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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序論
미적 취향을 나타내는 말 가운데, ‘俗趣’는 ‘雅趣’의 반대되는 개념이
기도 하고 ‘淸趣’의 반대 개념이기도 하다.
필자는 미적 범주에 관한 몇 편의 선행 연구에서 自然志向과 社會志
向이라는 意識의 차이를미적 범주의 분류 기준으로 삼았던 바 있다.
이 기준을 원용하여 俗趣와 淸趣의 개념을 구분해 보면, 淸趣는 자연
지향의 雅趣이고, 俗趣는 자연지향과 사회지향을 모두 내포하는 미적
범주라고 할 수 있다. 이 관계를 志向을 가로축으로 하고, 雅俗을 세로
축으로 하는 좌표에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다.
雅
雅趣(淸趣)

雅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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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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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좌표 평면에표현된 雅趣와 俗趣, 그리고 淸趣의 관계를 말로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雅趣는 ‘사회지향’과 ‘자연지향’을 모두 포괄
한다. ‘俗趣’도 그렇다. 그러므로 雅趣와 俗趣의 차이는 지향이 자연이
냐 사회이냐 하는 意識의 차이가 아니라, ‘高級’이냐 ‘低級’이냐 하는
문제인 것이다. ‘俗趣’에는 저급취향으로서 인간의 本能的․自然的 욕
구를 추구하는 것(俗趣1)도 있고, 사회지향을 표현한 것(俗趣2)도 있다.
이에 반하여 ‘雅趣’는 사회적 도덕적 이념, 또는 종교적 聖化 이념에
부응하여 본능적 쾌감 추구 욕구에 대해서 克己의 절제를 가해진 美的
趣向이다. 자연지향을 표현한 雅趣는 특히 ‘淸趣’라고 불리며, 사회지향
을 표현한 雅趣는 그냥 雅趣로 불린다. 그러므로 淸趣는 광의의 俗趣
와 대립된 미적 범주개념이며, 사회지향을 나타내는 협의의 雅趣에도
대립되는 미적 범주개념이다.
유가 사상을 기반으로 통치의 중추 그룹을 형성했던 중국의 士大夫
들은 통치에 대한 책임감을 강하게 느껴 ‘俗趣’를 억압하고, ‘雅趣’를
지향했다. 중국의 사대부들은 ‘雅趣’를 자기네 계층 고유의 미감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나 도덕적
으로 해이한 시대에는 사대부들이 통치에 대한 책임감을 심하게 느끼
지 않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대부들도 억압받고 있던내심의 ‘俗
趣’를 浮上시켜 그들의 미감 활동과 행동 양식에 돌출시키는 현상이
있었다.
명나라 중기 이후부터 만명 시기는 俗趣가 부상한 시기였다. 통속적
인 흥미가 주축을 이루는 소설이 발달하였고, 俗謠가 중시된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晩明시대 江南 지역1)의 문학은 俗趣가 부상하기에
1) 명나라 때 ‘江南’이라는 말은 오늘날의 浙江省과 江蘇省, 그리고 安徽省의 長
江 이남 지역을 일컫는 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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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좋은 환경에 처해 있었다. ‘東南’ 또는 ‘江左’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지역은 자연환경이 아름답고 농산물이 풍족하게 생산되어 유사 이
래로 경제적으로 가장 여유가 있었던 까닭으로 전국시대 吳․越 이래
로 부유한 사람들 사이에 전승되어 오던 사치풍2)이 더욱 성행하고 있
었다. 이 지역의 사치풍은 원나라 때에는 조세 부담이 가벼워서 심했
었으나3), 明나라 초기에는 유난히 혹독한 課稅 부담4)으로 쇠퇴했었다.
그러나 평화 시대가 계속되고 상업과 수공업이 흥하자, 과세가 감소된
것은 아니지만, 이 지역 부민들은 납세 부담을 가볍게 해결하면서 다
시 여유 있는 생활을 회복하였다. 명대 중엽(홍치 정덕 연간)에는 사치
풍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였고, 明末에 이르러서는 대단히 심해졌다
고 한다.
江南 부민들의 경제적 여유는 이 지역 讀書人들로 하여금 벼슬을 하
지 않고도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후원세력으로 작용하였다. 富商들과
밀착한 강남 독서문화인들의 의식은 통치업무에 직접 관여하는 관리들
보다는 ‘雅趣’에 대한 理念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
었다. 그러므로 이 시대 이 지역 독서문화인들은 일반 부상들의 속취
취향을 先導하거나 동화되어 俗趣를 지닌 작품을 생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편 그들의 문학예술적 본령은 남조 이래 이 지역 문학의 고
2)

陸容≪菽園雜記≫:「江南自錢氏以來及宋元盛時, 習尙繁華」(卷12, 中華局書,
1985年, 152쪽.)
樂在其≪見聞雜記≫：「盖東南地方, 則風氣元帶些富貴太來.」

3) 吳屢震≪五茸志逸隨筆≫:「勝國時, 法網疏闊, 徵稅極微. 吾松僻處海上, 頗稱樂
土. 富民以豪奢相尙, 云肩通裹之衣, 足穿嵌金皂靴. 而宮室用度, 往往逾制. 一家
雄據一鄕, 小民懾服, 稱爲野皇帝, 其墳至今稱爲某王墳塋. 名士逸民, 都無心于仕
進. 終元之世, 江南登仕進者, 止十九人而已.」(謝國楨≪明代社會經濟史料選編≫
下冊, 福建人民出版社, 1981年, 第152쪽.)
4) 주원장은 吳中을 중심으로 한 강남 일대에 중과세를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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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 정서적 특징인 자연지향의 雅趣, 즉 淸趣를 표현하는것이었다.
본고는 晩明 시대 江南 지역 시인들의 시의식에 ‘淸趣’가 어떤 상태
로 자리 잡고 있었는지를 알아볼 목적으로 程嘉燧의 시를 택하여, 그
의 시 가운데 ‘淸趣’를 나타낸 시를 분석하여 그 미적 영역이 性靈인가
神韻인가를 알아보는 방법을 쓰기로 한다.
필자가 晩明 시대 江南 지역 시인들의 시의식에 자리 잡고 있는 ‘淸
趣’를 알아보기 위하여 程嘉燧의 시를 선택한 이유는 王士禛이 그의
시를 신운시의 예로 들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錢謙益으로부터 존
중받은 시인이며, 상해 박물관에 소장된 그의 그림에서도 매우 아름다
운 ‘淸趣’가 느껴졌기 때문이다.

二. 정가수라는 사람은?
程嘉燧(1564-1643)의 字는 孟陽, 號는 松圓이며, 休寧（오늘날의 安徽
歙縣)사람이다. 王世貞이 쓴 <新安程君墓誌銘>5)에 의하면 정가수는 嘉
定(오늘날의 상해 嘉定)에서 30년 동안 장사를 한 新安 상인 程甫의 아
들이다. 그는 젊어서 休寧을 떠나 杭州, 嘉定6) 등지에 우거하면서 書畵
와 詩文에 뛰어난 재주를 보였고, 音律에 정통했던 사람이었다. 만력
후반기 및 天啓(1621-1627) 연간에는 嘉定의 西城에 기거하면서 그곳
명사인 唐時升7), 婁堅8) 등과 함께 함께 ‘練川三老’라고 불리다가, 후에
5) ≪弇州續稿≫권122.
6) 당시 嘉定 지역은 대문학가 昆山의 歸有光(1506-1571)이 20여 년 동안이나 이
곳에 우거하면서 학문을 가르치고 저술활동을 한 덕택으로 학술과 문화의 중
심지로 부상해 있었다.
7) 字 叔達, 嘉定人. 저서에 ≪三易集≫20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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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流芳9)을 더하여 ‘嘉定四先生’으로 불리며10) 詩文과 書畵로 어울려
전국적으로 명성을 떨쳤다.
전겸익이 쓴 ≪列朝詩集≫의 <程嘉燧小傳>을 보면, 전겸익은 정가수
를 “이백과 두보 두 사람에 대하여 정통하고 표절․모의의 잘못에 대
해서 깊이 깨닫고 있었다(熟精李杜二家, 深悟剽賊比擬之繆.)”고 평가하
고, “왕세정과 이반룡의 구름과 안개를 다 쓸어내고 후배들의 마음의
눈을 뜨게 했으니, 그의 시학에 대한 공로는 아주 크다(盡掃王李之云
霧, 一開後世之心眼, 其有功於斯道者甚大.)”라고 정가수를 칭찬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가수가 전후칠자의 표절과 모의에 의존하는 작법을
반대하고, 새로운 시풍을 여는 데에 매진한 사람임을 알 수 있다.
≪明史≫<文苑․程嘉燧傳>에서는 정가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
술하고 있다.

程嘉燧는 字가 孟陽 號는 松圓, 偈庵. 休寧(安徽)사람인데, 嘉定에 우거했
다. 詩를 잘 쓰고 그림을 잘 그렸다 通州의 顧養謙과 사이가 좋았는데, 友人
이 그를 찾아가보라고 권하여 강을 건너가 古寺에 묵었다. 술친구와 사흘 밤
낮을 즐거이 마시다가 ≪詠古≫五章을 짓고는 養謙을 만나지도 않고 돌아가
버렸다. 崇禎 연간에 常熟의 錢謙益이 侍郞職을 파하고 낙향하여 耦耕堂을
짓고, 嘉燧를 맞아들여 그 안에서 독서를 하게 했다. 10년 동안 독서를 한
뒤에 休寧으로 돌아가 마침내 세상을 떠났는데, 나이가 79였다. 전겸익은 그
의 시를 가장 중시하여 ‘松圓詩老’라고 불렀다. (程嘉燧, 字孟陽, 休寧人, 僑
居嘉定. 工詩善畫. 與通州顧養謙善. 友人勸詣之, 乃渡江寓古寺, 與酒人歡飮三
8) 婁堅, 1567-1631, 자는 子桑長, 字三, 저서에 ≪學古緖≫, ≪吳歈小草≫등이 있다.
9) 李流芳 1575∼1629, 자는 長衡, 호는 檀園. 安徽省 西縣 출신. 유랑 끝에 嘉定
에 정착했다. 저서로 ≪檀園集≫12권이 있다. 그는 董其昌의 화풍을 계승한
대화가였다.
10) 이들은 서화와 시문에 출중했을 뿐만 아니라 魏忠賢을 중심으로 한 환관의
무리가 권력을 쥐고 있던 때, 벼슬을 하지 않고 비판적 재야 세력으로 건재하
여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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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夜, 賦≪詠古≫五章, 不見養謙而返. 崇禎中, 常熟錢謙益以侍郞罷歸, 築耦耕
堂, 邀嘉燧讀書其中. 閱十年返休寧, 遂卒, 年七十有九. 謙益最重其詩, 稱曰松
圓詩老.)11)

≪明史≫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정가수는 錢謙益(1582-166
4)12)이 崇禎 연간에 虞山（오늘날의 江蘇省 常熟）拂水山莊에 지은 耦
耕堂에 초빙을 받아 전겸익과 함께 10년 동안이나 조석으로 시를 교정
하고 글을 논했던 것이다. 그리고 만년에는 休寧으로 돌아가 지내다
79세에 생을 마쳤다.

