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7, No. 1, pp.117-133, February 28, 2021.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 117 -

http://dx.doi.org/10.17703/JCCT.2021.7.1.117

JCCT 2021-2-17

*정회원,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네르바 교양대학 강사
(제1저자, 철학박사)

접수일: 2020년 12월 16일, 수정완료일: 2021년 1월 12일
게재확정일: 2021년 1월 20일

Received: December 16, 2020 / Revised: January 12, 2021
Accepted: January 20, 2021
*Corresponding Author: unikwon@hanmail.net
Dept. of Minerva,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유가 문인예술에 나타난 선비정신의 특질
-조선조 유가 문인의 문인화를 중심으로-

The review of characteristic for ‘SUNBI’spirit, seen literati arts of 
confucian scholar

-focused on  literati paintings of confucian scholar for chosun dynasty-
권윤희

Kwon Yun Hee
요 약 유가의 문인은 자신의 성정을 수양하고 학문을 바탕으로 한 인본주의를 예술로 승화시켰다. 그들은 지고

와 지선의 삶을 추구하며 예술을 통하여 열락의 경계에서 삶을 향유하였다. 유가 문인의 예술은 주로 문인화를 중
심으로 나타났다. 시서화가 어우러진 문인화는 문인의 인품과 학문을 전제로 한다. 이는 보통 餘技와 墨戱·惜墨으
로 인한 神似의 기법을 바탕으로 한다. 유가 문인예술의 지향은 寫意性의 追求·精神性의 追求·유·도가미학의 혼융
추구에 있다. 이는 유가 문인예술이 존재하는 이유가 학문을 바탕으로 한 그들의 고매한 정신세계에 있었기 때문
이다. 조선조 유가 문인의 선비정신은 우선 절의는 절개와 의리 그리고 충절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의병활동
과 구국을 위한 강학활동, 성정을 자연과 함께 한 풍류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즉, 선비의 節義·忠節·義兵·講學·風
流등이 조선조 선비들의 정신경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이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문인화에 담겨진
화제이다. 여기에 유가 문인의 흉중을 바로 읽어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선비정신의 미의식은 풍류·충절·실학·
애민·의리·사랑 등에서 그 미학을 새겨볼 수 있다. 선비정신의 예술적 구현을 위한 예술의 심미체험은 주로 감성지
능에 의한 심미의 체험과 개인의 성향에 따른 심미체험이 있다. 이는 우리의 여러 문인화에서 살펴볼 수 있다. 따
라서 조선조 유가 문인예술에 드러난 선비정신은 정신 지향성이었으며 여유 지향성이었다. 나아가 사의 지향성과
실득 지향성이 있어 선비정신의 특질이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주요어 : 선비정신·문인화·풍류·충절·의리

Abstract The art of the Confucian literati‘ was mainly centered on literati‘ painting. Literary paintings combined 
with poem-writing-painting are based on the literary characters and studies. This is usually based on the 
technique of Shensi(神似) caused by a hobby accomplishment, enjoying the chinese painting and cherishing with 
chinese painting. The Confucian literati‘ cultivated their own character and sublimated humanism to art based on 
studying. They sought the life of supremacy and supreme gentleness, and enjoyed life on the boundary of 
pleasure through art. The aim of the Confucian literati‘ arts lies in the pursuit of expressing the artist's inner 
world, spirit, and the combination of the Confucian and the Taoism, Because of literati‘s spirit based on 
learning, the Confucian literati‘ arts still exist. The aesthetic of Sunbi Spirit is mainly in the customs of Sunbi, 
the loyalty of Sunbi, the Silhak(實學) of Sunbi, and loving of the people of Sunbi. We can find honor and 
loyalty in the Sunbi spirit of the Confucian literati‘ of the Joseon Dynasty. In addition, it is also possible to 
observe the loyal troops, the hard work for the country, and the Pung-ryu with nature. In other words, the 
Sunbi honor, loyalty, loyal troops, pursuit of study and the Pung-ryu show the spirit of the Confucian literati‘ 
of Joseon Dynasty. The aesthetic of the Sunbi spirit is in Pung-ryu, loyalty, Silhak, loving of the people etc. 
The aesthetic of experience of art is mainly based on the aesthetic experience by emotional intelligence and the 
aesthetic experience according to the individual's inclination. The aesthetic sense actually shows Pung-ryu, 
loyalty, Silhak and love etc. We can see it in many of our literary paintings. Therefore, the Confucian literati‘ 
painting in Chosun Dynasty were the intentionality of the mind and the intentionality of the spare. Furthermore, 
it has directivity of expressing the artist's inner world, directivity of substance, so it is possible to see th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nbi spirit are diverse.
Key words : the Sunbi spirit· Literarti paintings·refinement·the loy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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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글

통상의 文人은 학문에 뜻을 두며 이를 평생 궁구한

다. 특히 유가의 문인은 유가의 경전을 중심으로 학문

을 닦아 인격을 발양하고 성인을 이상으로 삼고 군자와

선비가 되는 것을 지향한다. 유가의 문인은 학문을 통

하여 자신의 성정을 수양하였으며 이를 예술로 승화시

켰다. 그들은 至高와 至善의 삶을 추구하며 예술을 통

하여 열락의 경계에서 삶을 향유하였다. 유가 문인의

예술은 주로 문인화로 드러났다. 문인화는 문인의 인품

과 학문을 전제로 하며 시서화가 담겨있다. 이는 보통

餘技와 墨戱·惜墨으로 인한 神似의 기법을 바탕으로 한

다. 그러므로 문인화는 문인의 사상과 흉중을 자연스럽

게 寓意로 드러나게 된다.(권윤희,「文人畵 審美의 前提

와 그 機制」『서예학연구』, 한국서예학회 25회,

2014.p.186.)

본 고는 조선시대 유가 문인의 선비정신이 예술에는

어떻게 드러났는지 살펴보고자 함이다. 특히 이러한 대

상을 문인화에서 발견하고자 한다. 이는 대부분 문인화

에 화제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화제는 그들의 사상과

철학이 담겨있다. 즉, 화제에서 문인의 사상이나 흉중을

직접적으로 그들의 정신을 살펴볼 수 있다. 이를 통하

여 조선조 유가 문인의 선비정신이 각각의 문인화로 어

떻게 구현되어 있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유가 문인예술의 지향

유가의 문인은 주로 학문을 닦고 여가가 있을 때는

그들의 흉중을 주로 시서화로 드러냈다. 시서화는 곧

그들의 흉중을 드러내는 수단이었으며 결과였으며 유

가의 문인예술의 본질이었다. 유가의 문인예술은 주로

사의성과 정신성의 추구를 본질로 하고 있다. 또한, 이

들은 유가와 도가의 혼융으로 드러난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寫意性의 追求

文人은 학문에 뜻을 두며 평생 이를 궁구하는 사람

이다. 유가가 지향하는 삶의 특징은 이상이 아닌 현실

에 있다.(본고에서 기술하는 문인은 조선 시대의 통념

의 유가 사회에서의 문인이며 이들이 그린 그림이 문인

화라는 전제하에서 기술하였음. 그러나 현대의 문인 개

념은 많은 차이가 있다. 우선 현대사회는 전공이 세분

화됨에 따라 직능도 다양화되었다. 그러므로 현대사회

에서의 문인개념은 인문과학이나 자연과학의 전공과

같은 획일적인 구분보다는 내면에 있는 胸中丘壑의 성

정을 드러낼 수 있는 소양을 가진 사람이다. 즉, 광의의

의미로 교양을 가진 사람이며 문화인이나 지식인을 문

인으로 본다. ) 그들은 삶의 즐거움을 통하여 어려움도

타개한다. 특히 유가의 문인은 학문을 닦아 인격을 수

양하고 군자와 선비가 되는 것을 지향한다. 즉, 군자와

선비는 유가 문인의 지향처였으며 도모처였다. 그들의

삶은 자연스럽게 예술이 삶의 일부가 되었다. 즉, 유가

문인에 있어 예술은 그들의 삶이었으며 생활이었다. 그

들은 예술로 인하여 쉼을 얻을 수가 있었으며 정신적인

안정도 기할 수가 있었다.

유가 문인예술의 특징은 사의성 추구에 있다. 사의는

뜻을 드러냄이다. 즉, 보이지 않는 뜻을 드러내기 때문

에 정신성을 띌 수밖에 없다. 이는 곧 형사와 신사의

관점에서 본다면 신사성에 속하게 된다. 여기에서 주로

나타나는 것이 자연물을 인간의 덕성으로 비유하여 드

러내는 것이다. 이는 유가 문인예술의 특징으로 곧 문

인화이다.

文人畵는 文人과 畵가 합하여 이루어진 단어로 회화

예술의 한 장르다.(이는 논어「八佾篇」의 “八佾舞於庭

是可忍也 孰不可忍也三家者以雍徹 子曰 相維辟公 天子

穆穆 奚取於三家之堂 子曰 人而不仁 如禮何 人而不仁

如樂何”, “關雎 樂而不淫 哀而不傷”, “樂其可知也 始作

翕如也 從之 純如也 皦如也 繹如也 以成”, 「里仁篇」

의 “不仁者不可以久處約 不可以長處樂 仁者安仁 知者

利仁”, 「雍也篇」의 “知之者不如好之者 好之者不如樂

之者”, 「述而篇」의 “子在齊聞韶 三月不知肉味 曰 不

圖爲樂之至於斯也”, “飯疏食飮水 曲肱而枕之 樂亦在其

中矣 不義而富且貴 於我如浮雲”, “女奚不曰 其爲人也,

發憤忘食, 樂以忘憂, 不知老之將至云爾”, 「子罕篇의

“吾自衛反魯 然後樂正 雅頌各得其所”, 「先進篇」의

“先進於禮樂 野人也 後進於禮樂 君子也 如用之 則吾從

先進”, 「憲問篇」의 “若臧武仲之知 公綽之不欲 卞莊子

之勇 冉求之藝 文之以禮樂 亦可以爲成人矣”, “行夏之時

乘殷之輅 服周之冕 樂則韶舞 放鄭聲 遠佞人 鄭聲淫 佞

人殆”가 유가의 중심 경전인 논어에 보이는 樂의 부분

이다.) 즉, 문인화는 문인의 그림이다. 문인은 흔히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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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통하여 그의 흉중을 드러낸다. 그러므로 그가 표

현하는 자연물에는 자연스럽게 그의 정신이 드러나게

된다. 이는 보통 比德‧重神似‧詩書畵의 調和로 성립되

는 것이 보통이다.(권윤희,「儒家 文人藝術의 寫意的 發

顯處:文人畵」『유교사상문화연구』한국유교학회64

집,2016.p.185.)

