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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주부자시의도(朱夫子詩意圖)>는 김홍도(金弘道, 1745-1806년 이
후)가 1800년 정월에 그려 정조(正祖, 재위 1776-1800)에게 세화(歲
畵)의 목적으로 바친 작품으로 알려졌다. 각 폭에는 김홍도의 자필(自
筆)로 주자(朱子, 1130-1200)의 시(詩)와 웅화(熊禾, 1253-1312)의 
주(註)가 적혀있으며, 각 폭에 붙은 웅화의 주는 『대학(大學)』의 팔조
목(八條目)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고려 말부터 조선 말까지 궁중에
서 새해를 축하하는 의미로 통용되던 전통적인 세화와 <주부자시의
도>는 여러 측면에서 차이점이 있다. 통상 궁중에서 그려졌던 세화는 
주로 송축(頌祝)의 의미로 화훼·영모·신선의 주제가 대개 그려졌고, 자
비대령화원(差備待令畵圓)과 도화서 화원이 할당된 수량을 기일에 맞
추어 이를 봉진(奉進)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반면 <주부자시의도>의 
주제인 주자 시는 세화의 화제로는 물론, 유교적 궁중회화의 주제로
도 제작되었던 적이 없는 매우 이례적인 소재였다. 본 연구는 <주부
자시의도>를 구성하는 두 개의 텍스트- 주자의 시와 『대학』 -가 정조
의 통치철학과 맺고 있는 특수성을 분석함으로써, 정조를 작품의 주
제 선정부터 제작 과정까지 모두 관여한 제작 주체로 설정하고 <주부
자시의도>의 성격을 주문화로 재규정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주부자시의도>의 화제인 주자 시의 출처를 주자
의 문집인 『회암집(晦庵集)』에서 찾았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작품의 
화제(畵題)가 1799년에 정조가 간행한 주자의 시선집(詩選集)인 『아송
(雅誦)』에서 선택되었음을 새로이 밝혀냈다. <주부자시의도>가 『아송』
의 간행 시기와 맞물리는 세화의 진상 시기인 1799년 말에 제작되었
음을 고려한다면, 작품에 수록된 주자의 시는 『아송』이 제작된 맥락
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렇듯 정조가 직접 관여한 『아송』이 <주부자
시의도>의 출처라면 작품의 제작 주체 또한 정조임이 명백해진다. 또
한 『아송』에 기재된 주자 시의 해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웅화의 
『대학』에 대한 언급을 차용하면서 작품의 주제를 『대학』의 팔조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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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해석한 제작 주체의 의도에 주목하였다. 정조는 군왕의 학문은 일
반 사대부의 학문과는 달라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군주의 적극적인 정
치행위를 정당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대학』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
라 정조는 『대학』이라는 텍스트를 군주만을 위한 책으로 규정하며, 
치국(治國)과 평천하(平天下)를 목표로 하는 『대학』의 핵심 내용이 정
치라고 볼 때 모든 규모와 절목은 군주의 직분에 따른 행위라고 거론
하였다. 이는 『대학』의 팔조목이 제왕학(帝王學)의 영역 안에서만 완
전히 실현될 수 있음을 밝힌 것이다. 따라서 제작 주체인 정조가 <주
부자시의도>를 기획하면서 『아송』에서 선택한 주자 시를 『대학』의 팔
조목으로 해석한 이유는 각 폭에 구현된 『대학』의 팔조목을 실현하는 
진정한 주체가 왕 자신이라는 사실을 회화적으로 표상(表象)하기 위해
서였다.

정조는 『아송』을 간행하면서 자신이 주자로 이어진 유학의 도통(道
統)을 계승하였음을 사대부들에게 천명하는 한편, 시문(詩文)의 전범
(典範)으로 주자 시를 세움으로써 당대 쇠약해진 문풍(文風)을 바로잡
고자 했다. 이러한 『아송』의 간행 목적은 정조가 학문적 지도자인 군
사(君師)로 자임함으로써 학문의 영역에 직접 개입했던 정치적인 목표
와도 부합한다. 정조는 주자학을 자신의 학문적 이데올로기의 최정점
에 위치시켰으며 이를 기반으로 하는 문예정책을 펼쳤는데 이것이 
『아송』을 위시한 ‘주자서선본(朱子書選本) 간행’과 ‘문체반정(文體反
正)’이었다. 원래의 주자학은 사대부들 사이에서 전승되어오던 학문이
었다. 삼대(三代)의 정치에서 왕통(王統)과 도통이 분리된 후, 군신공
치(君臣共治)로 이루어진 이래 학문의 전통은 사대부들이 맡아 연구되
어왔으며, 각 학파의 자신들이 주자의 도통을 이은 진정한 학자집단
이라 인식하였다. 한편 정조는 이러한 주자학이 담고 있는 문화 권력
을 역으로 이용하여, 군주가 주도하는 ‘주자서대일통(朱子書大一統)’
을 이루고자 했다. 정조는 학문적 권위를 사대부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자신의 정치·학문적 최측근 세력인 규장각 각신(閣臣)과 초계문
신(抄啓文臣)을 『아송』 편찬에 적극 참여시켰으며 배포 범위에도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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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적으로 포함시켰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아송』의 간행이 주자의 
도통을 이은 군주와 신하가 함께 주도한 것이라는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아울러 정조는 문체반정을 통해 주자학에 위배되는 문장
과 시문을 쓰는 사대부들을 교정하는 주체로 나섰다. 특히 정조는 당
시 패관소품문(稗官小品文)에 빠져있는 ‘노론신진엘리트’를 집중적으
로 책문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을 군주의 문화정책에 동조하는 세력
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정치적인 목적 때문이었다. 결과적으로 정조가 
주자학을 정치·학문적 이데올로기로 삼아 펼친 일련의 문예정책은 모
두 규장각 각신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반정형태로까지 군주
가 추구했던 합의점으로 끌어들이고자 했던 집단은 바로 김조순(金祖
淳, 1765-1832) 등의 ‘노론신진엘리트’에 집중되어 있었다. 즉, 정조
가 그의 통치이념에 주자학을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이루고자 했던 정
치적 목표는 자신의 정치적 측근들을 존왕(尊王)의 방편인 주자학으로 
회귀하도록 설득시키기 위해서였다. 따라서 <주부자시의도>의 주제인 
주자 시는 군사로 자임한 정조가 사대부들 사이에서 주자의 도통을 
잇는 학문적 지도자로서 정당성을 얻고, 주자학이라는 학문적 근거를 
통해 제기된 화제였기 때문에, 자신의 최측근세력들에게 정치행위의 
정당성을 표상하기 위한 가장 설득력 있는 주제였다.

정조는 자신이 정치의 유일한 주체임을 표상하는 통치철학을 시각
화하기 위해, 각기 다른 내용의 주자 시 여덟 수를 한 화면에 배치시
키고 이를 『대학』의 팔조목으로 해석함으로써 하나의 완성된 ‘시각적 
내러티브’를 구현했다. 정조가 <주부자시의도>에서 서술하고자 했던 
치세 말년의 통치철학은 크게 수신(修身)하기 위해 통치자가 도덕적 
수양을 도모하는 ‘명명덕(明明德)’의 관점과 명덕(明德)을 밝힌 후 군
주가 백성들에게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과정인 ‘신민(新民)’의 관
점에서 규명될 수 있다. 주자가 직접 자연을 소요하며 읊은 산수시(山
水詩)를 배치한 명명덕(明明德)의 장면은 통치자가 明德을 밝히기 위
해 수양해야 하는 다섯 개의 조목(格物·致知·誠意·正心·修身)으로 해석
되면서, 입도차제(入道次第)의 시각적 연결성을 확보하였다. 즉,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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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부터 제5폭까지는 주자의 유훈(遺訓)이 담긴 산수에서 군주가 도덕
적 수양을 하는 공간으로 시각화되었다. 다음 신민(新民)에 해당하는 
제6·7·8폭은 군주가 백성들을 새롭게 진작시키기 위해 목표한 바를 
구현한 것이자, 통치자로서 직접적인 정치행위를 펼쳤을 때 실현되는 
장면들이다. 정조는 제6·7·8폭의 화운시(和韻詩)에서 신민(新民)의 장
면을 철저히 통치자의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이러한 관점은 궁중에서 
풍속을 바라보는 시각문화와도 연결된다. 궁중에서의 풍속은 통치자
가 파악해야 할 백성들의 실상을 나타낸 것이자, 군주의 정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정당화하고자 하는 상징적인 의의가 있었다. 이에 
통치자가 궁중에서 풍속을 바라보는 시각문화에 비추어 신민(新民)의 
장면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게 되면, 군주의 선정(善政)으로 인해 평화
로운 삶을 영위하는 신민(臣民)의 이상국가로 일원화된다. 

정조는 치세 말년에 자신의 통치철학을 ‘만천명월주인옹(萬川明月
主人翁)’으로 상징화하면서 국정을 이끌어나가는 유일한 정치주체임을 
표명하였다. 즉, 명명덕(明明德) 장면에서 정조는 자신을 주자의 유훈
이 담긴 공간에서 제왕이 되기 위한 도덕적 수양을 도모한 군사(君師)
로 드러내고자 하였다. 한편 신민(新民)의 장면에서 정조는 백성들을 
새롭게 진작시켜 평천하(平天下)한 국가로 이끌 주체 역시 자신임을 
표명하고자 했다. 1800년 새해, 새로운 왕권론을 지지할 세력이 필요
했던 <주부자시의도>의 제작 주체 정조는 유교통치의 중핵인 수기치
인(修己治人)을 치세 말년의 통치철학으로 제시하였다. 정조는 <주부
자시의도>를 통해 주자 시에 담긴 정치적인 함의(含意)를 자신의 최
측근들에게 주지시키고자 하였다.

주요어 : 주부자시의도(朱夫子詩意圖), 김홍도(金弘道), 정조(正祖), 주
자(朱子), 아송(雅誦), 대학(大學), 만천명월주인옹(萬川明月主
人翁), 시의도(詩意圖), 궁중회화(宮中繪畵)

학  번 : 2012-2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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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조선 정조대(正祖, 재위 1776-1800)에 그려진 
<주부자시의도(朱夫子詩意圖)>(도 1)를 그 제작 주체와 작품의 의도를 
공유하는 대상들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함으로써 정조 치세 말년의 통
치철학을 미술사적 관점에서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보다 구체
적으로 말해, 작품에 내재된 두 개의 텍스트인 주자(朱子, 
1130-1200)의 시와 『대학(大學)』이 제작 주체인 정조의 정치사상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로 보고, 당시의 정치적 맥락 속에서 <주
부자시의도>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주부
자시의도>가 단순히 주자 시를 도해한 시의도(詩意圖) 이상의 새로운 
의미로서 감상자에게 수용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주부자시의도>는 김홍도(金弘道, 1745-1816)가 1800년 정월(正
月)에 그려 정조에게 어람용(御覽用)으로 바친 작품으로 알려졌다. 주
자의 시를 소재로 한 이 병풍 그림은 『홍재전서(弘齋全書)』에 따르면 
당시에는 총 여덟 폭으로 제작되었으나, 현재는 제1폭 <사빈신춘도
(泗濱新春圖)>와 제5폭 <백운황엽도(白雲黃葉圖)>를 제외한 제2폭 
<춘수부함도(春水浮艦圖)>, 제3폭 <만고청산도(萬古靑山圖)>, 제4폭 
<월만수만도(月滿水滿圖)>, 제6폭 <생조거상도(生朝擧觴圖)>, 제7폭 
<총탕맥반도(蔥湯麥飯圖)>, 제8폭 <가가유름도(家家有凜圖)> 여섯 폭
만이 전하고 있다.1) 각 폭에는 김홍도의 자필(自筆)로 주자의 칠언절
구시(七言絶句詩) 한 수씩과 남송 말 원초 무렵의 학자 웅화(熊禾, 
1253-1312)의 주(註)가 적혀있으며(도 2-1, 2, 3, 4, 5, 6), 『홍재전
서』에는 정조가 이 작품을 진상 받은 후 남긴 글과 각 폭의 주자 시
에 대한 왕의 화운시(和韻詩)가 함께 적혀 있다.

1) 본 논문에서는 <주부자시의도>를 포함한 각 폭의 제목을 오주석이 <단원 김홍도: 
탄신 250주년 기념전> 도록에 붙였던 것을 따랐다. 그러나 『홍재전서』에는 시에 
대한 제목만 붙어 있을 뿐, 이 병풍의 전체 작품명과 각 폭의 제목은 명명되지 않
았다. 國立中央博物館 編, 『檀園 金弘道: 탄신 250주년 기념전』(삼성문화재단, 
1995), pp. 262-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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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위 초반의 정조는 선왕인 영조(英祖, 재위 1724-1776)의 탕평책
을 계승하면서도, 붕당 간의 의리와 인재(人材)를 혼합 조제(調劑)하는 
‘의리 탕평론(義理蕩平論)’을 전개하였다. 즉, 정조는 각 붕당의 명분
과 개인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존중할 때, 사대부들의 적극적인 국정 
참여가 가능해지고 참된 성왕(聖王)의 정치도 이룩될 수 있다고 보았
다. 이를 위해 정조는 문예 진흥을 표방한 규장각(奎章閣)을 통해서 
당파(黨派)를 초월한 자신의 친위세력을 양성하고자 했다.2) 

그러나 1798년 통치 말년에 이르러서 정조는 기존의 왕호(王號)였
던 ‘홍재(弘齋)’3)에서 ‘만천명월주인옹(萬川明月主人翁)’으로 호까지 
바꾸고 초월적 지위의 왕권을 주장했다. 이로써 군주와 신민(臣民), 
이원적 구조만이 있을 뿐이라 천명하였다. 정조가 자신을 스스로 ‘만천
명월’의 주인이라 칭한 것은 탕평정국을 이끄는 국왕으로서 새로운 군주
상(君主像)을 정립한 것으로, 치세 말년의 정국 운영 방침에 중요한 변화
가 생겼음을 공표(公表)한 것이라 볼 수 있다.4)

<주부자시의도>는 궁중에서 한 번도 그려지지 않았던 ‘주자 시’라
는 이례적인 주제로 그려졌으며, 군주가 작품에 대해 직접 화답시를 
남겼을 만큼 관심을 보였던 작품이다. 더욱이 작품의 제작 시기가 순
조(純祖, 재위 1800-1834)의 세자 책봉이라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
건이 있었던 1800년 정초라는 점을 참작한다면, 치세 말년에 정조가 
<주부자시의도>를 통해 의도했던 정치적 의미에 대해 진지하게 고찰

2) 정조의 ‘의리 탕평론’은 영조의 탕평책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왜냐하면, 
영조 후반기의 탕평책은 왕의 인척(戚里)과 권간(權奸)에 의해 악용됨으로써 세간
에서 “탕평을 주장하는 당이 옛날 당보다 심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
다. 박현모, 『정치가 정조』(푸른역사, 2001), pp. 115-116; 李泰鎭, 「正祖-儒學的 
계몽 절대군주」, 『韓國史市民講座』 13 (일조각, 1993), p. 62.

3) 홍재(弘齋)라는 호는 ‘군자는 포부를 크게 지니고 의지를 굳세게 갖춰야 한다(君子
弘毅).’는 의미를 가진다. 한상권, 「正祖의 君主觀」, 『朝鮮時代史學報』 41 (2006), 
p. 143.

4) 정조가 ‘만천명월주인옹’으로 호를 바꾼 후에 조정 신하들에게 그 글자를 써오게 
한 다음 그것들을 조각해서 연침(燕寢)에 붙여놓고 감상했던 일은 정조 치세 말년
의 정치관이 지향하고자 했던 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弘齋全書』 권 173, 
「日得錄」 13, <人物> 3. “予以萬川明月主人翁自號 其義詳於自序 而命朝臣數十人
各書以進 刻揭于燕寢諸處 卽其點畫揮染之間 其人之䂓模意象 可以髣想 此眞所謂
萬川明月也” 원문 및 해석은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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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볼 필요가 있다. 
송대(宋代)에 “시와 그림은 같다.”는 ‘시화일률론(詩畵一律論)’이 성

립된 이후, 감상자로 하여금 그림을 통해 시를 읽었을 때와 같은 감
흥을 갖게 하는 것이 시의도(詩意圖)의 효용성이라 할 수 있다.5) 서정
적이고 회화적인 당시의도(唐詩意圖)에 비해,6) 주자 시와 같이 이지적
이고 사변적인 송시의도(宋詩意圖)는 보통 시에 담긴 도학적(道學的) 
의미를 회화적으로 내러티브(narrative)하는 데 더 큰 효과가 있다.7) 

이러한 맥락에서 <주부자시의도>가 회화사적으로 주목받는 것은 
제1폭부터 제8폭까지 전개되는 주요 소재가 ‘산수에서 풍속으로 확장’
된다는 점이다. 현존하는 작품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제2폭에서 제4폭
까지는 산수가 중심소재로 화면 속 인물이 그 자연을 소요(逍遙)하는 
모습을 그린 전형적인 시의도의 형태를 띠지만, 제6폭부터 제8폭까지
는 산수와 인물들의 풍속장면이 결합한 ‘산수풍속도(山水風俗圖)’의 
구성과 유사하다.8)

주지하다시피, 김홍도는 정조에게 총애를 받던 당대 최고의 화가였

5) 시의도는 함축되고 상징화된 언어로 시인이 표현한 경물(景物)과 심상(心想)에 대
한 시정(詩情)을 화가의 재해석을 통해 화폭에 재창조하여 화의(畵意)를 담은 회화
를 말한다. 따라서 이상적인 시화(詩畵)의 관계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단순한 시
구의 도해가 아닌 화가의 새로운 예술창조가 되며 이를 보는 감상자는 회화의 시
각적 이미지를 초월하여 회화에서 시를 보는 것처럼 다른 경계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Richard Edwards, “Painting and poetry in the Late Sung,” Words 
and Images: Chinese Poetry, Calligraphy and Painting, ed. Alfreda Murck 
and Wen C. Fong (New York: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1991), p. 
412.

6) 당시의도(唐詩意圖)에 대한 연구로는 민길홍, 「朝鮮後期 唐詩意圖 硏究」(서울대학
교 대학원 고고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3) 참조.

7) 송시(宋詩)를 화제로 하는 대표적인 조선 후기 시의도로는 주자의 「무이도가(武夷
權歌)」를 화제로 그린 <무이구곡도(武夷九谷圖)>와 구양수(歐陽脩, 1007-1072)의 
「추성부(秋聲賦)」를 소재로 한 <추성부도(秋聲賦圖)>, 그리고 남송의 문인 나대경
(羅大經, 1196-1242)의 문집 『학림옥로(鶴林玉露)』 중 은거지에서 여름을 보낸 일
상사를 묘사하며 적은 글을 화제로 한 <산정일장도(山靜日長圖)>가 있다. 조인희, 
「宋詩를 畵題로 한 조선후기 회화」, 『文化史學』 34 (2010), p. 180.

8) 조지윤은 산수와 풍속의 장면이 함께 보이는 그림을 ‘산수풍속도’라 명명했다. ‘산
수풍속도’는 조선 후기 18세기 후반에 주로 유행한 풍속화로 병풍으로 많이 제작
되었으며, 그 시초는 김홍도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추정했다. 조지윤, 
「檀園 金弘道의 山水風俗圖屛風 硏究」(서울대학교 대학원 고고미술사학과 석사학
위논문, 2006),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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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다양한 화제를 자유자재로 구사한 뛰어난 실력을 갖춘 인물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중에서도 특히 그의 독보적인 기량은 병풍 그
림에서 발휘되었다. 김홍도가 그린 <삼공불환도(三公不換圖)>(도 3)를 
비롯한 다수의 병풍 그림은 대형 화면에 다양한 경물들이 결합하여 
유기적인 시각효과를 갖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김홍도는 <주부자
시의도>를 제작하면서 각기 다른 주자 시 여덟 수를 도해하였지만, 
여덟 폭의 시의도가 한 병풍에 배치되었을 때의 시각적인 조화 또한 
고려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시의 내용을 충실하게 시각화하였다.9)

<주부자시의도>는 일찍이 정조의 통치철학을 보여주는 중요한 궁
중회화로 주목받았다. 오주석은 1995년에 개최된 <단원 김홍도: 탄신 
250주년 기념 특별전> 도록에서 처음으로 이 작품에 대해 언급한 후, 
보다 상세한 내용을 게재한 연구 논문을 발표하였다.10) 이 연구는 정
조의 치국이념과 부합하는 『대학(大學)』의 가르침을 주제로 한 그림으
로 <주부자시의도>를 규정했다. 그는 이 논문에서 웅화의 주가 『대
학』의 줄거리인 경일장(經一章)의 팔조목(八條目)을 나타냈음을 밝혔
으며, 더 나아가 <주부자시의도>의 진상 시기로 미루어볼 때 작품이 
특정한 정국과 관련하여 정조의 통치이념을 드러낸 회화라고 주장했
다.11) 이에 따르면 작품이 진상되기 전인 1799년에 정조의 『대학』 탐
구를 결산하는 『대학유의(大學類義)』가 완성되었고, 진상 직후인 
1800년 1월 1일 정초(正初)가 되자마자 공식적으로 원자(元子)를 왕
세자로 삼는다는 전교(傳敎)를 내렸다는 것이다. 즉, 중요한 정치적 

9) 김홍도에 관한 종합적 연구는 진준현, 『단원 김홍도 연구』(一志社, 1999);  오주
석, 『檀園 김홍도』(솔, 2006). 김홍도의 작품과 관련한 도록은 金元龍 外, 『한국의 
美 21: 檀園 金弘道』(중앙일보사, 1982); 國立中央博物館 編, 『檀園 金弘道』(통천
문화사, 1990); 國立中央博物館 編, 『檀園 金弘道: 탄신 250주년 기념 특별전』 
도록 및 논고집(삼성문화재단, 1995) 참조. 

10) 오주석, 「金弘道의 <朱夫子詩意圖>-御覽用 繪畵의 性理學的 性格과 관련하여
-」, 『美術資料』 56 (1995), pp. 49-80.

11) 오주석은 <주부자시의도>의 소재는 주자의 칠언절구시를 따르고 있으나, 그 소재
는 『대학』의 팔조목이라는 주제와 표리(表裏)관계에 있으면서 주자의 시가 『대학』
의 팔조목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다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주석, 위의 논문, 
pp. 55-56, 76-7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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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과 인접하여 <주부자시의도>를 진상하게 함으로써 정조가 성리학
적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는 해석으로, <주부자시의도>를 정조의 치국
이념과 부합하는 어람용(御覽用) 그림으로 파악했다.

오주석의 연구가 <주부자시의도>의 진상 전후의 정치적 사건에 주목
함으로써 작품의 성격을 분석했다면, 조지윤은 김홍도의 도상이 이 
작품에서 지닌 의미에 주목하였다.12) 조지윤은 작품에 나타난 제발(題
跋)과 도상을 비교하는 작업을 진행했는데, 정조는 주자의 이론을 일
반에까지 널리 알리기 위해 당시에 가장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도상, 
즉 조선적인 도상이었던 김홍도의 이미지를 차용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다는 것이다.13) 

위와 같은 <주부자시의도>에 대한 일련의 선행 연구들은 작품에 
내포된 정조의 정치성에 공통적으로 주목하고 있다. <주부자시의도>
가 시(詩)로써 백성을 교화하려고 했던 정조의 시교(詩敎)정책에 부합
되는 데 근거를 두고, 이 작품을 설리적(說理的)이고 교화적(敎化的) 
성격의 시의도로 규정한 연구도 이러한 맥락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다.14) 

하지만 기존연구들은 <주부자시의도>를 단순히 정조의 통치철학 
혹은 성리학적 이념을 표상하는 이미지로 해석하는 데 그치고, 결과
적으로 정조가 작품을 제작하게 한 본질적인 목적은 도출하지 못했
다. 만약 정조가 <주부자시의도>를 통해 자신의 성리학적 이념을 드
러내고자 했다면,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통치이념을 시각화했을 때 
기대했던 효과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던 것이다. 즉, <주

12) 조지윤, 「金弘道 筆 <朱夫子詩意圖> 硏究 -題跋과 圖像에 나타난 정조의 통치
이념」, 『삼성미술관 Leeum 연구논문집』 6 (2011), pp. 37-59.

13) 한편, 작품의 작가인 김홍도에게 초점을 맞추어 <주부자시의도>를 그의 50대 중
엽 이후 산수화 화풍을 잘 보여주는 시의도 또는 중국고사도(中國故事圖)의 화목
(畵目)으로 범주화시킨 후 김홍도의 화풍을 고찰한 연구가 있다. 진준현, 『단원 김
홍도 연구』(一志社, 1999); 유홍준, 『화인열전 2: 고독의 나날 속에도 붓을 놓지 
않고』 (역사비평사, 2001).

14) <주부자시의도>는 조선 후기 시의도(詩意圖) 관련 연구서에서 여러 차례 언급되
었다. 조인희, 앞의 논문 (2010), pp. 179-202; 同著, 「조선후기 詩意圖 연구」(동
국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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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시의도>의 제작 목적과 정조의 정치성을 연결하는 데에 구체적인 
논의를 진척시키지 못했다. 예컨대 오주석은 <주부자시의도>의 제작
과 당시의 정치 상황 속에서 작품이 가지는 의의를 검토했지만, 정치 
맥락 속에서 드러나는 제작 주체와 그림을 공유하게 되는 대상과의 
관계는 논증하지 못했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주부자시의도>에 내포된 정조의 정치성과 작
품 간의 관계를 해명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정조의 통치철학의 이념적 기초
를 제공해주었던 주자학 또는 성리학의 성격 자체가 합의되어 있지 
않았다. 다르게 말하면, 정조의 성리학적 이념이 특수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드러낼 수 있는 의미를 배제한 채 관습적인 의미의 성리학과 
주자학으로 다루어졌기 때문에 <주부자시의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이 어려웠던 것으로 생각된다. 다른 하나는 <주부자시의도>에 전제된 
정조의 정치성과 김홍도가 고안한 시각이미지가 따로 분석됨으로써 
이 두 개를 잇는 접점을 검토하는 연구가 미진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주부자시의도>를 정조 치세 말년의 정치적 한 단
면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각이미지로 주목하고, 작품에 내포된 통치이
념이 어떻게 시각화되었는지 다각적으로 조망·분석할 것이다. 이를 위
해 <주부자시의도>의 주제로 주자 시가 선택된 정치적 배경과, 주문
자가 그림을 통해 이루고자 한 목적에 초점을 두고 해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주부자시의도>와 정조의 통치철학 간의 상관관계를 구체
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필자는 <주부자
시의도>에 대한 정조의 직접적인 언설에서 출발하여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다음은 정조가 『홍재전서』에서 김홍도가 그린 <주
부자시의도>를 진상 받은 후 언급한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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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도(金弘道)는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라 그의 이름을 안 지 오
래되었다. 30년 전에 그가 어진(御眞)을 그린 이후로는 그림 그리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다 그로 하여금 주관하게 하였다. 화사(畫師)는 
으레 세초(歲初)마다 첩화(帖畫)를 그려 올리는 규정이 있으므로, 올
해에는 김홍도가 웅물헌(熊勿軒)이 주석한 주부자(朱夫子)의 시(詩) 8
수를 소재로 그림을 그려서 8폭의 병풍으로 만들었는데, 취성정(聚星
亭)의 남긴 뜻이 자못 있다. 이미 쓴 원운(原韻)에 화답의 시를 붙여 
쓰고, 항상 눈여겨볼 바탕으로 삼는 바이다.15) (밑줄은 필자표시)

 위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주
부자시의도>가 세초마다 첩화를 올리는 규정에 따라 바쳐진 작품, 즉 
세화(歲畵)의 목적으로 그려진 회화라는 점이다. 둘째, 정조는 이 그
림을 보고 “주자가 남긴 뜻을 깊이 얻었다.”라 칭찬하며 각 폭에 적
힌 주자 시 한 수마다 친히 화운시를 붙였다. 이를 통해 주자 시를 
주제로 한 작품에 대한 왕의 높은 관심을 알 수 있다. 셋째, 정조는 
이 그림을 평가하면서 “30년 전에 그(김홍도)가 어진을 그린 이후로
는 그림 그리는 모든 일에 대해서 다 그로 하여금 주관하게 하였다.”
라 술회함으로써, 이 작품을 그린 화가가 김홍도라는 것을 친히 언급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에 충분히 해명되지 못했던 정조의 정치
성과 작품 간의 상관관계에 주목하고자 할 때, 본고는 기존연구와 차
별하여 다음의 세 가지 연구방법론을 취하였다.

