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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은 조선 후기의 대표적 실학자
이자 위대한 사상가였고 뛰어난 예술가였다. 그는 거주하는 곳마다 정원을 
조영하여 향유하였던 대표적인 정원애호가의 한 사람이었다. 유배기 이후 
정원을 조영할 상황이 여의치 않자 상상의 정원을 시문으로 지어 정원 문
화를 향유하기도 하였다. 그가 실제로 조영한 다산초당원은 현존하는 소수
의 조선 시대 정원 유적 중 하나이다. 정약용의 정원 생활에 대한 연구는 
정치·경제·문화·사상을 아우르는 조선 후기의 시대상을 이해하는 매개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정약용의 정원 생활을 다룬 기존의 연구는 그 배경사상에 있어 실학사
상과 원시유학을 중심으로 하여 정원 조영 및 향유의 표면적 양상을 다루
는 경우가 주를 이루었다. 이는 정약용이 자체 검열하여 수록한 문헌자료
의 대부분이 당대 집권층의 유교 사회에 수용 가능한 내용으로 취사선택
되어 불교와 도교에 대한 선호가 나타나거나 벽이 표출된 글의 다수가 배
제되고 내면화되었다는 점과 이렇게 내면화된 문헌자료가 방대하다는 데 
그 주된 이유가 있다 하겠다. 그리고 현존하는 유일한 정약용의 정원 유적
인 다산초당원이 시대의 고락과 함께 훼손되고 변형되어 원형 파악이 어
렵다는 점 또한 정약용의 정원 생활에 내재된 의미를 읽어내기 어렵게 만
든 이유로 작용하였다.

본 연구는 정약용의 정원이 표면적인 면에서 조선 후기의 여타 정원들
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지만 그 이면에 내재화된 차별성이 함축되어 있
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그 내재된 의미를 찾아보고자 집중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조선 후기 사대부의 정원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정약용이 처한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고, 정약용의 정원 생활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
정되는 그의 삶을 그를 둘러싼 인물과 그의 편저들 그리고 그가 거쳐 간 
유적들을 통해 다면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약용의 가상 정원 
4곳과 현실 정원 3곳을 대상으로 관련 문헌의 고찰과 현장답사를 통한 검
증을 통하여 정원 생활의 전반적인 양상과 구체적인 미적 실천을 파악하
여 최종적으로 정약용의 정원관을 고찰하였다.

첫째, 조선 후기 사대부의 정원 문화를 이해하기 위하여 18·19세기 조
선 사회의 정치·경제·문화를 통해 시대상을 고찰하고, 조선 후기 사대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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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문화를 분석하여, 사대부들에게 있어서 정원 생활의 의미를 파악하였
다. 정약용이 살았던 18·19세기의 조선 사회는 정치적으로 당쟁의 폐해가 
만연하고 세도정치의 영향으로 정치가 불안하였던 시기였다. 경제적으로 
농업과 상업 및 무역의 발달로 사대부와 서민의 문화가 발달한 반면, 농민
의 탈농촌화와 한양의 인구 밀도 상승 및 상공인층의 성장과 농민분화에 
의한 신분질서의 와해가 진행되었다. 문화적으로 청나라의 문화 수입이 활
발한 가운데 사대부들은 아름다움을 그 자체로 대하게 되는 미의식의 변
화와 일상적 신변잡사를 문학의 소재로 삼는 풍조를 수용하였다. 이를 통
해 조선 후기 사대부들은 꽃과 나무를 사랑하고 일상에서 정원 가꾸기를 
애호하여 정원을 조영하기를 원하였으며 정원을 조영할 상황이 여의치 않
은 이들은 가상의 정원을 다룬 글이나 그림을 통해 정원 문화를 향유하였
다. 활발한 정원 문화 속에서 사대부들은 치열했던 당쟁의 여파로부터 외
부의 의심을 벗어나 활동할 수 있는 장소로 정원을 자주 이용하였고, 그들
에게 정원 생활은 긴수작으로서의 팽팽한 삶을 한수작으로 느슨하게 풀어
주어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게 해주었으며 도시에 거주하면서도 은일의 삶
을 가능하게 해주는 매개체로 작용하였다.

둘째, 정약용의 인물 관계와 학문과 사상 및 유배와 출사에 대한 의지 
그리고 거주하고 유람하였던 장소들을 고찰하여 정약용의 정원관 형성에 
영향 끼친 삶의 이력을 파악하였다. 정약용은 두 아들을 통해 자신의 학문
이 계승되어 후세에라도 자신의 학문적 성취가 인정받기를 원하였다. 가장
으로서 지니는 가정 경제의 책임감과 부담을 근검의 강조와 실용 지식의 
생활화로 해결책을 도모하였다. 정조는 당대 최고 수준의 정원 문화를 제
공하여 정약용의 안목을 높여주었다. 벗과 제자들은 그의 학문적 성취를 
도와주고 정원 생활의 풍류를 함께 즐겼다. 정약용이 선정한 예인 3명 최
치원과 이규보 그리고 진정국사는 불교가 국교인 사회에서 유불도에 해박
하고 그것을 포용하였으며 선사상의 생활화와 일상적 소재의 문장에서의 
천연스러운 사용을 구사하였다. 정약용은 이황과 이익의 학문을 사숙하고 
조선 후기 실학자들과의 교유를 통해 실학과 생태 그리고 상생의 사상을 
형성하였다. 그는 18여년의 유배에서 생명의 위협을 언제나 인지하였으며 
몇 차례의 해배의 기회가 좌절되는 와중에도 출사의 의지를 포기할 수 없
었다. 정약용이 거주하고 유람했던 고향 마현, 한양의 궁원, 강진의 정원
과 조선팔도의 명승지의 아름다운 산수는 자기 성찰과 심미성의 확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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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철학적이고 감성적인 인식을 제공하였다.
셋째, 정약용의 가상 정원 4곳과 현실 정원 3곳을 대상으로 정원 생활

의 양상을 분석하고 미적 실천을 고찰하여 정원관을 파악하였다. 가상 정
원은 「제황상유인첩」을 분석의 주된 대상으로 하여 「야새첩」, 「잡언송철
선환」, 「미원은사가」이고, 현실 정원은 강진 다산초당을 중심으로 하여 한
양 죽란원과 광주(남양주) 여유당이다. 정원을 포함한 주거지는 배산임수
에 남면하여 입지하였고 생활과 여가를 겸하는 곳으로 사용되었다. 정원 
생활에 구현된 미적 실천은 정원 요소의 실용적 운용과 감각적 조화 구현, 
차와 꽃에 대한 벽의 표출, 경의 선정을 통한 자기존재의 피력, 회화를 활
용한 공간 이동의 와유 실현, 정원 요소와 교유로 나타낸 유불도의 통섭으
로 살펴볼 수 있었다. 이상을 통해 정약용은 생계형 자급자족의 실용에 더
해진 일상미의 조화, 자존의 현현, 정원 경계의 심적·물적 확장, 유불도를 
아우른 은일의 구현을 통해 표리부동을 넘어선 통섭의 이상향으로서의 정
원관을 추구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하여 정약용의 정원관 형성 요인과 성격과 의미
를 살펴보면, 형성 요인으로 조선 후기 사대부의 정원 문화에서 일상미의 
수용과 정원 조영의 애호의 영향 그리고 유배 이후 자의 및 타의에 의해 
지속된 출사의 의지로 인하여 집권층의 유교 문화 하에서 자신의 유불도
의 선호를 내재화한 점을 들 수 있다. 정원관의 성격은 표리부동을 넘어선 
통섭의 이상향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정원 생활의 의미는 유학자이자 가
장으로서의 긴수작의 삶과 예인이자 생활인으로서의 한수작의 삶을 정원 
생활을 통해 넘나들며 유배의 고통을 학문의 성취로 승화하고 미적 실천
을 통한 자존감의 재정립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유불도를 아우르는 사상의 통섭과 정원 생활의 내재
화된 의미를 파악하여 정약용의 정원관을 고찰하였다는 점에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가 현존하는 소수의 조선 시대 정원 유적 중 하나인 다산초당원
의 향후 복원에 참고자료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주요어 : 표리부동, 통섭, 은일, 긴수작과 한수작, 상상의 정원, 다산초당
학  번 : 2009-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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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두기
1. 본 논문의 제황상유인첩, 황상, 일속산방, 의원기에 관한 내용은 정수진(2018), "「제황상
유인첩(題黃裳幽人帖)」에 나타난 다산(茶山)의 정원상(庭園想)"(한국조경학회지 46(5):  
22-35); Jung, S. J.(2018), Garden Culture of the Late Joseon Dynasty through 
Writings and Paintings on the Imaginary Garden.(The 16th Symposium of 
Landscape Architecture, Korea, China and Japan 16: 139-144)의 연구 성과를 참조
하여 작성하였다.
2. 국역문은 가급적 원문을 병기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원전을 재인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원문과 글자에 차이가 날 경우 이본을 대조하여 교감하였고 숫자 등의 간단
한 차이 등은 별다른 언급 없이 오류를 바로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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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이상적 주거에 대한 동경은 인간사에 내재하는 기본 소망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현재의 삶이 각박할수록 이상향을 그리는 마음은 강해지기 마련
이다. 은일의 삶을 동경했던 동양의 선인들은 전원에서의 삶을 맑고 고아
한 정취로 보았고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하였다. 

18·19세기 조선 사회는 중국으로부터의 새로운 문화의 유입이 활발하여 
여러 부문에서 문화가 난만하고 융성하였다. 반면 당쟁의 폐해가 만연하여 
정치가 불안하였던 격변기였다. 이 시기 조선의 지식인들은 아름다움을 그 
자체로 대하게 되는 미의식의 변화와 일상적 신변잡사를 문학의 소재로 
수용하는 풍조를 수용하였다. 이를 통해 꽃과 나무를 사랑하고 일상에서 
정원 가꾸기를 애호하여 직접 정원을 조영하기를 원하였으며 정원을 조영
할 상황이 여의치 않은 이들은 글이나 그림을 통해 정원 문화를 향유하였
다. 정치적 불안과 사회의 부조리로부터 그들은 은일의 철학을 고상한 해
결책의 하나로 받아들였다. 또한 이 시기는 도시문화의 발달로 한양에 거
주하기를 원하는 이들로 많았고 이로 인해 도시가 과밀해졌다. 사람들은 
작은 규모일지라도 집에 정원을 가꾸어 그 속에서 자연을 느끼고자 하였
다. 정원은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게 해주었고 도시에 거주하면서도 은일의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매개체였다.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1762년~1836년)1)은 조선 후기의 대표적 실
학자이자 위대한 사상가였고 뛰어난 예술가였다. 그는 거주하는 곳마다 정
원을 조영하여 향유하였던 대표적인 정원애호가의 한 사람이었다. 조선의 
문화가 그 절정을 발하였던 18~19세기에 정조(正祖, 1752년~1800년, 재
위 1777년~1800년)의 성은을 입어 승승장구하던 관직 시기에도 과중한 
업무와 도시 생활의 피로를 토로하며 전원으로 돌아가 은일의 삶을 살고
픈 마음을 지속적으로 표출하였다. 이 시기에 정약용은 명례방 집 한쪽에 
죽란원이라는 작은 화분 정원을 만들어 하루의 피로를 풀며 마음의 안식
을 얻었다. 정조 사후 시작된 1801년부터 1818년에 이르는 18년간의 유

1) 논문에 소개되는 인물들의 생몰 년대는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의 인물검색을 참고하였
다. 검색되지 않는 인물들의 경우는 관련 문헌을 참조하여 별도 주석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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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생활에서는 의원(意園) 시문(時文)을 지어 정원을 가꾸며 사는 전원생
활에 대한 염원을 노래하기도 하였다. 1801년 첫 유배지 경상도 장기에서 
「미원은사가(薇源隱士歌)」라는 의원시(意園詩)를 지어 미원에 사는 심씨의 
삶을 동경하였고, 그 해 겨울 강진으로 이배된 후 1805년 겨울에는 제자 
황상을 위해 「제황상유인첩(題黃裳幽人帖)」을 지어 유인의 이상적 주거향
을 서술한 의원기(意園記)를 지었다. 이들 의원 시문에서 유배지에 묶인 
암울한 상황에서 전원에서의 은거를 강하게 소망한 모습을 읽을 수 있다. 
정약용은 1808년 봄부터 1818년 8월에 해배되기까지의 10여 년간 다산초
당에 정원을 꾸며 정성스럽게 돌보았고 그곳에서 570여권에 달하는 저술
을 집중적으로 편찬하였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다산초당원에서의 일
상이 유배의 상처와 고달픔을 견뎌내게 해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직접 그
린 화조화와 산수화 외에도 제자를 시켜 그린 정원 기록화는 다산초당원
의 또 다른 예술 생산품이라 하겠다. 해배 후 여유당(與猶堂)으로 돌아와
서도 채소밭 가꾸기에 정성을 다했다. 정약용은 거처하는 곳 마다 정원을 
조영하였고 향유하였고 정원 생활은 글과 그림 등의 예술품을 남겼다. 

땅위에서 영위된 물적 증거는 시대의 고락과 함께 후대에 전해지는 경
우가 귀한 법이다. 현존하는 전통 정원 유적이 적은 이유도 그에 따른다. 
다행히 시문과 그림 등이 전해지면 그 면모의 일부분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다산초당원은 현존하는 소수의 조선 시대 정원 유적 중 하나이다. 
그에 더해 정약용이 남긴 570여권의 저서는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로 
전해져 정약용의 정원 생활의 이해를 돕는다. 꾸준하게 새로이 공개되는 
시문과 그림 자료들은 국역되어 일반에 전해져 정약용의 정원 생활에 대
한 해석의 층위를 넓힐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는 정약용의 정원이 가시적인 면에서 조선 후기의 여타 정원들
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지만 그 이면에 내재된 의미가 함축되어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그 숨겨진 바를 찾아보고자 집중하였다. 내재되어 있
는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 정약용을 둘러싼 인물관계와 스스로의 욕망과 
시대적 제약을 통섭적으로 고찰한 후 정원 관련 글들과 정원 유적을 대상
으로 그의 예인으로서의 풍모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정약용의 
수많은 글에서 나타나는 미의식이 미(美)를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즐겼던 
동 시대의 미적 안목과 궤를 같이 하며 일상적 소재의 가치를 수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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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 점에 착안하여 제작 동기와 제작 시기가 뚜렷하고 
입지 선정에 제약이 없으며 현실 정원으로 구현되었다고 파악되는 「제황
상유인첩」과 정약용의 학문의 산실로서 현재까지 유적으로 전해지는 다산
초당원을 중심으로 하여 가상의 정원 4곳과 현실의 정원 3곳을 분석의 주
된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세부 내용의 분석을 통해 정원 생활
의 양상과 미적 실천의 특징을 파악하여 이상적 주거를 꿈꾸는 동기를 살
펴보고, 이상적 주거의 구체적인 모습을 가시화하여 이를 토대로 그의 정
원 생활에 대한 생각과 관점과 태도 등을 보다 넓고 깊게 읽어내어 최종
적으로 정약용의 정원관을 추출하여 그 의미와 가치를 재고해보는데 연구
의 목적이 있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연구범위는 시간적·공간적·내용적 부분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시간적 범위는 정약용 생존 시기인 18세기에서 19세기로 한
정한다. 이 시기는 정치적으로 당쟁의 폐해가 극심하였고 한양 거주의 선
호와 화훼 문화의 발달 및 만명사조의 수용과 새로운 소품문의 일종인 의
원기 제작이 조선의 지식인들 사이에 나타났던 시기이다. 둘째, 공간적 범
위는 가상의 정원과 현실의 정원이다. 가상의 정원은 정약용의 의원기 「제
황상유인첩」을 중심으로 하여 「야새첩(埜僿帖)」, 「잡언송철선환(雜言送鐵
船還)」 그리고 「미원은사가」의 공간을 다룬다. 현실의 정원은 정약용이 실
제로 조영하고 향유했으며 현재까지 전해져 오는 강진의 다산초당을 중심
으로 하여 한양의 죽란원과 마현의 여유당의 공간을 다룬다. 여기에 더하
여 정약용이 유람했던 조선 팔도의 명승지를 부분적으로 다룬다. 셋째, 내
용적 범위는 3부분으로 나눈다. 먼저 조선 후기 사대부의 정원 문화를 알
아본다. 이어서 정약용의 정원관 형성에 영향 끼친 삶의 이력을 살펴본다. 
이상의 이해를 바탕으로 정약용의 정원 생활 및 미적 실천의 양상을 분석
하여 정약용의 정원관을 추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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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1934년에서 1938년 사이 신조선사(新朝鮮社)에서 발간한 활

자본(活字本) 『여유당전서』 중에서 『시문집(詩文集)』 영인본을 저본으로 
삼았다. 국역본은 1996년 민족문화추진회에서 편역하여 솔출판사에서 간
행한 『국역 다산시문집』을 주로 참고하였다.2) 원문과 국역문의 인용 등에 
있어서는 한국고전종합DB를 활용하였다. 그 외 관련 학술자료와 그림 및 
사진 등의 회화자료를 참조하였다.

논문의 주된 연구방법은 관련 사료를 수집하고 분류한 후 해석의 절차
를 따랐다3). 이러한 과정은 문학작품과 회화작품을 포함하는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들 자료를 근간으로 하면서 기록문서·문화유물·일
지 등 관련 자료들을 섭렵하였으며, 현장 답사를 통한 실사를 병행하여 연
구를 보충하였다. 현장 답사는 2010년 5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총 7차례
에 걸쳐 총 13곳의 장소를 대상으로 공간 구성 방법과 요소, 주변 경관과 
자연 환경 등을 위주로 관찰·사진 촬영·문답 등의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답사 장소는 강진 다산초당, 백련사, 사의재, 고성사, 무위사, 백운동 원
림, 해남 대흥사와 두륜산, 남양주 다산생가(여유당), 수종사, 두물머리, 광
주시 귀여리와 분원리 등이다.

이상을 토대로 세부 연구 목적에 맞추어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밝히고 연구의 시사점을 언급한다. 이

어서 선행 연구를 살펴보고 동향을 파악하여 본 연구의 참신성과 의의를 
찾는다. 끝으로 연구의 방법을 밝혀 연구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높인다.

2장에서는 다산이 활동했던 18~19세기 조선의 시대적 배경을 정치·사
회·문화 측면에서 살펴보고 조선 후기 사대부의 정원 문화를 살펴본 후 사
대부에 있어서 정원 생활의 의미를 긴수작과 한수작을 통해 살펴본다.

3장에서는 4장에서 정약용의 정원관을 추출하기 위하여 정원관 형성에 
근본적 배경으로 작용했던 정약용의 생애사를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한다. 
친족 및 교유 인물에 대한 이해, 학문 및 사상과 유배 및 출사에 대한 의

2) 『여유당전서』의 『시문집(詩文集)』과 『국역 다산시문집』을 통칭하여 이후로 본 논문에서
는 정약용의 시문이 수록된 시문집을 『다산시문집(茶山詩文集)』으로 통칭하여 일컫기로 한
다.
3) 황기원(2009). 『한국 행락문화의 변천과정』.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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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등은 정약용의 「자찬묘지명」을 근간으로 하되 기 발표된 자료들을 참
조한다. 유적지와 관련하여 정약용이 거주하고 유람했던 산수는 관련 문헌
과 실제 답사를 병행하여 비교 및 보완하여 분석을 시도한다. 

4장에서는 정약용의 현실 정원 3곳과 가상의 정원 4곳을 대상으로 정
원 생활의 양상을 분석하여 구체적인 미적 실천의 양상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정약용의 정원관을 추출하도록 한다.

정약용의 정원관을 추출하기 위한 분석 대상 정원의 선정 기준은 입지 
선택의 자유, 제작 시기의 분명, 거주 여부, 제작 목적의 명료, 입지에서 
향유까지 전체 정원 생활의 기록, 조영자의 적극적인 의지 등이다. 이상의 
선정 기준에 대체로 부합하는 가상의 정원은 「제황상유인첩」 속 정원이며 
현실의 정원은 다산초당의 정원이다. 이 외에 3곳의 가상 정원과 2곳의 
현실 정원을 분석의 대상으로 추가한다. 3곳의 가상 정원은 은자(隱者)의 
거처를 다룬 「야새첩」, 승려의 이상적 거처를 담은 「잡언송철선환」 그리고 
심씨의 정원을 다룬 「미원은사가」이다. 2곳의 현실 정원은 한양 죽란원과 
마현의 여유당이다. 

이들 7곳의 정원을 대상으로 정원 생활의 양상 파악을 실시한다. 주거
지의 공간 구성과 정원 요소에 대한 분석 및 정원에서 이루어진 교유와 
향유의 양태를 분석한다. 다음으로 정원 생활에서 나타난 구체적인 미적 
실천 양상을 조선 후기 혁신적 유학자로서의 정약용이라는 인물과 관련하
여 긴수작과 한수작의 넘나들기를 통하여 살펴본다. 이상을 토대로 정약용
의 정원관을 추출한다.

추출한 정약용의 정원관 해석은 정약용과 주변 인물들의 글, 그림, 관
련 유적들의 답사를 통하여 다면적이고 입체적으로 한다. 분석 대상 시문
은 『다산시문집』에 수록된 시(詩)·서(序)·기(記)·제(題)·묘지명(墓誌銘)·서
(書)·증언(贈言) 등의 전체 글에서 정원 생활에 관한 정약용의 사상이나 주
장을 엿볼 수 있는 글들로 취사선택한다. 이때 산문은 시에 담긴 은유적 
내용을 보완하고 정원이나 자연과 관련하여 정약용의 서술적 소회를 면밀
히 살펴볼 수 있어 중점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 

5장에서는 1장부터 4장까지의 전체를 아울러 정약용의 정원관에 나타
난 내재된 층위를 발생 요인과 결부시켜 해석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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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선행 연구 고찰

선행 연구 검토는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조선 후기 사대부
의 정원 문화 연구와 정약용의 생애사 연구 및 정원 생활에 관한 연구이다.

1.3.1. 조선 후기 사대부의 정원 문화 연구
먼저 정원 개념의 정의를 살펴보았다. 張家驥(2008)과 유병림 외(1989)

는 《설문해자》를 이용하여 ‘정(庭)’과 ‘원(園)’으로 파자하여 그 뜻을 살펴
본 후 다시 합하여 본의를 살펴보았다. 두 연구의 방식과 정의된 개념이 
유사하였으나 張家驥(2008)은 ‘원(園)’ 개념에 대한 해석을 ‘원(遠)’로 치환
하여 ‘시각무진(視覺無盡)’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중국 정원에 보다 적합한 
의미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회의문자를 파자하여 보다 객관
적 해석을 시도한 유병림 외(1989)의 정의를 적용하였다. 

조선 후기 사대부들의 은일 지향과 관련하여 그 동인으로 고동환(2006, 
2013)은 조선 후기 한양 거주 선호와 이 결과 한양의 주거 밀도 및 주택
가격의 상승을 입체적으로 파악하였다. 정민(2008)은 지방의 사대부들이 
한양 거주를 선호하면서도 여전히 지방에서 누렸던 거대한 장원을 희구하
는 상황에 주목하였다. 조선 후기 사대부의 주거 문화와 관련하여 안대회
(2007)와 이욱(2014)은 조선 후기 사대부들이 주택 정원 조영에 대한 관심
이 활발하여 직접 정원을 조영하거나 문헌 기록으로 남겼고, 일상 주거에
서 유학자의 삶을 견지하되 실용을 우선시하고 은자의 삶을 추구하는 경
향을 살펴보았다.

18·19세기 문인 지식인층에 의한 의경의 추구는 의원기에 영향 받은 바
가 크다. 의경 추구와 관련하여 한영규(2011)는 18·19세기 경화세족 등이 
가졌던 개인의 취향과 탈현실적 경향 및 심미성의 추구를 중국의 만명사
조와 연관 지어 살펴보았다. Sung, J. S.(2015)는 의원을 꿈으로 확장하여 
조선의 의원기를 개괄하였으며 그 시작을 15세기 안평대군의 무릉도원으
로 소급하였다. 조선 시대의 의원기 연구와 관련하여 안대회(2001)는 황주
성이 「장취원기」를 통해 망국의 한을 달래었다고 그 제작동기를 추정하였
다. 「장취원기」의 전문은 장조(張潮, 1659년~?)가 엮은 소품집 『소대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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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昭代叢書)』 갑집(甲集) 권23에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黃周星, 1833), 원문
과 국문 번역문은 서유구(2013)의 『임원경제지』 「이운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조선 후기에 저술된 개별 의원기를 심도 있게 분석한 연구로 홍형
순과 이원호(2006a)는 19세기 문인 항해(沆瀣) 홍길주의 『숙수념(孰遂念)』
의 원거념 속 경관요소를 추출하고 상상의 정원인 오로원의 공간구조를 
도해하여 숙수념의 조경학적 가치를 고찰하였다. 또한 조선 중기의 학자이
자 문인이며 정치가였던 허균이 다룬 상상의 공간에 주목하여 은거와 은
둔이라는 저술 배경과 배산임수의 입지 및 선호하는 식재요소 등의 분석
을 통하여 허균이 추구한 상상적 공간의 실체를 규명하였다(홍형순과 이원
호, 2006b).

안대회(2001, 2004, 2008, 2009)는 조선 중기 이후의 의원기들을 정원 
예술품으로서 소개하면서, 개별 의원기에 대한 내용 이해와 의원기 저자들 
간의 교유 양상을 분석하였으며 한영규(2011)의 연구로 보완하였다. 정약
용의 의원 시문 4편은 『다산시문집』에서 2편 그리고 정민(2017)의 저서에
서 2편 구해볼 수 있었다.

의원기를 읽고 감화되어 그린 의원도로서 <월야청흥도(月夜淸興圖)>와 
관련하여 그림 속 화제를 밝혀 「장취원기」를 그림 회화임을 밝혀낸 연구
(안대회, 2001)와 산수화 속에 담긴 산수가 세속 세계의 현실과 대비되어 
해석되었음을 지적한 연구(고연희, 2015) 그리고 의경(意境)을 인심이득(因
心而得)으로 정의한 張家驥(2008)의 연구를 통해 <월야청흥도>에 대한 해
석을 심화시킬 수 있었다. 

산수를 대하는 태도와 관련하여 진재교(2003)는 조선 후기에 산수를 문
예공간으로 인식하여 사대부와 여항인 및 화원들이 교유하는 현상이 이전 
시대의 관념적 인식과 대별되는 특징임을 거론하였고, 이종묵(1997)은 조
선 후기에 유산이 증가하고 유산자의 유가 또는 도가적 학문 성향에 따라 
유산의 태도가 달라지며 유산기와 유산록의 풍속 자료적 가치를 조망하였
다. 정우락(2014)은 조선 시대 선비들이 긴수작 중에도 한수작을 겸하였음
을 언급한 후 한수작에 주목하여 선비들의 풍류의 일상화를 점과 선으로 
이루어지는 문화공간에 대입시켜 논의를 진전시켰다.

정원의 조성이 일상에서의 산수 와유를 가능하게 한다는 관점에서 조선 
후기 원예문화를 살펴본 연구로, 정민(2008)은 18~19세기 조선의 화훼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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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 아름다움 자체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음과 분재 수요의 활발한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종묵(2002, 2012)은 조선 선비들의 산수유람 기문과 
조선 초기 강희안의 원예서적에 대한 소개를 통해 산수유기와 산수화를 
감상하는 뜻 그리고 집에서 분재를 키우며 감상하는 뜻이 산수를 노님에 
있음을 들어 조선 선비들의 생활 속 와유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정원이나 산수에서 문인들의 모임이 조선 후기에 들어 활성화된 것과 
관련하여 송희경(2012)은 아회도의 조형성과 표상을 통해 조선 후기 사대
부 아회의 성격을 성시원림과 고동서화의 완상취미와 같은 명대 문인 문
화에 영향 받아 평담의 미학과 우아의 예술 행위를 통해 지적인 군자상을 
추구하였다고 파악하였다. 임의제와 소현수(2014)는 조선 후기 아회도
를 기록화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그림 속에 나타난 원림의 경관과 이용
자들의 행태 양상을 도출하였다.

조선 후기 척도와 관련하여 윤장섭(1975)의 연구가 우수하며 양상현 외
(1999)의 연구도 참조하였다.

1.3.2. 정약용의 생애사 연구
정약용의 생애사 연구와 관련하여 금장태(1999, 2012)는 양명학과 고증

학의 영향으로 정약용의 실학사상을 조망하였다. 그는 정원 가꾸기, 산수
유람, 음악과 춤, 글씨와 그림 품평 등으로 분류하여 정약용의 예술과 풍
류에 깃든 삶을 선비생활의 운치와 품격으로 해석하였다(금장태, 2011). 
차벽(2010)은 유배 이후 정약용의 후반생을 주요 관련 인물과의 영향 하
에서 정약용의 인간적 고뇌와 애환을 통해 살펴보았고, 신창호(2016)는 정
약용이 60세 회갑을 맞아 지은 「자찬묘지명(自撰墓誌銘)」에 대한 심도 있
는 해석을 통해 지난 삶에 대한 후회와 앞으로의 시간에 대한 기대를 담
은 정약용의 고해성사로 그의 삶을 복원하였다.

박무영(2002)은 정약용의 서정시 연구를 통해 정약용의 사유체계와 문
학적 태도에 있어 그가 바라보는 세계관과 인간관을 들여다보았으며 정약
용의 시세계에서의 인식론적 태도와 문학에서의 사실주의적 성격을 남인
학파에 속하는 이익(李瀷)을 계승한 것으로 보았다. 정약용의 초기 사환기 
산문에 대한 연구에서는 정약용의 문장 대부분이 실용과 경세의 문장들이
지만 초기 사환기 시절의 산문에는 서정성이 높은 것을 지적하며 국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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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분석하여 소품적 성향이 강하게 드러남을 밝혔다(박무영, 2005). 임
형택(1998)과 이용형(2009)은 정약용과 제자들 간의 강학과 교유 관계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1.3.3. 정약용의 정원 생활 연구
정약용의 정원 생활 연구에서 정약용의 사환시절 명례방 집 구입 시기

를 기존보다 앞당긴 연구(안대회, 2013b)로 명례방의 거주기간 산정을 새
로이 할 수 있었다. 명례방 죽란원의 정원 생활에서 주목되는 것으로 국화
그림자 놀이가 있다. 정약용은 특히나 국화를 아꼈는데, 국화를 감상하는 
다양한 방법을 살펴본 연구(강혜선, 2003)에서 국화그림자 놀이를 즐겼던 
정약용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다. 신익철(2008)은 원굉도의 국영시(菊影
詩)를 통해 정약용이 국영(菊影) 놀이와 국영시(菊影詩) 창작을 하게 되었
고 정약용의 국영시가 과학적이었던 것에 비해 다산학단의 국영시는 원굉
도와 비슷하게 서정적이었음을 밝혔다. 

정약용이 주축이 되어 활동한 죽란시사는 그 당시에도 주목받는 시사였
으며 오늘날에도 추가 연구가 이어지는 시사이다. 안대회(2013a)는 18세
기 조선의 시사(詩社) 활동을 그 성격에 따라 창작 집단 중심, 정치적 결
사 중심, 사교와 오락 중심으로 나누어 그 대표적 사례를 통해 죽란시사를 
사교와 오락 중심의 시사로 파악하였다. 안대회(2013b)는 2012년 정약용 
탄신 250주년 기념전시회에 공개된 「익찬공서치계첩」이 「죽란시사첩」과 
동일한 시사첩임을 밝히고 그를 토대로 죽란시사의 결성시기를 1794년 7
월 이후로 재추정하였으며 죽란시사가 남인 관료들의 교류 살롱이자 창작
서클이면서 동시에 정치적 결사로서의 성격을 가짐을 규명하였다.

정약용의 이상 주거를 다룬 「제황상유인첩」에 관한 조경학계의 선행연
구로는 「제황상유인첩」의 제작 경위와 글에 나타난 주거지의 입지및 정원 
조영의 특성을 분석하여 정약용이 추구한 이상적 정원에 대한 생각을 살
펴 본 정수진(2018)의 연구와 이원호 등(2014)이 「제황상유인첩」을 포함하
여 조선 후기의 의원기 다섯 편을 분석하여 경화세족의 원림향유문화를 
다룬 연구를 살펴볼 수 있었다. 이러한 의원기를 짓게 된 정약용의 귀전원
의식에 관하여 정약용이 장기 유배지에서 지은 「미원은사가」를 통해 살펴
본 심경호(2000)의 연구에서는, 유배라는 극한 상황에서 고향으로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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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지으며 화초를 가꾸며 평화로운 전원생활을 염원했던 정약용의 전원
회귀의식을 살펴볼 수 있었다.

고연희(2001)는 정약용의 화훼에 대한 관심을 화훼시의 고찰을 통해 살
펴보았다. 여기에서 정약용이 미물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관찰을 
넘어 학문적 박물지식에 근거하여 화훼시를 제작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다. 

강진 유배기의 정약용의 정원 생활 파악을 위하여 다산초당과 강진 일
대 지역을 중심으로 정약용이 교유한 인물과 방문 장소 등을 살펴보았다.
다산초당원에서의 정원 생활 연구로는 정약용이 자연을 대하는 태도와 정
원을 조성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박희성과 조정송(1997)은 정약용의 자연
관을 원시유학과 연계하여 읽어냄으로써 정약용의 자연에 대한 실용적 입
장을 부각시켰다. 정약용초당을 그림으로 옮긴 <다산도(茶山圖)>의 분석을 
통해 다산초당의 원형경관을 탐색한 노재현 등(2008)과 정약용초당을 다
룬 화훼시를 통해 정약용초당의 조경공사 전반을 살펴본 연구(박경자, 
2002)에서 자연 지세를 적극적으로 또한 지혜롭게 이용하는 실용주의자 
정약용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다.

강진 일대 지역에서의 정원 생활은 강진 유배 시절 정약용과 윤광택 집
안의 교유 양상을 살피고 윤광택 집안의 명발당과 조석루의 정원에 대해 
밝힌 윤동옥(2016)의 연구로 정약용의 강진 유배기의 한 면모를 살펴볼 
수 있었다. 

정약용의 회화 작품이 정원 생활의 영향을 받아 생산되었음을 살펴보고
진행된 연구는 소수였다. 정원관에 나타나는 미적 실천과 관련하여 그림의 
생산과 감상에 있어 허정임과 황병호(2017)는 정약용이 도서화(圖書畵) 감
평(鑑評)에 있어 수준 높은 비평 용어를 구사하며 작품과 작가를 비교하며 
평한 것을 들어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것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그림의 있
어 ‘형사’ 위주의 작품을 선호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동의되는 바가 상당
하였다. 이정원(2003)은 다산의 회화 작품과 시를 대상으로 회화관을 살펴
보았으며 유배 시절의 심경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미술사에서 행해져온 실
학사상과 관련하여 설명하는 정약용의 회화관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정약용의 입체적 파악을 위해 교유 인물들을 살펴보았다. 가족 친지, 
제자「제황상유인첩」 저술의 직접적 동기 제공자이자 조선 후기 대시인으
로 자라난 읍중 제자 황상의 교유 관계를 다룬 연구로는 황상의 저술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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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술기(壬戌記)」를 통해 스승 정약용과의 애틋한 정을 살펴 본 연구(정
민, 2003)와 정약용의 첫째 아들 유산(酉山) 정학연(丁學淵, 1783년~1859
년)의 글 그리고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 1786년~1856년)의 글을 통해 
황상의 면모를 파악한 연구(이철희, 2006; 박철상, 2010)가 있었다. 이들
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황상은 정약용이 극진히 아끼던 뛰어난 
제자였으며, 스승의 가르침을 평생 가슴에 새겨 실천에 옮겼던 제자였다는 
것이다.

황상이 강진 대구면 천개산 아래에 조성한 일속산방과 관련하여 정민
(2006, 2010)은 정약용이 해배되어 귀향한 후 스승을 그리워하며 10여년
의 세월을 기울여 「제황상유인첩」의 내용을 옮겨 은자의 거처를 조성한 
경위를 살펴보았다. 일속산방의 당호를 황상의 부탁으로 정학연이 지어주
었음을 추측한 연구(정민, 2010; 박동춘, 2010)를 통해 「제황상유인첩」의 
영향으로 일속산방이 실제 조성되고 이것이 그림으로 남겨져 전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소치(小癡) 허련(許鍊, 1808∼1893)이 <백적산장도(白
磧山莊圖)>와 <일속산방도(一粟山房圖)>로 그렸고(정민, 2014b), <일속산
방도>가 허련이 남긴 서너 점의 실경산수화 중 하나임을 소개한 연구(광
주국립박물관, 2008)도 살펴볼 수 있었다. 허련이 초의선사(草衣禪師, 
1786∼1866)의 그림 제자이며 정약용의 장남인 정학연을 존경하고 그로부
터 그림에 대한 찬사를 받았음을 살펴본 김상엽(2002)의 연구와 황상이 
초의선사와 허련과도 교유를 확대했음을 살펴본 박동춘(2010)의 연구를 
통해 <일속산방도>가 그려지기까지의 인물관계도를 유추해볼 수 있었다.

기존의 정약용의 정원 생활에 대한 연구들은 다산초당과 관련하여 다시
(茶詩)·다화(茶畵) 등 차생활(茶生活)과 연계하여 살펴본 연구가 활발하였
으며 전라남도의 별서정원으로서 다산초당을 다룬 연구가 있다. 정약용의 
원림관이나 자연관을 실학사상과의 연관 하에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가 주
류를 이루었으며 분석의 대상 또한 다산초당인 경우가 다수였다. 정약용의 
이상 정원과 관련하여 「제황상유인첩」과 「야새첩」에 나타난 정원 연구가 
적으나마 진행되었으며 식물 등의 특정 요소를 통해 정약용의 정원 생활
을 들여다본 연구가 있었다. 

지금까지 연구된 정약용의 정원 생활은 그 배경사상에 있어 실학사상과 
원시유학에 편중하여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보다 다면적인 시선에서 새



- 13 -

로운 시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정원 조영 및 향유와 관련하
여서도 표면적 양상을 다루는 경우가 주를 이루고 개괄적으로 다루어진 
경우가 많아 정원 생활에 내재된 의미와 구체적 실체에 대한 추가 연구가 
요구된다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정원 생활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되는 정약용의 
삶을 그를 둘러싼 인물과 그의 편저들 그리고 그가 거쳐 간 유적들을 통
해 살펴봄으로써 정약용에 대한 다면적인 이해를 먼저 한 후, 이러한 이해
를 바탕으로 하여 정약용의 정원 관련 글들과 다산초당원이라는 유적에서 
가시적으로 파악되는 양상들을 포함하여 그 이면에 내재된 정원의 의미를 
해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현 시점까지 공개된 최신 자료들을 반영하
여 정약용의 정원 생활에서 나타난 미적 실천의 양상과 동인을 살펴본 후 
이를 토대로 그의 정원 생활에 대한 생각과 관점과 태도 등을 보다 넓고 
깊게 읽어내어 최종적으로 정약용의 정원관을 추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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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 사대부의 정원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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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조선 후기의 시대상

조선 전기 이후 한양은 왕과 관료, 종실 등이 중심이 된 왕도(王都)였
다. 정치적으로는 노론·소론·남인으로 붕당정치가 만연하고 당쟁이 치열하
여 왕권이 실추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순조 이후로는 안동김씨에 의한 
세도정치가 60여년에 걸쳐 행해짐으로써 왕권이 유린당하였고 국가의 경
제적 부가 소수의 사대부들에게 집중되는 등 경제적 폐해 또한 컸다. 

