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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해동명적(海東名迹)》에 실린 필적을 분석하여 조선 초기 서풍의 흐름과 그 성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

다. 《해동명적》은 16세기 초에 신공제(申公濟)가 간행한 서첩으로, 우리나라 역대 명필의 필적을 한데 모아놓은 최초의 

집첩(集帖)이다. 필자는 선행연구에서 다양한 이본으로 남아 있는 목판본과 석판본의 간행 배경과 판본을 분석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해동명적》에 실린 조선 초기 필적의 서풍을 분석하는 데 주력하였다.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 관각

(館閣)의 문서를 담당했던 사수(寫手)들의 서풍과 고령신씨(高靈申氏) 집안에 가전(家傳)되어 오던 서풍의 변화상을 파악

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전통적인 왕희지 서풍이 건재한 가운데 원말 복고주의의 영향으로 파생된 다양한 서풍이 수용되

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서역 변방 출신 강리노노(康里巎巎)의 서풍이 폭넓게 수용된 흔적이 주목된다. 이는 으레 조맹

부(趙孟頫)의 송설체(松雪體)로 대변되었던 여말선초에 실은 다양한 원대의 서풍이 유입되고 있었다는 징표이다.

마지막으로 『패관잡기』에 실린 어숙권(魚叔權)의 기록의 진위 여부를 추론해 보았다. 어숙권은 《해동명적》에 실린 

박경의 필적이 실은 신자건이 쓴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어숙권의 출신과 정치적 입지를 기준으로 신자건과 박경의 관

계성을 분석한 결과 어숙권의 주장이 타당치 못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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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해동명적(海東名迹)》은 우리나라 최초로 국내 명

필의 필적을 모아 신공제(申公濟)가 1515년경 간행한 법

첩이다. 처음에는 목판본으로 간행되었고 1530년에는 

박팽년과 김희수의 필적을 추가하여 석판본으로 간행되

었다. 이 연구는 앞서 발표했던 《해동명적》목판본과 석

판본 연구의 후속 연구이다. 선행연구에서는 다양한 이

본으로 남아 있는 목판본과 석판본의 간행 배경과 판본

을 분석하였다.1

이 연구에서는 《해동명적》에 실려 있는 필적 중 조

선 건국 이후 15세기 말까지 활동했던 서예가들의 글씨

를 분석하고자 한다. 전체 42인의 필적 중 28인으로 가

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고 서풍의 변모상도 다양하게 

나타나 조선 초기의 서풍을 파악하는 데 유효하기 때문

이다. 15세기 후반은 조맹부(趙孟頫)의 이른바 송설체

(松雪體)가 크게 유행하며 대세를 이루었던 시기임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반면 15세기 전반은 여말의 전통이 잔

존하는 가운데 고려 말부터 유입되었던 원대 서풍이 다

양한 방식으로 수용되었던 시기이다. 이 연구에서는 15

세기 전반기의 필적에 좀 더 주목하고자 한다. 송설체가 

저변에 확대되었던 15세기 후반에 비해 여말선초의 전

환기적 특징이 보다 잘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간 여말선초 서예에 관한 연구는 송설체로 당시

의 모든 서풍을 설명하려는 경향을 보여왔다. 연구 초기

에는 서화에서의 조맹부의 위상과 영향이 워낙 지대했

기에 당시 문화에 대한 해석은 그를 중심으로 논의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조선 초기 문화에 대한 다양한 해

석이 진행된 지금까지도 서예 문화에 관한 한 송설체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채 별다른 인식의 변화를 보

이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여 

15세기 초반의 전환기적 특징과 아울러 후반으로 갈수

록 송설체가 저변을 이루며 확대되어가는 과정을 살펴

볼 것이다.

《해동명적》에 실린 조선 초기의 필적을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서예가층을 두 부류로 분류하였다. 관각

(館閣)에서 국왕 문서 또는 대외문서 작성 등의 서사 업

무를 담당했던 서예가들을 한 부류로, 《해동명적》편찬자 

신공제를 포함하여 조선 초기에 명필을 다수 배출한 고

령신씨 문중의 서예가들을 또 다른 부류로 나누었다. 이

들의 서풍을 분석하기에 앞서 여말선초에 원대의 서풍

이 국내에 유입되는 배경을 문헌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이 부분은 기존 연구를 토대로 크게 조맹부, 강리노노, 

선우추 관련 문헌을 정리할 것이다. 이어 관각과 고령신

씨 문중의 필적을 면밀히 검토하여 원대 서풍이 어떤 양

상을 띠며 다양하게 수용되었는지 파악할 것이다. 마지

막으로 《해동명적》에 실린 박경(朴耕)의 필적이 신자건

(愼自健)의 글씨라는 어숙권(魚叔權)의 기록이 과연 옳

은지 그 진위 여부를 추론해볼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조선 초기, 정확히는 15세기 서예 문화의 다양성이 새롭

게 조명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Ⅱ. 여말선초 원대 서풍의 유입

원과의 강화는 고려 말 사회문화 방면에 지대한 영

향을 미쳤고 서예 분야에도 그 영향이 직접적으로 옮겨졌

다. 이런 가운데 충선왕의 재원(在元) 활동은 원대 서풍의 

유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충선왕은 1313년에 둘째 

아들 충숙왕에게 왕위를 양위한 뒤 원에 들어가 수도에 

서재 만권당을 짓고 당시 문예를 대표하던 학자 염복(閻

復), 요수(姚燧), 원명선(元明善), 조맹부, 우집(虞集) 등을 

초빙하여 시문과 서화를 연구하는 한편 국내에서 이제현

1 유지복, 2016, 「『海東名迹』 목판본 연구」 『書誌學硏究』 65, 한국서지학회, pp.213~241; 동저, 2016, 「『海東名迹』 석판본 연구」 『藏書閣』 36, 한국학중앙연구원, 

pp.3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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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齊賢)을 불러 이들과 교유하게 하였다.2 이에 복고주의

에 기반을 둔 원대의 서화풍이 고려에 소개되었고 조맹부

(1254~1322)의 서풍인 이른바 송설체가 대거 유입되었다.

당시에 유입되었던 여러 필적 중 조맹부가 충선왕

과 작별하며 써준 <유별심왕첩(留別瀋王帖)> 행서 필적

(그림 1)이 현재 석각본으로 전해지고 있어 당시 만권당

에서 이루어졌던 원 명사들과의 교유 정황을 잘 보여준

다.3 또한 당시 전래된 여러 필적 중 당의 승려 영가 현각

(永嘉玄覺)이 선의 깨달음의 경지를 노래한 <증도가(證

道歌)>(그림 2)도 현재 석각본으로 전하고 있다.

<증도가>는 당시 임관사(林觀寺) 주지로 있던 옥

전 달온(玉田達蘊)이 원의 고승 지공(指空)을 따라 원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가져온 것으로, 조맹부가 전문을 

쓰고 위소(危素)가 발문을 쓰고 조맹부의 아들 조옹(趙

雍)이 그 뒤에 제를 남겼다. 이들의 글씨는 1316년(충숙

왕 3)부터 시작해 40년에 걸쳐 완성된 것이었다.4 조옹은 

부친 조맹부의 가학을 따른 서화가로, 정지국사(正智國

師) 지천(智泉)이 공민왕 2년(1353)에 무학대사와 함께 

원에 들어갔을 때 지천의 법호인 ‘축원(竺源)’을 대자의 고

전(古篆) 글씨로 써주기도 하였다.5

위소는 한림학사로 문장에 뛰어나 송·요·금 등의 사

서 편수에 참여하였으며 원말에 문명과 시명이 높아 ‘원

계지호(元季之虎)’로 칭송된 인물이다. 그는 특히 요개(饒

介)와 함께 당대의 명필 강리노노(康里巎巎, 1295~1345)

의 문하에서 글씨를 익혀 송수(宋璲)·두환(杜環)·첨희원

(詹希元) 등의 걸출한 서예가를 배출하였다.6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겠지만 《해동명적》에 실린 몇몇 필적

에서 강리노노의 영향이 간취된다는 점에서 그와 사승 관

계에 있던 위소 필적의 유입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14세

기 중반 강원도 철원 보개산 지장사의 승 자혜(慈惠)는 불

교의식에 쓸 기구를 마련하기 위해 원에 건너가 황궁의 후

원을 받은 적이 있다. 당시 일의 전말을 기록해 돌에 새긴 

뒤 본국으로 보내 대대적인 낙성 법회를 열었는데 그때 비

2 『高麗史』 권34 世家 권34 忠宣王 5년 3월 조; 『高麗史』 권110 列傳 권23 李齊賢 조. 충선왕의 재원 활동과 이제현의 만권당에서 조맹부 등과의 교유에 관해서

는 李完雨, 2001, 「조선시대 松雪體의 토착화」 『書藝學硏究』 제2호, 韓國書藝學會, pp.249~271; 동저, 2004, 「고려시대 글씨와 宋·元대 서풍」 『고려미술의 대

외 교섭』, 도서출판 예경; 송수영, 2004, 「松雪體 流入 背景에 관한 小考」 『書藝學硏究』 제5호, 韓國書藝學會, pp.47~82.

3 충선왕에게 써준 증별시는 조맹부의 문집 『松雪齋文集』 권5에도 「留別瀋王」이란 제목으로 실려 있다.

4 李穡, 『牧隱集』 권13, 「書證道歌後」. 현전하는 <증도가> 필적에는 위소와 조옹의 제발이 탈락되어 없다.

5 權近, 『陽村集』 권38, 「追贈正智國師碑銘」.

6 위소에 대해서는 黄惇, 2002, 『中国书法史·元明卷』, 南京: 江苏敎育出版社, pp.78~80 참조.

그림 1   조맹부, <유별심왕첩>, 석각본 28.5×18.6㎝, 《匪解堂集古帖》所收, 개인.

그림 2 조맹부, <증도가>, 1316년, 석각본 38×23㎝, 예술의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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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李穡, 『牧隱集』 권2, 「寶蓋山地藏寺重修記」.

8 李穡, 『牧隱集』 권14, 「西天提納薄陀尊者浮屠銘」.

9 安鼎福, 『東史綱目』 第14上, 甲午年 恭愍王 3年 조.

10 李穡, 『牧隱集』 권4, 「松月軒記」.

11 徐居正, 『筆苑雜記』 권1. “高麗忠宣王入元朝, 構萬卷堂, 日與當世名儒六七人, 從容談論, 趙公其一也, 我國文儒如李先生齊賢, 侍從亦多, 王之東還, 文籍書畫, 馱載萬

籤, 趙之手跡滿於東方, 蓋由是也”.

12 金安老, 『龍泉談寂記』. “其後魯國大長公主之來, 凡什物器用簡冊書畫等物, 舡載浮海, 今時所傳妙繪實軸, 多其時出來云”.

