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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擔浪詩話」의 師承關係와 以輝p兪합의 

쫓當性檢討 

:•/ 

요? 鐵 ,y t:* 
i 仁~

1. 序 論

R人 좁木正兒가 「中國文學擺說」에서 i휩핑의 많은 詩話들 중에치 가 

장 폈領을 얻은 것r은 姜聲의 「白石詩說-과 嚴%의 It쉽浪許닮JJi 라고 하 

었듯여 「짧浪詩話」는 後世의 詩學c까 많은 영향을 끼쳤다. 특히 郭紹않 

는 「中國詩的神휩格調及性靈說」에서 “t용i멍 이후어l 前後七子는 그 格調

라는 하냐의 뜻을 얻었고， 안應훤 

얻었으니 II비1 록 옥완f전히 다은 깊로 가고 있는 것 같으나 살책로는 같은 

근원에서 발원한 다른 흐름이다 "21 라고 하였는데， 中國획 三太 詩論이 

라고 할 수 있는 神꿇說 • 뺨調說 • 1生靈說의 세 詩論 중에서 두 종류가 

모두 「휩浪詩話」에서 發源하였디면 中國詩論망에 있어사 「펴평파話」의 

위치를 가히 짐작할 수 있다. 

「휩浪詩話」의 펠價가 대 단한 만큼 그에 대 한 讀표도 궐고 검t判도 많 

마. I四庫全書總目提횟」에서 “칭찬하는 자도 너무 지나치고， II T낸하는 

자도 너무 지냐치다(뿔者太過， 폈者젠太過). "3) 라고 한 판은 그러한 사 

* 서 울大 中文學科 時間講g~í
1) r中國文學戰꿇J p. 162. 
南宋A的詩話雖然~N多 ...... 在파期間最겪횟領者쉴E姜藥之 i1:fi쉽잖一卷與嚴죄 

之펌浪詩話一卷. 
2) r中國詩的神題格調及f生靈說J p.4. 

自擔浪以後前後七子得其格꽤一義， 而薦洋得其神λ뼈一j흙， 값f以分i쉰揚廳寶IlIJ 
同源異流.

3) r四庫全홈總 目 提훨J p.43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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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융 찰 말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I 펌浪詩話」를 칭찬하는 사 

람들은 지나치게 감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고， r휩浪詩話」블 

옹호하는 사람들은 「펌浪詩話」의 論理的인 윷;當f生을 檢證하려 는 노력 이1 

부족했다는 느낌 이 든다. 

「평浪詩話」활 띤구함에 있어서 해결되어야 될 운제가 직지 않지만， 겨ζ 

鎬에서는 그 중에서 두 가지 문제 곧， 神꿇說 계통의 詩論의 맥락윤 찾 

으려는 관점에서 “嚴겼의 詩論은 司2효圖에서 發源하였다" 4) 라고하는通 

念과 「消浪詩話」의 ‘以彈11兪詩’ 의 方法論과 관련하여 嚴겼의 輝에 대 한 

無知와 論理-의 f屆{生을 지 적 하는 見解에 대 하여 批判的인 觀點에 서 考

察해 보고지 한다. 

1I. 嚴쩌므I r쏠浪詩話」와 司空圖

中l짧詩論史에 있어서 l뾰}합의 司겸區l와 南宋의 嚴쩌 사이에는 특징작 

인 類似性이 았다. 두 사람 모두 詩를 샅기는 하였으나5) 討人 o 로서는 

쩌·意하지 뭇했고 詩論家로서 이 릅。l 높다 6) 뚱 兩A의 詩論f떠向에 는 神

秘的이 고 純文藝的7) 이 라는 共通f生이 았다. 따라서 南宋 嚴겼의 詩論 形

成에 l뻐l람 司강圖의 영향이 있었으리라는 추측은 쉽게 할 수 있는 알 

이다. 

그러내， 司초圖와 嚴겼의 詩論이 結果論的우로 어떠한 類似{生이 았았 

음에도 불구하고 설제로는 嚴찌의 詩論의 形成은 司힐圖의 詩論의 직접 

4) 黃海章， r中國文學:tlt評簡史J p.147. 
總、짧~ÌJ월浪詩說， 發源f司空圖 ..... . 

5) 司空圖에게는 「司空表聖詩集」이 있고， 嚴겼에게는 「펌浪P今卷」이다는 詩集
이 있다. 

6) 피空圖에 관해 서 는 쐐鎬 「司空圖《二十四詩品)) liff究J p.1 參照.
嚴::J::J， <答吳景仙뿔); 뽑於í'f詩， 不敢自負， 至識則自謂有一日之長.

7) 한l空圖는 王維를 중섬으로 한 詩佛派의 詩論을 집대성하였고， 嚴갱에 대해 
郭紹廣는 ‘偏於藝術性而忽、於思想性’ 이 라 하였 다. cr펌浪詩話校釋J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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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영향과는 무관할 것이라는 단서플 찾을 수 있다. 

本章에서는 嚴%의 詩論에 대한 司~圖의 직접적인 영향을 주장하는 

벚 사람의 견해플 통하여 그것이 通念化퍼어 있는 현상을 살펴보고 그 

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1) 王土禮의 詩論에 반영된 司空圖와 嚴껴의 詩論

王士視은 〈香祖筆記〉에 서 , 

表聖(司空圖의 字)이 詩플 論한 것으로 24品이 있는데， 나는 ·‘不著-字， 盡

得風流(한 字도 쓰지 않고， 風流플 다 영었다)"의 여닮 字플 가장 좋아한다. 

또 “불 풍성히 흐르고， 생기 있는 봉 기운은 털리까지 뻗어 있다”아고 하였는 

데， 그두 마디 말은 詩境을 形容하였으니 또한 철묘하다. 마로 載容州 (J휩 戰없 

倫 : 732-789)의 “藍田 B 魔， 良玉生댐(藍田에 햇빛 따뜻하니 좋은 玉에 연기 피 

어오른다)." 8字와 같은 뜻이다. 

(表聖論詩， 有二十四品， 予最홉 “不著一字， 盡得風流” 八宇. 又늄 “곳슷流 

水， 逢逢遠春" 二語形容詩境， 亦紹妙， 正與했容써 “藍田日隆， 良玉生煙” 八字

同읍. ) 

라고 하여 「二十四詩品」의 ‘含홉’ 과 ‘鐵構’ 을 讀賞하였 다. <붉律草랄詩 

集Fj;)에서는， 

옛날 한l空圖는 도합 스물 넷의 《詩品》을 지었는데 ‘때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만나면 깊지 않으나 다가서면 더욱 회미해진다"라고 하였고， 

‘自然’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엎드려 집 ò 면 바로 그것이고， 이웃에서 취하 

지 않는다"라고 하였고， ‘淸奇’라고 하는 것이 있에서 “옛스럼고 기이함이 신 

령스럽게 나타나니 담당하여 거머윌 수 없다"라고 하였는데， 이 셋은 詩品의 

最上이다. 

(숍司空表聖作 《詩品)) IL二十四， 有謂때灌者1='1 : “遇之더E深， 덩 11之愈**. ” ; 有

謂自然者티 : “(J(f업郞是， 不gxa홈憐.”; 有謂淸奇者타 : “神出古異， 淡不可收.”;

是三者品之最上. ) 

라고 하여 「二十四詩品」의 ‘ i中濟’ 과 ‘ 自然、’ , ‘淸奇’ 의 세 品을 讀賞하 

고 있다. 이 밖에도 「뼈、洋詩話」에서도 「二十四詩品」을 引用하고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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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건할 수 있다 8) 王土鎭의 「二十四詩品」에 대한 이러한 태도에서 玉土

처월의 詩論연 神홉월說에 司~圖의 영 향이 많았음을 알 수 았 다. 