경제적으로는 농업과 상업 및 무역이 발달하여 사대부를 위시하여 서민 
문화 또한 발달하였다. 농업에서는 논농사에서는 벼와 보리의 이모작 가능
해져 소출이 증대하였고, 밭농사에서는 견종법4)의 보급되어 수확량이 늘
었으며 담배·인삼·목화 등의 기호식품도 재배되었다. 소작농들은 노비를 
고용하여 경작함으로써 소작인들은 경작지를 잃게 되어 농촌이나 도시 또
는 광산으로 가서 품팔이를 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다. 상업에서는 임
진왜란 이후 농민의 공납 부담이 가중되어 그 폐해를 줄이고자 광해군(光
海君, 1575년~1641년, 재위 1608년~1623년) 시절의 선혜법(宣惠法) 이후 
17세기 후반 삼남에 대동법(大同法)5)이 실시되면서 관청에서는 필요한 물
품을 직접 구해야했는데 이를 주임무로 하는 공인이 등장하였다. 농업과 
상업의 발달로 관청에 소속되어 물건 만들던 수공업자들은 관청에 물건을 
납품하거나 시장에 물건을 팔게 되었다. 이들 중 공납 청부업자이자 어용
상인의 성격을 띄었던 공인(貢人)은 산업자본가로 성장하여 수공업과 상업
발달을 촉진시켰다. 이들은 화폐의 유통을 촉진시키고, 운송활동의 증대를 
가져와 교환경제체제로 전환되도록 하였다. 농업과 수공업의 발전으로 이
를 교환하는 교역도 발달하였는데 한양에서는 기존의 육의전 같은 시전만
으로는 부족하여 조정의 허락 없이 장사하는 난전이 생겨났고 지방에서는 
전국각지에 1천여 곳에 이르는 장시가 생겼다. 이러한 경제의 변화로 상
공인층이 사회적으로 성장하고 농민분화를 촉진시켜 종래의 신분질서가 

4) 견종법은 밭이랑과 밭고랑을 낸 후 밭고랑에 파종을 하는 방법으로, 가뭄에도 씨앗이 
잘 트고 잡풀 제거가 용이하다. 따라서 가뭄과 바람에 강하여 다른 밭농사에 비하여 수확
량이 많았다.
5) 조선 후기에 지방의 특산물로 바치던 공물(貢物)을 쌀로 통일하여 바치게 한 납세제도
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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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해되는 데 영향을 주었다.6) 
대동법의 실시와 아울러 조선 후기 상업 발달의 대표적인 예는 상평통

보의 보급을 들 수 있다. 금속 화폐인 상평통보의 유통은 한양에서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에 기여하였고 세금도 화폐로 걷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
나 이러한 상업의 발달은 농민의 몰락을 심화시켰다. 당시 기후는 전 지구
적으로 소빙기였고 이로 인한 자연 재해로 수많은 농촌 인구가 고향을 떠
나 유민이 되었다. 이들 유리민층의 한양 정착으로 인해 거주 인구 10만 
명의 계획 도시 한양은 그 3배에 달하는 인구 집중으로 경기도 지역으로 
한양의 도시 공간이 확대되었다. 17세기 후반 이후 서울 인구의 90%가 
상업 관련 인구였다.7)

이러한 인구의 변화 속에서 문화도 다변화되어 고위 관료층을 중심으로 
형성된 경화사족의 양반문화와 부를 형성한 중인 계층에 의한 여항 문화
로 대별하여 살펴 볼 수 있다. 사회적으로 청나라를 통해 전해진 양명학·
고증학·천주학 등의 서학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었고 이는 조선에 배해 훨
씬 발달된 청나라의 문화를 본받자는 북학운동을 일으켰다. 대청 무역이 
활발해짐에 따라 청나라로부터 진귀한 고동서화 등의 유입이 활발하였다. 
한양과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사대부들로 구성된 경화세족들 중에는 청
의 앞선 문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향유하고자 하였다. 한양의 인구 밀
집은 조선 후기로 갈수록 관료들이 한양의 고급문화를 선호하여 더 이상 
낙향을 하지 않으려 했고 그들 자제들의 과거 시험공부에도 한양이 유리
했기에 한 번 상경한 이들은 계속 한양에 거주하기를 원하는 이들이 늘어
났다. 한양에의 거주 선호는 지대 및 주택 가격의 상승과 주택 밀집으로 
인한 문제를 야기했다. 

조선 후기의 당쟁과 세도정치로 인한 왕권 실추의 불안한 정치 상황과 
농업 및 상공업의 발달로 인한 신분질서의 와해와 활발한 대청 무역으로 
인한 높은 문화적 욕구와 정치적 입지 선점을 위한 사대부층의 한양 거주 
선호와 농민계층의 유리민화로 인한 귀촌향도 현상으로 인해, 조선 후기 
한양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정치적으로 복잡하고 경제적으로 발달하였으며 
문화적으로 난만한 양상을 보였다. 이는 사대부들에게 정원을 무대로 하여 

6) 네이버 지식백과(두산백과). ‘대동법(大同法)’ 참조하여 정리.
7) 고동환. 2013: 40-4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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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유하며 밀실 정치를 하도록 이끌었다. 경제적 부와 권세를 가진 사대부
들은 청나라부터 수입된 각종 고동서화로 화려하게 꾸민 정원을 조영하였
고 빈한한 선비들은 글로나마 상상의 정원을 지어 정원 생활의 아취를 즐
기고자 하였다. 

2.2. 조선 후기 사대부의 정원 문화

조선 후기의 밀집된 도시 한양에서 사대부층은 지방 본가에서와 같은 
정원 소유를 희망하였으나 경제적으로 여의치 않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정원을 조영하더라도 개개인의 경제적 역량에 따라 정원의 규모에 차이를 
보이며 작은 정원도 마련하지 못하는 이들은 가상의 정원을 지어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조선 후기의 정원 문화는 한양과 경기 일대에 거주하는 사
대부들인 경화사족을 중심으로 활달하였다. 

청나라의 문물 수입이 늘고 그간 경외시되었던 원예 취미 등이 문인의 
고상한 취향으로 받아들여지면서 한양을 중심으로 권세가와 부호들이 심
미적 생활을 추구하게 되었다. 진기한 화훼와 수목을 구하여 자신의 정원
을 꾸미고자 하였고 정원에 관한 글을 남기는 경우도 많았다. 이웃의 이름
난 정원을 방문한 후에도 글을 남겼다. 정원을 답사하고 남긴 원기(園記)
는 고려 시대에도 지어졌지만 조선 초기의 원예 취미에 대한 금기로 침체
되었다가 조선 후기에 들어 다시 활발해졌다. 

정원을 직접 조영할 여력이 없는 이들은 의원(意園)이라 하여 가상의 
정원을 조영하여 즐겼다. 「장취원기」는 명나라 말기 황주성이 쓴 가상의 
정원에 관한 의원기이다. 이는 동쪽 장산(將山)에 조성한 장원(將園)과 서
쪽 취산(就山)에 조성한 취원(就園)으로 구성된 거대한 규모의 상상 속의 
공간을 다룬 산문이다(黃周星, 1833). 박제가(朴齊家, 1750년~1805년)는 
황주성이 「장취원기」를 통해 망해가는 조국 명나라에서 뜻을 피우지 못한 
자신의 처지를 대리 충족하였다고 보았다(안대회, 2001: 20). 명나라 말기 
황주성이 저술한 「장취원기」는 청나라 후기 장조(張潮, 1659년~?)가 엮은 
소품집 『소대총서(昭代叢書)』 갑집(甲集) 권23에 실려 조선의 선비들에게 
소개되었다. 서유구도 그의 저서 『임원경제지』 「이운지」편에 「장취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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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을 소개하였다(서유구, 2013: 23-38).
「장취원기」는 18~19세기 조선에 소개되어 일부 지식인들은 자신만의 

의원기와 의원도로 재탄생시켜 안빈낙도의 뜻을 담아 즐겼다. 유만주(兪晩
柱, 1755년∼1788년)의 「인지동천기(仁知洞天記)」 말미에 「장취원기」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였으며(안대회, 2008: 344, 709), 정약용은 「제황상유인
첩」 서두 부분에서 언급하였다(정약용, 1996f: 224). 그림으로는 정조(正
祖)의 둘째딸 숙선옹주(淑善翁主)와 혼인하여 부마에 올랐던 홍현주가 「장
취원기」를 읽고 화의를 느껴 그린 세 폭 그림 중의 하나인 <월야청흥도
(月夜淸興圖)>(<그림 2-1> 참조)가 전해진다. 

보름달이 휘영청 뜬 밝은 밤에 키 큰 나무 아래에서 벗과 술 한 잔 기
울이고 있는 장면으로 그림만 보고서는 장취원의 어디쯤인지를 가늠할 수
가 없다. “오른쪽 그림은 「장취원기」의 유의(遺意)를 본떴다. 그 묵화(墨
畫) 세 폭은 해거도위(海居都尉)의 작품인데 본래 상자에 보관하려 하였으나

그림 2-1. 홍현주가 장취원기를 읽고 화의를 그린 <월야청흥도>(1829).
자료: 한국예술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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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楚堂) 정미원(鄭美元)이 욕심을 내어 할 수 없이 증정하였다. 기축년
(己丑年) 계동(季冬)”(안대회, 2001: 21)이라는 화제에서 밝혔듯이 「장취원
기」의 유의(遺意)를 본뜬 그림이기에 그 구체적 장소가 장원과 취원의 어
디쯤인지는 중요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해거도위는 홍현주 자신
을 말한다. 

중국과 한국의 선인(先人)들에게 있어 산수(山水)는 이상적 세계이며 현
실의 무상함과는 동떨어진 고결한 곳이었다.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하고 
지혜로운 자는 물을 좋아한다’는 공자의 요산요수(樂山樂水)는 널리 받아
들여져 정착되었다. 그리하여 산수는 그림으로 자주 그려졌고 산수화 속에 
담긴 산수는 세속 세계의 현실과 대비되어 해석되었다.(고연희, 2015: 
6-9) 이런 배경에서 살펴보면 홍현주는 <월야청흥도> 속 두 인물이 달밤
에 산수에 앉아 시주(詩酒)를 하고 있는 어질고 지혜로운 이들임을 나타내
며 자신 또한 두 인물의 담박하고 한적한 정취에 의탁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張家驥는 의경(意境)을 ‘경물이 예술가의 정취, 심사(心思)를 촉발시켜 
발생한 영감과 상상이 새롭게 지어낸 예술적 형상으로 인심이득(因心而
得)’이라고 정의하였다. 원림에서의 의경을 ‘비록 인간이 만들었지만, 마치 
하늘이 만든 것과 같은 지척삼림’이라고도 하였다(張家驥, 2008: 
262-269). 그림 속 소쇄한 나무와 어딘지 모를 장소의 월하(月下) 노인들
은 하늘이 만든 것과 같은 지척삼림에 와 있다. 이곳은 「장취원기」에 감화
된 홍현주의 상상이 새로이 해석하여 그려낸 그림 속 이상향이다. 「장취원
기」라는 경물의 내용이 감상자로서의 홍현주의 심과 정을 촉발시켜 그를 
예술가로 변모시켜 붓을 들게 한 것이다. 홍현주가 그려낸 그림 속 장면은 
산수를 대하던 선인들의 자세와 유사하다 하겠다.

조선 후기 선비들에게 의원기가 성행하게 되도록 하는 촉매제의 구실을 
수행하였던 「장취원기」의 영향으로 의원기가 제작되었다. 의원기란 의원
(意園)을 다룬 글을 일컫는다. 의원이란 여러 현실 요인으로 인해 현실 세
계가 아닌 가상의 세계에 조성한 상상의 정원을 일컫는다. 해암(海巖) 유
경종(柳慶種, 1714년~1784년)은 그의 나이 43세 되던 1756년(영조 32년)
에 ‘의원은 마음속에 꾸며 본 정원이다’라고 「의원지(意園志)」(안대회, 
2001: 24-25)에 기록하였다. 18~19세기 조선에서는 의원기(意園記)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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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새로운 소품문이 일부 경화세족을 위시한 지식인들에게서 제작되었다. 
이는 기존의 원기(園記)가 자신 또는 타인이 소유한 정원이나 원림을 서술
한 내용이었던 것과는 달리 자신이 현재 또는 미래의 거처에 조성하고 싶
은 정원의 이상향을 서술한 글이다. 실제로 정원을 조영하지 못하는 지식
인들 중에는 마음의 정원이요 뜻의 정원을 상상 속에 꾸며 즐겼다. 

18세기에서 19세기 사이에 조선에서 지어진 의원기로는 다음의 글들이 
있다. 이용휴(李用休, 1708년~1782년)의 『혜환잡저(惠寰雜著)』에 실린 「구
곡유거기(九曲幽居記)」(이용휴·이가환 저, 안대회 역, 2003: 70-71, 273)는 
골짜기가 아닌 도성 안에 외지고 조용한 곳을 골라 작은 규모의 집을 지
어 남새밭과 꽃밭 등을 가꾸며 뜻 맞는 한 사람과 이웃하여 노닐며 늙어
가고자 소망하는 의원기이다. 유경종(柳慶種, 1714년~1784년)은 그의 나
이 43세 되던 영조 32년(1756년)에 『해암고(海巖稿)』에 실린 「의원지(意園
志)」(안대회, 2001: 24-25)에서 ‘의원(意園)은 마음속에 꾸며 본 정원이다’
라고 의원을 정의 내렸다. 유만주의 『통원고(通園藁)』에 실린 「인지동천기
(仁知洞天記)」(안대회 2008: 338-344, 707-709)는 한양 동대문 밖에 대규
모의 정원을 조성하여 서울의 아름다운 풍경을 조망하도록 한 의원기로서 
글의 끝 부분에서 「장취원기」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장혼(張混, 
1759년~1828년)은 한양 인왕산 옥류동 끝에 실제로 이이엄이라는 집을 
짓고 살았으며 『이이엄집(而已广集)』에 실린 「평생지(平生志)」(안대회, 
2008: 538-546, 747-750)는 아회를 위한 주거 공간을 설계한 의원기이
다. 정약용의 『다산시문집』 권14에 실린 「제황상유인첩」(정약용, 1996f: 
224-226)은 순조 5년(1805년) 겨울, 정약용이 강진 다산초당으로 옮겨가
기 전 보은산방에서 유배 중이던 시절에 쓴 글이다. 서울에서 내려온 큰 
아들 학연과 제자 황상에게 주역을 가르칠 때에, 은자의 거처에 대해 물어
오던 제자 황상의 질문에 답하여 써준 정약용의 의원기로 산으로 둘러싸
인 안온한 대지에 남면하여 주거지를 안치시키고 그 내외부로 정원을 조
성하여 여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길주(洪吉周, 1786
년~1841년)는 『숙수념』(『孰遂念第二觀』(甲爰居念下))에 실린 「오로원기」에
서 긴 담을 경계로 생활공간과 소요공간을 나누고 소요 공간 가운데 하나
인 오로원을 통해 주변 북산과 북산 넘어 어떤 경관에 이르는 동안 견문
과 인식의 확장이 무한함을 비유하며 정원에 대한 생각을 바탕으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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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의 문제까지 논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18~19세기 조선의 의원기 저자들 사이에는 교유가 있

었다. 「구곡유거기」의 저자 이용휴는 이가환(李家煥)의 부친이며 작은 아
버지 이익으로부터 사숙했다. 이용휴는 정약용과 함께 이익의 『가례질서
(家禮疾書)』를 교정할 때의 감회를 「석암사술지십운(石巖寺述志十韻)」에서 
읊고 있다. 정약용 또한 『다산시문집』 권21에 실린 「서암강학기(西巖講學
記)」(정약용, 1996i; 43-82)에서 이 일을 서술하고 있다. 「의원지」의 저자 
유경종은 선대로부터 교분이 깊었던 이익의 문하에서 수학하며 이용휴와 
문학적 유대관계를 맺어 절친한 벗이었으며, 「인지동천기」의 저자 유만주
는 평생 벼슬하지 않고 독서인으로 살다 요절하여(안대회, 2008: 324) 다
른 의원기 저자들과의 직접적 교유관계 파악이 되지 않았으나 그와 오랜 
시간 왕래하며 지인으로 지낸 이단전(李亶佃, 1755년~1790년)이 당대의 
문장가인 이용휴를 스승으로 섬겨 그와 더불어 이용휴의 시와 문장에 대
해 의견을 나누곤 하였다. 인왕산 아래 옥류동에 가상의 집과 정원을 설계
한 「평생지」의 저자 장혼은 <월야청흥도>를 그린 홍현주 형제와 친밀한 
사이로서 홍현주가 「이이엄기(而已广記)」를 써주었고 이것이 장혼의 「평생
지」로 완성되었다(안대회, 2004: 122). 장혼은 1813년 자신이 엮은 책에 
홍석주의 비평을 받았다고 적고 있다(한영규, 2011: 292). 정약용의 사상
은 위로는 성호(星湖) 이익(李瀷, 1681년~1763년)으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동시대에서는 당대의 탁월한 실학자들과의 교유와 비판을 통해서 형성되
었다. 정약용은 16세의 소년기부터 이가환·이승훈(李承薰) 등을 따라 성호
의 저술을 읽으면서 학문에 뜻을 두게 되었음을 순조 22년(1822년) 61세 
회갑을 맞아 지은 「자찬묘지명」에서 밝히고 있다.

이상에서 정약용은 이용휴, 서유구, 이학규, 홍길주, 홍현주와 직접적으
로 교유하였다, 홍길주는 정약용의 회혼연에 축수를 바쳤다. 『항해병함』에 
실린 「정다산승지회근수서(丁茶山承旨回巹壽序)」라는 축수인데 “올해 병
신년(1736년)은 대부와 부인께서 혼인한 지 육십 주년이 되는 해인데, 부
인 홍씨는 나의 족친이다. 잔치 당일 당에 올라 축수를 올림에, 이 말을 
기록하여 앞세우고자 한다(今年丙申 爲大夫與夫人巹甲之年 夫人洪氏. 吉
周之族黨也 將于其讌壽之日 升堂納禱 記是言以先之)”(홍길주: 79, 286)라
고 그 말미에 자신이 정약용과 외척관계임을 밝혀놓았다. 정조의 부마이자 



- 23 -

홍길주의 중형(仲兄)으로 <월야청흥도>를 그린 홍현주 또한 만년의 정약용
과 직접적으로 교유하였다.

이상에서와 같이 「장취원기」를 의원기에 직접적으로 언급한 이로는 유
만주, 정약용, 서유구가 있고 「장취원기」에 감흥 받아 의원도를 그린 이로
는 홍현주가 있다. 상기에서 살펴본 이들 중에서 이용휴, 서유구, 이학규, 
홍길주, 홍현주는 정약용과 직간접적으로 교유가 있었다. 

이상의 의원기 저자들 간의 연결고리를 통해 18세기와 19세기 조선의 
사대부 사이에 일었던 의원기 제작이 지식인들 사이의 새로운 하나의 문
화현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의 정원 조영과 가상의 정원 조영이 동시에 활발해지는 가운데 이 
시기의 화훼 취미는 기존의 관물론적 자세에서 꽃의 심미감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진기한 화훼와 수목에 대한 수요로 인해 화훼 유통이 
활발해졌고 분재 등의 원예 기술이 확산되었다. 동백, 치자, 석류와 같이 
기후대가 다른 따뜻한 남쪽 지방의 화훼도 조운선으로 운반되어 높은 가
격에 거래되었고 주로 한양의 부호들이 구매의 주된 고객이었다. 꽃시장은 
없었지만 인왕산 아래 필운동에서 청풍계에 이르는 지역에 원예로 생계를 
유지하는 은퇴한 아전들이 있어 기괴하게 접붙인 매화 분재, 국화 분재, 
소나무분과 대나무 분재 등을 한양의 권세가에게 공급하였다.8)

화분에 꽃을 키우는 뜻은 산수에 직접 가지 않고도 산수를 집안에 나의 
가까이에 두기 위한 방편의 하나이다. 그마저도 용이치 않을 경우 그림을 
그려 집 안에 두고 감상하면서 산수를 노닐 수 있다. 이것이 와유(臥遊)이
다(강희안, 2012: 11). 와유는 남조(南朝) 송(宋) 시대에 산수 유람을 좋아
했던 종병(宗炳)이 병이 들어 더 이상 원유(遠遊)하지 못하게 되자 누워서
라도 산수를 구경하겠다며 전에 다니며 보았던 명산대천(名山大川)을 그려 
방 안에 붙였다는 데에서 유래한다. 집 안에 정원을 조영하는 것, 정원 내
에 괴석을 앉히는 것, 그 마저도 안 될 때 아름다운 산천초목의 그림을 그
려 방안에 붙여주고 보는 것도 그 뜻이 와유에 있다 하겠다. 

조선 후기 정원 문화 속에서의 사대부들의 미적 실천 양상은, 개인 차
원에서든 공동 차원에서든 그 이전 시대 선비들이 성리학적 도를 자연에
서의 풍류와 연계시키는 수양의 차원의 의미를 넘어, 일상의 아름다움을 

8) 정민, 2008a: 181-2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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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수용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갔다는 것이다. 유교를 국교로 하는 나라
에서 평생을 수기치인(修己治人)을 행하며 살아가고자 노력했던 유자(儒
者)들에게 이러한 일상성의 천연스러운 수용은 청과의 국제적 교류의 영향
에도 힘입은 바 크다. 18·19세기 조선은 전통 문예의 정점을 이루던 시기
로 청과의 국제적 교류를 통한 지식의 양이 급증하였던 시기였다. 이 시기 
조선의 지식인들은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새로운 지식에 영향 받아 박물
학적 총서류와 유서류 및 개인의 취향과 취미에 관련된 소품문 등의 작업
도 이루어졌다. 18·19세기 경화세족 등의 문인들에게서 보이는 탈현실적 
경향과 개인의 취향 및 심미성의 추구는 중국의 만명사조(晩明思潮)와도 
연관 지어 살펴볼 수 있다.9) 만명 시기는 중국사상사와 문예사에서 특기
할 만한 시기로 왕양명, 이탁오의 주장을 바탕으로 원굉도, 진계유 등을 
중심으로 개인의 내면적 감정을 중시하는 낭만주의 문예가 풍미했다. 조선 
후기 경화세족 지식인들에게 진계유는 폭넓게 인정되었다. 

천고의 인물 두루 골라봐도
내가 바라는 건 진미공이야
곤산 속에다 오막살이 짓고는
도서에 파묻혀 일생을 보냈다네
오와 월에 궁한 선비들이 많아
서로 필연으로 도우며 상종했기에
고물고물 끝이 없는 비급 총서를
엮어내는 데 별 힘 들지 않았다오
우산의 풍자를 받기는 하였지만
시원한 맑은 바람이 일지

歷選千古人
但願陳眉公
結廬崑山內
棲身圖史中
吳越多窮儒
筆硯相磨礱
紆餘秘笈書
薈蕞不費功
縱被虞山刺
蕭然有淸風10)

9) 한영규(2011)는 만명사조를 대표하는 문인으로 진계유를 뽑았다. 그는 이탁오, 원굉도, 
탕현조, 서위, 풍몽룡 등과 함께 명말을 대표하는 문인이었다. 
10) 정약용, 『다산시문집』 권4, 「고시」 27수 중 20수 2행에서 진미공(진계유)을 흠모하는 
마음을 표현하였다. 진미공은 명(明) 나라 진계유(陳繼儒)를 일컫는다. 이하 진미공에 대한 
주석을 인용하였다. ‘미공(眉公)은 그의 호이다, 어려서부터 영오하고 문장에 능하여 그 명
성이 동기창(董其昌)과 막상막하였고, 왕세정(王世貞)으로부터도 매우 인정을 받았다. 후에
는 오직 저술에만 몰두하여 경사제자(經史諸子)는 물론, 술기(術伎)·패관(稗官)과 노·불(老
佛)의 설에 이르기까지 그 모두를 비교 핵실하였으며, 심지어 쇄언(瑣言)·벽사(僻事)에 이르
러서도 그를 모두 추려 기록으로 남겨 이른바 《진미공정정비급(陳眉公訂正祕笈)》이라는 총
서(叢書)를 내놓기에 이르렀다.《明史 卷298》’.(정약용, 1934-1938; 1996b: 216-217 주석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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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약용은 「고시(古詩)」에서 진계유를 추앙하였고, 홍석주는 진계유의 저
서 『복수전서(福壽全書)』를 유자가 필히 음미해야 할 책이라고 열거하였
다. 서유구, 이유원, 조희룡 등은 진계유의 글을 인용하였으며, 조희룡은 
진계유를 자신의 문예적 지향의 전범으로 수용하였다11) 『다산시문집』에 
실린 시들의 전후를 통해 상기의 「고시」는 1801년 경상도 장기 유배지에
서 쓴 시로 추정된다. 그가 진계유를 사모하는 마음은 유배라는 자신의 궁
한 처지와 책을 엮어 유학자로서의 사회 공헌 및 자기실현을 이루고자 소
망했던 평소의 소망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시원한 맑
은 바람이 일지’라는 마지막 행을 더함으로써 정약용은 진계유를 속인이 
범접하기 힘든 고아한 경지로 단숨에 드높였다. 

이렇게 활발한 정원 문화 속에서 사대부들은 당시 치열했던 당쟁의 여
파로부터 외부의 의심을 벗어나 활동할 수 있는 장소로 정원을 자주 이용
하였다. 그들은 뜻이 맞는 벗이나 동지들과 정원에서 각종 시회(詩會)와 
다회(茶會), 시사(詩社) 등의 아회(雅會)를 개최하여 교유하며 풍류를 즐겼
다. 

2.3. 조선 후기 사대부에 있어서 정원 생활의 의미

조선 후기 사대부들에게 있어 정원 생활이 가지는 의미는 궁극적으로 
긴수작으로서의 팽팽한 삶을 한수작으로 느슨하게 한 번 풀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긴수작(緊酬酌)과 한수작(閒酬酌)은 서로 상보관계에 있는 행위이다. 긴
수작은 유학자에게 긴요하다고 여겨지는 공부 즉 위기지학(爲己之學)과 관
련되며 한수작은 취미 등의 한가한 행위를 일컫는다. 여기서 ‘수작(酬酢)’
은 ‘주인이 객에게 잔을 올려 답하는 것이 수(酬)’이고, ‘객이 주인에게 잔
을 다시 드리는 것이 작(酢)’이다. 이러한 수작은 천지만물의 변화에 동참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인간이 자연 속에서 소통하여 화해에 이르게 한다.12)

11) 한영규, 2011: 286-290 참조.
12) 긴수작과 한수작의 논의는 “정우락(2014). “조선시대 선비들의 풍류방식과 문화공간 
만들기”. 퇴계학논집 15: 177~217.‘을 주로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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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계는 이와 관련하여 긴수작과 한수작이 모두 중요함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일을 해 나감에 있어 진실로 긴수작만 있고 한수작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이들 가운
데 나의 몸과 마음에 관계되는 것은 진실로 긴요하여 당연히 우선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남에게 관계되는 것, 사물에 관계되는 것들을 나의 몸과 마음에 긴요하지 않다고 
하여 빠뜨려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유가의 학문이 이단(異端)과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
습니다. 오직 공문제자(孔門弟子)들은 이런 뜻을 잘 알았습니다. 이 때문에  논어에 수록된 
것들에는 정밀하고 깊은 곳[정심처(精深處)]이 있는가 하면 거칠고 얕은 곳[조천처(粗淺處)]
도 있으며, 긴수작처(緊酬 酢處)가 있는가 하면 한수작처(閒酬酢處)도 있으며, 나의 몸과 
마음에 긴요한 것이 있는가 하면, 남에게 관계되는 것과 사물에 관계되는 것으로 나의 몸

과 마음에 긴요해 보이지 않는 것도 있게 된 것입니다.13)

‘정밀하고 깊은 곳’이 긴수작처요, ‘거칠고 얕은 곳’이 한수작처이다. 공
자의 제자들도 공자의 언행 가운데 긴수작과 한수작을 모두 중히 여겨 논
어에 실은 것이라고 부연설명하고 있다. 계속하여 긴수작의 예로서 ‘우선 
해야 할 것’을 들고, 한수작의 예로써 ‘인사에 대한 말, 정회(情懷)에 대한 
말, 산수(山水)를 노닌 것에 대한 말, 민망한 시속에 대한 말’등을 언급하
였다.14) 

정원에서의 활동은 개인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행해지는데, 그 일반적인 
양상은 풍류의 형태를 띄었다. 

개인 차원에서는 안식, 휴식, 유식 등을 통해 정심의 함양을 얻을 수 
있었다. 공동 차원에서는 강학과 교유를 통한 화해와 통합을 얻을 수 있었
다. 정원을 조영하고 향유하는 일체의 미적 실천 양상들은 유학자의 근엄
한 삶에 인간적 색채를 입혀주었던 것이다.

13) 李滉,  『퇴계집(退溪集)』  10권, 「답리중구계해(答李仲久癸亥)」(a029_299d). “事爲固有
緊酬酢. 其無有閒酬酢乎. 是數者其關於吾身與吾心者. 固切而當先矣. 若在人與在物者. 其
以爲不切而可遺之乎. 吾儒之學. 與異端不同. 正在此處. 惟孔門諸子識得此意. 故論語所記
有精深處. 有粗淺處. 有緊酬酢處. 有閒酬酢處. 有切於吾身心者.”(정우락, 2014: 180에서 
국역문 재인용)
14) 정우락(2014), P.181.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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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친족 그리고 교유하고 흠모했던 이들

3.1.1. 친족
정약용15)은 1762년(영조 38년) 음력 6월 16일, 경기도(京畿道) 광주군

(廣州郡) 초부면(草阜面) 마현리(馬峴里)’에서, 진주목사(晋州牧使) 정재원
(丁載遠)과 해남 윤씨(海南 尹氏) 사이에서 4남16)으로 태어나 1836년(헌종 
2년) 음력 2월 22일 마현리에서 졸하였다. 태어난 곳은 북한강과 남한강
이 합수하고 다시 경안천(慶安川)이 흘러들어오는 지점으로 풍광이 아름다
운 수향(水鄕)인 마현(馬峴) 마을이다. 당시로는 경기도(京畿道) 광주군(廣
州郡) 초부면(草阜面) 마현리(馬峴里) 마재 마을’이고, 오늘날의 행정구역
으로는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마현 마을이다.17) 정재원이 정약용
을 낳은 것은 사도세자의 죽음을 둘러싼 정치 상황에 염증을 느끼고 농사
를 지으며 살겠다는 생각으로 고향에 돌아왔을 무렵이어서 정약용의 이름
을 귀농(歸農)이라고 지었다. 정약용이 「자찬묘지명 집중본(自撰墓誌銘 集
中本)」에 기록한 관명(冠名)은 약용(若鏞), 자(字)는 미용(美庸)·송보(頌甫), 
호(號)는 사암(俟菴)’18)이다. ‘사암’의 뜻은 ‘전적(典籍)에 온 힘을 기울여 
백 세 이후를 기다린다(竭力典籍內 以俟百世後)’로 살펴볼 수 있다. 사암
이라는 자호(自號)를 통해 언젠가는 자신을 알아줄 사람이 나올 것이라는 

15) 정약용의 생애사 정리는 그가 회갑을 맞아 쓴 「자찬묘지명 광중본(自撰墓誌銘 壙中
本)」(정약용, 1934-1938; 1996g: 97-100; a281_339a)과 「자찬묘지명 집중본(自撰墓誌銘 
集中本)」(정약용, 1934-1938; 1996g: 101-150; a281_339d)을 근간으로 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2편의 「자찬묘지명」 중에서 보다 상세한 내용을 담은 집중본을 주된 연구 대상으로 
삼아 분석하였다.
16) 정약용의 아버지 정재원에게는 3명의 부인이 있었다. 첫째 부인은 의령 남씨로 슬하에 
약현(정약용의 첫째 형)을 두었다. 약현은 이벽(李檗, 1754년-1785년)의 누이에게 장가 들
었다. 정약용은 약현의 처남인 이벽과 가까이 지내며 학문에 영향을 받았다. 큰 형수는 정
약용에게 어머니와 같으신 분이었다. 정재원의 둘째 부인이 정약용의 친모인 해남 윤씨이
다. 슬하에 약전·약종·약용의 세 아들과 딸 하나를 두었다. 정약용의 누나는 이승훈(李承薰, 
1756년~1801년)에게 시집갔다. 이승훈의 세례명은 베드로이다. 1770년 해남 윤씨의 귀천 
후 3년 뒤에 정재원은 작은 부인 김씨를 들인다. 슬하에 정약용에게 동생이 되는 약황을 
비롯해 세 딸을 둔다. 큰딸은 채제공의 서자인 채홍근에게 시집가고 둘째는 나주목사를 지
낸 이인섭의 서자 이중식에게 시집갔다(신창호, 2016: 16-27 참조).
17) 마현(馬峴)은 마재라고도 불린다.
18) ‘사암(俟菴)’은 정약용이 「자찬묘지명 집중본(自撰墓誌銘 集中本)」(a281_339d)에 적은 
유일한 호(號)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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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이자 자신의 업적에 대한 자존감이 담겨 있는 호로 이해할 수 있겠다. 
그는 필명(筆名)으로 다산(茶山)·탁옹(籜翁)·태수(苔叟)·자하도인(紫霞道人)·
철마산인(鐵馬山人) 등 여러 가지 호(號)를 사용하였다. 「자찬묘지명 집중
본」에 기록한 당호(堂號)는 여유(與猶)이다. 15세 되던 영조 52년(1776년)
에 풍산 홍씨(豐山洪氏)에게 장가들어 슬하에 6남 3녀를 두었는데 4남 2
녀가 어려서 죽었다. 남은 자녀는 학연(學淵)과 학유(學遊) 두 아들과 윤창
모(尹昌謨)에게 출가한 딸이 있다.

정약용은 28세 되던 정조 13년(1789년) 3월에 식년문과(式年文科) 갑과
(甲科)에 2위로 급제하여 종7품의 희릉직장(禧陵直長)을 시작으로 벼슬길
에 오른다. 이후 정조 24년(1800년) 6월에 정조가 승하하기 전까지 정조
의 총애를 입어 정부 요직을 두루 겸하였다. 정약용은 예문관검열(藝文館
檢閱),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 홍문관수찬(弘文
館修撰), 경기암행어사(京畿暗行御史), 사간원사간(司諫院司諫), 승정원(承
政院) 동부승지(同副承旨)와 우부승지(右副承旨), 곡산부사(谷山府使), 병조
참지(兵曹參知), 부호군(副護軍), 형조참의(刑曹參議) 등을 두루 역임하였
다.19)

정조 사후 시작된 18년의 유배 기간에 정약용은 강진 유배지에서 수십 
차례의 편지를 통해 두 아들을 훈계하고 가르치는데 열과 성의를 다했다. 
정약용이 유배지 강진에서 두 아들에게 보낸 26편의 편지가 『다산시문집』에 
전한다.

폐족 중에 왕왕 기재(奇才)들이 많은데, 이는 다름이 아니라 과거(科擧) 공부에 얽매이
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니, 절대로 과거에 응시할 수 없다 하여 스스로 좌절되지 말고 

경전(經傳)에 힘과 마음을 써서 책 읽는 자손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를 간절히 빈다.20)

 1801년 3월에서 1802년 12월 사이에 보낸 것으로 보이는 상기의 「두 아들에게 

19) 정약용의 관직 시기 정리는, 정약용의, 「자찬묘지명 집중본(自撰墓誌銘 集中本)」(정약
용, 1934-1938; 1996g: 101-150; a281_339d), 금장태(2011) p. 417-428 및 한국민족문화
대백과(http://encykorea.aks.ac.kr)를 참조하여 재정리.
20) 정약용, 「두 아들에게 답함(答二兒)」 부분(정약용, 1934-1938; 1996i: 3; 
a281_449b*).
* 정약용의 글에 매겨진 ‘a000_000’는 한국고전종합DB의 한국문집총간에 실린 『여유당전
서(與猶堂全書)』에서 해당 글의 페이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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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함(答二兒)」에는 부친의 유배로 인해 폐족이 되었으나 좌절하지 말고 학문에 정
진하여 집안에 독서하는 자손이 이어지기를 염원하는 그의 간절함이 묻어난다.

나는 천지간에 외롭게 살면서 의지하여 운명으로 삼는 것은 오직 문묵(文墨)일 뿐이다. 
간혹 한 구절, 한 편의 마음에 맞는 글을 짓게 되면 나 혼자만이 읊조리고 감상하다가, 이
윽고 생각하기를 ‘이 세상에서 오직 너희들에게만이 보여줄 수 있다.’고 하는데, 너희들의 
생각은 멀리 연(燕) 나라나 월(越) 나라처럼 여겨 문자 보기를 쓸모없는 변모(弁髦)처럼 여
기고 있구나. 세월이 흘러 몇 해를 지나, 너희들이 나이가 들어서 기골이 장대해지고 수염
이 길게 자라면 얼굴을 대해도 미워질 것인데, 그때에 이 애비의 글을 읽으려 하겠느냐. 
나의 생각에는 조괄(趙括)이 아비의 글을 잘 읽었으니, 훌륭한 자제라고 여겨진다. 너희들
이 만일 독서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는 나의 저서가 쓸모없게 되는 것이요, 나의 저서가 
쓸모없게 되면 나는 할 일이 없게 되어, 장차 눈을 감고 마음을 쓰지 않아 흙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偶像)이 될 것이니, 그렇게 되면 나는 열흘도 못 되어 병이 날 것이요, 병이 나
면 고칠 수 있는 약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독서하는 것이 나의 목숨을 살리는 
일이 아니겠느냐. 너희들은 이것을 생각하여라....(중략)...내가 지난번에도 누차 말하였다마
는 청족(淸族)은 비록 독서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절로 존경을 받게 되지만, 폐족(廢
族)이 되어 학문을 힘쓰지 않는다면 더욱 가증스럽지 않겠느냐. 다른 사람들이 천시하고 
세상에서 비루하게 여기는 것도 슬픈데, 지금 너희들은 스스로 자신을 천시하고 비루하게 
여기고 있으니, 이는 너희들 스스로가 비통함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이 끝내 배우
지 않고 스스로 포기해 버린다면, 내가 지은 저술과 간추려 뽑아 놓은 것들을 장차 누가 
모아서 책을 엮고 바로잡아 보존시키겠느냐.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이는 나의 글이 끝내 전
해질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내 글이 전해지지 못한다면 후세 사람들은 단지 대계(臺啓)와 
옥안(獄案)만을 의거해서 나를 평가하게 될 것이니, 나는 장차 어떠한 사람이 되겠느냐. 너
희들은 아무쪼록 이 점을 생각해서 분발하여 학문에 힘써 나의 이 한 가닥 문맥(文脈)이 
너희들에게 이르러 더욱 커지고 더욱 왕성해지게 하여라. 그렇게 되면 훌륭한 집안의 좋은 
벼슬도 이러한 청귀(淸貴)함과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 무엇 때문에 이를 버리고 도모하지 

않느냐.21)

21) 정약용, 「두 아들에게 부침임술 12월 12일 강진의 유배지에서(寄二兒壬戊十二月卄二日康津謫中)」 
부분. 이 편지는 순조 2년(1802년) 음력 12월 12일에 강진 유배지에서 고향 마현에 있는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이다. 정약용이 41세이던 때이다(정약용, 1934-1938; 1996i: 6-7; 
a281_450a). “且吾孑立天地. 所依爲命. 唯文墨是已. 或有一句一章遇得意處. 只自詠自賞. 
旣而思. 天地間唯汝輩可示. 而汝輩意思已落落燕越. 視文字爲弁髦. 駸駸至數年. 使其年骨
狀大而須鬍䰄. 便對面可憎. 尙可讀父書耶. 余謂趙括能讀父書. 爲賢子弟. 汝曹苟不欲讀書. 
是吾著書爲無用. 吾著書爲無用. 則吾無所事. 將瞑心作泥偶人. 則吾不旬日而病發. 病發且
無藥可救. 卽汝輩讀書. 非所以活我命耶. 汝其思之. 汝其思之. ... 吾前亦屢言之矣. 淸族雖
不讀書. 亦自在尊重. 廢族而鹵莽. 不尤可憎耶. 人賤之世鄙之. 已自可悲. 今汝輩又自賤之自
鄙之. 是自作可悲耳. 汝輩遂不學自暴. 則吾所爲著述撰定. 將誰收拾編次. 刪正存拔耶. 旣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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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년 12월 12일에 쓴 상기의 「두 아들에게 부침임술 12월 12일 강진의 유배지에서

(寄二兒壬戊十二月卄二日康津謫中)」에는 두 아들이 자신의 책을 읽는 것만이 아비인 자
신의 목숨을 살리는 길이라고 직접적이고 강렬한 어조로 독서를 권면하고 있다. 계
속해서 아비의 죄로 출사를 못하게 된 두 아들이 배움을 포기하여 자신의 글이 후
세에 전해지지 않는다면 자신이 훗날 죄인으로만 평가될 것이라며 두 아들이 학문
에 정진하여 청귀함을 도모하라고 간곡히 말하고 있다.

 
너희들은 시장 옆에서 생장하여 어린 시절에 접한 것이 대부분 문전 잡객이나 시중드는 

하인배, 아전들이어서 입에 올리고 마음에 두는 것이 약삭빠르고 비루하고 어지러운 것이 
아님이 없다. 이러한 병통이 깊이 골수에 침입하여 마음에 선을 즐기고 학문을 힘쓰려는 
뜻이 전혀 없게 된 것이다. 내가 밤낮으로 초조하게 돌아가려 하는 것은 너희들이 뼈가 점
점 굳어지고 기운이 점점 사나워져서 한두 해가 지나면 매우 불초한 자의 생을 하게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해에 이 때문에 병이 나서 여름 내내 병환으로 보냈고, 10월 이
후로도 말할 수 없으니, 너희들도 이 아비의 심정을 알 것이다. 그러나 마음에 진실로 반 
푼의 성의라도 있다면 아무리 험난한 난리속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진보가 있을 것이다. 너
희들은 집에 책이 없느냐, 재주가 없느냐, 눈과 귀가 총명하지 못하느냐. 무엇 때문에 스스
로 포기하려 드는 것이냐. 망한 집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냐. 망한 집안은 오직 벼슬길
만 막혔을 뿐 성인(聖人)이 되고 문장가(文章家)가 되고 진리를 통달한 선비가 되기에는 아
무런 거리낌이 없는 것이다.22)

상기의 「두 아들에게 부침계해 원일(寄兩兒癸亥元日)」은 순조 3년(1803년) 
음력(陰曆) 1월 1일에 42세에 접어든 정약용이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이
다. 이상의 편지들에서 정약용은 두 아들에게 때로는 호되게 꾸짖고 때로
는 어르고 달래가며 죄인의 자식이라고 좌절하지 말고 독서와 학문을 통
해 훗날을 기약하라고 거듭 강조하였다. 정약용은 강진 유배지에서 수십 
차례 편지를 통해 두 아들을 훈계하고 가르치는데 열과 성의를 다했던 것
이다.

정약용은 강진에서의 18년의 유배 기간 동안 학문에 정진하여 570여권
의 편저를 남겼다.23) 한 개인으로서는 이루기 힘든 이러한 대작과 함께 

能然. 是吾書竟不傳. 吾書不傳. 則後世之人. 但憑臺啓獄案以議吾矣. 吾將爲何如人耶. 汝須
思念到此. 奮勵向學. 使吾一些文脈. 至汝益大益昌. 卽弈世軒冕. 不足以易此淸貴矣. 何苦捨
此不圖.”
22) 정약용, 「두 아들에게 부침계해 원일(寄兩兒癸亥元日)」(정약용, 1934-1938; 1996i: 24; 
a281_45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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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典籍)에 온 힘을 기울여 백 세 이후를 기다린다(竭力典籍內 以俟百
世後)’는 뜻을 가진 ‘사암’이라는 호를 통해 정약용은 자신의 학문이 다음 
세대로 전해지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으로 보인다.

