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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王維(701-761)의 詩畵예술은 시대를 지나면서도 문인과 비평가들 사이에서 항
상 논의의 중심에 서 있었고 현재까지도 계속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王維
의 삶과 시 분석을 통한 문학적 연구는 상당한 양의 연구가 진행되었고 새로운
관점들도 계속 제시되었다. 그러나 남종화와 문인화의 시조로 불리는 王維의 회
화사적 위치에 비해서 그의 회화와 회화이론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
다. 그 원인은 王維회화에 대한 진적이 분명하지 않고 그가 저술했다고 전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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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畵論 <山水訣>과 <山水論>도 그의 것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면서 회화에 대
한 토대 연구 자료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王維 회화에 대한 언급은 후대를 이어 계속 다루어졌고 단
편적으로 인용되고 확대·재생산되면서 그의 회화세계를 재고하도록 유도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그의 회화에 대한 비평적 텍스트들을 한데 모아 분석하고 평
가도구로써의 관점들을 모아서 분류하여 이를 통해 시대적으로 중시했던 비평적
관점의 변화를 고찰하여 그의 회화사적 지위를 공고히 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王維는 儒·佛·道家의 영향을 받았지만 질곡 많았던 삶은 그를 특히 禪宗에 심
취하게 했다. 그의 창작 활동은 400여수가 현존하는 시들에서 잘 드러나지만 남
겨진 회화 비평적 관점을 한데 모아 회화적 특징을 재조명하는 것은 그의 예술
적 특수성을 복합적으로 고찰하여 그의 예술적 창조의 본질에 좀 더 다가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2. 王維 繪畵에 대한 비평적 텍스트 분석
王維는 ‘摩詰’ · ‘王右丞’ · ‘詩佛’로 불리우며, 음악에도 뛰어나 비파를 잘 연주
했다1)고 알려져 있다. 또한 그는 그림에도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韓幹의 회화
재능도 알아보고 후견인 역할도 한 것2)으로 보아 다른 이의 재주를 아끼며 존
중하는 배려심도 있었던 듯하다. 다양한 재주들 덕분에 王維의 시 세계는 음악
과 회화의 경계를 넘나들어 “다양하게 지저귀는 꾀꼬리처럼 음률을 번갈아 연주
했다”3)고 칭송을 받았다. 이러한 王維의 재능과 함께 회화에 대한 비평적 텍스
트를 한데 모아 분석해봄으로써 시대적 관점의 변화를 추출하고 그의 회화사적
1) 陳允吉,《중국문학과 禪》, 一指 譯, 서울:민족사, 1992. 11쪽 재인용 : 《太平廣
記》“右丞 王維, 약관에 문장으로 명성을 얻었으며 音律에 밝았다. 특히 비파의
명연주자로서 여러 貴人들의 집안에 자주 드나들었으며 岐王이 그를 중히 여겼
다.”
2) 진웨이누오,《중국미술사2》, 홍기용·김미라 譯, 서울:다른생각, 2011, 447쪽 :
《寺塔記》, “韓幹, 藍田人, 少時常爲貰酒家送酒, 王右丞兄弟未遇, 每一貰酒漫遊,
韓常征債于王家, 戱畵地爲人馬. 右丞精思丹靑, 奇其奇趣, 乃歲與錢二萬, 令學畵十
餘年.”
3) 葛曉音,《중국의 산수전원시》, 김영국 옮김, 서울:도서출판 계백, 2002, 403쪽 :
《史鑒類編》, “百囀流鶯, 宮商迭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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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를 재조명하는 것은 그의 삶과 더불어 총체적 ‘藝’의 경계에서 유유자적 할
수 있었던 그의 예술적 경계를 되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1) 畵迹에 대한 텍스트
王維의 회화는 그의 것으로 전칭되어 내려오는 <江山雪霽圖>, <江干雪霽圖>
와 <寫濟南伏生圖> 등으로 그 면모를 짐작하며, 회화세계를 서술하고 있는 텍
스트들로써 그의 회화사적 역할 및 지위를 재고해왔다. 王維의 회화작품은 북송
말의《宣和畵譜》에 126편의 畵名4)이 제시되어 있으나 전란으로 인해 소실된
작품에 대한 안타까움이 기술된 것으로 보아 진적인지 알 수 없고 다만 그 목록
으로 王維에 대한 宋代의 관심을 엿볼 수 있다.
王維에 대한 기록은 그가 사망하고 150여년이 지난 후 저술된 朱景玄(9세기 활
동)의《唐朝名畵錄》과 張彦遠(815-879)의《歷代名畵記》에서 찾아볼 수 있다.
朱景玄은《唐朝名畵錄》에서 그림의 품등을 神品·妙品·能品·逸品으로 구분하고
神·妙·能品은 각각 上·中·下로 다시 구분하였으며 逸品은 구분 없이 그 아래 두
어 10개의 품등으로 나누었다. 이때 ‘神品上’ 최고의 품등에는 畵聖으로 불리우
고 불화와 도석화에 뛰어났던 吳道子(?-792)에게만 그 지위를 부여하였으며, 王
維의 지위는 ‘妙品上’5)에 두었다. 朱景玄은 ‘天下右丞詩’라고 王維의 시에 대한
평가를 높이 한 반면, 山水松石 즉 산수 영역에 대해서는 吳道子의 화적과 유사
하여 그 풍취가 특별했다6)고 평가하면서도 吳道子로부터 네 단계 아래에 위치
시켰다. 朱景玄은 王維를 ‘妙品上’에 위치시키는 것에 대한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4)《宣和畵譜》卷十 : “太上像二, 山庄圖一, 山居圖一, 棧閣圖七, 劍閣圖三, 雪山圖一,
喚渡圖一, 運粮圖一, 雪岡圖四, 捕魚圖二, 雪渡圖三, 漁市圖一, 騾綱圖一, 異域圖
一, 早行圖二,村墟圖二, 度關圖一, 蜀道圖四, 四皓圖一, 維摩詰圖二, 高僧圖九, 渡
水僧圖三, 山谷行旅圖一, 山居農作圖二, 雪江勝賞圖二, 雪江詩意圖一, 雪岡圖關圖
一, 雪川羈旅圖一, 雪景錢別圖一, 雪景山居圖二, 雪景待渡圖三, 群峰雪霽圖一, 江
臯會遇圖二, 黃梅出山圖一, 凈名居士像三, 渡水羅漢圖一, 寫須菩提像一, 寫孟浩然
眞一, 寫濟南伏生像一, 十六羅漢圖四十八.”
5) 朱景玄은 神品上 1인, 神品中 2인, 神品下 7인, 妙品上 8인, 妙品中 5인, 妙品下
10인, 能品上 6인, 能品中 28인, 能品下 28인, 逸品 3인으로 품등을 나누고 있
다. 그중 王維는 妙品上 8인에 위치한다.
6) 朱景玄, <妙品上八人〉,《唐朝名畵錄》: “故時稱 ‘朝廷左相筆, 天下右丞詩’也. 其畵
山水松石, 踪似吳生, 而風致標格特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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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장안의 천복사 서쪽 탑원에 병풍1폭과 푸른 단풍나무 그림이 있다. 또 시인
孟浩然의 <馬上吟詩圖>를 그렸는데 이것이 세상에 전해졌다. <輞川圖>는 산과 골
짜기에 초목이 무성하면서도 구불구불하며 구름과 강이 나부끼며 움직인다. 意는
속세 밖으로 벗어나 괴이한 풍경들이 붓끝에서 생겨난다……자은사 동원에 畢宏,
鄭虔과 함께 작은 벽에 각기 그림을 그렸는데, 당시에 ‘삼절’이라 불렀다. 옛날 庾右
丞의 집에 산수를 그린 벽화와 함께 제기가 있었는데, 또한 당시의 걸작이었다. 그
러므로 王維의 산수와 송석 그림은 함께 妙上品에 놓는다.7)

