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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는 

魏晉南北朝 시기 새로운 문학 장르로 자리 잡은 志怪 說은 량으로 저작되며 

흥성하였다. 표현력의 향상과 더불어 제재와 내용이 풍부해진 이 시기 지괴소설은 

당시 사회풍조와 사람들의 이상 및 소망을 많이 반영하여 현실성과 시 감이 이전

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에 문학 및 예술적 성취가 높다고 할 수 있다. 

‘仙境’은 위진남북조 지괴소설의 중요한 제재 중 하나이다. 선경이란 신선들의 공

간으로 표되는 동양적 유토피아의 한 명칭으로,1) 여기에는 시 별 상황에 따른 

이상 사회에 한 고  중국인들의 열망이 반영되어 있다. 桃花源으로 표되는 동

양적 유토피아 역시 이 시기에 등장한 것으로, 지괴소설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 이 연구는 단국 학교 2016년 학연구비의 지원으로 수행되었다.

 ** 단국 학교 강의전담조교수(renjing999@naver.com)

 1) 정재서 《도교와 문학 그리고 상상력》(서울, 푸른숲, 2000), 245-24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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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선경에는 당시 사람들의 심리뿐 아니라 사회풍조가 투사되어 있다고 할 수 있

다. 하지만 이처럼 자주 등장하는 위진남북조 지괴소설 속 선경 이미지에 한 연

구는 陶淵明이 <桃花源記>에서 창출한 선경에 한 연구나 기타 주제로 분석한 지

괴소설 연구에 미치지 못한다.2)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난세를 살아가야했던 당시 

사람들의 사회적 심리가 위진남북조 시기 표적 문학 장르인 지괴소설 속 선경을 

통해 어떻게 표출되었는지 분석하여 그 예술적 성취를 살펴보고자 한다. 

위진남북조 시기 지괴 소설의 발전과 흥성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당시의 심각

했던 사회적 상황과 관계가 있다.3) 거듭되는 전쟁과 왕조 교체로 백성들은 비참하

고 불안한 생활을 이어가야 했기 때문에 새로운 종교와 미신은 당시 사람들의 마음

을 위로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극도로 혼란한 사회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2) 국내에서 위진남북조 지괴소설에 한 연구는 부분 텍스트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

다. ‘정재서 <神仙說話硏究>, 《서울 학교 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8년)’와 ‘金芝

鮮, <閱讀宗敎文化上的志怪-以《神異經》和《十洲記》爲例->, 《도교문화연구》  22’ 등은 

모두 지괴소설 텍스트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한 것이다. ‘권영애 <《신선전》의 서사모티

프 고찰>, 《중국문화연구》  21’처럼 지괴소설과 관련된 신선설화에 한 연구도 텍스트

를 중심으로 연구된 것이 많다. ‘卞貴南 <漢譯經典과 佛敎類志怪 說의 영향관계 

>, 《中國語文學》  41’처럼 하나의 주제를 통괄하는 시 별 지괴소설의 표작에 한 

연구는 텍스트를 중심으로 진행된 연구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여러 작품에 반복적으

로 등장하는 이미지를 중심으로 한 지괴소설에 한 국내연구는 미진한 편이다. 국외에

서는 주제를 중심으로 한 시 별 지괴소설 연구가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고에서와 마찬가지로 선경을 도교문화와 관련하여 연구한 것은 ‘和勇 <神仙道敎 志怪

說>, 《雲南民族學院學報》  1990年 2期’과 ‘苟波 <中國古代 說視野中的民衆“仙界”

觀念>, 《道敎 文化》  2005年’ 등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선경을 신선들의 본향으로 설

명하며 도교가 지괴소설에 끼친 영향들 중 선경에 관한 설명이 부분적으로 언급되고 있

을 뿐이다. ‘徐穎瑛 <魏晉南北朝 說中的仙境描寫>, 《渭南師範學院學報》  2001年’, 

‘甘忠寶 <魏晉南北朝 說中的洞窟仙境意象>, 《重慶職業技術學院學報》  2008年’ 등은 

위진남북조 지괴소설과 선경을 중심으로 연구한 것인데, 이들 연구에서는 선경 모습을 

몇 가지로 구분해 이로부터 작품을 분류하였지만 여러 작품 중 일부 내용을 인용 혹은 

소개했을 뿐이고, 내용을 길게 인용하더라도 이에 한 분석은 제 로 이루어지지 않았

다. 동굴과 관련된 선경 연구 역시 동굴 이미지로부터 비롯된 선경과의 연관성을 제시

하지 못하고 단순히 선경 이야기에 자주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도교와 관련된 이미지로 

설명하고 있어 이 역시 아쉬움이 있다. 

 3) 李劍國 《唐前志怪 說史》(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11), 267쪽 참조. 戰國시 에처

음 등장한 지괴소설은 兩漢시기를 거쳐 위진남북조시 에 이르러서야 흥성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당시 심각했던 사회 상황과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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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소망을 충분히 실현시킬 수 없었으므로 자신들의 이상을 추구하기 위해 허

황되고 황당무계한 종교세계에 눈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東漢중

엽에 흥기하여 魏晉 시기에 빠른 속도로 전파되며 발전한 道敎는 바로 이런 시

적 조류에 편승해 크게 번성하였고, 이런 사회풍조는 곧바로 지괴소설 창작에도 영

향을 주었다.4)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우선 도교의 번성이 지괴소설 저작에 끼친 영

향을 살펴 ‘선경 유람’을 제재로 한 지괴소설 속 선경 이미지에 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도교에서 추구하는 成仙이란 현실에서는 충족되지 않는 인간의 욕망을 표출한 

것이다.5) 인간의 不 長生에 한 염원은 유한한 인간의 생명에 한 불만에서 비

롯된 것이고, 고통스럽고 벗어날 수 없는 난세의 현실은 사람들로 하여금 신선들의 

세상인 선경에 한 동경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고  중국

문화전통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극복하고 다시 새로운 힘을 획득하고자 했던 제

왕들의 遠遊의 목적과 유사하다. 神의 공간으로의 유람인 원유나 선경으로의 유람 

이야기는 모두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하고자 하는 동양적 유토피아의 원형을 구현한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동굴(洞穴)’은 《列仙傳》의 邗子 이야기 이후 선

경 유람 이야기에 자주 등장하였는데, 이 역시 도교문화와 관계가 있으므로 동굴을 

통한 선경 진입 이야기도 함께 살펴볼 것이다. 

선경 유람을 제재로 한 지괴소설은 부분 속세에서 ‘선경진입-선경생활-속세복

귀’의 순서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선경 이미지는 비슷한 구성으로 전개되는 선경 출

입 전후 이야기를 통해 더욱 선명해질 수 있으므로, ‘선경진입-선경생활-속세복귀’ 

 4) 불교는 도교와 함께 위진남북조 시기 새로운 종교로 자리 잡아 널리 전파되며 그 영향

력을 확산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에게 미친 불교의 영향력은 도교와 마찬가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지괴소설 중 선경 유람 유형 이야기를 중심으로 연구

를 진행할 것이기에, 본고의 주제와 더 접한 관계가 있는 도교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

행한다. 지괴소설의 불교적 요소와 그 영향은 다른 주제를 통해 이후 연구할 예정으로, 

본고에서는 불교와 관련된 부분은 다루지 않는다.

 5) 譚光月 <魏晉南北朝遊仙 說仙境的藝術價値>, 《重慶三峽學院學報》  2009年 25期. 

65쪽 참조. 여기에서는 선경 등을 제재로 한 游仙소설을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을 이

용하여 연구했다. 욕망이 만족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출로를 찾기 마련인데, ‘成仙’은 

바로 이런 경우 사람들의 출로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런 제재의 소설은 곧 인

류의 타고난 본능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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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로 전개되는 이야기 분석을 통해 선경 이미지를 살펴 그 예술적 성취를 이해해

보고자 한다. 특히 평범한 주인공이 선경에 진입해 눈으로 보고 경험하게 되는 일

들은 현실 상황과 완전히 비적인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어, 여기에는 이상 사회를 

갈망하는 당시 사람들의 사회적 심리가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

서는 위진남북조라는 혼란과 불안의 시절, 동양적 유토피아로 창출된 지괴소설 속 

선경 이미지를 통해 당시 사람들의 사회적 심리가 어떻게 표출되었는지를 살펴, 그 

예술적 성취를 이해해보고자 한다.6) 

Ⅱ. 魏晉南北朝 仙境 유람 志怪 說의 발생과 흥성

神仙說을 핵심사상으로 하는 道敎는 이 시기 ‘志怪’라는 독특한 서사문학의 발생

과 서사 방식에 영향을 끼쳤다.7) 도교는 敎義의 본질을 논리성 보다는 설화적 인

식체계에 두고 있어, 도교 주술이나 이상사회에 한 의식 등이 문학의 서사에 영

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仙境’은 역사 이래 다양한 모습으로 구현된 동양적 유토피아 명칭 중 하나이다. 

선경을 글자 그 로 풀이하면 신선이 사는 곳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것을 仙界 혹

 6) 본고에서는 李劍國 輯釋 《唐前志怪 說輯釋(修訂本)》(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1)

과 上海古籍出版社 本社編 《漢魏六朝筆記 說大觀》(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9)

을 저본으로 하여 지괴소설 작품을 인용할 것이다. 《唐前志怪 說輯釋(修訂本)》에 수

록된 작품은 이후 ‘《幽明 ⋅劉晨阮肇》’의 형식으로, 《漢魏六朝筆記 說大觀》에 수록

된 작품은 ‘《漢魏六朝筆記 說大觀》, 《搜神後記⋅桃花源》’의 형식으로 인용 출처를 기

재할 것이다.

 7) 李豊楙 《六朝隋唐仙道類 說硏究》(臺灣, 學生書局, 1997), 2-3쪽 참조. 仙道類 소

설은 문자의 운용뿐 아니라 문제의 구조 등이 모두 위진남북조 지괴소설의 발전과 직접

적인 관계가 있다. 雜史雜傳體나 地理博物志怪 說에 속하는 것들은 모두 說史的 

史觀에 부합되기 때문에 그 형성이 고립적인 것이 아니라 문학사조의 영향을 깊이 받

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당시 선도류 소설의 작자들 부분이 도교인과 도교를 

신봉하는 文士로 구성된 것과 관계가 있다. 이들은 모두 전통예술의 훈련을 받아 당시

의 문풍에 부합되는 가장 적절한 문체로 교의를 전달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신선설을 

핵심사상으로 하는 도교는 지괴소설의 발전과 관계가 깊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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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仙鄕이라고도 칭하지만 이후 선경은 속세를 벗어나 갈 수 있는 이상적이고 완전

한 곳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신선이 사는 곳을 뜻하던 선경은 土, 洞天福地, 

桃花源처럼 문학에서 다양하게 묘사된 동양적 유토피아 명칭 중 하나로 그 의미가 

확 되어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위진남북조 시기 지괴소설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선경은 이와 같은 유토피아 원형을 구현한 것으로, 이것은 이 시기 도교

의 번성과 관계가 있다.8) 선경 유람은 고  중국문화전통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극복하고 다시 새로운 힘을 획득하고자 했던 제왕들의 遠遊의 목적과도 유사하다. 

