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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견(1045~1105)은북송사대가의한사람으로자는노

직(魯直), 호는부옹·산곡이며홍주분녕(洪州分寧 : 江西修

水) 사람이다. 소동파의제자인소문사학사(蘇門四學士)의

한사람으로서그의학문과정신을이어받아강서시파(江西詩

派)의개창자가되었다. 서예는동파와함께안진경이래의혁

신적인서풍을배웠으나황정견은동파보다진일보하여초월

절진한일기(逸氣)를나타낸인물로평가된다. 그는글씨를공

부한지 20년이넘도록속기를면하지못하다가소씨형제(蘇

舜元·

蘇舜欽)의글씨를보고겨우고인의필의를얻었으며, 그후

당대의장욱(張旭), 회소(懷素), 고한(高閑) 등의묵적을보고

비로소필법의오묘함을깨달았다고회고하였다.

일설에황산곡은평소관찰력이뛰어났는데일찍이사공이

노를젓는것을보고이것을용필에적용하여독특한서풍을

이루었다고한다. 특히행서에서노를젓는저항력과비례하

여힘차게전진하는배의형상이용필의긴삽(緊澁)함으로환

치되어더딘듯하면서도좌우로시원하게뻗은필획과곧은수

획으로나타났다. 서예용어로는이것을장별·장날(長捺)·

현침(懸針)이라하는데그형상이마치노를저으며나아가는

배의모습을연상시킨다. 이른바역수행주(逆水行舟)의모습

이다. 이러한독특한필의는그의행서작‘화기시(花氣詩)’

‘송풍각시권’‘황주한식시권발(黃州寒食詩卷跋’‘범방전

(范旁傳)’등에서공통적으로나타난다. 공부면에서소동파

가신의(新意)를강조하며고인에게서일탈할것을강조한것

과는달리황산곡은고인의필법을체득하여자신만의독자성

을확보하고자하였다. 하지만소·황모두운(韻)을중시하고

탈속을강조한점에서는동일하였다. 이러한사고는자외(字

外) 공부로이어져학문수양으로발전하였으며, 학문수양없

이단지그점획만을얻은글씨를경계하였다.

‘송풍각시권’은유배에처한황산곡이숭녕(崇寧) 원년

(1102) 호북성악성현번산(樊山)의아름다운산수를보고소

나무숲속에있는누각을송풍각(松風閣)이라명명한뒤직접

지어쓴자작시이다. 58세때의작품으로그의말기작에해당

한다. 모두 21구의칠언고시로서유배지의아름다운풍광을

소개하며유배의속박에서벗어나벗들과마음대로종유하고

픈간절한마음이담겨있다. 무창(武昌)의아름다운풍광을

읊던황산곡은문득스승소동파가황주로귀양을갔다가사면

되어돌아오는길에상주(常州)에서객사했던일을떠올린다.

동파역시황주의귀양시절에이곳무창에자주들렀기때문

이다. 장뢰는밥을먹다가소동파가죽었다는소리를듣고새

끼를꼬아머리에두른채곡을했다고한다. 그런친구가죽기

전에찾아왔으면하는바람과함께미약한인간으로서죽음에

대한두려움이엄습한다. 그러나아무리탄식한들세상이갑

자기변할리없으니처해진환경에순응하며살아가는것도

하나의방편일것이다. 넘실거리는파도소리를베개삼아낮잠

을즐기고, 눈을뜨자이양빙이전서로쓴누정의편액이교룡

처럼얽혀있는것이들어온다. 마지막구절에서“어느때나속

박에서벗어나친구들과자유롭게뱃놀이를하며두루돌아볼

까”라고한것을보면, 결코삶에대한애착을버리지않고여

전히자유세계를꿈꾸고있음을감지할수있다. 산곡의간절

한마음과그가체득한필묘(筆妙)를동시에느낄수있는수작

이다. 

