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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center of our ancestor’s culture, there were poetry, calligraphy, and painting. Above all, poetry was the

heart of the culture involved in everyday life. The beauty of poetry was not limited to appreciation of the poetry

but it influenced calligraphy, painting, seals, music, architecture and even how the ancestors viewed their lives.

Categories of poetry(詩品, CP hereafter) is the poetry written to deliberate the style of poems and its influence

went beyond the fields of calligraphy and painting. Even now, our architecture reflects the sentimental influences

and values of CP. In order to understand the attitude, mind, and the world view of the architects in the past,

comprehensive and deep understanding of their philosophy as well as their cultural and social norms is needed.

In this paper, CP is used as the means to investigate and develop such understanding of our ancestors’

philosophy and culture. This paper also intends to investigate how the seclusive thinking of Neo-Confucianism is

reflected in CP and the overall literature. In addition,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trace of CP in traditional

architecture as well as the relationships and the flow among various styles of CP. This study therefore serves as

an important base in understanding the ancestor’s philosophy that pursued balance between life and art, reason

and emotion, study and practice, and their architectural expression. It is also expected that this study would work

as the groundwork to regain our traditional culture identity.

Keywords 이십사시품(二十四詩品), 풍격(風格), 은둔(隱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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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

건축은 단순히 기술 인 의미만은 아닐 것이다. 건축

이란, 물리 공간을 매개로 벌어지는 개별 인 깨달음

의 과정이며 집단 인 문화 활동이다. 따라서 역사 속의

건축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기술뿐만 아니라 과

거의 건축인
1)
들이 고민했던 생각들이며, 그들이 도달했

던 깨달음과 그 성취의 결과와 행 들이다.

건축 속에 숨어 있는 과거의 정신들을 읽어낸다는 것

이 재의 삶과 건축에는 어떤 의미를 주는가? 첨단 기

술사회·정보화 사회로 진행할수록 기술과 정보의 개발이

핵심이 아니라, 그 엄청난 양의 정보를 선택하고 기술을

제어하고 조 할 수 있는 정신의 역할이 더욱 요해진

다. 재뿐만 아니라 미래에서도 건축은 여 히 정신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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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결집이며, 건축가란 세계에 한 깨달음을 공간과

형태로 표 해내는 지식인이다. 아무리 화로운 구조물

이라도 결국은 썩고 무 져서 폐허로 변할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겨 있던 정신과1)생각은 끈질기게 이어져서

재에 물음을, 때로는 답을 던지기도 한다.2)

우리의 통 공간 속에 내재된 여러 가지 정서들은 다

양한 방법론을 통해 밝 져 왔다. 단순한 형태 고증이

나 지역 차이 분석, 구조 연구는 물론이고, 당 의

사상 배경이 되었던 유교나 불교, 도교를 통한 철학

분석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여기서 우리 민족 정서에 깊이 여하여 재의 우리

에게까지 향을 주는 사상 배경으로서, 술창작 활

동에 한 요성을 간과할 수는 없다. 우리 선조들의

1) 여기서의 건축인은, 건축가라는 직업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을 과

거를 감안하여 설계의 역할을 담당한 이용자 본인과 시공을 담당

한 기술자, 장인 모두를 포함한다.

2) 김 렬, 김 렬의 한국건축 이야기 3, , 돌베게, 경기 주,

2006, p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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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심에는 시(詩), 서(書), 화(畵)가 있었고, 그 에

서도 시는 문화의 꽃으로서 생활 반에 깊숙이 여하고

있었던 바, 다른 문화 활동에서도 술 상상력의 주요

한 원천으로서 작용했을 것이며, 생활의 물리 배경이

되는 공간의 조성에 있어서도 기본 사상이 되었을 것

으로 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작가들의 모든 시를 분류하여 건축과 연

결 짓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오히려 당 의

시를 논함에 있어 큰 향을 미쳤던 시의 미학을 기 으

로 삼는 것이 더 근본 이고도 명료하다. 시의 미학은

단순히 시를 다루는 시각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서 서 ,

회화, 인장의 역, 음악과 건축을 비롯해 인생을 보는

시각까지도 제시하는 깊숙한 향력을 미쳤기 때문이다.

시의 미학을 다룬 작은 수없이 많으나 3) 그 부

분이 시인이나 시 자체의 작법을 논하고 있는 반면, 이

십사시품(二十四詩品)4)은 삶과 사상에 한 근본 인 사

유를 논하고 있으며, 우리 선조들에게 십삼경(十三經)5)

에 버 가는 향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하여 본고는, 과거 우리의 통사회에서 시의 미

학 텍스트로서 제일 주요한 향을 주었다고 평가되는

시품을 통하여, 우리 가슴 속 깊게 자리 잡은 삶의 정서

를 살펴보고, 당시 건축가들의 태도와 삶의 정신, 그 세

계 을 이해하는 하나의 틀로서 시품의 의의를 확인하고

자 한다.

한 당 의 성리학 이상향이었던 은둔 사유가 시

품과 문 반에 표 된 근거를 살피고, 그 정신이 건

축 으로 어떻게 구 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시품과 건축

공간과의 연결 계를 확인하고 한다.

이는 통시 의 동아시아 미학에서 그 형성을 인정

받고 있는 시품의 각 풍격이 건축과 가지는 상 계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정서를 이어받은 의 우

리 건축이 가져야할 정신 지향과 가치를 찾는 것에 있

어서도 요한 의의를 가진다 할 것이다.

1.2. 연구의 방법 범

시품의 풍격과 삶의 정서, 그리고 통 건축 공간 속

에 숨어 있는 정신과의 계를 분석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우선 2장에서는 시품이란 무엇이며, 그 시품의 풍격이

동아시아 체의 미학에서 갖는 치와 향력을 살펴본

다. 그리고 시품이 한국에 해진 과정과 활용된 증거의

고찰을 통하여, 한국 문 반에서의 시품의 상과

3) 그 표 인 것으로 사공도의 이십사시품과 유 의 문심조룡, 엄

우의 창랑시화 등이 있다.

4) 이하 시품(詩品)이라 한다.

5) 논어, 맹자, 기, 역경, 시경 등 유교에서 가장 요한 경서(經書)

13종

심의 지속성을 증명한다. 한 건축가와 이용자가 동일

했던 당 의 상황 속에서 정서 흐름과 건축 공간 조성

의 계성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밝히고, 그 정서 흐름

에 내재되어 있는 시품의 풍격들을 분류한다. 그 에서

건축공간에 비교 많은 향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되는

풍격들을 간추려 그 풍격들이 가지는 내재 공통 을

살피어 은둔의 사유를 이끌어내고, 한국의 시서화와 사

상, 그리고 생활 반에서 은둔이 가지는 의의를 밝힌다.

3장에서는 이 풍격들이 각기 가지는 은둔의 사유를 삶

을 보는 시각의 기 들로 분석틀을 삼아, 시품의 구 과

문 활동 반의 사례로 빗 어 살펴본다. 한 각 풍격

이 지니는 은둔의 사유가 한국 통 건축에 공간 으로

구 된 사례들을 살펴 시품에 표 된 은둔의 사유와

통 건축과의 계성을 더 깊게 알아본다.

4장에서는 앞서 밝힌 시품의 풍격이 건축 으로 구

된 방식과 정서 흐름을 종합하여 분류하고, 각 풍격들

이 공간 내에서 서로 작용하는 원리와 흐름을 살피며 결

론을 이끌어내는 발 으로 삼는다.

2. 시품의 풍격과 은둔 사유

2.1. 시품의 풍격과 동아시아 미학

시품은 시의 풍격을 24개 조(條)로 나 어 각각 4언의

운어(韻語) 12구(句)를 가지고 상징 으로 해설한 시이

며,6) 24가지 각각의 풍격(風格)7)을 시로 표 하여 문인

들 사이에 범 하게 퍼져있던 시학 텍스트이다.

여기서 풍격이란, 직 이고 상징 인 말로 시와 시

인의 체 인 인상을 표 하는 것인데, 이는 동양의 미

학을 설명하는 독특한 방식이며 그 풍격의 미학을 표

하는 술이 바로 시품이다.

시를 시로 말한 시학, 한 폭의 동양화를 연상할 만큼

형상화 기법이 훌륭한 이 시는, 수백 년 부터 큰 향

력을 행사하며 동아시아 미학을 표하는 술로 인정받

아 왔으며, 자는 당나라 말엽의 시인 사공도(司空圖,

837～908)로 알려졌다.8)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의 통사회에서 시는 문

화의 꽃이었다. 생활과 교양, 그리고 지식의 심에 시가

있었다. 시는 출세의 유일한 길이었던 과거의 필수과목

6) 지아, 二十四詩品이 조선후기 문 이론사에서 차지하는 자리,

국어문학 제52집, 남 국어문학회, 2008.12, p.7

7) 시품에서 표 한 24가지 풍격은 다음과 같다.

