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茶山 丁若鏞 美學思想의 韓國的 特性

The Korean Style Characteristics of Aesthetic thoughts for Dasan 
Jeong, Yak Yong 

권윤희

Kwon Yun Hee

요 약  茶山 丁若鏞은 다방면에 걸쳐 많은 저술을 하였다. 그의 사상과 철학은 학문의 산맥이 되었다. 이를 살펴보면

그의 미학사상은 첫째, 淡에서 澹(澹泊)으로, 더 나아가 膽(膽力)에까지 나아갔다. 이는 변화를 도모하는 용기를 가졌

기 때문이다. 둘째, 韻의 미학이다. 이는 운치를 추구하는 그의 생활에서 알 수 있다. 다산은 유배로 인하여 현실참여

가 어려웠기에 많은 저술을 통하여 우리 문화를 창조할 수 있었다. 이는 우리의 특성이 되었다. 첫째, 이는 남종 문인

화의 시원이다. 이는 소치 허유의 운림산방이 남종 문인화의 발원처로 그 시원이 다산에 있기 때문이다. 둘째, 실학을

추구하고 이를 현실에 적용시키는 실사구시의 체현이다. 셋째로, 與民同樂을 추구이다. 이는 다산 미학사상의 한국적

특성을 보여주는 상징이다.

주요어 : 다산 정약용, 미학·澹·膽·韻·南宗 文人畵·實事求是·與民同樂

Abstract Dasan(茶山) Jeong Yak-yong wrote many works in various fields. His ideas and philosophy formed a 
mountain range. First, his aesthetic ideas improved from Dam(淡) to Dam(澹;light), and further to Dam
(膽;courage). Because Dasan had the courage to make changes, this was possible. Second, Dasan has the 
aesthetic idea of Yun(韻). This can be seen in his life pursuing the quaint. Because Dasan was unable to 
participate in reality due to exile, so he was able to create our culture through many writings. First, 
Un-Rim-San-Bang(雲林山房) in Sochi Heoyu is the origin of our Namjong Literary Painting, and its origin is 
Dasan. Second, Dasan pursued Silhak(實學), and applies it to reality. It is Silsagusi(實事求是). Thirdly, Dasan 
pursued Enjoying Together with People(與民同樂). Aesthetics ideas of Dasan showed the Korean characteristics.

Key words : Dasan YakYong Jeong, Aesthetics,, serene state of mind, rhyme, literati paintings of namjong,  
courage, embodiment of realism, pursuit of enjoying together with common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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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다산 정약용(1762~1836)은 많은 저술을 하였다. 그는

관리였으며 또한, 철학자·사상가·실학자·예술가였다. 그

의 저술은 철학·예술·문학·과학 등 다방면에 걸쳐 있다.

그는 여유당이란 그의 당호처럼 치열한 삶을 살았다.

그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사회개혁 의지는 여민동락에

있었다. 그는 우리 사상사에서도 한 봉우리를 이루었다.

그는 주자학·양명학·고증학·서학 등 다양하게 집대성하

였다. 이는 곧 그의 실학이었으며, 실사구시를 체현함으

로써 접근할 수 있었다. 본고는 『목민심서』·『흠흠신

서』·『경세유표』의 一表二書를 비롯한 수많은 저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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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적 측면에서 고찰하여 우리 문화 유산이 된 한국적

인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생애와 저술

1. 생애

다산은 조선후기의 문신·실학자·사상가로, 소자는

歸農, 자는 美庸, 호는 俟菴·탁옹·列水·태수·자하도인·철

마산인·茶山였으며, 당호는 與猶堂1)이다. 그의 생애는

성장기(1762-1782)·출세기(1783-1800)·유배기

(1801-1818)·말년기(1819-1836)로 구분할 수 있다.

1) 성장기 - 다산은 1762년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에서 태어났다. 그는 어려서부터 재능이 뛰어나 7

세 때 지은 “작은 산이 큰 산을 가렸으니 멀고 가까움이

다르기 때문이네‘2)라는 시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는 1777년 자신의 학문형성에 큰 영향을 끼친 스승을

만나게 된다. 그는 실학의 선구자 성호 이익이다. 다산

은 성호의 사상을 접하고 학문을 굳히게 되었다.