神의 공간으로의 유람인 원유나 선경으로의 유람 이야기는 모두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하고자 하는 동양적 유토피아의 원형을 구현한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9) 

때문에 고  중국의 문화전통인 원유와 도교문화를 살펴 선경 유람 이야기와의 관

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1. 遠遊의 문화 통과 仙境 유람 이야기

동양적 유토피아를 재현한 魏晉南北朝 시기 仙境 이야기는 체로 이상공간인 

선경을 유람하는 형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주인공이 ‘선경진입-선경생활-속세복

귀’ 순서로 전개되는 선경 유람 이야기는 巫의 神遊라는 종교적 체험이나 자신이 

처한 상황을 극복하고 다시 새로운 힘을 획득하고자 했던 제왕들의 遠遊와 그 원형

이 유사하다. 난세의 현실은 사람들로 하여금 신선들의 세상인 선경에 한 동경으

로 이어져 그곳으로의 유람을 갈망하였기 때문이다. 

고  중국의 문화전통에서 巫의 주술적 비상, 즉 ‘신유’는 현실의 구속을 벗어나 

초월적 공간에서 엑스터시(Ecstacy)를 체험하는 것이다. 이 때 巫는 세상의 분열 

 8) 본고에서는 속세를 벗어나 갈 수 있는 이상적이고 완전한 곳이라는 확 된 의미로서 선

경의 명칭을 서술할 것이므로 여기에는 인류가 추구하는 이상사회 즉 유토피아 원형에 

한 함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9) 정재서, 앞의 책, 271-272쪽 참조, 여기에서는 동서양 유토피아의 개념적 차이점을 역

사관에서 비롯된다고 했다. 동양의 경우는 순환사관에 입각해 상실한 시 로의 복귀를 

꿈꾸는 것이 특징이고, 서양의 경우는 유토피아 초기와 모어의 협의적 유토피아를 계기

로 의식이 급전하여, 고 의 정태적 질서에서의 유토피아 내용과 달리 이후의 유토피아

는 이전과 달리 미래 지향적 움직임이며, 합리적인 수단을 통해 인간에 의해 구축될 수 

있는 인간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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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인 태초의 공간을 유람하며 神人合一의 경지를 체험한 후 현실세계로 다시 복

귀한다.10) 짧은 시간 먼 곳으로의 유람을 통해 얻게 되는 효과가 바로 巫 신유의 

주된 이야기이니, 이것은 초월적 공간인 선경으로의 진입과 유사하며, 주인공의 속

세복귀는 엑스터시 상태를 벗어난 巫가 현실세계로 돌아온 여정과 유사하다. 神의 

出遊를 재현한 신유가 巫가 入神한 후 이행되는 태초 공간으로의 여행을 통해 잃

어버린 힘을 다시 얻고자 했던 것처럼, 선경 유람 이야기에는 초월 공간으로의 여

행을 통해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하고 싶은 사람들의 심리가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

다. 

고  중국의 제왕들은 다른 세계로의 여행, 즉 ‘遠遊’를 통해 외적으로 위엄을 

과시하거나 새로운 힘을 획득하기를 원하였는데, 이렇게 제왕들에 의해 재현된 원

유도 신유와 비슷한 문화전통으로 생각할 수 있다.11) 이런 행위 역시 암담한 현실

에 한 이상적 안으로, 먼 곳으로의 유람을 통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 

새로운 이상세계를 구현하고자 한 것이기 때문이다. 《穆天子傳》에서 周穆王이 西

王母를 찾아 昆侖山을 유람한 것은 신유를 재현한 것이다. 주목왕은 자신이 처한 

정치, 문화적 위기적 상황을 이상공간으로의 유람을 통해 회복하고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巫의 신유를 재현한 제왕의 원유처럼 이상공간으로의 

유람은 공통적으로 어떤 힘을 확인하거나 그 힘을 다시 획득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행되었다. 그들의 원유는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벗어나고자 하는데서 비롯하여 정

신적 혹은 새로운 힘을 얻고자 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고  중국의 문화전통에서 반복 재현되었던 신유와 원유는 신선설화에 수용되어 

선경 유람 이야기로 다양하고 풍부하게 발전하였다. 遊仙詩로 표되는 遊仙文學

도 원유의 문화전통이 문학으로 재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屈原의 <遠遊> 이후 변

화를 거듭해오던 유선시는 魏晉 시기 郭璞의 <遊仙詩>에 이르러 큰 발전을 이루었

다. 그는 종래의 유선시와 마찬가지로 선경 유람을 환상적으로 묘사하는 한편, 현

실을 초월한 幻遊의 즐거움을 노래하였기 때문이다.12) 곽박의 <유선시>로 표되

10) 이인경 <《莊子》의 遊 思想과 文學的 受容>, 《단국 학교 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8

년, 23-24쪽 참조.

11) 이은상 <《穆天子傳》연구-遠遊와 文士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단국 학교 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2년, 82쪽 참조.

12) 이인경, 앞의 논문, 103-10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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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 시기 유선시는 戰國시  이래 유행했던 신선설화를 집성하여 그 제재와 내용

이 풍부하고 다양해졌음은 물론이고, 遊仙의 이면에 개인적 혹은 사회적인 현실의

의를 깃들이게 하였다. 이와 같은 정통문학 유선시의 발전은 이 시기 새로운 문학 

장르인 지괴소설 창작에도 영향을 주었다. 지괴소설의 선경 유람 이야기는 당시 유

선시 작품처럼 사회적 현실적 의의가 깃든 선경 유람 이야기로 다양하게 표출되었

기 때문이다. 특히 지괴소설은 평범한 주인공이 등장하여 선경에 진입하고 그곳에

서 경험하고 보고 들은 것을 중심으로 묘사하고 있어, 주인공의 이동 여정에 따라 

선경 유람 과정을 유선시보다 구체적으로 그려낼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시기 지괴

소설 속 선경 유람이 부분 ‘선경진입-선경생활-속세복귀’ 순서로 이야기가 전개되

는 것은 원유의 문화전통이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재현된 것이라 볼 수 있다. 

2. 道敎와 仙境 유람의 志怪 說

1) 道敎의 번성과 仙境 유람 이야기

神話와 神仙 이야기는 중국 서사 문학을 이끌어 나간 중추라고 할 수 있다. 東

漢 시기에 흥기하였던 道敎는 魏晉南北朝 시기에 이르러 神仙家와 통합되면서 종

교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중국문화의 뿌리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중국문

화에 있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도교는 佛敎처럼 외부로부터 유입된 것이 

아니다. 중국 고유의 道家와 神仙思想을 중심으로 사상이 통합되어 이 시기 종교

로서 면모를 갖춘 것이 도교이기 때문에 이것은 새로운 문학 장르로 발전해 흥성했

던 志怪 說 서사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仙境의 유래는 중국고  신화와 관계가 있다. 태초의 이상세계를 반영한 《山海

經》의 昆侖山은 완전한 신화적 공간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곤륜산은 천지 중앙에 

위치한 하늘과 땅을 잇는 우주의 산으로 천제의 下界 도읍이다. 그 위 하늘 기둥은 

세상을 지탱하는 우주의 기둥으로 巫들은 이 기둥을 통해 신들과 교통하며 不 長

生의 신력을 얻었다고 한다.13) 그러므로 곤륜산으로 상징되는 선경 이미지는 왕성

13) 楊  外 譯注 <海內西經>: ｢해내의 곤륜허가 서북쪽에 있는데 천제의 하계 도읍이다. 

곤륜허는 사방이 800리, 높이가 만 길이다. 산 위에는 木禾가 있었는데, 그 높이가 5

, 둘레가 다섯 아름이나 된다. 아홉 개의 우물은 옥으로 난간을 두르고 있다. 아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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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생명력의 근원인 태초의 모습을 나타내므로, 여기에는 永生과 安樂의 治世를 

갈망하던 고  중국인들의 소망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14) 이와 같은 선경 

신화는 戰國시 에 이르러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神仙說話가 

량으로 발생하고 유포된 것과 관계가 있다. 蓬萊, 瀛洲, 方丈의 三神山은 바다 

한 가운에 위치한 이상공간으로, 이곳에는 신선과 불사약이 있으며 황금과 은으로 

궁궐도 있다고 하였다.15) 삼신산 역시 곤륜산처럼 神人들이 거주할 수 있는 상상

의 공간이다. 하지만 삼신산에는 불사를 얻은 신선들이 거주하기 때문에 西王母를 

비롯한 신들이 거주했다는 《산해경》의 선경과는 다른 이미지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葛洪은 《抱朴子》에서 신선을 天仙, 地仙, 尸解仙 3등급으로 구분하였는

데,16) 그의 분류에 따르면 삼신산에 거주하는 신선은 지선에 해당하므로 삼신산으

로 상징되는 선경은 신선설화와 관계가 있으니, 삼신산은 도교적 이상공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17) 

漢代는 황실의 도가 존중과 신선가들에 한 우 로 인해 신선방술이 극성을 이

개의 문이 있고 문에는 개명수가 지키고 있으니, 이곳은 신들이 사는 곳이다. 여덟 구

석의 바위굴과 적수의 물가에 사는데, 羿와 같은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이 구릉 바위에 

오를 수 없다(海內昆侖之虛, 在西北, 帝之下都。昆侖之虛, 方八百里, 高萬仞。上有

木禾, 長五 , 大五圍。面有九井, 以玉爲檻。面有九門, 門有開明獸守之, 百神之所

在。在八隅之巖, 赤水之際, 非人羿莫能上岡之巖。)｣(《山海經》, 合肥, 安徽人民出版

社, 1999)

14) 和勇 <神仙道敎 志怪 說>, 《雲南民族學院學報》 1990年 2期, 69쪽.

