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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는 말

본 논문은 《唐詩三百首》와 王士禎⋅沈德潛의 唐詩選集의 수록 시 목록을 대조

하고 수록 작품들의 내용과 형식을 비교하여 이들 사이의 영향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唐詩三百首》에 나타난 選詩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에 작용한 

詩論적 배경과 원인에 대하여 검토해 보겠다. 이를 위하여 먼저 《唐詩三百首》의 

성립 동기와 배경을 간단하게 살펴본 후 다음 단계에서는 《唐詩三百首》의 구성 방

식에 따라 각각의 詩體별로 王士禎의 《古詩選》⋅《唐賢三昧集》⋅《唐人萬首絶句

選》과 沈德潛의 《唐詩別裁集》의 선시 목록을 비교하여 《唐詩三百首》의 선시의 특

징을 분석해 보겠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王士禎과 沈德潛의 위 4종의 選集에 반영

된 각각의 시론과 선시 기준이 《唐詩三百首》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종합적으

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 본 논문은 2017년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임.

 ** 檀國大學校 中語中文學科 연구전담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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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唐詩三百首》의 성립 배경

《唐詩三百首》는 清代 塘 士 孫洙(1711～1778)가 1765년(乾隆29년)에 唐

代 詩歌 300여수를 모아 펴낸 唐詩 選集이다. 唐代 시인 77인의 작품 총 310수

를 수록하였는데 杜甫의 시가 38수로 가장 많고 王維의 시가 29수, 李白의 시가 

27수, 李商隱의 시가 22수 수록되었다. 이 네 명의 시인이 전체의 약 40%를 차지

한다. 孫洙는 序를 통해 이 책의 편집 동기와 목표를 밝히고 있다.

《唐詩三百首⋅序》

세간의 풍속에 어린이들이 학습을 시작하면 바로 《千家詩》를 가르치는데 외우

기 쉽기 때문에 이 책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 책은 폐간되지 않고 유전

되고 있으나 그 수록된 시들이 임의로 취사하고 엮은 것으로 정교한 시와 졸렬한 

시를 구별하지 않았다. 게다가 오칠언 두 종류의 시체만 수록하였고 그마저도 당

대와 송대 사람이 뒤섞여 있어 체제가 매우 어그러져있다. 이 때문에 전문적으로 

당시 중에서도 인구에 회자되는 작품들 중에서 그 뛰어난 것만을 선택하여 매 시

체마다 수 십 수씩 실어 총 300여 수를 수록하여 한 권을 완성시켰다. 가정과 학

교에서 교본으로 삼아 어린이들에게 익히게 하고 백발의 노인도 이를 폐기할 수 

없게 하였으니 《千家詩》와 견주어 뛰어나지 않겠는가? 속담에 말하기를 “당시 삼

백수를 숙독하면 시를 읊지 못하는 사람도 읊을 수 있게 된다.”고 하니 이 책으로 

체험해 보기를 청한다(世俗兒童就學, 卽授《千家詩》, 取其易於成誦, 故流傳不廢, 

但其詩隨手掇拾, 工拙莫辨. 且止五七律絶二體, 而唐宋人又雜出其間. 殊乖體

制. 因 就唐詩中膾炙人口之作擇其尤要 , 每體得數十首, 共三百餘首, 成一

篇, 爲家塾課本, 俾童而習之, 白首亦莫能廢, 《千家詩》不遠勝耶? 諺云: “熟讀

唐詩三百首, 不 吟詩也 吟.” 請以是篇驗之).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唐詩三百首》의 제 1의 편찬 목적은 학업을 시작한 아동

들을 위한 교재를 만드는 것이다. 선시의 방법에 있어서는 唐詩의 모든 시체를 수

록하고 시체마다의 작품 수도 균형 있게 분배하여 선록하였으며 수록 작품에 있어

서는 ‘工拙’을 구분하여 명작 중에서도 대중적으로 사랑받는 작품을 위주로 선록하

였다고 밝히고 있다. 詩體란 시의 형식으로서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는 것이며 

‘인구에 회자되는 작품’이란 풍속에 드러나는 현상이지만 ‘工拙’의 기준이란 어떻게 

선정된 것일까? 여기에는 《唐詩三百首》가 편찬되던 사회의 문화적 가치기준과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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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문단의 시에 대한 관점과 시론이 개입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1705년 康熙帝의 명으로 彭定求 등 10명이 편찬에 착수하여 1745년에 900권

으로 이루어진 《全唐詩》가 출간되었다. 그 규모를 보면 수록된 시인이 2,200여 명

에 이르며 약 5만 수에 달하는 詩歌가 수록되어있다. 《全唐詩》가 출간되고 20년 

후인 1765년에 《唐詩三百首》가 출간된 것이다. 그렇다면 《唐詩三百首》의 편찬자

로 알려진 孫洙는 이러한 방대한 《全唐詩》를 참고로 그 중 1%에도 못 미치는 

300여 수를 선별하여 이 책을 출간한 것일까? 《唐詩三百首》라는 제목에서 이미 

표방하고 있듯이 이 책은 唐詩만을 전문적으로 수록 한 것으로 明代 이래로 치열

했던 宗唐詩와 宗宋詩 논쟁 중 宗唐詩派에 속한 서적으로 볼 수 있다. 《唐詩三百

首》에 수록된 상당수의 시가 淸初 宗唐詩派의 대표적 인물인 王士禎의 《古詩

選》⋅《唐賢三昧集》⋅《唐人萬首絶句選》에도 수록되어있으며 약 79%가 王士禎의 

뒤를 이어 格調說을 주장한 沈德潛의 《唐詩別裁集》에도 수록되어 있다. 이로 미루

어 우리는 《唐詩三百首》의 선시에 작용한 ‘工拙’의 기준이 王士禎과 沈德潛 이 두 

사람의 選集과 詩論에 기초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덧붙이자면 그가 自序에서 《唐

詩三百首》 편찬의 동기로 비판한 《千家诗》1)는 唐詩와 宋詩를 모두 수록한 선집으

로 《唐詩三百首》와 일치하는 시는 16수에 불과하다. 

Ⅲ. 《唐詩三百首》의 詩體別 選詩 경향 분석

선집은 편집자의 주관적인 문학과 세계에 대한 관념을 바탕으로 編選되어 만들

어진다. 《唐詩三百首》 역시 편선자인 孫洙의 시에 대한 관념을 반영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의 시에 대한 관념은 그가 활동하던 시대의 詩壇의 상황과 학습을 통

 1) 《千家詩》의 원래 이름은 《分門纂類唐宋時賢千家詩選》이며 宋代 劉克莊이 편집한 것

이다. 南宋 謝枋得이 기존의 《千家詩》를 다시 보충하고 재정리하여 자신의 《千家詩》
를 만들었다. 그러나 淸代 민간에서 더욱 유행한 것은 사방득이 편집한 七 詩와 청나

라 사람 王相이 기존의 것을 보충하여 편집한 五 詩를 하나로 합친 판본이었다. 이 

합본은 唐代 詩人 71명의 143수, 宋代 詩人 54명의 81수, 明代 시인 2명의 2수 총 

137명의 시 226수를 수록하였다. 총 4卷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卷1은 五絶, 卷2는 五

律, 卷3은 七絶, 卷4는 七律을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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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형성되었을 것이며 교육과 과거를 담당하는 관직을 역임하였던 개인적 이력도 

영향을 미쳤을 수밖에 없다. 孫洙가 과거를 준비하고 進士가 되기까지의 시기는 王

士禎에 이어 沈德潛이 문단을 주도하던 시기였다. 王士禎은 淸初의 대표적인 宗唐

詩派 시인으로서 그의 詩論은 초⋅중⋅노년에 걸쳐 변화하다가 노년에 이르러서 

王維와 孟浩然을 중심으로 한 盛唐詩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완성되었다. 반면 沈德

潛은 初⋅盛⋅中⋅晩唐을 걸쳐 일어난 시의 변화를 모두 唐詩의 변화과정으로 수

긍하였다. 孫洙가 대표적인 宗唐詩派의 두 사람 중 누구의 영향에 의해 《唐詩三百

首》를 편찬하였는가에 대해서는 異論이 존재한다. 《唐詩三百首》에 수록된 약 

320(294題)수 중 270여수가 《唐詩別裁集》에 수록되어 있으며 孫洙가 과거에 급

제하여 官界로 진입하였던 1744년 즈음한 시기는 王士禎 사망 후 沈德潛이 王士

禎의 시론을 비판적으로 계승하고 수정하던 시기였다. 沈德潛은 1717년(강희 56

년)에 陳樹滋와 함께 《唐詩別裁集》를 출간하고 45년 뒤인 1763년(건륭 28년) 그

의 나이 91세에 重訂本을 다시 세상에 내놓았다. 《唐詩三百首》(1765년, 乾隆 29

년)보다 2년가량 앞선 것이다. 이 때문에 일반적으로 沈德潛의 《唐詩別裁集》이 

《唐詩三百首》 편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간주되곤 한다. 그러나 趙昌平

은 《唐詩三百》 首가 王士禎의 시론으로 沈德潛의 오류를 수정하고 보완하는 방식

으로 編選되었다고 판단한다.2) 이에 대한 검증을 목표로 본고에서는 《唐詩三百首》

와 王士禎의 3종의 詩選集 《古詩選》⋅《唐賢三昧集》⋅《唐人萬首絶句選》과 沈德潛

의 《唐詩別裁集》의 수록 시 목록을 비교하면서 아래 세 가지에 주안점을 두어 검

토해보았다. 첫째 수록 시인의 활동시기와 풍격의 특성을 비교하고 둘째 杜甫 詩 

수록 경향을 검토하였으며 셋째 수록된 시의 제재와 풍격의 특징을 비교해보았다. 