2) 출세기 - 다산은 22세(1783년) 때 진사시험에 합

격하여 성균관에 들어갔다. 이때 뛰어난 재능과 학문

때문에 정조의 눈에 띄게 되었다. 그는 28세(1789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본격적인 관직생활을 하였다. 첫 관직

인 희릉직장을 비롯하여 사간원정언·사헌부지평을 거쳤

다. 그는 '성설'과 '기중도설'을 지어 수원성을 쌓는데

유형거와 거중기를 사용하였다. 그는 암행어사로 가난

하고 핍박받는 백성들의 고통을 생생하게 목격하였다.

그는 연천 현감 김향직과 상양 군수 강명길의 폭정을

고발하여 처벌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책임과 관리의

의무를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다.

천주교와 만남도 그의 삶에 큰 비난을 가져다주었다.

그는 23 세 때 천주교를 처음으로 접했다. 이후 그는

한때 천주교 서적을 읽고 심취하기도 하였으나 성균관

에서 학업에 정진하느라고 곧 손을 떼었다. 그는 천주

교 신앙과 서양과학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체험하기도

하였으니 또한 갖은 시련과 좌절을 맞보기도 하였다.3)

1) 겨울에 시내를 건너듯 신중하게 하고, 사방에서 엿보는 것을

두려워하듯 경계하라(노자 15장 與兮若冬涉川 猶兮若畏四

隣)

2) “小山蔽大山 遠近地不同”

3)김상홍,『다산문학의 재조명』 다산의 천주교 신봉론에 대

한 반론 , 단국대출판사, 2003, p.73-149, 다산의 천주교 신

봉문제는 다산에게 다산학을 저술하는 계기도 되었으며, 평

생에 걸쳐 천주교를 신봉하였는지의 유무는 학계의 관심의

이는 다산의 출세기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3) 유배기 - 다산은 정조가 승하하면서 전환기를 맞

았다. 이는 소론과 남인 사이의 당쟁이 신유사옥이라는

천주교 탄압사건으로 비화하면서 발생되었다. 그는 천

주교인으로 지목받아 유배형을 받게 된다. 이때 셋째형

정약종은 옥사하고 둘째형 정약전은 신지도로, 자신은

경상도 장기로 유배되었다. 이어서 또, 黃嗣永 帛書 事

件4)이 일어나자 다시 서울로 불려와 조사를 받고 정약

전은 흑산도로 다산은 강진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강진

에서의 유배기간은 다산에게는 고통의 세월이었지만

학문적으로는 매우 알찬 결실을 얻은 수확기였다. 5백

여권에 달하는 그의 저서 대부분이 유배지에서 이루어

졌으니 18년 동안에 걸친 강진 유배기는 사실상 저술기

간 이었다. 특히, 이 시가는 경세학과 더불어 경학에 대

한 집중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는 유배지에서도 제

자들을 모아 교육하였으며, 이들 제자들은 다산 저술

작업에 참여하였다. 유배지의 제자들로는 이청·황상·이

강회·이기로·정수칠·윤종문 등이 있다.

4) 말년기 - 이 시기는 유배지에서 쇠약해진 심신을

추스리며 자신의 생애와 학문을 정리한 기간이었다, 다

산은 57세 되던 해 가을 유배에서 풀려 고향으로 돌아온

다산은 저술을 계속하였다. 이때 목민심서와 『흠흠신

서』,『아언각비』등을 완성하였다. 또한, 회갑을 맞이해

서는 자찬 묘지명을 지어 자신의 생애를 정리하였다. 그

는 이 시기에 신작·김매순·홍석주 등과 교유하였다.

2. 저술

다산은 실학을 집대성하였다. 그는 정치·경제·역리·

지리·문학·철학·의학·교육학·군사학·자연과학 등 거의

모든 학문 분야에 걸쳐 방대한 저술을 하였다. 18세기

후반 시작된 다산의 경학연구는 강진유배기에 본격화

되어 1812년까지 六經의 연구를 마치고 1814년까지 2년

동안에는 四書에 대한 저술을 완성하였다. 그는 1815년

소학과 심경의 경학을 연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경세학 관련 저술을 시작해 일표이서를 저술하였다.

대상이 되고 있다.

4) 황사영이 1801년(순조1) 신유박해의 전말과 그 대응책을 흰

비단에 적어 중국 북경 구베아 주교에게 보내고자 했던 밀서

사건. 황사영은 스승이자 처삼촌인 정약종에게 사사한 바 있

는 인물로서, 1795년 주문모 신부를 만난 이후 그 측근으로

서 활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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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1822년 회갑을 맞아 스스로 지은 묘지명에서 ”

임금의 총애 한 몸에 안고 궁궐에 들어가 곁에서 모셨

네. 임금의 심복이 되어 아침저녁으로 가까이 섬겼네.

