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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文提要】

본고는 소식이라는 인물이 이룬 여러 업적과 문학적 성취를 미식가로서의 자질과 

연결시켜서 분석한 것이다. 본론은 주로 소식이 관심을 기울 던 음식과 관련하여 소

식의 ‘애민정신’⋅‘환경적응’⋅‘ 인관계’라는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 서술했다. 그는 

음식과 술을 통해 항상 주변과 교류하고 또 유배지에서조차 음식을 통해 그곳의 환

경에 적응하고 이를 기록하여 독특한 문학적 성취를 이루어냈다. 

I. 들어가는 말

내가 쓰는 것이 내가 되고 내가 먹는 것이 내가 된다. 북송 시기의 軾은 자기 

안에 표현하고 싶은 것을 자기에게 맞는 형식으로 누구보다 잘 표현한 인물이다. 

  * 청주 학교 인문학부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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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1101년 6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지만 약 백만 자에 달하는 시와 산문, 

800여 통에 달하는 편지, 600여 편의 수필과 서발문 등을 남겼으니 비록 육신은 

자연으로 돌아갔으나 그의 정신은 구절구절마다 생생하게 남아 있다. 그는 비록 정

치적으로는 불우한 삶을 살았지만 그의 자연친화적이며 인문적인 삶의 태도는 관직

에 있을 때는 물론이고 유배지에서 더욱 빛이 났다. 그는 부임하는 곳마다 백성들

의 편에 서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으며, 그를 좋아하고 아끼는 지인들이 유배지까

지도 끊임없이 찾아오거나 서신을 보내왔다. 천 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이름이 인

구에 회자되는 까닭은 그의 천재적인 문학 재능이 주요 원인이겠지만 그의 미식가

적 자질 또한 그에 못지않게 그를 다른 역  문인들과 차별되는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일 것이다. 

소식은 자신이 직접 새로운 요리를 개발하는 것을 좋아했고 또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요리해서 접하는 것을 즐겼다. 그 표적인 것이 바로 항주를 표하

는 요리인 東坡肉일 것이다. 필자는 본고를 통해 삶의 단계마다 소식이 처한 환경

과 음식 그리고 문학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그의 인생에서 어떻게 유기적으로 작동

했는지 서술할 것이다. 즉 그가 직접 요리를 개발하게 된 동기와 또 즐겨 먹던 요

리를 중심으로 그가 삶의 역경을 이겨내고 승화시키는 과정을 고찰하고자 하는 것

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한 인간이 처한 환경과 음식과의 역학적인 관계를 조망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그것이 그가 속한 사회와 주변에 어떤 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역사적으로 한 인간을 둘러싼 음

식과 요리가 인간 사회에서 갖는 긍정적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먹는 행위가 문화생

활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현 인들에게 보다 바람직한 미식문화를 형성하는데 일조

를 하는 것에 있다. 

본론은 크게 돼지고기와 애민정신, 토속산물과 환경적응, 술과 인관계라는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 진행할 것이다. 우선 제Ⅱ장에서는 동파육을 중심으로 돼지고

기에 깃든 소식의 애민정신을 살펴볼 것이다. 제Ⅲ장에서는 주로 유배지라는 열악

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해당 지역의 토속산물을 통해 삶의 역경을 극복하는 과정을 

기술할 것이다. 제Ⅳ장에서는 주량이 유난히 약했던 그가 오히려 술을 통해 긍정적

인 인관계를 형성해나가는 방식에 해서도 고찰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소식의 

음식과 관련된 몇 개의 선행 연구1)를 참고하되 중복된 부분은 가급적 피하고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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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관점을 제시함으로써 소식의 삶과 문학을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

망한다.

Ⅱ. 돼지고기와 애민정신

고기는 인류가 사냥을 통해 얻게 된 가장 중요한 최초의 먹거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선사시 부터 사냥을 통한 고기의 획득은 부분 남성들의 생명을 담보로 

길게는 몇 주, 심지어 몇 달이나 걸려야 가능했기 때문에 비효율적이었다. 그러나 

농업혁명이 일어나고 인류는 가축을 기르는 기술을 점진적으로 확보함으로써 남녀

노소 누구나 관리할 수 있게 되었고, 그를 통해 사시사철 풍부한 양분을 제공받

게 되었다. 시 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중국에서 돼지고기는 다른 육류에 비해 

가장 보편적이며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서민적 요리 재료로써 현재까지도 중국인들

의 광범한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소식이 남긴 기록을 통해 보건 , 북송시기에 

돼지고기는 매우 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었으며, 이는 소설 《수호전》에 서민들이 돼

지고기를 먹는 장면이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으로도 증명된다. 본 장에서는 동파육

을 표로 하는 돼지고기 요리를 중심으로 몇 가지 요리에 얽힌 사연 및 그 의미에 

해 고찰하도록 하겠다.

동파육은 소식의 호를 따서 이름을 붙인 요리로 항주와 사천을 비롯한 여러 지역

에서 역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요리는 그 탄생 배

경에서부터 발전과정과 완성에 이르기까지 크게 세 단계를 거친다고 할 수 있다.2) 

첫 번째 단계는 그가 1077년에 徐州에 태수로 부임한 시기이다. 당시 그 지역에 

큰 홍수가 나자 소식은 백성들과 함께 사투를 벌이며 역 로 전임자가 완수하지 못

 1) 현재 국내에서 軾에 관한 연구는 부분 시나 산문을 중심으로 한 문학 작품의 분석

이 다수를 이루고 있고, 요리와 직접 관련된 표적인 연구성과로 鄭世珍, 《 軾 飮食

詩 硏究》, 서울 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년⋅안희진, <소식의 음식문학을 논함>, 《중

어중문학》 41집, 2007년, 두 편을 주로 참고했다. 그리고 소식과 관련된 여러 저서에

도 산발적으로 요리와 관련된 언급된 부분이 있어 참고자료로 활용했다.

 2) 세 단계에 한 분석은 다음 자료를 참고했다. 이유진, 《중국을 빚어낸 여섯 도시 이야

기》, 서울, 메디치, 2018년, 346-3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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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치수사업을 마침내 성공시킨다. 뿐만 아니라 그는 감옥에 갇힌 죄수들의 건강과 

복지에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일 만큼 모범적인 목민관의 자질을 갖추어 백성들의 

신망을 크게 받았다.3) 이에 백성들은 감사의 의미로 돼지고기를 선물했고, 소식은 

다시 답례의 의미로 그것을 요리해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백성들은 이 요리

를 가리켜 ‘回贈肉’이라 불렀다고 전해진다.4) 회증육은 현재 중국에서 徐州를 표

하는 전통요리로 알려져 있으며, 일명 ‘東坡回贈肉’으로 불리고 있다. ‘회증육’은 ‘回

贈’이란 두 글자 속에서 소식의 애민정신과 백성들의 소식 사랑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매우 인문학적인 음식인 것이다. 

두 번째, 동파육의 발전 단계는 그가 1080년부터 1084년 사이에 黃州로 유배를 

갔을 때 이루어졌다. 당시 新法을 주창하던 王安石과 정치적 견해를 달리 했던 소

식은 소위 ‘烏臺詩案’이란 필화사건에 연루되어 이곳으로 억울하게 유배되었다. 소

식은 당시 그가 처한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이곳 황주에 온 후 2년 동안 나는 매일 고달프고 궁핍했다. 이에 친구 마정경이 

내 처지를 딱하게 여겨 고을에 있는 옛 군  땅 十畝를 얻어주어 그곳에서 농사를 

짓게 해주었다. 이 땅은 이미 오랫동안 황폐해져서 가시덤불과 자갈로 가득 차 있

었다. 게다가 이 해에는 크게 가물어 개간을 하느라 고생해서 녹초가 되었다. 잠

시 쟁기를 놓고 한숨을 쉬다가 자신의 고생을 위로하고 다음해 수확할 즈음에는 

그 고생이 잊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시를 짓는다.(至黃州二年, 日以困匱. 