첫째, 필자는 세화의 일환으로 제작된 <주부자시의도>의 제작 주체
를 정조로 볼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까지의 연구들은 
모두 <주부자시의도>가 정조의 성리학적 통치이념이 내포된 그림임을 
동일하게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주부자시의도>가 왜 정조의 치국이
념을 드러내는 그림이 되는지, 즉 그림의 성격에 대해서 면밀히 고찰
되지 못한 채 그림의 제작 주체를 정조로 비약(飛躍)하고 있다. 

15) 『弘齋全書』 권 7, 「謹和朱夫子詩 八首」. “金弘道工於畫者 知其名久矣 三十年前
圖眞 自是凡屬繪事 皆使弘道主之 畫師例於歲初 有帖畫寫進之䂓 今年弘道以熊勿
軒所註朱夫子詩 畫爲八幅屛風 深得聚星亭餘意 旣書原韻 附寫和章 以爲常目之資
云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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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주부자시의도>는 『홍재전서』의 기록을 토대로 정조대에 그
려진 궁중회화로 인식되었고, 정조가 주자학을 누구보다 존숭한 군주
였음을 고려할 때 그가 주자의 설리적인 시의(詩意)를 도해함으로써 
자신의 통치이념을 드러냄이 자연스럽게 생각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주부자시의도>가 세화의 일환으로 정조에게 바쳐졌다는 『홍재전서』
의 기록만 있을 뿐, 정조를 제작 주체라 특정할 수 있는 작품의 제작 
동기나 과정을 밝혀둔 직접적인 어제(御製)는 존재하지 않는다.

왕의 문집에서 화원(畵員)의 세화에 이처럼 화답시를 포함한 긴 글
을 남긴 것은 예외적인 일로, 기존의 왕, 그리고 회화의 효용성에 대
해 누구보다 잘 알았던 정조조차도 <주부자시의도> 외에 화원의 세화
에 이처럼 긴 글을 남긴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필자는 우선 그림의 
성격이 제대로 규명되어야, 제작 주체가 의도한 작품의 본질에 올바
르게 접근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주부자시
의도>의 성격을 주문화(注文畵)로 재규정하고, 그림의 주제 선택은 물
론 제작 과정을 주도한 주문자인 정조의 입장에서, 작품의 정치적 의
미를 새롭게 규명할 것이다.

둘째, <주부자시의도>의 주제인 주자 시, 더 포괄적으로는 주자학
이 정조 시대에서 어떠한 특수성을 보이며 기능하는지 고찰하는 것이
다. <주부자시의도>의 제작 주체인 정조는 당대 문풍(文風)과 관련하
여 패관소품(稗官小品)에 빠져있는 사대부들을 비판하였으며, 오직 자
신만이 주자의 도통(道統)과 왕통(王統)을 이은 진정한 군사(君師)임을 
표명하였다. 즉, 정조는 사학(邪學)으로 물든 문풍을 쇄신하기 위해서 
사대부들이 정학(正學)인 주자학을 적극적으로 선양(宣揚)해야 하며, 
이를 위한 방법론으로 다양한 주자서(朱子書)를 간행함으로써 ‘주자서
대일통(朱子書大一統)’을 이루고자 했다.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조의 정치적 활동을 왕권강화
의 목적으로만 한정 지었으나, 본고에서는 정조가 도통과 왕통을 이
은 군사임을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집단의 동의를 얻고 설득시
킴으로써 왕권강화의 논리가 군주와 사대부가 결속된 집단 속에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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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되고 공유된 것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필자는 
<주부자시의도>의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한다.16) 

셋째, <주부자시의도>와 정조의 통치철학 간의 상관관계에 주목한
다. 기존연구에서는 작품과 관련하여 김홍도의 화풍과 도상을 위주로 
검토됐다. 그러나 ‘산수에서 풍속으로 확장’되는 시각적 특징이 어떠
한 의도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이 특징이 정조의 통치철학과 어떤 관
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다소 미진했다. 본 논문에서는 
<주부자시의도>에 재현된 시각적 내러티브와 정조 치세 말년의 통치
이념 간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제작 주체인 정
조가 이러한 시각적 구성을 활용하여 얻고자 했던 효과가 무엇이었는
지 밝히고자 한다.

앞서 제시한 연구방법론에서 언급하였듯, 본 논문은 <주부자시의
도>의 제작 주체, 그림의 주제와 감상자 그리고 김홍도가 독창적으로 
고안한 시각이미지의 유기적 관계를 연구하여 작품에 내포된 정조 치
세 말년의 통치철학을 분석하고자 한다. 서론에 이어 앞으로 전개될 
논의의 순서는 아래와 같다. 

Ⅱ장에서는 <주부자시의도>의 전반적인 제작 사항을 구체화하여 
이 그림을 정조가 주제 선정에서 제작까지 관여했던 작품으로 보고자 
한다. 우선 세화의 목적으로 제작되었던 <주부자시의도>가 기존의 세
화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주부자시의
도>의 성격을 주문화로 재규정할 것이다. 특히 Ⅱ장 2절에서는 <주부
자시의도>에 전제된 두 개의 텍스트를 분석함으로써, 그동안 모호하
게 설정되었던 제작 주체의 문제를 분명히 하고자 한다.

Ⅲ장에서는 작품의 주제로 ‘주자 시’가 선택된 배경과 당시 정조가 
세운 문화정책 속에서 <주부자시의도>를 위치시켰을 때 작품이 누구

16) 제임스 케힐(James Cahill)은 회화의 기능적 측면을 살피기 위해서는 한 작품이 
어떠한 맥락 속에서 제작되었으며 제작 당시의 특정한 사회적 상황 속에서 무슨 
역할을 담당했는지, 즉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James 
Cahill, Three Alternative Histories of Chinese Painting (Lawrence: 
Spencer Museum of Art, University of Kansas, 1988), pp. 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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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향한 시각언어였는지 구체화할 것이다. 후술하겠지만 정조가 <주
부자시의도>를 주문한 일차적인 이유는 1799년 음력 10월 3일에 간
행된 주자의 시선집(詩選集) 『아송(雅誦)』과 관련이 깊다. 본 연구가 
선행 연구와 구별되는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주부자시의도>와 『아
송』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데 있다. 제작 주체를 밝히기 위해 Ⅱ
장에서 『아송』의 제반 사항을 간략히 소개한 후, Ⅲ장에서는 『아송』
의 간행과 작품 제작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주부자시의도>의 
역할과 기능을 조명하고 작품에 내포된 정치적 목적을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  

Ⅳ장에서는 <주부자시의도>에 구현된 시각적 내러티브를 분석하고
자 한다. 필자는 작품에 구현된 ‘산수에서 풍속으로 확장’되는 시각적 
특징이 정조가 주자 시를 『대학』의 팔조목으로 해석하였던 의도와 맞
닿아 있음을 밝히고, 작품의 분석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논의할 
것이다. 즉, 산수가 중심을 이루는 제1폭부터 제5폭까지의 장면들과 
풍속이 중심을 이루는 제6폭부터 제8폭까지의 작품들로 구분하여 고
찰한다. 그리고 여덟 폭의 그림이 하나의 병풍으로 제작되었을 때 정
조 치세 말년의 통치철학에 어떻게 부합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
를 위해 각 폭에 해당하는 주자 시, 웅화의 주 그리고 정조의 화운시
를 그림과 대조하며 적극적인 해석을 시도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본 
논문에서 시도된 <주부자시의도>에 대한 새로운 접근은 작품에서 의
도한 정조 치세 말년의 군주관에 대한 해석의 폭을 넓혀줄 것이다.

필자는 사상·철학 개념으로만 설명되는 무형(無形)의 통치철학을 회
화라는 매체를 통해 시각화하고자 한 정조의 의도를 입체적으로 조망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주부자시의도>가 정조 치세 말년의 통치
철학을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는 텍스트로 재조명받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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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부자시의도>의 제작과 주문자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주부자시의도》의 제작 사항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주부
자시의도>는 김홍도에 의해 원래 총 여덟 폭으로 제작되었으나, 현재
는 제1폭 <사빈신춘도>와 제5폭 <백운황엽도>를 제외한 나머지 여섯 
폭만이 두 개의 병풍으로 각각 나누어져 있다. 즉, 첫 번째 병풍에는 
제2폭부터 제4폭에 해당하는 <춘수부함도>, <만고청산도>, <월만수만
도>가 배치되어있고, 두 번째 병풍에는 제6폭부터 제8폭까지의 그림
인 <생조거상도>, <총탕맥반도>, <가가유름도>가 각각 표구(表具)되어
있다(도 4).17) <주부자시의도>가 언제 현재와 같은 형태로 나누어졌는
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홍재전서』의 기록에 따라 원래는 하나의 병
풍에 제1폭부터 제8폭의 순서대로 구성되었음은 분명하다.18) <주부자
시의도>의 각 화면의 상단에는 김홍도의 자필로 주자의 시와 웅화의 
주석이 함께 적혀 있고, 제발(題跋) 주변에는 김홍도가 50대 이후 만
년에 주로 썼던 인장 ‘臣弘道’와 ‘醉畵士’, ‘心醉好山水’ 3과(顆)가 찍
혀있다.19) 

서론에서 언급하였듯, 『홍재전서』에 기록된 <주부자시의도>는 세화
로 제작되어 1800년 정초에 정조에게 진상된 궁중회화로 알려졌다. 

17) <주부자시의도>는 현재 삼성미술관 Leeum에 소장되어 있으며, 작품 여덟 폭의 
각 크기는 세로 125.0cm, 가로 40.5cm이다. 두 개로 나뉜 병풍의 크기는 각각 
세로 154.5cm, 가로 156.0cm(폭당 52.0cm)이다. 조지윤, 앞의 논문 (2011), p. 
39.

18) 선행 연구에서 현재 <주부자시의도>의 표구(表具) 상태를 밝힌 바 있다. 먼저 오
주석은 <주부자시의도>가 일본식으로 재표구 되었기 때문에, 그 전통으로 화폭의 
네 가장자리가 약간씩 잘려나갔음을 밝혔다. 추가로 조지윤은 현재 두 개의 병풍 
좌·우측에 잘린 자국이 있고, 병풍의 네 측면이 나무틀로 고정되어 있음을 밝혔다. 
이 때문에 소실된 제1폭과 제5폭이 병풍 중앙의 제4·5폭 자리에 배치되었을 것으
로 추정했지만, 후대에 새로 표구되는 과정에서 순서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으므
로, 원래는 『홍재전서』에 기록된 작품의 순서가 정확하다고 언급했다. 오주석, 앞
의 논문, p. 71; 조지윤, 앞의 논문 (2011), p. 41.

19) 특히 ‘臣弘道’와 ‘醉畵士’는 《화성춘추팔경도(華城春秋八景圖)》 중 <서성우렵(西
城羽獵)>, <한정품국(閒亭品菊)>에도 찍혀있는 인장들이다. 진준현, 앞의 책, p. 
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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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고려 말부터 조선 말까지 궁중에서 신년 송축(頌祝)의 의미로 
통용되던 전통적인 세화와 <주부자시의도>는 여러 측면에서 차이점이 
있다. 우선 내용 면에서, 기존의 세화는 <주부자시의도>의 화제인 주
자 시와 같은 유교적 내용을 주제로 하여 제작된 사례가 실존 작품이
나 기록으로 남겨진 바가 없다. 제작 양식 측면에서도, 전통적인 세화
는 대개 길상적(吉祥的)인 의미를 가진 문배용(門排用)의 첩화(帖畵)로 
제작되었던 반면, <주부자시의도>는 공공성(公共性)이 강한 여덟 폭 
병풍으로 제작되었다.20) 

이에 필자는 <주부자시의도>를 기존의 세화와 동일한 기준 아래에
서는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기존의 세화와는 다른 <주부자시의도> 만의 특징을 밝히고, 
<주부자시의도>의 성격을 재규정함으로써 작품의 제작 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1. 세화(歲畵)로서의 <주부자시의도>

조선시대의 세화는 음력 정월 초하룻날 새해를 축하하는 뜻으로 도
화서에서 그림을 그려 임금에게 올리고 또 임금이 신하들에게 하사하
던 그림으로, 세배(歲拜), 세찬(歲饌), 설빔(歲庇蔭) 등과 더불어 매년 
행해지던 세시풍속 중의 하나였다. 길상·벽사(辟邪)의 목적으로 궁중
에서 그려지고 반사(頒賜)되던 세화는 한 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의
미를 두고 있는 풍속의 하나로서, 세시(歲始)라는 한정된 시기를 두고 
그려졌다.21) 아래의 『실록』과 여러 『세시기(歲時記)』에 세화에 대하여 

20) 회화의 매체가 갖는 특징에 대해서는 Jerome Silbergeld, “Materials and 
Format,” Chinese Painting Style: Media, Method, and Principles of Form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1982), pp. 11-15.

21) 조선시대 세화에 대한 연구로는 김윤정, 「조선후기 세화연구」(이화여자대학교 대
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1); 이정인, 「조선시대 세화(歲畵)에 대한 연
구」(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20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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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된 내용을 보면 그 성격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中宗實錄』 中宗 5年(1510) 9月 20日(癸酉) 條
세화는 세시에 미리 화사(畵師)로 하여금 각기 화초·인물·누각(樓閣)
을 그리게 하고, 그림을 아는 재상(宰相)에게 명하여 그 우열을 상하 
등급으로 매기게 함으로써 부록(付錄)하고, 그 그림은 골라서 내용
(內用)으로 하며, 나머지는 재상과 근신들에게 하사한다.22) (밑줄은 
필자표시)

『東國歲時記』
도화서에서 수성(壽星)·선녀(仙女)와 직일신장(直日神將)의 그림을 그
려 임금에게 드리고, 또 서로 선물하는 것을 이름하여 세화(歲畵)라 
한다. 그것으로 송축(頌祝)하는 뜻을 나타낸다.23) (밑줄은 필자표시)

『洌陽歲時記』
도화서에서는 세화를 그려 올린다. 금갑신장(金甲神將)을 그린 것은 
궁전 대문에 붙이고 신선을 그린 그림이나 닭, 범을 그린 그림을 벽
에다 마주 붙인다. 혹 친척이나 가까운 신하 등에게 하사하기도 한
다.24) (밑줄은 필자표시)

 
또한, 조선 후기의 문신 양주익(梁周翊, 1722-1802)은 정조로부터 

세화를 하사받은 후의 감회를 자신의 문집에 아래와 같이 표현하였
다.

상께서 성정각(誠精閣)에 납시었는데 신(臣)이 춘추관(春秋官)으로 입
시(入侍)를 했다. 이날 이조판서가 세화를 바쳐 승지가 받들어 올리

22) 『中宗實錄』 中宗 5年(1510) 9月 20日(癸酉) 條. “歲時預令畫師 各畫花卉, 人物, 
樓閣, 命解畫宰相 第其優劣上下付祿 其畫則擇爲內用 餘賜宰相及近臣”

23) 洪錫謨, 『東國歲時記』. “圖畵署畵壽星仙女直日神將圖獻于公赤相贈遺名曰歳畵以
寓頌祝之意” 원문 및 해석은 이석호 옮김, 『朝鮮歲時記』(동문선, 1991), p. 20에
서 재인용.

24) 金邁淳, 『洌陽歲時記』. “圖畵署進歳畵金甲神將貼宮殿門仙人鷄虎貼照壁或頒賜戚
畹近臣家” 원문 및 해석은 이석호 옮김, 위의 책, p. 14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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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상께서 신을 돌아보며 이야기하기를 “사관이 늙었으니 <남극노성
도(南極老星圖)>를 주려 한다.”고 했다. 이때 한림원 신하가 작은 소
리로 “학을 탄 신선이 이상하다 하니 나도 작은 소리로 용을 탄 신
선만 못하다.” 하였다. 상은 <남극노성도> 두 폭과 <기룡선도(騎龍仙
圖)> 두 폭을 내려 신은 감개무량해서 받았다.25) (밑줄은 필자표시)

양주익 역시 정조에게 세화로 <남극노성도> 두 폭과 <기룡선도> 
두 폭을 받았음에 감사의 글을 남기고 있다. 앞서 검토한 기록들로 
미루어볼 때, 전통적인 세화의 화제는 보통 나쁜 기운을 막고 좋은 
일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기복적인 성격의 인물과 화훼·영모·신선도류
였음을 알 수 있다(도 5,6).26) 

한편 왕실에서 제작하고, 신하들에게 반사되었던 세화의 수량은 
『실록』에서 언급되었을 만큼 그 양이 상당했다. 조선 말기에 각 관아
의 사무 처리에 필요한 행정법규와 사례를 편집한 『육전조례(六典條
例)』의 「예조(禮曹)」 ‘도화서 진상조(圖畵署 進上條)’를 통해 그 수량
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세화는 자비대령화원(差備待令畵員)이 각 30장, 본서(圖畵署) 화원이 
각 20장을 12월 20일에 봉진(奉進)하여야 한다.27)

25) 梁周翊, 『无極集』 권 1, 「內賜南極老星圖騎龍仙圖各二幅回以作屛歌」. “上御誠正
閣臣以春秋官侍是日春判獻歲畵承宣擎進 上顧慢曰史官老矣 宜暘南極老星圖時內
翰伏微語曰乘鶴仙奇矣 臣微應曰若騎龍仙也 上卽下南極老星圖二騎龍仙二幅于臣 
臣卽擎下拜謝以升 …” 원문 및 해석은 梁周翊 著, 南原梁氏忠壯公派宗會所 編, 
『无極集』 1(南原梁氏著存齋宗會所, 1997), pp. 7-8에서 재인용.

26) 세화의 구체적인 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문배용의 벽사적 주제는 신
다(神茶)·울루상(鬱壘像)과 울지공(蔚遲恭)·태숙빈(泰叔寶)이 많이 그려졌다. 다음 
송축용의 길상적 주제는 수성노인도(壽星老人圖)가 가장 많이 그려졌다. 이외에도 
가장 이른 시기에 등장한 소재로 십장생도(十長生圖)가 조선 후기까지 세화로 많
이 그려졌다. 조선 중기 문신 정홍명(鄭弘溟, 1582-1650)은 『기암집(畸庵集)』 권 
8, 「희제세화(戱題歲畵)」에서 세화의 주제로 ‘신선이 가지를 쥐고 학을 탄 모습, 
꽃을 들고 사슴을 탄 신선 등’의 그림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와 함께 감상까지 구
체적으로 적고 있다. 그러나 기록으로써만 세화의 화제를 추측할 수 있을 뿐, 세
화로 지칭되는 실제 작품은 현존하지 않는다. 김윤정, 앞의 논문, pp. 45-72; 국
립민속박물관 편, 『한국세시풍속사전: 정월편』(국립민속박물관, 2004), p. 63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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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록에 따르면 화원들에게 세화를 그리는 일은 일종의 의무였는
데, 시기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대개 모든 화원이 1인당 20~30장씩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규장각지(奎章閣志)』에 
따르면 자비대령화원은 10명이었으므로 특별히 뽑힌 자비대령화원이 
그려내는 세화만 해도 매년 300장 이상이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28) 
과도한 세화 제작으로 국고의 낭비가 심하다는 여러 신료의 반발 때
문에 때때로 그 폐해를 지적하는 상소문이 다수 올라오거나, 세화 제
작이 몇 차례 중단되는 경우도 있었다.29)

특히 정조는 『일성록(日省錄)』에서 “솜씨가 좋은 화원들이 세화를 
대충 그리는 시늉만 내서 그림의 품격과 채색이 매우 해괴하므로, 그 
해에 세화를 그린 화사 중에서 신한평(申漢枰, 1726-?), 김응환(金應
煥, 1742-1789), 김득신(金得臣, 1754-1822)에게 곧 벌을 내릴 것이
니, 다음 해에 그려내는 세화에 다시 소홀히 할 경우 적발되는 대로 
엄벌할 것이다.”30)라 언급하였다. 이는 당시 세화가 방대한 수량으로 
제작되면서 화원들이 비슷하고 답습된 주제를 기계적으로 생산한 결
과 그림의 질이 떨어진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27) 『六典條例』 권 6, 「禮曹」, <圖畵書 進上條>. “歲畵差備待令畵員各三十張 本圖
畵員各二十張 十二月二十日 封進”

28) 『甲辰新編奎章閣志』 권 1, 「職官第二 差除 雜著」. “寫字官八員畵員十員以先朝
差備待令畵員寫字官之名屬之本閣…” 자비대령화원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강
관식, 「조선 후기 화원회화의 변모와 규장각의 자비대령화원 제도」, 『美術史論壇』 
17 (2002), pp. 5-32 참조.

29) 『中宗實錄』 中宗 5年(1510) 9月 29日(壬午) 條에서는 “세화(歲畫)는 비록 조종조
(祖宗朝)의 관례이기는 하나, 조종조에서는 60장을 넘지 않았습니다. 국가가 바야
흐로 비용을 생감(省減)하고 있는 때에 종이와 채색은 말할 것도 없고 한 사람이 
20장씩 받아서 석 달을 그린다니, 그들을 공궤(供饋)하는 비용이 이루 다 계산할 
수 없습니다. 영구히 혁파하지는 못할지라도 조종조의 전례에 따라 그림의 장수를 
감(減)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라 기록하며 세화의 넘치는 양 때문에 국고가 낭
비되므로 수량을 줄여야 함을 주장했다. 

30) 『日省錄』 正祖 5年(1781) 12月 20日(戊子) 條, 「命畵員崔得賢復屬」. “又敎曰 自
昔官給紙地雜種而抄啓畵師 每於歲末 圖進歲畵 無異歲貢矣 此輩近來全不致意至 
於今年所謂名稱著稱手品純熟者 亦皆草草成樣 繪品彩色極爲駭然 能者旣有元定賞
格 則劣者豈無別般罪罰 此亦紀綱所在 先呈畵師中申漢枰金應煥金得臣從當處分 
以此分付該曹 後復怠忽 則隨現嚴處 預令知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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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기록들을 종합하여 볼 때, 세화는 세시를 대비해 그리도록 
하는 그림으로,31) 주로 벽사·송축·기복을 주제로 하였으며, 자비대령
화원과 도화서 화원이 할당된 수량을 기일에 맞추어 봉진하도록 ‘규
정’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주부자시의도>는 기존의 세
화와 같이 송축·기복의 뚜렷한 목적에 부합하게 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주부자시의도>가 ‘주자 
시’를 주제로 했음에 주목한다. 왜냐하면 <주부자시의도>의 소재인 주
자 시는 세화의 주제로는 물론, 더 넓은 범위에서 궁중회화의 주제로
도 제작되었던 적이 없기 때문이다.32) 오주석이 밝혔듯 소재와 표현
방식에서 <주부자시의도>가 조선은 물론 중국에서도 선례가 없는 독
창적인 그림이라는 점에서 유교적 덕목을 강조했던 궁중회화 중에서
도 특별한 위상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33) 즉, 주자의 시라는 차별화
된 주제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주부자시의도>에는 기존의 세화와 달
리 유교적 감계의 목적이 내포되어 있다고 유추해 볼 수도 있다.

주자는 약 16,000수의 적잖은 시를 남겼고, 시를 통해 정학(正學)
을 선양하고자 하였다.34) 주자의 시는 유학자들 사이에서 도학(道學)

31) 오주석은 <주부자시의도>의 제작 시기를 1800년으로 보았다. 하지만 조지윤이 
밝혔듯 세화는 세시가 되기 전인 연말에 바쳐지는 것이었으므로 <주부자시의도>
의 정확한 제작 시기는 1799년 연말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조지윤, 앞의 논문 
(2011), p. 49. 

32) 궁중회화를 제외하고 주자의 시를 제재로 제작된 서화첩 『병암진장첩(屛巖珍藏
帖)』이 있어 주목된다. 이 서화첩은 김홍도의 산수 인물화 2면, 유한지(兪漢芝, 
1760-1834)의 전서·예서 6면, 홍의영(洪儀泳, 1750-1815)의 해서·행서·초서 5면
과 김이도(金履度, 1750-1823)의 발문으로 이루어진 총 14면의 서화 합벽첩으로, 
특히 유한지와 홍의영이 쓴 글이 모두 주자의 시로 이루어졌다. 다만 이 첩에 포
함된 김홍도의 그림이 주자의 시를 도해한 시의도로는 보이지 않지만, 주자의 시
와 김홍도의 그림이 함께 장첩(粧帖)되어 있는 화첩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이 서
화첩에 관해서는 이인숙, 「《병암진장》첩 해제」, 유홍준·이태호 공편, 『만남과 헤어
짐의 미학: 조선시대 계회도와 전별시』(학고재, 2000), pp. 136-144.

33) 오주석, 앞의 논문, p. 68. 유교 이념을 도해한 중국회화에 대해서는 Julia K. 
Murray, Mirror of Morality: Chinese Narrative Illustration and Confucial 
Ideology(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7) 참조.

34) 주자의 시를 수록한 시집으로 『주자문집(朱子文集)』과 『남악창수집(南嶽唱酬集)』
을 들 수 있다. 이외에 주자의 후손인 주옥(朱玉)이 편찬한 『주자문집대전유편(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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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시문의 결합체로 인식되었는데, 이 때문에 정조는 성리학과 시의 
결합을 시도한 주자의 시야말로 가장 모범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
다.35) 그러나 <주부자시의도>를 단순히 유교적 감계의 목적으로 제작
되었다고 보는 것만으로는 그 성격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는 
정조대에 제작되고 감상되었던 유교적 궁중회화와의 비교를 통해, 작
품의 소재인 주자 시가 갖는 특수성을 더욱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예컨대 1797년에 규장각 각신이었던 심상규(沈象奎, 1766-1838), 
이병모(李秉模, 1742-1802), 김근순(金近淳, 1772-?) 등이 정조의 명
을 받아 제작한 『오륜행실도(五倫行實圖)』(도 7)나 1742년 영조가 사
도세자(思悼世子, 1735-1762)와 정조의 교육용으로 제작한 그림인 
『공부자성적도(孔夫子聖蹟圖)』(도 8) 등은 공통으로 유교적 덕목을 강
조하며 백성들을 교화시키고 감계하는 의미를 내포한 대표적인 궁중
회화의 주제이다. 그러나 위에 언급한 주제들은 정조대뿐만 아니라 
역대 조선왕실에서 중요한 내용이라 인식되어, 그림에 따라 정형화된 
도상이 존재하거나, 후대에도 관습적으로 그려졌던 유교적 주제였
다.36)

필자는 마이클 박산달(Michael Baxandall)의 주장에 기대어 작품
의 주제로서 주자 시가 갖는 특수성과 <주부자시의도>의 성격을 추정
해보고자 한다. 박산달은 “15세기 이탈리아에서 그림은 화가들의 손
에만 맡겨두기에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는데, 이는 후원자이자 감상자
인 고객(client)을 위해 주문 제작되는 것으로 고객의 용도(the 
client’s use)에 걸맞게 제작되어야 했기 때문이다.”라는 발언을 통해 
그림에 주문자의 의도가 깊이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37) 

子文集大典類編)』 등을 더하면 전체 주자 시는 16,000여 수에 이르지만, 위작 여
부가 없는 것은 14,016수 정도로 알려졌다. 강혜선, 『정조의 시문집 편찬』(문학과 
해석사, 2000), p. 61.

35) 강혜선, 「주자(朱子)의 시집 아송(雅誦)」, 『문헌과 해석사』 1 (1997), pp. 16-21.
36) 황정연, 「조선시대 궁중 감상화」, 『조선 궁궐의 그림』(돌베개, 2012), pp. 

192-218 참조. 조선 왕실에서 열람한 감계화에 대해서는 박정혜, 「궁중회화의 세
계」, 『왕과 국가의 회화』(돌베개, 2011), pp. 119-135 참조.

37) 마이클 박산달은 주문자를 후원인(patron)이라기보다 고객(client)이라는 개념으
로 파악하여, 그림을 주문하는 사람의 주관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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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주장의 연장에서, 세화는 물론 궁중에서도 다뤄지지 않았던 주
자 시를 주제로 한 <주부자시의도> 역시 의뢰인의 특별한 용도와 목
적을 위해 제작되었을 가능성을 짚어볼 수 있다. 

