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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언

관리들의 부정부패는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존재했고, 오늘까지

도 그러하다. 그런데 송대 관리들의 부정부패는 이전에 비하여 훨씬 심했고,

비리유형 또한 다양했다. 이렇게 송대 관리들의 부정부패가 심한 데에는 몇 가

지 원인이 있다.

첫째는 정치권의 분열이다. 정치권의 분열에는 서원의 발달이 일조한 측면

이 있다. 宋初부터 서원이 발달하여 지연 학연중심의 붕당정치가 행해졌다. 특

정 서원 출신들이 권력을 잡으면 온 조정은 그들 당파일색이 되었다.1) 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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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력 확장을 위하여 자기사람들을 중용하고, 심지어 지방의 말단 관리 임명에

이르기까지 관여한다. 이들은 세력유지를 위해 막대한 정치자금이 소요되고,

이를 각종 이권사업과 매관매직으로 충당하게 된다. 매관매직의 폐해는 고스란

히 백성에게 돌아갔던 것이다.

둘째는 지속적인 북방민족과의 대치이다. 건국초기부터 북방민족과 대치국

면을 형성하여 끊임없는 전쟁이 이어진다.2) 외적과의 대치국면에서도 정치권

은 당파가 나뉘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론을 통일하지 못하고 주

전파와 주화파로 나뉘어 북벌을 주장하거나 和親을 주장하는 등 정쟁이 끊이

지 않았고, 주로 주화파가 득세하면서 송에 불리한 조건으로 평화조약을 체결

하여 나라의 재정에 커다란 부담을 주었다.3) 이런 국고의 부담은 과중한 조세

로 이어졌고, 이는 고스란히 양민들의 고통으로 이어졌다.4)

셋째는 가치관의 혼란이다. 당나라 때에 실크로드를 통하여 서역의 외래문

물이 대량으로 유입되어 귀족사회에서 널리 유행했다. 이것이 송대에 이르러서

는 일반 중산계층으로 널리 퍼졌고, 송에서 유사품을 자체생산하여 가내수공업

이 크게 발달하였다.5) 이는 기존 권문세가와 신흥 사대부세력의 사치향락문화

를 조장하여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하였고, 물질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관리

들의 부정부패로 이어졌다.6)

넷째는 농업생산여건의 악화이다. 전쟁으로 인한 농토의 감소와 기반시설의

붕괴에 따른 생산 감소는 조세원의 감소로 이어졌다.7) 이에 반하여 조정에서

1) 繆天綬選註, ≪宋元學案選註≫序言 <宋代政治給與學術界的影響>참조.

2) 송과 대치한 북방민족은 각 遼․西夏․金․元으로 遼(907-1125)는 거란족이 세운 나라

로 북송기간동안 전쟁과 和約이 반복된다. 西夏(1032-1227)는 탕구트(黨項)족이 세운
나라로 북송 仁宗이후 송의 서북지역에서 대치하였다. 金(1115-1234)은 북송말기에 여
진족이 세운 나라로 송을 북쪽에서 몰아내고 古都를 차지하며 송을 남(臨安)으로 몰아

남송시대를 열게 한 나라이다. 元(1271-1368)은 몽골족이 세운 나라로 남송을 멸망시
키고 중국 최초의 이민족 통치시대를 연 나라이다.

3) 方豪著, ≪宋史≫ 102-105쪽; 吳曉萍 <略論地緣政治與北宋外交>(≪安徽大學學報(哲

學社會科學版)≫ 2004년 3기) 참조.

4) 錢穆著, ≪國史大綱≫下冊 第三十一章 貧弱的新中央 참조.

5) 林正秋著, ≪南宋都城臨安≫ 第八章 都市的經濟 一.官私手工業 242-245쪽 참조.

6) 劉大杰著, ≪中國文學發展史≫ 第十七章 宋代的社會環境與文學發展 一.宋代的社會環

境與文學趨勢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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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북방민족과 和約을 맺은 대가로 과도한 조공을 보내야 됐고, 고위 관료들

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점점 많은 재원을 필요로 했다.8) 생산은 감소

하고 지출은 확대되니 이 피해는 고스란히 백성들 몫이 됐다. 조정에서는 지방

에 과도한 납세를 요구하고, 지방에서는 이를 채우기 위해 갖은 수단을 동원하

여 세금을 징수하였다.9) 이런 과정에서 체납자들에 대한 혹독한 형벌이 가해

졌고, 체벌을 피하려고 고리대금까지 빌려 쓰는 지경에 이르러 농촌경제는 도

탄에 빠지게 된다.

