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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學의 빼期블 區分한다는 것은 文學의 歷史的인 特徵을 잘펴 봄으로 

써 보다 뚜렷 하게 文學發展의 寶體를 이 허 하고자 험이 다‘ 즉 그것은 文

學史記述의 중요한 방펀이기도 하다. 그더나 文學의 歷史(History of 

Literlature) , 혹은 文學É~얀 歷史(Literary history)를 파악하려 면 어 떤 

.J.!iK絡에사 文學作品이 생산되어 變化 • 發展하었는가를 규명해 보아야 하 

기 때문에， 記述者의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사실상 명 

확한 한겨l 를 긋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다. 

文學이 社會*덤을 반영 한다고 하지 만，)(學은 個人의 王觀的인 感情의 

기록안 동시에 독자의 감정반응이 그 文學의 가치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 

소가 된다. 단순한 역사의 기술은 時代的인 좁觀的 情況이 前後의 時f-t

에 바 추어 어 떠 한 영 향과 칼과를 가져 왔는가가 증요하다. 따략서 文學을 

歷史해으로 파악한다는 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나 사건의 기록처럼 

時代的￡로 큰 영향이나 결과를 마친 것에 그치지 않고， 그러한 사실과 

사건이 文人의 정서에 반영되어 독자에게 얼마나 공감을 일￡켰는가를 

객관적으로 조명하여 그 댐代의 全體的인 特性을 받견할 때 비로소 時代

圖分의 정당성을 인정받게 될 것이다. 즉 文學史의 記述은 휩m1t의 變化

(國家의 興亡〕나 社會淸勢의 激動(國家的인 15<.難이냐 戰평L)에 따라 時代

블 區分하기가 어련지만， 그렇약고 이들과 직접척인 관련이 없이 기록되 

어질 수도 없으므로 그려한 방향에서 기록되어 왔으며， 그것이 대체로 

받아들여졌다. 크게 온다면 朝代의 變化는 국가의 새로운 氣風을 가쳐오 

* 서울태 연문대 중문학과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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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는 것이고， 그 氣風에 젖어 있는 社會相을 文人은 작품에 만영하 

게 되며， 또 한 朝代에 있어서도 社會를 뒤흔들만한 역사적인 사건이나 

사질은 文學作品에서도 어떻게든 냐타나게 마련이묘로 文學的인 時代l털 

分도 이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즉 作品의 時1i;區分은 社會를 반영 한 수많은 作家의 文學f1F品 속에 서 그 

時代의 特性을 뚜렷하게 반영하는 作品경향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뭔다. 

다시 말하면， 각 時f\;의 수많은 作家 • 作品 중에서 그 時代의 全體的연 

{휩向이 前後의 他時代와 특별한 차이을 발견할 수 있다면， 이플 한 時'fl'.:

的인 文學그룹 o 프로 區分할 펼요가 있는 것이다. 

中國文學을 햄代에 따라서 「漢文(眼)， 居詩， 폈詞， 元범]-1 등으로 區分

하고 있는데 각 朝代에 그러한 文學形態가 가장 B총fi'; Êl'J 特徵을 찰 반영 

략고 있다는 전에서 크게 거부반응을 일으키지 아니했다‘ 그라나 。l 러한 

각 朝代의 文學形態가 반드시 그 時代의 文學的 特徵이나 特性을 대표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으녁， 그와 더불야 존재했던 다른 형태획 

文學作品의 경 향도 함께 고려 되 어 時期가 區分되 어 져 야 함은 플흔이 다 1) ， 

文A의 作品은 主觀的이 지 만 文人의 作品이 集積된 g홈代的인 文學的，

特徵 흑은 特性은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져야 하며， fF品은個別的이고獨· 

立的。l 지 만， 文學멋에 서 다루어 질 作品은 -般的이 며 共通的인 것 이 어 

야 하며， 前後代의 팩락에서 파악되어져야 한다. 文學 자체는 역샤척인 

사실과 직캘되어 急變하지도 않으며 특히 中國文學의 경우는 前後 역사

적인 사잘에 따라셔 급격한 외랭적 변화를 하지 않으면서도 그대로 作

品이 生成增減하여 왔기 때 둔에 그 時代블 區分하기 가 어 렌 다. 文學의 

時代區分이 다흔 역사적 사섣의 기록과 달라야 하면서도 크게는 역사적 

연 법주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계블 갖고 있음도 이에 연유한다. 

헤t준p者는 f'F家플 選我하여 그들을 어떠한 構造 속￡로 정라하지만 文學史家;

1) Stephen Owen은 初동활詩에서 寒미]子와 王愁志의 詩가 그 時代의 포流와 
갱휠脫되었다고 하여 같은 그릅으로 논할 수 없다역 除外시켰다. rThe Po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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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構造블 정립하고， 作家플 그 안에 위치하케 한다 2) 

이러한 西歐의 文學的 견해는 作家〈作品)가 먼저냐 構造가 먼저냐:악 

차이에 따라 文學批許家와 文學史家을 區分한 것이나， 文學史가 構造플 

앞세우고 이에 作品을 칩어 넣으려고 한다 하더라도 많은 作品 뜨는 作

家에서 특정한 것을 선별하지 않을 수 없으며， 批듭平。1 fl"品을 암세우고 

거기서 構造的 特性을 추리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構造란 f추品 또는 fF 
家의 時代的 性格에서 파악합 수밖에 없기 때둔에， X學史家와 x學批

評家의 견해는 서로 긴멜한 관련을 맺을 수밖에 없다. 다만 構造的인 

정리가 여러 변에서 캅담하면셔도 그 時代의 ;文學적인 特性을 도관찰 

수만 있다연 이로 인해 1'1"家의 보다 合理的인 時代區分， 즉 :父學잊그룹 

Ed述할 수가 있다 하겠다. 

庸代文學의 構造H섬인 特徵을 居詩와 古文으로 大別하여 區分하는 것 

은 그들이 , 성 행 하던 願文이 내 歷代의 詩文홉￥敏와는 다븐 特性을 갖7] 

때문이며， 이는 단순한 構造的인 것에셔부터 構造內휩3의 뾰格8낀 등효몇‘에 

까지 고찰된 결과이기도 하다. 동혼詩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면， ，1람詩가 

)활代文學의 전부가 아님은 물폰아며 그 이전 아후에도 庸詩와 같은 構

造가 없었던 것이 아니지만， 庸代에는 詩가 가장 많이 출현하였고 이플 

時代的으로 初 • 盛 • 따 • 뼈)땀으로 區分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지만， 야 

에 래한 異論이 제치띈 것은 양샤 말했먼 文學을 어떤 角度에서 時ft的

인 意妹릅 찾거나 構造블 이해했다는 批評者와 文學史家의 견해차이에 

서 비훗된 것이다. 

of Earlγ T'angJ New Haγen and London, Yale Uniτersity 1977. p. xíii 
참조. 

2) A. Owen Aldridge(미국 잎려노이대 비교운학과 교수)가 ‘The Borderlines 
of Li terary History’ 란 논문 (lf'比較文學Jl 13죄 , 韓틸명1:[:較文學會 1988. 12) 
에서 불란서의 비교문학자들이 견지하고 있는 견해타고 하변서 안용한 받아 
다. 원 문은 아매 와 같다. fThe critic chooses ￦riters 3nd organizes them 
into structures; the historians defines structures and situates writers 
within them.J p.350. 



( 4 8 J 東亞文化 27행 

:2템T펴에서는 이려한 屬代文學의 時期區分 문제를 言及하였턴 文敵의 내 

-픔을 걷 도하면 저 , 그꾀 한 區分의 可否를 가란 다기 보다는 議論者들의 立

場에서 이히1 하려는 방향을 취하여 보다 뚜렷한 }휩代文學의 ↑生뺨을 全體

「퍼우로 파악하는 섣마리플 찾아보고자 하여 시도해 본 것이다. 

[. 홈詩의 時期區分

『全}팎詩』에 수록된 作家는 2, 200 餘人이 역 {'f-品總、數는 48, 900 餘함에 

이튼다.3〉 이는 휩代 290년의 짧은 時期에 나다난 현상이져만? 품經 이 

후 六폐代까지 1000여년의 生塵된 詩歌의 總量의 맺 배에 해강판다. 그 

리나 이다힌- 펄的인 增가n로 居代文學의 대표로서 j휩詩가 지목받은 것은 

아니 다. 明f치에 는 i'f-家가 3, 400 餘人이 라 칩 계 되 고 있으묘로 /간品總數는 

j땀代에 비교됨 수 없을 만큼 더 많았을 것이마. 그려니一 明詩에 대한 時

代원分。l 나 댐랜촌 논-하려는 사람은 별로 없마. 이것은 마치 }휩代의 騙

갯:이 六휩J時f\';의 薦文보다 뚫的으로 81 교될 수 없을 얀큼 많있지만 휩 

f~의 敵文을 論151 라는 사란이 가의 없는 경우와 같다. 이미 時f~的 特

ff는윤 찾71 에는 文學마}으로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l텔f-'\，갱C學을 i7 」음-으로 分期한 것 은 宋 挑鉉(968，，-， 1020)획 fJ뜯단)(;þp~에 샤 

이 다. 그는 댄文을 梁 i1낌때太子의 『文選』을 모방하여 가터 쁨았는데 , 첫 

째호 深子댐의 }~雅의 振ff으로 李 • 찬가 출현하였고， 둘째로 張說과 

蘇쩔으} 써[팩한 문칭 으로 蘇題::1二 • 李華 • 楊敬Z 등의 文質‘;탱챈한 {'f없t이 

출란하였으며‘ 처1 째포 I障愈의 古文f릅導로 柳宗元 • 李웹 • 皇품갚아 뒤따 

라 나왔다고 하였다. 그러나 挑섰은 聲偶를 반대하야 찌템과 뺑템의 浮

탬한 3kf효[을 비판허L엿、고， 律詩는 除外지키는가 하면 中j콩의 李해 • 元結·

랬때장 • 呂溫 • 權德與 • 劉禹錫 • 白居易 • 元鎭 등을 높이 펑기-하고 있다. 

