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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논문은 동기창에 한 많은 연구들 중에서 그동안 심도 있게 논의되

지 않았던 그의 “집 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동기창 화론을 살펴보는 연

구이다. 본격적인 문인화론을 정립하고 체계적으로 종합한 동기창 화론

이 가지는 집 성적 측면과 그것의 의의를 밝히는데 목적을 두었다. 

 동기창은 명  중 ․ 후기 문인이자 화가, 서예가, 화론가로서 문집으로

는『용 집(容臺集)』이 있고『화선실수필(畵禪室隨筆)』,『화지(畵旨)』

등의 화론 저작이 있다. 그는 서예와 회화에 능했던 문인사 부로서 자

신이 실천하는 창작 활동에 관한 이론적인 측면 또한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았다. 그의 저작 중에서 화론에 관한 『화선실수필(畵禪室隨筆)』,『화

지(畵旨)』,『화안(畵眼)』은 문인화에 한 풍부한 논의들로 구성되어 

있다. 

 동기창 화론에 한 기존의 연구들은 그의 문인화 논의와 함께 남북종

론(南北宗論)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 남북종론은 선종(禪宗)의 남종

(南宗) ․ 북종(北宗)의 구분을 차용하여 화가들을 남종화가와 북종화가로 

구분하여 정리한 것이다. 동기창은 남종화를 문인화와 동일시하며 존숭

하 고, 북종화를 직업화가의 그림이라고 인식하며 속기(俗氣)를 비판하

다. 이것은 문인화가의 입지를 제고시키고, 문인화의 우월성을 강조하

는 논의임과 동시에, 동기창이 궁극적으로 주장했던 “집 성”의 중요한 

기준에 해당한다. 선행 연구들에서는 남북종론이 가지는 문인화에 한 

강조를 연구했다면, 본고에서는 남북종론이 그의 목적적인 집 성의 기

준에 해당한다고 인식하며 그러한 바탕 위에서 동기창의 집 성이 가지

는 의의를 밝히고자 하 다.  

 본래 동기창에게 “집 성”은 이상화된 회화 개념을 가리킨다. 하나의 

그림 속에 여러 가들의 기법과 화풍을 담아내는 것이다. “집 성”의 

상은 곧 남종화 가들을 가리킨다. 다시 말해 동기창에게 남북종론은 

그의 집 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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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화 가들은 모두 법과 변의 겸비를 이루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동

기창이 남종화 가의 표적인 인물로 인식하는 왕유와 동원은 “구연

(拘硏)의 법(法)을 일변(一變)”시킨 인물이다. 그들은 옛 법에만 매몰되

지 않고 자신만의 변을 구축하여 법과 변을 겸비한 것이다. 이와 같은 

법과 변은 동기창 화론에 있어 중요한 개념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고에

서는 법과 변을 중심으로 동기창의 집 성을 검토해보는데,  2장에서는 

법(法)을 3장에서는 변(變)을 논의하면서 동기창이 추구하고자 했던 문

인화 정신을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동기창에게 있어서 “법(法)”은 옛 문인화 가들이 가지는 정통성과 원

칙을 의미했다. 그들의 법을 따른다는 것은 문인화가 가지는 정신적인 

측면과 더불어, 고매한 인품을 가진 작가의 특정 기법을 성실하게 학습

하는 것이다. 이것이 실천적으로 드러난 것이 “방작(倣作)”이다. 동기창

에게 방작은 명  초 문인화 가인 심주(沈周)의 향을 받은 것이면서

도 동시에 그의 “집 성”을 이루는 중요한 바탕이 된다. 방작은 옛 그림

에 한 모방에서부터 시작되어 그 그림을 외워 그리는 경지까지 발전하

는데, 동기창은 발전된 양상의 방작을 다량 생산하며 가의 화풍과 정

신을 배울 것을 주장하 다. 이와 같은 법에 한 실천이 하나의 그림에 

종합된 것이 동기창의 집 성이다. 여러 화가의 특징과 화풍을 종합한 

집 성이 단순한 개별의 합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 동기창은 여기에 변

을 겸비할 것을 주장한다. 법 ․ 변의 겸비는 남종화 가가 가지는 공통

점이자, 자신의 집 성에서 또한 요구되는 핵심인 것이다. 

 법을 강조하면서도 옛 가의 울타리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 변을 첨해

야 한다는 동기창의 논의는 자신의 개성을 담은 “사의화(寫意畵)”로의 

발전과 당시 유행하던 서양회화 기법의 차용, 실제 자연 사물에 한 사

생(寫生)의 첨가 등으로 풍부하게 전개될 수 있다. 법(法)으로는 기존의 

송 ․ 원  문인화 논의를 계승했다면, 변(變)을 통해서는 문인화의 범주

가 더욱 풍부해졌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동기창의 법 ․ 변의 겸비를 창작 측면과 이론 측면으로 구

분하여 살펴보았는데, 창작에 있어서의 법 ․ 변의 겸비를 이룬 “집 성”

한 그림은 기실 그의 화론에 있어서 문인화 이론을 종합하고, 동시  논

의까지 아우르는 ‘문인화의 집 성’의 실체인 것이다. 이것이 그의 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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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집 성”으로 검토할 수 있는 본고의 주제의식에 해당한다. 동기창이 

명 에 이르러 방작(倣作)을 보편화시키면서 “집 성”을 가볍게 논한 것

을 보다 심도 있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파악한 까닭은 그가 이상적으

로 인식했던 집 성에 그의 화론 전반이 수렴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

이다.  

 

 이처럼 동기창의 화론을 “집 성”으로 파악하여 재구성하는데 있어서 

사의화(寫意畵)에 한 동기창의 계승은 주목할 만하다. 동기창은 송 ․ 
원  사의화 논의를 성실하게 계승하면서도 명  양명학의 향을 받아 

작가 개인의 개성 발현으로 사의화의 외연을 확장하 는데 이와 같은 사

의화 논의는 그의 집 성론을 관통하는 중요한 핵심에 해당한다. 

 사의화가 시 를 아우르는 날줄이라면, 씨줄 역할을 하는 것은 기운생

동(氣韻生動)에 관한 동기창의 사유이다. 그는 기운생동에 한 전통적

인 논의를 “선천적인 기운생동”으로 설명하고 후천적인 기운생동을 새롭

게 긍정하면서 기운생동을 구별하 다. 이와 같은 구분은 법과 변에 

한 논의로 수렴되며 그의 회화에 한 기본적인 태도를 검토해볼 수 있

다. 이처럼 동기창은 이전 세 의 논의를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생각을 

덧붙여 논의를 풍부하게 만들었다. 옛 가들의 정신과 이론을 계승하면

서도 동시 의 변화를 수용하 던 동기창의 화론은 실로 문인화 이론의 

집 성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동기창이 문인화의 계보, 특징, 양식 등을 체계적으로 종합

한 목적과 의의는 무엇일까? 본래 집 성이라는 것은 목적적인 종합에 

해당한다. 중국 역사에서 철학이나 이론에서 집 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표적인 사례는 주희의 주자학 즉, 성리학이다. 그는 북송 오자를 표

로 하는 북송의 성리학을 집 성했을 뿐만 아니라 당말 송초(唐末宋初)

에 일어난 새로운 학술 분위기 속의 제 경향을 모두 집 성했다는 의미

에서 주희를 ‘송학’의 집 성자라고 부를 수 있다.1) 주희의 집 성은 

『오경』중심의 경학보다 사서에 더욱 큰 비중을 두면서 선진 유학의 공 

․ 맹 사상을 계승하고, 당시의 도 ․ 불학을 배척하는 유교의 경전적 근거

를 마련한 것이다. 주희의 ‘집 성’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떠한 개념들을 

1) 변원종,『주희학의 형성과 논변의 사유구조』한국학술정보, 2007 , p.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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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하여 종합하는 “집 성”이라는 것은, 기존의 학설들을 단순히 모아

놓는 수동적 행위가 아니라 해당 학술 체계의 권위를 확립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려는 다소 목적적이고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능동적이

고 체계적인 종합을 의미한다. 동기창의 “집 성”을 공자와 주희와 같은 

능동적인 종합으로 이해할 때, 동기창 또한 기존의 논의들을 남북종론

(南北宗論)이라는 독자적인 기준을 가지고 북종화라는 직업화가들의 그

림을 배척하며 문인화의 우위를 강조하고자 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

다. 

 동기창이 문인화의 우위를 강조하려했던 목적의식은 당시의 시 적 배

경에서 찾을 수 있다. 명  중 ․ 후기의 화단에는 직업화가와 문인화가의 

심미취향이 혼융(混融)되어감에 따라 문인화 본연의 정신과 화풍을 굳건

히 할 필요성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동기창이 하량준의 원사가(元四

家) 논의를 계승 ․ 발전시키면서 문인화가의 정신과 고매한 인품을 특히 

강조했던 것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동시 의 변화를 

수용했다고 하지만, 동기창의 변(變)에 한 추구는 법(法)과의 조화 속

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명말 석도처럼 급진적인 논의

를 전개시킨 인물이라기보다, 온건하게 시 의 변화를 반 했던 화론가

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동기창은 분명 전통을 중시하면서도 새로운 회화를 끊임없이 추구했다. 

어느 한 쪽으로의 편향을 지양했던 그의 회화와 화론 때문에, 후 의 연

구들에서는 동기창을 청초의 정통파와 개성파 모두의 기원으로 인식하기

도 한다. 이처럼 동기창이 중국 회화사 끼친 깊은 향 때문에 그에 

한 수많은 존경과 비판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동기창이 끼친 긍정적인 파급력에 주목하며, 기존의 문인화 이론들을 

“집 성” 하 다는 의의를 가진 인물로 검토하고자 한다. 

주요어 : 동기창(董其昌), 문인화(文人畵), 집 성(集大成), 법(法)과 변

(變), 사의화(寫意畵) 

학번 : 2010 - 2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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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동기창(1555-1636)은 명  중 ․ 후기 문인이자 화가, 서예가, 화론가로

서 문집으로는『용 집(容臺集)』이 있고『화선실수필(畵禪室隨筆)』,

『화지(畵旨)』등의 화론 저작이 있다.2) 동기창은 송 부터 이어져 오던 

문인화 이론을 확립하 고 그 안에서 남북종론(南北宗論)을 주장하 는

데, 이와 같은 동기창 화론은 명말 청초 이후 남종화(南宗畵) 전개에 커

다란 향을 끼쳤다. 동기창 화론에 한 기존의 연구는 이러한 문인화 

이론과 남북종론을 중심으로 주목되어 왔는데 기존 연구 경향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1. 선행 연구 검토

 동기창 화론에 한 기존의 연구는 화론의 내용에 주목하는 경향과 당

시의 사회적 배경 및 사상과 같은 외부요인을 통해서 접근하는 연구 경

향으로 나눌 수 있다.3) 

화론의 내용에 주목하는 연구들은 다시 동기창의 남북종론(南北宗論)과, 

동기창의 화론 전반을 개괄하는 연구 경향으로 구분될 수 있다. 우선 동

기창의 남북종론(南北宗論)에 한 문제 의식으로는 남북종론(南北宗論)

2)  동기창의 화론서로는 『화선실수필(畵禪室隨筆)』,『화지(畵旨)』,『화안(畵眼)』이 표적이

다. 이것들은 동기창의 제발을 모아 놓은 것으로 서로 같은 문장이 반복되거나 혹은 누락되어 

있다. 세 화론서 중에서 어느 것이 먼저 구성된 것인지에 한 논의는 현재 체로 의견이 일

치한다. 『화지』가 동기창 생전에 편찬된 뒤, 동기창 사후에 『화안』과『화선실수필』이 편

찬되었는데 이 두 저서는 『화지』를 저본으로 구성되어 있다. 『화지』,『화선실수필』,『화

안』 모두 현재 다양한 판본이 전한다. 본고에서는 『미술총서』본에 근거한 한역본 『동기창

의 화론-畵眼』(변 섭 ‧ 안 길 ‧ 박은화 ‧ 조송식 옮김, 시공사 , 2003) 과 『사고전서』본에 

근거한 『中國畵論類編』(兪劍華 지음, 김 원 옮김, 소명출판 , 2004)의 『화선실수필』과 

『화지』판본을 참고하 다. 

3) 이 밖에 동기창이라는 인물 자체에 한 연구 경향이 있는데, 화론에 한 연구에 해당하지 않

아서 분류에 포함하지 않았다. ‘평론가’ 동기창의 감식안에 한 문제를 다룬 啓功, 이동천 번

역 ,「<희홍당첩>으로 본 동기창의 서법감정」, 미술사논단 , 13호 (2001) 와 동기창의 탐욕

적 인간성으로 말미암은 학문의 편파성을 지적하는 논문으로 강윤형,「동기창의 所行과 所論의 

상호 모순 고찰」, 중국인문과학, 40호 (2008) 한정희 , 「동기창론」『한국과 중국의 회화』, 

학고재 , 1999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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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기창의 논의가 확실한지에 해 진위여부를 고찰하는 연구가 있다. 

동기창 보다 선배인 막시룡의《화설》에 남북종론(南北宗論)이 수록되어 

있다는 논의가 제기되면서 남북종론(南北宗論)의 진위를 따지는 다양한 

연구들이 전개되었다. 본고에서는 Wai-Kam Ho의 입장을 받아들여 남

북종론(南北宗論)이 동기창의 논의라는 정설을 수용한다.4)  남북종론(南

北宗論)에 한 또 다른 연구로는 남북종론(南北宗論)이 가지는 부정적

인 향력과 그것의 한계를 지적하는 논문들이 있다.5) 이것은 동기창의 

남북종론(南北宗論)이 명말청초의 화단에 미치는 향력을 비판하는 논

의로 발전할 수 있다. 

 남북종론에 주목하는 이상의 연구들을 제외하고, 동기창 화론의 내용 

전반을 개괄하는 연구들에서는 동기창의 문인화 논의와 남북종론(南北宗

論), 집 성(集大成)을 개괄적으로 서술하면서 동기창의 화론을 정리한

다.6) 이와 같은 연구들은 동기창의 남북종론을 상남폄북적(尙南貶北的)

4) 허 환, 「막시룡과 동기창」,『中國畵論』, 서문당, 1988, p.170 에는 동기창이 남북종론의 선

창자라고 주장하는 현  동양 미술사학자와 막시룡이 진짜 선창자라고 주장하는 학자를 도표

로 설명하고 있다. ‘동기창 연구 세미나’로 일컬어지는 “Proceeding of the Tung Ch'i Ch'ang 

INTERNATIONAL SYMPOSIUM” , The Nelson-Atkins Museum of Art (1992)의 Shan 

Guoqiang,「The Tendency Toward Mergence of The Two Great Traditions in Late 

Ming Painting」과 Wai-Kam Ho,『The Century of Tung Ch'i Ch'ang』에서는 남북종론을 

동기창의 연구로 자연스럽게 논의하고 있다.   

5) Shan Guoqiang,「The Tendency Toward Mergence of The Two Great Traditions in 

Late Ming Painting」『Proceeding of the Tung Ch'i Ch'ang INTERNATIONAL 

SYMPOSIUM』, The Nelson-Atkins Museum of Art (1992) 에서는 중국회화사를 남종과 

북종으로 나눈 것이 당시 시 적 상황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명말 청초는 자본주의의 

본격적인 유입에 따라 상품 시장을 중심으로 직업화가의 문인화 취향에 한 수용, 문인화가의 

직업화가적인 면모의 부각이 이루어지고 있던 시기로서 문인화와 직업화가 통합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기창의 남북종론이 시 적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라 공격하고 있다. 「남북

종론의 역사적 인식」『미술사학보』, 19호 (2002) , p.44에는 동기창의 남북종론에 한 다

양한 비판의 목소리를 알 수 있다. “[徐悲鴻이 이르길,] 동기창과 진계유의 예술 수준이란 그

저 평범하기 그지 없다. 나는 동기창이 [남북종론을 주장함으로써] 중국화의 수명은 200년 가

량 단축시킨 것에 해 유감으로 생각한다. 그 죄악이 막 하다고 말하면서 근 의 徐悲鴻이 

중국화 침체의 원인을 동기창의 남북종론으로 돌린 이래, 유검화는 “남북종론은 위조된 것이

다”라고 주장하고, 또 伍蠡甫는 “여러 가지 모순된 논리 때문에 하나의 이론으로 볼 수 없으

며” 徐復觀은 남북종론이란 “동기창이 만년에 책임없이 ‘흥이 이는 로’ 말한 것으로서, 동기

창의 개인적인 명망이 높은 까닭에 그의 이름을 높이 사서 그저 맹목적으로 그의 의견을 추종

하는 식견없는 무리들에 의하여 금과옥조처럼 받아들여졌다. 그러므로 동양의 그림이 300여년 

질곡에 빠져 있었을뿐만 아니라 아주 좋지 못한 향을 낳았다”라고 언급하면서부터 본격화된 

남북종론에 한 부정적 색채는 남북종론 자체에 한 연구 뿐만 아니라 남북종론의 역사적 

향과 중국화의 심미적 특징의 규정과 인식에 적지않은 장애를 가져왔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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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성향을 띈다고 정리하며, 동기창이 정의하는 문인화의 특징을 개괄한

다. 

 동기창이 살았던 명말청초라는 사회적 배경 및 사상과 같은 외부요인으

로 동기창 화론을 연구하는 경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명  중기, 

양명학이 두하던 사회적 배경과 함께 동기창 화론을 심(心) ‧ 의(意)와 

같은 양명학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논문이 있으며7), 법고(法古)를 중시했

던 동기창의 복고주의에 초점을 맞춘 연구8)와 마테오 리치를 통한 서양 

문물의 유입으로 인한 서양회화와의 접촉을 다루는 연구들도 주목할 만

하다.9)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기존의 연구에서 동기창 화론은 다양한 각도로 연구 되어 왔다. 동기창

의 남북종론을 통해서는 그가 확립한 문인화 계보의 의의를 논의했고, 

명 의 시 적 요인과 사상에 한 접근으로는 동기창의 복고주의와 양

명학의 수용을 연구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동기창 화론 속의 남

북종론, 문인화와 같은 개념들에 국한되어 동기창 화론을 연구하 다. 

동기창이 문인화 이론의 표적인 인물로 추숭되는 것은 그가 송 ‧ 원 ‧ 
명  문인화 논의들을 종합하여 체계적으로 주장하 기 때문이다. 따라

6) Wai-Kam Ho, 「Tung Ch'i Ch'ang's New Orthodoxy and The Southern School」,

『Artists and Traditions』, Princeton University Art Museum (1976) James Cahill, 

『The Distant mountains : Chinese painting of the late Ming dynasty, 1570-1644』, 
New York : Weatherhill, (1982) James Cahill, 「Tung Ch'i Ch'ang's Painting Style : Its 

sources and transformations」『The Century of Tung Ch'i Ch'ang』ed Wai-Kam ho, 

The Nelson-Atkins Museum of Art (1992) 장준석,「동기창의 예술사상: 평담미(平淡美)를 

중심으로」, 홍익 학교 석사논문 (1991) 지순임,「동기창의 회화미학」, 한국미학예술학회 , 

12호 (2000) 차화숙,「동기창 문인화론의 미학사상 연구」, 성균관 학교 서예학 석사논문 

(2007) 박숙자, 「동기창의 서화사상 연구 - 상남폄북론을 중심으로」, 호남 학교 미술학 석

사논 문 (2012) 염중섭, 「동기창 남북종론의 내원과 의의」, 한국선학 , 19호 (2008)

7) 선승혜,「董其昌의 회화 연구 : "意", "氣韻", "작품"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서울 학교 미학과 

석사논문 , 1996

8) 한정희,「중국 회화사에서의 복고주의」, 미술사학연구회 , 50호 (1993) 손보미,「董其昌 繪畵

論에서 '師' - '師'의 지향 : 독창성」 , 동양고전연구지 , 46호 (2012)  

9) 양수정,「明末 復古主義와 董其昌의 作風에 關한 考察」, 동악미술사학회, 2호 (2001) 장진성, 

「동기창과 서양기하학」, 한국미술사학회, 256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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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동기창의 화론은 송 ‧ 원  문인화의 논의와 동시 의 맥락 안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흐름 안에서 동기창 화론을 검토해보면, 동

기창이 자신의 화론에서 강조하고자 했던 핵심이 무엇인지 분명해질 수 

있다. 동기창은 이전 세 부터 축적되어온 다양한 이론과 양식에 한 

논의들을 종합 및 발전시킴으로써 문인화 정신을 강화하고자 하 고 문

인화가의 우위를 확립하고자 하 다. 따라서 이전의 연구들에서처럼 동

기창의 개념에 한 개별적인 접근보다, 그러한 개념들을 모두 포괄하는 

그의 집 성을 통하여 문인화론의 핵심과 의의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

다고 보고 동기창이 강조했던 ‘집 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그의 화론을 

재구성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문인화 논의는 송 (宋代) 소식(蘇軾)에게서 처음 언급된 이후 산발적인 

이론의 발전이 있어왔다. 송 (宋代)에는 문인화에 한 관념적인 논의

들이 등장했고 원 (元代)에 이르러서야 문인화의 양식에 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때에 필묵의 기법이나 창작 정신 등이 

논의되기 시작하 는데 이것이 명 (明代)에 이르러 동기창에 의해 종합 

․ 체계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명 는 문인화에 한 다양한 논의들이 존

재했던 시기이다. 본고에서 살펴볼 심주(沈周)나 고응원(顧凝遠), 하량준

(何良俊)과 같은 명 의 화가 및 화론가들은 문인화 정신을 공유하고 있

었다. 그러나 여타의 문인화가들과 화론가들이 문인화를 피상적으로 논

의하는데 그쳤다면, 동기창은 문인화의 여러 논의들을 일련의 기준을 가

지고 체계화시키면서 능동적으로 종합하 다. 다시 말해 동기창은 송  

이후로 등장한 문인화에 해 산발적으로 논의되어 온 것들을 종합하

고, 동시 에 막연하게 공유되던 문인화의 특징들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체계화시키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문인화의 우위를 확립하는 이론을 구성

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동기창 화론의 “종합적인 성격”을 기존의 연구

에서는 충분하게 밝혀내지 못했다. 

 따라서 본고는 동기창 화론의 체계적인 종합에 주목하고 이러한 관점에 

비추어 그의 화론을 재구성해보려 한다. 체계적인 종합을 동기창의 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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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집 성’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집 성’은 동기창이 회화 창

작에 있어서 이상적인 그림이라고 일컬은 개념에 해당하는데, 본고에서

는 이것을 회화 창작 뿐 만 아니라 그의 화론의 경향성으로까지 확 하

여 이해한다. 그가 언급한 ‘집 성’은 남북종론과 송 ‧ 원  사의화(寫意

畵), 명 의 사의화(寫意畵), 기운생동(氣韻生動)의 논의까지 모두 포함하

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동기창의 집 성을 그의 화론

의 출발점이자 도착점으로 인식하고, 집 성을 구성하는 남북종론과 법 ‧ 
변의 개념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먼저 본론 1장에서 동기창의 남북종론(南北宗論)을 살펴볼 것이다. 남

북종론을 통해서 동기창의 ‘집 성’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이루어졌는

지 밝혀질 수 있다. 남북종론에서 동기창이 취하는 남종화가들의 특징에

는 법(法)과 변(變)의 겸비가 있는데 이것은 동기창 자신의 회화에서 집

성으로 설명되는 것이다. 동기창의 집 성을 구성하는 법(法)과 변(變)

을 2장과 3장을 통해 살펴보며 동기창이 강조했던 문인화의 핵심을 이

해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우선 집 성의 한 축인 법(法)의 의미를 살펴보는데, 동기창

이 강조하는 ‘법고(法古)’를 논의하기 위해 심주와 하량준의 향을 살펴

볼 것이다. 2.1장에서 심주가 선행했던 방작(倣作)과 집 성(集大成)을 

살펴보며 동기창과의 연관관계를 살피도록 할 것이다. 2.2장에서는 하량

준에 의해 원  회화가 추숭되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동기창의 남종화 계

보가 정립되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2.3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통해, 

동기창의 ‘법고(法古)’ 즉, ‘집 성(集大成)’의 의미를 검토해 볼 것이다. 

동기창이 강조하는 ‘법고(法古)’가 발전된 양상이 곧 집 성(集大成)을 

가리킨다. 본래 집 성은 법과 변의 겸비를 바탕으로 하는데, 우선 2.3

장에서는 집 성(集大成) 안에서 동기창이 추구하고자 했던 법고의 핵심

을 논의하며 동기창의 집 성이 가지는 의의를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3장에서는 동기창의 집 성을 구성하는 또 다른 축인 변에 해서 살

펴볼 것이다.

 3.1장에서 살펴볼 이론 면에서의 변(變)은 법고의 숙(熟)을 통한 생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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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拙)이라는 변(變)의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이것은 송 ‧ 원  문인화의 

특징인 사의화(寫意畵) 개념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3.1장에

서는 이전의 사의화(寫意畵) 논의를 계승하면서 동시  양명학의 향을 

받은 사의(寫意)로 발전하는 동기창의 변(變)을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3.2장에서는 창작에 있어서의 변(變)의 추구를 검토해 볼 것이다. 실제 

회화 창작에서 드러나는 동기창의 변(變)은 준법의 변용이나 필묵기법의 

변화 등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변(變)에는 서양 회화의 기법 또한 부

분적으로 발견된다. 이전에 체계화된 적 없었던 논의들을 집 성했던 동

기창 화론은 이와 같이 서양회화의 향까지 수용하는데 이것 역시 동기

창 화론이 가지는 집 성적 면모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동기창 화론이 가지는 체계적 종합의 면모는 그의 화론으로 하여금 중

국 회화사에서 문인화의 위상을 확고하게 만들었다. 동기창은 송 부터 

시작된 문인화에 한 여러 논의를 남북종론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체계

화시켰으며, 동시  화론가들이 공유하던 피상적인 설명들을 ‘법’과 ‘변’

이라는 논의로 규정하며 종합적으로 포섭했다.

그러한 체계화와 종합적인 포섭에는 중국 회화 미학에 있어서 중요한 핵

심 개념인 기운생동(氣韻生動)과 사의(寫意)가 주축이 되어 문인화 이론

의 정립을 가능하게 했다. 이를 통해 동기창은 당시에 가장 급진적인 사

상까지 접하면서도 이전의 전통적인 논의들을 무리없이 계승하고 발전시

킬 수 있었다. 그러나 동기창의 화론이 끼친 향이 중국 회화사를 왜곡

했다는 후세의 비판과 함께 그의 논의가 가지는 의의는 평가절하 되고 

있다. 본고는 동기창의 화론에 한 후세의 비판과 달리, 그의 화론이 

가지는 긍정적인 파급력에 주목하고자 한다. 본 논문이 강조하는 동기창

의 ‘집 성’은 명 의 문인화 정신을 공고히 하고, 본격적인 문인화 이론

의 확립을 가능하게 했다는 긍정적인 향력을 밝히는데 도움이 될 것을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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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본고에서 동기창 화론이 갖는 체계적 종합이라는 의미의 ‘집 성(集大

成)’을 논의하기 위해서 우선 중국 역사에서 ‘집 성(集大成)’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적으로 유학의 전통 안에서 공자와 주희를 살펴볼 수 있다. 집 성

이라는 말은 맹자가 공자를 존숭하여 부르는 것에서 연원이 시작된다. 

공자는 여러 소리를 모아서 크게 이룬 것과 같다. 모아서 크게 이루었다(集大成)는 것  

  은 처음에는 종으로 울리고 끝으로 경쇠를 쳐서 음악을 그친다는 것이다. 종소리를 울  

  림은 조리를 시작하는 것이요, 경쇠로 음악을 그침은 조리를 마치는 것이니, 조리를   

  시작하는 것은 지혜의 일이요, 조리를 마치는 것은 성인의 일이다.10)

 위와 같은 맹자의 설명으로 공자의 집 성을 이해할 수 있다. 공자는 

춘추시  이전의 산만했던 학문들을 ‘유학’으로 구성하여 고  중국 사

상의 중요한 전형을 구축했다. 그리고 약 1500여년 후 주희는 공자 이

후의 학문을 재구성하여 새로운 학술 체계 즉 성리학의 수로 자리매김

한다. 

 주희는 북송 오자(五子)인 주돈이 ․ 장재 ․ 소옹 ․ 정호 ․ 정이 형제의 학

문을 집 성하 다.11) 그는 북송 오자를 표로 하는 북송의 성리학을 

집 성했을 뿐만 아니라 당말 송초(唐末宋初)에 일어난 새로운 학술 분

위기 속의 제 경향을 모두 집 성했다는 의미에서 주희를 ‘송학’의 집

성자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12)

 주희의 집 성은 『오경』중심의 경학보다 사서에 더욱 큰 비중을 두면

서 선진 유학의 공 ․ 맹 사상을 계승하고, 당시의 도 ․ 불학을 배척하는 

10) 孟子,『孟子·萬章下』“孔子之謂集大成. 集大成也者, 金聲而玉振之也. 金聲也者, 始條理也 ; 玉

振之也者, 終條理也. 始條理者, 智之事也 ; 終條理者, 聖之事也.”

11) 청말(淸末) 피석서(皮錫瑞)는『經學曆史·經學積衰時代』는 “송  유학이 주희에 이르러 집 성

되었고 주희학은 백 여년간 이어졌다고 말한다.(宋學至朱子而集大成, 於是朱學行數百年)” 범수

강(范壽康) 또한『朱子及其哲學』序言에서 “주희가 송  리학을 집 성했다.(朱子乃是宋代理學

的集大成者)”고 분명히 밝히고 있기도 하다.

12) 변원종,『주희학의 형성과 논변의 사유구조』한국학술정보, 2007 , p.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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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의 경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宋史』「道學傳」의 설명에 의

하면 도의 전통이 공자로부터 시작하여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다가 그 도

통(道統)이 맹자에 와서 끊어져 버렸다. 주희의 도학은 주렴계, 장횡거에

서 일어나 이정(二程)에게 계승되고 그에게서 성된 학문이다.13) 이것

은 도통(道統)을 중시하는 것과 더불어 사서에 의해 유교의 정신인 공 ․ 
맹의 도를 발현하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공 ․ 맹사상과 북송 오자의 사

상은 주희에 의해 집 성되어 독자적인 자기의 사상으로 체계화되었다. 

