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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진경산수화란 산수의 전형을 현실에서 택하여 그리되 철학과 사상에 의해 재창조하여 표현

한 산수화를 말한다. 즉 진경이라 하면 단순히 우리 산천만 그린 게 아니라 필법에 있어서도

물론이거니와 그림 내용에 있어서도 그 당시 조선의 이념을 담고 있어야 진정한 진경산수화

이다. 그러므로 중국의 관념 산수를 모방하여 그려왔던 화풍에 대한 반동으로 한국회화사에

큰 획을 긋고 있어 겸재 진경산수화의 의의가 실로 크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정선이 개척한 진경산수화는 단순히 우리나라의 산천(山川)을 나름대로 재해석하여

표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산수를 개성적이고도 독자적이며 한국적인 화풍으로 표현하

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겸재(謙齋) 정선(鄭敾 1676-1759)은 조선 후기에 활동한 산수화가로써 우리나라 회화사

상 가장 중요한 한 획을 그은 인물 중의 한사람으로 한국회화사의 흐름 속에서 일대 변혁이

었다. 진경산수화가 태동된 조선 후기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정신을 바탕으로 조선풍의 문

화를 창조하려는 사회적 의지가 팽배했다. 기존 성리학의 전통 속에서 엄정함이 강조되던 이

학(理學)의 틀을 벗으려는 새로운 움직임의 시대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변화의 물결 속에

서 겸재 정선은 새로이 수용된 남종화법과 화론을 소화하여 전에 없이 파격적인 동국진경(東

國眞景)을 창출함으로서 관아재(觀俄齋) 조영석(1686-1761)의 말대로 우리나라 산수화의

개벽을 이루엇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이러한 진경산수화의 탄생 배경에는 겸재 정선의 주역과 성리학에 대한 깊은 사유, 사물의

본질을 꿰뚫는 화가의 시선 뿐 아니라 중국 남방과 북방 화법을 끌어안아 재해석한 노력이

뒷받침 되어있다. 즉 고루한 국수주의적 색채나 지방적 낙후성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남종문

인화풍에 열중하여 국제적인 시각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다.

이렇듯 정선은 진경산수화를 이루기 위해 각 지방을 돌아다니며 산수의 형세를 파악하여

새로운 화풍을 개발하여 정선만의 화풍을 이루었으며 그 업적에 대한 평가는 회화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그의 사상과 그의 작품들인 진경산수화에 내재되어 있는

사상을 살펴보는 것은 실로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본 논문의 연구방법으로는 먼저 진경산수화의 시대적 형성과 발생배경에 대해 알아보고 정



선의 진경산수화의 사상적 특징을 정선의 대표작품인 <금강전도(金剛全圖)>와 <인왕제색도

(仁王霽色圖)>를 통해 확인해 보고자 한다.

2.진경산수화의 개념과 형성배경

진경(眞景)은 보통 실경(實景)이라는 말로 같이 쓰이지만 그 뜻은 다르다. 실경은 실제로

눈앞에 펼쳐지는 실재의 경치를 가리키지만 진경은 좀 더 복잡하고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

박용숙은 송대의 장군방(張君房)이 편찬한 『운급칠첨(雲級七籤)』1)에서 유명생진경(幽

冥生眞景:그윽하고 깊숙하고 어둡고 오묘한 경지에 이른 환상의 세계를 말한다)이라는 문구

를 사용할 때, 이 말이 곧 도가적인 개념의 표현이고 단순히 실경과는 다른 뜻임을 확인하는

말로 받아들여지게 된다고 했다.

즉 진경은 유명과 관련되고 유명이 장언원의 『역대명화기(歷代名畵記)』에서 유미(幽微:

깊고 오묘함)라고 쓴 말과 같은 뜻으로 이해되며, 진경의 의미는 정도전(鄭道傳

1342-1398)의 표현처럼 천문학이나 지리 풍수와 관련되는 것임을 알게 되며 유미는 음양의

미묘한 변화나 징조를 뜻한다2)고 하였다.

이처럼 진경은 도교에서 말하는 무위자연의 신비하고 오묘하게 펼쳐지는 선경의 경치를 말

한다. 그러므로 진경산수화란 말은 도교의 철학적인 이념이 들어있는 자연의 산수화를 말한

것이며 실경이란 말과는 뜻을 달리 하는 그림을 말한 것이다.

근대에 들어와 진경(眞景)이란 용어는 오세창(吳世昌 1864-1954)의 『근역서화징(槿域

書畵徵)』의 겸재 정선 편에 “겸재는 산수에 뛰어났고 진경(眞景)에 능ㅙ서 스스로 일가를

이루었으니 우리나라 산수화의 종주(宗主)가 되었고 또한 세상에 퍼진 그림이 대단히 많았

다.”3)고 표현했다.