하늘의 총애 한 몸에 받아 어리석은 마음을 깨우쳤네.

육경(六經)을 정밀하게 연구해 미묘한 이치를 깨치고

통했네. 간사한 무리들이 기세를 떨쳤지만 하늘이 너를

사랑해 쓰셨으니 잘 거두어 간직하면 장차 멀리까지 날

래고 사납게 떨치리라.“5)고 자신의 학문체계를 요약하

였다. 다산의 경학연구는 계속되었으며 세상을 뜨기 2

년 전인 1834년에 이전의 상서에 대한 연구를 수정, 보

완하여 『상서고훈』을 완성한다.

그의 저술은 1822년 문집에 넣기 위해 비교적 자세

하게 기록한 자찬묘지명의 集中本을 기준으로 하면 육

경사서에 연구서인 경학집 232권과 일표이서를 포함한

경세학서 138권에 시문집과 기타 저술을 포함한 문집

260권을 합하여 총 492권이다. 집중본과 구분하여 무덤

속에 넣기 위해 간략하게 쓴 자찬묘지명 壙中本에는 경

학집이 230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소학지언』과

『심경밀험』2권을 뺀 것이다. 1836년 2월 생을 마칠

때까지의 여유당전서는 500여권이 넘는다.

총 500여권을 헤아리는 그의 "여유당전서"는 6경4서

1표2서 시문잡저 등 3부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잡찬

목록을 보면『아방비억고』30권(미완성)이 있고 『아방

강역고』10권, 『전례고』2권『대동수경』2권, 『소학

주관』3권, 『아언각비』3권 『마과회통』12권, 『의

령』1권 등이 있다

Ⅲ. 미학사상

1. 澹과 膽의 미학

다산의 미학사상은 澹과 膽의 미학이다. 澹은 예술의

경계가 淡白하고 安靜됨의 미학이며, 膽은 창조적인 용

기의 미학이다. 澹이 다산의 정신미학이라면 膽은 생활

미학이다. 다산은 澹의 정신세계를 바탕으로 자신의 철

학과 예술을 잉태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정신이 예술

과 저술로 나타나고, 膽의 미학으로 승화되었다. 실학은

실사구시를 기저로 한다. 실의 숭상은 현실의 바탕에서

출발하고, 현실에 대한 창조적이면서 자유스러운 용기

5) 정약용, 「自撰墓誌銘」『與猶堂全書』, “荷主之寵 入居

宥密 爲之腹心 朝夕以昵 荷天之寵 牖其愚衷 精硏六經 妙

解微通 憸人旣張 天用玉汝 斂而藏之 將用矯矯然遐擧”

가 선행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다산의 膽의 미학은 그가 관직에 있으면서 드러났다.

그러나 膽의 미학은 그를 유배라는 고난도 받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즉, 膽은 생활에서의 용기였으며 철학이

었다. 다산에게 유배 후의 삶은 풍요와 餘裕가 아니라

신중을 기하고, 지혜와 관조를 의미의 與猶로 바뀌었다.

인생을 관조하며 澹의 세계에서 지혜를 이끌어 내는 모

습이다.

또한 그의 마음을 볼 수 있는 편린은 '四宜齋'이다.

四宜는 네 가지를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맑은 생각,

엄숙한 용모, 과묵한 말씨, 신중한 행동이다. 다산은 四

宜에서 澹을 첫째로 하고 있다. 다산의 澹은 膽으로 피

어났다. 그가 가진 四宜는 思宜澹, 貌宜莊, 言宜訒, 動宜

重이다. 다산의 澹은 도도함의 갈구이며, 膽은 사회정의

를 향한 용기였다. 다산의 澹은 淡하였기에 膽에 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다산의 담은 樂을 통하

여 가능하였다. 다산이 가진 악은 다산의 삶이 높은 경

지에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하여 담의 미학세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악서고존의
제 7집에 드러난 동양 고대음악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다.6)이와 같이 다산의 미학은 澹과 膽의 미학에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2. 韻의 미학

다산의 미학사상은 韻의 미학에 있다. 운은 어울림이

며, 운치이있다. 다산의 흉중은 멋을 추구하고, 아름다

움을 동경하는 예술가였다.7) 다산의 사실주의적 화론의

배경은 윤두서를 중심으로 하는 그의 가계와 서양회화

의 자극이 가미된 것이며, 사실성을 중시하는 성호의

화론과 실학파의 진보적인 개혁의지에 부합하고 있음

을 볼 수 있다.8) 이는 윤두서 자화상 같은 극사실주의

적인 화법이 그의 아들 윤덕희를 거쳐 윤용에 이르러

6) 김세종, 다산 정약용의 삼기육평에 대한 고찰, 한국악율학
회, 2005.

