진채의 경우는 색감이나 골고루 채색되는 여부가 비

단의 종류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 담채의 경우 비단에 따라 색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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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민감하게 보였다. 따라서 담채의 경우 비단의 선택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본인이 작품에서 사용한 비단은 중국산 3합사이다.

도표에서 각각의 색을 비교해보면, 두꺼운 중국산 6합사와 일본산 6합사의

경우 오히려 색이 더 담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으면 가장 얇은 중국산 2

합사의 경우 오히려 시각적으로 보이는 색은 상대적으로 더 진하게 나타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바탕재의 선택이나 안료의 사용은 제2단계와 동일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제3

단계에서의 담채법은 주로 즉흥적이고 관념적인 표현을 강조하였다. 즉 밑그

림이나 스케치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지 않았다. 꽃에 관한 이미지는 많은

관찰을 한 뒤 본인의 기억이라는 관념의 틀을 거쳐 다시 재구성되었다. 이러

한 단계는 스케치나 실물 등의 대상에 관한 형상적 틀에서 자유로움을 부여하

고 본인이 추구하는 추상성이나 시적 정취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다.

매여진 견위에서의 구성은 여백과 꽃잎 사이의 구도와 조형성을 고려해 즉흥

적으로 결정되며, 이러한 기법은 그림에 추상성을 부여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견이라는 재료는 자칫 그 섬세함으로 인하여 장식적이거나 치밀한 표현

으로 이어지게 될 확률이 높다. 견을 다루다 보면, 그 섬세함에 매료되어 자칫

대담한 표현에 약해지기 쉬운 재질적 특성을 가진다. 하지만 본인은 본인의

작업에서 견의 사용이 이러한 섬세한 표현을 위한 사용이 아니며, 담채의 효

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용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번지거나 넓게 선염되는 방

식의 담채법의 효과를 유지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이로 인해 그림에 시적 정취

와 서정성을 부여할 수 있었다. 전통적인 재료를 선택하여 현대적이고 국제적

인 조형언어의 형태로 변형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매력적인 재료

로 느끼도록 제시하는 것이 본인 작업의 목표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이 단계

에서의 표현법은 ‘비치기’로 대표될 수 있다. 견의 뒤쪽에 공간을 두어 반투명

하게 비쳐지는 특성을 극대화하고 담한 표현에 투명한 표현까지를 더하여 맑

은 느낌을 극대화하고 싶었다. 본인은 비치는 효과를 통해 꽃이 가지는 맑은

특성과 본인의 표현기법인 담채의 극대화를 가져와 본인이 의도한 꽃을 통한

시적 정취를 나타내고자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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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맺음말

동양 회화에 나타난 수묵담채화의 바탕에는 어느 정도 平淡의 정신이 내재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平淡의 미학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얇은 바탕재

를 통해 구현된 수묵담채법을 통해 실현되었고,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회화미

학을 구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平淡’은 처음 유소의『인물지』에서 제시되었다.『인물지』의 形質과 性情論

은 形을 통해 神을 파악하는 것으로 그 후의 회화론에 영향을 미쳤다. 예술

장르 중에서는 인물품평이 먼저 나타난 것은 문학이었다. 그 후 平淡은 회화

의 기준으로 전용되었다. 우리나라 전통의 사상적 근간이 되었던, 그리고 조선

시대 회화의 철학적 배경이 된 유교에서 平淡에 관한 사상의 근거를 찾아볼

수 있었다. 대표적인 예로『중용(中庸)』과『논어(論語)』에 나타난 동양적 본

질관인 리(理)와 기(氣), 그리고 淡에 관한 사상에 관해 살펴보았다. 조용하고

고요한 상태의 성을 中이라 이름하며, 따라서 平淡이 추구하는 경지는 中庸으

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도가에 나타난 淡에 관한 사상에 관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노자의『도덕경』

과 장자의 사상에 관하여 고찰해 보았다. 노자의『도덕경』본문에서 나타난

미학을 현(玄)의 미학, 음양의 미학, 平淡의 미학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노