이것은 북송 오자에게서 제기된 성리학의 각종 개념을 일관하여 종합했

을 뿐만 아니라 공 ․ 맹 사상을 주축으로 도 ․ 불학과 같은 관념적인 이

론과 사공학파(事功學派) 등의 유물론적 사상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

다.14) 

 공자와 주희의 ‘집 성’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떠한 개념들을 일관하여 

종합하는 “집 성”이라는 것은, 기존의 학설들을 단순히 모아놓는 수동

적 행위가 아니라 해당 학술 체계의 권위를 확립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려는 다소 목적적이고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종합을 의미한다.15) 동기창의 “집 성”을 공자와 주희와 같은 능동적인 

종합으로 이해할 때, 동기창 또한 기존의 논의들을 남북종론이라는 독자

적인 기준을 가지고 북종화라는 직업화가들의 그림을 배척하며 문인화의 

우위를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집 성”은 동기창이 자신의 

화론에서 한 번밖에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그의 체계적인 종합의 면모

는 화론 곳곳에서 살펴볼 수 있다. 동기창은 남북종론이라는 기준으로 

13) 『宋史』, 卷427 , 「道學傳」“송이 남쪽으로 피신함에 이르러 신안(新安)의 주희가 정씨의 

정통을 이어받아 더욱 깊이 연구하 다. 그 략을 말하면 격물치지를 학문의 착수처로 하고 

明善誠身을 요점으로 하 다.『詩 ․ 書』육예의 文과 공 ․ 맹의 유언이 秦火에 의해 착란되고, 

漢儒에 의해 지루 산만하게 되고, 魏晉 六朝때에 파묻혀 버렸으나 주희에 이르러 밝게 그 모습

이 드러나고 질서 있게 각 경전이 그 위치를 찾았다. 이것이 宋儒學의 諸子를 초월하여 위로 

맹자에 연결되는 까닭이 아니겠는가.” 변원종,『주희학의 형성과 논변의 사유구조』한국학술정

보, 2007 , p.295 재인용

14) 위의 책, p.296 참조

15) 주희의 성리학은 유학사적으로 본다면, 『오경』을 중심으로 한 고전의 학술 태도로부터 사서

와『주역』의 이론을 철학적 입장으로 전환하 다는 의의를 가지며, 내용적으로는 요 ․ 순에서 

주공까지의 정치적 치적으로부터 공 ․ 맹 중심의 철학적 체계에로 논의의 초점을 전환시켰다는 

의미를 가진다.  위의 책, pp.297-29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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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부터 이어져 오던 문인화 논의를 체계화했으며, 동시 에 공유되던 

문인화 정신을 법과 변에 한 논의로써 규정하 다. 이와 같이 동기창

의 “집 성”은 다양한 층위의 논의들을 종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본고에서 살펴볼 동기창의 “집 성”은 크게 이론과 창작이라는 두 가지 

층위를 갖는다. 동기창은 이론적으로도 체계적인 종합을 구성하려 했고 

화폭에서도 이것을 실현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동기창의 집 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북종론이라는 기준을 살펴보아

야 한다. 동기창이 남북종론에서 강조하는 바는 법(法)과 변(變)의 겸비

다. 따라서 이론의 층위와 창작의 층위 모두에서 동기창 화론의 가장 

기본 요소인 법과 변에 한 논의를 살펴 볼 수 있다. 

 집 성의 첫 번째 층위는 “문인화 논의의 집 성”이다. 동기창의 법

(法)은 옛 가에 한 공부를 의미한다. 화론 곳곳에서 강조하는 “고인

의 법”, “만권의 책”이 그에 해당한다. 여기에 하량준의 원사가(元四家)

에 한 논의가 종합되면서 동기창의 법고(法古) 정신은 더욱 강화된다. 

송 부터 이어져 오던 문인화 논의에서 강조되는 문인화가의 정신이 동

기창이 정리하는 원사가(元四家)에서 더욱 강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동기창의 법은 그가 제기하는 “배워서 얻을 수 있는 기운생

동”에서 강조되는 바이기도 하다. 동기창은 “선천적인 기운생동”만을 강

조해왔던 중국 회화사에서 “후천적인 기운생동”을 제기하며 법고(法古)

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법(法)과 더불어 변(變)을 검토해보면, 문인화의 특징인 사의(寫意)로 

동기창의 변(變)을 이해할 수 있다. 송 ‧ 원  문인화 논의에서부터 중시

되어 오던 사의적인 측면을 동기창 역시 계승하여 강조한다. 그러나 동

기창의 사의는 명  양명학의 향을 받아 개인의 개성을 긍정하는 논의

로까지 발전되는 양상을 띄며 이는 동기창의 변으로 수렴될 수 있다. 법

고를 바탕에 두면서 작가 개인의 의(意)를 표현한다는 변의 의미가 동기

창의 사의(寫意)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층위는 “창작”에 있어서의 집 성이다. 동기창은 이론적으로도 

체계적인 종합을 구성하려 했고 화폭에서도 이것을 실현하고자 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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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창작에 있어서의 법과 변의 측면 또한 살펴야 한다. 창작에 있어서

의 법(法)은 심주가 선행했던 방작(倣作)과 집 성(集大成)이다. 심주는 

동기창에게 방작(倣作)과 법고(法古) 정신에 깊은 향을 미쳤다. 창작에 

있어서의 변은 동기창이 강조하는 “사생(寫生)”과 서양 회화의 유입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기법의 시도이다. 이러한 표현의 변화를 통해 동기창은 

자신의 그림에서 “집 성”을 추구했다.

 이와 같은 층위의 구분에 기준이 되는 동기창의 ‘남북종론’을 먼저 살

펴보도록 하겠다. 공자와 주희도 모든 요소들을 종합한 것이 아니라, 자

신들만의 기준을 가지고 취사 선택하여 집 성을 이루었던 것처럼 동기

창의 화론도 ‘남북종론’이라는 선별적인 기준을 가지고 자신의 화론을 

체계화했기 때문이다. 동기창의 ‘남북종론’을 통해 그가 배우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고, 왜 그와 같은 기준을 설정했는지 다음 장에서 알아보도

록 하겠다.  

1. 남북종론(南北宗論) : 동기창이 체계화한 문인화의 계

보와 그 의미

 1.1 ‘법(法)’과 ‘변(變)’을 겸비한 문인화

 동기창은 남북종론(南北宗論)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문인화 논의들을 체

계적으로 종합하 다. 남북종론(南北宗論)이란 선종(禪宗)의 남종(南宗) ․ 
북종(北宗)의 구분을 차용하여 화가들을 분류한 것이다. 남북종론(南北宗

論)에 한 동기창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선가(禪家)에 남종과 북종 두 종파가 있으니, 당나라 때 처음 나눠졌다. 그림의 남북 

두 종파도 당나라때 나눠졌는데, 그 사람[의 출신]이 남북이라는 것은 아니다. 북종은 

이사훈 부자의 착색산수가 전해 내려와 송의 조간 ‧ 조백구 ‧ 조백숙이 되었고, 마원 ‧ 하

규의 무리에 이르렀다. 남종은 왕유가 처음으로 선담(渲淡)을 사용하여 구연의 법을 일

변시켰는데 그것이 전하여  장조 ․  형호 ․  관동 ․ 동원 ․ 거연 ․  곽충서 ․  미불 ․ 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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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부자[의 화법]가 되었으며, 원의 사 가에 이르렀다. 육조 이후에 마구 ‧ 운문 ‧ 임제 

등의 자손이 성하고 북종이 쇠미해진 것과 마찬가지다. 요컨  왕유가 “구름에 쌓인 산

봉우리와 바위 모습은 멀리 천기(天機)에서 나오고 필의는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조화에 

참여했구나”라고 한 것과 소식이 <오도자와 왕유가 그린 벽화에 해 찬함>이라는 글에

서 “나와 왕유[의 그림]에 해서는 아무런 문제 삼을 것이 없다”라고 한 것은 ‘지언(知

言)’이라고 할 것이다.16)

 남북이라는 것은 화가의 출신지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선종(禪宗)

의 남종(南宗)과 북종(北宗)이라는 용어의 차용이다. 남종화가에는 왕유 ․ 
장조 ‧ 형호 ‧ 관동 ‧ 동원 ‧ 거연 ‧ 곽충서 ‧ 미불 ‧ 미우인 ‧ 황공망 ‧ 예

찬 ‧ 왕몽 ‧ 오진이 있으며 북종화가에는 이사훈 ․ 조간 ․ 조백구 ․ 조백숙 

․ 마원 ․ 하규 ․ 구 이 있다. 남북종의 표적인 인물로 왕유와 이사훈을 

설명하는 것은 일찍이 형호(荊浩)에게서부터 비롯되었다.17) 형호는 왕유

를 수묵산수화의 표적인 인물로 이해하고, 이사훈을 착색산수화의 

표로 거론한다.18) 동기창은 이와 같은 수묵산수화와 착색산수화로의 구

분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기준으로 왕유를 남종화의 수로 설명하고 있

다. “남종은 왕유가 처음으로 선담을 사용하여 구연(拘硏)의 법을 일변”

시켰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동기창에게 있어 남종화와 북종화의 기

16) 董其昌,『화안』27항 , 변 길 ․ 조송식 ․ 안 길 ․ 박은화 옮김, 시공사, 2003

17) 당말 오 의 화가인 형호(荊浩)가 자신의『필법기』에서 “왕우승[왕유]의 필묵은 부드럽고 고

우며, 기운은 고상하고 맑으며, 교묘하게 형상을 묘사하여 그렸고 또한 천진한 생각을 자아내

게 한다. 이장군[이사훈]은 사물에 한 이치의 깨달음이 깊고 생각이 원 하며, 필적이 매우 

정교한데 비록 공교하고 화려하지만 먹의 운치는 크게 잃었다”라고 말하면서 왕유와 이사훈을 

비시켜 설명하고 있다. 이어 북송  소식은「書摩詰藍田煉雨圖」에서 왕유의 그림에 해 

“마힐[왕유]의 시를 음미하면 시 가운데 그림이 있고 왕유의 그림을 보면 그림 가운데 시정이 

있다”고 말하며 시적 운치와 왕유의 그림을 비시켜 높이 평가하 다. 특히, “오생[오도현]이 

비록 [그림에서] 아주 뛰어나다고 하나, 오로지 화공으로 논한 것에 불과하네. 마힐[왕유]은 

화상들 밖으로 높이 쳐올라 그것을 터득한 것이니 새장에서 빠져 나온 불멸의 학과 같네”라는 

소식의 시(「集註分類東坡先生詩」)당시에 높은 평가를 받았던 오도현과 왕유에 한 소식의 

비교를 통해 왕유는 비로소 문인화가의 정점에 놓이게 되었다. 

18) 착색산수: 여러 종류의 안료로 채색된 산수화. 먼 산은 군청 계열로 앞쪽의 주산은 녹청 계열

로 채색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므로 청록산수라고도 불리며, 금니(金泥)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금벽산수라고도 일컫는다. 이사훈과 이소도 부자에 의해 양식적으로 완성

되었으며, 원  이후로 청록 산수는 당 (唐代) 산수화를 전거로 삼는 방고적, 복고적 의미의 

회화로 굳어졌다.  董其昌,『화안』, 변 길 ․ 조송식 ․ 안 길 ․ 박은화 옮김, 시공사, 2003 

p.84 주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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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은 법 ․ 변의 겸비이다. 동기창이 왕유를 남종화의 수로 설정한 것은 

표적인 수묵산수화가이기도 하지만, “구연(拘硏)의 법을 일변”시켰기 

때문에 그를 높이 추숭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법(法)과 변(變)의 

논의는 동원(董源)에 한 설명에서도 드러난다. 

측필(側筆)은 가벼운 것이 있고 무거운 것이 있으니, 원필(圓筆)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그 좋은 점은 필법이 미끈하고 힘이 있는 것이다. 송나라 화가들의 원체화는 모두 원필

의 준을 사용했는데 동원만이 홀로 자신의 방식 로 했기 때문에 한 차례 작은 변화를 

이루었다. 예찬 ‧ 황공망 ‧ 왕몽 등은 모두 동원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모두 측필을 

사용하고 있다. 19)

 왕유를 표로 하여, 동원 또한 기존의 법에 하여 자신만의 변을 이

루었고, 이어 예찬 ․ 황공망 ․ 왕몽 등도 동원을 배워 법과 변을 겸비 하

다.

거연은 동원을 배웠고, 미불도 동원을 배웠고, 황공망도 동원을 배웠고, 예찬도 동원

을 배웠다. 모두 한결 같이 동원을 배웠지만 각각은 서로 닮지 않았다. 다른 사람이 그

것을 했다면 모사본 같았을 것이니 그렇게 해서야 어찌 후세에 전해질 수 있겠는가? 20)

“옛 사람을 배우면서 변화할 수 없으면 울타리 사이에 갇힌 물건이 되고 

만다”21)는 동기창의 주장과 위 인용문의 “모두 한결 같이 동원을 배웠

지만 각각은 서로 닮지 않았다. 다른 사람이 그것을 했다면 모사본 같았

을 것이니 그렇게 해서야 어찌 후세에 전해질 수 있겠는가?” 역시 동일

한 논의이다. 옛 전통을 깊이 탐구하면서도 새로운 변(變)을 첨하여, 같

은 원류를 공부하 다고 하더라도 서로가 “모사본” 같지 않은 자신만의 

양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남종화 가들이 겸비했던 변은 

19) 董其昌,『화안』14항 , 변 길 ․ 조송식 ․ 안 길 ․ 박은화 옮김, 시공사, 2003

20) 위의 책, 26항

21) 위의 책, 51항 “이것은 예찬의 필치를 모방한 것이다. 예찬의 화법은 체로 나무는 이성을 

닮았고, 추운 겨울의 나무와 산에 있는 돌은 관동을 배웠으며, 준법은 동원과 비슷하다. 그러나 

이들은 각각 변화한 국면이 있다. 옛 사람을 배우면서 변화할 수 없으면 이는 곧 울타리에 갇

힌 물건이라도 그것과 거리가 점점 멀어져서 [잡을 수 없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것은] 바로 

꼭 닮게 하려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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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실현되었을까? 동기창이 미불과 미우인 부자에 해서 말하는 것

에서 그 단초를 찾을 수 있다. 

동원과 거연 스님은 모두 먹으로 구름의 기운을 선염했는데 거기에는 토해내고 삼키

며 변화하고 없어지는 기세가 있다. 미씨 부자는 동원과 거연의 화법을 배워서 그 복잡

한 것을 조금 줄 다.22)

 왕유가 “처음 선담(渲淡)을 사용하여 구연(拘硏)의 법을 일변”시켰던 

것처럼 동원 또한 원필(圓筆)을 사용하지 않고 측필(側筆)을 사용하면서 

“구연(拘硏)의 법을 일변”시켰다. 이것은 폐습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

의 양식을 개척하는 것에 해당한다. 예찬 ‧ 황공망 ‧ 왕몽은 이러한 동원

을 배우면서 서로 똑같지 않게 자신만의 방법으로 변화를 주었다. 미불

과 미우인 부자는 동원과 거연을 배우면서 “복잡한 것을 조금 줄이는” 

것과 같이 단점을 보완하 다. 이것이 남종화 가들이 실행했던 법과 

변의 겸비인 것이다. 동기창이 파악했던 이와 같은 법 ․ 변의 겸비는 일

찍이 북송 유도순(劉道醇)의 논의를 계승한 것이다. “스승을 배우되 그 

단점을 버리는 것(師學舍短)”은 유도순에게 “스스로의 일가를 이루는(自

成一家)”23) 방법론 중의 하나 다. 이처럼 동기창이 말하는 “자성일가”

를 이룬 남종화 가들은 곧 법 ․ 변 겸비를 이룬 “문인화가”들을 의미

했다. 동기창의 남종화 계보는 그가 말하는 문인화 계보와 일치한다. 

문인의 그림은 왕유로부터 시작하여, 그 후로 동원, 거연, 이성, 범관이 적자(嫡子)가 

되고, 이공린, 왕선, 미불 및 미우인은 모두 동원, 거연으로부터 배웠다. 곧바로 원의 사

가인 황공망, 왕몽, 예찬, 오진에 이르기까지가 모두 정통이고 우리 왕조의 문징명과 

심주는 또 멀리서 의발(衣鉢)을 접했다. 마원, 하규 및 이당, 유송년과 같은 사람은 이사

22) 위의 책, 21항 

23) 조송식, 「북송 초 유도순의 <성조명화평>과 그의 회화론」, 『美學』, 한국미학회 , 64호 劉

道醇,『聖朝名畵評』“[范寬]范寬,…遂對景造意, 不取繁飾寫山眞骨, 自爲一家” “高克明鋪陳物象, 

自成一家, 當代少有” “燕文貴, 尤精於山水, 凡所命意,不师古人,自成一家 … 工畵山水, 不傳師法, 

自立一家規範” “許道寧, …道寧之格所長者三一林木二平逺三野水俱造其妙而又命筆狂逸自成一家

頗有氣燄.”에서 알 수 있듯, 북송 유도순의《성조명화평》에는 “스스로 일가를 이루었다(自成

一家)”고 일컬어지는 화가들이 등장한다. 그는 자성일가를 이룬 작가들로 범관  ․ 고극명 ․ 연

문귀 ․ 허도녕 등을 열거하며 높이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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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의 화파이니, 우리들이 배워서는 안 된다.24)

 남종화 계보에서 살펴보았듯이, 문인화 계보 역시 “처음 선담을 사용하

여 구연(拘硏)의 법을 일변”시켰다는 왕유를 수로 하여, 법과 변의 겸

비를 이룬 화가들을 포함한다. 반면에 북종화에 해당하는 이사훈의 화파

는 “우리들이 배워서는 안되”는 화파이다. 북종화는 동기창이 강조했던 

법과 변의 겸비를 이루지 못한 그림이기 때문에 배워서는 안 된다고 주

장한 것일까? 동기창은 북종화의 어떤 점 때문에 “배워서는 안된다”고 

할 정도로 배척하 던 것일까? 선종의 수행방식인 돈오(頓悟)와 점수(漸

修)로 남종화와 북종화에 해 설명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동기창이 지양

하는 북종화의 성격을 알 수 있다. 

구 은 그림을 그릴 때 귀로는 북과 피리가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를 듣지 않았는데 

그것은 벽을 사이에 두고 있는 여인을 돌아보는 것을 경계하는 것과 같으니 그 방법이 

역시 고행에 가깝다. [그러나 나는] 나이 오십이 되어 비로소 이 일파의 그림은 조금도 

배워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았다. 선정(禪定)에 비유하면 그것은 긴 시간을 들여 수행을 

쌓아야 비로소 보살이 되는 것과 같으니 동원 ․ 거연 ․ 미불 세 화가가 한번 초월하여 곧 

바로 부처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만 못한 것이다.25)

 남종 화가에 해당하는 동원 ․ 거연 ․ 미불과 같은 화가들은 단번에 세속

을 초월하여 깨달음을 얻는 돈오(頓悟)와 같지만, 북종 화가들의 “그것

은 긴 시간을 들여 수행을 쌓아야 비로소 보살이 되는” 점수(漸修)와 같

다는 것이다. 점수(漸修)와 같은 북종화는 오랜 시간을 들여 세 하게 

표현하는 그림을 의미한다. 당(唐) 중기에 선종이 남종선(南宗禪)과 북종

선(北宗禪)으로 분파되다가, 명 중기에 이르면 북종선(北宗禪)이 쇠퇴하

게 되는데 이와 같이 “쇠퇴하는” 화파26)로 여겼던 것이 직업화가들 계

24)董其昌,『화안』24항 , 변 길 ․ 조송식 ․ 안 길 ․ 박은화 옮김, 시공사, 2003

25) 위의 책, 73항

26) 조송식,「동기창의 회화사관 및 예술사상 - 남북종론(南北宗論)을 중심으로」, 『美學』, 한국

미학회  , 36호 (2003) “북종화는 선종에서 수련 방식이 너무 금욕적이고 고통스러우며 긴 시

간을 들여 수행을 쌓아야 비로소 보살이 되는 것과 같고, 남종화는 한번 초월하여 곧바로 부처

의 경지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산수화의 발전 과정을 보면 송 ․ 원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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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인 북종화이다. 북종화의 특징으로는 세세한 묘사, 그리고 청록산수를 

꼽을 수 있다. 이 두 가지는 상통하는 특징으로서 동기창이 북종화의 

수로 제시한 이사훈의 일화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당 현종이 오도자와 

이사훈에게 동전(大同殿)에 가릉산수를 그리라고 하자 오도자는 가릉

강의 삼백리가 넘는 산수를 하루 만에 다 그렸고 이사훈은 수개월이 지

나 비로소 완성했다고 전해지는 일화에서 알 수 있듯이, 세 한 묘사와 

채색을 통한 그림은 단지 “습자지류(習者之類)”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동기창은 “판박이 그림처럼 세 하고 조심스럽게 하여 조물주의 심부름

꾼”27)에 지나지 않는 화가의 필묵에는 세속적인 것밖에 표현되지 못한

다고 파악하면서 북종화의 세 한 묘사와 채색을 통한 그림 양식을 지양

(止揚)했다. 이와 같은 북종화풍에 한 폄하는 중국 회화사의 시 적 

특징에서 비롯된 것이다. 북송(北宋)의 화풍과 정신을 존숭하 던 동기

창은 남송(南宋)의 화원(畵院) 화풍인 원체화(阮體畫)에 해서는 부정적

인 평가로 일관하 다. 이는 원  조맹부에게서부터 비롯된 미감으로서, 

원체화가 가지는 화려함을 속기(俗氣)로 인식하고 세 한 형사(形似)가 

문인사 부의 일기(逸氣)를 담아내지 못한다고 파악했던 것이다. 이러한 

원체화는 오문화파와 비되는 절파의 화풍으로 이어지는데, 동기창은 

이와 같은 절파에 해서도 동일한 폄하의 태도를 보 다. 여기에는 문

인사 부와 직업화가라는 신분  상의 차이가 커다란 작용을 했고 신분에 

따르는 화풍이 가지는 특징 전반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도록 만들었다. 

 이와 같은 동기창의 태도는 그가 구분한 남종화와 북종화에서 분명하게 

표출되었다. 우선 신분에 따른 문인화가와 직업화가 화파를 구분하고, 

그것에서 파생되는 그림의 풍격에 차별을 둔 것이다. 문인화가의 그림은 

일필(逸筆)28)로써 신품(神品)에 들어가는 것으로 세속적인 “습자지류”가 

쳐 명 에 이르러 절파가 너무 거칠고 격정적인 것에 한 비난을 받은 ‘광태사학(狂態邪學)’파

를 거쳐 남 에 이르러 문인화적인 취향으로 변화하여 결국 절파가 소멸하게 되는 상황이 북

종선의 흐름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27) 董其昌,『화안』25항 , 변 길 ․ 조송식 ․ 안 길 ․ 박은화 옮김, 시공사, 2003

28) 일필(逸筆)에 한 자세한 설명은 소식(蘇軾)의 논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소식의 『文與可篔

簹谷偃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나무가 처음 생길 때에는 일촌(一寸)의 길이에 싹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 속에 마디와 잎이 다 갖추어져 있다. 그것은 매미나 뱀의 배의 비늘에서

부터 칼을 뽑은 듯한 팔십 척의 나무에 이르기까지 생장하면서 자라는데, 이러한 성장이 그 



- 16 -

존재하지 않으며 법과 변의 겸비를 이룬 그림이지만, 북종화는 직업화가

의 세 한 묘사에만 치우쳐 판박이 그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동

기창이 강조했던 문인화가로서의 남종화 가들은 그의 ‘집 성’에 기준

에 해당한다. 동기창의 ‘집 성’은 하나의 화폭에 여러 가의 특징과 기

법을 담아내는 것을 의미하며, 이와 같은 문인화의 계보 즉 남종화 가

들의 특징과 정신을 자신의 그림 속에 모두 담아내고자 하 다. 

1.2 동기창의 왕유에 한 해석

 이와 같은 남종화에 있어서 동기창이 왕유를 표적인 인물로 설정하는 

것이 왜곡된 해석이라는 후세의 연구가 있다.29) 비판의 요지는 동기창이 

말하는 왕유의 법이 무엇인지, 또한 그 법이 어떻게 계승되는지에 해 

동기창은 모호한 설명만을 일관한다는 것이다. 동기창에게 왕유는 법 ․ 
변의 겸비를 이룬 표적인 인물이다. 만일 동기창이 왕유에 하여 왜

안에 내재하기 때문이다. 요즈음 그것을 그리는 사람들은 마디를 하나하나 그리고 그것에 잎을 

하나하나 더하는데, 어찌 또 이것이 나무이겠는가? 그러므로 나무를 그릴 때에는 반드시 

먼저 가슴에 완성된 나무를 얻어야만 한다. 그 다음에 붓을 잡고 눈여겨 응시하다가 곧 그리

고자 하는 바의 것을 발견하면, 급히 일어나 그것을 좇되, 붓을 휘둘러 곧바로 본 바를 포착하

려고 해야 하다. 토끼가 일어나자 매가 내리 덮치는 것과 같이 해야지 조금이라도 주저하면 사

라져 버린다. 여가[문동]가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은 이와 같다. 그런데 나는 그럴 수 없었지만, 

마음으로 그것이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이유는 알았다. 이미 [마음이] 사물이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이유를 알고도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안과 밖이 일치하지 못하는 것이니, 마음과 손이 상

응하지 못한 것이다. 그것은 배우지 못함에서 나온 과실이다. 그러므로 무릇 마음으로 본 바가 

있는데 그것을 제작함에 숙련되지 못한 이유는 평상시에 명료하게 본 것이 일에 임해서는 홀

연히 사라진 것이다. 이것이 어찌 나무에만 적용되는 일이겠는가?”  소식의 이와 같은 논의

가 바로 문인화의 특성을 결정했다. 상에 한 긴 한 관찰로 말미암은 그 상의 상리(常

理)에 한 포착은 마음 속에서 일어난다. 그 마음과 손이 응하여 화면에 표현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일필(逸筆)로써 가능하다. “그리고자 하는 바의 것을 발견하면, 급히 일어나 그것을 좇

되, 붓을 휘둘러 곧바로 본 바를 포착”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문인화가의 일필(逸筆)로 표현되

며, 따라서 화공의 세 한 표현 작업은 지양되는 기법이라는 논의가 성립된다.

29) 한정희, 「동기창에게 있어서 동원의 개념」,『한국과 중국의 회화』,학고재 (1999) 와 古原

宏伸, 「董其昌における王維の槪念」,『董其昌の畵論』에서 말하는 문제의식은 동기창에 있어

서 왕유와 동원의 개념은 매우 계획적이고 의도적이라는 설명이다. 한정희의 논문에서 재인용

되는  Wai-kam Ho, "Tung Ch'i-ch'ang New Orthodoxy and the Southern school 

Theory" Artists and Traditions (Princeton Univerity Press, 1976) 에서도 동기창의 왕유에 

한 왜곡된 해석을 “자신의 정통성을 심으려고 했던 거 한 의도”라고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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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된 해석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어떠한 목적 하에서 이루어졌는지 살

펴보아야 할 것이다. 

 우선 동기창은 무엇이 왕유의 법인지에 하여 “내가 척보니 바로 왕유

의 화법을 배운 것이다”30) 라고만 설명하고 있다. 그의 애매모호한 답변

은 다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무엇으로 왕유의 법을 배웠다는 것을 아느냐?”고 물으면, 나는 “모든 화

가의 준법에는 당에서 송에 이르기까지 모두 법도가 있는데 그것은 선종의 종파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말 한마디 어구 하나만 들어도 그것이 어느 파의 후예

인지 단정할 수 있게 한다. 지금 조맹부의 이 그림은 붓 놀린 것이 장승요의 것도 아니

고 이사훈의 것도 아니며 형호의 것도 아니며 관동의 것도 아니어서, 동원 ․  거연 ․  이

성 ․  범관 등 모두와 무관한 것임을 알겠다. 그러니 왕유를 배운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

는가?” 라고 그 질문에 답변할 것이다.31)

 여타의 계파에 속하지 않으니 “왕유를 배운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라는 동기창의 답변은 그가 그토록 중시했던 남종화와 왕유에 한 추숭

이 과연 어떤 성질의 것이었는지 반문하게 한다. 실제로 동기창은 상징

적인 시조로서 왕유를 설정하고 실질적인 남종화의 수로 동원과 거연

을 말한다. 동기창에게 동원의 존재는 매우 핵심적인 것이었다. 고하라 

히로노부(古原宏伸)와 한정희, Wai-kam Ho의 연구에서 동기창에게 있

어 동원과 왕유의 개념에 한 면 한 고찰을 살펴볼 수 있다. 그들은 

왕유의 그림과 동원의 그림에 한 동기창의 차별되는 태도에 주목한다. 

동기창이 동원의 그림에 해서는 매우 관 한 태도32)로 그림을 평가하

고 있는 반면, 왕유의 그림에 해서는 매우 분석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30) 董其昌,『화안』53항 , 변 길 ․ 조송식 ․ 안 길 ․ 박은화 옮김, 시공사, 2003

31) 위의 책, 같은 항목

32) 한정희, 「동기창에게 있어서 동원의 개념」,『한국과 중국의 회화』,학고재 (1999) 

pp.109-111 “동원의 그림뿐만 아니라 다른 고  화가의 작품 또한 접하기 어려웠던 명 에서 

동기창은 30여점의 동원화를 만난다 , p.111의 표 참조. 그 스스로도 “하늘의 복(天福)”이라고 

기뻐할 만큼 그는 동원화를 깊이 추적하여 결국 마주하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그렇게 구한 그

림의 진적 여부에는 크게 개의치 않으며 심지어 다른 화필인 듯한 그림에 해서는 “필법이 

마치 다른 두 솜씨에서 나온 것 같다. 또 [내가] 소장한 동원의 그림 여러 폭이 꼭 같은 것이 

없으니, 가히 그림 가운데 으뜸이라고 할 수 있다”(董其昌,『화안』, 93항)고 관 하게 평가할 

따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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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그는 왕유의 그림에서 보고자 기 하는 화법이 아닌 경우에 매우 

실망하 다. 

나는 지난번 가흥 항원변의 집에서 왕유의 <설강도>를 보았는데 전혀 준법이 없었다. 