/한국서예문화연구회이사장

⑲황정견(黃庭堅)의‘송풍각시권(松風閣詩卷)’

유배지의풍광삶에대한애착그려낸일필휘지

2010년 1월 20일수요일

黃庭堅, ‘松風閣詩卷’(1102년)

전주시립합창단, 내일새해인사

전주시립합창단(상임지휘김인재)이‘전주

시립합창단과함께하는 2010 신년음악회’로

새해인사를전한다.

이번연주회는전북지역출신의성악가소프

라노송주희, 바리톤장성일, 전주KBS 어린이

합창단이초대됐다. 

모테트합창마르티니의‘지금나를도와주

소서’와멘델스존의‘들으소서, 나의기도’, 재

즈합창‘둠박사님’‘스윙타임’‘새로운몸짓’

이아름다운하모니로이어진다. 멕시코음악의

경쾌함과경건함을동시에느낄수있는‘동심

으로떠나는멕시코여행’에서는전주KBS 어

린이합창단이‘라레도’

‘아름다운하늘’‘바퀴벌

레’등을선물한다. 

송주희는 한국가곡

‘눈’, 오페라타‘당신은

내마음에왕이어야합니

다’, 장성일은 조두남의

‘뱃노래’와이탈리아칸

쵸네‘금지된노래’를부

른다. 연주회는 21일오후

7시30분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열린다. 

도휘정기자hereandnow81@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내일정기상영회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이 21일오후 7시30분에 1

월독립영화정기상영회를갖는다.

상영작품은‘냄새는난다(감독이병헌)’, ‘레인

보우(감독이아롱)’, ‘비보호좌회전(감독안승

혁)’, ‘호로자식을위하여(감독윤혜렴)’.

‘냄새는난다’는 30대부부의불편한일상을통해

어쩔수없는슬픔때문에상처를주게되는이야기를

담았다.

‘레인보우’는게이아빠들과살고있는주인공민

지에관한이야기다. 민지는학교에서녹색어머니를

하기위해엄마를데려오라는이야기를듣고, 고민한

다. 감독은동성애가족도문제될것이없다는메시지

를던진다.

‘비보호좌회전’은어떻게든제시간안에물건을

배송해야만하는퀵서비스맨운종의좌충우돌에피

소드를담았다. 비보호좌회전은차가오고있음에도

불구하고좌회전을해야하는신호체계. 한시스템

안에서보호받지못하는세대의이야기를담았다. 

‘호로자식을위하여’는아들의이마에총을겨눈

엄마와의팽팽한긴장감을소재로한영화다. 가족이

라는명목아래서로에게상처를주고, 희생을강요

하는가족의잔혹한모습을담았다. 

문의063)231-3377. theque.jiff.or.kr     

이화정기자hereandnow81@

“전주작가들을만나보면, 느슨하다. 성격도느슨하고, 작업에대한치열함이

참느슨하다고생각했다. 그러나전주에내려가서생활해보니이해가는부분

이있다. 명예욕이없다. 프로의식가지고이야기나눴던적이있었는데, 민중미

술을하고있는작가들이아마추어형식으로작업한다는것이다.”

경기도이천에서작업하고있는나종희씨. 1995년동학이일어난곳을답사

하다가원평에와서황토사업회관에서지역의내력에대해이야기를듣는데가

슴이이상해졌다. 동학에대해작업을하려면현장에서직접해야한다는생각

으로원평의한마을회관을얻었다. 이기홍진창윤유대수지용출이영욱등과

교류하며전북민미협을만들었다. 

완주군소양면김맹호씨역시전북민미협창단멤버였다. 김씨는“80년대의

사회참여미술운동의동력들이 90년대와 2000년대를

통해점차희석되어진느낌이지만, 최근의경제적·정

치적상황은새로운미술운동의태동과노력을요구하

고있다”고말한다. 

전북민족미술인협회(회장이근수)가‘전북민미협창단멤버선정인터뷰’

로「2009 온고을그림꾼-움직이는아트수레바퀴」를펴냈다. 

