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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언
魏晋南北朝 문학사에서 가장 주의 할 말한 현상이 바로 끊임없이 나타났던
문학집단이다. 南朝의 齊梁시기에 활약했던 영향력이 있던 문학집단 으로는 文
惠太子문학집단, 竟陵八友문학집단, 裵子野문학집단, 昭明太子문학집단, 蕭綱문학
집단 등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사람들로부터 가장 많이 주목을 받는 문학집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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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릉팔우 문학집단이다. 이 문학집단은 齊壇문학의 중심으로서 齊代와 梁
代문학의 번영을 촉진시켜 南朝와 北朝문학에 대하여 중요한 역할과 공헌을 하
였다. 이 시기에 音律과 對偶를 중시하는 永明體가 정식으로 확립되어 중국시가
는 자유스러운 체제에서 격률이 엄격한 시대로 진입했다. 음률에 대한 연구와
시가에서의 실제적인 응용이 바로 이 문학집단이 제기한 구호인데, 이로써 중국
문학사상 처음으로 지도지침이 있는 문학집단이 나타났다.
중국현대문학사에서의 문학집단에 대하여 학술계에서는 전문적으로 연구한 논
문이 다수가 있다. 주로 어느 한 시대 혹은 어느 한 시기의 문학집단, 혹은 몇몇
문학집단에 치중하여 논술 하였는데, 예를 들어 「創造社」, 「文學硏究會」에
대한 연구와 논술이 바로 그런 것이다. 그러나 중국고대문학사에서 문학집단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연구를 한 논문이 없다. 학자들은 단지 한 작가
의 일생과 교유관계에 관한 고찰에 주의를 기울이 거나 혹은 풍격유파에 대한
연구에 주의를 기울일 뿐이었지, 어느 한 문학집단 자체 및 어느 한 시대의 문
학집단 자체의 존재에 대하여 심화된 연구와 논술을 진행한 논문은 아직 까지
없다. 이것은 중국문학연구에 있어서 크나 큰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본 논문은 상술한 관점으로부터 위진남북조 문학집단 중에서도 후대 문학에
큰 영향을 끼친 경릉팔우 문학집단에 대하여 그 집단의 형성과 특징을 중심으로
집중적이고 상세한 연구와 논술을 전개하고 자 한다. 저자는 본 연구와 논술을
통해 중국고대문학사의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하 고, 더 나아가 중국고대문학연
구가 더욱 심화 될 수 있는 디딤돌이 되었으면 한다.

2 경릉팔우 문학집단의 형성과 특징
八友의 명칭은 《梁書ㆍ武帝本紀》에 처음으로 보여 지는데, 즉「竟陵王 子良
이 西邸를 열어 문학을 불러들였는데, 高祖(蕭衍)는 沈約, 謝朓, 王融, 蕭琛, 范
雲, 任昉, 陸倕와 더불어 노닐어 八友라고 불렀다」1)라고 쓰고 있다. 《南齊書ㆍ
竟陵王蕭子良傳》에서도「子良은 어려서 청고하였고, 재학을 예우하고 사인을
좋아했으며, 의심할 여지가 없는 자리에 거하면

1) 《梁書ㆍ武帝本紀》:「竟陵王子良開西邸, 招文學, 高祖(蕭衍)與沈約, 謝朓, 王融, 蕭
琛, 范雲, 任昉, 陸倕並游焉, 號曰八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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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빈객에 뜻을 기울이자, 천하의 재학들이 모두 모여

노닐었다」2)라고

쓰고

있다. 상술한 자료로부터 南齊 초년에 많은
문사들이 竟陵王 蕭子良의 西邸에 모여들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여
덟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八友라고 불렀으며 또한 경릉팔우는 문장
으로 서로 친교를 맺고 재학으로 하나로 결합되었기 때문에 진정한 문인 집단이
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2.1 경릉팔우 문학집단의 형성
경릉팔우 문학집단의 형성에 관하여 우선 八友가 어떻게 결합하였는지를 알
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八友가 서로 결합한 구체적인 경과에 관하여 지금으로
서는 상고하기 어렵지만 그들의 몇몇 사적과 작품을 참조하면 대략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쳤음을 알 수 있다.
2.1.1 경릉팔우 문학집단의 형성과정
첫 번째로 劉宋 元徽4년에 沈約과 范雲이 서로 알게 되어 친교를 맺었다.
《梁書ㆍ范雲傳》에서「(范雲)의 아버지 抗은 郢府의 參軍이었는데, 范雲이 아버
지를 따라 府에 있었다. 그때 吳興 沈約, 新野 庾杲之가 抗과 같이 府에 있었는
데, 만나자 마자 서로 친구로 삼았다」3)라고 쓰고 있다. 두 번째로 宋齊 교체
때에 范雲, 任昉 모두 蕭子良을 섬기고 있었는데, 두 사람의 관계가 돈독했고 모
두 子良에 의해 칭송 받았다. 《梁書ㆍ范雲傳》에서「齊 建元初에 竟陵王 子良
이 會稽太守가 되자 范雲이 왕을 따랐는데 왕은 이를 몰랐다. 秦望에서 모여 노
니다가 사람들에게 돌에 새긴 문장을 보라고 하자 당시로서는 아무도 알 수 없
었다. 유독 范雲만이 이것을 읊어내니 왕이 기뻐하였다. 이로부터 총애를 얻어
府에서 子良을 섬겼다. 왕(竟陵王)이 丹陽尹(建元2년)이 되자, 그를 불러 主簿로
삼았고 서로 깊이 친근하게 지냈으며 신임하였다」4)라고 쓰고 있다. 《南齊書ㆍ
竟陵王蕭子良傳》에서「내 3년에 使持節이 되자 會稽, 東陽, 臨海, 永嘉, 新安 다
2) 《南齊書ㆍ竟陵王蕭子良傳》:「子良少有淸尙, 禮才好士, 居不疑之地, 傾意賓客, 天
下才學皆游集焉」
3) 《梁書ㆍ范雲傳》:「(雲)父抗, 爲郢府參軍, 雲隨父在府, 時吳興沈約, 新野庾杲之與
抗同府, 見而友之」
4) 《梁書ㆍ范雲傳》:「齊建元初, 竟陵王子良爲會稽太守, 雲始隨王, 王未之知也. 會游
秦望, 使人視刻石文, 時莫能識, 雲獨誦之, 王悅, 自是寵冠府朝. 王爲丹陽尹(建元2年),
召爲主簿, 深相親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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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거느리고 감독하다가 輔國將軍, 會稽太守가 되었다. 任昉은 蕭子良과 같
섯 군을
이 浙江을 건너 會稽에 이르자 <嚴陵瀨>, <濟浙江>, <爲竟陵世子臨會稽郡敎>
등의 시문을 썼는데 蕭子良에 의해 깊이 총애를 받았다. 永明元年에는 征北行參
軍로 발탁되었다」5)라고 쓰고 있다. 天監2년에 任昉이 쓴 <出郡傳舍哭范仆射>
에서「기쁨을 맺은 지 30년이 되었네, 사나 죽으나 한결같은 교분이네」6)라고
한 것을 보면 范雲과 任昉 두 사람이 齊 永明이전인 劉宋말년부터 이미 친교를
맺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세 번째로 齊 建元 4년에 沈約을 蕭子良이
알아주자 沈約은 <竟陵王造釋迦像記>를 썼고, 이어서 永明元年에는 <爲齊竟陵
王發講疎>를 썼는데7), 그들 두 사람이 친밀하게 왕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네 번째로 蕭子良은 사적에 의하면 永明3년에「護軍將軍으로 들어가 司徒를 겸
하다가 永明 5년에 정식으로 司徒로서 자리 잡았다」라고 하고 있는데8), 바로
이때 그가 相王의 존엄으로 학사를 불러 모으자, 陸倕, 王融, 謝朓, 蕭衍, 蕭琛등
의 문인들이 모두 참여했다. 《梁書ㆍ陸倕傳》에서는「竟陵王 子良은 西邸에서
뛰어난 준걸을 초빙하자 참여했다」9)라고 쓰고 있다. 《南齊書ㆍ王融傳》에서는
「王融의 문사는 말을 잘하고 민첩하며 특히 황급히 잇고 꿰는 것에 잘 하여 문
장을 지으려고 할 때 이면 붓을 잡고 쓰기만을 기다리면 되었다. 子良과 특히
우호 하였고 정분이 남 달랐다」10)라고 쓰고 있다. 《梁書ㆍ蕭琛傳》에서는「高
祖(蕭衍)가 西邸에 있었는데 일찍부터 蕭琛과 친했다」11)라고 쓰고 있다. 《梁
書ㆍ沈約傳》에서는「그때 竟陵王 역시 사인을 불러 모았는데, 沈約은 蘭陵 蕭
琛, 琅琊 王融, 陳郡 謝朓, 南鄕 范雲, 樂安 任昉 등과 모두 노닐어 당세에 적합
한 사람을 얻었다고 불렀다」12)라고 쓰고 있는데, 이때에 와서 八友는 竟陵王
蕭子良의 西邸에 모두 모이게 되었고, 이로써 경릉팔우 문학집단이 정식으로 형
5) 《梁書ㆍ任昉傳》:「明三年, 爲使持節, 都督會稽, 東陽, 臨海, 永嘉, 新安五郡, 輔國
將軍, 會稽太守. 任昉隨同蕭子良渡浙江, 踐會稽, 曾寫有<嚴陵瀨>, <濟浙江>, <爲竟陵
世子臨會稽郡敎>等詩文, 深爲蕭子良所愛. 永明元年, 被拔爲征北行參軍」
6) <出郡傳舍哭范仆射>:「結歡三十載, 生死一交情」
7) 陳慶元 《沈約集校箋》杭州: 浙江古籍出版社 1995
8) 《南齊書ㆍ竟陵王蕭子良傳》:「入爲護軍將軍, 兼司徒, 永明五年, 正位司徒」
9) 《梁書ㆍ陸倕傳》:「竟陵王子良皆西邸延英俊, 亦預焉」
10) 《南齊書ㆍ王融傳》:「融文辭辯捷, 尤善倉卒屬綴, 有所造作, 援筆可待. 子良特相友
好, 情分殊常」
11) 《梁書ㆍ蕭琛傳》:「高祖(蕭衍)在西邸, 早與琛狎」
12) 《梁書ㆍ沈約傳》:「時竟陵王亦招士, 約與蘭陵蕭琛, 琅琊王融, 陳郡謝朓, 南鄕范
雲, 樂安任昉等皆游, 當世號爲得人」