단지 윤곽만 있는 것이 왕유의 <검각도>와 같은 모본(摹本)으로서 이성의 필법과 비슷

하 지 왕유의 화격이 아니었다. 나는 북경에 처음 도착했을 때 조 양이 임한 왕유의 

<호장청하도>를 입수하 는데 역시 준법이 없었으며 항원변의 집에서 본 <설강도>와 

비슷하 다. 나는 그런 작품들은 모두 왕유의 지극함을 다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라 느꼈

다. 무릇 가의 신품에는 반드시 어떤 특별한 준법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

다. 33).

33) 위의 책, 53항. 13, 14번 각주는 동일한 항목의 다른 부분에 해당한다. 53항 전문은 다음과 

같다. “화가 왕유는 서예가 왕희지처럼 [너무 옛 사람이어서 그의 작품을] 세상에서 많이 보지 

못한다. 나는 작년 가흥에 사는 항원변의 집에서 왕유의 <설강도>를 보았는데 전혀 준법이 없

었다. 단지 윤곽만 있는 것이 왕유의 <검각도>와 같은 모본(摹本)으로서 이성의 필법과 비슷하

지 왕유의 화격이 아니었다. 나는 북경에 처음 도착했을 때 조 양이 임한 왕유의 <호장청하

도>를 입수하 는데 역시 준법이 없었으며 항원변의 집에서 본 <설강도>와 비슷하 다. 나는 

그런 작품들은 모두 왕유의 지극함을 다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라 느꼈다. 무릇 가의 신품에

는 반드시 어떤 특별한 준법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조 양은 역량이 뛰어나고 

호방하더라도 준법을 많이 하지 않아 결국 필이 없게 되었다. [그렇다하더라도] 이것은 왕유의 

화법 중 일부분을 얻은 것이다. 최근에 다시 곽충서의 <망천도> 분본(粉本)이라는 것을 얻었는

데 [이 작품에는] 세 한 준을 철저히 했다. 세상에 전하기를 진본은 무림에 있다고 한다. 그

런데 [곽충서가 <망천도>의 진본을] 모사했다고 한다면 곽충서의 모사본은 왕유의 원본과는 

그다지 멀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본 것은 서투른 화가가 그린 모사본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왕유의 화법을 규정하기엔 충분하지 못했다. 다만 수도에 살면서 고우(古郵)라

는 지방의 장관을 지내는 양씨의 집에서 조맹부의 <설도> 소폭이 있었는데, 금분을 많이 사용

했으면서 한적하며 아득하고 맑고 윤택하여 보통 그림과 아주 달랐다. 내가 척보니 바로 왕유

의 화법을 배운 것이었다. 어떤 사람이 “무엇으로 왕유의 법을 배웠다는 것을 아느냐?”고 물으

면, 나는 “모든 화가의 준법에는 당에서 송에 이르기까지 모두 법도가 있는데 그것은 선종의 

종파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말 한마디 어구 하나만 들어도 그것이 어느 파의 

후예인지 단정할 수 있게 한다. 지금 조맹부의 이 그림은 붓 놀린 것이 장승요의 것도 아니고 

이사훈의 것도 아니며 형호의 것도 아니며 관동의 것도 아니어서, 동원 ․  거연 ․  이성 ․  범관 

등 모두와 무관한 것임을 알겠다. 그러니 왕유를 배운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라고 그 질

문에 답변할 것이다. 금년 가을에 풍몽정이 왕유의 <강산설제도권>을 소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다. 그래서 급히 친구를 무림으로 보내 볼 수 있도록 요청했다. 풍몽정은 그것을 보

물로 생각하면서 “이 그림은 나의 머리요 눈이며 뇌수다”라고 스스로 말했다. 그러면서도 내가 

왕유의 그림을 즐기는 벽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마지못해 나의 요청을 들어주었다. 삼일 동안 

깨끗이 재계하고 한번 펼처 감상하니, 완연히 조맹부[가 임모한 왕유 화법의] 필의 작은 작품

이었다. 나는 이 때문에 스스로 기뻐했다. 또 왕유가 스스로 “지난 세상에 잘못으로 (현세에서) 

시인이 되었지만, 내 전생의 몸은 아마 화가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나는 진품을 볼 수 없었지

만, 생각과 마음으로 그것을 이해했다. 그런데 이것이 만일 진품이라면, 아마 전생의 내가 왕유

의 집에 들어가서 직접 그 자유롭고 호방한 경치를 보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맺은 인연으로 깨

닫게 되어 알아본 것인가. 풍몽정의 아들이 글을 쓰면서 “이 작품은 궁성 뒤 쪽 재상 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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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 가의 신품에는 반드시 어떤 특별한 준법이 있을 것”이라 기

하는 동기창의 설명에서 드러나는 부분이다. 고하라 히로노부(古原宏

伸)와 한정희는 동기창의 이와 같은 태도가 왕유의 <강산설제도>에서 

동기창이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선담과 준법의 유무’라고 분석한다.34) 

왕유의 선담과 준법은 동기창에게 법 ․ 변의 겸비를 의미했다. 동기창은 

기존의 전통에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낸 결과물을 왕유의 선담과 준법이

라고 보았던 것이다. 문인화의 주된 특징에 해당하는 수묵산수화가 왕유

를 통해 비롯되었고 이것은 왕유를 남종화 계보의 시조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에 해당한다. 그리하여 1610년경 풍개지의 아들이 왕

유의 <강산설제도>를 잃어버렸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동기창은 이전에 

보았던 왕유의 그림에 한 인상을 수정한다. “왕유로부터 산수화에서는 

준법과 선염을 쓰게 되었는데 그것은 왕희지가 종요의 서체를 일변시킨 

것 같다”는 동기창의 서술은 이와 같은 바탕에서 생겨난 것이다. 

 동기창이 강조하는 법 ․ 변의 겸비는 왕유만의 준법과 선염으로 상징된

다. 형호에게서 수묵산수화의 표적인 인물로 막연하게 추숭되었던 왕

유가 문인화의 수로 우뚝 설 수 있게 된 것은 동기창이 강조하는 법 ․ 
변의 겸비라는 이론적 바탕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동기

창의 남종화 계보에 있어서 왕유에 한 분석은 동기창이 얼마나 법과 

변의 겸비를 추구했는지를 역설하는 논의가 될 수 있다. 

 이처럼 “구연의 법을 일변시킨” 왕유를 상징적인 수로 설정하고, 동

원과 거연을 실질적인 수로 추숭했던 동기창의 남북종론(南北宗論)은 

당시의 화단에서 요구되는 문인화의 원류에 한 고찰에 해당했다. 문인

화의 정통성을 확립하고자 했던 동기창은 이전까지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추숭되어 왔던 왕유를 자신의 문인화 계보의 수로 설정한다. 동기창이 

왕유를 문인화의 수로 설정하고 동원과 거연과 같은 명가(名家)들을 

계보로 포함한 것은 어떠한 목적성을 띈 것으로 보여 진다. 이와 같은 

옛 집을 부수다가 부서진 나무 통 안에서 얻었다. 모두 세권인데 [나머지 것은] 당 의 글씨

와 그림이다”라고 했다. … 중략.”

34) 古原宏伸, 「董其昌における王維の槪念」,『董其昌の畵論』, pp.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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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창의 독자적인 기획을 당시의 시 적 상황 안에서 살펴볼 때 그의 

화론이 가지는 목적과 의의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3 문인화의 정통성을 확립하고자 했던 남북종론

 동기창이 체계화하는 문인화 계보인 남북종론은 그가 활동했던 명말의 

화단 안에서 어떠한 의의를 가졌을까? 동기창은 자신이 왕유 ․ 동원 ․ 거

연을 추숭하는 원인인에 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원나라때 화도가 가장 번성했는데, 동원 ․ 거연만이 독보적으로 행해졌고 이것 이외에 

모두 곽희를 본받았다. 곽희를 배워서 명성이 있는 화가로서 조지백 ․ 당체 ․ 요정미 ․ 주

덕윤 등의 화가가 활동했다. 그러나 그런 화가 열 사람이라도 황공망 ․ 예찬 한 사람을 

당해낼 수 없다. 그것은 체로 당시 유행이 그러했고, 또한 조맹부가 [동원 ․ 거연의] 

품격을 환기시켜 안목이 모두 바르게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원말 사 가의 그림을 좋아

하기는 하지만 거슬러 올라가 동원 ․ 거연에게서 근원을 찾으려는 것은 어느 정도 요즘 

사람의 안목을 바꾸기 위한 것이다.35)

 당시 명말의 화단에서는 조맹부, 황공망과 같은 원  회화의 풍격이 유

행했다. 일찍이 심주와 문징명 또한 원  회화를 추숭했으며, 문징명은 

조맹부를 계승했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기도 하다.36) 동기창 또한 황공망

의 그림을 가지고 회화 공부에 임하기도 하 다.37) 그러나 그는 “요즘 

사람의 안목”을 걱정하며 문인화의 근원으로 올라간다. 명  문인화가

던 왕불(王紱)의 말을 인용해보면, 당시에는 “요즈음 사람들 중에는 쓸

쓸하게 몇 필치를 그어놓고 스스로 높고 간결하다고 자랑”38)하는 수련

이 덜 된 화가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동기창은 당시의 화단

을 주도하고 있던 오문화파의 쇠락을 비판하 다.39) 당시 오문과 송강 

35) 董其昌,『화안』72항 , 변 길 ․ 조송식 ․ 안 길 ․ 박은화 옮김, 시공사, 2003

36) 林家治 著, 『文徵明』, 河北出版傳媒集團公司, p.33 

37) 한정희, 「동기창에게 있어서 동원의 개념」『한국과 중국의 회화』, p.104

38) 兪劍華, 『중국고 화론유편』 제 4편 범론2 , 김 원 옮김 , 「王紱-書畵傳習錄論畵」,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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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지역의 화가와 평론가들은 이미 누구의 품격이 높고 낮은지에 한 

논쟁을 벌이고 있었고 문인화의 상업화에 따른 문인화 정신의 퇴락으로 

인해 다시금 전통과 원류를 추구하는 화론을 요구하고 있었다. 따라서 

동기창의 남북종론은 이와 같은 원류에 한 고찰과 문인화 정신의 재정

립에 좋은 해답이 되어 줄 수 있었던 것이다. 당시 화단에 한 자세한 

설명은 동기창의 동료 던 범윤림(范允臨)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글씨를 배우는 자가 진철(晉轍,동진시  왕희지등이 남긴 글씨의 업적)을 배우지 않으

면, 결국은 하품이 되는데, 그림 또한 마찬가지이다. 송 원의 저명한 화가들인 형호 관동 

동원 범관 같은 이들과 아래로는 자구, 숙명(문징명) 거연 자앙(조맹부)은 그림의 법칙이 

엄격하여 화가들의 모범이자 장인 중의 거장들이었으며 이들은 모두 공부를 충분히 하

기 때문에 스스로 깊은 견식을 갖출 수 있었다. 지금의 오문사람들은 글자 한 자도 모

르고 옛 사람들의 진품 한 장도 보지 않았으면서 언제나 자신의 작품이 최고라고 여기

며 산하나 물 하나, 풀 한포기 나무 한 그루만 그려서 시장에 펼쳐놓고 쌀과 바꾸고 있

으니, 무슨 좋은 그림을 그리겠는가. 그 중에는 유명한 화가의 화법을 본받은 자도 있지

만 오직 알고 있는 것이 형산(문징명) 한 사람 뿐이어서, 약간 비슷하게 흉내만 내어 겨

우 겉모습만 비슷할 뿐 일찍이 그 신묘한 이치를 터득하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말하기를 

‘나는 형산을 배웠노라’라고 한다. 이는 형산이 취했던 모든 화법은 송과 원의 여러 화가

들에게서 얻었으며 또 온 힘을 다해 그 정수를 터득하 기 때문에 홀로 한 시 를 풍미

하면서도 시들지 않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한 즉 오문 사람들이 형산의 원래 

스승들을 추적하여 배우지 않는다면 곧 위로는 옛 사람들을 따를 수 없고, 다음 세 에

도 형산을 잃어버리지 않겠는가! 40) 

 이와 같이 범윤림이 지적하는 것은 당시 오문화파 화가들의 폐단이었

다. 오문화파의 후학들은 오직 심주와 문징명으로 표되는 선배들을 답

습하는데 그쳤으며 심지어는 옛 가들에 한 공부 또한 소홀했던 것이

39) 董其昌,『畵禪室隨筆』“오중(강소 소주)은 육숙평(육치)부터 화도가 쇠락하 다.(吳中自陸叔平

後, 畵道衰落)”  

40) 范允臨,『輸蓼館集』“學書不學晉轍，終成下品；惟畫亦然。宋元諸名家，如荊、關、董、範，下

逮子久、叔明、巨然、子昂，矩法森然，畫家之宗工巨匠也。此皆胸中有書，故能自具丘壑，今吳

人目不識一字，不見一古人真迹，而辄師心自創，惟塗抹一山一水一草一木，即懸之市中，以易鬥
米，畫那得佳耶。間有取法名公者，惟知有一衡山，少少仿佛，摹擬僅得其形似皮膚，而曾不得其

神理，曰吾學衡山耳，殊不知衡山皆取法宋元諸公，務得其神髓，故能獨擅一代，可垂不朽。然則

吳人何不追溯衡山之祖師而法之乎？即不能上追古人，下亦不失爲衡山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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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동기창은 송강을 중심으로 하는 송강화파를 

이끌었다. 

이러한 뜻을 송강의 여러 화가들이 알았기 때문에 문도(文度;조좌)와 현재(玄宰;동기

창), 문경(文慶) 같은 여러 어른들이 힘써 옛 사람들을 따를 수 있었으며 각자 스스로의 

일가를 이루었다. 41) 

 범윤림의 설명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동기창을 표로 하는 송강화파

가 점차 기울어가는 오문화파의 향력을 신하게 되었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동기창의 남북종론(南北宗論)은 그 스스로가 비판했던 오문화파

의 폐단을 지적할 뛰어난 방패 역할을 했던 것이다. 전통에 한 성실한 

학습이 요구되는 시 적 배경 하에 왕유와 동원으로 표되는 문인의 이

상적인 인물을 시조로 삼아 “자신의 정통성을 심으려고 했던 거 한 의

도”42)라는 해석 또한 가능할 것이다.

 약화되어가는 문인화 정신을 비판하고 다시금 전통과 원류를 추구하는 

문인화 이론이 요구되는 시 적 상황에서 동기창은 남북종론(南北宗論)

이라는 문인화의 기준을 제공했다. 배워서 익혀야 할 남종화와 배워서는 

안 되는 북종화를 구분하며, 문인화가가 가져야할 정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 정신이란 남종화 가들이 품수하는 법과 변의 겸비로서, 원

류에 한 성실한 학습과 자신만의 “변용”을 첨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

음 2장에서는 동기창 화론의 한 축에 해당하는 법고에 해서 살펴보도

록 하겠다.

 

 

41) 范允臨,『輸蓼館集』“此意惟雲間諸公知之 故文度、玄宰、文慶諸公” 

42) Wai-kam Ho, "Tung Ch'i-ch'ang New Orthodoxy and the Southern school Theory" 

Artists and Traditions ,  ed. Christian F.Murck , Princeton Univerity Press, 1976 



- 23 -

 2. ‘법(法)’의 의미

 옛 전통에 한 진지한 학습과 숙련이라는 의미의 법고(法古)는 특히 

서예와 회화 방면에서 법(法)이라는 용어로 함께 쓰인다.43) 실제 작품으

로 도출되는 서예와 회화의 경우 법고(法古)는 상에 한 임모(臨模)와 

방작(倣作)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방작은 원 (元代) 이전까지 회화사에서 거의 보이지 않으며 임(臨), 모

(模), 모사(模寫)등의 단어들만이 계속 쓰여 왔다. 단순히 과거의 풍격을 

추숭하는 전통중심주의를 지나, 고 의 특정 화가를 모델로 하여 창작하

음을 밝히는 방작(倣作)은 원 에 이르러 활발해진 것으로 추측된

다.44) “이 그림이 어느 누구의 그림을 방작(倣作)한 것이다”라는 의미의 

‘倣○○筆’의 가장 최초 기록이 원  화가 오진의 묵죽화첩인 《묵죽

보》에서 “의여가필의(擬與可筆意)”로 발견되었다. “의(擬)”자를 쓰고 는 

있지만 이것은 “방(倣)”과 동일한 의미로 통용되며 그 의도가 명백하다

는데 있어서 현존하는 가장 최초의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 작품 외에

는 이런 표현을 쓴 작품이 거의 보이지 않다가, 명 에 이르러 심주(沈

周)에게서 방작(倣作)이 여러 점 보이고 있다. 심주는 ‘倣○○筆’이라는 

문구를 명 에서 처음 사용하 으며45) 이와 같은 ‘倣○○筆’은 동기창에

게서 보다 본격적으로 사용된다. 동기창을 통해 명  방작(倣作)은 매우 

활발해지게 되었는데 이는 동기창의 방 한 양의 학습과 더불어 그가 얼

43) 『美學』, 한국미학회 , 46호 , pp.155-157, 서예에 있어서 “진은 상운(尙韻), 당은 상법(尙

法), 송은 상의(尙意)”라는 말이 있듯이 당 (唐代)의 서예가 “법”을 중시한다는 표현이 등장하

는데 이는 형식미인 법을 숭상한다는 의미에서 출발하 다. 이것은 소 (疏密) ․ 장단(長短) ․ 
비수(肥瘦) ․ 사정(斜正) 등을 조화 ․ 통일한 중화(中和)를 의미했다. 동진(東晉)의 왕희지야 말

로 이와 같은 고전적 중화미의 응결체 으며 따라서 많은 서예가들이 왕희지를 법으로 삼는다

고 주장했다. 그리하여 진(晉)의 서풍을 배우고 과거의 가에 한 추숭이라는 의미로 법(法)

이라는 개념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게 되었다. 

44) 지요상, 「明代倣作에 關한 硏究」, 홍익 학교 동양화과 석사 논문 , pp.27-31 (2003) , 한

정희 , 「중국회화사에서의 복고주의」『한국과 중국의 회화』, 학고재 , 1999

45) 한정희, 「중국회화사에서의 복고주의」『한국과 중국의 회화』 pp.20-23 참고,  심주의 “倣

○○筆” 표현이 쓰여진 작품들의 진위여부가 의심되는 경우도 있고, “방(倣)” 신 “임(臨)”자

를 쓰고 있기도 하지만 분명히 심주의 “倣○○筆” 표현의 사용이 명  초 가장 두드러지는 사

례임에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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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나 법고(法古)를 중시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앞서 남북종론을 살펴보면서 동기창에게 남종화의 계보는 법과 변의 겸

비를 이룬 사람의 역사적 전개 음을 알 수 있었다. 동기창은 이와 같은 

계보적인 논의에 그치지 않고 이것을 자신의 작품 세계로 확장시키는데, 

이것이 “법고”를 통한 동기창의 “집 성”이다. 동기창에게 있어서 법에 

한 추구, 즉 법고는 과거의 남종화 가들이 남긴 작품을 임모하고 학

습하는 것에 해당한다. 

 동기창이 심주의 방작(倣作)을 계승하여 량의 방작(倣作) 회화를 남긴 

것도 이와 같은 법고에 해당하는 것이다. 본래 방작(倣作)의 의미는 임

모(臨模)를 통한 기법의 숙련을 포함했지만, 임모(臨模)의 수준이 높아감

에 따라 기술적인 모방을 넘어선 과거의 가들에서 나타나는 높은 정신

성을 공부하고 이를 통해 작가의 회화적인 능력을 높여가는 것으로 역할

이 강조되어졌고 따라서 방작(倣作) 역시 고인의 화법을 통하여 자신의 

재구성과 창작을 꾀하는 방법론으로 발전하게 되었다.46) 이와 같은 방작 

의미의 변화는 곧 동기창의 법고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동기창이 

남종화의 가들을 공부한다는 것은 수많은 연습과 암기를 통하여 가

의 높은 정신성까지 담아내는 법고(法古)를 통해 실현된다. 이러한 법고

의 정점이 동기창의 ‘집 성’이다. 동기창의 “집 성”은 하나의 화폭에 

여러 가의 기법과 특징을 한 데 담아낸다는 의미로서, 기존의 문인화 

이론 가운데 가장 높은 층위의 법고(法古)임이 분명하다.47) 이와 같은 

동기창의 법고(法古)와 “집 성”에 향을 주었던 인물이 명 중기 오문

화파(吳門畵派)의 수인 심주(沈周)이다.  

 

46) 지요상, 「明代倣作에 關한 硏究 」, 홍익 학교 동양화과 석사 논문 , 2003 , p.25 참조

47) 동기창의 집 성은 법과 변의 겸비를 필수적으로 하지만, 2장에서는 법고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변에 한 논의를 생략하 다. 이후 변과의 겸비는 2.3장에서 보다 자세하게 다

루도록 할 것이다. 



- 25 -

2.1 심주의 화풍의 집 성(集大成)

 심주(沈周,1427-1509)는 명  중기 문인화가로 산수(山水), 화훼(花

卉), 금어(禽魚)를 즐겨 그렸는데 특히 그는 산수화에 뛰어났다. 그의 평

담한 풍격은 오문화파의 전형이 되었고, 그와 같은 풍격의 완성을 위해

서 심주는 다량의 방작(倣作)을 남기기도 하 다. 두경(杜瓊)의《남촌별

서도책》에서 동기창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심항길은 두경에게 그림을 배웠고, 심주의 그림은 심항길에게서 전수받았다. 두경은 

이미 도종의를 접하고 있는데, 이것이 오문화파(吳門畵派)의 근원이다. 48)

 동기창의 설명처럼 오문화파(吳門畵派)의 근원에는 심주가 위치한다. 

심주의 예술창작은 ‘오문화파(吳門畵派)’ 회화의 기본 특색을 확립하

다. 가장 선명한 부분은 산수화의 제재와 내용 방면에서 잘 나타나는데 

‘실경산수화’와 자신의 정서를 기탁하는 방법, 그리고 옛 가에 한 모

방으로 나눌 수 있다.49) 본고는 동기창에게 끼친 심주의 향 관계를 살

피기 위해서 동기창에 적용한 범주로 심주의 화풍을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그의 ‘실경산수화’를 사생적(寫生的) 측면으로, 옛 가에 한 

모방을 법고(法古)와 집 성(集大成)의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심주의 복고는 동기창이 “배워서는 안되는” 부류로 폄하했던 절파(浙

派)에 해서도 편향되지 않은 진지한 태도에서 엿볼 수 있다. 오문화파

(吳門畵派)를 표하는 심주가  마원, 하규, 진으로 연결되는 절파(浙

派)의 화풍까지 임모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 절

파(浙派)와 오문화파(吳門畵派)는 발생과 성격 모두 립되는 화파이기 

때문이다. 

  절강화파(浙江畵派)를 줄여 부르는 절파(浙派)는 궁정으로부터 추방을 

48) 董其昌, 『南村別墅圖冊』 “沈恒吉學畵於杜東原, 石田先生之畵傳於恒吉, 東原己接陶南村, 此吳

門畵派之岷源也.” 

49) 單國强, 『중국 미술사』, 유미경 ‧ 조현주 ‧ 김희정 ‧ 홍기용 옮김 , 권4,  p.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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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 뒤 항주에서 그림을 그렸던 진을 시조로 하여 그를 배운 하지, 

오위, 남 으로 구성된 화파이다. 절파라는 명칭은 오 지역의 문인들이 

화공기(畵工氣)를 가졌다고 폄하하여 부른 지역적인 구분에 지나지 않으

며, 실제 그들이 지적하는 화풍은 남송의 ‘원체(院體)’를 지칭하고 있다. 

반면에 오늘날 강소성 소주시 근방의 지역을 가리키는 오문(吳門)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오문화파(吳門畵派)는 심주, 문징명을 표로하는 화파로

서 강남지방 문인과 관인이 주된 구성원이었다. 직업화가의 세 한 화법

상의 기교보다는 작가의 의(意)가 드러나는 사의화(寫意畵)를 추구했던 

문인화가들이 주를 이루었던 것이다. 수묵산수화, 간결하고 소산한 필치, 

평담함이 오문화파(吳門畵派)의 특징이다. 이러한 오문화파의 문인화가

인 심주는 절파의 회화까지도 폭넓게 학습하 다. 이와 같은 심주의 태

도는 그의 스승 두경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뭇 장점을 배우고 

다시 옛 것을 스승으로 삼”겠다고 말하는 두경50)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심주는 특정 유파나 화풍을 가리지 않고 각각의 화가들에게서 장점을 찾

아 두루 익혔다.  

나는 어려서 그림을 알았고, 일찍이 동원(東原)선생(두경) 문하에서 놀며 자주 고금 명

인의 그림을 이야기했다. 조맹부에 이르러서는 더욱이 장점을 두루 갖추어 진당(晋唐)까

지 이를만했다고 한다. 우연히 선생님의 처소에서 조뱅부가 각각 일가를 따른 4장의 그

림을 보았다. 선생은 나에게 말씀하시길 ‘이 그림은 조문민공이 진 당의 명화를 방한 것

이다. 족히 신묘함이 지극하여 후배들이 배우지 않을 수 없다’고 하셨다. [선생님의 말씀

은] 지금 40여년이 지났지만 능히 기억이 되고 역력히 눈과 귀에 남아 있다. 양계빈(梁

谿濱) 선생은 황공망의 그림 20폭을 가지고 왔다. 매 폭이 각각 역시 일가를 스승으로 

한다. 51)

 

50) 심주의 스승 두경은 “뭇 장점을 배우고 다시 옛 것을 스승으로 삼”겠다고 자신의 회화에 

한 시에서 법고적인 태도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兪劍華, 『중국고 화론유편』 제 1편 범

론2 , 김 원 옮김 , 「杜瓊-東原集 贈劉草窗畵」, pp.134-136

51) 沈周,「黃子久贈危素樸倣古二十卷」『寶繪錄』“余幼歲遂知繪事 賞遊於東原先生門下. 每談及古

今名人畵. 至趙松雪, 尤能兼善, 追踪進唐. 偶於先生處, 得見松雪公四圖各四一家. 先生謂余曰. 此

趙文敏公倣晉唐名畵也. 足爲神妙之極. 後進者不可不師. 迄今四十餘年, 猶能記憶, 歷歷在耳目間

也(略)成化壬寅冬十日月六日長洲沈周識.” 김신 ,「명  석전 심주의 방고회화 연구」, 홍익

학교, 2002 , p.27 ,재인용



- 27 -

 40여년이 지난 당시까지, 사실상 심주의 전 생애를 관통하는 고인(古

人)에 한 열렬한 학습은 원  화가들 뿐 만 아니라 청록산수52), 마하

파의 산수, 미불 ․ 미우인 부자의 산수 등을 포함한다. 특히 청록산수는 

육조시 부터 당 에 유행하던 것으로서 고 의 유물로 여겨지는 방식이

었다. 따라서 심주는 특정 옛 이야기를 그려내는 경우에 청록산수라는 

옛 방식을 그 로 사용하여 정교한 세부묘사와 짙은 채색으로 그림을 그

리면서 옛 이야기의 고풍스러움을 담아내고자 하 다.53) 청록산수 뿐만 

아니라 마원과 하규의 그림에서 장점을 취하는 태도 역시 심주의 법고가 

가지는 특징이다. 심주의《강산청원도권(江山淸遠圖卷)》은 하규의《계

산청원도권(溪山淸遠圖卷)》을 모사한 것으로서 화면 전개와 묘사에서 

그 유사성이 드러난다.《강산청원도권(江山淸遠圖卷)》을 그리고서 심주 

스스로 제(題)하며 이르길 “예전에 錢鶴攤太史 집에서 마원과 하규의 커

다란 그림(長卷)을 보았는데 그 필력이 창경하고 구학이 매우 기이하다”

고 말하기도 했다.54) 이와 같은 심주의 성실한 학습과 방 한 방작(倣

作)에 해 왕치등(王穉登)은 《오군단청지(吳郡丹靑志)》에서 “그[심주]

의 그림은 당 ․ 송의 이름난 화가들 및 이전 왕조의 훌륭한 화가들부터 

위아래로 천년에 걸쳐 수많은 선배 화가들을 섭렵하 는데 선생은 총체

적으로 조리 있게 통달하여, 그 정미함을 받아들이지 않음이 없었다.”55)

고 평가하고 있기도 하다. 심주가 “천년에 걸쳐 수많은 선배 화가들을 

섭렵”하는 데에는 마원 ․ 하규․ 진 등 북종화가라고 일컬어지는 화가들

까지도 모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심주의 법고(法古)정신

은 하나의 화폭에 여러 가의 특징을 겸비하는 집 성으로까지 발전한

다. 심주가 50세에 그린 《위유곡산수도(爲劉珏山水圖)》의 자제(自題)에

52) 심주가 남긴 청록산수 작품으로는《東山携妓圖》,《兩江名勝圖冊》,《人物山水圖》,《靑山紅樹

圖》등이 있고 수묵산수화에 채색을 가미한 작품으로는《南山祝語圖卷》,《落花圖卷》,《東莊

圖冊》이 있다. 

53) 심주의 화풍과 문학간의 관계에 한 논문으로 김신 ,「명  석전 심주의 방고회화 연구」, 

홍익 학교,  2002년 석사 논문을 참고했다. 