三. 정가수의 淸趣詩가 性靈美를 가졌을 가능성
- 錢謙益과의 관계로부터
정가수는 전겸익과 각별한 관계에 있었다. 錢謙益이란 사람은 子,
史, 文籍과 佛藏에 두루 박학하고, 시와 문장에 능하여 명말 청초에 文
壇의 중진으로서, 깊은 학식을 배경으로 뛰어난 詩文을 지어 청나라
11) ≪明史․列傳≫第一百七十六 文苑四
12) 錢謙益의 자는 受之, 호는 牧齋. 江蘇省 常熟人. 만력 38년(1610년) 진사. 翰
林院 編修를 제수 받았다. 正義派의 정치결사와 東林黨의 지도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天啓 연간에 經筵 日講官, 詹事府少詹事를 지내고, 崇禎 元年
(1628) 礼部侍郞과 翰林侍讀讀學士에 임명되었다. 명나라의 멸망 직후 南京에
서 福王을 옹립하여 禮部尙書를 지냈다. 그러나 청나라 군대가 밀려오자 항복
하였고, 그 후에 청나라 왕조의 禮部右侍郎을 지내고, ≪明史≫館副總裁에 임
명되었다. 順治 3년(1646년)에 사직하고 귀향하였으나, 순치 4년에 黃毓祺의
反淸案에 연루되어 체포 구금되었다. 출옥 후 순치 6년에 사면을 받고 귀향하
여 죽을 때까지 저술을 계속하여 편저에 명나라 시선집 ≪列朝詩集, 81권≫이
있고, 저서로 시문집 ≪初學集, 110권≫ ≪有學集, 50권≫, ≪投筆集≫2권, ≪
苦海集≫1권, ≪錢注杜詩≫20권, ≪吾炙集≫ 1卷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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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의 시인 吳偉業과 쌍벽을 이루었다. 청나라 乾隆帝는 전겸익의 영
향력을 없애고자 그가 두 왕조를 섬겼다는 것을 이유로 그의 저서를
모두 禁書化하였다고 한다. 그는 초년에 盛唐詩를 공부하여 시를 썼으
나, 20대 후기부터는 杜甫, 元好問, 蘇軾, 陸游, 李商隱, 韓偓, 등 唐宋
名家들의 시를 두루 배우서 시를 쓰는 방식으로 바꾸게 되었는데, 그
의 시풍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사람이 정가수였다. 전겸익이 쓴 다음
글을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다.

저는 청․장년기에는 잘못 배워 공동(이몽양)과 엄산(왕세정)의 책을 엄청
나게 읽었습니다. 중년에 맹양 등 노인들을 만나 처음으로 수레 방향을 바꿔
가야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맹양의 시에 대한 논의는 초당․성당으로부
터 전기․유장경․원진․백거이까지 골수에 새겨지지 않은 것이 없었으나
아직 육조 이전의 시까지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만년에는 처음으로 자유롭
게 되어 검천(검남:陸遊)과 유산(元好問)에게로 갔습니다. 저의 시에 대한 섭
렵도 사실 그와 더불어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僕少壯失學,
熟爛空同, 弇山之書, 中年奉敎孟陽諸老, 始知改轅易向. 孟陽論詩, 自初盛唐及
錢劉元白諸家, 無不夾刂析骨髓, 尙未能及六朝以上. 晩年始放而之劍川(南)遺山.
余之津涉實無（與）之相上下.)13)

위 글을 보면 전겸익은 원래 前後七子의 시학 노선을 따라 성당시를
모방하여 시를 썼었으나, 정가수로 인하여 宋․元의 시까지 섭렵하는
식으로 노선을 바꾸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맹양 등 노인들’이란 정
가수를 비롯하여 唐時升, 李流芳, 婁堅 등 소위 ‘嘉定四先生’을 일컬은
말이다. 전겸익은 李流芳을 통하여 정가수를 알게 되었다고 한다14). 전
겸익은 만력 병오(34)년에 남경에서 향시를 보다가 李流芳을 만났고,
13) <復遵王書> (≪有學集≫권39)
14) ≪初學集≫권40 <歸文休七十序>：「余與嘉定李長蘅游, 因以交長蘅之友新安程
孟陽, 崑山歸文休, 三人者皆强學好古, 能詩文, 善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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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정가수를 비롯한 ‘嘉定四先生’들과 사귀게 된 것인데, 이들 가
운데 唐時升과 婁堅은 歸有光의 제자였다. 그러므로 전겸익은 이들을
통해서 唐宋古文派의 문학적 주장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
서 그들을 만난 뒤에야 비로소 방향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 것이다. 그 뒤부터 그는 정가수의 시론에 보조를 맞춰 시를 지었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라고 말한
것이다.
전겸익은 심지어 ‘맹양의 시율은 나의 스승이다’라는 말까지 하였다:

요수의 글에 대한 평론은 더 의심할 게 없고, 맹양의 시율은 나의 선생이
다. 계남의 시 잘 쓰는 노인은 지금은 정씨 노인이니, 원유지에게 고개 숙여
절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게. (姚叟論文更不疑, 孟陽詩律是吾師；溪
南詩老今程老, 莫怪低頭元裕之.)15)
原註 : 원유지는 ‘신경지의 시에 대한 논평은 마치 법관의 징역 기간을 언
도하는 듯 , 노승이 정법안을 얻은 듯 하다’고 말한 바 있는데, 나도 맹양에
대하여 역시 마찬가지이다. (原拄：元裕之謂辛敬之16)論詩如法吏斷獄, 如老僧
得正法眼, 吾於孟陽亦云.)

원호문은 辛敬之(溪南詩老)의 시론을 좋아하여 재판관의 선고나 노
승이 터득한 정법안 같다고 말했는데, 신경지의 시론에 대한 원호문의
존경심과 같은 느낌을 전겸익 자신도 정맹양(정가수)의 시론에 대해서
느끼므로. 원호문에게 머리 숙여 절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15) 전겸익≪初學集≫권 17, <姚叔祥過明發堂, 共論近代詞人, 戱作絶句十六首>
16) 元好問, <過三鄕望女几邨追懷溪南詩老辛敬之二首>:「雲際虛瞻處士星, 案頭多
負讀書螢. 筆端有口傳三篋, 石上無禾養百齡. 從昔葛陂終變滅, 祗今韓嶽謾英靈.
因君重爲前朝惜, 枉破靑衫買一經. 萬山靑繞一川斜, 好句眞堪字字誇. 棄擲泥塗
豈天意, 折除時命是才華. 百錢卜肆成都市, 萬古詩壇子羙家. 欲就溪南問遺事, 不
禁衰涕落烟霞.」（≪遺山集≫권9）

程嘉燧 詩의 淸趣-性靈인가? 神韻인가? _ 元鍾禮 _ 61

는 것이다. 그리하여 전겸익은 신경지의 溪南詩老라는 호칭에 대응하
여 정가수를 ‘松圓詩老’라고 부르며 극진하게 예우한 것이다.
전겸익의 시론은 전후칠자의 模擬와 竟陵派의 ‘新奇幽異’ 일변도를
반대하며, 性靈을 중시하되 문예미학적 특징과 학문 및 사상을 중시하
는 것이었다. 다음 글에는 그가 전후칠자의 模擬와 경릉파 식의 性靈
을 반대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무릇 헌길의 두시에 대한 모방이 스스로를 그르치고 남도 그르친 까닭은
생으로 삼키고 산 채로 벗겼기 때문이다. 본래 두시를 모르면서 ‘반드시 이
와 같아야 두보시이다’라고 말했다. 오늘날의 헌길을 꾸짖는 사람들은 또 어
찌 두보의 시가 두시가 되는지를 알리요? 헌길이 배우는 이들을 그르치게
만든 까닭이로다! 고인의 시에 대하여 그 정신적 맥의 결을 하나도 살피지
않고 차례로 한 글자 한 글자, 한 구절 한구절씩 도려내 ‘이것은 신기하고,
이것은 유이하다(그윽하고 이채롭다)’고 할 뿐이다. 고인들의 높은 글과 긴
작품의 이른 바 처음부터 끝까지의 배치와 진술이나 성운의 배열 등은 일절
말살해버리고 ‘이것들은 진부한 말들일 뿐이다’고 말하는데, 이들은 쥐구멍에
들어가길 몽상하고, 그 소리는 물기가 다 말라버린 지렁이 구멍에서 나오는
듯하다. 그들의 총명은 孟郊와 賈島의 하나만 알고 반만 깨달은 지경을 엿보
기에도 부족한데 하물며 두시리요? 헌길 무리의 시에 대한 얘기는 나무인형
의 의관이요 다, 흙 인형의 무늬 있는 비단옷이다. 찬란히 눈에 가득할지라
도 결국 물건일 뿐이다. 오늘날의 이른 바 신기와 유이란 나무 인형의 맑은
읊조림이요, 저승의 궁벽스러움이다. 설령 그 슬픔이 맑고 그 느낌이 슬플지
라도 어찌 빛나는 하늘 밝은 햇살 아래에 있어야 할 것이리요? 슬프다! 시를
배운 폐단은 이에 이르러 지독하다고 할 수 있겠다. (夫獻吉之學杜所以自誤
誤人者, 以其生呑活剝, 本不知杜而曰:「必如是乃爲杜也.」 今之訾謷獻吉者, 又
豈知杜之爲杜與? 獻吉之所以誤學者哉! 古人之詩, 了不察其精神脉理, 第抉擿一
字一句, 曰:「此爲新奇, 此爲幽異」而已. 於古人之高文大篇, 所謂鋪陳終始, 排
比聲韻者, 一切抹殺, 曰:「此陳言腐詞而已.」斯人也, 其夢想入於鼠穴, 其聲音
發于蚓竅殫竭, 其聰明不足以窺郊島之一知半解, 而況于杜乎? 獻吉輩之言詩, 木
偶之衣冠也. 土菑之文綉也. 爛然滿目, 終爲象物而已. 若今之所謂新奇幽異者,
則木客之淸吟也, 幽冥之隱壁也. 縱其悽淸感愴, 豈光天化日之下所宜有乎? 嗚
呼! 學詩之敝, 可謂至于斯, 極者矣.)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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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겸익이 이몽양 식의 모의를 반대한 이유는 古人의 시를 배워서(수
용하여) 재창조해낸 다양한 형태의 시에 대해서 그가 자기 나름대로
설정한 一格을 고집하며 ‘반드시 이와 같아야 두보시이다’는 강압적 자
세로 의고운동을 전개했기 때문에 작자의 性靈을 표현할 여지를 충분
히 열어 두지 않았기 때문이고, 鍾惺․譚元春 등 慶陵 鋪陳終始, 排比
聲韻 등 일체 문학미학적 속성을 무시하고 ‘新奇幽異’만을 추구하는 의
시풍도 반대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性靈의 도야를 중시하고18) ‘情眞’과 ‘情至’를 내세우
는 한편 학문도 중시하고 空疏한 작풍에 반대하여19), 唐宋 名家들의
시를 두루 배우서 시를 쓰는 방식을 채택했던 것이다. 전겸익은 空疎
를 반대하고 학문을 중시했으니만치 그가 지향한 性靈은 公安派와 같
이 輕佻한 병폐를 지닌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전겸익이 ≪列朝詩集≫에 수록한 정가수의 시는 ‘사회적 지향을 담
은 작품’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자연지향적 雅趣’ 즉 淸趣를 담은 작
품이다. 그러나 <靑樓曲>과 같이 ‘자연지향적 속취’를 담은 작품도 다
수 들어 있다. 전겸익은 ‘俗趣’를 금기시하지 않고 ‘淸․俗’을 기준으로
삼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俗趣를 배제하지 않은 점 역시 전겸익의
性靈論者的 입장을 표현해주는 면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점을 고려해