송시 또는 송대 시인을 연구하면서대 관리들의 부정부패나 민중의 질고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거나 일부 탐관오리를 주제로 한 연구는 간헐적으로 보이

나, 송시를 통해서 탐관오리의 착취유형과 이를 상응하는 동물에 비유하여 고

찰한 논문은 없어서 이번 연구가 의미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래서 본 논

문에서는 송시에 나타난 탐관오리의 착취유형과 이들의 비리에 상응하는 상징

의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관리들의 비리유형으로는 1. 세금의 부당징수 행위. 이는 다시 부당과세와

불법징수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1) 부당과세 유형. 이는 항목에 없는 조세

를 부과하는 행위와 중앙정부와는 별도로 지방정부에서 조세를 이중으로 부과

하는 방법으로 양민들을 착취하는 행위이다. 2) 불법징수 유형. 이는 정신적

가혹행위와 육체적 가혹행위로 나눌 수 있다. 육체적으로는 구금과 태형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고, 정신적으로는 주야불문하고 방문독촉하고, 사채업자

와 결탁하여 고리를 빌어서 강제로 세금을 징수하게끔 하는 방법이다. 양민들

은 과중한 조세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체납이 다반사였고, 체납세금을 징

수할 때면 정신적 압박을 가하여 사채라도 빌려서 납부토록 하는 방법을 썼다.

2. 말․저울을 속여서 과다 징수하는 행위. 도량형의 기준이 정해져 있으나 관

7) 梁庚堯著, ≪南宋的農村經濟≫ 第二章 南宋農村的土地分配與租佃制度 第一節 南宋農
村耕地的不足 참조.

8) 眞宗 景德年(1004 - 1007)에는 관리 1만여 명에 官祿으로 9,785萬緡을 지출하였는
데, 仁宗 皇祐年(1054 - 1056)에는 관리 2만여 명에 官祿으로 1億 2,000萬緡을 지출
하여, 稅收의 거의 대부분을 官祿으로 지출하였다. 錢穆著, ≪國史大綱≫下冊 406-407

쪽 참조.

9) ≪宋史≫ 卷一百七十九 <食貨志>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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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들은 됫박의 속을 넓혀서 과다징수하기도 하고 됫박의 크기를 속이기도 하였

다. 무게를 달아서 세금을 거둘 때면 저울을 속이고, 길이나 크기로 거두는 경

우에는 자를 속이는 등의 수법을 썼다. 3. 향응이나 접대를 요구하는 행위. 지

방의 하급관리들은 주야불문하고 가가호호를 방문하여 정신적 압박을 가하여

세금을 독촉하였고, 이때마다 술 접대와 촌지를 요구하는 등 비행을 저질렀다.

4. 관리의 고리대금행위. 이는 관리들이 고리대금업자와 결탁하여 양민을 착취

하거나 직접 고리대부업을 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탐관오리들의 착취유형은 지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고 그들에 대

한 상징 또한 다르다. 1. 鼠雀. 양민들을 직접 상대하는 지방하급관리들은 양

민들의 고혈을 빨아먹고 그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폐해를 끼치기 때문에 쥐나

참새[鼠雀] 등 유해동물로 상징된다. 이들은 말․저울 등을 속여서 양민을 착

취하거나 술이나 금품 등의 향응을 요구하는 비행을 저지른다. 2. 狐狸豺狼.

鼠雀들의 뒤를 봐주는 중간관리들은 狐狸나 豺狼으로 상징된다. 이들은 사채

업을 하거나 사채업자와 결탁하여 양민을 착취하고 근거 없는 조세를 부과하여

사리사욕을 채우고 고과를 부풀린다. 3. 虎豹. 세력을 형성하고 하급관리들을

이용하여 악행을 일삼는 고관대작은 虎豹로 상징된다. 이러한 상징은 시인의

의도를 명확하고도 직설적으로 전달하여 탐관오리들의 비행을 경계하고 양민의

고통을 적나라하게 전달하여 선정을 펼칠 수 있기를 갈구하였던 것이다. 4. 鳥

類. 양민들을 직접 상대하는 하급관리와 무리지어 다니면서 비행을 일삼는 지

방하급관리를 상징할 때에 맹금류인 膺隼이나 무리지어 다니는 雁鶩으로 비유

하기도 했다. 탐관오리의 비행을 곤충에 비유하는 경우도 간혹 있으나, 일반

적인 경우라기보다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언급하지 않

았다.

Ⅱ. 탐관오리의 비리유형

서민경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탐관오리의 비리유형 또한 다양하게 나타

난다. 가장 빈번한 것은 세금의 징수방법에서 시작된다. 세금을 정상적으로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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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도 납부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온갖 비열한 방법을 동원하여 초과징수하

고, 심지어는 항목에 없는 세금까지 만들어서 부과하는 악덕관리들이 횡행한

다.10) 송대에 주로 나타나는 탐관오리들의 비행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첫째가

세금의 부당징수이다. 조세의 부과과정에서 항목에 없는 세금을 과세하거나 중

앙세와 지방세를 중복 과세하는 경우가 많았다. 둘째는 말이나 저울 등을 속여

서 세금을 과다 징수하는 것이다. 셋째는 관리가 향응이나 금전을 요구하는 행

위이다. 마지막으로 넷째는 불법 고리대금에 간여하여 착취하는 행위이다.

1. 세금의 부당징수 행위

조세의 부당징수에는 부당한 과세와 조세의 불법 징수행위를 들 수 있다.

조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는 불법으로 과세하는 경우와 중앙정부의 세금과 지

방세를 중복하여 거두는 경우가 있다. 또 변경지방의 주민들은 송과 북방민족

에 이중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도 있다.