54) 江兆申,《吳派畵九十年展》, 古宮博物院, 1975, p.299 ; 김신  ,「명  석전 심주의 방고회화 

연구」논문 pp.24-25 재인용 

55) 王穉登, 『吳郡丹靑志』 “其畵自唐宋名流及勝國諸賢, 上下千載, 縱橫百輩, 先生兼總條貫, 莫不

攬其精微”, 單國强, 『중국 미술사』, p.217 재인용



- 28 -

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미불 같으나 미불이 아니고 황공망 같으나 황공망이 아니다. 56)  

 이 그림에서 심주는 자신이 본받았던 원사 가 중 한 명인 황공망을 임

모하면서도 미불의 화풍을 가미한 작품임을 제발에서 밝히고 있다. 황공

망의 법과 미불의 법을 한데 모아 그림을 그리면서도 복사본과 같은 수

동적인 모방이 아니라, “미불도 아니고 황공망도 아닌” 새로운 작풍으로 

창작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것은 동기창의 “집 성”보다 선행하는 논의

로서, “집 성”이라는 것이 법고의 지극한 경지임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다. 심주의 집 성은 동원과 거연의 화풍을 따르고자 했던 《창주취도

(滄州趣圖)》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진적을 구하기 어려워진 당시의 

상황에서57) 심주는 멀리 떨어진 동원의 자취를 원  회화 속에서 쫓으

며 이상화된 동원의 화풍을 구현해내고자 하 다. 동원과 거연을 배운 

황공망이나 왕몽, 예찬의 그림을 익히며 이전의 동원과 거연을 접하고자 

하 던 것이다. 《창주취도(滄州趣圖)》를 살펴보면 황공망의 나무, 왕몽

의 구성, 예찬의 필법 등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심주의 방작(倣作)에 

한 태도와 더불어 그의 집 성의 면모를 분명하게 살펴볼 수 있는 부분

이다. 동원을 꿈꾼다는 제발을 써놓았던 그림에서 구체적으로 구현된 것

은 원사가(元四家)의 필법과 구성이었다. 이것은 동원과 거연이라는 이

상적 지향점을 설정하고 그것에 가까운 최근의 가를 학습했던 심주의 

56) 沈周, 『爲劉珏山水圖』 “미불인 듯 하지만 미불이 아니고 황공망인 듯 하지만 황공망이 아니

며 흥건한 수묵에 맑고 고아함이 넘쳐난다. (米不米 黃不黃, 淋漓水墨餘淸)”

57) 沈周,「巒容川色圖」,『大觀錄』 “남당 시 에 동북원만이 산수화에 능하다고 일컬어졌으니 

진실로 사 부들 가운데 으뜸이었다. 후에 그 법을 이은 자는 오직 스님인 거연 한 사람 뿐 이

었다. 원나라에 이르러 오중규의 필법은 그 시 의 풍조에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 거연을 추종

하여 그 경지에 이르렀다. 이 세 사람은 그 포의입취(布意入趣)를 논한다면 탁 트여서 청아한 

오묘함에 있어서는 약간의 우열이 없을 수는 없어서 거연은 북원에 해서 중규는 거연에 

해서 격차를 볼 수 있다. 요즈음 북원과 거연의 진적을 구하기는 세월이 오래 되고 계속되는 

병란으로 더 이상 불가능하다. 중규와 같은 사람의 그림도 또한 점점 흩어지고 없어진다. 간간

히 한두 점의 진적을 볼 수 있지만 나는 문인화의 맥이 근근이 이어지는 것이 마치 한 가닥 

선과 같음을 느낀다. 또한 그 흐름이 오늘에까지 어렵게 이어지는 것을 그나마 탄식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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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인 것이며, 동시에 한 화폭에 여러 가의 장점을 한데 구현했던 집

성적인 면모에 해당되는 것이다. 심주의 《창주취도(滄州趣圖)》에서 

선행되는 집 성은 동기창의 화론에서 본격적으로 설명된다.  

평원산수를 그리는 데에 조 양의 법을 배웠고, 중산첩장(重山疊嶂)을 그릴 때는 강삼

을 배웠다. 준법은 동원의 마피준(麻皮皴)과 《소상도》의 점자준(點子皴)을 사용했다. 

나무는 동원과 조맹부 두 화가의 법을 사용했고, 바위는 이사훈의 《추강 도도》 및 곽

충서의 설경 그림을 사용했다. 이성의 화법에는 소폭의 수묵과 착색청록이 있는데, 그것

을 모두 본받아야 한다. 그 크게 이루어진 것을 모아서, 그것이 스스로 기축(機軸, 창의

력이나 기량)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하기를] 사오 년을 더하면, 문징명과 심주 두 사람

은 우리 오(吳) 지방에서 독보적일 수 없을 것이다.58)

 이것은 동기창의 “집 성”에 해당하는 것인데, 특히 “[이렇게 하기를] 

사,오년 더하면 문징명과 심주 두 사람은 우리 오(吳)지방에서 독보적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동기창의 언급에서, 심주가 집 성에 있어서 

자신보다 앞선 선구자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심주의 

회화가 가지는 또 다른 특징으로는, 특정 주제와 관련한 자신만의 정감

을 그림 속에 겸하기도 했다는 점이다. 

 1488년에 그린《서상양관도(西山兩觀圖)》는 심주가 미우인의 그림을 

감상한 후에 옮긴 작품이다. 실제로 당시에 심주는 이 그림을 그린 며칠 

후에 서산(西山)으로 부인을 이장해야하는 사정이 있었다.59) 그래서 고

인의 화풍을 담으면서도 자신의 정서를 함께 기탁한 것이다. 미우인의 

산 모양을 담아내면서도 그 배열에서는 평면으로 나열했고, 물기가 많은 

미점을 찍으면서 담묵을 사용하여 보다 울적한 분위기를 형성했다.60) 산

수를 그림에 있어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중시했던 심주는 흥취 또한 

강조했다. 산수화에 관해 논하는 글에서, 

58) 董其昌,『화안』5항 , 변 길 ․ 조송식 ․ 안 길 ․ 박은화 옮김, 시공사, 2003

59) 江兆申, 「文徵明與蘇州畵壇」,『石渠寶笈續編』, 卷28 , 古宮博物院 , 1977 “八日雨作, 什五

日澤葬老妻, 兒輩在西山築灰隔 積陰妨事 鬱鬱無好眠食 老夫正急西山後.”

60) 김신  ,「명  석전 심주의 방고회화 연구」논문 , pp.71-7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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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수가 훌륭한 것은 안목을 터득하여 마음에 기탁하고 [그것을] 필묵 사이에서 형성

하는 것이니, 흥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없다. 이 그림은 등불 아래에서 그렸어도 흥이 

나서 그렸기 때문에 정 함을 추구할 겨를이 없었다. 이를 감상하는 것은 곧 나이든 사

람이 사정을 알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61)

 라고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 산수를 그린다는 것은 그 풍경을 많이 

보고 익혀 마음에 정서를 깃들게 한 후, 그것을 필묵으로 옮겨내는 것인

데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흥취는 작품의 제작과 감상 모두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태도는 ‘스스로 즐기며 만족하는 

태도(自娛)’와 ‘흥을 돋우어 함께 즐기는 것(遣興)’이 융합된 것으로서 작

가 주관의 심정과 취향을 자연 풍광에 빗 어 ‘마음에 맞게 하는(適意)’ 

정경융합(情景融合)의 방식에 해당하는 것인데, 심주가 이것을 보다 심

화시킨 것이다.  

 심주의 “집 성”이 갖는 또 다른 특징은 실제 자연 경치를 산수에 담아

내었다는 점이다. 당시 오문화파 화가들 사이에서 소주 실경도(蘇州 實

景圖)가 유행하면서 명  중엽에는 기유산수(紀游山水) 문학 또한 발달

하 다.62) 산수를 유람하고 그 감상과 운치를 시 ․ 서 ․ 화로 제작하 던 

것이다. 이러한 흐름과 무관하지 않게 심주 역시 실제 경치를 근거로 그

림을 그렸다. 이것은 이후 동기창이 강조하는 “자연을 스승으로 삼는 

것”으로 발전하여 동기창에게 있어서 “사생(寫生)”으로 드러나는 측면이

라고 볼 수 있다. 1457년 고종선(顧宗善)을 위해서 그린《지형산도(支硎
山圖)》이래로 1460년 와 1470년 의 초기 작품들과 기록에서 이미 

확인할 수 있으며63) 1480년  이후 심주의 실제 경치를 근거로 한 작

품들을 보면 이전의 작품들과 달리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장소의 특

61) 兪劍華, 『중국고 화론유편』 제 4편 산수2 , 김 원 옮김 , 「沈周-石田論畵山水」, p.110

62) 오문화파 화가들은 방작을 주도하는 관념산수를 주로 하면서도 실경산수화를 그렸는데 소주 

인근지역을 그린 실경화는 문인산수화의 새로운 형태로서 문인화의 발전과 전개에 적지 않은 

향을 끼쳤다. 이와 같은 소주실경도의 유행과 함께 기유산수라는 문예 범주가 각광을 받았

다. 서홍조의 <서하객유기>와 원굉도의 <호구기(虎丘记)>가 표적인 작품이다. 오문화파의 소

주실경도에 관련해서는 유순 , 「명  오파의 소주 실경도 연구」, 홍익 학교 , 2003 참고 

63) 심주의 실제 경치를 기초로 그린 그림들에 한 연 기적 정리는 Jen-mei Ma,  pp.25-3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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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을 요점적으로 화폭에 담아낸 것을 알 수 있다.64) 심주의 이와 같은 

특징은 일찍이 일찍이 남송의 조희곡이 말한 “가슴 속에 만권의 책이 있

고 눈으로는 앞 시 의 진기한 명적을 실컷 보며, 또한 수레바퀴 자국과 

말 자국이 천하의 반은 되어야”한다는 가르침이 이미 녹아들어 있는 것

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심주는 오문화(吳門畵派)파의 수로서 문인화의 전형을 개시하 다. 

평온하고 담박한 화면 구성과 소산한 필치가 그것이다. 그러나 심주가 

구현한 문인화는 옛 가에 한 성실한 법고(法古) 정신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량의 방작(倣作)을 남겼던 심주는 그러한 법고(法古) 정신의 

발전으로 하나의 화폭에 여러 가의 기법과 특징을 담아내는데 까지 이

르게 된다. 이와 같은 “집 성”의 실천은 화가 던 심주에게 분명한 논

의로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이것을 동기창이 이어 받아 자신의 화론에서 

적극적으로 계승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기를] 사, 오년 더하면 

문징명과 심주 두 사람은 우리 오(吳)지방에서 독보적일 수 없을 것”이

라는 동기창의 말에서 엿볼 수 있듯이, 심주의 회화가 가지는 높은 법고 

정신과 실천에 있어서의 집 성은 동기창에게 매우 깊은 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65) 

64) 김신  ,「명  석전 심주의 방고회화 연구」논문 , pp.126-134

65) 심주의 「無聲之詩」의 제발에서 동기창은 “필법이 창윤(蒼潤)하고 구성이 고아하니 마땅히 

우리 왕조의 제일이다.(筆法蒼潤, 布置高古, 當爲本朝第一)” 라고 존숭하면서도 동시에 그를 넘

어서고자 하 다. 동기창의《畵旨》를 살펴보면, “심주가 예찬의 그림을 그릴 때마다, 심주의 

스승 조동로가 보고 큰 소리로 “지나치구나, 또 지나치구나!”라고 했는데 [그만큼] 예찬의 그

림이 가지는 오묘한 곳은 배울 수가 없는 것이다. 심주는 힘이 운(韻)보다 넘친다. 그러므로 

[예찬과 심주] 서로간의 거리는 먼지 하나를 놓고 있다. [심주의 작품은] 예찬의 소산하고 간

이하고 고귀한 것에 양보해야 한다. [내가 예찬을 임모한] 이 작품과 같은 것은 가령 심주가 

보았다면 소리를 지르며 탄복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에서 그와 같은 면모를 알 수 

있다. 앞의 「無聲之詩」는 林家治 著, 『文徵明』, 河北出版傳媒集團公司, p.3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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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하량준의 ‘원사가(元四家)’와 동기창의 ‘원사가(元四  

 家)’

 

 명  중 ․ 후기의 문인이자 화론가인 하량준(何良俊)은 동기창보다 30

여년 앞선 인물이다. 그의 저서로는 38권에 달하는《사우제총설(四友齋

叢說)》이 있는데 그 중에 회화에 한 것으로《사우제화론(四友齊畫

論)》이 있다. 하량준의 화론은 동기창에게 많은 향을 끼쳤는데 특히 

동기창의 남북종론과 문인화 정신에 중요한 밑바탕을 제시해주었다. 

 하량준은 당시의 화가들을 문인화가인 이가(利家)와 직업화가인 행가

(行家)로 구분하 는데 이것은 동기창의 남북종론에 선행하는 구분법이

다. 소식이 처음 문인화가와 화공을 구분하여 설명한 이래로, 송말 ‧ 원

초 전선(錢選)이 문인화를 예가화(隸家畵)로 직업화가를 행가(行家)로 구

분한 것66)이 명  하량준에게 이가와 행가라는 명칭으로 재탄생하게 된 

것이다.67) 그러나 하량준의 이가(利家) ‧ 행가(行家) 구분은 동기창의 남

북종론이 갖는 엄격한 구분과는 차이가 있다. 동기창은 직업화가의 그림

인 북종화를 “배워서는 안될” 화파라고 규정하지만, 하량준에게 이상적

인 회화는 이가(利家)와 행가(行家)를 겸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하량준은 

심주를 왕유와 동등하게 높이 평가했는데68), 그 이유를 이가와 행가를 

66) 이 고사는『格古要論』에 기록되어 있다. 조맹부가 전선에게 “무엇이 사 부 그림입니까”라고 

묻자 전선이 “예가화(隸家畵)요”라고 답했다고 한다. 예가(隸家)라는 말은 본래 원나라 희곡

에서 쓰이던 용어로서 ‘비전문가’라는 의미이다. 그리하여 오늘날 이 예가화는 비전문가의 그

림, 즉 사 부가 그리는 그림으로 이해하는 것이 통례인데, 예가라는 말 이외에 발음이 비슷한, 

여가(여가) ․  이가(利家) ․ 역가(力家)로도 쓰이며 흔히 직업화가 또는 전문가를 가리키는 행가

라는 말과 칭된다. 체로 송 ․  원 에는 사부화라는 말이 많이 쓰 으나 명 부터 예가 또

는 이가라는 말이 많이 쓰 다. 그러다가 동기창이 문인화라는 말을 중시하면서 문인화라는 말

에 려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갈로, 『중국회화이론사』, 강관식 옮김, 돌베게, 2010 , p.354 

참조 

67) 兪劍華, 『중국고 화론유편』 제 1편 범론1, 김 원 옮김 , 「何良俊-四友齊畫論」, p.174 

“… 우리 명나라에서 그림을 잘 그리는 자들이 매우 많으니, 전문가를 거론한다면 당연히 진

이 제일이다. ~ 문인이면서 화가인 사람은 석전이 제일이고, 육여, 형산, 백양이 다음이다.”

68) 何良俊,『四友齊畫論』“심주의 화법은 동 ․ 거에서부터 나왔으며 원나라 사 가의 그림들을 

매우 힘써 임모하 으니 그 삼매(三昧)1)를 모두 얻었다. 따라서 장인의 뜻과는 거리가 멀며 필

묵이 청윤하고 선담한 곳에는 기운이 풍부하여 소위 「시중유화, 화중유시(詩中有畵, 畵中有

詩)」라 할만하다. 옛날 사람들이 왕유의 필이 천기(天機)가 다다른 것이라 어떠한 그림도 능히 

이를 수 없다고 하 는데 나는 심주가 이와 같다고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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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하 기 때문(利而兼行)이라고 말한다. 이것을 하량준의 언어로 이해하

자면 송과 원을 융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69) 송  회화의 곡진한 

사실적 묘사와 원  회화의 필묵 의취를 중시하는 경향이 융합하여 어느 

한 쪽에 편향되지 않고 조화로움을 담지 했다고 보았던 것이다.

 하량준의 또 다른 특징이 이와 같은 원  회화에 한 인식이다. 하량

준은 명 초기 가정년간 이래로 송  회화를 존중했던 흐름에 최초로 반

기를 들었다. 다시 말해, 하량준은 명  화론계에 “송 ․ 원 우열 논쟁”을 

처음 발의했던 인물인 것이다. 하량준은 송  회화보다 원  회화의 가

치를 더 높이 평가했다. 그가 원  회화를 극명하게 비교했던 상은 남

송(南宋)의 원체화(院體畵) 는데 조맹부와 예찬의 그림을 평가하면서 

“두 사람의 신운은 가장 뛰어나다. 이는 남송의 원체화가 가지는 습기를 

능히 씻어낼 수 있”70)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하량준은 가장 높

은 위치에 조맹부와 예찬을 두고, 그 다음으로 황공망 ․ 왕몽 ․ 예찬 ․ 오

진을 “원사가(元四家)”로 지칭한다.71) 이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왕

세정의 “원사가(元四家)”보다 앞선 것이다. 조맹부와 예찬을 따로 지칭

하여 가장 높은 신운이라 평가하면서 동시에 “원사가(元四家)”에 예찬을 

다시 중복시키는 문제가 있지만, 분명 하량준은 명  최초로 원  회화

를 추숭하는 기치를 내걸었다는 의의를 가진다. 이와 같은 원  회화에 

한 높은 평가는 동기창의 남북종론과 문인화 이론에 향을 끼친다. 

 하량준의 향으로 명  화단에서 원  회화가 추숭되는 현상은 동기창 

이후에 등장한 고응원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고응원은 “문인의 필”과 

“전아한 사람의 깊은 운치”를 생함(生)과 졸함(拙)으로 파악하고 이것을 

원  회화의 특징이라고 말한다.  

원나라 사람은 붓을 생(生)하게 쓰고 뜻을 졸(拙)하게 써서 심오한 뜻이 있다. 그들이 

기량을 잘 감추는 것은 오직 그림의 명성 때문에 세상에서 헤어나지 못할까 두려워해서

69) 趙飛, “何良俊《四友齋畵論》硏究”, 南京師範大學 美术学 , 2005 , pp.21-22

70) 何良俊,『四友齋叢說』, 卷二十九畫二 “文衡山評趙集賢之畫，以爲唐人品格. 倪雲林亦以高尚書

與石室先生東坡居士並論. 蓋二公神韻最高，能洗去南宋院體之習.”

71) 위의 책, “其次則以黃子久、王叔明、倪雲林、吳仲圭爲四大家. 蓋子久、叔明、仲圭皆宗董巨，

而雲林專學荊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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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오직 송설옹[조맹부]은 걸출한 벼슬아치로 마음먹은 로 빛나게 잘 그려서 당 ․ 
송의 유명한 화가들과 함께 우열을 다투었기 때문에 다시는 염려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

나 그가 벼슬한 것은 자신의 뛰어난 기예에 누가 되었다. 72) 

 고응원의 원  회화에 한 태도는 당시 명 의 문인화가들이 갖고 있

던 숭원적(崇元的) 태도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위의 인용문에서 조맹

부에 한 평가를 살펴볼 수 있다. 하량준에 의해 가장 높은 풍격으로 

존숭되었던 조맹부에 해 고응원은 원 왕조 하에서의 관직 경험을 비판

한다. “당 ․ 송의 유명한 화가들과 함께 우열을” 다툴정도로 훌륭했던 조

맹부의 그림이지만 그의 원 왕조 하에서의 관직 경험은 “뛰어난 기예에 

누”가 되는 것이라는 비판이다. 이는 동기창이 본래 하량준이 설정한 원

사가(元四家)를 수정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로 분석되고 있다.  

 하량준이 처음 원사가(元四家)를 언급하면서 조맹부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원사가(元四家) 보다 위의 범주에 조맹부를 위치시키면서 그를 최

상의 품격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이어 왕세정은 원사가(元四家)에 조

맹부, 황공망, 오진, 왕몽을 설정한다.73) 원사가(元四家)를 설명함에 있

어서 조맹부에 해 긍정적이었던 하량준, 왕세정과 달리 동기창은 원사

가(元四家)에서 조맹부를 탈락시키고 예찬을 포함시킨다. 그와 같은 주

된 원인은 앞서 고응원이 말하는 “조맹부가 벼슬을 한 것은 그의 기예에 

누가 된 것”이다. 조맹부에 한 동기창의 인상은 남종화와 북종화를 구

별하여 설명하는 부분에서도 또한 드러난다. 그는 조맹부를 구 과 같은 

북종화가와 함께 설명하면서 “판박이 그림처럼 세 하고 조심스럽게 하

여 조물주의 심부름꾼”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있다. 이처럼 동기창이 조맹

부의 관직 경험을 비판하면서 원사가(元四家)에서 그를 누락시키는 반면 

조맹부 자리에 예찬을 포함시키고, 예찬의 풍격을 거듭 추숭하는 부분에

서 동기창이 궁극적으로 강조하고자 했던 문인화 정신이 무엇인지 살펴

72) 위의 책, p.202

73) 王世貞,『藝苑卮言』謂 “조송설[조맹부] ․ 매도인[오진] ․ 치노인[황공망] ․ 황학산초[왕몽] 

등이 원사 가 이다. 고원경[고응원] ․ 예원진[예찬] ․ 방방호 등은 품격이 뛰어난 이들이다. 

성무, 전선이 그 다음이다. (趙松雪孟頫，梅道人吳鎮仲圭，大癡道人黃公望子久，黃鶴山樵王蒙

叔明，元四大家也.高彥敬、倪元鎮、方方壺，品之逸者也. 盛懋 錢選其次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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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동기창은 조맹부를 제외한 나머지 세 명의 화가 즉 황공망, 오진, 예찬

의 인품을 높이 존숭하 다. 문인화에는 그 작가의 인품과 풍격이 드러

난다고 인식하면서 원 왕조에서 벼슬을 지냈던 조맹부는 절개를 더럽혔

다고 여기며 원사가(元四家)에 부적절하다고 보았던 것이다. 동기창이 

미우인의 《해악암도(海岳菴圖)》를 보고 자신의 논의를 설명하는 부분

을 살펴보면 동기창의 회화와 작가의 인품간의 태도를 이해할 수 있다. 

미우인은 동정호와 북고산의 강산은 뛰어나다 하지않고, 그 구름은 뛰어나다 했는데, 

이것은 “천자 마구간에 있는 만필의 말이 모두 나의 스승이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

러나 구름이 어떻게 두 곳[동정호와 북고산]만 그림에 들어올 수 있겠는가. 어쩌면 다른 

강위의 여러 명산들이 트이고 광활하게 있으며 사방 천지에 막힘이 없어서 아침 저녁으

로 [구름이] 변화하는 모습을 궁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정신이 고요한 사람이 

아니면 깊이 이해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글씨를 논하는 사람은 “첫째로 인품이 높아

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아마도 인품이 높으면 마음이 고요하여 다른 즐거움

에 얽매이는 것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원  말기 여러 군자의 그림에는 두 파만이 있었

는데 하나는 동원의 법을 그린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성의 화법을 그린 것이다. … 중략 

… 그런데 황공망, 예찬, 오진, 왕몽 등 사 가는 모두 동원과 거연의 화법으로 일가를 

이루고 유명해져서 지금도 세상에서 독보적 위치를 차지한다. 이성과 곽희의 화법을 배

운 화가 즉 주덕윤, 당체, 요정미 등은 모두 옛 사람의 법식에 압도되어 스스로 독창적

인 세계를 이루지 못했다. 이것은 오종(五宗)의 자손 중 임제종(臨濟宗)만 번성한 것과 

같은 것이다. 조법(祖法)을 이어서 높이는 사람은 순수한 혼이 있는 사람이다. 74) 

 “정신이 고요한 사람이 아니면 깊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 동기창

의 위와 같은 입장은 중국 예술론에서 오래전부터 중시되어 오던 “문여

기인(文如其人)”75)의 논의를 계승한 것으로, 동기창에게 있어서 인품의 

74) 董其昌,『화안』63항 , 변 길 ․ 조송식 ․ 안 길 ․ 박은화 옮김, 시공사, 2003

75) 소식이 왕유의 <남전연우도(藍田煙雨圖)>를 보고 쓴 제발에서 말한 “시 가운데 그림이 있고, 

그림 가운데 시가 있다(詩中有畵, 畵中有詩)”는 논의는 회화의 위치를 격상시켰다. 문인들의 

표적인 특기인 시(詩)라는 장르와 그림을 빗 어 표현하면서, 시와 회화가 같은 의경미를 갖추

고 있다고 이해한 것이다. 그리하여 학문과 예술을 겸비하고 시와 회화의 일치를 지향하는 사

부들의 주된 사상이 반 되면서 그림 속에서 문인화가의 학문적 깊이와 고매한 품격이 드러

난다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림 속에서는 회화의 상에 한 외형적 형사(形似)

보다 신사(神似)를 더욱 중시하는 경향이 송 에 주된 사유가 되었다. 작품에 표현하려는 객관

적 상의 신에서, 그 작품을 창작하는 작가 주체의 신으로의 주목은 송 에 들어와 문인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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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원사가(元四家)의 설정에도 향을 끼쳤던 것이다. 동시에 주목

할 만 한 것은 이러한 인품의 문제를 동기창은 법고(法古)의 정신과 잇

고 있다는 점이다. “조법(祖法)을 이어서 높이는 사람은 순수한 혼이 

있는 사람”이라는 동기창의 주장은 고매한 인품의 문제가 법고(法古)와 

깊은 관계가 있음을 밝히는 것이다. 그러나 바로 앞 문장에서 말하고 있

는 것처럼 고매한 인품과 순수한 혼은 옛 것에 하여 성실하게 공부

하면서도 그 “법식에 압도”되지 않고 “계승하여 높이는(紹隆)” 문제와 

접한 관련이 있다. 이는 이후 2.3장에서 동기창의 기운생동 부분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법고(法古)와 접한 관련이 있는 인품의 문제는 동기창의 원사가(元四

家) 재설정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었다. 특히 조맹부 자리에 예찬을 포

함시키고, 예찬의 풍격을 거듭 추숭하는 부분에서 동기창이 궁극적으로 

강조 했던 문인화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동기창은 예찬의 그림에서 

‘고담천연(古淡天然)’함을 높이 평가했다. 

예찬의 그림은 원나라에서 일품이라고 일컬을만하다. 옛날 사람은 일품을 신품 위에 

놓았다. 지금까지 장지화와 노홍만이 [일품으로 일컬어지는 것에] 부끄럽지 않을만 하

다. 소안라 사람 가운데 미불만이 법식 밖에 있었고, 나머지는 모두 옛 법도의 형식으로

부터 나왔다. 원나라 때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 많았다 하더라도 [그들은 모두] 송나라 

법을 계승하고 소산함을 조금 덧붙 을 뿐이다. 오진의 작품은 신기(神氣)가 단히 많

고, 황공망의 작품은 풍격이 특히 오묘하며, 왕몽의 작품은 옛 법식을 포괄하고 있다. 세 

화가는 모두 종횡습기(縱橫習氣)를 가졌지만, 예찬만이 고담천연(古淡天然)했다.76) 

주목할 만 한 것은, 동기창이 추숭하는 원사가 중 예찬을 제외한 황공망 

․ 오진 ․ 왕몽 모두가 “일상의 법도에 익은 나쁜 버릇으로 함부로 재주를 

부리는 것(縱橫習氣)”을 가졌지만 오직 예찬만이 그러한 습기로부터 자

유로우며 고담천연하다고 말하고 있는 부분이다. 인품의 문제로 조맹부

는 새로운 주체를 부각시켰고 이것은 “문여기인(文如其人)”이라는 작품과 인격의 동일시로 이

어진다. 신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말미암아, 그 신을 가진 주체의 성품과 인격, 학식의 고하가 

그 로 작품에 반 된다는 생각(文如其人)은 송 의 화론 곳곳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부분이다. 

76) 董其昌,『화안』52항 , 변 길 ․ 조송식 ․ 안 길 ․ 박은화 옮김, 시공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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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빼고 예찬을 넣은 까닭이 그의 고담천연임을 강조하는 동기창은 자신

이 강조하고자 했던 문인화 정신이 무엇인지 보다 명백하게 밝히고 있

다. 고담천연(古淡天然)이란 예스럽고 담박하여 꾸밈없이 자연스러운 것

을 가리킨다. 동기창이 남종화의 계보를 설정하고, 그들을 법고의 상

으로 강조하면서 궁극적으로 지향했던 문인화 정신은 정통성과 원류에 

한 확보와 문인화 정신의 확립이었다. 동기창이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문인화 정신은 이와 같은 고매한 인품과 예스럽고 담박한 자연스러움이

었던 것이다. 하량준을 통하여 원  회화를 추숭하게 되는 명  화단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지나치게 원  회화의 양식만을 탐닉했다. 왕불이 

“요즈음 사람들 중에는 쓸쓸하게 몇 필치를 그어놓고 스스로 높고 간결

하다고 자랑”한다고 지적하는 부분은 바로 원  회화가 가지는 소산함을 

한갓되게 모방하는 당시의 문인화의 모습이었던 것이다. 이에 해 동기

창은 동원과 거연이라는 정통과 원류를 지향하면서도, 동시에 원사가 안

에서 고담천연을 추구하며 본래 문인화 정신이 갖고 있던 “문여기인(文

如其人)”과 담박스러움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고담천연(古淡天然)은 동기창의 ‘생졸(生拙)’논의와도 연결되는 특

징이다.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옛 법도에 속박되지 않은 속기(俗氣) 없

는 풍격을 고담천연(古淡天然)이라고 보았을 때 그것은 작가의 정신성과 

연결되지만, 예찬의 풍격에 한 또 다른 평가에서 보여 지는 자유분방

함과 묵희(墨戱)의 특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찬의 묵희를 통해 보여

지는 자유분방함은 동기창이 추구했던  변(變)에 한 논의와도 연결 되

는 논의이다. 따라서 동기창이 원사가(元四家)를 높이 평가하고 그들의 

화법을 배우고자 했음에도 예찬을 제외한 다른 화가에 해서 “종횡습기

(縱橫習氣)”라 비판하고, 원사가(元四家) 중 예찬의 풍격을 가장 높이 추

숭했던 것은 예찬의 것이 동기창이 추구했던 법 ‧ 변의 겸비에 가장 근

접했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예찬의 고담천연(古淡天然)함은 고

매한 인품에서 비롯된 것이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일기(逸氣)를 자유롭게 

표출하 던 그의 풍격 중 일부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한 자

세한 논의는 3.1장에서 변(變)을 논의하며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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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에서 동기창의 법고(法古)를 살펴보았다. 심주와 하량준이 동기창

에게 끼쳤던 향 관계를 살펴보면서 동기창의 법고(法古)를 파악하고자 

했다. 심주는 실천에 있어서 방작(倣作)과 집 성(集大成)을, 하량준은 

이가(利家) ․ 행가(行家)에 한 구분과 원사가(元四家)를 제시하면서 동

기창의 화론에 중요한 바탕이 되었다. 심주와 하량준의 논의는 궁극적으

로 동기창의 문인화 정신에 한 고양을 강조하게 만들었다. 량의 방

작(倣作)을 남겼던 심주의 법고(法古) 정신은 동기창으로 하여금 옛 가

에 한 성실한 학습을 강조하게 만들었고, 하량준의 원사가(元四家) 논

의는 동기창이 인품과 화격(畵格)의 관계를 보다 강조하는 논의로 발전

할 수 있는 바탕을 제공해주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던 법고(法古)가 동

기창의 ‘집 성(集大成)’ 안에서 변(變)과 함께 어떠한 모습으로 구성되

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2.3 동기창의 ‘법고(法古)’의 의미 - ‘집 성(集大成)’을  

 통한 문인화 정신의 강조

 이상에서 살펴본 심주와 하량준의 논의는 동기창에게 있어 “법고(法

古)”의 의미를 한층 풍부하게 한다. 심주가 선행했던 방작(倣作)과 집

성(集大成)은 동기창 화론에서 남종화에 한 법고(法古)를 ‘실제 창작에 

있어서의 법고’로 확장할 수 있게 해주었고, 하량준의 원사가(元四家)에 

한 논의는 동기창의 남종화 계보의 완성을 이루는데 밑바탕을 구성했

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법고(法古)는 동기창에 이르러 “집

성(集大成)”으로 종합되기에 이른다. 방작(倣作)하여 몸에 익힌 가의 

기법과 특징을 하나의 화폭 속에 모두 담아내는 것이다. 

