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恭齋 尹斗緖의 繪畵審美 고찰

A Study on the Painting's Aesthetic of Gongjae Yoon Duseo 

김도영*

Kim Doyoung

요 약 조선 후기 海南 출신의 恭齋 尹斗緖(1668~1715)는 숙종년간 활동한 선비화가로서 조선 중기에서 후기로
교체되는 전환기에 조선 후기 사실주의 회화의 선구자로서 그 초석을 다진 인물이다. 그는 南人의 명문가에서
태어났으나 당쟁에 휘말려 출세길을 접고 서화와 학문에 몰두하였다. 조선 후기가 시작되는 18C는 實學이 대두
되고 민족주의에 대한 자각으로 眞景시대가 열린 시기였다. 이러한 때 실학사상을 예술세계에 접목하여 實事求
是的이며 現實改革的 심미의식을 발휘하여 서민풍속화 개척, 서양화법의 적용, 사실주의적 기법 추구, 남종문인
화풍 도입 등을 도모하였다. 철저한 學古를 통해 變通을 도모했던 그의 회화관은 學·識의 학문과 工·才 기예적
요소를 두루 갖추어야 畵道를 이룰 수 있다는 形神 겸용을 강조하였다. 그는 다양한 화목을 두루 섭렵하였는데,
특히 인물화는 以形寫神의 사실주의 표현을 심미 특징으로 한다. 대표작인 「自畵像」은 극사실적 묘사력과 구
도의 혁신성이 탁월하며, 자신의 울분을 비장감있게 傳神寫照한 파격적 실험정신이 돋보인다. 그의 산수화는 형
사적 진경과 신사적 관념을 융합하여 형상으로써 도를 아름답게 구현한 忘適之適한 以形媚道를 이루었다. 한편
개방적 사고로써 다양한 서민 생활을 소재로 삼은 서민풍속화는 以形寫眞의 實得으로 파격을 도모하였는데, 이
는 부패한 권력에 대한 소극적 항거이자 애민정신의 표현이기도 하다. 이후 그의 화풍은 장남 尹德熙, 손자 尹愹
에게 가전되어 전해져 조선 후기 서화예술의 변화와 부흥을 선도하였다.

주요어 : 공재 윤두서, 사실주의, 자화상, 서민풍속화, 이형사신, 이형미도, 이형사진

Abstract Gongjae Yoon DuSeo(1668~1715), from Haenam in the late Joseon Dynasty, is a scholar-born painter 
who was active during King Sukjong. He is the person who created the foundation as a pioneer of realist 
paintings in the late Joseon period during the transition from the middle to the latter period. He was born in 
Namin's prestigious family, but he ended his career as part of a partisan fight and immersed himself in painting 
and learning. 18C, the beginning of the late Joseon Dynasty, was a period when Silhak emerged and the 
Jinkyung era opened with awareness of nationalism. At this time, by incorporating the Silhak thought into the 
art world, the real reformed aesthetic consciousness was demonstrated to pioneer common people's customs, the 
application of Western painting methods, the pursuit of realist techniques, and the introduction of 
Namjongmuninhwa. His view of painting, who thoroughly learned the old things and pursued change, must have 
both the form and spirit that he can achieve 'HwaDo' only when it has the science of 'learning and knowledge' 
and the technical elements of 'practice and quality' emphasized. He has worked in a variety of reconciliations. 
In particular, portrait paintings are characterized by ihyeongsasin's realistic expressions of aesthetics. His 
masterpiece, 「Self-portrait」, excels in extreme-realistic depiction and innovation in composition, and stands out 
with an unconventional experimentation spirit that expresses his mind and thoughts in a painting with a sense 
of resentment. His landscape paintings combine to express the form as it is and mental notions, and beautifully 
embodied Do as a form, thus achieving ihyeongmido, which reached the level of'joyfulness forgotten even the 
heart of joy'. On the other hand, the generalization of the common people using various common people's lives 
as the subject of an open-mindedness aimed at gaining the facts of ihyeongsajin, a passive protest against 
corrupt power and an expression of a spirit of love. Since then, his painting style has been passed down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to his eldest son Yoon Deok-hee and his grandson Yoon Yong, leading the change and 
revival of calligraphy art in the late Joseon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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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조선 후기는 중세 봉건사회의 변동과 해체를 출발점

으로 한다. 농촌사회는 상품 작물 재배와 모내기법의

도입으로 농업 생산력이 크게 향상되었고, 상공업 발달

로 인한 화폐경제로의 변화로 부자가 된 일부 농민들과

상인들은 空名帖을 사거나 양반의 족보를 구입하여 양

반 행세를 하는 등 신분제가 동요되기 시작하였다. 한

편, 현실 문제를 도외시하고 이론과 형식 위주로 치우

친 性理學과 17세기 이후 치열했던 당쟁에 대한 비판과

자각으로 陽明學과 考證學 등의 새로운 학문에 대한 관

심이 일어났다. 특히 세도정치의 폐해로 인한 三政의

문란으로 인해 민생은 도탄에 빠졌고 이로 인해 전국적

으로 민란이 발생하였으며, 피폐된 민중의 삶을 구휼하

고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학풍을 추구한 富國安民的·現

實改革的 실학사상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급격한 시대적 상황에 따른 변화 양상으로

문화예술계 역시 당연히 그 궤를 같이하였는데, 기존의

틀이 흐트러진 생활의 변화가 오히려 창작 의욕을 자극

하여 새로운 미의식에 대한 추구와 전통의 변용이 실험

적으로 시도되었다. 회화계 역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

한 감식안의 발달과 尹斗緖(1668~1715), 李夏坤(1677∼

1724), 南泰膺(1687~1740) 등의 문인사대부들의 회화비

평 토론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서화의 품격을 한층 높여

주었다. 또한, 남종화법의 유행과 새로운 문화예술의 주

체자로 부각된 四民(士農工商 신분의 백성)의 일상적

생활을 담은 풍속화가 출현하여 독창적·민족적 회화의

지평을 넓혔다. 더불어 淸의 사신들을 보좌한 사행원들

에 의해 서양의 그림이 소개되어 원근법과 명암법 등의

서양화법이 부분적으로 적용되어 구도와 화법의 다양

성을 도모하였다.

