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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중국 시가 문학이 중국문학사 전 과정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가히 절대적이라 할 수 있으며, 중국
문학이론의 발전 역시 시가와 정치의 관계, 시가의 효용문제가 그 중심에 있었다. 이러한 문학과 문
학이론의 접목은 유구한 역사를 흘러 결국 魏晋南北朝時期에 이르러 가능해졌다. 이때부터 이전 문학
* 본고는 충북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 하에 이루어졌음.
** 충북대학교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교수 vravo6@chungb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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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단점을 살펴 새로운 문학의 지평을 열려는 움직임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이
는 결국 중국문학의 역사적 인식, 즉 문학사의 정형이 서서히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문학사는 문학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대한 서술이다. 이전 문학작품에 대한 수집, 정리, 선별, 평가
의 과정은 문학사 서술의 밑바탕이며, 이 과정은 작품의 가치를 인식 혹은 재인식 하는 과정이기에
비평적 안목이 절실히 요구되는 작업이기도 하다. 따라서 문학사의 서술은 문학비평의 도움이 있어야
보다 이상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다만 수집, 정리, 선별, 평가의 과정을 서술하는 사람의 견해는 절
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안목과 시야를 갖춘 인물에 의해 새롭게 수집, 정리, 선별, 평가의
과정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생명력을 지닐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중국문학사는 이러한 새로운 문학에 대한 수집, 정리, 선별, 평가의 과정
에 대한 새로운 시도들이 축적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이 결과물 가운데 문학의 自覺期라 불려지는
魏晋南北朝時期에 중국 문학이론의 새로운 지평을 열은 劉勰의 ≪文心雕龍≫1)과 鍾嶸의 ≪詩品≫2)
은 서로 저술 목적과 방향이 다르지만 이전의 문학작품들을 새로운 각도에서, 독특한 시각으로 이전
의 문학작품들을 수집, 정리, 선별, 평가를 실천한 우수한 저작이라 하겠다.
漢代의 복잡한 정치구조는 참담한 전쟁으로 이어졌고, 이후 三國時代의 처절한 전쟁과 권력 다툼
은 정치에 대한 회의와 분노를 惹起시켜, 인간의 정치예속이 지닌 모순의 자각이 일어났고, 이는 魏
晋南北朝時期에 이르러 인성의 새로운 자각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인성의 새로운 자각은 다양한 인간
의 특징을 인정하는 일이었으며, 다양한 인간의 군상이 만들어낸 문학은 이전에 비해 보다 풍부하고,
다채로운 문학으로 변모, 발전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로 인해 魏晋南北朝時期의 문학은 이전과
달리 각종 문체의 고유한 특질이 인정되었고, 하나의 문체(장르)에 대해 개인별로 서로 다른 관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3) 이러한 사실은 문학의 다양함과, 그 가치인식의 차별성이 존재함을 의미하다.

1) 본고에서 范文瀾의 ≪文心雕龍注≫(臺灣開明書店)를 저본으로 삼아 원문을 인용하기로 한다.
2) 본고에서는 汪中의 ≪詩品注≫(正中書局)를 저본으로 삼아 원문을 인용하기로 한다.
3) ≪典論․論文≫에서는 “奏․議․書․論․銘․誄․詩․賦”를 둘씩 묵어 “四科八體”를 설명하면서
“奏議는 전아해야 하며, 書論은 이치에 합치하여야 하며, 銘誄는 사실을 중요시해야 하며, 詩賦는 아름
다워야 한다(蓋奏議宜雅, 書論宜理, 銘誄尙實, 詩賦欲麗)”고 하였다. 또한 陸機는 문부에서 詩․賦․
碑․誄․銘․箴․頌․論․奏․說의 十體를 “詩는 감정과 연관시켜 아름답게 표현하여야 하고, 賦는 사
물을 표현함에 명확해야 하며, 碑는 문식을 가하데 사실에 입각해야 하며, 誄는 서술이 이어지면서도 슬픔
을 나타내야 하며, 銘은 크고 작은 이야기를 매끄럽게 표현하여야 하며, 箴은 우울함과 맑고 장대함이 나
타나야 하며, 頌은 전아하면서도 성대해야 하고, 論은 논리가 정교하고 명확하여야 하며, 奏는 내용은 평
번하지만 한적하고 단아함이 나타나야 하고, 說은 다양한 내용을 우회적으로 설명해야 한다.(詩緣情而綺
靡, 賦體物而瀏亮, 碑披文而相質, 誄纏緜而悽愴, 銘博約而溫潤, 箴頓挫而淸壯, 頌優遊以彬蔚, 論精微
而朗暢, 奏平徹以閑雅, 說煒曄而譎誑.) 曹丕와 陸機는 자신의 문학적 관점에서 서로 다른 문체의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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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치판단의 원칙의 제시는 결국 기준에 합당한 작품을 선별 내지 구분하고, 美醜, 好惡을 평
가하는 작업, 즉 문학비평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가늠케 한다. 또한 이러한 활동은 작가들의
風格에 대한 품평으로 이어졌고, 이를 바탕으로 훌륭한 작가의 전형을 구하고, 나아가 문학이 나가야
할 마땅한 방향성을 제시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魏晋南北朝 初期, 문학이론의 기틀을 생성하기 시작
할 무렵의 曹丕, 陸機, 沈約 등의 문학주장에는 문학이론의 전체적 완성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본격적으로 문학 활동 전반에 대한 상세한 언급은 劉勰과 鍾嶸에 이르러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劉勰과 鍾嶸은 전대 문학의 긍정적 성취를 수용하면서, 부정적 성취를 배척 내지 교체하여 광의적 문
학개념을 협의의 문학으로, 부분적 문학이론을 비교적 완전한 문학이론으로 발전시키는데 커다란 공
헌을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의 文學史家들은 劉勰과 鍾嶸의 이러한 성취를 대단히 높게 평가하
고 있다. 그러나 劉勰과 鍾嶸의 저술에 나타난 이들의 문학사상을 서로 비교 분석하여 누구의 주장이
보다 합리적인가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 부족한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은 아쉬운 점이라 하겠다.4)
≪文心雕龍≫과 ≪詩品≫의 비교분석이 미진한 이유는 劉勰은 문학작품 전체를 서술의 대상으로
삼았으나 鍾嶸은 五言詩만을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분석이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시(문학)에 대한 정의, 시대별 대표작품, 작품에 대한 평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이 두 사람의 문학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들의 문학사적 관점을
일정 정도 밝혀 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필자는 먼저 ≪文心雕龍≫과 ≪詩品≫의 서술 가운데 서로 비교 분석이 가능한 부분을 먼저
설정하였다. 우선 ≪文心雕龍≫의 <序志>, <原道>, <徵聖>, <宗經>, <正緯>, <時序>편과 ≪詩品≫의
序에 나타난 劉勰과 鍾嶸의 문학관을 비교 분석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文心雕龍≫의 <辨騷>, <明
詩>, <樂府>, <詮賦>, <頌贊>과 ≪詩品≫의 上中下 卷의 내용을 비교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러한 비교 분석을 통하여 劉勰과 鍾嶸의 문학발전에 대한 인식의 차이점을 논술함과 동시에 그들의

설명하고 있다. 이는 이미 魏晋南北朝時期에 장르별 특성을 인식하였다는 것을 증언하며, 나아가 문학의
다양한 특질을 인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4) 현재 ≪文心雕龍≫과 ≪詩品≫의 비교연구서라 할 수 있는 ≪文心雕龍與詩品硏究≫에 문학사와 연
관된 논의는 한 편도 수록되어 있지 않다. 기타 ≪文心雕龍綜覽≫과 같은 연구목록에서도 ≪文心雕
龍≫과 ≪詩品≫의 문학사에 관한 비교 연구논문은 찾아 볼 수 없다. 이러나 빈약한 연구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재 거의 모든 중국문학사에서는 ≪文心雕龍≫과 ≪詩品≫을 중국문학 이론비평의 중요
한 저작이라 서술하고 있다. 허나 ≪文心雕龍≫과 ≪詩品≫의 비교에서 있어서 문학이론의 전체성
이라는 잣대만 가지고 비교 설명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詩品≫은 비평사에서 폄하되는 결과만 낳
고 말았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평가에 대한 전면적 논의는 하지 않겠지만 적어도 ≪詩品≫의 어떤
부분이 제대로 평가받아야 할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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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사적 관점이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중국문학사의 서술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볼 것이
다.