王士順의 〈分#餘話〉에 서 는， 

嚴i쉴浪은 詩플 論하여 ‘妙J居’ 두 字와 ‘理致의 찬에 들어가지 않고， 言語라 

는 도구에 띤어지치 않는다.’라는 말올 특별히 플고 있다. 또 ‘거울속의 형상 

과 블속의 달， 했후이 뿔을 결고 있어저 찾을 수 있는 자취가 없다’라고 한 것 

은 묘두 옛 사량을아 밝히지 옷한 신비를 밝힌 것이다. 

(嚴펌폈論詩， 特站妙뿜二字， 及所그긍不涉理路， 不落-즙홉; 又鏡中之象， 水中之

月， 뿜후:!tßl염， 無원可尋j긍j긍， Ef發前人未發之秘. ) 

라고 하였고， 〈鍵尾續文〉에서는 

嚴i휩l良은 輝으로써 詩플 설 명 하였는래 나는 

五言詩는 그 (원리)에 더욱 가캅다. 

그 말에 깊이 찬폰한다. 그펴 고 

(嚴펌浪以輝n兪詩， 金深캉정其說， 而죠言尤행近之.) 

라고 하였는데 , 여 기 서 王土福은 嚴%의 詩論에 

직접 시안하고 있는 것을 얄 수 았다. 

만.È- 여랴으 
1.--0- "'1- 0 0 ~ 

Bl- q]-ιL~ 
I二 H、 I그 'ê. 

이와 같은 司호圖와 嚴겼에 대한 王上펴의 推{JìJ으로부터 王士祝의 詩

論인 神홉율說에 는 많은 부분 司2효圖와 嚴쩌의 詩論이 반영 되 었음을 앞 수 

그것은 또 司켈l뭔와 嚴꼈의 詩論에는 많은 類似쩔이 있음을 立델 있다. 

하는 것이기도 하다. 

2) 司空圖와 嚴쩌으l 師承에 대한 通念

王士체형외 司힐圖와 嚴쩌에 대한 태 도에 서 살펴 보았듯이 司껄|뭔의 詩

수 없다‘ 司첼I밝와 

司초I짧의 詩論의 영향 

論과 嚴쩌의 詩論 사。1 애는 공동점이 았음을 부언할 

嚴겼의 詩論의 共通性에 근거 하여 嚴겼의 詩論은 

을 작접 받았다고 하는 것이 엘반적인 通念이다. 

許印芳은 <C二十四) 詩品願〉에서， 

8) r뻔、洋詩話」 下卷 第53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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司空圖가 ‘味外之듭’플 먼저 거론한 후로 宋에 이르러 펌浪 嚴BÇ가 그 說을 

위주로 하여 부띤하여 詩話플 만플어 후진들에게 가프칩 을 전파했다. 

(自릎꿇힘‘평맛、外之듭， 遠宋j용浪嚴BÇ， 專主其說，:jìJ월詩話， j專敎後進)

라고 하여 司호圖의 詩論과 嚴쩌의 픔論은 師져￡關係에 있음올 말하고 

있다. 郭紹펄도 「中國文學批評史」에서 許印芳의 얄을 그대로 깅 I댐하고 

:r二十四詩品」과 「擔浪詩話J ， r뺑、洋詩듭핑」블 설명하고 있어서 9’ 許印芳의 

見解에 이외가 없음을 보여 주고 있다. 

張健드 「쉽浪詩話없究」에 서 嚴%의 ‘했〉펌’ 플 論하여 

듭:jr펀쩔휠의 5추品 중 ‘含養’ 이 다는 한 則에서 말한 바 ‘不著一字， 盡得凰‘it ’ 8 

字가 꾀1영C11 케 준 람發은 분명허 애우 크다. 그가 ‘雄i軍’을 論하면저 말한 ‘超

以象外， 得其環中(形象밖」즈로 초월하여， 우주의 기본 완리플 터득한다) .’도 바 

찬가지다. 

(훈於를j띈圖詩品中含훌-則所Ä: r不著-字， 盡得風‘流.J 八字， 予펌浪的쟁發 

顯然、極大， 其論j양j軍所謂 「超以象外， 得其環中. J 亦同.)

라고 맏하고 있 다 10) 

이 상과 같이 司호圖의 詩論과 嚴쩌의 詩論의 共通性에 서 출말하여 嚴

쩌의 詩論은 司휠圖의 詩論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通念우로 되어 있음을 얄 수 있다. 

3) 嚴경껴 흩총論의 司空며뻐 詩論 直接 師承짧에 대 한 훌훌問點 

司空圖와 嚴쩌의 詩論이 王士趙의 詩論으로 流入되고 있는 것을 살펴 

보았고， 嚴깡경외 詩論。1 司청圖의 詩論을 그대로 계송하였다는 通;융:을 살 

펴 보았지 만， r펴浪詩話」의 태 용을 자셰 히 살펴 보면 꼭 그렇 다고 말할 수 

없는 의둔점이 발견된다. 

末尾에 附錄되어 있는 〈答吳景仙書〉를 포함한 「휩浪詩話」의 어느 구 

9) r中國文學批評史J p.137. 
10) 張健， r消浪詩폼짧究J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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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에 도 司초圖의 詩話을 직 접 引j점하거 '-} 司EE뭔l블 學名한 부분야 앉 다 

는 것이 그 의문의 하나이다. 嚴깅깅가 詩을 品評하기 위해서 많은 댐人 

들의 이릅윤 거릎하고 았지만 詩論家는 司컬l圖룹 막론하고그누구도거 

튼하지 않고 있는 전 은 다음과 같아 그의 앞에 냐다냐 었는 詩論家로서: 

의 자부심 때문안지도 모르겠다. 

嚴쩌는 〈答吳景1UI雲〉에 서， 

냐는 詩플 정 짓는다고 자부할 수 없지만 識見에 있어서는 념듭보다 나은 점 

이 있다고 생각한다. 古今의 體製에 대해서는 마세한 차이까지 분별할 수 았고， 

칩한 경우는 보기만 하여도 안다. 

(漢於作詩， 不i'V:j3負， 至짧則범謂有一日之長. 於古今體製， 若짧蒼素， 홉者별 

而슷D:L.) 

라고 하여 詩에 대한 識見을 자부하고 있다. 특혀 「휩浪詩닮」의 〈詩휴1￥〉 

에 대해저는 염챙난 자부삽을 7'_지고 았다. 

나의 〈詩뺨〉은 흉久한 세월을 지나온 의문점을 해결하였으니， 정멜로 제상을 

놓라게 하고 닫의 추종을 불헤하는 말이며 지극히 당연하고 떤관띈 理詞이다. 

그중예 江西詩派의 결점을 말한 것은 정말로 짐창과 간을 도닙내는 말잡아의 

솜싸이다. 輝理를 이용하여 詩를 설명하였으니 이보다 적절한 것이 원다. 이것 

은 냐 스스로가 설져로 증명하고 깨달은 것이요， 나 스스로가 독창적으로 이 

정지플 캐척한 것이니 남 염에셔 남의 말을 주에 담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 

다. 李白과 柱南가 다시 상아난다 해 도 나의 단은 바푸지 않융 것 이 다. 