故人馬正卿哀余乏食, 爲於郡中請故營地數十畝, 使得躬耕其中. 地旣久荒爲茨棘

瓦礫之場, 而歲又大旱, 墾闢之勞, 筋力殆盡. 釋耒而歎, 乃作是詩, 自愍其勤, 

庶幾來歲之入以忘其勞焉.)5) 

 3) 孔凡禮 點校, 《 軾文集》 二十六卷 <乞醫療病囚狀>, 北京, 中華書局, 2004년, 

763-766에 관련 기록이 있다.

 4) ‘回贈肉’과 관련된 명칭은 宋代 문헌에는 보이지 않고, 民國 초기의 《大彭烹事 》에 

관련된 시가 보인다. 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마가 노도처럼 彭樓에 몰아치니 

知州께서 밤낮으로 고생하셨네. 백성의 마음 담아 세 가지 희생물 올렸더니 東坡께서 

回贈肉을 요리해주셨네.”(狂濤淫雨侵彭樓, 晝夜辛勞 知州, 敬獻三牲黎之意, 東坡烹

來回贈肉.)

 5) (淸)王文誥 輯註, 孔凡禮 點校, 《 軾詩集》 二十1卷 <東坡八首并敍>, 北京, 中華書

局, 1996년, 10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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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약 2년 동안 몹시 궁핍하고 힘든 상황을 겪은 후에 친구 馬正卿의 도움을 

받아 동쪽 언덕에 척박한 땅을 얻어 명실상부한 농부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소식

은 그 언덕의 이름을 따서 스스로 東坡居士라 호를 짓고, 또 농사지은 땅에서 나온 

건초를 베어다가 그가 손수 짓기 시작한 집의 지붕을 올려 雪 이라 불렀다. 그는 

집 주변에는 연못을 만들고 꽃과 나무를 심어 그 일 를 자연과 어우러진 멋진 공

간으로 탈바꿈시켰다. 또 그를 아끼는 이웃들과 지인들은 그에게 물심양면으로 도

움을 주면서 그와 교류하 다. 그 가운데는 앞서 땅을 얻게 해준 마정경 외에도 황

주 태수인 徐大受와 무창 태수인 주수창도 있었고 道士인 趙吉과는 가족처럼 지

냈으며 詩僧이라 불리는 參寥도 그를 찾아와 1년간 함께 지냈다, 또 가난하지만 

훌륭한 학자로서 그와 동향인 巢谷은 소식 자녀들의 가정교사가 되었다. 이처럼 지

역 안팎의 名士들과 교유하면서 동파는 손수 손님들을 위해서 요리를 해서 접했

는데 이 시기에 그가 개발한 동파육을 비롯한 몇 가지 요리법을 손수 기록했다. 우

선 그는 당시 황주에서 가장 쉽게 고할 수 있는 돼지고기에 해 다음과 같이 예찬

했다. 

솥을 깨끗이 씻고 물은 조금만 부은 후, 장작을 쌓되 연기와 불꽃이 일지 않게 

한다. 저절로 익기를 기다릴 뿐 재촉하지 말지니 불에 맡기고 때가 되면 자연스레 

맛이 난다네. 황주의 질 좋은 돼지고기, 가격은 진흙처럼 싸건만 부귀한 자 먹으

려 들지 않고 가난한 자 요리법을 모른다네. 아침에 일어나 두 그릇 뚝딱 해치우

니 내 배부르면 그만이니 그 는 신경 쓰지 마시게.(淨洗鍋 著水, 柴頭罨烟焰不

起. 待他自熟莫催他, 火候足時他自美.黃州好猪肉, 價賤如泥土.貴人不肯喫, 貧

人不解煮, 早晨起來打兩椀, 飽得自家君莫管.)6)

비록 간략하긴 하지만 이렇게 요리법을 손수 기록했다는 것은 소식이 徐州 시절

부터 자주 먹던 돼지고기 요리에 해 一家見이 생겼음을 의미한다. 위에 소개된 

글에서는 조리법의 핵심만 소개되어 있지만 여기에 간장으로 간을 하고 약간의 첨

가물만 넣으면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동파육과 거의 차이가 없을 것이다. 소식은 

황주 유배시절 돼지고기 외에도 생선이라든가 야채 조리법에 해서도 비교적 상세

히 요리법을 밝혀 놓았다. 

 6) 같은 책, 《 軾文集》 二十卷 <豬肉 >, 5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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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황주에 있을 때 스스로 생선요리 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 방법은 붕어나 

잉어를 잘 다듬은 후 냉수를 넣고 일반적인 방법으로 소금에 절인다. 뱃속에는 배

추를 채워 넣고 파의 흰 부분을 몇 줄기 섞어 넣되 저어서는 안 된다. 반쯤 익으

면 생강과 당근즙 및 맛술을 비슷한 양으로 고르게 조금씩 첨가한다. 완전히 익으

면 귤껍질 몇 조각을 넣고 먹는다. (子瞻在黃州, 好自煮魚. 其法, 以鮮鯽魚或鯉

治斫冷水下入鹽如常法, 以菘菜芼之, 仍入渾葱白數莖, 不得攪. 半熟, 入生薑蘿

蔔汁及酒各 許, 三物相等, 乃下. 臨熟, 入橘皮綫, 乃食之.)7)

소식은 사천 지방 출신이었기 때문에 아마 어려서부터 이러한 요리를 많이 먹어

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황주로 유배를 온 이후에는 요리사가 만든 것을 먹을 형편

이 못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만들게 되었던 것이다. ‘水煮魚’ 또는 ‘東坡魚’라고 불리

는 이 요리는 현재 사천과 황주를 표하는 요리이며 중국 부분 지역에서 맛볼 

수 있는 서민적인 음식이다.8)

소식은 또 그의 이름을 붙여 ‘東坡羹’이란 일종의 야채국 조리법도 고안했다. 그

런데 이 요리의 특징은 귀족들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이 조리해 먹기 좋은 음식이라

는 점에서 그의 애민정신을 잘 엿볼 수 있다. 

동파갱은 내가 만든 야채국이다. 생선이나 고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감칠맛이 난다. 그 방법은 우선 배추와 시래기 및 무뿌리와 냉이 등을 여러 번 물

에 씻어서 독한 맛을 제거한다. 그 다음 기름을 솥과 사발에 약간 두른 다음 끓게 

되면 야채를 집어넣는다. 쌀을 넣고 찰지게 되면 생강을 조금 넣고 기름을 두른 

사발로 덮어 준다……(東坡羹, 蓋東坡居士所煮菜羹也. 不用魚肉五味, 有自然之

甘. 其法以菘若蔓菁若蘆菔,若薺, 揉洗數過, 去辛苦汁. 先以生油 許塗釜緣及

一瓷盌, 下菜沸湯中. 入生米爲糝, 及 生薑, 以油盌覆之……)9)

 7) 같은 책, 《 軾文集》 七十三卷 <煮魚法>, 2371쪽.

