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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고려 말 중국으로부터 전해진 性理學의 영향으로 점차 道를 중시하던 사회 분위기 속에
서 회화를 末藝로 여기던 조선 전기와는 달리, 조선 후기에 이르면 ‘그린 사람에 따라서 뛰어난
그림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적인 시각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조선 후기 사
대부들은 적극적으로 회화창작에 참여할 수 있었고, 비록 단편적인 형태의 담론들이었지만 畵論
의 전개 또한 이전 시대에 비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변화 양상을 董其
昌이 주장하였던 南北宗論을 통해서 고찰해 보았다.
뺷芥子園畫傳뺸을 비롯한 다양한 중국의 畵譜와 동기창의 뺷容臺集뺸의 전래를 통해서 남북종론

또한 조선에 알려지게 되면서, 尙南貶北을 바탕으로 한 남북종론은 문인화와 화공의 그림을 뚜렷
이 구분 지을 수 있는 잣대가 되어 주었고, 그로 인해 남종 문인화풍을 회화이상으로 삼는 사대
부들의 창작행위는 말예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李圭象의 儒法院法論
과 沈 의 畵寫區分論을 통해 살펴볼 수 있었다. 이러한 상위 계층 문화로서의 문인화라는 장르
에 대한 개념의 전래는 조선 후기 사대부들에게 文人畵와 院體畵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로 인해 사회적 신분 차별을 바탕으로 하는 ‘그린 사람에 따라서 뛰어난 그림이 될 수도 있다’
는 회화에 대한 인식이 사대부들 사이에 퍼지게 되었고, 회화 전체를 포함하지는 않더라도 문인
화라는 장르는 말예라는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핵심어: 朝鮮後期 繪畵認識, 南北宗論, 尙南貶北, 文人畵, 末藝, 儒法院法論, 畵寫區分論
* 서울대학교 미학과 박사과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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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고려 말 중국으로부터 전해진 性理學이 조선 시대에 영향을 끼치게 되면서, 점
차 道를 중시하던 사회 분위기 속에서 회화는 賤技 혹은 末藝로 인식되곤 하였다.
평소 그림을 즐겨 그렸던 姜希顔(1417-1464)이 “서화는 賤技이므로, 후세에 전해
1)

지면 다만 이름을 욕되게 할 뿐이다.” 라며1)본인의 그림이 세상에 전해지는 것을
우려하던 모습을 보면, 당시의 분위기를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서, 成海應(1760-1839)의 “회화는 비록 말예이지만, 그린 사람에 따라서 뛰어난 그
2)

림이 될 수도 있다.” 는2)회화에 대한 담론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비록 말예라는
인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그린 사람에 따라서 뛰어난 그림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적인 가치의 인정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선 전
기에는 찾아보기 힘든 회화 관련 담론들이 후기로 접어들면서 단편적이기는 하지
만 論․記․序․跋 등의 다양한 형식으로 활발히 전개되었고 문인 사대부들 사이
에서도 그림에 대한 애호가 증가하였다. 더불어 회화를 즐겼던 肅宗(재위 16741720)은 玩物의 조짐이라며 간언하는 주변의 신하들에게 그림을 아끼는 본인의 마
3)3)

음에 대해서 말하며 그림의 효용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필자는 이러한 변화 양상을 董其昌(1555-1636)이 주장하였던 南北宗論을 통해
서 고찰해 보려고 한다. 물론 회화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
인이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회화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의 변화가 아닌,
‘그린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적인 시각의 변화로 인해, 사대부들이
이전 시대보다 적극적으로 창작에 참여하게 되고, 화론의 전개 또한 활발히 이루

1) 姜裕後(1606-1666), 뺷晋山世稿뺸, ｢仁齋姜公行狀｣ “書畵賤技, 流傳後世, 秪以辱名耳.” ; 權鼈
(조선 중기 활동), 뺷海東雜錄뺸 권2, ｢本朝｣ 姜希顏 “至於繪畫之妙, 獨步一世. 公皆秘而不宣,
有求書畫者. 公曰, 書畫賤技, 祇流傳後世, 以辱名耳.”
2) 成海應, 뺷硏經齋全集뺸 續集 권11, ｢題觀我齋畵屛後｣ “夫畵雖末藝, 然以人而奇.”
3) 뺷列聖御製뺸, ｢題宋徽宗耕織圖｣ “子觀古畵, 自不無愛之之心. 愛者卽指神妙處而言非玩物喪志.
若夫畵意非偶則亦未嘗不法善戒惡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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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질 수 있었던 하나의 동인으로서, 尙南貶北을 바탕으로 주장된 동기창의 남북종
론에 대하여 살펴보려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특히 文道論을 바탕으로 논해
진 詩畵一律論과 함께 傳神을 중시하였던 蘇軾(1037-1101)의 文人畵論이 전해진
후에도, 중국의 회화사 전개와는 달리 조선 전기 사대부들의 회화에 대한 인식은
말예라는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은, 신분에 따른 상남폄북을 주장하였
던 동기창의 남북종론이 조선 후기 사대부들의 회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기폭제
역할을 해주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남북종론으로 인해 회화라는 문화 장르에 사회계층적인 의미가 부각되면서 더
욱 강조되었던 문인들의 회화이상이 조선에 전해진 후 사대부들의 회화에 대한 인
식이 변해가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2장에서는 조선에 소개되었던 동기
창의 남북종론의 형성 과정과 상남폄북 사상에 담겨져 있는 의도에 대해서 알아본
후, 3장에서는 李圭象(1727-1799)의 儒法院法論과 沈(1722-1784)의 畵寫區分論
4)4)

을 통해서 드러나는 조선 후기의 구체적인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2. 朝鮮에 소개된 南北宗論
1) 堂上官 董其昌

남북종론을 주장하며 文人畵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많은 倣作을 그림으로써 문
인화의 이상을 제시하였던 화가이자 서예가였던 동기창의 명성은 뺷容臺集뺸(1630)
4) 조선 후기에 남북종론의 영향으로 ‘文人畵’라는 장르에 계층적 문화로서의 개념이 더해지
면서, 비록 제한적이지만, 회화가 말예의 영역으로부터 구분되어 나오게 되었던 것은 宋時
烈(1607-1689)이 ｢答李擇之｣에서 “石室後人, 說其大爺, 極有畫癖, 亦深知品格, 故畜之多.
愚謂伊川不肯觀畫, 何其所好之異也. 後見朱先生說, 則自謂甚愛之至, 從人借全笥而觀之. 然
則石室大爺之好之也, 亦不爲害耶. 漫此仰稟.”이라 말하며 金尙憲의 서화애호 취미를 긍정
적으로 평가했던 이유에서 알 수 있듯이, 그림 감상에 있어서 程頤와 달랐던 朱熹의 서화
애호 취미와 함께 다시 깊이 고찰해 보아야 하는 것으로 당시에 논의되었던 程朱學의 사
상적 배경에 대해서는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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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실린 “나는 열일곱 살부터 글씨를 배웠는데, 지금 일흔두 살이 되었다. 일생 동
안 쓴 종이가 얼마나 되는지, 버린 붓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다. 禮部에 있을
때 공물을 바치러 온 조선의 사신이 찾아와 내가 堂上官인 것을 알고는 곧 이상한
일이라고 말하였다. 나의 書畵가 그 나라에도 전해진 것이라 생각한다.”라는 기록
5)

을 보면 이미 생존 당시부터 조선에 소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5)

또한 동기창이 당

상관이라는 사실을 이상하게 여겼다는 것은 당시 조선의 사대부들은 회화는 말예
라는 인식으로 인해 회화 창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기에 서화에 이름난 동
기창을 畵工이라 여겼던 것 같다.
또한 金堉(1580-1658)이 仁祖 14년(1636)에 冬至使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온 일
을 기록한 뺷朝京日錄뺸에서 “書狀官이 동기창의 筆法 2첩을 毛寅에게서 사서 그 중
6)

에 하나를 나에게 주었다.” 라고6)한 것과 申翊星(1588-1644)이 김육에게서 얻은
동기창의 글씨를 보고 “근래 중국에서 뛰어난 서예가로 불리는 사람은 축윤명과
문징명 이후에 동기창이 있다. 뛰어남으로 이름을 날리고 재주가 무성하였으나, 세
상에 위조품이 많아서 거의 마음에 차지 않았다. 지금 김육에게서 동기창의 金字
로 된 뺷般若心經뺸을 얻게 되었는데 필력이 뛰어나며 서법이 조맹부를 배워 기이하
7)

고 빼어나므로 동기창의 眞蹟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고7)평가하였던 기록을
보면, 동기창의 서화작품들이 이미 조선에 전해져 뛰어난 필력으로 이름이 알려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동기창의 명성은 점차 조선 후기까지도 이어져,
8)

燕行시에도 계속해서 그림이 유입되었으며,

8)

朴思浩(1674-1732)가 “동기창의 필법

5) 董其昌, 뺷容臺集뺸 別集 권4 “余自七十歲學書, 今七十二人矣. 未知一生紙費幾何筆退幾何. 在
禮部時, 高麗進貢使者詢知余坐堂上, 便謂異事, 想筆跡亦傳流彼中.” 동기창이 ‘예부에 있을
때’라고 한 것은, 그가 1624년에 처음으로 禮部侍郞이 되었고, 1625년 1월부터 이글을 쓴
1626년까지는 南京禮部尙書로 남경에 있었다는 사실로 미루어보아, 1624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정희, 1999 뺷한국과 중국의 회화뺸, 학고재, 302-303면.
6) 金堉, 뺷朝京日錄뺸, 丁丑(1637) 閏四月 二十日 “書狀買董其昌筆法二帖于毛寅, 贈余其一.”
7) 申翊星, 뺷樂全堂集뺸 권8, ｢題董太史書後｣ “中朝近世號能書者, 枝山徵明之後, 董太史玄宰. 雄
鳴藝苑, 世多鴈本, 殊不滿意. 今得金字心經於潛谷金伯厚, 許極有腕力, 法源乎吳興, 而以奇拔
出之其爲, 玄宰眞蹟也, 無疑.”
8) 李宜顯(1669-1745), 뺷庚子燕行雜識뺸 下 “書畫, 米元章書一帖, 顏魯公書家廟碑一件, 徐浩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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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은 온 나라 안에 널리 알려져 있다.” 라고9)말했던 것처럼 동기창은 뛰어난 서화가
10)

로 여겨졌고, 작품 가격 또한 상당히 고가였다.