 

(가) [나는] 평원산수를 그리는데는 조 양의 법을 배웠고, 중산첩장을 그릴 때는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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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을 배웠다. 준법은 동원의 마피준과 <소상도>의 점자준을 사용했다. 나무는 동원과 조

맹부 두 화가의 법을 사용했고, 바위는 이사훈의 <추강 도도> 및 곽충서의 설경 그림

을 사용했다. 이성의 화법에는 소폭의 수묵과 착색청록이 있는데 그것을 모두 본받아야 

한다. 그 크게 이루어진 것을 모아서, 그것이 스스로 기축(機軸, 창의력이나 기량)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하기를] 사오 년을 더하면, 문징명과 심주 두 사람은 우리 오(吳) 지

방에서 독보적일 수 없을 것이다. 77)

(나) …(중략)… 그러므로 산수를 말할 때는 조창(趙昌)과 왕우(王友)로, 화죽과 모

는 서희(徐熙) ․  황전(黃筌) ․  최순지(崔順之) 등으로, 말은 한간 ․ 이공린, 소는 여귀진

과 범자민 등의 두 도사, 선불은 손지미, 신괴는 석각, 고양이와 개는 하존사 ․ 주소 등

으로 해야 한다. 이들 화가의 그림을 얻으면 이미 기묘한 작품을 얻은 것이다.78) 

  (가)의 인용문이 바로 동기창이 설명하는 “집 성”이다. 그림 속에 동

원 ․ 거연 ․ 곽충서 ․ 이성 등의 기법을 “모두 본받아 그 크게 이루어진 

것을 모으(俱宜宗之 集其大成)”는 것이다. 동기창 화론에서 강조되는 

“법고”는 그의 “집 성”에서 정점을 찍는다. 다시 말해 동기창의 “집

성”은 남종화에 해당하는 문인화가들을 법고의 상으로 인식하고 그 모

든 장점과 특징을 하나의 화폭에 담아내는 것으로 발전한다. (나)에서도 

동기창의 법고를 살펴볼 수 있다. 여기서는 하나의 그림에 모두 표현해

야 한다는 논의는 발견할 수 없지만, (나)의 인용문은 동기창이 얼마나 

옛 가의 그림을 임모하고 또한 배워 익혔는지 알 수 있는 글이다. 동

기창에게 법고는 회화에 한 태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임에 분명했

다. 

 이와 같은 동기창의 법고(法古)가 최고로 발전된 형태를 그의 “집 성”

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집 성이 단순히 옛 가의 기법을 한 데 모

은 종합에 그치지 않고, 동기창이 추구하고자 했던 문인화의 이상적인 

형태로 되기 위해서는 그의 법고적 측면이 가지는 함의를 논해야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남종화가에 한 법고의 실천은 방작(倣作)을 통해

서 이루어진다. 심주에게서 선행되었던 방작은 동기창에게 이르러 더욱 

77) 董其昌,『화안』5항 , 변 길 ․  조송식 ․  안 길 ․  박은화 옮김, 시공사, 2003

78) 위의 책, 8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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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하게 전개된다. 동기창의 방작 중에서 《방왕몽산수도》는 방작(倣

作)이라고 하기에는 옛 가의 특성이 잘 느껴지지 않을 만큼 개성 넘치

는 그림임에도 불구하고 동기창은 자신의 그림이 왕몽의 방작임을 밝히

고 있다. 자신이 체계화했던 남종화 계보에 포함되는 남종화가를 방작함

으로써 자신 또한 남종화계보의 정신을 계승했고, 그 계보 안에 속할 수 

있음을 밝히는 것이다. 이것은 동기창에게 있어서 방작(倣作)이라는 것

이 단순히 옛 가의 기법을 모방하는 것을 넘어서서, 작품이 가지는 정

통성(正統性)의 확보라는 측면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일부 미

술사가들은 동기창의 수많은 방작이 옛 가들의 이름을 빌려 작품에 권

위를 부여하기 위해 붙인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79) 기실 이것은 

동기창의 법고와 남북종론에서 중시하는 정통성의 확보로 이해할 수 있

다. 문인화가 가지는 전통성의 기준은 동기창에게 있어서 남종화 계보에 

해당했다. 그리하여 창의성이 넘치는 그림에서도 방작이라고 스스로 밝

히면서 자신의 그림이 가지는 정통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작(倣作), 즉 법고(法古)의 실현은 문인화의 정통성을 확보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법고가 최 로 발현되는 동기창의 

집 성 역시 기법의 종합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옛 가의 정신을 담

아 문인화의 정통성을 확보한 그림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바꿔 말하면, 

동기창의 집 성(集大成)의 상과 방법을 그의 법고(法古)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 집 성의 상은 남종화 계보의 가이며, 그 방법은 

방작을 통한 숙련과 문인화 정신의 계승이 될 것이다. 동기창의 이와 같

은 법고에 한 강조는 당시의 시 적 배경 안에서 더욱 분명하게 이해

할 수 있다. 

원나라때 화도가 가장 번성했는데, 동원 ․ 거연만이 독보적으로 행해졌고 이것 이외에 

모두 곽희를 본받았다. 곽희를 배워서 명성이 있는 화가로서 조지백 ․ 당체 ․ 요정미 ․ 주

덕윤 등의 화가가 활동했다. 그러나 그런 화가 열 사람이라도 황공망 ․ 예찬 한 사람을 

당해낼 수 없다. 그것은 체로 당시 유행이 그러했고, 또한 조맹부가 [동원 ․ 거연의] 

품격을 환기시켜 안목이 모두 바르게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원말 사 가의 그림을 좋아

79) 한정희, 「동기창론」,『한국과 중국의 회화』, 학고재 ,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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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는 하지만 거슬러 올라가 동원 ․ 거연에게서 근원을 찾으려는 것은 어느 정도 요즘 

사람의 안목을 바꾸기 위한 것이다.80) 

“나는 원말 사 가의 그림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거슬러 올라가 동원 ․ 
거연에게서 근원을 찾으려는 것은 어느 정도 요즘 사람의 안목을 바꾸기 

위한 것”이라는 동기창의 설명은 그의 법고(法古)에 한 인식을 분명하

게 드러내 주는 것이다. 법 ․ 변의 겸비를 이룬 남종화 가들을 법고(法

古)의 상으로 삼으며, 왕유 ․ 동원 ․ 거연과 같은 원류를 추숭하는 이유

는 “요즘 사람의 안목을 바꾸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당시 동기창이 활

동하고 있던 명  화단에서 가장 큰 화파는 오문화파 다. 심주와 문징

명의 등장 이후로 오문화파의 화풍은 많은 문인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문

인화의 전형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그러나 문징명 사후, 오문화파의 정

수는 사라지고 문징명을 배웠다고 하는 이가 300여명에 달할 정도로 오

문화파는 몸집만 비 해져갔다. 이에 해 동기창은 “오중(강소 소주)은 

육숙평(육치)부터 화도가 쇠락하 다”81)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동기

창의 비판의 요지는 문인화 정신의 상실과 실종된 문인화의 특징이었다. 

명 후기 화단에서 “망령되게 스스로가 당호(堂戶)를 열었다고 일컫는”82) 

사이비 문인화가들로 인해 높은 학식과 고매한 인품을 전제로 하는 문인

화의 고유한 특징은 퇴색되어 갔다. 명 의 유명한 화가인 심주 ‧ 문징명 

‧ 당인에 해서도 “그림 같은 그림이 없다”83)고까지 말하는 동기창은 

송 ․ 원  문인화의 원류를 깊이 추구했던 것으로 보인다. 송 ․ 원  문

인화 가들을 돈오(頓悟)의 경지로 설명하며 추숭하고 있는 것 또한 당

시에 퇴색되어 가는 문인화가의 수련의 부족을 지적하는 주장과 맞닿아 

80) 董其昌,『화안』72항 , 변 길 ․ 조송식 ․ 안 길 ․ 박은화 옮김, 시공사, 2003

81) 위의 43번 각주 참고

82) 董其昌,『容臺集』, 「题唐宋元名人真迹画」“好事家多收赝本缪种流传妄谓自开堂户, 不知赵文敏

所云时流易趋古意难复速朽之技,何足盘旋.”

83) 兪劍華, 『중국고 화론유편』 제 4편 범론2 , 김 원 옮김 , 「袁宏道-甁花齋論畵」, p.243 

“형 원종도가 동기창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다. 「근  화단의 여러 유명한 작가들 중에서 문징

명 ․  당인 ․  심주와 같은 사람의 그림은 옛 사람의 풍격을 꽤 갖고있지 않은가?」 동기창이 

답했다. 「근 이 뛰어난 사람들은 모든 필치가 옛 사람을 닮았는데, 똑같다는 것은 닮은 점

이 없다는 것이니 그림같은 그림이 없다고 해도 된다.」이에 내(원굉도)가 그 말을 듣고 「이

것은 화도(畵道)를 표현한 말이다」라고 존경하며 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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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동기창은 남종화와 북종화를 선종의 돈오(頓悟)와 점수(漸修)로 비유하

여 설명하고 있다.84) 특히 남종화를 “단번에 초월하여 바로 깨달음에 들

어가는(一超直入)” 돈오(頓悟)로 설명하는데, 이것은 긴 시간을 들여 수

행하는 점수(漸修)와 비되는 것이다. 그러나 동기창이 말하는 “일초직

입”은 깨달음이라는 것이 점진적으로 축적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의미

하는 것이지, 깨달음까지의 노력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순간의 깨

달음 못지않게 탐구하고 기량을 연마하는 노력 또한 전통적인 문인화를 

가름하는 중요한 척도라는 점이 오히려 깨달음의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만들어 준다.85) 

남종화 가를 돈오(頓悟)로 비유하는 것은 갑작스러운 득도(得道)에 

한 동기창의 존숭을 의미하지만 이는 동기창 시 와 맞물려 이해할 때, 

단순히 깨달음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으로의 수련과 노력 또

한 중시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동기창은 이와 같은 창작 연마를 거치

지 않고 “일품 화풍에 슬쩍 끼어드는”86) 당시의 사이비 문인화가들을 

경계하면서 자신의 화론 안에서 문인화의 정신과 지켜야할 규범을 분명

히 밝히고자 했다. 따라서 동기창은 자신의 화론에서 문인화의 원류를 

설정하고 계보를 체계화하여 정통성을 구축하고자 했고, 기존의 문인화

에 한 산발적인 논의들을 ‘집 성’하여 종합 ‧ 발전시킨 것이다. 동기

창의 돈오와 점수에 한 비유를 깨달음을 향한 탐구와 연마로 연결지어 

이해할 수 있는 근거는 동기창이 강조했던 “배워서 얻을 수 있는 기운생

동”에서도 찾을 수 있다. 

 동기창이 주장하는 그림에 있어서의 집 성은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가진

다. 그가 집 성하고자 했던 선별된 상은 자신이 체계화한 남종화 계

84) 董其昌,『화안』73항 , 변 길 ․ 조송식 ․ 안 길 ․ 박은화 옮김, 시공사, 2003

85) 정혜린, 『추사 김정희의 예술론』, 신구 문화사 , 2008 , pp.175-176

86) 董其昌,『화안』20항 , “화가들은 [일반적으로] 신품을 최고로 삼는다. 그런데 또 일품을 신

품 위에 더하는 자가 자연을 잃은 이후 신(神)이 된다고 하 다. 이는 참된 견해이다. 다만 단

점을 감추고자 하는 자가 거기에 슬쩍 끼어들어갈까 두렵다. 사 부는 연마를 극진히 하고 조

화를 벗삼아야 한다. 먼저 왕유를 익숙하게 한 뒤 왕흡의 발묵을 하고 이성의 화법을 익숙하게 

할 수 있는 뒤 미불과 미우인의 운산법을 해야 한다. 이 그림은 직업화가의 입을 막아버리고 

그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의 이목에 이바지하기에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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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에 포함된 화가들이며, 그들을 법고(法古)하여 하나의 그림에 담아낸

다는 것은 그들의 정신을 학습하고 수양하여 단순한 개별의 합을 넘어선 

기운생동한 그림으로 창작하는 것이다. 중국 예술에서 가장 최고의 경계

로 인식하는 “기운생동”은 동기창에게서도 궁극적인 목표에 해당했다. 

다만 동기창이 추구했던 “기운생동하는 문인화”는 옛 가의 장점과 정

신을 계승한 집 성의 그림이라는 데에 그 특징이 있다. 게다가 동기창

이 주장하는 “기운생동”은 그의 법고와 집 성을 관통하는 핵심에 해당

한다. 

 동기창이 강조하는 기운생동을 살펴보면, 그것은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

인 것으로 구분된다. 

 화가의 육법 가운데 첫째가 기운생동이다. 기운은 배울 수 없는 것으로, 이것은 세상에 

나면서 저절로 아는 것이며 자연스럽게 하늘이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배워서 얻을 수 

있는 것 또한 있다. 만 권의 책을 읽고 만 리의 길을 걸으면, 가슴 속에서 온갖 더러운 

것이 제거되어 절로 마음속에 구학이 생기고, 산수의 경계가 만들어져 손 가는 로 그려

내니 이 모두가 산수의 전신이다.87) 

 기운생동에 관한 논의는 일찍이 고개지에서부터 있어왔지만 본격적으로 

화론 안에서 설명된 것은 사혁(謝赫)이 제시한 육법(六法) 안에서이다.88) 

87) 董其昌,『화안』1항 , 변 길 ․ 조송식 ․ 안 길 ․ 박은화 옮김, 시공사, 2003

88) 육법(六法)은 사혁의 저서인《고화품록(古畵品錄)》에서 제기된 회화의 제작 및 감상에 필요

한 여섯 가지 요체를 가리킨다. 첫번째 요체인 ‘기운생동(氣韻生動)’은 상이 갖고 있는 생명

을 생생하게 그려내는 것, 두번째인 ‘골법용필(骨法用筆)’은 형상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필치와 

선조(線條)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 세번째인 ‘응물상형(應物象形)’은 상의 실제모양을 충실

하게 사실적으로 그리는 것, 네번째인 ‘수류부채(隨類賦彩)’는 사물의 종류에 따라 정확하고 필

요한 색을 칠하는 것, 다섯번째인 ‘경 위치(經營位置)’는 제재의 취사선택과 화면의 구도와 위

치 설정을 잘 하는 것, 여섯번째인 ‘전이모사(傳移模寫)’는 옛그림의 모사를 통해 우수한 전통

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을 뜻한다. 이때의 기운은 인물화에 해당하는 것이었고 그리고자 하는 

객관 상의 신을 생생하게 그려내는 것을 의미했다. 이것이 당  장언원(張彦遠)의《역 명화

기(歷代名畵記)》에서 인품이 높은 화가만이 달성할 수 있는 경지로 의미가 변화되기 시작했

다. 사혁이 제시했던 본래의 뜻을 보존하면서, 골법과 합하여 골기(骨氣)라는 용어를 써서 형사

(形似)와 립되는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장언원은 육법(六法)을 논할 때 "옛날의 그

림은 간혹 그 형사를 옮기고 그 골기(骨氣)를 숭상하 는데 형사의 밖에서 그 그림을 찾는 것

은 속인들과 말하기 어려운 것이다"라고 하 는데 이 골기는 풍골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또한 

신사를 가리켜 말한 것이기도 하다. 사혁의 "기운생동(氣韻生動)"을 장언원은 "골기"라고 불렀

다. 여기서 나아가 작가의 인격과 마음가짐이 기운획득의 조건이라고 주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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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혁의 육법에서 제시되었던 기운생동은 이후 북송 의 곽약허(郭若虛)에

게 와서 “배울 수 없는 것”으로 선언되었다. 

 육법과 같은 정묘한 이론은 만고불변하는 것이다. 그런데 골법용필(骨法用筆) 이하 다

섯 가지는 배울 수 있지만, 기운과 같은 것은 반드시 생이지지(生而知之)로서 진실로 기

교로서는 얻을 수 없고 세월이 흘러도 도달할 수 없다. 말없는 가운데 정신으로 깨달아 

그러한 줄 모르는 가운데 그렇게 되는 것이다.89)

 “기운과 같은 것은 반드시 생이지지(生而知之)”와 같은 것으로서 선천

적인 범주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한 곽약허는 이러한 선천적인 기운이 

인격의 고하(高下)와 관련된 것으로 인식하 다.90) 이와 같은 “선천적인 

기운생동”은 원 (元代)에까지 이어져 고매한 인품을 가진 문인의 의

(意)를 표현해낸 사의화(寫意畵)로서의 문인화 흐름을 구성하게 된다. 그

러나 송 와 원 까지 선천적이고 타고난 인품을 의미했던 기운생동이 

청 에서는 용묵(用墨)이라는 그림의 기법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그 가운데 기운생동에 한 개념의 혁신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

한다.91) “그 가운데 발생한 혁신적인 변화”가 바로 동기창이 주장했던 

“배워서 얻을 수 있는 기운생동”이다. 

 동기창은 이전까지 주장되었던 “선천적인 기운생동”에 “배워서 얻을 수 

있는 것”또한 있다고 밝히며 화가에게 “만권의 책을 읽고 만 리의 길을 

걷”는 후천적인 수양과 학습을 강조한다. “만권의 책을 읽는 것(讀萬卷

書)”은 옛 가에 한 넓고도 심원한 학습을 의미한다. 남종화 가에 

한 법고(法古)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만리의 길을 걷는 것(行萬里

주장은 북송(北宋)의 곽약허(郭若虛)의 《도화견문지(圖畵見聞志)》에서 뚜렷하게 부각되었다. 

그리고 이시기부터 산수화에도 기운생동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면서 산수의 기운과 작가의 신이 

합일된 경지로 설명되었다. 이러한 기운생동은 일종의 생명력으로서 언표불가능한 역에 존재

하는 것이다.

89) 郭若虛,『圖畵見聞誌』卷1 「論氣韻非師」

90) 郭若虛,『圖畵見聞誌』卷1 「論氣韻非師」“인품이 이미 높으면 기운이 높지 않을 수 없고, 기

운이 이미 높으면 생동에 이르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이른바 신묘하고 또 신묘하여 정묘하게 

된다.” 

91) 선승혜, 「董其昌의 회화 연구 : "意", "氣韻", "작품"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서울 학교 미

학과 석사논문 , 1996 , p.54



- 45 -

路)”은 실제 자연에 한 경험을 의미한다. 조희곡의 구절을 인용한 이

것은 “수레바퀴와 말 자취가 천하의 반”이 될 만큼 실제 외물에 한 풍

부한 경험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후천적인 수련이 중국 회화 

미학에서 가장 최고의 준칙에 해당하는 기운생동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동기창의 주장이다. 이는 이전의 선천적 기운생동과 함께 후천적인 것을 

절충한 논의에 해당하며 동기창이 추구하고자 했던 문인화 이론의 목표

를 보여주는 것이다. 

 넓고도 심원한 학습과 풍부한 실제 경험을 갖춘 문인화가는 기운생동을 

그림 속에 표현하여 이전에 전설적으로 존재하는 왕유, 동원, 거연과 같

은 훌륭한 문인화 계보에 포함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존재했던 “배울 

수 없는 기운생동”만을 주장하다보면 이후에 발전하고 양산되는 문인화

가들의 지향점이 모호해질 것이며 결국 문인화라는 것은 소수의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한정될 것이다. 반면에, 청  이후에 등장하는 “배워서 얻

을 수 있는 기운생동”만을 주장하다보면 이상적인 문인화의 본질이 퇴색

될 것이다. 동기창은 이와 같은 후천적인 기운생동을 제기하면서 기존의 

논의들을 합일하여 당시 화단의 폐단을 지적할 수 있는 중요한 핵심을 

마련하게 되었다. 동기창은 이와 같은 후천적인 기운생동을 제기하면서 

기존의 논의들과 합일하여 당시 화단의 폐단을 지적할 수 있는 중요한 

핵심을 마련하게 되었다. 게다가 이와 같은 후천적인 노력 안에 포함되

어 있는 “만권의 책을 읽는 것(讀萬卷書)”은 앞서 살펴보았던 인품의 고

양과도 접한 관계가 있다. “조법(祖法)을 이어서 높이는 사람은 순수

한 혼이 있는 사람이다”92)라고 할 정도로 동기창에게 있어 옛 법에 

한 훌륭한 계승은 그 사람의 “ 혼”을 맑게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지

극한 법고를 통한 인품의 도야는 기운생동에 이를 수 있으며 동시에 혼

탁해져가는 문인화 정신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동기창이 주장하는 후천적인 기운생동의 수련 방식 중 “만권의 책을 읽

는 것(讀萬卷書)”이 법고에 해당한다면, “만리의 길을 걷는 것(行萬里

路)”은 실제 자연에 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사생(寫生)으로 이해할 

92) 주석 74 참조



- 46 -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동기창이 추구했던 변의 창작 측면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그가 궁극적으로 추구했던 기운생동의 경지는 법과 변의 겸

비가 이루어져 선천적인 기운생동에 버금가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와 

같은 기운생동에서의 논의가 법 ‧ 변의 겸비로 수렴된다면, 이는 다시 동

기창이 추구했던 집 성의 국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전에 제기된 적 

없었던 후천적인 기운생동의 논의는 그의 법고를 통한 인품의 고양까지 

확장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법고는 동기창의 집 성 안에서 최

한으로 실현되는 것이다. 

 반면에 “선천적인 기운생동”은 고매한 인품을 가진 문인의 의(意)를 표

현하는 사의화(寫意畵)의 형성에 깊은 향을 끼쳤다. 송 ‧ 원 의 사의

화가 동기창에게 와서 변의 요소로 수렴될 수 있다는 이후 3.1장의 논의

와 동기창이 제기한 “후천적인 기운생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

다. “후천적인 기운생동”의 한 축에 해당하는 “만리의 길을 걷는 것”은 

동기창의 ‘창작 측면의 변(變)’에 해당하는 사생(寫生)과 맞닿아 있기 때

문에 동기창에게 있어서 기운생동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다. 동기창이 집 성하고자 했던 요소들을 하나로 관통하는 문제는 곧 

기운생동과 사의화에 관한 논의가 될 것이다. 이것은 중국 회화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논의이자 심원한 역사를 바탕으로 하는 개념이다. 동기창

은 이와 같은 커다란 개념 위에 자신의 화론을 전개시키고 있다. 이상에

서 동기창의 “집 성”을 살펴보았다.

 “기운생동”과 “사의화”를 관통하는 동기창의 “집 성”은 그 것이 가지

는 광 한 의미뿐만 아니라, 실제 회화 창작에 있어서도 특기(特記)할만

한 것이었다. 하나의 그림에 여러 가의 특징과 장점을 한데 모아 그리

는 것을 이상적인 그림으로 추구했던 동기창의 회화에 한 인식이 그러

하다. 이것은 당시의 문인화 화단의 맥락에서 살펴보았을 때, 그가 추구

했던 투철한 법고(法古) 정신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훌륭한 옛 

가의 장점을 하나의 그림 속에 조화롭게 구현했을 때, 이상적인 회화의 

아름다움이 구현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옛 문인화가에 한 존중

과 학습은 그의 “남북종론”에서부터 “집 성”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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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되는 특징이다. 이것이 동기창의 법고(法古)와 관련된 집 성이다. 그

러나 동기창이 추숭했던 남종 문인화에 한 집 성에는 반드시 법(法)

과 변(變)이 겸비되어야 한다. 동기창이 화론에서 거듭 강조하는 “옛 법

도에 속박 되”지 않는 그림이 되기 위해선 동기창이 추구했던 집 성의 

또 다른 축인 “변(變)”을 살펴보아야 한다. 다음의 3장에서 그의 “집

성”을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하여 동기창의 ‘변(變)’의 의미를 살펴보도

록 할 것이다.  

3. 동기창의 ‘변(變)’의 의미

 법고(法古)가 동기창이 추구하고자 했던 문인화 이론의 전통성 확보의 

측면이라면, 동기창의 ‘변(變)’은 그의 집 성 논의가 가지는 독자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본래 그가 추구했던 회화에 한 기본적인 태도

가 법 ․ 변의 겸비 음을 상기할 때, 동기창의 변에는 송 ․ 원  사의화

(寫意畵) 논의가 수렴될 수 있다. 또한 동기창이 강조하는 변(變)의 중요

성은 동기창 화론이 가지는 광의성(廣義性)을 입증할 수 있다. 송 ․ 원  

사의화(寫意畵) 논의의 계승과 양명학과의 향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문인화 이론의 발전을 ‘이론 면에서의 변(變)’안에서 살펴볼 수 있고, 문

인화 양식의 종합을 동기창의 ‘창작 면에서의 변(變)’ 안에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전에 체계화 된 적 없었던 논의들을 집 성했던 동기

창의 화론은 서양 회화 기법에 해서도 일정부분 향을 받고 있다. 이

와 같은 집 성의 한 축을 형성하는 변(變)을 ‘이론적인 측면’에서 살펴

보기 위해서는 이전의 송 ․ 원  사의화를 이해해야 한다. 또한 송 ․ 원

 사의화(寫意畵) 논의가 동기창의 변(變)으로 무리 없이 수렴되기 위해

서는 동시 의 사상적 향인 양명학과의 관계 속에서 동기창의 변(變)

을 살펴봐야 한다. 

 



- 48 -

 3.1 이론 면에서의 ‘변(變)’ : 양명학의 향

 “옛 것을 배우되 변화하지 않으면 울타리에 갇힌 물건이 되고 만다”93)

고 말했던 동기창에게 변(變)은 집 성을 이루는 중요한 핵심 축에 해당

한다. 옛 남종화 가에 한 법고의 종합 위에 자신만의 변(變)을 겸비

해야 하는데, 이것은 작가 주체의 개성 발현을 통해 완성될 수 있다. 이

것은 작가의 의(意)를 담아낸다는 사의(寫意)를 의미하며 이는 송 ‧ 원

부터 계승되어오던 문인화의 특징이다. 이러한 사의(寫意)가 명  동기

창에게 이르러 변(變)의 모습으로 수렴되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논의가 

발전되는지 살펴보기 위해 우선 송 ‧ 원  문인화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노장적(老莊的) 자연관에서 비롯되는 산수의 묘한 정신성을 중시하는 

태도는 형호의《필법기》를 지나94) 곽희에게 이어지면서 보다 풍부해지

게 되었다. 곽희는 그의 《임천고치(林泉高致)》<산수훈(山水訓)>에서 

인품과 화품을 연결시키며, 산수에 한 관조를 통해 인품의 도야를 말

하고 산수화의 정신적인 가치를 부여했다. 산수화를 그리는 목적은 감상

자와 창작자 모두에게 정신적인 소요(逍遙)를 하게 하는 것이고, 따라서 

산수화를 즐기는 사람은 덕이 높은 사람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다.

 이와 같은 곽희의 논의가 북송  소식에게서 더욱 강화되면서 구양수 ‧ 
황정견 등과 함께 “흉중구학(胸中丘壑)”95)과 “성죽(成竹)”96)이라는 개념

93)  董其昌,『화안』51항 , 변 길 ․ 조송식 ․ 안 길 ․ 박은화 옮김, 시공사, 2003

94) 사(思)라는 것은 깍고 들어내고 크게 요약하여 생각을 집중시켜 사물을 형성하는 것이다. 라

고 하여 형호는 사(思)를 표현 상의 담한 생략과 강조로 자연 경물을 화면에 옮기기 전의 

구상활동으로 설명한다. 이것은 단순한 경물의 배치나 구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주관적인 구상작용에 한 논의에 해당한다. 

95) 黃庭堅,『題子瞻枯木』“유가와 묵가를 절충하여 위풍이 당당하고 글씨는 안진경, 양응식과 함

께 서성의 반열이네. 가슴 속에 본디 언덕과 골짜기가 있어 오래된 나무에 바람과 서리가 어린 

것을 그렸네!” 이것은 황정견이 소식의 그림에 제한 글이다. “흉중구학(胸中丘壑)”은 가슴 속에 

“일구일학(一丘一壑)”이 상(象)으로 만들어진 것을 가리키며, 그러한 “흉중구학(胸中丘壑)”을 

손 가는 로 그려내어 원하고자 하는 분위기와 풍격을 그림 속에 담아낼 수 있다고 말한다.

96) 黃庭堅, 『山谷題跋』“먼저 화가의 가슴 속에 나무가 있다면, 몸통부터 가지까지 무성할 것

이다. 가슴 속에 완성된 나무(成竹)가 있다면 필묵이 외물과 합착할 것이다. 사공이 배를 본 

적이 없으면서도 그러나 잘 다룰 수 있는 것은 그가 익숙하기 때문이다. 무릇 약조한 로 해서 

깨닫게 되면 필묵에 이르러 조화라는 것과 공(功)을 같이 할 텐데 어찌 다른 곳에서 이것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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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난다. 송  문인화에서 발견되는 사의(寫意)는 외재한 물(物)이 

작가 마음 속의 물(物)로 전화(轉化)하는 과정을 거쳐 형성되는 “흉중구

학”, 즉 의상(意象)을 화폭에 담아내는 것이다. 객관적 외물의 형사적 측

면보다, 상 안에 깃든 리(理)를 이해하고자 했던 송  문인들은 산수

를 우주 질서의 현현으로 인식하 다. 따라서 질서 있고 조화로운 만물

지리(萬物之理)의 현현인 산수와 작가의 기운을 합일하여 심수일체(心手

一體)가 되기를 요구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외물에 한 작가의 입신(入神)97) 또는 신회(神會)98)를 통하

여 산수화에는 상의 세 한 묘사보다는 그림 밖으로 넘치는 기운이 표

현될 것을 강조했다. 작가의 정신세계가 충만하여 자연스러운 표출이 이

루어지면 마음과 손이 서로 상응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시의(詩意)나 화

의(畵意)를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일찍이 사혁에게서부

터 강조되어 오던 기운생동은 송 에 이르러 작가의 정신적 기운과 품격

으로 논의되었고, 그림 속에 표현되는 작가의 기운을 외물의 형사(形似)

보다 중시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작가의 인품(人品)과 화품(畵品)을 동일

시하면서 높은 학식과 고아한 인품을 전제로 하는 사의화(寫意畵)가 발

달하는 초석이 되었다. 이것이 앞서 살펴보았던 “선천적인 기운생동”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송 의 사의화는 형사(形似)를 전적으로 경시하지는 않았다. 높

은 인품을 가진 문인화가가 상의 리(理)를 포착하여 마음에 의상(意象)

을 담았다면, 그것을 훌륭하게 표현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표현상의 기

교가 뒤따르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송  사의화는 형사

적인 측면이 함께 조화된 그림이 곧 질서 있고 조화로운 산수의 리(萬物

할 수 있겠는가?” 

