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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熙龍의 執筆活動과 繪畵審美 고찰

- 荏子島 流配期(1851~1853)와 관련하여... -

A Study on the Jo Hee-Ryong's work in Writing and Painting's Aesthetic 
- In relation to the term of banishment(1851~1853) on Imja Island-

김도영*

Kim Doyoung*

요 약 조선 후기 墨場의 領岫로 불리었던 趙熙龍(1789∼1866)은 양반가문 출신이었지만 스스로 閭巷人이라고 자처

하였으며, 中人들을 중심으로 碧梧社를 결성하여 문예 활동을 하였다. 又峯은 "不肯車後“를 전 생애를 관통하는 예술

정신으로 삼았으며, 性靈論을 내세워 감성 내지 영감을 예술의 요체로 여겨 眞正과 個性을 중시한 독창적 회화심미를 

추구하였다. 60대 초반에 약 3년간의 임자도 유배기간은 그의 예술세계에 대한 정체성과 방향성에 심대한 영향을 끼

쳤다. 이 기간에 『畵鷗盦讕墨』, 『又海岳庵稿』, 『壽鏡齋海外赤牘』, 『漢瓦軒題畵雜存』 등 4권의 저술을 썼으며, 

堂號가 있는 그의 회화 19점 중 「荒山冷雲圖」,「倣雲林山水圖」,「梅花書屋圖」등 8점이 이때 제작되었다. 이들 작

품을 통해 遊戱的 俗美 정신과 手藝의 奇怪함, 그리고 天倪의 자연스러운 회화심미를 드러내고 있다.

주요어 : 조희룡, 임자도, 유배, 중인출신 화가, 수예, 매화서옥도

Abstract Jo, Hee-ryong(1789-1866), who was given the title of "boss of the world handling a China inkt" in the 
late Joseon Dynasty, was from a noble family, but he claimed to be a yeohang-in himself. The byeoggyesa was 
formed based on Jong-in and  they are engaged in literary activities. Hee-ryong Jo, "I do not follow people's 
back" is the art spirit of my life. The theory of the Holy Spirit has inspired emotion or inspiration as the 
essence of art. He pursued original aesthetics of painting with the true nature and personality as important. 
During his early 60s, the period of banishment for about three years had a profound impact on the identity and 
direction of his art world. During this period, he wrote four volumes, including 『Hwaguamlanmug』, 
『Uhaeagamgo』, 『Sugyeongjaehaeoejeogdog』, 『Hanwaheonjehwajabjon』 and among his paintings with 19 
paintings, eight paintings were produced, including 「Hwangsannaengundo」, 「Bangunlimsansudo」, 
「Maehwaseoogdo」. These works reveal the Playful sokmi sprit, the grotesque of manual dexterity, and the 
aesthetic of painting through the natural divergence of natural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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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조선 후기는 봉건적 사회가 변동·해체되는 시기로써

특히 19세기는 淸의 학문과 문물이 西學과 함께 들어오

면서 정치·경제적으로 많은 변화의 물결이 요동쳤고,

中人 閭巷人은 사대부 계층과 함께 문화예술을 향유하

는 주체 중의 하나로써 자리를 잡아갔던 변혁기였다.

이러한 때에 又峯 趙熙龍(1789~1866)은 中人 출신으

로서 조선 후기~말기에 활동한 대표적 詩·書·畵 三絶의

閭巷 문인이자, 중국풍의 정통 南宗文人畵와 한 축을

이루는 ‘朝鮮的 文人畵’의 독창적 예술세계를 열어 秋史

金正喜(1786~1856)와 쌍벽을 이룬 문인화의 대가이다.

又峯의어린시절은英·正祖 시대의 ‘朝鮮眞景’ 문화가

淸의 유입된 문물로 인해 서서히 퇴락하던 시기였다. 그

리고그가본격적으로활약한시기는蘇東坡로부터이어

져내려오던 詩·書·畵 一致의회화이론이주류를이루고

있었다. 당대화단은秋史의문인화론에대한이론, 즉인

품을강조하는畵如其人이나比德的사유와관련된古踏

的이념미를고집한전통문인화론을그대로받아들였다.

