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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중국의 산수시는 晋宋의 교체기에 출현하였는데 이는 문인들이 자연산수
라는 제재에서 느낀 미감과 득오의 경지를 당시 유행했던 현학사조와 결합
시켜 이루어낸 결과였다.1) 그 이후 陶謝를 비롯한 문인들의 주목과 창작의

＊南서울大 中國學科 助敎授
1) 劉勰이 『文心雕龍․明詩』에서 “江左篇制, 溺乎玄風, 嗤笑徇務之志, 崇盛忘機之
談. … 宋初文咏, 體有因革, 莊老告退, 而山水方滋.”라고 한 바에 따라 후세 학자는
玄言詩 속에서 산수시가 발전해나가다가 후에는 산수시가 전적으로 발전해나가고
玄言詩는 점차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본다. 이 의견에 대해 木公은 「山水
詩興起原因新探」(湖南師範大社會科學學報, 1996. 4)에서 “산수시는 玄言詩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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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결집하며 산수시는 중국시사상 빼놓을 수 없는 주요 제재로 발전하게
된다. 산수전원시 창작의 황금기인 盛唐代를 위시하여 현재까지도 산수라는
제재를 활용하지 않은 문인은 거의 없을 정도이며, 인간의 자연으로의 회귀
와 조화라는 문제는 여전히 창작 속에서 하나의 시사점을 던지며 존재하고
있다.
先秦 이래 철학가들에게는 산수가 세계만물과 마찬가지로 자연을 인식하
는 하나의 매개물이었다. 그들에게 “自然”은 하나의 추상적 이념이며 천연
적인 존재로써 자연계와 인간의 천성을 포괄하는 것으로 산수전원 본래의
의미와는 거리가 있었다. 산수시가 본격적으로 독립하기 전인 晋宋 이전의
산수․전원을 다룬 시가라 해도 俗世를 떠난 物外의 사상을 읊었으되 아직
“산수전원에 정을 담아 자연과 합일을 이룬 경지”에는 이르지 못한 것이었
다. 그렇다면 “自然”이 철학의 이념범주에서 어떻게 독자적인 심미범주로
독립되어 갔는가 하는 점은 반드시 살펴보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라 하겠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푸는 데에 있어 먼저 살펴보아야 할 배후 배경으로
儒․道․佛家思想이 있다. 이 儒․道․佛家思想은 모든 중국인과 중문학을
이해하는데 있어 근간이 되는 사상이기도 하지만 산수시의 흥기와 연관해
서도 중요한 해법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가지 진행되었거나 진행되고 있는 산수시 방면의 연구를 크게 분류
해 보면, 산수시 흥기의 원인, 산수시의 발전방향, 산수시 대표작가들의 특
성고찰과 비교 등으로 귀납된다.2) 앞으로 산수시에 대한 연구는 기존의 연
구성과를 토대로 연구가 비교적 미진하게 이루어진 작가와 작품에 대한 분
석, 각 조대별 산수시의 풍격특색 고찰과 비교, 산수시의 창작심리와 효용,