그리고 정확히 언제 조선에 유입

10)

11)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趙龜命(1693-1737)이 회화에 관해 언급한 기록 과 李
12)

11)

德懋(1741-1793)와 尹行恁(1762-1801)의 기록 을 보면 조선 중기에 유입되었던
12)

동기창의 서화작품들과 함께 그의 문집인 뺷용대집뺸 또한 조선에 전해져 사대부 문
인들에게 알려져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성해응 또한 동기창의 뺷용대집뺸을 접
13)

할 기회가 있었다 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그린 사람에 따라 뛰어날 수도 있다’
13)

는 회화 인식은 출신과 신분을 바탕으로 그림의 우열을 평가하고자 했던 의미가
三藏和尙碑一件, 趙孟頫書張眞人碑一件, 董其昌書一件, 神宗御畫一簇, 西洋國畫一簇, 織文
畫一張, 菘菜畫一張, 北極寺庭碑六件. 此則搨取.”
9) 朴思浩, 뺷心田稿뺸 권2, ｢留館雜錄｣“董其昌筆法, 聞於海內.”
10) 洪大容(1731-1783), 뺷湛軒書뺸 外執 권8, ｢燕記｣ ‘京城記略’ “董其昌書畫甚貴, 其眞蹟障帖,
價不下紋銀百兩云.”(‘紋銀’은 당시 중국에서 쓰던 화폐의 하나로서, 말굽모양으로 만들어
진 은덩이였다. 다음의 기록에서 보이듯이 당시 역인은 해마다 은 12냥을 봉급으로 받았
으며 역마다 매년 병들어 죽는 말을 대체하기 위한 비용으로 은 1백 35냥을 심양으로 보
내주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동기창의 그림이 얼마나 고가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洪大
容, 뺷湛軒書뺸 外執 권8, ｢燕記｣ ‘沿路記略’ 高橋舖店主周姓, 自稱站里. 站里者驛人. 周言當
站里者, 每年俸銀十二兩, 驛丞俸銀三十六兩米三十六擔. 每站有驛馬五十匹, 每年自瀋陽給銀
一百三十五兩, 爲病死立代之資, 剩縮任驛丞, 使客有表文者, 皆與焉.”); 洪大容, 뺷湛軒書뺸
外執 卷8, ｢燕記｣ ‘希員外’ “又問我國書畵所尙, 仍曰貴國亦有董其昌書畵乎. 余曰, 東國亦甚
珍之. 但買于京市, 絶無眞本. 希曰, 中國極多贗作, 眞本非百餘兩銀, 不可得矣.”
11) 趙龜命, 뺷東谿集뺸 권6, ｢題畵帖｣ “責眞山水以似畵, 責畵山水以似眞, 似眞貴自然, 似畵尙奇
巧. 是則天地自然, 固爲法於人, 而人之奇巧, 亦有勝於天耶.”(董其昌, 뺷畵眼뺸, “昔人乃有以
畵爲假山水, 而以山水爲眞畵者, 何顚倒見也.”; 董其昌, 뺷畵旨뺸 卷上, “以境之奇怪論, 則畵
不如山水. 以筆墨之精妙論, 則山水決不如畵. 東坡有詩云, 論畵以形似, 見與兒童隣, 作詩必
此詩, 定知非詩人. 余曰, 此元畵也. 晁以道詩云, 畵寫物外形, 要物形不改, 詩傳畵外意, 貴有
畵中態. 余曰, 此宋畵也.”)
12) 李德懋, 뺷靑莊館全書뺸 권55, ｢盎葉記｣ 2 ‘鹿脯帖’ “容臺集, 董其昌選, 顔眞卿鹿脯帖. 與宋搨
本, 不惟字形, 大小不倫, 乃其文, 亦少異.”; 尹行恁, 뺷碩齋稿뺸 卷15, ｢雜著｣ ‘鷄林’ “陳繼儒
作容臺集序曰, 三韓六詔, 百蠻之長, 懸購著作. 如鷄林新羅故事, 繼儒以博洽䧺於世. 尙不知
鷄林爲新羅, 而分以二之也.”
13) 成海應, 뺷硏經齋全集뺸 外集 권61, ｢鹿脯帖｣ “董其昌容臺集云顔眞卿鹿脯帖, 與宋榻本, 不惟
字形大小不倫, 乃其文亦少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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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겨져 있는 남북종론의 영향을 받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렇듯 동기창의 화론은
14)

조선 후기뿐만 아니라 말기까지도 자주 언급될 정도로 지속적인 영향력을 끼쳤다.

14)

조선 후기에는 畫譜의 유입을 통해서도 화가들이 동기창의 영향을 많이 받았
15)

다.

17세기 초부터 조선에 유입되기 시작한 다양한 화보들 중, 뺷顧氏畫譜뺸(1603)

15)

는 1608년에 사신으로 중국에 다녀왔던 李好閔(1553-1634)이 가지고 오게 되면서
16)

일찍이 조선에 알려졌다.

가장 초기에 유입되었던 이 화보는 남종화풍의 작품을

16)

14) 李瀷(1681-1763), 뺷星湖全集뺸 권56, ｢題董玄宰畫｣ “玄宰之畫, 舍迹言心. 結局於方寸。寄情
于毫端, 一峙一流, 莫非順境. 常乘一小艇, 携一豹囊, 筆硯自隨, 遇神會處, 忽然而作, 忽然而
止. 故曰筆意當時, 執袂同風, 或鮮得其眞. 况百載而尋討紙上哉. 恨不能於來仲樓中, 與陳眉
公鼎坐論此意.”; 趙榮祏(1686-1761), 뺷觀我齋稿뺸 卷4 “至公博覽古畵工夫且篤, 多出前人所
未解者. 是故名日益重, 素日益積而自暇. 則又學倪雲林米南宮董華亭, 用大渾點爲應猝之法.”
; 趙熙龍(1789-1866), 뺷石友忘年錄뺸 “董玄宰云, 畵境必熟後生, 不生, 墮匠師魔界. 至若熟
處熟, 不到生處, 是難. 每從生處, 另着爲妙.”(董其昌, 뺷畵眼뺸, “畵與字各有門庭, 字可生, 畵
不可不熟. 字須熟後生, 畵須熟外熟.”); 趙熙龍, 뺷漢瓦軒題畵雜存뺸 “欲寫蘭, 讀破萬卷, 文字
之氣, 撑腸拄腹, 溢出十指間然後, 可辦. 余未讀天下書, 何以得之? 但畵師魔界則未耳.”(董其
昌, 뺷畵眼뺸, “畵家六法, 一曰氣韻生動. 氣韻不可學, 此生而知之, 自然天授. 然亦有學得處.
讀萬卷書, 行萬里路, 胸中奪去塵濁, 自然邱壑內營, 成立鄞鄂, 隨手寫出, 皆爲山水傳神.”);
趙熙龍, 뺷石友忘年錄뺸, “黃大癡九十, 而貌如童顔, 米友仁八十餘, 神明不衰. 人謂畵中煙雲供
養.”(董其昌, 뺷畵眼뺸, “黃大癡九十, 而貌如童顔, 米友仁八十餘, 神明不衰, 無疾而逝, 蓋畵中
煙雲供養也.”); 趙熙龍, 뺷畵鷗盦讕墨뺸 “余於紫陌紅塵之中, 好畵荒山古木, 而疎籬茆屋之間,
未嘗着人, 如有待之者. 向日, 畵中無人之屋, 豈非董香光所謂畵讖也? 讖者, 兆於未來, 今吾
海外之役, 固不可免歟? 煙雲竹石鷗鳥, 今以畵意供我, 吾獨不爲畵中人乎?”
15) 비교적 이른 시기에 들어온 화보로는 뺷顧氏畫譜뺸(1603), 뺷唐詩畫譜뺸(萬曆年間), 뺷十竹齋
書畫譜뺸(1627), 뺷十竹齋箋譜뺸(1644) 등이 있으며, 뺷芥子園畵傳뺸은 17세기 후반에 유입된
것이라 여겨진다. 이들 화보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들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
다. 정혜란, 1999 ｢十竹齋書畵譜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송혜경,
2002 ｢뺷顧氏畵譜뺸와 조선후기 화단｣,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전연숙, 2003 ｢뺷芥子園
畵傳뺸이 조선후기 화단에 미친 영향｣,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진보라, 2006 ｢뺷唐詩畵
譜뺸와 朝鮮後期 繪畵｣,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차미애, 2012 ｢개자원화전 3집과
조선후기 화조화｣, 뺷미술사연구뺸 26, 미술사연구회.
16) 한정희, 앞의 책, 303면. 진준현은 朱之蕃이 1606년 칙사로 조선에 왔을 때, 가져왔을 것
이라 보고 있다.(진준현, 1999 ｢인조·숙종 연간의 對중국 회화교섭｣, 뺷강좌 미술사뺸 12,
한국미술사연구소, 171-1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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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주로 수록한 목판화집으로, 동기창의 작품도 수록되어 있다.

