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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범성대는 남송 4대가중의 하나로 전원시와 애국우민시로 명성을 떨쳤다. 그
는 孝宗

乾道 六年(1170)에 使金國祈請國信使1)로 봉해져 中都(北京)로 가는
길에 北征集 2)을 써서 자신의 애국우민사상을 고취시켰다. 乾道 八年에는

≪

≫

* 世明大學校 中國語學科 副敎授
1) 宋史 本紀 <孝宗三> 乾道六年閏五月戊子(9日)紀事 : 遣范成大等使金求陵寢地,
且請更定受書禮.(범성대등을 금나라에 파견하여 陵寢地(왕릉)의 반환을 요구하고, (南
宋과 金나라의)수서의 예를 재정립할 것을 청하도록 했다.)( 宋史 卷三十五)
2) 北征集 은 范石湖集 卷十二에 수록되어 있다. <渡淮>에서 <會同館>까지 72수 전
편의 詩題에 原註를 달아 배경을 설명하였다. 宋 孝宗 乾道六年(1170년) 6월 15일에
臨安府(杭州)를 출발하여 8월 11일에 淮水를 건너 金에 들어가면서 <渡淮>를 시작으로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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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靜江府(桂林)로 부임하는 길에 南征小集 3)을 썼다. 그리고 淳熙 元年(117
4) 12월에 管內制置使에 제수되어4) 다음해 1월 28일에 桂林을 출발하여 成都
로 갔다.5) 桂林에서 成都로 가는 길에 西征集 6)135수를 지어 남송 서남
부지역의 산수자연과 전원풍경을 그렸고, 연도의 주민들의 생활실상을 소상하
게 토로하였으며, 또 한편으로는 멀리 蜀으로 가는 시인의 감회를 읊었다.
桂林에서 洞庭湖까지는 시인이 2년 전에 靜江으로 부임하는 길에 지났던
길로 지역의 민생을 잘 이해하고 있어서 지은 시가 39수뿐이다. 동정호를 지나
華容에서부터 成都까지의 지역은 시인에게는 생소한 곳으로 농촌생활상을 비
교적 자세하게 관찰하고, 연도의 자연풍광을 소상하게 그렸다. 華容에서 巴東
까지의 47수는 주로 강을 따라 배로 이동하는 거리가 많아서 자연풍광을 그린
시 위주이고, 巫山에서 成都까지의 49수는 험준한 산길을 지나면서 산간벽지
의 농민들의 어려움을 토로한 시를 많이 썼다.
범성대는 1170-1174년의 5년 사이에 남송국토의 대부분을 지나며 각 지역
의 실상을 깊이 체득하였다. 먼저 杭州에서 北京을 오가면서 남송의 동북지역
민생을 관찰하고 그들을 동정한 시를 썼으며, 다시 항주에서 계림으로 가는 길
에 농촌의 실상을 체감하였다. 계림에서 재직하는 동안에는 민생을 위한 많은

≪

≫

9월 9일 燕山(北京)에 입성할 때까지 한 달이 되지 않는 기간에 쓴 것이다. 시의 내용

3)
4)
5)

①
④

②

③

은
금에 대한 항전의지의 표출
전통문화의 말살에 대한 탄식
국토회복에 대한
염원
유민의 고통에 대한 탄식 등으로 나눌 수 있다. 拙稿 <范成大 北征集 에 나
타난 愛國主義精神 考察> 중국어문학회 제 30집 2009.8월 참조.
南征小集 은 范石湖集 卷十三에 수록되어 있다. 범성대가 乾道 8년(1172) 12월
16일 垂虹을 출발해서 다음해 3월 10일에 桂林에 이르기까지 가는 길에 쓴 42수를 모
은 것으로 臨安府(杭州)에서 靜江府(桂林)까지의 산수풍경과 농촌실상을 담고 있다.
宋史 本紀 <孝宗二> : 新四川制置使范成大改管内制置使.( 宋史 卷三十四)
범성대는 계림에서 촉으로 가는 길에 본 것들을 상세하게 기록한 것으로 ≪桂海虞衡志≫
一卷이 있다. 이는 ≪志岩洞≫, ≪志金石≫, ≪志香≫, ≪志酒≫, ≪志器≫, ≪志禽≫,
≪志兽≫, ≪志 鱼≫, ≪志花≫, ≪志果≫, ≪志草木≫, ≪杂志≫, ≪志 ≫ 十三卷으
로 구성되어 있다.
≪西征集≫은 淳熙 2년 1월28일 桂林을 출발하면서 쓴 <初發桂林>부터 5월 26일 遂寧
府에 도착한 후에 쓴 <遂寧府始見平川, 喜成短歌>까지 총 135수이다. 시를 내용별로
분류하면 :
산수자연을 그린 시 31수
험준한 여정의 어려움을 토로한 시 39수
전원시 13수
감회를 읊은 시 15수
애국우민시 20수
이별시 10수
민풍을
그린 시 3수
기타 8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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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민정책을 시행하기도 했다.7) 이어서 계림에서 동정호로 가는 길에 남부지방
의 자연풍광과 그곳 민생의 실상을 체험하고, 동정호에서 성도로 가는 길에 험
준한 산악지대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산간농민들의 어
려운 실상을 토로하였다.
범성대는 5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남송국토의 동서남북을 종횡하며 자
연을 관찰하고, 민생을 살피면서 관리로서 민생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 가
를 통찰하고, 각 지역의 실정을 서로 대비하여 지역마다의 농촌실상을 정확하
게 통찰하고 목민관으로서 민중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했던 것이다.

≪西征集≫의 가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계림에서
성도까지의 자연환경과 농촌실상을 자세하게 묘사하여 그 실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줬다는 점이다. 이는 후대의 이 지역 연구에 중요한 역사사료가 되었다.8)
둘째는 그가

≪北征集≫과 ≪南征小集≫에 이어서 쓴 것으로 서로 다른 환경

에서 생활하는 농촌실상을 비교분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비록 자연환경이 척
박하고 소출이 적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지방관의 정책수행에 따라서는 비옥한
땅에서 생산을 많이 하는 지역민보다도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희망도
보여줬고, 반대로 아무리 자연환경이 좋아도 잘못된 행정과 탐관오리의 횡포에
따라서는 기본적인 삶도 영위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9)
범성대의

≪西征集≫에서는 기존의 시인들에게서 볼 수 없었던 몇 가지 특

징을 찾아 볼 수 있다. 첫째는 각 지역과 비교하여 그 장단점을 서술했다는 점
이고, 둘째는 동시대의 여러 지역의 농촌실상을 조감하듯이 한 눈에 보여줬다
는 점이며, 마지막으로 셋째는 지방관으로서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행정을 유
연하게 펼칠 때, 민생의 안정을 꽤할 수 있음을 몸소 보여줬다는 점이다.

≪西征集≫을 쓴 때 범성대의 나이 50세로 세상의 이치를 어느 정도 깨우치
≪
≫

≫

≪

≫
洁

7) 孔凡禮著, 范石湖年譜 271-274쪽 및 孔凡禮輯, 范成大佚著輯存 54쪽 참조.
8) 西征集 을 통한 지역학 연구로는 張邦 (四川師範大學歷史系)、陳盈 (河南科技大
學經濟與管理學院)< 吳船錄 所见四川旅游資源>(2005년 7월 河北大學 “中韓‘宋遼夏
金元史’學術硏討會”발표논문)이 있다. 이는 范成大의 吳船錄 과 西征集 、 東征
集 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쓴 것이다.
9)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표적인 시로 <勞 耕>을 들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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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던 시기였다. 그의 애국우민사상은 앞의

≪北征集≫과

≪南征小集≫에서도 충분히 보여줬고, 분단된 조국의 변경지방의 어려움에서

부터 곡창지역의 세금횡포에 시달리는 민생의 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부
산간벽지의 척박한 황무지를 개간하는 산촌주민들의 고생을 두루 보여주었다.
그의 이러한 시작경향은 동시대의 시인들에게서 찾아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전의 시인에게서도 찾아보기 힘든 내용이다.

Ⅱ. 桂林에서 洞庭湖
≪西征集≫은 계림에서부터 성도까지의 지역별 생활상과 산수자연을 그린

것인데, 지역별로 각기 나름대로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먼저 계림에서 동정호
까지는 남송의 중남부 지방으로 토지가 비옥하고 산수가 수려하여 제반 수리시
설만 구비되면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천혜의 지역이다. 시인은 이곳에

金軍의 침입으로 고통 받는 邊戶의
고통을 통감하여 군대를 정비하고 훈련시켜 南蠻의 침공을 막아 민생의 안정
을 도모하였고,10) 昭州、賀州에 가뭄이 들었을 때에는 4등이하 가구의 田租를
반감하여 구휼정책을 펴는 등 민생안정에 크게 기여하였다.11)
순희 2년 정월 28일 계림을 출발하여 3월 15일 華容湖에 이르기 전까지 39
서 지방관을 하면서 북방의 변경지방에서

수에서는 지인들과의 이별의 아쉬움과 외로운 타향살이의 서글픈 감회를 읊은
시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산수전원의 아름다움을 그린 시가 많다.12) 보통
범성대의 시에서 산수전원시의 비중이 많고, 특히 산수전원을 묘사하면서 농민
들의 고통 받고 어려운 삶을 동정한 시가 많은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인
다.

≪宋史․蠻夷≫二<南丹州傳> : 『淳熙元年, 南丹爲永樂州所攻, 使來告急, 廣西帥臣
(范成大)遷將領陳泰權、天河縣主簿徐彌高諭和之.』卷四百九十四 및 ≪宋史․蠻夷≫
三<撫水州傳>卷四百九十五 참조.
11) ≪范成大佚著輯存≫<奏劄節文>三十 54쪽 참조.
10)

12) 계림에서 동정호까지의 39수 중에서 이별의 아쉬움을 나타낸 시는 10수이고; 시인의
감회를 드러낸 시가 10수; 산수전원을 그린 시가 16수이고; 애국우민정신을 표출한 시
는 3수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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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桂林에서 永州(零陵)
≪西征集≫의 초반부에서는 계림을 떠나면서 지인들과의 이별을 아쉬워하는

내용이 가장 많고, 여정을 시작한 후로 계림에서 멀어지면서 연도의 자연풍광
을 그리면서 자신의 감회를 드러낸 시가 많다. 특히 3년이 넘는 타향살이에 대
한 외로움과 망향의 그리움을 피력한 시를 많이 썼다.13) 여기서는 타향살이의
외로움을 토로한

<施進之追

喚渡牂牁瘴水濱,
嚴關關外又逢春.
神仙富貴俱何在,
且作全家出嶺人.