15) 司馬遷 < 禪書>: ｢삼신산이라는 곳은 전하는 말에 따르면 발해 한 가운데 있다.…… 
모든 신선들과 불사약이 모두 거기에 있다고 한다. 모든 사물과 짐승들은 모두 흰 색이

고, 황금과 은으로 궁궐을 지었다고 한다. [그곳에] 도달하기 전에 멀리서 바라보면 마

치 구름과 같고, 도달해보면 삼신산은 도리어 물 아래에 있는 것 같다. 그곳에 다가가

면 바람이 문득 배를 쳐내어 끝내 그곳에 아무도 도착할 수 없었다고 한다(此三神山

, 其傳在渤海中, …… 諸僊人及不死藥皆在焉。其物禽獸盡白, 而黃金銀爲宮闕。未

至, 望至如雲, 及到, 三神山反居水下。臨之, 風輒引去, 終莫能至云。)｣(《史記》, 北

京, 中華書局, 1999)

16) (晉)葛洪(著) 顧久(譯注) <論仙>: ｢《선경》에 따르면, 上士는 그 로의 모습으로 승천

하기에 천선이라 하고, 中士는 명산을 마음 로 노닐기에 지선이라 하고, 下士는 먼저 

죽은 후에야 신체를 벗어나 신선이 될 수 있기에 시해선이라 한다고 했다(按《仙經》云: 

上士擧形昇虛, 之‘天仙’; 中士游于名山, 之‘地仙’; 下士先死後蛻, 之‘尸解

仙’。)｣(《抱朴子內篇全譯》, 貴陽, 貴州人民出版社, 1995). 

17) 정재서, 앞의 책, 27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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룬 시기이다. 신선사상은 일반 지식인 계층에까지 확산되었고, 이런 사회풍조는 설

화 내용에 成仙을 위한 요소가 늘어나게 하였다. 그래서 동한 말에 편찬된 《列仙

傳》에 등장하는 70여명의 신선들은 이전과 달리 수련과 실제적 요소를 추구하는 

경향으로 변모되었다고 한다.18) 선경과 신선의 모습은 先秦시 를 계승해 여전히 

신비로운 색채를 유지하면서도 사람들이 믿지 못할 정도로 황당한 모습이라기보다

는 현실세계에서도 볼 수 있는 익숙한 모습이 많아 이전보다는 세속화된 선경의 모

습으로 묘사되었기 때문이다. 

《列仙傳⋅邗子》에서 邗子가 개를 따라 진입하게 된 선경은 “위에는 전과 궁실

이 있었는데, 푸른 소나무가 빽빽하게 늘어서 있고 선관이 매우 위엄 있는 모습으

로 있었다.”라 하였으니,19) 이때의 선경은 현실세계에서도 볼 수 있을 법한 모습이

다. 선경에 세워져 있는 仙官이나 이 후 전개되는 내용에 등장하는 죽은 아내의 모

습 등은 선경을 여전히 신비로운 공간으로 인식케 하지만, 이전 신화나 신선설화에 

등장했던 신선과 선경보다는 분명 세속화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先秦의 典籍에서 선경이 아주 높은 산, 바다 가운데 섬 같은 곳에 위치해 인간

과 신선의 왕래가 불가능했다고 한다면, 이 시기 소설에 등장하는 신들은 속세로 

하강하여 제왕 등과 인연을 쌓기도 하고,20) 보통사람이 성선하여 신선이 되기도 

하는 등,21) 선경의 위치가 인간이 접근할 수도 있는 곳으로 변화되면서 신선과 인

간의 관계에도 변화가 발생하였다. 특히 《열선전》의 한자 이야기는 이후 우연한 선

경 진입 이야기 유형의 효시가 되었는데, 이것은 漢代에 형성된 초기도교와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22) 도교의 맹아기에 해당하는 이 시기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求

18) 정재서 《불사의 신화와 상징》(서울, 민음사, 1995), 108쪽 참조.

19) 王叔岷 撰 <邗子>: ｢上有臺殿宮府, 靑松樹森然。仙吏侍衛甚嚴。)｣(《列仙傳校箋》, 

北京, 中華書局, 2007)

20) 《漢魏六朝筆記 說大觀》, <漢武帝內傳>: ｢모두 궁전 아래에 도착한 후 서왕모는 두 

시녀의 부축을 받아 궁전에 올랐다(咸住殿前。王母唯扶二侍女上殿。)｣
21) <簫史>: ｢소사는 목공 때 사람이다. 퉁소를 잘 불어 공작과 백학을 뜰에 불러들일 수 

있었다. 목공에게는 농옥이라는 딸이 있었는데, 그를 좋아하자 딸을 소사에게 시집보냈

다. …… 목공이 봉 를 지어주자 부부는 그 위에 머물면서 몇 년 동안 내려오지 않았

다. 어느 날 [그들은] 함께 봉황을 따라 날아가 버렸다(簫史 , 秦穆公時人也。善吹

簫, 能致孔雀白鶴於庭。穆公有女字 玉好之, 公遂以女妻焉。……公爲作鳳臺, 夫婦

止其上, 不下數年。一旦皆隨鳳凰飛去。)｣(《列仙傳校箋》)
22) 정재서 《불사의 신화와 상징》, 103쪽 참조. 여기에서는 도교가 번성하며 종교로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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仙과 함께 수련과 실제적 요소를 추구했기 때문에 성선을 이루고 싶은 당시 사람들

의 심리와 영향력을 넓히고자 했던 초기 도교의 노력이 이런 유형의 이야기에 반영

된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통 經學이 쇠퇴했던 위진남북조 시기 도교는 불교와 함께 신흥종교로 성장하

였다. 이 시기 도교는 선진 이래 발전해온 신선사상을 중심으로 그 이론을 확충하

여 황실에서 일반 중에 이르기까지 널리 유포되어 번성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시기 지괴소설에서 묘사하고 있는 선경 이미지에는 도교의 영향이 매우 짙게 반

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일반 중들의 생활과 의식까지 영향을 끼칠 정도로 도교가 번성하다보니 선경에 

한 갈망도 이전보다 훨씬 보편화되고 세속화되었다. 선경이라는 공간 자체도 곤

륜산이나 봉래산 같은 인간이 근접할 수 없는 미지의 공간이 아닌 속세의 明山으로 

자리가 바뀌었고, 성선이나 구선의 주체도 제왕, 귀족, 方士에서 지식계층이나 학

문적 소양 있는 평민과 도사 및 신도들로 변화되었다. 생명에 한 도교의 태도는 

현실세상에서 不 長生을 추구하는 것이기에, 사람들은 속세 명산에 위치한 선경에

서도 그들만의 이상세계를 구현할 수 있다고 여겼던 것이다. 때문에 桃花源을 비롯

한 이 시기 지괴소설에 등장하는 선경들은 곤륜산 같은 신화 속 이상공간보다 훨씬 

세속화되어 현실적인 모습으로 묘사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평범한 인물이 선경에 

우연히 진입해 유람하는 이야기 형식도 점차 늘어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위진남북조 시기는 350여 년 동안이나 정치와 경제의 분열과 훼손으로 변화가 

거듭되고 動亂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이런 불안한 시절을 살아가야했던 백성들은 도

교의 신선설화와 민간에 유전되던 선경 이야기를 빌어 자신들의 미묘하고 불안한 

심정을 토로하며 충족시킬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시기 지괴소설에 반

복적으로 등장하는 선경은 곧 동양적 유토피아 원형을 재현한 것으로, 여기에는 불

로장생과 같은 생명에 한 갈망뿐 아니라 이상세계를 염원하던 당시 사람들의 悲

哀도 함께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잡았던 동진이후 시기와 달리 漢晉시기는 도교의 맹아기라 할 수 있으므로 이 시기의 

도교는 초기도교라 칭할 수 있다고 했다. 당시 유행했던 陰陽五行說, 天人感應說 등의 

신비주의는 정통유학에까지 영향을 주었고, 이런 사회적 상황은 동한시기 張道陵의 五

斗米敎와 張角의 太平道 등의 초기도교 형성의 근간이 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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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道敎의 번성과 ‘동굴(洞穴)’ 제재 仙境 유람 이야기

‘洞穴’은 선경 유람의 지괴소설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어 주목해야 할 제재

이다. 동굴 제재 선경 이야기는 개 주인공이 깊은 산에서 동굴을 통해 선경으로 

진입한다. 이때의 동굴은 속세에서 선경으로 진입하게 하는 일종의 관문이라 할 수 

있다. 동굴은 현실세계와 초현실적세계 혹은 천국과 지옥을 격리시키는 상징적 이

미지가 있기 때문이다.23) 동굴을 통한 선경 진입 이야기는 《列仙傳⋅邗子》에 이미 

등장하였다. 

한자는 스스로 촉 지역 사람이라 했다. 개를 방사하길 좋아했는데, 어느 날 개

가 도망쳐 산 동굴로 달려 들어가자 한자는 따라 들어가, 10여 일의 밤을 보내고 

수백 리를 걸어 간 후에야 위로 올라가 산꼭 기로 나올 수 있었다. 산 위에는 

전과 궁실이 있었는데, 푸른 소나무가 빽빽하게 늘어서 있고 선관이 매우 위엄 있

는 모습으로 있었다. [한자는 거기서] 죽은 아내가 물고기 씻는 일을 하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한자에게 부적을 넣은 함 하나와 약을 주면서 바로 돌아가 성도 

현령 교군에게 [그것들을] 전해주라 했다. 교군이 그 함을 열어 보았더니 치어가 

들어 있었다. 그것을 연못에 넣어 길렀더니 1년 후에 용의 모습으로 되었다. [한

자는] 부적을 돌려주기 위해 산 위로 다시 돌아갔더니, 개의 털색은 더욱 붉어졌

고 긴 날개가 돋아있었다. [그 개는] 100년 동안 한자를 따라 왕래하다가 [한자와 

함께] 산 위에 머물렀다. [한자는] 때때로 산을 내려와 그 종족을 지켜 주었다. 