이 기록으로 볼 때 9세기 朱景玄은 王維의 진적들을 도처에서 볼 수 있었고
<輞川圖>는 상당히 생동감 있게 그려져 그로부터 의경도 풍부하게 느낄 수 있
었음을 알 수 있다. <輞川圖>는 망천별장을 소재로 친구 裵迪과 함께 五言絶句
각각 20수를 지어《輞川集》으로 만든 것을 어머니 사망 후 별장을 淸凉寺로 만
들어 절에 희사하면서 시로 지은 별장 20곳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다. 20수의 시
를 쓴 것은 당시 은자로 알려진 盧鴻(8세기 초 활동)을 모방한 것이라 전해지는
데 盧鴻이 그린 <草堂十志圖> 위에 쓴 시들은 ‘초사’의 양식을 모방하여 시 마
다 서문을 썼는데, 그 시와 그림들은 모두 실경을 창작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8)
王維의 <輞川圖>는 盧鴻이 그린 <草堂十志圖>와 함께 은거지를 시와 더불어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의 효시가 되어 후대에 수많은 작품의 모델로 추앙되었다.
張彦遠도 王維가 산수를 잘 그렸고 고금의 체를 섭렵하였다고 하면서 “청원사
벽에 망천을 그렸는데 필력이 웅장하였다.”9)고 평가하였다.
宋代 文同(1018-1079)의 시문집《丹淵集》권22 <捕魚圖記>에는 王維의 <捕魚
圖>를 세밀하게 묘사했는데 이는 王維의 그림에 대해 현존하는 가장 자세한 설
명이며 더구나《宣和畵譜》에 기록된 王維의 그림 126점 가운데서 그 제목을 확
인할 수 있다.
<捕魚圖>에 대한 묘사는 제한된 지면상 모두 실을 수 없고 다만 그 원문에
기준하여 중요한 정보를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10) 첫째, 王維의 <捕魚圖> 원본
7) 朱景玄, <妙品上八人〉,《唐朝名畵錄》: “今京都千福寺西塔院有掩障一合, 畵靑楓
樹一圖. 又嘗寫詩人襄陽孟浩然“馬上吟詩圖”, 見傳于世. 復畵“輞川圖”, 山谷郁郁盤
盤, 雲水飛動, 意出塵外, 怪生筆端.……慈恩寺東院與畢庶子, 鄭廣文各畵一小壁, 時
號三絶. 故庾右丞宅有壁畵山水兼題記, 亦當時之妙. 故山水,松石, 幷居妙三品.” 張
懷瓘의 《畵斷》에도 王維의 벽화와 <楓樹圖>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8) 陳丕華 編,《題畵寶笈》, 臺北: 中華書畵出版社, 民國 62年, 2쪽 참조.
9) 張彦遠, <唐朝下〉,《歷代名畵記》卷十 : “工畵山水, 體涉今古.” “淸源寺壁上畵輞
川, 筆力雄壯.”
10)文同, <捕魚圖記>,《丹淵集》권22, 上海:上海商務印書館, 187-18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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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당시 소장가였던 劉寧州의 집에 있었다. 둘째, 劉寧州는 자신의 많은 소장품
중에서도 특히 王維의 <捕魚圖>가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했다. 셋째, 文同은
<捕魚圖>의 모사본을 보고 있음에도 王維가 붓과 먹을 쓰는데 있어서 불필요한
점이 없었다고 평가하며 더 뛰어남직한 원본을 보지 못함을 아쉬워했다. 넷째,
<捕魚圖>는 커다란 가로 두루마리 형식이며 가운데는 물, 아래에는 눈을 그린
겨울 풍경으로서 섬, 봉우리, 모래통, 나무들과 크고 작은 배 여섯 척, 또 그 배
위에 놓은 여러 가지 풍물들과 스무명 가량의 인물들을 그렸는데 축을 돌리는
인물, 장대를 잡은 인물, 불 때는 인물, 물 긷는 인물, 기대어 엿보는 듯한 인물,
그릇 들고 밥 먹는 인물, 낚시하는 인물, 끌고 당기는 인물 등 인물의 행위 묘사
가 다양하고 뛰어나다. 이러한 정보들로 볼 때 王維는 산수경물 뿐만 아니라 풍
속과 사물 및 인물 묘사에도 능했으며 또 그러한 풍물에도 관심을 두었음을 엿
볼 수 있다.
沈括(1031-1095)의《夢溪筆談》에는 王維의 <袁安臥雪圖>와 <黃梅出山圖>에
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있다.
우리 집에 소장하고 있는 王維의 <袁安臥雪圖>에는 눈 속에 파초가 그려져 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얻어 손이 응하여 뜻가는 대로 이루어진 경지여서 이치를 만
들고 神妙한 경지에 들어 天意를 얻은 것이므로 이는 여러모로 속인과 논하기 어
렵다.11)
王仲至가 우리 집의 그림들을 훑어보고 王維가 그린 <黃梅出山圖>를 가장 좋아했
다. 그것은 바로 黃梅(弘忍)와 曹溪(慧能) 두 사람을 그린 것으로, 그 기운이 정신
을 검사한 듯 모두 그 사람됨 같았기 때문이다. 두 사람의 사적을 읽고 나서 다시
그림을 본다면 그 사람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12)

