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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趾源의 古董書畵 인식과 鑑賞之學

1)

정 훈 식*

1. 들머리

2. 古董書畵에 한 정보와 지식의 기록

  1) 고동서화 향유 상

  2) 고동서화 생산과 유통의 실상

  3) 鑑賞之學의 기  소양

3. 감상지학의 재구성

  1) 고동은 상서롭지 않다

  2) 완상은 괴로운 일이다

  3) 감상은 九品中正의 학문이다

4. 마무리

1. 들머리

이 은 박지원(1737-1805)의 古董1)
1)書畵 기록을 다시 살피고 ‘鑑賞之學’을 

자세히 논하는 데 목 을 둔다. ‘감상지학’은 �燕巖集� 소재 <筆洗說>에 있는 용

어인데, 박지원은 이를 고동서화 반에 련된 비평 담론으로 쓰고 있다.2)2)실

*  울산 학교 국어국문학부 객원교수.

1) ‘古董’은 명나라 이후 ‘骨董’에서 변한 속어다(김명호, 1990 �열하일기 연구�, 창작과비평

사, 282-283면 참조). 박지원과 동시  많은 문인지식인이 ‘골동’ 신 ‘고동’을 사용하 는

데, 이는 ‘골동’에 한 일정한 시 의식과 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박지원 스스로 사용하고 당 에 통용된 용례에 따라 ‘고동’이라는 용어를 사용

하기로 한다. 

2) 강명  선생은 이를 ‘ 술비평학’이라 지칭하며, “작품의 진 , 제작연도, 재료, 테크닉, 소

장방법 그리고 미  술사  가치 등 범 한 역에 걸친 비평의 객 인 거를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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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박지원은 �열하일기�에 고동서화 련 견문과 련 기록을 풍부하게 기록해

두었으며, �연암집�에도 이와 련된 이 많다. 때문에 일 이 이우성 선생은 

박지원의 고동서화 련 기록에 심을 기울 다.3)3)해방 후 한국학계의 조선후

기 고동서화에 한 심이 여기에서 출발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어 

강명  선생은 당시 고동서화에 한 심과 수집 열기의 진원지가 경화세족임

을 논증하 다.4)4)이 논의에서 발되어 조선후기 완상문화나 癖의 풍조에 한 

조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5)5)조선후기에 범 하게 유행한 고동서화 향

유의 구체 인 실상은 선행연구를 통해 비교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다.6)6)그러나 재의 연구 성과는 말 그 로 조선후기 고동서화 향유 상에 

한 고고학  발굴 성과에 가깝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자료들을 자세하게 분석

하여 그 성격과 의미 등을 고찰할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고동서화 수집과 향유

러싼 담론”이라 정의하 다(강명 , 1999 ｢조선후기 경화세족과 고동서화 취미｣ �조선시

 문학 술의 생성공간�, 소명출 , 306-307면). 여기서도 이 개념을 두루 가리키는 용어

로 쓰기로 한다. 다만, 박지원의 ‘감상지학’에는 ‘감상지학’ 그 자체에 한 성찰에 한 내

용도 있다. 후술하겠지만 ‘감상지학’이라는 용어의 출처인 <筆洗說>에도 련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비평론에서 말하는 일종의 ‘메타비평’에 가깝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 

개념도 함께 포 하여 쓰고자 한다. 

3) 이우성, 1982 ｢실학 의 서화고동론｣ �한국의 역사상�, 창작과비평사, 106-115면.

4) 강명 , 앞의 책에 수록된   ｢조선후기 경화세족과 고동서화 취미｣, ｢조선후기 술품 

시장의 성립: 서화를 심으로｣가 고동서화에 한 이다. 

5) 정민, 2007 �18세기 조선 지식인의 발견: 조선 후기 지식 패러다임의 변화와 문화 변동�

(휴머니스트)에 수록된   ｢18세기 조선 지식인의 癖과 癡 추구 경향｣, ｢18, 19세기 문

인 지식인층의 원  취미｣, ｢18세기 지식인의 완물 취미와 지  경향｣, ｢18세기 원  문화

와 유박의 <花庵隨 >｣이 고동서화에 한 이다. 안 회, 2012 ｢조선후기 취미생활과 문

화 상｣ �한국문화� 60, 65-96면; 이종묵, 2013 ｢조선후기 연행과 화훼의 문화사｣ �한국문

화� 62, 102-127면; 이종묵, 2018 ｢조선시  怪石 취향 연구: 沈香石과 太湖石을 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70, 127-158면. 

6) 주요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홍선표, 1999 ｢조선 후기 회화의 애호풍조와 감평활동｣ �조

선시  회화사론�, 문 출 사, 231-254면; 장진성, 2004 ｢조선 후기 고동서화 수집열기의 

성격: 김홍도의 <포의풍유도>와 <사인 상>에 한 검토｣ �미술사와 시각문화� 3, 154- 

203면; 배 진, 2015 ｢명말 도시문화 변화와 서화수장 취미 개 양상｣ �동양 술� 28, 

127-152면; 정은주, 2012 ｢燕行에서 書畵 求得  聞見 사례 연구｣ �미술사학� 26, 

329-360면; 정은주, 2012 ｢燕行에서 中國 書畵 流入 경로｣ �명청사연구� 38, 319-352면; 

이용진, 2018 ｢조선후기 고동기 수집과 감상｣ �동양미술사학� 7, 109-1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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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 상 못지않게, 그 사회문화  요인, 사상  배경, 이를 둘러싼 담론 등 

다양한 층 에서 살펴야 총체 인 상황을 재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에서 학계의 고동서화에 한 첫 심지라 할 박지원으로 돌아와 다시 

기록을 세 하게 읽고자 하는 이유는 이우성 선생 이후로 박지원의 고동서화 

련 기록에 한 후속 논의가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열하일기�

와 �연암집� 등에서 산견되는 당  국의 고동서화 향유, 생산과 유통, 감정에 

한 정보와 지식은 얼핏 단편인 것으로 보이나, 그 내 연 성과 함의가 포착

되어 정리와 분석을 요한다. 특히 박지원의 감상지학에 한 담론은 지 까지 

알려진 바와는  다른 차원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악되며, 문제  성격이 

농후하다. �연암집�과 �열하일기�에 한 연구 성과가 매우 많이 축 되었음에

도 이에 한 심은 비교  소홀하 다. 감상지학에 한 기록은 �열하일기�

｢속재필담｣과 <고동록>에 집 되어 있으나, 단편 으로 산재하는 내용도 함께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 기록 체를 두고 의미와 맥락을 다시 고찰하면 박지

원의 고동서화 인식과 논리를 새롭게 이해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 古董書畵에 한 정보와 지식의 기록

우선 �열하일기�에서 찾을 수 있는 고동서화에 한 기록을 분류해서 살피기

로 한다. 이는 박지원의 감상지학을 고찰하기 한 기  단계의 일이다. 련 기

록은 내용상 크게 청  국에서 성행하는 ‘고동서화의 향유 상’, ‘고동서화 생

산과 유통의 실상’, 그리고 ‘감상지학의 기 소양’에 한 기록으로 나  수 있

다. 이와 련된 기록을 차례로 살펴보기로 하고 먼 , 청  국의 ‘고동서화 

향유 상’에 한 기록을 제시한다.

1) 고동서화 향유 상

가) 본채 뒤의 후당은 깊숙하고 고요하고 쇄락하여 문득 속세의 시끄러움을 잊을 

것 같다. 강진향 나무로 만든 침상이 있고, 침상에 펼쳐 놓은 것은 필부가 놓



98·한국문화 88

아 둘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서가 에 비치한 서화들은 비단으로 표지를 하

고 옥으로 두루마리 축을 만들어 질서 정연하게 배열하여 꽂아 놓았다.7)7) 

나) 탁자 에 놓인 장식용 硯屛은 높이가 두 자 폭이 한 자 남짓한데, 화반석으

로 만든 것이다. 가리개에 새긴 강산과 수목, 와 인물들이 각기 돌의 문

양을 따라 자연 으로 채색이 되어서 그 미묘함이 귀신이 만든 듯하다. 강진

향 나무로 받침 를 만들어 벼루 머리맡에 세워 놓았다.8)8)

다) 집안으로 돌아서 들어가니 한 사람이 의자에 단정히 앉았다가 우리를 보고 

일어나 읍을 하는데, 용모가 자못 단아하고 나이는 쉰 살쯤이고 수염은 희끗

희끗하다. 명함을 보여주니 머리만 끄덕일 뿐이고 성명을 물어도 꾸하지 않

는다. 네 벽에는 명인의 서화를 두루 걸어 놓았다. ( 략) 인사를 하고 막 문

을 나서다가 보니, 탁자 에 구리로 주조한 사슴이 있는데, 푸른 비취빛이 

뼛속에까지 배어들고 높이는 한 자 남짓 된다.  몇 자 정도 되는 硯屛에는 

국화를 그리고 겉에는 유리를 붙 는데 만든 기술이 매우 기이하고 교묘했다. 

서쪽 담장 아래에는 푸른색 花 에 상용 복숭아 한 가지가 꽂  있고, 그 

가지에는 검은 빛의 큰 나비가 한 마리 앉았다. 처음에는 만든 것인  알았

는데 자세히 보니 백 과 비취 빛깔의 무늬가 있는 것이 과연 진짜 나비로서 

꽃 에 다리를 붙여서 말라 버린 지 이미 오래된 것이었다.9)9) 

라) 나는, “장군 에도 역시 볼 만한 古器가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지정은, 

“ 는 武人이라 능히 이런 것을 사 모을 수도 없고 로 농사를 지었기 때

문에 묵은 물건도 있을 수 없으나 다만 손바닥만 한 옛날 벼루 하나를 가졌

는데, 세상에서 하기는 東坡가 손수 만든 것이라 하며 元章(宋 米芾, 1051 

-1107)의 낙 이  있습니다.  元豐(北宋 신종 의 연호, 1078-1085) 연

간에 구리로 만든 푸른 잔이 있습니다.” 한다. 내가 한번 구경하기를 청하

자 지정은,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만 지 은 객지에 와서 묵고 있는 

처지인즉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다.10)10)

7) �熱河日記� ｢關內程史｣ “其後 , 僻靜瀟洒, 忘塵囂. 有降眞香臥榻, 榻上所鋪, 有非匹夫可

居. 架上所置書畵錦卷玉軸, 秩然排揷.” 이하 �열하일기�와 �연암집� 원문은 고 번역원 

DB를 참조하고, 번역은 역시 고 번역원 DB를 참조하되 부분 으로 수정하여 인용하며, 

�열하일기�의 경우 김 조 옮김, 2017 �열하일기�(돌베개)를 함께 참조하되 역시 부분

으로 수정하여 인용한다. 

8) �열하일기� ｢ 내정사｣ “卓上硏屛高二尺餘, 廣一尺餘, 花斑石, 鏤畵江山樹木樓臺人物. 各

從石紋, 天然爲彩, 微妙入神. 以降眞香爲跗立之硯北.”

9) �열하일기� ｢ 내정사｣ “轉入 中, 有一人端坐椅上, 見客起揖, 容貌頗雅, 年可五十餘, 鬚髯

斑白. 以名帖示之, 點頭而已, 問其姓名不應. 四壁遍揭名人書畵. ( 략) 余辭起方出戶, 卓上

有鑄銅爲鹿, 靑翠入骨, 高一尺餘. 又數尺硏屛畵菊, 外傅玻瓈, 制甚奇巧. 西墻下, 置碧色花 , 

揷一枝碧桃, 坐一黑色大蝴蝶. 初 假造, 細玩則乳金石翠, 果是眞蝶, 膠脚花上, 枯已久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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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황포 유세기를 방문했더니, 벼루 에 무늬 있는 돌로 만든 硯屛이 놓 으며, 

그 앞에 난  한 포기가 있었다. 난 를 자세히 살펴보니, 구리로 만든 것이

었다. 황새의 매 같은 잎은 바람을 맞아서 하늘거리는 것 같고, 자주색 

꽃 가 이슬을 머 은 모양이 참으로 기이하게 만든 것이었다. 그에게 난 를 

며칠 빌려서 내가 거처하는 방의 동쪽 벽아래에 두고 방의 편액을 동란재라 

하 다.11)11)

 인용문은 모두 박지원이 국에서 고동서화를 향유하는 구체 인 모습들을 

직  보고 기록한 것이다. 가)는 산해 에 들어와 무령 을 지나 있는 서학년의 

집에 들어서 구경한 모습을 기록한 내용이다. 서학년은 죽은 지 10년이 지났지

만 살아있을 때는 윤순과의 인연으로 조선 사신과 교류가 많았던 인물이다. 이

런 인연으로 서학년 사후에도 조선사행이 이집을 방문하여 집안에 진열된 고동

서화를 구경하는 것이 례가 되었다. 이 집에서 나와 주부 조명 이 함께 말을 

타고 가며 연암에게 조선 사신이 서학년에 집에 드나들게 된 내력을 알려주는데 

여기에서 서학년의 집보다 더 나은 집이 많다12)고12)한 것을 보면 북경 근교에 

어들수록 고동서화를 애호하고 소장하는 풍조가 더 성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무엇보다 처음 문장에서 박지원이 “속세의 시끄러움을 잊을 만하다”는 정취

를 말한 것은, 이곳이 고동서화 향유의 본래 취지의 하나인 ‘脫俗’을 잘 구 하

고 있는 곳임을 가리킨다. 