路出嚴關, 且寫予眞, 戱題其上>을 보겠다.
장가강을 건너서 장수가에 이르니,
엄관의 관문밖에 봄은 또 왔다네.
신선과 귀인은 모두 어디에 있는지,
잠시 온 가족이 타향의 객이 되었구나.

이 시는 범성대가 지인들과 작별하고 지인

施進之가

嚴關까지 와서 전송하

자 고향으로 가지 못하고 오히려 더 멀리 성도로 가는 회한을 읊은 것이다.

施

進之는 친구지간 의리가 돈독하고 다정다감한 사람인데 가계가 빈곤하여 농사
지어도 자급하기 어려운 곤궁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14) 이는 범성대가 출사하
기 전에 고향에서의 곤궁함과 흡사하여 그때의 자신을 생각하며 지금 자신이
타관 객이 된 서러움을 읊은 것이다. 그렇지만 이 시에서 느껴지는 감회는 탄
식이라고 하기 보다는 측은지심이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느껴진다. 그래서 마
지막 구에서 且作이라 표현한 것이다.
범성대는 乾道 6년 10월에 四川制置使로 제수되었는데, 이를 고사하다가 효
종이 12월 19일에 다시 管內制置使로 임명되었다.15) 이는 승진된 것으로 범성
대가 평소 품고 있던 난민구휼정책을 펼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여, 타향의
외로움과 동시에 장래에 대한 희망도 엿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이 구

13) 桂林에서 永州까지의 여정에서는 총 20수를 썼다. 이중 9수가 지인들과의 이별을 아쉬
워한 것이고; 시인의 감회를 드러낸 것이 6수; 산수자연을 그린 것이 4수이다. 나머지
1수는 관리로서 충성을 다짐한 시이다.
14)
淳熙稿 卷一< 施進之>詩 : 
,
義. ;  耕
,
.
15) 宋史 孝宗紀 卷三十四<孝宗二> 참조.

趙蕃 ≪
常遠致
≪ ․

≫ 寄
≫

旣均手足親 又篤朋友

躬 不自給 負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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휼정책을 폈던 호남을 지나는 길에서는 희망찬 심정으로 산수자연의 아름다움
을 그리면서 자신의 포부를 밝힌 시가 많았다. 이러한 심정을 드러낸 것으로

鏵嘴>를 보겠다.

<

導江自海陽,16)
至縣迺瀰迤.
狂瀾旣奔傾,
中流遇鏵嘴.
分爲兩道開,
南灕北湘水.
至今舟楫利,
楚粤徑萬里.17)
人謀敓天造,
史祿所經始.18)
無謂秦無人,
虎鼠用否耳.19)
紫藤纏老蒼,
白石溜淸泚.
是聞可作社,20)
牲酒百世祀.
修廢者誰歟?
配以臨川李.

陽
興

海 山에서 강물이 흘러들어
安縣에 이르러 이내 물줄기가 세차게 굽었다.
미친 듯이 세찬 물줄기는 비스듬히 내달리다,
중류에서 화취를 만나누나.
물길은 둘로 나뉘어 흐르니,
남쪽은 水이고, 북쪽은 水라.
이에 이르러 배의 노는 날카롭고,
초와 월로 가는 길은 만 리 길이라.
사람들의 도모가 하늘의 조화를 빼앗고,
사록의
가 이곳에서 시작된 것이라.

灕

靈渠

진나라에 사람이 없다고 말하지 마소
호랑이는 쓰임 받지 못하고 쥐가 쓰이지 않았던가
자색 등나무로 엮은 새끼는 세월의 연륜이 묻어나고
흰 돌 사이로 흐르는 물은 맑아.
이에 제단을 만들만 하다고 듣고
희생(가축)과 술을 올려 백세의 제를 올리는구나.
부서진 이곳을 수리한 이가 누구인가
臨川 사람
의 짝이구나.

陽 興

?

李德遠

이 시는 역사적 의의를 지닌
느끼면서 쓴 것이다. 시의

湘

鏵嘴에 이르러서 자신의 업적을 보고 자긍심을

自序21)에서도 이를 분명히 밝혔고, 계림에서의 자신
陽

湘 ․灕

陽

16) 海 은 安縣 남쪽에 위치한 海 山을 지칭한 것으로 水 水 두 강 모두 海 山
에서 시작된다.
17) 는 湖南지역이고, 은 廣西지역이다
18)
는 진시황제가 史 에게 곡식을 운반할 운하를 준설토록 명하여 기원전 214년에
준공된 것이다. 운하의 시작이
이고, 大 小天平을 지나 南 와 北 로 나뉘어 각
기 水와 水로 흘러든다.
19) 이 2구는
傳 : 子
,
.와 南宋 陳 의 <題
>
:
,
,
, 所 爲天 .의 전고를 활용한 것이다.
20)
本에는 “ ”이 “ ”으로 되어있다.
21) < >
:  安縣五 所, 史錄所作 . 海 水, 石爲 ,
, 水
南北, 爲 二江,
,
之.

楚
粤
靈渠
祿
鏵嘴
․
渠 渠
灕 湘
≪左 ≫ 無謂秦無人 吾謀適不用也
亮 辛稼軒畵像
眞鼠枉用 眞虎可以不用 而用也者 以 寵也
黃刻
聞 間
鏵嘴 自序 在興 里 秦
也 迎 陽 壘 壇 前銳如鏵 衝
分 下 湘灕 功用奇偉 余交代李德遠嘗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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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업적이 성도에서도 이어질 것이란 기대와 자신감이 묻어난 것이다. 시의 앞

8구에서는

鏵嘴의 산수자연을 묘사하였고, 이어서는 진나라 때에 준설한 靈渠

를 통해서 시인의 위민사상을 피력하고 있다. 이러한 정신은 지인들과의 이별

仲思 席珍 李 翁 周直夫、鄭夢授
追路過大通, 相送至羅江分袂, 留 別
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그의

相送不忍別,
更行一程路.
情知不可留,
猶勝輕別去.
二陳拱連璧,
僊李瑚璉具,22)
周子雋拔俗,
鄭子秀風度.
嗟我與五君,
曩如栖鳥聚.
偶投一林宿,
飄搖共風雨.
明發各飛散,
後會渺何處?
栖鳥固無情,
我輩豈漫與?
班荊一炊頃,
聽此昆弟語.
把酒不能觴,
有淚若兒女.
脩程各著鞭,
慷慨中夜舞.23)
功名在公等,
臞儒老農圃.24)

<陳 、陳 、 靜 、
詩爲 >을 보겠다.

차마 이별하지 못하고,
다시금 길을 동행하네.
머물게 할 수 없음을 알지만,
가벼이 떠나보내는 것 보다는 낫다.
두 진씨는 연벽을 받쳐 든 듯 아름답고,
이씨는 재능을 갖추었다.
주씨는 영특함이 출중하며,
정씨는 풍채가 빼어나다.
아 나와 다섯 사람이
전에 새가 둥지에 깃들 듯이 모여서,
우연히 한 숲에 투숙하여,
함께 비바람에 흔들렸다.
날이 밝아 각기 흩어지니,
훗날 어느 아득한 곳에서 만날까
깃든 새는 무정할 뿐이나,
우리들은 어찌 정이 넘치는가
우리의 교분은 한 식경이나,
형제 같은 정담을 들어보소.
술을 잡고 권하지 못하고,
눈물은 아녀자 같이 흐르네.
긴 여정에 각자 채찍을 잡고,
탄식하며 한 밤에 춤을 추네.
나라를 지키는 임무는 공들에게 있으니,
이 야윈 서생은 노농만 못하다네.

!

?

?

瑚璉은 종묘에서 곡식을 담아 바치던 제기다. 통상 훌륭한 인재를 지칭한다. ≪論語․
公冶長≫: 子謂子賤, : 君子哉若人! 魯無君子. 斯焉取斯. 子贡問曰： “賜也何
如? 子曰： 女器也。 曰： 何器也？ 曰： 瑚璉也.
23) 이 2구는 西晉 祖逖과 劉琨의 “聞雞起舞”고사를 활용한 것이다. ≪晉書․祖逖傳≫참조
24) 이는 ≪論語․子路≫의 吾不如老農 ; 吾不如老圃의 구절을 활용한 것이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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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는 지인

陳

仲思、陳席珍、李靜翁、周直夫、鄭夢授

등이

通

大 까지

마중 나와 석별의 정을 나누며 지인 개개인에 대한 특성과 돈독한 우정을 밝히
고 있다. 물론 마지막에는 이별을 탄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국충
정을 다짐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다.
계림에서 멀어지면서는 이별의 석정도 멀리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부임길을 재촉한다. 연도에 아름다운 산수자연은 그가 지켜야하는 소중한 고국
산천으로 이를 마음 것 즐기면서 여정을 재촉한다. 그는 급한 마음에 길을 재
촉하나 여로가 순탄치 않아 아쉬움을 토로하곤 한다. 그의

林茂鳥烏急,
坡長驢馱鳴.
坐輿猶足痺,
負笈想肩頳..
廢廟藤遮合,
危橋竹織成.
路傍行役苦,
隨處有柴荊.
이 시는

珠塘>을 보겠다.

<

숲이 우거져 새들이 부산하고,
언덕이 길어 당나귀가 신음하는구나.
수레에 앉아 있으니 다리가 저리고,
등짐을 지니 어깨가 붉어질까 염려되네.
폐 사당은 등나무로 얽었고,
위태로운 다리는 대나무로 엮었네.
길 가는 일은 고달프고,
도처에 가시덤불이 있구나.

淸湘에 이르기 직전 珠塘에 이르러서 여로의 어려움을 토로한 것이

다. 사실 아직까지 길이 험준하여 어렵다기 보다는 급한 마음이 앞선 것으로
여정을 즐기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
계림에서 출발하여 영주까지의

20수에서는 지인들과의 이별의 아쉬움을 토

로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고, 객지에서 더 멀리 떠나가는 서글픔과 외로움을 드
러낸 시가 주된 내용이었다. 이 지역의 산수풍광은 계속 봐왔기 때문에 이의
아름다움을 묘사한 경우는 드물고, 산수풍광을 통해서 자신의 감회를 드러내거
나, 아니면 자신의 애국우민정신을 고취시키고 있다.

