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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緖論

올해(2002년)는 유난히 추사선생에 대한 담론과 행사가 많이 있었던 해이다. 3월 초 미술
사학자인 유홍준 교수가 추사의 일생을 엮은《완당평전》이라는 大著를 세상에 내놓음으로
써 추사 연구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으며, 이 《완당평전》의 출간을 기념이라도 하듯
學古齋 화랑과 東山房 화랑이 공동으로 《완당과 완당 바람》이라는 제목아래 추사 서예
특별전을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열고 이어서 대구, 제주, 광주 등 전국 순회전을 가짐
으로써 전국에 완당 바람을 일으켰다.1) 그리고 10월에는 우리 나라에서 추사의 작품을 가
장 많이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간송미술관에서《추사 명작전》을 열음으로써 추사
연구에 필요한 많은 자료를 공개해 주었으며2) 이와 비슷한 시기에 정병삼 등이 지은 《추
사와 그의 시대》라는 책이 출간되어 추사의 면모를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는 자료를 제
* 전북대 중어중문과 교수 shimseok@chonbuk.ac.kr
1) 그러나, 이 〈완당과 완당바람전〉에 출품된 작품 중에 어떤 작품은 상당히 큰 문제가 있어서 필자의 지적을
받기도 하였다. 김병기, 〈완당, 연구가 시급하다〉《월간 까마》, 2002년 9월 호 31-42쪽 참고.
2) 간송미술관이 개최한 이 《추사명작전》에 대해서도 전시된 작품의 진위 문제를 놓고 일부 의견 대립이 있었
다. 국민일보 2002, 10, 29. 기사〈유통 秋史작품 상당수 가짜다〉참고. 앞으로 추사 서예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추사 작품 진위 문제에 대해서 보다 보다 공개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또
그러한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학계가 앞장서서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소장자들 또한 적극적으로 협조
를 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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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 주었다.
추사는 한국을 대표하는 서예가임은 틀림이 없다. 그가 남긴 작품에 담긴 높은 예술성은
세계의 어느 예술가의 작품에서 볼 수 있는 예술성보다도 높은 면이 있다. 다만 세계의 예
술 시장을 서구인들이 장악함으로 인하여 그 동안 아시아 특히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 문화
와 예술이 세계시장에 진출하지 못하여 세계에 알려지지 않았고 그러한 문화 예술의 환경
속에서 추사의 예술도 세계의 문화 예술시장에 나갈 기회를 갖지 못했을 뿐이다. 이제, 우
리가 먼저 추사의 예술에 대해서 진지하게 연구하고 추사 예술의 의의와 가치를 철저하게
조명한다면 추사의 예술을 세계의 문화 예술시장에 당당하게 내 놓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런 의미에서 최근에 추사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추사 연구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높아
지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그간에 추사에 대한 연구가 그 분야에 관심을 가진 몇 몇 학자들에 의해서만 이
루어지다 보니 연구의 방향과 관점이 다양하지 못하고 때로는 너무 일방적인 면이 없지 않
았다. 특히 추사의 서예에 대한 연원의 분석이나 轉變의 과정, 그리고 소위 ‘추사체’가 형성
되는 과정에서 추사가 다른 작가들로부터 받은 영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한 논문은
나오지 않았다.3) 추사와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후지스카 지카시(藤塚隣)가 〈淸朝文化
東傳의 硏究〉라는 논문에서 구체적으로 살핀 바 있고, 추사의 생애나 당시의 사회상, 그리
고 추사의 제자들에 관한 연구는 崔完秀가 상세하게 해 놓은 바가 있으며, 추사의 불교학
에 대해서는 金約瑟이, 추사의 회화에 대해서는 李東洲가, 그리고 추사의 학문에 대해서는
全海宗이 비교적 자세하게 연구한 바가 있지만 막상 추사의 서예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연
구된 논문이 나오지 않은 것이다. 그러다가 이번에 유홍준이 《완당 평전》에서 추사의 서
예에 관한 자료를 방대하게 수집하여 상세하게 고증한 다음 거기에 설명을 덧붙여 놓음으

3) 유홍준은 그간에 있었던 추사 연구에 대한 연구실적에 대해서 “완당 관계 논문으로 말할 것 같으면 누구나가
기본 참고 문헌으로 삼는 고전적인 논문들이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논문들을 열거하였다. 유홍준,《완당
평전3-자료․해제편》, 학고재, 2002, 8-9쪽
․학문 : 全海宗. 〈청조학술과 완당〉,《대동문화 연구》제1집,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1963.
․사상 : 徐坰遙. 〈김완당의 학예와 存古精神〉,《한국학보》11집, 일지사, 1978년 여름.
․한․중 관계 : 후지츠카 지카시, 《청조문화 동전의 연구》,국서간행회, 1975 ; 박희영 역, 《추사 김정희 또 다
른 얼굴》, 아카데미하우스, 1994.
․서예 : 임창순,〈한국서예사에 있어서 추사의 위치〉,《한국의 미 17 - 추사 김정희》, 중앙일보사, 1985.
․시 : 이우성, 〈김추사 및 중인층의 성령론〉,《한국한문학연구》제5집, 한국한문학연구회, 1981.
․회화 : 이동주,〈완당바람〉,《우리나라의 옛 그림》, 학고재, 1995.
․불교학 : 김약슬,〈추사의 선학변〉,《백성욱 박사 송수기념 불교학 논문집》, 1959.
․금석학 : 최완수,〈김추사의 금석학〉,《김추사 연구초》, 지식산업사, 1976.
․행적 : 최완수,〈추사실기 - 그 파란의 생애와 예술〉,《한국미 17 - 추사 김전희》, 중앙일보사, 1995.
․한글 편지 : 김일근,《언간의 연구》(3정판), 건국대 출판부, 1991.
이들 논문 중에 정작 추사 서예의 연원과 전변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한 논문은 없다. 우리가 추사의 업
적 중 가장 위대하게 평가하는 것은 그의 서예인데 그의 서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한 논문이 없다는 것
은 일종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다. 이제는 추사의 서예에 대한 연구가 보다 깊이 있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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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추사 서예 연구에 필요한 자료와 방향을 제시하는 획기적인 공헌을 하였다. 그러나,
유홍준도 추사 서예의 성립과 추사 서예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자신의 견해를 내보이기
보다는 前人의 연구로 그에 대한 설명을 대신한 경우가 많았는데, 추사체의 성립에 관한
박규수의 견해에 대해서는 소개만 해 놓고 분석은 하지 않은 것이 그 한 예이며, 추사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彛齋 權敦仁이 제주도 유배 이후의 완당의 글씨를 杜甫가 쓴 夔州 이
후의 시와 유종원이 쓴 柳州이후의 文과 비유하여 설명한 평문과 권돈인의 그러한 평에 기
초하여 완당의 시에 대해서 평한 南秉吉의 평에 대해서도 “완당의 시 세계(사실은 서예세
계)가 이처럼 제주도 이후에 달라졌다고 한 구체적인 내용을 나는 문학적으로 작품을 분석
하여 판단할 능력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시각에서 완당의 시를 연구한 국문학자의
논문을 만나지 못했다. 나는 진정으로 완당의 시에 대한 연구가 이런 편년사에 기초해 나
오기를 바란다”고 하여 이 방면에 구체적인 연구가 없음에 대한 안타까움만 표시한 것이
또 한 예이다.4) 그리고 추사체가 제주도에서 확립되는 과정과 추사체의 위치에 대해서도
“이 문제에 대한 기왕의 글로 청명 임창순 선생의 〈한국 서예사에 있어서 추사의 위치〉
(한국의 미17-추사 김정희, 중앙일보사, 1985)이상의 논문이 없다. 나로서도 이 글 이상으로
추사체를 정리해 말할 수 없으니 여기서 청명선생의 글을 다시 요약하는 것으로 그 답을
대신 할 수 있을 것이다”5)고 하여 자신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내보이기를 유보하였다. 그러
면 추사체에 대한 청명 선생의 견해는 어떠한 것인가? 유홍준이 인용한 청명 선생의 글을
다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완당은 “내가 어렸을 적부터 글씨를 써보려는 의욕을 가졌는데 24세에 북경에 들어가서 여러 명가를
만나서 그 이론을 들었다” 했고, “그들의 화법이 우리가 배우던 것과 크게 달랐으며 한나라․위나라 이래
수천 종의 금석을 보았다”는 말을 썼다. 물론 여러 명가들을 만난 것은 사실이나 직접 지도를 받은 것은
帖學과 금석의 대가인 옹방강이다. 옹방강은 젊은 완당을 기특히 여기고 서법을 강론해 주었을 뿐 아니라
자신이 소장한 많은 법첩과 비본을 일일이 보이고 자신의 해박한 지식으로 서법의 원류를 설명하며 “글
씨는 北碑부터 배워야 하며 북비를 배우기 위하여는 당의 구양순, 그 중에서도 化度寺碑부터 들어가는 것
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자기의 경험과 주장을 설파해주었다. 완당은 그 주장의 풍부함과 식견의 탁월함
에 탄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곧 그의 제자가 되었고 학문과 서법에서 모두 옹방강을 따르게 된
것이다. 이것이 그가 글씨의 道를 깨치게 된 시작이다. 이렇게 하여 눈을 뜨게 된 완당이 후일 역사상 뚜
렷한 高峰을 차지하게 될 줄은 스승인 옹방강도 미처 예측하지 못했을 것이다. 조선에 돌아온 완당은 옹
방강의 서법을 그대로 따르기에 힘썼다.........그러나 천재적 예술인인 완당이 여기에 만족할 리는 없다. 그
는 서법의 원류를 거슬러 올라가 당에서 남북조, 다시 위진에서 漢隸에 이르고 隸의 근원이 篆에서 왔다
는 데까지 거슬러 올라갔다. 마침내 완당은 隸를 쓰기 시작하였고 東漢의 예가 파임과 삐침으로 外形美가
두드러진 데에 불만을 가지고 다시 西漢隸에서 본령을 찾으려 하였다.……그러므로 완당의 臨書는 옛것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필법으로 쓴 것이다. 이러한 경지에 이른 이론적 근거는 옹방강․완
원을 위시한 중국인들에게서 얻은 것이나 작가로서의 발전은 그의 天品과 노력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4) 유홍준, 상게서(제2권), 468쪽
5) 상게서, 4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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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隸法은 그대로 행․초(行草)에도 응용되었다.……… 그러나 완당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제주로
간 이후의 글씨는 그가 평소에 주장하던 淸古高雅한 서풍이 일변하여 奇崛奔放한 자태를 보이기 시작하
여 세인을 놀라게 하였다. 전통적인 글씨가 의관을 단정히 차린 道學君子와 같다면 완당의 글씨는 예절과
형식을 무시한 장난꾼처럼 보였을 것이다. 곧 그의 희로애락의 감정이 그대로 붓을 통하여 표현된 것이
다. 여기에서 비로소 작자의 개성이 살아 있고 붓을 잡았을 때의 작자의 감정이 그대로 살아 있는 것이
다. 그의 작품은 점과 획의 운용이 강철 같은 힘을 가졌고, 공간 포치에 대한 구상은 모두 다 평범을 초
월한 창의력이 넘친다. 그대로 현대회화와 공통되는 조형미를 갖추었으니 이는 과거의 어느 작가도 시도
해보지 못한 새로운 경지이다. 그러므로 당시에도 전통만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비난을 받기도 하였으나
반면에 그의 글씨를 구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났고 세월에 흐를수록 심미안을 가진 많은 사람들의 열렬한
공감을 얻어 그의 진가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 청조의 학문이 수입된 이후 박제가․신위 같은 사
람이 일으키지 못한 서법의 혁신을 완당은 어떻게 대담한 시도로 성공하기에 이르렀는가? 나는 그 이유
를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첫째, 앞사람들에 비하여 완당은 보다 더 풍부한 자료와 그 원류에 대한 깊은
연구를 쌓은 동시에 끊임없는 임모에서 배태된 것이나 곧 書學의 길을 터득해 가지고 거기에 그의 천부
적 창의력이 합해져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것이다. 다음으로 또 중요한 것은 그의 사회적 불우이다. 그의
새로운 스타일의 서체는 유배생활을 하는 중에 완성되었다. 울분과 불평을 토로하며 험준하면서도 일변
해학적인 면을 갖춘 그의 서체는 험난했던 그의 생애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만일 조정에 들어가서 높
은 지위를 지키며 부귀와 안일 속에서 태평한 세월을 보냈다면 글씨의 변화가 생겼다 할지라도 꼭 이런
형태로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6)