比德은 자연물에 대한 덕성의 부여로 성립된 개념이

다. 흔히 매란국죽을 사군자라 하는 것도 자연물에 대

한 덕성의 부여의 결과이다. 즉, 매는 절개라고 하는 개

념, 난은 청결이라고 하는 덕성이 곧 군자됨을 비유한

다. 예를 들면 매화는 바람‧눈‧차가운 밤에도 홀로 피

어있는 향기를 풍기고 있어 戒愼하는 군자의 표상으로

여긴다.(홍우흠, 「퇴계의 매화시첩에 대한 연구」『인

문과학』,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3,4호 pp.93

∼95.)

重神似의 개념은 神似를 중시함이다. 중신사는 形似·

神似 개념에서 神似를 상대적으로 중시하는 개념이다.

문인화는 형사보다 신사를 중시하게 여기는 특성이 있

다. 여기에서 神似는 形似에 대하는 개념으로 문인화

심미를 체현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문인화가 그림이라

할 수 없는 그림도 그림이라 인정되는 것은 문인화의

심미영역에 神似의 개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는 문

인화가 보이지 않는 정신의 영역을 중시하고 여기에 뜻

을 두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문인화는 詩書畵가 혼융되어 있음이 특징이다.

詩‧書와 畵가 함께 어우러져 깊이를 더해준다. 문인화

에서 書가 뿌리라면 畵는 줄기이다. 뿌리와 줄기에서

피어나는 꽃의 향기는 詩의 境이다. 書가 劃이 중심이

라면 畵는 線이 근간이다. 즉, 書가 주로 劃의 강약에

의하여 書의 경계가 이루어진다면 畵는 線의 움직임에

의하여 畵의 경계가 이루어진다. 문인화는 유가 문인예

술이 지향하는 바를 寫意的으로 드러낸다. 즉, 사의성의

추구가 유가 문인예술의 표현 방법이며 지향하는 바이

다.

2. 精神性의 追求

유가 문인예술은 精神性의 追求를 지향한다.(권윤희,

「文人畵 審美의 前提와 그 機制」『서예학연구』, 한

국서예학회 25회, 2014.p.186.) 寫意性의 追求가 유가 문

인예술이 지향하는 방법이라면 精神性의 追求는 유가

문인예술이 지향하는 본질이다. 유가의 문인은 대부분

유가의 경전으로 학문을 닦은 지식인이다. 그들은 출사

하여 관료가 되기도 하였으나 출사가 되지 못하면 처사

로서 삶을 영위하였다. 그들은 출사와 무관하게 대부분

시인이었으며 서화를 즐기는 묵객이었다. 이는 곧 자신

의 흉중과 성정을 담아둘 공간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 공간은 그들이 추구하고 꿈꾸어 온 이상과 철학이

담긴 정신경계이다. 유가의 문인은 군자나 선비가 되는

것을 지향하였다.(권윤희,「儒家 文人藝術의 寫意的 發

顯處:文人畵」『유교사상문화연구』한국유교학회64

집,2016.p.190.) 그러므로 그들은 정신경계의 함양을 도

모하였다. 이는 곧 유가 문인들의 예술의 드러나게 된

배경이다. 유가 문인들의 예술은 통상 墨戱와 餘技에

의하여 드러난다. 그들의 가슴에서 나온 문인예술은 그

들의 정신이 담겨있다. 즉, 추사의 <부작난도>와 <세

한도>는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문인화이다. 이 문

인화는 우리 문인화의 정수로 불리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부작난도>는 난이 아닌 난이다. 즉, 形似的이

아니라 정신을 그렸다 하는 神似의 난이다. 그러나 <부

작난도>가 우리 문인화의 정수라 인식되는 것은 추사

의 정신경계가 담겨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세한도>도 마찬가지로 선비정신을 보여주는

歲寒心이 담겨있다. 이는 선비의 의리이다. 통상 인간의

세태는 사실 정신성의 추구나 가치의 추구보다는 자신

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보이지

않은 정신경계는 가치의 세계가 있다. 이는 곧 공자가

말한 세한연후지송백지 후조(歲寒然後知松栢之後凋)이

다. 추사는 이를 세한심이라 하여 자신의 마음을 그렸

다. 그러므로 <세한도>는 유가 문인예술에 대한 안목

이 있어야 그 심미경계의 파악이 가능하다. 이는 곧 정

신성의 발견이다.

추사의 서예미학은 추사체로 불리고 있다. 추사체에

는 기괴의 미의식이 있다. 흔히 이는 정법에 의한 中正

의 서체보다는 그의 개성에 의한 미의식이다. 즉, 추사

체는 서예의 전범이며 서성이라 하는 왕희지뿐 아니라

당대의 구양순이나 안진경 등 여러 서가의 서체를 섭렵

하고 난 이후에 그의 개성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예술로

서 가치가 있다.

동양예술의 심미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특히

서예는 熟에 의한 필력을 획득한 후에 개성이 드러나야

서예술의 가치가 있다. 그러므로 추사의 <세한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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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난도>의 심미경계는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이

다. 그러므로 그가 보여주는 심미경계는 정신성의 추구

에 있다. 이처럼 유가 문인예술은 정신경계를 추구함이

특징이다. 이는 곧 유가의 문인예술이 정신성의 추구에

있음을 보여준다.

3. 유·도가미학의 혼융의 추구

유가 사회는 현실 세계에서 서로 공존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가 요구된다. 현실의 긍정이 곧 유가 사

회의 전제이다. 유가 예술의 특징도 현실에 있다. 그러

므로 유가의 문인들은 현실을 긍정하고 냉철한 응시를

통하여 그들의 심미 이상을 도모한다. 이는 곧 덕의 함

양이다. 덕은 곧 삶을 살아가는 지혜이다. 그러므로 덕

의 함양이 유가 문인들의 목표였으며 지향처였다. 이는

인격의 완성으로 인하여 가능하다. 그러므로 유가 사회

의 이상은 현실에서 희로애락을 함께 누리면서 공감하

는 바에 있다.

그러나 현실은 이상과 다르다. 필히 여러 어려움이

공존되어 있다. 슬픔과 외로움뿐 아니라 갈등도 상존함

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역설적으로 이를 타개하기 위

하여 현실을 벗어나기를 시도하게 된다. 이는 곧 인간

의 이중성이다.

유가 문인예술에서의 이중성은 현실의 참여뿐 아니

라 현실의 벗어남도 추구하고 도모함으로 드러난다. 즉,

현실의 긍정과 이상의 추구이다. 인간은 자기가 속해

있는 공간과 조직에서의 벗어남을 꿈꾸는 속성이 있다.

현실에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방책이 곧 벗어남이

다. 벗어남은 곧 일시적인 안식이며 쉼이다. 그러나 이

는 모두 되돌아옴을 전제로 하는 벗어남이다. 이는 일

탈이다. 유가적 사유의 삶이 현실에 있기 때문이다. 유

가의 문인예술은 감성적·초월적 경계에서의 悅樂을 지

고의 가치로 한다. 이는 주로 예술을 통한 내면의 자아

확충에 의하여 가능하다. 예술과 도덕의 합일 추구는

이를 보여준다. 이는 眞美와 眞善의 경계이다. 이는 유

가의 이상향인 대동사회 구현의 바탕이 된다.

道家의 중심은 자연이다. 자연은 스스로 그러함이며

함이 없음에 있다. 그러므로 자연은 無爲이다. 역설적으

로 함이 없음을 통하여 자연을 회복함이 도가의 원리이

다. 그러므로 ‘무위이무불위(無爲而無不爲)’의 개념까지

등장하게 되었다. 이는 인간이 결정하는 가치론과 정반

대되는 개념이다. 가치론에서 道家의 자연은 유가의 相

對가 아니라 相互를 원리로 한다. 즉, 道家의 자연은 서

로 대립이 아니라 서로가 호혜적인 相互이다. 유가 문

인예술에는 유가와 도가의 자연이 합해져 있다. 즉, 유

가와 도가의 혼융이 유가 문인예술의 특징이다. 이는

곧 현실의 긍정과 현실에서의 초탈이다. 현실의 긍정뿐

아니라 벗어남을 추구하여 그들의 사상 공간을 확장하

고 안식과 쉼을 도모한다. 이처럼 유가와 도가는 음양

의 원리처럼 相補의 관계이다. 또한, 서로가 기다리는

待對의 관계이다. 음양의 철학에서 음이 없는 양은 의

미가 없듯 양이 없는 음도 무의미하다. 음과 양의 존재

는 서로가 서로를 기다림으로 待對이며 서로의 부족을

채워주는 相補가 된다. 이와 같이 유가의 문인예술은

유가와 도가의 待對와 相補의 원리가 담겨있는 혼융을

추구함으로 이상향을 지향한다.

Ⅲ. 선비정신의 형성

유가 문인예술이 존재하는 이유는 학문을 바탕으로

한 그들의 정신세계가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선비

정신이다. 따라서 유가 문인예술 형성의 바탕은 선비정

신의 구현에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하여 선비의 개념과

유가 문인의 선비정신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나아

가 선비정신의 미의식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고찰하

자 한다.

1. 선비의 개념

흔히 선비를 지칭하는 문자로 士․儒․彦이 있다.

(‘선’의 ‘선’은 몽고어의 ‘어질다’는 말인 ‘sait’의 변형

인 ‘sain’과 연관되고, ‘’는 몽고어 및 만주어에서 ‘지

식이 있는 사람’을 뜻하는 ‘박시’의 변형인 ‘이’에서

온 말이라고 분석되기도 한다. 선비의 어원은 ‘어질고

지식이 있는 사람’을 뜻하는 ‘선’라는 말에서 왔다. 선

비는 한자의 사(士)는 ‘벼슬한다’는 뜻인 사(仕)와 관련

된 말로서, 일정한 지식과 기능을 갖고서 어떤 직분을

맡고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說文解字』에서는 士의

글자 뜻을 ‘일한다’ 또는 ‘섬긴다’(士, 事也)는 뜻으로 보

아, 낮은 지위에서 일을 맡는 기능적 성격을 지적하였

다. 학계에서의 선비의 정의는 다양하다. 즉, 조선 시대

동안 선비는 한자로는 士, 士人, 士大夫, 儒 등으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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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된, 곧 유학적인 理想人이었다.(박은순,「조선시대의

선비그림,儒畵:용어의 유래와 함의」『온지논

총』,2017,p.246.) 또한, “역사용어로서의 선비는 유교

국가인 조선에서 유교적 지식과 윤리로 무장하고 지배

층을 형성한 최고 엘리트 집단, 곧 사대부를 칭하는 의

미로 좁혀야 논의의 의미가 있다”(계승범, 『우리가 아

는 선비는 없다』(역사의아침, 2011), p. 47.)

