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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國文提要】

본 연구는 중국시의 전통인 현실 사회에 대한 반영과 풍자가 《唐詩三百首》의 選

詩 기준에는 어떻게 발현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점에서 출발하였다. 그 해답을 얻기 

위하여 첫째 《唐詩三百首》에 수록된 시들이 唐代의 어떠한 사회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지 제재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唐詩三百首》에 수록된 시들이 현실을 

반영하는 표현 방식 상의 특징을 분석하여 그 것을 情景交融과 抒情化, 懷古로 나

누어 그 구체적 표현 방식을 분석하였다. 다음 단계로 安史의 亂 이후 杜甫를 중

심으로 변화가 일어난 唐詩의 흐름에 의거하여 현실주의적 詩觀을 발전시킨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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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개성적인 표현을 발전시킨 그룹으로 나누어 《唐詩三百首》가 그들의 작품을 얼

마나 수록하고 있으며 어떠한 선시의 기준이 작용하였는지를 분석하여 그 경향성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唐詩三百首》는 唐代의 변경지역의 이민족과의 잦은 갈등과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당시의 국방과 정치의 문제들을 반영하는 작품을 다수 수록

하였으며, 9년 여간 지속된 安史의 亂과 그 이후 당 사회 현실을 비롯하여 唐詩의 

창작 주체이자 관료였던 그들이 체험한 정치의 부조리와 통치자에 대한 풍자와 경

계의 뜻이 반영된 작품들을 수록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당대 현실을 반

영함에 있어서는 사실적인 묘사나 직설적인 비판과 풍자의 작품들은 소수이며 대부

분이 풍경 묘사에 주관적 서정과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기탁하여 情景交融과 

抒情化를 추구한 작품들을 위주로 수록하였으며 현실을 과거 역사에 기탁하는 懷

古의 작품도 선호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선시의 경향은 안사의 난 이후 

일변한 中唐 이후의 시들에 대한 選詩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있다. 杜甫 詩의 

수록에 나타난 선시의 경향과 杜甫의 현실주의적 詩觀과 유사한 맥락의 白居易를 

비롯한 소위 新樂府 그룹의 시들의 選詩 경향에도 위와 같은 기준이 작용한 것을 

볼 수 있었다. 杜甫의 개성적인 표현에 힘쓰는 경향에 영향을 받은 元和年間의 시

인들의 작품이 많이 수록되지 않은 점과 元和體 고유의 속성이 드러나는 작품을 

선택하지 않은 점 등에서도 그 選詩의 기준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요컨대 《唐詩三

百首》의 편집자는 현실에서 비롯된 시인의 주관적인 서정과 현실 인식을 시의 언어

로 형상화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직관적인 이해와 공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작품

을 選詩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 서론

중국시의 전통이라 여겨지는 ‘風⋅雅⋅頌⋅賦⋅比⋅興’은 줄곧 시의 창작과 비평

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왔다. 중국시는 기본적으로 서정시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詩經》의 <國風>에 수록된 시들이 반증하듯 시대를 반영하고 시대의 모순을 풍자하

는 것 역시 중국시 전통의 중요한 부분이었다. 특히나 아동을 주 대상으로 한 대중

적 詩選集을 목표로 편찬된 《唐詩三百首》는 시의 사회적 기능을 어떻게 인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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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하였을까? 사실 이러한 궁금증은 《唐詩三百首》에 唐代의 시대상을 선명하게 

반영하거나 풍자하는 작품이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에서 출발하였다. 《唐詩

三百首》가 明末부터 淸初까지 이어진 시의 정통을 唐詩와 宋詩 중 무엇으로 상정

하느냐의 논쟁에서 宗唐을 주장한 그룹에 속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

다. 그런데 安史의 난 이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中唐을 대표하는 시인들의 현실

주의적 작품들이 많이 눈에 띄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唐詩三百首》는 唐詩의 

사회적 역할과 현실 반영의 시들의 예술적 성취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일까?1) 본고는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2) 이를 

위하여 Ⅱ장에서는 《唐詩三百首》에 수록 된 작품들 중 사회적 현실을 비교적 선명

하게 반영하고 사회 현실을 풍자하거나 비판한 작품들을 선별하여 그들이 다룬 사

회 현실의 문제는 무엇인지 제재별로 분류하고 분석하였다. 다음 단계로 Ⅲ장에서

는 현실을 반영하는 작품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상의 특징들을 분석하여 

유형화하고 이에 반영된 《唐詩三百首》의 현실 반영 시들에 대한 선시의 기준을 도

출해 보았다. 특히 杜甫를 기준으로 中唐 이후 시의 변화 추이에 의거하여 이 시기 

작가들의 작품의 수록 경향에 주목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선시의 기준을 수립

한 목적을 교육적 효용성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그 기준의 현대적 의의에 대해서 고

찰해 보았다.

1) 《唐詩三百首》는 盛唐 시기의 작품을 156수 수록하였으며 初唐과 中唐, 晩唐, 창작 시

기 미상의 시를 각각 7수⋅86수⋅57수⋅3수 수록하고 있다. 이 통계는 杜甫의 시를 

盛唐 시기로 편입시킨 통계이다. 이에 대해서는 Ⅲ장에서 다시 서술하였다. 中唐 시기

의 모든 시의 창작 시기를 명확히 구분 할 수 없으나 시인의 활동시기에 따라 대략적으

로 그 시기 구분하면 대략 大曆 年間의 것이 26수, 元和 年間의 것이 20수를 차지한다.
2) 《唐詩三百首》에 관한 국내의 선행 연구는 석사 학위 논문 1편과 기간지 논문 5편이 

있으나 그 중 《唐詩三百首》 전체의 수록 시에 대한 제재별 연구보다는 唐詩의 주제와 

형식 등의 분석에 있어 이 책의 수록 시들을 연구 범위로 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에 

반해 이 책의 완역본은 현재까지 6종이나 출간되어 있어 국내의 연구는 주석과 번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중국에서의 연구는 CNKI 상에 《唐詩三百首》와 관련

된 200여 편의 논문을 찾아볼 수 있는데 대다수가 이 책의 영어번역에 관한 연구에 집

중되어 있다. 그 외 이 책의 성립에 있어 사회적 배경과 시학적 배경 및 내용과 형식 

등에 관한 연구를 찾아 볼 수 있으나 수록 된 시들의 개별 제재를 주요 대상으로 한 논

문은 찾아보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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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現實反映詩의 題材

중국시는 기본적으로 서정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서구의 고대 서사시와 같은 

작품이 《詩經》과 《楚辭》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이 고대 중국의 시가 현

실 사회와는 유리된 유심주의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인간의 

서정은 외부 세계의 체험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므로 엄밀히 말해 현실과 유리된 

고립된 서정이란 존재할 수 없다. 한 시인이 자신의 기쁨이나 슬픔, 분노나 우울함

을 묘사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외부세계의 체험으로 인해 촉발된 감정이나 인식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唐詩三百首》는 唐代 사회의 어떠한 측면이 반영된 작품을 수

록하였을까? 《唐詩三百首》에 수록된 310수의 시의 제재와 내용을 분석하였을 때 

대략 60여수의 작품이 당시 현실을 비교적 선명하게 반영하고 있는 작품으로 판단

되며 그것을 제재별로 나누면 아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邊塞의 불안정

《唐詩三百首》에서 현실에 대한 묘사와 당대 현실로부터 촉발된 서정이나 비판의

식을 드러내는 것으로는 단연 邊塞詩를 꼽을 수 있다. 《唐詩三百首》에는 변새의 

풍경과 군영의 모습, 장군과 병사, 그들을 그리는 아내와 가족 등을 묘사한 27수의 

변새시가 수록되어 있다. 변새시는 그 제재의 특성상 唐代 국경 지역의 이민족들과

의 갈등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반영하며 때로는 중앙 정부의 대외 정책의 과실이나 

무력의 남용, 무능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의 소리가 표현되기도 한다. 《唐詩三百首》

에 수록된 변새시는 대부분이 盛唐과 中唐의 전환기 즈음에 창작된 것으로 初唐

시기의 것은 沈佺期의 <杂诗> 한 수뿐이며 晩唐의 것은 溫庭筠의 <苏武庙>⋅张乔
의 <书边事>⋅陈陶 <陇西行> 총 3수에 그친다. 당 왕조는 개국 이래로 변경지역의 

이민족과의 갈등이 끊임없이 이어졌으며 서북부와 서남부, 동북부의 이민족들과의 

갈등은 고대 周나라때부터 계속되어 온 문제였다. 특히 漢나라 시기 匈奴와의 갈등

과 이를 진압하기 위한 원정 전쟁은 매우 빈번하고도 격렬하였으며 이에 대한 사서

의 기록도 많이 남아있어 唐詩에서도 종종 이를 전고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래 王昌齡의 <塞下曲>은 과거의 전고를 직접적으로 인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고



《唐詩三百首》의 현실 반영 작품의 수록경향 및 기준 5

래로 끊임없이 발발하는 변새 지역의 전투에 대한 감회를 노래하고 있다.