조세를 징수할 때에는 절차를 무시하고 밤낮없이 가가호호를 방문하여 가혹

하게 징수하고, 체납되면 관아로 끌고 가서 태형을 가하는 등의 가혹행위가 빈

번했다.

ⅰ) 불법과세

송대에는 제한된 농토에 권문세가의 토지겸병이 심하여 농민들은 과중한 세

금에 시달렸고, 지방의 관리들은 중앙정부와는 별도로 세금을 부과하여 민생을

어렵게 하였다.11) 특히 흉년이 들 때면 황제가 세금 사면령을 내리는데, 지방

관청에서는 또 다른 명목의 세금을 고지하였다. 이도 부족하여 조세항목에도

10) 王曾瑜 <宋代社會結構> 二. 宋朝的戶口分類制度和階級結構 및 ≪宋會要․職官≫六

十之三十九 참조.

11) ≪宋史≫卷一百七十三 <食貨志․農田篇> : 外之境土日荒, 內之生齒日繁, 權勢之家
日盛, 兼倂之習日滋, 百姓日貧, 經制日壞, 上下煎迫, 若有不可爲之勢. 所謂富貴操
柄者, 若非人主之所得專, 識者懼焉. …… 今百姓膏腴, 皆歸貴勢之家, 租米有及百萬

石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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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각종 세금을 부과하여 민생을 도탄에 빠지게 하였다. 먼저 范成大의 <後

催租行>과 <四時田園雜興六十首之五十八>을 보겠다.

范成大 <後催租行>

老父田荒秋雨里, 늙은 농부의 밭은 황폐하고 가을비는 부슬부슬 내리는데,

舊时高岸今江水. 옛날 높은 언덕이 지금은 강이 되었네.

傭耕猶自抱長飢, 소작농으로 자기 배도 불리지 못하는데,

的知無力输租米. 조세로 납부할 쌀이 없음을 잘 알 것이나.

自從鄕官新上來, 고을에 관리가 새로 부임하더니,

黄纸放尽白纸催.12) 조정에서 세금 탕감했는데 지방관청에서 세금 독촉하는구나.

……

<四時田園雜興六十首之五十八>

黃紙蠲租白紙催, 조정의 免書받자 지방관청에서 지방세 독촉하고,

皁衣旁午下鄕來.13) 검은 옷의 관리가 점심때에 마을로 내려와서.

長官頭腦冬烘甚, 장관님은 머리가 매우 복잡하시니,

乞汝靑錢買酒迴. 자네 돈으로 술 받아오라.하는구나.

이 두 시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된 것이 『黄纸放尽白纸催』, 『黃紙蠲租白

紙催』이다. 黃紙는 노란색 종이로 詔書에 사용된 종이이다. 이는 황제의 칙

령이고, 황제가 칙령으로 조세를 사면한다는 어서이다. 白紙는 지방관청의 공

문서로 중앙정부에서 사면령이 내려도 지방관청에서는 세금독촉이 더욱 심함을

말하고 있다. 당시에는 권문세가에서 토지겸병이 심하여 소작농이 많았고, 이

들은 소출의 대부분을 田主에게 받쳐 세금 낼 능력이 없지만, 세금 독촉에 시

달리기는 자작농과 매일반이다. 『傭耕猶自抱長飢, 的知無力输租米.』에서는

바로 이러한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乞汝靑錢買酒迴』에서는 당시 관리

들이 농민을 대하는 태도를 잘 보여주고 있다. 농가에 세금 거두러 와서는 술

받아 오라고 한다. 세금 낼 돈도 없는데 술까지 사다가 접대하라는 말이 자연

스럽게 나온다. 이런 행동이 너무도 자연스럽기 때문에 일고의 망설임 없이 토

해내는 것이다. 또 그의 <四時田園雜興六十首之三十五>에서는 항목에도 없는

12) 皇帝의 詔書는 황색 종이를 사용했기 때문에 『黃紙』라 하고, 지방관청의 문서는 흰

종이에 썼기 때문에 『白紙』라 한다.

13) 皁衣는 검정 옷으로 지방의 하급관리를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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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거두는 것을 풍자하고 있다.

<四時田園雜興六十首之三十五>

採菱辛苦廢犁鉏, 밭이 없어 쟁기와 호미를 버리고 마름 풀 따느라 고생하며,

血指流丹鬼質枯. 손가락에는 피가 흐르고 앙상한 귀신몰골이라.

無力買田聊種水, 논밭 살 돈 없어 수면에 의지하는데,

近來湖面亦收租. 요사이 수면에도 조세를 거둔다네.

이 시에서는 소작농의 단계를 넘어 붙여먹을 논밭도 없는 사람에게도 항목

에 없는 세금을 거두는 관청을 풍자한 것이다. 논이 없어서 호숫가에서 마름

풀을 뜯어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이제는 이에도 세금을 부과한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당시의 현실이 그러했고, 시인은 이를 개탄한 것이다.