2. 零陵에서 華容
零陵에서 華容 구간에서는 총 19수를 썼다.25) 이 구간은 시인이 부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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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 잠깐 지났던 곳이나, 그 때는 자연풍광을 감상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지나면서 산수풍경을 묘사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다음으로는 객지
를 떠도는 자신의 서글픈 감회를 토로한 시이다. 먼저 산수풍경을 묘사한 시로

<初

泛瀟湘>을 보겠다.

六槳齊飛急下灘,
碧琉璃上雪花翻.
越來溪色淸如此,
只欠磯頭一釣竿.

6개의 상앗대가 급류를 지탱하려 가지런히 움직이고,
짙푸른 암벽에는 눈꽃이 휘날리네.
시내사이로 넘어오는 경치의 청명함이 이 같은데,
강가의 바위 위에서 한가로이 낚싯대 드리울 뿐이라.

이 시는 시인이 계림에서 발원한

瀟水가 동정호로 이어지는 湘水로 흘러드

는 강어귀에서 이별의 아쉬움을 강태공에게 담아 한 폭의 산수화를 그린 듯이
묘사한 것이다. 강어귀의 급류와 강태공의 한가로움을 대비시켜 한적한 산수와
여정을 재촉하는 자신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또 강태공의 한가로움을
으로 나타내어 시인의 아쉬운 마음도 함께 나타내었다.

欠

湘水가 동정호로 흘러드는 강어귀에 이르러서는 동으로 향하면 고향길인데,
이를 등지고 임지인 西蜀으로 향하는 무거운 마음을 <湘陰橋口市別游子明>
에서 잘 드러내고 있다.

馬首欲東舟欲西,
洞庭橋口暮寒時.
三年再別子輕去,
萬里獨行吾蚤衰.
遙憶美人湘水夢,
側身西望劍門詩.
老來不灑離亭淚,
今日天涯老淚垂.
이 시는

말 머리는 동쪽을 향하고 배는 서쪽을 향하려 하니,
동정교 어귀의 쌀쌀한 저녁때이다.
3년만에 다시 이별인데 그대는 가벼이 가고,
만 리길 홀로 가니 나는 일찍 노쇠했다.
그대에 대한 아련한 추억이 상강에서의 꿈같고,
몸을 틀어 서쪽을 바라보니 검문시구나,
늙어 흩어지기 싫어 정자와 이별에도 눈물짓고,
오늘 하늘 끝에서 늙은이 눈물을 흘리누나.

湘陰에서 유자명과 다시금 작별하며 인생무상을 읊은 것이다. 이제

시인은 고향과 임지로 향하는 갈림길에서 3년 전 계림으로 부임하는 길에 만났

25) 이 구간에서 쓴 19수에는 산수풍경을 그린 시가 12수이고; 시인의 서글픈 감회를 드러
낸 시가 4수; 이별의 아쉬움을 나타낸 시가 1수; 애국우민정신을 표출한 시가 2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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游子明26)과 재차 작별하면서 나이 50줄에 다시 타관 객이 되는 것을 슬퍼
하고 있다. 시인이 고향을 그리는 마음을 
東 西로 나타내어 배를
타고 西蜀으로 향하는 자신과 말을 타고 동으로 향하는 游子明을 대비시켜서
자신의 지인과 고향에 대한 진한 그리움을 피력한 것이다. 여기서부터 시인의
외롭고 험난한 여정이 시작된다.
던

馬首欲 舟欲

동정호에 이르러서 기상상태가 좋지 못하여 여정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나그
네가 된 자신의 서글픈 처지를 탄식한
보겠다.

沙堆前風未平,
赤沙湖邊波不驚.
客行但逐安穩去,
三十六灣漲痕生.
滄洲寒食春亦到,
荻芽深碧蔞芽青.
汨羅水飽動荆渚,
嶽麓雨來昏洞庭.
大荒無依飛鳥絶,
天地惟有孤舟行.
慷慨悲歌续楚些,27)
彷佛幽瑟迎湘靈.28)
黄昏慘淡檥極浦,
雖有漁舍無人聲.
冬湖落霝此蹔住,
春潦怒長隨傭耕.
吾生一葉寄萬木,
況復摇落浮滄溟.
金

連 風

< 日 作, 洞庭

不可渡, 出赤沙湖>를

沙堆

金

앞에 바람은 잦아들지 않았으나,
적사호 호숫가의 파도는 일지 않네.
길손은 오로지 안전하게 길을 가려하고,
36굽이 굽은 길을 지나니 물살이 이는구나.
창주에 한식이 되니 봄은 다시 오고,
물 억새 짙푸르고 물쑥은 파릇파릇해라.
멱라수에 물이 차니 형저로 흘러들고,
악록산에 비 내리니 해질 무렵에 동정호로 흘러든다.
넓은 황무지에 기댈 곳 없어 새들이 날지 않고,
대지에는 외로운 배만이 두둥실 떠가네.
비분강개한 내 이 노래는
를 이은 것으로,
마치 그윽한 거문고 소리로
을
맞는 것 같구나.
황혼녘에 쓸쓸히 포구에 배를 대니,
비록 어촌은 있으나 인적은 없어라.
겨울철 호수물이 얕을 때에는 잠시 머물다가,
봄에 물이 넘칠 때면 농사에 품팔이 간다.
내 삶은 무성한 숲의 나뭇잎 하나같은 존재인데,
항차 지금은 만경창파에 떨어졌음이라.

≪楚辭≫
舜妃 湘夫人

留
得得跫音 匆匆笑口開 牢愁 易破 歸夢挽難回
我已疏茶碗 君今減 杯 不知乘興棹 更得幾回
慷慨悲 ≪ 記·項羽 ≫ 于是項王乃悲 慷慨
楚
些 ≪楚辭≫
≪楚辭≫ 招魂 篇
些
≪楚辭≫ 遠 篇 湘靈鼓瑟兮

26) 지난 이별 때에는 < 游子明> : 
喜,
.
攻 ,
.
,
酒 .
,
來.를 지어 작별의 아쉬움을 드러낸
바 있다.
27)
歌는 史
本紀 : 
歌 .의 전고를 활용한 것이다.
는
를 뜻한다.
< > 은 매구 끝자를 “ ”자로 끝냈는데, 이에는
금지의 의미를 담고 있다.
28) 이는
< 游> 의 使
 전고를 활용한 것이다.

范成大

漁蠻尙自有常處,29)
羈官方汝尤飄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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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슬아치인 이내신세는 오히려 떠돌이가 되었구나

이 시는 고향과 멀어지는 갈림길에서 바람이 쌔서 동정호를 건너지 못하고

赤沙湖로 우회하는 길에 쓴 것이다. 뱃길에 농사일 품앗이 나간 적막한 어촌을
보고 자신의 외로운 신세를 토로하였다. 범성대가 2년 전 항주에서 계림으로

가는 길에 동정호를 지나긴 했으나, 지금은 동정호를 가로질러 성도로 향하는
험준한 길로 접어드는 길목이고, 아직 쌀쌀한 날씨에 고통 받는 어촌의 황량한
전경을 통해서 자신의 외로운 타향살이와 여정의 고통을 드러내고 있다. 배를
타고 동정호를 가로지르면 빠른데 비바람이 거세고 파도가 쌔서 도강이 불가하
여 파도가 잔잔한

赤沙湖가로 돌아가면서 어렵게 살아가는 어민의 고통을 자

신의 처지에 빗대어 시의를 배가시켰다. 이제부터는 전에 지나지 않았던 산수
자연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험준한 여정에 대한 탄식을 읊은 내용이 주류를
이룬다.

Ⅲ. 華容에서 巫山
동정호를 건너서

華容에 이르러서

秭歸까지의 여정은 험준한 길에 어려움도

많고, 또 한편으로는 수려한 산수자연의 아름다운 풍경이 잠시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 있게 하여 시의 내용도 이와 관계된 것이 많다.30)

澧陽

華容에서
까지
는 뱃길에서 접한 아름다운 산수자연을 그렸고,
에서 安까지 육로로 이
동하면서는 어려운 민생을 동정한 내용이 많았으며; 공안에서 州까지 뱃길을
주로 이용할 때는 다시 산수자연을 주로 그렸다. 州에서
까지는 다시
험준한 육로를 이용하여 여정의 어려움을 토로한 시가 많다.

澧陽

峽

漁

漁
秭歸

公

峽
秭歸

29) 蠻은 “ 蠻子”를 뜻하는 것으로 배를 집으로 삼고 사는 어민들을 가리킨다.
30) 華容에서
까지 이르는 길에 쓴 47수 중에서 산수자연의 아름다움을 읊은 시는 10
수이고; 험준한 여정의 어려움을 토로한 시가 15수; 애국우민정신을 표출한 시가 14수
(어려운 민생을 동정한 시 9수와 관리로서 자신의 포부를 밝힌 시 5수); 시인의 감회
를 드러낸 시가 5수; 기타 3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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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성대는 민생의 어려움을 동정한 내용의 시를 주로 썼는데,

華容에서

秭歸

까지의 이동경로가 뱃길과 육로의 반복이라 뱃길에서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주
로 묘사하였고, 육로로 이동할 때는
었던 것이다.

行路難”과 민생을 동정한 내용이 주가 되

“

1. 華容에서 峽州
동정호를 건너

華容에 도착하면서 본격적으로 西征이 시작된다. 3월 중순에

화용에 도착하여 협주까지 가는 길에서는 화창한 봄날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이
라 싱그러운 봄 풍경을 그리기도 하고, 시절이 보릿고개라 어려운 삶을 동정한
내용도 많다.31) 먼저

日華容湖

華容에 도착한 날 밤에 시인의 감회를 읊은 <三月十五
月 >을 보겠다.

