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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十四詩品 과 18·19세기 朝鮮의 士大夫 文藝*

1)
安 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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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近代: 書畵界의 二十四詩品  風味 
5. 맺음말

1. 머리말
이 논문은 二十四詩品이 조선사회에 수용되어 어떻게 활용되었는가를 분석하
고자 한다. 中國 詩學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二十四詩品 이 조선 후기, 특
히 19세기 士大夫 文藝의 전개와 긴밀한 관련을 맺는 점을 중시하여 논지를 전개
하되 通時的인 방법으로 핵심적인 사실 위주로 서술한다. 다시 말해, 19세기를 중
심으로 살펴보되 이 저작의 수용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16세기와 18세기의 상황을 
집중하여 서술한다. 한편, 20세기 초반의 상황도 19세기의 그것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므로 19세기에 함께 묶어서 살펴본다. 
二十四詩品은 시의 창작과 감상을 목적으로 한 저작이다. 저작의 성격이 그렇

기에 그 수용과 활용도 일차적으로는 詩의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는 것이 
당연히 옳다. 그러나 이 저작은 詩學의 범위를 넘어서 繪畵와 書藝, 印章의 영역, 
나아가 삶의 태도의 영역까지 깊숙한 영향을 미쳤다. 시창작과 시론의 영역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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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물러 이해한다면 오히려 이 저작이 지닌 전체적 실상과 가치를 축소시킨다. 따라
서 이 논문에서는 사대부의 문예 전반에 걸친 영역으로 확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二十四詩品을 전통시대 한국의 문예와 관련하여 살펴보려는 목적은 이 저작이 

19세기 조선의 문예가 전개되는 향방과 밀접한 관련을 맺기 때문이다. 19세기에 
문예가 전개되는 양상은 상당히 복잡하다. 그 가운데 漢陽을 중심으로 하여 발전
한 시단의 동향이 가장 중요한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시단에서 시학의 모델
로 삼은 저작 가운데 하나가 바로 二十四詩品 이었다. 19세기 시학의 전개를 이
해하고자 할 때 이 저작은 빠트려서는 안 되는 비중을 차지한다. 
二十四詩品은 唐末의 詩人 司空圖(837~908)의 저작인가 아닌가를 놓고 극심한 

논쟁을 벌이는 대상이다. 18세기 이후 최근까지 모두가 이 저작이 사공도의 작품
임을 의심하지 않았으나 최근 1·20년 사이에 위작임이 제기되어 논쟁이 불거졌
다. 이 문제를 놓고 중국을 비롯하여 각국에서 많은 논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출
하여 적지 않은 결과물이 나와 있다.1)1)저자를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를 놓고 성급
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울 만큼 복잡한 문제가 개입되어 있다. 굳이 판단을 내려
야 한다면 司空圖의 저작으로 보기보다는 송 말엽에서 원대에 지어진 저작으로 보
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2. 16세기: 尹春年의 二十四詩品  刊行
二十四詩品 이 조선에 수용된 사실을 명확한 증거로 보여주는 시기는 16세기 

중반이다. 이보다 훨씬 오래 전인 高麗 後期에 저술된 詩話 補묶集  下卷 第一則
에는 ‘好事者’의 詩評이라 하여 각 시인의 시를 風格으로 평가하였는데 新警, 含蓄, 
婉麗, 淸 , 俊壯, 富貴, 精彩, 飄逸, 淸遠, 奇巧, 志寓, 優游, 感懷, 豪易, 淸 , 幽

1) 陳尙君·王涌豪, 1998 司空圖 24詩品때僞  中國古籍硏究  창간호 ; 張健, 1995 詩家一指的産生時
代與作者 : 簡論二十四詩品作者問題  北京大學學報 . 위작논쟁을 불러일으킨 가장 중요한 논문으로 
이 두 편을 꼽을 수 있다. 李春桃의 2008 二十四詩品接受史 (復旦大 博士學位論文, 2005)는 관련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뤘다는 점에서 참조할 만하다. 한국에서 이 문제를 다룬 주요 논문에는 다음과 같
은 것들이 있다. 문庚三, 2000 司空圖 二十四詩品  僞作논쟁 추이  중어중문학  27집, 345~368면 ; 
김승룡, 2002 司空圖 詩品과 僞作論爭  한문학보  6권, 259~269면 ; 李鍾虎, 2004 司空圖의 二十
四詩品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 韓國 詩話批評과 司空圖의 二十四詩品  朝鮮의 文人이 걸어온 길 , 
한길사, 561~600면 ; 금지아, 2008 二十四詩品이 조선후기 문예이론사에서 차지하는 자리  중국어
문학 52, 영남중국어문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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博, 明媚, 爽豁, 華艶, 壯, 壯麗의 21개 品을 내세웠다. 그 가운데 含蓄, 飄逸의 
品格은 二十四詩品 에서 제시한 것과 똑같다. 유사한 品評用語도 몇 개가 더 있
다. 이를 근거로 삼아 二十四詩品이 벌써 고려시대에 수용되었을 가능성을 점치
기도 한다.2)2)그렇게 추정하는 바탕에는 물론 二十四詩品이 司空圖의 저작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그러나 補묶集에 제시된 21品은 崔滋가 고유하게 제시한 品評으로 보아야 옳
다. 二十四詩品에서 제시한 품격용어는 그 이전에 사용되던 수많은 용례가 바탕
이 되어 종합한 결과이고, 우연하게 동일한 品評用語를 사용할 가능성이 열려있으
므로 용어가 몇 가지 동일하다고 하여 영향관계를 바로 상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二十四詩品 이 한국에 수용된 것이 명확하게 밝혀지는 시기는 16세기 중반이

다. 이 저작을 수용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尹春年(1514~1567)이다. 尹
春年은 朝鮮 明宗대의 지식인이자 정치가이다. 校書館은 國家에서 통제하는 書冊
의 간행을 주관하는 부서인데 이 부서의 장(長)인 都提調를 장기간 맡았다. 뿐만 
아니라 그는 서적간행과 유통에 남다른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있어서 서책의 매매
를 촉진하고자 서점의 설립을 주장하고 많은 지인들에게 서책의 간행을 추천하기
도 했다. 정치적 권력까지 쥐고 있던 그는 자신의 취향에 맞는 많은 서책을 일관
된 기획하에 간행하였다. 그의 취향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詩文의 창작을 안내하
는 文學理論書의 탐독과 출간이었다. 그는 1551년에는 詩家一指 를 간행했고, 
1552년에는 文 과 文斷 , 그리고 詩法源流를, 1555년에는 木天禁語를 간
행했다.3)3)
이중에서 詩家一指 와 木天禁語  두 저작에 二十四詩品 이 수록되어 있다. 
두 책 모두 元代와 明代에 중국에서 간행된 詩格書인데 윤춘년이 간행을 준비할 
때 이미 조선에 들어와 읽혔다. 그러므로 이 저작이 조선에 수용된 시기는 그가 
간행한 때보다 앞선다.  
일반적으로 볼 때 조선에서 널리 읽힌 詩學 저술은 詩格書보다는 宋代의 詩話書
가 주축을 이룬다. 반면에 특이하게도 尹春年만은 詩格書를 선호하여 간행까지 하
였다.4)4)이후 이런 성격을 지닌 저작이 朝鮮王朝 내내 간행된 사례가 거의 없다는 
것만 봐도 그의 행보는 독특하다. 특히, 詩家一指 는 중국에서 간행된 지 얼마 