또한 뺷芥子園畫傳뺸

17)

初集 第1券 뺷樹譜뺸에 실려 있는 ｢畵學淺說｣과 본문 중에는 동기창의 문집에 수록
되어 있는 글들이 많이 보인다. 특히 ｢화학천설｣에서는 이전 시대의 화론을 정리
하며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 ‘分宗’에 대한 설명부분에는 동기창의 남북
18)

종론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뺷개자원화전뺸이 언제 조선에 유입되었

18)

는지는 불분명하지만, 화보 안에 수록되어 있는 그림을 방작했던 鄭歚(1676-1759)
의 작품들을 떠올려보면, 당시에 중국과의 빈번한 교섭을 통하여 17세기 후반에
유입되었을 것이라 여겨진다. 또한 이덕무가 뺷輟耕錄뺸과 뺷개자원화전뺸에 있는 내
용을 바탕으로 화가들이 쓰는 그림 물감에 대해서 설명했던 것19)과 李圭景
19)

(1788-1863)이 “나는 일찍이 뺷십죽재화보뺸, 뺷개자원화보뺸와 같은 중국의 여러 화
20)

보들을 보았다.” 라고 말한 기록을 보면, 조선 후기에 유입되었던 중국의 화보를
20)

통해서도 남종화풍 양식의 전래21)와 함께 남북종론의 상남폄북 사상은 쉽게 확산
21)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17) 吳樹平 編, 1997 뺷中國歷代畵譜匯編뺸 1, 天津古籍出版社, 128면.
18) 뺷芥子園畵譜뺸 권1 뺷樹譜뺸, ｢畵學淺說｣ 分宗 “禪家有南北二宗, 於唐時分. 畵家亦有南北二
宗, 亦於唐時分. 其人實非南北也. 北宗則李思訓父子傳而爲宋之趙幹趙伯駒伯驌, 以至馬遠夏
彦之. 南宗則王摩詰始用渲澹, 一變鉤斫之法, 其傳爲張璪荊浩關仝郭忠恕董源巨然米氏父子,
以至元之四大家. 亦如六祖之後, 馬駒雲門也.”
19) 李德懋, 뺷靑莊館全書뺸, 권60, ｢盎葉記｣ 七, ｢畫家顔色｣ “輟耕錄, 凡調合服餙器用顔色者,
[…] 芥子園畫傳, 石靑只宜用所謂梅花片一種, 以其形似故名.”
20) 李圭景, 뺷五洲衍文長箋散稿뺸 人事篇 技藝類, ｢墨畫上搨彩辨證說｣ “余嘗閱中原諸畫譜如十
竹齋畫譜芥子園畫譜之類.” 뺷개자원화전뺸의 명칭은 뺷개자원화보뺸와 혼용되었으며, 뺷中國歷
代畵譜匯編뺸(吳樹平 編, 앞의 책)에서도 뺷개자원화보뺸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21) 남종화풍은 조선 후기에 이르러 시대 양식으로 부를 수 있을 만큼 확산되었으며, 그 결
과 사대부 화가들뿐만 아니라, 圖畫署의 화원들까지도 산수화의 준법이나 구도 표현에
있어서 남종 문인화 양식을 답습하게 되었다. 동기창이 조선 화단에 끼친 양식적인 영향
과 남종 문인화의 수용 양상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과 논문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한
정희, 앞의 책, 315-330면; 한정희, 1992, ｢董其昌과 朝鮮後期 畵壇｣, 뺷미술사학연구뺸
193; 한경애, 2013 ｢朝鮮 後期 文人들의 中國繪畵 認識에 관한 연구: 董其昌의 美意識을
중심으로｣, 뺷동양예술뺸 제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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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尙南貶北

동기창은 唐代에 禪佛敎의 남북종 분파가 생긴 것처럼, 중국의 산수화도 唐代를
기점으로 하여, 화가의 신분, 회화의 이념과 양식을 토대로 선종과 같은 구분이 이
루어진다고 여기고, 南宗과 北宗의 구분을 하였다.22) 또한 불교의 종파 구분을 통
22)

해서 회화의 남북종을 나누면서, 동시에 남종화와 북종화의 창작과정을 각각 불교
의 수행법인 頓悟와 漸修에 연결시켰다. 곧 화가의 인격과 학문을 통한 내적 진리
의 추구를 중요시하는 문인화 이론은 廣東省 韶州 지역의 慧能(638-713)이 주장했
던 남종선의 ‘돈오’ 개념과 연결되며, 화면 위에 드러나는 형식적인 기법을 중시하
는 화공들의 그림은 河北省 荊州 지역의 神秀(605-706)가 주장했던 북종선의 ‘점
수’ 개념으로 연결되었다. 동기창은 돈오와 점수의 개념으로 문인화와 원체화를 구
분하고, 점수의 수행법으로 부처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은 돈오보다 못한 것이라고
언급하며 상남폄북을 주장하였고,23) 이를 바탕으로 동기창은 북종화파의 그림은
23)

문인들이 배워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24)24)
동기창이 남종화파로 구분한 화가들을 종합해보면, 唐代에 수묵 산수화의 시조
로 추앙받게 된 王維로부터 시작하여 唐末의 張燥, 五代의 郭忠恕, 董源, 居然, 荊
22) 董其昌, 뺷畵眼뺸 “禪家有南北二宗, 唐時始分. 畵之南北二宗, 亦唐時分也. 但其人非南北耳.
北宗則李思訓父子着色山水, 流傳而爲宋之趙幹趙伯駒伯驌, 以至馬夏輩. 南宗則王摩詰始用
渲淡, 一變‘拘硏之法’, 其傳爲張璪荊關董巨郭忠恕米家父子, 以至元之四大家. 亦如六祖之後,
有馬駒雲門臨濟兒孫之盛, 而北宗微矣. 要之摩詰所謂雲峰石迹, 逈出天機, 筆意縱橫, 參乎造
化. 東坡贊吳道元王維畵壁亦云, 吾於維也無間然. 知言哉.” 뺷畵禪室隨筆뺸에는 拘硏之法이
鉤斫之法이라고 되어 있다.
23) 董其昌, 뺷畫眼뺸 “李昭道一派, 爲趙伯駒伯驌, 精工之極, 又有士氣. 後人倣之者, 得其工, 不能
得其雅, 若元之丁野夫錢舜擧是已. 蓋五百年而有仇實父, 在昔文太史亟相推服, 太史於此一家
畵, 不能不遜仇氏, 故非以賞譽增價也. 實父作畵時, 耳不聞鼓吹闐騈之聲, 如隔壁釵釧戒顧,
其術亦近苦矣. 行年五十, 方知此一派畵, 殊不可習, 譬之禪定, 積劫方成菩薩, 非如董巨米三
家, 可一超直入如來地也.”
24) 董其昌, 뺷畫眼뺸 “文人之畵, 自王右丞始, 其後董源巨然李成范寬爲嫡子, 李龍眠王晉卿米南宮
及虎兒, 皆從董巨得來. 直至元四大家, 黃子久王叔明倪元鎭吳仲圭, 皆其正傳, 吾朝文沈, 則
又遠接衣鉢, 若馬夏及李唐劉松年, 又是大李將軍之派, 非吾曹當學也.” 뺷畵旨뺸에도 동일한
내용이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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浩, 關同, 李成, 范寬, 李公麟, 王詵, 宋代의 米芾·米友仁 父子, 元末 四大家로 불리
25)

는 黃公望, 吳鎭, 倪瓚, 王蒙과 明代의 文徵明, 沈周 등이다.

그 후 明末 淸初에

25)

26)

沈顥(1620-1661)는 뺷畫麈뺸에서 浙派 화가들을 북종화파로 분류함으로써,

남종화

26)

와 북종화는 화가의 사회적 지위와 회화 양식을 모두 고려한 구분이 되었다. 또한
청대의 沈宗騫(?-1817 이후)은 뺷介舟學畫篇뺸에서 남종화와 북종화의 차이는 남북
의 지역 차에 따른 화가의 기질 차이 때문이며, 그러한 이유에서 남종 화가들과
27)

북종 화가들의 출신 지역 대부분이 남쪽과 북쪽으로 구분된다고 언급하며,

雅와

27)

澹을 중시하는 남종화파의 우월함을 증명해 보이고자 하였다.
한편 남북종론은 동기창의 뺷畵眼뺸과 莫是龍(1539-1589)의 뺷畵說뺸에서 거의 동
일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누구의 이론인가에 대한 진위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어왔고, 또 논리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비판을 받았다. 누구의 것인가에
28)

대해서는, 동기창의 이론이라는 설이 유력하며,

禪에 조예가 깊었던 동기창이 선

28)

29)

종의 남북이종에 따라 회화를 구분하였던 것이라 여겨진다.