17) <曾房仲詩詩序>(≪初學集≫권32)
18) <范璽卿詩集序>:「詩者志之所之也, 陶冶性靈, 流連景物, 各言其所欲言者而已;
如人之有眉目焉, 或淸而揚, 或深而秀. 分寸之閒而標置各異, 豈可以比而同之也
哉? 沈不必似宋也, 杜不必似李也, 元不必似白也.」 (≪初學集≫권31)
19) <馮定遠詩序>:「古之爲詩者, 必有獨至之性, 旁出之情, 偏詣之擎, 輪囷倡塞, 偃蹇
排奡, 人不能解而己不自喩者, 然後其人始能爲詩, 而爲之必工.」(≪初學集≫권32)
<虞山詩約序>: 「古之爲詩者, 深情蓄積於內, 奇遇薄射於外, 轉囷結轖, 朦朧萌
析.」(≪初學集≫권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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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전겸익과 시작에서 보조를 같이 한 정가수의 시도 性靈美가 主潮
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四. 정가수의 淸趣詩가 神韻美를 가졌을
가능성-王士禛의 神韻論으로부터
정가수의 그림은 倪瓚과 黃公望의 화풍을 배워 枯淡․閒靜한 풍격의
山水와 花卉를 잘 그렸다. 필자는 上海박물관에서 그가 그린 그림 <霜
林遠岫圖軸>20)과 綠樹越溪圖卷21)(상해박물관 過雲樓書畵)을 보고 왕사
진이 제시한 ‘神韻’을 체현한 화폭이라는 느낌을 갖게 되었다. 이 두
폭의 그림은 넓은 물과 넓은 하늘이 대부분의 공간을 차지하고, 낮은
산과 듬성듬성한 나무가 한가로이 그려져 있어 ‘閒雅’하고 ‘淸遠’한 느
낌을 준다. 잔잔한 평온의 즐거움을 주는 이 그림들은 王士禛이 제기
한 ‘神韻’의 ‘美’와 ‘味’를 체현한 것으로 느껴졌다.
王士禛(1634-1711)은 ‘神韻’을 지닌 시구로 정가수의 시구를 예시한
바 있다. 다음 두 단락의 글을 보자.

칠언율시 두 구에 잇달아 神韻이 자연스러운(天然한) 예는 옛사람들도 많
이 보이지 않는다. 高季迪의 ‘白下22)의 산들이 모두 다 성곽을 에워싸고 있
으니, 청명절에 집 생각 안 나는 나그네 없다.’와 楊用修의 ‘강산은 그리기
어렵도록 평평하고 넓고, 구름 높고 추우니 쉬이 가을이 되었도다.’와 曹能始
20) 상해박물관 過雲樓書畵
21) 上同.
22) 南京은 당나라 때 江寧縣, 歸化縣, 金陵縣, 白下縣, 上元縣 등의 명칭으로 불
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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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백하현에서는 봄날이 며칠밖에 안 되는데, 오늘밤 달은 황하의 몇 번째
굽이를 비추고 있나?’와 근인의 ‘절기는 백로를 지났건만 더위 아직 남아 있
더니 가을이라도 황주에 오니까 비로소 시원하네!’와 ‘瓜步鎭23) 강가는 휑하
니 비어만 있네. 나무는 없고. 秣陵24)의 하늘은 넓네. 가을에 그러면 안 되
는데.’와 스님 讀徹의 ‘하룻밤 사이에 꽃이 호수가 길에 피었는데, 中春에 우
리 집은 눈 덮인 산 속에 있네.’는 모두 神이 이르러 하나의 의미로 고정시
켜 해석할 수가 없다. (七言律聯句神韻天然, 古人亦不多見. 如高季迪 ‘白下25)
有山皆遶郭, 淸明無客不思家.’26) 楊用修 ‘江山平遠難爲畵, 雲物高寒易得秋.’27)
曹能始 ‘春光白下無多日, 夜月黃河第幾灣?’ 近人 ‘節過白露有餘熱, 秋到黃州始
解凉!’ ‘瓜步江空微有樹, 秣陵天遠不宜秋.’ 釋讀徹28) ‘一夜花開湖上路, 半春家
在雪中山’ 皆神到不可湊泊.)29)
律句 가운데 神韻이 자연스러워 하나의 의미로 해석할 수 없는 것은 高季
迪의 ‘백하의 산들이 모두 다 성곽을 에워싸고 있으니, 청명절에 집 생각나
지 않는 나그네 없다.’와 조능시의 ‘봄날은 백하현에는 며칠밖에 안 되는데,
이 밤의 달은 황하의 몇 번째 굽이를 비추고 있나?’와 李太虛30)의 ‘절기는
백로를 지났건만 더위 아직 남아 있더니 가을인데도 황주에 오니까 비로소
시원하네!’와 程孟陽의 ‘瓜步鎭 강가는 휑하니 비어만 있네. 나무는 없고. 秣
陵의 하늘은 넓네. 가을에 그러면 안 되는데.’가 그것이다. 나는 전에 연자기
에 올라 ‘오와 초의 한 쪽은 푸르고 한 쪽은 검푸름이 극포에서 나뉘고, 평
평하고 넓은 강산은 새로운 가을로 접어드누나.’라는 시구를 썼는데 혹시 또
그(神韻天然)에 가까울까? (律句有神韻天然不可湊泊者, 如高季迪 ‘白下有山皆
繞郭, 淸明無客不思家.’ 曹能始 ‘春光白下無多日, 夜月黃河第幾灣?’ 李太虛 ‘節
23) 江蘇省 六合縣의 동남쪽 강 속에 있는 山名인 동시에 그 산이 있는 鎭名. 동
쪽에 長江을 임하고 있다.
24) 오늘날의 南京市 일대에 대한 옛날 행정명.
25) 당나라 때 金陵縣을 오늘날의 南京市 서북부로 옮기고 ‘白下縣’이라고 불렀다.
26) 明, 高啓<淸明呈館中諸公>(≪大全集≫권14)
27) 明, 楊愼: <病中秋懷八首>其六(≪升菴集卷≫28)
28) 蒼雪讀徹( 1588 ～ 1656) : 만명시대 박식하고 글을 좋아한 華嚴大師 중의 한
사람.
29) 香祖筆記≪帶經堂詩話≫卷三 <入神類>
30) 吳偉業의 스승으로 저서에 ≪蕭江集≫이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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過白露有餘熱, 秋到黃州始解凉!’ 程孟陽 ‘瓜步江空微有樹, 秣陵天遠不宜秋’ 是
也. 余昔等燕子磯, 有句云 : ‘吳楚靑蒼分極浦, 江山平遠入新秋’ 或亦庶幾爾.)31)

위의 두 문장에서 왕사진이 神韻을 담고 있는 칠언율시의 예로 거론
한 高啓(1336-1374), 楊愼(1488-1559), 曹學佺(1574-1647), 李太虛, 그리고
정가수의 시구와 스님 讀徹과 자기 자신의 시구의 공통점은 백하(南
京), 황하, 황주, 과보진, 말릉(南京) 등 특정 지방의 풍경이나 기후 등
을 언급하고 경관을 묘사하고 그런 경관에 의해서 촉발된 시인 자신의
향수나 그리움, 외로움, 또는 새롭게 받은 느낌을 가볍게 살짝 곁들이
는 방식으로 표현했다는 것이다. 고계의 시구는 남경의 봄 풍경에 향
수를 곁들였고, 양신의 시구는 가을 풍경에 어느새 가을이 왔음에 놀
라는 자기 마음을 곁들였고, 조학전의 시는 남경의 달빛에 황하 지역
의 어딘가 또는 누군가에 대한 그리움을 곁들였고, 이태허의 시는 백
로 절기에 황주에 도착하여 처음 느끼게 된 시원함에 대한 경이감을
읊었고, 정가수의 시구는 한가롭고 평평한 과보진 강가와 넓고 푸른
남경의 가을 하늘의 풍경에 가을의 고독을 곁들였다. 스님 독철의 시
구는 호숫가에 핀 꽃에 춘삼월인데도 눈에 덮여 있는 禪院에 대한 감
탄을 곁들였고, 왕사진의 시구는 오․초의 평평하고 넓은 강산에 가을
을 맞이하는 자신의 마음을 가볍게 얹었다. 고계와 조학전, 이태허의
시는 앞 구가 풍경을 묘사하고, 뒤 구가 시인의 심적 상태를 묘사한
前景後情의 구조, ≪詩經≫작법으로 표현하자면 興과 賦의 수법으로
표현되어, 앞 구는 無我之境, 뒤 구는 有我之境을 이루고 있다. 양신,
정가수, 독철, 왕사진의 시구는 外景內情 식으로 되어 있어서 표면적으
로는 두 구 다 景物을 말하고 있지만, ≪詩經≫작법으로 표현하자면
31) ≪帶經堂詩話≫卷三<入神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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興과 興의 방식으로 되어 있으므로 無我之境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왕사진은 이 두 부류의 시를 다 신운을 지닌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그가 말한 神韻은 굳이 無我之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有
我之境도 배제하지 않는 미적 범주임을 알 수 있다.
이제 왕사진이 거론한 神韻 詩句 가운데, ‘瓜步江空微有樹, 秣陵天遠
不宜秋)’가 담겨 있는 시 전편을 보기로 하자. 이 시구는 정가수의 칠
언율시는 <送曹丈江行之六合(賓父外舅)>라는 제목의 시의 제5, 6구이
다. 그 전편의 면모는 다음과 같다.
對客看雲想故丘,
憐君何事到滄洲.
還家明月飛烏鵲,
背海輕帆羨白鷗.
瓜步江空微有樹,
秣陵天遠不宜秋.
貧交此別難爲贈,
欲借殘樽比石尤32).

