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詩序와 詩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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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詩序와 詩經解釋

끼-;: TIi命껏;에서 이튼바 픔}펀라 함은 픔원의 =t픔]평블 指稱한다. 이 I훤가 

도대치1 어느 시대， 그리고 누구에 의해 쓰여졌는가는 확질히 지적할 수 

없지만， 예록부터 詩經올 읽는 準據가 되어왔고 末代에 이르러서야 111 

로소 그 전부플 맏플만한 것은 아니리고 批評하는 學者가 나오기 시작 

했다. 이런 現象이 줄곧 發展해 오다가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누구나 대 

체로 詩序가 픔經에서 결코 어띤 *쑤짜한 地位블 갖는 것이 이니 E로 두 

구든지 바음대로 批評할 수도 있、고， 止揚할 수도 있다고 생각힌다. 만 

약 오늘달 詩經올 읽는 데 있어， 여전히 無分別하게 詩)휩른- 줍잠하는 시→ 

람이 있다면， 이는 陳鷹한 學究꽃띔료 보멜 것이다. 

합)'j;블 擁護하려 드는 사람 또한 펴然히 없음 리기~ 없디. 일짜기 어느 

學者가 댐《人댐인 . .ï洞房iYf夜停紅떼， 待댐堂前拜편始따罷低지책fi~7찌품， 

띈眉深漢入時無 .. 1플 플어사 “이와 갇은 詩는 만익二 그 덴*의 웹타이 보 

이지 않거나， 標웬기 5꽁점에서처렴 맨 앞句의 벚字플 1j](해서 짜i名으로 

깎은 것이다띤， 아c'l- 新婚꽤人이 지은 것이라고 치지 않플 시램은 없흘 

것이다. 그러나 01 픔의 作者는 분병히 朱慶餘이며， 그 詩~ 題던은 

「近試上張水곱[)J 이으파 이것은， ;E全히 詩}휩를 不{듭하고 오로지 詩經의 

木文011 fj\(據해서 참담즉운 듬j웨히1 야만 한다는 主眼、이 실 -"il 로는 결코 正確하 

지 못하다는 점을 나티마 주고 있다”라고 한 것을 본 적이 있다. 이 쩌 

* 中華民國 l짧立필승灣大편 tí.t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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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는 넌튼 親點1으로 볼 때 는 매우 홀」풍히 提/궐되 었다고 하겠으1-1-， 

딴하자띤 이외-찬→이 趙묘 “j펀詩三I듀현”ji 6 -,7 
ι，J/、 ~-， “l람詩三권首”마1011 섣려 

아마도 더 찾아보기가 。l_~ 르二e_ 'L• 
1--ð τ~:-J ~ 과 l쳐容0] 裵面上으로 서로 符잠하지 

말한 바와 서로 ?￥ 그리고 “픔三담띔” 中에서는 詩덴에서 힘을 것이다. 

;감응 三펀혐←의 iì~f 61 떤서도 그랭게 合되는 詩를 거의 찾아볼 수기 없다. 

이 論點은- 學者듭의 詩더1 不f든〔 態!포플 고천만큼 호 이렇게 다른 점에서 

못한다. 소려올 갖지 

詩序와 詩總本文2. 

반드시 참펴혐의 本文에 根據해 공정하게 끊하자면， 詩經플 읽윤 쩨는 

서 解釋을 해야지， 評序륜 릅從해서는 안된다라는 말은 태우 if確하고 

즉 자r3 한 휩理이므로 어느 누구도 反對할 〕멍E섭가 없 理폈에 符:合되는， 

을 것이다. 또 詩에는 어디에나 適用띨 수 있는 뢰l따i가 없으므로 

느
 」

>
( 
{ 1 

“ F 
E 못하게 ;효思、에 따바 詩뒀릎 찾지 누구도 다픈 사람륜이 지 신의 

히느냐 않 그"']녀 반드시 가약해 두어야 할 갓은 꽉序이1 同뒀플→ 

I~뀐鴻외→， 詩ff;에 원1듭뭔가 있느냐 없느냐， 

없마. 

있느냐 없 또는 t)Ý;據가 느1.-þ의 

넬히띤 詩띄?가 存김3 힐 價다시 RHjf퍼는 딩IJ{固의 갓 이 4는 갱 이 마. 느1-1'의 

F,',] J\'펴는 어 느 한→ 個人0] 냐 어 띤 맺 맞 이 참" J협륜 죄주 

벚벚 사-립이 섣링 “픔 

11표가 있느냐 없느냐:의 

그 影響융 받는 갓은 겸코 0]→ l~l 바 

만한바블 

定첸으프린 하1 시 

찾아본 수 없다”고 말할 수 있 암진;*;文01] i:&據 Z-l면 삼)향에 서 

날1낱이 證明다 하더라도 이갓은 “띈i經 *文으로부터 템)훤의 하구성을 

우리기- 맨먼자 반 

까긍慶 

이것은 

정고 낱어가야 한 logic 問題이고 이와 같은 전으쿄 관마면， 

餘의 「近試上張水部」 →댐는 충분한 意義가 있다고 하겠다. 

한다”라는 전과는 켈코 갇은 問題가 아니다. 

