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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 論

운림 예찬(雲林 倪瓚, 1301∼1374)은 몽골족에 의하

여 지배받았던 元末의 黃公望, 吳鎭, 王蒙과 더불어 4대

가 중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倪瓚의 예술세계와 藝

術思想은 中國 藝術 思想의 특성을 잘 드러내어 주고

있다. 그의 사상과 文人畵 세계를 살펴보고 元末의 時

代的, 精神的 混亂期에 스스로의 體驗 속에서 이루어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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雲林 倪瓚의 思想과 그의 文人畵 境界

Unlim Yechan’s Thoughts and his literati paintings land

권윤희

Kwon Yun Hee

요 약 예찬은 중국 원말 사대가의 한 사람이다. 그는 이민족의 지배를 받은 시대적인 環境下에서 자신의 독특헌 예술

세계룰 구축하였다. 그의 화론인 胸中逸氣는 동양 전통사상인 儒,佛,禪의 영향으로 이루어진 정신적인 산물이다. 逸氣

思想은 道家的인 淸淡이나 虛無, 無爲思想의 영향으로 文人 士大夫 사이에 일어난 자연에 대한 새로운 자각이다. 이는

세속을 초월하여 일어났으며 남종 文人畵의 이론적인 토대가 되었다. 倪瓚의 逸筆은 胸中의 逸氣를 그리는 방법이다.

이는 그가 오랫동안 노력하고 실천한 가운데 얻어진 문인화 경계이다. 倪瓚은 생활의 체험 속에서 깨달은 禪의 悟境으

로 詩書一體, 詩禪一致의 높은 경지를 실현하였다. 그의 예술정신은 흉중일기로 대변되는 脫俗遠塵, 一所不住의 高踏,

詩書一體의 높은 경지를 표출하였다. 이를 통하여 그는 元末 明初의 화단에 독창적인 文人畵 세계를 구축하였다.

주요어 : 예찬·문인화·청담·逸筆·시화일체

Abstract Ye-chan(倪瓚) is one of the four great masters of the Yuan. He built his own unique art world under 
the rule of the times under the rule of immigrahts. His theory of painting, i-ch`i(逸氣) in the heart, is a 
spiritual product made up of the influence of traditional oriental thoughts such as Confucian scholar(儒), 
Buddhism(佛), and Zen Buddhism(禪). The i-ch`i is a new awareness of nature that has arisen between literary 
noblemen(文人士大夫) under the influence of freshness(淸淡), emptiness(虛無), non-action(無爲). This is beyond 
the mundane world and became the theoretical basis for literati painting. The i-pi(逸筆) of Ye-chan is a method 
of drawing the i-ch`i in the heart. This is the boundary of his literati painting obtained through his long efforts 
and practice. Ye-chan realized the high ground of unity of poem and calligraphy(詩書一體) and unity of poem 
and Zen(詩禪一致), which he realized in his daily life.His artistic spirit expressed the high level of staying 
away from being clean(脫俗遠塵), doing not stay in one place(一所不住), and unity of poem and calligraphy(詩
書一体). Through this, he built a unique world of literati painting in the Art World of the late Yuan and early 
Ming dynasty.

Key words :  yechan·literati paintings·freshness·the ipi· unity of poem and calli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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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藝術思想의 형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의 風格과

意境의 미학을 통하여 文人畵 세계의 진정을 考察하고

자 한다. 이를 통하여 文人畵 미학의 심미경계에 담긴

정신과 가치를 살펴봄으로써 바람직한 문인화 미학의

예술세계를 계승하고자 한다.

Ⅱ. 문인화 정신경계

文人畵는 繪畵라는 커다란 영역에서 인위적인 개념

을 가지고 분화된 개념의 영역이다. 文人畵는 오랜 세

월에 걸쳐 畵品과 人品을 同一視하면서 조형의 형식이

나 양식을 초월하여 정신을 표현한 일종의 寫意畵이다.

文人畵란 문인이 그린 그림이다. 문인은 신분이나 외

형에 의한 일률적인 분류보다는 가슴속에 흉중구학을

가진 문화인이다.( 졸고, 「문인화 심미의 전제와 그 기

제」『서예학연구』25호, 한국서예학회, 2014. p.177∼

178) 이들은 대부분 문학적인 흥취가 가득한 品格과 思

想을 지니고 있다. 그림을 그리고 餘白에 자신의 繪畵

觀과 작품에 대한 動機, 畵論 등의 題跋이 詩書畵가 되

며 그들의 개성으로 드러난다. 文人畵는 매란국죽의 四

君子나 혹은 松柏蓮 기타의 자연대상물로 드러나나 정

해진 소재는 없다. 文人畵가 회화 양식의 하나로 여겨

지는 것은 文人畵 속에 담긴 문인의 精神美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文人畵의 사상적인 기초는 道家와 禪宗의 정

신세계에 있다.

중국의 근대 미학자인 陳衡格(1876∼1923)은 “文人

畵란 그림에 있어 문인의 성질을 띤 것이 있고, 문인의

취미를 담은 것이 있으며, 그림 밖으로 문인의 감상이

많아 나타나 보인다면 이것이 文人畵이다.”고 정의한

바 있다. 또한, 그는 “文人畵의 요소는 첫째가 人品, 둘

째가 學問, 셋째가 才情, 넷째가 思想이라 하여 이를 모

두 갖춘다면 이에 능하여 잘 그리게 될 것이요. 대개

藝術로 되어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느끼게 하며 정신으

로서 서로 응하게 한다. 이와 같이 느낌과 精神이 있은

然後에야 능히 사람을 느끼게 하며 스스로도 느께게 된

다.”(陳衡格, 『中國 文人畵 硏究 』, “文人畵之要素 第

一人品 第二學問 第三才情 第四思想 具此四者 乃能完

善 蓋藝術之爲物 以人感人 以精神相應者也 有此 感想

有此精神 然後 能感人而 能自感也”)”고도 하였다.