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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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내용으로부터 竟陵王이 西邸를 열기 전 八友 중 沈約, 范雲, 任昉은
일찍이 서로 친교를 맺어 친밀하게 왕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范雲, 任昉은
齊初에 蕭子良의 막료가 되어 신임을 얻었으며, 沈約 또한 蕭子良에 의해 칭송
받았다. 이 세 사람이 경릉팔우 문학집단의 기본적인 틀을 구성하였는데, 이 문
학집단의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蕭子良은 이것을 기초
로 삼아 한 발 더 나아가「문학을 불러 모으다」(招文學)하고,「뛰어난 준걸을
초빙하다」(延英俊)한 것이다. 두 번째는 이 문학집단을 조직한 사람은 司徒 竟
陵王 蕭子良이고 구성원 모두가 齊室의 관원이었기에 어느 정도의 관료속성을
지니고 있지만, 이 조직은 문학창작을 위하여 세워진 것이고, 또한 전적으로 문
학과 학술활동에 종사했기 때문에 순수한 문학집단 이라고 말 할 수 있다.

2.1.2 경릉팔우 문학집단의 형성요인
경릉팔우 문학집단의 형성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다시 말해서 외부적인
환경영향과 자체조건의 성숙으로 인한 것인데, 이 부분에 관하여 세 가지로 나
누어 설명하고 자 한다.
(1) 정치경제 안정과 문장중시 풍조
안정된 정치경제와 문장중시풍조가 집단의 형성에 양호한 사회적인 환경을
만들었다. 南齊 武帝시기에 사회적인 모순이 완화되어 경제가 한층 더 발전하였
는데, 이것에 대하여 《南史ㆍ循吏傳書》에서는 永明「십 수 년 동안 백성들에
있어서 개가 짖을 만큼의 놀라움이 없었고, 도읍의 성안에서는 사녀들이 번성하
고 음탕했으며, 노래 부르는 소리와 함께 박자에 맞추어 춤을 추고 복장은 화려
했다. 복숭아꽃과 녹수사이, 가을의 달과 봄바람 아래에 왕래가 없으면 가지 않
았다」13)라고 할 정도 이었다고 쓰고 있다. 이와 같은 정치 안정과 경제 번영이
문사들에게 안전한 신변 장소와 우수한 창작환경을 제공하게 되자, 그들은 문학
의 기교를 서로 토론 연구 할 수 있었고, 문학이론에 대하여 탐색을 진행하여
종국에는 총결하기에 이르렀다.
문장 중시 풍조는 南朝사회의 전반적인 특징이다. 劉宋이후에 황족 전제정치

