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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 4세 기 초 東품의 자명 한 도교학자 寬洪(A.D. 283-343)은 〈抱朴子〉

內外篇 70卷을 찬술한다 주지하듯이 이 책의 내편은 鍵품 이전 까鼎派 도교 

의 이론과 빙술올 집대성하고1 그리하여 후세의 도교학에 막대한 명힘:올 미 

친 불후의 노작으로 평 7'~되고 였다. 그련데 학숲사적인 방변에서 내펀딴콤 

주목받지는 못하였으나 와편얘서는 일견 도교와 상관없어 보이는， 당시 현실 

에 대한 비판적인 논펴가 주류룹 이루고 있어 이채를 받한다. 특히 외편은 

내편의 소박한 문제와는 딜라 당시에 유행하던 화려한 納健體 산문으로 서술 

꾀어 있어 우리는 갈흥을 단순한 도교도가 아닌 둔학가로서도 고침해 볼 펠 

요생을 느끼게 된다. 이난거1 이니라 와편의 도처에서 그는 문학에 대한 짙은 

관심을 피꽉하고 있고 文學進化論을 떼훗 그의 몇 가지 특유한 論쿄들은 문 

학사 혹은 비평사에서 빠짐없이 거론되고 았을 만큼 위진시기의 중요한 문학 

콘으로샤 자리매감 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이제까지 정리되였던 갈홍의 푼핵 

론 종 비교적 주목받지 봇했던 칭작론에 대해 도교와 문학과의 이론적 類比

를 의식하면서 試論해보고자 한다 갈홍의 〈포박자〉 찬술의 이면에는 仙學

의 傳承이라는 종교적 의도 이외에 漢代이후 분우힌 지식인들이 私的 저술로 

j 이화여대 중이중문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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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현실을 초극하려 했던 이른바 ‘子書’ 창직의 風氣기- 그의 문예적 욕구를 

자극하였던 사정도 았었음을 推察하지 않을 수 없다1) 이러한 측띤을 염두에 

둘 때 우리는 〈포박자〉를 도교학과 아올라 분학에 매한 욕구가 공존하는 

텍스트로서 맑을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외편에서 전개된 그의 창작론도 결 

코 내편의 도교논리와 무관하지 않으랴라는 예상을 해블 수 있다. 본고에서 

의 논의는 대체로 이러한 관점에서 진행될 것이다. 

II. 홉洪의 文學的 來源

갈홍 문학콘의 유래를 고칠함에 있어 〈포박자〉 내외편 이라는 거의 한 

정된 자료만을 갖고 있는 우리로서는 아무래도 그기-<{포박지〉 내에서 긍 

정적으로 거론했딘 문인들에게 주의블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얘는 漢代 諸

橋中， 王充 · 揚雄 두 사람과 갈홍보다 약간 앞서 생존하였던 陸機(A.D.

261-303)와 搖含(A.D. 263-306)이 있다. 

이들 중 왕충에 대한 敬幕는 특히 두드러져 그는 외편에서 광충의 저작인 

〈論衝〉을 변호하기 위해 따로이 章을 마련하였을 정도이다.1) 양웅에 대해 

서는 외편， 卷24， <酒成>篇에서 “揚子雲은 통달한 사람이어서 재주가 높고 

사상도 깊다 그의 풍부하고 뛰어난 재주는 하늘로부터 받은 젓이다. "(揚雲

通人， 才高恩遠. 英擔之富‘ 훨之딩天.)3)라고 한 것을 비롯 〈포막자〉 도처에 

1) 갈홍의 王充에 대한 극찬 (外篇， 卷 43 , <0옮磁>)과 스스로 子書를 지어 

文席가 되겠디는 소망의 피력 (外篇， 卷 50, < ËH~>)에서 이 점은 분명히 
드러난다. 

2) “金雅謂王f며任作論衝/\ -1-餘篇， 寫冠論大才 ...... ’로 시작하는 外篇， 卷43 ，

<01삶嚴〉篇이 그것이다 

3) “揚雲酒不離口， 而太玄乃就”라는 혹자의 주장에 대한 반박중의 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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賞讀하는 대목이 있다. 근래 大淵忍爾와 石휩快隆의 연구에 의해 〈포박자〉 

는 이들 王· 揚 두 사람의 작품과， 목차 심지어는 文句까지 유사한 점이 있 

는 것으로 밝혀졌다.4) 창작과정에사의 이러한 模聲으로 미루어 그가 두 사 

람의 문학론을 깊이 의식하였을 것임은 틀림없다. 