앞서 분석한 대로 세화는 화원이 새해 초에 관례(慣例)로 그려 바
치게 되어 있는 그림이었다. 따라서 벽사·송축·기복의 의미를 가진 상
투적인 주제와 관습화된 제작 배경으로 미루어 볼 때 기존의 세화는 
특정한 목적의식 아래에 제작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반해 <주부
자시의도>는 궁중회화나 세화 제작의 답습되던 주제에서 벗어나, 이
전에 다뤄진 바 없었던 주자의 시를 소재로 하여 당대 최고의 화가인 
김홍도에 의해 그려진 작품이다. 정리하면, <주부자시의도>는 세화로 
알려졌지만, 주제와 제작 배경에서 기존의 세화는 물론 유교적 궁중
회화와도 명백히 구별되는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필자는 주문자의 
제작 의도에 초점을 두고, 다음 절에서 <주부자시의도>의 성격을 재
정립하고자 한다.

2. 주문화(注文畵)로서의 <주부자시의도>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작품에 내재된 텍스트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주목하면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필자는 이어질 논의과정에서 <주부자
시의도>의 제작 주체를 정조로 명확히 하고, 작품에 내재되어 있는 
‘두 개의 텍스트’ - 주자의 시와 웅화의 주 -를 근거로 작품의 제작 
배경과 성격을 자세히 살피고자 한다. 본 절에서는 <주부자시의도>를 
세화가 아닌 주문화로 규정짓고 이해할 때, 작품의 본질을 더 효과적

시 회화의 주문과 제작이 지극히 경제적인 행위였다는 사실은 화가와 고객 간에 
통상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에서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대부분 계약서는 그
림의 주제, 지불방식, 완성 시기, 안료의 양이나 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
했다. Michael Baxandall, Painting and Experience in Fifteenth-Century 
Italy: A Primer in the Social History of Pictorial Styl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72), p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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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먼저 본 연구의 출발점을 마련한 <주부자시의도>의 화제인 주자 

시의 출처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존연구에서는 <주부자시
의도>에 적힌 주자 시의 출처를 주자의 문집인 『회암집(晦庵集)』에서 
찾았다. 그러나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주부자시의도>에 수록된 주자
의 시는 엄밀하게는 정조가 주자서선본(朱子書選本) 편찬 사업의 일
환으로 간행한 주자의 시선집 『아송』(도 9)에서 선택되었다.38) 

정조가 직접 주자의 시를 선발하고, 사신(詞臣)들로 하여금 주석과 
해설을 달게 한 『아송』은 1799년 음력 9월 15일 주자의 탄일(誕日)에 
맞추어 그 첫 권이 인간(印刊) 되었고, 같은 해 음력 10월 3일에 총 
8권으로 정유자(丁酉字)39)로 인쇄되었다.40) 『아송』의 제작 총괄은 규
장각 각신이었던 이만수(李晩秀, 1752-1810), 심상규가 맡았으며 교
정과 감인(監印)은 초계문신(抄啓文臣) 이서구(李書九, 1754-1825), 
홍의호(洪義浩, 1758-1826), 이노춘(李魯春, 1752-?), 홍석주(洪奭周, 
1774-1842), 김의순(金義淳, ?-?) 등이 담당했다.41) <주부자시의도>
가 『아송』의 간행 시기와 맞물리는 1799년 말에 제작되었음을 고려
한다면, 작품에 수록된 주자의 시는 단순히 정조의 주자에 대한 존숭 
혹은 설리적인 시정(詩情)의 측면이 아닌, 『아송』이 제작된 맥락에서 

38) 오주석은 제7폭의 화제시 「채씨부가(蔡氏婦家)」에 대하여 『회암집』에서 주자의 
원시(原詩)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필자는 『아송』 卷1 第3章 「七言絶
句」에서 「채씨부가」 외 나머지 일곱 폭에 대한 원시 모두가 수록되어있음을 확인
하였다. 다만 <주부자시의도>에 배치된 시의 순서는 『아송』의 칠언절구편에 수록
된 시의 순서와 일치하지 않는다. 다르게 말하면 각 폭에 맞는 주자의 시를 『아
송』의 수록 순서에 상관없이 주문자 혹은 화가가 의도를 가지고 그림의 전개 순
서에 맞추어 주자의 시를 선택했음을 방증한다. 오주석, 앞의 논문, p. 64. 필자가 
주자의 원시 출처를 밝히기 위해 대본(對本)으로 삼은 것은 『雅誦』(奎 1843)이다. 

39) 정유자(丁酉字)는 1777년(정조 1) 정조가 평안감사 서명응(徐命膺, 1716-1787)에
게 명하여 평양에서 갑인자(甲寅字)를 자본(字本)으로 15만 자를 주조한 것으로, 
세종대(1434, 세종 16)에 만들어진 갑인자(甲寅字)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이 활자
는 규장각에 소장되어 거의 80년간 주로 칙령(勅令) ·어제(御製) ·어정(御定) 등의 
서책과 윤음(綸音), 문과 및 사마방목(司馬榜目) 등 관부(官府)의 문적(文籍)들을 
인쇄하는 데 사용되었다. 김문식, 『정조의 제왕학』(태학사, 2007), p. 200.

40) 강혜선, 앞의 책, p. 22.
41) 김문식, 앞의 책, p.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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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군왕이 시문집의 간행을 명령하고 지시하는 정도에 머물지 않고, 

군왕 스스로 각종 시문의 선발 작업을 수행하고 또 서문을 지어 책의 
취지와 성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예는 동서양 고금을 막론하고 어디
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42) 요컨대 정조가 『아송』의 성격을 
규정하고 시문을 선발하면, 정조에게 발탁된 규장각 각신들이 정조의 
취지를 받들어 주석·해설·교감(矯監)을 수행했다. 이렇듯 정조가 직접 
관여한 『아송』이 <주부자시의도>의 출처라면, <주부자시의도>의 제작 
주체 또한 정조임이 명백해진다. 즉, 정조는 직접 선발하여 묶은 『아
송』에서 주자 시 여덟 수를 또 엄선하여 김홍도에게 <주부자시의도>
의 제작을 명한 것으로, 세시마다 관례로 제작되던 기존의 세화와는 
달리 특별히 주문된 그림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번에는 작품에 수록된 주자의 시를 해석하고 있는 ‘웅화의 주’를 
살피고자 한다.43) 기존연구에서 밝힌 <주부자시의도>의 제1폭부터 제
8폭까지 붙은 주의 중심 어휘를 추출해 보면 物理到, 知致, 誠意, 正
心, 修身, 齊家, 視民, 天下平이다. 표현상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내
용상으로는 『대학』의 팔조목 – 격물(格物), 치지(致知), 성의(誠意), 
정심(正心), 수신(修身), 제가(齊家), 치국(治國), 평천하(平天下) - 을 
나타냈음을 확인할 수 있다.44) 팔조목은 『대학』의 經1章에 삼강령(三
綱領)과 함께 등장하는 내용으로, 삼강령의 명명덕(明明德), 신민(新
民), 지어지선(止於至善)이 『대학』이 지향하는 목표라면, 팔조목은 삼
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유학의 단계를 제시한 것이다.45) <주부자시의

42) 강혜선, 앞의 책, p. 7.
43) 웅화는 남송대 건녕(建寧) 사람으로, 주자의 문인 보광(輔廣)에게 수학했고 염락

관민(濂洛關閩)의 학문에 뜻을 두었다. 이후 송나라가 망하자 고향으로 돌아가 무
이산(武夷山)에 오봉서당(鰲峰書堂)을 세우고 학생들을 가르치며, 일생을 마쳤다. 
임종욱, 『중국역대인명사전』(이회문화사, 2010) 참조.

44) 오주석 외에 진준현과 유홍준의 연구서에서도 웅화의 주를 『대학』의 팔조목으로 
보는 데 동의하였으며, 넓게는 <주부자시의도>의 주제를 『대학』의 팔조목을 형상
화했다고 주장했다. 오주석, 앞의 논문, p. 55; 진준현, 앞의 책, p. 205; 유홍준, 
앞의 책, p.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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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원시의 출처인 『아송』에서도 각 주자의 시마다 간략하게 주해를 
수록하고 있는데, 이를 웅화의 주와 비교하여 <표 1>에 정리하였다.

작품의 화제시(畵題詩) 『아송』의 주(註) 웅화의 주(註)
제1폭 「春日」 × 物理之表裏精粗無不到

제2폭 「觀書有感」 言力致之效 義理熟時 知自致而自然好

제3폭 「寄胡籍溪」
可見先生任道自
重之意

誠意者有主宰而通動靜

제4폭 「武夷櫂歌 第四曲」
言駸駸有得仰高
鑽堅

正心只是無昏昧散亂

제5폭 「入瑞巖道間」 × 審其幾而無五辟 則身自修

제6폭 「壽母生朝」 × 齊家之本 在父母其順
제7폭 「蔡氏婦家」 × 文王視民如傷而無凍餒
제8폭 「石廩峯」 × 民富則禮義措而天下平

<표 1> 『아송』의 주와 웅화의 주 비교

 그러나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각 폭에 적힌 시를 해석하는 
『아송』의 주와 <주부자시의도>에 적힌 웅화의 주는 일치하지 않는다. 
게다가 제2·3·4폭을 제외한 나머지 폭에 해당하는 시의 주는 『아송』
에 수록되지 않았다. 『아송』에 수록된 시와 원문은 『주자대전(朱子大
全)』을 그대로 따르고 주자의 자주(自註)는 ‘原註’라는 표식과 함께 
수록되었는데, 그 대본(對本)으로는 1771년(영조 47)에 간행된 『주자
문집대전(朱子文集大全)』이 이용되었다.46) 그렇다면 왜 제1폭을 포함
한 제5-8폭에 해당하는 주자의 시는 주가 달려있지 않을까? 『아송』

45) 팔조목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사물이 구명된 뒤에야 앎이 이루어지고, 
앎이 이루어진 뒤에야 뜻이 성실해지고, 뜻이 성실해진 뒤에야 마음이 바르게 되
고, 마음이 바르게 된 뒤에야 한 몸이 닦아진다. 그리고 한 몸이 닦아진 뒤에야 
집안이 바로잡히고, 집안이 바로잡힌 뒤에야 나라가 다스려지고, 나라가 다스려진 
뒤에야 천하가 평화로워진다”를 말한다. 박완식 편, 『大學·大學或問·大學講語』(이
론과 실천, 1996) 참조.

46) 김문식, 「정조의 주자서 편찬과 그 의의」, 정옥자 외, 『정조시대의 사상과 문화』
(돌베개, 1999), pp. 13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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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취지와 체제를 밝힌 「아송의례(雅誦義例)」를 검토해보면 그 이유
를 추정해 볼 수 있다.

이 책은 주자가 직접 단 自註가 오히려 전하므로 아울러 모두 수록
하여 원주(原註) 두 글자에 광표를 더하였다. … 인명(人名)·지명(地
名) 및 시사(時事)·실적(實跡) 중에 고구할 만한 것과, 선석(仙釋)에 
관한 문자의 인용은 여러 사신들에게 명하시어 『주자대전』과 『주자
어류』, 선유들의 문집과 촬록(撮錄)을 넓게 살펴 대체로 실었다. 그
리고 힘써 삼감을 더하여 그 확실하고 교정된 것만을 취하고, 친구·
문인과 주고받은 창수시(唱酬詩) 중 이름이 전하지 않는 것은 비워두
고 쓰지 않았으니, 『춘추(春秋)』의 ‘존의(存疑)’의 예를 따른 것이
다.47) (밑줄은 필자표시)

 위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아송』의 주석이 『주자대전』의 
원주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인명·지명·시사·실적 등의 부가적인 설명은 
필요한 것을 중심으로 기술되었다는 점이다. 예컨대 송시열(宋時烈, 
1607-1689)의 『주자대전차의(朱子大全箚疑)』는 인명·지명·시사·실적 
등을 여러 가지 주석들을 인용하여 장황하고 번잡하게 주해하였다. 
그러나 『아송』은 주자의 시를 도학적인 관점에서 풀이한 주석을 위주
로 매우 간략하게 되어있다.48) 이는 시를 시로써 읽을 수 있도록 배
려한 정조의 의도로,49) 『아송』의 제2·3·4폭을 제외한 나머지 폭에 해
당하는 시의 주가 달려있지 않은 이유 또한 도학적인 주해 없이도 독
자들이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 추측된
다. 

47) 「雅誦義例」. “此編 則夫子自註手澤猶傳 幷錄而加匡標以原註二字 … 人名地名時
事實蹟之可考子仙釋文字之引用處 命諸詞臣廣稽大典語類儒生諸集撮錄槩載 而兢
兢致愼 必取其確信而較著者 知舊門人之往復酬唱 而姓名失傳 則闕而不書 以寓春
秋存疑之例”

48) 예컨대 주자의 도통시(道統詩)로 알려진 「관서유감(觀書有感)」의 첫 수 아래에는 
“매일 새로워지는 공부를 말하였다(言日新之功).”라 적혀있고, 둘째 수 아래에는 
“힘써 나가는 효과를 말하였다(言力致之效).”라 주해한 것을 들 수 있다. 강혜선, 
앞의 책, p. 44.

49) 김문식, 앞의 책, pp. 207-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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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왜 <주부자시의도>의 주문자인 정조는 『아송』에 수록된 
시를 선택하되, 시의 해석은 『아송』에 적힌 주가 아닌 웅화의 주를 
기재하였을까?50) 이는 곧 관람자가 <주부자시의도>의 주자 시를 『대
학』의 팔조목대로 해석하기를 주문자가 의도했던 것이라 볼 수 있
다.51)

『대학』이라는 경서(經書)는 원래 『예기(禮記)』의 한 편명(篇名)이었
지만, 이정자(二程子)52)가 그 의미를 부각시키고 주자가 『논어(論語)』·
『맹자(孟子)』·『중용(中庸)』과 같이 사서(四書)의 하나로 재편집한 이후 

50) 이 논문에서는 <주부자시의도>에 해당하는 주자의 시를 해석하는데 ‘웅화’라는 
인물을 선택한 정조의 의도가 있었는지를 검토해보았다. 웅화는 남송대에 주자의 
제자인 보광에게 수학하면서 주자학을 계승하였지만, 조선시대 전반에 『대학』과 
관련하여 주목을 받았던 인물은 아니었다. 그러나 웅화에 대한 언급은 정조대 문
신 이덕무(李德懋, 1741-1793), 서형수(徐瀅修, 1725-1779), 이서구(李書九, 
1754-1825), 성해응(成海應, 1760-1839)등 규장각 측근들의 문집에서 빈번히 등
장했다. 특히 정조는 『홍재전서』에서 웅화를 총 여섯 차례 언급했는데, 『弘齋全
書』 권 182, 「群書標記」 4, <御定 > 4에서 “주부자(朱夫子)가 『대학』에 장구(章
句)를 지어서 … 사서(四書)로 만들었다. … 웅화(熊禾)의 『대학구의(大學口義)』와 
『대학광의(大學廣義)』 …등의 전문서가 서고에 가득할 정도로 많고, … 웅화가 엮
은 『대학구의』 이하의 여러 책들도 모두 모아 한 질로 엮어서 『대학』의 뜻을 밝
히는 자료로 삼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 우선 『대학유의』를 써서 나의 뜻을 
밝힌다.”라 기록하며, 정조가 웅화의 『대학구의』와 『대학광의』를 『대학장구』의 맥
을 잇는 텍스트로 인정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는 정조의 『대
학』에 대한 해석과 웅화의 『대학』 해석이 맞닿아 있는 등의 뚜렷한 지점을 발견
하지 못했다. 그러나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웅화의 주는 명백히 『대학』의 팔조목
을 직접 제시하고 있으며 <주부자시의도>의 주문자인 정조가 주자의 시를 그렇게 
해석하게 한 의도에 있다. 정조가 『대학』이라는 텍스트를 그림에서 제시하기 위해 
웅화를 선택한 의도는 차후 연구과제로 미루어 둔다.

51) 오주석은 이태진이 『대학』 해석을 중심으로 정조의 정치사상을 논의한 연구에 기
대어 <주부자시의도>에 담긴 『대학』의 의미를 설명하였다. 그는 『대학』이 성리학
의 주지(主旨)가 요약된 경서이며, 조선 왕조에서 특히 집중적으로 『대학』이 연구
된 것은 정조에 의해 이루어졌음에 주목했다. 즉, 정조는 세손 시절부터 재위 연
간 내내 『대학』 연구를 진척시켰는데, 그 결과 1799년 『대학』 연구의 총결산인 
『대학유의』가 완성되었고 <주부자시의도> 역시 그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주장
했다. 오주석, 앞의 논문, pp. 74-76. 오주석이 참조한 이태진의 연구는 李泰鎭, 
「正祖의 『大學』 探究와 새로운 君主論-題先正晦齋續大學或問卷首」, 成均館大學
校 大東文化硏究院 編, 『李晦齋의 思想과 그 世界』(成均館大學校出版部, 1992), 
pp. 219-269.

52) 이정자(二程子)는 중국 송나라의 유학자 정호(程顥, 1032-1085)와 정이(程頥, 
1033-1107) 형제를 높여 부르는 말로, 이들은 '낙학(洛學)'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학파(學派)를 창시하였고, 훗날 주자가 성리학(性理學)을 집대성하는 데 중요한 토
대를 제공했다. 임종욱, 앞의 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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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왕뿐만 아니라 일반 사대부들까지 배워야 하는 경서로 간주되었
다.53) 즉, 『대학』의 구체적인 방법론인 팔조목은 누구나 ‘수기치인(修
己治人)’을 기반으로 하는 도덕적 함양을 통해서 정치할 가능성을 얻
는 ‘平天下’의 비전(vision)을 보여주는 것이었다.54) 

그러나 『대학』은 다양한 역사·정치적 맥락에서 다르게 해석될 여지
가 있는 ‘열려있는 텍스트’였다. 이점에 주목한 정조는 『대학』은 누가 
공부하는 학문인가, 『대학』의 팔조목을 실현하는 주체 즉, 정치와 교
화(敎化)의 주체는 누구인가에 대해 신하들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토
론하며 자신의 『대학』에 대한 해석 및 관점을 고착시켰다.55) 즉, 텍
스트의 주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대학』이란 경서의 성격을 파악하
는 데 관건이라고 본 것이다. 정조는 『대학』을 군주를 위한 책으로 
규정하며,56) 『대학』의 궁극적 도달점이 平天下에 있으므로 단순히 초
학자(初學者)들을 위한 입문서로 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57) 다음
은 주자가 『대학』을 ‘대인의 학문(大人之學)’이라고 규정한 데에 정조
가 의문을 표명한 대목이다.

『大學』의 의미를 朱子는 大人의 학문으로 해석하였는데 어떠하여야 
대인의 학문이라고 이를 수 있겠는가? 孟子는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을 善이라 하고, 善을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信이라 하

53) 백민정, 「正祖와 茶山의 『대학』에 관한 철학적 입장 비교- 『經史講義·大學』 『曾
傳秋錄』 및 『熙政堂大學講義』 『大學公義』를 중심으로」, 『退溪學報』 126 (2009), 
p. 245.

54) 소진형, 「『대학』 평천하(平天下) 개념과 성리학적 공동체의 기초」, 『한국정치연
구』 24 (2015), pp. 1-4 참조.

55) 소진형, 「조선후기 성리학적 군주론 연구: 정조의 『대학』 해석을 중심으로」(이화
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학위논문, 2001), p. 10.

56) 『대학』을 공부해야 하는 대상이 일반 사대부가 아니라는 주장은 정약용(丁若鏞, 
1762-1836)에게서도 나타난다. 다산의 『대학』 해석과 관련하여 김선경, 「다산 정
약용의 정치 철학: 『대학공의』 읽기」, 『韓國思想史學』 26 (2006), pp. 303-342; 
차이전펑 지음, 김중섭, 김호 옮김, 『다산의 사서학: 동아시아의 관점에서』(너머학
교, 2015) 참조.

57) 『弘齋全書』 권 67, 「經史講義」 4. “此云 大學孔氏之遺書 而初學入德之門 大學
之工 固有自近及遠之序 而語其極致 則治國平天下也 今曰初學入德之門 得不說得
太重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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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충실한 것을 美라 하고, 충실하여 광휘가 있는 것을 大라 하고, 
커서 化한 것을 聖이라 하며, 성스러워서 알 수 없는 것을 神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의하면 大人 위에 오히려 聖神의 지위가 있는 것
이니, 저 『大學』의 止於至善으로 말하자면 진실로 聖神의 공력과 조
화의 지극한 공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58) (밑줄은 필자표
시)

 주자는 『대학』을 ‘대인지학(大人之學)’, 즉 왕은 물론 일반 사대부
까지도 배울 수 있는 경서로 강조했지만, 정조는 여전히 治國·平天下
를 목표로 하는 『대학』이 정치에 놓여 있는 이상 모든 규모(規模)와 
절목(節目)이 인군(人君)의 직분에 따른 행위를 거론한 것이라고 이해
했다.59) 이것은 治國과 平天下의 역할이 특정한 지위의 위정자(爲政
者)에게만 허용된 행위라고 보았기 때문이다.60) 다시 말해 군주의 자
리에 있지 않다면 그가 비록 대인이고 공자와 맹자 같은 성인이라도 
결국은 治國·平天下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 정조의 판단이다. 또한, 
팔조목 중 格物부터 齊家까지는 유가의 기본 덕목으로 일반 사대부들
도 행할 수는 있었지만, 현실 정치에서는 팔조목의 모든 조목이 실현
되어야 통치자로서의 가능성을 획득하는 것이므로, 治國·平天下도 이
룰 수 있어야했다.61) 이러한 맥락에서 정조에게 『대학』의 핵심인 治
國·平天下를 실현할 사람은 바로 제왕(帝王)이었고, 『대학』의 팔조목

58) 『弘齋全書』 권 70, 「經史講義」 7. “大學之義 朱子以大人之學釋之 何如 斯可謂
大人之學歟 孟子曰 可欲之謂善 有諸己之謂信 充實之謂美 充實而有光輝之謂大 
大而化之之謂聖 聖而不可知之謂神 據此則大人以上 猶有聖神地位 而若夫大學之
止至善 則苟非聖神功化之極工 不可當之” 

59) 『弘齋全書』 권 67, 「經史講義」 4. “朱子序, 大學之規模節目, 莫非人君分內事”
60) 백민정, 앞의 논문 (2009), p. 246; 同著, 「正祖의 학문관과 공부 방법론」, 『東洋

哲學』 34 (2010), p. 512.
61) 『대학』의 팔조목이 사대부들의 관심을 끈 이유는 그 과정이 연속적이라는 점에 

있다. 즉, 팔조목은 이를 순서대로 행하면 '누구나' 도덕적 수양을 통해서 治國·平
天下를 이루는 통치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논리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쇄
는 왕이 지닌 독립적인 지위에 대항할 수 있다는 근거를 사대부들에게 제공했다. 
즉, 정조는 팔조목의 과정을 불연속적으로 보고 『대학』의 팔조목은 군주에 의해서
만 이룰 수 있음을 강조했다. 소진형, 「정조의 명덕(明德)해석과 왕권강화 논리」, 
『한국사회과학』 31 (2009), p.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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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제왕학(帝王學)의 영역 안에서만 완전히 실현될 수 있었다.62)

정조가 『대학』이라는 텍스트의 주체로 자임했음을 논증한 연구는 
이미 많은 정치철학사 관련 논문에서 언급되어왔고, 그 자체만으로도 
집중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상세히 다루지 않
았다.63) 여기서 필자가 작품과 관련하여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정조
가 자신이 직접 편집한 『아송』의 주자 시를 주제로 김홍도에게 작품
을 주문하면서, 그 시를 원래의 주가 아닌 웅화의 주, 즉 『대학』의 팔
조목을 붙여 해석하게 한 이유이다.

정조는 군왕의 학문은 일반 사대부의 학문과는 달라야 한다고 주장
했고, 군주의 적극적인 정치행위를 정당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대
학』에 주목하였다.64) 따라서 제작 주체인 정조가 <주부자시의도>를 
주문함으로써 기획하고자 했던 것은 각 폭에 구현된 『대학』의 팔조목
을 실현하는 진정한 주체가 왕 자신이라는 사실을 회화적으로 표상하
기 위해서였다.65) 

62) 김문식, 앞의 책, pp. 141-144 참조.
63) 정조의 『대학』 해석과 관련한 연구로는 李泰鎭, 「正祖의 『大學』 探究와 새로운 

君主論-題先正晦齋續大學或問卷首」,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硏究院 編, 『李晦齋
의 思想과 그 世界』(成均館大學校出版部, 1992), pp. 219-269; 소진형, 「조선후
기 성리학적 군주론 연구: 정조의 『대학』 해석을 중심으로」(이화여자대학교 대학
원 정치외교학과 석사학위논문, 2001); 金駿泰, 「正祖의 政治思想 硏究 - 『大學』 
觀을 中心으로」(성균관대학교 대학원 한국철학과 석사학위논문, 2004); 백민정, 
「正祖와 茶山의 『大學』에 관한 철학적 입장 비교 - 『經史講義·大學』 『曾傳秋錄』 
및 『熙政堂大學講義』 『大學公義』를 중심으로」, 『退溪學報』 126 (2009), pp. 
243-298; 전현미, 「正祖의 『大學』 해석 연구」(성균관대학교 대학원 한국철학과 
석사학위논문, 2009) 참조.

64) 정조가 1799년에 진덕수(眞德秀, 1178-1235)의 『대학연의(大學衍義)』와 구준(邱
濬, 1420-1495)의 『대학연의보(大學衍義)』의 내용 중 정치에 필요한 핵심내용을 
손수 선택함으로써 『대학유의』를 간행한 것도 체용(體用)이 완비된 ‘제왕학 교과
서’를 만들고자 한 목적에 있다. 정조의 『대학유의』 편찬 과정에 대해서는 김문
식, 「正祖의 帝王學과 『大學類義』 편찬」, 『奎章閣』 21 (1998), pp. 59-81; 尹貞
粉, 「『大學衍義補』의 朝鮮 전래와 그 수용(上)-正祖의 『御定大學類義』를 중심으
로-」, 『中國史硏究』 14 (2001), pp. 101-129; 同著, 「『大學衍義補』의 朝鮮 전래
와 그 수용(下)-正祖의 『御定大學類義』를 중심으로-」, 『中國史硏究』 17 (2001), 
pp. 139-166 참조.

65) 오주석의 연구에서는 <주부자시의도>를 구성하는 『대학』의 위상을 『대학』의 가
르침을 내포한 작품의 주제 그 자체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정조가 
『대학』 텍스트의 주체로 자임함으로써, 작품에 내재된 팔조목을 완전히 실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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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앞서 분석한 『대학』 해석을 통해 정
치주체로 자임한 군주의 인식이 <주부자시의도>에 시각적으로 표현되
어 있다는 점이다. 제4폭 <월만수만도>에는 하늘에 밝은 보름달(도 
10)이 휘영청 떠올라 있고, 아래에는 달빛이 아스라이 비쳐있는 물이 
표현되어있다. 정조는 1798년 음력 12월 3일에 자신의 왕권론을 ‘만
천명월주인옹’으로 상징화시키면서, 「만천명월주인옹자서(萬川明月主
人翁自序)」에 그 내용을 상세히 밝혔다.66)

즉, 달은 하나뿐이고 물의 종류는 일만 개나 되지만, 물이 달빛을 받
을 경우 앞 시내에도 달이요, 뒤 시내에도 달이어서 달과 시내의 수
가 같게 되므로 시냇물이 일만 개면 달 역시 일만 개가 된다. 그러
나 하늘에 있는 달은 물론 하나뿐이다.67) (밑줄은 필자표시)

내 비록 도통의 전수에는 갑자기 견줄 수 없지만, 경서(經書)를 씨줄
로 삼고 사서(史書)를 날줄로 삼아, 자연히 복희·신농·요제·순제·우왕·
탕왕·문왕 무왕·공자·맹자·정자·주자가 남긴 단서를 터득했으니, 내가 
‘만천명월’의 주인이라는 것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으리라.68) (밑줄
은 필자표시)

즉, 정조는 천하를 훤히 비추는 달인 군주와 달빛을 받음으로써 자
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시냇물인 臣民과의 관계를 밝히고, 유일한 정
치주체로서의 왕의 위상을 ‘달’의 메타포(metaphor)에 투영하였다. 
신권에 대한 왕권의 우위성을 달과 시냇물의 관계로 상징화한 정조 

있는 제왕으로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주자 시를 『대학』의 팔조목으로 해석했음
에 주목하였다. 