추사의 서예에 대해서 청명 선생이 남긴 이상의 설명이 후학들에게 추사체를 연구하는
큰 지침이 된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청명 선생의 이러한 설명은 그간에 나온 여러 연구
성과를 종합하고도 자신의 높은 안목으로 추사의 서예 작품을 직접 감상하고서 그 감상을
토대로 유추하여 분석한 일반론적인 것이지 어떠한 기록 자료에 근거한 세밀한 평은 아니
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추사와 같은
시대의 인물이거나 약간 후대인 조선시대 말기의 인물 중에 추사글씨의 연원과 轉變의 과
정, 그리고 만년의 추사 글씨가 가지고 있는 높은 예술성 등에 대해서 의미 있는 평을 해
놓은 평이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추사의 서예에 대해서 연구하고 평가함에 있어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각에 의한 연구와 평가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보다는 추사와 보다
가까운 시기에 보다 가까운 곳에서 생활한 사람들의 분석과 평가가 있었다면 기왕의 그러
한 연구와 평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치밀하게 연구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자료들은 대부분 추사의 서예를 중국의 시론이나 서론에 근거하거나 비유
하여 평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중국적 시각으로 추사 서예를 분석,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과 평가는 근래의 추사 연구자들이 부각시키려고 하는 추사 서예의 독
창성에 반하는 분석과 평가일 수도 있다. 이러한 까닭에 옛 사람의 그런 평들이 별로 주목
을 받지 못하는 지도 모른다. 그러나, 연구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이루어 져야지 주관
적인 ‘관점’을 먼저 세운 후 그 관점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
6) 상게서, 463쪽-4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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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추사 서예의 轉變 과정에서 추사가 중국의 시론이나 서론으로부터 받
은 영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앞선 시대의 사람들 즉, 박규수, 권돈인, 남병길 등이 남긴
기록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 아울러 추사서예의 전변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진행되는지를
考察해 봄으로써 추사서예의 성격에 대한 초보적인 진단도 시도해 보고자 한다.7)

Ⅱ. 추사서예의 轉變과 중국 시․서론의 영향

추사가 자신의 서예학습과정이나 자신의 작품이 변모해 가는 과정 등에 대해서 밝힌 글
은 거의 없다. 다만, <朴君蕙百問書於余…>라는 문장에서 자신의 서예학습 내력을 다음과
같이 밝힌 적이 있다.

「나는 어려서부터 글씨에 뜻을 두었다. 스물 네 살 때 燕京에 가서 여러 명사 석학들을 뵙고, 서예의
실마리가 될 만한 이론을 듣게 되었는데 撥燈法을 서예를 시작하는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의미로 여김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指法, 筆法, 墨法 및 행을 나누는 법, 전체적인 구도를 잡는 법, 戈나 波, 점을 찍는
법, 획 긋는 법 등이 모두 우리 나라 사람들이 익혀온 바와는 크게 다름을 알게 되었다.」8)

그리고 이 글의 뒷부분에서 추사는 鍾繇나 索靖 이상의 글씨로 올라가려면 北碑를 많이
써야 하는데, 당시 조선 서단에서는 북비를 쓰기는커녕 후대의 임본으로서 왕희지 글씨와
는 판이한데도 불구하고 樂毅論이나 黃庭經을 왕희지 글씨의 진수로 알고 임서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비판하고, 아울러 晋의 글씨(왕희지의 글씨)를 배우기 위해서는 唐楷를 거치
지 않고서는 불가함도 說破한다.
이상과 같은 自述을 통하여 우리는 추사가 소년시절부터 서예에 뜻을 두었음을 알 수 있
을 뿐 아니라 24세 때의 겨울에 燕京에 갔다가 이듬해에 돌아오는 燕行이 그의 書藝觀 내
지는 서예 학습의 노선을 크게 바꿔 놓은 계기가 됨을 알 수 있다. 아울러 24세 이후의 그
의 글씨는 연행에서 보고 느낀 바가 토대가 되어 조선 서단 전통의 필법이나 書脈 혹을 書
觀을 전면 부정하고 당시 중국의 新潮流를 적극 추종하게 됨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는 여기서 추사의 서예학습과정을 살피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추사의 글씨를
7) 사실, 이러한 시도는 필자가 일찍이 추사의 서예에 대한 대중 강연 원고를 통해서 한 적이 있다.(《월간서
예》,1993년 10월 호, 18-35쪽 참고) 따라서, 본고는 당시의 대중강연 원고를 최근의 추사연구 양상에 맞추어
改稿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8)「余自少有意於書, 卄四歲入燕, 見諸名碩, 聞其緖論, 撥鐙爲立頭第一義, 指法 筆法 墨法, 至於分行布白戈波點劃之
法, 與東人所習大異.」 金正喜 《阮堂先生全集》 卷8 <雜識>, 永生堂印本, 昭和9年(1934), 京城(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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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해 보아야 한다. 그 첫 번째는 少時부터 서예에 뜻을 둔 추사가 소시에 배운 글씨는
과연 어떠한 글씨인가? 하는 문제이고, 그 두 번째는 24세 때 연행으로 인하여 서예관과
서예학습노선이 크게 變했다면 그 변화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가? 하는 문제이
다.
우선, 추사선생의 서예학습․작서 과정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 놓은 기록 하나
를 보기로 하자. 그것은 추사보다 약 20년 연하인 瓛齋 朴珪壽9)의 글에 보이는데, 박규수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완당의 글씨는 小時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법이 여러 차례 변하였다. 소시에는 董其昌의 글씨에
전념하였고 중세에는 翁方綱을 좇아 학습하면서 翁의 글씨를 힘을 다하여 배웠는데 풍만하고 후중한 점
은 있었으나 골기가 부족한 흠이 있었다. 그 후 東坡와 米芾의 글씨를 배우고 또 李邕의 글씨로 변화해
가면서 蔚然하고 飛動하여 건장해졌고, 마침내 歐陽詢의 神髓를 터득하게 되었다. 만년의 제주도 유배와
유배로부터 放還되어 나온 후에는 서예학습의 행보에 더 이상 어떤 구속을 받음이 없이 여러 명가의 장
점을 모아서 스스로 일가를 이루게 되었다.」10)

박규수는 여기서 추사선생의 서예학습과정을 세 단계로 나누었다. 그는 24세 연행 이전
을 제 1기로, 연행 이후 제주도 귀양 전까지를 제 2기로, 그리고 그 이후를 제 3기로 보았
다. 이제 박규수의 이 말을 토대로 추사선생의 유묵을 통하여 추사선생의 서예학습과정, 다
시 말해서 추사서예의 전변 과정을 살펴보면서 그 과정에서 추사가 받은 중국 시․서론의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1. 제 1기 - 學書期
이 시기에 대해서 박규수는 「오로지 동기창에 뜻을 둔 시기(專意董玄宰)」라고 하였다.
박규수가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평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시기의 추사글씨가 董其昌의
글씨로부터 영향을 받을 점이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박규수가 추사 나이 24세 이
전의 글씨에 대해 「專意董玄宰」라고 한 점과 24세 때의 연행을 기점으로 추사의 글씨가
크게 변하는 것으로 파악한 점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24세 이전의 추
사 글씨는 동기창 글씨로부터 직접 영향을 받았다고 하기보다는 당시 조선 서단의 일부 서
9) 연암 박지원의 손자. 1964년(고종1년)에 대제학, 병조참판을 역임했고, 1866년 평안도 관찰사로 있을 때에는 대
동강을 거슬러 올라와 행패를 부리는 미국 상선 셔어먼호를 공격하여 불질렀다. 후에 대제학과 우의정을 지냈
다. 추사는 연암으로부터 실학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었고 도 중국의 학예에 대해서도 초보적인 상식을 갖게
되었으므로 연암의 손자인 박규수와는 특별한 교유관계를 가졌었다. 그러므로 박규수는 누구보다도 추사와 추
사의 서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추사의 서예에 대한 박규수의 평은 누구의 평보다
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0)「阮堂書, 自少至老, 其法展變, 少時專意董玄宰, 中歲從覃溪遊, 極力效其書, 有濃厚少骨之嫌, 旣而從蘇米變李北海,
益養蔚動健, 遂得率更神髓, 晩年渡海還後, 無復拘牽步趣, 集衆家之長, 自成一法.」 朴珪壽, 《瓛齋集》 卷11. <
題兪堯山所藏秋史遺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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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가들이 구사한 米芾, 董其昌을 혼합한 형태의 서풍으로부터 영향받은 바 크다고 생각되
며, 이러한 영향은 24세 때의 연행을 계기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30세 전
후까지는 지속되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흔히 1700년대 초․중기의 조선 書壇을 소위 “東國眞體”가 풍미한 시기로 평하지만, 기실
그렇지도 않다. 동국진체 서예가 서단의 일각에서 크게 성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결코
조선 서단 전체에 파급되었던 것은 아닌 것이다. 당시의 조선 서단을 전에 비해 상당히 다
양한 양상을 띠고 있었다. 조선 前期는 松雪體, 중기(1600년대)는 왕희지를 표방한 소위 晉
體 중심의 시기라고 한다면 1700년대는 기왕에 조선에 유입된 중국 서풍에 대한 조선 서예
가들의 개별적인 학습이 다양하게 나타나면서 서예인들이 각기 자기 세계를 구축하기에 힘
쓰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마치 조선의 시문학이 초기에는 麗末에 성행했던 東坡 중
심의 宋詩風을 따르다가 宣祖 代를 기점으로 다시 唐詩風으로 전환되고, 임진․병자 양 난
을 겪은 후 17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서민층 시인들도 대거 출현하면서 어느 한 면에
치우친 一派指向的 시풍에서 벗어나 개개의 시인들이 기왕의 중국시풍을 개별적으로 다양
하게 학습하여 자기 개인의 시문학 세계를 구축하려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양상과 상당히
흡사하다. 따라서 당시의 시문학이 사대부․서민의 공동 향유물이 되면서 각종 詩社가 대
두되고 추종하는 시풍이 다양해졌듯이11) 서예 또한 書壇에 누군가를 추종하는 일종의 유행
서풍이 있었다고 하기보다는 개인에 따라 지향하는 바가 각기 달라서 다분히 개별적인 양
상을 띠게 된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는 書藝家에 따라서 宋의 蘇東坡를 추종하는 사람, 黃
山谷을 추종하는 사람, 米芾을 추종하는 사람, 명나라 초기의 二沈(沈度․沈粲), 三宋(宋
璲․宋克․宋廣)의 서풍을 구사한 사람, 文徵明이나 祝允明, 唐寅을 추종하는 부류, 명나라
말기의 董其昌 혹은 張瑞圖의 서풍을 추종하는 부류 등 다양한 書藝家群이 나타난다.
그런데 이처럼 다양한 서예가 중에서 宋의 米芾과 明의 董其昌을 아울러 取함으로써 하
나의 독특한 서풍을 형성하여 書壇에 우뚝 솟는 一群의 서예가가 있었으니 그 부류는 바로
朴趾源, 朴齊家, 徐美修, 朴耆壽, 南公轍 등과 추사의 생부인 金魯敬 등이며, 이러한 서풍은
紫霞 申緯에 이르러 극을 이룬다. (도 1, 2, 3, 4, 5, 6, 7 참조)
이들은 대부분 淸朝를 드나든 사람들인데 당시 청조 서단은 劉墉(1719-1804), 王文治