또한, 선비와 선비계층에 대한 대표적인 저술로는 고

병익, 『선비와 지식인』(문음사, 1987); 이장희, 『朝鮮

時代 선비 硏究』(박영사, 1989); 금장태, 『한국의 선비

와 선비정신』(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정옥자, 「선

비란 무엇인가」『우리가정말 알아야할 우리 선비』(현

암사, 2002); 한영우, 「선비문화의 역사적 전개와 미

래」『한국문화』45(2009); 계승범, 「제2장 선비의 덕

목과 조선 선비의 실상」, 『우리가 아는 선비는 없

다』(역사의아침, 2011), pp. 45-86; 한국국학진흥원 연

구부 엮음, 『선비, 인을 품고 의를 걷다』(예문서원,

2016)가 있다. 선비의 개념에 대한 연구는 여러 부분에

서 진행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필자는 기연구된 이러

한 선비에 대한 개념에서 유학적인 理想人(박은순)으로

보고 본고를 전개하고자 함. )

彦은 보편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나, 士는 士大夫의 士

처럼 讀書人을 뜻하기도 하고, 士農工商처럼 신분의 계

층에도 사용되고 있다. 선비는 순수한 우리의 글이며,

어원의 연구도 다양하게 되어 있다.( 선비에 대한 중요

한 연구로 「조선시대의 선비연구」(이장희, 1989.),

「조선시대 유교문화」(최봉영, 1997.),「조선 선비의

본질과 그 역사적 전개양상」(송재소, 2000.),「선비정

신의 개념과 전개」(이동환, 1998),「한국의 선비와 선

비정신」, (금장태, 2001.) 등이 있다.)

용비어천가에서 선비는 儒士, 儒生을 뜻하는 선 또

는 션븨이다. 고려 이전에도 일반화되게 사용되었다. 훈

민정음이 창제되고 난 뒤 언해본에 儒 또는 士를 선

로 부르다 16세기 후반에는 士가 선로 칭해지게 되었

다. 선비란 士이며 儒敎理念으로 인격체라는 뜻에서 儒

라고도 한다. 士大夫에서 士는 선비이며, 大夫는 벼슬을

한 선비이다. 선비는 修己治人이 기본이다.

선비는 학식과 덕망을 갖춘 인격이므로 그 지성도

올바른 지식을 지니는 동시에 도덕적 행동의 모범으로

서 대중을 이끌어가는 기능을 담당하였다. 곧 선비는

지성인이요 학자로서의 기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

교이념을 밝히고 이에 따라 대중을 감화시키며 이끌어

가는 성직자의 기능도 갖고 있다. 선비는 유교이념을

구현하는 신분계층이면서 또한 인격체이다. 선비의 학

문목표는 지적탐구가 아니라 지식의 실천에 있다. 그리

고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기질을 변화시켜 성현의 경지

에 오르는 것을 추구한다.(최석기, 「조선조 선비와 그

들의 공부」『선비와 선비정신』,남명학연구원, 2008,

p.156.)그러므로 선비는 철저한 자기 수양이 전제가 되

어야 한다. 그는 군자와 같이 유가사회의 이상적 인간

상이다. 선비의 본질은 節介와 義理를 바탕으로 한 절

의에 있다. 그들은 先公後私와 與民同樂을 체험적으로

실천하고 사회에 구현되기를 원하는 속성이 있다. 이는

선비의 사회참여이다. 군자가 仁이 바탕이라면 선비는

義가 본질이다. 그리고 의를 실행함으로서 사회참여에

기여한다.

선비는 小利를 억제하고 大義를 삶의 중심에 둔다.

또한, 선비는 이를 실행함으로서 자신의 지식을 행동으

로 보여준다. 그는 薄己厚人의 생활 태도를 가진다. 선

비는 抑强扶弱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大同社會의

실현에 가치를 둔다. 선비는 출처관이 분명해야 한다.

따라서 선비는 聖人이나 君子가 되기 위해 노력하며 修

己治人과 內聖外王을 실천한 유학자이다. 이는 학덕이

나 고매한 인품뿐 아니라 실천을 중시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선비는 사랑의 실천·의로운 일의 실천·예의와

염치를 중히 여기며 의리와 지조를 지켜 명예를 귀하게

여긴다.

2. 조선조 유가 문인의 선비정신

우리나라 선비정신의 전통은 상고시대에서부터 시작

되었으며, 선비는 경당제도나 화랑도에 보이듯이 본질

적으로 문무를 겸비하고 爲公奉公ㆍ備後公ㆍ捨身全義

의 정신을 지닌 이상적 지도자ㆍ학자ㆍ교육자라고 할

수 있다. 선비정신은 시대적 사명감과 책임 의식으로

대변되는 정신이다. 또한, 선비정신은 청렴과 청빈을 우

선 가치로 삼으면서 일상생활에서 검약과 절제를 미덕

으로 삼은 정신이다. 선비는 시류에 영합하는 것을 비

루하게 여겼고, 역사의식에서 是是非非의 春秋정신을

신봉했다. 그들은 淸자를 선호하여 淸議·淸白吏·淸要職·

淸名·淸流 등의 용어를 즐겨 썼다.

선비정신이 도덕 내지 정의와 결합할 때 그 정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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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회와 역사 앞에서 책임을 질 수 있으며 그 사회와

역사의 구원을 가능하게 해 줄 것이다. 선비정신이 그

사회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역사를 의롭게 이끌어 갈 지

성과 정의를 내포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끝없는 자기

극복이어야 하고 항상 새로운 자기 창조라야 한다. 선

비가 끊임없이 출현함으로써 의리규범의 새로운 의미

발견과 규범 형식의 합리적 재창조를 통하여 선비정신

이 계승될 수 있고, 선비정신의 생동적인 활력에 비례

하여 그 사회적 기강 즉 의리와 국가적 생명 즉 민족역

사가 살아날 수 있다.(금장태,『유교사상과 한국사회』,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을문사, 1987,pp.113~114

참조. 선비정신은 그 역사적 전통 속에서 한편으로 보

편적 정당성으로서 의리를 실현하고 지키려는 의지를

발휘하며 또 한편으로 불의에 대해 비판하고 항거하는

투지를 발휘하였던 강인함 힘에서 우리에게건전한 사

회기강을 수립하기 위한 정신적 원동력으로 살려내어

야 할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선비는 성인이 되기를 바라며 또한 군자가

되기를 지향한다. 그들의 의식은 인의의 도를 지켜 유

가의 이상향인 대동 사회를 구현함에 있다. 그러므로

선비는 투철한 公私의 개념을 지닌 공동체 의식이 사고

의 중심을 이룬다. 이는 곧 선비정신(남명학 연구원 주

최 “선비와 선비정신”이란 주제로 국제학술대회에서

「선비의 본의와 선비정신」(이장희), 한국사와 선비의

精神」(최봉영)의 주제발표 참조. 선비에 대한 유학 경

전상의 흔적은 『論語』「里仁篇」, “士志於道 而恥惡

衣惡食者 未足與議”,「憲問篇」, “士而懷居 不足以爲士

矣”,「子路篇」, “切切偲偲 怡怡如也 可謂士矣 朋友切切

偲偲 兄弟怡怡”, 「子路篇」, “行己有恥 使於四方 不辱

君命 可謂士矣”, 「泰伯篇」, “士不可以不弘毅 任重而道

遠 仁以爲己任 不亦重乎 死而後已 不亦遠乎 士見危致

命 見得思義 祭思敬 喪思哀 其可已矣”, 「衛靈公」, “君

子謀道不謀食 耕也 餒在其中矣 學也 祿在其中矣 君子

憂道不憂貧”, 『孟子』「梁惠王上篇」, “無恒産而有恒

心者 惟士爲能”, 『孟子』「盡心章上篇」, “尙志 仁義而

巳矣” 이러한 경전상의 선비의 정신은 다양한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자에 따라 서로 주관적인

관점에서 이를 정의할 수 있다. 權文奉은 다음과 같이

6가지의 정신으로 정의하고 있다.(權文奉,「전통적 선비

정신의 일고찰｣『한문교육연구』Vol.23,한국한문교육학

회,2004,p.195.) ⓵지조신의 정신 ⓶청렴근검정신 ⓷거경

숭례정신 ⓸선공숭문정신 ⓹사회정의정신 ⓺애국효행
정신 또한, 김용재는 3가지 정신으로 보고 있다. 김용

재, 「역사적 사례와 실증으로 살펴본 ‘선비정신’ 探索

및 提高｣『동양철학연구』, 2018, p.69. ①正直한 선비정

신, ②公正한 선비정신, ③淸廉한 선비정신. 따라서 선

비성은 이와 같이 보는 관점에 따라 다름을 알 수 있다.

)이다.

선비정신은 소수 지식인들만의 전유물은 아니다. 선

비의 의리정신, 절의론은 한국인의 심성에도 지대한 영

향을 미쳤지만 '의리'라는 말은 국가, 사회의 관계성 안

에서만이 아니라 개별적 인간의 삶에서도 작용하는 원

리이기 때문에 이처럼 21세기를 바라보는 지금에도 선

비라는 말은 '고어'로 사라지지 않고 있고, 그 정신은

여전히 긍정적 의미로 남아있다.(최봉영, ｢조선시대 선

비정신 연구｣『조선시대 유교문화』, 사계절, 1997,

pp.313-315 참조.)

선비정신은 고정된 개념이 아니다. 이는 구체적인 현

실 세계 속에서 선비가 실천할 수 있는 정신이다. 공자

가 강조한 시중지도(時中之道)의 구현이다. 진정한 선

비라면 항상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현실 인식의 바탕을

지니고 시중지도를 실천하려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한

다.(김일환 「선비정신의 현대적 모색｣ 『東洋文化硏

究』 第16輯 2013, pp.115)조선 문인의 선비정신은 국가

의 존망에 따라 대의를 지키면서 여러 방법으로 나타났

다. 때로는 節義·忠節로 나타났으며 국가가 위난을 당

할 시기에는 義兵·講學도 나타났다. 나아가 국가가 평

화로울 때는 풍류로도 나타났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포은은 고려시대의 인물이나 조선의 건국과정에

서 충절을 보여주었음)

첫째, 조선시대 선비정신의 특징은 節義에 있다. 절

의는 절개와 의리를 지키는 것이다. 절개란 올바른 법

도와 제도를 굳건히 하는 것이며 의리란 옳은 일을 위

하여 행동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절의란 올바른 판단을

바탕으로 세워진 법도와 제도를 지키고 행하기 위하여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다. 고려말에서 조선초로 전환

하는 시기의 선비들 사이에는 고려왕조를 위해 절의를

지킨다는 포은 정몽주(圃隱 鄭夢周, 1337~1392)등과 혁

명의 당위성에 따라 새 왕조를 세워야 한다는 정도전

등의 상반된 입장이 충돌했다. ‘이몸이 죽고 죽어 일백

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가 되어 넋이라도 없을지라도

임향한 일변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라는 시는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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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비로서의 절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

다.