안빈낙도 배우려 작정했으나 
가난 속에 처하니 편안치 않네 
한숨짓는 아내에 기풍 꺾이고 
굶주리는 자식에 교훈은 뒷전
꽃과 나무 도무지 쓸쓸하다면 
시서는 하나같이 너절한 따름
농가의 울타리 밑 저 보리 보소 
차라리 농부된 게 낫지 않을까 

請事安貧語
貧來却未安
妻咨文采屈
兒餒敎規寬
花木渾蕭颯
詩書摠汗漫
陶莊籬下麥
好付野人看24)

가난 앞에서 한탄하는 위의 글은 정약용이 한양에서 관직생활을 하던 
1794년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으로서의 
인간 정약용의 쓰라림을 토로했다. 

그는 두 아들이 자신의 글을 읽어 학문을 계승되기를 바랐으며 이를 통
해 후세에라도 자신의 학문적 성취가 인정받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문을 한다고 해서 가정의 생활을 외면할 수 없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과 부담에서도 자유롭지 못하였기에 이를 벗어나고자 두 아들에게 
근검(勤儉)을 강조하며 자신의 실용적 지식을 가정생활에서 손수 실천하고
자 항상 노력하였다.

3.1.2. 교유인물
3.1.2.1. 학문적 교유 인물

정약용은 남인계열의 성호학맥 인물들을 가까이 하였고, 노론계 학자들
과는 벼슬시기와 해배 후 고향 가까이 살던 소론계 학자들이 있었다. 남인
계열 학자와의 교유를 살펴보면, 우선 재상인 채제공와 공조판서까지 올랐

23) 정약용은 「자찬묘지명 집중본(自撰墓誌銘 集中本)」(정약용, 1934-1938; 1996g: 126, 
144; a281_339d)에서 경집(經集) 232권, 문집(文集) 260권, 시율(詩律) 18권, 잡문(雜文) 
60권 외에 잡찬(雜纂)이 있다고 기록하였다. 잡찬 외에 총 570권에 해당한다.
24) 정약용, 「가난을 한탄하며(歎貧)」(정약용, 1934-1938; 1996a: 250-251; a281_03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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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이가환을 들 수 있다.
정약용은 강진 유배에서 풀려난 후, 남인계열 선배인 이가환과 이기양, 

권철신, 오석충 및 중형 정약전의 묘지명을 지었다. 이들은 모두 천주교도
로 몰려 죽음을 당하였는데, 정약용이 일화를 남겨 그들의 억울함을 해명
하고자 노력하였다. 정약용은 특히 채제공을 존경하였다. 이가환은 성호의 
종손으로 정약용이 소년시절부터 따랐던 천재적인 인물이다. 정약용은 그
가 서교에 빠지지 않았음을 그의 사후 밝혀주었다.

노론·소론계열 학자들과의 교유를 살펴보면, 노론학자로는 성리학자인 
이재의, 홍석주, 김기서가 있고 실학자로는 김정희 및 서얼 출신의 박제
가, 이덕무가 있으며, 소론학자로는 신작을 들 수 있다. 이재의는 정약용
보다 10세가 젊은데, 강진에 있던 정약용을 찾아와 토론을 벌였고 몇 년 
간에 걸친 왕복서한으로 심성론과 경전해석 등에 관한 토론을 벌였다. 홍
석주·홍현주 형제는 정약용이 해배되어 고향으로 돌아온 후에 정약용의 
「상서(尙書)」를 중심으로 경학연구와 관련해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졌던 인
물들이다. 김정희와는 정약용이 추사에게 보낸 편지 답장을 통해 그들 간
에 밀물과 썰물의 원인에 관한 논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으나, 그들 간에 
직접적인 만남이 있었는지는 분명치 않다. 박제가와 이덕무는 북학파에 속
하는 실학자들로서 정약용이 규장각에서 일하던 시절에 교유했던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정약용은 박제가의 시와 글씨를 즐겨하여 차마 손에서 놓
지 못하고 있을 정도였다 하며, 정약용이 종두법을 도입하여 연구할 때 박
제가와 협력하였던 사실이 확인된다.25) 끝으로 신작은 조선후기 양명학의 
학풍을 일으킨 정제두의 외증손으로 고증학에 조예가 깊은 실학자이다. 그
는 정약용의 고향 가까이 살아 만년에 서로 왕래하며 산수에 노닐기도 하
고 정밀한 학문적 토론을 벌이기도 하면서 노년의 우정을 보여주었다.

3.1.2.2. 죽란시사에서의 시우(詩友)
정약용은 관직생활을 했던 서울 명례방 거주시기에 죽란시사(竹欄詩社)

라는 시사회를 조직하여 친한 동료 15명과 교유를 즐겼다. 〈죽란시사첩서
(竹欄詩社帖序)>에는 죽란시사의 결성 이유 및 동인들의 선정 기준이 자
세히 나타나 있다.26) 가까운 곳에 살고 비슷한 인생여정을 나아가는 이로

25) (금장태, 1999; 7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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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나이는 정약용의 나이를 기준으로 4년 아래위로 총 15명의 동인을 선
정하였다. 모두 과거에 급제한 30대이며 그 중 9명이 초계문신 출신이라
는 점에서 정치적 시사의 성격을 엿볼 수 있다. 그들의 명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유수(李儒修. 字 周臣. 抄啓文臣 1783選)
홍시제(洪時濟. 字 約汝)
이석하(李錫夏. 字 聖勗. 抄啓文臣 1781選)
이치훈(李致薰. 字 子和)
이주석(李周奭. 字 良臣)
한치응(韓致應. 字 徯父. 抄啓文臣 1786選)
류원명(柳遠鳴. 字 振玉. 抄啓文臣 1794選)
심규로(沈奎魯. 字 華五. 抄啓文臣 1789選)
윤대눌(尹待訥. 字 无咎. 抄啓文臣 1790選)
신성모(申星模. 字 景甫. 抄啓文臣 1790選)
한백원(韓百源. 字 元禮)
이중연(李重蓮. 字 輝祖)
정약전(丁若銓. 字 天全. 抄啓文臣 1790選)
정약용(丁若鏞. 字 美庸. 抄啓文臣 1789選)
채홍원(蔡弘遠. 字 邇叔) 

죽란시사는 정약용이 35세인 1796년에 결성하였다. 동인 중 가장 연장
자가 이유수로 39세이고 연소자가 31세였다. 시사에서는 정기적 시회와 
비정기적 시회를 가졌다. 정기적 시회는 살구꽃이 처음 피면 모이고, 복숭
아꽃이 처음 피면 모이고, 한여름 참외가 익으면 한 번 모이고, 초가을 서
늘할 때 서지(西地) 연꽃 감상을 위해 모이고, 국화꽃이 피면 모이고, 겨
울에 큰 눈이 내리면 모이고, 세모에 화분의 매화가 피면 한 번 모이는 것
이다. 비정기적 시회는 득남한 자는 시회를 마련토록 하며, 지방 수령으로 
나가는 자가 시회를 마련하며, 품계가 승진한 자가 시뢰를 마련하고, 자제
가 과거에 급제하면 시회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 모티브가 인생사에서 큰 
기쁨을 맞이하는 때이다. 죽란시사에서의 문예사조는 자연 친화와 낭만주
의로 대표된다. 모두들 인생의 황금기에서 한참 자연을 아름답게 보던 시

26) 정약용, 「죽란시사첩서(竹欄詩社帖序)」(정약용, 1994f; 47-48; a281_27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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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였다. 정약용은 이 모임을 만 4년여 간 이끌다가 정조 승하 후 1801년 
유배되면서 모임이 해산되었다.

죽란시사의 모임은 공통의 정치적 이상을 견지한 관료들의 모임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와 동시에 상화와 시주 등의 풍류를  
통해 교유를 즐겼던 문화적이며 친목 도모적 성격 또한 가지고 있었던 것
으로 보인다. 

3.1.2.3. 정원정치학을 펼친 정조(正祖)
정조는 조선 후기 당쟁의 회용돌이 속에서도 애민정신을 발휘하여 개혁

과 혁신으로 조선을 쇄신시키고자 불철주야 노력한 문무를 겸비한 왕이자 
시(詩)·서(書)·화(畵) 삼절을 이룬 예인으로서도 알려져 있다. 세자시절부터 
정적들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느꼈던 정조는 즉위한 첫 해(1776년)에 창덕
궁(昌德宮) 후원에 규장각을 세워 37세 이하의 중간관료들을 의정부에서 
선발하여 규장각에서 3년간 재교육시키는 초계문신제도와 친위부대로서의 
장용영을 신설하여 자신의 개혁 친위세력으로 양성하였다.27) 정약용 또한 
초계문신에 선발되어 지근에서 정조를 모실 수 있었다. 

정조는 자신의 개혁 정치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군신간의 화합을 이끌어 
내기 위한 수단으로 창덕궁 후원에서의 풍류를 적극 이용하였다. 그 중 
‘상화조어연(賞花釣魚宴)’은 규장각 관리들을 위한 연회로 규례를 정하고 
정례화 했다. 정조는 다섯 차례의 행사를 열었다.28) 정약용의 「부용정 시
연기(芙蓉亭侍宴記)」에는 정조가 후원에서 베푼 상화조어연에 정약용이 참
가하여 경험한 바를 소상히 서술하고 있다. 정조 19년(1795년)에 정약용이 
참여한 상화조어연은 정조가 개최한 총 5회의 상화조어연 중 가장 성대하
였다 한다. 정조는 상화조어연의 개최 목적을 유희 차원이 아니라 신하들

27) “이상각(2007). 『이산 정조대왕 : 조선의 이노베이터』. 파주: 추수밭.”과 
“이성무(2014). 『단숨에 읽는 당쟁사 이야기』. 서울: 아름다운 날.”에서 초록하여 정리함.
28) 상화조어연의 유래는 『홍재전서』에 “규장각을 설치한 것은 천장각의 고사를 본뜬 것이
다. 봄마다 각신과 내원에서 꽃구경하고 낚시질 하는 것을 정례화 하였는데, 이것 또한 고
사를 따른 것이다. 이모임은 각신이 주관하고, 각신이 아닌 사람은 참여하지 못한다.… 이 
놀이는 무신년(1788년)에 시작하였는데 참여한 이는 9명이었다.”에서 비롯한다. 『정조실
록』과 『일성록』에 의하면 총5회의 상화조어연 개최 시기는 정조 12년(1788년) 봄, 정조 
16년(1792년) 3월 21일, 정조 17년(1793년) 3월 20일, 정조 18년(1794년) 3월 15일, 정조 
19년(1795년) 3월 10일이다.(홍형순, 2015: 13-14 수정하여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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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창덕궁 주합루(규장각)와 부용지.

금상께서 등극한 지 19년째 
되는 해 봄에 상께서 상화조
어연(賞花釣魚宴)을 베풀었
다...상께서는 단풍정(丹楓亭)
에서 말을 타시고, 여러 신하
들에게도 말을 타고 따라오게 
하였다...석거각(石渠閣) 아래
에 이르러 상림(上林)에서 말
을 내렸다. 그때는 온갖 꽃이 
활짝 피어 있었고, 봄빛이 매
우 화창하였다. 상께서 여러 
신하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
시기를, “내가 이곳에 온 것
은 유희삼아 즐겁게 놀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경들과 함
께 즐기면서 마음을 서로 통
하게 하여 천지의 조화(調和)
에 응하려는 것이다...술상을 
물리치고 상께서는 여러 신하
들과 자리를 옮겨 원(苑) 가
운데 있는 여러 정사(亭榭)에 
도착했는데, 이때는 해가 저
물녘이었다. 

부용정(芙蓉亭)에 이르러 상께서는 물가의 난간에 임하여 낚싯대를 드리웠다. 여러 신하들
도 연못 주위에 앉아 낚싯대를 드리우고 고기를 낚아서 통(桶) 안에 넣었다가는 모두 다시 
놓아주었다. 상께서는 또 여러 신하들에게 배를 띄우라고 명하고 배 안에서 시를 지었는
데, 정해진 시간 안에 시를 지어 올리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연못 가운데 있는 조그만 섬
에 안치(安置)시키기로 하였다. 몇 사람이 과연 섬 가운데로 귀양을 갔는데, 곧 풀어주었
다. 또 음식을 올리게 하여 취하고 배가 부르도록 먹었다. 상께서 어전(御前)의 홍사촉(紅
紗燭)을 내려주셨으므로, 그것으로 길을 밝히며 원(院)으로 돌아왔다.. 29)

과 즐기면서 마음을 통하게 하여 천지의 조화에 응하려 함이라고 밝혔다. 
상화조어연이 문신들로 구성된 정조의 친위대 규장각 각신들을 위한 연

회라면, ‘설중용호회(雪中龍虎會)’는 무신들로 구성된 정조의 친위대 장용
위(壯勇衛의 군신들을 위무하는 자리였다. 정조 재위 중 총 일곱 차례 개
최되었다. 한 겨울에 열렸으며 사강(射講) 등을 한 후 왕이 음식과 술을 

29) 정약용, 「부용정 시연기(芙蓉亭侍宴記)」 부분(정약용, 1934-1938; 1996f: 140-142; 
a281_29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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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운 이슬 내려 내원의 숲이 붉은데 
석거각의 서쪽에 서총대라 활터로세
삼통고 북소리에 팔고리 급히 두르고
오색 과녁 열리자 일제히 화살 나가네
기예 묘한 택궁에 뛸 듯이 기뻐하고
벌주 돌린 금곡에 정신없이 취했구나
백발백중 천호 정기 뉘라서 능히 배우리 
아스라한 은하수 올라갈 수 없어라 
內苑紅林玉露凄
蔥臺射埒石渠西
三通鼓下纏韝急
五色帿開發箭齊
技妙澤宮欣欲躍
罰行金谷醉如泥
天弧百中誰能學
河漢迢迢不可梯30) 그림 3-2. 창덕궁 영화당 동남쪽 춘당대.

하사하고 음악을 베풀어 군신이 고락을 함께하는 것을 강조했다.  
정조는 비 온 직후의 옥류천 비류폭포 구경을 즐겼고, 활쏘기를 즐겨 

궁중의례인 연사례(燕射禮)를 두 차례 개최하였다.31) .정약용은 「구월 서
총대에서 시사하던 날에 짓다(九月瑞蔥臺試射日作)」.에서 서장대에서의 활
쏘기를 시로 읊었다.32) 정조는 문무를 겸비하는 것을 강조하였기에 문신들
도 시 짓기 뿐 아니라 활쏘기 행사에 참여시켰다.

정조는 정원 유락을 통해 군신간의 화합을 도모하여 자신의 친위대를 
양성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정조는 이들을 천주교를 공격하는 노론
세력으로부터 정약용 등의 남인세력을 지키고자 서학금단을 시행하였고 

30) 정약용, 「구월 서총대에서 시사하던 날에 짓다(九月瑞蔥臺試射日作)」. 1791년(정조 
15) 9월 28일, 정약용 30세 때 읊은 시이다. 서총대는 창덕궁 후원에 쌓았던 석대(石臺)와 
정자를 일컫는다. 연산군 때 만든 것으로 영화당(映花堂) 동남쪽인 지금의 춘당대(春塘臺) 
동편에 있었다. 석거각은 창덕궁 안에 있던 규장각을 가리킨다고 하였으니 서총대의 위치
는 석거각 동남쪽이라 해야 옳다.(정약용, 1934-1938; 1996a: 182; a281_027a).
31) 홍형순(2015). “정조(正祖)의 궁원(宮苑) 유락(遊樂)”(한국전통조경학회지 33(4): 10-25) 
참조.
32) 서장대는 지금의 창덕궁 후원 부용지 동쪽 영화당에서 창경궁으로 이어지는 넓은 터로 
창경궁 쪽으로 단차가 상당하여 대로 불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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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궤도상에서 노론을 견제하고자 그들이 즐겨 참가하였던 경화문화에 
대하여 문체반정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정약용은 표면적으로는 정조의 문
체반정에 앞장섰으나 개인적 취향 면에서는 청나라로부터 우수한 천주교
와 경화문화 모두에 관심을 두었다.

3.1.2.4. 강진 유배기의 벗과 제자들
정약용이 강진 유배기에 교유했던 이들로는 벗과 제자들로 대별(大別)

된다. 벗으로는 윤서유와 아암 혜장이 있다. 제자로는 읍생제자 6인과 다
산초당 제자 18인 및 마지막 제자 이시헌이 있고 그 외 승려제자 6인이 
있다. 이 시기의 주목할 만한 이들로 정약용의 학문적 성취를 도왔던 제자
들을 꼽을 수 있다. 정약용의 명성이 퍼지자 제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한다. 
유배 초기인 1802년부터 강진읍 동문매반가 사의재에서 강학했던 아전가 
자식들로 이루어진 6제자와 1808년 봄 다산초당으로 옮긴 후 양반가 자제
들로 이루어진 18제자가 대표적이다. 마지막 제자는 이시헌(李時憲, 
1803~1860)이다. 이외에 승려제자들이 있다.

① 벗이자 사돈이었던 윤서유
먼저 벗으로서 윤서유 선대로부터 집안끼리 왕래가 있었던 친구 윤서유

(尹書有, 1764년~1821년) 집안사람들과 강학을 베풀었던 제자들33)이 대표
적이다. 이들 모두가 정약용의 유배생활의 심적·물적 고충을 덜어주었고 
무엇보다도 그의 학문적 성취를 이루는데 있어 필수적 역할을 해주었던 
고마운 은인과도 같은 이들이었다. 그 면면을 정약용의 정원 생활과 관련
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윤서유는 정약용의 벗이자 정약용의 외가인 해남 윤씨 씨족으로 정약용
이 강진으로 유배오기 전에도 경기도 마재까지 왕래하며 정약용 형제와 
친분을 쌓았다. 윤서유의 아버지 윤광택은 지역의 덕망 있는 유지로서 정
약용의 아버지 정재원이 화순현감 시절에 들러 교유하였던 사이이며, 윤서
유의 아들 윤창모는 정약용의 사위가 되었다.

윤서유는 경기도로 이사 가기 전까지 그는 강진 유배 초기에 심적으로 

33) 정약용의 강진 유배기 제자 교육은 “임형택(1998). "丁若鏞의 康津 流配時의 교육활동
과 그 성과". 한국한문학연구 21: 113-150.”을 주로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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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으로 정약용을 도와주었던 고마운 이다.

② 읍생 제자
1801년 12월 강진으로 유배를 간 정약용은 강진읍 동문 밖 매반가에서 

1806년 여름까지 살았다. 거처하는 방에 사의재라는 이름을 붙여 황상과 
이청 등의 아전가 자식들을 강학하며 생활을 하였다. 대둔사의 아암(兒庵) 
혜장(惠藏, 1772년~1811년)을 알게 된 후 그의 주선으로 1805년 겨울에 
학연과 함께 지내기 위하여 좁은 동문 매반가에서 보은산방에서 거처를 
옮겨 기거하였다. 보은산방은 강진 읍내 북쪽 고성산 중턱에 있는 고성
사34)에 있으며 강진읍으로부터 5리 지점에 위치한다. 정약용은 1805년 겨
울부터 1년 가까이 이곳에 머물면서 6명의 읍생 제자들에게 주역과 예기
를 강론하였으며 큰아들 학연도 함께하였다. 읍생 제자 6명은 황상(黃裳, 
1788년~1863년?), 이청(李晴, 1792년~1862년), 손병조(孫秉藻, 생몰미상), 
김재정(金載靖, 생몰미상), 황경(黃褧, 황상의 아우), 황지초(黃之楚, 1793
년~?)이다.

읍생 제자 중에서 황상과 이학래는 정약용의 강진 유배 초기의 고락을 
함께 한 이들로서 정약용의 저술 작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었다. 이학
래(이청)는 정약용에게 1806년 가을부터 1808년 봄까지 자신의 집 사랑채
에 묵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정약용은 이곳 사랑채 뜰에 
대나무를 식재하여 그 운치를 즐겼다.

황상35)은 다산이 강진 유배시절 만나 평생을 아끼던 제자였다. 치원이
라는 호도 치자 꽃을 좋아하던 황상에게 다산이 지어준 호다. 『치원유고』
에 실린 「치자행(梔子行)」에서 황상은 “스승께서 내게 호를 주신 것은(師
號我)”이라고 되새기며 치자의 덕목을 헤아리고 있고, 「몽치자(夢梔子)」에
서는 치자에 대한 애틋한 정을 노래하고 있다(黃裳 저, 동아시아학술원·대
동문화연구원 공편, 2008: 68, 223). 『다산시문집』에는 다산이 황상을 위
하여 남긴 두 편의 시(詩)와 한 편의 제(題)가 실려 있다.36) 두 편의 시 중 

34) 고성사는 백련사의 암자로 창건연대는 1413년∼1475년으로 추정되고 있다.
35) 본 절에서 다루어지는 황상과 일속산방에 대한 논의는 정수진(2018)을 일부 수정하여 
재인용함을 밝힌다.
36) 다산이 황상을 위해 남긴 두 편의 시(詩)는 『다산시문집』 권5에 실린 「차운기황상보은
산방」과 황상의 부친이 술병이 나 죽은 것을 애도한 「황상지부인담만사(黃裳之父仁聃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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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가 「차운기황상보은산방(次韻寄黃裳寳恩山房)」인데 이는 다산이 황상
의 시를 받아보고 그 시에 차운하여 보낸 답시이다. 여기에는 찌는 무더위 
속에서 모기와 벼룩에 물려가며 산 속 암자에서 여름밤을 나며 공부하는 
제자 황상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나타나 있다. 이 시의 친필 원본이 2005
년 초반에 일반에 공개되었는데 그 좌측에 제자 황상을 크게 아끼는 다음
과 같은 글귀의 다산의 친필 메모가 적혀있다.

보내온 시가 돈좌기굴해서 내 기호와 꼭 맞는다. 기쁨을 형용할 수가 없구나. 이에 축
하하는 말을 적으며 아울러 혼자 기뻐한다. 제자 중에 너를 얻은 것이 참 다행이다. / 來
詩頓挫奇崛 深契我好. 欣喜不可狀.. 玆有賀語 兼之自賀. 弟子中得有汝幸矣.(정민, 2006: 
16-17; 2008: 323)

1801년(순조 1년) 10월에 강진으로 유배를 온 다산이 다산초당으로 옮
겨가기 전인 1805년(순조 5년) 겨울, 보은산방에서 큰 아들 학연과 제자 
황상에게 주역을 가르치던 시기에, 은자의 거처에 대해 물어오던 제자 황
상의 질문에 답하여 써준 「제황상유인첩」37)이 다산이 황상을 위하여 남긴 
한 편의 제(題)에 해당한다.

제자 황상 또한 스승 다산을 평생을 따르며 그리워했다. 황상은 아전가 
출신으로 다산의 읍중 제자 중 한 명이다(이을호, 1963: 34; 임형택 1998: 
116-121). 그의 나이 15세 되던 해에 다산을 만나 삼근계의 가르침을 받
았다. 「임술기」에서 그는 스승을 처음 뵌 날이 1802년(순조 2년) 10월 10
일38)이었다고 또렷이 기억했다. 그가 75세 되던 철종(哲宗) 13년(1862년)
에 스승 정약용과의 첫 만남을 기억하며 쓴 「임술기」에는 스승을 만난 첫 
해가 그의 나이 15세이던 임술년이었는데 한 갑자를 돌아 다시 임술년을 
맞은 감회가 나타나 있다. 평생을 스승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던 충직하고 
우직한 제자였던 황상의 모습을 다음의 대목에서 엿볼 수 있다.

詞)」이며, 한 편의 제(題)는 『다산시문집』 권14에 실린 「제황상유인첩」이다(정약용, 
1934-1938; 1996b; 1996f).
37) 정약용, 「황상유인첩)에 제함(題黃裳幽人帖)」(정약용, 1934-1938; 1996f: 224-226; 
2001: 248: a281_316d ) 참조.
38) 황상, 『치원유고』, 「임술기」. “昔壬戌 予以十月十日 束脩於洌水夫子(중략)今年又値壬
戌 追已往昔歷數日時 百感竝起”(황상, 2008: 301). 이어서 스승께서 알려주신 학문하는 방
법인 삼근계(三勤戒)(황상, 2008: 301-302)를 소상히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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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이때 나이가 열다섯이었다. 당시는 어려서 관례도 치르지 않았었다. 스승의 이 말
씀을 마음에 새기고 뼈에 새겨 감히 잃을까 염려하였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61년 동안 독
서를 폐하고 쟁기를 잡고 있을 때에도 마음에 늘 품고 있었다. 지금은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글 속에서 노닐고 있다. 비록 이룩한 것은 없다 하나, 구멍을 뚫고 막힌 것을 툭 터
지게 함을 삼가 지켰다고 말할 만하니, 또한 능히 마음을 확고히 다잡으라는 세 글자를 받
들어 따랐을 뿐이다. 하지만 지금 나이가 일흔 다섯이 넘었으니 주어진 날이 많지 않다. 
어찌 제멋대로 내달려 도를 어지럽힐 수 있으랴. 지금 이후로도 스승께서 주신 가르침을 
잃지 않을 것을 분명히 하고, 자식들에게도 져버림이 없이 행하게 할 것이다. 이에 임술기
를 적는다. / 予時年十五 童而未冠 銘心鏤骨 恐有所敢失 自彼于今六十一年間 有廢讀把耒
之時 因懷在心 今也則手不釋卷 游泳翰墨 雖無樹立者 足可謂謹守鑿而疏戛 亦能奉承秉心
確三字耳 然今年壽七十五餘 日無多 安可胡走亂道也 而今而後師授之不失也明矣 小子之不
負也行矣 夫玆爲壬戌記(황상, 2008: 302; 정민, 2003: 14)

황상은 다산이 해배되어 두릉으로 돌아간 후 총 4회 두릉을 방문했다. 
다산의 십주기(十周忌)를 맞은 1845년(헌종 11년) 3월 15일에 두 번째로 
두릉을 찾은 황상은 정학연의 청으로 황씨 집안과 정씨 집안 간에 아름다
운 인연을 이어나가자는 의미로 정황계(丁黃契)를 맺게 되는데, 『치원유
고』 서문에 수록된 「정황계안(丁黃契案)」과 부록에 수록된 「정황계첩서(丁
黃契帖序)」에 정황계를 맺은 사연이 소개되어 있다(황상, 2008: 7-8, 
315-317). 김정희는 제주도 유배 중에 어떤 이로부터 우연히 황상의 시를 
소개받아 감흥 받았고(박철상, 2010: 217), 해배 후 정학연을 통해 황상의 
시를 수차례 소개받았다. 1855년(철종 6년) 8월39)부터 이듬해 3월40)에 운
포(耘逋) 정학유(丁學游, 1786년~1855년)를 문상하고자 찾은 네 번째(박철
상, 2010: 220-221) 두릉 방문길에서 황상과 김정희의 만남이 이루어진
다. 황상의 시는 김정희 형제에게 극찬을 받았고, 이 때 김정희와 산천(山

39) 황상, 위의 책, 「을묘팔월위곡운포선생북상두릉여이동번정유산정석취동부(乙卯八月爲哭
耘逋先生北上杜陵與李東樊丁酉山丁石翠同賦)」(황상, 2008: 244-245). 글의 제목에서 “을
묘(1855년) 8월에 운포선생을 곡하기 위해 두릉으로 북상하여 이동번·정유산(정학연)·정석
취와 함께 부를 지었다”라고 두릉 방문 시기와 목적을 설명하고 있다. 부(賦)는 감상을 느
낀 그대로 적는 한시체의 하나이다.
40) 황상, 위의 책, 「일속산방아감유우후서(一粟山房雅鑒酉友矦書)」. “三月廿五日佑聲忽來
言 本月十六日遇巵園於靈岩 自果發凡十日已到靈 披襟踉蹌 略無倦色 何健之如是也(중략)
丙辰八月廿三日 老友 學淵 頓首”(황상, 2008: 375-378)에는 우성이 학연에게 3월 25일에 
영암에서 치원을 만났고 과천을 출발한 지 열흘 만에 영암에 도착했는데도 고달픈 기색이 
거의 없다며, 황상이 과천을 떠나 강진으로 남하하는 내용과 시기가 소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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泉) 김명희(金命喜, 1788년~1857년)로부터 『치원유고』의 서문을 직접 받
게 된다. 김정희가 써 준 「치원황처사유고서(巵園黃處士遺藁序)」와 김명희
가 써 준 「서(序)」의 내용을 통해 황상이 조선 후기 문단에 시인으로 크게 
인정받았음을 알 수 있다(황상, 2008: 3-4, 5-7). 이들 서문을 통해 볼 
때, 다산은 황상을 시인으로 키워냈으며, 황상의 시는 정학연을 통해 김정
희에게 소개되어  극찬을 받았고, 황상은 다산 시학의 계승자로서 19세기 
조선 문단에 시인으로서 이름을 날리게 된 것을 알 수 있다(이철희, 2006: 
230-231).

다산을 평생의 스승으로 삼고 배움을 지켜나갔던 황상은 스승이 써준 
「제황상유인첩」 속 유인의 거처를 그의 말년에 조성하고 그 이름을 일속
산방이라고 부른다. 다산의 둘째 아들 정학유가 황상에게 써준 「증치원삼
십육운서(贈巵園三十六韻序)」(황상, 2008: 317-320)에 따르면, 스승 다산
이 해배되어 고향으로 돌아가자 마음을 가누지 못하고 의지할 바가 없었
던 황상은 집안의 생계를 동생에게 맡기고 홀로 천개산(天蓋山)으로 들어
간다. 그곳에서 황상은 띠집을 짓고 맨땅을 일궈 텃밭을 만들어 뽕나무를 
가꾸고 대나무를 심었으며 샘물을 끌어오고 바위로 꾸며 자취를 감추고 
산 지 10년에야 대략 포치를 이룰 수 있었다 한다(정민, 2006: 20). 이렇
게 황상은 스승의 말씀을 잊지 않고 강진 대구면의 천개산 아래 백적동(白
磧洞)에 실제로 유인의 거처를 마련한 후 「일속성사유산대노이수(一粟成思
酉山大老二首)」(황상, 2008: 239)41)의 시를 남겼다. 그 첫 수에서 일속산
방의 정경과 돌아가신 스승에 대한 그리움을 엿볼 수 있다.

몇 해 전 두릉(斗陵)에 밤비 오던 때
집 짓겠단 내 생각에 선생께서 놀라셨지.
노을 짙고 구름 가려도 즐거울 수 있고 
여린 대와 짙은 꽃들 기이함을 잊게 하네.
그 옛날 전원을 노래한 장취기 받자옵고는 
좁쌀집이라 제목지어 이미 시를 지었네.
아아! 도의 싹이 난만하게 터 나왔건만 
거두어서 전해 드릴 길이 없구나.

曾歲斗陵夜雨時

先生驚我已心期

霞封雲閉能云樂

竹細花濃轉忘奇

昔奉田園將就記

使題粟屋已成詩

所嗟爛漫道芽發

未得收持傳送爲42)

41) 둘째 행의 ‘선생’은 정학연을 일컫는다. 국문 번역은 정민(2003)의 p.15-16을 참고하
여 연구자가 일부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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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를 통해 「제황상유인첩」에서 언급된 「장취원기」43)가 황상에게도 전해졌음을 알 
수 있다. 「장취원기」는 명나라 말기 황주성이 쓴 가상의 정원에 관한 의원기이다(황
주성, 1833). 황상은 스승이 내려주신 「제황상유인첩」을 「장취원기」라고 일컬었다(정
민, 2010: 234-237). 실제로 일속산방은 황상이 백적동에 주거지를 조성한 후 그의 
만년에 새로이 조성한 한 칸짜리 암자를 지칭한다. 일속산방이 조성되기 전의 주거지
는 백적산방 또는 백적산장이라 불렸으며, 조성된 이후에는 일속산방을 포함한 주거
지 전체가 일속산방이라고도 불렸던 것이다. 이 일속산방을 포함한 백적동의 주거지 
전체가 황상이 조성한 「제황상유인첩」 속 은자의 거처에 해당한다. 황상의 부탁으로 
정학연은 1855년(철종 6년)에 ‘좁쌀 한 톨 만한 집’이라는 의미로 새로 지은 작은 암
자의 이름을 일속산방이라 지어주었는데, 『치원유고』 부록에 실린 칠봉초객44)의 「일
속산방기(一粟山房記)」(황상, 2008: 313-315; 박동춘, 2010: 274; 정민, 2010: 
244-250)에 황상의 당호를 일속산방이라 지은 연유가 자세하게 나타나 있다.

허련은 일속산방을 <일속산방도>45)로 그려 황상에게 주었다(<그림 3-3> 참조). 그
림 속 화제에는 “일속산방도. 치원선생을 위해서 교시한다. 청 함풍 3년(1853년) 3월 
30일. 소치가 그리고 초의가 바로 잡다.(一粟山房圖, 爲巵園先生雅敎, 癸丑暮春之晦. 
小痴作 艸衣訂.)”라고 하여, 허련이 그림을 완성한 후 스승인 초의선사에게 보여드렸
고 초의선사가 수정하고 바로잡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그림은 허련이 45세이던 
1853년(철종 4년) 늦은 봄에 그린 것으로 일속산방을 방문하지 않고 초의선사로부터 
이야기만 듣고 그린 그림이다(정민, 2010: 244). 화면 아래쪽의 나무 울타리로 둘러
싸인 집 3채가 황상이 처음 백적동에 정착한 후 수십 년간 가꿔온 살림집이고, 왼쪽 
위 산 중턱에 위치한 작은 집 한 채가 일속산방이다(<그림 3-3> 참조). <그림 3-4>
는 허련이 백적산장만을 확대하여 그린 것이다.

42) 「巵園遺稿」에 실린 「일속성사유산대노이수(一粟成思酉山大老二首)」(黃裳 저, 동아시아
학술원·대동문화연구원 공편(2008): 239). 
43) 정약용, 「황상유인첩에 제함(題黃裳幽人帖)」 부분(정약용, 1934-1938; 1996f: 224; 
2001: 248; a281_316d). “昔人有記，將就園者，將就也者，明未就也。耽津黃裳，請問其
目，余曰.”
44) 박동춘은 칠봉초객을 정학연으로 가정하였으나, 정민은 신기영이 정학연을 대신해서 
지어준 것으로 가정하였다(정민, 2010: 247).
45) <일속산방도>(지본담채, 23×32㎝, 1853년작, 김영호 소장)는 2008년 12월 27일부터 
2009년 2월 1일까지 예술의 전당 서울서예박물관에서 ‘소치 이백 년, 운림 이만 리(小癡 
二百年, 雲林 二萬里) 전(展)’으로 최초로 일반에 공개되었다(예술의전당 서울서예박물관, 
2008). 이는 <태령십청원도(台嶺十靑園圖)>, <금강산도(金剛山圖)>, <금산사도(金山寺圖)>
와 더불어 허련이 남긴 서너 점의 실경산수화 중 하나이다(국립광주박물관, 2008: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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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속산방

백적산장

그림 3-3. 허련이 초의선사로부터 전해들은 일속산방을 그린 <일속산방도>(1853).
자료: 예술의전당 서울서예박물관 2008 전시회(김영호 소장)

그림 3-4. 허련이 황상의 주거지를 그린 <백적산장도>(1849-1853).
자료: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2912&contents_id=11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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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 남종화가의 대가인 허련은 백적동 살림집과 일속산방을 포함
한 황상의 주거지 전체를 그린 <일속산방도> 외에 살림집만을 확대시켜 
그린 <백적산장도>(정민, 2014: 217-220)의 실경도 그려서 황상에게 선물
로 주었다. 화가로서의 이력을 볼 때 허련은 초의선사에게 그림 수업을 받
았고 후에 초의선사의 소개로 김정희의 애제자가 되어 시(詩)·서(書)·화(畵) 
3절을 이루었으며 헌종(憲宗, 1827년~1849년, 재위 1834년~1849년) 때 
어전화가로 최고 지위를 가졌음이 자신의 실록 속에 기록되어 있다. 그가 
인간적으로 존경했던 다산의 장남 정학연으로부터는 그림에 대한 찬사만
이 아니라 문사로서도 인정받았다(김상엽, 2002: 46-64). 황상은 다산과 
사제지간의 정을 나누었던 초의선사와도 차(茶)와 시를 통해 교유(박동춘, 
2010: 277-280)했으며 허련과도 교유를 확대했다. 이들의 교유 관계 파악
을 통해 <일속산방도>가 허련에 의해 그려지고 황상에게 전해지기까지의 
개연성을 유추해볼 수 있다.

황상이 강진 대구면에 조성했다는 일속산방은 유실되어 현재는 그 모습
을 살펴보기 어려우나, 일속산방을 다룬 여러 편의 글과 허련의 <일속산
방도>와 <백적산장도>를 통해, 일속산방을 포함한 백적동의 주거지가 산
으로 둘러싸인 안온한 입지를 취하고 정원에는 기이한 꽃들과 소나무와 
대나무 등으로 아름다웠음을 상상할 수 있다. 

읍생 제자 중에 황상과 이학래는 정약용이 유배의 애환을 달래기 위해 
강진의 이름난 절과 산수를 찾을 때에 동행하며 지근에서 스승을 모시며 
갖은 수발을 도맡았던 제자들이라고 훗날 정약용은 기술하였다.

③ 초당 제자
정약용은 1808년 봄에 윤단의 산정(다산초당)으로 이사를 하게 된다. 

다산초당에서 강학했던 18명의 제자들은 사족 집안 자제들이었다. 이들을 
일러 18제자46)라고 하는데 그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이유회(李維會, 1784∼1830, 본관; 廣州) · 이강회(李綱會, 1789∼?) 형제
이기록(李基祿, 1780∼?, 본관; 廣州)

46) 이용형(2009). 『다산 정약용의 편지글: 마음은 엄한 스승이다』. 서울: 예문서원. p.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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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학연(丁學淵, 1783∼1859) · 정학유(丁學游, 1786∼1855) 형제
정수칠(丁修七, 1768∼?, 본관; 靈州)
윤종문(尹種文, 1787∼?, 윤두서의 후손)
윤종영(尹種英, 1792∼?, 호; 敬菴)
윤종기(尹種箕, 1786∼1841) · 윤종벽(尹種壁, 1788∼1873, 호; 醉綠堂)·
                            윤종삼(尹種參, 1789∼1878, 호; 星軒)·
                            윤종진(尹種軫, 1803∼1879, 호; 淳菴) 4형제
윤종심(尹種心, 1793∼1853, 호; 紺泉)·윤종두(尹種斗, 1798∼1852, 윤종심의 아우) 형제
윤자동(尹慈東, 1791∼?, 호; 石南) · 윤아동(尹我東, 1806∼?, 호; 栗亭) 형제
이택규(李宅逵, 1796∼?, 李承薰의 아들)
이덕운(李德芸, 1794∼?)

정학연·정학유 형제는 정약용의 아들이다. 윤종기·윤종벽·윤종삼·윤종진 
4형제는 다산초당의 주인인 윤단의 큰아들 윤규노의 아들이고, 윤종심·윤
종두 형제는 윤규노의 아우 윤규하의 아들로서 이들 6명은 모두 윤단의 
손자들이다. 이들 중 윤종심은 학연·학유와 더불어 정약용의 측근에서 그
의 경서 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인물이다. 양반가 자제 중 마지막 제
자는 이시헌(李時憲, 1803~1860)이다. 

이들 초당 제자들은 일명 다산학단으로 일컬어지는데 정약용이 다산초
당에 거주하면서 본격적으로 편술한 570여권 이상의 저작물 생산에 적극
적으로 가담하여 그의 학문적 성취를 도와주었던 핵심 멤버들이었다. 이들
의 도움을 받아 일궈낸 학문적 성취는 정약용을 유배로 몰아넣고 생명을 
위협하기도 했던 노론 정적들로부터도 ‘중국에 견줄 수 있는 유일한 한 사
람’으로 평가받게끔 해주었다. 초당 제자들의 물심양면의 도움은 그의 몸
은 유배에 처해졌지만 정신은 나날이 해방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
어주었다고 볼 수 있겠다. 

18제자 외에 읍생 제자47) 6명을 포함하여 정약용의 24제자라고 부르기
도 한다. 이들 모두가 정약용의 18여년의 강진 유배 시절 학문적 성취를 
돕고 경제적 도움과 정서적 지지를 주었던 고마운 이들이었다. 

47) 윱생 제자는 유배 초 강진읍 동문매반가에서 글을 배우던 여러 학생을 말한다.(이용형, 
2009;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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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승려 제자
승려 제자로는 아암 혜장과 초의(草衣) 의순(意恂, 1786년~1866년)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아암은 정약용의 벗이자 제자였고, 의순은 제자로
서 이 두 명 모두 정약용과 차(茶)로 맺은 인연이 각별하다.

1805년 봄 44세의 정약용은 백련사로 놀러가 34세의 혜장을 만난다. 
논어와 주역 등 성리학에 해박했던 혜장은 정약용에게 주역을 물었고, 서
로 간에 자주 왕래하며 차(茶)와 술로 즐거워하며 시를 화답하였다. 1811
년 마흔의 나이로 혜장이 입적할 때까지 6년여 동안 정약용에게 아암은 
더없이 가깝고 고마운 사람이었다.