드시 

寶l察로， 末代 以來 學者블이 詩t:F를 批評하고 詩}=þ를 받지 봇한다고 

主張하는 주된 理由는 “詩經 本文으로부터 찾이블 수가 없다”라는 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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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그랴나 한떤 “詩經 本文으로부터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이 理由

에 대해서는 때로 자못 檢討해 관 餘地가 있으며， 또 한펀우록 똑같음 

“詩經 本文으로부터 찾아볼 수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學者들의 取뺨 

態度가 상당한 정도로 一致퇴지 않이， 主顆的얀 낸새가 지나치게 걷다 

는 느낌 을 받지 않을 수 없다. 

衛風 • 河廣#낌을 例로 들어 보자. 

誰謂河廣 ? 一떻抗之. 誰謂치5遠 ? 

~í予望之. 誰謂河廣 ? 曾不容刀.

따謂宋遠? 합不뽕웰. 

詩序에서는 “朱 製公희 어머니가 衛나라로 사접플 가서 꽃公판 잊지 

못해 지은 노래" 1)라 하였다. 

글자로만 본다면， 당연히 이 詩와 파 꽃公의 어머니와의 관련성은 찾 

아볼 수 없고， 또 한펀으로 末과 衛는 웬래 江(黃河) 하나플 사이에 두 

고 있어서 朱의 한 女人이 衛냐라로 시전 오꺼나， 뚱의 어떤 사땀이 術

로 移民와-서 잠았을 可能性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1'1:￥j횡른~ ~Hit、해 

서는 안펀다고 主張하는다1 있어저 이것은 確寶한 理E섬가 펀 수 있다. 01 

런 까닭으로 오늘날 詩댄될- 取하여 이 詩를 解釋하는 λ}란쓴 거 의 없는 

것 캄다. 여기에서 1f이기 學者들은 詩序블 積極的으료 否íË 한 만한7 뚫 

據블 찾으려 한다 lt:jill;은 “핑llM周ffi'~ " 에 서 발하기 플， “휴秋 l'낀公 二年

에 꽉빙- 오광개기 術륜 減亡시키지 캠단λ、플은r 권fi1T콸 깐너 펀1’에 에서 

삼았다. 1흥公 ;t年에 쩌 챈公이 죽였다. 그려므로 뤘公代。11 術는 이미 

도음플 黃퍼 以南으로 옮겼i므로 末에 감랴면 黃U띠를 긴너지 않이도 

칼 수 았었다. 詩이1 어져1 이쳐렴 쓰여 있겠는가? "2) 라 했다. 

이 로 말미 암아， 學者듬은 末 크3質의 詩總聞說플 l& f타하여 術나4로 

1) 宋裵公母歸於衛， 思、rm不」뇨， 故(11'是詩ift.
2) Cf}tkFo잉公二年 秋滅衛， 쩌人vl黃河而많於햄. j웰公九年， 宋桓公乃추. 則맺公 

之世， 衛已從黃河之i협，행끼~거;ftr抗河而後度iÉ" 詩安得1''fÍlP是言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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移f강간 宋)、이 지은 갓이리고 거를 f%했는데 6] T료궈L드1 詩j펀는 完全해 판 

定퍼였다. 그라나， 詩의 作핑이1 는 관래 삐， ll;‘ 과디 三關、가 있는데， 띤 

익(J] 참가 따體지( 이 냐 고 U~體략 한다띤 듬f ψ의 :t人公은 。1 천 펴 추 

꽃公의 [표親일 수 있으며 , 이 詩7t 麻聽가 이 니 고 tU뭔라고 띤- ，한지 각-도

아무런 R5題펼 캡은 없는 갓이마. 

이 외 相反되 는 例로 마지 댐·風의 無衣블 틀어 보자. 

뿔티無-衣七?? ? 不tm子之衣， 安且吉상‘· 

뿔 EI無衣六兮 ? 不如子之衣‘， 安묘煥兮. 

詩Ji;에 서 말하기 를"無·衣는 좁 武公을 기 련 것 이 다. 武公0] 처 음 

폼'-+라를 까合했을 매， 그의 大夫가 그를 위해 天子의 使보에게 命을 

請하면서 이 詩블 지 았다" 3)고 하였다. 詩經의 本갖;으로부터 보면 역 시 

쯤 武公과의 關係플 찾이볼 수카 없다. 그러나 河)뚫序플 不信하는 學者

도 오하 려 。1 序는 取하고， 또한 바 록 이 두 詩 모두 참덴플 取하지 않 

는 學者의 경우에도， 즘붕經今注에서격렴， 야전히 이 띔가 붉族의 1t맘I약 

과고는 主張하고 있다. 그러나 公明正大하게 생각한다면， "jj캉f숱 :;ojζ?t의 

어느 句의 말이나 글자가 좁 武公이나 貴族과 관계가 있다는 맏연기- ? 

또한， 만약 어떤 사람이， 혜것은 단지 매우 平fL한 사람이， 그의 횟나 

女友 또는 찬구가 그블 휘해 옷을 準備했거나 그에게 옷활 주어서 엠어 

보니 7}j. 남달리 새로운 느낌이였고 또 原來의 옷 보다 훤션 환풍하다고 

생각하여 이 詩륜 지었다" 라고 主張한디면， 또 다른 수획관 돕1→니→ 꺼 

둔 셈으로， 詩序에 있어 힌 首거 더 부정되는게 아니겠는가? 