당시에 지방관청에서 항목에 없는 세금을 거두는 것이 얼마나 보편적이었는

지, 洪咨夔 <促織>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洪咨夔 <促織>14)

一點光分草際螢, 풀 사이의 한 점 빛은 반딧불이고,

繰車未了緯車鳴. 물레질이 끝나기도 전에 베틀이 울어댄다.

催科知要先期辦, 세금 독촉에 기일 내에 짜야 될 줄을 알고,

風露飢腸織到明. 바람서리 치고 주린 창자로 날이 밝을 때까지 짠다네.

水碧衫裙透骨鮮, 얇은 적삼과 치마에 한기는 뼈 속까지 스미고,

飄搖機杼夜凉邊. 서늘한 밤에 흔들흔들 베틀 북 옆의 귀뚜라미만 울어댄다.

隔林恐有人聞得, 숲 너머 저편에서 듣는 사람이 있어서

報縣來拘土産錢.15) 현청에 신고해서 土産錢을 거둘지 모르겠다.

이는 당시 가혹한 세금 독촉으로 밤잠도 이룰 수 없는 어려운 농민의 처지

를 대변하면서 항목에 없는 세금을 마구 거두는 관리들의 만행을 풍자한 것이

다. 당시 관리들이 세금 거두는 일에 얼마나 몰두하였는지, 무엇이든 항목을

14) 促織은 글자의미 그대로 베 짜기를 재촉한다는 의미도 있고, 또 귀뚜라미를 의미하기도
한다.

15) 土産錢은 土産稅를 말하는 것으로 지역 토산물에 대한 세금이다. 남송 때에는 지방에
서 마음대로 명목을 붙여서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시인은 귀뚜라미가 우는데도 세금

을 부과할 것이라고 풍자한 것이다. ≪宋史․食貨志≫一百三十六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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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여서 세금을 부과하던 것을 빗대어 귀뚜라미에게도 세금을 징수할 것이라 말

한 것이다. 물론 여기에서 귀뚜라미는 상징적 표현이고, 고향을 떠나 유랑민이

된 사람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사람의 목숨이 붙어 있으면 어떤 명목으

로든 세금을 거두는 당시의 세태를 풍자한 것이다.

ⅱ) 가혹한 징수

세금의 징수과정에서의 가혹행위 또한 상상을 초월한다. 세금을 거두기 위

해 정신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은 기본이고, 체납이라도 하면 관아로 끌고 가

서 구금하고 태형에 처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먼저 밤낮없이 찾아와서 세금독

촉을 하며 정신적으로 압박하는 유형을 보겠다.

蘇軾 <陳季常所蓄朱陳村嫁娶圖>

……

我是朱陳舊使君,16) 내가 전에 朱陳村에서 봉직하였을 때,

勸農曾入杏花村. 농사를 권장하려 杏花村에 갔었네.

而今風物那堪畵, 지금은 세태가 朱陳村嫁娶圖의 그림 같지 않아서,

縣吏催錢夜打門. 현리가 조세 독촉하러 한 밤중에 문을 두드린다.

梅堯臣 <田家語>

誰道田家樂? 전원생활이 즐겁다고 누가 말했던가?

春稅秋未足!17) 春稅를 가을이 되도록 못 채웠네.

里胥叩我門, 마을관리가 내 집 문을 두드리며

日夕苦煎促. 밤낮으로 세금 독촉을 하는구나.

……

이 두 시에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세금독촉을 하는 관리들의 가혹한 행동

을 고발하고 있다. 전기도 없는 시절에 한밤중에 찾아와서 세금을 독촉한다는

것이 정신적으로 얼마나 부담이었겠는가? 밤에 찾아 왔는데 돈 없다고 그냥

가라고 할 수도 없고, 최소한의 손님 대접은 필수이다. 비록 시에서 언급되지

16) 朱陳村은 徐州 蕭縣에 속하고, 蘇軾이 전에 徐州知州로 봉직했기 때문에 舊使君 이

라한 것이다.

17) 萬曆本에는 春稅秋未足. 인데, 宋犖本에는 春秋稅未足. 이라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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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않았으나, 당시 농민들에게는 정신적으로 큰 부담이었을 것이다. 이 정도는

그래도 애교로 봐줄 수 있으나, 관아로 끌고 가서 구금되고 구타당하고 태형이

가해지는 것은 견디기 힘든 고통이다. 세금체납으로 맞아 생긴 흉터를 “催租瘢

"18)이라고 하여 시어에 자주 쓰인 것에서도 그 고통을 알 수 있다.

陸游의 <農家歎>

門前誰剝啄, 문 앞에서 누가 대문을 두드리나?

縣吏徵租聲. 고을관리가 조세 독촉하는 소리라.

一身入縣庭, 혼자서 현청에 들어가서는

日夜窮笞榜. 밤낮으로 곤장을 맞는구나.

이 시에서는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현청으로 압송되어 곤장을 맞는 현실

을 토로하고 있다. 이렇게 맞은 곤장의 상처가 “催租瘢”이 되는 것이고, 당시

사회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다. 이러한 가혹행위는 아니더라도 인정사정없는

가혹한 세금 징수로 인하여 고통 받는 농가의 모습에서 안타까움을 느낄 수

있다.