이러한 시기에 새로운 시대적 조류에 실학정신을 반

영한 사실주의 양식을 접목했던 恭齋 尹斗緖는 숙종대

에 활동한 선비화가로서 조선 중기(대략 1550~1700)에

서 후기(대략 1700~1850)로 교체되는 전환기에 초석을

다진 인물이다. 해남에서 태어나 한양으로 옮긴 후 당

쟁의 회오리 속에서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고, 오로지

학문과 예술에 침잠하였고 46세에 해남으로 낙향하여

48세에 생을 마감하였다. 현재 恭齋에 대한 연구는 대

개 회화에 치중되고 있다. 그만큼 그가 한국회화에 끼

친 영향력과 공헌은 지대하다. 지금까지 알려진 그의

작품은 『海南尹氏宗家畫帖』(2卷)에 수록되어 있는 70

여 점과 그 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및 개인 소장품

50여 점 등 약 120여 점이 전해지고 있다. 恭齋는 인물

화, 풍속화, 산수화, 영모화, 채과도, 말 그림 등 다양한

장르를 섭렵하였으며, 특히 「自畵像」(국보 240호)과

서민풍속화, 말 그림 등은 한국회화사에서도 돋보이는

관찰력과 독창성, 그리고 사실주의 기법을 바탕으로 한

정밀한 묘사력을 보여주고 있다. 恭齋 서화에 대한 평

가와 위상은 당대부터 최고 반열에 올랐음을 증명한다.

凌壺觀 李麟祥(1710~1760)의 조카인 李英裕(1734~1804)

는 “근세의 篆書와 畫家의 맹주이다. 동방에 내려오던

나쁜 습관을 한번에 깨끗이 씻어버렸다.”(李英裕, 『雲

巢謾稿』第3冊,“近世篆畵家盟主也. 一洗東之陋習.”)고

극찬했으며, 南泰膺은 恭齋 작품의 장단점을 각 요소별

로 분석한 후, “그의 수예적 기법은 우리나라의 화가들

과는 이질적으로 다르고, 화격은 唐의 骨과 胎를 빼앗

아 자기화 하였다.”(南泰膺, 『聽竹畫史』, “故其手法,

絶異於東方. 畫格換唐之骨奪唐之胎.”)라며 고법을 충실

히 연마하여 창신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恭齋의 화격을

높이 평가하였다.

이에 본 고는 조선 중기와 후기로 이어지는 조선 회

화의 흐름 속에서 동서양의 다양하고 융합적 화풍의 구

사와 사실주의적 기법으로 인물화와 풍속화 등 다양한

장르에서 새로운 회화세계를 펼친 恭齋 尹斗緖의 실학

정신과 회화관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발현된

작품세계의 파격적 심미경지와 그 의의를 고찰하고자

한다.

Ⅱ. 恭齋 尹斗緖의 생애와 實學的 繪畵觀

尹斗緖(1668~1715)의 본관은 海南, 漁樵隱公派로 字

는 孝彦, 그리고 號는 恭齋, 鍾崖이다. 恭齋의 7대조인

尹孝定(1476~1543)에 이르러 막대한 경제력과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기에 이르렀으며, 학문적으로는 사촌

동서인 崔溥(1454~1504)와 사승관계를 형성하면서 영남

사림파와 학연을 이루게 된다. 이러한 연유로 이후 해

남 윤씨는 東人으로서 그리고 증조부인 孤山 尹善道

(1587~1671) 이래로는 南人의 핵심 가문이 되었다. 1589

년 鄭汝立(1546~1589) 모반 사건으로 인해 東人 세력은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 恭齋의 증조부인 孤山은 조선

시가문학의 대가로 眉叟 許穆(1595~1682)과 함께 南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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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거두로 활약하였는데, 당쟁에 휘말려 끊임없는 유배

생활을 되풀이 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배경에서 출생한

恭齋는 1668년(현종 9년) 해남 백련동에서 윤선도의 손

자인 尹爾厚(1636~1699)의 넷째 아들로 태어나자마자

종손인 尹爾錫의 양자로 입적하였다. 어려서부터 총명

하며 재주가 뛰어났고, 문예로 이름을 날렸던 養父의

영향을 받아 글을 잘 지었다고 한다. 5~6세에 이미 붓

을 잡고 大字를 쓰기 시작했는데, 이를 얻은 이들은 가

보로 삼아 전했을 정도라고 한다.(尹德熙, 「恭齋公行

狀」, “五六歲已操筆, 作大字. 得之者傳以爲寶. 綴文有驚

人語, 旣長才智過人”) 9세~11세 사이에 한양으로 이사

한 것으로 추정된다. 15세에 全州 李氏(1667~1689)와 결

혼하여 2남 1녀를 두었으나 첫째 부인을 사별하고, 完

山 李氏를 둘째 부인으로 맞이하여 7남 2녀를 더 두었

다. 시·서·화에 모두 조예를 보였으나 특히 화가로서 유

명하며 謙齋 鄭敾(1676~1759), 玄齋 沈師正(1707~1769)

과 더불어 조선 후기의 士人 三齋로 불리는 인물이다.

또한, 장남인 駱西 尹德熙(1685~1766)와 손자인 靑皐 尹

愹(1708~1740) 역시 畵業을 계승하여 三代가 화가 가문
으로서 일가를 이루었다. 한편, 대표적 실학자인 茶山

丁若鏞(1762~1836)의 외증조가 된다.