66) 소진형, 「정조(正祖)에 있어서 왕의 위상과 의미: 「만천명월주인옹자서」에 나타난 
리일분수의 개념변화를 중심으로」, 『동양정치사상사』 9 (2010), pp. 103.

67) 『弘齋全書』 권 10, 「序引」 3. “萬川明月主人翁曰 … 月一也 水之類萬也 以水而
受月 前川月也 後川亦月也 月之數與川同 川之有萬 月亦如之 若其在天之月 則固
一而已矣”

68) 『弘齋全書』 권 53, 「弘于一人齋全書欌銘」. “雖不敢遽擬於道統之傳 若其經經緯
史 竊自有得乎羲農堯舜禹湯文武孔孟程朱之緖餘者 尙亦不問可知爲萬川明月主人
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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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세 말년의 군주관은 정치 현실에서 신권의 주도성은 물론 능동성조
차 부정한 것으로, 군주가 만물의 중심이라는 황극론(皇極論)을 표명
한 것이다.69) 

지금까지 <주부자시의도>에 내재된 두 개의 텍스트 분석을 통해 작
품의 제작 주체를 정조로 규명하였다. 정조는 1799년 음력 10월 3일
에 주자의 시선집 『아송』을 간행했고, 연말에 바쳐지는 세화제도에 
『아송』에서 직접 선택한 주자 시 여덟 수를 그리도록 김홍도에게 주
문하였다. 나아가 정조는 주자 시를 『대학』의 팔조목으로 해석함으로
써 <주부자시의도>의 각 폭에 도해된 주자 시가 모두 군주의 제왕학 
안에서 이루어짐을 암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주부자시의도>가 정조에 의해 특별히 주문된 
그림이라면, 작품을 세화제도에 편승하여 그리도록 명한 정조의 의도
에 주목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주부자시의도>는 세화 규정
에 따라 1799년 말에 제작되었으며 이는 작품의 화제 출처인 『아송』
의 간행시기와 인접해있다. 즉, 정조는 송축을 목적으로 하는 기존의 
세화전통과는 달리, 1800년의 특별한 세화로 『아송』의 취지와 목적을 
반영할 수 있는 <주부자시의도>를 김홍도에게 주문했던 것이다. 

그러나 세화 제작과 『아송』 간행의 시기적인 공통점 외에도 정조는 
왕실에서 제작되는 세화의 정치적인 의미를 <주부자시의도>에 부여하
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중종실록』에서 세화에 대해 “그(세화의) 
우열을 상하 등급으로 매겨 부록(付錄)하고, 그 그림은 골라서 내용
(內用)으로 하며, 나머지는 재상과 근신들에게 하사한다.”라 기록했던 
것처럼,70) 세화는 기본적으로 화격(畵格)에 따라 궁중에 비치하거나 
왕실이 신하들에게 하사하는 ‘공적(公的)인 용도’로 제작되었다. 한편, 
궁중에서 전통적인 세화 제작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사례가 전하고 

69) 정조의 ‘만천명월론’은 군신과의 관계를 배와 물로 설명한 주수론(舟水論)과는 큰 
차이가 있다. 주수론은 “임금은 배와 같고 신하는 물과 같다. 물이 고요한 연후에 
배가 안정되듯이 신하가 현명한 연후에 임금이 안정된다.”는 것으로, 국정운영에
서 신권의 능동성·주도성을 인정하는 입장이다. 한상권, 앞의 논문, pp. 145-146.

70) 본고의 주석 22번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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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주목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중궁(中宮)이 세화사민도(歲畫四民圖)
를 전벽(殿壁)에 붙여 두려 하기에 내가 이를 말렸더니, 중궁이 말하
기를 “먹는 것이 여기서 나오고 입는 것이 여기에서 나오니, 붙여 
두고 보는 것 또한 옳지 않겠습니까?”하여 드디어 붙였는데, “내 생
각에도 그렇다고 여겨진다.”하니, 승지(承旨) 등이 아뢰기를, “농상
(農桑)은 왕정(王政)의 근본인데, 국모(國母)께서 유의하시니 실로 생
민(生民)의 복(福)입니다.”하였다. 임금이 기뻐하여 술을 내려 주었
다.71) (밑줄은 필자표시)

정희왕후(貞熹王后, 1418-1483)는 이례적으로 백성의 일상을 그린 
사민도(四民圖)를 세화로 붙이면서, ‘왕정의 근본인 농상(農桑)이 백성
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신년에 이를 보며 감계할 것이라 답했
다. 이를 통해 세화 제작이 송축의 목적 외에도 국정의 근본을 그림
으로 그려, 교훈으로 삼는 의미로도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주부자시의도> 역시 왕의 특별한 주문으로 제작된 상급(上
級)의 세화로서 궁중에 비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정조가 치세 말
년에 선포한 통치철학 ‘만천명월주인옹’을 그림의 주제, 더 나아가 
‘신년 비전’으로 내세워 작품을 보는 궁궐 내의 감상자가 이를 감계하
도록 의도했을 것이다. 

다음 제Ⅲ장에서는 정조가 정치의 유일한 주체임을 표상하기 위해 
<주부자시의도>를 주문했다면, 작품의 주제로 주자 시가 선택된 배경
과 더불어 <주부자시의도>가 누구를 향한 시각언어였는지 구체화할 
것이다. 이를 위해 화제의 출처인 『아송』의 간행 목적과 작품을 둘러
싼 문화·정치·사회적 맥락을 총체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제작 주체인 정
조의 의도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고자 한다.

71) 『世祖實錄』 世祖 2年(1456) 1月 2日(壬申) 條. “傳于承政院曰 中宮欲貼歲畫四民
圖於殿壁 予止之 中宮曰 食出於此 衣出於此 貼而見之 不亦可乎? 遂貼之 予以爲
然 承旨等啓曰 農桑 王政之本 而國母留意焉 實生民之福也 上悅賜酒”(밑줄은 필
자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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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부자시의도>와 주자 시에 내포된 정치성

<주부자시의도>의 제작 주체인 정조는 작품을 통해 『아송』에 수록
된 주자 시를 감상자로 하여금 자신이 설정한 새로운 체계인 『대학』
의 팔조목으로 해석하기를 의도했다. 다시 말해 정조는 주자의 시를 
작품의 주제로 선택함으로써, 제왕학의 프레임 안에서 군주가 통치하
는 것의 정당성을 역설하고자 하였다. 

Ⅱ장에서 밝혔듯이, 1799년 한 명의 주체에 의해 제작된 각기 다
른 형태의 텍스트 『아송』과 <주부자시의도>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정조가 <주부자시의도>를 주문한 일차적인 이유는 주자의 시선집 
『아송』의 간행 맥락과 맞닿아 있는 것이다. 이를 고려할 때, 정조가 
작품의 주제를 주자 시로 선정한 의도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
조가 『아송』을 간행한 목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정조가 
『아송』을 편찬하게 된 동기와 목적을 밝힌 「아송서(雅誦序)」와 『실
록』을 분석함으로써 주자 시가 정조에게 어떤 정치적 의미를 가졌는
지 도출하고자 한다.

「雅誦序」
시란 마음에서 나와 말로 드러나는 것이라 마음이 느끼는 바가 바르
면 그 말이 가르침이 될 수 있다. … 이에 공자가 시를 산정(刪定)한 
것은 태사(太史)가 시를 채록한 것에서 비롯되었고, 태사가 시를 채
록한 것은 순임금이 기(夔)에게 음악을 맡겨 자제를 가르치게 한 데
서 비롯된 것이다. 이것이 또 시교가 문왕으로부터 일어나게 된 까닭
이요, 공자로부터 밝혀지게 된 까닭이다. 그로부터 천육백 년 뒤에 
이르러 또 주자의 시를 얻으니 다시 『시경』 삼백 편 뒤에 『시경』 삼
백 편의 뜻을 밝히게 되었다. (중략)
지금의 시대에 맞는 선비가 되려면 주자의 시를 배우는 것만 같음이 
없으니, 주자의 시를 계속하여 모두 영탄하는 동안에 얻는 바가 생겨
나 마음의 찌꺼기를 다 없애고 혈맥을 뛰게 하고, 평이하고 정직하며 
자애롭고 성신한 마음이 뭉글뭉글 피어날 것이다. 그리하여 사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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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과 나태하고 불경한 마음은 생길 수 없게 되어, 가까이로는 어버
이를 섬길 수 있고 멀리로는 임금을 섬길 수 있게 될 것이다. (중략) 
주자가 공자의 시를 산정한 것에 서문을 쓰니 공자의 도가 빛났으며, 
내가 주자의 쓴 시를 선발하였으니 주자의 학문이 존숭될 것이니, 곧 
성인의 뜻을 절취하였음을 나는 감히 사양치 않는다.… 문화의 번창
은 비록 하늘에 매여 있지만, 도통(道統)의 전수는 진실로 사람에게 
비롯된다. … 마침 내가 바야흐로 선비들에게 시험을 보이면서 나를 
계발해 줄 만한 말을 듣고 싶어 했던바, 여러 학사들에게 말했던 것
을 외워서 이 책의 앞머리에 쓴다.72) (밑줄은 필자표시)

『正祖實錄』 正祖 23年(1799) 10月 3日(戊子) 條
우리 성상께서 보위에 올라 다스리심에 오직 주자의 글을 표창함으
로써 성학(聖學)을 밝히고 정화하는 근본으로 삼으시어, 전후로 여러 
책들을 어정(御定)하시니, 『회영』, 『선통』, 『백선』, 『회선』이다. 또 
장차 주자의 전서(全書)를 모두 모아서 대일통의 문자를 완성하려 하
신다. (중략) 또 하교하시기를 “순임금의 조정에서는 뒤를 이을 아들
에게 제일 먼저 음악을 가르쳤다. 오늘날 음악교육은 마땅히 시를 통
해 이루어져야 하는데, 『시경』 삼백편 이후로 ‘사무사(思無邪)’의 뜻
을 얻은 것은 오직 주자의 시밖에 없다. 따라서 문왕(文王)을 기다려
야 하는 선비들을 고무하고 흥기시키려면 무엇보다도 주자의 시를 
가르쳐야 할 것이다.73) (밑줄은 필자표시)

위 기록을 통해 정조가 『아송』을 간행한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살
펴볼 수 있다. 하나는 공자의 시를 산정(刪定)한 시집에 주자가 서문
을 씀으로써 공자의 도가 빛날 수 있었던 것처럼, 정조 역시 주자의 
시를 손수 뽑아 서문을 쓰고 『아송』을 간행함으로써 주자학 즉, 정학

72) 『弘齋全書』 권 10, 「序引」 3, <雅誦序>.
73) 『正祖實錄』 正祖 23年(1799) 10月 3日(戊子) 條. “上以虞廷敎冑 以樂爲先 今之

樂敎 當求之詩 後乎三百篇 而得思無邪之旨者 惟朱子之詩 如欲作興待文之士 莫
如敎以朱子之詩 親選詞賦琴操 古近體詩三百五十九編 末附銘,箴,贊,題,辭文 總四
百十五篇 凡八卷 名之曰《雅誦》 雅誦猶言雅言也 命鑄字所印進 命進講於經筵冑筵 
藏之尊經閣 作爲儒生月講之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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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學)이 존숭될 것임을 밝혔다. 이는 자연스럽게 삼대(三代)의 성왕
(聖王)에서 시작하여 공자와 맹자를 거쳐 주자로 이어진 유학의 도통
을 군주 자신이 계승하였다는 사고로 이어진다.74) 『아송』을 편집한 
신료들은 “왕께서 주자서(朱子書)를 간행하여 존숭하는 것은 공자의 
도를 밝히기 위함이며, 이는 결국 요·순(堯·舜)이 전한 도통을 계승하
는 행위”라 평가했다.75) 정조 역시 『아송』을 위시한 다양한 주자서를 
발간하는 행위가 자신이 주자의 취지를 계승하면서 결국엔 주공(周公)
과 공자의 본뜻을 밝히는 것이므로, 자신을 삼대의 성세(聖世)를 회복
한 대성인(大聖人)이라 평가했다.76) 한마디로 말하면 군주 자신만이 
주자로 이어진 도통과 왕통을 이은 적극적인 정치행위자로서, 주자학
을 이해하고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아송』을 간행했던 것이다.

또한 정조는 『아송』의 편찬을 통해 시문의 전범(典範)으로 주자 시
를 세움으로써 당대 쇠약해진 사대부의 습속(習俗)을 바로잡고자 했
다. 정조는 문체(文體)의 모범으로 경학(經學)과 고문(古文)을 중시하
였고, 그중에서도 주자의 글이 핵심이라고 파악했다.77) 그러나 당시 
사대부들 사이에서는 명·청의 문예사조로부터 강하게 영향을 받아 시
에서는 의고주의(擬古主義)가 풍미하고 문장에서는 패관소품체(稗官小
品體)가 성행했다. 이 때문에 정조는 모범적인 문풍을 회복하기 위해
서 사대부들이 주자 시를 배워야 함을 강조했다.78) 

74) 도통이란 원래 유가(儒家)에서 말하는 ‘도가 전해진 계통’으로 삼대 성왕인 요·순·
우(堯·舜·禹)로 심법(心法)이 전수되었다는 공자의 주장에서 비롯되어 맹자에 의해 
체계화된 이론이다. 맹자는 요·순·탕왕(湯王)·문왕(文王)·공자로 유가의 도가 전수
되었음을 지적하고 그 도를 이을 사람은 바로 맹자 자신임을 주장했다. 이후 주자
는 이와 같은 사문(斯文)의 도통이 맹자 이후 주돈이(周敦頤)·이정자를 거쳐 주자 
자신에게로 이어졌다고 하였으며, 조선 후기에 들어서 노론(老論)은 송시열을 주
자 이후의 도통 계승자로 설정하였다. 박현모, 「正祖의 君師論 비판 –초계문신제
와 문체반정을 중심으로-」, 『韓國實學硏究』 2 (2000), p. 164.

75) 『雅誦』 卷首, 「雅誦義例」. “文化之暢 雖係於天 道統之傳 實由於人 止饿聖上 尊
朱夫子之書 以闡孔夫子之道 闡孔夫子之道 以接夫羲農堯舜相傳之統也”

76) 『四部手圈』 卷末, 「跋文」. “自漢唐以來 談禮之家 若聚訟者 然朱夫子經傳之 說
作 而奧旨存焉 然而旣不得統一而正之 故篇帙多有脫誤 旨意間或不章 肆我聖上 
承朱子未卒之志 闡周孔相傳之旨 … 庶幾三代之盛 可復於今日 大聖人宏規睿知 有
非經生學士所敢測度其萬一者也” 

77) 羅鐘冕, 「正祖의 文學思想에 대하여」, 『東洋文化硏究』 3 (2009), pp. 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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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앞서 도출한 『아송』의 간행 목적이 정조가 
학문적 지도자인 군사(君師)로 자임함으로써,79) 학계에 직접 개입했던 
정치적인 목적과도 부합한다는 점이다. 정조는 뛰어난 학문적 능력을 
앞세워 자신을 삼대 성왕 이후로 끊어졌던 이상적 군주상인 군사를 
완전히 실현한 국왕이라 평가하였다.80) 즉, 자신의 정치가 곧 삼대의 
정치이며 삼대의 성왕은 정치와 학문을 함께 주도해나갔으므로, 사대
부의 문풍을 바로잡는 것을 군사로서 본인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라
고 여겼다.81) 이를 위해 정조는 주자학을 자신의 학문적 이데올로기
의 최정점에 위치시키고,82) 이를 바탕으로 사대부들의 학문에 직접 
개입하는 문예정책을 펼쳤는데 이것이 바로 『아송』을 위시한 ‘주자서
선본(朱子書選本) 간행’과 ‘문체반정(文體反正)’이었다.  

본 장에서는 <주부자시의도>를 군사로 자임한 정조가 펼친 일련의 
문예정책 일부로 놓고, 작품의 주제인 주자 시, 더 나아가 주자학이 
사대부들 사이에서 어떤 방식으로 문맥화(contextualized)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즉, 주자의 시가 작품의 주제로 선택된 정치·사회·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주부자시의도>가 감상자에게 갖는 의미와 
정조가 작품을 통해 달성하려한 목적, 작품의 정치적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분석할 것이다. 

78) 강혜선, 앞의 책, p. 17.
79) 군사(君師)란 『상서(尙書)』에서 유래한 단어로 “천명을 받은 군주가 하늘을 대신

하여 백성을 기르고 가르치는 것”을 의미한다. 『尙書·周書』, 「泰書」 上. “天佑下
民 作之君 作之師 惟其克柤上帝 寵綏四方 有罪無罪 予曷敢有越厥志 [蔡沈注] 天
助下民 爲之君以長之 爲之師以敎之 君師者 惟其能左右上帝 以寵安天下” 김문식, 
앞의 책, p. 28에서 재인용.

80) 한상권, 앞의 논문, p. 141.
81) 『弘齋全書』 권 178, 「日得錄」 18, <訓語> 5. “莫先於正士習 喜事自用 游談無根

之徒 不但爲渠一身之放倒而已 好言人是非 妄論朝廷得失 其流之弊 有不可勝言 
予不欲聞士子有此行也”

82) 정조가 주자학을 기반으로 펼친 일련의 문예정책을 지식 위계의 범주에서 설명한 
연구로는 배우성, 『독서와 지식의 풍경: 조선 후기 지식인들의 읽기와 쓰기』(돌베
개, 2015), pp. 130-15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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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조의 『아송(雅誦)』 간행과 군주도통론

정조는 유도(儒道)를 숭상하고 중히 여기는 것(崇儒重道)을 자신의 
임무로 삼았다.83) 정조가 언급한 유도란 육경(六經)에 나타난 공자의 
가르침으로 이를 존숭하는 것의 첫걸음은 주자의 글을 배우면서부터 
시작된다고 주장했다.84) 정조는 주자를 통해 공자를 배워야 하는 이
유는 “공자의 도가 주자에 의해 크게 밝혀졌기 때문이며”,85) “정학을 
밝히는 데에는 주자를 존숭하는 것보다 앞설 것이 없다.”86)라 언급하
면서 사대부들이 주자학을 정학으로 받아들이고 선양시켜야 함을 주
장하였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사대부들이 주자를 존숭하고 주자학인 
정학을 밝히도록 하는 학문적 과정은 ‘존왕(尊王)’이라는 최종목표로 
귀결되는 것이었다.87) 즉, 사대부들이 주자를 존숭하는 것이 곧 왕을 
존숭하는 방편이 된다는 정조의 관점은 주자의 도통을 이은 군사로서
의 정당성을 사대부들에게 납득시키는 논리가 되었다.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조는 학계에 직접 개입하였으며, 주
자의 모든 저작을 집대성하는 ‘주자서대일통’을 이루고자 하였다. 정
조는 1774년 『주자대전(朱子大典)』의 내용을 간추린 『주자회선(朱子
會選)』을 편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생애의 말년까지 주자서선본
을 계속해서 간행하였는데, 이러한 일련의 주자서 편찬의 일환으로 
간행된 것이 바로 『아송』이다.88) 정조는 「아송서」에서 밝혔듯이, 주

83) 『正祖實錄』 正祖 6年(1782) 12月 28日(庚寅) 條. “崇儒重道四字 卽我朝家法 列
聖相承  化理休明 而罔不以此爲先務 旌招之禮 不絶於巖阿莪育之方 恒軫於學校 
是故名賢輩出 德業彬蔚 上以膺朝家之禮遇 下而爲國人之矜式”

84) 박현모, 앞의 책, p. 146.
85) 『弘齋全書』 권 4, 「春邸錄」 4, <雜著>. “孔子之道 大明於朱子 而朱子之書 大備

於大全 故欲觀孔子之道者 必先考質於朱子 而欲窮朱子之書者 必先肆力於大全”
86) 『弘齋全書』 권 165, 「日得錄」 5, <文學> 5. “學者欲得正 必以朱子爲準的, 明正

學 莫先於尊朱子”
87) 『弘齋全書』 권 182, 「羣書標記」 4, <朱子書節約二十卷>. “惟在乎明正學 明正學

之方 又在乎尊朱子 … 尊朱所以尊經也 尊經所以尊王也 王道尊於上 然後學術明於
下”

88) 정조가 간행했던 주자서선본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주자대전』을 



- 35 -

자서를 편찬하는 행위를 통해 주자 이후의 도통을 자신이 계승하였음
을 확고히 하였다.89)

원래의 주자학은 사대부들 사이에서 탐구되고 전승되어오던 학문이
었다. 왕통과 도통이 분리된 후 ‘군신공치(君臣共治)’로 이어진 이후로 
학문의 전통은 사대부들이 맡아 연구되어왔고, 각 학파의 자신들이 
주자의 도통을 이은 진정한 학자집단이라 인식하였다.90) 그러나 정조
는 군주의 신분으로 성리학의 적통(嫡統)을 이어받았다는 ‘군주도통
론’을 주장하며 군주의 초월적 지위를 상징하는 ‘만천명월주인옹’과 
같은 호를 사용하기까지 하였다. 송대에 성리학이 성립된 이래 동양 
삼국의 역대 임금 중 이러한 주장을 펼친 이는 오직 정조밖에 없었
다.91) 

정조가 주장한대로 사대부를 이끄는 학문적 지도자인 군사로 자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삼대 이후로 군주와 분리된 사(師)의 정당성을 사
대부들로부터 확보해야만 했다.92) 정조는 군사로서 정학인 주자학을 
강조하면서 어떻게 사대부들로부터 정당성을 확보했을까? 이를 확인
하기 위해서는 『아송』의 간행경위를 구체화하여 정조가 사대부들에게 
어떠한 참여를 유도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정조대의 문헌은 학문적 중추기관인 규장각에서 수많

요약한 『주자회선』·『자양자회영(紫陽子會英)』·『주문수권(朱文手圈)』이 있다. 그리
고 『주자대전』과 『주자어류(朱子語類)』의 핵심 구절을 뽑은 『주자선통(朱子選統)』
과 『주자서절약(朱子書節約)』을 간행했다. 이 밖에도 주자의 편지글을 편집한 『주
서백선(朱書百選)』, 주자의 시문을 편집한 『아송』 등이 그 구체적인 성과다. 주자
서선본에 간행 경위에 대해서는 김문식, 앞의 논문 (1999), pp. 113-165 참조.

89) 김문식, 앞의 책, pp. 232-233.
90) 이승환, 「道統: 유학의 참 정신을 잇는 계보」, 한국사상사연구회 편, 『조선유학의 

개념들』(예문서원, 2002), p. 481.
91) 신동준, 『조선의 왕과 신하, 부국강병을 논하다』(살림, 2007), p. 474.
92) 최고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지도자로서의 최상의 판단과 조직원들의 적극

적인 동참이라고 볼 때, 지식경영은 최고경영자 또는 최종 판단자의 경영방침과 
결정 내용을 조직구성원들이 ‘권위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지적 능력을 
뜻한다. 아무리 좋은 방침과 결정이라고 할지라도 구성원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지 
못하면 추진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박현모, 「正祖의 지식경영 연구: 18세기
의 지식커뮤니티와 정조와 규장각 운영방식」, 『숙명 리더십 연구』 3 (2006), p.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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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학자와 유생들이 참여하여 만든 공동 작품이었다. 특히 군주의 학
문적 이데올로기의 이념적 기초를 제공해주는 주자서선집 편찬 작업
은 자신의 최측근 세력인 규장각 각신과 초계문신이 담당했다. 규장
각 각신은 당대 최고 수준의 학자였고, 초계문신은 문치주의(文治主
義)를 표방하며 정조 자신이 직접 교육하고 양성한 유능한 인재들이
었다.93) 이들은 주자서 발간을 위해 정조의 지휘아래 자료 수집에서
부터 편집·교정·간행까지 모든 작업을 수행하였다.94) 『아송』 역시 정
조 치세 말년의 근신이었던 심상규와 이만수를 필두로 편찬되었고, 
정조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던 초계문신 홍석주가 교정을 맡았다.95) 
즉, 정조는 군사로서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법론인 주자서선집을 간
행하는 데, 자신의 정치적 최측근인 규장각 각신을 참여시키고 신하
들이 직접 그 행위를 주도하도록 만들었다.96)

정조가 주자학을 기반으로 하는 문예정책에 사대부들의 참여를 유
도하는 방법은 주자서선집을 배포하는 범위에서도 나타난다. 다음은 
『아송』의 배포처를 정리한 표이다.97)

93) 정옥자, 『정조의 문예사상과 규장각』(효형출판, 2001), p. 84; 同著, 「奎章閣 抄
啓文臣 研究」, 『奎章閣』 4 (1981), pp. 1-31 참조.

94) 김문식, 앞의 책, p. 162.
95) 1774년에 간행된 『주자회선』은 서명응이 편집한 책이고, 1798년에 『주자대전』의 

중요한 구절에 절점과 권점을 친 것을 편집한 『주문수권』은 김조순(金祖淳, 
1765-1832)이 감인을 맡았다. 김문식, 위의 책, pp. 193, 203.

96) 주자서선본 간행에 담긴 정조의 정치적 의도는 1800년에 제작된 『주부자시(朱夫
子詩)』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 책은 1799년에 간행된 『아송』과 같이 주
자 시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그 범위는 『주자대전』에 수록된 1,221수 전체를 
엮는 것으로 확장되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주부자시』에 수록된 주자 시를 
당시 조정 문신들에게 각자의 필체로 필사(筆寫)하게 한 것이다. 『아송』과 마찬가
지로, 정조 자신의 서문을 제일 앞에 두고, 조정의 대신과 규장각 각신, 초계문신 
등 총 124인이 필사한 주자 시를 배치하는 구성을 통해 왕인 정조를 선두로 당대
의 문신들이 그 뒤를 잇는 모습을 형상화하였으며, 이는 국왕과 신하가 함께 주자
학을 존숭하는 모습이 나타나도록 의도한 것이다. 김문식, 앞의 논문 (1999), pp. 
138-140.

97) 『日省錄』 正祖 23年(1799) 10月 3日(戊子) 條에 『아송』의 배포범위가 상세히 기
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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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배포자 (건) 건수

관서(官署)

宙合樓(1), 西庫(50), 內閣(5), 弘文館(8), 春坊(6)
華城行宮(3), 奎章外閣(1) 五處史庫外閣(5), 
尊經閣(1)
成均館月講所用(5), 東西上齋(2), 四學(1)

88

서원(書院)
道東, 灆溪, 筆巖, 道峯, 陶山, 玉山, 紹賢, 坡山, 
遯巖, 華陽, 興巖, 潘溪, 牛渚, 義巖, 德川, 
東洛書院 각 1건

16

감인·교정
(監印·校正)

監印閣臣: 李晩秀 沈象奎
校正輯註文臣: 李書九 洪義浩 李魯春 金羲淳
監印抄啓文臣: 金履載 曺錫中 洪奭周 金啓溫

10

기타

閣臣: 沈煥之 鄭民始 金憙 李秉模 金載瓚 徐鼎修 
徐龍輔 鄭大容 金勉柱 南公轍 尹行恁 徐榮輔 
金祖淳 李始源 金近淳 李存秀 徐有榘

抄啓文臣: 金履永 趙萬元 徐俊輔 李勉昇 柳台佐 
洪樂浚 金熙洛 具得魯 申絢 權晙 姜浚欽 洪命周 
黃基天 金處巖 李英發 李弘謙 嚴耆 洪秀晩 李時秀 
洪良浩 徐有臣 黃昇源 李秉鼎 李命植 徐有隣 
丁範祖 宋煥箕 李城輔 鄭東觀 韓用和 鄭日煥 
申大羽 宋時淵 兪漢雋 朴宗羽 柳尋春 宋稚圭

檢書官: 柳得恭 朴齊家 徐理修 李集箕 李藎模 
成海應 李功懋 朴宗善 李旭秀 李光葵 元有鎭 鄭枻 
金基普 

鑄字監官: 柳明杓 

68

계 182

<표 2> 『아송』의 배포 내역

위 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정조는 『아송』 편찬에 직접 참여했
던 문신들 외에도, 당대 학문적 측근 세력인 규장각 각신들과 초계문
신들에게까지 『아송』을 직접 배포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주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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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본의 배포 범위가 서울·경기지역에 한정되었던 반면, 『아송』은 지방
의 서원으로까지 확대되었다.98) 이는 정조가 주도한 ‘주자서대일통’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로, 정조는 주자의 글을 사대부들이 
널리 배우게 하여 존왕사상을 보급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강화하기 위
해 『아송』의 배포 범위를 확대했고 그것을 규장각 각신들이 주도하게 
만들었다.