또한, 그는 “문인화는 곧 그림 중에 문인의 성질을

띄며 문인의 취미가 포함되어야 한다. 글 중에서 예술

을 공부하는 것에 있지 않고 반드시 그림이 겉으로 문

인의 감상이 드러나야 한다. 이런 것들을 일컬어 文人

畵라 한다.”(陳衡格, 『中國 文人畵 硏究 』, “何謂 文人

畵 則畵中帶有文人之性質 含有文人之趣味 不在書中考

究藝術上之工夫 必須畵外看出許多文之感想 此之所謂文

人畵)”라 하였다.

文人畵란 어떤 구도나 소재에 국한되지 않는다. 문인

은 학문의 탐구를 우선해야 한다. 文人畵의 格과 香은

선비정신에 입각한 학문에 있다. 이는 삶이 예술과 融和

되어 표출될 때에 비로소 진정한 文人畵라 할 수 있다.

文人畵는 학문적인 바탕을 가진 風流才士들이 시흥

에 겨워서 가얏고·거문고와`어울려 자연과 物我 一體되

어 胸中의 逸氣를 표현한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이에 비하여 狹義의 의미로 文人畵는 繪畵의 개념

중 彩色 槪念까지 포함된 繪를 빼고, 畵가 곧 문인화에

해당된다. 畵는 수묵이 위주가 되며 획의 의미도 포함

되어 있다. 또한, 문인화는 기법상으로는 寫意를 그 특

징으로 한다.

Ⅲ. 倪瓚의 생애와 사상

1. 倪瓚의 생애

倪瓚은 몽고족이 지배하던 원말의 문인화가였다. 당

시 예술은 피폐되었고 선비나 학자 또한 매우 輕蔑을

받았던 시기였다. 그러므로 그들의 思想도 점점 소극적

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이러한 思想은 隱然중에 繪畵속

에 나타나게 되었다. 학식이 있는 高人逸士들은 스스로

깊숙이 隱遁하고 산림 속에서 승려들과 같이 더불어 그

들의 사상을 宗敎, 信仰에 의지하여 정신적인 위안을

얻는 경향이 있었다. 이로 인하여 道敎는 강남지방에서

성행되었다. 이러한 소극적인 現實逃避의 道敎 精神이

특히 元末 4 대가에게는 더욱 심하였다. 元代의 소주지

방은 몽고족에 대한 반감도 컸기 때문에 항주와 더불어

文化中心地가 되었다. 趙孟頫와 李衎 등의 墨竹畵에서

볼 수 있는 竹石의 평형대칭의 구도는 소주에서 발흥하

였다. 원대의 소주화파의 文人畵風은 명대로 이어지게

되었고 동기창의 南宗文人畵論을 제기하게 되었다.

소주는 장강과 대운하와 연결되어 교통이 발달하고

화가들의 집합지가 되었다. 여기에서 미불·정사초·趙孟

頫·黃公望·倪瓚·蘇軾등이 주로 활동하였다. 이들은 대부

분 南宋代의 院體畵風을 부정하는 것이 主流였다. 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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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있어 元代의 89년간은 경제적으로는 침체의 시기

였다. 이민족의 지배와 통치로 인하여 文人들의 反抗

및 逃避的인 態度가 顯著하여 원대의 文人畵를 배태시

키는 주된 原因이 되었다.

倪瓚은 세상일에 어두워 倪迂라고도 불리웠다. 조상

들은 벼슬은 하지 않았으나 할아버지 때는 상업으로 상

당한 富를 누려 大地主라 불렸다. 아버지는 4살 때 돌

아가서 큰형 文光의 보살핌으로 자라게 되었다. 그는

독서를 좋아하며 시를 짓는 것을 좋아하여 당대의 유명

한 시인인 虞集·歐陽元등과 같이 문명을 떨치었다. 그

는 方塔 모양인 淸閟閣이란 누각을 지어 法書·名畵·鐘

鼎·銅器·名琴·禮記 같은 骨董品을 수장하기도 하였다.

사계절 화초를 심고 뜰 앞에 아름다운 庭園이 雲林같다

고 하여 아호도 雲林이라 하였다. 그는 淸閟閣에서 당

대의 명인들과 교유하고 淸淡을 하면서 悠悠自適하였

다. 그는 그의 생활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붓끝이 자유로이 화폭에 펼쳐지니 내 마음속의 생

각이 생동함에 이르네. 향을 사르며 붓을 희롱하면서

여생을 마치고 싶어라. 창문 앞의 대나무는 이끼 낀 바

위에 기대어선 채 쓸쓸히 찬비를 맞으며 저녁에 날이

개이기를 기다리고 있네”(逸筆縱橫意到生 燒香弄翰了餘

生 窓前竹樹依苔石 寒雨蕭條待晩晴)

倪瓚은 宋代의 서화가인 米芾의 인품과 학식을 崇尙

하였다. 그는 海嶽翁書畵軒齋라는 齋閣을 짓고 미불의

像을 새겨서 奉安할 정도였으며 성격도 米芾과 흡사하

고 결벽증이 심하였다. 한번은 그의 집에 손님이 와서

하룻밤 묵으면서 밤에 가래침 뱉는 소리가 들려 다음

날 아침에 하인에게 그 가래침의 흔적을 찾아보라 하여

하인이 거짓으로 창밖의 오동나무 잎사귀에 있다 하니

그 오동나무 잎새를 잘라내어 멀리 던지라고 하여 하인

은 그 오동나무 잎새를 멀리 던졌다는 일화가 있다. 이

는 그의 결벽증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일생동안 淸高한 생활을 하면서 속된 것을 멀