그와 거의 동시대 사람이라 해도 좋을 육기에 대한 언급은 외편 保文 數

處에서 보이는데 ‘陸선생의 글은 훨잃띠에 쌓인 玉과 같아 夜光珠 아님이 

없다 우리가 그의 글을 분별하지 못함은 마치 난장이가 바다를 헤아림과 같 

이 장 할 수 없는 바이다" (陸君之文， 쩌혈玄團之積玉， 無非夜光. 홈生之不別 

陸文， 增洙庸測海， 非所長üï.‘)라고 합과 같이 앞서의 두 사람에 비해 보다 문 

예적인 評瓚을 가하고 있는 점에서 주목된다 5) 廣州刺史로서 갈홍의 후원자 

였던 혜함은 외편， 권 47, <彈빼>篇과 외편 俠文 數處의 주로 문인을 비평 

하는 자리에서 갈홍의 상대역으로 등장하고 있다 6) 갈홍은 역시 그에 대해 

서도 대단한 경외감을 표시하고 았다. 

벗 緣永꿨이 내꺼l 물었다. ‘純君道는 어떠한 사람인가?’ 내가 답하였다 ‘한 

시대의 커다란 인윷이다 글을 지음에 있어 그 빼어난 모습은 힘 께 겨룰 사람 

이 없다.’ 

(友人樓永꿨問폼， :f염君道fnJ þIJ人? ~答f크， 一代偉갱융tß. 網좋英觀， 쫓홉與~騙.)7) 

4) 大淵忍、爾， <抱朴子짜究序ilÍil > .<;:間l니大學法文學部學術紀要p( 터 本， 1956), 
No. 5‘ 및 石島快隆，<훌洪η橋家及v道家思想、ι)系갖[Jε 깐 ι)系讀的意義[.::: 

?ζτ> <t:뽕힘澤大學@자究紀要::?>(日本， 1959), No. 17. 참조. 

5) 陸機의 y辦어} 관해 賞講하논 대목은 이 밖에도 더 틀 수 있다. “말見二陸 

之文百許卷， 似未盡也 方之他人， 若江漢之與漢균. 及其精處， 妙、絡漢鍵

之人也"(<t:全품文::?>). =陸은 陸機와 그의 아우 陸雲을 말한디. 

6) 다읍과 같은 글을 보댄 상대역이라기보다， 자문역의 위치에 있다. “숭홉問 

f많君道日， ZE太뼈張皮先可謂通人乎? 君道答묘， 通人者， 聖人之次也， 其間無

所復容."(위의 책) 

7) 위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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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학문을 좋아하고 글을 잘 지었다(好學能屬文)"8)라는 간략하기 그 

지없는 오늘날 그에 대한 《품書〉의 기록만을 가지고는 그의 문학의 자세 

한 내용을 알 수 없어 갈훔에의 영향 관계도 詳考활 길이 없다. 