석에 새긴 글씨는 바로 위소에게 부탁해 받은 글씨였다.7 

또한 원의 고승 지공선사가 충숙왕 13년(1326)에 국내에 

들어와 머문 적이 있다. 당시 지공이 고려에 올 때 『문수사

리무생계경(文殊師利無生戒經)』 두 권을 가지고 왔는데, 

그 서문 역시 위소가 쓴 것이고 지공이 직접 사경한 『원각

경(圓覺經)』의 발문은 구양현(歐陽玄)이 쓴 것이었다.8 구

양현은 이색이 공민왕 3년(1354)에 원에 가서 제과(制科)

에 응시했을 때의 독권관(讀券官)으로, 이색이 평소 좌주

로 존칭하며 특별한 관계를 유지했던 인물이다.9 구양현은 

또한 <증도가>를 국내로 가져왔던 옥전 달온에게 ‘송월

헌(松月軒)’이란 당호를 짓고 글씨를 써주기도 하였다.

옥전 달온은 서화에 대한 감식안이 뛰어나고 고금에 

두루 밝았던 인물이었다. 그는 원에서 조맹부, 위소, 조

옹, 구양현과 교유하는 이외에도 집현전 학사 게해사(揭

傒斯), 국자감 좨주 왕기(王沂), 도가 오종사(吳宗師)로부

터 제(題)·찬(贊) 등의 글씨를 받았고 장언보(張彦輔)와 

당체(唐棣)로부터 초상화를 받았다고 한다.10 이상의 기

록은 당대를 대표하던 원대 명가들의 필적이 여러 경로를 

통해 국내에 유입되었던 정황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충선왕이 귀국하면서 조맹부의 필적 상당수와 함께 

문적과 서화 만첨을 싣고 왔다는 기록,11 그리고 16세기 

초반 당시 전해지던 신묘하고 보배로운 서화 족자들 대부

분이 공민왕비인 노국대장공주(魯國大長公主)가 국내에 

들어올 때 배에 싣고 갖고 왔던 것이라는 기록을 통해서

도 고려 말과 조선 초기 당시 원대 서화의 수용 폭이 상당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12

표 1 申叔舟의 「畵記」 중 글씨 관련 목록

시기 작가 작품 원문 중 신숙주의 추가 설명

당 蘇軾 吳道子의 <佛畵> 위에 쓴 題贊

송

徽宗 郭忠恕의 <雪霽江行圖> 위에 쓴 어필

徽宗 李公麟의 <寗戚長歌圖> 위에 쓴 어필

蘇軾 <潮州碑> 印本

원

趙孟頫 行書 26점 書畵가 무리에서 뛰어났다

鮮于樞 草書 6점 조맹부와 함께 글씨를 배웠다

倪中 張彦甫의 <松石圖> 위에 쓴 제화시

揭奚斯 張彦甫의 산수화 7점에 쓴 제화시

王冕 <墨梅圖> 5점에 쓴 제화시 각각의 시가 운치가 청아하고 서법이 훌륭하여 三絶이라 부를 만하다

葉衡 <脩竹圖>에 쓴 제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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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申叔舟, 『保閑齋集』 권14, 「畵記」. 신숙주의 「화기」에 관해서는 김홍남, 1999, 「安平大君 소장 中國 書藝: 宋 徽宗, 蘇軾, 趙孟頫, 鮮于樞」 『美術史論壇』 제8권, 한

국미술연구소, pp.76~102 참조.

14 徐居正, 『筆苑雜記』 권1. “自元以來, 學字者皆法趙孟頫焉, 先生平生手跡, 遍滿四海, 其流傳東國我所得見者, 不下數百本, …己巳年間倪學士謙, 奉使來曰, 趙公筆

法, 中國罕見, 蓋嘆我國之多有也”.

15 선우추에 대해서는 黄惇, 2002, 『中国书法史·元明卷』, 南京: 江苏敎育出版社, pp.36~38 참조.

16 『中宗實錄』 권50, 19년 5월 10일 갑술 조; 6월 29일 임술 조.

17 ‘관각’ 및 ‘관각문학’의 개념에 관해서는 申福浩, 2002, 「館閣文學의 槪念과 그 類型 및 特性」 『韓國漢文學硏究』 제30집, 한국한문학회, pp.145~184 참조.

당시 전래된 원대의 필적과 관련하여 안평대군 이용

(1418~1453)의 서화수장품 목록을 기록한 신숙주의 「화

기(畵記)」는 원대 서풍의 유입과 관련된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13 「화기」에는 동진, 당, 송, 원, 조선 

등 모두 5대에 걸쳐 35명의 작가와 작품을 열거해 놓았는

데, 그림 189점과 글씨 33점을 합쳐 총 222점의 서화를 안

평대군이 소장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가

운데 글씨와 관련된 목록만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신숙주

가 기록한 글씨 33점은 소식의 <조주비> 인본, 조맹부의 

행서 26점, 선우추의 초서 6점 등 온전히 글씨로만 제작된 

작품을 가리키지만, 그림에 쓴 제시와 어필 등을 합치면 

모두 40점이 된다. 안평대군의 소장품이 모두 작품명이 

있는 반면 조맹부와 선우추의 필적은 작품 수만 기재되어 

있어 어떤 형태의 글씨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점이 아

쉽다. 다만 안평대군이 소장했던 서예 작품도 조맹부의 

행서를 비롯한 원대의 필적이 가장 많아 원의 서화가 대

거 유입되었던 당시의 정황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

위의 표에서 보이듯 당시에 전래된 원대의 글씨 중 

단연 영향력이 두드러진 것은 조맹부의 글씨였다. 서거정

(徐居正)은 당시에 국내에 유입된 조맹부의 필적을 본 것

이 수백 본이나 된다고 하였으며, 세종 32년(1450)에 명의 

사신으로 왔던 예겸(倪謙)이 국내에 조맹부의 필적이 많

은 것을 보고는 ‘조맹부의 진적은 중국에서도 보기 드물

다’고 찬탄한 것을 보면 당시 조맹부의 필적이 대단한 관

심 속에 상당한 양이 전래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14

그런데 조맹부의 송설체가 대세를 이루던 시기에 선

우추(鮮于樞, 1246~1302)의 초서 6점을 소장하고 있었다

는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선우추의 자는 백기(伯幾), 

호는 곤학민(困學民)으로, 33세 되던 해에 양주(揚州)의 

관직에 있을 때 조맹부와 처음 만나 막역지교를 맺었고, 

1297년부터 1308년까지 10년간 조맹부, 등문원과 함께 

임직이 있던 항주(杭州)에서 활동하며 복고주의를 지향

하는 일치된 서법관으로 항주의 문화권을 이끌었다.15 당 

회소(懷素)에 바탕을 둔 그의 초서는 조맹부보다 낫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가장 두각을 나타낸 분야이다. 그의 

글씨는 세련미를 덜어낸 솔의(率意)의 운필과 함께 글자

의 대소 및 굵기의 변화를 통해 다소 거친 필세를 보이기

도 한다.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겠지만 《해동명

적》에 실린 신덕린과 권근의 글씨에 선우추 서풍을 수용

한 자취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해동명적》석각본

에 추가된 김희수가 중종 19년(1524)에 선우추의 초서 필

적을 진상하여 모각 간행하도록 한 일이 있다.16 이는 여

말선초에 조맹부의 서풍이 풍미하는 가운데서도 선우추 

등 원대의 다양한 서풍이 수용되었음을 의미한다.

Ⅲ. 관각 서사 담당층의 서풍

‘관각(館閣)’은 문신들이 직임을 보던 관청을 뜻하는 

말로 범칭되어 왔다. 문신들이 소속된 관청에서 생산된 

문장을 조선시대에는 ‘관각문(館閣文)’ 또는 ‘관각문자(館

閣文字)’로 불렀으며, 현대에 와서는 이를 ‘관각문학(館閣

文學)’의 개념에 포괄시켜 산림문학 또는 강호문학에 대

칭되는 범주의 문학으로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7 조선

시대의 전례와 고사를 모아놓은 『증보문헌비고』에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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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시대의 관각을 경연청, 규장각, 교서관, 홍문관, 예문

관, 춘추관, 독서당, 승문원, 성균관 등 9개의 관청으로 분

류해놓았다. 정조 때 설치한 규장각을 제외하고 조선 건

국 이전부터 존속되어오던 관청으로, 대부분 수문(修文)

을 주요 업무로 담당하던 관청이었다. 이 가운데 경적의 

인쇄 반포와 향축(香祝)·인전(印篆)의 업무를 맡은 교서

관, 전고를 토론하고 고문(顧問)과 진강(進講)의 업무를 

담당했던 홍문관, 사명(辭命)의 제찬(制撰)을 도맡았던 

예문관, 사대·교린의 문서를 담당했던 승문원은 관각의 

여러 관아 중에서도 서사(書寫) 업무와 가장 밀접한 관련

이 있는 관청이었다.18 관각에서 이루어진 실용 문장의 총

체를 관각문체 또는 관각문학이라 한다면 관각에서 서사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된 문서상의 모든 글씨 유형을 ‘관

각서풍(館閣書風)’이라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 건국 이후에 생산된 국가의 공식 문서 중 국왕

이 관직을 내려줄 때 작성된 임명장 고신(告身)이 있고, 

문무과 합격자에게 준 홍패(紅牌)가 있다. 이들은 왕지

(王旨) 또는 교지(敎旨)로 범칭되어 왔다. 이들 문서는 관

각에서 생성된 문서 중 가장 필치가 뛰어난 것으로, 문헌

학뿐만 아니라 서예사 자료로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들 가운데 1393년에 도응(都膺)을 전의소감(典

醫少監)에 임명하며 발급한 <도응 왕지(都膺王旨)>(그

림 3)는 현재까지 소개된 조선 건국 이후의 고신 가운데 

가장 이른 문서이다.19 마치 당 회소의 초서를 연상시키듯 

자간을 떼지 않고 일필의 초서로 이어 쓴 유려한 연면초

(連綿草)와 함께 글자의 아랫부분을 둥글고 빠르게 연결

하는 필획이 강조되어 있다.

1436년에 이정(李禎)을 지한산군사(知韓山郡事, 현 

충남 서천군수)로 임명하며 발급한 <이정 교지(李禎敎

旨)>(그림 4)는 현전하는 고신 문서 가운데 세종 17년

(1435) 이후로 국왕의 임명문서가 이전의 ‘왕지’에서 ‘교지’

로 변경된 것이 적용된 최초의 사례이다.20 <도응 왕지>

에 비해 한 자 한 자 떼어 써 연면초의 형태가 줄었으나, 

하변의 둥글게 돌아가는 필획이 과장되게 강조되고 파임

(乀)을 짧게 끊어 쓰는 장초(章草)의 필법이 나타난다. 복

고주의를 지향하던 원대 서예가들이 즐겨 쓰던 필법 가운

데 하나이다.