나) 역시 내에 들어온 뒤의 장면으로 1780년 7월 25일 평부에 도착하여 

어느 한 집에 들어가 집안의 탁자를 보고 기록한 것이다. 이 집에는 마침 <고려

진공도>를 각하고 있던 이었다. 연암은 그림을 보고 속으로 조잡하다고 평

한 직후 곧바로 그 집의 탁자 의 기물에 심을 기울이며 이를 놓치지 않고 기

10) �열하일기� ｢黃敎問答｣ “余問 軍宅裏, 亦有古器可玩否. 志亭曰, 成武人, 不能收買, 祖世

農家, 無有 物, 只賸得如掌古硯, 世傳東坡手製, 有元章款識. 又有元豐銅造綠觚. 余求一玩. 

志亭曰, 這是不難, 此來寄寓, 實不携帶.”

11) �열하일기� <銅蘭涉筆序> “余訪兪黃圃世琦, 硯北置文石硯屛, 屛前有蘭一本. 諦視則銅鑄

也, 鳳眼迎風, 紫穎汎露, 眞奇造也. 余爲借數日, 丌之所寓東壁下, 扁之曰銅蘭齋.” 

12) �열하일기� ｢ 내정사｣ “그러나 실상은 그 고을에 서씨 집보다 더 나은 집들이 많고, 주

인이 손님을 좋아하는 것도 서학년과 다를 바 없습니다(然其實, 邑中他家, 多勝徐宅, 主

人喜客, 遍是鶴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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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해두었다. 이어 고동서화와 련하여 주목되는 장면이 기술되어 있는데 후술

하겠다.

다)는 7월 28일 박지원이 옥 에 도착하여 한 포에 들어가 본 것을 기록

한 목이다. 이곳은 박지원이 벽에 걸어놓은 <호질>의 원작을 보고 베낀 집이

기도 하다. 이곳의 구리 사슴과 연병, 그리고 화병 등은 사방 벽에 걸린 서화와 

함께 사뭇 고아한 분 기를 자아내고 있다. 그 기에 연암이 이에 주목하고 자

못 상세하게 기록한 것이다. 뒤에 살피겠지만 병에 꽃을 꽂아 배치하는 방식은 

清供을 한 것이다.

라)는 ｢황교문답｣에 나오는 이야기로 산동도사 학성과 주고받은 필담  일부

다. ｢태학유 록｣에 의하면 박지원은 1780년 8월 11일 반선라마의 거처인 찰십

륜포에 갔다. 이 후로 학성을 비롯하여 거인 추사시, 왕민호 등과 여러 날에 

걸쳐 티베트 불교에 해 필담을 하는데 이것이 ｢황교문답｣이다. 티베트 불교에 

한 이야기를 나 는 와 에 고동서화에 해 문답을 주고받은 까닭은 楊璉眞

珈라는 승려 이야기 때문이다. 그는 티베트의 승려로 원나라 때 국에 들어와 

송나라 황제의 능을 헤쳐 온갖 기물과 수장품을 모은 인물이다.13)13)필담에 참

여한 인물들은 체로 티베트 불교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데 양련진가의 사 이 

그 배경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 에 박지원은 슬그머니 학성에게 고동을 소장

하고 있는지 물어보면서 화제를 옮긴다. 학성이 말하기를 자신은 무인이고 농민

의 자식이라 고동서화를 모을 수 없다고 한 목은 주 향유계층이 문인, 상인들

13) 양련진가에 해서 �元史�에 그 략  내용이 해온다. �元史� 卷202, ｢列傳｣ 第89 <釋

> “양련진가라는 자는 元 世祖(재  1260-1294)때 강남의 불교총통이다. 당․소흥 

등에 있는 송나라 조씨 능묘와 신들의 묘를 헤친 곳이 모두 101군데다(有楊璉眞加

, 世祖用為江南釋教總統, 發掘故宋趙氏諸陵之在錢唐․紹 及其大臣塚墓, 凡一百一

所).” 원말명 의 문인 陶宗 (1329-1410)의 �南村輟耕 �에는 련기록이 매우 생생하

다. 그 가운데 일부를 보면 다음과 같다. �南村輟耕 � 권4, ｢發宋陵寢｣ “무인년에 강남

의 불교를 총 하는 양련진가는 황제에 기 어 횡포하고 방자하며 사람을 태우고, 교만

하고 음란하기가 극에 달하여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지경이다. 12월 12일에는 군사를 부

려 소산에 주둔 하고, 송나라 조씨 황제의 여러 능침을 헤쳤는데, 마침내 시신의 팔다

리를 자르고, 구슬로 짠 옷과 옥갑을 낚아챈 뒤 그 시신을 태우고 는 풀숲에 버렸다(歲

戊寅, 有總江南浮屠 楊璉眞珈, 怙恩橫肆, 執焰爍人，窮驕極淫, 不可具狀. 十二月十有二

日, 師徒役 蕭山, 發趙氏諸陵寢, 至斷殘支體, 攫珠襦玉柙, 焚其胔, 棄骨草莽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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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을 암시하며, 다만 조그만 벼루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한 것은 이러한 

풍조가 문인, 상인 계층을 넘어  계층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목이

라 할 수 있다. 이 뒤에 학성과 나  필담에서 감상지학과 련하여 매우 요

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이 한 뒤에 논한다.

마)는 박지원이 북경에서 교유한 문사 유세기의 집에 방문하여 동으로 만든 

난을 보고 빌려와 잠시 머물던 북경의 거처에 두고 동란재라고 이름붙이고 여기

서 쓴 을 ｢동란섭필｣이라고 한 유래를 담고 있는 내용이다. 국에서 고동서

화 향유를 목격한 것뿐만 아니라 그 스스로 완상의 주체가 되기도 했음을 보여

주는 장면이다. 박지원은 은 시기에 우울증을 이겨내려고 고동서화에 취미를 

붙인 이후,14)14)연행을 통해 이러한 견문과 체험이 축 되어 귀국 후에 완상이 주

요한 생활 역으로 자리 잡았다.15)15) 

�열하일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국의 고동서화 애호와 소장 풍조는 연행노정

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며 다른 연행록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개 간단

한 묘사지만 당시 북경 주 로 문인들의 고동서화 향유가 매우 일상화된 생활양

식이며, 오랜 내력을 지니고 있는 문화임을 짐작  하는 목이다. 이 기록들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단편 인 견문이 아니라, 감상지학과 골동서화에 한 

14) �燕巖集� 제8집 별집, ｢放璚閣外傳｣ <閔翁傳> “계유․갑술년 간, 내 나이 17, 8세 즈음 

오랜 병으로 몸이 지쳐 있을 때 집에 있으면서 노래나 서화, 옛 칼, 거문고, 이기와 여러 

잡물들에 취미를 붙이고, 더욱더 손님을 불러들여 우스갯소리나 옛이야기로 마음을 가라

앉히려고 백방으로 노력해 보았으나 그 답답함을 풀지 못하 다(歲癸酉甲戌之間, 余年十

七八, 病久困劣, 留好聲歌, 書畵古釖, 琴彛器諸雜物, 益致客, 俳諧古譚, 慰心萬方, 無所開

其幽鬱).”

15) 박지원은 안의 감으로 재직하는 동안에도 수시로 서울에서 서화를 받아 완상하 다. 

이는 근래 발굴된 그의 편지에 잘 드러나 있다. “문을 걸어 닫고 숨을 죽이고 있거늘, 보

내온 이 권축을 펼쳐 이따  완상하지 않는다면 내 무엇으로 심회를 풀겠니? 하루에 열 

몇 번씩 이 권축을 열어보거늘,  짓는 도리에 큰 도움이 되는구나.”(박지원 지음, 박희

병 옮김, 2005 �고추장 작은 단지를 보내니�, 돌베개, 17면) 이 편지에서 보듯 박지원에

게 서화의 완상은 지리산 자락 궁벽한 곳에서 공무에 시달리며 외로이 지내는 동안 쌓인 

우울한 심사를 푸는데 더없는 도움이 되었다. 주목할 은 박지원이 밝힌 완상의 효용이

다. 그는 쓰기에 완상이 유용하다고 밝혔는데, 이는 완상이 사유를 심화 확장시키고 새

로운 발상을 가능  한다는 을 강조한 것이다. 이는 쓰기와 감상지학이 만나는 지

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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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를 개하는 일차 자료로서의 기능을 한다. 앞서도 잠시 언 했지만 이러한 

장면의 후로 박지원의 감상지학의 논리가 개되고 있다. 논의의 편의를 해 

여기서는 도입부에 해당하는 장면만을 제시한 것이다. 이 이 다른 연행록의 고

동서화 견문과 구별되는 특징이다. 

2) 고동서화 생산과 유통의 실상

박지원의 심은 국에서의 고동서화 향유 상에 머물지 않고, 그것의 생산

과 유통 실상으로 이어졌다. 고동서화가 어떻게 해서 문인 리들의 서재에 놓

이게 되는지 그 경로를 략 알 수 있을 만큼 련된 장면도 지 않다. 표

인 사례를 들어본다.

가) 田仕可의 자는 代耕 는 輔廷, 호는 抱關이며, 無終 사람이다. 자기 말로, 田

疇의 후손이며 집은 山海關에 있는데, 太原 사람 楊登과 함께 이곳에 포를 

내었다 한다. 나이는 스물아홉, 키는 일곱 자이다. 이마가 넓고 코는 길며, 풍

채가 빛난다. 그는 古器의 내력을 잘 알고 남에게 몹시 다정하다.16)16) 

나) 각 아래  40여 칸에 난간을 아로새기고 그림을 그린 기둥은 울 불  휘

황찬란하고, 분칠을 한 벽과 비단을 바른 창문이 묘연히 마치 신선이 사는 집 

같았다. 좌우에는 고 의 이름난 그림과 명가의 씨들을 많이 걸어 놓았고, 

 술자리의 아름다운 시들이 많이 있었다. 개 아에서 공무를 하고 귀

가하던 조정의 벼슬아치들과 나라 안의 명사들이 석양 무렵 모여들어 수 와 

말이 구름처럼 많을 때, 술을 마시며 시를 짓고 서화를 논평하며 밤이 새도록 

놀면서 이런 아름다운 시구와 씨, 그림들을 다투어 남긴 것이다. 매일 밤을 

이와 같이 보내어, 어제 남긴 것이 오늘이면 모두 팔린다고 한다. 이것이 술

집에서는 이윤이 남는 것이기에 서로 다투어 그 교의․탁자․기완을 사치하

게 벌여놓을뿐더러 온갖 화 를 지어 놓아 시의 제재나 볼거리를 제공한다. 

좋은 먹과 아름다운 종이, 보배로운 벼루와 좋은 붓들은 으  그 가운데에 갖

추어 두었다.17)17)

16) �열하일기� ｢粟齋筆談｣ “田仕可字代耕, 一字輔廷, 號抱關, 無終人也. 自 田疇之後, 家住

山海關. 太原人楊登, 開舖於此, 年二十九. 身長七尺, 額濶鼻長, 丰彩燁然. 多識古器來歷, 

人款洽.” 

