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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재 정선과 진경산수화

                                                  강관식(한성대 예술학부 교수)

   1   
   겸재(謙齋) 정선(鄭敾, 1676-1759)은 우리의 산천을 우리의 미감과 정서에 맞게 형상화한 
조선적 진경산수화를 대성한 위대한 거장이다. 우리는 겸재의 진경산수화를 통해 조선의 산천
과 풍물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하며 감동적인 것인가를 진정 예술적으로 깨달았다고 해도 과
언이 아니다. 이러한 겸재의 자각과 성취는 이후 단원 김홍도와 혜원 신윤복에 이르기까지 약 
한 세기 동안 조선적 소재와 조선적 풍격의 조선적 회화가 대대적으로 유행하며 조선후기의 
‘진경시대’가 화려하게 개화되는 획기적 전환의 기폭제가 되었다. 
   특히 겸재가 창의적으로 정립한 조선적 진경풍속은 민족적 주체성과 국제성 보편성은 물론 
현실적 사실성과 조형적 예술성 같은 다원적 요소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우리 그림의 진정한 
이상적 정체성의 고전적 전범을 선구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더욱 높이 평가된다. 이러한 
놀라운 성과는 겸재라는 한 개인의 뛰어난 능력은 물론 겸재를 키워낸 진경시대의 총체적인 
문화 예술적 성과의 결과였다는 점에서 민족문화사상 더욱 큰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
다. 

   2
   겸재 예술의 본질이자 상징인 ‘진경산수화’는 우리나라에 실재하지 않은 중국의 산수나 사
상적, 문학적 맥락의 이상적 산수를 상상적 관념으로 그리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에 실재하는 
산천을 그린 산수화’를 가리키는 말로서 달리 ‘실경산수화’라 일컫기도 한다. ‘진경(眞景, 眞
境)’이라는 말은 본래 겸재가 진경산수화를 대성해 전사회적으로 확산되어 나가던 18세기 중
반경에 대표적 평론가인 표암 강세황(1713-1791)이 겸재를 비롯한 당대의 진경산수화에 대한 
회화비평에서 자주 사용하고 이론적으로 정초하며 한국회화사의 독창적이고 개성적인 역사적 
용어로 정립되었다. 
   표암은 겸재가 “우리나라 진경을 가장 잘 그렸다(最善東國眞景)”고 평가해 겸재 예술은 물
론 겸재가 정립한 진경산수화의 핵심을 정확히 인식하고 명확하게 개념화했다. 그리고 1751년
에 자신의 <도산도(陶山圖)> 발문(跋文)에서, “그림은 진경을 그리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 없으
니, 그것이 닮기 어렵기 때문이요, 우리나라 진경을 그리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 없으니, 그것
이 실제와 다른 것을 숨기기 어렵기 때문이며, 눈으로 직접 보지 않은 경치를 그리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 없으니, 그것이 억측으로 닮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夫畫莫難於山水, 以其大也.
又莫難於寫眞境, 以其難似也. 又莫難於寫我國之眞境, 以其難掩其失眞也. 又莫難於寫目所未見

之境, 以其不可臆度而取似也.)”라고 함으로써, 우리 산천의 ‘현실적 사실성’을 핵으로 하는 ‘진
경’의 개념과 이념을 이론적으로 명확하게 정립했다. 또한 중인화가 강희언의 <인왕산도>를 
평해, “진경을 그리는 사람은 매번 지도와 비슷하게 되는 것을 근심하는데, 이 그림은 거의 
실제와 똑같을 뿐만 아니라, 화가의 여러 가지 법식도 잃지 않았다(寫眞景者, 每患似乎地圖,
而此幅旣得十分逼眞, 且不失畫家諸法.)”고 함으로써, 진경의 핵심이 단순히 우리 산천의 ‘현실
적 사실성’을 갖추는 차원을 넘어 회화로서의 ‘조형적 예술성’을 갖추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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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처럼 겸재가 진경산수화를 대성해 전사회적으로 확산되며 ‘진경산수화’라는 우리 고유의 
독자적인 명칭과 장르를 갖기 전까지 우리나라 산수화는 대개 중국의 산수화를 범본으로 삼아 
그리는 경우가 많았다. 비록 고려시대부터 우리나라 산천을 그린 그림들이 종교적, 정교적, 문
화적 차원의 여러 가지 맥락에서 적지 않게 그려졌지만, 조선 중기까지는 대개 중국 산수화풍 
위주로 그려진 경우가 많아 우리 자연미를 효과적으로 형상화하지 못하고 예술적 수준도 높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겸재는 중국의 산수화를 누구보다 많이 수용하고 섭렵하면서도 
분명한 자각의식을 갖고 평생에 걸쳐 우리의 산천을 수없이 사생하는 각고의 노력 끝에 우리 
자연미의 개성적 특징을 우리의 미감과 풍격으로 형상화하고 국제적 차원의 높은 조형적 수준
으로 고양시켜 예술적으로 큰 감동을 주었다. 