2 劉勰과 鍾嶸의 문학관
2-1 劉勰의 文學觀
劉勰은 ≪文心雕龍․序志≫에서 자신의 서술 목적과 체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
다.
내가 7세 때 꿈에 비단 같은 구름을 보고는 올라가 이를 잡았다. 30살 무렵에 붉은 칠을 한 禮器를
가지고 공자를 따라 남행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아침에 깨어나니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성인을 뵙기 어려운데, 부족한 저의 꿈에 나타나시다니! 인류가 생긴 이래 孔子와 같으신 분
은 없었도다! 성인의 심오한 뜻을 밝히는 일은 응당 經典에 주석을 다는 것이 가장 좋지만 馬融과 鄭
玄 등 훌륭한 유생들이 이미 넓고 깊게 연구하였기에 아무리 깊은 이해를 얻는다 하더라도 一家를 이
루기 어렵다. 文章은 五經의 가지와 같다. 五禮는 經典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六典 또한 經典을
바탕으로 시행된다. 군신의 관계가 분명하게 됨과 國軍의 업적이 빛나게 되는 원인을 상세히 살펴보
면 經典에서 비롯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나 聖人의 시대에서 멀어지니 문학의 체제가 어지러워지
고, 문인들은 기이함만을 좋아하고, 언어는 부유함으로 빠져 들었고, 깃털에 색을 칠하고 혁대에 필요
도 없는 수를 놓으니 근본에서 점점 멀어져 그릇된 흐름에 빠져들었다. ≪周書≫에서 文辭는 핵심 내
용을 이해시킬 수 있으면 된다고 하였다. 孔子께서도 교훈을 서술하시면서 異端的인 것을 극도로 싫
어하신다고 말씀하셨다. ≪周書≫의 文辭에 대한 것과, 孔子의 敎訓과 다른 것들은 응당 핵심적인 것
으로 되돌려 놓아야 하기에 붓 들고 묵을 찍어 文章에 대하여 논하게 되었다.5)……. 무릇 ≪文心雕
龍≫의 저술은 道에 근본을 두고, 聖人을 본받고, 經典의 체재를 계승하고, 緯書의 장점을 참작하고,

5) <序志>‥“予生七齡, 乃夢彩雲若錦, 則攀而採之. 齒在踰立, 則嘗夜夢執丹漆之禮, 隨仲尼而南行;
旦而寤, 迺怡然而喜, 大哉聖人之難見哉, 乃小子之垂夢歟! 自生人以來, 未有如夫子者也. 敷讚聖旨,
莫若注經, 而馬鄭諸儒, 宏之已精, 就有深解. 未足立家. 唯文章之用, 實經典枝條, 五禮資之以成, 六
典因之致用, 君臣所以炳煥, 軍國所以昭明, 詳其本源, 莫非經典. 而去聖久遠, 文體解散, 辭而愛奇,
言貴浮詭, 飾羽尙畫, 文繡鞶帨, 離本彌甚, 將遂訛濫. 蓋周書論辭, 貴乎體要; 尼父陳訓, 惡乎異端1);
辭訓之異, 宜體於要. 於是搦筆和墨, 乃始論文.”

劉勰의 ≪文心雕龍≫과 鍾嶸의 ≪詩品≫에 나타나는 시가문학 발전의 인식 차이에 대하여(배득렬) 91

離騷에서 변화를 강구하여 문장의 관건을 다 언급하였다.6)

위의 서술에서 보듯 劉勰은 ≪文心雕龍≫의 저작동기를 설명하면서 孔子를 그 누구보다도 존경하
여 자신도 儒家의 經典에 주석을 가하고 싶었으나 이미 馬融과 鄭玄 등이 이미 상세한 주석을 달아
놓았기에 일가를 이룰 수 없다고 판단하여 經典의 가지에 불과한 文章(文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고자 한다고 겸손하게 자신의 저작동기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학술적 관점의 근원은 儒
家의 “道”에 있으며, 비록 문제가 있지만 문학적 해석에 도움이 된다면 緯書의 장점까지도 받아들
이고, 전통의 계승을 바탕으로 발전과 변화의 계기를 楚辭에서 구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러한 원칙
을 세운 劉勰은 原道․徵聖․宗經을 통해 자신의 서술체계를 구체화시키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밝히
고 있다. 실제로 그는 문학의 原論을 서술하면서 ≪原道≫, ≪徵聖≫, ≪宗經≫을 별도의 편장으로
나누어 다시 설명하였다. 劉勰은 ≪原道≫편에서 道와 聖人과 文章(문학)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
하고 있다.
伏羲氏로부터 孔子에 이르기까지 성인들께서는 典禮를 만드시고, 孔子께서는 그 뜻을 밝히셨으
며……, 따라서 道는 聖人을 통해 글에 나타나며, 聖人은 글로 도를 밝히시니 사방으로 막힘없고 통
하고, 매일 사용하더라도 부족함이 없다.7)
劉勰의 말대로라면 文章(문학)의 출발은 聖人이 道를 把握하여 이를 글로 풀어 설명하면서 처음 시
작된 것이며, 우리는 聖人이 풀어 설명한 글을 통해 道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그
의 설명은 道와 文(문학)의 관계에 있어 인간의 개입, 적어도 道를 제대로 파악한 聖人의 개입이 절대
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가장 훌륭한 문인이기도 한 聖人이 창조한 글인 經典이야말로
道의 본질을 가장 훌륭하게 구현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劉勰의 문학의 시발점에 대한 인식은 결국 儒
家의 經典을 각종 文體의 출발점으로 파악하기에 이른다.
論․說․辭․序는 ≪易經≫에서 시작되었으며, 詔․策․章․奏는 ≪書經≫에서 비롯되었으며,
賦․頌․歌․贊은 ≪詩經≫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銘․誄․箴․祝은 ≪禮經≫이 그 단초를 총괄

