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l 차적 저 물  성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2.0/kr/


철학박사학위논문

중당 문학의 사상적 배경과 
그 미의식에 대한 연구

2014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미 학 과
서 진 희



중당 문학의 사상적 배경과
그 미의식에 대한 연구

지도교수 박 낙 규

이 논문을 철학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7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미 학 과
서 진 희

서진희의 박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4년 8월

위 원 장 (인)
부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 1 -

국문초록

역사의 어떤 시점에 이르게 되면 종래의 가치관과 충돌하는 현상들이 빈
번하게 출현하고, 그러한 상태가 고착화되면 기존의 가치관은 붕괴되고 새
로운 가치관이 성립된다. 진‧한대에 성립된 우주자연과 인간사회 전체를
하나의 틀로 아우르는 중국 고대의 가치관은 안사의 난 이후가 되면 그것
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현상과 문제가 일상화되고 더 이상 과거와 같은 권
위나 효력을 지니지 못하게 되었다. 물론 이와 같은 가치관의 붕괴는 비교
적 긴 기간 동안에 진행된 것이다. 당대에 들어와서 전기에는 당대 지배계
층의 변화와 과거제도의 변화, 도시와 경제의 발달이 변화를 이끌었다. 그
리고 안사의 난 이후에는 번진의 할거, 환관의 전횡, 당쟁의 격화 등이 그
원인이 되었다.
중국 문화의 주체라 할 사대부계층이 중당시기에 직면했던 여러 가지 시
대적 문제는 좌절을 안겨주었고, 이상과 포부를 버리고 자신의 삶을 다시
조정하게 했다. 이러한 조정의 결과는 한편으로는 개인적인 것으로 관심의
방향을 전환시키고 주관적인 시각으로 주변 세계를 바라보게 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본래부터 통속 문화로부터 받았던 영향이 그들의 변화와
함께 작용하여 예술에 있어서 그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드러낸다.
중당시기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에서 아쉬운 부분은, 당송변혁설을 둘러싼
논쟁에서도 볼 수 있듯이, 주로 정치와 경제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
다는 점이다. 그리고 중당시기의 예술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들은 중당시기
에 발생한 새로운 변화를 부각시키면서도 변화의 성격에 대한 검토는 충
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논문은 중당에서 시작되어 남송에
이르러 정형화되는 변화 가운데 그 단초가 되는 중당시기의 사상과 문학
에 나타난 미의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려 한다.
중당시기에 시행된 양세법은 토지관계를 변화시켰고, 그것은 서족庶族 출
신의 문인이 통치계급으로 오를 수 있는 통로가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과거제도도 사서의 경계를 허물었고 당대의 과거제도는 중당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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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조정의 조세정책과 관리 선발 방식이
라는 두 가지 요소가 중당시기에 맞물리면서 문인계층의 구성을 철저하게 
변화시켰고, 지식과 문학적 재능이 혈통을 대체하게 되었다. 지위의 변동
과 지식에 있어서의 취향은 중당 문인의 자아의식을 강화시켜서 전통적으
로 관료 지향적이었던 심리는 희석되고 군주에 대한 의존 심리도 줄어들
었다. 시인은 시대와 사회의 대변자 역할에서 벗어나서 작품 속에 외적인 
것보다는 내면을, 국가보다는 자아를 지향하는 개인적인 요소를 더 많이 
반영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불교의 세속화가 더 진행되었고 사대부의 
관심을 받던 선종이 확립되어 자아에 대한 자각에 영향을 주었다.
신구 사회의 교체기를 살았던 중당 문인들은 국가의 이상을 실현하고 유
교를 부흥하고자하는 포부를 품었던 반면, 폄적당하고 좌절당한 데서 오는 
분노도 함께 지니고 있었다. “겸제兼濟”나 “독선獨善”, 주색에 탐닉하거나 
한적하고 안락함을 즐기는 양면성을 띠었고, 그 결과 자기정체성을 탐색하
게 했다.
백거이와 원진은 관직에 올라 정치적인 성격이 강한 신악부운동을 제창했
다. 그들은 시가가 마음에 느껴지는 감흥을 읊어야 하고 당시의 일을 표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시가의 풍자 기능을 중시했다. 백거이와 원진의 
신악부의 제재는 광범위해서 국가의 중대한 사건뿐만 아니라 교화와 관련
하여 다양한 현실생활까지도 포함했다. 유가적인 교화의 주요 내용은 예악
을 진작시키고 풍속을 고무시키는 것으로서 신악부는 예의, 음악, 풍속, 
세태를 평론하는 작품을 많이 썼다. 백거이와 원진의 신악부운동은 문학혁
신 운동이었을 뿐만 아니라 문학을 근거로 한 정치개혁 운동이기도 했다. 
그들의 정치적 이상은 실현되지 못했고 문학 운동도 바라던 효과를 얻지 
못했지만 후대에 큰 영향을 주었고 문학사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미학적으로 신악부운동은 중당 시기에 점차 발전해가던 민간문학
을 반영하여 통속적인 사조를 진흥시키는 데 기여했다. 문학 형식에 있어
서는 변문이나 속강의 형식을 운용하여 자유로운 시풍을 형성했다. 서술 
방식에 있어서는 전기소설의 자세한 묘사, 번쇄한 나열 방식을 수용하고 
독백과 대화체로 이야기함으로써 더 친근한 느낌을 가지도록 했다. 언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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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특징으로는 민가의 통속적이고 분명한 백화를 사용하여 신악부가 민간 
가요처럼 알아듣기 쉽게 했다. 또 신속한 전달을 위해서 산문체를 사용하
여 시비선악의 도를 논술해서 정감의 도야 이외에 도덕적으로 도움을 주
려고 했다. 신악부의 감상자는 일반 대중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중국
시가 발전의 과정에서 우아[雅]로부터 통속[俗]으로의 전환의 시초라 할 수 
있다.
한‧맹시파는 기험한 미의식과 표현으로 전통적인 시가와 다른 서정 방식을 
보여주었다. 한‧맹시파의 시인들은 불우한 한문 출신 사인들로서 ‘불평즉
명不平則鳴’의 창작 심리를 지녔다. 그들은 마음속의 고민과 우수를 묘사
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자유로운 상상으로 경물을 그려내는 데 뛰어났다. 
하지만 그들의 작품에는 세속적인 경향도 있어서 세속사와 관련된 제재들
도 많이 다루었다. 한유, 맹교, 노동, 가도, 이하 등은 모두 자신의 노쇠한 
외모, 빈궁한 생활 등을 묘사했고, 인생 경험, 일상의 감정을 토로했다. 한
‧맹시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황탄하고 기궤하며 유랭幽冷한 시상의 표
현이며, 대부분의 시에서 상궤를 벗어난 구상을 통하여 신기하고 특이한 
예술경계를 조성해 내었다. 언어의 운용은 차가움[冷], 생경함[硬], 험함
[險], 편벽됨[僻]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언제나 
평담함과 신기함을 융합시켰다는 점인데, 평이하고 자연스러운 언어로 어
둡고 기이한 심정을 표현했다. 이외에도 한‧맹시파는 시에 산문 형식과 의
론議論을 접목시켰다는 특색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형식은 시가의 구조와 
운율을 깨트렸고, 나아가 추상적인 의론을 더하여 시가와 언어의 관계를 
느슨하게 하고 시의 형상성을 저하시켰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유종원과 유우석은 일찍이 정치개혁집단에 참가하여 평생을 폄적당하는 
시련을 겪었다. 두 사람은 실의를 표현하는 한편으로 친숙한 생활이나 세
속적인 취향을 표현하는 시를 짓기도 했다. 유우석은 강남 지방으로 폄적
당했을 때 그 지역의 민가를 접했고 민간의 풍취가 농후한 시와 사곡을 
지었다. 유우석은 만년에 백거이와 가깝게 지내면서 백거이의 시와 유사한 
한적하고 자족하는 시를 짓기도 했다. 유종원은 영주와 유주에서 평생을 
보냈고 어둡고 고독한 시풍을 지녔지만 이따금씩 한적한 감정, 노쇠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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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개탄을 읊기도 했다.
이상의 논의에서 중당시기 문인이 현실적으로는 정치적 이상의 실현을 위
한 노력과 그에 따른 좌절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사상적으로는 평상심과 
일상의 현실(선종), 개인의 심성과 그것의 권위 그리고 실질에 대한 추구
(유학)로부터 영향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의 작품에서 
두드러지는 미의식의 특징이 근대성의 논의에 관건이 되는 주관화와 통속
화임도 알 수 있다.

주요어 : 중당, 개인, 주관, 통속, 일상, 근대성

학  번 : 9611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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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중국 역사는 당 왕조에 이르러 최고의 번영을 구가했다. 그것은 예술에 있
어서도 마찬가지여서 “성당기상盛唐氣象”으로 대변되는 예술적 수준의 최
고 정점에 올랐다.

霜落荆門江樹空 형문산에 서리 내리니 강가의 나무들 휑하고
布帆無恙挂秋風 돛 단 배는 상쾌하게 가을바람을 담는구나
此行不爲鱸魚鱠 이번 여행은 농어회 때문이 아니라
自愛名山入剡中 명산의 풍경을 좋아하여 섬현剡縣으로 간다네

이 시는 성당시기의 대표적 시인인 이백李白의 ｢가을에 형문으로 내려가
다 秋下荊門｣라는 시이다. 시인이 처음으로 촉蜀을 떠나 먼 지방으로 유
람할 때 지었다고 한다. 아름답게 펼쳐질 여정에 대한 동경, 신기하고 아
름다운 세계에 대한 환상은 아미산의 달에 대한 미련을 이기고 열렬하게 
이상 속의 미래를 추구하게 한다. 이 시에는 적극적이고 낭만적인 열정이 
흘러넘친다.1) 그런데 같은 가을날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면서도 너무나 다
른 분위기의 시가 중당시기에 등장한다.

霜氣入病骨 서리 기운이 병든 뼈 속에 들어
老人身生冰 노인의 몸에 얼음이 생길 듯하네
衰毛暗相刺 쇠약한 체모 자꾸만 찔러대니
冷痛不可勝 동통을 이길 수 없다
鷕鷕伸至明 암꿩이 울어 아침을 알리니
强强攬所凭 억지로 일어나 기댈 곳 잡는다
瘦坐形欲折 여윈 몸은 꺾일 듯하고
晚饑心將崩 늦도록 배 주리니 심장이 무너질 듯하다

1) 唐詩鑒賞辭典, 蕭滌非‧劉學鍇‧袁行霈 等, 上海辭書出版社, 2004, p.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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勸藥左右愚 약을 권하는 주위의 사람들은 어찌할 바 모르니
言語如見憎 말을 하는 것이 마치 미워하는 것 같네
聳耳噎神開 주의하며 들으니 막혔던 신기神氣가 열려서
始知功用能 비로소 몸을 움직일 수 있겠네
日中視餘瘡 한낮에 아물지 않은 종기 들여다보는데
暗鎖聞繩蝇 문틈으로 한 가닥 파리 소리 들리네
彼齅一何酷 저 파리 냄새는 어찌 이리도 지독하며
此味半點凝 내 종기 맛보니 반은 굳었네
潜毒爾無猒 깊은 독을 너는 싫어하지 않으니
餘生我堪矜 여생을 나는 가련히 여길 만하네
凍飛幸不運 다행히 추위로 날아갈 날 멀지 않지만
冬令反心懲 겨울은 도리어 마음의 벌이 된다
出没各有時 생기고 없어지는 것은 때가 있는 법이고
寒熱苦相凌 추위와 더위는 실로 서로 이기는 법
仰謝調運翁 우러러 조화옹에게 도움을 비니
請命願有徵 꼭 응답이 있기를

이 시는 중당시기2) 한‧맹시파韓孟詩派 맹교孟郊의 ｢추회秋懷｣ 15 수首 가
운데 13 번째 시이다.3) 이 시는 비교적 자유로운 방식으로 쓰여졌지만 그
렇다고 해서 진취적이거나 낭만적이지 않고, 우아함이나 웅혼함도 느껴지
지 않는다. 다만 가난에 찌든 늙은이가 자신이 처한 힘든 상황과 자신의 
육체에 대해 혐오스럽게 표현한 것이 두드러질 뿐이다. 중국의 전통적인 

2) 당 왕조는 안록산의 난을 분기로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는 이분법 또는 태조‧
태종기를 초기, 무후기에서 안록산의 난까지를 중기, 안록산의 난으로부터 당
말까지를 후기로 하는 삼분법으로 구분하는 것이 통례(柳元迪, ｢唐 前期의 支
配層｣, 講座 中國史 Ⅱ, 1990, p.219)라고 하지만, 이 논문에서의 중당은 문
학사에서 통용되는 초당, 성당, 중당, 만당의 사분법에 따른 것으로서 대종代
宗 대력大曆 원년元年(766)으로부터 문종文宗 태화太和 9년(835)에 이르는 약 
70년 동안을 지칭한다. 중당은 다시 대력 연간을 중심으로 하는 전기
(766-804)와 원화元和 연간을 중심으로 하는 후기(805-835)로 나누어 볼 수 
있다.(金學主, 중국문학사, 신아사, 1993, p.277)

3) 孟東野詩集, 孟郊, 臺灣商務印書館, 民國57[1968],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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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詩敎 관념은 ‘온유돈후溫柔敦厚’라는 말로 대표되며, 시가詩歌의 사회
적 기능을 강조하고 지나친 감정의 표현이나 혐오스러운 것에 대한 묘사
는 억제했다. 하지만 위에서 든 맹교의 시는 시인 자신의 신상에 일어난 
변화나 고통과 어려움을 묘사하고, 전통적인 시가에서 거의 묘사되지 않던 
행위도 등장시킨다. 이렇게 기이한 풍격의 시가가 등장하게 된 원인, 등장
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 

중당시기가 중국 역사에서 중대한 전환점이라는 주장은 오래 전부터 있었
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엽섭葉燮은 이휴문집已畦文集 권卷 8 ｢백가당시서百家唐詩序｣에서 다음
과 같이 말했다.

나는 전에 중국 역사의 백대를 살피다가 당 정원貞元, 원화元和 연간
에 이르러서는 고금의 문운文運, 시운詩運에 있어 이 시기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하였다. …… 정원, 원화 연간에는 한유韓愈, 유종원
柳宗元, 유장경劉長卿, 전기錢起, 백거이白居易, 원진元稹 등이 나와
서 다양한 재능을 다투어 발휘했다. 八代팔대의4) 융성함의 변화는 이 
시기부터 시의 격조와 성률과 감정이 험난함에 천착하고 기이함을 드
러냈는데 모두가 이 시기를 전후의 관건으로 삼는다. …… 후대에 시
를 언급하는 사람은 마음에 완전한 지식도 없고 새롭게 발명하는 것도 
없어서 마침내 각자 자신의 시대를 기준으로 비교하면서 그것을 중당 
또는 만당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그들은 이 ‘중中’이라는 것이 고금의 
백대를 가르는 ‘가운데’이며, 당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님을 모른다. 내 
생각에 이 시기의 시는 고금 시운의 한 가운데이며 문운도 사실은 표
리관계에 있고, 고금의 중대한 관건이라는 사실은 뚜렷하여 바꾸지 못
할 것이다.5)

4) 東漢, 魏, 晋, 宋, 齊, 梁, 陳, 隋를 지칭한다.
5) 葉燮, 已畦文集 卷 8 ｢百家唐詩序｣, p.4 : “吾嘗上下百代, 至唐貞元, 元和

之間, 竊以爲古今文運, 詩運至此時爲一大關鍵也……迨至貞元, 元和之間, 有韓
愈, 柳宗元, 劉長卿, 錢起, 白居易, 元稹輩出, 群才競起, 而變八代之盛, 自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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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인각陳寅恪은 금명관총고초편金明館叢稿初編 ｢논한유論韓愈｣에서 이
렇게 말했다.

종합하자면 당의 역사는 두 시기로 나눌 수 있는데, 전기는 남북조를 
계승한 옛 국면을 결속했고 후기는 송 이후의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 
정치‧사회‧경제에 관한 것이 이와 같을 뿐만 아니라 문화‧학술과 관계
된 것도 모두 이와 같다.6)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중당시기가 당 왕조의 중기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중국 역사 전체를 이전과 이후로 나누는 전환기라는 주장이 제기된 것은 
상당히 오래되었다. 하지만 전환기로서의 중당시기를 강조한 것 가운데 가
장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는 위의 두 문장은 일종의 선언적 구호로만 
보일 뿐 전환기로서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중
당을 전후로 일어난 변화가 어떤 성격의 것인지에 대한 언급도 찾아보기
가 어렵다. 중당시기가 중국 역사의 중대 전환기라는 데 대한 근거와 그 
성격의 제시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당송변혁설”을 둘
러싼 논쟁이며 개략적인 전개 과정은 다음과 같다.

而詩之調之格, 之聲之情, 鑿險出奇, 無不以是爲前後之關鍵矣……後之稱詩者胸
無成識, 不能有所發明, 遂各因其時以差比, 號之曰中唐, 又曰晩唐. 不知此中也
者, 乃古今百代之中, 而非有唐之所獨得而稱中者也……意以爲是詩也, 時値古今
詩運之中, 與文運實相表裏, 爲古今一大關鍵, 灼然不易.”

6) 陳寅恪, 金明館叢稿初編 ｢論韓愈｣, pp.319-332 : “綜括言之, 唐代之史可分
前後兩期, 前期結束南北朝相承之舊局面, 後期開啓趙宋以降之新局面, 關於政治
社會經濟者如此, 關於文化學術者亦莫不如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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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당송변혁설을 둘러싼 논의들

“당과 송은 문화의 성질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 당대는 중세의 결
속이고 송대는 근세의 개시이며, 그 사이에는 당말에서 오대에 이르는 과
도기가 포함된다. …… 종합하자면 중국 중세와 근세의 대전환은 당송교체
기에 출현했다.”7) 내등호남內藤虎南의 주장으로 촉발된 “당송변혁설唐宋
變革說”과 관련된 논쟁은8) 중국사에 있어서 중세와 근세의 시대구분이라
는 주제에 관한 것이었다. 내등호남이 열거한 당송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정치적으로는 ① 당말에서 오대에 이르는 과도기에 귀족정치는 몰락하고 
군주독재체제에 자리를 물려주었다. 송대의 군주는 절대 권력의 주체가 되
었고 군권은 무제한으로 증가하여 명청시기가 되면 군주전제제도의 형식
이 완비된다. ② 육조에서 당대 중엽에 이르는 귀족정치 전성기에, 정치는 
귀족 전체의 전유물이었고 정권은 군주와 군망郡望 세가의 협의체였다. 하
지만 그 후 귀족이 몰락하자 군주는 더 이상 귀족집단의 공유물이 아니었
고, 귀족을 통하지 않고 직접 전체 신민臣民을 마주하게 되었다. ③ 중국
은 종래에 백성에게 권력이 없었다. 귀족정치 시대에 백성은 귀족 전체의 
노예로 생각되었다. 수당시기에 백성은 귀족으로부터 해방되어 농민은 국
가의 소작인으로서 국가로부터 직접 통치 받았다. 당대 중기에 조용조제租
庸調制가 붕괴되고 양세법兩稅法으로 바뀌었으며, 백성은 토지에 구속된 

7) 內藤湖南, ｢槪括的唐宋時代觀｣, 劉俊文 主編, 日本學者硏究中國史論著選譯
第一卷, 黃約瑟 譯, 中華書局, 1992, pp.10-18. 이 논문은 원래 1922 년 일본
의 歷史と地理 第9卷 第5號, pp.1-12에 실렸다.

8) 당송변혁설과 관련된 논쟁의 전개과정과 그 영향에 대해서는 劉方, 唐宋變革
與宋代審美文化轉型, 學林出版社, 2009, pp.23-41; 李華瑞, ｢二十世紀中日
唐宋變革觀硏究述評｣, 史學理論硏究, 2003年 第4期; Peter K. Bol, ｢唐宋轉
型的反思: 以思想的變化爲主｣, 劉寧 譯, 中國學術 第3期, 商務印書館, 
2000; 張廣達, ｢內藤湖南的唐宋變革說及其影響｣, 唐硏究 第十一卷 唐宋時
期的社會流動與社會秩序硏究專號, 2005年 12月; 명법, 선종과 송대 사대부
의 예술정신, 씨‧아이‧알, 2009, pp.23-2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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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작농의 지위로부터 벗어났다. 근세에 들어와서 조정朝廷이 더 이상 토지
분배에 개입하지 못하게 되자 백성은 토지로부터 수확한 것을 처분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고 사유재산권도 인정받았다. ④ 과거科擧의 보편화로 관
리의 등용제도가 변화되었고 귀족정치는 관료정치로 넘어갔다. 고위 관직
은 천자의 결정에 따라 임명되었고 서민도 관직에 임명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얻었다. ⑤ 정치 상황이 달라졌다. 특히 붕당은 당대에 귀족 중심
의 권력투쟁에서 송대의 정치적 견해에 대한 투쟁으로 변화되었다.
경제적으로는 ⑥ 송대에 화폐가 대량으로 유통되기 시작하여 화폐 경제가 
성행했다.
마지막으로 협의의 문화에 있어서 ⑦ 당대 중엽 이후 학술은 더 이상 유
가 경학의 의소義疏를 묵수하지 않고 자신의 사유를 통해 새로운 해석을 
가했다. ⑧ 문학에서는 육조 이래로 유행했던 사륙변려문四六駢儷文이 당
대 중엽에 산문체의 고문古文으로 변화되었다. 문장은 형식이 아니라 자유
로운 표현을 중시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당시唐詩 이외에 시여詩餘 즉 
사詞가 발전하게 되어 오언五言, 칠언七言의 형식을 벗어나서 표현에 자
유를 더해주었다. ⑨ 육조와 수당시대에 유행했던 채색 벽화는 오대와 양
송시기에 병풍화로 변했고, 금벽金碧 산수는 쇠퇴하고 백묘白描 산수가 
성행하게 되었다. 무용과 음악도 마찬가지여서 원래는 귀족을 위한 것이었
지만 평민의 취미에 영합하는 것으로 변모했다.

내등호남 이후 궁기시정宮崎市定은 동양의 근세(｢前言｣, 東洋的近世, 
敎育タイムス社, 1950)에서 ‘내등 당송변혁설’의 경제 분야에서의 부족을 
보충하여 송대에서 청대에 이르는 중국 근세사회의 특징을 열거했다: 대규
모의 도시, 교통의 발달, 교환 경제의 발달, 계약에 의한 지주-전호佃戶 
관계, 중앙집권적 관료국가 체제, 과거제도가 낳은 문관체계, 용병제를 기
초로 한 방대한 중앙 금군. 그리고 중국 송대와 유럽의 근대 르네상스를 
비교하여 두드러진 공통점 두 가지를 강조했다. ① 기독교와 불교의 쇠퇴
로 사회와 문화 모두 세속화되고 이성 철학이 대신하게 되었다. ② 도시와 
상업의 발전은 토지, 노동력, 자본을 자유롭게 지배하는 농업사회를 가능



- 7 -

하게 했다.
사상사에 있어서는 도전건차島田虔次가 내등호남을 이어 중국에 있어서 
근세 사유의 좌절(中國における近代思維の挫折, 筑摩書房, 1949)에서 
송대의 ‘문예부흥’은 ‘근세적’ 인문주의와 개인주의 및 사유의 자주화를 낳
았지만 이러한 ‘근세적’ 요소는 응집되어 유럽 근대와 유사한 ‘시민사회’와 
계몽운동을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내등호남이 활동하던 당시 일본에서는 내등호남의 당송변혁설이 
아니라 가등번加藤繁의 당송일체설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졌던 입장이다. 
가등에 따르면 당과 송은 일체이며 아무런 차이도 없고 모두가 전기 관료
제 시대에 속한다. 당송시기는 세족 세력이 쇠퇴하고 주로 과거에 의해 배
출된 새로운 관료계급이 정무를 주관하는 시대였다. 내등호남의 학설이 중
시된 것은 이차대전 이후였다. 그리고 1920 년대와 1930 년대는 일본 좌
익이론과 좌익사학이 급속하게 발전하던 시기로서 아시아적 생산양식, 중
국사회사 논쟁은 일본학계의 주의를 끌었다.9)

이차대전 이후 1947 년 우도궁청길宇都宮淸吉이 ｢동양 중세사의 영역｣(｢
東洋中世史的領域｣, 東光 第2號, 1947年 11月)에서 내등호남의 역사구
분 체계의 불충분한 점을 지적했다. 그 이후 1948년 전전직전前田直典은 
｢동아시아 고대의 종결｣(｢東亞的古代之終結｣, 歷史 第1卷 第4號, 1948)
에서 내등호남의 송대 근세설에 이의를 제기하고 우도궁청길과 궁기시정
를 비판했다. 그는 세계사의 입장에서 동아시아 각국 고대사회의 하한과 
봉건사회의 상한은 9 세기이며 중국의 고대도 9 세기 전후에서 끝났다고 
했다. 유물사관의 영향으로 동아시아 역사에는 두 가지 ‘근대’가 있게 되
었다. 하나는 내등호남의 학설처럼 동아시아 각국 자신의 문화발전 맥락을 
살펴서 판정한 ‘근대’이고, 다른 하나는 서양의 역사의 보편법칙을 참조하
여 판정한 ‘근대’였다. 전전직전의 논문은 논쟁의 서막을 열었지만, 그 다
음 해에 죽어서 송대 중세설을 논증하지는 못했다. 그를 대신하여 석모전
정石母田正이 중세 세계의 형성(中世的世界の形成, 1946)에서 마르크
스주의이론과 가등번의 대장원제, 주등길지周藤吉之의 송원시기 전호제佃

9) ‘아시아적 생산양식’에 대해서는 송영배, 중국사회사상사, pp.139-15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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戶制에 대한 실증적 연구에 근거하여 송대 중세설을 세웠다. 그의 송대 
중세설은 세계사의 보편법칙 가운데 봉건주의사회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전전-석모전의 송대=중세=봉건주의설(유물사관파)은 내등-궁
기의 송대=근세설(문화사관파)과 대립하게 되었다. 하지만 1950 년대 양 
파의 논쟁을 거치면서 당송시기에 실질적이고 구조적으로 중대한 변혁이 
있었음을 함께 인정하게 되었다.
1960 년대에 들어서면 전제국가론과 소생산경영론이 점차 중시되었다. 그
리고 서양의 역사이론을 중국 역사에 적용시킬 때 많은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을 자각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중국 중세와 
유럽의 중세는 상반되는데, 중국에는 유럽에 없던 전제제도가 있었고, 유
럽에 있던 영주제도는 없었다. 1970 년대 후반이 되면 서양의 역사학과 
사회학의 ‘근대’는 서구 사회의 발전을 종합한 결과 획득한 틀이라고 생각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서구의 역사발전 모델을 세계 역사발전의 보편 법
칙으로 삼아서 중국 역사에 적용하는 것은 견강부회가 될 수 있고, 왜곡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1970 년대 말에서 1980 년대 초 무렵에 학술계의 분위기가 변하여 ‘지역
사회 연구’로 관심을 돌리게 된다. 아마도 구미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지역 
연구의 영향, 특히 스키너G. William Skinner의 경제지리학과 사회인류학
적 관점에서 도출한 중층적인 지역 구분론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
다. 지역사회를 연구하기 위한 방안으로 삼정부森正夫는 1981 년에 4 가
지 틀을 제시했다. ① 가정과 종족 관계에 있어서 혈연적 유대. ② 경제 
교환을 통해 조절되는 사회관계. 여기에서의 사회관계는 인신노역, 지주-
전호관계에서부터 상업 집단과 도시사회 전체를 포함한다. ③ 사신士紳이 
장악한 문화와 윤리도덕. ④ 국가와 사회질서 재생산과 물질 재생산에 있
어서의 국가의 지위. 폰 글란R. von Glahn에 따르면 전근대 지역사회 연
구는 곡천도웅谷川道雄의 육조 시대의 사대부와 공동체에 대한 연구에서 
계시 받았다. 
다른 관점으로는 중국 역사를 전제제도의 독특한 산물로 보고, 중촌철中村
哲은 노예제‧농노제이론(奴隸制‧農奴制理論, 東京大學出版會, 1977)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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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두 가지 모델을 제시했다. ① 농경공동체-부권가장노예제-봉건농노제 
② 농촌공동체-국가노예제-국가농노제. 도변신일랑渡邊信一郞은 중촌철의 
이론에 근거하여 당송 사회의 구성을 연구한 결과 당송변혁을 국가노예제
에서 국가농노제로의 전환으로 보았다.
최근의 연구 경향은 사지준寺地遵의 남송정치사 연구가 대표적이다. 그는 
정치의 과정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정치 주체가 누구인지, 그
들은 어떤 역량의 원천에 근거하고 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정치활동을 
했는지를 고찰했다. 그리고 정치역량의 들고나는 동향, 정치권력을 낳는 
과정, 엘리트 상호간의 정치활동 과정, 특정 정책의 입안과 결정 그리고 
시행의 과정을 연구했다.10)

1969 년 미국의 송대사 연구의 기초를 세운 유자건劉子健과 골라스Peter 
J. Golas는 논문 선집 송대 중국의 변화 Change in Sung China에서 
이렇게 말했다. “최근에 사람들은 역사가 사상사를 제외하면 일련의 정치 
투쟁과 군사 정복만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념은 역사학자가 송
대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취하게 했다. 역사학자는 일본 중국학자의 자극
을 받아 송대를 중국 역사에 있어서 진정으로 하나의 전형을 생성해내는 
시기 가운데 하나로서 사회, 경제, 정치, 사상 각 분야에서 폭넓은 발전이 
있었던 시기였으며, 이러한 발전은 바로 20 세기 중국의 모습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기 시작했다.”11). 이 글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1960 년대 말이 되어서야 송대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으며, 그 
이전에는 송대를 다만 문학과 철학의 시기로 보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955 년 궁천상지宮川尙志의 소개로 서방에 ‘내등가설內藤假說’로 알려진 
당송변혁설이 이 선집에 실리기는 했지만 본격적으로 토론되지는 않았다. 
송대의 변화에 대한 논문은 시카고대학의 크랙E. A. Kracke 교수의 ｢송
대 사회: 전통 내에서의 변화인가? Sung Society: Change within 

10) 寺地遵, 日本における宋代史硏究の基調, 1991, pp.191-210.
11) James T. C. Liu and Peter J. Golas eds., Change in Sung China, 

Lexington, Mass.: D. C. Heath and Co., 1969, p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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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ition｣ 한 편 뿐이었다.12)

미국에서의 당송변혁설에 대한 반응은 1982년 하트웰Robert M. Hartwell
의 ｢750-1550 년 중국의 인구‧정치‧사회의 전환 Demographic, Political, 
and Social Transformations of China, 750-1550｣이라는13) 논문의 발
표를 기다려야 했다. 이 논문에서는 북송과 남송 시기 사대부의 차이를 주
의 깊게 고찰하고 부각시켰다. 최근 여영시余英時의 연구에서도 이 점을 
강조했다.14) 하임스Robert P. Hymes는 Hartwell의 연구를 계속 진행시
켜 이 장기간에 걸친 변혁 과정에서의 송대 정치‧사회 엘리트의 정치행위
와 사회행위를 연구했다. 하트웰Hartwell-하임스Hymes 가설은 북송과 남
송을 경계로 남송과 그 이후의 중국 사회의 연속성을 주장했다.
1980 년대부터 미국학계는 송대가 중국 역사에 있어서 전환기라는 관점을 
보편적으로 받아들였고, 송대사와 관련한 뛰어난 저술이 나오면서 송대 역
사에 대한 연구가 전근대 중국 연구에서 가장 활발한 분야가 되었다. 최근 
미국 당송사학계의 내등호남의 당송변혁설에 대한 견해는 볼Peter K. Bol
의 ｢당송 전환에 대한 반성: 사상의 변화를 중심으로 唐宋轉型的反思: 以
思想的變化爲主｣가15) 대표적이다. 그는 이 논문에서 미국학자의 8 세기 
중기에서 16 세기 중기에 이르는 중국 역사에 대한 이해에 근본적인 변화
가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점차 내등호남과 다
른 해석을 제시하고 내등가설의 중요한 내용을 뒤집었다. 이러한 변화가 
왜 근본적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볼은 논문의 첫 부분 “전통의 해석”에
서 내등설에 등장하는 당송변혁의 사회사, 경제사, 문화사, 정치사 네 분
야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서술했다. 두 번째 부분 “새로운 해석”에서는 

12) E. A. Kracke Jr., “Sung Society: Change within Tradition”, The Far 
Eastern Quarterly, ⅪⅤ.4, August 1955, pp.479-488.

13) Robert M. Hartwell, “Demographic, Political, and Social 
Transformations of China, 750-1550”,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42.2, 1982, pp.365-442.

14) 余英时, 朱熹的歷史世界-宋代士大夫政治文化的研究, 三聯書店, 2011.
15) Peter K. Bol, ｢唐宋轉型的反思:以思想的變化爲主｣, 中國學術 第3期, 商務

印書館,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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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이래로 미국학자가 지적한 내등설의 착오를 소개했다. 내등호남
의 당송변혁설의 핵심은 송대에 전제제도가 강화되고 평민의 역량이 대두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당송의 사회 전환은 다만 정치엘리트와 문
화엘리트 즉 사대부 신분의 새로운 계정界定과 그들이 점차 “지방엘리트”
로 전환되는 과정일 뿐 내등호남이 서술한 귀족문벌제의 종결과 평민의 
굴기가 아니라고 볼은 지적했다.
구미 사학에서는 최근 “신사회사(New Social History)”가 중국 전근대사 
연구에 영향을 주고 있다. 신사회사학은 국가를 다스리고 사회를 통치하는 
계급도 연구하지만 비엘리트집단의 연구를 중점으로 삼는다. 그래서 연구 
방향을 사대부의 주도권으로부터 권력의 사회적 기초-농민, 고용, 상인, 
도시의 단체, 종교결사 등-의 작용으로 전환시켰다. 연구 중심의 이동은 
당송변혁의 연구에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중국 내에서는 진인각의 ｢논한유｣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
었다. 전목錢穆은 “중국 고금 사회의 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송
대이다. 송 이전은 대체로 고대 중국, 송 이후는 후대 중국이라 부를 수 
있다. 진나라 이전은 봉건귀족 사회이다. 동한 이후는 사족문벌이 흥기했
다. 위진남북조에서 수당은 문벌사회에 속하며 고대의 변형된 귀족사회라 
할 수 있다. 송 이후 비로소 순수한 평민사회가 된다. 몽고와 만주족이 들
어와 특권 계급이 되었던 시기를 제외하면 정치의 상층에 오른 사람은 모
두 평민 수재 출신이며 고대 봉건귀족 및 문벌의 전통은 남아있지 않았다. 
그러므로 송대에 대해 말하자면 정치, 경제, 사회가 전대와 비교해 볼 때 
모두 변했다.”고16) 했다. 
부락성傅樂成은 ｢당형문화와 송형문화 唐型文化與宋型文化｣에서17) 당대와 
송대 학술문화의 차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했다. “대체적으로 말하자면 
당대 문화는 외래문화의 수용을 위주로 하고 그 문화정신과 동향은 복잡
하면서도 진취적이다.” “당대 문화는 위로는 위진남북조를 계승했다. 위진

16) 錢穆, ｢理學與藝術｣, 宋史硏究集 第7輯, 臺灣書局, 1974, p.2.
17) 傅樂成, ｢唐型文化與宋型文化｣, 國立編譯館館刊 1972年 第1卷 第4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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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조 시대의 문화가 당대 문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는 세 가지
가 있다. 노장사상, 불교, 호인胡人 풍속. 이 가운데 불교와 호인 풍속은 
외래의 것으로서 수백 년의 전파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고, 당대는 이 두 
가지를 주로 계승했다. 당대에 이 두 가지는 문화의 주류였고 당대 문화의 
특색이 되었다. 중국 전통문화인 유학은 위진 시기 이래로 줄곧 세 가지 
문화 요소의 압박을 받아 점차 약화되었고 당대에도 여전히 약화된 상태
에 머물렀다. 당대 후기가 되어서야 유학에는 부흥의 기운이 돌기 시작했
다.” “당시에는 그렇게 큰 작용을 일으키지는 않았지만 송대에 이르면 각
파 사상의 주류 즉 불교, 도교, 유교가 융합되는 추세였고 결국 이학을 낳
았다. 그 문화정신과 동향은 단순과 수렴을 지향했다. 남송대에 도통사상
이 확립되고 한족 중심의 문화가 점차 강고해지면서 외래문화에 대한 배
척이 점점 더 심해졌다. 송대의 대외 교통은 크게 발달했지만 학술은 한족 
중심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고, 외래문화의 수용은 정체상태였다. 이것은 
중국 중심의 문화가 세워진 이후의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며, 송형문화와 
당형문화의 가장 큰 차이점이기도 하다.” 

중국에서 “당송변혁설”에 대한 소개와 토론이 진행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장택함張澤咸의 ｢“당송변혁론”의 약간의 문제
에 대한 질의 “唐宋變革論”若干問題的質疑｣,18) 장기범張其凡의 ｢“당송변
혁기” 학설에 관한 소개와 생각 關于“唐宋變革期”學說的介紹與思考｣,19) 
이화서李華瑞의 ｢20 세기 중국과 일본의 “당송변혁”관 연구에 대한 평가
와 서술 20世紀中日“唐宋變革”觀硏究述評｣,20) 나위남羅褘楠의 ｢모델과 
그 변천-사학사의 입장에서 본 당송변혁의 문제 模式及其變遷-史學史視
野中的唐宋變革問題｣,21) 장국강張國剛의 ｢“당송변혁”과 중국 역사 시대구

18) 張澤咸, ｢“唐宋變革論”若干問題的質疑｣, 中國唐學史會論文集, 三秦出版社, 
1989.

19) 張其凡, ｢關于“唐宋變革期”學說的介紹與思考｣, 曁南學報(哲學社會科學), 
第23卷, 第1期, 2001年 1月.

20) 李華瑞, ｢二十世紀中日“唐宋變革”觀硏究述評｣, 史學理論硏究, 2003年 第4
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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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論“唐宋變革”與中國歷史分期｣,22) 장광달張廣達의 ｢내등호남의 당송변
혁설과 그 영향 內藤湖南的唐宋變革說及其影響｣,23) 유입언柳立言의 ｢“당
송변혁”이란 무엇인가? 何謂“唐宋變革”?｣24) 등이 있다. 
이상의 문헌들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 학술계의 내등호남과 일본 학술계
의 연구 성과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크지만 미국의 중국학자들의 근래 성
과에 대해서는 비교적 생소한 편이다. 이러한 현상은 아마도 가등번, 궁기
시정과 같은 학자의 저술이 1950-60 년대에 이미 번역되었고 내등호남, 
경도학파京都學派, 동경학파東京學派의 대표적인 논문도 1990 년대 초에 
번역되었지만, 미국의 중국학자들의 관련 저작은 2000 년대에 들어서야 
번역‧출판되기 시작했고 몇몇 주요 저작은 아직도 번역되지 않았다는 사실
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당송 변혁의 발생 시기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자면, 내등호남, 궁기시정 등
의 일본학자와 진인각, 왕국유 등의 중국학자는 당송교체기에, 하트웰, 하
임스, 유자건 등의 미국학자는 북송과 남송의 양송교체기에 전환이 일어났
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양자를 종합하는 입장에서 유방劉方은 중당에서 시
작하여 남송에 이르러 정형화된다고 보고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진행 과정이다. …… 중당에서 시작된 사
회의 쇠퇴와 사대부의 사회적인 이상 실현의 좌절은 …… 북송 왕조의 전
복을 거치면서 …… 완전히 단절되었다. 따라서 남송부터 그들은 철저하게 
내면을 향하는 길을 걸었으며 송형 문화는 이 시기에 기본적으로 형성되
고 정형화되었다.”고25) 주장했다. 그리고 중국 근세 사회의 주요 요소로 

21) 羅褘楠, ｢模式及其變遷-史學史視野中的唐宋變革問題｣, 中國文化硏究(北
京), 2003年 第2期.

22) 張國剛, ｢論“唐宋變革”與中國歷史分期｣, 史學集刊 2006年 1月.
23) 張廣達, ｢內藤湖南的唐宋變革說及其影響｣, 唐硏究 第十一卷 唐宋時期的

社會流動與社會秩序硏究專號, 2005年 12月.
24) 柳立言, ｢何謂“唐宋變革”?｣, 中華文史論叢(季刊) 2006年 第1期(總第81輯), 

上海古籍出版社.
25) 劉方, 宋型文化與宋代美學精神, 巴蜀書社, 2004. (劉方, 唐宋變革與宋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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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 가지를 들고 있다: ① 종교 신앙. 종교의 세속화, 신성 세계의 탈
마술화는 근대 사회의 중요한 특징이다. ② 도시화와 물질문화. 시민문예
의 흥기와 대중적이고 통속적인 문학이 발달하게 되었다. ③ 매체혁명. 인
쇄술. ④ 내향적 문화, 즉 은일隱逸 문화로의 전환.26) 

審美文化轉型, 學林出版社, 2009, p.43에서 재인용.)
26) 劉方, 唐宋變革與宋代審美文化轉型, 學林出版社, 2009, pp.54-56. 은일문

화의 전형으로는 후한後漢의 엄광嚴光을 들고 있다.(後漢書 卷113 ｢逸民列
傳｣ 참고.)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5 장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 은일의 양
상을 볼 때 엄광보다는 백거이가 송대 이후의 은일문화의 전형으로 더 큰 영
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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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범위와 각 장의 요지

역사의 어떤 시점에 이르게 되면 종래의 가치관과 충돌하는 현상들이 빈
번하게 출현하고, 그러한 상태가 고착화되면 기존의 가치관은 붕괴되고 새
로운 가치관이 성립된다.27) 진‧한대에 성립된 우주자연과 인간사회 전체를 
하나의 틀로 아우르는 중국 고대의 가치관은 안사의 난 이후가 되면 그것
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현상과 문제가 일상화되고 더 이상 과거와 같은 권
위나 효력을 지니지 못하게 되었다. 물론 이와 같은 가치관의 붕괴는 비교
적 긴 기간 동안에 진행된 것이다. 당대에 들어와서 전기에는 당대 지배계
층의 변화와 과거제도의 변화, 도시와 경제의 발달이 변화를 이끌었다. 그
리고 안사의 난 이후에는 번진의 할거, 환관의 전횡, 당쟁의 격화 등이 그 
원인이 되었다.
중국 문화의 주체라 할 사대부계층의 구성에 있어서, 당대에 들어서면 문
벌세족은 점차 쇠퇴하고, 과거를 통해 관계官界에 새로이 진출하게 된 한
족서인寒族庶人 출신이 약진했다. 새롭게 등장한 사대부계층은 중당시기
에 이르면 자신이 처한 특수한 상황 때문에 황권과 국가질서의 재확립, 경
제력의 획득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문화적 자부심, 
사명 의식, 정치적 포부가 대단했다. 하지만 그들이 직면했던 여러 가지 
시대적 문제는 좌절을 안겨주었고, 이상과 포부를 버리고 자신의 삶을 다
시 조정하게 했다. 이러한 조정의 결과는 한편으로는 개인적인 것으로 관
심의 방향을 전환시키고 주관적인 시각으로 주변 세계를 바라보게 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본래부터 통속 문화로부터 받았던 영향이 그들의 
변화와 함께 작용하여 예술에 있어서 그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드러낸다. 
이러한 변화를 이 논문에서는 미의식의 변화라고 부르겠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미의식’이라는28) 용어는 중당시기 예술의 주관화, 통

27) 토마스 S. 쿤 저 / 김명자 역, 과학혁명의 구조, 동아출판사, 1997, p.297.
28) 사전적으로 미의식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미학美學이 A.바움가르텐에 의

해서 ‘감성적 인식의 학學’으로 정의된 후 미의식은 미학의 가장 중심적인 문
제가 되었다. 그 까닭은 고전미학에서는 초감각적인 미의 이념이 추구된 데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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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화와 관련하여 새로운 제재의 선택, 새로운 시각, 새로운 미감의 획득 
그리고 새로운 표현방식을 의미한다. 물론 시대적 한계 때문에 이와 같은 
중당의 변화가 중당 이후에는 지속되지 못했다. 그러나 현실적인 조건에 
있어서 송대 이후 문인사대부와의 기본적인 유사성을 인정한다면, 중당 문
인의 변화된 심리와 미의식은 후대에 하나의 전형으로서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는 중당시기를 중심으로 중국 문학사의 전환을 조명
해 보려는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29) 그리고 중당시기 문학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가 아니더라도 중당시기에 일어난 변화의 중요성을 강
조하는 논문이나 저술도 많이 나오고 있다.30) 

하지만 중당시기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에서 아쉬운 부분은, 당송변혁설을 
둘러싼 논쟁에서도 볼 수 있듯이, 주로 정치와 경제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
행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중당시기의 예술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들은 중
당시기에 발생한 새로운 변화를 부각시키면서도 변화의 성격에 대한 검토

하여 근대미학에서는 우리의 의식에 직접 작용하는 ‘미’를 주제로 삼았기 때문
이다. 예술작품이나 자연미를 향수享受할 때 우리의 의식은 사물에 대한 이해
관계 또는 도덕적 판단으로부터도 독립되어 극히 자유로운 상태에서 어떤 합
목적성을 실현한다. I.칸트는 그런 점을 분석하여 미의식을 ‘무관심성’, ‘목적 
없는 합목적성’이라고 특징지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미의식의 성격은 수동적·
관조적 태도에 머물러 있을 때만 발견할 수 있다. 한편 미의식은 예술작품의 
미를 향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미적인 것을 창조하는 경우에도 발동되는 것
으로, 특히 H.코헨으로 대표되는 선험적 심리학에서는 미의식을 미를 생산하는 
특수한 통일적 의식으로 규정하였다. 작품을 창조할 때 우리들의 정신은 어떤 
목적의식에 지배되고, 존재에 대한 관심으로 구속된다. 그와 같은 창조적인 면
에 주목할 때 미의식은 감성에 의한 수용적 측면에서만 이해될 것이 아니라 
이성에 의한 능동적 활동의 측면에서도 이해되어야 한다. 미의식 [aesthetic 
consciousness, 美意識] (두산백과)”

29) 孟二冬, 中唐詩歌之開拓與新變, 北京大學出版社, 1998; 彭梅芳, 中唐文人
日常生活與創作關系硏究, 人民出版社, 2011; 馬自力, 中唐文人之社會角色與
文學活動,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5 등.

30) 李澤厚, 華夏美學‧美的歷程, 美學三書, 安徽文藝出版社, 1999; 張法, 
中國美學史, 上海人民出版社, 2000; 朱良志, 曲院風荷, 安徽敎育出版社, 
2006; 朱良志, 中國美學十五講, 北京大學出版社, 2006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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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31) 
이 논문은 중당에서 시작되어 남송에 이르러 정형화되는 변화 가운데 중
당시기의 사상과 문학에 나타난 미의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려 
한다. 중당시기 미의식의 변화를 야기한 사회적 배경과 선종, 도교와 유학 
사상의 변화 및 주로 문학 창작에 있어서의 미의식의 변화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중당 시기의 변화가 근대적 요소로 인정받아온 세속화, 개인화, 주
관화의 경향을 띠고 있음을 확인해 볼 것이다. 그리고 그 의의를 밝히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해 나가기로 하겠다.

2 장에서는 중당시기의 새로운 변화를 가능하게 했던 배경으로서 관농關
隴 집단으로부터 산동山東 문벌, 신진사대부에 이르는 당대 전기 지배계
층의 변화를 살펴보겠다. 그리고 당대의 과거제도 및 명경과로부터 진사과
로 그 중점이 넘어가는 과거제도의 변화를 통한 새로운 사대부계층의 등
장에 대해 고찰해 보겠다. 마지막으로 농업, 상업, 수공업, 조판인쇄술의 
발달, 도시화 등을 통해 당대의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상황을 살펴보겠다.

3 장에서는 이 논문의 중심이 되는 중당 문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 안
사의 난 이후의 정치 상황 즉 환관의 횡포, 번진의 할거와 진봉‧선여를 둘
러싼 지방 주부州府 관리의 부패, 영정혁신永貞革新과 우리당牛李黨과 관
련된 당쟁의 실상을 고찰해 보겠다. 