아래 표는 시체별로 수록된 시의 편수를 비교한 것이다. 王士禎과 沈德潛은 府

詩를 따로 구별하지 않고 五 古詩, 七 古詩, 五 絶句, 七 絶句에 각각 편입

시켜 수록하였으므로 편의상 그 방식을 따라 통계를 내었다.

 2) 趙昌平 解, 《唐詩三百首全解》,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2013, 6쪽.



《唐詩三百首》의 選詩 경향과 詩論的 배경  35

詩體 唐詩三百首 王士禎의 選集 唐詩別裁集

五古 45(38) 27(24) 60% 38 84%

七古 44(41) 34(33) 77% 36(35) 82%

五律 80 * * 57 71%

七律 53(45) * * 43 81%

五絶 37(33) 32 86% 29 78%

七絶 60(56) 55 92% 33(31) 55%

七律 府 1 0 0

총계 320(294) 236(233) 74(79)%

* 五⋅七古 府는 五⋅七古詩에 五七絶 府는 五七絶 府에 포함시켰음.3)

1. 五 古詩

《唐詩三百首》에는 35(31)수4)의 五 古詩가 수록되어 있는데 그중 韋應物의 

시가 7수로 가장 많이 수록되어 있으며 뒤이어 王維의 시가 5수, 杜甫의 시가 

5(4)수 수록되어 있다.5) 시의 제재는 거의 대부분이 隱逸과 閑寂을 노래 한 것이

다.6) 《唐詩三百首》는 王選集에는 수록하지 않은 시를 9수 수록하였고 《唐詩別裁

集》에 수록되지 않은 작품을 6수 수록하였는데 양쪽 모두에서는 볼 수 없으나 《唐

詩三百首》에만 수록된 시는 李白의 <春思> 한 수 뿐이다. 《唐詩三百首》의 수용 

폭이 王士禎보다는 다소 넓은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王士禎은 《古詩選》에

서 陳子昂⋅張九齡⋅李白⋅韋應物⋅柳宗元의 五古만을 수록하였고 《唐賢三昧集》

에서는 王⋅孟을 위주로 하고 李白과 杜甫을 배제하였기 때문이다. 王士禎은 神韻

 3) 본고에서는 서술의 편의상 王士禎의 3종의 詩選集 《古詩選》⋅《唐賢三昧集》⋅《唐人萬

首絶句選》를 모두 언급해야 할 경우 ‘王選集’으로 약칭하였다. 

 4) 괄호안의 숫자는 詩題의 수를 기록한 것이다. 王⋅沈選集과의 비교는 주로 선록시가 

아닌 괄호안의 詩題 수로 비교하였다. 임동석이 역주한 《唐詩三百首》(서울, 동서문화

사, 2016)의 선시목록으로 비교하였다. 이 책은 中華書局에서 간행한 光緖 日本 四籐

吟杜本을 저본으로 한 趙昌平의 《唐詩三百首全解》(上海, 復旦大學出版社, 2007)를 

저본으로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5) 《古詩選》은 韋應物의 五古를 74수, 《唐詩別裁集》은 44수 수록하고 있어 王⋅沈⋅孫

의 선집들이 모두 수록비율이 높다. 

 6) 趙昌平은 《唐詩三百首》에 杜甫의 현실주의적 측면이 강하게 드러나는 작품을 수록하

지 않은 측면을 王士禎의 시론의 영향으로 판단한다. 趙昌平 解, 《唐詩三百首全解》,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2013,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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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창하며 ‘淸遠’한 시풍을 숭상하였기 때문에 그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오언고시

의 정통으로 간주하였다. 唐代 초기는 齊梁의 여풍을 극복하고 漢⋅魏의 簡古渾朴

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杜甫는 陳子昂의 격정적이고 호방한 오언고시를 계승

하여 새로운 풍격의 오언고시를 창작하였는데 王士禎은 이러한 특징을 가진 杜甫 

및 그의 영향을 받은 시인들의 五古는 배제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와 달리 沈德潛

은 李白과 杜甫의 25수⋅38수의 五古를 수록하고 杜甫의 영향을 받은 韓愈와 孟

郊의 시도 각각 12수씩 수록하였다. 아울러 《唐詩別裁集》에 수록된 杜甫의 오언고

시는 현실주의적이고 비분강개한 풍격의 시가 다수 수록되어 있어 王士禎의 선집 

경향과는 차이를 보인다. 王⋅沈의 杜甫의 시에 대한 시각의 차이는 《唐詩三百首》

의 杜甫 오언고시 수록 경향에서도 발견된다. 《唐詩三百首》에는 杜甫의 대표작 중 

하나로 간주되는 ‘三吏’⋅‘三別’이나 <北征>⋅<羌村> 3수와 같이 唐代의 時事와 민

생의 고통을 현실주의적 필체로 묘사하며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 작품은 수록되지 

않았다. 대신에 젊은 시절의 포부를 그린 <望嶽>⋅벗을 그리는 <夢李白>⋅<贈衛八

處士>를 수록하였다. 安史의 亂을 배경으로 한 <佳人>은 난리 통에 몰락한 여인을 

통해 당시 현실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데 話 를 가련하고 아름다운 여성으로 

내세워 杜甫 자신의 처지도 함께 기탁한 것으로서 비분강개한 울분이 아니라 완곡

한 어조와 풍격을 띠고 있다. 《唐詩三百首》의 五 古詩에 수록된 시의 제재와 풍

격은 王士禎의 영향이 두드러지나 수록 시인에 있어서는 王士禎 보다 그 범위가 

넓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밖에도 《唐詩三百首》에는 일상의 삶과 실생활의 경험을 진솔하게 표현 한 시

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元結의 <賊 示官吏⋅并序>은 763년 元結이 

道州刺史로 부임하고 나서 西原蠻의 소요 직후에도 중앙에서 백성에게 가혹하게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비판한 諷諭詩이며 韋應物의 < 楊氏女>은 세상

을 떠난 前妻와의 사이에선 난 딸의 출가를 앞두고 진실 된 소회와 깊은 부정을 표

현한 것으로 개인의 삶의 경험과 감정들이 꾸밈없이 표현된 것이다. 위 두 수의 오

언고시는 일상의 삶에서 탄생한 民歌로서의 古詩의 특질이 잘 보존된 작품들이며 

아울러 선비로서의 애민정신과 아버지로서의 父情을 노래하여 전통적인 詩敎의 목

적에도 부합하는 작품이다. 한편 李白의 <春思>는 王⋅沈의 선집에는 모두 수록되

지 않은 시로 漢代 古 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형적인 閨怨詩이다. 李白의 <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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下獨酌>⋅<下終南山過斛斯山人宿置酒>처럼 뛰어난 상상으로 탈속과 풍류를 노래

한 시와 함께 민가풍의 <春思>도 함께 수록하여 李白의 오언고시의 다양성이 드러

나도록 한 것이다.