이들 언급으로 볼 때 王維의 禪的 회화경계의 대표적 핵심어인 ‘눈 속의 파초
(雪中芭蕉)’는 그 자체가 畵名이 아니라 <袁安臥雪圖>의 부분이었음을 알 수 있
다. 趙殿成의《王右丞集注》에는 <雪中芭蕉>가 倪瓚의 개인수장고였던 淸閟閣
에 걸려 있었고 楊廉夫가 短歌를 붙였다고 기록하였는데13) 이는 <袁安臥雪圖>
11) 沈括,〈書畵〉,《夢溪筆談》卷17 : “予家所藏摩詰畵袁安臥雪圖, 有雪中芭蕉, 此
乃得心應手, 意到便成, 故造理入神, 逈得天意, 此難可與俗人論也.”
12) 앞의 책, “王仲至閱吾家畵, 王維畵黃梅出山圖, 蓋其所圖黃梅曹溪二人, 氣韻神檢,
皆如其爲人. 讀二人事跡, 還觀所畵, 可以想見其人.”
13) 陳允吉, 앞의 책, 4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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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元代까지는 남아있었음을 추측하게 한다. 또한 서화를 많이 소장했고 회화
감상에도 정통했던 沈括이 王維의 그림을 天意을 얻은 경지로 평가한 것이나 인
물의 기질까지도 표현할 수 있었던 王維 회화의 특징을 평가하고 있었던 것, 수
만 권을 모은 장서가로서 유명했던 王仲至도 王維의 <黃梅出山圖>를 가장 좋아
했다고 한 점은 宋代 장서가나 서화애호가들에게 王維의 그림이 인정을 받았음
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蘇軾(1036-1101)이 보았다고 전해지는 두 편의 그림으로는 <浮圖弟子像>과
<竹圖>가 있는데 현재 서안 섬서박물관 碑林에 王維가 그린 대나무를 돌에 새
긴 것이 있고 그 위에 游師雄(1038-1097)이 쓴 제기에 대나무 그림에 대한 상세
한 기록이 남아 있다. “문의 왼쪽에 대나무 장대 두 개와 죽순 한 개를 그렸고,
문의 오른쪽에 대나무 장대 두 개와 죽순 세 개를 그렸다. 가지와 잎이 무성한
것, 초췌한 것, 어린 것, 바른 것, 등지고 있는 것 모두가 이치에 있고 섬세하고
빽빽해도 어지럽지 않으니 그 사람됨의 빼어난 기운과 속세 바깥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다.”14) 이러한 평가는 王維가 다양한 대나무를 이치에 맞게 표현하면서
도 그 회화의 격조와 함께 인격도 반영되어 있음을 함께 언급하고 있다.
王維의 그림에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았던 이는 董其昌(1555-1636)인데, 그도
그럴 것이 문인화와 남종화의 시조로서 王維를 추대했던 근거가 꼭 필요했을 것
이다. 그는《畵眼》에서 王維가 너무 옛 사람이어서 작품을 보기 힘들다고 밝히
고, 그의 진적을 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董其昌은 王維 진적 찾기에 온 힘을 쏟았다. 董其昌은 1594년 嘉興에 사는 太學
士 項元汴(1525-1590)의 집에서 <雪江圖>를 보았고,《宣和畵譜》에도 언급된 王
維의 <劍閣圖>는 王蒙(1308?-1385)의 모본으로 보았으며, 趙令穰의 임모본 <湖
莊淸夏圖>, 郭忠恕의 <輞川圖> 粉本 등을 보았으나 모두 王維의 화법을 규정하
기 충분치 않은 서투른 화가의 모사본으로 기록하였다. 다만 高郵라는 지방 將
官을 지내는 楊氏의 집에서 趙孟頫의 <雪圖> 소폭에서 금분을 많이 사용했음에
도 불구하고 그 분위기가 한적하며 아득하고 맑고 윤택하여 王維의 화법을 배운
것으로 추측하였고, 1595년 가을 馮夢楨이 王維의 <江山雪霽圖卷>을 소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사정하여 겨우 보게 된 그림에서 그 진품 여부를 확신할 수
14) 衣若芬,《蘇軾題畵文學硏究》, 臺北: 文津出版社, 71-72쪽. : “門之左有畵竹兩
竿, 笋一本 ; 門之右竹兩竿, 筍三本. 枝葉扶疏, 有榮者, 有悴者, 有稚者, 有正者,
有背者, 皆有理致, 纖密不亂, 相見其爲人氣韻秀出, ?然塵滓之外也.” 서은숙, <소식
제화시 연구>, 연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박사논문, 2004, 91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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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음에도 불구하고 王維가 스스로 자신을 시인과 화가로서 규정했던 것을 마
음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고 기록하였다. 董其昌은 王維로부터 산수의 정신이 그
려졌고 비로소 준법과 선염법도 사용했으며 이러한 변화에 의해 이후의 화가들
이 자신만의 창의적인 세계를 그림으로 표현하기에 이르렀다고 평가하였다. 또
한 <江山雪霽圖卷>을 馮夢楨이 황산을 유람하면서 잃어버렸던 사실과 嚴文靖
집에서 보았던 <江干雪意卷>이 <江山雪霽圖卷>과 닮아 있었다는 점 등을 서술
하였고, <釣雪圖>와 <山居圖>도 언급하고 있는데 馮夢楨이 소장했던 <江山雪
霽圖>만 못하다고 평가하였다.15) 董其昌은 수많은 王維작품을 언급하고 그에 대
해 비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문인화의 시조로서의 그의 지위 구축에 애썼다.
이들 언급된 화적으로 보건데 王維는 산수 뿐만 아니라 인물초상과 산수 속에
많은 인물을 풍속화처럼 그렸으며 벽화 뿐만 아니라 두루마리 형식으로도 그렸
다. 그림을 그리는 형식도 실경을 시로 쓰고 그림으로 그린 <輞川圖>와 같은
것, 주변의 생활풍속과 산수를 함께 그려낸 <捕魚圖>, 불교와 관련된 <袁安臥
雪圖>의 ‘雪中芭蕉’와 인물을 그리면서 그 神을 본듯이 그려냈다는 <黃梅出山
圖>와 여러 산수화 등 다양한 관점과 소재들을 넘나들며 그렸음을 알 수 있다.
이들 그림은 宋代 안목있는 장서가들과 문인들에 의해 최고로 칭송되어 ‘天意’를
얻었다든지 산수의 ‘神’을 그려냈다든지 또 그로부터 품격과 인격에 대한 찬상으
로 이어지면서 중시되었고 明代 董其昌에 의해 시조로서의 지위 근거를 확실히
다지게 되었다.

2) 法의 一變에 대한 텍스트
산수화에 대한 王維의 예술적 성취는 문인화와 남종화의 시조이자 수묵산수화
의 창시자로 명명된 것으로 ‘渲淡(《畵眼》)’ 또는 ‘渲染(《畵旨》)’의 사용에 의
한 法의 一變으로부터 가능했다. 남종화의 시조로 추대된 것은 明末 華亭의 莫
是龍(?-1587), 陳繼儒(1558–1639)와 董其昌에 의한 것으로, 莫是龍의《畵說》에
서 가장 먼저 다루어졌으나 董其昌의 역할로 보는 설이 유력하다.
남종은 王維가 처음으로 선담을 사용하여 拘硏의 법을 일변시켰으며, 그것이 전해
져 張璪․荊浩․關同․董源․巨然․郭忠恕․米氏 父子의 화법이 되었고 元四大家
15) 董其昌,《畵眼》, 변영섭 외 역, 서울: 시공사, 2003, 124, 141-143, 147-148
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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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르렀다. 16)