17) �열하일기� ｢환연도 록｣ “樓上下四十餘間, 雕欄畵棟, 金碧輝映, 粉壁紗牕, 渺若仙居. 左

右多張古今法書名畵, 又多酒席佳詩. 蓋廷紳罷衙歸路及海內名士, 夕陽湊集, 車馬雲屯, 啣

杯賦詩, 評書論畵, 竟夕流連, 爭留其佳句書畵. 日日如此, 昨日所留, 今日已盡售賣. 此酒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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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녁을 먹은 뒤에 주부 조명 가 자기 방에 특이한 고동품과 서책을 진열해 

두고 있다고 자랑하기에 나는 즉시 그와 함께 방으로 갔다. 방문 앞에 화  

화분 10여 개를 진열해 놓았는데 모두 이름을 모르는 것들이다. ( 략) 개 

趙君은 이십여 차례나 사행에 참여해서 북경을 마치 제집 드나들 듯 하고, 

국말에 제일 능통하다. 물건을 매매할 때 값을 그다지 깎으려 하지 않아서 그

에게는 단골 상인이 많으며, 상인들도 으  그가 거처하는 곳에 물건을 진열

하여 淸賞에 이바지한다. 그런데 연  昌城  黃仁點이 정사로 왔을 때 乾魚

衚衕에 있는 朝鮮館에 불이 나서 상인들이 미리 물건을 가져다 진열해 놓은 

것이 모두 재가 는데, 조군의 거처에 진열해 놓은 것이 다른 곳에 비해 더

욱 심하 다. 매매하는 물건 이외에도 화재로 타버린 것이 모두 진기한 고동

품이나 서책인데 돈으로 환산하면 화은 3천 냥은 될 것이다. 모두 隆福寺나 

琉璃廠의 물건들로 상인들이 조군의 방을 빌려서 진열해 놓은 것이므로 값을 

보상해 달라고 할 수도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이를 경계로 삼지 않고, 지

  조군의 방을 빌려서 옛날처럼 진열해 놓고 과 마음을 즐겁게 만드니, 

참으로 국의 풍속이 악착같지 않음이 이와 같음을 볼 수 있겠다.18)18)

라) 소주사람 호응권이 화첩 한 권을 가지고 왔다. 표지에는 서가 어지럽게 쓰

여 있었는데 먹의 딱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다. 덜 덜 해지고 조잡하고 더

러워 한 푼 어치도 안 될 것 같은데, 호생의 거동을 보면 마치 세상에 둘도 

없는 진기한 보물인 양 꿇어앉아 정성껏 두 손으로 받쳐 들고 조심조심 화첩

을 열고 닫는다. ( 략) “그 는 이것을 어디에서 구했소?” 하고 물으니 호생

은, “해질 무렵 귀국의 김상공께서 희 포에 오셔서 이것을 팔았습니다. 

김상공은 후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와는 형제 같은 정분이 있어, 제가 문

은 석 냥 닷 푼을 주고 구입했습니다. 다시 표구를 하면 값을 일곱 냥은 더 

받을 것입니다. 다만 화가들의 낙 이나 설명이 없으니, 원컨  어르신들께서 

하나하나 고증을 해서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19)19)

奇羡, 故爭侈其椅卓器玩, 盛排花艸, 以供題品. 精墨佳紙, 寶硯良毫, 盡在其中.”

18) �열하일기� ｢환연도 록｣ “旣夕飯, 趙主簿明渭, 自詑其炕中陳設異翫, 余卽同赴. 戶前列十

餘盆花草, 俱未識名. ( 략) 趙君燕行二十餘次, 以北京爲家, 嫺漢語. 且賣買之際, 未甚

高下, 故 多主顧, 例於其所居, 爲之陳列, 以供淸賞. 而前年昌城 黃仁點正使時, 乾魚衚衕

朝鮮館失火, 諸大賈之 入物貨 , 盡爲灰爐, 而趙炕比他尤酷 . 賣買物件之外, 凡遭回祿

, 俱是稀奇器玩書冊兌撥, 則可値三千兩花銀. 皆隆福寺及琉璃廠中物, 而諸主顧旣爲借設, 

則無所徵價. 然亦不以此爲戒, 今其借排, 又復如昔, 爲娛心目, 足見大國風俗不齷齪如此.”

19) �열하일기� ｢ 내정사｣ “有 州人胡應權, 持一畵帖而來. 帖衣胡草, 墨鱗成 , 破敗荒陋, 

不直一錢, 第觀胡生擧措, 眞若絶世奇寶, 洞屬擎跽, 開掩惟謹. ( 략) 問胡生曰, 足下得此

何處. 曰, 晡刻貴國金相公來弊舖賣此. 金相公 實人, 俺情同嫡親兄弟, 俺以三兩五分紋

銀收買. 改裝時直不下七兩. 但無畵 款識, 願得 爺一一認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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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속재필담｣의 장인 속재의 주인 사가에 한 간단한 인물 소개부

분이다. 박지원은 필담 서두에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면면을 소개해두었

는데, 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 그림과 각 등에 능하고 책을 펴낸 자 등 다

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나열되어 있다. 곧 속재에서 필담에 참여한 사람은 모

두 국 륙의 여러 지방에서 다양한 사연으로 이곳 심양에 모여든 상인들이지

만, 연암은 그 가운데 문인출신도 있음을 특히 강조하 다. 그가 바로 첫머리에 

소개한 사가로, 특히 고동품의 내력을 잘 안다고 했는데, 필담에서 고동서화를 

감정하는 법을 매우 간명하게 잘 알려주는 목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나

에 박지원에게 고동기에 한 간단한 소개를 은 <고동록>을 어  이가 바로 

사가다. 이 은 고동서화의 물목과 감정과 련된 짤막한 이지만 요한 

내용이 있어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이처럼 연암이 사가를 

특히 강조한 배경에는 국 상인의 특성을 보여주려 했다는 에 있다. 고동서

화 유통을 담당하는 한 축으로 문인 출신 상인들이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나)는 고동서화 유통의 장을 목격한 장면을 기록한 것이다. 박지원은 열하

에서 출발하여 8월 20일 덕승문을 통과해 북경으로 들어왔다. 이곳에 변계함과 

조 사가 마  나와 반기니 박지원은 그들과 함께 곧바로 길  술집에 들어갔는

데 바로 이 기록은 바로 그 곳을 묘사한 부분이다. 이곳에 조정의 료나 문인

들이 들어와 술을 마시며 남겨놓은 서화들이 곧 상품이 되어 매되고 있음을 

보여 다. 서화의 생산을 담당하는 주체가 문인이라는 자명한 사실을 확인  하

는 목으로, 국에서 고동서화가 유통되는 경로의 한 국면을 포착한 구체 인 

장면이라 할 수 있다. 

다)는 우리나라 사행과 국 상인들의 서화고동 매매의 구체 인 모습을 기록

한 것이다. 북경에 간 사행일원이 유리창이나 융복사 등 고동서화를 취 하는 

상 이 즐비한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는 경우와 별도로 북경에 머물고 있는 사

행의 숙소에 국 상인들이 직  물건을 가져와 진열해 두고 매매를 성사시키는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동서화가 지닌 속성을 잘 아는 상인들이 상품 매

매에 매우 유리한 방법을 찾은 것인데 그것이 바로 以供清賞이다. 고동서화는 

편한 곳에서 오랫동안 수시로 보아야 비로소 진가를 알 수 있음을 십분 활용한 



朴趾源의 古董書畵 인식과 鑑賞之學·105

방법이다. 설사 물건이 잿더미가 된다고 해도 이러한 매매방식을 폐기할 수 없

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라)는 앞서 언 했듯 평부에서 <고려진공도>를 그리던 집에 들어갔다가 일

어난 일이다. 그 집의 탁자 에 놓인 기물들을 보고 있던  소주사람 호응권이

라는 사람이 화첩 한권을 들고 들어와 박지원에게 그림의 내력을 설명해달라고 

하 다. 어디서 구입했냐는 박지원의 물음에 호응권은 조선 상인에게서 구입했

다고 하 다.20)20)이 장면은 우리나라 서화도 국에 유통되고 있음을 잘 보여

다. 다만 김상공이 매한 화첩의 상품성은 썩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상공

은 국내 일부 호사가들 내에서 형성된 조선의 화첩에 한 일부 수요에 기

어 오로지 희소성만 가지고 국에 가져 가 매매를 성사시켰다. 그러나 매매가 

지속 으로 이루어지려면 수요와 공 은 물론, 매매를 원활하게 할 만한 한 

상품가치를 갖추어야 한다. 호응권은 비록 친분으로 조선의 화첩을 구매했지만 

국 내에서 제값을 받고 유통시키려면 상품으로서의 기본 요건을 갖출 필요성

을 인지하고 이를 해 연암에게 기본 정보를 기입해달라고 부탁하 던 것이다. 

이 장면에서 우리나라의 고동서화 련 산업의 수 을 국과 비교해볼 수 있

다. 국에서 발달한 고동서화 제조와 유통은 이미 잘 알려져 있거니와, 이에 비

해 조선의 그것은 한참 미흡한 수 임을 이 목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기록들은 단편 이지만 국에서의 고동서화의 향유와 유통의 주요 계

층과 구체 인 유통경로 등을 보여주고 있으며, 나아가 당시 조선과 국의 서

화교역의 한 단면도 보여 다. 물론 이러한 기록도 박지원 감상지학의 논리  

바탕이 되는 직간  자료의 구실을 한다. 

3) 鑑賞之學의 기  소양

｢속재필담｣  고동서화 련 이야기에서 특히 주목을 끄는 목은 감정에 

한 내용이다. 주로 사가가 연암에 알려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필담인데, 여기

20) 이  뒤에 �洌上畵譜�를 기록해두었는데, 이는 김상공이라는 자가 호응권에게 매한 

화첩을 바탕으로 목록을 만들고 그 화첩에 기록해  것을 그 로 옮기고 제목을 이 게 

붙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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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가는 자신의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매우 친 하게 연암에게 요

한 사항들을 알려 다. 그가 말한 것 가운데는 오늘날에도 국 고동서화의 향

유와 감정에 한 핵심  내용들이 망라되어 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

는 일이 필요함에도 그간 이를 간과해왔다. 이에 여기서 사가의 말을 따라가

며 감상지학에 한 핵심 인 정보를 살펴본다. 

① 卞別眞贋21)21)

가) 생이 고동들을 다 늘어놓고는 날더러 감상하기를 청한다. 壺, 觚, 鼎, 彝 등

이 모두 열하나인데, 큰 것, 작은 것, 둥근 것, 모난 것이 제각기 다르고, 그 

새김질과 빛깔이 낱낱이 고아한데, 款識를 살펴보니 모두 周․漢 시 의 물건

이다. 생은, “그 자는 고증할 것 없습니다. 이들은 모두 요새 金陵․河南 

등지에서 새로 꽃무늬를 새긴 것이라, 지는 비록 옛 식을 본떴더라도 꼴이 

벌써 질박하지 못하고, 빛깔이 한 순하지 못해서, 만일 이것들을 진짜 고동 

사이에 놓는다면 겉만 번지르르하나 속되고 스러움이 번에 드러날 것입

니다. 내 비록 몸은 廛에 잠겨 있더라도, 마음은 늘 배움터에 있던 차에 선

생을 뵈오니, 마치 여러  寶貝를 얻은 듯 싶사온 즉, 어  조 이라도 서로 

속여서 한평생을 두고 마음에 께름칙하게 하오리까.” 한다.22)22)

나) 체로 官窯는 그 법식이나 품격이 哥窯와 다름없으나, 빛깔은 粉靑 혹은 卵

白을 취하 으되 맑고도 기름기가 번지르르한 것이 상품이고, 그 다음이 澹白

色이고, 다만 油灰色은 사지 마십시오. 무늬는 얼음장이 깨진 것처럼 된 것, 

는 뱀장어 피무늬같이 된 것이 상품이고, 자디잔 무늬는 그  하품이니 취

하지 마십시오. 그 만드는 법식 역시 �博古圖�23)23) 에서 본받은 것이 많습니

다. 다만 鼎․彝․ ․壺․觚․  등의 어느 것을 막론하고, 특히 키 작고 배

21) 이 용어 한 <筆洗說>에서 취한 것이다.

22) �열하일기� ｢성경잡지｣ <속재필담> “田生擺列畢, 請余鑑賞. 壺觚鼎彛, 共有十一坐. 大

圓方, 製各不同, 鏤刻光色, 件件古雅, 攷其款識, 皆周漢物. 田生曰, 不必攷文, 此皆近時金

陵河南等地新鑄花紋. 款識雖法古式, 形旣不質, 色又未純. 若置眞正古銅之間, 史野立判. 僕

雖身居 廛, 心委學校, 旣見君子, 如獲百朋, 豈可造次相瞞, 百年負心.”