〈포빅-자}에는 언급이 없지만 王充 · 揚雄 · 陸機 · 짧含 이외에 가능성이 

고려되는 인물로 千寶(A.D‘ 317 천후)가 았다. 갈홍과 그와의 관계는 〈품書〉 

에 보인다. “간보가 더붙어 깊이 벗하여， 갈홍의 재능이 國벚 편찬의 직을 김 

당할 만하다고 천거하였다치千寶深相親友， 薦洪才堆國史.)9)고 하나까 상당히 

밀접했던 사이였음을 엿볼 수 있고 이갓은 무엿보다도 두 사람이 공히 선비주 

의자였다는 사실에 의해서도 그럴싸하게 이해된다 10) <(전서〉의 이같은 기 

록을 중시하여 林田煩之助와 1햇飛龍은 갈홍의 문학론 형성에 간보가 크게 기 

능하였으리라 확신하고 나아가 간보의 親友였던 곽박(A.D. 276-324)에게까 

지 이라한 신념을 확대시켰다.1 1 ) 하지만 〈진서〉의 기채상황이나 잔비룡 자 

신이 작성한 갈홍의 연보에 따르면12) 두 사람이 교유하게 된 것은 갈홍이 44 

세때인 東音 成帝 成和 元年(A.D. 326)의 일로 야것은 〈포박자〉가 완성된 

東품 元帝 建武 元年(A.D. 317)에서 9년이나 경과한 후의 사실이어서 설사 

8) (:;품書:;Þ， 卷89， <짧紹>傳 附載‘

9) (:;품害:;Þ， 卷 72, <훌洪>傳. 

10) 兩者는 또한 당시에 유행했던 淸談에 대해 격렬한 비판적 태도를 취히고 

있었다는 접에서도 일치하고 았마. 安間正罵，<老莊思想~::.於rt .þ藝術的及

宗敎的素質 è .f σj影響> (:;支那:;Þ(日本， 1927) 18, No. 1, p. 79. 

11) 林田民는 千寶， I뺏.e:는 郭壞과의 관계에 주목하였다. 林田煩之助，(:;며I國中 

世文學評論벚:;Þ(日本: 용Ij文社， 1979) ， p. 100, pp. 108-109. 陳飛龍 〈훌洪 

之文論/껏其生乎:;Þ(臺~t: 文史哲出版社， 1980), pp. 131-133. 

12) {:;품書P~ 卷 72, <훌洪〉傳에서는 그가 千寶를 알기 전후의 상황을 다음 

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成和初， 司徒導검洪補州王흉흉， 轉司徒緣， 選認議參

軍. 극二寶深相親友， 薦洪才f흉國史， 選寫散騎常待， 領大著作， 洪固解不就 " ，演

.e:는 갈흥과 간보의 교우가 시작된 해를 威和 元年(A.D. 326)으로 잡고 있 

다. 위의 책， p.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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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갈홍에게 영향을 주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포박자〉에서 개진된 문 

학론파 관련하여 함께 논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검토를 통하여 혜함과 간보를 매제할 때} 갈홍 문학론의 연 

원으로서 비교적 신뢰해도 좋을 만한 둔인으로는 왕충 · 양웅 · 육71의 르人 

이 남게 된다 이들 중 왕충과 육기는 갈홍과 갇은 강남 출산의 얀사로 그들 

에 대한 애호는 그의 독특한 심리적 측변， 즉 몇;人으로서의 문화적 자부심에 

서 유래한 것으로 생각된다 13) 

갈흥에 게 영향을 준 王 · 揚 · 陸 三人의 문학론은 크게 漢代와 며품 太康

I헐4需的 

문인들에 

期의 그것으로 빠論될 수 있다. 아것은 왕충과 양웅을 갈흥 사상의 

계보와 관련하여 일괄하고 그가 보여주는 육기 이외의 다른 대깅 

대한 특별한 관심을 고려함으로 해서이다 14) 

漢代 諸휴힘는 품子켜1통으로 대체로 그들은 尙用과 載道의 관점에서 문화의 

내용성을 중시하였다.15) 반면에 太康期는 형식미를 우선하던 시대였다. 이 

라한 상반된 연원하에서 갚홍이 如何허 이틀을 조회시켜띤서 나픔대로의 문 

학론을 전개시키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다음의 창작론에 대한 탑구에서도 

의식되지 않을 수 없다， 

III. 홉洪의 文學創作論

풍부한 내용과 화려한 문제로서 그야말로 辦義했備한 〈포박자〉를 찬술 

13) 林田民는 갈홍과 육기외의 관계를 그러한 측면에서 추리했다 앞으} 젝， .p. 

112. 실상 육기도 北方 文士어l 내해 대단한 경떨낌을 표시했던 연물이었디 

許世趣.， <품時南北人相輕> <<::大陸賴誌)>(香港， 1950) 1, No. 6, p. 17. 