2) 河政承, 2002 고려조 한시의 품격연구 , 다운샘.
3) 安大會, 2000 尹春年 刊行 詩話文話의 比較文學的 分析  尹春年과 詩話文話 , 소명출판, 27~95면. 
4) 安大會, 2000 朝鮮後期詩話史 , 소명출판, 154~1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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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지 않은 때 조선에서 간행되었다. 윤춘년이 간행한 판본은 이후 朝鮮에서 널
리 읽혔을 뿐만 아니라 日本에서 여러 차례 覆刻되었다. 日本에서 위에서 제시한 
다섯 종의 저작이 읽히고 간행된 것은 윤춘년의 공로가 지대하다. 
각각의 저작에서 二十四詩品은 어떻게 실려있는지 살펴보자. 먼저 詩家一指
에서 첫 章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 二十四詩品이 二十四品으로 
표기되었다.

[詩家一指] 摠論
         十科
         四則
         二十四品
         外篇四段
         三造三段

책의 구성상 十科와 四則, 二十四品은 모두 그 이전에 떠돌던 저술을 詩家一指
를 저술하면서 한 자리에 수집해 놓았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수록된 二十四詩
品 은 현행본과 글자에서 차이가 많다. 단순한 인쇄상의 오기도 보이지만 내용에 
심각한 변화를 가져오는 차이가 나는 글자와 구절도 보인다. 그 가운데 거의 대부
분의 판본에는 23번째 풍격으로 올라있는 曠達이 15번째의 疏野와 16번째의 淸奇 
사이에 놓여 있는 것도 큰 차이의 하나다. 더욱이 12개 風格에는 각 風格과 잘 符
合하는 作家가 風格의 標題 下段에 표시되어 있다. 이를 정리해보면, 雄渾-杜甫, 
沖淡-孟浩然, 纖 -王維, 沈着-杜甫, 典雅-揭 斯, 洗鍊-范 , 勁健-杜甫, 綺麗-趙孟 , 
自然-孟浩然, 曠達-古選, 淸奇-范 , 委曲-白居易이다. 나머지 12개 風格에는 작가를 
배속하지 않았다. 12개의 風格에 작가를 附記한 것의 타당성과 누가 이렇게 작가
를 부기했는지의 논란은 논외로 해도 여기에 元代의 작가인 揭 斯, 范 , 趙孟
가 포함되었다는 점은 二十四詩品의 작자가 사공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다.
木天禁語는 單卷 56張으로 乙亥字로 간행되었다. 이 책은 크게 1)木天禁語 2) 

詩家指要 3)杜陵詩律五十一格 4)[附] 詩法源流 4부로 구성되어 있다. 책의 제목은  
木天禁語이지만 실은 3·4종의 책에서 중요한 부분을 발췌한 편찬물로서 편찬자
는 尹春年이다. 그러므로 內題도 각각 [木天禁語] [木天禁語詩家指要] [木天禁語杜陵
詩律] [詩法源流]로 되어 있다. 그 가운데 두 번째 [詩家指要]의 구성은 다음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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摠論
十科
四則
二十四品
詩代
品類
當代名公雅論

여기서도 二十四詩品이 二十四品으로 표기되었다. 이 [詩家指要]에 수록된 二十
四詩品 의 내용은 詩家一指 와 거의 비슷하나 많은 글자가 서로 다르고 편제도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다. 앞서 언급한 23번째 풍격으로 올라있는 曠達이 이 책에
서는 일반적인 순서대로 23번째에 위치해 있다. 
이상 2種의 저작에는 二十四詩品 의 著者를 밝히지 않았다. 어디에도 저자가 
司空圖라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明代 末葉 사람이 詩家一指에 들
어있는 二十四詩品을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司空圖에 假託했다는 주장을 입증하
는 근거로 제시된다.5)5) 
2종의 저작에 수록된 二十四詩品 이 간행 당대와 그 이후의 朝鮮 文藝에 어떠
한 영향을 미쳤을까? 일반적으로 간행된 저작은 필사본에 비해 미친 영향이 상대
적으로 크다. 윤춘년이 간행한 저작도 마찬가지이다. 간행된 이후 10년이 지나 정
치적으로 실각한 윤춘년의 명성과 영향력이 급격히 떨어지기는 했으나 그가 간행
을 주도한 詩學書는 그의 실각으로 똑같은 운명에 처했다고 볼 수는 없다. 
尹春年은 唐詩의 창작경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다. 그 시대에는 주로 宋詩의 
경향이 優勢를 점하던 시기였던데 반해 그는 唐詩의 특성을 강조하며 시의 音樂性
을 중시하였다. 그의 論旨는 아주 독특하지만 대체적으로는 滄浪詩話와 二十四
詩品에서 펼친 시론과 관련성이 깊다. 尹春年 사후 詩壇은 復古主義의 물결이 크
게 몰아닥쳤다. 윤춘년이 간행한 시학서들은 그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그렇지만 
二十四詩品 이 직접적으로 영향관계를 맺거나 언급한 흔적을 찾기는 쉽지 않다. 
남아있는 증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영향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기는 쉽지 않으나 
그렇다고 해서 二十四詩品 의 영향이 없었다고 단정 짓기에는 성급하다. 