3) rr순]펄詩JJ(上). 宏業별텀 民l훤 66年 6月 版 p. l. í得詩四萬j1、千九百餘首， 凡

二f二-13"향}、.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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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擺家的인 입캉에서 內容을 위주로 댄代의 詩文윤 區分힌- 것이다. 

그는 庸 中期의 대표적인 文A을 중심으로 作品을 社會敎化的인 임간에 

서 選我하였고， 그 변화과정 을 陳子昆→張說 • 蘇理→韓愈릎 起點으 로 변 

화 • 말전하였다고 보았다 4i 

歐陽修(l007"" 1 072) 主驚의 『新j펌뿔 • 文헬傳』에서도 바숫한 分期룹 

하고 있다. 즉 탬 高祖와 太宗H흉期에 는 江/쪼의 jFP평한 문풍이 지 속되 어 

。1 른 바 初휩四傑로 일켈어지는 王 • 揚 • 패 • 騎이 뛰어나고， 玄宗時期에 

는 張說과 蘇題이 추앙되 었으며 , 大歷 • 貞元時期에 는 韓愈와 柳宗元 • 李

짧 • 皇南混 퉁이 古文을 f릅導 • 和應하였다고 하었다 5) 

『댐文料』와 『新탤書』에 나타난 탤代文學의 時期뭔分은 다같이 i字廳한 

文風을 배제하고 있으면서도 『庸文料』는 初[함g되傑의 언급이 없는데 III 
하여 『新庸書』는 이를 지적하고 있마는 점이 다르다. IJ新웹書』는 「文藝

博」의 E훤文에 서 간략하거] 康代의 文學觀을 언급하고 이 어 서 벚 몇 文人의 

B1i!- J專을 소개한 것어l 불과하으로， IJJ홈文經』의 순수한 文學的인 作品윤 選

載하끼 위한 나름대로의 진정한 ]書代文學 作品에 관련되는 挑샀의 관캠 

과는 비 교할 수 없 다 하겠으나， 댈代 初期의 文學이 江左齊梁의 ::0벡을 

。l 어받으며 그런대로 뛰어난 안물을 소개하고 있음온 廢史的」즈로니 )( 

學的으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들이 소기}한 起點은 文學의 煙播變化플 말한 것안데 !팍 玄宗’

때와 大歷 • 貞元時期랴는 점이 일치되고 았다. 에키에 初댈과 願합時期 

를 합치 띤 결국은 IZ미分期가 되 는 것 이 다. 본래 J펴代가 바뀌 면 x學이 이 

에 따꽉 급변하지는 아니한다. 문엔온 이미 前代의 환갱에서 성깐하였‘ 

거냐， 前代에서 벼슬음 하였거내 또 알부 의례적안 짧德플 니1세우는 細

用文人이 았거나， 또는 과거플 옷 잊고 惡感에 젖어 터닮하는 作品이 나 

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時代狀況의 特徵을 드려내는 文편의 얼빈걱 성격 

4) Ii屬文釋』 世界書局， E한國 62年 2月 影本 pp.2-4 참조. 
5) T新l합書Jl(下)， 卷 101, 列傳 126, 서 울景仁文化l社 影本 p.G2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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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보기가 어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國運이 흉退한 時期에도 둔 

인들은 그러한 사회적 상황을 文學的인 표현으로 作品에 직접척으로 나 

타내 는 것은 아니 다. 따라서 朝代가 始終하는 前後의 文學樣態는 표현 

기교에 었어서는 前代의 가정- 딸잔한 싱황이 나타나지만， 그 내용은 아 

미 그 時代相과는 차이가 드러냐는 공허한 경향을 떠게 펀다. u康文經』

에서 初j휩文學을 제의시켜 언급한 것은 그것이 前代의 文風과 일만작으 

로 차이가 없다고 본 것이고， 11新홉書』에 初j펌四傑을 언급한 것은 前代

의 文風이면서도 庸代에 들어와서 庸代의 時代相을 득정적으로 나타낸 

인불로 보았기 때 둔이 다. 또한 願l활의 文風이 初빨과 차이 가 없다거 냐

아예 안급을 하지 않은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i휩宋의 펴윷겼(1200 前後)는 『펑浪詩話』에서 “詩를 論함은 輝을 論함과 

;샅다〔고 전저1 하고， 漢鍵팝과 盛庸의 시를 第一義의 詩로， 大歷 이후의 

시를 第二義의 詩로， 陳)휩의 시-를 聲聞짧支果로 區分하었다 6) 嚴겼는 

시의 핸i짝f生과 自然{生을 강조하여， 그런 만에서 時代가 지남에 따라 시 

언의 갇정은 世倚化했다고 판단한듯 하다. 다셔 말랴딴 사물의 현상에 

사 느끼는 인간의 순수한 감정을 모든 샤땀에게 똑같이 느끼게 할 수 있 

는 어띤 영묘한 깨달음(妙댐)의 경자로서 시로 나타태어야 그시가 正覺

J::乘의 詩라고 보았다. 詩에 人寫的언 修蘇나 사설적인 니l 용， 더우기 5風

刺라든가 技띤플 딘、避하고 있다. 嚴쩌의 관점에서 보먼， 대체로 古人의 

픔는 後人의 詩보다 素朴하떤서도 자기의 心懷플 있는 그다l로 자연스럽 

게 표현한 경우카 많다. 비록 嚴겼가 지작했듯이 漢代부터 盛1판 때까지 

의 시가 다 第一義의 詩로 본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가지척한 것도모 

두기 그렇다는 것도 이니지만， 그는적어도 시얀의 감정이 盛딴 이전에는 

순수하고 자연스러웠음을 全體的인 엽장에서 간파하었고， 盛JE폼 。1 후에는 

世낌的인 경향이 농후해졌고， 簡廣에 와서는 순수성과 자연성을 상설한 

6) 11쉽浪詩話』 詩辯， f可文煥編訂 『歷代詩話』 藝文印書館， 民國 63年 4月 3版
pp.442-44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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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펑的인 연을 지적하였다. 그는 詩를 時代와 더불어 발전했다고 보지 

않고 오히려 惡化一路로 치달렸다고 보았다. 비록 輝의 논리로써 詩를 

파악하여 얻어 낸 그의 이 같은 詩論은 中國人의 復古的인 성 향과 素朴한 

인간성에 합치되어 많은 샤람의 주목을 받아왔다. 그가 漢代에서부터 盛

康까지의 시를 한데 묶어서 보려는 태도는 보동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대담한 주장이다. 그러나 그의 관점에서 보면， Á智가 말달하면 할수록， 

社會가 開明하면 할수록， 국가가 혼란하면 할수록 인간의 心性이 상대 

적으로 暴惡해지거나 利己的연 입장이 되으로 적어도 시의 순수한 감정 

세계에는 그런 펀梁에서 뱃어나야 된다는 교훈을 준다고 하겠다. 

嚴쩌는 또 庸詩플 康初體(屆初體는 陳階의 體를 답습한 것이다)， 盛

康體(景雲 이후 開元 • 天寶期의 諸公詩)， 大歷體(大歷十才子의 詩)， 元

和體(元白諸公의 詩)， 뼈居體로 나누기도 했다 7) 이는 詩의 內容과 形

式上에서 j書代의 詩의 스타일이 變化되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五分

期는 사실은 時代的인 區分이라기보다는 詩의 性格變化에 따른 지적이 

며 , 앞서 第一義의 詩을 漢代에 서 부터 盛居까지 로 보았으나 다시 居初와 

盛)휩을 區分하여 盛}펌의 시가 ]펌初와는 디-르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득허 大歷 이후의 시에 대하여는 詩體가 자주 변했음을 지적했다. 그는 

盛)흙詩A은 “엉성한듯 하지만 영성한 곳이 없고， 졸렬한듯 하지만 졸렬 

한 곳이 없다”라고 하면서 “大歷 이전에는 분명히 詩語가 다루고~쩌庸 

은 분명히 詩語가 다름”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8) 

이와 같은 分期方法은 元明代에 와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元 楊士

弘은 『康즙』에 서 始룹 .jE숍 • 遺響으로 區分하여 , 始품은 i?J庸四傑의 詩

만을 들어 一卷￡로 하고， 正즙은 初혐 盛함을 一類로， 中함을 一類로， 

뼈庸을 一類로 하여 六卷으로 하였으며， 遺響은 諸家의 詩中에서 篇章이 

7) 上同， 詩體 p.444. 
8) 上同， 詩評 p.450, r盛康A有似옳而非옳處， 有似뻐而~~쐐處J ， r大歷以前分

明別是一副言語， 뼈훔分明別是-副言語.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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쫓差하거냐 룹律이 不諸한 詩와 增詩 맞 鋼女子의 詩플 모아서 七卷으 

로 하였다. 그러나 李白， ti庫 그라고 韓愈의 詩에 대하여는 全集이 많 

이 刊行되었다는 이유로 除外시켰다.원 揚士弘의 찬해는 즙律上 四{양評 

블 탤詩의 짧化 始初로 보았고， 여기서 發展판 진정한 춤詩플 찌 • 盛·

I=þ. 뼈탤으로 뭔分하여 IE'룹이라 한 것잉다. 그밖에 例外的인 H‘플 造

響으로 폴렸즈L나， 그외 견해가 文人이 아닌 ↑曾詩와 歸女子의 詩플 EU途

로 취급한 것이 合當한 것인가는 문제점으로 남는다. 어떻든 楊土弘。l

康詩플 즙律的인 特{生에 서 파악하여 初 • 盛 • 中 • 他댄으로 나눈 것은 냐 

픔대로의 一理있는 판단이다. 