또 한 명의 눈여겨볼만한 승려로 의순이 있다. 정약용이 52세(1813년) 
때 27세의 의순은 정약용의 문하에서 유교경전과 시를 배운 제자이다. 정
약용이 제자 윤동과 의순을 데리고 월출산 아래 백운동에서 노닐 때 정약
용은 시를 짓고 의순은 그림을 그려 화답하며 서로 즐겼다. 정약용이 의순
에게 준 증언(贈言)48)에는 도연명이나 소동파가 승려들과 교유한 행적을 
소개하기도 하고 시(時)의 본의와 주역의 역학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는 등 
승려인 의순에게 불교에 얽매이지 말고 유불을 넘나들며 크게 깨치기를 
바라는 마음이 나타나 있다. 초의는 훗날 정약용의 장남 학연을 통해 추사 
김정희와도 깊은 우의를 나누는 사이가 된다.

3.1.3. 흠모한 예인
정약용은 진정국사의 시권에 제를 쓰면서 최치원(崔致遠, 857년~미상), 

이규보(李奎報, 1168년~1241년), 천책국사(天國師, 1206년~미상) 이렇
게 세 사람을 예인으로서 흠모함을 밝혔다. 

  만약 예술가의 사화를 주도하는 자로 하여금 신라와 고려의 시대에서 세 사람을 고르라
고 한다면, 최치원(崔致遠)ㆍ천책(天)ㆍ이규보(李奎報)가 뽑힐 것이다.49)

진정국사의 시가 감정이 넘치고 내용이 힘차서 승려의 담박한 병폐가 

48) 정약용, 「초의승 의순에게 주는 말(爲草衣僧意洵贈言)」(정약용, 1934-1938; 1996g: 
303-305; a281_381c)
49) 정약용, 「천책국사의 시권에 제함(天國師詩卷)」(정약용, 1934-1938; 1996f: 214;  
a281_31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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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며 칭송했다. 최치원에 대해서는 다른 글에서 최치원이 발해의 국경을 
잘못 지정했음을 연거푸 밝혔을 뿐 흠모의 이유나 그 어떤 것도 언급된 
바가 없었다. 이규보는 위의 글에서만 유일하게 언급되며 그에 대해서도 
흠모의 이유나 그 어떤 것도 언급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최치원과 이규보의 문집을 통해 정약용이 왜 이들을 예인으로서 
뽑았는지를 가름해볼 수 있을 뿐이다. 정약용과의 공통점이라면 최치원과 
이규보 모두 유불도에 해박했고 포용했다는 점이고, 문장의 소재로서 일상
적인 소재들에 대한 꾸밈없는 자세 등이 보였다. 정약용이 흠모한 세 사람
이 모두 불교가 국교인 시대를 살다 갔다는 점과 선사상을 생활화하고 있
었다는 점이다.

3.2. 학문과 사상 그리고 유배와 출사의 의지

3.2.1. 학문적 배경
18세기는 통치자인 군주 정조를 비롯해서 가히 천재들이 활동했던 시대

였다고 말해진다. 정약용의 사상은 위로는 성호(星湖) 이익(李瀷, 
1681~1763)으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동시대에서는 당대의 탁월한 실학자
들과의 교류와 비판을 통해서 형성되었다. 정약용 당시의 실학은 크게 세 
가지 경향을 띠었음을 알 수 있는데, 첫째는 북학파와 같이 신문물 수입을 
중시했던 개방적 풍조였고, 둘째는 홍대용 등과 같이 과학기술의 수용을 
중시한 실용 합리주의적 경향이었으며, 셋째는 생활의 모든 영역을 체계화
하려던 백과사전파적 계몽사상이었다.50) 이와 같이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18세기 후반의 사상의 바탕 위에서 문학·철학·음악·미술에 이르기까지 최
고의 예술가들이 집단적으로 출현하여 찬란한 한 세기를 만들어냈던 시기
를 정약용은 호흡했고 이에 영향받았다.

50) 정약용의 방대한 편저에서 나타나는 여러 분야에 해박한 박물학적 관심과 지식은 동 
시대 백과사전파적 실학의 흐름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살펴 볼 수 있다. 이 시기 백과사전
파의 대표적 인물로는 청장관(靑莊館) 이덕무(李德懋, 1741년~1793년)의 손자인 오주(五
洲) 이규경(李圭景, 1788년~1856년)을 들 수 있다. 그는 『오주연문장전산고(五州衍文長箋
散稿)』라는 총 66권의 백과전서를 편찬하였다. 각 항목에 자기의 견해를 제시하기도 하였
다. 여기에는 천문 지리부터 역법, 경제, 초목, 어류와 벌레들까지 망라되어 있다.(강만길 
외 공편, 1994: 151-17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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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약용은 유년기 때 별도의 스승이 없이 그의 부친으로부터 글을 배웠
다. 16세 때부터 서울에서 성호학맥의 후학들을 따라 성호의 저술을 읽으
며 자신의 사상을 형성해갔다. 따라서 그의 학맥은 성호학파에 속하고 있
다.

3.2.1.1. 성호의 존숭과 계승
정약용은 16세의 소년기부터 이가환·이승훈 등을 따라 성호의 저술을 

읽으면서 학문에 뜻을 두게 되었다. 이때부터 실학의 새로운 학문적 세계
를 만나게 된다. 그는 성호의 학문을 주자학의 계승으로 보았다. 그러나 
성호의 연속적인 ‘질서(疾書)’ 저술에서는 주자의 조술에 그치는 것이 아니
라 그 자신의 실증적 입장과 실용을 추구하는 실학정신이 발휘되고 있음
을 간파한다. 정약용은 34세 때 성호의 종손인 이삼환(李森煥)에게 올린 
편지에서, 성호에 대한 존숭태도를 밝히면서 동시에 성호의 학문적 연원과 
업적을 지적하고 있다. 곧 성호의 심성론은 회재와 퇴계를 계승한 것이라 
밝히고 있다. 

“문호가 지극히 바르고 법도는 지극히 엄격하며, 길은 지극히 가깝고 경지는 지극히 깊
으니,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따라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중략)…근래 나이 많고 덕망 있
는 학자들도 모두 진심으로 귀의하고 사모하여 한 시대의 종사로 떠받들지 않는 자가 없으
니 참으로 위대하십니다.”51) 

그는 성호의 학문세계를 바르고 엄격하며 가까우면서도 깊으며 누구나 
쉽게 따라 행할 수 있는 전범이라고 규정하였다. 

3.2.1.2. 퇴계와 율곡에 대한 사숙(私淑)
23세 때 정약용은 사단칠정(四端七情)의 해석에서 퇴계의 ‘이기호발설

(理氣互發設)’ 대신 율곡의 ‘기발일도설(氣發一途設)’을 취하였다. 그는 
「중용강의보(中庸講義補)」에서 “사단칠정을 한마디로 하면 ‘기’가 발동할 
때 ‘이’가 타고 있는 것이다(氣發而理乘之).”라고 밝혔다. 이 점에서 정약

51) 정약용, 「이문달에게 답함(答李文達)」 부분(정약용, 1934-1938; 1996h: 102-103; 
a281_408d). “蓋門戶極正而繩墨極嚴, 蹊徑極邇而閫奧極深, 愚夫愚婦, 可以率由. 而亦非後
生末學所能窺其涯岸者. 故近日雖高年宿德. 無不歸身嚮慕. 奉之爲一代宗師. 偉其盛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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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 견해는 성호가 퇴계의 호발설을 지지한 것과는 현저한 차이를 보인
다. 그 후 34세 때 퇴계와 율곡의 성리설을 비교 연구한 결과 두 입장의 
‘이’와 ‘기’ 개념이 서로 다른 사실을 「서암강학기(西巖講學記)」에서 지적
하고, 40세 때(1801년) 장기에 유배 가서 저술한 『이발기발변(理發氣發
辯)』에서 퇴계와 율곡의 ‘이’와 ‘기’ 개념에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퇴계는 
우주론의 관점에서 율곡은 인성론의 관점에서 ‘이’와 ‘기’를 논했기 때문으
로 양자 모두 각각의 측면에서 옳으므로 결국 어느 한 쪽이 잘못된 것이
라 할 수 없음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퇴계의 호발설이 심성수양론의 입장
에서 더 타당성을 갖는다고 인정하였다. 정약용은 2백년 이상 계속되어온 
사단칠정논쟁의 양극적 대립을 종합시키고 지양시킴으로써 조선 후기 성
리학사에 새로운 전환점을 제공하였다고 평가된다.

3.2.1.3. 퇴계 학맥의 후학에 대한 관심
정약용은 퇴계의 문인 한강(寒岡) 정구(鄭逑)의 숙야재를 중건할 때 지

은 상량문에서 예학과 성리설을 정구의 학문적 중추로 본다는 견해를 밝
혔다. 그 자신이 한강의 문인으로서 미수(眉叟) 허목(許穆)의 풍도를 사모
하여 퇴계에서 정구를 거쳐 허목으로 도통(道統)이 전승되어 왔음을 알았
다 하고, 정구의 조카사위인 여헌(旅軒) 장현광(張顯光)의 탁월한 학덕을 
우러러 보았다고 하였다. 이처럼 그는 정구의 후학으로 허목과 장현광을 
함께 언급하여 퇴계학맥의 후학들에 대해 평소의 존경을 표하고 있다.

3.2.2. 사상적 배경
3.2.2.1. 실학사상

정약용은 당시의 성리학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 당시의 성리학
적 입장에서 본 인간의 모든 사회제도와 현상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
이 아니라, 모든 현상을 있게 하고 또 현상을 지배하는 최고의 원리 즉 천
리(天理)였기에,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는 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인간의 힘으로 바꾸려해서도 안되며 바꿀 수도 없다고 여겨지는 이러한 
천리에 입각한 제도에 정약용은 천리를 부정함으로써 당당히 맞섰다. 그의 
사상은 개혁사상이 중심을 이루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접한 백성들의 
참담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부단한 고민과 저술을 하게 되는데, 그 저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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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핵심은 제도의 개혁에 있었다. 정약용은 경학(六經四書)을 통하여 조선
후기 실학이라는 새로운 사회 현실적 학문에 그 철학적 근거를 확보했고, 
경세론(一表二書)을 통하여 사회제도적 관심을 종합하고 체계화하였다. 정
약용의 학문체계는 경학·예학·경세론을 중심으로 하는 유교전통의 학문영
역에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었고, 역사․지리․언어․풍속의 다양한 영역에서 
국학(國學)의 세계를 개척하였으며, 농업․기기(器機)․의학을 비롯한 과학기
술의 영역에 새로운 지식을 계발하였으며, 전선(戰船)․ 축성(築城) 등 군사
학의 분야를 한 차원 끌어올렸으며, 시문학의 분야에서도 독자적 세계를 
열어줌으로써 거의 전 분야에 걸쳐 업적을 이루었다. 이와 같은 행적에 힘
입어 정약용은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걸쳐 활동하면서 조선 후기 실
학을 집대성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3.2.2.2. 생태사상
정약용의 많은 글들에서 생태사상을 찾을 수 있다. 『목민심서』 「공전육

조(工典六條)」 편의 산림 부분을 보면, 귤나무와 유자나무를 심고 가꿈에 
있어, ‘이는 하늘이 낳은 바요 땅이 기르는 바이며 봄바람과 비·이슬을 받
고 자연히 무성해지는 것인데 사람을 보내서 지키는 것이 좋은 계책이 아
니다’고 하여 수익이 좋은 유실수라 하더라도 자연의 섭리를 따르도록 해
주는 것이 우선임을 지적하면서 사람 또한 피곤하지 않도록 제안하고 있
다. 『다산시문집』의 여러 시문에서도 생태사상을 보다 진솔하게 엿볼 수 
있다. 은자의 거처에 대해 논하는 글인 「제황상유인첩」에서는 뜰 오른편에 
연못을 파되 대나무 홈통을 통해 산골짜기의 물을 끌어다 대고 연못에서 
넘치는 물은 담장 구멍을 통해 채마밭으로 흐르게 함으로써 연못 속의 연
꽃과 붕어뿐 아니라 채마밭의 채소까지 함께 살리고자 하였으며, 사립문 
밖 시냇가에 초가 한 간을 세우는데 주변이 온통 빽빽한 대숲이니 가지가 
처마로 들어와도 꺾지 않고 그대로 두라고 하였다. 이는 ‘택만민(澤萬民) 
육만물(育萬物)’로 대표되는 정약용 사상의 핵심 사상이자 생태사상을 보
여주고 있다. 1802년 12월에 강진에서 쓴 다음의 편지에서 이러한 ‘택만
민 육만물’에 대한 생각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모름지기 실용적인 학문에 마음을 써서 옛사람들의 경제(經濟)에 관한 서적을 즐겨 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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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 마음속에 항상 만백성을 윤택하게 하고 모든 사물을 기르려는 마음을 둔 뒤에야 비로

소 독서하는 군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52)

정약용은 두 아들이 독서를 통해 ‘마음속에 항상 만백성을 윤택하게 하
고 모든 사물을 기르려는 마음’을 두어 ‘독서하는 군자’가 되기를 바랬다. 
서울 명례방 집 뜰에 마련한 화목류 중에 매화 화분을 논하면서, 세상 사
람들이 숭상하는 것은 해묵은 복숭아나무나 살구나무의 썩어서 뼈처럼 된 
뿌리에 작은 매화 가지 하나를 붙여놓은 것이지만, 정약용 자신은 뿌리와 
줄기가 견실하고 가지가 번창한 것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 이유는 
그런 나무가 꽃이 아름답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여기에서도 자연의 있는 
그대로의 건강성을 아름답게 바라보는 그의 시각을 엿볼 수 있다.

3.2.2.3. 상생론
정약용은 또한 서로 어울려 사는 것의 가치를 자주 표현했다. 그는 진

귀한 화목을 구해 심음에 있어서도, 채포를 가꿈에 있어서도 여러 종류를 
심어 조화를 이루도록 배려했다. 그가 1801년 신유사옥의 화를 입어 경상
도 장기로 유배되어 가서 지은 「고시(古詩)」 27수는 우화시인데, 여기에는 
그의 육만물 사상이 잘 나타나 있다. 7수에서 부평초를 괄시하는 연잎을 
보며, ‘똑같이 한 못 안에 살면서 어쩌면 그리 서로 얼그럭 덜그럭 할까’
하고 한탄한다. 15수에서는 포악한 관리(治者)로 우화된 표범과 뱀에 비해 
살아 있는 풀도 밟지 않는 기린을 군자의 인(仁)으로 논하며 어질다고 칭
송한다. 인의예지 중에서도 인을 군자들이 으뜸으로 여긴다는 것을 드러냄
으로서 육만물의 사상을 시적으로 구현해 낸 것으로 볼 수 있다.

3.2.3. 유배와 출사의 의지
3.2.3.1. 유배와 해배의 어려움

정약용이 활동했던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반에는 정치·사회적으로 
2백여 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당파의 분열과 당쟁의 폐단이 극도에 이르
게 되었다. 정약용이 태어났던 1762년에 사도세자가 죽임을 당하였고 이

52) 정약용, 「두 아들에게 부침(寄二兒)」, 임술 12월 12일 강진의 유배지에서(壬戊十二月
卄二日康津謫中) 부분(정약용, 1934-1938; 1996i: 8; a281_450a). “須留心實用之學. 樂觀
古人經濟文字. 此心常存澤萬民育萬物底意思. 然後方做得讀書君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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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사도세자에 동정하는 시파(時派)와 비판적인 벽파(僻派)의 당파분
열이 일어났다. 노론세력의 중심은 대부분 벽파에 속하고 남인세력은 주로 
시파에 속하였다. 정약용의 가문은 기호지역에 살던 남인으로서 시파에 속
하여, ‘기호남인시파(畿湖南人時派)’로 일컬어진다. 그는 청년기에 벼슬에 
나아가 정조의 가장 가까운 측근으로서 총애를 입었다. 이 시기에는 사회
적으로 부패가 만연하여 이는 민초들의 참담한 생활을 야기하였는바 급기
야 1811년 홍경래의 난이 터질 정도로 불안정한 시대상황을 맞고 있었다. 
정약용이 33세 때 경기도 암행어사로 나가서 연천 지역 농민들의 참담한 
궁핍상을 목도하고 지방수령과 토착 서리의 농간으로 인해 자행되고 있었
던 가혹한 수탈이 횡행되던 갖은 불법들을 접하게 되면서 그는 민(民)을 
근본으로 하는 사회제도의 기강 확립과 재정립을 절감하게 되었다.

정약용은 정조 사후 1년 만에 18년간의 기나긴 유배에 오르게 되어, 자
신의 뜻을 펼쳐보기도 전에 노론 집권파로부터 핍박당하는 시련의 길을 
걸어야했다. 강진 유배기에 특히 1810년 무렵에 집중적으로 폐족에서 벗
어나기 위해 두 아들의 학문정진을 강조하였다. 서신을 통해 가계를 내려 
훈도하였다. 공부를 하지 않아도 저절로 존경을 받게 되는 청족(淸族)과 
달리 폐족이 된 자신의 집안이 학문을 등한시할 경우 사람들이 천시할 뿐
더러 세상으로부터도 버림받게 될 것이라고 여겼다. 두 아들이 학업의 뜻
을 접을 경우 자신의 저술이 후대에 전해지지 못할 겻이라는 절박함이 있
었다. 만약 글이 전해지지 못하게 되면 후세 사람들이 관청의 문서만 가지
고서 자신을 평가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였다. 그는 그것을 오욕이라 느꼈
다. 그렇게 되면 끝내 죄인의 오명을 벗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절실함이 정약용으로 하여금 570여권이라는 방대한 저술을 남기게 한 원
동력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약용의 유배 기간 동안 두 차례 해배가 논의되었으나 번번히 정적들
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정학연은 아버지 정약용에게 조정에 권세 있는 세
력가로 자리 잡은 외가 친척에게 서찰을 써 해배를 부탁드려보라고 권유
도 하였지만 정약용은 일언지하에 거절하며, 해배가 문제가 아니라 살아있
는 것만도 다행이라고 지적한다.53) 정조 사후 1801년 봄에 첫 유배지였던 

53) 정약용, 「연아(淵兒)에게 답함병자(1816, 순조 16년, 선생 55세) 5월 3일(答淵兒丙子五月初三日)」(정약용, 
1934-1938; 1996i: 11-13; a281_451d). “...너는 지금 나로 하여금 필천(筆泉)에게 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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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에서 정약용은 생명의 위협을 언제나 인지하고 있었다. 

서울 소식 올 때마다 마음이 깜짝깜짝
집안 서찰 만금이라고 말한 자 누구더냐 
시름은 구름인 양 갰다가 다시 일고
비방은 음향처럼 잠잠하면 도로 들먹 

京華消息每驚心
誰道家書抵萬金
愁似海雲睛復起
謗如山籟靜還吟54)

상기의 「자식에게 보냄(寄兒)」 시에서 서울에서 자식으로부터 오는 소
식에 반가움에 앞서 깜짝 놀라는 이유가 자신을 향한 비방이 잠잠해지다
가도 다시 일어 그로 인해 시름 겹노라 읊고 있다. 이러한 그의 우려는 현
실이 되었는데, 그해(1801년) 가을 황사영 백서사건으로 정약용은 다시 한
양으로 압송된다. 한때는 그와 정계에서 동고동락하며 함께 천주교 교리도 
들었던 이기경은 신유사옥과 결부하여 반드시 죽여야 할 사람으로 정약용
을 손꼽았다. 

보내어 항복을 빌라 하고, 또 강가(姜哥)와 이가(李哥)에게 애걸하라고 하니...(중략)...필천
(筆泉)과 나는 본디 털끝만한 감정도 없었는데, 갑인년 이후로 아무런 까닭 없이 나에게 허
물을 덮어씌운 것이다. 그러다가 을묘년 봄에 이르러서 원태(元台)가 자신의 잘못을 알고서 
분명히 설파해 주자, 그 전의 구설(口舌)은 물 흐르듯 구름 걷히듯 없어졌다. 신유년 이후
로 한 장의 편지를 서로 통해야 한다면 저 사람이 먼저 나에게 해야 하겠느냐, 내가 먼저 
해야 하겠느냐. 그런데 저 사람은 나에게 한 장의 편지도 하지 않고 도리어 나에게 편지를 
보내지 않는다고 허물하니, 이는 기세(氣勢)를 부려 나를 지렁이처럼 보아서 그러한 것이
다...(중략)...내가 돌아가고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 진실로 큰 일이기는 하지만 죽고 사는 
것에 견주면 하찮은 일이다...(중략)...내가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도 천명이요, 살아
서 돌아가지 못하는 것도 천명이다. 그러나 사람이 해야 할 도리를 닦지 않고서 천명만을 
기다리는 것은 또한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다. 나는 사람이 닦아야 할 도리를 다했다. 사
람이 닦아야 할 도리를 이미 다 했는데도 끝내 돌아가지 못한다면 이 또한 천명일 뿐이다. 
강씨(姜氏) 그 사람이 어떻게 나를 돌아가지 못하게 할 수 있겠느냐. 마음을 놓고 염려하지 
말고 서서히 세월을 기다리는 것이 합당한 도리이니, 다시는 그러한 말을 하지 말라.(...今
使我移書乞隆於筆泉. 又搖尾乞憐於姜李...(중략)...筆泉與我. 本無絲毫可怨. 甲寅以來. 無故
歸咎於此身. 至乙卯春. 元台自知其枉猜. 洞然說破. 則從前口舌. 都是水流雲空. 辛酉以後. 
一字如可相通. 則彼宜先乎. 我宜先乎. 彼不以一字問我. 乃反咎我以無書. 是其氣岸威稜. 視
我如蚓而然...(중략)...吾之歸與不歸. 誠亦大事. 然比之死生則小矣...(중략)...吾生而還故土命
也. 吾生而不能還故土亦命也. 雖然不修人事. 但待天命. 誠亦非理. 汝則修人事旣盡. 修人事
旣盡而終不能歸. 則是亦命耳. 姜氏之子. 焉使余不歸哉. 休心息慮. 稍俟日月. 爲十分道理. 
勿復云云也.)”
54) 정약용, 「자식에게 보냄(寄兒)」 부분(정약용, 1934-1938; 1996b: 245; a281_07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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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가을에 역적 황사영(黃嗣永)이 체포되어 도천(滔天)의 흉계(凶計)가 담긴 황심(黃
沁)의 백서(帛書)가 발견되자, 홍희운(洪羲運)ㆍ이기경(李基慶) 등이 모의하기를, “봄에 있
었던 옥사(獄事) 때에 비록 많은 사람을 죽였으나 정약용 한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면 우리
들이 죽어 장사지낼 곳도 없게 될 것이다.”하고는, 자신들이 직접 대계(臺啓)를 올리기도 
하고, 혹은 당로자(當路者)를 공동(恐動 위험한 말로 겁주는 것)하여 상소ㆍ발계(發啓)하게 
하여, 약전과 약용을 다시 잡아들여 국문하고 이치훈(李致薰)ㆍ이학규(李學逵)ㆍ이관기(李
寬基)ㆍ신여권(申與權)도 함께 잡아들이기를 청하였으니, 그 뜻은 오로지 나를 죽이는 데 
있었다...(중략)....이때 벗 윤영희(尹永僖)가 우리 형제의 생사(生死)를 알려고 대사간 박 장
설의 집으로 탐문하러 갔더니, 마침 이때 홍희운이 왔으므로 윤영희는 옆방으로 숨었다. 
홍희운이 성질을 내며 주인 박장설에게, “천 사람을 죽인들 약용을 죽이지 않으면 무슨 소
용이 있는가?”하니 박 장설이 “사람의 생사는 본인에게 달린 것이어서 저가 살 짓을 하면 
살고 저가 죽을 짓을 하면 죽는 것이니, 저가 죽을 짓을 하지 않았는데 어찌 저를 죽인단 
말이오.”하였다. 희운은 나를 죽일 논의(論議)를 하도록 권하였으나 박장설은 듣지 않았

다.55)

정적들이 그의 목숨을 시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정약용은 친구 
윤영희로부터 전해 듣게 되는데, 그는 정조 생전인 1800년 초에 이미 신
변에 위협을 느껴 벼슬을 내어놓고 고향 마현으로 귀향하여 사랑채의 당
호를 ‘여유당’이라 이름 짓고 생활한 바 있다.56) 그는 ‘여유(與猶)’의 뜻을 
‘주저하기를 겨울에 내를 건너듯 하고 조심하기를 사방 이웃을 두려워하듯 
한다’고 풀이하며 ‘여유’를 평생 마음에 담고 살고자 하였다. 정약용은 여
유당의 당호를 지은 이후로 평생 조심하며 여유의 삶을 살아야 했다.

신유사옥은 정약용을 제거하려는 핑계일 뿐임을 정약용 자신이 인지하
고 있었기에 그에게 유배는 오히려 생명을 지켜갈 수 있고 나아가 학문적 
성취를 통해 죄인으로서가 박학한 학자로서 충성스런 관료로서 애민에 대
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지식인으로서 후대에라도 평가받을 수 있는 발판이 

55) 정약용, 「선중씨의 묘지명(先仲氏墓誌銘)」, 부분(정약용, 1934-1938; 1996g: 92-93; 
a281_336d). “是年秋逆賊黃嗣永就捕. 得黃沁帛書. 凶謀滔天. 於是洪羲運李基慶等謀曰. 春
獄殺戮雖多. 不殺丁若鏞一人. 吾輩終無葬地. 於是或自發臺啓. 或恐動當路人. 陳疏發啓. 請
若銓若鏞更令拏鞫. 而李致薰. 李學逵, 李寬基, 申與權. 竝請同拏. 其精神在鏞也...(중략)...
當此時. 尹友永僖欲知吾兄弟死生. 往大司諫朴長卨家探聽. 適洪羲運至. 尹隱于夾房中. 羲
運愎然語主人曰殺了千人. 不殺丁若鏞. 將安用之. 朴曰人之死生. 係乎本人. 渠生則活之. 渠
死則殺之. 渠所不死. 何以殺之. 羲運勸其論殺. 朴不聽.”
56) 정약용은 1800년 6월 정조가 승하하던 그해 봄에 정치적 위험을 느껴 고향 마현으로 
내려와 사랑채의 이름을 ‘여유당(與猶堂)’이라 짓고 거주하였다. 「자찬묘지명」에서도 여유
의 뜻을 재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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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기에 다행이자 감사한 일이었다고 두 아들에게 보내는 간찰들과 
「자찬묘지명」 등에서 술회한다.57) 유배 시기의 정약용의 학문적 성취는 그
의 생전에 집권 노론층의 세도가 김매순(金邁淳, 1776년~1840년)으로부터 
찬사를 받아내는 결실을 이루었다.58)

3.2.3.2. 출사의 의지
신유년 박해 때 중형 약전과 자신은 유배를 가고 셋째 형 약종은 끝내 

천주교를 배교하지 않아 순교하면서 집안의 가세는 크게 기울었다. 큰 아
들 학연이 강진으로 찾아올 때도 마늘을 팔아 종자돈으로 사용했을 정도
로 마재의 남겨진 식솔들에게 생계는 가혹한 문제였다. 기울기만 한 것이 
아니라 천주교당에 다니는 친지들이 여전히 존재했다. 모든 식솔들이 살얼
음판을 계속 살아야했다. 어서 정약용이 해배되어 관직에 나가 옛 명성을 
살리고 형편이 나아지기를 바라고 있었다. 유배 기간 중에도 큰 아들 학유
의 읍소 등으로 해배가 성사될 뻔 했으나 무산되었다. 해배 후에도 3번의 
출사 기회가 있었으나 그때마다 서용보 등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출사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음은 유학자로서의 그의 자세이기도 하였지
만 처한 현실이 고단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다산시문집』 20
권에는 강진에 유배중인 정약용이 흑산도에 유배중인 둘째 형 약전에게 
보내는 글(書)이 총 17편 실려 있다. 그 중 한 편의 「중씨께 답함(答仲
氏)」에서 사면되어 고향으로 돌아갈 경우에 마주칠 형수들과 처자식에 대
한 일말의 부담감을 솔직하게 토로하고 있다. 

이제 비록 돌아간다 하더라도 집은 네 벽만 서 있고 양식은 세전(歲前)에 떨어질 것이

57) 정약용, 「자찬 묘지명집중본(自撰墓誌銘集中本)」 부분(정약용, 1934-1938; 1996g: 125; 
a281_339d). “용이 해상(海上 강진을 말함)으로 유배되어 가서 생각하기를 ‘소싯적에는 학
문에 뜻을 두었으나 20년 동안 세로(世路)에 빠져 다시 선왕(先王)의 대도(大道)가 있는 줄
을 알지 못하였는데 지금 여가를 얻게 되었다.’ 하고 드디어 흔연히 스스로 경하하였다.(鏞
旣謫海上. 念幼年志學. 二十年沈淪世路. 不復知先王大道. 今得暇矣. 遂欣然自慶.)”
58) 정약용, 「자찬 묘지명집중본(自撰墓誌銘集中本)」 부분(정약용, 1934-1938; 1996g: 
149-150; a281_339d). “직각(直閣) 김매순(金邁淳)이 용의 《상서평(尙書平)》을 보고 다음
과 같이 평하였다...(중략)...유림(儒林)의 대업(大業)이 크게 떨치지 못한 지 오래였는데, 뜻
하지 않게도 적적한 천년 이후 거칠은 구이(九夷) 가운데에 이처럼 뛰어난 기사(奇事)가 있
단 말인가?(金邁淳直閣見鏞尙書平...(중략)...儒林大業. 莫之與京. 不謂寥寥千載之下. 蓁蓁
九夷之中. 乃有此絶等奇事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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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늙은 아내는 춥고 주리고 아이들의 얼굴빛은 처량하기만 할 것입니다. 두 분 형수들은 

‘그분이 오면 그분이 오면 했더니, 왔어도 또한 그렇구나.’라고 하실 것입니다.59)

상기의 글에서 가족을 비롯한 친족들이 정약용이 다시 출사하여 가문을 
재건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혹시나 그 바람에 부응하지 못할까 걱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는 타인의 기대에서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유자로서
의 도를 행하고 싶었던 마음에서 출사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노(魯) 나라의 공자와 추(鄒) 나라의 맹자께서는 위란(危亂)의 세상을 당하여서도 오히
려 사방(四方)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벼슬하려고 급급하였으니, 진실로 입신양명(立身揚名)
이 효도의 극치이고, 새나 짐승과는 함께 무리 지어 살 수 없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요즘 
세상에서 벼슬에 나아가는 길이란 과거(科擧) 한 길만이 있을 뿐이다. 그런 까닭으로 정암
(靜庵 조광조(趙光祖)의 호)ㆍ퇴계(退溪 이황(李滉)의 호) 등 여러 선생들께서도 모두 과거
를 통하여 발신(拔身)했으니 그 길을 통하지 않고서는 끝내 임금을 섬길 방도가 없음을 알
겠다. 근세에 고가(故家) 후예로서 먼 지방으로 영락(零落)되어 와서 사는 사람들은 영달
(榮達)할 뜻은 없이 오직 먹고 살아가는 일에만 힘쓰고 있다. 심한 경우는 새처럼 높이 날
아가고 짐승처럼 멀리 달아나려고 하여 우복동(牛腹洞)만 찾고 있는데, 한번 그 속으로 들
어가면 자손들이 노루나 토끼가 되어버리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비록 편안히 농
사짓고 물 마시며 살아가면서 자손이 번성하게 되더라도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제군(諸
君)들은 우선 과거를 통한 벼슬살이에 마음을 두고, 그 이외의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먹지 

말도록 하라.60)

「다산의 제생에게 주는 말(爲茶山諸生贈言)」은 정약용이 해배되어 마현
으로 돌아온 후 강진의 제자들에게 보낸 글이다. 그는 공자와 맹자를 위시
하여 퇴계 등을 예로 들어가며 제자들에게 과거시험을 보라고 권면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약용은 긴 유배에서 풀려나 인생의 후반기에도 여전히 
유자의 삶을 이루는 방편으로 출사를 우선했음을 알 수 있다.

59) 정약용, 「중씨께 답함(答仲氏)」 부분(정약용, 1934-1938; 1996h: 235; a281_441c). 
“今雖歸去. 家四壁立. 糧歲前絶. 老妻凍餒. 兒色凄涼. 二嫂曰其來其來. 來亦然矣.”
60) 정약용, 「다산의 제생에게 주는 말(爲茶山諸生贈言)」 부분(정약용, 1934-1938; 1996h: 
6-7; a281_386b). “魯之叟鄒之翁. 當危亂之世. 猶復轍環四方. 汲汲欲仕. 誠以立身揚名. 
孝道之極致. 而鳥獸不可與同羣也. 今世仕進之路. 唯有科擧一蹊. 故靜菴退溪諸先生. 皆以
科目拔身. 誠知不由是. 卒無以事君也. 近世故家遺裔零落遐遠者. 無意榮進. 唯以治生爲務. 
甚則欲高翔遠引. 唯牛腹洞是索. 殊不知一入此中. 子孫便成麕兔. 雖復安居耕鑿. 生育蕃茂. 
顧何益哉. 諸君且以科宦爲心. 毋生外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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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3. 유배 시기에 저술한 의원 시문
정약용의 유배기 저술 중에서 특이할 만한 것으로 의원 시문이 있다. 

정약용은 1801년 경상도 장기 유배지에서 처음으로 이상적 삶을 다룬 ｢미
원은사가｣라는 시를 지어 전원으로 돌아가고픈 마음을 노래하였다. 유배라
는 상황이 전원에서의 은일한 삶을 갈구하는 시를 짓게 하였는지도 모른
다. 이어서 전라도 강진에서 유배가 4년째에 접어드는 1805년 겨울에는 ｢
제황상유인첩｣이라는 산문을 지어 유인(幽人)의 거처에 대해 논하였다. 이 
2편의 의원 시문은 『다산시문집』에 수록되었다. 『다산시문집』에 미수록된 
글 중에 이상적 주거를 다룬 정약용의 친필본 산문 두 편이 2000년대 들
어서 일반에 공개되었다. 유인의 거처를 다룬 「야새첩」과 승려의 이상적 
거처를 다룬 「잡언송철선환」이 그것이다. 

상기에서 거론된 정약용의 의원 시문 4편을 간략히 살펴보자. 먼저 「미
원은사가」61)는 정약용이 1801년 봄 장기(경상북도 포항)로 유배 갔을 때 
지은 의원시이다. 이 시는 정약용이 고향 마현에서부터 물어서 알고 지내
던 심씨의 전원 생활을 내심 부러운 듯 노래하고 있는 장편 시이다. 「미원
은사가」에 그려진 심씨의 생활은 대문 밖을 나서지 않고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 심씨는 짐승을 기르고 실용작물을 재배한다. 품격 높은 국화를 
48종이나 가꾸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을 보낸다. 정약용은 그런 심씨
를 무척이나 부러워한다. 심경호(2000)는 이 시가 유배라는 극한 상황에서 
고향으로 돌아가 농사짓고 화초 가꾸며 평화로운 전원생활을 염원했던 정
약용의 귀전원의식(歸田園意識)이 반영되었다고 보았다. 

「제황상유인첩」62)은 정약용이 강진으로 유배를 갔을 때 지은 산문이다. 
1801년 겨울 강진에 도착한 정약용은 1805년 겨울에 강진 읍내 북쪽에 
위치한 보은산 고성사(高聲寺) 보은산방(寶恩山房)에서 큰 아들 학연과 읍
생제자 황상에게 주역을 가르치며 지낸다. 그 때 제자 황상이 유인의 거처
에 대해 물어온다. 「제황상유인첩」은 황상의 물음에 정약용이 답하여 써 
준 산문이다. 이 글에서 그려지는 선비의 삶은 산수가 아름다운 곳에 남향
하여 집을 짓고 채소와 약초와 화목을 가꾸며 은일한 삶을 유유자족하며 
지내는 모습이다. 「미원은사가」에서 심씨를 열렬하게 부러워하는 마음이 

61) 정약용, 「미원은사가(薇源隱士歌)」: a281_077a.
62) 정약용, 한국고전종합DB: a281_07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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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황상유인첩」에서는 담담하게 은자의 삶을 그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배가 길어지는 중에 어느 정도 달관한 감정의 소회를 보인다 하겠다.

「야새첩」63)은 정약용이 누군지 모를 이에게 써준 증언이다. 『다산시문
집』에는 누락된 글이다. 현재 강진군에서 소장하고 있다. 이상적 주거지의 
배치와 구성 및 생활을 설명한 산문이다. 총 16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입
지와 좌향을 거론하며 글을 시작한다. 산수가 둘러 쳐진 곳에 남향하여 집
을 앉히고 집 내부는 책과 명화, 골동품 등으로 장식한다. 건물 외부의 뜨
락을 연못 등으로 꾸미며 원포와 잠실을 경영한다. 이웃에 벗을 사겨 정원 
생활의 운치를 함께 향유하도록 한다. 선을 행하며 살도록 당부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제황상유인첩」과 비슷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인의 
거처를 다룬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인다. 잠실의 규모와 운영의 상세함 
등 몇 가지 부분은 「제황상유인첩」과 차이가 있다. 

「잡언송철선환」64)은 승려의 이상적 주거를 다룬 산문이다. 정약용의 승려 
제자 중 한명인 해남 대둔사의 승려 철선(鐵船) 혜즙(惠楫)에게 써준 증언이
다. 두 제자 초의와 혜즙의 귀경길에 써주었다. 1834년 가을에 73세의 정약
용은 해배되어 고향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초의와 혜즙은 산천 김명희와 금
강산을 유람하기로 약속 하였기에 상경하였으나 김명희가 병으로 몸져눕는 
바람에 병구완만 하다 내려가게 되었다. 「잡언송철선환」을 써 준 연유는 상
심한 제자의 마음을 다독여주고자 함이었을 것이다. 「잡언송철선환」 또한 입
지부터 시작한다. 깎아지를 듯한 바위 벼랑이 있는 첩첩 산의 안온한 터에 
초암 네댓 칸을 앉힌다. 건물 주위로 담을 두르고 연못을 조성하며 화목을 
심는다. 뜻과 지혜가 맞는 이를 벗하여 교유할 것과 피해야할 강학에 대한 
설명이 이어진다. 구비해야할 서책, 서화(書畫), 악기를 꼼꼼히 일러준다. 산 
중 생활에서 건강을 위해 양봉과 차(茶) 제조를 권했다. 시(詩) 창작과 가끔 
서울로 와서 견문을 넓히라고 하였다. 이 글 또한 「제황상유인첩」과 유사한 
구조와 내용을 담고 있다. 유인의 거처가 아니라 승려의 이상적 거처를 다룬 
것이기에 강학 내용이나 다도 생활의 권장 등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유배와 해배를 거치면서 정약용은 이상 주거에 관한 상세한 시문을 지
어 전원에서의 은일한 삶을 동경하는 마음을 나타내었다. 

63) 정민(2017). 『다산 증언첩 : 한평생 읽고 새긴 스승 다산의 가르침』. p.199-208.
64) 정민(2017). p.386-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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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거주하고 유람했던 아름다운 산수

3.3.1. 고향 마현과 조선팔도의 명승지
마현은 정약용이 나고 자란 곳으로 마재, 소내 등으로도 불린다. 15세

에 아버지의 임지를 따라 한양 및 지방 각처로 떠난 이후로도 가끔씩 찾
아 초천에서 낚시를 하며 회포를 푼 후 한양으로 돌아가곤 했던 마음 속 
고향이었다. 마현은 북한강과 남한강이 두물머리에서 합수되어 흐르는 물
결이 잔잔한 호수처럼 펼쳐진 한강 북안에 위치하였다.(<그림 3-5> 참조) 

마을 뒤로는 산이 에두르고 마을 앞으로는 한강이 휘돌아나가는 뛰어난 
경치를 자랑하는 곳이다. 정약용은 고향 마현의 산과 내 그리고 한강의 풍
경을 사랑하여 다산초당 동암에 고향을 그리워하며 산수화를 그려 거처하
던 동암 건물 바깥에 붙이기도 하였다.

정약용은 그가 소중히 하고 그리워하였던 장소의 지명을 그의 별호(別
號)와 필명(筆名)으로 자주 사용하였다. 한강가에 위치한 고향 마현을 지
칭하는 별호 및 필명으로는 열수(洌水)· 열수산인(洌水山人)· 열수옹(洌水

그림 3-5. 여유당 앞 한강과 귀여리 일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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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운길산 중턱에 위치한 수종사.

翁)65)·열초(洌樵)·열로(洌老) 등이 있다. 대부분 해배되어 고향으로 돌아와
서 사용한 필명들이다. 정약용은 평생에 거쳐 편찬한 글들을 『여유당집』으
로 손수 엮으며 매 책의 맨 앞장에 ‘열수’라고 적었다.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을 열수라고 표기하고 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66) 또
한 그는 소년 시절부터 고향에서 낚시하기를 좋아하였다. 한양에서의 12
년의 관직 생활 중에도 이따금씩 마현으로 가 낚시를 하였다. 정약용은 고
향으로 돌아가 부가범택을 꾸며 생활하는 것을 꿈꾸었다. 어느 겨울밤 규

65) 『기호일보』. 2018년 06월 27일 수요일  제10면 참조.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757296) 
66) 1813년 7월 14일, 정약용은 딸의 혼인을 축하하며 갓 결혼한 딸 부부를 위하여 <매조
도>를 그려 족자로 전하였다. 그림의 제화시 낙관에 ‘가경(嘉慶) 18년 계유년(1813) 7월 
14일에 열수옹(洌水翁)이 다산(茶山)이 동암(東菴)에서 썼다.’라고 밝혔다. 지금가지 열수와 
관련된 필명은 정약용이 해배되어 고향에서 지내던 시기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상기
의 매조도 낙관으로 인해 강진 유배기에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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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각에서 주역 해석을 하던 중에 함께 밤을 지새우던 박제가에게 부가범
택의 꿈을 털어놓은 바 있다. 그는 실제로 해배 후 여유당으로 돌아와 배
를 한 척 구입하여 살림집으로 꾸며 한강에 띄워 생활하며 젊은 날의 꿈
을 실현하였다. 