촉 지역 사람들은 [그를 위해] 동굴 입구에 사당을 세워주었고, 악기 소리와 순서

를 알리는 소리는 항상 들렸다.(邗子 , 自 蜀人也。好放犬子, 時有犬走入山

穴, 邗子隨入十餘宿, 行度數百里, 上出山頭, 上有臺殿宮府, 靑松樹森然。仙吏

侍衛甚嚴, 見故婦主洗魚, 邗子符一函幷藥, 便使還 成都令橋君, 橋君發函, 

有魚子也。著池中養之, 一年皆爲龍形。復 符還山上, 犬色更赤, 有長翰, 常隨

邗子往來百餘年, 遂留止山上。時下來護其宗族。蜀人立祠於穴口, 常有鼓吹傳呼

聲。)

평범한 인물 邗子는 개를 따라 우연히 산 속 동굴에 도달하게 되고 이것을 통해 

현실과 다른 선경으로 진입했다가 속세로 복귀한다. 주인공이 진입한 세상은 仙官

이 있고, 그곳을 왕래하던 주인공은 신선이 되었으니 위에서 묘사된 선경은 신선들

23) 황패강 《한국서사문학연구》(서울, 단국 학교출판부, 1972). 17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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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간임을 알 수 있다. 《열선전》의 수집과 기록이 西漢 말 東漢 초였음을 감안한

다면 위 이야기에는 求仙열풍과 함께 의식적인 신선설화 창작이 활발했던 당시 사

회풍조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24) 魏晉南北朝 시기에 유행한 이런 유형의 지

괴소설에서는 한자처럼 得道해 신선이 된 이야기 신 선경에 진입한 주인공이 선

경생활을 경험한 후 속세로 복귀하는 이야기를 훨씬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하지만 

위 이야기에서처럼 평범한 주인공이 산속에서 우연히 동굴을 발견하고 이것을 통해 

선경에 진입하였다가 다시 속세로 복귀한다는 일련의 이야기 전개는 유사하므로, 

《열선전》의 한자 이야기는 위진남북조 선경 유람 지괴소설의 효시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위진남북조 시기 선경 유람 이야기 부분이 동

굴을 통해 선경으로 진입한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도교가 번성했던 당시의 사회풍

조와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昆侖山, 三神山처럼 높은 산이나 海島로 상징되

던 선경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아득하고 먼 곳에 위치하였지만 시 별 사회문

화의 영향으로 선경은 遼遠한 공간에서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위치가 

변화되었다. 선경은 여전히 현실세계와 격절된 공간이었지만 멀지 않은 곳으로 그 

위치가 바뀌면서 제왕을 비롯한 일부 사람만 선경에 접근할 수 있다는 인식은 일반

사람도 접근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점차 변화되고 보편화되었기 때문이다. 위진남북

조 시기 도교의 번성과 더불어 이와 같은 인식의 변화는 당시 선경 유람 이야기에 

그 로 반영되었다. 지괴소설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선경은 인간들이 한 발자국만 

내디디면 닿을 정도의 거리에 위치했기 때문에 주로 명산의 깊은 산 속 어떤 곳을 

선경으로 묘사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선경의 위치가 이전보다 사람들이 접

근 가능한 거리로 세속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선경은 時空間이 격절된 공간, 다시 말

해 여전히 현실세계를 초월한 이상적 공간을 상징했기 때문에 이 두 공간을 연계할 

장치로 동굴을 활용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동굴은 도교와 무슨 관계가 있어 위진남북조 지괴소설에서 선경 진입의 

관문으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일까? 이것은 원시 인류의 동굴 숭배 심리와 도교

의 신선사상에서 동굴을 신비로운 공간으로 여겼던 것과 관계가 있다. 

원시 인류에게 있어 동굴은 거주 공간인 동시에 갖가지 재해나 위험으로부터 개

인 혹은 종족의 안위를 지킬 수 있는 피난처였다. 원시 시절 자연 그 로의 동굴과 

24) 劉向 김장환 譯 《열선전》(서울, 예문서원, 1996). 23-2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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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의 생존은 직접 관계가 있었으므로 동굴은 숭배의 상이 되었던 것이다. 동굴

과 함께 높은 산도 원시 인류에게는 숭배의 상이었다. 높은 산 역시 도달하기 어

려웠던 까닭에 사람의 흔적이 드문 그곳은 신들의 거주지로 상상되며 숭배되었기 

때문이다. 산 속 동굴은 물과 관련하여 생각되기도 한다. 《說文解字》에서 ‘洞’을 

｢빠르게 흐른다.(洞, 疾流也。)｣라 한 것은 동굴과 물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라 볼 

수 있다.25) 물이 빨리 흐른다고 한 것은 높은 산에 위치한 동굴을 연상시키며, 이

것은 다시 원시 인류의 산 속 동굴에 한 숭배로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다. 또 

동굴은 생명의 근원인 물처럼 생명의 시작, 즉 새로운 시작을 암시하는 상징적 공

간이기도 하므로, 동굴을 통해 맞이하게 된 세상이 현실과는 다른 새로운 공간으로 

묘사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울 수 있었던 것이다.

도교적 이상세계를 상징하는 洞天福地는 동굴 선경 이야기와 관련이 있다. 동천

복지를 구분하면 洞天은 계곡이나 동굴안의 별천지, 福地는 재해가 미치지 않는 비

옥한 땅을 말한다. 그러니까 동천복지란 명산 깊은 곳에 실재한다는 신선들의 별천

지로서 이곳은 속세와 격리된 산 속, 살기 좋은 땅이라는 뜻이 된다.26) 동천복지

는 원래 종교적 목적과 관계가 있어, 여기에는 신선들이 거주하며 上帝가 파견한 

선관에 의해 통치되었다고 하니, 이것은 분명 도교와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葛洪

이 신선을 구분하여 명산에 거주하며 불로장생하는 신선을 地仙이라 하였으니, 동

천복지의 선경은 종교적 목적과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神仙三品說’

에 따라 신선을 구분하면 天仙, 地仙, 尸解仙 중 지선이 53명으로 가장 많았다고 

하였으므로,27) 동한 이후부터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뿐 아니라 일반인도 수련, 

복약 등을 통해 신선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점차 확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당시 사회풍조와 인식의 변화가 그 로 지괴소설에 반영되어, 동굴은 선경 유람의 

지괴소설에 자연스럽게 편입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위 한자 이야기에서 

｢선관이 위엄 있는 모습으로 있었다.｣고 한 것은 한자가 진입한 선경이 바로 동천

복지의 도교적 이상세계를 묘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숭배의 상이었지만 여전히 현실적 공간이었던 동굴은 이후 도교의 수련 장소로 

25) 臧克和 外 校訂 《說文解字 新訂》(北京, 中華書局, 2002) 

26) 정재서 《도교와 문학 그리고 상상력》, 245-247쪽 참조.

27) 劉向 김장환 譯, 앞의 책, 31-3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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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되면서 은 하고 신비로운 공간이라는 인식이 생겼다. 도교적 관념에서 동굴은 

동천으로 진입하는 관문이기도 하였으므로 속세와 격절된 선경이라는 상징적 이미

지가 동굴에 함축되었던 것이다. 또 成仙을 위해 사람들은 산속 동굴에 은거하며 

수련이나 복약 등을 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 동굴은 가장 성스럽고 신비로운 

장소로 인식되었다.28) 신선이나 성선과 직접 관련 있는 신성한 공간으로서의 동굴

은 도교의 번성과 함께 동굴 안에 선경이 숨겨져 있다는 생각으로까지 발전하게 되

었다. 

晉宋 이후 동굴을 통해 선경으로 진입하는 이야기가 특히 많은 것은 바로 신선

사상 중심의 도교의 번성과 관계가 있다.29) 원시 인류의 숭배의 상이었던 동굴

은 도교문화 속에서 신비롭고 성스러운 공간으로 상징되어, 이로부터 신선들이 거

주하는 선경 즉 동천복지의 도교적 이상공간으로 구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

이다. 현실을 벗어나 도달하고자 하는 이상세계를 동굴을 통해 진입함으로써 선경

을 더욱 신비롭고 환상적인 공간으로 상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누구나 선경에 도

달할 수 있다는 기 감을 부여해줄 수 있었던 것이다. 

Ⅲ. 仙境 유람 志怪 說 속 ‘仙境’ 이미지와 
술  성취

魏晉南北朝 仙境 유람 이야기들은 부분 비슷한 형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평범한 주인공이 현실세계를 벗어나 선경으로 진입해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다

시 현실세계로 돌아오게 되는, 즉 ‘선경진입-선경생활-속세복귀’의 순서로 선경 유

람 이야기가 전개되기 때문이다. 선경 진입 방법, 선경 모습이나 생활 그리고 속세 

복귀 후 모습에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부분의 선경 유람은 이와 같은 순서로 이

야기가 전개되므로 이에 따라 선경 이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8) 鄧福舜 <“桃花源記” 道敎巖穴崇拜>, 《大慶師範學院學報》 2009 2期, 83쪽.

29) 李劍國 《唐前志怪 說史》, 47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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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연한 진입’과 夢想 공간의 仙境

仙境으로 진입하는 주인공들은 부분 평범한 인물이지만 이들은 공통점이 있다. 

《幽明 》의 劉晨과 阮肇처럼 약초를 캐는 사람, 《搜神後記⋅桃花源》의 어부와 

《異苑⋅武溪石穴》의 사냥꾼처럼 부분의 인물이 산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

것은 산 속에 선경이 위치한다고 여겼던 사람들의 인식이 반영된 까닭이라 할 수 

있다. 《列仙傳》의 邗子 이야기 이후 자주 등장한 동굴 역시 산 속에서 일을 하던 

주인공이 우연히 동굴 통해 선경으로 진입할 가능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고 로부터 산은 생명의 발원지로 인식되었으니, 선경이 산 속에 위치한

다고 상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선경이 은폐되어 있는 

산은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 더 이상 곤륜산처럼 접근할 수 없는 공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선경으로 우연히 진입하게 될 주인공들은 하나같이 산속에서 일하는 모습으

로 등장한 것이다. 

주인공의 우연한 선경 진입에는 조력자나 매개물이 등장하기도 한다. 이들의 선

경 진입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인공 조력(매개)

《搜神後記⋅袁栢根碩》 袁栢과 根碩(사냥꾼) 山羊 

《搜神後記⋅桃花源》 어부 복숭아 꽃

《搜神後記⋅穴中人世》 나무꾼 나무 조각

《幽明 ⋅劉晨阮肇》 劉晨과 阮肇(약 캐기) 순무잎과 

《幽明 ⋅黃原》 黃原 개와 사슴

《異苑⋅武溪石穴》 사냥꾼 사슴

복숭아 꽃, 나무 조각, 순무잎 같은 매개물을 통해 주인공들은 산 속에 자신들이 

현재 있는 공간 이외에 또 다른 공간이 있을 것이라는 상상을 하게 된다. 복숭아 

꽃잎을 따라가던 어부가 복숭아 숲 끝에 도달하자 동굴을 발견하였고, 순무잎과 

접을 발견한 유신과 완조는 물길을 따라 거슬러 가 낯선 여인을 만난다. 그러니까 

이런 매개물들은 주인공이 산 속에 또 다른 공간이 있음을 기 하게 해주어 이들을 

자연스럽게 선경으로 인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개, 사슴, 산양은 주인공에게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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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세상을 안내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산양은 袁栢과 根碩을 석교를 건너 

깊은 산 속으로 인도하며 동굴 앞에 도달하게 하였고, 검은 개는 黃原을, 사슴은 

사냥꾼을 인도하여 동굴에 도달하게 하였다. 산양 등의 조력자는 다른 세상을 기

하게 하였던 매개물과는 달리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듯이 또 다른 

공간으로 직접 인도한다. 이렇듯 현실과 격절된 선경으로 진입하는 과정에는 산과 

관련된 여러 제재들을 이용하여 결코 우연스럽지 않은 우연한 진입을 유도하고 있

으며, 이로 인해 사람들의 선경에 한 夢想은 구체화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조력자와 매개물로 인도된 선경의 입구에는 동굴의 관문이 있다. 황원은 ｢어떤 

동굴에 이르게 되어 그 속으로 100여 보를 들어가니 홰나무와 버드나무가 늘어서 

있는 사거리와 집을 둘러싼 긴 담장이 나타났다.｣고 하였고,30) 사냥꾼은 ｢구멍으

로 들어갔는데, 그것은 겨우 사람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협소하였다. 수십 보를 

더 들어가자 앞이 환하게 탁 트이더니, [그곳은] 이 세상 같지 않았다.｣고 하였

다.31) 이처럼 선경 진입에 앞서 등장하는 동굴은 앞으로 진입하게 될 선경의 이미

지를 훨씬 신비롭게 해준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동굴은 도교문화와 관계가 있

다.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동굴은 현실세계와 선경의 관문으로서, 이것을 통해 진

입한 선경이 초현실적 공간일 것이라는 몽상을 하게 한다. 동굴은 현실세계와 초현

실적세계를 격리시키는 상징적 이미지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굴을 통과한다는 

것은 현실의 인간세계에서 환상의 이상세계로 진입하게 됨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

다. 