이와 같이 진경산수화가 조선 후기 국풍과 된 문화의 핵심임을 강조하며 조선 후기의 문화

를 진경문화로 명명하고 진경산수화의 역할과 의의를 강조하여 왔으나 진경(眞景)이란 용어

자체의 의미와 유래에 대해 분명하게 정의한 적이 없다.

‘진(眞), 경(景)’이란 용어는 형호(荊浩)의 『필법기(筆法記)』에 등장하며, 우리나라에서

는 진경산수가 유행하던 18세기에 표암(豹菴) 강세황(姜世晃 1713-1791)이 ‘진경(眞景)’을

사용하면서 회화적 용어가 되었다. 비록 진경이란 단어의 사용은 당시의 경우 남인 실학자인

이익과 강세황에게서 나타나고 있고, 이들 진경시대 예술인들에게 모두 근거가 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조선시대의 기록에는 진경(眞景)이란 말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 의미는 선경(仙境)의 뜻으로 쓰이던 용어에 불과했다 여기에 새 의미를 부여한 자

는 실학자 이익이었고 경계 경(境)자 대신에 경치 경(景)자를 쓴 사람은 강세황이다. 실학자

이익은 진경의 의미를 실재하는 경물이라는 뜻, 즉 실경의 의미로서 진경을 사용하였으며,

1) 모두 120권으로 이루어진 책으로 도가의 말을 수록해 놓은 책이다.
2) 박용숙, 『한국미술의 기원』, 도서출판 예경, 1975, p.279
3) 오세창(吳世昌), 『근역서화징(槿域書畵徵)』, 시공사, 1998, p.651-659



우리산수를 실재 마주하고 대하고 읊은 사실정신을 강조하며 선경의 탈속성을 제거하였다.

이것이 18세기 후반 강세황에 의해 적극 수용되어 진경이라는 말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4)

이처럼 진경이란 도교의 노·장 사상에서 비롯된 무위자연의 신비한 선경의 의미로 사용되

었으나 조선 후기에 실학자들과 일부 사대부 화가에 이해 실제적이고 객관적인 실경을 토대

로 하여 작가의 예술적 재량과 재질에 의하여 정식화하고 화법화한 산수화를 진경산수화라고

할 수 있겠다.

조선전기가 외래 사상인 성리학과 중국 문화를 수용하여 이해해 가는 과정이었다면, 조선

후기는 조선 고유문화를 창달하고 조선이 당시의 세계에서 가장 우월한 문화를 향유하고 있

다는 조선중화주의를 시대정신으로 성립시킨 시기였다. 즉 조선·중국·일본의 동양 삼국이 장

기간 평화기를 구축하여 안정된 국제 정세에 힘입어 성리학적 이상 국가 건설에 몰두 할 수

있었던 것이다.5)

조선후기의 시대상을 간략히 살펴보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어 국토가 초토화 된 상황

에서 조선을 굴복시킨 만주족은 1644년 명나라마저 멸망시키며 중원에 청을 세워 광대한 영

토를 장악한 대국으로 발전하였다. 만주족에 의해 명의 멸망은 조선 사대부들에게 엄청난 충

격을 주었다.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세계관이 근본적으로 붕괴되는 큰 충격을 받은 것이다.

또한 17세기 효종의 북벌정책 등으로 당시의 조선은 청과 외교적으로 좋은 관계에 잇지 못하

였다. 따라서 조선은 청나라와의 관계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상과 가치관이 요구 되

었다. 그리하여 조선의 지식인인 사대부들은 조선의 성리학을 토대로 새로운 이념체계를 수

립하게 된다. 명의 멸망과 청의 건국으로 당시 동북아시아의 문화 주체가 소명되었음으로 이

제 동북아시아 문화의 핵심인 성리학과 예학이 가장 발달한 조선이 새로운 문화의 중심이요

주체하는 조선 중화주의가 문화적 자신감에 표출된 것이다. 이라한 국제 정세의 변화로 사물

을 바라보고 세계를 인식함에 있어서 더 이상 중국을 의식하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눈앞의 현실과 위ㄹ를 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이 생기게 된다. 유홍준이 진경산수화의 탄생을

‘국제적 질서의 변화 속에서 생긴 새로운 문화적 자각의 결과6)’로 보는 데는 그런 이유가 있

는 것이다.