梅堯臣 <汝墳貧女>

郡吏來何暴, 군청의 관리는 어찌나 포악한지

縣官不敢抗. 縣官이 감히 저항하지 못하네.

督遣勿稽留, 파견된 서리는 말미를 주지 않고

龍鍾去携杖. 장대를 잡고 휑하니 가버렸네.

趙汝鐩 <耕織歎>

……

官輸私負索交至, 관의 세금과 사채가 엮여서 날아드니

勺合不留但糠秕.19) 홉사(合勺)도 남기지 않아 쌀겨와 쭉정이 뿐이다.

……

……

18) 催租瘢(최조반 : 세금 독촉의 흉터)은 송대 시인들의 시어에 자주 등장한다. 蘇軾의
<五禽言>; 范成大의 <勞畬耕>; 劉克庄의 <禽言九首>; 方岳의 <三虎行> 등에 ‘催租瘢’

이 시어로 쓰였다.

19) 勺合은 곡식의 용량단위로 홉이고, 十勺(작)이 一合(홉)이고, 十合이 一升(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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官輸私負索交至, 관의 세금과 사채가 엮여서 날아드니

尺寸不留但箱笥. 한 치 한 자도 남기지 않아 빈 상자뿐이다.

……

梅堯臣은 <汝墳貧女>20)에서 포악하고 사나워서 감히 항변조차 할 수 없는

무서운 관리의 모습을 그렸다. 사실 송대에는 官戶과 吏戶의 품계구분이 엄격

하였는데, 胥吏들은 직접 양민을 상대하면서 전횡을 일삼았고, 사법 집행과정

에서 심지어는 ‘吏强官弱’의 현상이 나타났다.21) 직급이 높은 현관이 농민편

을 들고 싶어도 직급이 낮은 군리의 법 집행에 어찌하지 못하는 현실을 토로하

고 있다.

趙汝鐩의 <耕織歎>에서는 수확한 곡식을 세금과 사채로 몽땅 납부하고 생

계조차 이어갈 수 없는 농민들의 어려움을 동정하고 있다. 당시 관리들의 세수

행태는 가혹하여 인정사정을 두지 않았고, 시인들은 이들에게 고통 받는 서민

들의 모습을 토로했던 것이다.

ⅲ) 二重課稅

이중과세는 송이 북방민족과 대치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나타난 국지적 현상

이다. 특히 주화파가 득세하여 평화조약을 맺고 잠시 전쟁이 멈췄을 때, 국경

지역에 사는 邊戶에서는 宋과 遼에 이중으로 세금을 내야 했다.

王安石 <河北民>

河北民 황하 북쪽의 백성들은

生近二邊長苦辛. 邊境地方에 살면서 항상 고생하네.

家家養子學耕織, 집집마다 자식에게 농사일과 방직을 가르치나,

輸與官家事夷狄. 관청에 납세하고 오랑캐에게 바치면 남는 게 없네.

今年大旱千里赤, 올해에는 큰 가뭄이 들어 천지가 붉지만,

20) 汝墳은 河南省에 있는 汝河 강가이다. 또한 ≪詩經․周南≫의 篇名이기도 한데, 여

기서는 여인이 남편을 전쟁터로 보낸 후의 고초를 그린 <汝墳>시의 시상을 이용한 것
이다. 梅堯臣은 <汝墳貧女>에서 ≪詩經․周南≫<汝墳>의 애절함을 가일층 강조하고
있다.

21) 張正印 <宋代司法中的“吏强官弱”现象及其影響> ≪法學論評≫ 2007年 第5期(總第145

期)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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州縣仍催給河役. 지방 관리들은 여전히 노역 나오라고 재촉하네.

……

歐陽脩 <邊戶>

……

自從澶州盟,22) 澶州에서 盟約을 맺은 후로

南北結歡娛; 남북이 서로 화목하길 약속했건만;

雖云免戰鬪, 비록 전쟁은 면했다고 하나

兩地供賦租. 두 나라에 조세를 바쳐야 된다네.

將吏戒生事, 벼슬아치들은 일이 생길까 걱정하고,

廟堂爲遠圖; 조정에서는 먼 훗날을 기약한다 하네.

身居界河上, 몸이 강가에 있으면서도

不敢界河漁! 감히 강가의 고기를 잡지 못하는구나!

王安石의 <河北民>과 歐陽脩의 <邊戶>에서는 국경지방에 사는 주민들이

이중과세로 어려움에 처한 현실을 대변하고 있다. <河北民>에서는 이중과세에

가뭄까지 겹쳐서 어려운데 노역까지 나가야 되는 참담한 현실을 토로하였고,

<邊戶>에서는 양쪽으로 세금을 내지만 강의 고기도 마음대로 잡지 못하는 딱

한 현실을 풍자하였다. 사실 두 시는 모두 현재의 주화정책에 반대하고 국력을

키워야만 백성의 안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취지로 쓴 시이다.23)

이상에서 세금의 부당과세와 불법징수 유형을 살펴보았다. 과세하는 과정에

서는 중앙정부와 지방관청의 이중과세와 항목에 없는 불법과세가 양민들의 생

계를 가장 어렵게 만들었고,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도 불법구금이나 태형을

가하는 등 가혹행위를 자행했다.