31) 이택후李澤厚‧유강기劉綱紀의 중국미학사中國美學史 1上에서는 중당 시기 
미학의 특징에 대해 언급하면서도(p.44) 이 시기를 전기 봉건사회의 미학으로 
보고 있으며(p.36), 엽랑葉朗의 중국미학사대강中國美學史大綱에서는 위진남
북조부터 명대까지를 중국고전미학의 전개시기로 보았고(p.8), 심지어 장법張
法은 중국미학사中國美學史에서 “중당은 고대 사회의 전환점으로서 당대 예
술은 또한 후기 사회에 일련의 예술 유형과 예술 경계의 기초를 놓았다. 한유
와 유종원의 고문, 백거이의 원림 관념, 당대 사람의 수묵화는 후기 사인의 예
술 경계에 방향성을 제시했다. 시사詩詞는 후기 사인의 심리적 고민에 가장 적
합한 예술 표현형식을 제공했다. 전기와 설창 문학은 중국 예술의 주류가 이후
에 변화될 것을 예고했다.”(p.166)라고 하여 여전히 고대 사회 내부의 전환점
으로 중당 시기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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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에서는 중당시기를 전후로 한 사상의 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먼저 당
대 선종사상의 전개 과정을 통해서 선종이 세속화되고 그 결과 평상심, 일
상, 언어가 어떻게 철학적 가치를 획득하는지를 고찰해 보겠다. 그리고 당
대 도교의 전반적인 상황과 도교 사상이 선종과 동조하여 심성론으로 전
환되는 과정을 성현영成玄英의 노자의소老子義疏에서 보이는 이론을 중
심으로 살펴보겠다. 마지막으로는 한대 이후 전통적으로 종교와 유사한 역
할을 맡았던 천인관계론이 거부되고 우주론으로부터 심성론으로 전환되는 
유가사상 및 형식보다는 실질적 내용을 중시하는 당시 춘추학의 중심 주
장을 살펴볼 것이다. 이상과 같은 고찰을 통해서 중당시기 미의식에 있어
서 중요한 요소인 세속화, 현실, 주관, 개인이라는 관념들이 철학적 가치
를 획득했음을 보이겠다. 

5 장에서는 중당시기 가운데에서도 후기에 속하는 원‧백시파와 한‧맹시파
의 두 문인 집단을 중심으로 중당시기의 독특한 미의식을 고찰해 보겠다. 
먼저 원‧백시파의 유가적 이상 실현을 위한 문학관으로서의 신악부운동과 
정치적 좌절을 겪은 후에 나타나는 극도의 개인성에 대해 살펴보겠다. 그
리고 한‧맹시파의 주관성이 두드러진 시적 표현과 주관에 대한 권위의 확
립에 대해 논해 볼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서민문화의 영향을 받은 문인사
와 전기, 일상을 예술화한 한적시閑適詩와 감상시感傷詩에 대해 논해보겠
다. 아울러 후대의 문인생활에 미친 중당 문인의 미의식과 후대에 대한 영
향을 평가해보겠다. 마지막으로는 중당 시기를 전후하여 보이는 문학 이외
의 다른 장르의 예술 경향의 변화를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결론에서는 중당시기 미의식의 변화가 지니는 미학적 의미를 분석하고, 이 
미의식에 내포된 통속성, 개인성, 주관성이 지니는 근대적 성격에 대해 논
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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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당 이전의 정치‧사회적 배경

2.1. 당 전기의 지배층

당 초기의 지배층은 서위西魏 우문태宇文泰의 ‘관중본위정책關中本位政
策’으로 규합된 관농집단關隴集團이었다. 이들의 중심은 서위 이래 융합된 
관농호한민족關隴胡漢民族의 무력재지자武力才智者들이며 황실 및 공신도 
관농집단의 중핵인 팔주국八柱國의 후예들로서 이들이 주축이 되어 이씨
李氏를 옹립했다. 그러나 당 초기에는 아직도 위진남북조 이래의 문벌門
閥 존중의 기풍이 강하게 온존하고 있었고 이들은 산동山東‧관중關中‧대북
代北 및 강남江南 귀족으로 병칭되었다. 관중‧대북 귀족은 북위 이래의 실
질적인 지배집단으로서 당조 창업의 주축을 이루었지만, 사회적으로 흠망
欽望된 것은 산동 귀족으로서 이들은 문벌을 매우 과시하였다. 
강남 귀족은 후경侯景의 난 때 거의 해체되었고 당조의 성립에도 가담하
지 못하였기 때문에, 구 귀족에 대한 당조 초기의 정책은 주로 산동 귀족
을 의식한 것이었다. 산동 귀족이 특이한 존재였던 것은 문풍門風이 우미
優美해서였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오호五胡 이래 수많은 전란 속에서도 
경학과 문학을 가업으로 전승시키고 자신의 명절을 닦았기 때문이었다. 그
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족 사인 간의 혼인에 의한 한족漢族 가족 제도를 
유지하면서 종족의 단결을 통하여 자립의 지위 보전을 꾀하였기 때문이었
다.
당대 초기 이래 지배 집단에서 소외되면서도 사회적인 성망이 여전했던 
남북조 이래의 문벌 귀족, 특히 산동 귀족은 관위 우위의 시대 조류에 더 
이상 초연할 수 없게 되어 관료 기구에 적극 뛰어들었다. 수隋 문제文帝
의 중앙집권화를 위한 여러 정책을 계승하였던 당조의 관위 우위의 정책
은 씨족지氏族志와 성씨록姓氏錄의 편찬, 과거 우위 정책의 구현으로 
더욱 더 확고해졌다.32)

위진남북조 시대에는 동한의 경학 가문에 근원을 두고 내려온 문벌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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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했는데33) 남북조 시대를 계승한 수당은 본래 호족胡族이었다는 이유 때
문에 건국 초부터 전통적인 한인漢人 문벌 가문과 갈등을 일으킬 요인이 
많았다. 문벌 귀족은 자신의 사회적 명망에 의존하면서 당 황실을 무시했
고, 당 황실에서도 이들에 대한 불만을 표면화하면서 회유 정책의 필요성
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태종太宗은 당시의 예부상서
禮部尙書였던 고사렴高士廉에게 명하여 씨족지를 편찬하도록 했다. 
이때 완성된 씨족지에서는 산동 최씨崔氏 집안에 속한 최간崔幹 등을 
제 1 등으로 했는데, 이때 포함된 저성著姓으로는 북방의 최崔‧정鄭‧왕王‧
노盧‧범范씨 등이 있었고 남방의 대성으로는 왕王‧강江‧주朱‧장張씨 등이 
있었다. 이에 대해 태종은 저성으로 분류된 가문들이 당조에 세운 공이 없
다는 점을 들어 그 순서에 반대했다. 이것만으로도 씨족지의 편찬 목적
이 고문대족高門大族에게 타격을 주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정
관정요貞觀政要 권 7 ｢논예악論禮樂｣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려 있다.

태종이 말했다. “나는 산동의 최‧노‧이‧정씨 등에 대해서 전부터 악감
정은 없다. 그러나 이들 가문은 기울어 관직에 올라 있는 자가 전혀 
없는데도 자칭 사대부라 하면서 혼인 때에는 많은 돈을 받아낸다. 재
식才識이 형편없는데도 자기 가문이 높다고 빙자하여 딸을 팔듯이 혼
인시켜 부귀한 집안에 의탁한다. 나는 왜 사람들이 산동 가문을 존중
하는지 모르겠다.”34)

그러나 강력한 정부였던 당 황실의 권력으로도 백성에게 뿌리박힌 문벌 
중시 현상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그 전통의 잠재력도 강해서 일
시에 소멸시킬 수 없었다. 이러한 전통 문벌 가문과 신흥 관료 세력의 대
립 현상은 무후武后의 책립을 둘러싼 정쟁政爭으로 이어졌다. 고종高宗이 

32) 柳元迪, ｢唐 前期의 支配層｣, 講座 中國史 Ⅱ, 1990, pp.219-254.
33) 王洪軍, 漢代博士文人群體與漢代文學,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0, pp.440-467.
34) 貞觀政要 卷 8 ｢禮樂｣ p.5 : “太宗謂曰, 我與山東崔盧李鄭, 舊既無嫌, 爲

其世代衰微, 全無官宦, 猶自云士大夫, 婚姻之際, 則多索財物, 或才識庸下, 而
偃仰自高, 販鬻松檟, 依托富貴, 我不解人間何爲重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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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小姓이었던 무후를 황후로 책립하려 하자 곧바로 대신들의 반대를 받
았다. 무후를 황후로 삼는데 반대한 것은 장손무기長孫無忌와 저수량褚遂
良이었고, 찬성한 사람은 이적李勣과 허경종許敬宗이었다. 
장손무기는 태종의 처남으로서 이미 대권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
운 세력의 등장을 원치 않았던 관계로 반대했을 것이고, 이적은 무장으로
서 새로이 권력을 얻고자 했기 때문에 황제가 원하는 일에 찬성했을 것으
로 보인다. 장손무기와 이적은 모두 태종 때 대신을 지냈으나, 장손무기는 
대권을 장악한 반면 이적은 그렇지 못했다. 따라서 이적이 고종의 뜻을 따
르고자 한 동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특기할 사실은 장
손무기와 저수량 자신들은 원래 한문寒門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성
을 황후皇后로 삼도록 청한 것인데, 이것은 당시 문벌의 세력이 상당히 
컸음을 반영한다.
무후武后는 대권을 장악한 후 자신의 황후 책립을 반대한 사람들에게 보
복할 방법을 강구했고, 그 방법의 하나로 과거 제도를 확대하여 실시했다. 
즉 시험 과목에서 시문詩文으로 선비를 발탁함으로써 소족小族의 지위를 
높이고 소성으로 구성된 신흥 귀족계급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35)

구 귀족의 사인뿐만 아니라 신흥지주‧상인 등의 서민도 무후武后‧위후韋后 
시기의 특수한 정치적 상황과 탐공탐리貪功貪利가 만연된 정치적 분위기 
하에서 은행恩倖‧매관買官 등의 방법으로, 또는 유외流外‧서리胥吏 등의 
하급 이원吏員에서 참선參選하여 진입했다. 그리고 일부는 사대부의 덕성
과 실력을 쌓아 과거를 통하여 과거 관료로 진출하였다. 이렇게 기존의 귀
족제적 사대부에 신흥지주‧상인 등의 서민을 대량으로 관료 기구에 편입시
킴에 따라 관료층의 기반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었다.
당대 초기 이래의 철저한 관위 우위의 여러 정책은 종래 사회적 성망으로 
군림하여 오던 문벌귀족에게 큰 타격을 주었을 뿐 아니라, 실질적 지배 집
단인 관료귀족에게도 타격을 주었다. 그 결과 정치적‧사회적 지배층은 무‧
위후 조의 치하에 새로이 정비되었다. 무‧위후 조에서 크게 흥성한 과거 
제도를 통하여 과거를 통해 선발된 관료가 관료계의 상층부에 진용進用되

35) 金明姬, 中國 隋‧唐史 硏究, 國學資料院, 1998, pp.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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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하층부에도 대규모의 신흥 서민 출신이 관료계에 진출하였다. 그리
하여 과거 관료의 형성과 신흥 서민 출신의 관계 진출은 위진남북조 이래 
귀족제 사회에서 발달하여 온 당의 율령관제 이념에 근본적인 위협이 되
었다. 즉 당의 율령관제는 이념적으로는 엄격한 사‧서의 구별을 전제로 하
는 관제였지만, 현실적으로는 서민에 대하여 관로를 크게 개방함으로써 귀
족제적 유습이 타파되었다. 또한 사관仕官의 방법에서 문음門蔭을 주로 
하고 과거를 종으로 하는 귀족제적 관제가, 현실에서 문음의 평가저하와 
과거 출신의 중용으로 문음과 과거의 주‧종이 전도되었다.
고조高祖와 태종 대에 당조를 구축하였던 관중 집단은 당대 초기 이래 구 
귀족의 관료로의 유도를 지속시켜 관위 우위의 여러 정책을 구현했다. 이
어 고종, 무‧위후 조에는 관료 귀족과 신흥 관료간의 여러 정쟁을 겪으면
서 당조의 관료제는 확고하게 정착하였다. 무‧위후 조의 ‘여화女禍’를 종식
시키고자 현종玄宗이 즉위하였으나, 그의 정책기조는 귀족제적 질서로의 
복귀는 아니었다. 당초 이래 율령 체제가 현실과 괴리되어 누적된 여러 모
순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바로 ‘개원開元의 치治’였으며, 여기에서 활동한 
자들은 대부분 무‧위후 조에 진출한 신흥 과거 관료였다.
일반적으로는 중국을 ‘항구적 관료제 사회’로 보는 관료제의 기점을 흔히 
송대 ‘문신 관료제’의 확립에서 구하고 있다. 그러나 엄격한 사‧서의 구별
에 기초를 둔 귀족제적 율령관제가 실질적으로 붕괴되고, 광범위한 관료층
의 기반이 형성되어 황제의 전제 독재가 강화되는 관료제의 기반은 당초 
이래의 여러 정책과 현상에서 구할 수 있다.

2.2. 과거제도

당대의 과거 과목은 수재秀才, 진사進士, 명경明經 등이 있었다.36) 이 가
운데 수재과는 시험 내용이 지나치게 어려워 일찍 폐지되었고 응시자들은 

36) 이외에도 명법明法, 명자明字, 명산明算, 일사一史, 삼사三史, 개원례開元禮 
등 여러 가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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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진사과와 명경과에 주로 관심을 가졌다.
과거는 선거選擧 또는 공거貢擧로 부르기도 하는데 독서인이 관직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이다. 위진남북조 시대에는 관료 선발 권한을 
중정관中正官에게 주어 관리하도록 하는 구품중정제九品中正制를 채택했
다. 이 제도는 중정관中正官에 발탁되는 관료가 모두 호족豪族 가문에서 
배출되었고 호족의 자제는 쉽게 관계로 진출하게 되면서 관료의 문벌화 
현상이 일어나게 하여 문벌 귀족의 형성과 고착 상태를 초래했다. 그리하
여 현재賢才와 유덕자有德者를 발탁하여 선정을 행하고자 했던 본래의 뜻
은 없어지고 ‘상품上品에는 한문寒門 출신이 없고 하품下品에는 세족勢族 
출신이 없다.’라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수대에는 구품중정제를 폐지하고 과거제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신당서新唐書 권 44 ｢선거選擧｣와 당척언唐摭言 등의 기록에 의거하
여 보면 과거제 시행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로 당대 사인의 출신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학관學舘의 
학생인 ‘생도生徒’,37) 다른 하나는 주현州縣에서 천거된 ‘향공鄕貢’,38) 마
지막으로 천자의 조칙에 의한 과거인 제거制擧39) 출신이다.
둘째는 과거 시험을 주관하는 관청에 대한 것인데 당척언에 의하면 초
기에는 ‘고공원외랑考功員外郞’이 이를 관리했다. 그러다가 개원開元 이후
가 되면 낭郎 정도의 벼슬이 관리를 뽑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조정의 논
의가 있었고 이에 ‘예부시랑禮部侍郞’이 과거와 관련된 직무를 전담하게 
되었다.40)

셋째는 과거의 고시 과목인데 운록만초雲麓漫鈔 권 6에 의하면 108 종
에 달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비교적 중요한 과목은 10여 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37) 한대漢代 박사제자제博士弟子制를 계승한 것.
38) 한대 군국郡國 찰거효렴제察擧孝廉制를 계승한 것.
39) 한대 현량방정제賢良方正制를 계승한 것. 특별한 인재를 구하기 위한 것으로

서 천자가 직접 시험에 임했다.
40) 國史大綱, 錢穆, 商務印書館, 1991, p.405 : “初屬吏部考功員外郞, 後以員

外郞望輕, 遂移禮部, 以侍郞主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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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과목을 보자면 다음과 같다. 당육전唐六典 ｢예부禮部｣의41) 기
록에 따르면 수재과는 방략책方略策을 시험하여 5 등급으로 나누었다. 상
상上上은 문文과 리理가 고루 갖추어져서 높을 경우이고, 상중上中은 문
은 높고 리는 평이하거나 리는 높고 문이 평이한 경우이며, 상하上下는 
문과 리가 모두 평이한 경우이다. 중상中上은 문과 리가 모두 거칠지만 
의미는 통할 경우이며, 문이 열등하고 리가 통하지 않을 경우는 급제할 수 
없었다. 그런데 무후 이후가 되면서 수재과의 평가 기준이 변하여 문은 중
시했지만 리는 중시하지 않았으며 또 시詩와 문文만으로 관리를 발탁했다.
다음으로 명경과가 있다. 여기서 경經은 9 경經을 의미했는데 이들을 다
시 대경大經‧중경中經‧소경小經으로 구분했다. 대경에는 예기禮記와 좌
전左傳이 포함되었고 중경은 모시毛詩, 주례周禮, 의례儀禮를 의미
했으며 소경은 역易, 상서尙書, 공양公羊, 곡량穀梁이 포함되었
다. 이 가운데 두 가지 경 이상을 암기할 수 있으면 이를 명경이라고 했
다. 특히 명경에는 반드시 효경孝經과 논어論語를 겸비해야 했으며 
시험 방법은 첩경帖經, 구시口試, 경문대의經問大義 등 10 조條로 나누어
져 있었다. 후에 시무책時務策을 첨가하여 시험했으며 이는 다시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누었다.
그 중의 하나가 가장 일반적인 인기를 누렸던 진사과였다. 진사과의 경우 
먼저 시무책 5 도道를 시험한 후 첩帖 1 경經을 시험하고 별도로 시문 등
의 잡문 2 수首를 시험하는데 경과 책을 모두 통과하면 갑甲으로 하였다. 
책策에서는 4 가지를 통과하고 첩경에서 4 가지 이상을 통과하면 을제乙
第로 했다. 여기서 첩경이란 경전 가운데 시험문제로 채택된 문구의 수미
首尾에 종이를 바르고 응시자에게 그 전문을 대답하게 하는 방법이다. 진
사과의 시험 횟수가 가장 많았고 합격자수도 가장 많아서 관직에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이 진사과로 여겨졌으며 백성에게도 가장 중
시되었다.42)

41) 당육전唐六典 ｢예부禮部｣, p.11.
42) 唐摭言 卷 1 ｢산서진사조散序進士條｣, p.5 : “진사과는 수隋 대업大業 연

간에 시작되어 당 정관 연간에 성행했는데 영휘 연간에는 높은 관직에 오르더
라도 진사과 출신이 아니면 인정받지 못했고 해마다 선발되는 인원이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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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제가 근본적으로 변화한 것은 무후가 다스리던 시기였다. 이것은 관리 
임용에 있어 격식을 무너뜨린 것과도 깊은 관련을 가지는데 이에 대해 진
인각은 당대정치사술론고唐代政治史述論考에서 “무후가 정권을 잡은 후 
문장을 숭상하여, 문장으로서 파격적으로 관리를 선발했다. 이 시기 동안 
진사과는 전국의 선비들의 과녁이 되었다.”라고43) 평했다. 이것은 무후가 
시문으로 선비를 발탁하게 되면서 관리의 승진이나 좌천도 문장의 우열을 
기준으로 했다는 의미이다. 또 무후가 정권을 장악한 후 파격적으로 인재
를 등용했는데, 외정外政의 인물들은 대부분 문학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
다. 현종 ‘개원의 치’ 동안의 대신들은 대개 무후 시대에 발탁된 사람들이
었다. 대종代宗 대력大曆 연간에도 사辭나 부를 통해 과거에 급제하지 않
으면 기용되지 못했다. 덕종德宗 이후에는 재상의 경우 모두 문장이 뛰어
난 선비들로서 한림학사翰林學士에서 승임된 자들이었다. 
과거제는 수대에 시작되어 당대에 성행했는데 무후 때에 과거의 성격이 
변질하면서 당의 문학이 발달하는 계기가 되었지만 그 폐단은 당대 말기
의 사회기풍을 경박하게 만드는 데 일조하기도 했다. 한편 과거제는 일종
의 정권 유지의 수단이었다고도 파악할 수 있는데 즉 사인의 관심이 모두 
과거 시험에 집중되어 국가의 정책이나 제반 사항에 관심을 표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과거제가 시문을 시험하여 선비를 발탁하게 되면서 당대 선비 사회의 기
풍은 점차적으로 무게가 없어지는 방향으로 변해 갔으며, 진지하게 경전을 
공부하거나 그 철학적 사유의 과정을 답습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다. 또
한 여전히 문벌가문의 세도가 커서 5 품 이상의 관직은 그들의 자제에게 
독점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문인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유행했다. 
당대에 시부를 시험하여 선비를 발탁하게 되면서 이를 계기로 문학이 대

8-9백 명으로 ‘백의공경白衣公卿’ 또는 ‘일품백삼一品白衫’이라 추중하여 불렀
으며, 급제하기가 어려워 ‘서른이라도 명경으로는 늙은 것이지만, 오십이라도 
진사로는 어리다.’는 말이 있다. 進士科始於隋大業中, 盛於貞觀, 永徽之際, 縉
紳雖位極人臣不由進士者終爲不美, 以至歲貢常不減八九百人, 其推重謂之白衣
公卿, 又曰一品白衫, 其艱難謂之三十老明經, 五十少進士.”

43) 陳寅恪, 唐代政治史述論考, p.202 : “及武后柄政, 大崇文章之選, 破格用
人, 於是進士之科, 爲全國干進者競趨之鵠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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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게 되었으며 반면에 사회적 기풍은 나날이 열악해지기 시작했다.44)

하지만 당대에 정착된 과거제도는 상서육부제尙書六部制, 주현제州縣制와 
마찬가지로 후세에 준용되어 청대 말기까지 지속되었다. 이 제도는 객관적
인 기준으로 사회의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여 국가의 정치에 참여하게 하
려는 것이었다. 이 제도의 또 다른 장점은 응시자가 공개적으로 경쟁하게 
함으로써 한대 찰거제察擧制 이래의 지방정권의 선택을 면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 제도 하에서 근본적으로 사회계급은 소멸되고 전 사회 문화의 
향상이 촉진되었으며 중앙과 지방의 정보교환이 원활해지고, 결정적으로는 
전국 각 지역이 중앙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되었다.45)

2.3. 사회‧경제적 특징

농업에서 일어난 변화를 보면, 농업의 중심이 강남지방으로 옮겨가면서 강
남지방이 새로운 부의 중심지로 대두되었으며 서민 출신이면서 부를 축적
한 자가 많이 생겨났다. 이것은 조운漕運의 발달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
는 현상인데 ‘동남의 재부財富로 서북의 병사와 말을 먹여 살릴 수 있었
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된 배경이 되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당대 
일대一代를 통해 무력을 자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
상업은 국내무역의 발달이 국제무역의 발달로 이어졌으며, 국세를 강성하
게 하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 특히 광주廣州와 양주揚州 일대는 국제무역
의 중심지로서 외국 상인의 세력이 상당히 컸으며 이때에 외국 상인을 전
담하는 기구로서 시박사市舶司 제도가 신설되었다.
농업과 상업의 발달은 백성의 일용품의 유통 과정에까지 국가가 관여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국가의 관장 하에 전매제가 실시되기에 이른다. 전
매제의 시행에 따라 얻어진 재부는 국가재정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수공업은 도시를 중심으로 관영수공업과 민영수공업으로 나뉘어져 발달했

44) 金明姬, 위의 책, pp.52-60.
45) 錢穆, 國史大綱, 商務印書館, 1991, pp.40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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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영수공업은 소부감小府監과 장작감將作監 밑에 각종의 공장이 있었
는데 이들 관영공장은 대체로 그 규모가 커서 원院‧작원作院‧작방作坊 등
으로 분업화되었다. 생산된 물품은 정부와 황실에서 필요한 품목들이었다. 
특수 분야 또는 특수품의 수요를 위해 궁정 내에는 내팔작內八作‧교정국
校庭局 등이 있었으며 지방에는 금방錦坊‧주전방鑄錢坊 등이 있었다. 민영
수공업은 도시의 작방‧작作‧포鋪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는데 그 규모는 대체
적으로 소규모였다. 이와 같은 민영수공업은 장안과 낙양을 비롯한 여러 
도시의 일정 지역에 모여 있었다.
조판인쇄술은 늦어도 당 초기에 출현했던 것 같다. 처음에 조판인쇄는 불
상, 불경, 달력, 산학算學 등 지면이 많지 않고 비교적 판로가 많은 책을 
찍어내는 데 사용되었다. 그 중에는 백거이, 원진의 인쇄된 시집도 있
다.46)

상업의 발달과 더불어 전폐錢幣 사용이 증가했고 운반하기 가벼운 비전飛
錢이 처음으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지폐 사용의 시초였다.47)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당대의 가장 특징적인 현상은 도시화 현상이 본격적으
로 일어났다는 점이다. 당대의 장안長安은 인구 100만 명을 상회하는 대도
시였으며 시가지는 정교하게 설계되었다. 거대한 도시의 발생은 정치권력과 
경제력이 상당 부분 그곳으로 집중되게 했고 문화활동도 도시를 중심으로 
벌어지게 되었다. 도시는 단순히 거대한 거주지가 아니라 생활의 중심이며 
새로운 사유 방식을 요구하는 공간으로 탄생했다. 도시는 일정한 형태의 사
회구조와 생활방식 그리고 이에 따른 새로운 문화적 수요를 창출하고 그 수
요에 부응하기 위한 새로운 문화적 행위나 상품이 출현했다.48)

46) 윤내현 편저, 중국사 1, 민음사, 1997, p.287.
47) 金明姬, 위의 책, pp.173-207
48) 서경호, 중국 문학의 발생과 그 변화의 궤적, 2003, 문학과 지성사, 

pp.366-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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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원貞元‧원화元和시기의 정치와 사회

현종 개원 연간은 당 왕조의 전성 시기였다. 당시 경제 발전의 상황은 당
대 사람의 저작에 자주 등장한다. 원결元結의 전당문全唐文 권 380 ｢문
진사일問進士一｣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개원, 천보天寶 연간에 농민은 힘을 더하여 사해 안 높은 산과 깊은 
골짜기에도 쟁기가 닿았고, 민간에 저장된 양식은 모두 몇 년 치씩 쌓
였으며 태창에 쌓인 양식 가운데 썩어나가는 것이 셀 수 없을 정도였
다.49)

두우杜佑는 통전通典 권 7 ｢식화食貨｣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개원 13년, 태산에 봉선封禪할 때 쌀은 한 말에 13 문文, 청주靑州와 
제주齊州의 곡식은 한 말에 5 문까지 내려갔고, 장안과 낙양도 쌀 한 
말에 20 문이 되지는 않았다. 비단 1 필은 210 문이었다. 동으로 송
주宋州, 변주汴州, 서쪽으로 기주岐州에 이르기까지 길을 따라 상점이 
늘어섰고 손님 접대하는 술과 음식이 넘쳐났다. 상점마다 나귀가 있어 
임대했고 수십 리 길도 빠르게 갈 수 있었는데 역려驛驢라고 불렀다. 
남으로는 형양荊襄, 북으로는 태원太原과 범양范陽, 서쪽으로는 촉천
량부蜀川涼府에 이르기까지 상점이 있어 상인과 여행객을 맞았다. 수
천 리 먼 곳까지 작은 칼에도 의지할 필요가 없었다.50)

49) 全唐文 卷 380 ｢問進士一｣, p.1706 : “開元天寶之中, 耕者益力, 四海之內, 
高山絶壑, 耒耜亦滿, 人家糧儲, 皆及數歲, 太倉委積, 陳腐不可較量. ”

50) 通典 卷 7 ｢食貨｣, p.152 : “至(開元)十三年, 封泰山, 米斗十三文, 靑齊穀
斗至五文, 兩京米斗不至二十文, 絹一匹二百一十文. 東至宋汴, 西至岐州, 夾路
列店肆, 待客酒饡豊溢. 每店皆有驢, 賃客乘, 條忽數十里, 謂之驛驢. 南詣荊襄, 
北至太原范陽, 西至蜀川涼府, 皆有店肆, 以供商旅. 遠適數千里, 不恃寸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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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결은 천보天寶 12 년의 진사였으므로 ‘개원의 치’의 목격자라 할 수 있
고, 두우는 당 덕종 조의 재상이었으니 당대 사회‧경제를 잘 알았을 것이
다. 이 두 사람의 ‘개원의 치’에 대한 평가는 과장된 면이 없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사실에 부합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개원 말년에는 
잠복해 있던 각종 사회 모순이 표면화되고, 결국 안사의 난으로 시작해서 
당의 국운은 전성기에서 쇠퇴기로 접어들고 번영기가 끝나게 되었다.
천보天寶 14 년(755) 11 월, 평로平盧, 범양范陽, 하동河東 삼진절도사三
鎭節度使인 안록산安祿山이 양국충楊國忠 주살을 명분으로 범양에서 반란
을 일으켰다. 8 년에 이르는 전쟁은 대종 광덕廣德 원년(763) 정월 사조의
史朝義의 군대가 패배하고 사조의가 자살하고 나서 반란은 겨우 평정되었
다. 그 후 당의 중앙집권 통치는 다시 진작되지 못했다. 구당서舊唐書
권 120 ｢곽자의전郭子儀傳｣에서 곽자의는 대종에게 당시 상황을 알렸다. 

동주東周 지역은 오랫동안 적의 수중에 있어서 궁실은 불타고 열에 
하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관아는 황폐해져 서까래 조각도 안 남았
고 중간의 기내 지역은 천 호도 되지 않습니다. 도시는 잡목과 가시가 
가득하고 승냥이와 이리가 으르렁거리며 군량은 바닥나고 인력도 부족
합니다. 동으로 정주鄭州, 변주까지 그리고 서방徐方에 이르기까지, 
북으로는 담회覃懷로부터 상토相土를 지나기까지 인적이 끊어지고 천 
리에 걸쳐 고요하고 쓸쓸합니다.51)

사실 8 년간 전쟁이 이어졌고 백성은 생을 도모하지 못했던 대란 후에, 
몇몇 황제는 즉위 초에 조정을 정비하고 왕실을 중흥시키려는 포부를 품
었다. 안사의 난으로부터 덕종 즉위까지 20여 년간 숙종肅宗, 대종, 덕종 
등의 황제는 의식적으로 번진을 억누르고 변경을 평정하며 환관을 억제하
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일시적인 효과만 있었을 뿐

51) 舊唐書 卷 120 ｢郭子儀傳｣, p.3449 : “夫以東周之地, 久陷賊中, 宮室焚燒, 
十不存一. 百曹荒廢曾無尺椽, 中間畿內, 不滿千戶. 井邑榛棘, 豺狠所嗥, 旣乏
軍儲, 又鮮人力. 東至鄭汴, 達于徐方, 北自覃懷, 經于相土, 人煙斷絶, 千里蕭
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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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중당 정치사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는 환관宦官의 전횡, 번진
藩鎭의 할거, 당쟁의 폐해 등을 들 수 있다.

3.1. 환관의 전횡

당대 환관의 정치 간여는 현종 시대에 시작되었는데, 환관 고력사高力士
가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개원 초에 우감문위장군右監門衛將軍, 지내시
성사知內侍省事에 임명되었다. 천보 초에는 관군대장군冠軍大將軍, 우감
문위대장군右監門衛大將軍에 임명되고 발해군공渤海郡公에 책봉되었다. 
고력사는 현종의 신임을 얻은 뒤에 국가 행정에 참여하기 시작했으며, 궁
중에서의 지위 때문에 조정의 상하 관원은 고력사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
했다.
이처럼 환관의 정치 간여는 당 현종 때 시작되었지만 이때의 환관은 충실
하게 황권에 복종했으며, 전횡이라고 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고 국가에 
큰 위해가 되지도 않았다. 당대 환관의 전횡은 숙종, 대종 때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숙종은 안사의 난 와중에 즉위했고, 환관 이보국李輔國에 주
로 의지했다. 이현李峴이 재상이었을 때 이보국이 국정을 전횡하니 억제해
야 한다고 탄핵했다. 하지만 숙종은 환관을 신임해서, 중서中書에서 처리
하도록 명령을 내렸을 뿐이었다. 이현은 이일로 이보국에 의해 촉주자사蜀
州刺史로 좌천되었다.
숙종 건원建元 원년(758), 곽자의를 필두로 한 아홉 절도사가 20만 대군을 
이끌고 상주相州에서 안경서安慶緖를 포위 공격했다. 숙종은 환관 어조은
魚朝恩을 관군용사觀軍容使에 임명하고 파견하여 절도사들이 실제적으로
는 그의 지휘를 받게 했다.
숙종의 재위 기간은 6 년이었는데, 그 기간이 짧고 또 영민하지도 못해서 
내정은 거의 황후 장씨張氏와 환관 이보국의 수중에 있었다. 권력 쟁취를 
위해 이보국은 심지어 황제와 황후를 핍박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기도 했
다. 현종은 이보국에 의해 연금당하고 우울한 나머지 죽음에 이르렀다.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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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의 병이 위중해지자 이보국과 황후 장씨 사이에 격렬한 충돌이 일어났
다. 황후 장씨는 숙종의 둘째 아들인 월왕越王 이계李係와 함께 이보국을 
죽일 계획을 세웠다. 환관 정원진程元振이 미리 탐지하고 이보국에게 알
리자 먼저 제압하고 황후 장씨와 월왕 이계를 체포했다. 숙종은 병이 위독
한데다 이 일로 놀라 바로 죽었다. 이보국은 황후 장씨와 월왕 이계를 죽
이고 나서 숙종의 죽음을 알리고 유조遺詔에 따라 태자를 즉위시켰는데 
그가 바로 대종이었다.
대종은 즉위한 뒤에 황후 장씨와 월왕 이계가 피살된 일을 추궁하지 못했
고, 이보국은 황제를 옹립한 공을 내세우고 더욱 방자해져서 조정의 대사
에  항상 독단을 부렸다. 이때 환관 정원진은 이보국의 권력을 빼앗기 위
해서 대종에게 비밀리에 말을 전했고, 대종은 정원진의 도움을 받아 이보
국을 죽였다. 정원진은 표기대장군驃騎大將軍에 임명되었고, 환관은 여전
히 대권을 독차지했다.
대종은 재위 17 년 동안, 전후로 세 명의 환관 이보국, 정원진, 어조은을 
신임했고, 그들의 권력이 커지기를 기다린 다음 환관들 사이의 알력을 이
용하여 하나씩 제거했다. 그 후로 조정의 대사는 재상 원재元載가 처리하
게 되었고, 대종 자신은 불교에 심취하여 정무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원재는 권력을 장악하고 15 년 뒤에 발호했지만 대종에게 사사되었다. 2 
년 후 대종도 세상을 떠났다.
숙종과 대종 양 대에 황제는 환관에 의해 옹립되었기 때문에 환관은 황제
의 총애를 받았고, 세운 공 때문에 전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 시기 환
관의 권력은 현종 시기의 고력사를 훨씬 능가했고 황제의 권력을 빌려 자
신의 목적을 이루었으며, 심지어 황제도 안중에 두지 않고 독단적으로 권
력을 행사했다.
대력大歷 14 년(779) 대종이 세상을 떠나고 태자 이적李適이 황제에 즉위
했는데 그가 바로 덕종이었다. 덕종이 즉위했을 때는 장년이어서 의욕적으
로 왕실을 진작시키려 했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정치를 바로 잡으려 했
다. 즉위 초에 숙종과 대종 이래로 남아있던 폐정을 거의 제거했고 다시 
새로운 기상을 느끼게 했다. 당시 치청淄靑절도사 이정기李正己는 덕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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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명을 두려워하여 표表를 올리고 금전 30만 민緡을 바쳤지만 덕종은 받
지 않고 “탁지度支로 보내 조부租賦를 대신하게 했다.”52)

덕종의 가장 큰 희망은 조정에 불복하는 번진을 평정하는 것이었다. 하지
만 덕종이 번진을 평정하는 과정은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 덕종은 번진 토
벌에 실패한 이후에는 오로지 환관만 신임했다. 그리고 조정 최대의 무력
을 직접 환관에게 넘겨주었다. 구당서舊唐書 권 184 ｢환관전서宦官傳序
｣에 따르면 숙종 때의 이보국의 전횡과 덕종 때 환관의 전횡의 차이를 알 
수 있다. 

이보국이 영무로 따라갈 때 정원진이 대종의 호위를 맡았다. 총애를 
믿고 황제에게 요청하여 수삼공守三公에 이르렀고 왕의 작위를 받고 
국정에 간여했지만 병권을 완전히 장악하지는 못했다. 대종 때 곽자의
가 북벌하고 친왕이 동쪽을 토벌할 때 특별히 관군용선위사觀軍容宣
慰使를 세우고 어조은을 임명했는데 통솔권이 있었다 해도 감독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덕종이 경사涇師의 난을 피해 산남山南으로 갔
을 때 내관內官 두문장竇文場, 곽선명霍仙鳴이 호위하며 따라갔다. 평
정된 후 무신에게 군대를 맡기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좌우신책左右神
策, 천위天威 등의 군대를 환관이 통솔하게 하려고 호군중위護軍中尉 
2 인, 중호군中護軍 2 인을 두고 금군禁軍을 분장分掌하게 했고, 문
장, 선명을 양 중위에 임명했다. 이때부터 신책군 지휘권이 모두 환관
에게 귀속되었다.53)

당대 중‧후기에 환관은 병권을 장악했고, 아울러 이러한 것이 점차 제도로 
정착되었다. 환관의 병권 장악은 주로 두 가지 방식이 있었다. 하나는 군

52) 資治通鑑全譯 卷 226, 德宗 建中 元年, 第 12 條 : “歸之度支以代租賦.”
53) 舊唐書 卷 184 ｢宦官傳序｣, p.4754 : “後李輔國從幸靈武, 程元振翼衞代宗 

,怙寵邀君, 乃至守三公, 封王爵, 干預國政, 亦未全握兵權. 代宗時, 子儀北伐, 
親王東討, 遂特立觀軍容宣慰使, 命魚朝恩為之, 然自有統帥, 亦監領而已. 德宗
避涇師之難, 幸山南, 內官竇文場霍仙鳴擁從. 賊平之後, 不欲武臣典重兵, 其左
右神策天威等軍, 欲委宦者主之, 乃置護軍中尉兩員中護軍兩員, 分掌禁兵, 以文
場仙鳴為兩中尉, 自是神策親軍之權, 全歸於宦者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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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감독[監軍]이고, 다른 하나는 금군의 장악이었다. 이외에도 환관은 정
치적으로 무리를 지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뇌물을 수수했으며 황제의 
옹립도 환관 세력에 의해 결정되었다. 순종順宗 이후 경종敬宗이 태자 신
분으로 제위를 계승한 것을 제외하고는 헌憲, 목穆, 문文, 무武, 선宣, 의
懿, 희僖, 소昭 모두 여덟 황제를 환관이 옹립했고, 황제는 환관 수중에 
있는 괴뢰傀儡가 되었다. 헌종은 ‘중흥 군주’였지만 환관에게 피살되었다. 
헌종을 이은 목종과 경종은 환관에게 정사를 위임하고 오로지 쾌락만 일
삼았다. 조정에서 환관의 지위는 더 공고해지고 이에 따라 더 날뛰게 되었
다.

3.2. 번진의 할거와 주부州府의 부패

번진의 할거割據라고 하는 것은 주로 절도사에 임명되고 나서, 절도사 직
위가 중앙 조정을 거치지 않고 절도사 부자나 형제 사이에 전해지거나 절
도사가 중앙 조정에 항명하고 군사를 일으킨 것을 지칭한다. 번진 지구의 
조세는 호구를 번진이 장악하고 있어서 조정으로 보내어지지 않았다. 절도
사는 심지어 군사적으로 난을 일으켜 조정에 대항하기도 했다.
당대 번진의 할거도 안사의 난에 그 근원을 둔다. 안사의 난이 평정되었지
만 잔여 세력은 여전히 하북河北 지방의 방진方鎭에 눌러 앉아 있었다. 
보충해서 말하자면 안사의 난의 평정은 당 군대가 강해서 안사의 반군이 
와해된 것이 아니라 당 왕조가 난리를 빨리 평정하려고 고식적인 방책을 
취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투항하면 죄를 묻지 않고 항복한 장수는 원래 
지역에 머물 수 있게 해주고 절도사 관직을 주었다. 그래서 안사의 난은 
평정되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잔당까지 완전히 진압했다고 할 수는 없었
다. 게다가 당시 당나라 군대의 군사력도 강하지 못했다. 번진은 명의상 
조정의 관직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중앙 조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그
들은 임의로 군대를 확충하고 동원했으며 중앙의 구속을 받지 않았다. 번
진 막부의 모든 관원은 전적으로 절도사가 임명했다.54) 조세는 절도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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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하고 사용했다. 절도사의 임면任免은 중앙 조정에 의해 결정되지 않았
다. 그러므로 이러한 번진은 거의 반독립 상태에 있었다. 
대종이 즉위한 뒤에도 환관과 번진의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나라
를 안정시키고 백성을 구제하는 모든 문제는 그의 후계자 덕종이 처리해
야 할 것으로 남았다. 덕종이 즉위하고 초기에 번진의 발호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하려 했지만 오히려 오래지 않아 대규모의 번진의 반란이 일어
나게 했고, 수도 장안에서도 경원병변涇原兵變이 일어나 덕종은 급하게 
수도를 벗어나 도피해야 했다.
덕종이 즉위하고 6 년에 걸친 번진의 반란이 완전히 평정되었다. 그러나 
당의 조정은 전국을 장악할 능력이 없었다. 번진이 반독립의 상태를 이룬 
것에 대해 신당서 권 50 ｢병지兵志｣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큰 도적이 모두 사라지자 무장들은 세운 공으로 후왕이 되어 모두 절
도사에 임명되었다. 이로부터 방진이 내지에 연이어 들어서고 크게는 
10여 주를 합치고 작게는 3-4 주를 겸했다. 그래서 병사가 교만해지
면 장수를 내쫓고, 장수가 강해지면 반란을 일으켰으며, 아비가 죽으
면 자식이 군대를 장악하여 교체를 꺼리고, 사병들에 의해 거취가 결
정되기도 했으며 종종 스스로 장수와 관리를 선발하고 유후라 부르며 
조정에 명을 청하기도 했는데, 천자는 힘을 살펴 제압할 수 없으면 치
욕을 참고 그대로 인정했으니 그것을 고식적인 정치라고 한다.55)

덕종 즉위 초의 강경한 조치는 이렇게 부정적인 결과를 낳았으니, 아무도 
예상치 못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덕종이 견지한 정책 때문이었다. 
첫째 발호한 번진에 대처할 때 정치를 바로잡으려는 의욕이 너무 지나쳐

54) 지방 절도사의 막료로 관직 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유가 대표적
인 경우이다.

55) 新唐書 卷 50 ｢兵志｣, p.1323 : “大盜既滅, 而武夫戰卒以功起行陣, 列為侯
王者, 皆除節度使. 由是方鎮相望於內地, 大者連州十餘, 小者猶兼三四. 故兵驕
則逐帥, 帥彊則叛上. 或父死子握其兵而不肯代, 或取捨由於士卒, 往往自擇將
吏, 號為留後, 以邀命於朝. 天子顧力不能制, 則忍恥含垢, 因而撫之, 謂之姑息
之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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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무력에만 의지하고, 그들을 무마하거나 회유하지 못했다. 숙종과 대종 
때의 번진에 대한 고식적인 대응은 번진 세력의 뿌리를 깊고 굳게 만들어
서, 덕종 초기에 먼저 강경하게 대하고 나중에 유연한 정책으로 처리해서
는 안 되었다. 
둘째 인재를 발굴하고 임용하는 능력이 부족했다. 노기盧杞와 백지정白志
貞을 중용했는데 모두 탐관오리였고, 유안劉晏은 훌륭한 관리였지만 결국 
무고 받아 죽었다. 측근 가운데 뛰어난 신하가 없어서 덕종이 진작하려는 
마음이 있었어도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환관과 절도사의 결탁은 정원 연간(785-805)에 시작되었고, 심지어 절도
사의 임명은 종종 환관에 의해 결정되기도 했으며, 황제는 임명할 권력을 
잃었다. 전체 당 왕조의 역사를 놓고 보았을 때 당대 후반기의 정치는 권
위가 떨어지고 결국 멸망에 이르는 과정이었다. 지방의 정권은 번진에게 
귀속되었고 조정은 수수방관했을 뿐만 아니라 줄곧 임시방편으로 대응했
다. 환관은 정식으로 병권을 장악했고 조정의 대권은 점점 환관에게로 넘
어갔으며, 황제는 간섭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황제의 견제는 역풍을 맞
아 환관 세력을 더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므로 덕종 정원 연간은 
당 왕조가 멸망에 이르는 운명을 결정했다.

지방 주부의 진봉進奉 풍조도 중당 시기의 불량한 사회 풍습이었다. 이 
악습은 이미 대종 때 네 절기의 진봉이라는 형태로 존재했다. 자치통감
권 226 건중建中 원년 제 12 조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다.

대종 대에 원일元日, 동지冬至, 단오端午, 생일마다 주부는 정상 조세 
이외에 추가로 다투어 공물을 바쳤다. 공물 대부분은 무장이나 간사한 
관리를 기쁘게 해줄 뿐이었고, 이것 때문에 백성에 대한 수탈이 자행
되었다.56)

56) 資治通鑑全譯 卷 226 建中 元年 第 12 條 : “代宗之世, 每元日冬至端午生
日, 州府於常賦之外競爲貢獻, 貢獻多者則悅之武將姦吏, 緣此侵漁下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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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종 즉위 초에는 진봉을 지방 주부의 소유로 해버렸을 뿐만 아니라 생일
에 받은 진봉을 조세로 대신하기도 했다. 덕종 때 대란을 겪은 이후에는 
지방관의 진봉을 독려했다. 이 때문에 뇌물수수가 공공연히 이루어졌으며 
많은 지방 장관의 부정이 성행하여 사회 분위기를 악화시켰다. 자치통감
資治通鑑 권 235 덕종 정원 12 년 제 11 조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
다. 

