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처럼 행복한 나날이 또 있을까. 귀족 추사(秋史)와 평민 개도치(介刀痴)를 번갈아 만나고 다닐 수 있는 

세월이 어디 그리 흔하겠는가 말이다. 지난 해 가을, 추사 김정희(金正喜, 1786-1856)와 개도치 오윤(吳

潤, 1946-1986)은 흐르는 시간을 멈춰놓았다. 서거 150주기를 맞이한 김정희와 20주기를 맞이한 오

윤을 추모하는 전람회가 이곳 저곳에서 열렸으니 천지가 순식간에 과거로 빨려 들어간 셈이다. 

비 내리던 날이던가, 개도치가 살던 곳에서 멀지 않은 성북동 간송미술관엘 갔었고, 바람 부는 날

이던가, 용산 국립중앙박물관도 들렀다. 이곳에 추사가 머물러 있었다. 아득하지만 추사가 머물렀던 곳

이 그리 멀지 않은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오윤을 마주했다. 어디 그뿐이었을까. 추사가 자리잡은 

과천문화원은 물론이고 리움미술관,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 개도치가 자리한 평창동 가나아트센터까

지 여러 곳 다녔지만 그저 한날 한곳에 머문 느낌이다. 태고의 적막이란 이런 걸까. 흐르는 물도 멈추고 바

람도 그쳐 아득한 어둠 속으로 끌어들이더니 거기 숨쉬던 추사도, 개도치도 기억에서 사라진다.     

‘추사 글씨 귀향전; 후지츠카 기증 추사 자료전’, 과천시민회관 전시실, 2006. 9. 29 - 11. 8. 

‘추사 김정희; 학예일치의 경지’, 국립중앙박물관, 2006. 12. 5 - 2007. 1. 21. 

‘추사 150주기 특별전’, 간송미술관, 2006. 10. 15 - 29. 

‘조선말기 회화전’, Leeum미술관, 2006. 10. 19 - 2007. 1. 28. 

‘추사 김정희의 문자반야’,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 2006. 12. 27 - 2007. 2. 25. 

‘오윤; 낮도깨비 신명마당’, 국립현대미술관, 2006. 9. 22 - 11. 5. 

‘오윤; 대지 1965-1986’, 가나아트센터, 2006. 12. 15 - 2007. 1. 7. 

동숭동에서 만나다
전시

전통의 창조적 계승자들, 미술관에 모이다 
추사 김정희와 개도치 오윤 | 글 최열 미술평론가

<고사소요(高士逍遙)> 부분, 추사, 지본수묵, 29.7×24.9㎝ <투계> 부분, 오윤, 종이·목판, 23×17.7㎝ <행서(行書)> 부분, 추사, 지본, 40.5×32.0㎝  <바람 부는 곳> 부분, 오윤, 광목·목판·채색, 29×36㎝

해가 바뀌고 문득 깨우치니 추사가 태어난 지 220년, 떠나간 지 어언 150년이나 흘렀다. 개도치야 엊그

제 같은데도 벌써 나타난 지 60년, 사라진 지 20년이다. 살아서는 만난 적도 없는 두 사람이건만, 지금 나

는 한날한시에 어울리고 있으니 내 안에서야 누구보다 가까운 벗들 같다. 기억이란 묘한 것이어서 섞이

면 세월조차 뛰어넘고, 생각 또한 하기 나름이니 엉뚱한 것이라도 묶어보면 같아 보인다. 지금 내 머릿속

에 머물고 있는 추사와 개도치가 그렇다. 귀족과 평민의 거리만큼이나 너무도 다른 두 사람이 왜 이리도 

같아 보이는 걸까. 

리뷰



식민지 시대 조선공산당 당원이자 위대한 예술가로, 요절한 천재 김복진(金復鎭, 1901-1940)

은 죽음을 앞둔 1940년 <조선 조각도의 향방>이란 글에서 다음처럼 말했다. 