6) <序志>‥“蓋文心之作也, 本乎道, 師乎聖, 體乎經, 酌乎緯, 變乎騷, 文之樞紐, 亦云極矣”
7) <原道>‥“爰自風姓, 曁於孔氏, 玄聖創典, 素王述訓, 莫不原道心以敷章……, 故知道沿聖以垂文,
聖因文而明道, 旁通而無滯, 日用而不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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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紀․傳․銘(盟, 檄)8)․檄은 ≪春秋≫가 그 근본이다.9)
이처럼 劉勰은 儒家의 문학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10) 그러나 劉勰의 문
학관을 단순히 儒家的 문학관으로 치부하는 것은 劉勰의 문학이론을 단순화시키는 실수를 범할 수 있
다. 劉勰은 유가적 문학관을 교조적으로 수용하지 않았다.11) 그는 儒家의 문학주장이 가장 전통적 지
8) 銘은 盟으로 고쳐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范文瀾의 ≪文心雕龍注≫와 周振甫의 ≪文心
雕龍今譯≫에서는 모두 盟으로 보아야 한다고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다. 이미 앞에서 銘이 나왔기 때
문에 范文瀾이나 周振甫의 주장이 더욱 설득력이 있다.
9) <宗經>‥ “故論說辭序, 則易統其首, 詔策章奏 則書發其源; 賦頌歌讚, 則詩立其本; 銘誄箴祝, 則禮
總其端; 紀傳銘檄, 則春秋爲根”
10) 劉勰의 유가 중심적 문학이론이 가장 잘 드러난 부분은 <辨騷>篇에서 ≪離騷≫을 ≪詩經≫과 비
교하면서 그 장단점을 “將覈其論, 必徵言焉̥ 故其陳堯舜之耿介, 稱湯武之祗敬, 典誥之體也; 譏桀
紂之猖披, 傷羿澆之顚隕, 規諷之旨也; 虯龍以喩君子, 雲蜺以譬讒邪, 比興之義也; 每一顧而掩涕,
歎君門之九重, 忠怨之辭也; 觀玆四事, 同於風雅者也̥ 至於託運龍, 說迂怪, 豐隆求宓妃, 鴆鳥媒娀
女, 詭異之辭也; 康回傾地, 夷羿彃日, 木夫九首, 土伯三目, 譎怪之談也; 依彭咸之遺則, 從子胥以
自適, 狷狹之志也; 士女雜坐, 亂而不分, 指以爲樂1), 娛酒不廢, 沉湎日夜, 擧以爲懽, 荒淫之意也;
擿此四事, 異乎經典者也̥ 故論其典誥則如彼, 語其夸誕則如此, 固知楚辭者, 體慢於三代, 而風雅於
戰國, 乃雅頌之博徒, 而詞賦之英傑也̥ 觀其骨鯁所樹, 肌膚所附, 雖取鎔經意, 亦自鑄偉辭̥ 故騷經
九章, 朗麗以哀志; 九歌九辯, 綺靡以傷情; 遠遊天問, 瑰詭而惠巧; 招魂招隱, 耀艶而深華; 卜居標
放言之致; 漁父寄獨往之才̥ 故能氣往轢古, 辭來切今, 驚采絶艶, 難與並能矣̥”라고 설명하였다. 이
예문에서 보듯 유협은 ≪離騷≫를 평가함에 그 그간은 분명 유가의 전통적 문학관점에 있다. 다만
≪離騷≫가 ≪詩經≫의 뒤를 이어 새로운 형식과 내용을 중국문학에 제공한 점을 높이 사 “自風雅
寢聲, 莫或抽緖, 奇文鬱起, 其離騷哉!”라고 선언한 점을 가지고 본다면 劉勰은 그는 分明 유가적
문학관에서 벗어난 작품이라 하더라도 문학의 발전과정에 있어 의미가 있는 것이라면 긍정적으로 수
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1) 劉勰의 文學理論에 대해 많은 의론들이 분분하다. 劉勰의 문학이론을 유가적 입장에서 해석하려는
사람들이 가장 많다. 이러한 주장은 주로 劉勰이 <序志>, <原道>, <徵聖>, <宗經>에서 서술한
친 유가적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경우이다. 또한 劉勰의 문학이론이 불가적 영향하에 이루어졌다
는 주장이 있다. 이는 劉勰이 定林寺에서 僧佑 밑에서 많은 불경의 정리 작업과 번역작업에 종사하
였다는 역사적 사실과 ≪文心雕龍≫에 사용된 술어들 가운데 불경과 관련된 단어들이 많이 등장한
다는 사실에 입각한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유협의 문학이론이 道家와 당시 철학계의 중심에 있던 현
학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졌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그가 <諸子>편에서 玄學과 관련된 인물들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였다는 점과, <原道>편에 언급된 “自然之道”를 그 근거로 삼고 있다. 이러한 주
장들은 분명 각자 나름대로의 합리적 근거와 논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劉勰의 문
학이론을 한 쪽으로 치우쳐 고집스럽게 하나의 철학적 배경으로 이해하려던 태도에서 비롯된 착오적
인식이다. 劉勰은 이전의 문학작품과 작가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연구하여 대작인 ≪文心雕龍≫을
저술하였다. 다양한 문학작품을 평가하고 서술하는 과정에서 劉勰이 관연 하나의 관점에서 문학작품
을 평가할 수 있었다는 주장을 사실 설득력이 없다. 오히려 다양한 관점에서 각각의 문학작품이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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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골간으로 삼아 기존의 문학에 대하여 중국문학의 작품 전반을 자
신의 이론 속에 용해시키기 위하여 折衷的 태도를 견지하였다.12) 劉勰의 이러한 折衷的 태도는 서로
다른 시대적, 철학적 배경 하에서 그 양상을 달리 하면서 발전한 다양한 풍격의 문학작품들을 자신의
저술 속에 용해시켜야 하는 그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 이에 劉勰은 <通變>篇에서 “시대가
변하면서 (문학)의 질박함과 화려함이 교차하면서 변화되었다. ……. 따라서 문학의 변화는 세상의
정황에 영향을 받으며, 흥망성쇠는 시대의 변화에 따르게 된다.”13) 이러한 劉勰의 折衷的 태도는 다
양한 문학을 자신의 문학이론 속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아주 적절한 장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역대 문학의 흐름을 다음과 같이 개괄하였다.
미루어 말하자면 黃帝 唐堯時代의 문학은 순후하고 질박하였으며, 虞舜 夏禹時代의 문학은 질박하
고 명석하였으며, 商周時代의 작품은 하려하면서도 전아하였으나, 楚漢時期의 작품은 과장되고 화려
했으며, 魏晉時期의 작품은 천박하며 화미함만 추구했으며, 劉宋時期의 작품은 거짓되고 새로움만 추
구했다. 질박함에서 거짓됨으로 이르게 되면서 문학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 맛을 상실하였다. 왜 이렇
게 되었을까? 그것은 가까운 시기의 것만 모방하고, 옛것을 거울로 삼지 않아 문풍이 암담하게 되고
문장의 기세가 사라졌기 때문이다.14)
劉勰의 말대로라면 중국문학은 문학적 환경이 변하면서 淳-質, 質-辨, 麗-雅한 이상적 경향이 侈