황상이 봉천에서 궁핍을 겪어서, 궁으로 돌아와서는 오로지 긁어모으
는 데 뜻을 두었다. 번진들은 대부분 재물을 바쳐서 황제의 은총을 샀
는데, 모두 ‘세외방원稅外方圓’이라고 하거나 또는 ‘용도선여用度羨餘’
라고 하기도 했다. 그런데 사실은 늘 거두는 세금을 쪼개어 남기거나 
백성에게 세금을 늘려 거두거나 관리의 봉록을 줄이고 채소나 과일 판 
것을 사사롭게 스스로의 수입으로 잡았지만 황제에게 올리는 것은 겨
우 열에 한둘이었다. 이겸李兼은 강서江西에 있으면서 달마다 올렸고, 
위고韋皐는 서천에 있으면서 날마다 올렸다. 그 후에 상주자사常州刺
史인 제원濟源 사람 배숙裴肅이 바쳐서 절동관찰사浙東觀察使로 승진
했는데, 자사가 바친 것은 배숙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유찬劉贊이 사망
하게 되자 판관判官 엄수嚴綏가 남겨진 일을 관장하며 창고를 다 비
우며 바쳤으므로 징소徵召되어 형부원외랑刑部員外郞이 되었는데, 막
료 가운데 재화를 바친 것은 엄수로부터 비롯되었다.57)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수많은 절도사와 관찰사들은 앞 다투어 덕종에게 
선여를 바쳤다. 그 후 상주자사 제원 출신 배숙은 바로 절동관찰사로 승진
되었고, 선흡절도판관宣歙節度判官 엄수도 진봉으로 형부원외랑에 징소되
었다. 자사의 진봉과 막료의 진봉은 모두 덕종 때부터 시작되었다. 서천절

57) 資治通鑑全譯 卷 235 德宗 貞元 12年 第 11 條 : “上以奉天窘乏, 故還宮
以來, 尤專意聚斂. 藩鎭多以進奉市恩, 皆云, 稅外方圓, 亦云, 用度羨餘, 其實
或割留常賦, 或增斂百姓, 或減刻利祿, 或販鬻蔬果, 往往私自入, 所進纔什一二. 
李兼在江西有月進, 韋皐在西川有日進. 其後常州刺史濟源裴肅以進奉遷浙東觀
察使, 刺史進奉自肅始. 及劉贊卒, 判官嚴綏掌留務, 竭府庫以進奉, 徵爲刑部員
外郞, 幕僚進奉自綏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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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사 위고는 매일 선여를 진봉했고 강서관찰사 이겸은 매달 선여를 진봉
했는데, 대종 때 일 년에 네 번 바치던 것과 비교해보면 덕종 때의 진봉 
풍습이 날이 갈수록 더 치열하게 성행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헌종 대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진봉의 폐단이 더욱 더 성행했다. 예
를 들면 한홍韓弘은 조정에 비단 25만 필, 비단실 3만 필, 은기銀器 270 
건을 바쳤다. 좌우신책군호군중위左右神策軍護軍中尉도 각자 조정에 금전 
1만 민을 바쳤다. 원화 9년 헌종이 회서로 군대를 동원한 이래로 탁지사
度支使, 염철사鹽鐵使와 각지의 번진은 다투어 조정에 진봉했는데 ‘조군助
軍’이라 불렸다. 회서를 평정한 후에도 진봉했는데 이것은 ‘하례賀禮’라고 
불렀고 또 진봉하면서 ‘조상助賞’이라고 불렀다. 헌종이 존호를 더했을 때
에도 진봉하면서 ‘하례’라 불렀다.
세수 이외에도 선여羨餘를 요구했는데 이것은 조정이 규정한 세목 외에 
지방 관리가 갖가지 수탈을 한 것이다. 황제가 선여를 받는 것은 뇌물을 
조장하는 것과 같았고 조정 전체에 탐오貪汚의 기풍이 횡행했다. 덕종조차
도 선여의 진봉을 장려했고, 따라서 지방 관리는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수
탈을 자행했다. 진봉은 확실하게 황제의 총애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었고 
자신의 재산도 불릴 수 있었기 때문에 황보식皇甫湜 ｢제책制策 일도一道｣
의 말대로 “뇌물로 관계를 맺었다.”58)

3.3. 영정혁신永貞革新, 원화중흥元和中興, 당쟁의 폐해

덕종이 죽고 순종이 즉위했다. 의욕에 찬 순종은 덕종의 정치에 상당한 불
만을 품고 동궁에 있을 때부터 폐정을 개혁하려는 웅심을 품었다. 하지만 
불행히도 제위를 계승하기 전 병에 걸려 말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즉위 이후에는 직접 정치를 할 수 없었고, 부축을 받아 조정에 나오더라도 
여러 신하가 바라보며 절만 할 뿐이었다. 그의 개혁을 바라는 마음은 그가 
신임한 한림학사翰林學士 왕숙문王叔文을 통해 실현되었다. 왕숙문은 바

58) 皇甫湜, 皇甫持正文集 卷 3 ｢制策 一道｣ : “行賄以結恩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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둑으로 동궁에 들어와 태자를 모셨고 독서를 통해 도리를 안다고 자부했
다. 그리고 틈틈이 사람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 말해 주기도 해서 순종의 
신임을 얻게 되었다. 구당서 권 135 ｢왕숙문전｣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
어 있다. 

태자가 시독侍讀과 정치에 대해 논할 때 궁궐과 저자의 폐단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 태자는 “과인이 황제를 알현하면 꼭 이야기하
겠소.”라고 했다. 모두가 훌륭하다고 칭찬했지만 숙문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자리가 파하자 태자가 숙문에게 물었다. “궁궐과 저자에 
대해 말할 때 당신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무엇 때문인가?” 숙문
이 말했다. “황태자가 황제를 모실 때에는 식사를 살피고 문안하는 것 
이외의 바깥일에 간여하는 것은 적절치 못합니다. 폐하께서 재위에 계
신 기간이 오래되었는데, 소인배가 이간하려고 전하께서 인심을 얻었
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태자가 감사하며 말했다. “선
생이 아니라면 누구에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겠소!” 이때부터 존중하
면서 궁중의 일에 대해서는 자문을 구하고 나서 처리했다. 매번 태자
에게 말할 때면 “누구는 재상감이고 누구는 장군감이니 훗날 등용하시
면 좋을 것입니다.”라고 했다.59)

왕숙문이 동궁에 들어가 결국 순종의 신임을 받게 되었지만 순종의 건강
이 좋지 않아서 늘 내궁에 있었고 왕숙문은 수시로 입궁할 수 없었다. 왕
숙문은 정책의 결정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위집의韋執誼를 재상에 
임명할 것을 청했고, 그 이후로 개혁이 진행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바로 
영정혁신이었다. 왕숙문은 정원 연간의 폐정을 적극적으로 혁신하기 위해
서 당시의 유명 인사 위집의, 육질陸質, 여온呂溫, 이경검李景儉, 한엽韓

59) 舊唐書 卷 135 ｢王叔文傳｣, p.3733 : “太子嘗與侍讀論政道, 因言宮市之
弊, 太子曰, 寡人見上, 當極言之. 諸生稱贊其美, 叔文獨無言. 罷坐, 太子謂叔
文曰, 向論宮市, 君獨無言何也. 叔文曰, 皇太子之事上也, 視膳問安之外, 不合
輒預外事. 陛下在位歲久, 如小人離間, 謂殿下收取人情, 則安能自解. 太子謝之
曰, 苟無先生, 安得聞此言. 由是重之, 宮中之事, 倚之裁決. 每對太子言, 則曰, 
某可為相, 某可為將, 幸異日用之.”



- 39 -

曄, 한태韓泰, 진간陳諫, 유종원柳宗元, 유우석劉禹錫 등 10여 명과 비밀
리에 결의하고 죽음으로 지킬 것을 약속했다. 그 가운데 육질, 여온, 이경
검, 유우석, 유종원 등은 중당 문학과 학술을 대표하는 인물이라 할 수 있
다. 상서예부원외랑尙書禮部員外郞에 임명된 유종원은 급사중給事中 육질
에게 춘추를 배웠는데, 왕숙문 집단의 정견政見은 모두 그것을 이론적 
기초로 삼았다. 왕숙문 집단 가운데 유종원, 한태, 한엽, 능준凌準, 여온 
다섯 사람이 육질에게 배웠다.60)

왕숙문 정치집단은 성원 간의 정치적 집단의식 이외에는 아무런 정치적 
기초 세력이 없었고, 다만 순종 한 사람에게만 의존했다. 하지만 순종은 
건강이 좋지 않았고 말도 못하며 정치를 할 수 없어서 이러한 상태로는 
환관과 지방 번진에게 맞서기에는 중과부적이었다. 왕숙문당에 반대하는 
세력이 연합해서 순종을 핍박하여 퇴위시키고 태자를 헌종으로 옹립했다. 
헌종이 즉위하고 왕숙문당은 모두 폄적당했으며 영정혁신은 그것으로 소
멸되었다. 영정혁신의 시비공과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탐관오
리를 폄적하고 오방소아五坊小兒의 수탈을 금하며 궁시宮市를 금지하고 
궁녀를 내보내며 인재를 초빙한 것 등은 공적으로 인정받으며, 그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은 번진 세력을 억제한 것과 환관의 군권을 탈취한 
것이다.
영정혁신이 실패한 뒤, 위고가 병사하자 유벽劉闢이 모반했는데 헌종이 토
벌하고 나서야 평정되었다. 구당서 권 135 ｢왕숙문전｣에 다음과 실려 
있다. 

숙문은 중앙관청[省署]에 있으면서 직무에 관계되는 일[職事]은 더 이
상 하지 않고 무리를 이끌고 은밀하게 내관의 병권을 탈취하고자 했
다. 그래서 예전에 장군이었던 범희조范希朝에게 수도 서북 여러 진의 
행영병마사行營兵馬使의 지휘를 맡기고 한태가 보좌하게 했다. 처음에 
중인中人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는데, 변경의 여러 장수를 모아 중위
에게 장사狀辭를 보내게 하면서 또 바로 범희조에게 배속시키라고 하

60) 4.3.2. 중당 춘추학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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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중인은 비로소 병권이 숙문에게 넘어갔다는 것을 깨달았고, 중위는 
여러 진에 병마兵馬를 들이지 못하게 했다. 희조와 한태는 봉천으로 
갔다가 바로 돌아왔다.61)

범희조는 우신책경서제진행영병마절도사右神策京西諸鎭行營兵馬節度使, 한
태는 행영병마절도행군사마行營兵馬節度行軍司馬가 되었다. 덕종 말년에 
금위군 지휘권이 환관에게 맡겨졌다. 순종은 범희조를 경서제진행영병마사
에 임명하고 한태는 사마를 맡게 하여 그들이 환관의 병권을 받아 관리하
게 했다. 이 거사는 환관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켰고 실패로 끝났지만 왕숙
문이 환관의 병권을 빼앗아 환관세력을 제거하려 했던 의도는 분명하다. 

순종이 제위를 물려주고 난 다음 해 연호를 원화로 바꾸었는데 원화라는 
연호는 모두 15 년(806-820) 동안 사용되었다. 환관에 의해 황제로 옹립
된 헌종은 환관 세력을 제거하지 못했다. 원화시기의 가장 두드러진 정치
적 업적은 번진의 평정이었다. 안사의 난이 발발한 이래 줄곧 미약했던 중
앙의 권위가 다시 진흥되었고 이것을 ‘원화중흥’이라 칭한다. 
원화 14 년 전국의 번진이 모두 명령에 따를 의사를 표명했는데, 안사의 
난 이후 중앙 권력이 가장 강했던 시기이다. 안사의 난 이후 독립 상태였
던 치청淄靑, 회서淮西와 하북河北 삼진 모두가 귀순했다. 하지만 헌종의 
중흥은 일시적인 것이었다. 당시 황제의 군사력과 경제력은 통일 국면을 
오래도록 지속시킬 수 없었다. 원화 15 년 헌종이 죽은 뒤 목종이 계승한 
장경長慶 원년(821) 하북 삼진이 또 다시 중앙의 통제에서 벗어나 반독립 
상태를 회복하자 통일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었다.

중당시기의 당쟁은 중당 문인 사회정치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당대의 당쟁에 관해서는 역사학자들이 자세히 밝혀놓은 바 있다. 다만 규

61) 舊唐書 卷 135 ｢王叔文傳｣, p.3733 : “叔文在省署. 不復舉其職事, 引其黨
與竊語, 謀奪內官兵柄, 乃以故將范希朝統京西北諸鎮行營兵馬使, 韓泰副之. 
初, 中人尚未悟, 會邊上諸將各以狀辭中尉, 且言方屬希朝, 中人始悟兵柄爲叔文
所奪, 中尉乃止諸鎮無以兵馬入. 希朝韓泰已至奉天, 諸將不至, 乃還.”



- 41 -

모가 비교적 크고 싸움이 격렬했으며 영향이 컸던 당쟁은 안사의 난 이후
에 출현하기 시작했다. 물론 안사의 난 이전에도 당쟁은 존재했다. 예를 
들면 현종 때에도 장열張說, 장구령張九齡과 우문융宇文融, 최은보崔隱甫 
사이에 권력 쟁탈을 위한 계파 투쟁이 있었지만 현종의 통제 범위를 벗어
나지는 않았고 조속히 진정되었다. 
안사의 난 이후 사회정치의 변화에 따라 통치 계급 내부의 갈등도 날이 
갈수록 심화되었고 따라서 붕당의 수립과 당쟁이 끊이지 않았다. 숙종 때 
붕당은 이미 커졌고 또 종종 직접 황권을 위협하기도 했다. 그래서 숙종은 
붕당의 타격에 대해 비교적 과단성 있고 엄정하게 대처했다. 대력 연간 이
후 당쟁은 날로 격화되었고 그 가운데 규모가 비교적 크고 투쟁이 격렬했
던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대종, 덕종 때의 원재‧양염楊炎과 유연劉宴‧노기 두 통치계급 내부의 
집단 투쟁: 구당서 권 159 ｢위처후전韋處厚傳｣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
다.

건중 초에 산도山都가 귀화하고 재상을 따라 붕당을 이루었으며 조정
의 일을 맡았는데, 양염은 원재를 위해 복수하고 노기는 유연의 원수
를 갚는 등 병화가 이어졌고 천하는 어지러웠다.62)

당쟁은 결국 번진을 책동하여 전란을 일으켜서 천하가 어지러워지게 했으
니 그 영향과 위해가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 당
쟁은 등급제도와 조세제도가 초점이 되어 나타난 정치 투쟁이었다.

② 순종 때의 “영정혁신” 중의 당쟁

③ 헌종 원화 초년부터 시작하여 선종 즉위 이후에야 끝난 우리牛李 당쟁

62) 舊唐書 卷 159 ｢韋處厚傳｣, p.4182 : “建中之初, 山都向化, 只緣宰相朋黨, 
上負朝廷. 楊炎為元載復讎, 盧杞為劉晏報怨, 兵連禍結, 天下不平.”



- 42 -

은 사실 과거 제도와 번진 할거에 대한 태도가 문제가 되어 일어났다. 이
후 당 문종 때 당쟁은 더 격렬해졌고 황제도 “하북의 도적을 제거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이 붕당을 없애기는 정말로 어렵다.”고63) 탄식할 정도였다. 
당시 사회 분위기에 대한 당쟁의 영향은 매우 깊었다. 전당문 권 72 ｢
제붕당금조除朋黨禁詔｣에서는 이렇게 지적했다. 

짐은 하늘의 질서를 이어받았지만 이치에 밝지 못하여 흉금을 비우고 
인재를 구하며 덕을 넓혀 백성을 포용하려 한다. 최근에 대신이 보좌
의 도를 어기고 관원이 붕당의 기풍을 선동하여 서로 어울리니, 상도
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나라를 오염시키고 어진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 할 것 없이 모두가 휩쓸리게 했다. 물러난 자는 모두 뒤처지게 
되고 붕당에 드는 자는 간신배가 되어 어지러운 기풍이 화평함을 막는
다. …… 이제 조정의 제도를 다시 펼쳐 경박한 분위기를 일변하고 붕
당의 무리를 소탕하며 바르고 청렴하게 바로 잡을 것이니 모든 관료는 
새로워지기를 도모하도록 하라.64)

전체 사회 분위기는 당쟁 때문에 천박하고 어지러웠다. 헌종은 이강李絳과 
배도裴度 두 사람에게 붕당의 원인에 대해 물었다. 

황제가 재상에게 물었다. “사람이 말하기를 밖에서는 붕당이 크게 번
성한다고 하는데 왜 그러한가?” 이강이 대답했다. “옛날부터 인군이 
아주 싫어하는 것은 신하가 붕당을 만드는 것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
래서 소인들이 군자를 참소하려고 하면 반드시 붕당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붕당이라는 것을 말하면 싫어하지만 이를 찾아보려

63) 舊唐書 卷 176 ｢李宗閔傳｣, p.4551 : “去河北賊非難, 去此朋黨實難.”
64) 全唐文 卷 72 ｢除朋黨禁詔｣, p.329 : “朕承天之序, 燭理未明, 勞虛襟以求

賢, 勵寬德以容衆. 頃者或台輔乖弼亮之道, 而具僚扇朋附之風, 翕然相從, 實斁
彝憲, 致使薰蕕共器, 賢不肖并馳. 退迹者咸後時之夫, 登門者有迎吠之客, 繆盭
之氣, 堙郁和平……今既再申朝典, 一變澆風, 掃清朋比之徒, 整飭貞廉之俗, 凡
百卿士, 惟新令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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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면 흔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동한 말년에 무릇 천하의 현명한 사
람들과 군자를 환관들이 모두 당인이라고 하여 금고시켰으며 결국에는 
나라를 망쳤습니다. 이것은 모두 여러 소인들이 선한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말이니,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이를 깊이 살피십시오. 무릇 군자
는 진실로 군자와 합치는 것인데 어찌 반드시 그들로 하여금 소인들과 
합치고 그런 다음에야 이를 당이 아니라고 하겠습니까?”65)

황제는 항상 재상에게 말했다. “신하란 당연히 힘써 잘해야 하는데 어
찌하여 마침내 붕당 만들기를 좋아하는가? 짐은 이를 심히 싫어한다.” 
배도가 대답했다. “사물은 종류별로 모이는 것이고 사물은 무리로써 
나누어지는 것이니, 군자와 소인 가운데 뜻과 향하는 것이 같은 사람
은 형세로 보아 반드시 서로 모이는 것입니다. 군자가 무리를 이루면 
이를 동덕同德이라고 하고 소인들이 무리를 이루면 붕당이라고 합니
다. 밖으로는 비록 비슷한 것 같으나 안으로는 실제로 현격하게 다르
니 성스러운 주군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들이 하는 일의 옳고 그름을 
구별할 뿐입니다.”66)

이강과 배도의 말은 빈말이 아니며, 붕당 집단을 싫어할 수는 있지만 그 
흔적을 찾을 수는 없다. 표면적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차이
가 크며, 현명한 군주는 사악함과 정직함을 구별할 수 있다. 하지만 당 헌
종의 당쟁에 대한 처리는 현명한 군주였지만 쉽지 않았다. 중당 이후 당쟁
의 격화는 시비를 구분하지 않고 인간관계를 완전히 전도시켜 사인들이 

65) 資治通鑑全譯 卷 239 憲宗 元和 8年 第 17 條 : “上問宰相, 人言外間朋黨
大盛, 何也. 李絳對曰, 自古人君所甚惡者, 莫若人臣爲朋黨, 故小人譖君子必曰
朋黨. 何則. 朋黨言之則可惡, 尋之則無迹故也. 東漢之末, 凡天下賢人君子, 宦
官皆謂之黨人而禁錮之, 遂以亡國. 此皆群小欲害善人之言, 願陛下深察之. 夫君
子固與君子合, 豈可不使之與小人合, 然後謂之非黨邪.”

66) 資治通鑑全譯 卷 240 憲宗 元和 13年 第 29 條 : “上常語宰相, 人臣當力
爲善, 何乃好立朋黨. 朕甚惡之. 裴度對曰, 方以類聚, 物以群分, 君子小人志趣
同者, 勢必相合. 君子爲徒, 謂之同德, 小人爲徒, 謂之朋黨, 外雖相似, 內實懸
殊, 在聖主辨其所爲邪正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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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인 인간관계를 회피하고 개인적인 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내면으로 침
잠하게 했다.67)

67) 孟二冬, 中唐詩歌之開拓與新變, 北京大學出版社, 1998, p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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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당시기 사상의 변화

7 세기 전반 호족胡族 출신인 당 왕조 통치자는 정권의 정당성에 대해 상
당히 우려했다. 그래서 정치적, 군사적으로 공을 세우는 한편 오경정본五
經正本과 새로운 오례五禮를 반포하여 경전의 해석권을 차지하고 도道‧유
儒‧불佛 삼교三敎의 순서를 정하여 사상계에서의 권위를 제고시키는 등의 
문화 정책을 펼쳤다. 통일 국가가 통일된 사상과 문화를 갖는 것은 다행일 
수도 있지만 거기에는 불행도 잠복해 있다. 그것은 빠르게 경전에 부속된 
지식으로 전락할 수도 있고 게다가 고시 제도의 압박 아래에서는 무의미
한 텍스트나 공식으로 간략화되어 기억하고 암송의 대상으로서만 존재할 
수도 있다.68)

당대의 학술은 지적 능력을 저울질하는 ‘고시考試’에 의해 제어되었다. 당 
현종의 효경孝敬, 금강경金剛經, 도덕경道德經에 대한 주석은 삼교
융합을 암시했고 이것으로 사상의 경계를 긋기도 했다. 사대부는 더 이상 
지난날과 같은 비판 정신과 독립적인 의식을 지니지 않게 되었고, 난숙한 
사회에 대해 비판할 수도 없었다. 그 결과 지식은 출세의 조건이 되었고 
사상은 장식이 되었다.
755 년 이후의 안사의 난은 당 왕조 심지어 중국 역사의 전환점일 수 있
다. 천인관계를 기초로 세워진 전통 사상과 질서는 붕괴, 전도 직전이었
다. 이 시기는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천인관계가 구성되었던 한대 사회
로부터 너무나 많은 변화를 겪은 이후여서, 전통적인 지식이자 사상이었던 
경학이 이미 매력을 잃어버린 시대였다. 주류 지식과 사상이 점차 당시 사
회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을 잃고, 우주와 인생 문제에 대한 해석과 비판 
능력을 잃을 때에는 종종 아주 기괴한 현상이 등장한다. 첫째, 그것은 모
든 것을 포괄하고 의문을 허용하지 않는 교조적인 이데올로기가 될 수 있

68) 通典 卷 17 ｢選擧｣, pp.406-407 : “國家以禮部爲考秀之門, 考文章于甲乙, 
故天下響應, 驅馳于才藝, 不務于德行……故有朝登甲科而夕陷刑辟……日誦萬
言, 何關理體, 文成七步, 未足化人. ……勞心于草木之間, 極筆于煙雲之際, 以
此成俗, 斯大謬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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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둘째 그것은 생각할 필요도 없고 사상성도 잃은 암송 대상으로 전락해 
버린다. 그 결과 겨우 정치권력과 세속적 이익에 의지하여 지식계층을 끌
어들이고, 정교하고 화려한 언어의 기교 속에서 지식계층은 새롭고 신기한 
것만을 추구하면서 생산과 재생산을 유지하게 될 수 있다.
우선 이 시대의 지식은 과거 준비 위주여서 점차 교조화, 단순화될 수밖에 
없었다. 8 세기에 이러한 지식과 사상은 이미 배송의 대상이 되었다. 다음
으로 사상도 지식계층의 구조 변화에 따라 변화했고 장식이 되었고 표면
적인 것만을 추구했다. 진인각은 무측천 시대부터 현종 시대에 이르는 당
대 사회의 매우 큰 변화는 바로 ‘외정의 사대부’가 점차 원래의 ‘관농 귀
족’을 대체하면서 등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69) 대략 무측천 시대부터 신
흥 계층은 과거를 통해서 구 귀족을 대체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신흥 계층
의 지식과 사상의 경향은 세속적이고 실용적이어서, 원래의 귀족 사인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육조 시대 거대 세족의 거주 공간의 일치성, 귀족 지식인의 출신과 관직의 
독점 및 세속적 고려로부터 벗어나 초월을 추구하는 것 등은 귀족 사회의 
해체에 따라 더 이상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사회의 유동성은 전통 사회
의 귀족이 유지하던 성씨, 종족, 고정된 주거라는 지역적 공간 구조를 와
해시켰다.70) 8 세기에는 종족 대신에 가족이 사회와 국가의 기초가 되었
다. 종족의 와해는 찰거察擧와 추천을 실제에 부합하지 않는 공상으로 만
들어버렸다. 게다가 과거제를 통한 관로가 개방되자 문화의 주변부에 있었
던 한미寒微한 출신의 사인이 대거 정치에 참여하여 권력과 이익을 각축
하게 되었다. 현실 정치의 권력과 이익 때문에 과거 귀족식의 장엄함이나 
자중自重 같은 것은 모두 사라지기 시작했고, 세속적인 이상이 공공연하게 
유행하기 시작했다. 사인의 생활은 전통적으로 존중받던 검박함과 장중함
이 아니라 사치와 화려함을 추구했다. 그들이 추구하는 이상理想도 세속을 
초월한 청고하고 쇄탈한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지위와 재부가 되었다. 사

69) 陳寅恪, 唐代政治史述論稿, 三聯書店, 2001, p.205.
70) 서경호, 중국 문학의 발생과 그 변화의 궤적, 2003, 문학과 지성사, 

pp.370-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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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명성을 얻는 것은 해박한 지식이나 깊이 있는 사상을 통해서가 아니
라 문장의 화려함이나 풍부한 상상 덕분이었다. 마찬가지로 예법을 기초로 
한 생활 방식과 관념 체계도 붕괴 직전이었다. 그리고 신앙의 경계도 모호
하고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사상계에 있어서 우선 도교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개원 19 년 관방은 오
악에 노군묘老君廟를 설치했고, 21 년에는 모든 사서士庶가 노자老子를 
가장家藏하고 공거貢擧에 노자 책策을 추가하라는 조칙을 내렸다. 29 
년에는 장안과 낙양, 그리고 각 주各州에 ‘현원황제묘玄元皇帝廟’를 설치
했고, 아울러 ‘숭현학崇玄學’을 설치하고 생도를 두어 노자‧장자莊子‧
열자列子‧문자文子를 익히게 했다. 현종 시대부터 궁내도사를 7 명에서 
21 명으로 증원했고, 삼원일三元日에71) 학사에게 도덕경, 남화경南華
經을 읽게 했다. 그리고 천하 각 군과 주에 도교 자극궁紫極宮을 세우게 
하여 도교 궁관이 1,687 곳에 이르렀고, 상당히 많은 도교도가 높은 지위
에 올라 사인에게 추대 받았다. 이러한 현상은 관방이 확립한 정통 유학적 
가치를 기준으로 한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었다. 특히 불로장생不老長生이
라는 문제는 부유한 사인에게 갈수록 흡인력을 지니게 되었고, 전통 주류 
지식이나 사상과 다른 노자‧장자 같은 전적이 고시 과목이 되고 아울
러 이것으로 공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원래부터 매우 큰 매력
이 있던 이들 경전으로 말미암아 사인들이 전통적인 지식과 사상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거나 적어도 상당히 분명했던 사상계의 경계가 혼란스러워지
게 했다.
다음으로 불교의 상황을 보면 당대 불교사에는 상징성이 강한 사건이 있
다. 
첫째는 궁정에 송독誦讀, 재회齋會, 강경講經, 행도行道를 위한 내도량內
道場을 건립했다. 비록 수 왕조의 전례를 계승한 것이기는 하지만, 당대에
는 무덕武德 원년(618) 사문沙門과 도사를 불러 태극전에서 행도行道하게 
했다. 정관 원년(627)에 또 경성 사문을 내전으로 불러 행도하게 한 이래

71) 三元日은 上元, 中元, 下元으로 상원은 정월 보름, 중원은 칠월 보름, 하원은 
시월 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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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무측천 시대에 설회의薛懷義, 법명法明, 처일處一 등이 장안과 낙양에 
내도량을 건립한 것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많은 고승이 산림에서 나와 성
시城市 심지어 궁중으로 진입했다. 8 세기 전반에 불교도는 이미 궁중에 
진입했고 상당히 오랜 기간 합법화할 시간을 가졌다. 특히 사람들이 점점 
불교가 사회 상층부에 있는 것에 익숙해지자 사회 상층부의 의식 속에서 
점점 합리화되었다. 
둘째는 불교가 장안과 낙양에 상당히 많은 사묘를 건립했을 뿐만 아니라 
합법적으로 각주에 관방 사묘를 건립하고 아울러 승려를 파견하여 관리하
게 했다. 이것도 당 왕조부터 시작된 것이다.72) 현종 때에는 지방에 ‘승통
僧統’을 추가로 설치하여 국가가 각 주에 사묘를 건립하고 승려 수를 조
사하게 할 때, 관방을 통해 사원의 건립을 허가받고 도첩을 받은 사묘와 
승려는 관방 종교의 대표가 되었다. 예를 들면 각지에 건립된 개원사開元
寺의 주요 직무는 황실의 기일이나 수신壽辰에 행도하고 설재設齋하며 동
시에 세속 사회에서 제액除厄과 해곤解困을 필요로 할 때 의식을 거행해
서 정신적으로 위안을 얻게 해주는 것이었다.
현종이 효경주孝經注(개원 10년, 722), 도덕경어주道德經御注(개원 
20-21년, 732-733), 금강경金剛經(개원 22년, 734)을 반포한 것은 당초
에 배정한 삼교의 순서와 앞뒤가 맞지 않아 혼란을 일으킨 것처럼 보인다. 
세 차례에 걸쳐 황제 명의로 경전을 반포한 행위는 이 시대의 사상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이 세 부 경전에 대한 주석의 수준과는 관계없
이, 정통 사상과 질서를 상징하는 황제가 유儒, 도道, 석釋의 경전 가운데 
가장 간략한 것이자 우주의 본원과 인간의 내면을 탐구하는 것을 선택하
여 관방의 명의로 주석하고 아울러 사서士庶가 두루 읽도록 하게 한 것 
자체는 지식과 사상의 분위기가 8 세기 이후 융합되었고, 간략하게 되었으
며 내면 깊은 곳으로 옮겨가게 되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대신 8 세기 중국
의 사상은 사회 문제를 비판하는 능력을 잃어버렸다. 그 원인으로는 다음
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72) 資治通鑑全譯 卷 207 則天順聖皇后下 久視 元年 第 7 條 : “里陌多有經
坊, 闤闠亦立精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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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한대에 천인관계론의 방대한 체계가 성립된 이후 유지되어온 국가와 
사회 질서의 합리적인 궁극적 근거로서의 우주천지라는 생각이 효력을 상
실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전통적인 천인관계에 대한 언급으로 가장 대표
적인 것은 동중서董仲舒의 ‘천인삼책天人三策’이다. 

책문에서 “하늘에 대해서 잘 말하는 자는 반드시 사람에게서 하늘의 
일을 증명하고, 옛 것에 대해서 잘 말하는 자는 반드시 현재 일에서 
증명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란 만물의 할아버지가 되는 존재
라고 신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늘은 만물을 뒤덮고 모든 것을 감
싸 안아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해와 달과 바람과 비를 베풀어 만물이 
조화를 이루게 하고, 음양과 추위, 더위를 경영하여 만물이 생장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인은 하늘을 본받아 도를 세우고, 또 두루두루 사랑
할 뿐 사적으로 편애하지 않습니다. 덕을 베풀고 인을 펼쳐서 백성을 
넉넉하게 살도록 하고, 의義를 시행하고 예禮를 세워서 백성을 인도합
니다. 봄은 하늘이 만물을 낳는 도구이고, 인仁은 군주가 백성을 사랑
하는 방법입니다. 여름은 하늘이 만물을 성장시키는 도구이고, 덕은 
군주가 백성을 양성하는 방법입니다. 서리는 하늘이 만물을 죽이는 도
구이고, 형벌은 군주가 백성을 벌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근거로 말씀
드리면, 하늘과 인간이 감응하는 현상은 고금의 변하지 않는 도리입니
다.73)

한대 이후의 전통적인 천인관계론은 하늘[天]-자연과 인간[人]-도덕을 하나
의 틀로 설명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틀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고, 중당시기에 이러한 천인관계에 회의를 표현한 것으로 가장 대표적
인 한유의 주장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73) 漢書 卷 56 ｢董仲舒傳｣ 第 26, 中華書局, 1997, pp.2513-2514 : “冊曰: 
‘善言天者必有徵於人, 善言古者必有驗於今.’ 臣聞天者群物之祖也, 故遍覆包
函而無所殊, 建日月風雨以和之, 經陰陽寒暑以成之. 故聖人法天而立道, 亦溥愛
而亡私, 布德施仁以厚之, 設誼立禮以導之. 春者天之所以生也, 仁者君之所以愛
也; 夏者天之所以長也, 德者君之所以養也; 霜者天之所以殺也, 刑者君之所以罰
也. 繇此言之, 天人之徵, 古今之道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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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가 유종원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하늘에 관한 학설을 아는
가? 나는 당신에게 하늘에 관한 학설을 설명해주겠다. 만약 몹시 고통
스럽고 지치고 모욕 받고 배고프고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이 하늘을 
우러러보며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은 출세하고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은 재앙을 받는다.’라고 한다든지 또 하늘을 우러러보며 ‘어째서 이처
럼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하는가?’라고 외친다면 이러한 사람은 모두 
하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할 수 있다. 대체로 과일이나 음식이 
썩으면 벌레가 생긴다. 인간의 피가 부패하고 흐름이 막히면 등창, 혹, 
악성 치질에 걸리고 병균이 서식한다. 나무가 썩으면 굼벵이가 그 속
에 살고 풀이 썩으면 개똥벌레가 날아든다. 이것이 어찌 파괴된 뒤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겠는가? 사물이 파괴되면 그로부터 벌레가 생긴
다. 원기나 음양이 파괴되면 그로부터 인간이 생긴다. 벌레가 생기면 
사물은 더욱 파괴된다. 그것을 먹어 치우고 거기에 구멍을 뚫고 하여 
벌레가 사물에 끼친 해는 몹시 심하다.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자는 
사물을 도와주는 자이고, 그것을 번식시키는 자는 사물을 해치는 자이
다. 인간이 원기나 음양을 파괴하는 것도 매우 심하다. 자연 상태의 
토지를 개간하고 산림을 베어내고, 우물을 파서 물을 마시고 무덤을 
파서 죽은 자를 묻으며, 또 땅을 파서 방죽을 만들고 담장과 성곽을 
쌓고 망루를 만들어 즐기며, 땅을 파서 물이 흐르게 하고 제방을 쌓아 
연못을 만들며, 나무를 태워서 번제를 지내고 쇠붙이를 녹이고, 도자
기를 굽고 돌을 깎는 등 천지만물의 생기를 잃게 하고 그것들이 본래
의 성질을 유지할 수 없게 하며 멋대로 두드리고 비틀고 해서 잠시도 
쉬지 못하게 한다. 인간이 원기와 음양에 끼친 재앙은 벌레가 끼친 재
앙보다 심하지 않은가? 나는 이러한 인간을 없애는 것은 날이 가고 
해가 갈수록 원기와 음양에 대한 해악이 더욱 적어질 것이기 때문에 
천지를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인간을 번식하게 하는 자는 천지
의 원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사람들은 모두 하늘을 알지 못
한다. 그래서 이처럼 하늘에 대고 외치고 하늘을 원망한다. 나는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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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 외침과 원망의 소리를 듣는다면 하늘을 도와준 사람에게 반드시 
큰 상을 내릴 것이며 해를 끼친 사람에게는 또 큰 벌을 내릴 것이라
고 생각한다. 당신은 내 말을 어떻게 생각하는가?”74)

역사적으로 볼 때 천인관계 가운데에는 천과 인 양자의 긍정적 관계를 주
장하는 것으로 ‘천인합일’이나 ‘천인감응’의 학설이 있었고 반대로 양자 간
에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는 학설이 있기도 했다.75) 하지만 한유처럼 천도
와 인도가 완전히 상반된 것이라는 주장은 드물다. 
둘째 권력에 의해 공인된 한족 위주의 역사적 지식이 당시 중국 문명의 
우월성을 증명하지 못했다. 한족 문화는 여러 이민족 문화의 포위 속에서 

74) 柳宗元, 柳宗元集 卷 16 ｢天說｣, pp.441-443 : 韓愈謂柳子曰：“若知天之
說乎？吾爲子言天之說。今夫人有疾痛、倦辱、饑寒甚者，因仰而呼天曰：‘殘民
者昌，佑民者殃！’又仰而呼天曰：‘何爲使至此極戾也？’若是者，擧不能知天。
夫果蓏，飮食既壞，蟲生之；人之血氣敗逆壅底，为癰瘍、疣贅、瘻痔。蟲生
之；木朽而蝎中，草腐而螢飛，是豈不以壞而後出耶？物壞，蟲由之生；元氣陰
陽之壞，人由之生。蟲之生而物益壞，食嚙之，攻穴之，蟲之祸物也滋甚。其有
能去之者，有功于物者也；繁而息之者，物之仇也。人之壞元氣陰陽也亦滋甚：
墾原田，伐山林，鑿泉以井飮，窾墓以送死，而又穴为偃溲，築爲墙垣、城郭、
台榭、觀游，疏爲川瀆、沟洫、陂池，燧木以燔，革金以鎔，陶甄琢磨，悴然使
天地萬物不得其情，幸幸冲冲，攻殘敗撓而未嘗息。其爲祸元氣陰陽也，不甚于
蟲之所爲乎？吾意有能殘斯人使日薄歲削，祸元氣陰陽者滋少，是則有功于天地
者也；繁而息之者，天地之仇也。今夫人擧不能知天，故爲是呼且怨也。吾意天
聞其呼且怨，則有功者受賞必大矣，其祸焉者受罰亦大矣。子以吾言爲何如？”

75) 대표적인 것으로 순자荀子의 주장을 들 수 있다. 荀子, ｢天論篇｣ : 별이 떨
어지거나 나무가 울면 나라 안의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면서,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라고 한다.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아무 일도 아니다. 그것은 천지와 
음양의 변화에서 기인하는 것으로서 사물에 있어서 드물게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상하게 여기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잘못이다. 일식이나 월
식 그리고 때 아닌 비나 바람, 우연히 나타나는 괴성과 같은 것은 어느 시대에
나 일어나지 않은 적이 없었다. 군주가 현명하고 정치가 안정되면 비록 그와 
같은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나도 걱정할 것이 없다. 군주가 어리석고 포학한 정
치를 하면 이러한 현상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星墜木鳴, 國人皆恐, 曰, 是何也. 曰, 無何也, 是天地之變, 陰陽之化, 
物之罕至者也. 怪之可也, 而畏之非也. 夫日月之有蝕, 風雨之不時, 怪星之黨見, 
是無世而不常有之. 上明而政平, 則是雖竝世起, 無傷也, 上闇而政險, 則是雖無
一至者, 無益也.”(荀子集解, 中華書局, 2010, p.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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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날이 독점적인 우선권을 잃어갔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즉 다시 한 번 한족 문화를 중건할 방안에 대해 당시의 사인은 진
지하게 고민하지 않았다. 
셋째 전통적인 예법 제도와 윤리도덕 관념은 사회생활에 대한 규범으로 
작용하지 못했고 비판할 수도 없었다. 충효의 관념도 무너지고, 사치‧호화
가 시대를 대변하는 풍조가 되었다. 장열과 장구령의 비판과 개선 노력이 
있었지만 일시적인 효과만 거두었을 뿐이다. 예법은 방종해져가는 인심을 
구속하지 못했고, 전통도 새로운 사회 변화에 적절한 해석과 비평을 제공
해주지 못했다. 전통적 우주 관념이 예법과 국가 질서의 규범이 되고, 전
통적 화이론華夷論이 민족의 혼융이라는 문제를 처리하며, 전통 도덕관념
이 사족의 와해 이후 인간관계를 조정해주는 것 등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기존의 지식과 사상은 과거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었다. 이러한 배경 
아래에서 전통 사상 특히 유가 사상은 갈수록 평범하게 되었다. 그나마 사
회적으로 효용이 있었던 것은 불교나 도교의 힘을 빌려 호소하는 정도였
다. 유가를 내핵으로 하는 전통 사상은 이러한 사회 윤리와 도덕의 붕괴에 
대해 속수무책이었고, 그래서 불교와 도교가 사상의 주류로 들어오게 되었
다.
‘성당기상盛唐氣象’이라는 말은 경제, 시부詩賦, 당대의 다양한 문명의 수
용을 묘사하는 데에는 적합하지만 사상의 깊이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사상이 권력의 제약을 받아 점차 평범해지자, 지적인 능력을 어디에 써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점차 시부를 조탁하고 침잠하여 생각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이제 중당 사인의 심리에 영향을 준 중당 시기 전후 사상계의 상황을 살
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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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선종 사상의 변천 과정과 선종의 세속화

4.1.1. 선종 사상의 변천 과정

8 세기 중엽 이후 불교 의학義學은 쇠퇴하고, 사인은 갈수록 진정한 불교 
신앙은 경전 강독과 연구가 아니라 선을 익히고 계율을 지키는 데 있다고 
믿게 되었다. 이 시기에 불교도는 선禪‧율律을 겸수했는데, 계율로부터 입
문하여 참선을 궁극적인 귀결로 삼는다는 생각이 분명해졌다. 당대 불교의 
구분은 법사法師, 율사律師, 선사禪師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더 명확
하다. 경전을 번역하고 의리를 해석하면 법사, 계율을 받아 익히고 세속 
신자의 윤리와 불교도의 행위를 감독하면 율사, 선정과 심령의 체험을 불
교 신앙의 심화 방법으로 삼으면 선사이다. 남북조와 당대 초기에는 법사
가 대우 받았지만, 8 세기 말과 9 세기 초의 상황은 완전히 변해서 계율
과 참선이 불교 신앙에서 가장 중시되었다. 선을 익히는 유파 가운데에서
는 특히 남종南宗, 우두牛頭, 천태天台가 중심이 되었고, 계율을 익히는 
유파는 언제나 사인을 끌어들이는 인격이 높은 고승이 있어서 여러 문인
학자와 상당히 친밀한 관계를 맺었다. 왜 남북조와 당대 초기 이래로 숭상
된 의리해석학과 관련된 이론에 대한 흥미가 이 시대에 점차 쇠퇴하고, 자
기 체험을 강조하는 신앙의 경향이 성장했을까? 그리고 방종하고 산만한 
기풍을 경각하게 하고 계율을 지키는 불교의 고상한 행위가 사인이 추구
하는 이상이 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
불교가 중국에 전래된 초기에 경전 강독은 사인이 불교를 수용하는 중요
한 경로였다. 해석과 사유 방식 등에 다양한 차이가 존재했지만 상층 귀족
사인 사이에서 유행한 대승불교사상은 대체로 두 가지가 있었다. 첫째는 
“법체항공法體恒空”의 사상으로서 수 왕조에서 당 왕조로 넘어갈 즈음에 
법화法華를 경전으로 한 지의智顗(523-597)와 삼론三論을 경전으로 
한 길장吉藏(549-623)은 조야에서 존경 받았다. 둘째는 “만법유식萬法唯
識”설로서 당 정관 19 년(645) 현장玄奘 법사가 유식경전을 역술하고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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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窺基, 원측圓測 등이 해석하여 해설한 뒤에 불교 의학義學의 중심이 되
었다. 유식학설의 중심은 이성적 분석과 논리적 추론을 통하여 의意를76) 
따라 식識이77) 되게 하고, 식識을 전환시켜 지智를78) 이루는 것이다. 그
것이 밝히고자 하는 것은 외부 세계를 관찰하고 접촉한 체험을 분석하는 
지식으로부터 내심을 자증自證하고 자오自悟하는 지혜로 되돌아가는 지향
이다. 또한 당대 초기에는 또 화엄경華嚴經을 주로 해석하고 해설하는 
지파가 있었다. 이 지파가 조야에 풍미되게 한 인물은 법장法藏(602-712)
이다. 
하지만 귀족 중심의 학술 경향, 복잡한 이론은 보다 많은 청중을 불러오지 
못하게 만들었다. 처음부터 이러한 기풍의 창도자가 설정한 신자는 귀족과 
조정 관료 같은 상류 계층이었다. 한대 경학이 번쇄한 장구로 머리가 세도
록 경전을 연구하게 하여 사상으로서 작용하지 못하게 된 것과 마찬가지
로, 명상名相에79) 침잠한 불교 이론은 불교가 종교로서의 기능을 잃게 했
다. 그리고 마음의 구제, 중생의 구제로부터 멀어져 소수 지적 능력이 뛰
어난 사람들의 전유물이 되게 했다. 그들의 이론은 매우 방대하고 복잡했
을 뿐만 아니라 번쇄하고 심오하고 명료하지 않아서 중국 사상계에 깊이 
침투하기가 힘들었다. 하지만 문제는 일단 간략한 비유, 예를 들어 화엄학
설의 금사자상 비유와80) 같은 비유가 가장 흥미를 끄는 화제가 되었을 뿐

76) ① 산스크리트어 manas 여러 모로 생각하는 마음 작용. 사고 작용. ② 의근
(意根)의 준말. ③ 유식설에서는 말나식(末那識)을 뜻함. ④ 산스크리트어 
abhiprāya 목적. 의향. ⑤ 망념.(시공 불교사전)

77) ① 산스크리트어 vijñāna 팔리어 viññāṇa 식별하고 판단하는 마음 작용. 인
식 작용. 인식 주관. ② 산스크리트어 vijñapti 구체적으로 인식된 내용.(시공 
불교사전)

78) 산스크리트어 jñāna의 음사. 지(智)라고 번역. 모든 현상의 이치를 명료하게 
판단하는 마음 작용.(시공 불교사전)

79) 사물에는 명(名)과 상(相)이 있는데, 귀에 들리는 것을 명, 눈에 보이는 것을 
상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름이나 형상은 본래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망령된 생
각이 지어낸 것이며, 한때의 인연을 따라 생겨난 영원치 않은 상인 것이다.(문
화콘텐츠닷컴, 문화원형 용어사전, 2012, 한국콘텐츠진흥원)

80) 무측천武則天은 화엄종의 대사 법장法藏을 불러 화엄의 오묘함에 대해 이야
기하게 했고, 법장은 황궁 입구에 있는 사자를 비유로 들어 말했다. “털 하나



- 55 -

만 아니라 불교의 정수에 깊이 들어갈 수 있게 해준 뒤에 번쇄하고 복잡
한 명상名相의 분석, 심오한 논리적 추론, 명료하지 않고 어려운 사상이 
일반 신자에게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게다가 당시 중국의 사인은 결코 특별히 복잡하고 번쇄한 순수한 이론을 
추구하려 하지는 않았는데, 이것이 이론에 대한 흥미를 감소시키고 간접적
으로는 선종의 유행을 이끌었다. 이렇게 이론에 대한 흥취가 쇠퇴하게 된 
데에는 적어도 세 가지 주요 원인이 있다. 
첫째, 문벌귀족 출신 지식계층의 와해와 한문 출신 지식계층의 등장, 실용
적이고 실제적인 것을 우선시하는 사인계층의 굴기崛起는 전체 사회가 실
용을 떠난 순수한 이론에 대한 흥미를 가지지 못하게 했다. 그들의 신분과 
존재를 변화시키려는 욕구에 부합하는 지식은 간략하고 실용적인 것이었
다. 게다가 당 현종이 금강경을 선택하여 주석을 단 것도 어느 정도는 
불교계에 본질적이고도 간략한 지식에 대한 관심이라는 추세를 가속시켰
다. 불교계 선문禪門에서 짧고 작은 경전에 대한 열독熱讀과 전석詮釋이 
열기를 띤 것도 장편의 방대한 체계에 대한 냉담을 자극했다. 
둘째, 상당히 중요한 원인 하나는 전란이다. 8 세기 중엽 이후의 일상화된 
전란 속에서는 많은 사람이 모여 이론을 탐구하던 대형 불교사원은 언제
나 과거와 같은 성황을 유지하기 어려웠다. 천보 14 년(755) 11 월 안사
의 난이 일어나면서부터 사회는 혼란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불문佛門도 
이러한 큰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다. 반군이 마음대로 약탈하고 
관군도 마찬가지였으며, 불교 승려들은 긴장과 다급함 속에 근본적으로 심
오한 학문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다. 
셋째, 이렇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논변을 통해 명확해질 수 있는 이론적 분
석, 여유 있게 몰두해야 서술할 수 있는 순수 이론은 시의에 맞지 않는 사
치였고, 신앙을 떠난 쓸모없는 일이 되었다. 불교 이론의 유지와 향상은 
통상적으로 역경譯經, 강경講經, 논변論辯, 조소造疏 등의 체계적인 형식
을 통해 보증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8 세기 중엽 이후 귀족의 쇠락과 실

하나 모두에 무한한 사자가 있고, 무한한 사자가 털 하나하나에 들어있다. 一
一毛中, 皆有無邊獅子, 無邊獅子, 入一一毛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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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정신의 성장, 전쟁으로 인한 성시城市와 사원의 파괴로 대규모의 역경, 
강경, 변론과 조소는 지난날의 지지 체계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8-9 세기 
사이의 불교 문헌에서 이론에 대한 흥미는 돌연 사라져버렸으며 법사들이 
유지하던 불교 이론은 흡인력을 잃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율사律師와 선사
禪師의 실천적 수행 방식과 해탈 방법을 받아들이고자 했다. 신앙인이 신
앙을 갖게 되는 것은 결국 생활상의 필요 때문이다. 종교가 만약 다수 신
앙인의 생활과 신심을 지지할 필요가 있다면 간략하고 이해하기 쉬운 약
간의 교리가 있어야 한다. 심오하고 복잡한 도리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에 논증 과정이 생략된 교리와 비유가 쉽게 받아들여졌다. 
그래서 줄곧 불교의 종교적 중심이었던 율문은 엄정한 기율, 소박한 생활, 
강인한 의지로 숭고한 인격과 신앙의 의의를 표현하여 순수 이론에 비해 
교내외의 신앙인에게 정신적으로 호소력을 지녔다. 당시 점차 굴기하던 선
문도 남북종을 막론하고 이론을 멸시하고 불리의 이해에 대해 직접적이고 
마음의 구제에 대해 긴밀한 관심을 기울여서, 강론하고 경전에 주소를 다
는 것에 비해 신앙인의 흥미를 더 끌었다.
이론에 대한 흥미의 감소는 확실히 중국인의 추상 세계에 대한 파악 능력
과 철학적 언어의 창조력에 손상을 주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보편
적으로 세속화하던 이 시대에 이론이 아무리 심오하고 정치하며 세밀해도 
귀족화한 지식은 유지되기 어려웠고, 불교 진리의 전파에서 심오하고 복잡
한 이론은 급속하게 간략한 깨달음[感悟]으로 대체되었다.
중당 초기 가장 영향력이 있던 관료문인 권덕여權德輿는 홍주종洪州宗 조
사祖師 마조도일馬祖道一의 비문에 다음과 같이 썼다.