1470년에 김종직(金宗直)을 함양군수로 임명하며 발

급한 <김종직 교지(金宗直敎旨)>(그림 5)는 앞의 문서에 

비해 서풍의 변모가 현저하다.21 연면초 또는 과장된 획법들

18 조선시대 館閣의 구분과 담당 업무 분장에 관해서는 『增補文獻備考』 권220, 職官考 7·8의 館閣 조 참조.

19 도판은 藏書閣 編, 2012, 『韓國古文書精選 1』,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p.35.

20 도판은 藏書閣 編, 앞의 책, p.93.

21 도판은 藏書閣 編, 위의 책, p.128.

그림 3   <都膺 王旨>, 1393년, 

45.3×31.2㎝, 논산 성주도

씨 종중.

그림 4   <李禎 敎旨>, 1436년, 48×73㎝, 서울역사

박물관.

그림 5   <金宗直 敎旨>, 1470년, 38×58.5㎝, 선산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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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거의 사라지고 한층 정제된 형태를 띤다. <이정 교지>

가 원대 또는 전래의 서풍이 가미된 15세기 초반의 과도기

적 형태를 보인다면, <김종직 교지>는 15세기 후반에 저

변을 이루며 확산되었던 세련되고 유려한 송설체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조선 초기의 고신에서도 전

래의 전통적 서풍에서 과도기적 형태를 거쳐 송설체로 정

착해가는 주류 서풍의 변모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위 3종의 문서에서 보듯이 상당한 수준의 필치를 

보이고 있는 조선 초기 고신 문서를 과연 누가 필사했는지

에 관심이 쏠린다. 『태종실록』에서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있

다. 이에 따르면 문관의 경우는 이조 문선사(文選司) 소속

의 정랑과 좌랑, 무관의 경우는 병조 무선사(武選司) 소속

의 정랑과 좌랑이 고신을 작성하는 일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22 태종 때 실제로 최흥효(崔興孝)와 김종서(金宗瑞)

가 각각 이조와 병조의 낭청으로서 고신을 작성하는 일에 

참여했던 적이 있다.23 이들은 당시에 글씨로 명성이 있었고 

최흥효의 경우 대명 외교문서와 왕실 발원 사경 사업에도 

여러 차례 참여한 바 있다. 이로써 보건대 국가의 중요한 서

사 업무는 육조 및 관각을 가리지 않고 당대를 대표할 만한 

사수(寫手)가 투입되었으리라는 점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문물제도가 확립되기 이전인 조선 초기에는 

사대·교린 문서나 국가의 주요 문서는 문과 출신자 중 글씨

에 뛰어난 자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해동명적》에 실

려 있는 최흥효, 무명씨, 박희중, 안지, 고득종 등이 거기에 

해당한다. 이들은 국가의 외교문서나 왕실의 서사 업무에 

자주 등장했던 당대의 명필이자 관각의 대표적 사수였다. 

이제 관각서풍을 주도했던 이들의 필적을 분석함으로써 여

말선초 관각서풍의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개성적 서풍의 발현

원대 조맹부의 이른바 송설체는 안평대군 이용을 위

시한 집현전 학사들의 선도에 의해 세종 연간에 본격적으

로 유행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송설체가 저변에 확대되기

까지는 전래 서풍이 답습되거나 송설체와는 특징이 다른 

원대 서풍이 다양한 형태로 병존하고 있었다. 전환기적 성

격을 띤 이들 서풍은 전래 서풍과 결합하며 혼용되는 한편, 

분방하고 자유로운 기상을 드러내며 송설체와 뚜렷이 구분

되는 개성적인 특징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 중심에 섰던 인

물이 바로 최흥효(1370년경~1452년 이후)이다.24

최흥효는 태종 11년(1411) 신묘년 식년시에 합격한 

이래, 주로 승문원에 배속되어 대외문서를 작성하는 일을 

담당했다. 서사가 주요 업무였던 관직 생활은 그의 필명을 

세상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나 문서 작성의 실수

로 인해 몇 차례 파직과 복직을 반복하였다.25 그의 초서는 

15세기 후반부터 안평대군의 행서와 동시에 거론될 정도

로 필명이 뒤따랐다.26 사후에는 그의 글씨가 왕실 수집의 

주요 필적으로 공식적으로 수집되었으며,27 이후 중종조에

는 왕실 수집품의 대표작으로서 안평대군 및 박경의 글씨

와 함께 명의 사신에게 선물로 증여되기도 하였다.28

《해동명적》에 실린 최흥효의 필적 <구경당시(具慶堂

詩)>(그림 6)는 예문관 대제학으로 있던 하연(河演)의 부모

가 80이 넘은 고령에도 모두 살아계심을 축하하며 지은 시로, 

22 『太宗實錄』 권9, 5년(1405) 3월 1일 병신 조.

23 成俔, 『慵齋叢話』 권10. “崔提學興孝以善書名於世, …太宗親政之日, 提學以吏曹郞廳入侍, 書人告身, 弄筆成畫, 良久未就, 金宗瑞以兵曹郞廳在傍, 一筆揮數十張, 

書畢踏璽, 字體璽跡, 並皆端正”.

24 최흥효의 생애와 서풍에 관해서는 유지복, 2016, 「최흥효와 15세기 서단」 『국학연구』 31집, 한국국학진흥원, pp.383~424 참조.

25 최흥효의 관력에 관해서는 유지복, 앞의 논문, p.390 참조.

26 曺伸, 『謏聞瑣錄』. “本朝杏村李岩·直提學崔興孝·安平大君瑢·仁齋姜希顏·成三宰任·鄭判書蘭宗·朴司諫孝元·任士洪·朴耕, 皆工書, 崔之草書, 瑢之行書, 成行于世, 

而今已稀貴矣”.

27 『세조실록』 권24, 7년(1461) 6월 5일 갑술 조.

28 『중종실록』 권83, 31년(1536) 12월 24일 을사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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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흥효의 칠언장편, 조말생(趙末生)의 칠언장편, 신인손(辛

引孫)의 오언장편이 차례로 실려 있다.29 3편의 시 말미에 세 

사람의 이름이 작은 글씨로 따로 씌어 있어 각자의 필적으로 

보이지만 서풍으로 볼 때 글씨는 모두 최흥효가 쓴 것이다.

이 초서 필적은 전체적으로 속도감이 드러나는 분방

한 필치를 보이는 가운데 획간을 잇는 둥근 필획이 강조

되어 있고 부분적으로 장초의 필법도 가미되어 있다. 이

를 원대의 서풍과 비교해보면 초서에 능했던 강리노노

(康里巎巎)의 글씨(그림 7)에 가깝다. 위 아래로 장방형의 

짜임에 거칠고 날렵한 운필이 조맹부의 유려하고 세련된 

필치와는 좀 다르다.

이러한 특징은 최흥효뿐 아니라 《해동명적》 전집 말

미에 실린 무명씨의 필적(그림 8)에서도 일부 확인된다. 

무명씨의 필적은 1425년(세종 7) 우의정 유관(柳觀)이 올

린 사직전(辭職箋)에 대한 불윤비답(不允批答) 교서로, 

실록에도 동일한 내용이 실려 있다.30 신하가 올린 사직전

에 대해 왕이 윤허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내리는 교서가 

불윤비답이다. 당시 관각에서 필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교서 필적에도 획간을 잇는 둥근 원필을 바탕으로 사

선과 날카로운 삐침이 강조되어 있는데, 이는 강리노노 

서풍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이런 획법이 관각에서 

문서를 담당하던 이들의 필적에 드러나는 것을 통해 당시 

강리노노 서풍의 수용 흔적을 살펴볼 수 있다.

이처럼 강리노노의 영향이 당시에 존재하였음에도 

그에 관한 기록은 국내 문헌에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이

는 그의 출신 배경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강리

노노는 본래 서역 강리(康里) 출신으로, 강리는 지금의 중

앙아시아와 신장(新疆)의 접경인 투루판 지역에 해당된

다. 원 왕조에 들어와 강리를 자신들의 성으로 사용하며 

원에 정착하였던 이른바 색목인 출신이다.31 15세기의 조

선 서단은 충선왕대에 유입된 조맹부의 서풍이 대세를 

이루었음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당시에 활동했던 문

사 성현(成俔)은 최흥효의 글씨를 왕희지(王羲之)에 대립

했던 유익(庾翼)에 빗대며 거칠고 촌스럽다는 비평을 남

긴 적이 있다. 나아가서는 안평대군 이용이 최흥효의 글

씨를 찢어 벽에 발라버렸다는 일화를 소개하며 폄훼하기

29 하연의 문집에도 權近의 칠언율시와 함께 3인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河演, 『敬齋集』 권5 附錄 「具慶堂詩帖」 참조.

30 『세종실록』 권29, 7년(1425) 7월 9일 병자 조.

31 강리노노의 출신과 서풍에 대해서는 黄惇, 2002, 『中国书法史･元明卷』, 南京: 江苏敎育出版社, pp.73~77 참조.

그림 6   崔興孝, <具慶堂詩>, 목판본, 

《海東名迹》所收.

그림 7   康里巎巎, <柳宗元 梓人傳>부분, 

1331년, 지본 27.8×281㎝.