웅혼(雄渾), 충담(沖淡), 섬농(纖穠), 침착(沈着), 고고(高古), 아

(典雅), 세련(洗鍊), 경건(勁健), 기려(綺麗), 자연(自然), 함축(含蓄),

호방(豪放), 정신(精神), 진 (縝密), 소야(疏野), 청기(淸奇), 곡

(委曲), 실경(實境), 비개(悲慨), 형용(形容), (超詣), 표일(飄逸),

달(曠達), 유동(流動)

8) 최근 사공도의 이십사시품 작에 한 진 논란이 뜨겁게 제시되

고 있으나 아직 결론지어진 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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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장부, 웅혼10)

이었고, 벗들이 모이면 으 짓고 읊조리는 여흥거리

다. 감정표 에 서툰 남성들이 속내를 드러내기에 편

리한 도구이자 동아시아의 보편 의사소통수단이었다.

이처럼 시가 술과 생활 반의 심에 있었으므로 기

나긴 역사에서 시를 말한 작 한 헤아릴 수 없을 만

큼 많이 출 했다. 그 가장 큰 향력을 발휘한 것으

로 평가받는 것은 시품과 유 (劉勰, 465～521)의 문심조

룡(文心雕龍), 엄우(嚴羽)의 창랑시화(滄浪詩話)등을 꼽을

수 있는데,9) 이들 부분의 시학은 모두 구체 인 시

인이나 시, 시작법을 다루고 있는데 반하여 시품은 구체

내용이 없이 그야말로 추상 인 24가지 풍격을 묘사

한다.

국 미학계를 이끌고 있는 장 (張法)교수는 국 미

학 체계의 성과를 표하는 작으로 문심조룡과 시품을

들고 이 두 작을 통해 국 미학에 내재한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11) 시품은 명 기부터 시법(時

法)을 논하는 많은 작에 수록되어 읽혔고, 명말(明末)

청 (淸初)에 모진(毛晉, 1566～1659)12)에 의해 사공도가

쓴 독립된 작으로 거듭나면서 차 시단을 포함한

단의 범 한 호응을

얻으며 리 읽혔

다.13)

여기에 더해 시품

을 향한 황제들의 각

별한 애호도 시품의

상을 높이는데 일조

하 다. 강희제14)는

당시(全唐詩)에서

사공도의 시집 뒤에 시품을 부록으로 넣어 자를 확정

9) 문심조룡에서는 아(典雅), 원오(遠奧), 부(顯附), 번욕(繁縟), 장

려(壯麗), 신기(新奇), 경미(輕靡)의 여덟 개 범주로, 창랑시화에서

는 높음(高), 스러움(古), 깊음(深), 멂(遠), 긺(長), 웅혼(雄渾), 표

일(飄逸), 비장(悲壯), 처완(凄婉)의 아홉 개 범주로 시의 풍격을

나 고 있다.

10) 장부(蔣溥, 1708～1761)의 화어제시의(畵御製詩意)의 일부로서 앙

의 ‘건륭어람지보’와 ‘가경어람지보’라고 힌 인장과 그림 오른쪽

의 인장 4개는 모두 건륭제와 가경제가 감상했음을 표시한다. 그림

상단에는 시품의 웅혼 문을 쓰고 왼편에는 건륭제의 시를 었

다. 장부의 스물네 폭 그림은, 시품의 풍격 24가지에 하여 모두

이와 같은 형식으로 표 하고 있다.

11) 장 (張法), 中西美學與文化情神, 동양과 서양 그리고 미학, 유

하․백승도․이보경․양태은․이용재 역, , 도서출 푸른숲,

경기 주, 1999, p.105

12) 당시 8만권이 넘는 량의 장서를 소장하면서 600여권 이상의 서

을 각하여 리 보 하는 데에 힘 으로써, 출 역사의 뛰어

난 업 을 이룬 인물이다. 그가 발간한 책들을 모각본(毛閣本)

는 고각본(汲古閣本)이라 한다.

13) 작자미상의 고란과업본원해, 양진강(楊振綱)의 시품속해(詩品續解,

1824), 양정지(楊廷芝)의 시품천해(詩品淺解, 1835), 손연규(孫聯奎)

의 시품억설(詩品臆說, 1839), 작자 미상의 시품주석(詩品註釋)등의

단행본만 보아도 당시의 시품에 한 뜨거운 심과 애호에 의한

연구의 활성화를 알 수 있다.

14) 강희제(康熙帝, 1654～1722) : 청나라 제4 황제

하 을 뿐만 아니라 그의 편찬물에 시품의 구 을 자주

인용했다. 건륭제15)도 스스로 쓴 시에서 시품을 많이 활

용했으며, 시선집인 당송시순(唐宋詩醇)을 비롯한 각종

편찬물에서 시품을 미학 단의 기 으로 애용하 다.

본래 동아시아에서 시학은 다양한 술을 평가하는 근

원 모체 으며, 이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종합 이고도

직 으로 평가하는 오랜 통과도 한 련을 맺는

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 문학을 표하는 술로써의 시

품은, 그 비평의 미학과 형상화 방법이 다른 술의 미

학에도 큰 향을 미친 것이다.

이처럼 인간과 술과 문학을 직 이고 종합 인 시

각으로 단하고자 한 동양 고유의 방식이자 심미

단의 틀로서, 시품은 그림, 씨, 인장으로 그 역

을 넓 갔으며 다양한 술의 경계를 넘어 활용되는 공

통의 소재가 되었다. 이 같은 활용은 지 도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시품이 지닌 미학과 표 방식에 당시 술

가들의 심미안을 강하게 자극하는 요소가 있었을 뿐 아

니라, 그 미학의 보편 인 가치와 형성을 인정받고 있

기 때문이다. 16)

<표 1> 동아시아의 문 에 표 된 시품의 풍격 / 섬농17)

한

국

정선 김정희 보소당인존18)

국

반시직 장부 제내방

2.2. 시품과 한국 통 문

시품이 한국에 수용된 것은 16세기 윤춘년(尹春年,

1514～1567)에 의해서이다. 조선 명종 의 지식인이자 정

치가 던 그는 시가일지(詩家一指, 1551)와 목천 어(木

15) 건륭제(乾隆帝, 1711～1799) : 청나라 제6 황제

16) 안 회, 궁극의 시학, , 문학동네, 경기 주, 2013, pp.4-29

17) 纖穠, delicate-fresh and rich-lush 는 where trees are thick

시품의 세 번째 풍격으로서 섬세하거나 화사한 상태나 모양, 우아

한 아름다움을 뜻한다.

18) 寶蘇堂印存 : 조선 헌종 때 신 와 조두순(趙斗淳)이 편집하 으며,

역 군왕의 용인(用印) 국내외의 명각(名刻) 등을 모아 집 성

한 우리나라 최 의 인보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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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禁語, 1555)라는 두 가지의 시격서(詩格書)를 간행하면

서 시품을 수록하 다. 당시 시격서 보다는 시화서(詩話

書)가 주축을 이루던 상황 속에 국에서 간행된 지 얼

마 지나지 않은 시학 술을 간행한 것은 독특한 행보로

평가받으며, 그의 본은 이후 조선에서 리 읽혔을 뿐

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여러 차례 복각되었다.

그러나 시품은 당시 조선의 시단에 즉각 으로 향력

을 미치지는 않았다. 이후 1773년, 강희제가 고문연감(古

文淵鑑), 패문운부(佩文韻府)와 함께 조선에 보내어 우리

왕실에서 소장하게 된 당시(全唐詩)의 유입과 함께 그

존재감을 환기시켰으며, 모진의 고각본(汲古閣本)총서

진체비서(津逮秘書) 제8책에 수록된 시품도 수용되어 읽

졌다.

이 게 조선에 유입된 시품이 활용된 증거는 특이하게

도 문학보다 회화와 서법에서 먼 나타났다. 조선후기

진경회화(眞景繪畵)를 표하는 화가인 정선(鄭歚, 167

6～1759)과 그에 상응하는 상을 지닌 서법가(書法家)인

이 사(李匡師, 1705～1777)가 각각 시품을 그림으로 묘

사하고 원문을 씨로 으로서 사공도시품(司空圖詩品)

이란 표제로 합벽첩(合璧帖)을 제작하 다. 정선은 시품

의 내용과 취지를 상당히 정확하게 악하여 수 높게

형상화했으며, 이 사는 비평의 내용과 어울리는 다양한

서체로 본문을 필사했다.

정선 이 사

함축19)
해서로

반듯하게

썼다.

호방20)
행서로

활달하게

썼다.