니라 道家思想의 발흥에 따라 흥기한 것이다”라는 논지를 펼치며 의의를 제기하
였고, 葛曉音은 「山水方滋, 莊老未退」(『學術月刊』 1985. 제2기)에서 “산수시의
흥기 이후에도 老莊思想과 玄言은 계속 융성하고 있었다”라는 논지로 산수시의
흥기와 노장사상의 퇴진은 연관관계가 없다고 의견을 낸 바 있다. 그러나 적어도
老莊과 玄風이 산수시에 미친 영향관계는 분리시킬 수 없는 주요 요인이 된다.
2) 이 부분에 대하여는 曉風 「山水詩硏究縱覽」(語文導報(杭州), 1987. 3)에 비교적
자세한 조망이 펼쳐지고 있어 참고가 된다. 또한 최근 몇 년 내에는 산수시와 은
일문화와의 관계, 산수시가 지닌 심미적 구성요소, 기타 산수문학에서 살펴볼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한 연구물들이 나오고 있음이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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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자연시와의 비교분석을 통한 중국 산수시의 정체성 확립 등의 방향으
로 연구가 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해 본다. 본 논문은 이상의
연구방향을 목표로 한 일련의 고찰 중 비교적 초보적인 단계에서 논술을
펼치고자 한다. 기존 문학사가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었던 산수시의 흥성과
발전에 대한 부분과 연계하여 산수시의 여러 발생원인과 연계된 요소 중
사상적인 면을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산수시와 儒․道․
佛家思想 사이의 관련성을 고찰해 봄은 여러 산수시의 흥기원인을 구명하
는데 있어 선행되어야 할 일차적인 중요 작업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Ⅱ. 山水詩의 興起와 儒․道․佛家思想
1. 山水詩의 흥기와 儒家思想
儒家思想과 산수시는 얼핏 봐서는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 힘든 듯한 느
낌을 준다. 이는 일반적으로 유가에서는 “군주를 보좌하여 음양의 이치에
순조롭게 하고 교화를 밝히는(助人君陰陽, 明敎化)” 적극적인 用世와 入世의
道를 설파하였고 인간관계에서의 행위적 덕목을 강조하였지 자연 속에서의
소오나 해탈을 강조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儒道佛 사상을 만약 入世와 出
世의 두 가지 잣대로 나눈다면 儒家는 적극적인 用世와 入世를, 道․佛家는
遁世와 忘世를 통한 자아의 소요나 열반을 추구하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
다.3) 그렇게 볼 때 유가의 현실적인 의식은 은일지향적인 은일시나 자연에
서의 심미의식을 추구하는 전통 산수전원시와는 그 노선을 달리하는 경향
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유가가 중국인에게 있어 모든 사상의 골간을 이루듯 산수시의 창
작에 있어서도 유가적 의식을 도외시하고 그 발흥을 추적해 볼 수는 없다.
사람들은 일찍이 商周 시대부터 敬天思想과 자연의 힘에 대한 두려움이 있
었으므로 자연계에서 발생한 현상은 사회에서 인간이 행한 행위의 상대적
결과라고 보는 시각을 갖고 있었다. 先秦의 사상가들은 자연 속에서의 규율
3) 章尙正 『中國山水文學硏究』(學林出版社, 1997. 9) 제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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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질서를 찾아내는 것이 주요 임무였었다. 늘 대하는 자연은 그들이 연구
하는 객관세계의 물질적 근거가 되었고 중국철학을 비롯한 모든 일반사유
에서는 일찍부터 자연과 그 존재의미에 대해 큰 비중을 갖고 窮究할 수밖
에 없었던 것이다. 일례로 유가의 한 경전인『周易』에서도 자연 중에서
天, 地, 우뢰, 불, 바람, 연못, 물, 산의 여덟 가지를 만물의 기원으로 보았고,
사물의 대립, 발전, 변화의 규율을 찾고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4)
사상과 의식을 설명함에 있어 유가 역시 초보적으로는 모든 환경과 존재의
바탕이 되는 자연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유가의 鼻祖인 孔子 역시 자주 자연을 들어 세상의 이치를 설명하곤 했
다. 그 중 공자가 말한 “知者樂水, 仁者樂山.”은 후인들에 의해 산수에 대한
애호와 자연에서 얻는 낙을 일컫는 명구가 되어 있는데, 두 구의 뒤에는
“知者는 움직이고, 仁者는 고요하다; 知者는 낙을 누리고, 仁者는 장수한다.
(知者動, 仁者靜; 知者樂, 仁者壽.)”라는 말이 이어 나온다. 이는 知者와 仁者
만이 산수의 미를 느낀다는 뜻이 아니라 물의 순통한 흐름을 들어 知者의
이치에 맞는 행동을, 그리고 산의 육중함을 들어 仁者의 깊이 있는 仁을 각
각 비유한 것이다. 공자의 언급은 자연 자체에서 느끼는 낙을 찬양한 것이
기보다는 知와 仁에 대한 깨우침을 공용적으로 설파하기 위해 자연을 소재
로 들어 예거한 것이라 하겠다. 또한 荀子도 물을 들어 군자의 미덕을 찬미
한 바가 있어5) 비슷한 인식으로 자연을 바라보고 활용한 경우를 살필 수
있다. 유가에서 산수를 바라보는 시각은 개인적으로는 자아의 확장을, 사회
적으로는 윤리도덕과 덕치를 통한 태평성세의 구현을 이루기 위한 거울의
개념이었다. 山水-人間世上-人格 등의 세 요소가 합치된 심미의식과 자연의
식이 유가와 자연과의 초기적 관계설정이었다 할 것이다.
산수시 발흥과 연관된 좀 더 직접적인 시대적 배경으로 魏晋代를 들 수
있다. 魏晋代 정치상 실권은 당시 문벌귀족의 대표였던 司馬氏에게 있었는
4) 楊憲邦『中國哲學通史』第一卷 (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87. 9) : “『易經』對宇宙
生成的看法, 顯然是企圖從多樣性的物質世界探索其統一性, 認爲天,地,山,澤,火,水,風,
雷八種物質是崔基本的, 而其中, 天地又是最大本源.”
5) 『荀子․宥坐』:“夫水大, 遍于諸生而無爲也, 似德; 其流也卑下, 裾拘必循其理. 似義;
其洸洸乎不淈盡, 似道; 若有決行之, 其應佚若聲響, 其赴百仞之谷不懼, 似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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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횡음, 잔혹, 공포 등으로 대변되던 이 집단의 통치형태 하에서 당시 지
식인들의 상당한 고뇌 속에 빠져있었다. 司馬氏들은 소위 “名敎”를 제창하
였는데, 이 名敎는 유가적 개념을 도입한 도덕적 準據의 형식을 띠고 있었
으나 실은 통치와 치세에 필요한 봉건사회적 엄격한 규범이었다. 행위규범
의 형식을 띤 名敎는 당시 지식인들에게 반항의식을 초래하는 굴레로 인식
되었으니, 阮籍․嵇康 같은 이는 이러한 名敎가 주는 질곡에 대항하기 위해
“自然崇尙”을 제창하게 된다. 阮籍은 유가사상인 名敎의 예법에 대해 서로
죽이고 혼란시키며 위태롭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술책일 뿐이라고 비판하
였고, 사람들이 자기의 사욕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문제에
대한 가장 이상적인 사회통합방법은 정신적으로 초탈하여 “자연”에 맡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6) 嵇康의 자연 역시 자연만물에는 본래의 본성이 있으
며 사람 또한 본래의 자연본성이 있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람은 자연본
성에 따라 생활해야하며 儒家의 名敎나 三綱五倫 등의 규범은 결코 인간의
자연적 속성의 구현은 아니기 때문에 名敎와 自然은 서로 배치되며 본성을
속박하는 굴레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었다.7) 당시 嵇康이 제
출한 “名敎를 초월하여 자연에 심신을 맡기는(越名敎而任自然)”8) 사상은 魏
晋時代에 있어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니 인간의 자연으로의 몰입이라는
방향으로 진행되기에 이른다. 의식과 행위의 준거를 자연에 기탁하고 그 속
에서 자신의 사상과 문장을 펼침은 산수시의 발전에 있어 하나의 배경적
요소가 되는 것이다. 魏晋代에 와서 자연에서의 任意性情을 추구하는 기풍
이 더욱 발전하게 됨은 아이러닉하게도 儒家의 名敎가 산수시의 흥기원인
을 제공한 예에 해당한다.
또한 인간이 자연 속에 침잠하고 物外에서 초연해하며 은둔의 낙을 즐김
은 주로 老莊사상이 제공하는 중요한 행위와 의식이 되나, 儒家의 세상에서
의 쓰임 여부에 따라 진퇴를 정하는 처세원칙9) 또한 선비의 歸隱을 촉발하
6) 阮籍 『大人先生傳』 : “夫大人者, 乃與造物同體, 天地幷生, 逍遙浮世, 與道俱成,
變化散聚, 不常其形. 天地制域于內, 而浮明開達于外.”
7) 王處輝 저, 심귀득 외 옮김 『중국사회사상사』 (까치, 1992) 제284-287쪽 참조
8) 『嵇康集․釋和論』
9) 儒家에서 “達則, 兼濟天下; 窮則, 獨善其身.”의 의식을 설파함은 그 예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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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식임을 간과 할 수 없다. 전대 문인들의 경우를 보면 유가의식을 가진
선비라면 득의하지 못했을 때 “獨善其身”의 修身的 의도를 지닌 채 자연을
찾는 예가 상당히 많았던 것이다.10) 이로 인한 산수에의 회귀의식과 시가창
작은 중국산수시의 흥기에 상당부분 원인적 요소로 작용했을 것이니, 유가
의 進退思想 역시 산수시 흥기와 연관된 주요한 한 원인이었다 할 것이다.
일찍이 儒家는 禮樂이 붕괴하던 春秋時代에 탄생하였고 七雄이 각축을
벌이던 戰國時代에 발전하였으며 국가의 기틀을 다지고 국력을 크게 신장
시키던 漢 武帝代에 와서 존중받고 정비된 바 있다. 名敎와 대치한 魏晋代
문인들에 의해 유가는 잠시 그 효용이 경시되는 듯 했으나, 唐代로 들어오
자 유가는 산수시의 흥기와 창작에 있어 좀 더 기품 있는 의식상의 재료를
제공하게 된다. 유가가 산수-인간세상-인격의 세 요소를 합일하여 보던 것
이 초기적 설정이었다면, 여기에다 唐代 문인들은 시가창작에 있어 자연과
유가의 개인인격의 함양, 애국적이고 사회적인 의식의 강조 등의 요소를 합
치시키기 시작한다. 서구인들은 자연을 투쟁의 대상 혹은 극복의 대상으로
보았던 것에 비해 중국인은 자연관에 대한 순응과 조화를 중시하였는데, 이
러한 의식의 형성에는 유가보다는 道․佛家가 더욱 큰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즉 道․佛家는 인간과 자연의 확연한 구별을 인식시키고 紅塵이
그득한 세속에서의 번뇌를 떨어버리고 자연으로 회귀하는 것을 강조했으니
중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연과의 조화와 순응적 사고방식은 道․佛家의
인식론과 맥락을 같이하는 면이 매우 크다. 이에 비해 유가는 자연을 인간
세상의 일부분으로, 또 심지어는 산하를 나라의 운명이나 백성과 고락을 같
이하는 공동운명체로까지 인식하게 된다. 唐代 이후의 문인들은 그러한 유
가적 발상을 시에 투영하여 자연에서 얻은 심미의식을 人事와 결부시키기
시작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유방식을 통해 탄생된 산수시들은 자연에 대한
묘사를 거쳐 종국적으로는 民苦나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게 된다. 유가의 적
극적인 用世情神과 大同社會的 이념은 산수시로 하여금 陽剛의 길을 걷게