22) 澶州盟은 宋眞宗景德元年(1004년)에 遼國肅太后가 20만 대군을 이끌고 침공하였을

때, 宋과 遼가 澶州에서 맺은 평화조약이다. 이 조약에서 宋은 매년 銀 10萬兩과 絹
20萬匹을 주기로 약속하였고, 처음으로 재물을 주고 맺은 불평등 조약이다. 이후로 遼
는 더욱 과다한 조공을 요구하였고, 이로 인하여 송은 재정적인 부담을 안게 되어 백성

에게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기에 이른다.

23) 王安石의 <河北民>은 宋仁宗慶曆六年(1046년)에 遼와 西夏가 동맹을 맺고 중원을 공
격할 때에 조세와 부역으로 고통 받는 백성들을 보고 북벌의 의지를 다지면서 쓴 것이
고, 歐陽脩의 <邊戶>는 至和二年(1055년)에 歐陽脩가 遼 道宗의 즉위식에 축하사절

(賀登位國信使)로 가면서 변경지방의 참상을 보고 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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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말․저울 등을 속이는 행위

지방의 하급관리들은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양민들에 대한 착취를

일삼는데, 그중에서도 비열한 방법이 말이나 저울을 속여서 세금을 과다 징수

하는 경우이다. 당시에 세금은 주로 현물로 납부하였는데, 곡식을 받을 때면

됫박의 속을 넓히거나 저울을 속이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경우이다. 范成大의

<勞畬耕>에서는 농촌의 실상을 너무도 사실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특히 쌀의

품종이나 납세과정의 비리를 구체적으로 고발하였다.

范成大 <勞畬耕>

……

掠剩增釜區,24) 됫박의 크기를 넓혀 곡식을 착취하고,

取盈折緡錢.25) 곡식을 현금으로 환산하는 비율을 속이네.

兩鍾致一斛,26) 鍾의 곡식을 1斛으로 쳐주니

未免催租瘢; 세금 독촉의 흉터를 면할 길 없어라.

……

이 시는 淳熙 2年(1175)에 桂林에서 成都로 부임하는 길에 峽州(지금의

宜昌)에서 쓴 것으로 廣西에서 蜀에 이르는 길에서 쓴 135수(一名≪西征小

集≫)중의 한 수이다.27) 이 시는 원래 幷序가 있어, 시를 쓰게 된 배경을 소

상히 설명하고 있다. 幷序의 내용은 대체로 峽땅의 巫山에 있는 농민들은 평

생 쌀이 무엇인지도 모르지만 조세가 경미하여 항상 굶주리지 않고 사는데; 吳

땅에 있을 때를 생각하니, 비록 차진 쌀을 많이 생산하지만 이것저것 세금으로

내고 나면 농가에서는 먹을 곡식이 없어 峽땅의 농민보다도 못하니, 이 시를

24) 釜․區는 모두 곡식의 용량단위이다. 釜는 一鍾이고 區는 16되이다.

25) ≪宋史․食貨志≫ : 旣以絹折錢, 又以錢折麥; 以絹較錢, 錢倍於絹, 以錢較麥, 麥倍
於錢; 輾轉增加, 民無所訴.(명주로 돈을 꺾기하기도 하고, 돈으로 보리를 꺾기하기도
하니; 명주를 돈으로 칠 때면 돈이 명주의 배고, 돈으로 보리를 환산할 때면 보리가 돈

의 배니; 돌고 돌아 불어나서, 백성들은 호소할 곳이 없다.) 馬端臨, ≪文獻通考≫에
도 같은 내용의 글이 있다.

26) 一鍾은 六斛四斗인데, 여기서는 斛을 지칭한 것이다. 楊萬里가 ≪誠齋集≫에서 : 舊

以一斛輸一斛, 今以二斛輸一斛. 이라고 한 것도 같은 의미이다.

27) 孔凡禮, ≪范成大年譜≫ 277-28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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쓴다.28)라고 하였다. 산간벽지의 화전민은 그런대로 연명할 수 있는데, 비옥

한 땅을 가진 吳땅의 농민들은 관리들의 착취로 인해 더욱 어렵게 살고 있다.

먼저 세금을 거둘 때 釜區(곡식을 담는 용기) 를 늘려서 과다 징수하는 것이

다. 당시에는 용기를 크게 늘리는 것은 공공연한 것으로 농민들은 이를 대수롭

게 생각하지도 않고, 아까워하지도 않는다. 이는 으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

고 있다는 얘기이다. 여기에 갖가지 세금을 돈으로 부과하고, 이를 다시 곡식

으로 환산해서 거두는데, 이때 곡식 값의 환산율을 속여서 과다 징수한다. 이

렇게 세금을 거두어 가니 농민들은 조세를 감당할 수가 없고, 연체되면 관아로

끌고 가서 태형을 가하고 온갖 고문을 하여 상처가 아물 날이 없는 것이다. 이

러한 상처를 “催租瘢”이라 하는 것이다. 또 그의 <四時田園雜興>을 보겠다.