尾看 出

雲鎖澧陽風,
月生岳陽水.
誰推赤金盤,
涌出白銀地?
徘徊忽騰上,
蹀蹀恐顚墜.
稍高輪漸安,
飛彩到篷背.
晶晶浪皆舞,
靨靨星欲避.
兜羅世界網,
普現無邊際.
官居束庭戶,
有眼如幻翳.
向非行大荒,
寧有此巨麗?
乘除較得失,
峽

구름은 풍양강 바람에 갇히고,
달은
水 위로 떠오르네.
누가 붉은 금쟁반(달)을 밀어 올려,
하얀 은빛천지를 용솟음치게 했나.
배회하다가 문득 하늘높이 올라
종종 거름으로 정상에서 떨어질까 두려울 뿐이네.
높이 오른 달은 안정이 되어
그 빛이 작은 배에 비추네.
밝은 달빛은 파도와 춤을 추고,
물결에 부서진 달빛 때문에 별들도 피하누나.
달빛이 온 세상을 덮으니,
끝도 한도 없어라,
관리생활은 관헌에 속박되어
눈에는 병이 나서 환형이 보인다.
잘못하여 큰 황무지를 가지만,
어디에 이 같이 크고 아름다운 것이 있을까
더하고 빼서 득실을 견줘보나,

岳陽

?

31) 華容에서 州까지 이르는 길에 쓴 시는 16수이다. 이중 산수자연풍경을 그린 시가 5
수; 어려운 민생을 동정한 시가 5수; 시인의 감회를 밝힌 시가 4수; 여정의 어려움을
토로한 시가 2수이다.

范成大

漂泊非左計.
妻孥競驩譁,
渠亦知許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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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고 머무는 것은 그릇된 계산 때문은 아니다.
처자식들이 다투어 떠들고 기뻐하니,
그대 또한 알고 인정하는 것 아닌가

!

西征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50이 된 나이에 멀리 타향으
로 가는 외로움과 관리로서의 의무사이에서 교차하는 번민을 읊은 것이다. 이
제 成都(蜀)로 가면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고 나이는 들어서 몸은 쇠약해지니
앞일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등 만감이 교차한다. 그렇지만 결론은 자신의 애국
이 시는 본격적으로

우민정신에 귀착되어 이번 서정길이 사심 없는 결정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맺는
다. 이어서 뱃길로 가면서 평온한 산수자연을 그린

葦岸齊齊似碧城,
江船罨岸逆風行.
綠蘋白芷俱憔悴,
惟有蔞蒿滿意生.

澧浦>를 보겠다.

<

갈대 언덕은 가지런하여 푸른 성벽 같고,
강의 배는 언덕을 덮고 바람을 거슬러 가네.
초록빛 개구리밥과 흰 구리때는 모두 시들어,
오직 물쑥만이 제멋대로 자랐구나.

이 시는 뱃길로 가면서 강가에 어지러이 자란 수초를 보고 쓴 것이다. 짧은
칠언절구에 자연의 모습을 그리며, 자신의 깊은 속내도 함축하고 있다. 개구리
밥을 통해서 부평초같이 객지를 정처 없이 떠도는 자신의 인생을 상징하였고,
구리때로 자신의 정절을 함축하고 있다.32) 시든 구리때는 역설적으로 자신의
우국충정이 시들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 볼 수 있다.

逆風行과 상응한 것

이는 자신의 인생이 역경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의미로 

이다. 결구에서는 물쑥을 들어 자신의 강한 생명력과 의지를 담아냈다. 범성대

의 전원시와 산수시는 표면적으로는 전원풍광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리고 있
지만, 그 이면에는 민생을 염려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우민정신이 깔려있는

澧陽에서 公安까지 육로로 이동하면서 황폐한 전
원을 보면서 더욱 잘 드러나고 있다.33) 이 때 쓴 <潺陵>을 보겠다.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정신은

32)
33)

白芷는 蘭과 더불어 군자의 지조를 비유하곤 한다.
澧陽에서 公安까지 가는 길에서는 <澧陽江>․<澧浦>․<澧江漁舍>․<孫黃渡>․<潺陵>․
<將至公安>․<公安渡江> 등 7수를 지었는데, <澧陽江>․<澧浦>․<澧江漁舍>에서는
표면적으로는 평온한 산수자연을 그렸지만, 이면에는 시인의 애국우민정신을 담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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舟橫攸河水,
馬滑潺陵道.
百里無鉏犁,
閒田生春草。
春草亦已瘦,
栖栖晩花少。
落日見行人,
愁烟沒孤鳥。
老翁雪髯鬢,
生長識群盜.
歸來四十年,
墟里迹如掃;
莫訝土毛稀,
須知人力槁;
生聚何當復?
玆事恐終老!
人言古戰場,
瘡痍猝難療;
誰使至此極?
天乎吾請禱.

배는 유수를 횡단하고,
말은 잔능길 지나는데;
100리 사방에 농사짓는 이 없고,
적적한 밭에는 봄풀만이 부성해라.
봄풀들도 이미 시들었고,
깃들었던 늦은 꽃도 듬성하네.
석양에 행인을 보니,
수심에 찬 연기만이 외로운 새를 가리누나.
노인장의 수염은 서리가 됐고,
살아오며 도적무리만을 알 뿐이라.
돌아온 40년
마을의 인적을 쓸어버린 듯;
땅의 소출이 없다고 의심하지 말고,
인력이 고갈됐음을 알지어라;
생계를 언제 다시 회복하나
이 상태가 평생 이어질까 두려워라
사람들은 옛 전쟁터를 말하며,
상흔이 쉽게 치료되기 어렵다 하니;
누가 이 지경까지 이르게 하였는가
하늘이시어 내 기도를 들어주소.

?

!

?

이 시는 금과의 전쟁으로 황폐한 전원을 보고 민생을 염려하며 쓴 것이다.
오랜 전쟁으로 인하여 제반 농경시설은 붕괴되고, 농사짓는 이 없는 황량한 전
원풍경에서 목민관으로서 자신의 의지를 보이는 한편 농민들에게는 진인사대천
명의 심정으로 힘써 농사짓고 잘되기를 하늘에 기원하는 것으로 맺고 있다.

公安에서 峽州34)로 가는 길은 양자강을 연해서 荊州까지는 육로로 이동하
고 荊州에서는 뱃길을 이용하였다.35) 荊州를 출발하여 夷陵으로 가는 배에서
쓴 <發荊州>를 보겠다.
孫黃 ․ 潺 ․ 至公 ․ 公
宜昌
荊渚堤上 ․ 渚宮野步 芳 ․ 荊 ․ 虎牙灘 ․ 峽 至 亭
荊渚堤上
渚宮野步 芳
荊
虎牙灘 峽 至 亭

며; <
渡> < 陵> <將 安> < 安渡江>에서는 민생의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34) 州는 지금의
이다.
35) 이 구간에서는 <
> <
題 草> <發 州> <
> < 州 喜 >
등 5수를 지었는데, 육로로 이동하는 길에 쓴 <
>은 어려운 민생을 동정한 시
고; <
題 草>는 봄날 녹음이 우거진 자연을 보고 그리움을 드러낸 시다. 수로
로 이동하면서 쓴 <發 州>는 늙어가는 몸으로 蜀으로 가는 험난한 여정을 염려한 시
이고, <
>과 < 州 喜 >은 산수전원풍경을 그린 것이다.

峽

范成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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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篷籠竹笮船, 선창에 올라 대 밧줄로 배를 끄니,
知身是劍南官.36) 비로소 몸이 검남의 관리임을 알겠네.
沙頭沽酒市樓煖, 사시에서 술을 사면 저자의 주점은 따뜻한데,
徑步買薪江墅寒. 지름길로 달려가서 땔감을 샀으나 강가의 농막은 추울 뿐.
自古秦吳稱絶國, 예로부터 진나라와 오나라는 서로 끊긴 나라로 일컫는데,
于今歸峽有名灘.37) 지금 귀주와 섬주에는 유명한 여울이 있네.
千山万水垂垂老， 심산유곡에서 늙은 몸으로,
只欠天西蜀道難. 그저 하늘 서쪽의 촉으로 가는 길 험난함을 탄식하네.
初
始

이 시는 자신의 직무에 대한 사명감을 고취시키는 한편 선인들이 노래했던

難
荊

“蜀道 ”을 상기하며 앞으로의 여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염려하며 쓴 것이
다. 州에서 夷陵으로 떠나는 배를 탄 후에 시인은 비로소 자신이 蜀의 관리
임을 깨달고 늙은 몸으로 험난한 길을 가야되는 심란한 마음을 피력하고 있다.

2. 峽州에서 秭歸
형주에서 배에 오르는 순간부터 시인은 촉으로 접어든 것으로 이후의 시에
서는 여정의 어려움을 탄식한 내용이 많아진다. 이후 산수가 수려한 협주에 이
르러서는 산수전원풍경을 묘사한 시가 많아졌고, 협주에는 다시금 육로로

秭歸

에 들어서기 전까지 험준한 산세에 대한 감탄과 험난한 여정에 대한 탄식이 교
차하면서 산수전원시를 많이 썼다.38) 여기서는

非岡非嶺復非坡,
黃鵠不度吾經過.
妻孥下行啼且笑,
聯手相携如踏歌.
風吹汗乾人力盡,
劍 劍閣以
名灘 虎牙灘

讚 里

< 天三 >를 보겠다.

산등성이도 봉우리도 아니며, 또 산기슭도 아닌데,
고니도 넘지 못하는 험한 산을 내가 넘어야 하네.
처자식은 길 떠날 때 울고 또 웃으며,
손에 손을 잡고 답가를 부르는 듯 했네.
바람이 불어 땀이 식으니 힘이 다하고,

劍

36) 南은
南 지역으로 대부분 蜀 땅이다. 그래서 四川일대를 南이라 칭한다.
37)
은
을 지칭한다.
38) 이 구간에서 쓴 시는 총 22수이다. 수려한 산수를 읊으면서 여정의 어려움을 토로한 시
가 14수이고; 산수풍경을 묘사한 시가 6수인데, 이중 2수는 꽃과 약초를 주제로 한 것
이다. 그리고 전원시가 1수; 관리로서의 의지를 다짐한 시가 1수이다. 결국 22수중에
서 20수가 수려하고 험준한 자연을 묘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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屐齒與石方相磨.
讚天三里似千里,
四十八盤將奈何!

나막신과 어금니는 돌같이 갈렸다.
天三 도 마치 천리 길 같은데
四十八 길은 장차 어찌한단 말인가

讚 里
盤

!

이 시는 지금까지 시인이 보지 못했던 준험한 산세와 이를 넘어야 되는 막
막한 심정을 담고 있다. 협주에서 자귀까지의 육로는 이토록 험준하고 고난의
연속이라 장엄한 산수에 탄식하다가도 앞으로 가야될 여정을 걱정하는 심정을
토로한 시가 주종을 이룰 수밖에 없었다.