선담법을 사용하여 법을 일변시킨 것은 ‘변화 속 새로움’을 추구한 것이며 후
대에 이 기법이 전범이 되어 후대에 이어졌음을 董其昌은 피력하고 있다. 또한
〈文人之畵〉17)에서도 王維를 그 시조로 하여 董源․巨然․李成․范寬, 다시 董
源․巨然으로부터 李公麟·王詵·米芾·米友仁·元末四大家(黃公望․王蒙․倪瓚․吳
鎭) 그리고 文徵明․沈周로 정통에 속하는 화가들로 이어지는데 張璪․荊浩․關
同․郭忠恕의 이름에서 차이가 있기는 해도 그 계통적 큰 흐름은 거의 동일하
다. 따라서 문인화와 남종화를 동일시하는 경향도 있다.
어찌되었던 문인화와 남종화의 시조는 王維로 지목되었는데 그 중요도는 王維
가 처음 사용했다고 하는 선담법이 산이나 바위를 낚시바늘처럼 구부려 세밀하
게 묘사하고 채색하는 ‘拘硏之法(《畵眼》)’ 또는 ‘鉤斫之法(《畵禪室隨筆》)’을
일변시킨 것에 두었다. 이렇게 창작된 王維의 筆意는 董其昌에 의하면 “閒遠淸
潤(한적하고 아득하고 맑고 윤택한)”경지이자 “秀潤天成(빼어나고 윤택하며 자연
스러운)”의 경계로서 문인들은 이를 근본으로 하여 “味外有味”18)의 경지를 그려
내려고 하였다.
또한 董其昌에 의하면 사대부는 공부와 연구를 철저히 해서 자연을 벗으로 삼
아야 하며 王維의 화법을 익히고 난 후에 王洽의 발묵으로, 李成의 화법을 익숙
하게 한 후에 米芾과 米友仁의 운산법을 해야한다19)한 것으로 보아 王維의 화법
을 산수화의 기본이라고 정해놓는 것 같다. 董其昌은 산수를 그리는데 있어서
‘傳神’을 중시20)하였고 王維의 회화사적 중요함은 그에게서 “준법이 사용되었고
선염법을 사용하면서 王羲之가 鍾繇의 체를 일변하듯이(自右丞用皴法, 用渲染法,
16) 王伯敏,《中國繪畵通史》下冊, 北京: 三聯書店, 2000, 79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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氏父子, 以至元四大家.”
17) 董其昌, <文人之畵>,《畵眼》, 76쪽. 이를 이어 淸代 沈宗騫(1750-1830활동)은
진정한 산수화는 王維, 李思訓으로부터 시작되어 남북종화가 나뉘었으며 王維를
시조로 하여 董源, 巨然, 米氏 父子, 倪瓚, 黃公望, 山樵(王蒙)을 거쳐 명대 董其
昌에 이르는 남종화의 계보를 정리하고 있다.
18) 앞의 책, <畵家右丞〉, <趙大年令穰平遠絶似右丞>, 140쪽 참조.
19) 앞의 책, <畵家以神品爲宗極〉, 66쪽.
20) 앞의 책, <畵家六法〉, 11쪽 참조. : “만권의 책을 읽고 만 리의 길을 걸으면,
가슴 속에서 온갖 더러운 것이 제거되어 절로 邱壑이 마음 속에 생기고, 산수의
경계가 만들어져 손 가는 대로 그려내니 이 모두가 산수의 傳神이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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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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若王右軍一變鍾繇.)” 산수의 정신과 감정을 전해서 그리는 방법을 터득하고 “작
가들이 각각 뜻을 창조하게 된 것(作者各出意造.)”21)에 있었다. 화가의 오묘함은
전적으로 안개와 구름이 변화하며 사라지는 모습을 표현하는데 있고 먹으로 배
어 나오게 하여 생동하는 운치를 얻은 王維의 법22)으로서의 먹의 사용을 인정하

는 것이다.
먹만 사용하여 그린 것은 위진 시대부터였으며 張彦遠의《歷代名畵記》여러
곳에서 백화 즉 백묘화로 남겨진 작품에 관한 언급을 볼 수 있다. 특히 吳道子
의 경우 회화사에서 백묘화로 독자적인 기록을 남겼고 본격적으로 수묵적 농담
을 구사하지는 않았어도 채색화의 사실적이고 장식적인 기법과는 상대적으로 대
상의 윤곽만을 먹선으로 표현해내었다23)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記兩京外州寺
觀畵壁〉에서 “대전 동쪽 회랑에서 북쪽으로 나아간 첫번째 승원의 벽화는 鄭
虔, 畢宏, 王維 등의 백화”24)라고 한 것이나, 殷仲容은 “초상화와 화조화를 잘
그렸는데, 그 진면모를 오묘하게 얻었다. 간혹 먹색을 사용했는데 마치 다섯 색
을 겸비한 것 같았다.”25)라는 기록으로 볼 때 먹색만으로 채색을 대신하고 먹색
의 색을 인정한 것은 당대에 보편적이었다. 그러나 張彦遠이 王維의 그림을 평
하면서 “내가 일찌기 파묵 산수를 보았는데 필적은 굳세고 시원하였다”26)고 ‘破
墨’을 언급하였는데 여기서 언급한 파묵이 지금과 같은 기법인지 백묘화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王維 사망 1세기 뒤 荊浩
(870-930)는 《筆法記》에서 氣·韻·思·景·筆·墨의 <六要>을 정의하고 ‘묵’에 가
치를 부여하여 시대성을 새롭게 했다.

氣란 마음에 따라 붓을 운행하여 象을 취하되 미혹됨이 없는 것이고, 韻이란 자취
를 드러내지 않고도 形을 세우고 격식을 갖추되 속되지 않는 것이고……筆이란 법
칙을 따르더라도 운용상 임기변통을 하여서 실질에 치우치거나 형에 치우치지 않
고 나는 듯 움직이듯 하는 것이며, 墨이란 높고 낮음에 따라 모호하고 엷어지기도
하며 여러 사물이 얕게 또는 깊게 표현되기도 하고 색채가 자연스러워 붓으로 그
21) 于安瀾 編,〈畵旨〉,《畵論叢刊》上, 臺北: 華正書局, 民國73年, 75쪽.
22) 董其昌, <畵家之妙〉, 앞의 책, 60-61쪽.
23) 최병식,《수묵의 사상과 역사》, 서울:동문선, 2008, 59쪽.
24) 張彦遠, <記兩京外州寺觀畵壁〉,《歷代名畵記》卷三 : “大殿東廊從北第一院, 鄭
虔畢宏王維等白畫.”
25) 張彦遠, <唐朝上一百二十八人〉,《歷代名畵記》卷九 : “工寫貌及花鳥, 妙得其眞.
或用墨色, 如兼五彩.”
26) 張彦遠, <唐朝下〉, 《歷代名畵記》卷十 : “余曾見破墨山水, 筆迹勁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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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것 같지 않은 것이다. 27)
이를 바탕으로 화가를 비평한 荊浩의 관점은 ‘필과 묵’을 중요기준으로 사용하는
시대성을 반영한다.

張璪의 수석 그림에는 기와 운이 모두 담겨있고, 필과 묵이 쌓여 오묘하며, 진정한
생각이 탁월하여 다채로운 빛깔이 귀하지 않고 다섯 가지 채색이 귀할 것 없이 되
었으니, 고금에 일찍이 없던 작품이다. 王維는 필과 묵이 아름답고 기와 운이 높고
맑으며, 교묘하게 형상을 그려내면서도 진실한 생각을 일으키게 한다. 이장군은 이
치가 깊고 사고가 원대하며 필치는 매우 정밀하다. 비록 정교하고 화려하더라도 먹
빛을 크게 손상시켰다.……吳道子는 필이 형상보다 뛰어나고 골기가 저절로 높아
나무를 그린 것이 그림이라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지만, 역시 먹이 없는 것이 유감
스럽다.28)
이 같은 비평을 볼 때 荊浩의 기준으로는 張璪가 필과 묵을 탁월하게 사용하
고 있으며, 王維는 먹을 유려하게 사용했고 특히 李思訓 및 吳道子와는 다르게
사용했음을 추측케 한다. 이를 볼 때 五代의 荊浩에 이르러서는 먹의 사용이 그
비평의 중심에 서 있으며 이 차이로 인해서 吳道子와 李思訓의 예술적 지위는
상대적으로 낮은 차원에 머무르게 되었다.
明代 吳寬(1435-1504)은 《書畵筌影》에서 王維의 그림이 吳道子와 비기며 畢
宏․韋偃은 감히 똑바로 보지도 못했다고 평가하였고, 세상에는 王維의 雪景이
가장 뛰어나다고 전해지지만 그의 墨畵가 더욱 神品이라 하였다. <行旅圖>의
경우 나무 한그루, 나뭇잎 하나도 방향성과 농담, 깊고 얕음을 갖추고 있어서 절
묘하다29)고 하였는데 王維 묵화의 섬세한 표현을 엿보게 해준다.
이들의 비평으로 볼 때 王維의 수묵사용은 ‘一變’을 가져왔으며 이는 변화한다
는 것으로 새로움을 전제하며 후대의 전범이 되었다. 王維의 수묵으로의 ‘變’은
27) 荊浩, <筆法記〉,《中國畵論類編》上, 兪劍華 編著, 北京: 人民美術出版社,
1986, 605- 606쪽 : “氣者, 心隨筆運, 取象不惑, 韻者, 隱跡立形, 備儀不俗……筆
者, 雖依法則, 運轉變通, 不質不形, 如飛如動, 墨者, 高低暈淡, 品物淺深, 文采自然,
似非因筆.”
28) 荊浩, 앞의 책, 607-608쪽 : “張璪員外, 樹石氣韻俱盛, 筆墨積微, 眞思卓然, 不
貴五彩, 曠古絶今, 未之有也. 王右丞筆墨宛麗, 氣韻高淸, 巧象寫成, 亦動眞思. 李將
軍理深思遠, 筆跡甚精, 雖巧而華, 大虧墨彩……吳道子筆勝於象, 骨氣自高, 樹不言
圖, 亦恨無墨.”
29) 張少康,《中國古典文學創作論》, 李鴻鎭 譯, 서울: 法仁文化社, 2000, 12-1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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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에 있어서 정밀함과 장식성이 배제되고 정신성을 표출하는 淡과 淸의 품격
을 상정한다. 王維는 선담법을 사용하여 기존의 산수화를 ‘먹’의 사용과 그로부
터 배어나오는 ‘품격’으로 비평의 관점을 바꾸었는데 이로부터 문인화나 남종화
의 품격의 근거가 되도록 하였다.