明代 高種(1350'"'-' 142.3)의 『탤詩6b棄J에 서 는 場士弘의 上記와 같은 때 

分法윤 더 욱 세 분하여 正始 • 正宗 • 大家 • 名家 • 겼靈 • 接武 • 正變 • 餘

響 • 황流로 나누고， 이 를 初庸 • 겸용빨 • 中/팍 • 빼탤으로 大別하고 있 다 10.1 

그러나 高樣은 場士弘보다 嚴겼의 시폰에 더욱 영향을 받고 있음이 분 

명하다. 高輝은 대채로 初빨은 正始， 盛/탤은 正宗 • 大家 • 名家 • 쩌驚， 

中함은 接武， I않E한은 正變 • 餘響으로 나누고， 方外냐 異A 등의 시 플 꽁 

流로 치고 있지만， 詩人의 生추時;期르 보아 다소간의 出入이 았다. 득 

히 그는 元和時代를 l후휩오로 보지 않고 願康으로 본 것이 득。1 하다司 

棒의 이러한 區分에 디}한 論說을 살펴보자. 

합 300년 간얘 詩의 여러 體가 갖추어졌다. 그과므로 近體 • 古體 · 長短샘 • 

五七言律總 등의 詩體틀은 짜期에 發興하고， ’수1期애 정숙되고 변화괴았고.;K 

期에는 다락하지 않음이 없었다~품律·興象·文離·理敎어l 있어저도 각기 品

格의 高 F가 같지 않았다. 요컨대 젝함 • 盛j뿔 • 뼈)합의 다릎이 았다. 자애허 區

分하만 평顆 • 永徵時期에 는 盧世펴 • 짧徵 謂人이 약 간 舊習을 벗어 났고， 玉就·

楊炯 · 盧照、鄭 • 짧촬玉이 。l 에 더 욱 美麗했고， 劉希벚의 블휩帳의 Í'FI닮， 上官鎬의 

1샘觸한 詩體가 있었다. 0] 것이 初1편의 始制이다. 神龍 이후 開元初에 이르러 

점차적으로 발잔하여 陳子료의 밤펠。l 雅正하고 걷휴廳의 文章이 노숙하고 沈f쪼 

9) 『IE音』 文淵開本 값定l1Y庫全書 1368 pp.173-176 참조. 
10) IF면詩品훤』 上海古籍出版社 1982年 8月 第 1 版 pp.2-3 凡例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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期 • 宋之問의 新聲， 蘇뼈파 張說의 大家솜씨 , 이 들이 찌흙의 漸盛01 다. 開元 • 

天寶時期에는 李白의 떻빼3월， t土F합의 沈益 II효浩然되 淸雅， 王維의 精致， i諸光뚫 

의 @흥率， 王昌觀의 짚풍俊， 高適 • 옥參의 悲i바， 李댐 • 常建의 超凡， 이들。t 盛함 

의 盛者이 다. 大歷 • 貞元 중에 는 章應物의 n~훌} 용J長%웰의 閔g廣， 錢起 • 郞士元

의 淸廳， 皇볍혐의 때秀， 奏系의 띠林， 李嘉祐의 홍開， 이 을이 中庸의 再盛이 

다. 元和時代에 내 려 오면 , 柳宗元의 超然復古， 韓딴、의 文詞의 博大， 張籍 • 王

建의 樂府가 故寶을 다 득했고， 元積 • 白댐-易는 事實을 서 숱함에 분명 하였고， 

李貨 • 盧소의 鬼怪， 굶깃ß • 찮島의 웰L寒합이 꿇갇당의 變化이다. 開成 이후에 내 

려오면 tt救의 豪維， 溫웰j덩의 統‘摩， 李뼈隱의 탠、짜， 許{軍의 對偶， 그밖에 씬 

쉽 • 馬戰 • 李頻 • 李群玉 등아 그래도 氣格에 힘쓰고 특히 時流어1 遇進하였다. 

이는 땐탱의 變態의 극치이나， 遺風과 餘홉쉽은 아직도 01 에 닫아 있었다 1 1'1 

이같은 高輝의 주장은 揚土弘의 낌j康의 벤위블 넓히어 두 分期로 하 

였고 開元 • 天寶時期를 盛함， 大歷 • 貞元時期플 rp庸이 라 區分하고 元和

이후를 願居에 포함시켜 두 分期로 나누었다. 楊士弘의 分期와 다른 점 

은 元和 이후의 時期블 願댐에 포함지킨 점이다. 이는 嚴쩌가 많初體· 

盛l書體 • 大歷體 • 元和體 • r免}함體로 區分한 것과 같은 것 이 다 12) 高棒은 

盛康詩를 ]頁點으로 보띤서 도 中僅 역 시 盛居과 같은 경 지 로 보았으나 元

11) 上돼 pp.8-9, 總序 「有훔三百年， 詩~體備윷. 故有近體， ~生體， 長短篇， 五

七言律詩總쉽J等-製， 莫不興於始， 成於中， 流於흥， 而陽Z於終. 至於聲律興

象文등허理致， 各有品格高下之不同. 略而言之， 則有初J曺盛따庸之珠. 詳而言
之. 貞顧永熾之時， 훨鍵諸公w、離舊習， 王揚盧路因加美麗， 劉希←헛:캄올텀雄之 
f’p, 上官顧有統麗之體，Jlt初康之始製-tf:!. 神龍以還，;lI'!開元初， 陳子묘高風 
雅正， 李巨山文章宿老， 沈宋之新聲， 蘇張之大주筆， ↓比初康之漸盛-tf:!. 開元
天寶間， 則有李쩔林;之輔速， 柱工部之沈醫， 효효흉훌陽之淸雅， 王右후之精微， 

↑諸光盡之합쪽;‘ 王갈敵之짧後， 高適뽕參之悲없" , 李碩常建之超凡， 此盛曺之盛
者-tf:!. 大歷쉴元中? 則똘蘇:H↑雅淡， 劉隨↓11之閒嘴， 皇南之팩秀， 奏公錯之山
林， 李巨一之臺탬} 此中/땀之再盛-tf:!. 下뿔元和之際， 則有柳愚演之超然復古，
韓昌짧之博大其듭허， 張조樂府得其故實， 元룸寂事務在文flJj， 與夫李뿔盧소之 

飛聊之고료갖ß며島之힘L寒， 此때뺨之變t섣. 降jfi開成以後， 則칩柱救之豪~， 溫
尙能線摩， 李義山之땀맘， 許用廳之偶對， 他若劉쉽， 馬했李群玉， 李頻輩，

鬼怪， 龜짜밍氣{용， t흉遇n풍流， 此R免康變態之極， 而遺風餘간융X생;힘存者i뜸. J 
12) 嚴%가 지걱한 11찌함期가 연재부터인가는 분명치 않지만? 大歷體， 5G;ffl體콸 

第二義의 詩르 본 점과 합樣。l 開成을 前後하여 g免텀좋#행플 二分한 점을 마 
교해 본다면， 서로 크커 상치되지 않는 것여다. 



和 이후에는 그 성격이 달라졌다고 보았다. 嚴겼가 盛빨 이전의 시를 第

大歷 이후의 지를 第二義로， 

비교해 불 때， 高棒은 이러한 說에 따르지는 아나했지만， 

시에 더욱 人寫的인 詩體가 발생했음에 유의했고， 그것야 太-歷

사실 大歷十才子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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願j활詩를 표쩔聞많支果라고 한 것과 

元和 이후의 

←→義로， 

이푸라 

로
 

버
 

E 特性이 詩들의 타당하며， 고 븐 것보다 더욱 

時代的으로 두드려진 ↑生格이 없는 엽쌍에 있었기 때문에 元和 이후의 변 

보았다 하겠다. 

이 때부터 

마 화된 詩體블 ]형點에서 내려오는 과정에서의 變體로 

소속셔킨 것은 비록 E혼혐~의 情勢가 만 그것을 願l콤에 

τL 
2. 달략져 있었으며 詩人의 詩風도 이에 따라 많이 

있으뎌 

전과는 여러 면에서 

있었으나， 氣風。1 과 볼 수 

|짧j합의 짧聞많支果의 경 지 로 본 것 

j휠詩의 새로운 

시의 質量으로 보아 嚴겼가 지적한 

과는 차이가 크다. 

오히려 그것이 라져 

區分한 사람은 明의 沈廳E활詩를 fJj o 盛 • 中 • 뼈庸으로가장 분명 하게 

(1640)의 『詩體明辯JlJj에 서 이 다. 