선비는 위난(危難)에 처하여 관념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리의 실천을 회피하지 않아야 한다. 이는 조

선 시대 선비정신의 중심을 이룬다. 절개는 곧음으로

대쪽같은 마음이다. 조선 시대 선비정신의 진수는 절개

이다. 절개는 곧 선비의 기준이었으며 목숨을 담보하여

얻어졌다. 이를 보여주는 예는 병자호란시의 청으로 끌

려간 삼학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三學士 가운데 한 분

인 화포 홍익한(花浦 洪翼漢, 1586∼1637)은 청 태종의

신문을 받으면서 "내가 지키는 것은 大義일 따름이니

성패와 존망은 논할 것이 없다"고 대의를 내세워 자결

하였다.

절의에는 의리의 개념도 있다. 의리도 곧 선비정신이

다. 세조의 왕위찬탈에 절의를 지켰던 사육신이나 생육

신은 의리를 실천한 인물이다. 또한, 병자호란 때의 청

에 대한 화친을 거부하였던 斥和論도 이를 보여준다.

이러한 여러 선비들이 자결을 선택한 것도 이러한 조선

선비의 절개를 보여주는 예이다.(자결을 택함으로 조선

선비의 절의를 보여준 인물은 모두 열거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조선 선비로 나라 잃음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며 자결을 택한 매천 황현(梅泉 黃炫, 1855∼

1910) 민영환(閔泳煥, 1861∼1905)이 있으며 에이그 밀

사였던 이준(李寯, 1859∼1907)열사도 이러한 절의를 가

진 우리 선비정신의 전형을 보여준다.)

둘째, 조선 문인의 선비정신은 충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충(忠)이란 말이 성(誠)과 결합하는 이유는 충과

성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충(忠)은 진심

진기(盡心盡己)이다. 즉, 몸과 마음을 다한다는 의미이

다. 성(誠)은 진실무망(眞實無妄)이다. 즉, 참되고 실재

하는 것으로서 망령됨이나 헛됨이 없다는 뜻이다. 그러

므로 충성이란 환상이나 망상이 아니라 국가나 민족을

위한 참된 일에 몸과 마음을 다 바치는 것이다. 충절은

진실된 마음으로 온 몸을 다하여 올바른 법도와 제도를

지키기 위하여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다. 조선건국의

혁명기를 지나 세종대에는 선비의 의리는 곧 충절이었

으며, 세조의 왕위찬탈에 절의를 지켰던 사육신과 생육

신이를 보여주었다.

또한 인조대의 추담 오달제(秋潭 吳達濟, 1609∼

1637)는 28세에 청으로 끌려가 목숨을 초개처럼 버림으

로써 우리의 청사에 조선 선비의 충절을 세웠다. 그가

세운 충절은 조선 선비의 혼이며 충절이다.(다음 그의

시를 보면 그의 마음을 알 수 있다. “풍진세상을 남북

으로 떠도는 부평초 같은 신세 이번 길이 헤어지는 길

이라 누가 말했나. 떠나던 날 두 아들이 어머님께 함께

절했는데 돌아 올 땐 한 자식만 마당에 서성이겠지 어

머님 가르침 뿌리치고 떠난 자식 혼자 남아 바느질하며

자식걱정에 눈물 짓는 어머니. 이 몸 떠나는 변방길은

새로 바뀌고 서산에 해 지는데 어느 길로 무사히 돌아

와 어머님 뵐 수 있을는지.”(風塵南北各浮萍 誰謂相分

有此行 別日兩兒同拜母 來時一子獨趨庭 絶裾已負三遷

敎 泣綠空巷寸草情 關塞道修西景暮 此生何路再歸寧))

그의 묘는 시신도 없어 혁대와 주머니만 묻은 대낭장묘

(帶囊藏墓)이다. 청의 태종까지도 그의 절개를 인정하

여 사당을 짓고 三韓山斗碑을 세웠다. 그는 우리의 선

비정신의 충절을 靑史에 새겨 넣었다.

셋째, 조선 문인의 선비정신은 의병활동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유가 선비들의 의병활동은 국가의 존망이

백척간두에 있을 때 분연히 일어났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청과 벌인 병자호란과 정유재란의 전쟁이다. 또한,

임진왜란을 비롯한 조선말 일본 식민지 시대의 의병 활

동이다. 이와 같이 국가의 존망이 기로에 있을 때 나라

를 살린 것은 수많은 의병활동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조선말 대표적인 의병으로 조헌(趙憲, 1544~1592)이 있

다. 그는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켜 7백 명의 의병들

과 함께 금산에서 장렬하게 전사하였다. 그는 금산전투

에서 의병들에게 마지막 훈시를 할 때에도 "오늘은 다

만 한번 죽임이 있을 뿐이다. 사생과 진퇴를 '義'라는

한 글자에 부끄럽지 않게 하라"고 하였다.

이러한 의병활동은 大義를 위해서는 목숨을 草芥같

이 여길 수 있어야 가능하였다. 이는 곧 신념과 용기를

동반한 선비정신의 하나이다.

넷째, 조선 문인의 선비정신은 救國을 위한 講學에서

도 살펴볼 수 있다. 조선말의 유학자였던 간재 전우(艮

齋 田愚, 1841~1922)가 선택한 방법은 제자를 기르는 것

이었다. 그는 일제가 지배하는 뭍을 떠나 서해의 여러

섬으로 가는 浮海의 길을 택하였다. 간재는 講學과 守

義를 통해 국권의 회복과 민족의 자존을 지키는 것을

도모하였다. 그는 도가 행해지지 않으면 뭍에서 살지

않겠다 하여 뗏목을 타고 바다로 들어가 서해 고도인

왕등도에 건너갔으며, 나라가 강제로 합병되자 왕등도

와 고군산도를 거쳐 부안군 서도면 갯벌 섬으로 들어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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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를 따르는 많은 문인들은 12개의 학당을 건립하

여 강학에 동참하였다.(권윤희, ｢간재학파(艮齋學派)에

대한 심미적 접근- 전주 삼재(三齋)와 그 후학이 계승

한 문인예술을 중심으로 -｣, 한국예술연구 2018 제21
호, p.133.)이와 같이 의병뿐 아니라 강학을 통한 현실

참여도 조선 문인의 선비정신을 보여주는 하나의 방법

이었다.

다섯째, 조선문인의 선비정신은 자연과 함께 한 풍류

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선비풍류의 기본정신은 자연이

었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여러 詩社의 활동과 契會의

활동에서 살펴볼 수 있다. 자연에서 유희는 곧 하늘의

마음을 따라가며 살펴보는 지름길이다, 이는 곧 예술이

되었으며 삶의 누림이 되었다. 예술의 중요성은 정신경

계에 대한 탐색이며 지향이다. 이는 보이지 않지만 예

술을 형성하는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

유가의 사상은 선비정신으로 조선조를 지탱하는 일

종의 정신경계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침략기에

는 선비정신이 시대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구체적인 현실세계 속에서 선비가 실천할 수 있는 최선

의 방안은 공자가 강조한 시중지도(時中之道)의 구현이

다. 진정한 선비라면 항상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현실인

식의 바탕을 지니고 시중지도를 실천하려는 마음 자세

를 가져야 한다.(김일환 「선비정신의 현대적 모색｣

『東洋文化硏究』 第16輯 2013, pp.115) 이와 같이 조선

문인의 선비정신은 국가의 존망에 따라 대의를 지키면

서 여러 방법으로 나타났다. 때로는 節義·忠節로 나타

났으며 국가가 위난을 당할 시기에는 義兵·講學도 나타

났다. 나아가 국가가 평화로울 때는 風流활동을 즐김으

로 삶을 향유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조선조 선비들의

정신경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Ⅳ. 선비정신의 예술적 구현

1. 예술의 심미체험

예술은 인간의 정신ㆍ정감 및 그 행위가 物化된 것

이다. 예술가의 사유와 행위는 예술작품으로 구체화된

다.(彭吉象,『中國藝術學』, 高等敎育出版社, 2008,

p.313.)특히 문인화와 같은 유가 문인예술에서 意象은

物象에 대한 심미주체의 이해와 해석이다. 그러므로 이

는 심미주체의 흉중이 존재하는 감성이다. 따라서 예술

의 심미체험은 결국 예술가의 ‘意’를 읽어내는 행위이

다. 이는 그들의 精神世界의 進入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는 內游로 인한 逍遙의 경지이며 思惟의 境地이다.

이를 도모하기 위한 효과적인 심미체험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방법으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감성지능에 의한 심미의 체험이다.(권윤희,「감

성지능을 통한 동양예술의 심미적 접근」,동양예술, 한

국동양예술학회, 40호, 2018.p.26.)즉, 인간의 감성을 예

술의 심미에 지능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는 적극적

인 방향에서의 심미이다. 인간의 감성에도 지능이 있다.

마치 인지 지능이 흔히 IQ라 불리우며 인간의 지적능력

을 평가하듯이 감성에도 지능이 있다. 이는 EQ이다. 따

라서 감성 지능이 높다면 흉중에 받아들이는 심미의 정

도나 경계가 높을 것이다. 인간의 감성은 개개인의 선

천적인 기질과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기질에 따라 다르

다. 인간의 내면에 내재된 감성의 확장은 보다 절실하

게 예술을 심미하는 바탕이 된다.

예술은 향유하는 자의 몫이다. 예술은 본래 가치의

대상이며 또한 발견의 대상이기도 하다. 예술가에게는

자기 삶이 곧 예술이며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이상의

세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예술의 심미체험은 일종의

창조 활동으로 보고 있다.(권윤희, 「동양화론에서 ‘似’

개념의 자의성 고찰」, 정신문화연구, 한국학중앙연구

원 42권(통권 154호), 9, 봄호,p.250.) 이는 감성의 극대

화라는 전제에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IQ가

높은 인간이 학습능력이 뛰어나듯이 EQ가 높은 인간은

심미 능력이 뛰어나는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나아가 예술의 심미체현은 심미체험에서 더 나아간

단계이다. 이는 예술을 보고 느끼는 것뿐 아니라 스스

로 예술을 드러내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감성지

능은 개개인의 심미활동의 기초가 된다. 특히 이를 유

가의 문인예술에도 적용하여 볼 수 있다.