-艶, 淺-綺, 訛-新으로 그 양상을 달리하였으며, 이러한 양상은 “競今疎古”의 문학풍조에서 기인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관점은 결국 劉勰이 儒家의 淳-質, 質-辨, 麗-雅의 문학전통을 근간으로
후대의 “競今疎古”의 작풍이 초래한 侈-艶, 淺-綺, 訛-新한 풍조를 바로 잡으려는 의도를 피력한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정당한 평가의 전제조건이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劉勰의 문학관념은 다양성
을 전제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다만 劉勰이 유가의 관점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것은 중국문학사에
있어서 가장 많은 작품들이 유가적 입자에서 해석되고 평가되었던 점을 감안하다면 보다 쉽게 이해
될 수 있을 것이다.
12) <序志>‥“夫銓序一文爲易, 彌綸羣言爲難, 雖復輕采毛髮, 深極骨髓, 或有曲意密源, 似近而遠,
辭所不載, 亦不勝數矣. 及其品列成文, 有同乎舊談者, 非雷同也, 勢自不可異也. 有異乎前論者, 非
苟異也, 理自不可同也. 同之與異, 不屑古今, 擘肌分理, 唯務折衷. 按轡文雅之場, 瓌絡藻繪之府,
亦幾乎備矣. 但言不盡意, 聖人所難, 識在管, 何能矩矱. 茫茫往代, 旣沈予聞, 眇眇來世, 倘塵
彼觀也.”
13) <通變>‥“時運交移, 質文代變. ……. 故知文變染乎世情, 興廢系乎時序.”
14) <通變>篇‥“推而論之, 則黃唐淳而質, 虞夏質而辨, 商周麗而雅, 楚漢侈而艶, 魏晉淺而綺, 宋初訛
而新. 從質及訛, 彌近彌淡. 何則? 競今疎古, 風氣衰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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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 할 수 있다.15)
이상의 사실을 통해 본다면 劉勰의 문학관은 儒家的 전통적 입장을 골간으로 삼고, 이를 바탕으로
후대 문학의 잘못된 경향을 교정하여 중국 전통적 淳-質, 質-辨, 麗-雅한 풍격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생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2-2 鍾嶸의 文學觀
鍾嶸은 중국문학비평사에 ≪詩品≫이라는 위대한 저작을 남긴 인물임에도 생졸 연대조차 확실하
게 확인된 바 없는 문인이다. 뿐만 아니라 ≪詩品≫은 鍾嶸의 文學理論的 입장을 확실하게 대변하기
위하여 쓴 문장이 아니라 각 시기의 여러 五言詩 작가에 대한 품평을 위주로 하고 있어서 그의 문학
관을 전체적으로 鳥瞰하기는 일정정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다행한 일은 그가 ≪詩品≫의 序와 여려
작가들에 대한 얼마 안 되는 언급 속에서 그의 문학관을 어렴풋 가늠해볼 수 있는 일말의 여지가 있
다는 점이다. 鍾嶸은 ≪詩品≫의 맨 첫머리에서 시의 정의와 기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元氣가 사물을 변화시키고, 그 사물은 다시 사람을 감동시켜 사람의 감정이 요동치면 춤과 노래로
표현된다. (이러한 춤과 노래가) 天, 地, 人 三才와 萬物을 환하게 비춘다. 천지는 사람들의 제사를 기
다리고, 귀신은 사람들에게 계시를 내린다. 천지를 요동치게 하고 귀신을 감동시키는 데는 시보다 좋
은 것이 없다.16)
위의 예문에서 보듯 鍾嶸은 “元氣”가 사물(대상)을, 다시 사물이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는 과정에
서 詩歌가 이루어진다고 보았고, 창작된 詩(문학)은 사회적, 정치적으로 다양한 기능을 한다고 여겼
다. 그의 이러한 관점은 이미 漢代 <毛詩序>에서도 나타난다. 그 일부를 인용해보기로 한다.

15) 劉勰의 競今疎古에 대한 비판적 태도는 曹丕가 ≪典論․論文≫에서 “貴遠賤今”의 관점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曹丕의 “貴遠賤今”과 “文人相輕”은 중국문학비평에 있어 객관적 태도를 강조
한 최초의 언급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그대로 劉勰의 ≪文心雕龍≫에 수용되었다. 이에 劉勰은
<知音>에서 “至於班固傅毅, 文在伯仲, 而固嗤毅云, 下筆不能自休. 及陳思論才, 亦深非孔璋, 敬禮請潤
色, 歎以爲美談, 李緖好詆訶, 方之於田巴, 意亦見矣. 故魏文稱文人相輕, 非虛談也.至如君卿脣舌, 而謬欲
論文, 乃稱史遷著書, 諮東方朔, 於是桓譚之徒, 相顧嗤笑, 彼實博徒, 輕言負誚, 况乎文士可妄談哉!”, “故
鑒照洞明, 而貴古賤今者, 二主是也; 才實鴻懿, 而崇己抑人者, 班曹是也; 學不逮文, 而信僞迷眞者, 樓護
是也; 醬瓿之義, 豈多歎哉!”이라 하여 曹丕의 견해를 적극 옹호하고 있다.
16) <詩品序>‥“氣之動物, 物之感人, 故搖蕩性情, 形諸舞咏. 照燭三才, 暉(一作煇)麗萬有. 靈祗待之
以致饗, 幽微藉之以照告. 動天地, 感鬼神, 莫近于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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詩(문학)란 마음(志)이 가는 것을 말한다. 마음속에 있으면 志이고, 말로 표현되면 詩가 된다. 감정
이 마음속에서 움트면 말로 표현되는데, 말로 표현함이 부족하면 한탄하게 되고, 한탄하는 것도 부족
하면 읊조린다. 읊조리는 것도 부족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손을 흔들며 춤을 추고, 발을 구르게
된다. 감정이 소리로 표현되어 音律에 맞는 것을 음악이라 한다. 治世의 정치가 조화롭기 때문에 음
악도 편안하고 즐겁다. 亂世의 음악은 정치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원망으로 가득 차있다. 亡國의 음악
은 백성들이 곤경에 처해있기 때문에 애달프다. 따라서 득실을 바로잡고 천지를 움직이며 귀신을 감
동시키는 데는 시보다 나은 것이 없다.17)

이러한 예를 가지고 본다면 鍾嶸도 漢代의 歌․樂․舞 三位一體의 초보적 시가 해석에서 그다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18) 이러한 사실은 魏晋南北朝의 문인들 대부분이 아직은
漢代 儒家의 문학관에서 완전히 독립하지는 못했던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그렇다면 鍾嶸의 시관은
漢代의 시관과 어떤 차이를 가직 있을까? 鍾嶸은 자신의 문학이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建安에 이르러 曹操, 曹丕, 曹植, 曹彪 부자들이 五言을 대단히 좋아하였고, 문체 또한 풍성하여 문
단의 동량이었다. 劉楨과 王粲은 그들을 보좌했던 시인이었다. 그 뒤로 조씨 부자에게 의지하며 이름
을 날린 사람들이 백여 명이나 되었다. 文質彬彬의 盛況이 이때 크게 갖추어졌다.19)
위의 예문에서 보듯 鍾嶸도 儒家의 “文質彬彬”을 이상적 모델로 여겼다. 儒家에서 말하는 “文
質彬彬”은 형식(文)과 내용(質)의 적절성을 의미하는 것이었다.20) 그러나 우리가 주의할 점은 내용
과 형식의 적절한 조화를 의미하는 “文質彬彬”의 근본적 의의는 변하지 않더라도, 각 시대조건에