“가령 말입니다. 추사의 글씨를 알고 위창(韋滄 吳世昌, 1864-1953)의 전각(篆刻)을 

알고 하는 이 땅의 사람들인데 조각에는 왜들 흥미를 아니 가지며, 왜들 지망을 아니하

는지요. 서도(書道)는 조각의 어머니라고 나는 말합니다. 더구나 추사의 글씨는 그대로 

조각의 원리입니다. 추사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추사를 아는 사람이면 그대로 조각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조각은 그대로 조선 도기(陶器)와 같이 흙내가 물씬나게 하여

야 할 것이겠고, 추사의 글씨같이 한 각에 한 자에 하나 이상, 열 이상 무한의 옥타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조각이 누구의 손으로 될 것인가는 점칠 수 없는 일이나 반드

시 조선에 생길 것만은 장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글씨의 추사, 전각의 위창을 가진 조선

에서 나올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조선에서 탄생할 그 ‘누군가’가 오윤이라고 상상이나 했을까. 김복진이 죽은 지 여섯 해 뒤인 

1946년에 태어난 오윤은 열아홉 살 때인 1965년 서울대학교 조소과에 입학했다. 그리고 두 

해 뒤인 1968년 지리산 쌍계사에 머무르며 추사의 글씨를 새겨 놓은 현판 <세계일화조종육엽 

(世界一花祖宗六葉)>을 탁본해 판각했다. 신기한 일이다. 김복진을 만나 듣지도 못했을 터인

데 개도치가 추사와 인연을 맺었으니 말이다. 그로부터 세 해 뒤인 1970년엔 김복진이 지시해 

놓은 바, ‘질그릇’이 머금고 있을 조선의 흙냄새 물씬 나는 테라코타의 세계에 빠져들었으니 

놀라운 일이다. 흙을 불에 굽는 테라코타는 질그릇과 같은 것이고 이것은 조선에서 오랜 흐름

이었거니와, 오윤의 선배인 권진규(權鎭圭, 1922-1973)가 이미 1960년대에 혼신을 다해 걸작

을 쏟아내던 터였다. 석고와 목조, 철조만이 휩쓸던 1959년 일본에서 귀국해 테라코타로 제작

한 인물상을 선보이며 강렬한 인상을 남기던 권진규의 작품이 오윤으로 하여금 새로운 세계

로 빨려 들어가도록 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권진규가 전국 각지 사찰을 다니며 조선 고전에 

탐닉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국학(國學)의 열풍이 몰아치던 시절, 오윤 또한 조선스러움에 깊

숙이 걸어 들어간 것 또한 우연이 아니다. 

개도치가 대학시절에서야 느닷없이 추사의 서예에 빠진 게 아니다. 소설가 오영수와 어

머님 김정선 슬하에서 자랐으니, 어머님의 빼어난 노래 가락과 춤 사위와 더불어 성장기를 휩

쓴 국학열풍을 따라 고전으로 기운 것은 당연할 터이다. 추사의 성장과정 또한 그렇다. 그가 

청(淸)나라로 떠나기 앞선 시절 삼백 년 동안의 조선 서예계는 석봉체(石峯體)와 동국진체(東

國眞體)의 전아유려(典雅流麗)한 글씨가 휩쓸고 있었다. 추사 가문도 그러한 서체를 대물림

했는데 그가 이를 통해 기량을 연마했을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처럼 개도치와 추사는 젊은 시절 고전을 통해 조선스러움을 배우며 자라난 이들이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머물던 천재 김복진이 예언한 바에 따라 조소과에 들어간 개도치가 추

사의 글씨를 만나고 또 질그릇 내음을 제 것으로 끌어들였으니 이들의 인연은 세기를 뛰어넘

은 기이한 만남이라 하겠다.    