리하였다. 부귀한 사람이나 속인들과의 접촉도 피하였

다. 한번은 吳王 張士誠의 동생인 張士信이 倪瓚의 그

림을 좋아하여 사람을 보내어 비단에 그의 그림을 그려

달라 하며 많은 돈을 보내왔다. 그러나 그는 매우 노하

면서 내가 황실의 畵士가 될 수 없다 하면서 비단을 찢

어버리고 돈도 되돌려 보냈다. 그 후 張士信이 많은 문

사들과 太湖에서 놀게 되었는데 작은 배에서 기이한 향

이 올라 살펴보니 그가 倪瓚으로 그를 죽이려 하였다.

그러나 많은 문사들이 이를 말려 倪瓚을 매질을 당하였

어도 비명소리 조차 내지 않았다는 일화가 있다.

그는 性情이 敦厚하고 義俠心이 매우 강하여 困窮한

사람을 도와주기를 좋아하였다. 그의 스승인 王文友는

늙어서 자식이 없어 倪瓚은 스승이 세상을 뜰 때까지

봉양하였다. 그가 별세한 후에도 禮를 다하여 장례를

치러주었다. 그는 부유하여 부역과 세금으로 혼란스럽

자 자기의 전 재산을 모두 친구들에게 나누어주었다.

그리고 어머니와 아내를 데리고 五湖에 배를 타고 들어

가 30여 년을 절강성 일대를 舟遊하며 隱居하였다. 이

로서 그는 홍건적, 장사성의 難을 피할 수 있어 先見之

明이 있다는 평을 듣고 있다.

倪瓚은 집을 버리고 隱遁生活을 시작한 이래 宜興·

常州·吳江·湖州·嘉興·松江 일대를 주유하였다. 그는 太

湖 주변에 작은 집을 세내어 살면서 蝸牛盧라 하였다.

이곳에서 世俗의 번거로운 일을 잃어버리고 오로지 繪

畵에 뜻을 두어서 예술의 성취가 더욱 진보하게 되었

다.

그는 친구를 사귀는 것도 매우 엄격하여 그가 평생

동안 교유한 친구가 적었다. 그는 특히 張伯雨와 가장

친하였다. 黃公望은 倪瓚보다 32세가 많았으나 倪瓚을

위하여 江山勝覽圖를 10년이나 걸려서 그려주었다. 이

그림은 黃公望이 1348년에 그린 뛰어난 그림이다. 또한

그는 45세에 그린 <六君子圖>의 題跋에서 ‘大痴老師見

之必大笑也’라 하여 황망공을 老師라 하여 매우 존경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왕몽은 倪瓚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 王蒙의 그림위에는 倪瓚의 題詩가 많다. 倪

瓚의 <雲林春霽圖>에 왕몽의 題跋이 있어 두 사람의

우의가 두터웠음을 알 수 있다. 倪瓚은 원대 이민족의

통치자에게 지배를 당하지 않으며 氣魄과 절개를 가지

고 살았다. 淸白한 精神을 간직하고 太湖에 隱遁한 것

은 도연명과 같은 高人逸士의 人格이 있었기 때문이다.

2. 예찬의 사상

1)老莊思想

倪瓚의 화론인 胸中逸氣는 동양 전통사상인 儒佛禪

의 영향으로 이루어진 정신적인 산물이다. 道家的인 淸

淡이나 虛無, 無爲思想의 영향으로 文人 士大夫 사이에

는 자연에 대한 새로운 자각과 세속을 초월한 逸氣의

개념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개념이 南宗文人畵의

이론적인 토대이다.



Unlim Yechan’s Thoughts and his literati paintings land

- 422 -

倪瓚의 사상적인 토대는 老子의 無爲思想과 莊子의

遊思想이며 그의 逸哲學이 되었다. 莊子의 이상은 현실

에서 인간의 삶을 藝術的으로 昇化시키는 바에 있다.

장자는 현실의 고통과 여러 부자유로부터의 정신적 해

방을 갈구하였으며 遊로 표현하였다. 이는 人間精神의

放任狀態이며 정신적으로는 진정한 自由 解放 狀態이

다. 束縛과 拘束으로부터의 自由이고 遊戱의 경계이다.

莊子의 齊物論과 老子의 道德經에서 인간의 心齊와

知覺을 느낄 수 있다. 心齊는 마음의 안정을 가르키는

것으로 虛를 말한다. 虛는 情에 이르고, 情은 忘에 달하

고 忘은 無我에 이르게 되는데 無我의 경지에서 知覺을

얻게 되고 純粹한 知覺은 純粹한 美와 통하는 것으로

繪畵가 선경의 경지에 도달할 때 비로서 逸格畵가 된

다.( 金鐘太, 『東洋畵論 』, 一志社, 1980.) 莊子의 자유

해방을 추구는 道家的인 입장에서 隱遁과 自然美의 추

구로 작용하였다. 이는 中國美術思想의 특징으로 文人

畵의 사상적인 지주가 되었다.

2)禪思想

중국의 禪的인 自然觀은 일종의 自然美觀을 强調하

였다. 兩晉과 六朝를 거쳐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隱逸思

想과 淸談思想이 고조되어 禪宗의 導火線이 되었다. 禪

宗은 완전히 현실 인생의 일상생활에서 妙道를 깨우칠

수 있다고 하여겼다. 그들의 자유자재한 生命力은 종교

로부터 현실적인 인생으로 되돌아온 부르짖음이었다.