10) 예를 들면 陸機, 左思, 張載 등의 「招隱詩」의 경우, 비록 노장의 “逍遙”, “至樂”
등의 설법을 빌렸으나 실제로는 유가의 영달을 얻지 못해 獨善으로 들어가 세속
을 비웃으며 순박한 풍속을 추구하였던 내용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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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천하의 근심을 먼저 우려하고 천하의 낙을 나중에 즐거워하는(先天
下之懮而懮, 後天下之樂而樂.)” 유가의 정신적 신조를 산수시에 공급하는 것
이다.
또한 儒家의 詩敎說이 산수시에 끼친 영향도 홀시 할 수 없다. 이른바 자
연을 들어 諷諭와 美刺를 한 것인데 이 역시 산수시가 사회적 공능을 담당
하는 하나의 수단이 된다. 유가에 반발한 魏晋代 문인들이 자연의 미감을
서사하였으되 상당부분 폐쇄적이고 도피적인 심리에서 묘사를 가하였음에
비해 유가적 의식에 호의적이었던 唐代 이후의 문인들은 좀 더 외향적이고
호방한 풍격의 자연묘사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時弊를 지적하는
기술에 있어서도 자연을 빌린 美刺와 諷諭의 형식을 상당부분 시에 이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11) 따라서 유가적 의식이 담긴 산수시는 현실에 충실하
면서 대체로 풍격이 강건한 작품의 창작으로 연결되며, 유가는 道․佛家 사
상에서 기인하는 虛無와 空寂의 풍격을 극복하고 전반적인 품격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을 이룰 수 있게 해주었던 가장 큰 요인이었다 할 수 있겠다.

2. 山水詩의 흥기와 道家思想
산수시의 흥기와 연관된 문인들의 창작의식에 있어 선행되는 문제는 역
시 인생관의 변화와 자연에 대한 심미의식의 변화였다. 또한 이 인생관과
심미의식의 변화와 맞물린 것은 여러 사상적 요인들인데, 산수시의 흥기에
연관된 모든 필요충분조건을 갖고 있었던 사상은 역시 道家였다. 일찍이 老
子와 莊子는 道를 논함에 있어 자연관을 핵심으로 하였다. 老子는 “사람은
땅을 본받으며,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으며, 도는 자연을 본

11) 이는 산수시의 발흥에 이은 향상과 발전을 의미한다. 유가적 의식이 충만했던 杜
甫나 白居易, 韓愈, 歐陽脩 등과 蘇軾, 陸游 등의 많은 시인들은 자연을 보고 느
낀 미감을 현실과 연계시킨 작품을 다수 창작했던 것이다. 道家와 佛家에 심취했
던 李白과 王維 역시 이러한 의식선상에서 「蜀道難」, 「夢游天姥吟留別」(李
白) 등과 「送劉司直赴安西」, 「被出濟州」(王維) 등을 써서 時政에 대한 의견개
진, 時弊에 대한 공격 등을 시도했음을 살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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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다.”12)라 했고, 莊子 역시 처음으로 “天地의 美”와 “萬物의 이치” 사이
의 유기적 관계, 즉 美와 道의 상관관계를 지적하며 老子의 “法道”에 대한
설명의 보충을 시도하였다.13) 그들은 철학을 설명하기 위하여 자연의 속성
을 설명하였으니, 이때의 자연은 일체의 비인위적이며 천연적인 존재를 일
컫는 것으로 단순히 유물적인 자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사
고는 후세의 산수심미관에 철학적 기초를 제공했지만 자연경물 중에서 만
물의 본질을 인식하는 수준이었지 자연 자체에 대한 감상은 아니었다. 초기
儒家에서와 마찬가지로 老莊 당시에는 자연경물로써의 산수가 독립적인 미
적 감각을 지닌 제재로 인식되지는 못한 것이었다.
인간의 자연추구의식 함양과 이로 인한 산수시의 흥기는 도가의 흥성과
연관이 있다.14) 다시 말해 도가의 흥성은 인생관의 변화와 자연에 대한 심
미의식의 변화 모두와 깊은 연관관계가 있는 것이다. 먼저 도가의 흥성과
인생관의 변화라는 문제를 살펴보면, 정변이 빈번하고 시국이 혼란스러워
명철보신하기 위해 선비들이 산수 속으로 들어가던 漢末․魏晋代의 시대적
배경이 우선적으로 대두된다. 後漢代 두 차례에 걸친 黨禍와 黃巾賊의 난,
董卓의 專政, 李催․郭氾의 난, 漢末 군벌의 대혼전 등으로 야기된 난국의
전개는 그동안 三綱五倫을 敎義로 공고한 제국을 이루어 오던 漢 나라를
뿌리째 흔들어 놓은 채 망국으로 치닫게 된다. 조석의 신세를 가늠하기 어
려웠던 당시 문인들에게 있어 유가적 현실가치는 더 이상의 의미를 상실하

12) 『老子』 二十五章 : “人法地, 地法天, 天法道, 道法自然.”
13) 『莊子․知北游』 : “聖人者, 原天地之美, 而達萬物之理.” 또한 莊子는 “自然”의
설명을 위해 자연계에서 “地籟”, “天籟” 등의 용어를 빌려 사용했는데, 地籟는 맑
은 바람이 산림을 흔들어 놓거나 수많은 구멍을 통과하며 내는 소리요, 天籟는
공기를 불어넣어 생물을 양성시키는 것이었다. 즉 “自然”이란 그 형상과 기운이
같지 않으나 각기 그 性에 맞는 意趣를 얻는 것을 의미한 것이다.
14) 산수시의 흥기는 현언시에서가 아니라 도가에서 나왔다는 논지를 펴고 있는 대
륙의 학자로 木公을 들 수 있다. 木公은 「山水詩興起原因新探」(湖南師範大社會
科學學報, 1996. 4)에서 일반적으로 학계에서는 산수시의 흥기가 현언시에서 비
롯되었다고 보지만 기실은 도교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
다. 그는 산수시와 현언시 모두가 도교에서 나온 것으로, 道敎徒는 최초로 산림
에서의 은거를 통해 산수에 새로운 의의를 부여했으며, 도사의 산림활동은 문인
의 산수에 대한 각성과 산수문학의 탄생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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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었다. 또한 漢代에는 경전을 통해 벼슬하는 제도15)를 채택하여 經史章
句의 학문이 전에 없이 발전했는데, 東漢시대로 오면서 今文經學은 시대적
불안과 이에 따른 明哲保身의식의 추구로 인해 복잡한 참위 미신으로 가득
차게 된다. 이렇게 今文經學이 날로 황당하고 번잡해지게 됨은 사상통제기
능의 쇠퇴를 의미하며 전통 사상인 儒家의 쇠미는 새로운 대체학문을 필요
로 하게 된다. 마침내 魏晋代에 오자 名敎와의 대립적 관계에 있었던 지식
인들은 西漢․東漢시대의 經史章句를 포기하고 周易․老子․莊子의 사상적
요소를 결합하여 소위 “玄學”을 만들게 된다. 즉 앞 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
이 魏晋代 사대부들은 名敎와의 대항을 위해 玄學을 만들고 自然과 名敎와
의 관계를 연구의 중심으로 삼았던 것이다. 이는 사상적 대항이라는 측면도
있으나 실제로는 보신과 연관된 인생관의 변화라는 문제가 이면에 있었다.
高平陵의 政變, 八王의 난, 永嘉의 禍, 王敦과 蘇峻의 반역, 桓玄의 찬탈 등
으로 이어지는 위진대 정치현실은 당시 문인의 삶을 극도의 위기감으로 몰
아넣게 된다. 난세에서의 보신이라는 급박한 현실은 유가의 쇠미라는 사상
적 요인과 함께 老莊 無爲保身理論의 발전을 이루게 하였으니 이로 인한
玄學의 風靡는 당시 문인들 저변에 있던 위기의식의 집합과 표출이라 할
수 있겠다.
阮籍․嵇康 같이 名敎에 대항하기 위해 “自然崇尙”을 제창한 문인들에 의
해 탄생하게 된 것이 바로 玄言詩였다.16) 그러나 초기의 현학은 자연에 대
한 깨달음을 얻게 하는 정도였지 자연산수 자체에 대한 미감의 발견과는
아직 거리가 있었다. 西晋代 士人들은 玄風을 귀하게 여겼고 阮籍․嵇康 등