유가의 문인예술은 통상 시서화가 서로 결합한 문인

화가 대표적이다. 文人은 餘暇를 活用하여 자신의 흉중

구학을 墨戱로 寓意에 의하여 드러낸다. 문인화는 본래

문인의 일시적인 흥취에 따라 그려지는 산물이다. 그러

므로 이는 餘技에 의한 心畵이며, 오로지 性靈을 펴는

것이다.(周羽, 『文人畵의 審美品格』, 武漢大學 出版社.

2006. p.85.)감성지능에 의한 심미체험은 유가의 문인예

술뿐 아니라 여러 장르에 걸쳐 예술의 심미경계를 더

넓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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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예술가 개인의 인품과 學問·哲學·個性에 따른

심미체험이다. 즉, 심미체험의 원리로 其人의 其意파악

이다.(권윤희, 「유가 문인예술의 사의적 발현처:문인

화」『유교사상문화연구』,한국유교학회,64집,2016.

p.201. 권윤희, 「문인화 심미의 전제와 그 기제」『서

예학연구』, 국서예학회 25회, 2014.p.194.)其人은 결국

人品과 心性 ‧ 學問이다. 특히 서예나 문인화의 심미체

험에서 書如其人·畵如其人이 중시됨은 이를 보여준다.

즉, 문인예술은 형상화된 문인예술품 자체보다는 裏面

에 담긴 문인의 뜻이 중요하다.(陳師曾, 『文人畵的 價

値』, 人民美術出版社, 1989, p.692. “何爲文人畵 則畵中

帶有文人之性質 含有文人之趣味 不在畵中考究藝術上之

工夫 必須于畵外看出許多文人之感想 此之所謂文人畵”)

이를 두고 송대의 미학자인 곽약허는 “인품이 이미

높으면 기운이 높지 않을 수 없고, 기운이 이미 높다면

생동감이 지극하지 않을 수 없다.”하며 인품과 기운을

연계시켜 보고 있다.((郭若虛,『圖畵見聞志』, “人品旣

已高矣 氣韻不得不高 氣韻旣已高矣 生動不得不至”)) 나

아가 北宋 末에 활동한 鄧椿은 예술가의 인품에 이어

文氣의 중요성을 “그림은 文의 극치이다.… 그 사람됨

또한 文氣가 많으면 비록 그림이 미흡하여도 허물을 적

게 보고 그 사람됨이 문기가 없다면 비록 그림을 잘하

여도 평가를 적게 받게 된다.(郭椿,『畵繼』, “畵 文之極

也… 其爲人也多文 雖有不曉畵者 寡也 其爲人也無文

雖有曉畵者 寡也”)“와 같이 말하고 있다.

예술의 심미체험은 규정되어 있거나 정해진 법칙은

없다. 그러나 예술의 심미경계는 심미객체에 대한 심미

주체자의 감수의 정도나 방향에 따라 다양하다. 그러므

로 예술의 진정한 심미경계는 심미안이 구비되는 심미

주체자의 몫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또한, 채의는 심

미의 다양성함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미감의

종류에 다른 형태가 있는 까닭은 미의 대상과 미적 관

념이 서로 결합할 때 미감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왕

왕 감성적, 지성적, 감정적인 수반조건을 발생시키기 때

문이다.”(蔡儀, 강경호역,『문예미학』, 동문선, 1989,

p.179.)

2. 조선 문인예술의 선비정신 체현

유가 문인예술의 특징은 도덕과 예술의 합일이며 철

학과 예술의 조화 추구에 있다. 예술과 도덕이 합일되

는 경지를 추구하는 것은 덕성을 함양하고 인격의 완성

을 통하여 최고의 심미적 열락경계에 머무르기 위함이

다. 또한, 철학과 예술의 조화 추구는 常理에 바탕을 두

고 형이상의 진리를 지향함이다. 그러므로 이는 유가

문인예술이 形而上의 가치를 지향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이다. 따라서 이는 도덕과 철학이 예술과 공존되어

있는 경계로 대대와 상보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유가 문인예술이 선비정신을 체현한 예를 조

선조의 대표적인 문인화에서 심미하여 보고자 한다. 즉,

선비정신의 특질로 제기한 바 있는 절의·충절·의병·講

學·풍류를 조선문인 예술의 미학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본고는 조선시대 유가 문인예술에 드러난 선비정

신을 문인화로 살펴보기 위함이다. 본고에 인용된 문인

화의 작가는 관용상 혹은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상

식에 따랐으며 사실상 작가의 진위문제까지 논하지는

않았다. 이는 본고의 본질이 선비정신과 문인예술의 심

미성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필

자의 객관을 바탕으로 한 주관성이 있음을 전제하고 있

음을 밝힌다. )

우선 節義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땅히 지

켜야 할 바른 도리를 말한다. 이는 선비정신의 색심으

로 節介와 義理의 정신이다. 절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

는 畫材가 매화나 대나무, 소나무 등이다. 그러므로 이

는 조선 문인 예술가들이 애용하는 比德物이었다. 특히

바람이나 雪寒을 이겨내어 의미를 그린 풍죽이나 설송

은 절개의 상징을

보여준다. 이를

보여준 조선 시대

의 문인화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

다.

<도1>은 조선

시대 인종의 묵죽

이다. 즉, 왕이 그

린 묵죽이다. 하

서 김인후(河西

金麟厚, 1510∼

1560), 이하 ‘하서’

로 칭함)는 소쇄

원의 절경을 읊은

瀟灑四十八詠 가

<도1 >인종대왕, <묵죽도> ,
97.5X62.3cm, 국립광주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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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데 하나로 ‘대숲에서 들려오는 바람소리’(千竿風響)를

다음과 같이 읊은 바 있다.

뿌리와 가지, 마디 잎사귀는 빈틈없이 촘촘하고

돌을 벗삼은 듯 단단히 맺어진 마음 그 안에 있네.

이제야 알겠네, 성스러운 솜씨의 조화를

한 무리 하늘과 땅 어길 수 없네.(“根枝節葉盡精微

石友精神在範圍 始覺聖神侔造化 一團天地不能違”)

하서는 호남지방에서 유일하게 문묘에 배향된 18현

중 한 분이다. 정조대왕은 "道學과 節義·文章 어느 하나

라도 갖추지 않음이 없는 사람은 오직 하서 한 사람뿐

이다."라고 극찬한 바 있다. 그는 인종의 세자 시절에

스승으로 보위에 나아갈 때 하사한 그림이 <도1>의 묵

죽이다. 하서는 인종의 묵죽에 다음 제시(<도2> 참조)

를 써서 군신의 예를 갖추었다.

뿌리와 가지, 마디 잎사귀는 빈틈없이 촘촘하고

돌을 벗삼은 듯 단단히 맺어진 마음 그 안에 있네.

이제야 알겠네, 성스러운 솜씨의 조화를

한 무리 하늘과 땅 어길 수 없네.(“根枝節葉盡精微

石友精神在範圍 始覺聖神侔造化 一團天地不能違”)

<도2>는 <도1>의 화제를 보여주는 부분도이다. 조

선문인의 선비정신이 이 화

제에 담겨있다. 이처럼 간단

한 4언절구의 화제가 곧 군

신간의 절개를 보여준다. 즉,

이는 ‘돌을 벗삼은 듯 단단히

맺어진 마음 그 안에 있네

(石友精神在範圍)’의 구절에

서 살펴볼 수 있다. 하서는

자연을 만끽하며 자연에서

삶을 구가하던 문인이며 유

학자였다. 더불어 그에게는

예술과 철학이 함께 있었다.

또한, 절개는 대나무뿐 아니라 소나무로도 선비정신

을 그렸다. 이를 보여주는 예가 <도3의 >는 <설송도

(雪松圖)>이다. 이는 서얼출신 문인화가였던 능호관 이

인상(凌壺館 李麟祥,1710~1760, 이하‘능호관’)이 그렸다.

(능호관 이인상은 조선 숙종 때의 문인화가로 자는 원

령(元靈). 호는 능호관(凌壺觀)ㆍ보산자(寶山子)ㆍ보산

인(寶山人)ㆍ종강칩부(鐘岡蟄夫)ㆍ뇌상관(雷象觀)ㆍ운

담인(雲潭人)으로 불렸다.)

전반적인 주조가 침잠되고 을씨년스럽다. 금방 눈이

라도 내릴 듯하다. 소나무가 서

로 어그러져 있는 구도이다. 하

늘로 치솟은 곧은 소나무는 능

호관의 마음보다도 더욱 곧은

모습이다. 곧음을 통하여 하늘

에 닿고자 하는 능호관의 마음

을 담았다. 곧음은 곧 능호관의

내면이다. 곧음은 사대부의 기

개이며 절개이다. 그것도 화면

가운데 부분에 곧음을 그려넣

었다. 곧음은 곧 그의 정신지향

이었다.

중국 육조시대의 문예평론

가 유협(劉勰, 465∼521)은 “정신이 사물의 형상을 관통

함에 따라 다양한 정서와 생각의 변화가 잉태된다.”고

말한 바 있다. 유협의 말대로 능호관은 소나무에 자신

의 정신을 담았다. 이는 그의 정신 지향처이다. 그에게

있어 곧음은 그의 내면이며 본질이다.

그의 소나무에는 곧음뿐 아니라 부드러움도 너그러

움도 함께 있다. 누워있듯 비스듬한 소나무가 이를 보

여준다. 양(陽)이 명명백백(明明白白)의 직선이라면 음

(陰)은 포용과 관용이며 또한 쉼이며 여유이다. 그의 그

림에는 양과 음이 섞여 있어 곧음도 부드러움도 함께

있다. 곧음만 존재하는 천편일률이 아니다. 고정의 틀을

깨는 것이 예술이다.

예술은 자유이면서 틀에서 벗어남에 있다. 이를 아는

이가 능호관이다. 그의 예술경계에는 이 모든 것이 담

겨있다. 돌무더기에 뿌리를 박아 자신의 몸을 지탱하는

설송(雪松)이다. 줄기에 붙어 있는 솔의 가지는 얽히고

섥혀 함께 있다. 이는 세상과의 조화를 지향하는 능호

관의 깊은 마음이다. 능호관은 기법적인 측면에서도 역

량을 보여주었다. 을씨년스러움이 주조이나 <설송도>

에는 능호관이 내면이 담겨있다. 이는 절개로 드러난

능호관의 선비정신이다.