내용의 타당성에 관

29)

25) 莫是龍의 뺷畵說뺸에는 이 계보에 李成, 范寬, 李公麟, 王詵 등의 북송화가들과 원말 사대가
를 이어받은 명대의 吳派 화가인 文徵明과 沈周가 누락되어 있다. “禪家有南北二宗, 唐時
始分, 畵之南北二宗, 亦唐時分也, 但其人非南北耳. 北宗則李思訓父子著色山, 流傳而爲宋之
趙幹趙伯駒伯驌, 以至馬夏輩. 南宗則王摩詰始用渲染, 一變鉤硏之法, 其傳爲張璪荊關郭忠恕
董巨米家父子, 以至元之四大家. 亦如六祖之後, 馬駒雲門臨濟兒孫之盛, 而北宗微矣. 要之摩
詰所謂雲峰石迹, 逈出天機, 筆意縱橫, 參乎造化者. 東坡贊吳道子王維畵壁亦云, 吾於維也無
間然, 知言哉.”
26) 沈顥, 뺷畫麈뺸, ｢分宗｣ “禪與畵俱有南北宗, 分亦同時, 氣運復相敵也. 南則王摩詰裁搆淳(圖書
集成作‘高’), 出韻幽澹, 爲文人開山. 若荊關宏璪董巨二米子久叔明松雪梅叟迂翁, 以至明之
(圖書集成作‘興’)沈文, 慧燈無盡. 北則李思訓風骨奇峭, 揮掃躁硬, 爲行家建㠉. 若趙幹伯駒伯
驌馬遠夏珪以至戴文進吳小仙張平山輩, 日就狐禪, 衣鉢塵土.”
27) 沈宗騫, 뺷介舟學畫篇뺸, ｢宗派｣ “天地之氣, 各以方殊, 而人亦因之. 南方山水蘊藉而縈紆, 人
生其間, 得氣之正者, 爲溫潤和雅, 其偏者則輕佻浮薄. 北方山水奇傑而雄厚, 人生其間, 得氣
之正者, 爲剛健爽直, 其偏者則粗厲强橫. 此自然之理也. 於是率其性而發爲筆墨, 遂亦有南北
之殊焉. […] 第氣象之閑雅流潤, 合中正和平之道者, 南宗尙矣. 故稽之前代, 可入神品者, 大
率産之大江以南, 若河朔雄傑氣槪, 非不足怵人心目, 若登諸幽人逸士, 卷軸琴劍之旁, 則微嫌
粗暴, 故佳者但可入能品耳..”
28) 서복관(권덕주 외 옮김), 1990 뺷중국예술정신뺸, 동문선, 439-4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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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문제로는, 남종과 북종으로 각각 구분한 화가들의 예가 실제 회화사의 전개와
30)

맞지 않는다는 것과

31)

동기창의 뺷畵旨뺸에서 볼 수 있는 李成에 대한 종파의 분류

30)

31)

또한 동기창 스스로도 일관되지 않은 구분을 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
다. 서복관은 “동기창의 뺷화지뺸에는 이러한 변화를 전후한 말들이 뒤섞여 있으며
‘문인화파’의 구분과 ‘남북종’의 논리 등은 다만 그 만년의 책임감 없이 내뱉은 말
들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의 명성과 지위가 높음으로 인해 드디어는 부화뇌동하는
32)

무리들에 의해 금과옥조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라고 비판하였다.

비록 서복관

32)

은 동기창이 책임감 없이 내뱉은 말들에 불과하다고 하였지만, 남종화파의 명맥이
라 여겨졌던 吳派가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던 당시에 동기창이 남북종론을 주장했
던 것은, 화공들의 세련된 전문성을 폄하하고 문인화를 높임으로써, 문인화의 우월
성을 입증하고자 했던 시도였기에, 내용상의 타당성은 동기창 스스로에게는 문제
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이론상의 모순점들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화
가들이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는 점과 직업 화가들까지도 남종화를 표방하게 되었
다는 정황을 고려해보면, 동기창의 사회적 지위와 상남폄북론에 반기를 들 필요가
없었던 문인들의 입장과 또 문인들에게 맞대응할 수 없었던 직업 화가들의 입장을
함께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33)

또한 淸代의 翰林畵家 였던 鄒一桂(1686-1772)는 동기창의 남북종론이 전범으
33)

29) 동기창(변영섭 외 옮김), 2003 뺷동기창의 화론: 화안뺸, 시공사, 86-87면. 동기창이 선불교
의 사상을 습득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는 James Cahill의 The distant mountains :

Chinese painting of the late Ming dynasty, 1570-1644(Weatherhill, 1982, 88면)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30) 서복관, 앞의 책, 445-519면.
31) 董其昌, 뺷畵旨뺸 卷上 “元季諸君子畵惟兩派. 一爲董源, 一爲李成. 成畵有郭河陽爲之佐, 亦猶
源畵有僧巨然副之也. 然黃倪吳王四大家, 皆以董巨起家成名. 至今隻行海內. 至如學李郭者,
朱澤民, 唐子華, 姚彦卿, 俱爲前人蹊徑所壓, 不能自立堂戶.” 주24)에서는 이성을 남종계통
으로 구분하고 있다.
32) 서복관, 앞의 책, 516면.
33) 청대 건륭제 시기에는 화원 소속 화가들 외에도, 翰林畵家 또는 詞臣畵家라 불리던 왕의
측근 관료들로 구성된 화가집단이 있었다. 건륭제 시기의 궁정화원과 관료화가들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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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삼았다고 할 수 있는 소식의 문인화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소식은 그림에 문
외한이라고 언급하였고, 그의 “形似로 그림을 논한다면, 그 식견은 어린 아이와 비
슷하다네. 시를 지을 때 반드시 이러한 시라야 한다면, 틀림없이 시인이 아닌 줄
알겠네. 시와 그림은 본래 같은 법칙이니 자연스러운 솜씨와 맑고 새로움이라
네.”34)라는 시에 대하여 “이것이 시를 논하는 것이라면 옳으나, 그림을 논하는 것
34)

이라면 옳지 않다. 형태가 유사하지 않은데 도리어 그 神을 얻은 적이 없다. 이 노
35)

인은 그림을 잘 그릴 수 없었으므로 이것을 스스로 썼다.” 라고 비판하였다. 곧
35)

소식은 그림을 잘 그릴 수 없었기에, 神似를 중시했다는 말로서, 상남폄북을 주장
하는 남북종론 또한 직업 화가들보다 전문성이 떨어졌던 문인들이 스스로를 위해
고안해 낸 이론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청대의 李修易도 “남종을 중시하
는 사람들은 북종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어려움을 두려워하는 것이
36)

다.” 라고 말하며, 사대부 문인들의 재주가 화공의 재주만 못하기 때문에 남종화
36)

풍을 숭상하는 것이라 비판하였다. 곧 문인들이 스스로의 그림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남종화와 북종화의 구분을 만들고, 남종화를 높이고 북종화를 폄
하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북종화파의 화가들 또한 점차 문인들의
남종화 양식을 본떠 그림으로써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어 그들의 예술적 재능과 세
련된 전문성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오파가 빛을 잃어가던 시기에
동기창에 의해 남종화의 우월성을 입증하고자 주장되었던 남북종론의 의도를 반증
37)

하는 것이다. 곧 소식이 寓意於物 을 통해 언급하였던 君子와 小人의 차이로 드
37)

서는 장진성이 ｢건륭제 시기 궁정회화의 정치적 성격｣(서울대학교 중국연구소 2010년 2
학기 1차 중국포럼 발표)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34) 蘇軾, 뺷蘇東坡集뺸 권16, ｢書鄢陵王主簿所畵折枝二首｣ “論畵以形似, 見與兒童隣, 作詩必此
詩, 定知非詩人. 詩畵本一律, 天工與淸新.”
35) 鄒一桂, 뺷小山畵譜뺸 권下 “東坡詩 […] 此論詩則可, 論畵則不可. 未有形不似而反得其神者.
此老不能工畵, 故以此自文.”
36) 李修易, 뺷小蓬萊閣畵鑒뺸 “或問均是筆墨, 而士人作畵, 必推尊南宗, 何也? 余曰, 北宗一擧手
卽有法律, 稍覺疏忽, 不免遺譏. 故重南宗者, 非輕北宗也, 正畏其難耳.”
37) 蘇軾, 뺷寶繪堂記뺸 “君子可以寓意於物, 而不可以留意於物. 寓意於物, 雖微物足以爲樂, 雖尤
物不足以爲病; 留意於物, 雖微物足以爲病, 雖尤物不足以爲樂. 老子曰, ‘五色令人目盲, 五音
令人耳聾, 五味令人口爽, 馳騁田獵人心發狂.’ 然聖人未嘗廢此四者, 亦聊以寓意焉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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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러나는 士人畵 의 강조는 세속적 규범을 제거한 士氣의 개념을 주장하였던 동기
39)

창에게 이어져

38)

남종과 북종의 분파가 형성되었다.