97) 황정견, 『예장황선생문집』“서(書)를 배울 때 때때로 임모로 형태의 유사함을 얻을 수는 있

겠지만 개 옛 글씨를 가져다가 그것들을 자세히 봄으로써 완전한 몰입상태(入神)에 이르게 

한다. 묘처에 이르면 우리의 주의가 갈라지지 않을 것이니 이것이 곧 완전한 몰입으로 가는 지

름길이다.” 입신(入神)은 어떠한 집중상태를 가리키고 그로써 완성된 마음 속의 성죽(成竹)이 

사의(寫意)의 기본적인 태도에 해당했다. 

98) 심괄, 『몽계필담』 “서화의 오묘함은 마땅히 신의 일체감(神會)을 통해 추구되어야 하지, 형

태의 요소들을 통해 추구되어서는 안된다. 그림을 평하는 사람들은 흔히 형상, 구도, 채색의 잘

못을 지적하는데에는 능하나 그것의 오묘한 배열과 심오한 발단을 이해하는 이는 찾기 어렵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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之理)를 담은 이상적인 그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원 (元代)에 이

르면 사의적 화풍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되면서 신사(神似)를 중시하고 

형사(形似)를 경시하는 측면이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원 의 문인화가는 더 이상 자연 형상의 객관적 묘사에 관심을 두지 않

았으며 작가의 정신을 표현하는 서예적인 산수화풍을 창조하 다. 조맹

부가 서화용필동론을 제기한 이래로, 이제 화가는 자신의 의(意)에 따라 

글씨를 쓰는 것처럼 의(意)에 따라 필묵을 놀려 그림을 그리게 되면서 

서예의 필묵법이 작가의 의(意)를 드러낼 수 있는 본격적인 수단이 되었

다. 중국 예술에서 글씨와 그림은 필묵에 의한 표현이라는 공통점을 갖

는데, 그림에 서예의 필묵법을 끌어들임으로써 상의 재현을 목표로 하

는 본래의 필묵 기능은 약화되고, 필묵 자체의 강약, 비수, 농담의 기법

이 보다 강조되기 시작한다. 다시 말해, 작가의 의(意)가 필묵을 통해 보

다 자유롭게 표출될 수 있게 된 것이다.99) 자연의 형사(形似)에 치중하

지 않고 필묵형식을 통해 자신의 주관적 감정과 의취를 표현하는 사의화

에서, 창작 주체인 문인화가는 이와 같은 창작의 과정 안에서 정신상의 

해탈을 이룰 수 있다. 그리하여 원 의 산수화는 이전 송 의 산수화보

다 더욱 주관화된 그림이라고 할 수 있다. 

 원 (元代)에 그려진 산수화는 이민족의 지배라는 특수한 사회적 배경

으로 말미암아 보다 은일적(隱逸的) 성향을 가지게 된다. 원 의 문인들

은 개인적 ‧ 정치적으로 한계와 좌절감을 경험했고 이것은 예술 활동으

로 표출되었는데, 자연에 마음을 기탁하고 안주하고자 하는 이상화된 장

소로 산수를 인식했던 것이 원 의 산수화이다. 작가들은 더 이상 사물

의 표상에 국한되지 않았으며 기존의 규범에 얽매이지 않았다. 옛 가

들의 성과를 빌어 산수 가운데서 자신의 마음에 따라 자유롭게 노닐고 

정관(靜觀)하는 가운데 마음과 도(道)가 합하고, 신(神)과 물(物)이 상응

한 후에 필묵으로 의(意)를 표현하 던 것이다.100) 이와 같은 원  문인

화는 사의적 화풍을 확장시켰고, 일기(逸氣)에 한 미감 또한 제고하도

99) 정혜린, 『추사 김정희의 예술론』, 신구 문화사 , 2008 , p.170

100) 주성옥, 「원 의 새로운 미적 정서의 발흥에 관하여」,『美學』, 한국미학회 , 46호 , 

p.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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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만들었다. 

 송 ‧ 원  문인화가 유행하면서 신사(神似)를 중시하는 이론이 더욱 발

전하게 되었다. 이 시 의 신(神)과 기(氣)는 사물 생명의 의미에서 더 

나아가 명확하게 작가 주체의 의(意)와 교통하고 주관의 감정이입의 

역으로 확장되었다. 이제 예술의 심미 표준이 내적 요소를 중시하는 방

향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101) 이와 같은 흐름은 명 에까지 이어지

는데, 동기창 역시 문인화의 사의적인 화풍을 계승하 다. 그러나 송 ‧ 
원 의 사의(寫意)가 각 시 마다 다르듯이 동기창이 살았던 명 의 사

의화(寫意畵) 역시 그 의미가 조금씩 변화 ‧ 발전하 다. 동기창에게 확

되는 사의(寫意)는 법고(法古) 위에 겸비하는 변(變)으로 이해할 수 있

다. 동기창이 추구했던 법 ‧ 변의 겸비에서 법이 옛 전통에 한 계승을 

의미했다면, 변은 자신만의 변용 또는 아이덴티티(Identity)의 표출이었

다. 옛 법도에 속박되지 않기 위해서는 “조법을 잇되 높이어(紹隆)” 그 

자신만의 그림으로 “자출기축(自出機軸)”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

존의 송 ‧ 원  사의화(寫意畵)에서 논의되는 작가 주체의 의(意)가 산수

와 합일되어 고양된 인품이나 고단한 현실 세계를 도피한 은일거사(隱逸

居士)의 청신한 기운을 의미했다면, 명 에 전해지는 작가의 의(意)는 어

떠한 특징을 가질 수 있을까? 

 본고에서는 명 의 사의화(寫意畵)가 당시 등장했던 양명학의 향을 

받아 개인의 심(心)에 주목하면서 보다 내면적인 의취(意趣)로 확장했다

고 인식하고, 동기창의 사의(寫意)가 수렴되는 변(變)이 가지는 개성적인 

측면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러나 분명히 해두어야 할 것은 중국 예술에

서 개성이라는 것은 서양 회화에서 논의되는 자본주의적인 사상에 바탕

을 둔 개인주의에 있어서의 개성이라는 개념과 구별된다는 점이다. 중국 

예술사에 있어서, 작가의 감정과 보편적인 원리를 매개로 새로운 해석을 

가하여 예술 창조를 하는 경우 모두 개성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상의 객관적 재현을 위한 일정한 법칙의 준수보다, “어

떤 형태로든 화면에 나타나는 화가의 의사표현을 중시할 때” 우리는 그 

101) 蒲震元, 『의경 : 동아시아 미학의 거울』, 신정근 ‧ 임태규 ‧ 서동신 옮김 , 성균관 학교 출

판부 , 2013 ,  p.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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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의 개성적 성격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회화의 기본적 이념에 

한 사고 또는 구도, 기교 등의 변화가 “의도적으로 추구될 경우” 이것

을 개성의 발현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102) 따라서 본고에서는 동기

창이 “의도적으로 추구한” 작가 주체의 발현을 그의 변(變)으로 이해하

고자 한다. 작가 주체의 발현으로 발전해오던 사의(寫意)의 경계는 명

(明代)에 등장한 양명학의 향으로 확장될 수 있다.

 양명학은 명  이후 중국 예술에 있어서 개인의 욕망을 적극적으로 긍

정할 수 있게 하는데 철학적 근거를 제공해주었다. 양명학은 성리학이 

바탕으로 하고 있는 정리(定理)를 인간의 심(心)을 준칙 근거로 삼는 양

지(良知)로 치환하고, 리(理)와 욕(欲)을 엄격하게 구별하는 이분법적 사

고방식에서 벗어나는 논의의 바탕을 제공한다. 왕양명은 마음이 있어야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것은 마음의 주재

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개체의 내재적 욕구에 의하여 예(禮)에 맞는 행위

와 어긋나는 행위를 자주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

이다. 성리학에서 도심(道心)과 인심(人心)을 구별하고 도심(道心)으로 

인심(人心)을 제어하는 것과 구별되는 부분이다. 왕양명은 “이제 도심을 

주로 하고 인심은 그 명령을 듣는다고 한다면 하나인 마음을 둘로 만드

는 것이다”103)라고 하며 도심과 인심을 분리시키는 것에 명백히 반 하

면서 보편적 도덕규범과 개체의 의식을 결합하고자 하 다. 

 그렇다면 양명학에서 결합된 보편적인 리(理)와 개체성으로의 개인의 

마음은 어떠한 관계를 갖는가? 양명학에서 보편적인 리(理)는 추상적인 

리(理)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각하는 행위에 의해 구

체화됨으로써 충(忠) ‧ 효(孝)와 같은 구체적인 도덕 의식으로 전개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보편적 리와 개체 의식은 추상적 형식을 벗어나기 

시작한다. 리(理)는 내 마음에 한 제약을 통해 그 자체가 내 마음의 

현실적이 내용이 되게 하며, 다른 한편으로 주체는 리(理)를 따름으로써 

102) 백윤수, 「석도 예술 사상과 그 양명학적 배경에 관한 연구」, 서울 학교 미학과 박사 논문 

, 1996 , p.118 

103) 王陽明,『傳習錄』上, “今曰, 「道心爲主, 而人心聽命, 是二心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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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마음을 한층 높은 수준으로 고양시킨다.104) 이렇게 하여 내 마음은 

단순한 개인의 마음이나 혹은 자아의 감정과 욕망과 같은 사사로움에 머

무르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리(理)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위를 갖

게 된다. 이처럼 양명학은 개인의 마음과 개인의 도덕적 실천에 주목한

다. 즉 양명학은 완전한 마음의 자유와 정(情)의 무한 발휘를 긍정하여 

예술의 감성적 측면을 긍정한 것이 아니라, “존천리멸인욕(存天理 滅人

欲)”이라는 보편성을 전제로 하는 도덕주체로서의 개인을 말하며 그러한 

개인의 마음 수양과 도덕적 실천의 도야를 촉구하는 것이다. 다만 이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성리학에서는 리(理)를 부각시켜 리(理)를 근원

적 존재로 보고 리(理)에 초감성적 ‧ 초현실적 선험규범으로서의 성격을 

부여했다면, 양명학의 경우에는 마음을 본체로 하기 때문에 감성적 요소

가 부각된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기존의 성리학에서는 “천지 만물과 

한 몸이 되는 것”을 주장했다면 양명학에서는 “우주가 곧 내 마음”이라

고 말하면서 ‘안-밖’의 문제에서 ‘안’을 선택한 것이다.105)

 이와 같은 양명학이 가지는 개체성의 긍정과 발휘는 명  중기 이후에 

등장하는 개성주의 예술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다. 양명학이 긍정하는 개

체성으로 말미암아 회화뿐만 아니라 다른 예술 분야에서도 작가의 의

(意)와 정서를 중시하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우선 문학방면에 있어서, 탕현조(湯顯祖)와 공안파(公安派)의 문예론을 

살펴볼 수 있다. 명 의 탕현조(湯顯祖)와 공안파(公安派)의 문예론은 전

후칠자(前後七子)와 같은 복고주의에 반하여 일어난 문예 사조로서 감정

을 적극 긍정하는 진취적인 성향을 가진다. 

 희곡에 관한 주장을 하 던 탕현조(湯顯祖)는 공안파와 동시  사람으

로 공안파의 문학론에 향을 끼쳤다. 그는 특히 나여방(羅汝芳), 이지

(李贄)와 같은 양명좌파의 인물들과 긴 한 교우관계를 가지면서 명  

중후기 혁신적 사상의 향을 깊이 받았다. 탕현조의 문학론의 핵심은 

“至情”이라고 할 수 있다. 탕현조는 정(情)과 취(趣)를 강조하여 문학의 

104) 백윤수, 「석도 예술 사상과 그 양명학적 배경에 관한 연구」, 서울 학교 미학과 박사 논문 

, 1996 , pp.55-56 재인용

105) 『양명철학』, 위의 책, p.51 p.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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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창성을 강조했으며, 이러한 문학적 견해를 토 로 전후칠자의 복고론

에 반 하 다. 또한 희곡창작에서는 격률만을 중시하던 오강파(吳江派)

에 반 하여 재정(才情)을 강조하 으며 그 자신이 희곡작가이듯이 소

설, 희곡 등의 민간문학의 가치를 인정하 다.106) 특히 탕현조의 희곡론

은 꿈의 경계, 신비하고 험한 기를 강조한다. 옛 습기에 얽매이지 않

고 거 하고 험한 기를 마음에 모아서 그것을 필묵으로 형상화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 역시 양명심학의 본의를 충실하게 따르는 측면으로 

볼 수 있다.107) 

 시문에 한 주장을 했던 공안파(公安派)는 원종도(袁宗道)와 원굉도(袁

宏道), 원중도(袁中道) 삼형제가 표적인데, 이들의 적관(籍貫)이 호광공

안(湖廣公安)이기 때문에 공안파(公安派)로 불리게 되었다. 양명좌파인 

태주학파(泰州學派)의 이지(李贄)의 향을 받은 공안파는 사상적으로는 

성리학에 의해 속박 당해왔던 인성(人性)의 해방을 주장하는 동시에 문

학적으로는 복고파의 맹목적인 복고에 반 하여 문학에 창작의 자유를 

부여하 다. 옛 것을 지금의 것으로 체할 수 없으므로 변화에 응할 

것을 강조하는 공안파의 논의는, 공자(孔子)의 시비(是非)의 판단도 현재

의 기준이 되지 않으므로 사람들은 각각 자기의 시비기준을 가져야 한

다108)고 주장했던 양명좌파의 향을 깊이 받은 것이다. 

 공안파가 주장하는 문학관의 주된 특징은 성령론(性靈論)에 있다. “가

슴으로부터 흘러 나오는” 성령은 순식간에 천자(千字)의 글을 쓸 수 있

게 하며 본색을 드러낼 수 있게 된 것으로서 결점이 있더라도 가치 있는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성령론에서는 이러한 작가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예술작품 모두 ‘참된 것’으로 인식한다. 원굉도는 성(性)에 따라 행동하

면 진인(眞人)이라고 하면서 인성의 자유로운 발로로 성령을 이해하 는

데 이것 또한 양명좌파의 향을 받은 것이다. 심(心)에 한 주목과, 개

인의 성(性)에 한 적극적인 긍정을 하는 양명 좌파(태주학파)의 논의는 

원굉도의 성령설에서 “성을 따라 행한다(寧性而行)”. “성에 기탁하여 발

106) 신민야, 「원굉도의 문학론연구」, 숙명여자 학교 중어중문학 석사논문 , 1995 , pp.27-28

107) 백윤수, 「명 의 개성주의 미학과 예술사상」, 『美學』, 한국미학회 , 46호 , p.327

108) 烈山 ‧ 朱健國,『이탁오 평전』, 홍승직 옮김 , 돌베게 , 2005 , p.2 머리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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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任性而發)” “나의 팔과 나의 입을 따르는 것 모두가 법도에 맞는다

(信腕信口, 皆成律度)” 등으로 표현 되었다.109)

 회화의 측면에서는, 공안파의 원삼형제와 양명좌파인 태주학파의 이지

와 접한 교류를 했던 동기창과 석도(石濤)를 들 수 있다. 본고에서는 

동기창의 개성주의적  측면이 그의 변(變)을 통해서 온건하게 표현된다

고 이해한다. 중국 회화사에서 본격적인 개성주의 회화는 청  초 화가

던 석도(石濤)에게서 발현된다. 석도(石濤)는 개체성을 적극적으로 긍

정하면서 그림 속에서 화가인 주체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라고 인식했

다. 작가가 최후로 근거할 곳은 자아이며 자아는 언제나 완전함을 향하

여 쉬지 않고 나아가는 존재(生生不息)라고 말하면서 작가에게 가장 중

요한 것은 변화라고 강조한다. 그리하여 석도는 작가에게 고정화된 질서

나 전통으로부터 벗어날 것을 요구한다.110) 이와 같은 급진적인 논의의 

전개 이전에 동기창이 있는 것이다. 동기창은 석도만큼 급진적이고 자아 

중심적인 논의를 펼치고 있지는 않지만, 그의 변(變)에 한 논의 속에 

위와 같은 작가의 의(意)를 중시하는 논의의 발아가 존재한다. 

 작가 주체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에 해 송 부터 내려오던 논의가 

명 에 들어서면 획기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명 에 등장하는 양명학을 

통하여 개성의 적극적인 발현은 송 ․ 원 로부터 계승한 문인화의 사의

적인 측면에 향을 끼쳤다. 원 의 사의화(寫意畵)와 구별되는 명 의 

사의화(寫意畵)는 이와 같은 개인에 한 주목으로 말미암아 작가 주체

가 더욱 긍정되는 그림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동기창에게 변(變)은 이

와 같은 작가 주체의 특징이 표현되는 것이었다. “옛 것을 배우되 변화

하지 않으면 울타리에 갇힌 물건이 되고 만다”고 말했던 동기창에게 “옛 

것을 배운다는 것”은 남종화 가들에 한 법고(法古)에 해당하며, 그

들이 행했던 법 ․ 변의 겸비를 자신 또한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동기창만

의 변은 작가 주체의 개성 발현을 의미한다. 동기창의 집 성이 개별의 

합을 넘어선 뛰어난 그림이 되기 위해선 고법에 한 정통함 위에 “기이

한 듯 한”111) 변을 겸비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작가의 의를 표출하는 

109) 신민야, 「원굉도의 문학론연구」, 숙명여자 학교 중어중문학 석사논문 , 1995 , pp.64-68

110) 백윤수, 「청 의 미학과 예술사상」,『美學』, 한국미학회 , 46호 , pp.373-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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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이 사의화라고 했을 때 동기창에게 사의화는 변(變)을 훌륭하게 수

행한 그림을 의미할 수 있다. 동기창에게 사의(寫意)는 법고(法古)의 바

탕 위에 변용의 한 축으로 쓰여 지는 개성의 발현인 것이다. 마치 “트레

이드 마크”112)와 같이 자신만의 분위기와 개성을 담아내는 의(意)의 표

출에 해당하는 것이다. 

  동기창이 왕유를 법으로 삼아 그린 <왕유시의도>를 살펴보면 왕유의 

그림에서 느껴지는 풍격보다는 동기창이 의식적으로 변화시킨 형태를 더

욱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전경의 언덕에서부터 시작되어 화폭 위쪽 끝까

지 이어지는 긴 흐름에서 느껴지는 소산함이 왕유를 법으로 삼은 것이라

면, 이어지는 흐름 안에서 보다 역동적인 분할은 동기창만의 변용에 해

당할 것이다. 1599년 황공망의 《부춘산거도》를 방작한 것 역시 그와 

같은 성격을 가진다. 주제가 “부춘산”이었을 뿐, 구성에 있어서 커다란 

동일성을 찾기 어렵다. 그러나 이는 분명히 황공망의 작품을 방(倣)한 

것으로서 황공망의 풍격과 분위기를 담아내는데 주력하면서도 그 안에서 

자신만의 형식을 꾀했던 것으로 보여 진다. 거연의 그림을 방작한 작품 

또한 예시로 들 수 있다. 똑같은 상을 가지고 방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동기창이 그린 《방거연산수도》와 진계유가 그린 《방거연산수도》는 

전혀 다른 그림이라고 여겨질 만큼 각기 다른 해석을 담고 있다. 고인

(古人)의 구도와 그림 전체에서 느껴지는 기세를 담으면서 고인의 법을 

중심으로 삼지만, 사용된 준법이나 나무의 묘사에는 변화의 기법을 첨하

여 자신의 개성이 담긴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이것은 당시 명 에 등장

했던 양명학의 향으로 말미암은 개성 발현의 긍정으로 살펴볼 수 있

다. John Hay는 동기창 화론이 그리고자 하는 상에서 그림을 그리는 

주체로의 인식론적 이동을 반 한다고 말한다.113)  Wen C. Fong 또한 

동기창이 강조하는 작가의 기운은 원 의 의(意)보다 한층 강화된 것으

111) 董其昌,『화안』54항 , 변 길 ․ 조송식 ․ 안 길 ․ 박은화 옮김, 시공사, 2003

112) James Cahill, “The Distant mountains : Chinese painting of the late Ming dynasty, 
1570-1644”, New York : Weatherhill, 1982. p.93

113) John Hay, “Subject,Nature, and Representation in Early Seventeenth-Century China” 

, Proceedings of Tung ch'i-Ch'ang International Symposium, Nelson Atkins Museum of 

Art, p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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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식하며, 그것이 화폭 속에서 역동적인 형상과 구도로 표현되었다고 

말한다. 작가의 기운 생동함을 화폭 속에 드러나는 추상적이고 기괴한 

산 덩어리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114) 개인의 주체적인 마음(心)을 긍

정하는 양명학이 사회 전반에 적지 않은 향을 끼치면서 예술계에도 개

인의 욕구를 긍정하고 심지어는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

다.115) 동기창은 이와 같은 흐름을 자신의 “변(變)” 논의에 흡수하면서 

자신의 회화에서 그와 같은 역동적인 형상과 의도적인 변화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동기창의 변(變)을 그의 화론 속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동기창이 왕유와 왕희지를 비교하면서 “왕희지가 종요의 서체를 한 번 

변화시키자 봉황과 난새가 날아오르는 것과 같이 기이한 것 같으면서 도

리어 정통한 것과 116)같다”고 말하는 것에서 동기창이 생각하는 변(變)

의 면모를 알 수 있다. “기이한 것 같으면서도 도리어 정통한 것”이 동

기창이 추구하고자 했던 변(變)의 경지이다. 남종화 가들의 정신과 기

법들을 정통한 후에 그 위에 변(變)을 첨하면 “기이한 것 같으면서도 도

리어 정통한” 풍격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동기창은 이것을 눈에 익숙

하지 않고 기이한 ‘생졸함’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114) James C. Y. Watt , Wen. C. Fong 외 , “Possessing the past : treasures from the 
National Palace Museum, Taipei ” , New York : Metropolitan Museum of Art , 1996 , 

p.424

115) 종욕주의(從慾主義)는 양명학의 좌파라고 불리우는 태주학파의 주된 논의이다. 양명학의 발

전이 더욱 극단으로 치달은 것이 명말의 태주학파이다. 양지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한 

논의가 분분해지면서 학파가 나뉘게 되는데, 귀적파와 수증파, 현성파로 갈라지게 된다. 여기서 

현성파(現成派)가 가장 극단적인 형태를 취하는데 양명좌파로 일컬어지는 태주학파가 바로 이 

현성을 주장하는 학파이다. 양지의 현성을 믿고 그것을 최 한 발휘한다면 사욕은 소멸될 것이

라고 보는 것이다. 희로애락(喜怒哀樂)이라는 인간의 감정을 긍정하면서 그것의 자연스러운 표

출이 곧 양지의 작용이라 인식한 것이 태주학파의 주된 논의이다.  태주학파의 표적인 인물

은 이지이다. 주희학과 양명학은 물론 노장(老莊)과 선종(禪宗), 제자백가며 기독교, 회교까지 

두루 섭렵했던 이지는 전통적인 중국 사상과 거리가 먼 인물이었다. 공자(孔子)의 시비(是非)의 

판단도 현재의 기준이 되지 않으므로, 사람들은 각각 자기의 시비기준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

던 그는 유학적 가치와 배치되는 개인의 행복과 권리를 주장했다. 다시 말해 이지는 개인을 긍

정하며 개체의 역할을 강조했던 것이다. 인간의 실재가 욕망으로부터 출발한다고 인식했고, 일

상적 삶 자체에서 진리를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책을 읽고 도를 논하는 문인사 부들보다 

일반 백성들에게 초점이 맞춰져있었던 이지의 철학은 개인에 한 무한 긍정에서 개인의 만족

만을 추구해야 한다는 논의로까지 발전하게 된다. 

116) 董其昌,『화안』54항 , 변 길 ․ 조송식 ․ 안 길 ․ 박은화 옮김, 시공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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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그림과 글씨는 각각 길이 있다. 글씨는 생(生)해야 하고, 그림은 숙(熟)하지 않으

면 안 된다. 글씨는 [난]숙한 뒤에 생해야 하고 그림은 [난]숙한 것 이외에서 [원]숙해

야 한다. 117)

(나) 시문과 서화는 젊어서는 공교하고 늙어서는 담박해야 하는데, 공교함에 이르지

도 못하면서 어떻게 담박하게 할 수 있겠는가? 소식이 말하길 필세가 빼어남을 겨루거

나 문채가 화려함을 드러내는 것도 나이가 들수록 점점 원숙해져 바로 평담에 이르는 

것이니, 실로 평담은 현란의 극치가 아니겠는가. 118)

 위의 인용문에서 말하는 ‘숙(熟)’은 기법의 숙련됨을 의미할 수도 있고, 

숙달된 학습의 결과로서 나오는 그림과 글씨의 현란함을 의미할 수도 있

다. 분명한 것은 그것이 극치에 이르러 생졸함이라는 새로운 경지로 변

화한다는 데 있다. 동기창에게 생졸함이란 평담(平淡)이라는 미감으로 

표현된다. (가)에서 “그림은 [난]숙한 것 이외에서 [원]숙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져, (나)의 “점점 원숙해져 바로 평담에 이르는 것”을 추구

하게 되는 것이다. 

 동기창이 지양하는 난숙(爛熟)은119)은 완미함에 이르렀으나 소유한 바

를 모두 발휘해버리며 모든 그림을 똑같이 그려내어 변화하지 못하는 속

된 경지에 그친 것을 말한다. 반면에 난숙한 것 이외에 원숙(圓熟)120)한 

117) 董其昌,『화안』4항 , 변 길 ․ 조송식 ․ 안 길 ․ 박은화 옮김, 시공사, 2003

118) 董其昌,『容臺別集』, 卷6 , “詩文書畵, 少而工, 老而淡, 不工亦何能淡, 東坡云, 筆勢崢嶸 文

采絢爛, 漸老漸熟, 乃造平淡, 實非平淡絢爛之極也. 观此卷者当以意求之”

119) 1) 과일이나 고기가 매우 푹 익은 것 2) 매우 투철하게 상세하고 면 하다는 것 极其透彻周

详；极其熟悉、熟练。《北齐书·王晞传》：“我少年以来，閲要人多矣，充詘少时，鲜不败绩。且性

实疏缓，不堪时务，人主恩私，何由可保，万一披猖，求退无地。非不爱作热官，但思之烂熟耳” 

3) 정신이 부진하고 의기소침한 것을 형용하는 것 形容精神不振、意志消沉。 宋 陈亮 《上孝

宗皇帝第三书》：“오늘날 천하의 선비들이 모두 의기소침하여 활기가 없으니 과연 악함을 떨

칠 수 있겠는가. (今天下之士烂熟委靡，诚可厌恶)” 단어 개념 자체로만 살펴보았을 때는 2번과 

3번 뜻에 가장 부합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나치게 성숙된 기교와 능력으로 말

미암아 변통을 갖추지 못해 지지부진한 상태에 천착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기서의 난숙

함은 기교와 능력의 숙달됨에서 진일보하지 못하는 상태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20) 1) 뛰어나고 재빠르며 융통성있음, 명료하며 익숙하여 통달함 靈活變通；精明練達. 金房皞

《寄呈嶽陽諸友》詩：“평생 소산함을 좋아하여 원숙함을 귀히 여기는 관리가 되었다.(平生喜疎

散, 爲官貴圓熟)”  2) 완전히 익음純熟.  宋胡仔《苕溪漁隱叢話前集·東坡一》：“余以謂圓熟多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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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완미함에 이르러 조화의 경지가 생겨서 변화하더라도 속된 길로 빠

지지 않고 때때로 새로운 뜻을 나타내서 자연스러우면서도 판에 박히지 

않은 탁월한 경지를 말한다. 따라서 원숙은 익숙하지 않은 생졸함으로 

더욱 진일보할 수 있고 이는 평담(平淡)이라는 미감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다. 

 동기창이 말하는 숙(熟)과 생(生)의 문제는 곧 평담함으로 표현된다. 그

는 문인화가 가지는 아름다움을 담(淡)이라는 소박한 아름다움으로 인식

하며, 특히 생경한 듯한 느낌을 강조한다. 필묵의 노련함과 기교적 수준

이 매우 성숙(熟)되었을 때 한 번 더 진일보 하여 변화하게 되면 생소

(生)하면서도 서투른 듯(拙)한 경지에서 평담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다. 

 동기창의 생(生)-숙(熟)-생(生) 논의는 기존의 문인화 이론들에서 다루

어져 왔던 바이다. 문인화가가 지향하는 그림은 세 한 묘사가 아니라, 

일필(逸筆)로써 소산함을 표현하는 그림이었다. 따라서 숙련된 필묵으로 

세 하고 교묘하게 그린 그림이 아니라, 익숙치 않은 생함(生)과 공교하

지 않은 졸함(拙)을 더욱 높은 가치로 여겼던 것이다. 동기창이 중시하

는 생졸함과 일필(逸筆)로써 달성되는 소산함은 그가 추앙했던 미불과 

예찬의 화풍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이다. 

 미불과 예찬의 생졸함은 묵희(墨戱)로써 표현된다. 일찍이 구양수와 소

식에게서 비롯된 묵희는 사물에 뜻을 고착시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잠

시 기탁할 경우에 즐거움을 삼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구양수와 

소식에게 있어서 묵희(墨戱)는 전면적으로 긍정적인 논의가 아니었다. 