부처는 인간으로부터 먼 곳에 있지 않고, 마음에 나아가 증득해야 한
다. 불법은 집착하는 바가 없으며 만나는 경계 모두가 진여이다. 어찌 
복잡하게 하여 배우는 사람을 얽어매겠는가?81)

81) 權德輿, 全唐文 卷 501 ｢唐故洪州開元寺石門道一禪師塔銘幷序｣, p.2260 : 
“佛不遠人, 卽心而證, 法無所著, 觸境皆如, 豈在多岐, 以泥學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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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으로 수심修心에 집중하는 신앙이 진정으로 추구하든 허위로 가탁하
든 불교도와 세속 신앙인 사이에 이미 크게 유행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번
쇄한 이론에 싫증내어서 심오한 교리, 정치한 논리와 미묘한 언어는 확실
히 매력을 잃었다. 결국 원화 5 년(810), 조정은 관방에서 벌이는 대규모 
역경사업을 정지시켰는데, 이것은 불교사에서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었
다.
선사들은 ‘불법’과 ‘도’를 대립시켰다. 그들은 심오하고 복잡한 이론으로 
불교 의학義學을 문자로 표현한 것을 ‘불법’으로 보았다. 이러한 ‘불법’을 
멸시하여, 바른 견해가 일어나는 것을 방해하는 이장理障으로 보았으며 
‘지智’ 즉 경전에 대한 지적 이해로는 ‘도’를 깨달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들에게 관건은 궁극적인 경계에 대한 마음의 깨달음에 있으며 깨달음은 
찰나 간에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으로서 이것을 ‘돈오頓悟’라고 불렀다. 
이렇게 바로 마음을 직지直指한다는 불법이라야 불교 최종의 진리라고 생
각했다. ‘불법’과 ‘도’의 대립, 논리적 분석과 직관적 깨달음의 차이는 후
래의 선종, 특히 남종선의 지향을 암시한다. 이 시대는 확실히 심오하고 
번쇄한 의리학이 크게 필요하지는 않았다.
8 세기 전반 이전에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선사가 의해義解 법사, 지계
持戒 율사와 정립하는 정도였다. 선법도 불교의 각종 수행방법 가운데 생
각을 멈추고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방법에 불과했으며, 능가楞伽를 경전
으로 하는 동산洞山 선문은 선사 가운데 비교적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지
파였을 뿐이었다. 하지만 세속 문화인 사이에서는 불교 이론에 대한 흥미
가 쇠퇴하고 또 북종과 남종의 여러 선사들의 수십 년에 걸친 두드러진 
활동으로 8 세기 중엽 선사들은 점점 법사와 율사를 뛰어넘었다. 선법도 
점점 신앙에서 중심이 되었으며 선禪도 이론과 실천을 겸용하는 방대한 
체계를 형성해 나갔다. 
그 가운데 특히 남종 계열의 혜능慧能은 “자신의 마음이 바로 불성[自心
卽佛性]”이라고 하는 본원, “무념, 무상, 무주[無念無相無住]”의 ‘돈오’와 
‘공空’의 무차별적이고 초월적인 경계를 자기 학설의 주맥으로 삼았다. 거
기에 반야般若 사상을 끌어들여 전통적인 능가선법을 개조했으며,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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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자심즉불自心卽佛’의 불성 사상을 계승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
의 궁극적인 경계를 추구했다. 이것은 후대 선종이 나아갈 길을 열어주었
다.
8 세기 말, 9 세기 초 중국 불교에 상당히 중요하고 의미가 깊은 변화가 
발생했다. 당시 선문에는 북종北宗, 하택荷澤, 우두牛頭, 천태天台, 홍주
洪州의 다섯 계파가 있었다. 선사상은 처음부터 완전하게 일관된 이론을 
갖추고 있지는 않았다. 남북조 시기의 선으로부터 북종과 같은 전통적 선
문이나 혜능과 신회神會 계열, 우두, 천태, 홍주 등과 같은 새로운 선문에 
이르기까지 선사상은 줄곧 변화하고 있었다. 불리佛理에 대한 해석도 각 
계파가 대부분은 비슷했지만 부분적으로 다른 점도 있었다. 특히 인간의 
마음의 본원-인성人性과 불성佛性의 관계는 어떠한가, 자기구제의 방법-
수행의 방법은 무엇인가와 궁극적인 경계-깨달음의 궁극적인 경계는 무엇
인가에 대해서는 계속 논쟁이 있었다. 홍주 계열이 9 세기 이후 주류가 
됨에 따라 선사상도 자연과 적의適意를 추구하는 인생철학으로 변화했고 
점차 중국의 지식, 사상과 신앙에 융화되었다.82)

인성과 불성의 관계는 어떠한가? 이 물음은 중국 불교가 지속적으로 관심
을 기울여온 중심 문제이다. 동진東晋의 법현法顯이 대반열반경大般涅槃
經을 번역한 이후 “일천제도 모두 불성을 지니고 있다. 一闡提皆有佛性”
는 것이 승인되었지만, 인성과 불성의 관계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인
성 가운데 불성이 있기는 하지만 불성과는 여전히 차이가 있다. 인성에서 
불성에 이르는 과정에는 지계持戒, 입정入定, 습혜習慧가 필요하고 힘든 
수행을 거쳐야 한다는 것은 불교 교단의 존재, 계율의 엄수, 수행의 견지
에 이론적 근거가 되었으며, 궁극적인 의미에서 신앙의 최후 방어선이었
다. 
그러나 인성이 바로 불성이라고 생각한다면 모든 종교적 제약과 학습을 
버릴 수 있고, 종교의 세속화에 방편의 문을 크게 열어주게 된다. 하지만 
이것은 종교의 자기 와해의 복선이 되고, 이어서 계율이 느슨해지고 수행

82) 劉方, 中國禪宗美學的思想發生與歷史演進, 人民出版社, 2010, pp.85-100.



- 59 -

도 그만두며 신앙도 붕괴된다. 마음의 자유가 때때로 궁극적인 의미의 상
실을 대가로 치르게 된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이론적 근거이며, 초기 
선학부터 후기 선종에 이르기까지 사실 사상의 변화도 모두 이 문제와 관
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선사상은 비록 사람이 불성을 지니고 있지만 인성이 
바로 불성이라는 말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었다. 초기 
선사들에게 친숙한 경전, 예를 들면 대반열반경大般涅槃經, 능가경楞伽
經 모두는 “만약 일천제가 나태하게 종일토록 누워만 있는다면 如一闡提
懈怠懶惰, 尸臥終日” 부처가 될 수 없고, 인성이 “탐진치貪嗔痴로 부실하
고 오염되고 음계에 들어 얽히게 되면 爲貪嗔痴不實垢染, 陰界入衣所纏
裏” 불성을 지니고 있어도 “더러운 옷으로 싼[垢衣所纏]” 보석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지속적으로 말하는 “중생에게는 금강 불성이 갖추어져 
있는데……오음과 흑운에 가려져 있다……하지만 집중하여 마음을 지키고 
망념이 생기지 않을 수 있다면 열반법은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83) 것은 
홍인弘忍이 지은 최상승론最上乘論에 나오는 말이라고 하는데 전통 선
의 원칙이었다. 그리고 홍인 이후 법여法如, 신수神秀, 노안老安 이하의 
북종은 바로 이러한 생각을 계승했다. 
신수가 지은 “몸은 보리수요,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으니, 언제나 부지런
히 털고 닦아서, 티끌이 끼지 않도록 하라. 身是菩提樹, 心如明鏡臺, 時時
勤拂拭, 莫使有塵埃.”는 게송은 다른 계파의 선문 경전 단경壇經에 실
려 있지만 전통적인 선사상을 정확하게 개괄한 것이다. 그래서 장열은 신
수 사상의 관건이 “전념하여 생각을 끊어버리고, 힘을 다해 마음을 가다듬
어 흩어 지지 않게 하는 것”에84) 있다고 말했다. 선승이 세속 신자를 구
제한다는 것은 망념을 제거하고 전념하여 생각을 끊는 마음의 자각을 가
르쳐 인도하고, 신자가 무명을 “제거하고[離念]” “마음의 본성을 주시하게

83) 續藏經 卷 110, p.829 : “衆生身中有金剛佛性……只爲五陰黑雲之所覆……
但能凝然守心, 妄念不生, 涅槃法自然顯現.”

84) 全唐文 卷 231 ｢唐玉泉寺大通禪師碑銘｣, p.1030 : “專念以息想, 極力以攝
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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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觀心]”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구제 방법은 선정으로 인하여 지혜를 이
룬다든가[因定發慧], 염불念佛과 정심淨心 혹은 섭념攝念과 수심修心 등의 
선학에 이미 있던 방법으로서 점차 흩어진 심식心識을 수습하고, 내성內
省과 체험의 공부로 의식이 무사무려無思無慮의 상태에 있게 하여 청정의 
경계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었다.
천태종도 전통적이고 정종적인 선사상을 지니고 있었지만 사람의 마음을 
염染과 정淨 둘로 나누어 보았는데, 8 세기 초 남종 혜능은 여기에서 심
각한 도전을 받았다. 혜능도 “보리반야의 지혜는 세상 사람이 본래 지니고 
있는 것”임을 인정했지만 진애塵埃와 번뇌가 마음을 가린다는 것은 결코 
인정하지 않았다. 여기에서 시작하여 혜능은 전통적인 선학과의 차이를 드
러내 보인다. 돈황본敦煌本 단경에서 사람에게 반야 지혜가 있다는 것
을 인정하는 제 12 칙 외에 그는 “정혜定慧를 근본으로 한다. 以定慧爲
本.”는 것을 가장 먼저 말했다. 물론 “정혜”는 선문에서 늘 보이는 것이지
만 혜능이 말한 정혜는 전통적인 견해와 차이가 있다. 
전통적인 견해는 “선정으로부터 지혜를 발한다[由定發慧]”로서 선정은 수
단이나 과정이며 지혜는 해탈을 얻는 진정한 깨달음이며 사람의 마음속에 
본래부터 있는 불성이다. 사람 마음속의 불성은 먼저 사람이 망념을 그쳐
야 비로소 나타날 수 있으며, 마음속의 세속적인 성정도 망념을 그치는 수
행을 통해서 억제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전통적인 선문은 모두 수계守誡, 
좌선坐禪, 염불念佛 등과 같은 일정한 수행 방법을 지녀야 했는데, 그들이 
보기에 정과 혜는 시간과 등급의 차이가 있는 것이었다. 신수 계열이 주장
한 “선정으로부터 지혜를 발한다[從定發慧]”는 것은 바로 전통적인 선문의 
“먼저 심성이 심신상을 떠났음을 깨닫는 것이 근본이 되며, 식견이 자유자
재하게 되어야 하니, 육진의 견문각지에 물들지 않게 된 후에야 얻게 된
다. 由先證離身心相爲根本, 知見自在, 不染所六塵見聞覺知爲後得.”라는 
것이다. 
그러나 혜능은 바로 이러한 견해를 비판한다. “정으로부터 혜가 나온다거
나, 혜로부터 정이 나온다거나 정과 혜가 별개의 것이라 하지 말라. 莫言
先定發慧, 先慧發定, 定慧各別”, “선후를 다투는 것은 바로 사람을 미혹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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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는 것이다. 若諍先後, 卽是迷人.”라는 그의 견해에 따르자면 “정과 
혜는 동등하다[定慧等]”고 해야 한다. 마치 등燈과 빛의 관계, “등이 있으
면 빛이 있고 등이 없으면 빛이 없다. 有燈卽有光, 無燈卽無光.”와 같으
며, 정은 혜를 지니고 있고 혜는 바로 정이며 입정한 것에 의지하여 지혜
를 얻는 것이 아니다. 마음을 오염시키는 진연塵緣은 모두 허환이고 망념
이 만든 것이다. 사람은 영명한 각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제
거한다[淸除]”는 것은 걸레로 거울을 깨끗하게 닦아내는 것이 아니라 의식 
속에 거울은 본래 깨끗하고 티끌은 본래 헛된 가상이라는 것, “불성은 언
제나 청정하니, 어느 곳에 티끌이 생겨나겠는가? 佛性常淸淨, 何處惹塵
埃.”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그는 전통적인 선사상에서 여전히 
마음을 둘로 나누어 보는 이론의 모순을 수정하여 철저한 반야사상을 끌
어들이기 시작했다.

4.1.2. 선종의 세속화

하지만 이러한 선사상은 큰 변화를 맞게 된다. 본원 즉 마음속에서 염染과 
정淨의 대치를 철저하게 해소시키지 못해서 결국 ‘돈오’ 즉 의식의 찰나적
인 전환 가운데 마음의 드러남과 정신의 초월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만약 모든 사람의 마음이 바로 ‘자기 마음속에 감추어진 보물창고
[自家寶藏]’이고, 그것이 “모든 것을 두루 갖추고 있으며[一切具足]” 불심
과 차별이 없다면, 왜 사람은 ‘지知’와 ‘지智’로 수고스럽게 찾아야 하는가 
하는 것, 번뇌가 헛된 망상이고 그것이 마음의 세계에 진정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왜 사람은 필사적으로 진여의 저 결코 견고하지 않은 방어
선을 지켜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8 세기 말 9 세기 초 홍주선이 더 철저한 자연적의自然適意의 생
활을 제창했을 때 혜능, 신회 계열의 선사상 가운데 남아있던 모순은 모두 
제거되고 어긋난 이론은 관통되었다. 마조도일은 여기에서 다음과 같이 말
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불성이 있고 모든 것이 허망하다. ‘인심’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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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고 ‘불심’과 차별이 없다면 사람의 마음속에 드
러난 세속 세계가 바로 불국정토이다. 일상적인 의미가 바로 불법의 대의
이며 사람이 자연에 따라 행하는 동작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생활의 진제
眞諦이고 심식의 흐름 속의 번뇌와 욕정[意馬心猿] 속에도 마음의 자유가 
있을 수 있다. 돈오는 ‘지적인 능력’의 추론이 아니라 ‘마음’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流露]이다. “부딪치는 모든 것이 도이다. 觸類是道.”
대력, 정원 연간에 “마음이 곧 부처[卽心卽佛]”라는 반야사상이 대거 확산
된 이후에 결국 “비심비불[非心非佛]”로 전환되었다. ‘심心’, ‘불佛’이라는 
명칭에 분별, 집착하는 폐단이 있고, ‘즉卽’은 밖으로 치달리지 말라는 방
편적 의미에 불과하다고 본 것이다. 남천보원南泉普願은 ‘비심비불’ 심지
어 ‘비조사非祖師’라고 하는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 정신을 보였다. 
복우산자재伏牛山自在는 “마음이 곧 부처라는 것은 병이 없는데 병을 찾
는 것이고, 마음도 부처도 아니라는 것은 병에 대한 약이며 증상에 대한 
치료이다. 卽心卽佛, 是無病求病句, 非心非佛, 是藥病對治句.”라고85) 했
다. 
『오등회원五燈會元』 권 3에서 반산보적盤山寶積은 “마음이 곧 부처라고 
한다면 아직 현묘한 곳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마음도 부처도 아니라고 한
다면 오히려 최고의 원리에 이른 것이다. 최상의 경지는 어떤 성인도 전하
지 않는다. 若言卽心卽佛, 今時未入玄微, 若言非心非佛, 猶是指踪極則. 向
上一路, 千聖不傳.”라고 했다. 최상의 경지는 어떤 것에도 구속되지 않고 
어떤 것도 묻지 않으며 악을 버리지도 않고 선을 취하지도 않는 ‘평상심’
을 지칭한다.

인성으로부터 불성에 다가가는 과정에서 수행의 방식은 매우 중요하다. 선
종 각파에서 논쟁하는 ‘돈頓’과 ‘점漸’, ‘좌선坐禪’과 ‘부좌선不坐禪’, ‘응주
벽관凝住壁觀’과 ‘자연무위自然無爲’의 차이는 사실 수행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 어떻게 수행해야 하
느냐 하는 것은 인성과 불성의 수행공부와 관계가 있다. 그것은 인성과 불

85) 景德傳燈錄 卷 第七, 大正新修大藏經 51 卷, p.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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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이론 변화에 따라 변했고 그것의 변화는 사상의 변화를 반영했다. 그
러므로 계율, 선정, 독경을 지키느냐 아니면 선정정심禪定淨心을 중시하느
냐, 내외에 관계없이 다만 ‘평정심’에만 관심을 갖느냐 아니면 인성에 맡
기고 어떤 구속도 받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것은 사실 선사상사의 중요한 
문제였고 선종 종파 분기의 분수령이었다.
남종선에 따르면 인간의 본성은 ‘공空’, ‘정淨’하기 때문에 ‘정定’할 때가 
바로 ‘혜慧’할 때이며 찰나 간에 의식이 아무런 차별이 없는 자연 상태로 
들어간다. 이것이 바로 ‘정혜定慧’이며, 그래서 ‘돈오’할 수 있다. 하지만 
‘돈’이 되었건 ‘점’이 되었건 간에 ‘미迷’와 ‘오悟’를 분별하려면 수행이 필
요한데, 여기에서 통하지 않는 부분이 생긴다. 첫째, ‘돈’이건 ‘점’이건 간
에 ‘오悟’가 필요한데 이것은 ‘염染’도 있고 ‘정淨’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
는 것과 같다. 철저한 반야사상은 모든 것이 아무런 차별이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염染과 정淨, 진구塵垢와 명철明澈은 또 어떤 차이가 있고, 무엇 
때문에 전자로부터 후자로 ‘깨달아’ 나가야 하는가? 둘째, ‘돈오’가 인성에 
자연적으로 구비된 불성지혜가 드러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평상시의 ‘지知’
는 어떻게 스스로 본래의 청정한 본성으로 회귀하는가? 통상적으로 마음
을 차지하고 있는 세속적인 의념은 또 어떻게 이러한 ‘지知’로부터 제거되
는가? 다시 말하자면 신자는 어떻게 ‘지知’가 내면의 청정함을 향하고 밖
으로 세속적인 욕념을 구하지 않게 할 수 있는가?
여기에서 철저한 반야사상에 따르면 이러한 ‘오悟’도 와해된다. 그래서 어
쩔 수 없이 우두종의 영향에 주목하게 된다. 우두종은 ‘공空’, ‘무無’를 궁
극으로 삼고, 수행은 방임을 방편으로 하는데, 성당시기 혜충慧忠, 현소玄
素, 현정玄挺으로부터 중당시기 법흠法欽, 유칙遺則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사상과 방법은 이미 자유로운 심경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종경
록宗鏡錄』 권 98에 인용된 혜충의 “마음에 따라 자유롭게 행하고 억제하
지 말라. 바로 보고 바로 들으며, 바로 오고 바로 간다. 행해야 한다면 바
로 행하고, 머물러야 한다면 바로 머문다. 任心自在, 不須制止, 直見直聞, 
直來直去, 須行卽行, 須住卽住”라는 말에서 볼 수 있는 생각은 홍주 계열
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그러므로 마조의 좌선하지 않고 부처가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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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이 널리 퍼지고, ‘비심비불’을 제창한 이후 홍주 계열에서는 더 많은 
“바로 쓰고 바로 행함이 바로 무등등無等等의 경지이다. 直用直行, 事無
等等.”, “불법은 특별한 수행과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평상
시에 마음에 조작심을 갖지 말고 작위를 일삼지 않으면 된다. 佛法無用功
處, 只是平常無事.”와 같은 수행을 와해시키는 언론들이 나왔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는데, 만약 신앙이 일삼는 것 없이 지내는 것[無
事]이고 종교에서 추구하는 마음이 평범한 마음[凡心]과 같으며 ‘평상심’이 
바로 ‘도’라면, 종교 수행은 쓸모없는 것이 되고, 신자는 보통 사람처럼 다
만 평상심만 지니기만 하면 된다면 종교의 의미는 어떻게 성립될 수 있는
가? 점수로부터 돈오로, 그리고 돈오로부터 불수不修로 전환된 때 선종에
서 ‘선’은 와해되었고, 신자의 정신적 해탈을 후견하고 지도한다는 불교의 
의의도 쇠퇴했다. 종교는 퇴화하여 생활이 되었고 신앙으로부터 오는 정신
의 초월은 일상생활의 평상적인 연속으로 대체되었으며 자연적의를 가장 
이상적인 경계로 하는 사상만 남아 불교신자 특히 상위계층의 신자 사이
에 퍼져나갔다.
정말로 인성으로부터 불성으로 접근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경계일까? 
이 경계에 이르는 것은 신자에게 어떤 좋은 점이 있는가? 선종은 ‘안심’, 
‘자연’, ‘적의’ 등의 경계를 신자에게 허락하지만 이러한 경계가 얼마나 신
자들이 그 매력을 체험하고 안심입명의 느낌을 갖게 해 줄 수 있을까? 
초기 선사상에서 ‘안심’은 수행이 추구하는 최고 이상이었고, ‘청정’은 선
문이 승낙할 수 있는 궁극의 경계였다. 일찍이 동진 시대에 혜원은 염불을 
선정의 법문으로 삼았고, 그 후 천태天台 지의智顗는 좌선으로 최고의 경
계에 도달할 수 있다고 했다. 7 세기 말에서 8 세기 초 무렵 북종 계열의 
법여法如, 노안老安, 신수神秀는 여전히 정定으로부터 혜慧로 나아감으로
써 마음의 청명함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랐으며, 마음이 오염으로부터 벗어
나 청명에 도달하게 했다. 이것이 “망념을 버리고 진여로 돌아가는” 길이
었다.
그러나 혜능, 신회 시대에 이러한 목표는 전환되었다. 그들이 제창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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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은 밝고 맑은 마음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근본적으로 ‘청정’이라
는 궁극의 경계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내재된 마음과 외부의 진연
塵緣, 염과 정을 모두 허망한 것으로 귀결시키는 것으로부터 힘들게 수행
할 필요가 없고 또 오래 동안 좌선할 필요가 없는 ‘돈오’로의 전환은 청정
한 경계와 범속한 경계 모두 그 의의를 잃게 하는 의미를 은연중에 내포
하고 있었다. 그리고 후대 선문이 수행하지 않고 방임하는 자연주의의 기
풍을 열어주었다. 그들이 중시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자유로운 심경과 자
연적인 생활이다. 9 세기 초의 홍주선洪州禪은 자연적인 생활세계를 추구
해야 할 궁극의 경계가 되게 함으로써 천진자연天眞自然, 임심任心, 평상
심平常心이 중심 개념이 되게 했다.
승조僧肇 부진공론不眞空論의 “도가 멀리 있겠는가? 만나는 일 모두가 
진여이다. 道遠乎哉, 觸事而眞.”는 것으로부터 마조와 그 문하의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非心非佛]”, “평상심이 도[平常心是道]”에 이르기까
지, 반야사상은 ‘공空’을 중심으로 부단히 집착을 와해시켰다. ‘공空’은 결
국 중국 문인사대부가 마음속으로 지향한 ‘자연’과 합류하여 인생의 태도
를 인도하는 일반 원칙이 되었고, 선종도 반야를 생활 속에서 실현했다. 
불교는 철학적‧사회적 문제, 생활과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근본적
인 문제까지 관심을 기울였다. 처음부터 불교는 신자를 현실적이고, 일시
적이며, 고난에 가득 찬 세계로부터 궁극의 경계 즉 불성의 경계로 해탈하
도록 해주었다. 하지만 결국 불교는 또 신자에게 평상적인 현실 생활 속에 
매력적이고 마음속으로만 자기 조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계를 마련해
주었다. 일상생활을 종교의 궁극적인 경계로, 사람이 지닌 성정을 종교가 
추구하는 불성으로, 평상의 심정을 신성한 심경으로 삼게 하여 중국 선종
으로의 전환을 완성했다. 원래 종교적 성격이 강했던 불교가 미적 정취, 
지혜와 우아한 태도를 주창하게 했고, 그 결과 중국의 인생과 예술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

한편 선종의 발전 과정에서 언어는 의미를 전달하는 부호에서 의미 자체
로 변했고, 진리를 전달하는 도구에서 진리 자체로 변했다. 9 세기 중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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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선종에서는 권위에 대한 공격, 경전에 대한 훼기毁棄와 언어에 대한 
경멸이 남종선의 일치된 취향이었다. 하지만 사상의 전달은 결국 언어를 
필요로 한다. 언어문자가 공에 떨어지지[落空] 않고 헛되지[滲漏] 않다는 
것은 언어문자가 진리와 의미 그 자체라는 말이다. 언어문자 자체가 의미
를 지니려면 언어문자가 일상과 다른 것을 지니게 해야 한다. 선종에서는 
주로 세 가지 방식으로 언어를 운용했는데 이것을 활구活句라고 하며, 그 
방식은 자체모순, 의도적 오독誤讀, 묻지 않은 것으로 답하기[答非所問]이
다. 이러한 운용방식을 통해서 언어문자 자체로 언어문자에 대한 습관적인 
집착을 타파하고 언어 속에 반영된 역사와 논리를 초월하려 했다.
언어에 대한 선종의 사상과 그 운용은 상당히 깊이가 있다. 언어를 벗어난
-언어규칙을 위배한- 언어 속에서 불법의 진제를 깨달을 수 있다. 이러한 
언어는 물고기를 잡기 위한 ‘통발’이 아니라 ‘물고기’ 자체이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언어는 진리이자 의미 자체이다. 이러한 선종의 언어는 시간이 
흐르면서 공안화되었고, 공안화된 언어는 문학 언어로 전환되었다. 즉 선
의 언어가 시의 언어로 전환된 것이다. 종교생활을 일상생활로 전환시키
고, 종교 언어를 예술 언어로 체험하며, 철학적 이치를 담고 있는 어구를 
시가로 전환시킴으로써 선종은 다시 한 번 종교적 엄숙성과 이론적 심각
성을 와해시켰다.
대종 연간 이후 선종은 회복되기 시작했고, 문인사대부와 관료 귀족은 선
종에 대해 매우 우호적이었다. 일상생활 속에서 의미심장한 어구를 강구하
고 함축적인 시구를 써내는 것은 문인의 여기로 애호되었다. 불교의 종교
적 측면은 신자의 계층 구성과 문화적 취향의 변화 가운데 점점 더 희미
해졌다. 다만 예술과 일상적인 것에 대한 취미는 날이 갈수록 관심의 중심
이 되었으며 문인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정취는 예술의 중심 소재로 등장
하게 되었다.



- 67 -

4.2. 중당시기의 도교 사상의 발전 과정

4.2.1. 8-9 세기 도교의 전반적인 흐름

당대 초기 이후로 모산상청茅山上淸 계열이 점차 주류가 되었다. 8 세기 
중엽에 이르면 신원지申元之, 장과張果 등의 도사가 계속해서 조정에 중
용되고 또 아미峨眉, 청성靑城, 한중漢中 등 각 지역에서 다양한 종파의 
도사들도 장안에 불려와 모산의 도사와 같은 존경을 받기는 했다. 하지만 
상류 사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여전히 사마승정司馬承禎에서 
이함광李含光에 이르는 모산상청파였다. 안사의 난을 거치면서 뛰어난 지
도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되었지만 그 영향력은 여전해서, 9 세기에 
특히 사인들에게 모산은 도교의 정종正宗이었다. 이것은 황보염皇甫冉의 
｢가을 동쪽 교외에서 짓다秋日東郊作｣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여산의 
고승 혜원은 게송을 남겼고, 모산의 도사는 부록符籙을 써 보냈네. 廬岳高
僧留偈別, 茅山道士寄書來.”86) 하지만 9 세기에 황실조정에서는 우선적인 
지위를 독점하지 못했고, 도교 계보의 혼란으로 말미암아 다른 계파의 도
사들도 중앙에 진입했다. 그리고 모산상청 계열에 속하지 않는 남악형산南
岳衡山 계열에 속하는 각 파의 도사도 있었다.
도교와 관련해서는 이덕유李德裕가 취한 태도가 상당한 상징성을 지닌다. 
이덕유는 경종敬宗에게 도교에 관하여 상소를 올릴 정도로 원래부터 독실
한 도교 신자였고, 그의 아내와 첩은 상당한 정도의 도교 수련을 인정받기
까지 했다. 하지만 회창會昌 연간에 훼불사건이 있었을 때 도교 측을 지
지한 것은 단순히 도교 신자로서의 입장 뿐만이 아니라 그가 지니고 있던 
국가의 권위와 사상의 질서를 되찾고자 하는 희망도 작용했다는 점을 기
억할 필요가 있다. 종교의 정신 구제라는 신앙적 측면을 받아들이고 종교 
의식과 방법을 거절하는 것은 지식 계층의 공통적인 취향이 되었다. 다음
의 네 가지 중요한 현상은 당대 도교의 추세를 잘 보여준다.

86) 全唐詩, 卷 249, p.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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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7 세기 이래 도교에서 출현한 중현학重玄學과 이론을 중시하는 취
향이 있었다. 둘째, 수대隋代에 완성된 본제경本際經이 관방에서 중시되
고 사회에서 유행했다. 당대를 기점으로 도교는 점차 신들에 대한 의존에 
의한 구원보다는 수행자 개인의 자력적인 수행과 노력에 의한 구원을 강
조하게 되었다. 그것은 불교의 심성론과 공관空觀, 불성佛性 사상의 영향 
때문이었을 수 있다.87) 셋째, 황권의 지지를 받은 도교 주요 경전을 전수
하는 경록파의 한 계열인 상청 계열이 중시되었다는 상징적인 상황과 도
교의 의리화의 추세가 강화되었다. 넷째, 종교 의식보다는 개인의 구원으
로 도교 상층의 흥미 변화가 있었다.
이상의 현상 모두는 형이상학적이고 초월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면서 사인
들의 흥미를 끌었다. 그리고 도교와 불교의 지식과 사상의 경쟁은 도교 상
층 인사의 이러한 풍격의 변화를 촉진시켰다. 황제 앞에서 벌어진 삼교의 
논쟁은 이를테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종교적 논쟁이 아니라 황제의 관심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논쟁을 통해서 삼교 모두 자신의 입장을 상세
히 확인했고 이러한 확인 과정에서 불교 이론이 도교에 침투했으며 사인
들은 그곳에서 비교적 고상한 초월사상을 보았다.
9 세기에 정일正一, 영보靈寶, 상청上淸 등의 도교 교파는 그 파별이 모
호해지면서 수행 단계를 지칭하는 것으로 변모했다. 즉 심오한 이론, 청정
한 생활과 고아한 언담이 중시되고 도교 본래의 줄곧 주류였던 연단의 제
련과 같은 실용적 지식과 기술은 주변부로 밀려났다. 이것은 상층 사인의 
구미에 맞추기 위한 것이었다.

4.2.2. 방술方術로부터 심성론으로의 전환

위진남북조 시기 도교의 방술로의 전환은 노자에 대한 주석에도 영향을 
주었다. 하상공주河上公注와 상이주想爾注가 대표적인데, 노자를 방술의 

87) 최수빈, ｢道性관념을 중심으로 본 도교의 구원관｣, 도교문화연구 제30집, 
200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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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에서 해석했다. 하상공주는 당대 초기에도 여전히 유행했지만 비판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었다. 개원 7 년에 하상공주를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
이 벌어졌다. 역사학자인 유지기劉知幾는 방술을 배척하면서 하상공주본을 
없애고 왕필주본만 써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논쟁은 당대에 들어서 도교가 
방술을 버리고 노자 주석에서 중현학重玄學의 경향이 우세해지는 계기
가 되었다.
중현학은 도교 경학의 경향 즉 허현虛玄, 무위無爲, 도덕道德 또는 사리인
과事理因果를 밝히고 치국치신治國治身을 밝히는 도道 등을 주장하는 여
러 경향 가운데 하나였다. ‘중현重玄’은 노자老子 1 장의 “현묘하고 또 
현묘하다 玄之又玄”에서 나온 말이다. 노자에서 이 표현은 언어와 형상
[言象]을 초월하는 특성을 지닌 도에 대한 묘사였다. 수당 시대의 몇몇 도
교 사상가들은 이 개념을 특별히 중시하여 도의 가장 근본적인 특성으로 
삼았다. 이것은 분명히 불교 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불교 최고의 개념은 진여眞如이며, 이 진여불성은 직접적으로 묘사할 수 
없어서 불교에서는 부정적인 방식으로 묘사해 왔다. 진여는 유有라고 할 
수도 없고 무無라고 할 수도 없으며, 어떠한 긍정적인 설명 방식도 ‘집착’
을 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다[不一不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非此非彼] 등과 같은 설명 방식이 불교가 진여불성
을 묘사하는 방식이 되었다. 
감각을 초월하고 언어로 표현할 수 없으며 형상이 없다는 것 등은 도교의 
도와 불교의 진여가 공유하고 있는 특성이다. 현장玄奘의 노자 번역을 
도우면서 성현영成玄英은 ‘도道’를 ‘보리菩提’로 번역해야 한다고 주장했
다. 이것은 도교 쪽에서 도를 진여와 동등한 것으로 만들려는 노력의 일환
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은 남북조 시대부터 시작된 것으로서 도교 
사상가들은 불교의 방법을 빌려 유有나 무無에 집착하지 않고 허무虛無의 
대도大道를 묘사했다.
유와 무를 모두 버린다[有無雙遣]는 도에 대한 해석 방식으로 노자와 
장자에 주석을 단 것은 성현영부터이다. 그는 “현지우현玄之又玄”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욕심이 있는 사람은 유有에 얽매이고 욕심이 없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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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무無에 얽매인다. 그러므로 하나의 현玄을 말하여 두 가지 집착을 버렸
다. 또 수행자가 이 현玄에 얽매일까봐 이제 또 현玄을 말하여 다시 뒤의 
병폐를 없앴다. 얽매임에 얽매이지 않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얽매이
지 않음에 얽매이지 않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버리고 또 버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묘하고 또 현묘하다고 했다.”88) 이와 같은 논술 방식은 불교에
서 아집我執과 법집法執을 깨뜨린 후에 또 깨뜨린 것을 또 깨뜨린다고 하
는 방식이다.
성현영은 불교의 방법뿐만 아니라 불교의 교의도 받아들였다. 도교 도사로
서 그는 장생불사도 추구했다. 세상 사람들이 염담恬淡, 무위無爲할 수 없
는 것은 결국 탐욕 때문이다. “세상이 유有인 것만 볼 뿐 유有가 공空인 
것을 체득하지 못하여 適見世境之有, 未體有之是空”(1 장) 탐욕이 그치지 
않고 장생할 수 없다. 장생하려면 탐욕의 마음을 없애고 욕심나게 하는 물
건을 보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되는 데에는 감정을 끊고 색을 참으며[斷
情忍色] 산림에 의탁하는[棲托山林] 방법이 있는데, 이것만을 행하려고 하
는 것도 또한 일종의 집착이며, 도교에서 말하는 “정체됨[滯着]”이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감각에 좌우되지 않으며, 심지어 버리고 또 버려서 더 
이상 정체됨이 없게 되면 마음은 영원히 고요해지고 모든 곳이 도량이 된
다. 성현영은 이러한 마음의 경계를 “마음은 항상 즉해 있으면서도 본래 
없는 것 卽心無心”(3 장)이라 칭했다. 여기에서의 마음은 정신 현상의 주
체가 아니라 정신 주체의 작용을 일컫는다. 마음의 작용이 없게 되면 “본
성으로 되돌아가고 復于本性” “반드시 장생에 이르게 된다. 必致長生”(28 
장) 마음의 수양[修心]과 본성의 회복[復性]이 성현영 노자의소老子義疏
의 종지였다.

88) 老子義疏 : 도교, 불교와 만나다, 성현영 지음 / 최진석, 정지욱 함께 풀고 
옮김, 소나무, 2007, p.73 : “有欲之人唯滯于有, 無欲之人又滯于無, 故說一玄, 
以遣雙執. 又恐行者滯于此玄, 今說又玄, 更祛後病. 旣而非但不滯于滯, 亦乃不
滯于不滯, 此則遣之又遣, 故曰玄之又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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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유가사상의 재건과 중당의 춘추학

4.3.1. 유가사상의 재건: 심성론으로의 전환과 도통설

8 세기 말에서 9 세기 초의 당 왕조는 분명히 매우 어려운 시기였다. 국
가의 권위는 실추되었고 지식과 사상의 질서는 문란해졌다. 안사의 난 이
후 형성된 번진은 왕조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다. 왕조에 거대한 위협이 
된 것으로는 또 사방의 이민족이 있었다. 이 시기에는 내우외환이 사람의 
심정을 낙담케 했을 뿐만 아니라 당 왕조의 사회 상황도 사람들이 실망을 
느끼게 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황권은 위력을 잃어버린 것 같았고 변
경의 높은 관리는 중앙으로부터 독립된 상태로 정치했으며, 관원의 보수는 
박했고, 사람들은 서로를 믿지 않았다.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실용적인 기풍이 성행했고 도덕윤리는 실추했으며 순수한 사상과 지식은 
과거와 같은 권위가 없었고 사대부와 함께 매우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었
다. 심지어 수도 장안에서의 생활도 안전이 보장되지 못해서 원화 10년
(815) 장안에서 연이어 무원형武元衡과 배도裴度가 살해당한 것과 같이 
중요한 국가 관리도 어려움을 면치 못했고, 도적이 공개적으로 금오金吾와 
부현府縣에 위협하는 글을 보내기도 했다. 이 시기의 사상계도 격렬한 변
화를 보여 불교가 상류 사회에 침투했고, 이민족의 풍습이 사회에 만연했
다. 그리고 전통 경학에 대한 사인들의 무시는 실용적 필요 때문에 학술계
에서 두드러졌고, 제자백가 등 이단 학문에 대해 흥미를 보였다.
하지만 바로 이 시기에는 또 당 왕조 부흥의 계기가 내포되어 있다. 회흘
回紇, 운남雲南, 사타沙陀가 바로 이 시기에 토번吐蕃에게 등을 돌렸고 
위고韋皐도 십여 년 동안 여러 차례 토번을 격파하여 서부 최대의 우환이 
점점 사라지게 되었다. 원화 초년 이래 각종 원인으로 번진에 대한 조정의 
통제도 전기를 맞게 되었고, 중앙의 재정도 충실해져서 헌종의 국가 질서
의 회복에 대한 결심도 이러한 상황 하에서 점점 강해졌다. 원화 10 년 
여름 무원형이 살해된 사건 때문에 “수도 장안에서는 크게 수색이 벌어지



- 72 -

고 공경의 집으로 복벽複壁과 중료重橑를 가진 집도 수색하는” 정부의 행
위를 이끌어냈고, 중앙 권력은 결국 자신의 역량을 행사하기 시작하게 되
었다. 같은 해 권덕여는 격식율령사류格式律令事類 30 권을 산정했는데 
질서를 새롭게 정돈하려는 상징으로 볼 수 있다. 또 같은 해에 회서淮西
의 전란이 종결되었다. 원화 12 년(817) 상인들과 함께 장안 서시를 어지
럽혔다는 이유로 회흘 마니승을 고국으로 돌려보냈다. 이 해에 관군은 채
주를 공략하여 오원제가 평정되고, 이사도는 기沂, 밀密, 해海 3 주州를 
바치고 내부內附를 청했으며, 왕승종에게 항복하도록 설득하자고 한유는 
배도에게 건의했다. 원화 13년 초 왕언위王彦威는 개원부터 원화까지의 
예의제도를 정리하여 혼란하게 된 예의제도를 다시 정리하려 했고, 같은 
해 왕승종은 두 아들을 볼모로 보내고 덕德, 체棣 2 주州를 바치며 조세
를 보내고 관리 파견을 청했다. 당 헌종 원화 연간 유벽, 이기, 전계안田
季安, 노종사盧從史, 오원제, 유총劉總, 이사도 등 강력한 제후가 연이어 
평정되거나 내부하여 당 왕조의 정세가 전기를 맞는 것 같았다.
후대 사상사에 영향을 준 허다한 중대 변화는 이 복잡하고 미묘한 시기에 
일어났다. 한유의 ｢평회서비平淮西碑｣는 한유와 당시 문인의 국가와 황권
에 대한 기대, 주변 이민족을 굴복시키고자 하는 희망, 전통적이고 절대적
인 권위와 질서에 대한 호소가 내포되어 있다. 

당나라가 천명을 받들어 온 천하를 신하로 삼았으니 누가 가까운 땅에 
살면서 반란과 도둑질로 미쳐 날뛰랴. 지난 날 현종 때에는 극도로 흥
성했다 무너졌었네. 하북 지방엔 악독하고 교만한 자들 생기고 하남 
지방에선 이를 따라 반란을 일으키니 숙종, 대종, 덕종, 순종의 네 성
왕께선 용서치 않으시고 여러 번 군사 일으키어 정벌하셨고 다 평정하
지 못한 경우엔 병졸로써 수비를 강화하였네. 남자들은 농사지어도 먹
지 아니하고 부인들은 길쌈하여도 입지 아니하며, 그것들을 수레로 날
라다가 병졸들의 군량으로 대어주었네. 그러나 밖으로는 내조하지 않
은 자가 많아져서 오랜 동안 사악을 순수하지 않게 되었고 여러 관리
들은 업무에 태만하여 나라 일 옛날 같지 않게 되었네. 헌종 황제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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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런 때 왕위를 이으시어 사방을 돌아보고 한탄하셨네. “그대들 문
무백관들이여 누가 우리 왕실을 구제해 주겠는가?” 그리고 오와 촉 
지방을 평정하시고 곧 산동 지방도 되찾았으며 위박 절도사가 가장 먼
저 의로움을 깨달아 여섯 주를 바치며 항복해 왔네. 회서, 채주만은 
순종하지 않고 스스로 강하다 여기고서 군사를 이끌고 시끄러이 굴며 
옛날처럼 버티려 하였네. 비로소 그들을 토벌하라는 명이 내려지니 그
들은 마침내 이웃의 간사한 자들과 결탁하고 몰래 자객을 보내어 재상 
무원형을 해쳤네. 막 싸우기 시작하자 불리한 일이 생기니 안으로 온 
장안을 경동시켰고 여러 신하들은 상주하여 은혜로써 달래는 것이 좋
을 것이라 하였네. 황제께서는 듣지 아니하고 천신에게 의논하시어 뜻
이 같은 이를 재상으로 삼으시고 하늘의 주벌을 내리게 하셨네. …… 
채주 사람들이 말하기를 천자께서 명철하고 성스러우시니 순종하지 않
으면 온 집안이 처벌받을 것이나 순종하면 생명을 잘 보존하게 된다 
하였네. 그대들 나를 못 믿겠거든 이 채주지방을 보라. 그 누가 순종 
않으리오, 가서 그의 목을 도끼질 할 것인데. 반란을 꾀하는 자 아직
도 여럿 있어 기세를 믿고 서로 의지하고 있으나 우리의 강함을 의지
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그대들의 약함을 어찌 의존하겠는가. 가서 그
대들 어른과 그대들 부형들에게 고하여 급히 함께 달려와 우리와 함께 
태평을 누리세. 회서의 채주에서 반란을 일으키니 천자께서 이들을 토
벌하셨고 토벌한 뒤 이들이 굶주리자 천자께선 이들을 먹여 살리셨네. 
처음 채주 토벌을 의논할 적에는 대신들이 아무도 따르지 않았고 토벌
을 시작한지 4 년이 되어도 위아래 신하들이 모두 의심만 했었네. 반
란을 용서치 않고 토벌을 의심치 않은 것은 천자의 명철하심으로 말미
암은 것이었네. 이 채주 정벌의 공은 오직 결단으로 이루어진 것일세. 
회서의 채주를 안정시키고 나니 사방의 오랑캐들까지도 모두 내조하게 
되었네. 이에 명당을 열어놓고 앉아서 나라 다스리게 된 것일세.89)

89) 全唐文 卷 561 ｢平淮西碑｣, p.2513 : “唐承天命, 遂臣萬方, 孰居根土, 襲
盜以狂. 往在玄宗, 崇極而圮. 河北悍驕, 河南附起, 四聖不宥, 屢興師征, 有不
能克, 益戍以兵. 夫耕不食, 婦織不裳, 輸之以車, 爲卒賜糧. 外多失朝, 曠不嶽
狩, 百隷怠官, 事亡其舊. 帝時繼位, 顧膽咨嗟. 惟汝文武, 孰恤予家. 旣斬吳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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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종 시대부터 많은 사인들이 국가의 권위를 중건하려 했다. 하지만 전통
적인 방법으로는 이미 효과를 볼 수 없는 시대였다. 그러므로 당시 정치의 
병폐에 대한 비판과 치유는 실추된 권위를 다시 세우는 것에 집중되었다. 
밖으로는 강적을 제압하고 안으로는 번진을 평정하며 사상문화의 계보를 
중건함으로써 황권을 강화하는 일이 급선무였다. 
황제 권위의 실추에 대한 경각은 두 가지 관점에서 나온 것이었다. 하나는 
역사로부터의 기억인데 권덕여의 ｢양한변망론兩漢辯亡論｣이90)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현실로부터 온 것인데 사방의 이민족은 중
국에게 오만하게 굴고, 번진은 중앙에 위협이 되었으며 조정 신하는 붕당
을 지어 당쟁을 일삼는 등 모든 것이 황권을 와해시키고 약화시켰다. 그러
므로 권력을 통일시키고 권위를 확립할 필요가 있었다. 당시의 몇몇 사인
들은 양세법, 국가의 직접적인 호적 관리, 군현제도를 지지하고 고대 종법
제도에 대해서는 비판했다. 그리고 번진이 농단한 염철鹽鐵과 전운轉運에 
대한 권리를 조정이 회수하고 환관이 장악한 병권은 중앙에 의해 관리되
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종원의 봉건론封建論을 포함한 중앙집권에 대
한 군현제도의 옹호 등도 사실은 강대하고 유효한 황권으로 국가의 질서
를 세우자는 그 시대 사인의 보편적인 심정을 담고 있다.
국가의 정치적 권위에 대한 호소는 사인에게 있어서는 사상의 질서에 대

旋取山東, 魏將首義, 六州降從. 淮蔡不順, 自以爲强, 提兵叫讙, 欲事故常. 始
命討之, 遂連姦鄰, 陰遣刺客, 來賊相臣. 方戰未利, 內驚京師, 群公上言, 莫若
惠來. 帝爲不聞, 與神爲謀, 乃相同德, 以訖天誅. …… 蔡人有言, 天子明聖, 不
順族誅, 順保性命. 汝不吾信, 視此蔡方. 孰爲不順, 往斧其吭. 凡叛有數, 聲勢
相倚, 吾强不支, 汝弱奚恃. 其告而長, 而父而兄, 奔走偕來, 同我太平. 淮蔡爲
亂, 天子伐之, 旣伐而飢, 天子活之. 始議伐蔡, 卿士莫隨, 旣伐四年, 小大幷疑. 
不赦不疑, 由天子明. 凡此蔡功, 惟斷乃成. 旣定淮蔡, 四夷畢來. 遂開明堂, 坐
以治之.”