2. 七 古詩

《唐詩三百首》에서는 杜甫 5수, 韓愈 4수, 李颀 5수, 李白 4수, 岑參 3수(모두 

邊塞詩), 白居易 2수, 李商隱 1수, 총 28수의 칠언고시가 수록되어 있다. 《古詩

選》⋅《唐賢三昧集》과는 22수가 일치하고 《唐詩別裁集》과는 24수가 일치한다. 《唐

詩三百首》의 칠언고시는 위 3종의 선집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王士禎은 《古詩

選⋅凡例》에서 칠언고시가 杜甫에 의해 古今이 집대성되어 一變하였으며 그 영향

이 후대에 지대하다고 평가하며 그의 七古 33수를 <七 古詩> 卷5에 한 권으로 

별도로 수록하였다.7) 그는 錢起⋅劉長卿⋅元稹⋅白居易도 杜甫의 성취에 미치지 

못하였고 오직 韓愈만이 유일하게 杜甫를 배웠다고 평가하고 錢⋅劉⋅元⋅白의 시

는 수록하지 않고 韓愈의 것만 卷6에 35수 수록하였다.8) 표면적으로는 王士禎 

《古詩選》의 주목적이 古詩의 流變을 밝히기 위한 것이므로 주요 흐름을 보여주는 

작가와 그 작품만을 수록하여 중복을 피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그가 杜甫 이후로 일

변한 칠언고시에 대해서는 그다지 중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沈

德潛은 唐代에 출현하여 발전한 칠언고시의 正變과 그 源流가 드러내도록 李白⋅
杜甫⋅韓愈 외에 白居易⋅張籍⋅王建⋅李賀의 작품도 두루 수록한 것을 볼 수 있

다. 《唐詩三百首》에는 杜甫⋅韓愈의 七古를 비롯하여 白居易⋅柳宗元⋅李商隱의 

七古가 여러 수 수록되어 있다.9) 《唐詩三百首》에는 白居易의 <長恨歌>와 <琵琶

行>를 모두 수록하고 있는데 孫洙가 <序>에서 밝힌 ‘인구에 회자되는 작품’을 수록

 7) 《古詩選⋅凡例》, ｢詩至工部, 集古今之大成, 百代而下無異詞 . 七 大篇, 尤爲前所

未有, 後所莫及. 蓋天地元氣之奧, 至杜而始發之. 今別於盛唐諸家, 鈔杜詩一卷. 杜

七 於古標準, 自錢⋅劉⋅元⋅白以來, 無能步趨 . 貞元, 元和間, 學杜 唯韓文公

一人耳.｣
 8) 《古詩選⋅凡例》, ｢非 古今七 之變盡於此鈔, 觀唐人元張王諸公悉不 , 正以鈔不求

備故也. 擧一隅以三隅反, 其在同志之君子.｣
 9) 《古詩選》에는 李商隱의 <韓碑>가 한 수 수록되어 있는데 《唐詩三百首》도 이 한 수를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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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한 취지에 부합되는 것이다. 李 의 칠언고시도 5수나 수록하였는데 《唐詩

別裁集》에서 그의 七古를 7수 수록한 것과 대비되는 비중이다. 그 안에는 邊塞

詩⋅ 別詩와 함께 음악을 제재로 한 <聽董大弹胡笳聲兼寄語 房給事>⋅<聽安萬

善吹觱篥歌>⋅<琴歌>가 세 수나 포함되어 있는데 음악소리와 정취에 대한 묘사가 

빼어난 작품이다. 다양한 典故를 사용하여 청각 이미지를 시의 언어로 형상화한 작

품들로서 감각적이고 생동하는 意象과 意境의 모범을 제시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

다. 또한 李 는 王維⋅王昌齡⋅高適과도 교분이 있었으며 시의 풍격은 淸綱⋅幽

遠한 기풍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풍격은 《唐詩三百首》가 지향하는 시의 풍격이

기도 하다. 이 때문에 그의 작품은 《唐詩三百首》에 총 7수나 수록되었으니 6.3배

나 많은 시를 수록하고 있는 《唐詩別裁集》에 총 23수가 수록되어 있는 것과 비교

하면 그 비중이 크다.

3. 五 律詩

《唐詩三百首》에는 盛唐 11인의 41수, 中唐 10인의 17수, 晩唐 10인의 17수, 

初唐 5인의 5수, 총 80수의 오언율시가 수록되어 있다. 이 중 21수가 《唐詩別裁

集》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한편 《唐賢三昧集》은 盛唐의 율시만을 수록하고 

初⋅中⋅晩唐의 詩는 수록하지 않았으며 李白과 杜甫의 시도 수록하지 않았다. 

《唐詩三百首》에 수록된 李白과 杜甫를 제외한 盛唐의 五律은 《唐賢三昧集》에서

도 모두 볼 수 있다. 《唐詩三百首》는 杜甫 10수, 王維 9수, 孟浩然 9수, 李白 5

수, 李商隐 5수, 劉長卿 5수로 杜甫의 五律을 가장 많이 수록하였다. 《唐詩別裁

集》도 杜甫 63수, 王維 31수, 李白 27수, 孟浩然 21수, 劉長卿 20수, 李商隐 

11수로 이상 6인의 五律이 상위 6위를 차지한다. 《唐詩三百首》의 杜甫 五律의 수

록비율은 《唐詩別裁集》과 차이가 없으나 그 중 3수는 《唐詩別裁集》에는 수록되지 

않은 것이다.10) 제재와 풍격에 있어서는 난리로 헤어진 가족과 형제에 대한 그리

움이나 친구와의 이별, 실의한 자신의 처지 등을 그린 悲歌가 대부분이다.

둘째 王維와 孟浩然의 시를 많이 수록하였는데 《唐詩別裁集》에 수록하지 않은 

10) 《唐詩別裁集》에는 수록되지 않은 杜甫의 五律은 <奉濟驛重 嚴公四韻>⋅<别房太

墓>⋅<至德二載甫自京金光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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孟浩然의 시를 3수 더 수록하고 있다. 孟浩然의 <歲暮歸南山>과 <秦中寄遠上人>

은 장안에서 벼슬을 구하지 못하고 실의에 빠진 심경을 절절하게 표현한 것으로 일

반적인 한적과 은일을 표현하는 작품과는 차이가 있다. <宴梅道士山房>은 孟浩然

이 淸明日에 梅道士의 山房에서 잔치를 벌이며 산수전원 생활을 神仙故事로 비유

한 것이다.11) 이외에도 李白이 襄陽에 은거하고 있던 孟浩然을 찾아가 올린 <贈

孟浩然>도 수록하였는데 孟浩然의 詩文과 풍류를 칭송한 것으로 李白 고유의 풍

격이 드러나지 않은 범작임에도 불구하고 수록되어 있다. 《唐詩三百首》는 지인들 

사이의 증답시, 송별시 및 유명인들에게 올리는 시들도 여럿 수록되어 있어 시를 

통한 사교와 교재의 문화와 시의 활용도 살펴볼 수 있다.

셋째 盛唐의 작품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中⋅晩唐의 작품도 34수 수록하였

다. 그러나 수록된 晩唐 시 중에는 艶體의 유미주의적 작품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杜荀鶴의 <春宫怨>이 유일하게 宮怨을 노래한 것이나 화려한 수식이나 奇麗한 언

어의 조탁이 부각된 것이 아니라 쉬운 언어로 간결하면서도 절박하게 宮怨을 그린 

것이다. 李商隱의 5수 중 3수는 王⋅沈의 선집에서는 볼 수 없는 시이다. 그의 

<風雨>⋅<凉思>도 간결한 언어로 쓸쓸한 자신의 서정을 꾸밈없이 표현 한 것이며 

<北青蘿>의 경우 가을 저녁 청라산 속에 은거하는 스님을 찾아가는 고즈넉한 풍경

을 노래한 것으로 ｢떨어지는 낙엽 속 사람은 어디에 있으며, 차가운 구름 속 길은 

몇 겹이나 가려져있는가. 홀로 초저녁 석경을 두드리며 한가로이 등나무 지팡이에 

의지하고 서있네. 세상은 작은 먼지 속에 있다고 하니 내 어찌 사랑과 증오를 품을 

것인가(落葉人何在, 寒雲路幾層. 獨敲初夜磬, 閑倚一枝藤. 世界微塵裡, 吾寧愛

憎).｣의 구절에도 보이듯이 禪理에 대한 깨달음을 간명하고 함축적인 언어로 표

현한 것으로 神韻說에 부합하는 작품이다.

4. 七 律詩 

22명의 53(45)수를 수록하였으며 五律보다 27수가 적다.12) 盛唐 8인 25(21)

11) 이 시 외에도 <梅道士水亭>⋅< 梅道士>라는 제목의 오언율시가 있으나 孫洙는 神仙 

故事로 은거의 풍취를 비유한 작품을 수록하였다.