學者들은 이 見解에 同意하치 않음 수도 있 다. 왜 냐하면 픔經에 서 논 

「델딘無衣七兮」 ←펀딘無衣六兮」 라고 병벡하게 밝히고 있고， 프E博에서 

말한 바 “候伯의 ij뿔는 七命이고， 뚫服은 七章이다. 天子의 때은 六命으 

로， 투률鎭衣服은 긋;으로 節윤 삼는다~'，1 )에 따르띤 결코 핍:週사땀야 지었 

3) 無衣， 美쯤武公也. 武公d간*품國， 其大夫셈之듭뽑命乎天子之使， lITî f'f 판詩m. 

4ì “f훗113之禮七命， 흉 fjl~七펠. 天子之뱃P六命， *î:젠衣服以六협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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쯤 武公이려라고는 간에， 어지1 되었든 그러나， 을 략가 없기 때둔이다. 

六命있었을 지언정 더 우기 古代어T 는 七命;之服윤 확인할 도리가 없다. 

原文과 符合분명하 「衣六」에 대한 解釋은 毛傳의 之服은 없었으프로， 

함 “車媒라 말하기를， 補充하여 (參考 ; 11題達이 毛傳윤 

수례 

않는다. 퍼지 

衣服이과 六乘과 j렀에 다는 六號플 말함이 고， 은 쩨이 거느려는 

冠을쓸 쓰는 冠을 말한 것￡ζi 이는 六玉으로 裝節하고， 힘-은 더리에 

이마 毛傳을 取할 수 없 

그!iL 

떼는 여섯 먼을 집는다" 51 라 하였다. ) 郵婆에서 

는 것우로 직를做하여 “七을 /지으로 바꾸어 말한 것은 겸손의 

候伯 대접을 봇받을 바에야 지命의 옷올 받아 天子의 U때애 자라할 수 있 

뜻이다. 

不放必當候伯，課t!1.보다는 닝 다. ’‘ (ï變七즙六者， 0 1- 。 •,-1 
"l"6거느 ι시 그라지 댄

 그는또한詩 3햄j愈乎不 j) 라 말을 매규었다. 得r효六命之服列於天子;z찌J ， 

二章에 서 는 「衣五」다 단 「衣六」이 i'-] 말하고1 ←→章에서 ff의 겨S:).c에치， 

아야느7L 
~Õλλ L / I 발하지 이렇게 왜 겸손히다 할 수 았는너} 

않플 수 없었고， 

마찬가지효 해도 

“팝나라에는 엣 또 「衣七」 下에서 하는 의푼을 느까지 

있었、고 新命;z服응 아니다” 라 하고 있디. 그것(七命之服)이 년어l 

것뿐인태， 말한 고처 七을六으로 단지 그러나 詩經의 本文에서는 

。1- /• 01 커]，
←Iλλ 'A τ 있었고 다른 하나는 新命인지 푸슨 근거후 하나는 옛날에 

읽을 詩經을 이 템블 解釋한다는 거1， 詩序에 根據해서 그라므로， 가? 

행’際i료도 어떤 꼭 詩댄에 根據해야만 한다는 생각야 아나라 할 때， 

이詩 이러한 말은 당연히 나의 다흔 方法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니다. 왜냐하 안된다고 생각하는 갓쓴 밝윤 I에 팩 j쥔 01] 恨據해서는 E프 

E 

웃이 많음올 나다낼 예천핵 

않는 깃이다. 

「衣六」은 

보자. 

0] 으로 本來 아무런 f며많가 되 지 

다시 鄭風 織衣篇을 플어 

「衣七」다1 ~￥ J쉰등 쭈Ij用해 도， 

f“;&~H兮‘

@W則六玉， 冠티” 

않， 予授子之짧상. f싫15:..낀 r타t 兮， Hil!:, 予쪼，*j펀상. 펌子-之11t"兮， 

S) Jr~者， 깊&→謂끼5밍從 fo)J.7\i깐， ’I)'U)K치짧. 衣P l'h한f 指謂7ff1rtμ，
六R￥f얹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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予쳤子之쌓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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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 予之改造깐， 

適子之때상， 끊， 

함깨 j폐의 

二l 德、을 71 

;父子7]→쉽기|람에 서 맏-하기 블， “繼衣는 武公을 기 런 것 이 다 . 

한l徒었는데 그 減責을 잘 해 냈、 디 . 국민둡응 이 룹 전 찬히→커 

런 것이다"6 )과 하였다. 의외흐 많응 學者들이 이 7] 이1 

아듭운 FJR월1템에서 詩 j휩플 取하지 

께]土之服이략는 장이 어기서는 ni:t-한 단서이지만， 

임을 수 있는 λ}람이 武公 한 사람 뿐이겠는가? 즉 이것은 

뭇한다는 것윤 알 수 있다. 나의 意見은 

公윤 꽃化하여 .7<]응 갓이 아니다라는 論理는 결코 아니고， 

腦衣의 같윤 詩에서 詩序플 맏을 수 있다면， 河J월隔에 있、어 

同:향하고 있는비， 

詩I=þ의 觸衣7}

쩌에서 總衣之服윤 

않은 사럼들이었다. 