지금까지 정조가 『아송』의 간행경위와 배포 과정에서 군사로서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배경을 살펴보았다. 즉, 정조는 『아송』의 
편찬에 규장각 각신을 비롯한 친위 세력을 적극 참여시켰으며, 이를 
배포하는 대상에도 필수적으로 포함시켰다. 이를 통해 사대부들의 지
지를 이끌어내고, 주자의 학문을 정통으로 계승한 군사로서의 정당성
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다시 말하면 <주부자시의도>의 주제 출처인 
『아송』은 정조가 사대부들과 함께 주자학을 널리 보급하여 존왕사상
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 하에 탄생한 결과물이었다.

  

2. 문체반정과 <주부자시의도>

정조가 집권 후반기에 이르러 학문적 지도자로서 지식인 사회에 정
치적 위상을 드러낸 것은 바로 문체반정 등의 일련의 ‘반정론(反正
論)’을 통해서였다.99) 문체반정은 정조가 주자학을 지배이데올로기로 
삼는 통치자의 입장에서 정학에 위배되는 문장과 시문을 쓰는 사대부
들을 교정하는 주체로 나섰다는 점에서, 앞서 살펴본 『아송』 간행의 
목적과 동일한 정치적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98) 의리학(義理學)과 경세학(經世學)에 관한 규장각 도서의 배포 범위는 규장각 각신
과 서울의 관료집단·성균관 유생 정도를 크게 넘어서지 않았다. 배우성, 앞의 책, 
pp. 284-293. 

99) 반정론을 내세워 ‘올바른 것’으로 사대부들을 이끌고자 한 정조의 목적은 문학(文
體反正)뿐만이 아니라 서예(書藝反正), 음악(樂風反正)에 이르기까지 문화 전반으
로 파급되었다. 유봉학, 『개혁과 갈등의 시대: 정조와 19세기』(신구문화사, 2009), 
p.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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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송의례」에서 밝힌 당대의 시풍(詩風)과 관련한 기록이다. 

상이, 시도(詩道)야말로 정치교화의 성패에 직결되는데, 근대의 시를 
보면 날이 갈수록 낮고 슬픈 음조를 띠고 있다고 여겼다. 그리하여 
옛날의 순박했던 시로 되돌릴 방법을 생각한 나머지 이미 주자의 시
를 뽑아 『아송』을 만들었다.100) (밑줄은 필자표시)

18세기 후반, 군주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주자학 연구가 정점에 이
르렀던 학계의 분위기와는 달리 현실에서는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는 
패관소품체의 문장과 서학(西學)이 성행하여 여기에 몰두하는 학자와 
문인들이 늘어났는데, 이는 주자학을 지배이데올로기로 삼는 정조의 
입장에서 위협적인 문풍이었다.101) 특히 정조는 명·청의 문예사조로부
터 강하게 영향을 받아 시에서는 의고주의가 풍미하고 문장에서는 패
관소품체가 성행하는 문풍을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였다.102) 
이처럼 당대의 쇠미해진 사습을 이상적인 문풍으로 회복시키고자 정
조는 ‘문체반정’103)이라는 더욱 실질적인 정책을 통해 바로잡고자 했
다.104) 

그동안 정치·문학·사학계에서 문체반정에 내포된 ‘당대의 대립된 정
치구도와 관련한 정조의 정치적 의도’를 두고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105) 그러나 필자는 정조가 단행한 문체반정의 정치적인 성격을 

100) 「아송의례」의 언급은 『正祖實錄』 23年(1799) 12月 28日(辛亥) 條에도 기록되어
있다. “上 以詩道係於治敎之汚隆 而近代之詩 日就噍殺 思所以返之古淳 旣選朱子
詩爲《雅誦》”

101) 박균섭, 「학문의 자유와 통제-이옥의 문체와 정조의 문체반정」, 『한국학연구』 
30 (2009), p. 163.

102) 강혜선, 앞의 책, p. 17.
103) ‘문체반정’이라는 용어는 정조 당대에는 없었던 말이다. 즉, 정치학이나 문학계

에서 정조대에 있었던 특정한 문체정책 또는 일련의 문체 관련 사건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문체반정’이라 명명했다. 이 논문 역시 문체반정의 의미를 선행 연구와 같
은 맥락에서 파악하여 문체반정의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문체반정의 용어에 대한 
문제 제기는 윤재민, 「文體反正의 再解釋」, 『古典文學硏究』 21 (2002), pp. 
69-94 참조.

104) 백민정, 「정조의 사대부 인식과 정치철학적 입장 연구」, 『韓國實學硏究』 20 
(2010), p. 400.

105) 문체반정의 정치적 성격을 주목한 연구들은 문체반정의 표면적인 명분 즉, 문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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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당 간의 갈등 조정 등의 목적과 연결 짓기보다는, 정조가 문체반정
으로 통해 주자학을 존숭하도록 교정함으로써 군사로서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또 납득하게 만들고자 했던 대상이 누구인가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주자 시를 포함한 주자의 글을 통해 존왕사상을 확
산시키고자 했던 정조의 정치적 목표 아래 <주부자시의도>를 문체반
정에 위치시킴으로써, 작품의 주제인 주자 시를 누가 적극적으로 수
용해야 했는지 밝히고자 한다.

문체반정은 당시 사대부들이 ‘문이재도(文以載道)’의 뜻에 맞추지 
않고 패관소설·소품문의 영향을 받아 공적인 문서에 이르기까지 패관
소품체를 구사한 일련의 집단에 대해 군주가 반성문을 쓰게 하고 문
책한 사건들을 말한다.106) 정조에게 문체는 정치와 긴밀한 관계를 맺
는 것이었다. 문체는 당대의 사회적 기풍이 구체화되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었으므로, 문체 문제를 중심으로 사대부들의 잘못된 문
풍을 쇄신하고자 했다.107)

정조가 재위 동안 문체와 관련하여 정치적 조치를 내린 것은 총 두 
차례였다. 첫 번째 문체 파동(波動)은 1787년(정조 11)에 노론의 김조
순(金祖淳, 1765-1832)과 이상황(李相璜, 1763-1841)이 예문관(藝文
館)에 숙직하면서 당송(唐宋)시대의 소설과 『평산냉연(平山冷然)』108)

를 바로잡아 부정학(附正學)한다는 목표 이면에 내포된 정조의 정치적 의도에 주
목하였다. 이에 따르면 당시에 정치적으로 크게 문제시되고 있었던 남인의 서학수
용 문제보다도 오히려 노론의 문체를 문제 삼았던 정조의 의도에 주목했다. 즉, 
정조의 의도가 서학수용에 연루된 남인 시파(時派)를 보호하고, 노론 일파를 견제
하는 탕평책의 일환으로 해석되었다. 문체반정의 정치적 성격에 관한 연구로는 金
興圭, 『朝鮮 後期의 詩經論과 詩意識』(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82); 金血祚, 
「燕巖體의 成立과 正祖의 文體反正」, 『韓國漢文學硏究』 5 (1982), pp. 45-95; 
정옥자, 『朝鮮後期文化運動史』(일조각, 1988); 金明祚, 『熱河日記 硏究』(창작과 
비평사, 1990); 張孝鉉, 「18세기 文體反正에서의 小說 論議」, 『한국한문학연구』 
15 (1992), pp. 351-372; 유봉학, 『조선후기 학계와 지식인』(신구문화사, 1998); 
박현모, 「正祖의 君師論 비판-초계문신제와 문체반정을 중심으로」, 『韓國實學硏
究』 2 (2000), pp. 143-172; 강명관, 「문체와 국가장치: 정조의 문체반정을 둘러
싼 사건들」, 『문학과 경계』 2 (2001), pp. 120-142 참조.

106) 박균섭, 「문체반정 독법-정조의 정치-교육론 미시분석」, 『국학연구』 16 (2010), 
p. 611.

107) 박혜진, 「正祖代 문체반정의 지향과 의의-「日得錄」에 나타난 정조의 문장관을 
중심으로」, 『겨레어문학』 37 (2006), p.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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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책을 읽다가 왕에게 발각돼 파직되고 책이 불태워진 사건을 말
한다.109) 

두 번째 파동은 1792년(정조 16)에 성균관 유생 이옥(李鈺, 
1760-1815)이 성균관 시험의 응제문(應製文)에 패관소품체를 썼다가 
처벌을 받고, 당시 초계문신이었던 남공철(南公轍, 1760-1840)이 대
책문(對策文)에서 ‘고동(古董)’이라는 패관문자를 쓰면서 정조의 심한 
질책을 받고 자송문(自訟文)을 써 올린 사건이다. 그런데 이때 정조는 
남공철에게 반성문을 바치라고 명하면서, 첫 번째 문체파동의 견책대
상이었던 이상황과 김조순 그리고 심상규110)를 재차 거론하여 ‘육경
고문체(六經古文體)’의 반성문을 다시 올리게 한 후에야 이전의 직책
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111) 그리고 이 모든 경과를 조보(朝
報)112)에 싣도록 하고, 다른 사대부들에게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
게 했다.113) 

앞서 언급한 일련의 문체반정의 중심 견책 대상들은 정조가 초계문

108) 『평산냉연』은 청초(淸初)에 적안산인(荻岸散人)이 지은 재자(才子)와 가인(佳人)
의 혼인 과정을 소재로 한 대표적인 ‘연정소설(戀情小說)’이다. 루쉰 저, 조관희 
역, 『中國小說司』(소명, 2004) 참조. 

109) 『正祖實錄』 正祖 16年(1792) 10月 24日(己丑) 條. “先是丁未年間 相璜與金祖
淳伴直翰苑 取唐 宋百家小說及《平山冷燕》等書以遣閑 上偶使入侍注書 視相璜所
事 相璜方閱是書 命取入焚之 戒兩人專力經傳 勿看雜書” 

110) 심상규는 1792년 11월 규장각 대교로서 지어 올린 함답(緘答)이 구두(句讀)가 
제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1792년 2차 문체파동 때 “심상규도 요행히 제
재를 피하게 할 수 없으니 역시 공함을 띄워 반성문을 받아내도록 하라”고 명함으
로써 남공철, 김조순, 이상황과 같이 자송문을 쓰고 이 내용이 조보에 실리게 되
었다. 『正祖實錄』 正祖 16年(1792) 11月 3日(戊戌) 條. “與公轍所作  一體揭板 
沈象奎不可倖漏 亦爲發緘取招 內閣以前待敎沈象奎緘答啓 上曰 以句讀不接 命諺
翻註解以進 蓋欲困之也 象奎逐字自註以進 上亟稱其才於筵臣”(밑줄은 필자표시)

111) 『正祖實錄』 正祖 16年(1792) 10月 24日(己丑) 條. “日前見抄啓文臣南公轍對策 
引用稗官文字 上齋生李鈺表作 純倣小品體裁 鈺則一寒微儒生 雖不足深責 猶且另
飭泮長 幷與陞庠詩賦嚴禁 如許不經之體 則名以閣臣 又名以文淸之子 悖家訓負君
命 爲此犯禁之事 寧不痛駭乎? …  相璜等自是 不敢復看稗官小說 至是 因南公轍
對策 用小品語 遂命發緘以聞 蓋以諸人年少有才 欲其懋實學 而視其志趣也”

112) 조보(朝報)란 국가가 결정한 사항 혹은 처리한 안건을 매일 발표하는 일종의 관
보(官報)이다.

113) 『正祖實錄』 正祖 16年(1792) 10月 25日(庚寅) 條. “惟今處分 意豈徒然? 文風
關世道 欲以南公轍一人 爲多士他山之石也 職親地比之閣臣 猶且禁之責之 不少假
貸 知所恥愧 況年少學生之拔跡於升庠課製之間 而來頭皆爲卿士大夫之人者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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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도부터 직접 양성해온 ‘노론신진엘리트’114)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렇듯 정학을 부흥시키기 위해 단행한 문화정책의 대상이 자신의 최
측근세력이었던 김조순 등에게 집중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통해 문체
반정 자체가 매우 정치적인 행위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패관소품문
의 사용으로 견책을 받은 노론신진엘리트 외의 다른 집단들과의 비교
를 통해 더욱 명확해진다. 

정조가 당대 문풍을 타락시킨 주범으로 지목한 인물들은 ‘노론신진
엘리트’ 뿐만이 아니었다. 『열하일기(熱河日記)』로 패관소품문의 요체
를 담았던 박지원(朴趾源, 1737-1805)을 필두로 백탑시파(白塔時派)
의 일원이었던 박제가(朴齊家, 1750-1805), 이덕무(李德懋, 
1741-1793)도 문체 문제로 정조에게 견책을 받았고, 남인의 이가환
(李家煥, 1742-1801) 역시 패관소품문으로 문제가 되었다.115) 그러나 
정조는 노론신진벌열들에게 가했던 것처럼 이들에게 반성문을 요구하
거나, 책문사항을 조보에 싣는 등의 적극적인 견책을 하지 않았다.

예컨대 이가환의 패관소품체를 두고 소론의 이동직(李東稷, 
1749-?)이 상소를 올리자, 정조는 “이가환이 본디 좋은 집안의 사람
이었지만, 백 년 동안 벼슬길에서 밀려나 수레바퀴나 깎고 염주 알이
나 꿰면서 떠돌아다니며 시골에 묻혀 지내다 보니, 나오는 소리는 비
분 강대한 내용이요, 쓰는 문장은 괴벽하게 되었다.”면서 이가환의 문
체를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116) 즉, 정조의 입장에서는 현재 노론명
문벌열들의 잘못된 관각문(館閣文)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으
며, 이가환 같이 개인적 차원에서 울분을 토한 문체가 주된 견책대상

114) 문체반정의 중심 견책 대상이었던 남공철, 이상황, 심상규, 김조순은 당대 최고
의 벌열 가문 출신이었다. 남공철은 정조의 스승이었던 남유용(南有容, 
1698-1773)의 아들이었으며, 김조순은 양관 대제학(大提學)을 지내고 훗날 국구
(國舅)가 된 인물이었다.

115) 강명관, 「문체와 국가장치: 정조의 문체반정을 둘러싼 사건들」, 『문학과 경계』 
1 (2001), pp. 122-126 참조.

116) 『正祖實錄』 正祖 16年(1792) 11月 6日(辛丑) 條. “彼家煥未嘗非好家數 而落拓
百年 斲輪而貫珠 自分爲羈旅草莽 發之爲聲者 悲咜忼慨之辭也 求而會意者 齊諧
索隱之徒也 跡愈而言愈詖 言愈詖而文愈詭 絺繡五采 讓與當陽 《離騷》, 《九歌》 假
以自鳴 豈家煥之樂爲? 伊朝廷之使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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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님을 밝힌 것이다.117) 정조가 주자학을 존숭하지 않고 패관소품
을 탐독하는 사대부들의 문풍을 바로잡고자 단행했던 문체반정의 본
질적인 목적은 앞서 살펴본 이동직이 올린 상소에 답하여 밝힌 바 있
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118)

나는 요즘에 치세(治世)의 희음(希音)을 듣고자 하여 한두 명의 먼저 
연소한 문신들을 뽑아서 그들을 이끌어주고 깨우쳐 주었다. 남공철은 
대대로 사륜(絲綸)을 관장하였고, 김조순은 가학(家學)으로 시례(詩
禮)를 전수받았으며, 이상황과 심상규는 서연(書筵)에 참여한 옛 신
료의 자손이니 익숙한 것은 관각(館閣)의 작품이요, 평소 읊조리는 
것은 사명(詞命)의 문체였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송(宋)을 버리고 
월(越)로 나가고 중화를 써서 오랑캐로 변하여, 지름길로 군색하게 
나아가고 조수(鳥獸)를 탐하여 사람을 그르치게 한다면 그것은 작문
에 해가 되고 그 선조를 욕보이게 되니 어찌 다만 뜻밖의 작은 허물
이 될 뿐이겠는가? 그러나 그들은 최노(崔盧) 같은 혁혁한 문벌로서 
순식간에 국자감(國子監) 대사성(大司成), 홍문관과 예문관의 제학(提
學)의 자리를 마땅히 차지하게 될 것이다.119) (밑줄은 필자표시)

위의 기록에 따르면, 정조는 남공철, 김조순, 이상황, 심상규 등 노
론 명문가 출신의 자제들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인재들로 성장할 

117) 이와 같은 맥락에서 2차 문체파동 때 패관소품체 문제로 남공철과 함께 견책을 
받았던 이옥에 대한 정조의 언급도 주목된다. 정조는 “이옥이야 한미한 일개 유생
이므로 그렇게 심하게 꾸짖을 것까지야 없겠지만 … 명색이 각신이고 또 문청공의 
아들이라는 자(남공철)가 가훈을 어기고 임금의 명령도 저버리고 그렇게 금령을 
범하는 일을 하다니 어찌 몹시 놀랍지 않겠는가”라 언급하며 남공철과 이옥의 견
책 강도를 분명하게 구분 짓고 있었다. 원문은 본고의 주석 112번 참조.

118) 이 기록은 원래 정조가 이동직의 상소문에 이어서 답한 것인데. 『실록』 기사에
는 누락되어 있다. 정옥자는 이 내용이 『실록』에서 삭제된 이유가 기사에 언급된 
인물들이 당시 중임의 자리에 있었으므로, 그들의 이름이 직접 언급된 기사는 되
도록 삭제하고자 한 의도라고 파악했다. 정옥자, 앞의 책 (2001), p. 75. 

119) 『正始文程』 권 1, 正祖 16年(1792) 11月 6日(辛丑) 條. “予於近日 欲聞治世希
音 首舉一二年少文臣 而撕警之者 南公轍之世掌絲綸 金祖淳之家傳詩禮 李相璜沈
象奎之胄筵舊僚之子 濡染者軒冕之作 誦習者詞命之體也 俯就跂及 固各隨其才分 
萬有一 捨宋而適越 用夏而變夷 捷徑窘步 貪鳥錯人 則其爲賊于敷文 忝厥先武 豈
特旡妄之小過 渠曹以崔盧赫閥 瞬焉之頃 當臥占國子大司成 弘藝文館提學矣" 원문 
및 해석은 정옥자, 앞의 책 (2001), p. 7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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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임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패관소품에 빠져 존왕
의 뜻을 밝힐 주자학에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정조가 문체반정을 
통해 노론신진엘리트들이 후일 주요 관직에서 막중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견책하는 것이라 밝혔다. 따라서 정조가 노론신진엘리트들을 
문체반정을 통해 책문을 가한 이유는 정조 치세 말년에 주자학을 기
반으로 하는 문화정책에 그들을 적극 동조시켜서 주자학을 존숭하도
록 만들었던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다.120)

앞서 살펴본 정조가 군사로 자임함으로써 단행한 일련의 문화정책
인 『아송』의 간행과 문체반정을 통해 <주부자시의도>의 주제인 주자 
시가 가지는 정치적인 함의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즉, 정조가 주자
학을 정치·학문적 이데올로기로 삼아 펼친 ‘문예 레토릭(rhetorics)’의 
본질적인 대상은 모두 규장각 각신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정
조가 반정형태로까지 책문을 가하며 직접적으로 존왕의 뜻을 밝히고, 
군주가 추구했던 합의점에 끌어들이려 했던 집단은 바로 김조순, 남
공철, 심상규 등의 자신이 재위초반부터 규장각에서 양성해왔던 ‘노론
신진엘리트’에 집중되어 있었다. 정조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노론신진
엘리트’들을 아끼고 차후의 정치주도세력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즉, 
그들이 정조 말년의 정치구상에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식했던 
것이다. 정조의 통치이념에 주자학을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이루고자 
했던 정치적 목표는 패관소품에 빠져있던 ‘노론신진엘리트’를 배척하
고 탄압하는 것이 아닌, 이 계층을 주자학으로 회귀하도록 설득시키
는 것이었다.

따라서 <주부자시의도>의 주제인 주자 시는 군사로 자임한 정조가 
사대부들 사이에서 주자의 도통을 이은 학문적 지도자로서 정당성을 
얻고, 주자학이라는 학문적 커넥션(connection)을 확보하면서 문맥화

120) 이들은 실제로 문체반정을 통해 견책을 받은 후, 정조의 문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강혜선, 「정조의 문체반정과 京華文化」, 
『韓國實學硏究』 23 (2012), p.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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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던 주제였기 때문에, 자신의 최측근 세력들에게 정조의 통치철학
을 표상하기 위한 가장 설득력 있는 주제였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정조 치세 말년에 주자학을 기반으로 하는 문예정책에 직접 참여하고 
영향을 받았던 규장각 각신들은 누구보다 작품의 주제인 주자 시에 
내포된 정치적 의미를 공유했을 가능성이 큰 인물들이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정조는 <주부자시의도>를 제작함으로써 『대학』으로 설
명되는 치세 말년의 통치철학과, 주자 시가 내포하는 정치성의 결합
이 필연적이었음을 정치적 측근들에게 서술하고자 했다.121) 그렇다면 
정조는 1800년 새해에 자신이 정치의 유일한 주체임을 드러내는 <주
부자시의도>를 주문하면서 그 목적을 규장각 각신들에게 강조하고자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주부자시의도>가 진상되었던 1800년 정초에 정조가 직면했던 정
치적 상황은 정조에게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았다. 1795년 화성건설이 
완료된 직후 신하들로부터 화성에 과도한 재정을 비축한 것이 정조 
개인의 사적(私的)인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었다. 
그리고 갑자년 구상122)을 위해 1798년 ‘만천명월주인’을 자처하면서 
왕권을 강화하려던 정조의 의도는 측근 신료들로부터 제동이 걸리기 
시작하였다.123) 게다가 치세 말년으로 갈수록 정조의 우군(友軍)을 자
처했던 사대부들이 한 사람씩 앞 다투어 서거하고 있었다. 특히 1799

121) <주부자시의도>가 규장각 신하들을 향한 시각언어였음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
가 있어 흥미롭다. Ⅱ장에서 언급했던 정조대 문신 양주익이 정조로부터 세화를 
하사받은 후 남긴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는 “원래 세화를 나눠주심은 규장각 
신하에게만 하는 것이고, 외조(外祖)의 신하는 비록 대신이라도 안주는 법인데, 신
이 말반(末班)의 미천한 몸으로써 외람되이 받았다.(盖歲畵頒賜 只在奎章閣臣而己 
外朝 則雖大僚不預焉)”라 언급했다. 즉, 새해를 맞아 주문된 <주부자시의도>는 규
장각 신하들에게 보였을 가능성이 높은 그림이며, 규장각 내에 배설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원문 및 해석은 본고의 주석 25번 참조.

122) 갑자년구상은 1804년 갑자년(甲子年)을 목표로 화성신도시 건설을 완수하고, 갑
자년에 15세 성년이 되는 순조에게 왕위를 물려 준 뒤, 혜경궁 홍씨를 모시고 화
성에 내려가 화성신도시에서의 개혁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정조의 구상을 말한
다. 유봉학, 『꿈의 문화유산, 화성』(신구문화사, 1996) 참조.

123) 유봉학, 앞의 책 (2009), p.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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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정월부터 청론(淸論)의 핵심인물로서 동궁 시절부터 정조를 보좌했
던 김종수(金鍾秀, 1728-1799)와 규장각 각신으로 정조의 문예정치를 
뒷받침했던 서호수(徐浩修, 1736-1799), 남인의 영수(領袖)로서 정조
의 ‘의리 탕평론’을 받들던 채제공(蔡濟恭, 1720-1799)이 서거하였다. 

이처럼 재위 초반부터 정조의 탕평정치를 받들던 노성한 시파(時
派)세력들이 차례로 서거하자, 정조에게는 1798년에 공표한 새로운 
왕권론을 지지해줄 보위세력 확보가 시급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즉위 후 규장각과 초계문신 제도를 통해 키워 온 ‘노론신진엘리트’들
이 1800년에 대신(大臣)급으로까지 성장한 상황에서 정조는 그들을 
자신의 문예정책 최전방에 위치시켰다.124) 실제로 정조대 후반에 가
면 자신들이 직접 초계문신으로 선발했던 ‘노론신진엘리트’들을 규장
각 각신의 요직(提學-直提學-直閣-待敎)에 배치함으로써 주자의 도통
과 왕통을 이은 군주가 펼치는 문예정책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
다.

제학(提學) 직제학(直提學) 직각(直閣) 대교(待敎)
정민시·오재순

(1790)
심환지(1794)
윤시동(1795)
정민시(1796)
김조순(1800)
김재찬(1800)

김재찬(1789)
서정수(1793)
서용보(1794)
정대용(1794)
이만수(1795)

서용보(1790)
남공철(1792)
김조순(1793)
이시원(1795)
심상규(1798)
김근순(1799)

김조순(1787)
심상규(1789)
서유구(1791)

<표 3> 정조 치세말년의 규장각 각신 임명 명단125)

정조는 주자의 글을 경전 이상으로 중시함으로써 주자학에 대한 자

124) 초계문신은 1781년(정조 5) 16명을 선발한 것을 시작으로 정조 치세 말년인 
1800년(정조 24)까지 총 열 차례에 걸쳐 모두 138명이 선발되었다. 정조 말년에 
이르면 국왕으로부터 직접 훈도를 받고 성장한 이들이 공경대부(公卿大夫)의 대부
분을 차지했다. 金成潤, 『朝鮮後期 蕩平政治 硏究』(지식산업사, 1997), pp. 
194-200 참조.

125) 규장각 각신 임명명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영우, 『문화정치의 산실, 규장
각』(지식산업사, 2008), pp. 41-6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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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학문적 권위를 강조하고, 그 위상을 사대부들에게 확립시키고자 
했다.126) 이러한 맥락에서 정조 치세 말년의 군주론인 ‘만천명월주인
옹’이 목표로 하는 것은 주자학을 지배이데올로기로 삼는 군주의 통
치이념에 협력하는 신하들의 규합이었다.127) 따라서 새로운 왕권론을 
지지할 새로운 세력 확보가 필요했던 1800년 정월에 주문된 <주부자
시의도>는 정조 치세 말년에 단행했던 문화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주자 
시에 담긴 정조의 정치적 메시지를 자신의 최측근 신료들에게 재차 
상기시키고, 자신의 통치이념을 표상하는 이미지로 기능하였을 것이
다. 

126) 박성순, 「正祖의 士大夫 認識과 그 特徵」, 『東洋古典硏究』 32 (2008), p. 113; 
백민정, 앞의 논문 (2010b), p. 408

127) 한상권, 앞의 논문, p.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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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주부자시의도>의 시각적 내러티브

정조는 1800년 정월에 자신이 유일한 정치주체임을 표명한 통치철
학을 시각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주부자시의도>를 주문했다. 화면 구
성에 있어서 <주부자시의도>는 여덟 폭에 달하는 대형 화면에 한 가
지의 주제 혹은 주자 시를 집중하여 표현된 것이 아닌, 여덟 수의 주
자 시를 한 장면씩 설명조로 풀어냄으로써 제1폭부터 제8폭까지 순서
대로 관람자의 시선을 유도하고 있다. 작품에 배치된 주자 시 여덟 
수는 각기 다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주제의 측면에서 개별성을 
띠고 있지만, 여덟 폭의 시의도가 한 병풍에 배치되고 이것이 『대학』
의 팔조목으로 해석되면서 <주부자시의도>는 하나의 ‘내러티브’를 서
술하는 완성된 시각이미지로 표상되었다. 다시 말하면, <주부자시의
도>는 특정 감상자로 하여금 군주의 정치적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
달할 수 있는 시각언어로 제작되었으며, 각각의 이미지가 아닌 하나
의 작품으로서 동일한 ‘정치적 내러티브’를 서술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각의 메시지가 이미지화되어 나열된 순서에도 정치적 의도가 내포
되어 있다고 추정되므로, 필자는 작품에서 주자 시 여덟 수가 배치된 
순서 또한 주목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가 작품이 배치된 순서와 관련하여 시각적 특징으로 주목한 
것은 한 병풍 내의 시점이 산수를 완상(玩賞)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
여, 다양한 인간의 삶으로 전환되는 점이다. 즉, 제2·3·4폭은 산수가 
화면 대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각 폭의 중심인물이 산수를 소요하고 
있다(도 11). 다음 제6·7·8폭은 자연에서 인간의 삶으로 시점을 옮겨 
산수 배경 속에 다양한 인물군의 풍속을 표현했다(도 12). 특히 이러
한 화면 구성은 김홍도가 그의 말년에 제작한 《중국고사도병풍(中國
故事圖八幅屛風)》(도 13)과 《행려풍속도병풍(行旅風俗圖屛風)》(도 14)
에서 다양한 계층들의 풍속을 산수배경에 자연스럽게 포치(布置)시켰
던 구도와 매우 유사하다.