다음으로 사회 문화적 배경을 살펴보면, 진경산수화가 나타나게 된 사회문화적 배경에는

조선 후기 숙종·영조 치세 기간에 일어난 사회, 문화, 예술전반의 사조와 맥을 같이한다. 이

시기에 이룩한 문화적 발전은 경제 성장을 토대로 한 봉건사회 해체기 내지는 근대로의 전환

기로 규정할 수 있다. 사회적 변화에 따라 신분제가 완화 되었고 상업 활동을 통하여 부를

축적한 중인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게 되었다.7) 이즈음 한양을 중심으로 명문거족이 된 경화

사족들은 대대로 일정한 학파와 학풍, 문예관을 유지하면서 현실에 깊은 관여를 하는 동시에

4) 박은순, 『금강산도 연구』, 일지사, 1997, p.81
5) 정옥자 외, 『정조시대의 사상과 문화』, 서울:돌베개, 1999, p.28
6) 유홍준, 『화인열전1』, 역사비평사, 2001, p.190
7) 강명관, 『조선후기 여항문학 연구』, 창작과 비평사, 1997



사회적, 사상적, 예술적 가치를 창출하는 주도층이 되었다. 커다란 사회 변동 속에서 다른 분

야보다도 문화 영역에서 의식변화와 미적 이상, 삶의 정취와 시대상황 등이 구체적이고 생동

감 넘치게 발산됨으로 그 진로를 다신 것으로 본다.

사상에는 실학의 대두, 문학에서 한글소설, 판소리의 등장과 사설시조의 유행, 그림에서

현실을 소재로 담은 속화의 탄생 등은 진경산수화와 맥을 같이하는 리얼리즘의 산물로 보고

있다. 특히 조선 후기 미술의 발전은 건축, 도자기, 목공예, 금속공예, 불교미술, 민예나 민

속미술에 이르기까지 다 방면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 중에서도 회화는 창작과 소비 활동에서

어느 때보다 활발한 양상을 보였다. 조선 후기 회화의 양적 팽착은 이 시기의 개혁의지와 밀

착되어 기존 풍조에 대한 반성과 함께 질적인 새로움을 추구하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진경

산수화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다.8)

다음으로 진경산수화의 사상적 배경에 대해 살펴보면 그 이념의 바탕은 조선 중화주의에

입각한 조선성리학으로 본다. 영·정조의 치세기에는 몰락한 명나라의 법통을 계승하려는 주

작학적 종본주의 혹은 조선 중화사상의 입장을 취한 서인-노론계의 권력 장악이 이루어진 후

이다. 이 시기에 지리학과 천문학의 발달은 중국 중심의 화이론을 극복하고 명나라 계승의

명분을 발리지 않고도 조선의 현실을 그대로 긍정하고 자부할 수 있는 현실주의적 사고가 발

달하게 된다. 주자 성리학은 퇴계 이황 때에 완벽하게 이해되고 율곡 이이는 이를 발전시켜

조선의 성리학으로 토착화시켰다. 주자 성리학은 외래 사상이 아닌 독자적 조선 특유의 사상

으로 이러한 주체적 사상 속에서 우리의 산천 우리의 것에 눈을 돌리게 된 것이다.9)

이러한 배경에 따라 우리 고유문화를 창당하기 위해 우리의 산천이나 인간생활을 묘사하려

는 진경산수화풍이 생겨났다.

우리나라에 실제로 존재하는 명산승경(名山勝景)을 소재로 하고 전통화법과 남종화법을 토

대로 한국적 화풍으로 그려낸 것이 이른바 동국진경(東國眞景) 즉 진경산수화이다. 이 진경

산수화를 창출한 화가가 바로 겸재 정선이다.

정선이 개척한 진경산수는 단순히 우리나라의 산수를 화제(畵題)로 택해 그렸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실경들을 다룸에 있어서 독자적이며 한국적인 화풍을 형성했다는 데에 큰 의

의가 있다. 따라서 정선을 위시한 조선 후기의 진경산수란 우선 우리나라에 실재하는 산천을

묘사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과 또한 그것을 표현하는 독특한 화풍까지를 포함하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진경산수화를 주제와 기법을 포괄하는 용어로 정리하였다.10)

겸재가 진경산수화를 그리기 시작한 것은 1711년 30세 되는 해 문인·학사들과 금강산을

유람하며 실제 경관을 그리기 시작하며 진경화가 시작되었으며, 이러한 계기는 조선후기 사

상적 바탕인 실학사상과 존명배청사상(尊明排淸思想)에 의해 우리 것이 최고라는 조선중화

주의(朝鮮中華主義) 사상이 팽배해 있던 시기로 우리나라의 승경(勝景)과 명소(名所)를 그

8) 이희원, 『謙齋 鄭敾의 眞景山水畵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 2008, p.12
9) 이선이, 『謙齋 鄭敾의 眞景山水畵의 思想的 형성배경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 2008,
p.30

10) 안휘준, 『한국회화사』, 일지사, 1980, p.256



리기 시작했으며 당시의 명사들과의 교우를 통해서 가졌던 시회(詩會)나 계회(契會)의 기념

화 제작 등 사회적 요구에 의해 시작되지 않았나 한다.