90) 全唐文 卷 495 權德輿 13 ｢兩漢辯亡論｣, p.2235 : 言兩漢所以亡者，皆曰
莽、卓。予以為莽、卓篡逆，汙神器，以亂亂齊民，自賈夷滅，天下耳目，顯然
聞知。靜徵厥初，則亡西京者張禹，亡東京者胡廣。皆以假道儒術，得伸其邪
心，徼一時大名，致位公輔。詞氣所發，損益係之，而多方善柔，保位持祿。或
陷時君以滋厲階，或附凶沴以結禍胎。故其蕩覆之機，篡奪之兆，皆指導之，馴
致之。雖年祀相遠，猶手授頤指之然也。其為賊害，豈直莽、卓之比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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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호소로 표현되었다. 성당 이래로 지식과 사상 세계는 보편적으로 평용
平庸한 상태에 있었다. 경전도 더 이상 권위를 지니지 못했다. 실질적 효
용을 추구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지식과 사상은 실용주의에 의해 지배
되었다. 특히 유가의 권위가 실추된 상황 하에서 과거에 주변부로 밀려났
던 자원들이 다시 나오기 시작했다. 과거에 통일되었던 사상과 분명했던 
지식의 체계는 분열되었고 과거에 억제되어 주변부로 밀려나 있던 이단 
즉 제자諸子는 당당하게 중앙으로 진입하여 사상 세계의 주류가 되기 시
작했다. “정원 연간의 풍조는 방탕하고, 원화 연간의 풍조는 괴이하다.”
는91) 평가는 비록 문학을 지칭하는 것이지만 문학 영역에만 국한되는 것
은 아니었고, 각종 사상과 종교가 활약하던 시기에 전통 사상의 권위는 실
추되었고 사상 간의 경계는 모호해졌다. 물론 유학의 부흥을 가장 대표적
으로 자극한 것은 불교의 흥성이었다. 사상에 있어서의 권위의 확립과 정
치 질서의 중건은 항상 일치한다. 이 시기 사람들의 사상과 질서의 중건에 
대한 필요성은 절박한 것이었고 이것은 바로 당시 지식, 사상계가 기존의 
체계를 바꾸는 내적 원인이 되었다. 그래서 역사적 자원을 새롭게 발굴하
고 분명한 지식의 계보를 세우며, 사상의 경계를 구획하고 각종 이단 학설
을 배격하는 것은 이 시대에 사상의 질서를 중건하는 데 있어서 급선무였
고 이 시대 사인들의 관심의 초점이 되는 것이기도 했다.
불교에 대한 비판은 주로 화이사상과 경제적인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이루
어졌다. 한유의 ｢논불골표論佛骨表｣와 이고의 ｢거불재론去佛齋論｣92) 등의 
극단적인 화이사상이 당시에 나오게 된 더 중요한 의의는 전통 주류 이데
올로기의 권위를 다시 확립하고 사회와 정치의 질서를 다시 정립할 것을 
표명하는 데 있어 상징적인 선언이었다. 

불도는 오랑캐의 한 법도일 뿐입니다. …… 부처는 본래 오랑캐 사람

91) 李肇, 唐國史補 卷 下, 이상천 역주, 학고방, 2006, p.204 : “貞元之風尙
蕩, 元和之風尙怪.”

92) 李皐, 全唐文 卷 637 ｢去佛齋論｣, p.2846 : “舍聖人之道, 則禍流于將來也
無窮矣. 佛法之所言者, 列御寇莊周所言詳矣, 其餘則皆戎狄之道也. 使佛生于中
國, 則其爲作也必異于是, 況驅中國之人擧行其術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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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중국과 언어가 통하지 않고 의복제도가 다르며 옛날의 어진 임금
들의 어진 말을 한 적이 없고 몸에는 옛날의 어진 임금들이 마련한 
옷을 입지 않았으며 임금과 신하의 의리나 부자간의 정을 몰랐던 것입
니다.93)

문제는 이민족 신앙을 배척함과 동시에 역사적인 근거를 발굴할 필요가 
있으며, 역사적인 근거의 기초 위에서 비로소 주류 지식, 사상과 신앙의 
권위를 중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사상의 변화를 간단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주류 사상의 지식 체계 또는 전적으로서 본래 당대 사람이 주로 의존한 
것은 경학이었다. 경전에 대한 학문 가운데 사회, 정치와 사상에 직접 부
연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로 춘추학과 예학이다. 전자는 역사지
식으로 정치의 합법화, 합리화의 근거를 제공하고 후자는 의식儀式의 규칙
으로 사회의 질서를 세우게 해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시기 춘추학의 삼
전三傳은 권위를 잃었고 단순하게 단절된 춘추 원문도 해석하고 발휘할 
원칙을 제공하기 어려웠다. 예학도 사회적으로 종족 중심의 문벌이 점차 
해체되고 지역과의 관계도 날이 갈수록 느슨해지는 구조적 변동 가운데 
효용을 잃고 기송記誦을 위한 학문으로 전락했다. 8 세기 전반에는 이미 
사람들이 “의례는 폐기되고 끊어져 사대부도 행하지 못한다.”고 탄식했으
며, 9 세기에는 이러한 추세가 더 심해져서 조정에서 예학은 여전히 지식
인 중심이었고 각종 예의 문제는 논쟁이 끊이지 않았지만 사인들에게는 
과거와 같은 의의를 지니지 못했다. 
이에 그들은 모든 구체적인 지식을 초월하는 ‘도道’를 고양하고 ‘도’를 모
든 것에 우선하는 근본의 위치에 놓고서 이 초월적인 ‘도’의 기초 위에서 
지식, 사상과 신앙의 질서를 중건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 초월적인 ‘도’는 
무엇에 의지해서 자신의 정당성을 확립하고 개인수양과 사회규범을 관통
하여 국가와 사회의 질서를 세울 수 있는가? 한유는 ｢원성原性｣에서 한대 

93) 韓愈, 全唐文 卷 548 ｢論佛骨表｣, p.2459 : “佛者, 夷狄之一法耳……佛本
夷狄之人, 與中國言語不通, 衣服殊制, 口不言先王之法言, 身不服先王之法服, 
不知君臣之義, 父子之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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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특히 동중서의 견해에 따라 인간 본성의 품등에 따른 교육과 법률을 
통해 계도하고 제약하면 된다고 생각했다.94) 하지만 이미 “일천제도 모두 
불성을 지니고 있다”는 관념이 보편화되었고 불교의 이러한 사상을 받아
들인 도교의 본제경本際經이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전이 된 상황에서, 유
가는 이에 대한 회답을 내어놓아야 했다. 따라서 이고의 ｢복성서復性書｣
는 이러한 주장에 수정을 가하여 복성은 인간의 본성에 의존한다, 즉 “사
람이 성인이 될 수 있는 까닭은 본성에 있다.”고95) 했고, 모든 개인의 본
성은 순정하고, 순정한 본성은 하늘이 부여한 것이니 “본성은 선하지 않음
이 없다.”고96) 했다. 사람이 본성을 어기고, 사회질서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것은 인성이 외부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며, 희노애구애오욕喜怒哀
懼愛惡欲의 정감에 의해 가려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자각해서 본
성으로 돌아가는 것[復性]이다.
물론 초기 유학에도 성정에 관한 토론이 있었다. 한대 이후로 잠복해 있던 
이 사상이 위진남북조와 수당을 거쳐 당대에 불교와 도교의 자극으로 종

94) 韓愈, 全唐文 卷 558 ｢原性｣, p.2502 : “性也者, 與生俱生也; 情也者, 接
于物而生也. 性之品有三, 而其所以爲性者五; 情之品有三, 而其所以爲情者七. 
曰何也? 曰性之品有上中下三. 上焉者, 善焉而已矣; 中焉者, 可導而上下也; 下
焉者，惡焉而已矣. …… 曰: 然則性之上下者, 其終不可移乎? 曰: 上之性, 就
學而易明; 下之性, 畏威而寡罪. 是故上者可教, 而下者可制也. 其品則孔子謂不
移也.” 한유는 “도통”의 회복을 자임했기 때문에 성정에 대한 연구를 중시했
다. 그는 동중서의 “성삼품설”을 계승하였고, 또 정에 대해서 분석했다. 정은 
성이 “외물에 접촉하여 생기며 接于物而生” 따라서 정도 삼품이 있어야 한다
고 생각했다. “상정은 칠정에 대하여 움직여도 중도를 지키며, 중정은 칠정에 
대해서 심해지는 것도 있고 없어지는 것도 있지만 중도에 부합하려 하고, 하정
은 칠정에 대해서 다만 정에 따라 행할 뿐이다. 上焉者之于七也, 動而處其中; 
中焉者之于七也, 有所甚, 有所亡, 然而求合其中者也; 下焉者之于七也, 直情而
行者也.”(｢原性｣) 상품은 칠정이 발동해도 결국 자리를 잘 잡아 사회 도덕규범
에 완전히 부합하며, 중품은 칠정이 발동할 때 때에 따라 과불급이 있지만 중
도에 부합할 것을 추구하고, 하품은 다만 정욕의 지배를 받을 뿐이다. 정에 대
한 이러한 분석은 중국 사상사에 있어서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서 한유가 정을 
중시했다는 점을 입증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95) 李皐, 全唐文 卷 637 ｢復性書｣, pp.2849-2851 : “人之所以爲聖人者, 性
也.”

96) 李皐, 全唐文 卷 637 ｢復性書｣, pp.2849-2851 : “性無不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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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되었고 맹자, 대학, 중용 등 유가 전적의 지지 하에 사맹思孟 계
열의 언어로 고쳐 쓰여지게 되었다. 구양첨歐陽詹은 “본성으로부터 외물에 
이르는 것을 성실이라 하고, 학습으로 성실에 이르는 것을 밝음이라 한다. 
최고의 성인은 성실을 따름으로써 밝음을 열며, 그 다음은 밝음을 궁구하
여 성실을 얻는다.”라고97) 했다. 순명純明한 경계를 지닌 사람은 순수한 
성심誠心으로부터 자각하여 징명澄明한 상태에 이를 수 있으며, 보통의 
사람은 학습과 모방을 통해서 자각하여 성심에 이를 수 있다는 말이다. 
이고는 재계정심齋戒靜心을 통하여 본래부터 어떠한 생각도 없는[本無有
思] 순수한 경계를 깨닫고, 어떠한 것도 생각하지 않음[弗思弗慮]을 통해 
동정 모두를 떠난[動靜皆離] 지성至誠의 상태에 이르는데, 이렇게 하면 정
욕에 얽매이지 않고 본래의 심성을 회복할 수 있게 되며, 성인의 마음의 
경계는 “아무런 동요도 없이 고요하고, 크고 밝아서 천지를 환하게 분별
할”98)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유가 ｢원성｣에서 하늘이 부여한 본성의 
등급을 나눈 것으로부터 성정의 상이한 상태에 의거하여 도덕수준을 평가
하는 쪽으로 전환했다. 그의 이해에 따르면 “성은 하늘의 명이고, 성인은 
그것을 얻어서 미혹되지 않은 자이며, 정은 성이 움직인 것으로서, 백성은 
거기에 빠져 근본을 알지 못하는 자이다.”99) 사람이 외부로부터의 각종 
유혹에 대해 어떠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을[無思無慮] 수 있고 원초의 본성
의 맑고 밝음[澄明]을 추구한다면 바로 ‘천지지심天地之心’에 부합하는 성
인이 되고, 성인은 “기욕을 잊고 성명의 도로 돌아가도록 가르칠 것이다
.”100) 
자연본성의 기초 위에서 ‘도’는 진리의 보편적 의미를 지니게 되고, 사람 

97) 歐陽詹, 全唐文 卷 598 ｢自明性論｣, p.2676 : “自性達物曰誠, 自學達誠曰
明, 上聖述誠以啓明, 其次考明以得誠.”

98) 李皐, 全唐文 卷 637 ｢復性書｣, pp.2849-2851 : “寂然不動, 廣大淸明, 昭
乎天地.”

99) 李皐, 全唐文 卷 637 ｢復性書｣, pp.2849-2851 : “性者, 天之命也, 聖人得
之而不惑者也, 情者, 性之動也, 百姓溺之而不能知其本者也.”

100) 李皐, 全唐文 卷 637 ｢復性書｣, pp.2849-2851 : “敎人忘耆欲而歸性命之
道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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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의 상태로부터 사회의 도덕질서에 이르는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게 
된다. ‘마음[心]’은 대학에서 발굴되었고, 마음의 도덕성 배양과 국가의 
정치 질서를 소통시켜주었으며 ‘도’는 중용과 연계되어 도덕윤리와 정치
적 합리성의 해석에 기초가 되었다. 그리하여 궁극적인 근거는 ‘우주천지’
로부터 ‘마음과 성정’으로 전환되었다.101) 그리고 개인의 마음이 맑고 밝
다는 사상이 유가 전적으로부터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불교와 도
교의 전유물이 아니라 유가 전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되었다. 하지만 
경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사상사적 계보가 필요했다.

이 도라는 것은 무슨 도인가? 이것은 내가 말하는 도이고 앞에 말한 
도가나 불가의 도는 아니다. 요임금은 이것을 순임금에게 전했고 탕왕
은 이것을 문왕, 무왕, 주공에게 전했으며 문왕, 무왕, 주공은 그것을 
공자에게 전했고 공자는 이것을 맹가에게 전했는데, 맹가가 죽자 이것
이 전해지지 않게 되었다. 순자와 양웅은 잘 선택하기는 하였으나 정
밀하지 못했고 말을 하였으나 상세하지 못했다. 주공 이전 사람들은 
윗자리에서 임금 노릇을 했기 때문에 그 도가 시행되었으며 주공 이후 
사람들은 아랫자리에서 신하로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이 오래도록 전해
졌다.102)

8-9 세기 사인의 허구적인 사상계보는 ‘도’와 ‘심’의 사상에 역사적 근거
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이단과 구별시켜 전통 체계를 다시 세우고 심지
어 정치적 권력 체계와 독립된 사상적 권력 체계의 존재가 가능함을 암시
했다.
새롭게 서술된 도통설, 다시 해석된 성정설, 다시금 부각된 전적, 문학을 

101) 勞思光, 新編中國哲學史 3上, 三民書局, 2001, p.4-5.
102) 韓愈, 全唐文 卷 558 ｢原道｣, pp.2501-2502 : “斯吾所謂道也, 非向所謂

老與佛之道也. 堯以是傳之舜, 舜以是傳之禹, 禹以是傳之湯, 湯以是傳之文武周
公, 文武周公傳之孔子, 孔子傳之孟軻, 軻之死, 不得其傳焉. 荀與揚也, 擇焉而
不精, 語焉而不詳. 由周公而上, 上而爲君, 故其事行. 由周公而下, 下而爲臣, 
故其說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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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월한 의의를 부여받은 언어 고문은 ‘도’의 소재所在를 상징하고 있다. 
하지만 당대 말기의 혼란 속에서 호응과 지지를 받지는 못했다. 한유와 9 
세기의 이상주의적 정치 취향, 보편적인 ‘도’를 추구하는 급진적인 사상, 
인성의 자각을 부각시켜 질서를 확립하려는 도덕 사상, 이단을 배척하고 
주류를 확립하려는 정서는 역사 속에 파묻혀버렸고 송대인의 발굴과 새로
운 해석을 기다려야 했다.103)

4.3.2. 중당 춘추학

한편 중당 시기의 경학 가운데 춘추학만은 당시의 사인에게 필요한 시대
에 부합하는 의미를 지녔는데, 그 대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위진남북
조는 정치 형세가 남북으로 대립했기 때문에 문화가 남북으로 분화되어 
상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경학도 “남학南學”과 “북학北學”으로 나뉘
어졌다. 당대 전기의 유학은 공영달孔潁達 주소학注疏學의 시대였다. 주소
학은 남북조의 의소학義疏學을 종합했고, 매년 치러지는 국가고시의 범본
이 되었다. 
중국 최초의 관학의 설치는 한 무제 때였고 오경박사에 제자원 50 명을 
두어서 경술의 전수를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태학太學’이었다. 하지만 
중당시기에 전란을 겪으면서 심하게 파괴되었다. 한유와 같은 해에 진사과
에 급제한 이관李觀은 이렇게 말했다. 

아아! 옛날 태학에는 육관이 있었고, 전공을 나누어 연구했다. …… 근
년에는 화란禍亂 때문에 모두 피폐해졌다. 폐하께서 즉위하고 나서도 
오래된 폐해가 여전하고 …… 박사조교도 그 안에서 김매고 쟁기질한
다. 밭 갈고 씨 뿌리는 봄과 풀 베는 여름 그리고 곡식을 거두어들이
는 가을에 파종하고 벽옹辟雍을 농교처럼 여긴다. 건물은 무너지고 돌
무더기와 나무줄기가 나뒹군다. 아침 비에 물웅덩이가 생긴다.104)

103) 葛兆光, 中國思想史 第二卷, 復旦大學出版社, 2001, pp.11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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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중요한 교육시설이 이처럼 심하게 파괴되었으니, 중당시기에 경학
이 발달하기는 정말로 어려웠다. 당대의 과거제도는 경학을 선발 과목으로 
두었고, 거자擧子에게 입신의 방편으로 생각되었지만 당시의 적지 않은 사
인은 명경과 고시의 결점을 지적했다. 조찬趙贊은 이렇게 말했다. 

명경과는 뜻을 우선으로 한다. 오랫동안 전해져 오면서 오직 시첩試帖
만 익히게 되었고, 의리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거의 없게 되었다. 경
술의 쇠퇴는 모두 이것 때문이다.105)

당대에 세 차례나 지공거知貢擧를 지낸 권덕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명경에서 뜻을 물으면, 운 좋게 암기한 것은 쉬지도 않고 써내려간다. 
하지만 그 뜻을 풀이하게 하면 담장을 마주한 듯하고 나무 인형 같기
도 하다. 하지만 결국은 높은 점수로 급제하게 되는데 어찌 할 수가 
없다. …… 심지어 육경의 뜻을 밝히라고 할 때 선왕의 도에는 부합하
지만 주소에는 있지 않은 경우는 비록 지금 이부吏部에서 경전 한 과
목 당 한 해에 한 명씩 선발하는데 그마저도 되지 않을까 염려한
다.106)

원진은 이렇게 말했다.

104) 全唐文 卷 532 ｢請修太學書｣, p.2392 : “嗚呼! 在昔學有六官, 居類其
業……近年禍難, 浸用耗息. 洎陛下君臨, 宿弊尙在……至有博士助敎, 鋤犁其中. 
播五稼於三時, 視辟雍如農郊. 堂宇頹廢, 磊柯屬聯, 終朝之雨, 流潦下渟.”

105) 全唐文 卷 526 ｢請以箴表代詩賦奏｣, p.2368 : “明經之目, 義以爲先. 比
來相承, 惟務習帖. 至於義理, 少有能通. 經述浸衰, 莫不由此.”

106) 全唐文 卷 489 ｢答柳福州書｣, p.2212 : “明經問義, 有幸中所記者, 則書
不停綴. 今釋通其義, 則墻面木偶. 然遂列上第, 未如之何. ……至於來問明六經
之義, 合先王之道, 而不在於注疏者, 雖今吏部學究一經之科, 每歲一人, 猶慮其
不能至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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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가가 유술을 일으키겠다고 하는 것이 어찌 경전의 문자에 통달
하는 것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경전에 능통하다는 것은 또 몇 
글자 알아맞히는 것에 불과하고 뜻을 밝힌다는 것이 겨우 장조章條를 
구분하는 정도이다. 그러므로 급제자가 해마다 수백인데도 경술에 능
통한 선비는 없다.107)

이상 세 사람의 말을 종합해보면 명경과 거자는 유가 경전의 의리를 소홀
히 하고 겨우 경문만 죽을 때까지 암송하여 유학 교육의 위기를 조성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가 경전의 정화精華는 거의 다 사라져버렸다. 다행히도 
뜻 있는 선비들이 의리를 논하고 도리를 밝히는 것을 임무로 여겨서 중당
시기의 유학은 혁신될 수 있었다. 유학 혁신은 우선 장구학의 속박으로부
터 벗어나야 했다. 장구를 경시하고 의리를 중시하는 것이 중당 유학의 주
요 논점이 되었다. 덕종 때 유면柳冕은 “군자지유君子之儒”와 “소인지유
小人之儒”로 유학의 도를 변별했다. 또 몇몇 학자는 새로운 태도로 유가 
경전을 연구해서 경학에 변화를 불러왔다. 신당서 권 200 ｢담조전啖助
傳｣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대력 연간에 담조啖助‧조광趙匡‧육질陸質은 춘추, 시사개施士丐는 
시, 중자릉仲子陵‧원이袁彛‧위동韋彤‧위신韋茞은 예, 채광성蔡廣成
은 역, 강몽强蒙은 논어로 자신의 학문을 드러냈다.108)

당대 초기에는 경학이 관학으로 통일되어 학파가 존재할 여지를 없애버렸
다. 하지만 “자신의 학문을 드러냈다”고 하는 구절에서 당대 경학이 오랜 
잠복 기간 끝에 관학을 벗어나 각자 자신의 학파를 내세우는 현상이 나타

107) 元稹集 卷 28 ｢才識兼茂明於體用策一道｣, p. :“今國家所謂興儒術者, 豈
不以有通經文字之科乎? 其所謂通經者, 又不過於覆射數字, 明義者, 才至於辨析
章條. 是以中第者歲盈百數, 而通經之士蔑然.”

108) 新唐書 卷 200 ｢啖助傳｣, p.5705 : “大曆時，助、匡、質以春秋，施士匄
以詩，仲子陵、袁彝、韋彤、韋茝以禮，蔡廣成以易， 強蒙以論語，皆自名其
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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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에서 든 학파 가운데 담조, 조광, 육
질의 춘추학은 영향력이 가장 컸다. 안사의 난이 발발하고 6 년 뒤에 담
조는 춘추 삼전에 대한 논저를 저술하기 시작했고 그의 제자 육질은 바
로 이때 그에게 배웠다. 10 년이 걸려 대종 대력 5년(770)에 완성했다. 이
때는 안사의 난이 이미 평정되었고 새로운 번진 할거의 국면이 형성되었
다. 담조가 죽은 뒤 육질은 담조의 아들 담이啖異와 함께 담조의 저술을 
가지고 조광에게 가서 가르침을 청했다. 그 후 육질은 전체를 편찬했다. 
그때로부터 5 년이 지난 대력 10 년(775)에 책이 완성되었는데 이것이 바
로 춘추집전찬례春秋集傳纂例 10 권이다. 그 외에도 육질은 또 춘추미
지春秋微旨 3 권, 춘추변의春秋辨疑 7 권을 지었다. 덕종‧순종 때에 육
질은 위집의의 인정을 받고 이왕유유二王劉柳의 영정혁신에 참여했는데, 
이 계파의 학설은 혁신파 인물의 존숭을 받았다.
담조를 영수로 하는 춘추학파가 “자신의 학문을 드러낼 수 있었던” 까닭
은 우선 이 학파가 장구만을 지키는 학풍을 돌파했기 때문이었다. 육질은 
여온呂溫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는 나의 경지가 아니라 요순의 경지에 들어갔고, 나의 뜻을 보지 않
고 공자의 뜻을 보았다. 적절한 때가 오지 않았는데 나는 늙었고 너는 
젊다. 훗날 하도河圖가 나오고 봉황이 오면 천자는 조정에서 분명히 
이치의 근본에 대해 물으실 것이다. 백성이 중요하고 사직은 그 다음
이라는 뜻으로 우리 임금의 총명함을 계발해줄 수 있다면 당나라를 평
화롭게 만들 것이다. 네가 죽지 않는다면 나에게는 희망이 있다.109)

“당나라를 평화롭게 만들고” 유가의 도를 밝히며 성인의 도를 보고 요순
의 경지에 들려면 훈고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육경의 뜻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그들의 학문에 대한 태도는 춘추학에서 충분히 발휘되었다. 신당서

109) 全唐文 卷 631 ｢祭陸給事文｣, p.2821 : “子非入吾之域, 入堯舜之域, 子
非睹吾之奧, 睹宣尼之奧. 良時未來, 吾老子少. 異日河圖出, 至鳳凰, 天子咸臨
泰階, 淸問理本. 其能以生人爲重, 社稷次之之義發吾君聰明, 躋盛唐於雍熙者. 
子若不死, 吾有望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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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200 ｢담조전｣에는 하夏‧상商‧주周 삼대 정치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가 
소개되어 있다. 

춘추는 세상의 폐해를 구제하고 예의의 부족함을 혁신시켜 준다. 어
떻게 알 수 있는가? 하의 정치는 충忠을 숭상했는데 충의 단점은 야
野이다. 은殷은 경敬으로 단점을 바로잡고 그 뒤를 이었다. 경의 단점
은 귀鬼이다. 주는 문文으로 단점을 바로잡고 그 뒤를 이었다. 문의 
단점은 사僿인데 사를 바로잡는 것은 충이니 다시 하의 정치를 따라
야 한다. 문은 충의 말단이다. 근본의 교화에 치중하면 말단에 폐해가 
생긴다. 말단에 치중하면 그 폐해는 무엇이 되겠는가? 무왕‧주공은 은
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채택했다. 주공이 죽고 나서
는 고쳐야 할 바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그 폐해가 이대二代보
다 더 깊어졌다. 동주시기에 왕도는 폐절廢絶되고 인륜은 무너졌다. 
…… 그러므로 춘추가 권도로 정도를 보좌하고 성誠으로 예를 판단
했다. 정正은 충의 도이며 정情에 근본을 둔다. 부질없는 이름에 얽매
이지 않고 견개狷介함을 숭상하지 않으며, 상황에 가장 적절한 방식으
로 난리를 가라앉히고 적절한 때에 출척黜陟했다. 또 예에 맞지 않으
면 행동하지 않는 것을 중시하거나 곧으며 작은 믿음에 얽매이지 않는 
것을 중시했다. 나아가고 물러나며 오르고 내림에 있어 형식적인 것은 
제거하고 실질을 도모했다. 그래서 ‘주나라의 폐해를 구제하고 예의의 
부족함을 혁신시켰다.’고 한 것이다.110)

담조의 말에 따르면 하의 정치는 충, 상의 정치는 경, 주의 정치는 문을 
숭상했다. “문의 폐단은 사이며” “사를 바로잡는 데에는 충忠만한 것이 없

110) 新唐書 卷 200 ｢啖助傳｣, p.5705 : “春秋者, 救時之弊, 革禮之薄. 何以明
之? 夏政忠, 忠之敝野, 商人承之以敬, 敬之敝鬼, 周人承之以文, 文之敝僿. 救
僿莫若以忠, 復當從夏政. 夫文者, 忠之末也. 設教於本, 其敝且末, 設教於末, 
敝將奈何？ 武王周公承商之敝, 不得已而用. 周公旣沒, 莫知所改, 故其敝甚於
二代. 以至東周, 王綱廢絶, 人倫大壞……故春秋以權輔正, 以誠斷禮. 正以忠道, 
原情爲本. 不拘浮名, 不尙狷介, 從宜救亂, 因時黜陟. 或貴非禮勿動, 或貴貞而
不諒. 進推抑揚, 去華居實. 故曰捄周之弊, 革禮之失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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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나라 정치의 병폐를 바로잡으려면 “하나라의 정치를 따라야 하므
로” 충도를 제창했다. 담조는 춘추의 종지를 “세상의 폐해를 구제하고 
예의의 부족함을 혁신시키는 것”으로 귀결시켰다. 담조는 정치가 문을 버
리고 질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고, 고문운동은 문장이 “도를 밝히고[明
道]” “도를 실어야[載道]” 한다고 생각했다. 이 점에 있어서 춘추학파와 
고문운동은 공통의 사상적 경향을 지녔다. 
이 삼교순환설三敎循環說은 중당시기에 널리 인용되었다. 권덕여는 ｢정원
이십일년예부책문貞元二十一年禮部策問五道｣에서 이렇게 말했다. 

하‧은‧주의 정치는 중中‧경敬‧문文의 도로써 폐단을 바로잡으면서 이었
고, 계속 순환했지만 위로 오제五帝로부터 삼통三統에 대해 말하지는 
않았다. 어찌 그러한 정치가 있었는데 사관史官이 전하지 않았을까? 
……111)

한유도 ｢진사책문십삼수進士策問十三首｣에서 물었다. 

“하나라의 정치는 충, 은나라의 정치는 경, 주나라의 정치는 문을 숭
상했고 이 세 가지는 계속 순환했다.”고 하는데 오행과 사계절의 관계
와 같다. ……112)

목질穆質은 ｢대현량방정능언직언극간책對賢良方正能言直言極諫策｣에서 이
렇게 말했다. 

하지만 폐하께서 고대를 모범으로 삼아 다스리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
니까? …… 천하 백성을 몰아 충으로 돌아가게 하시겠습니까, 경으로 
돌아가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문으로 돌아가게 하시겠습니까?113)

111) 全唐文 卷 483, p.2186 : “問, 夏殷周之政, 中敬文之道, 承弊以救, 始終
循環, 而上自五帝, 不言三統. 豈備有其政, 或史失其傳? ……”

112) 韓昌黎全集 : “古之有人云, 夏之政尙忠, 殷之政尙敬, 而周之政尙文. 是三
者相循環終始, 若五行之與四時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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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는 ｢제왕소상문帝王所尙問｣에서 이렇게 말했다. 

하는 충, 은은 경, 주는 문을 숭상했는데 왜 그랬을까? “제왕의 도는 
충‧경‧문 가운데 한 가지만을 숭상하지는 않는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서 그 폐해를 바로잡을 뿐이다. 지나친 질박함을 바로잡는 것은 경, 
귀신을 공경하는 폐해를 바로잡는 것은 문, 성실함의 결여를 바로잡는 
것은 충이며 계속 순환하고 갈마들며 바로잡아준다.”114)

권덕여와 한유는 시책試策의 제목으로 삼았는데 이 학설의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다. 각자 중점을 두는 곳이 다르지만 모두가 예외 없이 당
대의 정치현실과 관련시켜 “폐해를 바로잡고” “세상을 구제하며” “충을 
숭상할 것”을 주장했다. 구체적인 함의는 당 왕조가 안사의 난 이래로 “문
文의 폐단”이 극에 달했고 엄중한 사회적 위기에 직면했으니 세상을 구제
하려면 개혁이 필요하고, 충도忠道를 제창하며, 질質을 숭상하고 문文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에 가장 긴요한 임무는 당 왕조의 통일을 지
키고 황권의 권위를 높이며 번진 할거에 반대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 
학파의 경학적 관점은 이후의 한‧유의 고문운동과 원‧백의 신악부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양대 문학운동의 사상적 기초와 이 학파가 진행
한 학술 연구의 방법은 실제로 밀접한 영향 관계가 있다.

113) 全唐文 卷 524, pp.2357-2358 : “然陛下師古爲理也, 欲何爲乎?……驅天
下之人, 欲歸忠耶? 歸敬耶? 歸文耶?”

114) 全唐文 卷 637, p.2849 : “夏尙忠, 殷尙敬, 周尙文, 何也? 曰, 帝王之道, 
非尙忠也, 非尙敬與文也. 因時之變, 以承其弊而已矣. 救野莫如敬, 救鬼莫如文, 
救僿莫如忠, 循環終始, 迭相爲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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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당시기 문학에 나타난 미의식

중당은 중국 역사에서 전환점이며 수백 년에 걸쳐 정치권력과 문학사상을 
지배했던 세족문벌이 와해되고 사인계층이 점차 조정과 세족으로부터 벗
어났다. 당대 이전에 대부분의 문인은 고문高門의 후손이었고 그들은 조정
의 주요 관원이거나 고급관료나 귀인에 의존해야하는 배우와 같은 성격이 
짙었다. 당대 전기에 이르러서도 이러한 상황은 지속되었고, 초당의 시인
은 주로 궁정시인이었으며 진陳‧수隋의 풍조를 이어받아 공덕을 노래하고 
아름다운 여인, 가무를 즐기며 노는 모습을 묘사했다. 상관의上官儀의 화
려하고 장식적인 시는 일시를 풍미하여 사대부가 모방하기 바빴다. 무후 
시기의 심전기沈佺期, 송지문宋之問은 율시律詩에 크게 기여했지만 그들
도 궁정시인이었고 화려한 시는 대부분 황제에게 바치거나 연회에서 지은 
것이다. 성당시기에 시단은 대가들이 등장하여 궁정시신宮廷侍臣이라는 
황실에 대한 의존성으로부터 벗어났지만 그들이 문학적 재능으로 높은 정
치적 지위를 얻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요컨대 문벌은 몰락하고 문인은 과
거를 통해 정치적 지위를 확립하는 시기는 중당시기를 기다려야 했다.
초당 고종, 무측천 시기는 진사와 관련한 새로운 문인사대부가 처음으로 
출현한 시기이며, 이 시기는 사걸四傑이 뜻을 얻지 못한 낙척한 문인의 
형상으로 나타난다. 성당시기의 문인은 맹아기에 속하고 상류사회의 승인
을 받지 못한 신흥 세력이어서 이백李白, 두보杜甫, 맹호연孟浩然 등이 관
직을 획득하려는 노력은 모두 실패했다. 고적高適, 잠삼岑參은 장기간 뜻
을 얻지 못하게 되자 문文을 버리고 무武를 취했다. 중당시기가 되면 진
사 계층은 사회에서 안정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고 관로도 전기의 문
인에 비해 순조로웠다. 그러므로 초, 성당 한문寒門 사대부의 누적된 강렬
한 관로에 대한 지향은 중당 문인에게서 마침내 실현되었다.
중당 이후 중국의 사회‧문화도 새로운 발전 단계로 진입했다. 크게 보면 
정치구조 내지 사회구조의 변화는 문인의 심리에 대해 큰 영향을 미쳤고, 
문인은 이전의 문인과는 다른 문학 관념, 미적 관념을 지니게 되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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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가장 분명한 표징은 문인들이 개인의식과 자주 정신을 충분히 드
러낸 데 있다.
종교는 당대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 가운데 하나로서, 인도 불교는 
동한 때 중국에 들어와 오백 년 정도 전파되고 발전하여 당대에 이르러 
극에 달했다. 도교는 당조 황실의 성이 노자老子와 같은 이씨李氏여서 황
실은 자신의 가문을 높이기 위해서 도교를 적극 창도했고 도교가 거의 당
대의 국교가 되게 했다. 불교와 도교는 사실 유사한 점이 많다. 불교는 적
멸寂滅을 귀의점으로 삼고, 도교는 허무虛無를 근본으로 삼았다. 불교는 
성공性空을 위주로 했고, 도교는 무명無名을 위주로 했다. 양자는 모두 속
세를 초월할 것을 주장했다. 이러한 사상은 다시 전통적인 유가의 세상을 
구제한다는 정신과 융합되어 역대 문인의 출처진퇴出處進退에 정신적 기
탁처가 되었다. 절개가 굳고 곧은 중당 사인에게 있어서 과거는 이상을 실
현하는 통로이자 현실적인 생활을 해결하기 위한 거의 유일한 기회였
다.115) 하지만 통과하기가 너무나 힘들었고, 관직에 오른 뒤에도 권력투쟁
은 늘 그들이 분노, 피로를 느끼게 했다. 심리적 해소를 위해 중당 문인은 
산수에 감정을 기탁하거나 종교에 기탁했다. 물론 성당시기에도 왕유王維
와 불교, 이백과 도교의 관계에서 보듯이 종교가 문인에게 영향을 미쳤음
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성당시기의 영향은 개별적인 차원에 머물렀던 반면
에, 중당은 모든 문인의 시가에서 보편적으로 종교의 영향을 찾아볼 수 있
다. 중당 시인은 종교생활과 정치생활을 연계시켜 종교에 귀의하여 현실생
활에서의 여러 가지 고민을 조절하고 풀어냈다. 그들은 종교를 통하여 많
은 삶의 문제를 해결했고 종교수행과 세속생활 사이에서 일종의 절충적인 
생활방식을 찾아 중당 사대부가 당대 이후의 중국 사대부문인의 전형 가
운데 하나가 되게 했다.

115) 馬自力, 中唐文人之社會角色與文學活動,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5,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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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중당 문인의 상황과 태도

중당 문인은 사실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그대로 절망
할 수는 없었다. 그들은 정원 시기의 조정에 대해 강한 불만을 품었지만 
원화 연간의 중흥에 고무되어 미래의 정국에 대해서는 현재의 폐정을 개
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정원, 원화 연간에 한유, 
유종원과 같은 고문가와 백거이, 원진 등 사회에 관심을 가진 시인이 출현
할 수 있었던 것은 시와 문장 자체의 발전의 원인 이외에도 대력 이후의 
사회 정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원진은 대력 14 년(779)에 태어났으니 정원 14년이면 20 세 때로서 아직 
관직에 오르기 이전이다. 하지만 정원 말기의 정치는 20 세 전후의 원진
이 이와 같은 깊은 인상을 가지게 했다. ｢시에 대해 서술하여 백거이에게 
보내는 글敍詩寄樂天書｣을116) 보면 원진이 장래의 정치 개혁에 대한 포부
를 볼 수 있고 원진보다 몇 살 연장인 백거이는 영정개혁 때 재상 위집의
韋執誼에게 올린 ｢재상에게 올리는 글爲人上宰相書｣에서117) 현실 정치를 
비판했다. 백거이는 안사의 난의 여파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건중 연
간부터 정원 연간에 이르기까지 질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조치가 내려졌
지만 사회의 전체적인 안정을 이루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당시 

116) 元稹集 卷 30, pp.351-354 : “時貞元十年已後, 德宗皇帝春秋高, 理務因
人, 最不欲文法吏生天下罪過, 外閫節將, 動十餘年不許朝覲, 死於其地不易者十
八九. 而又將豪卒愎之處, 因喪負衆, 横相賊殺, 告變駱驛, 使者迭窺, 旋以狀聞
天子曰, 某邑將某能遏亂, 亂衆寧附, 願爲其帥. 名爲衆情, 其實逼詐, …… 京城
之中, 亭第邸店以曲巷斷, 侯甸之内, 水陸腴沃以鄕里計. 其餘奴婢資財, 生生之
備稱之. 朝廷大臣以謹愼不言爲科雅, 以時進見者, 不過一二親信. 直臣義士, 往
往抑塞. …… 僕時孩騃, 不慣聞見, 獨於書傳中初習理亂萌漸, 心體悸震, 若不可
活, 思欲發之久矣.”

117) 白居易集 卷 44, pp.951-957 : “至使天下之户口日耗, 天下之士馬日滋, 
游手於道途市井者不知歸, 托足於軍籍釋流者不知反, 計數之吏日進, 聚斂之法日
興, 田疇不辟而麦禾之賦日增, 桑麻不加而布帛之價日賤, 吏部則士人多而官員
少, 奸濫日生, 諸使則課利少而羨餘多, 侵削日甚. 擧一知十, 可勝言哉. 况今方
域未甚安, 邊陲未甚靜, 水旱之災不戒, 兵戎之動無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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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의 조류는 점차 고조되고 있었다. 백거이도 이러한 정치 동향에 
고무되었고 따라서 거리낌 없이 현실 정치‧경제‧사회의 여러 문제에 대해 
비판했다. 황보식皇甫湜도 ｢제책制策｣에서 제왕, 사대부, 환관, 장수, 형
법, 경제, 선거 등의 주요 분야의 당시 폐단을 지적했다. 원진, 백거이 이
외에 몇몇 중당시기의 저명한 문인 한유, 유우석, 유종원 등도 당시 정치
에 대해 원진과 유사한 관심을 가졌을 수 있다.
유종원과 유우석의 정치에 대한 태도는 당시 문인과는 조금 달랐다. 헌종
의 즉위는 영정혁신의 결속을 의미했고, 또 혁신에 참가했던 관원들은 박
해를 받았다. 헌종은 유우석을 연주자사連州刺史로, 유종원은 소주邵州자
사로 좌천시켰다. 같은 해 11 월 유우석과 유종원이 수도를 떠나 폄적지
로 가는 도중 헌종은 다시 유우석을 낭주사마朗州司馬, 유종원은 영주永
州사마로 보내는 명령을 내렸다. 그 외에 영정혁신에 참여했던 인물들, 예
를 들면 한태는 건주虔州사마, 진간은 태주台州사마, 한엽은 요주饒州사
마, 능준은 연주連州사마, 정이는 침주郴州사마, 위집의는 애주崖州사마로 
폄적되었다. 헌종 원화 원년(806)에 하달된 조서는 이상의 좌천된 사람들
은 은사를 받더라도 양이量移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
히고 있다. 헌종의 이 조서는 유종원, 유우석 두 사람에게는 정치적으로 
사형판결과 같은 것이었다. 그러므로 유종원과 유우석 두 사람은 한유, 백
거이, 원진 등과 동시대인이었지만 정치적 어려움은 아주 달랐다.
유종원의 당시 정치를 반영한 시작詩作은 그의 기행산문과 비슷하며 대부
분 정치적 실패 이후의 실의와 울분을 표현했다. ｢남쪽 계곡 안에서 짓다 
南澗中題｣는 다음과 같다.

秋氣集南澗 가을 기운이 남쪽 계곡에 모여 있는데
獨游亭午時 홀로 한낮에 노닌다
回風一蕭瑟 회오리바람 불어 온통 쓸쓸하고
林影久參差 숲의 나무 그림자 오래도록 어지럽게 흔들거린다
始至若有得 처음 이르렀을 때에는 마음에 흡족했는데
稍深遂忘疲 점점 깊이 들어가니 피로도 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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羈禽響幽谷 무리를 떠난 새 소리는 깊은 계곡에서 들리고
寒藻舞淪漪 차가운 마름 풀은 물결 따라 춤추듯 한다
去國魂已遠 장안을 떠난 내 넋은 이미 멀리서 노는데
懷人淚空垂 그리운 사람 생각에 괜스레 눈물이 흐른다
孤生易爲感 외로이 삶이라 쉽게 감상에 빠지고
失路少所宜 길을 잃었으니 마땅히 여기는 일도 적구나
索寞竟何事 이 삭막함은 끝내 무엇인가
徘徊只自知 이리저리 배회하며 스스로 짐작할 뿐이라
誰爲後來者 뒤따라올 이 누구일까
當與此心期 마땅히 이 마음과 같으리라

때때로 산수에 뜻을 기탁하고, 자연경물에 대한 묘사 속에 완곡하게 자신
의 관직에 대한 생각이나 정치적 신념을 표현했다. 하지만 유종원의 정치
적 실의와 비통함은 ｢조 시어사가 상현을 지나며 보내온 시에 답하다 酬
曹侍御過象縣見寄｣에 잘 표현되어 있다. 

破額山前碧玉流 파액산 산 앞에는 푸른 옥 흐르고
騷人遙駐木蘭舟 시인은 멀리 목란배를 세우네
春風無限瀟湘意 봄바람에 소상의 정취 무한하니
欲采蘋花不自由 마름꽃 캐려도 내키지 않네

이것은 유종원이 유주柳州자사로 폄적되었을 때 지었다. 당시 시인의 심정
은 고민과 우울로 가득했는데 벗인 조 시어가 파액산에서 자신이 지내는 
상현을 지난다는 말을 듣고 아주 기뻐하면서 조금이라도 일찍 도착하기를 
바란다. 유종원이 정치에 참여한 기간은 길지 않았지만 정치이론에 대한 
공헌과 영향은 무시할 수 없다. ｢종수곽탁타전種樹郭槖駝傳｣을 보면 그의 
정치이론을 알 수 있다.

나는 나무 심는 것만을 알뿐이지 다스리는 것은 나의 본업이 아닙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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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내가 마을에 살면서 고을 관청의 어른 되는 분이 명령을 
번거롭게 하기를 좋아하는 것을 보니 백성을 매우 아끼는 듯 하지만 
화로서 마칩니다. 아침저녁으로 관리가 와 소리치면서 “관의 명령으로 
너희들은 밭가는 것을  빨리 하고 너희들이 심는 것을 열심히 하며 
너희들이 거두는 것을 감독하고 빨리 고치에서 실을 뽑으며 빨리 짜서 
옷감을 내고 자식을 낳아 잘 키우며 그렇게 되었으면 닭이나 돼지도 
잘 길러라!” 합니다. 북을 울려 백성을 모으고 딱따기를 두드려 그들
을 소집합니다. 우리 소인배는 아침저녁으로 음식을 갖추어 관리들을 
위로하기에도 겨를이 없습니다. 또 어떻게 우리들의 삶을 번성케 하고 
우리들의 본성을 편하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병들고 게을러집니다. 이
와 같으니 나의 직업과 또한 비슷한 점이 있을까요?118)

유종원은 소설의 기법과 선명한 우의를 사용하여 새로운 문체를 창조했다. 
그는 곽탁타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표현했다. 그는 나무 심는 사람
의 입을 통해 ‘사람을 기르는 방법’을 선양한다. 즉 통치자는 사람의 욕구
를 따르고 사람의 본성을 이루어주는 것을 행정의 주요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유우석의 정치적 시작에 언급된 정치적 내용은 유종원에 비해 조금 더 광
범위하다. 그가 20여 세 때 지은 ｢무원형의 추일대에서 그리움에 옛 동료
들에게 부침에 화답하다和武中丞秋日寄懷簡諸僚故｣에서 “계절에 따라 강
과 바다를 생각하며, 나라에 굳은 절개로 보답하리. 感時江海思, 報國松筠
心.”라고 했다. 그는 정치적으로 실패하고 남방의 야만적인 지역으로 폄적
당하기는 했지만 정치적 포부는 여전했다. 폄적당할 때에도 낭주, 연주, 
화주和州 등 적지 않은 지방을 전전했지만 조정, 정국, 당시의 중대한 정
치적 사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였고 수시로 시를 통해 표현

118) 柳宗元, 柳宗元集 卷 17 ｢種樹郭槖駝傳｣, 中華書局, 2006, pp.473-474 : 
“我知種樹而已, 理非吾業也. 然吾居鄕, 見長人者好煩其令, 若甚憐焉, 而卒以
禍. 旦暮吏來而呼曰官命促爾耕, 勖爾植, 督爾穫, 蚤繰而緖, 蚤織而縷, 字而幼
孩, 遂而鷄豚. 鳴鼓而聚之, 擊木而召之. 吾小人具饔飱以勞吏者, 且不得暇. 又
何以蕃吾生而安吾性邪. 故昞且怠. 若是卽與吾業者, 其亦有類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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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특히 헌종의 번진세력 삭감에 진전이 있을 때에는 ｢평채주平蔡州｣
와119) 같은 시를 통해 열렬한 옹호와 찬송을 표현하기도 했다.

蔡州城中衆心死 채주성 안 많은 사람의 마음은 죽었고
妖星夜落照壕水 요성은 밤하늘 떠서 해자를 비추네
漢家飛將下天來 왕실의 용맹한 장수 하늘에서 내려와
馬箠一揮門洞開 채찍질 한 번에 문동이 열렸네
賊徒崩騰望旗拜 적도는 무너져 깃발 향해 엎드리니
有若群蟄驚春雷 마치도 겨울 벌레 떼가 봄 우레에 놀라는 것 같네
狂童面縛登檻車 광동은 적을 묶어 함거에 태우고
太白夭矯垂捷書 태백은 씩씩하게 승리의 글 전하네
相公從容來鎭撫 상공은 침착하게 진무하고
常侍郊迎負文弩 상시는 교외에서 문노 부축하네
四人歸業閭里間 네 사람이 마을로 돌아오니
小兒跳浪健兒舞 어린 아이는 좋아 뛰고 큰 아이는 춤추네

다른 한편 한‧맹시파의 시인은 풍격이 기험한 시풍으로 기울어서 당시의 
정치‧사회를 반영하는 시를 쓸 수는 없었다. 그러나 이 문인들도 정원 연
간 번진이 할거하고 민생이 도탄에 빠진 시기를 살았기 때문에 당시 정치 
국면에 관심을 기울였다. 맹교도 나라와 시절을 걱정하는 시를 지었다. 앞
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덕종 통치 초기에 여러 번진은 연합했고, 조정과 번
진의 장수 사이의 투쟁은 격렬했으며 백성의 고통은 극에 달했다. 맹교는 
전란의 고통을 직접 겪었고 전쟁의 죄악을 드러내고 백성의 고통을 반영
하는 시를 썼다. 맹교의 ｢살기부재변殺氣不在邊｣이라는 시는 건중 3-4 년 
경에 지어졌다. 