해남 윤씨 가문의 종손으로서 막대한 경제적 부를

소유하였으며, 1693년(26세) 진사시에 합격하였다. 그러

나 1694년(27세) 양부가 별세하고, 1697년(30세)에 해남

에 잠시 내려가 채권문서를 모두 불태워버린 선행을 베

풀기도 하였으나, 李榮昌 獄事사건으로 큰형 윤창서와

함께 집안사람들이 연루되고, 셋째형 윤종서가 불행한

죽음을 당하게 된다. 그러나 『朝鮮王朝實錄』에 기록

된 바와 같이 仁敬王后 金氏(1661~1680)의 조카인 金春

澤이 張禧嬪을 물러나게 하려고 조작한 사건임이 밝혀

진다. 이러한 반복되는 당쟁과 집안의 계속되는 우환과

喪事로 인해 恭齋는 세속의 출세를 포기하고 초야에 묻

혀 학문과 서화에 몰두하였는데, 近畿南人 서화가들과

교류하고 동시에 西人 출신들과도 당파를 초월하여 교

유하면서 그의 회화에 대한 명성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

다.

조선 중기는 壬辰倭亂과 丙子胡亂이라는 역사적으로

가혹한 외침을 겪으면서 회화계는 당시 시대정신을 반

영하듯 다소 거칠며 조잡한 느낌을 주는 浙派 화풍이

유행하였다. 恭齋는 중국의 院體畫와 明의 浙派 화풍을

융합하여 자기화한 독창적 회화세계를 펼치면서 화단

의 중진으로 우뚝 섰다.

한편,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 사회 변동의 역사적

소산으로써 민족적 각성과 더불어 조선 성리학에 반발

하여 의식의 확대에서 오는 자아의 각성 및 근대화를

지향한 실학사상이 많은 영향을 끼쳤다. 恭齋의 교우관

계와 家系에서 실학적 면모를 엿볼 수 있는데, 조선 후

기 실학을 일으킨 西山 李潛(1660~1706), 玉洞 李溆
(1662~1723)와 이복동생 星湖 李瀷(1681~1763) 형제들

과의 교류에서 보듯이 붕당정치에서 밀려난 南人 계열

들이었다. 특히 玉洞과의 교분은 막역했다. 恭齋가 海南

으로 낙향한 이후에 玉洞이 知友를 그리워하며 지은 시

에서 “사십년을 서로 만났는데 불과 열흘이나 한 달가

량 서로 떨어지지 않았다.”(李溆, 『弘道先生遺稿』 卷4
「寄恭齋」, “相從四十年, 旬月不相離.”)라는 대목에서

두 사람의 끈끈한 우정을 알 수 있다.

恭齋가 새로운 회화 경향을 도입하고 선도할 수 있

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방대한 분량의 각종 중국 서적

을 탐독함에서 비롯함이다. 이는 그의 처가 및 처가의

세교집안이었던 星湖 李瀷(1681~1763) 가문과의 친밀관

계를 통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장인인 汾沙 李聖求

(1584~1644)는 병자호란 후 1637년 왕세자가 瀋陽에 볼

모로 갈 때 좌의정으로 수행하였고, 1640년에는 淸朝에

謝恩使로 다녀왔다. 당시에는 한역된 西洋書와 서양화

가 많이 전래 되었는데 이때 많은 서적을 가져왔고 제

가백서를 두루 섭렵하였던 恭齋는 이러한 서화류를 접

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李瀷이 그러한 책을 대했

다는 기록이 그와 두터운 교류를 했던 恭齋의 문집에서

자주 언급된다. 李瀷은 『星湖僿說』에서, “像을 그리는

데에는 오목(坳)한 것과 우뚝(突)한 것이 있어야 하고,

집을 그리는 데에는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이 있어야 한

다.”(李瀷, 『星湖僿說』卷4, “畵像有坳突, 畵室屋有明

暗.”)며 서양화의 명암법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1928년

朝鮮史編修會에서 작성한 『海南尹氏群書目錄』에는

중국의 화보, 서화가의 문집과 천문서 『管窺輯要』, 수

학서『揚算』 등 많은 중국 출판물과 실학자적인 면을

엿볼수 있는 恭齋가 그린 「東國輿地圖」들이 수록되

어 있다. 이런 연유로 진경산수화와 풍속화를 새로이

해석·접목하고, 남종문인화를 수용함으로써 조선 후기

화단에 사실주의 화법과 새로운 화풍을 일으키면서 일

신하였던 것이다.

恭齋의 유고집 『記拙』은 두 권으로 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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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사본이다. 현재 제1권은 유실되었고, 제2권은 시가 대

부분을 차지하고 畵評·書簡·經文·列傳·祝文·墓誌撰文

등으로 편찬되었다. 이 저술에서는 농민 생활과 그들이

처한 현실을 예리하게 직시하고, 현실 개혁안을 제시하

기도 하였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성리학적 경향을 보이

면서도 병법·천문·지리·의학·음악·수학 뿐만 아니라 崔

翊漢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거문고를 제작하는 방법을

기술하는 등 실학사상에 기반한 다양한 학문에 관심을

드러내었다.

이처럼 그는 다방면에 지적 호기심을 발휘하였고, 이

러한 실학적 경향성은 그의 창작물에 반영되어 남다른

신념과 작품활동을 하게 된 원동력이 되었다. 實學의

實事求是的 사고는 당시 화단이 취했던 중국적 현상주

의와 倣古행위의 형식화·상투화된 회화관에서 탈피하여

기법 면에서 명암법, 원근법, 양감법 등 대상을 사실 그

대로 표현하고자 하는 實生 정신으로 표출되었다. 그리

하여 우리 것과 우리의 시각으로 재구성하여 자연물상

을 주체적으로 해석하였고, 진솔된 서민들의 일상을 현

실감있게 표현하려는 새로운 심미와 寫生 정신으로 전

이되었다.