(樓之詩辦， 乃斷千百年公案， E成驚世*현(심之譯， 至當歸一之論. 其I댐說lH'면詩 

病휩取心R千創子手. 以輝l兪詩莫此i홉-切. 是自家寶證寶'ff흠者， 是自家RPEi5쫓I!il'此 j됩 

:It!!;, 덩9非傑人離현풍‘ 給人j弟면훈得來者. 李+土復生， 不易콜듬훗. ) 

이 와 같이 嚴쩌는 자신의 詩論家로저 의 能力에 대 단한 자부심 을 가지 고 

있었고 자산의 論理의 獨創性을 과지 하고 였다. 따라서 嚴쩌는 자산의 

論理의 타당성 을 주장하거 내 論據의 補彈을 위 해 서 前A들익 3뀔f5k을 직 

;접적으로 受容하지 않으려 했유을 짐작할 수 있다. 

嚴쩌가 「협浪詩話」에서 他A의 理論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자신의 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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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옮家로시 의 자부심 과 理.論의 獨종ìU↑生쓸 과시 하기 위 해 서 였다고 하더 라도， 

司空돼와 직 캡 적 인 師承關係가 

없는 의문。 E드 았다. 그것은 

‘>• 어 L.. ，]-上二
κλλλ--rL 문제와 관련하여 됩-過할 수 

;:;1 ~효圖와 嚴컴의 공동된 점 의 하냐인 詩

회 風格分類와 관련된 문제 이 다. 

擾雅美(Grace)와 莊嚴美(Sublime)로도 말할 수 있는 ‘f쫓游不追’과 

↓‘沈看痛快’로 합의 風格을 둘로 大別한 〈詩辯〉의 ‘詩외 大擺’는 論外로 

두고， r二十다미詩品」과 「휩浪詩話」에 u~ 엘되어 있는 詩의 風格은 다음과 

같다. 

「二十四흡品J : 

雄t軍 ?내1淡 • 藏權 • 沈著 • 高古 • 햇雅 • 、&俠 • 헬健 • 騎麗 • 自然 • 含훌 • 豪

1& • 精j해1 • 鎭密 • 流野 • 淸감 • 委 lil1 • 寶평 • 悲t짧 • 形容 • 超굶 • 顆逢 • 限達

流動.

iì힌良詩끓」 ‘詩之品有九’ : 

高 • 古 • 深 • 遠 • 長 • 雄뿔 • 쯤뼈速 • 悲)\]: • ì훌械. 

「二十四詩品」과 風格分類에서 ‘雄揮’ 과 ‘廳逢’ 은 공통 

유사성을 더 찾아본다면 

「消浪詩話」의 

굳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았다. 「二十四詩品」의 

「휩浪詩話u의 

것이다. 

U‘高古’ 가 「펌浪詩話」에 서 ‘高’와 ‘古’로 나뉘어져 있고， 

1 ‘悲 #-1 ’ 은 「二十띠詩品」의 ‘悲麻’와 유사하다고 할수있을 二L

렇지만 「二 「四詩品」과 「消浪詩話」에 공동된다고 할 수 있는 風格은 반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二十四詩品」놔 「펌浪詩話」의 단M'ã分類의 공동성이 직음은 그렇다 하 

더라도， 만약 「펴폈詩話」가 司‘호I웹의 직접적안 영향을받은것이략면 더 

욱 않은 따뺨이 카판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司초圖의 「二

十四詩品」은 司E잠뭔가 여 랴 種짧1의 風格을 지 닌 많은 詩를 강상한 후의 

결과로/ 그들 사이에는 받다튼 우열을 지우지 않았는랙， 嚴겼도 그와 

」F「사한 짧휩態많관 ;설치하고 있다고 여겨지기 I셰문어다. 

〈詩辦〉에서는 합의 /極조t탑 ‘入神’으로 젤정하고 그에 례당하는 詩A

으로 李단파 쉰젠플 끌고 있으며， <詩評〉에서도 李白과 센;펴플 높이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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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는 條덤이 다수 보인다. 그 밝의 詩人뜰의 詩에 대한 평가콜 보맨? 

떠淵明 • 찮f靈運 • 玩籍 • 左思 • 謝跳 • 李꿨 • 柳宗元 • 權德、댁 • 李딸 • 李益

• 劉夢得 • 張籍 • 王建 • 盧소 • 高適 • 뽕參 • 짧愈 • Q￡然 • 쿄둔浩然 • 崔顯

등에 대해서 긍정작인 평가블 하고 있다. 그중에서 탤代 詩人틀만 상펴 

보아도 다양한 유파의 詩人들이 망라퍼 어 았음을 알 수 았다. 따라서 

수용했티 라떤 더 옹 다-양 後世人인 嚴쩌가 司초區l의 영 향을 칙 집 적 으로 

한 詩의 風橋이 거론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거른펀 

詩品」의 

詩의 風格외 종큐의 數를 두고 보아도 「펑浪詩듬핀二는 「二十四

현격한 손색이 있을 뿐만 24種의 風格分類、에 비 하여 流略하고 

아닥라 살제 

보한느낌을 

「휩浪詩話」이l 

사용된 風格用語획 구조만 보아도 「二十四품I뭄」레 B] 해 되 

준다. 一字多義의 애매성이 있는 漢字의 특성에치 볼 쩨 

뿔字로 된 風格用語가 전체의 절반을 넘는 5種이나 열거 

되어 있다는 것은 

이마. 

각 !페格의 특성의 구체화어1 역행하는 한싱이기 때문 

만일 嚴쩌가 可호많l의 詩論을 昭究한 바가 있었다면 li한쿄픔듬죄」의 ß，l~ , 

格分類는 「二十四詩品」 보다 진보펀 

서의 대단한 자부섣 때문에 일부더 

「二十四詩品」을 의식해시라도 詩의 

다. 더우기 「二十四감品」은 24種의 

면을 부여 주었어 야 폈고(1:츄論家로 

지-신의 독창성을 강죠하려 했、약떤 

風格에 관한 언곱은 회피핵을 것。l 

j봐格을 나엘하고 高똥의 능틴-핑단方法을 

구샤하여 각 風格의 튜성 을 묘λ}하고 있는 데 반하여 , I폐}용討듬판」의 댐L 

格分類、는 風格用語의 단순한 나벨에 그지고 았어서， 그것아 섣샤 嚴찌 

의 덤jj꽃한 識見에 서 나왔다 하더 라도 일단은 단순한 가 계 적 인 끼조業이1 판 

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 에 도 分類판 風搭의 數니- 風格fr~ 텐의 j웹造가 

「二十四詩하tJ의 그것보다 낙푸판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은 r-ì:'씀浪칩 

話」의 著作에는 司형圖 詩論의 직접작안 영향꽉아 배제되떠 있딩、기 때 

문이었다고 말할 수 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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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II. I演浪詩話」 ‘以輝P兪詩’ 으l 쫓當性 檢證

협뭉겼의 時{~에는 게행f먼를 詩學에 導入하는 )펀[폐가 보편화되어 있었다. 

따라서 「휩浪칩話」에사 패理를 援用하여 픔펴을 전개하었다는 것은 嚴

겼의 獨쉽U的인 方法論이 라고는 할 수 없 다. 끄) 그러 나 〈答吳景仙끓〉에 서 

嚴쩌 스스르가 페뽑→으로써 詩플 섣멍하는 것은 이보다 적칠한 것이 없다 

〔以網I-iítx칩핀l[ 디흙띠). ’ 고 자푸하고 았는 갓처 럼 ‘以禮n떠詩’ 의 方法폐은 

「됩浪詩듭김」의 가장 큰 득징으로서 그 중요성을 忽視할 수 없디. 

以輝U}M픔의 方法論은 「힘浪듬란닮」의 카 다란 튜정 임 과 함께 「펴浪訓話」 

에 대한 批判의 표척이 되기도 한다. 

淸f~의 격프파딸는 「궐→一떻詩說」에 서 王土펴의 「店-賢三I샤集」과 함께 회풋 

%의 以禮li값픔의 )J法듭삶을 111 판하고 있다. 