<도4>는 조희룡의 <홍매도> 대련이다. 매화는 본래

절개의 상징이다. 추운 겨울을 다 이겨내고 이른 봄에

춘신을 보내는 식물이다. 그러므로 우리 선인들은 매화

를 그리면서 매화의 군자성을 닮고 싶어했다. <도4>는

마치 용이 하늘로 올라가는 듯한 용틀임을 상형화였

다. 조희룡이 매화의 벽(癖)이 생긴 것도 또한 그의 성

령이 지순(至純)에 머물러 있는 예술성 때문이다. 근대

<도3> 이인상,
< 설 송 도 > ,
52.7×117.4㎝,

<도2> <도1>의
화제부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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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학자인 주량지(朱良

志)의 말을 들어보자.

물론 회화는 사람 심

령의 예술이고 사람의

영혼 중에서 나타난 하

나의 기이한 영감(靈感)

을 펼쳐내는 것이다. 이

로 인하여 어떤 심뇌(心

惱)로써 회화로 이르게

하는 것이며, 회화 성공

의 관건이다.(朱良志,

『片舟一葉』,안휘성교

육출판사,1999, p.383.“繪

畫是人心靈的藝術 繪畵

是從人的靈府中流出的一

段奇思妙緖 因此以么什

樣的心惱去從事繪畵 是

繪畵成功的關鍵.”)

이를 보아도 사람의 영혼 중에 나타난 기이한 영감

이 곧 조희룡이 말한 성령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그의

흉중에 담긴 구학연하(丘壑煙霞)의 의경(意境)에 기저

를 두고 있다. 이는 조희룡의 <도4>의 홍매도 대련으

로부터 알 수 있는 예술세계이며 그가 탐미하는 예술

공간이다. 이 작품에서 매화 등걸을 짝 지우듯 거칠고

역동적으로 그려놓았는데, 이는 기운생동의 역동성을

주면서 기세의 상징이 되고 있다. 매화 서옥도처럼 눈

발이 날리는 벌판에 서 있는 매화가 아니라, 용틀임을

하듯 힘이 넘쳐 휘감겨 올라간 형이상의 매화도이다.

화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백(日魄)․월화(月華)․현주(玄珠)․백고(白膏)․

오금(五金)․사황(四黃)은 선가의 단약이다. 박산문화

(博山文火)․고자청수(古瓷淸水)․연지옥관(胭脂玉管)

은 이것이 화가가 단을 이루는 법이니 대개 그와 같은

것이다. 작은 향설관에서 단적도인(丹蓫道人)인 내가

홍로주 한잔이 있어 십분지 칠은 매화에게 공양하고 십

분지 삼은 남겨 한서(漢書)를 읽어 내려갈 거리로 삼아

책을 펴면 먼저 매복전(梅福傳)을 읽기로 한다. 연지에

봄이 드니 온갖 꽃이 다투어 피는데 하나의 꽃이 곧 하

나의 부처이다.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용화회(사월 초

파일 관불회)에 참여하게 하는 것과 같다. 가히 그 향화

정(부처에 대한 향념이 깊다는 뜻)이 깊음을 알만 하다.

그림으로 불사(佛事)를 이루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다.(“日魄月華玄珠白膏五金四黃 蓋仙家之丹也. 博

山文火 古瓷淸水 胭脂玉管 此畵家成丹之法 蓋如是 小

香雪館 春日 丹蓫道人 我有紅露一勺 七分供之梅花 三

分留 作漢書物 開卷 先讀梅福傳 硏池春生 萬花迸現 一

花一佛 使人如參龍華會上 以圖畵作佛事 自我始.)
이를 보아도 매화에 듬뿍 빠져 있는 조희룡의 심경

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다. 십의 칠분은 매화에게 주고

나머지 삼분은 자신이 취하며, 이것도 매화에 대한 한

서(漢書)인 매복전(梅福傳)를 읽어갈 때 마신다고 하니

가히 매화에 대한 그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지 그 경

계를 보여준다. 그림에서 굵은 노수간(老樹幹)은 힘차

게 꿈틀거려 두세 번 크게 굽혀지며 화폭을 가득 채우

고 있다. 그 사이에 홍매화가 향을 발하며 꽃망울을 피

워내고 있다. 매화 주간(主幹)은 석묵으로 인한 비백이

곁들여져 있다. 매화의 노수간에 새롭게 뻗어 나온 매

화가지가 春信을 전해주고 있다. 마치 굽이굽이 산길을

올라가듯 그려져 있다. 삶의 순간순간 위험이 있으면

굽어져 가고, 비껴가야 하듯이 老梅는 그러한 삶을 살

았나 보다. 힘들어도 감내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인생

인데, 매화도 비바람을 견디며 살아온 흔적을 자기의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는 곧 선비정신의 한 단면

이 절개의 상징이다. 네가 나이고 내가 너인 양 서로의

어울림이 절묘하다.

절의의 한 단면이 의리라는 개념이다. 역사적으로 선

비가 지향하는 핵심적 가치는 세속적 이익을 억제하고

인간의 성품에 뿌리한 '의리'(義)이다. 따라서 선비정신

은 곧 의리정신이기도 하다. 공자는 "군자는 의리에 밝

고 소인은 이익에 밝다"고 한 언급에서도 의리와 이익

의 대립적 분별의식(義利之辨)과 군자와 소인의 대립적

분별의식(君子小人之辨)을 확인할 수 있다.유가 문인예

술에 드러난 선비정신은 의리의 미학으로도 드러난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추사 김정희의 <도5> <세한

도>가 대표적이다. <세한도>는 우리 문인화의 전형이

며 역사적으로도 가치가 있다. 이는 청과의 문화 교류

의 역사까지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세한도>는 추사

세한심의 可視畵이다. <세한도>는 역관이었던 우선 이

상적(1804∼1865)에 대한 고마움과 변치 않은 마음을

담아내고 있다.

추사는 세한심을 의리로 표현하였다. 추사는 “淸高古

雅한 뜻이 가슴에 없으면 손으로 나타낼 수 없고, 또한

도4> 조희룡, <홍매도>
145X42.2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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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字香과 書卷氣도 역시 腕下와 指頭에 발현되지 않는

다”고 한 바 있다.(김정희, 『阮堂全集』卷七, “非有胸中

淸高古雅之意 無以出手 淸高古雅之意 又非有胸中 文字

香書卷氣 不能現發於腕下指頭”)

이는 곧 추사가 터득한 서예술 세계의 가치이며 철

학이었다. 용의 비늘이 덮인 것처럼 늙은 잣나무를 통

해 추사의 농축된 내면세계가 담백하고 고담한 필선과

먹빛으로 스며 있다. 또한, 지극히 절제되고 생략된 화

면에서 험한 세상을 살면서도 지조를 잃지 않으려는 선

비의 고졸한 정신이 담겨있다. 전체적으로는 겨울 추위

속 소나무의 모습에서 유배지의 쓸쓸함을 느낄 수 있

다. 또한, 文氣와 格이 함께하고 있으며 형식과 구도를

초월하여 순수한 내면의 심경이 담겨있다. 이는 孤高한

정신의 美이다. 추사는 歲寒然後에도 松柏이 凋落하지

않는 세한심을 발문에 옮겨 놓았다.

“지난해에 晩學集과 大雲山房集 두 책을 부쳐오고

금년에 또 藕耕이 지은 皇淸經世文編을 부쳐오니, 이는

모두 세상에서 항상 구할 수 있는 책이 아니요, 천만리

먼 곳에서 여러 해에 걸쳐 얻은 것으로 일시에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또한, 세상의 도도한 흐름은 오직 권

세와 이익만을 쫓는 것인데, 책들을 구하기 위하여 마

음 쓰고 힘씀이 이와 같으니, 권세와 이익을 위해 돌리

지 않고, 곧 바다 밖의 초췌하고 곤궁한 나에게 돌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권세와 이익을 쫓는 것과 같구려.

태사공은 “권세와 이익을 보고 합친 자들은 권세와 이

익이 다하면 사귐이 소원하여진다.”고 하였는데, 그대

또한 세상의 도도한 흐름 속에 놓인 한 사람인데, 초연

히 도도한 권세와 이익 밖으로 빠져나와 권세와 이익으

로 나를 보지 않는구려, 태사공의 말이 틀린 것인가. 공

자께서는 "날씨가 추워진 연후에 소나무와 잣나무가 늦

게 시듦을 안다"고 하셨다.…“(“去年以晩學大雲二書寄

來 今年又以藕耕文編寄來 此皆非世之常有 購之千萬里

之遠 積有年而得之 一時之事也 且世之滔滔 惟權利之是

趨 爲之費心費力如此 而不以歸之權利 乃歸之海外蕉萃

枯槁之人 如世之趨權利者 太史公云 以權利合者 權利盡

而交踈 君亦世之滔滔中一人 其有超然自拔於滔滔權利之

外 不以權利視我耶 太史公之言非耶 孔子曰 歲寒然後知

松栢之後凋…”)

미술사학자 李東洲는 “ <歲寒圖>는 그 筆線의 枯淡

하고 簡潔한 아름다움이 마치 高士의 人格을 대하듯 하

여 心意의 그림으론 과연 神品이라 할 만하다.”하였다.

(李東洲, 『우리 나라 옛 그림』, 博英社 1975, p.259.)

또한. 미술사학자 安輝濬은 “紙面에 가로놓인 草家와

志操의 상징인 松柏을 그린 매우 簡逸한 작품이지만 여

기에는 추사의 농축된 文氣가 넘치듯 배어나고 있다.

배경을 대담하게 생략하고 志操의 상징만을 간추려 요

점적으로 나타냈다. 이로 하여금 과묵한 열변을 듣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고 심미하고 있다.(安輝濬,

『韓國 繪畵史』, 一志社, 1993, p.291.)이 두 미술사학

자의 評처럼 <세한도>에서 고담하고 간결한 필묵에 의

한 高士의 心意와 節操를 심미할 수 있다. 세상 사람들

이 권세와 이익을 쫓는 것이 상식이나 바다 밖의 초췌

하고 곤궁한 자신에게까지 책을 보내주고 관심을 가져

주는 것 자체가 의리의 마음이다. 추사는 조선 문인의

선비정신을 <세한도>라는 의리의 미학으로 세한심을

나타냈다.

유가 문인예술에 드러난 선비정신의 미학은 충절도

있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추담 오달제의 <도6> <묵매

도>이다. 삼학사 중의 제일 나이가 어린 추담은 다음과

같은 편지를 어린 부인과 노모에게 남기고 이국 땅 청

에서 쓸쓸하게 삶을 마치게 된다. 이는 조선 문인의 선

비정신을 보여주는 충절이다.