飲馬渡秋水, 말 물 먹이며 가을 물을 건너니 

水寒風似刀. 물은 차갑고 바람은 칼날 같네.
平沙日未沒, 평평한 사막의 해는 다 지지 않아

黯黯見臨洮. 어스름 속 멀리 임조관이 보이네.
昔日長城戰, 옛날 장성에서 치른 전투에서는

咸言意氣高. 입 모아 말하기를 의기가 높았다지.
黃塵足今古, 누런 먼지가 고금에 자욱이 일어나니

白骨亂蓬蒿. 백골이 쑥 덤불 여기저기에 흩어져있네.

이 시의 배경은 唐 玄宗 開元 14년 승상 張說의 반대에도 부룩하고 王君을 

吐藩 정벌에 보낸 사건이다. 왕군착의 군대는 처음에는 승세를 보였으나 결국에는 

대패하여 수많은 병사가 희생되고 왕군착은 피살되었다. 왕창령은 변방에서 이 소

식을 전해 듣고서 그 감회를 노래한 것이다.3) 1-4구에는 변새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으며 5-8구에는 왕군착이 이끄는 군대의 싸움을 회상하며 수많은 목숨을 희생시

키며 결국은 패배한 전쟁의 참상을 묘사한 것이다. 高適의 <燕歌行>은 변새의 상

황과 중앙의 상황을 대조하여 직접적인 풍자를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그 일부분을 

살펴보자.

戰士軍前半死生, 전장의 병사들 절반은 죽고 절반만 살았는데도

美人帳下猶歌舞. (장안의) 미인들은 휘장 아래서 여전히 노래하고 춤추네.
……
君不見沙場征戰苦, 그대 보지 못하였는가, 사막 위에 벌어지는 전쟁의 고통을

至今猶憶李將軍. 지금에 이르도록 여전히 (한나라의) 이장군을 추억하는 것을.

이 시의 序에는 그 창작 배경에 대하여 ｢(憲宗) 開元 26년(738) 손님 중 어사

대부 張守珪를 따라 契丹族을 진압하기 위하여 변방으로 나갔다 돌아온 사람이 있

었다. 그가 <燕歌行>을 지어 보여주기에 (변방의) 전쟁과 군영의 일에 대해 느껴지

3) 본고에 예시된 시의 번역과 창작 배경은 임동석의 《唐詩三百首》와 趙昌平의 《唐詩三
百首全解》, 邱燮友의 《新譯唐詩三百首》, 蕭滌非 等著, 《唐詩鑑賞辭典》을 대조하여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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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바가 있었기에 이로써 회답하였다(開元二十六年, 客有從御史大夫張公出塞而還

者, 作<燕歌行>以示適, 感征戍之事, 因而和焉).｣라고 서술하고 있다. 역대 주석가

들은 이 시가 幽州節度使 張守珪가 奚族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고도 거짓으로 상황

을 보고한 것을 풍자한 것으로 본다.4) 唐 開元 18년(730)에서 22년까지 해족이 

여러 차례 당의 변경지역을 침입하여 중앙의 골칫거리였다. 해족은 중국 동북부에 

있던 이민족으로 당나라는 서북쪽의 吐藩과 匈奴, 동북부의 奚族 등과 국경지역에

서 잦은 갈등을 빚어 왔으며 후에는 이러한 변경지역의 불안을 진압하기 위하여 파

견한 절도사들의 권력이 강해져 중앙 정부를 위협하기 시작하였다. 종국에 안사의 

난의 발발 역시 이러한 국경 지역의 갈등과 지방 군벌에 대한 중앙 정부의 관리의 

소홀의 문제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高適의 <燕歌行>은 이러한 변새 지역의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한 장수와 그 근본적 책임의 소재인 중앙의 실책에 

대한 비판을 무고한 군사들의 희생에 대한 슬픔의 정서로 표현한 것으로 그 안에는 

풍자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唐詩三百首》에는 이와 같은 변경의 문제를 

제재로 한 시가 27수 수록되어 있으나 모든 작품이 이와 같은 풍자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중에는 변새를 지키는 장군의 위용이나 승리에 대한 칭송,

입공의 의지를 표현한 작품들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그러한 작품 역시 당시의 

변새 지역의 불안정과 잦은 전쟁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2. 安史의 亂과 이후 사회상

안사의 난은 그 역사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唐詩三百首》에는 안사의 난을 직

접적으로 묘사한 작품은 많지 않다. 안사의 난의 비극은 주로 두보의 시에서 비교

적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아래 <哀王孫>의 일부를 인용한 것이다.

豺狼在邑龍在野, 이리떼가 읍성을 차지하고 임금은 들판에 있는데

王孫善保千金軀. 왕손께서는 천금 같은 몸을 잘 보존하소서.
不敢長語臨交衢, 큰길가라 긴 말은 감히 나눌 수 없기에

且為王孫立斯須. 잠시 왕손을 위해 멈춰 서서 지켜보았네.

4) 蕭滌非 等著, 《唐詩鑑賞辭典》,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2002, 383-3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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昨夜東風吹血腥, 어젯밤 동쪽으로부터 피비린내가 불어오더니

東來橐駝滿舊都. 동에서 온 등짐 질 낙타들이 장안에 가득하네.
朔方健兒好身手, 삭방의 건아 가서한은 몸과 손이 좋아서

昔何勇銳今何愚. 옛날엔 날쌔더니 지금은 어찌 그리 둔한가.
竊聞天子已傳位, 소문에 천자께선 이미 선위를 하셨다 하니

聖德北服南單于, 천자의 덕으로 북방 남선우가 복종해 오고

花門剺面請雪恥. 얼굴에 칼자국 낸 회홀이 설욕에 참전하길 청하네.
慎勿出口他人狙, 삼가 입을 열어 남에게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소서,
哀哉王孫慎勿疏, 슬프다, 왕손이여 삼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소서

五陵佳氣無時無. 선왕들이 계신 오릉의 좋은 기운 없던 때가 없나이다.

위 시는 天寶 15년(756) 安祿山이 東關을 무너뜨리고 長安이 함락된 지 얼마

지 않아 두보가 장안에서 부랑자의 행색으로 떠도는 왕손을 보고 이를 동정하며 지

은 시이다. 이 시에는 당시의 장안의 어수선한 모습과 왕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조차 보전하기 어려운 당시의 상황을 매우 사실적인 필체로 묘사하고 있다. 그 

안에는 새로 즉위한 숙종에 대한 기대와 전쟁의 종결에 대한 희망이 표현되어 있으

나 이후로 안사의 난은 7년여 지속되었다. 이러한 참상은 난리 중에 몰락한 한 여

인의 비참한 처지를 옮긴 <佳人>의 ｢관중이 지날 날 난리 통에 함락되고서, 오라비

와 아우는 모두 살육 당했다오. 관직이 높은 들 무슨 소용이 있겠소, 골육도 거두

어 주지 못하였다오(關中昔喪亂, 兄弟遭殺戮. 官高何足論, 不得收骨肉).｣에도 핍

진하게 묘사되어 있다. 이 시는 肅宗 乾元 2년(759) 가을에 두보가 秦州에서 蜀

으로 가는 중에 만난 어느 여인의 하소연을 듣고 이를 시로 시은 것이다. 이 두 수

의 시 속에 묘사된 왕족과 양가의 여인처럼 고귀한 신분의 사람마저 전란으로 고통

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백성의 삶은 그 이상 파괴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3. 정치와 권력자에 대한 비판