자에 나타난 미학은 고요함(靜)의 개념을 통해 살펴 볼 수 있다. 번잡하고 시

끄러운 것보다 고요한 정을 추구하는 정신은 회화에 있어서도 平淡한 상태를

추구하는 미학의 바탕이 되었다. 또한 도가에서 주장하는 자극적이고 강한

맛은 당장은 맛있게 느껴질 수 있으나, 곧 식상하기 쉽다. 이와 반대로 無味

의 담백함은 오래 가며, 또한 다른 맛에 대한 수용성을 지님으로 해서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특징을 가진다. 즉 無爲를 통해 도를 이루는 기본사

상은 淡이 문인화론 등 동양회화에서 추구해야 할 큰 가치로 여겨지고 강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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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회화에서의 平淡이 가지는 의미는 동양에서의 사상적 배경과 함께 동양

의 대물관, 시간관을 살펴보아야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동양인이 물질의 본질

을 에너지, 즉 기(氣)라고 파악하는 경향은 그림에서도 외형보다는 내재하고

있는 에너지를 표현하는 일에 더 관심을 두게 되었다. 따라서 서구의 경우,

대상이 현상을 표현해내려는 관점과는 다른 미적 추구를 가져 왔다. 사물이

지니고 있는 정신성, 혹은 대상을 통해 드러내려는 작가의 인품 등이 주요

과제가 되어짐에 따라 대상의 외형적인 현상에 충실했던 서구와는 달리 표현

상 淡이 회화에서 가장 추구해야 할 특성으로 나타났다.

平淡 사상을 이루게 한 전통적 사상을 살펴보는데 있어 전통적 시간관을 살

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주역에서는 오히려 미완성을 마지막에 둠으로써

또 다른 시작을 해야 하는 순환적 시간관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완성보다

미완성을 마지막에 두는 시간관과 가치관은 조형의식에도 영향을 미쳤다. 모

든 것을 꽉 채우기보다 여백을 중시해 비워 두는 조형의식의 발달은 이러한

철학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平淡의 미학이 가지는 구체적인 가치를 알아보기 위하여 화론을 고

찰해 보았다. 담담함의 미학은 동양미학의 전반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가치이

다. 동양의 전통적인 회화관에 따라 그림에는 화가의 인격이 그대로 반영되

며, 따라서 가장 이상적인 맑음의 상태를 화가가 그리기 위해서는 화가의 인

격수양자체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중국의 문학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전통으로, ‘淡’은 시에서 역시 최고의 평가 기준이 되었고, 나이가 들

수록 심오해질 수 있는 시에서 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와 같이 ‘淡’은 전

통회화의 미적인 이해에 있어서 최고의 경지로 여겨졌는데, 이는 두 가지 측

면, 즉 화가의 인격이 그대로 반영되어 진다는 점과 대상의 기운을 생동하게

표현해야한다는 점이 뒷받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시와 문학에서 平淡 사상이 크게 평가 받은 이후, 그림에 있어서의 平淡에

관한 사상을 정리한 사람은 동기창이다. 이에 동기창 화론에 나타난 平淡 사

상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동기창의 남북종론에서 平淡天眞 사상이 강력히 주

장되었음은 이미 밝혀진 내용으로, 그 당시 ‘平淡天眞’이라는 새로운 예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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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기창이 추구하던 이상과 잘 합치하여 동기창과 그 당시 여러 문사들에

의해 강력히 주장되었다. 동기창에 의해 정리된 平淡天眞의 사상은 이후 300

여 년 간 중국의 화가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남종화를 받아들였던

조선시대 후기 남종화의 유입에 따라 조선에 들어와 영향을 미치게 된다.

淡이 나타난 구체적인 화론으로 먼저 기운론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림에

기운을 드러내야 한다는 기운론은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맑은 기운을 추

구하는 사상에 의해 맑은 기운을 나타내기 위하여 맑은 표현을 최고의 표현

으로 삼게 되었다. 이는 기운론 이후 淡과 관련된 화론으로 『역대명화기』,

『필법기』,『임천고치』등을 통해 확인된다. 장언원(張彦遠, 815-879)의『역대

명화기』에서는 화법에 있어 육법을 논하면서, 기운생동의 부분을 제일 먼저

다루고 있다. 형호의『필법기』에서는 그림의 육요(六要)와 사세(四勢)를 제시

한 바 있다. 『필법기』에서 그림의 육요로서 기(氣), 운(韻), 사(思), 경(景),

필(筆), 묵(墨)과 신(神), 묘(妙), 기(奇), 교(巧)를 제시되면서 淡에 관한 구체

적 화론을 찾아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부포석의 『중국회화이론』의 일반론

을 살펴보면, 그림의 뜻에 관한 언급이 나온다. 송나라 구양수(歐陽修)의 논

감화(論鑒畵)에서는 ‘ 소조담박(蕭條澹泊), 이것은 그림의 뜻으로 세우기 어렵

다.’ 라는 구절을 인용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그림에 세워야 할 가장 어려운

