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圓嶠 李匡師의 書藝論과 書藝審美

The Calligraphy theory and the aesthetic of Calligraphy 
on Wongyo Lee KwangSa  

김도영*

Kim Doyoung

요 약 圓嶠 李匡師(1705~1777)는 18C 문예부흥기에서 한 시대를 대표했던 학자 예술가이다. 1755년(영조31) 나주벽

서사건으로 인해 연좌, 완도군 薪智島로 이배되어 총 23년간의 유배생활 끝에 운명하였다. 이때 俗筆로 흐른 서법과

서풍의 문제점을 바로 잡고자『圓嶠書訣』을 집필하였고, 서법적으로 본질을 새롭게 정립코자 하는 우리 민족 고유의

주체적·자각적 서풍인 東國眞體를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는 독창적 서예술 구현으로 호남 일대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

쳤다. 圓嶠의 서예심미는 양명학의 心眞을 근저로 하는 ‘蒼勁拔俗의 嚴密美’,‘萬毫齊力의 陽剛美’,‘盡力推展의 生命美’로

전개된다. 그는 올바른 필법 구사를 위해서는 자유로운 조형과 생기가 있는 筋骨 畫意를 서예의 관건으로 인식하고

篆隷 古碑의 연마를 제안하였다. 생기가 있는 획이란 三過와 佶曲하는 가운데 蒼勁拔俗하여 자연스럽게 天機가 스며

들고, 필묵은 萬毫齊力의 推展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서예심미는 三過折筆과 佶屈宛轉, 萬毫齊力과 推展去 등

의 필법이 뒷받침되어 筋骨과 神氣로써 神彩를 드러내었고, 우리 민족 고유의 독창적 필세와 필의를 추구하고, 천연

의 眞性을 드러내며 活物로써의 생명력 넘치는 圓嶠體로 발현되었다.

주요어 : 원교 이광사, 서결, 창경발속, 만호제력, 진력추전

Abstract Wongyo Lee KwangSa (1705~1777) is a scholar and artist who represented an era in the period of 
change and revival of Korean culture and art in the 18th century. In 1755 (31st Yeongjo), he was transferred to 
Sinjido due to the Naju Byeokseo Incident, and died in exile for a total of 23 years. He tried to correct the 
problems of the flow of calligraphy in common writing and the flow of calligraphy in the Joseon Dynasty, and 
wrote 『Wonkyo Seogyeol』. By realizing an original artistic state that is evaluated as having completed the 
'Dongguk Jinche', which is a unique and subjective and self-conscious calligraphic flow of the Korean people 
who wants to reestablish the essence of calligraphy, it has had an absolute influence on the Honam area. 
Wonkyo's calligraphy aesthetics are developed into the beauty of ChanggyeongBalsog based on Shimjin of 
Yangminghak, Yanggangmi of Power of controlling all the stands of brush hair, and Vitality of Push out the 
brush with all your might. He recognized free sculpting and energetic, muscular strokes as the key to 
calligraphy, and suggested honing the old tombstones written in JeonYe. Vibrant stroke means that Cheongi 
naturally permeates in the midst of Samgwa and Gilgok, and the brush is operated with Push out the brush 
with all your might of Power of controlling all the stands of brush hair. These calligraphy aesthetics radiated 
sinchae with geungol and singi, and were expressed in Wongyo font, full of vitality as a living creature, 
pursuing the unique pilgrimage and pilgrimage unique to our nation, revealing the true nature of nature.

Key word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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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8세기 조선은 점차 중국의 영향에서 벗어나 주체적

고유색을 한껏 드러냈던 문예부흥기이자 眞景시대였다.

당시서예계는고려말과조선초기를풍미하였던趙孟頫

(1254~1322)의 松雪體가 크게 유행하였는데, 이 서체는

해서의균형잡힌균정미와행서의유려함을조화시켜장

법이조화롭고결구가정밀한특징이장점이었으나너무

유연함에 치우쳐 진부한 느낌을 주었다.

이에 서법적으로王羲之의晉法을근원으로하여본질

을 새롭게 정립코자 하는 法古的·自覺的 東國眞體 書風

운동이일어났다. 이러한서풍은玉洞李漵(1662~1723)로

부터 비롯되었는데, 송설체와 한석봉체에다 北宋의 米芾

(1051~1107)의 서법을 부분적으로 가미한 주체적 서풍을

일으켰고, 이를 이어 玉洞과 40년간 교류한 恭齋 尹斗緖

(1668∼1715)가海南으로 낙향하면서 호남지방에 유입되

었다. 이후 姨姪인 白下 尹淳(1680~1741)을 거쳐 白下의

인척이자 수제자인 圓嶠 李匡師(1705~1777)에게로 이어

져 東國眞體의 서풍이 완성되면서 호남서단을 이루었다.

(金道瑩, 「素筌 孫在馨의 書藝美學 고찰」, 『호남문화

연구』제64집, 전남대학교호남학연구원, 2018, p. 219 참

조.)