그렇다면 이처럼 작품에 묘사되는 중심 대상을 자연에서 풍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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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시킴으로써 얻고자 했던 ‘시각적 효과’는 무엇일까? 이에 본 연구
는 <주부자시의도>의 자연에서 풍속으로 확장되는 장면의 전환이 『대
학』의 ‘삼강령’에서 배태된 것임을 주목한다. 먼저 제1폭부터 제5폭까
지는 格物·致知·誠意·正心·修身으로 해석되는 장면들로 이는 『대학』의 
삼강령 중 ‘明明德’을 이루기 위한 조목들이다. 다음 제6폭부터 제8폭
까지는 齊家·治國·平天下로 해석되는 그림들로 ‘新民’을 이루기 위한 
조목들이다. 明明德은 큰 배움의 길을 가는 통치자가 자신의 덕성을 
닦고 배양하는 수기(修己)를 뜻하고, 新民은 군주가 수기를 바탕으로 
하여 백성의 마음을 새롭게 하도록 가르치고 다스리는 치인(治人)을 
의미한다. 유교 국가에서 추구하는 통치철학의 중핵(中核)은 ‘修己治
人’으로 요약되며, 이는 곧 明明德과 新民으로 대응될 수 있다.128) 

본 장에서는 <주부자시의도>에 나타난 시각적 특징이 정조 치세 
말년의 통치철학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의도된 것으로 해석하
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修身하기 위해 통치자가 도덕적 수양을 
도모하는 ‘明明德’의 관점과 명덕(明德)을 밝힌 후 군주가 백성들에게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과정인 ‘新民’의 관점에서 작품을 살펴보는 
새로운 접근을 시도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작품을 구성하는 세 개의 
텍스트 주자 시와 『대학』의 팔조목 그리고 정조의 화운시를 총체적으
로 분석하고,129) <주부자시의도>에서 완성된 ‘정치적 내러티브’가 결
과적으로 정조가 치세 말년에 ‘만천명월주인옹’으로 상징화한 통치철
학에 어떻게 부합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130)

128) 임헌규, 「유교적 대학의 이념과 방법」, 『東洋古典硏究』 31 (2008), pp. 45, 
54-55 참조.

129) 본 장은 『弘齋全書』 권 7, 「謹和朱夫子詩 八首」에 기록된 주자의 원시(原詩)-
웅화의 주(註)-정조의 화운시(和韻詩) 전문(全文)을 순서대로 수록하였다. 원문 및 
해석은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를 참조하되, 일부 해석은 필자가 
자연스럽게 수정하였다. 

130) 본 장에서는 <주부자시의도>의 회화적 의미를 밝히기 위해 작품을 크게 두 부
분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이에 제1폭부터 제5폭까지 표구된 병풍을 ‘명명덕(明明
德)’ 그리고 제6폭부터 제8폭까지 배치되어있는 병풍을 ‘신민(新民)’이라 명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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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명덕(明明德): 군주의 자기수양

현재 전승되는 제2·3·4폭의 작품들은 致知·誠意·正心에 해당하며, 
소실된 제1폭과 제5폭은 格物과 修身에 대응된다. 위의 다섯 가지 덕
목은 『대학』의 삼강령 중 明明德을 실현하기 위한 조목들로, 군주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밝은 덕(明德)’을 도덕적 수양을 통해 천하에 
드러내는 것을 목표로 하며, 위정자가 백성을 교화시키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明明德을 기초로 삼아야 했다.131) 즉, 제1폭부터 제
5폭까지는 통치자가 修己를 통해 통치할 가능성을 얻는 즉, ‘지인(知
人)’의 과정을 구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132) 

본 절에서는 제1폭과 제5폭이 소실되었기 때문에, 明明德 전체 장
면에 담긴 정조가 의도한 통치 철학의 시각적 내러티브를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작품의 화가인 김홍도는 각 폭에 해당하는 
주자 시를 시각화함에 시의 내용을 충실하게 옮겨내었으므로, 필자는 
각 폭의 주자 시와 『대학』의 팔조목, 그리고 정조의 화운시를 기반으
로 하여 적극적인 해석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明明德에 해당하는 제1
폭부터 제5폭까지의 작품 구성을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

작품명 주자 시 『대학』의 팔조목
제1폭 <사빈신춘도> 「춘일(春日)」 格物

제2폭 <춘수부함도>
「관서유감(觀書有感)」 中 
두 번째 수

致知

제3폭 <만고청산도> 「기호적계(寄胡籍溪)」 誠意

제4폭 <월만수만도>
「무이도가(武夷櫂歌)」 中 
네 번째 수

正心

제5폭 <백운황엽도> 「입서암도문(入瑞巖道間)」 修身

<표 4> ‘명명덕(明明德)’ 병풍: 제1폭 – 제5폭

131) 이형성, 「漢文 經傳敎育에서 "明德"과 "昭明德", "明明德"의 의미에 대한 攷察」, 
『한국사상과 문화』 41 (2008), pp. 261-286.

132) 백민정, 앞의 논문 (2009), p.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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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폭 <사빈신춘도> (망실작): 格物
「춘일(春日)」

좋은 날 사수(泗水)가에서 꽃을 찾아 나서니       勝日尋芳泗水濱
끝없는 봄 풍경 일시에 새롭구나                 無邊風物一時新
한가로이 봄바람의 면모를 알아보니              等閒識得春風面
천만 가지 붉은 꽃이 모두가 봄이로다            萬紫千紅摠是春

웅화(熊禾)가 말하기를, “만물의 이치의 겉과 속, 정세함과 거칠음(表裏精
粗)이 드러나지 않음이 없다.”고 하였다. 熊禾曰 物理之表裏精粗無不到

거문고 들고 아름다운 시냇가에 들르니            瑤琴攜過玉溪濱
즐거운 뜻 새소리와 어울려 새롭구나              樂意相關鳥語新
곡식 낱알과 토란 덩어리 싹트는 묘리가 담겼어라  粟顆芋頭涵理妙
서른여섯 궁전133)이 온통 봄이 찾아 왔구나        渾然三十六宮春

제1폭 <사빈신춘도>는 주자의 시 「춘일(春日)」을 도해한 그림으로, 
시의 내용을 미루어 보아 주자가 봄날에 공자가 강학(講學)하던 사수
(泗水)가134)를 거닐면서 소요하는 모습을 그린 산수 인물화였음을 짐
작해볼 수 있다.135) 정조는 이 시를 格物로 해석하였는데, 이는 춘추
시대에 공문(孔門)으로 상징되는 사수에서 꽃을 찾는 주자의 행위가 
공자로부터 내려온 道를 구한다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다.136) 웅화의 
주에서도 만물의 이치의 겉과 속을 탐색하는 과정은 정세함과 거칠
음, 자연 그 자체의 모든 속성을 탐색하는 과정임을 밝히고 있다. 

133) 정조의 화운시에서 언급된 ‘삼십육궁(三十六宮)’은 중국 전한(前漢)시기 궁정에 
있었던 궁전의 수(數)로, 제왕의 궁전이 많음을 의미한다. 

134) 사수는 지금의 산동성(山東省) 사수현(泗水縣)에서 발원하는 하천 이름으로, 춘
추시대에 공자가 사수 가에서 강학하며 제자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후대에 사수를 
공문(孔門)을 발상지로 인식하였다. 주희 지음, 장세후 옮김, 『주자시 100선』(연암
서가, 2013), p. 50.

135) 오주석, 앞의 논문, p. 57.
136) 주희 지음, 장세후 옮김, 앞의 책, pp. 50-51.



- 52 -

정조는 주자가 사수가에서 만물의 이치를 탐색했던 것처럼, 화운시
에서 자신이 거문고를 들고 봄의 풍광을 즐기는 格物의 경지를 읊었
다. 특히 정조가 거문고를 들고 자연에 들어서는 시어(詩語)는 공자의 
제자인 ‘안회(顔回)의 거문고(琴)’와 《공부자성적도》의 주제 중 하나인 
<행단고슬(杏亶鼓瑟>에서 ‘증점(曾點)의 거문고(瑟)’을 연상케 한다. 
조선의 문인들은 시어(詩語)에 나타난 거문고를 공자의 두 제자인 안
회와 함께 증점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이해하였다.137) 이러한 맥락에
서 정조는 마지막 시구에서 “곡식 낱알과 토란 덩어리에 싹트는 묘리
가 담겼다(粟顆芋頭涵理妙)”라 언급하며, 공자의 문하(門下)에 있던 
유자(儒者)들과 같이 자신 역시 사수가에 거문고를 들고 明德을 밝히
기 위한 첫 단계인 格物을 자연에서 얻고자 했다.

(2) 제2폭 <춘수부함도>: 致知
「관서유감(觀書有感)」

지난밤 강가에 봄물이 불더니만                  昨夜江邊春水生
크나큰 군함이 터럭 하나와 같이 가볍게 뜨네     艨衝巨艦一毛輕
지금까지 잘못 미는 힘만 허비했어라             向來枉費推移力
오늘에야 강 가운데로 자유로이 흘러가네         此日中流自在行

웅화가 말하기를, “의리(義理)가 원숙해진 때에는 앎(知)이 절로 이르러서 
자연히 좋게 된다.”고 하였다. 熊禾曰 義理熟時知自致而自然好

뜰 앞의 대나무가 의심날 만큼 쑥 자라니           庭前竹樹太疑生
깃털과 장작 실은 수레 중 어느 것이 더 무거운고   一羽輿薪孰重輕
도(道)는 사람 멀리 않건만 사람이 멀리 하나니      道不遠人人自遠
고개 돌리면 곧 언덕이니 언덕으로 가야하리        回頭是岸岸頭行

제2폭 <춘수부함도>(도 15)는 주자의 대표적인 도학시(道學詩)인 

137) 이민선, 「영조의 군주의식과 <장주묘암도>: 궁중회화의 정치적 성격과 관련하
여」(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2), pp. 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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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서유감(觀書有感)」을 구성하는 두 수 중 후자에 해당하는 것이 도
해됐다. 이 시는 주자가 자신의 출생지인 복건성(福建省) 우계(尤溪)
의 정의재관사(鄭義齋館舍)에 머물면서 읊은 것으로, 시구에 따라 시
각화된 <춘수부함도>는 화면 대부분이 강과 바다로 이루어져 있는데, 
밤새 내린 비에 강물이 불어나 거함(巨艦)이 강보다 넓은 바다 가운데
로 자유자재로 왕래하고 있고, 그 사이에서 차양(遮陽)을 치고 여러 
뱃사람들을 이끌며 선유(船遊)하고 있는 주자가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다.138) 

致知로 해석된 이 작품은 만물을 접하면서 얻은 道는 단번에 깨우
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반복되고 쌓여서 강물처럼 불어
난 후에야 앎에 도달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139) 이러한 과정
은 화면 하단의 정박해있는 거함들에서 시작하여, 뱃사공들이 출항을 
준비하고 있는 그림의 중앙, 그리고 화면 상단에 바다로 나아가는 거
함의 표현을 통해서 致知의 의미가 강조된다. 흥미로운 것은 제2폭의 
중심 경물이 주자가 선유하고 있는 작은 배가 아니라, 여러 척의 거
함(巨艦)에 집중된 점이다. 이는 致知로 해석되는 주자 시의 내러티브
를 작품에서 극대화하기 위해 회화적으로 고안한 것으로, 군왕의 앎
을 ‘거대한 군함’이라는 시각적 경물로 비유(比喩)하는 효과가 있다. 

정조는 화운시에서 “뜰 앞의 대나무가 의심날 만큼 쑥 자라니(庭前
竹樹太疑生)”라 언급하였는데, 이 구절은 명나라의 유학자 왕수인(王
守仁, 1472-1528?)이 7일 동안 대나무에 대한 格物 공부를 깊이 했
지만, 대나무가 그대로였다는 일화를 빗댄 것으로,140) 정조 자신은 格
物 공부를 지속해서 도모한 결과, 대나무로 비유된 깨달음이 어느새 
의심날 만큼 자라났음을 시구에서 역설하였다.

138) 오주석, 앞의 논문, p. 59.
139) 주희 지음, 장세후 옮김, 앞의 책, pp. 52-53.
140) 임홍태, 「王守仁의 『大學』 觀 硏究」, 『東洋古典硏究』 35 (2009), p.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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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폭 <만고청산도>: 誠意
「기호적계(寄胡籍溪)」

둥근 들창 앞에 푸른 산 병풍처럼 둘리어         罋牖前頭翠作屛
저녁에 서로 마주하니 우주만물이 고요하네       晩來相對靜儀形
뜬 구름 만사를 맡겨 한가롭게 책을 펴니         浮雲一任閒舒卷
만고의 청산이야 다만 그저 푸르르네             萬古靑山只麽靑

웅화가 말하기를, “성의(誠意)란 (마음에) 주재(主宰)하는 것이 있어 (사물
의) 동정(動靜)을 관통한다.”고 하였다. 熊禾曰 誠意者有主宰而通動靜

옥 자물쇤가 금 빗장인가 한 첩의 병풍을 둘러놓고   玉鑰金關一疊屛
주인 늙은이 한가로이 앉아 무형(無形)을 바라보네   主翁閒坐視無形
봄이 오니 만물이 모두 생명의 빛을 띠었으니       春來物物皆生色
민둥산 된 우산(牛山)의 풀 나무 다시금 푸르르리    取次牛山草樹靑

제3폭 <만고청산도>(도 16)는 주자가 가장 오래도록 스승으로 섬긴 
호적계(胡籍溪, 1086-1162)에게 안부를 여쭙는 시이다.141) 웅화는 誠
意에 대하여 마음에 주재하는 것, 즉 심법(心法)을 주도적으로 행한다
면 사물의 이치를 관통할 것이라 밝혔다. 『대학』에서 언급하는 誠意·
正心 단계는 외부에서 道를 탐색하고 깨닫는 과정인 格物·致知와는 
구별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 誠意·正心은 앞서 格物·致知의 과정
에서 얻은 儒道를 바탕으로 스스로 내적(內的)인 수양을 도모하는 과
정이라 할 수 있다.

심법을 주재하는 군주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정조는 특별히 주자
의 시 「기호적계(寄胡籍溪)」를 선택했다. 주자의 시 구절에 “둥근 들
창 앞에 푸른 산 병풍처럼 둘리어, 저녁에 서로 마주하니 우주 만물

141) 호적계의 본명은 호헌(胡憲)이며 적계에서 살았기 때문에 ‘적계호장(籍溪胡丈)’
으로 불렸다. 주자의 아버지인 주송(朱松)이 죽으면서 아들을 부탁한 세 사람 중
의 하나이다. 주자는 호헌을 위하여 행장 및 제문 만사 등을 지어 바치고 주고받
은 편지가 다수 있다. 미우라 쿠니오 지음, 김영식·이승연 옮김, 『인간 주자』(창작
과 비평사, 1996), pp. 22-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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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요하네(罋牖前頭翠作屛 晩來相對靜儀形)”라 적혀있듯이, 화가는 
홀로 심법을 수행하는 주자의 서재 주위를 높이 솟아오른 청산(靑山)
으로 에워쌈으로써, 제3폭을 知人의 明德을 밝히는 고아(高雅)한 공간
으로 구현하였다. 이러한 분위기는 문인을 상징하는 소나무, 괴석, 학 
등의 상징물을 곳곳에 배치함으로써 더욱 강조되었다. 

정조 역시 “봄이 오니 만물이 모두 생명의 빛을 띠었으니, 민둥산 
된 우산(牛山)의 풀 나무 다시금 푸르르리(春來物物皆生色 取次牛山
草樹靑)”라 화운했는데,142) 이는 병풍처럼 둘려진 산과 자연 속에서 
뜻을 성실히 한다면(誠意), 만물에서 생명의 빛이 발하듯 자신의 明德 
또한 밝혀질 것임을 뜻한다. 

(4) 제4폭 <월만수만도>: 正心
「무이도가 넷째 굽이(武夷櫂歌 第四曲)」

넷째 굽이의 동서 양 편에 큰 암벽 솟았는데      曲東西兩石巖
암벽의 꽃엔 이슬 맺고 푸르름이 드리웠네        巖花垂露碧㲯毿
금계(金鷄)가 울음 그친 후에 인적은 고요한데     金雞叫罷無人見
빈 산에 달빛 가득하고 못에 물이 가득하구나     月滿空山水滿潭

웅화가 말하기를, “정심(正心)이란 혼매(昏昧)하고 산란(散亂)함이 
없게 된다.”고 하였다. 熊禾曰 正心只是無昏昧散亂

몇 굽이 맑은 계곡에 몇 굽이의 암벽이런고          幾曲淸溪幾曲巖
꽃이 화려하게 피고 버들은 축 늘어졌구나           花盈盈處柳毿毿
명랑한 새와 물고기 마음껏 노닌지 오래인데         朗然魚鳥披襟久
구름 드리운 달빛은 푸른 못에 바로 닿아 쏟아지네   直到雲光瀉碧潭

제4폭 <월만수만도>(도 17)는 주자가 1184년 무이산(武夷山)에 은

142) 우산(牛山)은 제(齊)나라 동남쪽에 있던 산 이름으로, 맹자(孟子)는 사람의 인의
(仁義)로운 마음이 불선(不善)한 짓을 해서 훼손되는 것을, 우산의 초목이 부근(斧
斤)과 우양(牛羊)으로 말미암아 훼손되는 것에 비유하였다. 『孟子』, 「告子」 上, 
<牛山之木嘗美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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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하면서 무이정사(武夷精舍)를 경영했을 때, 무이구곡의 아름다운 경
치를 읊은 「무이도가(武夷櫂歌)」 중 4곡(曲)에 해당하는 시를 도해한 
것이다.143) 실제 무이산의 4곡에는 대장봉(大藏峰)과 선조대(仙釣臺)
가 마주하고 있으며, 대장봉 암벽 아래에 금계동(金鷄洞)이라는 굴이 
위치하고 있다. 화가는 서정적인 시의(詩意)를 살리면서도, 4곡의 경
물을 충실하게 구현하였다.144) 

이 작품은 앞서 언급한 대로 ‘만천명월주인옹’의 상징물인 달이 화
면에 부각되어 있다. 필자는 정조가 자신의 메타포를 작품에 배치하
기 위해 “빈산에 달빛 가득하고 못에 물이 가득하구나(月滿空山水滿
潭)”의 구절이 있는 「무이도가」의 네 번째 수를 의도적으로 선택했을 
것으로 추측한다. 그 의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분석해 볼 수 있
다. 하나는 제4폭에 그려진 무이구곡의 경물과, 기존의 <무이구곡도
(武夷九曲圖)>에서 시각화된 4곡의 비교를 통해서이다. 지금까지 전해
오는 <무이구곡도>는 특정 구역의 실제 경물을 그대로 화면에 표현했
다기보다는, 1곡부터 9곡까지 주자가 읊었던 시구에 따라 그 여정을 
간접적으로 체험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었다. 요약하면 기존의 <무이
구곡도>는 주자가 지나쳐왔던 ‘경로(經路)’가 강조되는 회화였다.145) 

반면 <주부자시의도>의 제4폭은 무이구곡이 상징하는 주자의 유훈
(遺訓)보다는, 무이구곡 4곡에 해당하는 시구를 가장 충실히 표현되어 
있으며 통치철학의 메타포인 ‘명월(明月)’이 그 장소성보다 앞서 부각
되어있다. 이러한 의도는 화운시를 통해서 더욱 명확해진다. 정조는 
“구름 드리운 달빛은 푸른 못에 바로 닿아 쏟아지네(直到雲光瀉碧
潭)”라 읊으며 자신이 밝힌 明德이 臣民의 상징물인 푸른 못에 닿을 
것임을 재차 강조하였다. 김홍도는 이러한 정조의 시상(詩想)을 효과
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조형요소를 단순하게 구성하고 시선을 중앙으

143) 무이산은 복건성 서북부 강서성(江西省)에 접한 숭안현(崇安縣)에 있는 산으로, 
1183년에 주자가 무이산의 무이정사에서 은거하며 학문을 연구했기 때문에, 후학
들이 성리학의 요람지로 인식하였다. 

144) 오주석, 앞의 논문, p. 60.
145) 尹軫暎, 「朝鮮時代 九曲圖의 受容과 全開」, 『미술사학연구』 217·218 (1998), 

pp. 61-9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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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모음으로써 이 시의 주요 소재인 달과 만천(萬川)을 강조하였
다.146) 

한편 웅화는 正心의 경지를 ‘마음에 혼매하고 산란함이 없는 상태’
라 언급하였다. 이러한 경지를 강조하기 위해 화가는 <주부자시의도>
의 구성 중 유일하게 자연물만을 제 4폭에 배치함으로써, 심법의 마
지막 과정인 正心의 조목을 관람자들에게 가장 서정적으로 전달하였
다.

(5) 제5폭 <백운황엽도> (망실작): 修身
「서암산 들어가는 길에(入瑞巖道間)」

맑은 계곡 흘러서 푸른 산모퉁이 지나니            淸溪流過碧山頭
하늘과 물 맑고 신선하니 온통 가을 빛 띠고 있네   空水澄鮮一色秋
속세의 먼지를 떠나 삼십 리를 나와 보니           隔斷紅塵三十里
흰 구름 단풍 잎새만 아득히 멀리 흘러가네         白雲黃葉共悠悠

웅화가 말하기를, “(善惡의) 기미를 잘 살펴서 오벽(五辟)을 없애면 몸은 
절로 닦여지는 것이다.”고 하였다. 熊禾曰 審其幾而無五辟則身自修

패철왕금에 대해선 좋이 수긍하거니와             伯鐵王金好點頭
그 옛날 삼황오제는 모두 하나의 춘추였었네       三皇五帝一春秋
사물의 기미 잘 살펴서 이 길을 따라가자           審却幾微從此路
만산에 붉은 단풍에 흥취 길고 아득하네            萬山紅樹興悠悠

마지막 제5폭 <백운황엽도>는 주자가 숭안현(崇安縣)에 있는 서암
산(瑞巖山)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지은 시를 도해한 것이다.147) 주자의 

146) 기존의 <무이구곡도> 전통과의 차이점 이외에도, 정조는 『아송』의 서문에서 
「무이도가」의 효용성에 대해 “체용(體用)과 현미(顯微)의 묘리를 체험하고 싶으면 
「도가(櫂歌)」를 보면 된다.”라 언급했다. 그리고 『아송』에 수록된 「무이도가」 네 
번째 시에 대한 원주 역시 “높고 굳센 도를 얻는 것의 재빠름을 말한다(言駸駸有
得仰高鑽堅)”라 기술함으로써 시의 효용성을 염두에 두기보다 제4폭의 <월만수만
도>에 의도적으로 명월(明月)을 화면에 배치하기 위해 네 번째 수가 선택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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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의 내용을 미루어 제5폭의 화면을 추측해보면, 주자가 서암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완상하며 자연합일(自然合一)의 경지를 느끼는 산수 
인물화였을 가능성이 크다.148) 정조가 「서암산 들어가는 길에(入瑞巖
道間)」를 修身으로 해석한 이유는, 주자의 시에서 묘사된 ‘티끌없이 
맑고 가을빛이 무르익은 서암산’의 풍광을 군주가 格物·致知·誠意·正
心 단계를 모두 거친 明明德의 경지에 빗대기 위해서였다. 

정조는 주자 시에 호응하여 “사물의 기미 잘 살펴서 이 길을 따라
가자(審却幾微從此路)”라 화운했는데, 이는 중국 고대의 전설적인 제
왕이었던 삼황오제(三皇五帝) 역시 明德을 밝히기 위한 도덕적 수양
을 통해 일맥상통한 춘추를 세워나갔으며, 정조 역시 그들과 함께 제
왕의 뜻을 같이 하고자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149) 

지금까지 제1폭부터 제5폭에 해당하는 明明德을 구성하는 세 개의 
텍스트- 주자 시, 『대학』의 팔조목, 정조의 화운시 -와 김홍도가 구
현한 시각이미지를 비교·설명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필자는 明明德의 
화제인 주자 시 다섯 수 모두 주자가 직접 자연을 소요하며 읊은 ‘산
수 시(山水詩)’라는 공통점을 발견했다. 즉, 정조는 주자가 자연을 통
해 얻은 감흥을 읊은 시를 明明德의 장면에 자신의 의도대로 배치하
고, 더불어 팔조목의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明明德을 목표로 하는 도
학시(道學詩)로 재해석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관점은 주자의 산수관(山水觀)과도 부합하는 것
이었다. 주자학에서 자연은 도덕적 성격을 지닌 우주적 원리를 구현
하고 있는 존재이며, 자연에 대한 탐구 역시 그 우주적 원리를 인식

147) 현재 서암산의 위치는 『아송』의 주석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 『아송』의 주
석을 따르면 서암산의 위치는 ‘재숭안현(在崇安縣)’이라 기록되어 있다.

148) 오주석, 앞의 논문, p. 63.
149) 삼황오제(三皇五帝)는 중국 고대의 전설적 제왕을 말하며, 이들로부터 중국역사

가 시작되었다는 설화 속의 인물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삼황’은 복희씨(伏羲氏), 
신농씨(神農氏), 여와씨(女媧氏)를 말하며, 사마천(司馬遷)이 ‘오제’로 언급한 이들
은 황제헌원(黃帝軒轅), 전욱고양(顓頊高陽), 제곡고신(帝嚳高辛), 제순중화(帝舜重
華)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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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과정이었다.150) 주자는 “대자연과 함께하면, 심오한 경지를 얻을 
수 있다(與天地萬物上下同流, 各得其所之妙).”, “인(仁)이란 천지가 만
물을 낳는 마음이다. 사람이 그것을 얻어 자기의 마음으로 삼는 것이
다(仁者 天地萬物生之心, 而人之所得以爲心).”라 언급하며, 산수를 즐
기는 것이 성정(性情)을 함양하고 천인합일(天人合一)의 인(仁)에 도달
하는 길이라 인식했기 때문에, 그것을 시로 읊었다.151) 이 때문에 주
자학이 심화하던 16∼17세기부터는 주자가 살며 소요했던 산수를 시
로 읊거나 그림으로 그려 감상하는 문화가 성행하게 되었다.152) 요컨
대 유가적 소양을 기본으로 한 사대부들은 산수를 단순한 자연현상으
로 보지 않고, 정신수양의 공간이자 역사·문화가 집합된 장소로 인식
했다.153)

이러한 맥락에서 明明德의 산수 장면은 통치자가 明德을 밝히기 
위해 수양해야 하는 다섯 개의 조목으로 해석됨으로써 주자가 거닐던 
산수가 ‘입도차제(入道次第)’, 즉 자연 속에서 道學의 가르침을 성취
하고, 군주의 明德을 수양하는 공간으로 재현되었다. 이는 주자학을 
정학으로 위치시켰던 정조의 입장에서 주자가 직접 읊은 산수 시를 
통해 유도(儒道)에 접근하고, 明明德을 실현하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
는 구성 체계였다.154) 이러한 관점은 주자를 기리는 성리학자들 사이

150) 김용헌, 「格物; 사물의 이치를 따져 보는 공부」, 한국사상사연구회, 『조선유학의 
개념들』(예문서원, 2002), p. 364.

151) 김덕현, 「무이구곡과 조선시대 구곡경영」, 『안동학연구』 9 (2010), p. 92.
152) 주자의 시문집 『남악창수집(南嶽唱酬集)』을 소맷자락 속에 넣고 나지막한 산에 

오르는 것은, 성리학자들의 취미생활 중 하나였다. 왜냐하면, 산에 올라 주자 시를 
꺼내 읽으면, 주자가 자연에서 느꼈을 정취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기 때문
이다. 고연희, 『조선시대 산수화, 아름다운 필묵의 정신사』(돌베개, 2007), p. 
144.