추사는 왕공사대부 가문의 적자였다. 선조인 김한신이 영조의 딸 화순옹주(和順翁主)와 결혼

하자 영조는 경복궁 곁에 저택을 주고 월성위궁(月城尉宮)이라 하였으며, 더불어 선조 김한

구의 딸이 영조에게 시집을 가 정순왕후(貞純王后)로 책봉됨에 추사가문은 18세기 내내 세

도가문의 위세를 떨치고 있었다. 추사는 김한신의 대를 잇는 계열로 여덟 살 무렵 큰아버지의 

양자로 들어가 월성위궁 주인이 되었다. 그후 서른네 살 때인 1819년 문과에 급제하고 1821년 

예문관 검열(檢閱), 1823년 규장각 대교(待敎)로 관직에 진출, 쉰다섯 살 때인 1840년 제주도

로 유배될 때까지 형조참판에 이르는 관로를 걸었다. 

1809년 청나라에 건너간 추사는 한(漢)나라 예서(隸書)인 팔분서(八分書)처럼 옛 비

석에 새겨진 아주 오래된 글씨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을 배운 뒤로는, 전혀 새로운 세계를 

열어나가고자 열망했다. 회화에서 남종화, 북종화 하듯 서예 또한 남첩(南帖)과 북비(北碑)

로 나눠놓는 남북서파론(南北書派論)론이 무성하게 꽃피고 있던 때 추사가 중국에 건너갔으

므로 무척 벅찼을 것이다. 중국에서 만나 스승으로 모신 옹방강(翁方綱, 1733-1818)으로부터 

배운 것은 금석고증학이었다. 명말청초 고염무에 의해 비롯된 고증학이 옹방강 단계에 이르

러 실용이 제거된 학술의 성격으로 변모해, 이른바 학예주의에 이르렀다. 추사는 바로 여기에 

매료당했다. 천 년을 거슬러 올라가 북쪽 지방에 흩어진 비석을 많이 봐야 한다는 가르침이 새

삼스러울 것은 없지만, 추사는 이 말을 두고 탄복했고 실제로 이천 년을 거슬러 까마득한 고대

에 당도했던 게다. 

한예(漢隸)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했지만, 추사가 곧장 전혀 새로운 길을 간 것은 아니다. 

두.거장과.한.천재의.기이한.인연

추사체에.이르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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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씨 쓰는 법이 크게 다름을 알고 놀란 그는 자기가 배워온 조선의 서예를 극복하려 했다. 야

심찬 혁명을 꿈꾼 것이다. 처음에는 옹방강의 서체를 열심히 따르면서 고대 비석 글씨를 베끼

는 데 주력했다. 두텁고 기름진 서체가 옹방강을 방불케 했지만, 그렇게 하기를 십여 년, 비로

소 기름을 빼고 두터움과 메마름을 조화시켜 스스로의 서체에 도달했다. 아버지가 이조판서

를 거쳐 판의금부사, 자신이 규장각 대교를 거쳐 예조참의에 이르러 기세 높던 마흔 살 전후의 

일이다. 하늘을 찌르던 자신감으로 그 시절 누구나 의심 없이 따르던 동국진체의 최대거장 이

광사(李匡師, 1705-1777)를 공공연히 비판하고 나섰다. 추사는 이광사가 옛 글씨를 몰라서 

가짜를 보고 배웠다면서 “그 천품(天品)은 뛰어나지만 재주만 갖고 있지 배움이 없다”고 하거

나 “타고난 재능이 뛰어남을 가지고 미혹(迷惑)된 어리석음으로 오만한 견해에 치달릴 뿐, 마

치 썩은 쥐를 가지고 봉황을 으르려고 하는 것 같으니 어찌 가소롭지 않은가”, “문 앞 길도 거

치지 않고 곧장 방 아랫목에 앉겠다는 격”이라고 조롱했다. 그렇지만 거칠기 그지 없는 비난

을 남긴 채 추사는 1840년 9월 유배를 떠나 제주도에 도착했다. 아득한 섬에서 스물두 해나 유

배를 살며 동국진체를 완성하고 그곳에서 세상을 떠난 이광사를 혹독하게 비난한 대가인지도 

모르겠다. 추사는 이곳 제주에서 1848년 12월까지 아홉 해를 살아야 했고 여기서 추사체를 완

성했다. 그토록 비난한 이광사의 뒤를 이었으되 비로소 이광사를 극복했으니 기이한 인연이다.  