圓嶠는 18세기한국문예부흥기에서한시대를대표했

던학자예술가이다. 그의집안은대대로판서이상을지

낸 명문 벌족이었는데, 종고조부 李景奭, 증조부 李正英,

부친李眞儉등이모두명필이었다. 1755년(영조 31) 나주

벽서사건으로인해함경북도富寧과전남珍島를거쳐완

도군薪智島로이배되어그곳에서 15년동안더귀양살이

하다가 운명하였는데, 이때 東國眞體를 완성했다는 평가

를 받는 독창적 서예술경지 구현으로 이후 호남 일대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다.

圓嶠는자신의가문의가학인양명학과서예를집대성

하였다. 당쟁으로 인한 집안의 몰락으로 고난했던 삶과

유배지에서선비로서의좌절과고뇌속에서탐구하고체

득한진리는, 곧사람이란필경 ‘主體自覺的存在’이며, 그

것의실천적내용은곧 ‘自己心情의眞’의발견과실천, 즉

‘心眞’의 발현이었다.(宋河璟, 「圓嶠 李匡師의 美學思

想」,『陽明學』제13호, 2005, p. 289~290 참조)

이처럼 圓嶠는 陽明學을 받아들인 당시로선 진보학자

였으며, 유배지인 薪智島에서『圓嶠書訣』(이하『書

訣』) 등의저술을통해서예의본질에대한치열한탐구

와 함께 조선 서풍을 혁신하려는 의지를담아 조선 서예

사의 이론적 체계를 구축하였고, 최초로 첩학과 비학의

雙修를강조하는등후진양성과서예중흥에크게공헌한

인물이다.

이에 본고는 圓嶠의 學書과정과 會古通今한 신서예정

신 및 서예론을 재조명하고, 이를 통해 구현한 圓嶠體의

서예심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薪智島에서 16년간의

유배생활 중에 저술한 서예이론서인 『書訣』과 조선의

독창적서체를완성해낸東國眞體의진수와圓嶠體의미

학적 특징을 중점적으로 고찰코자 한다.

Ⅱ. 圓嶠의 學書과정과 『書訣』의 서예론

1. 圓嶠의 생애와 學書과정

  조선중·후기에탁월하고개성적인필체와서론으로명

성을 드높였던 李匡師(1705~1777)는 字가 道甫, 號는 圓

嶠, 員嶠, 壽北이다. 그는 조선의 2대 왕定宗의 아들德

泉君李厚生의 10세손으로서대대로명망있는집안의후

손으로태어났다. 친가와외가, 처가가모두서인소론출

신으로백부이진유와부친이진검은소론의중심인물이

었다. 그러나 영조 즉위이후에 노론이 집권하자, 1725년

백부와부친이유배를당하였다. 1728년소론의불만세력

이일으킨이인좌의난이실패하면서백부는옥사하였고,

이후집안이몰락하자입신양명의꿈을접고학문에전념

하였다. 1731년(27세)에 소론계 인척관계로 형성된 양명

학 강화학파의 거두인 霞谷 鄭齊斗(1649~1736)에게 陽明

學의 요체를 듣게 되었다. 王陽明의 一元主義的 사상을

계승한 霞谷은 천지와 인간이 하나의 근원이라는 ‘一心’

을주장하여天人合一의토대를마련하였고, 그의사상에

크게경도된圓嶠는주자학의이분법적사고를극복하고

(그림 1)
申漢枰,

「員嶠李匡師肖像」,
66.2×53.2cm,

1774,
국립중앙박물관.
Figure 1. Shin
Hanpyeong,
「Wongyo
Lee KwangSa
portrait」, 1774,
National Museum

of Korea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4, No. 4, pp.179-186, November 30, 2018.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 181 -

양명학의 일원적 가치 본원을 받아들였다. 이후 圓嶠의

서예론과예술창작에서일관되게강조하고있는心·主體

心·主體性·主體精神은 霞谷의 心·性·神觀과 상통한다.(宋

河璟, 앞의 책, 2005, p. 289~290 참조)

이와같이圓嶠는霞谷의心卽理를바탕으로자획은마

음가짐에있음을전제하고良知를지닌본심에높은文氣

를 통해 필의가 발산되니, 사리에 통달하고 정직함을 갖

춘 박학한선비라야 서도를 논의할 수 있다고 보고 學藝

竝進에 더욱 전념한다.(李匡師, 『書訣』後篇, “雖然字畫

源於心術, 意趣生於識量, 必待通明正直, 博學有文之士, 然

後可以語道.”)