庸은 詩로서 一f'Ç획 01 릎을 냈는데， 이는 넷￡로 統分된다. 太宗 • 王績 • 鍵

徵 諸人이 먼저 팔{味한 氣風을 개척혔고， 陳子뭘이 특히 灌古雄짧함오보 -• f 'Ç 

의 기세플 振作시키고，t:f:審言 • 劉希렷 • 沈짧期 • 宋之問 • 張說·張九敵 역시 각 

각 澤淳한 氣象을 갖추었 다. 그려 한 좁節이 流陽한 가운데 盛행은 점 차 宏亮한 

詩風을 드"-i 냈다. 짧光養 • 王維 • 굶끊然의 淸速， 드E昌敵 • 高適의 閔遠‘ 常建·

l칭參 • 李碩의 秀tR~ 李白의 郞후， 元誌의 경철따l 이 모두 특히 뛰 어 나서 비교활 엔 

한 것이 적다. 그러나 감南는 유옥히 雄澤·高古하여 스스로 -→家튼 이루었 o 

니 詩벚라 할만하고 詩짧과 할 만하다. 그의 詩史를 말함은 가장 절질하여 古

時人의 뜻에 부끄러 웅이 없다. 아마도 詩약 드문 인물이 리 라. 中혐은 짧흉;융 

자란하였다. 劉흉없1이 古朴함을 개 척 하였으나， 꿇應物 • 錢起의 흙遇， 盧輪 • 願

況 • 劉禹錫이 더 욱 노략 하여 元結과 白居易의 띔和한 作品， 韓愈요: 땐p宗7G의 

古風， 張籍 • 賣島 • 굶겠의 j홉잦U ， 李쉴의 怪險이 最高의 정지에 이르렀다. ~따딴 

의 詩體는 더 욱 離흉에 혐 댔다. 찬故은 땀爽하여 老柱릎 추구하려 했고1 溫底

均 • 李商隱의 西昆體는 뺏麗함플 스스로 좋아했고， 皮 日 休 • 陸龜쫓의 麗門 諸

章이 가끔 超越하는 띤이 있었다. 대저 詩餘(詞)에 있여서는 李돕에서 시작되 

어 映居에 성행했는데 뺏탤의 詩는 詢에 미치지 옷하였으냐 역시 각각 아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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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이 았다 13) 

沈願는 庸詩를 發展과 養退라는 관점에서 각 時期의 主要詩人을 실례 

로 들어 氣象論的인 지 적 을 하고 았고， 初 • 盛 • 中 • 願庸의 명 확한 용 

어를 사용하였으나， 그 時期를 정확하게 지적하지는 아니했다. 다만， 그 

는 盛康詩 특히 村:~힘의 詩블 가장 높이 평가했고初居의 발전된 詩}亂。1

盛J書의 여러 風格의 詩人을 배출하였다고 보았으며， 中居 이후에는 解

孫에 힘쓰게 되어 盛}합과는 변질되었고， 비록 여러 시인들이 배출되었 

으나， 그것이 修離的이라는 면에서 약간 否定的인 견해를 나타냈고， 그 

餘勢가 l짧庸의 城麗한 시풍을 이루었다고 브았다. 

文學作品은 다른 기록과 달리 ‘무엇을’ ‘어떻게’ 표현하여 독자에거| 

어 떠 한 ‘반응’ 을 일으키 는가가 다른 기 록과 다르다. 따라서 착자의 관 

심은 비록 자기 자신의 心情을 文學的으로 표현하였다 하더라도 득자애 

게 感動을 주게 표현하여 야 한다. 따라서 居代의 文/、이 ‘무엇 ’ 에 많은 

관심을 두었고， ‘독자’가 누구를 향한 것이냐 하는 문제가 중요할 뿐이 

니라 같은 대상을 어떻게 표현해야 독자가 후감을 갖게 되는가도 둔재 

가 펀다. 이런 점에서 }활代의 픔는 무엇〔內容)에 重點을 두어 分期할 수 

도 있고， 어떻게(表現)에 重點을 두어 時期區分을 할 수도 있 o 며， 또 

그 詩의 評價를 달리 할 수도 있다. 

以上외 諸說은 각기 딴代라는 時代의 많은 詩에 각 時期別로 特性을 

13) 徐師曾養 『詩體明辯』 廣文書局， 民國 61年 4月 初版， }子 pp.24-28 r康以詩
名一代而統分웹四. 太宗王짧諸.A， 首開草味之風， 而陳子돼特以뺑古雄健， 
振一代之勢. 섬:審즙劉希쫓沈↑쪼期宋之問張說張九觀， 亦各全澤序之氣， 手音

節陳陽之中， 盛康稍著宏강， 김홉光養王維굶浩然之淸速， 王昌顧高適之閒遠， 常

建쩔參李碩之秀技， 李白之~JJ卓， 元結之典曲， 成珠總흉倫. 而*士南獨以雄l軍
高古， 自成一家可以옳史， 可以협流. 其言時事， 最f홉陳切， 不t鬼古詩A之義.
蓋亦詩之僅有者1É. 中f펼댁혔￥암흉練， 劉長牌I以古樣開宗， 할應物錢起之줌톡遭. 

盧編顧況劉禹錫之揚國， 及元白n겁和之作， 韓柳古風之體， 張藉탤島굶갖l‘之淸 

刻， 李質之怪險， 是其最1É. 陳}뚫體愈離鍵， 삼救高爽， 欲追老柱. 溫李西昆
之體， 械麗g 喜. 皮陸塵門諸章， f生往超勝. 若夫詩餘之體， 筆子李白， 盛手

R免康， 然曉훔之詩， 不及其詞， 亦各有其微1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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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는 作家블 중삼으로 詩의 變{t過쁨을 그 나픔대로 청려략였다고 

할 수 있다. 

J1[. 홈詩 分期에 대한 異論

앞서 例學했단 탬詩의 分期에 대하여 짧往에도 異論을 재키하는 사람 

이 없지 아니했다. 득히 최근에 이르려 中國文學이 껏:學的으로 專門 將

究되면서 )판詩의 時期區分문제에 대하여는 여려가지 논란이 있었으나그 

래도 四分期 방r닝을 가장 많이 채용하고 있다. 물콘 앞서 젤명했턴 갖 

가지 說이 똑같은 것도 아니었고， 또 그들의 관점이 달랐먼 것도 사설 

이 치 만， 그라 나 j땀代라는 社會에 서 휩詩7} 차지 하는 重몇:性‘ 그라 고 그 

들이 變化發展펀 사섣 〔여거서 發展이 란 닫은 時間의 經過에 따른 展開

라는 뜻이다〕을 文學的언 特性에 따라 각자의 관점에서 젤멍했으며 그 

섣명이 어느 천도 共通{맺을 말견할 수 있었던 것야다. 

많住의 分期에 反對한 사람으로는 먼저 明代의 王世戀(1536"-'1588)의 

등행을 들 수 있다. 

땀律은 初동활에 서 부다 盛J함으로， 짧/뜯찰에 저 부터 中탤으로q，圍얘 서 부다 R免團

으로 時代의 聲調가 챙겨났드므로 자연히 같을 수는 없다. 그러나 또한 初함을 

통하여 盛廣이 변한 것이고” 盛康을 통하여 中투률이 변한 것이며q，)함을 통하 

여 g핑!펄이 변한 것이란 무엇을 뜻함얀가? 변한다는 것은 점차로 그랭게 판다 

함이다. 점차로 그렇게 되지 않다연 변한 수도 없다 康詩가 tvJ펀에서부다 

盛 • 中뚫이 된 것은 막다른 짧쫓의 m~界이다. 그라나 王維 • 鉉超는 시설은 서 

로 和빽하였고 1순F합의 全集은 우이 大歷以後의 作品이다. 그 사。↑얘 변화활 

달할 수도 있다. 王維의 明숲Ij衝띠篇， 중펀y、I'I~혀정흉성장句는 은연히 錢:댈 • 劉;동柳 • 盧

編 • 李嘉祐 間에 든다. 大歷十才子에 이 르라 서 는 그 사。l 에 어 짜 E잎F란의 릅f句가 

없겠는가? 대거 聲氣는 오히려 서르 격리되지 않는다. 學者는 마땅히 格듭돼얘 

염격해야 하지만， 반드시 짧「펄:人은 한 마다도 牛1)뜯혼에 떨어지지 아니허고 中뿜 

A응 한 바다도 盛}활에 들에가지 않는다면， 역시 그의 詩룹 말함은 고접플폼이 
리 라 11) 

14) IF秘團據餘』 文淵關本 장、定四庫全書集部 1482-p.512. r康律由初而盛? 由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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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한 제기는 상당한 다당성을 지닌다. 詩의 格調가 時期에 따콰 벤 

하기 는 하지 만， 分期를 한마고 하여 1\íj後時期의 f쯤調가 확떤허 변할 수 

는 없다. 그러나 時期의 l 變選에 따다 점차적으로 詩格도 변하기 때문에 

더우기 分期에 相關되는 인물의 경우플 어느 템格에 고정시킨다는 것은 

어려우며， 다른 分期 인물 중에서도 #옵調가 같을 수도 있고， 同期의 詩

人이 라 하더 라도 格調가 다를 수도 있 다 t나콰치 역시 그時期의 特

1性을 나타내 는 格調와 그 격 조에 相近한 연물음， 비록 時代的으로는 약 

깐의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같이 윤어서 分期블 할 수밖에 없다 하겠 

디. 格調 역시 빼代에 따리서 作者나 피上會의 狀況이 作品상어 나타니는 

것이기 깨문이다. 

i판代의 錢議益(1582'"'-' 1664)은 또다픔 각도에 서 ‘판詩의 分期問題에 뭉흑 

議블 제기했다. 

初·盛·中·뺏은宋代의 嚴겼에서 시착꾀어 明初 1휠j秉에서 이루-역쳤지만， 떨 

F젖로 정첼됩이 이에 三百年이다. 01 른 바 初 • 짧 · ψ · 땐이 란 그 캔代플 論향인 
가 1. 그 사람을 論함언가? 사람플 가치고 세대흔 논현다면 張說은 세대로는 

初함의 宗IÆ이 나 ， ft.J까 以찢부터 듬좋활이 f휠해하여 江"U의 도움을 받은듯 하니 , 

初 • 盛/투혼을 겸 하였고. 張九觀은 커'um 以後에 는 짙은 조의 짧끓의 詩이 며 , 더 욱 

幕年의 作이 많으나‘ 그 역시 初·짧을 겸하였다. 張說은 初갇흩어1 속했다히고， 

폼써 이후의 시까지 소급한다딴‘ 굶i뺨然 역시 盛j판과 éOJ康플 겸하댔다. 王維는 

盛庸에 속했으나， ['영n‘람:夜샤흰」의 調詩나['左被첼花」詩릎 같이 본다띤， 錢훤· 

皇南뺨도 中康·盛명을 겸한다. 한 사람의 산세가 두 時期플 깎고 있으띤， 詩

가 사량의 다음이 E딛 킷인가? 아니떤 사람에 時代의 둬가 될 것인가 1 15 ) 

而中， 由中而映， 時代聲땐. 故텀 4Z、1-可떼. 然亦有E섬初ñ'iï품행? 盛而這中，

中而退硬者， 何則 ? ;특者， 漸之變f겐. 킹F벌故， 無由짧 .... )뽑詩之由初而盛中? 