그러나又峯은사대부문인들의문화적영향권에머물지

않고, 자신의 性情에 의지하여 진실한 性靈을 담아낼 것

을 강조하고, 주체적·개성적인 창신을 통해 독자적인 예

술정신을 추구하고, 자유분방하고 거침이 없는 화법을

구사하였다.(李庚子, 『壺山 趙熙龍 文人畵의 雅俗美學

硏究』, 成均館大博士學位論文, 2009, p. 2~3 참조) 조선

시대 서화가들의 인명사전을 저술한 吳世昌(1864~1953)

은 『槿域書畵徵』에서 又峯을 “墨場의 領岫” 즉 “먹을

다루는 세계의 우두머리”라고 평가하였는데, 이는 19세

기문예계에서그의위치와영향력이어떠했는지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又峯의창작인생에서전환점을맞은시기는王室典禮

에 개입되어 全南 新安郡 荏子島로 유배 조치되었던 기

간(1851년 8월 22일~1853년 3월 18일)이다. 비록이기간

이 불안하고 암울한 유배기였지만, 又峯에게 있어 이 곳

은 정치적 동지와 교유하고 제자를 양성하며 시문과 서

화 창작의 새로운 문화적 공간으로 작용하였다. 그리하

여자신만의화론의정립및독창적화법의시도, 그리고

謫居생활의사연과예술심미를많은저술로남겨놓았다.

그동안趙熙龍에대한연구는 ‘實是學舍古典文學硏究

會’에서 발간한 『趙熙龍全集』(1999년, 한길사)을 바탕

으로 하는 문학성에 관한 연구와 회화세계를 고찰하는

논문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又峯의 창작활동에

서 큰 변화를 맞이했던 荏子圖 유배기와 관련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본 연구를 통해 고독과 불안감이 팽배했던 謫居期에

이루어진 趙熙龍의 집필활동과 회화작품의 심미 고찰을

통해 한국미술사에서의 그의 위상을 재확인·재평가하고

자 한다. 

Ⅱ. 趙熙龍의 예술관과 流配期 집필활동 

  趙熙龍은조선개국공신趙浚의 15대손으로, 1789년 5

월경기도양주에서출생하였다. 字는而見, 致雲, 雲卿이

며, 號는壺山, 又峯, 石憨, 鐵笛, 梅叟, 香雪館등이다. 25

세(1813년)에式年文科에丙科로급제한 후여러벼슬을

거쳐 五衛將을 지낸 양반 출신으로서 청·장년기부터 주

로서울에서활동하다가金正喜의문인으로드나들며閭

巷 藝壇에 편입되었다. 又峯은 스스로 閭巷人임을 자처

하였는데, 사대부 가문 출신의 문인화가이면서 그보다

신분이낮은中人계층의閭巷人이라는이중성을지니고

있었다. 又峯의 성장과정이나 화가로서의 입문 등 50세

이전의 기록은 거의 없다. 하지만 단편적으로 남아 있는

그의모습은어려서부터창백하고말랐으며키가컸다고

한다.

1844년(55세)에는 당시중인층을중심으로 그들중 학

문·문장·서화·의술·점술에 뛰어난 자들의 행적을 기록한

『壺山外記』를저술했으며, 1846년(57세)에는금강산의

절경을 시로 지어 올리라는 憲宗의 명을 받았다. 1847년

(58세) 평소 碧梧堂에 모여 문예 활동을 함께 하던 柳最

鎭, 李基福, 吳昌烈, 田琦, 羅岐, 李八元 등의 여항출신들

과 碧梧社를 결성하였고, 哲宗 2년(1851년, 62세) 憲宗의

묘를이장하는禮論에연루되어金正喜의심복으로지목

받아당대의대표적세도가문이었던安東金門의공격을

받아 中人으로서는 처음으로 유배 조치되었다. 그리고

1853년(64세) 1년 7개월만에해배되었고, 그해稷下社를

결성했다. 1863년(75세)에 회고록인 『石友忘年錄』을

저술하였으며, 말년에는날마다향을피우고『維摩經』

을 외우며 마치 불가에서 수행하듯 지내다가 1866년(78

세)에 별세하였다.

又峯은 "不肯車後“(趙熙龍,『漢瓦軒題畵雜存』 89항,

p. 83.)를전생애를관통하는예술정신으로삼았는데,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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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로밝혔듯이스승을따로둔적이없되동시에모든이

를 스승으로 삼아 畵理를 연마해 나갔다. 又峯은 秋史의

문인으로출입하며시·서·화에모두뛰어난재주를보였

다. 서예는秋史體를본받았고, 난초는秋史의墨蘭의정

신을 이었다. 하지만 又峯과 秋史는 타고난 신분 배경뿐

아니라성정과기질도달라예술세계에서차이를보였다.