한편, 霞谷의 아우인 鄭齊泰의 사위 白下 尹淳

(1680~1741)의 문하에서 필법을 익혔다. 白下는 조선 중·

후기서예를새로운단계로전개시킨개혁적인서예가로

서, 중국의 역대 서법을 두루 연마하고 이를 융합적으로

구사하였는데특히米董體에정통했다. 白下의제자가된

이후 魏晉體에 정진하여 진일보하였는데, 『書訣』에서,

“30이넘은이후에고인의필법을본받았으나, 제대로된

創新的 필의를 깨닫게 한 것은 윤순의 힘이다. 우리나라

에서 필법을 처음 개척한 이는 윤순이다.”(李匡師, 『書

訣』前篇, “自年三十餘, 始傳法古人. 然使余創知筆意者.

白下之力. 東方筆法之初開荒者白下也.”)고 술회한것으로

보아白下의창신적운필과필의를절대적으로존숭하였

고많은예술적영감을얻었음을엿볼수있는대목이다.

다만, 圓嶠가白下를답습만한것은아니다. 白下가圓法

을구사하여유연하고변화가많아연미한字形美를구가

한데 반해, 圓嶠는 方法을 주로 사용함으로써 氣勢를 추

구하였고이를통해활발한생명성을표현하였다. 이렇듯

圓嶠는 白下의 영향을 받아 이후 魏晉 古法에 천착하고

나아가 그 이전의 篆隸 古碑를 학습하여 白下의 서예를

변모·계승하였다.

1755년(51세)에 ‘나주괘서사건’이 일어나 주동자인 尹

志가체포되었는데, 이사건에동참한林國薰의문서상자

에서백부와圓嶠의서찰이발견되어종신유배형을받고

함경도富寧으로귀양가는인생의큰위기를맞이하게되

었는데 그의 깊은 학문과 서예술로 인해 많은 문인들이

모여들자다시전남珍島를거쳐 1762년(58세) 완도군薪

智島로移配되는등총 23년간의유배생활을보내고그곳

에서 73세를 일기로 한 많은 생을 마감하였다.

2. 圓嶠『書訣』의 서예론

圓嶠는魏晉서체와王羲之를전범으로삼아묘리를전

하고자 하였다. 특히 여러 서체를 일관하고 『筆訣』을

저술한白下를존숭하여, 본인또한 1764년(59세)에 薪智

島에서 『書訣』 前編을 저술하였고, 1768년(63세)에 後

編을 차남 令翊에게 쓰게 한 후 수정하였다.

『書訣』은 圓嶠가 신지도로 이배된 후장남 燃藜室 李

肯翊(1736~1806)에게준작품으로서예원론에대한논의

로부터 시작하여 서예실기·문방사우 선별법·서예논평에

이르기까지다양하고광범위한내용이담겨있으며분량

또한 방대하다. 그는 우선전서와 해서가 晉漢에서, 행서

는 唐에서 그 극치를 발휘한 후 생명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았다. 이에 宋代 이후에 古意를 간직한 진정한 서예가

는 없었다고 안타까움을 피력한다. 그리고 그 방안으로

王羲之를전범으로추존하여올바른필법을전하고자하

였다. 唐宋이후의俗筆로흐른서법과아울러조선조서

풍의 문제점을 바로 잡고자 하였으며, 古法에 깃들여진

생명력을회복하고자자연의형태성을유지한篆隷書학

서관을최초로확립하는등서예의근본정신으로返本還

處 함을 저술 목적으로 삼았다.

前篇에서는고려말이래득세한趙孟頫體의柔美鄙陋

하여 근골이 약한 時俗의 글씨를 비판하고, 魏晉의 衛夫

人과 王羲之의 서체가 고고하고 오묘하며, 두루 갖추어

분명해서전범으로삼기에뛰어나므로이들을토대로하

여필획의묘리를얻었음을밝혔다.(李匡師, 앞의책, “唯

王衛之文, 高妙詳明, 卓然可經.”) 後篇은前篇에서상세히

다루지못한부분들을좀더논하였다. 중국의古帖·古碑

에대한논의와金生·孫過庭·黃庭堅·姜夔·米巿·董其昌등

한국과중국의명가들에대한서예비평을실어崇古를기

반으로하여심후하고창경한필의가넘치도록써야한다

(그림 2) 李匡師,
『圓嶠書訣』(보물
제1969호), 1768,
서울대학교 도서관.
Figure 2. Lee
KwangSa ,

『WongyoSeogye
ol』(,Treasure
No. 1969), 1768,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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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체적·자각적인 논평이 실려 있다.