손님을 마주 하고 구름을 보니 고향 산이 생각납니다.
딱하게도 그대는 무슨 일로 바닷가 땅으로 가십니까?
집 돌아오는 길에 밝은 달빛 아래 까마귀와 까치가 나는데
뒤편 바다에 배들 가볍게 떠나니 흰 갈매기가 부럽습니다.
瓜步鎭 강가는 휑하니 비어 있습니다. 나무도 없이.
秣陵의 하늘은 넓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가을엔.
가난한 사귐이라 이 이별 해도 드릴 것 마련하기 어려우니
술통에 남은 술이나마 보석보다 낫다고 생각해 주세요.

위 시는 ‘曹丈’이라는 사람을 전송하면서 쓴 송별시이다. 曹丈이라는
사람은 賓父의 외삼촌이라고 제목에 소개되어 있는데, ≪欽定四庫全書
總目提要≫권180에 실린 ≪李山人詩≫2권의 저자 李生寅의 字가 賓父
이다. 이생인은 만력 연간에 활동한 鄞縣(浙江 寧波市 屬縣) 사람이
다33). 이 시 제목의 뉘앙스로 보아 정가수는 이생인의 친구이고, 빈부
32) ≪松圓浪淘集≫권 13, 10쪽
33) 왕세정은 그의 시를 ‘힘써 수식을 제거하여 자연스럽고, 깊고 편안하다(力去
彫飾, 天然冲夷)’라고 극찬하였고(≪弇州山人續稿≫권182), ≪사고전서총목제요
≫에서는 ‘생각이 맑으나 재주가 약하지만(思淸而才弱)’, ‘시는 아직 속되지 않
다(詩尙不俗)’고 평가했다.

程嘉燧 詩의 淸趣-性靈인가? 神韻인가? _ 元鍾禮 _ 67

의 외삼촌은 연장자인 것 같다.
이 시 전편에 담긴 시인의 정서는 섭섭함이다. 神韻詩를 얘기할 때
흔희 운위되는 禪定狀態의 평화로움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바닷가
벽지로 쫓겨나가는 조장이라는 사람에 대한 연민과 갈매기처럼 그의
배를 따라서 멀리까지 전송하지 못하는 데에서 비롯된 아쉬운 마음은
전혀 평화로운 상태가 아니다. 왕사진이 神韻을 담고 있는 시구로 거
론한 제5, 6구는 떠나간 사람이 만들고 간 가슴 속 퀭함을 상징하는
듯, 나무조차 없어서 더더욱 휑하기만 한 강 풍경, 그리고 가을 하늘이
공활한 것은 당연하지만 소중히 여기던 이가 떠난 탓으로 생긴 외로움
을 주체할 수 없는 터에 넓은 하늘을 보면 그 외로움이 훨씬 더 절절
해지는 연유로 말릉의 드넓은 가을 하늘을 탓하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瓜步鎭 강가는 휑하니 비어 있습니다. 나무도 없이. 秣陵
의 하늘은 넓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가을엔. (瓜步江空微有樹, 秣陵
天遠不宜秋.)”라는 시구 속에는 ‘과보진의 강 풍경’과 ‘말릉의 하늘’이라
는 景物의 狀態를 묘사한 狀語(形容詞 述語) ‘空’과 ‘遠’에 시인의 외로
움과 원망이 담겨 있다. 외로움과 원망을 표현했으므로, 이 시구의 境
界는 평정을 이루지 못한 심상을 그린 有我之境이다. 그러나 외로움과
원망을 직접 토로한 것보다는 경물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襯托해냄으로
써 有我之境을 어느 정도 無我之境에 근접하게 만들어 淡泊하고 淸遠
한 느낌이 드는 효과를 내고 있다. 美的 距離를 확보한 데에서 온 심
미적 효과라 할 것이다. 왕사진이 이 시구를 神韻을 실현한 대표적 시
구의 예 가운데 거론한 까닭은 바로 경물 묘사에 자기감정을 효과적으
로 상감해 넣은 점을 의식한 때문일 것이다.
하여간 우리는 왕사진이 정가수의 이 시구를 신운시의 예로 든 일
때문에 정가수의 淸趣詩는 대체로 神韻詩일 것 같다는 선입견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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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는데, 이제 작품을 직접 보면서 그의 청취시는 과연 어떤 美感이
대종을 이루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五. 정가수 시의 淸趣의 美的 範疇---性靈인가?
神韻인가?

5.1 정가수시의 淸趣에 대한 역대 평론자들의 담론
정가수 시에 대해서는 그 특유의 淸趣를 좋게 평가한 사람도 있고,
나쁘게 평가한 이도 있는데, 그 담론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청대 격조론자 심덕잠(1673-1769)34)은 ≪明詩別裁≫에서 다음과 같이
그의 시의 淸趣를 의미있게 평가하였다.

맹양의 시도 역시 곱고 빼어나고 먼지가 적다. 전목재(전겸익)는 이몽양과
하경명․이반룡․왕세정 등을 눈을 부릅떠 경계한 이후로 맹양을 한 시대의
종주로 추존하였으니, 거의 고계적(고계)과 이빈지(이동양)와 전후로 엇비슷
할 정도로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양선의 소자상(소장형)은 잘못을 고치고자
잘못된 구절 “爭倚畵橈冲妓席, 獨橫朱袖占歌筵”, “亦知終去婚和嫁, 且戀閑來
弟勸兄”, “近逐歌喉須闖席, 閑開笑靨待歌船”, “閑偎串迹圓留面, 戱劇鞋痕曲印
肩”, “年去貧來不自由, 暗傷顔面向交游” 등을 적시하며 더럽고 외설스럽고
속되어 거의 몸에 성한 피부가 없는 것 같다고 하였다. 맹양에게 참된 시가
있음을 보여주고 목재의 지나친 칭찬으로 인하여 그 흠을 잔털까지 들어 그
진상(시적 참됨)을 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나는 그의 작품 가운데 기가
맑고 격이 엄정하여 풍아로부터 거리가 멀지 않은 작품 4장을 수록하여 맹
양 자신 참된 시가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孟陽詩亦娟秀少塵. 自錢牧齋眥
警李․何․王․李諸人, 推孟陽爲一代宗主, 幾與高季迪․李賓之前後相埒矣. 而
34) 長洲(오늘날의 蘇州) 사람. 청대 격조파의 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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陽羨邵子湘有心矯枉, 摘其累句云:“爭倚畵橈冲妓席, 獨橫朱袖占歌筵”, “亦知終
去婚和嫁, 且戀閑來弟勸兄”, “近逐歌喉須闖席, 閑開笑靨待歌船”, “閑偎串迹圓
留面, 戱劇鞋痕曲印肩”, “年去貧來不自由, 暗傷顔面向交游”等句, 謂其穢褻俚
俗, 幾於身無完膚矣. 予錄其氣淸格整去風雅未遠者四章, 見孟陽自有眞詩. 35)

위 글을 보면 심덕잠은 정가수의 시 가운데 일부는邵長蘅이 공격한
바와 같이 ‘穢褻俚俗’한 면이 있지만 대부분의 작품은 ‘淸趣’를 담은
‘眞詩’라고 보았던 것이다. ‘娟秀少塵’은 ‘性靈’의 미감에 대한 묘사라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가 ≪明詩別裁≫에 수록한 작품 네 편은 ‘淸趣’
가 아니라 ‘沈鬱’한 분위기의 것들이다36). 위 글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35) ≪明詩別裁≫
36) <値唐叔達同錢將軍北上言別>
네모난 배에 불을 환히 키고 밤에 서로 헤어져 가야 한다.
길이 바쁘니 이별을 어찌 할까!
나는 이미 삼년 동안이나 비단 같은 마을을 그리워하고 있었는데
그대는 굳이 5월에 황하를 건너는가?
남방의 놀이에 안개 끼고 꽃 만발한 아침을 그 누가 함께 할까?
북상 길에서는 아울러 하는 아울러 쇠북소리도 많이 듣겠구려.
이 번 이별에는 각자 무한한 생각을 품게 되었으나
봄의 눈물을 강 물결에 떨어뜨리지 마세나.
方舟然燭夜相過, 道上匆匆奈別何! 我已三年懷錦里, 君偏五月渡黃河.
南遊誰共煙花早, 北上兼聞金鼓多. 此別各懷無限意, 莫將春淚點江波.
<送李中翰還朝>
한나라 궁궐이 燕京의 관문을 베고 있으니
사신은 뗏목을 타고 8월에 돌아가네.
오나라 땅엔 비가 가득 고여 바다 같이 되어 있으니
광릉(양주)의 運河에는 꼭 산더미 같이 굉장한 파도가 이네.
같이 배를 타고 밤술에 취하니 신선의 짝이요
먹을 묻힌 붓에 봄이 따르니 봉공 이태백과 비슷하네.
바다가 지금 잠잠하지 못하다 들었는데
도랑(해자)은 몇 번이나 근심스러운 얼굴을 움찔거릴까?
漢家宮闕枕燕關, 使者乘槎八月還. 吳地潦平猶似海, 廣陵濤壯正如山.
同舟夜醉神仙侶, 染翰春隨供奉班. 聞道滄溟今未息, 幾回溝壑動愁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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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그는 ‘風雅’류의 작품, 즉 소위 ‘言志’라는 종류의 社會的志向을
담은 작품을 ‘氣淸格整’한 작품으로 보았던 것이다.
청나라 역사 학자 錢大昕(1728-1804)도<程孟陽先生像贊>에서 정가수
의 시의 淸趣를 칭찬했다.

왕세정과 이반룡에게 침을 놓고, 唐時升과 婁堅을 이끌고, 글은 반드시 자
기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였으며, 정신이 자연과 노닐었다(鍼砭王, 李, 領袖唐,
婁, 訶必已出, 神與天游)37)

‘訶必已出’이란 표절모의와 반대로 독창적임을 말한 것이고, ‘神與天
游’란 자연지향적인 高級의 美感을 형용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전대흔
의 정가수에 대한 평가는 그의 작품에 ‘淸趣’가 있음을 설파한 것이나
다름없다.
<閶門訪舊作>
슬픈 마음으로 100여리 떨어진 오의 창문을 바라본다.
고향의 형제들은 나날이 응당 소원해졌겠지.
여러 해가 흘러가고 나니 하얀 귀밑머리 흰 명주실 같아졌고
3월의 봄 근심은 강물보다 더 많다.
부채 든 가수와는 옛날에 벌써 도엽도에서 헤어졌지만
낚시배는 아직도 또 연꽃 옆에 대놓고 있다.
눈썹을 밀어버린 재녀는 어찌 하면 볼 수 있을까?
다리께 여성 校書에게 한 번 물어나 보자.
悵望吳閶百里餘, 故園兄弟日應疏. 多年華鬢絲相似, 三月春愁水不如.
歌扇舊分桃葉渡, 釣船還傍藕花居. 掃眉才子何由見, 一訊橋邊女校書.
<登樓>
젊고 어릴 때에는 노래를 들으면 . 근심을 노래할까 두려웠다.
楚歌의 끝부분과 吳聲의 첫머리를 합친 노래를 부를까봐서.
나 이제 상심했던 고장에 와 있으니
봄 품경만 보고 누대에는 오르지말자.
少小聽歌怕唱愁, 一聲楚尾與吳頭. 如今身在傷心地, 但見春光莫上樓.
37) ≪潛硏堂文集≫권 17. 吳宏一선생님의 ≪淸代詩學初探≫113쪽으로부터 重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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錢鍾聯도≪明淸詩精選≫38)의 <前言>에서 程嘉燧의 시를 曹學佺․阮
大鉞과 함께 ‘淸新雅秀’한 것으로 평가했다.