7) 금장태, 『정약용』, 성균관대출판사, 2002, p.197. “그의 가

계로 보아 예술가의 가승적인 분위기를 받은 가계였으며, 이

는 외증조부인 윤두서의 손자 윤용의 화첩인 취우첩을 보면

서 꽃·나무·새·짐승·벌레따위를 그린 것이 오묘한 법도에 흡

사하여 섬세하게 살아 움직이는 사실적 기법을 극찬하며, 뜻

을 그리고 형상을 그리지 않는다’(畵意不畵形)는 자산 자신

의 화론을 제시하고 있다.”

8) 이태호, 『다산 정약용의 예술세계』, 고려대 출판사, 1990

년 p.38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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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연마되어 3대를 이어온 결과로 얻어졌다.9) 이를

바탕으로 다산은 우리의 회화사에서도 큰 물줄기의 근

원을 제공하였다. 그의 회화는 자신의 마음을 담은 韻

外之治의 경계였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설경산수도·담

묵산수도 등이며 간략하면서도 함축적인 필치로 서정

성 짙은 특유의 화풍을 보여주고 있다.10)

그의 詩才는 「畵櫻帖」에서 알 수 있다. 또한, 그가

명례방(지금의 명동)에서 살 때 竹欄詩社의 활동에서도

알 수 있다. 이 시사는 대부분 초계문신제도11)에 피선

된 인재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들은 규약에 따라 살구

꽃이 필 때, 복사꽃이 필 때, 한여름 참외가 익을 때, 서

늘한 서지에서 연꽃을 구경할 때, 국화꽃이 필 때, 겨울

에 눈이 올 때, 세모에 화분이 필 때 한 번씩 모여 운치

있는 시사활동을 하였다. 다산의 시는 2,500여 수 있으

며, 여러 散文이 있다. 다산의 산문은 내용이 너무 다양

하다. 다산이 아름다움과 운을 즐기는 마음은 강진 유

배지의 문하생이었던 황상에게 준 다음 서간문에서 살

펴볼 수 있다.

지역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산수가 아름다

운 곳을 택해야 한다. 그러나 강을 끼고 있

는 산보다는 시냇물을 끼고 있는 산이 낫다. 

골짜기 입구에는 높은 암벽이 있고, 조금 더 

들어가면 환하게 열리면서 눈을 즐겁게 해주

는 곳, 그런 곳이 복지다. 중앙의 판세가 맺

힌 곳에 초가집 서너칸을 얽되, 나침반의 바

늘이 정북과 정남을 향하도록 해서 정남향이

9) 금장태, 『정약용』, 성균관대출판사, 2002, p.197.

10) 금장태, 『정약용』, 성균관대출판사, 2002, p.195. “ 다산

의 육경사서와 일표이서의 다산학의 근저에는 조선후기 시

인으로써의 그의 문학세계가 있었음을 또한 간과할 수 는 없

다. 이중 그의 관직 생활 중에 그가 주도했던 난죽시사의 활

동이 그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산이 우리 문화전통

으로서 사대부의 풍류와 대중의 민속 문화에 접근하는 자세

는 두 가지 방향에서 새로운 시각을 보여준다. 하나는 다산

자신이 살아가면서 선비생활의 운치있는 풍류를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심미적인 시각과 대중의 생활 속에서 우리 고유의

민속 양식을 발견하는 민속 문화적인 시각이 그것이다.”

11) 抄啓文臣는 조선 후기인 1781년(정조 5)에 인재양성을 위

해 정조의 주도하에 규장각에 마련된 제도로 1781년 2월의

〈文身講製節目〉의 議定을 통해 그 기초를 닦고 최초로 20

명의 초계문신을 선발했으며, 같은 해 〈규장각지 奎章閣

志〉 재초본(再草本) 배양조(培養條)로 정리된 후, 다시

1784년에 〈규장각지〉가 완성될 때 제도적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어야 한다. 집 짓는 일이 극히 정교하게 해

야 한다. 순창에서 나는 설화지로 벽을 바르

고 문설주 위에는 담묵 산수화를 걸고 문설

주에는 고목이나 대나무,바위를 그리거나 혹

은 짧은 시를 쓰기도 한다. 