17) <毛詩序>‥“詩者, 志之所之也, 在心爲志, 發言爲詩. 情動於中而形於言, 言之不足故嗟歎之, 嗟歎
之不足故永歌之, 永歌之不足, 不知手之舞之, 足之蹈之야. 情發於聲, 聲成文謂之音. 治世之音安而
樂, 其政和. 亂世之音怨而怒, 其政乖. 亡國之音哀而思, 其民困. 故正得失, 動天地, 感鬼神, 莫近於
詩.”
18) 鍾嶸과 마찬가지로 劉勰도 漢代 詩歌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여 <宗經>篇에서 “三極彛訓, 其書言經̥
經也者, 恒久之至道, 不刊之鴻敎也̥ 故象天地, 效鬼神, 參物序, 制人紀, 洞性靈之奧區, 極文章之骨
髓者也.”라 하였다. 이처럼 魏晋南北朝時期의 문학이론가들은 아직은 완전히 漢代 儒家의 문학에
대한 해석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 <詩品序>‥ “降及建安, 曹公父子篤好斯文, 平原兄弟, 鬱爲文棟; 劉楨, 王粲, 爲其羽翼. 次有攀龍
托鳳, 自致於屬車者, 蓋將(以)百計. 彬彬之盛, 大備於時矣.” 劉勰도 유가의 文質彬彬의 경계를 상
당히 중시하였다.
20) 《論語 · 雍也》‥“子曰..質文勝則野, 文勝質則史. 文質彬彬, 然後君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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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문학의 변화가 필연적인 문학발전의 원칙에서 본다면 “文質彬彬”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기
의 문학비평가의 안목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鍾嶸이 “文質彬彬”의 이상을 가장 잘 실현했
다고 하는 建安時期의 문학은 과연 어떤 성격을 띠고 있었는가? 그가 上品에 두었던 건안시기의 대표
적 작가 曹植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曹植 시의 淵源은 ≪國風≫이다. 그의 시는 조직과 기세가 기이하고 뛰어나며, 수사가 화려하고
풍부하며, 정취는 전아하면서도 비애를 겸비하였으며, 체재는 文質을 적절히 갖추어 찬란한 광채가
고금에 걸쳐 가장 뛰어나 타의 추종을 허락하지 않는다. 훌륭하도다! 曹植의 오언시에 있어서의 위치
는 인간들 가운데 周公과 孔子가 있는 것과 같고, 비늘달린 날짐승들 가운데 龍鳳이 있는 것과 같고,
악기들 가운데 琴笙이 있는 것과 같고, 여인들이 손으로 만든 것 가운데 黼黻이 있는 것과 같다. 열심
히 시를 짓는 사람들은 그의 시를 가슴에 품을 정도로 선망하였으며, 그이 시의 일부분을 자신의 시
에 조금이라도 반영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孔子의 문하에서 五言詩를 학과로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劉
楨은 堂上에 올랐다면 曹植은 내실까지 들어갔다고 할 수 있으며, 張協, 潘岳, 陸機 등은 廊下와 복도
에 자리한다고 할 수 있다.21)
鍾嶸의 말대로라면 曹植의 시의 우월성은 “骨氣奇高”, “詞采華茂”, “情兼雅怨”, “體被文
質” 네 가지 덕목에서 기인한다고 말할 수 있다. 환언하자면 우선 거침없는 뿜어져 나오는 거침없는
기상, 내용을 표현하는 적절한 수사, 자신의 처지에서 우러난 자연스러운 감정, 적절한 내용과 형식이
조화된 체재 등이다. 이 가운데 “詞采華茂”, “情兼雅怨”, “體被文質”은 사실 이전의 문학이론
에서도 흔히 강조되었던 것으로 별반 특별할 게 없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骨氣奇高”라
하겠다. 이는 建安時期의 문인들이 끝없는 전쟁 속에서 말안장 위에서 죽음에 맞서면서 솔직하고 담
대하게 삶을 거침없이 문학 속에 들어부었던 기상 가득한 문학을 말한다.22) 이러한 建安時期 문인들
의 작품은 이전의 문학에서 볼 수 없었던 진취적이고 진보적인 특색을 여실이 보여주고 있다. 鍾嶸이

21) ≪詩品․曹植條≫‥“其源出於國風. 其骨氣奇高, 詞采華茂, 情兼雅怨, 體被文質, 粲溢古今, 卓爾
不羣. 嗟乎, 陳思之于文章也, 比人倫之有周孔, 鱗羽之有龍鳳, 音樂之有琴笙, 女工之有黼黻. 俾爾
懷鉛吮墨者, 抱篇章而景慕, 映餘暉以自燭. 故孔氏之門如用詩, 則公幹升堂, 陳思入室, 景陽潘陸,
自可坐於廊廡之間矣.”
22) 李澤厚․劉綱紀 ≪中國美學史≫,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2-24. “建安文學所高度重視表現的個人
情感帶有慷慨悲凉的時代特色. 這一方面詩由連年戰亂帶來的觸目警心的社會災難造成的; 另一方
面, 又詩由以曹操爲代表的進步勢力, 在企圖克服這種災難, 重建統一的國家中必然要碰到的種種艱
難的戰爭和巨大的犧牲造成的.…… 雖然直敍胸臆, 慷慨悲凉詩建安文學共有的重要特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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建安時期의 문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성취를 이루었던 曹植에게 보낸 “曹植의 五言詩에 있어서의 위
치는 인간들 가운데 周公과 孔子가 있는 것과 같고, 비늘달린 날짐승들 가운데 龍鳳이 있는 것과 같
고, 악기들 가운데 琴笙이 있는 것과 같고, 여인들이 손으로 만든 것 가운데 黼黻이 있는 것과 같
다.”는 극찬은 바로 이러한 진취적이고 진보적인 풍격을 창출한 建安時期 문인들에 대한 鍾嶸의 존
경과 존중을 대변하는 것이다.23) 이러한 진취적이고 진보적인 견해는 “譎諫”, “溫柔敦厚”, “止
於禮義”를 중시, 시가의 자유로운 표현을 예의와 정치이념으로 제어하려고 했던 儒家의 시가에 대한
인식과는 분명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鍾嶸의 언급을 종합하여 정리해본다면 鍾嶸은 당
시에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졌던 漢代 儒家의 詩歌의 功用性을 수용했지만 결코 넌지시 표현하거나 지
나친 감정의 억제를 전제로 했던 시가에는 반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鍾嶸은 序에서 시가가 지녀야할 고유의 특징과 이러한 특징을 제대로 구현할 방법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언급하였다.
四言詩는 문구가 간략하기에 쉽게 널리 쓰여 졌으며, ≪詩經≫과 ≪楚辭≫를 본받는 다면 가히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을 것이다. 매번 문자가 번잡해지고 내용이 소략할 것을 걱정하여 세상에서 四
言詩 창작이 드물게 되었다. 이에 五言詩가 문학창작의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였는데, 그 이유는 많은
五言詩가 滋味를 가지고 있기에 세상 사람들의 口味에 잘 맞았던 것이다. 五言詩가 사실을 기록하고,
모습을 조탁하고, 감정과 사물을 끝까지 묘사함에 가장 적절한 것이 아니겠는가?24)
따라서 詩에는 三義가 있는데, 첫 번째가 興이고, 두 번째가 比이고, 세 번째가 賦이다. 文字로 모
두 표현했어도 여운이 있는 것을 흥이라 하고, 사물을 가지고 뜻을 나타내는 것을 比라 하고, 일을 있
는 그대로 적거나 寓言으로 사물을 묘사하는 것을 賦라 한다. 이 三義를 잘 헤아려 사용하면 풍골로
줄기를 이루고, 아름다운 문체로 潤飾하니 이를 읊조리는 사람은 무궁한 시의 맛을 음미할 수 있게
하고, 이를 듣는 사람의 심금을 울릴 수 있다면 지극히 훌륭한 시라 하겠다. 만일 오로지 比興의 기법
만을 사용하면 내용은 깊이가 있으나, 지나치게 의미심장하면 문사가 조화롭지 못한 문제가 생긴다.