12) 趙昌平은 칠언율시 중에 王維와 孟浩然의 시뿐 아니라 王維를 선호한 大曆 연간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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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中唐 10인 14(12)수, 晩唐 4인 14수를 수록하였다. 盛唐 시인 중에는 杜甫

가 10수로 절반이상을 차지하며 王維는 應製詩 2수를 포함하여 4수가 수록되어 

있다. 《唐詩三百首》의 七律의 선시 경향은 아래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

째 《唐詩三百首》는 李商隱의 七律을 10수 수록하였는데 그 중 <無題>를 6수 수록

하였다. 《唐詩別裁集》에 李商隱의 七律이 20수 수록된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비율이다. 沈德潛은 李商隱의 시 중에서도 杜甫 풍의 시를 위주로 수록하였는데 

《唐詩三百首》에 수록된 李商隱의 <無題>를 비롯한 나머지 시들은 대부분 艶情과 

閨怨을 노래한 것이다. 평자에 따라 李商隱의 <無題>는 정치 현실에 대한 비판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13) 沈德潛은 李商隱의 시에 현실 비판적 요

소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였으나 매 구절을 현실의 은유로 해석하는 태도에 대해서

는 비판한 바 있으며 <無題>도 수록하지 않았다.14) 孫洙는 李商隱의 <無題> 6수

를 모두 수록하였는데 沈德潛과는 다른 태도를 취한 것이다. 둘째 14수의 晩唐 七

律 중에 5수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宮⋅閨怨을 노래한 것이다. 이중 2수를 제외한 

나머지는 《唐詩別裁集》에 수록되지 않았으니 孫洙가 晩唐의 宮⋅閨怨詩를 상대적

으로 폭넓게 수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李商隱의 <春雨>는 閨怨을 노래한 것으

로 宋 蔡启는 《蔡寬夫詩話》에서 이 시를 두고 ｢王安石이 노년에도 李商隱의 시를 

좋아하여 당나라 사람 중에 杜甫를 배워 그 경계를 얻은 것은 李商隱 한 사람이 

유일하다(王荊公晩年亦喜稱義山詩, 以爲唐人知學 杜而得其藩籬 , 惟義山一人

而已).｣라고 평가하였다.15) 孫洙는 晩唐 유미주의적 七律보다 杜甫의 경계를 이

룬 작품을 선택하였으나 그 기준이 沈德潛에 비하여 엄격한 편은 아닌 것을 알 수 

인의 작품이 50%이상을 차지한다는 점과 李商隱의 작품 중에서도 王士禎이 중시한 

‘隱微蘊籍’한 작품을 위주로 수록하였다는 점을 들어 《唐詩三百首》가 沈德潛의 영향보

다 王士禎의 영향을 깊이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王維의 시 4수를 포함하

여 大曆 연간의 시인과 大曆十才  중 盧綸⋅錢起⋅韓翃의 五律을 모두 포함시켜도 

16수에 불과함으로 趙昌平의 견해에는 다소 견강부회의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趙昌

平 解, 《唐詩三百首全解》,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2013, 4-6쪽. 

13) 《唐詩三百首》의 王士禎 영향설을 주장하는 조창평은 이것이 王士禎의 ‘隱微溫藉’한 작

품을 위주로 수록한 것으로 판단하기도 한다. 馬茂元 趙昌平, 《唐詩三百首》, 湖南, 岳

麓書社, 1992, 12쪽.

14) 《唐詩別裁集⋅凡例》, ｢義山間作諷刺之語, 然必動輒牽入, 卽 賦物, 境詠懷, 亦

必云某詩指其事, 某詩刺其人, 水月鏡花, 多成粘皮帶骨, 亦何取耶?｣
15) 임동석 譯註, 《唐詩三百首》, 서울, 동서문화사, 2016, 8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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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5. 五 絶句

《唐詩三百首》에는 29(29)수의 오언절구가 수록되어 있다. 《唐人萬首絶句選》과

는 24수가 《唐詩別裁集》과는 21수가 일치한다.16) 李白의 <怨情>을 제외하고는 

위의 두 책에 모두 수록된 시들이다. 《唐詩三百首》에는 盛唐 시인 7인의 13(12)

수, 中唐시인 10인의 12(9)수, 晩唐시인 4인의 4수를 수록하였다. 王維의 五絶을 

5수로 가장 많이 수록하였고 劉長卿 3수, 李白과 孟浩然을 각각 2수씩 수록하였

다. 杜甫의 五絶은 1수밖에 수록하지 않았는데 王士禎도 趙⋅黃 本을 재편집 하

면서 본래 杜甫의 32수 五絶 중 1수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수록하지 않았다.17) 

《唐詩別裁集》도 王維의 五絶을 16수로 가장 많이 수록하였고 李白 5수, 杜甫 3

수, 劉長卿 3수, 孟浩然 2수를 수록하였다. 《唐詩三百首》에 수록된 杜甫의 <八陳

圖>는 제갈량을 회상하는 노래로 王士禎과 沈德潛도 모두 이 작품을 수록하고 있

다. 둘째 《唐人萬首絶句選》은 劉長卿의 五絶을 가장 많이 수록하고 있으며 다음

으로 李益, 韋應物, 劉禹錫 순으로 수록된 편수가 많으나 《唐詩三百首》는 王維 5

수, 劉長卿 3수, 孟浩然⋅李白 각 2수로 盛唐의 五絶을 위주로 수록하였다. 당대 

五絶은 中唐 시기에 가장 왕성하게 창작되었으나 孫洙는 中唐의 五絶보다 盛唐의 

五絶을 조금 더 많이 수록한 것이다. 또한 《唐詩三百首》는 中唐 五絶 중에는 元和 

이전 작품을 위주로 수록하였다. 元和년간에 활동한 權德輿가 지은 艶體의 <玉臺

體>가 수록되어 있으나 嚴羽는 그의 시를 盛唐風의 시라고 평가하였으며, 이 시에 

대해서도 ｢혹자는 纖艶한 것만 이야기 하지만 기실 그렇지 않다(或 但 纖艶 玉

臺體, 其實則不然)｣라고 평가한 바 있다.18) 孫洙도 嚴羽의 평가를 염두에 두고 

16) 《唐人萬首絶句選》에 수록되지 않은 칠언절구는 杜牧의 <赠别> 二首와 张祜의 <贈内

人>이다. 

17) 趙⋅黃 本은 본래 王維 53수, 李白 84수, 杜甫 32수로 杜甫의 五絶이 세 번째로 많

이 수록되어 있으나 王士禎은 王維 22수, 裵迪 8수, 崔國輔 6수, 李白 8수, 王昌齡 

4수 순으로 수록하였다. 그러나 《唐詩三百首》는 孟浩然을 五絶을 2수 수록한 반면 王

士禎은 孟浩然의 五絶은 수록하지 않았다. 

18) 임동석 譯註, 《唐詩三百首》, 서울, 동서문화사, 2016, 9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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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한 것이 아닐까 한다.19) 셋째 제재에 있어서는 전원⋅한적⋅산수기행을 노래

한 것을 14수로 가장 많이 수록하였으나 宮⋅閨怨詩 9수⋅邊塞詩 5(3)수⋅향수와 

송별을 노래한 시 등 다양한 제재를 수록하고자 한 것을 볼 수 있다. 이외에도 《唐

人萬首絶句選》과 《唐詩別裁集》에 수록되지 않은 李白의 <怨情>을 수록하였는데 

孫洙는 五 古詩 편에서도 王⋅沈이 수록하지 않은 李白의 閨怨詩 <春思>를 수록

하였다. 李白은 古體詩와 絶句에 특히 뛰어난 시인이며 閨怨은 古 府의 주요 제

재이다. 孫洙의 閨怨詩에 대한 선호는 古 府의 본질에 대한 이해와 자연스러운 

서정의 표현에 대한 교육적 목적도 작용하였으리라 판단된다.

6. 七 絶句

《唐詩三百首》는 盛唐 7인 10수, 中唐 12인 17수, 晩唐 8인 21수, 無名 1인 1

수, 총 51(49)수의 七絶을 수록하고 있다. 그 중 91%가 《唐人萬首絶句選》에도 

수록되어 있으며, 반면 31%만이 《唐詩別裁集》에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차이는 

《唐人萬首絶句選》이 唐代 236인의 절구 851수를 수록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

만 한편으로 孫洙의 선시 기준이 《唐詩別裁集》과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唐

詩三百首》에 수록된 七絶 중 25수가 《唐詩別裁集》에서는 볼 수 없는 것으로 시인

의 분포로 보면 盛唐 王昌齡(1), 張旭(1) 2수, 中唐 張祜(3), 朱慶餘(2), 劉方平

(2) 白居易(1), 顧况(1),禹錫(1), 柳中庸(1) 총 11수, 晩唐 李商隱(2), 杜牧

(5), 韋莊(1), 張泌(1), 鄭畋(1), 韓偓(1) 11수, 無名氏 1수이다. 沈德潛은 絶句

를 唐代의 府로 간주하고,20) 七絶에 대하여 ｢언어는 핍진하고 정은 심원하며 

머금고 토해냄이 드러나지 않는다(語近情遠, 含吐不露)｣라고 하며 ｢현 외의 음, 

맛 밖의 맛(弦外音⋅味外味)｣를 갖추어 사람으로 하여금 ｢사고와 감정을 심오하

19) 嚴羽은 《滄浪詩話》에서 權德輿의 절구를 ｢절구 중에 盛唐과 유사한 것이 있다(有絶似

盛唐 ).｣라고 하였다. 沈德潛 지음, 서성 옮김, 《唐詩別裁集6》, 서울, 소명출판, 

2013. 16쪽.