그리고秋史의복심으로유배갈정도로둘은각별한사

이였으나유배중에쓴수많은글들중에秋史를거론하

지않았다. 두사람각각의문집에도의외로상대방에대

한 언급은 미미하다.

又峯은, 회화란 유형의 산물로써 존재하므로 가슴 속

에품은 '心意'도중요하지만, 화가로서의기량을중시하

는 ‘手藝’를겸비할것을강조하였다. 18세기는기존규범

의 절대적 위치를 차지하는 儒家的 崇古·擬古主義로는

변화하는 예술현실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는 자각이

일어나며 점차 무너져 가는 시대였다. 又峯은 이러한 상

황인식을 다음과 같은 글을 통해 언급하였다.

古에도 있지 않고 今에도 있지 않으니,

한 가닥마음의향기는古도아니고今도아닌

그사이에서나온 것이므로, 스스로古를만들

고 스스로 今을 만들었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하지만어찌이를쉽게말할수있겠는가.(趙熙

龍, 『石友忘年錄』181항, pp. 223~224. “不在

古, 不在今, 心香一縷, 出於非古非今之間, 自作

古, 自作今, 可也. 是豈易言哉.”)

崇古·擬古主義는 점차 옛 사람의 정신보다는 형식에

치중하는 결과를 낳았다. 又峯은 習氣를 제거하고 古와

今까지 극복하고 초월하여 非古非今의 독자성을 끊임없

이 추구하여 자신만의 我法을 통한 화법을 이루었다. 秋

史가 중국의 정통 남종문인화 이념에 충실했던 반면 又

峯은 敎條主義的 이념을 배제하고, 天賦 자질의 감성을

바탕으로 조선의 감각을 가미한 화풍을 열어 장차 梅花

와墨蘭, 墨竹, 怪石圖등에서자신만의주체적我法과독

창적 畵境을 이루어 만년에는 당대 중인층의 문예계를

주도하였다.

又峯이 1851년 8월 22일부터 1853년 3월 18일까지의

謫居地는新安郡荏子島이흑암리마을이다. 荏子島라는

모래가많은절해고도의섬에서느꼈던근심과울적함은

그의 회화와 시문집을 통해서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섬

주민들의진솔한모습에마음의문을연그는적거지오

두막집에 "만마리갈매기가우는집"이라는뜻의 ‘萬鷗唫

館’이란편액을붙이고, 홍재욱, 주순석등의제자를양성

하면서 집필활동과 회화창작 활동에 집중하며 자기정체

성과 주체성을 확장하는데 주력하였다. 堂號가 있는 그

의 회화 19점 중 「紅梅圖對聯」, 「紅白梅八連幅」,

「爲天下之老人圖」등 8점이 이때 제작되었다.

又峯은 저술활동도 멈추지 않았는데, 유배 이전의 작

품집으로 『一石山房小稿』, 『壺山外記』 등이, 임자도

유배기와 관련된 책은 산문집 『畵鷗盦讕墨』, 시집

『又海岳庵稿』, 서간문집 『壽鏡齋海外赤牘』, 화제 모

음집『漢瓦軒題畵雜存』 등 4권이다. 그리고 해배 이후

에는 『石友忘年錄』, 『漢瓦軒題畵雜存』 등을 저술하

였다. 이들저술을통해又峯의서화론및 19세기문단이

나 화단의 구체적인 상황 파악, 그리고 여항인들에 대한

애정, 예술을 단순한 여흥거리 정도로만 취급했던 양반

사대부의봉건문화에대한비판적견해등을엿볼수있

다. 유배기간과 관련된 저서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살펴

보도록 하자.

먼저, 산문집『畵鷗盦讕墨』이다. ‘畵鷗盦’은 적거지

에서주로쓰던당호로써 ‘갈매기로부터畵意를얻는집’

이라는뜻으로자신의처소를칭한 ‘萬鷗唫館’과 일맥통

하는동그스름한지붕의작은초막을이르는말이다. ‘讕

墨’이란참고자료없이논한설명이라는뜻이니, 결국 ‘참

고자료 하나 없는 초라한 처소에서 갈매기 소리를 들으

며 畵論을 잡록한다.’는 의미라 할 수 있다. 화론에 대한

잡록과 유배지에서 겪은 일들, 자신을 유배 보낸 사람들

에대한원망과마음속에서화해한내용, 고독한예술가

의 시각으로 바라 본 당대 화풍과 화단의 동향, 회화에

대한단상등을쓴일종의수필집이다. 특히적거생활중

외로움과 슬픔을 직설적으로 드러내었다.