《唐詩三百首》에서 현실 정치의 부조리함에 대한 묘사는 주로 당시의 식자 계층

이자 동시에 官界를 체험하였던 시인들의 작품에서 볼 수 있다. 그들은 최고 권력

자나 정권을 잡고 있는 세력들의 부조리를 직접적으로 묘사하기 보다는 자신이 官

界에서 경험한 모함이나 폄적 등으로 인한 懷才不遇의 비애와 원망을 노래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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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적인 방식을 택했다. 白居易의 <琵琶行>이나 韓愈의 <팔월 보름밤에 장공조에

게 드림(八月十五夜贈張功曹)>과 같은 작품들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琵琶行>의 ｢나는 지난해 서울을 떠나와, 심양성에 귀양 와 몸져누워 있다오(我從

去年辭帝京, 謫居臥病潯陽城)｣로 그려진 좌천된 처지나 <八月十五夜贈張功曹>의 

｢인생은 운명에 달린 것 다른 이유가 아니라오, 술이 있는데 마시지 않으면 저 달

은 어이하리(人生由命非由他, 有酒不飲奈明何)｣에서 나타나는 복권에 대한 체념

의 심리는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을 직접적으로 묘사하지는 않으나 그들이 몸담고 

있었던 정치 상황을 함축하고 있다.5)

황제가 국정의 책임을 방기한 채 사치와 향락에 빠진 현실을 풍자한 작품들도 몇 

수 수록되어 있다. 이와 같은 풍자의 작품들은 주로 漢나라와 隋나라 제왕들의 과

실을 풍자하는 것으로 唐代 그들의 제왕에 대한 경계와 풍자를 함축하고 있다. 때

로는 황제에 대한 칭송이나 선왕들의 비극적인 역사에 대한 동정의 어투를 빌려 그 

풍자의 뜻을 반어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볼 수 있다. 李商隱의 아래 <수나라 궁전

(隋宮)>은 隋煬帝의 일로 당시의 宣宗을 비롯한 晩唐의 통치자들을 풍자한 것이다.

乘興南遊不戒嚴, 어가가 강남에서 노닐며 경계를 엄히 하지 않으니

九重誰省諫書函. 구중궁궐 그 누가 간언하는 상서들을 살펴보리?
春風舉國裁宮錦, 봄바람에 온 나라가 궁궐의 비단을 마름질 하며,
半作障泥半作帆. 절반은 장니를 짓고 절반은 돛을 짓는 중이라네.

이 시는 大中 10년(857) 이상은이 江都를 여행하면서 옛 유적을 보며 隋 煬帝

가 사치와 향락에 빠져 백성을 희생시킨 일을 풍자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隋 煬

帝의 사치와 향락을 풍자하고 있지만 멸망의 시기를 50여년 앞둔 시기 기울어 가

는 국운과 신선술에 빠져 종국에는 단약을 먹고 859년 사망에 이르게 되는 宣宗의 

5) <八月十五夜贈張功曹>는 貞元 19년(805)년 8월 보름에 지은 작품으로 당시 韓愈는 

張署와 德宗 貞元 19년(803)에 유배되었다가 貞元 21년 順宗이 즉위하여 사면을 받

았으며 다시 8월에 憲宗이 제위에 올라 대대적 사면이 이루어지자 서울로 다시 돌아갈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湖南觀察使 楊憑의 방해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江陵으

로 보내졌다. 이 시의 제목에 등장하는 張功曹는 張署를 가리키며 功曹는 江陵으로 

옮기고 난 후 얻은 관직명이다. 이 시는 張署의 사면과 귀경에 대한 희망에 대하여 한

유의 체념의 심정을 노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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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세에 대한 불만이 수나라를 멸망에 이르게 한 수 양제에 기탁된 것이다.

Ⅲ. 現實反映 방법상의 경향성

唐詩는 安史의 난을 전후하여 새로운 변화가 일기 시작하였다. 당제국은 정치,

경제, 문화에 있어 최고의 번영기를 누리다가 9년 여간 지속된 안사의 난으로 존망

의 위기를 겪게 되며 이 시기 시인들은 그들의 현실에 대해 새롭게 각성하게 되었

다. 이러한 변화를 주도한 것이 杜甫이다. 안사의 난 이후 시의 변화는 두보를 중

심으로 살펴볼 때 그 변화의 맥락이 비교적 선명하게 드러난다.6) 두보의 현실주의

적 시관과 ｢語不驚人死不休｣에 나타나는 참신하고 개성적 표현을 중시하는 태도는 

안사의 난 이후 새로운 각성을 얻게 된 시인들에게 시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새로

운 인식과 함께 과거의 답습을 벗어나 새로운 심미영역을 개척하는 자극제가 되었

다. 이 때문에 中國詩史에서 杜甫는 中唐을 개창한 시인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劉

大傑은 안사의 난을 경험하였던 王維와 杜甫의 시의 풍격상의 차이를 들어 창작자

의 활동 시기로 문학사조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임을 지적한다.7) 그는 

王維와 李白의 낭만시의 발전이 극에 달한 후 새로운 사조가 일어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새로운 사조가 杜甫에게서 시작되어 白居易의 사실주의 사회 시풍으로 완

성되었다고 보았다.8) 본장에서는 이러한 관점에 의거하여 杜甫를 중심으로 그 영

6) 《唐詩三百首》는 杜甫의 시를 盛唐과 中唐 중 어느 시기로 편입하느냐에 따라 盛唐과 

中唐 시의 비중의 차이가 크게 벌어진다. 趙昌平은 《唐詩三百首》에 수록된 盛唐의 시

를 161수로 보고 있는데 그가 이러한 통계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그 분류의 기준을 

정확히 알 수는 없다(趙昌平 解, 《唐詩三百首全解》,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2013, 6
쪽). 당시에 수록된 시들의 작가들을 대략 그 활동시기로 구분하여 통계를 해보았을 때 

성당의 시는 156수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두보의 시를 盛唐에 편입시킨 수량이다. 趙昌
平의 161수라는 통계 역시 杜甫를 盛唐으로 포함시킨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杜甫의 시 39수를 中唐 詩에 편입시킨다면 盛唐과 中唐의 시는 각각 117수와 125수
로 편수만을 두고 판단했을 때 《唐詩三百首》에는 오히려 中唐 시기의 시가 8수 더 수

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 劉大傑, 《中國文學發展史》, 天津, 百花文藝出版社, 1999, 408쪽.
8) 劉大傑, 《中國文學發展史》: ｢王維⋅李白一派的浪漫詩發展到了極度, 自然會又有一
種新的思潮起來代替. 这种新思潮, 便是起于杜甫而完成于白居易的寫實主義的社會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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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관계 있는 시인들의 작품들을 중심으로 그 안에 현실이 반영되는 방식을 아래 세 

가지로 유형화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1. 情景交融을 통한 반영

《唐詩三百首》에 수록된 시는 그 제재와 창작 목적에 따라 대략 10종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공통적으로 정경 묘사와 서정의 조화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인다.9) 그 

제제와 作詩의 목적은 다양하지만 정경의 묘사 속에 창작의 동기가 된 장소나 절

기, 사건 등으로 촉발된 시인의 서정과 현실에 대한 감회가 성공적으로 융해된 작

품들을 선호한 것이다. 이 때문에 논자들은 《唐詩三百首》가 주로 王維와 孟浩然을 

대표로 하는 盛唐 自然詩派의 풍격에 가까운 시들을 위주로 수록되었다고 평가하

기도 한다. 《唐詩三百首》에 수록된 盛唐의 시들이 言志에 있어서는 현실의 문제에 

초탈한 한적과 은거의 지향을 드러낸 작품들이 다수를 차지하기는 하지만 그 중에

는 이러한 뜻을 세우게 된 당시의 현실에 대한 그들의 감회와 울분이 자연을 마주

하며 느끼는 그들의 삶의 무상함과 자연의 무궁함에 대한 찬미에 용해되어 있는 것

을 볼 수 있다.