펴갖 i설i밍은 내렁핍쿄서 詩플 論하였고 王~ic亨(王士順)은 그에 의거하여 「함賢三 

味集」을 編選하였、다. 생각해보건대 詩敎는 孔子료부터 論定된 것인더1 우슨 연 

유록 件짜의 얻로 떤어진 것인가? 

(짧펴뀐j:)，‘禮파퍼픔. :1: I況펀|적而選JTl_~:賢三味集. 試思詩敎自尼父論定‘ 何緣F쉰入 

佛事?)

李펄핀i의 판k判은 5￥論 자체 에 대 한 비 판보다 關家의 깨B家에 대 한 反

感에 서 1닫로펀 것 이 기 때 문에 , I消浪詩話」의 詩論으로서 의 갖、않↑生 여 부 

에 관한 문제와는 거리기 있다. 

E命j원 중에 는 「펴浪픔즙」의 以彈1체詩의 方法論 자체 릎 잔띤 否定하는 

이가 많다. 간강첼은 It센당참듭핀lifF깡\:J에서 嚴%가 읽은 佛잔이나 輝家書는 

「維摩침J • í五댔會7tJ • I {i흉펀왔」의 댐 주플 1켓1、 어 나지 않으며 12) 嚴겼는 

彈學에 대해서 잘 알지도 뭇하만서 t람時의 時流에 펀승하였을 뿐이라고 

11) 郭紹렐. ï中國詩的과Pîíïr해폐j及↑4:靈說J pp.5-1 1. 
12) 張健， op. cit. , p.13. 



했다 13) 그러냐 핸%의 채뭘學에 대한 지 식의 

로 한정하는 것은 지냐친 廳說이라고 생각펀다. 왜냐하띤， I쉽浪詩話j 

는 嚴%의 詩論이 칩 약띈 文章으로서 F덤福이 그다지 크지 않은데 , 이 속

에 사용뭔 用語의 出處만을 살펴 禮學에 대 한 造즘룹의 징 」듀흉 족청 한다 

는 것은 너무 각박한 論理。1 기 때문이다. 

張健의 嚴%에 대한 돼도야말로 前A의 批判을 닦습한 것이라고 밖에} 

단지 세 쉰의 독사 르
 
E 도

 
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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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수 없는데， I휩浪詩話」의 以輝웹詩에 대해 비판하거나 嚴%의 輝에 j 

대 한 無知블 主張하는 이 들로 淸初 錢議益을 비 훗하여 k띈班? 吳픔 등이 

있었고14) 近A으로 朱東潤과 郭紹盧도 그룹과 같은 임장에서 1j 침n~당詩話JI 

플 Bl 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5) 

「휩浪詩話」의 오류를 강조하고 비 판하는 사람들에 反하여 「땀편5￥話ji 

에 나타나 있는 嚴쩌의 論理，플 전면적으로 긍정하는 學者도 있는만11， 대 

표적인 인물로 :ti松拍 16) 과 그의 說을 추종하는- 옳景進17) 같은 파자들이 

비판하는→ 

꽉여된 아예 무시 하거 나 그들에 대 한 論理떠 1호펴ι! 

‘妙惜’나 ‘興趣’說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는 느껍 

「消浪詩話」틀 f짧護態度는 「펌浪詩話」 그러나， 이플의 

사람들의 논리플 

채 「펑浪詩話」의 

있다. 

이 많다. 

本章에서는 「源浪詩話」의 以댐」힘詩의 論理블 否定하는 꽉한촌 건토해1 

보고 그 "1-당성 여꽉블 잘펴보기로 한다. 

1) I漫浪詩話」에 대 한 鴻班의 批$IJ

풍고 있~T니 가장 

히겠다. 득하 

회의를 

댔班이라고 

方法論 그 자체에 

이는 펴代의 

以꽤n값詩의 

「펴浪詩詞」릎 批判한 

「消浪합話」의 

집요하게 

13) Ibid. p. 23. 
14) r歷代詩話닮j굶選J pp.94-95. 
15) 柱松拍， r輝學與1휠宋詩學J pp. 425-426. 
16) Ibid. 參照
17) 論文 <r以碼n兪詩」 돗Ij r詩輝→致J) 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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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章외 主題인 輝宗史블 援f섭한 以輝P값詩의 다당성 여 부에 관한 論議는 

그의 〈嚴Ei*l넓젖〉애 집 약되 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嚴E딛料쩔〉에 

대한 검토만으로도 「엽浪詩話」플 批判한 여퍼 사람들의 見解릎 살펴보 

는 먼거리움을 덜 /ι

T 있 고， 그것에 근거 하여 「끊浪詩話」의 以h單峰詩의 

죄法論의 타당성 여부플 검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1::3_부...Q.. 
"-"- 引用하고 그대후 〈詩!fi'F)되 상당 〈嚴밍￥l↓꿇〉에 는 「쉽浪詩話j 

있는데 먼저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彈家의 流派에는 乘에 小와 大가 있고 뚱에 南과 ~t이 있으며 道에는 %와 

正이 있다. 패우는 이는 모릅지기 最上乘을 마랴야 하며， 正法眼을 갖춘어야 하 

며， 第一義을 깨 달아야 한다. 小乘爛 • 聲聞 • 群支果와 같은 것은 요우 바른 것 

이 아니다. 詩블 論하는 것은 輝을 論하는 것과 :같아서， 漢· 鍵· 곱파 盛團의 

詩는 바로 第一義이 며 , 大l替 이 후의 詩는 파로 小乘輝이 니 이미 第二義로 옐 에 

겼다. 뼈등흠의 詩는 바로 聲聞 • 않支果이다. 漢 • 짧 • 盛康의 詩를 배우는 것은 

臨濟의 門下이고， 大歷 이후의 詩플 얘우는 것은 햄洞의 門下이다. 

(輝家者流， 乘有小大， 宗有南北， 道有￥f，正. 學者須從最上乘， 具正法眼， 댐第 

}養. 若小乘輝 • 聲聞 • 뿜支果， 皆非正也. 論詩如論揮， 漢 • 鍵 • 품與盛/황之詩， 

則第一義iE.; 大歷已還之詩， 則小乘輝也， 已落第二義찾. 映康之詩， 則聲蘭 • 뽑 

支果也. 學漢 • 鍵 • 盛康之詩， 臨濟下也; 學大}행已還之詩， ←훨洞下也. ) 

이에 대한 뿔班의 批判은 다음과 같다. 

“乘에 大와 小가 있다"고 한 말은 옳다. 聲聞 • 짧支는 마로 小乘이다. 치긍 

大l쩔 이후는 小乘이고It친E혼은 聲聞 • 밤支략 하였으니， 小乘 아태에 또다시 乘

을 구분하는 것이 있다는 것은 들에보지 뭇한 바의 잣째이다. 初祖언 達慶가 

西域으로부터 中굶형으로 와서 五祖얀 (弘)忍D뚫師에1 까지 전해지고， 그 아래에서 

두 갚래로 나뉘 어졌으니， 남쪽은 (慧)能輝師로 이 。l 가 六祖이고 그 아래에서 

五宗이 갈라졌다. 북→쪽은 (빼)秀輝師얀데 그 무리플이 六祖로 세웠으나 능祖 

뽑寂 이후로는 자취가 없어졌다. i쉴浪이 111 록 宗에는 南과 北이 있다고 하았으 

나， 그 아래 운장을 자세히 살펴올 것 갇으띤 전혀 비유하지 않은 것은 우슨

잎이며 도려어 臨濟와 혐j템을 이야가하는가? 생각컨대 臨濟 (義)玄禮師와 펠 

山 〈本)寂輝師， 洞山 (良)f介輝師 서l 사람은 모두 평宗에서 나왔는더L 어찌하 

여 땀浪은 二宗을 협北우로 오해하였는가? (이것이) 들어보지 뭇한 Jr의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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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마. 臨濟〔宗)꾀 띄「洞(宗)은 機用。l 짙치 않으냐 모두 꾀 상의 한 乘이 다. 