極是盛흉之界然王維짧뀐寶까l업폐 n됩. 子美全集半말大歷以後. 其間평隔， 亦有
可言. 如王右초明뀐j衝 "lj~흙， 챔↓l、l빼짧漢句， 鳳隱錢劉盧李之問횟. 至於大歷

十才子， 其問뭘無않f한之써 ? 蓋聲氣獨未相隔챈. 學者핀|當嚴於格調， 然必

謂盛康A無-語]용中， 中댈人無一語入盛， 則亦固짧 ! 其言詩쫓. 
15) 願짧倫「康詩英흑FJ 짧讓益.1'f ['初盛中~， 蓋創/於宋季之嚴쩌‘ jjffJìX:於國初之高

棒， 承調鍾짧， 三百年於土h훗. 夫所謂初中P免， 論其ilH센 ? 論其人랜 ? 以人說
世， 張鴻公 Iltl 江， 世所爛初댄宗I툰i!J. 줬公염돕”、l以後， 詩意↑쫓t햇， I專得江μ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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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퍼한 꺼키는 詩/、이나 詩플 중심 o 로 分期블 한다 하더다도 각우 

기 分期의 中f멍에 살았먼 사람은 兩期에 듣어갈 수밖에 없무므로， '=+1 체l 

로그 詩，}、의 듭추風의 特性을 어 느 時췄죄에 넣어야 할 것연가에 ;나v.- 켜 
~I -1 ~i'二

정펀 문제이무로 콘 논란이 펠 수가 없다. 예를 들연 李꽃의 경우 韓j愈

보다 10년 먼저 죽고 自居易보다는 30년이 나 알찍 죽었는데? 그는 韓愈

1-)- Él居易보다 뒤 늦게 

깨문이다. 

觸庸風의 인물로 지목되는 것은 그의 詩외 J待f벌 

近來에 學者듭도 이 庸詩으} 分期問題에 버 하역 는 어 려 가지 관첨 이 닫 

왔다. 챔適(1891 ，，-， 1962)은 『日話文學史』에 서 初}람은 터話>c學期라고 하 

연사 王첼志와 ~績;을 대표로 들면서 初庸四{헛 역시 B話-의 경향이 었、 

다고 지 적 했고， 침짚庸R폼期를 兩分하여 ?5寶大많L 以前을 浪漫文學B용{-;;; , 大

亂 以後부터 rþ함으} 韓 • 굶 • 元 • 白을 寫實文學時代로 區分하였 다 16) 

陸{frL如 ，;뚫玩참의 『中國詩史』에 서 는 j뿔代 全體릎 李白과 션I=~j플 중심 

으로 兩分하석 try~땀과 天寶 前의 詩歌을 일극괄적으로 李白의 능풍폈으로， 

天寶 後부터 f옛}활까지플 일콸척으로 社탬의 詩風으로 돌렸다 17) 

胡雲쫓쫓 역 시 그의 『中國文學史J (1962年 初fU)에 서 ;쩌 • 盛 • 中 • I院l람 

의 分期가 어떤 정확한 이유와 근거가 없다고 하딴서 특히 중간의 ]환감 

發展l뿔期릎 盛 • 中함으로 區分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하여 初

/!환분터 齊梁의 쉰f麗한 풍조가 계속된 80"-'90년 간을第一期(初庸詩)， 玄

宗 때부다 낀몇宗 長慶時期까지 100여년 간윤 댐詩의 가장- 홍성하고 밴잔 

띈 많풍期로 보아 第二期(盛康詩)， 二L 이 二한 60"-'70 1건 간을 p佳쫓主義J!i(U탬 

Z Iij], 則했公亦初jJ};盛띠江自햄州以後， 同調調밟(， 尤多흉年之ff' .~IJ맨江 
7É初亦盛. 以줬公종初康 ii!， 뺑ffi陽P昌和之ff ， 則굶浩然應亦盛亦fTJ. 以 =t::J단 
괄系盛훔t섣， 떠春夜션흔l之랩， 同左據첼{E， 뀔 IJ錢起皇南再應亦中~T짧人 
之身， 更歷二時， 將詩以A갓耶 ? 將人以詩次耶 ?J 淸f\文學최lt評資料集(上) 

成文出版社 民國 67年 9月 1 S p.25. 
16) .，1j)j適의 겸해 (白話文學史‘ 文光圖書有Ifc公司印行， 民國 63年 10月 再版 pp. 

153-168)는 앞서 언급한 (註 1) 한조) Stephen Owen~ 견해와는相反펀다. 
17) 陸뻐如 • 鴻파君 合著 『I취國詩9:~ (fO記年代未詳) 篇三， 四 pp.403-5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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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期라 하여 第三期(陳康詩)로 區分하였다 1&) 

( 59) 

그러 나 胡雲靈은 몇 년 푸에 『居詩班究j] (1967년 初刊)라는 책 에 서 는 

또다시 初 • 盛 • 中 • 願의 四分期가 갖當하다고 수정하였다. 

j훔詩의 變選發展을 보면 初엽좋期에는 뚜렷하게 齊梁의 遺風이 있었으며， 盛탤 

期에는 新舊體詩 發展의 활盛期이며， 뎌1康期에는 盛]좁을 통하여 변하고 다시 

변하여 新體詩로 발전한 限界에 달했고~댄E활斯어1 는 新體詩 最後의 불꽃으로 

康詩의 末期이다. 간단히 말해서， 康詩의 發展은 全體的연 JW絡에서 이푸어겼 

으나， 뜯툴詩의 變遭은 |휠詩플 起 • 盛 • 變 • 흙의 )호{良線上에 서 이 루어 졌고， 우'-'1 

는 이 波浪線上어f 샤 康詩플 네 개 의 分期로 삼아도 무방하다 19) 

결국 胡雲寶은 康詩의 J팝詩的인 特性이 찰 드더 난 盛 • 中康을 한데 묶 

는 것은 일면으로 다당하지만， 자세히 그 변천과정을 살펴 볼 때 이흔 

l룹分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드로 上記와 같이 初康 80 ,"",90 

년 간， 盛居 100여 년 , 빙힘렘 60"'-'70년의 區分을， 初}書 100년 간 ilt\ìi )띤 

50여 년，I:þ庸 70여 년， 願탤 80여 년으로 區分하였던 것 이 다. 

宋代 嚴%와 똑같은 時代l꿇分을 하면서도 嚴%와는 正反對의 견해플 

파 력 한 사람은 郭紹많이 다. 그의 說을 요약하면 아래 와 같다. 

齊梁의 文風이 짧存하고 있떤 初뽑은 陳子죄}의 復古의 기치로 변혁된다. 그 

는 ‘風骨’과 ‘興寄’플 주장했고 風骨은 內容이 있어야 빼가 있다 탑이요， 興

뽑란 寄:j:t과 比P兪로 現寶플 暴露함이라고 라석되며 }활詩의 진정한 가치는 f쫓 

購보다는 內容， 사설 자체보다는 잘못된 사실을 폭료하는 데 詩의 價뼈가 있 

다. 李白과 *土南는 이권변에서 성공은 하였지얀， 그래도 형식적인 구속을 받았 

우며， 그려나 李白보다는 삼뼈가 더욱 現寶的얀 입장을 잘 대변하였다. 하지만 

보居易는 李 • 桂를 비판하여 그들의 風，雅의 作品은 10분의 1. 2도 봇판다고 지 

18) 胡雲寶， w中國文學史4 第一文化社， 民國 51年 7月 p.117 참조. 
19) 上同， w康詩%究』 臺灣 商務印書館， 民國 56年 3 月， p.36 í I활詩的變選發展， 

初居題然是齊梁的遺風. 盛}훨是新舊體詩發展的最高湖. 中康則由盛/좀而-←→變 

再變， 變뀔]新體詩發展之極. ~免曺則完全是康新體詩最後的閒燦， 홈휩然、是j콧등좋 
的末運到了. 簡單地說一句， 康詩的發展， 固成整個眼絡， 但康詩的變選， 把

탤詩弄成了-根起盛§흉흉的波浪編， 我們根擺這種波浪線， 而分합詩馬g딩個時 
期是無妹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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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하고 진싣로 현실을 득로하는 시흔 쓰려고 했고 섣제로 현싣을 폭로한 시를 

썼으며， 陳子료브다도 명확한 詩觀을 가졌다. 元樓 역시 !핀居Æ.와 같으 입창 

。l 었지만 그는 현싣도피적얀 시도 썼다 20) 

東亞文化[ 6 0 J 

이같은 論說은 詩를 特性別로 分期한 것이 아니고몇벚 특수한시인의 

주장。l 나 시의 경향을 현질적인 입장에서 파악한 것이며， 그것이 일건 

←→월되게 整然한 論理를 갖고 있다고 불 수 았우나， 탤詩의 全體的언 압 

c: • 7 

기→-"-'-단져 서의 현실을 暴露하거나 反映하는 티 커준을 볼 띠1， 장에서 

많은픔人群의 特

τF 하여는 전 

이와는 相反되는 논려를 전개하였을 쁜이 마. 따라서 

{댈을 지적하기에는 미훔할 뿐 아냐라 願빨의 시의 경향에 

파骨이 

반영되어李·柱 

것으르보았다. 

