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東 · 亞 · 文 · 化 · 5 0

張說詩考

宋 龍 準

1. 머리말

    2. 奉和應制詩

3. 抒情詩

4. 山水詩

5. 맺음말





335

1. 머리말

張說(667-730)은 唐 則天武后·中宗·睿宗·玄宗의 4대를 거치면서 玄

宗朝에서 재상을 지낸 정치가인 동시에 開元 前期 문단의 핵심인물로서, 

唐詩가 初唐詩에서 벗어나 盛唐詩로 진입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다.1) 武后 神龍(705-707)에서 玄宗 開元(713-741) 前期까지의 詩壇에서 주

로 활약했던 그는 盛唐 문인들의 존경을 받는 문장가요 현인으로서 낮은 

문벌과 지위에 있는 후진들을 발굴하고 風雅를 제창하여 開元 연간의 詩

風을 주도하였다. 그는 初唐四傑의 글을 추앙하였지만 동시에 楊炯에게 

“비록 韶夏의 풍격을 갖추었다고 해서 수레의 끌채를 두드리며 부르는 야

*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
구임(NRF-2007-361-AL0016).
**  서울대 중어중문학과 교수
  1)  睿宗 景雲年間(710-711)에 沈佺期·李乂·盧藏用·岑羲·馬懷素·薛稷 등이 아
직 궁정에 있긴 했지만 모두 이미 한창 때가 지났고 창작도 많지 않았다. 先天 元年
(712)에 宋之問이 유배 중에 죽었고, 沈佺期·盧藏用과 李嶠가 모두 開元 2년(714)
에 죽으니, 이것이 初唐時代가 막을 내렸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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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노래를 저버리지 말라”2)고 권고하여 그들이 지닌 전통적 관념의 편파

성을 정확하게 바로잡았다. 

張說은 일생을 功業으로 채우고자 하는 정신으로 창작하여 建安精神을 

드날렸는데, 이는 盛唐 시인의 모범이 되었다. 張九齡은 張說이 建功立業

의 의기를 가지고 후인들을 고무시켰던 것을 평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

다. 

처음에 공께서는 실로 문장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을 하셨다. 그러나 풍
아가 쇠미해진 지 이미 수백 년이 지난 때라, 관리들이 행정 일을 따지는 
것 같은 문장들이 많았고, 보잘것없는 문인들은 문장에 雕蟲篆刻하는 
기예만을 끌어다 쓰면서 내가 글로서 기세를 부리는 것을 막았다. 左邱
明은 이를 부끄러워했을 것이며 孔子께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을 것이다. 이에 공께서 써낸 글에 王覇之氣가 다 담겨 있음을 아는 
자 없었는데, 공께서 크게 풍아를 일으키자 이에 격앙된 자들이 뒤를 따
랐으니, 하늘이 공을 세상을 일깨우는 목탁으로 삼았던 것이다.3)

그 실례로서 張說은 王灣의 “간밤의 어둠을 뚫고 해는 솟아오르고, 지

난 겨울을 헤치고 봄이 찾아들었다”4)라는 시구를 政事堂에 써놓았다. 이 

구절은 웅대한 기백으로 어두운 밤에서 해가 나오고 옛 것에서 새 것이 나

오는 자연현상을 통해 시인이 깨달은 철학적 의미를 노래한 것인데, 이는 

  2)  張說 <贈別楊盈川炯>. 또 이에 대해 일찍이 曹植은 <與楊德祖書>에서 “무릇 길거
리에 떠도는 이야기에도 정채로운 구석이 있으며, 끌채를 두드리며 부르는 노래에
도 風雅가 있다(夫家談巷說, 必有可采, 擊轅之歌, 有應風雅)”라고 말했다.

  3)  “始公之從事, 實以懿文, 而風雅陵夷已數百年矣! 時多吏議, 擯落文人, 庸引雕蟲, 
沮我勝氣, 邱明有恥, 子云不爲. 乃未知宗匠所作, 王覇盡在. 及公大用, 激昻後來, 
天將以公爲木鐸矣.”(張九齡 <故開府儀同三司行尙書左丞相燕國公贈太師墓志 
銘>)

  4) “海日生殘夜, 江春入舊年.”(<次北固山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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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물과 현상에서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의미를 개괄해내는 盛唐

詩의 특징을 드러낸 것이어서 이를 통해 張說의 창작지향을 엿볼 수 있다.

張說의 현존하는 시가는 약 350수 정도인데,5) 그 중의 반 가까이를 차지

하는 것이 奉和應制의 작품이다. 이 작품들은 화려한 언어로 황제의 공덕

을 칭송하고 조심스럽게 당시의 궁정생활을 반영하느라 자유롭게 상상력

을 발휘하여 성정을 서사하지는 못했지만 당시 사회의 한 측면을 엿볼 수 

있게 해주었으며, 당시의 정치적인 일과 관련하여 정치개혁의 주장을 담

아내기도 하였다. 또한 張說이 開元 초기 지방으로 좌천되었을 때 쓴 서정

시는 初唐의 궁정시가 지니고 있었던 예술형식과 정신내용 방면의 결함을 

보완할 수 있었고, 그 시기에 쓴 산수시는 謝靈運과 謝脁의 서로 다른 풍

격을 선택적으로 취하여 齊·梁의 綺靡한 전철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전

체적으로 張說의 시는 비록 盛唐詩로 넘어가는 관문을 돌파하지는 못했

지만 盛唐詩로 넘어가는 시적 변화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창작에 

임하여 盛唐詩風의 건립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하겠다.6)

2. 奉和應制詩  

장열은 응제시의 수량이 그의 작품 중에서 가장 많아 모두 79수인데, 그 

대부분이 현종 시대에 지어진 것이며 정치적 색채가 농후하다. 예를 들어 

다음 시를 보자.