정선의 근본적인 회화사상은 도가철학과 불교철학을 깊이 이해하는 심오한 진경의 의미를

깨달은 데에 있다. 그는 남종문인화도 북종화원화도 모두 통달한 사람이며 더 나아가서는 동

양우주철학의 근본인 『주역(周易)』을 깊이 공부하여 삼라만상의 생성의 원리를 깊이 깨달

은 데서부터 생겨난 그의 회화철학이 확고하였기 때문에 그는 그림을 그려도 바로 이런 생성

의 원리를 이용하였다.11)

정선은 우선 도가의 진경사상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는 본래 사대부 집안에서 출생한 사람

으로 어려서부터 공부를 많이 하였으며, 일찍이 『주역(周易)』을 공부하여 『도경해설(圖經

解說)』을 저술할 정도로 『경서(經書)』등에 밝았으며 또 서사(筮仕:길흉을 점치는 벼슬)

로서 벼슬을 했다는 것을 보면 점괘에도 상당히 유식했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그는 필시 도

교에서 말하는 진경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었다. 아깝게도 그가 저술했다는 『도경해설(圖

經解說)』이 전하지 않아 그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틀림없이 그 책 속에는 『주

역(周易)』에서 말한 우주의 생성원리를 설명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인 학문을 토대로

진경산수화의 사상적 형상배경이 되었을 것이며 정선의 진경산수화에 대한 관심과 열정으로

정선특유의 진경산수화가 완성되었을 것이다.

정선의 역(易)에 관한 이해는 동양 삼국의 자연철학의 근본을 알 수 있는 기본 조건이며

원래 산수화의 바탕이 되기도 하므로 정선에 있어서만 역의 원리를 끄집어낸다는 것은 잘못

된 일인지 모르나 그의 그림에선 전통의 전수(傳受)만을 고집하지 않고 더 나아가 변화를 통

한 개성을 살리는 노력이 보인다. 정선은 실제로 역(易)을 이해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생존

시에 좌점(莝占)을 세인(世人)들 앞에서 행하였을 정도12)로 역리에 밝았다 하니 그의 그림

이 고아하고 속되지 않음이 이런 원리를 이해하였기 때문으로 보아진다.

정선은 이미 화가이기 전에 이와 같이 지성인 이었으며 동양화에 대한 근원을 깊이 이해하

고 있었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도 진경에 이르는 그림을 그릴 수 있었을 것이며 당시 성행하

고 있던 실경산수화를 그렸어도 진경에 이르는 그림풍이 출현하였다. 그의 그림의 필력에는

리듬이 있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강약의 느낌으로 빠르게 한 획을 내리 긋는가 하면 짧

은 점으로 마무리를 한 것 같은 그림에는, 우주의 생성원리를 엿볼 수 있으며 그는 도가적인

자연주의 사상을 이해하고 있었다.13)

본래 『주역(周易)』이란 우주 형성의 근원을 논하여 점괘를 이루어 놓은 책으로서 그 속

에는 우주 만물의 생성원리가 들어 있다. 확실히 그의 그림을 보면 매우 빠른 속도로 이루어

졌는데 이것은 곧 그의 필력에는 리듬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의 필력을 살펴보면

강약이 두드러지는데, 한 획을 강하게 하면 뒤이어 미점을 찍는 약한 점이 뒤따르고 미점이

11) 김종태, 『한국화론』, 일지사, 1989, p.186
12) 유준영, 『작가로 본 겸재 정선』, 서울:중앙일보사, 1977, p.139
13) 이선이, 『謙齋 鄭敾의 眞景山水畵의 思想的 형성배경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
2008, p.37



아니더라도 약한 선들이 뒤따른다.

정선의 이와 같은 필법은 일찍이 청나라 화론가인 석도(石濤 1641-1720)의 1획론과 같은

논법이었다. 석도는 말하기를

“태초에는 법이 없었으므로 화법도 없었다. 극히 미개하였던 원시적인 상태의 순박한 자연이 흩어지
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 그러나 이 순박한 자연이 흩어짐으로써 법이 자연히 세워지고 화법도 생겨났
다. 이 화법이 어디를 기준으로 세워졌을까. 물론 1획을 긋는 데서부터 세워졌다. 1획은 만 획의 근본
이며 만 가지 현상을 그리는 원인이 된다.”

라고 하였으며 겸재는 석도의 1획론을 실제로 그의 그림을 그리는 논리에 적용하였다. 바

로 하나의 굵직한 선을 리듬의 강약에 맞추어 긋고 춤추듯 점을 찍거나 잔선을 그리거나 하

였다. 정선은 바로 이런 진경의 노래가 그림에 나타나고 있었다.14) 아마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보아 정선은 석도의 그림이나 화론을 이해하고 실제 자기그림에 적용하였으며 이것은 진경산

수화를 형성하였던 것이다.

정선의 진경산수화풍은 조선 중기의 산수화풍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그렇지만 그가 남

종 문인화면 고수한 것은 아니었다. 그의 화풍 중 어떠한 요소는 전통적인 절파(浙派)화풍을

토대로 변화된 것이었다. 정선의 진경산수화는 동시대의 다른 어떤 화가와도 차별되는 독특

한 주제와 양식 표현력을 성취했다는 점이 회화사상에서 그에 대한 평가를 높여 주었다.