이처럼『書論』출간으로조선서예사에이론적중추가

확립되었고, 최초로 첩학과 비학 겸수의 서예 지평이 열

렸다. 圓嶠는 당시의 조선조 서풍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

하면서서예의본질은무엇인가에대한치열한사유와탐

구가담겨있다. 그리고서예원형으로의환본에대한자

각은결국자신만의서예세계를어떻게펼칠것인가라는

자각으로 이어졌고, 이는 중국 서예와는 다른 우리 민족

의독창적서풍을개척하려는창신적심미와예술철학으

로 승화되어 東國眞體를 완성하기에 이르렀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圓嶠의 핵심적 용필법은 衛夫人의

「筆陣圖」와 王羲之의 「筆勢論」에서 얻은 ‘五體一法

論’을 근간으로 한다. 하지만 王羲之 서첩이라고 일컬어

지는 것은사실 원본이 아니라 후대에 모사해 전해진 것

이기에이를모사한서가에따라그眞美가각기다를수

밖에없다. 圓嶠는오체의필의는서로다를지라도각서

체에일관하는필법은하나로관통하므로전·예서의필획

과 결구가 지닌 특성을 먼저 익힌 후 이를 해·행·초서에

적용시켜야한다고말한다. 그대안으로천지자연의기운

이 서려있는 전·예체의 「石鼓文」,「禮器碑」,「受禪表

碑」등을 학습하면 획을 운용할때 여러 번轉折하며 구

불구불하게써내려가는佶屈宛轉한活物的필세를얻어

무궁무진한변화를표현할수있으므로이러한비첩의학

습을 통하여 古法을 연마할 것을 제시하였다.(李匡師, 앞

의책, “羲之遂改本師, 仍於衆碑學習. (...) 石鼓文禮器受禪

諸碑, 此意最著”)

古碑의획과결구는자연의움직임을재현하고천연의

순수함이 남아 있었다. 이는 후한의 蔡邕(132~192)이 그

의 서론에서, “무릇 글씨라는 것은 자연으로부터 비롯된

다. 자연이 이미 존재하므로 음양이 나왔다.”(蔡邕,『九

勢』, “夫書肇于自然, 自然旣立, 陰陽生焉.”고 언급한 정

신과맥을같이한다. 즉서예가형태뿐아니라심미추구

까지도 자연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인간과 자연의 조화

와합일에서비롯한활발한생명의기세가陰陽對待를이

루며 생동감있게 표현됨으로써 창조된다고 여겼다.

이와같이圓嶠는살아요동치는서예미를중요하게여

겨생명체와똑같이운동하는글씨를형상화하려하였고,

서예에 생명성의 구현을 최고가치로 여겼다. 이에 획을

살아있는 活物에 비유하기도 하였다. “획은 살아있는 것

이고, 운필은 행동하는것이다. 살아있는것이죽지않는

다면반드시꿈틀거리며굽히고펴면서일찍이가만히있

지를않는다. 행동한다는것은사람, 벌레, 뱀할것없이

그형세가한결같이꼿꼿하게똑바로누워있는것과는다

르니이는대개자연스러운천기의조화이다.”(李匡師, 앞

의책, “畫者活物也. 運筆者行動也. 活物不到僵, 則必蠢動

伸屈, 未嘗徒直而已. 行動者無論人物蟲蛇, 其勢固異於正

然直臥, 此蓋自然之天機造化也.”) 또한, 서예는살아움직

이는것을귀하게여기며, 살아움직이는것은정해진형

태가 없다.”(李匡師, 앞의 책, “書法貴生活, 生活則無定

態.”)고 보았다. 즉 서예의 생명성은 無定形의 변화로 전

개되며 그것이 서예가의 천부적인 천기조화로 발현된다

고 보았던 것이다.

圓嶠가당대의문학비평용어인天機를서예에인용한

것은당시筋氣없이비루해져버린서풍을개혁코자함이

다. 天機는 본연의 순수한 마음을 회복하고 주체적이고

개별적인 특성을 한껏 드러낼 수 있는 개성을 의미한다.

그러기에圓嶠가말하는天機는인간의眞性이라는측면

에 보다 가깝다. 획과 운필을 끊임없이 유동하는 活物과

行動의생명체로비유한것인데, 서예는살아있는活物의

行動이기에 주체적인 眞性을 다양한 형세로 자연스럽게

표현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圓嶠가書勢의다양한蠢動屈伸과貴生活, 無正

態를 언급한 것은 기존의 규정화된 서법과 격식 위주의

書奴的이고擬古的서풍에서배제되어왔던天然的·野逸

的사유의직관을회복하여活物로써의필획의생명성과

변화성을재조명하고인식시키고자함이다. 이로보아圓

嶠가생각하는서예의절대기준은인위적기교를부리지

않고 천기조화의 무궁무진한 변화와 풍부한 심미감성을

통해근골이살아있는역동적인서예가자연스럽게펼쳐

지는 淳樸古拙한 古法에 두었음을 알 수 있다.

Ⅲ. 圓嶠 書藝의 美學的 특징

1. 蒼勁拔俗의 嚴密美

서체 학습에 관한 圓嶠의 인식은 魏晉의 전·예를 기

본적으로 연마하고 이러한 필법을 해·행·초에 접목해야

한다는 유기체적 인식을 하였고, 서예의 완성은 結構에

서 완성된다고 보았다.