<표 2> 사공도시품첩 / 함축, 호방

이러한 형상화 작업은 시품에 한 깊이 있는 이해와

기호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며, 이로 미루어 18세기 조

19) 含畜, reserve 는 accumulation within

不著一字 盡得風流 : 한 자도 쓰지 않고 풍류를 모조리 표 한다

라는 구 로 시작하는 시품의 열한번째 풍격으로, 언어의 한계에

한 인식 속에서 심오한 세계를 암시와 압축으로 표 하고자 하

다.

20) 豪放, swaggering abandon 는 my mind marching unhindered

시품의 열두번째 풍격으로서, 작가의 거침없는 호쾌한 정신 상태

와 웅장한 작품의 기세를 표 한다.

선에서 시품에 한 이해도가 이미 상당한 수 에 도달하

고 이를 향유하는 이들이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 다.21)

19세기에 들어서는, 시단의 주축을 형성한 자하 신

(申緯, 1769～1845)와 추사 김정희(金正喜, 1786～1856)가

서권기(書券氣)22)라는 이름으로 지성의 깊이를 추구하며

술에서 학력과 품격이 조화를 이루어야 함을 강조한

다. 더불어 창작에서는 언외지미(言外之味)와 선미(禪味,

참선의 오묘한 맛)를 시하며 시서화를 융합하여 일치

된 술 경계(境界)를 지향했다.

이들의 심미안을 표하는 시학서 에서 가장 요한

것이 시품이었으며 시품 체를 필사하여 필첩으로 만들

어 감상했다. 이재 권돈인(權敦仁, 1783～1859)이 필사한

사공표성시품첩23)이 표 이며, 권상신(權常愼, 1759～

1825)의 수택본에도 시품이 수록되어 있다. 한 이들을

추종하는 사람들과 학사 부는 물론 제주도의 기녀들까

지도 시품을 병풍에 필사해 감상하 다.

<그림 2> 이재 권돈인, 사공표성시품첩

/ 표지와 웅혼, 충담, 섬농, 침착, 고고, 아(부분)

이처럼 19세기의 추 치를 차지했던 문인들이 시

품을 활용한 흔 24)으로 볼 때 시품이 시를 배우는 교과

서로 이용되고 있는 당시 시단의 상황을 알 수 있다.

19세기 후반과 20세기 반에 이르러서도 시품에 한

애호는 지속되었다. 근 를 표하는 문장가인 한장석(韓

章錫, 1932～1894)과 황 (黃玹, 1855～1910), 김윤식(金

允植, 1835～1922) 등도 시품을 단순한 시론서가 아니라

운치 있는 삶을 제시한 작으로 활용하며 자신들의 문

21) 이를 증명해주는 다른 사례들로는, 정선의 친한 친구 던 시인

이병연이 왕사정(王士禎)의 시문집을 가까이하며 신운(神韻)을

시하는 다수의 시를 집필한 일을 들 수 있다. 왕사정의 신운설은

시품의 미학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한 동 의 문인 오 운(吳光運, 1689～1745)이 스승인 윤순(尹淳,

1680～1741)의 씨에 붙인 발문에서 사공도와 시품의 시평을 언

하며 언외지미(言外之味)의 요성을 강조한 에서 18세기 조

선사회에서의 시품의 유행을 짐작해 볼 수 있다.

22) 문자향 서권기(文字香 書券氣) : 추사 김정희는 가슴 속에 청고고

아(淸古高雅)한 뜻이 없으면 씨가 나오지 아니한다고 하며, 문자

의 향기와 서책의 기운이 필요함을 강조하 다.

23) 司空表聖詩品帖, 고각본(汲古閣本)을 본(低本)으로 하여 시품의

체 내용을 정교하게 필사하고 붉은 먹으로 평 (評點)과 구두를

달았다. 이 평 은 당시 조선 학인(學人)들의 미의식와 긴 하게

닿아 있다.

24) 조희룡(趙熙龍, 1789～1866)의 한와헌제화잡존(漢瓦軒題畵雜存)과

이상 (李尙迪, 1804～1865)의 옥정연명(玉井硯銘), 그리고 김명희

(金命喜), 이만용(李晩用), 강 (姜瑋)의 시에서도 시품을 직 인

용하거나 향을 받은 사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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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이경윤,

고사탁족도(高士濯足圖),

16세기 말, 27.8×19.1cm

을 표 하 다.

이처럼 시품은 16세기에 수용된 이래 지속 으로 심

의 상이 되었고 술에 큰 향을 미쳤다. 술 상

상력을 불러일으키는 원천으로서, 단순한 문학비평의 차

원을 넘어서 그 자체로 각종 술에 감을 불어넣은 시

을 뿐 아니라 품격 있는 삶을 제시한 청언소품(淸言小

品)의 역할까지 수행하며 20세기 반까지 그 향이 지

속되었다.25)

2.3. 시품과 한국 통공간과의 계성

과거 우리나라에는 건축가라는 직업이 없었다. 건물의

주인인 사 부 혹은 백성들이 자신의 의도를 가지고 집

을 계획하고 일꾼을 불러 시공하는 것이 일반 인 건축

의 과정이었다. 근 이후 에 이르러서는 이용자와

설계자가 분리되었지만, 당시에는 이용자가 직 건축

공간 구성의 반에 참여함으로서 공간 구성의 주체로서

의 역할을 한 것이다.

건축가의 사유를 통해서 형성된 사상과 념의 매개체

로서 존재하는 것이 건축 공간이라고 볼 때, 과거 한국

통공간에는 이용자 스스로의 과학 , 문화 , 정치

지식이 건축에 투 되어 표출되었을 것이라는 을 짐작

할 수 있다.

건축 공간 형성의 역할

근, 건축에서의

일반

건축 공간 형성 주체

한국 통 건축에서의

건축 공간 형성 주체

- 공간의 실제

이용의 주체
이용자

이용자

∥

설계자

- 사유를 통한

사상과 념의 용

- 공간 형성의

의도의 반

설계자

(건축가)

- 공간의 물리

형성에 기여

시공자

( 문건설인)

시공자

(기술자, 장인 등)

<표 3> 건축공간형성의 주체에 따른 사상과 념의 공유범

앞서, 통사회에서의 생활과 교양, 그리고 지식의

심에 시가 있었고 그 시의 풍격을 논한 시품이 우리 문

반에 깊숙이 여한 사실 한 확인하 다. 이로써,

시품이 통 건축 공간의 주된 건축주 역할을 했던 당

사 부들의 정신세계 형성에 주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

며, 시품의 미학이 건축에 끼친 향 계를 짐작해 볼

수 있다.

2.4. 시품의 풍격 분류와 은둔 사유

시의 풍격을 스물 네 개로 범주화한 시도는 그 수의

25) 안 회, op. cit., pp.691-715

틀로 시를 이해하겠다는 것이다. 각각의 범주는 그 시

의 미 심을 종합한 것이자, 후 의 미학 범주 설정

에도 깊은 향을 끼쳤다.26)

시품 스물네 개 풍격의 내용과 분류도 학자마다 그 시

각차가 지 않으나,27) 본문에서는 작품의 창작법과 작

품의 분 기, 시인의 사상과 생활 자연과의 계를

논한 풍격으로 분류해 보고자 한다.

분류 방법 시품의 풍격

① 작품의 창작법 진 , 실경, 세련, 함축, 정신, 형용, 유동

② 작품의 분 기 침착, 곡, 기려, 섬농, 웅혼, 비개, 호방, 경건, 달

③ 시인의 사상과 생활,

자연과의 계
충담, 아, 고고, 청기, 소야, 자연, , 표일

<표 4> 시품의 풍격 분류

의 <표 4>의 분류에서 ①과 ②는 시학 자체를 다룬

것으로, 시를 노래할 때의 기법을 제시한 시의 창작법에

련되거나 시가 가진 작품으로서의 분 기를 논하는 풍

격들이다. 이는 시와 서 , 회화, 인장 등의 문 반에

는 많은 향을 끼쳤으나 건축 공간에 끼친 향 계는

비교 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③에서는 일상의 생활상과 삶의 다양한 기 , 그

이상을 표 한 풍격들로, 문 반에서 뿐만 아니라 생

활의 물리 배경이 되는 건축공간에 주요한 향을 미

쳤으리라는 을 직 으로 알 수 있다.

그런데 에서 ③의 분류에 포함된 여덟 가지 풍격들

을 살피다 보면 공통된 생각의 흐름이 발견된다. 바로

세를 떠나 자유자재로 살아가

고자 하는 은둔의 성향이다. 각

기 서로 다른 방법과 자세로 이

야기하고 있으나, 반 인 흐

름의 공통 은 한곳에 메이지

않고 실을 월하여 산수 원

에 묻 살아가는 은둔의 삶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의 선비들은 지 과는 달

리 출세의 방법에 하여, 은둔

하며 실력을 기르다가 인품이

다 갖추어지면 비로소 난 의

향기처럼 알려져 정계로 나아가

는 것을 이상으로 삼았다.