中唐의 현실주의 조류의 先聲이라 할 수 있는 王昌齡과 李頎의 작품들은 《唐詩

三百首》에서 비중 있게 수록되었다.10) 《唐詩三百首》에는 왕창령의 시가 총 8수 

風.｣(天津, 百花文藝出版社, 1999), 408-409쪽.
9) 임동석은 《唐詩三百首》의 내용을 敍事⋅抒情⋅艶情⋅宮中⋅邊塞⋅懷古⋅詠懷⋅紀
行⋅民歌⋅風物⋅送別⋅贈答⋅閨怨⋅詠物⋅遊仙⋅詠史⋅隱逸⋅田園 18종으로 파악

하였다.(임동석 譯註, 《唐詩三百首》, 서울, 동서문화사, 2016, 해제 中) 실제 수록된 

작품들은 창작 동기와 목적, 내용, 비유와 전고 등에 따라 이상의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唐詩三百首》에 수록된 교유관계에 있어 

贈答을 목적으로 지어진 70여 수의 작품 중에는 유람이나 혹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

는 중에 감회를 제재로 하거나 隱逸에 대한 지향, 그들이 처한 현실에 대한 묘사와 풍

자 등이 복합적으로 표현된 작품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작품의 창작 동

기와 목적보다는 시의 주제와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제재를 기준으로 閨怨⋅宮
怨⋅艶情⋅邊塞⋅紀行⋅送別⋅詠物⋅社會⋅抒情⋅脫俗閑寂 10종으로 축약하여 분석

하였으며 이러한 제재에 제한 없이 그 안에 현실 사회를 반영하거나 현실 인식, 풍자 

등을 표현한 약 60여수를 선별하여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10) 王昌齡과 李頎, 崔顥, 王之渙, 王翰 등의 邊塞詩派의 시인들은 사회 현실에 대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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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되어 있는데 수록 편수가 6배나 많은 《唐詩別裁集》에 그의 작품이 22수 수록

되어 있는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다.11) 앞서 살펴

보았듯이 <塞下曲>에서는 현실의 무능한 장수에 대한 비판이 뚜렷하게 드러나며 

<塞上曲>과 <出塞>에는 변새의 풍광 속에 군사들의 고통과 시인의 비감한 감개가 

융해되어 있다. 李頎의 시는 총 7수가 수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古意>와 <古從

軍行> 2수의 변새시가 포함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古從軍行>은 거칠고 추운 사

막으로 원정을 떠난 병사들이 겪는 고생과 원한이 공감각적으로 형상화되어 있으며 

시의 마지막 두 구인 ｢해마다 전장의 해골은 황야에 묻혀있거늘 보이는 것이라곤 

한나라 궁전으로 들어가는 포도로구나(年年戰骨埋荒外, 空見蒲桃入漢家.)｣를 통

해 무력을 남용하면서도 수도에서 사치를 누리는 통치자를 풍자하고 있다. 이는 시

인이 직접 눈으로 본 實景이 아니라 한나라로 대유되는 당나라의 조정에 대한 비판

을 상상을 통해 만들어낸 것으로 사막에 묻힌 해골과 중앙으로 보내지는 포도의 이

미지로 그 비판적 인식을 형상화하여 대비시켜 풍자의 뜻을 강조한 것이다.12) 아

래 王之渙의 <出塞>는 그림처럼 묘사된 변새의 풍광과 오랑캐의 피리 소리, ‘春風’

과 대조되는 변방의 차가운 날씨 등 공감각적 형상들로 변방을 지키는 자들의 고통

과 향수를 하나의 의경으로 그려 내고 있다.

黃河遠上白雲間, 황하는 저 멀리 흰 구름 사이에서 흘러나오고

一片孤城萬仞山. 한 조각 외딴 성은 만 길 산에 둘러 쌓여있다.
羌笛何須怨楊柳, 강족의 피리 어찌 설운 <절양류>를 연주하는가?
春風不度玉門關. 봄바람은 옥문관을 넘지도 못하는데.

1-2구의 공간의 수직과 수평 구도의 대비와 황하와 구름의 동태와 고립된 성의 

식과 그 표현에 있어 盛唐의 낭만주의 시인들과는 풍격상의 일정한 차이를 보이며 안

사의 난 이후에 출현하게 될 현실주의 문학의 출현을 알리는 작가들로 간주되기도 한

다. 김학주, 《중국문학사》, 서울, 신아사, 2011, 207쪽.
11) 王昌齡은 邊塞詩뿐 아니라 閨怨詩에도 뛰어난 시인이었는데 《唐詩三百首》에 수록된 

8수 중 邊塞詩와 宮怨詩⋅閨怨詩가 각각 3수씩 포함되어 있다.
12) 그 외에도 그의 장기라 할 수 있는 음악 소리와 그 감상을 묘사한 시가 3수 수록되어 

있다. 《唐詩別裁集》에는 李頎의 시를 23수 수록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唐詩三百
首》가 그의 시를 더욱 중시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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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의 대비는 중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고립무원의 변새의 사정과 고향을 떠나와 

그 안에서 복무하고 있는 군사들의 향수를 하나의 의경으로 함축한다. 3-4구의 <절

양류>를 연주하는 오랑캐의 피리소리에서 느껴지는 애달픔은 봄바람으로 비유된 옥

문관 밖 남편을 그리는 아내의 애끓는 정의 깊이를 더한다. 이처럼 《唐詩三百首》에

는 풍광에 서정을 녹여 내는 情景交融의 기법을 통해 현실에 대한 서정과 함께 이

러한 서정의 원인이 되는 사회 현실을 함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창작자의 

측면에서는 구체적 형상을 통해 주관적 서정과 객관적 현실에 대한 인식을 표상하

고 감상자의 측면에서는 형상을 통하여 그 안에 투영된 타인의 주관적 서정과 인식

을 직관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작품들을 선록한 것이다.

2. 현실 인식의 抒情化

《唐詩三百首》에는 사회 현실에 대한 사실적 묘사와 직설적 풍자보다는 시인이 

처한 사회 현실 속의 체험과 그로 촉발된 감정을 서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으로 현실

을 반영하고 그들의 현실 인식을 표현하는 작품이 주로 수록되어 있다.

高適의 <협중으로 좌천되는 이소부와 장사로 좌천되는 왕소부를 전송하며(送李

少府貶峽中王少府貶長沙)>에는 폄적되어 떠나는 친구에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현

실 정치 상황에 대한 은미한 원망과 풍자의 뜻이 함축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嗟君此別意何如, 아, 그대여 이 이별에 그대 뜻은 어떠하오?
駐馬銜桮問謫居. 말을 멈추고 술잔을 들며 폄적가는 곳에 대해 묻네.
巫峽啼猿數行淚, 무협의 원숭이 울음소리에 수없는 눈물 줄기 흐를 터 

衡陽歸雁幾封書. 형양의 돌아가는 기러기 통해 수차례 편지 부치겠지.
青楓江上秋天遠, 청풍강 위에는 가을 하늘이 높아만 가고

白帝城邊古木疎. 백제성 기슭의 늙은 나무는 앙상해 지리라.
聖代即今多雨露, 지금은 태평성대라 많은 성은이 내릴 것이니 

暫時分手莫躊躇. 우리 잠시의 헤어짐을 주저하지 맙시다.