방안에는 책꽃이 두 개를 놓고 책 천삼사

백 권을 꽂아 놓는다....뜰 앞엔 높이 두어자 

되는 가림 벽을 하나 둘러두고, 담안에는 갖

가지 화분을 놓아둔다. 석류, 치자, 백목련 

같은 것들을 가기 종류대로 갖추었는데, 국

화를 가장 많이 갖추어서 모름지기여든 여덟 

가지는 되어야 겨우 구색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뜰의 왼편에 사립문을 세우

는데 흰 대나무를 엮어서 문짝을 만든다. 사

립문 밖에서 산 언덕을 따라 오십 걸음 남짓 

가서 바위위를 흐르는 시냇가에 초가 한간을 

세워두는데, 난간은 대나무로 만든다. 집 주

위는 온통 쭉쭉 뻗은 대나무들로 빽빽한 숲

이니, 가지가 처마로 들어와도 꺾지 않고 그

대로 둔다. ..

거룻배 한척 띄워놓고, 달밤이면 시인 묵

객들을 이끌고 배를 띄운다.  퉁소를 불고 

거문고를 타며 방죽을 서너바퀴 돈 다음 취

해서 돌아온다.. ..아내에게 송엽주를 따르게 

하여 두어잔 마신 뒤, 양잠법이 적힌 책을 

가지고 누에를 목욕시키고 실을 잣는방법 따

위를 아내에게 가르켜 주며, 서로 바라보고 

싱긋 웃는다. 문밖에 나라에서 부르는 글이 

왔다는 소리를 이미 들었지만 빙그레 웃을 

뿐 나아가지 않는다.12)

12) 정약용, 『與猶堂全書』, “擇地須得佳山麗水 然江山不如

溪山 洞問須有峻壁側石 梢入開朗悅眼 方是福地 就中央結

局處 搆茆屋三四間 正子午盤針 匠治須極精巧 用淳昌雪花

紙塗飾 楣上傳淡墨山水橫圖 門旁畵稿木竹石 或題小詩室

中置書架二部 揷架書一千三四百卷 ... 前庭起響墻一帶 高

可數尺 墻內安百種花盆 若石榴扈子蔓타曼之等 各具品格

而菊最備 須有四十八般名色 方是僅具也 庭右鑿小池 方數

十武便止 池中植芙蕖數十枋 養鮒魚 別姱菫竹 作水筒 引山

泉注沚 其溢者 從墻穴流于圃.....庭座立衡門 編白竹爲扉 外

緣山坡 行五十餘武 臨石澗 起草閣一間 用竹爲爁 繞皆茂林

脩竹 枝條入簷 不須折也........造접子一枚乏之 每月夜携詩

豪墨客砭舟 吹洞簫彈小琴 繞隄行三四遍 醉而歸...命妻行松

葉酒 數盞旣飮 持方書 授浴蠶繅絲之法 嫣然相笑 旣已聞門

外有徵書至 西之不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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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隱事의 넉넉함을 표현하고 있으며 천명에 순응

하고, 큰길을 걸으니 탄탄하고, 하늘의 작록을 즐기며

마음을 기쁘게 하는 다산의 마음이 보인다. 다산은 1808

년 봄 강진의 도암면 귤동에 있는 윤단의산정으로 옮겨

정착하게 된다. 이곳이 다산초당이다. 다산 초당은 다산

의 마음이 가장 많이 반영된 이상향의 隱處이다. 다산은

시문서화 뿐 아니라삶의생활속에서도 그의 운치를 추

구하였다. 그러한 운치의 추구는 다도이다. 경학 이외에

여러 서간문이나 시·회화·생활 상에서도 다산의 심중

을 헤아려 볼 수 있다. 그의 위대함은 생활에서도 아름

다움을 추구함으로서 운의 미학으로 발현되었음에 있

다. 다산이 즐기는 樂은 시·음악·그림이 있으며, 꽃과

차가 있는 생활 속에서 향 피우고, 담뱃대 물며 독서를

즐기는 그의 생활에 있다. 즉, 그는 생황중에서도 맑고

담박한 광경의 운치를 꿈꾸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여기

에서 다산의 운의 미학을 살펴볼 수 있다.