끼급 펑浪은 大탐 。1 후의， 詩는 小乘輝이라 하였고， 또 大)쯤 이후의 詩플 매우 

는 것은 평洞의 門下라고 하였￡니 바로 펌洞을 小乘으로 생걱한 것이다. (이 

것이) 들어보지 뭇한 바의 셋째이다. 우풋 느tl합바2 하는 것은 저것으보써 。]

것을 비유하는 것이다. 저 사물이 먼저 가슴속에 분명하거] 이해되허 있어야 그 

추 "'1 이 사품을 비유할 수 있능 것이다‘ 펴浪。1 神을 말파는 것응 펌꾀 北의 

찬派와 大小 二뤘을 판부하지 않았을 뿐만 이니라， 01 것은 가장 딸기 쉬운 갓 

언테도 오히려 이와 갇이 판뭇되며， 그갓을 끌어다 u1 유하악 스스효 적정하다 

v 고 말하는 것은 이마 망령된 것이 아니겠는가? ‘랜刀 j담入’이니 ‘順門‘이니 ‘펀 

句깡E句‘니 하고 탈하는 것플은 輝語릎 표결한 것으로 모두 그 1宗답흔 잃었으니 

까소로웅의 극치다. 

(“乘침大小”， 是也. 輝聞 • 많支， 則是小핏. 今코-大商已還是小乘 I!免f닫f료聲 

閒 • gf5E, 텃!J小乘之下， 別有權乘， 所末聞一m. :[;7]祖솟휩睡 自 E다域*참ji! , {專至五~

組忍파행師， 下分二양， 南협能피뚫gm ， f준앓六祖‘ 下分五宗; 北웰秀彈師， 其徒自 1L

"f-::" fJì, 七祖휩寂以後無聞뭘. 펌浪雖죠宗춰1휩~I I::， 詳其下文， 都不f읍띠월河휩 낌n즙 

줬濟 • 헬i同. 按臨濟玄비뭘師， 햄111寂네융!ejjî , 、페~l‘ f짜텔師， 三人jZBjF힘宗‘ 똘펌浪誤 

以二宗탬I협北乎 ? m末뚱쥔二t브. 臨濟 • 뻗j同， 機用不同， D면쿄最上一乘. 今쉽浪균 

大땀r已還之詩小낌~Jj댄iQ， 又j긋學大歷已遠之詩뻗j同下t뇨， 則以맴→?同템小乘훗. 所

示Rij三也. )"t~兪혼， 以彼P兪此也‘ 彼物71:7然、於R메中， 然、後此링l可得Iì건~Ii강월1닷之 

←즘댄 不堆未經參學;후i:ll::宗派大小二乘;It最듯뜬易핏0;휩， 尙{끊~~젖如此， 51!;)‘당 n兪， 

금 듭띔親切， 不已홍乎 ? 至국 “單刀直入" 동“鎭門" 굽“活句死句”之類? 핑”?EL피뚱 

語‘ 皆슷其宗텀‘ 可笑:Z~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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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 에 치 「휩浪詩話」흘 批判하는 챈꿇 

수 있을 것이다. 

輝宗史의 감 l .ffl x의 內容과 같이 

의 論點은 다음과 갚이 

1. 大탬詩와 땐탠1침f에 優껏을 

뽑支果라 하였으나 , 小팽의 

정하였다. 

2. 臨濟宗과 웰洞宗플 南宗과 北宗으로 오해하였다. 

3. 大펌 이 훈의 픔~는 이、乘n댐이 라 하혔고3 大템 이 후의 詩플 배 우는 것은 뺨 

j同宗의 門下바 하댔으1-1 햄洞宗을 小乘으르 분 것이 다. 

4. 臨濟宗과 햄洞宗의 f윷갯플 구분하였다. 

잖초聞 

λ3 

4가지로 휠ib될 

두고 大!替詩는 小햇이 라 하였、고， 땐/멘詩는 

볍주에 드쓴 製聞과 댐2블 !E. 다흔 번주료 

토
 

니
 
π
 τ
 

;뭘Eìι‘。l 提많한 。l 려 한 問題點」틀에 대 하여 節을 달리 하여 하나/끽 



C 113 ] 'Æ當11:. 檢討「휩浪詩話j의 師承關係와 以輝끼kE훈의 

보기로 하겠다. 

2) ~馬班의 批떻1에 대한 당論 

CD<嚴Ef<t4諾〉 批判 (1) 

넷우로 횡約된 鴻班의 「협浪詩話」에 대 한 批判의 첫 번째 論點에 마 해 

서는 셰 가지 방향에서 해맹할 수 았으리팍 생각한다. ‘小乘輝’을 ‘彈’

‘彈’의 의미를 깔 

또 「휩浪詩話」의 版本

경우와， 이라는 말을 무시하고 

리고 ‘小乘’을 ‘禮’에 대한 修節語로 보는 경우 

간주했을 小乘’으로 

의 差異릎 감얀하는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4、乘으로 간주한 꾀班 

이해하려는 

小乘輝을 lj、乘輝을 小乘으로 간주하는 경 우는 

행위자체에 의문을 제기하지 「휩浪詩話」의 論理를 

이와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는 이는 단松相이다. 

。1--，-，
1효-'-'-..SI 

경우이다. 

이、乘 아래에 聲聞 • 많支果의 한 종류플 성정하여， 아직 小乘의 깨달음의 천지 

에 이르지 못한 것을 구별하고 있으니 뜻온 통할 수 있다. 

(11，小乘下， 立聲聞R￥支뽕一類‘ 以딩Ij尙未至小乘證좀之地步， 義亦可通. ) 18) 

없
 
願

嚴겼의 반대하고 論理블 펴班의 이것은 「彈學與庸宋詩學」에서 

，꿇겼의 論理의 기 본 구조는 파악하고 있으나 꿇 한호하고 있는 말로서， 

/- 7c 
~~ 

~ 경또애 대 한 비 판으로서 는 論理가 약하여 「휩浪詩話」에 패 한 해 섣의 

論理플 反較할 수 았는 論據을 :캅 2lJ;班의 에 머불고 있는 느낌이 많다. 

원블語의 本義플 ‘小乘輝’이라는 감안하든지 기 위해서는 版本의 차이플 

차이를 版本에 따라 약간싹 

「펑浪詩話」도 그 예 외 가 아니 다. 

추착하는 수 밖에 없다. 

한 篇의 著述이 여걱 가지 윈인에 휘하여 

보이는 것은 흔한 일로셔 

現傳하는 「펑浪詩話」는 íJ혈代詩話」本과 「詩人玉휩」本에 차이 가 있다. 

많은 차이가 있는페， 지금 둔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특파 「찮f\;;듭강話」기; 

18) 챈;松相， op. ci t.. p.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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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는 ‘漢鍵품與盛}팝之詩， JIU第一義也. 大햄已還之詩， 則小乘輝也， EF홉 

第二義롯. ’ 라고 되 어 있지 만 「詩人玉眉」本에 는 ‘漢鍵품等作與盛居之詩， 

貝U第一義也i 大떨、以遠之詩， 則답落第二義횟. ’ 로 되 어 있 다. 兩者의 차 

이 플 상피 보띤詩人3î.J룸」本에 는 ‘漢鍵핍‘’ 다음에 ‘等뿜’ 이 라는 딸이 

다 들어 았고， ‘大[협딛還之詩’ 에 서 ‘ E ’ 字가 ‘以’ 字로 바뀌 어 았으나， 

이것응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마음에 ‘小乘WrJ뚫也’라고 

한 I갈이 빠져 았는 것은 엄청난 版本의 차이라고 하겠다. 