23) �宣和博古圖�를 가리킨다. 이는 宋 徽宗(재  1100-1125)이 1107년에 편찬한 고  청동

기와 문도록이다. 1123년에는 이를 수하여 �重修宣和博古圖�를 펴냈다. 이 책에는 

청동그릇을 20가지 유형으로 나 고, 모두 839건의 기물을 수록했는데, 기물의 도상과 명

문을 매우 정교하게 그려넣었으며, 크기, 용량, 출토지, 소장자의 이름까지 수록되어 있

다. 이는 한  이후 古器에 한 오해를 바로 잡는데 큰 기여를 하 고, 송  이후 문인 

문화에도 큰 향을 미쳤으며, 오늘날 청동기와 문 연구에도 지 한 향을 미치고 있

다. 방병선, 2012 � 국도자사 연구�, 경인문화사, 168-16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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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른 것은 속되고 추악하여 볼품없으니 결코 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24)24)

다) 나는 여러 그릇 에서 창 같은 귀가 달리고 석류 모양으로 발을 단 통화로 

하나를 들고 자세히 훑어본즉, 臘茶色 빛깔에 제법 정미하게 만들었다. 화로 

을 들쳐보니 大明宣德年製라고 陽刻으로 새겨 놓았다. 나는, “이것은 제법 

좋은 듯싶은데요.” 하니, 생은, “실상 그 로 말 드린다면 이는 宣爐가 아

닙니다. 선로는 개 납다색 水銀으로 잘 문질러서 속속들이 스미게 한 뒤 다

시 가루를 이겨 칠하 으므로, 불을 오래 담으면 로 붉은 빛이 나타나

는 것인데, 이거야 어  민간에서 함부로 흉내 낼 수 있겠습니까.” 한다.25)25) 

라) 제가 지난해 첫 겨울에 북경까지 갔다가 2월에 돌아왔습니다. 북경에 있을 때 

날마다 廠中에 가보았는데, 에 띄는 게 모두 보배롭고 기이하여 이루 다 형

용할 수 없었습니다. 의 그때 심경은 마치 河伯이 자기 얼굴의 추함을 앎

과 같이, 싸움을 시작도 않고서 벌써 항복했답니다. 다만  金閶( 州) 지방

에 살고 있는 경박한 무리들이 마치 이와 벼룩처럼 기고 뛰어서, 廠中에 들끓

으면서 값을 함부로 올려 불러서 비단 열곱이 넘게 만들 뿐더러, 온갖 감언이

설로써 사람의 굳은 간장을 녹일 듯 덤빕디다. 는 그 길이 처음인지라 하도 

놀랍고 미혹하여, 三官이 아찔하고 五膓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조 도 얻은 바 없이 그  어리둥 하다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 략) 제가 

옛 서화에 해서는 감상한 것도 아직 넓지 못할뿐더러 사랑하는 버릇도 깊

지 못한 것이 함부로 말  드리긴 어렵사오나, 이들은 체로 들의 수

은 아닐지라도 역시 후세의 명필들이 잘 본뜬 것이어서, 비록 老成한 티가 없

다 하더라도 그들의 형을 엿볼 수 있습니다. 米芾․蔡京․ 軾․黃庭 은 

모두 조사해보는 것이 옳습니다.26)26)

사가는 고동서화에서 표 인 품목을 선정하고 이를 잘 감정하기 한 기

24) �열하일기� ｢성경잡지｣ <고동록> “官窯法式品格, 大約 哥窯相同. 色取粉靑, 或卵白汁水

瑩, 厚如凝脂, 爲上品. 其次淡白油灰色, 愼勿取之. 紋取氷裂鱔血爲上, 細碎紋紋之下品, 勿

取可也. 其製亦多博古圖中取式 . 無論鼎彛 壺觚 諸式, 但短矮肥腹, 俗惡無足入翫, 勿

取可也.”

25) �열하일기� ｢성경잡지｣ “余於諸器中, 持戟耳彛爐石榴足 , 細翫臘茶色, 製頗精美. 捧視爐

底陽印, 大明宣德年製. 余問此鑄頗佳否. 田生曰, 實不相瞞, 亦非宣爐. 宣爐以臘茶水銀浸擦

入肉, 更以金鑠爲泥, 火久成赤, 豈民間所可彷彿.”

26) �열하일기� ｢성경잡지｣ <고동록> “僕於去年冬初入都, 春仲乃還. 在都時, 日至廠中, 觸目

瑰奇, 不可名狀. 河伯知醜, 不幡已降. 第是金閶浮薄之徒, 蝨緣蚤跳, 闖處廠間, 濫呼湧價, 

不翅十倍, 甘 利口, 鎔人鐵膓. 僕這一路, 係是初, 塘眩轉慌惑, 三官逬迭, 五內顚倒, 毫無

見德於彼, 只得陪愚而還. ( 략) 古書古畵, 鑑旣未到, 癖又不深, 不敢强其所不知, 率爾臆

, 大約俱非前賢手蹟, 亦係名筆善摹, 雖無 成, 可見典刑. 米蔡 黃, 俱宜按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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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소양을 박지원에게 하고 있다. 표 인 고동서화를 크게 네 가지로 

제시하 는데, 고  靑銅器, 송  官窯, 명  宣德爐, 그리고 州에서 조되는 

서화인 일명 州片이 그것이다. 이는 국의 고동서화 가운데 표 인 것들이

다. 주목할 것은 사가가 말한 내용이 부분  文房淸玩이나 고동서화 

련 문헌에서 찾을 수 있는 내용이라는 이다.27)27)  

우선 가)는 청동기에 한 내용이다. 사가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동을 내

어 보이면서 그것들이 모두 당  남경, 하남 등지에서 조한 것임을 분명히 밝

히고 있다. 특히 청동기에 새긴 은 더더욱 볼 필요가 없다고 한 것을 보면 주

나라 한나라의 것으로 보이게끔 金文과 비슷한 자를 새기는 풍조가 만연했음

을 알 수 있다. 더 요한 내용은 청동기 조 방법에 한 것이다. 박지원이 짐

짓 “그 다면 고동기에 청록색 硃斑이 생기는 건 흙 속에 오랫동안 묻 야 그

러하므로, 그래서 무덤 속에 묻혔던 것이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 그릇들

이 만일 갓 구운 것이면 어  이런 빛깔을 낼 수 있겠습니까.”라며 최근에 만든 

청동기의 색깔에 의문을 던지니, 이에 사가는 자못 상세하게 그 조방법에 

한 정보 알려 다.28)28)청동기 감정은 하나의 학문으로 정립되어 있을 만큼 

국에서 조와 감정의 내력이 깊다.29)29)이와 련한 상세한 내용은 사가가 박

27) <호질> 등과 같은 �열하일기�의 많은 부분이 과연 실제 견문을 그 로 기록한 이냐 아

니면 박지원이 의도를 가지고 재구성한 이냐 하는 논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 목

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사가가 말한 것을 그 로 기록한 것인지, 아니면 사가의 발언

인 것처럼 일부러 삽입한 것인지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여기서는 이에 해 언 하지 

않고 다만 그 발언의 출처와 의미를 살피는 데 주안 을 둔다. 

28) �열하일기� ｢속재필담｣. 원문은 자못 긴데, 략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청동기는 수은이 

얼마나 어떻게 배었는지 살펴 진가를 구분한다. 그릇 조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땅속에 소 물을 붓고 두어해 묻어두었다가 꺼낸다. 이것은 하품이다. 둘째, 붕사, 한수

석, 망사, 담반, 사반 등을 가루로 만들고 소 물에 풀어서 붓으로 골고루 여러 번 발라 

땅속에 넣고 숯을 넣어 달군 뒤 를 뿌린다. 그런 다음 꺼기를 두텁게 덮고 흙으로 

빈틈없이 덮은 뒤 4-5일 뒤에 꺼낸다. 그 뒤 댓잎 연기를 쏘이고, 비늘로 가루를 만들어 

문지르고 백랍으로 닦는다. 이 게 하면 그럴듯한 고색이 나는 조품이다. 이 내용도 원

말명  曹昭의 �格古要論�(1388)에 보이는바 典據에서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29) 청동기 감정에 한 기록은 송나라 때 이미 확인되는데, 표 인 것이 南宋때 趙希鵠

(1170-1242)이 술한 �洞天淸 集�이다. 이 책에 수록된 ｢古鍾鼎彝器辨｣에서 고동기 감

정방법을 서술하 다. 이용진, 2015 ｢宋代 工藝批評書들과 鑑識眼｣ �미술사학� 3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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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의 요청으로 써  <고동록>에 더 자세한데 뒤에서 살피도록 한다. 

나)는 사가가 박지원에게  <고동록>에서 송나라 때 유명한 도자기의 종류

인 官窯와 哥窯를 감정하는 방법에 하여 간략하게 말한 것이다. 먼  색으로 

구별하는 방법을 일러주고, 그 다음 도자기를 구울 때 유약에 균열이 일어나는 

상인 開片을 통해 좋은 도자기를 가리는 방법을 알려 다. 지 도 송  도자

기를 구별할 때 氷裂文30)을30)아는 것이 감정의 기 지식이다. 이 부분은 사실상 

明나라 谷泰가 天啓年間(1621-1627)에 지은 �博物要覽�의 내용을 그 로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31)31) 한 송나라 자기가 개 청동기를 모방해 만든 것임을 알려

주고 있다. 따라서 송  자기와 청동기는 매우 긴 한 련성이 있음을 일깨워

다.32)32) 

다)는 명나라 때 유명한 銅器인 宣爐 감정법에 한 내용이다. 명나라 宣德

(1426-1435) 연간에 태국에서 조공으로 바친 것 가운데 풍마동이 있었다. 이 동

은 매우 순도가 높은 것으로, 황제는 이것으로 여러 방면에 사용했다. 그 가운데 

향로를 만들고 그릇 에 지를 새겨 넣었는데33)
33)이 품질이 뛰어나고 귀하여 

지 까지 가치를 높게 친다. 그런데 이 목은 高濂(1573-1620)의 �遵生八牋�

(1591)에 하는 내용과 매우 유사하다.34)34) 

30) ‘氷裂’은 여요에서 비롯된 송  자기의 주요한 특징이다. 이는 자기 소성과정에서 발생하

는 일종의 결함 상이지만, 이를 의도 으로 장식화 하여 주요한 미  특징으로 부각시

켰다. 방병선, 앞의 책, 185면 참조.  

31) �博物要覽� 권5, ｢論官窯器皿｣ “官窯品格, 大率 哥窯相同, 色取粉青為上, 淡白次之, 油灰

色, 色之下也. 紋取冰裂, 鱔血為上, 梅花片, 墨紋次之, 細碎紋, 紋之下也.” �열하일기�와 비

슷한 시기의 술인 朱琰(생몰년미상), 1774 �陶說�에도 동일한 내용이 보인다. 뿐만 아

니라 � 생팔 � 등 여러 문헌에서도 볼 수 있어 고동서화의 감정과 향유를 한 기 지

식으로 리 알려진 내용임을 알 수 있다. 

32) 송 희종은 제 확립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상고시  청동기를 수집하여 도록을 편찬하

고, 청동기를 모방하여 동기나 자기를 만들었다. 이희 , 2016 �皇帝와 瓷器: 宋代官窯硏

究�, 경인문화사, 79-82면 참조.

33) �宣德鼎彝譜� 卷1 “지  섬라국왕 剌迦滿靄가 조공으로 보내온 좋은 銅이 있는데, 그 이

름이 풍마라 하며, 색이 양매 (품질이 좋은 -필자)과 같다. 짐은 이것이 쓰일만한 곳

을 생각해보았는데, 鼎彝를 잘 만들어 郊壇과 太廟의 안뜰에 놓아두는 것이 어떨까 한다

(今有暹羅國王剌迦滿靄所貢良銅, 厥號風磨, 色同陽邁. 朕擬思惟所用, 堪鑄鼎彛, 以供郊壇

太廟內廷之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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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州片의 존재를 알려주는 내용이다. 소주편은 민간 상인들 사이에서 

부르던 명칭으로, 명 만력 연간부터 청  기까지 州의 山塘街와 諸巷, 桃

花塢 일 에서 활동한 민간화사들이 조한 서화를 말한다.35)35)당시 소주는 국 

북방에서 상당한 불신을 받는 곳으로 이미지가 굳어져있는데, 이는 명나라 때부

터 이어졌다.36)36)여기서 말하는 ‘閶門의 경박한 무리들’이란 소주 상인을 가리키

며 이들이 들고 온 물품은 개 소주에서 조된 이른바 소주편을 가리킨다고 

해도 무방하다. 사가가 여기서 소주상인들을 매우 비 으로 언 한 것은 개

인의 체험에서 비롯한 것이지만, 명나라 때부터 북경 심으로 퍼져있는 소주에 

한 나쁜 이미지에 기인한 탓도 있다.37)37)소주편에 한 이 언 이 요한 이유

는 州에서 조된 서화가 국각지에 량으로 퍼져나갔으며 심지어 조선과 

일본에까지 흘러들어가 시장을 교란했기 때문이다. 서화의 애호가 성행하고 유통

이 매우 활발하여 조품 시장이 성립했음을 보여주는 상징  상이 소주편의 

량생산이다. 매우 한정되어 있는 고서화에 한 뜨거운 소장열기가 이처럼 

작 생산이 활발하게 된 핵심 인 요인이며, 서화 감정의 필요성이 확 된 이유다. 

이 소주편에 하여 박지원은 열하에서 학성과 나  필담에서 재차 언 했다. 