“글자는 획법을 근본으로 삼으며 결구에서 완성되

니 비록 필의를 터득했다고 할지라도 결구가 천박

하고 속되면 역시 부족하다고 설명한다.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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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올바른글씨가아니고다만점과획을터득했

을뿐이라고말한다. 이는좋은재목을위주로집을

짓는것과같으니비록좋은재목이있어도집의구

조가천박하고비루하면이역시큰집을완성하지

는 못한다.(李匡師. 앞의 책, “字以畫法爲本, 以成於

結構. 雖得畫意, 結構卑俗, 亦不足稱. 故曰此不是書,

但得點畫也. 是猶作室以材木之美僞主. 雖有美材堂

搆淺陋, 亦不成巨室也.”)

점과 획을 집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재목으로, 결구를

좋고큰집의완성으로비유하였다. 물론제대로된집을

지으려면좋은재료와실력있는건축가그리고이들의조

화와성심을통한집의완성으로귀결되어진다. 이들중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음이 없으나 결국서가는 재료

와 서법, 그리고 文氣를 바탕으로 한 개성적 심미의경을

통해 작품의 완성을 지향한다. 그러므로 결구는 지극히

엄밀한근골을유지하면서왕성한기세의蒼勁함으로淺

陋한 俗氣를 없애야(蒼勁拔俗) 자연의 원리에 맞는 획법

을 통해 드러나고, 드디어는 天機를 여지없이 발산할 수

있다.

“대개 結構는 嚴密함을 體로 하고, 기울어진 듯

통하고무성하며빼어난것으로用을삼아그蒼勁

함으로 俗氣를 제거해야 한다. 그러므로 비록 스스

로 크고 넓으며 초월적인 오묘함을 지니고 있다고

할지라도실제로는지극히嚴密해야한다.”(李匡師,

앞의 책, “夫結構以嚴密爲體, 以欹疏鬱拔爲用, 以其

蒼勁拔俗. 故雖自有宏闊軒脫之妙, 實則至嚴密.”)

결구가지극히엄밀해야함은바로근골이굳건한필획

으로 천기조화의 오묘함을 표현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

는轉折하며구불구불하게써내려가는佶屈宛轉한活物

的 필세를 통해 다양한 변화미를 구사함을 의미하며, 圓

嶠는 이러한 佶曲法의 학습모델로 周나라 때의 전서인

「石鼓文」, 漢의 대표적 예서인「禮器碑」, 魏 원년의

예서인 「受禪表碑」등의 전예 획법을 들었다.

(그림 3)은 圓嶠의 「五言律詩」 중 일부를 예서로 쓴

작품이다. 그는자연물의조형은반듯하거나똑같은형태

가없으므로方正하고均整한결구의조형은옳지않으므

로三過折筆을통해생명성을부여해야한다고주장했다.

이 작품은납작한 결구의漢隷 八分에 비하여 획법과 결

구에서 曹魏 시대의 衛覬가 쓴「受禪表碑」필세가 느껴

진다. 필획은凶險鬱拔하여과감하고웅장하면서도, 길곡

한 운필이 춤을 추듯 순박함이 넘쳐 천진함을 드러낸다.

또한결구는갈고리의끝부분을통해鐵과같은嚴密함을

강조하였고, 파책은蠶頭燕尾의형세가날아갈듯두드러

지게 표현되었다.

이처럼剛勁하면서도佶屈의변화를준이유를圓嶠는,

“붓이 가볍게 지나가면 근골로써먹이 종이에 깊게 스며

들지 않을까 염려되어 굽히고 펴고 꺽는등의 변화를 주

었고, 느리게 운필하여 힘이 남음이 있으면 밖으로 드러

나는 화려함을 함축하고 그 근골을 씩씩하게 표현할 수

있다.”(李匡師, 앞의 책 後篇, “猶恐筆輕過墨不深入, 以筋

骨不入. 故屈伸宛轉, 所以令運筆遲緩, 以方有餘, 得以含蓄

外華, 壯其筋骨也.”)며철저히전예중심의서예관을확립

하였다. 이런 사유는 궁극적으로 서예란 자연의 이치를

담아 글씨를 써야 하며, 蒼勁拔俗한 엄밀함을 통해 천기

조화의역동성과생명성을발현해야함을강조한것이다.

2. 萬毫齊力의 陽剛美

圓嶠가『書訣』을저술하게된직접적동기는重形似

에 치중한 필법 구사와 기교만 난무하여 근래에 명가의

서맥이 끊어진데 대한 원인 분석과 偃筆의 습속에 젖어

비루한時俗을따라가는잘못된운필법에대하여올바른

방향을 제시코자 함이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萬毫齊

力’의 운필법을 제시하였다.