또 동굴에 이르기까지 주인공들이 겪은 경험은 이후 맞이하게 될 상황에 한 기

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유신과 완조는 산중턱에서 떠내려 오는 순무잎을 

따라 물길을 끝까지 거슬러 올라가고서야 동굴에 도달했으며, 어부는 다른 나무는 

한 그루도 섞이지 않고 향기로운 풀만 싱그럽고 아름답게 피어있는 복숭아 숲을 다 

지나고서야 동굴에 도달하였다. 원백과 근석 역시 산양을 따라 험준하고 지나치게 

폭이 좁은 석교, 깎아질 듯한 절벽과 폭포를 지난 후에야 동굴에 도달하였다. 선경

의 관문에 도달하기까지 주인공들은 이처럼 현실 세계의 자신을 의식하지 못할 만

30) <黃原>: ｢至一穴, 入百餘步, 忽有平衢槐柳列植, 行牆廻 。｣(《幽明 》)
31) <武溪石穴>: ｢入穴。穴才容人。行數十步, 便開明朗然, 不異世間。｣(《漢魏六朝筆記

說大觀⋅異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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큼의 경험을 한다. 어디로 자신이 향하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물을 거

슬러 오르고, ｢꽃잎들이 풀풀 흩날리는(落英繽紛)｣ 분홍빛 환상 공간을 지나고,32) 

석교, 절벽과 폭포를 산양을 따라 정처 없이 지나간다. 이런 주인공의 여정은 超世

의 공간으로 진입하기 이전 거쳐야 하는 巫의 入神처럼, 현실의 시공간을 벗어나 

신비로운 체험 이전의 통과의례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33) 때문에 이들의 동굴

이나 선경까지의 여정은 우연히 진입하게 될 몽환 속 선경의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

켜준다고 할 수 있다.

난세의 시절을 살아가야했던 위진남북조 시기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처한 현실과

는 다른 安樂한 생활을 소망하였다. 불안한 생활이 거듭될수록 인간은 본능적으로 

有限의 생명 신 不 長生을 염원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당시 사람들의 심리가 

선경 유람 이야기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사람들은 선경은 누구나 접근

할 수 있는 산 속에 실재한다고 여겼지만 그 초세의 공간은 은 히 숨겨져 있기에 

평범한 이들에게는 여전히 몽환 속의 세계에 불과하다. 때문에 산과 관련 있는 일

을 하던 주인공들은 매개물이나 조력자를 통해 가상의 공간을 상상하며 유람을 시

작한다. 새로운 세계를 인도할 관문에 이르기까지 주인공들은 점차 현실에서의 자

아를 잊고, 자신들이 소망하던 초세의 공간인 선경으로 진입한 것이다. 선경 진입

에 앞서 등장하는 동굴은 현실과 선경을 연계해주는 관문이기 때문에 이로부터 사

람들은 선경을 더욱 몽상의 신비로운 공간으로 상상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2. ‘仙境생활’과 理想 공간의 仙境

선경으로 진입한 후 선경에서의 생활은 가장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선경 묘

사와 그곳에서의 주인공의 생활에는 당시 사람들의 사회적 이상과 심리 그리고 애

32) 《漢魏六朝筆記 說大觀》, 《搜神後記⋅桃花源》
33) 정재서 《도교와 문학 그리고 상상력》, 150쪽 참조. 외래자가 선경으로 진입하기 위해

서는 반드시 장애물을 통과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동굴은 종교학적으로 볼 때 통과의례

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장애물을 통과해야 새로운 세계로 진입할 수 

있듯이 동굴뿐 아니라 선경진입까지의 여정도 이와 같은 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

런 유형의 지괴소설에는 동굴이 등장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현실에서 초세의 공간으

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巫의 입신과 같은 통과의례적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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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한 생각 등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음에서는 선경 생활을 당시 지식

인들의 隱逸 심리를 반영한 은일과 安樂의 공간과 풍족한 생활과 자유연애에 한 

심리를 반영한 부귀한 삶의 공간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隱逸⋅安樂의 理想 공간

은일과 안락의 이상 공간을 표하는 선경은 《搜神後記⋅桃花源》에 가장 잘 나

타나 있다.

배를 버리고 동굴로 들어갔다. 처음은 매우 좁아서, 겨우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였으나, 다시 수십 보를 더 들어가자 앞이 환하게 탁 트이었다. 토지는 

평평하고 넓었으며 가옥들은 번듯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기름진 전답과 아름다운 

연못 그리고 뽕나무와 나무 따위도 있었다. 길들은 동서남북으로 반듯하게 뚫려 

있었고, 닭이 울고 개 짖는 소리도 들려 왔다. 남녀들의 옷차림새는 모두 바깥세

상 사람들의 그것과 같았다. 머리가 누런 노인이나 다박머리 아이들까지 모두 화

목하고 즐거운 모습들을 하고 있었다. 어부를 발견하고는 몹시 놀라며 어디서 왔

느냐고 물었다. 어부가 자세하게 답해주자, 집으로 가기를 청하여, 닭을 잡고 밥

을 짓고 술을 차려 내었다. 마을에서는 이 같은 사람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모두 

찾아와 이것저것을 캐물었으며, 스스로 말하기를 ‘선 에 秦亂을 피하여 처자와 

마을 사람들을 거느리고 속세와 두절된 이곳으로 들어왔다가 다시는 나가지 않아 

바깥과는 단절된 것.’이라고 하였다. [그들은] 지금이 어느 세상인지를 물었다. 

[그들은] 漢나라가 있었던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으니, 魏나라 晉나라는 말할 것도 

없었다. 어부가 아는 로 낱낱이 이야기해 주자 모두들 놀라고 감탄해마지 않았

다. 나머지 사람들도 각각 자신들의 집으로 가기를 청하였으며, 모두 술과 음식을 

내 놓았다. 이렇게 며칠을 머물다가 돌아가겠다고 작별 인사를 했다.(便捨舟, 從

口入。初極狹, 纔通人。復行數十步, 豁然開朗, 土地曠空, 屋 儼然. 有良田、
美池、桑、竹之屬。仟陌交通, 鷄犬相聞。男女衣着, 悉如外人。黃髮垂髫, 并怡

然自樂。見 人, 乃大驚, 問所從來, 具答之。便要還家, 爲設酒殺鷄作食。村中

人聞有此人, 咸來問訊。自云先世避秦亂, 率妻子邑人至此絶境, 不復出焉。遂

外隔。問今是何世, 乃不知有漢, 無論魏、晉。此人一一爲具 所聞, 皆爲歎惋。
餘人各復延至其家, 皆出酒食。停數日, 辭去。)34)

34) 《漢魏六朝筆記 說大觀》, 《搜神後記⋅桃花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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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자 陶淵明은 혼탁한 정치와 어지러운 사회상에 염증을 느껴 전원생활로 돌아

온 인물이다. 하지만 돌아온 전원생활도 그의 이상을 구현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

었다. 당시 농민들의 빈곤한 생활, 天災와 人災를 모두 직접 경험하면서 그가 맞이

하게 된 현실은 비참한 생활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의 은일은 현실에 

한 불만에서 비롯된 것으로, ‘桃花源’으로 표출된 그의 이상 세계에는 安樂을 염원

하는 그의 사회적 이상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가 구현한 선경은 현실 세계와 별 차이가 없어 격절된 공간이 오히려 신비롭게 

느껴지기도 한다. 魏晉南北朝라는 사회적 혼란의 시기에 오히려 현실 세계에서나 

볼법한 ｢토지는 평평하고 넓었으며 가옥들은 번듯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기름진 전

답과 아름다운 연못 그리고 뽕나무와 나무 따위도 있었다. …… 닭이 울고 개 짖

는 소리도 들려 왔다.｣, ｢머리가 누런 노인이나 다박머리 아이들까지 모두 화목하

고 즐거운 모습들을 하고 있었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곳 도화원에서는 착취

나 압박의 상황을 찾아볼 수 없다. 정돈된 풍요로운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자급자

족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자가 <桃花源詩>에서 ｢서로 의지하며 농사일 힘쓰지만, 

해지면 마음 로 쉬는 고장. 뽕나무 나무 그늘 널찍하게 드리웠고, 콩 메기장은 

철 맞춰 심는다. 봄누에에서 기다란 실을 얻고, 가을 결실에는 나라님 세금도 없

다.｣라 하였듯이,35) 그가 구현한 선경은 민풍이 소박하고 손님을 성의 있게 접

하는 고도로 미화된 이상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도화원의 선경은 은일지사들이 지향하는 이상세계를 형상화한 것이다. ｢秦亂을 

피하여 처자와 마을 사람들을 거느리고 속세와 두절된 이곳으로 들어왔다.｣고 하였

으니, 秦代 은일자들의 후손이 도화원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搜神後記⋅韶舞》에서는 隱士의 포부가 더욱 선명하게 표출되어 있다.