나는, “제가 듣기에는 江南에서 나는 서화와 기완은 巧匠들이 조한 것이 많다는

데 사실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지정은, “그 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그릇 두 개도 

閶門에서 아무 게나 만든 것이 아니라고 어  보증하겠습니까. 는 본래 감식이 

깊지 못하여 바보 형세를 면치 못합니다.” 한다.38)38) 

34) 다음 목은 몇몇 자구의 차이를 제외하면 거의 동일한 문장이다. 高濂, �遵生八箋� ｢燕

閒清賞箋｣ 상권, <論新 銅器辨正> “宣鑄多用蠟茶, 鏒金二色. 蠟茶以水銀浸擦入肉熏洗為

之. 鏒金以金鑠為泥, 數四塗抹, 火炙成赤, 所費不貲, 豈民間可能徬佛.”

35) 이주 , 2012 ｢명청  州片 清明上河圖 연구: 구   소주편을 심으로｣ �미술사학� 26, 

167-199면.

36) 이은상, 2009 ｢명  기 州 문인사회와 實景圖｣ �장강의 르네상스�, 민속원, 19-43면 

참조. 

37) 반면 명  남방의 강 태주 출신인 王士性(1547-1598)은 소주인을 비교  정 으로 

서술하 다. �廣志繹� 卷2, ｢两都｣ “소주인은 총명하고 지혜로우며 옛것을 좋아하고  

옛 고동서화를 모방하는 기술이 좋아 서화의 모사나 청동기의 주조하는 기술은 능히 진

품과 모조품을 구별하기 힘들게 한다(姑 州人聪慧好古, 亦善仿古法爲之, 書畵之臨摹, 鼎

彝之冶淬, 能令真赝不辨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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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은 이미 소주를 비롯한 강남일 에서 고동서화를 많이 조한다는 정보

를 알고 학성에게 확인 차 질문했다. 학성은 박지원의 질문에 정하면서 자기

가 소유한 고동서화도 소주에서 조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뿐 

아니라 박지원은 이 소주편에 하여 여러 곳에서 언 했는데, 특히 <청명상하

도>와 련된 에서 빈번하다. 조선에서 서화감정으로 이름난 상고당 김 수가 

수장하던 <청명상하도>조차도 조품이라고 말한다.39)39) 한 홍 용이 소장하고 

있던 <청명상하도>도 贗本임을 에둘러 말하고 있다.40)40)그 다면 박지원이 �열하

일기�에 이처럼 고동서화의 鑑定에 해 풍부하게 기록한 까닭은 무엇일까? 

38) �열하일기� ｢황교문답｣ “余曰, 愚聞吳中所出書畵器玩, 多巧匠贋造, 然否. 志亭曰, 是也. 

成家所有兩器, 安保非閶門濫手, 成鑑識本淺, 未免癡闇.”

39) �연암집� 제7권 별집, ｢鍾北 選｣ <觀齋所藏淸明上河圖跋> “이 두루마리 그림은 尙古  

金氏의 소장으로서 仇十洲(仇英, 1498?-1552)의 진품이라 여기어 훗날 자신이 죽으면 무

덤에 같이 묻히기로 다짐했던 것이다. 그런데 김씨가 병이 들자 다시 觀齋 徐氏의 소장

품이 되었다. 당연히 妙品에 속한다(此軸, 乃尙古金氏所藏. 以爲仇十洲眞蹟, 誓以殉. 他日

斧 金氏旣病, 復爲觀齋徐氏所蓄, 當屬妙品).” 여기서 묘품은 작품은 매우 정 한 모방작

이란 뜻으로 쓰 다. 신흠(1566-1628)은 연행을 앞둔 화사 이정에게 주는 시의 서문에 

이르기를 “그림에는 絶品이 있고, 妙品이 있는가 하면 神品도 있는 것인데, 사람의 공정

이 극에 달하면 품․묘품은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신품만은 사람의 공정으로는 미칠 

수 없고 色도 떠나고 테두리도 탈해야만 비로소 신품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畫有絶品有妙品有神品, 人工極則絶 妙, 可能也. 唯神也 , 非人工可及, 離乎色, 脫乎境, 

然後迺可以語於神矣. �상 선생집� 제22권, ｢序｣, <贈李畵師楨詩序>).”라 하여 그림을 세 

등 으로 나 어 그  하나로 묘품을 언 했는데, 여기서도 묘품을 매우 정 한 그림이

라고 쓴 바 있다. 그런데 이는 아마도 陶宗 가 �南村輟耕 � ｢叙畵｣에서 말한 다음 문

장 “所論畵之三品, 盖擴前人所未發. 論曰: 氣韻生動, 出於天成, 人莫窥其巧 , 之神品; 

筆墨超絶, 傳染得宜, 意趣有餘 , 之妙品; 得其形似而不失規矩 , 之能品.”에서 그 요

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40) �연암집� 제7권 별집, ｢종북소선｣ <湛軒所藏淸明上河圖跋> “나는 이 그림에 발문을 지은 

것이 이미 여러 번이다. 모두 다 十洲 仇英의 그림이라 일컫고 있으니, 어느 것이 진품이

고 어느 것이 조품인가? 국의 江南 사람들은 교활하기 짝이 없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은 물정에 어두우니, 이 두루마리 그림이 동쪽으로 압록강을 건 온 것이 많은 것은 당

연한 일이다(吾爲跋此圖, 亦已多矣. 皆稱仇英十洲孰爲眞蹟, 孰爲贋本. 吳兒狡獪, 東俗眯

眊, 宜乎其此軸之多東渡鴨水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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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릇 서화나 고동품에는 수장가가 있고 감상가가 있다. 감상하는 안목이 없으면서 

한갓 수장만 하는 자는 돈은 많아도 단지 제 귀만을 믿는 자요, 감상은 잘하면서도 

수장을 못 하는 자는 가난해도 제 만은 배신하지 않는 자이다. 우리나라에는 더러 

수장가가 있기는 하지만, 서 은 建陽의 坊刻이고 서화는 金閶( 州)의 贋本 뿐이다. 

栗皮色 화로를 곰팡이가 피었다고 여겨 어내려 하고, 藏經紙를 더럽 졌다고 여겨 

씻어서 깨끗이 만들려고 한다. 조잡한 물건을 만나면 높은 값을 쳐주고, 진귀한 물건

은 버리고 간직할  모르니, 그 한 슬  일일 따름이다.41)41) 

 은 <필세설>의 한 목으로, 당나라 張彦遠(815?-879?)이나 북송 米芾

(1051-1107)의 에서도 유사한 내용이 보인다.42)42)우리나라의 고동서화 향유의 

왜곡된 실을 비 한 내용임이 분명히 드러난다. 이를 바탕으로 박지원이 고동

서화의 감정에 한 사가의 발언을 비교  자세하게 기록한 의도를 쉽게 유추

할 수 있는데, 국의 고동서화가 무분별하게 유입되는 실을 조 이라도 개선

하기 해 최소한의 감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② 清供

文王鼎, 召父鼎, 亞虎父鼎. 이는 모두 商․周 시 의 유물로서 上賞에 해당됩니다. 

周王伯鼎, 單徒鼎, 周豐鼎. 이는 모두 唐의 天寶(唐玄宗의 연호, 742-756) 연간에 局

에서 만든 것인데, 몸집이 작아서 서재의 향불 피우기에 가장 알맞습니다. ( 략) 周

大叔鼎, 周䜌鼎. 이는 모두 서실의 清供에 들 만합니다. ( 략) 觚, , 觶 이 세 가

지는 모두 술그릇이지만 역시 꽃을 꽂아서 평상시의 맑은 감상에 이바지될 것입니

다. (하략)43)43)

사가가 박지원의 요청으로 써  <고동록>의 일부다. 이 에는 국 고  청

41) �연암집� 권3, ｢孔雀舘文稿｣ <筆洗說> “夫書畵古董, 收藏鑑賞二家. 無鑑賞而徒收藏 , 富

而只信其耳 也. 善乎鑑賞而不能收藏 , 貧而不負其眼 也. 東方雖或有收藏家, 而載籍則

建陽之坊刻, 書畵則金閶之贋本爾. 栗皮之罏以爲黴而欲磨, 藏經之紙以爲涴而欲洗. 逢濫惡

則高其値, 遺珍秘而不能藏, 其亦可哀也已.”

42) 이에 해서는 다음 에 논의가 자세하다. 황정연, 2010 ｢朝鮮後期 書畵收藏論 硏究｣ �藏

書閣� 24, 204-207면.

43) �열하일기� ｢성경잡지｣ <고동록> “文王鼎, 召父鼎, 亞虎父鼎, 此商周上賞. 周王伯鼎, 單徒

鼎, 周豊鼎, 皆唐天寶中局鑄, 軆 , 宜書齋薰燎. ( 략) 周大叔鼎, 周䜌鼎, 俱堪入書室淸

供. ( 략) 觚 觶此三器, 皆酒具, 亦可揷花, 以供燕居淸賞.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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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  표 인 것을 심으로 작성한 목록에다 간단한 설명을 덧붙 다. �박

고도�와 �서청고감�을 참고하여 작성했다고 하 으나, 두 책에 수록된 수많은 

청동기에 비하면 소략하다. 그럼에도 요한 내용을 부기해 두었는데, 그 쓰임새

에 한 내용이다. 어떤 것들은 향 피우기에 당하고, 어떤 것은 清供에 들 만

하며,  어떤 것은 꽃을 꽂아두면 청상에 이바지 한다는 말에서 청동기는 아무

게나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용도에 따라 알맞은 것을 선택해야 함을 알 수 있

다. 여기서 특히 清供이란 말이 주목되는데 이는 고아한 정취를 자아내기 해 

청동기, 도자기와 문방 등을 배치하는 일이다. 그 기원은 국 고 의 제의의식

과 불교의 공양의식에서 비롯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이 晉 永和 9년

(353) 삼짇날을 맞아 王羲之 등 40여 명의 문인들이 蘭亭修禊라는 일종의 세시

의례를 열면서 차 문인들이 청아한 도구를 갖추어 감상하는 문화로 발달하기 

시작했다.44)44)이것이 당송시 와 명청시 를 거치며 더욱 성행하는데, 문인들이 

남겨놓은 련서 으로도 그 실상을 짐작할 수 있다.45)45)특히 청나라 때는 황실

에서 극 으로 고동서화를 향유하면서 청공이 상하층을 막론하고 리 성행하

다.46)46)박지원의 고동서화 련 기록은 이러한 시 를 배경으로 한다. 인용문에

서 사가가 말한 花 揷花와 清供은 袁宏道(1568-1610)의 에서도 그 용례가 

확인된다. 

개 서재의 병은 키가 낮고 작은 것이 당하다. 銅器 가운데 화고, 동차, 뢰, 

방한호, 소온호, 편호 등이라든가, 窯器 가운데 지추, 아경, 여 , 화 , 화낭, 시 , 

포추 등은 모두 그 형태가 짧고 작게 만들어진 것이어야만 비로소 청공에 들 수 있

다. 그 지 않으면, 집의 당에 향화의 화로와 무슨 차이가 있겠으며, 아무리 옛것이

라고 하여도 속되다.47)47) 

44) 陸萱, 2017年 1期 ｢明代繪畵中的清供圖像硏究｣ �西北美術� 總122期; 吳明娣․戴婷婷, 

2019.1 ｢聖而凡 華而雅-清供圖源流｣ �美術 設計�, 南京藝術學院.

45) 이 에서 개 거론하고 있지만 여기서 일별하면 다음과 같다. 南唐 때 易簡(958-996)

의 �文房四譜�, 宋代 林洪(1137-1162)의 �文房圖讚�, 趙希鵠의 �洞天淸 集�(1242), 曹

昭의 �格古要論�(1388), 高濂(1573-1620)의 �遵生八箋�, 張謙德(1577-?)의 �瓶花谱�

(1595), 袁宏道(1568-1610)의 � 史�, 谷泰의 �博物要覽�, 文震亨(1585-1646)의 �長物志�, 

屠隆(1544-1605)의 � 槃余事�, 李 (1611-1680)의 �閑情偶寄� 등.

46) 趙麗紅, 2013.10 ｢文房清供 清宮旧藏｣ �中國書法� 246期, 41-55면.



114·한국문화 88

이 에서 꽃꽂이에 당하고 좋은 여러 그릇들을 거론하고 있는데, 청동기와 

송  도자기 등이 표 인 꽃꽂이용 그릇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향을 피우는 그릇과 꽃꽂이 그릇이 엄격하게 구분되고 있음을 알 수도 있다. 