15) 東漢시대에는 徵辟, 察擧制度를 채용하여 인재를 선발하였다. 선발기준은 사회여
론(淸議)을 이용하였는데 淸議의 주요 착안점은 유가경전에 대한 연구깊이와 그
의 도덕행위, 생활태도를 보는 것이었다. 즉 이는 儒家가 설계한 등급, 이른바 名
敎의 시비표준에 해당한다.
16) 玄言詩는 본래 하나의 제재가 아니었다. 東晋 시인은 생사, 존망, 화복, 명예, 궁
달, 시비, 득실 등 전통적인 哲理的 제재와 贈答, 遊覽, 行役 등의 방법을 활용하
여 시를 썼으나, 당시 유행한 玄風으로 인해 각종 제재와 시 속에 모두 玄言이
충만하게 되어 결국 玄言詩는 東晋 시체의 총칭이 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초기
阮籍․嵇康 당시의 玄風은 아직까지는 하나의 철학적 사조였지 문학, 특히 산수
시에 대한 영향력은 미미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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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현언시의 시초라 할 수 있지만 永嘉 이전에는 玄風이 시부의 내용에 별
로 큰 영향을 끼치지는 못하였다. 그러다가 玄風의 발전에 따라 현언시는
문단에서 근 일 백년 동안 유행하게 되었고 마침내 현언시는 산수시의 흥
기와 발전 이전단계에 이루어진 주요 배경으로 등장하게 된다.17) 초기 현언
시가 명교와의 대치에서 발생하였고 산수자체의 미감을 발견하기보다는 현
언을 설파하기 위해 창작되었지만 산수자연을 매개로 했다는 점은 산수시
의 흥기에 있어 주목할 만한 일차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었다. 산수시화 된
현언시나 현언시화 된 산수시가 점차 구분이 모호해질 정도로 초기 산수시
는 현언시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다.
또한 玄言詩와 더불어 산수시의 흥기와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後漢․魏晋代 유행했던 은일풍조와 游仙詩의 창작을 언급할 수 있다. 이는
玄風과 道敎의 흥성이라는 사상적 측면과 더불어 문인들의 취했던 실천적
인 행위와 창작의 측면으로 주목할 수 있는 것이다. 먼저 後漢․魏晋代 유
행했던 은일풍조에 대해 언급해 본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본래 초기 老莊思
想에서는 산수자연을 수양을 위한 매개체로 인식하였는데, 후대에 발전된
道家에서는 좀 더 자연에의 탐닉과 신선추구의 경향을 지향하게 된다. 道家
에서 추구하는 신선이 되기 위한 전 단계로써 시행하는 자연 속의 은거는
속세의 번뇌를 피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연은 수련을 할 수 있고 神仙
經을 전수 받을 수 있는 가치를 지닌 장소이다.18) 그러나 초기 문인들이 추
구하던 仙境은 속세 밖에 있었으되 산림의 은거와는 다른 것이었다. 玄學이
魏晋代에 탄생한 이래로 종교와 자연과의 관계를 주요한 철학적 명제로 삼
17) 그러나 玄言詩 자체는 큰 발전을 보지 못하였다. 葛曉音은 「山水方滋, 老莊未
退」(『學術月刊』 1985. 제2기)에서 이에 대한 원인으로 西晋代는 玄理 본질에
대한 연구가 적었고, 王衍, 樂廣 등이 玄風 유행의 거두로 일컬어지나 玄學에 대
한 논저가 없었으며 郭象이 현학의 완성에 공헌을 했어도 詩賦에 있어서는 별로
뛰어나지 못했던 점, 西晋정권 전기에는 유학의 강조로 인한 현풍의 억제작용이
일어났던 점 등을 꼽고 있다. 즉 당시 玄風의 유행은 名敎와의 대치에 목적이 있
었지 시가의 혁신에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18) 張道陵이 鶴鳴山에서 太上의 명을 받아 天師道를 창립하였고 周義山이 蛾嵋山에
서 神書를 획득하여 上淸派를 건립하였으며 寇謙之가 嵩山에서 명을 받아 도교
의 영수가 되고 陶弘景이 茅山에서 楊許의 책을 받아 茅山道派의 창시자가 되었
던 등은 이러한 산림과 도교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부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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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토론해 왔으나 玄學에서의 “자연”은 단지 사람의 행위가 예법의 속박을
받지 않는 “자연인의 경지”를 지칭한 것이었다. 소요하면서 성정에 따라 행
동하는 “자연인의 경지”를 지키려면 반드시 산림에 은거해야만 하는 것만은
아니었다. 따라서 초기에 노장의 自然之道를 논하던 선비들에게는 진실로
산림에 은거할 생각은 없었으니 은거가 반드시 산림을 배경으로 하는 것만
도 아니었던 것이다.19)
그러다가 노자의 자연의 도와 仙境, 산림을 연결하는데 관건을 이룬 것은
郭象의『莊子注』였다. 郭象은『莊子注』에서 자연산림을 신선의 경지와 동
등하게 묘사하기 시작했으며20) 노장의 자연사상을 전제로 하여 후대에 창
작된 游仙詩에 현학적 근거를 제공해 주게 된다.21) 郭象『莊子注』를 전후
하여 감행하게 된 많은 문인들의 은일추구는 玄學과 물리적 자연의 결합을
의미한다. 竹林七賢의 산림은거체험과 도사와의 교류,22) 王羲之의 도사와