정선은 서울 주변의 경관은 물론 전국방방곡곡을 여행하면서 많은 실경들을 화폭에 담았

다. 이러한 실경들 중 유독 금강산과 한양의 실경을 즐겨 그렸다. 그는 금강산을 직접 찾아가

서 실경산수를 그렸다. 그는 금강산도를 그리며 우리나라 산의 지세와 암골의 표현 등으로

그의 화풍이 변화되고 발전되었다.

금강산은 18세기에는 물론 그 이전이나 이후에도 여행객들의 가장 인기있는 곳이었으므로

정선은 물론 김응환, 김홍도, 최북을 위시한 많은 화가들이 그곳을 여행하고 작품을 남겼다.

정선이 남긴 각종 금강산 그림들은 이 방면의 효시와 범본이 되었다. 그의 진경산수화는 인

왕상과 금강산이 가장 많다. 이어서 작품을 통하여 사상적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

다.

3.진경산수화풍의 확립:<금강전도(金剛全圖)>에 나타난 사상

겸재는 특히 금강선을 그린 작품이 많으며, 금강산은 음양조화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산으

로 그가 즐겨 그리는 화제였다. 그 중에서 <금강전도(金剛全圖)>는 1734년(영조 10년) 만

58세 때인 겨울 동지에 금강내산의 전경을 만폭동(萬瀑洞)을 중심으로 그린 것인데, 금강산

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부감법(俯瞰法)으로 그렸다. 화면의 왼쪽 윗부분에는 ‘금강전

도(金剛全圖)’라는 화제와 ‘겸재(謙齋)’라는 그의 호가 적혀 있다. 그 아래에 ‘겸재’라는 백문

14) 김종태, 『한국화론』, 일지사, 1989, p.180-181



방인이 찍혀있고, 오른쪽 윗부분에는 칠언

율시(七言律詩)와 갑인동제(甲寅冬題)라는

글이 적혀 있는데 이것들은 글씨로 보아 정

선의 필체로 추측하고 있다.

<금강전도(金剛全圖)>는 이제까지 그의

금강산 그린과는 달랐다. 36세 때의 <신묘

년화첩>은 반지도적성격으로 필력이 매우

어리고, 50대에 그린 <금강전도(金剛全圖)>

는 금강산의 이미지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변형과 과장, 필법의 강약, 광선의 대비를

맘껏 구사하여 보는 이의 눈과 가슴을 압도

하는 드라마틱한 화면을 창출해 낸 것이다.

특히 <금강전도(金剛全圖)>의 구도에서 마

치 항공촬영을 하듯 하늘에서 부감한 대담

한 시각구성으로 일만이천봉우리들이 도열

하듯 장대하게 펼쳐지고 있다. 화면 오른쪽

아래부터 날카로운 암봉들이 시계 반대방향

으로 치고 오르듯 줄줄이 뻗어 올라 비로봉

상봉에서 마감되고, 화면 왼쪽은 아래쪽 장

안사에서 시작하여 내금강 계곡을 따라 둥근 호를 그리며 부드러운 육산(肉山)을 담청색으로

담아내어 화면상엔 강한 동세(動勢)와 강약의 대비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오른쪽 골산(骨山)은 날카로운 수직준이, 왼쪽의 육산은 부드러운 미점법이 주조를 이루어

부드러움과 강함이 극명한 대조를 보이며 동시에 수직준의 골산 사이사이에는 미점법을 은은

히 가미하여 계곡을 암시하고 육산의 곳곳에는 반대로 수직순의 암봉이 밝은 광선을 받아 빛

나고 있음이 두드러지니 어느새 화면은 하나로 어울린다.15) <금강전도(金剛全圖)>에는 이처

럼 수직과 수평, 선과 점, 흰색과 검은색, 밝음과 어둠, 큰 것과 작은 것 등이 대비되면서 조

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구도와 기법의 특징은 음양·오행·태극사상과 조선시대 후기사람들의 우주관까지 볼

수 있다. 앞서 말한 칠언율시의 제화시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만이천봉이 겨울 금강산의 드러나 뼈를
누가 그 뜻을 써서 진면목을 그려내랴.
산의 뭇 향기는 동해 밖에 떠오르고,
쌓인 기운은 웅혼하게 온 누리에 서려 잇네.
암봉은 몇 송이 연꽃처럼 해밝은 자태 드러내고,

15) 유홍준, 『겸재정선(하)』, p.330

그림 1



소나무 잣나무 숲은 현묘한 도의 문을 가리었네.
설령 이제 꼭 찾아간다 해도 다시 두리 걸어야 할 터이니
그 어찌 베개 맡에 기대어 내 그림을 실컷 보는 것만 같겠는가.16)

이 제시를 쓴 방식이 절묘한데, 제시를 모두 11행으로 나누어 썼으며, 한 가운데 행이 ‘間’