수종사는 정약용이 어릴 때부터 다니며 공부하던 곳으로 그의 정원이었
다. 가파른 운길산 중턱에 수종사가 자리하고 있다.(<그림 3-6> 참조) 수
종사 앞마당에 서면 한강이 시원스레 펼쳐진다. 정약용이 고향을 그리워하
며 다산초당 동암 바깥벽에 그려 붙인 산수화 속 경치가 수종사 경내에서 
내다보이는 한강의 모습이었을 지도 모른다.

고향 마현의 아름다운 산수 외에도 정약용은 부친의 임지와 자신의 임지 
근처의 명승지를 찾아 산수유람을 하며 호연지기와 감성을 키웠다. 정조 21
년(1797년) 6월에 황해도 곡산부사에 제수되어 1799년 2월에 한양으로 돌아
오기까지 정약용은 곡산부사로서의 임무수행을 위해 곡산 주위를 여러 날 둘
러보게 된다. 「곡산북방산수기(谷山北坊山水記)」는 1798년 3월 27일 새벽에 
배를 타고 곡산 북쪽 교외 지역을 수일에 거쳐 유람한 내용이다.

이때에 보니 절벽과 같은 험준한 곳에서 소 두 마리가 위아래로 서서 화전(火田)을 갈
고 있는데, 진실로 기이한 광경이었다...한창 배가 신속히 달릴 때는 봉우리가 병풍처럼 죽 
늘어서 있던 것이 순식간에 뾰족한 머리와 예리한 뿔(角)로 바뀌어 우뚝 솟아 하늘을 찌르
는 듯하였으며, 다시 한 바퀴 돌아가면 뾰족한 머리와 예리한 뿔이 또 구름이 녹고 안개가 
걷히듯 도로 병풍처럼 되어버린다. 이러한 경치는 한결 같이 신기루의 연수(煙樹)를 보는 
듯 변화가 무쌍하여 정말로 기이한 절경이었다...그 산은 돌이 높이 솟았고 맑은 산 기운과 
밝은 햇빛이 서려 있었다...이것 또한 나의 기쁨을 더해 주기에 족하였다...67)

기이한 암석에 놀라고 기이한 산봉우리에 절경이라며 감탄한다. 이어서 
산이 맑은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곡산북방산수기」에는 기이한 돌
과 맑은 자연에 감탄하는 모습이 자주 나온다.

정약용은 수차례에 거쳐 산수 유람을 하였다. 산수의 빼어난 기이함과 
맑은 모습을 보는 것에 기뻐하였고, 산수 유람을 하면서 시간의 순리에 따
르는 자연을 보며 관직생활의 피곤함을 떨쳐버리기도 하고 유배 시절의 
자신을 위로하기도 하는 모습은 그의 시 여러 곳에서 흔하게 발견된다. 

67) 정약용, 「곡산북방산수기(谷山北坊山水記)」 중에서 발췌.(한국고전종합DB. a281_30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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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창덕궁 후원 옥류천(玉流川)과 청의정(淸漪亭).

3.3.2. 한양의 궁원(宮苑)과 명승지
정약용이 28세에 과거에 급제하여 정조를 측근에서 모시게 되면서 그는 

정조로 인해 창덕궁 후원을 자주 찾아볼 수 있었다. 창덕궁 후원의 가장 
내밀한 곳에 위치한 옥류천(<그림 3-7> 참조) 일대를 위시하여 그의 말에 
따르면 후원 도처에 안 가본 곳이 없다고 하였다. 

정조는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옥류천으로 가서 폭포 구경을 즐겼던 감
수성이 뛰어난 인물이었다. 정조의 배려 하에 정약용은 사계절에 거쳐 후
원에서의 정원 생활을 경험할 수 있었다. 왕족과 왕실 측근에게만 접근이 
허락된 창덕궁 후원에서 상화조어연과 말타기와 활쏘기 등의 풍류를 즐겼
던 소감을 정약용은 다수의 글로 남겼다. 강진 유배지에서도 정조와 함께 
지냈던 시절을 추억하며 그리워하기도 하였다.

한양은 궁궐 정원 외에도 아름다운 산수를 품은 경승지가 많은 곳이었
다. 이른 봄 필운대에서 바라보는 살구꽃 구경, 큰 비가 내린 직후 세검정
의 세찬 물길 구경, 초가을 서지(西池)의 백련(白蓮) 감상, 달밤 동호의 뱃
놀이 등 정약용은 벗들과 한양 곳곳의 명승지를 찾아 즐겼다. 필운대에서 
바라보는 살구꽃 가득 핀 한양 도성 구경은 조선 후기 봄철 한양의 대표
적인 풍류놀이였다.(<그림 3-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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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이른 봄 인왕산 필운대에서 바라본 행화가 만발한 한양 전경. 
          <필운상화(弼雲賞花)>. 정선(鄭敾 1676~1759). 영조 26년(1750).
자료: 개인 소장.

3.3.3. 강진의 정원과 명산명찰
1801년 12월 겨울부터 1818년 8월 해배되기까지 강진에서 정약용은 

총 4곳에 거주하였다.

내가 가경 신유년(1801년) 겨울, 강진으로 귀양 와서 동문 밖 술집에 붙어 살았다. 을
축년(1805년) 겨울에는 보은산방에서 지냈다. 병인년(1806년) 가을에는 이학래의 집에 이
사해서 살았고, 무진년(1808년) 봄에 다산에서 살게 되었다. 따져보니 귀양살이가 도합 18
년인데, 읍내에서 산 겻이 8년이고, 다산에 산 것이 11년이다.68)

1801년 동문 밖 주막에 거처를 정한 후 좁은 방에서 독서하며 지내던  
정약용은 혜장의 소개로 1805년 겨울부터 1806년 가을 이학래의 집으로 
거처를 옮기기 전까지 고성사 보은산방에 머물렀다. 장남 학연이 내려왔기

68) 「다신계절목」 부분.(정민, 2011a, 『다산의 재발견 : 다산은 어떻게 조선 최고의 학술 
그룹을 조직하고 운영했는가?』. 서울: 휴머니스트. p.54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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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제황상유인첩」의 저술 장소인 강진 보은산 고성사의 보은산방.

그림 3-10. 보은산 고성사 대웅전 앞뜰에서 보이는 강진읍내와 강진만.

에 좀 더 넓은 거처가 필요했다 보은산방은 불당 옆에 처소가 딸린 3칸짜
리 건물이다.(<그림 3-9> 참조) 이곳에서 정약용은 1805년 겨울 아들 학
연과 제자 황상을 데리고 주역 공부를 하며 겨울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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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산 중턱에 위치한 고성사에서는 강진읍과 강진만의 풍광이 한 눈에 
병풍처럼 펼쳐진다.(<그림 3-10> 참조) 정약용은 이곳에서 유배객의 답답
한 심기를 잠시나마 일소할 수 있었을 것이다. 멀리 바라보이는 바다를 보
며 흑산도로 유배 간 중형 약전을 그리워하기도 하였다.

강진은 장기에 비해 인구 유동량이 많고 탐라로부터 오가는 배도 있으
며 군영도 있어 활기찬 곳이었다. 무엇보다도 정약용의 외가인 해남 윤씨
들이 세거하는 곳이라 책을 구해 읽거나 나들이하기에도 여느 지역에 비
해 수월한 면이 있었다. 18년간의 강진 유배 기간 중에 정약용은 외가쪽 
먼 친척뻘인 해남 윤씨들의 정원인 조석루와 용혈암 일대를 매년 봄이면 
찾아 시주를 즐겼다. 읍중 제자 중 황상과 이학래 등과는 정수사의 폐허를 
자주 찾아 노닐었고 배를 띄워 강진만을 돌아보기도 하였다. 

다산초당에서 북동 방향으로 걸어서 30분 거리에 있는 백련사에는 벗 
아암이 있고 약도 되고 맛도 좋은 차가 있으며 봄이면 꽃봉오리째 붉게 
땅을 수놓는 동백림도 있었다. 「봄날 백련사에 가 놀다(春日游白蓮寺)」에
서처럼 정약용은 수시로 다산초당 뒤편 오솔길을 따라 백련사를 찾았다. 
오가는 길의 풍광도 다산초당에서는 볼 수 없는 화사한 숲과 강진만이 시
원스레 조망되어 다채로왔다.

<그림 3-11>은 정약용 당시의 야생차밭은 아니지만 백련사에서 관리하

그림 3-11. 강진 백련사에서 다산초당 가는 길에 위치한 차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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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해남 대둔산. 그림 3-13. 혜장과 초의가 머물렀던 해남 대흥사 북미륵암.

는 차밭으로 동백림 서쪽에 위치한다. 인근에 야생차도 자란다. 차밭에서
도 강진만의 풍광이 시원스레 들어온다.

구름조각이 닦아냈는지 바다하늘 활짝 맑고
냉이밭에 나비들도 하얗게 훨훨 나는데
우연히 집 뒤의 나무꾼 길을 따라
드디어 들 머리 보리밭을 지나왔네
바다끝에서 봄 만나니 나도 이제 늙나보다
외진 마을 벗이 없어 중이 좋은 걸 알았다네
때로 먼 산 바라보던 도연명 생각이 나서
한두 편 산경을 놓고 중과 함께 얘기했네

片片晴雲拭瘴天
薺田蝴蝶白翩翩
偶從屋後樵蘇路
遂過原頭穬麥田
窮海逢春知老至
荒村無友覺僧賢
且尋陶令流觀意
與說山經一二篇69)

해남 대둔산 정상 부근에 위치한 대흥사 북암(현 북미륵암)은 혜장과 
초의가 있어 정약용이 자주 찾았던 곳이다.(<그림 3-12>와 <그림 3-13> 
참조) 대흥사는 지금은 해남군에 속하지만 정약용이 살던 시기에는 강진군
에 속했다. 유배지 관할 내에서 이동의 자유가 있었던 정약용은 기암괴석
이 수려한 대둔산을 수차례 유람하고 대흥사 북암(북미륵암)도 자유로이 
왕래하며 지냈다.

69) 정약용, 「봄날 백련사에 가 놀다(春日游白蓮寺)」.(정약용, 1934-1938; 1996b: 424; 
a281_10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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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백운동원림의 1경 월출산 옥판봉.

정약용은 1812년 9월에 제자 윤동과 의순을 데리고 월출산에 놀러갔다
가 산 밑 백운동에 들러 하룻밤 묵어갔다. <그림 3-14>에서 원경으로 보
이는 월출산 옥판봉이 백운동 원림의 배경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
다. <그림3-15>에서 직각으로 굽은 독특한 유상곡수와 월출산 조망이 가
능한 정선대가 보인다. 직각의 유상곡수는 조선 시대 유상곡수의 일반적 
양상에서 벗어나는 희귀한 예로서, 초의가 그린 <백운도>에는 보이지 않
지만 관련 시문 등의 해석을 통하여 복원한 것이다. 다산은 유상곡수를 백
운동의 5경으로 선정하여 시를 지었다. 백운동에 놀러갔던 감흥을 잊지 
못한 정약용은 초의로 하여금 백운동(<그림 3-16> 참조)과 다산초당을 그
리게 하고 자신은 백운동의 12경을 선정하여 친필로 시를 지어 『백운첩
(白雲帖)』으로 만들어 백운동 주인에게 선물로 주었다.70) 

『백운첩』 첫 장에는 초의가 백운동 외경(外境)을 그린 <백운동도(白雲
洞圖)>가 실려 있다. 이어서 정약용이 백운동의 12승경71)을 선정하여 지

70) 정민(2015) p.81-95 참조.
71) 백운동 12경: 1경 ‘옥판봉(玉版峯)’은 정선대의 정자에 올라서 볼 수 있는 월출산 구정
봉 서남쪽 정상의 바위로 이루어진 산봉우리이다. 2경 ‘산다경(山茶徑)’은 원림 입구에 있
는 동백나무숲 그늘에 조성된 좁은 길이다. 3경 ‘백매오(百梅塢)’는 집 주변 언덕에 심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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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백운동원림의 5경 유상곡수와 11경 정선대.

은 한시 12수가 실렸으며 맨 뒷장에는 초의가 다산초당의 외경을 그린 
<다산도>가 실려 있다.72) <그림 3-17>에는 <백운동도>에 백운동의 12경
이 표시되어 있다.

100그루의 홍매화 화단이다. 4경 ‘홍옥폭(紅玉瀑)’은 백운동 원림의 대문으로 들어서기 전 
계곡의 풍단에 심겨진 단풍나 무의 붉은 빛이 어린 폭포를 지칭한다. 5경 ‘유상곡수(流觴
曲水)’는 계곡의 물을 끌어와 마당을 거쳐 돌아나가도록 인공적으로 조성한 아홉 굽이의 
물굽이다. 6경 ‘창하벽(蒼霞壁)’은 풍단이 있는 석벽으로서 이끼로 인해서 푸르게 보인다. 
7경 ‘정유강(貞蕤岡)’은 용의 비늘처럼 생긴 껍질을 가진 몇 그루의 적송이 자라는 산언덕
을 지칭한다. 8영 ‘모란체(牧丹砌)’는 본채 아래쪽에 모란을 심은 3단의 화계를 말한다. 9
경 ‘취미선방(翠微禪房)’은세 칸 초가의 사랑채로서 선방처럼 꾸밈이 없이 고즈넉한 집으로 
묘사하였다. 10경 ‘풍단(楓壇)’은 창하벽 위에 단풍나무가 심겨진 단(壇)을 가리키는데, 붉
은 비단 장막처럼 외부로부터 집을 차폐한다고 표현하였다. 11경 ‘정선대(停仙臺)’는 창하
벽 위 정유강 옆에 세운 정자로서 옥판봉의 장관이 조망된다. 12경 ‘운당원(篔簹園)’은 왕
대나무 숲으로서 높이가 구름까지 닿는다고 표현하였다. 살펴본 백운동 12경 중에서 백운
동 원림 내원의 경관요소는 유상곡수, 모란체, 취미선방이며, 옥판봉, 산다경, 백매오, 홍옥
폭, 창하벽, 정유강, 풍단은 원림의 외원에 속하는 자연경관 요소이다. (하혜경·소현수, 
2017: "통시적 원형경관 해석을 통해 본 강진 백운동 원림의 복원 방향". 한국조경학회지 
45(3): 121).
72) 노재현·신상섭·박율진(2008). "「茶山圖」에 표현된 茶山草堂의 原型景觀 探索". 한국전
통조경학회지 26(2):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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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초의가 그린 <백운도>. 1812.
자료: 실학박물관

그림 3-17. 초의가 1812년에 그린 <백운도>에 백운동12경을 표시한 안내판.

정약용이 거주하고 유람하였던 고향 마현과 조선팔도의 명승지, 한양의 
궁원과 명승지 그리고 강진의 정원과 명산명찰의 아름다운 산수는 정약용
으로 하여금 자기 성찰과 심미성의 확장으로의 철학적이고 감성적인 인식
의 기반으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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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정원 생활의 양상

정약용은 거의 평생에 거쳐 정원을 꾸미고 정원에서 일상을 영위하였
다. 본 절에서 다루게 될 정약용의 정원은, 한국 정원에서 차지하는 입지
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정약용이 염원했던 상상의 정원을 근간으로 하되 
실제로 구현한 현실의 정원을 더하여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상상의 정원은 1805년 겨울 강진 유배기간 중에 쓴 유인(幽人)의 거처
에 관한 「제황상유인첩」을 분석의 주된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은일의 삶
을 이상적으로 보고 숨어 사는 이(隱者)의 거처를 다루었다고 봐지는 「야
새첩」의 내용과 승려의 이상적 거처를 다룬 「잡언송철선환」을 보완하여 
살펴보았다. 이상은 의원기(意園記)이다. 이에 더하여 고향 마현 인근의 
심씨의 실제 정원을 듣고서 이를 이상적으로 바라보고 쓴 장기(현 포항) 
유배지에서의 「미원은사가」라는 의원시(意園詩) 한 편을 연관성이 있는 내
용을 중심으로 추가적으로 살펴보았다.

정약용이 조영한 현실 속 정원은 그의 마음에 흡족한 입지를 택한 적이 
없었기에 정원관 도출을 위한 이상적 연구 대상으로서 흠결을 가진다. 따
라서 이를 위의 의원기 3편과 의원시 1편의 보완 자료로 활용하였다. 정
약용의 현실정원은 그가 10년 이상 거주하며 적극적으로 정원을 조영하고 
향유하였던 곳을 대상으로 하였다. 총 3 곳이 선정되었다. 정원을 조영한 
시기를 기준으로 살펴볼 때 첫 번째 정원은, 정약용이 활발하게 관직 생활
을 할 때에 한양 명례방(현 서울 중구 명동성당 일대) 소룡동(小龍洞)에 
집을 사 조영한 죽란원이다. 그는 이 집을 구입하여 총 13년73)의 거주 기
간 중 부친상으로 한양을 떠나 지낸 3년의 시묘살이 기간을 뺀 약 10년 
가까이를 거주하였다. 두 번째 정원은, 강진의 다산초당에 조영한 정원이
다. 다산초당원은 강진에서의 18년 유배 생활 중 후반기 10년을 이곳에서 
거주하며 「제황상유인첩」에서 소망했던 바를 제한적이나마 충실하게 실현

73) 정약용이 관직에 진출하여 한양에 거주 하던 시기에 직접 구입한 집이 명례방에 있었
다. 안대회(2013b: 95)는 구입 시기를 1787년 5월로 산정하였다. 정약용은 1792년 부친 
정재원의 상을 당하여 고향 마현으로 돌아가 3년의 시묘살이를 하고 명례방으로 돌아왔다. 
정조 사후 1800년 경상도 장기와 연이어 전라도 강진으로 18년의 유배를 떠나기 전까지 
10년을 명례방에서 거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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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던 곳이며 570여권에 이르는 그의 방대한 서적 편찬 작업이 본격적으
로 궤도에 오른 장소로서 유적으로 남겨져 복원이 진행된 정원이다. 마지
막으로 1819년 8월 해배 후 고향인 경기도 광주(현 남양주)로 돌아와 생
애 마지막까지 약 17년을 거주했던 마현(현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
리)의 여유당 정원이다. 

이상의 상상의 정원 4곳과 현실의 정원 3곳을 합친 총 7곳의 정원을 
대상으로 하여, 정원의 조영과 향유 등을 분석하여, 정약용의 이상향을 담
은 정원으로서의 면모를 살펴보았다.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4.1.1. 주거지의 입지와 구성
4.1.1.1. 주거지의 입지

공간의 구성에서 주거지의 입지는 우선 요소이다. 「제황상유인첩」74)의  
주거지는 산수가 아름다운 곳이면서 시내를 끼고 있는 산과 가파른 암벽
이 마을 입구를 막고 있으며 거기서 조금 들어가 확 트인 복지의 중앙에 
지세가 모인 지점에 초가집 서너 칸을 입지한다. 좌향은 정남향으로 한
다75). 「야새첩」에서도 산이 둘러선 지역을 택하고 물이 감싸 흐르는 곳에 
남향 초가집 너덧 칸을 지을 것을 권했다. 배산임수의 전형이다. 겨울의 
북서풍을 막아주고 남향이니 일조량으로도 길어 인간이 거주하기에 좋은 
땅이다. 모든 생명의 삶에 필요한 물도 가까이 있으니 편리할 것이다. 집
은 자좌오향(子坐午向)76) 즉 남면하여 앉힌다. 공통된 입지 요건이다. 

4.1.1.2. 주거지의 구성
입지는 주거지의 공간 구성에 영향을 미친다. 정약용은 주거지의 입지

에 있어 항상 자좌오향 즉 남향을 선호하였다. 「제황상유인첩」에서도 터를 
잡을 때 배산임수의 길지 중앙에 건물을 남향하여 앉히기를 권유하고 있
다. 건물은 본채로 쓰이는 초가집 1채와 본채 동북쪽에 초각 1채, 본채 북
쪽에 잠실 1채로 총 3채를 구성하며 모두 남향하게 한다. 초각은 초가집 

74) 본 절에서 다루어지는 「제황상유인첩」의 정원 생활 양상의 분석은 정수진(2018)을 일
부 수정하여 재인용함을 밝힌다.
75) "擇地須得佳山麗水。然江山不如溪山, 洞門須有峻壁側石, 稍入開朗悅眼, 方是福地。就
中央結局處, 搆茆屋三四間, 正子午盤針,"(정약용, 1934-1938; 1996f: 224; 2001: 248).
76) 자방(子方) 즉 정북(正北)을 등지고 오방(午方) 즉 정남향을 바라보는 방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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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쪽 언덕 위에 위치하며 대나무로 난간을 두른다. 사립문은 뜰 동쪽에 1
개, 본채와 잠실 사이에 1개로 총 2개 만들어 주거지 내부에 위요경관을 
형성하였다. 수경시설로는 연못을 조성하고 방죽 및 계류를 이용한다. 주
거지 내 뜰 서쪽77)에 규모가 작은 연못을 마련하고 대규모의 방죽은 주거
지 외부 남쪽에 위치한다. 연못에 흘러들게 하는 계류와 방죽으로 흘러가
는 초각 근처의 계류가 있다. 주거지의 동쪽과 서쪽에 각각 계류가 흐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남새밭은 본채 남쪽에 채포 1개, 북쪽에 약포 1
개로 총 2개가 위치한다. 본채 남동쪽에 전답을 마련한다.

주거지의 구성이 끝나면 집을 꾸민다. 초가집의 도배는 순창에서 나는 
설화지로 하고 문 위로 가로 질러 담묵산수화를 붙이며 문 곁으로 고목이
나 죽석의 그림이나 시를 쓴다. 방 안에 서가 두 개를 놓아 1천 3~4백 권
의 책을 꽂는다. 주역집해(周易集解)로 시작하여 산경(山經), 의약, 군수, 
물자, 초목(草木)에 금보(琴譜)까지 다양한 분야의 책을 구비한 후 책상 위
에 논어(論語)를 펴놓는다. 책상 곁에 화리목 탁자를 두고 그 위에 도잠, 
사영운, 두보, 한유, 소식, 육기의 시(詩)와 중국의 악부(樂府), 열조의 시
집(詩集) 등을 올려놓는다. 책상 밑 구리 향로(香爐)에 아침저녁으로 옥유
향을 피운다. 정약용은 은자의 거처를 논하면서 그 생활방식까지 소상히 
말해주고 있다. 여기에서 정약용이 정조의 문체반정에 앞장서면서 표면적
으로는 중국으로부터 영향받은 소품문을 비롯한 연려한 문체와 고동서화
에 부정적으로 처신했던 반면에 그가 쓴 의원기 속에 그려진 유자의 생활
상에서는 고동서화를 애호하고 문체반정에서 공격했던 한유와 소식의 문
집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개인적 선호의 내면화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야새첩」78)에서의 주거지 입지도 산이 둘러지고 물이 감돌아 흐르는 곳
에 남향하여 너댓 칸의 초가집을 앉히도록 하였다. 초가집은 흙손질을 평
평히 하여 분지(粉紙)를 바른 후 겉면에 담묵 산수화를 붙이도록 한다. 책
을 5~6천 권 구비하고 법서와 명화, 거문고에 박산향로를 갖춘다. 내실에 
매합 하나를 둬 분재를 감상할 공간으로 삼고, 뜰 가운데 기이하게 생긴 

77) “...擇地須得佳山麗水。然江山不如溪山, 洞門須有峻壁側石, 稍入開朗悅眼, 方是福地。
就中央結局處, 搆茆屋三四間, 正子午盤針..."(정약용, 1934-1938; 1996f: 224; 2001: 248; 
a281_316d).
78) 「야새첩」은 수신자를 알 수 없는 누군가에게 이상적인 거처의 조영과 생활을 설명한 
글이다. 다산친필로 현재 강진군에서 소장하고 있다.(정민, 2017: 199-2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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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초의가 그린 <다산도>. 1812.
자료: 실학박물관

목가산을 놓고 거기에 화초를 심는다. 마당 가운데 작은 못을 파고 연꽃과 
잉어를 기른다. 책이 3배 정도 많고 거문고와 고동서화가 갖춰진 문기어
린 집으로서 「제황상유인첩」과 전반적으로 유사하지만 더 화려하다고 하
겠다. 목가산은 유일하게 이곳에서만 등장하였다.

다산초당의 경우 정약용이 1808년 봄 다산초당으로 거처를 옮긴 직후 
기존의 입지와 건물(동암)을 유지한 채로 정원공사를 시작하였다.79) 정착 
초기의 정원 공사에서 눈에 띄는 공사는 연못을 넓히고 연못 가운데에 석
가산을 놓아 섬을 조성한 것이다. 그러나 1812년에 그려진 <다산도>에는 
연못 가운데가 아니라 화단 위 파초 곁에 괴석이 자리하고 있다.(<그림 
4-1> 참조) 

학자들 간에는 석가산의 위치에 대한 진위를 두고 오늘날에도 갑론을박
이 오가고 있으며 현재 다산초당에는 연못 가운데 석가산이 복원되어 있

79) 정약용, 「어느 날 매화나무 아래를 산책하다가(一日散步梅下)」(정약용, 1934-1938; 
1996b: 425-43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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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원의 가시적 양상면에서 정약용은 유배 시기에 생명에의 위협에 맞
서야했고 출사의 뜻도 가지고 있었기에 기존 지배 세력의 성리학적 유교
관에서 벗어나 보이고 싶어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런 연유로, 기록화
의 성격을 가지는 <다산도>에서는 신선이 사는 섬으로 상징되고 해석되는 
연못 내의 석가산 대신에 화단 위에 괴석을 배치함으로써 유자로서의 색
채를 나타내었는 지도 모른다. 시문 상의 연못 내 석가산은 1808년 봄의 
기록이고 <다산도>는 1812년 가을에 그려진 것이니 실제로 시간적 차이에 
따른 정원 구성의 차이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 따라서 괴석의 위치는 연못 
가운데와 화단 위 모두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 하겠다. <다산도>는 정약용
이 1812년 음력 9월에 초의선사 등과 월출산을 유람한 후 인근 백운동에
서 하룻밤을 묵은 뒤 만든 20쪽짜리 시화첩 『백운첩(白雲帖)』80)에 실려 
있으며 이를 통해 다산초당의 원형 경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크다.

승려의 이상적 거처를 다룬 「잡언송철선환」의 주거지 구성은 건물 외에 
작은 연못을 아래 위 두 개를 파서 아래에는 연을 키우고 위에는 고기를 
길러 헤엄치고 노니는 모양을 보도록 한 것이 이채롭다 하겠다. <다산도>
에도 상지와 하지 두 개의 못이 그려져 있는데, 「잡언송철선환」에서처럼 
상지에는 양어(養魚)를 하고 하지에는 연을 키웠을 지도 모르겠다. 「잡언
송철선환」이 승려의 거처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관어(觀魚)의 권유는 승려
로 하여금 일상에서의 수양을 통하여 탈일상의 진리를 보도록 하기 위한 
관물(觀物) 차원이었을 수 있겠다.

4.1.2. 정원의 구성 요소와 정원 조영(造營)
4.1.2.1. 정원의 구성 요소

「제황상유인첩」에 묘사된 정원의 구성 요소는 식물 요소와 동물 요소 
그리고 조경 시설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식물의 경우 화훼류는 석류, 
치자, 백목련, 국화 48종, 매괴 수 천 그루, 연, 마름, 가시연 등으로 총 8
종 이상이다. 수목류는 무성한 숲(茂林), 대나무, 소나무 몇 그루로 총 3종 
이상이다. 식용작물의 경우 채소류는 아욱, 배추, 파, 마늘, 오이, 고구마 

80) 고미술수집가 이재환(42·P&N대표)씨가 『백운첩』’을 입수하여 2001년 4월 일반에 공개
하였다.(http://www.bulgyofocu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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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채소가 총 6종 이상이다. 벼과식물은 벼 1종이 있다. 약초류는 인
삼, 도라지, 천궁, 당귀 등으로 약초가 총 4종 이상이다. 동물의 경우 붕
어와 백학 한 쌍으로 총 2종이다, 수경관은 작은 연못, 대형 방죽, 산속의 
샘(山泉) 각 1개소와 개울 2개소가 있다. 조경시설은 향장, 대나무 홈통, 
거룻배 각 1개 및 초각 1채와 화분이 수십 개다. 기타 잠실과 작은 절이 
각 1채이다.

이상에서 식물의 경우 화훼류는 화분에 심어 주거지 내부에서 감상했고 
수목류는 기존의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조성해서 외부에서 감상했다. 식용작
물 재배용 남새밭과 전답은 주거지 외부에 마련했다. 실용 작물 재배용 잠실
은 본채 뒤에 위치했다. 동물의 경우 연못에 붕어를 키우고 본채 뒤 소나무 
아래 백학 한 쌍이 서 있는 정경을 묘사했다. 수경시설의 경우 규모가 작은 
연못은 주거지 내에 마련하고 대규모의 방죽은 주거지 외부에 위치했다. 조
경시설에서 향장은 다양한 화분들의 배경경관이자 본채와 남새밭 사이의 가
림벽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소규모 정원의 경관을 확대 체험할 수 있도록 도
왔을 것이다. 이상을 토대로 「제황상유인첩」에 서술한 주거지의 입지와 공간 
및 정원 조영을 <표 4-1>81)에서 정원 요소와 좌향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81) <표 4-1>의 내용은 「제황상유인첩」의 내용 전개 순서를 따랐다. 정수진(2018) p.28에
서 일부 수정하여 재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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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입지와 공간 요소 위치 내용

입지

산(山), 수(水),시내(溪) 미정 산수가 아름다운 곳이면서 시내를 끼고 있는 산이 좋다.

암벽(峻壁), 공터(開地) 미정 가파른 암벽이 마을 입구를 막고 있으나 조금 들어가면 확 
트인 곳이 복지(福地)이다.

공간 
요소

초가집(茆屋)
(본채)

중앙
(기준) 초가집 서너 칸을 대지의 중앙에 정남향으로 위치시킨다

향장(響墻) 남쪽 집 앞뜰에 향장을 세운다

연못(芙蕖池) 서쪽 초가집 뜰 오른편에 크기가 사방 수십 보 정도의 작은 연
못을 조성한다

산천(山泉)* 서쪽 산골짜기의 물을 끌어다가 연못으로 댄다.

채포(圃) 남서쪽 연못 아래 남쪽으로 채소 재배용 남새밭(채포)을 마련한다.

사립문(扉)
동쪽 사립문은 뜰 왼편에 만든다.

북쪽 본채 뒤 소나무 북쪽에 작은 사립문이 있다.

초각(草閣) 동쪽 동쪽 사립문 북쪽으로 오십 걸음 쯤 올라가 석간 가에 초
각 한 칸을 더 만든다.

시내(溪)* 동쪽 개울을 따라 가면 전답과 방죽이 있다.

전(田) 남동쪽 시내를 따라 남쪽으로 백여 걸음 옮겨 기름진 전답을 마련
한다.

방죽(隄)* 남동쪽 다시 시내를 따라 내려가면 둘레가 오륙 리 쯤 되는 큰 방죽이 
나온다.

사찰(蘭若)* 미정 방죽에서 몇 리를 가면 작은 절 한 채가 나온다.

약포(圃) 북동쪽 초가집 뒤 소나무 동쪽에 약포를 마련한다.

잠실(蠶室) 북쪽 초가집 뒤 소나무 북쪽에 있는 작은 사립문으로 들어가서 
3칸 잠실을 마련한다.

표 4-1. 「제황상유인첩」에 나타난 정원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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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원 요소 위치 내용

정원 
요소

향장(響墻), 화분(花盆) 중앙 본채 앞 향장 아래에 석류·치자·백목련 등의 다양한 화분을 놓는
다. 국화는 48종이 되도록 한다.

연못
(芙蕖池)

연(芙蕖), 
붕어(鮒魚), 서쪽 연(蓮)과 붕어를 기른다.

대나무 홈통
(竹水筒) 서쪽 연못의 물은 대나무 홈통으로 산골짜기에서부터 끌어 온다.,

산천(山泉)* 서쪽 산천에서 물을 끌어와 연못을 운용하고 그 넘치는 물은 담장 구
멍을 통해 아래쪽 남새밭으로 흘러가게 된다.

채포
(圃)

아욱(蔡), 
배추(菘), 
파(葱), 

마늘(蒜), 
오이(瓜), 

고구마(甘藷), 
매괴(玫瑰)

남서쪽

아욱·배추·파·마늘 등을 섞이지 않게 심는다.

오이와 고구마로 남새밭을 둘러싼다.

매괴 수 천 그루를 심어 남새밭의 울타리로 삼는다.

초각
(草閣)

대나무 난간
(竹檻) 동쪽 초각 주위로 대나무 난간을 두른다.

숲(林)*, 
대나무(竹)* 동쪽 초각 주위의 무성한 숲과 길게 자란 대들을 그대로 두어 가지가 

처마에 들어오더라도 꺾지 않는다.

시내(溪)* 동쪽 석간(石澗) 가에 초각을 짓고 시내를 따라 내려간다.

전(田) 남동쪽 늦은 봄철마다 전답 가에 나가 새 싹이 파랗게 돋아난 못자리의 
푸른빛에 젖어본다.

방죽(隄)

거룻배(艓) 남동쪽 방죽 위에 거룻배 한 척을 만들어 띄운다.
연(芙蕖)*, 
마름(菱)*, 

가시연(芡)*
남동쪽 방죽 안에는 연·마름·가시연이 덮여 있다.

방죽(隄)* 남동쪽 달밤이면 시호(詩豪)와 묵객(墨客)과 함께 배를 타고 퉁소를 불고 
거문고를 타면서 못을 3~4바퀴 돈 다음 술에 취해 돌아온다.

사찰(蘭若)*, 승려(僧)* 미정 인근 절의 승려와 때때로 교유한다.

소나무(松), 백학(白鶴) 북쪽 T본채 뒤에 소나무(松) 몇 그루가 기이한 형상을 하고 있고, 소나
무 밑에는 백학(白鶴) 한 쌍이 서 있다.

약포(圃)
인삼(人蔘), 

도라지(桔梗), 
천궁(江蘺), 

당귀(山蘄) 등.
북동쪽 인삼·도라지·천궁·당귀 등을 심는다.

잠실(蠶室), 부인(妻) 북쪽 잠실에는 잠박 7층을 설비해 두고 아내에게 누에 기르는 법을 가
르쳐 준다.

*: 추정된 기존 환경.

표 4-1. 「제황상유인첩」에 나타난 정원 요소(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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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2. 정원 조영
「제황상유인첩」에 나타난 정원의 모습을 시각화하기 위하여 본문의 내

용을 크게 주거지의 전반적인 공간 조영과 세부적인 정원 조영 측면을 중
심으로 살펴보았다.

전반적인 공간 조영은 다음과 같다. 초가집 3~4 칸을 대지의 중앙에 위
치시킨다. 초가집 앞뜰 즉 남쪽에 향장을 세운다. 뜰 오른 편 즉 서쪽에 
크기가 사방 수십 보 정도의 연못을 파며, 그 아래 남쪽으로 채소 재배용 
남새밭(채포)을 조성한다. 사립문은 뜰 왼편 동쪽에 만들고 거기서 50 걸
음쯤 언덕을 올라가 석간 가에 초각 1 칸을 만들어 대나무 난간을 두른
다. 여기서 시내를 따라 남쪽으로 백여 걸음 옮겨 기름진 전답 수만 평을 
마련한다. 다시 시내를 따라 내려가면 둘레가 5~6 리쯤 되는 큰 방죽이 
나온다. 방죽에서 몇 리를 가면 작은 절 1 채가 나온다. 집 뒤 소나무 동
쪽에 약초 재배용 작은 남새밭(약포)을 하나 더 마련한다. 소나무 북쪽에 
있는 작은 사립문으로 들어가면 3 칸 잠실이 나온다.

정원의 조영은 다음과 같다. 향장 아래에 석류·치자·백목련 등의 다양한 
화분을 놓되 국화는 48 종82)이 되도록 한다. 주거지 내부에 작은 연못을 
조성하여 그 안에 연꽃83)과 붕어를 기른다. 연못의 물은 대나무 홈통으로 
산골짜기에서부터 끌어 오며, 연못에 넘치는 물은 담장84) 구멍을 통해 아
래쪽 채포로 흘러가게 한다. 채포에 아욱·배추·파·마늘 등을 섞이지 않게 
심는다. 오이와 고구마로 채포를 둘러싸게 하고 매괴85) 수 천 그루를 심
어 채포의 울타리로 삼는다. 초각 주위의 무성한 숲과 길게 자란 대들을 
그대로 두어 가지가 처마에 들어오더라도 꺾지 않는다. 전답을 장만한다. 
연·마름·가시연이 덮여 있는 방죽 위에 거룻배 1 척을 만들어 띄운다. 인
근에 절이 있다. 본채 뒤에 소나무 몇 그루가 기이한 형상을 하고 있고 그 

82) 정약용, 『다산시문집』 권4, 「미원은사가」에는 “四十八種標格尊”(정약용, a; c)으로 (국
화가)품격이 좋은 것만 사십팔 종이 핀다며 심씨의 국화 가꾸는 솜씨가 세상에 없이 절묘
하다고 소개되고 있다. 이는 48가지 품격의 국화를 갖추도록 함으로써 정약용의 국화에 대
한 사랑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83) 연꽃은 잎·꽃·열매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을뿐더러, 연못에 연꽃을 키우면 인근 정
자에서 책을 읽을 때 서향을 돋을 수 있다고 정약용이 즐겨 심는 수종이다.
84) 담장구멍(墻穴)에서 담장은 향장(響墻)을 일컫는다.(정약용, 1934-1938; 1996f)
85) 고연희는 “매괴란 장미류의 꽃나무다”(고연희, 2001: 45)라고 하였는데, 본 논문에서 
매괴(玫瑰)는 붉은 장미류의 꽃나무 또는 찔레꽃으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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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백학 1 쌍이 서 있다. 소나무 동쪽으로 약포를 마련하여 인삼·도라
지·천궁·당귀 등을 심는다. 잠실에는 잠박 7층을 설비해 둔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제황상유인첩」을 수묵화로 옮겨 보았다.
(<그림 4-2>86) 참조) 거주지는 산자락 아래 정남향으로 위치하고 있으며 
그 남쪽으로 남새밭과 논 및 저수지가 차례로 위치한다. <그림 4-2>는 
<표 4-1>의 정원 요소와 좌향을 참조하여 본문 내용 순서에 따라 그렸고 
범례 또한 이를 따랐다. 방위는 「제황상유인첩」에 언급된 「장취원기」를 참
조하여 정하였다. 수치는 1796년(정조 20년) 영조척(營造尺)(윤장섭, 1975: 
9)을 주로 참조하였다87). 본문에 언급된 수치는, 초가집(a) 3~4 칸(三四間, 
1 間 ≒ 7~9 尺 ≒ 217~279 cm2), 향장(b) 1 겹(一帶) 높이 수 척(高可
數尺, 1 尺 ≒ 31 cm), 연못(d) 둘레 수십 무(方數十武, 1 武 ≒ 반보(半
步), 석 자(三尺) ≒ 93 cm), 본채 동쪽 사립문에서 초각까지의 거리(g~h) 
50여 무(五十餘武, 1 武 ≒ 반보(半步), 석 자(三尺) ≒ 93 cm), 초각(h) 
1 칸(一間, 1 間 ≒ 7~9 尺 ≒ 217~279 cm2), 초각에서 전답까지의 거리
(h~j) 100여 무(百餘武, 1 武 ≒ 반보(半步), 석 자(三尺) ≒ 91 cm),  전
답(j) 수백 묘(數百畝, 1 畝 ≒ 100 평 ≒ 330.5 m2), 전답에서 방죽까지
의 거리(j~k) 수 궁(數弓, 1 弓 ≒ 8 尺 ≒ 248 cm), 방죽(k) 둘레 5~6 
리(周可五六里, 1 里 ≒ 39,272.7 cm), 방죽에서 절까지의 거리(k~m) 수 
리(數里, 1 里 ≒ 39,272.7 cm), 잠실(q) 3 칸(三間, 1 間 ≒ 7~9 尺 ≒ 
217~279 cm2)이다. 이들 수치를 개략적으로 파악하여 그림에 어울리도록 
반영하였다. 산과 시냇물 등의 자연 지형은 한국의 자연 지형을 참조하였
고, 조경시설물 등은 조선 후기의 현존하는 여러 정원 및 그림들에서 영향 
받아 형성된 대표적 이미지들을 토대로 하여 화면에 조화롭게 표현하였다.