“옛 사람들의 필법은 篆隷로부터 모두 필관을 곧

게 세우고, 毫를 바르게 펴서 글씨를 쓰므로 ‘모든

붓끝이 가지런히 힘을 모으게 하여(萬毫齊力)’ 한

(그림 3) 李匡師,
『散懷帖』일부.
Figure 3. Lee
KwangSa ,

『SanhoeCheop』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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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 안에 위와 아래, 안과 밖의 끊어짐이 없게 하였

다. (...)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말 이래로 모두 필관

을비스듬히잡고편봉으로글씨를썼으니획의위

와왼편은붓끝이발라가기때문에먹색이짙고미

끄러우며, 아래쪽과오른쪽은毫의중심이지나가기

때문에 먹색이 묽고 껄그러우니 모든 획들이 한쪽

으로 치우치고수척해서완전하지못하다.”(李匡師,

앞의책前篇, “古人筆法, 自篆隷皆直管伸毫而書, 使

萬毫齊力, 一畫之內, 無上下內外之殊, (...) 吾東則麗

末來, 皆偃筆端書, 書之上與左, 毫銳所抹, 故墨濃而

滑, 下與右, 毫腰所經, 故淡而澁, 畫皆偏枯不完”)

필관을 바로 세우고 萬毫齊力으로써 필세가 연결되

어陽剛美를발현해야비로소서예는생기발랄한活物

이된다. 그러므로용필은 筋骨을근본으로삼아야하

는데 편봉으로 기교만 부리며 써 나가니 血肉만 넘쳐

모든 획들이 불완전하다고 여겼다. 이는 圓嶠가 지적

했던근세의 ‘情을따르고道를저버리는데서온(緣情

棄道)’ 폐단이며, 기본적으로 글자를 이루는 기본적인

원리를 제대로 터득하지 못함에서 비롯된다.

이에 대해 圓嶠는 萬毫齊力을 제시했는데, 필관을

바르게 세우고 제대로 운필한다면 온후하고 예스러우

며질박한형태가획의표면에넘치게된다(李匡師, 앞

의 책, “溫厚古質之態, 溢於畫面.”)고 보았던 것이다.

“집필할때는필히筆管을바르게세워야한다. 비

록 획이 그 끝 및 굴절된 곳이라 할지라도 조금도

기울어지게잡아서는안된다. 매번획을운용할때

는반드시毫를펴서붓을대어마치예리한칼로써

가로자른것처럼하여필획이조금이라도군더더

기가끼는누를범하지말아야한다. 붓을단단히다

져필봉이종이를뚫고자할것처럼운필하되, 붓이

앞서고손이그뒤에온다는생각으로써손이붓의

뒤를 따라야 한다.”(李匡師, 앞의 책, “執筆必正堅.

雖畫末及屈折處, 不可少側. 每起畫必伸毫下之, 如以

利刀橫削, 毋令微有贅累. 堅築筆欲透紙乃行, 令筆先

手後意以手從筆後.”)

唐代褚遂良은『論書』에서, “용필은마땅히錐劃沙와

같게 하고, 印印泥처럼 해야 한다.(用筆當如錐劃沙, 如印

印泥).”고 강조하였다. 錐劃沙는 송곳으로 모래바닥을 그

어가듯이써내려가는것이고, 印印泥는진흙에다도장

을콱콱박아나가듯이기운생동한陽剛美를통해필세를

펼치는 것이니 이는 좋은 필력을 얻었음을 의미한다. 圓

嶠는, “필력이좋다는것은骨氣가많다는것이고, 필력이

좋지 않다는 것은 살이 많음을 말한다. 골기가 풍부하고

살이 적은 글씨를 ‘筋書’라 하고, 살이 많고 골기가 적은

글씨를 ‘墨猪’라한다. 힘이넘치고근기가풍부한글씨를

‘聖’이라 하고, 힘도 없고 근기도 없는 글씨는 ‘病’이라고

한다.”(李匡師, 앞의책, “善筆力者多骨, 不善筆力者多肉.

多骨微肉者謂之筋書, 多肉微骨者謂之墨猪, 多力豊筋者聖,

無力無筋者病.”)고 하였다.

이와같이圓嶠가서법에서筋書를언급한것은그것이

좋은 필력을 얻는 방법이며 이는 곧 필세로 연결되어 최

고의 본질을규정하는 독자적인가치인 ‘聖’의 경지에도

달하는 근본원리이기 때문이다. 또한 柔麗姸媚만을 추구

하며근본없이道를제대로알지못하고제멋대로휘둘러

‘緣情棄道’적폐단에 빠져버린당대 서단에 대한 경고로

써, 서예의필수요소인筋骨이살아있는운필법으로변환

을도모하기위해서는溫厚古質한魏晉서체가그전범임

을 강조했던 것이다.