그림 8   無名氏, <不允批答敎書>, 1425년 서, 목판본, 《海

東名迹》所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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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하였다.32 실제 최흥효의 서풍은 유익의 글씨와는 전

혀 상관이 없다. 이는 보다 변화가 많고 분방하여 주류의 

서풍과는 다른 경향을 보였던 최흥효를 깎아내리는 한

편, 송설체의 전형을 보였던 안평대군을 비교우위로 내세

우며 정당화하려던 주류서단의 배타적 인식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조맹부의 위상과 예술적 영향에 경도되

었던 당시 서단에서 변방 출신의 귀화인 강리노노에 대한 

관심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관련 문헌

의 부재 역시 그의 영향을 인식할 정도의 안목과 문화적 

역량이 성숙되지 못했던 탓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무명씨의 필적은 글씨를 쓴 사람의 이름이 없

어 의아하다. 《해동명적》에 실린 모든 필적 앞에 서자

의 이름을 새겨 넣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 필적은 앞

서 언급했듯이 유관이 올린 사직전에 대한 불윤비답이

다. 국왕의 명령을 담은 교서이기에 맨 앞에 서자의 이

름을 함부로 넣지 못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런데 당시 

이 교서를 유관의 집에 가서 직접 전한 이는 권도(權蹈, 

1387~1445)였다.33 문물제도가 정비되기 시작한 성종 이

전까지 실록 가운데 불윤비답 관련 기사는 세 차례 나온

다.34 당시 불윤비답을 전달한 관료는 이조 정랑 정흠지

(鄭欽之), 집현전 부제학 권도, 응교 안지(安止) 등 3인이

다. 그중 권도와 안지는 모두 《해동명적》에 수록된 인물

이다. 권도는 나중에 개명한 권제(權踶)로 더 잘 알려져 

있으며,35 글씨에 능했던 부친 권근(權近)의 필적도 《해동

명적》에 함께 수록되어 있다. 안지 역시 세종대 초기부터 

최흥효와 함께 법화경 사경 작업을 했던 명필이다.36

성종대 이후에는 불윤비답의 발급과정이 명확하였

다. 예문관 소속의 제술관이 불윤비답을 작성하고, 승정

원의 주서(注書)가 이를 베껴 쓰고, 사관(史官)이 대신의 

집에 직접 가서 전달하게 하였다.37 그러나 문물제도가 정

비되기 전인 15세기 초반에는 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

다. 최흥효는 이조 낭청으로 있을 때 국왕의 관리 임명문

서인 고신을 필사하는가 하면,38 병조 정랑으로 있을 때는 

왕실 발원 불사로 『법화경』 사경 작업에 참여하였다.39 소

속 관청의 특정 직위와 상관없이 글씨 역량을 갖춘 이가 

국가와 왕실의 필사 업무에 참여하였던 것이다. 교서를 

전달할 당시 권도와 안지는 각각 집현전 부제학과 응교

를 맡고 있었다. 세종대의 집현전은 왕명 문서 제찬, 사대

문서 작성, 사관으로서의 기록 등 제술과 필사가 고유 업

무 중 하나였다. 이로 볼 때 당시 국왕의 불윤비답 교서를 

전달했던 인물은 교서 필사 업무까지 직접 담당했을 수도 

있다. 따라서 무명씨로 남아 있는 《해동명적》의 불윤비

답 교서 필적은 그 교서를 유관에게 직접 전달했던 권도

가 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전환기적 다양성

조선 건국 이후 성종 즉위 이전까지 활동했던 관각

의 사수 중 박희중(朴熙中), 안지(安止), 고득종(高得宗)

의 글씨 역시 15세기 초반 국내 서단의 전환기적 특징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박희중(1364~1446)의 본관은 진원(珍原)이다. 진원

은 현재의 전라남도 장성군 진원면으로, 그가 남원부사를 

32 成俔, 『慵齋叢話』 권1. “時有士人崔興孝, 效庾翼之法, 自稱善書, 常持筆橐, 巡歷諸司諸大家, 揮灑與之, 字體麤鄙, 安平邀請書之, 遂割而塗諸壁”.

33 『세종실록』 권29, 7년(1425) 7월 9일 병자 조.

34 『태종실록』 권22, 11년(1411) 12월 20일 병오 조; 『세종실록』 권29, 7년(1425) 7월 9일 병자 조; 『세종실록』 권38, 9년(1427) 10월 8일 임술 조.

35 권도가 예조 판서로 임명되었을 때 세종의 이름과 음이 같아 피혐하기 위해 이름을 ‘제(踶)’로 바꿨다. 『세종실록』 권78, 19년(1437) 8월 17일 갑술 조.

36 『세종실록』 권24, 6년(1424) 4월 20일 을축 조.

37 불윤비답의 문서 제도와 발급 과정에 관해서는 노인환, 2015, 「조선시대 批答의 문서 유형 연구」 『古文書硏究』 제47호, 韓國古文書學會, pp.30~34 참조.

38 成俔, 1971, 『慵齋叢話』 권10 (『국역 대동야승』 권2), 민족문화추진회, p.254 (원문 p.662).

39 『세종실록』 권21, 5년(1423) 9월 21일 기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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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田愚, 『艮齋集』 後編 권18, 「竹川朴先生神道碑銘」.

41 『태종실록』 권31, 16년(1416) 4월 17일 기묘 조.

42 『세종실록』 권18, 4년(1422) 12월 20일 계묘 조.

43 安止, 『皐隱安先生遺稿』 권1, 「贈權吉昌[擥]」(安晩坤 編, 1912년 중간본).

44 『세조실록』 권2, 1년(1455) 9월 20일 임진 조.

45 『세종실록』 권83, 20년(1438) 12월 24일 갑술 조.

46 『세종실록』 권123, 31년(1449) 2월 1일 임자 조.

47 『세조실록』 권24, 7년(1461) 6월 5일 갑술 조.

끝으로 벼슬에서 물러난 뒤 여생을 보낸 고향이다.40 이조 

정랑과 예문관 직제학을 거쳐 영암군수와 남원부사를 역

임하였다. 직제학으로 있을 때는 좌주였던 좌의정 하윤

(河崙)의 요청으로 선묘(先墓)의 신도비명을 써주어 자급

이 올랐으며,41 회례사(回禮使)로 일본국에 건너가 일본의 

《대장경》 요구에 응대하기도 하였다.42

《해동명적》에 실려 있는 박희중의 필적 <칠언절구

> (그림 9)는 송 임희이(任希夷)의 「백로정(白鷺亭)」과 

당 이원(李遠)의 「황릉묘사(黃陵廟詞)」 칠언절구 2수를 

쓴 것이다. 점획이 보다 간결하게 처리되어 있고, 특히 파

임을 짧게 끊는 장초(章草)의 필법이 두드러진다. 장초는 

조맹부, 선우추, 등문원 등 복고주의를 표방한 원대 서예

가들에게 광범위하게 학습되며 원대 후기까지 지속적으

로 유행하던 필법이다. 황상(皇象)의 <급취장(急就章)>

을 임서한 조맹부의 글씨(그림 10)를 박희중의 글씨와 비

교해보면 유사한 특징들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간

결함과 생동감을 특징으로 하는 장초의 필법은 박희중은 

물론 앞서 다룬 최흥효와 뒤에서 다룰 신장의 글씨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이는 원말에 유행하던 복고주의 서풍이 

조선 초기 국내 서단에서도 적극 수용되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해동명적》에 실린 안지(1384~1464)의 필적 <증

권길창(贈權吉昌)>(그림 11)은 길창군(吉昌君)에 봉해

진 권람(權擥)을 위해 써준 칠언율시의 하례시이다.43 권

람은 앞서 언급한 권제의 아들이다. 권람은 세조의 등극

을 도운 좌익공신에 선정되어 이조 참판에 임명된 1455

년(세조 1)에 길창군에 봉해졌다.44 안지는 세종조에 권람

의 부친인 권제와 함께 사대문서를 담당했고,45 『고려사』 

편찬 작업에도 함께 참여하여 문사에 뜻을 같이한 관각의 

동료였다.46 더구나 안지는 권람이 과거를 볼 때의 시관으

로, 권람이 평생 문생으로서 예를 갖춘 대상이었다.47 따

라서 안지가 권람에게 써준 이 필적은 이른 시기부터 관

각에서 지우를 맺은 부친 권도와의 친분, 좌주와 문생으

로서 맺은 권람과의 인연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안지가 권람에게 써준 이 행서 필적은 단정한 결구

와 획법이 돋보인다. 늘씬하고 세련된 필치를 특징으로 

하는 송설체와 달리 고법에 충실한 엄정한 자태를 유지하

고 있다. 위진 고법(魏晉古法)의 전형으로 불리는 왕희지 

행서에 보다 가깝다. 안지가 세조의 등극을 도운 좌익공

신에 오른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듯 그는 정치적으로는 안

평대군 이용과 거리를 두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15세기 

후반의 문사 조신(曺伸)이 남긴 일화는 이들 간의 관계를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안지가 집현전 대제학으로 있을 

그림 9   朴熙中, <칠언절구>, 목판본, 

《海東名迹》所收.

그림 10   趙孟頫, <臨皇象急就章卷>

부분, 13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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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曺伸, 『謏聞瑣錄』. “文靖公安止, 號皐隱, 爲集賢殿大提學, 時方文士趨附安平大君, 獨不能致公, 屢折簡邀請, 或書屛簇以寄之, 則曰, 大君簡何可遙答, 當親謝謁云, 而竟不至”.

49 필적의 앞부분에 당시의 정황을 설명한 긴 제목이 있다. “庚戌春, 上講武于江原積山之驅, 見士卒之盛, 旌旗之華, 相與稱揚聖德, 不勝欣慶, 走筆以呈”.

50 오창림, 2017, 「조선 초기 고득종의 시문과 서예 연구」 『耽羅文化』 54호, 탐라문화연구원, p.241.

51 『세종실록』 권21, 5년(1423) 9월 21일 기해 조.

52 『세종실록』 권83, 20년(1438) 10월 17일 무진 조; 『세종실록』 권93, 23년(1441) 8월 13일 정축 조.

53 『세종실록』 권85, 21년(1439) 4월 29일 병오 조.

당시 안평대군이 여러 차례 편지를 보내고 병풍과 족자에 

글씨를 써 보낸 적이 있다. 그를 휘하로 끌어들이기 위한 

시도였다. 그러나 안지는 다른 핑계를 대고 결국에는 가

지 않았다고 한다.48 안지가 안평대군이 적극 수용했던 송

설체 서풍 대신 위진 고법에 충실한 경향을 보였던 이유

를 이 일화를 통해 짐작해볼 수 있다. 서법에 대한 개인적 

취향에 더해 정치적 입지에 따라 서풍의 지향이 달라짐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해동명적》에 실린 고득종(1388~1452)의 필적 <칠언

율시>(그림 12)는 세종이 1430년(세종 12) 강원도 적산(積

山)에서 군사들을 지휘하며 강무(講武)할 때 고득종이 세

종의 성덕을 칭송하는 시를 짓고 직접 써서 바친 것이다.49 

고득종의 본관은 제주로, 지배세력이었던 탐라성주(耽羅

星主) 고말로(高末老)의 15세손이다. 그의 집안은 고려 말 

중앙정부의 제주지방 통치를 위한 회유책으로 인해 조부대

로부터 서울에 올라가 재경세력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50

고득종은 문과에 급제한 이후 승문원 교리, 예조 정

랑 등 관각의 보임으로부터 업무를 시작했지만, 이후 제

주 출신으로서 목마 및 목장 축조와 관련한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다. 서사 업무와 관련해서는 세종 초기에 최흥

효, 안지와 함께 신녕 궁주 신씨가 태종의 명복을 빌기 위

해 발원한 불경 사경 사업에 참여한 바 있다.51 이후 정조

사의 일원과 성절사로 두 차례 명에 다녀오고52 통신사로 

일본에 다녀오기도 하였는데,53 세 차례의 사행은 선진 문

물과 서예에 대한 안목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고득종이 세종의 성덕을 찬양한 이 필적은 송설체의 

감각적인 서풍을 보이는 한편, 길게 강조한 사선과 획간

을 둥글게 연결한 원필, 나아가 최흥효와 무명씨의 필적

에서 보였던 필획도 가미되어 있다. 딱히 누구의 서풍이

라 말할 수 없을 만큼 전래의 서풍과 원대의 초서풍을 개

성적으로 체화한 필적이다. 이처럼 조선 초기 15세기 전

반에는 위진 고법을 견지하려는 보수적 경향이 존속하는 

한편, 원으로부터 대거 유입된 서풍이 전래의 서풍과 섞

이며 다양한 양태의 서풍이 공존하였다.