3. 秭歸에서 巫山
秭歸縣에 도착해서는 어려운 여정을 끝내고 屈原․宋玉 등 애국지사의 고
택을 보고 그들의 애국정신을 상기 시키며 애국우민정신을 드러낸 내용의 시를
여러 수 썼다. 자귀에서 파동에 이르는 구간에서는 총 9수의 시를 썼다.39) 먼
저

秭歸縣>을 보겠다.

<

貪程客,
長 弔古詩,
悲秋荒故宅,
負石慘空祠.
峻壁鴉翻倦,
高畲麥秀遲.
窮山熊繹國,40)
偪仄建邦時.
永日
年

여러 날 여정을 탐하고 길을 재촉한 나그네,
오랜 세월 옛 애국지사의 시에 경의를 표하네.
가을 같이 황폐한 애국지사의 고택을 슬퍼하며,
비석을 지고 텅 빈 사당을 애처로워하네.
높은 벽 위에는 날아든 갈 까마귀가 머물고,
산비탈 높은 밭에는 보리 싹이 더디구나.
산 끝은
國인데,
건국할 때와 마찬가지로 우뚝 솟았네.

熊繹

秭歸縣의 경계로 들어서면서 신록이 우거진 봄날의 풍경을 그린 <入秭歸界> 과 <早發
周平驛,過清烈祠下>가 있고, 이어진 <白狗峽>에서는 험준한 산세를 통해서 인생여정의
회한을 읊었다. 秭歸縣에 도착해서 쓴 시로 <秭歸縣>․<歸州竹枝歌二首>․<昭君臺>․
<人鮓甕> 등 5수는 모두 애국우민정신을 나타낸 시이다. <秭歸縣>․<歸州竹枝歌二首>
는 본문에서 설명하였고, <昭君臺>는 풍토병으로 고생하는 여인들을 동정한 시이며,
<人鮓甕>은 험난한 여정에 삶의 어려움 토로한 시이다. 마지막으로 <巴東峽口>는 험난
한 산세와 그곳에서 고생하는 화전민을 통해서 시인의 인생무상을 토로한 시이다.
40) 熊繹은 西周 楚國의 建立者로 熊盈族(祝融氏)의 後裔다. 周成王 때에 封侯가 되어 丹
陽(지금의 湖北 秭歸 동남)에 도읍하였다.
39)

范成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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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는 옛 애국시인의 고택을 지나면서 우국충정을 되새기며 쓴 것이다. 시

自序41)에서 이미 주변 상황을 설명하였고, 이런 산간벽지에 나라를 세우고
척박한 땅을 일군 熊繹의 업적을 통해서 시인의 의지를 다진 것이라 할 수 있
다. 이어서 쓴 <歸州竹枝歌二首>에서도 시인의 애국정신을 간접적으로 표출
의

하고 있다.

鄰男兒得湘纍,42)
舍女兒生漢妃.
城郭如村莫相笑,
人家伐閱似渠稀.
東岸艬船抛石門,
西山炊煙連白雲.
竹籬茅舍作晩市,
靑蓋黃旗稱使君.
東
西

湘

동쪽 마을의 남자아이는 水에 갇히고,
서편 마을의 여자아이는 한의 왕비가 되었네.
성곽이 시골 마을 같다고 비웃지 마세요,
그들의 문벌이 크고 귀합니다.
동편 언덕의 큰 배는 석문에 닻을 내리고,
서산의 산촌에서는 밥 짓는 연기가 구름에 이어졌네.
대나무 울타리에 띳집이 밤 시장을 이루고,
푸른 덮개에 누런 깃발은 관리라 칭한다.

歸州의 정경을 그린 것이다. 東鄰과 西舍의 대비는 屈
原의 실의와 漢妃의 득의를 대비시켰고, 東岸과 西山은 빈부를 대비시켜서 굴
이 시는 표면적으로

원의 나라를 염려하는 마음과 어렵게 생활하는 산촌에 선정을 펼쳐서 풍요롭게
하겠다는 의지의 표출이다.

華容에서부터 巴東까지는 수로와 육로를 번가라가면서 이동하였다. 華容에
서 州까지 가는 길에 강을 따라갈 때는 산수풍경을 묘사하거나 시인의 감회
를 드러낸 시를 많이 썼고, 육로로 산지를 이동 할 때는 어려운 민생을 동정한
것이 주였다. 협주에서 자귀까지는 험준한 산수로 여정의 어려움을 토로한 시
가 많았고, 한편으로는 산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에서 巴東까지 가는 길에서는 애국우민정신을 표출한 시가 많았다.

峽

秭歸

自序云 : 周封楚子熊繹於此. 縣宇, 宋玉宅; 東山淸烈祠, 屈原宅也.
鄰男兒는 애국지사 屈原이다.

41)
42) 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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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巫山에서 遂寧
巫山에서 遂寧으로 가는 길에서는 산수자연을 묘사한 시와 더불어 전원시를
많이 썼다. 그리고 시의 소제도 다양하여 관리로서의 의지를 다진 시도 있고,
여정의 어려움을 토로한 시도 있으며; 자신의 감회를 읊기도 하고, 현지의 민풍
을 노래하기도 하였다.43) 먼저 전원시가 많아진 것은 시기적으로 농번기에 접
어들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44) 또 산간벽지의 농촌을 지나면서 척박한 환경
에서 어렵게 농사짓는 농민들의 모습에서 민생을 염려하고 동정하였으며, 또
한편으로는 지방관으로서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지고 나라에 봉사하고자 하
는 충정을 보이기도 했다. 마지막으로는 고향에서 완전히 멀어지면서 고향에
대한 향수와 울적한 시인의 감회를 읊기도 했다.

1. 巫山에서 夔州
무산에서 기주까지의 길에서 지은 시는 총
어서면서 쓴

入 峽

21수다.45) 먼저 무산으로 막 들

<初 巫 >을 보겠다.

鑽火巴東岸,46)
摐金峽口船.47)

한식이 지나고 巴東 언덕을 지나,
골짜기 어귀에서 징을 치며 가는 배.

43) 巫山에서 成都로 가는 길에 쓴 49수중 산수자연을 묘사한 시가 17수; 전원시가 11수;
여정의 어려움을 탄식한 시가 4수; 시인의 감회를 밝힌 시가 7수; 애국우민시가 5수;
지역 민풍을 그린 시가 4수; 기타 1수이다.
44) 범성대는 淳熙 2년 1월 28일에 계림을 출발하여 3월 15일에 華容에 도착했고, 3월 2
9일에는 州에 도착했다. 4월에는 安에서 州를 거처 州를 지나 5월 초에 州
에 도착한다. 州에서부터 5월 26일 遂寧에 도착하기까지 농번기가 되어 전원시의 수
가 많아졌고, 어렵게 농사짓는 산간농민을 염려한 시를 다수 지었다. 6월 7일에 마침내
成都에 도착하였으니, 장장 4개월10일의 여정이었다.
45) 巫山에서 州까지의 길에서 쓴 21수는 산수자연을 묘사한 시가 5수; 전원시가 4수;
지역 민풍을 그린 시가 3수; 애국우민시가 3수; 시인의 감회를 밝힌 시가 3수; 여정의
어려움을 탄식한 시가 2수; 민생의 어려움을 토로한 시가 1수이다.
46)
는 나무에 마찰로 구멍을 내어 불을 지피는 것으로 한식날을 뜻한다. 송대에는 明
日에 기존의 불씨를 끄고 새로이 불을 지피는 풍속이 있어서 한식을
라 한 것이다.
47) 金에서 金은 징을 말한다. 무산의 협곡을 지나는 배는 일부구간에서 배가 물살을 이

贛

峽

公

荊

峽

蘷

夔

鑽火
摐

鑽火

淸

范成大

束江崖欲合,
漱石水多漩.
卓午三竿日,
中間一罅天.
偉哉神禹跡,
疏鑿此山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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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기슭은 강을 묶을 듯이 합치고,
암석에 부딪치며 흐르는 물은 소용돌이치네.
정오에 해가 중천에 솟았을 때,
협곡 틈새로 해가 보인다.
우임금의 업적이 위대하구나,
이 험준한 산천에 물길을 뚫었으니.

이 시는 무산으로 가는 협곡의 험준함을 그린 것이다. 협곡사이로 강이 흐르
는 구간을 지날 때면 해가 중천에 떠야만 볼 수 있고, 물살은 거세서 배가 전
진할 수 없을 때는 내려서 징을 치며 끌어 올려야 하는 어려운 상황임을 말하
고 있다. 그런데 그 옛날 우임금께서는 이런 험준한 산골에까지 물길을 뚫고

治水했으니 대단하지 않을 수 없다. 이어서 쓴 <巫山高>48)에서는 瑤姬가 禹
임금의 치수를 도운 공적을 노래했다. 이는 시인도 우임금과 같이 민생의 안정

을 도모하기 위해서 목민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이기도 하다. 그의

嘲峽石>과 <勞畬耕>에서도 잘 나타나고

<
있는데, 여기서는 <勞 耕>을 보겠다.
민생을 염려하는 마음은 이어서 쓴

畬

峽農生甚艱,
斫畬大山巓;
赤埴無土膏,
三刀財一田;
頗具穴居智,
占雨先燎原;
雨來亟下種,
不爾生不蕃;
麥穗黃剪剪,
豆苗綠芊芊;
餠餌了長夏,
更遲秋粟繁;
稅畝不什一,
48)

峽農의 생활은 몹시도 어려워서,
높은 산봉우리를 開墾하여 火田을 한다.
붉은 흙은 비옥하지 못하여,
火田을 세 번은 해야 농사 한 번 짓네.
穴居生活의 지혜를 잘 알아서
비올 것을 점쳐 먼저 평원에 불을 놓고;
비가 내릴 때면 서둘러 씨앗을 심고,
그렇지 않으면 생계가 번창하지 못하네.
보리 이삭은 누렇게 익어 삐죽 삐죽하고
파란 콩 싹은 무성하여라.
겉보리 떡으로 긴 여름을 보내니,
가을 곡식의 성숙이 더욱 더디어라;
세금은 1할도 채 못 되지만,

기지 못하고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지 못할 때면 사람들이 배를 끌어 올려야 하는데, 이
때 징을 쳐서 배 끄는 사람들의 힘을 돋우는 역할을 한다.
<巫山高>
: 
韓
題陳 陵巫山 , 考宋
, 高 之事 .
之 ,
府一 . 世傳 爲西
,
水, 中石
.