3) 詩畵에 대한 텍스트
王維의 또 다른 예술적 성취는 예술 장르 간의 넘나듦 즉 詩情畵意의 경계로
일컬어지는 詩畵合一의 경지를 추구한 점이다. 王維는 <崔興之寫眞咏>과 <題友
人云母障子>시를 지었고, 그 밖에 ‘寫眞表’와 ‘寫眞贊’도 썼으며 孟浩然에게 그려
준 초상화에는 친히 쓴 시가 남아 있었다고 전해진다.30) 이렇게 王維는 그림에
스스로 시를 쓰기도 하였으며, 그의 그림에는 詩情이 풍부하며 畵意 충만한 그
의 시와 함께 詩畵合一의 심미사상을 체현하고 있었다고 평가된다.
<題輞川圖>는 輞川圖에 쓰여진 것으로 추측되는데 화가와 시인으로서 삶을
살았던 전생의 습관을 현생에서도 버리지 못했음을 은유적으로 노래하고 있
다.31) 郭熙의 《林泉高致》에는 郭熙 이전에 이미 “시는 형상 없는 그림이요, 그
림은 형상 있는 시이다. (詩是無形畵, 畵是有形詩)”라는 시화에 대한 논의가 있
었음을 밝혔고, 아들 郭思가 아버지가 기억할만한 시구로써 예를 든 王維의 시
구 <終南別業> “가다가 물 다한 곳에 이르면, 앉아서 구름 이는 때를 보네.(行
到水窮處, 坐看雲起時.)”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시구들은 “사람의 가슴 속에
품은 일을 모두 다하는 이치가 있고 눈앞의 경물을 꾸며내는 듯 표현하는 바가
있다.(有道盡人腹中之事, 有裝出目前之景.”32)고 한 것들이다. 郭熙의 언급 이후로
산속 구름을 보는 장면과 사람을 만나 담소를 나누는 장면이 하나로 합쳐진 도
상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이는 명대 회화에서 구체화되었고, 그림 교과서 역할을
30) 曾景初,《中國詩畵》, 北京: 國際文化出版公司, 1989, 111쪽.
31) 王維, <題輞川圖>,《王維시전집》, 박삼수 역주, 서울: 현암사, 2008, 798쪽 :
“나이 들어가매 시 짓기도 싫고 / 늙은 티만 심신을 따라 다니는데 / 전생에 어
쩌다 잘못 시인이 된데다 /전신은 분명 화가이기도 하였으리니 / 현세에서도 오
랜 습성 버리지 못하고 / 우연히 세상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졌으나 / 이름과
자는 본디 타고난 습성과는 동떨어졌거니 / 이내 마음은 아직도 그 까닭을 알지
못하노라. 老來懶賦詩, 惟有老相隨/ 宿世謬詞客, 前身應畵師/ 不能捨餘習, 偶被世
人知/ 名字本習離, 此心還不知.”
32) 郭熙,〈畵意〉,《林泉高致集》,《畵論叢刊》上, 臺北: 華正書局, 民國73年, 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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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芥子園畵傳》의 인물표현법 중 하나로 정착되어 유포되었다. 33)
王維의 시 <漢江臨泛>과 <終南山> 등에서는 渾然되고 웅장한 기상이 엿보이
며, <山居秋暝>과 《輞川集》, <皇甫岳雲溪雜題> 등의 작품에는 청아하고 그윽
하며 담담하고 아득한 시풍이 돋보인다. 또 邊塞詩에는 변방의 蒼茫한 경치를
묘사한 부분은 장관을 직접 대면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그의 전원시는 자연에
은거하는 즐거움을 생동감 넘치게 표현하고 있다. <渭川田家>와 <輞川閑居贈裵
秀才迪>, <春日田園作> 등은 靜謐하고 閑適한 정조가 짙게 배여 있으면서도 농
촌의 소박한 자연미가 물씬 풍긴다. 34) 이는 王維가 그렸던 <捕魚圖>를 상상하
게 한다. 탁 트인 산수 속에 여러 가지 풍물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이 그림
은 王維의 시가 다양한 풍격으로 창작된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해도 좋을 듯
하다. 王維는 또한 인위적 드러냄을 꺼리는 불가적 경향의 허정한 풍격의 시들
도 썼다. 그의 시가 다양한 풍취를 갖고 여러 형식으로 표현되듯이 회화세계도
산수 영역에만 그치지 않고 인물·풍속·종교화에까지 두루 미친다. 따라서 그의
시와 회화는 예술적 장르만 다를 뿐, 심미적으로나 정신경계 면에서 照應하며
그 예술적 경계를 넘나든다.
王維는 그의 시 <옛 친구 장인은 시도 잘 짓고 점복에도 능하면서 회화와 초
서·예서에도 뛰어난데 근자에 지어준 시를 잘 받고 이제 이 시를 지어 응수한
다>라는 교유시에서 “병풍 그림 위의 잘못된 붓 자국도 孫權을 미혹케하고 둥
근 부채 위의 초서는 王羲之를 얕본다”35)라고 화사를 시구로 지어 사용하고 있
다. ‘屛風’이라는 시어는 오나라의 화가 曹不興의 고사에서 나온 것으로 孫權이
병풍그림을 그려달라고 하여 그림을 그리다가 실수로 붓을 떨어뜨렸는데 曹不興
이 이 붓자국을 손질하여 파리 모양으로 그렸고 손권은 진짜 파리인줄 알고 손
으로 쳤다고 하는 일화로부터 취했다. ‘團扇’이라는 시어는 東晋의 王羲之가 蕺
山에서 六角의 대나무 부채를 팔고 있는 노파를 만나 그 부채에 각각 다섯 글자
씩을 써주었으나 노파가 성난 기색을 보이자 우군장군이 쓴 글씨라고 하면서 백
냥에 팔라고 하자 사람들이 다투어 부채를 사갔다고 하는 일화를 빗대어 친구에
게 시를 지어 준 것이다. 이로 보건데 王維는 이와 같은 畵史 뿐만 아니라 철리
33) 고연희,《그림, 문학에 취하다》, 파주: 아트북스, 2011, 63쪽.
34) 임종욱,《동양문학비평용어사전》, 파주: 범우사, 1997, 522쪽 참조.
35) 王維, <故人張諲工詩善易卜兼能丹靑草隸頃以詩見贈聊獲酬之>,《 王維시전집》,
박삼수 역주, 서울: 현암사, 2008, 392-395쪽: “屛風誤點惑孫郞, 團扇草書輕內
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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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佛理도 시적으로 응용하여 그 지식을 예술에 다양하게 응용하여 융합시켰다.