그는 山水畵, 肖像畵, 道釋人物畵, 庶民風俗畵, 翎毛

畵, 菜果圖 등 다양한 화목을 두루 섭렵하였다. 특히 말

과 인물화에 깊은 조예를 보인다. 그의 말 그림과 인물

화의 특징은 예리한 관찰력과 거침없는 필력을 바탕으

로 섬세하고도 정확한 묘사력을 구사한 실사구시의 실

증성에 있다. 1713년(46세) 건강 악화로 인해 가족을 이

끌고 고향인 해남 백련동으로 낙향하였던 恭齋는 전통

화풍에 대한 學古의 자세로 사후『記拙』에 수록된

「畵評」을 저술했는데, 여기에서 묵법·필법·그림의 도

에 대해서 논하였다.

“필법의 공교함과 묵법의 오묘함이 교묘하게 어

우러지면 神格에 도달하고, 만물에 물상을 부여함

은 그림의 ‘道’이다. 그러므로 畵道가 있고, 畵學이

있고, 畵識이 있고, 畵工이 있고, 畵才가 있는 것

이다. 만물의 정(本性)에 능통하고 만물의 형상을

판별할 수 있으며, 삼라만상을 포괄하여 헤아리고

연마하여 재단할 줄 아는 것은 ‘識’이요. 뜻과 형

상을 터득하여 도로써 안배하는 것이 ‘學’이다. 규

구에 맞게 제작하는 것은 ‘工’이요. 마음에 따라서

손이 거리낌없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이 ‘才’이

다. 이러한 경지에 이르게 되면 畵道가 이루어졌

다고 할 것이다.”(尹斗緖, 『記拙』「畵評」, “筆

法之工, 墨法之妙, 妙合而神, 物而付物者, 畵之道

也. 故有畵道焉, 有畵學焉, 有畵識焉, 有畵工焉, 有

畵才焉. 能通萬物之情, 能辯萬物之象, 包括森羅,

揣摩裁度者 識也. 得其意象而配之以道者 學也. 規

矩製作者 工也. 匠心應手行其所無事者 才也. 至此

而畵之道成矣.”)

그림이 그 진가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形似와 寫意가

모두 화폭에 담아내야 한다는 形과 神의 쌍수겸용을 통

한 得心應手를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를 畵道 외 學·識·

工·才의 4가지 요소로 나누어 상호관계를 서술하였다.

즉 學·識의 학문과 工·才의 기예적 요소를 분류하여 설

명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두루 갖추었을 때만이 진정한

法古創新的 畫道는 이루어 질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安堅(?~?)을 비롯한 총 20명의 조선 초·중기 화가

들에 대한 화평과 중국의 대표적 화가들에 대한 단편적

회화비평과 자신의 실증적이고 실제적인 회화관을 피

력한 <自評>을 실었다. 한편, 이곳에서 기근에 허덕이

는 수백 호의 주민들을 구제하는 등 실학적 사고로 민

생까지 살피던 중 1715년 4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

다. 尹善道의 고택이자 해남 윤씨의 종가인 「綠雨堂」

(사적 제167호)에는 그의 遺墨遺著들이 그대로 보존되

어 있고, 유작들은 장남인 尹德熙가 1719년(숙종 45)에

부친의 작품을 모아 화첩으로 꾸민 『家傳寶繪』22점

과 『尹氏家寶』44점 등 2종류가 『海南尹氏家傳古畵

帖一括』(보물 제481호)로 지정되어 전해진다.

Ⅲ. 恭齋 尹斗緖 繪畵의 심미경지

1. 以形寫神의 사실주의 표현-人物畵

恭齋는 肅宗(1661~1720) 시기에 활약한 문인화가로

조선 중기를 마감하고 후기의 초반기에 중기의 화풍을

대체할 조선 후기의 새로운 화풍을 선도했던 선비화가

이다. 恭齋는 다양한 화목을 다루었는데, 인물화에서 사

실주의적 표현 양식이 가장 두드러지며 특히 초상화에

탁월한 예재를 발휘하였다.

(그림 1)은 恭齋의 인물화 중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해남 녹우당의 종손이 소장하고 있는「自畫像」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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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향하기 직전인 1711~1713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

는데, 尹德熙가 1719년에 부친인 恭齋의 작품을 화첩으

로 꾸민 『家傳寶繒』3면에 수록되어 있다. 구도를 보

면, 정면을 응시한 얼굴은 화면 정중앙에 배치하고 얼

굴 외에 다른 신체부위를 배제한 簡逸한 생략법과 좌우

대칭, 윗부분이 생략된 탕건부터 턱까지 화면의 절반을

차지한 구도의 혁신성이 돋보인다. 그리고 이글거리듯

부리부리한 눈빛은 가혹한 정치 세태를 응징하는 듯 강

렬하면서도 도발적 느낌마저 주며, 눈과 꼬리 부분이

퍼져서 올라간 눈썹은 보는 이를 압도한다. 또한, 약간

살이 오른듯한 다부진 얼굴 윤곽은 渲染으로 음영을 주

어 입체감을 살렸고, 팔자수염과 턱수염, 그리고 얼굴을

떠받치듯 아무렇게나 자란듯한 蓮髮鬚 형태의 거친 구

레나룻 등은 가는 붓을 사용하여 대담하면서도 정교하

게 묘사하여 서양화법을 도입한 실사적이고 파격적인

실험정신이 돋보인다.

전반적으로 엄격한 유학자의 자존감을 느끼게 하면

서 화면 전체에 깨어있는 정신의 긴장감과 堅强不屈의

氣槪가 넘치는 비장미를 불러 일으킨다. 특히 진한 먹

점을 찍은 눈동자 그리기는 ‘畵龍點睛’이라는 고사성어

가 유래될 만큼 가장 어려운 창작과정이면서 동시에 중

요한 메시지가 내재되어 있다. 『世說新語』에서는 東

晉의 화가 顧愷之(?~?)를 언급하면서, “고개지는 인물화

를 그림에 있어서 수년간 눈동자는 그리지 않았다. (...)