14) <<::抱#子:P， 外篇 (jç文에서는 육기를 버롯， 陸雲 · 張華 · 左떤 · 짧ffi 등 주 

로 太康 문인들이 논의되고 있다 

15) 朱業智‘ 〈兩漢文學flll.論之%까究)>(臺~t: 聯經出版社業公司， 1978), p.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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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갈홍은 실제로 창작 수행에 대해 어떠한 논견을 제시하고 있는가? 

근본적으로 글을 쓴다는 행위 자체의 중요성을 갈홍은 다음과 같은 점에 

서 인식하고 있다. 

많은 돈을 궤짝에 쌓아 놓아도 아끼고 쓰지 않으면 그와 가난한 사땀과의 

치-이를 알 수 없고， 빼어난 文彩를 마음속이l 품고 있어도 붓과 종이에 뜻을 부 

치지 않으띤 그와 어리석은 사람과의 다른 점을 얄지 못한다. 

(積萬金於f1tf1풍， 雖險￡而不用， 則未知其有뿔於쓸쫓 ↑覆3챙薰於R월J{;、 不寄意於

輪素， 則未知其有別於庸폈 )1이 

갈흥에 의하변， 인간은 반드시 자신을 外現할 줄 알아야 하고 이에의 결 

정적인 수단은 文筆야다. 이러한 관점은 “文質WW" 을 이상적인 경지로 

추구했던 고대 士人들의 일반적인 心態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일단 寫作에 

들어 갔을때 그 표현된 양상은 한결같지 않다. 

글의 스케일과 짧致의 넓고 좁음， 어훼 구사와 비유의 영성하고 치밀합， 감 

동이 미치는 범위의 길고 짧음， 근거와 연용의 깊고 얄음 등의 현격함은 비록 

하늘 바깥과 붓대롱 속의 차이로도 그 아득함을 비교할 수 없다-

(若夫輪述홉홉略之宏b멀， 屬解比事之짧密， 源流至到之修短~밟藉j及引之深짧빛 

應;純也， 雖天外훌內， 不足以n화其選鍵.) 1꺼 

실제 창작상에 있어서 천태만상의 이같은 현상의 원인을 갈홍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무릇 才質은 밝고 흐럼익 차이가 있고 생각도 길고 짧읍의 차이가 있어 넙) 

록 함께 글을 짓는다 하더라도 가지각색이다. 어떤 사람은 넓간 하지만 깊이가 

없고， 어떤 사람은 의미는 잘 파악하고 있지만 표헨야 둔하고， (어떤 사람은) 

16) 外篇， 卷 38, <博P兪>.

17) 外篇， 卷 32 , <尙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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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치에는 맞지 않지만 글만은 교묘하다 대개 치우친 장점으로 한 군더l 어] 이른 

것이지 다 잘하는 재능은 아닌 것이다 스스로를 헤아럼에 어두워， 억지로 모 

든 것을 다 하고자 하여 자신의 재능을 벗어나 일을 바꾸어 하므로， 비웃음을 

당하게 되는 젓이다 

(夫才有淸風， 思有修短， 雖拉屬文， 參差萬品 或浩港而不淵澤1 或得事情而辦

純， 違物理규디:JtI， 蓋偏長之-致， 非暴通之才ill 聞於自料， 9옳欲짧之， 違才易務，

故不免嗤i:!!..) 18) 

각자의 재능과 사고에는 한계가 있고 그 여하에 따라 문장도 천차만별이 

라는 갈홍의 견해는 鍵쯤 玄學의 중요한 논제 중의 하나였던 才性論과 무관 

하저 않으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團조의 文氣說과 상관된다 〈典論p <論

文>에는 다음과 같은 언급아 있다. 

글은 氣를 위주로 하는데， 氣의 맑고 흐림은 타고난 것이어서 억지로 아를 

수는 없다. 음악에 매유한다면， 曲度나 節奏가 비록 같을지라도 氣를 끌어들엠 

이 한결같지 않기에 능란함과 서투름에 치이가 있는 것야니 닝l록 부모일지라 

도 그것을 자식에게 전할 수 없다. 

(文以氣寫主， 氣之淸灣有體， 不可力彈而致 警諸音樂‘ M度雖均， 節奏同檢， 至

於강|氣不齊， 巧쐐有素， 雖在父兄， 不能以移子弟.) 19) 

재능의 여하가 천부적인 것이라고 하는 관념은 당연히 창작에 있어서 天

才를 중시하게 된다. 갈홍은 비유적으로 이러한 관접을 피력한다. 