元代 楊維楨은 <無聲詩意序>에서 시화창작의 경계에 대해 잘 표현하고 있다. 시가
마음의 소리를 얻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림은 마음을 그려내는 것이니 이 두가지는
한 몸이다. 산천초목의 빼어난 모습을 받아들여서 有聲(즉 시)속에 묘사한 것이 어
찌 그림이 아니겠는가? 산천초목의 빼어난 모습을 보고 無聲(회화)의 서술을 펼쳐
내는 것이니 시가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시에 능한 사람은 반드시 그림을 잘 그렸
고, 그림에 능한 사람은 대부분 시를 알았던 것이다. 이것은 바로 그 방법이 두 갈
래가 아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36)

元代의 이러한 견해들은 蘇軾이 王維의 시와 회화에 대해 “詩中有畵, 畵中有
詩”라는 명제로써 王維의 시화경계를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난 후에 문인들에 의
해 끊임없이 시화 창작원칙으로 전해졌다.
王維의 ‘詩中有畵’의 경계는 시각적 상상력에 호소하는 순간적인 위치이동을
부르는 시선처리에 의한 원근법의 적용과 붉은 색, 흰색, 청색 등 선명한 색채와
색채대비를 유도하는 색채효과 등을 그 특징으로 한다. 王維의 시구를 제재로
삼아 그림 그리기를 즐기고 또 《芥子園畵傳》에 그 도상을 전형화시킨 것을 보
더라도 그 이미지를 인정받았음을 알수 있다. ‘畵中有詩’의 경계는 王維의 정신
세계와 그의 시속 마음의 소리를 얻듯 그려낸 경지로서 그림에 이미 시가 있다
고 풀이된다. “詩中有畵, 畵中有詩”라는 비평어는 王維의 예술세계를 잘 담아냈
고 이는 또 역으로 王維를 문인화의 시조로 위치 짓는 근거가 되었다.
4) 境界에 대한 텍스트
王維의 회화에 대한 텍스트 중에서 그의 畵格을 두드러지게 상향시키며 그의
예술적 경계에 대해 다루고 있는 시가 蘇軾의 <王維吳道子畵>이다. 여기에서
蘇軾은 唐代 畵聖으로 불리던 吳道子와 王維의 그림을 비교하고 그 境界에 드러
난 畵格을 묘사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何處訪吳畵
普門與開元

어디서 吳道子 그림 찾을 수 있을까
보문사와 개원사가 거기로구나.

36) 邱振亮,《血脈的回向-中國畵與中國文化》, 濟南: 山東美術出版社, 1998,
182-1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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開元有東塔
개원사 동쪽에 탑이 있는데
摩詰有手痕
王維의 손 흔적 남아 전하네.
吳觀畵品中
그림의 품격을 자세히 보면
莫如二子尊
그 누가 王維 吳道子 당할 수 있으리요. ……
摩詰本詩老
王維는 본래 시 짓는 늙은이
佩芷襲芳蓀
상서롭고 향기로움 그 누가 뒤덮을고.
今觀此壁畵
오늘날 이 벽화 살펴보니
亦若其詩淸且敦 시의 맑고 두터움 그림에도 나타났네.
祗園弟子盡鶴骨 기원의 제자 학 같은 풍골 다하고
心如死灰不復溫 마음은 사그라진 재처럼 다시 따뜻해지지 않네.
門前兩叢竹
문 앞 두 무리의 총죽에
雪節貫霜根
눈 쌓인 마디는 서리 내린 뿌리로 이어지네.
交柯亂葉動無數 서로 엇갈린 나뭇가지와 어지러운 잎들 수없이 흔들리지만
一一皆可尋其源 하나하나 모두 그 근원 찾을 수 있네.
吳生雖妙絶
吳道子는 비록 오묘하기가 뛰어나지만
猶以畵工論
오히려 화공으로 논해질 뿐.
摩詰得之於象外
王維는 상외에서 얻어
有如仙翮謝籠樊 신선이 훨훨 하늘을 나르는 듯하다네.
吾觀二子皆神俊 吳道子 王維 두 사람 모두 뛰어나지만
又於維也歛衽無間言 王維에게는 옷깃을 여미며 더 할 말이 없네.

이 시는 吳道子와의 비교를 통해 王維의 예술적 지위를 최고로 확정짓는 평가
임에 틀림없다. 보문사와 개원사의 吳道子와 王維의 화적으로 볼 때 두 사람 모
두 뛰어나지만 품격 면에서 吳道子는 王維를 따라가지 못하고 畵工에 머물 뿐이
다. 王維의 품격은 청신함(淸)과 돈독함(敦)함이 있고 ‘기원의 제자’를 학같은 풍
모로써 그 본질을 묘사하고 있으며 ‘叢竹’을 묘사함에 있어서도 어지러운 잎과
뿌리 묘사도 그 근원까지 표현하여 물상 밖에서 얻은 오묘함을 그려내고 있다고
하며 蘇軾은 경의를 표한다.
<題王維畵>라는 시에서도 王維의 회화 경지에 대해서 “비단 그림 옥으로 된
축 가치를 따질 수 없네(錦襄玉軸酬不貲)”라고 평가하면서 “붓 한번 휘두르니
수묵은 임리하게 빛나고(一揮水墨光淋漓)”라며 ‘水墨’이 ‘淋漓’하게 표현되었다고
묘사하였다. 이는 王維의 수묵이 백묘화를 벗어나 파묵적 수묵화를 구사했음을
추측케하는 대목이다. 이 시에서는 王維가 수묵화의 아버지로서 불리듯 王維의
수묵에 대해서 본 듯이 묘사하고 있고 작은 두루마리라도 만리의 큰 세상을 그
려내고 있음을 보여 준다.
王維의 이러한 예술 경계는 그의 불심으로부터 비롯된 禪的 취향이 크게 작용
했다. 경물을 묘사하면서도 그로부터 무한한 의경을 끌어내는 詩境으로서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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禪理를 예술적으로 승화시켰다. <終南別業> “가다가 물 다한 곳에 이르면, 앉아
서 구름 이는 때를 보네.(行到水窮處, 坐看雲起詩.)”와 같은 싯구는 마음은 소행
이 없고 심지는 空과 같아 佛菩薩의 지혜가 절로 나타난다37)는 것이자 바로 불
교도의 物 밖에 초연하고 마음은 얽매임이 없는 그러한 심경을 상징하며《輞川
集》중의 수많은 시가가 묘사한 자연 경색은 寂靜의 의경 속에 禪家의 空無寂滅
의 선리를 체현38)하고 있다.
明代 吳寬은 《書畵筌影》에서 “王維는 가슴 속이 灑脫하여 속이 막힌 데가
없어서 얼음 같이 맑고 水鏡이 깊게 고여 있는 것과 같고, 살결을 환하게 비추
고 터럭 끝까지도 자세하게 관찰하기 때문에 落筆에 세속의 기운이 없다.”39)고
하였는데 이것이 王維의 경계를 규범으로 하여 문인화가 추구하는 경계인 것이
다.
王維의 예술세계는 이렇듯 탈속적 경계를 추구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蘇軾에
이어 董其昌이 王維를 극찬하고 있는 이유를 다음에서 찾아볼 수 있다.