몸의 사지가 잘 생기고 못 생긴 것은 본디 그림의 神妙

함과는 무관하다. 傳神하여 묘사함은 바로 눈동자에 있

다”고 하였다.(劉義慶,『世說新語』「巧藝」, “顧長康人,

或數年不點目精, 人間其故, 顧曰:四體姸豈, 本無關于妙

處, 傳神寫照, 在阿堵中.”) 인물화의 요체인 눈동자는 그

사람의 정신과 마음 그리고 인생 궤적을 대변해주기 때

문에 일반적으로 대상자의 그윽한 경지와 감정의 상태

를 가장 잘 반영한다는 것이다.

恭齋는 명문가 집안에서 태어나 젊어서부터 당쟁의

회오리 속에서 자신의 이상과 포부를 제대로 펼쳐보지

못하고 일생을 마쳐야 했다. 그는 이러한 처지에 대한

울분과 현실과의 괴리감에서 오는 선비로서의 자존감

상실에서 배태된 비장함을 傳神寫照하여 고작 가로

20.5㎝, 세로 38.5㎝의 작은 화면에 분출하였다. ‘傳神’

이란 표현코자 하는 대상의 성정과 형태를 묘사하여 그

핵심인 정신본질을 드러냄이다. 그러므로 형상을 통해

정신을 그려서 전하는 것(以形寫神)이다. 그런 점에서

「自畫像」에서 느껴지는 감성은 바로 恭齋 자신의 痛

恨과 立身揚名이라는 인간적 욕망의 절제를 작품에 감

정이입하여 ‘言不盡意’의 흉중심회를 가장 잘 드러낸 초

상화라고 할 수 있으며, 구도나 형식 면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특이하면서도 독창적이다.

(그림 2)는 恭齋의 「自畫像」과 함께 한국 회화사상

명작으로 평가받고 있는 「老僧圖」이다. 해남으로 낙

향 후 대둔사(현, 대흥사) 스님들과 친교가 있었는데,

그 중 법력이 높은 고승의 얼굴을 초상화 기법으로 재

현한 작품으로 생각된다.

道釋人物畵는 조선의 崇儒抑佛 정책으로 인해 겨우

명맥을 이어 오다가 18세기 전반에 恭齋를 필두로 아들

尹德熙와 沈師正에 의해 본격적으로 다루어졌다. 물론

그는 유학자로서 유학적 이념을 구현한 인간상들을 그

림으로 표현했는데, 周公, 孔子, 孟子, 邵康節, 朱子 등

12분의 성현을 4면에 그린 『十二聖賢畫像帖』과 38세

로 일찌 세상을 등진 내종숙질 사이이자 절친한 지기를

추모하여 단정한 선비의 풍모를 담아 그린 「沈得經肖

像」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恭齋 三代가 道釋人

(그림 1) 尹斗緖, 『家傳寶
繒』「自畵像」,
1711~1713 추정,
종이에 담채,
38.5×20.5cm, 전
남 해남 윤형식
소장

Fig. 1. Yoon Du-seo,
「Sel f-por t ra i
t」,Director Yun
H y u n g - s i k ,
H a e n a m ,
Jeonnam

(그림 2) 尹斗緖, 「老僧
圖」, 1713년
추정, 銀紙水
墨 ,
58.4×37.8cm,
국립중앙박물
관 소장

Fig. 2. Yoon Du-seo,
「Painting of
Old Mon
k」,Collection
of the
N a t i o n a l
Museum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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物畵를 그리게 된 배경에는 당시 京華士族들의 道佛에

대한 관심, 증조부인 尹善道로부터 이어온 道佛을 이단

으로 배척하지 않은 가문의 전통, 그리고 南人으로서

소외된 삶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道佛 서적을 섭렵

한 독서 취향 등이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車美愛,

『恭齋 尹斗緖 一家의 繪畵 硏究』, 홍익대 박사학위논

문, 2010, p. 282~283 참조)

이 작품은 斜線으로 간략화한 언덕을 따라 대나무와

풀잎만이 포치되었고, 지팡이를 짚고 맨발로 언덕길을

천천히 포행하면서 내려오는 노승을 筆簡形具한 필치

로써 매우 사실적으로 그렸다. 노승의 얼굴은 寫生力으

로 세밀하게 묘사한 반면, 긴 장삼의 윤곽과 옷 주름은

浙派 화풍의 진하고 두꺼운 묵선으로 거칠고 자유분방

하게 표현하였고, 一筆로써 대범하게 그은 지팡이와는

각기 서로의 공간과 화법을 침해하지 않는 違而不犯 속

에 음양대대의 조화를 이루어 탈속의 경지를 구현하였

다. 속세를 벗어나 무한자유의 심령으로써 禪 수행하는

듯한 노승의 내재미와 정신미를 추구한 이 작품은 恭齋

의 도석인물화 중 특유의 활달하면서도 완숙된 용묵용

필과 구도의 운용이 돋보이는 대표작이라 할 수 있다.

2. 以形媚道의 忘適之適 구현 - 山水畵

17C에 들어서 『顧氏畫譜』나 『唐詩畫譜』와 같

은 중국 화보들이 유입되면서 남종화풍도 함께 수용되

었다. 이후 조선 후기가 시작되는 18C에는 남종화풍이

정착하면서 문인들은 화원화가들과 차별성을 강조하여

신분에 따라 회화 방식을 구분지었다. 그리고 그 출발

선 상에 恭齋가 위치한다.