Ⅳ. 명문 가전 서풍의 추이

《해동명적》에 실린 서가들이 서로 유기적인 인적 관

계망을 이루고 있다는 점은 필자의 선행 논고에서 다룬 

바 있다(유지복 2016a: 222). 이 가운데 신덕린(申德鄰)을 

위시한 고령신씨가와 이암(李嵒)을 필두로 하는 고성이

씨가에서는 명필이 여럿 나와 《해동명적》에도 이들의 필

적이 다수 실려 있다. 본고에서는 두 가문 중 고령신씨 문

그림 11   安止, <贈權吉昌>, 

1455년 서, 석각본, 

《海東名迹》所收.

그림 12   趙孟頫 , <臨皇象急就章卷>부분, 

13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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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신공제는 신장의 아들인 신말주의 손자인데 편저자의 착오로 잘못 기록되었다.

55 沈光世·李睟光·李厚源 編著, 『野乘』 권11, 申徳隣 條.

56 신덕린의 생몰년은 미상이나 고령신씨 문중에서 펴낸 『고령신씨대종보 종합본Ⅰ』에 따르면 신덕린이 77세를 일기로 1320년에 태어나 1396년에 졸한 것으로 

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우선 이 기록을 따른다.

57 李行, 『騎牛集』 권2, 「杜門洞七十二賢錄麗未」.

58 申景濬, 『旅菴遺稿』 권5, 「壺村金判書實錄敍」.

59 李穡, 『牧隱詩藁』 권8, 「憶申判書德麟」.

중의 필적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해동명적》을 간행한 

이가 고령신씨 문중의 신공제라는 상징성은 물론, 《해동

명적》에 수록된 신덕린으로부터 신장, 신종호, 신공제의 

활동 시기가 여말선초 전 과정에 분포되어 있어 가전 서

풍의 추이를 통해 해당 시기 서풍의 변모상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고려 공민왕 때로부터 조선 숙종 연간의 

조야기사(朝野記事)를 기록한 『야승(野乘)』에는 신덕린

과 그의 가계의 묵연에 관한 짧은 언급이 있어 주목된다.

예의판서 신덕린은 고령인으로 글씨를 잘 써 당세에 이름

이 높았다. 사람들이 그의 글씨 한 자라도 얻으면 서로 다투

어 보배로이 간직하며 말하기를 ‘이것은 신 아무개가 쓴 삼매

의 경지에 든 글씨이다’ 하였다. 손자인 신장도 글씨를 잘 썼는

데, 대자(大字)와 소해(小楷)는 모두 신묘한 경지를 다하여 한 

때의 커다란 편액과 이름난 각자가 모두 그의 손에서 나왔다. 

벼슬은 공조 좌참판에 이르렀다. 판서 신공제는 신장의 손자

인 신말주의 아들이다.54 초서와 예서를 잘하여 비록 번다한 문

서가 책상에 가득 놓여 있어도 붓을 잡고 글씨를 쓰면 쉬지 않

았으며, 항상 방 한구석에 있으면서 오로지 문묵으로 즐거움을 

삼았다.55

위의 글을 통해 신덕린, 신장, 신공제를 배출한 고

령신씨 일문이 서예로 이미 당대에 명성을 얻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령신씨 문중에서 명필의 비조격은 신덕린

(1320~1396?)이다.56 신덕린은 고려왕조에서 활동하여 벼

슬은 예의판서에 이르렀다. 고려가 망하자 구신 가문의 

자제들과 함께 신분을 감추고 외부와의 접촉을 끊고 두문

동(杜門洞)에 들어가 절개를 지켜 두문동 72현이라는 칭

송을 받았다.57 또한 포은 정몽주, 목은 이색, 야은 길재, 

도은 이숭인, 교은 정이오와 함께 육은(六隱)으로 불리기

도 하였다.58

신덕린과 절친했던 이색은 ‘한가할 때의 초서는 풍

우처럼 장쾌했다’고 하여 신덕린이 무엇보다 초서에 능

했다고 하였다.59 현재까지 알려진 신덕린의 글씨는 《해

그림 13   申德鄰 , <滕王閣序>, 목판본, 

《海東名迹》所收.

그림 14   鮮于樞, <石鼓歌>부분, 1301년,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그림 15   權近, <唐 許渾詩 秋思>, 목판본 

《海東名迹》所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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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申叔舟, 『保閑齋集』 補遺, 「題巖軒書帖後」.

61 李崇仁, 『陶隱集』 권3, 「寄寶蓮住持」; 동저, 『陶隱集』 卷3, 「贈寶蓮」.

62 『新增東國輿地勝覽』 권29, 「高靈縣」 人物 條.

63 『세종실록』 권9, 2년(1420) 8월 11일 정미 조; 『세종실록』 권16, 4년(1422) 6월 21일 병오 조; 『세종실록』 권23, 6년(1424) 1월 16일 계사 조 참조.

동명적》에 실려 있는 당 왕발(王勃)의 「등왕각서(滕王閣

序)」를 쓴 필적(그림 13)이 유일하다. 이 필적은 후대의 

모각이라 필획의 묘가 잘 드러나지 않지만, 활달하고 소

활한 필치는 원대 선우추(鮮于樞)의 초서(그림 14)와 연

관성이 있어 보인다.

선우추의 초서는 조맹부의 서풍과 크게 구별되지 

않는다. 다만 조맹부의 늘씬하고 세련된 자형에 비해 다

소 성글면서 글자의 대소와 획의 비수에 변화를 주는 것

이 그의 특징이다. 신덕린의 필적에서도 이런 경향이 나

타난다. 이처럼 여말선초에 선우추의 서풍을 수용한 예

는 좀처럼 찾기 어렵다. 신덕린의 바로 다음 세대인 권근

(1352~1409)의 필적(그림 15)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신덕린의 손자인 신장(申檣)도 조부의 서풍을 따

라 선우추의 영향이 두드러질 것으로 여겨지지만 실제로

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전래 서풍에 강리노노의 서풍을 

부분적으로 수용한 흔적이 보이기 때문이다.

신장(1382~1433)은 조부 신덕린으로부터 시작된 고

령신씨가 명필 중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인물이다. 

1402년(태종 2) 식년문과에 급제한 이래로 공조 참판과 

대제학을 역임하였다. 그는 소싯적에 보련법주(寶蓮法

主)에게 서화를 익혀 상당한 경지에 이르렀다고 전한다. 

그의 아들 신숙주의 『보한재집』에는 신장이 보련법주로

부터 글씨를 배우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다.

선군은 전라도 남원의 호촌(壺村)에서 생장했다. 총각 때 

보련법주에게 글씨를 배웠다. 보련법주는 서화를 좋아하고 매

우 능하기도 하여 마을에 거주하는 사족의 자제 대부분이 그에

게 가서 배웠다. 법주는 선군의 자질이 비범함을 알고 아끼고 

중히 여겼다. 밤에 누워서는 손수 선군의 손가락을 끌어다 배 

위에 획을 그어 글자를 연습하게 하였다. 마침내 터득한 바의 

진첩(晉帖)과 설암대자(雪菴大字)를 선군에게 주며 말하기를 

“붓을 잡을 때에는 반드시 기울이지 말고 곧게 세워 항상 붓끝

이 획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그런 뒤에야 자획이 원만하고 바

르게 된다” 하였다.60

보련법주가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자세하지 않다. 다

만 이숭인(李崇仁)이 보련법주에게 보낸 시에 그를 ‘도인

(道人)’으로 부르거나 꿈속에서라도 그의 선방(禪房)을 

찾고 싶다고 한 점,61 왕희지첩과 설암대자를 터득하고 있

었다는 점 등을 미루어볼 때 불가의 고승으로서 서예에 

깊은 이해를 가진 인물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신장은 큰 글씨를 잘 썼던 것으로 알려지는데, 세종

이 설암이 쓴 <위소주 병위삼화극 연침응청향첩(韋蘇州

兵衛森畫戟宴寢凝淸香帖)>에서 빠진 ‘병위삼(兵衛森)’ 

세 글자를 신장에게 명하여 보충하게 하였다는 기록이 있

어 그가 당시 조맹부와 함께 유행하던 설암의 대자에도 

능했음을 알 수 있다.62 이밖에도 신장은 세종 연간에 왕

실 발원의 사경 사업에 참여하거나 국외 사절의 글씨 요

구에 응하는 등 글씨와 관련한 국가적인 사업에 여러 차

례 관여하였다.63

그림 16   申檣, <南在詩 送人>, 목판본, 

《海東名迹》所收.