20) 沈德潛, 《說詩晬語》 卷上, ｢絶句, 唐 府也.｣, 王士禎도 《唐人萬首絶句選》의 서에서 

唐의 府는 절구로 부를 수 있다고 하였는데 王士禎 역시 《唐人萬首絶句選⋅序》에
서 이와 같은 견해를 밝힌 바 있다. 葉燮⋅沈德潛 著, 孫之梅⋅周芳 批注, 《原詩⋅說

詩晬語》, 南京, 鳳凰出版社, 2010, 1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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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해야 한다고 하였다.21) 나아가 當時에는 성행한 시라도 품격이 귀하지 않은 것

들이 있다고 하면서 王維와 張 , 曹松, 章碣 등의 七 絶句를 粗派로 朱慶餘를 

纖 派로 張祜와 李商隱을 輕薄派로 분류하고 ｢有過作苦語而失 ｣로 元稹을 예

로 들은바 있다.22) 《唐詩三百首》는 沈德潛이 ｢鸚鵡前頭不敢 ｣의 시구를 예로 

들어 纖 派로 분류한 朱慶餘의 <宮中詞>를 수록하였고 沈德潛이 예시한 작품들

은 아니나 輕薄派로 분류한 張祜의 <贈内人>, 李商隱의 <爲有> 등의 宮⋅閨怨詩

를 수록하였다. 

둘째 晩唐의 칠언절구가 22(21)수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며 李商隱 7수⋅杜牧 

9(8)수를 위주로 수록하였다. 《唐人萬首絶句選》은 初唐 4수, 盛唐 106수, 中唐 

287수, 晩唐 232수로 中唐 七絶을 가장 많이 수록하였으나 《唐詩三百首》는 盛唐 

10수, 中唐 17수, 晩唐 21수로 晩唐의 것을 가장 많이 수록하였다. 《唐人萬首絶

句選》도 李商隱과 杜牧의 七絶을 각각 38수, 31수 수록하고 있는데 각각 1위, 5

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제재에 있어서는 宮⋅閨怨이나 남녀 사이의 사랑과 이

별을 제재로 한 것이 14(12)수로 가장 많다. 그 외 邊塞⋅旅行⋅寫景⋅ 別 등 

다양한 제재를 수록하였다. 이 중 《唐人萬首絶句選》과 《唐詩別裁集》에는 수록되지 

않은 杜牧의 <贈别> 二首와 張祜의 <贈内人>이 수록되어 있는데 <贈别>은 杜牧이 

楊州의 기녀와 이별하며 지은 애정시이고 <贈内人>은 외로운 宮女를 묘사한 宮怨

詩이다. 이처럼 《唐詩三百首》는 민가풍의 愛情詩와 閨怨詩를 폭넓게 수록하였다. 

《唐詩別裁集》에는 수록되지 않고 《唐詩三百首》에만 수록된 杜牧의 七絶 5수 중 3

수는 사랑과 그리움을 제재로 한 것으로 《唐詩別裁集》의 杜牧 시 수록 경향과는 

차이가 있다. 朱慶餘와 張祜, 劉方平의 작품들도 대부분이 府民歌 풍의 남녀의 

21) 沈德潛, 《說詩晬語》 卷上, ｢七 絶句, 以語近情遙, 含吐不露爲主, 只眼前景⋅口頭

語, 而有弦外音⋅味外味, 使人神遠, 太白有焉.｣, 葉燮⋅沈德潛 著, 孫之梅⋅周芳 批

注, 《原詩⋅說詩晬語》, 南京, 鳳凰出版社, 2010, 110쪽.

22) 沈德潛, 《說詩晬語》 卷上, ｢詩有當時盛稱而品不貴 : 王維之“白眼看他世上人”, 張

之“世人結交 黃金”, 曹松之“一 功成萬骨枯”, 章碣之“劉 原來不讀書”, 此粗派也; 

朱慶餘之“鸚鵡前頭不敢 ”, 此纖 派也; 張枯之“淡掃蛾眉朝之 ”, 李商隱之“薛王沈

醉壽王醒”, 此輕薄派也. 又有過作苦語而失 ; 元稹之“垂死病中驚起坐, 暗風吹雨入

船窓”, 情非不摯, 成蹙蹶聲矣.｣. 王維와 張 를 제외하면 모두 晩唐의 시인들이다. 葉

燮⋅沈德潛 著, 孫之梅⋅周芳 批注, 《原詩⋅說詩晬語》, 南京, 鳳凰出版社, 2010, 

1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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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과 그리움을 제재로 한 시이다. 

7. 府

《唐詩三百首》는 15인 44(27)수의 府를 수록하고 있으며 七古 府가 16(13)

수로 가장 많다. 《唐詩三百首》는 府를 하나의 시체로 분류하여 五古 府(7제 

10수)⋅七古 府(13제 16수)⋅五絶 府(4제 8수)⋅七絶 府(7제 9수)⋅七律

府(1제 1수)로 세분하여 수록하였다. <序>에서 밝혔듯이 체제를 명확히 구분하여 

독자로 하여금 각 시체의 특징을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다. 

이는 《唐詩三百首》의 특징 중 하나로서 王士禎의 선집이나 《唐詩別裁集》에서는 

府를 따로 구분하지 않았다. 唐代에는 唐 太宗을 위시한 사회 지도층부터 일반 

문인들에 이르기까지 府詩를 즐겨 창작하였다. 그러나 唐代에는 이미 古 府의 

음악은 사라지고 그 제목과 가사만 남은 상태였으며 近體詩가 유행하면서 府가 

律詩化되는 경향도 나타나게 된다. 또한 古 府의 제목을 빌리지 않은 작품들도 

속속 출현하였고 元稹⋅白居易를 위시하여 소위 新 府도 왕성하게 창작되었다. 

이처럼 唐代에 府는 그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시와의 구분이 모호해 진 것이다. 

王士禎은 府는 성조와 체제에 있어 古詩와는 다르나 曺氏 삼부자가 왕왕 府

의 제목을 가져와 漢末의 時事를 그린 것을 예로 들어 이러한 府를 古詩라고 부

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古詩選》에 수록하였다고 밝히고 있다.23) 沈德潛 역

시 《唐詩別裁集⋅凡例》에서 당대 府詩가 古 府의 체제만을 빌려 자신의 감정

을 그렸을 뿐 음악에 모두 실린 것이 아니므로 따로 분류하지 않고 각 시체에 포함

시켜 수록했다고 밝혔다. 孫洙 역시 唐代 府가 古 府와 다른 것을 인식하지 못

했을 리 없으나 이를 분류하여 선록한 이유는 입문자를 위한 교재로서의 詩體 별 

차이와 특징을 일목요연하게 보이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唐詩三百首》의 府 선록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李白 府詩의 수록 경향

에 있다. 《唐詩三百首》는 李白의 府詩를 16(9)수로 가장 많이 수록하고 있는데 

이중 《唐詩別裁集》에 4(2)수가 王士禎 선집에는 12(6)수가 수록되지 않았다. 王

23) 《古詩選⋅凡例》, ｢ 府別是聲調體裁, 古詩迵別. …… 至曺氏父子兄弟往往以 府

題敍漢末事, 雖 之古詩亦可, 予間多採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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士禎은 《古詩源》에서 李白의 오언고시는 <古風二十七首>만 수록하였으며 七 古

詩는 5수를 수록하였는데 《唐詩三百首》에도 보이는 것은 <行路難>과 <蜀道难> 두 

수 뿐이다. 《唐詩別裁集》도 < 進酒>와 <行路難>은 수록하지 않았다. 둘째 古 府

의 제목을 딴 唐代 府를 위주로 수록하여 民歌의 정취가 보존된 작품들이 많으

며 邊塞⋅宮怨⋅抒情⋅閑寂 등 다양한 제재의 府詩를 수록하였다. 그 중 崔顥

의 <長干行>은 외지를 떠도는 동향인들이 만나 안부를 묻는 내용으로 자연스러운 

어투가 잘 표현되어 있으며 간명하고 함축이 뛰어난 민가풍의 府詩이다. 이렇게 

전형적인 古 府뿐 아니라 古 府의 제목을 빌렸으나 그 내용과 풍격에서 변화를 

추구한 府도 수록하고 있는데 盧綸의 <塞下曲>이 그러하다. 변경 지역의 황량한 

풍경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 전쟁과 군역의 고생스러움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邊

塞詩의 일반적 특성과는 달리 용맹한 장군을 칭송하는 노래로 邊塞詩를 수록함에 

있어서 다양한 풍격의 작품을 수록하고자 한 듯하다. 

셋째 《唐詩三百首》는 王士禎과 沈德潛이 수록하지 않은 李白의 < 進酒>와 沈

佺期의 <獨不見>을 수록하였다. < 進酒>은 古 府의 제목을 빌려온 飮酒詩로서 

懷才不遇의 울분을 음주와 作詩로 해소하고자 하는 노래로 嚴羽는 이 시의 호방한 

정서와 흉금을 토해내는 듯한 기세를 찬탄한 바 있다.24) 이러한 기풍은 王⋅孟을 

모범으로 하는 王士禎은 선호하지 않는 것이며 溫柔敦厚한 풍격과 詩敎를 중시한 

沈德潛의 지향과도 다소 거리가 있는 것이다. <獨不見>은 십년 동안 원정을 나가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그리워하는 시로 胡應麟은 頷聯이 다소 偏枯한 흠이 있으나 

그 풍격이 독보적이라고 평한바 있다.25) 《唐詩三百首》는 9(7)수의 閨怨과 思夫曲

을 수록하였으니 그 비중이 적지 않다. 