恭齋 회화 중 가장 많은 유작이 산수화이다. 그는 기

본적으로 學古를 통해 變通해야 한다는 예술정신을 가

지고 있었는데, 그의 유품에 明代『顧氏畵譜』가 있어

산수화에 절파화풍·남종문인화풍·중국화보풍을 접목하

여 창작활동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은 『尹氏家寶』의 11면에 있는 비교적 단순

한 구성의「山水圖」이다. 이 그림은 19C에 유행했던

淸代『芥子園畫譜』의郭熙(1020?~1090?) 기법으로 그린

나무와 태점으로 묘사된 이끼 낀 고목이 함께 어우러져

있고, 계곡 주변의 잡목은 恭齋가 잘 구사했던 작은 필

촉으로 여러 개의 점을 찍은 菊花點이 활용되었다. 곡

선을 이루는 물줄기 표현과 포말은 그의 산수화에 자주

등장하는 경물인데 어두운 부분에는 선과 함께 담묵으

로 처리하고, 밝은 부분은 여백으로 남기니 한층 입체

감이 살아난다.(車美愛, 『恭齋 尹斗緖 一家의 繪畵 硏

究』, 홍익대 박사학위논문, 2010, p. 229 참조.)

근경의 낮은 언덕에는 쓰러질 듯 교차하며 휘어져

뻗은 두 그루의 나무를 鮮明瀟灑하게 사실적으로 부각

시켰고, 그 아래 시원하게 흐르는 계곡물은 활발한 생

명력을 불러 일으킨다. 그리고 원경에는 흐릿하게 沒骨

法을 활용하여 산의 윤곽을 그렸는데, 간결한 필법으로

남종화풍을 시도하여 근경과 원경의 음양을 대비시키

므로써 簡遠淡薄한 운치와 초봄의 생명성을 발현하였

다. 한편, 恭齋는 인간 내면을 다루는 관념적인 남종산

수화 뿐만 아니라 회화창작의 기본조건인 畵工을 통한

畵道를 지향하였다. 이는 金明國(?~?)에 대한 회화비평

을 통해서 여실히 느낄 수 있다. “김명국은 필력이 튼

실하고 묵법은 진하다. 배움이 축적되어 형상이 없는

형상을 얻을 수 있으니 아주 뛰어난 인물이다.”(尹斗緖,

『記拙』「畵評」,“金明國 筆力之健, 墨法之濃. 積學所

得, 能爲無像之像. 傑然名家.”) 이는 절파 화풍의 대가였

던 김명국의 필묵법에 대한 사생력과 구도의 능숙함을

언급한 대목인데, 이로 보아 浙派 특유의 필묵법에 吳

派의 惜墨如金的 문인화풍을 접목하고 정교한 기예를

중요시 여겼음을 알 수 있으며 직접 자연을 경험하여

그린 몇 편의 실경산수도는 이를 증명한다.

(그림 4)는 『家傳寶繒』에 수록된 「松欖望洋圖」

이다. 사실적이면서 樹下人物形의 잘 다듬어진 구도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우측 깊은 산 깍아지른 절벽은 짙

게 처리하였고, 돌출된 원추형 바위 틈에 깊게 뿌리를

튼 위태로워 보이는 소나무와 평평한 평지 위 전망대에

서 바다를 관조하며 자연을 즐기는 高士와 부채를 든

(그림 3) 尹斗緖, 『尹氏
家寶』「山水
圖」, 絹本水
墨 ,
32×19.9cm,
녹우당 소장

Fig. 3. Yoon Du-seo,
『
YoonssiGab
o』「Painting
of Landscap
e 」 ,
Collection of
t h e
Nokwoodang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7, No. 1, pp.175-183, February 28, 2021.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 181 -

侍童을 중앙에 배치하였다.

좌측으로 갈수록 옅게 처리하여 원근법을 활용하였

는데 넓은 바다를 여백으로 처리하여 虛實의 相生을 도

모하였다. 그리고 左上에 작은 섬과 돛단배를 배치하여

空闊하고 蕭條한 정취를 형성하면서 실경과 관념이 조

화를 이루었다. 고개 돌려 이상향을 상징하는 섬과 바

다를 바라보는 高士는 세속의 욕망을 떨치고 隱逸自適

한 恭齋 자신을 은유적으로 비유한 것이다.

宗炳(375~443) 은 산수화를 그리기 전에 “직접 체험

하고 눈으로 관찰한 후 形을 따라 形을 그리고, 色을

따라 色을 다스려야 한다.”(宗炳, 『畫山水序』, “身所盤

桓, 目所綢繆, 以形寫形, 以色貌色.”)며 形似를 기본으로

하되 이후 “形으로 道를 아름답게 표현해야 함.(以形媚

道)”을 제기하였다. 이는 한 폭의 그림에서 山水의 神을

오묘하게 그려내는 手藝가 바탕이 되어야 함과 동시에

형상 속에 道의 이치를 담아내어야 함을 의미한다. 즉,

작가는 보이는 그 形像에 머물지 않고 물상의 본질(본

성)과 서로 융합하여 道藝一致를 이루어야 한다. 이는

‘道’의 입장에서 ‘物’을 파악하는 以道觀之的 태도이며,

자아정신이 사물의 본질과 융화해 忘適之適(즐겁다는

느낌마저 넘어선 쾌적한 즐거움)의 경지에서 遊함이다.

당시 화단은 절파화풍의 유행으로 필치가 거칠고 정밀

하지 못하다는 비평을 받고 있었다. 倪瓚(1301~1374)의

화풍을 따랐던 恭齋는 산수화에 簡逸한 문인화풍을 접

목하고, 형사적 진경과 신사적 관념을 적절히 조화·융

합하여 전반적으로 古拙簡遠하면서도 道가 구현된 물

상이자 인격 발휘 공간이라는 산수화의 근본정신을 견

지하며 以形媚道하려 노력하였다.

한편, 이 작품에 보이는 부피감이 느껴지는 원추형

암벽과 松葉에 가해진 투박하고 사실적 필획 표현들은

이후 恭齋 三代의 家傳畫風으로 전해진다.