 8) 현재 중국 식당에서 ‘水煮魚’를 주문하면 일반적으로 고추기름이 가득한 용기에 밑에는 

숙주나 콩나물이 깔려있고 푹 익은 생선이 그 가운데 들어 있다. 이것은 위에서 소식이 

소개한 ‘東坡魚’와는 조리법에서 많이 차이가 나는 듯하다. 그러나 ‘水煮魚’는 현재 중

국에서 유학하는 학생들도 손쉽게 사먹을 수 있을 만큼 가격이 저렴한 편에 속한다. 주

의할 점은 요리되어 나온 생선만 먹어야 하며 기름을 국물처럼 마셔서는 안 된다는 것

이다. 

 9) 같은 책, 《 軾文集》 二十卷 <東坡羹 >, 5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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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시피 이 요리의 주재료는 배추, 시래기(무청), 냉이, 쌀, 생강처럼 자연 속에

서 직접 구할 수 있거나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다. 구체적인 조

리법은 다음 구절에 소개되어 있는데, 그 핵심적인 특징은 채소와 쌀이 따로 분리

된 칸에서 조리되며 솥에서 야채를 익힐 때 올라오는 증기로 위 칸의 밥을 함께 익

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羹을 만들 때는 약간의 생쌀을 국에 바로 집어넣어 죽처

럼 끓여먹었으나 소식은 자신만의 요리법을 고안해 지역민들과 지인들에게 색다른 

맛을 선사한 것이다. 소동파가 요리를 개발하고 직접 요리를 한 배경에는 단지 그

가 미식가여서가 아니라 그 요리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고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고

자 한다는 점이 우선하고 있으며, 우리는 여기서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뿐

만 아니라 그는 이러한 과정을 문학을 통해 집 성시켜 놓았다. 黃州에서의 생활은 

그를 극한의 지경 또한 극락의 경지로 끌어올릴 수 있는 자신감을 심어준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실례를 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 바로 그가 

지인들과 함께 적벽 아래에서 배를 띄우며 완성한 <赤壁賦>로 그 가운데 한 목을 

살펴보기로 한다. 

무릇 하늘과 땅 사이 모든 만물은 각기 주인이 있는 법. 내 것이 아니라면 털 

끝 하나라도 취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강 위로 부는 맑은 바람(淸風)과 산에 뜬 

밝은 달(明月)은 귀로 들어 음악이 되고, 눈으로 보아 그림이 되네. 취하여도 금

하는 이 없고, 써도 다함이 없으니, 이는 조물주가 선사한 끝없는 보물이라 그

와 내가 함께 즐기는 바로다.(且夫天地之間, 物各有主, 苟非吾之所有, 虽一毫而

莫取. 惟江上之清風, 山間之明月, 耳得之而爲聲, 目遇之而成色, 取之無禁, 

用之不竭, 是造物 之無盡藏也, 而吾 子之所共適)10)

동파육의 완성시기라 할 수 있는 세 번째 단계는 소식이 황주에서의 유배생활을 

마치고 1089년에서 1091년까지 杭州에 두 번째 知州로 부임했을 때이다. 앞서 徐

州에서와 마찬가지로 소식은 이곳에 부임한 즉시 백성들에게 있어 가장 시급한 문

제부터 해결하려 했다. 그중 가장 역점을 두고 착수한 일은 바로 식수와 관련한 치

수사업이었다. 錢塘灣의 바닷물은 강물과 뒤섞여 온통 진흙투성이 기 때문에 몇 

년에 한 번씩 운하 밑바닥을 훑어내는 준설작업을 해주어야 했다. 이 준설작업에는 

10) 같은 책, 《 軾文集》 一卷 <赤壁賦>,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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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소식은 전문가들과 

함께 지혜를 동원해 식수원과 교통수단 확보라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능력을 발휘했다. 그러나 항주의 주요 식수원은 아무래도 西湖 기 때문에 소식은 

이어서 서호에도 손을 기 시작했다. 소식은 수천 명의 노동자와 水夫를 데리고 

공사에 착수하여 4개월 만에 서호를 진흙으로 뒤덮인 갈 밭에서 ‘이승의 천당’으로 

탈바꿈시켜 놓았다. 그때 소식은 당시 서호를 준설하면서 쏟아져 나온 엄청난 양의 

진흙더미를 가지고 호수 남쪽에서 북쪽으로 직행하는 제방을 쌓게 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西湖十景’ 가운데 첫 번째로 꼽히는 ‘ 堤春曉’가 된 것이다. 또 호수 

중앙의 작은 섬으로 불리는 ‘三潭印月’도 소식이 이름을 붙인 것이었다. 이밖에 소

식은 항주에 중국 최초의 공립병원이라 할 수 있는 ‘安樂坊’을 건립하고, 지방 학교

인 州學의 학생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11) 이처럼 그가 항주에서 

백성들을 위해 시행한 구체적인 행정과 일화들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소식은 

비록 항주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항주 사람들은 소식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기념하

고 있다. 지금도 항주에는 그의 이름을 따서 남북으로 이어지는 ‘東坡路’가 있고, 

그가 세운 ‘安樂坊’은 현재 ‘浙江省 文明中醫院’로 남아 있다. 그러나 다른 무엇보

다도 西湖 주변을 비롯한 항주 곳곳에는 ‘동파육’이 그를 상징적으로 기념하고 있

다. 그가 항주에서 썼다는 <書煮魚羹>이란 글을 통해 요리를 통한 그의 애민정신을 

핵심적으로 읽어낼 수 있다.

내가 동파에 있을 때 친히 요리도구를 잡고 생선탕을 끓여 손님을 접 하니 모

두 칭찬을 하는데, 아마도 빈천한 가운데서도 음식을 만들어내었기 때문일 것이리

라! 지금 다시 錢塘(항주)에 부임하 으나 산해진미 모두 싫다네. 오늘 仲天貺, 

王元直, 秦 章 등과 만나 회식을 하며 다시 이 요리를 만들어내니 손님들이 일

제히 말했다. 이 요리 속에 초월적인 詩가 있으니 세속의 그 어떤 요리사도 흉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 해가 저물어감에 바라는 것 별로 없으나 모 다가 헤

어지는 일이 항상 어렵기만 하다. 당시 이렇게 지어 놓고 한 바탕 웃었다. (予在

東坡, 嘗親執鎗匕, 煮魚羹以設客, 客未嘗不稱善, 意窮約中易爲口腹耳! 今出守

錢塘, 厭水陸之品, 今日偶 仲天貺, 王元直, 秦 章 食, 復作此味, 客皆云, 

此羹超然有高韻, 非世俗庖人所能彷佛. 歲暮寡欲, 聚散難常, 當時作此, 以發一

11) 이상 내용은 주로 임어당 저, 진 희 역, 《쾌활한 천재 東坡評傳》, 서울, 지식산업

사, 2001년, 411-430쪽을 참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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笑也.)12)

소식은 관직에 부임했을 때나 유배지에서 극한 환경에 처했을 때나 소박한 음식

을 통해 항상 주위와 소통하는 한편 그것을 문학으로 승화시켜 나갔다. 그것은 공

자의 제자인 顔回처럼 그저 가난함 자체를 즐기는 것과는 또 다른 차이가 있다. 소

식은 척박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부단하게 자신의 주변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나

갔는데, 그것은 바로 미식가인 동시에 천재시인으로서 자질과 천재성이 잘 조화를 

이룬 결과라고 할 수 있다.