自序 余舊嘗用 無咎韻 季 圖 玉賦意 辨 唐 甚詳
今過陽臺 下 復賦樂 首 瑤姬 王母女 嘗佐禹治 廟 刻在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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遺秉得饜餐,
何曾識秔稻,
捫腹常果然.
我知吳農事,
請爲峽農言.
吳田黑壤腴,
吳米玉粒鮮,
長腰匏犀瘦,
齊頭珠顆圓,
紅蓮勝雕胡,
香子馥秋蘭;
或收虞舜餘,
或自占城傳;
早秈與晩耙,
濫吹甑甗間.
不辭春養禾,
但畏秋輸官;
姦吏大雀鼠,
盜胥衆螟蝝;
掠剩增釜區,
取盈折緡錢.49)
兩鍾致一斛,50)
未免催租瘢;
重以私債迫,
逃屋無炊煙;
晶晶雲子飯,
生世不下咽,
食者定游手,
種者長流涎!
不如峽農飽,
豆麥終殘年.
이 시는 원래

이삭으로 배부르게 포식하지,
일찍이 멥쌀이 무엇인지 알았던가,
배를 문지르며 늘 만족해 할 뿐이로다.
내가 吳땅의 농사일을 잘 알고 있으니,
땅 농군들을 위하여 얘기해 주련다.
吳땅의 논밭은 검고 비옥하며,
吳땅의 쌀은 기름지고 싱싱하네,
는 박과 같이 호리호리하고,
는 쌀알이 구슬 같이 둥실둥실,
은 교미보다도 맛있고,
香子는
보다도 향기롭다.
혹자는 전통종자를 수확하고,
혹자는 월남
종자를 심기도 하는데;
이른 메벼와 늦벼들이
솥 속에서 잘 익어 가는구나.
봄에 논농사 마다하지 않았지만
가을에 관납할 곡식이 두려울 뿐이로다.
간사한 관리가 참새 쥐보다도 많고,
도적 같은 마을관리는 메뚜기보다도 많다.
됫박의 크기를 넓혀 곡식을 착취하고,
곡식을 현금으로 환산하는 비율을 속이네.
2 의 곡식을 1 으로 쳐주니
租의 출혈을 면할 길 없어라.
게다가
의 압박을 받으니
집을 버리고 도망쳐서 밥 짓는 연기도 없어라.
알알이 흰 구름 같은 쌀밥을
살아생전에 먹어보지 못하니,
먹는 자는 언제나 놀고먹고,
농사짓는 자는 항상 떠돌아다니누나
만도 배불리 먹지 못하고,
콩과 보리로 평생을 끝낸다.

峽

長腰
齊頭
紅蓮

秋蘭

占城

鍾
催

峽農

斛

私債

!

幷序가 있어, 시를 쓰게 된 배경을 소상히 설명하고 있다. 幷

馬端臨, ≪文獻通考≫: 旣以絹折錢, 又以錢折麥; 以絹較錢, 錢倍於絹, 以錢較麥,
麥億於錢; 輾轉增加, 民無所訴.
50) 鍾은 六斛四斗인데, 여기서는 斛을 지칭한 것이다. 楊萬里가 ≪誠齋集≫에서 : 舊以
一斛輸一斛, 今以二斛輸一斛. 이라고한 것도 같은 의미이다.
49)

范成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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序의 내용은 대체로 峽땅의 巫山에 있는 농민들은 평생 쌀이 무엇인지도 모르
지만 조세가 경미하여 항상 굶주리지 않고 사는데;

吳땅에 있을 때를 생각하니,

비록 차진 쌀을 많이 생산하지만 이것저것 세금으로 내고 나면 농가에서는 먹

峽땅의 농민보다도 못하니, 이 시를 쓴다고 하였다.51)
100년 전에는 蘇軾이 吳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대변하여 <吳中田婦歎>을
썼는데, 지금 范成大가 다시 峽農과 대비하여 어려운 실상을 대변하고 있다.
을 곡식이 없어

吳땅은 토지가 비옥하고 기후가 따듯하여, 농사는 비교적 잘 되는 편이지만,
농민들의 삶은 산간벽지의 田 만도 못함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吳땅은 쌀
의 종류도 다양하고, 二 作도 할 수 있지만, 탐관오리들이
과정에서 말

毛

火 民

收稅

[豆]을 속여 배로 거두기 때문에 생활은 오지인 峽農만도 못함을 탄식한 것이

다. 생활이 어려우니 고리대금업자에게 사채를 빌려 쓰는 악순환이 계속되었고,
결국에는 삶의 터전을 버리고 유랑민이 되기도 하였다. 사실

農

吳 이 어렵다고

峽農만 하겠는가? 吳는 비옥한 밭에 이모작을 하는 곳으로 산간벽지에 화전을
일구는 협농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시인은 峽農의 어려움을 위로
하기 위해서 이 시를 쓴 것이고, 이는 병서의 끝에서 밝힌 作詩以勞之 에서
도 알 수 있다.

長

시인은 어려서 가계를 책임지며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농사일에 익숙했고, 

腰匏犀瘦, 齊頭珠顆圓; 紅蓮勝雕胡, 香子馥秋蘭.과 같이 쌀 종류의 이름과
특징 등을 상세히 묘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위에서 “長腰”、“齊頭”、“紅蓮”、
“香子”는 모두 벼의 품종이다.
巫山을 지나 州에 이르러서는 그곳의 생활상을 그린 < 州
를 썼다. 여기서는 이중 몇 수만 보겠다.

蘷

夔 竹枝歌九首>

夔 竹枝歌九首>其一

< 州

畬 幷序 畬 峽 刀 火種之地也; 春初斫山, 衆木盡蹶; 至當種時, 伺有
雨候 則前 夕火 藉其灰以糞 明日作雨, 乘熱土下種, 卽苗盛倍收, 無雨反是.
多磽确 方薄 則 再斫燒 可蓺. 春種麥豆, 作餠餌以度夏; 秋則粟熟矣. 官輸
甚微 民以收粟 斛 率 財用三四斛了二稅, 食三物以終年, 雖平生不識秔稻,
而未嘗苦飢 余因記 號多嘉穀 而公私之輸顧重, 田家得粒食者無幾, 峽農之不若
也! 以勞

51) <勞 耕>
:  田, 中 耕
,
一 之,
;
山
,地 , 一
始
, 巫山
三百 爲 ,
.
吳中
,
作詩 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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嵐氣開,
단오에 산의 기운이 열리고,
門競 爭看來.
남문에서 경정을 하니 다투어 구경 오네.
雲 濃曲米賤,52) 운안현의 술이 잘 익으니 쌀값이 헐하고,
家家扶得醉人迴.
집집마다 술 취한 어른을 부축하고 돌아오네.
<夔州竹枝歌九首>其三
新城果園連瀼西,53)
신성의 과수원은 북원으로 이어졌고,
枇杷壓枝杏子肥.
비파열매가 무성하여 가지가 늘어지고 살구는 탐스럽네.
半靑半黃朝出賣,
푸른 열매가 반쯤 노랗게 익어 아침에 내다 팔고,
日午買鹽沽酒歸.
한낮에 소금과 술을 사서 돌아온다.
<夔州竹枝歌九首>其四
瘿婦趁墟城里來,54) 혹부리 아줌마가 성으로 쫓아오매,
十十五五市南街.
무리지어 성내 남쪽 거리로 오네.
行人莫笑女麤醜,
길손은 여인들이 추하다고 비웃지 마라.
兒郎自與買銀釵.
아이와 남편은 은비녀를 사준다네.
<夔州竹枝歌九首>其五
白頭老媪篸紅花,
백발의 할머니가 붉은 꽃 비녀를 꽂고,
黑頭女娘三髻丫.
검은 머리 아가씨는 머리를 세 가닥으로 따 묶었네.
背上兒眠上山去,
등에는 아이를 업고 산으로 가고,
採桑已閑當採茶.
뽕잎 따는 시기가 지나니 의당 찻잎 차례라.
<夔州竹枝歌九首>其六
百衲畬山靑間紅,
기운 산간 밭은 푸른 싹 사이로 홍조를 띠고,
粟莖成穗豆成叢.
곡식 줄기는 이삭을 맺고 콩은 무성하네.
東屯平田秔米軟,
東灢의 평지 논에는 메벼가 영글어가지만,
不到貧民飯甄中.
빈민들의 밥그릇에는 이르지 못하네.
<夔州竹枝歌九首>其九
五月五日
南 船
安酒

雲 夔
唐代
灢․淸灢
灢
癭
峽
瘿如瓠壺
有 溪 然 峽女 人 癭

夔

雲

重慶市 奉
灢
奉
灢․
君臺
灸眉 瘢亦不須，人人有
在興 界 鄕人憐 君 築臺望 下
峽

52) 安은 州의 별칭으로
에는 州를 安이라 칭했음. 지금의
節縣
53) 蜀에서는 계곡물이 흘러서 강으로 이어지는 곳을 이라 한다. 節縣에는 西 東
이 있는데, 西는 봉절현 북쪽에 있어서 북원이라고도 한다.
54) 은 당시 三 지역 여인들의 풍토병이다. <昭 >에서도  作
.(뜸을 떠서 상처를 내어 치료할 필요도 없네, 사람마다 표주박 같은 혹이 달
렸으니.)라는 구절이 있고, 이 시의 에서도 
山 中,
昭 ,
之,
香 . 三 子,十 九 라고 하여 혹이 나는 병이 三 지역 여인들의 보편적인
풍토병임을 말하고 있다.

序

范成大

當筵女兒歌竹枝,55)
一聲三叠客忘歸.56)
萬里橋邊有船到,
繡羅衣服生光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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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에 불려나온 기녀의 죽지가에,
一 三 의 노래 가락에 길손은 돌아갈 줄 모르네.
만리교 근처에 상선이 도착하였으니,
비단에 수놓은 화려한 옷이 빛을 발하네.

聲 叠

첫 수에서는 단오절의 흥겨운 정경을 노래하였다. 사람마다 흥에 겨워 술에
취하고 부축 받으며 집으로 돌아가는 정겨운 시골풍경이다.