13) 《南史ㆍ循吏傳書》:「十許年中, 自姓無犬吠之驚, 都邑之城, 士女昌逸, 歌聲舞節,
服華裝. 桃花祿水之間, 秋月春風之下, 無往非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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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전제정치로 대체되었지만 세족은 문화적으로 여전히 우세한 위치를 차
가 세족
지하고 있었기에, 그들은 이것을 이용하여 門弟를 지속적으로 유지했다. 서족출
신의 황실제왕은 통치의 유지와 보호를 위하여 고문세족 계층의 중요한 사회적
지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세족에게 배울 수밖에 없었고, 또한 그들을
충분히 예우했다. 《梁書ㆍ江淹任昉傳》에서「무릇 漢이 현자를 구할 때 경술을
먼저 따르고 근세에는 사람을 취하는데 있어서 대부분이 문학과 사학으로 인 한
다」14)라고 쓰고 있는데, 문학재능이 당시에 있어서 사회적인 가치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과 벼슬길에 오르는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
다. 이밖에 南朝는 劉宋왕조 이후로 부터 문화건설을 강화하였다. 《宋書ㆍ雷次
宗傳》에서 元嘉15년 儒, 玄, 文, 史 등 4개의 館을 세웠다고 기록하고 있고15),
《南史ㆍ宋本紀》에서는 明帝 太始6년에 聰明館을 세우고 儒, 道, 文, 史, 陰陽
등 5개 部를 설치했다고 기록하고 있다16). 이것은 중국문화사에서 최초로 문학
을 經史이외에 별도로 하나의 파로 세운 것이다. 문학이 하나의 科로 세워지자
보편적으로 사회적인 중시를 받게 되었고, 문화에 대한 고문세족의 흥미는 문학
으로 더욱더 집중되었으며, 인물을 품평하는 중요한 기준 또한 풍도와 언어로부
터 문학재능으로 전이되었다17).
문장중시 풍조의 영향 아래 세족자제들은 자연스럽게 문학에 심혈을 기울였
다: 鍾嶸은 《詩品序》에서「오늘날의 사속으로 시를 짓는 풍조가 치열해져 갔
다. 겨우 옷에 견딜 수 있을 만하면 소학을 시작하게 되어 달갑게 문학창작에
종사했다. 그리하여 평범한 시가와 난잡한 체제가 제각기 나타났다. 부귀한 자제
들은 자신의 문장이 수준에 이르지 못함에 부끄러워하며 하루 종일 쓰고 밤새워
읊었다」18)라고 기록하고 있다. 병사, 무인 역시 시구를 읊었는데, 이것에 관하
여 裵子野는 《雕蟲論》에서「매번 길조가 있으면 바로 시로 진술하여 뜻을 펼
치고 조신으로 명했다. 무인과 병사도 초청을 부탁 받았으나 한가하지 않았고
업무에 곤고하다 보니 실로 단지 조칙에 응할 뿐이었다. 천하가 풍조를 향하고
사람들 역시 스스로 장식하여 雕蟲 같은 기예가 그때 성행했다」19)라고 자세하
14) 《梁書ㆍ江淹任昉傳》:「觀夫二漢求賢, 率先經術, 近世取人, 多由文史」
15) 《宋書ㆍ雷次宗傳》:「並以儒學…… 立玄學……立史學……立文學, 凡四部並建」
16) 《南史ㆍ宋本紀》:「 立聰明觀……分爲儒, 道, 文, 史, 陰陽五部學……」
17) 曹道衡, 沈玉成 <南朝文學三題>, 《文學評論 》1990년 第1期.
18) 《詩品序》:「今之士俗, 斯風熾矣. 才能勝衣, 甫就小學, 必甘心而馳騖焉. 於是庸音
雜體, 各各爲容. 至使膏腴子弟恥文不逮, 終朝點綴, 分夜呻吟」
19) 裵子野 《雕蟲論》:「每有禎祥, 辄陳詩展義, 且以命朝臣. 其武夫戌士, 則托請不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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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쓰고 있다. 제왕황자들 역시 몸소 실천에 옮겨
문학창작에
종사했다. 南齊의
皇族은 대부분이 문장에 능했다. 高帝, 武帝 모두 시문이 오늘날 까지 전해져 내
려오고 있고, 蕭子良등의 무리는 문학에 더 더욱 치중하여 연구하고 습득한 결
과 많은 저작을 남겼다. 예를 들어 文惠太子 蕭長懋는「고상한 이름을 세우고
성률 해석을 잘 했다」라고 하고 있고20), 竟陵王 蕭子良은「저작한 내외 문필이
수십 권이다」21)라고 했으며, 晋安王 蕭子懋는「여러 자제 중에서 가장 청정하
고 뜻이 있으며 청렴하고 겸손하며 호학했다」하고,「(永明)8년에 <春秋例苑>
30권을 저술하여 상주하니 무제가 교칙으로 秘閣을 맡겼다」22)라고 쓰고 있다.
随郡王 萧子隆은「성품이 온화하고 아름다우며 문재가 있다」하여,「무제는 子
隆이 문장 짓는 것에 능통했기 때문에 왕검에게 일컬어: 우리 집의 東阿다 라고
말했다」라고 하면서 子隆의「문집이 세상에 널리 펴졌다」23)라고 쓰고 있다.
문장중시 풍조는 경릉팔우 문학집단의 형성에 양호한 외부적인 환경을 제공
했고 또한 그것이 출현될 수 있는 토양과 온상을 제공했다.
(2) 근접한 정치 지위, 양호한 문화소양, 강렬한 표현욕구 및 진취적인 심리
집단내의 서로 비슷한 정치적인 지위, 양호한 문화소양, 강렬한 표현욕구와
진취적인 심리가 집단의 형성에 견실한 친목 기초를 다졌다. 八友 중에서 일곱
사람은 齊初에 主薄, 行參軍, 記室 등의 관직에 임직했다. 그들의 정치적인 견해
는 완전히 일치 하지는 않았지만 정치적인 태도는 비교적 일치했다. 그들은 蕭
齊정권에 대하여 결사 옹호하였고, 竟陵王 蕭子良을 충심으로 추대했다. 王融이
「태어나서 永明을 만나니 즐겁네, 죽었어도 살아있는 해라고 말 하네」24)라고
읊은 일단의 시구에서 나타나는 심리태도가 이것을 대변한다. 任昉이 蕭子良이
죽은 후에 쓴 <齊竟陵文宣王行狀>과 建武시기 중에 范雲을 위해 쓴 <求爲太宰
立碑表> 역시 이러한 태도와 감정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그들은 비교적 일치
된 정치태도로 인해 蕭子良의 문하에 모일 수 있었다.
困於課限, 或實以應詔. 於是天下向風, 人自藻飾, 雕蟲之藝, 盛於時矣」
20) 《南史ㆍ文惠太子蕭長懋傳》:「善立名尙, 解聲律」
21) 《南齊書ㆍ竟陵王蕭子良傳》:「所著內外文筆數十卷」
22) 《南史ㆍ晋安王蕭子懋傳》:「諸子中最爲淸恬, 有意思, 廉讓好學」,「(永明)八年,
撰春秋例苑三十卷, 奏之, 武帝勅付秘閣」
23) 《南史ㆍ随郡王萧子隆傳》:「性和美, 有文才」,「武帝以子隆能屬文, 謂儉曰: 我家
東阿也」,「文集行於世」
24) <永明樂十首>:「生逢永明樂, 死曰生之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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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릉팔우의
생활 경력은 서로 다르지만 공업을 추구하는 진취적인 심리는 비
교적 일치한다. 예를 들어 王融은「아버지의 관운이 통달하지 않자 약년에 가업
을 일으켜 세우려고 세조에게 아뢰어 스스로 시험보길 구했다」라고 하고 있고,
「스스로 인연과 지연에 의지하여 30세 이내에 三公과 輔相이 되길 희망했다.
곧바로 中書省으로 가 밤에 탄식하여 말하길: 鄭禹가 사람을 비웃는다. 길을 가
다 큰 선박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안이 따듯하고 서늘하니 들어가서는
아니 된 다 라고 했다. 또 탄식하여 말하길: 수레 앞에 여덟 마부가 없으니 어찌
하여 장부라 일컫겠는가? 라고 했다」25)라고 한 것처럼 강렬하고 진취적인 열
망을 표현하고 있다. 이 때 세족은 정치적으로 우위를 점하지 못 했던 상황이었
다. 그들이 출사하려면 반드시 황실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황실 주위
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西邸 文會 전에 八友중 대다수 문인들이 각각 文
惠太子 蕭長懋, 竟陵王 蕭子良, 晋安王 蕭子懋, 隨郡王 蕭子隆을 섬겼다가 永明
2년에서 5년에 이르기까지 그들 중 대부분이 司徒를 맡은 蕭子良에 의해 발탁과
함께 중용되어 蕭子良의 막료가 되었다. 서로 같은 출사심이 그들을 모이게 하
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고 竟陵王 蕭子良의 문사 초빙이 마침 이 같은 기회를 제
공했다.
八友는 모두 훌륭한 문화소양과 자신의 문학재능을 나타내고자 하는 강렬한
욕구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출신이 서로 다르고 개성 또한 차이가 있었지만
총명하고 호학한다는 점은 공통적인 특징이었다. 예를 들어 王融에 대하여「어
려서 영묘하고 민첩하며 총민하고 슬기로우며 널리 섭렵했고 문재가 있다」라고
쓰고 있다26); 謝朓에 대하여는「어려서 호학하고 美名이 있었으며 문장은 맑고
아름다웠다」27)라고 쓰고 있다: 范雲에 대하여「어려서 기민하고, 식견이 있었
으며 문장을 잘 지었는데, 편지 쓰는 것에 숙달되어, 붓을 내리기만 하면 바로
이루었는데, 초고를 바르게 잡은 적이 없어 당시사람들은 그가 오래전부터 구상
한 것이라고 매번 의심했다」28)라고 쓰고 있다; 陸倕에 대하여는「어려서 학문
에 부지런하여 문장을 잘 지었다. 집에 두 칸의 초가집을 세워 왕래를 끊고 주
25) 《南齊書ㆍ王融傳》:「以父官不通, 弱年便欲紹興家業, 啓世祖求自試」,「自恃人地,
三十內望爲公輔. 直中書省, 夜歎曰: 鄭禹笑人. 行逢大航開, 暄湫不得進. 又歎曰: 車前無
八騶卒, 何得稱爲丈夫」
26) 《南齊書ㆍ王融傳》:「少而神敏警惠, 博涉有文才」
27) 《南齊書ㆍ謝朓傳》:「少好學, 有美名, 文章淸麗」
28) 《梁書ㆍ范雲傳》:「少機警, 有識具, 善屬文, 便尺牘, 下筆辄成, 未嘗定藁, 時人每
疑其宿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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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로 독서하였는데 이렇게 한 것이 몇 년이나 경릉팔우
된다. 한차례문학집단의
읽은 것은 반드시
그날 암송했다. 일찍이 다른 사람에게 《漢書》를 빌렸는데, 《五行志》4권을 잃
어버리자 바로 남몰래 썼는데 대략 빠진 것이 없다」29)라고 쓰고 있다; 蕭琛에
대하여「어려서 지혜가 밝아 깨달음이 빨랐고, 종횡무진 하는 재변이 있다」30)
라고 쓰고 있다; 沈約에 대하여는「나이 13세에 가난을 맞아 몰래 숨어 도망 다
니다가 사면되었다. 방랑하면서 타향에서 우거했는데 비록 집이 쓸쓸하고 가난
했지만 독실하고 호학하여 주야로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어머니는 그가 노
고로 병이 날까 두려워 자주 기름을 줄이고 불을 껐다. 낮에 읽은 것을 밤에 바
로 암송하여 드디어 군적에 널리 통달하게 되었고 문장을 잘 지었다」31)라고 쓰
고 있다; 蕭衍에 대하여「박학하여 많은 것에 통달하였고 책략을 좋아했으며 문
무의 재간이 있어 당시의 유명한 무리들이 모두 받들어 칭송했다」32)라고 쓰고
있다. 상술한 자료로부터 八友는 모두「박학하고 많은 것에 통달 한다」(博學多
通)하고,「영묘하고 민첩하며 총민하고 슬기롭다」(神敏警惠)하여 당시에「일찍
이 이름이 알려 진다」(早知名)했기 때문에 세인들의 주목을 받았다. 그리고 그
들은 자신의 재능에 대하여 대단히 자부하고 있었기에 그것을 충분히 펼칠 수
있고 나타 낼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획득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했으며 남들로부
터 더욱 더 많은 칭송과 인정을 받길 갈구했다. 예를 들어 蕭琛이 자신의 재능
을 믿고 남들로부터 칭송 받으려고 추구한 일은 상당히 유명하다: 사적에 의하
면「그때 王儉은 조정을 맡고 있었는데, 蕭琛은 나이가 어려 王儉에 의해 알려
지지 않았지만, 蕭琛은 그 재기를 믿고 王儉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王儉은 자
신이 노니는 동산에서 주연을 베풀고 있었는데, 蕭琛이 호랑이 가죽 장화를 신
고 복숭아나무로 만든 지팡이를 짚으면서 곧장 왕검의 자리로 갔는데, 王儉이
그와 이야기를 나누니 크게 기뻐했다」33)라고 쓰고 있다. 沈約에 대하여도「일
찍이 晋나라 일대에 全書가 없었기 때문에 나이 20세쯤 찬술한 뜻을 가졌다」34)