;평班은 「휩浪詩話」플 비판하면서 「歷代詩話」本과 같은 내용을 녕|用하 

고 있는데， 만약 「歷代詩話」本이 잘못된 것이고 「詩人玉-힘]本이 「끊浪 

詩話」의 本來의 1피짧라면， t뚫班이 저l 커한 문제는 자연적으로 解消되에 

버리고 「펌浪詩話」의 論理展開에도 하등의 하자가 없게 란다품하자면 

漢 • 鋼 • 普과 盛)평의 詩는 大乘의 第}義01 고， 大團 이 후의 詩는 大乘

의 第二義여 ζ11， 탱:tln펀「희 詩는 l펠聞 • 많支果로서 小乘의 법 주에 들게 띄 

니， 三分된 각 n풍期의 詩들의 差等이 순서대로 구분되어지는 것이다. 

k띈班이 「핍浪詩話」를 비판하기 위한 목적으로 「詩人玉힘」本을 引用하 

지 않고 故意로 「歷代품話」本과 같은 ’쳐容을 강 I用했다고까지 는 생 각하 

카 어 렵 겠지 만， 폈班이 引用한 「歷代詩話」本과 같은 내 용이 「펑浪픔話」 

의 븐래 의 모습이 라고 하더 라드 k땅班의 論理的 적;屆을 지 2석하는 것은 

어렴지 않다. 

이 문제 의 소까1 저 인 ‘今핍浪공大歷E還之詩小乘輝也， 又동學大」햄已還 

~詩， 暫洞下tI1， 則以편洞寫小乘(횟. ’ 이 라 한 껏당班의 批및]을 잘파 보면‘ 

論據로서 嚴껴의 랄윤 성살하거11 51用해 놓고사도 論證에 있어서는 ‘小

乘輝’이라는 닫을 ‘小乘’으로 바꾸역 놓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 

것은 바로 論理學에저 맏하는 바의 ‘論點相몇‘의 誤쩔(fallacy of ìrrela

vent conclusion) ’ 라고 핀- 수 있는 것 이 다. 

‘小乘彈’을 ‘小乘’으로 판 수 없는 것은 ‘小乘禮’아라는 단어의 구조 

가 찰 말해주고 있다. ‘小乘彈’에서 ‘4、乘’은 독자적인 의미를 가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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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보다는 페單’에 대한 修節語로 생각띄 71 때문이다. ‘小乘’이라는 닫 

은， ‘위 로는 최 고의 置理를 구하고 아래 로는 쨌生을 敎化한다(上求쁨提， 

下化꿨生)’는 술로건을 내결고 思辯的인 으소플 강화시킨 佛敎의 敎派

가 지-신들을 大乘이 라고 자부한데 반하여 , 개 인의 해 탈을 중시 하고 짧 

律을 主로 하는 倫理主義的인 성격을 가진 古來록부터 진래되어 온 救

派플 낮추어 보고 자신들과 구별하여 붙인 이 픔이 다 19) 따라서 ‘小乘’ 이 

라는 말에는 ‘컸等하다’는 뉘앙스가 들어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小乘彈’은 ‘*等한 괴單’이라는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小乘輝’ 을 ‘小乘’ 으는 간주할 수 없는 가장 큰 이 유는 彈宗은 小乘

이 아니 라 大乘佛敎의 한 流派라는 점 이 다. 그러 으로 嚴쩌가 ‘小乘彈’

이라고 했던 것은 그것이 小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彈 중에서도 第

一義가 아닌 ‘格이 한 단계 떨어지는 輝’의 의마로 말했던 것이 분명하 

다. 따라서 폈班이 ‘小乘輝’ 이 라는 말을 小乘우로 간주한 것은 설사 거 

기에 흔동의 소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별文生義한 曲解의 所致라고 하 

지 않을 수 없다. 

日A 市野澤寅雄가 자신의 저서 「협浪詩話」에서 ‘小乘輝’이라는 말에 

註블 달아 ‘輝을 익혔어 도 第一義까지는 도달하지 않은 것’ 20) 이 라 향 

것은 理줬의 當然한 歸結이라고 할 것이다. 

Cî)<嚴E:I;￥4짧〉 批判 (2) 

宗에는 南과 北이 있다고 해 놓고 그 이-래 文章에서 北宗에 직접 比때 

를 한 內容이 없으니 결국 臨濟宗을 南宗으로， 團洞宗을 北宗으로 보지 

않았느냐는 때班의 「消浪註話」에 대 한 批判에 도 論理의 飛羅이 발견된다. 

여기에 보이는 않班의 論理는 ‘乘에는小乘과 大乘이 았다(뿜有小大)’ 

고 한 후에 漢 • 鍵 • 팝과 盛탤의 詩는 第一義로， 大歷 이 후의 詩는 小乘

彈으로 比輸하였으니， 마찬가지로 ‘宗에는 南宗과 北宗이 있다(宗有南 

19) 市野澤寅雄， I펌浪詩話J p.22. 
20) Ibid. p. 23. 習!陣 ~'"(t 第一義똥 "('~번 ~ ~ 1;' tI. ν 、 t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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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 고 하였으띤 그에 상응하는 比쐐블 展開시 켰어 야 한다는 論理-로 

파악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論理學에서 말하는 所謂 碼類推의 誤짧 

(fallacy of false analagy) 이 다. 더 우기 ‘乘有小大’ 에 이 어 ‘道에 는 耶

道와 正造가 있다(道有耶正).’고 하였으니 k않班의 論理대로 따른다면 % 

道와 正道에 관련된 比쩨도 있었어 야 될 것이 다. 그러 나 「휩浪詩話」의 

〈詩辦〉에는 어느 구석에도 그에 관한 比I兪를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띤 

‘宗有南北’에 대한 비판은 하고 있으면서 ‘道有那正‘’에 대한 바판을 하 

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筆者의 見解로는 ‘宗有南北’ ‘道有邱正’ 이 라고 한 두 句는 比險를 하 

기 위 한 前提라기 보다는 두 개의 相反되 는 價f直가 존재 함을 例示하는 

導入部의 一般論에 지 냐지 않는다고 생 각한다. 

Q) <嚴0::*4覆〉 批判 (3) 

〈嚴0::料쩔〉에서는 하나의 問題點으로 제기하였￡나， 本章 1)節의 ‘「띈 

浪詩話」에 대한 鴻班의 批判’에서 두 가지로 정리한 3과 4項의 問題點은 

價植判斷과 論理的 推論이라는 相異한 성격을가지고았다. 여기서는論 

理的 推論의 쭉當뾰 여 부만 둔제 삼기 로 한다. 

‘今휩浪굽大r햄已還之詩小乘彈也， 又킬學大歷E還之詩， 費洞下 tß ， 則

以團洞寫小乘훗. ’ 라고 한 폈班의 批判에 서 우리 는 論理上의 論點變更의 

誤즙젖 (fallacy of the point of issue) 를 쉽 게 발견 할 수 있 다. 