이 시는 좌천되어 임지로 떠나는 두 친구에게 보내는 시로서 무협의 공간을 상상

을 통해 묘사하고 그곳에 이르러 느낄 친구의 슬픔을 절실하게 표현하였다.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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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하는 자와 떠나는 자 사이의 이별 직전의 인사처럼 구성된 이 시는 전송하는 

자의 벗을 걱정하는 안타까운 서정과 떠나는 자의 비애의 서정이 짙게 함축되어 있

다. 시의 말미에는 임금의 덕을 칭송하며 벗의 재기를 기원하는 두 구를 덧붙였는

데 여기에는 현실에 대한 원망과 풍자의 뜻이 반어적으로 내포되어 있다. 이 시에 

대하여 李沂의 《唐詩援》에서도 ｢원망인 듯 조소인 듯 하다(似怨似嘲).｣라고 하여 

이 시를 은미한 풍자로 해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13) 이러한 서정화가 비애의 표

현만으로 국한된 것은 아니다. 탈속에 대한 지향을 표현하는 작품에도 이러한 서정

화의 특성이 나타난다. 두보와 함께 盛唐 시인 중에서도 中唐 현실주의의 출현을 

선도한 것으로 평가되는 岑參의 <고적⋅설거와 함께 자은사 탑에 오르다(與高適薛

據登慈恩寺浮圖)>는 그가 天寶 11년(752) 가을에 高適, 杜甫, 儲光羲 등과 함께 

慈恩寺에 있는 大雁塔에 올라 지은 시이다.14) 杜甫는 <제공들과 함께 자은사 탑

에 오르다(同諸公登慈恩寺塔)>라는 시를 통해 탑 위에서 내려다 본 장안의 풍광을 

묘사하면서 시국에 대한 憂國之情을 표현하였다. 반면 岑參 시의 전반부는 탑의 

빼어난 위용과 그 위에서 내려다본 장안의 풍경을 묘사하는데 주력하였고 시의 말

미에 ｢청정한 이치를 깨달을 만하고, 좋은 인연 삼가 귀히 여기리. 맹세컨대 장차 

벼슬 따위 벗어버리고, 도를 깨쳐 무궁을 바탕으로 삼으리라(淨理了可悟, 勝因夙

所宗. 誓將挂冠去, 覺道資無窮)｣로 벼슬살이를 벗어나 무궁한 자유를 추구하고자 

하는 시인의 서정과 희망을 노래하였다. 두보의 시가 없었다면 이 구절은 단순히 

탑 위에서 바라본 장안이라는 세속과 창공으로 비상하듯 솟은 탑의 청정하고 고아

13) 임동석 譯註, 《唐詩三百首》, 서울, 동서문화사, 2016, 782 쪽 재인용.
14) 김학주는 岑參과 高適의 변새시에 대하여 ｢성당 변새파보다도 더욱 냉엄한 태도로 현

실을 반영하여, 새로운 중당의 시풍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된다.｣(김학주, 《중국문학사》

서울, 신아사, 2011, 215쪽)라고 하면서 그들을 杜甫와 함께 중당의 현실주의 시풍을 

개척한 시인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삼백수》의 선시 경향은 이와는 다소 차이

가 있다. 《당시삼백수》에는 岑參의 시가 7수, 高適의 시가 2수 수록되어 있으나 고적

의 <燕歌行>을 제외하면 위의 김학주가 말한 중당 시풍의 변새시로 볼 만한 작품은 수

록하지 않았다. 岑參의 <走馬川行奉送封大夫出師西征>과 <輪臺歌奉送封大夫出師西
征>⋅<白雪歌送武判官歸京>은 변새의 거친 환경과 전장의 고생스러움을 묘사하고 있

으나 전쟁의 참상과 비감함보다는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맹한 장수와 병사의 모습

이 부각되어 성당 변새시에 가까운 웅건한 풍격이 드러나는 작품이다. <白雪歌送武判
官歸京>에도 송별의 비감한 정서가 표현되어 있으나 그 정서가 오히려 영웅적 비장미

와 낭만을 더욱 부각시키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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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모습을 대비시켜 탈속의 아취를 표현한 것으로만 해석되겠지만 실상 그 안에는 

그가 현실의 무상함에 대한 이치를 깨달아 벼슬을 버리고 무궁을 추구하려하는 현

실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15) 흥미로운 것은 《唐詩三百首》가 

杜甫의 시가 아닌 岑參의 시를 수록하고 있다는 점인데 이 책의 선시의 기준이 寫

景과 抒情의 조화에 있어 ｢영양이 나뭇가지에 뿔을 걸어놓은 듯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는(羚羊掛角, 無跡可求)｣표현을 추구하였다는 것을 방증이 아닐까 한다.16)

杜甫의 <奉答岑參補闕見贈>에 唱和 한 岑參의 <寄左省杜拾遺>도 《唐詩三百首》가 

선호하는 시인의 주관적 정서와 이성적 현실인식의 표현방식을 살펴볼 수 있는 작

품이다. 이 시는 肅宗 乾元 元年(758) 년에 岑參과 杜甫가 각각 右補闕과 左拾

遺로 함께 관직에 있을 때 지은 것이다. 이 시의 ｢백발은 지는 꽃을 슬퍼하고, 청

운은 나는 새를 부러워하네. 성군의 조정에는 어긋난 일이 없어 갈수록 간언하는 

상소도 드물다네(白髮悲花落, 青雲羨鳥飛. 聖朝無闕事, 自覺諫書稀)｣는 표면적으

로는 정치적 안정과 임금의 덕을 칭송하는 듯이 보이나 백발과 청운의 비유는 안사

의 난 중의 불안정한 정국에도 무기력하게 늙어가는 자신들의 처지와 청운의 꿈에 

대한 비애를 서정화 한 것이다. 마지막 두 구는 앞의 두 구로 인하여 제대로 기능

하지 못하는 조정의 현실을 반영하는 반의적 표현으로 해석된다.17) 李商隱은 유미

주의적 조류가 강하였던 晩唐의 시인 중에서도 杜甫를 계승하여 현실 사회를 반영

하는 작품들을 다수 창작하였는데 그의 시 <蟬>은 그의 장기인 능란한 典故의 차용

이나 화려한 언어조탁 없이 불우한 시인을 상징하는 매미와 시인의 서정만으로 그

가 처한 사회 현실과 자신의 처지를 반영하는 작품이다. ｢말단 벼슬로 목각인형처

15) 이 시를 慈恩寺 傳神의 기법으로 탑의 외형 묘사에 佛道를 투영하면서 탑 위에서 풍광

을 바라보며 느낀 흥취를 표현한 것으로 만 해석하여도 이 시의 심미적인 장점을 감상

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본고에서 이 작품을 현실 인식에 대한 서정화로 

해석한 이유는 이 작품이 두보의 시와 같은 사회 현실과 유사한 현실 인식 하에 창작되

었다는 점과 이들의 시 중 《당시삼백수》가 유독 岑參의 작품을 수록한 이유에 주목하

였기 때문이다.
16) 嚴羽, 《滄浪詩話⋅詩辨》, 郭紹虞 교석, 김해명⋅이우정 옮김, 《滄浪詩話》, 서울, 소명

출판, 2001, 60쪽.
17) 方回, 《瀛奎律髓》 卷二, ｢五六寓意深微, 末二句语尤婉至. 聖朝既以为無阙, 则谏书

不得不稀矣. 非颂语, 乃愤语也.｣(《瀛奎律髓彙評》,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6),
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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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떠다니느라, 고향 뜰은 황폐하여 평지가 되어 버렸네. 번거로이 그대는 나에게 

가장 경고하지만 나 역시도 온 집안이 청빈하다오.｣18)는 牛李黨爭 중에 시인 자신

의 영락한 처지와 감정을 서정화 하고 있다. 이 시에서 매미와 서정적 자아 간의 

거리는 매우 밀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시인은 매미와 자신의 처지를 동일

시하며 한 밤 중 매미의 울음 속에 政爭 중에 어느 편에도 속할 수 없는 자신의 고

독한 처지와 말단직에 머물며 자신의 뜻을 펼 수 없는 영락한 처지를 자조하듯 표

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陶淵明의 시구로 정쟁에서 벗어나고자 하나 이마저

도 여의치 않은 무기력한 자신의 처지를 토로하며 고절한 뜻을 지키는 것의 어려움

과 그러한 현실에 대한 원망의 뜻을 기탁한 것이다.19)

이상에서 살펴본 작품들 외에도 李白의 <行路難>이나 白居易의 <琵琶行>과 같

은 작품들에서 서정화 된 시인의 현실 인식의 예는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여

성을 퍼소나로 내세워 떠난 임에 대한 원망을 표현하는 閨怨詩나 총애를 잃은 宮

女의 한의 서정을 묘사하는 宮怨詩들도 여성적인 抒情을 통해 사회 권력의 부당함

을 풍자하는 작품으로서 이는 《唐詩三百首》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현실 반영의 