도 1

도 2

도 3

도 4

11) 이상 조선 시단에 관한 내용은 文璇奎, 《韓國漢文學》, 二友出版社, 241～24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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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0-1802) 등 董其昌 書藝 중
심의 명말 서풍을 계승한 帖學
派

서예가들과

翁方綱

(1733-1818), 鄧石如(1743-1805)
등 帖․碑學 兼重의 新興書派들
이 공존하면서 특히 劉鏞의 글
씨가 크게 부각되고 있을 때였
다. 그러므로 박지원, 박제가 등
도 5

도 6

도 7

이 비록 학문․사상적으로는 고
증을 중심으로 한 청조의 신학

문과 실학사상을 수입하여 그것을 우리의 실정에 맞도록 재창조한 학자들이지만 글씨는 아
직 당시 청나라에 주류로 행세하고 있던 동기창류(도8)나 유용(도9)에 의해 재창조된 동기

도 8
창의 변체를 주로 배운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추사는 유년시절에 박제가를 좇아 공부하
였고, 또 생부 김노경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을

도 9

것이며, 추사보다 18년 연상으로서 추사가 아직 어
렸을 적에 당시 書壇에 거물로 있었던 紫霞 申緯의 영향을 또한 안 받을 수 없었을 것이므
로, 추사의 젊었을 적 글씨가 董其昌과 米芾을 兼取한 색채를 띠게 됨은 당연한 귀결이라

도 11

도 10

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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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시기의 추사가 주로 썼던 행서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紫霞라고 생각된다.
그것은 연대가 분명한 추사의 글씨를 통하여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추사가 27세 때 쓴 <送紫霞先生入燕詩>(도10)는 米芾․董其昌과 劉石菴體까지를 兼取해
서 독보적 경지를 이룩한 紫霞의 글씨(도11)와 매우 흡사하므로 이 글씨를 통하여 우리는
추사에 대한 자하의 영향을 한눈에 볼 수 있다. 그리고 28세에 과장에서 쓴 克明俊德賦(도
12) 또한 자하의 영향을 뚜렷이 볼 수 있는 필적이다.
이외에 추사 나이 30세 이전에 쓴 것으로 판단되는 九疊絶句(도13)12)에서도 자하의 영향

도 15
도 13

도 14
도 16

을 볼 수 있고 偶吟詩稿(도14)에서는 미불의 영향을, 津寬詩(도15) 필적에서는 米芾과 董
其昌이 적절히 혼합된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27세 때 쓴 <送雲卿入燕詩>(도16)나 31
세 때 쓴 北漢山碑巧(도17)에서도 자하의 영향을 여실히 볼 수 있다. 그러므로, 30세 이전
까지의 추사글씨는 米芾과 董其昌의 필의
를 취하여 형성된 당시 조선 서단 내의 一
群의 서예가들로부터 영향 받은 바가 크며
그 중에서도 특히 자하로부터 받은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추사는 24세에

도 17

12) 항간에 나돌고 있는 추사의 작품 중에 상당수가 가짜라는 설에 대해 필자도 공감한다. 이 논문에서 자료로 활
용한 추사의 작품은 다 공기관(예술의 전당 등) 이나 사설 미술관에서 공개전시와 함께 도록을 제작하여 공개
한 작품들이다. 필자는 이들 작품 중에도 일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작품이 없지 않으나 일단은 진품으로
간주하고 본 논문을 전개 하고자 한다. 그리고 작품의 진위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보다 상진한 연구를 거친 후,
다음 기회에 소견을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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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燕을 계기로 옹방강의 영향을 받아 학문, 사상, 서예관 등에 큰 변화를 받게 되는 것은
사실이나 귀환 후에 그의 글씨가 즉시 바뀐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30세를 넘
으면서부터 추사의 글씨에 옹방강의 영향이 짙게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 영향은 일상의 서
간문이나 詩稿 등 小字로 쓰여진 行書보다는 특수한 필요에 의해 제작된 해서나 새로운 형
식의 對聯 長軸 大字글씨에서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추사 나이 31세에 쓴 <以威亭記>(도18)의 楷書는 翁方綱의 글씨(도19)와 참으로 비슷한
바, 翁方綱의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33세에 쓴 伽倻山海印寺上
樑文(도20) 또한 翁方綱 글씨의 영향을 다분히
받은 해서이다. 이 두 書跡을 통하여 추사가 30
세 초반에 옹방강의 해서를 깊이 섭취하고 있음
을 알겠거니와, 35세 경부터는 對聯이라는 새로
운 형식의 大字 글씨에도 옹방강의 영향이 나타 도 18
도 19
난다. 그것은 추사가 35세(1820) 때 쓴 <直聲
留闕下, 秀句滿天東〉(도21)이라는 대련과 추사
27세 때 옹방강이 보내온 글씨인 <如松柏之有
心, 而忠信以爲寶>(도22)라는 대련을 비교해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옹방강의
도 21
도 20

도 22

글씨는 중국 서예사에서 그리 좋은 평을 받는
글씨는 아니다. 包世臣은 《藝舟雙楫》에서 옹
방강의 글씨를 평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宛平(옹방강을 말함)의 글씨는 匠人의 정밀하고 섬세한 기능과 같을 뿐이다. 각종 碑․帖을 두루 수
집하지 않은 바가 없고, 또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바가 없으므로, 그가 붓을 들었다 하면 그의 글씨
는 옛 비첩의 體勢를 띠기는 하지만, 필법에 대해서는 듣거나 연구한 바 없으므로 한 획도 자기 면모를
내보이는 필획이 없다.」13)

그리고, 方濬頤는《夢園叢說》에서 옹방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翁覃溪(담계는 옹방강의 호)선생은 한 알의 참깨 위에 『天下太平』이라는 네 글자를 쓸 수 있었다.

13)「宛平書只是工匠之精細者耳, 於碑帖無不徧搜點識, 下筆必具其體勢, 而筆法無聞, 不止無一筆是自己已也.」 包世
臣《藝舟雙楫》, <中國書法大辭典>, 書譜出版社, Hong Kong. 885쪽에서 再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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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새해를 맞을 때마다 참깨에 이 네 글자를 쓰는 것을 吉慶으로 여겨 소시 적부터 노년기까지 해마다
꼭 그렇게 하였다.」14)

方濬頤가 전한 이 말은《阮堂先生全集》에도 보이는데15) 이상과 같은 두 가지 기록을 통
하여 청나라 사람들이 옹방강의 글씨를 높이 평가하지 않았음을 알겠거니와 높이 평가하지
않은 이유가 匠人의 기능처럼 정교한 점은 있으나 개성미가 부족하며 옛 비첩으로부터 모
양만 취했을 뿐 필법에 대해서는 터득한 바 없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옹방강의
글씨가 精細함을 추구했기 때문에 大字일수록 볼만한 게 못 되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옹방
강의 글씨를 仿한 시기의 추사 글씨도 大字에는 사실 억지스러운 점이 있었다. 게다가 30
세 전반이전의 추사 글씨는 거의 小字爲主였는데 35세 경에는 당시 조선 서단에 도입된 새
로운 형식의 작품 양식인 對聯에 大字로 글씨를 쓰게 된 추
사가 장인적 精細함을 면치 못한 옹방강의 大字를 仿한 것
은 상당한 무리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으리라고 생각된다.
35세를 전후한 시기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작
품인 《秋水繞深四五尺, 綠陰相間兩三家》句(도 23)16)나「松
窓露浥端溪潤, 石鼎雲霏願渚香」句(도24)는 옹방강의 영향보
다는 紫霞風이 농후한 작품들이며 이러한 작품들이 오히려
보다 성공적인 작품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35세 때의 작
도 23

도 24

품인 「直聲留關下…」句와 비슷한 시기의 글씨로 추정되는

「松窓露浥端溪潤…」句 대련의 款識 小字는 이미 자하풍을 벗어나 소위 「추사체」의 면
모를 십분 내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추사의 독특한 개성이 표현된 추사체로의 변천은 大字
보다는 小字 行書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요약컨대, 추사는 30세 이전까지는 米芾과 董其昌을 兼取해서 형성된 당시 조선 서단의