禪宗으로 전개된 自然觀은 自然美觀을 강조한 것이다.

晉代와 六朝를 거치는 동안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隱逸

思想 및 淸淡의 유행되어 고차적인 정신성을 추구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회화는 色彩的인 것보다 水墨 一色을

추구하게 되었다. 이는 形似를 떠나 主觀的인 세계를

전개시키는 思想的인 背景이 되었다.

禪이란 인간에게 있어 無我의 상태를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관념의 세계를 부정하고 오직 直觀에 의

하여 眞理를 얻는다. 따라서 眞理를 얻기 위하여 禪家

들은 수단으로서 실행에 옮겨 逸格水墨畵의 바탕이 되

었다. 倪瓚은 50세 전후에 禪學에 관심을 가져 그의 詩

속에 ‘아! 내 나이가 벌써 50이 넘어섰으니 玄窓을 빌

려 靜禪을 배우고 싶네’(嗟余百歲强半過 欲借玄窓學靜

禪)라고 하는 것도 이를 보여준다. 고원경은 『雲林遺

事 』에서는 ‘倪瓚은 절을 좋아하여 한번 가면 열흘을

머물렀다 등불을 밝히고 숙연히 앉아 있으면서 때때로

紙筆을 잡고 竹石小景을 그렸는데 객이 그것을 구하면

반듯이 주었다. 한때에 好事家가 그것을 구입할 때에는

가격이 상당하게 되었다.’( 顧元慶,『雲林遺事 』, “元鎭

好僧寺 一走必旬逸 冓燈木榻 簫然晏坐 時操紙筆 作竹

石小景 客求必與 一時好事者購之 價至數金”)다 하며 예

찬을 그리고 있다. 여기에서 倪瓚의 인생관과 哲學觀을

살펴볼 수 있다. 그는 老莊的 道家思想과 神仙思想에

젖어 세속과 인연을 끊은 채 산수 자연 속에서 고상하

고 준엄한 眈美生活로 悠悠自適하였다. 이러한 과정에

서 산수자연이 곧 道의 發現임을 깨닫게 된다. 그는 인

간의 영원한 안식처를 자각하여 집 주변에 산수정원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자적하는 신선이 되고저 하였

다. 따라서 求道의 갈망으로 이름난 名山溪谷의 仙境을

찾아 돌아다니면서 유유자적한 모습을 繪畵를 통하여

담아내게 되었다.

3)도교사상

倪瓚은 30세 전후하여 新道敎(全眞敎)에 가입하였다.

그의 친구인 玄中眞師가 지은 玄門館에서 머물면서 高

靑邱와 虞集과도 교유하게 되었다. 아는 그가 32세에

지은 玄門館讀書有引에서 당시의 생활과 심경을 다음

곽 같이 토로하고 있다

“나의 친구 현중진사는 석산 동곽문에 정사를 세우

고 현문관이라고 이름하여 그윽하고 깨끗하여 맑아서

한가롭게 거처할 만 하였다. 지순 壬申年(1332년)6월 나

는 이곳에서 얼마 동안 묵었는데 세속의 모든 일을 잊

고 마음은 담백한 경지에서 즐겁게 노닐었다. 종일토록

고서와 고인들을 상대하면서 내 육신을 잊고 도와 접하

면서 유연히 저절로 터득함이 있었다. 또 西神山에는

샘이 있는데 맛이 매우 독특하여 보통의 우물과는 달랐

다. 현문관과 이 산과의 거리는 매우 가까워 아침저녁

으로 물을 떠다가 차를 먹기에 충분하였다. 독서하고

도를 연마하는 여가에는 이 물을 마시며 스스로 즐거워

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시를 지어 이 일을 적는다”( 倪

瓚,『玄文館讀書有引 』, “茶友玄中眞師 於錫山東廓門

立精舍 名玄文館 幽潔敞朗 以爲閑處 至順壬申歲六月

予萬是兼旬 謝絶塵事 遊心淡白 淸晨櫛沐竟至終日與古

人相對 形忘道接 翛然自得也 又西神山有泉 味甚甘冽

異於常水 館山相去不五里 得昕夕取泉 以資茗? 讀書硏

道之暇 飮水自樂焉 乃賦詩記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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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逸氣論

자유 해방이라는 精神의 無限한 可能性을 추구하는

것이 逸이다. 逸은 근엄하고 정세한 그림의 경지가 아

니라 일상적인 회화세계에서 超越된 自由解放의 遊戱

를 통하여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는 莊子의 逍遙遊

와도 통한다. 逸은 水墨畵의 표현재료에 의하여 이루어

질 수 있는 水墨美學의 경지이다. 따라서 주로 표면적

인 형사에 의하여는 얻을 수 없는 경지이다.

倪瓚이 말하는 逸은 장언원이나 황휴복이 말하는 일

과는 그 뜻이 다르다. 장언원이나 황휴복이 말하는 일

은 筆墨이 간결하여 자연스럽게 傳神하는 것이나 倪瓚

은 화가의 기질과 감정이 필묵을 통과하여 화면 위에서

표현된 것이다. 倪瓚이 말한 필묵은 필묵기교의 서정적

인 공구이기 때문에 그의 逸筆은 당연한 逸氣가 된다.

따라서 그의 繪畵思想은 본질적으로 浪漫主義로부터

表現主義로 향하였다. 黃公望을 스승으로 부르고 그의

그림을 格이 높다 하였다. 그러나 明代 이후는 黃公望

보다 유담한 화격이 오히려 낫다는 평을 얻게 되었다.