경향이 그 

순수한 강정어l 

이추의 시를 

것이 이니략， 

詩가 初庸에 는 修解1'1'1이 라 

결핍된 것이었는데 점차로 風骨과 寄興의 주장→이 지에 

어1 와서 성공했고? 元 • 白에 이르러 最i릎의 경지블 이푼 

嚴;J:Þl- 盛탤: 以前을 第一義의 시로 본 것도 시의 수사적인 

래도 素朴하고 담然스려웠으며 그 詩가 사물이나 현실을 

셔 f뜰視어l 의하여 나온 것이기 때문이라 한 것이고， 大歷

第二義의 詩로 관 것은 감정이 순수한 엽장에서 표출된 

說에 의하면， 없다. 쥔의 혀 거돈이 

그것이 현섣믿 바판각 

嚴쩌와는 만대 로 第二義의 詩7t

띠1 둔이다. fpí좋f生이 있 다고 보았기 일부러 어떤 사실을 드려내려는 

紹띔의 견하|는 지의 수사성은 반대하었으면서도 

인 내응을 강조하는데 가치를 부여하여 

않지만， 形式的얀 離끊도 바람직하지 가장 바람직한 시로 보았다. 시의 

감정의 意圖的인 表現도 바람직스럽지 옷하다. 따라서 순수한 x學的 압 

장에 서 본다먼 郭紹/휩으〕 說은 평詩플 전체 적 으로 이 해 하려 하지 아니 했 

고， 자거외 주장을 合理化하기 위한 논리블 진개시킨 것이라 하겠디. 그 

러나 郭紹摩의 說은 /탤詩플 단순한 정사적인 차원이 아닌 現實的 임정← 

유의했다는 점에서 嚴겼와 같 

그것은 살칠적으로 }활詩가 

펀살의 反映에 두
 

1 
。-E 지

b
 

즈
 

<
]內容에 에서 

‘以輝論詩’ 의 親;승:的 방법 에 서 뱃 어 났고， 。

'-• 

20) 郭紹盧， IF中國文藝思湖史』 宏業出版社 1945年版 影딩]刊 pp.95-1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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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해온 한 얻언한 과정이기도 했기 때문에 상당한 설득략을 갖게도 

했다. 따라서 좋JER의 說에 따르면서도 훼E뭇가 소홀하게 생각했거나 도 

외시한 시에 대하여 유의하연서도 다른 방엽으로 文學史의 記述이 이후 

어지키도 했다. 

앞서 지적했던 陸페如와 않況君위 w，띤國詩史J에서 }활체j期블 浪漫主義

詩風으로 李白을 ]줬點으로 삼고， 後期흘 寫實王義 詩風으로 ↑1~힘가 산 

도적 역할을 했다고 보뉘는 방법이 바로 그런 例이다. 

이 와 비 슷한 방볍 의 잣學史 記述이 劉大저으1 rr中國文學發達벗』이 다. 

그는 居詩의 짧達을 다음과 같이 項目을 '-f-누어 記述하고 있다. 

十三章:初廣의 詩펌 

一. 宮體詩의 餘波

二. 王績과 드E했志 

프. 士宮嚴와 四傑

四. 沈宋과 文章四友

十四章 : ~'良漫詩의 ~生과 全)파 

一. 續說

陳子돼과 吳며四士 

三. 王굶詩派 

四. 싹高詩ìJK 

五. 浪漫派의 代表詩人

十五章 : 社會詩의 興활와 11뻐美詩의 復活

一. 續說

二‘ 찬南의 生平 · 思펀、 맞 그 作品

긍‘ 元白의 文學思想과 fi'品

五. 굶韓의 詩風

六. p옮美詩의 復活과 땅詩의 f곰束21) 

이 다 한 文學史의 記述方法은 각 時代의 文學的 特!生을 살리 면서 劃一

21) 劉大杰， Ir中國文學發達史.J rt>華별局 1959年 11月版， 目갖 및 目次에 따은 
기 술 내 용 참죠 pp.371-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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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언 分期를 하지 않고 全體的으로 시 으‘ 경 향을 파악하는데 적 합한 것 

이 다. 01 를 郭紹處의 說과 관련하여 보면， 劉大杰은 盛훔의 李白과 社
햄의 시 풍이 아주 다른 정 에 유의 하여 李白은 浪漫派의 代表者로 삼南는 

社會詩의 興行者로 보고， 이 들의 前後詩人들의 流派가 다르기 는 하지 만， 

이와 相關되는 것우후 보았는데， 郭은 李白과 ↑土F힘는 현실적 인 직 인이긴 

하지만 tf~휩가 보다 現實批判的이고， 그들은 같은 盛탬의 연물의 특정을 

E러내며， 白居易는 맹설공히 현실에 떠한 現寶暴露의 ;I;詩人으로 보 

았다. 

이와 비슷파게 시의 特徵的 流派블 나눈 다음과 같은 說도 았다고 梁

石은 그의 『中國詩}歌發展史JJ (1976. 10 刊)에 서 소개 했 다. EE) 

[1J 統魔派-→以沈 • 未及四傑생代表. 

[2J 反動派 以陳子되 • 張九顧等협代表. 

[3J 邊塞派」→以王昌廳 • 뽕參옳代表. 

[4J 自然派 以王維 • 李白寫代表.

:5J 社會派 以tt南 • 白居易f홉代表. 

C6J 怪꿇派{ 以듭효슛ß • 賣島 • 훌훌愈옳代表. 

C7J H듀t*VR-以李商隱 .tt俠협代表. 

그러내 梁石은 이렇꺼 流派플 나누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셔도， 그가 

庸詩블 記述할 띠l 는 대체로 初 • 盛 • 中 • 願康의 分期어l 의-t1 였다. 이러 

한 시외 유파플 분류할 수는 있지만 섣질적으로 그들의 시 71 모두 그?Cj 

한 경향을 띤 것도 아니고， 이려한 詩派블 時代的으로 區分하여 션명하 

기도 어렵기 때둔야다. 

그러 므로 종래 의 마l分期의 방법 이 지 금도 普遍的으로 댄詩블 分햄하여 

젤멍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華뺀塵의 『中國文學史論·합代文學JJ ， 葉慶

炳의 『中國文學史JJ ， 111판詩講論JJ ， 顧俊의 『屆詩週論J， 심지이 大摩에서 

냐온 游國恩 퉁이 펀한 『中園文學史大網』에서도 대체로 이 방볍을 사용 

22) 梁石‘ 『中國詩歌發展史』 健￡出版社， 民國 65年 10月， p.17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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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최근에 여라 샤람들에 의래 경대성펀 『中國文學講話(6) . 附

庸文學』에 있어서도 역서 며分法에 의하고 있음을 볼 때 四分期로 탱詩 

를 논하는 것은 이제는 아주 일반화 되었다고 보겠다 23) 

N. 홈詩 以外의 文學으I 경우 

E한代는 등폼로 다} 표퍼 기 는 하지 만 한 時:代의 文學이 어 느 한 창혹에 약1-

국한되 어 발전하지 도 않고， 또 한 文人이 어 느 한 장록의 作品만 著i'r파 

는 것도 아니다. 어느 文學장르가 성행하게 되면 다른 文學강르가 쇠마 

하게 되 기 마련이 고， 어 느 文學장르어1 뛰 어 난 둔얀은 다른 文學장투에 는 

별로 뛰어나지 못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한 時代의 文學史의 時期區分

을 하는데 있어서 어느 文學장르가 어떻게 興盛養微한 것인가를 살펴..!L 

면， 그것은 다릎 文學장르외 홍성쇠미와 상관되고 있으며， 어느 것學장 

르가 더 이상의 발전을 옷할 때 새로운 文學장투가 만생되기도 한끽. 그 

것은 문인 자신의 취향에서 매봇되는 경우도 았으나， 社會環境이 그렇 

게 만들기도 하고 일반에중1 즉 文學외 讀者)험이 그렇게 되길 원하는 압 

장에서 이루어 지기도 한다. 

r다라서 어 느 한 i돼f\;의 文學플 時期區分하는 데 있어 서 他文學강투L와 

1괄전관계블 살펴보는 것은 그 時代의 주펀 文學장르의 時期區分에도 핀 

요한 일 이 다. 이 런 점 에 사 탤代의 詩 t↓外으1 文學장르으} 發展時期에 대 

하여 간략혀 알아보기로 한다. 

願文 l활代의 }敵잣;은 六펴q의 ↑修옳￥바」인 형식을 그대로 이어받약 文人

23) 華件慶， Ir中國文짧史끓」 탬ljJj'書局 ， E힌國 54年 11月 pp.184-259 참조. 
葉慶炳， Ir中國文學史J 弘道文化事業有限公司， 몽國 55年 11 月 pp.175-294 
참조. 