殺氣不在邊 살기는 변방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119) ｢平蔡州｣ 其一, 彭定求 等, 全唐诗(上), 上海古籍出版社, 1986. 10, 
p.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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凛然中國秋 나라 안은 차가운 가을 기운 서늘하네
道險不在山 험한 길은 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니
平地有摧輈 평지에 부러진 수레 끌채 나뒹구네
河南又起兵 하남에 또 전란이 일어나
清濁俱鎖流 맑은 물 흐린 물 함께 뒤엉켜 흐르네
豈唯私客難 어찌 홀로 떠도는 나그네만 어렵겠는가
擁滯官行舟 공무로 가는 배도 막혔네
况余隔晨昏 하물며 나는 자식의 의무로부터도 떨어져
去家成阻修 집 떠나 멀리 있으니
忽然兩鬢雪 문득 양쪽 살쩍은 눈같이 희어지고
同是一日愁 함께 하루 종일 시름하네
獨寢夜難曉 밤에 홀로 잠자리 들어 새벽까지 잠 못 들고
起視星漢浮 일어나 은하수 바라보니
凉風蕩天地 차가운 바람 천지에 휘몰아치고
日夕聲颼飅 아침저녁으로 바람소리 들리네
萬物無少色 만물은 아무런 빛깔도 지니지 않고
兆人皆老憂 백성은 모두 근심으로 늙어가네
長策苟未立 장대한 계책이 세워져 있지 않다면
丈夫誠可羞 장부는 정말로 부끄러울 것이네
靈響復何事 신비한 소리 들리니 또 무슨 일인가
劍鳴思戮讐 칼이 원수 죽이려고 우는구나

건중 3 년(783) 전열田悅, 이납李納과 노룡번진盧龍蕃鎭의 주도朱滔 등은 
군대를 장악하고 당 왕조에 대항했을 뿐만 아니라 채주번진의 이희열李希
烈과 연합하여 반란을 일으키기까지 했다. 맹교는 전란의 고통을 직접 경
험했고 당시의 사회 현실을 묘사했다. 덕종 초기 즉 맹교 전기前期의 전
란시戰亂詩는 이리와 승냥이가 길거리를 누비고 살기가 넘치는 생활을 묘
사했지만 그가 힘써 표현하고자 했던 것은 결코 절망하지 않고 당시 사회 
현실을 개혁하고자 하는 결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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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 자신도 정치적 포부가 대단한 인물이었고, 정치 현실에 대한 관심은 
중당 시대 어느 누구에게도 못지않았다. 한유의 전기前期에 당시 정국에는 
번진의 할거가 발생했고 민생이 도탄에 빠졌으며, 그 자신도 직접 전란의 
고통을 겪었다.
중당 문인은 이상의 다양한 문제로 쇠약해져 가던 사회 현실을 만회하려
고 노력했다. 이 문인들은 정치에 대해 불만이 가득하던 시대에 성장했고, 
이 청년 문인 대부분은 정치 개혁의 이상을 품고 뛰어들었다. 더욱이 원화 
연간에는 번진 할거 세력이 점차 약해짐에 따라 사회 혼란도 호전되었고 
문인들의 사회에 대한 심리적 상태도 긍정적으로 변화했다. 그러므로 정
원, 원화 연간에 원‧백의 시가에 대한 주장 즉 신악부운동과 한‧유의 고문
운동이 등장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당 왕조의 정치 환경의 회복과 
일정한 관계가 있었다.

5.2. 이상과 개인

백거이와 원진 등의 사람은 관직에 올랐을 때부터 유가적 입장에서 세상
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리고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여 문학사
에서 유명한 신악부운동을 일으켜서 시풍을 개혁하고 세상의 폐해를 구제
하려 했다. 이 시가 개혁의 활동 속에서 문학가와 정치가의 두 가지 측면
을 지닌 지식인의 면모를 볼 수 있다. 이신李紳의 ｢악부신제樂府新題｣ 20 
수首는 “시대의 병폐가 시급함을 비판”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백거이와 
원진은 더 나아가 서문序文과 자신의 주석을 배합하여 사실을 기록하는 
성격의 시를 지어 시대의 폐단을 드러냈다.
악부는 원래 자유로운 서사라는 특징을 지녔는데 이신, 원진, 백거이가 신
악부를 제창하기 이전에 장적張籍, 왕건王建이 이미 민생의 어려움을 반
영하고 시어가 평이한 악부시를 많이 지었다. 장적은 이고 등과 함께 한유
에게서 문장을 배운 세칭 한문제자韓門弟子였고, 한유는 그를 적극 발탁
하여 정이 각별했다. 하지만 장적의 시가는 오히려 한문韓門의 기험奇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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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노선이 아니라 원‧백에 가까웠다. 장적은 한유의 문학관에 대해서 동의
하지 않았고 여러 차례 한유에 대해 “복잡하고 사실적이지 않은 것을 숭
상한다.”, “내기 장기로 재물을 다투는 꼴”이라120) 지적했는데, 시가 창작
에서 보여준 사상과 행위에서 독립성과 자주성을 볼 수 있다.
백거이, 원진, 이신이 신악부를 창작할 때는 그들이 바로 정치에 참여하던 
때이다. 젊은 혈기와 시가에 대한 예민한 안목으로 실제 일을 제재로 삼아 
어두운 현실을 폭로하는 시를 대담하게 썼다. 원‧백은 정치적 열정과 시인
의 사명감으로 신악부운동을 일으켰고, 그들의 시론은 실용성을 분명하게 
주장했으며 현실을 반영하고 정사를 논의하며 세상을 구제하려 했다. 물론 
시에 대한 이러한 관념은 편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백거이는 시가 창작
이 “실제 일에 감응하고[感於事]” “감정이 움직인[動於情]” 결과라고121) 
주장했고, 정감은 아무 것도 없는 곳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
에 근원을 두기 때문에 시가는 현실로부터 떨어질 수 없다고 생각했다. 
“문장은 시대를 담아야 하고, 시가는 현실을 표현해야한다.”는122) 생각은 
문인이 당시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책임을 강조한 것이다. ｢책림策林｣ 
68에서는 “요즘 포폄하는 문장은 사실적 근거가 없으니 권선징악의 도가 
무너졌다.”라고123) 했다. 형식과 화려함에 치우친 문풍을 교정하고 문학이 
실제적인 효용을 발휘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백거이의 이 시기의 일관된 
주장인데 권선징악을 위해서는 시가의 내용이 사실에 근거하고 신빙성이 
있어야 했다. 백거이의 ｢염상부鹽商婦｣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鹽商婦, 多金帛, 不事田農與蠶績 소금장수 부인, 돈과 비단 많고, 
밭농사 누에 길쌈 일 하지 않네 

南北東西不失家, 風水爲鄉船作宅 남북동서로 집 잃지 않고, 바람

120) 全唐文 卷 684 ｢上韓昌黎書｣, p.3105 : “多尙駁雜無實之說”, “爲博塞之
戱與人競財”

121) 白居易集 ｢策林｣ 69, p.1370.
122) 白居易集 ｢與元九書｣, pp.959-966 : “文章合爲時而著, 詩歌合爲事而作.”
123) 白居易集 ｢策林｣ 68, p.1368 : “今褒貶之文無覈實, 則勸懲之道缺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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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물은 마을 되고 배가 집이라 
本是揚州小家女, 嫁得西江大商客 본시 양주 가난한 집 딸인데, 

서강의 큰 장사치에게 시집갔네 
綠鬟富去金釵多, 皓腕肥來銀釧窄 푸른 쪽진 머리 가멸기는 금비

녀가 넘치고, 흰 팔 살진 것은 
은팔찌가 좁을 지경 

前呼蒼頭後叱婢, 問爾因何得如此 앞으로는 사내종을 부르고 뒤로
는 계집종을 꾸짖으니, 묻노라 
네가 어떻게 이와 같이 될 수 
있었나 

婿作鹽商十五年, 不屬州縣屬天子 남편이 소금 장사 15 년에, 주
와 현에 속하지 않고 황제에게 
속하여 

每年鹽利入官時, 少入官家多入私 매해 소금 판 이윤을 관가에 납
입할 때, 관가에는 적게 내고 
사사로이 취하는 것이 많았네 

官家利薄私家厚, 鹽鐵尙書遠不知 관가의 이익은 적고 사삿집은 
후한데도, 염철상서는 멀리 있
어 알지 못했지 

何況江頭魚米賤, 紅膾黃橙香稻飯 하물며 강나루에 생선과 쌀은 
값이 싸, 붉은 회와 등황빛의 
향도미 쌀밥으로 

飽食濃妝倚柁樓, 兩朵紅腮花欲綻 배불리 먹고 짙은 화장에 타루
에 기대, 두 늘어진 붉은 뺨은 
꽃봉오리 터지려 하네 

鹽商婦, 有幸嫁鹽商 소금 상인 부인은, 운 좋게 소
금장수에게 시집가 

終朝美飯食, 終歲好衣裳 온종일 맛좋은 밥에, 일 년 내
내 좋은 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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好衣美食有來處, 亦須慚愧桑弘羊 좋은 옷과 맛난 음식에 이유가 
있었으니, 또한 마땅히 상홍양
에게 부끄러워해야 하리 

桑弘羊, 死已久, 不獨漢時今亦有 상홍양은, 죽은 지 이미 오래이
나, 한나라 때뿐만 아니라 지금 
또한 있어야 하네

백거이의 ‘핵실覈實’이라는 요구는 묘사하는 사건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제재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이었지만, 기교에 있어서 필요한 허구와 상상
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신악부 시의 주제, 재료는 분명히 핵실이라는 개념
을 관철하고 있으며, 모두가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이나 풍속이다. 
다만 작품 속 줄거리, 대화, 심리묘사에서는 작가가 첨가한 허구적인 부분
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백거이는 시가의 소재 선택과 창작 기법을 분리해
서 보았기 때문에 그의 신악부 시가는 역사기록이 되어 문학적 가치를 잃
지는 않았다.
원‧백은 또 “풍아비흥風雅比興”, “풍자와 찬미로 사실을 드러낸다[刺美見
事]”, “사실에 입각하여 문장을 짓는다[卽事名篇]” 등의 기준에 입각하여 
역대 및 당대의 시가를 평론하면서 시도詩道가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고, 
이백이 두보에 미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이와 같은 전대의 시가
와 시인에 대한 평가는 적지 않은 비판을 받기도 했다.
호적胡適은 신악부운동을 의도적이고 자각적으로 시풍을 혁신했다고 평한
다.124) 정원 말 원화 초부터 원화 12 년 원‧백 두 사람이 신악부를 창작한 
과정을 살펴볼 때 그들은 문학조직을 결성하여 활동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문학 영수로서 활약했고 창작 목적은 명확했으며 드러낸 문제가 심각했고 
시사를 반영한 것이 광범하며 그 영향도 매우 컸다. 당시 그들과 뜻을 같
이 했던 사람으로는 시우詩友인 이신, 장적, 유우석이 있고, 그들에게서 
계발 받은 사람으로는 등방鄧魴, 당구唐衢, 유맹劉猛, 이여李餘 등이 있었
으며, 만당의 피일휴皮日休, 두순학杜荀鶴 등의 시인에게도 영향을 주었

124) 胡適, 白話文學史, 岳麓書社,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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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원진과 백거이가 폄적당한 이후 그들의 문학적 이상과 정치적 이
상도 인생의 좌절과 함께 조정되었다. 명성을 얻은 것도 문장 때문이지만 
죄를 짓게 된 것도 문장 때문이라고 생각한 그들은 성명을 보존하기 위해
서 사회로부터 개인으로 관심의 초점을 전환했다. 그들의 염정시艶情詩는 
개인의 자연적인 정욕에 대한 중시를 잘 보여준다. 
중국의 예악 전통과 교화 아래에서 애정을 제재로 하는 시가는 발달하지 
못했다. “꾸룩꾸룩 우는 물수리[關關雎鳩]”는 “후비의 덕”을 표현하는 것
으로 해석되었고125) “향초미인香草美人”으로 군신관계를 비유하였으며126) 
“인륜을 두텁게 하고 교화를 찬미한다.”는127) 표준 아래 “애정” 자체는 줄
곧 예술에서 독립된 지위를 차지하지 못했다. 
하지만 원‧백 시가에서는 남녀 사이의 정을 언급한 작품은 첫사랑, 처자妻
子, 가기歌妓, 무기舞妓 등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들의 애정은 다중적이고 
복잡하다. 원‧백은 다중적인 감정을 시가 형식을 빌려서 진실하고 꾸밈없
이 기록했다. 정욕의 자세한 묘사는 남녀 간의 정에 대한 전통적인 시가의 
규범을 뛰어넘었고, 작가가 개인의 정욕을 미적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음을 
부각시켰다.
원‧백시풍의 외부로부터 내면으로의 전환, 시정時政 비판으로부터 개인의 
감정과 사상으로의 전환은 인생의 중대한 좌절과 유관하지만 심리와 신체
의 변화가 시가 창작에 끼친 영향도 무시할 수는 없다. 원진과 백거이는 
일찍부터 민생의 어려움에 관심을 기울였지만, 정치의 청탁淸濁에 대한 포
부는 두 사람의 관직생활이 순탄해진 이후 그 열정과 포부가 점차 옅어져
갔다. 이러한 전환과 그들의 인생 경력은 관계가 있는데 관료 문화를 잘 
알게 되고 상당한 지위에 이른 후 정치와 권력을 보는 그들의 시각은 자

125) 毛詩正義 上, 北京大學出版社, 1999, pp.22-25.
126) 漢 王逸 ｢離騷｣ 序 : “離騷之文, 依詩取興, 引類譬喻, 故善鳥香草, 以配忠

貞贞, 惡禽臭物, 以比讒佞, 靈修美人, 以媲於君.” 後以“香草美人”比喻忠貞賢良
之士.(유성준, 楚辭, 혜원출판사, 1996, p.26 참고)

127) 毛詩正義 上, 北京大學出版社, 1999, pp.10-11. “厚人倫, 美敎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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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스럽게 달라졌다. 게다가 백거이는 몸이 약하고 병이 많아 과로하면 눈
병, 폐병, 두통 등의 병이 끊이지 않았다. 원진도 통주通州로 간 이후 학
질에 걸려 목숨을 잃을 뻔했으며 또 장기적으로 두통에 시달렸다. 이와 같
은 신체적 건강 상태도 시인의 심리와 관심에 영향을 미쳤다. 백거이에게
는 물질과 금전의 풍부함, 한가하고 자적한 심경을 묘사하는 시가 많은데 
아마도 앞에서 말한 요인과 유관한 것 같으며 생활과 신체의 고통을 너무
나 많이 받은 나머지 중은의 도를 찾게 되었다. 

大隱住朝市, 小隱入丘樊 대은은 저자에 살고, 소은은 산으로 들어가지만
丘樊太冷落, 朝市太囂喧 산속은 너무 쓸쓸하고, 저자는 너무 시끄러워
不如作中隱, 隱在留司官 중은하는 것만 못하니, 하급 관료로 숨어사는 

것이 좋겠다
似出復似處, 非忙亦非閒 일하는 것도 같고 또 물러난 것도 같고, 바쁘

지도 한가하지도 않다
不勞心與力, 又免饑與寒 마음과 힘을 다 쏟지 않고도, 배고픔과 추위

를 면한다
終歲無公事, 隨月有俸錢 해가 다 가도록 이렇다 할 공무가 없어도, 달

마다 월급이 나온다
君若好登臨, 城南有秋山 그대가 산과 물을 좋아한다면, 성 남쪽 가을 

산이 좋고
君若愛遊蕩, 城東有春園 그대가 질탕하게 놀기를 즐긴다면, 성 동쪽 봄 

동산이 좋다
君若欲一醉, 時出赴賓筵 그대가 한 번 취하고자 한다면, 언제나 손님

으로 잔치에 참석할 수 있다
洛中多君子, 可以恣歡言 낙양에는 군자가 많아, 마음껏 즐거운 대화를 

나눌 수 있지만
君若欲高臥, 但自深掩關 만일 편히 누워있고 싶으면, 단지 문을 깊이 닫

아걸면 된다
亦無車馬客, 造次到門前 또 수레와 말 탄 손님이, 순식간에 문전에 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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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도 없다
人生處一世, 其道難兩全 사람이 한 세상 살면서, 두 가지 길 모두를 

제대로 해내기가 어려워
賤即苦凍餒, 貴則多憂患 빈천하면 춥고 배고파 괴롭고, 귀하면 근심이 

많아진다
唯此中隱士, 致身吉且安 오직 이렇게 중은하는 선비만이, 신세가 길하

고 편안하다
窮通與豐約, 正在四者間 궁함과 통함 풍부함과 간소함, 이 네 가지 중

간에서 산다

이 시는 그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표현한 것으로서, 세속적이고 도피
적이기는 하지만 백거이의 가장 진실한 생활의 도, 즉 개인 중심의 가치관
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128)

5.3. 주관과 권위

원‧백시파의 시가에는 그들의 이상과 개인의 정감 그리고 물질적 수요를 
표현했고 따라서 작품에 분명한 시인의 실제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 그와
는 달리 한유와 맹교 등의 시에는 시적 표현을 통해 구성된 극도의 개인
성, 주관성, 정서성이라는 미적 특징이 두드러진다.129) 그리고 원‧백시파의 

128) 彭梅芳, 中唐文人日常生活與創作關系硏究, 人民出版社, 2011, pp.100-108.
129) 중당시기에 선종은 지금 이 곳[當下]에서 증득證得하여 깨달음[證會]을 강조

하여 인생을 곧바로 바라보며, 현실 생활 그 자체의 가치를 확립시켜주었다. 
사대부의 마음은 바깥의 황량한 세상이 아니라 자신의 몸, 주변에서 평상시에 
접하게 되는 자연경물과 사소한 물건, 자신의 소유물, 일상생활을 향하고 그것
을 개인의 관점에서 받아들여 표현하거나 주관적인 감정, 해석과 결부시켜 표
현했다. 표현 대상은 있는 그대로의 직접적인 묘사가 아니라 문인 각자의 예술
적 처리 방식, 즉 일상의 평이한 언어, 기험한 비유, 모순과 의도적 왜곡으로 
촉발된 의외성 등을 통해 제시되었다. 이와 같은 예술적 표현은 중당 문인에게 
붕괴되고 파편화된 세계의 부족함을 붓으로 완전하게 하는 다시 구성해내는 
작업이었다; “의외의 수확으로서의 시가에 대한 증가하는 흥취는 8 세기 말-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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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가 주로 시인의 개인성을 부각시켰다고 한다면 한‧맹시파의 시가는 시
작詩作을 통한 주관성의 표현이라는 측면이 두드러진다.130)

한‧맹시파는 한유를 중심으로 형성된 문인집단이다. 한유는 어렸을 때 가
정환경이 궁핍했고 과거시험장에서 20여 년을 보냈으며, 여러 차례 폄적
당했다. 그가 사문박사四門博士, 국자박사國子博士였을 때 실의에 빠진 여
러 문인과 접촉했고 특별히 가깝게 지냈다. 한유는 기질적으로 후진 양성
을 좋아했는데 이러한 한문寒門 출신의 선비가 그의 도통학설道統學說을 
접했을 때 자연스럽게 한유를 정신적인 영수로 보았으며 돈독한 사우師友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중당의 격렬한 과거 경쟁은 문인이 괴벽怪僻함을 
중시하고 교묘함을 추구하는 심리를 지니게 했고, 당시의 거자들이 과거를 
치를 때에는 습관적으로 기자奇字, 고구古句, 방언方言을 찾아 교묘하게 
보이려고 했다. 고시考試가 괴벽한 경향을 중시했기 때문에 한‧맹 등이 기
험한 미적 경향을 낳은 것도 이상한 것이 아니다.131)

한‧맹시파는 중당시기 한족寒族 사인의 대표였고, 시인은 대부분 광견狂狷
한 성격을 지녔으며 시풍은 괴怪, 냉冷, 기奇, 험險 등의 풍모를 보였다. 
계속되는 좌절 속에서 그들은 “국가의 융성함을 노래하는 것”으로부터 
“자신의 불행을 노래하는 것”으로 전향했고, 내면의 불평과 고민을 시가로 

세기 초에 ‘경외, 상외, 언외’의 미학이 형성된 것과 유관하다. 의외의 수확으
로서의 시가의 경계는 시인의 소유물이며, 그것은 시인의 시각의 독특함을 나
타낸다.”(Stephen Owen, 위의 책, pp.91-92) 이와 관련된 미학 범주가 “의경
意境”이다. 위진남북조 시기에 불교의 경계 혹은 의경이라는 어휘는 문학 창작
과 미학 사상에 전용되었는데, 불경의 전파 및 불교를 신봉하거나 불학의 영향
을 받은 예술가들과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의경이 정식으로 제시된 때는 
당대였기 때문에 의경론의 발전에 있어서 당대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현존
하는 역사 자료에 의하면, 의경이라는 이름은 왕창령의 『시격(詩格)』에서 가장 
일찍이 보인다. “시에는 세 가지 경계가 있는데 첫째는 물경(物境)이다. …… 
둘째는 정경(情景)이다. …… 세 번째는 의경(意境)이다. …… 詩有三境.一曰物
境 …… 二曰情境 …… 三曰意境 …… ”)(曾祖蔭, 中國古代美學範疇, 華中理
工大學出版社, 1988, p.255-256) “의경”과 관련한 본격적인 논의는 해서는 따
로 발표할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다.

130) Stephen Owen, 위의 책, pp.47-66.
131) 시대적인 영향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추구했다고 보는 관점도 있다. 孟二冬, 

위의 책, pp.7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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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하여 시가가 자신의 마음을 펼쳐내는 결정체가 되게 했다.132) 시가의 
풍격은 작가의 개성과 인격이 융합되어 이루어진 것이며 한 시인의 풍격
은 시인의 모든 경험, 학습, 가세家世, 처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한‧맹
시파는 비슷한 미적 취향을 지니고 있었지만 각자의 풍격은 상이했다. 한
유는 학식과 수양이 독실했는데 ｢진학해進學解｣에서 육경, 장자, 초사, 한
부漢賦를 학습하고 상당한 문학적 훈련을 거쳤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리고 천성적으로 웅기호방雄奇豪放한 성격도 지녀서 그의 시는 기오奇奧, 
웅혼雄渾, 장대壯大한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웅기雄奇한 특색은 한‧맹시
파의 여타 시인에게는 찾아보기가 힘든 것이다. 이하李賀는 총명하고 예민
했다고 하며 신화, 전설, 역사 고사에서 소재를 취하고 풍부하고 기발한 
상상력을 구사했다. 몽롱하고 냉염한 그의 예술 경계는 그리움, 송별의 감
정, 여타 일상생활에서 취한 소재를 선택한 작품이라 하더라도 속되고 과
장된 상상에 빠지지는 않았고 또 뜻하지 않은 놀라움을 주기도 한다. 엄우
嚴羽는 창랑시화滄浪詩話에서 “괴궤瑰詭”라는 두 글자로 이하의 시가 
지닌 풍격을 개괄했다. 이하는 당 황손이어서 황족으로서의 의식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몰락한 가세와 관직을 얻는 어려운 과정은 그의 마음에 치
유하기 어려운 상흔을 남겨서 시가에 고통스러움과 기괴함이 만연하다. 이
하 시의 민감하고 연약한 기질, 기괴한 경계도 한‧맹시파의 여러 사람 가
운데에서 독특한 것이었다. 맹교와 가도賈島는 어렵고 가난한 생활에 대한 
경험이 남달라서, 시에서 소리와 색깔을 그려내듯이 곤궁하고 근심하는 모
습을 직접 보는 것처럼 묘사했다. 시풍은 시구를 조탁하고 고심한 특징이 
있어서 소식蘇軾의 “맹교는 차고 가도는 수척하다[郊寒島瘦]”라는133) 평가
는 두 사람의 시가 풍격을 잘 알 수 있게 해준다. 맹교와 가도 시의 고민
과 우울은 몸속 깊이 스며든 시인의 고통을 표현한다.
한‧맹시파 시인은 외부 환경을 관조할 때 극도의 주관적인 경향을 보여주
었으며, 따라서 신기新奇, 청한淸寒, 험준險峻한 미적 취향을 조성했다. 

132) 韓愈, 全唐文 卷 555 ｢送孟東野序｣, p.2486; 大木康, 不平の中國文學史
, 筑摩書房, 1996, pp.22-26.

133) 蘇軾, 蘇軾文集, ｢祭柳子玉文｣, 中華書局, 1999, p.1938 : “元輕白俗, 郊
寒島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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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향의 예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天地入胸臆 천지가 가슴속에 있어
吁嗟生風雷 탄식을 쏟아내면 바람과 우레가 나오는 듯하네
文章得其微 문장은 미묘함을 얻었고
物象由我裁 물상은 모두 나에 의해 마름질되네
- 맹교 ｢정방에게 주다贈鄭夫子魴｣

我願生兩翅 내 바라길 양 어깨에 날개가 생겨
捕逐入八荒 천지 사이에서 이백과 두보를 쫓아
精神忽交通 홀연히 두 사람의 정신과 감응하여
百怪入我腸 온갖 괴이함을 내 안에 담고 싶네
- 한유 ｢조장적調張籍｣

規模背時利 마음속 포부는 세속의 이익을 등지고
文章覰天巧 문장은 하늘의 기교를 엿본 듯하네
- 한유 ｢답맹교 答孟郊｣

筆補造化天無功 붓으로 천지조화의 부족함을 채운다
- 이하 ｢큰 수레를 타고 방문하다 高軒過｣

近來愛作詩 근래 시 짓기를 좋아했는데
新奇頗煩委 신기한 것이 어지러이 쌓였네
- 노동 ｢함희상인에게 부치다 寄贈含曦上人｣

詩膽大於天 시심이 하늘보다 더 크다
- 유차劉叉 ｢자문自問｣

또 한‧맹시파 시인은 임의로 물상을 다루어 시가가 장려壯麗하고 웅위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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偉하거나 간심고삽艱深苦澁한 기이한 모습을 구성하게 했다. 그들은 원래 
밝고 아름다운 자연 풍경에 자신의 주관적인 시선을 통해 어둡게 질린 빛, 
음산하고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덧씌웠다. 

石龍不見形 돌 용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石雨如散星 돌 비는 흩어진 별과 같네
山下晴皎皎 산 아래는 환하게 밝지만
山中陰冷冷 산 속은 음산하기만 할 뿐
- 맹교 ｢유석문과遊石門過｣

衆蝱聚病馬 등에 떼가 병든 말에 달려드니
流血不得行 피가 흘러 더 이상 갈 수 없네
後路起夜色 돌아가자니 곧 밤이 되겠고
前山聞虎聲 앞산에는 호랑이 소리가 들리네
此時游子心 이때의 나그네 마음은
百尺風中旌 백 척 바람 속에 나부끼는 깃발 같구나
- 맹교 ｢경산행京山行｣

한유는 유람한 산수에 대해 ｢산석山石｣에서 “산의 돌은 험하고 가는 길은 
좁은데, 황혼에 절에 이르니 박쥐만 날아다니네. 山石犖確行徑微, 黃昏到
寺蝙蝠飛”, “깊은 밤 조용히 누우니 벌레소리 끊기고, 맑은 달 고개 위로 
솟아 사립문에 비춰든다. 夜深靜臥百蟲絶, 淸月出嶺光入扉”라고 했다. 이
하는 산과 들을 거닐 때 눈으로 본 경치와 귀로 들은 소리를 ｢남산 밭을 
지나며南山田中行｣에서 “가을 들판 서리 내리고, 가을바람에 서리 날리는
데, 연못물 맑고 벌레는 찌륵찌륵 秋野白, 秋風白, 塘水漻漻蟲嘖嘖”, “바
위틈 물은 샘이 되어 모래밭으로 똑똑 떨어지고, 귀화는 칠처럼 빛나서 솔
방울을 비춘다. 石脈水流泉滴沙, 鬼燈如漆點松花.”라고 묘사했다. 

數里聞寒水 몇 리에 걸쳐 겨울 물소리 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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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家少四鄰 산속 집 덩그러니 자리 잡았네
怪禽啼曠野 괴이한 새 광야에서 울어대니
落日恐行人 지는 해 나그네를 두렵게 한다
- 가도 ｢저물녘 산촌을 지나다 暮過山村｣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시인의 우울한 정서에 투영된 자연산수는 더 이상 
우아하지 않았고 유람은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즐거운 일이 아니었다. 그
들은 산수시가에서 조화롭고 상쾌한 미감을 표현하지 않았다. 한‧맹시파 
시인에게 산수는 요동치고 다니기 힘든 곳일 뿐이며 그들이 그곳에서 체
험한 것은 조화롭지 못하고 즐겁지 않은 특수한 느낌이었다.134)

이러한 마음의 우울은 미적 취미에 영향을 미쳐 창작 경향이 “추를 미로 
여기고” “추를 미로 변화시키는” 데까지 이르게 했다. 청대淸代 유희재劉
熙載는 예개藝槪에서 “한유의 시는 종종 추를 미로 여긴다.”고135) 말했
다. 이후 “추를 미로 여긴다.”고 하는 것은 한유 시의 중요한 특색으로 간
주되었다. 한유는 추괴한 사물을 즐겨 묘사했는데, 기괴한 새와 사나운 짐
승, 온갖 잡귀신 등 사납고 공포스러운 사물이 끊이지 않고 등장한다. 그
가 양산陽山으로 폄적 갔을 때 본 그 지역 토인을 ｢강릉으로 부임하는 도
중에 한림 삼학사에게 부치다赴江陵途中寄贈翰林三學士｣에서 “하급 관리
와 백성은 원숭이처럼 생겼고, 사납고 화를 잘 냈으며, 말하는 것이 시끄
럽게 떠드는 것 같았다. 吏民似猿猴, 生獰多忿恨, 辭舌紛嘲啁.”고 묘사했

134) 중당시기에 전통적인 세계관 즉 천인관계론의 붕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시
적 표현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Stephen Owen의 다음과 같은 해석은 시사
해 주는 바가 크다. “주관적인 해석은 중당 시기에 일시적으로 출현했고, 그 
출현의 방식은 매우 기이했다. 이러한 해석은 권위적 어조를 띠었지만 어떤 권
위에도 근거하지는 않았다. 또한 그것들은 이성이나 개인의 학습과 사고에 호
소하지도 않았다. 중당 작가의 어조는 항상 권위적 해석에 반성을 동반하지 않
는 자신감을 띠고 있었지만 사회적으로 용인된 전통적 공리에 의거해서 자신
의 입장을 지탱하지 않았다. 그 결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었는데, 요괴화되
고 위협으로 가득 찼으며 이해할 수 없는 질서를 상정하고 강렬한 망상의 기
운을 띠는 것으로는 맹교와 이하의 시가 대표적이다.”(Stephen Owen, The 
End of the Chinese ‘Middle Ages’,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6 (中
譯 中國中世紀的終結, 陳引馳‧陳磊 譯, 三聯書店, 2006), pp.47-66.)

135) 藝槪‧詩槪 : “昌黎詩往往以醜爲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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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곳에서 지내는 동안 그도 추하고 괴이한 사물로 형용하게 되어서 제
자인 장적과 장철張徹에 대한 생각을 서술하면서 ｢후희가 도착한 것을 기
뻐하며 장적과 장철에게 보내다喜侯喜至贈張籍張徹｣에서 “기름으로 옷을 
빠는 것과 같아, 적시면 적실수록 때가 더 번지누나. 如以膏濯衣, 每漬垢
逾染.”라고 하여 우정을 옷을 더럽힌 때로 묘사했는데 상상이 기이하면서
도 비루하기도 하다. ｢견학귀譴瘧鬼｣의 “토하고 배설하는 사이에서 먹을 
것을 구하니, 냄새나고 더러운 것을 알지 못하느냐. 求食歐泄間, 不知臭穢
非.”라는 구절은 시가의 제재가 되지 못했던 더러운 것을 묘사했는데 “추
를 미로 여기는 태도”의 극치라 할 수 있다. 또 ｢석고가石鼓歌｣에서는 
“이끼를 깎고 긁어내어 마디 각을 드러내고, 평탄하게 두어 조금도 기울어
지지 않게 하리. …… 목동이 돌을 두드려 불을 피우고 소가 뿔을 갈면, 
누가 다시 손을 대어 어루만져 사랑할까? 剜苔剔蘚露節角, 安置妥帖平不
頗. ……牧童敲火牛礪角, 誰復著手爲摩挲.”라고 했는데 그가 괴이하고 기
구한 미를 좋아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136) 한유의 “아름답지 않은 것의 
아름다움”, “시 같지 않은 시”는 한‧맹시파가 전통적인 시가 풍격으로부터 
벗어나는 분위기를 조성했고, 맹교의 한벽寒僻, 가도의 고삽苦澁, 이하의 
기궤奇詭는 모두 이전 시가에서는 그다지 추구하지 않았던 취미를 보여준
다.
한유 시에서 추를 미로 삼는 특색은 사물에 깃든 추한 본질을 캐내어 그
것의 깊은 곳에 있는 미감을 격발시켜 준다. 추가 지닌 미감은 때때로 조
화가 지닌 미감보다 예술적 효과가 더 크다. 공포, 두려움, 전율과 같은 
감각 속에서 인생에서 없을 수 없는 부정적인 측면을 맛볼 수 있다. 이러
한 미감은 한유 등이 시가의 제재에서 새롭게 개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현대의 “낯설게 하기”라는 예술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한‧맹시파의 시는 
기궤한 상상, 특수한 표현법으로 사물에 대한 감정을 묘사하는데 그것은 
기존의 언어양식을 깨트리고 낯설게 된 언어를 창조하여 전통적인 서정 
방식과 어긋나게 된다. 그들의 시가 창작에서는 그들만이 보여줄 수 있는 

136) 舒蕪는 ｢論韓愈詩｣에서 한유 시의 특징은 “아름답지 않은 것의 아름다움”의 
경계, “시 같지 않은 시”의 풍격을 추구하는 데에 있다고 했다.(中國社會科學, 
1982, 第5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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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함과 낯섦이 있으며, 사물에 대한 익숙한 서술 방식으로부터 탈피하여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 한‧맹시파의 시가는 그래서 
종종 새로운 느낌을 주고 읽는 사람의 미감을 격발시키며 현실에 대해 더 
깊게 생각하게 해주었다.
한‧맹시파의 기험고삽奇險苦澁한 시풍의 형성을 시인의 심리적 측면에서 
찾아본다면 그것은 일종의 감정을 풀어내는 방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시
인은 심리적 압박을 풀어냄으로써 이완된 정신 상태를 지니게 되는데, 맹
교와 가도의 시가는 대부분 빈궁한 생활의 어려움을 풀어낸다. 

羈旅復經冬 나그네는 다시 겨울을 나야하는데
瓢空盎亦空 표주박도 비고 술동이도 비었다네
淚流寒枕上 눈물은 차가운 베갯머리 위로 흐르고
跡絶舊山中 자취는 옛산에서 끊어졌네
- 가도 ｢동야冬夜｣

客愁何竝起 나그네의 시름 무성히 피어날 때
暮送故人回 저물녘에 또 벗을 떠나보내네
廢館秋螢出 무너질 듯한 여관에는 가을 반딧불 나오고
空城寒雨來 텅 빈 성 안에는 차가운 비만 내리네
夕陽飄白露 석양에 찬이슬 날리고
樹影掃靑苔 나무 그림자는 푸른 이끼 쓸어가네
獨坐離容慘 홀로 앉아 근심하는 내 모습 참담하고
孤燈照不開 외로운 등 밝혀도 떨치지 못하네.
- 가도, ｢니양관泥陽館｣

孤骨夜難臥 뼈만 앙상하게 남아 밤에 눕기도 어려운데
吟蟲相喞喞 벌레 울음소리만 울리네
老泣無涕洟 늙은이는 울어도 눈물이 나지 않는데
秋露爲滴瀝 가을 이슬만 똑똑 떨어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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去壯暫如翦 지난 젊은 날은 잠시 화살 같고
來衰紛似織 앞으로 닥칠 노년은 베처럼 얽혔네 
- 맹교, ｢추회십오수秋懷十五首｣ 之一

맹교와 가도의 비탄은 빈한한 사대부의 고독, 절망, 냉적함을 시로 드러낸 
것이다. 한유는 시가로 마음속 우울함의 덩어리를 풀어냈다. ｢구루산岣嶁
山｣은 다음과 같다.

岣嶁山尖神禹碑 형산 꼭대기에 우임금 비
字靑石赤形摸奇 붉은 돌에 푸른 글자 그 모습 기이하네
科斗拳身薤倒披 과두 문자 뒤얽히고 해서[薤書]자는 누워있고
鸞飄鳳泊拿虎螭 난새 봉새가 날아 호랑이와 용을 잡는 듯하네 
事嚴跡秘鬼莫窺 그 자취는 숨겨져 귀신도 찾지 못했는데
道人獨上偶見之 도인 홀로 산에 올라 우연히 보았다 하네
我來咨嗟涕漣洏 내 와서 탄식하고 눈물만 흘리며
千搜萬索何處有 천 번 만 번을 찾아도 어디에 있는지
森森綠樹猿猱悲 깊은 숲 원숭이 울음소리만 들리네

시인은 괴이하게 된 물상으로 내면의 우울과 불평을 표현한다. 이하는 자
신의 뜻을 이루지 못한 슬픔과 분노를 풀어낸다.

我當二十不得意 내 나이 스물에 뜻을 얻지 못하고
一心愁謝如枯蘭 수심에 찬 마음 시든 난초 같구나
衣如飛鶉馬如狗 옷은 날아가는 메추리 같고 말은 개 같아
臨岐擊劍生銅吼 갈림길에서 검을 치며 쇳소리를 낸다
- ｢개수가開愁歌｣

이 시는 실망과 절망의 고통과 애수를 표현한다. 노동은 세상에 얽매인 신
세를 풀어냈는데, ｢귀명龜銘｣에서 자신을 그물에 잘못 걸린 오귀烏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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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대어 “거북아, 내 처지가 너와 같다. 龜, 吾與汝鄰”라고 했다. 한‧맹시파
의 시를 보면 곳곳에 눈물, 울음, 슬픔, 참담함, 냉랭함, 차가움, 떫음, 혼
미함, 우수, 죽음, 한恨 등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시어가 넘치며 또 
두드림[敲], 단절[截, 斬, 斷], 깎아냄[刮, 削], 좌절[挫], 부수어짐[碎, 破] 
등 강경하고 거친 글자가 가득하다. 그들 영혼의 처참함과 불만, 인생의 
근심에 대한 체험은 독특한 시가 세계를 창조하게 했다.

5.4. 통속성

중당 신진 사대부 가운데 다수가 서민 계층 출신이었고 당시의 사회문화
적 분위기도 도시를 중심으로 한 대중성이 두드러졌기 때문에 문인들은 
하층 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중당 문인들의 초기 주장
은 고문운동이나 신악부운동에서 보듯이 실제적인 기풍이 두드러졌고, 지
방관으로서 또는 폄적당했을 때 경험한 민간의 풍속은 그들의 예술에 영
향을 주었다. 통속성을 잘 드러내 보여주는 것으로는 사詞와 전기傳奇가 
있다.

5.4.1. 문인사文人詞

장단구의 사詞는 당‧오대에 일어난 음악과 결합된 신체시이다. 수당 교체
기에 민간에서 지어졌지만 문인이 사를 창작한 것은 당대 중엽부터이다. 
중당시기에 사를 지은 시인으로는 왕건王建, 유우석, 백거이 등이 있다. 
왕건의 사는 대부분 궁정풍으로 ｢궁중삼대사이수宮中三臺詞二首｣가 대표
적이다.

魚藻池邊射鴨 물고기 물풀 있는 연못가에서 오리 쏘고
芙蓉園裏看花 부용꽃 핀 정원에서 꽃구경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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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色柘袍相似 햇빛은 노란빛 옷과 비슷하고
不著紅鸞扇遮 붉은 난봉선으로 가리지 않네
- ｢宮中三臺詞二首｣之一 

池北池南草綠 연못가 풀은 온통 푸르고
殿前殿後花紅 궁전 앞뒤는 붉은 꽃이 만발했네
天子千年萬歲 천자께서는 천 년 만 년 장수를 누리시고
未央明月淸風 밝은 달 맑은 바람은 다함이 없기를
- ｢宮中三臺詞二首｣之二 

이 사 두 수는 황제의 여유로운 생활을 노래한 것이며 풍격이 전아하다. 
왕건의 또 다른 ｢궁중조소宮中調笑｣ 네 수도 아주 유명하다.

둥근 부채여, 둥근 부채여, 병든 임의 얼굴 가렸구나. 고운 얼굴 초췌
한지 삼 년, 누구와 다시 피리 불고 거문고 탈 생각하랴. 거문고여 피
리여, 거문고여 피리여, 봄풀 소양전 길에 그 소리 끊겼구나. 
團扇, 團扇, 美人病來遮面. 玉顔憔悴三年, 誰復商量管絃. 管絃, 管絃, 
春草昭陽路斷.

왕건의 ｢궁중조소｣ 가운데에서는 위의 ｢단선團扇｣이 미인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가장 유명한데, 사실 다른 세 수도 한 폭의 아름다
운 궁중사녀도이며 궁중 미인의 남모르는 아픔과 탄식하는 모습을 묘사했
다. ｢궁사백수宮詞百首｣를 지은 왕건에게 이러한 제재는 가장 자신 있는 
것이었다. 마지막의 ｢양류楊柳｣는 시작 부분에 상인의 젊은 부인이 남편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복잡한 심경을 묘사했는데 당시 상인의 활약, 
고향에 홀로 남겨진 아내라고 하는 사회 상황을 반영한다. 이 사들은 시작 
부분에 동일한 어구를 중첩하여 사의 문체가 민간 가요로부터 탈피한 특
징을 분명하게 보여주며, 중복이라는 형식을 사용하여 감정을 읊었다.
백거이와 유우석의 사 창작은 왕건과 확연히 다른 풍격을 보이는데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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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모두 민가를 좋아했고 민가를 모방하여 지은 사가 많다. ｢죽지竹枝｣, ｢
양류지楊柳枝｣와 ｢낭도사浪淘沙｣가 그 예이다. 백거이와 유우석의 사는 
민간 사의 소박하고, 강건하며, 참신한 특징을 그대로 지니고 있고, 중당 
문인사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여준다. 그들의 사풍은 만당의 온정균溫庭筠 
등의 농염사풍穠艶詞風과 명백한 차이점이 있다. 백거이는 충주忠州로 폄
적 가 있던 기간에 당시 파투巴渝 일대에서 유행하던 ｢죽지｣라는 민가를 
듣고 감흥이 일어 ｢죽지를 듣고 이 시어에게 보내다 聽竹枝贈李侍御｣를 
지었다. 

巴童巫女竹枝歌 파 땅의 아이와 무녀가 죽지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懊惱何人怨咽多 누구를 원망하여 그리도 슬피 부르는가
暫聽遣君猶悵望 잠시 들어도 그대를 슬피 바라보게 하고
長聞敎我復如何 오래 들으니 나도 어찌할 바 모르게 하는구나

이러한 민가의 가락은 아주 원망에 차있고 처량했을 것을 알 수 있고 후
에 백거이는 민가를 모방하여 ｢죽지사竹枝詞｣를 지었다.

竹枝苦怨怨何人 죽지 노래는 몹시도 원망하고 있는데 누구를 원망하
는 것인가
夜靜山空歇又聞 밤은 고요하고 산은 텅 비었는데 노랫소리가 끊어졌

다가 다시 들려오네
蠻兒巴女齊聲唱 남쪽 변방 아이들과 파 지방 아녀자들이 일제히 소리 
내어 부르니
愁殺江南病使君 강남의 병든 태수를 근심스러워 죽게 한다
- 백거이, ｢죽지사竹枝詞｣(之二)

｢죽지사｣ 네 수는 비록 칠언 사구이지만 일반적인 절구와 아주 다르며 가
장 큰 차이점은 전적으로 풍토성이 강한 내용을 읊었고 따라서 강렬한 지
방색을 띤다는 점이다. 백거이의 ｢장상사長相思｣는 규원閨怨을 읊은 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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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끝없는 그리움과 한을 묘사하며 달빛 아래 멀리 흘러가는 강물은 한없
는 이별의 정을 상징한다. 그리고 첩자疊字와 첩운疊韻을 사용하여 민가
의 풍미를 잘 살리고 있다. 

九月西風興 구월에 서풍은 불어오는데
月冷霜華凝 달빛은 차고 서리 희게 엉키네
思君秋夜長 그대 생각에 가을밤은 길기만 하고
一夜魂九升 혼백은 하룻밤에도 아홉 번이나 오르네
二月東風來 이월 동풍이 불어오니
草坼花心開 풀은 싹을 틔우고 꽃은 피어나네
思君春日遲 그대 생각에 봄날은 더디 가고
一日腸九回 하루에 간장 아홉 번이나 뒤집히네
妾住洛橋北 저는 낙수 다리 북쪽에 살았고
君住洛橋南 당신은 낙수 다리 북쪽에 살았지요
十五卽相識 열 다섯에 서로 알게 되어
今年二十三 금년에 스물세 살이 되었어요
有如女羅草 저는 마치 담쟁이덩굴처럼 되어
生在松之側 소나무에 기대어 사는 것 같답니다
蔓短枝苦高 줄기는 짧고 가지는 높아 오르기 힘들고
縈回上不得 아무리 타고 오르려 해도 오를 수 없답니다
人言人有願 사람들이 말하길 사람에게 소원이 있으면
願至天必成 그 소원을 하늘은 반드시 이루어준다지요
願作遠方獸 바라기는 먼 곳의 비견조 되어
步步比肩行 걸음마다 나란히 걸을 수 있기를
願作深山木 바라건대 깊은 산 속 나무 되어
枝枝連理生 가지마다 이어져 연리지처럼 살아가기를
- 백거이, ｢끝없는 그리움長想思｣

장경長慶 2 년(822) 유우석이 기주자사夔州刺史였을 때 그곳에서 ｢죽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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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수병서竹枝詞九首幷序｣, ｢죽지사이수竹枝詞二首｣를 지었는데 내용은 풍
물, 연정을 읊었고 사실적인 색채가 농후하다. 시어의 표현은 통속적이고 
자연스러우며 청신하고 활발하며, 향토적인 맛이 풍부하다. 동시에 일종의 
민가로서의 죽지사는 시경, 악부의 전통을 계승하며 비흥, 음운의 조
화, 쌍관雙關의 수법을 두루 사용하여 민가의 운치가 풍부하고 다양하다. 
죽지사의 이러한 예술적 특징은 유우석의 작품 속에서 완전한 형태로 드
러난다.

山桃紅花滿山頭 산에 핀 붉은 복사꽃 정상에 가득하고
蜀江春水拍山流 촉강의 봄물은 산을 어루만지며 흐르네
花紅易衰似郞意 꽃 붉어도 쉬이 시드는 것은 임의 마음 같고
水流無限似儂愁 끝없이 흐르는 물은 내 시름과 같네
- 유우석, ｢죽지사구수竹枝詞九首｣(之二)

뛰어난 비유는 죽지사의 특징이며, 주변의 사물, 눈앞의 경치를 선택하여 
비유하는 것은 사詞가 지니는 시가와 다른 특색이다. 이 사는 비흥의 수법
을 사용하여 경치의 묘사가 감정의 표현이 되고 경치에서 감정이 생기게 
하여 소녀의 마음속 연정과 근심을 그려냈는데, 감정이 섬세하고 우아하며 
아득한 운치가 있다. ｢죽지사이수竹枝詞二首｣ 의 첫째 수는 다음과 같다.

楊柳靑靑江水平 버들은 푸르고 강물은 잔잔한데
聞郎江上唱歌聲 강가의 사내 노래 소리 들리네
東邊日頭西邊雨 동쪽에 해 뜨고 서쪽에 비 내리니
道是無情却有情 무정하다고 하나 도리어 유정하구나

그리고 ｢죽지사구수竹枝詞九首｣의 일곱 번째 수는 다음과 같다.