滎陽 지역의 何氏라는 선비가 있었다. ……[그는] 은둔지사로, 일찍이 전원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수확을 하며 생활하고 있었다.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더니, 

…… 두 손을 날개 짓 하듯 나부끼며 춤을 추며 와서 하씨에게 “당신은 ‘韶舞’를 본 

적이 없는지요? 이것이 ‘소무’지요.”라 말하고는 춤을 추며 가버렸다. …… 사람이 

동굴로 들어가니 하씨도 그를 따라 들어갔다. 처음 [동굴 안에 들어섰을 때는] 매

35) 陶潛 楊勇 校箋 <桃花源詩>: ｢相命肆農耕, 日入從所憩。桑竹垂餘蔭, 菽稷隨時藝; 

春蠶收長絲, 秋熟靡王稅。｣(《陶淵明集校箋》,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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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경사졌다가 앞이 갑자기 넓게 탁 트이더니, [앞 서 가던] 그 사람이 사라져 버

렸다. 기름진 전답이 수십 경에 이르도록 펼쳐져 있었다. 하씨는 [그 전답을] 개

간해 일구어 농사를 지내며, 이 일을 로 업으로 삼았다.(滎陽人姓何, 忘其名, 

有名聞士也。…… 隱遁養志。嘗至田 , 人收穫在場上。忽有一人, …… 翩翻其兩

手, 並舞而來, 語何云: ‘君嘗見《韶舞》不? 此是《韶舞》。’ 且舞且去。…… 其人卽

入穴, 何亦隨之。初入甚急, 前輒開廣, 便失人。見有良田數十 。何遂墾作, 以

爲世業。)36)

위 이야기에서 何氏는 관직에 뜻이 없어 은일한 지식인이다. 도연명처럼 전원에

서 농사를 지으며 자신의 뜻을 지향하던 어느 날 韶舞를 추며 나타난 키 큰 사람을 

따라 선경으로 진입하게 된다. 여기서 ‘韶’는 舜시 의 음악이니, ‘소무’는 舜시 의 

음악에 맞춰 추는 춤을 말한다.37) 그러니까 소무를 추는 사람을 따라 진입하게 된 

선경은 堯舜시절과 같은 儒家的 이상세계를 구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넓게 펼쳐

진 기름진 전답에서 농사를 지으며 안락한 생활을 영위하는 모습은 위 도화원의 선

경에서도 이미 살펴보았던 모습이다. 따라서 이런 현실을 기초로 한 선경의 모습에

는 당시 지식인들의 은일 심리 뿐 아니라 평화롭고 안락한 생활을 염원하던 사람들

의 심리가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도연명이 구현한 선경은 더할 수 없이 아름답고 세속화되어, 그곳이 선경

임을 잊게 한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경의 신비로운 색채는 오히려 ｢남녀들

의 옷차림새는 모두 바깥세상 사람들의 그것과 같았다.｣와 주인공이 지금이 어느 

시 인지 묻는 질문에 ｢그들은 漢나라가 있었던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으니, 魏나라 

晉나라는 말할 것도 없었다.｣고 답하는 방식으로 매우 담백하게 묘사되어 있을 뿐

이다. 결국 도연명에 있어 선경은 신선들이 거주하는 신비롭고 환상적인 공간이 아

니라, 압박과 착취가 없고 자급자족을 하며 평등과 자유가 구현될 수 있는 평화와 

안락의 이상 공간이었던 것이다. 이런 고도로 미화된 도화원의 선경 이미지는 動亂

시  사람들의 정신적 안식처를 드러낸 것으로, 현실생활과는 비적인 모습으로 

36) 《搜神後記⋅韶舞》
37) 李劍國 輯釋 《唐前志怪 說輯釋(修訂本)》, 449쪽. ｢韶는 舜 시 의 음악이다. ……韶

舞는 곧 韶 의 춤으로, 예전 악무 일체를 말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韶舞는 堯舜시

절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韶》, 舜 名。……《韶舞》卽《韶 》之舞, 古 舞一

體。……此乃以《韶舞》暗示堯舜古世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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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사되어 있어 그 예술적 성취가 높다고 할 수 있다. 

2) 富貴한 삶의 理想 공간

선경 유람 이야기의 특징 중 하나는 선경에서 주인공들이 그곳의 여성들과 혼인

하는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것인데, 우리는 이런 人神 사이 애정 이야기

를 통해 간접적으로 선경 이미지를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선경에서 만나게 되는 여

성들이 거주하는 공간을 살펴보면 도화원의 선경과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음을 알

게 된다. 

여인들의 집 지붕은 동기와가 얹혀 있었고, 집의 남쪽 벽과 동쪽 벽 가장자리에

는 큰 침 가 놓여 있었다. 침 에는 금방울과 은방울이 섞여 있었다. 침상 머리

마다 열 명의 시녀들이 시중을 들고 있었다. …… 깨와 쌀로 지은 밥, 산양포, 쇠

고기를 접받았는데 매우 맛있었다. 식후에는 술을 마셨다.(其家銅瓦屋, 南壁及

東壁各有一大床, 皆施絳羅帳, 帳角懸鈴, 金銀交錯, 牀頭各有十侍婢。…… 食胡

麻飯, 山羊脯, 牛肉, 甚甘美。食畢行酒。)38)

갑자기 홰나무와 버드나무가 늘어서있는 사거리와 집을 둘러싼 긴 담장이 나타

났다. 황원이 개를 따라 문 안으로 들어가 보니 그 안에는 수십 채의 집이 나란

히 서 있었다. 오고가는 사람은 모두 여자뿐으로 모두 자태가 빼어났고 화려한 옷

을 입고 있었는데, 거문고와 가야금을 타는 이도 있었고, 쌍륙 놀이를 하는 이도 

있었다. …… 저녁이 되자 황원을 안으로 안내했다. 안에는 남쪽을 향한 집이 있었

고, 집 앞에는 연못이 있었으며, 연못 가운데에는 높이 솟은 집 한 채가 있었다. 

그 집 네 모퉁이에는 한 자쯤 되는 구멍이 있어, 구멍 속의 광채가 휘장 늘어진 

좌석을 비추고 있었다.(忽有平衢槐柳列植, 行牆廻 。原隨犬入門, 列房櫳戶可

有數十間, 皆女子, 姿容姸媚, 衣裳鮮麗, 或撫琴瑟, 或執博碁。…… 旣暮, 引原

入內, 內有南向 , 前有池, 池中有臺, 臺四角有徑尺穴, 穴中光映帷席。)39)

《幽明 》의 劉晨과 阮肇, 그리고 黃原이 진입하게 된 선경의 모습은 앞에서 살

펴본 도화원의 정경과 분명 차이가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의 선경도 신선들이 생활

38) 《幽明 ⋅劉晨阮肇》
39) 《幽明 ⋅黃原》



74  《中國文學硏究》⋅제68집

하는 공간이라기보다는 현실에서 볼 수 있는 모습들이다. 동기와가 얹혀 있는 집, 

나무가 죽 늘어서고 긴 담장이 있는 집과 남쪽을 향한 집에는 연못도 있다고 하였

으니, 기이하고 신비로운 仙人 신분의 여성들이 거주하는 곳이라기보다는 세속화된 

선경의 모습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곳의 집과 그 주변 분위기는 일반 백성들

의 생활공간이라기보다는, 鮑照가 ｢아름다운 옥으로 만든 규방과 섬돌, 꽃문양을 

수놓은 창문과 화려한 비단으로 만든 휘장을 드리웠네.｣라고 묘사한 당시 귀족집의 

모습과 유사하다.40) 집에 한 이와 같은 묘사는 《유명록》의 저자 劉義慶의 신분

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그는 劉宋 왕실의 일원이었으므로 제왕과 귀족이 누리던 

호화롭고 풍족한 생활에 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위 이야

기에서 주인공이 선경에서 마주하게 된 상황들, 기와집에서 많은 시녀들의 시중을 

받으며, 쌀과 소고기로 만든 식사를 하는 풍족한 생활모습은 작자 자신이 영위했던 

것을 바탕으로 했을 것이기에 이렇듯 구체적일 수 있었던 것이다. 

사치스럽고 화려한 생활을 영위했던 귀족들도 혼탁한 정국에 염증을 느껴 때때로 

山野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누리고 싶어 隱居했던 것처럼, 당시 비참한 삶을 이어가

야 했던 백성들에게 호화롭고 풍족한 생활이란 한번쯤 누리고 싶은 소망일 수 있

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풍요로운 삶에 한 갈망은 있을 것이니, 이런 부귀의 풍족

한 삶이야말로 지위,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그들의 선망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평범한 주인공이 진입하게 된 선경은 이런 당시 사람들의 염원이 반영된 

것처럼 풍족하고 평화로운 모습으로 묘사되었다. 전원의 안락의 이상공간과 함께 

유신과 완조, 황원이 마주하게 된 이와 같은 선경 이미지 역시 기이하고 신비로운 

색채가 아닌 현실세계 같은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부귀와 풍족

한 삶을 염원하던 당시 사람들의 심리가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주인공은 선경에서 귀족 집을 그 로 옮겨 놓은 듯한 집에서 살고 있는 여성을 

만나 혼인을 한다. 그녀들은 하나같이 아름다운 용모에 상냥한 태도로 다른 세계에

서 선경에 들어온 남성을 맞이한다. 그런데 선인의 신분이어야 할 그녀들의 모습은 

오히려 지극히 현실의 귀족 집 영애의 모습을 하고 있다. 

40) http://baike.baidu.com/view/3587096.htm, 鮑照, <拟行路難>, ｢璇閨玉墀上椒閣, 

文窓繡戶垂羅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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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음의 용모는 귀엽고 아름다웠으며 시녀들도 모두 어여뻤다. 두 사람은 혼례를 

치르고 오래된 부부처럼 음식을 함께 먹고 잠자리에 들었다. …… 다음 날 묘음은 

패옥을 풀어 황원에게 주고 계단 앞까지 전송하며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이 후의 

만남은 기약할 수 없지만 낭군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

다.”(妙音容色婉妙, 侍婢亦美。交禮旣畢, 宴寢如 。…… 至明日, 解珮分袂, 臨

階涕泗: ‘後 無期, 深加愛敬。’)41) 

황원이 선경에서 만난 妙音은 단아한 자태의 아름다운 여성이고, 시녀들 역시 어

여쁜 여성들이다. 게다가 미모의 묘음은 남편 황원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종적 여

성이다. 속세로 돌아가려는 남편을 전송하며 ｢낭군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더 깊어질 것｣이라 말하는 묘음의 모습은 봉건사회의 전형적인 여성의 모습이지, 

선인의 모습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현실과 선경이라는 시공간적 차이에도 불

구하고 주인공이 만나 인연을 맺게 되는 여성들은 모두 아름답고 순종적인 모습으

로 묘사되어 있다. 