뜻으로 담박함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淡’은 화가가 추구해야 할 뜻, 최고

의 가치 있는 뜻으로 여겨졌다.334)

조선시대 화론에서도 淡에 관한 사상을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중국의 平淡

의 사상은 조선시대에 토착화되면서 조선시대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한 平淡

의 미학을 이루었다. 그림을, 성정을 다스려 맑은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도에

도달하려는 방편으로 여기는 관점은 그 시대 그림의 추구해야 하는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조선의 사대부들이 조형의 궁극

적 가치를 사물의 본질과 생성화육하는 참모습에 대한 구현으로 생각한 것은

창작에 임하는 작가의 태도에서도 변화를 가져왔다. 즉 창작 단계에서 기법

과 같은 외적 표현양식보다는 학문, 여행을 통한 작가의 심신수양과 같은 내

334) 부포석,『중국회화이론』, 하정서방유한공사, 중화민국77년,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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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수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다. 이러한 창작태도의 우선순위의 차이

는 표현에 있어서도 강하고 자극적인 표현보다는 맑고 깨끗한 내면의 표현으

로서의 淡한 상태를 추구하게 하였다.

平淡의 미학과 그에 따른 투명한 수묵담채법은 우리나라 회화의 전반에서

관찰된다. 남아 있는 유작들에 관한 관찰과 고증을 중심으로 하기 위하여 조

선시대의 회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조선시대 후기 회화에서는 수묵

담채적 성향이 잘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후기의 회화를 살펴보면

진채보다는 담채가 그 주를 이루며 발전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平淡’의 미

학을 반영하여 ‘淡’의 미학으로 발전된 수묵담채는 17, 18세기 담채화조화의

장르를 형성하였고 산수화와 인물화에서도 사의적 담채의 화풍을 구축하여

수묵과 어우러지는 담채가 가지는 정신성을 강조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조선

시대 후기의 심사정, 이인상, 강세황, 김홍도의 작품에 나타난 담채는 수묵과

더불어 각각의 작가들의 문인적 정신세계를 드러내는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각각의 작가들의 삶과 배경을 바탕으로 각자의

개성을 드러내는 平淡의 경지를 가진 수묵담채임을 알 수 있었다. 본인의 작

품의 소재가 꽃임을 감안하여 선정한 심사정은 수많은 화조화 제작에 따른

기법과 양식의 발전으로 자칫 장식으로 치닫기 쉬운 화조화를 심사정만의 독

특하고 개성적인 사의적 화조화 양식으로 만들어 냈다. 이인상은 선비로서의

이상과 초연한 기상을 담담하고 맑은 먹색과 담채로 표현하고 있는 것과 여

백의 강조를 통해 담박(淡泊)한 平淡의 표현을 이루어냈다. 특히 설송이나 야

매도 등의 시적 정취와 함께 표현된 지극히 담한 표현은 초연한 그의 삶을

잘 표현하고 있다. 강세황은 그 삶 자체가 빈궁한 가운데에서도 선비의 도를

추구한 청빈한 삶이었고, 이러한 그의 삶은 문학적이고 회화적인 재능과 인

격이 어우러져 담채를 통해 문인화의 청담(淸淡)한 平淡의 경지를 이룰 수

있었다. 김홍도는 능숙한 선과 함께 매우 차분하고 격조 있는 맑은 색으로

간결한 수묵담채의 특성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우리는 수묵담채가 조선 시

대 초연한 기상을 가지고 平淡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문인화가들의

정신세계를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조형도구였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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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본인이 주목한 전통회화의 담채와 진채의 차이는 바탕재가 지

니는 특성에 대한 활용의 여부 차이로도 나타났다. 즉 바탕재위에 안료를 설

채함에 있어 밑바탕이 비쳐지도록 담하게 칠했거나, 견과 같은 바탕재의 앞

뒤로 칠하는 등의 방식으로 서로의 색채가 바탕재의 투명성을 활용하여 겹쳐

진 경우는 담채로 나타난다. 반대로 바탕재의 투명성을 활용할 수 없도록 바

탕재에 호분이나 금박을 입힌 후 칠한 경우 바탕재의 밑바탕이 전혀 보이지

않으며 색채끼리도 서로 겹쳐지기 보다는 얹어지는 형식으로 두텁게 발라지

게 된다.