趙大年의 <江鄕淸夏卷>은 筆意가 온전히 王維를 모방했다. 내가 서울 집에서 이것
을 얻었는데, 매일 검열하듯 여러 번 보았더니 깨닫는 바가 있었다. 趙大年과 王詵
은 모두 원체를 벗어나 李成과 王維를 주로 했다. 그러나 王詵은 또한 규경이 있기
는 하나, 大年이 속세를 끊고 초월하듯 뛰어나지는 않다.40)
王維의 畵境은 董其昌에 의하면 ‘속세를 끊고 초월한 듯한’ 뜻을 담고 있는 것
이다. 이는 王維가 문인들이 추구하는 화격을 인격의 경지로 자신의 예술에서
표출하고 있으며 이를 후대인들이 높게 평가하고 그림의 표준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인화는 기교보다는 문인들의 정신세계를 드러내는 것이 중요했고 이를 규정
하는 시와 회화의 관련성의 핵심은 ‘傳神’으로서 이로부터 神의 내용인 문인들의
意를 수양하는 것은 필연적인 귀결이었다. 문인화의 예술성은 문인들의 意·意趣
및 宋代 이후로 성행했던 禪意 즉 禪趣를 갖추어 情景交融의 妙를 갖추도록 하
37) 懷海,《大乘八道頓悟法要》: “心無所行, 心地若空, 慧日自現.” 葛曉音, 김영국 譯,
《중국의 산수전원시》, 서울: 도서출판 계백, 2002, 440쪽에서 재인용.
38) 張少康, 李鴻鎭 譯,《中國古典文學創作論》, 서울: 法仁文化社, 2000, 154-5쪽.
39) 앞의 책, 12-13쪽.
40) 董其昌,〈畵旨〉,《畵論叢刊》上, 于安瀾 編, 臺北: 華正書局, 民國73年, 77쪽 :
“趙令穰江鄕淸夏卷, 筆意全倣右丞. 余從京邸得之, 日閱數過, 覺有所會. 趙與王晉皆
脫去院體, 以李咸熙王摩詰爲主. 然晉卿尙有畦逕, 不若大年之超軼絶塵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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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그 의경을 풍요롭게 했다. 王維의 시화예술은 사물의 묘사로부터 출발하여
시에서는 畵意를 이끌어내고 회화에서는 풍부한 詩意를 느끼도록 하여 문인의
意와 외부 사물의 景이 혼연일체 되는 예술적 경계를 이루어내었다.

3. 王維 繪畵에 대한 비평적 관점의 변화양상
이상 王維 회화에 대한 텍스트를 살펴본 결과 수묵화의 출현은 唐代 회화에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荊浩에 의해 먹을 탁월하게 사용했다고 평가받는 張璪와
王默의 수묵 사용에도 불구하고 후대에 이르러 王維가 그 시조로 추대된 이유는
그의 삶과 각 예술 영역 뿐만 아니라 그 근원이 되는 정신적 예술경계가 수묵을
사용하는 문인화와 남종화의 시조로서 합당함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대 張彦遠의 王維에 대한 평가는 吳道子와의 비교에서 잘 나타나는데, 謝赫
의 육법을 해석하면서
다만 吳道子의 그림을 보면 소위 육법이 모두 완전하게 갖추어져 삼라만상이 완전
히 극치에 달했는데 神人이 그의 손을 빌려 조화를 다 드러낸 것 같다고 말할 수
있겠다. 기운이 웅장하였기에 비단 화폭에 다 담을 수 없었고, 필적이 호탕하고 얽
매임이 없었기에 담벼락에 뜻 가는대로 펼쳐냈으며, 그 세밀화는 허술함 없이 세밀
하였는데, 이는 신기하게도 달랐다.41)

라고 한 것이나 용필법을 이야기 하면서 吳道子는 붓을 휘두를 때 “뜻을 그림에
두지 않았으므로 그림을 얻었다”고 한 것, 또 어느 부위에서부터 시작하여도 전
체를 조화롭게 표현하는 吳道子의 기교에 대한 예술적 숙련도42)등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언급으로 볼 때 吳道子는 당대에 최고였고 기준이었으며 王維는
이와 비교되며 평가되는 위치에 있었다. 다시 말해서 당대의 王維 평가는 吳道
子와 李思訓에 비해서 품등 면에서 떨어진다. 唐代에 분명 먹으로만 그리는 백
묘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이루어졌고 張彦遠은 먹의 기능이 오색을 대체한다는
기능을 알고 있었으며 王維에 대해서 ‘파묵산수’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한 것으
로 보아 王維가 이전의 화가와는 다른 새로운 기법으로 사용했을 가능성도 배제
41) 張彦遠, <論畵六法>,《歷代名畵記》卷一 : “唯觀吳道玄之迹, 可謂六法俱全, 萬象
畢盡, 神人假手, 窮極造化也. 所以氣韻雄壯, 幾不容于縑素 ; 筆迹磊落, 遂恣意于墻
壁 ; 其細畵又甚綢密 ; 此神異也.”
42) 張彦遠, <論顧陸張吳用筆>,《歷代名畵記》卷二 : “意不在於畵, 故得於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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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는 없다.
荊浩가 회화비평기준으로 氣·韻·思·景·筆·墨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당
시 먹을 잘 쓰던 張璪를 이어 王維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며 회화의 격조
와 먹의 사용이 관련되어 그 평가기준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세기에 활동했던 郭若虛는 “산수 그림은 영구의 李成
(916-967), 장안의 關仝(907-923), 화원의 范寬(?-1023)만이 지혜롭고 오묘하여
신의 경지에 들었으며 재주가 드높고 출중하여 이들 세 대가가 정립하여 백대의
모범이 되었다”고 하면서 “王維, 李思訓, 荊浩 등이 어찌 이들에 필적할 수 있겠
는가?”43)라고 하여 이 세 사람의 산수는 郭若虛에게 절대적 지위를 가진다. 한
편 12세기에 저술된《宣和畵譜》는 李思訓과 李昭道를 중시하고 있지만 王維에
대한 평가는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데 “후대인들이 그와 비슷하기 위해서는 특히
絶俗할 수 있어야 한다(后來得其髣髴, 猶可以絶俗也.)”44)고 하였다.
北宋代에는 산수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문인과 화가의 교류가 빈번해지고,
더욱이 문인화의 기틀이 잡히는 경향에서 문학과 회화의 연관성이 蘇軾에 의해
부각되면서 王維의 지위는 달라졌다. ‘靜’, ‘幽’, ‘淡’, ‘雅’에 대한 송대 문인들의
추구는 蘇軾의 제화시에서 吳道子의 풍격은 인물을 위주로 하면서 호방한데 비
하여 王維의 회화경계는 문인들이 표방하는 깨끗하고 고고한 의경을 노래하게
되었고 문인의 기준이 王維가 되기에 이르렀다. 米芾의 언급에서 보듯 이미 北
宋代에 진품을 보기 힘들었고 어설픈 복제품이 많이 그려졌음은 王維의 당시 인
기와 그 지위를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宋代 텍스트에서 王維의 화적에 대한 언급은 다양했는데 文同, 沈括, 蘇軾을
거치면서 문인화로의 초석을 다진다. 이들은 창작자의 표현의도와 사물에서 취
해진 ‘神’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사인화의 기초로서 ‘文’과의 관련성을 강조하면
서 인격과 품격 높은 최고의 문인으로 王維는 격상된다. 그 과정은 吳道子와의
온전한 비교로써 이루어졌다.
王維가 당대를 지나고 문인화가 정립되던 宋代를 지나 明代에 이르러 문인화
와 남종화의 시조로 추대된 이유는 ‘수묵’의 一變에 의한 새로움의 전범을 이루
었고, 이를 통해 詩情과 畵意가 융합된 총체적 예술경계를 펼칠 수 있었기 때문
이었다. 이러한 외적 요인 외에도 그의 예술 세계에 표현된 문인적 품격과 인격
을 바탕으로 하고 유·불·도가 특히 선종의 깨달음을 실천하면서 예술로 승화시
43) 郭若虛, <論三家山水〉,《圖畵見聞誌》卷1.
44) 兪劍華, 標點 註譯,《宣和畵譜》, 臺北: 文豊出版社, 1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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켰던 그의 예술세계가 삶과 예술 뿐만 아니라 예술경계도 넘나드는 자유로운 창