Ⅲ. 토속산물과 환경 응

소식이 높게 평가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의 애민정신과 더불어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좌절하지 않고 적응하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1094년 소식은 다시 정치

적으로 박해를 받고 惠州로 유배되었다. 그의 정적들은 소식을 중앙정부로부터 가

급적 멀리 보내고자 륙 끝단으로 보냈던 것이다. 혜주는 아열 지역으로 귤⋅사

탕수수⋅荔枝⋅바나나 등 열 식물과 과일이 풍부한 곳이었다. 동파는 거의 반년을 

지낸 후 한 지인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이곳 날씨와 음식 및 풍습에 어렵지 않게 

적응했다고 적고 있다. 

제가 이곳에서 근 반년을 사는 동안 이곳의 생활이나 음식, 풍습 등에 어렵지 

않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리들이나 이웃 사람들도 제게 아주 친절하

게 해 줍니다.(到惠 半年, 風土食物不惡, 吏民相待甚厚.)13)

사실 오늘날처럼 의료보건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당시 혜주는 고온다습한 기후

로 인해 말라리아 같은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었고, 뜨거운 태양 아래 달리 누릴만

한 문화적 시설도 없었다. 소식은 틈나는 로 성읍의 이곳저곳을 둘러보다가 어느 

12) 같은 책, 《 軾文集》 六卷 <書煮魚羹>, 2592쪽.

13) 같은 책, 《 軾文集》 五十三卷 < 陳季常十六首>, 15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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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羅浮山을 올랐는데, 그는 그곳의 수려한 경치와 더불어 열  과일이 지천으로 

널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 지역에 애착을 느끼기 시작한다.

罗浮山下四时春, 罗浮山 아래는 사시사철 봄날이라

卢橘杨梅次第新. 노란 감귤과 붉은 산딸기 갈마들며 열리네.

日啖荔枝三百颗, 하루에 여지 삼백 알 먹을 수 있다면

不辞长做岭南人. 원히 남사람이 되는 것 사양치 않으리.

이 작품은 소식의 <食荔支二首>14) 가운데 두 번째 시에 해당한다. ‘卢橘’과 ‘杨

梅’는 지금도 이 지역의 특산물에 해당한다. ‘卢橘’은 ‘枇杷樹’라고도 불리는 과일로 

3,4월에 주로 열리며 노란 빛깔을 띠는데 기침에 특히 좋다고 알려져 있다. 또 ‘杨

梅’는 5,6월에 주로 열리며 짙은 붉은 색을 띠는데 산딸기 맛이 약간 가미된 달콤

한 과일로 술로도 많이 담아 먹는다고 알려져 있다. 이처럼 지천에 울긋불긋 널린 

과일들은 소식의 마음에 위안이 되었는데, 무엇보다 그는 여지의 맛을 극찬했다. 

그는 여지를 실컷 먹을 수만 있다면 이곳에 원히 살아도 좋겠다며 스스로를 위로

했지만 여지와 관련된 또 다른 글을 보면 여지는 그가 그곳의 환경에 적응하기 위

한 시적 매개물임을 알 수 있다.

내가 일찍이 물었다. “荔枝는 무엇과 비슷합니까?” 어떤 이가 말했다. “龍眼과 

닮았지요.” 손님들은 일제히 유치하다며 웃었다. 사실 荔枝와 닮은 것은 없다. 내

가 답을 했다. “여지는 江瑤柱와 비슷하지요.” 응 하던 이들이 모두 실의에 빠진 

듯했다.(僕嘗問, 荔枝何所似? 或曰, 似龍眼. 坐客皆笑其陋. 荔枝實無所似也. 

僕曰, 荔枝似江瑤柱. 應 皆憮然.)15)

閩越 사람들은 여지를 높이 사고 용안을 낮게 취급한다. 나는 이렇게 평가한다. 

荔枝는 큰 꽃게 같아서 눈을 깨면 젤리가 흘러나오는 듯하니 한 입만 먹어도 배부

르네. 龍眼은 彭越 지역의 작은 민물게 같아서 오래 씹어도 별로 먹을 것이 없구

나. 그래도 술자리가 끝나갈 무렵 입이 심심할 때 디저트 삼아 씹는 맛이 있으니 

때로는 龍眼이 荔枝보다 낫구나. 종이에 장남삼아 써놓으니 酒客이 한바탕 웃네.

14) 같은 책, 《 軾詩集》 四十卷 <食荔支二首>, 2194쪽.

15) 같은 책, 《 軾詩集》 七十三卷 <荔枝似江瑤柱說>, 23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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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閩越人高荔子而下龍眼, 吾為評之. 荔子如食蝤蛑大蟹, 斫雪流膏, 一噉可飽. 龍

眼如食彭越石蟹, 嚼嚙久之, 了無所得. 然酒闌口爽, 饜飽之餘, 則咂啄之味, 石

蟹有時勝蝤蛑也, 戲書此紙, 為飲流一笑.)16)

앞의 시는 지인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여지를 화제 삼아 농담처럼 질문을 주고

받았지만 소식은 무사태평하던 시절에 자신이 좋아하던 조개 관자로 만든 요리 ‘江

瑤柱’를 여지에 비유함으로써 주변을 처연하게 했다. 반 로 뒤의 시는 여지를 소

재로 삼아 자신과 주변에 즐거움을 선사하는 매개물로 사용했으니 이는 그가 혜주

에 상당히 적응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소식은 지역의 토속

산물을 가지고 옛정을 떠올리는 소재로도 삼기도 하고, 또 생활 속에 작은 즐거움

을 주는 소재로도 활용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유배자 신분으로 경제적으로 궁핍했던 소식은 혜주에서 고기를 쉽게 구할 

수 없게 되자 특유의 기치로 양갈비를 이용한 요리를 개발했다. 그는 기쁨에 들뜬 

나머지 동생인 子由에게 편지로 알렸다.

혜주는 작은 성읍이긴 해도 하루에 양 한 마리씩 도살한다. 이 양고기는 부유한 

사람을 위한 것이니 나는 관리집안과 경쟁해 가며 이 고기를 살 생각은 꿈에도 하

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푸줏간 주인에게 등뼈만 부탁해 두었다. 왜냐하면 뼈 사

이에 고깃점이 조금 붙어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것을 물에 놓고 한참 불에 고다

가, 뜨거울 때 뼈를 건져내어 물기를 말린다. 뜨겁지 않으면 물기가 남아 있게 된

다. 그런 다음 그것을 술에 담그고, 굽기 전에 소금을 좀 뿌려둔다. 나는 이것을 

하루 종일 씹으며 뼈와 뼈 사이에 눌러붙어 있는 살점을 찾아내 먹는데, 그 재미

가 마치 게의 집게발 살을 발라먹는 것 같다. 나는 며칠 걸러 한 번씩 이것을 주

문하는데 양가가 꽤 있으리라 생각된다. 아우는 지난 3년간 관청 요리사가 마련

해 주는 음식을 먹는 동안, 뼈다귀엔 손도 안 댔을 걸세. 아우도 이것을 한번 맛

보지 않으려나. 아우를 즐겁게 해주려는 생각에서 이 글을 쓰긴 했으나, 한번 실

제로 시험해 봐도 무방하리라 생각하네. 이러다 양갈비구이의 인기가 너무 높아지

면 개들이 무척 싫어하겠지.(惠州 肆寥落, 然猶日杀一羊. 不敢 在仕 争买, 

时嘱屠 买其脊骨耳. 骨间亦有微肉, 熟煮热漉出, 不乘熱出, 則抱水不乾. 漬酒

中, 點薄盐炙微燋食之, 终日抉剔, 得銖兩於肯綮之間, 意甚喜之. 如食蟹鳌, 率

數日輙一食, 甚覺有補. 子由三年食 庖, 所食刍豢, 沒齿而不得骨, 豈復知此味

16) 같은 책, 《 軾詩集》 七十三卷 <荔枝似江瑤柱說>, 2363-23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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呼? 戲書此紙遺之, 虽戏语, 實可施用也. 然此說行, 則众狗不悦矣.)17)