其三에서는 과수원

의 비파와 살구가 탐스럽게 익어가는 풍요로움과 이 과일들을 내다 팔아 생필
품도 사고 술도 사서 돌아오는 행복한 모습을 담았고,

其四에서는 인근 산간마

을에서 시내로 나온 혹부리여인을 비웃는 사람들에게 그녀 또한 가족에게는 소
중한 사람임을 말하고 있다. 사실 범성대는 기주로 오는 길에 풍토병에 걸려

瘿婦들이 많이 사는 마을을 지나왔기 때문에 그들의 사연을 잘 알고 연민의
정을 느끼고 있던 참이었다. 其五에서는 한 폭의 전원풍경화를 그렸다. 여인들

의 농사인 뽕잎 따서 누에치고, 찻잎을 따는 백발의 할머니와 머리를 딴 처녀

其六에서는 산기슭을 개간하여 어렵게 농사짓는 산간마을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마지막 수에서는 배로 양자강 상․하류를 오르내리며 무역
의 모습을 그렸다.

을 하는 호화상선의 화려한 생활을 통해서 앞의 빈농의 생활과 대비시켰다.
시인이

蘷州에 도착했을 때가 단오 축제기간과 겹쳐서 저자거리도 붐비고,

멀리서 상선까지 와서 평소에 접하지 못하는 호사스런 물건들을 구경도 할 겸
인근 산간벽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오니, 그 풍경을 시에 담은 것이다.

2. 夔州에서 廣安軍
雲安)에서 광안군까지는 거리상으로 긴 여정인데 반하여 시가 그리 많

기주(

지는 않다.57) 주로 산수전원을 묘사한 것이고, 개인의 감회나 민생을 염려한

竹枝
聲 叠
句․ 句
夔

竹枝詞

渝
聲 叠
忠

55)
歌는 악부의 곡명으로
라고도 하며, 巴 에서 나왔다.
56) 一 三 은 고대 가사의 창법으로 4구의 가사를 노래할 때, 一 를 노래하고 二
三
四 는 반복해서 노래하였는데, 이를 “一 三 ”이라 한다.
57) 州를 출발하여 廣安軍까지의 여정은 州에서 州까지는 장강을 연해서 갔고, 州에
서 廣安軍까지는 험준한 산길로 이동했다. 이동거리로는 華容에서
까지의 거리보다
긴데, 시는 17수에 불과하다. 시의 내용별로 분류하면: 산수시가 7수; 전원시가 4수; 시

夔

句

秭歸

句․
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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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있다. 시인은 이제 목적지까지 멀지 않았고, 날씨도 따듯하여 발걸음은 한
결 가벼웠다. 물론 마음의 여유를 갖고 전원과 민생도 세심하게 살필 수 있었
다.

沒冰鋪晩晴月出, 曉復大雨，上漏下濕，不堪其憂>에서는 농촌생활을 염

<

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晚色熹微煖似薰,
兒童歡喜走相聞.
無端星月照濕土,
依舊山川生雨雲.
旅枕夢寒涔屋漏,
征衫潮潤冷爐熏.
快晴信是行人願,
又恐田家曝背耘.

저녁 햇살 희미하여 따사롭기 그윽하고,
아이들은 기뻐서 걸어가며 떠드누나.
끝없는 달과 별이 젖은 대지를 비추니,
산천에는 어김없이 비구름이 이네.
나그네 침상에 잠자리 차가운데 지붕에 빗물 새고,
적삼이 젖으니 차가운 난로를 피우네.
날이 게이는 것은 나그네의 바람인데,
그저 등을 햇볕에 그을리며 농사지을까 두렵네.

이 시는 농민들의 삶을 염려하면서 쓴 것이다. 5월 중순은 농사일이 가장 바
쁠 때이고, 비가 내려주는 것은 농민들에게는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길손에게
있어서는 비가 내리는 것은 불편한 것이고, 산간에는 아직 차가운 기운이 남아
있어서 난로를 피울 정도로 춥게 느껴진다. 자신을 생각하면 날이 개는 것이
좋겠으나, 농부에게는 따가운 햇볕보다는 보슬비가 더욱 반가운 것이다. 새벽에

峯頂산에 올라 아름다운 자연풍경을 읊은 <殘夜至峯頂上>을 보겠다.
片月挂高嶺,
我行至其巓.
擧手欲攪擷,
恐驚乘鸞仙.
菲菲桂香動,
肅肅露脚寒.
北斗已到地,
南斗猶闌干.
但聞浮黎音,
來從始青天.58)

조각달 높은 산봉우리에 걸리고,
내 그 산꼭대기까지 올라서,
손을 뻗쳐 따려하나,
달에 사는 신선이 놀랄까 두렵네.
달의 계수나무 향기가 진동하고,
처량한 이슬이 차갑구나.
북두칠성이 땅으로 기울 쯤
남두성은 아직 난간에 걸렸구나.
다만 선계의 소리만 들리고,
지고지순한 하늘만을 쫓을 뿐이라.

인의 감회를 밝힌 시가 2수; 애국우민시가 2수; 여정의 어려움을 탄식한 시가 2수이다.
”와 “始 ”은 도가의 용어로 “ ”는 지고지순한
를 뜻하기도 하고,
元始

浮黎

58) “

淸

浮黎

仙界

浮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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星 俱
曉色 旗旛
素煙渺陸
有人 寰
想 上友
啓 膏火煎
星落玉宇白
生綺霞
冰輪未肯去
相看尙團團

大 與之 ,
明 .
海,
中 所 .
見地 ,
明
.59)
,
日
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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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별이 이와 같이하고,
새벽빛에 깃발이 훤해졌다.
아침 안개가 대지를 덮고
그 중에 사람의 거처가 있네.
지상의 벗을 만나서,
제 살을 태워서 밝음을 열어주는구나.
별은 져서 하늘은 하얗게 밝고,
해가 뜨니 노을이 붉게 물드누나.
달은 아직 저물려하지 않고,
바라볼수록 둥글기만 하여라.

이 시는 이른 새벽에 달이 아직 저물지 않는 고요한 밤하늘을 묘사하고 있
다. 하늘의 맑고 깨끗함을 통해서 인간사도 자연에 순응하기 바라는 마음이 내
포되어 있다. 시인은 도가의 용어를 쓰고 장자의 전고를 사용하여 유가적 부귀

素煙渺陸海, 中有人所寰.에서는

공명보다는 자연의 순수함을 숭상한 것이다. 

蜀땅의 넓은 대지를 보고, 이 지역이 태평성대가 되어 이귀다툼 없는 평온한
세상이 되길 기원하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 구에서 달을 보고서 달 같이 원만
하길 바라고 있다.

3. 廣安軍에서 遂寧
≪西征集≫은 桂林에서 遂寧까지의 여정에서 지은 시로 遂寧에서 成都에

이르는 구간에서 지은 시는 없다. 여정의 막바지라 할 수 있는

寧에 이르는 구간에서 쓴 시는 총 11수이다.60)
廣安軍
>을 보겠다.

，晚宿萍池村莊
夜雨洗頻蒸,
曉風荐清穆.61)

廣安軍에서 遂
광안군을 출발해서 쓴 <
發

蚤晴

밤비가 무더위를 씻어주고,
새벽바람이 상쾌한 기쁨을 안겨 주네.

尊
淸 玉淸 尊
啓 膏火煎 ≪莊 ․人間 ≫： 自寇也，膏火自煎也

天 을 지칭하기도 한다. “始 ”은
元始天 을 지칭한다.
59) 明
은
子
世 “山木
.”를 활용한 것이다.
60) 廣安軍에서 遂寧에 이르는 구간에서 쓴 시는 산수시가 5수; 전원시가 3수; 시인의 감
회를 밝힌 시가 2수; 민풍을 묘사한 시가 1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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雲頭隤鐵山,62)
日脚迸金瀑.63)
暑塗一日凉,
遠客萬事足.
羈人正奔波,
觀者何陸續.
翠蓋立嚴粧,
青裙行跣足.
俗陋介南徼,
物華入東蜀.
竹萌苦已靑,
荔子酸猶綠.
修蘆密成籬,
直柏森似纛.
泥乾馬蹄鬆,
路坦亭堠速.64)
暮投何人莊,
窗户暗修竹.

鄰

구름머리는 철이 나는 山을 무너뜨릴 듯 하고,
석양에 金 山의 폭포수도 흩어져서 달아나네.
무더운 여정에 하루의 시원함은,
먼 길 떠난 나그네에게 만사를 만족케 한다.
얽매인 이 몸은 세파를 헤쳐 나가는데,
구경하는 사람은 어찌도 끝이 없는가.
(나는)관복정장에 청량산을 쓰고 서있고,
(주민은)청색 치마에 맨발로 다니누나.
미천한 풍속은 남쪽 경계선에 멈추고,
화려한 풍물은 동으로 촉 땅에 들어온다.
대나무 순은 파릇파릇 솟았는데,
여지는 아직 푸르고 시구나.
길게 자란 갈대는 촘촘하여 울타리가 되고,
곧게 뻗은 측백나무는 우뚝하여 큰 깃발 같아라.
진흙이 마르니 말발굽이 가겹고,
길이 평평하니 가는 길 빠르구나.
저녁때에 여느 시골집에 투숙하니,
창문이 길게 자란 대나무로 가려졌네.

盤

廣安軍을 출발하여 遂寧으로 이르는 길에 쓴 것이다. 이제 임지도
다가오고 험한 길도 다 지나서 탄탄대로라 시인의 마음이 한결 가볍다. 이 시
이후에 쓴 10수에서는 주로 산수전원 풍경을 그렸다.65) 시인은 4개월이 넘는
이 시는

여정에서 수로와 육로를 번가라 가면서 수로로 이동할 때면 주변의 웅장한 산
수풍경을 주로 그렸고, 육로로 이동할 때면 험준한 산길의 어려운 여정과 산촌
의 어려움을 토로한 내용이 많았다. 계절적으로는 겨울에서 봄을 지나 초여름

淸穆은 ≪詩經․大雅≫ <烝民> : 穆如淸風을 활용한 것이다.
鐵山은 廣安軍 동남쪽에 있는 鄰山을 지칭한 것이다. 鄰山에는 철이 많이 나서 鐵山
이라 했다.
63) 金瀑은 廣安軍 동북쪽 大竹縣에 있는 金盤山의 “散水瀑布”다.
64) 亭堠는 여객이 쉬어가는 역참과 길의 이정표로 여기서는 가는 길을 뜻한다.
65) <蚤晴發廣安軍，晚宿萍池村莊>이후 10수중 8수는 산수전원풍경을 그린 것이고, <巴
蜀人好食生蒜, 臭不可近。頃在嶠南，其人好食檳榔合蠣灰。扶留藤，一名蔞藤，食之
輒昏然，已而醒快。三物合和，唾如膿血可厭今來蜀道，又爲食蒜者所薰，戱題>는 현
지 사람들의 독특한 식습관을 보고 자세하게 서술한 것이며, <茸山道中感懷>는 이번
61)
62)

西征에 대한 시인의 감회를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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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의 여정으로 겨울철 농한기에는 쓸쓸하고 황폐한 전원에 대한 탄식과 추위
에 벽지로 부임하는 자신의 타관살이에 대한 탄식이 주류였고, 봄철 농번기에
접어들어서는 전원시를 많이 써서 자신의 애국우민정신을 드러냈고, 목민관으
로서의 사명을 다짐하기도 했다. 그리고 초여름이 되어 임지에 가까워졌을 때
에는 험난한 여정을 마무리 짓고, 가벼운 마음으로 풍성한 자연을 노래하였다.