39)

소식은 王維(699?-759)의 <藍田煙雨圖>를 보고 “왕유의 시를 음미해보면 시 속
40)

에 그림이 있고, 그의 그림을 살펴보면 그림 속에 시가 있다.” 라고 하며 “시와
40)

그림은 본래 같은 법칙이니 자연스러운 솜씨와 맑고 새로움이라네.”41)라는 詩畵一
41)

律論을 주장하였다. 이는 道文論을 바탕으로 하는 시에 대한 기본 관점을 그림에
적용시킨 것으로, 소식은 먼저 시와 그림의 창작은 모두 정신적인 감응으로 하늘
의 오묘함과 조화를 얻어내는 데 있다고 생각하며, 여기에서 더 나아가 사물의 묘
사는 단순한 외형적인 묘사만이 아닌 본질의 표현이 중요하다는 논의를 전개시켰
다. 즉, 화가는 작품을 창작함에 있어 외형적 특징만을 그려내는 것이 아니라, 意
를 그려내야 했다. 의를 그려낸다는 것은 개인적 감정이 아닌, 物理를 파악함으로
42)42)

써 얻게 되는 道를 그림에 담아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시화일률론은 화원화가였던 郭熙(1020?-1090?)의 뺷林泉高致뺸에서도 찾
43)

아 볼 수 있다. 곽희는 먼저 뺷莊子뺸의 ‘解衣槃礴’과 뺷禮記뺸의 한 구절 을 인용하
43)

며, 화가의 정신적인 수양과 易直子諒의 마음 상태를 언급하였다. 이는 정신이 정
화됨으로써 나타나는 일종의 生機 혹은 生意로, 곧 장자가 말하는 우주적 직관에
44)

이를 수 있도록 마음을 비워나가는 心齋와 상통하는 것이다.

곽희는 이러한 정

44)

신적 수양을 바탕으로 한 詩意와 畵意의 동일함을 언급하면서, 이전 시대의 도리
에 밝은 사람들[哲人]이 많이 이야기 하였던 ‘시는 형상이 없는 그림이며, 그림은
45)

형상이 있는 시이다.’라는 시화일률론을 스승으로 삼았다고 말하였다.

이렇듯 시

45)

38) 蘇軾, ｢跋宋漢傑畵山｣ “觀士人畵, 如閱天下馬, 取其意氣所到. 乃若畵工, 往往只取鞭策皮毛
槽櫪芻秣, 無一點俊發, 看數尺許便倦. 漢傑眞士人畵也.”
39) 董其昌, 뺷畵眼뺸 “士人作畵, 當以草隸奇字之法爲之. 樹如屈鐵, 山如畵沙. 絶去甛俗蹊徑, 乃
爲士氣. 不爾, 縱儼然及格, 已落畵師魔界. 不復可求藥矣. 若能解脫繩束, 便是透網鱗也.”
40) 蘇軾, 뺷東坡題跋뺸 권5, ｢書摩詰藍田煙雨圖｣ “味摩詰之詩, 詩中有畵, 觀摩詰之畵, 畵中有詩.”
41) 주34) 참조.
42) 顔中其, 1985 뺷蘇軾論文藝뺸, 北京出版社, 12-14면.
43) 뺷禮記뺸, ｢樂記｣ “致樂以治心, 則易直子諒之心, 油然生矣.”
44) 서복관, 앞의 책, 375-3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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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일률론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회화창작은 소식뿐만 아니라, 북송시대의 화원이
었던 곽희가 추구하던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사실적 묘사에 충실하고자 했던 화
원들의 노력은 소식에 의해 형사를 추구하는 것은 어린 아이와 같다는 비판을 받
게 되었다. 비록 소식이 화원화가들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폄하했는지는 분명하지
46)

않지만, 문인이라는 신분에서 오는 편견은 그의 글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

이

46)

러한 편견은 점차 후대로 내려오면서 동기창에 의해 남종과 북종이라는 형태로 유
47)

파가 나뉘게 하였고, 북종으로 분류되었던 원체화는 본격적으로 폄하되어

설자

47)

리를 잃게 되었고 남종화의 우월성만이 논해지게 되었다.
이렇듯 사대부 문인이라는 신분을 바탕으로 문인화의 상대적 우월성을 증명하
고자 주장되었던 동기창의 남북종론은 조선 후기에 전해져 사대부들의 회화에 대
한 인식의 변화를 초래하였고, 사대부들의 그림은 말예가 아닌 구도자로서의 뜻을
담아내는 의미 있는 활동으로서 차별화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부여해 주었다.

3. 회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
1) 末藝

조선 초기의 대표적인 화론으로는 申叔舟(1417-1475)의 뺷畵記뺸를 예로 들 수

45) 郭熙․郭思, 뺷林泉高致뺸, ｢畵意｣ “世人止知吾落筆作畵, 却不知畵非易事. 莊子說畵史解衣盤
礡, 此眞得畵家之法. 人須養得胸中寬快, 意思悅適. 如所謂易直子諒, 油然之心生, 則人之笑
啼情狀, 物之尖斜偃側, 自然布列於心中, 不覺見之於筆下. […] 更如前人言, 詩是無形畵, 畵
是有形詩. 哲人多談此言, 吾人所師. 余因暇日閱晉唐古今詩什, 其中佳句, 有道盡人腹中之事.
有裝出目前之景, 然不因靜居燕坐, 明窗淨几, 一烓爐香, 萬慮消沈, 則佳句好意, 亦看不出, 幽
情美趣, 亦想不成, 卽畵之主意, 亦豈易及乎? 境界已熟, 心手已應, 方始縱橫中度, 左右逢原.
世人將就, 率意鐲情, 草草便得.”
46) 顔中其, 앞의 책, 33면.
47) 董其昌, 뺷畵眼뺸 “昔人評大年畵, 謂得胸中着萬卷書更奇. 又大年以宋宗室, 不得遠遊. 每朝陵
回, 得寫胸中邱壑. 不行萬里路, 不讀萬卷書, 欲作畵祖, 其可得乎. 此左吾曹勉之, 無望庸史
矣.”; 주23), 24), 26), 27), 3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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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여기서 신숙주가 설명하는 安平大君이 소장한 작품 목록을 살펴보면, 安堅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唐代의 吳道子와 王維, 宋代의 郭忠恕와 李公麟, 蘇軾,
文同, 郭熙, 元代의 趙孟頫 등을 포함한 많은 수의 중국 화가들의 작품이 주를 이
루고 있다. 이는 동기창이 남종화의 우월성을 제기하며 언급했던 화가들과는 차이
가 있으며, 이는 곧 조선 초기에는 화가에 대한 종파의 구분이 없었다는 것을 말
해준다. 또한 신숙주는 그림의 맑고 고아함으로 性情을 즐겁게 할 수 있고, 그림의
굳세고 바로잡음으로 氣韻을 길러줄 수 있으므로, 物理를 정밀히 밝히고, 널리 듣
48)

고 많이 배우면 시와 같은 功이 있게 된다고 하였다.

여기서 신숙주가 말하는

48)

물리는 소식이 중요하게 생각하였던 물리와 상통하는 것이다. 소식은 학문에 私가
없어야 한다고 하면서, 私가 없다는 것은 곧 만물의 理에 통달했다는 것이라고 하
였다. 그는 또한 학문이란 개인의 믿음과 좋고 싫어함에 기댈 수 없으며, 만물의
변화를 냉정하게 관찰하는 것에 있다고 여기고, 객관사물의 리에 대한 투철한 이
해를 요구하였다. 곧 소식은 만물의 리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으며, 신숙주도 이
러한 의미에서 회화에서의 물리를 언급한 것이다. 또한 그림을 잘 그렸던 문인 姜
希孟(1424-1483)은, 賤技인 그림이 후손에게 전해질 것을 염려하던 형 강희안과는
달리, 소식의 寓意於物에 바탕한 군자와 소인의 차이를 언급하며 눈으로 본 것을
마음으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얻은 것을 손으로 그려 神韻이 나타나 하나의 그림
49)

되면, 신기한 天機가 나타난다는

내용을 담아 李坡(1434-1486)에게 편지를 써서

49)

48) 申叔舟, 뺷保閑齋集뺸 권14, ｢畵記｣ “夫畫者, 必窮天地之化, 究陰陽之運, 萬物之情, 事爲之變,
磅礴胸中, 然後執筆臨素, 凝神冥會, 欲山見山, 欲水見水. 凡有所欲, 必見其物, 奮筆而從之.
故能因假而奪眞, 此畫家之法也. 若夫得之於心, 應之於手, 心手相忘, 身與物化, 嗒然兀然. 若
造化之不可以跡求者, 則固在於丹粉之外矣. 觀乎此者, 苟能以彼之沖淡高雅, 樂吾之性, 以彼
之豪健振厲, 養吾之氣, 則豈小補哉. 至於精覈物理, 博聞多識, 則將與詩同功矣. 顧未知世之
人。果有及於是者乎.”
49) 姜希孟, 뺷私淑齋集뺸 권7, ｢答李平仲書｣ “凡人之技藝雖同, 而用心則異. 君子之於藝, 寓意而
已, 小人之於藝, 留意而已. 留意於藝者, 如工師隸匠, 賣技食力者之所爲也. 寓意於藝者, 如
高人雅士, 心探妙理者之所爲也. […] 若於几案間, 揮毫臨紙, 靜觀萬物, 心辨毫釐, 手做形段,
是我方寸, 亦一元化. 凡諸草木花卉, 寓之目, 而得於心, 得之心, 而應於手, 神一畵則神一天
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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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를 말예로 여기는 것에 대하여 반박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조선 초기에는 회화를 性情論과 天機論을 바탕으로 이해하려던 노력에
도 불구하고, 회화를 말예라고 인식하였으며, 이러한 시각은 조선 중기까지도 이어
50)

져 회화 감상 또한 雜技 혹은 玩物喪志의 시선으로 바라보곤 하였다.