가래나무가 산같이 쌓여 있어도 班輸같은 名王。l 아니면 솜씨좋은 가공을 

할 수 없고 한없이 많은 책이 있어도 英才가 아니면 l률體를 뽑아낼 수 없다-

(牌據山積， 非班[J:[不能iïX.機巧. 갱e書無限， 非英才不能收쩔뼈 )20) 

18) 外篇， 卷 40‘ <解義>

19) 4;文選Y ， 卷 52. 

20) 外篇， 卷 40, <辦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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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l 녁녁하지 않으면 그 혜택도 넓지 않고 재주가- 뛰어나지 않으면 그 

文辯도 풍부하지 못하디 

(財不豊， Jl.1j其惠也不博 才不遠， 則其解也거:廳.)21) 

그러나 갈홍은 좋은 글을 쓰기 위해 天才만으로 부족하다는 균형된 인식 

을 갖고 있었마. 여러가지 다양한 표현 기교를 講究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취 

지에서 갈홍은 소박한 天然王義에 반대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말하였마. ‘하늘과 땅이 둥글고 네모난 것은 그림쇠니 곱자기 

한 일이 아니고， 해와 달과 별이 빛을 내는 것은 옥돌을 길듯이 해서 그런 것 

도 아니다- 봄꽃이 찬란한 것은 물감들인 l짖낄 01 아니고， 香草의 그유한 향내 

는 화장품에서 빌린 것아 아니다 (따라서) 지극히 깜된 것은 전연적연 데서 그 

가치를 찾아야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 포박자기 답하였다. ‘밝은 音은 바 

른 소리가 잘 조화됩으로 해샤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고， 저작은 미묘한 。l치를 

명확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音은 ~.j-71는 달라도 음계는 같으며 
수놓은 예복은 무늬의 모양은 달라도 五色은 균일하다， 다만 장하고 못함과 아 

름답고 미움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라히여 훌륭한 음악， 굉장한 요리는 그 

곡조나 맛이 일정하지 않다.’ 

(或日， 乾坤方f}， 非規短之功 三辰網景‘ 非瑩薦之力. 春華짧煥， 非漸梁之갖. 
障憲췄醒， 非容氣所假. 知夫至흉， 貴乎天然t!L....... 抱朴子日， 1품音貴於雅짧克諸， 

著作珍乎캠j微析理. 故八音形器異而鐘律同， 빼벼敵文物妹而五色均- 徒閔엽뿜有主質? 

했뚜옛성有步縣， 是則總章無常曲， 大j힘無定味.)22) 

저작을 통해 미묘한 이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천편일률적인 서술을 지양 

하고 수사학상의 갖가지 방법을 구샤해야 한다는 것이 갈홍익 주장이다. 이 

같이 방법적인 문제블 염두에 둠 때 문펼가에게는 크게 두 가지 경향의 병 

폐가 있음이 인지된다. 

21) 外篇， 卷 39, <廣警>.

22) 外篇， 卷 40, <離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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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짓는 사람에게도 냐름대로의 문제점이 있다. 심한 겸우 \J]유가 번거롭 

E 발이 칠어지는 문제인데， 거룹되는 훈계의 넓은 비유를 매각자니 ö~깝고 해 

서 자신도 모르게 번거롭케 되는 것이다 가벼운 경우 야음답건 하지만 논거가 

없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디 풍거를 탤 수 없기 때문에‘ 겉만 반지르르 할 뿐 

뼈대는 더유 약해지는 것이다 

(屬筆之家， 亦各有감 其深者J'!1j愚乎警煩言π‘ 며격誠廣U兪， 欲棄而↑품， 不覺ilH뀔 

也. 其漫者則思乎級而無據， 證援끼ζ給， 皮l홉蘇澤而骨更迎弱m까3) 

첫번째의 경우는 너무 내용생을 강조했을 때의 병폐이고， 두벤째는 형식 

미에 치중했을 때의 병폐이다 이중 두번째 문제에 대힌 의식은 “候虛흥”을 

표방했던 王充의 실증적 태도에서 7]연한다 할 것이다 郭紹慮는 左!펀틀 갚 

홍과 같은 할에 서 다루띤서， 두사럼 모두 왕충의 영향으로， 좌시→는 U따論에서? 