일곱 살 때 개도치는 <나는 연필이다>라는 글을 써 전교 1등상을 탔다. 쓰는 도구와 자아를 일

치시킬 줄 알았던 놀라운 소년은 그러나 내성이 강해 말이 없었다. 아마도 누님의 보살핌이 없

었다면 개도치의 그 자부심은 전혀 다른 곳으로 나갔을지도 모른다. 전국을 떠도는 무전여행

으로 고교시절을 보내고 대학에 입학한 개도치는 밀랍처럼 박제된 학교교육에 넌더리를 낸 

채 세 갈래 세상을 자기 안으로 끌어들였다. 첫째는, 당시 그 누구나 배워야 했던 서구 현대 조

각가들이다. 헨리 무어 .마이욜 .마리노 마리니의 작품은 개도치에게 아득히 멀었지만 둥근 

덩어리의 힘이었고 아름다운 세계였다. 둘째는, 디에고 리베라・시스케이로스였다. 지독히도 자

기 중심주의적인 서구에서조차 현대미술의 갈래로 인정한 멕시코 현대미술의 중심인 그들에 

대한 정보는 또 다른 세계를 열어주는 것이었다. 신세계로서 어쩌면 자신이 가야 할, 가지 않

으면 안될 미래였던 것이다. 셋째는, 조선의 고전예술이었다. 김홍도의 풍속화, 숱한 민화와 사

찰의 탱화, 오륜행실도와 같은 판화 그리고 농악 .산대놀이 .판소리가 그것이다. 

젊은 날 추사에게 옹방강이 있었다면 개도치에겐 누님 오숙희(吳淑姬, 1939-)와 더불어 시인 

김지하(金芝河, 1941-)가 있었다. 자연주의와 추상주의 그리고 예술지상주의 이념과 미학으

로 숨막힐 것만 같던 개도치에게 오숙희와 김지하가 가져다 준 조선의 고전예술과 멕시코 혁

명미술 정보는 독재정권 아래 허위로 가득한 순수미술의 실상을 극복할 수 있는 거대한 출구

였다. 4학년 2학기 때인 1968년 여름, 그는 지긋지긋한 학교를 휴학하고 국토유람에 나섰다. 

지리산에 빠졌고 그 깊은 골 쌍계사에서 한 달을 머물며 비로소 추사를 만났다. 어디 그뿐이

었을까. 수도 없이 널려 있는 유물들이 머금고 있는 숨결을 몸과 마음으로 빨아들였다. 추사

가 지식으로 깨우쳐 나갔다면 개도치는 직관으로 느껴 나갔고, 추사가 학자들의 논리로 체계

화해나갔다면 개도치는 예술가의 감각으로 종합해나갔다. 추사가 조선 전통을 무시하고 중국 

전통을 이상화시켰다면 개도치는 서구와 멕시코와 조선을 아울렀다.   

복학하던 1969년 <1960년-가>라는 대작을 제작했다. 4.19 민주혁명을 소재로 삼은 작

품이었는데, 디에고 리베라의 군상을 연상케 하는 유화였다. 또한 졸업작품으로 <황토현>이란 

석고조소를 제출했는데 갑오농민전쟁을 소재로 한 이 작품도 그와 비슷한 양식이었을 터이다. 

그리고 테라코타연구실을 만들어 테라코타 벽화들을 제작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

다. 1979년 서른세 살의 그는 현실과발언 동인에 참여해, 회화와 판화에 전념하기 시작했다. 