바다 섬에서 꼼짝없이 외롭게 지내는데

세월은 거리낌없이 흘러가고, 지난 일들을 생

각하니 슬픔에 만감이 교차하며 일어난다. 무

심코 한 폭의 난초를 치고, 시구를 짓는다. ‘본

시 붓 놀리는 천상의 나그네인데 이제는 게딱

지 같은 집에서 그윽한 꽃 그리는구나.’(趙熙

龍, 『畵鷗盦讕墨』2항, pp. 29~30. “孤羈海島,

歲華堂堂, 撫序悼往, 百感交集. 漫得一蘭, 有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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云 : 自是染毫天上客, 今從蟹舍寫幽花.”)

윗글에서보듯『畵鷗盦讕墨』은주로적거지에서의

고독과슬픔을자신의내면과감성을가장잘발현할수

있는회화창작활동을통해유배생활의쓸쓸함을달래었

음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又海岳庵稿』는해배될때까지자신의마음의행로

와 섬의 풍경 등을 기록한 七言絶句의 시집이다. 여기에

는 1851년(철종 2년) 8월 22일, 유배길에오르던때부터

3년째되어서울로돌아오는길에錦江을건너던시점까

지의 다양한 경험을 적은 시 192수가 실려 있다.

그 내용을 주제별로 정리하면, ⓵ 유배행의 고달픔과
유배지에서의 쓸쓸한 심회, ⓶ 가족 소식에 대한 궁금함
과 지인들에 대한 그리움, ⓷ 먼저 유배와 있던 전임 통
제사金鍵(1798~1869)과同病相憐의심정으로자주어울

려 달구경하고 술로 시름을 달래는 등 적막하고 황량한

유배생활에서 고독을 극복하는 일상, ⓸ 섬의 경승을 구
경하고, 특히기이한괴석에관심을보임, ⓹ 畵論, ⓺ 蘇
東坡에대한숭모, ⓻ 文字結習에의한문인적취향등으
로 구성되어 있다.

『壽鏡齋海外赤牘』은조선후기의소품문적산문경

향의 특징을 두루 갖추고 있는 서간문집이다. 유배기에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보낸 절실한 사랑과 우정, 적거지

에서의 고단한 생활에 대한 토로와 부탁을 하는 편지들

을모은글로써추후자신이직접揀選하였다. ‘壽鏡齋’란

사람이 해외에서 보낸 짧은 편지집이란 뜻이며, ‘赤牘’은

‘尺牘’과 같은 말로 짧은 편지를 의미한다. 한 사람에게

보냈지만 31명의 친지들에게 쓴 편지 51편이 실려 있으

며 따로 이름을 적지 않은 여러 통의 편지를 더하면 총

60편이 된다. 수신자들은 대부분 서울에서 교유했던 중

인층 碧梧社동인들로써, 좌장인山樵 柳最鎭이 8통으로

제일많았고, 그외石經李基福, 古藍田琦, 蓀菴羅岐등

이며, 유배지에서 교유한 薪智島의 鎭將과 임자도의 제

자였던 洪在郁에게 보낸 9통 등이 수록되어 있다.

여기실린尺牘은유배기간에쓴것을모은것이기에,

같은 시기의 저술인 『畵鷗盦讕墨』과 내용상 중복되는

것이몇편있다. 그의편지는단순히친지들과소통코자

한 문안 편지가 아니라 짧으면서도 서정성과 세련미가

넘치고, 수식과 표현이 다채로운 가운데 시적 상상력과

자유분방한 필치가 돋보인다. 자신의 척독을 한 편의 완

벽한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으며, 여기

실린편지들은독립된문학작품이라고평가받을수있을

정도로 뛰어나다.

『漢瓦軒題畵雜存』은청년시절이후평생토록자신

이그린회화의畵題에쓰인詩文 262개의문구만을집대

성해엮은회화이론서이다. 대부분 6행미만의길지않은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처음과 뒤에 序와 跋文에 해

당하는 짧은 글이 덧붙여져 있다.