이는 탁족지유(濯足之遊)를 소재로 한 당시의 그림에서

26) Ibid., pp.23-25

27) 주둥룬(朱東潤)은 사공도시론종술(司空圖詩論綜述)에서, 시품의 풍

격 24개를 시인의 생활, 시인의 사상, 시인과 자연과의 계, 작품

을 논한 것, 작법을 논한 것의 다섯 가지로 분류하 고, 안 회(궁

극의 시학, 2013)도 이러한 분류의 설득력을 인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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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정선, 충담,

사공도시품첩

<그림 5> 장부, 아,

화어제시의

도 자주 표 된다. <그림 3>속의 선비는 성리학 이상

향의 은자(隱者)로서, 공자가 淸斯濯纓 濁斯濯足28)이라

하여 스스로 취하기 달렸다고 한 가르침에 의한 것이

다.29)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시인의 사상과 생활, 자연과의

계를 노래한 여덟 가지 풍격을 인간 삶의 다양한 기

에 따라 분류해 보고, 각각의 은둔 사유를 살피며 우

리의 통 건축 공간 속에 내재된 시품의 풍격을 알아보

고자 한다.

3. 시품의 은둔 사유와 한국 통 공간

3.1. 삶의 규범으로서의 은둔

(1) 시품의 은둔 사유 : 충담(沖淡), 아(典雅)

충담30)은 평화롭고 담백한 성질이나 상태를 뜻하는

말로서 사람의 성품이나 생활태도, 시의 풍격을 나타내

는 말로 부터 리 쓰 다.

국 동진(東晉)의 시인 도연명(陶淵明, 365～427)은

기교를 부리지 않고 담백하게 산수 원에 묻 살아가는

은자의 삶을 즐겨 노래하 는데, 충담의 첫 구 인

소박하게 살아가며 침묵을 지키나니 素處以默

는 그의 인생철학을 요약한듯하다는 평을 받는다.31)

시품의 두 번째 풍격인 충담은, 무욕과 은사 취미, 그

리고 비어 있으며 고요한 상태를 뜻하는 허정(虛靜)을

선호한 성리학자들에게 시가 추

구하는 이상 풍격으로 간주되

었다. 성리학을 추구한 우리 조

선에서도 사 부들을 심으로

자연스 충담을 추구하는 술

감수성을 키워가게 되었으며,

화려함보다는 소박함을, 조탁과

기교보다는 투박함과 무기교를,

역동 인 것보다는 정 인 것을

앞세웠다.32)

시품에서는 충담이 지닌 핵심

인 이미지를 형상을 통해 보여 다. 세속 욕망과 번

28) 청사탁 탁사탁족 : 맑은 물에 갓끈을 씻는다는 것은 세상의 정치

의 도가 올바른 때면 나아가 벼슬을 한다는 뜻이고, 더러운 물에

발을 씻는다는 것은 부패와 비리에 든 시기에 미련 없이 권세와

속세를 떠나서 은둔자로서의 삶을 살겠다는 의미이다.

29) 조용진, 동양화 읽는 법, 개정 , 집문당, 서울, 2014, pp.167-171

30) 沖淡, limpid and calm 는 to be simple and thin

31) 시품을 문 으로 연구한 19세기 학자 손연규는 시품억설에서

“도연명은 사람됨과 문장과 시가 모두 충담 두 자를 히 체

하고 있다”라고 말하 다.

32) 율곡 이이(栗谷 李珥, 1536～1584)는 정언묘선(精言妙選)이란 시선

집을 편찬하면서 충담소산(沖淡蕭散)을 제일 먼 내세웠으며 충

담을 추구한 시인들의 작품을 가장 많이 실었다.

잡한 도회지를 피해 고요하고 정 인 삶을 추구하는 은

자의 삶을 묘사하며 흥분의 감정 없이 차분하고 담담하

다. 소극 이고 퇴 인 삶의 자세를 보이나 염세 이

지 않으며 여유로운 정서가 주도한다. 체 으로 무욕

의 삶을 살아가는 고매한 선비의 취향을 보여주고 있다

할 것이다.33)

한편 아34)는 시와 문장 뿐 아니라 씨와 그림, 인

품을 평할 때도 리 쓰인 말로써, 잖은 태도로 법도

를 지키는 것을 뜻한다. 이는 정통성을 지닌 유가(儒家)

경 의 규범을 수하는 태도와, 유가 소양을 지니고

서 품격 높은 시문을 창작하는 경향을 일컫는다 할 수

있다.

한국이나 국은 유가 경 의

향력이 아주 강했기 때문에

아의 미학은 사 부의 삶과

술에서 보편 으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옛날 한국의 사 부

들은 국보다도 더 엄숙하게

유가 경 의 권 를 받들어 유

가만이 유일하게 올바른 사상이

라 생각했다. 사 부가 아함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태도 고,

료로 직하거나 료가 되기

를 소망하는 선비들은 기본 으

로 아한 술세계를 한 발짝도 벗어나려 하지 않았다.

시품에서의 아는 비평인지 시인지 구별하기 어려울

만큼 완 무결한 한 편의 시로 표 되고 있으며, 24가지

풍격가운데 가장 시 인 묘사를 하고 있다. 특히,

떨어지는 꽃잎은 말이 없고 洛花無言

사람은 담백하기가 국화와 같다 人淡如菊

라는 구 은 아의 핵심으로, 말없이 떨어지는 꽃잎과

국화처럼 담담한 사람은 아의 세 번제 구에서 표 하

는 아름다운 선비를 뜻한다. 그런데 이때의 선비는 유가

의 경 과 사유에 속박 받는 정통사 부이기 보다는 정

계에서 려나 원에 묻힌 선비로 보는 것이 더 어울린

다. 이는 올바르고 의젓하며 평화로운 유가 의경(意境)

을 바탕에 두고서 그 에 자연 이고 탈속 이며 담

박한 도가 의경을 포개어 놓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정치에서 손을 떼고 산골에 은거해서 “자기 혼자 선

량하게 살아간다(獨善其身)”는 유가의 처세 이 진한 흔

을 남기고 있으며, 스스로 불우하다고 느끼지 않고 오

히려 고아한 정취를 즐기는 아름다운 선비의 삶과 미의

식을 표 한 것으로 보인다. 35)

33) 안 회, op. cit., pp.67-91

34) 典雅, decorous and dignified 는 gentlemen remain so tender

35) 안 회, op. cit., pp.168-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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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선교장 열화당

(2) 한국 통 공간 속의 충담과 아의 풍격

1) 계

성리학을 시한 조선의 사 부들은 법칙화된 측은함

으로서의 인(仁)을 내세우며, 이를 인간의 규범으로 형식

화한 구체 규범으로서의 (禮)를 강조했다. 이 과정에

서 계 질서라는 최종 목 을 유지하기 한 수단으로서

의 계의 표 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으며, 자신들의 삶

의 공간을 구축함에 있어서도 극 활용되었다.

한옥의 처마 안쪽에

드러난 서까래는 양반

의 갓처럼 계 의 권

를 과시한다. 당시

평민들의 가와 비교

하면 한옥의 엄은

보는 이를 압도하기에

충분하다.

한 인과 에 기 한 계질서는 집단 사회에서 어

울림의 건축 형식에 의해 일정한 조형 가치를 획득

하면서 사회미를 갖추게 된다.36) 안동 권씨 능동 재사에

내재된 계 형식미는 마을 사람들에게 사회 계 의

엄격함을 알리는 유용한 교육 도구 으며37), 오서원

정학당에서 훈장 선생의 시선으로 본 풍경은 교육공간에

내재된 규범 형식미를 잘 반 하고 있다.38)

<그림 7> 안동 권씨 능동 재사 <그림 8> 오서원

2) 제

한국의 통공간에서는 이와 같은 계를 표 하면서

도 제의 형식미가 있다. 권 와 엄은 단순히 흉악한

횡포가 아니라 따뜻한 정감을 담고 있으며 제와 욕

을 미덕으로 여기는 선비정신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

다. 사실 한국 유교사회의 양반은 제와 착취의 양면을

가지고 있으나 그 공간의 아름다움은 이 가운데에 제

에 가깝다. 일정한 선에서 조형 치장을 멈추며, 이로서

가풍과 집주인의 인품에 따라 집이 갖는 격(位格)이

무한 로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39)

36) 임석재, 한국 통건축과 동양사상, , 북하우스, 서울, 2005,

pp.164-170

37) Ibid., p.185

38) Ibid., p.218

39) Ibid., pp.170-171, 208-209

<그림 9> 운강 고택 사랑채 <그림 10> 선교장 안채

3) 비움

한 세속 욕망을 피하고 담박하게 생활하고자 하는

충담과 아의 풍격은 물질 욕심에 한 경계와 공간

의 진정한 쓰임새로써의 비움에 연결된다. 물리 형체

를 세워도 비움은 끝없이 남게 마련이며 비움을 얻고 나

면 형체를 잊게 된다는 도가 사유와 불교의 공(空)사

상과도 연결되는 개념으로써 이는 벽의 건축 의미의

확립과 공간의 융통성으로서의 공간의 본질이 결국 비움

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한다.