그런데 이 때(明末) 정가수와 조학전 등은 바뀌어 청신․아수한 좋은 작
품을 내놓았다. 특히 완대월은 오언고체와 오언근체가 도연명․위응물․왕
유․맹호연․사고 등의 시정신을 태중에서 숨쉬듯이 흡수하였다. 근대 명인
진삼립은 그의 시를 500년 만의 작자로 내세웠고, 장태염은 “명대시인을 평
론한다면 대월 만한 사람은 드물다”고 생각하였으니, 시인의 인격으로 인하
여 작품을 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였다. (而此時程嘉燧, 曹學佺諸人, 轉有
淸新雅秀的佳構. 特別是阮大鉞, 其五言古近体, 胎息陶, 韋, 王, 孟, 謝翶. 其詩
近代名家陳三立標爲五百年作者, 章太炎以爲“榷論明代詩人, 如大鉞者鮮矣”, 以
爲不當以人廢言.)

그러나 朱彝尊과 邵長蘅은 정가수의 청취시를 형편없는 것으로 보았
는데, 먼저 朱彝尊(1629-1709)39)의 말을 보자. ≪明詩綜≫의 <程嘉燧>
條 序文에 있는 다음과 같은 글을 보면 주이존은 정가수의 시를 형편
없는 것으로 보고 비판적인 평가를 내렸다.

맹양의 격조는 저속하기 그지없으니, 재주는 용렬하고 기는 약하다. 근체
시가 고체시보다 많고, 칠언율시가 오언율시보다 많다. 이와 같은 기량이라
면 촌부 세 사람에게 삼백 편을 읊으면 원책(부역 의무)을 면제해 주겠노라
하면 훌륭하게 해낼 터인데, 어찌 반드시 만 권을 책을 독파해야만 하겠는
가? 몽수(전겸익의 晩年의 號)는 마음으로 하경명․이몽양․왕세정․이반룡
등을 따르는 무리들을 미워하여 명나라 300년 중에서 그를 특히 존중하여
시로(시 잘 쓰는 어른)로 여겼다. (孟陽格調卑卑, 才庸氣弱, 近體多於古風, 七
律多於五律. 如此伎倆, 令三家邨夫子, 誦三百翻免園冊, 旣優爲之, 奚必讀書破
萬卷乎? 蒙叟心懲何․李․王․李流波, 乃於明三百年中, 特尊之爲詩老.)

38) 江蘇古籍出版社, 1992.
39) 秀水(오늘날의 절강성 嘉興)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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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덕잠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정가수의 시에 대한 전겸익의 평가가
과장되었다는 점을 인식했으면서도 정가수의 시를 ‘娟秀少塵’한 ‘眞詩’
로 인정하고 있었는데, 주이존은 정가수 시의 가치를 전면적으로 부정
했다. 정가수의 시는 村夫들의 시 같고, 書卷氣 즉 雅趣가 없다는 것이
다. 그러면서도 그는 ≪明詩綜≫에 <平望阻風>, <送叔達之錢唐>, <四
明徐匯陽莊太峰余泰靈秋盡先後別歸送行3首>其一,

<七夕懷平仲揚州>,

<送徐女廉之無錫>, <雨中過伎家飮書贈陳翠>, <憶金陵6首>其四, <崐山
響梵閣懷季常上人遊九峰> 등 가라앉은 분위기의 ‘淸趣’를 담은 시편 8
수를 실어 놓았다.
청나라 邵長蘅（1637-1704）40) 역시 <明四家詩鈔序>에서 정가수의
시를 진중순의 시와 함께 ‘纖佻俚卑’하다고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무릇 네 분 선생(이몽양․하경명․왕세정․이반룡)은 침착하고 웅장하며
호탕하고 넓은 재주로써 한 번 나오자마자 퇴미한 문풍을 힘써 떨쳐내고 고
시는 한위의 시를 모범으로 삼고, 가행은 이백과 두보를 뒤쫓고, 근체는 三
唐의 시를 궤도로 삼았으니 이것은 그들의 대략적 모습이다. 그러나 격은 보
고에 주안점을 두어 지름길로 간 어색함이 아직 있었고, 말은 높고 화려한
말을 숭상하여 風情(風趣와 情感)이 좀 부족하였으니, 나는 그야말로 흠을
가릴 수 없게 만들어 명가가 된 것에 만족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 이후 시
학은 가시덤불 판이라 호원서(호응린)에게서 피상적으로 되었고, 공안파에게
서 통속적이 되었으며, 경릉파에게서 편벽되게 되었고, 운한파에게서 넘쳐흘
렀고, 진중순과 정맹양에게서 가녀리고 방정맞고 비속해졌으니 그래서 명시
는 망하였다. 대체로 四家를 보좌한 이들은 부화뇌동하여 답습하는 데 병이
있고, 사가를 배격한 이들은 병이 날카롭고 새롭고 편벽되고 난삽하여 깊숙
한 곳에 갇힌 살찐 맹인과 같은 데에 있었다. 그러므로 만력․천계․숭정 연
40) 一名衡, 字子湘, 호는 靑門山人. 江蘇 武進(今常州市）人, 順治諸生. 邵長蘅은
唐順之, 歸有光의 전통을 계승하여, 唐宋大家에게서 법을 취하고. 글을 쓰려면
많이 읽어야 하며, 속취와 거짓을 피해야 한다(忌俗避僞)고 하였다. 侯方域,
魏禧, 汪琬의 산문을 뽑아서 ≪國朝三家文鈔≫를 만들었고, 저서에≪靑門全集
≫30권, ≪靑山旅稿≫6권, ≪靑門賸稿≫6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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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는 천하에 시가 없었다. 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시라는 것들이 틀
렸었다. 시가 망하자 국운도 그것을 따랐으니, 아! 심하도다! (夫是四先生者,
以沈雄浩博之才, 一出而力振頹靡, 古詩權輿漢魏, 歌行馳驟李杜, 近體定軌三唐,
此其大較也; 然格主復古而蹊逕猶存, 詞尙高華而風情微乏, 愚以爲正使瑜瑕不
掩, 自足名家. 沿玆以降, 詩學荊榛, 膚于胡元瑞, 俗于公安, 僻于竟陵, 濫于雲
閒, 纖佻俚卑于陳仲醇, 程孟陽諸君, 而明詩亡矣. 大抵羽翼四家者, 病在雷同沿
襲, 而自得之趣少; 擊排四家者, 病在尖新僻澁, 而膏盲之錮深. 故萬曆啓禎六七
十年間, 天下無詩. 非無詩也, 其所爲詩者非也. 詩亡, 而國運從之, 嗚呼! 重矣
哉!41)

‘纖佻俚卑’라는 말 가운데 앞의 두 글자 ‘纖佻’는 정가수 시의 ‘淸趣’
를 부정적 어감으로 평가한 것이고, ‘俚卑’는 ‘俗趣’에 대한 부정적 뉘
앙스의 평가이다. 어쨌든 우리는 소장형의 이 말을 통해서 정가수의
시에 속취가 있다는 사실을 중국의 시론가들이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본 심덕잠의 ≪明詩別裁≫의 <程嘉燧>條 序文에 의하면 소
장형은 정가수의 시의 俗趣에 대해서 대단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음
을 알 수 있다42).

5.2 性靈美와 神韻의 판별 기준
性靈美와 神韻美는 다 같이 宋 嚴羽가 ≪滄浪詩話≫에서 제기한 ‘別
趣’라는 범주에 속할 수 있는 미감이다. 두 범주의 차이점은 情緖와 표
현 방법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性靈美는 인간의 자연지향적 감
41) ≪靑門簏稿≫권7.
42) 陽羨邵子湘有心矯枉, 摘其累句云:“爭倚畵橈冲妓席, 獨橫朱袖占歌筵”, “亦知終
去婚和嫁, 且戀閑來弟勸兄”, “近逐歌喉須闖席, 閑開笑靨待歌船”, “閑偎串迹圓
留面, 戱劇鞋痕曲印肩”, “年去貧來不自由, 暗傷顔面向交游”等句, 謂其穢褻俚俗,
幾於身無完膚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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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眞意)을 直寫하는 데에서 비롯되고, 神韻美는 자연지향과 사회지향
두 가지 의식을 不卽不離라는 함축적 표현을 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필자는 이 두 범주의 미감의 차이에 대해서 몇 차례 연구한 바가 있
는데, 기존의 연구 결과를 간단히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性靈’이라는 단어는 불교의 성행과 더불어 중국사회에서 자주 쓰이
기 시작한 말이다. ‘性靈’이라는 단어의 내원은 佛敎가 아니라 晋․宋
이후의 隱逸文化인 것으로 추정된다43). 정치 지도자들은 인간의 자연
감정을 仁義禮智의 틀 속으로 귀속시키려 하였으나, 사회조직이 싫어
서 사회를 기피한 晉 이후의 隱士들은 儒家처럼 인간 감정을 구속하는
것을 반대하고 生來的 ‘人性’의 존재를 강조하기 위하여, ≪莊子≫가
말한 ‘性’44)과 ‘靈’45)의 개념 합쳐서, ‘性靈’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것
43) 이 개념은 필자가 졸고 <楊萬里與袁枚對性靈美感的比較>에서 이미 추론한 바
있지만 여기서도 잠시 다시 한 번 그 개념을 정리하여 소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性靈이라는단어는 晋代에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唐代 스님 法琳에 의하
면, 宋에 이르러 ‘性靈’과 佛敎를 중시하는 분위기가 더욱 보편화되어 文帝와
法琳이 열거한 거의 80명의 그의 신하들은 불교신자가 아니면서도 ‘性靈’을 중
시하고, ‘性靈의 眞要’를 파악하기 위해서 ‘佛敎’를 원용하였다고 한다.
「≪廣弘明集․廣析疑論≫卷18:「且王導․周顗, 宰輔之冠, 盖王濛․謝尙, 人
倫之羽儀, 次則郗超․王謐․劉璆․謝容等並江左英彦七十餘人, 皆學綜九流, 才
映千古, 咸言性靈眞要可以持身濟俗者, 莫過于釋氏之敎. 及宋文帝与何尙之․王
玄保等亦有此談.」
宰輔라는 높은 관직에 있으므로 ‘名敎’에서 손을 떼지 못했던 王導와 周顗
같은 사람도 ‘性靈眞要’를 파악하기 위해서, ‘釋氏之敎’을 중시했음, ‘自然’을
중시하며 隱逸을 한 王濛과 謝尙 및 기타 74명 이상의 학문이 높고 자질이
훌륭한 사람들도 ‘性靈眞要’를 파악하기 위해서 ‘釋氏之敎’를 중시했던 것이
다」(≪詩話學≫第5-6輯, 2004)
44) ≪莊子≫의 <內篇>에서는 ‘性’을 얘기한 게 없다, <外篇>의 <騈拇>․<在
宥>․<天地>․<天道>․<繕性>․<達生> 등에 ‘性’에 대한 언급이 비교적 많
고, <外篇>의 <馬蹄>․<秋水>․<山水>․<知北游>와 <雜篇>의 <庚桑楚>․
<徐无鬼>․<則陽>․<盜跖>․<漁父>․<列御寇> 등에도 산발적으로 ‘性’에 대
한 언급이 보인다. 莊子의 性論은 ‘人之天賦’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儒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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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생각된다46). 隱士들이 상용하던 ‘性靈’을, 佛敎에서 布敎를 위하여
차용하고, 불교의 ‘性靈’이라는 용법이 또 다시 隱逸文化 속으로 逆流
하기도 한 것으로 생각된다.