29) 《梁書ㆍ陸倕傳》:「陸倕少勤學, 善屬文. 於宅內起兩間茅屋, 杜絶往來, 昼夜讀書,
如此者數載. 所讀一遍, 必誦於日. 嘗借人 《漢書》, 失 《五行志》四卷, 乃暗寫之, 略
無遺脫」
30) 《梁書ㆍ蕭琛傳》:「蕭琛少而朗悟, 有縱橫才辯」
31) 《南史ㆍ沈約傳》:「十三而遭家難, 潛竄, 會赦免. 旣而流寓孤貧, 篤志好學, 昼夜不
釋卷. 母恐其以勞生疾, 嘗油減油滅火. 而晝之所讀, 夜辄誦之, 遂博通群籍, 善屬文」
32) 《梁書ㆍ武帝紀》:「博學多通, 好筹略, 有文武才幹, 時流名輩咸推許焉」
33) 《梁書ㆍ蕭琛傳》:「時王儉當朝, 琛年少, 未爲儉所識, 負其才氣, 欲候臉. 時儉宴於
游苑, 琛乃著虎皮靴, 策桃枝杖, 直造儉座, 儉與語, 大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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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고 있다. 八友는 재화가 출중하여 남이 알아주지 않고 쓸쓸하게 지내는
것을 달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 에, 그들은 교류가 필요했고 지음을 얻길 갈구했
다. 서로 같은 흥미가 그들을 쉽게 모이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게다가 그들이
지니고 있던 광박한 학식, 훌륭한 소양 역시「以文會友」에 견실한 기초를 마련
했다.
(3) 평등한 빈주관계
집단내의 비교적 평등한 빈주관계는 집단에 긴밀한 친교 유대감을 형성했다.
竟陵王 蕭子良은 스스로가 相王의 존엄이라는 지위로 문사를 끌어 모으고 받아
들이는 동시에 문사들에 대하여 두터운 예우를 하여 화합적이고 민주적인 분위
기를 만들어 냄으로써 문사들은 재화와 장점을 충분히 나타내고 펼쳐보였다. 이
것은 황실이 정치하는 데에 있어서 세족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이고,
또한 蕭子良의 개성과 교양으로 인한 것도 있으며, 동시에 전대 문인집단의 영
향과도 관계가 깊다고 말할 수 있다.
《南齊書ㆍ竟陵王蕭子良傳》에서 子良에 대하여「어려서 청고했지만 재학을
예우하고 사인을 좋아했으며, 의심할 여지가 없는 자리에 거하면서 빈객에 뜻을
기울이자 천하의 재학들이 모두 모여 노닐었다. 뛰어난 일을 세우는 것을 잘 했
는데, 여름에 손님이 오면 오이와 마실 것과 단 과일을 진열해 놓고 문교에 저
술하도록 했다. 문사들의 문장과 조정 귀인들의 문서가 모두 문교에 발해져 저
술되었다」35)라고 쓰고 있다. 任昉은 <齊竟陵王行狀>에서 蕭子良을「 천부적인
재화가 있고 넓고 섬부하며 학문적으로 존숭 받았고 밝음을 겸했다」라고 하면
서, 또「귀하지만 예를 좋아하고, 고서에 기쁨을 기탁했다. 비록 物役에 구애받
았지만 부지런하고 나태하지 않았다」36)라고 쓰고 있다. 물론 任昉이 蕭子良에
대하여 과찬한 감이 없지는 않지만 적어도 蕭子良은 어느 정도의 문화적인 소양
과 도덕적인 수양을 갖추고 있는 사람임에는 틀림없다. 그는 문학을 좋아 했고
문사들과 친교를 즐겨 맺었으며 본인 스스로도 문학창작에 종사하였기 때문에
문사들과 쉽게 서로 소식을 전하며 교류했다. 沈約이 <高松賦>에서「그때 질풍
이 높은 언덕을 치고, 한랭한 기운이 하늘에 차는 구나; 나부끼는 쑥이 공중에
34) 《宋書ㆍ自敍》:「嘗以晋氏一代, 竟無全書, 年二十許, 便有撰述之意」
35) 《南齊書ㆍ竟陵王蕭子良傳》:「少有淸尙, 禮才好士, 居不疑之地, 傾意賓客, 天下才
學皆游集焉. 善立勝事, 夏月客至, 爲設瓜飮及甘果, 著之文敎. 士子文章及朝貴辭翰, 皆
發敎撰錄」
36) <齊竟陵王行狀>:「天才博瞻, 學綜該明)貴而好禮, 怡寄典墳. 雖牽以物役, 孜孜無
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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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저리 날라 다니고, 밝은 달은 홀로 걸려있네.
아름다운문학집단의
죽을 읊으니, 형성과
鄒陽,
枚乘과 같은 손님이 여기에 있는 것

같네」37)라고

쓰고 있는데, 이 부는 謝朓의

<高松賦奉竟陵王敎作>과 더불어 동시에 교칙에 응한 작품으로서 문장 중의
「鄒, 枚之客」은 사실 西漢 梁孝王의 빈객인 鄒陽과 枚乘을 지칭하고 있다38).
여기에서 西邸의 문사를 비유하고 있지만, 사실 蕭子良을 梁苑의 주인으로 비유
하면서 당시에 빈주가 서로 의기투합 하고 있었다는 것을 칭송하고 있는 것으로
서, 이로부터 西邸의 빈주관계가 비교적 융합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齊代의 여
러 왕 중에서 蕭子良은 비교적 트인 사람으로 齊武帝의 수많은 자손 중에서도
가장 많은 명망을 누리고 있었다. 바로 그가「재학을 예우하고 사인을 좋아했
다」(禮才好士)하고,「빈객에 듯을 기울인 다」(傾意賓客)했기 때문에「천하의
재학들이 모두 노니며 모였다」(天下才學皆游集焉)하여 경릉팔우가 드디어는 그
의 西邸에 모두 모일 수 있었던 것이고, 동시에「子良은 뜻에 힘쓰고 옛날 것을
좋아했다」39)라고 한 것 이다. 建安의 曹氏부자와 鄴下문사들은「풍월을 가련히
여기고 연못과 동산에서 친하게 놀며 군은을 입은 영광을 기술하고 성대한 주연
을 서술 했다」40)하면서 ,「시와 술 사이를 위엄 있게 노니고 연회에서 침착하
게 교제하며 붓을 대고 소리 높여 노래 부르며 붓을 휘둘러 담소를 도왔다」41)
라고 했다. 그들의 고상한 문학 흥취는 齊의 황족과 八友들에게 깊은 영향을 끼
쳤고 귀감이 되었다. 劉勰은「宋이래의 미담은 建安을 구실로 삼는다. 어찌 그런
가? 문학을 숭상한 성세와 인재를 부르는 아름다운 집회가 아니었겠는가!」42)라
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로써 八友집단이 전대 문학집단의 몇몇 전통을 어느 정
도 계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37) <高松賦>:「於時風急壟首, 寒浮塞天; 流蓬不息, 明月孤懸. 檀欒之竹可詠, 鄒, 枚之
客存焉」 《全梁文》卷35.
38) 《文選 》卷十三, 謝惠連 <雪賦>:「세월이 장차 저물고 때는 이미 어두우며 차
가운 바람과 애수가 번성하니 梁王이 기뻐하지 않았다. 이내 술을 차려놓고 賓友에
게 명하여 鄒生을 소환하고 枚叟를 초빙했으나 相如는 아직 도착 하지 않았다, 安의
오른편에 기거했다」(歲將暮, 時旣昏, 寒風積愁之繁. 梁王不悅. 乃置旨酒, 命賓友, 召
鄒生, 延枚叟. 相如未至, 居安之右)
39) 《南齊書ㆍ竟陵王蕭子良傳》:「子良敦義好古」
40) 《文心雕龍ㆍ明詩》:「憐風月, 狎池苑, 述恩榮, 敍酣宴」
41) 《文心雕龍ㆍ時序》:「傲雅觴豆之前, 雍客衽席之上, 酒筆以成酣歌, 和墨以籍談
笑」
42) 《文心雕龍ㆍ才略》:「宋來美談, 亦以建安爲口實. 何也? 豈非崇文學之盛世, 招才
之嘉會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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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경릉팔우 문학집단의 특징
魏晋南北朝 여러 문학집단 중에서 경릉팔우는 문학집단은 진정한 문인단체로
아래와 같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2.2.1 방대한 규모와 장구한 존속기간
경릉팔우 문학집단은 시기적으로 齊梁 두 시대에 걸쳐있다. 일찍이 齊初에 竟
陵王 蕭子良의 西邸에 모였을 때 많은 문사들이 잇달아 참여하였는데, 예를 들
어 宗炳, 王僧儒, 孔休源, 范縝, 江革, 謝璟, 張兗, 王思源, 陸慧曉, 柳惲, 劉繪, 虞
義, 王亮, 丘國賓, 蕭文琰, 丘令楷, 江淇, 劉孝標등이 있다. 梁의 天監에 이르러서
는 劉孝绰, 劉苞, 劉儒, 張率, 殷芸, 劉顯, 到漑, 到洽 등이 西邸 주위에 모여 들
었다. 이렇게 많은 문사와 크나큰 성세는 전대의 문인집단과는 비교 될 수 없는
것이다.
경릉팔우 문학집단의 활동은 齊 永明 초부터 시작되어 줄곧 梁代 전기까지
이어졌는데 적어도 20여 년에나 달한다. 建安문인이 진정으로 鄴下에 운집하여
풍월을 가련히 여기고 연못과 동산에서 친하게 노니면서 수창한 것이 불과 建安
15년 이후 몇 년간의 일이다43). 西晉의 二十四友집단이 문학활동을 전개한 시간
은 더 짧은데 경릉팔우에 비교하면 훨씬 미치지 못 하는 것 이다.

2.2.2 밀접한 교분과 돈독한 우의
경릉팔우의 관계는 밀접하고 우의가 돈독한 진정한 문학지기이다. 《南齊書ㆍ
陸厥傳》에서「永明 말에 문장 짓는 것이 성행했는데 吳興 沈約, 陳郡 謝朓, 琅
琊 王融은 의기투합하는 사람으로 서로 도우면서 일을 성취시켰다」44)라고 쓰
고 있고, 《南史ㆍ謝朓傳》에서도「殷芸과 더불어 본래 梁武帝와 글로서 서로
마음이 맞았다」45)라고 쓰고 있다. 《梁書ㆍ沈約傳 》에서는「高祖가 西邸에 있
었는데 沈約과 함께 외출하여 노닐었다」46)라고 쓰고 있고, 《梁書ㆍ任昉傳》에