그는 이 책에서 앞 사람의 뒤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길을가겠다고하여예술가로서의강한자부심을표명하

기도 했고, 寫意에 기본 방향을 두고 書卷氣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난을 제대로 치려면 만권의 서적을 독파

하여문자의기운이창자나배를채워서열손

가락사이로넘쳐나온연후에분명해진다. 나

는 아직 천하의 서적을 읽지 못했으니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다만 畵師의 魔界는 아

닐 뿐이다.(趙熙龍, 『漢瓦軒題畵雜存』3항, p.

32. “欲寫蘭, 讀破萬卷, 文字之氣, 撑腸拄腹, 溢

出十指間然後, 可辨. 余未讀天下書, 何以得之?

但畵師魔界則未耳.”)

又峯은 문예에서의 근본적 출발점과 결과물로 ‘文字

香, 書卷氣’를 유달리 강조하였던 秋史의 정신을 이어받

아 이를 자신의 회화관으로 삼았고, 직업화가라는 의미

의 畵奴的 차원의 ‘畵師의 魔界’를 극히 경계하고 있다.

하지만 又峯의 예술적 지향점은 秋史와는 많이 달랐다.

이러한 文字氣 못지 않게 手藝의 중요성도 간과하지 않

았다. “서예와 회화는모두 手藝에속한다. 手藝가없으

면비록총명한사람이라도종신토록배워도할수없다.

그러므로 손끝에 있는 것이지 가슴에 있는 것은 아니

다.”(趙熙龍, 『石友忘年錄』169항, p. 208, “書與畵俱屬

手藝, 無其藝, 雖聰明之人, 終身學之, 不能. 故曰, 在於手,

不在胸中.”)며神似만을중히여기고形似를가볍게여기

는 당대 화단의 偏神似的 경향성을 비판하고, 회화 속에

文字氣인 神似와 더불어 手藝的 才力인 形似 모두를 갖

추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와같이又峯은『漢瓦軒題畵雜存』에서자신의문

집과화제에예술을하게된동기와스스로의재능, 이를

저해하는 사회적 신분에 대한 갈등, 그리고 기존의 전통

적이고 전통적·보수적인 예술관과는 다른 그만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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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趙熙龍,

「荒山冷雲圖」,

Fig. 1. Jo Hee-ryong,

「Hwangsannaengundo」

적·자율적인예술관을밝히고있다. 이책은회화에대한

又峯의견해와예술정신이구체적으로제시되어있어그

의 예술관과 회화심미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일 뿐

만 아니라 매우 희귀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Ⅲ. 荏子島 流配期의 회화심미

1. 天倪的 逸格美

又峯은유배기에荏子島의아름다운풍경과자연물을

畵目으로하여습작하였는데적거지의불안한심회와고

독한 운치를 담은 「荒山冷雲圖」와 「仿雲林山水圖」,

「怪石圖」등은그의새로운화풍으로자리매김하였다.  

  (그림 1)은 적거지인萬鷗唫館의眞景과거친산(荒山)

과찬구름(冷雲)의형상을담은「荒山冷雲圖」이다. 이

작품에쓰인화제를통해그의유배초기의복잡한심태

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나는천태산, 안암산, 나부산, 오대산같

은 명산에 가 본 적 없이, 외로운 섬에 의지하

며 살고 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오로지 거친

산, 고목, 기분나쁜안개, 차가운구름뿐이다.

그래서 보이는 모든 현상을 종횡으로 마구 휘

두르며울적한마음을쏟아 부었다. 화가의六

法이라는 것이 어찌 우리를 위해 생긴 것이랴

"(趙熙龍, 「荒山冷雲圖」畵題, “吾生旣不得到

天台雁岩羅浮五臺, 孤寄海圖. 目所覩者, 荒山

瘴煙冷雲而已也. 乃拈目所覩處, 橫塗堅抹以瀉

壹鬱之氣. 畵家六法豈爲我輩設也.”)

고썼다. 흉중에도사리고있는又峯의암울함과두려

움이느껴진다. 피할수없는거대한무거움이화폭전체

를휘감고있다. 피할곳은오로지簡逸한淡墨으로그려

낸 적거지 초막뿐이다. 又峯이 황량하고 울적한 심회를

기존의 화법에 얽매이지 않고 狂塗亂抹(미친 듯이 칠하

고 어지럽게 튄다.)하게 휘둘러 발현하였다는 의미로써,

이를 통해 버겁기만 한 운명의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했

던 몸부림이 화제를 통해 더욱 여실히 느껴진다.