23) 사실 鍾嶸이 ≪詩品≫에서 上品으로 분류한 작가들의 면모를 살펴보면 작자 미상의 古詩十九首 이
외에 <團扇詩> 한 편 밖에 전하지 않은 班婕妤, 그다지 대가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劉楨과 王粲, 당
시에도 이미 지탄을 받았던 謝靈運, 그다지 수준 높은 시를 창작하지 못한 李陵 등이 상품에 列入되
어 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淸代의 王士禎은 ≪大經堂詩話≫에서 鍾嶸의 이러한 태도를 강렬하게
비판하였다. 특히 劉楨과 王粲과 같이 建安七子에 속했던 인물을 상품에 列入시킨 점은 그가 얼마
나 建安時期의 문인들을 존중하였는가를 쉽게 파악하게 한다.
24) 夫四言, 文約易廣, 取效≪風≫≪騷≫, 便可多得. 每苦文繁而意少, 故世罕習焉. 五言居文詞之要,
是衆作之有滋味者也. 故云會於流俗. 焉不以指事造形, 窮情寫物, 最爲詳切者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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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오로지 賦體만 사용한다면 내용이 빈약해지며, 내용이 빈약해지면 작품이 중심이 없이 산만하
다. 기존의 유행만을 좋아하여 글이 귀결점이 없이 떠돌면 거칠고 군더더기가 많은 병폐가 생긴다.25)
위의 두 예문에서 보듯 鍾嶸은 五言詩는 “사실을 기록하고, 모습을 조탁하고, 감정과 사물을 끝까
지 묘사함에 가장 적절한 것”이기 때문에 四言詩에 비하여 “滋味”가 뛰어나며, 이러한 滋味는
賦․比․興의 기법을 적절히 운용, 시가가 내용과 수사가 조화를 이루어 “무궁한 시의 맛을 음미할
수 있게 하고, 이를 듣는 사람의 심금을 울릴 수 있다”는 경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그이
설명은 당시 永明體가 공교로운 韻律에만 몰두하여 시가가 지녀야할 풍부한 상상력, 표현력을 구속하
여 시가가 더 이상 자연스러움을 가질 수 없게 만든 점에 대하여 분명한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聲律論을 주장했던 대표적 인물들인 王融, 沈約, 謝朓를 모두 下品에
列入시킨 점을 통해 더욱 분명해진다. 이처럼 鍾嶸은 시가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永明體의 시가처럼
지나친 조탁을 통한 形式美만을 추구하는 것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감정의 토로를 통한
자연스러운 표현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그는 永嘉 年間의 시가에 대하여 “이 무렵의 시
작들은 說理가 표현의 아름다움을 압도하여 담백할 뿐 시의 운치가 부족하였다.”라고 비판하였던 것
이다. 이러한 사실에서 본다면 鍾嶸은 시가의 아름다움은 자연스러움에 있으며, 지나치게 내용만을
강요하거나 과도한 수식을 가하는 두 경향에 대해 모두 반대하는 문학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3. 劉勰과 鍾嶸의 시가문학 발전에 대한 인식 차이
劉勰의 ≪文心雕龍≫은 대략 南齊 後期 A.D501년 전후에 問世했고, 鍾嶸의 ≪詩品≫은 ≪文心雕
龍≫보다 약 10여년 후에 저술되었다.26) 거의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文心雕龍≫과 ≪詩品≫이
당시에 서로 영향관계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지금가지 연구된 바가 없다. ≪文心雕龍≫이 文學理論
全般에 대한 저서라면, ≪詩品≫은 五言詩에 관한 전문적 평가서이기 때문에 이를 직접적으로 비교
하기는 어렵지만 ≪文心雕龍≫의 <明詩>, <樂府>와 같은 시가의 전문적 서술 이외에 <時序>, <物

25) 故是有三義焉: 一曰興, 二曰比, 三曰賦. 文已盡而意有餘, 興也; 因物喩志, 比也; 直書其事, 寓言寫
物, 賦也; 宏(弘)斯三義, 酌而用之, 幹之以風力, 潤之以丹彩, 使詠之者無極, 聞之者動心, 是詩之至
也. 若專用比興, 則患在意深, 意深則詞躓. 若專用賦體, 則患在意浮, 意浮則文散. 嬉成流移, 文無止
泊, 有蕪漫之累矣.
26) ≪文心雕龍≫과 ≪詩品≫에는 자신의 저작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 때문에 후
세 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분분하다. 본고에서는 王運熙선생의 견해를 채용했다. ≪中國文學批評通
史≫, 上海古籍出版社, 55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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色>, <才略>, <體性> 등도 詩歌批評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두 거장의
이론을 비교해보면 당시의 문학의 이해 정도와 이전 문학에 대한 劉勰과 鍾嶸 관점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기실 두 저서는 거의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들의 문학적 배경이 너무 흡사하다. 따라서
이들의 주장은 서로 유사한 점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劉勰은 <明詩>편에서 ≪尙書․
舜典≫의 문구를 인용하여 “시란 뜻(志)을 표현하는 것이며, 노래는 그 표현을 음악으로 표현한 것
며.”27) <毛詩序>의 내용을 인용하여 “마음에 있으면 뜻(志)이고, 말로 표현하면 시가 된다.”28)고
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보태 “詩는 維持시킨다는 의미로 사람이 본연의 性情을 유지시킨다.”29)라고
정의하였고, ≪詩經≫이란 “無邪”의

성정을 유지시켜 “사악함이 없는” 것으로 만든다고 하였

다. 앞서 언급했듯이 鍾嶸 역시 漢代 <毛詩序>에 바탕을 둔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처럼 두 사람은 모
두 漢代 문학사상의 영향을 분명히 받았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세심히 살펴보면 이들 사이에
분명 분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역대 시가의 연원문제에 대한 劉勰과 鍾嶸의 주장을 비교해 보
기로 한다.
劉勰은 <宗經>에서 “賦․頌․歌․贊은 ≪詩經≫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하였다. 이는 중국
시가의 시원을 ≪詩經≫으로 보고 있음을 선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楚辭에 대하여 “國風과
小雅, 大雅의 노래 소리가 끈긴 뒤 훌륭한 문장이 鬱起하니 바로 ≪離騷≫였다. ≪詩經≫의 작가들
뒤에서 훨훨 날았고, 漢代 賦家들에 앞서 분기하였다.”30)고 하였다. 이는 劉勰이 楚辭를 ≪詩經≫
과 漢賦를 이어주는 교량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지적한 말이다. 또한 그는 漢代 樂府詩를 중시하여 별
도로 <樂府> 일편을 두고 樂府詩가 四方의 시가의 기원임을 설명하였다.31)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본
다면 劉勰은 시가의 연원을 크게 ≪詩經≫, 楚辭, 樂府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鍾嶸은 여러 작가의 창작연원을 “源出於某某”의 식으로 설명하면서 모든 작가들의 연원을 ≪詩
經≫의 國風과 小雅, 楚辭로 파악하였다. 예를 들어 曹植의 시는 “原出於國風”이고, 阮籍의 시는

27)
28)
29)
30)
31)