또한, 득의 자연을 추구허였다. 즉 自然을 터득함으로써

逸에 다가갈 수 있다고 여겼다. 손의 기술이 아닌 畵家

의 진정한 철학사상과 수련이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物我의 경지를 초월하여 最高의 경지인 神格에서 존재

하게 된다.

倪瓚은 簡으로 逸을 삼았으며 神格·妙格·能格에서

상승된 개념이 逸이다. 個性的인 작품의 예술성은 氣로

부터 창출된다. 또한, 이는 육조시대의 傳神槪念으로 발

달하여 謝爀의 氣運生動理論으로 정립되고 중국 繪畵

史에 커다란 개념으로 전개되었다. 14세기 원대 이후

文人畵가 성행하면서 逸은 중국예술이론의 주류를 형

성하였다.

逸에 이르려면 詩畵에 의하여 그려진 意를 더욱 잘

나타내기 위하여 老莊의 自然哲學과 禪의 心源의 가르

침이 詩畵와 일치가 되어야 한다.

倪瓚의 逸氣論은 용어상으로 볼 때 다소 玄虛하고

새로운 면이 있지만 실제로 원대의 文人畵 사조의 반영

이며 예술적인 취미와 회화 效能論을 이해하는데 커다

란 도움이 되고 있다. 蘇東坡는 郭熙의 산수화를 평하

여 그 속에 詩가 있고 黃山谷은 그 속에 철학이 있다

하였다. 哲學畵는 회화의 본질을 대상의 객관적 形似畵

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주관적 정신의 표현이

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主觀的 精神이란 천지의 마

음을 나의 마음으로 우주의 정신을 나의 정신으로 하여

천지조화의 광대한 의지, 천지 우주의 정신과 일체가

된 작가의 정신이다.

倪瓚의 逸氣論은 그의 思想이다. 형사에 치우친 화원

의 그림에 대립되는 문인의 그림에 대한 정신이다. 그

러므로 形似를 구하지 않는 것은 사물의 性質·精神까지

도 표해야 하기 때문이다. 倪瓚은 생활의 體驗 속에서

깨달은 禪의 悟境으로 그가 그리는 山水를 ‘산을 보고

그림은 보지 않는다’, ‘나는 가이없는 봄을 맞이한다’ 등

의 詩句로 표현하여 詩書一體, 詩禪一致의 높은 경지를

실현하였다. 그의 藝術精神과 文人畵 사상은 胸中逸氣

로 대변되는 脫俗遠塵·一所不住의 高踏·詩書一體의 높

은 경지를 표출하면서 14세기의 元末明初의 화단에 독

창적인 文人畵 세계를 구축하였다.

Ⅳ. 倪瓚의 文人畵 世界

1. 倪瓚의 畵風

예찬은 隸書를 잘하였으며 삼국시대의 魏의 명필인
鍾繇의 서체를 예스럽고 아름답게 썼다. 그는 지나칠 정

도로 결벽한 人品과 自然·學問·藝術을 사랑하고, 思想的

으로 禪宗과 道敎의 영향이간결한 筆法 속에 남아 높은

풍운을 느끼게 하였다. 그는 荊浩와 關同을 포함하여 董

源과 米芾의 筆法과 構圖를 그의 簡遠함에 가미하였다.
倪瓚은 元의 대가 중에서도 風雲 第一이라 하여 형태

에 拘碍받지 않게 그렸다. 그는 공활하고 蕭疎한 정취를

그려 후세에 영향을 끼쳤다. 특히 지극히 단순한 구조와

主觀的이고 線美가 넘치는 그림은 변화의 멋이 모자라

고 기상이 없는 그림이라는 평도 받은 바 있다.

또한, 그의 그림은 인적이 없고 厭世와 虛無思想이
젖어있는 그의 人生觀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透明

하고 淸逸한 심미감이 드러나 있다

그는 극도의 절제된 석묵으로 고절한 몇 그루의 나무

와 바위, 대밭, 閑逸한 정자를 소재로 그렸다. 전경은 앙

상한 나무 몇 그루와 빈 정자, 中境은 너른 강이 그랴있
어 여백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遠境은 산으로 되어 전

형적인 3단구도를 이루고 있다.

雲林은 스스로를 평하여 “나의 그림은 逸筆草草에

지나지 않는다. 形似를 보지 않고 스스로 즐길 뿐이다.”

(僕之所謂畵者 不過逸筆草草 不求形似 聊以自娛耳!)라
고 하였다.

그는 元 4대가와 다르게 形似에서 해방되어 자기 가

슴속의 의상인 胸中逸氣를 표현하였다. 이는 鑑賞者를



Unlim Yechan’s Thoughts and his literati paintings land

- 424 -

의식하지 않고 자신만의 그림이다. 화면에 활기를 불러

일으키는 인물이나 배, 구름 등 움직이는 것은 대부분

없다. 그저 화면에 스며 있는 정적은 서로를 완전히 이

해하고 있는 침묵 그 자체이다. 이를 통하여 그는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의 그림은 着色의 山水畵는 거의 없으며 쓸쓸하며

淡白한 화풍이다. 특히 元末의 4대가의 예술세계는 風

格上, 意景上 서로 다르다. 宋代의 構築的이고 集約的이

며 생경한 감각은 사라졌다. 대신 원대의 시대상황이

이방인의 중원의 지배로 인하여 그림에 있어서도 나타

나게 되었다. 따라서 野逸하면서 閑散한 풍취가 표출되

고 있음이 그 특징이다.