  5) 陳祖言 《張說年譜》(香港中文大學出版社, 1984)

  6)  淸 丁儀 《詩學淵源》: “(張說)初尙宮體, 謫岳州後, 頗爲比興, 感物寫懷, 已入盛唐, 
蘇頲不及也.”(陳伯海主編 《唐詩匯評》(上), 浙江敎育出版社, 1995 196쪽에서 재인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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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恩制賜食于麗正殿書院宴賦得林字>

(은혜롭게도 여정전 서원의 연회에 음식을 하사받아 ‘林’자 운을 얻어 
짓다)  
東壁圖書府,  동쪽 벽에는 도서부가 있고
西園翰墨林.  서쪽 동산에는 붓과 먹의 숲이 있다.
誦詩聞國政,  《시경》을 읊어 국가의 정치를 듣고
講易見天心.  《역경》을 해석하여 천심을 엿본다. 
位竊和羹重,  벼슬을 훔쳤으니 보좌의 책임이 중하고 
恩叨醉酒深.  은혜를 입어서 술에 취한 것이 심하다.
緩歌春興曲,  천천히 봄 경작의 노래를 부르니
情竭爲知音.  정이 다하여 知音이 되었다. 

장열은 開元 중에 麗正書院을 주관했는데, 그 때 集賢院의 學士들은 틈

이 나면 종종 모여 연회를 열고 시를 지었다. 현종은 그들의 노고를 치하하

며 종종 술과 음식을 하사했으므로 장열이 이 시를 지어 성은에 감사를 표

하는 한편 국가 정치에 대한 관리의 책임을 설파하였다.

宮廷應制詩의 전성시기는 물론 中宗 神龍·景龍年間(705-709)이지만 

대체로 명소 유람과 오락 위주여서 화려하지만 부패한 궁정생활을 반영한 

것이 많았다. 開元 이후에도 응제시는 여전히 산수유람·수렵·연회 등의 

내용이 많았지만 당시의 정치적인 일과 관련하여 지은 것도 적지 않았다. 

張說은 이를 이용하여 정치 개혁의 주장을 충분히 표명하고, 禮樂文敎를 

제창하기도 했다. 다음 시를 보자.

<奉和聖製爰因巡省途次舊居應制>

(성상께서 지으신 <성의 순시로 인해 옛 저택에 유숙하다>시에 명에 의
해 화답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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葱鬱興王郡,  왕성한 기운이 제왕의 고을을 일으켰고
殷憂啓聖圖.  근심하는 마음이 원대한 계획을 열었다.
周成會西土,  주나라 성왕은 서쪽의 옛 땅에서 모였고  
漢武幸南都.  한나라 무왕은 남쪽 도읍으로 행차하셨다.
歲卜鑾輿邁,  풍년을 점치러 황제의 수레가 나가셨고
農祠雁政敷.  농사를 위해 사당에서 제사를 지내셨다.
武威棱外域,  무력의 위엄이 나라 밖의 강역에 떨치고 
文敎靡中區.  예악과 법도가 중원 지역에 시행되었다.
警蹕干戈捧,  행차 길을 열기 위해 창과 방패를 받들고 
朝宗萬玉趨.  황제를 알현하려고 문무백관이 들어간다.  
舊藩人事革,  옛 번진에서는 인사가 혁신되었고
新化國容殊.  새로운 교화로 나라의 모습이 달라졌다.
壁有眞龍畫,  벽에는 진짜 용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
庭餘鳴鳳梧.  뜰에는 봉황이 깃든 오동나무가 있다.
叢觴祝堯壽,  신하들은 술잔 들어 장수를 축원하고
合鼎獻湯廚.  솥에 모아 맛이 빼어난 요리를 바친다.
陽樂寒初變,  햇볕의 즐거움에 추위는 막 바뀌었고
春恩蟄更蘇.  봄의 은혜로 겨울잠에서 다시 소생했다.
三耆頒命服,  세 분의 원로에게 관복을 하사하셨고
五稔復田輸.  다섯 번의 풍년에 전세가 회복되었다.
君賦大風起,  군왕이 시를 읊으니 큰 바람이 일고
人歌湛露濡.  백성들은 임금님의 은택을 노래 부른다.
從臣觀玉葉,  시종하는 신하는 유리기와를 보고서
方願紀靈符.  하늘이 내린 길조를 기록하길 원한다.

이 시는 開元 前期의 정치 강령을 요점적으로 개괄한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개원 전기의 응제시는 한편으로는 태평성대를 노래하고 당시

의 정치를 훈계하는 貞觀 시기 응제시의 전통을 회복하였고, 다른 한편으

로는 그것이 歌功頌德의 虛文일 뿐만 아니라 정치개혁을 알리는 방식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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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특징을 드러내었다.  

玄宗은 일찍이 일백 필의 말을 성대하게 장식하고 좌우로 나누어 매년 

그의 생일 ‘千秋節’ 때에 勤政樓 밑에서 춤을 추게 하였다. 張說은 황제의 

생신을 축하하면서 당시의 馬舞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실감나게 묘사하였

다.

<舞馬千秋萬歲樂府詞三首>(장수를 기원하기 위한 말 춤 악부 3수)
金天誕聖千秋節, 가을 하늘 성상이 탄생하신 천추절에
玉醴還分萬壽觴. 옥체는 다시 만수무강의 술잔을 나눈다.
試聽紫騮歌樂府, 자류마를 타고 부르는 악부를 들어보니
何如騄驥舞華岡. 녹기마를 타고 화강무를 추는 것과 어떤가?
連鶱勢出魚龍變,  잇달아 뛰어오르니 기세가 어룡의 변화에서 나

오고 

躞蹀驕生鳥獸行. 종종걸음 치니 교만이 조수의 항렬에서 나온다.  
歲歲相傳指樹日, 해마다 황제의 탄신일을 서로 전하고
翩翩來伴慶雲翔.   훨훨 춤추며 상서로운 구름과 함께 비상한다. 

(제1수)

聖皇至德與天齊, 성황의 지극하신 덕은 하늘과 나란하고
天馬來儀自海西. 천마들의 의식은 바다 서쪽에서 왔다.
腕足齊行拜兩膝, 팔 다리 나란히 걸으며 두 무릎 꿇고 절하고
繁驕不進踏千蹄. 수많은 준마가 전진 없이 천 번 발을 딛는다.

髹髵奮鬣時蹲踏, 검붉은 갈기 떨치며 때때로 춤을 추고
鼓怒驤身忽上躋. 기세 좋게 몸을 세우고 갑자기 위로 솟구친다.  
更有銜杯終宴曲, 다시 잔을 입에 물고 연회 곡을 마치니
垂頭掉尾醉如泥.  머리 내리고 꼬리 흔드는 것이 몹시 취한 듯하

다.(제2수)

이와는 별도로 6언시 <舞馬詞>도 말의 춤추는 자태를 묘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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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우리는 이미 천여 년 전에 중국의 말 조련 수준이 상당히 높았음

을 알 수 있다.