   그런 점에서 겸재는 흔히 오해하듯 진경산수화를 창시한 것이 아니라 조선적 풍격의 진경
산수화를 창의적으로 정립하고 높은 예술적 수준으로 고양시켜 하나의 단층이 질 만큼 획기적
인 질적 전환을 이룩함으로써, 평생의 지기이자 예술적 동지였던 관아재(觀我齋) 조영석(趙榮
祏)이 정확하게 평했듯이, 진정으로 “우리나라 산수화를 개벽했다(我東山水之畵, 蓋自元伯始
開闢矣.)”고 할 수 있다. 또한 그 놀라운 성과의 감동을 다음 세대인 표암 강세황이 ‘진경’이
라는 아름답고 의미 깊은 말로 개념화하고 이론화함으로써 이를 더욱 역사화 시켜 놓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민족문화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20세기 초에 위창 오세창의 혜안과 
간송 전형필의 열정으로 소중히 보존되고 계승된 뒤, 간송미술관의 가헌 최완수 선생의 필생
에 걸친 연구와 전시 및 출판 작업을 통해 오늘날 다시 생생하고 아름답게 현재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겸재는 진경산수화에 있어서 질량 모두 전문적인 직업화가를 능가할 정도로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명문(名門) 고족(故族)’ 출신의 문인화가임에도 불구하고 오래 동안 ‘화원
(畵員)’이라는 부당한 오해를 받아오곤 했다. 그리고 그 성과가 조선후기의 문예부흥은 물론 
근대적 전환의 태동을 알리는 획기적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배경과 맥락을 이해하는 데 있
어서도 연구 시기와 연구자마다의 개성적 세계관과 시각으로 인한 편향과 상충 및 혼란도 적
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은 지금도 현재형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특히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일제 식민사관의 정체성론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도 서구 근대와 유사한 근대적 
발전이 존재했다는 사실이 절실히 필요했던 시절에는 서구 근대의 틀에 맞추어 탈성리학적인 
실학사상의 대두와 계급변동에 따른 중서층의 성장 결과로 설명하고자 하는 경향이 많았다. 
그리고 근현대 제국주의의 강점으로 인한 상처를 극복해나가는 과정에서 민족주의 의식이 고
조되던 시절에는 양차에 걸친 외침을 극복하기 위해 대두되었던 민족적 각성과 조선적 주체성
을 강조하며 진경산수화의 독자성을 이념적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의식이 강했다. 또한 근래는 
서구 탈모더니즘 사조의 영향으로 탈민족주의와 해체주의 시각이 유행하자, 진경산수화의 조
선적 주체성을 강조한 설명은 당시의 역사적 사실과 달리 허구적 상상으로 날조해낸 관념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오히려 중국 산수화를 수용한 결과 나타났던 것으로서 당시 동아시아에 
보편적으로 존재했던 국제적 현상의 하나에 불과하다고 설명하며 동아시아의 중세적 보편주의
와 국제주의적 시각에서 접근할 것을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했다. 