사찰의 빈 공간은 그 빈 부분으로 인하여 물질이 존재

의 미를 가질 수 있으므로 함부로 채워져서는 안되며,

벽은 벽의 본성에 맞는 쓰임새에 충실하여야 인간 행태

의 다양성을 최 한 보장하여 인간에게 이로움을 수

있다. 쓰임새가 없음으로서 속박이 없는 상태에 놓일 때

에 비로써 모든 종류의 쓰임새를 만족하게 되는 것이

다.40)

<그림 11> 보 사 <그림 12> 운강 고택 안채

3.2. 삶의 가치로서의 은둔

(1) 시품의 은둔 사유 : 고고(高古), 청기(淸奇)

높고 스럽다는 뜻을 지닌 풍격인 고고41)는 세속을

월하여 고상하고 고풍스럽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당나라 때의 서 론 법서요록(法書要 )에서는 자의

풍격을 언 하며 “훌쩍 범인의 경지를 넘어선 것을 높다

고 하고 평범한 감정을 제거한 것을 스럽다고 한다.”

라고 하여 고고를 씨의 풍격을 가리키는 말로 썼으며,

남송 말기의 엄우(嚴羽)는 창랑시화(滄浪詩話)에서 시품

의 풍격을 아홉 가지로 분류하며 높고(高) 스러운(古)

두 가지 품격을 다른 일곱 가지보다 가장 먼 두었다.

40) Ibid., pp.62-83

41) 高古, lofty and ancient 는 towards remote antiqu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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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김정희,

연산뢰기, 십곡행서병풍

(十曲行書屛風),

지본묵서, 1849,

60.3x34.5cm

<그림 14> 반시직, 청기,

사공도이십사시품도, 1745

<그림 13>

경복궁

집옥재

련

<그림 16> 통도사의 극락보 ,

천왕문, 범종각

우리의 조선시 에도 고고함은 인생 태도

와 문 물을 평가하는 기 으로 범 하게

사용되었으며 이는 수 높은 심미 이상

이었다.

서울 경복궁에 있는 집옥재(集玉齋)의 양

편 기둥에는 청나라의 서 가이자 석학자

인 옹방강(翁方鋼, 1733～1818)이 쓴 련42)

이 걸려 있고,43) 경북 화 춘양면의 성암

고택(省菴古 )의 에도 옹방강이 쓴 고

고의 한 구 44)을 볼 수 있다. 이는 시품을

애호한 19세기 지식인 사회의 지 분 기

에서 비롯된 것이다.

고고의 풍격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마

지막 단락에서 나타난다.

마음 비우고 소박한 정신을 지키면서 虛佇神素

인간의 경계를 벗어나 연하게 사네 脫然畦封

태곳 경지를 나 홀로 지니고 黃唐在獨

묘한 이상을 품고서 살아가리라 落落玄宗

앞 단락에서 인간 세계의 한량없는 재난과 복잡함을

탈하여 벗어난 고고한 기인(畸人)의 행 를 보여주었

다면, 이 단락에서는 높고 스러운 가치를 설명하고 있

다. 이는 세속 욕심을 버리고 소박하게 생활하며, 고결

한 정신을 지키면서 실의 속박을 벗어나 연하게 사

는 삶을 의미한다.45)

이와 비슷한 풍격으로 시품에서 열여섯번째로 들고 있

는 청기46)가 있다.

명말의 소품서(小品書) 취고당

검소(醉古堂劍笑)에서는 맑음

(淸)의 풍격에 해 풀이하면서

“안개와 노을의 운치가 감돌고

행동에 속한 기운이 없는 것

을 이름하여 청기라 한다.”고 하

다. 이는 청기를 속한 사람

들의 인생살이와는 구별되는 독

특하면서도 깨끗한 삶의 지향으

로 묘사한 것이다.

시품에서 설명하는 청기의 구

일부를 보면 다음과 같다.

42) 對聯, 문짝이나 기둥 같은 곳에 걸거나 붙이는 구(對句)

43) 태화야벽(太華夜碧), 인문청종(人聞淸鐘)이라는 시품 고고의 한 구

과, 세설신어(世說新語)에 나오는 구 인 서산조래(西山朝來), 치

유상기(致有爽氣)가 쓰여 있다. 둘 다 세속과는 다른 맑고 높은 신

비경을 상징하는 표 이다.

44) 태화야벽(太華夜碧) : 화산(華山)의 밤하늘에 푸른 기운이 감돈다.

45) 안 회, op. cit., pp.144-167

46) 淸奇, lucid and wondrous 는 clear and crystalline

첫 단락에서,

고고한 소나무 숲이 있고 娟娟群松

그 아래로 맑은 물이 흐른다 下有漪流

라고 하여 자연세계(境)가 발산하는 청기의 풍격을 표

하고, 마지막 단락에서는

정신에서 스럽고 기이한 것이 솟아나니 神出古異

담담하여 다 거두지 못한다 淡不可收

는 표 으로 가인(可人)의 정신에서 솟구쳐 나오는 청기

의 특징을 집약하여 제시하고 있다. 가인이 청결하고 기

이한 자연을 했을 때 그의 정신에서 청기의 풍격은 더

욱 강하게 발산된다.

조선시 시인 가운데 청기의 풍

격을 보인 표 인 시인으로 이인

상과 김정희, 그리고 신 를 꼽을

만하다. 추사는 청기에 나오는 구

을 특별히 애호하여 1849년 연

산47)처럼 생긴 도천48)의 바 샘물

을 찬하는 을 지었다. 이른바

연산뢰기(硏山瀨記)인데, “길을 걷

다가 걸음을 멈추면 란 창공은

아득하기만 하다. 정신에서 스럽

고 기이한 것이 솟아나니 담담하여

다 거두지 못한다.”라고 쓰고 시품

으로 샘물을 찬하는 을 삼는다

고 밝혔다.49)

(2) 한국 통 공간 속의 고고와 청기의 풍격

1) 미

노자는 믿을 만한 말은 아름답지 않고 지혜로운 자는

말이 없다고 하면서 아름다움이란 무언의 아름다

움임을 강조했다. 장자에서도 아름다움(美)란 단어가 모

두 52회 사용되는데 일반 인 상 아름다움과는 다르

게 도의 아름다움으로서의 아름다움을 이르러

미(大美) 혹은 지미

(至美)라고 일컫고 있

다. 말로 표 할 수

없는 아름다움

은 그 존재의 의미로

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며 존재 속에

몰입할 때 비로소 깨

달을 수 있는 것이라

하 다.50)

47) 硏山, 기암괴석으로 된 산 모양의 벼루

48) 陶泉, 재 지명은 미상

49) 안 회, op. cit., pp.426-451

50) 주량즈(朱良志), 미학으로 동양 인문학을 꿰뚫다, 신원 역, 2 ,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5권 1호 통권114호 _ 2016.02          109

<그림 18> 반시직, 자연,

사공도이십사시품도, 1745

<그림 17> 룡사

웅 과 요사

불교에서는 이처럼 한계를 극복하고 어떤 행 를 해도

자신에게 제한된 한계를 넘어서 가장 온 한 결과로 나

타나는 단계를 만행지피안(萬行之彼岸)이라고 하여

아름다움으로 삼는다. 이는 각각의 각이 독립 완

결성을 가지며 사찰 체의 원통이 일어나기 에 개체

각의 의미가 고착되는 신주(大神主)의 단계와, 각

들이 개체의 단계를 벗어나 서로 간에 무수한 계를 만

들어가는 단계인 명주(大明主)의 단계로 설명된다.51)52)

2) 상 계의 미

각 각들은 개별 각이 갖는

종교 상징으로서의 의

미를 가지면서도, 각이라는 기본

인 요소를 떠나 농축되고 단순

화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무한 의

계 법칙을 가지게 되고, 이는

웅 에 들어서서 부처를 하는

마지막 정을 향한 막으로 이해

될 수 있다.

3.3. 삶의 태도로서의 은둔

(1) 시품의 은둔 사유 : 자연(自然), 소야(疏野)

자연53)은 시를 논할 때 흔하게 언 되는 풍격 가운데

하나이다. 자연에 순응하는 인생태도와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창작법을 이르며, 문자 그 로 로(自) 그러함

(然), 그런 모르게 그러함(不知所以然而然)의 뜻을 지

닌다.