14)「翁覃溪先生能於一粒之麻上寫『天下太平』四字, 每逢元旦輒書以爲吉慶, 自少至老, 歲歲皆然.」 上揭辭典 같은
곳에서 再引.
15) 김정희, 前揭書. 588쪽.
16) 이 작품에 대해서 필자는 몇 가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 첫 째, 작품의 좌우 공간에 脇書를 쓰거나 款識를 쓸
수 있는 여백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문 외에 협서나 관지 글씨가 한 글자도 없이 그냥 「金正喜
印」「阮堂」이라고 새긴 도장만 찍혀 있다는 점이다. 자하나 추사 이전의 조선 글씨는 대련 형식으로 쓰여진
게 거의 없다. 이 대련 형식은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것인데 이 형식을 수입한 선구적 인물이 바로 추사이다.
따라서, 추사는 이 새로운 형식의 작품을 조선에 선보이면서 청나라 서예가들이 했던 것처럼 작품의 가장자리
(‘脇’부분)에 작품을 쓰게 된 동기나 작품을 주는 대상 등을 밝히는 이른바 ‘脇書’를 쓰기를 좋아하였다(도24참
조). 따라서 확실한 추사 작품에는 거의 ‘협서’가 있다. 그러나 이 작품에는 협서는 물론 款識마저 한 글자도
없는 것이다. 의심을 갖게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이 작품의 왼쪽 하단 ‘三’자의 왼쪽 부분에 두 개의 도장 자국
이 뚜렷이 남아 있다는 점이다. 이 흔적은 본래 추사의 도장이 아닌 다른 도장이 찍혀 있던 작품인데 그것을
지우고서 그 보다 위쪽에 현재 찍혀 있는 도장을 찍었음을 의미하는 증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이 작
품에 대해서 필자는 개인적으로 의문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 위작이라는 판정이 공인된 바는 없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일단 분석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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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서예가, 특히 紫霞로부터 영향 받은 바 크며, 30세 초반부터 옹방강으로부터 깊은 영
향을 받는데 그것은 정교한 楷書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35경부터는 大字 行書도 옹방강 서
풍으로 구사해 보나 그리 성공적이지는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상 추사의 나이 35세까
지를 필자는 추사서예 전변 과정의 第 1期로 보고 이 시기를「學書期」라고 명명하고자 한
다.

2. 제 2기 - 求新․求變․求奇의 創新期
35세 이후부터 추사의 글씨는 어렸을 적에 받은 부친이나 박제가, 자하 등의 영향으로부
터도, 옹방강 서예의 영향으로부터도 확연히 벗어나 뚜렷한 자가면모를 형성하기 시작한다.
先秦古篆, 漢隸, 唐․宋․明․淸 제가들의 서체를 두루 취하여 독
특한 자가면모로서의 추사체를 형성해 가기 시작하는 것이다.
추사가 추사체를 형성하기까지는 과거의 서예 유산인 여러 서체
를 두루 참고한 것만은 사실이다. 그런데 추사의 서예를 이해하
기 위해서 우리가 꼭 점검해야 할 중요한 과제 한 가지는 과거의
서예 유산을 取하는 추사의 학습방법과 태도문제이다. 추사의 遺
墨중에 臨書遺墨, 특히 一家의 필적을 착실히 形臨한 遺墨은 없
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일가의 필법을 形臨하여 제작
한 작품도 찾기 힘들다. 물론 추사 자신이 款識를 통하여 「臨」,
혹은 「仿」이라고 밝힌 작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臨雁足
鐙銘>(도25), <臨魯孝王刻石>(도26) 등은 관지를 통해서 임서임
도 25

도 26

을 밝힌 것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사실상 形臨과는 거리가 먼 意
臨의 글씨이며 비록 관지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임서임이 분명한

도 29

도 27
도 28

漢隸筆帖(도27)이나 臨漢金文(도28)도 意臨의 색채가

지나치게 농후하여 이미 추사체라 해야지 임서라고 칭하기 곤란할 정도이며, 비록 관지는
없지만 顔眞卿體를 仿해 쓴 것으로 보이는 <書法筆帖>(도29)이나, 褚遂良의 筆意를 살려
쓴 것으로 보이는 楷書筆帖(도30) 등도 이미 顔眞卿體나 褚遂良體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추사의 개성이 짙게 가미되어 있다. 그러므로 추사의 서예학습 태도는 착실한 형임과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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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추사는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방법을 써서 옛 사람의 衆體를 섭취
하고자 하였을까? 추사는 宋나라 사람들이 가졌던 尙意의 書藝觀을 가지고,
宋人들이 취했던 태도와 방법을 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점을 설명하기 위
해 우선 송인이 가졌던 尙意의 서예관과 송인이 취했던 서예학습의 태도와
방법이 어떠한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소위 「宋人尙意」의 書藝觀이란 「작가의 개성을 중시한 創新위주의 서예
도 30

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서예관은 송대 詩․書壇에 혁신의 바람을 일으
킨 歐陽脩로부터 본격적으로 唱導되어 그의 제자인 東坡와 東坡를 극히 추

앙한 黃山谷에 이르러 크게 성함으로써 송서단의 주류로 작용한 서예관이자 서풍이다.
구양수는 일찍이 「自成一家」의 창신적 서예가 아니고서는 奴書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하였으며17), 동파는 「옛사람의 흔적을 밟지 않고 스스로 新意를 내는 것」을 「快事」로
여겼고18), 황산곡은 「다른 사람을 따라서 창작을 도모하다가는 끝내 그 사람의 뒷전에 설
수밖에 없으니 스스로 일가를 이룰 때 비로소 진실한 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고 역설하
였다.19) 이들의 이와 같은 발언은 모두 「宋人尙意」의 서예관을 대변하는 말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宋人들이 尙意의 서예관을 실천하기 위해 취한 태도와 방법은 어떠하였는가? 그
들은 개성을 표현하는 창신의 전제로서 學古와 曉書를 주장했다. 그리고 그들이 주장한 개
성이란 제멋대로의 개성이 아니라 수양된 인품으로서의 개성이었으므로 그들은 훌륭한 서
예작품 창작의 필수조건으로 俗氣가 없는 인품의 형성을 강조하였으며, 그러한 인품 형성
의 捷徑的 방법으로 多讀書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더 나아가 진정한 개성표
현은 刻意性 즉, 의도성을 철저히 배제한 가운데 「無意於書而書」의 단계에 이르러 완성
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송인들이 창신의 전제로 제시한 學古나 曉書는 방법상 상당히 특이
한 점이 있다. 그들은 학고의 방법으로 前人의 서예 遺産에 대한 臨書, 특히 形臨을 강조하
지 않았고, 그들은 前代의 書跡을 多觀, 細觀, 熟觀할 것을 강조하였다. 많이 보고, 자세히
보고, 익히 보아서 서예의 본질적인 미감을 감각적으로 터득하여 悟的인 안목을 갖게 되는
것을 曉書라 하였고, 그러한 효서를 하게되면 臨書는 사실상 불필요한 것이며, 자신이 터득
한 효서의 경지를 표현하려는 개별적인 표현능력, 즉 손의 능력만 키워 자신의 안목에 비
친 자신의 글씨를 표현하면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 능력을 그들은 「心手相
應」이라고 이름하였다. 그러므로 宋代 尙意書藝의 대가인 東坡는 「진실로 서예의 본질적
17) 馮振凱 編著,《中國書法史》, 藝術圖書公司, 1974, 臺北 152쪽 참조.
18)「吾書雖不甚佳, 然自出新意, 不踐古人, 是一快也.」 蘇軾 《東坡題跋》卷4 <評草書>, 《宋人題跋》(上) 世界書
局, 79쪽, 臺灣.
19)「隨人作計終後人, 自成一家始逼眞.」黃庭堅, 《山谷集》卷 27, <題樂毅論後>, 文淵閣四庫全書 影印本, 臺灣 商
務印書館 1113-2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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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에 통하기만 하면 더 이상 배우지 않아도 된다」20)고 하였으며 산곡은 「난정 서예가
비록 眞行書의 으뜸이기는 하지만 한획 한획을 다 표준으로 삼을 필요는 없다」고 하기도
한 것이다.21)
추사는 바로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宋人尙意」의 상의적 서예관을 갖고, 송인들
이 취했던 多觀, 細觀, 熟觀을 중시하는 學古의 방법을 통하여 自悟自得의 안목 즉, 曉書의
단계에 이르려 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서론 문장을 통하여 수 십 종의 善本을 소개
하고 학습의 순서까지도 예시하면서 당시 조선 서단의 書藝人들에게 그러한 善本 法帖을
학습할 것을 강조하였는데 자신이 택한 학고의 방법은 역시 「觀」 위주의 방법이었다. 그
러한 까닭에 그의 遺墨 중에는 착실한 형임의 글씨가 거의 없으며 35세 이후의 작품 중에
는 중체를 多觀한 후에 형성된 자기 안목을 표현하려는 求新․求變․求奇의 창신적 흔적들
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추사는 宋人들이 주장한 「수양된 인품으로서의
개성표현」이라는 창작의 방법과 인품 수양을 위해 제시한 「多讀書」라는 방법도 그대로
취하여 자신의 예술창작에 적용하는데 추사가 누차 강조한 「書卷氣, 文字香」이 바로 그
러한 추사의 태도를 여실히 확인해 주고 있다.
35세 이후의 추사는 확실히 宋人들이 걸었던 이념 서예, 다시 말해서 외형적인 조형보다
는 내면의 정신 표현이라는 노선을 따라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서예를 추구하며,
이에 따라 求新․求變․求奇의 욕구가 강하게 표출된다. 그러면 추사가 35세 이후 이러한
「宋人尙意」의 노선을 따라 서예술을 창작하게 된 것은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아 계발된
것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옹방강의 영향이다. 옹방강의 시론이나 서예론이 동파로부터 매
우 큰 영향을 받은 것임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며, 蘇東坡와 미불의 글씨를 벽에 걸고서 그
방에 蘇米齋라는 현판을 건 일이라든가, 宋槧本 《蘇詩施顧註》31冊을 구입하고서 그 책을
보관한 방에 寶蘇室이라는 현액을 건 일, 동파의 진적인 天際烏雲帖(別名嵩陽帖)을 구입하
고서 기쁨을 가누지 못한 채 자신의 서재를 蘇齋라 하고 만년엔 이 소재라는 齋號를 아호
로 주로 사용한 일, 매년 12월 19일 동파의 생일이면 동파의 화상 앞에 동파의 진적인 天
際烏雲帖22)을 펼쳐 놓고서 제사를 지낸 일 등, 또한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므로
옹방강은 만년에 알게 된 추사에게 자신이 흠모하고 추앙한 동파를 소개하고 동파가 취한
학문․예술의 길을 좇도록 지도한 것이다. 아울러 첫 대면 때에 그가 애지중지한 동파의
天際烏雲帖을 추사에게 보여주었고 추사가 귀환할 때에는 朱鶴年이 그린 「翁方綱題詩東坡
像」을 기증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훗날 자하가 燕京에 갔을 때에는 紫霞 便에 天際
20)「苟能通其意, 常謂不學可.」 蘇軾《蘇東坡全集》卷1, 河洛圖書出版社, 42쪽, 臺北.
21)「蘭亭雖是眞行書之宗, 然不必一筆一劃以爲準.」황정견, 상게서, 290쪽. 이상 宋代의 서예와 尙意書風, 황정견의
서예론 등에 대해서는 김병기,《黃庭堅詩與書法之硏究》,중국문화대학 중문연구소 박사학위논문, 1988,
218-212쪽 참고.
22) 이 天際烏雲帖에 대해서 옹방강은 장편의 글인〈天際烏雲帖考〉를 써서 그것이 眞品임을 증명하였지만 아직
도 이 첩의 眞僞문제에 대해서는 異說이 분분하다. 이 첩이 진본이 아니라 雙鉤摹本이라는 說이 아직도 설득
력을 잃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中國書法詞典》,중국, 河南미술출판사, 1991, 12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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烏雲帖 모각본과 宋槧本東坡先生詩殘本, 四函 31冊을 보내기도 한다. 이러한 일련의 사실을
통해 옹방강이 추사에게 동파를 얼마나 중시하여 소개하였는지는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데
추사는 옹방강의 이러한 소개와 啓導에 힘입어 동파로서 자신의 지향해야 할 예술노선의
기준을 삼은 것이다.23) 그러므로 南秉吉은 다음과 같이 말하여 동파와 추사를 연관지었다.