   그러나 겸재 진경산수화의 놀라운 성과에 담긴 본질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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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분법적 시각을 넘어 음양의 상극적 요소가 상반적, 상보적, 상생적으로 작용하며 우주
만물이 창생되는 주역의 원리처럼, 겸재가 조선적 주체성과 국제적 보편성은 물론 현실적 사
실성과 예술적 조형성의 이항적 대립극들을 창조적 예술혼의 용광로로 녹여 우리 산천의 개성
적 자연미를 국제적 차원의 높은 예술적 수준으로 고양시켜 나가던 구체적 실체를 실증적으로 
파악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특히 겸재가 특별한 혈연과 지연은 물론 
이에서 비롯된 예술적 환경 속에서 평생에 걸쳐 조선적 진경산수화를 개척해나가는 과정을 구
체적으로 살펴보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4 
   겸재 집안은 고조부 동지중추부사 정연(鄭演, 1541-1621)이 나주에서 서울로 올라와 성서
(城西)의 백악산 아래 세거하며 경거 사대부가 되었다. 그리고 정연이 백악산과 인왕산 아래 
모여 살던 안동김씨(장동김씨)의 입경(入京) 중시조인 김극효(金克孝, 1542-1618) 같은 율곡 
제자 계열의 서인(西人) 문사들과 함께 ‘구로회(九老會)’를 맺고 후손들도 이를 계승한 ‘술로회
(述老會)’를 맺으며 누대에 걸친 세교(世交)를 이어 감으로써 노론 계열의 경화사족으로 성장
했다.
   다만 겸재 직계는 조부(祖父) 양대가 사마시도 거치지 못할 정도로 쇠락하고, 부친마저 겸
재가 14세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나 겸재는 소년 가장이 된 채 간혹 끼니를 거를 정도로 불우
한 처지가 되고 만다. 다행히 한동네 살던 외가의 도움으로 낙향은 면했지만, 겸재는 사마시
도 거치지 못할 정도로 전락한 채 정상적인 사대부로서의 출사를 포기하고 천부적인 재능을 
살려 화도(畵道)에 입문한다. 그리고 평생에 걸친 각고의 노력 끝에 진경산수화를 대성해 한국
회화사를 새로 쓰게 만드는 위대한 업적을 남김으로써 불우한 운명을 극복하고 오히려 이로 
인해 대행을 누리는 감동적인 인간 승리를 보여주어 더욱 주목된다. 
   이처럼 겸재가 불우한 환경을 극복하고 진경산수화를 대성하는 위대한 업적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김극효의 고손자이자 선원 김상용과 청음 김상헌의 증손자로서 18세기 초의 정
계와 문화예술계를 주도했던 ‘육창(六昌)’의 김창집(金昌集)과 김창흡(金昌翕) 등은 물론 이들
과 혈연과 지연 및 학연으로 연결된 채 진경문화를 적극적으로 개척해나가고 있었던 서인계 
경화사족들의 전폭적인 계도와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리고 이는 전적으로 고조부 
정연이 백악산 아래 세거하며 육창의 고조부인 김극효 등과 맺었던 인연이 가장 큰 토대가 되
었다. 그런 점에서 겸재의 진경산수화는 겸재 개인의 뛰어난 능력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겸재의 재능을 알아보고 키워주며 적극적으로 계도하고 후원해주었던 진경시대 지성의 총체적
인 문화 예술적 성과의 결과였다는 점에서 더욱 큰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겸재가 가장 불행하고 암울했을 10대부터 20~30대의 청년기를 어떻게 보냈고 그림을 
어떻게 배웠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 없다. 그러나 겸재가 훗날 경화사족(京華士族) 
자제들을 가르칠 정도로 주역(周易)에 뛰어났고, 30대 중반부터 당대의 대표적 문인화가로 일
컬어졌던 것으로 볼 때, 학문 수련을 병행하는 한편 중국의 화보(畵譜)와 명작들을 방작(倣作)
하며 기초적인 화도(畵道) 수련에 매진했던 듯하다. 그리하여 겸재는 36세 되던 1711년에 한
동네 선배인 신태동(辛泰東)을 따라 금강산을 유람하며 최초의 금강산 진경산수화인 <<(신묘
년)풍악도첩(楓嶽圖帖)>>(보물 1875호)을 그려 화가로서 첫 이름을 알린다. 그리고 겸재는 이
때부터 이미 화보 등을 통해 익힌 중국의 남종산수화와 다른 우리 산천의 특징을 묘사하는 데 
적합한 독자적인 진경화법의 창안을 고민하고 모색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주목된다. 