(그림 4) 海南 大興寺 「大雄寶殿」 현판은 운필에서

圓嶠특유의三過折筆과佶屈宛轉이라는두가지서법이

적절히 활용된 행서이다. 이 현판에 대해서는 재미있는

일화가전한다. 秋史金正喜(1786~1856)가 1840년(헌종 6)

제주도로귀양가는길에대흥사일지암에기거하고있는

草衣禪師(1786~1866)를 만나기 위해 들렀다가 李匡師가

쓴현판을보고조선의글씨를다망쳐놓은것이圓嶠인

데어찌그가쓴달아놓을수가있는가라고혹평하면서

현판을 내리게 하고 자신이 직접 대웅보전의 현판을 써

(그림 4) 李匡師, 대흥사 「대흥보전」 편액.
Figure 4. Lee KwangSa, Daeheungsa

『DaeHeungBoJeon』 Sign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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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었다. 이후 秋史는 유배지에서 느낀 성찰과 깊이로 자

신을 되돌아보고 더욱 정진하여 秋史體를 완성하였다. 9

년여의유배생활을마치고돌아가는길에다시대흥사에

들른秋史는圓嶠서예에대한가치를재인식하고자신의

아집과무례함을사과하며圓嶠의글씨를도로달도록하

였다.

이작품의 ‘大’자는왼쪽아래로털어내는긴삐침인掠

劃에서一劃三過法을적용하여자형을비틀고기운을모

아위로올렸고, 桀劃은물결모양으로오른쪽아래로끌

어당겼는데갈고리와파임이꿋꿋하고당당한古隷필의

가느껴진다. 그리고결구에서는안정적인음양대대의대

비가 이루어지게 하는 등 변법을 통해 질박한 생명력을

불어 넣어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서예가 지닌 活物의 정

신이天機와결합하여萬毫齊力의險勁한근골필세로발

현되어 圓嶠體의 정수를 보여주는 秀作이라 할 수 있다.

3. 盡力推展의 生命美

活物로써의서예를쓰기위한획법은圓嶠가가장관심

을기울여온서론이다. 『書訣』에는전편과후편에걸쳐

획에 대한 중요성이 꾸준히 언급되고 있다. 圓嶠가 강조

한천기조화로쓰여진글씨도바른획법으로쓰여야만그

형태가 가진 정신이 올바로 표현될 수 있으며 나아가 생

명미가 드러나는 역동적인 서예 작품이 창출될 수 있다.

그는바르게획을긋는네가지요결을밝혔다. 첫째는

뜻을 여유롭게 하고 붓은 긴밀히 잡되 느리게 움직이는

것을귀하게여기는것이고, 둘째는힘을다하여붓을밀

어 펼쳐(推展) 획의 굳셈을 귀히 여기는 것이다. 셋째는

큰 획과 작은 획을섞어 사용하여 음양대대를 이루는 것

이고, 네째는팽팽하게곧은획과굽은획이서로섞여야

한다는것이다.(李匡師, 앞의책後篇, “一要意裕筆緊而貴

遲, 二要盡力推展而貴勁, 三要大畫小畫相雜, 四要絚直屈

曲相間.”)

圓嶠의 용필법은 이렇게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운필법은밀어서펼치는획법인推展法이다. 역

동적인획이서예의기본이라고생각한圓嶠는근골이깃

든 획을 쓰기 위해서는 推展法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붓을 밀어펼치기 위해서는 먼저 붓을 긴밀히 잡고 느리

게움직여야한다. 그는붓의느린운필을강조하여빠르

게 운용함을 자랑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고 경고한다.

“내가 젊었을 때 행서와 초서를 쓸 때에는 반드시

회오리바람이 불고 소나기가 내리는 것처럼 써서

한 번 글씨를 쓰면 千字를 써 내려 갔었는데, 이는

무리들에게한껏과시하여현혹시키기에만족할뿐

이니 보는 자들이 어찌 모든 걸 분간할 수 있겠는

가?근래에는병풀글씨를쓸때에도역시느리고천

천히 운필함을 주로 하고 쫓기듯 쓰지 않는다.”(李

匡師, 앞의 책, “余少時作行草, 筆如飄風驟雨, 落筆

千言. 是徒足以夸眩, 觀者豈能盡分. 近來作屛障書,

亦主遲緩不追”)

圓嶠가遲緩하게운필할것을강조한것은평정심을

유지하며推展法으로근골을유지하며굳센획을구사

하여생명력있는활물을이루고자함이다. 활물로서의

획이란 屈伸하면서도 굳건하고 윤기가 있어야 한다.

한편, 推展에덧붙여획을그을때시종일관힘을균

일하게 사용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즉 五體一法論에

의거하여 모든 운필에 있어서 획의 중간에서는 힘을

가하다가처음과끝부분을가볍게처리하거나처음과

끝 부분에 힘을 쓰면서 중간부분을 가볍게 처리하는

것은 뽑아서 치켜든 획이 되어 정도가 아니라고 보았

다.(李匡師, 『書訣』後篇下, “若或用力於中間, 而輕於

始終. 用力於始終, 而輕於中間, 同爲抽拔之劃, 非正道

也.”) 그러므로운필할때획의모양에따라힘의경중

을 조절하는 것은 道에 맞는 획이 아니며, 어느 한 부

분도 소홀하지 않고 일관되게 힘을 주어 가하여야 하

는 것이므로 推展法은 지극히 정심한 묘리이다.(朴進

卿, 『李匡師 書藝의 生命美學思想 硏究』, 成均館大

碩士學位論文, 2014. pp. 74~75 참조)

(그림 5) 李匡師,
「五言詩八曲屛」 중
6폭, 72×38cm,
한빛문화재단.
Figure 5. Lee
KwangSa,

「5eonsi8gogbye
ong」6th, Hanbit

Cultural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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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는 圓嶠가 추구하는 자유분방한 장법과 盡

力推展의 용필법으로 자연의 물상과 같이 生生活潑한

생명미를 신묘하게 보여주고 있는 행초서 작품이다.