嚴겼는 大탬 이 푸의 詩 자체 를 小乘彈에 比R옳하였고 大歷 이 후의 詩

를 배우는 것을 뻗洞宗의 門下라고 하였다. 곧 前者는 大層 이후의 詩

의 評價에 관련한 陳述이고 後者는 詩를 배우는 方法論과 結付시킨 陳

述이다. I펑浪詩話」의 文服대로 嚴껴의 論릅플 살펴보면， 兩者의 陳述

온 立論의 方向이 判異한데도 불구하고 짧班은 論點을 變更하여 꿇E다1펀 

結論을 導出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嚴0::*)댐젖〉 批判 (4) 

論理的인 폐에 있어 서 鴻班이 「휩浪詩話J <詩辦〉에 加한 批判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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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 11떼宗의 f싫2앙닙命。H 

質M홉을 가름하는 

기피하는 

「펴파詩삶」으l 師Jt關係와 J;J，神 11없詩의 '&:짧11: 檢순l 

|없濟宗괴

f벼題여시 

論f뀐!的 감쩌껑플 충분히 檢禮할 수 있지 만， 

관한 問題는 그 자체 가 i훨f直判斷과 결부된 

7~ 。
/、"'c

rUx ，ìIm브즈_<'L 
t=t i I' "".，l ιj 、 E 산호하고 일은 힘둡 수 밖에 없다. 臨濟宗을 

主觀的인 11첩好이 기 때 문에 그것을 가지고 미可딘否할 수는 없는 嚴%의 

일이다. 다만 臨濟宗과 햄洞宗 사이에는 어떠한 宗風의 차이가 있으며， 

그의 詩論에 反影되고 있는가 l없濟宗을 선호하는 嚴쩌의 l띔好가 어떻게 

料明하 方法論의 本質을 ‘以輝l兪詩’의 를 잘펴 보는 것이 「휩浪詩話」의 

薦洞宗은 모두 l휩宗輝의 

六祖 이 훈로는 系讀플 완전 

가장 有力했던 臨濟宗과 

門下에 서 派生되 었지 만， 

는 길일 것이다. 

중에서 

六祖慧能의 

피뚫家 五宗

開祖인 

히 달리 하고 있다. 團洞宗의 系調는 六祖慧能--→좁原行思-→石頭希遭 

-→藥山堆職-→雲嚴쩔歲-→洞山良νr로 이어지고 臨濟宗의 系讀는 六

祖慧能←→南짧懷讓-→馬祖島----→百文懷海-→黃緊希運-→臨濟義玄 

으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麻濟宗과 햄洞宗의 宗風‘01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은 쉽게 접작이 되는 일이다. 

햄洞宗의 宗風을 日人 敎須純道는 다음과 같이 혔約하고 있다. 

띤dlJll의 「宗門十îJ，I論」에 는 ‘淑n갑융 수단으로 삼는다. ’ 다고 하고 있지 만， 學人

이 판이보면 스송이 그에 응해서 主 11겹한다고 하는 것저렴 接化의 수단은 아주 

간섣하다. 11“j川 5’l 햄 IU이라는 스승과 제자에게서 縮密한 宗風01 성립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法限η 『宗門十規論』 ι 따 「廠U昌&用 εf홉뚱」 εν、。"("1'、장 7J~， 學入 tJ~顧올問 

:U:f, 師家tJ~應 c "(" p읍￡종 εν、 5 J: 5κ ， 接化@手段따戀切~혼:b/t) "("ν 、 Q. 1同

μI • 薦山η師資ι :jQ ν 、 T線密tt.宗風 tJ~ rPZft L t::. ε 'Jf. Q rZ 혼<.";li， δ 5 . ) 21) 

「洞山錄」 解題에는 ‘行持가 線密하다고 일걸어 住橋法龍의 日人또
 

지 는 분위 기 가 착실한 家風’ 22) 이 라고 評하고 있고， 市野澤寅雄도 「휩浪詩 

21) ~!:CIi純펴， I뺨1;*멧入門 I pp , 58-59. 
22) I때α) I5-jl{」 p. 241. 

行J￥i범혐 ε ν、:b.h장地1*者實 tL家빼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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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 ' ... 2하’ 라고 ‘뺨洞 있다고 c ~ 
「→J'-..

처
 죄
 

주
 
。‘參神과 行動에 話」에서 

아래에 

하였다. 

이상과 같이 햄洞宗의 宗風에 대한 여러 

햄洞宗의 피뿔風은 人間味가 있으벼 좌분하고， 

착실하고 파격적얀 것이 아넘을 점작할 수 있다. 

‘理入’에 치우치고 있다잃)고 있으며， U松뻐온 달고 」→一

IU• E조 

[느， 

지" 

이료는 方法論도 

사땀들의 評價플 살펴 보면， 

채닫음에 

섣 t녕하면서 「人天眼‘~t=i간 。
지-;ç l~~ 걷r 이에 反하여 

담 J 25)의 다음과 같은 |천容을 引用하고 있다. 

臨濟宗외 大律樹堂은 日人

치달리는 찬퉁강은 고힌플 내지르고， 맹호익 수엽괄 ul 픔다. 묶은 고기탱어 

라플 찢고 도처에셔 되는대로 지꺼리는 수단(雪뿔은 “臨濟는 白jM따윤 애우 낡

았다”과고 했다. )을 쓴다. 별을 날려 보내고 대나우플 더뜨녁며 돋을 쪼개고 

연덕을 무너뜨란다(喝의 效用 또는 臨濟의 機짧을 말한다). 얼음 모사리블 걷 

고 컨날 위블 달렌다. 全機는 변개같이 감아들고， 大用은 하늘같이 엠돈다. 맨 

손으포 사란을 죽이고 뿔i刀펀入한다. 

(拜r휩낀)11앓강짧V 、， 않虎끼〕폈장짜-j' • iIf;肉면l邊창Jt:f:開 Lτ꽃IJ處 lζ 白꽤 σj手段(雪 

崔공 <J~굉濟大ν 、 |ζèHï戰 lζ似f二 ” •) 강 m 5. 캘장飛!:J‘뀐:'r'r '5:::많 L ， 石훈짧란품 

장때十(喝σ?/.뼈술， :t k臨濟σ)機짧한 ν、 5). )}::校1::‘c 行쉰劍刀}二 k. 走강. 全機電

e如< .ζ 卷캉， 大J캠天η씨< fζ찮~. 카i手lζLT人훈殺L ， 單刀直入-t. )26’ 

高等精神1''f用야 기 때 둔에 

r揮宗의 流派안 普洞宗고f FE濟宗의 要폐를 파악한다는 것은 筆者의 能力

으로서는 요원한 境地이 71 는 하지만， 지급기지 

는
 

하
 

輝。1 략는 것 은 워 낙에 體!險을 젠J提로 

딩 I.It'J란 햄洞宗과 臨濟宗

잘펴 보맨 햄洞宗과 F，칩濟宗은 二L의 宗)꽉에 대한 여라 사람플의 解說을 

輝파이 判然허 다름윤 알 수 있다‘ 

죽인다.’략고 祖師를 만나띤 祖師플 ‘부처를 만나딴 부처를 죽이고 

에쾌 j몇플 記錄한 책. 

23) 市野澤寅雄， Op. cí l. p. 24. 
參輝fTÆ쫓 lζ重點장置 < ε 즙b ;/L ... 

24) t士松相， op. cit. p.425. 
25) ‘뿔名. 宋나라 智照가 編輯한 것으로 陣門五.家의 
26) r;햄@歷史J p.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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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듯이 l싸濟宗의 lnfi패L은 일순간에 깨달음에 이르 

곤 [짧濟宗의 피댄따은 I펀i同宗의 게뿔風에 비 

파격작이며 과격하고 

러 고 하는 것 임 을 알 수 았다. 

하여 펠깐 급잔석이매 년- 그대로 뿔刀直入的임플 일- 수 았다. 