法古와臨模에만구속되면 ‘畵師의魔界’일뿐이다. 이

러한급작스러운환경의변화와심경의변동은역설적이

게도자유자재한흉중의발현이라는심미관과새로운기

법창작의원동력이되었다. 『畵鷗盦讕墨』에서는手藝

와 天倪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東坡公이대나무그리는것을논하여 ‘가

슴속에대나무가이루어져있어야한다.’고했

는데, 나는일찍이의심하였다. 가슴속에비록

대나무가 이루어져 있더라고 손이 혹 거기에

응하지 못하면 어찌하겠는가? 내가 생각하기

에, 가슴 속에도 있지 않고, 손에도 있지 않으

며, 天倪에 맡길 따름이다. 그 神理가 이른 곳

은스스로그것이그렇게된까닭을알지못한

다.(趙熙龍,『畵鷗盦讕墨』12항, pp. 36~37. "東

坡公論畵竹, ‘胸中成竹’, 是設余嘗疑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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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표면적으로 蘇東坡의 주장을 부정하는 것 같지

만실은蘇東坡의견해에자신의견해를첨삭한, 즉手藝

의연마또한소홀히할수없으며天眞한본성의솔직한

자연스러움을 逸格美있게 화폭에 발현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이처럼 又峯은 文字氣를 바탕으로 하여 手藝의

기법과天倪의심미관까지표현해야함을제시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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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趙熙龍, 「倣雲林山水圖」,

fig 2. Jo Hee-ryong, 「Bangunlimsansudo」

이는회화를 ‘末技’나 ‘末藝’로취급하며서화예술에서文

字香과書卷氣를구현한神似만을강조했던당대문인들

의일반적인회화심미와는전혀다른又峯특유의또다

른 차원의 회화심미이다.

2. 倣作的 古雅美

유배 초기 秋史의 문인으로 분류되어 억울하게 유배

당한것에분통해하며두문불출하던又峯은점차적거지

인근 바닷가의 풍경과 인심에 반해 심리적 안정을 취하

면서집필과회화창작에몰두하며화가로서새로운전환

점을 만들었다.

(그림 2)는 畵題에서 元末四大家인 倪瓚(1301~1374)

산수화의 구도와 기법을 倣作하였다고 밝힌『倣雲林山

水圖』이다.(趙熙龍, 「倣雲林山水圖」畵題, “留雲館冬

日, 倣雲林小景.”) 마음의 평온을 찾은 유배 후기에 그렸

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현재 적거지에서 확인된 萬鷗唫

館의위치와가옥구조, 주위경치와지리지형등과유사

하다. 현재 近景의 팽나무 2그루는 말라 죽었다고 한다.

회화의원작을보고그대로옮겨그리는것이 ‘臨模’이

고, 원작에서 영감을 받았지만 자기만의 개성을 담아 독

창성으로 재해석하여 그린것이 ‘倣作’이다. 동양은 전통

적으로 法古, 尙古, 崇古라는 개념이 있는데, 여기서 ‘古’

는 기본적으로 무오류의 진리라는 측면이 담겨져 있다.

예술창작에서도 마찬가지로 ‘法古創新’, ‘入古出新’과 같

이 ‘古를통한新의사유’를전통의계승이라는측면에서

중요시여기기에學意的倣作에대해서는오히려예술창

작 발전 과정의 단계로 삼는다.

이작품은渴筆로써약간물결치듯꺼칠꺼칠하게산세

를표현한披麻皴과潤墨에의한흑점을옆으로뉘어찍

은 米點을 사용하여 낮은 언덕을 표현하였다. 그리고 간

략한 선으로 쓸쓸하고 적막한 초옥의 모습을 簡遠하게

표현하여 전형적인 古雅한 남종문인화풍을 보여주고 있

다. 倪瓚의 산수화는 近景의 큰 나무와 초옥, 中景의 강,

遠景의나지막한산등 3단구성으로이루어지는데비해,

이 작품은 中景의 강이 생략되어 遠景과 近景이 겹치며

그 사이에 집 뒤로는 대나무 숲이 자리하고 있다. 강은

쉼없이흘러현재에서미래를향해나아가더넓은세상

과 이어져 성취를 이룬다. 사라진 강과 큰 나무 밑에 납

작붙어있는초라한오두막집은한양碧梧洞에서吟風弄

月하며 풍류를 즐겼던 당대 최고 화가였던 又峯이 전라

도먼섬으로유배와서앞날을예측할수없는불안과艱

難한 적거생활의 형편과 靜寂한 심회를 드러내는 듯 안

쓰럽기만 하다.