47)

그리하여 ‘性靈’은 道家와 佛徒들이 추

구한 心的 性向이기 때문에 사회 구심력에 대응하는 원심력적 요소가
강하다. 때문에 儒家들로부터는 白眼視를 당했던 것 같다48).
중국문학사상 性靈을 중시한 사람은 宋 楊萬里(1127-1206)와 晩明의
公安派 三袁, 그리고 淸 袁枚(1716-1797)이다. 양만리는 작가의 性靈을
미감의 원천으로 보았다. 淸 袁枚가 전하는 다음 글을 보자.

양성재는 “옛부터 타고난 소질이 저열한 사람들이 格調를 얘기하기를 좋
아하고, 風趣를 이해하지 못하였다. 무엇 때문일까? 격조는 빈 틀이라 묘사
하기 쉬운 곡조가 있는데, 풍취는 오로지 성령만 쓰기 때문에 천재가 아니면
할 수 없기 때문이다”고 말했는데, 나는 이 말을 깊이 사랑한다. (楊誠齊曰：
『從來天分低拙之人, 好談格調而不解風趣, 何也？ 格調是空架子, 有腔口易
描；風趣專寫性靈, 非天才不辦．』余深愛其言.)49)

風趣는 광의의 美感을 나타내는 말로 우리말의 ‘멋’에 해당하는 단어
라고 생각된다. 양만리는 위 글에서 시적 천재성을 지닌 시인들은 오
로지 性靈만 쓰기 때문에 그 작품에 風趣가 있으나, 천재성이 없는 사

性은 理에 합치하는 것으로 가정하나, 莊子는 萬有의 始源을 無에 두고 있으
므로 그가 말한 命과 性은 理의 규제를 받아야 할 논리적 필연성이 없다.
45) ≪莊子≫에는 靈臺(3회), 靈府(1회), 冥靈(1회) 등 合成語에 쓰인 예를 제외하
면 세 번 쓰였다.
46) 졸고 <楊萬里與袁枚對性靈美感的比較>(≪詩話學≫第5-6輯, 2004)
47) 上揭論文(≪詩話學≫第5-6輯, 2004)
48) 졸고, <性靈과 神氣>, ≪中語中文學≫, 第25輯, 韓國中語中文學會
49) ≪隨園詩話≫, 臺灣 正文書局印行, 1974, 제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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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은 性靈을 차치하고, 格調 추구에 주력하기 때문에 風趣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袁宏道와 袁枚는 ‘風趣’라는 말 대신에 ‘趣’라는 말을
사용하였으나50), 그 지취는 風趣와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된다.
양만리의 ≪誠齋詩話≫에도 ‘直寫懷抱’와 ‘眞意’를 중시하는 의견이
있다51). ‘直寫懷抱’는 ‘性靈’을 주장하는 이들이 중시하는 第一個原則이
다. ‘眞意’의 중시와 ‘直寫懷抱’는 상호 간에 표리관계를 이루고 있다.
그리하여 그는 直寫의 방법으로 ‘興’과 ‘賦’에 의미를 두고, 남의 작품
의 韻에 맞추어 짓는 작법을 반대하기도 했다52). ‘興’은 자연(天)으로부
50) 원굉도의 ‘趣’에 대한 논의는 李贄의 ‘童心說’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인지 자
연히 얻은 趣는 깊으나, 학문으로부터 얻은 것은 얄팍하다고 생각했다:<敍陳
正甫會心集>, 「世人所難得者, 唯趣. 趣如山上之色, 水中之味, 花中之光, 女中
之態, 雖善說者不能下一語, 唯會心者知之. 今之人慕趣之名, 求趣之似, 於是有辨
說書畵, 涉獵古蕫以爲淸; 寄意玄虛, 脫跡塵紛, 以爲遠. … …夫趣得之自然者深,
得之學問者淺, 當其爲童子時, 不知有趣. 然無往而非趣也. 面無端容, 目無定睛,
口喃喃而欲語, 足跳躍而不定, 人生之至樂, 眞無踰於此時者. 孟子所謂不失赤字,
老子所謂能嬰兒, 皆指此也, 趣之正等正覺最上乘也. … … 迨夫年漸長, 官漸高,
品漸大, 有身如桎, 有心如棘, 毛孔骨節俱爲聞見知識所縛, 入理愈深, 然其去趣愈
遠矣.」(≪袁中郞全集≫世界書局)
袁枚≪隨園詩話≫권7:「講韻學者多不工詩. 李杜韓蘇, 不斤斤於分音列譜, 何也?
空諸一體, 而後能以神氣孤行, 一涉箋註, 趣便索然.」
51) ≪誠齋詩話≫第120條:「三百篇不著姓名, 蓋其人直寫懷抱, 無意於傳名, 所以眞
切可愛．今作詩有意要人知有學問, 有章法, 有師承, 於是眞意少而繁文多．予按
三百篇有姓名可考者, 惟家父子之南山, 寺人孟子之萋菲, 尹吉甫之崧高, 魯奚斯
之閟宮而已, 此外皆不知何人秉筆!」
52) ≪誠齋集≫ 卷67 <答建康府大軍庫監門徐達書>:「大抵詩之作也, 興上也, 賦次
也, 賡和不得已也. 我初無意於作是詩, 而是物是事適然觸乎我, 我之意亦適然感
乎是物是事. 觸先焉, 感隨焉, 而是詩出焉, 我何與哉, 天也. 斯之謂興. 或屬意一
花, 或分題一草, 指某物課一詠, 立某題徵一篇, 是己, 非天矣, 然猶專乎我也, 斯
之謂賦. 至於賡和, 則孰觸之, 孰感之, 孰題之哉? 人而已矣. 出乎天, 猶懼戕乎天,
專乎我, 猶懼强乎我. 今牽乎人而已矣, 尙冀其有一銖之天, 一黍之我乎? 蓋我未
嘗覿是物而逆追彼之覿, 我不欲用是韻而抑從彼之用, 雖李杜能之乎? 而李杜不爲
也. 是故李杜之集無牽率之句, 而元白有和韻之作. 詩至和韻而詩始大壞矣. 故韓
子蒼以和韻爲詩之大戒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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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유래한 회포(性靈)를 直寫하는 방법이고, ‘賦’는 자기자신(己)으로부
터 말미암은 회포(性靈)를 直寫하는 방법이다. 원굉도와 원중도, 그리고
원매 등 성령논자들은 格套의 제한을 받는 것을 반대하며 ‘意所欲言’을
말하거나 ‘胸憶流出’을 중시하여, ‘性情之眞’ 측면을 부각시켰다. ‘性靈
說’은 작가의 性情을 바탕으로 형성된 靈感을 直寫하는 것을 선호한
문학이론이었다. 그들은 성률을 비롯한 형식적 구속뿐만 아니라 儒家
的 공용주의 文學觀에 대해서도 반항하는 태도를 취하여 ‘溫柔敦厚’의
금기를 무시하고, 인간의 本性을 드러내는 작품 의식을 고취하여 直抒
함으로써 보수적 美感과 충돌되는 특이한 美感을 생산하기도 하고, 童
心과 같은 예술적 稚氣를 작품화시키는 것을 의미 있게 생각했기 때문
에 淸新․淸麗한 작품을 써내기도 했다. 直寫는 情緖나 思考의 展開가
첨예하고, 현란한 언어를 구사하여,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절제하지 않
고 모두 늘어놓아 ‘顯附體’53)를 형성하게 된다. 晩明 및 淸代의 性靈論
者들이 선호한 趣는 바로 이런 가운데 형성된 미감이다. 그래서 성령
파 시인들은 언어를 미묘하게 구사하여 정교한 대구를 만드는 등 南朝
詩의 綺麗風을 경계하지 않았다. 性靈派는 그래서 壯美를 추구하지는
않으며, 생동감을 중시하며, 경쾌한 詩境을 추구한다54).
‘神韻’은 阮籍․陶潛, 그리고 嵇康과 謝靈運, 王維와 성당의 산수시
인, 韋應物․ 柳宗元 등의 隱逸詩 또는 山水詩 등을 통하여 출현한 美
感이다. 阮籍의 <詠懷詩>는 時代的 상황에 대한 沈痛함을 ‘不卽不離’․
‘不著一字’의 수법으로 半呑半吐한 시이다. 사회나 국가 문제에 대한
53) 劉勰이 ≪文心雕龍․體性≫에서 八體의 하나로 제시한 문체 종류인데 ‘精約’
과 상반되는 문체이다.
54) 이 문단에서 논의한 바는 졸고 <性靈과 神韻의 美的 特徵-詩論에 인용된 作
品 分析을 통하여> (중국문학 32輯, 1999)의 결론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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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을 ‘不卽不離’․ ‘不著一字’의 수법으로 써낸다는 것은 저항하기에
는 너무나 힘이 센 통치세력의 감시망을 피하고 문자화를 피하기 위해
서 溫柔敦厚로 위장한 無抵抗의 탈을 걸친 抵抗일 수도 있다. 그것을
아름답게 보는 미감은 통치세력의 억압에 장기간 길들여진 문화의 산
물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神韻은 靜的인 가운데 동적인 생생함을 가지고 있는 美感, 靜中有動
한 美에 대한 指稱으로 중국과 동양미학이 추구하여 온 일종의 優雅美
이다. 韻을 지니기 위해서는 思考展開에 대하여 날카롭게 천착하면 안
되고, 超詣해야 한다. 言語는 자연스럽되 함축적, 또는 精約的55)인 방
식으로 구사해야 한다. ‘韻’은 非世俗的이라는 語感과 ‘優雅’ 또는 ‘典雅
하다’ 또는 ‘자연스럽다’․‘화려하지 않으면서 음미할수록 진가를 맛볼
수 있다’는 등의 어감을 겸유하는 말이다. 柳宗元과 韋應物의 시에 대
한 왕사진의 다음 견해로부터 不卽不離와 不著一字, 그리고 神氣直寫
의 차이가 神韻美와 性靈美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東坡는 “柳柳州의 詩는 陶彭澤 시의 밑에, 韋蘇州 시의 위에 있다. ”고 말
했다. 이 말은 틀렸다. 나는 그 말을 고쳐, “韋詩는 陶彭澤 시의 아래, 柳柳州
시의 위에 있다. ”라고 말하겠다. 나는 전에 揚州에서 <論詩絶句>를 지었는
데, “詩風에 대해서는 澄澹을 동경하여 韋應物과 柳宗元을 존경하고, 佳句는
五字에서 구하기를 많이 하였더니, 소리 없이 현을 타는 손가락의 묘함을 깨
닫게 되었네. (그런 견지에서 보면) 柳柳州가 어찌 韋蘇州와 병칭될 수 있을
까?”라고 논한 바 있다. 또 일찍이 “陶淵明의 시는 부처님의 말씀 같고, 韋應
物의 시는 菩薩님의 말씀 같으며, 王右丞은 祖師禪의 말씀 같다. ”고 말한 바
있다. (東坡謂“柳柳州詩在陶彭澤下, 韋蘇州上. ” 此言誤矣. 余更其語曰, “韋詩
在陶彭澤下, 柳柳州上. ” 余昔在揚州作, 論詩絶句, 有云:“風懷澄澹推韋․柳, 佳
處多從五字求, 解識無聲弦指妙, 柳州那得竝蘇州?”) ≪帶經堂詩話․品藻≫
55) . 劉勰이 ≪文心雕龍․體性≫에서 八體의 하나로 제시한 문체 종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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司空圖가 <題柳柳州後序>에서 柳宗元의 작풍을 搜硏(정밀하고 자세
하게 검토․연구함)과 精思(곰곰히 깊게 생각함)하다고 지목한 바 있으
니,