특히 倪瓚은 그 중에서도 가장 소극적인 風貌를 가

지고 있다. 그의 화면은 넓은 공간을 주어 餘白으로 활

용하면서 感受者로 하여금 느낄 수 있는 틈을 주고 있

다. 倪瓚의 藝術에 나타나는 담일한 기법과 소극적인

風格은 모두 道學과 禪學의 思想으로부터 형성되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山水畵가 매우 높은 경지에 도

달할 수 있었다. 자연의 아름다운 경치에 대한 생활체

험과 대자연을 감상하는 그의 정신이 드러나게 되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물아일체가 되는 그의 文人畵 세계

를 나타내었다.

명대의 시인이었던 張丑은 “倪瓚의 화법은 본래 굳

세고 힘찬 筆勢로부터 청아하고 완곡한 바로 나아갔다.

회화의 풍격도 처음에는 세밀하고 정돈된 것으로부터

점점 간단한 방면으로 나아갔다. 세상 사람들은 다만

노필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것만을 崇尙할 뿐 젊은

시절의 精細한 화풍을 알지 못하고 있다.”( 張丑, 『淸

河書畵舫 』, “淸河書法本自?勁 旋就淸婉 畵品初原詳整

漸趨簡淡 世人尙老筆粉披 而不知其早歲精細”)라 하였

다. 그의 畵風은 세밀하고 정돈된 상태로부터 간담한

방면으로 변화되었다. 이는 그가 20여 년 太湖 유역을

유유자적하며 보내었던 自然 景色에 의한 것이다. 쓸쓸

한 나뭇가지와 나뭇잎을 산언덕과 평평한 언덕에 배치

하여 황량하고 쓸쓸한 감각을 조성하여 감상자 스스로

가 그림 속에 쓸쓸한 詩的인 분위기에 感動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이 倪瓚의 독특한 超逸의 風格이다. 淡白한

분위기는 그려내기 어려운 意境이다. 그 意境은 감상하

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눈에 보이는

사물은 알기 쉽게 터득할 수 있으나 閑和嚴靜한 意境은

쉽게 터득할 수 없다. 이는 宋代의 시인이며 정치가였

던 왕안석이 “荒凉하고 쓸쓸한 意境을 그려내고자 하나

잘 그려내기가 어렵다”라고 말하는 바에서도 알 수 있

다.

倪瓚은 용필방면에서 독창적이다. 그의 山水畵에 그

려진 수목과 山石은 매우 세밀하다. 側鋒을 사용하였으

며 나무의 줄기는 側筆을 사용하여 두 번 세 번 添筆하

여 나무줄기의 굽은 모습을 그렸다.

이는 명대의 董基昌이 畵禪室隨筆에서 “倪瓚이 그린

그림은 반드시 側筆을 사용하여 가볍거나 무거운 분위

기를 나타내고 있는데 圓筆을 사용해서는 얻어낼 수 없

는 경지이다. 잘 그려진 부분은 곧 필법도 빼어나다”라

고 말하는 바에서 알 수 있다.

倪瓚과 중원의 관계에 대하여 高謹中은 “倪瓚은 처

음에는 동원을 스승으로 삼았으나 만년에는 조예가 더

욱 깊어져 고법을 일변시키고 천진유담한 것을 종주로

삼았는데 이른바 점점 늙어가면서 조예가 깊어간다는

것은 만일 동원을 근본으로 삼아 따르지 아니하였다면

용이하게 이룰 수 있는 경지는 아니다”(高謹中, 『畵室

繪要』,“倪迂初以蕫源爲師 及乎晩年 愈益精詣 一變古法

以天幽淡爲宗 所謂漸老漸熟者若不從北苑築基 不容易到

耳”)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董基昌은 “倪瓚의 산수화는 어렸을 때 동원을

배워서 이에 스스로 일가를 이루었다”(蕫其昌, 『容臺

集 』, “雲林山水 早歲學北苑 及自成一家”)라고 밝힌 바

있다. 倪瓚은 처음에는 董源의 기법을 기초로 하여 자

기의 세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倪瓚에게 영향을 준 사

람은 荊浩와 關同이다.

명대의 沈周는 “倪雲林은 청결하고 고상하였으며 詩

書로써 스스로 즐겼는데 집안에서는 옛 작품들이 많이

수장되어 있었다. 그리고 荊浩와 關同의 그림을 좋아하

여 필법의 淡白한 맛을 아꼈다( 沈周, 『石田雜記 』,

“倪雲林 先生淸潔高尙 以詩書自娛 家藏古蹟成幀 好荊

關二公畵 愛其筆法之淸素也”)라 한 바에서 알 수 있다.

芥子園 畵傳에서는 “운림 倪瓚의 회화 스타일은 關同을

본받고 있는데 關同은 正逢을 사용하나 倪瓚은 側縱으

로 운용한다”(王安節 ,『芥子園畵傳 』, “雲林體勢依然

關仝 仝用正鋒 倪則運側縱”)하고 있으며 『芥子園畵傳

』의 靑在堂 畵學淺說에서는 “倪瓚은 王維를 스승으로

한다”(『靑在堂畵學淺說 』, “雲林之師右丞 山飛泉立

而爲水淨林空”)하고 있어 倪瓚의 繪畵世界에 영향을 끼

친 화가를 보여주고 있다.