실제로 단 

。1 詩가 분맹히 15'; 

단지 無衣나 

서가 퍼자 

꼭詩序를 

있어 만약: 받어서는 인-될 〕뿔由는 없다는 것이녀. 

양쪽 모두을 딴전한 客體에 依據하여 適짧f함을 求하려고 한다띤， 

。1 와 같은 1遊理方式에 

π E 
.Lτr 

사람플이 同意할 만한 方法은 없는 것이 다. 

詩序의 美刺3. 

이것은 學者들이 가장 링등刺로서 說明하곤 하는데， 詩}훤에서는 곧찰 

씨
 탐
 

。} 
人코

 
수
 

한
」
 

감
 

선치어 

나는 여전히 美刺說올 

여러 詩篇에서는 

지도 받을 만하다고 여겼다. 그러나， 

없는지의 여부는 注意블 기울여 ;덜求해야지， 

없다” 라는게 再論의 여지기- 없는 

생각하였음 뿐 아냐라 옳치 않다고 

“詩經 本文에서 찾아꼴 수 

確끓이막고 생각해세는 안펀다는 것 

주기 바란디. 

이다. 

먼저 짧風의 꿇등麗61] 주의 틀 기 울여 

UJ人f뭘提， J!;;ck싸JX ， fU 人II[tz ，;\i 'hj\1l~굉씨/1 7(}jj댐jE. 싸당女]\ 可J~經띤. 

컸然거~:~~f , 세jL땅}m m 〕간체心， iFjjj펜싸[1). 

父子jk!굉!펌 τrJ {'Ë , 휩!6其R없， I쩍 人15t;ιHr.美其짧. 6) 經衣、 美:IT，~낌;{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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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詩는 本X에 서 “維是編心， 是以寫刺” 랴고 분땅 히 싼히 고 있￡무 

록， 詩序의 束ú說을 보지 않1:']놔도 刺詩략고 생각한 수 있다. 그래나 닙; 

}평에서는 “화樓詩는 編칩、함윤 폐刺한 깃。l 다. 짧나파는 망이 u] 좁아 백 

성들은 잔꾀가 많고 利를 텀하，，]， 엄급운 險짧하고~ ，，}읍이 編急하여 德

」즈ji 다스리지 못했다"꺼리 하였다. 

따라서， 샤람들은 여전하 「刺編r:!U 以下로부바의 詩)횡플 F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나는 역시 “만익， 01 詩에 맨 '-+중의 두 句가 없었다띤， 

詩序의 刺編之說도 반드시 λ}람들이1 거1 취해자지 않았을 것이디"라고 생 

각한다. 사람틀은 이렇게 딴할 것이다. “이것는 매우 힘b짜따하고 f샀素←힌

女人。]， 그녁가 손수 정성껏 바느질한 옷을 1감편이1 거1 압히 늪「고사 。1 ~;J 

에서와 같응 챔잖은 모습의 낚편란 보고는， 억누운 수 없는 동뜩힘이 마 

음속에서 우러나사 이 詩플 지었다" 만약 그렇다면， 01 픔가 刺詩엘수 

있는가 아넌가의 觀點으로 보는 경우， 寶I聚frJ됨上이나 -y~學技J딩上윤 핏; 

論하고， 마지막 두 句는 모두 1t~J효0] 고 본래는 마땅히 없었、어야 띈 것 

이다. 그래 냐는 여기에서 “결국 어떤 詩가 刺詩이낸 아냐니는 참으노 

주의깊게 헤아려야 한다"는 점윤 깊이 體得하자 되 았다. 詩)쥔의 「썼l地 

限l삶」 以下의 말이l 대 해 서 ，lE義는 말하기 릅 ; 

“흙屬詩를 지은 것은 編急함을 폐뺏j한 것이다. 그것씀 해i\刺한 까담 

은 鍵나라의 I양이 비좁아사 그 벡성들은 잔꾀가 많고 가잣윤 공교룹거l 

꾸며 서 그 利益을 쫓고， 얻 금은 또한 랬옮하고 編急하여 德敎로써 액 성 

들을 다스려지 못하여 鍵나라의 風倚이 私利私愈를 追求하거l 끔 하므혹 

이것을 펴刺한 것이다. 1짧地階없」라고 말한 것은 맨→약 l안이 넓고 백성 

이 적￡먼， 民情은 私利플 추구하지 않을 것이나， 땅이 츄고 人口가 짜:~ 

짧하면 親作할 땅이 없어， 衣食이 충분하지 못하므로 機巧가 생겨나기 

쉰다논 맏이다. 암담은 그 그풋피쉰 맏지 붓하고， 깃'11 속~;Jj서 險땀하고 

k없急、하여 햄、敎기- 배신든。11 기] 며지치 뭇했;ι 따라서 난쿄- 젠과1 깨져 갓다. 