Ⅳ. 韓國的 特徵

1. 南宗文人畵의 始原

다산은 강진으로 유배를 가서 남종 문인화의 시원이

되었다. 이는 곧 운림산방의 화맥의 발원이다. 다산을

중심으로 하여 그의 아들과 친구들 간의 교유가 결국

남도 남종 문인화의 꽃을 피울 수가 있었다. 즉, 다산의

두 아들인 학연과 학유, 그리고 초의선사와 추사 김정

희가 각각 서로 동년배사이였으며 이를 통하여 서로 벗

으로 인연을 맺을 수 있었다. 이는 결국 다산이 강진에

거하였기에 가능하였다.13)

불교에 대한 추사의 심취는 초의 의순(1786∼1866)

과의 교분 속에서 더욱 돈독해졌다. 추사는 30세에 다

산의 아들인 유산 정학연의 소개로 초의를 만난 뒤 친

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속전에 의하면 정학연이 강

진에 유배된 아버지를 뵈로 갔다가 거기에 찾아 온 초

의를 만나 사귀게 되었고, 정학연은 초의에게 서울로

올라오면 많은 사대부 벗들을 소개해 주겠다고 해서 초

의가 두릉을 찾아와 추사와 초의가 만나게 되었다.14)

13) 졸고, 雲林山房 畵脈形成의 起源과 그 美學的 特質 , 동

양예술 36, 2017, p.22.

14) 유홍준, 완당평전1, 학고재, 2002, p.150.

또한, 실제로 추사가 다산을 만나게 된 후 서로 학문

적인 교류가 있었다.15) 이를 통하여 다산과 추사의 교

류는 곧 학문과 예술이 되었다. 추사는 초의선사를 통

하여 소치와 연을 맺었다. 초의가 소치을 만난 것은

1835년(헌종1년)이었다. 즉, 초의가 50세였을 때 진도에

살고 있던 소치는 28세였다. 평소 소치는 해남 연동에

있는 윤선도의 녹우당에서 빌려온 《공재화첩》을 모

사하며 그림을 연마하였다.

초의가 소치에게 준 직접적인 영향도 중요하지만, 소

치에게 일생의 스승 김정희를 소개한 점이 가장 큰 영

향이며, 소치는 초의에게서 받은 보다 큰 영향은 직적

접으로 그림 그리는 방법과 연관된 것보다는 그림에 대

한 태도나 의식, 불교적인 세계관들이었다.16)

이와 같이 초의는 소치를 문인화 세계로 안내하였다.

그리고 4년 후 1839년(헌종5년)에 추사에게 소개시켜

준다. 추사의 가르침은 다음에서 살펴볼 수 있다

허군 畵格은 거듭 볼수록 묘하니, 이미 품격은 이루

었으나 다만 견문이 아직 좁아 그 좋은 솜씨를 마음대

로 구사하지 못하니 빨리 서울로 올라와서 안목을 넓히

는 게 어떠하오?17)

畵道라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이라, 자네는 그림에

있어서 이미 畵格을 체득했다고 생각하는가? 자네가 처

음 배운 것은 공재 윤두서 화첩인 줄 아네. 그러나 神

韻의 경지는 결핍되었네. 겸재 정선, 현재 심사정이 모

두 이름을 떨치고 있지만, 화첩에 전하는 것은 한갓 안

목만 혼란하게 할 뿐이니 결코 들춰보지 않도록 하게.

자네는 화가의 삼매에 있어서 천리 길에 겨우 세 걸음

을 옮겨 놓은 것과 같네.18)

15) 금장태, 정약용 , 성균관대출판사, 2002, pp.77-78. “추사

는 다산과 경학에 있어서도 고증학적인 문제를 두고 왕복편

지가 있었던 것을 여유당 전서나 완당집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어 학문에 있어서도 다산의 학문 수준에까지 다다라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16) 한승원, 초의, 김영사, 2003 ,한승원은 소치의 성장과정과
초의와의 만남을 상상으로 하여 그려 넣고 있어 이에 당대의

시대상황을 연상할 수 있다.

17) 허련,『소치실록』, 서문당, 2000, “許君畵格 重看益妙已

足成格 特聞見有拘 不能快駛驥足函令上來 以拓其眼如何”

18) 허련, 『소치실록』, 서문당, 2000, “畵道難矣 君認以畵

而得格乎 君之初入手 乃尹恭齋帖畵也 兒童之學古畵 果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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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계기로 소치는 추사의 집 바깥 사랑에 거처하

며 書畵指導를 받았으며, 제주 유배시에 3차에 걸쳐 추

사를 찾아뵙고 그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와 같이 추사

는 소치의 평생의 스승이 되었다. 또한 추사는 草衣에

게 소치가 일취월장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19) 특히 추

사는 元末 사대가로 불리는 황공망과 예찬의 簡淡하고

도 文氣어린 繪畵傾向을 가르켜 주었다.20) 이는 바로

추사가 추구하던 문인화의 경계였다. 진도의 섬 청년이

었던 소치는 추사를 통하여 당대의 여러 명인들을 만나

게 된다. 즉, 흥선대원군 이하응·권돈인·신관호·정원용·

정학연·민영익 등 당대의 거족뿐 아니라 추사문하의 조

희룡·전기·유재소 및 시서화에 능한 閭巷 文人畵家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교유를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이 소치는 추사로 인하여 남도의 남종문인화

맥을 발화시킬 수 있었다.21)그러나 이를 가능하게 한

근본적인 계기는 다산에게 있었다. 그러므로 다산은 남

도 남종 문인화의 시원이 되었다.