시품에서는 다른 풍격을 설명할 때에도 종종 자연스러

움을 강조해 왔다. 시품의 첫 번째 품격인 웅혼에서

무리하게 붙잡지 않으면 持之匪強

다함없이 가져올 수 있으리라 來之無窮

라고 한 목이나, 충담에서

우연히 도달하면 어렵지 않으나 遇之匪深

억지로 다가갈수록 더욱 보이지 않는다 卽之愈稀

라고 한 목에서 시는 자연스러움을 추구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다. 자연은 다양한 풍격 의 하나이기도

하지만 시품 체의 창작법을 통하는 미학인 것이다.

시품의 자연은 다음과 같은 구 로 시작한다.

허리 구부려 주우면 그게 바로 시이니 俯拾卽是

알마 출 사, 2015, pp.240-242

51) 신주와 명주는 등각 (等覺位)에 도달하게 되면 갖게 되는 두

상태이며, 등각 는 만행지피안에 도달한 단계이다. 신주는 신

력(大神力)을 통하여 삼마(三魔)의 원(怨)을 물리쳐 항복시킬 수

있는 힘이며, 명주는 명조(大明照)의 힘이 있어 사안(四眼)의

경계를 두루 보게 되는 단계이다.

52) 임석재, op. cit., pp.97-108

53) 自然, the natural 는 follow nature

굳이 다른 곳에서 찾지 않는다 不取諸隣

도(道)에 몸을 싣고 여기 기 가면서 俱道適往

손을 기만 하면 풍경이 된다 著手成春

시라는 것은 멀리 있어 힘들여 찾는 그 무엇이 아니라

앞에 놓인 물건을 듯이 주 에 존재하는 사물과

상에서 자연스럽게 포착해야 할 상이라고 하면서, 자

연에 몸을 맡기고 여유롭게 돌아다니며 묵도한 것을

로 쓰기만 하면 좋은 풍경이 된다고 했다. 이는 장자

천운(天運)에 나오는 “도에 내 몸을 싣고 더불어 하나가

된다(道可載而與之俱也)”54)라는 목에서 나온 것으로

여기서 도는 자연과 다르지 않다.

한편 자연의 마지막 구 에서는

산 속에 숨어사는 사람(幽人)을 등

장시켜 어쩐 목 도 작 도 없는

자연에 순응하는 삶을 형상 으로

보여주고 있다. 장자 제물론(齊物

論)에서도 거론되고 있는 자연의

균형(天鈞)55)이라는 표 을 통해

서 자연스럽게 균형이 잡 있는

세계에서 자연의 변화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56)

시품의 열다섯 번째 풍격인 소야57)에서도 이와 비슷

한 구 이 나온다.

사물을 기만 해도 로 하여 拾物自富

라는 표 에서 구애받지 않은 채 세상의 온갖 사물을 소

재로 한 솔직함과 천진함이 묻어 나온다. 한

어 하다보니 기분에 맞을 뿐 倘然適意

일부러 무언가를 하려고 의도하겠는가 豈必有爲

하늘이 내버려둔 로 시를 짓나니 若其天放

그 게 해야 경지에 이르네 如是得之

에서는 자연과 혼연일체 되어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본

성을 따라 자유자재로 사는 것을 강조하며, 여기서의 천

방(天放)은 장자의 마제(馬蹄)편에 나오는 말58)로서 무리

짓지 않고 제각기 혼자 동떨어져 사는 삶이야말로 하늘

이 내버려 둔 로 살아가는 인간의 삶임을 이야기한다.

사공도시품첩에서 정선이 표 한 소야를 살펴보면, 여

름철 녁 무렵의 고즈 한 시간에 소나무 그늘과 시원

한 바람에 기 어 선비가 시고(時稿)를 보고 있다. 소야

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소나무는 고고한 자태를 뽐내며,

54) 장자(莊子), 莊子, 김학주 역, , 연암서가, 경기고양, 2010,

pp.354-356

55) Ibid., p.74

56) 안 회, op. cit., pp.285-308

57) 疏野, disengagement and rusticity 는 be yourself, be free

58) 장자(莊子), op. cit., pp.23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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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정선, 소야

사공도시품첩

권력의 심지인 조정을 벗어

나 산수 원으로 물러나 사는

처지를 나타낸다. 모자를 벗는

행 는 실세계의 격식이나

질서를 과감하게 벗어던지고

하고 싶은 로 살아가는

것을, 그리고 시를 읽는 행

는 실 일에서 벗어나 있음

을 상징한다.59)

거칠고 시골티 나는 삶과 의

식을 보여주는 소야의 미학은 시품을 통해 비로소 시가

추구해야 할 독특한 미학으로 인정받았다. 다른 풍격

인 진 60)과 반 되는 지 에 있는 소야가 그 가치와 의

의를 인정받게 된 데에는 시품의 역할이 작지 않다. 송

나라에서 소야는 요한 시의 미학으로 주목받았다. 여

본 (呂本中, 1084～1145)은 “차라리 시골티 나는 것이

화려한 것보다 낫다. 시골티 나는 것은 기질을 해치지는

않으나 화려한 것은 다시 수습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여 소야를 우 에 두었고, 리 읽힌 송나라 시

화집 시인옥설61)에서는 시가 추구할 취향의 하나로 야인

취(野人趣)를 꼽았다. 이처럼 송나라 이후에는 세련된 것

만이 아니라 거칠고 스러운 것도 아름다움의 범주에

든다는 인식이 완 히 자리를 잡았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백(李白, 701～762)의 시62)

한 구 에서도 소야의 풍격을 엿볼 수 있다.

한 잔 한잔, 그리고 한 잔 마신다 一杯一杯復一杯

나는 취해 자려하니 그 는 이만가게 我醉欲眠卿且去

술잔을 빠르게 비워내는 호기로운 속도감과 뜸 손님

을 쫓아내는 객기에서 거침없이 내뱉는 솔직한 화법이

보인다.

오로지 본성이 가는 곳을 따라 惟性所

천진하게 취할 뿐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다 眞取弗羈

라는 소야의 태도와 정확히 일치한다.63)

(2) 한국 통 공간 속의 자연과 소야의 풍격

장자의 응제왕(應帝王)에 따르면64), 이상 인간상에

하여 “천지자연의 본연의 모습을 따르고, 천지 만물의

다양한 변화에 순응하며, 무한한 세계에서 노니는 자”라

고 정의했다. 이는 한국 통 건축의 친자연 경향을 상

징 으로 언 하고 있다. 천지자연의 본연의 모습을 따

르는 것은 자연재료의 사용, 천지 만물의 다양한 변화에

59) 소야의 본문에서는 “築屋松下 脫帽看詩 : 소나무 아래 집을 짓고서

모자를 벗고 시를 보네” 라고 표 하고 있다.

60) 縝密, close-woven and dense 는 avoid rigidity

61) 詩人玉屑, 국 송나라의 경지(魏慶之)가 편찬한 시화집(詩話集).

62) 山中與幽人對酌 : 산속에서 은사와 함께 작하다

63) 안 회, op. cit., pp.404-425

64) 장자(莊子), op. cit., pp.206-220

순응하는 것은 자연 원리의 모방으로서 자연미의 개념으

로 환되었으며, 무한한 세계에서 노니는 자라는 것은

자연과의 일체감을 상징하여 자연스러움의 개념으로 구

된다.

이상 세 가지의 친자연 경향은 인공성의 최소화로 압

축될 수 있는데, 불교와 유교가 제의 가르침을 실의

문제와 연 지어서 주장한 반면 도가는 이 문제를 자연

과 연 지음으로써 우리 통 건축의 친자연 경향에 가

장 많은 향을 끼쳤다.

1) 재료 본연의 미

한국인은 재주가 많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인 인

기교를 멀리하는 통 정서를 가지고 있으며, 건축에

서 특히 그러했다. 꼭 필요한 정도 이상의 손질을 삼갔

으며 지나치게 깔끔한 마무리를 경계했다. 한 재료 본

연의 기본 물성을 지킴으로서 자연 지배 욕구를 다스렸

다.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서, 즉 불필요한 것을 하지

않음으로써 더 좋은 건축이 된다는 의미이다.65)

<그림 20>

사 돌담

<그림 21>

범어사 돌길

<그림 22> 개심사 심검당

2) 자연미

한 자연의 원리를 모방하고자 하는 의도는 최소한의

장식요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건축 지혜로 표 되었

다. 사찰에서 찰되는 꽃살은 물질 상의 허망함을 가

르친 불교의 교리와 어 나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부처의 깨달음의 순간을 상징 으로 표 한 것이다. 그

리고 일체의 겉치 와 속임을 제거한 순수골격 상태의

회귀로서의 각은 자연미와 자연스러움이 합쳐진 구조

순결주의로서의 경향을 보인다.