7) 훨탬‘ 행IJ編 바. 짧쳐~[짜;i」;‘ :JI;~機F]j원 *11 ， :j~캠f한 댐編원 . T0꺼!땐、 ;j !}f;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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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機꾀Jj펴利」에 고것융 따마刺한 것아다. 이 러한- 많1싼띨↑휩을 들어 사 그래사 

에
 
때
 

「險땀」은 찾物을 판하는 젓 이 고， 임→ 章 [CI句가 그렇 디. 매해서는 맨 

그러므료「刺 야 두가지 는 大同小뭔히 다. 急」이 란 äl까i뜰 l갈하는 것이 니 

P}지 막 章 。‘래 二句가 이 것이 r.:]一. 윗 i줍 

시집온지 三個Jj이 안판 챔人은 옷플 

編」이라고 바로 이야기했는데， 

下二句와 아랫꿇 上긍句는 5'-두 1 

재봉합 수 없다고 음았으니 또한 利륜 쫓는 것이다 " 5J 라 하았다. 

]료‘姓 。 1 특렀、고， 뜻은 염금된 考가 險素함이 지내쳐 ;흔짧힘-(>11 듬품序의 

틀이 잔꾀가 많고 利플 追求하는 心iJ얀 態뺨에 대해， 티욱더 암사 가는 갓 

感1-L시 71 꾀 했다는 7;1 。 런 
/、----

는
 단

 

배
 「

문
 

。

τ
 

1 L 
E 

? 
/ 

생각꾀마 作詩者의 原意블 확실 151 j巴振한 것이 있다. 템序앙 딴을 믿지 

않는 學者플은 아바 이러한 ]면줬룹 품過했을 것。1 다. 

“써1Jl1PU"詩의 /때析도 찬고하기 바란다. 

--'7:너 。
←-'/ζ E 마c당혀 德敎로서1 에 마름없으므로， 

뒤의 

또 j배風의 祝風을 보자. 

웬L風自南， 吹彼械心 J따心天天표fE;체U勞. 쟁ltf'\ 自 F김‘ 11){彼W↓[~il" mJ:E;챔섬판， 

JJt無깜‘人 동감첼jR， 在짧之 r~. 有子C人， 母fE;勞품" ~멤院f란鳥따j덴~ç 音. 잠 

子t人， 莫침설母心. 

오늘날 0] 詩에 대 한 Wff띈으로는， 週常 孝子가 어 머 님 의 때勞Z뺨、을 

마음아파하켜 지윤 것으로 춰做히고 있으나， 討!%플 딘 1댐하역 생각하여 

그러나， 땀序에서는 윈래 “孝子를 기린 것”이라고 말하는 시람도 있다. 
J ” 1 

1 
ι
 “폐風음 孝子플 기 렌 갓 이 다 . 衛나라의 }필)iï!.lö] 流行하지 말하기룹， 

봇했다. 

8) t'f헐찌詩띔‘ 써{재며" m l:J.刺之者， 꼈之士地많w‘[괜짧， f&JCE단機心:r'j {j굉 ， tJ、
J폐於;f"U. 其펀又險;원]또해急， 而無德敎以將M‘쨌之1 쉰‘짧f깜9짧j많於재， tilo센j之t다. 

言「췄n地l歐땀J;;환， 꼼f JtLU1!t( R ~li， 則情不짧利， 地障~lì~ ， 장f隊無所， 캉食不給， 
機I딩」장죄 人뭔7F;?(]jtj[ , 1Z復(JJ:f作짧， 씬校꽤記i3J() f쉰샘댐}fQ、， 쩌j敎不加於 

f히 ， f끼 1)，티 j딘‘↑품띄J!. jk 낀자F3f?j익↑ ffJL끼11]之. 1機:D5 랜Y， ;fILl， 1깐(!젠 YI~램， 據校11;~
記改)t한四 't!)감:tIJ，" liØ!:띔」뜸v짖物， 1編쉰、」듬앞따캄太同，，1;)( TI단딘 「찌'IJ網J ， 

3j'-:펜 大二/fUf lE. 」τ章 F二句， 下댄:上츠句， 판* 說;;f:르tj3 之댐， 不可짧쫓， 

찌;끊j짧利之훤:(1향1'p土， 據校따U記改}fu. 

。17:J
λλ t즈 그 칩에 7]-만히 할 지다도 둔 어마니라 지식을 드~ 01 二조L 

~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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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려으로 그 일곰 자식이 그 孝道둡 다한수 있음윤 기바서 어내남의 마 

음을 평勞하고지- 지었을 따픔이다 "9 )마 댔다. 

“衛之찮風流行” 以下로 부터 의 짜經은 오늘단의 學者듬어1 의 해 사 완 

전히 否定되았는1'11 , 그 原困은 역시 “감經 本文으로부다 찾아관 수 없 

다”는 점에서이디. 그러나 굶子의 깜了 下힘에 記載띈 것을 보띤， 公孫

+1:는 허子가 小井詩를 小人의 펴-파고 論한 것올 다 j버했는데， 굶子는 |司

意하지 않았다. 이에 公孫王J:기 “制)와은 어째사 원망하지 않았읍니까? " 

하고 판으니 굶子가 말하기블 “부모의 허물이 작었기 때푼이디”라 했는 

데， 01 -많의 對話로부다 보떤， 公孫귀가 “평L風何以不샘”이라 플어보았 

고， 굶子는 “親之過小”로 대담했A니， 이 두사람이 理解한 바의 이 詩의 

背景은 엘곱맹의 자식을 가진 어머니에게 過失이 있어도 벨 問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 學者들은 心理的으로 詩序블 멸시 하려 는 感情이 뿐리 

박렉 있기 때문에， 굶子의 이려한 文章에도 역시 깊이 疑心을 품고는 多

方而으로 추측윤 하고 있다. 허나， 우리가 詩經의 本文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윤 굶子와 詩序에서는 아땅게 |쩨會해 낼 수 있겠는가? 즉 이것 

은 처음부터 이처렴 전해져 왔을 것이므록， 疑心윤 품을 餘地가 없는 것 

이 다. 그러 므로 굶子의 이 記錄은 後人에 게 두가지 의 햄示플 준다. 