또한 겸재는 다음해에 다시 이웃의 절친한 선배로서 평생 우리의 자연미를 조선적 풍격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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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미로 구현하는 길을 함께 걸으며 가장 든든한 스승이자 동지가 되어주었던 당대 최고의 진
경산수 시인 사천(槎川) 이병연(李秉淵)을 따라 금강산을 유람하며 <<해악전신첩(海嶽傳神
帖)>>을 그린 뒤, 이병연의 스승으로서 당시 문화예술계의 좌장이었던 삼연(三淵) 김창흡을 비
롯한 여러 서인계 명사들의 제발(題跋)과 제시(題詩)를 받으며 금강산 진경산수화에 능한 문인
화가로 명성을 얻는다. 그리고 다음해인 1713년에 김창흡의 형인 김창집이 동지정사로 중국에 
가며 겸재를 비롯한 여러 화가들의 그림을 가지고 가 중국 비평가로부터 겸재 그림이 제일 낫
다는 평을 받자 일약 조선 최고 화가의 반열에 오른다. 
  이처럼 명성과 인연이 쌓이자 겸재는 이를 통해 벼슬길을 모색했던 듯, 41세 되던 1716년
에 좌의정 김창집의 추천으로 관상감의 천문학 겸교수(兼敎授)라는 특별한 자리를 맡아 첫 벼
슬길에 나간다. 이는 당시 사마시를 거치지 않아 벼슬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
대부 중에서 천문학과 역법에 밝은 사람을 관상감의 제조나 정승들이 추천하며 벼슬길을 열어
주던 예외적 형태의 잡직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겸재가 훗날 대관들로부터 ‘잡로(雜路)’나 
‘잡기(雜歧)’로 발신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것은 이처럼 잡직(雜職)으로 출사했기 때문이었는데, 
겸재는 2년이 지난 1718년에 이조를 장악하고 있던 김창집 주변의 서인계 경화사족들의 배려
로 조지서 별제의 동반(東班) 정직을 맡아 승육(昇六)하며 정식으로 문인관료의 길에 들어선
다. 그리고 이후 이들 백악(白岳) 사단(詞壇)의 배려와 후원으로 여러 경관직을 거친 뒤 경상
도의 하양현감(1720~1726)과 청하현감(1733~1735)으로 나가 영남과 관동 일대를 두루 사생하
며 중국의 남종산수화와 다른 우리 산천의 특징에 맞는 독자적인 진경화법을 창안하는 일에 
더욱 매진한다. 
   겸재는 이처럼 고을 원님을 거치며 형편이 좀 나아졌던 듯, 50대 중반의 1730년경 전후 
무렵 인왕산 아래 옥인동 부근에 ‘인곡정사(仁谷精舍)’를 마련하고 60대 이후의 노년에 이곳에
서 독자적인 진경화법을 완성하며 걸작의 진경산수화를 쏟아낸다. 특히 서울에서 한가히 지내
며 지난 30년간 일구어온 진경화법을 종합적으로 구사하며 그려낸 <<관동명승첩>>(1738)과 
<청풍계(淸風溪)>(1739, 보물 1952호)는 60대 초반의 대표적인 기념비적 걸작이다. 특히 안동
김씨 종가인 선원(仙源) 김상용(金尙容)의 저택이자 조선 중후기 최고의 문화 살롱인 태고정
(太古亭)이 있었던 청운초등학교 뒷산자락을 그린 <청풍계>는 겸재가 이제 독자적인 진경산수
화풍을 확실하게 정립했음을 매우 감동적으로 보여준다. 그리하여 중국의 남종산수화에서는 
거의 금기시되었던 짙은 먹을 주조로 한 부벽준(斧劈皴)과 쇄찰법(刷擦法)을 실로 호쾌하고 시
원하게 쳐내며 화강암 바위로 이루어진 우리 산천의 골격을 표현하는 데 가장 적합하고 효과
적인 독창적 화법을 완성한다. 그리고 미점법(米點法)도 더욱 자유분방하고 자윤하게 구사한 
뒤 청록 우림으로 맑고 깊은 운치까지 부여해 송림(松林)을 주조로 한 우리 삼림의 특징과 풍
격을 실로 효과적으로 표현하는데 성공한다. 