아울러 기술산업화 시대의 과학주의와 자본주의 시대의 물신주의를 비판하면서 민간 구비문

화의 생명력을 머금고 있는 민중의 전통문화를 다시 살려내고자 했다. 우상화한 과학과 자본

의 눈길이 세계를 무자비하게 짓밟고 있으며 사물을 천시하고 폭력을 가함으로써 죽음에 이

르게 하고 있다고 격렬하게 비판하면서 생명력의 회복을 주장했던 것이다. 

“힘의 근원을 근육의 구조만으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석굴암의 금강역사처럼 기(氣)의 

표현으로도 가능한 것이다. ‘기운(氣運)을 쓴다’고 했을 때 그것은 단순한 근육의 작용만

이 아니다.” 

개도치는 이렇게 주장만 하지 않았다. 사물의 외피만이 아닌 내면도 포함해서, 유기적인 운동

체, 방향성에서 다각도로 총체적으로 그 형상들을 드러내고자 했다. 그리고 ‘예술이 주술(呪術)

과 결합되어 있다’고 하면서 스스로 자기 해방을 꿈꾸는 무당으로 나아갔다. 1986년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그가 세상을 다스리는 주술을 그친 적은 단 한순간도 없었거니와 그 작품

들은 모두 해방의 증거였던 셈이다.  

개도치.양식을.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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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사와 개도치를 찾아다니는 길은 매양 즐거웠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추사의 만년작 <불이

선란(不二禪蘭)>을 보며 글씨 쓰는 법으로 난초를 그렸으니 세상 사람들이 어찌 뜻을 알고 좋

아하겠느냐고 했다지만 하늘의 뜻(性中天)은 몰라도, 가슴 아픈 세월을 살아온 눈물임을 어찌 

모를까. 가나아트센터에서 개도치의 만년작 <천지굿>을 대하며 물결무늬로 퍼져가는 저 사람

의 숱한 사연, 그 울렁거림을 내가 왜 모를까. 추사가 억울함을 호소하느라 임금 행차 길에 꽹

가리 치던 순간이 떠오르거니와, 개도치가 그린 <징> 소리에 담긴 고통 또한 예사롭지 않다. 

그토록 겉모습이 같아 보이는 게 신기해서 다시 보고 또 보는데 가슴 저 켠에서 들려오

는 이야기는 하나가 아니다. 달랐던 것이다. 추사가 제주도에 머물던 시절, 제자 이상적은 중

국에서 책을 구해 가져다 주었다. 고마움이야 더 말해 무엇 할까. 기특한 마음이 든 추사는 두 

그루 소나무와 잣나무 사이에 조그만 집을 새겨 넣은 <세한도(歲寒圖)>를 그려 1844년 무렵 

선물로 주었다. 사제 간의 우정을 ‘오래도록 서로 잊지 말자’고 그린 것이다. 개도치는 1980년 

〈마케팅 1-지옥도>를 그렸다. 신군부가 국정을 농단하던 시절 물신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을 

풍자했던 것이다. 개도치는 또 1981년 판화 <애비>를 찍었다. 군사독재의 칼날이 시퍼런 터에 

저항과 미래를 상징하는 부자의 소망을 담은 작품이다. 하나는 개인의 우정을 담았고, 또 하나

는 혁명을 꿈꾸며 사회를 비판하고 있다. 이처럼 너무도 다른데 왜 나는 이쪽에서 감동하고 저

쪽에서 감탄하는 것일까. 모를 일이다. 

추사가 제주도에서 <세한도>를 그리던 시절 삼정문란(三政紊亂)의 폐해로 죽산민란(竹

山民亂)이 일어나는가 하면 영국 군함 사마랑호가 전라도 서남해안을 거쳐 제주도까지 제집 

문간 다니듯 설치고 다녔다. 국정을 담당했던 추사가 이 때 정약용처럼 대책을 내놓는 경세가

(經世家)이길 기대하는 것은 무리인지도 모르겠다. 개도치는 달랐다. 박정희 군사독재가 끝

장난 뒤 신군부의 폭압이 절정에 이르렀던 시절, 그저 한낱 예술가에 지나지 않았지만 군부독

재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로 그 모든 부정과 불의를 한 칼에 날리는 <칼노래>를 부르며 장

검을 휘둘렀던 것이다. 이 판화 작품은 가냘픈 몸매에 몸집보다 더 무거워 보이는 칼을 들고서 

온 몸을 ‘ㄹ’자로 웅크렸다 펴기 직전의 긴장을 담아내고 있다. 붉은 색이 섬짓한데, 잘려나간 

사악함이 흘린 피 같아 두렵다. 