당나라는 멀리까지 국위를 떨쳤으므로 주변의 민족 중에는 長安까지 

와서 자신들의 기예를 선보이는 경우가 많았는데,7) 장열도 그것을 묘사하

여 <蘇摩遮五首>(其1)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摩遮本出海西胡,  <蘇幕遮> 노래는 본래 海西의 이민족에게서 나
왔는데 

琉璃寶服紫髥鬍.  그들은 유리 빛 화려한 복장에 자주 빛 수염을 
달았다.  

聞道皇恩遍宇宙, 듣자니 황상의 은혜가 온 세상에 두루 미치어
來將歌舞助歡娛.  이곳을 찾아와 가무로 흥겨움을 돕는구나.

張說의 <蘇摩遮五首>는 의기양양한 정회와 유창한 성조로 장안성 안에

서 태평하게 지내는 사람들의 유쾌한 심정을 잘 묘사했는데, 이런 방법으

로 그는 태평성대를 가영하면서 당시의 民情과 風俗을 기록하였다.

3. 抒情詩  

張說의 서정시는 주로 그가 조정을 떠나 外地에 파견되었을 때와 정치

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방으로 좌천되었을 때 지어졌다. 먼저 그가 校書郞 

  7)  李白도 天寶(742-755) 初年 수도 長安에서 고구려인의 춤을 보고 그 모습을 묘사
한 시가 있다. <高句驪>: “금빛 깃털 꽂은 고깔을 쓰고, 백마를 타고 천천히 걸어오
네. 펄럭펄럭 넓은 소매 흔들며 춤추는 것이, 새가 바다 동쪽에서 날아오는 듯하구
나.”(金花折風帽, 白馬小遲回. 翩翩舞廣袖, 似鳥海東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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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에 있을 때 四川으로 出使했다가 洛陽으로의 귀환이 예정보다 늦어지자 

귀향의 심정을 쓴 다음 시를 보자.

<蜀道後期>  
客心爭日月,  나그네 마음은 시간을 다투게 마련이라
來往預期程.  오고 감에 미리 기한을 정해두었다.
秋風不相待,  가을바람이 나를 기다려주지 않고는 
先至洛陽城.  먼저 낙양성으로 가버렸구나.

張說에게는 <被使在蜀> <再使蜀道> 등의 시가 있어서 그가 두 차례에 

걸쳐 四川에 갔었음을 밝히고 있지만 《舊唐書》와 《新唐書》의 <張說傳>에

는 이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마지막 두 구절은 가을을 돌아갈 기한으

로 정해두었는데, 돌아가는 것이 예정보다 늦어져서 돌아가지 못하고 있

는 처지를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시인의 재치가 돋보인다. 

張說은 그 후 長安 3년(703)에 張昌宗·張易之 형제의 세력에 굴복하지 

않고 魏元忠을 비호하다가 欽州(지금의 廣西 欽州)로 좌천되었는데, 그때 

쓴 시에는 원망과 感傷의 정서가 적지 않았다. 예를 들어 다음 시를 보자.

<南中別蔣五岑向靑州>

(청주로 가는 장오잠을 남중에서 송별하며)
老親依北海,  늙으신 부모는 북쪽 바닷가에 계신데
賤子棄南荒.  비천한 자식은 남쪽 황무지에 버려져 있어
有淚皆成血,  눈물이 흐르면 모두 선혈이 되어버리고
無聲不斷腸.  단장의 고통을 주지 않는 소리는 없다오. 
此中逢故友,  이런 가운데 옛 친구를 만났건만
彼地送還鄕.  그만 환향하는 그대를 전송하게 되었소. 
願作楓林葉,  원컨대 단풍나무 잎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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隨君度洛陽.          낙양으로 가는 그대를 따르고 싶소.

南中은 중국의 남쪽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고, 靑州는 지금의 山東省 益

都縣 일대이다. 따라서 시인은 북쪽으로 돌아가는 蔣五岑을 전송하면서 

좌천의 고통을 토로하는 한편 벗을 따라 환향하지 못하는 신세를 한탄하

였다. 

<嶺南送使>(영남에서 사신을 전송하며)
秋雁逢春返,  가을 기러기는 봄을 만나 돌아가건만
流人何日歸.  유배된 사람은 언제나 돌아가려나? 
將余去國淚,  내가 國都를 떠날 때 흘린 눈물을

洒子入鄕衣.  서울로 들어가는 그대의 옷에 뿌리네.
飢狖啼相聚,  굶주린 원숭이는 울다가 서로 모이고
愁猿喘更飛.  슬픈 원숭이는 헐떡거리다 다시 나네.
南中不可問,  남쪽의 형편일랑 자세히 묻지 말고
書此示京畿.  이 글을 쓰니 경기에 가서 보이시게.

시인은 봄이 되어 북쪽으로 돌아가는 기러기를 바라보며 그럴 수 없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유배된 몸인지라 서울로 돌아가는 벗의 옷깃에 

눈물을 뿌리며 그것이라도 데려가 달라고 하는 비통한 마음을 감동적으

로 표현하고 있어서, 宋之問의 “고개 너머의 소식은 끊겼는데, 겨울이 가고 

다시 봄을 지내게 되었다. 고향이 가까워지니 마음 더욱 초조해져서, 다가

온 사람에게 감히 묻지도 못한다”8)보다 더 침통하게 느껴진다.

장열은 그 후 岳州로 옮겨갔는데, 비록 洛陽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지만 

어쨌건 환경이 열악하기 짝이 없는 欽州를 떠난 것이어서 그가 쓴 다음 시

  8) “嶺外音書斷, 經冬復歷春. 近鄕情更怯, 不敢問來人.”(<渡漢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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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기쁨이 충만해 있다.

<喜度嶺>(기쁜 마음으로 고개를 넘으며)
東漢興唐歷,  동한은 요임금의 역사를 일으키고
南河復禹謀.  황하는 우임금의 계획을 회복했다.
寧知瘴癘地,  어찌 알았으랴 음습한 역병의 땅에서 
生入帝皇州.  살아남아 황제의 영역으로 들어올 줄을.  
雷雨蘇蟲蟄,  뇌우는 칩거했던 벌레들을 소생시키고
春陽放鶯鳩.  봄볕은 꾀꼬리와 비둘기를 놓아주었다. 