첫째로， 詩序에서 말한 바는 傳授되어온 것이므로 결코 根據없이 끌 

어낸 것은 아니다. 풀째， [-~~經 *文으로부터 찾아볼 수 없다」는 理由

가 결코 詩序가 맏플 만하지 않다는 점을 의마하지는 않는다. 그러묘 

로 이 두가지는 學者들의 詩序에 대한 通常的인 態度달 고칠 수 있푼 

것 이 다. 거;人이 참序룹 批評하기 시 작한 以來， 朱薰의 集傳에 서 의 解說

은 자주 詩댄를 本으로 하여 解釋하고는 있지만， 결코 詩序라는 이릅원

암에 내세우지 않았는데， 이것으로부터도 詩序가 朱熹의 마음에서 차지 

히고 잇는 地fk륜- 띤 수- 민 cl. 젠[，폐딘1 세시 *熹는 l完全히 UfIF펀- λ}용 

c)) 찌[따， 美孝子 tlL 術之균1웰流行， 패(~fl七子之맙， 鋼不能安其편， 故美 L子能

"얀其孝i훤， 以썽其IE心떠成其i'c'r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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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그 뜻을 펄차사 말하기플， 

“어마니는 댄폐이 流行하자 스스로 지제힐 수 써았고， 마퍼 이플늪은 자신듬 

을 꾸짖긴 했지만 아머니←블 선걸 수 없었다. 二L데 어파니플 고생시킨 내용으로 

달을 지아 완곡히게 말씀드리띤사 어머니의 잔풋윤 드 "~l 내지 않았던 것은쭈바 

한 수 있을 것이다" 

“ ffi以펴표L流行， 不能띄守， 而듭%子 13 똘， {EI 以不iE괜퍼， 1ÐE f-균깜’판침i解，!tj\j剛;f생 

E했， 不치젠;[4';親之惡， 可늠셉孝핫" 

라 했다. 朱子가 짤電한 갓은 덩-떤히 템序기 아니라， 굶子에서 이와 강→ 

은 말을 했기 매푼에 어첼 수 없이 쩔훤하지 。J-.~으→ 2• 
L경 c 없았먼 것이다. 

쿄g 오늘날 사댐 들이 칩플 발할 애 , 基本的으로 詩)펄을 不팀하기 때 문에 

子까지 도 |감1解하라 고 한다면 o}바도 너 무 지 나치 게 主祝1펀얀 것 알 게 다. 

4. 結 "‘ ülftl 

以上을 縮合하여 하니의 結5命을 얻윤 수 있다. 

부 취할 수는 없겠지만， ←→템의 ]흰라도 l發棄하라 

아-바도 詩}훤블 전 

한 1따는 라땅히 

7-

" 
먼저 

그 詩序의 設法대 료 충분히 고L려 히1 보고 정말로 끈거플 •• "ι- rH " 
/.7Ç믿r 기 퍼λ 걱프? 

때 다시 廢棄與否릅 생 각해 이:만 한다는 것 이 다. “詩經의 木文으로부티 

찾아볼 수 없으면 맏을 수 없다" 라는 오직 하나의 標準만을 사용할 

수는 없는 것으로， 스스로 쟁:願으로 생각한 것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主짧멍에 빠져버띨 수도 있는 것이다. 아래에서 나는 맺 篇의 즘한륜 틀어， 

뺀때I;j， 考慮할 수 있는 實例폭 삼고자 한다. 

鍵l헛u分m.뼈l 

彼ìíJl묘때， 言곳其핀 彼其之子， 美無度， 美無度， 싸、훤乎公路 彼ì51~方， 言

곳其쫓. 彼其之子， 美Prl英. , 美PI1英， 짜異乎公行. 彼i分一[비， 言곳其월. 彼其之
子， 美如玉， 美如::E， ~것이뿔1ι公JØi;. 

쫓멍風園有挑 

園右1:깨， 其寶之짧 心之폈핫， 我歌R 껍. 不我것[1者， 듬엽我τ1-:←t맨폐. r彼人是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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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티M其 '? J 心之핑핫， ~t; ~iHo之 ? Itjk치lι， 1값끼、7)] J~， 

1회쑤Jt* ， 其 ft之 9t. 心之잦솟， 聊以 nl'편. 不;;J::k꺼]者， 듬댐我:[→iJ:1. 1t"J 많. 「 6%)、 jÙ-i~ ’ 
予티jPJ其 ! J 必之짤옷， 其듭ffi ;i;o之 ? JtiiE치JZ ， 강릎亦;찌思 ! 