「일찍이 듣기에 동파공은 『외형을 닮게 하는 形似함으로써 그림을 논한다면 그것은 어린애의 견해
만큼이나 유치한 것이다. 또 시를 지음에 있어서 “시란 반드시 이렇게 지어야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
면 그는 참으로 시를 아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였다는데 추사공의 書나 畵뿐 아니라 詩까지도 동파공
의 이러한 견해에 바탕을 두고 있다.」24)

그리고 金寗漢은 추사를 동파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하였다.

「추사는 세상 사람들이 근접할 수 없는 뛰어난 재주를 가졌으며 또 나라를 빛낸 일꾼이라는 점에서
동파와 같고, 널리 듣고 많이 알아서 그 이름이 천하에 가득했던 점이 동파와 같으며, 入神之境에 이른
書法과 妙境에 이른 그림이 동파와 같고, 하늘의 은혜를 입어 역대로 명문의 가계를 이어오다가 화를 당
하여 몰락한 후손으로 유랑하거나 숨어 지내게 되어 榮枯盛衰를 本命대로 하지 못했으나 그러한 와중에
서도 마음가짐이 초연하여 塵世 만물의 밖에 홀로 우뚝 선 모습도 하나 같이 동파와 다르지 않다.」25)

김영한의 이 말은 추사를 동파와 거의 동일시한 입장에서 나온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처럼 추사는 동파로부터 영향받은 바 크며 또 동파와 비슷한 점도 많았던 것이다.
옹방강의 계도로 동파를 자신이 지향해야 할 예술노선의 기준으로 삼은 추사는 동파뿐
아니라 산곡, 미불 등 송대 尙意서풍을 주도한 핵심인물에 대해서도 보다 깊이 있게 공부
하여 결국은 宋代 尙意書風을 자신의 서예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추사는 宋人의 방법대로 ‘보는 것(觀)’ 위주로 學古를 하고 그「觀」을 통해 얻은
自得과 自悟를 손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하였으며 宋人들과 한 목소리로 書卷氣, 文字香을
주장하였고, 수양된 인품으로서의 개성을 남다르게 표현하고자 하는 이념서예를 추구하면
서 求新, 求變, 求奇의 강한 욕구를 보이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앞서 인용한 대로 박규
수는 추사 서예의 전변 과정을 「옹방강을 좇아 옹방강의 글씨를 적극적으로 모방한 까닭
에 농후한 맛은 있으나 골기가 부족한 흠이 있었다」고 말한 뒤 「이윽고 소동파와 미불을
23) 이상 옹방방강의 동파 중시 및 추사에 대한 동파 소개에 대한 내용은 日人 藤塚鄰, 《淸朝文化東傳의 硏究》,
圖書刊行會, 昭和50년(1975), 동경, 85～96쪽 참조.
24)「嘗聞之, 坡公曰:『論畵必形似, 見與兒童隣. 賦詩必此詩, 定知非詩人』之公之書與畵而知公之詩亦由是也」 南秉
吉 <覃揅齋(秋史)詩集序> 金正喜, 前揭書 7쪽.
25)「軼世之才, 華國之手, 與文忠(東坡)同焉, 博聞多識, 名滿天下, 與文忠同焉, 書法之入神, 畵境之造妙者, 與文忠同
焉, 蚤蒙天春歷揚華貫中罹禍, 故流竄荒裔而不以榮枯得喪介, 其靈臺超然, 獨立於物象表者, 一與文忠無異」 金寗
漢 <阮堂先生全集序>, 金正喜, 前揭書,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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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다가 李北海의 글씨로 변해갔다」고 하여 추사가 한때 옹방강의 글씨를 추종했으나 결
국은 소동파와 미불 등 송대 상의서예가로 경도되어 갔음을 지적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 한가지는 박규수의 말 중에 나오는 「李北海로
변해 갔다」는 구절이다. 이 말은 곧 추사가 동파를 추종하다가 결국은 동파 서예의 뿌리
룰 발견하여 그곳을 향해 溯源해 갔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동파의 행서는 상당부분이 이북
해에 연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은 동파의 대표작인 <黃州寒食詩>卷에 붙인 황산
곡의 발문 중에 「이 글씨는 안진경, 양응식, 이옹방강(李西臺)의 필의를 겸하였다(此書兼顔
魯公․楊少師․李西臺筆意)」는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
으려니와 이 寒食詩卷과 李北海의 대표작인 李思訓碑의
자형을 비교해 보면 더욱 뚜렷이 확인할 수 있다.(도31)
그리고 이북해는 唐代의 삼엄한 「尙法書藝」26) 분위기
속에서도 「自出新意」한 서예가로 알려져 있다. 동파 서
예의 연원 소재이자 自出新意의 성격을 띤 서예가였기에

도 31

추사는 이북해의 글씨로 소원해 올라가게 된 것이다. 따
라서 박규수의 추사 서예에 대한 평은 매우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박규수는 추사
의 중년기 글씨에 대한 평론의 마지막 부분에서 「마침내 구양순의 神髓를 얻게 되었다(遂
得率更神髓)」는 말을 하였다. 박규수의 이 말은 추사서예의 전변 과정과 그에 따른 중국
서예와의 영향 관계를 이해하는데 어떠한 의의를 제공하는가? 박규수의 이 말을 통해 우리
는 우선 추사가 옹방강이 내려준 계도의 말씀을 어김없이 매우 충실히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다.
추사가 연경에 머물면서 옹방강을 만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교섭을 하던 어느 날, 옹
방강으로부터 ‘새벽 3시에야 시간이 나니 그 때 올 테면 오라’는 전갈을 받고 다음날 꼭두
새벽에 옹방강을 만나러 갔을 때 옹방강이 앞서 말한 동파의 天際烏雲帖과 더불어 보여준
또 하나의 귀중한 자료가 바로 구양순이 쓴 <化度寺故僧邕禪師舍利塔銘>이었다. 이 점으
로 보아 옹방강이 추사에게 구양순 글씨의 중요성을 강조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옹방강 자신의 楷書가 바로「처음엔 안진경을 배웠으나 이어서 구양순을 배운(初學
顔眞卿, 繼法歐陽詢)」27) 결과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옹방강이 추사에게 구양순 글씨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확실하다. 이에, 추사는 옹방강의 계
도를 받아 구양순의 글씨를 중시하고 또 그것을 힘써 취하려 하였던 것이다. 추사가 가진
구양순의 글씨에 대한 견해와 구양순의 글씨를 중시한 내력들은 추사의 문집에 실린 서론
에 관한 문장 곳곳에서 거듭거듭 찾아볼 수 있다. 그러므로, 추사 서에의 전변에 대한 박규
26) 唐代에 ‘법’을 특별히 중시했던 書藝觀. 이점에 대해서는 김병기, 〈‘書法’의 ‘法’에 대한 소고〉,《월간서
예》,1989년 11월 호 참고.
27) 張光賓, 《中華書法史》, 臺灣商務印書館, 306쪽, 1981, 臺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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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평론은 매우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분명히 추사는
그의 書藝 轉變 제2기에 구양순의 필의를 많이 취하였으며
그러한 점은 추사(도32)와 구양순의 필적(도33)을 대조해 봄
으로써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도 32와 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언뜻 보기에는 추사의 글씨
도 32

와 구양순의 글씨가 전혀 판이한 글씨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추사의 글씨 속에는 구양순의 맥이 진하게 흐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언뜻 보기에는 판이하지만 내면의 맥은 다분
히 상통하는 두 글씨를 통해서 우리는 추사의 학습태도와 방법이 바로
송인의 그것과 다르지 않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추사는 구양순의 글씨를 취함에 있어서도 결코 形似한을 구한 것이 아
니라 多觀, 細觀, 熟觀의 「觀」을 통하여 구양순 글씨의 정신과 이념을
스스로 깨달은 후, 그 自悟한 바를 자신의 방법으로 재구성하여 작품으
로 표현한 것이다.