그런데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바로 꽃꽂이가 청공문화의 산물이란 것을 밝

힌 이다. <고동록>에 보이는 사가의 생각과 거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에서 국에서 고동서화의 감상은 단순히 감상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청공이라는 일종의 문화  통에 바탕을 둔 미 생활양식임을 알 수 있다. 청

동그릇을 배치하는 것과 꽃꽂이, 향 피우기는 모두 같은 배경을 가진 문인들의 

생활이다.48)48)  

이 청공이 조선으로 들어오는 과정49)을49)잠시 살피면, 기에 허균50)의50)경우와 

47) �袁中郞集� 24, ｢ 史｣ 三, <器具>(심경호 외 옮김, 2004 �역주 원 랑집� 5, 소명출 , 

388면) “大抵齋 宜矮而 . 銅器如花觚, 銅觶, 罍, 方漢壺, 素溫壺, 匾壺, 窯器如紙槌, 

鵝頸, 茹袋, 花樽, 花囊, 蓍草, 蒲槌, 皆 形製短 , 方入清供. 不然, 家 香火何異, 雖

亦俗也.” 다만 역주본에서는 ‘清供’을 ‘맑은 공’이라고 번역했지만, 여기서는 오래된 

내력이 있는 용어로 간주하여 ‘清供’ 그 로 옮긴다. 

48) 명말 청  李 (1611-1680) 한 거실에 두고 완상하는 기물을 설명하는 가운데 향피우

기와 꽃꽂이를 청공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李 , �閑情偶寄� ｢器玩｣ 

<制度>(김의정 옮김, 2018 �쾌락의 정원�, 항아리, 254면), “분향에 필수 인 기물로 향

삽과 향 젓가락 외에도 향을 담는 합이 있고,  부삽과 부젓가락을 꽂는 병 등의 여러 

물건은 모두 향과 향로의 수족과 같아서 혹시라도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밖에  하나의 물건이 있는데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것이지만 사람들이 간혹 알면서도 

부분 설치하지 않는다. 마땅히 청공의 항목에 보충해 넣어야 한다. ( 략) 이러한 물건

은 특별히 제작할 필요가 없고, 그  털이 무뎌진 작은 붓 한 자루면 된다. 붓 롱은 정

교하여 먹을 묻  씨를 쓰는 붓과 구별되도록 하고, 부삽과 부젓가락의 두 기물과 함

께 하나의 병에 꽂아 차례로 집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하며, 이름은 향추라 한다[焚香

必 之物, 香鍬香箸之外, 復有貯香之盒, 揷鍬著之 之數物 , 皆香 爐之股肱手足, 不

可或無 也. 然此外更有一物, 勢在必 , 人或知之而多不設, 當爲补入清供. ( 략) 此物不

特製, 竟用蓬頭 筆一枝, 但精其管, 使与濡墨 有别, 鍬箸二物同插一 , 以便次第取

用, 名曰香帚].” 김정희도 향 피우기를 청공의 범주에 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완당 집� 제5권 ｢書牘｣ < 草衣> 其二 “열 꼭지의 향을 아울러 보내니 淸供

에 갖추기 바랍니다(十瓣香幷呈, 以備清供).”

49) 이 을 포 으로 고찰한 것은 아니지만 조선에서 清供이 성행하는 상에 해서는 다

음 이 참조된다. 이경화, 2011 ｢강세황의 청공도와 문방청완｣ �미술사학연구� 271․272; 

손정희, 2013 ｢洪敬謨의 ｢山居十供記｣와 19세기 清供의 문화  함의｣ �한국문화�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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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청공의 본뜻을 살려 수용하고자 하는 흐름이 있었지만, 조선후기에 국에

서 량으로 유입되는 완물들은 개 사치품 소비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었다. 

더구나 그 사치품은 진 를 구별하지도 않고 무질서하게 유통되어 청공의 본뜻

을 흐리는 문란한 풍조로 흐르고 있었던 것이다. 박지원은 고동서화 향유의 취

지에 무지한 조선의 실상 한 �열하일기�에 잘 기록해두었다.

가) 귀국의 값진 물건을 다루는 방법은  우리 국과 다른 듯합니다. 언젠가 귀

국의 장사치가 비록 약간의 차와 약을 구입하기는 했지만 물건이 상품인지는 

따지지 않고, 값만 헐한 것으로 사려는 것을 본 이 있습니다. 그러니 물건

의 진짜 가짜인들 어  따지겠습니까? 차나 약같은 물건뿐 아니라 이런 고동

품들은 무거워 싣고 가기가 어려우므로 례에 따라 변방 국경에서 사가지고 

돌아갑니다. 때문에 북경의 장사꾼들은 미리 내지의 허섭스 기 같은 가짜를 

거두어들여 국경으로 옮겨 팔아서 서로 속이고 속고 하여서 약빠른 모리배 

짓을 합니다.51)51) 

나) 조  뒤에 소년이 폭우를 무릅쓰고 손에 사과 한 바구니, 계란볶음 한 시, 

계란을 끓는 물에 반숙한 수란 한 사발을 들고 온다. 사발은 둘 가 7 이고, 

두께는 한 치이며, 높이가 서  치 정도 된다. 표면에는 녹색 유리를 입혔으

며, 양쪽 볼에는 아귀아귀 먹어 는 도철이란 짐승의 그림을 그려 넣었고, 입

구에는 큰 고리를 달아 세숫 야로 쓰기에 아주 합할 것 같은데 무거워서 

멀리 가지고 갈 수 없다. 값을 물어보니 1鈔라고 한다. 1 는 136푼이니 은자

로 3 에 지나지 않는다. 상삼의 말에 의하면, “이게 북경에서는 은자 2 에 

불과하지만 조선에 가지고 가기만 하면 희귀한 보물이 된다는 것을 뻔히 알

면서도 워낙 육 하여 옮기기 어려워서 어 할 방법이 없습니다.” 한다.52)52)

다) 부사와 서장 의 비장들이 후당에서 시끌벅  떠들며 함부로 서화들을 뽑아

선 빙 둘러서서 다퉈 펼쳐보기를, 마치 조보를 보듯이 옷감을 재면서 었다 

폈다 하듯 마구 다룬다. 거칠 것 없이 제멋 로 서려 는 품이 군의 성을 

50) 허균은 �한정록�에서 清供이란 항목을 두어 이와 련된 구 을 뽑아 편집하 다. 

51) �열하일기� ｢성경잡지｣ “貴邦珍尙, 亦異內地. 甞見賣買人, 雖如干茶藥, 不揀 品, 只取價

廉, 何論眞假. 非但茶藥如此, 諸般器物, 爲其載重難輸, 例於邊門貿回. 故京裏裨販, 收內

地笨伯, 轉輸邊門, 互相騙詐, 以爲機利.”

52) �열하일기� ｢일신수필｣ “ 選冐大雨, 手持一籃蘋果, 一盤卵炒, 一甌水卵而來. 甌七圍, 肉

厚一寸, 高三四寸. 上銹綠琉璃, 兩頰爲饕餮, 口含大環, 正合盥盆, 而重不可遠致. 問其價, 

爲一鈔. 一鈔爲一百六十三分, 爲銀不過三錢矣. 象三 此在皇京, 不過售銀二錢, 而肉重難

輸, 明知其出境爲希寶, 而無可奈何云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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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뜨리고 진 을 함락하여 장수의 목을 치고 깃발을 낚아채듯 한다. ( 략) 

서쪽 벽 아래에서 갑자기 갑옷을 두른 말의 소리, 북소리, 징소리 등 아연 

쟁 소리가 나기에 깜짝 놀라 되돌아가서 보니, 여러 사람들이 鼎․彝․ ․壺 

등을 제멋 로 덜거덕거리며 보고 있었다. 나는 민망함을 견디지 못하고 바삐 

걸어서 문을 나와 버렸다.53)53) 

당  조선은 국의 고동서화 향유문화를 받아들 지만 국에서처럼 유행할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 우선 소비하는 상은 국내 생산기반이 매우 빈약했

고, 더구나 륙에서 생산된 고  靑銅彝器와 련된 문화는 거의 없었으며, 소

비계층 역시 경화세족이나 재력이 있는 인층 주로 매우 국한되어 있었다. 

즉 국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이어오면서 문인들의 고아한 생활 습이 된 완상 

혹은 청공은 으로 수입된 문화다. 국의 고동서화가 조선에 들어오면 값비

싼 고가가 되는 이유는 으로 唐物이란  때문이다. 이러한 실정에서 조선

의 고동서화를 둘러싼 반  수 은 국인이 보기에 부끄러울 지경이란 을 

 인용문이 잘 보여 다. 

가)는 국의 상인이 조선에 들어오는 고동서화가 모두 가짜인 것은 모두 조

선이 진 를 가리지 않고 값싼 물건만 찾아 수입하려는 상인들이 원인이라고 지

한다. 심지어 조선의 고동서화를 하는 태도가 얼마나 부끄러운 수 인지도 

보여 다. 나)는 이러한 상황에서 비록 국 민간의 생활용기로 쓰던 것이라 하

더라도 마구 조선에 들어와 값비싼 고동서화와 완물이 될 수 있음을 보여 다. 

다)는 남의 집에 들어가 그 집에서 귀하게 소장하고 있는 고동서화를 아무 게

나 만지고 조심성 없이 다루는 장면을 통해 淸玩에 몰지각한 조선인을 그 로 

보여 다. 박지원은 국에서 보고 들은 이러한 장면들을 빠짐없이 기록하면서 

무분별하게 고동서화를 수입하는 조선의 실태를 낱낱이 보여주고 있다.

고동서화의 향유와 감정에 한 사가의 발언은 이러한 실상을 염두에 두고 

53) �열하일기� ｢ 내정사｣ “兩房裨 , 鬨 亂抽, 環立爭展, 如觀朝報, 如度匹練, 襞摺摧拉. 

飛騰果敢, 有崩城陷陣斬 搴旗之勢. 加以心忙意促, 難竟其長, 則悔其始展, 反咎匠手曰, 似

此長軸, 用之何處, 不可作屛風, 不可作 子. 或曰, 吾不識畵, 畵則莫如朱紅烏. 桓玄之不設

寒具, 儘是名士. 西壁下, 忽聞介馬金皷之聲, 大驚回顧, 乃群閱鼎彛 壺也. 余不勝悶然忙步

出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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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야 진의에 다가갈 수 있다. 단순히 고동서화의 기 인 감정방법에 한 

내용을 넘어서서 이를 향유하는 본질  태도를 찾고자 하는 박지원의 고심이 내

재되어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조선에서 무분별한 수집에만 집착하

는 난맥상을 해결하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인데 사가의 말이 여기에 하나의 

지침이 될 수 있기를 기 하지 않았을까.

3. 감상지학의 재구성

무엇보다 요한 것은 박지원이 감상지학의 기본원칙이나 제를 뒤집는 격

인 내용을 남긴 이다. 사  개상에서 감상지학은 ‘玩物喪志’에 얽매인 기

존 유가들의 과 오랜 시간 논쟁을 벌이며 독자 인 논리를 만들어갔다. 특

히 앞에서도 살펴보았듯 감상과 수장에 한 논리를 다듬는데 주력했다. 그런데 

박지원은 이를 수용하거나 논의를 심화시키는 데 머물지 않고 아  이마 도 넘

어서고자 했다. 무엇보다 감상지학 그 자체에 한 성찰과 반성에 주력하 는데, 

이는 감상지학에 한 일종의 메타 비평  성격을 지닌다. 