43) 曹道衡, 沈玉成 <南朝文學三題> 《文學評論》1990년 第1期.
44) 《南齊書ㆍ陸厥傳》:「永明末, 盛爲文章. 吳興沈約, 陳郡謝朓, 琅琊王融以氣類相摧
轂」
45) 《南史ㆍ謝朓傳》:「與殷, 素與梁武以章相得」
46) 《梁書ㆍ沈約傳》:「高祖在西邸, 與約游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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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문장을 잘 지었는데 특히 기록에 뛰어났고
재사는 무궁무진하여
왕공들이 表奏하여 초청하지 않음이 없었다. 초고가 완성되면 점찬을 더하지 않
았는데, 일대 辭宗인 沈約에 의해 깊이 추앙을 받았다」47)라고 쓰고 있다. 《南
史ㆍ范雲傳》에서「초에 梁武帝가 司徒祭酒가 되어 范雲과 더불어 竟陵王 西邸
에 있었는데 교분이 좋아 심히 기뻐했다」48)라고 쓰고 있고, 《梁書ㆍ任昉傳》
에서도「그때 高祖가 任昉과 함께 竟陵王을 西邸에서 만났는데 느긋하게 일컬어
우리들 三府중에서 聊을 記室로 삼는 다 라고 말했다」49)라고 쓰고 있다. 《梁
書ㆍ陸倕傳》에서「樂安 任昉과 친구로서 친하여 <感知己赋>를 지어 任昉에게
증여했는데 任昉은 이것으로 이름을 알렸다」라고 쓰고 있고,「梁武帝는 인재를
대단히 좋아 했다」50)라고 했으며, 《梁書ㆍ蕭琛傳》에서는「高祖가 西邸에서
일찍이 蕭琛과 친했다. 매번 조연에서 오래된 은덕 때문에 접대했는데 문중의
존장자라고 불렀다」51)라고 쓰고 있다. 八友는 시문 중에서 여러 번 그들 사이
의 우의를 썼다: 예를 들어「피곤하여 잠이 들었어도 영혼이 교접하고 길이 멀
어 가로 막혀 있어도 그리움이 남는 구나」52);「즐거움을 맺은 지 삼십년인데,
사나 죽으나 한결같은 교분이네」53);「형주의 옥돌 계단을 멀리 바라보니 오래
된 꿈을 밤에 서로 그리워하는 구나」54);「강물에 마음을 기탁하고, 그대를 따
라 천리 밖으로 가는 구나」55) 등등이 그렇다. 이밖에 謝朓의 <和別沈右率諸
君>, <在郡臥病呈沈尙書>, <新亭渚別范零陵雲>, 王融과 任昉의 <別蕭咨議衍>,
蕭琛의 <別蕭咨議前夜以醉乖倒今晝由酲敬應敎>, 范雲의 <送沈企室夜別>, 陸倕
의 <感知己赋贈任昉>, <贈任昉詩>, 任昉의 <答陸倕感知己賦>, 沈約의 <懷舊詩
九首>, 蕭衍의 <答蕭琛> 등의 작품 역시 그들의 우의를 진솔하게 쓰고 있다.
八友의 관계는 서로 친밀하고 수족의 정을 가졌다. 비록 지위에 있어서 높고
낮음의 차이가 있었고 재학 또한 서로 달랐지만 서로간의 우의는 시종 일관되었
47) 《梁書ㆍ 任昉傳》:「善屬文, 尤長載筆, 才思無窮, 當世王公表奏, 莫不請焉. 起草
旣成, 不加點竄. 沈約一代辭宗深所推挹」
48) 《南史ㆍ范雲傳》:「初, 梁武爲司徒祭酒, 與雲俱在竟陵王西邸, 情好歡甚」
49) 《梁書ㆍ任昉傳》:「時高祖與 遇竟陵王西邸, 從容謂曰 我等三府, 當以聊爲記室」
50) 《梁書ㆍ陸倕傳》:「與樂安任昉友善, 爲<感知己赋>以贈昉, 肪因此名以報」,「梁
武雅愛才」
51) 《梁書ㆍ蕭琛傳》:「高祖在西邸, 早與琛狎. 每朝宴, 接以舊恩, 呼爲宗老」
52) 沈約 <酬謝宣城> :「神交疲夢寐, 路遠隔思存」
53) 任昉 <出郡傳舍哭范仆射> :「結歡三十載, 生死一交情」
54) 謝朓 <和沈右率諸君餞謝文學> :「望望荊台下, 舊夢相思夕」
55) 沈約 <餞謝文學離夜> :「依我徑寸心, 從君千里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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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이는 서로 따른 지가 30년이나 된 사람도 있었다. 그들은 서로 잘 알
고 의지했으며 서로 공경하고 이끌어 주었다. 이와는 달리 建安七子의 결합은
비교적 느슨했는데, 그들은 서로의 장점을 가지고 서로의 단점을 경시했기 때문
에 曹丕는「문인이 서로 경시하는 것은 옛날부터 그러했다」56)라는 구습을 경
계해야 한다고 제기했을 정도 이다. 西晉의 二十四友집단은 정치색이 비교적 농
후했던 집단으로 경릉팔우 처 럼 문장으로 친교를 맺었던 것은 아니었다.

2.2.3 문학, 학술활동 및 공헌
30여년에 달하는 기간에 경릉팔우가 진행 한 수많은 문학, 학술활동 및 공헌
은 대단한 성과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에 관하여 일곱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하게 설명하겠다.
(1) 同題同作, 贈答酬唱
동제동작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창작활동이다. 《南史·王僧儒傳》에서「竟陵
王 子良이 일찍이 밤에 학사들을 모이게 하여 초를 새겨 시를 짓게 했는데, 네
가지 운을 한 자는 한 마디를 새기게 했으며, 이것으로 본보기를 삼았다」57)라
고 쓰고 있다. 동제동작은 교칙에 응하고 명령을 받아 화답한 작품과 서로 약속
하여 같은 제목을 읊은 작품으로 나눌 수 있다.
應敎奉和작품으로서는 王融에게〈應竟陵王敎桐樹赋〉가 있고, 沈約에게도 동
일한 작품이 있다. 謝朓에게는〈擬風赋奉司徒敎作〉이 있고, 王融, 沈約에게도
동일한 賦가 있다. 謝朓는〈高松赋奉竟陵王敎作〉이 있고, 沈約도 동일한 부가
있다.〈永明樂十首〉와 《南齊書·樂志》에서「永明의 악가는 竟陵王子良과 여러
문사들이 만들었는데 10개의 곡을 만들었다」58)라고 쓰고 있다. 현존하는 작품
으로는 王融, 謝朓가 각각 10수가 있고, 沈約은 한 수가 있다.〈奉竟陵王郡縣名
詩〉는 王融, 范雲, 沈約 모두 동일한 작품이 있다.〈抄衆書應司徒敎詩〉는 王融,
沈約 모두 동일한 작품이 있다.〈和竟陵王游仙詩二首〉는 王融, 范雲 모두 동일
한 작품이 있다. 이밖에 蕭子良에게〈登山望雷居士精舍同沈右衛過劉先生墓下作
詩〉가 있는데, 謝朓는〈奉和竟陵王同沈右率過劉先生墓詩〉를 지었고, 沈約도
〈奉和竟陵王經劉先生墓詩〉를 지었다. 이와 같은 작품은 주로 대부분이 사교적
56) 曹丕, 《典論ㆍ論文》:「文人相輕, 自古以然」
57) 《南史·王僧儒傳》:「竟陵王子良嘗夜集學士, 刻燭爲詩, 四韻者刻一寸, 以此爲率」
58)〈永明樂十首〉, 《南齊書·樂志》:「永明樂歌者, 竟陵王子良與諸文士造之, 人爲十
曲」

경릉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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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쓰여 진 것 이지만 몇몇 작품은 문학적 기교가
상당히 문학집단의
높아 일률적으로
논
할 수 없다.
同詠한 작품으로서는 王融, 范雲, 沈約, 蕭琛에게〈餞謝文學離夜詩〉가 있고,
王融, 謝朓, 沈約, 范雲에게는〈同沈右率諸公赋鼓吹曲〉12수가 있으며, 王融, 任
昉에게는〈蕭咨議西上夜集詩〉가 있다. 詠物詩 중에서 同詠한 작품은 더욱 많다.
謝朓, 王融의〈同詠座上所見一物〉은 각각〈席〉,〈幔〉을 읊었다; 謝朓와 沈約
의〈同詠座上玩器〉는 각각〈烏皮隱几〉,〈竹檳榔盤〉을 읊었다; 謝朓, 王融, 沈
約의〈同詠樂器〉는 각각〈琴〉,〈琵琶〉,〈笙〉과〈箏〉등을 읊었다. 이밖에 謝
朓에게〈詠竹火籠〉과〈詠竹〉이 있고, 沈約에게도 동일한 작품이 있다; 范雲은
〈詠寒松〉과〈園橘〉이 있고, 沈約에게도 동일한 작품이 있다; 王融에게〈詠梧
桐〉이 있고, 沈約에게도 동일한 작품이 있다; 范雲은〈四色詩〉(네 수)가 있는
데 王融 또한 동일한 작품(한 수만 전함)이 있다.
同題同作은 建安시기에 시작 된 것으로 주요 형식은 부이다. 경릉팔우는 부에
서 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대량으로 썼는데, 이것으로 보아 建安문학을 계승발전
시켰음을 알 수 있다. 同題同作 풍조가 성행 한 것은 빈주의 비교적 평등한 관
계와 문사들의 강렬한 표현욕구로 인한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그들의 문재를
가장 잘 보여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경쟁하고 문장의 의미를
연구하면서 창작 기교를 단련시켰다. 이것은 문단의 활성화와 문학번영의 촉진
및 문학창작의 발전을 한껏 추진시키는 데에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밖에 贈答酬唱 역시 八友의 중요한 문학창작 활동으로 齊 永明 초부터 梁
天監연간까지 줄곧 지속되었다. 齊 시기의 작품을 예를 들어 보면, 王融의〈雜體
報范通直〉,