19) 동한 이전의 사대부 은사는 대체로 민간에 있었지 심산에 있지는 않았다. 비록
출사를 거절하기는 했으나 사회를 이탈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伯夷․叔齊나 介
之推 등 일시적 사건에 의한 입산 등의 선례가 있기는 했으나 철학적 결심으로
입산한 것은 도교가 출현한 이후와 궤적을 같이 하는 것이다.
20) 郭象은 『莊子注』에서 “천지는 만물의 총칭이다. 천지는 만물을 몸체로 하고 만
물은 자연스러운 것으로써 바르게 하나니 자연은 인위적으로 하지 않아도 자연
스러운 것이다.(天地者, 萬物之總名也. 天地以萬物爲體, 而萬物必以自然爲正, 自然
者, 不爲而自然者也.)”라 했다. 여기서 말하는 “자연”이란 여전히 인위적인 것에
대립되는 스스로 능력이 있는 경지를 가리키는 의미였다. 그러나 “天地以萬物爲
體, 而萬物必以自然爲正” 사상은 점차 물리적 천지만물이 자연의 도를 드러낸다
고 하는 관념의 형성으로의 발전을 보게 된다. 郭象 『莊子注』는 자연산림을 신
선의 경지와 동등하게 인식하게 하는데 있어 중요한 일단락이 되는 것이다.
21) 郭象 『莊子注』의 영향을 많이 받은 문인의 일례로 郭璞을 들 수 있다. 郭璞은
「游仙詩․其一」에서 “京華有俠窟, 山林隱遁栖. 朱門何足榮, 未若托蓬萊.”라고
했는데 여기서 “朱門”과 “蓬萊”는 이중적 대조를 이루고 있다. 신선이 됨을 흠모
했으되 산림에 은거하는 중에 선경이 있으니 어찌 따로 신선의 경지를 구할 필
요가 있는가를 말한 것이다. 또 「游仙詩․其三」에서는 “綠夢結高林, 蒙蘢蓋一
山.”라 하여 초탈하여 산중에 있는 한 隱士의 형상을 대비해 낸 바 있다. 허황된
선경을 실제적 산림으로 변환하여 노장이 이상향으로 삼는 속 외의 경지를 창조
해 낸 것이다.
22)
轟 몜닐던 阮籍, 嵇康 등이 소문산으로 들어가 은사 孫登을 찾
아간 것은 하나의 예가 된다. 그러나 그들은 자연 속에서의 해탈을 도모했으되
진정 자연을 玄學과 독립된 미적 존재로 인식하지는 못하였다. 阮籍은 「咏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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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한 산림체험,23) 謝靈運의 修道長生을 위한 산림 속에서의 생활24) 등은
魏晋代 유행했던 많은 문인과 도인들과의 교류와 산림 속 은거의 예들이
되며,25) 은거는 현언시의 “自然”보다 더욱 물리적 의미를 지닌 자연의 체득
과 해탈의 경지를 얻는 수단이 된다.
後漢․魏晋代 은일풍조와 더불어 직접적인 시가창작으로 언급할 수 있는
것은 游仙詩이다. 산수시가 본격적으로 창작되기 이전, 老莊 은거사상은 실
제로는 주로 游仙詩 속에 많이 나타났다. 游仙詩는 西漢시대에 이미 대량으
로 출현했으니, 漢 樂府 중에 많이 묘사된 신선추구와 약재복용의 내용을
지닌 시가는 모두 漢代의 신선방사를 추구하던 배경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불교가 들어오기 이전 속세 외의 인사는 주로 神仙家와 方士였는데, 東漢末
에 와서는 더욱 많은 方士들이 나와 통치자나 세인들의 존중을 받으며 도
가의 養生說을 유행시키기 시작한다. 이런 배경 하에서 다수의 游仙詩가 탄
생하게 되나 아직까지의 내용은 비교적 단순하여 심각한 철학적 의미는 없
었다. 그러다가 建安時代로 오면서 도사들과 문인들과의 교류가 성해지고
관계가 가까워지면서 문인들의 자연추구의식은 좀 더 적극적인 표현을 보
이게 된다. 당시 문단의 주도자였던 曹氏 三父子는 도사와의 교류를 갖고
유선시를 창작하는 등 도가사상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26) 그들의 일부
작품은 漢 樂府 유선시의 전통적 제재를 계승하여 창작되었으나 사상적 내
용은 좀 달랐다. 그들은 현실적 의식을 소유한 문인이었기에 신선사상에 대
하여는 반신반의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었으며 단지 游仙詩를 빌려 자신의
희망이 현실 중에서 해탈되는 심정을 표현하는데 활용하였던 것이다. 그러

23)
24)
25)
26)

詩」에서 은일을 기도하나 이룰 수 없는 괴로움을 토로했고, 嵇康은 「贈秀才入
軍」에서 자신의 은거생활을 그리며 진심으로 은일을 노래했으되 玄理의 탐구에
빠져 산수의 묘사가 적은 것이 흠이었다.
『晋書․王羲之傳』 : “窮諸名山, 泛滄海.”
謝靈運 「山居賦」 : “駭彼促年, 愛是長生, 冀浮丘之誘接, 望安期之招迎.”
그 외에도 孫綽, 陶淵明, 謝眺, 江淹, 孔稚珪, 沈約, 庾信 등의 문인과 葛洪, 陶弘
景, 顧歡 등 道門의 영수들도 그 대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들이라 하겠다.
曹操가 “食芝英, 飮醴泉, 柱杖桂枝, 佩秋蘭, 節人事.”「陌上桑」, “枕石, 漱流, 飮
泉.”「秋胡行」라 하여 산중 도사의 생활을 갈망하는 뜻을 표현한 것, 曹植이 일
찍이 “左激水, 右高岑, 背洞壑, 對芳林 … 羨此永生.”「七啓」라 하여 도사의 생
활을 부러워한 것 등은 그들의 도교에 대한 경도와 영향을 설명해주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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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그러한 작품들은 漢代 제왕이나 귀족들이 단순히 신선을 추구하며 은
둔의 뜻을 유선시에 비쳤던 것에 비교해 볼 때 새로운 변화로 볼 수 있다.
이어서 淸談과 은일을 지향하며 자연을 표방하던 西晋 阮籍․嵇康의 필
하에 이르면 은거와 游仙詩의 창작은 더욱 더 玄理를 담론하는 도구가 된
다. 이들이 추구했던 노장의 세속회피적 사상은 점차 유선시와 현언시의 창
작을 통해 자연의 지향으로 이어지게 되니 은일과 游仙을 추구했던 생활방
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미를 깨닫게 하는 커다란 계기가 되기에 이르는
것이다. 자연미 투영의 비율이 많아진 현언시와 유선시의 창작은 산수시의
흥기에 직접적인 先聲을 이루어갔을 뿐만 아니라 점차 산수시와 구별이 힘
들 정도로 현언과 산수는 혼재되기 시작했다. 그러한 풍조 하에서 창작된
郭璞의 「游仙詩」는 西晋 초기에 도가적 사상을 담은 시이면서 자연을 읊
은 시로 비교적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 孫綽의 「天台山賦」, 庾闡의 「游
仙詩」 十首와 「採藥詩」 역시 그 주지가 郭璞과 비슷하였으며 이런 詩賦
들은 내용이 游仙․山林․玄言의 결합이었다. 庾闡, 孫綽 외에도 王羲之 부
자, 桓玄, 殷仲堪, 湛方生 등과 簡文帝를 포함한 많은 저명한 문인들도 도를
배우면 신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服食과 養生을 애호하고 도교를
신봉하였는데, 시가의 창작은 현언과 유선, 자연의 미감체험 등의 내용을
합치해 나가고 있었다. 東晋시기로 오면서 유선과 현언이 섞여 있는 시들에
는 은사, 속세를 떠난 도사, 선경, 경물 등 산수묘사의 성분이 점점 더 많이
섞이고 있었으며 어떤 작품은 이미 謝靈運 山水詩賦의 구조를 구비하고 있
음도 보이게 된다.
老莊의 道家철학으로부터 시작하여 魏晋代에 융성한 현학과 玄言詩, 그리
고 유선시는 산수시 흥기에 있어 직접적인 요인들이 된다. 魏晋代人들이 도
가철학의 깨달음 뒤에 발견한 산수미, 또한 산수시의 흥기에 직접적인 연결
고리가 된 산수미는 어떤 것이었을까? 이는 주로 다음의 세 가지로 나타난
다. 먼저, 시에 표현된 산수묘사를 통해 은거환경의 幽靜함을 느낌과 속세
의 번뇌를 떨어버리는 단계를 넘어 나무하나 풀 한 포기, 돌 한 덩이까지도
자연의 법칙에 순종하는 생명의 운동체로 인식하게 된다. 만물은 모두 조화
의 궤적에 따라 움직이는데 이에서 비록 玄理를 깨닫지는 못한다 해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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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각종 다른 형태로 드러나는 자연자체의 즐거움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산에 있는 성근 숲이라 해도 자연의 영기를 받지 않은 것이 없으며 천지의
양육 하에 성장하게 된다. 그리하여 현언시 중의 산수묘사는 비록 自然之道
의 증명이기는 하나 생동한 기운을 잉태하고 있는 것이요 대자연의 생기와
영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시인이 산수 중에서 얻게 되는 계
시이며 산수시의 창작으로 연결되는 첫 단계였다 하겠다. 다음으로, 산수시
가 독립하기 이전 고시 중의 경물묘사는 대부분 情志를 위하여 설치되었고
시인 주관감정 중에 비친 경물은 인생과 대조된 채 자신만의 심미적 가치
를 지니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현언시와 유선시 중에서는 시인의 경물에
대한 관조가 단순히 근심을 잊고 즐거운 정을 느끼는 정도에서 점차 침묵
중에 자연을 관조하는 坐忘의 경지로 발전하게 된다. 이는 나를 잊고 심령
이 만물과 화합하는 대자연과 혼연일치된 경계로의 이입이 된다. 세 번째
로, 현언시와 유선시 중의 산수묘사는 시인이 자연을 조용히 관조함을 통해
자연의 도를 그윽하고 淸麗하게 표현해 낼 수 있게 해준다. 이를 통해 맑고
투명한 심신으로 천지만물을 바라보는 기풍이 진작되었으니 이는 처음부터
중국 산수시로 하여금 심미이상을 명랑하면서도 맑고 조용한 것을 최고의
경지로 삼게끔 만들어 준 것이다. 晋宋에서 唐代에 이르도록 전형적인 산수
시는 모두 시인의 超脫, 從容, 寧靜, 閑雅한 풍격을 드러내도록 창작되어졌
다. 산수시의 공통적 특성으로 이어지게 되는 이러한 고아한 기상은 중국
산수시의 神韻을 드러내는 부분이요, 老莊思想과 현학이 산수시에 미친 중
요한 영향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었다.

