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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주 영
맛그림미술교육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예술학과에서 미술사, 미학, 예술경영을 배우고 오하이오 주립 대학(The Ohio State University)

에서 미술교육으로 석사(MA)를 받았다. 수년간 디자인 전문지 기자로 근무하면서 디자인과 예술에 관한 다양한 저술을 

하였고, 서울디자인페스티벌, 디자인코리아 등 다수의 국제 디자인 전시를 기획, 연출하였다. 현재는 디자이너, 예술가, 

그리고 미술교육에 대한 저술 활동 및 강연을 하며 ‘맛그림미술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뒤에야  

 

고요히 앉아 본 뒤에야 

평상시의 마음이 경박했음을 알았네. 

침묵을 지킨 뒤에야 

지난날의 언어가 소란스러웠음을 알았네. 

일을 돌아본 뒤에야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냈음을 알았네. 

문을 닫아건 뒤에야 

앞서의 사귐이 지나쳤음을 알았네. 

욕심을 줄인 뒤에야 

이전의 잘못이 많았음을 알았네. 

마음을 쏟은 뒤에야 

평소의 마음씀이 각박했음을 알았네. 

 

然後 

靜坐 然後知 平日之氣浮 

守黙 然後知 平日之言燥 

省事 然後知 平日之費閒 

閉戶 然後知 平日之交濫  

寡慾 然後知 平日之病多 

近情 然後知 平日之念刻

(*출처: 『사랑하라 한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류시화)

이 시는 중국 명나라 말기의 은둔 문인이었던 진계유  

(陳繼儒, 1558~1639)의 시 <뒤에야(然後)>입니다. 그는 지

금의 상하이 지역 송강부(松江府) 화정(華亭) 출신으로 자

는 중순(仲醇)이고, 호는 미공(眉公) 또는 미공(麋公)입니

다. 그가 살던 당시는 과거(科擧) 시험을 통해 입신양명(立

身揚名)을 꿈꾸던 시대로, 시(詩), 문(文), 서(書), 화(畵)에 

재주가 있는 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과거 공부에 매달리

던 시절이었지요.

그 역시 어려서부터 총명함을 인정받았고 21세 이른 나

이에 이미 학궁(學宮)에 입학한 제생(諸生)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향시(鄕試)에서 계속 떨어지더랍니

다. 아마도 말기로 접어든 명나라의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

가 있었겠지요. 어느 시대나 재주와 능력을 뛰어넘는 술수

와 비리는 존재하니까요.

Artist Essay 아티스트 에세이 (4)

명나라의 천재 출판편집인, 진계유가 닫았던 문

청나라 화가 서장(徐璋)이 그린 초상화집 《송강방산서상첩(松江邦

彥畫像冊)》에 있는 진계유의 초상화, 남경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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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세의 진계유는 “이것은 아니다”라는 결연한 의지로 

유자(儒者)의 의관을 불태우고 군장(郡長)에게 격문을 보

내고 스스로 중앙을 벗어납니다. 기존 삶의 질서를 스스로 

내어 던진 천재 문인은 그리하여 산으로 들어갑니다. “산

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라던 우리나라 시인 백석의 독백과 닮

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저 세상으로부터 마음 문을 닫은 자폐적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지요. 진계유는 상

해(上海) 동사산(東佘山) 아래 은거하며 평생 많은 저술을 

하여 『사고전서총목(四庫全書總目)』에 실린 저서가 31종, 

『보안당비급(寶顔堂秘笈)』 400여 권， 『견문록』 9권， 『태

평청화(太平清話)』 4권 등과 고계(高啟), 왕면(王冕)에서부

터 이지(李贄)에 이르는 문인의 시를 모두 수집하고 작자

에 대한 간략한 열전을 붙인 『국조명공시선(國朝名公詩選

)』 등이 있습니다. 그의 저술은 일종의 당대의 모든 지식을 

백과사전 식으로 정리하고 요약한 일종의 “지식인들의 독

서 지침서”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당시 

최고의 출판 편집인이었던 셈입니다.

책을 읽지 않고도 여러 책을 다양한 내용을 볼 수 있게 

되자 그의 저서는 일반인들에게도 크게 인기를 끌었습니

다. 견문이 적은 사람들이 다투어 사서 침상 곁에 두고 읽

을 정도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이처럼 방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저술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잉여 

지식인’의 적절한 활용이 시의적절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묵매도(墨梅圖)>, 진계유

<매화(梅花)>, 진계유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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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우리나라 사법고시에 매달렸던 사람들 중 고시학

원 강사가 된 실력자들이 있었듯이, 당시에도 과거에 매진

하다 궁핍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가난한 선비들이 있

었다고 합니다. 그들을 불러 모아 주제별로 구절들을 뽑고 

항목별로 분류하는 등의 일을 맡겨 책을 만들게 하면서 그

들의 경제적 어려움에도 도움을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진

계유는 ‘잉여 지식인’을 사회적으로 환원시키고 경제적으

로 소생시킬 줄 아는 현명한 개인 사업가였던 것이죠.

실제로 진계유로 인해 명대의 출판업은 큰 활력을 찾습

니다. 진계유가 살던 시기인 만력(萬曆, 1573~1620) 이후에

만 4,720 종의 책이 나왔다고 합니다. 서책이 특정인들의 

전유물이었던 시대에 그 속에 담긴 지식을 대중에게 보급

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정작 산으로 들어간 은거 지식인이었지만 시골의 떡집

과 된장 가게의 사장들조차 ‘진계유’의 이름을 가게에 걸어

둘 정도로 유명인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심지어 그와 동시

대인 조선의 허균(1569~1618)은 그의 책을 인용하고 있는

데, 보통 백여 년이 지나야 겨우 서책이 전달되는 당시의 

속도를 감안하면 그의 유명세와 책의 파급력을 가늠하게 

해줍니다.

“아직 보지 못한 책을 읽는 것은 좋은 벗을 얻는 것과 

같고, 이미 읽은 책을 보는 것은 옛 친구를 만나는 것

과 같다. (讀未見書, 如得良友, 見已讀書, 如逢故人)”

과감히 구태의연한 입신양명과 관료직을 벗어 던지

고 80 평생을 벗들과 함께 풍류를 즐겼던 벤처사업가, 

진계유의 안목은 오히려 “성공에 대한 집착을 비워낸 뒤

에야” 가능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가 닫았

던 문을 우리도 가만히 닫으며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