위에서 살펴 본 우리나라 회화의 색채의 담한 특수성은 바탕 재료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淡의 미학의 발현으로서의 담채를

가능하게 한 전통적인 바탕재, 즉 종이와 견이 가지는 특성을 살펴보았다. 비

단은 어떤 표현이든 가능한 포용력 있는 재질과 선명한 발색으로 그림을 그려

내기에 매우 우수한 밑바탕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림에 쓰이는 비단은

종이와 달리 평직으로 짜여있기 때문에 나무틀에 매어서 그 올을 바르게 고정

시켜 사용해야 한다. 또한 섬유사이로 채색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교포수를 하여 올 사이사이를 막아준 후 그림을 그려야하는 특징을 가진다.

비단이라는 재료적 특성은 섬세하고 치밀한 선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선을

겹쳐 그리더라도 탁해지지 않고, 아교처리 되어 있는 위에 그리기 때문에 쉽

게 번지지 않아 매우 섬세한 묘사도 가능하다. 또한 견은 우아한 표현과 맑은

담채를 가능하게 한 중요한 바탕재이다.

견과 함께 우리나라 회화의 특성을 이루어 낸 바탕재로 한지의 특성에 관하

여 고찰해 보았다. 한지의 질긴 특성 외에도 한지는 양지에 비해 얇다는 특

성이 있다. 종이의 두께에 따라 다양한 우리나라의 종이가 존재하는데 일반

적인 양지에 비해 한지는 질기고 두텁고 윤기 있고 매끄러운 특징을 지니게

된다. 이 역시 제작과정에서 발생한 특징으로 이러한 특징을 기초로 하여 우

리나라 전통회화양식이 이루어졌다.

平淡의 미학을 내재한 수묵담채법이 가지는 현대적인 의미와 가치는 본인

작업에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이다. 본인의 작품에서 淡의 미학은 본인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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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주제를 표현하고 드러내는 데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했다. 본인작품의

주제로 삼고 있는 “자연의 생명력”을 표현함에 있어 平淡의 미학은 본인이

표현하고 싶은 자연의 정신을 드러내는 데 가장 효과적인 사상적 배경이 되

었고, 이를 중심으로 한 淡한 설채법은 표현수단이 되었다. 淡에 관한 본인의

해석으로 고요함의 ‘精’, ’淸淡‘, ’淡泊‘으로 나누어 고찰해 보았다. 담채법이

가지는 ‘平淡’의 미학의 가치 중 본인이 추구한 가치 중 하나는 ‘고요하다’는

의미의 ‘靜’이다. 요란하고 강한 특성이 아닌 고요함의 특성은 보는 이의 마

음을 평화롭게 할 수 있다. 또한 平淡은 ‘淸淡’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平

淡이 인격의 특성으로부터 유래한 근원적 의미와도 통하는 바가 있는 것으

로, 맑은 인성을 가장 이상적인 상태로 여김으로 인해, 조형적으로 나타난 표

현 역시 맑은 상태를 추구하는 것이다. ‘淡泊’은 너무 강하고 격동적인 요소

가 없이 평이한 상태를 지속하는 것을 일컫는다. 많은 변화와 강한 변동 보

다는 거의 변동이 없는 단순한 상태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때 담담함이 이루

어진다.

본인작품과 관련하여 또한 ‘平淡’의 미학과 담채법을 ‘자연의 생명력’의 상징

성과 ‘시적 정취’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이러한 平淡에 관한 재조명을 통해 현

대적 가치에 관해 생각해 보았다. 본인 작업에서 등장하는 자연물은 단순한

형상 그대로의 형상이 아니고, 자연 안에서의 조화로운 에너지와 질서에 관

한 상징물로 작용한다. 본인 작업에서의 담한 특성 역시 이러한 자연과의 생

명력의 상징성을 가진다. 상징성의 경우, 이는 보이는 형상 이외의 것에 대한

관람자의 상상이나 감정을 일으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상징성의 성격

은 은유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이러한 은유의 역할은 작품에 추상성을 부

여한다.