난초그림 한 폭 그려 내보낸 뒤 추사는 세상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유마(維摩) 

처럼’ 문을 닫고 깊이 숨어 문득 이 그림을 본 누군가가 우연히 하늘의 본성을 깨우치길 원했

두.사람의.거리, 두.사람이.만나는.곳

<세한도(歲寒圖)> 부분, 추사, 지본수묵, 23.7×1388.95㎝ <천지굿>, 오윤, 광목·목판, 21.5×17㎝ <칼노래>, 오윤, 광목·목판·채색, 32.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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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것이다. 나처럼 심오한 경지에 이르지 못한 천박한 자가 어찌 그 깊은 곳에 감춰진 비밀을 

알까마는 다만 이것이 150년 전 선비들의 세계인 줄은 알겠다. 그러므로 개도치가 나아간 세

계는 그와 다를 수 밖에 없고 나란히 빗댈 수 없는 노릇이다. 은유와 심오가 아니라 풍자와 직

관이다. 추사의 세계가 관념의 심연이라면 개도치의 세계는 직관의 근원이다. 

개도치는 말하기를 ‘스스로 추는 춤이기 전에는’ 아무 것도 볼 수 없다고 했다. 그야말

로 ‘열린 마음의 자유로운 유영’이 있고서야 세계관의 확대가 시작된다는 것이다. 그곳이 바로 

춘무인(春無仁), 추무의(秋無義) 깃발이 나부끼는 ‘통일대원(統一大願)’의 세상이라고 할 것

이다. 현실은 고난으로 넘치지만 아픔 속에서도 가난하고 힘겨운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누리

고 싶은 행복을 그 무리들의 춤으로 드리우는 이상적인 세계야말로 통일대원의 누리일 것이다. 

그러니까 현실 속의 이상향을 찾았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현실 속의 관념 세계였고 개

도치가 지닌 직관의 근원을 작동시킨 결과였을 것이다. <통일대원도>를 그린 1985년 무렵 모

순에 찬 현실을 직접 공격하는 경향의 작품들이 출현하고 있었는데, 개도치는 다른 경향을 찾

고자 했거니와 고통스런 현실 속의 소망을 드러내는 경향을 취했던 것이다. 

추사가 살던 19세기 전반기가 행복한 시대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고통으로 가

득한 시대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을 과장하는 것이다. 정조대왕의 개혁정치가 후퇴하고 천주

교 탄압과 더불어 민란이 이어지다가 1811년 홍경래의 평안도 농민전쟁으로 전국이 어지러

운 판에, 영국 군함이 밀려들어 오던 때기는 했다. 하지만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국가정책이 

이어졌고 상공업의 발달과 더불어 경학과 사학, 예술을 비롯한 인문과학 및 자연과학 또한 상

당한 진보를 이룩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시절, 추사가 내내 현실과 무관한 학문과 예

술에만 머물렀던 것은 아닐까. 하지만 간송미술관에서 만난 <행서대련>에서 “춘풍대아(春風

大雅), 추수문장(秋水文章)”이라고 읊조리는 가운데, 또 다른 행서 작품에서 “곧은 소리는 대

궐 아래 머무르고(直聲留闕下) 빼어난 글은 하늘 동쪽에 가득하다(秀句滿天東)”고 읊었을 

때 주장하는 바의 뜻이 있었을 것이다. 사람의 뜻이 담긴 곧은 소리가 동쪽 하늘에 닿아 가락

이 되고, 노랫말이 되어 어울리는 조화의 경지가 아니겠는가. 정책을 담당하는 대궐 사람들에

게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듯 그러나 월성위궁조차 몰수당한 채 바다건너 유배지에 머무

르고 있는 처지에 취할 수 있는 길은 기다림과 침묵이었고 자신의 노래가 봄바람이 되어, 자신

의 글이 가을물결이 되어 세상을 울리기만을 소망할 뿐이었다.  