<四時田園雜興六十首之四十五>

租船滿載候開倉, 租船에 가득 실고 곡창의 문이 열리길 기다리니,

粒粒如珠白似霜. 알알이 옥구슬 같은 것이 서리 같이 하얗구나.

不惜兩鍾輸一斛, 2鍾의 곡식을 1斛으로 쳐주는 것이 아깝지 않고,29)

尙羸糠覈飽兒郞. 아직 영글지 않은 쭉정이로 아이들 배를 채우네.

이 시는 淳熙 十三年(1186년) 범성대가 石湖로 돌아와 농사를 짓고 전원생

활을 할 때에 쓴 것이다. <勞畬耕>을 쓸 때와는 이미 10년 이상이 지났지만,

탐관오리의 횡포는 변함이 없고, 저울 속이는 것도 여전하였다. 不惜兩鍾輸一

斛 에서 보듯이 저울 속임으로 세금을 더 내는 것은 아깝지도 않다. 이는 으레

일상이 되어서 당연시하는 것이고, 쭉정이로 아이들의 배를 채우는 것으로도

행복해한다. 농민들에게는 이렇게 말이나 됫박을 속여서 착취를 하지만, 무게나

개수 또는 길이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착취가 이루어진다. 王邁의 <簡同年

28) 畬田, 峽中刀耕火種之地也; 春初斫山, 衆木盡蹶; 至當種時, 伺有雨候, 則前一夕火
之, 藉其灰以糞; 明日作雨, 乘熱土下種, 卽苗盛倍收, 無雨反是. 山多磽确, 地方薄,

則一再斫燒始可蓺. 春種麥豆, 作餠餌以度夏; 秋則粟熟矣. 官輸甚微, 巫山民以收粟
三百斛爲率, 財用三四斛了二稅, 食三物以終年, 雖平生不識秔稻, 而未嘗苦飢. 余因
記吳中號多嘉穀, 而公私之輸顧重, 田家得粒食者無幾, 峽農之不若也! 作詩以勞之.

29) 一鍾은 六斛四斗이고, 一斛은 五斗인데; 당시 세금거두는 관리의 저울 속임으로 조세

를 실질적으로 더 냈음.



118 ≪中國文學硏究≫ㆍ제40집

刁時中俊卿詩>를 보겠다.

王邁 <簡同年刁時中俊卿詩>

……

吏饕鷹隼如, 벼슬아치의 탐욕이 새매 같아서,

攫拏何顧惜. 낚아채는데 추호의 동정도 없어라.

交炭不论斤, 석탄을 납세하는데 斤(무게)을 따지지 않고,

每十必加一; 매 열에 하나를 더 거두며;

量竹不计围, 대를 헤아릴 때는 굴기를 재지 않아,

每丈每赢尺. 한 길(丈)을 거둘 때마다 한 자(尺)씩 남기네.

……

이 시에서는 석탄(炭)과 대(竹)를 납부할 때도 석탄의 무게를 무시하고 초과

징수하고, 대나무는 굴기를 무시하고 더 거둬가는 현실을 토로하고 있다.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징수할 때에 보편적으로 행해지는 현상이었다.

심지어는 부역이나 징용을 할 때에도 어김없이 비리가 드러난다. 梅堯臣의

<田家語>를 보겠다.

……

前月詔書來, 지난달에는 왕명이 내려와서

生齒復板錄; 인구등록을 다시 하라 하니,

三丁籍一壯, 남자 세 명당 한 명씩을 차출하여 强壯으로 삼아

惡使操弓韣.30) 강압적으로 활 전대를 잡으라고 하네.

州符今又嚴, 지방의 공문서는 요사이 더욱 엄하고,

老吏持鞭朴; 늙은 고을관리는 채찍을 잡고서

搜索稚與艾, 어린아이와 늙은이까지 찾아다니니

唯存跛無目. 남은 이는 오직 절름발이와 장님뿐이로다.

……

30) ≪宋史․志≫卷一百九十 <兵>四云 : 當是時, 河北․河東有神銳․忠勇․强壯, 河北

有忠順․强人, 陝西有保毅․砦戶․强人․强人弓手, 河東․陝西有弓箭手, 河北東․
陝西有義勇, 麟州有義兵, 川峽有土丁․壯丁, 荊湖南․北有弩手․土丁, 廣東․西有
槍手․土丁, 邕州有溪洞壯丁․土丁, 廣南東․西有壯丁. 又云 : 咸平三年, 詔河北

家二丁․三丁籍一, 四丁․五丁籍二, 六丁․七丁籍三, 八丁以上籍四, 爲强壯. 又云
: 至康定初, 州縣不復閱習, 其籍多亡. 乃詔二路選補, 增其數; 爲伍保, 迭糾遊惰及
作奸者. 이상의 내용을 미루어 볼 때 梅堯臣이 이 시에서 언급하고 있는 실상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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梅堯臣의 <田家語>에서는 당시 탐관오리들의 비행을 다양하게 보여준다.