前者의 굶‘댄에서는， “ f~~素함윤 펴刺한 것아마. 그 염금음 檢素하고 뚫ù 

행하나 ]땀블 얻지 옷했음-윤 폐껴10한 깃이다" 10) 리→고 하았i며， 後者의 詩

JCj;ol1 서 는， “ il꽁局을 폐刺한 것 이 디 . jζ夫7] 二t 임 급 이 나라가 적 고 공 

:꾀하자 險짧하여 그 백성을 꺼대보 부럴수도 없고 德歡도 없어서 날뇨 

(나라의 風習이) 쇠약히l 치 캄원 근삼하여 야 詩쥔- 지었마" 11) 라고 하고 

있다. 오늘날의 學者듬은 팍룹- 말힐 I에， 마|有挑아1 는 강;띠에 「心之憂용」 

와 같은 말이 있기 때푼에맏fgj윤 근심하여 쓴 작품이거나 임금에 대 

한 不滿을 表示한 것이다 다고 主張한다. 그퍼나， 무엇을 근삼한다거 

나， 무엇이 不滿스렴디-는 잔에 대해서는 具體的연 듬감明이 없다. 써ili. 

빼詩에 이 르러 서 는‘ 쩨l과 *5차들이 生活이 치 나치 게 著修하고 民댐외 

않휩플 잔혀 몰라준는 것윤 ;띔펀한 作따l이략거나， 어느 大夫가 裝節하 

기 를 좋아하자 이 블 폐刺한 fF' r묘，이 라거 냐. 심 지 어 는 짧女끼 男子를 讀

美한 作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詩序튿 不信하는 짚本 心理에 

서는 검소한 것은 미 덕 얀데 왜 풍자를 하는가 ? (險是美德， f可以德刺)

의 여닮 字블 끄칭어 내곤 한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펀序에서 말한 

바의 原意를 忽視했거 때문이다. 만약 이 두 j립의 픔와→ 잎에서의 첼擾 

한 首를 한께 고려해분다면 詩띄;의 意恩는 바로 明띄해 지따 또한 詩序

륜 取할 수 없다고는 생각하지 봇한 것이다. 벤자 싹m. ìi띠l와 편樓詩릅 

Jt較해 보띤， 이 두 詩의 ffìtöl 완전히l 서르 -갚음을 열 수 있다. 1，폐침‘ 

挑의 每章의 얀 두 1::0는 上位者의 8월짧編순폼을 말한 것 으로 짧鷹의 칫 

章에 해당되는 셈이다. 가운데의 네 句는 훌魔 二章의 얀 三句에 해당 

되 는 것 o 로， UIi:者의 핏德 섣- 만한 갓 이 디]， 未↑U는 1:젠←者.9-] fj- l풍와 

10) 刺險也. 其君險以能정Ij， ;liI‘不챔禮tÞ~. 
11) 핑IJ 時tl!.. 大솟훗其딱， 쉰혀 1) ‘ i끼끼[， 미I짜~1끼짧， 0ft~用其fi':而無德￥~~ 마 1'), (;증쉐IJ ‘ 

Hd'f是詩tJ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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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身分이 서보 빚지 않음을 맏하여 隱然다 l 어，1 1\ffi\刺의 意1싹플 품고 있는 

것으로， 헬魔詩의 未 二句얘 해당되는데， 검jR꿇討에서는 露骨的으로 드러 

나 있지 않을 따름아다. 덤낀有跳 詩이1 사도 파로품의 앞 二句는 역시 險짧 

編急을 말한 것으후， 이 른바 「彼人是값， 子|즈; {ÞfJ'C는 èlt로 「檢줬美德， 

f可以줬刺」의 뜻인 것 이 다. i'F者는 上位者의 t상짧f램f등H T:닥姓들의 機JTj

i짧주IJ하는 빠{싼을 助長하는 1'f用이 있음을 질→ 알고 있었지딴， t止人들은 

이 것을 잘 모르고 「謂됐土也騎J I調我士也圖極」이 라 히니 , 이 런 까란으 

로 作者는 이 詩를 지어 그것윤 끊임없이 근삼한 것이다. ò1 땀의 主핏 

意、탑는 역시 앞의 두 詩와 저료 符合된다 할 것이다. 한 시대에는 二L

시대의 政情이 있고， 한 地域에는 그 j也域의 民風이 있는 法인더1， 이 

세개의 詩가 鍵風에 연속하여 실려 있고 그것들을 함께 묶어 부는 것은 

쟁각컨테 제멋대로 결우씨컸던 것으르는 볼 수 없는게 당언하다. 朱흙 

의 集傳음 詩序를 不‘信한 것으료 有名하지만， oJ 三首의 즘간에 대해서는 

오히려 완전히 詩序‘에 依據했을 뿐 아니략， “萬魔， 싼、i라빼， 델:有挑 三

首는 모두 急追하고 자질구레한 뜻을 말했다”고 했오니， 결국은 三詩의 

相關性에 注意한 것이다. 이는 실둘 나의 뜻과 꼭 같다. 