153) 공자(孔子)는 산수에서 인지(仁知)의 미덕(美德)을 체득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
해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며,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 지혜로운 사람
은 활동적이며, 어진 사람은 고요하다. 지혜로운 사람은 즐거워하며, 어진 사람은 
오래 산다.”라 언급한 바 있다. 『論語』, 「雍也」. “知者樂水 仁者樂山 智者動 仁者
靜 智者樂 仁者壽” 李相均, 「조선시대 士大夫의 山水遊觀과 九曲遊覽」, 『嶺南學』 
27 (2015), p. 371에서 재인용.

154) 이는 앞서 Ⅲ장에서 언급한 정조가 유도(儒道)를 숭상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주
자의 글을 배우는 것을 강조했던 것과 맥락이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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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그가 경영한 무이정사와 무이구곡을 주제로 한 <무이구곡도>(도 
18, 19)를 바라보는 시각문화와도 비교될 수 있다.155) 즉, 주자의 삶
과 학문을 추종한 후학(後學)들은 그의 은거처이자 성리학의 발원지였
던 무이구곡을 화폭에 그림으로써, 주자를 향한 존모(尊慕)의 뜻을 밝
혔고, 그의 도학적 정신을 지향했다.156)

결과적으로 明明德에 해당하는 각각의 작품들은 주자가 다른 장소
- 泗水, 春水, 靑山, 武夷山, 瑞巖山 -에서 읊은 산수 시로서 개별성
을 띠고 있지만, 해당 장면들을 정조가 明明德을 이루기 위한 방법론
으로 해석하면서, 주자의 시선에 따라 군주가 자기 수양을 하는 공간
으로서의 위상과 ‘시각적 연결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시각적 연결성
은 산수의 소재 선택에서도 발견된다. 즉, 제1폭 사수(泗水) - 제2폭 
춘수(春水)-제3폭 청산(靑山)-제4폭 무이산(武夷山)-제5폭 서암산(瑞
巖山)으로 이어지는 장소의 연쇄로 明明德의 자연스러운 구도를 구축
하였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시각적 연결성은 군주의 明明德이 점점 
심화되는 경지를 강조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 제1폭부터 시작하
여 주자의 시점에서 서술된 明明德의 방법론은 인물과 산수가 어우러
진 배경에서 이루어지다, 그 경지가 무르익을수록 점차 자연물로만 
이루어진 제4폭의 무아(無我)의 세계에서 군주의 明德이 깊어짐을 강
조하는 시각적인 효과가 있다.  

이러한 시각적 내러티브는 제3폭 <만고청산도>와 제4폭 <월만수만
도>에서 극대화된다. 즉, 우주 만물의 고요함이 느껴지는 청산에서 무
이산의 ‘만천명월’로 이어지는 시각적 내러티브는 두 그림에 연운(煙
雲)으로 처리된 원산표현과 수목(樹木)의 유사성을 통해 더욱 강조된
다. 두 장면의 연계성은 정조가 『아송』의 서문에서 제3폭에 해당하는 
시 「기호적계」의 효용성을 언급한 대목에서 분명하게 이해될 수 있
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55) 조규희, 「조선 유학의 ‘道統’의식과 九曲圖」, 『역사와 경계』 61 (2006), p. 61.
156) <무이구곡도>에 대한 논의는 尹軫暎, 「朝鮮時代 九曲圖의 受容과 全開」, 『미술

사학연구』 217·218 (1998), pp. 61-91; 姜信愛, 「朝鮮時代 武夷九曲圖의 淵源과 
特徵」, 『미술사학연구』 254 (2007), pp. 5-4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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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적계」는 주자가 천고(千古)의 심법(心法)을 이미 본받고 난 후
에, 모든 시냇물에 비치는 밝은 달처럼 사람마다 제각기 그 덕(德)을 
밝히기를 기대함으로써, 그러한 무거운 책임을 자신이 맡고 있음을 
보인 것이다.157) (밑줄은 필자표시)

정조는 제3폭의 화제 「기호적계」의 시가 明明德하기 위해 꼭 읊어
야 하는 요체(要諦)로 파악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 「기호적계」를 
읊은 군자는 明德을 밝히기 위해 뜻을 정성스럽게 하고(誠意) 바르게 
함으로써(正心) 본인의 明德만을 밝히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을 기반으로 타인의 明德도 밝히는 책임 또한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정조가 사대부들의 학문적 지도자인 군사로 
자처했던 정치적 의도와도 부합된다. 

정조는 군주가 정치와 학문을 이끌고 나가는 이상적 군주상인 君師
가 되어, 요·순·우가 펼친 삼대 정치의 융성함을 회복하고자 했다.158) 
그런데 정조가 목표로 하는 삼대의 성왕은 모두 도덕적 수양을 통해 
明明德을 이루고, 그 빛이 백성들에게 확산되면서 임금의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던 인물들이었다.159) 그러므로 삼대 군주를 이상으로 하
는 통치자는 백성들이 타고난 明德을 잃지 않도록 군주 자신부터 수
기(修己)의 노력으로 明明德하는 데 게을리 해서는 안 되었다.160)

정조는 주자의 도통을 이은 君師로서 주자학을 학문위계의 최정점
에 위치시켰고, 사대부들보다 뛰어난 학문적 능력을 갖추었다고 자부
했다.161) 그러므로 사대부들의 스승으로서 정당성을 얻은 정조는 그

157) 『弘齋全書』 권 182, 「羣書標記」 4, <御定> 4. “寄胡籍溪者 千古心法 夫子旣儀
刑之 而又將萬川之明月 要與人各明其德 以示任道自重之義也”

158) 『弘齋全書』 권 176, 「日得錄」 16, <訓語> 3. “予御極二十年 治法政謨 未能復
堯舜三代之盛 閒燕靜思 未嘗不撫初心而興歎”

159) 최동락, 「『大學』의 明明德 연구」(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유교학과 석사학위논문, 
2009), p. 30.

160) 한상권, 앞의 논문, p. 147.
161) 일반적으로 세습군주의 학문적 역량은 사대부들에 못 미쳤기 때문에, 군주는 항

상 修身을 통한 끊임없는 자기 수양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정조는 일련의 주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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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明德을 밝히는 책임 또한 자신에게 있음을 시를 통해 천명한 것
이다. 이러한 제3폭에서 제4폭으로 연결되는 정조의 사상적 흐름은 
<주부자시의도>의 제4폭 <월만수만도>의 상징물 ‘만천명월’에서 극대
화된다. 즉, 군주 자신은 치열한 修己의 노력을 통해 모든 이욕에서 
벗어나 맑은 심성, 지선(至善)한 경지를 획득하고 明明德을 실현하였
으며, 초월적 자연물인 달에 자신을 투영함으로써 만천에 해당하는 
臣民의 明德 또한 자신이 밝힐 것임을 그림에서 다시금 강조했다. 이
것이 제3폭 「기호적계」에서 제4폭 ‘만천명월’의 메타포로 이어지는 
정조의 ‘정치적 내러티브’이다.162)

이러한 해석을 통해 明明德의 장면이 정조의 통치철학과 관련하여 
맺는 정치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정조는 주자가 직접 소요했던 산수
를 작품에 시각화함으로써 통치자가 明明德하기 위한 도덕적 수양공
간으로 환기했다. 즉, 정조 자신은 주자의 뜻이 담긴 산수를 통해서 
明明德을 실현한 군사이기 때문에, 사대부들의 明德을 밝힐 주체 역
시 ‘明月’ 정조임을 제1폭에서 제5폭까지의 장면을 통해 서술하고자 
했다.

2. 신민(新民): 백성을 새롭게 하는 주체

新民에 해당하는 작품은 제6폭 <생조거상도>, 제7폭 <총탕맥반도> 
그리고 제8폭 <가가유름도>로, 각각 『대학』의 팔조목 중 齊家·治國· 
平天下로 대응되며, 이는 즉 군주인 정조와 臣民 간의 관계를 구체적

을 기반으로 하는 문예정책과 사대부들과의 경연을 통해서 자신의 학문적 우월성
을 드러냈고, 오히려 신하들에게 修身을 요구하는 입장으로 역전시켰다. 金駿泰 , 
「正祖의 政治思想 硏究 - 『大學』觀을 중심으로」(성균관대학교 대학원 한국철학과 
석사학위논문, 2004), pp. 44-46.

162) 정조는 明明德의 핵심을 誠意·正心으로 파악했다. 왜냐하면, 明明德을 목표로 
하는 格物·致知는 외부 사물(萬物)에서 도를 깨닫는 과정이며, 誠意·正心은 앎을 
토대로 자신이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안효성, 「정조 탕평론의 
정치철학적 의미」(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박사학위논문, 2016), p.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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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명 주자 시 『대학』의 팔조목
제6폭 <생조거상도> 「수모생조(壽母生朝)」 齊家
제7폭 <총탕맥반도> 「채씨부가(蔡氏婦家)」 治國(視民)
제8폭 <가가유름도> 「석름봉(石廩峯)」 平天下

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 齊家· 
治國·平天下의 조목은 『대학』의 삼강령 중 新民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도덕적 수양을 통해 明德을 밝힌 치자(治者)가 백성을 새롭게 진작시
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163) 즉, 위정자의 明明德이 타자에게 확대됨으
로써 대중을 교화시킨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정조는 新民이란 어떤 정치행위인지 신하들에게 「경사강의(經史講
義)」를 통해 거듭 질문하였는데, 이것은 백성을 새롭게 하는 新民이 
팔조목 중 格物부터 修身까지 해당하는 군주의 개인적 수양과는 다른 
차원의 의미를 가졌음에 주목했기 때문이다.164) 요컨대 군주인 정조
는 新民의 해석을 “누가 백성을 새로워지게 만드는가?”에 중점을 둠
으로써, 新民의 주체를 治國과 平天下의 임무를 가진 자신이라고 표
명하였다.165)  

따라서 제6폭부터 제8폭까지의 그림은 정조가 백성들을 새롭게 진
작시키기 위해 목표하는 바를 구현한 것이자, 군주로서 직접적인 정
치행위를 펼쳤을 때 실현되는 광경이므로 정조가 관람자로 하여금 전
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뚜렷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높은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주부자시의도>에서 新民에 해당하는 세 폭의 그림을 시
의 내용과 맞추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신민(新民)’ 병풍: 제6폭 – 제8폭

163) 소진형, 앞의 논문 (2009), p. 167.
164) 백민정, 앞의 논문 (2009), p. 245.
165) 소진형, 앞의 논문 (2001), p.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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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6폭 <생조거상도>: 齊家
「어머니 생신 아침에 장수를 빌다(壽母生朝)」

공손하게 생신 아침에 술 한 잔 따라 올리고      敬爲生朝擧一觴
짧은 노래 가락 그쳤어도 뜻은 따로 기옵니다     短歌歌罷意偏長
원컨대 오래 사시고 자손들도 다복하여           願言壽考宜孫子
검은 머리 홍안으로 즐거움 길이 무궁하소서      綠鬢朱顔樂未央

웅화가 말하기를, “제가(齊家)의 근본은 부모님(父母)께 공순함에 있다”고 
하였다. 熊禾曰 齊家之本在父母其順。

어머니 온화하신 안전에 좋은 술잔을 올리오니   萱堂和氣捧瑤觴
이 잔으로 남산처럼 오래 사시길 비옵니다       觴挹南山獻壽長
다만 원컨대 해마다 이처럼 편안하심이니        秖願年年如此好
긴긴 봄날이 궁전 중앙에 늘 있었으면           遲遲春日殿中央

제6폭 <생조거상도>(도 20)는 주자의 시 「어머니 생신 아침에 장수
를 빌다(壽母生朝)」를 도해한 것이다. 화면의 중앙에 표현된 주자는 
어머니 축씨(祝氏)의 생신을 맞이하여 술을 올리고 어머니의 장수를 
기원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정조가 新民하기 위해 집안을 바르게
(齊家)하는 첫걸음으로 어머니에 대한 ‘효(孝)’를 강조한 데 있다. 정
조는 齊家의 의미를 부모님에 대한 ‘효’로 인식함으로써 주자의 시 중 
특별히 「수모생조」 시를 선택했다. 

특히 주자의 시에서는 ‘어머니의 생신’만을 언급하고 있지만, 화가
는 자식이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행위가 타인(他人)에게도 복이 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온 가족이 풍요로운 양반집 가옥에서 잔치를 벌
이는 평화로운 순간으로 연출하였다.166) 이와 같은 의미는 제6폭에 

166) 정조대 대표적인 궁중기록화인 《화성원행도병(華城園行圖屛)》 중 <봉수당진찬도
(奉壽堂進饌圖)>와 <환어행렬도(還御行列圖)>는 전체 화성행차가 정조의 ‘효심’에
서 비롯되었음을 상징하는 장면들이다. 즉, 효는 단순히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아
니라, 천하를 통치할 수 있는 군주에게 필요한 가장 근본적인 덕목으로 인식되었
다고 볼 수 있다. 유재빈, 「正祖代 宮中繪畵 연구」(서울대학교 대학원 고고미술사
학과 박사학위논문, 2016), p.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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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인 정조의 화운시를 통해 더욱 명확해진다. 화운시에서 정조는 “어
머니 온화하신 안전에 좋은 술잔을 올리오니, 이 잔으로 남산(南山)처
럼 오래 사시길 비옵니다. 다만 원컨대 해마다 이처럼 편안하심이니, 
긴긴 봄날이 궁전 중앙에 늘 있었으면(萱堂和氣捧瑤觴 觴挹南山獻壽
長 秖願年年如此好 遲遲春日殿中央)”이라 답하며, 어머니 혜경궁 홍
씨(惠慶宮 洪氏, 1735-1815)에 대한 장수를 기원했다.167) 따라서 제6
폭은 군주가 정치를 펼치기 위해서는 부모님에 대한 효를 우선시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2) 제7폭 <총탕맥반도>: 治國
「채씨 부녀의 집(蔡氏婦家)」

팟국에 보리밥이 서로 잘 어울려라            葱湯麥飯兩相宜
파는 단전을 기르고 보리밥은 요기가 되네     葱養丹田麥療飢
이 가운데 좋은 음식이 아니라고 이르덜 마소  莫道此中滋味薄
앞마을엔 밥을 못 짓는 때도 있다마다         前村猶有未炊時

웅화가 말하기를, “문왕(文王)은 백성의 고통을 자기 아픔처럼 가엾
게 여김으로 인하여 추위에 떨거나 굶주린 백성이 없었다.”고 하였
다. 熊禾曰 文王視民如傷而無凍餒 (밑줄은 필자표시)

제때의 비바람은 농사에 크게 좋으니              一風一雨與農宜
하늘의 큰 상서로움은 백성이 굶주리지 않음일세   上瑞黎民不阻飢
허름한 집의 생활을 눈 안에 들어올 듯하니        蔀屋生涯如在眼
회옹(朱子)은 팟국에 보리밥인들 얼마나 드셨는가   晦翁葱麥幾多時

「채씨 부녀의 집(蔡氏婦家)」168)을 시각화한 제7폭 <총탕맥반도>(도 

167) 실제로 혜경궁 홍씨의 생일이 음력 1월 21일이었으므로, 정조가 이를 염두에 
두고 齊家의 의미를 극대화하는데 ‘어머니의 생신’이라는 주자의 시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다.

168) 필자가 확인한 바로 『홍재전서』에서는 제7폭 <총탕맥반도>의 화제시를 「채씨 
부녀의 집(蔡氏婦家原韻)」이라 표기하였으나, <주부자시의도>의 화제 출처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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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는 채씨(蔡氏) 부인의 단출한 집안 풍경을 재현한 것으로, 들쳐진 
창을 통해 밥상을 앞에 두고 채씨 부인과 주자가 대화를 나누고 있
다. 채씨 부인의 집은 살림에 여유가 없어 보이지만, 곳곳에 배치된 
오동나무, 괴석, 파초 등의 상징물을 통해 집 주인이 청렴한 문인계층
임을 짐작할 수 있다.169) 특히 제7폭은 주자 시를 治國의 조목으로 
해석한 장면으로, 군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데 가장 중요한 덕목을 
언급했을 가능성이 큰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제7폭을 구성하는 두 
개의 텍스트- 주자 시, 웅화의 주 -를 아울러 화면을 해석해보면, 주
자는 비록 팟국과 보리밥으로 요기(療飢)를 채우고 있지만, 앞마을엔 
밥을 못 짓는 때도 있으므로 이렇게라도 끼니를 때우고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된 것은 문왕(文王)의 선정(善政) 덕분이라 말하고 있다. 

흥미롭게도 정조는 치세 후반부에 자신의 정치적 준거를 서주(西周)
의 문왕(文王)에게서 찾았다.170) 문왕은 유교 정치에서 요·순·우를 잇
는 성왕으로 인식되었고, 특히 영조는 『시경(詩經』의 「문왕편(文王
編)」을 사대부들에게 강학할 때 “문왕의 정치는 소민(小民)을 감싸주
고 보호하는 것”이라 해석하며 자신의 정치도 이를 전범으로 삼고 있
다고 밝혔다.171) 즉, 소민보호(小民保護)를 실천한 문왕에 대한 선왕
의 평가는 정조에게로 이어졌다. 정조는 화운시에서 “허름한 집의 생
활을 눈 안에 들어올 듯하니(蔀屋生涯如在眼)”라 읊으며, 군주의 시선
으로 백성들의 삶을 사려 깊게 살피고자함을 밝혔다. 즉, 7폭에서 정
조는 문왕의 정치에 자신을 대입시켜, 군주가 나라를 다스리는 데 가
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점이 백성들의 삶을 살피는 데 있음을 강조하
고 있다.172) 

송』에서는 「채씨 부녀의 집에 머무르다(蔡氏婦家留)」라 적혀있다. 즉, ‘머무르다
(留)’가 생략되었을 뿐, 시의 내용은 같다.

169) 오주석, 앞의 논문, p. 64.
170) 김성윤, 「정조의 경세론과 효제(孝悌)윤리」, 『한국실학연구』 23 (2012), pp. 

38-39.
171) 『英祖實錄』 英祖 31年(1755) 12月 18日(丁巳) 條. “上召儒臣 講《詩文王篇》 敎

曰 文王之政 卽懷保小民 而其先在於四民 近日氣茶之中 聞風聲四起 寒氣透便殿 
況窮民乞兒 尤將若何 分付惠廳 聚集流丐 夜護其凍 明給其糧"

172) 이태진, 『고종시대의 재조명』(태학사, 2000), pp. 25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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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8폭 <가가유름도>: 平天下
「석름봉(石廩峯)」

일흔두 봉우리가 모두 하늘을 찌를 듯 한데      七十二峯都揷天
한 봉우리가 석름(石廩)이란 옛 이름 전하누나     一峯石廩舊名傳
집집마다 이렇게 높다란 곳집이 있으니           家家有廩高如許
세상에 큰 풍년 든 것이 너무도 좋아라           大好人間快活年

웅화가 말하기를 “백성이 부(富)하게 살면 예의(禮義)가 행해져서 천하(天
下)가 평치(平治)된다”고 하였다. 熊禾曰 民富則禮義措而天下平

한양의 삼각산은 푸른 하늘에 닿는데              漢陽三角際靑天
노적봉이란 이름이 석름처럼 전해와서             露積峯如石廩傳
사방에 곳집 쌓이는 노래와 웃음 들려오니         積廩四方謌笑裏
입춘첩 새로 써서 풍년을 기원하누나              立春新帖願豐年

마지막 제8폭 <가가유름도>(도 22)는 「석름봉(石廩峯)」의 시구 중 
“집집이 이렇게 높다란 곳집이 있으니, 인간에 큰 풍년 든 것이 너무
도 좋아라(家家有廩高如許, 大好人間快活年)”의 구절을 집중적으로 
표현한 듯 마당에 한창 가을걷이로 바쁜 농민들의 평화로운 일상을 
묘사했다. 마당에 멍석을 깔고 키질을 하는 사람, 아기에게 젖을 먹이
는 아낙 등 다양한 행위를 하는 백성의 일상을 적절히 배치하여 추수
의 풍요로운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173) 특히 왕실에서는 국가의 
기초적 토대가 되는 백성들의 농경 생활을 매우 중시하였고, 이를 그
림의 주제로 삼아 백성들의 노고를 잊지 않는 감계의 목적으로 애호
하였다.174) 따라서 제8폭은 정조가 平天下를 목표로 하는 『대학』의 
팔조목을 모두 실현함으로써 이루고자 하는 이상 국가를 묘사한 것으
로, 이는 백성들이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는 것임을 뜻한다. 

173) 오주석, 앞의 논문, p. 66.
174) 강관식, 『조선후기 궁중화원 연구』(돌베개, 1999), p. 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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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제6폭부터 제8폭에 해당하는 텍스트와 이미지를 분석했
을 때, 新民의 장면은 통치자가 어머니에게 효를 다하고, 소민보호를 
실천함으로써 나라를 다스린다면(治國), 결국 백성들이 평화로운 平天
下한 이상 국가가 구현될 것이라는 유교적 치세이념이 순차적으로 시
각화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필자가 주목한 것은 정조가 新民에 해당하는 각 장
면을 철저히 통치자의 입장에서 화운(和韻)했다는 점이다. 정조는 제6
폭의 화운시에서 新民을 위한 첫걸음으로 혜경궁 홍씨에 대한 효를 
강조했고, 제7폭에서 채씨 부인의 가난한 살림에 애민(愛民)의 감정을 
느꼈으며, 제8폭에서는 중국의 석름봉 아래에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
는 백성들에게서 자신이 다스리는 한양(漢陽)의 모습을 떠올렸다.175) 
즉, 집안을 가지런히 하고, 국가를 잘 다스리며, 결국엔 平天下한 이
상 국가로 연결되는 新民의 장면은 철저히 군주의 시선에 따라 해석
되고 구현되었다. 

이러한 관점은 궁중에서 풍속을 바라보는 시각문화와도 밀접한 관
련을 맺는다. 중세시대부터 이어진 풍속에 대한 궁중의 관심과 논의
는 통치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었다.176) 정조 역시 “풍(風)을 보고 
속(俗)을 살피는 것은 삼대(三代)의 아름다운 제도이며, 그것으로써 세
상의 교화를 볼 수 있다.”177)라 언급하고, 관풍찰속(觀風察俗)으로 백
성의 풍속을 바로 잡는 것이 정치의 근본이라 생각하였다.178) 이러한 
군주의 풍속에 대한 관점은 궁중회화에도 반영되었다. 

궁중에서 제작된 풍속화는 통치자의 입장에서 풍속을 관찰하고 일

175) 이는 앞서 살펴본 明明德의 장면에서 정조가 주자 시에 호응하여 학자의 입장
에서 화운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예컨대 明明德의 작품에서 정조는 주자 시에 
호응하여 자연의 흥취를 읊은 것에 비해, 新民에서는 철저히 주자 시 구절을 통해 
군주가 다스리는 조선을 연상하고 있다.

176) 조성산, 「조선후기 西人·老論의 풍속인식과 그 기원」, 『史學硏究』 102 (2011), 
p. 44.

177) 『弘齋全書』 권 169, 「日得錄」 9, <政事> 4. “觀風察俗 卽三代之美制 … 亦足
以觀世敎”

178) 『弘齋全書』 권 170, 「日得錄」 10, <政事> 5. “三代之治 只在於先正風俗 予非
敢謂能做三代之治也 爲治之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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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백성들의 실정을 알 수 있는 지배자의 관점이 투영된 것이었
다.179) 예컨대 <빈풍칠월도(豳風七月圖)>(도 23)나 <무일도(無逸圖)>
는 각각 『시경』의 「빈풍칠월편(豳風七月編)」과 『서경(書經)』의 「무일
편(無逸編)」의 내용을 형상화한 것으로, 민본주의(民本主義)를 추구하
는 통치자가 백성들의 생업의 어려움을 깨닫고, 바른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감계의 목적으로 풍속 요소를 사용했다.180) 또한, 조선 후기의 
궁중에서는 상공업이 발전하면서 <성시전도(城市全圖)>(도 24)가 <무
일도>를 대신하는 경향을 보였다.181) 즉, 번성한 상업 지구를 통해 평
화롭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백성들의 풍속을 그림으로 제작함으로써, 
군주의 善政이 백성들에게 잘 베풀어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용도로서 
기능하였다.182) 따라서 궁중에서 소용되는 풍속은 통치자가 파악해야 
할 백성들의 실상을 나타낸 것이자, 군주의 정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
음을 확인하는 것으로서 지배자의 시선이 고정된 의미가 강한 상징체
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부자시의도>의 제6·7·8폭에 재현된 어머니의 
생일잔치, 집에서의 식사, 백성들의 농경 생활의 주제는 각 폭을 개별
적으로 살펴볼 경우 제6·7·8폭의 사건중심으로 이해되지만, 통치자가 
풍속을 인식하는 시각문화에 비추어 新民의 장면을 전체적으로 조망
한다면 앞서 明明德을 실현한 군주가 善政을 펼침으로써 새롭게 진작
된 臣民들이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는 이상적 국가의 모습으로 수렴한

179) 박은순, 「朝鮮後期 畵員 風俗畵의 類型과 様相」, 삼성미술관 편, 『화원: 조선화
원대전』(삼성미술관, 2011), p. 322. 

180) 정병모, 『한국의 풍속화』(한길아트, 2000), p. 22.
181) 이덕무는 정조에게 <성시전도>에 대하여, “원컨대 이 그림으로 무일(無逸)을 대

신하여 승평(昇平)을 항상 믿지 못할 것같이 하소서. 우리 임금 밝으시어 위태한 
것 잊지 않으시니 어찌 신의 말을 기다려 조심하리까(原將此圖替無逸 昇平恒若不
足恃 吾王聖明不忌危惕慮詎必臣言俟)”라고 언급한 바 있다. 원문 및 해석은 <城
市全圖七言古詩 1百韻>, 李德懋 著, 民族文化推進會 譯編, 『國譯 靑莊館全書』 4, 
「雅亭遺稿」 12(민족문화추진회, 1989), p. 12 참조.

182) 장진성, 「미물(迷物): <태평성시도(太平成市圖)>의 성격에 대한 재검토」(한국미
술사학회 2015 춘계학술대회 발표문), p. 62; 이수미, 「國立中央博物館 所藏 <太
平成市圖> 屛風 硏究」(서울대학교 대학원 고고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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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도 25). 
특히 작품의 화가는 제6·7·8폭에 군주의 善政이 미치는 피지배 계

층을 일반 백성으로 국한시키지 않고, 각 폭의 계층을 암시하는 상징
물 –가옥의 형태, 파초, 괴석 -을 곳곳에 배치하여 양반→중간계층→ 
백성으로 확장함으로써 新民으로 설명되는 궁중에서의 ‘풍속’ 의미를 
극대화시켰다. 더 나아가, 인물군의 일상 뒤에 펼쳐진 산수 표현은 군
주의 정치가 백성들에게 미치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시각적 장치로 기
능하고 있다. 즉, 제6폭에 아침의 연운으로 가려진 평지에서부터 시작
하여, 제7폭의 나지막한 산, 마지막 제8폭의 일흔두 봉우리의 석름봉
으로 고조되는 회화적 고안은 정조의 善政이 점진적으로 백성들에게 
확장되고 있으며, 제8폭의 이상적 산수에서 平天下의 의미를 극대화
하는 효과를 부여했다.  

정리해보면, 新民의 장면에서 구현된 시각적 내러티브는 정조가 ‘만
천명월주인’으로 자처하면서 천명했던 통치철학과도 부합하는 것이었
다. 정조가 치세 말년에 추구했던 정치 이상향은 君-臣-民의 3단계 
정치구도에서 중간 매개세력인 臣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君-臣民으로 
소통하는 2단계 정치구조였다.183) 즉, 정조는 달과 만천의 소통을 방
해하는 장애물이 없는 정치를 이상적인 정치구조로 이해했기 때문에, 
정조의 ‘만천명월론’은 군주 이외의 모든 臣民을 하나로 보는 관점이
다.184) 즉, 新民의 프레임 안에서 서술되는 다양한 계층의 풍속은 신
하와 일반 백성이 계층 구분 없이 모두 군왕의 臣民으로 일원화되고, 
그들이 유일한 정치주체인 군주의 明明德의 영향 아래 이상적인 삶을 
영위하게 되는 ‘결과론적인 장면’이라고 볼 수 있다. 

정조는 치세 말년의 통치철학을 ‘만천명월주인옹’으로 상징화하면

183) 이와 같은 정치관은 정조의 측근 신하였던 정약용에게서도 발견된다. 정약용은 
국왕과 백성 사이를 가로막는 중간 세력을 최소화하고, 군령·조세제도 등이 국왕
을 중심으로 통일적으로 운영될 때, 좋은 정치가 달성될 수 있다고 보았다. 박현
모, 「정약용의 君主論- 정조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치사상연구』 8 (2003), p. 
7.