24) 《李太白詩集》, ｢一結豪情, 使人不能句字賞摘. 盖他人作詩用筆想, 太白但用胸口一噴

即是, 此其所長.｣
25) 胡應麟, 《詩藪》, ｢體格豊神, 良稱獨步, 惜頷聯頗偏枯, 結非本色.｣, 임동석 譯註, 《唐

詩三百首》, 서울, 동서문화사, 2016, 9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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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唐詩三百首》의 시론  배경 

淸代 지식인들은 자신의 시학의 기준에 부합하는 작품들을 선별하여 시선집을 

내놓았다. 시 선집은 곧 그들의 시 이론의 적용과 활용의 결과물인 것이다. 《唐詩

三百首》는 입문자용 시교육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立論과 論證을 주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책 역시 당시 詩論의 영향아래 탄생한 것이

다. 이 장에서는 《唐詩三百首》의 선시의 기준과 방법에 있어 주요한 참고가 되었

던 王士禎과 沈德潛의 시선집에 나타난 선시기준과 시론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

겠다.

1. 王士禎의 詩選集에 나타난 시론

1) 《古詩選》

《古詩選》은 王士禎이 자신의 ‘神韻說’에 입각하여 漢부터 元에 이르는 기간의 

五⋅七  古體詩를 모아놓은 책이다. 이 책은 五 詩 17권과 七 詩歌行鈔 15권

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五 詩 卷15-卷16은 唐人 陳子昂⋅張九齡⋅李白⋅韋應

物⋅柳宗元 다섯 명의 시를 수록하고 七 古詩 卷3-卷6에는 李嶠⋅宋之問⋅張

說⋅王翰⋅王維⋅高適⋅岑參⋅李 ⋅李白⋅杜甫⋅韓愈의 시를 수록하고 그 아래

에 王昌齡⋅崔顥⋅李商隱 등을 부록하였다. 王士禎은 漢代로부터 唐代에 이르기

까지 五 詩와 漢代로부터 元代에 이르기까지의 七 詩의 변화를 그가 수록한 모

범적인 작품들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예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陳⋅張⋅李⋅
韋⋅柳 5인의 오언고시를 수록하여 初⋅盛⋅中唐의 변화의 추이를 전시하였으

며26) 七 詩 卷3에는 初唐 시인의 칠언시를 수록하고 卷4에는 盛唐의 시인의 칠

언시를 수록하였다. 그리고 卷5와 卷6에는 각각 杜甫와 韓愈를 한권으로 수록하여 

唐代 七 詩의 변화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자 하였다. 王士禎은 杜甫에 이

26) 姜宸英 <阮亭選古詩原序>, ｢而五人 , 其力足以存古詩於唐詩之中, 則以其類合之, 

明其變而不失於古云爾.｣, 王士禎 編, 聞人倓 箋注, 《古詩箋》, 上海, 上海古籍出版

社, 1979년,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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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러 칠언고시가 一變하였다고 판단하였으며 그 이후 韓愈를 통하여 그 변화가 계

승되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27) 

2) 《唐賢三昧集》 

王士禎의 神韻說은 그의 일생을 통하여 변화 발전되어온 시론으로서 《唐賢三昧

集》은 노년에 완성된 神韻說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모범적인 시편을 수록한 책이다. 

王士禎은 스스로 이 책의 이론적 근거가 嚴羽와 司空圖의 이론에 기반하고 있음을 

밝혔다.

王士禎, 《唐賢三昧集》, <序> 

嚴羽가 시를 논하며 이르기를 ‘성당의 시인들은 오로지 흥취를 구했다고 하였으

니 영양이 나뭇가지에 뿔을 걸어놓은 것처럼 그 흔적을 찾을 수 없으며 투명하고 

영롱하며 억지로 머무르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마치 허공의 소리, 물상의 빛

깔, 물속의 달, 거울 속 형상처럼 말이 다하여도 그 뜻은 무궁하다.’라고 하였다. 

司空圖 역시 시를 논하며 이르기를 ‘맛은 식초와 소금 외에 있다.’고 하였다. 康熙 

戊辰년 늦봄에 서울로 돌아와 보한당에 머물며 開元과 天寶 년간의 여러 사람들

의 시편들을 취하여 읽다가 위 두 사람의 말에 대하여 특별히 마음에 이해가 생겨

났다. 그래서 그 중 유달리 의미가 깊고 조예나 빼어난 것들을 수록하였다. 왕유

로부터 이하 42인의 시로 《唐賢三昧集》 3권으로 만들었다. 이백과 두보 두 사람

을 수록하지 않은 것은 王安石의 《唐百家詩選》의 선례에 의거한 것이다(嚴滄浪

論詩云‘盛唐詩人唯在 趣, 羚羊掛角, 無跡可求, 透澈玲瓏, 不可湊泊, 如空中之

音, 相中之色, 水中之月, 鏡中之象, 有盡而意無窮’ 司空表聖論詩亦云; ‘味在

酸鹽之外’. 康熙戊辰春杪, 歸自京師, 居寳翰 , 日取開元天寶諸公篇什讀之, 於

二家之 , 別有 心. 其尤雋永超詣 , 自王右丞而下四十二人, 爲唐賢三昧

集, 釐爲三卷, 不 李杜二公 , 倣王介甫百家例也).28)

王士禎은 嚴羽의 시론을 추종하면서도 嚴羽가 李白과 杜甫를 入神의 경지에 도

달한 유일한 시인으로 꼽으며 宗主로 삼은 것과 달리 王維와 孟浩然을 宗主로 삼

았다.29) 翁方綱은 이에 대하여 ｢선생은 唐賢 중에서 오로지 王維⋅孟浩然 이하 

27) 각주6) 참고.

28) 王士禎, 《唐賢三昧集》, 臺北, 新文豊出版公司, 1997, 325쪽.

29) 嚴羽, 《滄浪詩話》, <詩辦>, ｢시의 극치는 하나가 있는데, 入神이라고 한다. 그 지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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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시인만이 三昧의 뜻을 얻었다고 내세웠다. 대개 冲和⋅淡遠한 시만을 위주로 

하고 雄鷙⋅奧博한 시는 받들려고 하지 않았다. 만약 李⋅杜를 뽑는다면 雄鷙⋅奧

博한 작품을 취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내가 선생의 의도를 살펴보니 분명히 

李⋅杜를 시가의 바른 길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오직 冲和⋅淡遠한 일파에

만 생각이 빠져 있었던 것이다. 이는 진실로 王維의 후예이며, 李⋅杜를 계승한 것

은 아니다.｣라고 하였다.30) 《四庫全書》에 수록된 《唐賢三昧集》의 <提要>에는 王

士禎이 神韻說을 표방한 이유와 목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파악하고 있다. 

노년에 이 책을 편선하면서 盛唐의 작품을 모두 수록하였다. ……시는 太倉이래

로 웅혼함과 화려함을 위주로 하였는데 문사가 천박해지는 과실이 있었다. 公安派

와 竟陵派는 청신함과 그윽함을 宗主로 삼았는데 문사가 지나치게 기괴해지는 과

실이 있었다. 학자들이 이 두 갈래 길이 궁색해 지자 어쩔 수 없이 방향을 바꾸어 

宋으로 들어갔으니 꽉 막혀 신령하지 못한 폐단이 생겼다. 직설적으로 남김없이 

표현하며 언어는 역사와 의론을 기록하듯 해도 모두 시편을 이룰 수 있었다. 그리

하여 王士禎 등이 嚴羽의 설을 다시 펼쳐 오로지 神韻만을 위주로 이것을 교정하

고자 하였다. 이 역시 폐단을 구제하고 편향된 것을 보충고자 한 것으로 각기 一

義를 밝힌 것이다(晚定此編,皆録盛唐之作, ……詩自太倉,歷下以雄渾博麗為主, 

其失也膚. 公安竟陵以清新幽渺為宗, 其失也詭. 學 兩途並窮, 不得不折而入

宋, 其弊也滯而不靈, 直而好盡, 語録史論, 皆可成篇, 於是士禎等重申嚴羽之說, 

獨主神韻以矯之, 蓋亦救弊補偏, 各明一義).31) 

王士禎은 明末 淸初의 詩가 盛唐詩의 본질에서 멀어지며 드러나는 폐단들을 바

로 잡고자 하였다. 한편 이러한 폐단에 대한 반동과 대안으로서 宋詩를 추종하는 

풍조를 교정하고자 자신의 神韻說의 기준에 부합하는 모범적인 盛唐시들을 모아 

끝에 도달하면 더 보탤 것이 없다. 유일하게 李白과 杜甫가 그것을 이루었다(詩之極致

有一, 曰入神, 至矣盡矣, 蔑以加矣, 惟李杜得之).｣, 郭紹虞 교석, 김해명⋅이우정 옮

김, 《滄浪詩話》, 서울, 소명출판, 2001, 27쪽. 