謝朓의〈在群臥病贈沈尙書〉,〈和王著作八公出〉,〈和蕭中庶直石

頭〉,〈和沈祭酒行園詩〉,〈新亭渚別范零陵雲〉,范雲의〈古意贈王中書〉,〈贈沈左
衛〉,〈送沈記室夜別〉,沈約의〈酬謝宣城〉등이 있고, 謝朓, 王融, 沈約등은 聯句
詩〈阻雪連句遙贈和〉를 지었다. 梁에 들어와서도 문인들의 상호 교류는 여전히
진행되었는데, 즐거운 연회에서 서로 창화하고 증답하는 등, 그 성황이 당년에
비해 전혀 손색이 없었다. 이것에 대하여 사적에 많은 기록이 남아 있다. 《梁
書》에서「梁武帝가 매번 대궐 밖에서 걸을 때 마다 바로 신하에게 명을 내려
시를 읊게 했는데, 문장이 훌륭한 자에게 금과 비단을 하사 했고, 궁궐을 방문하
여 부를 바치고 송축한 자 중에서 어떤 이는 인견되었다. 재위에 있는 자들이
沈約, 江淹, 任昉에게 교칙을 내렸는데 문채가 당시로서는 절묘했다」59)라고 쓰
고 있다. 陸倕에 대하여「樂安任昉과 친구로서 친하게 지내어 <感知己赋>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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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증여했는데,
任昉은 이것으로 이름을 알렸다」60)라고 쓰고 있다. 梁武帝에 대
하여「華光殿에 방문하여 洽과 沆, 蕭琛, 任昉을 불러들이어 연회에서 시중들게
하였고 20가지 운의 시를 읊게 했다」61)라고 쓰고 있고, 또한 梁武帝가「매번
문사를 모이게 하여 경사에 대한 일을 기록하여 남기곤 했는데, 그때 范雲, 沈約
등의 무리가 단점을 바로잡고 장점을 추앙하니 제왕이 기뻐하여 상을 더하였
다」62)라는 기록이 남아 있다. 창화한 작품으로는 陸倕의〈感知己赋贈任昉〉,
〈贈任昉詩〉,任昉의〈答陸倕感知己赋〉,〈與沈約書〉,蕭衍의〈答蕭琛詩〉가