화공을 불

50)

러 그림을 그리게 하던 成宗(재위1469-1494)에게 신하들은 뺷書經뺸의 완물상지를
언급하며 그림 그리는 일에 마음을 두는 것은 완물에 빠지는 조짐이며 지나치게
51)

좋아하면 반드시 폐단이 있게 될 것이라고 간언하였다.

그러나 성종이 화공들에

51)

게 觀形摹寫를 시켰던 것에 대해서, 大司憲 金紐(1436-1490)는 圖畵署의 提調로서
詣闕할 때 몇 번이고 들어가 보았으나 의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었다고 말하며 百
工의 기예는 그 기능을 살려 정묘해지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고, 산 짐승을 잡아둔
것은 그림이 닮았는지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므로 완물에 있지 않다고 반박하였
52)

다.

여기서 김뉴가 말하는 그림은 화공의 그림을 말한다. 그러나 조선 초기와 중

52)

기에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강희맹이 군자와 소인의 그림으로 회화를 구분해서
설명하려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인화와 원체화의 구분도 모호했을 뿐더러 회화
에 대한 가치 인식이 미비했던 탓인지, 회화를 천기 혹은 말예로 보았고, 완물상지
라 여겨, 사대부들의 회화에 관한 담론의 전개도 소극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회화
50) 뺷국역 조선왕조실록뺸, 인조 5년(1627) 11월 23일, ｢소대하여 뺷中庸뺸을 강하다. 양남의 습
속과 임금의 사치에 대해서 논하다｣ “閔應亨이 아뢰기를, ‘신은 들으니 李澄을 불러 입궐
시킨 지가 여러 날이라고 하는데 그리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인군은 雜技를
좋아해서는 안 되는데, 더구나 전하의 一動一靜은 의당 復讐에 마음을 써야지 잗단 잡기
에 마음을 써서야 되겠습니까.’하였다.”
51) 뺷成宗實錄뺸 권95, 성종 9년(1478) 8월 4일 癸巳 “世匡曰, […] 臣聞禁內會畵工, 摹寫草木
禽獸. 書曰不役耳目百度惟貞. 又曰玩物喪志. 殿下留心畵事, 恐有玩物之漸. […] 上曰, 爾等
之言, 必玉杯之類也. 今之命工摹畵, 豈爲玩好而然哉. 圖畵雖不關政治, 上衣下裳黼黻文章,
非畵不得則固不可無, 旣不可無則亦不可不精其也. 脫有先王御容改畵事, 中國使臣求畵者, 其
可廢圖畵乎. 崔潘世匡等啓曰, 臣等非欲廢圖畵也, 大抵人君當謹好尙, 好尙之極必有其弊.”
52) 뺷成宗實錄뺸 권95, 성종 9년(1478) 8월 4일 癸巳 “大司憲金紐啓曰 […] 我本圖畵署提調,
詣闕時, 歷入見之, 何害於義. 其後, 同僚等又曰, 上獲致生禽, 且取草木, 觀形摹畵, 有尙畵之
漸, 論啓何如. 臣答曰, 百工技藝, 咸精其能斯爲美矣. 其獲致生禽者, 盖欲驗畵之肖否耳. 豈
因玩好而然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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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작 또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이르면 회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사대부들의 회화
창작도 늘어나고, 회화 관련 담론들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특히 조선시대 역대 왕
들의 시문집인 뺷列聖御製뺸에 기록되어 있는, 숙종이 남긴 총 1,057편의 시문 중
53)

169편의 시문이 서화와 관련된 것이었다.

이는 이전의 왕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53)

54)

많은 양으로, 숙종이 얼마나 회화에 관심이 많았는지 짐작해 볼 수 있다.

또한

54)

55)

숙종 재위기간(1720)에 연행을 다녀왔던 李宜顯(1669-1745)의 기록을 보면,

조

55)

선 후기에도 계속해서 동기창의 작품이 유입되었고 동기창은 조선 화단에 지속적
인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儒法과 院法의 구분

조선 후기에 논의되었던 회화 이론은 다음과 같다.56) ‘傳神’을 강조하는 이론으
56)

로는 尹斗緖(1668-1715)의 뺷記拙뺸에서 보이는 畵道論,57) 南泰膺(1687-1740)의 뺷廳
57)

53) 진준현, 1995 ｢숙종의 서화취미｣, 뺷서울대학교 박물관 연보뺸 7, 5-11면.
54) 위의 논문, 3-4면.
55) 주8) 참조.
56) 조선 후기로 접어들면서 사대부들 사이에서 논의되었던 회화 이론은, 중국에서 남종 문
인화론을 위주로 전개되었던 문인들의 회화 이상과는 조금 다르게, 傳神과 寫實를 중시
하는 이론들이 혼재하며 전개되었다. 조선 후기 사대부들이 남북종론으로 인해 회화에
말예가 아닌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할 수 있게 되면서 그러한 인식의 변화로 인해 많은
사대부들이 회화에 대한 관심이 이전과 달리 급증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새롭
게 회화를 통해 추구하고자 했던 이상은 무엇이었는지, 또 그들의 화론은 중국과는 어떠
한 차별성을 갖고 전개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주
68) 참조.
57) 윤두서는 뛰어난 寫生力으로 사실적인 그림들을 많이 남겼지만, 뺷記拙뺸의 ｢畵評｣에서는
寫實論보다는 傳神論 혹은 寫意論을 중점적으로 논하고 있다. 특히, 李澄과 蘇軾, 趙孟頫
를 평한 것을 보면, 그가 원체화의 개념과 문인화의 사의적 가치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유홍준, 1998 뺷조선시대 화론 연구뺸, 학고재, 105-109면.) 윤두서가 보여주는
이러한 실제 창작과 이론 사이의 모순된 모습은 회화를 말예로 여겼던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어가는 조선 중기의 과도기적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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竹畵史뺸에서 보이는 天機論과 三品論을 비롯하여, 趙龜命(1692-1737)의 뺷東谿集뺸
에서 보이는 神韻論, 權憲(1713-1770)의 뺷震溟集뺸에서 보이는 傳神論, 李圭象
(1727-1799)의 뺷一夢稿뺸에서 보이는 儒法院法論, 沈(1722-1784)의 뺷松泉筆譚뺸에
서 보이는 畵寫區分論, 朴趾源(1737-1805)의 뺷燕巖集뺸에서 보이는 寫意論 등이 있
으며, ‘寫實’을 강조하였던 이론으로는 李瀷(1681-1763)의 뺷星湖僿說뺸에서 보이는
寫眞論, 李夏坤(1677-1724)의 뺷頭陀草뺸에서 보이는 寫眞論, 趙榮祏(1686-1761)의
58)

뺷觀我齎稿뺸에서 보이는 寫生論,

姜世晃(1713-1791)의 뺷豹菴遺稿뺸에서 보이는 寫

58)

實畵法論, 丁若鏞(1762-1836)의 뺷與猶堂全書뺸에서 보이는 寫生論 등을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화론들은 그림의 개념과 효용, 창작에 관한 내용에서부터 화가전, 화
법, 재료, 감상법, 보관법, 작품의 고증에 이르기까지 회화에 대한 지식들을 다양하
게 다루며, 회화사 전개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 중, 남북종론의 직접적인 영향
을 살펴 볼 수 있는 화론은 이규상의 儒法院法論과 심재의 畵寫區分論으로, 이규
상과 심재는 동기창이 문인과 화공의 그림을 구분했던 것처럼 화가를 두 파로 구
분하며 설명하였다.
먼저 이규상의 유법원법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규상은 뺷一夢稿뺸 ｢畵廚錄｣
에서 다음과 같이 畵派에 대한 구분을 하며, 英·正祖 연간의 화가들을 평하였다.

“대개 화가는 두 파가 있다. 하나는 세속에서 院法이라 부르는 것으로, 곧 畵員이
나라에 바치는 그림의 화법이다. 또 하나는 儒法으로 神韻을 위주로 하고 筆劃이 온전
한지 거친지 생각하지 않는다. 畵院에서 그려지는 그림 이외의 것이 대체로 儒畵에 해
당한다. 院畵의 폐단은 神采의 드러남 없이 진흙으로 빚어놓은 것 같다는 점이며, 유화
의 폐단은 모호하고 거칠고 난잡하며, 간혹 먹이 고여서 까맣게 칠해져 있다는 점이
다.”59)59)

58) 조영석은, 이규상이 그를 유법과 원법을 아울렀다고 평했던 것처럼, 寫生을 강조한 뛰어
난 화가이면서도, 세조와 숙종의 御眞을 모사하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사대부로서 화공
의 말예를 담당할 수 없다며 거절하였다.(위의 책, 158-163면.) 또한 그는 “南派北派之分,
亦可歷指歟.”(뺷觀我齎稿뺸)라고 말하며 남북종의 구분을 뚜렷이 드러낼 것을 말하기도 하
였다. 비록 사생에 뛰어난 화가이기는 했지만 조영석의 이러한 말과 행동은 스스로의 창
작행위를 말예와 구분 지으려는 의도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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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儒畵는 문인화를, 院畵는 원체화를 지칭한다. 이규상은 神韻을 중시하는
‘儒法’과 필묵의 표현기법을 중시하는 ‘院法’에 대해 설명하면서, 문인의 그림과 화
공의 그림에 대해서 서로의 장단점을 설명하며 서로가 구분되는 영역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규상이 李泰의 서법을 평하면서, “이에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은
書法이 鍾繇, 王羲之, 顔眞卿, 柳公權, 蘇軾, 米芾, 趙孟頫, 文徵明, 董其昌 등의 향
60)

기가 짙어 닮지 않음이 없다는 사실이다.” 라고 했던 것이나, 姜世晃의 서법에 대
60)

61)

해서 평하면서, “楷書와 草書의 서법은 明의 董其昌에 가깝다.” 라고 언급했던 기
61)

록을 보면, 이규상은 이미 동기창의 서화와 그의 이론에 조예가 깊었으며, 그의 유
법원법론도 남북종론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규상의 유법원법론은 다음과 같은 심재의 화사구분론으로 이어진다.