도 33

요약컨대 추사는 35세 이후부터 동파를 비롯한 송대의 서예가들을 좇아

그들의 학고 태도와 방법 및 창신정신과 尙意精神을 취하여 자신의 서예세계를 구축해 가
는데 추사가 그러한 노선을 취하게 된 것은 옹방강의 영향과 계도에 힘입은 바 크다. 그리
고 동파를 좇던 추사는 동파서예의 연원소재인 이북해의 글씨로 소원해 올라가게 되고 아
울러 옹방강이 강조한 또 하나의 서예가인 구양순의 神髓를 파악하여 자신의 서예세계로
끌어들이는데 이러한 兼取과정 역시 宋人의 學古法을 따랐고 또 宋人이 내세운 창신적 서
예를 깊이 추종하였으므로 求新, 求變, 求奇의 창신욕이 강하게 반영되어 구양순의 글씨와
추사 글씨는 이념과 정신면에서는 다분히 상통하지만 形似한 면은 찾기 힘들다. 따라서 35
세 이후부터 제주도로 유배되는 55세 이전에 쓴 추사의 글씨 중에는 이러한 求新, 求變, 求
奇의 욕구들이 짙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필자는 추사 서예의 轉變 제 2기를 35세로부
터 55세까지로 보고, 이 시기를 求新, 求變, 求奇의 창신기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송대의 상의서풍은 남송 말기에 이르면서부터는 법고의 바탕이 결
여된 채 개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풍조로 변질되어 소위 「惡札」현상이 일어나게 된
다. 그리고 구양수에 의해 창도된 송대의 이 상의서풍은 원래 「唐人尙法」의 법이 주는
구속에 대한 반동으로 나타난 것이었다. 그런데 추사 이전의 조선 서단과 그 이전의 고려,
통일신라의 서예는 사실상 모종의 법, 혹은 어떤 틀에 구속된 서예였다고 보아야 한다. 추
사 이전의 조선 서단은 趙松雪이나 왕희지를 표방하면서도 조맹부나 왕희지의 서예에 내함
된 정신과 미의식을 취하려 했다기보다는「形似」함을 구현하고자 하는 技法, 方法으로서
의 법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통일신라나 고려시대도 중국에서 어느 서체가 들어올
때마다 그것의 정신을 취하여 우리 문화와 결합시켜 우리 민족의 정서를 표현하는 서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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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고 했다고 하기보다는 중국 글씨를 닮기 위한 방법, 기법상의 문제로서의 법을 중시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추사의 대담한 尙意書風 수용은 통일신라, 고려를 지나 조선 서단
에까지 이어진 중국 모방성과 泥古的 보수성에 대한 하나의 반동작용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추사의 서론문장 곳곳에 조선 서단의 편협성과 보수성을 지적한 내용이 있음
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추사의 尙意書風 수용과 실현은 분명 당시 조선 서단의
보수성에 대한 반동적 측면을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추사의 求新, 求變, 求奇의 창신욕은
더욱 강하게 표출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점, 즉 천 여 년 이상 이어진 이
땅의 서예사 속에 등장했던 서예가중 누구도 시도해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개척하여 중국
으로부터 들어온 중국적 원형에 대한 과감한 탈피를 통하여 창신의 서예를 구현했다는 점
에서 추사서예의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3. 제 3기-奇中得眞期
추사의 제주도 유배 생활과 추사체의 완성 사이에는 실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환경의
변화는 한 예술가의 예술세계에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추사 서예의
전변 제 2기에 추사체의 조형은 사실상 이미 다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제주도 유배 이
후의 글씨나 그 이전 40대 후반, 50대 초반에 걸쳐 제작된 글씨 사이에 조형상의 큰 차이
는 별로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박규수는 무엇 때문에 중년의 글씨와 만년의 글씨를 구별하여 「만년에 제주도
유배와 유배로부터 방환된 후에는 서예학습의 행보에 더 이상 어떤 구속받음이 없이 여러
명가의 장점을 모아서 스스로 일가를 이루게 되었다」고 하였는가?
그리고 또 추사의 지우였던 權敦仁은 「완당의 제주도 유배 이후 글씨는 두보의 夔州 이
후의 詩나 유종원의 柳州 유배 이후의 文과 같다」28)고 하여 그 이전의 글씨와 분리시키고
제주도 유배 이후의 추사 글씨를 夔州 이후의 두보 시와 柳州 유배 이후의 유종원의 문장
에 비유하였는가? 그 비유의 의미는 무엇인가? 박규수의 「서예학습의 행보에 더 이상 어
떤 구속받음이 없었다(無復拘牽步趣)」는 말과 권돈인의 「비유」속에 제주도 유배 이후
추사 글씨의 변모에 대한 해답이 들어있다. 그러면 우선 권돈인의 「비유」속에 담긴 의미
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唐 代宗 永泰元年(765) 5월 두보는 浣花草堂을 떠나 처자를 거느리고 배를 타고서 戎州,
渝州, 忠州를 거쳐 9월에 雲安에 도착한다. 그러나 肺疾이 악화되어 운안에서 잠시 요양한
후 다음해 초여름에 夔州에 도착한다. 이후 大曆 三年 정월 강릉으로 갈 때까지 약 2년 동
안 두보는 기주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이 때 夔州에서의 생활은 두보가 만년에 누린 가장
안락한 생활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후 두보는 배(船)를 집으로 삼았다고 할 만큼 漂泊生
28)「彛齋權相公論公書曰:『阮堂濟州以後詩如子美(杜甫)蘷州以後詩, 柳子厚柳州以後文』」 김정희, 상게서,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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活을 하다가 59세에 죽음을 맞게 된다. 두보는 평생 동안 1439수의 시를 지었는데 夔州에
서의 2년 동안에 지은 시가 무려 361수, 평생소작의 1/4을 점유한다.29) 그리고 이 시기에
지은 시들은 <登高>, <秋興八首>, <詠懷古跡五首>, <閣夜> 등 모두 杜詩 중의 명편들로
사람들 입에 膾炙되는 시들이다. 따라서, 후대의 많은 評家들은 두보의 기주 이후 시를 한
결같이 칭찬해 왔다. 기주 이전의 시와 크게 다른 면이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다른가? 宋
의 黃山谷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두보의 기주 이후 시와 한유가 潮州로부터 還朝한 후의 문장은 모두 번거롭게 먹줄을 치고 대패질
하여 다듬지 않아도 저절로 부합하는 건축술과 같았다」30)

「두보 기주 이후의 古律詩를 熟觀해 보면 곧 구법을 터득할 수 있다. (이 시기의 두보
의 시는) 간단하고 쉬우면서도 그 안에 大巧가 들어 있고 평평하고 담담하면서도 그 안에
는 산 높고 물 깊음이 들어 있어서 그것을 배워 그렇게 하고자 하나 그 경지에는 이를 수
없으니 성공적인 詩文이란 곧 도끼로 깎아 다듬은 흔적이 없어야 되는 법, 그래야 비로소
훌륭한 작품이 되는 것이다.」31)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黃山谷은 夔州 이후의 杜詩를 평하여 「먹줄치고 깎아 다듬지 않
아도 저절로 부합하는(不煩繩削而自合)」 시라 하기도 하였고 「간단하고 쉬우면서도 대교
가 들어 있으며(簡易而大巧出焉)」, 「평담하면서도 그 안에는 高山, 深水가 내재해 있어서
(平淡而山高水深)」, 「깎고 다듬은 흔적이 없는 시(更無斧鑿痕)」라고 하였다. 이것은 바로
「무법의 법」이요, 「탈기교의 기교」이며 「從心所欲而不踰矩」의 경지를 말한다. 意圖性
이나 刻意性이 전혀 없이 붓 가는 대로 맡겨 두어도 자연히 시가 이루어져 무법인 듯 하면
서도 어느 한 구석 법 아닌 곳이 없는 그런 시가 샘솟아 나오는 경지를 말한다. 그러므로
황산곡은 또 杜詩를 평하여,

「두보 시의 오묘함은 바로 文(시를 쓴다는 자체)에 뜻을 두지 않음에 있다. 뜻을 두지 않았는데도 뜻
은 이미 표현되어 나오고 있는 것이다.」32)

29) 이 숫자는 淸人 仇兆鰲編 《杜詩詳註》에 수록된 詩의 篇數를 기준으로 한 것임. 方瑜《杜甫夔州詩析論》, 幼
獅文化事業公司, 1쪽 참고, 1985, 臺北.
30)「觀子美到夔州後詩, 退之自潮州還朝後文, 皆不煩繩削而自合矣.」 黃庭堅, 前揭書, 卷19, 1113-183쪽 <與王觀復
書>
31)「但熟觀杜子美到夔州後古律詩, 便得句法, 簡易而大巧出焉, 平淡而山高水深, 似欲不可企及, 文章成就, 更無斧鑿
痕, 乃爲佳作耳」 上揭書, 같은 곳.
32)「子美詩妙處, 乃在無意於文, 夫無意於文而意已至」 上揭書, 1113-1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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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 것이다. 두보의 시는 소금이 완전히 녹아 소금의 흔적을 볼 수 없는 맹물과 다름
없는 모양의 소금물과 같다. 겉보기에는 그저 맹물과 다름없이 평담하고 簡易하다. 그러나
맛을 보면 입안 가득히 짠맛을 느낄 수 있다. 소금의 흔적은 사라져 찾을 길이 없지만 물
의 어느 구석에도 소금은 배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元나라 때의 元好問은 두보의 시를
평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일찍이 두보 시의 오묘함을 불가에서 이야기하는 『배움(學)이 이미 배우지 않은(無學)의 경지
에 이르렀다』는 말로 평하였다……. 두보의 시를 熟讀하여 깊이 살펴보고 오래 음미해 보면 九經과 제자
백가 등 수많은 책들이 두보의 붓끝을 윤기 있게 했음을 깨닫게 된다. 비유컨대, 金屑, 丹砂, 芝朮, 參桂
등의 한약재를 아는 사람들은 그 각각의 한약재를 지적하여 그 이름을 댈 수 있지만 그러한 개개의 약재
를 배합 조제하여 달여서 짜 놓으면 다시는 그 각각의 약재 이름을 밝혀낼 수 없게 되듯, 두보의 시는 한
글자도 내력이 없는 글자가 없다고(따져보면 다 연원이 있다)해도 可하고 또 한 글자 한 구절도 古人으로
부터 취한 바가 없이 독창적인 것이라고 해도 무방하다.」33)

원호문의 이 評語는 그 비유의 적절함이 함으로 돋보이는 평어이다. 두보의 시를 수많은
약재를 배합하여 달여서 짜 놓은 한약에 비유하고서 그렇게 배합되었지만 달여서 짜 놓은
한약 속에서는 각각의 약재 흔적은 이미 찾아 볼 수 없듯이 두보의 시도 분명 그가 읽은
여러 책과 그가 겪은 여러 경험(각각의 약재)이 바탕이 되어 이루어졌지만 이미 시속에서
는 하나로 융합되어 개개의 모습과는 판이한 제 3의 모습을 이루어 그가 읽은 책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그의 시는 한 구절도 내력이 없는 것이 없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
고 또 한편으로는 그의 시는 한 글자 한 구절도 고인으로부터 취한 바 없이 그 자신의 독
창적인 시 일 뿐이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한 것이다.
이상으로 권돈인의 첫 번 째 비유인 夔州 시절 이후의 두보의 시가 도달한 경지에 대해
서 알아보았다. 그렇다면 권돈인의 두 번 째 비유인 柳州 이후 柳宗元의 문장이 도달한 경
지는 어떠한 경지일까?
柳宗元은 永貞 元年(805)에 永州에 貶謫되어 元和 10년에 다시 장안으로 돌아오기까지
10년 동안 永州에서 謫居생활을 하였다. 이 10년의 謫居생활 동안에 유종원은 당시 사회의
병폐 현상을 풍자하는 寓言 散文(憎王孫文, 罵尸蟲文, 鶻說, 謫龍說, 牛賦 등)도 많이 지었
고, 백성들의 疾苦를 반영한 假傳體 人物傳記(捕蛇者說, 河間傳, 宋淸傳 등)도 많이 지었다.
그리고 〈遊南亭夜還敍志七十韻〉과 같은 遊覽詩도 지었으며, 〈始得西山宴遊記〉〈鈷鉧潭
西小丘記〉〈鈷鉧潭記〉〈至小丘西小石潭記〉〈邕州馬退山茅亭記〉〈袁家渴記〉〈石渠記〉
33)「竊嘗謂子美之妙, 釋氏所謂學至於無學者耳. 今觀其詩, …… 及讀之熟, 求之深, 含咀之久, 則九經百氏, 所以膏潤
其筆端, 譬如金屑, 丹砂, 芝朮, 參桂, 識者 例能指名之, 至於合而爲劑, …… 甘苦酸鹹相入, 有不可復以是物名者,
故謂杜詩無一字無來處可也, 謂不從古人來亦可也.」 元好問, 《遺山先生文集》卷36 <杜詩學引>. 徐復觀《中國
文學論集》, 學生書局, 1981, 臺北, 231쪽에서 再引.