있

고, 이밖에 蕭衍, 陸倕등에게는 聯句詩〈淸暑殿效柏梁體〉가 있다.
(2) 성률연구와 시가창작의 운용
《南齊書·陸厥傳》에서「永明말 문장 짓는 것이 성행하자 吳興 沈約, 陳郡
謝朓, 琅玡 王融은 의기투합하는 사람으로서 서로 도우면서 일을 성취시켰다. 汝
南 周顒은 성운을 잘 알았으며, 沈約 등의 문장은 모두 宮商을 사용하고 平上去
入을 四聲으로 삼아 韻을 제정하였고, 또한 이것을 늘이고 줄이지 못 하게 만들
었는데 세상에서 이를 永明體라 불렀다」63)라고 쓰고 있다. 永明體는 중국 고전
격률시의 발단으로 중국문학사에서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될 큰 의의를 가지고 있
는데, 바로 경릉팔우 西邸 문사들이 聲韻을 연구하고 익힌 결과로 인한 것이다.
陳寅恪선생은 四聲의 발명이 당시 불경의 轉讀과 관계가 깊다고 여겼다64). 《高
僧傳》12권에서「천축 지방의 습속은 무릇 歌詠法을 唄라 했는데 중국에 와서는
詠經을 전독으로 칭했고, 歌贊을 梵唄라 불렀다」65)라고 쓰고 있다. 西邸 문인집
단의 맹주인 蕭子良은 문학을 애호했을 뿐만 아니라 불교 또한 독실하게 믿었는
데, 사적에 의하면 그가 西邸에서「명승을 불러들이어 불법을 강론하고 經唄라
는 새로운 소리를 만들었다」66)라고 쓰고 있다. 이것은 당시에 있어서 語音을
59) 《梁書·文學傳序》:「梁武帝每所御幸, 辄命臣赋詩, 其文善者, 賜以金帛, 詣闕庭而
獻賦頌者, 或引見焉. 其在位者, 勅沈約, 江淹, 任昉, 並以文采, 絶妙當時」
60) 《梁書·陸倕傳》:「與樂安任昉友善, 爲〈感知己賦〉以贈, 因此名以報」
61) 《梁書·到洽傳》:「御華光殿, 詔洽及沆, 蕭琛, 任昉侍宴, 賦二十韻詩」
62) 《南史·劉晙傳》:「每集文士策經史事, 時范雲, 沈約之徒皆引短推長, 帝乃悅, 加其
賞」
63) 《南齊書·陸厥傳》:「永明末盛爲文章, 吳興沈約, 陳郡謝朓, 琅玡王融以氣類相推轂,
汝南周顒善識聲韻, 約等文皆用宮商, 以平上去入爲四聲, 以此制韻, 不可增減, 世呼爲永
明體」
64) 陳寅恪 <四聲三問>, 《金明館叢稿初編》.
65) 《高僧傳》卷十二 :「天竺方俗, 凡是歌詠法言稱爲唄, 至於此土, 詠經則稱爲轉讀,
歌贊則號爲梵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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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모방하여 제각기 平, 上, 去, 三聲으로 정하고 마지막으로 入聲을 합하여
四聲을 이루어 四聲說을 창제했다67). 唐의 封演은 《封氏見聞記》에서「沈約의
문사는 오묘하게 나오고 음률을 잘 이해하여 드디어 《四聲譜》를 지었다. 그
때 王融, 劉繪, 范雲등의 무리가 사모하고 알렸는데, 이로부터 원근에 있는 문학
들이 서로 조술하여 성률의 도가 크게 성행하였다」68)라고 쓰고 있다. 《梁書·
蕭琛傳》에서는 蕭琛이「 일찍이 소년과 장년 시기에 좋아하는 것으로 세 가지
가 있었다고 말했는데, 바로 음률, 시, 술이다」69)라고 기록하고 있다. 蕭琛은 소
년과 장년시기에 좋아하는 것으로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음률 이
었다. 상술한 기록으로부터 경릉팔우 중에서 沈約, 謝朓, 王融, 范雲과 蕭琛 등
모두가 참여자인 동시에 적극적인 제창자 이었다는 것과 四聲說은 바로 그들의
심도 있는 연구토론과 창도 하에 창제되어 유행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론적인 탐색과 총결을 진행 한 것 이외에 八友는 자신들의 창작에서도 四
聲說을 몸소 실천에 옮겼다. 《南史·庾肩吾傳 》에서「齊 永明中에 王融, 謝朓,
沈約등이 문장에서 四聲을 쓰기 시작하였는데 새로운 변화라고 여겼다」70)라고
쓰고 있다. 淸 王闓運의 《八代詩選》20권 중에 3권이〈齊以後新體詩〉이다. 그
중 南齊의 것이 모두 38 수가 수록되어 있는데, 그중 王融의 것이 5수를 차지하
고, 謝朓의 것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 한 다71); 梁의 것은 모두 283수를 수록하고
있는데, 그중 沈約이 14수를 차지하고 范雲과 蕭琛의 몇 몇 수가 있다. 梁의 전
기 작가 중에서 그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비교적 크다.
(3) 후진문사에 대한 장려
八友는 지위가 서로 다르고 재학 역시 차이가 나지만 후진문사의 장려에 열
정을 다하여 문학발전을 추진시키는데 있어서는 시종일관 같았다. 그들은 서로
마음을 합하고 협력하면서 유익한 일들을 수없이 많이 해내었다. 예를 들어 王
籍에 관하여「7세에 문장을 지었고 자라서 호학하여 두루 섭렵했으며 재기가 있
66) 《南齊書·齊竟陵王蕭子良傳》:「招致名僧, 講語佛法, 造經唄新聲」
67)「依據及模擬當時轉讀佛經三聲, 分別定爲平上去之三聲, 合入聲共計之適成四聲, 於
是創爲四聲之說」, 陳寅恪 <四聲三問>, 《金明館叢稿初編》.
68) 唐 封演 《封氏見聞記》:「沈約文辭精發, 盛解音律, 遂撰 《四聲譜》. 時王融, 劉
繪, 范雲之徒, 慕而扇之, 由是遠近文學轉相祖述, 而聲律之道大行」
69) 《梁書·蕭琛傳》:「嘗言少壯三好, 音律, 詩, 酒」
70) 《南史·庾肩吾傳》:「齊永明中, 王融, 謝朓, 沈約文章始用四聲, 以爲新變」
71) 淸 王闓運 《八代詩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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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樂安王 任昉이 만나자 그를 칭송했다. 일찍이 沈約의 자리에서 <詠燭>
었는데
을 읊어 沈約에 의해 심히 칭송 받았다」72)라고 하고 있고. 劉孝绰에 관하여「7
세에 문장 짓기에 능했는데 王融이 그를 심히 칭송하고 기이하게 생각했으며,
任昉이 특히 그를 칭송하고 좋아했는데, 梁武帝가 그의 문장을 보고 매 편 마
다 칭송하여, 이로부터 조야로 하여금 면모를 일신하게 만들었다」73)라고 쓰고
있으며. 吳均에 관하여「호학하고 준재가 있었는데 沈約이 일찍이 吳均의 문장
을 보고 칭송했다」74)라고 쓰고 있다. 劉勰이 《文心雕龍》을「이미 완성하였으
나 당시의 풍조에 의해 칭송 받지 못 했다. 劉勰이 沈約이 정함을 얻고자 하여
스스로 찾아갈 이유가 없어 책을 짊어지고 수레 앞에서 심약을 기다리고 있었는
데 책 파는 사람으로 가장하였다. 沈約이 가져와 읽어보고 나서 크게 중시했는
데 문장의 이치를 깊이 얻었다고 말하면서 여러 작은 탁자에 진열해 놓았다」75)
라고 사적에서 쓰고 있고. 范雲에 관하여는「周顒과 원래 친했는데 周舍의 재기
를 중히 여기고 高祖에게 말하자 尙書祀部郞을 수여받았다」76)라고 쓰고 있으
며, 裵子野에 관하여「어려서 배워 문장을 잘 지었다」라고 쓰고 있고, 또「天監
初에 尙書仆射 范雲이 그의 행실을 칭송하고 表로 상주했다」77)라고 쓰고 있다.
任昉에 관하여「사귀는 것을 좋아하고 사우를 장려했는데 좋은 평판을 얻은 자
는 대부분이 발탁되었다」라고 했고,「田文(戰國 時 齊人)이 손님을 총애하는 것
은 鄭莊(鄭當時)이 현자를 좋아하는 것과 같은데, 하나의 선을 보면 성내어 눈을
부릅뜨면서 보고 팔을 걷어붙이고 분격하며 하나의 재기를 만나면 눈썹을 쳐들
고 손바닥을 쳤다」78)라고 했으며,「그때 吏部郞 陸倕와 仆射 徐勉이 서신을 보
내 沈峻을 천거했다」79)라고 했다. 諸葛璩에 관하여「경사에 널리 섭렵했다」
(博涉經史)하여,「天監初에 太守 蕭琛, 刺史安成 王秀, 鄱陽王 王恢가 예를 올리
72) 《梁書·王籍傳》:「七歲能屬文, 及長好學, 博涉有才氣, 樂安王任昉見而稱之. 嘗於
沈約坐賦得<詠燭>, 甚爲約賞」
73) 《梁書·劉孝绰傳》:「七歲能屬文, 王融甚賞異之, 任昉尤相賞好, 梁武覽其文, 篇篇
稱賞, 由是朝野改觀」
74) 《梁書·吳均傳》:「好學有俊才, 沈約嘗見均文, 頗相稱賞」
75) 《梁書·劉勰傳》:「旣成, 未爲時流所稱. 勰欲取定於沈約, 無由自達, 乃負書候約於
車前, 狀若貨鬻者. 約取讀, 大重之, 謂深得文理, 嘗陳諸几案」
76) 《梁書·周舍傳》:「與(周)顒素善, 重(周)舍才器, 言之於高祖, 召拜尙書祀部郞」
77) 《梁書·裵子野傳》:「少而學, 善屬文. 天監初, 尙書仆射范雲嘉其行, 將表奏之」
78) 《梁書·任肪傳》:「好結交, 獎進士友, 得其延譽者, 率多人擢」,「類田文之愛客, 同
鄭庄之好賢, 見一善則盱衡扼腕, 遇一才則揚眉抵掌」
79) 《梁書·沈峻傳》:「時吏部郞陸倕, 與仆射徐勉書薦(沈)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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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후진에 대한 장려는 八友들의 뛰어난 업적 중의 하나로 齊부터 梁에 이
르기까지 지속되었다. 그들의 쉼 없는 노력으로 후진 문사들을 이끌었으며 또한
그들에게 깊은 영향을 끼쳤다. 그중 많은 사람들은 후에 蕭統의 京師문인집단의
골간을 이루어 梁代 문학의 번영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
(4) 새로운 문학집회 조직
이 활동은 후진문사에 대한 장려와 함께 수행된 것이다. 비교적 유명한 것으
로는 任昉과 陸倕가 조직한「蘭台聚」와「龍門之游」가 있고, 蕭琛과 그 본족
제형이 조직한「文酒賞會」가 있다.
《南史·到漑傳》에서「梁天監 初에 任昉이 義興에 태수로 나갔는데, 漑과 洽
의 郡은 노닐 수 있는 山澤이다. 任昉이 돌아와 御史中丞이 되자 후진들은 모두
그를 존숭했다. 그때 彭城 劉孝绰, 劉苞, 劉孺, 吳郡 陸倕, 張率, 陳郡 殷芸, 沛國
劉顯 및 漑, 洽이 매일 수레를 타고 왔는데「蘭台聚」라고 불렀다」81)라고 쓰고
있다. 《南史·陸倕傳》에서는「 陸倕는 梁 天監 초에 右軍安成王 主簿가 되어
樂安 任昉과 친구로서 친밀했는데, 陸倕가 <感知己賦>를 지어 증여하자 任昉은
이것으로 이름을 알렸다. 任昉이 中丞이 되자 의관을 갖춘 자가 많이 모였는데
연회에 참여한 자는 殷芸, 到漑, 劉苞, 劉孺, 劉顯, 劉孝绰 등으로「龍門之游」라
불렀다. 비록 귀한 공자의 자손일지라도 참여 하지 못했다」82)라고 쓰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순수한 민간문학 집회이다. 任昉과 陸倕는 후진지도자로서 그들
주위에 많은 문학신인들이 모여들었는데, 그 성황이 당년의 八友 西邸文會에 못
지않았다.
八友의 또 다른 구성원인 蕭琛도 유사한 집회활동을 전개했다. 《梁書·蕭介
傳》에서「蕭介의 성품이 고상하고 간솔하며 어려서 교유한 사람은 오직 족형인
蕭琛, 종형 蕭素 및 蕭洽, 종제인 蕭淑등 만이 문장과 술로 모이며 서로 칭송하
곤 했는데, 당시의 사람들은 이를 謝氏乌衣의 교유라고 했다」83)라고 쓰고 있다.
80) 《梁書·諸葛璩傳》:「天監初, 太守蕭琛, 刺史安成王秀, 鄱陽王王恢並禮異焉」
81) 《南史·到漑傳》:「梁天監初, (任)昉出守義興, 要漑洽之郡, 爲山澤之游. 昉還爲御
史中丞, 後進皆宗之. 時有彭城劉孝绰, 劉苞, 劉孺, 吳郡陸倕, 張率, 陳郡殷芸, 沛國劉顯
及漑, 洽, 車軌日至, 號曰蘭台聚」
82) 《南史·陸倕傳》:「陸倕)梁天監初, 爲右軍安成王主簿, 與樂安任昉友, 爲<感知己
賦>贈昉, 昉因此名以報之. 及昉爲中丞, 簪裙輻凑, 預其宴者, 殷芸, 到漑, 劉苞, 劉孺,
劉顯, 劉孝绰及 而已, 號曰龍門之游. 雖貴公子孫不得预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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蕭素, 蕭洽 형제는 모두 어느 정도의 문화소양을 갖춘 사람들로서, 그들은
蕭琛과 함께 문장과 술로써 서로 모이고 칭송하며 연회에 노닐면서 시를 읊었던
일은 후에 아름다운 일화가 되었다. 가족문학집회의 출현은 梁初문학의 흥성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이 또한 八友 구성원인 蕭琛의 역할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
다.
八友는 西邸文會의 풍조를 梁代에까지 유행시켜 永明문풍이 지속적으로 발전
하게 했는데 후대에 끼친 영향은 심원하고 업적은 뛰어나다.
(5) 동시대 문인과 후진문사에 대한 평론과 찬상
謝朓에 대한 沈約과 蕭衍의 평가를 보면, 沈約은「謝朓는 오언시에 뛰어났다.
沈約은 200년 이래로 이 같은 시가 없다고 자주 말했다」라고 했고84), 또「謝朓
는 재화가 걸출하고, 문장이 예리하여 문단에서 떨치며 기이하게 울리네. 금석과
어우러지고 풍운 위를 쫓는 다」85)라고 쓰고 있다. 蕭衍은「3일 동안 玄暉(謝朓)
의 시를 읊지 않으면 입에서 악취 나는 것을 느낀 다」86)라고 했다.
何遜에 대한 范雲, 沈約의 평가를 보면, 范雲은「何遜이 8세에 시 읊는 것에
능했고 약관에 州에서 천거되어 수재가 되었는데 南鄕 范雲이 그의 對策(과거에
서 정치 또는 경의에 관한 문제를 내어 쓴 답안) 을 보자 크게 칭송하고 망년의
교호로 맺었다. 이로부터 한 문장을 한번 읊으면 范雲이 감탄하고 칭송하곤 했
는데 친한 사람들에게 잠깐 문인을 보면 올바르면 선비를 뛰어넘고 아름다우면
풍속을 해치는데 그는 맑음과 혼탁함을 함유할 수 있으니 고금에 버금가는 사람
으로는 처음으로 何遜을 만났다 라 고 일컬어 말했다」 라 고 쓰고 있다. 沈約
역시 何遜의 문장을 좋아하여 일찍이 그에게 말하길: 「내가 경의 시를 읽을 때
마다, 하루에 세 번씩이나 반복해도 끝마칠 수가 없다 라 고 했다. 그는 명류에
의해 이렇게 칭송받았다 」87)라고 쓰고 있다.
이러한 평론들은 그들의 공통된 문학주장을 반영하고 있다. 즉 시가는「화협