洄沿炎海畔,  무더운 남해 가를 오르내리다가
登降閩山陬.  민산의 모퉁이를 오르내리게 되었다.
嶺路分中夏,  고개 길은 중원 땅을 나누고 있고
川源得上流.  시내의 근원은 상류지역을 얻었다. 
見花便獨笑,  꽃을 보면 혼자서 미소 짓고
看草卽忘憂.  풀을 보아도 근심을 잊게 된다.
自始居重譯,  처음부터 남방의 황무지에 살았건만
天星已再周.  하늘의 별은 이미 다시 돌게 되었다.
鄕關絶歸望,  고향에선 귀환의 소망을 끊었고
親戚不相求.  친척들은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았다.
棄杖枯還植,  버려진 지팡이 마르다 다시 쥐어졌고
窮鱗涸更浮.  곤궁한 물고기 말라붙은 물이 다시 채워졌다. 
道消黃鶴去,  길이 사라지자 황학이 떠나가더니
運啓白駒留.  운이 열리자 흰 망아지가 머무른다. 
江妾晨炊黍,  강가에서 하녀는 아침에 기장밥을 짓고
津童夜棹舟.  나루에서 동복은 밤에 노를 젓는다. 
盛明良可遇,  聖明한 시대를 진정으로 맞았으니
莫後洛城游.  이다음에는 낙양성에서 놀게 되리라.

장열은 자신이 머나먼 남쪽 황무지에서 늙어죽고 다시는 고향으로 돌

아가지 못할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북쪽으로 옮겨오게 되었으니 그 기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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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 산천초목에도 전가되었다고 쓰고 있어서 그의 심리상태와 함께 빼

어난 수사기교를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다음 시를 살펴보자.

<醉中作>(취중에 짓다)
醉後樂無極,  취한 후에는 즐거움에 끝이 없어서
彌勝未醉時.  취하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낫구나.
動容皆是舞,  몸이 움직였다 하면 모두가 춤이고
出語總成詩.   말을 꺼내기만 하면 모두가 시로다.

시인은 이 시에서 자신이 취한 후의 비틀거리는 모습과 혀 꼬부라진 말

을 재미있게 미화하는 데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를 재치 있

게 생동적으로 묘사하였다.

장열에게는 또한 그에게 흔히 보이는 진솔한 시풍과는 다르게 묘사가 

정교하고 세밀한 唐初 시가의 풍미를 견지한 시도 있다. 다음 작품을 보

자.

<深渡驛>(심도역)
旅泊靑山夜,  나그네 길에 푸른 산에서 묵는 밤
荒庭白露秋.  황량한 뜰에 흰 이슬이 내린 가을.
洞房懸月影,  깊숙한 침실로 달빛 비쳐드는데
高枕聽江流.  베개 높이 베고 강물 소리 듣는다.
猿響寒岩樹,  원숭이 울음소리 찬 바위와 나무에 울리고
螢飛古驛樓.  반딧불은 낡은 驛樓에 날아든다. 
他鄕對搖落,  타향에서 시들고 앙상한 초목을 대하니
幷覺起離憂.  아울러 이별의 슬픔이 이는 것을 느낀다.

이 시는 唐初 시가에 흔히 보이는 隋代 시가의 풍격과 관련된 풍모를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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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띠고 있으면서, 동시에 盛唐 律詩의 탄생에 일정 정도 기여하였다.9) 이

를 통해 장열이 당대 시풍 변화 초기의 작가여서 그의 작품이 모종의 과도

기적 성질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후 張說은 開元 元年(713) 12월 姚崇의 모함을 받아 다시 相州刺史로 

좌천되고 만다. 그가 開元 6년 봄 荊州를 떠나 東都 洛陽으로 가 入朝할 때

까지 전후에 걸쳐 외지를 떠돈 것이 만 5년인데, 그 중에서 岳州에 있었던 

것이 3년이며 또한 그의 주변에 陰行先·梁知微·尹懋·趙冬曦·張均·

張垍·韋嗣立·王琚·王熊 등의 後進文士들이 모여 들었다. 그들은 종종 

여가를 틈타 산수를 유람하며 회포를 서사하여 90여 수의 시를 남겼다. 그

들이 궁정과 도성을 떠나 있어서 더 이상 朝臣이 아니었으므로 그들은 궁

정 시가예술 규칙의 속박을 벗어나 궁정시와는 전혀 다른 작품을 창작하

였다.

그와 같은 작품들 중에서 우선 중시할 만한 것은 장열 등이 직접 漢·魏 

문인시의 言志述懷를 계승하여 강렬한 建功立業의 사상과 人生功名에 대

한 생각을 표현한 것이다. 張說이 처음 相州刺史로 좌천되었을 때 그는 심

정적으로 억울하게 느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玄宗을 태자로 옹립하

고 太平公主를 제거하는 일에 공을 세워서 先天 2년과 開元 원년을 전후

하여 檢校中書令을 맡고 燕國公에 봉해지고 紫微令에 제수되었으니, 그의 

공명이 한창일 때 뜻밖에도 相州刺史로 좌천되었기 때문이다. 그가 현종

에 의해 紫微令에 제수된 것이 개원 원년 12월 壬寅(13일)이고, 姚崇의 모

함을 받아 相州刺史·河北道按察使로 좌천된 것이 12월 癸丑(24일)이니, 

겨우 11일만의 반전이다. 그처럼 짧은 기간에 그처럼 극렬하게 부침을 겪

  9)  杜甫가 <客夜>시에서 “入簾殘月影, 高枕遠江聲”(발안으로 들어오는 잔월의 빛, 
높은 베개에 들리는 먼 강물 소리)라고 <深渡驛> 頷聯의 심상을 원용한 것에서 張
說이 杜甫에게 끼친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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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니 만감이 교차했을 텐데, 게다가 그의 좌천지가 曹操가 魏나라 창건

의 기틀을 마련한 곳이어서 鄴都 故城을 마주하고 장열은 曹操의 功業을 

회상하며 盛衰의 변화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鄴都引>(업도인)
君不見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魏武草創爭天祿, 위 무제가 애초에 帝位를 다툰 것을
群雄睚眥相馳逐. 군웅이 눈을 흘기며 말 달려 서로를 뒤쫓았었지. 
晝攜壯士破堅陣, 낮에는 장사를 거느리고 견고한 진지를 격파하고
夜接詞人賦華屋. 밤에는 문인들과 함께 화려한 집에서 시를 지었다. 
都邑繚繞西山陽, 도읍은 西山의 남쪽 양지바른 곳을 두르고 있고
桑楡汗漫漳河曲.  뽕과 느릅나무가 漳河의 굽이에 끝없이 펼쳐 있었

다. 
城郭爲虛人代改, 성곽은 텅 비었고 사람은 대대로 바뀌었지만 
但有西園明月在. 그러나 서쪽 동산에는 밝은 달이 그대로 있다.