그림에 표현된 요소 중에서 본문에 기초한 객관적 분석 내용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a:초가집(茆屋)·b:향장(響墻)·c:화분(花盆)·d:연못(芙蕖池)·e:산천
(山泉)·f:채포(圃)·g:사립문(扉)·h:초각(草閣)·i:시내(溪)·j:전답(田)·l:거룻배(艓)·n:

86) <그림 4-2>는 정수진(2018) p.29에서 일부 수정하여 재인용하였다.
87) 정원의 시각화를 위한 수치의 개략적 파악을 위하여 척(尺) 등의 수치 단위 한자명은 
온라인 검색 사이트 “NAVER 한자사전”(https://hanja.dict.naver.com)을 이용하였다. 본
문에 사용되는 1 척(尺)은 31cm로 사용하였으며 이는 1796년(정조 20년) 영조척(營造尺)
에 근거하였다.(윤장섭, 1975) 그 외 1 리(里)와 1 평 등은 “NAVER 단위 변환”을 이용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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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松)·o:백학(白鶴)·p:약포(圃)·q:잠실(蠶室)을 들 수 있다. 이들의 경우 
형태·위치·좌향·수치 등에 있어 본문의 내용을 참조하여 대략적으로 표현
할 수 있었다.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이 보태어져 표현된 내용으로는 k:방
죽(隄)의 형태, m:사찰(蘭若)의 위치와 좌향 그리고 r:암벽(峻壁)의 위치를 
들 수 있다. 이때 방죽 k는 산천(山泉)에서 분출하는 용수(湧水)와 산골짜
기에서 흘러 들어오는 계곡물을 활용한 산곡형(山谷型) 저수지로 파악하였
다. 저수지에서 몇 리 떨어진 작은 절 m의 위치는 현재의 다산초당과 인
근 백련사(白蓮寺)를 참조하여 정하였다. 절의 좌향은 기존의 고찰(古刹)을 
참조하여 정하였다.88) 마을 입구에 있는 높은 암벽 r은 그림 속에 적절히 
배치하고자 임의로 위치를 정하였다.

<그림 4-2>는 18-19세기를 살다 간 정약용이 쓴 상상의 정원 글을 토
대로 21세기를 사는 연구자가 해석하여 그림으로 나타낸 상상의 정원에 
관한 개념도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원저자와 연구자 사이에 존재하는 
시간·문화·환경 등의 간격을 염두에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4.1.3. 정원에서의 교유(交遊)와 정원 향유(享有)
「제황상유인첩」에 언급된 인물의 활동상을 일별하면, 주인장은 서책을 

가까이하는 와중에 남새밭과 전답을 둘러보며 그 향기와 푸르름에 취해본
다. 그러나 몸소 농사에 손대지는 않는다. 달뜨는 밤마다 벗들과 집 근처 
방죽에 나가 밤배놀이를 즐기고 인근 사찰의 승려와 가끔씩 오가며 교유
한다. 낮차(午茶)를 마시고 잠실로 들어가 아내가 따라주는 송엽주 몇 잔

88) 방죽(隄)의 유형은 제천(堤川) 의림지(義林池)(http://terms.naver.com/entry.nhn?
docId=2627758&cid=51893&categoryId=53810)를 참조하였다. 절의 위치를 현재의 다산
초당과 백련사를 참조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801년 정약용이 강진으로 유배를 갔을 때 
외가 쪽 해남 윤 씨 사람들과 연락이 닿았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는 1805년에 보은산 
고성사와 만덕산 백련사에서 노닐며 혜장선사와 교유하였고(Keum, 2012: 54), 혜장선사의 
도움으로 1805년 고성사 보은산방으로 거처를 옮겨 9개월을 머물게 된다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40312&cid=40942&categoryId=33544). 
「제황상유인첩」을 저술한 때는 1805년 겨울 보은산방에서였다. 따라서 「제황상유인첩」을 
지을 당시 정약용은 이미 백련사를 알고 있었고 다산초당의 존재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가
정하였다. 그림 속 절의 위치는 이를 토대로 하였다. 절의 좌향은 한국의 삼보사찰(三寶寺
刹)인 불보사찰(佛寶寺刹) 통도사(通度寺), 법보사찰(法寶寺刹) 해인사(海印寺), 승보사찰(僧
寶寺刹) 송광사(松廣寺)를 참조하여 남서향으로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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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제황상유인첩」 개념도(2016).
a: 초가집(茆屋), b: 향장(響墻), c: 화분(花盆), d: 연못(芙蕖池), e: 산천(山泉), f: 채포(圃), g: 사립문(扉), 
h: 초각(草閣) , i: 시내(溪), j: 전(田), k: 방죽(隄), l: 거룻배(艓), m: 사찰(蘭若), n: 소나무(松), 
o: 백학(白鶴), p: 약포(圃), q: 잠실(蠶室), r: 암벽(峻壁)
객관적 분석: a, b, c, d, e, f, g, h, i, j, l, n, o, p, q
주관적 해석: k(형태), m(위치와 좌향), r(위치)
자료: 저자 작성, 순지에 먹, 35㎝×38㎝, 임의 크기.

을 마신 후 아내에게 때때로 양잠을 가르쳐 잠실을 운용하게 한다. 조정에
서 벼슬하러 오라고 불러도 웃으며 받아들이지 않는다.

「야새첩」에는 더욱 상세하다. 사방 수십 리에 고사(高士) 한 사람과 운
승 대여섯 사람과 벗을 맺어 매번 꽃 필 때 초대하여 운자를 내어 시를 
지으며 풍류를 즐긴다. 술과 안주는 미리 갖추어 폐를 끼치지 않는다. 매
년 봄 집 앞 시내가 막 불어날 때 오르내리며 뱃놀이를 한다. 고기를 잡아 
버들가지에 꿰어 달빛을 받으며 돌아와 저녁을 먹는다. 눈앞에 그려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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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경이다. 
한양 명례방 죽란원에서와 비슷하다. 봄물이 막 불어날 때 배를 띄우는 

것은 소나기가 막 내리기 시작하자 세검정으로 말을 달려 불어난 계곡물
과 소리를 듣는 것과 비슷하다. 

다산초당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지냈다. 동백꽃밭이 아름다운 백련사에 
아암이 있어 오갔으며 멀리 대둔사에서 초의가 찾아왔다. 매년 봄과 가을
이면 친구이자 사돈이던 윤서유와 용혈암에서 시주(詩酒)하며 놀다가 조석
루89)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4.2. 긴수작과 한수작의 넘나들기로서 정원 생활의 미적 실천

강진 유배기의 정약용은 570여권이 넘는 저술 및 편찬 작업을 수행하
였다. 18년의 시간을 나눠 봐도 범인으로서는 상상하기도 힘든 긴수작의 
나날만으로 채워도 가능하지 못할 다량의 산출물이다. 언제 해배가 될지 
또는 언제 사약이 떨어질지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지내기 어려운 환경에서 
그가 어떻게 내용마저 알찬 다량의 서적들을 생산해낼 수 있었던 것인지
를 정원생활 안에서의 긴수작(緊酬酌)과 한수작(閒酬酌)을 넘나들며 행하
였던 미적 실천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진전시키기 전에 먼저 ‘긴수작과 한수작’이 의미하는 바
를 앞서 2장에서 다룬 바 있으나 전개의 수월성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살
펴보고 이어서 본 논문에서 다루어지게 되는 ‘미적 실천’의 개념을 살펴보
기로 한다.

긴수작과 한수작은 상보관계에 있는 행위로서 긴수작은 유학자에게 긴
요하다고 여겨지는 공부 즉 위기지학(爲己之學)과 관련되며 한수작은 취미 
등의 한가한 행위를 일컫는다. ‘정밀하고 깊은 곳’이 긴수작처요, ‘거칠고 
얕은 곳’이 한수작처이다. 논어에는 공자의 언행 가운데 긴수작의 예로서 
‘우선 해야 할 것’을 들고, 한수작의 예로써 ‘인사에 대한 말, 정회(情懷)에 
대한 말, 산수(山水)를 노닌 것에 대한 말, 민망한 시속에 대한 말’등을 언
급하였다.90) 

89) 정약용은 1811년 「조석루기」를 남겼다.(윤동옥, 2016;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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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미적 실천’의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자. ‘미적 실천’은 문자 그
대로의 의미로 풀어보면 ‘아름다움과 관계하여 실제로 행함’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때 ‘아름다움’이란 무엇이며 ‘실제로 행함’이란 또 무엇인가? 
이에 대하여 본고에서는 ‘아름다움’의 개념 정의를 ‘미(美)’라는 대상의 객
관적 속성과 그것을 인식하는 주체의 주관적 해석을 통해 ‘미’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실천(實踐)’의 개념 정의는 행위의 가시적 차원과 비가
시적 차원에서 논의를 진전시켜보기로 한다. 이때 ‘미’와 ‘실천’의 개념 파
악은 한자(漢字)를 근간으로 하여 접근함을 밝혀둔다. 

먼저, ‘미(美)’ 개념을 살펴보자. 서구 사회에서는 19세기 초에 ‘aesthet
-ics’란 용어가 헤르바르트와 헤겔의 저서 제목으로 사용되면서 미학이 논
리학, 윤리학과 더불어 철학의 주요 분야들 중 하나를 가리키는 이름으로 
자리매김하였다고 평가된다.91) 그에 반해 동북아시아의 나라들은 미를 집
중적으로 다루어 학문의 체계 위에 올려놓지를 못하였다. 본 논문에서 사
용되는 ‘미’라는 용어는 중국의 ‘미(美)’ 개념을 차용하고 있다. 고대 중국
에서 ‘美’는 ‘맛있다’라는 음식의 맛에 기원을 둔다. 중국의 전 시대를 거
쳐 ‘美’는 ‘객관 대상에 주관의 해석이 더해져 최종적으로 진(眞)을 얻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92) 

다음으로 ‘실제로 행함’을 뜻하는 ‘실천’ 개념의 정의를 ‘참될 실(實)’과 
‘실행할 천(踐)‘이 합하여 ’참으로(實) 실행함(踐)‘으로 해석하기로 한다.

이상을 통해 본 장에서 다루는 ‘미적 실천’ 개념은 “정원의 조영과 향
유에서 생겨나는 심미성의 표출로서 조영자 또는 향유자의 가시적·비가시
적 움직임”을 의미하기로 한다. 가시적 움직임은 시각·후각·미각·청각·촉각

90) 정우락(2014), p.181. 재정리.
91) 서양 미학에서의는 ‘미’와 ‘미적인을 구별하여 사용하였다. ’미‘는 대상의 객관적 속성
이기도 하였고 미를 인지하는 대상의 주관에 의해 부여된 의미이기도 하였다. 이에 반해 ’
미적인‘이란 용어는 미를 인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그 결과에서 비롯되는 ’감성적 인
식‘의 제 양상으로 규정하여 사용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Tatarkiewicz, Wladyslaw 저, 
손효주 역(1999). 『미학의 기본 개념사(History of Six Ideas)』. 서울: 미술문화”를 참조하
였다.
92) 조선 후기 사대부의 삶을 살다간 정약용의 ‘미(美)’ 개념은 중국 고래로부터 전해져온 
미 개념의 이해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 참조한 중국의 미 개
념의 전개 양상은 “張法 저, 백승도 역(2012). 『(장파교수의) 중국미학사(中國美學史)』. 파
주: 푸른숲”과 “張法 저, 유중하 외 공역(2015). 『동양과 서양 그리고 미학(中西美學與文化
情神)』 15쇄. 서울: 푸른숲”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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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오감을 이용하여 나타나는 신체의 움직임으로 나타나며, 비가시적 움직
임은 심정(心情)에 촉발되는 움직임으로 눈으로 지각되지 않으나 마음으로 
지각할 수 있는 움직임으로 정한다.

본 장에서 다루는 연구 대상은 앞서 살펴 본 관직기의 한양 명례방 죽
란원과 유배기의 강진 다산초당과 해배기의 경기도 광주 여유당의 현실 
정원 3곳과 경상도 장기 유배지에서의 「미원은사가」와 강진 유배기에 지
은 「제황상유인첩」과 해배기에 지은 「잡언송철선환」 그리고 수신자와 작
성시기가 미정인 「야새첩」에 묘사된 상상의 정원 4곳을 아우른다. 이때 
실천이라는 의미에 주안점을 두고자 유일하게 전해지는 정약용의 정원 유
적인 다산초당원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정약용이 긴수작과 한수작을 넘나
들며 행한 정원 생활에서의 미적 실천들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그의 정원
관을 살펴보려 한다.

4.2.1. 정원 요소의 실용적 운용과 감각적 조화 구현
정원요소를 실용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그 선결 요건이 주거지의 입

지에 있다. 주거지 입지에 있어서 자연지리를 자연스럽게 이용한 것은 땅
의 이치를 실리적으로 이용한 것이라 하겠다.

정약용이 정한 입지는 아니었지만 다산초당으로 거처를 옮긴 후 그는 
주변의 계곡물을 홈대로 끌어와 연못을 운영하고 자연 지세를 따라 흘려
보냈다. 서암 뒤의 습한 땅에서 샘을 파는 등 최소한의 인공을 가하여 수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는 다산초당의 연못 조성과 운영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정약용은 다산초당 근처의 기존 시냇물을 이용하여 연못에 물이 
흘러들도록 유도하였다. 큰 바위를 굴려다가 섬돌처럼 쌓아 맑은 샘물이 
솟아나도록 하였고, 거기에 홈통을 대어 연못에 물이 넘쳐나도록 하였다. 
그 연못에는 연 뿐만이 아니라 물고기와 올챙이도 기르도록 하겠다고 하
였다.93) 

은자의 거처를 논한 「제황상유인첩」은 주거지의 입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었다. 상상의 정원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다. 주거지는 산 아래 시
내를 끼고 있는 곳으로 잡도록 권하고 있다. 골짜기를 낀 산언덕이라는 입

93) 정약용, 「어느 날 매화나무 아래를 산책하다가(一日散步梅下)」(정약용, 1934-1938; 
1996b: 425-43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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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요소를 살려 산골짜기의 물을 끌어들여 연못을 조성하고 운영하였다. 
뜰 오른편에 연못을 파되 대나무 홈통을 통해 산골짜기의 물을 끌어다 대
고, 연못에서 넘치는 물은 담장 구멍을 통해 채마밭으로 흐르게 함으로써 
연못 속의 연꽃과 붕어뿐 아니라 채마밭의 채소까지 함께 살리려 하였
다.94) 

1805년 겨울에 지은 이 글을 3년 뒤 다산초당에서 옮길 수 있는 만큼 
힘써 실천하였다. 처음에는 연못이 하나였으나 1812년 <다산도>를 그린 
시점에서는 상지와 하지로 두 개의 연못이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
제 답사를 통해 다산초당의 주변 지형을 살펴보면 <그림 4-3>에서와 같이 
다산초당95)과 연못의 지면을 중심으로 연못 서쪽에 위치한 동암의 지면이 
다소 높다. <그림 4-4>를 보면 연못에서 동암으로 이어지는 길의 남쪽 사
면이 급경사인 것을 볼 수 있다. <다산도>에서는 이곳에 버드나무를 식재
하여 지력을 강하게 하였다. 급경사가 완화되는 아랫면에 현재 초당 옆에 
복원된 연못 크기와 비슷한 규모로 <다산도>에서와 같이 하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급경사의 지력을 보강하고 일정 규모의 완만한 터를 확충
할 필요가 있겠다. 실제로 상지와 하지로 2개의 연못이 조성되면 비류폭
포가 형성되어 수질 개선에 따른 수생생물의 생태적 건강성 확보와 낙차
에서 오는 수경관의 연출로 시각·청각·촉각에서 보다 감각적 미를 구사할 
수 있을 것이다. 물을 활용한 미적 실천은 맑은 운치를 더해줄 것이다.

수자원의 운용에 있어 정약용은 주변 계류를 통해 상시적으로 적절 수
량을 확보하였으며, 상지와 하지의 2개의 못을 운용함으로써 수질 정화 
및 적절 수질을 유지할 수 있었다. 또한 물의 고저 차이를 이용하여 유입
수와 유출수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통해 기능미를 도모할 수 있었다. 이러
한 기능미의 추구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연못을 운용하게 하는 실용미도 
발휘하게 하였다. <그림 4-5>에서 상류의 계류를 대나무 홈통으로 끌어와 
지당의 출수구를 통해 아래쪽으로 배출시켜 지당을 생태적이고 기능적이
며 감각적으로 운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94) “庭右鑿小池，方數十武，便止。池中植芙蕖數十枋，養鮒魚，別刳䈽竹作水筒，引山泉
注池，其溢者從墻穴流于圃.”(정약용, 1934-1938; 1996f: 225; 2009a: 249).
95) 현재의 연못 동쪽에 위치한 다산초당 건물은 정약용이 가주하던 시기에는 제자 강습소
로 사용되었던 서암에 해당하며 연못 서쪽의 동암(송풍루)은 정약용의 침소이자 서재로 쓰
였던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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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다산초당 지면보다 높은 위치에 자리한 동암.

그림 4-4. 지당과 동암의 급경사진 남쪽 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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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다산초당 연지석가산 북서쪽에 위치하여 인근 계류로부터 물을 입수해 주는 
          대나무 홈통과 남서쪽과 남동쪽에 위치한 2개의 출수구.

여기에 더해 정약용은 못 가에 꽃과 나무를 둘러 심어 운치를 한층 더
하였다.

동쪽 못가로 가 그 주변을 넓히고 새로 대오(臺塢)도 만들어 아름다운 꽃과 나무들을 
죽 심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바위를 이용하여 가산(假山)을 하나 만들었는데, 구불구불 굽

이지게 하여 샘솟는 물이 그 구멍을 통해 흐르게 하였다.96)

수자원에 이어 식물자원의 운영에 있어서 정약용은 평소 꽃을 좋아하고 
채소 키우는 것을 좋아한다고 자주 밝혔다. 꽃에 대한 선호는 「제황상유인
첩」에서 국화의 경우 48종 이상을 갖추도록 한 것이나 한양 명례방 시절 
죽란원과 강진 다산초당원의 다양한 꽃 식재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소장
공 동파 시에 화답하다」의 시에서 정약용은 채소에 대한 그의 선천적 애
호를 진솔하게 그렸다.

96) 정약용, 「어느 날 매화나무 아래를 산책하다가(一日散步梅下)」, “遂至東池拓其匡廓 新
其臺塢 列植名花佳卉 因其巖石爲假山一區 迤邐彎曲水泉穿瀉”(정약용, 1934-1938; 1996b: 
425-432; a281_101c)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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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원래 채소밭 가꾸기를 좋아하는데 유락한 이후로는 더욱 할 일이 없어 그러한 생각
을 두어 온 지가 오래지만 땅이 좁고 힘이 못 미쳐 지금까지 그리 못하고 있다. 그러나 마
음으로는 늘 잊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웃에 규모가 작은 채소밭을 가꾸는 사람이 있어 때
로 가서 그것을 보고, 보고 나면 마음이 또 편안해지고 한 것만 보아도 내 천성이 그걸 좋

아하고 있음을 알 만하다.97)

6수에서는 ‘채소가 통째로 먹을 수 있어 버릴 것이 없는 물건’이라 칭
송하고 8수에서는 ‘채소가 먹고 싶은 이 뜻을 후손에게 유언으로 남겨야 
하나’라고 한탄하고 있다. 이 시는 1801년 장기 유배지에서 지은 시이다. 

그런 그인 만큼 화단과 남새밭의 식재에 있어서도 다양한 식물재료를 
실용적이면서도 감각적으로 구사하였다.

「제황상유인첩」에는 석류·치자·백목련·48종의 국화 등의 진귀한 화목을 
심어 구색을 맞추도록 권하고, 채포에는 아욱·배추·파·마늘98) 등을 심고 
약포에는 인삼·도라지·천궁·당귀 등을 심어 조화를 이루도록 배려했다.99) 
이러한 다양성의 가치는 정원을 실용적이면서도 동시에 감각적으로 구사
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정약용이 추구했던 전원생활은 생활이 빠진 초월
적 은둔이 아니었다. 「제황상유인첩」에서 주거지 남쪽에 채포와 전답을 마
련하고 북쪽에 약포를 조성하여 여러 가지 채소와 약초를 가꾸어 그것들
을 식용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다.100) 

이러한 생각은 다산초당의 화단과 채포에서도 나타난다. 화단은 단풍나

97) 정약용, 「소장공 동파 시에 화답하다8수. 차운(和蘇長公東坡八首 次韻)」, “遂至東池拓其匡
廓 新其臺塢 列植名花佳卉 因其巖石爲假山一區 迤邐彎曲水泉穿瀉”(정약용, 1934-1938; 
1996b: 333-338; a281_090c) 참조. “余雅好治圃. 流落以來. 益以無事. 久有想願. 顧地窄
力詘. 迄今未就. 然心勿忘也. 隣人有治小圃者. 時往而觀. 亦復怡然. 其性好可知已.”
98) 정약용은 채소밭을 가꿈에 있어 마늘과 파를 특히 중시하여, 두 아들에게 부치는 서찰
에서 “然種蒜種葱最宜致力”으로 강조하고 있다.(정약용, 「기양아(寄兩兒)」, 1934-1938; 
1996i: 23).
99) 정약용, 「황상유인첩에 제함(題黃裳幽人帖)」(정약용, 1934-1938; 1996f: 225-226; 정
약용 저·박무영 역, 2009a: 249; a281_316d). “墻內安百種花盆，若石榴ㆍ巵子ㆍ㬅陀之
等，各具品格，而菊最備，須有四十八般名色，方是僅具也. ... 治圃須碾平如渟水然，割之
爲方畦，蔡ㆍ菘ㆍ葱ㆍ蒜之等，別其族類，無相混糅. ... 種人蔘ㆍ桔梗ㆍ江蘺ㆍ山蘄之等.”
(정약용, 1934-1938; 1996f: 225-226; 정약용 저·박무영 역, 2009a: 249; a281_316d).
100) 정약용, 「황상유인첩에 제함(題黃裳幽人帖)」(정약용, 1934-1938; 1996f: 225-226; 정
약용 저·박무영 역, 2009a: 249; a281_316d). “治圃須碾平如渟水然，割之爲方畦，蔡ㆍ菘
ㆍ葱ㆍ蒜之等，別其族類，無相混糅. ... 稍遠，種瓜種甘藷，繞圃, ... 沿溪行百餘武，得良
田數百畝, ... 自松而東，開小圃一區28，種人蔘ㆍ桔梗ㆍ江蘺ㆍ山蘄之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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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느릅나무·복사나무·살구나무 등의 수목들과 당귀·작약·부양·국화·모란 등
의 화목들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채포 역시 무·부추·늦파·올숭채·쑥갓 
등의 10가지 채소와 저절로 자라는 나물들로 그 종류가 다채롭다.101) 

채포의 다양한 채소는 “성 안에 가서 채소 사는 돈이 들지 않는” 일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다.102) 「미원은사가」에서 묘사되고 있는 심
씨(沈氏)의 정원에는 “대문 밖을 나서지 않아도 제사와 잔치를 치룬다”고 
나와 있다. 심씨는 그의 정원에 벼와 조를 심어 생계를 잇고 망아지·송아
지·거위·오리·닭·개·돼지 등의 짐승도 치며 뽕나무·삼나무·닥나무·옻나무·대
추나무·밤나무·감나무 등을 심어 가꾸었다.103) 

그러므로 생활의 수단으로는 원포(園圃)와 목축(牧畜)만한 것이 없다. 그리고 연못이나 
못을 파서 물고기도 길러야 한다. 문 앞의 가장 비옥한 밭을 10여 두둑으로 구획하여 사방
을 반듯하고 똑 고르게 만들고 사계절에 채소를 심어 집에서 먹을 분량을 공급해야 한다. 
그리고 집 뒤꼍의 공한지에는 진귀하고 맛좋은 과일나무를 많이 심고, 그 가운데에는 조그
마한 정자(亭子)를 세워 맑은 운치가 풍기게 하고 겸하여 도둑을 지키는 데 이용도 한

다.104) 

제자 「윤윤경에게 주는 말」에서 밭을 잘 구획하여 사방을 반듯하고 고
르게 하면 운용도 편리할 것이고 미관상에도 좋을 것이라고 하였다. 1년 
내내 먹을 수 있는 채소를 키워 공급하라는 것은 「미원은사가」에서 심씨
의 대문 밖을 나서지 않아도 되는 것과 상통한다. 「미원은사가」는 1801년 
장기 유배시기에 지은 시이고 윤윤경에게 주는 증언은 해배 후에 지어준 
것인데, 20여년의 세월 동안 지속적으로 자급자족을 거듭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101) 정약용, 『다산시문집』 권5, 「어느 날 매화나무 아래를 산책하다가」(정약용, 
1934-1938; 1996b: 425-432) 참조.
102) 정약용, 『다산시문집』 권5, 「다산화사(茶山花史)」(정약용, 1934-1938; 1996b: 
404-408) 참조.
103) 정약용, 『다산시문집』 권4, 「미원은사가」(정약용, 1934-1938; 1996b: 239-240) 참
조.
104) 정약용, 『다산시문집』 권18, 「윤윤경에게 주는 말(爲尹輪卿贈言)」(정약용, 
1934-1938; 1996h: 3-6; a281_385c) 참조. “故治生之術. 莫如園圃畜牧及鑿爲陂池渟沼. 
以養魚鮞. 門前一等肥田. 區爲十餘畦. 須極方正平均. 捱次種四時蔬菜. 以供家食. 屋後閒
地. 多植珍果奇味. 中起小亭. 外張淸韻. 兼以守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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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상을 살아가는 중에도 탈일상을 하여 쉬어가는 방편을 권하고 
있다. 「윤윤경에게 주는 말」에서 정약용은 제자에게 일을 하는 중에도 여
가를 겸할 수 있도록 과일나무가 가득한 공터 중간에 정자를 지어 맑은 
운치를 풍기게 하라고 권하였다. ｢제황상유인첩｣에서는 푸르른 남새밭 주
위에 붉은 매괴 수 천 그루를 둘러 심으라 하였다. 청홍의 색조 대비는 노
동의 와중에도 눈을 상쾌하게 해줄 것이고 봄에서 여름으로 계절이 넘어
갈 때 텁텁한 대기의 내음에 알싸한 매괴 향기의 교차는 남새밭을 찾는 
이의 후각을 자극할 것이다. 

이처럼 정약용은 정원을 운용함에 있어 실용적으로 운용하되 기능적이
고 감각적으로 다양한 소재를 조화롭게 사용하기를 즐겼다. 실용성을 우선
하는 중에도 늘 미적 감수성을 놓치지 않으려 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4.2.2. 차와 꽃에 대한 벽(癖)의 표출 
정약용에게 초계문신의 선배이자 북학론을 전파해준 박제가는 조선 후

기 정원문화의 만개 속에서 ‘벽(癖)’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벽(癖)이 없으면 그 사람은 버림받은 자이다. 벽이란 글자는 질병과 치우침으로 이루어져 
‘편벽된 병을 앓는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벽이 편벽된 병을 의미하지만 고독하게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고 전문 기예를 익히는 사람은 오직 벽을 가진 사람만이 가능하다.
김 군이 화원(花園)을 만들었다. 김 군은 꽃을 주시한 채 하루 종일 눈 한번 꿈쩍하지 않는
다. 꽃 아래에 자리를 마련하여 누운 채 꼼짝도 않고 손님이 와도 말 한마디 건네지 않는
다. 그런 김 군을 보고, 미친놈 아니면 멍청이라고 생각하여 손가락질하고 비웃는 자가 한
둘이 아니다. 그러나 그를 비웃는 웃음소리가 미처 끝나기도 전에 그 웃음소리는 공허한 
메아리만 남기고 생기가 싹 가시게 되리라. 김 군은 만물을 마음의 스승으로 삼고 있다. 
김 군의 기예는 천고(千古)의 누구와 비교해도 훌륭하다. 『백화보(百花譜)』를 그린 그는 
‘꽃의 역사’에 공헌한 공신의 하나로 기록될 것이며, ‘향기의 나라’에서 제사를 올리는 위
인의 하나가 될 것이다. 벽의 공훈이 참으로 거짓이 아니다! 아아! 벌벌 떨고 게으름이나 
피우면서 천하의 대사를 그르치는 위인들은 편벽된 병이 없음을 뻐기고 있다. 그런 자들이 
이 그림을 본다면 깜짝 놀랄 것이다. 을사년(1785년) 한여름에 초비당(苕翡堂) 주인이 글을 
쓴다.105)

人無癖焉。棄人也已。夫癖之爲字。從疾從辟。病之偏也。雖然具獨往之神。習專門之藝者。
惟癖者能之。方金君之徑造花園也。目注於花。終日不瞬。兀兀乎寢卧其下。客主不交一

105) 박제가 저, 안대회 역(2011). 『궁핍한 날의 벗』. 파주: 태학사. pp.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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語。觀之者必以爲非狂則癡。嗤點笑罵之不休矣。然而笑之者笑聲未絶而生意已盡。金君則心
師萬物。技足千古。所畫百花譜。足以冊勳甁史。配食香國。癖㞢功信不誣矣。嗚呼。彼伈伈
泄泄。誤天下大事。自以爲无病之偏者。觀此帖可以警矣。

乙巳中夏。苕翡堂主撰106)

박제가는 꽃에 벽을 가진 김군에 대하여 찬사를 하였다. 『백화보(百花
譜)』를 그린 김군은 ‘꽃의 역사’에서 공신이 될 것이요 ‘향기의 나라’에서 
흠향하는 위인이 될 것이라 했다. 벽에 대한 표출이 박제가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조정을 드나드는 고급관료들의 글에서 종종 벽을 나쁘지 않
게 혹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곤 하였다.

박제가가 살았던 조선 후기는 경화세족들이 중국문화를 적극 수용하여 
소설과 소품의 유행으로 패관소설체와 소품체가 등장하고 서화골동에 대
한 취미가 대단하였으며, 원예와 같은 심미적 예술 취향이 수용되던 시대
였다. 개인의 취미와 취향을 표출할 수 있는 단계까지 문화가 다채로와졌
던 것이다. 

이에 정조는 나라에 실익을 가져다주는 실용문체를 쓰라며 문체반정을 
펼쳤는데, 그 희생양 중의 한 사람이 박제가였고 문체반정의 선봉장의 한 
사람이 정약용이었다. 그랬던 그가 ‘다산(茶山)’107)이라는 필명에 이어 ‘다
창(多傖)’108)이라는 필명이 나왔다. ‘차에 미쳤다’라는 말인데, 건강을 위해 
차를 요청하는 사람이 이런 필명까지 나온 것은 차에 중독된 수준과 마찬
가지다.

정약용은 혜장을 알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차를 자주 접하게 되었다. 그
는 수차례 혜장에게 차를 요청하였다. 「혜장 상인에게 보내 차를 빌다(寄
贈惠藏上人乞茗)」109)와 「색성이 차를 보내와 사의를 표하다(謝賾性寄茶

106) 박제가, 『정유각집(貞㽔閣集)』. 「백화보서(百花譜序)」(a261_605a). 
107) “정민(2011b). 『새로 쓰는 조선의 차 문화』. 파주: 김영사.“ 참조. 
108) 정민은 책가도 속에 놓인 시첩의 내용과 필체를 보고 그것이 정약용이 천책국사의 시
에 차운한 내용임을 추정하였다. 시첩에는 세 수의 시가 적혀있다. 첫 수는 ｢산정에서 대
작하며 진정국사의 시에 차운 하다(山亭對酌次韻眞靜國師)｣이고 끝에 자하산인(紫霞山人)
이란 별호를 썼다. 둘째 수는 ｢산정에서 꽃을 보다가 또 진정국사의 시운에 차운하다(山亭
對花又次眞靜韻)｣이고 끝에 다창(茶傖)이란 별호를 썼다.(정민, 2016,. “리움미술관 소장 
표피장막책가도 속의 다산 친필시첩”. 문헌과 해석 77: 171-184. 참조.)
109) 정약용, 『다산시문집』 권5, 「혜장 상인에게 보내 차를 빌다(寄贈惠藏上人乞茗)」(정약
용, 1934-1938; 1996b: 325-326; a281_089d)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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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를 비롯하여 「혜장이 날 위해 차를 만들었는데, 때마침 그의 문도 색
성이 나에게 무얼 주었다 하여 보내주지 않고 말았으므로 그를 원망하는 
말을 하여 주도록 끝까지 요구하였다(藏旣爲余製茶 適其徒賾性有贈 遂止
不予 聊致怨詞以徼卒惠)」111)에서처럼 고마워하면서도 가끔은 무례할 정도
로 차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만덕산 윤정의 산정으로 거처를 옮긴 후 다산
초당 인근에 야생차가 자생하는 것을 안 뒤로 정약용은 스스로 제다법(製
茶法)을 익혀 차를 만들어 먹게 되었다. 다산초당 시절 정약용은 ‘다산(茶
山)’, ‘다산옹(茶山翁)’. ‘다산초자(茶山樵者)’, ‘다산초부(茶山樵夫)’, ‘다산
주인(茶山主人)’, ‘다수(茶叟)’ 등 만덕산에 나는 ‘차’가 자기의 전유물인양 
‘茶’자를 넣어 필명으로 사용하였다. 하나의 글자를 재차 사용한 것으로 
볼 때 정약용에게 ‘차’를 의미하는 ‘茶’자에 대한 애정을 살펴볼 수 있다. 
이어서 다산이라는 명칭을 이용하여 거주지를 명명한 다산초당 또한 정약
용에게 애정 어린 장소로 여겨졌음을 추정할 수 있다. 

말 한마디, 글 한 줄의 위험함을 알아 평생을 ‘여유(與猶)’로 조심하며 
살아온 그가 ‘다창’이라는 필명도 사용했을 수 있다는 단서가 나오니, 그
간의 차를 애결하며 혜장과 초의와 이시헌과 강진의 다신계 제생들에게 
보냈던 협박성 시의 진의를 알 것 같다. 차에 대한 세금 부과로 국고 수익 
늘릴 수 있다는 제안을 담은 정책안도 전해진다.112)

정약용은 동문매반가에 머물 때 제대로 먹지를 못하고 복숭아뼈가 세 
번이나 닿도록 주역 공부에 매달리느라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았다. 그를 
감시하러 중앙 정부에서 강진현감으로 내려 온 이안묵은 깡마른 부짓깽이 
같은 정약용의 모습을 보고는 그냥 놔두어도 곧 죽을 사람이라며 다시 중
앙으로 올라갔다. 그렇게 정약용은 약용으로 차를 애용하게 되었다고 본
다. 물론 서울 관직기에 낙향하는 친구를 만나 차를 마시며 회한을 달랬던 

110) 정약용, 『다산시문집』 권5, 「색성이 차를 보내와 사의를 표하다(謝賾性寄茶)」(정약용, 
1934-1938; 1996b: 327; a281_089d) 참조. 
111) 정약용, 『다산시문집』 권5, 「혜장이 날 위해 차를 만들었는데, 때마침 그의 문도 색
성이 나에게 무얼 주었다 하여 보내주지 않고 말았으므로 그를 원망하는 말을 하여 주도록 
끝까지 요구하였다(藏旣爲余製茶 適其徒賾性有贈 遂止不予 聊致怨詞以徼卒惠)」(정약용, 
1934-1938; 1996b: 326-327; a281_089d) 참조. 
112) “정민(2011b). 『새로 쓰는 조선의 차 문화』. 파주: 김영사. 송재소 외 공저(2009). 
『한국의 차 문화 천년1』. 파주: 돌베게. 송재소 외 공저(2009). 『한국의 차 문화 천년 2』. 
파주: 돌베게.” 참조하여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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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도 『여유당전집』에 실려 전한다. 정약용은 다양한 국산차와 중국차를 시
음했으며 자기의 정원이라고 거침없이 말했던 수종사에서도 차를 마시며 
맑은 운치를 즐겼다. 수종사는 선종 사찰로 예로부터 물맛이 좋아 차맛도 
좋았던 곳으로 기록되고 있다. 정약용이 해배되어 고향 마현으로 돌아온 
후에 초의가 찾아와 수종사에 머물며 수종사의 차 맛이 유독 좋은 이유로 
암반수의 맛이 좋음을 들었다. 

차와 함께 대표적으로 벽의 정도로 정약용이 빠졌던 것은 꽃이었다. 수
차례에 거쳐 꽃에 대한 선천적 애호를 밝혔다.

시름겨워도 술은 아니 마시고 
마시더라도 시는 아니 짓노라 
고요하고 조용한 남창 아래에 
꽃송이 한 가지를 앉아서 보네 

愁亦不飮酒
飮亦不賦詩
寂莫南牕下
坐看花一枝113)

시름이 겨울 때면 부인이 그렇게 끊으라던 술로도 안정이 되지 않았고, 
『다산시문집』에 3천 여수 이상을 남긴 시인이었으면서도 시로써도 위안을 
얻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저 꽃을 바라보니 시름이 사라지더라는 시다. 
「시름겨워도(愁亦)」는 관직에 몸담았던 1794년경의 작품으로 관직 생활의 
애로를 꽃을 바라보며 풀고 있는 모습을 노래하였다. 한 수의 시가 백 마
디의 말보다 귀중한 이유는 이렇게 진실을 단번에 찔러주기 때문일 지도 
모른다.

정약용은 특히나 국화를 사랑했다. 「시의순첩」114)에 자신이 국화를 사
랑하는 이유를 밝혔다. 국화가 열매가 없음으로 인해 사람을 길러준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들었다. 맹자의 ‘대인은 마음을 기르는 자’를 거쳐 불가의 
‘색즉시공(色卽是空) 공즉시색(空卽是色)’을 들어가며 ‘허(허)’와 ‘실(실)’을 
대별시켜 국화를 칭송한다. 국화는 도연명(陶淵明, 약 365~427 추정) 이래
로 ‘은일(隱逸)’의 꽃이 되었다. 현실 생활에서 은일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은 예나 지금이나 어렵기에 사람들은 하늘이 청복을 아껴 주지 않는 것이
라 하였던 것이다. 국화는 뿌리에서부터 잎과 꽃까지 전체가 식용으로 또 

113) 정약용, 「시름겨워도(愁亦)」(정약용, 1934-1938; 1996a: 264; a281_036c)
114) 정민(2017). 『다산 증언첩 : 한평생 읽고 새긴 스승 다산의 가르침』. 서울: 휴머니스
트. pp.233-234.” 참조하여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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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용으로 사용되는 식물이다. 오상고절(傲霜孤節)한 시기에 국화꽃을 감상
하는 것 또한 운치 있는 일이다. 이슬에 맞서 꽃을 피우는 기상을 높이 사 
예로부터 사군자의 하나로 애호되었고 유가의 상징 중 하나인 식물이다. 

정약용은 국화를 사랑하여 최소한 국화 48종은 갖추어야 한다고 여러 
글들에서 강조하고 있다. 많은 수가 아니다. 정약용보다 이른 시기를 살다
간 유박(柳璞, 1730년~1787년)은 『화암수록(花庵隨錄)』이라는 원예서를 남
겼는데, 여기에 황색이 54품종, 흰색이 32품종, 붉은색이 41품종, 자주색이 
27종으로 총 154종의 국화가 있음을 밝혔다.115) 동서고금에 밝고 과골삼천
(踝骨三穿)하도록 공부하는 정약용이 국화의 품종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진 
않았을 것이다. 48종은 그저 겸양의 표현이요 그러나 최소 48종이니 그의 
대단한 국화벽을 알 수 있겠다.

한양 명례방에 거주하던 시기에 집 한켠에 마련한 죽란원이라는 작은 정
원에도 국화 화분을 수 십 종 갖추고서 밤이면 촛불 아래 흔들리는 국화그
림자를 감상하던 그였다.

중국의 <국보>나 <국경>을 알고 있는 그가 스스로 국화에 대한 애정을 
빈번히 표현하였던 그가 국화에 대한 소상한 글 한 편 남기지 않았음은 해
석의 여지를 남긴다. 이것을 『다산시문집』에 실린 대나무에 대한 상세한 글
의 내용 분석을 통해 그 이유를 유추해볼 수 있겠다. 대나무만을 다룬 글의 
내용은 온통 실용적인 쓰임새에 관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유가에서 칭송
하는 대나무의 덕에 대하여 일체의 언급도 없다. 다른 시문들에서는 대나무
의 덕을 노래하며 정약용 자신도 대를 사랑하여 거하는 곳마다 대를 심었
다. 다산초당으로 옮기기 전 제자 이학래의 집에 1년 정도 살 때에도 사랑
채 앞에 대나무를 심었던 그이다. 그러나 대를 전문으로 다루는 글에서는 
오직 실용이라는 효용의 차원에서만 대나무를 논하였다. 이또한 자신의 서
적을 후세에 길이 남겨 100년 뒤에라도 자신을 이해하는 사람이 나오기를 
바라며 자호로 삼았던 ‘사암(俟菴)’이라는 호에서 이해를 해보았다. 

조선 후기 정조 치하의 규장각은 정조의 이상을 펼치기 위한 우군으로서
의 친위대 양성소와 같았다. 초계문신은 그런 의미에서 파급력이 큰 집단이
었다. 이러한 초계문신으로 선발된 학자의 글에서 벽에 대한 옹호가 강하게 

115) 유박 저, 정민·김영은·손균익 외 편역(2019). 『화암수록 꽃에 미친 선비, 조선의 화훼
백과를 쓰다』. 서울: 휴머니스트. p.35.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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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올 수 있을 정도로 18세기 조선 사회는 개인의 취미와 취향에 대한 존중
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맹위를 떨치고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정약용 
또한 차와 꽃에 대한 벽이 있었음을 살펴볼 수 있다. 표현 정도는 온순하나 
이들 대상에 대한 빈번한 표현과 다양한 종류에 대한 기술 등에서 그의 열
렬한 애호를 엿볼 수 있었다.

4.2.3. 경(景)의 선정을 통한 자기존재의 피력 
다산초당에서의 정원 생활은 정약용에게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묵묵히 그를 돌보아 주었다. 책을 쓰고 제자들에게 강학을 
하는 사이사이 정원에서 보내는 휴식과 얻어지는 안식은 수많은 서적 편
찬과 저술 행위의 든든한 배경으로 기능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편찬과 저술 작업의 성과들을 통해 정약용은 집안을 다시 일으
켜 두 아들의 앞날을 밝게 만들어 주기를 원하였으며, 무엇보다도 후세에 
유배자라는 낙인이 찍힌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학자로서 관료로서 한 가정
의 가장부로서 한 인간으로서 올바로 평가되기를 바랐다. 후세인의 올바른 
평가에 대한 그의 염원은, 회갑을 맞아 저술한 묘지명에서 자신의 호를 
‘사암’이라는 단 하나의 호로 기술한 것에서 유추해볼 수 있다. 이러한 편
찬과 저술 작업은 지난했지만 학문의 성과물들은 그의 자존감을 다시 세
워주었다. 