83) 《梁書·蕭介傳》:「性高簡, 少交遊, 惟與族兄琛, 從兄素及洽, 從弟淑等文酒賞會,
時人以此之謝氏乌衣之游」
84) 《南齊書·謝朓傳》:「(謝)朓長五言詩. 沈約常云二百年以來無此詩也」
85) 沈約<懷舊詩ㆍ傷謝朓> :「吏部信才傑, 文鋒振奇響. 調與金石諧, 思逐風雲上」
86) 《太平廣記》卷198 《談籔》인용: 「三日不誦玄暉之詩, 卽覺口臭」
87) 《梁書·何遜傳》:「遜八歲能賦詩, 弱冠州擧秀才, 南鄕范雲見其對策, 大相稱讚, 因
結忘年交好. 自是一文一詠, 雲辄嗟賞, 謂所親曰: 頃觀文人, 質則過儒, 麗則傷俗, 其能含
淸濁, 中古今, 見之何生矣. 沈約亦愛其文, 嘗謂遜曰: 吾每讀卿詩, 一日三復, 猶不能已.
其爲名流所稱如此」

경릉팔우
문학집단의
형성과
특징 - 양승덕
하여 유창하다」(圓美流轉)하고 평이하며 자연스러워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이
것은 永明 신체시의 중요한 특징이기도 하다. 八友는 이론과 실천적 탐색 및 총
결을 통해 육조시가가 唐音으로 나아가는 길을 개척했다.
(6) 학술활동의 조직
규모가 비교적 크고 역사적으로 큰 영향을 끼친 활동이 바로 有無因果에 대
한 학술토론이다. 《梁書·儒林·范縝傳》에서「范縝이 일찍이 竟陵王 子良을 모셨
다. 子良은 정성스럽게 석교를 믿었지만 范縝은 불이 없다고 수없이 일컬었다.
子良이 왜 그런가하고 말하길: 그대가 인과를 믿지 못 한다면 세간에 어찌 부귀
가 있겠고 어찌 빈천이 있겠는가? 라고 했다. 范縝이 답하여 말하길: 사람의 일
생은 하나의 나무와 꽃과 같아 한 그루가 같이 발하여 꽃의 꼭지가 열리나 바람
에 따라 그것이 떨어지고, 발을 힘 있게 흔들어 방석위에 떨어뜨리며, 울타리가
더러운 것 옆에 떨어집니다. 방석에 떨어지는 자가 전하입니다. 더러운 것에 떨
어지는 자가 하관입니다. 귀천은 비록 서로 다른 길이지만 인과는 어디에 있습
니까? 라고 했다. 子量이 굴복하지 하지 않고 깊이 꾸짖었다. 范縝이 물러나 그
이치를 논하여 《神滅論》을 저술하여 말하길……이 논설이 나오자 조야가 소란
스러워 졌는데 子良이 스님들을 모이게 하여 이것을 힐난하면서 굴복하지 않았
다」88)라고 쓰고 있다. 당년에 范縝이 여러 스님들과 변론한 것을 상상해보면
얼마나 장관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 상술한 기록으로부터 蕭子良은 문학집단의
지도자로서 사람들을 이끄는 풍도가 있었고 서로 다른 학술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밖에 불사활동이 있었다. 《南齊書·蕭子良傳》에서「子
良이 믿는 바가 특히 독실하여 여러 차례 저택의 정원에서 齋戒를 짓고 조신과
여러 스님을 성대하게 모이게 하여 먹을 것을 주고 찬물로 몸을 깨끗하게 씻게
하거나 혹은 그 일을 몸소 행했다」89)라고 쓰고 있는데 학술적 의미가 상당히
농후하다고 할 수 있다.
(7) 도서편찬과 초집
88) 《梁書·儒林·范縝傳》:「(范縝)嘗侍竟陵王子良. 子良精信釋敎, 而縝盛稱無佛. 子良
何曰: 君不信因果, 世間何得有富貴, 何得有賤貧? 縝答曰: 人之生譬如一樹花, 同發一枝,
俱開一蔕 , 隨風而墮, 自有拂帘幌墜於茵席之上, 自有關籬墻落於糞溷之側. 墜茵席者, 殿
下是也. 落糞溷者, 下官是也. 貴賤雖復殊途, 因果竟在何處? 子量不能屈, 深怪之. 縝退
論其理, 著 《神滅論》曰……此論出, 朝野喧哗, 子良集僧難之而不能屈」
89) 《南齊書·竟陵王蕭子良傳》:「子良信(釋氏)尤篤, 數於邸園營齎戒, 大集朝臣衆僧,
至於賦食行水, 或躬親其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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永明시기에
와서 각 종류의 문장에 骈偶化 창작현상이 일대의 풍조가 되어
事典과 麗辭등에 있어서 괄목할만한 발전을 가져왔다. 공교하고 화려함을 추구
하는 문단의 풍기 하 에 用事는 필수 부가결한 창작수단이 되었는데, 이것을 수
반하여 나타난 것이 類書이다. 八友 역시 類書를 대량으로 편찬했다. 《南齊書·
竟陵王蕭子良傳》에 의하면 蕭子良이 永明 5년에「鷄龍山 저택으로 이주했다.
학사를 모아 《五經》, 《百家》를 베끼게 하고 《皇覽》의 체례에 따라 《四部
要略》1000권을 지었다」90)라고 쓰고 있다. 이것은 중국에서 학술단체에 의해
편찬된 비교적 이른 서적이다. 그 후에 沈約이 《袖中記》2권, 《袖中略集》1권,
《珠從》1권을 편찬했고91), 蕭琛도 《皇覽抄》20권을 편찬했다92). 이들 서적은
작가들이 古事와 古辭를 선취하는 데에 있어서 상당히 큰 편의를 제공했다.
그들은 類書이외에도 叢書를 편찬했다. 《隋書ㆍ經籍志》에서「齊 때에 陸澄
이 160개 학설을 취합하여 전후원근에 따라 하나의 部로 편집하였는데 《地理
書》라고 일컬었다. 任昉은 陸澄의 책에 84家의 학설을 더 보태어 《地記》라고
일컬었다」93)라고 쓰고 있고, 《梁書ㆍ任昉傳》에서는 任昉이「《地記》252권을
지었다」94)라고 쓰고 있는데, 任昉의 《地記》는 중국에서 가장 이른 총서 중의
하나이다.

3 결론
경릉팔우 문학집단에 대한 시간과 군집적인 시각에서의 고찰을 통해 경릉팔
우 문학집단이 진행한 많은 문학, 학술활동과 큰 공헌은 전대의 문학집단과 비
교하면 상당히 뛰어난 것이다. 그들의 활동은 대부분이 동시에 공동으로 진행된
것이다. 建安文人은 건안풍골의 강개하고 격앙되며 지기가 호장하고 공명정대하
며 재기가 횡일하는 작품을 족히 대변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鄴下에 모였던 시
기에 쓴 것은 아니다95). 鄴下七子는 주로 각자의 재능으로서 建安문학의 흥성에
90) 《南齊書·竟陵王蕭子良傳》:「移居鷄龍山邸. 集學士抄 《五經》, 《百家》, 依
《皇覽》例爲 《四部要略》千卷」
91) 《隋書ㆍ經籍志》
92) 《唐書ㆍ藝文志》
93) 《隋書ㆍ經籍志》:「齊時, 陸澄聚一百六十之說, 依其前後遠近, 編而爲部, 謂之《地
理書》. 任昉又增陸澄之書八十四家謂之 《地記》」
94) 《梁書ㆍ任昉傳》:「撰 《地記》二百五十二卷」

경릉팔우
문학집단의
특징 - 양승덕
대한 성과를 이뤄냈다. 西晋의 二十四友집단은 연회에서
노닐며
시를 읊고 형성과
역사
를 강론하는 등 활동이 상당히 적어 경릉팔우와는 비견될 수 없다.
경릉팔우 문학집단은 전대의 문학집단에 비하여 몇 가지 새로운 특징을 갖고
있다. 그것은 자신들만의 분명한 창작주장을 제기했고 집단의 역량을 이용하여
추진하고 보급시키는 동시에 작자 스스로가 창작에 종사하여 한 시대의 문학풍
조를 이루었다. 그것이 바로 沈約 등의 문인이 최초로 聲律說을 제기하여 최종
적으로 永明體를 확립시킨 것이다. 중국고대 문학집단의 발전으로 보아, 이러한
자각적인 창작 구호의 제기는 문학집단에 비약적인 질적 발전을 가져왔다. 문학
집단은 단지 문학가들이 우아하게 군집하는 협소한 의미로부터 벗어나 문학발전
방향을 선도하는 역량이 되었기 때문에 문학집단 으로서의 조직적인 의미를 구
현한다. 문학집단에는 일정한 조직형식이 있기 마련인데, 사실 이러한 요구는 외
재적인 것이다. 문학집단의 창작과 문학활동은 문학가들의 집회를 통해 실현 될
수 있다. 문학집단이 정식으로 문학구호를 제기하여 한 시대의 호소를 형성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호소가 바로 경릉팔우 문학집단에 이르러 실현 되었다. 이것은
죽국고대문학집단 발전사에서 하나의 새로운 현상으로 후세의 모범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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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从竟陵八友文学集团时性和群體性的角度考察，竟陵八友所进行的文学和学术活
动之多，贡献之大，與前代文学集团相比，是比较突出的 他们的活动，大都是同
时共同所为，而建安文人足以代表建安風骨慷慨以任氣, 磊落以使才的作品, 洽洽又
大多不是聚居鄴下時期寫作的 竟陵八友不仅以自己的才学豊富了文学的园地，而
且共同倡导，奖挹後进，使文学事业兴盛发展 鄴下七子则主要是以各自才能对建
安文学兴盛作出成就的 至于西晋二十四友集团，只有游宴赋诗，讲史等为極少的活
动，根本無法與竟陵八友相比
주제어 : 竟陵王 蕭子良, 竟陵八友, 文學集團, 形成要因, 特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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