鄴傍高冢多貴臣, 업도 곁의 큰 무덤에는 고관이 많이 묻혀있지만 
娥眉曼睩共灰塵. 아름다운 눈썹과 맑은 눈빛은 모두 재가 되었다.
試上銅臺歌舞處, 銅雀臺의 노래 부르고 춤추던 곳에 올라보니 
唯有秋風愁殺人. 가을바람만 불어와 슬픔이 사람을 못 견디게 한다.

張說은 이 시의 전반부에서 조조의 공적을 칭송했는데, 그 역시 현종을 

보좌하여 당나라 건설의 청사진을 제작했으므로 자연히 興亡之感이 있었

을 것이다. 그는 마음속으로 曹操를 이해했기 때문에 조조의 시가 중 功業

의 悲慨에 대하여 王勃 등보다 더욱 깊이 있게 체득하였고, 특히 曹操詩의 

沉雄悲壯한 풍격을 체득했기 때문에 沈德潛도 이 시에 대해 “성조가 점차 

울려 퍼져 初唐四傑體에서 멀리 떨어졌다”10)라고 평했다.

相州와 岳州로 좌천되었을 때 장열의 심경은 훨씬 평화롭고 안정되어서 

10) “聲調漸響, 去王·楊·盧·駱體遠矣.”(《唐詩別裁集》(권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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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늘 陶淵明과 王績을 배울 뜻을 지니고 시의 적절하게 행동했기 때문

에 좌천생활 속에서 유유자적하며 낙관적인 심정을 견지할 수 있었고 詩

風도 淸淡하고 소탈하게 변하였다. 예를 들어 그가 開元 2년(714) 가을에 

지은 다음 시를 보자.

<湘州11)九日城北亭子>(상주에서 중양절을 맞아 성북의 정자에서)
西楚茱萸節,  서초 지역에서의 중양절  
南淮戱馬臺.  회수 남쪽 땅의 희마대. 
寧知沅水上,  어찌 알았으랴 沅水 가에서
復有菊花杯.  다시 국화 술잔을 들 줄을.
亭帳憑高出,  정자 휘장은 높이 솟아있는데
親朋自遠來.  친구들은 먼 곳에서 찾아왔네.
短歌將急景,  촉급한 노래와 급히 지는 해가
同使興情催.  함께 감정이 일기를 재촉하네.

이 시는 가을의 감흥이 절로 솟구쳐서 명랑한 가운데 유유자적한 것이 

자못 도연명의 풍도가 있다. 개원 4년에 지은 다음 시에서도 비슷한 풍모

를 느낄 수 있다.

<翻著葛巾呈趙尹>(갈건을 뒤집어쓰고 조윤께 바치다)
昔日接䍦倒,  지난날에는 접리건을 거꾸로 썼었는데
今我葛巾翻.  지금 나는 갈건을 뒤집어쓰고 있다.
宿酒何時醒,  숙취가 멎지 않으니 언제나 깨려나?
形骸不復存.  육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忽聞有嘉客,  갑자기 가객이 찾아왔다는 말을 듣고

躧步出閑門.  비틀거리며 한적한 대문을 나섰다. 

11) 여기서 ‘湘州’는 ‘相州’의 誤記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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桃花春徑滿,  복사꽃이 봄 길에 만발하여
誤識武陵源.  무릉도원에 온 줄로 잘못 알았다.

시인은 여기서 분명하게 자신을 도연명에 비유하였으며, 취한 후의 소

탈하고 자유분방한 모습은 왕적과 흡사하다. 이어서 장열이 開元 4년 岳

州에서 지은 다음 시를 보자.

<聞雨>(빗소리를 들으며)
窮冬萬花匝,  한겨울에 수많은 꽃이 주위를 둘렀는데
永夜百憂攢.  긴긴 밤 온갖 근심이 다 모여든다.
危戍臨江火,  위태로운 수자리는 강 불에 임해 있고 
空齋入雨寒.  텅 빈 서재에 차가운 비가 들이친다.
斷猿知屢別,  고독에 우는 원숭이는 잦은 이별을 알고 
嘶雁覺虛彈.  구슬피 우는 기러기는 헛된 연주를 느낀다.
心對爐灰死,  마음은 화로의 재를 대하고 단념하고
顔隨庭樹殘.  얼굴은 마당의 나무를 따라 수척하다.
舊恩懷未報,  돌이켜보면 옛 은혜 아직 갚지 못하여
傾膽鏡中看.  간담을 기울여 거울 속을 바라본다.

張說은 이 시에서 먼저 몹시 추운 겨울밤 텅 빈 서재에서 빗소리를 들으

면서 마음을 휘어잡는 갖가지 근심을 묘사하여 의기소침한 모습을 보여

주었지만, 자포자기하지 않고 다시금 벼슬길에 나아가 공을 세우겠다는 

이상의 불길이 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 연에서 희망을 잃지 않

고 낙관적이고 진취적인 정신 면모를 보여주었다.

장열의 폄적시 중에는 阮籍과 陳子昻의 <詠懷> <感遇>시의 예술 전통

을 직접 계승하여 感慨·懷抱와 興寄가 심원한 것도 있다. 이에 앞서 沈佺

期와 宋之問 등의 폄적시도 원망과 울분의 작품이 많았지만 대부분 속내

를 직서하고 불평을 토로한 것이다. 그러나 장열의 폄적시는 屈原·宋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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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 충신이 버림받고 懷才不遇한 것을 개탄하는 창작노선에서 벗어나  

阮籍의 <詠懷>시와 陳子昻의 <感遇>시에서 예술적 양분을 섭취하여 한

편으로 天道의 변화를 결합시키고 인사의 길흉화복을 냉정하게 사고해서 

그의 처세관이 철학적 근거를 갖게 하였다. 開元 4년의 한 여름 밤에 장열

은 조용히 앉아서 홀로 생각하다가 홀연히 인생의 이치를 깨닫고 다음과 

같은 시를 썼다.