“卞相璧이 고양이를 그린 그림과 金弘道의 俗畵는 실제와 거의 같지만, 오로지 사물
의 모습만을 꾸며서 天趣가 부족하므로, 마땅히 畵라고 할 수는 있어도 寫라고는 할
수 없다.”62)62)

여기서 심재가 ‘畵’라고 언급한 것은 화공의 기예에 머무는 그림을 지칭하는 것
이며, ‘寫’라고 지칭한 것은 도화서 화원인 변상벽과 김홍도는 이를 수 없는 경지
로 자연스러운 운치가 담겨져 있는 그림을 가리킨다. 심재는 비록 形과 神이 함께
63)

갖춰진 그림을 참된 사기화라 여겼지만,

明代의 屠隆(1542-1605)와 高濂(16세기

63)

59) 李圭象, 뺷一夢稿뺸, ｢畵廚錄｣ “蓋畵家有兩派. 一俗稱曰院法, 卽畵員之供國畵者法也. 一曰儒
法, 以神韻爲主, 筆劃之整疎不顧. 畵於院者外, 率居儒畵. 院畵之弊, 沒神采如泥塑, 儒畵之
弊, 糢糊胡亂, 或如墨猪塗鴉.” (위의 책, 137면에서 재인용. 번역문은 필자가 필요에 따라
부분 수정하였다.)
60) 李圭象, 뺷一夢稿뺸, ｢書家錄｣ “其可驚人者, 書鍾王顔柳蘇米趙孟頫文徵明董玄宰, 無不酷肖”
(유홍준, 1992 ｢이규상 ‘일몽고’의 화론사적 의의｣, 미술사학연구회, 뺷미술사학뺸 4, 57면과
72면에서 재인용. 번역문은 필자가 필요에 따라 부분 수정하였다.)
61) 李圭象, 뺷一夢稿뺸, ｢畵家錄｣ “楷草法近明之董玄宰.” (위의 논문, 63면과 75면에서 재인용)
62) 沈, 뺷松泉筆譚뺸 “卞相璧之畵猫, 金弘道之俗畵, 非不酷肖, 而專尙物態, 頓乏天趣, 宜曰畵
也, 不可曰寫也.” (유홍준, 앞의 책, 141면에서 재인용. 번역문은 필자가 필요에 따라 부
분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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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중후반경 활동)이 각각 뺷考槃餘事뺸와 뺷燕閒淸賞箋論書뺸 에서 士氣畵에 대해서 언
64)

급했던 것을 인용하며 寫의 의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뺷考槃餘事뺸에서는 ‘상고시대의 그림은 필치는 간략하면서도 뜻이 담박하여, 참된
운치가 자연스러우며,’ 또한 ‘뜻이 그리기 전에 갖추어졌으므로 그림이 완성되면 神이
충분해지고, 공교함을 구하지 않았으나 저절로 오묘한 곳이 많았다. 후대의 사람들은
공교함을 애써 物趣가 있었으나 天趣를 잃었으므로 평하는 사람들은 사대부의 그림[士
夫畵]이 세상에서 유독 천취를 숭상하였다’고 하였다. 대개 士氣畵는 곧 士林 중에서
예서를 쓸 수 있었던 사람들의 畵品이며, 오로지 기운생동을 법칙으로 삼고, 물취를 구
하지 않으며 천취를 얻은 것을 높은 경지로 여겼다. 그것을 보고 寫라 말하고 畵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모두 세속의 화공들[이 가지고 있는] 院氣를 벗어버리고자 했기 때
문이다.”65)65)

고렴이 寫와 描라는 용어를 사용해 문인과 화공의 그림을 구분 지었던 것으로
부터 심재는 寫와 畵로 구분하고 있다. 寫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자연스러운 운
치가 담겨진 문인들의 그림을 뜻하는 것으로 화공의 院氣를 벗어나고자 했던 문인
들의 物趣를 구하지 않고 天趣가 있으며 기운이 생동하는 그림인 士氣畵를 지칭한
다. 심재는 다음과 같이 李麟祥(1710-1760)을 호평하며 사기화의 대표적인 인물로
꼽았다.

63) 沈, 뺷松泉筆譚뺸 “如趙松雪諸人, 倪雲林輩, 形神俱妙, 此眞士氣畵也.” (조민환, 2010 ｢朝
鮮朝 儒學者들의 朝鮮朝 後期 繪畵認識에 관한 연구｣, 뺷동양철학연구뺸 제61집, 484면에서
재인용)
64) 高濂, 뺷燕閒淸賞箋論書뺸 “今之論畵, 必曰士氣. 所謂士氣者, 乃士林中, 能作隸家畵品, 全在
用神氣生動爲法, 不求物趣, 以得天趣爲高, 觀其曰寫而不曰描者, 欲脫畵工院氣故爾.” (위의
논문, 485면에서 재인용)
65) 沈, 뺷松泉筆譚뺸 “考槃餘事, 上古之畵, 跡簡而意淡, 眞趣自然, 又曰, 意趣具於筆前, 故畵成
神足, 不求工巧, 而自多妙處. 後人刻意工巧, 有物趣而乏天趣, 評者謂士夫畵世獨尙之. 蓋謂
士氣畵者, 乃士林中, 能作隸家畵品, 專法氣韻生動, 不求物趣, 以得天趣爲高, 觀其曰寫而不
曰畵者, 蓋欲脫塵畵工院氣故也.”(위의 논문, 484면에서 재인용. 번역문은 필자가 필요에
따라 부분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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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상은 스스로 호를 지어 보산자라 하였는데, 곧 예서[를 쓰는 법으]로 그림을
그리는 유파로 산과 골짜기의 빼어남과 나무와 돌의 기이함을 그렸다. 필치는 간결하
고 뜻은 담담하여, 때로는 필묵이 형상을 그려낸 것 너머로 드러나 마치 진흙 속의 연
꽃과 같고, 흰 구름이 [변화무쌍하여] 닭이나 개 모양[으로 변하는 것]과 같다. 참으로
화가들이 말하는 士氣畵이다.”66)66)

여기서 예서를 쓰는 법으로 그림을 그리는 유파는 동기창이 ‘사대부가 그림을
그릴 때는 草書․隸書․奇字를 쓰는 법으로 그려야 한다’67)라고 말했던 사대부에
67)

속하는 사람들로서, 심재 또한 동기창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사대부들의
그림을 지칭하는 사기화는 앞에서 살펴본 이규상의 유화와 같은 것으로, 남북종론
이 남종 계통의 문인화와 북종 계통의 원체화를 구분한 것처럼 문인화와 원체화를
나눈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68)68)

66) 沈, 뺷松泉筆譚뺸 “李元靈自號寶山子, 乃以作隸之畵流, 而畵其一丘一壑之勝, 一木一石之奇.
跡簡而意淡, 時出於筆墨形似之外, 如游泥蓮花白雲鷄犬. 眞畵家所謂士氣畵也.” (유홍준, 앞
의 책, 141-142면에서 재인용. 번역문은 필자가 필요에 따라 부분 수정하였다.)
67) 董其昌, 뺷畵眼뺸 “士人作畵, 當以草隸奇字之法爲之. 樹如屈鐵, 山如畫沙. 絶去甛俗蹊徑, 乃
爲士氣. 不爾縱儼然及格, 已落畵師魔界, 不復可救藥矣. 若能解脫繩束, 便是透網鱗也.”
68) 그러나 조선 후기의 사대부들은 문인화와 원체화의 구분을 하면서도, 중국의 문인화가들
처럼 화원화가들을 심하게 폄하하지는 않았다. 당시의 중국은 이미 문인화가와 직업화가
모두에 의해 문인화풍이 답습되고 있던 시기였으며, 송대의 소식이 주장하였던 문인화론
과는 달리 상층문화로서의 우월감이 짙게 담겨진 남북종론으로 인한 남종 문인화의 예술
이상이 양식화된 화풍과 함께 조선에 전해졌기에, 이론상의 차이만큼 화폭 상에서는 그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또한 이전 시대의 작품을 모티브로 삼아 방
작을 하며 傳神과 寫意의 표출을 강조하였던 문인화가들의 예술 이상의 강조로 여러 부
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던 중국화단과는 달리, 조선시대에 전해진 남북종론은 상황에 따라
‘진정한 예술적 자각’과 ‘계층적 문화의 향유’ 사이에서 이루어진 화가들의 깊은 고민과
함께 적절히 조율되면서 긍정적인 영향도 끼치게 되었던 것이라 여겨진다. 이런 점에서,
조선 사대부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동기창이 추구하였던 雅趣에 대한 논의들과 이하곤이
古人의 死法을 답습하지 말 것을 주장했던 것, 조희룡이 소식의 傳神과 胸中成竹을 강조
하면서도 그림은 手藝라는 의견을 피력하였던 것 등 조선 후기부터 말기까지 이어진 화
가들의 화파에 대한 고민과 회화 관련 논의들은 조선 후기 이후의 회화사를 꽃피우게 했
던 원동력이 되었다. 특히 중국 화단의 주된 흐름이 傳神과 寫意, 雅와 澹의 표현 일색이
었던 것과는 달리 조선 후기에 傳神論과 寫實論에 대한 고민이 함께 이루어졌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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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조선 후기에 신분을 바탕으로 한 동기창의 남북종론이 조선에 전해지면
서 모호했던 문인화와 원체화의 구분이 명확해 지고, 문인화라는 장르는 상층 문
화로서의 개념을 확고히 갖추기 시작하였다. 곧 윤두서와 조영석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寫實을 중시하던 실제 창작과 달리 이론상으로는 傳神과 寫意를 주장하였
69)