3. 自娛的 狂態美

又峯의 매화 사랑은 자신의 아호를 ‘梅叟’(늙은 매화)

라고 하고, 자신의 거처를 梅花百咏樓라 명명할 정도로

유별났다. 한걸음 더 나아가 “(북송의 서화가인) 米芾은

돌을 丈人이라 불렀는데, 나는 매화를 선생이라고 부른

다. 옛사람과 지금 사람의 어리석음이 극에 달했지만 나

는 감히 그들에게 뒤지고 싶지 않다.”(趙熙龍, 『漢瓦軒

題畵雜存』201항, pp. 148. "米海岳, 呼石爲丈人, 余則以

梅爲先生. 古今痴絶, 不敢多讓此義.”)며매화에대한감성

적 애정이 결국에는 선생이라 부르는 지경에까지 이를

정도로 比德的 의미를 부여하였다.

(그림 3)은 매화를 아내로 삼고, 학을 아들로 삼았던

(‘梅妻鶴子’) 宋代의 孤山處士 林逋(967~1028)의 은둔고

사를 형상화한 「梅花書屋圖」이다. 조선 중기 이래의

전통인간결한畵梅法과구도를변화시키는데있어서秋

史가소장하고있던淸代張深의「梅龕圖」에서직접적

인영향을받은것으로여겨진다. 단지붉은안료를쓰는

데 그치지 않고 가지마다 華麗滿發한 홍매를 기법과 구

도를다양하게변화시켜대담하고도파격적으로그려俗

美를 遊戱的으로 표현하였다. 백설이 온 산중에 그득히

쌓여 형형색색의 雪花를 피워내더니, 이에 뒤질세라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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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趙熙龍,

「梅花書屋圖」

fig 3. Jo Hee-ryong,

「Maehwaseoogdo」

곡가득한老梅가지에서는백매화가마치눈이내린듯

난만히 피어났고, 가볍게 흩날리는 매화가지와 더불어

사방을에워싼白梅林아래숨은듯이자리잡은조그마

한 書屋이 어우러진 정경이 자뭇 仙境이다.

휘장을 걷어 올린 창은 秋史의 『歲寒圖』와 같이 창

이둥근데, 이는 중국풍으로써淸代의『芥子園畵傳』畵

譜를 참조하였으며, 이러한 구도는 又峯의 제자라 할 수

있는 田琦(1825~1854)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둥근 창 사

이로책이층층이쌓여있고, 화병에꽂힌一支梅를그윽

히 응시하는 隱士의 여유로운 모습이 조화를 이룬다. 방

안의 隱士는 梅癖이 심했던 趙熙龍 자신을 의미하는 바,

이는 일종의 自畵像이라 볼 수 있다. 이 작품의 화제는

秋史體의 필의가 느껴지는 文氣넘치는 운치를 발휘하였

다. 화제시 또한 범상치 않은데,

좀 먹은 상자 안에서 한 장의 묵은 종이

를발견했는데, 내가 이십년전에그렸던「梅

花書屋圖」이다. 대체로유희적필치로그렸지

만자못奇異한기운이있고, 연기그을음에절

어서거의백년쯤된것처럼보인다. 그림으로

된매화도이와같은데, 하물며사람에 있어서

랴. 펼쳐보니죽었던친구를다시만나는듯반

가운 느낌이 듣다.(趙熙龍, 「梅花書屋圖」 畵

題, “蠹窠中, 得一故紙. 乃卄載前所作, 梅花書

屋圖也. 蓋遊戱之筆, 而頹有奇氣, 爲煙煤所昏,

殆若百年物, 畵梅如此, 況人乎. 披拂之餘, 不覺

三生石上之感.”)