   뿐만 아니라 겸재는 65세 되던 다음해 1740년에 가양동의 양천현령으로 나가 이해 겨울부
터 다음해 여름까지 사천 이병연과 시화(詩畵)를 주고받으며 금강산이나 인왕산과 달리 한강 
주변의 아름다운 강변 풍경을 그리기에 적합한 또 다른 진경화법을 창안한다. 이것이 바로 남
한강의 <녹운탄>과 양수리의 <독백탄>에서 시작해 워커힐 부근의 <광진>과 잠실 부근의 <송
파진>, 강남의 <압구정> 등을 거쳐 한강 하류 행주산성 부근의 <행호관어>까지 총 30여점으
로 이루어진 보물 1950호 <<경교명승첩(京郊名勝帖)>>이다. 겸재는 호쾌하고 강인한 남성미
를 보여주었던 <청풍계>와 달리, 선상에서 유람하며 멀리 조망한 한강변 풍경의 실루엣 같은 
윤곽을 섬세한 구륵선으로 묘사한 뒤 화사하고 아름다운 진채와 담채를 혼용하며 시정 넘치는 
낭만적 풍경으로 그려냈다. 겸재가 얼마나 우리 산수풍경의 특징을 깊이 있게 성찰하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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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적합한 화법과 미감을 창조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거듭하며 진경산수화를 개척해 나갔
는지 잘 알 수 있다. 
   현감의 정년인 70세가 되어 1745년 양천현령에서 퇴직한 겸재는 인곡정사에 칩거한 채 평
생 일구어온 진경화법을 더욱 원숙한 경지로 끌어올려 70대의 노년기에 생애 최고의 걸작들
을 쏟아낸다. 먼저 71세 되던 1746년에는 퇴계 선생과 우암 선생의 친필 진적과 성리학 유풍
이 전해지고 있던 외가집 <풍계유택(楓溪遺宅)>과 이를 물려받은 겸재의 저택 <인곡정사>를 
매우 질박하고 묵직한 필묵법으로 그려내 또 하나의 진경화법을 보여준다(보물 585호 <<퇴우
이선생진적첩(退尤二先生眞蹟帖)>>). 그리고 72세 되던 1747년에는 30대부터 평생에 걸쳐 다
듬어왔던 금강산 진경을 그 진수만 남긴 채 가장 골기 있고 유려하며 원숙한 필묵으로 승화시
킨 38폭의 <<(속)해악전신첩>>(보물 1949호)을 완성한다. 뿐만 아니라 이에서 그치지 않고 그 
동안 개별 경치 중심으로 수없이 그려왔던 금강산 진경을 모두 모아 더욱 추상화시킨 뒤 가장 
조선적이고 독창적인 음양 상생의 주역적 원리로 총집해 낸 대작의 <금강전도>(국보 217호)를 
통해 실로 장엄하고 호쾌한 우주적 시각을 감동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금강산 진경을 거의 이념
적 경지까지 끌어올린다. 또한 76세 되던 1751년에는 평생을 함께 하며 항상 조선적 진경화
법의 영원한 화두이자 가장 직접적 모태가 되었던 인왕산을 부벽준에 가까운 묵직하고 깊은 
쇄찰법으로 과감하게 쓸어낸 <인왕제색(仁王霽色)>(국보 216호)으로 환골탈태시킴으로써 실제 
인왕산보다 더 인왕산 같고 더욱 웅장한 느낌을 주는 놀라운 조형적 인왕산의 별천지를 창조
한다. 
   그리하여 겸재는 평생에 걸친 각고의 노력 끝에 우리의 산천을 우리의 미감과 정서에 맞게 
형상화한 조선적 진경산수화를 대성해 조선의 산천과 풍물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하며 감동
적인 것인가를 진정 예술적으로 깨닫게 하며 우리 회화사를 다시 쓰게 만드는 위대한 업적을 
이룩한다. 심지어 <여산초당(廬山草堂)>(보물 1953호)에서 보듯, 이런 정신과 화법을 중국의 
산수풍경을 그리는데도 적용해 이제는 역으로 중국의 산수까지 우리의 산수처럼 그려내며 오
히려 더 친근감을 부여한다. 또한 간송미술관의 <<화훼초충소병(花卉草蟲小屛)>>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주변의 하찮은 미물들까지 실로 애정 어린 시선으로 포착해 화조화와 영모화의 
역사도 바꾸어 놓는다. 그리고 <<경교명승첩>>에 수록된 <독서여가(讀書餘暇)>와 <척재제시
(惕齋題詩)>에서 볼 수 있듯이, 조선적 생활상과 정취가 물씬 풍기는 진정한 조선적 풍속화를 
선구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이후 조선후기의 ‘진경시대’가 화려하게 전개되며 진경풍속이 대대
적으로 유행하는 획기적 전기를 마련해 놓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