한 글자이다. 이것은 두 문짝 틈새로 비치는 햇빛이니 한시대가 가고 새 시대가 온다는 뜻이

된다. 그 좌우 2행은 두 글자씩이요, 바깥쪽 4행은 네 글자씩으로 점점 글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 태극의 첫걸음이 1에서 2로, 다시 4로 끝없이 펼쳐져 미래로 뻗어 나간다는 원대한 희

망을 보여주고 있다.17)

전체적인 구도를 보면 겸재의 <금강전도(金剛全圖)>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금강산의

전체 형상을 축약하여 담을 수 있는 용기로 태극도(太極圖)라는 형태의 구도를 취해서 그 태

극도에서 지각되는 역학관과 도교적 우주관의 구조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하여 <금강전도(金

剛全圖)>를 예술적 이상으로 실현시킬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 또한 부드러운 미점의 토산과

특유의 강한 수직평행준법으로 처리한 암산의 대표적인 표현은, 주역의 음양조화를 기법으로

표현한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으며, 그만의 금강산 화풍의 완성을 보여준다. 간송미술관장

인 최완수는 <금강전도(金剛全圖)>의 봉우리들은 북방화법으로 표현하여 미를 살렸다고 하

였으며, 이를 둘러싸고 있는 토산은 남방화법으로 부드러운 표현으로 음양의 조화를 이루었

다고 보았다.18)

금강산의 기세와 장관을 감동적으로 표현한 <금강전도(金剛全圖)>에는 원형으로 모인 금강

산의 산봉우리들을 하늘로 향하여 푸른 기운을 내뿜고, 미점의 산수와 수직준의 암산은 부드

러움과 날카로움으로 대비된다.19) 그리고 변화무쌍한 그림 속에 역(易)이 들어있다. 역(易)

에 관하여 보면, <금강전도(金剛全圖)>는 음양 양의를 갖춘 태극의 형상으로서, 그 구도만으

로도 역(역)의 근본 이치와 함께 우주만물의 원리를 상징한다. 장엄한 금강산의 전경을 그린

이 작품은 그 자체로서 우리 국토를 상징하고 있다. 금강산ㅇ르 하나의 둥근 원으로 만들어

만폭동 너럭바위 중심에서 남북으로 길게 S자 선으로 태극을 그리고 있다. 주역에서 태극이

란 무한한 공간과 영원한 시간을 뜻하는 것으로 동시에 혼돈에서 질서로 가는 것, 음양은 상

반된 것이지만 태극으로 맞물리어 서로가 서로를 낳고 의지하며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20)

그림 중앙에 있는 것이 오행의 뜻을 심은 만폭동 너럭바위(土)이고, 아래 계곡에는 물(水)

을, 오른편 봉우리는 촛불(火)처럼 휘어지고, 중앙 꼭대기는 창검(金)을 꽃은 모습을 의미하

며, 흙산에는 검푸른 숲(木)이 있다. 겸재는 <금강전도(金剛全圖)>에서 주역의 시간과 공간,

물(物)이 동시에 존재함을 이러한 목, 화, 토, 금, 수의 오행 배열의 적절한 조화로써 금강산

16) 謙齋 鄭敾, <金剛全圖 題畵詩>, “萬二千峰皆骨山, 何人用意寫眞顔, 衆香浮動扶桑外, 積氣雄蟠世界 間, 幾
朶芙蓉揚素彩, 半林松栢隱玄關, 從今脚踏須今遍, 爭似枕送看不慳.”

17) 오주석, 『한국의 美 특강』, 솔 출판사, 2003
18) 조민환, 월간 『까마』, 제 9호, 2000, p.96
19) 유준영, 『겸재 정선의 예술과 사상』, 국립중앙박물관, 1992, p.112-117참조
20) 오주석, 『한국의 美 특강』, 솔 출판사, 2003



을 소재로 하여 이상향의 꿈을 그린 것이라고 볼 수 있다.21)

겸재는 <금강전도(金剛全圖)>를 통해 내면의 우주와 자연의 질서, 만물운행의 음양조화를

만물을 일체로 보는 주역의 기일원론적인 유기체론을 표현하였다. 道-存在-認識의 차원을 바

탕으로 하는 주역의 인식원리들은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되는데, 기일원론적 유기체론은 바로

만물일체의 총체적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며, 인간과 자연, 인간과 만물 상호간을 동시적으로

파악하는 겸제의 그림과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으로 보면, 겸재의 그림은 심신

일여(心身一如), 인즉천(人則天), 천인합일사상(天人合一思想)으로 표현되며 천(自然)과 인

간, 마음과 몸을 하나로 파악하는 기일원론적인 사유방식을 보여준다.22)