5) 安大會, 위의 글, 27~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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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8세기: 鄭 ·李匡師의 合璧帖
16세기 중반 尹春年에 의해 二十四詩品이 조선에 본격적으로 소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 二十四詩品의 이름이나 그 내용
의 일부를 언급한 문헌을 아직까지 확인할 수 없다. 이 저작이 본격적으로 조선 
지식인의 眼目에 부각된 것은 18세기 이후로 거의 2백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뒤의 
일이다. 二十四詩品 은 앞서 살펴본 시가일지 와 목천금어  뿐만 아니라 조선 
중기 이후 널리 읽힌 說 와 같은 叢書에 수록된 板本을 통해서 지식인들이 접
할 기회가 있었다. 
지식인들이 二十四詩品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된 새로운 계기는 두 가지로 추
정된다. 하나는 全唐詩의 流入과 함께 朝鮮에 재수입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 全
唐詩 는 1713년 康熙帝가 古文淵鑑 · 佩文韻府 와 함께 조선 王室에 보내주어 
王室에서 소장하게 되었다.6)6)이 일을 기점으로 조선 지식인들이 燕行할 때 이 책
을 구매하여 소장하기 시작하였다. 하나의 사례로 李宜顯(1669~1745)은 1720년 燕
行에 다른 많은 서적과 함께 120책에 이르는 거질의 全唐詩를 구입하여 귀국하
였다.7)7)이 全唐詩에는 二十四詩品이 부록으로 수록되어 있었으므로 이 저작이 
조선 지식인의 눈에 새롭게 부각될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와는 또 다르게 毛晉(1599~1659)의 汲古閣本 叢書 津逮秘書  제8책에 수록된 
二十四詩品 이 수용되어 읽혔다. 이 刻本은 全唐詩 보다 먼저 수입되어 유통되
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 18·19세기의 지식인들은 어떤 계통의 二十四詩品 을 주
로 이용하였을까? 全唐詩  附錄本을 이용한 것도 눈에 뜨이고, 汲古閣本 二十四
詩品을 이용한 것도 눈에 뜨이며, 이와는 전혀 다른 것을 이용한 것도 눈에 뜨여 
복잡하다.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는 紫霞 申緯는 全唐詩  附錄本을 이
용하였고, 權敦仁(1783∼1859)과 吳世昌은 汲古閣本 二十四詩品을 이용하였다.8)8) 

6) 李德懋, 복莊館全書  권55, 葉記 2, ‘中國書來東國’(문집총간 258집). “淸康 五十二年癸巳, 我肅宗三
十九年, 附 全唐詩 · 古文淵鑑 · 佩文韻府 共三百餘本.” 이때 들어온 全唐詩 는 1707년에 揚州詩局
에서 간행한 刻本일 것이다.

7) 李宜顯, 陶谷集  권28, 陶峽叢說 (문집총간 181집). “後來購得全唐詩一帙, 卽淸康 四十四年, 翰林侍
讀潘從律·彭定求等所對校纂輯者也. 胡皇作序刻之, 詩 四萬八千九百餘首, 釐爲九百卷. 自唐初 至五代, 
片句 韻, 無不採錄, 信唐詩之大全也.” 그는 庚子燕行雜識 [下]에서 이 책을 庚子年 燕行時에 구입하였
다고 밝혔다. 

8) 한편, 고려대 도서관에는 필사본 二十四詩品이 소장되어 있는데 해당 도서관 書誌 설명에는 金春澤
(1670~1717)이 필사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실일 경우에는 이 저작의 수용과 관련하여 주요한 표지가 될 
수 있으나 신빙성이 거의 없는 오류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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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사적으로 중요한 刻本이 거의 대부분 조선에 수입되어 지식인들이 이용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저작의 수용이 바로 관심을 불러일으키거나 영
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중국을 비롯한 외국의 저작이 조선에 수입되었어도 지식인
의 관심 여하에 따라 어떤 것은 적극적으로 수용되고 어떤 것은 관심을 불러일으
키지 못하고 사라진다. 또 어떤 것은 일정한 경과과정을 거쳐 수십 년에서 1백년 
이상의 성숙기를 거쳐서 反響을 일으키기도 한다. 조선의 문화적 터전에서 활용할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그 저작이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 예컨대, 明代의 叢書와 
小品文이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초에 대량으로 수입되었으나 그것이 조선 지식
인에게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18세기 중반 이후였다.9)9) 二十四詩品도 예
외가 아니다. 詩家一指나 全唐詩를 비롯한 여러 叢書에 한 부분으로서 소개가 
되어 수용과 이해의 계기는 만들었을지언정 즉각적인 활용과 감상을 촉발하지는 
못했다. 게다가 내용이 추상적이고 모호한 분위기를 담고 있는 二十四詩品은 활
용의 방법이 제시되거나 大家의 啓發이 앞서는 등 특별한 계기가 마련되지 않으면 
독자의 시선을 끌기가 어렵다. 
적어도 18세기 초반에는 기왕에 尹春年이 소개한 것과는 다른 경로로 二十四詩
品이 조선에 유입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全唐詩  附錄本과 汲古閣本 二十
四詩品 이다. 이때 일어난 큰 변화는 예전과는 달리 司空圖의 저작으로 공공연하
게 인정받았다는 점이다. 二十四詩品 이 사공도 저작으로 유통된 것은 毛晉이 
詩家一指 에서 이십사시품 을 분리하여 독립된 저작으로 간행하면서 그 저자를 
사공도로 분명하게 밝힌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10)10)조선에서도 이 판본이 들
어오면서 사공도의 저작으로 인정을 받았다.
18세기에 司空圖의 二十四詩品으로 수용되어 활용된 증거가 특이하게도 문학
보다는 繪畵와 書法에서 일찍 나타났다. 朝鮮時代 後期의 眞景繪畵를 대표하는 畵
家인 鄭 (1676~1759)과 그에 상응하는 위상을 지닌 書法家인 李匡師(1705~1777)
가 각각 二十四詩品을 그림으로 묘사하였고, 원문을 글씨로 썼다.11)11)鄭 이 그림
을 그린 시기는 1749년 동짓달이고, 李匡師가 글씨를 쓴 시기는 그로부터 2년 뒤
인 1751년 윤5월이다. 
정선이 그림을 그리고 이광사가 글씨를 이유는 무엇이며, 왜 이렇게 하나의 畵
帖으로 成冊이 되었을까? 筆者는 당시의 이름있는 지식인이 우선 정선에게 부탁하
 9) 安大會, 2004 李 光의 芝峰類說 과 朝鮮後期 名物考證學의 전통  震壇學報  제98호.
10) 자세한 사실은 李春桃, 앞의 논문, 8~11면에 설명되어 있다.
11) 이 작품을 학계에 소개한 논문은 유준영·이종호의 鄭敾的 司空圖詩品帖  硏究 ( 文藝硏究  2001년 
제1기, 중국예술연구원, 200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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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그림을 그려서 받은 뒤에 다시 이광사에게 부탁하여 글씨를 받아 한 권의 帖으
로 만든 것으로 추정한다. 그렇게 하여 司空圖詩品이란 標題로 合璧帖을 제작하
였다. 두 사람은 명망이 높아서 남의 청탁을 받아 그림과 글씨를 자주 제작했는데 
이 저작도 그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제작되었을 것이다. 더욱이 정선의 그림에는 畵
評이 빠짐없이 실려 있다. 이 畵評은 이 화첩을 成帖하여 소장한 인물이 가한 畵
評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처음 司空圖詩品帖을 成帖하고 畵評을 단 인물은 
누구일까? 
崔完秀는 그와 같은 발상을 할 수 있는 이가 川 李秉淵(1671~1751)밖에 없었
을 터이므로 이 詩畵帖의 소장자도 그였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12)12)이병연이 이광
사가 글씨를 쓴 달인 윤5월 29일에 사망했으므로 그 추정이 가능하기는 하다. 그
러나 정선 그림에 달린 畵評의 글씨는 이병연의 글씨와는 전혀 다르다. 그래서 이
병연이 처음 소장자였다고 추정하기가 망설여진다. 한편, 李鍾虎는 누가 언제 하나
의 첩으로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고, 누가 소장했는지도 알 수 없다고 하면서도 
畵評을 쓴 이는 정선의 이웃집에 살던 畵家 觀我齋 趙榮 (1686~1761)이었을 것으
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제3자로부터 청탁을 받고서 그린 것이 아니라 自意에 의해 
그렸다고 추정하였다.13)13)그의 주장이 타당성이 없지는 않으나 필자가 보기에 畵評
의 글씨는 조영석의 글씨와는 다르기 때문에 추정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화평
을 쓰고 처음 成帖하여 소장한 인물에 대해서는 미해결의 문제로 남겨두는 것이 
옳다. 
현재 國立中央博物館에 소장된 이 詩畵帖에서 정선이 그린 그림 가운데 洗練
과 淸奇  두 폭이 누락되어 있다. 본래 24폭 모두를 그렸으나 전해오는 과정에서 
누락되었음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반면에 이광사의 글씨는 4폭이 사라져 현재 18
폭이 전해온다.14)14) 
정선의 그림은 二十四詩品의 내용과 취지를 상당히 정확하게 파악하여 수준높
게 형상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15)15)이광사는 二十四詩品의 내용과 어울리는 다양
한 서체로 본문을 필사하였다. 이광사가 필사한 二十四詩品은 여러 판본과 사본
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 글자를 써서 적지 않은 내용상 차이를 보인다. 단순한 실