3. 山水詩의 흥기와 佛家思想
魏晋時代 사상의 양대 산맥은 道家와 佛家에서 나온 玄學과 佛學이었는
데, 玄學이 주류를

이루었고 佛敎가 玄學化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27)

道家와 마찬가지로 산수시의 초기 흥기과정에서 佛家思想 또한 중요한 영
27) 賀秀明 「明理․抒情․審美」(厦門大學學報, 1992. 4) : “玄學,般若學爲魏晋兩大社
會思想, 玄學爲主流, 佛敎玄學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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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력을 발휘하였다. 불교가 산수시 창작에 기여할 수 있게 된 배경으로는
먼저, 많은 불가사원이 수려한 산수 속에 위치하거나 원림을 소유하고 있으
면서 이곳을 찾는 시인들에게 정신적인 위안과 시흥을 불러일으키도록 했
던 점, 다음으로 명산 고찰의 많은 詩僧들이 상호간에 혹은 문인들과의 詩
交를 통해 자연 속에서의 미감과 득도를 노래한 다수 시를 창작하여 산수
시의 발전을 촉진시킨 점, 그리고 불교문화가 시인들의 마음에 깊이 투영되
어 시인의 예술정신을 고양하는데 도움을 주고 불가적 의식을 표현하는데
있어 산수를 주요 제재로 삼게 만든 점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산수시가
정신적으로 도모한 자연 속에서의 심령의 해탈과 외부적으로 표현된 맑고
조용한 시가풍채는 각각 佛家의 涅槃精神과 虛靜한 경지의 추구와도 깊은
연관이 있으며, 산수시와 불가와의 영향관계를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 된다.
불교는 東漢 初年 중원에 들어왔는데 향후 백년을 지나면서 도교의 세력
을 능가하며 공전의 흥성을 이루게 된다. 불교가 선양한 기본 목표는 涅槃
과 成佛인데 이는 인생의 피안을 가리키는 것으로 도교의 이생에서의 신선
이 되는 것과는 상대적인 면을 지니고 있었다. 巧妙莫測하면서도 청정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흡인력이 있던 불교는 대중들에게 도가와는 또 다른
해탈의 희망과 인내의 역량을 제공해주었다. 또한 혼탁한 亂世를 사는 당시
사람들에게 佛理와 禪學의 학습은 심리상의 평온함을 제공하였고 空明과
虛靜함을 추구하는 정신상태의 배양에 있어서도 매우 좋은 방법이었다.
초기 불교가 들어왔을 때는 현학이 득세하던 분위기였기에 불교는 많은
부분 玄學의 논법이나 사상을 공유하면서 그 형세를 갖추어 갔다. 일례를
들면 玄學과 마찬가지로 佛學도 得意忘言의 법을 채택했으니, 玄學의 “無”
는 佛學의 “空”과 같이 無形無聲의 존재이며 意會만이 가능하지 언어의 활
용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28) 이런 식으로 초기 불교는 현학에서의 體道의
방법을 많이 채택하였는데 이는 당시 대다수 사람들이 道․佛敎간의 구체
적인 차이를 몰랐으며 道․佛敎 모두 초기 발전단계에 있었기에 가능한 일
이었다. 따라서 당시 道․佛敎는 모두 현학을 빌려 전파의 수단을 삼았으며
불교도라도 淸談을 좋아했고 도사를 모방하여 산에 올라 약을 캐는 일을
28)