갈홍은 文論에서 동일한 취 지의 주장~을 하게된 것이라고 하였는데，24) 설지1 

로 갈홍은 외펀 권 30, <針t받>篇에서 좌사의 <三都뼈〉흘 〈詩뜸〉을 능 

가하는 작품으토 열커하고 있고‘ 1‘失文中얘는 죄사의 기땅에 대해 l5kt용感을 

표시하고 있는 대목도 있어건) 그의 이러힌 문제의식이 직접적으로는 그보다 

약간 선배였던， 좌사의 치밀한 歐f'~태도에서 유래하였윤 가능성도 높마~ 그 

러나 갈홍은 형식상의 문제틀 내용상의 그것보다 가벼운 것[漢者]으로 보고 

있어 당시의 p홉美主義 文風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l 밖에 길홍은 이미 x學進化論에서 고찰된 바와 걷이 言文--致의 쉬운 

글을 쓸 것을 주장하기도 하고， 博뽑主義의 입장에 서서 曉펀의 펼요성을 강 

조하기도 한다-

23) 위의 책 

24) 郭紹廣，{;中國文學批評벚;}( 豪~t 明倫出版社， l970), pp‘ 44-46 

25) “金홈問純君道B， 左太!디]댔표先iJT謂通人乎? 君道答8， 펴人者， 멜人之次{끄， 

其間無所復容 "( {;全핍文〉， 卷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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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은 말과 같다. 민약 이를 말로 표시한다떤 잘 알야들을 수 있도록 해야한 

다. 胡人과 越人이 만나띤 끝내 말을 통하지 못하는데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어느 누가 그것을 알겠는가9 만약 말이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것으로서 잘하는 

것이랴 한다면 글은 어찌하여 알기 어려운 것을 좋다고 하는가? 

(書觸言iQ， 若J、談語， 故/寫처D有(疑作音). 胡越之按? 終不相解. 以此敎행人‘ 뿔 

知之짧? 若言以易曉뚫辦， YU書何故u難知馬好武?)26)

말이 적으띤 치극한 이치를 다할 수 없고 어휘가 부족하면 모든 일을 사윈 

스레 설명할 수 없다. 반드시 몇 篇과 몇 卷의 달을 써야 요점이 드러나는 것 

이다 ·‘ •..• 숱한 말 OJ 합쳐져야 道聲가 밝혀진다-

(듬少則至理不備， 옮￥흉봉pW，事不陽， 是以必須篇累卷積， 而網領월홉-fu ....... 群言合
而道藝辦.)27)

이중 특히 언문일치론은 왕충의 대담한 견해를 계승한 것이긴 하지만 宋

代이후 白話文學의 홍기에 대해 선구적인 의미를 띠는 발언이라고 할 수 있 

다. 궁극적으로 갈홍에게 있어서 상술한 바 창작상의 갖가지 원칙을 留念한 

결과로서의 바람직한 문장은 과연 어떠한 것일까? 

화려하고 벚남은 해와 달과 별들과 나란히 높이 TJR 여 있고 심오하고 며묘함 

은 검푸른 못의 헤아릴 수 없는 깊이 만큼이나 하다. 人間事에 대해 자세한 것 

까지 미치지 않음이 없고 王道에 대해 세밀한 것까지 갖추지 않음이 없다‘ 따 

라서 능히 몸은 천하더라도 말은 귀하게 되어 천년 후에 더욱 (그 이름이) 드 

랴날 수 있대. 

(緊華B꿇顧， 則행七8젊以高麗 ït微倫妙， 則簡玄淵之無없IJ. 人事醒細rll1不俠‘ 王道

無微而不備 故能身購규디듬貴， 千載賴影품 )28) 

화려한 수사기교를 발휘하여 人事와 王道를 밀도았게 다룬 문장， 이것은 

그가 갈망하여 마지않는 解意暴備한 子書體의 문장이 이닐 수 없다. 명 백히 

26) 外篇， 卷 30, <평世>. 

