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경산수화로 잘 알려진 정선의 그림에는 우리 민족과 자연을 사랑했던 그의 마음이 오롯이 담겨 있

다. 정선은 우리 땅을 우리 방식으로 그린 최초의 화가이다. 그는 중국의 미술 교본을 보며 홀로 그림

을 배워 나가며 더욱 절실하게 조선의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다. 우리 땅 구석구석을 누비며 금강산도 

세 번이나 오르내리며 아름다운 우리 산수를 가슴에 담고 손으로 쏟아 냈다. 이 책에는 84세까지도 

시들지 않았던 정선의 조선 그림에 대한 열망이 흥미진진하게 펼쳐져 있다.

겸재 정선, 

조선의 산수를 그리다

최석조 글｜조승연 그림 | 160쪽

<조선을 그린 우정>

초등학교 4학년 미술 교과서 12단원 40쪽 연관

초등학교 5학년 미술 교과서 6단원 20쪽 연관

⊙ 〈금강전도〉로 대표되는 진경산수화가 어떤 그림인지 알아보자. 

⊙ 남종화와 북종화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자.

⊙ 우리 문화재의 멋과 아름다움을 느껴 보자. 

⊙ 〈인왕제색도〉를 보며 친구와의 우정을 떠올려 보자. 

28 29

저학년
중학년

(   학습 목표  )

우리 땅을 우리 방식으로 그리고자 했던 정선은 우리 땅의 아름다움을 직접 보고 느끼며 

그림으로 담아 냈다. 중국 그림을 따라가기보다는 조선의 그림을 그리고자 했던 정선은 새

로운 산수화가 필요했다. 그는 중국에서 전해진 남종화와 북종화의 화풍을 넘어서서 우리

만의 진경산수화의 세계를 창조했다. 우리 것을 사랑했던 정선의 마음은 그림으로 고스란

히 전해진다. 



(  독전 활동 )

1. 진경산수화가 무엇인지 공부해 보자.

→ 산수화는 어떤 것을 그린 그림을 말하는지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그중 정선의 진경산수

화가 보여 주는 특징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 진경산수화와 더불어 인물화, 풍속화, 화조화, 영모화, 기명절지화가 어떤 그림인지 알아

보자.

2. 남종화와 북종화의 특징을 찾아보자.

→ 두 화풍의 대표작을 검색하여 나란히 두고 색과 붓질을 보면서 그 특징을 정리해 보자.

→ 화가의 마음을 중요시했던 남종화와, 화려한 색과 능숙한 표현을 중시했던 북종화의 차

이점을 확인해 보고, 느낀 점을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자.

3. 내가 살고 있는 동네를 둘러보자. 

→ 정선은 우리 자연의 모습을 그리고 싶어 했다. 책을 읽기 전 내가 사는 동네에 대해 생각

해  보자. 공원이나 산책로, 뒷산 혹은 나만이 알고 있는 비밀 장소도 떠올려 보자. 그곳이 소

중하거나 아름답게 느껴지는 이유를 생각해 보고 사진을 찍어 보거나 스케치를 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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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가 아니라면 내가 가 본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곳을 떠올려 보자. 인터넷으로 자료 

사진을 찾거나 여행했던 사진을 들여다보며 우리 자연의 아름다움을 생각해 보자. 



(  독후 활동 )

1. 나만의 화첩 만들어 보기

→ 책을 읽기 전 떠올려 보았던 우리 동네, 우리나라의 모습을 기

억하며 나만의 화첩을 만들어 보자.  

→ 기다란 종이를 엽서 크기 정도의 면으로 병풍처럼 접어 대략 

8~10면 정도의 수첩으로 만든다. 좋아하는 곳과 추억이 어린 곳

을 사진으로 붙이거나 그림으로 그려 보자. 그리고 이름과 위치, 

좋아하는 까닭, 추억할 만한 이야기를 기록하여 나만의 화첩을 

완성한다. 

2. 우리 문화재 그려 보기

→ 내가 알고 있는 우리 문화재에 대해 생각해 보고 이를 그림으

로 그려 보자. 박물관이나 사적지를 방문하여 그려 보면 더욱 좋

을 것이다. 보이는 그대로를 그려도 좋고, 그 시대를 떠올리며 상

상을 더해 그려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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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음의 친구에게 그림 편지 써 보기 

→ 정선은 평생의 벗이었던 이병연의 병을 염려하여 그를 생각하면서 〈인왕제색도〉를 그렸

다. 평생을 의지하며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 준 친구의 병환을 걱정하면서 걸작을 완성한 것

이다. 소중한 친구를 생각하며 친구에게 보내는 그림 편지를 써 보자.

<인왕제색도>, 175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