던 과도기적 현상들을 지나며,

이규상의 유법원법론과 심재의 화사구분론이라는

69)

담론이 나타나며 문인화와 원체화라는 개념의 정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70)

후기의 畵派 구분은 조선 말기에도 이어져

화가들에게도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70)

특히 조선 말기로 넘어갈 무렵, 金正喜(1786-1856)를 중심으로 문인화론은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되었다. 김정희는 인격과 학문이라는 창작의 전제, 寫意와 筆墨의
중요성, 법과 그 너머의 조화에 대한 요구를 통해, 문인 문화의 정통성을 확립하려
71)

고 노력하며, 文字香, 書卷氣 등 학문의 축적을 강조하였다.
72)

론은 동기창의 화론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김정희의 이

71)

그러나 김정희의 문하에

72)

서 그림을 배웠던 趙熙龍(1789-1866)의 화론을 살펴보면, 김정희와는 달리 手藝를
73)

강조하기도 하고,

74)

그림을 그리는 일은 山林과 鐘鼎의 밖에 있는 것이며

73)

隱逸

74)

은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당시 사대부들의 창작 이상에 대한 연구는 다음 기회로 미루
기로 한다.
69) 주57), 58) 참조.
70) 趙熙龍, 뺷壽鏡齋海外赤牘뺸, ｢論畵贈海南許生詩序｣ “許生, 癡於畵. 涉海濤至京師, 訪余於一
石山房, 留作一夜話. 探討畵派, 自唐宋元明諸家, 以及近人, 上下千年之間, 筆墨丹靑之千彙
萬狀, 錯布幻現於譚屑之中. 十載論畵, 未有如今宵之盛.”
71) 金正喜, 뺷阮堂全集뺸 권2, ｢與佑兒｣ “蘭法亦與隷近, 必有文字香書卷氣然後可得. 且蘭法最忌
畵法, 若有畵法, 一筆不作可也. 如趙煕龍輩, 學作吾蘭, 而終未免畵法一路. 此其胷中無文字
氣故也.”
72) 김정희가 수용한 동기창의 화론에 대해서는 정혜린, 2005 ｢김정희 예술론의 연구: 명·청
대 제 예술론의 절충을 통한 체계화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66-191면
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73) 趙熙龍, 뺷畵鷗盦讕墨뺸 “坡公論畵竹, 胸有成竹, 是說余嘗疑之. 胸雖有成, 手或不應, 奈何?
余則以爲不在胸不在手, 任其天倪而已. 其神理所到, 自不知其所以然. 山高月小, 水流花開,
試問公, 得之胸乎, 得之手乎? 妄下一轉語, 發千秋一笑.”
74) 趙熙龍, 뺷漢瓦軒題畵雜存뺸 “畵圖之事, 在於山林鐘鼎之外. 管領自有其人. 試問其人誰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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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處士나 高位高官의 일이 아닌 전문적인 화가의 일임을 말하기도 하였다. 또한 청
75)

대의 추일계와 紀畇(1724-1805)이 소식을 비판했던 것을 언급하고,

許維(1807-

75)

1892)와 함께 밤을 지새우며 화파에 대한 논의를 한 뒤 “곽희가 나의 손을 이끌고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산과 골짜기의 맑고 참됨 가운데서 한번 증명해 보고 싶
76)

다.” 라고 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조희룡은 화파의 구분으로 인한 문인화의 우월
76)

성에 대해서 김정희와는 달리 中人이라는 신분의 영향으로 좀 더 솔직한 시각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조선 후기에 남북종론의 영향으로 확고해진 신분에 따
른 화파의 구분은, 비록 조선 후기의 회화 관련 담론들이 傳神論과 寫實論에 대한
고민이 함께 이루어지며, 傳神과 寫意, 雅와 澹의 표현을 강조하던 중국 화단의 주
된 흐름과는 달리 전개되었다 하더라도, 동기창이 주장한 남북종론의 상남폄북 사
상을 크게 벗어나지는 못했다. 그 결과 문인들에게 상위 계층 문화로서의 정체성
을 확고히 부여하였고, 비록 문인화라는 장르에 제한된 것이었지만 회화는 말예라
는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로 말미암아 조선 후기의 회화사는 이전 시대와
달리 많은 사대부들이 참여한 가운데 활발히 전개될 수 있었으며, 서화에 대한 담
론들 또한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었다.

4. 마치며
중국에서는 形과 神에 대한 여러 이론들이 형성되면서 그림의 효용과 가치가
시대를 따라 변화해왔다. 닮게 그려내는 것이 뛰어난 작품이라는 기초적인 품평으
로부터 점차 그려지는 대상의 정신을 나타낼 것을 요구하였으며, 산수화라는 새로
75) 趙熙龍, 뺷石友忘年錄뺸 “紀曉嵐批評蘇詩. 以坡公山海崇深之學, 往往有見詆於後學者, 杜老所
云前賢畏後生是耳. 然蘇詩見重於世, 邇來八百年之間, 自有定論. 雖有一二疵瑕, 以一曉嵐之
駁正, 何有損於千秋大名? 曉嵐眞多事哉!”
76) 趙熙龍, 뺷石友忘年錄뺸 “郭老可作携手, 一證於邱壑 淸眞之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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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장르가 생겨나자 道의 구현이라는 의미에서 산수의 氣韻과 神을 그림에 담아낼
것을 회화의 목표로 삼게 되었다. 곧 산수화 창작을 통해 천지자연의 이치 혹은
보편적 도와 합일하는 상태로서 창작주체의 정신을 나타내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기도 하였다. 이 시기에 소식은 神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문인화라는 개념
을 만들어가게 되었고, 점차 화공의 그림을 분리시켜 나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풍조는 명대에 이르러, 동기창이 寫意畵에 대한 이론을 펼치며 주장하였던 상남폄
북을 바탕으로 하는 남북종론으로 귀결되었다. 결국 문인화의 명맥을 따르는 남종
화만이 회화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고, 이후 300년 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남
북종론의 영향력은 지속되어, 직업 화가들의 예술적 전문성은 폄하되었고 직업 화
가들까지도 문인화 양식을 답습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남북종론은, 중국에서 동기창의 명성과 사회적 지위로 인해 강한 영향력
을 끼쳤던 것처럼, 조선의 문화저변에도 강하게 자리 잡게 되었다. 상남폄북론을
바탕으로 하는 남북종론은 조선 후기 사대부들에게 문인화와 화공의 그림을 구분
지을 수 있는 잣대가 되어 주었으며, 그로 인해 사대부 문인들의 창작행위는 말예
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고, 이규상의 유법원법론과 심
재의 화사구분론과 같은 화론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규상과 심재의 이론에서 살펴
볼 수 있었듯이 상남폄북을 바탕으로 하는 문인 사대부들의 상위 계층 문화로서의
성격이 이전보다 강조된 문인화라는 장르에 대한 개념의 전래는 조선 후기 문인들
에게 문인화와 원체화를 구체적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상층 문화로서
문인화의 개념에 신분 차별적인 가치를 더욱 부여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로 인해
사회적 신분을 바탕으로 하는 ‘그린 사람에 따라서 뛰어난 그림이 될 수도 있다’는
회화에 대한 인식은 회화 전체를 포함하지는 않더라도 문인화에 한정된 회화는 말
예 혹은 완물상지라는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문
인 사대부들은 좀 더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고, 또 그림에 대해서 논할 수 있게 되
었던 것이다.
논문투고일(2014. 4. 30),

심사일(2014. 5. 15),

게재확정일(2014.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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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literati’s point of view on painting in the late Joseon Dynasty
Chang Eun Young
In the early Joseon period, the literati regarded painting as a lowly skill(末藝) under the
influence of Neo-confucianism. However, the literati’s point of view on painting changed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ey considered that painting might be exceptional according
to the person who painted it. This paper examines the aspect of change in terms of the
theory of the south and north school(南北宗論).
Through Tung Ch’i-ch’ang(董其昌)’s paintings, writings, and various Chinese manuals of
painting, the theory of the south and north school based on status was introduced into
Joseon and became a touchstone to differentiate distinctly between literati painting(文人畵)
and court painting(院體畵).
As a result, even though it was limited to a certain part, the literati could recognize
painting as an art and could produce such theories as Lee Kyu-s’ang(李圭象)’s theory of
literati-style

and

court-style

manual(儒法院法論)

and

Sim

Jae(沈)’s

theory

of

differentiation between hua and xie(畵寫區分論). In other words, the concept of literati
painting as the high-class culture could make the literati deviate from the point of view
which had regarded painting as a lowly skill.

Key words : the point of view on painting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e theory of the
south and north school(南北宗論), literati painting(文人畵), a lowly skill(末
藝), the theory of literart-stlye and court-style manual(儒法院法論), the

theory of differentiation between hua and xie(畵寫區分論)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