『莊子․天道』 : “意之所隨也, 不可言傳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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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곤 했었다. 또한 현학을 숭상하는 사대부라도 佛理를 좋아하였고 장생
을 꿈꾸어서 釋․道․玄學들이 모두 혼합된 채 같이 논하여지곤 했었다.29)
그러나 사대부들의 玄談은 東晋 중기에 이르면서 佛理에 치우치는 경향
을 보인다. 그 관건은 支遁이 注한 「逍遙游」의 “新理가 두 사람(向秀, 郭
象)의 表에 확연히 나타난다.”30)라는 구절이 당시의 사대부들을 일시에 경
도하게 만든 데에서 비롯된다.31) 당시의 사대부들은 산수에서 노닐며 소요
의 경지를 얻은 向秀, 郭象의 表에서처럼 점차 자연 속에서 理趣를 느끼게
되었으며, 이러한 풍조는 淸談의 성행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淸談의 기류로
인한 시의 탄생은 玄言詩였다. 東晋 玄言詩가 최고조에 달한 것은 支遁이
注한 「逍遙游」가 있고 난 후 그러한 의식에 동조하는 許詢, 孫綽, 謝安,
王羲之, 晋 簡文帝 등이 會稽山陰에서 밀접하게 교왕한 시기가 된다. 당시
會稽에서는 支遁을 중심으로 하여 淸談을 숭상하는 하나의 명사집단이 형
성된 것이었다.32) 支遁의 “발길 닿는 곳에서 만족하면 天眞함과 같은 즐거
29) 불교는 사대부들에게도 전파되었으니 도교를 믿었으나 불교는 믿지 않았던 桓玄
과 같은 이도 있었으나 당시 많은 이는 도교와 불교를 동시에 수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 예로 불․도교를 겸하여 믿은 孫綽의 「天台山賦」를 보면 玄言
못지 않게 불가의 “無生”, “色空”說이 스며있음을 발견할 수 있고, 謝安이나 王羲
之 등에게서도 현언과 산수, 불가사상 등이 섞여있는 작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
는 것이다.
30) 劉義慶 『世說新語․文學』 : “卓然標新理于二家之表.”
31) 여기서 支遁이 말한 “新理”가 무엇인가에 대해 학술계에서 정확한 해석은 해내
지 못하고 있다. 陳寅恪이 「逍遙游向郭義及支遁義探源」에서 支遁이 “道行般若
의 뜻을 이용하여 장자의 「逍遙游」를 해석해 낸 것은 실은 당시 황하 밖에서
일찍이 있던 옛 뜻을 강동에서 新理라 한 것일 뿐이다.(借用道行般若之意旨, 以
解釋莊子之逍遙游, 實是當日河外先舊之格義, 但在江東, 則爲新理耳.)”라고 추측한
바 있으나 이 결론도 상당히 모호하다. 葛曉音은 『山水田園詩派硏究』 (遼寧大
學出版社 1993年 1月) 23-24쪽에서 ““新理란 결국 불가의 개념과 연계하여 “不
物物”을 승인하는 전제로 “物物”을 논한 것이고 “지극한 만족(至足)” 중에 “노님
(適)”을 추구한 것이다.”라는 해석을 가하고 있다. “物物”과 “足于所足”의 의식을
발휘하는 “新理”는 사람들에게 산수간에서 노닐며 莊子의 지극한 경지를 느낄
수 있도록 계발해주는 역할을 했고 산수간에 노니는 목적이 환란이나 재난을 피
하는데 있지만은 않음을 인식시켰다.
32) 이러한 淸談의 주요 요지는 일종의 변석하기 어려운 기교를 단련하여 사람의 이
성사변과 민첩하고 간결한 언어의 표현에 발전이 있게 하는 것이었다. 義理의 변
석을 시 속에서 표현하니 자연히 玄言으로 흐르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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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이 있다.(足于所足, 快然有似天眞.)”는 이론은 한가로이 노니는 생활 중에
가장 쉽게 깨달을 수 있었으므로 이 시기 출현한 현언시는 많은 작품이 산
수를 노니는 중에 탄생한 것이었다.33) 그 이전 東晋 초기 도교 영향 하에
출현한 游仙의 내용이 혼합된 詩賦 중에도 많은 산수의 묘사가 있었으나,
이는 대체적으로 招隱詩와 游仙詩의 전통에 국한되어 있었으며 산수묘사
이후에 物我를 잊음과 是非의 마음을 없애는 老莊의 설법을 추가하여 근심
과 속세에 대한 탈출과 산림 속 은일의 소박함과 청정함을 노래한 정도였
다. 그러나 支遁이 新理를 계발한 이후의 玄言詩는 산수로써 도를 체득함을
주제로 하였고 시인들은 자연의 도를 깨달은 이후 다시 발견하는 산수미를
중시하게 된다.
이전에 游仙을 추구하며 道를 배우는 생활은 비록 산수와 연관이 있기는
했지만 그 자체가 직접적으로 산수시의 출현을 야기시킨 것은 아니었다. 사
람들이 산수에 대한 심미의식을 자각하게 된 것은 佛理와 玄言의 결합 이
후가 된다. 支遁과 王羲之 등이 현언시를 통해 자연 속에서 “만족함을 누리
는(適足)” 경지에서 출발하여 산수가 드러내는 자연의 도를 읊었던 것이야
말로 자연을 철학의 이념에서 심미범주로 전환시킨 중요한 일보가 되는 것
이다. 이 후 慧遠, 戴逵 등이 나와 支遁의 新理를 계승․발휘하며 계속 佛
理를 이용하여 東晋 현언시의 발전을 이루어 나갔다. 그사이 王羲之가 穆帝
升平 5년에 세상을 떠났고 許詢은 이보다 일찍 죽었으며 4년 후 支遁도 세
상을 떠나자 會稽山陰에서 淸談을 논하던 명사집단은 해체에 직면하게 된
다. 그러자 盧山의 고승 慧遠이 支遁을 이어 담객명사의 흠모를 받는 중심
인물로 부각하게 된다.34) 東晋 후기 佛理와 玄言을 함께 논하며 현언시를
썼던 인물 중 다수는 주로 盧山의 山僧들을 위시한 불문에 있던 이들이었
다. 이들은 支遁이 말한 “適足”의 이치에다 불리를 먼저 내세우게 되는데,35)
33) 그 중 永和 9년에 王羲之, 孫綽, 支遁 등 사십 여명이 會稽山陰 蘭亭에서 쓴 시
는 산수에서 현언을 이야기한 가장 전형적인 예를 보여주는 작이다.
34) 宗炳, 戴逵 등은 慧遠의 자칭 제자였다. 謝靈運도 일찍이 慧遠을 흠모하여 盧山
에 들어가 그를 만난 후 감동을 받은 바 있고, 陶淵明 역시 慧遠을 따랐다는 기
록은 없으나 그가 교류하였던 劉遺民, 周續之 등은 모두 慧遠의 사사를 받은 적
이 있는 인물이었다. 불승과의 교유를 통한 산수시의 계도를 짐작하게 하는 일
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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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玄談의 내용이 이미 佛理에게 상위를 내어 주게 되는 의미가 있는 것
이다.
東晋 後期에 불문에 있는 사람들이 쓴 유람시는 현재의 시각으로 보면
현언시에 속하나 그들 자신은 산수시로 보고 있었을 정도로36) 산수시의 독
립적인 창작은 목전에 위치하게 된다. 당시 盧山의 여러 道人이 쓴 「游石
門詩序」에 보면 “불가의 법사들이 隆安 4년 仲春에 산수를 노래하고 서로
교류하며 함께 즐겼으니 삼십여인에 달한다.(釋法師以隆安四年仲春之月, 因
咏山水, 于時交徒同趣, 三十餘人.)”라는 기록이 있다. 또 이보다 앞서 기록된
支遁의「八關齋會詩序」에서는 그 모임에서 作詩함의 원인을 “산에 올라
약초를 캐며 바위와 물 사이에서의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었다.(登山
采藥, 集巖水之娛.)”라고 밝힌 바 있다. 이렇게 盧山 道人들이 유람시를 쓴
이유가 “산수를 읊기 위한 것(因咏山水)”이라고 명확히 밝힌 것은 실제로는
산수시가 이미 일종의 독립된 제재로 東晋 시단에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
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단지 그것이 佛理化된 현언시의 촉발 하에서 나타났
으며 처음에는 東晋의 여타 玄言詩와 풍모가 비슷하였기에 뚜렷한 구분을
지을 수 없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현언시에 담긴 산수의 묘사부분이 점차
많아지게 됨에 따라 산수시는 현언시로부터 脫胎하여 점차 성숙을 향한 일
로를 걷게 된다. 다시 말해 佛理化한 현언시야 말로 산수시의 발전으로 들
어가게 만든 주된 원인이었으며, 자연산수 속에서 자연자체의 미감을 발견
하며 창작에 임했던 많은 문인들의 노고를 통해 마침내 산수시가 흥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불교사상이 산수시의 창작풍격에 미친 영향은 다음 몇 가지 분야에 걸쳐
언급될 수 있다. 먼저, 시인이 산수시의 창작에 있어 불가적 심미안을 가졌
다면 자연을 바라봄에 있어 象을 뛰어넘는 미감을 체득할 수 있다. 山水-涅
槃-虛靜함을 연결짓는 심미관을 갖고 景外의 景을 사유해낼 수 있는 것이
다. 이는 초기 산수시가 산수자체의 미관을 그려냈던 것에 비해 唐代 후기