2. 實事求是의 體現

18세기는 실학파가 학파적 면모를 갖추기는 하였지

만 아직도 형성되는 과정에 있었다. 그러나 학파의 확

립은 19세기 전반 다산에 의해서 가능해졌다. 다산은

성호학파를 학문적 연원으로 하면서도 서학의 영향도

광범위하게 수용하면서, 청대의 고증학적 지식까지 받

아들여 경학에 대한 새로운 체계적 해석을 시도하였다.

그는 육경과 사서의 경전을 새로운 체계에 의하여

恭齋始也 然至於神韻之境乏矣 鄭謙齋沈玄齋皆有盛命 而

卷帖所傳徒亂眼目 切物閱看 君於畵家三昧 如千里一行 纔

移三步也”

19) 허련, 『소치실록』, 서문당, 2000, “許痴 日在傍側 多見古

畵名帖 比之前冬 久長幾格 恨未令師參證耳 見有五百佛眞

影數十冊 師若見之 必大生欲矣 與許痴日日大閱 此樂何極

遠外艶歎不已” (소치는 날마다 곁에 있어 고화 명첩은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건지 지난 겨울에 비하면 또 몇 격이 자랐

다네. 스님으로 하여금 참증 못하게 된 것이 한이로세. 현재

오백불의 진영이 실린 수십 책이 있으니 스님이 만약 그것을

보면 반드시 크게 욕심을 낼 걸세. 소치와 더불어 나날이 마

주않아 펴보곤 하니 이 즐거움이 어찌 다 하리오. 경탄하여

마지않는다네.)

20) 허련, 『소치실록』, 서문당, 2000, “此元人筆法 習此然後

有漸悟之道矣 每一本十迴臨放可也” “이것은 元人의 筆法

을 방한 것이니 이것을 익히면 점차 깨칠 일이 있을 것이네.

한 본 한 본마다 열 번씩 본떠 그려보는 것이 좋을 것이네.”

21) 운림산방의 화맥 참조(졸고, 雲林山房 畵脈形成의 起源

과 그 美學的 特質 , 동양예술 36, 2017, pp.10∼13.)

해석하였다. 특히, 성리학의 핵심개념인 理氣·陰陽·五行

등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해석함으로써 인간과 세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능하게 하였다.

다산의 탈주자학적 해석은 실학파가 도학파로부터

철학적 기반에서 독립하는데 공헌을 하였다. 이에 다산

은 修己之學인 육경과 사서 중심의 경학연구뿐만 아니

라 治人之學인 經世學을 겸하였다. 즉, 부패한 사회를

전면적으로 개혁하려는 '一表二書'(『목민심서』·『흠

흠신서』·『경세유표』가 말해준다. 다산의 학문은 경

학이나 경세지학에 있다. 이는 결국 수기와 치인이다.

수기와 치인은 유가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이상적 인

간이 되기 위한 두 개의 수레바퀴이다. 이처럼 다산 학

문의 바탕은 현실이다. 관념상의 학문이 아니라 현실에

적용을 위한 학문을 추구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유배기

간 동안 겪은 고난의 삶을 체험한 것이 바탕이 되었

다.22)

다산의 현실 중시의 단면은 ‘여기에서(於斯)’에 있다.

於斯는 지금 여기의 의미이다. 다산은 ‘여기에서(於斯)’

의 뜻에 의미를 두었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於斯齋

記」이다. 이처럼 현실을 중시하며 실질을 중시하는 그

의 성향과 학문은 그의 당호에서도 알 수 있다. 현실

자체가 그의 사유체계의 중심임을 살펴볼 수 있다. 실

제로 이를 보여주는 것이 화성의 축조시 擧重機나 정조

의 능행시 한강의 浮橋 등의 개발에서 볼 수 있다. 그

는 여러 과학과 기술을 통하여 실사구시의 체현을 보여

주었다.