그림 17   崔興孝, <具慶堂詩>, 목판본, 

《海東名迹》所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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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은 신덕린의 손자이므로 그의 영향을 받아 선

우추 서풍을 수용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태종실록』에도 

신장의 글씨가 신덕린과 닮았다고 기록되어 있다.64 그러

나 그의 글씨는 신덕린의 서풍과는 거리가 있다. 《해동명

적》에 그의 필적(그림 16)이 실려 있다. 여말의 문신으로 

조선 건국에 가담하여 삼정승을 지낸 남재(南在)의 칠언

절구 「송인(送人)」을 쓴 것이다.65 

이 글씨는 둥글게 연결하는 획 사이의 공간이 과장

되게 강조되어 있고, 사선 역시 날카롭게 뽑아 내리는 필

획이 강조되어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앞서 다룬 최흥효

(그림 17)와 무명씨의 필적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

상이다. 신장은 집현전에 있을 때 대외문서를 작성하는 

일로 최흥효와 함께 근무한 적이 있다.66 또한 태종비 원

경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해 세종이 발원한 『법화경』 사경 

작업에 최흥효와 함께 참여한 적도 있다.67 두 사람의 글

씨에 공통적인 특징이 보이는 것은 아마도 같은 공간에서 

필사 업무를 담당하며 자연스레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 결

과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딱히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

고 말할 수 없는 이러한 현상은 전래 서풍에 원대의 다양

한 서풍이 혼재되며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신장의 증손인 신종호(申從濩, 1456~1497)의 필적

도 《해동명적》에 실려 있다(그림 18). 신종호는 신장의 

아들 신숙주의 손자이다. 그는 26세에 천추사의 서장관

으로 북경에 다녀오는 등 일찌감치 홍문관에서 서사의 직

임을 담당했다.68 그 역시 초서에 능했는지 한 번은 전시

(殿試)에서 초서로 쓴 책문(策文) 시권이 4등을 했는데, 

단정한 해서로 쓰지 않아 불공하다는 이유로 뽑히지 않은 

적도 있다.69 그는 시문에도 능해 성종이 평소에 지은 시

문을 연말에 직접 써서 바치게 하였다.70 한 번은 사신으

로 온 일본의 원숙(元肅)이 《대장경》을 청하자 그에게 불

경 대신 배율 장편(排律長篇)을 직접 지어 주게 하여 탄

복시킨 일이 있다. 그 장편 시는 신종호가 직접 지은 것으

로, 실록에도 그 장편 시가 실려 있을 정도로 문예에 재질

이 있었다.71

《해동명적》에 실려 있는 <칠언절구>는 누군가의 문

장이 뛰어남을 칭송하며 지어준 시로, 신종호의 자작시로 

추정된다. 상대적으로 글자 수가 적지만 송설체 특유의 점

획과 늘씬한 결구를 보이고 있다. 앞서 거론했던 여러 필

적들과는 확연히 다른 양태로, 동시기에 활동했던 재종형

제 신공제(申公濟)의 필적(그림 19)에서는 세련되고 유려

64 『태종실록』권3, 2년(1402) 4월 3일 을묘 조.

65 원문은 南在, 『龜亭遺稿』 上, 「送人」에도 실려 있음.

66 『세종실록』 권7, 2년(1420) 3월 20일 무자 조.

67 『세종실록』 권9, 2년(1420) 8월 11일 정미 조.

68 『성종실록』 권133, 12년(1481) 9월 2일 계유 조.

69 『성종실록』 권147, 13년(1482) 10월 24일 기축 조.

70 『성종실록』 권171, 15년(1484) 10월 26일 경진 조.

71 『성종실록』 권184, 16년(1485) 10월 1일 무인 조.

그림 18   申從濩, <칠언절구>,  

목판본, 《海東名迹》所收.

그림 19   申公濟, <尹孝孫碑>, 석각본,  

《金石淸玩》所收, 국립중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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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어숙권의 『패관잡기』는 1909년 朝鮮古書刊行會에서 펴낸 『大東野乘』 13책 중 제1책에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이후 1968년에 서울대학교 출판부에서 조선고

서간행회 편 『대동야승』을 그대로 영인하였고, 1971년에 민족문화추진회(현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전문을 번역하고 뒤에 원문을 실은 『(국역)대동야승』 번역본

을 간행하였다. 현재 한국고전번역원의 한국고전종합DB에는 원문, 원문 이미지, 번역문이 함께 제공되고 있다. 그런데 어숙권의 《해동명적》 관련 글 마지막 부

분의 ‘愼公自有楷法可傳’의 ‘愼公’이 원문 이미지에는 ‘申公’으로 잘못되어 있다. 조선고서간행회 편의 원문이 아닌 번역본(1971년) 조판 과정에서 ‘申公’으로 잘못 

뒤바뀌어진 원문의 이미지를 차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번역 시 주의를 요한다.

73 이재충, 2004, 「“稗官雜記”의 詩話 硏究」,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4 박경은 1468년에 서거한 세조의 명복을 빌기 위해 예종의 명으로 사경 불사에 참여한 바 있다. 이로 미루어볼 때 그는 신자건과 비슷한 연배로 추정된다. 『예종

실록』 권2, 즉위년(1468) 9월 19일 을해 조.

한 송설체의 특징이 더욱 현저하게 나타난다. 이는 성종대

를 거쳐 15세기 후반으로 갈수록 조맹부의 송설체가 각광

을 받으며 저변에 확대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Ⅴ.   어숙권의 《해동명적》  
관련 기록에 대한 추론

어숙권의 『패관잡기』에 실린 《해동명적》 관련 기록

은 《해동명적》의 간행시기를 1517년 전후로 비정할 수 

있는 가장 이른 기록이다. 또한 《해동명적》에 실려 있는 

박경의 글씨가 실은 신자건의 글씨가 잘못 와전된 것이라

는 주장을 담고 있어 그 진위 여부가 주목되는 기록이기

도 하다. 필자는 이전의 선행연구에서 《해동명적》의 간

행시기를 추적하며 어숙권의 기록을 다룬 바 있다(유지

복 2016a: 217). 그런데 기록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생몰

년을 정확히 고려하지 않아 번역상의 오류를 범하였다. 

어숙권의 글은 《해동명적》에 실린 박경의 글씨가 그의 주

장대로 신자건의 필적인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록이므

로 보완한 번역문과 원문을 다시 싣는다.72

근래에 판서 신공제가 우리나라 명인의 필적을 모아 간

행하였다. 최치원으로부터 이하 모두 약간 명으로, 그 이름

을 《해동명적》이라 하였다. 가정 정해년(1527)에 내가 신자건

(愼自健) 공을 뵈었는데, 공은 ‘《해동명적》에 있는 박경(朴耕)

의 글씨 한 폭은 내가 쓴 것이다’ 하였다. 신공제 노인이 박경

의 자제에게 그 필적을 얻고서는 그것이 진짜가 아님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아, 박경이 죽은 지는 명적을 모은 시기와 겨우 

10여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게다가 신공제 노인은 안목을 

갖춘 자로 이름이 나있는데도 오히려 이런 실수를 저질렀으니, 

그렇다면 백년도 훨씬 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진위

를 장담할 수 있겠는가. 신자건 공은 본래 후세에 전할 만한 해

법을 갖추고 있었건만, 박경의 필적으로 잘못 오인하였으니 그 

오류가 심하다.

近世申判書公濟, 聚東國名人筆跡刊行, 自崔致遠以下凡若

干人, 名曰海東名跡, 嘉靖丁亥, 余謁愼公自健, 公曰, 海東名跡

中, 朴耕書一幅, 余之所寫也, 申老得於朴之子弟, 而不悟其非

眞, 噫, 朴之死, 距名迹之聚, 纔十許年, 申老亦號具眼, 而猶有

此失, 則其遠在百年之外者, 安能保其眞贗也, 愼公自有楷法可

傳, 而誤認爲朴筆, 則其謬甚矣. - 魚叔權, 『稗官雜記』 권1

위의 글에서 우선 해결해야 될 부분은 신자건의 말

을 어디까지로 봐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선행연구에서

는 신자건의 말을 ‘《해동명적》에 있는 박경의 글씨 한 폭

은 …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까지로 보았다. 그러나 어숙

권, 신공제, 신자건의 나이를 고려하면 번역이 좀 달라진

다. 어숙권의 생몰년은 미상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몇 해 

전 『패관잡기』의 시화를 다룬 연구 성과에 의해 그의 생

년이 1498년(연산군 4)으로 밝혀졌다.73 따라서 신자건

(1443~1527)의 나이가 가장 많고,74 그보다 한 세대 뒤가 

신공제(1469~1536)이고, 그보다 서른 정도 후배가 어숙

권인 셈이다. 위의 글에서 ‘신공제 노인’을 뜻하는 ‘申老’

라는 표현은 두 번 나온다. 이 표현은 모두 어숙권의 말로 

봐야 한다. 신자건이 26살이나 아래인 신공제를 가리켜 

‘노인’이라는 표현을 쓸 리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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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박경의 다른 필적으로 보물 제1248호로 호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大佛頂首楞嚴經>이 있고, 신자건의 필적으로는 창덕궁 <曜金門> 편액이 그의 글씨로 

전한다. 그러나 요금문 편액은 1609년 중건 이후에 다시 제작된 것이라 그의 온전한 글씨라 할 수 없다. 둘 다 해서로 씌어 있다. 박경의 <능엄경>은 호림박물

관 편, 1999, 『湖林博物館名品選集 2』, 서울: 호림박물관, p.49 참조.

76 權應仁, 『松溪漫錄』 下. “嘉靖癸未中廟謁聖取士 有鄭蕃爲壯元 徐大諫厚甫 以系出寒微 爭之不蒙恩謝 南止亭惜其才 別置官曰吏文習讀 鄭蕃·柳沆·魚叔權 咸與其選 

試之日 魚夢見蛇蟠馬背 及其次第也 柳爲魁魚次之 柳生於巳年 魚則午也 而柳居魚之上 是夢讖也.” 이재충, 앞의 논문 p.10에서 재인용.

77 『예종실록』 권2, 즉위년(1468) 9월 19일 을해 조; 12월 13일 기해 조.

78 金馹孫, 『濯纓集』 권1, 「題士浩跋朴訥書後」.

의 글씨 한 폭은 내가 쓴 것이다’까지가 신자건의 말이고, 

그 뒤의 내용은 어숙권의 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해동명적》에 행초서로 쓴 박경의 필적(그림 20)이 

실려 있다. 송 소옹(邵雍)의 칠언절구 「낙화단음(落花短

吟)」을 쓴 것이다. 뜰 가득 핀 복숭아꽃이 쉬 시들어버림

을 안타까워하는 내용을 담은 시이다. 어숙권의 글에서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해동명적》에 실린 박경의 필적이 

과연 박경의 글씨인지, 아니면 신자건의 글씨인지 하는 

점이다. 신자건은 《해동명적》에 실린 박경의 필적은 박

경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글씨라고 하였다. 그런데 어숙

권은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신자건의 말을 믿

고 그의 글씨로 단언하고 있다. 박경과 신자건의 또 다른 

필적이 남아 있다면 이들과의 비교를 통해 판단할 수 있

겠으나, 이들의 필적은 해서밖에 남아 있는 게 없어 《해

동명적》에 실린 박경의 행초와는 비교할 수 없다.75

신공제의 안목을 믿어야 할지 어숙권의 판단을 따라

야 할지 매우 난감하다. 이 문제는 어숙권, 박경, 신자건

의 정치적 입지 및 얽힌 관계를 통해 최대한 추정해낼 도

리밖에 없다. 우선 어숙권과 박경의 관계를 살펴보겠다. 