瞿塘嘈嘈十二灘 구당협에는 요란스럽게 흘러내리는 열두 여울이 있어
人言道路古來難 예로부터 가기 어려운 길이라 하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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長恨人心不如水 오래도록 한스러운 것은 사람 마음이 물과 같지 않다
는 것이니
等閑平地起波瀾 아무렇지도 않은 평지에서 파란을 일으키네

이 사는 구당협의 험난함을 빌어 인간 세상에 대한 작가의 감상을 표현했
다. 비흥의 운용이 절묘한데, 구당협의 험난함으로 험악한 인심을 비유하
여 사회에서의 복잡한 인간관계를 묘사했다. 유우석은 당시에 왕숙문 집단
의 혁신이 실패로 돌아가고 폄적당해서 삼협을 전전하며 세상의 쓴 맛 단 
맛을 다 보았다고 할 수 있다. 세상에 대해 분개하고 사람이 사물보다 못
하다고 탄식하는 이 시는 문인이 관직을 얻지 못하고 실의에 빠진 상태에
서 세상의 차가움과 따뜻함을 경험한 것을 묘사했다.
유우석의 죽지사는 파巴 지역 사람의 죽지가무의 정화를 수용하고 윤색하
여 우아하고 원숙한 예술적 기교를 잘 보여주는데, 북송北宋의 시인 황정
견黃庭堅은 ｢독보원화獨步元和｣에서 “유우석의 ｢죽지｣ 아홉 수는 시사와 
시의가 절묘하여 원화 연간에 독보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劉夢得竹枝九
章, 詞意高妙, 元和間誠可以獨步.”고 평가했다. 청대淸代 옹방강翁方綱은 
유우석의 죽지사가 “두보 시사詩史의 경지까지 올랐다.”고137) 평했다. 죽
지사는 종합예술로서 시가무가 일체를 이루며 당송시기에 삼협 일대에 상
당히 널리 보급되었고 거리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 유우석의 ｢죽지사서竹
枝詞序｣에서 죽지를 노래하고 춤추는 정황을 대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유우석이 죽지사를 채집한 곳은 건평建平으로 기주夔州에 속한 곳이었다. 
유우석은 서문에서 이렇게 말한다. 그가 건평에서 백성이 죽지를 연창하는 
것을 보았는데, 짧은 피리를 불기도 하며 북을 치기도 하면서 박자를 맞추
었고, 노래하는 사람은 노래하면서 옷깃을 날리며 춤추었다. 죽지의 악곡
은 황종黃鐘 궁宮의 우조羽調였고 마지막 부분의 격렬한 음은 오吳 지방
의 민가와 같았다. 노래와 사가 뒤섞여 있지만 음악은 구성지고 변화가 풍
부하여 마치 위衛 지방 민가처럼 듣기가 좋았다.138) 유우석의 창작은 ｢죽

137) 石洲詩話 : “以竹枝歌謠之調, 而造老杜詩史之地位.”
138) 劉禹錫集 ｢竹枝詞序｣, p.359 : “四方之歌, 異音而同樂. 歲正月, 余來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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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가 빛을 발하게 했고 독특한 예술 풍격과 매력을 드러낼 수 있게 했
다. 그가 지은 ｢죽지가｣는 아주 널리 퍼졌고 영향이 매우 컸다.
백거이 만년에 지은 ｢억강남憶江南｣ 세 수는 교방기敎坊記와 돈황곡자
사敦煌曲子詞에 이 곡조가 있고, 사패詞牌의 원래 명칭은 ｢망강남望江南｣ 
또는 ｢몽강남夢江南｣으로 되어 있으며 백거이는 첫 글자를 “억憶”으로 바
꾸어 강남을 그리워하는 감정을 표현했다. ｢억강남｣ 세 수는 다음과 같다.

강남은 좋은 곳, 경치를 전에 알고 있었지. 해가 뜨면 강가의 꽃은 불
꽃보다 더 붉고, 봄이면 푸른 강물은 남빛으로 물듭니다. 강남을 추억
하지 않을 수 있을까?
江南好, 風景舊曾諳. 日出江花紅勝火, 春來江水綠如藍. 能不憶江南

강남을 추억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항주지요. 산사에서 달 속
에 계화를 찾고, 관사 정자에 누워서 조수가 몰려드는 것을 보았네. 
언제쯤이나 다시 놀러 가 볼 수 있을까?
江南憶, 最憶是杭州. 山寺月中尋桂子, 郡亭枕上看潮頭. 何日更重游

강남을 추억하면, 그 다음은 오나라 궁궐이지요. 술은 옛날 오나라의 
봄 댓잎술이요, 오나라 미녀들과 춤출 때면 부용도 아련히 취하지요. 
조만간 다시 들러야지.
江南憶, 其次憶吳宮. 吳酒一杯春竹葉, 吳娃雙舞醉芙蓉. 早晩復相逢.

이 사들은 각각 27 자로, 소령小令 가운데에서도 아주 짧은 편이다. 하지
만 백거이의 이 사 세 수는 풍부하고 깊은 정감을 담고 있어서 사는 짧지
만 감정은 유장하다[詞短情長]고 할 수 있다. 이 사는 개성開成 3 년(838)
에 지어졌고 당시 백거이는 67 세였으며, 태자소부분사동도太子少傅分司

平, 里中兒聯歌竹枝, 吹短笛擊鼓以赴節, 歌者揚袂睢舞, 以曲多爲賢, 聆其音, 
中黃鐘之羽, 卒章激訐如吳聲, 雖傖儜不可分, 而含思宛轉, 有淇澳之豔音. 昔屈
原居沅湘間, 其民迎神, 詞多鄙陋, 乃爲作九歌, 到于今荊楚歌舞之. 故余亦作竹
枝九篇, 俾善歌者颺之. 附於末, 後之耹巴歈, 知變風之自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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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都로 낙양에 거주했다. 그는 젊은 시절에 강남을 유람했고 50 세 이후
에도 항주자사와 소주자사를 지냈다. 소항의 수려한 풍경은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좋은 추억거리가 되었다. 그가 이 사를 지을 때는 이미 만
년이었고 조정에서의 관직 생활에 염증을 느낄 때였다. 그래서 지난 날 강
남에 갔을 때 본 명승지를 다시금 회상하게 되었다.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수는 강남에 대한 전반적인 회상, 두 번째 수와 세 번째 수는 항주와 소주
에 대한 회상과 그리움을 서술했다. 구성은 세 수가 거의 일치하는데, 처
음 두 구절은 전체의 요지이며 중간 두 구절은 뛰어난 경치, 좋았던 일을 
서술하고, 마지막 구는 첫 부분과 호응하면서 결론을 맺는다. 민가의 영향
을 받아서 반복에서 오는 아름다움이 있으면서도 새롭고 활발한 정조가 
풍부하기도 하다. 이때 유우석은 태자빈객분사동도太子賓客分司東都였고, 
백거이의 ｢억강남｣을 읽고 화답하여 두 수를 지었는데 첫째 수가 더 유명
하다.

봄날이 가네, 낙성 사람 다 버리고 가네. 여린 버들잎 바람 따라 소매
를 날리는 듯, 수북한 난초에 맺힌 이슬 수건 적시듯 하여. 홀로 앉아 
슬픔을 머금네.
春去也, 多謝洛城人. 弱柳從風疑擧袂, 叢蘭裛露似霑巾. 獨坐亦含顰.

이 사에 대해 자신이 직접 단 주에서 “백거이의 춘사에 화답하여 ｢억강남
｣의 곡조와 박자에 맞추어 지었다. 和樂天春詞, 依憶江南曲拍爲句.”라고 
했는데, 이것은 문학사상 최초로 곡에 맞추어 사를 지은 것에 대한 기록이
다. 이 짧은 사는 봄을 안타까워하고 아파하는 감정을 표현했고 청신하고 
유창하며 그리움이 완연하다. 유우석은 또 ｢소상신瀟湘神｣ 두 수를 지었
는데 두 번째 수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대나무에 서린 피, 대나무에 서린 피여, 방울방울 서린 눈물 흔적마다 
그리움을 부치누나. 초 땅의 객이 되어 원한 서린 옥 거문고 소리 듣
고자 하는데, 소상강에 밤은 깊어 달이 밝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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斑竹枝, 斑竹枝, 淚痕點點寄相思. 楚客欲聽瑤瑟怨, 瀟湘深夜月明時.

｢소상신｣은 ｢소상곡瀟湘曲｣이라고도 하며, 유우석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당‧
오대 사인 가운데 유우석만이 두 수를 남겼다. 상비湘妃는 순舜 임금의 
두 왕비 아황娥皇과 여영女英이다. 기록에 따르면 순임금은 남방을 순수
하다가 창오蒼梧에서 죽었다. 그녀들이 상강湘江으로 달려가 통곡할 때 
슬픔이 심하여 눈물이 대나무에 떨어지자 얼룩이 되었으며 결국 물에 투
신하여 죽어 상수의 여신이 되었는데 속칭 상령湘靈이라 한다. 청대淸代 
진정작陳廷焯은 백우재사화白雨齋詞話에서 “옛사람의 사는 대부분 제목
이 없었는데, 당‧오대에는 곡조를 중심으로 사를 지었다. 古人詞大率無題
者多, 唐五代人, 多以調爲詞.”라고 했다. 작가는 스스로를 굴원에 빗대어 
비슷한 처지의 작가가 슬픈 거문고 곡을 잘 연주한 상령의 지음이 되기를 
바라게 했다.
유우석과 백거이는 세속의 평판을 돌아보지 않고 사대부 신분으로서 개방
적으로 민간문학을 감상하고 창작했으며, 문인사文人詞를 창작했다.

5.4.2. 전기傳奇

노신魯迅은 중국소설사략中國小說史略에서 “소설은 시와 마찬가지로 당
대에 이르러 수기기우搜奇記遇로부터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서술이 완곡하
고 문사가 화려하며 육조의 조잡하고 진부한 것과 비교해보면 발전이 분
명하며 더욱 두드러진 점은 이때에는 소설을 창작한다는 의식이 분명했다
는 것이다.”라고139) 했다. 그러므로 당대의 소설은 위로는 지괴소설을 계
승하고 그 기초 위에서 발전했으니 “소설에 대한 의식”이 바로 그것이다. 
호응린胡應麟은 “괴이한 이야기는 육조 때 성행했지만 기록되어 전해진 
것이 어긋났다고 해서 모두가 허황하게 지어낸 것은 아니다. 당대에 이르
면 기이한 것을 좋아하여 소설의 형식을 빌려 창작했다.”고140) 했다. 

139) 魯迅, 中國小說史略, 魯迅全集 9, p.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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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에 이르면 작가는 의식적으로 소설을 창작했고, 소설의 형식을 빌려 
현실생활과 개인의 이상을 표현했다. 또 이런 이유로 당의 전기를 중국 소
설의 완성으로 본 사람도 있다.141) 당 전기가 가장 유행했던 시기는 중당
이며 거기에는 사회적인 이유가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당대 사회는 낭만
적인 정신이 충만했던 시기이며 이러한 낭만 정신은 초당, 성당 시가의 특
징이 되었다. 그러나 중당이 되면 문인사대부는 어려워진 사회와 인생에 
대해 더욱 더 깊은 체득을 하게 되고 그들의 정신은 현실 이외의 세계에 
기탁할 곳을 찾을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소설은 일종의 허구의 세계를 제
공하여 인생에 대한 환상을 전개하고 인생을 해석하며 인생의 여러 가지 
바람을 표현할 수 있게 해주었다.
당대의 전기傳奇 대부분은 중당시기에 창작되었다. 이 현상은 한편으로는 
소설의 자체 발전의 결과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문체가 표현 수법
에 풍부한 원천이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시가의 서정, 산문의 서사, 사
부의 허구 등의 기교는 전기 작품에서 자주 나타난다. 그리고 시가가 전기
에 침투하는 경향이 두드러져서 다수의 전기 작품은 시적인 특징을 지니
고 있다. 시적인 필법 이외에도 소설에서는 종종 대량의 시를 함께 실어서 
인물의 심리를 묘사했다. 송宋의 홍매洪邁는 “당대 소설은 성숙할 수밖에 
없었다. 자잘한 일상사가 아주 처량하니 실로 신운이 감돌면서도 자연스러
운 점은 시율과 더불어 일대의 뛰어난 것이라 할 수 있다.”고142) 했다. 원
진, 백거이, 백행간白行簡, 진홍陳鴻, 이신 등은 시인 겸 소설가로서 가행
歌行과 전기를 배합하여 다양한 체제와 방식으로 동일한 사건을 묘사했다. 
원진의 ｢앵앵전鶯鶯傳｣, 백행간의 ｢이왜전李娃傳｣, 진홍의 ｢장한가전長恨
歌傳｣은 그것들과 나란히 장편 가행이 있었다. 그래서 전기의 지위를 제고
시켰으며 전기의 영향도 확대시켰다. 그리고 전기는 서술에 있어서 고문의 
유행과 일정한 관계가 있다. 당 전기소설이 이전 시기보다 나은 점은 형식

140) 少室山房筆叢, 권 36 : “凡變異之談, 盛於六朝, 然多是傳錄舛訛, 未必盡
幻設語, 至唐人乃作意好奇, 假小說以寄筆端.”

141) 魯迅, 위의 책, p.183.
142) 容齋隨筆 : “唐人小說不可不熟, 小小事情, 悽惋欲絶, 洵有神韻而不自知

者, 與詩律並稱一代之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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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는 구성의 설계, 줄거리의 곡절, 인물에 있어서는 심리묘사와 성
격, 언어에 있어서는 화려함과 선명한 비유에 주의를 기울인 데 있다. 또 
육조 변체騈體와 당대 변문變文의 영향을 받아서 당 소설에는 변려騈儷의 
특색이 있으며 동시에 한유, 유종원 고문운동의 영향으로 운문 가운데 산
문의 문체가 혼입되었다. 상당수의 전기 작가가 이름난 고문의 대가였는
데, 한유의 ｢모영전毛潁傳｣, 유종원의 ｢하간전河間傳｣ 등의 문장은 구상과 
기교에 있어서 거의 전기소설과 같았다. 고문운동은 원래 문체의 혁신을 
표방했지만 간접적으로 소설의 발전을 촉진시키기도 했다.
이렇게 변체를 혼용한 문체와 당 소설의 형식과 인물에서의 특징은 당 전
기의 예술적 기초를 안정되게 해주었다. 중당 전기 가운데 완전한 형태로 
전해지는 것은 40 종이 있다고 하는데, 그 제재는 애정, 역사, 정치, 호협
豪俠, 몽환夢幻, 신선 등 여러 가지이며 그 가운데 애정 소설이 가장 두드
러진다. 애정소설 가운데에서는 ｢앵앵전｣이 단연 으뜸이라는 평가를 받는
다. ｢앵앵전｣은 태평광기太平廣記에 의하면 원진이 지은 것이라 한다. ｢
앵앵전｣이 원진의 실화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당 전기가 소설사에 일으킨 
변혁 가운데 하나는 작품의 내용이 현실생활과 밀접하다는 것으로서 육조
의 괴이한 것과 차이가 있다. 그리고 ｢앵앵전｣은 자전적 색채도 띠고 있어
서 장생張生의 행위에 대해 후세 사람들이 원진에게 그 죄를 묻기도 했
다. 사실 당 전기의 애정소설에서는 보편적으로 당시 문인의 애정에 대한 
가치관을 볼 수 있다. 원진은 만년에 관직에 올라서 역사에서는 변절이라
고도 하는데, 그의 관직에 대한 집착은 ｢앵앵전｣에 드러난 혼사婚仕 관념
에서 단서를 찾아볼 수 있다. 위진남북조 이래 세족문벌 권력 상호 간 알
력의 영향으로 당대의 혼인은 가문을 특별히 중시했다. 사대부 계급 이상
에서 벌어진 정황은 더욱 더 분명해서 세족가문의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대대로 관직에 오르는 길이 되었다. 당시 사람들은 세족가문과 결혼하고 
싶어 했는데 이른바 “칠종오성七宗五姓”이143) 바로 그것이다.
심지어 고종 때 재상이었던 설원초薛元超도 명문가와 혼인 관계를 맺지 
못한 것을 일생의 유감으로 느꼈을 정도로 당시 사대부의 오성과 혼인 관

143) 太原王氏, 范陽盧氏, 滎陽鄭氏, 淸河‧博陵二崔氏, 隴西‧趙郡二李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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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맺고자 하는 심리는 절박했다. 이러한 혼인관에서 사대부의 이상적인 
혼인 대상은 세족의 여자였고 성정, 품덕 등의 조건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
다. ｢앵앵전｣에서 보이는 것도 이러한 문벌 관념이 조성한 불행이었다. 진
인각의 ｢독앵앵전｣에 따르면 앵앵은 최씨 가문 규수가 아니라 기녀일 가
능성이 있다.144) 당대 사회의 농후한 공리적 세태의 예로 문인과 악사는 
영달을 위해 세력가에 빌붙어 수단을 가리지 않고 이익을 꾀했는데 이백
이 한종조韓朝宗에게 편지를 보내 추천을 청탁한 것이 그 예이다. “세력
가에 빌붙어 이익을 꾀한다”는 것은 당시의 과거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
다. 무측천은 정치적인 목적에서 동진 이래 사족문제士族門第의 고질적인 
관습을 뒤집기 위해서 경학을 문장으로 대체했고 진사 계층을 중용했다. 
그래서 진사에 급제하고 명문가와 혼인관계를 맺는 것이 사대부의 꿈이 
되었고, 이러한 혼인과 이해관계의 결합은 사회적으로 비뚤어진 풍습을 형
성했다. 앵앵이 명문가 규수가 아니어서 장생이 ‘재앙’이라고 비방하며 버
린 것이 이해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원진은 위韋 씨와 결혼했는데 오성 
가운데 하나는 아니지만 신흥 명문가였다. 
이외에 당 전기 작품 중의 애정고사로부터 볼 수 있는 것은 예법 관념의 
해이이다. ｢곽소옥전霍小玉傳｣, ｢이왜전｣의 여주인공은 기녀이며, ｢앵앵전
｣의 앵앵은 잠자리를 자청하고 장생과 헤어진 뒤 보름 만에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 위진남북조의 동란은 남북의 문화를 교류시켰고 대규모의 민족
융합을 일으켰으며, 게다가 육조 이래로 유학은 쇠락하고 예교는 약화되었
으며, 당대에 이르러서는 사회에 이민족의 풍습이 혼합되었다. 황실의 경
우 태종이 한족과 이민족을 “한 몸처럼 아껴주라”고 한 이후부터 현종 때 
여자들이 호복胡服과 호모胡帽를 다투어 입는 것에 이르기까지 당 황실은 
이민족의 풍속을 좋아했는데, 사실 예전에는 거의 없던 일이었다. 백여 년
에 걸친 이민족화로 당대 여성의 속박은 전대에 비해 느슨해졌으며, 통계
에 따르면 당 공주 가운데 재가한 사람이 27 명, 삼가를 한 사람은 3 명, 
모두 30 명이며 전체 공주의 20 %가 넘을 정도로 많다. 황족은 재가를 
천하게 여기지 않았고 백성도 그랬다. 당대 사회에 이렇게 예법에 대하여 

144) 陳寅恪, ｢讀鶯鶯傳｣, 元白詩箋證稿, 三聯書局, 2001, pp.1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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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적이었기 때문에 당 전기에 등장하는 여성의 감정 표현도 직접적이고 
대담해졌다. 앵앵, 홍불紅拂, 곽소옥, 이왜, 보비연步飛煙 등은 야반도주, 
헌신, 사통을 통해 사랑을 얻는데, 이러한 것들은 개방적인 사회 분위기의 
산물이다.
당 전기의 또 다른 중요 작가 백행간은 백거이의 아우이다. ｢이왜전｣은 그
의 전기소설 가운데 대표작이고, 그는 또 기묘한 꿈을 서술한 ｢삼몽기三夢
記｣를 짓기도 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신비한 것은 원화 4 년 원진과 백거
이의 시공을 초월한 꿈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 일은 원진과 백거이가 천 
리 떨어진 상태에서 정신으로 교통한 경험을 묘사했다. 그때 원진은 감찰
어사로 동천에 가 있었다. 백거이는 장안에서 아우 백행간, 친구 이건과 
곡강曲江, 자은사慈恩寺 등지로 유람 나갔다가 이건의 집으로 가서 술을 
마시던 중 원진 생각이 나서 ｢취억원구醉憶元九｣를 지었다. 

花時同醉破春愁 꽃 피는 시절에 봄날의 시름을 떨치고자 함께 술 마
시고
醉折花枝當酒籌 취하자 꽃가지 꺾어 산가지 삼았네
忽憶故人天際去 문득 먼 곳으로 떠난 옛 친구 생각나니
計程今日到梁州 아마도 오늘쯤이면 양주에 도착했겠네

백거이의 원진에 대한 깊은 그리움은 정확한 일정을 꿰고 있는 데에서 알 
수 있다. 교묘한 것은 원진은 이때 바로 양주梁州에 있었고, 백거이의 시
에 사용된 동일한 운으로 ｢양주몽梁州夢｣을 썼다.

夢君同繞曲江頭 꿈에 그대와 함께 곡강 나루터에 나갔다가
也向慈恩院院遊 자은원까지 유람 갔다
亭吏呼人排馬去 정장이 사람을 불러 말을 밀치는데
忽驚身在古梁州 문득 놀라 깨어보니 이 몸 옛 양주에 있네

원진은 서문에서 “이날 밤 한천역漢川驛에서 묵었는데 꿈에 이건李建,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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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이와 곡강에 유람 갔다가 아울러 자은사의 여러 곳을 둘러보았다. 갑자
기 잠에서 깨었는데 갈아탈 수레가 계단 앞에 와 있었고 역참의 아전이 
새벽이 밝았다고 알렸다. 是夜宿漢川驛, 夢與杓直樂天同遊曲江, 兼入慈恩
寺諸院. 倏然而寤, 則遞乘及階, 郵吏已傳呼報曉矣.”라고 했으니, 원진의 
꿈이 현실과 맞아떨어진 것이다. 
전기는 중당 때 번영했고, 이 시기의 특수한 사회문화 풍조와 밀접하게 연
계되어 있다. 중당시기에 문학의 주도권은 대부분 서족庶族 출신의 진사가 
장악했고 통속적인 취미는 변문, 속강俗講으로부터 촉발되어 사대부 계층
에 진입했으며, 전기는 상당히 폭넓게 수용되고 감상되었다. 이렇게 전기
소설을 감상하는 풍조는 정원, 원화 연간의 취향 전환의 흐름 속에 날이 
갈수록 더 확대되었다. 원진은 ｢한림 백학사에 응답하여 100 운을 쓰다酬
翰林白學士代書一百韻｣라는 시에서 “필묵으로 유람한 곳 모두 적었고, 이
야기를 듣느라 어느새 시간이 흘러갔다. 翰墨題名盡, 光陰聽話移.”라고 하
고 자신이 붙인 주에 “낙천은 나와 유람 갔을 때마다 벽에 써놓았다. 또 
신창 집에서 ｢일지화一枝花｣에 대해 이야기해주었는데 인시寅時에 시작해
서 사시巳時가 되어서도 끝나지 않았다.”라고 했다. 원진과 백거이는 새벽
부터 민간고사를 들었는데 전날 밤 술자리가 끝나고 나서 여흥으로인지 
아니면 정말로 설화를 들으려고 일찍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몇 시진에 
걸쳐 들었다는 것을 보면 당시 사대부 계층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 수 
있다. 이러한 기호는 새로운 미의식을 반영하며 문인의 통속 문화에 대한 
친근감을 드러내고 또 중당 사서士庶 문화 전환의 면모를 보여준다.
중당 “원화체元和體”의 유행은 시인과 민간 독자가 소통하는 현상을 더욱 
더 잘 보여준다. 통속화가 지니는 의의는 문인의 시가가 민간에 깊이 침투
했고, 시정의 반응이 시인에게 피드백되었으며, 시가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는 데에 있다. 원‧백 시가의 수초본手
抄本은 화폐처럼 차값이나 술값으로 지불될 수 있었고, 매매 상품이 되었
다. 인기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시장에 모사품이 나돌았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그 성공적인 전파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원‧백의 시가작품은 성공적으로 시정 독자의 주의를 끌었고,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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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상과 애호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둘째, 그들의 작품 내용은 시정 독자의 공통된 생활 경험을 포함했으므로 
성공적으로 작가의 사상과 감정을 전달할 수 있었다.
셋째, 시 창작도 시정 독자가 기이한 것을 좋아하는 욕구를 성공적으로 격
발시켰고 동시에 독자의 문인 생활에 대한 엽기적인 심리를 만족시켜 주
었다.
넷째, 원‧백의 시가작품에 운용된 묘사방법은 독자에게 적합한 언어 표현
과 기교였다. 두 사람의 평이하고 천근한 시가 언어는 독자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다.
당대 사회는 시가예술을 좋아하는 사회 환경을 조성했고, 중당이 되면 시
가는 이미 일반 백성에게 친숙한 문학 형식이 되었다. 게다가 이 시기의 
문인 대부분은 빈한한 가문 출신이었고, 과거를 통해 정치계로 진입하여 
시단을 장악했다. 따라서 사회와 시가의 기풍은 통속적인 취미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인 취미의 변화 가운데 원화체는 당대를 풍미했고, 
시가 역사에서 문인의 시는 처음으로 민간과 밀접하게 결합하게 되었다. 
원‧백 시가가 민간에서 유행한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시인이 민간의 생활 
속으로 들어갔고, 둘째 그들 모두 자신의 시가 시정에서 널리 유전되고 있
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시가 언어가 평이하고 자연스럽게 되도록 노력
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백거이가 죽은 뒤 당 선종宣宗은 직접 ｢조백거
이弔白居易｣라는 시를 지었는데 다음과 같다.

童子解吟長恨曲 어린 아이도 ｢장한가｣를 읊조릴 줄 알고
胡兒能唱琵琶篇 호족胡族 아이도 ｢비파행｣을 부를 줄 안다
文章已滿行人耳 문장은 이미 길가는 사람들 귀에 가득하여
一度思卿一愴然 경을 한 번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한 번 아프다

여기에서 중당시기 시가의 또 다른 특징 하나를 언급하자면 문인의 일상
에 대한 관심을 들 수 있다.145) 초사楚辭에서 현인이 뜻을 잃고 부른 

145) 일상생활은 시가창작의 중요한 배경이 된다. 중국 문인의 경우에는 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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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이래로 문인의 시가 창작에는 시종 사대부 특유의 관념이 반영되었
고 보통 사람의 시각에서 시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두보 이전에 시
에서 묘사된 것은 대부분이 숭고한 감정이었으며, 시가 제재의 선택에 있
어서도 제한이 있었다. 두보로부터 이러한 관념은 깨어졌는데 그는 일상생
활 속에서의 평범한 사물과 감정을 시에 담았다. 중당 시인은 두보가 개척
한 일상을 소재로 한 시를 계승하였고, 원‧백시파로부터 한‧맹시파에 이르
기까지, 심지어 유우석과 유종원의 시에서도 시인이 평범한 사람의 시각으
로 작품을 일상을 노래하는 작품을 지었다.
원‧백의 신악부에서 일상을 소재로 한 시가와 일상에 대한 보편적인 인간 
성정의 반응을 볼 수 있다. 그들의 한적시閑適詩, 염정시艶情詩와 감상시
感傷詩는 시인의 평상시의 미세한 감정을 기록했다. 한유, 맹교, 이하, 가
도 등도 생활 속에서의 평범한 사물을 제재로 삼았다. 흰 머리카락이 나는 
것, 밥 지을 쌀이 없는 것, 눈이 침침한 것, 코고는 소리, 치아가 흔들리는 
것 등을 제재로 삼았다.146) 이러한 것들은 개인이 실제 생활 속에서 겪는 
것이며 종래의 전통 문학에서는 경시되던 것이지만, 중당 시인을 통해서 
흥미 있고 솜씨 있게 표현될 수 있었다. 이러한 일상생활을 묘사한 시는 
또 다른 측면에서 중당시기의 시가가 세속화한 경향을 충분히 보여준다.

성이 더 두드러진다. 당군의唐君毅는 중국문화의 정신가치 中國文化之精神價
値에서 “러셀의 중국 문제 The Problem of China는 중국인이 생활에 뛰
어나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그 이유로 중국인의 생활에는 ‘예정된 양식
prepared pattern’이 없어서 생활 일체를 관조하고 깨달으며 싫증내지 않는
다는 점을 들었다. 임어당林語堂은 중국과 중국인 吾國與吾民과 생활의 예
술 生活之藝術에서 중국인은 가장 평범한 일상생활에서도 예술적 취미를 발
휘했다고 강조했다.”고 했다.(p.262) 그리고 당군의는 “중국인은 일상생활을 미
화‧예술화하고 문화적 의미를 담는 데 특히 뛰어나다.”고 생각했다.(p.247) 문
인 계층에 적용시켜 생각해 보면, 그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관심과 일상생활을 
시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시도는 중당 시기에 두드러지기 시작했다.(中唐文
人日常生活與創作關系硏究, 彭梅芳, 人民出版社, 2011, p.2.)

146) 彭梅芳, 위의 책, pp.4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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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중당 문인의 후대에 대한 영향

중당에 들어 과거제도는 점점 발전하여 과거에 투신해서 포부를 실현하고 
명성을 얻으며 가업을 진흥하려는 한문寒門 독서인이 갈수록 많아졌다. 치
열한 과거 경쟁 속에서 순조롭게 급제한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고 절대 다
수는 한두 차례 낙제하거나 아니면 아예 배제되어 평생 어렵게 살아가기
도 했다. 한‧맹시파의 시인은 뜻을 이루지 못하고 힘들게 산 경우의 대표
이다. 그들의 시 곳곳에서 물질적인 궁핍에서 오는 고통을 볼 수 있다. 과
거가 본격적으로 조정에서 인재를 등용하는 제도가 된 시기는 중당부터이
며, 북송 대에 이르러 완성되었다. 북송 태조는 당말‧오대의 번진 무인의 
발호를 교훈삼아 문을 진흥하고 무를 억압하는 국책을 썼고, 과거를 통해 
대량으로 인재를 선발하여 순화淳化 2 년(991)에만 17,000여 명을 뽑았는
데, 당대 290 년 동안 기록에 오른 숫자를 초과한 것이었다.
과거 규모가 날로 확대되자 사대부가 바라던 가치는 거의 예외 없이 과거
를 통과해야 실현할 수 있었다. 송대 문인이 마주했던 여러 가지 과제는 
모두 과거가 이미 정형화되었던 중당시기의 문인에게서 그 궤적을 찾아볼 
수 있다. 도덕수양과 문화질서라는 과제에 있어서 송대 문인은 한유에게서 
모범을 찾았는데, 한유와 유종원의 문도합일文道合一의 문학관을 받아들
여 발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한유가 세운 유가도통의 관념도 이어받아서 
이학理學 사상으로 심화시켰다. 관직 생활에 있어서의 시비와 영욕, 좌절
과 역경에 대해서도 송대 문인은 백거이의 한적함과 득실을 잊는 태도를 
모범으로 삼고 자신을 잘 조절하는 만족을 아는 인생관을 배웠다.
백거이는 정치 분쟁과 인생의 좌절을 마주했을 때 진퇴 어느 쪽도 편안히 
여기는 심리 기제를 표현했다. “때가 맞으면[時之來也]” 책임과 충성을 다
하고 자신의 정치적 열정에 부합되도록 노력했으며, “때가 맞지 않으면[時
之不來也]” 물러나서 쾌적하고 조화로운 개인의 생활을 영위하려고 했다. 
｢여원구서與元九書｣에서는 “뜻은 세상을 두루 경영하는 데 두고, 생활은 
홀로 잘 지내는 데 둔다 志在兼濟, 行在獨善”, “진퇴와 출처 어떤 것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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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어려움이 있겠는가 進退出處, 何往而不自得”라고 하는 처세의 도
를 표현했는데, “독서인[士]”과 “관료[仕]”를 하나로 융합한 송대 문인에게 
매우 원통圓通한 생존방식을 제공했다. 백거이가 취한 방식은 후대 중국 
사대부의 전형이 되었는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만족함을 알고 달관하며 마음의 평정을 유지했다. 상황이 어려울 때 
백거이는 만족함을 알고 분수를 지킨다고 하는 생각으로 고민과 분노를 
조절했다. ｢영졸詠拙｣은 다음과 같다. 

所稟有巧拙, 不可改者性 타고난 천품에는 교졸함이 있으니, 고칠 수 
없는 것이 성품이로다

所賦有厚薄, 不可移者命 부여 받음에 후박이 있으니, 옮길 수 없음이 
운명이로세

我性拙且憃, 我命薄且屯 내 성품은 졸렬하고 어리석으며, 내 운명은 
박복하고 험하기도 하구나

問我何以知, 所知良有因 나에게 묻기를 어떻게 아는가, 아는 것은 진
실로 원인이 있도다

亦曾擧兩足, 學人蹋紅塵 또한 일찍이 두 발을 들고 가서, 사람에게 배
워 홍진을 밟았다네

從茲知性拙, 不解轉如輪 이로써 내 성품이 졸렬함 알았으니, 수레처럼 
굴러갈 줄을 알지 못했네

亦曾奮六翮, 高飛到靑雲 또한 일찍이 여섯 날개 떨치어, 높이 날아 청
운에 이르렀다네

從茲知命薄, 摧落不逡巡 이로써 내 운명이 박복함 알았으니, 꺾이어 
떨어져도 머뭇거리지 못했네

慕貴而厭賤, 樂富而惡貧 부귀를 부러워하며 천박함을 싫어하고, 부유
함을 좋아하며 가난함을 싫어한다네

同此天地間, 我豈異於人 남과 같이 이 천지 사이에 태어났거늘, 내가 
어찌 남과 다르겠는가

性命苟如此, 反則成苦辛 타고난 성품과 운명이 그러하니, 어겼다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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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리어 고생스럽다네
以此自安分, 雖窮每欣欣 이 때문에 스스로 분수에 만족하고, 비록 궁

색하여도 매양 기뻐함이라
葺茅爲我廬, 編蓬爲我門 띠 풀 엮어 나의 집 만들고, 쑥대 엮어서 나

의 대문을 삼았지
縫布作袍被, 種穀充盤飧 베를 재봉하여 솜이불 만들고, 곡식을 심어 

반찬과 밥을 만든다네
靜讀古人書, 閑釣淸渭濱 조용히 옛 사람의 책을 읽으며, 한가로이 맑

은 위수에서 낚시질 하네
優哉復游哉, 聊以終吾身 한가롭기도 하여 다시 마음껏 놀며, 애오라지 

조용히 한 평생을 마치리라

또 ｢백운기白雲期｣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三十氣太壯, 胸中多是非 서른 나이엔 기운이 왕성하여, 가슴 속에 시
비가 많고
六十身太老, 四體不支持 예순에는 몸이 너무 늙어, 사지를 지탱하기도 
힘든 법
四十至五十, 正是退閒時 마흔에서 오십 나이에 이르면, 바로 은퇴하여 

한가히 지낼 시기라
年長識命分, 心慵少營爲 나이가 많아지면 천명과 분수를 알고, 마음은 

게을러져 하는 일이 적어진다
見酒興猶在, 登山力未衰 술을 보면 여전히 흥이 나고, 산에 올라도 힘

은 쇠하지 않으니
吾年幸當此, 且與白雲期 내 나이가 바로 이러한 나이라, 장차 흰 구름

과 기약하며 지내리라

그는 ‘낙천樂天’을 자호로 삼았고, 만족함을 아는 것으로 곤궁과 우울을 
몰아내고 여유롭게 노년을 마치고 인간세상의 분쟁을 담담하게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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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둘째,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 마음을 중심으로 여기는 정신적인 초탈함을 
보여주었다. 사대부가 관직에 오르게 되면 관직에 있건 폄적을 당하건 간
에 불가피하게 사방으로 흘러 다니게 된다. 백거이는 떠돌아다니는 것을 
고생으로 여기지 않았고 고향에 집착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편안하고 집인 것처럼 여길 수 있는데, 그의 ‘집’은 바로 자신의 마음속에 
안착하는 것이었다. 

無論海角與天涯 바닷가이든 하늘가이든 어디든지
大抵心安卽是家 마음이 편하면 바로 집이네
- ｢복사꽃을 심다種桃花｣

我心本無鄕 내 마음에는 본디 고향이 없으니
心安卽歸處 마음 편한 곳이 바로 돌아갈 곳이네
- ｢처음 성을 나와 작별하다初出城留別｣

心泰身寧是歸處 마음과 몸 편하면 그곳이 돌아갈 곳이니
故鄕何獨在長安 굳이 장안만을 고향으로 여길 필요가 있을까?
- ｢중제重題｣(之三)

이러한 사상은 시인이 처한 상황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인 자유와 초월을 
얻을 수 있게 했다.
셋째, 일상생활을 예술화했다. 백거이는 일상생활을 좋아한다고 거리낌 없
이 말했다. 술 마시고 미친 듯이 노래하며 단약을 복용하고 노래 잘하는 
기생을 데리고 산수를 찾아다니는 등의 각종 향락을 시가에 기록했다. 그
의 생활은 문인사대부의 예술적 정조로 충만했다. 구당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백거이는 유학 이외에 특히 불교 경전에 정통해서 늘 근심을 잊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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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 순순히 따랐으며 좌천이나 폄적에 개의치 않았다. 분성湓城에 있
을 때에는 여산廬山 유애사遺愛寺에 은거지를 세우고 다음과 같은 편
지를 보냈다. “내가 작년 가을에 여산에 유람 갔는데 동서 두 숲 사이 
향로봉 아래에서 풍경을 바라보니 뛰어난 경치가 제일이었다. 그냥 버
려둘 수가 없어서 초당을 지었다. 앞에 키 큰 소나무 십 수 그루, 대
나무 천여 그루를 심고, 청라로 담장을 만들었으며, 흰 돌로 다릿길을 
만들고, 초당 아래로 물이 돌아나가 처마 사이로 물이 떨어지게 했으
며, 붉은 석류와 흰 연꽃을 연못 곳곳에 두었다.” 백거이는 주湊, 만
滿, 낭朗, 회晦 네 선사와 영永, 원遠, 종宗, 뇌雷의 자취를 찾아다니
며 특별한 관계를 맺었다. 매번 함께 유람하고 시 읊으며 위험한 곳에
도 오르는 등 자연 깊숙한 곳까지 다 누볐다. 자유롭게 마음대로 지내
면서 자신을 잊으려 했다. 간혹 정해진 때에 돌아가지 않기도 하고, 
달을 넘기고 돌아가기도 했다.147)

백거이가 불교와 도교를 신봉하면서도 현실 생활을 편안하게 영위하고, 평
소에도 서예, 거문고 연주, 대나무 심기, 바둑, 낚시 등을 한 것은 생활을 
예술화한 것으로서 사대부문인의 전형적인 정취를 표현한 것이다.148)

이상의 백거이 사상의 특징과 경향은 중국 사대부가 각종 정신적, 신체적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풀어주기에 충분했고 특히 송대 사대부에게 매우 
큰 영향을 주었다. 공이정龔頤正은 개은필기芥隱筆記에서 “취옹醉翁(구
양수歐陽脩), 우수迂叟(사마광司馬光), 동파東坡(소식)라는 이름은 모두 백
거이의 시에서 온 것이다.”라고 했고, 주필대周必大는 이노당잡지二老堂

147) 舊唐書 卷 166 ｢白居易傳｣, p.4340 : “居易儒學之外, 尤通釋典, 常以忘
懷處順爲事, 都不以遷謫介意. 在湓城, 立隱舍於廬山遺愛寺嘗與人書言之曰：
「予去年秋始遊廬山, 到東西二林間香鑪峯下, 見雲木泉石, 勝絕第一. 愛不能捨, 
因立草堂. 前有喬松十數株, 修竹千餘竿, 青蘿爲牆援, 白石爲橋道, 流水周於舍
下, 飛泉落於簷間, 紅榴白蓮, 羅生池砌.」 居易與湊、滿、朗、晦四禪師, 追永、
遠、宗、雷之迹, 爲人外之交. 每相攜遊詠, 躋危登險, 極林泉之幽邃. 至於翛然
順適之際, 幾欲忘其形骸. 或經時不歸, 或踰月而返.”

148) 彭梅芳, 위의 책, pp.17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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雜志에서 “소식은 가볍게 인정을 하지 않는데, 다만 백거이를 좋아했고 
여러 차례 모방해서 시를 지었다. 문장은 사달辭達을 위주로 했고 충후하
여 베풀기 좋아하며 강직하여 직언을 서슴지 않았고 인정이 있었으며 사
물에 집착하지 않았던 것이 대체적으로 비슷했다. 황주黃州로 폄적당하고 
나서 처음으로 동파라고 불렀는데 백거이가 충주忠州에서 지은 시에서 나
온 것이다.”라고 했다. 송대 사람의 글에서 백거이와 그의 시의 영향을 알 
수 있다. 소식은 ｢지상이수池上二首｣149) 두 번째 수에서 다음과 같이 읊
었다.

不作太白夢日邊 이태백처럼 서울을 꿈꾸지 말고
還同樂天賦池上 백거이처럼 ｢지상｣편 읊어야지
池上新年有荷葉 새해 못가에 연잎 피고
細雨魚兒噞輕浪 가랑비 속 잔물결에 물고기는 입을 뻐끔거리네
男兒學易不應擧 장부로 주역을 배워 과거에 응시하지 않고
幽人一友吾得尙 속세를 피해 조용히 사는 벗 하나 얻기를 나는 바라네150)

此池便可當長江 이 못은 장강에 빗댈 수 있으니
欲榜茅齋來蕩漾 초가를 배 삼아 물결에 맡겨야지

이 시는 문인이 더 이상 높이 떠 있는 해를 추구하는 것과 같은 낭만적인 
이상을 지니지 않고 일상생활 속으로 관심을 돌려서 물가에서 낚시하는 
등의 즐거움을 누린다는 내용이다. 이것이 바로 중국 역사에서 중당 이후 
문인의 미적 이상이며 이러한 중국 사대부문인의 전형이 바로 백거이이
다.151)

149) 蘇軾, 蘇軾詩集 卷 49, 中華書局, 1999, p.2716.
150) 다른 판본에는 “幽人一爻吾得尙”으로 되어 있다. 이럴 경우에는 리履 괘의 

구이九二 효爻 상象에 “‘유인이 곧고 길하다.’는 것은 중도로 스스로 어지럽히
지 않기 때문이다. 象曰: ‘幽人貞吉’, 中不自亂也.”라고 한 것에 따라서 “중도
로 스스로를 어지럽히지 않는 유인처럼 되기를 나는 바라네.”로 해석할 수 있
다.(周易正義, 北京大學出版社, 1999, p.64.)

151) 劉方은 당대까지의 은일은 정의원칙에 따른 은일이며 송대부터는 자유원칙
에 따른 은일이라고 구분한다. 정의원칙에 따른 은일은 관직 생활과 은둔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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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의 발전과 변화는 매우 복잡하고 긴 과정인데, 중국 시가의 발전은 당
대에 들어 최고의 번영을 구가했다. 제재와 내용의 풍부함, 각종 체제의 
완비로부터 예술적 기법에 이르기까지 이전에는 결코 없었던 성황을 이루
었다. 당시의 번영도 기복성쇠의 과정을 겪는데 일반적으로 초, 성, 중, 만 
네 단계로 나누며 각 단계가 보이는 정신적 의취, 미적 이상, 관념의 형식
도 모두 다르다. 중당의 ‘중’은 연대의 분기일 뿐만 아니라 당시 변화의 
중심 고리가 되는 것이다. 
고병高棅의 당시품휘唐詩品彙는 가장 먼저 당시의 4기설을 주장했는데 
중당 시가에 대해서 “이것이 중당의 부흥[此中唐之再盛]”, “이것이 만당의 
변화[此晩唐之變也]”라는 말로 이 시기 시가의 면모를 총괄하면서 중당이 
성당의 시가를 계승, 발양한 것 외에도 성당을 변혁하고 만당 시풍을 열어
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152) 정확한 평가로서, 백거이, 

에 내재된 모순을 겪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중의 모순적인 인격을 형성하게 
된다. 하지만 자유원칙에 따른 은일은 정신적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서 국가에 
얽매이지 않아서 새롭고 미적인 의취를 지향하여 새로운 은사집단을 낳게 되
었다고 한다.(劉方, 唐宋變革與宋代審美文化轉型, 學林出版社, 2009, p.60) 
송대 이후 사대부의 실제를 고려해본다면 자유원칙보다는 정의원칙에 따른 은
일이 더 일반적이었고 따라서 백거이의 ‘중은’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
한다.

152) 高棅, 唐詩品彙, 上海古籍出版社, 2012 : 당대 삼백 년의 시에는 여러 가
지 체제가 갖추어져 있다. 그러므로 고체古體, 근체, 장편과 단편, 오언과 칠언
의 율시와 절구 등의 체제는 모두가 당 왕조 초에 일어나기 시작하여 중기에 
완성되고 그로부터 변화하여 말기에 쇠퇴했다. 성률과 의경, 문사와 이치에서 
각각 품격이 높고 낮은 차이가 있다. 개략적으로 말하자면, 초당, 성당, 중당, 
만당의 차이가 있다. 상세하게 나누어보자면, 정관과 영휘 연간에 우세남虞世
南, 위징魏徵 등의 사람들이 옛날 습속으로부터 조금 벗어나기 시작했고, 왕발
王勃, 양형揚炯, 노조린盧照隣, 낙빈왕駱賓王은 아름다움을 더했으며, 유희이
劉希夷는 규정閨情을 노래한 작품을 지었고, 상관의는 온유하고 아름다운 작
품을 지었는데 이것이 초당에서 시작되던 때의 체제이다. 신룡神龍 연간 이후
부터 개원 연간 초에 이르기까지, 진자앙陳子昂은 고풍스럽고 모범적이었으며, 
이교李嶠의 문장은 노련했고, 심전기와 송지문은 율시라고 하는 새로운 운율을 
완성시켰으며, 소미도蘇味道와 장열의 대작이 있었으니 이것이 초당의 체제가 
점차 흥성해가던 때의 모습이다. 개원과 천보 연간에는 이백의 표일함, 두보의 
침울함, 맹호연孟浩然의 청아함, 왕유의 정교함, 저광희儲光羲의 솔직함, 왕창
령王昌齡의 준수함, 고적과 잠삼의 비장함, 이기李頎와 상건常建의 탈속함은 



- 133 -

원진, 이신, 장적, 왕건 등의 시가에서 고악부와 두보를 계승한 자취를 볼 
수 있고, 한유, 맹교, 가도, 노동, 이하 등의 창작은 두보 시 가운데 기이
함을 극도로 발전시켰다고 할 수 있다. 중당 시인은 또 이전의 시가에 대
한 제한을 받아들이지 않고 시가의 새 길을 개척하고 그들 각자 평이, 통
속, 기험奇險, 유벽幽僻, 냉염冷艶 등 상이한 풍격을 창조하여 당시사唐詩
史에 있어서 성당의 뒤를 잇는 또 하나의 절정을 이루었다.153)

성당 시기의 흥성함을 보여준다. 대력과 정원 연간에는 위응물韋應物의 우아함
과 담박함, 유장경의 한가로움과 대범함, 전기錢起와 낭사원郞士元의 청신함과 
풍부함, 황보식의 담박함과 수려함, 진계秦系의 산림, 이가우李嘉祐의 누대와 
전각은 중당의 부흥을 보여준다. 그리고 원화 연간에는 유종원의 초연함과 복
고, 한유 시사의 넓고 큼, 장적과 왕건의 악부는 전고를 확실하게 했고, 원진
과 백거이의 서사는 분명하게 하려 했으며, 이하와 노동의 기괴한 시, 맹교와 
가도의 굶주림과 추위에 대한 시와 더불어 만당 시기에 일어난 변화를 보여준
다. 개성 연간 이후에는 두목의 호방함, 온정균의 화려함, 이상은李商隱의 괴
벽함, 허혼許渾의 대우對偶가 있다. 기타 유창劉滄, 마대馬戴, 이빈李頻, 이군
옥李群玉 등은 기세와 격조에 힘써서 그 시대의 무리보다 뛰어났는데, 이것은 
만당 시기의 변화가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지만 이전 시기 유풍의 여운이 완전
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이 모두가 뛰어난 시로 유명한 사람이며 당세를 누볐
다. 어떤 사람은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 칭송받고, 어떤 사람은 시의 문호로 
추숭되었으며, 어떤 사람은 오언장성五言長城이라 불렸고, 어떤 사람은 율시의 
귀감이라 불렸으며, 어떤 사람은 시인의 으뜸이라 불렸고, 어떤 사람은 천하 
문장의 종사로 추존되었으며, 모두 정교함과 조야함, 괴이함과 올바름, 길고 
짧음, 높고 낮음의 차이가 있었다. 有唐三百年詩, 衆體備矣. 故有往體近體長短
篇五七言律句絶句等制, 莫不興于始, 成于中, 流于變, 而陊之于終. 至于聲律興
象, 文詞理致, 各有品格高下之不同. 略而言之, 則有初唐盛唐中唐晚唐之不同. 
詳而分之, 貞觀永徽之時, 虞魏諸公, 稍離舊習, 王楊盧駱, 因加美麗, 劉希夷有
閨帷之作, 上官儀有婉媚之體, 此初唐之始制也. 神龍以還. 洎開元初, 陳子昂古
風雅正, 李巨山文章宿老, 沈宋之新聲, 蘇張之大手筆, 此初唐之漸盛也. 開元天
寶間, 則有李翰林之飄逸, 杜工部之沉鬱, 孟襄陽之淸雅, 王右丞之精致, 儲光羲
之眞率, 王昌齡之聲俊, 高適岑參之悲壯, 李頎常建之超凡, 此盛唐之盛者也. 大
歷貞元中, 則有韋蘇州之雅澹, 劉隨州之閑曠, 錢郞之淸贍, 皇甫之冲秀, 秦公緖
之山林, 李從一之臺閣, 此中唐之再盛也. 下暨元和之際, 則有柳愚溪之超然復
古, 韓昌黎之博大其詞, 張王樂府, 得其故實, 元白敍事, 務在分明, 與夫李賀盧
仝之鬼怪, 孟郊賈島之饑寒, 此晚唐之變也. 降而開成以后, 則有杜牧之之豪縱, 
温飛卿之綺靡, 李義山之隱僻, 許用晦之偶對, 他若劉滄馬戴李頻李群玉輩, 尚能
黽勉氣格, 將邁時流, 此晚唐變態之極, 而遺風餘韵, 猶有存者焉. 是皆名家擅場, 
馳騁當世. 或稱才子, 或推詩豪, 或謂五言長城, 或爲律詩龜鑑, 或號詩人冠冕, 
或尊海内文宗, 靡不有精粗邪正长短高下之不同.