12) 崔完秀, 2009 謙齋 鄭 3, 玄岩社, 190~194면.
13) 李鍾虎, 앞의 글, 589면.
14) 현존하는 첩에는 누군가 草書로 二十四詩品 을 보충해놓았다.
15) 정선의 그림을 비롯한 二十四詩品을 그린 네 명의 화가들이 그린 그림을 분석하고 二十四詩品의 
전 내용을 분석한 저술이 http://cafe.naver.com/mhdn에서 궁극의 시학이라는 강의 제목으로 필자에 
의해 2011년 1년 동안 연재되었고, 2012년 2월 출판사 문학동네에서 출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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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 글자를 잘못 쓴 경우도 없지 않으나 의도적인 개작도 보여 그 나름의 독특한 
이해방식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정선과 이광사가 이렇게 그림과 글씨로 二
十四詩品 을 형상화한 작업은 이 저작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嗜好가 선행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 18세기 중반에는 상당한 수준으로 이 저작을 이해했고 
향유하였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二十四詩品 이 꽤 많은 지식인이 관심을 기울
인 비평저작이었음을 설명해준다.
이렇게 二十四詩品 을 그림과 글씨로 형상화한 이유를 살펴보면, 그 바탕에는 
시단과 화단에서 이 저작 자체를 깊이 이해했고, 그 저작에 담긴 미학에 깊이 공
감한 현상이 존재한다. 鄭 의 절친한 친구이자 저명한 시인인 李秉淵(1671~1751)
의 시에는 神韻을 중시하는 風格의 흔적이 나타나는데 그의 미의식은 정선이 二
十四詩品 을 그린 결과와 일정한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사공도의 시학이 중요하게 다루어진 증거가 있다. 비슷한 시
대의 문인 吳光運(1689∼1745)이 저명한 서예가이자 이광사의 스승인 尹淳(1680∼
1741)의 글씨에 붙인 발문에서 사공도의 詩評을 언급하며 書法에도 言外之味가 중
요하다고 강조하였다.16)16)여운미가 없는 글씨를 비판하며 言外之趣와 趣外之趣를 강
조한 근거가 바로 사공도의 시학이었다. 이 시기에 사공도의 시학이 문예가들에게 
중요하게 받아들여진 정황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초반의 詩壇을 비롯해 畵壇과 書壇에 움튼 새로운 
동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무엇보다 시단은 지난날의 조선 漢詩를 東調라고 비
판하고 정교한 思致와 수사미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17)17)그 동향에 주도
적인 인물이 바로 金昌翕(1653~1722)이었고, 그의 생각은 이병연 등에게 전이되었
다. 이렇게 변화한 문예관이 이미 소개된 텍스트의 가치에 눈을 뜨도록 자극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달라진 美意識의 변화가 二十四詩品의 가치를 재발견하도록 
유도하였다. 
그 가치를 재평가하도록 자극한 요인의 하나가 바로 王士禎 詩學의 유입이었다. 
帶經堂集 을 비롯한 수많은 저작이 18세기 시단에 읽히면서 王士禎의 神韻說이 
천천히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 18세기에 二十四詩品에 관심을 둔 문예가들
은 嚴羽와 王士禎의 詩學을 거의 함께 관심을 두었다. 王士禎의 詩學은 특히 18세

16) 吳光運, 藥山漫稿  권16, 白下書軸跋 (문집총간 211집) “梅止於酸而味在於酸之外, 止於 而味在於
之外, 此司空氏詩評, 而余於書法亦云.”