“정이 깊어 금슬도 좋았었

지요. 만난 지 두 해도 못되었

는데. 이제 만리 밖에 이별하

였으니 백년해로의 기약 헛되

이 저버렸구려. 땅은 넓고 넓

어 편지 보내기도 어렵고 산

은 멀고 멀어 꿈길마저 더딘

데 내 목숨은 점칠 수가 없으

니 부디 뱃속의 아이 잘 간수

해 주오”(琴瑟恩情重 相逢未

二朞 今成萬里別 虛負百年期

<도6>오달제,<묵매
도>, 104.9X56.4cm

<도5> 김정희. <세한도>, 69.2㎝×23cm,국보 제180호,
184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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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闊書難寄 山長夢亦遲 吾生未可卜 須護腹中兒)

“외로운 신하 의리 바르니 부끄럽지 않고, 임금님 깊

으신 은혜에 죽음 또한 가벼워라. 이생에서 가장 슬픈

일이 있다면, 홀로 계신 어머님 날 기다리는 거라오.”

(“孤臣義正無心作 聖主恩深死亦輕 最昰此生無限慟 北堂

虛負倚門情”)

이는 충절로 드러나는 선비정신이다. 그가 세운 충절

에 100년 후의 숙종과 영조는 다음과 같은 제시가 묵매

도의 화제로 담겨 있다.

“…오늘 바라보며 인사를 올리니 아득히 지난 시대

일이 생각난다. 중국 땅을 바라보니 더욱 더 처절하고

슬퍼지네. 오늘 이 때에 충렬공이 남긴 매화족자를 볼

수 있음은 다행이 아닌가? 동쪽 건물에 있는 매화 그림

은 충렬공의 필적이구나. 위에 있는 어시(御詩)는 추모

하고 안타까움이다. 오랫동안 공을 추모하는 글이 중단

되어 삼가 이어서 이 글을 짓는다. 어느 때에 충성심을

세웠는가? …”(“…今日望拜 緬億昔年 遙望中州 冞切愴

然 豈幸此辰 得覽一簇 東閣一梅 忠烈筆蹟 上有御詩 追

慕興歎 韻律停久 敬續以贊 樹忠何歲 …”)

두 왕의 화제는 충절을 기리고자 함이다. 이처럼 조

선 문인의 선비정신은 충절로도 드러났다. 조선 문인의

선비정신은 국가가 위난을 당할 시기에는 義兵·講學으

로 나타났다. 임진왜란 때 선비들은 의병을 일으켜 항

전했고, '의리'에 따라 죽는 순의(殉義) 정신을 발휘했

다. 의병뿐 만이 아니라 강학을 통하여 후세의 교육을

겸하는 선비정신이 발휘되었다.

나라가 화평시에 선비정신은 풍유의 미학으로도 유

가 문인예술에 드러났다. 풍류는 자연과 인생·예술이

혼연일체가 되는 미적 표현이다.(한국민족문화 대백과

사전 편찬부,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제23권. 한

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pp.627〜635. ) 선비의 풍류는

여러 풍속화에 나타난다. 이는 주로 산수 속에서 5〜6

명의 선비들이 둘러앉아 詩會를 즐기는 모습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대부분 선비의 풍류는 의관을 정제한 선비

들이 소나무 숲 아래 조촐한 술상과 함께 지필묵을 두

고 둘러앉아 시를 짓고 있거나, 꽃이 핀 연못가에서 술

을 한 잔씩 하면서 봄날의 나른함을 즐기는 소박한 모

습으로 그려져 있다.

선비의 풍류는 주로 시문·서예·그림 등 예술적 취향

의 풍류와 酒宴취향의 풍류, 隱居의 氣風과 淸淡의 죽

림칠현式 풍류와 자연을 벗삼아 淡泊淸雅의 세계에 노

니는 맹호연式 풍류, 남녀의 애정의 艶情의 풍류로 구

분할 수 있다.

선비의 풍류는 물론 노는 것이지만 정신적인 영역까

지 포함하고 있어 예술적·심미적 요소가 갖추어져 있

다. 즉, 선비풍류의 본질은 ‘놀이성’과 ‘예술성(審美性)’

의 공존이다. 선비는 자연을 찾아가 자신과 대면하면서

자연 속에 흐르고 있는 우주의 이치와 조화의 원리를

체득하고자 했다. 이렇게 자연 속에서 ‘자연’과 ‘나’를

합일시키는 근원적인 미적 체험이 선비가 지향한 풍류

의 본질이었다.(이형대 외 4인 『살아있는 고전문학 교

과서』. 휴머니스트. 2011. 서울, pp.234〜244.)이러한 대

표적인 예가 不憂軒 丁克仁(1401∼1481)의 상춘곡이다.

풍류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물론 풍류는 유

가 문인이나 선비들만의 전유물은 아니다. 본고가 조선

시대 문인예술을 중심으로 하였기에 그들의 미의식에

풍류가 존재하였음을 밝힘에 있음.)

<도7>은 표암 강세황의 <부안유람도권(扶安遊覽圖

卷)>이다. 그는 차남인 강완(姜俒, 1739-1775)이 전라도

부안 현감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변산 일대를 유람한 바

있다. <도7>은 이 때 그린 그림이다. 그는 인상적인 경

물을 두루마리 위에 간략하게 담아냈다. 우금암(禹金巖)

부터 문현(文縣), 실상사(實相寺), 용추(龍湫), 극락암(極

樂庵) 순서로 그려졌고, 그림 중간에 기행문을 적었다.

그는 세부적인 표현보다 전체적인 인상을 거칠고 단순

하게 묘사했다. 그 가운데 용추에 대한 그의 기행문은

다음과 같다.

“지팡이를 짚고 엉금엉금 기어 몇 고개를 넘으니 폭

포가 양 절벽 사이에서 쏟아져 내렸는데 높이가 수십

장이나 되었다. 눈을 뿜어내고 구슬을 튀기듯 기세가

매우 웅장하고 바람 기운도 따라 불어와 그 소리가 숲

<도7> 강세황, <扶安遊覽圖卷>, 1770-1771년(58-59세), 횡권, 25.4×267.3㎝,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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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골짜기에 울렸다.…”(“…扶杖匍匐 踰數嶺 飛瀑瀉於

兩崖間 高幾數十丈 噴雪跳珠 勢極奇壯 風氣相豗 聲震

林壑…” 원문과 해석은 국립중앙박물관 편, 앞의 책

(2019), p. 66 참조.)

용추의 절벽에 앉아 있는 표암의 모습이 보인다. 여

기에서 자연에 유람하면서 자연에서 노니는 표암의 풍

류심을 살펴볼 수 있다.

<도8>은 능호관 이인상의 <松下觀瀑圖>이다. 화면

가운데는 비스듬한 소나무가 중심을 이룬다. 위로는 폭

포, 오른쪽으로는 절벽, 그리고 왼쪽에는 고고하게 앉은

선비의 모습이 보인다. 능호관이 즐겨 그렸던 소재들이

한데 어우러져 있다. 앉아 있는 선비는 자연의 일부가

되었다. 인간도 자연 앞에서는 이처럼 부분이다. 여기에

서 인간은 주(主)가 되지 못하고 부차적일 뿐이다. 이를

보면 謙虛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이다. 이는 인간의 유

한성과 종속성을 동시에 만끽시켜 준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도8>의 화제이다.

“성난 폭포는 홀연 하늘 밖까지 울리고, 뜬구름은 해

를 가려 그늘을 만들려 하네. 가을날 소호로(小葫蘆)의

남쪽 언덕에 올라 병중에 있는 위(韋)를 위해 부채에

그리다.(“怒瀑勿成空外響 浮雲欲結日邊陰 秋日上小葫蘆

南岡 寫病韋扇面”)

폭포는 하늘로 이어져 있다. 마치 하늘에서 물이 떨

어질 듯 급전직하 같다. 그러므로 폭포의 물 떨어지는

소리가 하늘 밖에까지 들리는가 보다. 청량감의 만끽이

다. 그래도 구름이 하늘을 가린다면 또 하나의 자연 그

대로의 피서이다. 자연에 묻혀 자연 속에서 하나로 된

모습이다. 이는 능호관의 풍류심이다.

<도9>는 자하 신위의 <방대도(訪戴圖)>이다. 방대

(訪戴)는 대규(戴逵, 326~396)를 찾아간다는 말이다.(초

국(譙國, 안휘성 북부) 출신으로 자는 안도(安道)이다.

시문·서화에 능하고 고금(鼓琴)에 탁월하였다. 태제(太

宰) 무릉왕(武陵王) 희(晞)가 대규가 고금에 능하다는

말을 듣고 사인(使人)을 보내 불렀으나 거문고를 깨트

리고 응하지 않은 것은 물론, 무제(武帝)의 부름을 받고

도 응하지 않았다. 후에 회계의 섬현에 옮겨 살았다.)

이는 왕휘지에 얽힌 고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왕휘

지가 산음현에서 거주하고 있을 때, 밤에 큰 눈이 내렸

다. 잠에서 깨어나 방문을 열고 술을 가져오라 했는데

사방이 온통 은빛이었다. 따라서 일어나 배회하면서 좌

사(左思)의 초은시(招隱詩)를 읊조리다가 갑자기 대규

(戴逵) 생각이 났다. 왕휘지는 당시 대규가 섬현(剡縣)

에 있어 곧장 밤으로 작은 배를 타고 그를 찾아 나섰다.

하룻밤이 지나서

비로소 도착했는

데, 대규집의 대

문까지 갔는데 그

냥 되돌아왔다.

누가 그 까닭을

물었더니, 왕휘지

는 “나는 본래 흥

이 나서 왔는데

흥이 다해 버리니

그냥 되돌아간 것이니, 어찌 반드시 대규를 만나야 하

리오!”라 말했다 한다.”) 등장하는 인물이 없어 오히려

쓸쓸하기만 하다. 수묵의 현묘함은 채색의 화려함을 잠

재우며 깊이의 세계로 안내해준다. 나룻배의 한쪽 부분

이 더욱 韻과 格을 더해준다. 담묵의 산에는 그윽함과

깊이가 있다. <도9>의 화제는 첫눈이 내린 날 술 마신

후 흥에 겨워 마음에서 일어난 겨울밤의 흥취를 보여준

다.