3. 以形寫眞의 實得破格 발현-風俗畵

恭齋는 조선 후기 풍속화의 선구자로 불린다. 선비

화가였던 그가 서민들의 생활상을 화폭에 담은 점은 당

대 보수적 화단의 분위기로 볼 때 극히 이례적인 현상

이다. 그리고 그가 개척한 서민풍속화는 단지 일시성

흥미나 실험 대상으로 끝나지 않고 장남 尹德熙, 손자

尹愹에게 가전되어 기틀을 잡았고, 이를 觀我齋 趙榮祏
(1686-1761), 檀園 金弘道(1745-1806?), 兢齋 金得臣

(1754-1822) 등이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조

선 후기 새로운 회화 장르로 자리매김하게 되어 한국회

화사에 큰 업적을 남겼다.

조선 중기까지 실상 우리 회화사에 등장하는 산수,

인물, 동물들은 거의 중국풍이었다. 하지만 恭齋는 당대

회화적 흐름과는 달리 새로운 인식과 자각을 통해 조선

의 眞景을 다루었고, 신분과 당파를 초월한 개방적 사

고로써 서민 생활의 단면을 회화 소재로 삼았는데 이를

생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그 내용은 다분히 유교

의 기본 원리로 받아들여지는 修己와 治人의 원리에 있

어서 在親民의 經世論的 입장을 취했으며, 이는 서민에

대한 각별한 愛民 정신의 發露라 볼 수 있다. 현재 그

의 풍속화는 『尹氏家寶』, 『家傳寶繪』그리고 『三齋

畫帖』등에 전해진다. 이처럼 풍속화의 시원을 연 인물

이 恭齋인데, 그의 회화 중 실학자로서의 면모를 가장

잘 보여 준 장르이기도 하다. 그가 남긴 풍속화는 대부

분 서민들의 노동과 관련된 것으로 「採艾圖」, 「旋車

道」, 「짚신 짜는 노인」, 「耕畓牧牛圖」 등이 손꼽힌

다. 이 중 조선 회화사를 고찰할 때, 두건을 두른 시골

아낙들의 노동하는 장면을 모델로 삼은 최초의 사례는

『尹氏家寶』에 수록된 봄날 나물캐는 여인을 그린

「採艾圖」라 할 수 있다.

(그림 5)는 사선으로 가로 지른 화면 중앙에 치마폭

을 걷어 올린 두 여인을 배치하고, 右上에는 点景의 새

가 드넓은 자연 풍경의 광대함과 像外之像의 무한한 공

간성을 느끼게 해준다. 간략한 선으로 처리한 두 여인

은 상반된 모습과 방향을 통해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아래쪽 여인은 망태기와 작은 칼을 들고 허리를 숙여

나물을 찾고 있으며, 위쪽 여인은 서있는 상태로 고개

(그림 4) 尹斗緖, 『家傳寶繒』「松欖望洋圖」, 1707년,
紙本水墨, 23×61.4cm, 전남 해남 윤형식 소
장

Fig. 4. Yoon Du-seo, 「SongLamMangYangD
o」,Director Yun Hyung-sik, Haenam,
Jeon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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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뒤로 젖혀 주변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을 생동감있게

표현하였다.

유교국가에서 사대부 출신인 그가 치마를 치켜 올린

여인의 모습을 그렸다는 것은 당시 사회적 통념을 일탈

한 독창적 예술행위이다. 그러나 男尊女卑的 사회 분위

기에서 여인을 주체적인 인격체로 인정하여 주인공으

로 삼은 점은 그의 개방적 사고를 말해준다. 한편, 사실

적인 인물 표현에 비해 연한 담묵으로 희미하게 처리한

가파른 원산은 원근감을 느끼게 해주는데 아직은 관념

산수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점과 구도의 불완

전한 미숙함 등은 초기 풍속화의 시도라는 한계를 드러

낸다.

(그림 6)「石工圖」는 하층민의 건실한 노동현장을

예리한 탐구정신으로 관찰하고, 사실적으로 묘사해 서

민풍속화로서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었다. 별지에 쓴

石農 金光國(1727~1797)의 작품 평과 짝을 이룬 이 작

품은 훗날 중인출신 화가 姜熙彦(1738-1784)이 모사하

기도 했는데, 金光國이 편찬한 『畵員別集』에는 "담박

하고 부족하게 공재의 석공 그림을 배워 다시 그리다.

(“澹拙學恭齋 石工攻石圖”)"라는 제목이 실려 있다.

이 그림은 개울 옆에 있는 암석을 釘을 대고 내리쳐

깨부수는 상황을 실감나게 포착하였다. 왼쪽의 바위 틈

에 釘을 대고 있는 노인 석공은 저고리와 긴 바지를 착

용하고 몸을 반쯤 젖혀 돌파편이 혹여 자신에게 튈까

얼굴을 찡그린 표정이 역력한데, 이와 반대로 아래쪽에

서 상반신을 벗고 맨 상투에 쇠망치를 든 근육질의 청

년은 쇠망치를 힘껏 뒤로 젖혀 팽팽한 긴장감과 생동감

이 감돈다. 노인 주변에는 채석에 필요한 여분의 釘, 긴

각목과 톱 등 각종 도구가 널려 있어 사실성을 더한다.

다만 상단 절벽을 채석장이 아닌 산수화풍으로 처리하

여 사실성이 감소되었지만 국가 경제의 실질적 생산자

인 서민에 대한 관찰과 소재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의

의가 크다.

이처럼 그의 서민풍속화는 현실 사회의 단면을 통해

내면의식까지 담아내는 事實畵이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신분을 불분하고 모든 인격체의 존귀의식, 노동의 신성

함 자각, 피폐해진 민중들의 삶을 대변함과 동시에 파

격적 양식과 구도 등을 통해 부패한 권력과 소모적 공

리공론에 빠진 당쟁에 대한 소극적 항거이자 애민정신

의 은유적 표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恭齋는 창

작활동 함에 있어서 만사만물의 理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에 직접 나아가 體得하고, 사실에 비

추어 證驗해야 한다는 格物致知論의 자세를 지향하였

고, 博學을 추구하였다. 그리고 초야에 묻혀 흉중의 비

통함을 달래며 자연과 생활 속에서 느낀 의취를 새로운

착상과 양식을 통해 혁신적 水墨韻趣로 발현하였다.