17) 金昌翕의 시론이 대표적이다. 그는 정교한 언어와 오묘한 詩思 다시 말해 精言妙思를 강조하였다. “詩
三百一言以蔽之曰思無邪, 大綱正矣. 更欲添三字, 曰詞欲巧.……其托興取널, 節節入細, 種種呈巧, 工妙
不可言. 今人爲詩, 假令命意雖眞實正直, 而詞致不稱, 則何能起發人乎?”( 三淵集 , 日錄 , 권35 장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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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中期 이후 白塔詩派에 일정한 영향을 끼쳤다. 이 詩派의 주요한 구성원인 李德
懋와 李書九는 유독 王士禎 著作을 耽讀하였다. 특히, 李書九의 詩風은 神韻風으로 
평가받기도 하고 司空圖의 意趣가 보인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공교롭게 李書九
는 16세기에 二十四詩品을 수록한 詩話를 간행한 尹春年의 唯一本 文集의 原所
藏者로서 그 나머지 詩品書도 읽었을 가능성이 높다. 白塔詩派는 그보다 앞선 시
기의 尹春年과 李秉淵, 鄭 , 그리고 二十四詩品과 王士禎을 매개하는 중요한 고
리이다. 白塔詩派의 시인들은 19세기에 二十四詩品을 선호한 시인그룹의 스승격
이라는 말이다. 
정선이 二十四詩品 을 그릴 때 그는 司空圖의 저작으로 인정했음은 물론이다. 
정선과 이광사는 당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 조선 예술사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이
다. 정선이 74세 고령에 그려서 필력이 조금 약하고, 이광사의 글씨는 조금 거칠
다. 그래도 그림과 글씨의 수준이 상당히 높다. 
한편,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청나라에서도 이십사시품을 그린 2종의 중국 
화첩이 출현하여 司空圖詩品帖과 대응하고 있다. 하나는 1748년에 潘是稷이 그
려 墨妙珠林  亥卷에 수록한 二十四詩品帖이고, 다른 하나는 蔣溥(1708~1761)
가 그린 畵御製詩意  화첩이다. 후자는 제작연대가 분명하지는 않으나 아무리 빨
라도 1749년 위로 올라갈 수는 없다.18)18)그렇다고 1750년대 중후반으로 쳐지지는 
않는다. 전자는 璜(1711~1794)의 글씨가 왼쪽에, 그림이 오른쪽에 粧帖되어 있어 
그 형식이 司空圖詩品帖 과 동일하다. 모두 臺灣 故宮博物院에 소장되어 있는데 
두 화첩은 乾隆帝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潘是稷의 그림은 건륭제의 명에 따
라 만든 거대한 화첩 墨妙珠林에 12번째로 편입되었으므로 건륭제의 의중을 충
실하게 따라 그렸음을 알 수 있고, 蔣溥의 화첩은 건륭제가 젊은 시절에 지은 御
製詩를 二十四詩品 과 결합하여 그렸다. 康熙帝도 그렇지만 乾隆帝도 二十四詩
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19)19)특히 건륭제는 二十四詩品의 본문을 그의 
시에서 자주 언급하였고, 그가 편찬하고 비평한 唐宋詩醇 에서도 비평의 기준으
로 자주 활용했다. 潘是稷과 張溥의 화첩제작은 건륭제의 취향에 부응한 것이었다. 
특히, 장부는 二十四詩品 의 24개 풍격과 부합하는 건륭제의 시 24편을 그림의 
저본으로 삼았다. 그는 “ 二十四詩品 의 취지를 살펴보니 황제의 작품과 잘 부합
하여 이치는 일관되고 뜻은 같다”20)고20)하여 건륭제의 시와 二十四詩品을 詩畵相

18) 張華芝, 2010 司空圖二十四詩品所轉化而來的藝術形象  故宮文物月刊  325호, 국립고궁박물원, 118~ 
126면.

19) 李春桃, 앞의 논문, 22~26면.
20) 張溥, 畵御製詩意 , 跋 (臺灣 故宮博物院 소장) “攷厥指歸, 符난睿制, 理惟一貫, 義則同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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看하려는 의도였음을 밝혔다. 
1749년을 전후한 시기에 조선과 청나라에서 二十四詩品을 그림으로 그리고 글
씨로 써서 3종의 화첩을 만들었다. 국경을 넘어서 제작된 것에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 그러나 이 시기에 二十四詩品 이 동아시아 문화계에 점차 깊은 영향을 발
휘해가는 동향에서 파생되어 나온 결과라는 점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4. 19세기: 申緯·金正喜 유파의 二十四詩品  熱氣
二十四詩品이 본격적으로 조선의 文藝에 깊이 영향을 끼친 시기는 19세기 이

후이다. 이 저작은 19세기 시단의 주축을 형성한 紫霞 申緯(1769~1847)와 秋史 金
正喜(1786~1856)의 동인 집단에서 예술적 지향을 대변하는 시론서의 하나로 활용
되었다. 두 학자를 주축으로 한 동인들은 詩書畵를 融合하여 동일한 藝術的 境界
를 추구하였다. 각종 예술에 書卷氣라는 이름으로 知性의 깊이를 요구하였고, 시에
서 言外之味와 禪的 氣味를 중시하였다. 
그들의 審美眼을 대변하는 문학이론서의 하나가 二十四詩品 이었기에 19세기 
조선 예술계의 주요한 경향과 지식인 사회의 다양한 조류를 이해하고자 할 때 이 
저작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들이 이 저작을 중시한 동기는 크게 두 개
의 경로가 있다. 하나는 이전 시기의 白塔詩派 文人들로부터 절대적인 영향을 받
아 18세기 전기 이래 강조된 치밀한 시상 전개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二十四
詩品 은 창작의 지침서로서 선호되었다. 다음으로는 이들에게 영향을 많이 준 창
작상의 멘토(Mentor)가 翁方綱이라 할 수 있는데 옹방강의 시학에서 二十四詩品
은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백탑시파가 王士禎을 중시하여 二十四詩品을 선
호한 것과 비슷하다. 
淸代 시단의 주축을 이룬 王士禎, 袁枚, 翁方綱 등이 二十四詩品 을 보는 시각
은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들 이 저작을 중시했다는 점에서는 똑같다.21)21)19세기 지
식인들은 청대 시인들의 동향에 무심할 수 없었다. 특히, 翁方綱과 직접 교유하면
서 우정을 깊이 나누며 그의 시학을 일부 수용한 申緯와 金正喜의 경우는 二十四
詩品 을 유달리 선호하였다. 여기에는 翁方綱의 영향도 적지 않다. 그 현상에 대
해 차례로 살펴본다.
21) 李春桃, 앞의 논문, 17~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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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소장 4종의 二十四詩品  필사본