<岳州夜坐>(악주에서 밤에 앉아)
炎洲苦三伏,  뜨거운 모래섬 삼복더위에 고통스러워
永日臥孤城.  종일토록 외로운 성에 누워 지낸다.
賴此閑庭夜,  이 한적한 정원에 밤이 찾아와선지
蕭條夜月明.  쓸쓸히 달빛만이 밝게 비친다.
獨歌還太息,  혼자 노래 부르다 다시 장탄식하니
幽感見餘聲.  감개가 깊어 여운이 남는구나.
江近鶴時叫,  강이 가까워 학이 이따금 울고
山深猿屢鳴.  산이 깊어 원숭이가 자주 운다.
息心觀有欲,  마음을 가라앉히고 욕심이 있는지 살피고
棄知返無名.  지혜를 버리고 이름 없음으로 돌아온다.
五十知天命,  나이 오십이면 천명을 안다고 하는데
吾其達此生.     나는 이 인생을 달관하리라.

이 시의 意境과 생각은 阮籍의 <詠懷詩>를 계승한 것인데, 다만 그 曠達 

속에 禪宗의 취지를 녹여 넣은 점이 특이하다. 다음 시도 張說이 岳州에 있

을 때 지은 것이다.

<送梁六自洞庭山作>(양육을 전송하며 동정산에서 짓다)
巴陵一望洞庭秋, 파릉에서 가을빛에 물든 동정호를 바라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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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見孤峰水上浮. 날마다 물 위에 떠있는 외로운 봉우리가 보인다.
聞道神仙不可接, 듣자니 신선은 근접할 수 없다고 하는데
心隨湖水共悠悠. 마음은 호수를 따라 함께 끝없이 흘러간다.

이 작품은 장열이 친구 梁六을 송별하며 쓴 시이다. 그는 潭州(지금의 

湖南 長沙)刺史 梁知微로, 당시 岳州를 거쳐 조정으로 들어가는 길이었다. 

洞庭山12)이 巴陵 근처에 있었으므로 제목에서 “自洞庭山作”이라고 하였

다. 이 시는 송별의 뜻이 직접 드러나지 않아 興象을 통해 음미하지 않으면 

그 흔적을 찾기가 쉽지 않다. 胡應麟이 《詩藪》에서 “장열의 <巴陵> 작품과 

왕한의 <出塞> 작품에 이르러 시구의 격식이 성취되어 점차 성당으로 들

어섰다”13)라고 했듯이, 이 시는 칠언절구 분야에서 초당으로부터 성당으

로 진입하는 이정표적 작품이다.

다음 시는 장열이 岳州 좌천에서 벗어나 幽州都督府에 있을 때 지은 것

이다. 

<幽州夜飮>(유주에서 밤에 술 마시며)

涼風吹夜雨,  서늘한 바람 불어와 밤비를 뿌리니 
蕭瑟動寒林.  쏴아 하고 싸늘한 숲에서 소리가 난다.
正有高堂宴,  마침 높은 대청에서 연회가 있으니
能忘遲暮心.  노쇠한 군인의 마음을 잊을 수 있는가?
軍中宜劍舞,  군중인지라 의당 검무가 있어야 하고
塞上重笳音.  변새인지라 갈피리 소리가 소중하다네.
不作邊城將,  이 몸이 邊城의 장군이 되지 않았다면

12) 洞庭山은 洞庭湖 안에 있는 君山을 가리킨다.

13)  “至張說<巴陵>之什, 王翰<出塞>之吟, 句格成就, 漸入盛唐矣.”(內編 卷6) 여기서  
<巴陵>은 <岳州守歲二首>, <岳州看黃葉> 등을 가리키고, <出塞>는 <凉州詞二首>
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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誰知恩遇深.  어떻게 황제의 깊은 은총을 알았으리?

여기서 시인은 邊城 夜宴의 정경을 묘사하였는데, 凄婉하고 悲壯한 느

낌을 주면서 변방에 나가 있는 시인의 불만을 완곡하게 표현하였다. 沈德

潛이 《唐詩別裁》에서 이 시의 尾聯을 평하여 “이와 같은 종결은 후에 오

직 두보에게만 있는 것으로, 멀리 나가 있는 신하는 의당 그런 생각을 해야 

한다”14)라고 한 것은 오해에 가깝고, 淸代의 姚範이 “기탁한 뜻이 깊고 완

곡하다”15)라고 한 것이 장열의 悲憤한 感慨를 잘 파악한 말이라고 하겠다. 

4. 山水詩

산수시는 神龍 初(705) 沈佺期와 宋之問이 영남에 좌천되었을 때 쓴 작

품들이 初·盛唐 교체기에 산수시가 번영하게 된 발단이었다고 볼 수 있

다. 그 후 神龍부터 開元에 이르기까지 산수시가 대량으로 출현한 것은 주

로 두 가지 조류가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는 中宗이 유람을 좋아하여 

洛陽에 조성된 별장 유람의 기풍이 장원을 주된 음영 대상으로 하는 산수

시를 촉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吳·越의 선비들을 대표로 하는 중하층 

문인들이 강남의 풍광을 묘사한 산수시가 淸麗한 齊·梁 詩風을 부흥시

킨 것이다.16) 그런데 張說이 바로 그 두 가지 조류를 결합하는 과정에서 산

수시 표현 예술의 발전을 촉진하였다. 그는 낙양에서 별장을 유람하는 기

풍을 주도한 사람 중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개원 2년(714) 岳州로 좌천되

14) “此種結, 後唯老杜有之, 遠臣宜作是想.”(卷9 五言律詩)

15) “托意深婉.”(《唐宋詩擧要》引)

16) 葛曉音 <唐前期山水詩演進的兩次復變>(《詩國高潮與盛唐文化》 82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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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부터 개원 7년 幷州都督으로 옮길 때까지 5년 동안 “강산의 도움”을 

얻어 대량의 산수시를 썼으며, 동시에 좌천된 문인들 이를테면 趙冬曦·

王琚·梁知微·尹懋 등과 함께 산수를 유람하며 대량으로 창화하여 湖湘 

일대에서 산수 음영의 기풍을 일으켰고, 동시에 유행한 吳越 산수시와 동

서에서 상응하여 남방 산수시의 발전을 절정으로 끌어올렸다. 장열의 산

수시는 謝靈運과 謝脁의 서로 다른 풍격을 아울러 취하여17) 晉·宋과 齊·

梁의 두 체재를 합류시킬 수 있었는데, 이것은 주로 그의 유람시 중에 체현

되어 있다. 다음 시를 보자. 