56)

유종원은 시를 쓰기 전에 생각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시를 쓴

다는 평을 듣는 것 같다. 明 陸時雍도≪詩鏡總論≫에서 유종원의 시를
함축성이 부족하고, 언어가 지나치게 정확하고, 辭采가 세련되었다고
말한 바 있는데57), 왕사진이 유종원의 시보다 위응물의 시를 더 높이
평가한 것은 ‘不著一字’와 ‘不卽不離’의 작시법을 중시하는 견해에 입각
한 것 같다.
성령미가 철저하게 자연지향적인데 반하여, 신운미는 사회지향적인
정서와 자연지향적인 정서를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유가적 정서까지도
아우른다는 점 또한 대비되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정도
의 척도를 가지고 정가수의 淸趣詩를 들여다보고 그 미감이 어느 편으
로 기울었는지를 알아보기로 한다.

5.3 정가수 淸趣詩의 美的 範疇
5.3.1 <전당으로 가는 숙달을 전송하며(送叔達之錢唐)>:神韻
夜雨維舟數,
秋風解袂輕.

비 내리는 밤, 배가 몇 척 매어 있고
가을바람에 소맷자락이 가벼이 펄럭이오.

56) . 司空圖의 <題柳柳州後序>:그 꼼꼼히 자세하게 검토하여 다다른 바를 음미
하면 역시 심원하다. 그로 하여금 어려움을 겪게 하여 오래 살지 못하게 했지
만, 끈질기고 지극하고 깊게 생각하는 점은 물론보잘 것 없는 사람들이 경거
망동스럽게 그 우열을 논할 수 없다. (味其搜硏之致, 亦深遠矣. 俾其窮而克壽,
抗精克思, 則固非琑琑者輕可擬議其優劣.)
57)「詩貴眞, 詩之眞趣, 又在意似之間, 認眞, 則又死矣. 柳子厚過於眞, 所以多直而
寡委也. 三百篇賦物陳情, 皆其然而不必然之詞, 所以意廣象圓, 機靈而感捷也.」
≪권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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相逢留客住,
同作送君行.
月色湖中寺,
潮聲江上城.
知君游賞處,
相念若爲情.58)

만나서 붙들어 앉혀 묵게 하고
그대를 송별하는 노래를 함께 짓는데,
달빛 아래 호수 속의 절,
물결 소리 들리는 강가의 성벽.
그대 명승지로 놀러 간다는 것 알지만
걱정되는 마음은 마치 연인 같소.

叔達은 가정4선생 가운데 한 사람인 唐時升의 字이다. 전당, 즉 항주
로 놀러가는 당시승을 전송한 시이기 때문에 격한 감정이 나타나 있지
는 않다. 이 시 역시 頸聯이 특히 淸趣를 담고 있는데, ‘달빛 아래 호
수 속의 절(月色湖中寺)’은 절대 無聲의 畵境을, ‘물결 소리 들리는 강
가의 성벽(潮聲江上城)’은 有聲의 畵境을 형성하여 아름다운 이미지를
대비시키고 있지만, 하얀 달빛 아래 보이는 호수 속 절이나 강물 소리
들리는 성벽은 둘 다 시인이 마지막 구에서 토로한 관광지로 떠나가는
친구에 대한 염려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이미지들이다. 그러므로 이 시
구에는 시인의 정감을 표현한 글자가 하나도 들어 있지 않고 순수히
경물을 묘사한 말만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시인의 마음 상태를 표현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이 시구는 神韻美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5.3.2 <무석으로 가는 서여렴을 보내며 (送徐女廉之無錫)>:神韻
黃姑灣頭梅乍香,
黃婆墩邊柳漸長.
但看音信連三月,
誰道風烟不兩鄕.

황고만에 갑자기 매화 향기 퍼지니
황파돈 가에도 버드나무가 차츰 싹을 틔우겠습니다.
다만 보아하니 석 달 연속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으니
누가 두 고을의 바람과 안개가 다르지 않다 말했던가요?

黃姑灣은 松江府 華亭縣에 있다. 그러므로 정가수가 거주하는 嘉定
58) ≪松圓浪淘集≫권 1, 10-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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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멀지 않은 곳이다. 서여렴이 無錫으로 떠날 때 정가수는 그를 황
고만에서 작별을 한 것 같다. 황고만 주위에 매화 향기 그윽하다니 이
제 봄이 온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 서여렴이 가는 무석의 黃婆墩에
도 이제 차츰 버드나무가 파릇해질 것이라는 것이다. 무석은 상해로부
터 서북쪽 근거리에 있는 도시이다. 기차로 가면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잇다. 그러므로 상해의 황고만에 매화가 피었으면 무석의 황파
돈도 봄일 것이다. 그래서 지근거리에 있는 무석으로 가는 서여렴을
보내면서도 석 달 연속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곳이라고 예견한 것이다.
먼 곳으로 떠나가거나 가까운 곳으로 가거나 헤어지면 못 만나는 것은
똑같아도 멀리 가는 친구를 보낼 때보다는 가까운 데로 가는 친구를
보낼 때 마음이 덜 불안하고, 덜 서운하다. 이 시의 제1, 2구는 매화향
과 버드나무 새싹만 얘기했지만 가까운 데로 가니 마음이 덜 시리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시 역시 景語만으로 情을 표현한,
즉 神韻이 있는 시인 것이다.

5.3.3 <자미촌을 지나며(經紫微村)>:性靈
荒村何所有?
枵腹但古樹.
小艇緣港入,
疎春閉門度.
港窮見山徑,
接近引閒步.
靑蒼正相射,
山照亘斜雨.
平生未經過,
一覽似再遇.

황량한 마을에 어떤 것이 있는가?
마을의 텅 빈 중심부엔 오로지 고목나무뿐이다.
작은 거룻배로 도랑을 따라 들어가
봄을 소홀히 하여 문을 닫고 지나간다.
도랑이 끝나고 산길이 보이므로
가까이 다가가 산책을 한다.
검푸른 나무들이 서로 가지를 쏘고 있고
산에는 비스듬한 빗줄기가 무한히 비친다.
평생 가 본 적이 없는 곳이련만
한 번 보니 두 번째로 만나는 것 같다.

이 시는 자미촌을 지나 산을 올라가면서 쓴 일종의 紀行詩이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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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촌은 浙江省 舟山에 있는 고을이다. 紫薇란 배롱나무의 다른 이름이
다. 자미촌이란 이름은 원래 배롱나무가 많은 데에서 유래했을 것이다.
제2구에서 이야기한 고목은 배롱나무 고목일 것이다. 작은 배를 타고
물길로 水鄕인 자미촌을 통과하여 산에 당도하여 한가로이 걸으며 보
니 울팡한 나무들은 가리를 활을 쏘듯 뻗치고 있고, 비스듬히 내리는
빗줄기가 산을 끝도 없이 부옇게 비추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더라
는 것이다. 이 시는 景物 묘사만으로 이루어진 제7, 8구뿐만 아니라 여
정을 쓴 다른 부분도 모두 순차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서술을 했을
뿐, 특별히 자기감정을 부어 넣은 곳이 없다. 그러므로 淸閑한 분위기
의 이 작품은 性靈美를 담고 있다고 생각된다.

5.3.4 <동암으로부터 돌아오는 밤길에 서리 내린 달밤의 추운 숲에 대해
짓다(東庵夜歸作霜月寒林)>:性靈
煙蘿一徑入僧寮,
誰冒寒風共寂廖?
柏子滿庭鋪柳葉,
月明人影在空條.59)

연라동을 지나자 스님의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누가 찬바람을 무릅쓰고 찾아와 이 고요를 함께 나눌까?
측백나무 가득한 마당에 버드나무 잎사귀 깔려 있고
밝은 달빛 아래 사람 그림자가 앙상한 버드나무 가지
그림자 위에 있다.

烟蘿洞은 浙江省 江山縣에서 남으로 5리 거리에 있는 동굴이다. 여
기서 옛날에 煙蘿子라는 사람이 修道를 했던 까닭으로 붙여진 이름이
라 한다. 정가수는 동암을 구경하고 돌아오던 길에 연라동을 지나게
되었던 모양이다. 연라동을 지나자마자 금방 스님들 사는유난히도 고
요한 암자로 들어서게 되었단다. 마당 주변에는 측백나무가 둘러서 있
고 마당은 온통 버드나무 잎이 가득 떨어져 있는데, 그 버드나무 낙엽

59) ≪松圓浪淘集≫권 15,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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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 드리워있는 버드나무의 앙상한 그림자 위에 자기 그림자가 겹쳐
보이는 게 마치 影戲의 한 장면 같았을 것이다. 버드나무 그림자에 자
기 그림자가 겹쳐지는 것을 신기하고 기껍게 느낀 시인의 마음은 동심
이나 다름없다. 시인의 이런 의식은 이 암자의 고요를 함께 나누는 행
위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시인의 정서는 단순히 동
심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비세속적이다. 속세를 떠나 淸淨之境
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의 淸閑함과 淸靜한 미감은
생각나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썼으니만치 신운미가 아니라 성령미
라고 생각된다.

5.3.5 <달밤의 금련지에 앉아서(坐月金蓮池)>:神韻
竹根松月白冷冷,
暗石荒藤坐小螢.