“詩言志, 歌永言”
“在心爲志, 發言爲詩”
“詩者, 持也, 持人情性”
“自風雅寢聲, 莫或抽緖, 奇文鬱起, 其離騷哉! 固已軒翥詩人之後, 奮飛辭家之前”
<樂府>‥“樂府者, 聲依永, 律和聲也̥ 鈞天九奏, 旣(孫云唐寫本作曁)上帝; 葛天八闋, 爰乃皇時̥ 自
咸英以降, 亦無得而論矣̥ 至於塗山歌於候人, 始爲南音; 有娀謠乎飛燕, 始爲北聲; 夏甲嘆於東陽,
東音以發; 殷整思於西河, 西音以興; 音聲推移, 亦不一槪矣̥ 匹夫庶婦, 謳吟土風, 詩官採言, 樂盲
(元作育, 許改. 趙云, 育作胥)被律, 志感絲篁, 氣變金石(孫云唐寫本作竹)̥ 是以師曠覘風於盛衰, 季
札鑒微於興廢, 精之至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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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出於小雅”이고, 李陵의 시는 “原出於楚辭”라 하였다. 그의 말대로라면 중국 시가의 연원은
결국 ≪詩經≫과 楚辭라는 것이다.32)
이러한 연원에 대하여 劉勰은 ≪詩經≫, 楚辭, 樂府를 연원으로, 鍾嶸은 ≪詩經≫과 楚辭로 간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미묘한 차이는 문학사 전반을 이해하는 데 큰 장애물은 아니다. 다만
劉勰은 樂府詩가 시가 문학의 발전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중국문학발전의 양대 지주
라 할 수 있는 ≪詩經≫과 楚辭 이외에 악부를 삽입한 것이 아닐까 한다. 이는 문학의 연속성을 유지
하기 위한 시도였다고 여겨진다.
그렇다면 두 원류인 ≪詩經≫과 楚辭에 대한 劉勰과 鍾嶸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살펴
보기로 하자.
劉勰은 ≪詩經≫뿐만 아니라 유가의 경전을 중국문학의 문체의 시원으로 절대적 위치를 차지하는
지존의 전범이자 절대적 가치의 기준으로 삼았다.33) 그러나 楚辭는 절대적 가치기준인 ≪詩經≫에
서 본다면 비록 훌륭한 문학작품이라 하더라도 분명 흡수와 수용의 대상이었지 초사 자체가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여겼다. 일례를 들면 <辨騷>를 평하면서 경전과 유사한 점과 경전의 기준에서
벗어난 점을 각기 4가지씩을 들고 있다.34) 이러한 ≪離騷≫에 대한 평가는 분명 절대적 가치인 유가
경전의 각도에서 ≪離騷≫를 파악하고 설명하던 유협의 의지가 엿보이는 부분이라 하겠다.
鍾嶸은 비록 ≪詩品≫에서 왜 자신이 國風, 小雅, 楚辭를 삼대 연원으로 설정한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지는 않았다. 다만 上品에 귀속시킨 고시와 11명의 시인들의 연원을 도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2) 鍾嶸이 비록 國風, 小雅, 楚辭를 삼대여원으로 여겼지만 國風을 연원으로 삼은 작가가 曹植을 비롯
해 陸機, 謝靈運, 張協, 謝超宗, 丘靈鞠, 劉祥, 檀超, 種憲, 顔測, 顧則心 등이 있지만 小雅를 연원
으로 한 작가는 阮籍 한 사람 밖에 없다. 이러한 분류는 결국 小雅가 그다지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함
을 보여주는 예라 하겠다.
33) 三極彛訓, 其書言經̥ 經也者, 恒久之至道, 不刊之鴻敎也̥ 故象天地, 效鬼神, 參物序, 制人紀, 洞性靈
之奧區, 極文章之骨髓者也̥ 皇世三墳, 帝代五典, 重以八索, 申以九邱, 歲歷緜曖, 條流紛糅, 自夫子
刪述, 而大寶咸耀̥ 於是易張十翼, 書標七觀̥ 詩列四始, 禮正五經, 春秋五例, 義旣極乎情性, 辭亦匠
於文理, 故能開學養正, 昭明有融̥ 然而道心惟微, 聖謨卓絶, 牆宇重峻, 而吐納自深̥ 譬萬鈞之洪鍾,
無錚錚之細響矣̥
34) 將覈其論, 必徵言焉̥ 故其陳堯舜之耿介, 稱湯武之祗敬, 典誥之體也; 譏桀紂之猖披, 傷羿澆之顚隕,
規諷之旨也; 虯龍以喩君子, 雲蜺以譬讒邪, 比興之義也; 每一顧而掩涕, 歎君門之九重, 忠怨之辭也;
觀玆四事, 同於風雅者也̥ 至於託運龍, 說迂怪, 豐隆求宓妃, 鴆鳥媒娀女, 詭異之辭也; 康回傾地, 夷
羿彃日, 木夫九首, 土伯三目, 譎怪之談也; 依彭咸之遺則, 從子胥以自適, 狷狹之志也; 士女雜坐, 亂
而不分, 指以爲樂, 娛酒不廢, 沉湎日夜, 擧以爲懽, 荒淫之意也; 擿此四事, 異乎經典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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作家 作品
古詩
李陵
班婕妤
曹植
劉楨
王粲
阮籍
陸機
潘岳
張協
左思
謝靈運

評價
驚心動魂, 一字千金
文多悽愴, 怨者之流
怨深文綺, 得匹婦之致
骨氣奇高, 詞彩華茂
仗氣愛奇, 動多振絶
發愀愴之詞, 文秀而質籯
無雕蟲之巧
才高辭贍, 擧體華美
如翔禽之有羽毛
文體華淨, 少病累
文典以怨, 得諷諭之致
故尙巧似, 而逸蕩過之

淵源
≪國風(詩經)≫
≪楚辭≫
李陵
≪國風(詩經)≫
≪古詩≫ 즉 ≪國風(詩經)≫
李陵 즉 ≪楚辭≫
≪小雅≫
陳思 즉 ≪國風(詩經)≫
王粲 즉 ≪楚辭≫
王粲 즉 ≪楚辭≫
劉楨 즉 ≪國風(詩經)≫
曹植 즉 ≪國風(詩經)≫

위의 도표에서 보듯 古詩十九首와 11명의 작가 가운데 ≪詩經≫을 연원으로 한 작가는 曹植, 劉
楨, 阮籍, 陸機, 左思, 謝靈運 6명이고, 楚辭를 연원으로 한 작가는 李陵, 班婕妤, 王粲, 潘岳, 張協 5
명이다. 이러한 비율만 가지고 본다면 鍾嶸은 ≪詩經≫과 楚辭를 경중의 차이 없이 모두 숭상했다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당시 풍미했던 五言詩 학습의 편의를 위한 일반적 견해
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본다면 劉勰은 절대적 가치인 經典을 중심으로 중국
시가의 발전과정을 파악하려고 했으며, 鍾嶸은 ≪詩經≫과 楚辭가 가지고 있는 문학적 성취를 평가
의 잣대로 사용하려고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劉勰의 문학관을 설명하면서 그가 철저한 유가적 입장에서 문학을 바라보고 있었음을 설명하
였다. 실제 劉勰은 ≪文心雕龍≫에서는 여러 곳에서 사회 정치적 功用性을 강조하였다.35) 이는 漢代
의 <毛詩序>에 나타나는 功用論, 刺美說을 그대로 수용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결과 작품의 시대
적 배경과 역사적 조건이 다른 楚辭에 대하여 윤리적 입장이 강한 유가의 관점에서 비평하기에 이르
렀던 것이다. 그러나 鍾嶸은 시가의 功用性에 대하여 그다지 적극적 찬동을 보이지 않았다. 鍾嶸은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읊조리는”36) 것이 五言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여겼던 것