개도치와 추사가 만나는 지점은 바로 이곳이다. 개도치가 <원귀도(寃鬼圖)>를 통해 죽

어간 사람들을 해원(解寃)시킨 뒤 <도깨비>를 그렸을 때 문득 추사가 난초그림 <떠도는 옛 향

기(浮動古馨)>를 통해 지난 날을 추억한 다음 새긴 난초 <사람과 하늘 눈(人天眼目)>을 만났

던 것이다. 멀고 먼 길을 돌아 마주친 이곳은 도깨비가 사람과 하늘 눈을 갖고 나타난 땅이다. 

나는 개도치가 아로새긴 도깨비가 꼭 다음처럼 말하는 것이라고 느꼈다. ‘사람과 하늘의 눈이 

되고, 뜻한 바 복받으십시오(人天眼目, 吉祥如意)’라고. 이 대목에 이르러 추사가 그 뜻을 상

징하여 그린 난초의 개념을 어렴풋이 깨우쳤던 것이다. 이 작품은 제주 유배를 떠나기에 앞서 

쉰 줄에 들어선 추사가 제자를 위해 엮은 <난맹첩(蘭盟帖)> 가운데 한 폭이다. 날렵하고 시원

스런 두 줄기 잎새와 멋진 글씨에 탄성을 그치기 어려운 작품이다. 그 뜻을 다 새기기도 전 개

도치가 그린 도깨비가 등장한다. 무서워야 할 귀신인데도 어쩌면 이토록 태연하며 능청스러

운가. 개도치의 도깨비는 다음처럼 노래한다. 

산중에 무력일(無曆日)하야 철 가는 줄 몰랐더니, 꽃피어 춘절(春節)이요, 잎 돋아 하절

(夏節)이라, 오동낙엽 추절(秋節)이요, 저 건너 창송녹죽(蒼松綠竹)에 백설이 펄펄 휘

날리니 이 아니 동절(冬節)이냐. 나도 본시 강산 오입쟁이로 산간에 묻혔더니 풍류(風流) 

소리에 한번 놀다 가려던” 

이토록 흥겨우니 독재자를 징치하는 판관이 아니라 버거워하는 민중과 어울려 풍류를 즐기고

자 하는 것이요, ‘살아있는 것과 죽어 있는 것의 차이’를 넘어서는 자기해방의 주재자로서 무

당일 뿐이다. 세상을 그렇게도 치유하고 싶어했던 요제프 보이스가 꿈꾸던 무당 말이다. 

1848년 유배에서 풀려난 예순세 살의 추사는 서울에서 두 해를 머문 뒤 다시, 함경도 북청에

서 일년 동안 유배를 살았다. 그리고 일흔한 살 때인 1856년 과천에서 세상을 떠났다. 개도치

는 서른일곱 살 때인 1983년, 스스로 찾아낸 기(氣)치료로 간경화와 싸우며 전남 진도로 떠도

는 가운데 민족미술협의회에 참가했고, 1986년 마흔의 나이로 처음이자 마지막인 개인전 ‘칼

노래’를 연 뒤 수유리에서 세상을 떠났다. 살았던 시대가 다르고 세상과 마주치는 이념과 미학

이 달랐으되, 두 사람은 멀고 먼 길을 에돌아 만났다. 그곳은 도깨비와 불이선란에 감춰진 풍

류소리(風流聲)요, 하늘의 뜻(性中天)이다.  