Ⅴ. 결론
≪西征集≫ 135수는 范成大가 四川制置使로 제수 받고 桂林에서 成都로

부임하는 길에 쓴 시를 모은 것이다. 시는

宋 孝宗 淳熙 2년(1175) 1월 28일
桂林을 출발하는 것으로 시작되어 5월 26일 遂寧에 도착한 후 수녕에서 쓴 것
까지이고, 6월 7일 成都에 도착하기까지 127일간의 여정 중 4개월동안 지은 것
이다.
西征集 135수를 구간별로 나누면 : (1) 桂林에서 華容구간 39수 (2) 華
容에서 巫山구간 47수 (3) 巫山에서 遂寧구간 49수이다.
西征集 135수를 내용별로 나누면 : (1) 산수전원을 그린 시가 54수 (2)
애국우민정신을 표출한 시가 23수 (3) 시인의 감회를 드러낸 시가 22수 (4) 여
정의 어려움을 토로한 시가 19수 (5) 이별의 아쉬움을 나타낸 시가 10수 (6) 민
풍을 묘사한 시가 4수 (7) 기타 3수이다.
西征集 135수의 내용을 중심으로 구간별 詩作특징이 명확하게 드러나
고 있는데, 본문에서는 이를 구간별 내용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西征集 의 구간별 특징을 살펴보면 :

≪

≫

≪

≫

≪

≫

≪

≫

․

(1) 桂林에서 華容

이 구간에서는 지인과의 석별의 정을 나눈 이별시와 산수전원의 아름다운
풍경을 그린 시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감회시도 산수전원풍경을 묘사하는 과정
에서 시인의 개인적 감회를 드러낸 것으로 이 역시도 넓은 의미에서는 산수전
원시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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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華容에서 巫山

이 구간에서는 촉으로 향하는 험준한 여정의 어려움을 토로한 시와 어려운
민생에 대한 동정과 관리로서 애국우민정신을 표출한 내용이 주류를 이룬다.
또 이 구간에서는 험준한 산길과 협곡이 많은 수로를 번가라가면서 이동하였
고, 뱃길로 이동시에는 산수자연의 풍광을 묘사한 내용이 많고, 산길로 이동시
에는 여정의 어려움을 토로하거나 산간촌민들의 어려운 삶을 동정한 내용이 많
았다.
(3) 巫山에서 遂寧

이 구간을 지날 때는 농번기에 접어들어 전원생활에 활기가 돌 때로 전원시
를 많이 썼다. 또한 전원과 관계되는 산수풍광을 묘사했고, 어려운 농촌생활을
동정하고 관리로서 시인의 책임과 의지를 보이는 애국우민정신을 표출한 내용
도 많았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처음 접하는 지역의 민풍을 그린 시도 눈에 띤
다.

≪西征集≫의 내용별 특징을 살펴보면 :
1. 산수전원을 그린 시

38수이고, 전원을 그린 시가 16수
이다. 산수전원시는 전 구간에 걸쳐 두루 쓰였는데, 구간별로 다소의 차이점이
있다. (1)구간에서는 정든 산수에 대한 아쉬움과 쓸쓸함이 묻어나고, (2)구간에
서는 험준한 산수에 대한 감탄과 경외감이 담겨있고, (3)구간에서는 생동하는
산수전원을 보고 풍요로운 미래의 희망을 담고 있다. 그래서 (3)구간에서 전원
시의 비중이 많았고, 이는 계절적으로도 농번기였기 때문이다.
이에는 아름다운 자연풍경을 묘사한 것이

2. 애국우민정신을 표출한 시

범성대의 시에서 산수전원시와 애국우민시의 비중은 다른 어떤 시인들보다
많다. 이러한 그의

≪

≫

詩作경향은 西征集 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다
만 西征集 에서는 구간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1)구간에서는 애국
우민정신을 표출한 시는 3수뿐이다. 이는 그가 선정을 베풀던 곳을 지나면서

≪

≫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기에 민생을 보면서 자신의 감회를 먼저 떠올린 때문일

范成大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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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구간에서는 14수나 되어 구간 전체의 3분의 1에 가깝다. 이 구간에

는 굴원의 고택이나 우공치수의 고대 유적이 몇몇 있었기 때문에 이를 보고 애
국정신을 고취시켰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새로 부임하는 낮선 고
장에서의 의지를 불태웠기 때문이기도 하다.

(3)구간에서는 다시 6수로 줄어드

는데, 이는 전원시에서 어려운 민생을 반영한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으로 이런
시 자체가 줄어든 것으로 보긴 어렵다.
3. 시인의 감회를 드러낸 시

이에 속하는 시는 전 구간에 걸쳐 꾸준하게 쓰여 졌다.

(1)구간에서는 10수
로 구간 전체의 1 4에 해당된다. 정든 고장을 떠나니 당연히 만감이 교차하고,
이를 시로 밝힌 것이다. (2)구간에서는 5수로 비교적 적은데, 이는 이 구간을

/

지날 때 여정의 어려움 때문에 감회가 탄식이 되어 여정의 어려움을 토로한 내
용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3)구간에서는 7수로 다소 적지만, 이는 새로운 임지
에 대한 기대가 감회를 대신한 때문일 것이다.
4. 여정의 어려움을 토로한 시

(1)구간에는 없고, (2)구간에 주로 편중되어 나타난다. 전
체 19수중에서 15수가 (2)구간에서 쓰인 것이고, (3)구간의 초기에 3수이고 여
정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1수가 있다. 촉으로 가는 험난한 길에서 “
”을
토로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에 속하는 시는

行路難

5. 이별의 아쉬움을 나타낸 시

(1)구간에만 나타난다. (1)구간에서도 전반부에 9수이고,
후반부에는 1수뿐이다. 이는 지인들과 작별하면서 이별의 아쉬움을 나눈 것이
계림 근처이기 때문이다.
이에 속하는 시는

6. 민풍을 묘사한 시

이는 마지막 구간에서 나타난 것으로 처음 접한 새로운 풍속을 시에 담은
것이다. 그리고 기타 분류하기 애매한 몇 수가 있는데, 약재를 주제로 한 것이
나 꽃을 주제로 한 것이 이에 속한다.

≪西征集≫135수의 내용에 대한 구간별 시작특징과 구간별로 나타난
내용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西征集≫에서 범성대는 자신의 시작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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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목숨 걸고 금에

≪

祈請使로 갈 때 쓴 北征
集 이나, 멀리 남쪽 계림으로 부임하는 길에 쓴 南征小集 에서나, 지금의
西征集 에서도 가장 일관되게 나타나는 경향은 나라를 염려하는 애국정신
이고, 민중을 동정하고 염려한 우민정신이다. 또 한 가지 일관된 특징은 전원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이라 할 수 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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曉萍 <略論地緣政治與北宋外交> ≪安徽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04년
3期
張正印, <宋代司法中的“吏强官弱”现象及其影響> ≪法學論評≫ 2007年 第5期(總
第145期) pp.143~149
文寬洙, <范成大의 ≪北征集≫에 나타난 愛國主義精神 고찰> ≪中國語文學誌≫
第30輯 2009 pp.47~68
吳

【中文提要】
論 就 ≪ ≫的
≪ ≫的
寫≪ ≫以前曾任
從
到
的路途寫過≪ ≫ 首 過兩 餘赴任 時
又寫
≪
≫ 首 再過兩 赴任 時
寫的就是≪ ≫
在 餘的期間
涉獵 的 部分 方 對于 農村的實狀描繪
的周到 敍述的完整 徹底 反映了 民生的 切
≪ ≫ 要反映的是
這于他當時的職務
有關 ≪
≫里反映的是 方官的任務以及憂民
至于≪
≫ 則反映的周到齊全 其 無不涉及
寫≪ ≫的路程可分
從 到
從 到
從 到 各路程 寫的 也有其特色 第 段旅程 要
述個人的感懷 風景 以及 知人 離別 第 段旅程 要吐露 行
路難 險峻的 風景 以及表出 憂民 的 較多 第 段旅程
要描繪 園景色 尤其是對于 園生活的 多
≪ ≫的 略可分 七 ① 描繪 風景的 ② 記述
園生活的 ③ 表出 憂民 的 ④ 透露個人感懷的 ⑤ 吐露行
路難的 ⑥ 抒情離別的 ⑦ 記述各 民風的 描繪 風景的
是全篇 貫的 其篇數 最多 表出 憂民 的 多出現于夔 至
這是由于夔
帶的 村農民生活困苦 人目睹他們的實
狀 情他們的疾苦 憐憫他們的困難 再次 此段路程 有屈 古宅 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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妃石、大禹治水之蹟, 使詩人引起愛國憂民精神. 自澧陽至秭歸的路程中
多吐露“行路難”, 此由于多經過險峻的峽谷. 田園詩多出現于夔州至遂寧的
路程中, 過此段路程時, 已是四月底, 這時期是四川的農繁期, 田園生動、
五穀百果茂盛. 自然描繪田園的內容也就多了.
總之, ≪西征集≫135首內容廣泛無不涉及, 尤其關懷民生、描繪大自
然、表出愛國精神的內容置得我們再思. 能夠考察南宋南部、中部、西部
地方的農民生活相的資料頗多. 而且≪西征集≫的內容對宋末愛國詩人的
影響至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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