30) 翁方綱 《石州詩話》 卷5, <七 詩三昧擧隅>, ｢先生於唐賢獨推右丞, 伯以下諸家得

三昧之旨, 蓋 以冲和淡遠爲主, 不欲以雄鷙奧博爲宗. 若選李杜而不取其雄鷙奧博之

作可乎?……吾窺先生之意, 固不得不以李杜爲詩家正軌也. 而其沈思獨往 , 則獨在冲

和淡遠一派, 此固右丞之支裔, 而非李杜之嗣音!｣, 금지아 著, 《신운의 전통과 변용》, 
경기, 태학사, 2008, 89쪽 재인용.

31) 欽定四庫全書, 集部八, 《唐賢三昧集》, <提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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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펴낸 것이다. 곧 이 책은 當時의 시단에 대한 비판적 인식에서 출발하여 

그 교정을 목적으로 수립된 王士禎의 시론이 적용된 편집물인 것이다. 

3) 《唐人萬首絶句選》

이 책은 王士禎 생애 최후의 선집으로 明代 趙宦光과 黃習遠의 《萬首唐人絶

句》를 자신의 기준에 따라 재편집한 것이다. 初唐 18인 28수, 盛唐 52인 184수, 

中唐 100인 377수, 晩唐 66인 262수의 七 絶句(1280수), 五 絶句(156수), 

六 絶句(15수)를 4편으로 나누어 수록하고 있다. 王士禎은 唐代 절구의 발전의 

양상에 따라 中唐의 절구를 가장 많이 수록하고 있으나 그 編削 경향에 있어 盛唐

에 편중된 경향을 보인다. 劉寶强은 王士禎이 삭제한 시인과 작품의 목록 중에 盛

唐의 시인 비율이 매우 낮으며 1수만 수록된 시인 중에 삭제하지 않고 남겨둔 것에

서 盛唐시의 비중이 높은 점을 들어 王士禎이 盛唐 絶句에 편중된 경향을 보인다

고 분석한다.32)

이 책의 수록 편수 상에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면 五 絶句 

중에 杜甫⋅錢起⋅白居易의 시가 적으며 七 絶句 중에 盧輪⋅李商隱⋅杜牧의 

시가 다수 수록된 점이 눈에 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이러한 경향은 《唐詩三

百首》의 七絶 수록 경향에서도 나타난다. 明代에는 前後七子와 公安派⋅竟陵派⋅
性靈派 등으로 분류되는 각기 다른 시론을 주장하는 학파 간의 치열한 논쟁이 일

어났다. 청대 초기에도 이러한 영향으로 唐詩와 宋詩 중 어느 것을 시의 모범으로 

삼을 것인가에 관한 논쟁이 치열했다. 王士禎이 神韻을 주장한 것은 明代 前七子

의 格調說의 영향을 받은 것이며 淸代 초기 反擬古主意에 대한 반발이 작용한 것

이다. 그는 明代 詩論의 장점을 취하여 神韻을 내세웠는데 그 바탕은 嚴羽의 滄浪

詩話에서 제기된 禪境과 司空圖에게서 영향 받은 畵趣였다. 그러나 王士禎이 嚴

羽의 시론을 계승하였으나 끝내 ‘閑淡高遠’으로 흐른 것은 明代의 시단에서 李白과 

杜甫의 시를 추종으로 하는 분위기에 대한 반발과 청초의 시대적 환경의 영향이었

다. 詩文의 검열과 이를 구실로 일어난 수차례의 文字獄 등의 탄압으로 한족 지식

32) 劉寶强 <王士禎《唐人萬首絶句選》選詩特徵 詩學思想 析>; 《銅仁學院學報》 第16卷 

第3期, 2014.5, 19-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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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을 통제하려 했던 정치 환경에서 明代 명문가 출신의 그가 현실주의의 시론을 

표방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다. 

2. 沈德潛의 《唐詩別裁集》에 나타난 시론

沈德潛은 67세가 되서야 과거에 급제 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乾隆帝와 唱和詩를 

나눌 정도로 신임을 받아 禮部侍郎에서 尙書로까지 급속 승진을 하였다. 그는 

1717년(康熙 56년)에 陳樹滋와 함께 《唐詩別裁集》을 출간하고 46년 후 1763년

(乾隆 28년) 91세에 重訂本을 펴냈다. 이 책은 五 古詩 4권, 七 古詩 4권, 五

律詩 4권, 七 律詩 4권, 五 長律 2권, 五 絶句와 七 絶句 2권, 총 20권으

로 이루어져 있으며 270명 1950수의 唐詩를 수록하고 있다. 《唐詩三百首》와 비교

할 때 시인은 3.5배, 작품 편수는 6.3배 더 수록하였다. 시체별 편수를 이 비율에 

맞춰 조정하면 아래 표와 같다.

五古 七古 五律 七律 五絶 七絶
五七

長律

唐詩別裁集 61 42 71 55 21 33 25

唐詩三百首 45 44 80 53 37 60

* 《唐詩別裁集》과 《唐詩三百首》 시체별 편수 비교33)

수록 시의 편수 상위 10명의 시인은 杜甫 255수, 李白 140수, 王維 104수, 韋

應物 63수, 白居易 51수, 岑參 58수, 李商隱 50수, 韓愈 43수, 柳宗元 40수, 

孟浩然 36수로 전체 45%를 차지한다. 《唐詩三百首》는 杜甫 39수, 李白 34수, 

王維 29수, 李商隱 24수, 孟浩然 15수, 韋應物 12, 杜牧 10, 岑參 7수, 白居易 

6수, 盧綸 6(3), 柳宗元 5수 순이다. 沈德潛은 《重訂唐詩別裁集⋅序》의 첫머리

에 아래와 같이 편찬 동기를 밝히고 있다.

33) 詩體별로는 五 古詩 387수, 七 古詩 266수, 五 律詩 450수, 七 律詩 346수, 

五 長律 157수, 五 絶句 134수, 七 絶句 210수이다. 《唐詩別裁集》은 雜 詩는 

七 古詩에, 七 長律은 五 長律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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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城 사람 尙書 王士禎이 편선한 《唐賢三昧集》은 司空圖의 “한 글자도 더하지 

않았으나 모든 풍류를 얻었다”와 嚴羽의 “영양이 나뭇가지에 뿔을 걸어놓은 것처

럼 흔적을 찾을 수 없다”라는 뜻을 취하였으니 맛은 소금과 식초 밖에 있다는 뜻

일 것이다. 그러나 杜甫가 말한 ‘고래가 푸른 바다를 헤엄지다’와 韓愈가 말한 ‘거

대한 칼날이 하늘을 찌르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나는 杜甫와 韓愈의 말

뜻에 따라 《唐詩別裁》를 편선하면서 王士禎이 취한 바도 함께 아울 다(新城王阮

亭尙書選唐賢三昧集, 取司空表聖“不着一字, 盡得風流”, 嚴滄浪“羚羊挂角, 無跡

可求”之意. 蓋味在鹽酸之外也. 而於杜 陵所云‘鯨魚碧海’, 韓昌黎所云‘巨 摩天’

, 或未之及. 余因取杜韓語意定唐詩別裁, 而新城所取, 亦兼及焉).

그가 가장 먼저 밝힌 편찬의 동기는 王士禎의 神韻說에 부족한 杜甫와 韓愈의 

詩意를 보충하고자 한 것이다. 吳宏一은 ｢王士禎의 神韻說은 才學⋅聲調⋅法式⋅
格律의 항목을 모두 가지고 있으나 결국에는 ‘古澹閒遠’을 위주로 하였다. 그리하

여 사람들을 오해하도록 만들기 쉬워 그것이 空寂으로 흐르게 만들었다. 沈德潛은 

神韻 외에 ‘鯨魚碧海’⋅‘巨 摩天’에 나타나는 雄健한 풍격을 표방하게 된 것이

다.｣34)라고 서술하고 있다. 《唐詩別裁集》의 또 다른 중요한 편찬 동기와 목적은 

시의 정통을 바로 잡아 ‘詩敎’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로 말미암아 雅正을 장려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唐詩 중에는 ‘고래가 짙푸른 

바다를 헤엄치다’와 ‘거대한 칼날이 하늘을 찌르다’의 壯觀이 있음을 알리고자 하

였으니 이로부터 말미암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詩敎의 존엄에 이르러

서는 性情을 조화롭게 人倫을 두텁게 하며 정치를 바로잡고 神明을 감동시킬 수 

있을 것이다. 作詩에 있어서는 먼저 宗旨를 살피고, 뒤이어 체제를 논하며, 이어

서 음절을 논하며, 이어서 神韻을 논하여 中正과 和平으로 귀납시켰다(要藉以扶

掖雅正, 使人知唐詩中有‘鯨魚璧海’‘巨 摩天’之觀. 未必不由乎此. 至於詩敎之

, 可以和性情, 厚人倫, 匡政治, 感神明, 以及作詩之先審宗指, 繼論體裁, 繼

論音節, 繼論神韻, 而一歸於中正和平).35)

詩敎의 전통에 대한 수호의 의지는 그의 《淸詩別裁集》의 <凡例>에도 선명하게 

34) “王士禎的神韻說, 雖然兼有才調法律諸 , 但畢竟以古澹閒遠爲主, 所以容易令人滋生

誤 , 以爲它流於空寂, 所以沈德潛在神韻外, 特別又標擧了‘鯨魚碧海’, ‘巨 摩天’雄

健的風格.”, 吳宏一, 《淸代詩學初探》, 臺北, 牧童出版社, 1978, 214쪽.