그렇다고 그가 경세치용에 관련된 딱딱한 서적만 편찬하고 저술한 것은 
아니다. 『여유당전서』의 시작은 전 생애에 거쳐 지은 3천 여수의 시(詩)와 
함께 한다. 실용적인 서적의 편찬은 세상에 직접적으로 소용되는 바를 학
자로서 실천하여 옮긴 공적인 삶에서 비롯한 긴수작의 성과물이라면 『다
산시문집』에 실린 시문들은 개인적 일상을 살아가며 성정을 키우고 일상
의 미를 수용했던 한수작의 성과물이었다. 정약용은 시문의 소재로서 자연
을 무수히 등장시켰고 정원에서의 일상사도 천연스럽게 노래하였다. 이들 
중에서 강진 유배기의 정원 생활 중에 ‘경(景)’을 선정하여 읊은 시를 중심
으로 하여, 정약용이 유배기의 실의를 딛고 일어나 자존감을 다시 세우고 
유배지인 다산초당원에 대한 애정을 느끼게 되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여유당전서』에는 다산초당을 다룬 시문이 적은데, 다산초당으로 거처
를 옮긴 후 정원을 조성한 경위와 과정을 서술한 「어느 날 매화나무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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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산책하다가(一日散步梅下)」와 함께 다산초당원의 여덟 가지 경치를 읊
은 「다산팔경 노래(茶山八景詞)」 그리고 「다산화사20수(茶山花史二十首) 
등이 대표적이다. 근자에 일반에 소개된 시문 중에 이 시기에 다산초당의 
정원 생활을 노래한 시가 몇 수 있어 이를 통해 다산초당 시기의 정원 생
활상을 보다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공개된 시를 보면, 다산초당원의 
아름다운 경을 추출하여 노래한 내용이 많다. 이들 중에는 「다산사경(茶山
四景)」, 「다산십이경(茶山十二景)」, 「다산십이승(茶山十二勝)」 등이 있다. 
정약용이 직접 선정한 다산초당의 경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산사
경」116)으로 1경 ‘다조(茶竈)’, 2경 ‘약천(藥泉)’, 3경 ‘정석(丁石)’, 4경 ‘연
지(蓮池)’를 선정했다. 「다산팔경」117)은 1경 ‘담을 스치고 있는 산복숭아
나무(拂墻小桃)’, 2경 ‘발에 부딪치는 버들개지(撲簾飛絮)’, 3경 ‘따뜻한 날
에 들리는 꿩소리(暖日聞雉)’, 4경 ‘가랑비 속에 물고기를 먹이는 일(細雨
飼魚)’, 5경 ‘단풍나무가 비단바위에 얽혀 있음(楓纏錦石)’, 6경 ‘국화가 못
에 비침(菊照芳池)’, 7경 ‘한 언덕의 대나무가 푸르른 것(一塢竹翠)’, 8경 
‘만학의 소나무 물결(萬壑松濤)’이다. 「다산십이승」 118)은 1경 ‘처마 밑
에 담묵으로 그린 춘산도春山圖(當楣墨圖)’, 2경 ‘강진만의 안개 속 돛단배
와 파도 위 갈매기(烟帆鷗波)’, 3경 ‘얕은 연못에서 노닐고 있는 물고기(池
塘魚樂)’, 4경 ‘담장 아래 돌샘물(墻根石泉)’, 5경 ‘차 부뚜막에 멋들어지게 
감도는 차 연기(茶竈裊烟)’, 6경 ‘물동이처럼 생긴 약 찧는 돌절구(如盎石
臼)’, 7경 ‘거문고를 타는 소나무 아래 돌 평상(松壇石床)’, 8경 ‘꽃밭 가의 
대나무(花砌種竹)’, 9경 ‘연못의 붉은 연꽃(蓮池紅蓮)’, 10경 ‘서대西臺 곁
으로 가늘게 난 돌길(臺邊石徑)’, 11경 ‘오랜 매화나무에 걸린 술병(老梅掛
甁)’, 12경 ‘작약이 비추는 붉은 빛(芍藥照紅)’이다.

선정된 경들을 살펴보면 계절감을 통한 정원 소재(「다산팔경」, 「다산십
이경」)가 가장 많다. 다음으로 다산초당에서의 일상 영위에서 정약용이 소
중히 여긴 경물의 선정(「다산사경」)을 살펴볼 수 있다.

정약용은 강진 유배기의 마지막 제자 이시헌의 백운동 집을 방문하여 

116) 「다산사경」은 『다산시문집』에 실리지 않은 글이다.(丁若鏞 著, 橘頌堂 編(1996). 『茶
山四景帖』. 강진: 橘頌堂. 참조)
117) 정약용, 「다산팔경 노래(茶山八景詞)」(정약용, 1934-1938; 1996a: 404-404;  
a281_098c)
118) 「다산십이승」은 『다산시문집』에 실리지 않은 글이다.(정민, 2011a: 414-4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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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동십이경」을 선정하여 자신이 직접 열두 편의 시를 수기하고 초의로 
하여금 첩의 앞장에는 백운동별서를 그리게 하고 첩의 마직막장에는 다산
초당의 경치를 그리게 하여 『백운첩』이라고 표지에 적어 방문의 기록을 
남겼다. 「백운동십이경」에 선정된 경은 눈에 띄는 경물로서의 건물과 식물 
그리고 주변 자연 지형으로 살펴 볼 수 있다.

정약용이 이렇듯 의도적으로 백운동 별서를 방문하고 경을 설정한 후 
첩으로 만들어 남긴 이유를 추정해보면, 이 또한 훌륭한 경치의 선정을 선
점하여 후세에 전함으로써 자기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일환으로 살펴볼 수 
있겠다.

4.2.4. 회화를 활용한 공간 이동의 와유 실현 
시 이외에도 전해지는 수는 적지만 정약용의 호가 낙관된 산수화와 화

조화 작품들은 대표적인 한수작으로서의 미적 실천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들 시문이나 회화 작품의 제작 경위, 제작 과정, 작품의 내용, 작품의 향
유 양상 등을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긴수작과 한수작을 넘나들고 있음을 
간파할 수 있다. 논의를 계속하여, 정약용의 일상 및 탈일상의 장으로서의 
정원생활과 연계하여 살펴볼 수 있는 회화 작품의 해석을 통해 유자로서
의 긴수작의 삶과 개인으로서의 한수작의 삶의 통섭을 공간이동을 넘나드
는 와유의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이상적 주거지를 구성할 때 터를 잘 골라 초가집을 앉히고 흙벽을 고르
게 한 후 설화지나 분지를 붙인다. 그 위에 담묵산수화 한 점을 붙인다. 
이는 정약용이 황상에게 일러준 「제황상유인첩」과 수신자 불명의 「야새
첩」에 나온 말이다. 산수화니 당연히 산과 물을 품을 텐데 산수화에도 강
산을 그린 그림이 있는가 하면 계산을 품은 산수화도 있을 터이다. 

정약용이 말한 산수화는 어느 것일지에 대한 의문이 조금씩 풀리고 있
다. 그가 실제로 그려 남긴 산수화가 일반에 공개되었기 때문이다. 전해지
는 글에 비하면 조족지혈일 정도의 수량이지만 한 점 한 점 그의 면면이 
묻어나는 문기 어린 문인화의 기풍을 간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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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다산이라는 낙관이 찍혀있는 정약용이 그린 <산수도>. 19세기 초.
자료: 서강대학교박물관

<그림 4-6> 상단에 ‘다산(茶山)’이라는 낙관이 찍혀 있다. 빼어나게 기
이한 거대한 암석이 집 입구를 막아서고 있다. 세밀한 묘사로 형사를 추구
한 작품이다. 「곡산북방산수기」에서 배를 타고 가며 마주치는 거대한 암석
의 기이함괴 빼어남에 수차례 감탄하는데 이 그림에서 그 광경을 느낄 수 
있다. 산수유람을 즐겨 승경을 눈에 담은 후 그것을 늘 함께 하고자 다산
초당원에 괴석을 장식하고 「야새첩」에서도 목가산을 뜰 안에 장식하였다. 
그마저도 안될 때는 이렇게 산수를 그림으로 옮겨 방 안에 걸어두고 볼 
일이다. 채소밭의 채소를 일일이 언급하고 이런 저런 분재를 하나하나 나
열했던 그 꼼꼼함이 이 그림에도 나타나고 있음을 본다.

<그림 4-7>, <그림 4-8> 그리고 <그림 4-9>는 ‘열초(洌樵)’라는 낙
관이 된 3점의 산수화이다. ‘열초’라는 낙관을 통해 해배 후 여유당 시기
에 그려진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정약용의 산수화에는 매번 넓은 강물이 등장한다. 그가 유년기를 보냈던 
고향 마현 앞 열수(현 한강)가 아닐까 추측해본다. 그는 실제로 고향 마현
을 그리워하며 고향의 정경을 산수화로 그려 다산초당원의 동암 건물 외벽
에 산수화를 붙였는데 이와 비슷한 정경을 묘사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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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정약용이 그린 <열상산수도>. 19세기 초.
자료: 개인 소장.

그림 4-8. 정약용이 그린 <산수도>. 19세기 초.
자료: 동아대학교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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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조각배에서 노를 젓다. 정약용이 그린 <우경산수도>. 19세기 초.
자료: 서강대학교박물관.

열수를 품은 산수화 그림을 다산초당에 붙이면 적어도 그의 의식 속에서
는 다산초당이 마현의 여유당으로 탈바꿈할 지도 모른다. 순식간에 천리를 
이동하여 현세의 몸은 다산초당에 있으나 그의 영혼은 평화롭고 정겨웠던 
고향 마현으로 와있게 되는 것이다. 위로도 받았을 것이다. 이것이 건물에 
그림을 붙이고 편액을 걸며 주렴을 늘어뜨리는 이유의 하나이다.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장소의 이동과 확대 그리고 변동은 회화를 통해 맛보는 와
유인 것이다.

와유는 시문을 통해서도 경험할 수 있다. 이름 높은 산을 찾아 유람을 
떠날 때 조선의 선비들은 먼저 그곳을 다녀간 이들의 기행문이나 시집을 
들고 가서 읽었다 한다. 『대학(大學)』이나 『소학(小學)』도 당연히 챙겨 갔
다 한다. 조선시대의 유학자로서 산수유람을 통해 얻어지고 길러지는 호연
지기와 수심양성을 외면할 수는 없었겠지만 그들은 산수유기와 시집도 가
져가는 아취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긴수작 가운데서도 한수작을 
잊지 않는 것이다. 산과 물에 취하고 시를 짓고 술에 취하며 더욱 흥이 나
면 노래하고 춤을 추어 흥을 돋운 후 가져간 기행문을 큰 소리로 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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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나이 들어 다시 보기 위하여 산수유기를 짓고 산수화를 그려두어 훗
날 와유의 자료로 삼았다.119) 정약용이 그린 산수화와 초의에게 그리도록 
한 <다산도>도 기록화의 성격을 넘어 와유의 뜻에 그 본의가 있음을 유추
해볼 수 있다.

‘다산’ 낙관이 찍힌 작품(<그림 4-6> 참조)과 ‘열초’ 낙관이 찍힌 3 작
품(<그림 4-7>, <그림 4-8>, <그림 4-9> 참조) 사이에 묘사의 정밀성의 
차이와 시간의 차이를 엿볼 수 있다. 다산초당 시절에 그려진 초기 그림에
서 보이는 형사의 정밀함이 해배 후 여유당 시기의 그림에서 옅어짐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기법상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 이유를 나이가 들어 생기는 
기운의 성쇠 차원이 아니라 정약용이 처한 상황에 비추어 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해배 후에 이뤄진 3차례의 관직 진출의 기회가 무산되어 느끼게 
되었을 허무함과 세월이 갈수록 초탈해지는 욕심(欲心: 바라는 마음)이 그
렇게 표현된 것이라고 추정해본다. 

4.2.5. 정원 요소와 교유로 나타낸 유불도의 통섭
정약용의 정원에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정원 요소의 상징성은 일차적으

로 유교와 관련된다. 대표적으로 음양의 이치를 표방하는 방지원도의 연못
을 들 수 있다. 식물로는 군자의 덕을 가졌다하여 칭송받는 매화, 국화, 
대나무, 소나무, 연꽃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강진 유배 시절 정약용이 벗으로 삼아 교유했던 승려 아암 혜장
과 「제황상유인첩」과 「야새첩」에서 교유할 벗으로 승려를 추천한 것, 흠모
한 3인의 예인 최치원·이규보·진정국사 모두 불교와 인연이 깊다는 점, 차
(茶)를 즐기고 승려 제자 교육에 있어 선문답120)에 해박했던 것 등에서 정
약용의 불교에 대한 깊은 이해와 친근성을 살필 수 있다. 연꽃은 불가를 
상징하는 대표적 식물이기도 하다. 정약용은 승려들과의 교유에서 유학의 
교리와 불교의 선문답을 병행하였고 시주를 즐겼다. 유학자와 불자가 격의 
없이 어울렸던 것이다.

119) 이종묵(2002). 『누워서 노니는 산수』. 서울: 태학사. pp.11-16.
120) 정약용이 다산초당의 주인 윤단의 손자인 윤종진과 초의 의순과 침교 법훈(아암 혜장
의 법제자)에게 선문답으로 가르침을 전한 내용을 정민(2008c)이 “다산의 선문답”에서 제
시하였다. 『다산시문집』에 누락된 일문(佚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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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운문산 수종사 대웅전 앞 파초.

정약용과 도교와의 친연성은 다산초당을 선계에 비유하고 해배 후 부가
범택의 삶을 신선이 부럽지 않노라 자족한 시문, 「제황상유인첩」 주거지 
뒤편 소나무 아래 한 쌍의 학을 통해 욕심 없고 깨끗한 은자가 사는 선계
로 나타낸 점, 다산초당 지당에 석가산을 만들어 즐긴 것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괴석은 장수와 영원성의 상징하여 도교와 관련성이 깊은 정원 소
재로 정약용은 다산초당에 괴석을 심었고 <다산도>로 남겼다.

파초는 유불도를 아우르는 상징성을 내포한 식물이다. <다산도>에 그려
진 파초를 통해 정약용이 정원 생활에서 구사했던 유불도의 통섭을 살펴
볼 수 있다.

파초는 중국 남부 지방이 원산이다. 예로부터 선인들은 커다란 파초잎
이 펄럭이는 시각미와 녹음을 사랑했고, 한여름 소나기 속에서 파초잎에 
튕기는 빗방울 소리가 일품이어서 이를 일러 파초성(芭蕉聲)·파초우(芭蕉
雨)라고 하여 즐겼다. 빗방울 소리를 듣기 위해 파초를 주택 창문 가까이
에 심어 그 맑은 운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파초(芭蕉)의 지우(知友)는 회소
(懷素, 725년~785년, 唐代)라고 일컬어진다. 회소는 승려로서 광초(狂草)
에 일가(一家)를 이루었다. 파초 잎에 글씨와 그림 연습을 무수히 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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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정조필 파초도(正祖
筆芭蕉圖)>. 정조. 18세기 중.
자료: 동국대학교박물관.

그림 4-12. 파초와 괴석. 「다산도」 부분. 1812.
자료: 실학박물관.

가 파초의 지우라 불리게 된 것이다. 이리하여 파초는 불가와 인연을 맺게 
된다.121) 파초가 사찰에 즐겨 심어지는 데에는 ‘혜가단비(慧可斷臂)’122) 고
사로 인한 종교적 배경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파초는 불가에서 중요한 식
물 중 하나이다. <그림 4-10>은 정약용이 어릴 적 공부하러 다녔던 고향 
수종사의 대웅전 앞에 심겨진 파초이다. 소년기부터 여러 사찰에 다니며 
수학했던 정약용에게 파초는 불교적 의미로도 친숙한 식물이었을 것이다. 
정약용은 승려인 초의에게 <다산도>를 그리도록 하면서 파초를 눈에 띄게 
그리도록 하였다. 여기에서 불교와의 친연성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조선 시대 파초 그림 중에 유명한 것 중 하나가 정조가 그린 <정조필 
파초도(正祖筆芭蕉圖)>이다.(<그림 4-11> 참조) 현재까지도 유명세를 띄게 

121) 파초의 개략적 소개는 다음을 참조하였다. 홍형순(2011)의 “고전 시문을 통해 본 파
초의 식재 의미와 설계용도”(한국전통조경학회지 29(2): 52-62): 고연희·김동준·정민 외 공
저(2013). 『한국학, 그림을 그리다』 2쇄(파주: 태학사: 142-173).
122) 엄동설한에 신광(神光)이라는 승려가 달마(達磨)를 찾아와 불법을 청하였으나 달마는 
면벽한 채 무반응으로 일관했다. 눈 속에서 밤을 지새운 신광은 구도의 의지로 왼쪽 팔을 
잘랐고, 쌓인 눈 위로 파초 잎이 솟아나 잘려진 팔을 받쳤다. 달마는 신광을 제자로 받아
들여 혜가(慧可)라는 법명을 주었고, 혜가는 달마에 이어 중국 선종의 제2대 조사가 되었
다.(홍형순, 2011: 56 참조하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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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연유는 그림을 그린 이가 조선 후기 문예의 르네상스를 꽃피운 임금이
라는 데 연유하는 바가 크다.

정원에 봄풀이 아름다우니 
푸른 파초가 새로 잎을 펼치었네 
잎을 펼치면 길기가 비 같으니 
사물에 의탁해 대인이 되길 힘써야지

庭苑媚春蕪
綠蕉新葉展
展來如箒長
托物大人勉123)

「섬돌 앞의 파초(階蕉)」는 정조가 세손 시절에 지은 시이다. 새 잎은 세
손인 정조를 일컫고 빗자루처럼 크게 펼쳐진 잎은 성군이 될 미래의 자신
을 가리키는 듯하다. 무더운 날 펼쳐진 파초의 커다란 녹음으로 백성들에
게 그늘을 제공해주겠다는 선정의 의지가 담긴 시로 풀이된다. 정조의 신
분과 탁물(托物) 등의 단어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파초에 유교적인 채색을 
가한 해석이다. 유자들은 파초의 심이 둥글게 말려 올라와 펼치고 연이어 
다음 심이 올라오는 생육 특성을 들어 파초를 자강불식(自强不息)의 표상
으로 여겼다. 파초는 “하늘의 운행은 건실하다. 군자는 이를 본받아 스스
로 쉬지 않고 힘써 행하라(天行健 君子以 自强不息)”라는 가르침의 표상
이었기에 유자들에게 애호되어 널리 식재되었다. 「섬돌 앞의 파초」와 <정
조필 파초도>도 자강불식의 의미로 해석된다. 정약용이 정조의 파초 시와 
그림을 보았다는 기록은 없으나 정조의 총애를 한 몸에 받은 그가 정조의 
파초 시와 그림을 알고 있을 개연성은 충분하다. 다방면에 풍부한 지식을 
가진 정약용이니 파초의 다양한 내력에 대해서도 해박했을 것이고 정조의 
파초가 유교적 상징성을 표방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다산도>
에 그려진 파초는 <정조필 파초도>와 괴석의 위치가 바뀌었을 뿐 전반적
인 형태와 구도가 비슷하다. 유박은 『화암수록』에서 파초를 앙우(仰友)124)

라 하였다. 정약용은 강진 유배지에서 정조를 그리워하는 시문을 남겼는데 

123) 정조, 『弘齋全書』 2권. 『春邸錄』 2. 「섬돌의 파초(階蕉)」(a262_028d).
124) 유박의 화목화목구등품제에서 파초는 2등품에 속한다. 2등품의 선정 기준은 ‘부귀를 
취한다’이다. 유박은 파초를 ‘우러르는 벗(仰友)’, ‘풀의 왕(草王)’, ‘녹천암(綠泉菴)’, ‘땅에 
심는데 3년을 묵혀두어야 꽃이 핀다고 한다’, ‘보관할 때는 따뜻하게 해야 하며 땅을 파고 
거꾸로 둔다’, ‘물을 주어 마르지 않게 한다’고 그 특징과 생육특성을 기술하였다.(유박 저, 
정민·김영은·손균익 외 편역. 2019: 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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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초를 보며 선왕 정조를 떠올렸을 지도 모른다. 이상에서 <다산도>에 그
려진 파초와 유교와의 관련성을 유추할 수 있다.

도교에서의 파초는 파초 잎의 모양이 상상속의 새 봉황(鳳凰)의 꼬리와 
유사하다하여 ‘봉미(鳳尾)’라고 지칭한 것과 연관 지어 살펴볼 수 있다.125) 
봉황은 상스럽고 고귀한 새로 여겨졌다. 수컷을 봉(鳳)이라 하고 암컷을 
황(凰)이라 한다. 『설문해자』에서 봉은 물고기의 꼬리를 갖추었다 했다. 물
고기의 꼬리가 물살을 가르며 헤엄치는 모습이 바람에 나부끼는 파초 잎
과 유사하다고 사람들은 믿었던 것 같다.

온 가족이 벽산 기슭에 와서 사는데  
쭈그러진 모자 가벼운 적삼으로 평상에 누웠네  
목 마르니 촌 술의 좋은 맛 다시 알겠고
졸음 오니 야다 향기 좋아하노라
대 뿌리 땅 위에 드러나 굽은 용 허리 같고
파초잎 창 앞에서 봉황새 꼬리처럼 길구나
삼복에 송사 없어 일찍 쉬니 
때로 공왕을 다시 섬긴들 어떠리 

全家來寄碧山傍
矮帽輕衫臥一床
肺渴更知村酒好
睡昏聊喜野茶香
竹根迸地龍腰曲
蕉葉當窓鳳尾長
三伏早休民訟少
不妨時復事空王126)

정약용이 흠모한 예인 3인 중의 한 사람 이규보는 「천룡사에 우거하면
서 짓다(寓居天龍寺有作)」에서 파초 잎을 봉황새 꼬리 같다고 평한 시를 
남겼다. 정약용은 다산초당으로 옮긴 그 해 봄에 정원 공사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화목류를 구해 심었는데 그 중에 ‘봉미(鳳尾)’를 구해 바위 굴문 
앞에 심었다고 기록하였다.127) 여기에서 <다산도>의 파초와 도교와의 친연
성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회화는 묘사되는 대상에 화가의 의도가 개입되곤 하는데 그로 인하여 
어떤 요소는 부각되고 어떤 요소는 생략되기도 한다. 그림의 예술미를 살
리기 위해 광활한 경관이 축약되어 하나의 화면에 담기기도 하고 강조하
고픈 대상이 확대되어 묘사되기도 하는 것이 회화의 묘미 중 하나이다. 

125) 파초와 도교와의 관련성을 봉미로 살펴본 바는 홍형순(2011: 52-62)을 참조하였다.
126) 이규보, 『동국이상국집()』 9권. 「천룡사에 우거하면서 짓다(寓居天龍寺有作)」(한국고
전종합DB).
127) 정약용, 「어느 날 매화나무 아래를 산책하다가(一日散步梅下)」. “바위 굴문 앞에는 봉
미가 있고(鳳尾當巖牖)”(정약용, 1934-1938; 1996b: 429; a281_10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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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약용이 초의에게 그리게 한 <다산도>의 파초는 유불도의 총체적 상징
성을 내포하고 있는 식물소재이다. 평소에 애호하던 국화도 아닌 파초를 
<다산도>에서 크게 부각시켜 나타낸 것에서 정약용이 파초를 특별하게 대
우하고 있음 알 수 있다. 파초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마음은 <다산도> 뿐 
아니라 죽란원을 비롯하여 다산초당과 여유당에서도 파초를 길렀음에서도 
알 수 있다.128) 그러나 정약용은 파초에 대한 애호 이유를 종교나 사상과 
결부시켜 시문으로 언급한 바가 없다. 파초에 빗소리 울리는 것이 성정에 
맞다거나129) 파초의 잎처럼 채소가 무럭무럭 자라기를 바라거나 파초의 열
매가 볼썽사나운 품종이 있다는 식으로 파초의 표면적 양상을 주로 언급
하였다.

글 한 문장 말 한 마디의 무서움을 익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글을 통해 학문을 통해 가문이 재기할 수 있다고 믿었고 그러기를 염원했
다. 그가 속한 시대가 용인하는 유일한 사상으로서의 유교의 표현 범위 내
에서 정약용은 남들보다 더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있음을 <다산도>에 그려
진 파초와 괴석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으나 간접
적으로 계속 제시하는 방식을 취했다. 서슬 퍼런 유배지의 감시 속에서 목
숨을 보전하고 해배되어 다시 관직에 나아가 유자로서의 소명을 다하고픈 
출사의 열망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불도에 해박하고 친연성을 가졌던 정약용
은 다양한 정원 요소의 조영과 향유를 통해 유불도를 넘나들었고, 유불을 
대표하거나 양자를 넘나드는 이들과 정원에서 교유하며 정원 생활을 구사
하였다.

128) 죽란원에서는 크기가 방석만한 파초를 화분에 키웠다[정약용, 「죽란화목기(竹欄花木
記)」(정약용, 1934-1938; 1996f: 150: a281_299b)]. 다산초당에서는 화단에 기른 파초가 
<다산도>에 그려졌다. 여유당 채화정에서 파초 큰 잎새가 춤추는 것을 감상하였다[정약용, 
「칠월 사일에 몇 사람과 더불어 속히 삼정에 놀러 가려고 하다가 아이가 준비를 지연시킴
으로 인하여 가지 못했는데, 그 다음날에는 다시 비가 내리므로 마침내 그 놀이를 그만두
고, 장난삼아 장구를 지어 여성에게 보이다(七月四日 欲與數子亟游蔘亭 因兒輩緩圖 不果
行 厥明復雨 遂止之 戲爲長句 示汝成)」, “의연히 채화정 위에 앉아서 보노라니(依然菜花亭
上坐) / 파초의 큰 잎새가 한들한들 춤을 추누나(綠天大葉看掀舞)”(정약용, 1934-1938; 
1996c: 120: a281_121d)].
129) 정약용, 「칠월 이일에 매우 더워서, 방옹의 초추취량시를 보고 인하여 함께 차운해서 
속히 서늘해지기를 기원하다(七月二日甚熱 見放翁初秋驟涼之詩 因共次韻以祈驟涼)」 “파초
잎에 빗소리 울리는 건 뜻에 맞지마는(快雨鳴蕉猶適意)”(정약용, 1934-1938; 1996c: 57: 
a281_114b).



- 109 -

4.3. 표리부동을 넘어선 통섭의 이상향으로서의 정원관

앞서 살펴본 정약용의 생애와 이상 정원의 분석과 정원 생활의 미적 실
천의 양상을 토대로 정약용이 정원생활에서 추구했던 바를 그의 정원관으
로 살펴보기 전에,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정원관’의 개념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러기 위해 ‘정원관’의 개념을 ‘정원’과 ‘관’으로 나누어 개별 단어
의 세부적 의미를 살펴본 후 최종적으로 종합하여 그 뜻을 살펴보았다. 

먼저, ‘정원(庭園)’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원(庭園)’이라는 단어 역
시 ‘정(庭)’과 ‘원(園)’으로 파자하여 그 뜻을 헤아린 후 다시 합하여 본의
를 살펴보았다. ‘정(庭)’은 『설문해자(說文解字)』에서 “정(庭)은 궁중(宮中)
이다. 궁은 실(室)이다. 실(室)의 가운데를 정(庭)이라 한다”하였는데 이는 
한국의 경우 건물과 담장으로 둘러싸인 마당이 ‘정(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정(庭)’이란 ‘건물 인근에 있는 공간’을 일컫는 것이다. ‘원
(園)’은 담장이나 울타리를 뜻하는 ‘囗’ 안에 치렁치렁한 장식이 있는 ‘袁’
이 들어있는 형상을 묘사한 회의문자이다. 《설문해자》에 의하면 “원(園)은 
과일나무를 심은 곳(園所以樹果也)이며 울타리로 위요된 장소”이다.130) 이
상은 본고에서의 경우 정원의 내원(內園)에 해당한다. 정원의 외원(外園)은 
‘주택에서 가시권역으로 들어오는 주택의 외부 환경’을 일컫는다. 산자수
명(山紫水明)한 한국의 경우 주택 외부의 산수(山水)를 아우르는 지역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정의를 통해 본고에서 다루는 ‘정원’의 개념은 “주거지 내·외부
에 인접하여 화목·수석·새와 물고기 등의 정원 소재와 정자 등의 정원 건
축물을 곁들여 조영된 공간”을 지칭하기로 한다. 

이어서 ‘관(觀)’131)을 살펴보면, ‘관(雚)’과 ‘견(見)’이 결합한 회의문자로 
파자하여 그 의미를 살펴볼 수 있었다. ‘관(雚)은 ’새 추(隹)‘자 위에 ’큰 
눈과 눈썹‘을 그린 것으로 ‘황새’라는 뜻을 갖고 있다. ‘관(雚)’은 ‘큰 눈과 
눈썹이 도드라지는 황새’를 표현한 글자인 것이다. ‘관(觀)’은 황새를 그린 
‘관(雚)’에 ‘보다’라는 뜻을 가진 ‘견(見)’을 결합하여, 나무 위에 올라가 있

130) 張家驥(2008). 中國造園論. p. 69-77과 유병림 외(1989). 『조선조 정원의 원형에 관
한 연구』. p. 15-18 참조.
131) 네이버 사전과 사이버書院 참조하여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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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황새처럼 ‘넓게 보다’라는 뜻을 가지게 된다. 학(雚)이 목을 빼고 바라
보는(見) 상황에 빗대어 살펴본 의미이다. 《설문해자》에는 ‘관체시야(觀諦
視也)’라 하여 ‘관(觀)’은 ‘살펴보는 것이다’라고 하였고, 《정자통(正字通)》
에서는 ‘관원시야(觀遠視也)’라 하여 ‘관(觀)’은 ‘멀리 보는 것이다’라고 하
였다. ‘멀리 보다’는 의미에서의 ‘관(觀)’은 ‘큰 각도에서 보다’, ‘두루 보
다’는 뜻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외에도 ‘자세히 관찰하다’와 ‘관측하다’라
는 의미를 가진다. 또한 ‘관(觀)’은 한자어(漢字語)로 된 어떤 명사(名詞) 
아래에 붙어 ‘체계화(體系化)된 견해(見解)’를 뜻하기도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정원(庭園)’과 ‘관(觀)’의 개념을 통해 최종적으로 ‘정
원관(庭園觀)’의 개념을 정의해보면, ‘정원관(庭園觀)’이란 “주택 내부의 담
으로 위요된 내원(內園)과 주택의 가시권에 들어오는 외부 자연환경의 외
원(外園)으로 이루어진 지역에 대하여 작정자(作庭者)가 전체적으로 두루 
살펴보아 가지게 된, 정원에 대한 작정자의 생각이나 태도”로 살펴볼 수 
있겠다. 

본 절에서는 앞서 살펴보았던 그에게 구속이자 해방으로 작용했던 주변 
인물들과 그의 학문과 사상 및 유배와 출사의 의지라는 굴곡 많은 생애를 
전반적인 배경으로 삼아, 그가 꿈꾸고 가꾸었던 정원을 대상으로 정원 생
활을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측면에서 그가 추구했던 일상 
및 탈일상의 장으로서의 정원에 대한 생각을 살펴볼 수 있었다. 여기서 논
의되는 ‘일상’은 유학자로서의 한 개인의 일상을 주로 말한다. ‘탈일상’은 
유학자의 모습을 벗어나 천연스러운 자연인으로서의 모습을 말한다.

4.3.1. 생계형 자급자족의 실용에 더해진 일상미의 조화
어중간한 관직으로는 한양의 생활고를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었고, 신

유년 박해 때 중형 약전과 자신은 유배를 가고 셋째 형 약종은 끝내 천주
교를 배교하지 않아 순교하면서 집안의 가세는 크게 기울었다. 큰 아들 학
연이 강진으로 찾아올 때도 마늘을 팔아 종자돈으로 사용했을 정도로 마
재의 남겨진 식솔들에게 생계는 가혹한 문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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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빈낙도 배우려 작정했으나 가난 속에 처하니 편안치 않네 
한숨짓는 아내에 기풍 꺾이고 굶주리는 자식에 교훈은 뒷전
請事安貧語 貧來却未安 妻咨文采屈 兒餒敎規寬132)

「가난을 한탄하며(歎貧)」는 안빈낙도라는 유생으로서의 도를 닦고만 있
기에는 가족에게 닥친 생활고를 도대체 외면할 수가 없다는 내용이다. 아
내에게도 기가 죽고 자식에게도 면이 안 선다. 

강진 다산초당 제자 윤윤경에게 준 증언에는 포의로 살아가는 양반이 넉
넉하지는 않으나 인륜의 도리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생활방침을 원포
의 경영 방법과 근검이라는 마음새김의 글씨를 통해 내려주고 있다. 이 글
이 정약용의 정원관이 잘 드러나는 글로 보아 여러 토막 살펴보기로 한다.

태사공(太史公)이, “늘 가난하고 천하면서 인의(仁義)를 말하기 좋아한다면 역시 부끄러
운 일이다.”하였다. 공자(孔子)의 문하에서는 재리(財利)에 대한 이야기는 부끄럽게 여겼으
나 자공(子贛)은 재산을 늘리었다. 지금 소부(巢父)나 허유(許由)의 절개도 없으면서 몸을 
누추한 오막살이에 감추고 명아주나 비름의 껍질로 배를 채우며, 부모와 처자식을 얼고 헐
벗고 굶주리게 하고 벗이 찾아와도 술 한 잔 권할 수 없으며, 명절 무렵에도 처마 끝에 걸
려 있는 고기는 보이지 않고 유독 공사(公私)의 빚 독촉하는 사람들만 대문을 두드리며 꾸
짖고 있으니, 이는 세상에서 가장 졸렬한 것으로 지혜로운 선비는 하지 않을 일인 것이다. 
133)

처자식이 벗고 굶주리는데 인과 의만 찾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
고 하였다. 실학자로서의 면모를 드러내는 부분이며 공자와 자공을 인용하
여 원시유학을 받드는 이로서의 면도 살려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종아리를 드러내고 흙탕물 속에 들어가 8개의 발이 있는 써레를 잡고 소를 꾸
짖으며 멍에를 밀고 거머리가 온몸을 빨아 상하지 않은 곳이 없게 되면, 이것은 남자의 곤
경스러운 일이다. 더구나 열 손가락이 파잎처럼 부드러운 사람이야 아무리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한들 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돈 궤짝을 들고 포구(浦口)에 나가 앉아 먼 
곳의 섬에서 오는 배를 기다려 무지한 어민(漁民)들과 입이 닳도록 싸우며 몇 푼의 이익을 
남기려 하고 남의 것을 깎아 자기의 이익을 더하려고 근거 없는 소리로 속이고 눈을 부라

132) 정약용, 「가난을 한탄하며(歎貧)」(정약용, 1934-1938; 1996a: 250-251; a281_034d).
133) 정약용, 「윤윤경에게 주는 말(爲尹輪卿贈言)」(정약용, 1934-1938; 1996h: 3-6; 
a281_385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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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며 억울함이 쌓여 성이 난 것처럼 하는 것도 또한 세상에서 지극히 졸렬한 짓이다. 아니
면 이잣돈을 놓아 사방 이웃들의 고혈을 빠는 짓을 하면서 어쩌다가 기한 날짜를 어기면 
약(弱)하고 불쌍한 백성(百姓)들을 잡아다가 나무에 매달아 놓고는 수염도 뽑고 종아리도 
두들기게 되면, 온 고을에서 범과 이리라고 호칭하며 육친(六親)들도 원수처럼 미워하게 된
다. 이런 사람들은 재화를 구릉과 같이 얻는다 해도, 한 세대도 보존할 수 없게 된다. 그것
은 반드시 그 자손들에게 미치광이의 광증(狂症)이 있거나, 술을 좋아하고 여색(女色)을 좋
아하는 사람이 나와 그 재산을 뒤엎기 때문인 것이다. 하늘의 법망(法網)은 넓고 넓어서 성
긴 듯하여도 빠뜨리지 않으니 매우 두려운 일이다.134)

그렇다고 파잎처럼 부드러운 손을 가지고서 논을 맨다고 잘 되지도 않
을 것이고 양반 체면에 앞서 장사나 이자놀이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경계의 말을 한다.

그러므로 생활의 수단으로는 원포(園圃)와 목축(牧畜)만한 것이 없다. 그리고 연못이나 
못을 파서 물고기도 길러야 한다. 문 앞의 가장 비옥한 밭을 10여 두둑으로 구획하여 사방
을 반듯하고 똑 고르게 만들고 사계절에 채소를 심어 집에서 먹을 분량을 공급해야 한다. 
그리고 집 뒤꼍의 공한지에는 진귀하고 맛좋은 과일나무를 많이 심고, 그 가운데에는 조그
마한 정자(亭子)를 세워 맑은 운치가 풍기게 하고 겸하여 도둑을 지키는 데 이용도 한다. 
그리고 먹고 남은 여분은 비 온 뒤마다 바랜 잎은 따내고 먼저 익은 것을 가려서 저자에 
내다 팔고 혹 월등하게 크거나 탐스러운 것이 있으면 각별히 편지를 써서 가까운 벗이나 
이웃 노인에게 보내어 진귀하고 색다른 것을 맛보게 한다면 이것도 후한 뜻이리라. 또 흙
을 잘 손질하여 여러 가지 약초를 심는데, 제니(薺苨)ㆍ자려(茈䓞 자초(紫草)의 별칭)ㆍ산서
여(山薯蕷) 등속과 같은 것을 토질에 맞추어 구별하여 심고, 인삼만은 유독 쓰이는 방도가 
많으니 법(法)에 따라 재배하면 여러 이랑에 많이 심더라도 탈잡히지 않는다.135)

 

그리하여 나온 첫 번째 방편이 원포와 목축이다. 연못을 파서 물고기를 
기르고 밭을 구획하여 사계절 분량의 충분한 채소농사를 한다. 집안의 가
난을 면하자면 근검해야 함을 또한 간찰로 적어 보낸다.

정약용은 그의 박물학적 지식과 실제의 원포 경험을 살려 제자 윤윤경
에게 선비로서의 아취를 지키면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방안을 소상히 글
로 적어 전한다. 이어지는 내용에는 4~5백 주의 뽕나무 식재와 양잠을 적

134) 정약용, 「윤윤경에게 주는 말(爲尹輪卿贈言)」(정약용, 1934-1938; 1996h: 3-6; 
a281_385c ).
135) 정약용, 「윤윤경에게 주는 말(爲尹輪卿贈言)」(정약용, 1934-1938; 1996h: 3-6; 
a281_385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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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권하였다. 두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는 마늘과 파 농사를 강조하고 
있다. 삶을 이어가야하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도 집 공한지에 과일나무
를 많이 심고 그 가운데에 정자를 지어 맑은 운치가 풍기게 하라고 한다. 
도둑 경비용으로로 사용할 수 있으니 일거양득임을 짚어주었다. 실용에만 
매몰되지 않고 한가함도 향유하라고 한다. 일상만 살지 말고 가끔씩은 탈
일상도 해보라고 권유한다.

사암이라는 자호를 자신의 묘지명에 명기한 것과 두 아들에게 자신의 
글을 읽는 것이 제사 모시는 것보다 원하는 바라고 성토하는 데에서 정약
용은 어떻게든 원포를 경영하여 깨끗하게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어 훗날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파악된다.

4.3.2. 자존의 현현
18여년의 유배에서 처음 몇 년은 울분과 건강 악화로 힘들었지만 해배

될 때쯤에는 다산초당에서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정약용
의 글들이 상당하다. 정약용은 유배 초기의 패배감에서 벗어나 서서히 자
존감을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다산초당 거주 시절에 정원을 둘러싼 
아름다운 ‘경’을 선정하여 노래하여 시문으로 남겼다. 「다산사경」, 「다산팔
경」, 「다산십이경」 등 이러한 ‘경’의 선정은 장소에 대한 애정과 이를 통
해 자존의 회복과의 연관성을 엿볼 수 있도록 해준다.

‘경’의 선정 외에 보다 확실하고 직접적인 자존감의 회복과 자기존재의 
증명을 다산초당에 전해지는 ‘정석(丁石)’이라는 입석을 통해 엿볼 수 있
다. ‘정석’은 정약용이 글씨를 직접 쓰고 석수를 데려다 새기게 한 것이다. 
‘정석’이 「다산사경」의 하나인 것을 볼 때 정약용의 ‘정석’에 대한 애정을 
알 수 있다. ‘정석’의 의미는 ‘정약용의 바위’라는 뜻이다. 여기에서 나아
가 ‘다산초당의 주인은 정약용이다’라는 확장된 의미를 가진다. ‘정석’을 
새긴 바위는 어디서 구해온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그 장소에 있었던 것이
다. 엄밀히 말하면 ‘정석’의 주인은 자연인 것이다. 정원 소재로 쓰이는 자
연물 중에서 돌은 소재의 특성상 항구성면에서 으뜸가는 소재이다. 다산초
당은 시간에 의해 허물어져 복원을 거쳤지만 ‘정석’만은 그 자리에 그대로 
전해지고 있다. 각석도 여전히 뚜렷하다.(<그림 4-13> 참조)

돌에 글을 새기는 각석은 고대로부터 해오던 선인들의 풍류의 하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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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석’이라는 각자를 바위에 새김으로써 정약용은 유배로 인한 패배감
에서 벗어나 자존을 회복한 바를 증명하였고, 이후 각석 문화의 파생 효과
로써 다산초당은 그를 따르는 이들에 의해 한 시대를 선도하는 지식인의 
삶터라는 새로운 문화사적 의미를 획득하게 되었다. 