<游洞庭湖湘>(동정호를 유람하며)
平湖曉望分,  넘실거리는 호수를 새벽에 바라보니 뚜렷하고
仙嶠氣氛氳.  신선이 사는 높은 섬은 기운이 성하다. 
鼓枻乘淸渚,  맑은 물가에서 배에 올라 노를 저으며
尋峰弄白雲.  봉우리를 찾아가 흰 구름을 희롱한다.
江寒天一色,  강물 차가워서 하늘과 한 빛이고
日靜水重紋.  날 고요하여 물은 물결무늬가 겹친다.
樹坐參猿嘯,  나무에 앉아 원숭이 휘파람소리에 동참하고 
沙行入鷺群.  모래밭을 걸으며 백로의 무리 속에 든다.
緣源斑筱密,  물줄기를 올라가니 반죽이 빽빽하게 있고

罥徑綠蘿紛.  오솔길에는 푸른 여라가 어지럽게 걸려있다.
洞穴傳虛應,  동굴은 소리 질러도 메아리만 전해오고
楓林覺自熏.  단풍 숲에서는 저절로 향기가 느껴진다.
雙童有靈藥,  두 동복에게 마침 영약이 있으니
願取獻明君.  가져다 밝으신 임금님께 바쳐야겠다.

17)  謝靈運은 산수의 묘사에 있어서 경물의 윤곽과 모습을 그려내는 데 치중한 반면
에, 謝脁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경물의 각종 動態와 情趣의 표현에 주의를 
기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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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는 물빛의 널찍하고 고요함과 총림의 깊숙하고 빽빽함이 서로 비

치며 흥취를 이루어 謝脁 식의 淸朗함과 謝靈運 식의 密實함이 서로 협조

하여 張說이 이상으로 생각한 中和의 美를 표현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장열은 陳子昻과 沈·宋의 古體처럼 일률적으로 사영운의 난삽하고 빽빽

함을 추구하지는 않았다. 아마도 그가 岳州에서 드넓은 洞庭湖를 대면하

여 謝脁의 水景 묘사 예술을 더욱 많이 받아들였기 때문일 것이다. 

장열이 開元 3년(715)에 지은 다음 시는 그가 산수를 유람하며 자연에 

자신을 내맡긴 정취를 표현하였다.

<和尹懋秋夜游灉湖>(윤무의 <가을밤에 옹호를 유람하며>시에 화답하
여)
坐嘯人事閑,   앉아서 휘파람 부니 사람 일 한가하고
佳游野情發.  나들이 나오니 전원의 정취가 피어난다.
山門送落照,  산사의 문에서 낙조를 전송하니
湖口升微月.  호수 어구에서 초승달이 떠오른다.
林尋猿狖居,  숲에서 원숭이들의 거처를 찾고
水戱黿鼉穴.  물에서 자라와 악어의 구멍을 희롱한다.
朔風吹飛雁,  삭풍이 날아가는 기러기에 부니
芳草亦云歇.    방초 또한 시들어 말랐구나.

이와 같이 장열은 소박하고 유유자적한 은일생활을 체험하고 그것을 

시로 표현하면서 경물의 묘사 속에 감정을 이입하는 기법을 활용하였다. 

그가 岳州에서 지은 시를 한 수 더 살펴보자.

<岳州九日宴道觀西閣>(중양절 악주 도관 서각에서의 연회) 
搖落長年難,  영락하여 오랜 기간 어렵게 지냈고
蹉跎遠宦心.  뜻을 얻지 못해 벼슬 살 마음이 멀어졌다.
北風嘶代馬,  북풍이 말을 대신하여 슬피 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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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浦宿陽禽.  남포에는 햇볕 아래 새가 자고 있다.
佳此黃花酌,  중양가절을 맞아 국화 술을 마시니 

酣餘白首吟.  얼근하게 취하여 <白頭吟>을 부른다.

涼雲霾楚望,  서늘한 구름이 초의 산천을 뒤덮고

濛雨蔽荊岑.  부슬비가 형 지역의 산을 가리고 있다.
登眺思淸景,  높이 올라 바라보며 맑은 해를 그리지만
誰將眷濁陰.  누가 흐리게 그늘진 이곳을 돌아볼까?
釣歌出江霧,  낚시 노래를 부르며 강 안개에서 나오고
樵唱入山林.  나무꾼 노래를 부르며 산림에 들어간다.
魚以嘉名采,  물고기는 높은 명성 때문에 잡히고
木爲美材侵.  나무는 쓸 만한 목재라서 잘린다.
大道由中悟,  대도는 마음속에서 깨닫는 것이고
逍遙匪外尋.  유유자적은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다.
參佐多君子,  속료들 중에는 군자가 많아서
詞華妙賞音.  언어가 화려하고 묘하며 음을 안다.
留題洞庭觀,  동정의 道觀에 글을 써서 남기니
望古意何深.  고인을 앙모하는 뜻이 얼마나 깊은가!

장열은 이 시에서 자신의 처세 태도와 그가 평시에 달관적이고 긍정적

인 태도로 그의 벗들에게 권고했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이와 같이 

경물의 묘사를 통해 감정을 표현하여 情과 景의 합일을 이룩한 것이 산수

시 영역에서 謝脁가 이룩한 공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장열은 그 장점을 

충실히 계승하여 盛唐 산수시의 길을 열어주었다고 하겠다.

5. 맺음말

開元 시기에는 貞觀 시기와 마찬가지로 朝野의 구별이 존재하긴 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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張說이 기복 있는 정치생애를 보냈기 때문에 그는 應制詩의 핵심인물이었

을 뿐만 아니라 貶謫詩의 중심인물이기도 했다. 게다가 그는 후진을 격려

하고 발탁하는 것을 좋아하여 당시 일반 시인들과의 관계가 밀접했기 때

문에 일정 정도 朝野 詩壇 사이의 벽을 허무는 데 기여했다. 그로 인해 궁

정 응제시의 정치화 경향이 盛唐 詩人들의 정신을 바꾸는 데 직접적인 격

려작용을 하였다. 그러나 應制詩는 개원 14년(726) 張說이 재상에서 물러

난 후 급속히 감소되었는데, 이는 한편 궁정시가 퇴조하고 중하층 문인이 

詩壇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의미했다. 