소식이 정치적 소용돌이에 빠지기 전에 좋아했던 요리 가운데 하나는 바로 양고

기 다. 그는 일찍이 쓴 시구 가운데 “秦 땅의 요리하면 양고기국, 陇 땅의 요리는 

곰발바닥 요리(秦烹惟羊羹，陇馔有熊腊)”18)라고 했을 정도로 부유한 시절에 즐겨 

먹던 양고기의 맛을 기억하고 있었다. 혜주에 와서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내몰린 상

황에서 과거를 생각하며 실의에 빠질 법도 하지만 그는 특유의 쾌활하고 긍정적인 

정신으로 양고기뼈에 붙은 살점마저 기쁨을 주는 미식으로 바꾸어놓았다. 그 조리

법은 오늘날에 비추어 봐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상세하고 감각적이다. 또한 

이 글에서는 요리사가 해준 살코기만 먹고 있을 동생에게 이 맛을 함께 공유하려는 

따뜻한 마음도 전해진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 양갈비구이 요리가 소문이 나면 동네 

개들로부터 원성을 들을 것을 걱정한 부분에서는 위트와 유쾌함마저 느껴져서 이 

목만 봐서는 그가 유배자 신분이라는 사실도 망각하게 만든다. 惠州의 특산물인 

‘東坡扣肉’나 ‘梅菜扣肉’도 동파육을 이곳 방식으로 변형해서 만든 요리로 알려져 

있다. 특히 ‘梅菜扣肉’는 ‘梅菜’라는 지역 특산물을 곁들인 일종의 삼겹살 요리이다. 

東坡豆腐 역시 소식이 직접 만들었다고 전해진다. 이것은 먼저 생선과 오징어 등의 

해산물과 양파와 마늘 등의 채소를 기름에 한꺼번에 볶은 뒤에 다시 돼지고기를 얹

은 두부를 넣고 간장과 물을 잘 배분해서 졸인 요리이다. 이처럼 소식의 입은 그의 

인생에서 재앙의 문이 되기도 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가 뛰어난 미식가로서 

입에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음식을 끊임없이 발견하고 또 그것을 시와 노래로 남긴 

결과 그가 애호하고 즐긴 음식들은 천 년이 지난 지금도 지역의 명물로 남게 된 것

이다. 

소식은 생의 마지막 부분을 州에서 보내게 된다. 北宋의 仁宗부터 哲宗에 

이르는 동안 소식은 여러 차례 복직과 유배를 반복하 으나 언제나 태후들의 비호

를 받았다. 이 점을 불안하게 느낀 반 파들은 결국 소식을 바다 건너 지금의 해남

도로 유배를 보낸다. 그나마 2년 동안 혜주에서 거처하며 생활의 안정을 꾀하던 소

17) 같은 책, 《 軾文集》 六十卷 < 子由弟十首>, 1570쪽. 원문 번역은 같은 책, 《쾌활한 

천재 東坡評傳》을 참고함.

18) 같은 책, 《 軾詩集》 三卷 <次韻子由除日見寄>, 1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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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은 62세의 나이에 처량한 심정으로 바다를 건너게 된 것이다. 소식의 입장에서 

해남도 유배는 중국 문명 밖으로 떠밀려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막내아들인 過만 

데리고 혜주를 떠나면서19) 한 지인에게 당시 자신의 비장한 심경을 다음과 같이 

토로한 바 있다.

저는 이 늙은 나이에 황량한 땅으로 유배를 가니 살아서 다시 돌아올 희망은 없

는 듯합니다. 어제 큰 아들인 邁와 이별하며 사후의 문제에 해 얘기해 두었습니

다. 이제 海南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제 관을 만들고 그 다음에 분묘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 아이들의 짐을 덜어주고자 죽으면 해남에 묻히겠다고 써두었

습니다.(某垂 投荒, 無復生还之望. 昨 长子迈诀, 已处置後事矣. 今到海南, 

首當作棺, 次便作墓, 乃留手疏 诸子, 死則葬於海外.)20)

소식에게 州에서의 유배생활은 혜주보다 육체적으로 훨씬 견디기 힘들었던 것

으로 보인다. 이곳은 비록 중국 땅이긴 했지만 부분 원주민들만 거주하는 미개척

지 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다음 글을 통해 삶의 극한에 몰려서도 소식은 희망

의 끈을 놓지 않는 놀라운 정신력과 의지를 보여주었다.

남의 날씨는 습도가 매우 높아서 땅에서 증기로 찌는 듯한 기운이 올라온다. 

특이 이곳 해남도는 더욱 심하다. 여름과 가을 교차할 즈음에는 모든 물건들이 다 

썩어 버린다. 사람이 돌이나 쇠가 아닐진  이런 날씨를 어떻게 오래 견딜 수 있

겠는가? 그런데 나는 이곳에 노인들이 꽤 많은 것을 보았다. 백세가 넘는 노인도 

왕왕 보이고 팔구십이 된 노인들은 말할 것도 없다. 이를 보고 장수의 비결은 따

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잘 적응하는 데 있음을 알게 되었다. 누에는 

차가운 곳에서도 살고, 도마뱀은 불같은 더위에서도 살 수 있다. 맑은 정신으로 

생각을 비우고 육신에 이러한 깨달음을 깃들게 했을 때 차가운 추위도 맹위를 떨

칠 수 없고 무더운 더위도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다. 이쯤 되면 백세가 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우매한 노인들은 애시당초 누에와 도마뱀이 그러한 경지에서 

산다는 것을 모른 체 그냥 우연히 받아들 으리라. 더운 공기를 내쉬고 차가운 공

기를 들이마시면서 중단하지 않는다면 장생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嶺南天氣卑

湿, 地氣蒸溽, 而海南爲甚. 夏秋之交, 物無不腐壞 . 人非金石, 其何能久. 然

19) 최재혁 지음, 《소식문예이론》, 서울, 소명출판, 2015년, <부록1> 소식연보 도표 참조. 

20) 같은 책, 《 軾文集》 五十六卷 < 王敏仲十八首>, 16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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耳颇有 人, 年百餘岁 , 往往而是, 八九十岁 不论也. 乃知寿夭無定, 习而

安之, 则冰蠶火鼠, 皆可以生. 吾嘗湛然無思, 寓此觉於物表. 使折胶之寒, 無所

施其冽, 流金之暑, 無所措其毒. 百餘岁岂足道哉! 彼愚 人 , 初不知此特如蠶

鼠生於其中, 兀然受之而已. 一呼之温, 一吸之凉, 相续無有间断, 虽长生可

也.)21)

시인과 과학자의 눈은 서로 닮은 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일반인은 무심

하게 흘려보내는 것들을 세심하게 관찰해서 생활에 적용시켜 삶을 풍요롭게 하기 

때문이다. 소식은 이 지역의 기후와 생태를 냉철하게 파악한 후 심지어 누에와 도

마뱀의 양생술마저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고자 한 것이다. 소식은 이어서 먹거리 문

제에 해서도 답을 찾아 나갔다. 그는 섬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곳에서 쉽게 

채취할 수 있는 먹거리에 관심을 가졌다. 우선 그는 바다에서 나는 굴을 먹고 그 

맛에 해 아들에게 해학적인 글을 선사했다. 