- 318 -

秋史書藝의 轉變에 대한 중국 시․서론의 영향 연구

〈石澗記〉〈小石城山記〉등과 같은 遊記도 썼다. 유종원은 그의 대부분의 작품을 거의 다
영주에서 썼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많은 작품을 영주에서의 적거 기간에 썼던 것이다.
이러한 문학 작품을 통하여 그는 政敵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는 자신의 억울하고 슬픈 심
정을 표현하기도 하였고, 때를 잘못 만나 품은 재주를 다 발휘해 보지 못하는(懷才不遇) 안
타까움과 고뇌를 표현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元和 10년(815), 유종원은 적거생활에서 풀
려 장안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중앙의 정계에 중용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장안으
로 돌아온 유종원은 돌아온지 1개월 만인 그 해 3월에 다시 柳州로 폄적되었다. 참으로 불
운한 삶이었다. 柳州로 再貶謫된 유종원은 이제 모든 것을 자신의 운명으로 생각하고 그
운명에 순응하기로 하였다. 그에게는 더 이상 불만도 없었고 원망도 없었다. 조정의 간신배
들과 맞서 싸우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황제를 붙들고서 하소연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을 자연에 맡기고서 지극히 평담한 마음으로 시를 쓰고 문장을 지었다. 따라
서 柳州로 貶謫된 이후의 시나 문장은 비록 篇數는 永州 시절의 그것에 훨씬 미치지 못하
지만 詩․文의 내용은 훨씬 차원 높은 인생의 경계를 표현하고 있다. 삶을 초탈한 경지에
서 無慾, 無心의 詩文을 간결하면서도 담담한 필치로 써낸 것이다. 따라서, 유종원이 柳州
에서 지은 문장은 두보가 夔州 이후에 지은 시와 완전히 같은 경지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까닭에, 유종원의 문집인 《柳河東集》에 실려 있는 〈河東集敍說〉은 유종
원의 문장을 3시기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일찍이 다음과 같은 세 마디의 말로써 子厚(유종원)의 문장을 평하였다. 그의 문장의 대체는
紀渻子가 싸움닭을 기른 이야기에 비유하여 설명할 수 있는데, 永州로 貶謫되기前 조정에 있을 때에는 마
치 싸움닭이 자신의 용맹함을 자랑하며 자신의 기운을 과시하듯 유종원도 교만하다고 할 정도로 자신의
기질과 재능을 믿었던 시기이고, 永州 이후는 마치 다른 닭의 소리만 들어도 덤비려 하는 싸움닭처럼 유
종원은 기세 좋게 문장을 썼으며, 柳州로 폄적된 이후에는 마치 싸움닭이 나무로 만든 닭이 되어버린 듯
어떤 닭이 싸움을 걸어와도 태도가 변함이 없듯이 유종원의 문장도 그렇게 超逸하고 담박해졌다. 」34)

이 것은 《장자》〈달생편〉에 나오는 紀渻子의 고사를 빌어 유종원 문장의 변화를 설명
한 것인데 이러한 비유를 통하여 우리는 柳州 이후 유종원의 문장은 완전히 초탈한 경지
즉, 夔州 이후의 杜詩와 같은 경지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유주 이후의 유
종원이 문장은 夔州 이후의 두보의 시처럼 「먹줄치고 깎아 다듬지 않아도 저절로 부합하
는(不煩繩削而自合)」 문장이며,「간단하고 쉬우면서도 大巧가 들어 있고(簡易而大巧出
焉)」, 「평담하면서도 그 안에는 高山, 深水가 내재해 있어서(平淡而山高水深)」, 「깎고
다듬은 흔적이 없는(更無斧鑿痕)」 문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從心所欲而不踰矩」

34)「余嘗以三言評子厚文章曰:『其大體如紀渻子養鬪雞, 在中朝時方虛驕而恃氣, 永州以後猶聽影響, 至柳州以後望之
似木雞矣』」,《柳河東集》,〈河東集敍說〉,臺灣, 河洛圖書出版社, 1974,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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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지와 같은 경지를 말하는 것이다.
이제, 다시 권돈인의 추사 서예에 대한 평어로 돌아가 보자. 권돈인은 제주도 유배 이후
의 추사 글씨를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杜甫 夔州 이후의 시와 柳宗元 柳州 이후의 시
에 비유하였다. 부연하자면, 권돈인은 제주도 유배 이후 추사 글씨가 도달한 경지를 두보가
기주에 거하던 시기 이후에, 그리고 유종원이 유주 謫居 이후에 창출해낸 詩․文의 境地와
비유하여 「번거롭게 먹줄치고 다듬지 않아도 저절로 부합하는」 글씨, 「간단하고 쉬우면
서도 대교가 녹아들어 있는」 글씨, 「다듬은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자연의」 글씨, 「달여
서 짜 버린 한약에서 개개의 약재 흔적을 찾을 수 없듯 百家의 特長을 兼取하고서도 百家
의 흔적을 볼 수 없는」 글씨,「어떤 싸움닭의 도전에도 초연하여 마치 木雞처럼 되어버
린」글씨로 평가한 것이다. 이것은 바로 추사의 만년 글씨가 중년에 갖고 있던 求新, 求變,
求奇의 강한 창작욕으로부터 벗어나 眞率의 自然之境에 이르게 되었음을 찬미하는 평론이
다. 따라서, 박규수의 「만년의 제주도 유배와 유배로부터 방환된 후에는 서예학습의 행보
에 더 이상 어떤 구속받음이 없이 명가의 장점을 모아 스스로 일가를 이루었다」는 評語도
권돈인의 評語와 다르지 않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중년의 추사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求新, 求變, 求奇의 창작욕과 더불어 자신을 드러내
고자 하는 욕구가 상당히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그의 서론문장을 통해서 충
분히 확인할 수 있다. 그의 서론은 <墨法辨>, <書訣>, <論書法>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題跋文이나 서간문의 형식으로 쓰여진 것들인데 제발문이나 서간문의 형식을 빌어 내보인
추사 서론을 살펴보면 당시 조선 서단의 상황이나 조선 서예가들에 대한 비판이 상당히 많
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추사 書論文章의 거의 절반 이상은 문장의 중간에 이르러 동쪽
우리 나라 사람(「東人」, 「吾東」등)이란 말이 나오면서 단락이 바뀌고 그 「동쪽 우리
나라 사람」 이하의 문장은 거의 전부가 다 당시 조선 시단과 조선 서예가들에 대해 비판
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추사 서론문장의 대부분이 전반은 중국서예에 대한
소개나 추사 자신의 書藝觀 등으로 되어 있고, 후반은 조선 서단과 조선 서예가에 대한 혹
독한 비판으로 꾸며져 있는 것이다. 그런데 추사 書論에 언급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내용이 의외로 다양하지 못함을 발견하게 된다. 특히 당시 조선 서단과 조선 서예가들
에 대한 비판 내용을 보면 비판의 이유가 극히 간략한 몇 가지로 압축되어 나타난다.
비판의 이유를 대강 살펴보면 첫째, 조선의 서예가들은 왕희지의 眞髓를 모르는 채 摹刻
本 왕희지 글씨를 진본으로 알고서 중시하고 있다는 점, 둘째, 조선의 서예가들은 唐․宋을
거치지 않고 직접 왕희지로 접근해 가려하는 무모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셋째, 조선의
서예가들은 北碑나 漢隸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점 등이다.
추사의 이러한 비판은 물론 당시 조선 서단의 병폐를 제대로 지적한 탁월한 비판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자료가 귀했던 당시의 상황에서 직접 청나라의
새로운 서풍을 접하지 못한 조선 서예가들로서는 어쩔 수 없이 범할 수밖에 없었던 결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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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결점을 비판하는 추사의 목소리가 너무 컸다는 점이다.
선각자로서 청나라의 새로운 문물을 깊은 안목으로 살펴보고 그것을 도입, 전파시키려 한
추사의 의지와 그 의지에 수반된 강한 비판정신 자체는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너무 큰 목
소리로 조선 시단 전체를 매도하다시피 한 추사의 태도는 외래문화 수입의 자세 면에서 다
소 지나친 점이 없지 않다고 생각되며 아울러 추사 개인에게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
가 강하게 있었고, 또 求新, 求變, 求奇의 창신욕 또한 대단히 강하였다는 판단을 하게 하
는 것이다. 만약 추사가 이러한 욕구로만 충만된 채 일생을 마쳤다면 추사는 오늘날 우리
가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추사가 되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추사에게는 자신의 행적과 예술을 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인 제주도 유배시
절이 있었다. 제주도 유배 이후 추사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도적 창신의 「欲」으로
부터 벗어나 「자연」의 경지 「眞」의 경지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박규수는
제주도 시절 이후의 추사 글씨를 「더 이상 어떤 구속을 받음이 없는 글씨」로 평하였고
권돈인은 추사의 글씨를 夔州 이후의 杜詩와 柳州 이후의 柳文에 비유한 것이다. 제주도
유배 이후 추사 글씨가 진정으로 「번거롭게 먹줄치고 깎아내지 않아도 저절로 부합하는
글씨」, 「간단하고 평이하면서도 大巧가 녹아들어 있는 글씨」로서 夔州 이후의 杜詩와
柳州 이후의 柳文에 비교될 만한 글씨인지 아니면 그 이상인지 이하인지는 좀더 시간을 갖
고 상세히 연구, 분석해 보아야 할 문제이지만 추사의 만년 글씨가 중년 글씨에 비해 求新,
求變, 求奇의 ‘欲’으로부터 벗어나
자연의 경지, 眞의 경지를 지향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35) 그리고 그
러한 점은 만년의 작품일수록 더욱
진하게 나타난다. 추사의 최만년작

도 35

이라고 할 수 있는「大烹豆腐瓜薑
菜, 高會夫妻兒女孫」句(도34)나 「板殿」 현액(도35) 글씨는 중년의 글
씨에 비해 확실히 「不煩繩削而自合」的이며 「簡易而大巧出焉」的인
자연성이 담담하게 배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추사서예
도 34

전변 제3기를 제주도 유배 이후로 보고 이 시기를 「奇中得眞期」즉,

35) 본고에서는 추사 서예의 전변 과정을 박규수의 견해에 의거하여 세 단계로 나누어 개괄하였지만 필자는 평소
추사의 만년 글씨는 제주도 유배시절의 글씨와 제주도로부터 방환되어 나온 후의 글씨로 나누어 고찰해야 한
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제주도 유배시기의 글씨에는 아직 求新, 求變, 求奇의 욕구가 남아 있다. 흔히 추사
의 글씨를 ‘怪’하다고 평하는데 기왕에 ‘怪’로 평한다면 필자는 제주도 시절의 추사글씨는 ‘氣’를 바탕으로 한
怪 즉, ‘氣怪’이고, 제주시절 이후의 글씨는 韻이 무르녹아서 형성된 怪 즉, ‘韻怪’라고 평하고 싶다. 만약, 劉熙
載의 견해를 빌어 추사 만년 제주도 이후의 글씨를 평한다면 필자는 유희재의 ‘由人復天’(〈書槪〉)이라는 말
을 이용하여 제주도 시절의 글씨는 이직 ‘由人’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글씨로 평하고 제주도 유배로부터 放
還되어 나온 이후, 강상시절과 북청시절과 과천시절의 글씨는 ‘復天’의 단계에 이른 글씨로 평하고 싶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별도의 논고에서 상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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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奇’속에서 ‘眞’을 얻는 시기라고 試評해 보았다.