어숙권은 서얼 출신으로 본관은 함종(咸從)이다. 백부는 

좌의정을 지낸 어세겸(魚世謙), 아버지는 군기부정을 지

낸 어맹순(魚孟淳)이다. 중국어에 뛰어나 역관으로 7차

례 연행에 참여하였으며 문학과 시평에 일가를 이뤄 『패

관잡기』와 『고사촬요』 등을 저술하였다. 그는 뛰어난 이

문(吏文) 실력으로 1523년(중종 18) 남곤(南袞)의 건의로 

개설된 이문습독(吏文習讀) 시험에 합격하며 이문학관

(吏文學官)에 참여하였는데, 이는 남곤의 적극적인 도움

으로 인한 것이었다.76

한편 본관이 반남(潘南)인 박경 역시 서얼 출신으

로 글씨를 잘 썼다. 그는 예종 즉위년(1468)에 당대 명필

로 《해동명적》에도 이름이 오른 성임(成任), 정난종(鄭蘭

宗), 박효원(朴孝元), 이숙생(李叔生) 등과 함께 서거한 

세조의 명복을 빌기 위한 금니사경(金泥寫經) 불사에 참

여한 바 있다.77 신진사류로 김종직의 문인이었던 김일손

(金馹孫)은 성종 22년(1491)에 홍문관 수찬으로 있으면

서 『강목』을 교정하는 일로 잠시 교정청에 근무한 적이 있

는데, 당시 휘하에 박경이 사수(寫手)로 활동했던 적이 있

다. 당시의 인연으로 박경과 김일손은 두터운 교분을 맺

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김일손이 박경을 잠부(潛夫)로 표

현하며 그의 인물됨을 높이 사는 한편 그의 어린 아들 박

눌(朴訥)의 기개와 재능을 칭송한 글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78 이들의 인연은 연산군 4년(1498) 『성종실록』 편찬 

당시 김일손의 사초(史草)를 문제 삼아 훈구세력이 일으

그림 20   朴耕, <落花短吟>, 목판본, 《海東名迹》所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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켰던 무오사화에도 이어졌다. 김일손은 결국 이 일로 처

형되었고 박경도 이 사건에 연루되어 공초를 받았다. 그

런데 그의 공초 중에는 성종 8년(1477)에 사경하는 일로 

봉선사에 갔다 온 적이 있다는 기록이 있다.79 이를 통해 

추정컨대 박경은 이른 시기부터 줄곧 홍문관 또는 예문관 

소속의 사수로 있으면서 왕실 불사의 사경 또는 서적 편

찬의 필사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박경은 1507년에 참형에 처해졌다. 그가 유

자광, 박원종 등 중종의 측근을 제거하고 역모를 꾀한다

는 남곤과 심정 등의 고변으로 인한 것이었다.80 그러나 

이 사건은 훗날 율곡 이이가 언급했듯이 출세에 급급했던 

남곤 일당이 박경을 모함하여 무고한 사건이었다.81 정치

적으로 신진 사류의 입장에 보다 가까웠고 어찌 보면 오

히려 더 과감한 변혁을 추구하고자 했던 박경이 결국 중

종반정 공신들을 모해하고 역모를 꾸민다는 무고로 인해 

희생을 당한 것이었다. 당시 박경으로부터 받은 공초 내

용은 실록에 자세하다. 이에 따르면 그가 글씨로 이름이 

알려진 외에 학문이 깊고 사리에 밝으며 그의 말을 모두 

믿고 경청한다는 세간의 평가가 있었다.82 당시의 대표적 

신진 사류였던 김일손이 한때 박경과 두터운 교분을 맺으

며 그를 잠부로 표현하고 존중했던 태도와도 일맥상통하

는 바이다. 김일손이 박경을 가리켜 잠부라고 한 것은 박

경의 일생을 대변할 만한 함축적 표현이다. 잠부란 은거

하며 숨어 사는 사람을 뜻하는데, 그 출발은 『잠부론(潛夫

論)』을 쓴 후한의 왕부(王符)로부터 시작한다. 출신 성분

이 미천했던 왕부는 성격이 강직하여 세속에 부합하지 않

은 채 줄곧 은거 생활을 하면서 사회에 대한 분개한 심정

을 『잠부론』으로 토로했던 인물이다. 출신은 물론 뛰어난 

학문과 지조를 숨긴 채 세상을 변혁시키고자 했던 열망을 

품었다는 점에서 왕부와 박경의 삶은 일치한다.

남곤의 고변으로부터 시작된 역모사건은 결국 박경

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 그렇다면 당시 남곤의 비호 아래 

있던 어숙권이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박경을 바라보는 시

선은 어떠했을까? 관련된 언급이 없어 속단하기 어렵지

만 그의 재능과 국량을 온전히 평가하기 어려운 입장이었

을 것이다. 《해동명적》의 건에 있어서도 박경의 필적인

지 신자건의 필적인지 그 진위 여부를 떠나 박경의 글씨

를 대놓고 두둔하지는 않았으리라는 판단이 보다 상식에 

가까울 것이다.

이제 어숙권과 신자건의 관계를 살펴보겠다. 신자건

의 본관은 거창(居昌)이다. 판 이천군사 신이충(愼以衷)

의 증손으로, 연산군의 폐비 거창신씨와는 신이충을 증

조부로 하는 6촌 재종간의 같은 항렬이다. 김굉필의 문인

이었던 김정국(金正國)의 묘지명에 따르면 신자건은 소

싯적부터 글씨를 잘 써 한때 이름을 떨쳤고 왕희지의 필

법을 깊이 터득하였다고 한다. 성종이 크게 칭찬하며 우

군첩(右軍帖, 왕희지첩)을 베껴 바치게 하고 창덕궁 요금

문(曜金門) 편액을 써서 바치게 하였다고도 한다. 노년에 

이르도록 글씨를 구하는 자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고 

한 것을 보면 그가 글씨에 상당한 재능을 가졌음을 미루

어 짐작할 수 있다.83

신자건은 유일(遺逸)로 늦게 벼슬을 시작하였다. 그

런데 그는 성종 22년(1491) 전라도 도사(都事) 재직 시 돌

이킬 수 없는 과오를 범했다. 이로 인해 그는 불법을 저지

른 지방관으로 지목되어 평생 동안 대간의 논핵이 뒤따랐

다. 그는 전라도 도사로 있을 때 아들의 혼사를 앞두고 직

권을 남용하여 상롱(箱籠, 대상자)과 철질려(鐵疾藜, 마

름쇠)를 청하는 등 재물을 탐하고 뇌물을 받는 한편 신

79 『연산군일기』 권30, 4년(1498) 7월 12일 병오 조.

80 『중종실록』 권2, 2년(1507) 2월 1일 을해 조.

81 李珥, 『石潭日記』 卷上, 「隆慶元年丁卯」. “追削南衮官爵, 衮少以文名世, 急於進取, 誣告朴耕謀叛抵死, 由是不容於淸議, 竟與沈貞陷趙光祖, 盡逐善類”.

82 『중종실록』 권2, 2년(1507) 윤1월 25일 기사 조.

83 金正國, 『思齋集』 권3, 「江原道觀察使愼公墓碑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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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될 집의 전세(田稅) 감면을 청하기까지 하였다. 그러

자 대간에서는 그를 장물죄로 논핵하여 죄안에 기록할 것

을 성종에게 청하였다.84 이후 대사헌까지 나서면서 신자

건을 녹안(錄案)할 것을 수차 계청하자 성종은 녹안하지 

않는 대신 신자건을 영구히 서용하지 않는 것으로 그 일

은 일단락되었다.85 그러나 뒤이어 즉위한 연산군은 신자

건에 대한 특별 서용을 끊임없이 시도하였다. 신자건이 

자신의 부인 거창신씨와는 동렬의 외척 간이었기 때문이

다. 그러나 그때마다 지속적으로 이어진 대간의 논계에 

의해 연산군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뒤를 이은 중종 

때에도 강원도 관찰사에 임명된 적이 있으나, 외척으로서 

권력에 빌붙어 관직을 얻었다는 대간의 논핵을 받고 얼마 

못가 물러났다.86 결국 전라도 도사로 있을 당시의 직권 

남용과 뇌물 수수가 신자건의 정치적 입지를 좁혔고, 제

대로 직임을 수행해보지도 못한 채 벼슬살이를 마감해야

만 했다.

한편 신자건이 저지른 불법으로 장물죄 녹안 대상에 

오르자 성종은 대신들에게 의견을 물은 적이 있다. 그런

데 어숙권의 조부 어세겸은 당시 지사(知事)로서 경연에 

참여하여 대간의 의견과는 전혀 다른 주장을 하였다. 즉 

장물을 신자건 자신이 착복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게 준 것이므로 녹안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신자건을 

두둔한 것이었다.87 이러한 주장은 당시 대신들 사이의 일

반적인 판단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물론 당시 대신 중

에는 어세겸과 같은 주장을 한 이도 있었지만, 이들은 왕

의 측근으로서 정치적 쟁점에서 항상 보수적 성향을 보였

던 신승선(愼承善), 윤필상(尹弼商), 노사신(盧思愼)과 같

은 원로대신들뿐이었다. 그런데 정치적 동반자였던 이들 

가운데서도 신승선은 어세겸과의 관계가 남달랐다. 그는 

어세겸과 더불어 성종대에 육조를 통괄하는 대신으로서, 

연산군대에는 삼정승의 수반으로서 국사의 결정에 항상 

동지로서 정치적 명운을 같이 한 사이였다. 신승선은 누

구인가? 바로 연산군비 거창신씨의 친부이자 신자건의 5

촌 당숙 되는 사람이다. 이를 통해 보자면 신자건의 장물 

사건이 불거졌을 때 어세겸이 정치적 동지였던 신승선의 

종질 신자건을 감싸려 했던 태도는 인정상 당연한 처사였

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조부 어세겸대로부

터 이어져온 신자건 집안과의 관계에서 어숙권은 과연 자

유로울 수 있었을까? 아무리 탐오의 오명을 안고 있던 신

자건이라 해도 어숙권은 선대로부터 이어져온 관계에서 

벗어나는 판단을 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다시 《해동명적》으로 돌아와 진위 여부를 판단해

보자. 박경의 글씨가 실은 자기가 쓴 것이라고 신자건이 

주장했을 때 어숙권은 어떤 의문도 품지 않고 그의 글씨

로 믿었다. 이는 시비를 분별하는 데 있어 분명 객관성을 

잃은 태도이다. 박경의 아들 박눌(朴訥) 역시 서예 기량

이 뛰어나 김일손과 어숙권으로부터 일찌감치 높은 평판

을 얻었다. 그런 박눌이 과연 신자건의 필적을 자기 아버

지의 필적으로 오인하여 신공제에게 건네고, 신공제 역

시 아무 의심 없이 이를 받아들였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

다. 더구나 신자건이 자신의 글씨라고 주장했던 정해년

(1527)이 그가 85세의 노구로 세상을 떠난 바로 그 해였

다는 점은 어숙권의 기록에 더욱 의문을 품게 한다. 