153) 孟二冬, 中唐詩歌之開拓與新變, 北京大學出版社, 1998,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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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가에는 예전부터 당송의 구분이 있다. 당송시의 구분은 시대 구분 
뿐만이 아니라 풍격이 달라서이기도 한데, 당시는 운치를 중시하고 정경교
융情景交融이 뛰어나며 고아高華하고 청원淸遠하며 웅혼雄渾하고 풍유豊
腴한 반면 송시는 이취理趣를 중시하고 수경瘦勁하며 인순嶙峋하다는 평
을 받는다. 송대 시인은 당시를 벗어나서 또 다른 새 길을 열기 위해서 천
지만물을 모두 시에 들였는데, 시가에 학문의 도리, 인정과 세태, 미물과 
쇄사瑣事, 불도의 학설 등등 모두가 바로 자신의 성정을 묘사하는 제재가 
되었다. 당음唐音과 송조宋調의 차이는 그 근원이 중당에 있다. 위에서 든 
송시의 특징은 중당 시가 속에서 그 단서를 찾아볼 수 있다. 전종서錢鍾
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당의 두보, 한유, 백거이, 맹교는 사실 당대 사람으로서 송의 문화를 
개척했다.154)

이 말은 중당 시인이 송시의 풍격을 계발해주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
고 있다. 당조는 안사의 난이라는 거대한 동란을 거치면서 시대 분위기가 
성당의 앙양昻揚으로부터 저침低沈으로 전환되었고, 초‧성당 시에서 보이
는 강개와 격앙의 넓은 흉금, 전장에서 분투하는 분방한 감정은 중당 시가
에서는 많이 보이지 않는다. 그 대신 문인 자신의 내심에서 느껴지는 감정
의 서술에 중점을 두었다.155) 

154) 談藝錄 : “唐之少陵昌黎香山東野, 實唐人之開宋調者.”
155) 문예에 있어서 ‘감정’이라는 요소는 사회적 작용이나 정치교화에 대해 부정

적인 것으로서 억제나 제거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위진남북조시대부터 문예에 
있어서 감정의 중요성이 자각되었으며 당송 대에 이르면 전통적으로 중시되어
온 리理와 평형을 이루게 된다. 그리고 명청 양대에 이르면 감정이 더 중시되
었다. “고문운동이 당대에 성공을 거두고 아울러 후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
었던 원인은 다양하다. 그 가운데 정(情)과 리(理)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의 많
은 작품은 사상적 내용을 충실하게 담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사람을 감동시키
는 서정적인 색조를 띄고 있으며 비교적 정과 리의 통일을 잘 표현하였는데 
문예의 특성에 대한 고문가들의 균형 잡힌 인식을 반영하였다. 사실 고문운동
은 여론에 대한 준비로서, 결코 한유나 유종원이 처음 시작한 것이 아니라 성
당 시기의 소영사(蕭穎士), 이화(李華), 가지(賈至) 그리고 중당 시기의 독고급
(獨孤及), 양숙(梁肅) 등이 이미 이의를 제기하였다. 그들의 노력이 큰 성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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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제도의 번성과 정형에 따라 문인의 관로는 정형화되어 예측 가능한 
틀이 되었고 중당 문인은 이전의 문인이 맡았던 역할로부터 벗어나156) 자
기 생명에 대해 여러 차원에서 탐색하고 시가의 미적 취미를 사회로부터 
개인에게로 전환시켰다. 중당 시가의 변화는 외부로부터 내부로의 전환, 
전아함으로부터 일상, 통속성으로의 전환에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화, 
내면화, 생활화한 미적 취미는 송대 시인에게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송대 이후의 중국 문인사대부에게도 가장 전형적인 미적 풍모가 되었다.

5.5. 기타 예술 장르에서의 변화

중당시기 문학 이외의 예술 장르 즉 서예, 회화, 원림, 음악 각각에 대한 
자세한 논의도 문학에 못지않을 만큼 방대하고 복잡하겠지만 여기에서는 
중당시기의 미의식과 관련하여 일어난 양상만을 참고삼아 개략적으로 살
펴보도록 하겠다. 

당 태종 덕분에 초‧성당 시기의 궁정과 사회에서 서예는 대부분 이왕二王 
즉 왕희지王羲之와 왕헌지王獻之의 서체를 모방했다. 저명한 당 초기의 
사대四大 서예가 구양순歐陽詢, 우세남虞世南, 저수량褚遂良, 설직薛稷 및 
그 이후의 손과정孫過庭, 이옹李邕 등은 모두가 이왕 서체의 계승자였다. 

이루지 못한 한 가지 중요한 원인은 문학예술의 특성에 대한 그들의 인식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경전과 역사 등 학술적인 문장을 지나치게 추숭하
였고 서정과 사물을 묘사한 시부, 심지어 굴원의 작품까지도 분석을 하지 않고 
일괄하여 부정했는데, 이것은 당연히 잘못된 것이므로 문학가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였다. 한유의 ‘불평즉명不平則鳴’과 같은 주장은 이러한 측면에서 고문운
동의 선구자보다 더 뛰어났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정과 리를 분할하여 문학
예술의 정감적 특성을 부정하는 것이 문예 발전에 대하여 매우 불리한 것임을 
표명하고 있다.”(曾祖蔭, 中國古代美學範疇, 華中理工大學出版社, 1988, 
pp.29-30) 이처럼 중당시기의 문인들이 리와의 관계에서 정의 지위를 상대적
으로나마 격상시켰다는 점에서 미학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156) 馬自力, 中唐文人之社會角色與文學活動,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5, 
pp.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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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문란范文瀾은 중국통사中國通史 4에서 중당시기의 안진경顔眞卿
(709-785)이 당대의 새로운 서체의 창조자라고 생각했다. 소식은 ｢서당씨
육가서후書唐氏六家書後｣에서 “안진경의 글씨는 웅장하고 수려함이 홀로 
출중하여 옛 서법을 일변시켰다. 顔魯公書雄秀獨出, 一變古法”고 했다. 강
기姜夔는 속서보續書譜‧진서眞書‧용필用筆에서 “안진경, 유공권의 글씨
체는 옛 사람과 다르고, 용필도 한쪽으로 치우친 면이 있어서 나는 두 사
람이 서예를 일변시켰다고 평한다. 顔柳結體旣異古人, 用筆復溺于一偏, 
予評二家爲書法之一變”라고 했다. 유희재도 예개藝槪‧서개書槪에서 “안
진경의 글씨는 위진 및 당초의 여러 서예가의 글씨를 모두 변화시켰다. 소
식이 시에서 ‘안진경의 변화된 서법에는 새로운 뜻이 나온다.’고 한 구절
은 사실 안진경의 변법이 고의를 얻었다는 말이다. 顔魯公書, 自魏晋及唐
初諸家皆歸隱括. 東坡詩有‘顔公變法出新意’之句, 其實變法得古意也”라고 
했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안진경은 중당시기를 전후해서 서예에서 기존의 
법고法古 위주의 서법에서 창신創新의 새로운 변화를 일으켰다. 안진경은 
비록 개원, 천보 연간 성세를 거치면서 이름을 떨치고 많은 서예작품을 남
겼지만, 새로운 서법은 대력 이후 즉 60 세 이후에 시작되었다. 선화서보
宣和書譜 권 3에서는 안진경에 대해 “초기에 쓴 ｢천불사비｣에서부터 이
미 구양순, 우세남, 서호徐浩, 심전사沈傳師의 노년의 필체와 대등했고, ｢
중흥｣ 이후에는 필력이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고, 그 가운데 뛰어난 작품은 
더욱 원숙해졌다. 蓋自有早年書千佛寺碑, 已與歐虞徐沈暮年之筆相上下, 
及中興以後, 筆力逈與前異, 亦其所得者愈老也”라고 했다. 송대 주장문朱
長文은 ｢속서단상續書斷上｣에서 “지금 전해지는 ｢천복사비｣는 안진경이 
젊었을 때 즉 무부원외였을 때 작품으로서 굳세면서도 완숙하여 이미 구
양순, 우세남, 서호, 심전사의 만년의 글씨와 우열을 다툴 정도였다. 그리
고 안진경의 ｢중흥｣ 이후의 필적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으니 나이가 들
수록 배움이 더 정밀해졌다고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今所傳千福寺碑, 
公少爲武部員外時也, 遒勁婉熟, 已與歐虞徐沈晩筆相上下, 而魯公中興以
後, 筆迹逈與前異者, 豈非年彌高而學愈精耶”라고 했다. 이러한 언급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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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경의 만년의 서법이 새롭게 변했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강유위康有爲
는 광예주쌍즙廣藝舟雙楫‧여론제십구餘論第十九에서 안진경에 대해 “｢
마고단｣은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힘이 있으며, 바로 안진경의 득
의작이고, ‘글자 밖으로 힘이 넘치면서도 모서리는 속으로 감춘다.’고 하는 
것이니 안진경의 여러 비문 가운데 제일이라고 생각한다. 麻姑壇握拳透爪, 
乃是魯公得意之筆, 所謂字外出力中藏棱, 魯公諸碑, 當以爲第一也”라고 했
다. 이처럼 안진경은 63 세 때의 글씨 ｢마고선단기麻姑仙壇記｣, ｢대당중
흥송大唐中興頌｣ 등의 작품 이후에 완숙한 후기로 진입했는데, 서법의 새
로운 변화는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그 후 64 세 때 쓴 ｢우승상송경비右丞
相宋璟碑｣, ｢팔관재회보망기八關齋會報望記｣, 72 세 때 쓴 ｢안유정가묘비
顔惟貞家廟碑｣ 등은 ‘안진경체’ 특유의 양식을 보여준다. 안진경 이외의 
중당시기 서예가로는 회소懷素, 이양빙李陽冰, 심전사, 유공권, 한택목韓
擇木 등이 있으며 모두 새로운 양식을 개척했다. 후세에 대한 그들, 특히 
안진경과 유공권의 영향은 매우 컸다.

중당 회화의 발전과 관련해서 등고滕固는 당송회화사唐宋繪畵史에서 
“일반적으로 하나의 양식이 튼튼한 뿌리를 얻은 이후에도 양식 그 자체에
는 연약하고 부족한 여러 세부가 존재하는데, 후계자의 비교적 장기간에 
걸친 보충과 강화를 통해서 점차 원만해지게 된다. 성당 이후의 회화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산수화 기교의 발전이다. 필굉畢宏의 기이하고 험준
함, 장조張璪의 독필禿筆과 손으로 직접 그리기, 왕흡王洽의 발묵潑墨, 형
호荊浩의 필과 묵을 함께 중시한 화법 등은 모두 성당 시기에 성립된 산
수화를 보충하고 강화시킨 실례이다. 기타 불화, 인물, 동물, 화조 등의 분
야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했고, 또 “예전의 회화사 저자 가운데 당대 후기
의 회화가 전기보다 나은 것을 언급한 사람이 적다. 이것은 그들이 창조자
를 중시하고 ‘양식의 발전’을 경시했기 때문이다.”라고157) 했다. 회화 양식
의 발전에서 우리는 중당 예술의 발전과 창신을 볼 수 있다. 특히 이론에 
있어서 장조의 “밖으로 조화를 스승으로 삼고 안으로 마음의 근원을 얻는

157) 滕固, 唐宋繪畵史, 中國古典藝術出版社,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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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外師造化, 中得心源”는 주장은 자연[造化]과 마음[心源]의 관계를 새롭
게 정위시켜주었다.158)

불교의 성행으로 불교 전파의 과정에서 ‘속강俗講’이나 ‘변문變文’과 같은 
종교 예술이 번성하게 되었다. 같은 맥락에서 종교 벽화도 발전하게 되었
는데 그 내용은 물론 종교 사상의 선전이었다. 다만 구체적인 형상을 만들
어내는 예술로서 당대의 사원 벽화는 종교적 상상과 전통적인 회화 기법
을 결합하였으며 그 결과 이 시대의 미의식을 반영하는 중요한 표지로서 
예술 전반에 새로운 분위기를 부여했다.
중당시기에 발전된 종교 예술 특히 사원 벽화는 화려한 예술적 매력과 기
괴한 조형적 특징으로 광범위하게 당시 사람들의 정신생활에 영향을 주었
고 그들의 미의식을 통해 전통 문화에 충격을 줌과 동시에 전체 예술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했다. 이러한 영향은 직접적으로 문인화에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시가, 특히 한‧맹시파에게도 깊은 영향을 주었
다. 게다가 변문이나 승려들의 시는 더 직접적으로 시가 예술에 영향을 주
었다. 중당의 많은 시인들은 한편으로는 종교 사상에서 시가 발전에 유익
한 요소를 받아들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변상變相과 같은 사원 벽화로부터 
풍부한 예술의 재료를 얻어 시와 회화의 경계를 허물고 대담하게 운용함
으로써 시가의 구상과 형상화에 있어서 새로운 길을 열었다.
다른 한편 작은 구도에 흥취를 느낀 것은 중당시기 대력 연간 이후부터 
두드러진다. 대부분의 화가들은 “작은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그
래도 적지 않은 화가들이 의식적으로 “작은 것”을 추구했다. 화가들은 이 
“작은 우주”를 통해 “큰 천지”와 동화되기를 추구하면서 작은 경물로 대
자연을 옮겨냈다.159) 바로 이러한 사상적 배경에서 당말‧오대시기에 화조

158) 董欣賓‧鄭奇, 中國繪畵對偶範疇論, 江蘇美術出版社, 1988, pp.46-51.
159) 중국 미학에 있어서 큰 것으로부터 작은 것으로의 전환은 미적 취미의 변화

를 반영하는 특징 가운데 하나인데, 작은 것에 대한 중시는 중당 이후에 부각
되기 시작하여, ‘송원 시기’가 되면 이 경향은 더욱 분명해진다. 그 원인을 따
져보면 우선 중당 이후 문인사대부 계층의 동원 가능한 경제적 자원의 축소를 
한 가지 원인으로 들 수 있다. 후한 이후 지속되어온 문벌세족의 와해와 새롭
게 등장하게 된 한문 사대부는 예전처럼 광대한 토지나 재정적 여력을 확보할 
수 없었고 다만 자신의 가옥 내에 작은 규모로 원림을 조성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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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花鳥畵는 정식으로 하나의 화과畵科로서 역사의 무대에 오르게 되었으
며, 덕종 때의 변란邊鸞이 대표적이다.
중화中和 원년(881)에 촉蜀으로 들어간 등창우滕昌祐는 화조화를 그렸는
데 매우 정교했다. 청대 운격惲格은 그가 작은 것으로 큰 것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보여준 특수한 처리법을 매우 추숭했으며, 단순한 붓 사용, 자
유로운 구상은 후대에 수많은 모방자가 등장하게 했다. 회화에서 “작은 것
으로 큰 것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미적 취향으로서 정식으로 
확립된 것은 대략 북송 희녕熙寧 연간(1068-1077) 연간 전후였고, 이러한 
전환은 주로 화조화에서 진행되었다.
또 당시에 절지화(折枝畵)라는 회화 형식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화가들이 
좋아했고, 절지화는 산수화의 모래섬과 비탈에 안개와 구름의 변화하는 등
의 경계와 결합되어 상당히 운치가 있는 새로운 형식을 형성했다. 후대 사
람들은 이러한 작은 경물을 그린 그림을 “소품화(小品畵)”라 부른다. 이러
한 소품화는 문인화가가 마음을 기탁하는 도구가 되었다. 그리고 당말오대 
이래로 출현한 대나무 그림도 10 세기 전후가 되면 사람들이 필묵의 정취
를 표현하는 주요 대상이 된다. 회화 형식에 있어서는 또한 비단 부채에 
작은 경물을 그리는 것도 유행했다.160)

중국 원림 특히 중국 고전 원림은 다음의 네 가지 특징으로 개괄해볼 수 

작지만 그것이 더 큰 의미를 지니게 된 것은 특히 양세법의 시행에 따라 토지 
매매의 성행과 지주의 급속한 교체가 중당 시기에 날이 갈수록 치열해진 정치 
투쟁, 경제 투쟁 그리고 사상 투쟁에 모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林繼中, ｢
變遷感: 中唐士大夫的心理壓力｣, 曁南學報, 第 15 卷 第 3 期, 1993. 7.) 이
런 점에서 중당 이전의 문학에서 거의 보이지 않던 소유와 관련된 문제가 중
당 시기에 출현했다는 사실은 이 시대의 핵심 관심사가 무엇이었는지를 보여
준다. 중당의 문인은 배타적 소유권을 드러내기를 바랐고, 보여주는 가운데 쾌
감을 느꼈다. 중당 시대에 점유권은 통상적으로 실제적인 구매를 말하는 것이
었지만, 물질적 점유는 문자 상의 혹은 상상 속에서 주장하는 점유는 불가분의 
것이 되었다. 그리고 실제적 점유가 일시적인 것이라면 시적 소유-주관적 체험
을 통한 소유-는 영원한 것이 되었다.(Stephen Owen, The End of the 
Chinese ‘Middle Ages’,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6/中譯 中國中世
紀的終結, 陳引馳‧陳磊 譯, 三聯書店, 2006, pp.11-29)

160) 曲院風荷, 朱良志, 安徽敎育出版社, 2006, pp.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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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1. 자연에 뿌리를 두면서도 자연을 초월한다. 2. 건축미와 자연미의 
융합. 3. 시화의 정취. 4. 의경의 내포. 이 네 가지 특징의 형성은 한편으
로는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그리
고 다른 한편으로,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중국 전통의 천인합일의 자연관 
및 점오漸悟, 직관, 종합을 중시하는 사유 방식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원림예술을 보급하고 제고시킨 것은 문인들이 원림의 기
획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결과이다. 그들은 문학과 회화의 표현 형식을 빌
리고, 자신의 자연관과 사유방식을 원림예술에 융합시켜서 원림이 깊은 의
미를 지니게 했다. 그들은 중국 원림의 양식과 특색을 창출했다고 말할 수 
있다.
중국 원림은 당대부터 시인과 화가가 스스로 조성한 “문인원림文人園林”
이161) 출현한 이래로 장기간의 끊임없는 발전을 거쳤고, 그 결과 원림 경
관의 배치, 구조에 있어서 문학, 회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소리 없
는 시”, “입체적인 그림”이라고 지칭되는 미학적 기초를 지니게 되었다.
수당시기에 들어와서 원림은 위진남북조에 비해 더 성행했고, 예술적 수준
도 크게 높아졌다. 그렇게 된 이유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첫째, 수대에 전국이 통일되었고, 대운하를 건설하여 남북의 경제를 연결
시켰다. 당대에는 정국이 안정되었고, 경제와 문화가 번영하여 역사상 공
전의 태평성대를 누렸다. 이것은 사람들이 원림을 즐기는 것이 보편적이게 
되는 데에 도움을 주었다. 
둘째, 과거제도가 흥기하여 광대한 서족지주庶族地主 지식인들이 신분 상
승의 기회를 얻었다. 그들은 일단 관료의 신분을 취득하자 높은 봉록과 사
회적 지위를 지니게 되었다. 그러나 세습의 보증은 받지 못했다. 그 결과 
관료사회의 부침, 승진과 폄적의 무상함에 대한 공통된 경험은 공통적인 
처세 철학을 형성하게 했다. 조정에서 관료 생활을 할 때에는 사업에 힘을 
기울이고, 동시에 자신의 퇴임 후의 길도 미리 준비했다. 원림을 조성하는 
것은 바로 장래에 물러나서 독선獨善하기 위한 것이었다. 

161) 문인원림은 사인원림 가운데에서 마음과 감관을 즐겁게 하고, 이상을 기탁
하고 성정을 도야하며 은일을 표현하는 것에 더 치중한 것으로서, 문인의 취향
의 영향을 받아 “문인화”한 원림을 지칭한다.



- 141 -

셋째, 과거를 통해 관직에 진출하고 문인이 관료가 되는 일이 비교적 많아
지자, 원림은 그들의 사교 장소가 되었으며, 문인 취미의 영향을 받는 것
도 이전과 비교해서 더 광범위하고 깊이가 있게 되었다. 중당 이후 문인은 
원림 조성에 직접 참여했고, 그들의 자연 풍경에 대한 이해와 자연미에 대
한 감식안을 빌어 원림을 설계했다. 동시에 그들의 인생의 이치에 대한 체
험, 관료사회에 있어서의 부침에 대한 감회를 원림에 불어넣었다. 이에 문
인관료의 사인 원림이 지닌 청신하고 고아한 격조는 더욱 높아지고 가일
층 문화적 색채를 띠게 되었으며, 그 결과로 “문인원림”이 출현하게 되었
다.162)

당대 원림은 위진남북조 시대의 원림 양식 발전의 추세를 계승했다. 하지
만 그것은 주로 황실과 세족의 호화로운 원림에 적용되는 이야기이다. 일
반 문인관료들은 청신함과 고아함을 중시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더 칭송
받았고, 원림의 주류가 되었다. 그 간의 변화는 문인원림이 당대에 싹트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대표적인 문인원림으로는 왕유의 망천별업輞川別業, 
유종원의 완화계초당浣花溪草堂, 백거이의 여산초당廬山草堂 등이 있다. 
문인 관료들은 원림을 개발하고, 원림의 조성에 참여했다. 이러한 실천적 
활동을 통해서 비교적 완성된 원림관-샘‧돌‧대‧나무로 마음을 수양하고 시
詩‧술‧금琴‧글씨를 빌어 성정을 도야한다-을 형성시켰다. 이것은 송대 문인 
원림의 유행과 그 양식적 특징의 형성에 계발점을 시사해 주었다.

중당시기의 음악과 관련해서는 문인 음악, 설창說唱 음악 그리고 백거이의 

162) 중당 문인의 심리에는 이전과는 다른 태도 즉 내면을 추구한다는 심리적 태
도가 형성되었다. 외적인 것에 대한 추구는 진실하지 않고 의미가 없다고 생각
되었으며, 그래서 내면으로 침잠하여 자신의 경계를 체험하는 것이 유행했
다.(Stephen Owen, 위의 책, p.81 : “내외의 전환이 일어났다. 중당 이전에는 
정치 영역이 ‘내’이고 황야는 ‘외’였지만, 중당 때에는 원림이 ‘내’이고 공직 영
역은 ‘외’가 되었다.”) 이러한 문인 의식의 대두는 산림과 같은 경계를 숭상하
게 했고 은둔 문화가 퍼지게 했다. 사대부 대부분은 자신의 내면세계로 들어가 
내면의 원만함을 성취하고 비근한 것으로 심원한 것을 추구하고 작은 것으로 
큰 것을 표현하며 평화로운 즐거움으로 외부의 갈등을 대체하고 섬세한 체험
으로 거칠고 세속적인 욕구의 충족을 대체했다.(朱良志, 曲院風荷, 安徽敎育
出版社, 2006, pp.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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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사상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당대 문인 음악을 대표하는 것으로는 사악詞樂을 들 수 있다. 당대 사악
詞樂의 창작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었다. 첫째는 “악으로부터 사를 정하는 
것由樂定詞” 즉 이미 존재하는 곡조에 새로운 가사를 붙이는 방식이다. 
둘째는 “가사에 따라 음악을 맞추는 것依詞配樂” 즉 가사에 근거하여 새
로운 곡조를 만드는 방식으로서 “자도곡自度曲”이라 칭해졌다. 당대에는 
“악으로부터 사를 정하는” 방식이 더 많이 행해졌다. 이후로 상이한 곡조
가 분류되어 “곡패曲牌”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었고, 동일한 곡패에 다양한 
문인들의 사詞가 입혀졌다. 
설창은 곡예曲藝라고도 하며 사설과 가창이 혼합된 예술이다. 가창 부분은 
서사적인 가곡이며 사설부분은 산문 또는 사륙변문체를 썼다. 상이한 설창
에 동일한 악기 반주 또는 다른 악기 반주가 사용되었다. 
일반적으로 중국의 설창 음악이 정식으로 형성된 것은 수당 시기라고 알
려져 있다. 수대의 것으로는 불교 사원에서 행해졌던 강창講唱 즉 “변문
變文”이 남아있을 뿐이다. 변문은 불교 사원에서 교의의 선교를 위해 행했
던 일종의 설창 음악으로서 사설과 가창의 방식을 사용하여 불교 경전이
나 교의를 이야기하거나 노래 불렀다. 사설 부분은 산문, 가창 부분은 운
문으로 칠언사구가 일반적이지만 오언이나 사언도 있었다. 강창은 청중에 
따라 승려들을 대상으로 하는 “승강僧講”과 일반 백성을 대상으로 하는 
“속강俗講”으로 나누어진다. 
수당 시기에 변문의 영향은 매우 컸으며, 불교의 설창은 민간에 흡수되어 
민간 설창이 되었고 민간의 예인藝人도 변문을 설창하기도 했다. 변문은 
중국 설창 음악을 확립시켜주었고 아울러 후세의 설창에도 큰 영향을 미
쳤다.
궁정과 민간의 활발한 음악 활동에도 불구하고 수당 시기에는 음악 사상
에 관한 전문적인 저술은 적은 편이며, 음악 미학과 관련된 견해도 대부분 
다른 문제를 논하는 저작에서 보인다. 이러한 저작에서 보이는 음악 사상
은 두 가지 유파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복고를 주장하는데, 대표적 
인물로는 수隋 양제煬帝, 유홍妞弘, 장손무기, 두우 등이 있다. 그들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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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雅樂을 숭상하고 외국 음악과 소수 민족의 음악에 반대했다. 
다른 하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복고파에 반대했는데, 대표로 백거이와 
원진 등을 들 수 있다. 백거이는 먼저 음악이 정치 상황과 백성의 실정을 
반영할 수 있고 백성의 감정을 결정할 수 있으며, 백성의 감정은 또한 민
간 음악의 기쁨과 슬픔을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관점은 유가 
음악 사상을 계승한 것이다. 그는 음악이 교화 작용을 할 수 있고 일정한 
내용도 담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이것은 신악부운동의 주장과 동일
하다. 하지만 고대 악기와 고대 음악을 회복하자는, 그리고 민심이 어지러
워진 것은 근래의 악기 때문이라는 복고파의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백거이는 음악이 사상을 표현하는 도구이며 정치의 득실은 백성의 사상에 
있어서 기쁨이나 슬픔을 결정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했다.
고금古今의 문제에 있어서 그는 복고사상에 반대했지만 고악古樂을 배척
하지는 않았고, 심지어 슬瑟이나 금琴과 같은 전통 악기가 중시되지 않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그리고 소수 민족의 음악과 한족의 음악을 융합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는 반대했다. 당시의 통치자가 일방적으로 호악胡樂만 좋
아한 것에 대한 불만의 표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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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당대는 경제적, 문화적으로 중국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한 왕조였지
만 안사의 난 이후 넘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一蹶不振]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정치적인 관점에서 볼 때의 평가일 뿐, 다른 관점에서 본다
면 당대 사회는 결코 내리막길을 걷지 않았는데, 특히 문화적으로 볼 때에
는 성당시기의 절정기 이후 새로운 변화를 일으킴으로써 중국문화가 다양
해지고 깊어지게 했다고 할 수 있다.
중당시기에 시행된 양세법은 토지관계를 변화시켰고, 그것은 서족庶族 출
신의 문인이 통치계급으로 오를 수 있는 통로가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과거제도도 사서의 경계를 허물었고 당대의 과거제도는 중당시기
에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조정의 조세정책과 관리 선발 방식이
라는 두 가지 요소가 중당시기에 맞물리면서 문인계층의 구성을 철저하게 
변화시켰고, 지식과 문학적 재능이 혈통을 대체하게 되었다. 지위의 변동
과 지식에 있어서의 취향은 중당 문인의 자아의식을 강화시켜서 전통적으
로 관료 지향적이었던 심리는 희석되고 군주에 대한 의존 심리도 줄어들
었다. 시인은 시대와 사회의 대변자 역할에서 벗어나서 작품 속에 개인적
인 요소를 더 많이 반영했다. 특히 정치적 중흥이라는 것이 일시적이어서 
평민 출신으로서 국가를 위해 공을 세우고자 했던 사인들은 번번이 실망
하고 좌절을 겪으면서 외적인 것보다는 내면을, 국가보다는 자아를 지향하
게 되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불교의 세속화가 더 진행되었고 사대부의 
관심을 받던 선종이 확립되어 자아에 대한 자각에 영향을 주었다.
신구 사회의 교체기를 살았던 중당 문인들은 국가의 이상을 실현하고 유
교를 부흥하고자하는 포부를 품었던 반면, 폄적당하고 좌절당한 데서 오는 
분노도 함께 지니고 있었다. “겸제兼濟”나 “독선獨善”, 주색에 탐닉하거나 
한적하고 안락함을 즐기는 양면성을 띠었고, 그 결과 자기정체성을 탐색하
게 했다.
백거이와 원진은 원화 4 년(809) 관직에 올라 정치적인 성격이 강한 신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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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운동을 제창했다. 그들은 시가가 마음에 느껴지는 감흥을 읊어야 하고 
당시의 일을 표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시가의 풍자 기능을 중시했다. 
백거이와 원진의 신악부의 제재는 광범위해서 국가의 중대한 사건뿐만 아
니라 교화와 관련하여 다양한 현실생활까지도 포함했다. 유가적인 교화의 
주요 내용은 예악을 진작시키고 풍속을 고무시키는 것으로서 신악부는 예
의, 음악, 풍속, 세태를 평론하는 작품을 많이 썼다. 백거이와 원진의 신악
부운동은 문학혁신 운동이었을 뿐만 아니라 문학을 근거로 한 정치개혁 
운동이기도 했다. 그들의 정치적 이상은 실현되지 못했고 문학 운동도 바
라던 효과를 얻지 못했지만 후대에 큰 영향을 주었고 문학사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미학적으로 신악부운동은 중당 시기에 점차 발전해가던 민간문학을 반영
하여 통속적인 사조를 진흥시키는 데 기여했다. 문학 형식에 있어서는 변
문이나 속강의 형식을 운용하여 자유로운 시풍을 형성했다. 서술 방식에 
있어서는 전기소설의 자세한 묘사, 번쇄한 나열 방식을 수용하고 독백과 
대화체로 이야기함으로써 더 친근한 느낌을 가지도록 했다. 언어적인 특징
으로는 민가의 통속적이고 분명한 백화를 사용하여 신악부가 민간 가요처
럼 알아듣기 쉽게 했다. 또 신속한 전달을 위해서 산문체를 사용하여 시비
선악의 도를 논술해서 정감의 도야 이외에 도덕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했
다. 신악부의 감상자는 일반 대중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중국시가 발
전의 과정에서 우아[雅]로부터 통속[俗]으로의 전환의 시초라 할 수 있
다.163)

163) 龔鵬程은 “第二屆通俗文學與雅正文學硏討會”에서 문학의 아와 속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내렸는데 다음과 같다. ① 작가 : 문인사대부가 지은 것은 아, 
민중이 지은 것은 속. ② 제재 : 개인적인 특수한 경험을 표현한 것은 아, 일
반 민중의 일상적이고 공공적인 것을 표현한 것은 속. ③ 문학성의 경향 : 아
문학은 비일상적, 초세속, 은거 등의 생활을 표현하지만 속문학은 일상적, 세
속적인 생활을 표현. ④ 문자 : 아문학은 문학이 낯설게 하기와 수사적 수법을 
통하여 작품의 예술성을 증가시키지만 속문학은 민중에게 친숙한 방언, 속어를 
묘사방식으로 함. ⑤ 풍격 : 아를 대표하는 것은 함축, 속을 대표하는 것은 직
설. ⑥ 감상자 : 다수의 사람이 감상할 수 있는 것은 속문학, 소수의 사람만이 
감상할 수 있는 것은 아문학. ⑦ 미학범주 : 독자가 더 많은 수양, 지식, 인생 
경험을 필요로 하며 복합적인 미를 지니고 있다면 아문학,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고 단순한 미를 지니고 있다면 속문학. ⑧ 표현방식 : 아문학은 순수하게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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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맹시파는 기험한 미의식과 표현으로 전통적인 시가와 다른 서정 방식을 
보여주었다. 한‧맹시파의 시인들은 불우한 한문 출신 사인들로서 ‘불평즉
명不平則鳴’의 창작 심리를 지녔다. 그들은 마음속의 고민과 우수를 묘사
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자유로운 상상으로 경물을 그려내는 데 뛰어났다. 
하지만 그들의 작품에는 세속적인 경향도 있어서 세속사와 관련된 제재들
도 많이 다루었다. 한유, 맹교, 노동, 가도, 이하 등은 모두 자신의 노쇠한 
외모, 빈궁한 생활 등을 묘사했고, 인생 경험, 일상의 감정을 토로했다.
한‧맹시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황탄하고 기궤하며 유랭幽冷한 시상의 
표현이며, 대부분의 시에서 상궤를 벗어난 구상을 통하여 신기하고 특이한 
예술경계를 조성해 내었다. 언어의 운용은 차가움[冷], 생경함[硬], 험함
[險], 편벽됨[僻]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언제나 
평담함과 신기함을 융합시켰다는 점인데, 평이하고 자연스러운 언어로 어
둡고 기이한 심정을 표현했다. 이외에도 한‧맹시파는 시에 산문 형식과 의
론議論을 접목시켰다는 특색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형식은 시가의 구조와 
운율을 깨트렸고, 나아가 추상적인 의론을 더하여 시가와 언어의 관계를 
느슨하게 하고 시의 형상성을 저하시켰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유종원과 유우석은 일찍이 정치개혁집단에 참가하여 평생을 폄적당하는 
시련을 겪었다. 두 사람은 실의를 표현하는 한편으로 친숙한 생활이나 세
속적인 취향을 표현하는 시를 짓기도 했다. 유우석은 강남 지방으로 폄적
당했을 때 그 지역의 민가를 접했고 민간의 풍취가 농후한 시와 사곡을 
지었다. 유우석은 만년에 백거이와 가깝게 지내면서 백거이의 시와 유사한 
한적하고 자족하는 시를 짓기도 했다. 유종원은 영주와 유주에서 평생을 
보냈고 어둡고 고독한 시풍을 지녔지만 이따금씩 한적한 감정, 노쇠함에 
대한 개탄을 읊기도 했다.

이상의 논의에서 중당시기 문인이 현실적으로는 정치적 이상의 실현을 위
한 노력과 그에 따른 좌절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사상적으로는 평상심과 

자만으로 표현되지만, 속문학은 연기와 음악 등과 결합하여 극적인 특성이 비
교적 강하다.(徐照華, ｢第二屆通俗文學與雅文學硏討會紀要｣, 漢學硏究通訊
第19卷 第2期, 1999, pp.257-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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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현실(선종), 개인의 심성과 그것의 권위 그리고 실질에 대한 추구
(유학)로부터 영향을 받았음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그들의 작품에서 두드
러지는 미의식의 특징이 주관화와 통속화임도 살펴보았다. 이러한 고찰의 
결과로부터 정리해 보아야할 것 두 가지를 든다면 다음과 같다.
우선 도시와 상업의 발달, 전통 신학으로부터의 탈피와 세속화, 개인주의
와 주관주의의 대두 등은 서양의 근대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 관건이 
된다.164) 서양 근대 미학에서 미의식의 주관화로 인하여 등장하게 되는 새

164) 서양 근대의 특징적 요소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자연
을 이해하는 방식이 사뭇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17세기 초 갈릴레오나 코페르
니쿠스의 업적으로, 이들이 개척한 물리학과 천문학의 새로운 세계는 토마스 
쿤이 지적한 것처럼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할 정도로 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냈다. 오랜 시간 서양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며 힘을 발휘하던 가톨릭교
회는 하느님을 자연해석의 중심에 두었다. 자연과 인간은 모두 목적과 은총과 
섭리의 세계를 이루는 구성요소들이었다. 근대 초기의 과학자들은 자연을 전혀 
다른 코드로 읽어내려고 시도했다. 인간을 중심으로 세계를 보고, 기계론적 관
점에서 운동과 법칙을 발견해내고, 인간의 인식과 지각의 힘으로 세계를 개조
할 수 있다는 자긍심을 갖게 된 것도 바로 근대인들의 위대성을 상징하는 기
호들이다. …… 근대철학이 서양의 지성사에 기여한 공로를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아의 발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존재의 순서에 따라 탐
구를 하든 아니면 인식의 순서에 따라 철학적 사유를 하든, 그 중심에는 언제
나 아르키메데스의 점처럼 확실성을 담지한 자아가 놓여 있다. 인간 자신이 바
로 앎과 삶의 주인공이라는 생각은 근대성을 특징짓는 한 기준이 되었다. 이성
의 바른 사용은 앎의 세계를 확장시켰고, 감정과 정념 그리고 자유의지의 복권
은 삶의 세계에 다양성과 역동성을 부여해주었다. 근대 철학자들은 다른 어느 
시대보다 인간의 감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평가한 사람들이다. 감성은 이성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감정과 감성이 독자적인 기능을 하며 오히려 
이성이 감성의 노예여야 한다는 주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감정론들이 이 시
대에 등장했다.”(서양근대철학회, 서양근대철학의 열가지 쟁점, 창비, 2006, 
pp.5-8.); “역사에서 근대라고 말하는 시기는 여러 가지 점에서 중세기와 판이
한 정신적인 특징을 갖고 있으며, 이 가운데서 중요한 것이 두 가지 있다. 그
것은 쇠퇴해 가는 교회의 권위와 강대해 가는 과학의 권위이다. 이 밖의 여러 
가지 특징들은 모두 이 두 가지 특징과 관련되어 있다. 근대 문화는 교회적이
라기보다 오히려 세속적이다. …… 이 문화는 우리가 ‘자유주의적’이라고 부르
는 것, 즉 구체적으로는 상업과 관련되어 있다. …… 교회의 권위에서의 해방
은, 개인주의를 대두하게 하였다. …… 근대철학은 대부분 개인주의적이고 주
관주의적인 경향을 띠게 되었다.”(B. 러셀 저 / 최민홍 역, 서양철학사 하, 
집문당, 1993, pp.695-698.); 梁漱溟, 中國文化要義, 上海人民出版社, 
2011, pp.6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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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요소는 미적 범주의 확대를 야기하는데,165) 전통적인 경학에 기초하
여 사회적으로 공인된 미의식이 지배하던 상태에서 주관적인 미의식의 등
장은 서양 근대 미학에서 보이는 미의 주관화를 연상하게 한다. 물론 이러
한 연상이 문화적으로는 당대 중엽 이후가 중국의 근세의 시작이라는 당
송변혁설에 기계적으로 적용되어 성립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중국의 근대
와 관련하여 다양한 이견들이 존재하며 과학적 이성이라는 요소가 수반되
지 않은 상태에서 서양사의 시대 구분을 중국에 그대로 적용시키는 데에
는 당연히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학적으로도 무관심성과 결부
되지 않은 채로 중당시기에 등장한 주관적 미의식이 서양 근대의 그것과 
동일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온전한 전개과정을 따라 발전해나
가지 못하고 만당과 오대시기에 단절되었기 때문에 중당시기에 두드러진 
미의식이 바로 중국의 근대미학의 출현을 의미한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영향 관계에 있어서 중당시기의 주관적 미의식이 송대 이후의 
미의식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적어도 미의식에 있어서만큼
은 중당시기에서 근대성의 단초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
하여 중당시기를 다시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전통적으로 일종의 
종교로서 기능해왔던 천인관계론이 붕괴되었고 한유와 이고의 마음[心]에 
대한 학설에서 볼 수 있듯이 심성에 관한 문제가 철학의 중심이 되었다. 
불교 선종에서는 세속화의 경향, 일상에 대한 중시와 함께 개인의 마음과 
보편적이고 궁극적인 도가 다른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도시
화와 상업의 발달로 인한 대중문화의 발전과 그 영향을 받은 통속적인 예
술 장르로서 문인사와 전기가 본격적으로 창작되기 시작했다는 점도 확인
할 수 있다. 게다가 매체로서 조판인쇄술이 발달하여 백거이, 원진의 인쇄
된 시집도 시중에 유통되었고, 후대에 은일문화의 원형이 되는 백거이의 
이론도 제시되었다.166) 이상을 종합해보면 중당시기 미의식의 근대적 성격

165) 오병남, 미학강의, 1995, pp.55-56; 청대의 언급이기는 하지만 미와 대립
되는 추를 미로 여겼다는 한유에 대한 유희재의 평가에서 전형적인 미적 범주
의 확장을 발견할 수 있다. 藝槪‧詩槪 : “昌黎詩往往以醜爲美.” 참조.

166) 이러한 현상들은 유방劉方이 송대 근대설을 주장하는 근거로 들고 있는 것
이다.(p.9 참조) 유방劉方이 중국 근세 사회의 주요 요소로 든 네 가지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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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긍정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다른 하나는 문文과 도道의 관계 문제이다. 전통적으로 고문운동을 중심으
로 한 중당 문도론의 중심 주장은 문이명도文以明道167) 또는 문이재도文
以載道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도를 근본적인 것으로 보고 문장은 도를 
밝히거나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관점으로서 문장의 도구적 가치만
을 인정하는 입장이다.168) 그런데 선종의 언어관에서 보듯이 공안이 도를 
전하기 위한 매개였지만 결국 도 그 자체가 된 것과 마찬가지로, 유가의 
입장에서 문장이 도구로서의 가치가 아니라 도 그 자체로서의 가치를 지
닐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추론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라도 
문장이 단순히 도구적이고 수동적인 가치가 아니라 도에 대해서 독자적이
거나 능동적인 가치를 획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
을 것이다. 문도론의 정리는 북송 초기 유개柳開, 왕우칭王禹偁 등의 시행
착오를 거쳐 구양수, 소식의 시기에 이루어진다.169) 다른 한편으로 문의 
가치에 입각해서 볼 때에는 반동적이라 할 수 있는 이학가의 문도론이 북
송 시기부터 남송 시기로 심화되는 과정이 진행되었고, 이학가의 문도론까
지 극복하게 되는 논의의 과정은 정情과 리理의 문제와 결부되어 복잡한 
양상을 띤다. 이것을 위한 본격적인 연구는 이후에 진행해볼 기회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인용하자면 다음과 같다. ① 종교 신앙. 종교의 세속화, 신성 세계의 탈마술화
는 근대 사회의 중요한 특징이다. ② 도시화와 물질문화. 시민문예의 흥기와 
대중적이고 통속적인 문학이 발달하게 되었다. ③ 매체혁명. 인쇄술. ④ 내향
적 문화, 즉 은일隱逸 문화로의 전환.

167) 柳宗元, 柳宗元集 卷 34, ｢보최암수재報崔黯秀才｣ : “그러나 성인의 말은 
도를 밝히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학자들은 도를 추구하기에만 힘쓰고, 
그 문사는 소홀히 하고 있다. 문사가 세상에 전해지는 것은 반드시 서書로 말
미암는 것이고, 도는 문사를 빌려서 밝혀지며, 문사는 서를 빌어 전해지는 것
이다. 然聖人之言, 期以明道, 學者務求諸道而遺其辭. 辭之傳於世者, 必由於書; 
道假辭而明, 辭假書以傳.”

168) 祁志祥, 中國美學通史 第二卷, 人民出版社, 2008, pp.34-35.
169) 祝尙書, 北宋古文運動發展史, 北京大學出版社, 2012, pp.8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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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hilosophical Background of Mid-Tang Literature 
and the Aesthetic Consciousness in It

Suh Jin-Hee
Dept. of Aesthetic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diverse problems that the gentry, the subject of Chinese 
culture, faced in mid-Tang brought them frustration and made 
them adjust their ideals and ambition. The result of this 
adjustment, on the one hand, converted their attention to the 
individual and made them behold the world from the subjective 
perspective. On the other hand, it showed a secular tendency.
This dissertation will inquire into the change of Mid-Tang 
philosophy and the aesthetic consciousness in literature that 
started in Mid-Tang and formulated in South-Sung. The tow-tax 
system that enforced in Mid-Tang brought about the change in 
the land ownership, and it meant the widened path to the ruling 
class for literary men from the populace. And the examination 
system collapsed the boundary between the classes and made 
steady headway. Both the court’s tax policy and the official 
selection method changed the composition of the literary class 
thoroughly. Knowledge and literary talent replaced a pedigree. 
The change of status and the taste in knowledge fostered the 
self-identity of Mid-Tang literary men and the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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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ialdom-oriented psychology was diluted and the dependency 
on the emperor decreased. Poets left the role as the advocate of 
epoch and society and expressed their inner world and ego more. 
Buddhism was getting secular in that period, and the 
establishment of Zen Buddhism influenced the awareness of their 
identity.
Mid-Tang literary men who lived in a transitional period hoped 
to reconstruct the state and Confucianism but had indignation 
over the relegation and frustration as well. They had duality of 
comprehensive relief(兼濟jian-ji) and individual well-being(獨善
du-shan).
Bai Ju-Yi(白居易) and Yuan Zhen(元稹) proclaimed Neo-Yuefu 
Movement(新樂府運動) which was very political. They maintained 
that poetry should express inner feelings and current affairs and 
laid stress on the satire function of poetry. Their movement 
accepted popular literature of Mid-Tang and contributed to the 
promotion of popular trends. It was the first transition from the 
grace(雅) to the popular(俗) in the course of the development of 
Chinese poetry.
Han-Meng(韓孟) poet group showed a queer, novel and grotesque 
aesthetic consciousness and a unique and subjective way of 
expression. They proposed the notion that “if one is uneasy, one 
will cry out(不平則鳴),” and emphasized the description of agony 
and melancholy in them. And they distinguished themselves in 
depicting the scenery with free imagination. On the other hand, 
they had a tendency to be popular, so treated many ordinary 
materials related to everyday events. It is important to notice 
that they always combined plainness and novelty. They expressed 
their gloomy and queer feelings in plain and natural 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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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u Zong-yuan(柳宗元) and Liu Yu-xi(劉禹錫) did not only express 
their adversity but described familiar things and secular affairs 
as well. Besides they applied folk songs to their poems, sang 
their leisured and self-satisfying life and lamented senility in 
their works.
In Mid-Tang period, the gentry tried to realize their political and 
academic ideals but often experienced frustration, which made 
them engage in the inner world and seek for self-identity and 
the practical. In the field of philosophy, daily-life and daily-mind 
gained their inherent values and authority. Thus secularization 
and subjectification became the characteristics of that period. 
Under such conditions, literary men expressed their subjective 
feelings and endowed them with independent values. As a result, 
unlike traditional literary men, they embodied unique aesthetic 
consciousness, even queer and ugly one, in their works, and 
aestheic category of Chinese aesthetics was expanded. 
In this sense, we can say that the aesthetic consciousness of 
Mid-Tang bore a kind of modernity.

keywodrs : Mid-Tang, Individual, Subjectivity, Secularization, 
Ordinariness, Mordernity

Student Number : 9611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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