작 유연성을 가졌기 때문이다.
元代 王維楨의 언급은 王維의 작품 경계를 문인화의 깨끗한 경지로써 언급하
고 있는데 문인화가 정착된 元代를 이어 明代 董其昌에 이르면 문인화와 남종화
의 시조로서 王維를 위치시키고 그의 비평적 관점들과 용어들로써 문인화 특징
들을 정비하기에 이르렀다.
결론적으로 王維는 예술장르에 있어서나 예술적 표현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
연스럽고 초월적이며 품격 있는 예술경계에서 노닐며 유연한 창작성으로 그를
표출했다.

4. 끝내는 말
이상 王維 회화에 대한 텍스트들을 살펴본 바, 王維에 대해 시대를 이어 평가
한 관점과 비평 용어들은 문인화와 남종화의 지향하는 바가 되었다. 王維의 회
화사적 지위는 남겨진 회화 진적에 근거한 것이라기보다는 시대를 지나면서 부
여된 王維의 재해석에 있었다. 다시 말해서 다방면에서 뛰어난 예술적 성취를
이룬 王維의 재능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술적 기교로서의 재능이 아니라 그가
儒家·佛家·道家의 哲理的 사상을 갖추고 있었고 특히 王維의 삶 속에서 체현된
불가적 禪理는 예술의 깊은 맛과 그 경계를 넘나드는 유연한 창작성으로 승화될
수 있었던 데에 있다.
王維의 ‘畵迹’ 텍스트로 보건데 그의 회화 영역은 산수, 인물, 불교화와 풍속화
까지도 망라하며 두루마리 형식뿐만 아니라 벽화도 그렸다. ‘法의 一變’으로 살
펴본 텍스트는 회화에 새로운 기법으로 도입한 ‘渲淡’으로의 一變과 ‘破墨’의 淋
漓한 사용에 대한 언급들로 볼 때 王維는 확실히 다른 이들과는 다른 묵법을
사용했던 것 같다. 이는 문인화가 갖추어야 할 함축성과 우주로 상승되는 정신
境界로서의 意境을 풍부히 하는 비평관을 정립시켰다. 또한 그의 詩畵에서 추구
하는 창작 경계는 두 예술이 서로 융합하면서 ‘자연스럽고 맑고 새로운 경지(天
工과 淸新)’를 추구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예술 추구는 문인들의 文氣 뿐만 아니
라 인품과도 관련되어지며 학문도야와 그로부터 배어나오는 인격으로서의 예술
적 품격을 추구하는 문인화를 확립시켰다.
이와 더불어 唐代에 발달한 南宗禪은 王維 삶의 실천적 철학으로서 작용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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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예술 경계는 禪理와 禪趣가 풍부하게 표출되었으며 예술 장르와 사고 간의
유연성있는 멋스러운 운용을 가능케 했다. 宋代부터 禪宗에 심취하기 시작한 문
인들은 禪趣 넘치는 王維의 시화예술에 경도되었고 이는 곧 明代에 ‘禪의 경지
로써 詩와 畵에 들어가는(以禪入詩畵)’ 예술을 창조하는 것을 근원으로 삼았던
문인들에 의해 南宗畵의 시조라는 위치에까지 추숭되기에 이르렀다.
그의 예술에 대해 시대를 이어 평가한 관점과 용어들은 결국 기준이 되어 문
인화와 남종화의 지향하는 바가 되었고 필수적 요소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王
維의 회화사적 성취는 남겨진 회화 진적에 근거한 것이라기 보다는, 시대를 지
나면서 부여된 王維의 삶과 예술에 대한 텍스트들의 일련의 재해석 구조 속에서
완성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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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王维（701-761）有‘摹诘’、‘王右丞’的外号，也因其在诗歌艺术方面的成就被
称为‘诗佛’。不仅如此，他亦有很高的音乐造诣，传说王维弹得一手好琵琶。在
绘画方面，王维被尊为文人画和南宗画之祖。而在实现王维多方面的艺术成就的
才能中，重要的并非是艺术技能，而是他具备的富有儒·佛·道哲理的思想，尤其
值得关注的是将王维的人生所体现的佛家禅理升华至横跨艺术韵味及境界（界
限）的柔韧灵活的创作性。本论文旨在以‘画迹’、‘法之一变’、‘诗画’及‘境界’为关
键词，通过对有关王维绘画的评论文本的分类考察，并利用具有时代特征的绘画
评论观点及艺术创作标准来观察王维获得绘画史地位的重新解析过程。通过考察
现存的王维‘画迹’文本可知：王维的绘画囊括山水、人物、佛画及风俗画等领
域，其创作形式包括壁画及轴画。而他向自己新导入的绘画技巧‘渲淡’的变化及
‘泼墨’的淋漓尽致的使用不仅具备了文人画应有的含蓄性，也丰富了作为升华至
宇宙的精神境界-意境。王维诗画所追求的创作境界是两种艺术相交融，达到‘天
工与清新’。这样的艺术追求也关系到文人的人格情操，使文人们追求学问的陶
冶及其中渗透出的艺术品位，从而确立了文人画。同时唐代发达的南宗禅成为王
维人生的实践性宗教，使其艺术境界充满禅理与禅趣的显现，实现了艺术体裁与
思考之间的灵活超逸的使用。自宋代起就已深陷禅宗的文人们被王维极富禅趣的
诗画艺术所倾倒，而在明代则被那些以‘以禅入诗画’为本的文人们推崇为南宗画
之祖。通过以上对王维绘画文本的考察可知：关于王维的各个时代的评论观点及
术语成了文人画和南宗画所追求的必需因素。王维的绘画史成就与其说是根据其
流传下来的绘画真迹完成的，倒不如说是从随着时代变迁而赋予王维人生及艺术

的一系列的重新解释中完成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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王維, 中國文人畵, 南宗畵, 詩畵, 水墨(水墨畫), 柔軟的創意性.
WangWei, Chinese Literati Painting, Southern School,
Poem and Painting, Indian Ink Painting, Flexible Crea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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