《幽明 ⋅劉晨阮肇》에서도 

자태와 용모가 빼어나게 아름다운 두 여인이 있었다. 그녀들은 그릇을 들고 나

오는 두 사람을 보고 웃으며 “유신, 완조 두 낭군께서 우리가 방금 잃어버린 그릇

을 가져오셨군요.”라고 했다. 처음 보는 여인들이었으나 자신들의 성을 불러준 탓

에 알고 있던 사람처럼 느껴져 서로 반갑게 마주했다. 여인들은 “두 분께서는 왜 

늦게 오셨나요?”라고 하며 집으로 두 사람을 청했다.(有二女子, 姿質妙絶。見二

人持杯出, 便笑曰: ‘劉、阮二郞捉向所失流杯來。’ 晨、肇旣不識之, 緣二女便呼

其姓, 如似有 , 乃相見忻喜。而悉問來何晩, 因邀還家。)

고 하였고, 《搜神後記⋅袁栢根碩》에서도

두 명의 여인이 살고 있었다. 두 여인의 나이는 15,16세로, 용모가 빼어나게 

아름답고 푸른 빛 옷을 입고 있었다. …… 두 사람이 온 것을 보고 반가와 하며 말

했다. “벌써부터 당신들이 오기를 기다렸지요.”(有一 屋, 二女子住其中, 年皆十

五六, 容色甚美, 著靑衣。…… 見二人至, 忻然云: ‘早望汝來。’)

41) 《幽明 ⋅黃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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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였다.

위 이야기들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남성 주인공들이 선경에 들어가 인연을 맺게 

되는 여성들인데, 하나같이 아름답고 온순한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어 오히려 낯설

게 느껴진다. 선인 신분의 여성이라면 최소한 藐姑 의 여신이나 下界로 강림한 

西王母의 모습을 상상할 것인 ,42) 주인공이 선경에서 만나게 된 여성들은 모두 

봉건사회라는 현실세계에서 추구하는 전형적인 여성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기 때

문이다. 남성이라면 한번쯤 소망해보는 아름답고 온순한 성정의 여성이 신선들이 

거주한다고 여겼던 선경에 살고 있다는 구상은, 사냥하다 혹은 약초를 캐다가 우연

히 선경으로 진입하게 된다는 이야기의 배경과 관계가 있다. 葛洪 이후부터 成仙의 

사회풍조가 확산되면서 보통사람도 선경 진입을 통해 득도하거나 求福이 가능하다

고 여겨졌고, 당시의 이런 인식은 선경 유람 지괴소설에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황원과 묘음, 유신⋅완조와 선경의 두 여성, 그리고 두 명의 사냥꾼과 선

경의 두 여성은 현실 세계의 부부와 전혀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이들의 혼인이 선

경에서만 가능한 이유가 있다. 평범한 남성과 선인 여성이라는 두 사람의 신분적 

차이 때문에 이 혼인은 현실세계라면 불가능하다. 비슷한 집안끼리 혼인하는 것이 

봉건사회의 혼인풍습이었으므로 현실세계였다면 황원과 선인인 묘음은 혼인을 할 

수 없는 사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위 인신 사이의 혼인 이야기에는 당시 사람

들의 애정에 한 이상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런 이상심리는 선경 이미

지를 통해 더욱 구체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42) 王先謙 撰 <逍遙遊>: ｢藐姑  산에 神人이 살고 있는데 피부는 얼음과 눈처럼 희고 

곱고 부드러움은 처녀와 같다. 곡식을 먹지도 않고 바람을 머금고 이슬을 마시며, 구름

을 타고 飛龍을 몰아 훨훨 四海 밖에서 노닌다(藐姑 之山, 有神人居焉, 肌膚若氷雪, 

綽約若處子。不食五穀, 吸風飮露。乘雲氣, 御飛龍, 而遊乎四海之外。)｣(《莊子集

解》, 北京, 中華書局, 2004), <漢武帝內傳>: ｢서왕모는……황금빛 치마를 입었는데 무

늬가 선명하고 빛나는 자태와 기품이 있었다. 아름다운 인끈을 띠고 허리에는 빛살도 

가르는 칼을 차고 머리에는 태화 비녀를 꽂고 구슬 장식의 관을 쓰고 봉황새 무늬가 있

는 신을 신고 있었다. 보아하니 나이는 30세쯤으로 몸매도 적당하여 천부적인 자태를 

감추고 있고 용모도 비할 데 없이 빼어난 정말 뛰어난 미인이었다.(王母 …… 著黃錦褡

䙱, 文采鮮明, 光 淑穆, 帶靈飛大綬, 腰分頭之劍, 頭上大華結, 戴太眞晨嬰之冠, 履

元琼鳳文之 。視之可年卅許, 修短得中, 天姿掩藹, 容。顔絶世, 眞靈人也。)｣(《漢
魏六朝筆記 說大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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石昌渝는 선경 진입 후 전개되는 인신 사이 애정 이야기를 당시 혼인풍습과 관

련하여 설명하였다. 봉건사회에서 寒門 집안 남성이 문벌가 여성과 맺어진다는 것

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선경을 배경으로 한 인신 사이 애정이야기를 통해 당시 혼인

풍습을 비판한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문벌가 여성과의 혼인으로 立

身하고 싶은 본능이 내재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43) 그러니까 남녀 간의 

혼인과 애정이 비슷한 집안이라는 제약을 받은데 한 당시 사람들의 자유연애에 

한 갈망과 혼인으로 입신과 부귀를 얻고자 했던 남성의 본능이 인신 사이 애정 

이야기에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기에 평범한 남

성 주인공이 선경에서 이상적인 여성을 만나 혼인을 한 것이고, 선경에서 만난 모

든 여성들이 하나같이 아름답고 부귀의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은 여성에 한 남성의 

본능과 그녀들처럼 자신도 풍족한 생활을 영위하고 싶은 갈망을 표출한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東漢 이후 도교문화는 선경의 위치를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곳으로 변화시켰

을 뿐 아니라 그곳에서 생활하는 인물들의 형상에도 영향을 끼쳤다. 평범한 주인공

이 진입하게 된 선경에서 만나게 된 선인 여성은 고  전적의 막고야 여신이나 서

왕모 같은 신비로운 분위기의 선인이 아니다. 그녀들의 모습은 자태와 용모가 빼어

나게 아름다울 뿐 아니라 성정이 온순한, 남성이라면 한번쯤 소망해볼 만한 이상적 

여성상이다. 그녀들은 기와집에서 아름다운 시녀들의 시중을 받으며 쌀과 소고기로 

만든 음식을 먹는 호화롭고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어, 선인들의 모습이라기보다는 

현실세계 귀족 집 영애의 모습이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이곳의 부귀한 삶과 

이상적 형상의 여성들은 그림의 떡처럼 그들의 이상일 뿐 실재일 수 없었기에, 선

경에 진입한 주인공을 통해 자신들의 이상을 구현하고자 한 것이다. 신분에 따라 

이행되는 혼인풍습은 자유연애와 혼인의 장애물이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사회풍조를 

벗어날 수는 없었기 때문에 평범한 인물이 선경에서 만난 이상적 여성과 혼인함으

로써 애정에 한 그들의 이상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요컨  사람이라면 누

43) 徐穎瑛 <魏晉南北朝 說中的仙境描寫>, 《渭南師範學院學報》 2001年 1期, 49쪽 재

인용. 石昌渝 《中國 說源流論》, ｢寒士庶民在現實中根本不可能 世家豪門的千金達

成婚 , 他們希求 世家豪門的千金達到婚配的潛意識, 轉變成一種慕仙心理, 從而造

成一系列的人神婚 的仙境傳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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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나 염원하는 부귀한 삶에 한 당시 사람들의 갈망이 선경이라는 이상 공간, 즉 

풍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에서 아름답고 온순한 이상적 여성과 혼인하는 모

습으로 구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속세복귀’와 격  공간의 仙境

‘선경진입-선경생활-속세복귀’로 전개되는 선경 유람 이야기에서 가장 재미있는 

점이 선경에 진입했던 주인공이 다시 현실세계로 돌아오는 것이다. 주인공의 속세

복귀의 목적은 자신 의지에 의한 경우와 강압에 의한 경우가 있다. 

《幽明 ⋅劉晨阮肇》에서 劉晨과 阮肇는 선경에서 열흘 동안 머문 후 떠날 뜻을 

전하자 여성들이 만류하여 다시 반년을 더 머물다가 두 사람은 결국 ｢고향을 그리

는 마음이 더 간절해져 돌아갈 것을 다시 청하였다.(更懷悲思, 求歸甚苦。)｣라 하

였고, 《搜神後記⋅袁栢根碩》의 袁栢과 根碩 두 사람 역시 ｢고향이 그리워 돌아가

고 싶어, 몰래 귀향길을 나섰다.(二人思歸, 潛去歸路。)｣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주

인공들은 모두 선경에 진입했다가 다시 자신의 의지로 속세로 돌아온다. 그들의 속

세복귀는 자신들이 생활하던 고향에 한 그리움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것은 이

상 공간인 선경에서 암울한 현실세계로의 복귀를 의미한다. 《幽明 ⋅黃原》에서 黃

原이 선경에서 며칠을 지내다가 집에 돌아가 소식이라도 전하려 하자 妙音은 ｢신
과 사람은 길이 달라 함께 오래 있을 수 없답니다.(人神異道, 本非久勢。)｣라고 

말하며 그를 전송하였고, 《幽明 ⋅河伯嫁女》의 주인공도 선경에서 河伯의 딸과 

혼인한 후 생활하고 있는데, 혼인 후 나흘째가 되자 하백이 ｢혼례기간이 이미 끝났

으니 이제 사위를 떠나보내야겠다.(禮旣有限, 當發遣去。)｣고 연회에 초청된 사람

들에게 말하여 하백의 딸은 주인공과 눈물로 이별을 하게 된다. 여기에서 주인공들

은 선경에서 혼인을 올린 후 생활하고 있었지만 반 강제적으로 속세로 돌아오게 된

다. 사람과 신은 갈 길이 다르다고 한 묘음이나 혼인 후 떠날 시간이 되었다고 한 

하백의 말은 곧 인간 신분의 주인공들이 선경에서 지속적으로 살기에는 자격이 부

족하므로 속세로 반드시 돌아가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인간

이 선경에 우연히 진입할 수는 있어도 그곳은 여전히 현실세계와는 격절된 仙人들

의 공간이므로 인간은 그들과 더불어 계속 생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신의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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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속세로 복귀한 주인공들이 선경에 재진입할 수 없었던 것 역시 선경이 현실과는 

격절된 공간임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밖으로 나와 보니 친척과 친구들은 이미 죽고 없었고 마을과 집들도 변해 예전

과 같지 않았다. 겨우 그들의 7 손을 찾아 물어보니 조상님들이 입산하셨다가 길

을 잃고 돌아오지 못하셨다고 전해 들었다고 했다.(旣出, 親 零落, 邑屋改異, 

無復相識。問訊得七世孫, 傳聞上世入山迷不得歸。)44) 

[약초 캐던 이가 돌아와] 마을의 인가들을 살펴보니, 모두 옛 고향의 이웃들이 

아니었다. 겨우 [자신의] 9 손을 찾아 그에게 물었더니, “[그] 조상님께서는 동정

산에 약초를 캐러 가셨다가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이후로] 지금은 300년

이 지났습니다.”(已見邑里人戶, 各非故鄕隣, 唯 得九代孫。問之, 云: ‘遠祖入

洞庭山采藥不還, 今經三百年。’)45) 

위 이야기에서 주인공들은 다시 돌아온 고향이 자신이 떠나기 전과는 다른 모습

으로 변해있어 의문을 품는다. 그리고 겨우 만나게 된 그들의 후손들로부터 선경에 

진입했던 며칠간의 일들이 매우 오래전 조상의 일로 전해지고 있음을 알게 된다. 