“고요함 가운데 즐거움”121)만을 긍정하며, 잠시 기탁하는 것만을 허용했

던 것이 미불에게 와서 보편화되었고122) 원  예찬의 자유로운 묵희(墨

之平易, 老硬多失之枯乾.” 元夏文彦《圖繪寶鑑·賞鑑》：“蓋古人筆法圓熟, 用意精到, 初若率易, 

愈玩愈佳.” 魯迅《且介亭雜文末編·白莽作＜孩兒塔＞序》：“一切所謂圓熟簡練, 靜穆幽遠之作, 都

無須來作比方, 因爲這詩屬於別一世界.” 3) 온전하게 윤택하여 빛이 나는 것 圓潤光瑩. 여기서 

말하는 원숙함은 법도의 경지가 숙함에 이르러 변화에도 능통한 상태를 나타낸다. 

121) 歐陽脩,《筆說·學書靜中至樂說》 “有暇即學書，非以求藝之精，直勝勞心于他事爾……學書不能

不勞，獨不害情性耳。要得靜中之樂者，惟此耳.”

122) 묵희(墨戱)라는 말은 북송 황정견의『산곡제발』권8「제동파수석」에서 “소식이 먹으로 유

희(墨戱)하여 그려내니 물과 바위의 생동하며 윤택한 모습이 오늘날에 초서삼매(草書三昧)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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戱)로까지 확장된 것이다. 동기창은 이와 같이 일기(逸氣)를 자유롭게 펼

치는 묵희(墨戱)를 주장하며 자신의 의(意)를 필묵의 자유로운 운용을 통

해 표출할 것을 말한다. 그리하여 동기창은 자신의 화론에서 그림의 도

를 설명하면서, 그림으로 뜻을 기탁하고 그림으로 생기(生氣)를 즐기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림의 도는 우주가 손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눈앞에 생기 아닌 것이 없다. 때문에 

그림 그리는 사람 중에는 오래 사는 경우가 종종 있다. 판박이 그림처럼 세 하고 조심스럽게 

하여 조물주의 심부름꾼이 되고 마는 사람의 경우는 수명이 단축될 수 있는데, 체로 생기가 

없기 때문이다. 황공망 ‧ 심주 ‧ 문징명은 모두 80세가 넘도록 오래 살았으며, 구 은 단명했고 

조맹부는 60여세에 생을 마쳤다. 구 과 조맹부는 품격이 다르지만, 모두 배우는 사람의 무리

여서 그림을 뜻을 기탁하고 그림으로 생기를 즐기는 사람이 아니다. 그림에 의탁하고 이를 즐

기는 것은 황공망으로부터 시작하여 이 유파를 열어놓았다.123)

그림에 뜻을 의탁하고 그림으로 생기를 즐기는 것이 사람의 수명과도 관

련이 있는 것은 이것이 주체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동기창은 능동적으

로 자연을 경험하고, 그것을 자신에게 감수하여 생동하는 필치로 화폭에 

담아내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 될 수 있다고 인식할 정도로 그것의 중요

성을 깊이 인식했다. 

 황공망은 나이 90이 되어도 모습이 어린 아이 얼굴과 같았으며, 미불은 80여살을 살아

도 정신이 쇠미하지 않고 병없이 죽었다. 체로 그림 속에 있는 안개와 구름을 공양했

드는 것과 같다.”고 말하는데서 유래한다. 명 에 들어와 강소서(姜紹書)가『운석재필담』下의 

「미해악화」에서 “생각해보건 , 보진재(寶晉齋) 안의 최고 작품에는 반드시 매우 정 하고 

공교한 점이 있을 것이다. 저 묵희로 그린 운산은 바로 미불 그림의 한 가지일 따름이다.”고 

말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묵희라는 용어는 묵죽화로 이름을 떨친 문동과 그를 평한 소식, 

구양수, 미불과 미우인을 거치면서 북송 말부터 보편화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董其昌,『화

안』4항 , 변 길 ․ 조송식 ․ 안 길 ․ 박은화 옮김, 시공사, 2003 , p.38 참조

123) 董其昌,『화안』25항 , 변 길 ․ 조송식 ․ 안 길 ․ 박은화 옮김, 시공사, 2003 “그림의 도는 

우주가 손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눈앞에 생기 아닌 것이 없다. 때문에 그림 그리는 

사람 중에는 오래 사는 경우가 종종 있다. … 황공망 ‧ 심주 ‧ 문징명은 모두 80세가 넘도록 오

래 살았으며, 구 은 단명했고 조맹부는 60여세에 생을 마쳤다. 구 과 조맹부는 품격이 다르

지만, 모두 배우는 사람의 무리여서 그림을 뜻을 기탁하고 그림으로 생기를 즐기는 사람이 아

니다. 그림에 의탁하고 이를 즐기는 것은 황공망으로부터 시작하여 이 유파를 열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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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124) 

 그림 속의 안개와 구름을 공양했다는 말은 곧, 그림 속에 산수를 담아

내기까지의 과정이 사람의 수명과도 관련이 있을 만큼 핵심적인 것이라

는 논의가 될 것이다. 그림 속에 산수를 담아내기까지의 과정은 산수를 

사랑하고 면 히 관찰하여 산수와 작가가 하나가 되는 경지를 바탕으로 

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자연의 생기를 체득한 작가의 마음은 “가

슴 속에 온갖 더러운 것이 제거”된 상태가 된다. 그렇게 고양된 마음과 

손이 일체가 되어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형사(形似)에 몰두하는 것이 아

니라, 작가의 마음속의 산수를 자유롭게 펼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살

펴봤던 “판박이 그림처럼 세 하고 조심스럽게 하여 조물주의 심부름꾼

이 되는”것은 구양수와 소식이 염려했던 사물에 뜻이 고착된 수준에 머

무는 것으로서 수동적인 작가의 창작 실천을 의미할 것이다. 반면에 사

물에 뜻을 깃드는 것이 예찬의 묵희(墨戱)와 같이 “형사를 목표로 하지 

않고 단지 나 스스로 즐기기 위해서”125) 그림을 그리는 경지에 이른 것

이라면, 그것은 그림으로 생기를 즐기는 능동적인 창작 실천으로 고양될 

수 있다. 이전에는 제한적인 논의에 불과했던 묵희(墨戱)가 예찬과 동기

창에게 와서 보편적으로 추숭될 수 있었던 것은 작가의 의(意)를 표출하

는 것을 긍정하는 논의가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 원  

문인화를 거치며 평담(平淡), 천진(天眞), 담박(淡泊)과 같은 미감이 중시

되면서 화면 속에 작가의 의(意)가 표출된 일품화(逸品畵) 양식이 높이 

평가되었다. 동기창은 이와 같은 미감을 공유하며 미불과 예찬의 풍격을 

특히 추숭하 던 것이다. 

 고요하고 한가한 느낌이 드는 예찬의 그림과 그러한 예찬을 배운 심주

에 해 동기창은 득의(得意)했다고 높이 평가한다.126) 또한 예찬의 거

124) 위의 책, 33항

125) 倪瓚,『淸閟閣集』,「常州先哲遺書」“僕之所謂畵者, 不過逸筆草草, 不求形似, 聊以自娛耳.”

126) 董其昌,『화안』74항 , 변 길 ․ 조송식 ․ 안 길 ․ 박은화 옮김, 시공사, 2003 작가의 뜻과 

우주의 원리가 일치하는 것을 입의(入意)라 한다면, 자연스러운 입의(入意)의 표현으로 인해 획

득된 작품을 득의(得意)라고 이해할 수 있다. 득의(得意)라는 동기창의 평가는 예찬을 배운 심

주에 한 것인데, 문맥 상 심주와 예찬 모두에 적용되는 것으로 파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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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고 강 강 그린 예스러운 맛이라든지,127) 미불 이후에 예찬만이 일

품을 유일하게 계승했다고 평하는 것, 원사가(元四家)중에서 예찬을 가

장 높이 평가하면서 예찬의 묵희(墨戱)가 가지는 미적 정취를 추숭하는 

부분들이 그 것에 해당한다. 또한 동기창은 자신이 그러한 예찬을 배웠

다고 말하며 예찬의 특징이 자신의 그림 속에 담겨있음을 은연중에 내비

치기도 하는데 이것은 그가 실제적으로 추구했던 그림의 풍격이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있게 한다. 자유로운 필묵의 놀림을 통하여 거칠고 담박스

러운 풍격을 추숭했던 동기창은 자신의 집 성한 그림 속에서 그와 같은 

의취(意趣)가 드러나길 바랬다. 앞서 살펴봤던 법고의 바탕 위에 “기이

한 듯 하면서 정통한” 생졸함이 거칠면서도 담박스러운 의취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동기창의 변(變)은 개인의 의(意)를 표현함에 있어서 

지나치게 종욕주의적인 색채보다는 기존 문인화의 범주 안에서 해의반박

(解衣槃礴)128)한 풍격을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양명학에서 개인

의 마음을 논하면서도 결국 ‘정을 발하되 예에서 멈춘다(發乎情,止於禮

)’129)라는 유가적 가치를 존중했던 것과 동기창의 변(變)이 그 맥을 같

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명 에 발하여 청 에까지 이어지는 

개성의 발현은 기실 보편적인 도와 합치되는 개인의 마음으로 이해해야 

한다. 급진적인 논의를 주장했던 청 의 석도(石濤) 또한 보편성과 개체

성의 조화를 잃지 않았다.130) 동기창의 사의화가 가지는 본질적인 핵심 

역시 보편적인 도와 합치되는 개체성에 해당할 것이다. 

 앞서 살펴봤던 법고의 측면이 높은 인품과 정신적인 측면을 강화시키며 

문인화 이론의 전통성 확보하는 것이라면, 사의화의 “사의(寫意)”가 동

기창에게 와서 변(變)의 측면으로 논의되는 것은 이전의 문인화 논의들

을 수렴하면서도 동시 의 사상적인 측면을 반 하는 것이다. 동기창은 

127) 위의 책, 31항  

128) 莊子,『莊子』外篇 ,「田子方」“옷을 벗고 벌거숭이로 두 다리를 쭉 뻗고 앉아 있으니, 송의 

원군(元君)이 웃으며 ‘되었다,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解衣槃礴嬴 君曰可矣 是眞畫者也)”

129) 「毛 詩」,『毛詩 · 序』“故變風發乎情，止乎禮義. 發乎情，民之性也;止乎禮義，先王之澤

也..”

130) 석도의 미학적 이상에 한 자세한 연구는 백윤수, 「석도 예술 사상과 그 양명학적 배경에 

관한 연구」, 서울 학교 미학과 박사 논문 , 199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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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 원  사의화 논의에서 인품과 정신성에 한 문제를 포함하면서도 

양명학적 향으로 말미암아 작가 주체의 개성에 주목하면서 기존의 사

의에 작가의 의지, 의도 등을 강화하여 그림 속에서 표출하고 있다. 또

한 자신의 화론에서 자유로운 묵희를 통해 변용을 추구할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부분은 그의 집 성(集大成) 논의에서도 발

견된다. 

 시는 두보에 이르러, 글씨는 안진경에 이르러, 그림은 미불과 미우인에 이르러서 고금

의 변화와 천하의 모든 일이 다 완성되었다. 그러나 고극공만이 여러 화가의 장점을 겸

비하고 있으며 법도 가운데에서 참신한 뜻(意)을 창출해내었고, 호방한 경지에 더하여 

오묘한 이치를 붙 다. 131)

 여러 화가의 장점을 한 데 모아 “집 성하여 창의력을 발휘”132)하라는 

집 성에 관한 최초의 논의는 곧 “여러 화가의 장점을 겸비하면서 그 법

도 가운데에서 참신한 뜻(意)을 창출해내”는 것으로 이어진다. 법과 변

의 겸비를 이룬 가들을 법으로 삼고 그 가운데에서 자신만의 변을 첨

하는 것은 곧 자신의 의를 표현하여 기이한듯하면서 오묘한 그림으로 완

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기창이 자신의 회화에서 추구했던 의도적인 왜

곡이나, 변형의 측면이 단적인 예가 될 수 있다. 

 동기창이 회화에서 추구했던 이상적인 그림인 “집 성”은 단순히 기법

적인 측면의 종합을 넘어서 옛 가들이 사의화를 통해 달성한 묘처를 

자신의 그림 속에 모두 포함하고, 자신만의 의(意)까지 첨한다는 맥락을 

포함한다. 그의 남북종론이 이전의 문인화 논의를 체계화 한 것이라면, 

그의 변(變)은 이전의 문인화 논의에서 가장 핵심이 되었던 사의(寫意)에 

한 다양한 층차를 모두 아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131) 董其昌,『화안』69항 , 변 길 ․ 조송식 ․ 안 길 ․ 박은화 옮김, 시공사, 2003,

132) 위의 책, 5항. “그 크게 이루어진 것들을 모아서 그것이 스스로 역량(機軸)에서 나타난다. 

(集其大成, 自出機軸)” 기축(機軸)의 사전적 의미는 1) 기관이나 바위 등의 굴  2) 활동의 중

심이 되는 핵심 3) 새로 생각해낸 사물의 방법 등이다. 董其昌,『화안』, 변 길 ․ 조송식 ․ 안

길 ․ 박은화 옮김, 시공사, 2003에서는 “창의력을 발휘하는 내면적인 핵심, 즉 창의적인 예

술창작을 가능케 하는 근원적인 힘을 발휘하게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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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창작 면에서의 ‘변(變)’

 동기창은 “옛 사람(古人)을 법으로 삼는 것이 최고이지만 이것을 뛰어

넘으려면 자연을 스승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자연(自然)은 회화를 

비롯한 예술 역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지향점이다. 가의 법을 배운 

문인화가의 그림이 진정으로 훌륭한 작품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자연을 화폭 속에 담아야 하는 것이다. 동기창이 말하는 ‘자연을 

화폭 속에 담는’ 것은 곧 “사생(寫生)”을 의미했다. 옛 사람에 한 법고 

위에 첨해야 하는 변이 창작측면에서 발현되는 것이 곧 “사생”인 것이

다. 동기창이 주경도에게 주는 그림에 한 제발(題跋)133)을 살펴보면 

그에 한 논의를 찾아 볼 수 있다.  

이것은 예찬의 필치를 모방한 것이다. 예찬의 화법은 체로 나무는 이성과 닮았고, 

추운 겨울의 나무와 산에 있는 돌은 관동을 배웠으며, 준법은 동원과 비슷하다. 그러나 

이들[즉 나무 · 돌 · 준법 등]은 각각 변화한 국면이 있다. 옛 사람을 배우면서 변화할 

수 없으면 그것은 울타리나 담 사이에 갇혀버린 물건이 되고 마는데 [이처럼 되는 것

은] 바로 꼭 닮게 하려했기 때문이다. 134)

 “옛 사람을 배우면서 변화할 수 없으면 울타리 사이에 갇힌 물건이 되

고 만다”고 주장하면서 실제로 자신이 했던 ‘변(變)’이란 “예찬의 화법으

로 그림을 그렸”지만, 나무, 돌, 준법 등의 기법적인 측면에서 변화를 주

어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다. 또 다른 “변용”으로는 실

제 자연 경물이 가지는 변화를 화폭에 담아내는 것이 있다.

(가) 송나라 사람은 늘어진 버들을 많이 그렸고, 또 잎을 점으로 처리한 버들도 있다. 

버들은 그리기 어렵지 않지만 가지 끝을 나누어서 기세를 얻어야만 한다. 버들을 점으로 

그리는 오묘함은 나무 끝이 둥글게 펼쳐지는 곳에 달려있다. 다만 녹색 물감으로 물들게 

한다. 또 한쪽으로 쏠리고 흩어지게 그려서 바람을 맞아 흔들리는 느낌이 있어야 하며, 

그 가지 끝이 절반은 밝고 절반은 어두워야 한다. 또 봄 2월의 버들은 가지를 드리우지 

133) 董其昌,「제횡운추제도여주경도(題橫雲秋霽圖與朱敬韜)」,『화선실수필』

134) 董其昌,『화안』51항 , 변 길 ․ 조송식 ․ 안 길 ․ 박은화 옮김, 시공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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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야 한다. 가을 9월의 버들은 시들어 잎이 떨어져야 한다. [이러한 것들은] 결코 혼

동해서는 안 된다. 채색하는 것 역시 이러한 뜻을 알아야 한다. 135)

(나) 나무를 그릴 때는 각각 구별하여 다르게 그려야 한다. 가령 <소상도>를 그리는 

경우에는 아득히 멀어 보일 듯 말 듯 하는 의취가 있으므로 큰 나무 및 근경의 무더기

로 관목을 그려서는 안 된다. 오악을 그릴 때도 그러하다. 정자가 있는 정원의 경치를 

그리고자 한다면 버드나무 오동나무 나무 및 오래된 회나무와 푸른 소나무를 그릴 수 

있다. 정자가 있는 정원의 나무를 산 속의 거처로 옮겨 놓는다면 당장 어울리지 않는다. 

연이은 깊은 산과 층층이 높다란 봉우리들의 나무는 또한 곧은 나뭇가지와 곧은 줄기에 

찬점(攢點)을 많이 사용해야 한다. 나무들이 서로 의지하여 그것을 바라볼 때에 모호하

고 울창하여, 숲에 들어가면 원숭이의 울음소리와 호랑이의 포효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하게 해야 울린다. 봄 · 여름 · 가을 · 겨울 · 바람 불 때 · 맑게 개었을 때 · 비 올 때 · 

눈 내릴 때의 경우도 [상황에 맞게 해야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136)

 (가)에서는 버들 그리는 방법을, (나)에서는 나무 그리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과거에 범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계절감과 무관한 묘사를 

지양하며, 조도와 계절, 모양의 적절함을 추구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동기창은 이와 같이 실제 자연에 한 세심한 관찰을 통해서 나

무나 돌, 버들가지 등의 실제 모습을 사생(寫生)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것은 원 (元代) 탕후(湯垕)와 일치하는 서술이다. 

 

(가) 범관의 산수는 처음에 이성을 스승으로 삼아 그렸지만 한탄하여 이르길 “사람을 

스승으로 삼는 것은 자연을 스승으로 삼는 것 보다 못하다”고 하 다. 구습을 탈피하고 

경(京)지역에서 유람하며 기이한 승경들을 두루 관람하게 되자 붓을 면 웅위하고 노련

하여 진경산수의 골법을 터득하 다. 137) 

 (나) 화가는 옛 사람을 스승으로 삼는다면 이것이 일단 가장 좋은 것이다. 이것을 뛰

어넘어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마땅히 자연을 배워야 한다. 매일 아침에 구름의 기운

이 변화하는 것을 보면 [그것은] 그림 속에 있는 산과 꼭 닮았다. 산속을 걸어갈 때, 기

묘한 나무를 보면 반드시 사방에서 그것을 관찰해야 한다. 나무는 왼쪽에서 볼 때 그릴

135) 董其昌,『화안』43항 , 변 길 ․ 조송식 ․ 안 길 ․ 박은화 옮김, 시공사, 2003

136) 위의 책, 37항

137) 兪劍華, 『중국고 화론유편』 제 4편 산수2 , 「湯垕-畵鑑論畵山水」, 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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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하지 못해도 오른쪽에서 보면 그릴만 한 것이 있다. 앞과 뒤도 마찬가지이다. 보는 

눈이 성숙되면 저절로 정신을 전하게 된다(傳神).138)

 (가)는 탕후의 논의이고 (나)는 동기창의 논의이다. (가)에서 탕후가 범

관의 말을 인용하면서, “자연을 스승으로 삼는 것”에 하여 “구습을 탈

피하고 지역을 유람하며 기이한 승경들을 두루 관람”하는 것이라고 덧붙

여 설명하고 있다. 동기창도 (나)에서 말하길, 자연을 배워야 한다는 논

의 다음에 “구름의 기운이 변화하는 것”을 보고 “산속을 걸어 갈 때, 기

묘한 나무를 보면 반드시 사방에서 그것을 관찰해야 한다”고 덧붙여 설

명하면서 강조하고 있다. 

 즉 범관에게서부터 이어져 오는 “자연을 스승으로 삼는다”는 논의는 조

희곡의 “수레바퀴와 말 자취가 천하의 반”이 되어야 하다는 주장을 계승

하여 “기묘한 나무를 보면 반드시 사방에서 그것을 관찰”하여 그림 속에 

담아낸다는 사생(寫生)적 측면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동기창은 법

고(法古)로부터 변화를 일으키는 관건이 자연에 한 경험에 있다고 보

았다. 이 경험은 자연의 구체적인 경물로부터 직접 그 경물의 신(神)을 

스스로 체험하고 발견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다.139) 그리하여 동기창

에게 있어서 창작 측면의 변(變)은 자연 경물을 직접 체험하고 발견하는 

과정을 거친 사생(寫生)을 통하여 기법상의 변화를 첨하는 것이다. 동기

창이 황공망의 <부춘산거도>를 방작(倣作)한 그림을 예시로 들 수 있다. 

그는 황공망의 법 위에 자연의 경물을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사생을 통

하여 나무의 모습, 이파리의 표현을 조금씩 달리하 다. 이와 같은 창작 

측면의 변은 동기창 화론의 “후천적인 기운생동”에서 예견되어 있던 바

이다. 동기창은 “선천적인 기운생동”과 “후천적인 기운생동”을 구별하며 

후천적인 기운생동 안에서 “만리의 길을 걸어” 실제 자연을 경험할 것을 

강조하 다. 이것은 앞서 “그림 속의 안개와 구름을 공양”하여 자연의 

생기를 체득한다는 측면과 함께 이해할 수 있다. “자연을 배운다”는 것

은 자연의 생기를 체득하여 자신의 그림에서도 생기를 즐긴다는 논의를 

138) 董其昌,『화안』36항 , 변 길 ․ 조송식 ․ 안 길 ․ 박은화 옮김, 시공사, 2003

139) 정혜린, 『추사 김정희의 예술론』, 신구 문화사 , 2008 , pp.176-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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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하면서, “만리의 길을 걸어” 실제 자연을 경험하여 기법적인 

사생(寫生)을 그림 속에 더한다는 논의로까지 파생되고 있는 것이다. 

 산수화 창작에 있어서 사생의 기법을 강조하는 동기창에게 실제 회화 

창작의 기법 문제는 중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의 화론을 살펴보면 계

절과 어울리는 나무의 표현이라 던지, 기이한 돌의 표현에 한 자세한 

논의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140) 이것은 그가 실제 자연

에 한 학습을 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기창이 인식했던 문인화만

의 양식적인 특징을 정리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산발적으

로 논의되었던 기법상의 문제들을 ‘문인화의 나무’, ‘문인화의 돌’ 등으로 

정리하여 설명하면서 그것이 가지는 함의를 함께 논하고 있는 것이다. 

동기창이 기운생동을 설명하면서 “배워서 얻을 수 있는 기운생동”을 새

롭게 주장했던 것을 상기해본다면, 그의 화론은 수련하고 연마할 수 있

는 문인화론서의 성향을 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정리해보면, 동기창이 

남종화 가로 표되는 옛 가에 한 법고를 강조하는 것은 그들의 

정신을 계승하면서 그들의 화법을 익히는 것을 의미한다. 동기창은 그러

한 법 위에 변을 겸비할 것을 강조하는데, 이는 또한 자연의 사생을 바

탕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자연의 조화를 작가의 마음에 담지하고 생기

를 체득한다는 거시적 차원의 논의 뿐 만 아니라, 실제 회화 창작에 필

요한 양식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자신이 중요하다고 여겼던 문인

화의 기법을 함께 기록하면서 문인화가 가져야할 양식적 특징을 말하고 

이를 통해 “배워서 얻을 수 있는” 문인화를 구현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의 체계 안에서 논의된 적 없었던 것들을 하나의 체계 

안에서 능동적으로 종합하는 동기창의 집 성은 문인화 이론뿐만 아니

라, 실제 회화 창작에 필요한 양식상의 문제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은 동기창의 집 성적 면모는 서양 문물의 유입으로 말미암은 서양 회

화의 향에서도 드러난다. 동기창 회화에서 보이는 의도적인 왜곡과 변

140) 동기창의『화안』에서 회화 창작 기법에 하여 설명하는 부분으로는 서예 필법을 강조하는 

7항, 19항과 나무 그리는 방법을 논하는 11 ‧ 12 ‧ 13 ‧ 15 ‧ 16 ‧ 23 ‧ 34 ‧ 35 ‧ 37 ‧ 38항, 

돌의 표현을 논하는 87항, 88항, 측필과 원필의 구분을 강조하는 14항, 다양한 묵법을 강조하

는 22항 등이 있다. 그 외에 산수화의 구도에 하여 논하는 것은 8 ‧ 9 ‧ 10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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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서양회화 기법의 향을 받은 것이라는 기존의 연구들이 있다. 본

고는 이것을 동기창의 변(變)에 한 추구로 이해하고, 기법적인 요소들

까지 아우르려는 동기창의 집 성적인 면모로 인식한다. 다음에서 살펴

볼 서양 문물의 유입은 동기창의 후기작이 서양 회화 기법의 향을 받

았다는 주장에 바탕을 둔 시 적 고찰이다. 

 

 중국에 서양 회화를 비롯한 문물이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한 것은 

명  중엽으로, 50  후반의 동기창이 다양한 고위 관리직으로 자리를 

옮기던 시기이다.141) 1583년 광동성을 통해 중국으로 입국하여 1610년

까지 북경에서 머물렀던 마테오 리치는 《Civitaste Orbis Terranru

m》142) 이라는 지형학 관련 서적을 중국의 문인들에게 소개했던 상황을 

서술한다.143)  예수회 사람들이 들여왔던 서양 서적의 세계관과 더불어 

책 안에 삽화로 들어있던 서양 회화는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1598년 

Longobardi신부가 Nadal신부에게 책 기부를 위해 로마에 부쳤던 편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만일 자네가 믿음, 율법, 죄, 희생 등에 한 인물이 표현된 책을 보내준다면 특히 

귀할 것이네. 여기에 그러한 책들은 모두 매우 예술적이고 신비로운 것으로 여겨지고 있

거든. 왜냐하면 그것들은 중국의 그림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그림자가 모두 사용되어있기 

때문이라서 말일세. 144)

 이렇게 도착한 서양 서적의 그림들은 원근법과 명암의 극적인 사용을 

141) 1609년에 동기창은 복건안찰사부사에 임명되었다가 45일만에 사직하 고, 1621년에 태상

시소경, 1622년에 한림원시독학사를 역임하 다. 이후 1631년까지 꾸준히 고위 관리직을 맡았

다. 

142) 이 책은 1572년에 처음 출판되었으며, 6권과 마지막 권은 1617년에 출판되었다. 전 세계의 

도시와 중심지에 하여 다루고 있다. 독일 퀼른의 성직자 던 Braun(1541-1622)이 주요 편

집자 으며 Franz Hogenberg(1535-1590)가 부분의 삽화를 담당하 다. 

143) 그는 이 책이 중국의 문인 사 부들에게 서구 문명에 한 놀라움을 주었다고 기록했다. 또

한 그가 머물던 선교단에 수많은 사람들이 방문하여 그 책의 우주론과 건축에 매료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144) Michael Sullivan , “The meeting of Eastern and Western art; from the sixteenth 
century to the present day” , 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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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고 있었다. 서양 서적의 유입과 서양 삽화의 인기는 명말 문인들과 마

테오 리치간의 개별적인 교류의 흔적으로도 엿볼 수 있는 사실이다. 

1597년 화가이자 평론가 던 이일화(李日畵)가 리치를 위한 시를 짓기

도 했고, 장서도(張瑞圖)는 예수회를 방문하기도 하면서 마테오 리치는 

이일화(李日畵)에게 키케로가 쓴 《우정에 관하여(De Amicitia)》의 중

국어 번역본을 주기도 했다. 미만종, 형동, 장서도와 함께 명말 4

가145)로 불렸던 동기창이 마테오 리치와 만났을 것이라 추측하는 근거 

또한 여기서 기인한다.146) 동기창이 동림원에 재직하고 있었을 당시, 동

림원의 고위 관리직들 몇몇이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당시의 예수회에서 

가장 표적인 인물이었던 마테오 리치와 동기창의 만남은 이러한 기독

교인 동료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것이 Michael Sullivan의 설명

이다. 게다가 1620년 동기창과 그의 동료들이 Girolamo Nadal에 의해 

그려진 15개의 그림들을 도해하여 《念珠規程》의 삽화를 선정하는 일

을 하면서 서양화에 한 이해가 더욱 깊어졌을 것이라는 연구들이 있

다.147) 

 동기창과 마테오리치가 실제로 만났는지의 여부와는 별개로, 동기창의 

책장에는 당시에 유입되었던 서양 서적이 모두 구비되어 있었다는 사실

이 동기창의 서양회화 기법에 한 향을 주장하는 연구들의 근거가 된

다. 동기창이 소장하고 있던 서적들의 목록을 담은《현상재서목(玄賞齋

書目)》에는 10권의 서양 과학서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서양서들은 

1607년에서 1626년 사이에 한문으로 번역되어 출간된 책들로서 동기창

145) 동기창과 함께 미만종(米萬鍾), 형동(邢侗), 장서도(張瑞圖)는 서예에 있어서 명말사가(明末四

家)로 일컬어졌다.  

146) Michael Sullivan , “The meeting of Eastern and Western art; from the sixteenth 
century to the present day” , p.59 본고에서 인용하는 마테오 리치와 동기창과의 향관계

는 모두 “The meeting of Eastern and Western art” 을 참고하 다.

147) 마테오 리치에 한 동기창 스스로의 언급은 그의 저서《화선실수필》에서 발견할 수 있다. 

“조효겸이 나를 보고 서양의 천주교 수장인 마테오 리치를 말했다. 그때가 이미 50여세 을 

때로, 불가(佛家)에서는 이 나이를 하고 싶은 로 해도 별로 어그러짐이 없다고 했으며 아는 

로 하여도 의(義)에서 그리 벗어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동기창, 「禪悅」,『畫禪室隨筆』, 

卷4 “曹孝廉視余以所演西國天主教，首言利馬窦年五十馀，曰已無五十馀年矣。此佛家所謂是日已

過，命亦隨減，無常義耳。須知更有不遷義在，又須知李長者所雲一念三世無去來，今吾教中亦雲

六時不齊生死根斷，延促相離，彭殇等倫，實有此事，不得作寓言解也” 양수정 ,「명말 복고주의

와 동기창의 작풍에 관한 고찰」, 동악미술사학회 , 2001 , pp.69-70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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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당시에 출간된 서양과학서 부분을 소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동기창

이 소장했던 책들의 주제를 살펴보면148) 그가 서양의 기하학, 천문학, 

우주론, 지리학 등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의《화

선실수필》에 “천제(天帝)가 지구를 돌린다는 것을 바꾸어 놓은 갈릴레

오의 지동설은 이미 화엄론에서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149)라고 

분명히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동기창은 이미 서양의 천문학 및 과학에 

한 논의를 익숙하게 접하고 있었다.