또한 시적 정취를 드러내기 위한 작가들의 노력, 즉 시와의 연계성 강조, 후

각, 청각과의 연결, 문자향의 강조 등은 그림 안에 시각적 형상 외에 작가의

관념을 효과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방법들이었다. 이러한 시적 정취의 추구

는 본인의 작업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본인의 작업에서 소재가 된

난 꽃잎의 표현은 시각적 형상의 사실성 보다는 추상적인 표현을 통한 난 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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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향기에 관한 본인 및 전통적 관념을 부여하고자 하는데 있다.

본인 작업에서 가지는 平淡에 관한 현대적 해석과 함께 작업에서 이루어진

바탕재의 변화와 담한 선염법을 위한 표현기법들에 관하여 함께 소개하였다.

견으로의 바탕재 변화와 배접을 하지 않은 채 공간을 형성하여 그 투명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표현법 등은 본인 작업의 담한 특성을 위한 일련의 표현적

노력이라 할 수 있다. 본인의 작품에 淡의 사상의 추구를 위한 결정적인 역

할을 수행한 것은 맑은 선염법이다. 이는 물과 시간과 안료의 작용을 충분히

활용한 기법으로, 본인은 본 논문에서 이러한 기법이 우리나라 전통에 근거

한 것이며, 또한 본인의 개성과 본인이 존재하는 시간 속에서의 국제성을 획

득하는데 결정적이었다는 사실을 설명한 바 있다. 견이라는 바탕재는 효과적

인 맑음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작업재료임을 표현기법의 실험을 통해 밝히고자

하였다. 견은 직물이라는 특성 외에도 아교와 명반처리과정을 통하여 색채가

더욱 얇고 곱게 선염되는 특징을 가진다. 또한 직물이기 때문에 앞 뒤 모두

에서 작업할 수 있으므로 맑은 채색을 극대화 할 수 있다. 또한 본인의 견위

에서의 작업은 견을 직접 배접한 경우와 견을 틀에 띄워서 생기는 공간을 통

해 맑게 비춰지는 특징을 극대화한 경우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견을 배

접하기보다 틀에 매어 공간을 형성하고 그 뒤에 비추어지는 효과를 통해 색

채의 투명성을 극대화하였다.

본 논문에서 平淡의 미학과 담채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작업의 적용은, 平

淡 사상을 문인화풍의 하나의 경향성으로만 남겨두지 아니하고 본인 작업에

적용하여 현대적인 해석으로 시도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전통회화 중 平淡의 미학을 내포한 수묵담채로 이루어진 훌륭한 작

품들을 연구할 수 있었고, 본인의 작업에서 平淡과 담채의 아름다움을 추구

하는 노력에서 전통적 의미를 깨닫고 현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영감을 얻

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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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aesthetic research regarding the idea of Pyong-Dam (平淡

-calm, lucid, and pure)and ink wash painting is central in the 

understanding and analysis of traditional art and ink wash painting. Not 

only is Ink Wash Painting a technique of expression but also a 

representation of oneself, which is a requirement in the aesthetics of 

Pyong-Dam. Recently research has been conducted on the effects on 

western methods of recognition based on Traditional Painting 

centralized upon Deep-Color Pigment Painting or watercolor. However, 

research in Ink Wash Painting which is part of traditional art requires 

further research due to the miniscule amount of research that has been 

conducted on the topic so far. Thus, this paper aims to shine a light 

on the evidence regarding the idea of Pyong-Dam which is 

theoretically based upon Ink Wash Painting and research pieces to 

further explore the characteristics and significance of Ink Wash 

Painting.        