방식 중의 하나이다. 何方形은 阮籍의 <詠懷>의 일부는 실질적으로 ‘事詩’라고 판

단하면서｢시인이 국가의 고통을 직시하게 되면 자신의 정치상의 실의와 사회에 대

한 비판을 연관시키며 나아가 사회 역사에 대한 이성적 사고를 펼친다｣라고 서술하

고 있다.20) 《唐詩三百首》가 안사의 난을 전후한 시기 시인들의 작품을 선록함에 

있어 時事를 사실주의적으로 묘사한 현실주의적 작품들을 소수 수록하는 대신 사회 

현실에 대한 인식과 비판을 시인의 내면화된 비애나 울분, 자조 등으로 抒情化한 

작품들을 주로 선시하였다는 점을 이상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이는 《唐詩三百首》가 

이성적 논리보다는 감성의 논리로 현실을 반영하는 작품들을 선호하였으며 唐詩와 

宋詩를 비교할 때 이야기 되는 ‘興象’을 선시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

다.21)

18) ｢(本以高難飽, 徒勞恨費聲. 五更疏欲斷, 一樹碧無情.) 薄宦梗猶泛, 故園蕪已平. 煩
君最相警, 我亦舉家清.｣

19) ｢故園蕪已平｣은 陶淵明의 <歸去來辭>의 ｢歸去來兮, 田園將蕪胡不歸?｣를 차용한 것

이다.
20) 何方形, 《唐詩審美藝術論》: ｢詩人正視國家的痛苦, 把自身政治上的失意與社會的抨

擊聯係起來, 進而展開對社會歷史的理性思考.｣(浙江, 浙江大學出版社, 2007), 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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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懷古를 통한 현실 반영

봉건사회에서 조정에서 벌어지는 암투나 통치자의 과오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창작자 자신을 위험에 처하게 할 위험이 있다. 諷刺는 중국시의 오랜 전통이기도 

하지만 중국시인들은 그들의 글을 구실로 모함을 받아 화를 당하는 일이 역사에 종

종 있어왔다. ‘溫柔敦厚’는 시의 심미적 거리에 대한 중국시의 전통이지만 한편 孔

子가 활동하던 春秋戰國 시대에 자신의 의견을 펼치면서도 권력자나 경쟁자로부터 

말이나 글을 구실삼은 화를 피할 수 있는 자기 방어에도 유용한 요건이었을 것이

다. 과거를 회상하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시로 짓는다는 것은 과거의 것이 현실에

도 특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바꿔 말하면 지난 과거의 역사가 그

것으로 종결된 것이 아니라 현재 사회 현실과 연관되어 현실을 반성할 만한 현재성

을 가진 것이 때문에 시인들은 과거의 역사를 회상하며 이를 음영하면서 현재를 풍

자하는 것이다. 《唐詩三百首》에 수록된 시들이 현실을 반영하고 풍자하는 방식도 

이러한 懷古와 詠懷의 경향성을 띠는데 그 회고의 대상은 그들의 생활공간에서 마

주하는 옛 고적들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이다. 《唐詩三百首》에 수록된 시 

속에서 회고되는 역사나 인물들은 역사에 대한 깊은 이해나 문학적 소양을 요구하

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지식의 수준에서 이해할 만한 역사 고사들이다. 《唐詩三

百首》에 수록된 시들이 차용하는 전고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漢代의 역사

와 한나라의 복원을 꿈꿨던 劉備와 諸葛亮과 관련된 것이다. 대표적으로 杜甫가 

21) 여기서의 興象은 창작자의 입장에서는 형상 속에 의미를 구현시키는 것을 말하며 감상

자의 입장에서는 형상을 통해 그 안에 담긴 서정이나 의미를 직관적으로 파악하여 이해

하고 공감에 이르는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嚴羽는 《滄浪詩話⋅詩辨》에서 ｢盛唐 시인

들은 오로지 흥취에 주력하여 영양이 뿔을 가지에 걸어놓은 듯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盛唐詩人唯在興趣, 羚羊掛角, 無跡可求).｣고 하여 성당 시의 특징을 興趣로 설명하

였다. 興趣는 王士禎에 의하여 神韻說로 발전하기도 하는데 ‘興趣’와 ‘神韻’은 唐代 殷
璠이 말한 ‘興象’과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된다. 이것은 시인의 정서와 사유를 물상에 기

탁하는 ‘托物言志’와 유사한 개념이다. 錢鍾書 역시 唐詩와 宋詩의 차이를 ‘風神情韻’
과 ‘筋骨思理’로 대비시켰는데 傳神와 神韻으로 서정을 전달하는 방식을 당시의 특징으

로 본 것이다. (錢鍾書, 《談藝錄》: ｢唐詩, 宋詩, 亦非僅朝代之別, 乃體格性分之殊.
……唐詩多以風神情韻擅長, 宋詩多以筋骨思理見勝.｣(北京, 三聯書店, 2008), 3쪽).
현대적 관점으로 이는 이미지화 된 형상을 통해 시인의 서정과 사유를 표상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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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都에 머물던 때 과거 蜀의 유적을 둘러보고 그 감회를 노래한 <詠懷古跡> 제 4

수와 제 5수,22) 그리고 劉禹錫이 夔州刺史 시절 奉節縣 동쪽에 있는 劉備의 묘

당을 둘러보고 그 감회를 노래한 <蜀先主廟>와 같은 작품이 그것이다. 아래 구절은 

제갈량의 도움으로 유비가 천하를 얻었으나 이를 물려받은 아들 유선의 무능함으로 

나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개탄을 노래한 <蜀先主廟>의 일부분이다.

得相能開國, 제상 제갈량을 얻어 나라를 세웠으나

生兒不象賢. 그 아들 유선은 유능하지 못했지.
淒涼蜀故妓, 처량하여라 촉의 옛 기녀들,
來舞魏宮前. 위나라 궁궐 앞에 끌려와 춤을 추었네.

당시 劉禹錫은 王叔文의 정치 개혁에 참여하였다가 실패로 끝나자 郞州 司馬로 

좌천되었다. 이후 元和 10년(815) 조정으로 다시 복귀하였다가 <玄都觀看花君主>

가 화근이 되어 또다시 連州로 폄적되었다. 이 시는 821~824년(穆宗 大慶 元

年~4年)사이 夔州刺史를 지내던 시절에 지은 것이다. 제갈량과 같은 현신의 보좌

로 蜀을 세웠으나 군주가 무능하면 국가를 유지할 수 없어 그 고통이 무고한 백성

에게 돌아감을 개탄한 것으로 盛唐의 번영기를 지나 쇠락의 길로 접어든 당시 그의 

현실을 반영하며 그에 대한 경계의 뜻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沈德潛은 《唐詩別裁集》에서 李商隱의 오언율시에 대하여 ｢이상은의 오언율시는 

(전고)의 인용이 과다하여 성령을 잃었다(李義山五言近體, 徵引過多, 性靈轉失)｣
라고 평가하고 있다. 지나친 전고의 사용이 시의 개성을 손상시킨다는 시각은 《唐

詩三百首》에서도 일정정도 드러나지만 그것이 회고를 통해 현재를 반영하며 완곡

한 풍자의 뜻을 내포하는 작품의 경우는 허용될 수 있는 것이었다. 《唐詩三百首》에 

수록된 李商隱의 24수의 작품들 중 <賈生>⋅<隋宫>⋅<瑤池> 에는 회고를 통한 풍

유의 뜻이 담겨있다. <賈生>은 漢 文帝가 신선술에 빠져 賈誼의 재능을 자신의 신

선술의 탐닉의 도구로 사용한 일을 개탄한 것이며,23) 아래 인용된 <瑤池>에는 신

22) 《唐詩三百首》의 편선자 孫洙는 <詠懷古跡> 중 王昭君의 일을 회고한 제 3수와 諸葛
亮을 회고한 제 5수만을 수록하였다.

23) 《唐詩三百首》는 賈誼의 전고를 사용하여 폄적된 자신의 처지를 빗댄 劉長卿의 <長沙
過賈誼宅>와 <自夏口至鸚鵡洲望岳陽寄元中丞>도 수록하고 있다. 중국시인들은 屈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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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술에 도취되어 정사에 소홀한 唐代 황제들에 대한 풍유의 뜻이 내포되어 있다.