어숙권은 평소 박경과 신자건의 서예 역량에 대해 어

떤 인식을 갖고 있었을까? 우선 박경과 관련해서는 딱 한 

번 언급한 바 있다. ‘박경의 아들 박눌이 여덟 살에 큰 글

자를 쓰는데, 마치 호랑이와 표범이 소를 잡아먹는 기개

가 있는 것 같다’고 평가하는 한편, ‘이산해(李山海)는 다섯 

살에 능히 초서를 쓰는데, 특히 대자를 잘 써 글자 한 자

를 쓰면 벽 하나를 가득 채웠다. 박눌과 비교해 나이가 배

84 『성종실록』 권251, 22년(1491) 3월 21일 정유 조.

85 『성종실록』 권258, 22년(1491) 10월 1일 갑진 조.

86 『중종실록』 권1, 1년(1506) 9월 4일 경진 조.

87 『성종실록』 권257, 22년(1491) 9월 30일 계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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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어린데 글씨는 훨씬 뛰어나다’고 하여 박눌보다 이산해

를 비교우위로 평가하였다.88 이에 반해 신자건이 고령의 

재상들 모임에 참석하여 썼던 병풍 글씨에 대해서는 ‘나이 

80이 넘었는데도 큰 글씨로 쓴 초서가 젊을 때에 비해 더

욱 건장하여 당시 대단한 일로 여겼다’고 평가하였다.89 박

경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어숙권이 신자건의 

글씨를 더 두둔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어숙권은 신자건이 후세에 전할 만한 해법을 갖추

고 있다고 하여 글씨는 신자건이 박경보다 낫다고 판단

하였다. 과연 어숙권의 말대로 당시 신자건의 기량이 박

경보다 한 수 위였을까? 1536년에 명의 사신으로 왔던 동

월이 성종의 글씨를 요구한 적이 있다. 그러자 중종은 어

필을 줄 수 없다 하고, 대신 내탕에 소장된 글씨 중 안평

대군 이용, 최흥효, 박경의 글씨를 지목하여 주도록 하였

다.90 박경의 글씨가 안평대군과 최흥효의 글씨와 대등하

다는 평가를 받았던 것이다. 박경, 신자건과 동시기에 활

동했던 조신(曺伸)은 당시의 명필로 이암, 최흥효, 안평대

군, 강희안, 성임, 정난종, 박효원, 임사홍, 박경 등 9명을 

꼽았다.91 18세기의 문인 이긍익(李肯翊)은 김생으로부

터 시작된 우리나라 필법에 관해 언급하며 최흥효, 안평

대군, 신장, 박경 등 조선 초기의 명필 10여명을 꼽았다.92 

19세기에 활동했던 이유원(李裕元)은 우리나라의 역대 

글씨를 촉체(蜀體)와 진체(晉體)로 구분하였는데, 촉체를 

구사한 21인의 서가 중 박경을 제일 앞에 두었다.93 역대 

명필의 글씨를 두 가지 서체로만 구분한 것은 매우 주관

적인 견해이지만, 박경을 안평대군의 앞에 두었다는 점에

서 그에 대한 높은 평가를 엿볼 수 있다.

이상 살펴보았듯이 글씨와 관련한 역대 기록에서 박

경은 높은 평가를 받으며 당대를 비롯한 조선 후기의 문

헌에서도 반드시 언급되었다. 이에 반해 신자건의 글씨

와 관련해서는 김정국이 지은묘비명과 어숙권의 기록 이

외에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어숙권의 출신과 정치적 

입지, 그에 따른 박경과 신자건과의 관계, 이들의 글씨에 

대한 역대 평가를 종합해볼 때 《해동명적》에 실린 박경의 

글씨가 신자건의 것이라는 어숙권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

는 것으로 판단된다.

Ⅵ. 맺음말

《해동명적》에는 신라의 최치원으로부터 조선 16세

기 초 김희수까지 모두 42인의 필적이 수록되어 있다. 그 

중 조선 초기, 더 정확히는 건국 이후 15세기 말까지 활동

했던 서예가는 28인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 

글은 《해동명적》에 실린 필적들을 분석하여 조선 초기 15

세기 서풍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28인의 필적

을 모두 분석하기에는 지면의 제약이 있고 내용도 방만해

질 우려가 있어 두 가지 기준을 세워 글씨를 분석하였다. 

첫째, 관각에서 문서 작성 등의 서사 업무를 담당했던 서

가들, 둘째, 《해동명적》 편찬자 신공제를 포함하여 조선 

초기에 명필을 다수 배출한 고령신씨 문중의 서가들로 나

누어 이들의 서풍을 분석하였다.

교서관, 홍문관, 예문관, 승문원 등의 관각은 서사 업

무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던 관청이었다. 관각에서 생

성된 여러 문서 중 국왕이 관직을 줄 때 작성한 임명장을 

우선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래의 전통적 서풍에서 과도

기적 형태를 거쳐 조맹부의 송설체로 정착해가는 서풍의 

88 魚叔權, 『稗官雜記』 권4. “朴耕之子訥年八歲, 作大字, 如虎豹之已有食牛之氣, …近有神童李山海, 士人之蕃之子也, 年五歲能草書遒勁老熟, 尤喜大字, 作一箇字滿

一壁, …其視朴訥, 年倍少, 而筆又迥絶”.

89 魚叔權, 『稗官雜記』 권4. “…宰相至七十, 則例與此會, 又令愼僉知自健, 寫屛張之, 愼亦年過八十, 其大字草書, 比少尤壯, 一時以爲盛事云”.

90 『중종실록』 권83, 31년(1536) 12월 24일 을사 조.

91 曺伸, 『謏聞瑣錄』.

92 李肯翊, 『燃藜室記述別集』 권14, 「筆法」.

93 李裕元, 『林下筆記』 권30, 「東國書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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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모 양상을 확인하였다. 승문원과 예문관에서 주로 대외

문서를 작성했던 최흥효와 권제로 추정되는 무명씨의 필

적에는 원대 서역 변방 출신의 귀화인 강리노노의 서풍이 

일부 수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그와 관련한 국내 

문헌 기록이 전혀 없고, 그의 제자 위소의 필적이 몇 차례

의 불교 교섭을 통해 유입되었다는 기록만 남아 있다. 이

런 점을 고려할 때 조맹부의 위상과 예술적 영향이 지배

적이었던 당시의 서사 업무 현장에 강리노노의 서풍이 수

용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관각의 사수로서 15세기 중반까지 활동했던 박희중, 

안지, 고득종의 필적에서도 복고주의를 표방한 원대 서예

가들에게 광범위하게 학습되었던 장초의 필법, 위진 고법

을 견지하려는 보수적 경향, 송설체에 대한 감각적 해석 

등 전래의 서풍이 원으로부터 유입된 서풍과 섞이며 다

양한 양태의 서풍이 공존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고령신

씨 문중 서가들의 필적에서도 15세기 초기에는 선우추와 

강리노노의 서풍을 일부 수용하는 한편, 후반으로 갈수록 

세련되고 유려한 송설체의 특징이 현저해지며 저변에 확

대되어갔던 정황을 확인하였다.

조선 초기의 서예 문화에 있어 조맹부의 송설체가 

대세를 이루었다는 점은 자명한 사실이다. 세종부터 성

종대에 이르기까지 국가에서 조맹부의 필적을 여러 차례 

공식적으로 간행하여 널리 배포한 사실에서도 이를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당시의 서예 문화를 송

설체로 모두 설명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지금까지 조

선 초기 서예의 대외 교섭 및 서풍의 유입을 다룬 연구는 

대부분 송설체에 초점을 맞춰 당시 전래된 원대의 다양

한 서풍을 간과하는 경향을 보였다. 더구나 미세하게 엇

갈리는 글씨까지 모두 송설체로 설명하려는 우를 범하기

도 하였다. 이 글에서는 송설체 관련 필적에 대해서는 자

세한 분석을 피하였다. 송설체가 저변에 확대된 15세기 

후반보다 전반기의 글씨에 주목하여 전환기적 특징이 어

떻게 나타나는지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15세기에는 송설체의 영향만큼 확고하고도 명징한 서풍

의 출현은 없었다. 그러나 강리노노와 선우추의 서풍을 

포함하여 전래 서풍과 결합된 감각적인 글씨들의 존재는 

당시의 서풍이 다양한 양태로 전개되고 있었음을 보여주

는 징표이다. 어느 시기건 당대의 문화에는 그 수준의 질

적 고하를 떠나 각 층위의 서로 다른 고유한 특질과 유형

이 공존하고 있다. 그것이 때로는 거대한 세력으로 응집

되며 주류 문화를 형성하고, 새로운 유파의 등장에 따라 

비주류로 밀려나기도 한다. 따라서 당대 문화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우리는 이 모든 현상과 변모되어가는 과정

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이 연구를 통해 그간 도외시되었

던 서예의 ‘문화층’에 대한 관심과 ‘주변 문화’에 대한 가치

가 재인식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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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understand characteristics and trends of  calligraphy styles through the analysis 

of  handwriting. Renowned Calligraphy of  Korea (海東名迹, Haedong Myeongjeok) is the first collection of  famous 

Korean calligraphers’ masterpieces and was published by Shin Gongje (申公濟, 1469-1536) in the early sixteenth 

century. While my previous studies have focused on analyzing the publishing backgrounds of  and differences among 

the wood block editions and stone-carved editions of  the various remaining copies of  Renowned Calligraphy of  

Korea , this study examines the calligraphy style in the early Joseon period as represented within the collection itself. 

This study tries to identify the aspects of  style transitions among two categories of  calligraphy: (1) the calligraphy 

style of  scribes who were in charge of  documentation in the central administrative institutions (館閣) and (2) the 

calligraphy style passed down among the Goryeong Shin clan (高靈申氏). This study verifies that various styles which 

emerged based on the influence of  the revivalism of  the late Yuan dynasty gained acceptance in the early Joseon 

period while the traditional Wang Xizhi style was still in use. The most notable revelation of  this study is that the 

calligraphy style of  Kangli Naonao (康里巎巎), a Yuan dynasty calligrapher from a remote region to the west of  

China, appears to have become acceptable during this period. Indeed, various Yuan dynasty styles were flowing 

into Korea during the late Goryeo and the early Joseon period that stand in contrast to Zhao Mengfu’s “pine-snow 

calligraphy style.” 

Finally, the authenticity of  the Eo Sukguan (魚叔權)’s record in A Storyteller’s Miscellany (稗官雜記, Paegwanjapgi)

is reviewed in this study. Eo claims that writing attributed to Park Gyeong in Renowned Calligraphy of  Korea was 

actually Shin Jageon’s. However, the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hin and Park based on their backgrounds 

and their political positions suggests that Eo’s claim is not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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