          In order to do so the one must first of all explore the 

oriental ideologies. In Pyong-Dam was used for the first time in 

『Figure Commentary』written by Yu So, and considering the ori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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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point of the object and view point of time, the meaning of the 

idea of Pyong-Dam can be more clarified. Asians believed that the 

essence of an object was energy, and this was apparent in the 

methods of drawing as they would invest more attention to expressing 

this energy in their art, rather than what something looks like 

externally. This resulted in a pure mood to hold a necessary value in 

art. The oriental perception of time was different from that of the west 

which includes a start and a end, rather, as time is in nature, there is 

no end nor beginning. Furthermore, Confucianism, Taoism, and 

Buddhism also hold evidence of the idea of Pyong-Dam. In Confucian 

ideology lucidity is the greatest grace in showing a human’s 

characteristics. Likewise, scriptures in Taoism known as Nao-tzu which 

holds Tao Te Ching and Chuang-tzu within Chuang-tzu expresses the 

idea of idleness and through this idea the relation between Pyong-dam 

and negative space are clear Also in Buddhism the 

Prajna-Paramit-Sutra shows the evidence backing the idea of 

Pyong-Dam.

          How this sort of theory of art which contains lucent 

expression appeared was also investigated. The concept of ‘lucidity’ is 

not found as a value across oriental esthetics. In the Orient, painting 

was not an activity for painting itself, rather, for the literary person it 

was a method of cultivating. Therefore in a traditional drawing the 

artist’s personality is reflected. This means that for the artist to draw 

the ideal concept of ‘lucidity’, the artist preceded by cultivating their 

personality.

          Pyong-Dam after Yu So’s figure commentary was followed by 

literary form, then after an assessment of painting emerged. The 

theory of art which is based upon the idea of Pyong-Dam is the 

theory of Energy. Upon inspection of 『the Book of the famous 

Painting in the History』 by Chun Unwon,『 The book of the Role of 

the Brush』 by Hyung Ho, and 『The Theory  of Chinese Painting』 by 

Bu Posuk by making a statement on the meaning of drawings, lucid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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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stated as what an artist should pursuit.

          After in poetry and literature the idea of Pyong-Dam was 

evaluated broadly Dong Quichang organized the ideologies of 

Pyong-Dam.    Even in the theory of art from the Joseon dynasty the 

esthetics of Pyong-Dam is evident. It was required for that the artist 

understood and appreciated the objects in drawing such as landscape 

or flowers and birds painting as the body of enlightenment, which 

allowed the artist to ‘cultivate’ themselves and this expression of the 

will of the creation in colors is known as Ink Was Painting. Little is 

left of the works in Ink Wash Painting, thus paintings from the Joseon 

Dynasty are often selected.

          To show that Ink Wash Painting was an important 

characteristic in drawing, various landscape, portrait, and flowers and 

birds painting artists were selected. Upon the famous flowers and birds 

paintings is Jung Sun, famous for its lucent color. Sim Sajung was a 

famous artist of the flowers and birds painting, thus, the characteristics 

were studied as well as Lee Insang’s landscape and the representative 

of a literary artist’s style Kang Sehang’s portrait of an ascetic. 

Through this observation of these various artists a simple Ink Wash 

Painting is apparent.

          When observing Ink Wash Paintings from the Joseon Dynasty, 

the surface of the painting is also relevant. This study focuses on the 

silk and the traditional paper as significant traditional material that 

reflects the concept of 'lucidity'. Silk has the quality of the material 

and a vivid color formation for painting. The painting style of East 

Asia is based on the traditional material characteristics of the thin 

surface of traditional painting.

          The modern values of idea of Pyong-Dam embedded in Ink 

Wash Painting a central problem within the work of self and within the 

work the meaning of Pyong-Dam is observed in the categories of 

calm, light, and plain. Furthermore, through the symbolism of life force 

of nature and through reinvention of poetical atmosphere the idea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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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ong-Dam’s value and contemporary interpretation was explored. In 

my work the objects of nature do not hold a simple form in itself, but 

within nature it holds harmonious energy and order. Landscape 

paintings of the Joseon Dynasty are not simple landscapes but the 

body of enlightenment, and flowers and birds paintings leap over a 

simple representation of flowers and birds, into an adaptation which 

symbolizes the concept of win-win. Furthermore my work goes beyond 

the color of phenomenon but into the idea of Pyong-Dam, which holds 

subjective colors which express the life force of nature, and express 

the poetical atmosphere. As an expression technique the uses of silk 

to maximize the concept of ‘lucidity’ is under research, and 

see-through silk expresses the beauty of lucidity.

Keywords : Idea of Pyong-Dam, Ink Wash Painting, Traditional Surface 

of Painting, Life Force of Nature, Poetical Atmosp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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