“햇살은 얼어붙고 바람은 거칠기만 한데 누각의 그

늘이 산의 기슭과 어우러져 아릿하기만 하네. 꿈에서

돌아오니 술기운 깨끗이 사라진 자리에 인적이 고요하

여 香煙의 술독에 기가 오히려 있구나. 한 점 눈발이

비껴 날아 벼루에 떨어져 날아드는데 마른 바람소리 모

여들어 차가운 갈대로 변하였다네. 우연히 수묵이 황공

망과 미불을 섞어 그려놓으니 갑자기 정신은 대규 찾아

가는 그림으로 노닐고 있구나. 첫 눈 오는 밤에 술을

한 잔하고 황공망의 필법인지 아닌지 미불(米芾)의 필

법인지 아닌지 모르겠구나.”(“日脚凝氷風怒呼 樓陰山黛

合糢糊 夢回酒氣全消席 人靜香煙尙在罏 一點斜飛融+硯

乾聲驟至變寒蘆 偶然水墨參黃米 驀地神遊訪戴圖”)

<도9>신위, <訪戴圖>, 1769년,
27x17 cm

<도8> 이인상, <松下觀瀑圖>, 63.2×23.8㎝, 국립중
앙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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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풍류심에 가득한 조선 선비의 선비정신의 성정

을 살펴볼 수 있다. 이처럼 조선 문인의 선비정신은 유

가 문인예술에 절의·충절·의병·講學·풍류의 미학으로

새겨져 있다.

3. 선비정신의 구현 특질

조선조 유가 문인예술의 주체는 유가 사유의 삶을

생활화한 선비들이었다. 그들은 자신의 정신을 문인예

술로 드러냈다. 이는 곧 선비정신이 문인예술에 구현되

었다. 선비정신은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시대의 상황에

따라 나타나는 의리심이다. 따라서 선비정신을 보여주

는 문인예술은 특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조 유가 문인예술에 드러난 선비정신의 특

질은 정신 지향성에 있다. 이를 보여주는 문인화가 <도

3> <雪松圖>·<도4> <홍매도>·<도6> <묵매도>이다.

이는 선비가 지향하는 삶이 예술에도 드러났다는 의미

이다. 그들이 지향하는 세계가 見利思義·捨生取義였다.

대의를 버리고 사는 것은 진정한 생존이 아니며 나아가

위기를 만났을 때는 모든 이해득실이나 고통의 감수뿐

아니라 생명까지 버릴 수 있어야 한다. 불의 속에 생존

하는 것은 결국 멸망이며 대의를 지킨다면 영원한 생존

을 획득할 수 있다고 여긴다.

선비는 淸貧儉約의 생활 철학을 바탕으로 學行一致

의 가치를 지향한다. 선비는 배운 것을 실천에 옮김으

로 배움과 실천을 동일시하였다. 실천에서 가장 중요함

이 곧 義理와 名分이다. 조선조 유가 문인들의 예술에

드러난 선비정신은 대표적으로 의리와 충절이다. 즉, 추

사 김정희의 세한도는 세한심을 보여주고 의리를 보여

주는 표본이며 오달제의 <묵매도>에는 충절의 조선 선

비정신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조선조 유가 문인예술에

드러난 선비정신의 특질은 의리와 충절 등과 같이 정신

지향성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조선조 유가 문인예술에 드러난 선비정신을 보

여주는 또 하나의 특질은 여유 지향성에 있다. 이는 나

라가 태평할 때 드러나는 풍류심이다. 이는 <도7> <扶

安遊覽圖卷>·<도8> <松下觀瀑圖>·<도9><방대도(訪

戴圖)>가 이를 보여 준다. 자연에서 스스로 삶의 의미

를 반추하고, 심성 수양을 통해 인격을 도야하는 것이

풍류이다.(이형대외 4인, 『살아있는 고전문학 교과

서』, 휴머니스트. 2011. 서울, pp.233-234.)

단순히 자연을 배경으로 하여 자연 속에서 외관만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으로 들어가 자연과 함께 호

흡하고 자연으로 회귀해 가고자 하는 심성이 풍류심이

다.(辛恩卿, 『風流』, 寶庫社, 2006, p.77.)

풍류의 또 다른 조건으로 자연과 교감과 합일을 통

하여 자연과의 친화이다. 이를 통하여 자기 내부에 있

는 생명의 리듬에 일치시키는 것이다. 이는 자연을 포

함한 삼라만상을 향해 깨어 있고 열려있는 마음이며 인

간의 모신을 추구하는 바에 있다. 자연정신의 추구는

隱逸的 理想鄕을 추구하며 자연과 벗을 삶아 인생을 관

조하고 싶은 욕망이 담겨 있다. 즉, 觀水·觀松·觀月·濯

足·觀瀑·觀雁·彈琴·吹笛·探梅·바둑 등의 풍류는 엄격하

게 절제된 삶을 강제하는 경직된 유가 사회에서의 틀을

벗어나게 해주는 통로이다.

풍류란 마음의 여유를 갖고 자연과 더불어 즐겁게

살아갈 줄 아는 멋과 지혜이다. 이를 보여주는 조선 문

인의 예술은 주로 시의도나 계회도에 드러나 있다. 이

와 같이 조선조 유가 문인예술에 드러난 또 하나의 선

비정신의 특질은 여유향성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조선조 유가 문인예술에 드러난 선비정신의 특

질은 寫意 指向性에 있다. 이는 <도9> <세한도>가 이

를 보여준다. 精神性의 追求가 유가 문인예술이 지향하

는 본질이라면 寫意性의 追求는 유가 문인예술이 지향

하는 방법이다. 사의성의 추구는 유가 문인예술의 중심

인 문인화의 핵심이며 본질이기도 하다.

文人畵란 文人의 人品과 學問 ‧ 哲學 ‧ 思想이 함유

되어 있는 繪畵이다. 문인화는 文의 深化로 인하여 드

러난다. 문인의 학문과 사상 ‧ 사유가 氤氳이 되어 餘

技로 인한 墨戱에 의하여 드러난다. 그러므로 문인화는

문인정신의 구현과 정신성의 추구로 문인예술의 정신

경계를 확장시켜 주는 것이 특질이다.

유가 문인은 군자가 되기를 지향한다. 그러므로 매란

국죽과 같은 자연물에서 군자성을 발견하고 이를 의인

화한 예술이 문인화이다. 예를 들면 매화는 바람‧눈‧차

가운 밤에도 홀로 피어있는 향기를 풍기고 있어 戒愼하

는 군자의 표상으로 여긴다.(홍우흠,「퇴계의 매화시첩

에 대한 연구」『인문과학』, 영남대인문과학연구소,

1993,4호 pp.93∼95.) 즉, “매화는 추위를 이기고 피어나

며, 대나무는 수척하지만 장수하며, 바위는 못생겼지만

의젓하니, 세 가지 이로운 벗이로다.”( "梅寒而秀竹瘦而

壽石醜而文是三益之友" )이와 같이 자연물에 인간의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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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비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연물에 자신의 성정을

비유하여 드러내고 있다.

또한, 유가 문인예술의 寫意는 주로 重神似性으로 드

러난다. 이는 형사가 아니라 형이상화의 도모이다. 유가

의 문인예술은 문인 흉중의 우의를 比德性‧重神似性‧

詩書畵 일률의 調和에 의하여 발현된다.(권윤희,「유가

문인예술의 사의적 발현처:문인화」,유교사상문화연구,

한국유교학회,64집,2016.p.201.) 이는 현실에서 인간의

삶에서 궁극의 이상향을 지향함이다. 그러므로 조선조

유가 문인예술에 드러난 선비정신의 특질은 사의성 지

향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조선조 선비정신을 보여주는 유가 문인예

술의 특질은 정신성 지향·여유성 지향·사의성 지향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시대상황과 환경에 따라 발생

된 선비정신이 우리 유가 문인화 예술에 드러난 특질이

다.

Ⅴ. 나오는 글

유가의 문인은 자신의 성정을 수양하고 학문을 바탕

으로 한 인본주의를 예술로 승화시켰다. 그들은 지고와

지선의 삶을 추구하며 예술을 통하여 열락의 경계에서

삶을 향유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유가 문인들의 삶이며

예술이었다. 유가 문인이 즐기는 문인화는 문인의 인품

과 학문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는 보통 餘技와 墨戱·惜

墨으로 인한 神似의 기법을 바탕으로 한다. 유가 문인

예술에 나타난 선비정신의 특질은 조선조 유가 문인의

문인화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문인화에는

문인의 사상과 철학이 담겨있다. 특히 여기에는 그들의

사상과 철학이 담긴 화제가 있어 직접적으로 그들의 흉

중을 고찰하여 볼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우리 문인의

흉중에 있는 선비정신의 특징도 고찰하여 볼 수 있다.

조선조 유가 문인의 선비정신은 절의와 충절이다. 또

한, 국가가 어려울 때는 의병활동과 구국을 위한 강학

활동이 있으며 태평시에는 자연과 함께 한 풍류심으로

드러났다. 즉, 선비의 節義·忠節·義兵·講學·風流들이 조

선조 선비들의 정신경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이는 선비들의 문인에술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

節義는 절개와 의리이다. <도1>의 묵죽에는 하서의

임금을 향한 절개를 보여주고 있으며 <도3>의 <설송

도>는 곧음을 통하여 하늘에 닿고자 하는 능호관의 절

개의 선비정신이 담겨 있다. 또한 <도4>의 조희룡의

<홍매도>는 추운 겨울을 다 이겨내고 이른 봄에 춘신

을 보내는 매화의 절개를 보여주고 있다. 절의의 한 단

면이 의리는 공자의 "군자는 의리에 밝고 소인은 이익

에 밝다"고 한 것처럼 추사 김정희의 <도9> <세한도>

에서 의리의 선비정신을 살펴볼 수 있다.

忠節의 선비정신을 보여주는 문인화는 <도6> <묵매

도>가 있다. 여기에는 삼학사중 가장 어렸던 오달제가

세운 충절에 100년 후의 숙종과 영조의 제시가 묵매도

의 화제로 담겨있다.

나라가 화평시에 드러난 선비정신은 풍류의 미학이

었다. 이를 보여주는 문인화가 표암 강세황의 <도7>

<부안유람도권(扶安遊覽圖卷)>으로 자연에 유람하면서

노니는 표암의 풍류심이 담긴 선비정신을 살펴볼 수 있

다. 또한 <도8>은 능호관 이인상의 <松下觀瀑圖>로

자연에 묻혀 자연 속에서 하나로 된 모습이 담겨 잇다.

또한 <도9>는 자하 신위의 <방대도(訪戴圖)> 흥에 겨

워 마음에서 일어난 겨울밤의 흥취를 살펴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문인화 구현된 선비정신의 미의식은 선비

의 절의·선비의 충절·선비의 풍류로 살펴보았다. 이는

우리의 여러 문인화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선비정신이 유가 문인예술에 정신 지향성·여유 지향

성·사의 지향성의 특질로 드러났다. 이는 선비정신이

문인예술에 드러난 일종의 기법이나 방법이라 할 수 있

다. 이와 같이 유가 문인의 선비정신은 다양한 방법에

의하여 우리 문인예술에 드러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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