35) ≪徵聖≫‥“夫作者曰聖, 述者曰明, 陶鑄性情, 功在上哲, 夫子文章, 可得而聞, 則聖人之情, 見乎文
辭矣(孫云唐寫本無文字)̥ 先王聖化, 布在方冊1); 夫子風采, 溢於格言̥ 是以遠稱唐世, 則煥乎爲盛;
近褒周代, 則郁哉可從̥ 此政化貴文之徵也̥.” ≪序志≫‥“唯文章之用, 實經典枝條, 五禮資之以成,
六典因之致用, 君臣所以炳煥, 軍國所以昭明, 詳其本源, 莫非經典” ≪明詩≫‥“詩者, 持也, 持人情
性; 三百之蔽, 義歸無邪, 持之爲訓, 有符焉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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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이는 五言詩가 이전의 四言詩보다는 보다 表現力이 강하고, 수사적 기능이 더욱 필요했기 때문
에 단순히 공용성만을 강조하는 유가적 입장에 찬동할 수 없었던 이유일 것이다.37) 따라서 鍾嶸은 비
교적 사상 내용의 요구에 있어서는 상당히 너그러운 태도를 보이면서 “사람의 성정과 감정을 읊는데
어찌 전고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는가?”라고 선언하였다.38) 그리하여 曹植의 시에 대하여

“전아하고 원망하는 감정을 모두 갖추었다.”39)고 평하면서 상품에 列入시켰는데, 이는 “譎諫”과
“止於禮義”를 강조했던 유가적 입장과는 분명 상당한 거리가 있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劉勰과 鍾嶸은 거의 같은 시기에 활약하던 문인으로 동일한 문화 환경 속에서
성장했다. 즉 당시에는 儒學, 玄學, 不學이 함께 유행하였지만 문단은 아직도 儒家의 강력한 영향력
하에 있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그들에게 공히 유가적 문학관이 혼재하고 있음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면 작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발견된다. 劉勰은 문학
의 연원으로 ≪詩經≫, 楚辭, 樂府詩를 들었지만, 鍾嶸은 ≪詩經≫과 楚辭를 연원으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연원에 대한 분지는 결국 劉勰이 문학이 연속성을 중시했다면, 鍾嶸은 五言詩에 논의를 집중
시키려는 의도에 의하여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다고 판단된다. 또한 劉勰은 宗經的 태도를 견지하면서
儒家經典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고 楚辭를 수용적 태도에서 인식하였다. 그러나 鍾嶸은 철학적 가치보
다는 순수 문학적 관점에서 ≪詩經≫과 楚辭를 인식하였던 것 같다. 이를 문학의 독립이라는 측면에
서 본다면 劉勰보다도 鍾嶸이 한 발 앞서갔다고 하겠다. 이러한 劉勰과 鍾嶸의 ≪詩經≫과 楚辭에 대
한 인식은 결국 劉勰이 문학의 功用性을 강조하였던 것과 달리 鍾嶸은 문학의 功用性보다는 五言詩
자체가 가지고 있는 수사적, 표현적 기능을 보다 강조하게 되었던 것이다.

4. 결어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중국문학사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그리고 이러한 중국문학사는 과연
모두 진실일까? 중국문학사는 결국 이전의 많은 중국의 학자와 문인들이 이전 문학에 대한 자신의 의
견을 개진하는 과정이 축적된 결과물이다. 본고에서 언급한 劉勰의 ≪文心雕龍≫과 鍾嶸의 ≪詩品≫
역시 그 결과물들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결과물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중국과 한국에서 ≪文
心雕龍≫과 ≪詩品≫을 전면적으로 비교 연구한 예가 적은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본고에서는 劉勰과 鍾嶸의 문학관을 나름대로 살펴보고, 이러한 문학관들이 그들의 저서에 어떻게

36) “吟詠情性”
37) “夫四言, 文約易廣, 取效≪風≫≪騷≫, 便可多得. 每苦文繁而意少, 故世罕習焉. 五言居文詞之要,
是衆作之有滋味者也.”
38) “至乎吟詠情性, 亦何貴於用事?”
39) “情兼雅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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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영되었는가를 밝혀보려고 하였다. 그러나 두 저자가 거의 같은 시대에 같은 문화적 영향 하에서 생
활하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주장들이 유사하다. 그러나 우리에게 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임무는

“似而非”를 밝혀내는 것이 아닐까 한다. 그래야 과연 어떤 것이 진실한 중국의 문학사이고, 어떤
것이 거짓된 중국의 문학사인지 알 수 있다.
필자는 본고를 통해 ≪文心雕龍≫과 ≪詩品≫에 나타난 劉勰과 鍾嶸의 문학관을 살펴보았고, 나
아가 이들의 문학관이 중국 시가 문학의 발전에 어떤 인식의 틀로 변환되었는지를 부분적이긴 하지만
밝혀보려고 시도하였다. 짧은 小論文에서 두 사람의 이론에 대한 전면적 비교 연구는 애초부터 불가
능한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 부분의 연구가 더 진척된다면 보다 전면적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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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現在我們硏究的中國文學史是如何生成發展的? 而且這個中國文學史是不是正確的
呢? 對這個問題, 現在很多中國文學硏究者正在深刻硏究着, 但是到現在爲止, 所有的文
學硏究者不敢回答我的看法是十分萬分正確的. 爲什幺呢? 文學史是不斷發展的, 繼續
變化的.
文學史的敍述需要對以前的整個文學作品和活動的資料蒐集､整理､評價､選別的過
程. 可是硏究者的看法, 比如說他的硏究方法､趣向引起不同的硏究結果, 因此各個硏究
學者對文學史的記述各不相同.
劉勰的≪文心雕龍≫和鍾嶸的≪詩品≫是魏晋南北朝時期的重要的文學理論著作,
而且中國文學史發展過程中的巨大成果. 但是, 至今對這兩個巨著的微細硏究還沒達到
一定的整水平. 因此筆者試圖硏究劉勰和著鍾嶸的文學觀以及兩個著作中體現的文學發
展過程的認識. 通過硏究, 我們可以看到劉勰和鍾嶸對以前文學, 尤其是詩歌文學發展的
不同看法. 對詩歌的淵源問題, 劉勰主張三元論, 鍾嶸主張二元論. 而且在≪楚辭≫的認
識上, 劉勰認爲以經典爲主, 把楚辭看做可以接受的一個標準而已, 鍾嶸以爲儒家經典和
楚辭各有獨特的､突出的文學成就, 所以經典和楚辭都是文學創作和批評的絶代的榜樣.
之所以, 劉勰還留在漢代文論的影響, 可是鍾嶸突破儒家的拘束而進一步進入純文學的
世界, 積極反對儒家功用說的限制和干涉. 從這樣的角度看, 鍾嶸比劉勰往文學的自覺和
獨立快走了一步.

主題語: 문학사, 시가연원, 삼원설, 이원설, 공용설, 순문학
the history of literature, the origin of poetry, the theory of
literary trinity, the theory of literary dualism, the literary
theory of utility, pure literatu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