瑤池阿母綺窗開, 요지의 서왕모의 창문 비단 장막이 열리고

黃竹歌聲動地哀. 황죽가 소리가 천지에 슬프게 울리네.
八駿日行三萬里, 팔준마는 하루에 삼만리를 달릴 수 있거늘

穆王何事不重來. 목왕은 어쩐 일로 다시 오지 않는가.

이 시는 표면적으로는 西王母와 周穆王의 일을 노래하고 있으나 그 안에는 당대 

현실에 대한 풍자가 내포되어 있다. 과거 제왕에 대한 칭송이나 비판은 그 목적이 

현재를 향하고 있는 것이다. 唐詩에서 팔준마를 타고 천지를 순회하였던 穆王은 때

로는 神仙術에 도취된 제왕을 비유한다.24) 穆王이 西王母에게 다시 찾아가지 못

한 것은 그도 제한된 삶을 영위하다 떠날 수밖에 없는 한 인간에 불과하였기에 신

선에 대한 동경이 그저 헛된 욕망에 불과하였다는 것을 말한다. 李商隱은 周穆王

을 들어 비현실적인 욕망에 젖어 현실 정치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군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 시의 창작시기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상은이 武宗 會昌 5년(845)에 삼년간의 모친상을 마치고 다시 秘

書省으로 복귀한 후 그 이듬해에 武宗이 신선 단약을 먹고 사망한 일과 연관된 것

으로 보인다. 前代의 唐 황제 중 太宗과 憲宗⋅穆宗⋅敬宗이 모두 신선 단약을 

복용하고 사망에 이르렀으니 이 작품이 단순히 西王母와 周穆王의 만남을 묘사하

기 위하여 창작 되었을 리 없다.25) 이 때문에 신선술에 도취된 황제와 사대부들을 

을 비롯하여 그의 계승자라 할 수 있는 楚의 宋玉과 이후 <鵩鳥賦>와 <弔屈原賦>를 

지은 前漢의 賈誼에 시인 자신의 처지를 빗대어 官界에서 겪는 억울함이나 어려움을 

노래하는 경우가 많다. 《唐詩三百首》에 수록된 시들 중 제갈량의 전고를 차용한 것은 

杜甫의 <八陳圖>⋅<赤壁>⋅<詠懷古跡⋅其五>⋅<登樓>⋅<蜀相> 5수와 劉長卿의 <蜀
先主廟>, 李商隐의 <籌筆驛>이며 杜甫의 <天末懷李白>에서는 李白을 屈原에 견주었

다. 杜甫의 <詠懷古跡⋅其二>에서는 宋玉에 대한 懷古가 표현되어 있으며 劉長卿의 

<自夏口至鹦鹉洲夕望岳阳寄源中丞>⋅<長沙過賈誼宅> 2수, 李商隱의 <賈生>에서 시

인은 賈誼에 자신의 처지를 빗대었다. 모두가 中⋅晩唐 이후 失意한 士人과 현실이 

반영된 것이다.
24) 《唐詩三百首》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지만 李白의 <古風> 59수 중 제 43수와 白居易의 

<八駿圖>, 吳筠의 <覽古> 14수 중 6수, 元結의 <壽翁興> 등에서 西王母와 周穆王의 

瑤池에서의 만남으로 당시의 신선술에 도취된 제왕을 풍자하는 것을 볼 수 있다.
25) 葛兆光 지음, 심규호 역, 《道敎와 中國文化》: ｢중당 이후 황제들은 초당⋅성당의 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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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자하는 작품들이 唐代에 다수 창작되었으며 《唐詩三百首》 역시 周穆王으로 武

宗의 어리석음을 비판한 이 작품을 수록한 것이다.

4. 中唐 이후 시의 수록 경향

현실 반영 시들에 대한 《唐詩三百首》 선시 기준은 杜甫 시와 그와 영향관계에 

있는 중당 이후 시인들의 시에 대한 수록 경향에서 가장 잘 살펴볼 수 있다. 《唐詩

三百首》에는 총 39수의 杜甫 시가 수록되어 있어 함께 수록된 시인 중에서 수록 

편수가 가장 많다. ‘詩史’라 불리는 杜詩의 특징을 반영하듯이 그 중에는 전원의 한

적한 생활을 노래한 <客至>나 李白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夢李白> 2와 <天末懷

李白>등 몇 수를 제외하고는 안사의 난과 이후 사회와 자신의 처지를 반영하고 있

는 작품이 대부분이다. 그 중에서도 <哀王孫>⋅<兵車行>⋅<麗人行>⋅<哀江頭> 네 

수는 사실적인 현실 묘사와 직설적인 풍자가 표현되어 杜詩의 현실주의적 풍격이 

선명하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현실주의적 社會詩보다는 시대에 대한 슬픔과 개인

의 불우한 처지와 심정을 묘사한 悲歌를 더 많이 수록하고 있다. 특히 杜甫 社會

詩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五言古詩로 지은 ‘三吏’와 ‘三別’, <北征>을 비롯하여 

난리 중 자신과 이웃의 생활과 심리를 사실적으로 묘사한 <羌村>은 단 한 수도 수

록되지 않았다. 그 대신 <望嶽>⋅<夢李白> 2수⋅<贈衛八處士>⋅<佳人> 총 5수의 

五言古詩를 수록하였다. 이 중 전란 중에 만난 여인의 비참한 처지와 하소연으로 

전란 중의 사회를 반영하고 그 비판적 의식을 서정화한 <佳人> 한 수를 제외하고는 

사회 현실을 선명하게 반영하였다고 볼 만한 것이 없다.26) 《唐詩三百首》에 수록된 

들이 주로 정치적인 목적으로 왕권신수를 표방하여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도교를 신봉

한 것과는 달리, 자기 개인의 생존에 대한 욕구와 향락에 대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

해 도교를 믿었다. ……唐 肅宗은 상원 2년(761)에 도교와 불교 강좌를 다시 열고, 아

울러 무당을 도처에 파견하여 명산대천에 제사를 올리게 하였으며 代宗은 桑道茂라는 

도교 사기꾼을 궁으로 불러들여 그의 예언에 따라 봉천성을 크게 개수하였고, 또한 憲
宗은 服餌에 관심이 있어 천하에 친히 조서를 내려 기이한 방사들을 불러 모았다. 그 

결과 柳秘라는 도사를 찾게 되었는데 헌종은 그를 태주자사로 삼아 자신의 약을 짓게 

하였다.｣(서울, 동문선, 1993), 236쪽.
26) 《唐詩三百首》가 위와 같은 杜甫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社會詩 대신 이와 같은 작

품들을 수록한 이유는 두 가지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먼저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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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보의 시는 대부분이 懷古를 통하여 현재를 완곡하게 비유하거나 안사의 난 중 피

난과 가족과의 이별을 노래한 悲歌나 전란 중 제위에 오른 肅宗의 조정에서 느끼

는 불안정한 정국과 무기력감 등 사회 현실을 서정화한 작품들이다. 杜甫를 기점으

로 일어난 중당 이후 시의 변화에 참여한 시인들과 그들의 작품에 대한 《唐詩三百

首》의 수록 경향에도 이러한 경향성은 일관되게 나타난다. 두보의 현실주의적 측면

을 계승한 白居易의 사회성이 강한 諷諭詩를 《唐詩三百首》는 단 한수도 수록하지 

않았다. 반면 玄宗과 楊貴妃의 사랑과 비극적 결말을 그리며 그 속에 풍자의 의미

를 함축하고 있는 <長恨歌>와 폄적 된 후 자신의 실의한 마음을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의 비파연주 소리에 기탁한 <琵琶行>과 같은 작품을 수록한 것도 이와 같은 맥

락의 선택일 것이다. 白居易와 함께 소위 新樂府 운동을 주도하였던 元稹의 시를 

4수 수록하였으나 宮怨을 그린 <行宮>을 포함하여 현실주의적인 성격이 두드러진 

작품을 수록하지 않은 점이나 張籍의 시 중 번진에서 실종된 친구에 대한 슬픔을 

그린 <没蕃故人> 한 수만을 수록하고, 王建의 시는 단 한 수도 수록하지 않은 점 

등이 이를 반증한다.