35) 慧遠 「與隱士劉遺民等書」 : “以今而觀, 則知沈冥之趣, 豈得不以佛理爲先.”
36) 葛曉音, 전게서 제26쪽 : “値得注意的是, 東晋後期, 佛門中人所作的遊覽詩, 在今人
看來, 仍屬玄言詩, 他們自記却視爲山水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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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면서 점차 심령의 해탈 후에 느낄 수 있는 산수 이면의 眞景을 그려
낼 수 있게 해주었던 사상적 배경이 된다. 다음으로 佛家의 涅槃精神과 虛
靜한 경지의 추구를 거친 산수시는 寫景을 위한 寫景 뿐 아니라 寫景을 통
한 심회의 서발이나 悟悅을 가능하게 해준다. 따라서 불가사상을 투영한 산
수시는 자연 속에서 세상을 笑傲할 수 있는 힘을 주는 동시에 淸麗한 산수
와 나와의 사이에서 忘我의 경지에 이입할 수 있는 주요한 정신적 근원이
된다. 또한 佛家사상은 산수시의 창작풍격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니, 그
시문은 繁華하고 秀麗한 색채를 배제한 채 시인의 청공한 마음을 담을 수
있다. 허정한 마음과 담박한 품성, 온화한 기운으로 산수만물을 바라보며
지은 시는 풍격이 冲淡, 空靈, 含蓄하며 언어가 소박하면서도 의미가 심원
한 특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또 언급할 수 있는 불가의 산수시에 대한 영
향력은 산수시에 표현된 언어가 禪趣的 함축미를 지닐 수 있게 해주었다는
점이다. 南朝詩人이 선취를 산수시에 담아 표현할 때는 佛典을 응용한 禪語
를 직유적으로 활용하여 시어가 고삽한 맛이 있었으나, 唐代 이후로 갈수록
점차 性情을 不立文字식으로 표현해낼 수 있게 되니 그 결과 함축적이고도
무한한 禪意를 산수시에 기탁할 수 있게 해준 점을 들 수 있다.37) 이상의
몇가지를 불가사상과 산수시의 영향관계에 있어 생각해 볼 수 있는 점들이
라 하겠다. 요컨대 道家가 산수시의 흥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佛家
는 그 정신과 의상에 기운을 불어준 주요 사상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Ⅲ. 결어
문학의 기원이 대체로 그렇듯이 산수시 역시 어느 한 시인이나 하나의
작품으로 인해 흥기된 것이 아니었다. 인간이 산수를 감상하고 서정을 투영
했음은 인류의 탄생 때부터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자연을 대하면서 청명하
고 虛靜한 상태를 체득하며 그것을 시로 담아내고자 할 때에는 눈에 보이
37) 이는 불교가 산수시 뿐 아니라 모든 시가와 시론에 미친 영향으로도 연계하여
언급할 수 있다. 불교의 空, 悟, 含蓄, 禪趣 등의 개념은 후대 司空圖의 韻味說,
嚴羽의 妙悟說, 王士禎의 神韻說 등 주요 시론에 있어 직접적인 계도 역할을 해
주는 사상적 배경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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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물리적인 정경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요소가 요구된다. 안전의 정경묘사가
피상적인 것이라면 그 속에 담긴 깊이 있는 의식이야말로 산수에 의미를
부여하고 심미가치를 드높여주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儒․道․佛家
의 사상을 투영하여 산수를 묘사한 시들은 단순한 산수묘사 이상으로 시가
의 정신적인 가치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儒․
道․佛家사상의 고찰이 필요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수시의 흥기에 있어 직접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이
었다.
儒家사상은 山水-人生-人格을 연결하는 정신적 계도로 산수시의 陽剛的
인 창작풍격 형성에 일조하였으며, 魏晋代는 名敎로써 도가사상과 현학의
흥성을 야기시키는 상대적인 기능을 담당하였다. 道家사상은 산수 속에서의
소요와 현학의 배태, 현언시와 유선시의 창작을 통해 산수시의 흥기를 가능
하게 했던 가장 큰 요인이었으니, 山水-道-仙境을 연결짓는 심미적 구도와
인간 천성의 순박함을 유지하며 사람의 자연스러운 천성과 자연계의 천연
적 존재를 합일시키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道家와 현학의 배양을 거쳐 탄생
되어 백년이상 유행했던 玄言詩는 시가사상 하나의 구부러진 길이었으나
이로 인해 산수전원에 대한 자연관이 확립된 것은 주목할 만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대자연 중에서 逍遙自在함을 추구하며 정과 뜻 가는 데로 행하며
자족함은 바로 중국 산수시의 기본 정신이며 이러한 심미관과 예술적 품격
을 형성하게 만든 주요원인으로 道家를 꼽을 수 있는 것이다. 佛家사상 역
시 정경을 묘사하는 언어와 정신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이 된다. 산수 중
에서 시인이 담백한 기운을 느낄 수 있으며 맑고 명랑한 정신세계를 閑雅
하면서도 함축적인 필법으로 그려내게끔 해 준 가장 큰 계도자로 불가사상
을 들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山水-涅槃-虛靜함의 현상과 정신을 인식시
키면서 현언시와 유선시가 미처 못 이루었던 산수자체에 대한 심미의식의
발견을 가능하게 해 준 것도 佛家사상의 공적이라 할 수 있겠다.
儒․道․佛家사상과 산수시와의 영향관계는 분명하게 획분할 수 없는 모
호한 면이 많다. 산수시는 하나의 사상만이 아닌 다원적인 배경을 통해 창
작되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儒․道․佛家사상의 계도를 거쳐 탄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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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수시들은 산수경물을 심미가치가 있는 대상으로 인식시키고 창작에 임하
는 심리를 산수와 자아의 독립적인 관계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변환시켜주
는 역할을 담당했다. 뿐만 아니라 招隱, 游仙, 公宴, 行役, 玄言 등의 이전의
시에서 편향적으로 소유했던 정신과 사상적 기질을 골고루 산수시에 부여
하였으니 중국 산수시가 지니고 있는 神韻의 연원을 설명하는 주요 열쇠가
되는 것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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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本篇論文是硏究山水詩的興起和儒道佛家思想之間的關係的.

近年來的山水

詩硏究者們對山水詩的興起原因表現出濃厚的興趣, 而紛紛從不同角度, 不同側
面來加以探討. 所以在探討山水詩興起原因時, 硏究者們注意從政治, 思想, 社
會, 文學本身等諸方面入手. 山水詩的産生, 標志着大自然已從作爲陪襯的生活
環境和作爲比興的媒介物, 變成具有獨立美學價値的欣賞對象. 這樣山水詩啓發
人們從一個新的角度的裏面, 存在着儒道佛家思想的啓導和影響. 再說, 山水詩
的豊富多彩, 源于儒道佛家思想的博大精深, 自成體系; 而山水詩的多元統一,
源于儒道佛家思想的整合互補, 相得益彰. 要特別注意的是儒道佛家思想引起的
各種文學環境跟山水詩的産生和興起有很多關係, 而筆者認爲究明這個關係就是
能够證明而確立山水詩的興起原因.
本篇論文的硏究方法是如下. 先考察儒家思想對山水詩所投影的側面, 再考察
道家思想對山水詩所投影的側面和山水詩興起時的役割是怎樣的, 而又考察佛家
思想對山水詩所投影的影響. 通過這樣的分析硏究, 筆者認爲儒主山水-人世-人
格審美觀, 充實了山水詩的思想內容, 饒多陽剛之美, 道主山水-道-仙境審美觀
和安分自足的境界, 提供了山水詩從玄言詩和游仙詩的範疇能達到獨立的美感主
體的能力, 佛主山水-涅槃-虛靜
審美觀, 美化了山水詩的言語表現和精神上的旗幟. 山水詩能以自己的美感獨
立而成爲一個獨自的題材, 主因就是儒道佛家思想所提供的深厚土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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