節南山之什의 首띔인 節南山으로부터 魚漢之什의 末篇인 f可띈不黃에 

이르기까지의 四十四首의 詩 中에서， 何人斯， 大東‘， 無將大車， 서、明， 

都人士， 縣蠻의 六篇플 쩌1 외 한 모든 詩릅 詩序에 서 는 뼈王을 調刺한 것 

으로 看微하고 있다. 이들중 여라 詩篇들은 분명히 그 時1\;;의 어지라움 

을 調東IJ하고 있는 것이므로， 잉썩王과 관련시키는 경우 설사 學者플아 잔 

적으로 긍정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대치1 르 크게 빗어나지는 않는 갓 

으로 볼 수 있다. 二l더 나 이 와는 다른 內容의 많은 詩篇틀이 있는데 , 

에 블 플떤 환핫， 팀i휩[니~댐田， 大E8，흙彼洛헛， 잊쫓칭횟者품펄， 쫓/될， 鷹薦，

頻11\ j'핀짧， 實 ? UJii=, ;댁.演， 갇蘇， 좋버j· ， 願꿇， 왜葉 짱:까 [，.七휩Î o'll 저 

는 傷時刺옳L的익l 氣뺀은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어떤 것플은 

캘으로 드러나는 칫字로 볼 때 오히려 領美祝함"츠픔로 켠즙f뻐되어야만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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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놔고 

詩「한와 詩經

그런데 詩}휩에서는 統合하여 떠H:올 리떼刺한 

이는 실로 오늘날 사람들이 매우 異常하게 생각하지 

는 詩-틀도 있다. 

。J-~ t:: 그1 
1..15" -2. -l-넉 했으니， 

이러한 詩웹들에 대해서는 오늘날 詩序플 믿는 샤람이 가 없는 것이다. 

스스로의 경햄으로도 맨 처음의 한 두 몹에서 

는 나의 意見을 억지~ 거기에 맞추어서 받아들이긴 했으나， 대략 모두 

다시는 없게 되 었다. 니} 

가 서로 連結된 이 詩플응， 다음으룩 니}려갈수록 더욱 더 容認하기 어 

느껴졌다. 그래서 냐는 이것은 우연한 한 두 首의 詩가 아니고 서 

로 連結련 十七首의 詩얀너Il， 

램제 

맏지 점점 더 오늘날 우리 기→ 보먼 볼수록 

이와같이 대담한 용기블 가칠 수 않게 되는 데도， 詩序의 作者는 어떻게 

作者는 어떻게 完全히 不可思議할 뿐언데 詩Jj;의 았었을까;우려들은 

확고부옹 이라한 도래채 어디에서 않올 수 있는가; 그는 疑心을 품-지 

않을 수 없었다. 

환때 , 故닮rr傳을 쓴 毛公이 나 쫓을 쓴 鄭玄

한 大學者이다)과 갇은 사람들은 g뺑明이 

함을 이끌어냈을까 , 등의 質問융 하지 

셔
꺼
 씬
편
 

再
ET 

도i
 

한번 

經에 

그더나， 다시 

〔鄭玄응 여러 

x. 
-<> 그틀이 어 찌 하여 詩序블 따라서 解說을 해 이른 有識之土인데， 1꿇에 

亦維詩經에 서 는 「哲人之합， 고도 그렇게 泰然自若합 수 있었겠는가? 

稱蠻하여 「其鼠不可及也」라 했는데 斯房」라 했고， 孔子 또한 짧武子플 

있어 더욱더 내 가 이 와같은 詩序를 對面‘함에 보면， 이러한 말을 생각해 

-→織하여 없애버릴 수 없고， 수가 없는， 감히 가벼운 마음」즈로 버렬 

강구해보고 싶을 뿐이 

이것 

얻어질 수는 없는 것이 

詩J%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도록 방볍을 

內容올 찾아 볼 수 없는데， 마. 詩經 本文에서는 켈코 “刺짧1玉”의 

종즘彈附會하여 行問무료부터 글자의 은 당연히 

다. 값風 序와 굶子에서 解說한 內容이 서로 符合된다는점을根據로하 

있다고 탈할 수 있을 것이다. 면 응당 詩]훤는 만드시 받아플일반한 점이 

띈公어 나 鄭玄이 無條件的」으료 詩序룹 按受한 까닭은 lil-S:. 이 려 한 勳點

詩F.f의 f'f-者가 이 詩에 

基폈홍하고 였다고 생각한 수 있다. 

그려나 나는 또 다른 하니의 見解가 있으니，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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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二L fp成H풍{자기 띠j王fl:;였마고 확실히 알고 았었다고 11핏定한다면， 

한 시내에는 그 j받代의 文學背景이 았으므로 나라기 쇠약:하고 어러운 

H훈1~에서는 싫美之作아 나올 수 없을 것이고 띠 i斗λl 잣:字에서 갖이꼴 수 

있는 것은 당띤히 刺詩알 것이며， 又字이1 샤 찾아괄 수 없는 경우에는 엣 

일을 들어 오늪을 폐刺할 수도 있고， 말이 란 항상 암시 한다거 냐 變化샤 

키기 쉬운 것이므로， 그 效果를 얻는 方法 또한 윈래 힌- 측면이1 만 았는 

것이 아녀라는 점에서， 담然히 刺픔가 된 수 있￡며， 꼭 直픔우로 탬획

히 말해야만 활 갓은 없다， 小雅의 詩들을 조室에서 내왔으므로 그 時

代를 論하는 것이 원래 困행E한 일은 아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觀點에서 

건 이러한 詩篇들이라떤 나는 詩序의 論法야 마땅히 尊重뇌야야만 활 

理범가 견코 없는 것은 아니 라고 생 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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