35) 沈德潛 編, 《唐詩別裁集》, 北京, 中華書局出版社, 1975년, 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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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명되어 있다.

시는 도를 위한 것이니 공자가 제자와 伯魚를 가르치며 수차례 말씀한 외의 것 

아니며, 그 입언하신 바는 모두 온유돈후로 귀납되었으니 예나 지금이나 할 것 없

이 하나이다……시는 반드시 본성을 근본으로 해야 하며 인륜과 일용에 관계되어야 

한다. 고금의 성패와 흥망의 연고에 미쳐 무릇 보존해야하는 것은 소위 말은 사물

을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詩之爲道, 不外孔子敎 子敎伯魚數 , 而其立 一歸

於溫柔敦厚, 無古今一也. ……詩必原本性情, 關乎人倫日用, 及古今成敗 壞之

故 , 方爲可存, 所 其 有物也).36)

그는 이전대의 ‘穠纖’하고 ‘浮艶’한 성향의 선집을 비판하고 ‘鄭聲’을 버리고 ‘雅 ’

을 보존하는 것을 선집 編選 의 책무라고 인식하였다.37) 그는 《唐詩別裁集》의 

편선을 통해 詩敎의 本流와 그 변화의 추이를 펼쳐 보여 이를 바로세우고자 하는 

뚜렷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나아가 格調를 내세워 神韻이 품지 못 한 ‘雄渾’한 

시의 경계를 펼쳐 보이고 神韻의 그릇된 이해와 답습으로 빚어진 當時의 詩壇의 

폐단을 바로잡고자 한 것이다. 

이상 王士禎과 沈德潛의 선집 경향의 차이는 그들의 시론에 의한 것이나 이 둘 

모두 明代의 擬古主義와 反擬古主義의 변질로 인해 나타난 폐단을 극복하고자 탄

생한 것이다. 王士禎은 그 활동시기가 明⋅淸의 교체시기였으며 神韻說은 《滄浪詩

話》의 기초에서 확립한 것이다. 王士禎보다 40년 후에 출생한 沈德潛은 王士禎의 

시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 토대 위에 그의 시론을 확립하였다. 王士禎의 시론

은 明⋅淸 교체기라는 특수성과 淸代의 삼엄한 사상적 통제 아래 현실사회에 대한 

예리한 관찰과 비판이 자유롭지 않은 시대에서 탄생한 것이며 沈德潛의 시론은 한

족 지식인들에 대한 회유책의 일환으로 대규모 문화 정비 사업이 무르익던 분위기 

아래서 확립된 것이다. 《唐詩三百首》는 이상의 보충과 교정을 거듭해온 시론과 시

선집들의 바탕 위에 시 교육 입문서로서의 선명한 교육적 목표 위에 탄생한 것이다. 

36) 沈德潛 編, 《淸詩別裁集》, 北京, 中華書局出版社, 1974년, 24쪽.

37) 《唐詩別裁集》, <原序>, “而詩敎之衰, 未必不自編詩 遺之也. 夫編詩 之責, 能去鄭

存雅, 而誤用之 , 轉使人去雅而群趨乎鄭, 則分別去取之間, 顧不重乎. 尙安用意見

自私, 求新好異于一時, 以自誤而誤人也.”, 沈德潛 編, 《唐詩別裁集》, 北京, 中華書

局出版社, 1975년, 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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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唐詩三百首》는 王士禎과 沈德潛의 시선집과 시론을 두루 수용하면서도 입문자

를 위한 교재를 편찬한다는 명확한 동기와 목표에 부합하는 작품을 선별하여 수록

하였다. 王士禎과 沈德潛의 시론의 차이는 무엇을 唐詩의 정통으로 삼으며 그 정

통을 계승한 작가와 작품을 어느 범위까지로 보는가에 대한 시각의 차이이다. 王士

禎은 神韻을 내세우며 盛唐의 흥취를 보존한 작품들을 시의 정통으로 내세웠으며 

沈德潛은 이에 대한 비판적 계승과 수정의 취지에서 자신의 시론을 발전시켜 王士

禎보다 唐詩의 시대적 변화를 폭넓게 수용한 측면이 있다. 《唐詩三百首》는 기본적

으로 盛唐 시를 중시하였으며 ‘神韻說’을 중요한 선시의 기준으로 삼았지만 한편으

로 沈德潛이 확장시킨 시대에 따라 변화한 杜甫와 韓愈로 대표되는 唐詩의 풍격의 

변화도 수용하였다. 나아가 沈德潛의 ‘詩以載道’의 엄격한 기준에 의해 제외된 晩

唐의 작품이나 愛情詩와 宮⋅閨怨詩라도 ‘神韻’과 ‘溫柔敦厚’에 크게 위배되지 않

은 한에서 배제하지 않고 수록하였다. 제재에 있어서 贈答과 別, 宴  등 사교

와 관련된 작품들을 다수 수록하였으며 일상과 밀접한 제재와 자연스러운 인간의 

서정을 그린 작품들을 선호하였다. 언어와 수사에 있어서는 화려한 彫琢보다는 평

담한 언어와 간명한 수사구조를 가진 시를 위주로 선택하였으며 典故의 사용에 있

어서도 잘 알려진 역사 및 神仙 고사들을 사용한 작품을 위주로 수록하였다. 이러

한 선시의 경향성은 무엇보다 이 책의 편찬의 동기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

다. 내용과 형식에 있어 입문자들도 쉽게 해독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작품을 선별하

고 실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제재와 활용될 수 있는 작품을 수록하여 그 접근

성과 활용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다. 또한 각 시체별 편수를 균형 있게 분배하고자 

하였으며 다양한 시인의 풍격과 제재의 작품을 두루 소개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그리고 이 책의 주된 독자층인 아동들의 지식과 경험의 범위 내에서 소화 가능한 

내용과 형식, 사상과 정서를 담고 있는 작품을 수록하였다. 이러한 점들이 《唐詩三

百首》의 확장성에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 唐詩의 심미적 

깊이를 모두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로도 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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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文提要】

Published in 1765 by the Qing Dynasty, Tangshisanbaishou was 

compiled to teach children poetry and has been one of the most 

popular poetry collection to date. This study is aimed to analyze the 

method, criteria, characteristics involving the selection of poems from 

‘Tangshisanbaishou’, and the poetic theories that had an impact on the 

selection. To attain the objective, this study compared the collections 

of Wang Shi Zhen and Shen De Qian, the leading poets working during 

the early Qing Dynasty in China until the public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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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gshisanbaishou. It is because about 80% of the poems in 

Tangshisanbaishou are also included in Wang Shi Zhen's ‘Gushixuan’, 

‘Tangxiansanmeiji’, and ‘Tangrenwanshoujuejuxuan’ and Shen De Qian's 

‘Tangshibiecaiji’. For the method of comparison, this study compared 

the list of poems selected from Tangshisanbaishou and those of the 4 

collections above and analyzed them particularly focusing on period, 

writer, style, and theme. In addition, another comparison was made on 

the principles and poetic theory of compilers, which affected the 

selection of poems from Tangshisanbaishou, between the collection of 

Tangshisanbaishou and those of Wang Shi Zhen and Shen De Qian. In 

conclusion, it was found that ‘Tangshisanbaishou’ is based on the 

poetic principles of Wang Shi Zhen, which was invigorated by those of 

YanYu during Sung dynasty. It also adopted the merits of Shen De 

Qian's poetic principles theory, which critically accepted the poetic 

principles of Wang Shi Zhen. As a result, the poems written in the 

early-Tang dynasty are mainly included, but Shen De Qian included 

several poems of Li Po and Tu Fu, which had been neglected. Of the 

poems by poets during mid-Tang and late-Tang dynasty, some famous 

ones were included. Some of Kung Kyuonesi, which were excluded by 

Shen De Qian, found its place in Tangshisanbaishou. Wang Shi Zhen 

was influenced by Wang Shim's selected poems and poetic principles, 

but mainly compiled the poems whose themes are close to daily life 

and useful for socialization as well as poetry writing methods for 

children, so they could be practically helpful for children to culture 

character and social nature that a member of a society should poss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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