顧俊， w댈詩通論J 木繹벼版社， 民國 72年 4月 , pp‘ 11-14 참조. 
中華文化復興運動推行委員會及國家文藝基金管理委員會포編 cþ國文11::.詩듭핀 
(六) 階뽑文學， 巨流圖害公司， 民팅회 74年 11 月‘ pp.34-3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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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게 날 리 동용되 있 다. 특허 文人의 公務H인인 文書나 交人 댐의 젠、바]인 

書信까지도 歸것은 날리 사용되어 ‘時文’이라고 불댔다. 四六句익 고정 

펀 뜰에 對↑쁨와 파律까지 맞추면셔 典故의 샤용으로 자기의 文才롤 과 

시하는 이라한 詩文은 六劇 齊梁 • 階에 걸회 일부 문인의 만만도 있었 

으나， 社會에서 둔얀둡이 살제로 이에 의한 문자생활을 하지 않을 수가 

얹었다. I頻子~Ol rR‘딸을주장한것이나， 張說·理週의 詩文에 힘이 있 

다고 한 것온 펀식적연 수사에서 멧어나 내용적얀 샤질플 중시랐다 한 

이다. 錢據이 古文運動을 論하면서 벤자 古詩運動플 언급한 이유도 석 

기에 있다. 5긍詩 • 獨:pæ及 • 蘇題土 등이 朝文을 反對한 것도 여기에 았 

고녁， 李白의 템가 자유분방한 樂府體로 내아간 것도 이에 대한 만발로 

보았다. 상) 그러 나 網文은 貴族社會블 내 표하는 문체 이 마 품우} 를 갖추고 

행서하는상듀겨1 급의 도구였다. 따략서 柳뚫이내 韓愈·柳宗元이 古文

음 체장하였어도 여쉰당1 j합1-\:;의 簡文은 時-文우로 존채하였、다. 그러나 

그것 이 점 차로 변화꾀 았음을 우리 는 갇지 할 수 있다. 李띄의 「春夜흉挑 

I핑1序」파 『文心離짧』의 IJ훈志篇」을 비교해 보띤 쉽게 알 수 있다. 결국 

庸代믿 簡文은 j판詩외 願文이 JE쫓解的인 면에 셔 l쳐容的인 면으로 변화발 

쉽하였고， 칼극은 韓愈와 柳宗元의 古文運動으로 인하여 격식이 。l 주 달 

라지거1 펀 갓이다 

김J갖 騙>c의 젤質과 古文의 興起는 관련이 감다. 願文의 반대 로 나 

타난 련상이 古文의 형 E~ 이키 때문이다 25) 敵文의 현식을 위주로 한 수 

/、}에 치우천 점에 반대한 韓愈와 찌n宗元의 古文運動은 살은 內容을 우1 

주로 파고 수사는 내용올 뷔하o~ 펄요하거나 형식을 탈피해야 띈다고 

하면서 이른바 ‘道’플 중시￡였어야한다는 움직염이었다. 韓愈가 擺家

2'!) 짧樓， 雜論康代古文連動. ['中國古典文學論文精選盡刊J 영I獅文化事業公司， 
E한國 68年 7月， pp.93-146 참조. 

23) 張仁츄， r中國勳文發達史』 臺演 中華書局， 民國 56年 6月 p.103 및 해鎬 

‘團{~ 古文論에 대 한 問題點’ 『中國學報.Jl 25집 , 1985年 3月 pp.103-1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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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치우천 반면， 柳宗元은 보다 포괄적인 ‘道’블 주장하였다. 결국 J파 

文은 Zf. 奇， 願 • 散， 難 • 易획 운처1 로 귀 결 되 는데 26) , 韓愈의 경 우는 

奇→散→難의 걸을 댁했다면， 柳宗元은 zp:→散→易의 갚을 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리한 古文運動은 韓愈가 備道에 치우쳐 평이함보다는 힘 

난한 걸을 택했다먼， 때P宗元은 험낸합보다는 평이함을 택했다고 한 수 

있다. 韓愈가 治者의 엽장을 내변하여 歸道플내세운 만연， 柳宗피은放 

治者의 입장을 내변하여 A道를 내세웠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의 성격은 

달랐지 만， 그들이 治者의 입 장이 건 被治者외 입 장이 킨 騙父으로서 는 그 

들의 심정을 나다낼 수 없기 깨문에 散文運動을 일으켰다 할 수 있다. 

古文의 流行과 社會詩의 發展은 이런 점에서 相通한다. 元鎭과 f'J居易의 

社會詩 흑은 寫實主義 詩는 평이함을 택한 것도 있으냐 햄난함을 익한 

것도 있다. 다시 딸하면， 韓愈의 ’댄짧的얀 힘111함와 柳宗元의 111水릅 λ} 

이에는 커마란 성격적인 차이가 있다. 이는 時代的으로 개인적인 둔언 

에게 二重構造가 있음을 나타내는 점이디. 같은 文學장르의 성격변화는 

同時代 문안의 다른 文學장르에도 상관척으로 내타나게 마련이무로， 韓·

柳의 古文遭動과 同時代 元 • 白의 社會詩 휴은 新樂府詩:가 부각낌 응 그 

時代의 性f용을 代辯하까 때 문이 라 할 수 있다. 

小說 }휠代의 小說은 六휩]의 神怪小說에 영향을 받아 이루어갔지만， 

그것은 허무맹땅한 幻想的 커독이 아니라， 意識的인 創作物이라는데 큰 

좌이가 있다. 또한 딴代의 傳奇小說은 六朝의 神햄小說보마 表짧技:rS 1-} 

取材에 있어서 상당히 달라졌다. 탤代에도 神i않的인 小說이 없있단 것 

6 • 야니지만 보다 寫實的이고 논리가 정연한 표현으로 변했고， 初期의 

소섣과 後期의 소설은文體上에도 큰 차이가 있었다. 원]期에는 願體文의 

서술이었는데 비하여 푸기에는 散文的인 표현이었다. 다라서 鄭振찮은 

“)땀~의 i專奇文은 古:)c運動의 한 附庸이었으나 거기사 5관然히 大國을 

형 성 하여 中國文學史上의 지 위 는 蘇銀土 • 李華 • 韓愈 • 폐宗퍼의 散交보 

26) 上揚 『中國文學講話J (六) 第프篇 ‘뽑代古文的發展與한變’ p.322 참조. 



[ 6 6 J 東亞文化 27輯

다 오히리 중요하다”고 하면서， 그것은 古文運動이 이둑한 가장 성공한 

作品이 라고 지 적 하기 도 했다 27) 이 는 屆代 傳奇小說이 古文運勳을 가장 

성 공적 으로 수행 한 文學作品으로 안정 한 것 이 다. J훨代의 傳奇小說을 내 

용빨 로 분류하여 神怪故事 • 戀愛故事 • 豪俠故事로 나눌 수 있 다 • J팎t~ 

에는 道敎 • 佛敎가 성행하였고， 女性의 개방적 인 기풍이 있았우며， 흉흉 

鎭의 했월L이 잦았기 때문에 이라한 故事가 傳奇로 기록되었단 것이긴 

하지만28) 이와 같이 신괴적이고 단편적이단 六朝小說의 題材가 다양해 

지면사 초기에는 願體로 쓰였으나， 그것이 현실적인 상황의 인위적인 

창작풍이 기 때 둔에 關體로 쓰키 가 곤란하였고， 古文運動이 일 어 나지 더 

욱 사실적인 표현을 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뽑 傳奇가 대부분 後期의 

作I문이 요" 初期의 ff'品。1 라 하더 라도 願體的인 요소기 점 차 허 툴어 질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變文 ; )박代의 變文은 佛敎블 전파하기 위하얘 佛經올 번역하거니- 佛

敎故事블 71 폭한 내 용인데 , 上記 簡文， 散文， 小說이 土大夫와 文人을 

위한 作品이라면 燮文온 民間의 불교신앙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룩된 fF 
E균1이라는 데에 차이가 있다. 變文은 뽑 中期에 土大夫의 詩文에서도 언 

답펜 ;점으로 보이 상당히 일찍부터 이러한 기록이 있었다고 추측되지만， 

젤제료 이것이 유행되기는 宋代에서 부터이며， 居代의 變文은 비꽉 民-間

윤 대 상으로 佛敎故事가 願文體로 쓰여 졌다 하더 라도， 중간에 詩歌가 

/삽입되어 있으며， 散文體보다는 오히려 關體로 띈 것이 함代에는 많았 

다는 것 이 특정 이 다. 하지 만 그 解體는 상당히 口語體的인 요소가 많고 

직전회떤의 표현을 많이 사용하여 宋代의 話本4、說의 펌願이 되었다 29) 

變文이 파代의 佛敎의 盛興과 더불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것이 口語

27) 鄭振繹， ~揮圖本 中國文學史J. )'(學古籍刊行社， 1969年 2月 p.493 참조. 
28) 讀正뚫~中國小說發達史』 햄業書局， 民國 67年 9月 臺 4版 pp.139-141 

참조. 

29) 鄭第， ~中國f상文學史』 臺팩商務印書짧1; ， 民國 71年 11月 품‘ 6版 pp.180-19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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體적이면서도 짧體的 요소를 지난 이유는 암송하기 쉽고 읽거 쉽게 하려 

는 의도에저 였다고 하겠다. 變文의 정확한 發生年代을 밝히기는어렵지 

만， )펌 中期 이후에는 이바한 佛敎故事의 變文이 民閒에 펴지게 된 것 

이 아넌가 생각턴다. 

詞 ; 詞는 詩餘 또는 릎短句로 불리는데， 宋ft의 대표적인 文學형태로 

발전하였지 만 이 미 댐: 中期에 지 어 졌 다고 함이 通說이 다. 李白의 fl'品으 

로 얄려잔 「폼鐘蠻」이나 「짧、奏鐵」가 있기도 하지만 매체로 大歷 이후에 

문언들이 약간썩 홉短句플 시 도했음이 作뭔1으로 나타난다. 그려 나 이 라 

한 長短句의 출현은 민간음악의 율조에 따타사 탤詩를 zp:易한 내용으로 

作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그 題材나 表現이 사뭇 터話的 

。]며 通V삼的인 경향올 I매고 있음은 일딴 민깐에서 이러한 곡조의 노래 

가락에 맞추어 지은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r=þ I활의 劉禹錫 • 터居易의 

「楊柳技J ， I竹技詞J ， I浪짧沙~ J, I憶江南」 등은 j휩詩와 비숫하면서도 새 

료운 느낌을 갖게 한다. 거의 五 • 七言詩에 약깐의 변화를 가했기 때둔 

이다. 1899년에 鼓떻右짧에서 발견관 『雲諾集』은 }합代에 알려지지 않은 

먼간의 文A의 手寫本 詞集으로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3이 거 기 에 는 약 

30수의 庸詞가 실랴있는데 원話的빈 詞語로 五七言 長短句가 많고， 宋

詞와 거의 다름 없는 作品도 있마. 이들의 著作年代는 확질-ðl 알 수 없 

지 만， 庸 玄宗 開元 • 天寶時期로 학자들은 추정 하고 있다. 그렇 다연 宋

代에 全盛을 이루었던 詞文學은 庸代 盛居時代의 民間의 노래에서부터 

유래되었다 할 수 있다. 다만 운얀들에 의하여 이들이 본격적으로 관심을 

끌게되고 作品이 창작된 것이 五代블 거쳐 宋代에 보편화되었다 하겠다. 