내가 해남에서 나는 굴을 먹어보니 아주 일품이다. 그래서 막내아들 숙당에게 

알려 준다. 조정의 사 부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거라. 알게 되면 다투어 

해남으로 이주를 해서 이 맛을 나누어야 할까봐 걱정이구나. 사 부들이 즐겨 남

쪽으로 이주하기를 좋아하게 만들면 너를 질투하여 이곳으로 오지 못하게 만들 것

이다. (东坡在海南食蚝而美, 贻书叔党曰, 無令中朝士大夫知, 恐争谋南徙, 以分

此味. 使士大夫而乐南徙, 则忌公 不令公此行矣.)22)

이 편지는 유배지에서 끝까지 아버지와 함께 한 막내아들 過에게 준 글로써 

굴의 맛과 웃음을 동시에 선사한 뛰어난 문학 작품이다. 소식은 해남까지 유배를 

당하면서도 인간 자체에 한 증오를 거의 가지지 않았다고 한다. 딱 한 사람을 미

워했다고 하는데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소식을 괴롭혔다고 알려진 董必이란 인물이

다.23) 동필의 핍박으로 극한의 지경에 내몰린 상황에서도 소식은 문학이라는 도구

21) 같은 책, 《 軾文集》 七十一卷 <書海南風土>, 2275쪽. 

22) (明) 陸樹聲, 《清暑笔 》 第三章.

23) 동필은 마지막까지 관리를 해남으로 보내 소식의 동정을 살핀 후 그가 머물던 관사에서 

쫓아냈다. 이제 소식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정도로 궁지에 몰렸다. 겨우 비를 가릴 

만한 허름한 집을 짓고 나서 그는 동필을 조롱하는 寓 을 한 편 남겼다. 소식은 동필

의 이름 가운데 ‘必’자를 발음이 비슷한 ‘鼈’로 바꾸고 우언 속에 ‘鼈相公’으로 등장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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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돌파를 시도한다. 그는 <辟穀說>24)이란 글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

다. 한 남자가 구덩이에 빠졌는데 너무 깊어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그런데 구덩

이에서 아침마다 개구리와 뱀들이 동쪽을 향해 입을 벌리고는 떠오르는 태양의 햇

빛을 꿀꺽꿀꺽 삼키는 것을 보고 따라한다. 신기하게도 배고픔을 느끼지 않게 되었

고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며 힘이 났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소식 자신도 막내아들 

過와 함께 이 방법을 써보면 어떨까하고 기록해 놓았다. 이 이야기는 어찌 보면 

‘阿Q’의 정신승리법을 연상시킬 정도로 허망한 듯하지만 소식은 한 인간이 극한의 

경지를 어떻게 극복하는가 하는 좋은 사례를 글로써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해남을 떠나기 전까지 이곳에서 <辨漆葉靑黏散方>⋅<記海南菊>⋅<記渚

米>⋅<書藥方贈民 君>⋅<菜羹賦>⋅<書城北放魚>⋅<食蠔>⋅<金穀說>⋅<論食> 등 

약초와 음식에 관한 글을 썼다. 또 그는 해남에서 주민들을 위해 최초로 우물을 파

는데 성공했는데 그 유적지는 지금도 ‘東坡井’이라고 불린다. 그리고 서당을 열어 

학생들을 교육시킨 결과 해남에서는 최초로 십여 명의 과거급제자를 배출하 고 현

재 그를 기념한 ‘ 公祀’가 유적지로 남아 있다. 소식의 이러한 행적은 당연히 지역

민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었고 그에 한 답례로 주민들은 음으로 양으로 소식

의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 되었다. 

Ⅳ. 술 한 잔과 인 계

본 장에서는 소식의 술에 한 철학과 그것을 매개로 한 인관계에 해서 살펴

보기로 하겠다. 소식이 남긴 수많은 시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시어는 

바로 술이다.25) 소식의 주변에는 일반 서민에서부터 승려와 도사 및 고관 작에 

이르기까지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었다. 소식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그와 

조소했다. 이 우언은 (宋)趙令畤, 《侯鯖 》 八卷에 실려 있다. 

24) 軾 撰, 《東坡志林》 一卷, 北京, 中華書局, 2002년, 13쪽에 관련 내용이 있다.

25) 안희진의 연구에 의하면 소식의 전체 시가 작품 중에서 술이 시어에 출현하는 빈도는 

587회로 그 다음을 차지하는 생선 233회, 차 80회, 고기 60회 등과 비교하면 압도적

으로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의 논문, <소식의 음식문학을 논함>, 495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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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했던 막내아들 過는 유배지인 해남에서조차 하루라도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찾아오지 않으면 마치 무슨 괴로운 일이라도 있는 듯이 보 다고 한다.26)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不遠千里하고 달려온 까닭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아래의 소식의 

글을 보면 술이 그의 교우관계에서 절 적인 매개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나는 종일토록 술을 마셔봐야 5合을 넘지 못한다. 천하에 나처럼 술을 못 마시

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다른 사람들이 술 마시는 것을 좋아한다. 손

님이 잔을 들고 천천히 마시는 것을 보노라면 내 가슴은 그로 인해 크게 흥분되어 

술을 마시는 친구보다 더 큰 기쁨을 맛본다. 한가로이 머물 때는 방문객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찾아오는데, 손님이 올 때마다 술을 준비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그

러니 천하에 나보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또한 없을 것이다. 나는 항상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즐거움을 생각하는데 몸에 병이 없고 마음에 근심이 없는 것

이 최고이니 나는 이 두 가지가 없다. 그러나 세상에는 이런 것으로 고통을 받는 

이들이 있으니 내가 그들을 만나면 어떻게 하여 그들을 기쁘게 해줄 것인가? 그래

서 내가 가는 곳마다 좋은 약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나누

어 주었다. 그런데 나는 술을 빚어 친구들에게 접하는 것을 더욱 좋아한다. 어

떤 이는 내게 묻길 “당신은 병도 없는데 많은 약을 가지고 있고, 술도 마시지 않으

면서 술을 많이 담으면서 남을 위해 귀찮은 일을 하고 있으니 무엇 때문입니까?” 

하고 묻는다. 그럴 때면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아니오. 아픈 사람이 약을 

얻어 가면 내 몸이 한결 더 가볍고, 술 마시는 친구가 얼큰하게 취하면 나도 기쁘

니 이는 순전히 나 자신을 위한 것이오.”(予饮酒终日, 不过五合, 天下之不能饮, 

無在予下 . 然喜人饮酒, 见客举盃徐引, 则予胸中为之浩浩焉, 落落焉, 酣適之

味, 乃过於客. 闲居未尝一日無客, 客至, 未尝不置酒, 天下之好饮, 亦無在予上

. 常以谓人之至乐, 莫若身無病而心無忧, 我则無是二 矣. 然人之有是 , 接

於予前, 则予安得全其乐乎? 故所至, 常蓄善药, 有求 则 之, 而尤喜酿酒以饮

客. 或曰: “子無病而多蓄药, 不饮而多酿酒, 劳己以为人, 何也?” 予笑曰: “病

得药, 吾为之體轻, 饮 困於酒, 吾为之酣適, 蓋专以自为也.”)27) 

글의 내용을 보면 소식은 자신보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바탕에 깔려 있다. 아

픈 사람을 위해서는 약을 준비하여 아픔을 함께 하고, 친구들을 만나면 술을 준비

하여 즐거움을 나눈다. 그러면서 자신이야말로 지상에서 술을 가장 좋아하는 애주

26) 같은 책, 《쾌활한 천재 東坡評傳》, 504쪽 참고.