시 창작에 있어서 과거를 답습하지 않고 사람을 놀라게 할 만한 개성적인 표현을 

추구하는 두보의 경향을 계승한 元和年間의 대표적 시인 韓愈와 孟郊의 시 역시 

각각 4수와 2수밖에 수록하지 않았고 그 역시도 典故와 僻字, 개성적인 표현 등에 

힘쓴 작품 보다는 자연스러운 필체로 山水와 遊覽을 묘사하고 관직에서 벗어나 은

거의 지향을 표현한 <山石>, 산수를 묘사하며 그 속에 좌천된 자신의 처지를 노래

한 <謁衡嶽廟遂宿嶽寺題門樓> 등을 수록하였다. 이 밖에도 당시의 새로운 심미적 

영역을 열었다고 평가되는 韓愈 流派의 李賀의 시들을 배제한 점, 유미주의적 성

향이 강한 晩唐의 조류 속에서도 현실 반영의 작품을 다수 창작한 杜牧의 시를 10

수나 수록하면서도 <贈別> 2수와 <金谷園>⋅<秋夕> 등의 애정시를 4수 수록하고 

기행이나 풍류를 노래한 작품들을 위주로 수록한 점에서도 이러한 선시의 기준은 

일관되게 작용하였다.

《당시삼백수》는 첫째 현실을 반영하는 작품에 있어서 ‘情景交融’, ‘抒情化’, ‘懷古’의 방

식으로 표현된 시들을 위주로 선시하였기 때문이며, 둘째 다양한 소재와 용도, 풍격의 

杜詩를 포괄적으로 수록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아동을 주 대상으로 한 시가 

교육이 이 책의 편찬의 동기와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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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唐詩三百首》는 시의 감상과 창작을 배우기 시작하는 아동을 주 대상으로 한 독

자중심적인 시선집이다. 개인의 시론의 논증과 확립을 목적으로 편찬되었던 시선집

들과는 달리 다양한 시체와 제재의 운용을 익히고 唐代 시인들의 다양한 풍격을 학

습할 수 있도록 구성된 이 책은 唐詩의 모범이라 할 수 있는 작품을 제시하면서도 

보편적 이해와 수용의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하였다. 이러한 목적의식과 淸代 초⋅
중기까지 계속되었던 唐詩와 宋詩의 우열을 놓고 벌어진 논쟁 과정에서 확립된 王

士禎의 神韻을 품평기준으로 삼아 盛唐의 詩를 唐詩의 모범으로 평가하는 詩觀이 

《唐詩三百首》의 選詩 기준에도 일정정도 영향을 미쳤다.27) 특히 안사의 난과 그 

이후 새로운 각성을 한 시인이 그들 사회 현실을 작품 속에 반영하는 방식에 있어

서도 이러한 기준은 영향을 미쳤다. 《唐詩三百首》의 편선자 孫洙는 唐代의 변새의 

문제와 안사의 난, 정치와 통치자 등을 제재로 한 작품들을 다양하게 수록하고 있

으나 그 표현 방법상에 있어서는 현실 사회를 사실적으로 묘사한 작품보다는 현실 

사회에서 느껴지는 시인의 주관적인 감상을 자연을 포함한 공간 묘사에 투영하여 

情景交融을 이루어낸 작품을 위주로 선록하였다. 또한 현실 사회의 문제의 원인이

나 책임 소재 등의 비판적인 인식을 비애의 뉘앙스와 애수어린 형상으로 서정화한 

작품들을 선호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실의 정치와 통치자를 비판함에 있어서도 

과거의 역사와 제왕을 회고하며 그 감회를 묘사하는 방식의 작품을 주로 수록하였

27) 淸 乾隆 29년(1765) 출간된 《唐詩三百首》의 선시의 기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시

론은 王士禎의 神韻說과 沈德潛의 格調說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格調說 역시 神韻
을 시 품평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格調論은 王士禎이 

‘變’으로 인식한 杜甫와 韓愈의 심미적 가치도 인정하며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神韻
說을 수정발전 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唐詩三百首》가 일정정도 王士禎의 시

론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含蓄’과 ‘興趣’를 시 품평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경

향성이 《唐詩三百首》에도 나타난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杜甫의 시를 수록함에 있어서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현실주의적이며 직설적인 표현의 작품보다는 情景交融이나 抒
情化, 懷古 등으로 현실인식과 풍자의 뜻을 형상에 함축한 작품들을 위주로 선록하였

으며 中唐 이후 작품들에서도 이러한 일관된 기준을 적용시켰다는 점에서 이 책이 王
士禎의 神韻說에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함축을 제외한 부분에 있어

서는 神韻說이 《唐詩三百首》 전반의 선시 기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기에

는 무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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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선시의 기준은 杜甫를 비롯하여 그의 현실주의적 측면을 계승한 中唐

이후 시인들의 시와 개성적인 표현의 측면을 계승한 元和 시기 시인들의 시의 수록

에도 모두 적용되었다.

李宇正은 형상사유를 감상론과 연관시켜 ｢감성과 이성이 얼마나 훌륭하게 융합

되어 그 시대와 상황의 인식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가는 문학예술에 있어서 감동

을 결정하고 나아가 예술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28) 이상

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唐詩三百首》의 선시의 기준은 ‘興象’의 구현 즉 형상사유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판단하였으며 이를 唐詩의 가장 중요한 특성으로 파악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형상 사유는 특히 실생활의 경험과 독서를 통한 지식이 충분

하지 않더라도 형상을 통한 직관적인 사유를 통해 일정정도의 이해와 공감에 이를 

수 있도록 하여 초학자들로 하여금 시교육의 첫발을 수월하게 내딛을 수 있게 하고

자 하는 이 책의 창작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현재의 미디어 환경에서 언어 논

리보다 감각적 이미지를 통한 직관적 이해의 경험에 익숙한 현대인들에게 형상 사

유는 보다 더 익숙하고 용이한 시문학의 접근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문학 교

육에 있어 날로 시청각의 자료와 함께 시인의 이력과 창작 배경의 정보가 충분히 

주어지기를 요구하는 현상도 이와 관련이 있다. 이제 현대인은 그들이 원하는 지식

은 물론이고 문학의 이해에 있어서도 감각적인 자료들을 손쉽게 얻을 수 있으며 하

나의 예술 작품에 있어서도 그 이면에 작용하는 내러티브에 대해 더 이해함으로써 

이를 현재화하며 자기화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唐詩三百首》에 수록된 

작품들이 현대인들의 경험과 심미적 취향을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 작용한 선시의 기준은 현재 설 곳을 잃어가는 중국시 교육의 미래를 모색

함에 있어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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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文提要】

This study started with a question about the idea that

Tangshisanbaishou mainly contained the poetry of the Glorious age of

Tang Dynasty, and that the style of natural poetry such as Wang

wei and Meng hao ran was the important criterion for selecting

poetry. In order to obtain the answer of how the reflection and satire

of the Chinese poetry was manifested in the standard of selecting

within Tangshisanbaishou at that times, first, the problems of reality

expressed in the recorded poems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topics. Second, the characteristics appeared in the expressions were

analyzed by dividing into Qingjingjiaorong; with the scenery depicted

and the emotions expressed in perfect harmony, lyricism,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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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tate on the past. Furthermore, we examined the tendency of the

technique of reflecting reality in their poetry by dividing them into

groups that developed realistic poetry and groups that developed

individual expressions based on the historical changes of poetry

where poetics of change occurred centering on Du fu after the

rebellion of An and Shi. The poetry before the rebellion of An and

Shi contained in Sanbaishou expressed indirectly their dissatisfaction

with the actual politics while expressing their will of unworldliness

and retirement. The works after the rebellion of An and Shi had a

realistic aspect but most of them were composed of artistic

conception and indirect and a euphemism expression that satirized

the present with the past rather than realistic depiction or direct

satire. In short, the editor of Tangshisanbaishou used the works as a

in the standard of selecting that enabled the readers to reach

intuitive understanding and sympathy by embodying the poet’s

subjective lyric and reality recognition from reality in words.

【主題語】

《唐詩三百首》, 현실반영의 제재, 정경교융, 회고, 서정화

《唐詩三百首》, 反映現實的題材, 情景交融, 懷古, 抒情化

《Tangshisanbaishou》, poetry reflecting the reality, Qingjingjiaorong,

meditate on the past, sentimental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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