정약용에게 정원 생활은 긴수작의 삶을 한수작으로 풀어줘 다시금 긴수
작의 삶을 생산적으로 이끌어가게 해주는 윤활제이자 그 자체로 목적성과 
가치를 가지고 있었음을 『다산시문집』의 시문들과 570여권에 학문적 성과
로 미루어 알 수 있다. 「자찬묘지명」에 남긴 유일한 호 ‘사암’과 다산초당
에서의 570여권의 편저들은 ‘정석’과 함께 정약용의 바람대로 후세인들에
게 백성을 위해 힘써 노력했던 대학자이자 위대한 지성인이요 인간적 고
뇌를 승화한 정약용의 모습으로 기억되도록 하였다. 

‘정석’ 이외에 정약용이 다산초당 생활을 통해 자존의 현현을 표시한 바
는 그가 사용한 ‘다산주인(茶山主人)’이라는 필명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다
산초당의 원래 주인은 윤단이었다. 정약용의 해배 후에도 다산초당의 소유

그림 4-13. 다산초당 북서쪽 언덕에 위치한 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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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윤단의 아들인 윤규노와 윤규하 그리고 윤단의 손자인 윤종기·윤종벽·
윤종삼·윤종진(윤규노의 아들)과 윤종심·윤종두(윤규하의 아들) 등에게 있
었다. 그런데도 정약용은 ‘다산주인’이라는 필명을 사용하였던 것이다. 이
러한 행위의 타당성은 상당부분 윤씨가에서 다산초당으로 정약용을 모셔 
그들 자제의 교육을 맡긴 사실에서 비롯된다 하겠다. ‘다산주인’이라는 필
명을 통해서도 다산초당에서 이룬 학문적 성과 등을 통해 자존을 회복하
고 다산초당을 아끼고 사랑했던 정약용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다산초당의 ‘경’을 노래한 시들과 ‘정석’이 새겨진 바위 그
리고 ‘다산주인’이라고 스스로를 명명한 필명 등에서 정약용이 다산초당에
서의 생활에서 자존감을 회복하고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다산초당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4.3.3. 정원 경계의 심적·물적 확장
작정자에 의한 정원 경계의 확장은 주로 정원의 향유와 적극적으로 관

계 맺어진다. 정원에서의 향유는 홀로 또는 함께 행하는 방식으로 발현된
다. 혼자서 조용히 즐길 수도 있고 뜻 맞는 이들과 어울려 활달하게 체험
할 수도 있다. 공동 차원의 향유는 교유를 동반하게 되며 이는 보다 동적
인 풍류의 행태를 취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정약용의 경우 가상의 정원
과 현실 정원에서 교유의 대상은 벗이나 제자가 단연 많았다. 해배 후 여
유당에서의 정원 생활에서는 가족 및 족친과도 풍류가 그 이전에 비해 증
가하였다. 그는 내원(內園)에서는 시를 짓고 차를 마시며 연못을 바라보고 
원포를 거닐며 꽃을 키웠다. 외원(外園)에서는 단풍나무 아래서 술을 마시
기도 하고 달이 차오르면 밤 뱃놀이를 즐기고 호기롭게 산수 유람도 하였
다.

정약용은 정원 경계를 심리적 확장과 물리적 확장의 두 가지 방법을 구
사하여 정원을 운용하고 향유하였다. 먼저 심리적 확장은 그림을 이용한 
공간의 전이와 확대로 살펴볼 수 있다. 정약용은 가상의 정원을 다룬 「제
황상유인첩」과 「야새첩」에서 산수화를 그려 건물 외벽에 장식하라고 권유
했다. 다산초당의 동암에는 손수 산수화를 그려 붙였다. 다산초당에서 그
린 산수화는 고향 마현을 그리워하며 그린 그림이었다. 정약용은 동암에 
붙인 산수화를 통해 그림 속의 고향 마현으로 달려가 열수에서 배를 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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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세검정도(洗瞼亭圖)>. 정선(鄭敾 1676~1759). 영조24년(1748).
자료: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고 낚시도 하며 기나긴 유배의 고단함을 위무하였다. 이와 같이 건물 외벽
에 산수화를 장식하는 방법으로 정약용은 심리적으로 다함이 없는 정원 
경계의 확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이어서 정원 경계의 물리적 확장 방법을 살펴보자. 정원 경계의 물리적 
확장은 외원을 통해 그 규모와 향유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정약용의 외
원은 어느 정도의 물리적 거리일지 알아보았다. 세검정은 조선 시대 여름
철 선비들의 주요 피서지 중 하나였다. 정선이 그린 그림(<그림 4-14> 참
조)에서 세검정 위에 선비 서너 명이 앉아 북한산에서 흘러드는 세찬 물줄
기를 바라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세검정의 뛰어난 경치는 소나기가 쏟아질 때 폭포를 보는 것뿐이다...신해년(1791, 정조 
15) 여름에 나는 한혜보(韓徯甫) 등 여러 사람과 명례방(明禮坊)에 모였다. 술이 몇 순배 
돌자 뜨거운 열기가 찌는 듯 하더니 검은 구름이 갑자기 사방에서 일어나고, 마른 천둥소
리가 은은히 들렸다. 나는 술병을 차고 벌떡 일어나면서 말하기를, “이것은 폭우가 쏟아질 
징조이다. 제군들은 세검정에 가보지 않겠는가. 만약 가려고 하지 않는 자에게는 벌주(罰
酒) 열병을 한꺼번에 주겠다.”하니, 모두들, “이를 말인가.” 하였다. 

이리하여 마부를 재촉하여 나왔다. 창의문(彰義門)을 나서자 빗방울이 서너 개 떨어졌는
데 크기가 주먹만큼 하였다. 말을 달려 정자의 밑에 이르자 수문(水門) 좌우(左右)의 산골
짜기에서는 이미 물줄기가 암수의 고래(鯨鯢)가 물을 뿜어내는 듯하였고, 옷소매도 또한 빗
방울에 얼룩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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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에 올라 자리를 펴고 난간 앞에 앉아 있으려니, 수목은 이미 미친 듯이 흔들렸고 한기
(寒氣)가 뼈에 스며들었다. 이때에 비바람이 크게 일어나더니 산골 물이 갑자기 흘러내려 
눈 깜짝할 사이에 계곡은 메워지고 물 부딪치는 소리가 아주 요란하였다. 흘러내리는 모래
와 구르는 돌이 내리치는 물 속에 마구 쏟아져 내리면서, 물은 정자의 초석(楚石)을 할퀴고 
지나갔다. 그 형세는 웅장하고 소리는 맹렬하여 서까래와 난간이 진동하니 오들오들 떨려 
편안치가 못하였다. 내가 묻기를, “어떻소?” 하니, 모두 말하기를, “이루 말할 수 없이 좋
다.”고 했다.술과 안주를 가져오게 하고 익살스러운 농담을 하며 즐겼다. 조금 있자니 비도 
그치고 구름도 걷혔으며 산골 물도 점점 잔잔해졌다. 석양이 나무에 걸리니, 붉으락푸르락 
천태만상이었다. 서로를 베고 누워서 시를 읊조렸다.136) 

선천적으로 심미안을 타고났기 때문이기도 하겠고 후천적으로 독서에 
매진하여 중국 고사에 밝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는 자연의 진면목을 
꿰뚫어 보는 혜안을 가졌던 것이다. 정약용은 기후의 변화를 즉각적으로 
물상에 예민하게 적용하였다. 퇴근 후에 피곤도 하련만 자리를 박차고 일
어나 명례방에서 세검정까지 비를 뚫고 달린 이유는 세검정 시냇물의 빼
어남이 바로 소나기 직후였기에 그것을 보고자 함이 피곤함을 앞선 것이
다. 한양 명례방 시절 정약용에게 죽란원이 내원이었다면 세검정은 외원으
로 여겨졌던 것이다. 세검정 폭포 놀이는 풍류의 일상화이며 진정한 풍류
객의 모습이라 하겠다.

「제황상유인첩」의 유인도 달밤이면 시인 묵객들과 뱃놀이를 즐겼다. 배 
위에서 퉁소도 불고 거문고도 타면서 방죽을 3~4바퀴 돈 다음 술에 취해 
돌아온다고 하였다.137) 정약용에게 방죽은 확장된 정원의 한 부분이었고 
적극적인 체험의 장소로 향유되었다. 자연을 바라보는 것에서 나아가 직접 
체험함으로써 즐긴 것이다.

강진 다산초당 시기 1km남짓 떨어져 도보로 30분 정도면 닿았던 인근 
백련사는 그의 외원이었다. 백련사에 동백꽃이 지는 3월이면 붉은 봉우리
째 떨어지는 동백을 보았고 백련사에서 시원스레 펼쳐 보이는 강진만의 
경치는 가슴을 시원하게 툭 트이게 하였다. 지금도 해마다 봄이면 <그림 
4-15>에서와 같이 백련사 동백림은 동백꽃 봉우리로 붉게 물든다. 백련사

136) 정약용, 『다산시문집』 권14, 「유세검정기(游洗劍亭記)」(정약용, 1934-1938; 1996f: 
136-137)에 정약용의 격물치지 자세가 생동감 있게 묘사되어 있다.
137) "每月夜，攜詩豪墨客，泛舟，吹洞簫，彈小琴，繞隄行三四遍，醉而歸."(정약용, 1934
-1938; 1996f: 226; 2009a: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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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강진 백련사 동백림.

는 벗이자 제자였던 아암을 만나던 곳이었기에 더욱 정감 가는 장소였다. 
백련사에서 다산초당으로 오가는 길 인근에 위치한 야생차밭은 정약용의 
건강을 염려한 아암이 해마다 차를 따 만들어 주었던 곳이기에 그들의 인
연에 더욱 특별했던 곳이었다. 정약용은 다산초당을 둘러싼 빽빽한 수림에 
답답해지면 한밤에도 한달음에 백련사로 달려갔다고 술회했다.

정원 경계의 심적·물적 확장은 고향 마현 여유당에도 해당되었다. 복원
된 여유당(<그림 4-16> 참조)에서 느릿느릿 걸어도 5분이면 열수(현 한강)
가 환하게 펼쳐져 있다. 남한강과 북한강이 두물머리에서 합수되어 마현 
앞에서는 드넓은 호수처럼 한강이 흘러간다.(<그림 4-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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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남양주 여유당.

소내섬

그림 4-17. 남양주 다산생가 앞 공원에서 본 광주시 소내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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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물머리 다산생가 일대

그림 4-18. 운길산 수종사에서 본 두물머리와 다산생가 일대.

여유당에서 다산의 외원은 「밤에 누워서 무료하기에 장난삼아 절구 열 
수를 지어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다(夜臥無聊戲爲十絶以抒幽鬱)」에서 나타
난다.

수종산은 그 옛날 나의 정원으로 삼아
생각만 나면 훌쩍 가서 절 문에 당도했지
지금은 보니 문득 빼어난 죽순과도 같이
하늘 높이 우뚝 서 있어 아득하여 잡기 어렵네

水鍾山昔作吾園
意到翩然卽寺門
今視忽如抽竹筍
靑霄玉立杳難捫138)

마음의 거리가 가까우면 물리적 거리는 문제될 것이 없는가보다. 이 시
는 1831년 해거도위 홍현주가 마현으로 찾아와 수종사를 다닐 무렵이었는
데 자신은 늙어 따라갈 수 없던 어느 무료한 밤에 지어본 시다. 어릴 적 
놀며 공부하며 다니던 수종사는 그의 외원이자 심원(心園)이었던 것이다. 
마현 여유당에서 7.35km139) 떨어진 비탈이 심한 운길산 산중턱에 위치한
다. 수종사 아래 강변마을에서 걷기 시작해도 꼬박 1시간을 숨 가쁘게 올
라야 도착하는 곳이다. 운문산을 오르는 내내 잘 보이지 않았던 한강이 수
종사 경내에 들어서면 <그림 4-18>에서와 같이 시원하게 펼쳐진다. 이곳

138) 정약용, 「밤에 누워서 무료하기에 장난삼아 절구 열 수를 지어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
다(夜臥無聊戲爲十絶以抒幽鬱)」(정약용, 1934-1938; 1996c: 170; a281_127c)
139) NAVER 지도에서 길찾기를 이용하여 여유당에서 수종사까지 나온 거리를 이용하였
다.(검색일: 2019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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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마현 동네도 보인다. 여유당에서 출발하면 2시간 30분 넘게 걸어
야 도착하는 곳이다. 오고 가는데 만 5시간이 소요된다. 걷는 길이 좋아서 
소요(逍遙)하며 거닐 수 있었을 것이다. ‘생각만 하면 훌쩍 가있더라’는 시
구에서, 언제나 수종사를 그리워하고 있던 정약용을 보게 된다. 

4.3.4. 유불도를 아우른 은일(隱逸)의 구현

푸른 하늘 젖어든 바위벼랑이 
여기저기 틈새에 물이 새는데 
서늘한 초가 누각 들어앉아서 
그윽한 숲과 샘물 바라본다네 
바람 속의 덩굴은 얼굴 스치고 
바위틈 처진 가지 어깨를 치네 
시끄러운 세속이 매우 싫은데 
산을 살 돈이 없어 유감이라네 

石壁空靑潤
坐看花一枝
滄涼安草閣
窈窕領林泉
風蔓斜吹面
巖柯倒拍肩
喧卑頗自厭
只少買山錢140)

시끄러운 세속이 매우 싫지만 산을 살 돈이 없어 이씨처럼 산거생활을 
영위하지 못함에 속상한 마음이 느껴지는 시이다. 은일의 삶을 원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은일에 대한 추구는 조선시대 사대
부들에게 공통되는 문화 경향의 하나이다. 정약용도 그러한 경향과 궤를 
같이 하였던 것이다. 

「이씨의 숲 속 정자에서 벗들과 함께(李氏林亭同諸友)」는 정약용이 한
양에서 관직생활을 하던 1795년경에 지어진 작품으로, 그의 집은 오늘날 
명동성당이 자리한 명례방이었다. 명례방 집은 인근에 고관대작들의 집이 
많아 하루 종일 수레소리로 시끄러웠다. 이에 정약용은 그의 집 뜰 한편에 
진귀한 꽃과 과일나무들을 구해 화분에 심어놓고 그 주위에 대나무로 난
간을 둘러 감상하기를 즐겼다. 조회에서 물러 나와 그날의 고단함을 죽란
원 곁을 소요하며 달래기도 하였다. 

 
나의 집이 명례방(明禮坊)에 있었는데, 명례방에는 높은 벼슬아치와 세력 있는 집안들이 

많아 수레바퀴와 말발굽이 날마다 한길[衚衕]을 서로 달린다. 그런데 아침저녁으로 완상할 

140) 정약용, 「이씨의 숲 속 정자에서 벗들과 함께(李氏林亭同諸友)」(정약용, 1934-1938; 
1996a: 268; a281_03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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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한 연못이나 정원은 없었다. 그래서 우리집의 뜨락을 반 정도 할애하여 경계를 정하고, 
여러 꽃과 과일나무 중에서 좋은 것을 구하여 화분에 심어 그곳을 채웠다...(중략)...언제나 
조회(朝會)에서 물러 나와서는 건(巾)을 젖혀 쓰고 난간을 따라 걷기도 하고, 혹은 달 아래
서 술을 마시고 시를 지으니, 고요한 산림(山林)과 원포(園圃)의 정취가 있어서 수레바퀴의 
시끄러운 소음을 거의 잊어버렸다.141)

이 작은 뜰에서 정약용은 고요한 산림과 원포의 정취를 느끼며 시끄러
운 도시의 수레바퀴 소음을 잊었다고 했다. 정약용의 죽란원은 비록 분재 
몇 십 분으로 이루어진 작은 정원이었지만 그가 상상하는 만큼의 정원이 
되어주고 산림이 되어주어 그 속에서 은일의 삶을 추구할 수 있었다.

다산초당 시절 정약용이 선정한 다산초당의 대표 ‘경’ 네 가지 중의 하
나가 ‘정석’이라는 각석된 입석이다. 정약용은 ‘정석’을 선정하면서 ‘정씨 
사람 중에 신선이 된 사람이 많으며, 그 신선들이 학으로 변해 바위로 날
아와 앉았다’는 중국 고사를 빌어 와 그 의미를 확장 심화시켰다. 이에 대
한 해석은 다산초당으로 거처를 옮기기 전에 지은 「제황상유인첩」에서 집 
뒤 소나무 아래 한 쌍의 학이 있음을 서술한 부분과 함께 논의될 수 있다. 
「제황상유인첩」이 유자가 은일의 삶을 추구하는 주거환경을 다룬 글임을 
볼 때 여기서 「제황상유인첩」과 다산초당에서 유자는 정약용으로 치환가
능하고 학은 신선의 왕림으로 해석 가능하며 ‘정석’은 학이 앉는 신성한 
바위이니 다산초당이 곧 신선의 세계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정약용은 다산
초당에서의 삶을 이렇듯 신선의 삶으로 자부하였던 것이다. 이곳에서 그는 
570여권의 대작을 편술하며 유학자로서의 삶을 충실히 이행했는데 스스로
를 은일한 삶을 사는 유자로 간주하였고 더 나아가 다산초당을 선계의 구
현으로 인식하였던 것이다.

해배 후 5년이 흐른 1823년에 정약용은 젊은 시절부터 꿈꾸었던 ‘물 
위에 뜬 집’ 즉 부가범택(浮家汎宅)을 짓고 한강(<그림 4-19> 및 <그림 
4-20> 참조)을 오르내리며 지냈다. 그는 배 위에서 낚시로 소일하며 자연
과 하나 되어 사는 기쁨을 맛보았다. 정약용이 살던 시기보다 100여 년 
앞서 마현과 족자섬을 그린 정선의 <독백탄>142)에서 정약용의 부가범택과 

141) 정약용, 「죽란화목기(竹欄花木記)」(정약용, 1934-1938; 1996f: 149-150; a281_299b 
)에서 현실 속 작은 화분정원을 원림으로 확장시켜 감상했다.
142) 현재는 쓰이지 않는 독백탄이라는 지명은 오늘날의 족자섬을 일컫는다. 겸재 정선의 
스승 삼연(三淵) 김창흡(金昌翕, 1653~1722)의 「단구일기」에서 독백탄과 족자섬이 동일 지



- 123 -

족자섬
마현

그림 4-19. <독백탄(獨柏灘)>. 정선(鄭敾 1676∼1759). 영조17년(1741).
자료: 간송미술관 소장. 한국데이터진흥원 제공.

마현

족자섬

그림 4-20. 남양주 두물머리에서 본 족자섬과 그 뒤편 마현 전경.

명임을 밝히고 있다. 한강 남쪽 광주 귀여리 일대에서 정약용의 고향 마현 일대를 조망한 
경관이 그려져 있다. 그림에는 실제 조망되는 경관보다 많은 부분이 축약되어 조화롭게 구
사되었다.(최완수, 2004: 192-19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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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삶의 모습을 유추해볼 수 있다.
수종사가 자기의 정원이었으니 집 앞 한강은 당연히 그의 정원이었을 

것이다. 부가범택의 생활은 일상과 탈일상을 겸할 수 있는 은일지처(隱逸
之處)로 볼 수 있다. 한 집안의 어른으로서의 유교 운리에 따르는 가족 구
성원의 책무를 이행해야 할 때는 쏜살같이 배를 달려 집으로 가면 되었을 
것이고 한가할 때는 도가의 신선마냥 바람에 이는 물결을 타며 은일의 삶
을 살 수 있었을 것이다.

정원은 정원 조영자의 인문학적 지성과 예술적 감성이 그가 처한 정치
적·경제적 사회적 제반 상황에 맞추어 조영됨으로써 한 개인의 면모가 총
체적으로 반영되곤 한다. 꽃 가꾸기를 좋아하고 채소 키우기를 좋아했던 
정약용은 그의 일생에 거쳐 그가 거주한 주거지에서 정원을 새로이 조영
하거나 기존의 정원을 가꾸며 정원 생활을 이어온 인물이다. 정원에서의 
생활을 일상적으로 향유해왔던 그인 만큼 정약용의 정원에는 그의 어린 
시절부터 관직에 몸 담았던 시기와 강진에서의 18년의 유배 시기와 해배 
후 시기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정약용의 변모가 반영되어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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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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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산 정약용의 정원이 표면적인 면에서 조선 후기의 여타 정
원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지만 그 이면에 내재화된 차별성이 함축되
어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그 내재된 의미를 찾아보고자 집중하였다. 이
에 본 연구는 조선 후기 사대부의 정원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정약용
이 처한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고, 정약용의 정원 생활에 영향을 미쳤을 것
으로 추정되는 그의 삶을 그를 둘러싼 인물과 그의 편저들 그리고 그가 
거쳐 간 유적들을 통해 다면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약용의 가
상 정원 4곳과 현실 정원 3곳을 대상으로 관련 문헌의 고찰과 현장답사를 
통한 검증을 통하여 정원 생활의 전반적인 양상과 구체적인 미적 실천을 
파악하여 최종적으로 정약용의 정원관을 고찰하였다.

첫째, 조선 후기 사대부의 정원 문화를 이해하기 위하여 18·19세기 조
선 사회의 정치·경제·문화를 통해 시대상을 고찰하고, 조선 후기 사대부의 
정원 문화를 분석하여, 사대부들에게 있어서 정원 생활의 의미를 파악하였
다. 정약용이 살았던 18·19세기의 조선 사회는 정치적으로 당쟁의 폐해가 
만연하고 세도정치의 영향으로 정치가 불안하였던 시기였다. 경제적으로 
농업과 상업 및 무역의 발달로 사대부와 서민의 문화가 발달한 반면, 농업
의 발달은 농촌 인구가 고향을 떠나 유민으로 전락하고 한양의 인구 밀도 
상승에 일조하였으며, 상업의 발달은 상공인층의 사회적 성장과 농민분화
를 촉진시켜 종래의 신분질서가 와해되는 데 영향을 주었다. 문화적으로는 
청나라를 통해 전해진 양명학·고증학·천주학 등의 서학에 대한 관심이 증
가되었고 청나라의 발달된 문화를 본받자는 북학운동이 일어났다. 대청 무
역의 증가로 청나라의 문화 수입이 활발한 가운데 사대부들은 아름다움을 
그 자체로 대하게 되는 미의식의 변화와 일상적 신변잡사를 문학의 소재
로 삼는 풍조를 수용하였다. 이를 통해 조선 후기 사대부들은 꽃과 나무를 
사랑하고 일상에서 정원 가꾸기를 애호하여 정원을 조영하기를 원하였으며 
정원을 조영할 상황이 여의치 않은 이들은 가상의 정원을 다룬 글이나 그
림을 통해 정원 문화를 향유하였다. 활발한 정원 문화 속에서 사대부들은 
치열했던 당쟁의 여파로부터 외부의 의심을 벗어나 활동할 수 있는 장소로 
정원을 자주 이용하였고, 그들에게 정원 생활은 긴수작으로서의 팽팽한 삶
을 한수작으로 느슨하게 풀어주어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게 해주었으며 도
시에 거주하면서도 은일의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매개체로 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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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정약용의 인물 관계와 학문과 사상 및 유배와 출사에 대한 의지 
그리고 거주하고 유람하였던 장소들을 고찰하여 정약용의 정원관 형성에 
영향 끼친 삶의 이력을 파악하였다. 정약용은 두 아들을 통해 자신의 학문
이 계승되어 후세에라도 자신의 학문적 성취가 인정받기를 원하였다. 가장
으로서 지니는 가정 경제의 책임감과 부담을 근검의 강조와 실용 지식의 
생활화로 해결책을 도모하였다. 정조는 당대 최고 수준의 정원 문화를 제
공하여 정약용의 안목을 높여주었다. 벗과 제자들은 그의 학문적 성취를 
도와주고 정원 생활의 풍류를 함께 즐겼다. 정약용이 선정한 예인 3명 최
치원과 이규보 그리고 진정국사는 불교가 국교인 사회에서 유불도에 해박
하고 그것을 포용하였으며 선사상의 생활화와 일상적 소재의 문장에서의 
천연스러운 사용을 구사하였다. 정약용은 이황과 이익의 학문을 사숙하고 
조선 후기 실학자들과의 교유를 통해 실학과 생태 그리고 상생의 사상을 
형성하였다. 그는 18여년의 유배에서 생명의 위협을 언제나 인지하였으며 
몇 차례의 해배의 기회가 좌절되는 와중에도 출사의 의지를 포기할 수 없
었다. 정약용이 거주하고 유람했던 고향 마현, 한양의 궁원, 강진의 정원
과 조선팔도의 명승지의 아름다운 산수는 자기 성찰과 심미성의 확장으로
의 철학적이고 감성적인 인식을 제공하였다.

셋째, 정약용의 가상 정원 4곳과 현실 정원 3곳을 대상으로 정원 생활
의 양상을 분석하고 미적 실천을 고찰하여 정원관을 파악하였다. 가상 정
원은 제작시기와 수신자가 분명한 「제황상유인첩」을 분석의 주된 대상으
로 하여 「야새첩」, 「잡언송철선환」, 「미원은사가」를 보완하여 살펴보았다. 
현실 정원은 10년 이상 거주하며 적극적으로 정원을 조영하고 향유하였던 
곳으로서 강진 다산초당을 중심으로 하여 한양 죽란원과 광주(남양주) 여
유당을 분석의 대상으로 다루었다. 정원 생활의 양상을 분석한 결과, 정원
을 포함한 주거지는 배산임수에 남면하여 입지하였고 생활과 여가를 겸하
는 곳으로 사용되었다. 정원 생활에 구현된 미적 실천은 정원 요소의 실용
적 운용과 감각적 조화 구현, 차와 꽃에 대한 벽의 표출, 경의 선정을 통
한 자기존재의 피력, 회화를 활용한 공간 이동의 와유 실현, 정원 요소와 
교유로 나타낸 유불도의 통섭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이상을 통해 정약용
은 생계형 자급자족의 실용에 더해진 일상미의 조화, 자존의 현현, 정원 
경계의 심적·물적 확장, 유불도를 아우른 은일의 구현을 통해 표리부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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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선 통섭의 이상향으로서의 정원관을 추구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하여 정약용이 정원 생활에서 추구한 표면적 양

상과 내재된 의미를 포괄한 총체적 정원관의 형성 요인과 성격을 해석하
고 정원 생활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약용의 정원관에 영향 미친 형성 요인으로 조선 후기 사대부의 정원 
문화와 정약용의 삶의 이력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조선 후기 사대부의 
정원 문화는 정약용에게도 영향을 미쳐 그 또한 일상의 미를 있는 그대로
의 모습으로 수용하였고 정원 가꾸기를 즐겼다. 둘째, 정약용의 삶의 이력
에서 그의 친족은 정약용으로 하여금 자유롭게 자신의 사상과 삶의 소망
을 나타낼 수 없도록 하는 구속이자, 유배라는 장애를 초월하여 570여권
의 저술과 편찬을 통해 위대한 학자로 우뚝 서게끔 이끈 해방의 기수로 
작용하였다. 유배 이후의 정약용의 학문적 성취 뒤에는 자의 및 타의에 의
한 지속된 출사의 의지가 작용하였다. 그러나 출사를 위해서는 성리학적 
유교를 국교로 삼은 조선 후기의 집권층 문화라는 시대적 제약을 감내해
야하는 한계를 동반했기에 정약용은 유불도를 아우르는 자신의 사상과 포
부를 솔직하게 표현할 수 없었다. 정약용의 사상적 배경으로서의 원시 유
학과 실학은 실용적인 정원 조영으로 적극적으로 구현되었으며 정조와의 
교유와 거주하고 유람하였던 조선 팔도의 장소들은 정원 생활의 미적 안
목을 고양시켜 주었다.

정약용의 정원관에 나타난 성격으로는 표리부동을 넘어선 통섭의 이상
향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그는 유불도에 대한 선호나 꽃과 차에 대한 지
나칠 정도의 애호 등 표면적으로 드러내었을 때 위험이 따르거나 출사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고 추정되는 내용들을 정원에 노골적으로 가시화하
지 않았다. 대신에 정원 소재의 다층적 상징 구사를 통한 내재화와 교유 
인물의 다양화 그리고 『다산시문집』에 누락되거나 배제한 글들에서 그가 
선호하는 바를 조심스럽지만 지속적으로 나타내었다. 환갑을 맞아 저술한 
「자찬묘지명」에서 정약용은 ‘사암’이라는 단 하나의 자호를 내세웠는데 후세
에라도 자신의 학문적 성취를 비롯한 인간으로서의 총체적인 면모가 올바
르게 평가되기를 희망했기 때문이었다. 정약용은 그의 정원에서 실용을 추
구하되 감성적 미를 항상 동반하였으며, 차와 꽃을 열정적으로 좋아하였
고, 애정 가는 대상에게 ‘경’을 설정하여 기억되기를 원했으며, 건물 외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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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회화를 장식하여 와유의 방법으로 즉각적인 공간이동을 추구하기도 하
였다. 유불도를 동시에 상징하는 정원 요소를 활용하였고 스님과의 교유로 
다도와 선사상을 향유하는 등 유불도의 통섭을 실천하였다. 결국 정약용은 
그의 정원에 유불도와 꽃과 차 등 그가 선호하는 바를 모두 포용하였다. 
표면적으로 제시하되 구태여 그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지는 않는 방법으로 
자신이 원하였던 것을 정원에 담아내고 향유하였던 것이다.

정약용에게 정원 생활의 의미는 일상생활 속에서 철리(哲理)를 깨치고 
자기 성찰을 통해 인격적 연마를 하며 18년간의 유배기의 고통을 학문으
로 승화시키는 등 유학자이자 가장으로서의 긴수작의 삶과 예인이자 생활
인으로서의 한수작의 삶을 넘나드는 생산과 유식의 공간으로 작용하였음
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가시화와 내면화의 미적 실천을 통해 자존감의 재정
립도 할 수 있었다.

조선 후기의 대표적 실학자이자 위대한 사상가였고 뛰어난 예술가였던 
정약용은 거주하는 곳마다 적극적으로 정원을 조영하여 향유하고자 하였
던 대표적인 정원애호가의 한 사람이었다. 그는 유배기 이후 정원을 조영
할 상황이 여의치 않자 상상의 정원을 시문으로 지어 정원 문화를 향유하
기도 하였다. 그가 실제로 조영한 다산초당원은 현존하는 소수의 조선 시
대 정원 유적 중 하나이다. 이러한 정약용의 정원 생활에 대한 연구는 정
치·경제·문화·사상을 아우르는 조선 후기의 시대상을 이해하는 매개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정약용의 정원 생활을 다룬 기존의 연구는 그 배경
사상에 있어 실학사상과 원시유학을 중심으로 하여 정원 조영 및 향유의  
표면적 양상을 다루는 경우가 주를 이루었다. 이는 정약용이 자체 검열하
여 수록한 문헌자료의 대부분이 당대 집권층의 유교 사회에 수용 가능한 
내용으로 취사선택되어 불교와 도교에 대한 선호가 나타나거나 벽이 표출
된 글의 다수가 배제되고 내면화되었다는 점과 이렇게 내면화된 문헌자료
가 방대하다는 데 그 주된 이유가 있다 하겠다. 그리고 현존하는 유일한 
정약용의 정원 유적인 다산초당원이 시대의 고락과 함께 훼손되고 변형되
어 원형 파악이 어렵다는 점 또한 정약용의 정원 생활에 내재된 의미를 
읽어내기 어렵게 만든 이유로 작용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정약용의 정원 생활에 사상적 배경으로 다루어진 기
존의 실학과 원시유학을 포함하여 유불도를 아우르는 사상의 통섭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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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관을 살펴보았다는 점과 정원 생활의 표면적 양상에 대한 연구가 다
수를 이루는 가운데 그 이면의 내재화된 의미를 더하여 포괄적으로 분석
을 시도하여 총체적 정원관을 고찰하였다는 점에 있다. 그 결과 정약용은 
기존의 유교 사회에 수용 가능한 부분으로 정원 생활을 표면화한 반면에 
그 이면에 정원 요소의 상징성과 교유 관계의 다양화를 통해 표리부동을 
넘어선 통섭의 이상향으로서의 정원관을 추구하였다. 또한 이상의 연구 결
과가 현존하는 소수의 조선 시대 정원 유적 중 하나인 다산초당원의 향후 
복원에 참고자료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논문을 진행하면서 자료의 방대함을 따라잡기 어려웠고 기존 국역본을 
주로 사용함으로써 오는 자유로운 이해와 해석의 어려움이 있었다. 정약용
이 선정하여 수록한 『여유당전서』의 내용과 상반되는 그의 글들이 일부 
공개되고 있으나 그 수가 적어 이 또한 연구의 한계로 작용하였다. 정약용
의 글 이외에 정약용을 다룬 교유 인물들의 글을 통해 정약용의 전모를 
이해하는 부분이 적게 다루어진 점도 향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정약용의 표리부동성과 유불도의 통섭을 정원 생활을 대
상으로 하여 살펴본 최초의 시도이기에 내용의 치밀성에서 부족함이 존재
하며 일부 내용의 비약적 전개로 다소 거친 면을 띄고 있음을 밝힌다. 이
상의 한계가 해석의 자유로움이라는 마중물이 되어 후속 연구에서 보완되
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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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san (茶山) Jeong Yak-Yong (丁若鏞, 1762-1836) was a 
representative scholar, great thinker, and outstanding artist in 
the late Joseon Dynasty. He was one of the leading garden lovers 
who constructed and enjoyed gardens wherever he lived. When it 
was difficult to prepare the garden after the exile period, the 
imaginary garden (意園) was built as a poet to enjoy the garden 
culture. Dasanchodangwon (茶山草堂園), which he actually 
designed, is one of the few remaining Joseon Dynasty garden 
remains. The study of Jeong Yak-Yong's garden life has an 
important meaning as a medium to understand the age of the 
late Joseon Dynasty including politics, economy, culture, and 
thought.

The previous study on Jeong Yak-Yong's garden life mainly 
focused on the surface area aspects of gardening and flavoring, 
focusing on the thought of Silhak (practical learning) and 
Primary Confucianism in its background. This is mainly due to 
the fact that most of the literature collected by Jeong Yak-Yo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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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censorship was selected to be acceptable to the Confucian 
society of the ruling class of the day, and many texts containing 
preferences for Buddhism and Taoism appear, or many of the 
excessive attachment have been excluded and internalized. There 
is a major reason that the internalized documentary data like 
this is vast. And the fact that Dasanchodangwon, the only garden 
relic of Jeong Yak-Yong in existence, was damaged and deformed 
along with the period of the time, making it difficult to grasp the 
original form also served as a reason for making it difficult to 
read the meaning inherent in Jeong Yak-Yong's garden life.

This study focuses on the intrinsic meaning of Jeong 
Yak-Yong's gardens. The study carried on under the assumption 
that it seems no difference in the surface of between other 
gardens in the late Joseon period and Jeong Yak-Yong's garden 
but there is the inherent differentiation implied behind th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background of Jeong 
Yak-Yong's life through understanding of the garden culture of 
the late Joseon Dynasty and to understand his life which is 
presumed to have influenced Jeong Yak-Yong's garden life 
through the characters surrounding him, I would like to 
understand them in a multifaceted way. Based on this, this study 
analyzed the general aspects of garden life and concrete 
aesthetic practice through reviewing relevant literature and field 
trips to four virtual and three realistic gardens of Jeong 
Yak-Yong.

First, to understand the garden cultures of the late Joseon 
Dynasty, this study examines the age of the Joseon Dynasty 
through the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aspects of the 
Joseon dynasty in the 18th and 19th centuries, analyzes the 
garden culture of the late Joseon Dynasty, This study analyzed 
the garden culture of the Sadaebu (scholar-gentry class) in late 
Joseon, and grasped the meaning of garden life for the Sadaebu. 
The Joseon society of the 18th and 19th centuries when Jeong 
Yak-Yong lived was at a time when the evils of partisan str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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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ailed and politics became unstable due to the influence of 
secular politics. Economically, the development of agriculture, 
commerce, and trade led to the development of the culture of  
the Sadaebu and the common people, while demilitarization of 
the class order by farmers' democratization, the rise of the 
population density of Hanyang, the growth of the merchants, and 
the division of the peasants was carried out. Culturally, while 
cultural imports of the Qing Dynasty were active, the Sadaebu 
embraced the changes of aesthetic consciousness that led to 
beauty in itself and the tendency to use everyday personal affairs 
as the subject of literature.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e 
Sadaebu loved flowers and trees, and they liked gardening in 
everyday life and wanted to construct the garden. Those who 
could not afford the garden enjoyed the garden culture through 
writings and paintings about imaginary gardens. In an active 
garden culture, the Sadaebu often used the garden as a place 
where they could move beyond suspicion from the aftermath of 
the fierce partisan strife. For them, garden life has loosened the 
tension of Ginsujak (緊酬酌)'s life with Hansujak (閒酬酌), which 
allowed them to escape from the complex daily life and acted as 
a medium for living the city and enabling the reclusive life.

Secondly, this study grasped the  Jeong Yak-Yong's history of 
life that influenced the formation of his garden view by 
examining his personal relationship, academic and thought, exile 
and his willingness to go to business. Jeong Yak-Yong wanted to 
succeed his studies through his two sons so that his academic 
achievements could be recognized even in the future. He sought 
a solution on the responsibility and burden of the domestic 
economy as the head of household by emphasizing the industry 
and thrift and by making the living of practical knowledge. King 
Jeongjo (正祖) enhanced Jeong Yak-Yong's discernment by 
providing the highest level of garden culture of his time. Friends 
and disciples helped his academic achievement and enjoye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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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te of garden life. The three artists selected by Jeong 
Yak-Yong, Choi Chi-Won (崔致遠), Lee Gyu-Bo (李奎報) and Monk 
Jinjeong-Guksa (眞靜國師), were knowledgeable about and 
embraced in Yubuldo (Confucianism, Buddhism, Taoism) in a 
society where Buddhism was the state religion. They made the 
life of the Zen thought and naturally practiced the use of 
everyday materials in sentences. Jeong Yak-Yong was an admirer 
of the studies of Yi Hwang (李滉) and Yi Ik (李瀷). He formed the 
Silhak Idea, Ecological Thought, and Coexistence's ideas through 
his interaction with real scholars in the late Joseon Dynasty. He 
was always aware of the threat of life in the 18 years of exile 
and was unable to give up the will to enter government service 
again while the opportunity to be released from several exiles 
was frustrated. The beautiful landscape of the hometown 
Mahyeon, palace gardens in Hanyang, gardens in Gangjin and 
famous scenic spots in Joseon, where Jeong Yak-Yong lived and 
enjoyed, provided philosophical and emotional awareness with 
self-reflection and extension of aesthetic sensibility.

Thirdly, this study analyzed the aspects of garden life and 
examined aesthetic practice in four virtual and real gardens of 
Jeong Yak-Yong to identify his garden view. The imaginary 
garden was analysed the ｢Jaehwangsangyuincheop (題黃裳幽人帖)｣ 
as the main object and supplemented with 「Yasaecheop (埜僿帖)」, 
「Japeonsongcheolseonhwan (雜言送鐵船還)」 and 「Miwonsaga (薇源隱
士歌)」. The real garden centers on Gangjin Dasanchodang (茶山草
堂) and deals with Jukranwon (竹欄園) in Hanyang and Yeopdang 
(與猶堂) in Gwangju. Residential areas, including gardens, has 
mountains behind it and water in front of it. The residence was 
used as a place to combine life and leisure. The aesthetic 
practice embodied in garden life could be looked at through the 
practical operation of garden elements and the realization of 
sensory harmony, the expression of the excessive attachment for 
tea and flowers, the expression of self existence through the 
selection of the scenery, the realization of the Wayu (臥遊)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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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 movement using painting, and the coherence of Yubuldo 
with garden elements and social intercourse. Through the above, 
Jeong Yak-Yong pursued a garden view as an utopia of 
consilience (通涉) beyond different from the outside on the 
harmony of everyday beauty added to the practical use of 
living-system self-sufficiency, the manifestation of self-esteem, 
the mental and physical expansion of the garden boundary, and 
the realization of reclusiveness (隱逸) encompassing Yubuldo.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Jeong 
Yak-Yong's gardening factors are as follows. As a result of the 
influence of the acceptance of everyday beauty and the affection 
of the courtesy of gardening and he internalized the preference 
for Yubuldo under the Confucian culture of the ruling class for 
entering government service again by self-interest and others  
after the exile. The character of the garden view could be 
interpreted as an utopia of consilience beyond duplicity (表裏不
同). The meaning of garden life was found in the reestablishment 
of self-esteem through the achievement of the sublimation of 
pain by exile into academic achievement and aesthetic practice, 
as it passed through the long exile life as a Confucian scholar 
and head of family, and the life of Hansujak as an illustrator and 
a living person through the garden life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Jeong Yak-Yong's 
garden view by grasping the inherent meaning of garden life and 
the consilience of thought encompassing Yubuldo.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a reference material for future 
restoration of Dasanchodangwon, which is one of the few 
remaining ruins of Joseon dynasty.

Keywords : Duplicity, Consilience, Reclusiveness, 
            Ginsujak and Hansujak, Imaginary Garden, 
            Dasanchodang
Student Number : 2009-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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