!股;j~7t 햄洞宗에 대한 臨濟宗의 優位뜯는 力짧하고 았는 것은 臨濟宗의 

『庫風， 곧 參에뿔의 方法論이 嚴%의 參詩 方法論과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라 

고 하겠다. 따라셔 臨濟宗과 햄洞宗에 ttl1값하여 漢 • 鍵 • 팝 • 盛庸의 詩

플 매우는 것과 大歷 아후의 詩를 배우는 것 사이의 優췄을 구분한 것 

은 x.1lJR上 잔혀 ;-1및표가 없으마 El..)Ö t:J 
τ，~ δ 둔조‘ T 

r녕하게 보여 

오히 려 嚴%의 남←J學 方法論의 

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여기 λ1 嚴%의 詩의 學習에 관-한 

견해플 살펴보고 그 方法論이 I~따濟宗의 陣風과 것f(似함을 확인해 보기로 

하겠다. 

공부는 모릅지기 위로부터 아래로 해 나가야 하지 아리1 로부터 위로 해 나가 

시는 안펀다. 먼저 楚解플 熟讀하여 아침 저녁으효 융조티면서 l 근본으로산 

이 야 한다. 古픔 19힘， 영핸J{-f 4J띔. 李찢， 蘇피;， 빠 • 鍵 五듬은 묘두 숙꼭히1 얘 

한다. 李븐1파 tt립 두 사람의 詩集은 항상 음 가까이에 두고 보아 지금 사란둘 

이 經}빼을 연구하는 것같이 해야 한마. 그 후에 盛j함 名家플 두루 取하고 가슴 

속에서 ε갚효시켜 오라! 되면 저질로 채닫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공부가 

비록 최고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바른 감은 잃지 않는다. 아것이 

미-로 마리 꼭대기에서 시작한다는 것이니 그것을 向上一路과 하고， t.강淑을 바 

로 얀다고 하며， 따영 r~ "1 라고 하고， 단칸에 마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다. 

(I夫須從上做下， 不可從 F做上. 先須熟讀楚離， 휩，q g調즙lk ， 以참之本. 及讀남f 

詩十九首， 樂府四篇， 李俊， 蘇武， 漢鍵五言， 皆須熟讀. J'! ll J;，(李柱二集뾰藉願 
之， PIJ今A之治經. 然後博取盛투혼名家， 臨購9행中. 久之自然，댐入. 雖學之不至，

亦不짜正路. 1ft乃是從頂鎭上做來， 調之向 h一路， 謂之直載根源， 調之順門， 謂

之單刀直入t녀. ) 

1-1-- 。
?ζ1二-嚴%는 홉의 最高의 境地블 

게로 나이→감 것야 아니략 

證J폼항에 있어서 

第←→義으} 픔인 곧바로 

단계에서 높은 단 

漢·鋼·팝과 盛댐의 

i콰탑 參칸t-;st라고 기특치 고 61 rJ 
λι- ， ‘필재Q↑R源’ 하고 ‘ 1떤刀함入’ 하는 罷%

의 參품方法은 바로 꾀되鴻차의 미힘風으로 묘사되 교 있는 ‘單刀直入’ 과 뭔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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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 같이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N. 結 論

지 금까지 ‘嚴%의 픔論은 司청圖에 서 發源하었다. ’ 라고 하는 「消浪詩

話」에 대 한 週念과 「펑浪詩話」의 ‘以輝n兪詩’ 의 論理的 쫓랩’1生을 否定허

는 論}뿔에 대하] 判批的인 觀點에서 검토히었다. 

郭紹않가 「中國詩的神題格調及性靈說」에 서 神짧說과 格lìJijJ說은 「쉽浪 

討‘話」에서 發源하고 았다고 하였고， 嗚班의 〈嚴~料翊〉도 格칩되派둡 t11 

판하기 위하여 27) í鴻浪픔話」에 비난의 회살을 둡리고 있는 갓으로 보이

「휩浪참話」의 格꽤j說에 대한 영행:은 무시할 수 없지만 실제로는 神짧說 

과 더 말접한 관계에 았다. 그것은 神홉쉽、說의 主n昌者인 王士m려의 「消浪

詩話」에 대한 태도에서 잘 나티나 있었다. 또 王士패의 司~[필l에 대한 

태도를 감안할 때， 神領說을 주장하는 임장에서 보면 司청웹와 펴윷%의 

詩論은 유사한 점이 많다는 것도 확인된 바이다. 

司초圖와 嚴쩌의 詩論의 유사성 우로 말미 암o} 嚴겼의 討論은 司초圖 

의 詩論을 직접 계승하였다고 하는 것이 通念化되어 았음을 샅펴보았듯 

이 , 司~많l보다 後 l뀐: 사람인 嚴%가 듀l캘|띈l의 땅 헝:윌→ 전혀 받은 바71 없 

다고 단정하기는 어렌지만， 일만작으로 생각하는 것만큼은 그렇게 직접 

척언 師承關係는 成立하지 않는다고 관다. 그것은 여러 가지 상황윤 감 

안해 준다고 하더라도 司갤圖의 이륜이나 詩論01 직접 거흔펀 바가 없 

으마， 司~텀폐 詩論의 가정 큰 成就라 할 수 있는 風格論의 관점에서 보 

았을 띠} 嚴%가 司초圖의 JJX:就플 전폭적으로 수용했다고 볼 수 없기 때 

문이다. 

以꽤1폐픔의 方法論은 「땀浪詩듭판」의 가깅 큰 득감 인 데 , 그에 대 한 비 판 

27) 써 까， <값jcl.;;폐{십') 

권ffig之末， 王 • 李名펴. 꺼 :ft~êj낀， it안;hhYj펴{침ìJ\ 또 j‘未1)치J~~N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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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리가 높고 띠1로는 「펴浪詩話」의 論理관 전만작으로 진젠하기도 하 

었다.11까없꾀Glq」의 5命J떤품 i품定하고 [펴때까J펴」단 III 판하는 論]뽀에 反

論융 재기한 이둡도 있었으나 그둡의 論Jm는 랩系的이지 풋하였다. 

「때浪詩話」의 ‘以輝1愈詩’ 의 찾當|生을 증멍 하는 데 는 「힘浪詩訊」플 批

判하는 이블의 論理가 그 檢禮의 실따라판 지l 공해 

로 〈嚴5:*lf평〉에 집 익:된 센페f의 ftuJ묘l였다 . 

주었는데， 그것은 111-

!댔겼가 만하는 小~때은 小乘이 이나과 한 단게 낮은 太乘윤 의마하 

므로， 大햄 이 훈의 합플 小乘댐으로， liffiJ땀의 픔휠;- j:씌閒 • 많支果g:.. 1t l\값 

하여 ↑참컸을 구분한 것은 論理에 자닛파가 없다. 

1:땀濟宗과 뱀洞宗을 南宗과 北宗으로 오해하었다는 비난은 論理的인 

誤둡젖플 뱀하고 있는 처사이다. 大햄 이춘의 감플 小乘陣이과한갓은詩 

자체에 대한 許價아고 大‘햄 이후의 詩플 배우는 것을 땐洞宗의 門下라 

고 한 것은 方法論을 말한 것￡로서， 兩者간에는 本첼的인 차이가 있음 

에 도 불구하고 댄i11며宗을 小乘으로 본 것이 아니냐고 111 판하는 것도 역 

시 論제11::，의 誤;젖판 밤하고 있는 것이마 「消浪詩話」의 論l번에는 服7此가 

없다. 

폐Jì뺑i宗의 參꽤의 方法論과 嚴쩌익 參참의 方法論은 우「사한 띤이 많으 

묘료 힘%겼가 1민j同宗얘 대 한 l펌濟宗의 {첼位플 示;t밟하였다 해 도 그것이 

닙命껴Ht얀 Ql f떠 jjit:라고 합 수 없으며 , 오히 뇌 嚴쩌의 금}論의 !댐;質쓸 파익 할 

수 있는 근거괄 제공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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