이 밖에도 蘇·願體의 f'F品이 여전히 f합代에서도 지어졌음은 물론이 

다. 그다나 그것을에서 바록 내용장이나 용어상의 차이를 말견할 수도 

었겠오냐， 형 식 • 애 용상의 質量으로 보아 庸代의 文學을 대 표할 수 없 

30) 車柱環， ‘雲讀集맑究’ , 學術院論文集 第23輯 1984.12. pp.107-14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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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만큼 그 特性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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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結v. 

보았다. 屆代에 지를 쓴 사람 

그 밖의 文學강료에 손 댄 사람까지 플 

수는 3， 000여명이 된 것아다. 그러넉 싣재로 논 

이려한 언물윤 다시 따分期로 나누어 

다푼짧‘ 以上에서 탤代文學의 時期區分 문제를 j펌詩에 대하여 

說과 춰근의 說까지 다시 B흥期Él성고로 검토하‘ 보았고， 그 밖의 文學

매하여도 간략한 發展過程을 잘펴 

이 2， 200여멍이라 집계되었으니， 

즘찰者는 

往의 

장르에 

합친다떤， 文學j!p家의 

의띈 fF家는 50여명이다- 보면 각 

그런데도 이를 보는 불과하게 된다. 사란은 10여명에 /，--죠二뜨김느 -•- ←I~I L. 分期에 

했마. 하 

四分期에 접근하 

異‘論이 ，，11 기되기도 각도가 전혀 다르키도 하고， 分期에 대한 

時期區分。l지만 어딴 관점에처 보았건 간에 대부분의 

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를 二分期 또는 六分期로 내눈다 하여도 결국 

以上의 諸設어l 그것임을 알 수 았다. 

알기 쉽 도독 l휩表를 그려 보기 로 한다 31) 

보면 그게 은 자세한 내용융 깔펴 

매하여 

1 J 빨詩 fFd71의 特↑生〔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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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어느 作品의 경향을 도표로 표시하기란 곤 

만약 그 도표가 여러 사람의 연구견과를 총함하← 

tJl'h J찌 

31) 文學의 發展趣勢나 性格，
란한 캠야 많다. 그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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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II J fF家와 讀者와의 關f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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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그렌대로 어떤 득정이나 정향을 씨각적으로 감지할 수가 있다면， 보는 

사람에게 가장 명확한 얀상플 직각적으로 느끼게 할 수 있다는 창점이 았 

다. 따라셔 西歐의 文學%다究A틀이 가능한 정확한 도표블 그려내기 위해 어 

C덴 作品에 쓰얀 單語의 좁節 數， 品詞511] 頻度， 또는 文f룹의 長短， 文學의 

構造的인 分析음 통하여 도표화하기를 시도하기도 했다. 예로， Whelm 
Fuck, ‘Possiblities of exact style Analysis ’ YPatterns of Literary Style~ 
Yearbook of comparatiγe criticism Bl.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19ì1. pp.50-76 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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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NJ 각 文學장르의 發展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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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많往의 說에 의한 圖式化는 대단하 위햄스러운 맨이 염、지 

않다. 詩를 보는 각도플 달리하여 主顆的으로 특수한 作品이나 詩人음 

전택하여 자카의 견해블 나타낸 것이기 때푼이다. 또한 {il티家의 作品性

1向은 한 1얻家도 연령의 차이에 따라서 달라치기도 하고 또 相反되는 形

式의 f얻品을 쓰키도 했다. 예를 플어 白居易나 元鎭은 이-주 평이하고 간 

결하며 잔졸한 시블 쓰기도 했고 형식에 구애를 받지 않는 作品도 썼지 

만， 한편으로는 상당히 난해하고 百餘 鎭야 념는 켈고도 엄격한 排律詩

32) 여거 예시한 도표 [ 1 J, [ II J, [ IØ J, C!lJ는 정팍한 통계에 의한 것。T 략 할 

수는 없지만‘ 암서 가숭한 내용흘 근거로 개 략적인 도표릎 사도허 본 것야 
다. 특히 표 CDL의 作家와 讀者의 뻐線에서 作家가 讀者보다도 많을 수 
있겠는까라는 의 문을 재 기 할 수 있겠으나 이 는 時期的으로 fF家와 讀者으i 
11] 플을 나다낸 갯이며， 어느 한 작가와 독자의 관계를 나타낸 것아 아니다. 

땐탤詩의 fF家는 상장적이고 수사적인 難解한 作品플 썼다 함이 열반적으 

로 지적되고 있으므효. 상대적으로 그런 작품을 이해하거나 애호하는 독자 

는 그러 한 문학적 소양을 쌓은 한청 된 득자에 그쳤을 것 。l 다. 그밖에 많은 
독자는 새 로이 유행 하는 "'F易하고 通f강的인 詩등혀에 관섬 을 갖고 이 플 애 송: 
하혔、을 것이므로， 이러한 상황에시 전체적얀 f'F家와 讀者의 비율을 2려하 
변， ò] 뼈線이 함탕하리 라고 생 각한다. 표 UIJ 역 시 康代의 문학장르렬 
쟁션 딴전을 이 랭게 도표화 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 
려 나， 기왕의 재섣을 종합해 보면 각 문학장르의 생성 발전 과정을 이 렇게 

도표로 나다낼 수 있으려 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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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를 쓰기도 했던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以上의 圖表어〕서 康f\;의 詩가 대체로 盛 - 대폼에 

다양하케 말전했음을 알 수가 있다. 간의 初庸文學의 점진 근 100여년 

문인을은 여 。}플 바팡으로 하여 발찬은 居詩의 형식을 완비하였고‘ 최
기
 러가지 형태로 康代외 R흉 t\;;相을 거침없이 도펀허 낼 수 있었다. 단지 

만이 아니라 散文에저의 개혁도 일어났고， 

의 애환을 그려내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은 文평的인 특성을 쏠{지따으로 

三士
pτr 

그효 
--C:: , 2 
걷!::" 1::::-1 을

 
눈
 

민깐생활에 

B• B'• C. C• 區分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A • A' • B , 명확하게 

B가 C'• D 등으로 발전했다고 할 수 있다.A가 갑자기 B가 되거니， 

蘇雪tt은 i갈전한 이유를 득히 C ， D로 변할 수는 없다. I좀:詩가 캅자기 

發展 (2) 政治社會의 깅쓸重i’ [ s;1 r켰學格調의 創造力 등으 

f덤導 (2] 科靈의 影響

(1) 學術思、想의 

(3) ;￥의 로 들고 있고 33， 葉慶炯은 (1) 諸王의 

社會基폈흉 據大 (4) 詩歌 自體의 發展을 들고 있 다 34) 이 런 점 이 탤詩괄 

가캉 중요한 이 유는 j꽉{지기-

문인을외 특히 詩에 마찬 관 

가장 어울리는 형태후 

딴전케 한 이유가 됨은 충분히 

六평p， 이 후의 文學的 遺盧을 울려 

칩 도가 높있무며 픔7} 함代의 사정 을 표련하기 에 

안정되지만， 

받았고， 

인식되었기 때둔이다 初I활에서부터 盛居에 이흑는 사아에 이같은 분쉬 

끼는 李 • t土로 하여곧 전부적 재능을 유감없여 발휘하여 절요한 fpr모플 

李뀔·李商隱 같은 띔 이어 터居易·元鎭 그리고 하였다. 완성케 

康詩가 함 玄宗그 득색을 말휘하게 된 것이다. 어난 인불이 배출되어 

I써플 分期點으로 하여 상격음 달려 하는데는 그때의 역사적인 사실과 밑 

칩한 관련이 있마. 安峰LlJ의 댐L 01 후에 계속되는쨌亂과政變은 결국 舊

면에서 자가 문인은 여려 混뚫L時期에 협]블 멜망하게 하었다 35;0 그라한 

익장을 詩로 나타내었다. 中)펌 이후의 詩가 變體로 펀 큰 원인이 되 

pp.133-

33) 蘇雪林， 11康詩漸論』 憂灣商務印書館‘ 民國 59年 7月， pp.5-1O 한도. 
34) 上휩， 中國文學講話〔六). 葉慶炳 ‘隔훔文學構說’ pp.5• 6 참2:.. 
35) 王壽南， 11康代政治史論集』 훌i행商務印뿔館， 民國 66年 7月 깨版-

181. ‘康玄宗時代的政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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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융은 물론이다. 

요컨대 庸詩는 크게 는 安錄山의 폐L플 前後하여 文風이 크게 달라겼고 

통하여 민간을 대변하는 詩文이 쓰여지고 詩의 독자가늘어나게 되 

노래플 도망한 문인으↑ 새로운 형태의 詞가생겨나기도하 

즉 딩‘文 • 小說 • 變文이 출현한 것이마. 

찾아 그룹별로 정리하며 

는
 

쐐
 쐐
 

도
「
 。
-
-
도
 

간
 

만
 고

 

었으며 

좀더 각 문장， 

時期別로 文人의 f섣品特f生을 g훈期lÆl分 /탤ft의 

걷토하여 

놓은여 분석척으로 검토하는 일이컸지만 많往의 많은 사람들이 이룩해 

러한 기존의 견히가 적어도 文學作品의 경우에는 정확한 수도 

면밀히 단처 각 作品을 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죄선의 방t접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또한 文學史는 먼저 作品의 構造〔內침 ‘ 形式)냐 作

家의 成分(出身 • 地域 • 身分) 등을 몽하여 그 性)洛的 特徵이 그둡지 아 진 

다음에 역사의 사실과 대조하여 보이야 하지， 그 만미로의 떤구는 7t;::未

을 때倒시켜 딛드裡아t會하기가 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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