종합하여 볼 때 董源, 巨然외에 일부의 화법은 荊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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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關同을 배워왔으며 倪瓚의 산을 그리는 기법과 준법

은 董源과 巨然은 흡사하다. 그러나 林木小石의 화풍은

荊浩와 關同의 기법을 사용하고 있고 화풍은 王維의 풍

격이 내포되어 있다. 倪瓚은 비단은 사용하지 않고 종

이만을 사용하여 그렸다. 이것은 종이 위에 담담하게

乾筆과 皴察을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를 통하

여 매우 소탈하며 빼어나 그가 의도하는 표현 효과가

극대화되었다. 그의 필법과 용필은 매우 굳세고 세련된

모습이다. 倪瓚은 墨으로 五彩를 모두 처리하여 내며

묵을 금과 같이 아꼈다. 倪瓚은 초기에 초묵과 점태법

을 사용하였다. 준필과 용묵은 비교적 무거운 편이었으

나 만년에는 더욱 정숙하여져 簡淡의 극치를 이루었다.

화가로써 그의 관심은 物質的 세계의 만상을 향하여 있

지 않았다. 그의 山水畵는 젊은 시절부터 터득한 기법

을 변화에 변화를 거듭하여 형성되었다. 단순한 형태로

近境에는 강이 있고 그 외에 앙상한 몇 그루의 나무가

있으며, 넓게 흐르는 물, 강, 그 너머는 낮은 산이 있다.

화면전 체가 變化없이 단일한 墨調로 이루어져 현실

의 공간감은 없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여백의 화풍이다.

그의 寫意는 淸逸·超逸·高逸한 意이다. 이는 일반적

으로 逸氣라 한다. 寫意的 경향은 元代에 큰 조류가 되

었으며 원 4대가, 특히 倪瓚이 그 白眉를 이루었다. 逸

筆草草는 胸中逸氣를 그려내기 위한 것으로 예찬의 일

품 미학이다. 逸品은 元代의 時代, 사회상황 및 元代 文

人의 생활과 심리상태와 관계가 있다. 이는 明代 後期,

淸代 前期의 寫意畵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로 인하여

서위, 주탑, 석도, 정판교의 寫意畵家가 출현되는 계기

가 되었다.

2.無慾의 切除된 墨線美

倪贊의 문인화 미학은 淡逸과 簫疎가 특징이다. 단순
한 구도로 깊고 맑다. 그리고 주관적인 취미가 강하며

선미가 있다. 그의 胸中逸氣는 逸筆草草하여 形似를 구

하지 않고 겨우 스스로 즐기는 것에 지나지 않음이다.

일필(逸筆 = 정형을 넘어서는 것)의 세계로써 胸中에 逸

氣가 담겨있다. 따라서 모양의 拘碍가 없이 스스로 즐길
따름이다. 중국미술 연구가였던 제임스 캐힐는 “왜 淡逸

이 바람직한 것이어야 하는가를 알기 전에는 倪瓚을 이

해할 수 없었다”고 회고하였다. 倪瓚은 실제로 좌선을

하였다. 누구보다도 禪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厭世

와 虛無와는 거리가 있었다. 그의 작품은 지극히 단순한
구도로 깊고 맑다. 主觀的인 취미가 강한 線美가 넘치는

그림을 그렸다. 풍부한 변화의 맛이 부족하여 이를 흠으

로 알았다. 그의 그림은 遊逸淸淡한 맛이 배어있고 天眞

스럽고 淡淡하면서도 寂寞하다. 倪瓚의 단편적인 글을

통하여 그의 唯心思想을 알 수 있다. 이는 胸中逸氣로
다음 그의 글에서 알 수 있다.

“張以中은 늘 나의 畵竹을 좋아하였는데 나의 竹은

겨우 胸中逸氣를 사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어찌 다

시 그것이 닮았나 닮지 않았나 잎이 많은가 적은가, 가

지가 누워 있거나 바로 서 있거나를 어찌 計較하겠는

가? 또는 한참 칠하여서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보고 삼이

나 갈대라고 한들 나는 굳이 대라고 변명하지 않겠다.

실로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보든 어찌할 수 없는 것이

다. 張以中은 그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내가 말하는 그림이란 逸筆草草하여 形似를

구하지 아니하고 겨우 스스로 즐기는 것에 불과하다.”

(倪瓚, 『倪雲林詩集 附錄 書畵竹 』, “以中每愛余畵竹

余之竹 聊以寫胸中逸氣耳 豈復較其似與非 葉之繁與疎

枝之斜與直哉 惑塗抹久之 他人視以 爲麻爲蘆 僕亦不能

强辨爲竹 眞沒奈者何! 但不知以中視爲何物耳 僕之所謂

畵者 不過逸筆草草 不求形似 翛以自娛耳”)

이는 예찬의 흉중일기이다. 東坡 畵論의 胸中成竹도

곧 胸中逸氣에 의하여 표현되어야 자신의 개성이 된다.

이는 자신의 畵竹을 사랑하는 사람은 胸中逸氣를 알 수

는 없다. 胸中逸氣에 의한 표현은 자신밖에 알 수 없다.

결국 작가가 가지는 느낌의 세계이고 순간의 세계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그림의 감상은 사실과

닮고 닮지 않았는가가 중요하지 않다.

동기창은 倪瓚의 그림에 대하여 古談하고 天然한 것

이 米芾 이후의 제 일인자라 격찬하였다. 그림은 林木

平遠의 모습을 그리며 溪山의 竹石등을 그려 塵埃의 氣

가 없는 것을 그리는 것이 특징이다. 人物이 없고 彩色

이 없음이 특징이다. 蕫源을 스승으로 삼았으나 天眞幽

淡을 宗으로 삼아 倪瓚의 필법은 지극히 簡雅하고 치졸

하고 미숙한 것 같으면서도 굳세게 단련되어 있다. 宋

人의 畵는 模倣하기 쉽지만 元人의 畵는 模倣하기 힘들

다, 元人은 배울 수는 있지만 倪瓚만은 도저히 배울 수

가 없다라고 王世貞은 藝苑巵言에서 말하고 있다.