初唐時期 시인들은 여러 차례 좌천되긴 했지만 폄적시를 대량으로 창작

한 것은 沈佺期·宋之問·杜審言 등이었다. 그들의 폄적시는 興寄와 山水

의 결합 면에서 약간의 초보적인 탐색을 했지만 궁정 내부의 투쟁이 빈번

했고 좌천지가 분산된 데다가 대체로 풍속이 험악한 변방지역이었기 때문

에 그들은 좌천지에서 유람과 宴飮을 할 기분이 내키지 않았고, 言志述懷

의 작품도 비교적 적었다. 그들이 남긴 작품은 주로 좌천 길에서 본 산천 

풍물에 대한 묘사와 자신의 원망과 슬픔에 대한 서술이었으므로 詩境의 

확장과 예술의 창신 방면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여 盛唐詩歌 風

骨의 건립에 그다지 기여하지 못했다. 

그러나 張說 등이 開元 初年에 좌천 당한 것은 사정이 달랐다. 開元 2년

(714) 이후 많은 文學之士가 잇달아 외지로 좌천되면서 朝廷 안에서의 작

시 기풍이 날로 시들해졌고, 詩壇의 중심도 궁정과 도성으로부터 文學之

臣이 모여 사는 좌천지로 옮겨갔는데, 그 중에서도 장열의 좌천지인 相

州·岳州·荊州가 좌천당한 문사들이 모여 사는 酬唱의 장소가 되었다. 

장열 등이 외지로 좌천된 기간이 비교적 길었고, 그 당시 정견을 달리 하

는 신하들의 알력으로 인한 정치투쟁은 武后 시대 酷吏들의 잔혹함에 비

해 훨씬 약했기 때문에 그들은 초당 궁정시가의 예술전통 밖에서 달리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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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찾았고, 漢·魏의 시가, 陶淵明·王績의 시가, 阮籍·陳子昻의 感遇·詠

懷詩와 南朝의 산수시로부터 자양분을 섭취하여 예술적 시도를 다양하게 

함으로써 盛唐詩歌의 新風貌 형성을 위해 필요한 기초를 닦아놓았다.

張說은 齊·梁의 淸麗한 詩風이 開元 前期의 山水詩 속에서 부흥했을 

때 謝靈運과 謝脁의 풍격을 선택적으로 섭취하여 조화시킴으로써 적시에 

齊·梁의 淸媚한 詩風으로 인해 천박함에 빠질 수 있는 잠재적 위기를 방

지하였고, 아울러 근체시의 意境 개척 방면에서 적극적으로 편향을 바로

잡는 데 주력하여 근체 산수시를 위해 예술 승화의 길을 열어주었다.

開元 詩風에 대한 張說의 영향은 그의 창작실천에서 비롯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그가 一代 文宗의 지위를 차지하고 시가 발전의 

방향을 이끈 데에 있다. 역사에서는 그를 일컬어 “전후 세 차례에 걸쳐 국

정을 담당했고, 문학의 임무를 맡은 것이 삼십 년이다.”, “문장은 빼어나고 

아름다웠으며, 생각이 정밀했다.”, “천하의 詞人들이 모두 그를 흥얼거렸

다”라고 하였으며, 또한 “후진의 접견을 좋아하였고”, 즐겨 “文儒之士를 

끌어들였다.”18) 이는 趙冬曦·張九齡·孫逖·賀知章 등의 文學之士가 모

두 그에 의해 천거되었고, 王翰·王灣 등이 모두 그의 후원을 받았다는 사

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張說은 창작실천 방면에서 陳子昻에 비해 風骨과 風雅의 내함을 더욱 

분명하게 설명했고, 建安精神에 새로운 시대적 색채를 부여했으며, 詩歌 

이론 방면에서 初唐四傑의 편향을 시정하였고, 동시에 예술 혁신에 있어

서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는 盛唐詩가 建安風骨의 숭배를 중

심에 두는 風雅觀과 예술의 이상적 풍모를 갖추는 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다.

18)  “前後三秉大政, 掌文學之任凡三十年.”, “爲文俊麗, 用思精密.”, “天下詞人, 咸諷誦
之.”, “喜延納後進.”, “引文儒之士.”(《舊唐書·張說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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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摘要

張說(667-730)一生經歷了則天武后、中宗、玄宗三朝. 他是在玄宗朝當過

宰相的政治家, 而且在開元前期文壇的核心人物. 他在詩歌藝術方面博採

衆長, 從詩歌表現題材、詩歌形式, 到詩境、骨力等方面都作了積極、有效的

探索, 爲開創盛唐詩歌新風貌作了比較全面的準備.

張說現存詩歌三百五十首, 其中的一半是奉和應制之作, 這樣的體制已

限制了他的詩歌自由發揮、抒情寫性. 歌功頌德、詞藻富麗是其特點, 但從另
外的角度看, 也可以使人了解到當時社會一些側面. 開元以後, 不少應制詩

是爲配合當時政治大事而作, 這樣的變化還與張說利用這一詩體充分表明

自己改革政治的主張, 特別是提唱禮樂文敎的思想有關. 

與宮廷詩歌藝術發展緩慢適成鮮明對比, 開元前期張說在貶謫期間所寫

抒情詩歌作品却表現出藝術上的變化. 這種藝術上的新變化彌補了宮廷詩

歌在藝術形式、精神內容等方面的缺陷. 

開元前期山水詩雖然再度恢復了齊梁詩風, 却並未重蹈其綺靡之覆轍. 

原因當然很多, 其中張說的引導也是一個重要因素. 他的山水詩能兼謝靈

運、謝脁兩種不同的風格, 促使晉宋與齊梁兩體趨于合流.

總之, 張說自己雖未打破盛唐詩境富于深廣槪括的關門, 但認識到這種

變化的意義, 當大大有助于盛唐詩境的開拓.

주제어: 初唐詩, 盛唐詩, 張說, 開元詩風, 奉和應制詩, 抒情詩, 山水詩, 

岳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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