위의 구절을 종합해 보면, <금강전도(金剛全圖)>에는 천지음양의 기운이 교감하여 일체의

만물을 낳는다는 의미 뿐 만 아니라, 태극의 원리와 오행의 조화, 그 시대의 우주관과 사상이

깃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말년의 명작:<인왕제색도(仁王霽色圖)>에 나타난 사상

겸재 만년의 원숙

미가 절정에 달한

작품인 <인왕제색도

(仁王霽色圖)>는 겸

재 나이 76세에 인

곡정사 뒤편 인왕산

바위 봉우리가 비안

개에 걷히며 훤히

들어나는 모습을 장

쾌하게 잡아낸 수작

이다. 평생지기인 이병연의 죽음이 가까운 것을 알게 된 정선이 그와의 추억과 회생의 마음

으로 그린 <인왕제색도(仁王霽色圖)>는 실경의 형상을 닮으면서 다시점의 표현방식으로 젖

은 암봉의 웅장하고 강렬한 인상을 포착한 대작이다.23) 바위봉우리의 미끄러운 질감을 나타

내기 위하여 몇 번이고 붓을 가하여 그 붓자국이 질감을 더욱 느끼게 한 것이 이 그림의 핵

심ㅁ인데, 이에 못지않게 주변 산자락의 바위와 소나무 그리고 태점이 너무도 천연스런 붓놀

림으로 묘사되어 화면 속에 말할 수 없는 박진감이 살아나고 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나무숲을 그리는데 농담의 깊이가 밀도를 지니고 있고 산자락을 타고 오르는 성곽의 모습이

나 적묵의 시커먼 바위 위에도 소나무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니 디테일을 소

21) 김은경, 『謙齋 鄭敾 繪畵의 周易美學的 理解』, 동양예술 제 14호, 2009, p.206
22) 김은경, 『謙齋 鄭敾 繪畵의 周易美學的 理解』, 동양예술 제 14호, 2009, p.206
23) 이희원, 『謙齋 鄭敾의 眞景山水畵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 2008, p.19

그림 2



홀히 하지 않은 치밀한 화면경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유섭(高裕燮)에 의하면 심환지(沈

煥之 1730-1802)는 <인왕제색도(仁王霽色圖)>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고 한다.

삼각산(=화악산) 봄 구름이 비를 흠뻑 뿌리니,
온 소나무 푸르고 윤기 나게 그윽한 집을 둘렀구나.
늙은 주인 틀림없이 깊은 휘장 아래 앉아
홀로 『주역(周易)』의 하도(河圖)와 낙서(洛書)를 완미하네.
‘깊은 휘장’은 ‘드린 휘장’으로도 쓴다. 임술년(1802년) 4월 하순에 만포가 쓴다.24)

여기서 이 그림을 이해하는데 심환지가 “『주역(周易)』의 하도와 낙서를 완미하네”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시에서의 핵심은 바로 하도와 낙서이다. 『주역(周易)』에서는

“황하에서 그림이 나오고 낙수에서 글이 나오니, 성인이 이것을 본보기로 삼았다.”25)라는 말

이 나온다.

위의 제시에서 알 수 있듯이, 겸재는 자연의 변화를 보고 느끼며, 국가의 번영을 바라는 마

음을 <인왕제색도(仁王霽色圖)>에 표현한 것이다. 하도와 낙서의 근원을 파악하여, 천지자연

(天地自然)의 도(道), 제왕의 흥망과 관련된 기운, 인간으로서 마땅히 할 일을 표현하였던

것이다.

겸재가 비가 온 뒤의 인왕산을 그린 것은 무엇을 보여주려 한 것인가. 『주역(周易)』에서

는 “구름이 떠다니고 비가 내리니, 온갖 만물은 각자의 모습을 드러낸다.”26)고 하였다. 여기

에서 구름이 떠다니고 비가 내린다는 것은 천지의 교감이다. 구름과 비는 여름의 미학으로

대변되며, 생생(生生)의 형(亨)의 미학, 만물이 생성되는 이치이다. 『주역(周易)』에서는

자연의 섭리에 입각하여 인간의 삶을 풀이한다.27) 비가 온 뒤의 안개와 구름이 낀 풍경을 겸

재는 천지자연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이해한 듯하다.

『주역(周易)』에서는 택기가 산에 올라가면 구름이 되고 비가 된다. 그리고 산의 천맥에

서 못에 흐른 것이 샘이 되고 물이 된다고 한다. 또한 문왕 팔괘 후천괘에서는 “산택통기가

다 된 이후에는 능히 변화할 수 있어 만물을 다 이루어 놓는다.”고 하였다.28) 『주역(周

易)』에서는 ‘운행우시’를 단순히 자연 현상으로만 이해하지 않는다. 비가 오려면 구름이 있

어야하기 때문에 이같이 비는 구름과 함께 논의된다. 역학적 사고에서는 구름은 음양의 두

기(氣)로 본다. 두 기가 교감하여 조화를 이루고 그 기운이 빽빽하게 되면 비가 된다고 본다.