먼저 19세기에 이 저작을 읽고 활용한 다양한 정황을 점검하여 얼마나 넓게 유
포되었는지 槪觀한다. 현재 국내의 도서관에 二十四詩品  필사본이 여러 종류가 
전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필사자가 밝혀진 것은 대략 4종이 있다. 우선 申緯의 寫
本이다. 含蓄美와 繪畵의 境界를 중시한 申緯는 全唐詩에서 畵意가 물씬 풍기는 
작품을 선집하여 唐詩畵意  15권을 편찬하였는데 부록인 15권에 白居易의 池上
篇과 함께 二十四詩品을 수록하였다. 그는 例言에서 이 두 편이 “모두 그림으로 
그릴 만하여 거두지 않을 수 없었다[皆堪畵, 不容不收]”라고 밝혔다. 신위는 鄭 을 
비롯한 화가마냥 직접 그림으로 그리지는 않았으나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 
다음은 金正喜로서 앞서 李匡師가 했던 것처럼 二十四詩品을 직접 썼다. 현재 
그가 필사한 詩品글씨가 일부만이 전해오지만 전체를 필사하여 筆帖으로 만들어 
감상했다는 정황이 보인다. 그의 필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를 추종하
는 사람들이 二十四詩品 을 필사하여 감상하는 흐름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學士
大夫는 물론 濟州道의 妓女까지도 二十四詩品을 병풍에 필사하기도 했는데 이는 
김정희의 기호를 추종하여 나온 현상이다. 김정희의 글씨라 하여 二十四詩品 을 
쓴 僞作도 항간에 유통된다.
彛齋 權敦仁(1783∼1859)이 필사하여 만든 司空表聖詩品帖이 이 그룹에서 만
든 書帖을 대표한다. 표지에 ‘彛室藏本’이라 하여 권돈인이 소장했음을 밝혔다. 글
씨도 권돈인의 것이고, 본문 첫장과 마지막 장에 찍혀 있는 彛齋一號眉山 ‘文字緣’ 
‘敦仁’ ‘幼安’ ‘彛齋’ ‘東海生’ ‘長毋相忘’은 모두 권돈인의 도장이므로 그의 手澤本이 
틀림없다. 대단히 정교하게 필사하고 붉은붓으로 評點과 구두를 달았다. 이 아름다
운 수택본이 어떤 연유에선지 黃山 金 根(1785∼1840)의 소장품이 되었다. 권돈
인은 시품 을 애호했으므로 이 첩을 만든 것은 자연스럽다. 김정희와 김유근, 권
돈인 세 사람은 아주 절친한 친구였으므로 셋이서 시품을 제각기 필사하고 소장
한 것도 그 의미가 적지 않다. 한편 권돈인이 병풍에 쓴 二十四詩品  글씨도 남
아있다. 이 병풍은 豪放과 委曲의 일부 구절을 쓴 두 幅만 현재 학계에 보고되어 
전모가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원작은 전체를 썼을 것이다.  
이밖에 茶山 丁若鏞의 외손이자 시인인 舫山 尹廷琦(1814~1879)가 이십사시품
의 풍격 3則을 쓴 것이 남아 있다. 윤정기의 시론에는 정약용의 영향이 강하게 남
아 있는데 이 서첩 역시 그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정약용은 二十四詩品 의 洗
鍊에 나오는 “흐르는 물이 오늘의 모습이라면 밝은 달은 전생의 모습이라네(流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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今日, 明月前身)”를 分韻하여 草衣禪師를 배웅하는 送詩를 지은 일이 있으므로 이 
저작을 접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밖에도 몇 종의 조선후기에 제작된 
사본이 성균관대와 고려대, 장서각 등에 소장되어 있으나 필사자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논외로 한다.
이렇게 二十四詩品을 書帖과 屛風 등으로 만들어 읽고 감상했다는 것은 그만
큼 지식인들에게 이 저작이 널리 향유되었다는 증거이다. 그런데 二十四詩品  애
호는 글씨, 그림에만 한정되지 않고 그 내용을 인장으로 새긴 詩品印으로까지 확
산되었다. 우선 申緯는 二十四詩品 에서 묘사한 생활태도와 예술을 애호하여 운
치있는 대목을 인장으로 새겼다. 妙造自然, 人澹如菊, 流鶯比 , 思不欲癡, 可人如
玉, 矯矯不 , 所思不遠, 明月前身의 여덟 개 구절을 뽑아 印章을 만들어 사용하다
가 1845년 人澹如菊印을 菊人이란 후배에게 선물하기도 했다.22)22)이 인장은 篆刻을 
잘한 그의 아들 申命準이 松巖詩品印譜 에서 여덟 개를 축소 모각한 것이었
다.23)23)이미 文彭과 松巖의 詩品印譜 가 조선에 들어와 감상되고 있었다.24)24)그 
정황은 김정희가 翁方綱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확인된다. 김정희는 옹방강이 소장
한 詩品印을 보고 혹시 紀 으로부터 선물받은 것인지를 묻고 자기에게 印拓하여 
보내주기를 소원하였다.25)25)그가 紀 이 보내주었을 것이라고 추정한 詩品印은 다름 
아닌 松巖의 詩品印譜 이다. 이 인보를 둘러싼 松巖과 기윤, 翁方綱의 사연
은 옹방강이 지은 장편시 松巖篆詩品歌, 報曉嵐閣學作 에 잘 나타나 있다. 
二十四詩品 이 신위와 김정희에 그치지 않고 당시 지식인들에게 널리 확산된 

정황은 憲宗이 만든 印譜 寶蘇堂印存에 그 구절을 새긴 인장이 30方을 넘는다는 
사실에서 분명해진다. 내용은 10則 이내의 풍격에서 명구를 뽑아 새긴 것이 대부
분이다. 현재로선 이 인장을 새긴 篆刻家가 누군지 알 수 없으나 이 시대 지식인
의 문예취향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22) 申緯, 警修堂全藁 , 次韻(荷裳·菊人兩詞伯  제2수(문집총간 291집) “文星耀彩重陽天, 詩品王官夙世
緣.(原註: 余有司空王官詩品印, 以人澹如菊印贈菊人.) 添一寶 人入室, 稱尊無佛處談禪. 時時有酒謀난婦, 
往往寒 不起烟. 蘆舫去年茱菊會, 爲君筍脯此開筵. -屬菊人)

23) 申緯, 위의 책 22책, <山房紀恩集>3 “準兒縮摹 松巖詩品印刻, 得八枚, 喜而有作.”
24) 申緯가 지은 위의 시에서 “王官二十四詩品, 縮本鐫章복出藍. 能得離形而似妙, 文三橋又 松巖.”라고 하
여 文彭(三橋는 그의 字)도 二十四詩品의 인장을 새겼다는 기록을 남겼다. 최근에 그가 새긴 二十四
詩品  印拓이 중국 河北省 滄州市 肅寧縣에서 발굴되기도 했다.