184) 김성윤, 앞의 논문, pp. 8-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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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정치의 중심을 세울 주체로 사대부가 아닌 왕 자신을 드러내며 
왕권을 강화하려 했다. 그리고 국왕의 재량권을 사대부들에게 인정받
고자 했으며, 이를 위해 세도와 문풍을 이끄는 학문적 지도자로서 국
왕의 역할을 강조하였다.185) 즉, 明明德의 장면에서는 주자의 도통을 
이은 군사의 입장에서 臣民의 ‘明德을 밝힐 주체’가 군주임을 밝혔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백성들을 새롭게 진작시켜 平天下한 국가로 이끌 
‘新民의 주체’도 정조 자신임을 그림으로 서술했다. 

<주부자시의도>의 明明德에서 新民으로 이어지는 시각적 내러티브
는 이러한 정조 치세 말년의 통치이념과 의도를 강화하기 위해 정교
하게 고안되었다.186) 즉, 통치자로서 修己治人을 이루는 明明德과 新
民의 목표를 주자 시를 통해 접근하는 <주부자시의도>는 주자학을 학
문·지배이데올로기로 삼고 학문과 정치 모두가 국왕 중심으로 실현될 
것이라는 정조 치세 말년의 통치철학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청사진(靑
寫眞)’으로 시각화되었다.

185) 박현모, 앞의 책, pp. 25-26.
186) <주부자시의도>는 정조대에 제작된 마지막 궁중회화라는 점에서 특별한 위상을 

가진다. 주지하다시피, 정조는 1783년에 자신이 직접 궁중회화 제작을 관장하고자 
규장각 내에 자비대령화원을 창설하였고, 제작 주체로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를 회화적으로 고안하는 데 적극적이었다. 이러한 회화에 대한 국왕의 관심은 궁
중회화 제작의 전성기를 이루었고, 1795년 《화성원행도병(華城園幸圖屛)》의 제작
을 기점으로 실질적인 제작 주체로서 정조의 역할이 정점에 달했다. 그러나 궁중
행사도와 기록화 등 공적인 목적이 우선시되는 궁중회화 전통을 고려해보면, <주
부자시의도>는 정조가 직접 작품의 주제를 선정했을 뿐만 아니라, 더불어 주제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구현할 화가 역시 제작 주체가 직접 지명함으로써 
국왕의 사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작된 정조대 궁중회화의 유일한 예라 할 
수 있다. 정조대 궁중회화를 제작 주체인 정조의 관점에서 조망한 연구로 유재빈, 
앞의 논문 (20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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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주부자시의도(朱夫子詩意圖)>의 제작 주체를 정조(正
祖)로 분명히 하고, 작품을 구성하는 두 개의 텍스트인 『아송(雅誦)』
과 『대학(大學)』이 정조의 정치성과 맺고 있는 특수성을 분석함으로써 
<주부자시의도>를 정조 치세 말년의 통치철학을 구체적으로 시각화한 
궁중회화로 주목하고자 했다. 

<주부자시의도>는 『홍재전서(弘齋全書)』의 기록을 통해 김홍도(金
弘道)가 1799년 말에 웅화(熊禾)의 주석이 붙은 주자 시 여덟 수를 
소재로 그려, 정조에게 세화(歲畫)의 일환으로 바쳐진 작품으로 알려
졌다. 그러나 고려 말부터 조선 말까지 궁중에서 새해를 축하하는 의
미로 통용되던 전통적인 세화와 <주부자시의도>는 여러 측면에서 차
이점이 있다. 통상 궁중에서 그려졌던 세화는 주로 송축(頌祝)·기복(祈
福)·벽사(辟邪)의 의미로 화훼·영모·신선의 주제가 대부분이었다. 한편 
세화는 자비대령화원과 도화서 화원이 할당된 수량을 기일에 맞추어 
이를 봉진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반면 <주부자시의도>의 주제인 주
자 시는 세화의 화제로는 물론, 유교적 궁중회화의 주제로도 제작되
었던 적이 없는 매우 이례적인 소재였다. 

본 논문이 <주부자시의도>를 접근함에 있어 선행 연구와 차별되는 
것은 작품의 화제인 주자 시의 출처를 정조가 1799년에 주자서선본
(朱子書選本) 편찬 사업의 일환으로 간행한 주자의 시선집인 『아송(雅
誦)』에서 선택되었음을 밝힘으로써, 작품과 『아송』의 상관관계에 주목
한 점이다. 이를 토대로, 본고는 정조를 작품의 주제 선정부터 제작 
과정까지 모두 관여한 제작 주체로 설정하고 <주부자시의도>를 주문
화로 재규정하였다. 또한, 정조가 <주부자시의도>의 소재인 주자 시 
여덟 수를 해석하면서 『아송』에 기재된 기존의 주석이 아닌, 『대학』
의 팔조목을 근거로 한 점을 주목하였다. 정조는 군왕의 학문은 일반 
사대부의 학문과는 달라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군주의 적극적인 정치
행위를 정당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대학』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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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는 『대학』이라는 텍스트를 군주만을 위한 책으로 규정했으며 치
국(治國)과 평천하(平天下)를 목표로 한 『대학』의 핵심이 정치인 이상 
모든 규모와 절목은 군주의 직분에 따른 행위라고 거론하였다. 이는 
『대학』의 팔조목은 제왕학의 영역 안에서만 완전히 실현될 수 있음을 
밝힌 것이다. 요약하면, 정조가 <주부자시의도>를 기획하면서 『아송』
에서 선택한 주자 시를 『대학』의 팔조목을 붙여 해석한 이유는 작품
의 각 폭에 구현된 『대학』의 팔조목을 완전히 실현하는 진정한 주체
가 왕 자신이라는 메시지를 회화적으로 표상하기 위해서였다.

정조는 주자의 시를 작품의 주제로 선택함으로써 제왕학의 틀 안에
서 군주가 통치하는 것의 정당성을 역설하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는 
<주부자시의도>의 주제로 주자 시가 선택된 일차적인 이유가 정조의 
『아송』 간행 목적과 맞닿아있음을 밝히고, <주부자시의도>를 정조가 
펼친 문예정책의 연장선상에서 해석함으로써 작품의 주제인 주자 시
가 당대에 어떠한 특수성을 띠며 문맥화되었고, 누구를 향한 시각언
어였는지 분석하였다. 1799년 한 명의 주체에 의해 제작된 각기 다른 
형태의 텍스트 『아송』과 <주부자시의도>는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정조는 『아송』을 간행함으로써 자신이 주자로 이어진 유학의 
도통을 계승하였음을 사대부들에게 천명하였다. 또한 정조는 시문의 
전범으로 주자 시를 세움으로써 당대 쇠약해진 문풍을 바로잡고자 했
다. 한편, 『아송』의 간행 목적은 정조가 학문적 지도자인 군사(君師)
로 자임함으로써 학문의 영역에 직접 개입하고자 했던 정치적인 목표
와도 부합했다. 즉, 정조는 주자학을 자신의 학문적 이데올로기의 최
정점에 위치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사대부들의 학문에 직접 개입하는 
문예정책을 펼쳤는데 그것이 『아송』을 위시한 ‘주자서선본 간행’과 
‘문체반정’이었다. 

정조는 사대부들이 유도(儒道)를 숭상하고 중히 여기도록 이끄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삼았다. 그리고 이를 위한 첫걸음은 주자의 글을 
존숭하면서부터 시작된다고 정조는 언급했다. 그런데 정조가 사대부
들에게 정학(正學)인 주자학을 존숭하도록 유도한 학문적 과정은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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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尊王)’이라는 최종목표로 귀결되는 것이었다. 즉, 주자를 존숭하는 
것이 곧 왕을 존숭하기 위한 방편이 된다는 정조의 관점은 주자의 도
통을 이은 군사로서의 정당성을 사대부들에게 납득시키는 논리가 되
었다. 여기서 정조는 주자의 도통을 이은 군사로서의 정당성을 확보
하기 위해, 주자서선본 편찬 작업에 정치·학문적 최측근인 규장각 각
신과 초계문신을 적극 참여시키고 직접 그 행위를 주도하도록 만들었
다. 『아송』 역시 당시 정조의 측근 인물이었던 심상규와 이만수가 편
찬을 주도했고, 배포 범위를 간행에 참여했던 신료들은 물론, 규장각 
각신에서 지방서원으로까지 확대시켰다. 즉, <주부자시의도>의 주제 
출처인 『아송』은 정조가 사대부들과 함께 주자학을 널리 보급하여 尊
王사상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정치적 목표에 따라 제작된 결과물이었
다. 아울러 정조는 문체반정을 통해 주자학에 위배되는 문장과 시문
을 쓰는 사대부들을 교정하는 주체로 나섰다. 특히 정조는 당시 패관
소품문에 빠져있는 ‘노론신진엘리트’를 집중적으로 책문했는데, 그 이
유는 그들이 주자학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조하
고 尊王사상을 수용하여, 왕권 강화에 일조하는 세력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군사인 정조가 주자학을 정치·학문적 이데올로기로 삼
아 펼친 일련의 문예정책은 모두 규장각 각신을 중심으로 이루어졌
다. 특히 반정(反正)의 형태로까지 정조가 추구했던 정책으로 끌어들
이고자 했던 집단은 바로 김조순(金祖淳), 남공철(南公轍), 심상규(沈
象奎) 등의 ‘노론신진엘리트’였다. 즉, 정조가 그의 통치이념에 주자학
을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이루고자 했던 정치적 목표는 패관소품에 빠
져있던 ‘노론신진엘리트’들을 탄압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존왕(尊
王)의 방편인 주자학으로 회귀하도록 설득시키기 위해서였다. 정조는 
‘노론신진엘리트’들이 치세 말년의 정치구상에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주부자시의도>의 주제인 주자 시는 
군사(君師)로 자임한 정조가 사대부들 사이에서 주자의 도통을 잇는 
학문적 지도자로서 정당성을 얻고자 채택되었다. 또한 <주부자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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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주자학이라는 학문적 근거를 바탕으로 제시된 화제였기 때문에 
자신의 최측근세력들에게 정치행위의 정당성을 표상하기 위한 가장 
설득력 있는 주제였다.

정조는 자신이 정치의 유일한 주체임을 표상하는 통치철학을 시각
화하기 위해, 각기 다른 내용의 주자 시 여덟 수를 한 화면에 배치시
키고 이를 『대학』의 팔조목으로 해석함으로써 하나의 완성된 ‘시각적 
내러티브’를 구현했다. 정조가 <주부자시의도>에서 서술하고자 했던 
치세 말년의 통치철학은 크게 수신(修身)하기 위해 통치자가 도덕적 
수양을 도모하는 ‘명명덕(明明德)’의 관점과 명덕(明德)을 밝힌 후 군
주가 백성들에게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과정인 ‘신민(新民)’의 관
점에서 규명될 수 있다. 제1폭부터 제5폭까지는 주자가 각각 다른 장
소에서 읊은 산수시를 명명덕(明明德)을 이루기 위한 조목으로 해석함
으로써 ‘입도차제(入道次第)’의 시각적 연관성을 확보하였다. 이는 곧 
작품에서 주자가 직접 소요했던 산수가 시각화됨으로써 통치자의 명
명덕(明明德)을 밝히기 위한 도덕적 수양공간으로 재현되었다. 다음 
신민(新民)의 관점으로 해석되는 제6·7·8폭은 군주가 백성들을 새롭게 
진작시키기 위해 목표하는 바를 구현한 것이자, 통치자로서 직접적인 
정치행위를 펼쳤을 때 실현되는 장면들이었다. 정조는 제6·7·8폭의 화
운시에서 신민(新民)의 장면을 철저히 통치자의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이러한 관점은 궁중에서 풍속을 바라보는 시각문화와도 연결된다. 즉, 
궁중에서의 풍속은 통치자가 파악해야 할 백성들의 실상을 나타낸 것
이자, 군주의 정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배자의 시선으로 정당
화하고자 하는 상징적 의의가 있었다. 따라서 통치자가 궁중에서 풍
속을 바라보는 시각문화에 비추어 볼 때 신민(新民)의 장면을 전체적
으로 조망하게 되면, 군주의 선정(善政)으로 인해 평화로운 삶을 영위
하는 신민(臣民)의 이상국가로 일원화된다.  

정조는 치세 말년에 자신의 통치철학을 ‘만천명월주인옹(萬川明月
主人翁)’으로 상징화하면서 국정을 이끌어나가는 유일한 정치주체로 
자신을 표명하였다. 또한 그는 주자학을 기반으로 하는 문예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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펼치면서 세도와 문풍을 이끄는 학문적 지도자로서 국왕의 역할을 강
조했다. 즉, <주부자시의도>의 명명덕(明明德) 장면에서 정조는 주자
의 도통을 이은 군사(君師)의 입장에서 신민(臣民)의 명덕(明德)을 밝
힐 주체가 군주임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한편 신민(新民)의 장면에서
정조는 신민(臣民)을 새롭게 진작시켜 평천하(平天下)한 국가로 이끌 
주체 역시 자신임을 표명하고자 하였다. 1800년 정초, 새로운 왕권론
을 지지할 세력이 필요했던 <주부자시의도>의 제작 주체인 정조는 유
교통치의 중핵인 수기치인(修己治人)이 모두 군주의 직분 아래에서 실
현될 것이라는 치세 말년의 통치철학을 주자 시에 담긴 정치적인 함
의(含意)를 통해 최측근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지적인 시각언어로 제
시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주부자시의도>와 관련하여 그동안 충분히 설명되지 못
했던 정조의 통치철학과 작품 자체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주
문자의 작품제작 의도를 규명한 데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필자가 주
문자인 정조에 초점을 둠으로써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작품에서 
김홍도의 위상을 보다 뚜렷하게 제시하지 못한 점이다. 주지하다시피 
<주부자시의도>의 주제는 조선은 물론 중국에서도 그려진 적이 없는 
김홍도가 고안한 독창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주문자의 정치적 목적을 
시각화하는 화가의 입장에서 작품에 표현된 지적(知的) 근원을 추적한
다면, 정조가 특별히 <주부자시의도>의 화가로 김홍도를 지목한 이유
도 설명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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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미술관 Leeum

도 2-1. 제2폭 <春水浮艦圖> 題跋
도 2-2. 제3폭 <萬古靑山圖> 題跋
도 2-3. 제4폭 <月滿水滿圖> 題跋
도 2-4. 제6폭 <生朝擧觴圖> 題跋
도 2-5. 제7폭 <蔥湯麥飯圖> 題跋
도 2-6. 제8폭 <家家有凜圖> 題跋
도 3. 金弘道, <三公不換圖>, 1801, 絹本淡彩, 133.7cm×418.4cm, 

삼성미술관 Le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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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 作者未詳, <壽星老人圖>, 국립민속박물관
도 6. 作者未詳. <長生圖>, 국립민속박물관
도 7. 『五倫行實圖帖』 中 <殷保感鳥>, <石珍斷指>, 1797, 紙本彩色, 

各 22.0×15.0cm, 호암미술관
도 8. 『孔夫子聖蹟圖帖』 中 <學琴師讓圖>, 1794, 紙本淡彩, 各 

29.9×50.8cm, 성균관대학교 박물관
도 9. 『雅誦』 표지
도 10. 제4폭 <月滿水滿圖> ‘明月’ 세부장면.
도 11. 제2폭 <春水浮艦圖>, 제3폭 <萬古靑山圖>, 제4폭 <月滿水滿

圖> 세부장면 
도 12. 제6폭 <生朝擧觴圖>, 제7폭 <蔥湯麥飯圖>, 제8폭 <家家有凜

圖> 세부장면
도 13. 金弘道, 《故事人物圖 8幅屛》, 紙本淡彩, 各 111.9×52.6cm, 

간송미술관
도 14. 金弘道, 《行旅風俗圖 8幅屛》, 紙本淡彩, 各 100.6×34.8cm, 

국립중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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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5. 제2폭 <春水浮艦圖>, 1799, 絹本淡彩, 125.0×40.5cm, 삼성미
술관 Leeum

도 16. 제3폭 <萬古靑山圖>, 1799, 絹本淡彩, 125.0×40.5cm, 삼성미
술관 Leeum

도 17. 제4폭 <月滿水滿圖>, 1799, 絹本淡彩, 125.0×40.5cm, 삼성미
술관 Leeum

도 18. 姜世晃, <武夷九曲圖>, 紙本淡彩, 25.0×406.8cm, 국립중앙박
물관

도 19. 李成吉, <武夷九曲圖>, 1592, 絹本淡彩, 33.6×400cm, 국립중
앙박물관

도 20. 제6폭 <生朝擧觴圖>, 1799, 絹本淡彩, 125.0×40.5cm, 삼성미
술관 Leeum

도 21. 제7폭 <蔥湯麥飯圖>, 1799, 絹本淡彩, 125.0×40.5cm, 삼성미
술관 Leeum

도 22. 제8폭 <家家有凜圖>, 1799, 絹本淡彩, 125.0×40.5cm, 삼성미
술관 Leeum

도 23. 李肪運, <豳風七月圖>, 紙本淡彩, 各2 5.6×20.1cm, 국립중앙
박물관

도 24. 作者未詳, <太平城市圖> 부분, 絹本彩色, 各 113.6×49.1cm, 
국립중앙박물관

도 25. 제6·7·8폭 풍속 세부 연결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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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판 

도 1. 金弘道, <朱夫子詩意圖>, 1799, 絹本淡彩, 各 125.0×40.5cm, 삼성미술관 Le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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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1. 제2폭 <春水浮艦圖> 題跋
도 2-2. 제3폭 <萬古靑山圖> 題跋
도 2-3. 제4폭 <月滿水滿圖> 題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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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4. 제6폭 <生朝擧觴圖> 題跋
도 2-5. 제7폭 <蔥湯麥飯圖> 題跋
도 2-6. 제8폭 <家家有凜圖> 題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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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 金弘道, <三公不換圖>, 1801, 絹本淡彩, 133.7cm×418.4cm, 
삼성미술관 Leeum

도 4. 현재 <朱夫子詩意圖> 표구 상태, 장진성 교수님 사진 제공

   

    도 5. 作者未詳, <壽星老人圖>, 국립민속박물관
도 6. 作者未詳. <長生圖>, 국립민속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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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 

『五倫行實圖帖』 中 
<殷保感鳥>, 
<石珍斷指 >, 

1797, 紙本彩色, 
各 22.0×15.0cm, 

삼성미술관 Leeum

도 8. 
『孔夫子聖蹟圖帖』 
中 <學琴師讓圖>,  
1794, 紙本淡彩, 
各 29.9×50.8cm, 

성균관대학교 
박물관

  도 9. 『雅誦』 표지                 도 10. 제4폭 ‘明月’ 세부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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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1. 
제2폭-
제4폭 

세부연결 
장면

도 12. 
제6폭-
제8폭 

세부연결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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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3. 金弘道, 《故事人物圖 8幅屛風》 中 <武夷歸棹>, <五柳歸庄>, 
<黃庭換鵝>, <東江釣魚>, 紙本淡彩, 各 111.9×52.6cm, 간송미술관

도 14. 金弘道, 《行旅風俗圖 8幅屛風》 中 <馬上聽鶯>, <水耘饁出>, 
<春日牛耕>, <津頭過客>, 紙本淡彩, 各 100.6×34.8cm, 

국립중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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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15. 제2폭 <春水浮艦圖>       도 16. 제3폭 <萬古靑山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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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8. 姜世晃, <武夷九曲圖>, 
    紙本淡彩, 25.0×406.8cm,

국립중앙박물관

 
 도 19. 李成吉, <武夷九曲圖> 부분, 

1592, 絹本淡彩, 33.6×400cm, 
국립중앙박물관

  도 17. 제4폭 <月滿水滿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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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0. 제6폭 <生朝擧觴圖>      도 21. 제7폭 <蔥湯麥飯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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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3. 李肪運, 『豳風七月圖帖』, 
   紙本淡彩, 各 25.6×20.1cm, 

국립중앙박물관
  도 22. 제8폭 <家家有凜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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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4. 作者未詳, <太平城市圖> 부분, 絹本彩色, 各 113.6×49.1cm, 
국립중앙박물관

도 25. 제6·7·8폭 풍속 세부 연결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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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Kim Hongdo’s 
Landscapes in the Spirit of 

Verses by Zhu Xi

Kim, Sunkyung
Department of Archaeology and Art Histo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Landscapes in the Spirit of Verses by Zhu Xi (朱
子,1130-1200), a folding screen, datable to 1800, by Kim 
Hongdo (金弘道,1745-1806) was designed to be dedicated to 
King Jeongjo (正祖, r. 1776-1800). The screen, a kind of 
sehwa, was created to celebrate the new year. In each 
screen, there are not only poems by Zhu Xi in Kim Hongdo’s 
own handwriting but also added are the notes of Xiong He 
(熊禾, 1253-1312), specifying the Eight Articles (八條目) of ‘the 
Great Learning (Daxue 大學). 

However, there is a big difference between the traditional 
sehwa, celebrating New Year at court from the end of the 
Goryeo dynasty to the Joseon dynasty, and Landscapes in the 
Spirit of Verses by Zhu Xi. Normally, the subject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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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itional sehwa were flowers, animals, and hermits that 
held the meaning of blessing. Chabidaeryeon hwawon (差備待
令畵圓 painters-in-waiting) and common court painters were 
the ones that were supposed to present assigned paintings 
for celebrating the new year. However, in theme, Landscapes 
in the Spirit of Verses by Zhu Xi is an unprecedented sehwa. 
This study, by analyzing the distinctions that the two texts 
(poems by Zhu Xi and the Great Learning) of Landscapes in 
the Spirit of Verses by Zhu Xi, aims to highlight King Jeongjo 
as the commissioner of the painting. He actively and 
strategically participated in the production of court paintings 
during his reign and played a key role in the creation of 
Landscapes in the Spirit of Verses by Zhu Xi.

In previous studies, Zhu Xi's poems were thought to be 
the subject of Landscapes in the Spirit of Verses by Zhu Xi.  
However, the subject was, in fact, from the Asong (雅誦), a 
selection of Zhu Xi's poems, published in 1799 by King 
Jeongjo. Regarding the fact that Landscapes in the Spirit of 
Verses by Zhu Xi was created in the end of 1799 just before 
the new year began, it is reasonable to understand that Zhu 
Xi's poems in Asong provided textual sources for the screen 
painting. Likewise, if Ahsong is the very source of 
Landscapes in the Spirit of Verses by Zhu Xi, it becomes 
clear that King Jeongjo is the principal agent in producing 
the work. 

Furthermore, this study focused on the intention of the 
king who interpreted the subject of the work as Eight Articles 
of the Great Learning by Xiong He. Jeongjo insisted tha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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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t’s learning should be different from that of the ruling 
yangban class’s and paid special attention to the Great 
Learning in order to justify the active politics by the king. 
He further defined the book as only of the king’s, and 
mentioned that while the politics is based on the goals of the 
Great Learning- rightly governing the state (治國) and making 
the world at peace (平天下) - all the regimes must be derived 
from the status of the king. This implied the fact that the 
eight articles of ‘the Great Learning’ may be perfectly 
realized only in the field of study for kings. To sum up, the 
reason for Jeongjo’s interpreting Zhu Xi’s poems in Asong as 
the eight articles of the Great Learning was to visually 
present the fact that he himself was the practitioner of such 
articles represented in Landscapes in the Spirit of Verses by 
Zhu Xi. 

While publishing Asong, Jeongjo clarified to the nobilities 
that he succeeded Neo-Confucian Orthodoxy which related 
directly to Zhu Xi, and tried to amend the debilitated literary 
spirit by uplifting the value of Zhu Xi's poetry as the poetic 
model. Such publication purposes accorded with his political 
aim of directly intervening in the academics by fashioning 
himself as the supreme scholar-king, the gunsa (君師). 
Jeongjo situated the doctrines of Zhu Xi at the apex of his 
political vision and principle and launched a literary policy 
toward the reinvigoration of the Neo-Confucian state. 

Originally, the doctrines of Zhu Xi were transmitted among 
the nobilities. However, Jeongjo saw the doctrines of Zhu Xi 
as a means of enhancing his power and authority. For 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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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hu Xi's Neo-Confucian doctrines were for kingly ways. This 
is why Jeongjo published Asong, a selection of Zhu Xi's 
poems, that was to be used for justifying his political power.

In addition, Jeongjo made Gyujanggak gaksin (奎章閣 閣臣 
high officials in the Royal Library) and Chogye munsin (抄啓
文臣 young officials in the Royal Library) actively participate 
in publishing and distributing Asong. With such process, he 
was able to justify the fact that the making of Asong was 
due to the cooperation of the king and the officials in the 
Royal Library who espoused Zhu Xi's doctrines. In addition, 
Jeongjo acted as a critique of nobilities who wrote poems and 
proses against Zhu Xi's doctrines. Jeongjo's policy called 
Munche banjeong (return to the orthodoxy of literature) 
aimed to purge the heterodoxy of literature. He particularly 
reprimanded the rising elites of Noron (老論 Old Doctrine 
Faction) who were addicted to popular Chinese novels and 
short essays detrimental to the orthodoxy of literature. The 
king's policy was designed to lead high officials in the Royal 
Library and young officials in the Noron such as Kim Josun
(金祖淳, 1765-1832) to pursue Neo-Confucian moral rectitude 
and pure literature and to support his political reforms. 
Armed with Zhu Xi's doctrines as his ruling ideology, Jeongjo 
tried to make political key players respect him by persuading 
them to return to the doctrines of Zhu Xi. Thus, Zhu Xi’s 
poems, the subject of Landscapes in the Spirit of Verses by 
Zhu Xi were chosen not only for Jeongjo’s attaining 
legitimacy as the supreme scholar-king succeeding Zhu Xi’s 
orthodoxy but also for emphasizing the Neo-Confucian kingly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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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visualize the king's governance philosophy making sure 
that he is the only powerful agent in politics, Jeongjo placed 
8 poems of Zhu Xi in Landscapes in the Spirit of Verses by 
Zhu Xi and interpreted them as the Eight Articles of the 
Great Learning. This impressive screen painting was designed 
to create a visual narrative that emphasizes Jeongjo's 'great 
peace under heaven' policy based on Neo-Confucian political 
principles. The governance philosophy in the last period of 
his regime that Jeongjo tried to represent in Landscapes in 
the Spirit of Verses by Zhu Xi can be explained in terms of 
Myeong myeongdeok (明明德, Clarifying Bright Virtues) where 
the ruler cultivates himself for moral cultivation and of 
Sinmin (新民, Making New People) in which the King made 
efforts to bring peace and prosperity to his subjects.

The first to fifth panels on the screen, based on the 
'Myeong myeongdeok' principle, have been visualized as a 
place where the King does moral cultivation in the landscape 
under the teachings of Zhu Xi. The sixth, seventh, and 
eighth panels based on the 'Sinmin' principle were designed 
to visualize the peace and prosperity that the wise 
Neo-Confucian king had brought to the country. The image 
of people living in great peace and abundance is closely 
related to what the Neo-Confucian ruler has created. 

In the last period of his regime, Jeongjo announced that 
he was the only political authority at court by symbolizing 
his governance philosophy as that of the Master of Ten 
Thousand Rivers Reflecting the Brightness of the Moon 
(Mancheon myeongwol juin'ong 萬川明月主人翁). This is f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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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scenes of 'Clarifying Bright Virtues' and 'Making New 
People' where Jeongjo fashioned himself to be a wise 
Neo-Confucian ruler who accomplished moral cultivation and 
brought peace and prosperity to the country. In the new year 
1800, Jeongjo, the commissioner of Landscapes in the Spirit 
of Verses by Zhu Xi, made efforts to represent the 
governance philosophy of the last period of his reign in 
painting – the key of Neo-Confucian ruling based on 
self-cultivation and governing and nurturing people. 
Landscapes in the Spirit of Verses by Zhu Xi was created by 
and for Jeongjo as a means of enhancing his rulership and 
political power and authority. 

Keywords: Landscapes in the Spirit of Verses by Zhu Xi, Kim 
Hongdo, King Jeongjo, Zhu Xi, the Great Learning, 
Asong, poetry-based painting, court painting

Student Number: 2012-2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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