27) 같은 책, 《 軾文集》 六十六卷 <書東皐子傳後>, 20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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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고 자부한다. 윗글에 이어 소개되는 東皐子는 당나라에서 최고의 주량을 자랑

하는 애주가이다. 또 이백과 같은 시인도 중국 문학 전체를 표하는 애주가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소식의 위 함은 東皐子나 이백처럼 자신을 향하기보다 술을 

통해 타인과 나누는 기쁨을 최고의 즐거움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술은 안

주가 되고 지인들과 정을 나누며 삼라만상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것이야말로 소식이 

술을 하는 진정한 태도라고 볼 수 있겠다. 한국인들도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술을 좋아한다. 그러나 한국의 음주문화는 다소 왜곡된 면이 없지 않다. 그것은 바

로 나만 취하면 안 되고 상 도 나만큼 취해야 한다는 일종의 강박 관념이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음주문화 속에서는 진정한 소통보다 자칫 술자리 

자체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적어도 처음 술을 배우는 젊은이들에게 소식의 

음주관을 접할 수 있게 한다면 한국인의 술문화도 일정 정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

다. 이러한 긍정적인 술문화는 술을 예찬하는 <濁醪有妙理賦>라는 글에서도 드러

난다. 이 목은 아마도 소식이 술에 보내는 최고의 찬사로써 술이야말로 신이 인

간에게 내려준 가장 위 한 선물임을 느끼게 한다.

자리에 손님이 가득할 때 나의 유일한 걱정거리는 술통이 텅 비는 것이다. 죽은 

뒤 명예 따위는 가벼이 여길 뿐 다만 이 한 잔의 술이 더 중요하다. 지금 저 달빛

처럼 빛나는 진주로는 저고리 하나 만들 수도 없고, 밤에도 빛나는 야광 구슬로도 

밥 한 그릇 지을 수 없다네. 비싼 고기는 내 배를 부르게 할 수는 있으나 깨달음

을 줄 수 없고, 좋은 옷감 나를 따뜻하게 할 수도 있어도 즐겁게 만들지는 못한다

네. 오직 이 술만이 세상만물의 위에서 노닐게 하니 천하에 하루라도 없으면 안 

된다네.(坐中客满, 惟忧百榼之空. 身後名轻, 但觉一盃之重. 今夫明月之珠, 不

可以襦. 夜光之璧, 不可以餔. 刍豢饱我而不我觉. 帛燠我而不我娱. 惟此君独

游萬物之表, 蓋天下不可一日而無.)28)

소식은 술을 매개로 ‘바로 지금 여기서의 삶’을 소중하게 여겼다. 술을 통해 삶의 

정수를 만끽하고자 하니 세상만물 가운데 다른 어떤 것도 신할 수 없다는 것이

다. 술 한 잔으로 자족하며 이웃과 친구들을 불러 즐거움을 나누는 삶. 그는 아마 

술자리에서 <薄薄酒>와 같은 시를 읊으며 자리를 더욱 흥겹게 해주었을 것으로 생

28) 같은 책, 《 軾文集》 一卷 <濁醪有妙理賦>, 21-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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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된다. 

薄薄酒, 勝茶湯, 묽디묽은 술이 차보다 낫고

麤麤 , 勝無裳. 거칠고 거친 천이라도 옷이 없는 것보다 낫네.

醜妻惡妾, 勝空房. 못생긴 처와 못된 첩도 독수공방보다는 낫다네.29)

위의 시는 <薄薄酒二首>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 작품에 사용된 시

어와 형식은 주로 서민들의 언어라 할 수 있는 속된 말로 씌어졌으며 탈형식적이라

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시는 소식의 소탈한 문학관과 정신세계를 반

하는 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문학이론에서는 이와 같이 ‘俗事’나 ‘俗意’를 

시가에 끌어들여 예술적 형식을 일러 ‘以俗爲雅’라고 부른다.30) 소식은 시뿐만 아

니라 詞에서도 기존의 형식적 틀에서 벗어나 그의 천재적 문학 재능을 서민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언어로 자유로이 펼쳤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정작 소식 자신의 

주량은 매우 미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식이 술을 사랑한 이유는 자신이 가진 

재능과 즐거움을 주위와 나누면 훨씬 커진다는 인생관을 가졌기 때문일 것이다. 적

어도 그가 단순히 술을 위해 술을 예찬하고 예술을 위해 시를 창작한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소식은 <飮酒說>이라 제목을 단 두 편의 글에서도 “술을 많이 마시지는 못하지만 

하루라도 거를 수 없으며(予雖飮酒不多, 然而日欲把盞爲 , 殆不可一日無此君)”, 

심지어 “술을 끊으면 병이 날 정도이다(一日無酒則病)”라고 했다.31) 소식의 삶과 

문학 성취를 두고 볼 때, 이와 같은 소식의 애주 정신은 단순하게 술에 취하여 흥

청망청하는 것과는 결을 달리한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유배라고 하는 삶의 극한 상

황에서 그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위안을 찾아야 했고, 또 천부적으로 물려받은 문학

적 재능을 쏟아내기 위해서 술을 방편으로 삼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의 수많

은 글 가운데 가장 유명한 작품으로 추앙받는 <赤壁賦>⋅<水調歌頭>⋅<念奴喬>의 

내용을 보면 이 작품들이 술의 여흥으로 이루어진 것이란 점을 확인할 수 있다. 

29) 같은 책, 《 軾詩集》 十四卷 <薄薄酒二首>, 688쪽.

30) 위의 논문, 《 軾 飮食詩 硏究》, 76-77쪽 참고.

31) 같은 책, 《 軾文集》 七十三卷 <飮酒說>, 2369, 23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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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객과 더불어 적벽에 배를 띄워 노니는데, 맑은 바람 솔솔 불어오는데도 물

결은 잔잔하네. 술잔 들어 객에 권하고는 명월의 시를 읊고 요조의 노래를 부른다

네. 이윽고 달이 동산 위로 둥실 떠올라 북두성과 견우성 사이에서 배회하는데 흰 

이슬이 강에 자욱하게 내리니 물빛은 어느새 하늘에 닿아 있네.( 子 客泛舟, 遊

於赤壁之下. 淸風徐來, 水波不 . 擧酒屬客, 誦明月之詩, 歌窈窕之章. 焉, 

月出於東山之上, 徘徊於斗牛之間. 白露橫江, 水光接天.)32)

병진년 중추절에 새벽까지 즐겁게 마시고 크게 취하여 이 편을 짓는다. 저 밝은 

달은 언제부터 생긴 것일까? 술잔을 들어 푸른 하늘에 물어 보네. 천상의 궁전에

서는 오늘 밤이 어느 해의 밤인지 알 길이 없네. 나도 바람을 타고 하늘로 돌아가

고 싶지만 그곳의 화려한 궁전은 너무 높은 곳에 있어서 추위를 견딜 수 없을 듯

하네. 일어나서 춤을 추며 맑은 그림자와 함께 노니 이 세상만한 곳이 또 어디 있

으리오.(丙辰中秋, 歡音達旦, 大醉. 作此篇. 明月幾時有, 把酒問靑天, 不知天上

宮闕, 今夕是何年. 我欲乘風歸去, 又恐瓊樓玉宇, 高處不勝寒. 起舞 淸影, 何

似在人間.)33)