倪雲林은 원4대가 중에서도 逸脫性이 강한 사람으로

주로 그의 그림은 簡淡·幽淡·古談의 미감을 준다. 또한,

簡雅·簡遠하여 簡朴함이 특징이다. 그의 시문은 雲林先

生詩集 6券 附錄1卷(明 天順 刊, 4部 叢刊本), 曺培廉

編, 淸圖閣 全集 12卷 近人莊申편, 淸圖閣集 補遺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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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倪瓚은 지극히 단순한 구도로 맑고 선미가 넘치는

그림을 그렸다. 그의 그림은 蕭散하고 散逸하여 林木草

石을 위주로 하는 그림이다. 오로지 太湖일대의 景色만

을 그렸기 때문에 종종 近境에 평평한 언덕과 그 위에

유수 몇 그루 초가집 한두 칸을 배치하는 그림이 대부

분이다. 中境에는 물이 펼쳐지고 遠境에는 낮고 작달막

한 산언덕 혹은 낮고 평평한 물가를 끼고 도는 골짜기,

골짜기 위의 餘白으로는 하늘을 나타내어 매우 독특한

구도를 이루고 있다. 강남지방의 水鄕의 분위기를 잘

표현하고 있다.

그의 그림 속에는 人物을 그려놓고 있는 일이 매우

적었다. 이는 그가 처하여 있는 세상에 불만을 품고 世

俗的인 일을 미워했던 성격과 민족의식의 표현이라고

말해지기도 하나 그림 속에 인물을 넣으면 고요하고 정

적에 싸여 있는 분위기는 쉽게 파괴되어 버리는 것 때

문이다.

倪瓚의 山水畵는 천진하면서도 유랑하고 적막한 분

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이러한 風格은 곧 일종의 逸氣

를 表現해 낸 것으로 일격이다. 倪瓚이 일생동안 추구

한 藝術思想을 대표하는 것이다. 逸筆로 胸中의 逸氣를

그려냄으로 超逸한 그의 風格이 그의 노력과 실천으로

얻어진 것이다. 그의 <溪山圖> 화제에 “세상에 인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 눈앞에 그리고 싶은 마땅한

인물이 없는 것이다”라 쓴 바 있다. 그의 草草한 逸格

은 원대 이후 文人畵의 가장 이상적인 格法이 되었다.

또한 <竹樹野石圖>는 대나무가 삼대와 갈대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形似를 무시한 것이 아니다. 가

지와 잎이 수그리고 우러러 생생한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형과 신이 겸비되어 있다. 그의 逸氣는 그의

思想, 感情의 표현이다. 형사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과의 交感을 중시하는 것이다. 그는 詩畵一體, 畵禪

一致의 높은 경지를 나타내며 脫塵遠俗의 高踏, 시화일

체의 높은 경지를 나타내고 있다.

나아가 <虞山林壑圖>는 젖은 붓질 위에 마른 붓질

을 하고 밝은 붓질 위에 어두운 붓질을 덮어 발라서 그

렸다. 화법은 억제되고 정적으로 되어 있다. 倪瓚은 대

나무를 잘 그렸으나 이는 그가 대를 좋아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오로지 “나의 가슴

속에는 속된 것에 구애받지 아니하는 느낌을 나타내려

는 것이다”라 하였다.

그의 대표작으로 <雨後空林圖>·<書林禪室圖>·<古

木幽篁圖>·<筠石喬柯圖>·<松林亭子圖>·<樹石幽篁

圖>·<漁莊秋霽圖>·<烏竹秀石圖><·虞山林壑圖>·<容

膝齋圖>·<雨後秋梢圖>·<幽澗寒松圖,>·<竹枝圖>·<六

君子圖>·<松林亭子圖>·<江樹遙芩圖>·<贈寓齊尊丈山

水圖>·< 獅子林圖>·<山水圖>·<溪亭秋色圖>·<幽澗閑

松圖>·<雲林六墨>·<小山竹樹圖>·<紫芝山房圖>·<林

堂待思圖>·<疏林圖>·<虞山林壑圖>·<江岸望山圖><春

雨新篁圖>·<竹枝圖>·<梧竹秀石圖>·<漁莊秋霽圖>·

<雨後秋梢圖>·<松林亭子圖>·<筠石喬柯圖>등이 있다.

Ⅴ. 결론

文人畵家들이 寫實보다 寫意를 우위에 두었던 요소

는 文學的 想像力과 哲學的인 바탕을 중요시하였기 때

문이다. 그들은 文學, 哲學的인 想像力을 통하여 눈으로

보다는 마음으로, 현상보다는 본질로 美를 음미하고자

하였다.

文人畵는 외형과 물상에 얽매이기보다는 정신과 양

식을 통합시킨 文學的 정취와 품격과 사상을 지니고 있

으다. 표현도 墨色이 모든 색채를 대신한다. 그러므로

주관적인 자아를 가장 개성적으로 그릴 수 있는 예술장

르가 문인화이다. 倪瓚의 文人畵의 대부분은 낮은 냇가

에 나무 몇 그루와 멀리 보이는 산을 가까이 끌어와 산

을 포치시키는 방법으로 그렸다. 따라서 소소·담일·우

울 등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倪瓚은 생활의 체험속에서

깨달은 禪의 悟境으로 詩書一體, 詩禪一致의 높은 경지

를 실현하였다. 결론적으로 그의 문인예술의 특징은 흉

중일기의 드러냄에 있다. 이를 통하여 脫俗遠塵이 이루

어지게 되었다. 나아가 一所不住의 高踏과 詩書一體의

높은 경지가 표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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