1) 고동은 상서롭지 않다

지정은 감탄하면서, “즐거운 나라 즐거운 땅에 즐겁게 나서 즐겁게 죽는 셈입니

다. 周公이 법을 만든 것은, 만세에 도 질할 마음을 열어  것이지요. 필부의 시

체가 무슨 죄리오. 구슬을 가진 것이 죄이지요. 하물며 帝王家의 일이겠습니까. 천하

를 하여 그 어버이에게 검소하게 하지 않는 것인데 천고 제왕의 말을 화로 삼으

니, 이러므로 한번 喪亂을 겪으면 헤치지 않는 능침이 없어 京師의 유리창 같은 

데서 는 古玩品은 모두 역 의 능침에서 나온 물건들이랍니다. 묻자마자 바로 

헤치기도 하고 묻힌 세월이 오랠수록 그 헤치는 도수가 잦았으며, 이런 데서 

낸 물건일수록 더욱 寶器라고 쳐주어, 그 에는 열 번이나 땅에 들어갔다 나온 것

도 있답니다. 이제 와서는 비록 張釋之(漢의 법 )가 삽을 쥐고, 劉向이 삼태기를 잡

아서 楊侯(후한 때의 명신 楊震)를 장사지낸다 하더라도 도 들은 믿지 않을 것입니

다.” 한다. 나는, “무덤 속에서 나온 器玩이란 흉하고 더럽고 냄새가 나서 상서롭지 

못한 데가 많을 터인데, 그것을 어  보물로 칩니까.” 하고 물으니, 지정은, “참 그

습니다. 殷의 야와 周의 술잔은 그 해독이 만고에 내려와 후세의 일 좋아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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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읽는 방이나 그림 그리는 마루나 신을 높이는 방 치장에 이 게 상서롭

지 못한 그릇 아니고는 벌여 놓을  모른답니다. 감상가들은 역력히 이것을 알아내

는 것으로 박식하다 하 고, 수장가들은 부지런히 모아들이는 것으로 취미를 삼습니

다.” 한다.54)54)

이는 ｢황교문답｣에서 학성과 나  필담의 일부다. 이러한 내용의 필담을 주고

받게 된 계기는 앞서 살핀바와 같이 필담에서 양련진가란 인물이 등장하면서부

터다. 그는 이 날 추사시와 화하던 와 에 나왔던 인물로, 추생은 반선을 두

고 “양련진가가 다시 태어났다”고 하 다. 그러자 에 있던 왕민호가 추생을 

매우 책망하고, 잠시 자리를 비웠다 다시 들어온 학성이 이 말이 힌 종이를 

보고 손으로 찢어서 입에 넣으며 추생을 말없이 노려보았다. 그만큼 청나라 문

인 료들에게는 반선을 비방하는 말을 험한 것으로 간주했다. 그런데 다른 

날 박지원은 학성과 필담을 주고받으면서 날에 추사시가 말한 양련진가를 다

시 언 하 다. 이때 학성은 추사시를 비 하 지만, 정작 자신도 양련진가의 내

력을 자세하게 말해주면서 추사시가 말한 양련진가의 후생이라는 말의 의미는 

활불이 양련진가와 같이 티베트 사람이라 그에 빗 어 활불을 비 하기 한 말

이었음을 자세히 알려주었다. 그러면서 학성은 박지원에게 조선의 능침제도를 

묻고 박지원이 조선은 검소함을 숭상하여 무덤에 보물을 넣는 풍습은 없다고 하

자, 이에 감탄하면서 한 말이 의 인용문이다. 학성은 양련진가가 국에 들어

와 마구 능침을 도굴할 수 있도록 한 원인은 바로 상장례 제도를 만든 주공과 

맹자가 제공했다고 하며 그 비 의 을 유가의 성인으로 돌렸다. 이에 박지

원은 화제를 살짝 틀어 무덤에서 나온 고동이 상서롭다는 세간의 통념에 비

인 태도로 슬며시 질문을 던진다. 그러자 학성도 이에 맞장구를 치면서 국 고

동서화 향유자의 잘못된 행태를 이와 같이 비 하 다. 

이 목은 감상지학의 요체를 비 한 문제 인 화다. 청공에 소요되는 고동

54) �열하일기� ｢황교문답｣ “志亭歎曰, 國 土, 生 死. 周公制禮, 啓萬世盜賊之心. 匹夫

無罪, 懷璧是罪, 况帝王家乎. 不以天下 其親, 禍千古帝王之語, 是以一經喪亂, 無不被發, 

京師琉璃廠中所售古玩, 皆歷代陵寢中物. 卽埋旋發, 其埋愈久, 其發愈頻, 而愈稱寶器, 多有

十回出地 . 目今雖使釋之秉鍤, 劉向操簣以葬楊矦, 盜且不信. 余曰, 墓中器玩, 凶冥臭穢, 

不祥甚矣, 何寶之有. 志亭曰, 是也. 殷敦周彛, 流毒萬古, 而後世好事 , 書丌畵廚, 位嚴

閣, 非此等不祥之器, 莫可排當. 鑑賞家, 方以歷歷識別爲博, 收藏家, 亦以孜孜鳩集爲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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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상서로움을 요한 가치로 친다.55)55) 국어에서는 의 발음이 平과 같아 꽃

꽂이 그 자체가 길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56)56)뿐만 아니라 �격고요론�에서는 

“청동화병이 흙속에 오래 들어있던 기가 흙의 기운을 깊이 받아 꽃을 기르는 데 

유용하다”57)고57)했는데 이것이 바로 통 으로 국인이 흙에 묻 있던 그릇이 

상서롭다고 생각한 여러 이유  하나다. 그러나 박지원은 학성과의 문답에서 

고동에 부여된 최고의 가치인 상서로움을 비 한다. 청공은 상서로운 물건을 가

져다놓고 길상을 바라는 것인데, 지정은 도리어 이러한 물건이 상서롭지 못한 

것이라고 한다. 주공이 매장풍습을 만들어 땅에 기물을 묻는 제도인 주례가 도

굴을 조장하는 원인을 제공하 고, 이것이 고동서화 애호 풍조의 확산과 맞물려 

무덤을 헤치고 훔친 고동이 다시 묻히고 다시 도굴되어 땅밖으로 나오는 악순

환을 거듭하는 실태를 비 하고 있다. 이 듯 박지원은 나아가 아  고동서화 

애호의 가장 핵심 인 념인 상서로움 그 자체를 문제 삼는다. 청공이라는 매

우 古雅한 생활태도 이면에는 매우 추악한 고동서화 유통의 실이 있음을 포착

하고 있는 장면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박지원이 아마도 국 역사와 정치 

55) 기원  5세기 무렵의 �墨子�에서 청동기의 상서로움에 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묵

자� 제46편 ｢耕柱｣ “솥은 다리가 셋이며 모양은 네모반듯하다. 불을 때지 않고도 스스로 

삶으며, 들지 않아도 스스로 제 있어야 할 곳에 소장되며, 옮기지 않아도 스스로 걸어간

다(鼎成三足而方, 不炊而自烹, 不擧而自臧, 不遷而自行).” 여기서 신정은 고  청동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것에 신격과 상서로움을 부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禮記� ｢禮

運｣의 “하늘은 그 도를 아끼지 않고, 땅은 그 보배를 아끼지 않으며, 사람은 그 정을 아

끼지 않는다(故天不愛其道, 地不愛其寶, 人不愛其情)”는 목에서도 땅에서 나는 그릇에 

담겨 있는 길상의 상징성에 한 오래된 념을 알 수 있다. 후 에 �宋書� ｢符瑞志｣에

도 “신령스러운 솥은 質과 文의 정수다. 길흉을 알고, 능히 무거워지고 가벼워지며, 불을 

때지 않아도 끓으며, 다섯 가지 맛이 로 나니, 왕은 성스러운 덕이 스스로 나온다(神

鼎 , 質文之精也. 知吉知凶, 能重能輕, 不炊而沸, 五味自生, 王 盛德自出)”라 하 는데 

이는 �묵자�에서와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청동기의 상서로움에 한 념은 국사에서 

면면히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6) 노자키 세이킨(변 섭․안 길 옮김), 2011 � 국미술상징사 �, 고려 학교출 문화원, 

46면.

57) �格古要論� ｢古 養花｣ “古銅 鉢入土年久, 受土氣深, 用以養花, 花色鮮明如枝頭, 開速而

謝遲, 則就 結實, 陶器亦然.” 이 목이 張謙德의 � 花譜�(1595)에 몇몇 차이나는 字句

를 제외하고 거의 같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어 아마도 �격고요론�에서 인용한 것으로 보

인다.  원굉도의 � 史�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확인되어 유구하게 승되는 말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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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에 있는 추악하고도 어두운 계를 문제 삼으면서 고동서화에 매몰된 나머

지 이를 둘러싼 역사  배경에 제 로 심을 기울이지 않음을 지 하기 한 

의도 한 내재되어 있다고 보인다. 한 앞서 살펴보았듯이 그간의 감상지학에

서는 감상자와 수장자로 나 어 감상자를 비교  높이던 경향이 있었는데, 학성

은 감상자조차도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 여기에도 감상지학이 물건 자체에 지나

치게 매몰되어 유미주의로 빠지는 것을 경계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

인다.58)58)   

2) 완상은 괴로운 일이다 

시장에서 는 벼루 한 개의 값이 백 냥을 넘지 않는 것이 없으니, 슬 다. 천하

가 일이 있으면 珠玉이 굴러다녀도 거두어들이지 않지만 海內가 승평한 때는 기왓장

이나 벽돌이 땅에 묻  있어도 반드시 캐내는 것이다. 부귀한 자들은 심심풀이로 취

하여 보고, 빈천한 자들은 을 뒤집고서 거두어 간직하며, 취미로 감상하는 자는 우

연히 한 번 만져만 보고, 우둔한 자는 발이 부르트도록 쏘다니며 구하여 밭 갈다가 

얻은 것, 낚시질하다가 건진 것, 송장 냄새나는 무덤 속에서 낸 것까지도 천하의 

보물로 여기고 있으니, 천하의 보물을 보배롭게 감상하는 마음도 한 괴롭다 할 것

이다. 이러고 보니 한 조각 돌로 족히 천하의 세를 알아맞힐 수 있을 것이어늘 하

물며 천하의 괴로운 심정이 돌보다 더 큰 것이 있음에랴.59)59)

<황교문답서>의 한 목이다. 인용문의 서두에 나오는 내용은 국에서 해

오는 속담인 “盛世的古董 亂世的黃金”과 거의 유사하다. 국인들이 時勢에 따

라 재산을 축 하는 방법에 한 것이지만, 이 말은 고동과 황 의 속성을 정확

히 지 하고 있다. 그런데 박지원은 이에 주목하기 보다는 고동을 통해 천하의 

세를 악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르 다. 해내가 승평한 때에는 에서 아래

까지, 부자건 빈자건 모두 천하의 보물을 구하기 해 몰려다니는 상황을 매우 

실감나게 잘 묘사해두었다. 그런데 여기에 무덤 속에서 낸 것까지도 보물로 

58) 물론 이 목도 그 제시 방법에서 박지원이 학성의 발언을 통해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고

자 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59) �열하일기� ｢황교문답｣ “ 肆所售, 一硯之値, 無不百金 , 噫! 天下有事, 則珠玉宛轉而不

收, 海內昇平, 則瓦甎埋沒而必採. 富貴 適然取視, 貧賤 努目收藏. 淸賞 偶一摩挲, 椎鹵

繭足奔趨, 於是乎鋤犂所起, 鉤罾所登, 屍氣所漬, 紛然爲寶於天下. 天下珍玩之心, 又苦矣. 

然則一片之石, 足以占天下之大勢, 而况天下之苦, 有大於石 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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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고 있다는 언 은 앞서 살펴본 학성과 나  필담과 련이 있다. 두 사람은 

무덤에서 나온 그릇은 상서롭지 못하다는 견해에 공감했는데 이를 서문에 가져

와서 필담 내용을 미리 언 하고 있다. 성세에는 상서롭지 못한 것까지도 보물

로 간주하는 세태에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지만, 기실 감상자의 괴로운 심정을 

언 한 목에 주목해야 한다. 괴로움은 송장냄새가 밴 것조차 보물로 간주하고 

이를 매만지며 좋다고 해야 하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즉 실제 감각작용으로는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겉으로는 이를 억 르고 즐겁게 고동을 감상해야 

하는 상황자체가 괴로움이다. 이 한 玩賞, 곧 감상은 즐거운 일이라는 상식

을 뒤집는 격 인 발언이다. 이미 박지원은 ‘송장냄새가 밴 고동은 상서롭지 

못하다’는 설을 말한 바 있는데, 감상의 괴로움은 이를 바탕으로 한 논리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한 괴로움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 서문 앞에 나오

는 목과 련 있다. <황교문답서>에서 말하기를 박지원이 열하에서 살펴본 천

하의 형세 다섯 가지가 있다고 하 는데,60)60)마지막으로 언 한 형세가 바로 이 

인용문이다. 천하가 태평하여 고동을 찾아 이리 리 몰리는 국인들도 괴로운 

심정은 마찬가지다. 겉으로는 태평한 세상이지만 국인들 그 구도, 황제에서

부터  가난한 자들까지 구하나 괴롭지 않은 자들이 없다. 해서 박지원은 송

장냄새 나는 돌을 감상하는 괴로움에서 천하의 형세를 알 수 있듯, 이것보다 더

한 것, 황제, 만주족, 한족의 괴로움에서 천하의 형세를 읽어내는 것은 더 쉽다

고 말한다. 이를 통해 박지원은 고동서화의 향유 풍조가 성행하는 시기가 도래

하면 이에 휩쓸려 따라다니지 말고 조  떨어져서 볼 것을 권하며, 그러한 상

의 배경과 의미를 따져보며 천하의 형세를 악해보라는 메시지를 던졌다고 볼 

수 있다.     