아득히 당시의 주유의 모습 떠올리니 아리따운 아내 소교가 갓 시집오고 그는 

늠름한 웅의 모습 내뿜었겠지. 깃 달린 부채 들고 두건 쓴 재갈공명과 담소 나

누는 사이에 조조의 군  연기와 재가 되어 사라져 버렸네. 고국 땅에 혼백이 떠

다니며 다정한 그 는 나의 일찍 희어진 머리를 보고 웃음 짓겠지. 인간이 사는 

세상 꿈과 같은 것이니 강에 비친 달님에게 술 한 잔 따르네.(遙想公瑾當年, 

喬初嫁了, 雄姿英發, 羽扇綸巾談笑間, 强虜灰飛煙滅. 故國神遊, 多情應笑,我早

生華髮. 人間如夢, 一 還酹江月.)34)

소식의 표작으로 유명한 세 작품 모두에 술이 등장한다. 첫 작품은 赤壁에 배

를 띄우고 지인들과 술잔을 나눈 후, 그 여흥으로 한 폭의 그림 같은 강의 모습을 

그려냈다. 두 번째 작품은 아예 부제에 해당하는 序에서 중추절에 밤새도록 마시고 

취기를 빌려 이 작품을 짓는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작품에서는 세월은 

가도 변함없이 흐르는 강물에 술을 따르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다른 많은 작품

에서도 입증되듯이 소식의 우수한 작품들은 개 술을 마신 후에 창작되었다고 볼 

32) 같은 책, 《 軾文集》 一卷 <적벽부>, 5-6쪽.

33) 唐圭璋 編, 《全宋詞》 第一冊, 北京, 中華書局, 1998년, 280쪽.

34) 같은 책, 《全宋詞》 第一冊, 2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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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창작의 촉매제 역할을 하는 술은 소식에게 있어서 시를 쓰기 위해 먹을 

가는 것에 비유해도 좋을 정도로 그의 문학과 술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식의 술에 한 조예는 마시고 취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매번 실

험 정신에 입각하여 다양한 주종을 직접 만들어 냈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그가 

개발한 주종만 하더라도 ‘松醪酒’⋅‘眞一酒’⋅‘桂酒’⋅‘蜜酒’ 등 수 종이 있으며, 관

련 글에서는 술을 담그는 방법과 재료 등에 해서 비교적 소상히 밝히고 있다. 소

식은 술과 관련한 다수의 글 속에서 술을 ‘그 (君)’라고 지칭하고 있다. 즉 소식에

게 있어 술은 음식의 상을 넘어 평생의 반려자이자 창작의 핵심 요소 던 것이다.

Ⅴ. 나가는 말

소식은 중국문학사에서 최고의 문장가로 손꼽히는 인물 가운데 한 명이다. 생전

에 그가 남긴 글은 고단했던 그의 인생역정을 흙탕물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처럼 예

술로 승화시켰다. 본고는 소식이라는 인물이 이룬 여러 업적과 문학적 성취를 미식

가로서의 자질과 연결시켜서 분석한 것이다.

본론은 주로 소식이 관심을 기울 던 음식과 관련하여 소식의 ‘애민정신’⋅‘환경

적응’⋅‘ 인관계’라는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먼저 제Ⅱ장에서는 동파

육을 중심으로 돼지고기에 깃든 소식의 애민정신을 살펴보았다. 소식은 그가 관직

에 부임할 때나 유배지로 폄적되었을 때나 한결같이 백성을 위하는 행정을 펼쳤고, 

그 결과는 ‘동파육’으로 상징되는 요리로 탄생해서 현재까지도 전한다는 사실을 여

러 기록을 통해 서술했다. 제Ⅲ장에서는 유배지라는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해

당 지역의 토속산물을 통해 삶의 역경을 극복하는 과정을 주로 그가 남긴 글을 통

해 분석하고 서술했다. 그의 유배시절은 크게 黃州⋅惠州⋅ 州로 나눌 수 있다. 

그는 유배지라는 열악한 환경이지만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음식 재료를 찾

고 요리를 연구하고 또 주변과 나누어 먹으면서 고난을 슬기롭게 이겨나가는 과정

을 알아보았다. 끝으로 제Ⅳ장에서는 주량이 유난히 약했던 그가 오히려 술을 통해 

긍정적인 인관계를 형성해나가게 되었고 또 그가 이룬 주요한 문학적 성취가 주

로 술이라는 촉매제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서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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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이 살아간 일생 가운데 특히 유배지에서의 생활은 그가 미식가로서의 자질이 

없었다면 어쩌면 속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송 는 물론이고 

중국문학사 전체를 둘러봐도 음식과 관련하여 이처럼 많은 문학적 성취를 낸 인물

도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항상 그가 처한 환경 속에서 요리 재료를 찾고 직접 

연구하여 조리하고 지인들을 초 해 술과 음식을 나누어 먹는 속에서 그의 문학적 

성취가 더욱 빛을 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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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古往今來, 在中國愛吃的文人數不勝數, 却很少會大談心得. 唯有蘇軾, 對吃

幷不諱言, 甚至自覺有趣. 溫婉時, “在海南食蚝而美”; 來勁了, 他喊“日啖荔枝三

百颗”. 蘇東坡旣是著名的文人學者, 也是著名的美食家. 相傳與蘇東坡有直接關係

的名饌不少, 用它名字命名的菜肴更多. 如“東坡肉”、“東坡扣肉”、“東坡豆腐”、“東

坡羹”等等. 他經常動手做菜釀酒, 有時也會根據自己的想法做以前沒有的菜, 幷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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此爲樂. 通過多次的貶謫生活蘇軾發現飮食是痛苦生活中適應現實的很重要的因

素, 幷以此作爲寫作文章的基礎. 如他在黃州居住的期間, 發現了黃州的猪肉非常

便宜, 因此他發明了如今聞名的東坡肉, 這記載在他的<猪肉頌>中. 更重要的是,

他所發明的大部分菜是爲了他人而作的. 可以說是從他的菜中容易看到愛民思想. 

其次, 他在惠州過貶謫生活的期間,吃到了荔枝, 便馬上歡喜起來,立刻寫了首詩“日

啖荔枝三百顆, 不辭長作嶺南人.” 這樣他很快適應當地生活. 還有, 在海南貶謫期

間,他喜歡吃鮮美的牡蛎, 寫了一篇諧謔的文章給他兒子看, “無令中朝士大夫知, 

恐爭謀南徙.” 他是一名不遜色李白的愛酒家, 但他的酒量甚少. 有關飮酒他的本

色, 就在於酒是對人關係的媒體, 而且起寫文章的觸媒作用. 如在<赤壁賦>、<水

調歌頭>、<念奴喬>等可代表他的作品裏, 不可或缺地出現飮酒的場面. 作爲一名

美食家的蘇軾, 無論處在什麽環境通過飮食和寫文章能够克服各種困難. 以飮食爲

文學創作是因爲蘇軾有着與他人不同精神世界, 而他的文學作品的樂觀精神與積極

態度的表現.

【主題語】

소식, 소동파, 음식, 유배, 동파육

蘇軾, 蘇東坡, 飮食, 流配, 東坡肉

Su shi, Su dongpo, food, banishment, Dongpor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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