<그림 23> 운문사 비로 <그림 24> 소수서원 취한

3) 조화미를 통한 자연스러움

스스로 그러하여 얽매이지 않고 본성이 가는 로 행한

다는 자연과 소야의 풍격은 건축이라는 실의 물질

65) 무 이치(無爲而治) :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서 다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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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정선, ,

사공도시품첩

매체로 환되는 과정에서 자연과의 일체감을 이루며 자

연스러움의 조화미를 추구한다. 주변의 자연재료로 지붕

과 담을 구성한 낙안읍성에서는 지붕의 형상이 산등성을

닮고 담은 땅의 연속이 된다. 인(人)으로서의 건물이 천

(天)과 하나가 되면서 조화미를 얻어낸 것이다. 한 휜

기둥을 그 로 사용한 김동수 고택의 안행랑채에서도 구

조 안정감과 시각 조형성을 만족하며 서툰 것 같지

만 진정한 공교로움을 얻고 있는66) 것을 볼 수 있다.67)

<그림 25> 낙안읍성 <그림 26> 김동수 고택 안행랑채

3.4. 삶의 이상으로서의 은둔

(1) 시품의 은둔 사유 : (超詣), 표일(飄逸)

실을 월하여 산수에 묻 한곳에 매이지 않은 채

자유자재로 살아가고자 하는 바람은 시품의 스물한번째

풍격인 68)와 스물두번째 표일69)에서 정 에 달한다.

는 평범함을 뛰어넘은 높은 수 의 조 를 뜻하는

말로 사용되어져 왔으며, 우리말 사 에는 등재되지 않

은 낯선 말이지만 시품에서부터 본격 인 미학용어로 사

용되었다. 에서는

정신이 신령해서도 아니고 匪神之靈

기미를 잘 포착해서도 아니다 匪機之微

라는 말로 실을 떠나려고 하는 동기를 표 한다.

옛부터 한국이나 국의 지식인들은 일반 으로 세속

실을 탈하려는 동기에 하여, 은둔을 지향하는

천부 기질과 부패하고 타락한 사회 실이라는 두 가지

요소에서 찾고자 하 다. 그러나 에서는 두 가지 모

두 무 하다고 밝히면서도 끝내 시의 마지막 구 까지

정확한 동기를 밝히지는 않는다. 단지 흰 구름과 맑은

바람을 통해 산수에 묻 은거하는 것을 비유70)하고 세

속과 연한 자유로움을 상징 으로 표 한다.

그러나 실이 추하고 힘들다 해서 이상향인 산수로

가본들 그곳도 꿈꾸던 바로 그곳이 아니다. 지상에는

실을 벗어나 월 삶을 릴 수 있는 곳이란 없

음을 의미한다.71)

66) 교약졸(大巧若拙) : 크게 공교로운 것은 서투른 것과 같다.

67) 임석재, op. cit., pp.225-307,

68) 超詣, transcendence 는 detached, I read a poem

69) 飄逸, drafting aloof 는 flying into fairyland

70) 如將白雲 淸風與歸 : 흰 구름을 타고 가듯이 맑은 바람과 함께 돌

아가리라

71) 遠引若至 臨之己非 : 멀리 몸을 빼내 목 지에 도달했으나 막상 가

보니 (기 와는) 다르다.

의 마지막 단락에서는 높

이 솟은 나무와 푸른 이끼에 반

짝이는 햇살로서 사람들의 마음

속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이

상 자연경물을 표 한다. 하지

만 이 경물을 찾아가라는 의미

는 아니며 그런 경물을 꿈꾸기

만 해도 간 것과 다름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월의 세계를

꿈꾸기만 해도 그가 사는 모습

이 이 세상 구보다도 할 것이라는 의미를 노자 41

장72)에 나오는 음희성(大音希聲)73)의 의미를 빌어 설

명하며 마무리 짓고 있다.

그 풍경을 읊조리고 생각할수록 誦之思之

그가 토해낸 것은 드문 소리이리라 其聲愈希

결국 는 속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속된

실을 월하여 자연과 신선계를 찾고자하는 꿈을 표

한다.74)

이처럼 가 실에서 끝내 발을 떼지 못한 채 월

을 꿈꾼다면 표일은 무도 쉽게 실을 벗어난다. 인물

자체가 태생 으로 실과 어울리지 못하는 선골(仙骨)

이며 평소에도 범인과 어울리지 않을 만큼 도도하다.

실에 망하여 도망치듯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고고한 사람은 마음이 평화롭고 高人惠中

멋진 얼굴에는 원기가 넘치네 令色絪縕

바람에 실려 쑥 잎을 타고서 御風蓬葉

아득한 곳으로 둥둥 떠가네 泛彼無垠

장자 소요유(逍遙遊)에 “열자(列子)75)는 바람을 타고서

다녔다(列子御風而行)”76)는 구 이 나온다. 선계를 향해

가는 고인의 자세와 행동에서는 인간 한계나 실존의

문제가 느껴지지 않으며, 표일의 지경에 있는 시인과 평

범한 시인의 경계, 거기에는 선(仙)과 범(凡)이라는 큰

경계가 놓인다. 고고한 신선은 붙잡으려야 붙잡을 도리

가 없고 다만 그 소식을 할 수 있을 뿐이다.

표일은 무엇보다 갑갑한 세를 훌쩍 벗어나 시공을

월해 자유롭게 노니는 멋을 드러내며 비범하고 도도한

자태와 사방을 활달하게 노니는 역동성도 함께 제시한

다. 천부 재능을 타고난 시인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풍격이다.

72) 노자(老子), 老子, 김원 역, , 항아리, 경기 주, 2013,

pp.170-173

73) 大方無隅 大器晩成 大音希聲 大象無形 : 무도 큰 네모꼴은 모서

리가 없고, 무도 큰 그릇은 가장 늦게 만들어지며, 무도 큰 음

악은 소리가 들리지 않고, 무도 큰 물체는 모양이 보이지 않는다.

74) 안 회, op. cit., pp.545-567

75) 도가에 속하는 사상가로서 이름은 어구(禦寇)이다.

76) 장자(莊子), op. cit., pp.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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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제내방, 표일,

시품화보, 1885

<그림 31> 아산 맹씨

행단 (맹사성 고택)

태생 으로 신선의 자질이 있어

실을 탈하는 경향으로서 도가

색채를 짙게 풍기는 표일은, 이

백과 같은 특정 시인과 그 시인들

의 시를 논할 때 자주 언 되었다.

이백과 두보를 입신의 경지에

도달한 시인으로 드높인 엄우는

창랑시화에서 이백의 시가 보여주

는 활달하고 비범한 세계를 설명

하는데 표일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후 개된 표일의 풍격에 한

논의를 집약하여 보여 것이 바로 시품이다.

도명 (陶明濬) 한 시설잡기(詩說雜記)에서 표일에

한 설명으로 “가을 하늘은 한가롭고 고요한데 외로운

구름에 한 마리 학이 나는 것과 같다”77)라고 하 다. 여

기서 표일의 상징으로서의 학은 시품에서의 구지산(緱氏

山)78)의 학과 맥락이 같다.79)80)

(2) 한국 통 공간 속의 와 표일의 풍격

1) 틈새와 경계

사찰공간은 주변의 자연과 서로 땅따먹기 하지 않는

겸손의 태도로 응한다. 이는 산속에 내가 있고 내 속

에 산이 있다는 것으로 각과 각사이의 차경에서 보

여주는 막힘을 허무는 틈새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문수

사 웅 앞마당에서 바라본 뒤편의 능선은 사찰을 이

루는 구성요소 가운데 하나로서 물리 으로는 떨어져 있

으나 감성 으로는 앞마당 빈 공간까지 들어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각 각의 겹침이 보여주는 경계의 불

분명은 구별 없이 함께 나 는 정서를 보여주는 라고

할 수 있다. 각 각들의 역은 복되지만 서로 충돌

하지 않으며 지붕을 맞 고 히 공존한다.81) 가지지

않으려고 함으로서 부 내 것이 되는 것이다.

<그림 29> 문수사 <그림 30> 운문사 만세루

77) 秋天閒靜 孤雲一鶴者是也

78) 국 하남성(河南省) 언사 (偃師縣) 남쪽에 있는 산 이름

79) 시품의 표일에서는 구지산의 학과 태화산(太華山) 꼭 기의 구름으

로 인간세계와 구별되는 선계의 이미지를 표 하고 있다.

80) 안 회, op. cit., pp.568-591

81) 임석재, op. cit., pp.25-36

2) 내외부의 무차별

이처럼 월 태도로 자유롭게 노니는 멋은 자연과의

계에서 뿐만 아니라 실내와 실외의 계에서도 볼 수

있다. 아산 맹씨 행단에서의 로 살펴보면 청마루를

사이에 두고 양쪽에 놓인 두 개의 방은 세 개의 문을 일

직선상에 두고 실내-실외-실내-실

외의 교 의 구도가 형성된다. 여

기에 문이라는 변수가 더해진다.