Ⅲ. 결론

이상으로 추사의 서예에 대한 박규수, 권돈인의 評語를 중심으로 추사 서예의 전변 과정
과 그에 대한 중국 시․서론의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
① 추사는 젊은 시절에 생부 김노경과 朴齊家 등의 영향으로 당시 조선 서단의 일각에서
일고 있던 동기창과 미불 兼取形의 글씨를 썼으며 특히 당시 조선 서단의 거목이었던 자하
신위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24세 때의 燕行으로 당시 청조 서단의 서풍을 직접 확인하고
옹방강으로부터 많은 계도를 받고 돌아온다. 그러나 귀국 즉시 추사 서예가 새로운 모습으
로 변모하는 것은 아니고 30세 경에 이르러서야 해서에서부터 옹방강의 영향이 나타나며
이후 35세 경까지 옹방강의 영향이 행서 및 대련 형식의 대자 글씨에서도 부분적으로 나타
난다. 그러나 아직 紫霞風의 米芾․董其昌 兼取形 서체를 더 많이 구사하고 있다. 이때까지
추사는 자신이 접한 당시 서예가들의 글씨를 직접 학습했던 시기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 시기 즉, 35세까지를 추사 서예 전변의 제1기로 볼 수 있으며 이 시기를 명명한다면 ‘學
習期’라고 할 수 있다.
② 35세 경부터 추사의 글씨를 紫霞風의 米芾․董其昌 兼取形 글씨나 옹방강의 글씨로부
터 벗어나 자가면목을 형성하기 시작한다. 이 시기의 추사는 宋의 蘇東坡를 자신이 지향해
야 할 예술세계의 기준으로 삼고 東坡를 비롯한 황산곡, 미불 등 소위 송대 「尙意書風」
을 주도한 창신 서예가들의 학습 방법과 태도를 취하여 多觀, 熟觀, 細觀 등 「觀」 위주로
고인의 서예 유산을 섭취하였다. 아울러 동파 등 宋人이 그랬던 것처럼 서예에 수양된 인
품으로서의 개성을 표현할 것을 강조하였다. 다시 말해서 추사는 「觀」 위주의 학습을 통
해 자득한 바를 자신의 개성대로 표현하는 創新書藝, 形似가 아닌 神似의 이념 서예를 추
구한 것이다. 그러므로 중년기의 추사 글씨는 求新, 求變, 求奇의 창신욕이 강하게 반영되
어 있다. 그리고 중년의 추사가 구양순의 神髓를 얻고자 노력하였고 그 결과 상당한 성과
를 거둔 것 또한 사실이다. 이처럼 중년의 추사가 동파를 중심으로 한 宋人들의 「尙意」
서예를 추종하고 또 구양순 글씨의 정수를 얻고자 노력한 것은 옹방강의 계도로 인한 것이
었다. 추사의 이러한 서예 노선 추구는 최소한 제주도 유배 이전까지 지속된다. 그러므로
추사서예 전변 제2기는 35세 때로부터 제주도 유배 전인 55세까지로 볼 수 있으며 이 시기
는 求新, 求變, 求奇의 ‘創新期’라고 할 수 있다.
③ 제주도 유배 이후 추사의 글씨는 중년에 가졌던 의도적 창작욕으로부터 벗어나 「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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然」의 경지, 「眞」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권돈인은 제주도 유배 이후의 추사
글씨를 夔州 이후의 杜甫 詩와 柳州 이후의 柳宗元의 문장에 비유하였다. 夔州 이후의 杜
詩는 후인들에 의해 「번거롭게 먹줄치고 깎아내지 않아도 저절로 부합하는 시 (不煩繩削
而自合)」, 「간단하고 쉬우면서도 大巧가 나타나는 시 (簡易而大巧出焉)」, 「전혀 의도성
이 없는 가운데 저절로 지어진 시(無意於文而意己至)」로 평가되고 있으며, 柳州 이후의 유
종원의 문장은 「어떤 싸움닭의 도전에도 초연하기만 한 木雞와도 같다」는 평을 듣고 있
다. 권돈인은 제주도 유배 이후의 추사 글씨에 바로 이러한 속성이 있다고 평가한 것이다.
그러므로 추사 서예의 전변 제3기는 제주도 유배 이후 逝世할 때까지의 만년으로 볼 수 있
으며 이 시기는 ‘奇中得眞’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추사 서예의 전변 과정과 그 과정상에 나타난 몇몇 특징 등을 통해 필자는
추사 서예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추정해 본다.
① 추사의 글씨는 범인들이 하는 것처럼 一段 기간의 착실한 形臨을 통한 많은 누적의
결과 즉 착실한 노력의 결과로 형성되었다고 하기보다는 그의 타고난 예술적 감수성을 바
탕으로 「觀」 위주의 관념적 학습을 통해 형성된 글씨이다. 따라서 추사의 글씨 중에는
더러 「眼高而手俾」的 속성이 있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추사의 글씨를 뜯어보면 그가
의식한 예술 경계, 즉 예술적 차원이 어느 정도이며 또 그것을 표현하고자 시도한 바가 무
엇인지를 짐작할 수는 있지만 그의 글씨가 반드시 그의 예술적 안목과 경계를 틈 없이 표
현해 냈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 더러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머리 속으로 그리는 이상과
손으로 표현되는 바가 틈 없이 만나지 못했을 때 왕왕 奇作이 출현한다. 추사의 글씨 중에
파격적 奇作이 많음은 그의 강한 창신욕과 「觀」 위주의 학습을 통한 이념 서예를 추구한
데에 그 원인이 있을 것이다.
② 추사가 滯燕 1개월 여의 짧은 기간 동안에 청나라 서단을 꿰뚫어 보고 미래 서예의
진로를 예상한 점은 실로 대단한 자각이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추사에게 예술적 천재성이
있었음은 인정해야 할 것 같다. 그러므로 추사 선생의 파격적 글씨에는 이백이나 동파의
시에서 느낄 수 있는 천재미가 충만 되어 있다. 人工美의 極은 천재미와 상통한다. 夔州 이
후의 杜詩와 유주 이후의 柳文은 인공미의 극점에 도달함으로써 천재미와 상통하는 경지를
얻었다. 추사의 만년 글씨는 권돈인의 評語대로 夔州 이후의 杜詩와 柳州 이후의 柳文의
경지와 상통하는 점은 있지만 그 경지에 이른 과정은 서로 다르다. 추사의 글씨는 처음부
터 그의 감수성과 천재성을 바탕으로 형성된 천재미의 글씨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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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문제요 】
金正喜一向被推崇爲韓國最杰出的書法家。本文將金正喜先生的書法生涯依其轉變過程划分爲
三个階段進行考察。而在其變化過程當中曾受中國詩論丶書論的影響，關于此方面，則以比金正
喜年輕20歲的朴珪壽的評論與金正喜先生的知交權敦仁的評論爲中心展開分析。本文所得結論大
要如次。
①

秋史先生靑年時節在父親金魯敬和老師朴齊家的影響下，承襲當時朝鮮書壇頗受重視的董

其昌和米芾的"兼取形"風格，幷深受受到當時書壇大師紫霞申緯的影響。金正喜于24歲時曾遠赴
中國燕京，時當中國淸朝。此次游歷讓他得以直接感受到中國的書風，幷直接受到翁方綱的啓迪

。返回朝鮮后，他書法風格幷未立卽有明顯的轉變，一直到了30歲左右，來自翁方綱的影響方始
在其楷書寫作上顯現出來。此后，翁方綱的影響逐漸在行書和對聯等形式的大字當中局部出現，
但一直到35歲之前，來自紫霞風的米芾丶董其昌之"兼取形"風格仍然在于其創作上占据主導地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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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可以說，到此時爲止，秋史的書法主要追隨他所接觸到的書法大家，故此時期可以划爲其書法
創作的第一期，筆者將其稱爲"學習期"。
②

35歲以后，秋史先生的書法開始擺脫紫霞風米芾丶董其昌之"兼取形"和翁方綱的影響，逐

漸形成了自己的風格。他自覺地以宋代蘇東坡的藝術世界爲目標，幷以東坡丶黃山谷丶米芾等創
新派書法家所主導的"尙意書風"的學習方法爲基礎，具體地以多觀, 熟觀, 細觀等方式積極從古
人的書法遺産汲取養分。幷且，他也承襲宋朝東坡等書法大家所主張過的，强調書法是直接反映
人品修養，展現个性的藝術。換言之，秋史先生將通過"觀"所習得的，轉化爲自己个性的表現，
此種創新書藝追求的就幷非是"形似"而是"神似"。所以，在秋史先生創作中期，强烈展現了求新
丶 求變丶 求奇的創新慾。另外，秋史先生中年時期致力探求歐陽詢的神髓已獲相當可觀的成果
也是不爭的事實。而這種推崇以東坡爲中心的宋代"尙意"書風和致力獲取歐陽詢書風精髓的態度
，可以歸因爲翁方綱的啓迪。秋史先生所追求的這種書法風格，至少持續到其流配至濟州道之前

。故而，秋史先生書法轉變的第二期可以界定爲35歲至流配到濟州道前的55歲爲止，此時期可以
稱之爲"求新, 求變, 求奇"的創新期。
③ 流配至濟州道以后，秋史先生的書法開始擺脫中年時期强烈的創作欲的傾向，而朝追求"自
然"，强調"眞"的方向發展。因此，權敦仁曾將秋史先生流放濟州道之后的書法比之爲夔州時期
的杜甫詩，和柳州時期柳宗元所寫文章。夔州時期的杜詩一向被后人譽爲「不煩繩削而自合」丶
「簡易而大巧出焉」丶「無意於文而意己至」；柳宗元作于柳州時期后的文章也有"呆若木鷄"的
稱譽，權敦仁認爲秋史流配濟州道之后的書法與前述的杜詩和柳文具有同樣的風格特征。因此，
流配濟州道一直到逝世的這一段時期，可以划分爲秋史先生書法轉變的第三期，可稱爲"奇中得
眞"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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