3. 여민동락의 추구

다산은 백성과 슬픔과 즐거움을 함께하는 동고와 동

락을 추구하였다. 이는 곧 여민동락의 추구이다. 그는

관료생활뿐 아니라 그의 저술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이서일표의 저술은 이를 위한 단적인 예이다. 여민은

곧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전제로 한다. 다산은 사대부

의 고아한 풍류 속에서만 머물지 않았다. 그는 민속의

세계도 관찰하고 논의하였으며, 농부나 어부의 노동에

배인 땀과 시름도 시로 그려냈다. 그는 서민문화의 양

상과 고통의 현실을 진지하게 인식하였다. 또한, 서민의

노동이 지닌 생기가 넘치고 건강한 즐거움을 낙원이라

22) 안빈낙도하리란 말을 했건만 막상 가난하니 안빈이 안되

네. 아내의 한숨소리에 그만 체통이 꺾이고, 굶주린 자식들에

겐 엄한 교육을 못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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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겼다. 또한, 수령이나 서리의 탐학으로 고통을 받는

실상을 보여줌으로서 당시의 시대상을 고발하였다. 그

대표적인 시가 “갈밭의 젊은 아낙네 울음소리 그지없어

관청문 향해 울부짖다 하늘보고 통곡하네. 군인 남편

못 돌아온 거야 있을 법도 하다지만 예부터 男絶陽은

들어보지 못했어라. …”23)인 「哀絶陽」이다. 이는 유

배 3년째인 1803년 지은 시로 자신의 생식기를 자른 백

성의 사연을 슬픈 현실을 보여주었다. 힘없는 백성은

모든 것이 아이를 낳게 한 자신의 생식기 탓이라고 하

면서 결국 자신의 생식기를 자르고 만다. 아내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남편의 생식기를 들고 관청에 가 억울함

을 호소하였지만 문지기는 앞을 막아버린다. 다산은 이

렇게 시대가 안고 있는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과감히

시로 승화시켜 사회상을 반영하였으며 이를 개선하고

자 하였다.

또한, 여민동락을 추구하는 다산의 마음은 弔繩文에

서도 볼 수 있다. 그는 강진지방의 천재와 인재로 인하

여 굶어 죽은 민초들의 시체가 길과 언덕을 덮었음을

쉬파리를 의인화하여 弔繩文을 지었다. 시신이 죽어 썩

어 구더기가 생겨서 쉬파리로 변하여 인가에 날아들어

이들은 사람이 가뭄·혹한·염병·학정으로 굶어 죽은 우

리 백성의 화신으로 보고 이들을 죽이지 말라 하며, 백

성과 함께 하는 그의 마음이, 함께하고 있다는 마음이

이러한 우화에 담겨있다. 또한, 이를 위하여 제수를 마

련하고, 조상하면서 사회를 고발하였다. 여기에서 다산

이 추구하는 삶의 경계가 여민동락의 추구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산 미학사상의 한국적 특성은 곧 남

종문인화가 시원되는 계기·실사구시의 체현·여민동락의

추구에 있었음을 살펴볼 수 있다.

Ⅴ. 결론

茶山은 다방면에 걸쳐 다량의 저술을 하였다. 그의

사상과 철학은 다산학이 되었다. 그의 미학사상은 첫째,

淡을 바탕으로 澹과 膽에까지 나아갔다, 이는 변화를

창조하는 용기를 가진 미학경계이다. 둘째, 韻의 미학이

다. 그의 흉중에는 항시 예술이 함께 하였다. 이를 단편

으로 보여주는 것이 음악과 그림, 꽃과 차가 있는 생활

등이 이를 단편적으로 보여준다.

23) 정약용, 「哀絶陽」『與猶堂全書』, “蘆田少婦哭聲長 哭

向縣門號穹蒼 夫征不復尙可有 自古未聞男絶陽 …”

남종문인화는 추사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지

만 遠因은 다산에게 있다. 즉, 이는 다산이 있었기에 추

사와 소치가 연을 맺을 수 있었다. 이를 통ㅍ하여 운림

산방의 문인화맥을 형성되었다. 또한, 실사구시의 체현

은 다산학이 실학에 중심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화

성의 축조와 擧重機·浮橋 등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나아가 여민동락의 추구는 다산의 삶과 학문이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백성에 있음을 보여준다. 그가

저술한 <일표이서>는 이러한 이론적인 규범을 주었으

며, 또한 현실의 불합리한 상황의 우화로 고발하였음에

서 살펴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다산의 미학사상은 남종

문인화의 시원·실사구시의 체현·여민동락의 추구로 인

하여 한국적인 특성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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