25) 翁方綱, 海東金石零記(과천문화원, 2010), 58~59면. “貴藏古今印章計幾方? 嘗見詩品印之拓取者, 是紀
曉嵐先生之所贈來者否? 無論姓名文字, 隨有拓成一譜惠寄, 切祝切祝. (中略) 則亦係覃齋大墨緣耳. 庚弟又
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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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申緯․金正喜 등 詩人의 詩學과 二十四詩品

19세기 詩壇에서 二十四詩品 을 가장 앞장서서 표방한 시인은 申緯이다. 그의 
시론은 복잡하고 미묘하나 뚜렷하게 각인된 것이 由蘇入杜論과 詩境論이다.26)26)특히 
言外之味와 禪味를 추구한 경향이 二十四詩品 의 애호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그
는 淸의 시인으로 王士禎, 袁枚, 翁方綱을 높이 평가하고 그들과 詩論을 공유하면
서 자신의 시론을 정립해나갈 때나 후배들에게 作詩의 방향을 제시할 때도 二十
四詩品 을 즐겨 활용하였다. 수십 首의 시에서 그와 관련한 언급을 찾을 수 있는
데27)27) 含蓄 의 ‘한 글자를 쓰지 않고도 풍류를 모조리 표현한다[不著一字, 盡得風
流]’를 전체 내용의 정수로 인정하거나 후배와 동료들에게 창작의 모토임을 설파하
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申緯가 이렇게 二十四詩品 을 중요하게 다룬 이유는 그 
시론의 핵심적 가치를 이 비평서가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시를 禪的 直觀과 
결부시켜 이해하고, 일체의 먼지가 묻지 않은 투명한 琉璃와 같은 詩心, 그리고 언
어의 제약과 구체적 형상의 묘사를 넘어서 존재하는 詩境을 중시한 것은 분명히 
司空圖, 嚴羽, 王士禎의 계보를 잇는 詩學의 연장선상에 있다. 
金正喜는 申緯의 후배로서 역시 詩書畵 一致의 예술적 경계를 지향하였다. 예술
에서 書卷氣를 중시하여 學力과 品格이 조화를 이룬 예술창작을 강조하였다. 특히 
창작에서는 禪的 直觀을 중시하였다. 특히나 形似를 벗어나 神似를 추구하는 미학
을 신위와 공유하고 있다. 그의 관점에 잘 부합하는 시론서가 바로 二十四詩品
이었다. 추사는 특히 雄渾을 자신의 예술미학을 대변하는 비평으로 자주 언급하
였다. 그는 고대 隸書를 학습한 바탕 위에서 독특한 秋史體를 창조해냈다. 前漢의 
隸書는 雄建한 힘과 古拙한 멋, 반듯하고 굳센 특징을 보이는데, 이런 漢碑의 특징
을 글씨에서 되살리고자 애썼다. 그 美學을 雄渾 이 잘 표현한다고 보았다. 더욱
이 추사는 말하지 않고도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심오한 예술의 경지를 강조했는
데, 그 근거 역시 ‘웅혼’에서 찾고 있다.28)28)‘웅혼’ 미학의 핵심이 담긴 이 구절이 말

26) 이현일, 2006 紫霞詩 연구 ,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54~56면.
27) 그 중 두세 가지를 든다면, “詩品王官谷得來, 餘子莫輕 . 更聞手不離書卷, 是吾人力副才.”(<三續
前韻, 爲四絶句, 寄黃山.>), “盡得風流後, 了不著一字. 王官 四品, 此其尤精粹.”(<論詩, 爲錦 ·荷裳二
子作>), “文星耀彩重陽天, 詩品王官夙世緣. 添一寶蘇人入室, 稱尊無佛處談禪.”(<次韻(荷裳·菊人兩詞伯
三首>) 따위가 있다.

28) 金正喜, 阮堂集  권8, 雜識 (문집총간 301집) “書法與詩品畵隨, 同一妙境. 如西京古隸之斬라截鐵, 凶
險可畏, 卽‘積健爲雄’之義; ‘복春鸚鵡’, 揷花舞女, 援鏡笑春之義; 遊天戱海, 卽‘前招三辰, 後引風凰’之義, 無
不與詩通. 不外於‘超以象外, 得其環中’一語. 有能妙悟於二十四品 , 書境卽詩境耳. 至若‘羚羊 角, 無迹
可尋’, 自有神解在. 神以明之, 又非 跡可 耳.” 그가 二十四詩品에서 인용한 것은 각각 ‘積健爲雄’(雄
渾), ‘복春鸚鵡’(精神) ‘前招三辰, 後引風凰’(豪放), ‘超以象外, 得其環中’(雄渾)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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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표현하기 불가능한 영역의 미학을 잘 표현했다고 말했다.29)29) 
이밖에도 그는 題落木一 圖와 硏山瀨記 , 白坡像贊  등의 산문작품에서 二
十四詩品 의 내용을 직접 인용하여 글을 완성했고, 비평가는 추사의 작품 세계를 
二十四詩品의 淸奇  풍격을 구현했다고 평한 바 있다.30)30)김정희의 작품이 단순
한 천재성에 기대지 않고 학문적 깊이가 있는 기세가 강한 시이고, 그런 특징을 
강조한 시론을 펼친 것은 二十四詩品 의 미학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신위, 김정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후배 그룹 문인들 역시 二十四詩品
을 대단히 애호하였다. 저명한 화가인 趙熙龍(1789∼1866) 역시 시품을 즐겨 읽
은 예술가의 한 사람으로 洗鍊  한 則을 아예 매화를 그리는 창조의 과정을 묘사
한 것으로 보고자 했다.31)31)李尙迪(1804∼1865)은 중국인 친구 儀墨農의 죽음을 애
도하며 그가 준 벼루에 쓴 玉井硯銘 에서 그 銘詞를 二十四詩品 에서 集句하여 
썼다. 
한편, 추사의 아우인 山泉 金命喜(1788~1857)는 시를 논한 詩에서 이 저작을 언
급하였다.32)32)“어린 아이 처음 시를 배워, 長途의 첫 걸음을 떼었네. 사공도의 詩
品 을 낭랑하게 읊고, 발機의 文賦 를 대충 읽어보네. 늙은이가 그 소리를 듣고 
기뻐서 가르칠 만한 아이라 여겼네”33)라고33)하였다. 二十四詩品이 시를 배우는 교
과서로 이용되고 있는 당시 시단의 상황을 보여준다. 김명희는 二十四詩品이 嚴
羽와 王士禎의 神韻을 강조하는 시학의 바탕으로서 학문적 깊이가 없는 감흥만 넘
치는 창작의 세계로 시를 배우는 이를 오도할 것을 우려하였다.34)34)시인은 학문에 
기초하여 창작해야 한다는 점을 그 대안으로 거듭 강조하였다. 그런데 김명희의 
관점은 學力을 강조한 추사의 시론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다. 그들이 비록 二
十四詩品 의 해독을 지적하고는 있으나 그만큼 이 저작의 영향이 컸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밖에도 당시에 시인으로 저명한 李晩用과 姜瑋도 이 저작을 언급하고 있어 그 

29) 자세한 내용은 http://cafe.naver.com/mhdn에 연재한 필자의 궁극의 시학  ‘추사의 서예와 웅혼의 미
학’을 참조하라. 