27) 꺼篇， 卷 43, <U兪-條>.

28) 外篇， 卷 40, <離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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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서체 문장을 의식하면서 전개된 그의 장작론은 羅根澤 • 林麗雪 · 梁榮짧 

등이 지적하였듯이， 天才와 방법적 노랙의 파重으로 궈납된다 29) 갈홍은 마 

음과 같이 바유를 통하여 이라힌 취지를 천명한 바 있다. 

南威 · 춤琴같은 여인은 디1 색의 극치이지만 반드시 요란한 화장으로 아름대 

움을 더한 젓이며 預띠 · 子游 · 子夏 등은 비록 천재가 탁월했지만 실인즉 고 

전이l 의해 지혜를 넓힌 것이디. 

(南威춤琴、 ~J.治;ZF뚫， 而必俠盛節μ、增麗. 回陽游夏， 雖天才쁨JWj， 而實須t홉등폼以 

廣쩔1.)30) 

fQ]:x:;기 피눈불을 흘렸마는 보석도 玉을 기는 숫돌에 의해 광채를 낸 것이 

며홀륭한 소질도 렌허 다잡아야 미닥을 이룬다. 

(잖血之寶‘ {rp짧짧以}앓51\"，.' ‘ .. ‘令質俠隱括而成德)31 ) 

창작상에서 天才와 방법， 양자를 고려하는 입장은 내편의 신선사상과도 

밀접한 관련이 았다‘ 갈홍은 漢{ç에 유행하였던 氣化宇店觀에 입각하α1 인 

간으} 운명은 각자가 속해 있는 젤챔의 氣運에 의해 결정된디고 맏였다 

「↑111經」을 詳考컨대， 신산이 된 사람은 모두 命을 받을 때 산신의 氣에 우연 

히 해딩되어 저절로 E}고난 것이라고 한다. 따라샤 뱃속부터 이미 造를 믿는 

본성을 지냐고 었고， (道를) 얄게 됨에 이르러서는 마음속으로 二L 일을 좋아하 

게 되아， 반드사 훌륭한 스승을 만나서 법을 깨치게 되어 있다 이와 같지 않 

은 경우， 믿지도 추구하지도 않거니와， 추구하여도 또한 (신산이) 될 수 없다 

《玉원經:;ì> <主命原>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사람의 길흉은， 훗服해서 

氣를 받는 날에 결정된다 누구든 하늘로부터 뭇별의 精을 얻는 것얀데， 그것 

이 聖宿에 해당되면 현인이 되고， 文宿에 해딩되떤 문인。l 되고， 펴宿어l 해딩 

29) 羅根澤，<{鍵{홉六朝文學批評몇:;ì>(臺~t: 商務印휩館， 1976), pp. 73-74. t，，!;麗

雪，<{抱朴子內外篇，[F、想析論:;ì>(쫓1[: 學生書局， 1980), p. 162. 梁榮않，<{抱 

朴子따究:J>(활北 i收뭉뚱f닌版社， 1977) , pp. 140-141 침조， 

30) 外篇， 卷 38 , < 博!兪> 
31) 위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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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武人이 된다 .... ’·’라고. 

(행씨經ιu홉誠得仙者， 답其쫓命偶順神씨|之氣， 自然J5!f펠 ~l<:)ll텅H다之'*己含信道 

之性， 及其有識， 則心好其事， 必遭明댐j而得其法 不然、영 IJ不信不求， 求亦不得→띠 玉

휩經主命原日， 人之吉엔， 制在結貼受氣之 B, 皆上得재宿之精， 며t{，直聖宿則聖， {I直

賢宿則賢， 1直文宿則文， fi힐武宿則武 ...... )32) 