화제시는 그림과 화제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그

림제작시기보다 20년이지난후에작성되었음알수있

다. 이 작품은 그가 가장 사랑했던 매화를 ‘狂塗亂抹’의

화법으로手藝的奇怪함이넘치게표현하였는데, 소용돌

이치듯흑백의색채대비를통해음양대대의조화를이룬

형상이다. 화면을사선으로가로지르는매화의역동적인

자태가 기운차고, 산과 나무 곳곳에 처리된 태점과 필치

는 율동감과 리듬감을 고조시키며 변화무쌍하고 자유분

방하다. 그리고 寫意를 추구함에 있어 지나치게 문인 지

향의 건조한 一筆이 아닌 매화와 物我一體된 감성의 전

달을 중시하여 화면의 아래 부분에 있는 조그만 書屋과

隱士를 통해 체현하고 있다.

近景부터 遠景의 산 중턱까지 화면 가득 피어오른 매

화와 米點皴의 변형된 자유분방한 필치로 인해 전체가

입체적으로 보이며 神似的 추구에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脫俗的으로그려내는又峯특유의독창적회화심미를잘

드러낸 대표작이라 할 수 있다. 

Ⅳ. 결 론

조선후기~말기는 서구문물의도입과 더불어급격한

사회제도의 변화가 일었던 시기이다. 又峯은 양반가문

출신이었지만 스스로 閭巷人이라고 자처하였으며, 中人

들을 중심으로 碧梧社를 결성하여 문예 활동을 하였다.

閭巷人들이시방면에주로특장을보인반면, 又峯은산

문과 회화에서도 천부적 자질을 발휘하여 당시 그의 題

畵와 尺牘을 원하는 이들이 많았다.

又峯은 中人이라는 신분적 한계와 이에 따른 잠재된

내면의 울분, 그리고 60대 초반에 임자도 유배기간의 설

움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심태가 그의 예술세계에

대한 정체성과 방향성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 시기

에又峯은 집필과서화창작을병행하면서시·서·화에 대

한 독자적 견해와 비평을 내놓아 한국미술사에 있어서

드물게질적인측면뿐만아니라양적인측면에서도왕성

한 창작활동을 펼쳤다.

임자도 유배기와 관련된 책은『畵鷗盦讕墨』, 『又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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岳庵稿』, 『壽鏡齋海外赤牘』, 『漢瓦軒題畵雜存』 등

4권을 남겼는데, 이들저술을 통해 又峰은적거지에서의

고독과 서러움을 토로하였는데, 又峯의 서화론 및 19세

기 문단이나화단의구체적인상황을파악할수있는귀

중한 자료로 학술적·예술적 가치가 탁월하다.

又峯은 "不肯車後“를 전 생애를 관통하는 예술정신으

로 삼았으며, 性靈論을 내세워 감성 내지 영감을 예술의

요체로 여겨 眞正과 個性을 중시한 독창적 회화심미를

추구하였다. 비록秋史의영향아래있었지만, 又峯은한

문학적교양을바탕으로한예술세계를지향한양반사

대부와일정하게선을긋고 ‘중인층예술’의 독자성을일

관되게 옹호하였다. 又峯은 文字氣를 바탕으로 하되 遊

戱的 俗美 정신과 手藝의 奇怪함, 그리고 天倪의 자연스

러운 회화심미를 작품 속에 드러내고 있다.

又峯의 산수화는 宋代 郭熙가 이룬 산수화 개념을 수

정하여 '조선적산수화' 특유의감각미를구현하였다. 元

末 倪瓚의 簡逸한 구도와 기법을 참조하였고, 점을 여러

번 겹쳐 찍어서 형태를 표현하는 米點皴의 변형된 자유

분방한 필치를 구사하여 남종문인화풍의 부드러운 곡선

의 산이나 근경의 나무 등을 즐겨 그렸다.

又峯의 紅梅圖는 이전 시대에는 거의 없었던 19세기

매화 화풍의 가장 큰 변화인데, 그 중 백미는「梅畵書屋

圖」이다. 이 작품은 그가 가장 사랑했던 소재인 매화를

狂塗亂抹的화법으로표현하였고, 簡逸한운필로書屋을

그렸는데 이는 자신이 지향하고 싶은 脫俗的 理想鄕을

以畵比心하였던 것이다.

비록 又峯에게 있어서 만1년 7개월의 짧다면 짧은 임

자도유배기는암울하기만했던艱難의세월이었지만오

히려이시기는又峯이제자를양성하며시문·서화창작

의 새로운 문화적 공간으로 작용하였다. 그리하여 자신

만의 畵論 정립과 眞熟된 기량으로 독창적 예술경지를

이루게 했던 기회와 전환점이 된 소중한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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