30) 김정희, 위의 책, 覃 齋詩集序(申錫禧 作). “余則曰詩亦如其書, 其靈警悟入之妙, 自有神出古異澹不可
收者矣.” ‘神出古異, 淡不可收.’는 淸奇 의 한 대목으로 추사가 즐겨 쓴 구절이다.

31) 趙熙龍, 漢瓦軒題畵雜存 ( 조희룡전집3, 한길아트, 153면) “司空表聖卄四詩品中, 洗鍊一則, 爲梅花傳
神. 嘗畵大梅一幀, 戱題其上: ‘表聖作此詩, 豈意後人竊取作梅花語也. 千秋可作, 當 髥一笑.’”

32) 이철희, 2009 19세기 詩學에 대한 산천 김명희의 인식  秋史硏究  제7권, 秋史硏究會, 143~165면.
33) 金命喜, 聯璧詩 (국립중앙도서관), 喜兒子與再從孫台濟作詩  “稚兒始學詩, 長途試初步. 朗吟司空品, 
汎覽발機賦. 老夫聞之喜, 汝豈可敎孺.”

34) 김명희, 위의 글. “謂詩有別才, 無關學一路. 誰謂此論者, 不曉事嚴羽. 貽上標此義, 暫矯時弊痼. 漁洋詩好
處, 不專在妙悟. 沈雋中有骨, 得之池北庫. 妙悟與沈思, 微爾心靈錮. 苟以不學求, 可畏魔精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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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숙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19세기 전체를 통해 중추적 위치를 
차지한 시인들이 二十四詩品 을 그들 시론의 본보기로 활용했다. 

3) 近代: 書畵界의 二十四詩品  風味 
19세기 후반기와 20세기 초에 해당하는 시기에도 二十四詩品 에 대한 애호는 
식지 않았다. 근대를 대표하는 문장가인 韓章錫(1832~1894)과 黃玹(1855~1910), 金
允植(1835∼1922) 등도 이 저작을 활용하여 자신들의 文藝觀을 표현하였다. 단순
한 詩論書가 아니라 운치있는 삶을 제시한 저작으로 활용하였다. 韓章錫은 자신의 
작품에서 淸奇  항목에서 인용하여 高雅한 情境을 묘사하였고,35)35)金允植은 ‘玉壺
買春, 賞벌茅屋’으로 分韻하여 시를 짓기도 하였다. 이 시기에도 吳世昌은 二十四
詩品을 필사하여 書帖을 만들기도 하였고, 李沂처럼 淸奇 의 한 구절을 써서 자
신의 생각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 시기에 편찬된 詩話 東詩叢話 에는 한국의 
시를 중심으로 논의를 펼친 뒤 권4에서 二十四詩品을 그대로 전재했다. 시를 배
우는 사람이라면 세심하게 이 책을 봐서 어떤 풍격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를 
파악해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36)36)동시에 王士禎의 시화를 함께 다수 거론한 것은 
이 시기에 여전히 19세기의 주도적인 시론이 여전히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사실
을 보여준다.
 

5. 맺음말
二十四詩品은 16세기에 수용된 이래 지속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예술

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18·19세기 조선의 예술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申
緯와 金正喜를 비롯한 일군의 京華世族 지식인 및 畵家와 書法家들에게 예술적 想
像力의 주요한 源泉이 되었다. 단순한 문학비평서의 차원을 넘어서 각종 예술에 
영감을 불어넣은 시였을 뿐만 아니라 품격있는 삶을 제시한 淸言小品의 역할을 수
행하였다. 20세기 전반기까지 그 영향은 지속되었다. 이 논문은 이 중요한 비평저
35) 韓章錫, <石樓詩卷序> “司空表聖 品詩云: ‘晴雪滿汀, 隔溪漁舟’, 此境之淸遠也. 繼之曰: ‘可人如玉, 步
尋幽’, 此情之溫雅也.”

36) 무명씨, 東詩叢話  권4( 韓國詩話叢編11, 470면) “凡作詩者, 須當着意看過. 每見今人品詩者, 好逢迎人
意, 必曰某句雄渾, 某句沖澹, 殊不知雄渾沖澹從甚派出來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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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이 한국의 비평과 문학, 기타 예술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수용되고 활용되며 상
호작용을 했는지 분석하였다. 二十四詩品 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수용된 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조선 후기 문학과 예술의 변화과정을 깊이 있게 들여다
보는 계기를 만들 수 있었다. 

 

주제어 :  尹春年, 申緯, 金正喜, 鄭敾, 司空圖

투고일(2011. 11. 21), 심사시작일(2011. 11. 21), 심사완료일(2011.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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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Twenty-Four Categories of Poetry and the Elites’ Literature 
of Chos n Korea in the 1700s-1800s

 37)
Ahn, Daehoe *

With emphasis on the influences of the Twenty-Four Categories of Poetry (二十四
詩品, TCP hereafter), compiled by Sigong Tu (司空圖, 837-908) of Tang China, upon 
Korean literature, literary criticism and arts, this paper examines the way in which 
the TCP was introduced and appreciated in Chos n Korea. Introduced to Korea in 
the 1500s, the TCP, the book of poetics which was then greatly influential in the 
realm of literary criticism in China, attracted a number of Korean readers. This paper 
employs a new perspective that the TCP heavily influenced not only Korean poetics 
but also painting, calligraphy, seals, and even the Korean mode of living. This view, 
not posited yet by either Chinese or Korean scholars, is helpful to better understand 
the values of the TCP in the larger context. This paper first looks at the way in 
which Yun Ch’unny n (尹春年, 1514-1567) introduced the TCP to Korea in the 1500s 
and its meaning. It also examines the situation in which the TCP was widely 
circulated in the 1700s, focusing on the publication of the Book of Sigong Tu’s 
Literary Criticism (司空圖詩品帖), written by Yi Kwangsa (李匡師, 1705-1777) and 
painted by Ch ng S n (鄭敾, 1676-1759). Focusing on the continuing reading boom 
of the TCP among intellectual circles in the 1800s, led by Sin Wi (申緯, 1769-1845) 
and Kim Ch ngh i (金正喜, 1786-1856), this paper also discusses the expanding 
influences of the TCP upon literature, painting, and the mode of living in various 
forms of art. In a sense, the developmental trend of literature and art in late 
Chos n Korea was closely related to the wide circulation of the TCP among Korean 
elites. 
Key Words : Twenty-Four Categories of Poetry, Yun Ch’unny n, Sin Wi, Kim 

Ch ngh i, Ch ng S n, Sigong Tu

* Dept. of Korean Literature in Classical Chinese, Sungkyunkwa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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