氣化宇店觀이 외편에 반영된 흔적은 역력하다. 인간을 39種의 善人과 45 

種의 惡人으로 분류， 정의한 외편， 卷 22, <行品>篇과 많述한 바 “才有淸

潤댄有修短， 雖ti屬文， 參差萬I분"이라는 창작론상의 언급이 그것이다. 갈 

홍의 이러한 숙명론적인 견해는 왕충에게서 유래힌 것으로 여겨지지만 그 

철저성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갈홍은 신선의 자질이 천부적얀 것임을 인 

정하면서도， 이라한 자질에 明師의 지도， 積德， 服藥， 각종 方術의 습득 등， 

후천적인 노릭이 가해지지 않으면 결코 득선혈 수 없다고 學↑당의 팔요생을 

강조하고 있다. 무엿보다도 그가 숙명론자가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는 수행 

방볍으로서 服氣法에 대한 신뢰야다. 그는 星7휩로부터 부여받은 氣를 결정 

적인 것으로 생각지 아나하고 이를 후천적으로 배영 운용할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선천적인 票氣와 방법적인 노력을 결합함으 

로써 得仙할 수 있다는 내편의 신선사장이 외편의 창작론을 형성하는 데 원 

리적얀 기여를 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羅根澤은 갈홍이 조비의 전재주의와 육기의 방법주의로 대표되는 위진 창 

직론의 두 가지 경향을 받아들여 양자의 편벽성을 지영， 종합하였다고 평기

하였는데33) 이 라한 評름은， 자연스레 우리로 하여곰 위진 이 래 문학론의 집 

대성이였던 〈文心離龍〉과 갈홍과의 상관성을 고려하게 한다. 

실로 옆IJ羅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32) 內篇， 卷 12, <辦問>.

33) 羅根澤， 암의 책， p.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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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저 김정이 움직이면 말로 드러내고 이치까 생기변 윤로 나타나는테 대체 

로 은멸한을 따라서 분맹함에 이르고 안쪽으로 빌미암아 바같에 일치하는 것 

이다‘ 그러니 재능에는 뛰어념과 못함이 있고 기질에는 역샘과 부드러움이 있 

으며， 배움에는 깊고 양음이 았고 버릇에는 점잖음과 속됨이 있는데 이 모두는 

타고난 본성파 교육ζ 정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마. 이 때문에 文筆의 세계는 

구름과 파도처럼 변화무썽하디 

(夫情動mï言J]'f， J렘發而文!콰， 蓋j맘陽以至顧， 因內而符셋者캘. **、才有庸{뚫‘ 氣有

뼈11柔， 學有{종深， 習有뛰t뱃~， ~情t生데練， 뼈~所‘熾， 是以筆뭔雲讀‘ 文7t?:ìW說者쫓.)34) 

유협이 말하는 바 “情性”고} “때梁”은 각각 선진적인 才氣와 후천적인 핵 

습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35) 갚홍과의 상관성은 어렵잖게 입증될 수 있다. 

lV. 結 語

이상으로 갈홍의 창작론을 〈포박자〉 외편에서 전개된 논접들을 중심으 

로 살펴보았다. 그의 창작론은 〈포박자〉 찬술이리는 스스토의 저직 통기 

및 행위와 무관하지 않은데‘ 이에 따라 문화적으로는 도쿄와 문핵， 문학내적 

으로는 漢代의 규범화된 문학관과 짧홈代의 자율적 문학관과의 풍합이라는 

전망하에 내편에서의 成↑‘山의 논리가 그대로 창작론에 투영되고 였음을 일 

수 있었다. 솔직히 갈홍의 창직론은 체계성을 지난 IZ詞이기에} 부족하마 그 

의 산배였던 陸機카 <文麻>에서보여주었던 방볍적인 오색괴도 거리기 있 

는 원론적인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블지 모른다. 그라나 장작론읍 비롯 그익 

문학론 전반은 내편과의 건빌한 조응하에 전개되고 있어 도교의 문학이론으 

로의 轉11의 →端을 우리로 하여금 엿보게 한디. 야읍랴 비평사적으로 겹홍 

34) 劉없，{:文心]維龍;}， 卷 6, <體性>.

35) “黃~tL記죠， 才氣本之情↑슨， 學習jft歸M팀梁， 括而論之， ↑生習二者而B ’‘(張立

옆f， 〈j[ι、}헤#뿔註등T;} ， p. 2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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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워지는 團조 · 陸機와 劉鋼 사이의 교량에 해당되는 바， 창작론에서도 그 

가 이러한 承前햄後의 입장에 처해 있음이 본고를 통해 확인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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