Ⅳ. 결 론

조선 후기가 열리는 18C는 서구 문물의 대량 유입

과 성리학의 권위가 급격하게 쇠락하면서 실학사상이

평민층까지 도입되었고, 민족주의에 대한 주체적 자각

으로 새로운 진경시대가 열리는 등 다양한 학문과 문예

부흥이 싹트던 시기였다.(金道瑩, 「조선 후기 庶民女性

作家의 詩文에 타나난 현실인식과 지향의식」『문화기

술의 융합』Vol. 4, No. 2, P. 28 참조) 회화계 역시 이

러한 새로운 사회적 변동과 의식의 변모를 배경으로 진

경산수화와 高雅意趣的 세계 뿐만 아니라 日常通俗的

세계까지 긍정적으로 묘사한 서민풍속화, 그리고 서양

(그림 5) 尹斗緖, 『尹氏
家寶』 「採
艾圖」, 1708
년 추정, 苧
本 水 墨 ,
30.4×25cm,

녹우당 소장
Fig. 5. Yoon Du-seo,

「Painting of
A woman
who digs
h e r b s 」 ,
Collection of
t h e
Nokwoodang

(그림 6) 尹斗緖, 「石工
圖」, 苧本水
墨 ,
22.9×17.7cm,

개인 소장
Fig. 6. Yoon Du-seo,

「Painting of
a Stonecutte
r」, Private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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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법의 도입, 남종문인화의 유행과 쇠퇴를 그 특징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중대한 변화를 실사구

시적·현실개혁적 심미의식을 발휘하여 주도적으로 이끈

인물이 조선 후기의 士人 三齋로 일컬어지는 恭齋 尹斗

緖이다. 즉 그는 조선 후기 실학사상을 예술세계에 접

목하여 표현한 최초의 선비화가라 할 수 있다.

그는 당쟁으로 인한 우환과 喪事로 출세길을 접고

비통함과 울분으로 점철된 내면세계를 오로지 寄情筆

墨으로 다스렸고, 당파를 초월하여 近畿南人과 西人 출

신들과도 어울렸다. 특히 조선 후기 실학을 일으킨 玉

洞 李溆와 星湖 李瀷 형제들과는 친분이 두터웠다. 이
들과의 교류를 통해 恭齋는 방대한 분량의 각종 중국

서적과 화첩을 접했고 새로운 회화 경향을 도입하고 선

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그의 실

사구시적 창작태도는 당시 화단이 취했던 중국풍에서

탈피하여 대상을 사실 그대로 표현하고자 하는 實生 정

신으로 표출되었고, 寫生寫眞 심미로 전이되어 발현되

었다. 恭齋 회화관은 『記拙』에 수록된 「畵評」을 통

해 살펴볼 수 있는데, 그림이 그 진가를 발휘하기 위해

서는 形과 神이 쌍수겸용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리

고 學·識의 학문과 工·才의 기예적 요소를 두루 갖추어

야 진정한 法古創新的 畫道는 이루어 질 수 있음을 제

시하였다.

恭齋는 산수화, 초상화, 도석인물화, 서민풍속화, 영

모화, 채과도 등 다양한 화목을 두루 섭렵하였다. 그의

인물화는 以形寫神의 사실주의 표현을 심미특징으로

한다. 특히 국보 240호로 지정된「自畵像」은 예리한

관찰력과 뛰어난 필력을 바탕으로 한 극사실적 묘사력

과 구도의 혁신성이 탁월하며, 대담하면서도 서양화법

을 도입한 파격적·독창적 실험정신이 돋보인다. 이 작

품은 자신의 처지에 대한 울분과 자존감 상실에서 배태

된 비장함을 傳神寫照하여 비유적으로 드러내었다.

한편, 철저한 學古를 통해 變通을 도모했던 恭齋는

『顧氏畫譜』,『唐詩畫譜』와 같은 중국 화보들을 통해

남종화풍을 수용하여 진경산수화 양식의 창조에 적용

하였다. 즉 회화창작의 기본조건인 畵工을 통한 畵道를

지향하여 浙派 특유의 필묵기법에 吳派의 惜墨如金的

문인화풍을 융합하여 민족주의적 창신을 도모하였다.

회화는 주관과 자아의 정신을 표현할 때, 주체의 神은

객관적 사물에 비유된 내재의식과 서로 결합하면 창조

력은 풍부해지고, 자유로운 상상 속에서 眞美를 구현한

다. 倪瓚 화풍을 따랐던 恭齋는 산수화에 형사적 진경

과 신사적 관념을 적절히 조화·융합하여 전반적으로 古

拙簡遠한 忘適之適의 以形媚道를 구현하였다.

또한, 그는 조선 후기 풍속화의 선구자로 불리운다.

당대 회화적 흐름과는 달리 새로운 인식을 통해 眞景을

다루었고, 실학적·개방적 사고로써 다양한 서민 생활을

소재로 삼는 등 以形寫眞의 實得으로 破格을 시도하였

다. 내용에 있어서는 在親民의 經世論的 입장을 취했는

데, 이는 노동에 대한 신성함과 모든 인격체의 존귀의

식을 표현함으로써 서민에 대한 애민정신을 드러냄과

동시에 파격적 양식과 구도 등을 통해 부패한 권력과

위정자들에 대한 소극적 항거이기도 하다.

이외에도 그는 당대에 말과 용 그림에서 神品에 이

르렀다는 비평을 받았고, 李敍와 함께 王羲之體를 근원

으로 삼아 서예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東國眞體를 창안

하여 한국서예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후 그의 화풍은 장남 尹德熙와 손자 尹愹에게 가
전되어 尹氏 三代의 일가를 이루었고, 그의 實事實得的

태도와 심미관은 외증손인 丁若鏞의 회화론 형성에 근

본정신이 되어 조선 후기 서화예술의 변화와 부흥을 선

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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