  동기창의 회화 창작에서 부분적으로 보여지는 추상적인 표현과 산 덩

어리의 기괴한 왜곡 등을 위와 같은 서양 회화에 한 향으로 이해하

는 연구들이 있다.150) 그의 초기작에 해당하는 1602년의 <봉경방고도>

에서 보여 지는 기이한 절벽의 덩어리와 울퉁불퉁한 균형감은 그가 추구

했던 창작에서의 변(變)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작품에서는 아직 서양 

회화의 향을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 기법 상의 변(變)을 추구했던 그

림으로서 화가 동기창의 개성 표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1611년의 <형

계초은도>가 가지는 강렬한 형상의 스케치와 구도 모두 동기창의 형식

적인 의식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이러한 실험적인 회화 양식은 그의 

<산수고책> 중 한 엽에 해당하는 <산수도>에 이르면 극치에 달하는데, 

특히 명암법이 두드러지며 기이한 추상적 표현이 정점에 이른다. 이와 

같은 동기창의 기법은 수직으로 쌓아올리는 전통적인 기법에서 벗어난 

것으로서, 보다 입체적이고 추상적인 산 덩어리의 표현으로 이해해야 한

다. Wen. C. Fong은 동기창의 1635년 작품인 <하목수음도>에서 그와 

같은 특징을 설명한다. 화가 스스로의 기운 생동함이 화폭의 기괴하고 

148)《幾何原本》,《渾蓋通憲圖說》,《測量法義》,《勾股算術》,《同文算指通編》,《表度說》,《天

文略》,《乾坤體義》,《西學凡》,《地震解》등이 <현상재목서>에 기록되어 있는 동기창의 서양

과학서들이다. 이 저서들에 한 자세한 설명은 장진성,「동기창과 서양기하학」, 한국미술사학

회 , 2007 , pp.3-5 참조

149) 동기창,『畫禪室隨筆』, 卷4 “帝網重珠遍刹塵，都來當念兩言。真華嚴論上，分明舉五十三參鈍

置人。此余讀華嚴合論偈也。當念二字，即永嘉所雲：不離當念常湛然，覓即知君不可見。須觌面

一回，始得.” 양수정 ,「명말 복고주의와 동기창의 작풍에 관한 고찰」, 동국 학교 미술사학 

석사논문,  p.70 재인용

150) 양수정 ,「명말 복고주의와 동기창의 작풍에 관한 고찰」, 동국 학교 미술사학 석사논문, 

pp.69-81 참조. 특히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서 전파되었던 다색판화가의 향이 동기창의 <擬

楊昇沒骨山>, <倣古山水-黃鶴山樵圖>에 표현되었음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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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적인 산 덩어리로 운동감 있게 표현되었다는 것이다.151) 기괴하고 

입체적인 상의 표현을 작가의 개성의 표출로서 이해하는 Wen. C. 

Fong의 논의를, 기법상의 변화를 추구했다는 측면으로 본다면 동기창이 

형상에 해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왜곡과 변형을 즐겨했던 것으로 이

해할 수 있다.152) 동기창의 후기작품인 <擬楊昇沒骨山>, <倣古山水-黃

鶴山樵圖>에서 보여 지는 강렬한 색감 비와 명암법은 서양 회화 기법

에 부분적으로 향을 받은 것으로 살펴볼 수 있고 특히 성화(聖畵)의 

구도에 한 모방 또한 발견된다.153) 

 이상에서 동기창의 창작 측면의 “변”을 살펴보았다. 기실 동기창의 ‘변’

은 명말청초라는 동기창이 활동했던 시 의 모습을 반 하는 요소에 해

당한다. 서양 문물이 본격적으로 유입되고, 양명좌파의 흥기로 인해 개

성의 발현이 극단적으로 긍정되던 명말청초는 매우 과도기적인 시기

다. 동기창은 이와 같은 변화의 흐름에 유동적으로 처했다. 동기창은 

이전의 송 ‧ 원  문인화 논의를 충실하게 계승하면서도 혁신적인 측면

에도 향을 받았다. 양명좌파인 이지와 공안파인 원삼형제와 긴 하게 

교류하 고, 고위관리직으로서 서양문물을 가장 먼저 접하여 연구하 던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그는 보수파의 핵심에 있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

다.154) 반복고적 자유주의자들과 어울리면서도 방작(倣作)을 성행시키고 

전통적인 논의 안에서 머물렀다는 특징은 동기창의 정치적 인생이나 예

술적 태도 모두에서 발견되는 면모이다. 이것은 그의 화론에서 집 성적 

면모로 발현된다. 법과 변, 전통과 혁신 그 어느 쪽에도 편향되지 않고 

과도기적인 성향을 조화롭게 종합하고자 하 던 것이다. 동기창에게 법

이나 변에만 편향되어있는 논의는 없다. 자신의 화론이나 제발, 회화 창

작 모두에서 동기창은 법과 변의 조화로운 겸비를 거듭 강조하 다. 3.2

151) James C. Y. Watt , Wen. C. Fong 외 , “Possessing the past : treasures from the 
National Palace Museum, Taipei ” , New York : Metropolitan Museum of Art , 1996 , 

p.424

152) James Cahill, “The Distant mountains : Chinese painting of the late Ming dynasty, 
1570-1644”, New York : Weatherhill, 1982. 

153) 양수정 ,「명말 복고주의와 동기창의 작풍에 관한 고찰」, 동국 학교 미술사학 석사논문, 

pp.69-74

154) 한정희, 「동기창론」,『한국과 중국의 회화』, 학고재 , 1999 ,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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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 살펴본 창작 측면에서 변(變)에서 그가 추구했던 것은 회화 기법

을 달리하여 세부적인 변(變)을 추구하는 것과, 계절에 알맞은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논의, 그리고 서양회화에서 차용한 것으로 분석되는 명암

법과 추상적인 표현 등이다. 이와 같은 동기창의 변(變)은 그의 화론이 

가지는 동시 성(contemporary characteristic)을 반 한다. 화론 상에

서 보자면, 기존의 구연의 법을 일변시킬 수 있는 실제 자연으로의 경험

이 그것이다. 자연 경물에 한 경험과 생기의 체득은 옛 것의 종합에 

그칠 수 있는 그림에 생명감을 부여하는 것이다. 시 적인 논의에서 살

펴본다면, 송 ‧ 원  문인화에서 피상적으로 논의 되어왔던 변화와 자성

일가(自成一家)에 한 강조가 명  양명학의 향을 받아 개인의 개성, 

마음으로까지 확 되면서 송 ‧ 원 ‧ 명을 아우르는 논의로 발전할 수 있

게 되었다. 게다가 창작 측면에서는 막연한 이론을 넘어서서, 기법적으

로는 어떻게 구현해야 하며 새로운 요소들을 어떻게 반 해야하는지를 

분명하게 밝히면서 “배워서 얻을 수 있는 문인화”를 설명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인화의 시 적인 특성을 관통하고, 양식을 종합하며, 동시

의 변화까지 아우르고자 했던 동기창의 화론은 그가 언급했던 ‘집

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동기창의 집 성은 지금까지 살펴보았

던 그의 법고(法古)와 변(變)의 조화 안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났다. 이

와 같은 집 성적인 면모가 중국 회화사에 있어서 동기창을 현재까지 

향력 있는 인물로 연구하고 있는 까닭일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동기창

의 화론을 본격적인 문인화론으로 이해하고, 그의 화론이 가지는 중요한 

특징을 ‘집 성’으로 파악하여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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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동기창은 “예술계의 원한 스승”155)이라고 일컬어 질만큼 중국 회화

와 화론에 깊은 향을 끼친 인물이다. 그의 화론이 가지는 특징은 문인

화 이론을 체계화하고 종합정리 하 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개별의 합에 그치는 수동적인 짜깁기가 아닌,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능

동적인 체계적 종합의 ‘집 성(集大成)’이다. 

 본래 중국 역사에서 이루어졌던 ‘집 성’은 목적적이고 정치적인 의미

를 가진다. 공자의 집 성이 이전의 산만했던 학문들을 ‘유학’으로 구성

하여 고  중국 사상의 중요한 전형을 구축했던 것과, 주희의 성리학이 

공 ․ 맹 사상을 중심으로 도 ․ 불학과 같은 관념적인 이론과 사공학파(事

功學派) 등의 유물론적 사상을 비판하며 도통(道統)을 중시하고자 했던 

바와 동기창의 집 성은 유사한 성격을 띤다. 

 동기창의 ‘집 성’은 피상적으로 추구되어 왔던 문인화의 이상(理想)과 

양식을 체계적으로 종합한 것이다. 그가 활동했던 명말 청초는 상품 시

장이 흥기하면서 직업화가의 문인화 취향에 한 수용, 문인화가의 직업

화가적인 면모의 부각이 이루어지며 문인화가와 직업화가간의 경계가 모

호해지던 시기 다. 이에 해 동기창은 남북종론(南北宗論)이라는 문인

화의 계보를 설정하며, 북종화를 배척하고 문인화인 남종화(南宗畵)를 

존숭하 다. 이와 같은 남종화 가들의 특징을 하나의 그림에  종합하

여 그리는 것이 동기창이 주장하는 ‘집 성’의 일차적인 개념이다. 다시 

말해 동기창에게 ‘집 성’은 회화 창작에 있어서 이상적인 그림을 가리

키는 개념에 해당한다. 이상적인 문인화를 가리키는 ‘집 성’을 따라 동

기창 화론을 살펴보면 그가 추구하고자 했던 문인화의 이상과 문인화의 

양식 등을 이해할 수 있다. 즉 동기창이 추구했던 이상적인 회화의 개념

(집 성)이 그의 화론을 재구성하는 중요한 핵심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

이다.

155) 古原宏伸 編, 『董其昌の畵論』  東京 : 二玄社, 1981 , 福本雅一, 「董其昌伝」 “藝林百世

の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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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2장과 3장에서는 ‘집 성’을 구성하는 동기창의 회화 개념인 

‘법(法)’과 ‘변(變)’에 하여 살펴보았다. 옛 가에 한 성실한 학습을 

의미하는 법(法)과 그러한 옛 법에만 매몰되지 않고 자신만의 창작을 할 

수 있게 하는 변(變) 모두를 강조하는 동기창은 동시  화론가 및 화가

의 논의를 종합하여 자신의 논지를 펼쳐간다. 법고(法古)에 있어서는 심

주와 하량준의 향을 받았는데, 심주(沈周)는 특히 실천에 있어서의 법

고(法古)에 향을 주었고 하량준(何良俊)의 논의는 동기창의 화론에 기

본 바탕이 되는 이론적 요소를 제공하 다. 

 창작 측면에 있어서 심주가 동기창에게 끼친 향은 방작(倣作)과 집

성의 실천이다. 심주(沈周)는 다량의 방작(倣作)을 남겼고 동기창보다 먼

저 집 성을 실천했던 화가이다. 심주의 방작(倣作)과 집 성은 동기창

의 법고 정신에 많은 향을 끼쳤다. 심주가 남겼던 다량의 방작(倣作)

은 옛 가에 한 성실한 법고 정신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동기창은 이

와 같은 태도를 계승하여 수많은 방작(倣作)을 하 다. 동기창의 ‘집

성’ 역시 심주가 먼저 실천에 옮겼던 것이다. 그러나 화가 던 심주가 

단순히 기법 상에 있어서 화풍을 결합하여 집 성을 실천했다면, 동기창

은 이것을 본격적으로 계승하면서 자신의 화론의 성격을 ‘집 성’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그의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법고의 실천에 해당하는 심주의 방작을 계승한 동기창은 하량준에게서 

원사가(元四家) 논의를 향 받는다. 동기창의 남종화 계보에 포함되는 

원  문인화가들은 본래 하량준이 가장 먼저 발의한 ‘원사가(元四家)’와 

차이점이 있다. 하량준은 가장 높은 위치에 조맹부와 예찬을 두고, 그 

다음으로 황공망 ․ 왕몽 ․ 예찬 ․ 오진을 ‘원사가(元四家)’로 설정하 다. 

이는 명  화단에 송  회화보다 원  회화를 더욱 추숭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게 만들었고 이와 같은 배경을 통해 동기창의 원화(元畵)에 한 

존숭이 가능해졌던 것이다. 그러나 하량준이 설명하는 원사가(元四家)는 

동기창에게 와서 조맹부가 탈락된 원사가(元四家)로 새롭게 수정되기에 

이른다. 이와 같은 새로운 원사가(元四家)가 가지는 의미는 “문인화가가 

가져야 하는 높은 인품”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동기창의 인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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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논의는 그의 법고(法古) 안에 포함되는 논의이다. 일찍이 “조법

을 이어 높이는 사람은 혼이 순수하다”고 까지 말했던 동기창에게 법

고와 인품, 나아가 기운생동은 접한 관련이 있다. 

 기운생동은 중국 회화 미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에 해당하는 것인데, 

동기창은 이러한 기운생동을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배워서 얻을 수 있는 기운생동”은 동기창에게서 처음 제기되

는 논의로서, 여기에는 “만권의 책을 읽는” 법고(法古)가 강조된다. 다시 

말해 동기창은 법고를 통해 인품의 도야와 기운생동의 경지까지 가능하

다고 인식했던 것이다. “배워서 얻을 수 있는 기운생동”에는 “만리의 길

을 여행”하는 실제 자연 경물에 한 경험 또한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동기창의 변(變)에서 살펴볼 수 있는 논의이다. 

 3장에서는 이러한 동기창의 변(變)에 해서 살펴보았다. 앞서 살펴보

았던 동기창의 법고는 “옛 법에 매몰되지 않고 자성일가를 이루”기 위하

여 변과의 겸비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따라서 3장에서는 법과 더불어 

강조되는 변을 살펴보는데, 이것을 ‘이론 면에서의 변(變)’과 ‘창작 면에

서의 변(變)’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동기창이 추구하는 ‘변’을 이론적

인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양명학의 향을 받은 사의화(寫意畵)로 이해

할 수 있다. 동기창이 주장하는 변(變)은 실제 그의 회화에서 개성 넘치

는 모습으로 표현된다. 이것은 옛 것에 한 충분한 학습과 계승을 바탕

으로 작가의 개성을 표출하는 사의화(寫意畵)에 해당한다. 게다가 그의 

화론을 살펴보면 기존의 송 ‧ 원  문인화 논의를 충실하게 계승하는 모

습을 찾아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동기창은 송 ‧ 원  문인화에서 강조되

었던 사의(寫意)적인 측면을 명 의 사의(寫意)로 계승 ‧ 발전시키면서 

작가 주체의 개성이 표현되는 변(變)을 실현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계

승과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양명학이다. 명  중기 양명학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명 의 예술에는 개성의 발현이 돋보이게 되었다. 동

기창의 사의(寫意) 역시 양명학의 향을 받았고, 양명학의 향을 받은 

명 의 동기창이 계승 ․ 발전시킨 사의(寫意)는 그의 변(變)으로 수렴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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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론적인 측면에서 동기창의 변(變)을 사의(寫意)와 양명학간의 논의를 

통해 살펴보았다면, ‘창작 면에서의 변(變)’에서는 실제 기법에 있어서 

추구되었던 변(變)을 살펴볼 수 있다. 똑같이 왕유를 법으로 삼아 방작

(倣作)을 하 다고 해도, 그 안에 나무나 돌의 준법의 표현에는 자신만

의 변용을 가미하는 것이 곧 변(變)이라는 것이다. 이는 또한 “자연을 

스승으로 삼는다”는 논의로도 표현된다. 일찍이 송 부터 이어져 오던 

“자연의 조화를 스승으로 삼는다”는 관념적인 논의가 동기창에게는 자연 

경물을 실제로 경험하여 생기(生氣)를 체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생(寫

生)”을 구현할 수 있다는 논의로까지 구체화된다. “산속을 걸어갈 때, 기

묘한 나무를 보면 반드시 사방에서 그것을 관찰해야 한다. 나무는 왼쪽

에서 볼 때 그릴만 하지 못해도 오른쪽에서 보면 그릴만 한 것이 있다”

고 말하는 그의 태도는 여러 가의 기법을 한 데 모아 그려내는 것과 

함께, 실제 자신이 관찰하여 파악한 산수의 모습을 화폭 속에 표현하여 

‘집 성’을 이룬다는 측면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기법에서의 

변용은 당시 유입되기 시작하던 서양 문물의 향까지 부분적으로 수용

하 다. 동기창은 고위 공무원으로서 당시의 예수회와 예수회를 이끌던 

마테오 리치의 향을 적지 않게 받았을 것이라고 연구되고 있다. 실제

로 그의 서재에는 당시에 유입되었던 모든 서양 서적이 구비되어 있었다

고 한다. 이와 같은 실제 기록에 한 연구와 더불어, 동기창의 회화에

서 나타나는 명암법이나 기이하고 추상적인 산 덩어리의 표현은 서양 회

화의 기법적인 측면을 부분적으로 차용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서

양 회화를 접하기 이전부터 동기창 회화에서는 실험적인 태도가 많이 엿

보이는데, 이러한 ‘변’에 한 추구가 당시의 시 적 향 또한 적극적으

로 수용하면서 동기창의 추상적이고 실험적인 태도가 강화된다. 이처럼 

양명학이나 서양회화의 향 등을 살펴볼 때, 동기창이 변을 깊이 추구

하면서 시 적인 변화의 흐름까지 포괄하려는 집 성적 면모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동기창의 ‘집 성’적 측면은 기존의 선행 연

구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지 못했었다고 인식하고, 본고에서는 동기창 화

론을 이해하는 중요한 관점으로 ‘집 성’이라는 측면을 보충하여 살펴보



- 77 -

고자 하 다. 

 이상에서 동기창의 화론을 그의 ‘집 성’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검토

해보았다. 동기창에게 집 성은 한 화폭 속에 다양한 가의 특징과 기

법을 한데 모아 그리는 것을 의미했다. 그 ‘다양한 가’들은 곧 그가 구

축한 ‘남북종론’의 남종화 가들이었다. 동기창의 ‘집 성’을 이해할 때 

그의 남북종론은 필수적으로 함께 이해되어야할 사항인 것이다. 

 동기창이 남종화 가들을 설정한 까닭을 살펴보면, 옛 가들이 법과 

변을 훌륭하게 겸비했다는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동

기창의 화론을 구성하는 중요한 개념을 법과 변이라고 인식하고 법과 변

의 겸비를 통해 이상적으로 구현되는 집 성을 살펴보았다. 동기창은 법

과 변이라는 개념을 통해 회화사(繪畵史)를 살피고, 자신의 화론을 체계

화시켰다. 법(法)으로는 기존의 송 ․ 원  문인화 논의를 계승하고, 변

(變)으로는 문인화의 범주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었다. 이와 같은 동기창 

화론이 가지는 의의는 문인화 정신의 부흥과 문인화가의 위치를 제고한 

것이었다. 실제로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는 직업화가와 문인화가의 경계

가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동기창 사후, 그의 화론은 중국 

회화사에 매우 깊은 향력을 끼치게 된다. 그러나 동기창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후 의 연구들이 있다. 동기창이 예측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그

의 화론이 악용되어 가면서, 그의 법고 정신은 사왕(四王)을 통해 지나

치게 옛 법에 구속되어 모방만을 일삼는 화풍으로 전락해갔다. 그리하여 

동기창이 중국 회화의 발전을 300여년 늦추게 했다는 비난을 듣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동양 미학에 있어서 ‘문인화’라는 중요한 개념156)이 동기창으로 

156) 문인화가 당시 중국과 한국, 일본에서 흥성하 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조선에 명

 문인화가 유입된 것은 16세기 말부터 17세기 말 사이에 시작되었다. 특히 동기창과 동시

를 살았던 이호민(李好閔)은 명과 조선의 외교관계의 핵심인물이었다. 이호민을 포함한 다양한 

외교사절들과 사행(使行)을 통해서 중국의 서화가 조선에 유입되었다. 그러나 당시 조선 문인

들은 명 의 문인서화를 개념적 입장에서 보지 않고 역  문인서화에 한 연장의 입장에서 

수용했다. 이후 1713년 김창업(金昌業)의 「가재연행록(稼齋燕行錄)」에는 곳곳에서 중국서화

상과의 접촉과 이를 통한 매입 기록을 살펴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1720년에 연행한 이의현

(李宜顯)의 기록에서도 이전의 조선 문인들보다 명  문인화에 해서 더욱 확 된 이해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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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금 분명하게 정립되고, 본격적인 ‘문인화 이론’으로 구현될 수 있었

다는 점이 동기창의 화론이 가지는 핵심적인 의의이자 그의 화론을 ‘문

인화론의 집 성’으로 살펴보아야 할 중요한 동기이다. 동기창 화론은 

이제까지의 문인화에 한 논의들의 체계적인 종합이자 본격적인 문인화

론서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동기창의 화론은 청 에 불기 시작한 집

성적 흐름에 시발점이 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비단 동기창만

의 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청 의 예술 이론계에는 전통을 

집 성하는 것이 유행이 되었다. 명  말기 동기창의 집 성론을 시작으

로 하여, 동기창을 추숭했던 사왕오운(四王吳惲)의 송 ․ 원 산수화 집

성과 왕휘의 남북종에 한 재정리, 유용과 등석여가 첩학과 비학으로 

나뉜 서예를 집 성했고, 조지겸과 오창석의 전각은 절파(浙派)와 환파

(皖派)를 집 성하 다.  

 이처럼 동기창이 중국 회화사에 미친 향은 넓고도 깊다. 본고에서는 

동기창 화론이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면서, 그의 긍정적인 파급력에 주목

하고자 했다. 스스로가 문인화가 던 동기창은 문인화의 정통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당시 화단이 가지는 문제점들에 경종을 울리고자, 기존의 문

인화 이론들을 최초로 “집 성”하 다는 의의를 가진다.  

위를 살펴볼 수 있다. 김창업이나 이의현의 중국서화에 한 관심과 다량의 서화 유입은 시기

적으로 동기창의 남북종론이나 명  문인서화에 한 전반적인 이해가 깊어짐으로써 가능한 

일이었다. 관련한 내용은 서승례,「조선후기 米.董其昌 行草書風의 유행」, 한국서예학회 , 제 

6호 , 20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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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ung Ch'i-ch'ang's 

theory of painting 

: With a focus on ' Great Synthesis '

Kim Bo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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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is regarding the concept of "Great Synthesis" which 

is overlooked by previous research on Tung Ch'i-ch'ang's thory 

of painting. The purpose of the thesis is concentrated on the 

figuring out the aspect of creating synthesis and significance of 

his work. 

 Tung Ch'i-ch'ang (董其昌,1555–1636) is leading painter, 

calligrapher, connoisseur, and critic of the Ming dynasty. A high 

official in various public offices, was also regarded as the 

greatest art expert of his day. He was the leader of the group 

that formulated basic principles of the so-called   "Literati school 

of painting 文人畵" which exerted a lasting influence on Chinese 

and Japanese painting and aesthetics. Among his work, 『畵禪室隨

筆)』,『畵旨』,『畵眼』are his writings about theory of painting 

which is composed of Literati Painting theories. Previous research 

on Tung Ch'i-ch'ang's theory of painting is mainly focused on 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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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 so-called "Northern and Southern Schools 南北宗論" and 

his Literati Painting theory. Tung codified and elaborated the 

theory that related scholar-painters, beginning with Wang Wei(王

維), in a continuous succession of classical transmission. This 

mantle of the "Southern school" was believed to rest on Tung's 

shoulders in the late Ming period. In contrast, the "Northern 

school" were consigned all professional painters - like Ma Yüan 

(馬遠) and Hsia Kuei(夏珪). And the painters were regarded as a 

secular technician. Tung diminishes the "Northern school". And 

purpose of the diminishment is raising importance of Literati 

Painting-"Southern school". Moreover, this "Northern and Southern 

Schools 南北宗論" is actually touchstone for the "Great Synthesis". 

In other words, differentiation of this thesis is "Northern and 

Southern Schools" working as a just standard for the "Great 

Synthesis", while "Northern and Southern Schools" was mainly 

focused by previous researches. In this regard, this thesis would 

figure out the aspect of creating synthesis and significance of 

Tung's work. 

 Actually, Tung Ch'i-ch'ang's "Great Synthesis" is ideal concept of 

painting. "Great Synthesis" is the idea of combining old masters' 

styles to one's own canvas. Of course, the old masters are 

"Southern school". Namely, Northern and Southern Schools 南北宗

論" is actually touchstone for the "Great Synthesis". And the old 

masters of "Southern school" have in common which is harmony 

between "Principle/ fa 法" and "Transformation/ bian 變". Tung 

defining representative figure of "Southern school" is Wang Wei 

and Tung Yüan "who first used a light ink-wash technique, 

transforming the outline method 一變拘硏之法". They have both Fa 

法 and Bian 變 instead of being buried under the Fa 法. 

Therefore, this thesis will examine Tung's "Great Synthesis" with  

Fa 法 and Bian 變 as the central concept, and figure out a spir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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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Literati Art Painting. 

 Tung's "Fa 法" means a orthodox principle that the old masters 

already secured. Following the orthodox principle means  learning  

painting methods and even spiritual things such as the master's 

noble character sincerely. Physical outcome of following the "Fa 

法" is "creative imitation / Fangzuo 倣作" which means basically 

the picture followed after the style or the view of painting of the 

old masters. By the Tung Ch'i-Ch'ang, the "Fangzuo 倣作" is 

generalized in the latter period of Ming dynasty. "Great Synthesis" 

is a combination of physical outcome of following the "Fa 法" on 

'one' canvas. Not to be a mending of pieces, Tung asserts 

addition "Bian 變" to that. Harmony between "Fa 法" and  "Bian 變

" is a common of "Southern school" and a gist which Tung 

requires in his "Great Synthesis" theory.  

 Tung's "Bian 變" includes succession of "theories of expressing 

an artist's inner world painting / Xie-yi hua 寫意畵", borrowing 

painting techniques from Western painting, and addition sketching 

from nature. On the "Fa 法 "aspect, Tung succeed to previous 

Sung ․ Yuan dynasties' theory of “Xie-yi hua 寫意畵", on the other 

"Bian 變" aspect, his "Bian 變" makes the theory of Literati 

painting abundant.  This thesis divided main issue into two groups 

: Creation of "Fa" and "Bian" and Theory of "Fa" and "Bian". As a 

result, Tung asserting "Great Synthesis" painting is an end 

product of his succession of previous painting theories and actual 

outcome of "Great Synthesis of Literati painting" included 

contemporary (Ming dynasty) discussions. That is thematic issue 

of this thesis.  

 The reason that "Great Synthesis" which Tung Ch'i-ch'ang mildly 

commented becomes important thematic issue is that the "Great 

Synthesis" might be a convergence of his painting theory. And the 

"Great Synthesis" as a convergence needs some penet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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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pts. First one is "theories of expressing an artist's inner 

world painting / Xie-yi hua 寫意畵" and second penetrative 

concept is Tung's new thought about "Breath resonance generated 

by movement / Qi yun sheng dong 氣韻生動".

 Tung Ch'i-ch'ang divided "qi yun sheng dong 氣韻生動" into two 

groups : Innate "Qi yun sheng dong 氣韻生動" and  acquired "Qi 

yun sheng dong 氣韻生動". This division could be involved with 

"Fa" and "Bian" discussion. Succeeding to previous theories like 

this, Tung makes discussion abundant with addition new thought. 

Accordingly,  I could consider Tung's theory of painting as "Great 

synthesis" of Literati painting theory. 

   If so, What is the purpose and significance of his "Great 

Synthesis"? Essentially, the concept of  "Great Synthesis" is 

purposive codification. In China history, representative example of 

"Great Synthesis" is the "Neo-Confucianism 性理學" of "Zhu xi / 

Chu Hsi 朱熹". He creatively synthesized the rather disparate 

contributions of these earlier thinkers into a coherent, powerful 

vision. His interpretations of classical texts have been the 

orthodox exegesis of Confucian texts until the end of the Chinese 

empire. According as his "Great Synthesis" of Confucian texts, the 

concept of "Great Synthesis" is purposive, political, active 

codification to make new paradigm and to establish authority. 

Tung's  "Great Synthesis" has purposive aim as well, hence we 

can anticipate that Tung would emphasize authority of Literati 

painting and exclude professional painters called "Northern 

school". The purpose of emphasis on authority of Literati painting 

is reflecting time background. By the late sixteenth century, the 

Ming dynasty, there was some confusion between Literati painting 

and professional painting such as  emergence of professional 

painter with Literati taste. The needs of the times was setting up 

authority, original spirit and own style of Literati painting. T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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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ing He Liang-jun(何良俊)'s the four Yüan masters(元四家) 

theory was one of that needs of the time. With the four Yüan 

masters, Tung emphasizes spirit and noble character of old 

masters. 

 Even if Tung Ch'i-ch'ang accepts contemporary discussions, the 

pursuit of change(變) should be considered in context of 

combination with the principle(法). Moreover, Tung is not a radical 

theorist such as Shih T'ao(石濤), but a theorist who reflects the 

changes of the times moderately. Definitely, Tung Ch'i-ch'ang, 

who in his approach to these issues brought both the eye of a 

painter and the knowledge of a connoisseur, wanted devise a 

theory of painting that would resolve these often conflicting 

issues and permit a systematic mastery of painting.157) As he has 

a important effect on history of Chinese paintings, he is being 

evaluated in both way. However, this thesis is regarding the 

positive power of influence which Tung's "Great Synthesis" of 

painting theory has for the next 300 years.

Keywords : Literati Art Painting (文人畵), Great-Synthesis (集大

成),  Principle / Fa (法), transformation/Bian (變), the doctrines of 

Wang Yangming (陽明學), expressing an artist's inner world / 

Xie-yi (寫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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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James C. Y. Watt , Wen. C. Fong 외 , “Possessing the past : treasures from the 
National Palace Museum, Taipei ” , New York : Metropolitan Museum of Art , 1996 , 

p.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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