현실과 선경에서의 시간의 흐름이 동일하지 않기에, 주인공들은 돌아온 고향이 낯

설었던 것이다. 이처럼 현실과 선경 두 공간의 시간적 격차는 사람들로 하여금 선

경을 不 長生할 수 있는 이상 공간으로 인식케 한다. 주인공들이 진입했던 선경의 

환경과 생활이 제아무리 현실세계와 유사했을 지라도 그곳은 결코 현실세계일 수 

없는, 속세와는 격절된 공간임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이다. 신화전설이나 도교의 설

법 중에 ｢천상에서의 하루가 인간세계의 1년이다.(山中方一日, 世上已千年。)｣, 
｢선경에서 하루가 세상의 1000년과 같다.(天上一日, 人間一年。)｣라 하였으니,46) 

이런 고  중국인들은 시간관념이 위 이야기에서 현실과 선경의 시간적 격차에 반

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선경의 찰나가 인간세상의 무수한 시간으로 이야기

한 것이니, 여기에는 선경이 아무리 실재하는 자연과 생활환경으로 그려지고 있더

44) 《幽明 ⋅劉晨阮肇》
45) 《漢魏六朝筆記 說大觀》, 《拾遺記⋅洞庭山》
46) 甘忠寶 <魏晉南北朝 說中的洞窟仙境意象>, 《重慶職業技術學院學報》  2008年 3期, 

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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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그곳은 분명 현실세계와는 격절된 공간임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주인공들이 진입한 선경은 지극히 세속화된 모습이었지만, 속세의 인간인 그들은 

지속적으로 그곳에서 생활할 수 없었다. 자신의 의지이든 강압이든 이유를 불문하

고 이행되는 주인공들의 속세복귀는 선경이 현실세계와는 격절된 공간임을 드러내

는 이유가 되었다. 속세복귀 후 깨닫게 된 현실세계와 다른 선경에서의 시간 흐름

은, 선경을 불로장생의 공간으로 인식케 할 뿐 아니라 선경이 속세와는 격절된 공

간임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이다. 

Ⅳ. 나오는 

魏晉南北朝 志怪 說에 자주 등장하는 ‘仙境’은 당시의 사회적 이상이 담긴 유

토피아임을 알 수 있다. 인간은 유토피아를 정신상의 동경과 삶의 동력으로 삼기 

때문에 이런 유토피아 정신은 이상을 찾아 새로운 세상을 탐험하고 행복을 찾도록 

사람들을 독려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이 시기 선경 유람 유형 지괴소설에서 창출

한 선경은 유토피아의 원형으로, 당시 사회풍조와 사람들의 심리가 선경 이미지를 

통해 표출되었기 때문에 예술적 성취가 높다고 할 수 있다. 

東漢 이후 종교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된 道敎는 고  중국의 민간에서 전해지던 

이야기나 신화전설, 그리고 神仙家들의 사상과 이야기를 통합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에 큰 영향을 끼쳤다. 특히 神仙사상을 중심으로 

형성된 도교의 영향으로 이전까지 유전되던 신선설화 역시 이후 이 시기 새로운 문

학 체재로 자리 잡은 지괴소설에 영향을 주었다. 晉宋이후 동굴을 통해 선경으로 

진입하는 이야기가 특히 많은 것은 바로 신선사상 중심의 도교의 번성과 관계가 있

다. 

선경 유람을 제재로 한 지괴소설은 부분 속세에서 ‘선경진입-선경생활-속세복

귀’의 순서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선경 이미지는 비슷한 구성으로 전개되는 선경 출

입 전후 이야기를 통해 더욱 선명해질 수 있으므로, ‘선경진입-선경생활-속세복귀’ 

순서로 전개되는 이야기 분석을 통해 선경 이미지를 살펴 그 예술적 성취를 이해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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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幽明 》의 劉晨과 阮肇, 《搜神後記⋅桃花源》의 어부와 《異苑⋅武溪石穴》의 

사냥꾼 등의 주인공들은 모두 평범한 인물로서, 산과 관련 있는 일을 하다가 매개

물이나 조력자를 통해 우연히 超世의 공간으로 진입하게 된다. 위진남북조 시기의 

사람들은 선경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산 속에 실재한다고 여기면서도 은 히 숨

겨져 있어 그곳은 여전히 몽환 속의 공간에 불과하였기에, 산에서 매개물이나 조력

자를 통해 선경으로 인도되며 점차 현실에서의 자아를 잊고 선경으로 진입하게 된 

것이다. 선경 진입에 앞서 자주 등장하는 동굴은 현실과 선경을 연계해주는 관문으

로서, 동굴을 통한 선경 진입은 사람들로 하여금 선경을 더욱 몽상의 신비로운 공

간으로 상상할 수 있게 해 주었다.

《搜神後記⋅桃花源》과 《搜神後記⋅韶舞》에서 묘사하고 있는 선경은 隱逸과 安

樂의 이상 공간을 표하는 것이다. 정돈된 풍요로운 땅에서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평화롭게 생활하는 桃花源의 정경으로 표되는 이들 세속화된 선경의 이미지에는 

陶淵明 같은 지식인들의 은일 심리를 바탕으로 한 안락한 삶에 한 염원이 반영

되어 있다. 특히 선경의 평화로운 모습과 암울한 현실이 극명한 비를 이루고 있

어 당시 사람들의 은일 심리가 한층 강렬하게 표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

《幽明 》의 劉晨과 阮肇, 黃原 등이 마주하게 된 선경 역시 기이하고 신비로운 

분위기 신 부귀한 삶이 영위되는 세속화된 모습으로 묘사되었다. 이것은 인간이

라면 누구나 소망하는 부귀와 풍족한 삶에 한 염원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선경에 진입한 평범한 주인공들은 당시의 사회모습과는 다른 풍족한 환경의 선

경에서 아름답고 순종적인 여성을 만나 인연을 맺는데, 이 역시 당시 사람들의 부

귀를 소망하는 염원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선경에서 만난 여성들은 하나같

이 자태와 용모가 빼어나게 아름다울 뿐 아니라 성정도 온순하여, 남성이라면 한번

쯤 소망해볼 만한 이상적 여성들이다. 그녀들은 현실세계의 귀족 집 영애처럼 기와

집에서 시녀들의 시중을 받으며 쌀과 소고기로 만든 음식을 먹으며 풍족한 삶을 누

리고 있다. 부귀한 삶과 아름다운 여성이라는 지극히 세속화된 모습들이지만, 현실

적으로 그것은 이상일 뿐 실재일 수 없기 때문에 평범한 주인공을 통해 자신들의 

이상을 구현한 것이다. 신분에 따라 이행되는 혼인풍습은 자유연애와 혼인의 장애

물이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사회풍조를 벗어날 수는 없었으므로 평범한 주인공이 선

경에서 만난 이상적 여성과 혼인함으로써 애정에 한 그들의 이상적 심리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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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요컨  사람이라면 누구나 염원하는 부귀한 삶에 한 갈망

은 평범한 인물이 풍족한 삶의 공간인 선경에서 아름답고 온순한 이상적 여성과 혼

인하는 모습으로 구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幽明 ⋅劉晨阮肇》, 《搜神後記⋅袁栢根碩》, 《幽明 ⋅河伯嫁女》의 주인공들

이 진입한 선경은 지극히 세속화된 모습이었지만, 현실세계에 속한 그들은 그곳에

서 지속적으로 생활할 수 없었다. 선경은 현실세계와는 격절된 공간이기 때문에 자

신의 의지이든 강압이든 이유를 불문하고 주인공들은 속세로 복귀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주인공들이 속세복귀 후 깨닫게 된 현실세계와 선경의 시간적 격차

는 선경을 不 長生의 공간으로 인식케 할 뿐 아니라 선경이 속세와는 격절된 공

간임을 한층 더 강렬하게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위진남북조 시기 선경 유람 유형 지괴소설은 선경과 현실세계의 비적인 

모습을 ‘선경진입-선경생활-속세복귀’로 전개되는 이야기를 통해 당시 사회풍조와 

사람들을 심리를 표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술적 성취가 높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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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airyland’ is one of important materials of Zhi-guai Novels in 

Wei-Jin and the Southern and Northern Dynasties. ‘Fairyland’, which 

is one of Oriental names for Utopia, reflects the aspirations of the 

ancient Chinese for Utopian society according to the specific 

circumstances of each era. So, this article conducted analysis on how 

social psychology of the people in Wei-Jin and the Southern and 

Northern Dynasties at a turbulent period had been represented 

through Fairyland at Zhi-guai Novels - typical literary genre of this 

era - and then reviewed its artistic accomplishment. 

‘Fairyland’ - space separated from reality - could be the original 

form of mankind’s Utopia. Given that aspirations for Utopia generally 

come from people’s dissatisfaction with reality or their pursuit of 

wealthy lives, strong aspiration for Utopia means that conflicts with 

reality and people’s uneasy psychology rising from sociopolitical chaos 

were severe as such. Prosperity of Taoism influenced the occurrence 

of many Fairyland-excursion stories. Since the Eastern Han Dynasty, 

there was a popular belief that discipline to morally cultivate one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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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become a Taoist hermit would make not only king, noblemen 

and Taoist believers but also ordinary people as the Taoist hermit. 

In line with expansion of the Taoist culture to ordinary people, the 

status of Fairyland changed to a place where everybody could 

approach, like a famed mountain instead of a remote site like Kun 

lun Mountain and those living in the Fairyland were envisaged as 

normal people living in the reality. Thus, Zhi-guai Novels in Wei-Jin 

and the Southern and Northern Dynasties, which were depicted 

variously in the form of ‘Entry into Fairyland - life at Fairyland - 

return to the earthly life’, could have reflected all of the social 

trends and people’s mentality at the time. Utopia can be said as a 

literary expression of people’s aspiration and perception of ideal 

space, and Zhi-guai Novels then continued to represent people’s 

aspiration and wishes using space called Fairyland and so its artistic 

accomplishment might be high.

【主題語】

선경, 도교, 원유, 지괴소설, 유토피아

仙境, 道敎, 遠遊, 支怪小說, 乌托邦

Fairyland, Taoism, Excursion to far away, Zhi-guai Novels, Uto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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