행서와 초서는 자신의 독창적 서풍이 가장 강하게 구

현한 서체인데, 王羲之에 바탕을 두면서도 이를 自得

하여 고유의 필치를 드러내고 있다.

圓嶠는 초서를 배우려면 모름지기 앞에서는 완만하

게 하고 뒤에서는 급하게 해야만 글자의 형세가 용과

뱀이서로갈고리처럼얽힌듯이끊이지않게하고, 획

이 크기가 한결같지 않도록 해야 한다.(李匡師, 앞의

책 前篇, “若欲學草書, 又有別法. 須緩前急後, 字軆形

勢, 狀等龍蛇相鉤連不斷. 仍須稜側起復用筆, 亦不得使

齊平大小一等.”)고 하였다.

이작품은전반적으로자연스러운기운이장법과어

우러져 大小·强弱·疾澀·剛柔·瘦肥·遲速·曲直 등의 음

양대대를이루었고, 인위적기교를배제한純粹拙樸한

자기心眞을천기조화를이룬盡力推展의생명미로발

현하여 개성적 神彩가 뚜렷하다.   

Ⅳ. 결 론

   東國眞體의 완성자라고 평가받는 圓嶠 李匡師의 20

세 이후의 삶은 질곡되고 모진 시련의 연속이었다. 圓嶠

는가문의몰락과 23년이라는기약없던유배생활에도지

치지않고자신의가문의가학인양명학과서예에몰두하

였다. 그의 서예론과 예술 창작에서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心·主體心·主體性·主體精神은 양명학자 霞谷 鄭齊

斗의心·性·神觀과상통한다. 그리고白下尹淳의창신적

운필과필의를절대적으로존숭하였고많은예술적영감

을 얻었다.

한편, 唐宋 이후의 俗筆로 흐른 서법과 조선조 서풍

의 문제점을 바로 잡고자 하였으며, 古法에 깃들여진

자연의 생명력과 형태성을 회복하고자 篆隷書 학서관

을 최초로 확립하는 등 서예의 근본정신으로 돌아갈

것을 주문하면서 유배지 신지도에서 서예이론서인『圓

嶠書訣』을 집필하였다.

圓嶠의 미학사상은 양명학의 心眞을 근저로 하는 ‘蒼

勁拔俗의 嚴密美’, ‘萬毫齊力의 陽剛美’, ‘盡力推展의 生

命美’로 전개된다. 圓嶠의 핵심적 용필법은 衛夫人의

「筆陣圖」와 王羲之의 「筆勢論」에서 얻은 ‘五體一法

論’을 토대로 孫過庭·姜夔·米巿·董其昌 등의 이론을 일

부 수용하고, 活物로써의 서예의 생명성이라는 자신의

주체적인 서예 미학을 융합하여 궁극적으로 俗陋를 제

거하여 생명체와 똑같이 살아 움직이는 글씨를 도모하

고 自得하여 고유의 필치를 운용하였다.

그는 후대 서가들에게는 변형된 帖學 학습에서 오는

오류를 극복하고, 서예의 올바른 필법을 구사하기 위해

서는 자유로운 조형과 생기가 있는 筋骨 畫意를 서예

의 관건으로 인식하고 기운생동하면서도 지극한 천지

의 아름다움이 있는 篆隷 古碑의 연마를 제안하였다.

생기가 있는 획이란 획의에 三過와 佶曲하는 가운데

‘蒼勁拔俗하여 자연스럽게 天機가 스며들고, 필묵은 萬

毫齊力의 推展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그리고 意趣와 手

藝가 합치될 때 비로소 획은 온전하게 생명력을 드러

내며 천지와 조화를 이루게 된다. 이렇듯 험경한 근골

의 획의를 강조하였고, 결구의 형태에 있어서 고정불변

하지 않고 生生不息하면서 새롭게 변화하는 천지자연

의 역동성과 음양대대의 천기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서예심미는 三過折筆과 佶屈宛轉, 萬毫齊力과

推展去 등의 필법이 뒷받침되어 筋骨과 神氣로써 神彩

를 드러내었고, 우리 민족 고유의 독창적 필세와 필의

를 추구하고, 천연의 眞性을 드러내며 活物로써의 생명

력 넘치는 法古創新的 서체인 '圓嶠體'로 발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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