세 개의 문을 열고 닫는 경우의

수는 여덟 가지이며 반쯤 여는 것

과 같은 부분성의 요소까지 더해

지면 조합되는 경우의 수는 거의

무한 에 가깝다.82) 이는 이 공

간을 두고 공간의 켜가 복층이 되

면서 내, 외부의 공간 무차별을

얻고 있음을 의미한다.

4. 시품의 풍격과 한국 통건축의 은둔

사유

4.1. 한국 통 공간 속의 풍격과 은둔 사유

앞서, 시품의 24가지 풍격에 하여 첫째, 작품의 창작

법, 둘째, 작품의 분 기 그리고 셋째로 시인의 사상과

생활 자연과의 계를 논한 풍격으로 분류한 바 있

다. 그 삶의 공간을 이루는 조형의식과 건축에 깊게

연 될 것으로 사료되는 세 번째 분류에 공통 으로 내

재되어 있는 사상으로서 은둔 사유를 발견하고, 이것

이 당 의 성리학 이상향에 기인하여 있음을 확인하

다. 이어서 이 분류에 해당하는 8가지 풍격83)에 하여

삶의 기 (규범, 가치, 태도, 이상)에 따라 재분류하여 그

풍격의 의미를 살피고, 각 풍격이 우리의 민족정서에 어

떻게 비춰지며 이것이 조형 의식과 건축 특성으로

표 된 를 살펴보았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의 <표 5>

와 같다.

4.2. 한국 통 공간 속의 풍격간의 계와 흐름

인생이 길어야 기껏 백년 生者百歲

죽을 날이 얼마나 남았는가 相去幾何

인간은 결국 죽을 운명이라는 근원 인 슬픔을 이야기

하며 시작되는 시품의 스물세번째 풍격인 달84)에서는,

시비와 명 를 월하여 인생을 호쾌하게 살아가고자 하

는 태도를 보여 다.85)

82) Ibid., p.49

83) 충담, 아, 고고, 청기, 자연, 소야, , 표일

84) 曠達, expansive contentment 는 laughing all the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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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정수사

웅보

시품의

풍격

인간의

삶
민족정서 조형의식 건축 특성

충담

(沖淡)

아

(典雅)

규범

와 계 질서 계 규범 형식미

인과 선비정신 제 장식의 제거

무욕과 무용

(無用,진정한 쓰임새)
비움

물질의 존재미

벽의 건축 의미

고고

(高古)

청기

(淸奇)

가치
무언의 아름다움

미(大美)

미
각 각의

독립 완결

상 계의 미 각들 사이의 계

자연

(自然)

소야

(疏野)

태도

자연재료의 사용 재료 본연의 미 물성의 본질 유지

자연원리의 모방 자연미
장식의 상징성

순결 구조

자연과의 일체감
조화미를 통한

자연스러움

재료의 연속성

재료의 미가공사용

(超詣)

표일

(飄逸)

이상

자연과의 공존

나눔과 겸손

막힘을 허무는 틈새

경계의 불분명

각사이의 차경

각의 겹침, 복

월 자유 내외부의 무차별
이공간을 통한

공간의 다변화

은둔 성리학 이상향의 구 사유를 통한 사상과 념의 건축 구

<표 5> 한국 통 공간 속의 시품의 풍격

성공이라는 목표추구와 아름다움에 한 탐구, 인생의

쓴맛에 한 고뇌와 이상 삶에 한 갈망을 노래하는

다른 풍격들과 달리, 달에서는 이 모든 것의 사슬로부

터 벗어날 때 비로소 획득되는 달 의 단계를 노래한다.

불교의 사찰에서는 인생여정을 공간의 계와 연기(緣

起), 단계 세계 의 연속성으

로 표 한다. 일주문과 천왕문,

해탈문을 지나 비어있는 마당을

거쳐 웅 에 도달한다. 그러나

웅 에 들었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웅 속

은 바깥 실보다 늘 우 에 있

는 것만도 아니며, 깨달음을 얻

었다고 실이 무의미해지는 것

도 아니다. 깨달은 뒤에 바라보

는 바깥세상은 새롭게 정의될

수 있다.86)

깨달음이 경지에 이르러 모든 것을 연연해하지 않는

달 의 단계를 보여 후, 시품은 앞의 모든 풍격을 한

데 모아 어우러지게 하는 마지막 풍격인 유동87)을 설명

한다. 수차와 구슬의 움직임으로 미시 을 보여주

85) 안 회, op. cit., pp.592-598

86) 임석재, op. cit., pp.97-140

87) 流動, flowing movement 는 that wonderful motion

고 지축(地軸)과 천축(天軸)을 통하여 거시 움직임을

보여주며 시야를 그토록 확장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밝은 정신의 우주로 뛰어올랐다가 超超神明

어두운 허무의 세계로 되돌아간다 返返冥無

천년의 세월 동안 오고 가나니 來往千載

유동이란 이것을 일컫는 것인가 是之謂乎

유동의 마지막, 시품의 마지막 구 이다. 기운이나 맥

락이 멈추어 있지 않고 이곳 곳으로 움직이며, 사고가

멈추지 않고 물이 흐르듯 약동함으로서 유구한 세월의

변화와 맞물려 있다.

풍격과 풍격사이의 계는 시를 이해하는 유일하고 고

정 인 실체가 아니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 탄력 인 것이라는 시각을 보여주고 있

는 것이다.88)

통공간에서도 공간을 구성하는 여러 법칙들은 우주

의 존재 상태를 건물이라는 인간의 매개로 번안한 결과

로서 표 된다. 우주와 실 사이에 우열의 차별이 없음

을, 동심원 구도의 포 성으로 체 어울림을 드러낸

다. 한 각과 각, 지붕과 지붕이 서로 어지럽게 교

차하는 듯 보이지만 그 속에는 정교한 구성 법칙들이 서

로 상즉상입(相卽相入)하며 하나의 소우주를 형성한다.89)

<그림 33> 삼척 진흥사 경 <그림 34> 수덕사 경

이를 통하여 한국 통 사회에서의 시품의 치와 정

서 향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각 풍격마다 건축

공간 구성과의 계 한 긴 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5> 한국 통 공간 속의 풍격의 흐름

한 각 풍격으로 구 되는 건축 공간의 조형 가치

들은 각각 서로 유동 으로 맞물려 하나로 통하며, 포

어울림으로 궁극의 단계에 도달한다.

88) 안 회, op. cit., pp.615-621

89) 임석재, op. cit.,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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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우리 선조들의 문화 심에는 시서화가 있었다. 시

(詩), 서(書), 화(畵)에 능한 사람을 일컬어 삼 (三絶)90)

이라 하고, 시정(詩情), 서풍(書風), 화의(畵意)는 서로 상

통한다고 하여 이 시서화의 삼 일체를 아름다움의 극치

로 보았던 것이다.91)

서양의 데카르트 (Cartesian Perspective)에 의

한 이원화 경향과는 달리, 우리 선조들은 조화와 통일로

서 작가와 자연이라는 상을 하나로 보았다. 서로 상응

하는 계 세계 속에서 실을 바탕으로 그들의 사

상을 달하고자 하 고, 그 형상언어인 시서화에 술

과 철학, 삶이 하나가 되어 녹아 있는 것이다.

시품은 시의 풍격을 논한 시로써, 서 와 회화의 역

을 넘어 우리의 건축공간에서도 정서 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 당시 건축가의 인식에서 그들의

태도, 정신, 세계 을 이해하기 해서는 그들의 삶을 구

성하는 기 과 사상에 한 깊은 사유가 필요하며, 이를

들여다보기 한 틀로서 시품의 의의를 확인한 것이다.

한 당 의 성리학 이상향의 은둔 사유가 시품과

문 반에 표 되었던 근거와 통 건축 반에 녹아든

흔 을 밝혔으며, 시품의 풍격간의 계와 흐름 한 살

펴보았다. 이는 삶과 술, 이성과 감성, 그리고 학문과

실천의 조화로운 삶의 태도를 추구했던 선조들의 사상과

그 건축 표 을 이해하기 한 주요한 틀로서 의의를

가지며, 우리와 함께 살아온 우리의 정체성을 되찾는 기

반이 될 것이라 기 한다.

기능과 형식만이 살아있는 통 술은 박재되어버린

박물 의 유물과 같다. 우리의 머릿속에 지식으로, 우리

의 가슴속에 정서로 존재해야 문화로써 계승하여 새로운

창달을 이룰 수 있는 의미가 된다.

이를 한 노력으로서 시품의 풍격과 은둔 사유, 한

국 통 건축의 사상 계를 증명해 내는 것이 본고의

목 이며, 이를 후속 연구를 한 기 으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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