지난해전북민미협이기획한‘망루전’과‘아시아그리고쌀’등에대한평론

과함께최근붐처럼일고있는공공미술에대한시각도담았다. 송상민이근수

김두성씨가진행한‘움직이는아트수레바퀴’결과물과전북민미협이주관한

워크숍내용도정리됐다.                                                               도휘정기자hereandnow81@

민중미술이끈그때그사람들
전북민미협‘2009 온고을그림꾼-움직이는아트수레바퀴’펴내

“신년음악회에초대합니다”

편집=육경근기자ykglucky@

‘2010 전북일보신춘문예’를통해당당하게문

단에나온김혜원(시당선) 문솔아(수필당선) 백

상웅(동화당선) 정희경씨(소설당선).

19일오후 3시전북일보회의실에서열린‘2010

전북일보신춘문예’시상식은이들이오랜가슴앓

이를끝내는순간이었다. 

당선자들을비롯지역에서활동하고있는선배

문인들이대거참석, 새로운출발점에선후배문

인들을격려했으며당선자들은“새해아침, 이세

상에제작품을화려하게꺼내주신심사위원과전

북일보에감사드린다”며더욱정진하겠다고약속

했다. 

김혜원씨(48·전주시인후1가)는“감사드릴분

이많지만, 감사의말을아끼고아껴좋은시를쓰

겠다”고했으며, 정희경씨(41·경기도광주시)는

“자리가사람을만든다고하는데, 소설가라고이

름붙여주신분들께좋은소설로보답하겠다”고말

했다.

문솔아씨(45·경주시동천동)는“수필쪽에서

는전북일보신춘문예가중앙지로통한다”며당선

의기쁨을전했으며, 백상웅씨(29·여수시선원

동)는“열심히쓰도록노력하겠다”고말했다. 

가천문화재단(이사장이길여)이후원한올해

신춘문예에는시807편, 수필460편, 소설64편, 동

화64편등4개분야에총1395편이응모했다. 이는

지난해 1375편보다약간늘어난숫자. 전국각지

는물론, 해외에서도작품이쏟아졌으며몇년전

부터이어진40대의약진은올해도두드러졌다. 덕

분에인생연륜이녹아난깊이있는작품들이많았

다는평이다.  

허소라심사위원장은“문학은인간생명의본향

을찾아가는여정으로공동체작업”이라며“그런

점에서양식과진정성이절대적으로필요하다”는

말로작품선정의기준을밝혔다. 허위원장은“당

선작들은작은것들을통해큰가치를생산해내는

힘이느껴졌다”고평했다. 

김혜원씨시‘먼지’는연작시형태를취하면서

도내적으로교묘하게연결시켜신춘문예응모작

으로는대단히모험적인기법을선보였다는평을,

문솔아씨수필‘누드’는흔한소재를신선하게풀

어냈을뿐만아니라삶의현장성과문학적함축미

가녹아있다는평을받았다. 

백상웅씨의동화‘꽃켜는아저씨’는시적·동

화적상상력이근래에보기드문작품이었다는극

찬을받았으며, 정희경씨의소설‘액땜’은모티브

활용, 서술태도등에있어매력적이며작가적재

능을충분히보여줬다는평가다, 

이동희전북문인협회회장은“신춘문예는사회

현상과문화현상을반영하는것으로우리사회는

해마다문학을통해삶의진정성을묻기위해신춘

문예당선작들을주목하고있다”며“당선자들에

게뜨거운축하를전한다”고말했다. 

서창훈전북일보회장은“문학을통해단한명

이라도누군가에게등대역할을해줄수있다면그

만큼가치있는일은없을것같다”며“당선자들이

한국문단에든든한뿌리를내릴수있도록전북일

보가책임감을가지고버팀목이되어주겠다”고말

했다. 

한편, 이날시상식에참석한문인들은다음과같

다.

공숙자곽병창김남곤김동수김용옥김용택김

자연김재희김정길김정웅김학노령류희옥목경

희박예분박태건서재균서정환소재호안도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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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전북일보신춘문예시상식

“첫열정잊지않고…문학통해사회등대역할해주기를”

19일전북일보회의실에서열린‘2010 전북일보신춘문예’시상식에서당선자와참석자들이기념촬영을하고있다.                                                          이강민기자 lgm19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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