60) 마지막을 제외한 네 가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황제가 피서를 명목으로 열하에서 거

주하는 까닭은 몽골이 강하기 때문이며,  여기에 황 각을 짓고 반선라마를 스승으

로 모시는 까닭은 몽골보다 티벳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형세가 그러하여 그 스스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라 황제로서도 내심 괴로운 일이다.  한족 문인들은 자신이 명

유민이 아님을 증명하기 해 매사 만주족의 황제와 치세를 찬양해야 하는데, 이것은 한

족의 괴로움이다. 이를 엄격히 하고자 법령을 만들고 시행하는 만주족 지배세력의 형세 

한 괴로울 것이니 이것은 만주족의 괴로움이다.



122·한국문화 88

3) 감상은 九品中正의 학문이다 

연암의 격 인 감상지학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감상지학에서 논의의 

이 되는 고동서화에 몰린 시선을 거두어 과거와 재로 을 돌리더니, 이제 

감상의 주체에 주목한다.  

( 략) 그 때문에 답답해하면서 내게 말하기를,

“나더러 좋아하는 물건에 팔려 큰 뜻을 상실했다[玩物喪志]고 나무라는 자는 어

 진정 나를 아는 자이겠는가. 무릇 감상이란 것은 바로 �詩經�의 가르침과 같네. 

曲阜의 신발을 보고서 어  감동하여 분발하지 않을 자가 있겠으며, 漸臺의 斗를 

보고서 어  반성하여 경계하지 않을 자가 있겠는가.”

하기에, 나는 그를 로하기를,

“감상이란 九品中正의 학문일세. 옛날 許劭(150-195)는 인품이 좋고 나쁜 것을 탁

한 涇水와 맑은 渭水처럼 분명히 별했으나 당세에 허소를 알아주는 자가 있었다는 

말을 듣지 못하 네.”

하 다.

지  여오는 감상에 뛰어나서, 뭇사람들이 버려둔 가운데서 이 그릇을 능히 알아

보았다. 아아, 그러나 여오를 알아주는 자는 그 구이랴?61)61)

이 은 <필세설>에 나오는 목이다. 이 은 짧은 이지만 박지원의 감상지

학을 응축한 요한 이다. 우선 고동서화를 감상하는 것을 ‘완물상지’라고 비

하는 자들은 이미 낡은 생각에 갇  있는 자들임을 박지원과 徐常修(1735- 

1793)는 공감하 다. 박지원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감상을 구품 정의 학문에 

견 다. 이 말은 고동서화를 비평하고 감정하는 감상지학이 사람의 성품과 능력

을 살피는 구품 정법에 비견된다는 뜻이다. 구품 정은 사람을 평가하고 그 수

을 아는데 필요한 지식을 갖추기 한 학문이란 뜻으로 쓰 는데 원래는 구품

정법 혹은 구품 인법이라는 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62)62)그런데 구품 정법은 

61) �연암집� 권3, ｢공작 문고｣ <필세설> “則顧鬱鬱 余曰, 誚我以玩物喪志 , 豈眞知我哉. 

夫鑑賞 , 詩之敎也. 見曲阜之履, 而豈有不感發 乎, 見漸臺之斗, 而豈有不懲創 乎. 余乃

慰之曰, 鑑賞 , 九品中正之學也. 昔許劭品藻淑慝, 判若涇渭, 而未聞當世能知許劭 也. 今

汝五工於鑑賞, 而能識拔此器於衆棄之中. 嗚呼! 知汝五 , 其誰歟.”

62) 구품 정법, 일명 구품 인법은 나라 문제 때 진군이 처음 만들어 시행했다. �三國志�

｢魏志｣ 22, <陳羣傳> “文帝(曹丕, 재  220-226)가 동궁에 있을 때 (陳羣을) 매우 공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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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지배계층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남용되었다.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을 갖춘 허소가 구품 정제 운 에 합한 인물임에도 알아주지 

않았다는 말은 혼탁한 정치가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이런 학문이나 제도가 아무 

소용이 없었음을 말하는 것이리라.63)63)권력을 쥔 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원히 

지속하기 한 욕망으로 오로지 자신의 권력을 보 할 인물을 선호할 따름이지, 

세간에서 재덕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을 알아주거나 등용할 리가 없다는 행간의 

의미를 읽을 수 있다. 

다시, 감상이 구품 정의 학문이라는 말은 감상지학도 구품 정의 학문과 같

은 운명으로, 감상지학이 고동서화의 향유와 감정에서 매우 요한 지식임에도 

구품 정의 학문처럼 사회에서는 알아주지 않는 학문이거나, 혹은 그 본래 취지

가 왜곡되어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혼탁한 정치상황에서 받지 못하

는 구품 정의 학문과 같이 혼탁한 고동서화 향유 실에서는 진품과 안품을 구

별하는 능력을 갖추고 어느 때 구의 작품인지 고증할 수 있는 해박한 지식의 

소유자가 오히려 홀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을 말하고자 하는 것에 그 진의가 

있다. 이는 각기 해당 분야에서 요한 학문을 알아주지 않는 시 를 한탄하는 

말로 보이지만, 오히려 고동서화의 감정이나 구품 정의 학문은 여 히 가치가 

있으며 해당 학문과 문성을 지닌 학자를 제 로 하기를 바라는 기 가 깔

려있다. 이 게 해서 감상지학은 차 정치 사회  문제와 련을 맺는다. 이 

한 박지원이 펼친 감상지학의 독특한 논리다.  

여, 벗을 사귀는 로 그를 했다. 늘 탄식하며 말하기를, “내가 안회를 얻은 뒤로 문인

들과 나날이 친해졌다.” 하 다. 마침내 왕 에 올라 군을 무창정후에 한 뒤, 옮겨서 

상서로 삼았다. 구품 인법을 만든 것은 군에 의해서다(文帝在東宮, 深敬器焉, 待以交友

之禮, 常嘆曰, 自吾有回, 門人日以親. 及即王位, 羣昌武亭侯, 徙爲尙書. 制九品官人之法, 

羣所建也).” 

63) 조선에서 구품 정법에 한 평가도 략 부정  기류로 흘 다. 컨  李瀷(1681 

-1764)은 “魏나라의 九品中正法은 閥閱 귀족의 신분이 金石처럼 고정되어 있어 재주와 

덕망이 있는 인재가 자취를 감추거나 등용될 수 없었(魏之中正, 閥閱一欛, 定作金石, 而

才德湮屈)”다고 하 다. �성호 집� 제30권, ｢書｣ <答權旣明>.  학계에서도 체로 

이와 같은 평가가 주를 이루는데, 개 이익의 과 같이 구품 인법은 원래 개인의 

재덕을 품평하는 것이나 차 귀족화, 문벌화되었다고 보았다. 표 인 논의로는 미야

자키 이치시다(임 희․신성곤․ 섭 옮김), 2002 �구품 인법연구�, 소나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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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무리

박지원은 고동서화에 한 기록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가? 1차 인 의

도는 당  국에서 격하게 유입하여 서울을 심으로 범 하게 확산되는 

고동서화 애호와 소장 열풍을 진단하는 데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해 우선 

조선후기에 폭발 으로 확 되는 고동서화의 유입과 이에 한 인 애호 풍

조를 국 지에서 견문을 통해 포 으로 살폈다.  국의 여느 집에 들어

가 매우 정결하고 고아하게 고동서화를 배치해 두고 있음을 목격하고 이에 크게 

감동한 장면에서 고동서화 향유의 진정한 취지를 제시했다. 다음으로 고동서화 

향유의 토 가 되는 생산과 유통에 한 정보를 소상히 기록하 다. 문인에 가

까운 상인이 고동서화 유통의 한 주체를 형성한 , 국에서는 주 이 고동서

화 생산과 유통의 장이 될 수도 있다는 , 우리나라 사신들을 따라간 이들과 

국인이 고동서화를 매매하는 장면을 통해 우리나라 서화도 국에서 매매되고 

있다는  등 다양한 실상을 보여주며 고동서화 향유를 떠받치는 생산과 유통의 

실상을 생동감 있게 보여주고자 했다. 이는 고동서화 향유가 유행하는 그 사회

역사  배경에 한 심에서 비롯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박지원은 고동서화 향유를 해 갖추어야 할 소양에 해 기록하

는데, 이런 내용은 주로 국인의 발언, 특히 국에서 만난 상인이나 리의 

말을 그 로 기록하는 방식으로 제안하 지만 연암의 의도가 아주 없는 것이 아

니다. 심양에서 만난 사가라는 상인은 그 스스로 변방에서 자라나 감식안이 

뛰어나지 않음을 고백했듯 국에서 뛰어난 고동서화 문가는 아니다. 그럼에

도 고동서화 감정에 한 그의 발언은 조선 사람이 새겨들어야 할 핵심 인 내

용에 해당한다. 사가가 ｢속재필담｣에서 감정에 해 언 한 말과, <고동록>이

라는 짤막한 물목을 통해 고동서화 향유의 기본 정신이 ‘청공’이라는 을 밝힌 

것은 감상지학에서 매우 요한 발언이다. 박지원은 이에 해 몰지각한 채 오

로지 수집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조선의 실상을 비 하고 있다. 그럼에도 선행

연구에서는 이 에 소홀했다. 요컨  고동서화 향유에서 요한 것은 올바르게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인 ‘감정안’과 본래의 취지라 할 수 있는 ‘청공’이다.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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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조선의 고동서화 애호가들에게 이를 일깨워주고자 한 것이다. 

박지원의 고동서화에 한 기록은 감상지학의 재구성에 그 요체가 있다. 비록 

체계 이지는 않지만 박지원은 그간의 감상지학에 한 논리와 통념을 깨고 새

로운 논리를 모색하는데, 크게 세 방향에서 이를 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먼  고동은 상서롭다는 통념을 깨려고 했다. 고동서화 향유에 가려진 역사

 실상도 알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그리고는 감상지학을 심세와 

연결한다. 고동서화를 향유하는 문화가 그 자체가 오로지 심미  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의 형세를 가늠하는 매개로 기능한다는 을 간 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박지원은 감상을 구품 정의 학문에 견주어 논하 다. 이는 감상 능

력이 뛰어나도 이를 알아주지 않으면 허망하다는 논리가 기본축이지만, 나아가 

사람을 품평하여 인재를 선발하는 구품 정의 학문이 그 진의와는 다르게 왜곡

되어 제도  한계를 드러내는 상황과 같이, 감상지학도 이를 알아주지 않는 사

회  한계에 처해 있음을 간 하 다. 

박지원의 고동서화에 한 기록은 이 게 단순한 호기심에 바탕을 둔 견문기

록에 그친 것이 아니라, 매우 날카로운 문제의식을 깔고 있다. 나아가 고동서화 

그 자체에 한 심에 머물지 않고 이를 둘러싼 컨텍스트에 더 주목하여, 고동

서화의 몰역사성, 혹은 고동서화의 독자성을 경계하는 데 이르 다. 이 이 감상

지학의 논리  지형에서 매우 독특한 상을 차지한다. 박지원의 감상지학이 동

아시아  차원에서 어떠한 상을 차지하는지 살펴보는 일은 향후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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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ark Ji-won’s Recognition of Antiquities, Calligraphy and 

Painting(古董書畵) and Art Criticism(鑑賞之學)

Jung, Hun-sik *

64)

The article aims to re-examine Park Ji-won’s records on antiquities, calligraphy and 

painting(古董書畵) left behind and discuss art criticism(鑑賞之學) in detail. Park 

Ji-won(1737-1805) has written a wide range of observations on antiques and art works 

and his thoughts on them in Yeonam-jip and Yeolhailgi. First of all, Park Ji-won 

diagnosed the trend of collecting antiques and art works that rapidly flowed from China 

and spread widely around Seoul in the late Joseon Dynasty. And information on 

production and distribution, which is the basis of antique and art flavoring, was recorded 

in detail. In addition, Park Ji-won wrote about the qualities that enthusiasts need to 

enjoy antiques and artwork. Park aimed to remind Joseon’s antique and artwork lovers 

that the important thing in enjoying antiques and artworks is art appraisal and 

CheongGong(淸供). Park’s record on antiques and art works is at the heart of the 

reconstruction of art criticism. First he tried to break the conventional wisdom that 

antiques were auspicious. He then suggested that the culture of enjoying antiques and art 

works as a medium for measuring the situation in China, not only in aesthetic areas. 

Finally, Park Ji-won discussed art criticism compared to nine grades official selection 

system(九品中正). Through this perspective, he was wary of the independence and 

ahistoricity of art. This marks a very unique status in the logical geography of Joseon’s 

artistic criticism at the time.

Key Words : Park Ji-won 朴趾源, Antiquities and Calligraphy and Painting 古董書畵, 

Art Criticism 鑑賞之學, Yeonam-jip 燕巖集, Yeolhailgi 熱河日記, art 

appraisal 卞別眞贗, CheongGong 清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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