대나무 뿌리도 소나무에 걸친 달도 싸늘하니 하얗다.
어두운 바위 위 앙상한 등나무에 작은 반딧불이 앉아
있다.
却笑林僧也歸去.
산승도 역시 돌아가 버렸다니 오히려 비웃고 싶다!
夜泉何事不同聽. 60) 밤 시간 二泉의 샘물 소리를 무슨 일로 함께 듣지
않을까?

金蓮池는 無錫의 二山門 안에 있는 연못이다. 무석 惠山의 二泉이
흘러드는 이 연못은 남북조시절에 만들어졌는데, 물이 맑고 차가와 여
인들이 명주와 명주실을 빨았기 때문에 ‘浣沼’라고 불렸으나, 明나라
초에 원래 있던 겹꽃의 연꽃(重瓣蓮花)을 없애고, 金蓮(萍蓬蓮:개연꽃)
으로 갈아 심은 뒤 ‘金蓮池’로 불렸다고 한다.
시인은 달밤을 ‘白冷冷’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사실 이 시에 나타난
계절은 여름이다. 반딧불은 여름밤에만 볼 수 있는 곤충이기 때문이다.

60) ≪松圓浪淘集≫권 12,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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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석의 여름밤은 무덥기 그지없다. 섭씨 40도 가까운 무더위가 장기간
계속되기 때문이다. 그런 무더운 날에 서늘한 느낌이 드는 하얀 대나
무뿌리나 소나무에 걸친 달을 바라보면서 대숲에서 부는 바람도 쐬고
솔바람도 쐬고 있으면 어느 정도 納涼이 될 것이다. 게다가 二泉에서
흘러드는 물소리까지 들린다니 납량의 효과는 배가될 것이다.
정가수는 거기 주저앉아이천에서 흘러드는 물소리를 들으며 납량을
하며, 요샛말로 이른 바 웰빙을 즐기고 있는데, 정작 이 근처 산속에
사는 스님들이 이 좋은 곳을 그냥 지나쳐 지나가버리는 것을 보고, 그
들의 근면함을 어리석다고 비웃고 있다. 養生之樂을 설파한 이 시는
남조 시대 玄言詩의 變種이라 할 수 있는데, 자연지향의 의식만 보이
지만 그래도 철학적 무게감이 실린 탓인지 神韻美가 있는 시라고 생각
된다.

5.3.6 <농월도에 대한 제화시(題弄月圖)>:性靈
桑根船出水禽飛,
棹拍蓮花露濺衣.
山月下來殘酒醒,
摘將荷葉蓋頭歸.61)

뽕나무 뿌리 사이로 배가 나타나자 물새가 솟구쳐 난다.
노로 연꽃을 치니 이슬방울들이 옷으로 튀어 오른다.
산 위의 달이 내려가니 남아 있던 술기운이 깬다.
연 잎을 꺾어 머리 위에 쓰고 돌아온다.

이 시는 <농월도>라는 그림을 묘사한 이 시는 서산에 달이 지는 새
벽녘에 뽕나무가 양 편에 늘어선 강물에서 뱃놀이를 하다 연잎을 꺾어
머리 위에 쓰고 돌아오는 풍경을 노래하여 작고 귀엽고 청신한 느낌이
든다. 그러므로 性靈美를 지닌 작품이라 생각된다.

61) ≪松圓浪淘集≫권 12,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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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 <영은사에서 밤에 돌아오며(靈隱夜歸)>:性靈
桑路沙中盡,
峰陰松杪多.
稻香明露葉,
谿雨颭風荷,

뽕나무 길은 모래밭에서 끝나고
봉우리 응달쪽엔 소나무들이 많다.
벼이삭은 향기를 풍기며 이슬이 잎사귀 위에서 빛나고
계곡에 비 내려 산들바람에 살랑거리는 연잎을 적신다.

霮霮夏雲多,
僧窓殊可留.
前山有飛電,
催上採菱舟.62)

여름날 먹구름이 잔뜩 차 있으니
스님 방에 머무르면 참 좋겠다.
앞산에 번개가 치니
서둘러 마름 캐는 배에 올라탄다.

항주의 서호 가까이에 있는 영은사에 놀러 갔다 돌아가는 길에 비를
만나고서 쓴 시이다. 모래밭에서 끝나는 뽕나무길, 응달 쪽에 빽빽한
소나무숲, 벼 잎에 방울방울 맺힌빗방울, 비에 젖어 살랑거리는 연잎
등 <其一>은 자연이 주는 興을 直寫하여 性靈美를 지니고 있다.
<其二>는 자신의 생각과 동작을 순차적으로 느릿느릿 써낸 것으로
대단히 아기자기한 이미지는 없고 평이하다. 현란한 수사 없이 簡約한
서술 속에 갑자기 내리는 폭우에 대해서조차 遊樂의 태도로 즐기는 悠
然한 느낌이 들어 한가롭고 평화롭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陶淵明의
<飮酒> 제5수 같은 느낌이 들지만 이 부분 역시 裏面에 다른 의미가
매복되어 있지 않으므로 性靈美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된다.

5.3.8 <題畵>:神韻
萬樹枯楊近驛樓,
楚江無盡向東流.
故園亦有登樓眼,
莫送春光到陌頭.63)

만여 그루 마른 버드나무가 역사 누각 가까이에 있고
초 땅의 강은 끝없이 동으로 흘러간다.
고향에도 누각에 올라 기다리는 눈이 있으니
봄 풍경 전송하자고 밭두렁에 가지는 말자.

62) ≪松圓浪淘集≫권 12,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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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는 버드나무가 아직 파란 싹이 나기 전인 이른 봄 초 땅을 흐
르는 양자강 풍경을 그린 그림에 붙인 시인 것 같다. 양자강은 초 땅
을 흘러서 동쪽으로 가다가 시인의 고향인 안휘성에도 잠깐 들르고 시
인의 집이 있는 상해의 嘉定에도 흐른다. 시인은 동으로 흘러가는 양
자강을 바라보노라면 고향의 누각에 올라가 자기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을 아내의 애타는 눈망울이 생각나곤 하는 것 같다. 아내는 어쩌면
오늘도 어제도 고향의 밭두렁가 누각에 올라서 기다리고 기다리며 애
를 태웠을지 모른다. 그래서 봄 풍경 보자고 밭두렁에는 가지 말자고
한 것이다. 양자강 가의 매마른 버들가지, 양자강의 풍경과 아내의 기
다림을 알면서 외면해야 하는 자신의 얄궂은 처우와 마음 등이 산만하
고 간약한 언어로 느린 템포 속에 어우러져 있다. 神韻 미감의 한 예
라고 생각된다.

5.3.9 <고숙으로 가는 길에 매화를 보고(姑孰64)道中見梅花)>:神韻
燕南薊北限春光,
瞥見江梅劇斷腸.
花被雪禁猶黯淡,65)
影遭風橫正郞當.
斜臨官道窺郵騎,
開傍旗亭撲酒香.
纔是玉門關外客,
莫憑羌笛訴昏黃.66)

연남과 계북은 봄이 짧다.
강가의 매화 얼핏 보니 창자가 끊어지는 듯 지독히
아프다.
꽃이 눈옷을 입어 향내는 아직 희미하나
꽃 그림자는 불어오는 바람에 불려 팔랑인다.
비스듬히 난 국도에는 우편물을 싣고 가는 말이 보이고
벽 트인 깃대 정자에서는 술 냄새가 풍겨온다.
겨우 옥문관 밖 나그네에 불과한 사람이여
강족의 피리에 의지해 어둠에 호소하지 마시오.

63) ≪松圓浪淘集≫권 12, 7쪽.
64) 城名. 안휘성 當塗縣 縣治.
65) 毛滂 <水調歌頭(元會曲)> :「殘雪禁梅香尙淺.」(≪全宋詞≫)
66) ≪松圓浪淘集≫권 18,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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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는 매화꽃을 소재로 한 문학적 전고를 다량 사용하여 현란한
수사를 과시한 작품이다. 林浦(867-1028)의<山園小梅67)와 姜虁의 <暗
香>68)과 <疎影>69) 등의 작품에서 노래된 매화의 은은한 향기(暗香)와
듬성듬성한 꽃그림자(疎影), 그리고 王之渙의 <凉州詞>70)에서 운위된
옥문관 밖의 나그네, 羌笛 등이 모두 등장한 것이다. 그러나 이 작품에
서 이런 이미지들은 임포나 강기 또는 왕지환의 작품을 아는 사람에게
는 물론 문학문화적 전통에서 비롯된 친밀감이 겹쳐지는 느낌을 가지
겠지만, 그것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시인이 보고 맡고 느끼는 대로
묘사한 것 같이 느껴진다. 首聯과 尾聯은 시인 자신의 정서 상태를 강
하게 드러내고, 頷聯은 매화의 암향과 소영을 묘사하여 익숙한 이미지
를 그렸고, 頸聯은 평화로운 풍경의 이미지이지만낯선 이미지인지라
함련의 지나치게 익숙한 느낌을 상쇄시켜주고 있다. 유아지경과 무아
지경을 기묘하게 배합하여 유아지경을 무아지경화시킨 신운의 작품이
라고 생각된다.

67) <山園小梅> :「疎影橫斜水淸淺, 暗香浮動月黃昏.」
68) <暗香> :「舊時月色, 算幾番照我 梅邊吹笛 ? 喚起玉人 不關淸寒與攀摘．何遜
而今漸老 都忘却春風詞筆．但怪得竹外疏花 香冷入瑤席. 江國正寂寂 嘆寄與路
遙 夜雪初積 翠樽易泣 紅萼無言耿相憶. 長記曾携手處 千樹壓西湖寒碧. 又片片
吹盡也 幾時見得?」
69) <疎影> :「苔枝綴玉, 有翠禽小小, 枝上同宿. 客里相逢, 籬角黃昏, 無言自倚修
竹. 昭君不慣胡沙遠, 但暗憶, 江南江北. 想佩環, 月夜歸來, 化作此花幽獨. 猶記
深宮舊事, 那人正睡里, 飛近蛾綠. 莫似春風, 不管盈盈, 早與安排金屋. 還敎一片
隨波去, 又却怨, 玉龍哀曲. 等恁時, 重覓幽香已入小窓橫幅.」
70) <凉州詞>「羌笛何須怨楊柳, 春光不度玉門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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六. 結論
이상에서 우리는 정가수의 淸趣詩 9수를 보았는데, 그 가운데 神韻
을 가진 작품은다섯 수이고, 性靈美를 가진 작품은 네 편이었다. 필자
는 본고에서 정가수의 청취시를 모두 분석한 것이 아니라 랜덤으로 선
택해서 다루었으므로 5:4라는 대비가 정가수 청취시의 미적 분포를 대
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이 숫자를 통하여 그의 청
취시가 성령미와 신운미 사이를 왔다갔다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정가수의 청취시를 비난한 주이존과 소장형 등은 정가수의 청취시
에 내재된 성령미를 용납할 수 없어서 그렇게 비판하였고, 정가수의
청취시를 칭찬한 전겸익과 왕사진, 심덕잠, 전대흔, 전종련 등은 성령
미를 용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청취시에 내재된 신운미를 높
이 샀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평가를 내렸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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