구름과 비는 천지의 교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천지가 교감하면 만물이 화생하고 형통하게

된다고 본다. 그것을 미적인 것으로 여기어 그림에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점이 가장

중요하며, 이 그림을 이해하는 관건이 된다. 이 점을 참고하면 왜 정선이 비가 온 뒤 구름이

24) 華岳春雲送雨餘 萬松蒼潤帶幽廬 主翁定在深 下 獨玩河圖及洛書 深一作垂 壬戌孟夏下瀚 晩圃書
25) 『周易』. “河出圖, 落出書, 聖人則之.“
26) 김은경, 『謙齋 鄭敾 繪畵의 周易美學的 理解』, 동양예술 제 14호, 2009, p.213
27) 박춘순, 『朝鮮朝 眞景山水畵의 周易美學的 解釋』,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 2009, p.102
28) 조민환, 월간 『까마』, 제 9호, 2000, 2, p104



뭉게뭉게 일어나고 폭포가 생긴 인왕산을 그렸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정선은 그동안 살면서

이 그림에 그려진 것과 같은 풍경을 본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76세라는 늙은 나이에 이

러라 깨달은 바가 있었던 것이다. 이렇듯 겸재는 <인왕제색도(仁王霽色圖)>에서 『주역(周

易)』의 運行雨施, 山澤桶氣29)를 마음속으로 그리면서 우리나라와 모든 사람의 화평을 기원

하는 마음을 표현했다고 본다.

5.결론

조선후기 겸재(謙齋) 정선(鄭敾)의 진경산수화(眞景山水畵)는 한국 근대 미술의 기점이라

고 여겨질 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 이전까지는 화단의 실정이 주로 중국화의 화의(畵

意)와 화법(畵法)을 방작(倣作)해 왔던 것이다. 따라서 실재하는 우리의 산천을 소재로 하여

이를 우리의 화법으로 그리는 진경산수의 등장은 상당한 의의가 있다. 그는 우리 고유의 화

법을 이루기 전에 중국의 자연을 회화화한 산수화법을 받아들이게 되었으며 따라서 중국풍의

이념화된 화법에 따르는 그림을 그리게 되면서 남종화법을 수용 소화하였다. 그는 남종문인

화와 북종문인화도 모두 섭렵하였으며 대부분의 작품들을 남종문인화 계통이나 또는 그것을

토대로 독자적인 진경산수화를 창안하였다.

이러한 독자적인 화풍의 형성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실학사

상의 유입이며, 다른 하나는 조선 중화주의 사사의 영향이다. 실학사상에 의한 회회사적인

변화는 진경산수화 이후 풍속화의 등장, 그리고 봉건 체계의 변화에 따르는 중인계급이 화가

들의 등장과 무관하지 않다.

조선 성리학의 독자적인 발전과 조선 중화주의 사상은 우리나라의 화풍을 독자적으로 형성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실학사상의 유입은 기존의 가치체계의 변화를 가져와 자연과 인간이

분리되어 자연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자연을 중국식 화보풍이

아닌 우리나라의 독자적 화풍으로 그린 진경산수화가 출현한 것이다.

지금까지 겸재 정선의 진경산수화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대부분의 선행연구

는 정선의 작가론과 작품의 조형원리 등 다양하게 연구되어왔다. 본 논문은 정선의 진경산수

화의 사상적배경과 대표작품을 통해서 본 사상적 특징에 중점을 두었다.

먼저 진경산수를 이해하기 위해 진경과 실경의 개념과 성격을 파악하였고 진경산수화의 시

대적 출현배경과 형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정선의 진경산수화는 다른

어떤 화가와도 차별되는 독특한 특징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며, 그 속에 나타난 사상적 특

징을 알 수 있었다. 정선은 동양 우주철학의 근본인 『주역(周易)』을 깊이 공부하고 이해하

여 『경서(經書)』에 밝았으며 『도경해설』을 저술하였다. 이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정선은

작품의 구도와 사상적 측면에서 그림에 적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특징들은 이론적

29) 『周易』, 「文言傳」, “運行雨施, 天下平也.”



인 토대가 충분한 가운데 오랜 작읍을 한 대가의 노련함의 결과로 대상의 외형을 묘사하는

것보다 내면적인 측면을 강조하였으며 정선특유의 사상성과 추상성이 돋보이는 진경산수화

과 완선되었던 것이다.

새로운 화법의 전개와 새로운 회화관의 탄생을 기반으로 한 조선 후기의 진경산수화는 이

후 많은 사대부 화가들과 화원화가 들에게 영향을 끼쳤으며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회화로서

정선의 진경산수화는 항상 새로운 시대적 미감을 요구하는 현대 작가들에게 문화적 자각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우리 고유의 회화적 뿌리이자 후손들에게는 자생적인 민족문화가 성립된

소중한 자산이자 자부심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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