이천 년을 거스르는 동북아시아의 고전으로부터 이백 년을 내려온 동국진체의 전통을 

활동운화의.파도를.넘어선.법고창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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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어들여 독특한 추사체를 이룩한 추사 김정희는 김복진의 지적처럼 후배들이 배워야 할 조

선예원의 거장이다. 조선과 중국의 비첩에 탐닉하여 그 정수를 발견하고 혼신을 쏟는 노력으

로 획득한 서체는 19세기 중엽 서예계를 일변시켜냈으니 중국에도, 조선에도 없는 법고창신(法

古創新)의 경지였다. 서구 현대거장으로부터 혁명 멕시코는 물론, 둔황과 조선 고유의 예술을 

온 몸으로 받아들여 그 누구도 이룬 바 없는 ‘개도치양식’을 이룩한 오윤은 20세기 후반 한국

미술의 천재다. 김복진이 시작한 동서융합의 원대한 이상을 실천하여 우뚝 한 봉우리를 세웠

으니 이 또한 법고와 창신의 경지라고 할 것이다. 추사가 동북아시아 심미주의와 상징주의의 

근원을 이끌고, 개도치가 서구 사실주의와 인본주의의 근원을 드러낸 저변에 무엇이 있었을까. 

개도치는 <미술적 상상력과 세계의 확대>라는 글에서 대립・갈등・음양・이중・복합・확

장 ・수렴 같은 끝없는 확장을 주장했고 추사는 <서결(書訣)>을 통해 음(陰)에서는 옆으로 흐름, 

아울러 묶음, 매질하듯 두드림, 양(陽)에서는 굴레를 묶고 뛰며, 채찍질하듯 찢는다고 하였으

니, 이 모든 것은 기운생동에 이르는 기법이요 김복진이 지적한 바 무한의 옥타브라고 할 것이

다. 실로 두 사람의 작품은 격렬한 파도를 일으킨다. 개도치의 판화 <대지(大地)>를 대하는 순

간 숨이 막히고, 추사의 서예 <계산무진(溪山無盡)>을 보는 순간 아득해 넋을 잃는다. 누군가

는 이 기운을 서권기(書卷氣)라 하고 금석기(金石氣)라고도 하거니와 또 누군가는 금강역사

의 칼맛이라고도 한다. 이렇듯 설레는 기운을 겁 없이 펼쳐내는 거장과 천재의 세계는 조선의 

전통이라는 비좁은 시공간만으로 밝힐 수 없다. 하지만 말이다. 두 사람 모두 한반도가 아니었

다면 그 숨결을 이어나갔을까. 추사가 지겹도록 되풀이했던 조선의 속됨이 어쩌면 제 가슴 속

에 지닌 세도가문의 것이었을 테고, 개도치가 그토록 견딜 수 없어했던 물신주의가 제 스스로 

몸담았던 세상의 것이었을 테니, 이를 털어내고 나아간 경지 또한 조선이고 자기였을 게다. 그

러니 영락없이 이 두 사람이 한 일은 활동운화(活動運化)의 파도를 거쳐 법고창신이었고 그 

복판에 웅크린 기운의 정체는 고유의 전통이었을 게다. 

글쓴이 | 최열

조선대학교 미술대학과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을 졸업했다. 민족미술협의회, 민중문화운동협의회 회원으로 참여했으며, 가나아트 편

집장을 거쳐 현재 한국근대미술사학회 회원 및 가나아트센터 기획실장으로 재직 중이다. <한국현대미술운동사>・<민족미술의 이론

과 실천>・<힘의 미학, 김복진>・<한국 만화의 역사>・<근대 수묵 채색화 감상법>・<화전> 등의 저서와, <김복진 전집> 등의 편저가 있다. 

<한국근대미술의 역사>로 제2회 한국미술저작상을 수상했다. 

<불이선란도(不二禪蘭圖)>, 추사, 지본수묵, 54.9×30.6㎝ <도깨비>, 오윤, 광목·목판·채색, 91×128㎝<행서대련(行書對聯)>, 추사, 지본, 130.5×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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