앞부분에서는 부당한 조세징수와 불법 징용을 고발하고 있다. 왕명에 따르면

장정 3명당 1명을 차출하여 전장으로 투입하는데, 실상은 16세미만의 미성년

자나 60세 이상의 노인까지도 끌고 가는 현실을 토로한 것이다. 그러니 집에

는 농사지을 남자가 없고, 남은 것은 오직 몸이 성치 못한 절름발이와 장님뿐

이다. 본래 三丁籍一壯 의 규정은 양민들의 생업을 유지시키기 위함인데, 지

방의 관리들이 이마저도 지키지 않아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것이다.

3. 향응 및 금전요구 행위

시골 농가에 손님이 방문하면 방문목적에 관계없이 접대를 하는 것은 당연

지사다. 하물며 관리의 행차에는 일반 백성들이 더욱 신경 써서 접대하고 예를

갖추는 것은 예를 중시하는 유가전통에서는 지극히 자연스런 현상이다. 조세를

독촉하러 온 관리에게 농민들은 약자이고 부탁하는 처지이니 더욱더 극진히 모

셔서 관리의 심기를 건들지 말아야 후환이 없다. 사실 시인들이 관리의 접대

요구를 시의 소재로 삼는다는 것은 흔치않은 것이다. 대접하는 입장에서도 속

마음에 관계없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낼 수도 없는 것이고, 직접 당하지 않은

입장에서 이를 시의 소재로 삼는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범성대는 상당기간

직접 농사를 지었고, 노년에는 은퇴하고 전원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까

지도 시의 소재로 삼고 있다. 그의 <催租行>과 <四時田園雜興>을 보겠다.

<四時田園雜興六十首之五十八>

黃紙蠲租白紙催, 조정의 免書받자 지방관청에서 독촉하고,

皁衣旁午下鄕來. 검은 옷의 관리가 점심때에 마을로 내려와.

長官頭腦冬烘甚, 장관님은 머리가 매우 복잡하시니,

乞汝靑錢買酒迴. 자네 돈으로 술 받아오라.하는구나.

范成大 <催租行>

输租得钞官更催, 조세를 걷는데 뇌물을 챙기니 관에서는 더욱 재촉하고,

踉蹡里正敲门来.31) 이장이 비틀비틀 걸어와서 문을 두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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手持文昼杂嗔喜,32) 손에는 세금 문서를 들고 농민에게 성내고 기뻐하며,

我亦来营醉归耳! 나 또한 와서 직무를 수행하고 취해 돌아갈 뿐이라 하네.

床头悭囊大如拳, 침상머리맡에 고이 간직한 주머니는 주먹만 할 뿐인데,

扑破正有三百钱. 풀어보니 그 속에는 300전이 있구나.

不堪與君成一醉, 하는 수 없이 님과 술 한 잔하고,

聊復偿君草鞋费. 돌려보낼 때에 님에게 짚신 값(노잣돈)으로 준다.

먼저 <催租行>은 范成大가 어린 나이에 동생들의 생계를 책임지며 어렵게

생활하다가 과거보러 金陵으로 가 있을 때, 王建의 시를 모델로 삼아 <樂神

曲>․<田家留客行>․<繰絲行>․<催租行> 등 총 4수를 지은 것이다.33) 이는

농촌생활의 어려움을 걱정하는 王建의 精神을 본받아 농사일과 농민생활을 걱

정한 내용으로 젊은 혈기가 느껴진다. 반면 <四時田園雜興>은 만년에 쓴 것으

로 40년이란 시간적 차이가 있지만 탐관오리에 대한 풍자는 여전히 신랄하다.

<催租行>에서는 시작부터 里正의 횡포를 고발하고 있다. 당시 里正이 마을의

조세를 책임지고 거뒀는데, 문제는 이들의 횡포가 극심하다는 것이다. 지방관

청에서는 그 마을의 할당량만 채우면 되기 때문에 기일 내에 납부할 것을 독촉

할 뿐이고, 이를 집행하는 里正은 조세를 거두면서 노략질을 일삼는다. 输租

得钞 는 바로 이를 두고 말한 것이다. 踉蹡里正 에서는 이미 다른 집에서 술

대접을 받고 왔음을 보여준다. 농가에서는 없는 살림에 술대접하고 머리맡에

아끼던 돈주머니를 헐어서 뇌물로 바친다. 사실 里正이라는 사람은 그 마을

농가의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고 돌봐줘야 할 처지인데, 里正이 오히려 농민

을 더 못살게 만들고 있다. 세월이 흘러도 관리의 횡포는 변함이 없었고, 범성

대가 만년에 쓴 <四時田園雜興>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당시 황제의 조서는

노란 종이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黃紙 이고, 지방관청의 공문서는 흰 종이를

사용했기 때문에 白紙 이다. 흉년이 들면 조정에서 백성을 구휼하는 차원에

31) 里正은 오늘날 里長에 해당되는 말단 관리로 세금을 부과하고 감독[課督賦稅]하는 업

무를 부여받았다. 남송에서는 里에 있는 지주를 里正으로 임명했다. 馬端臨撰, ≪文獻
通考․職役考≫참조.

32) 雜嗔喜는 세금 거두며 농민들에게는 성을 내며 세금을 독촉하고, 자신은 농민들로부터

노략한 이득에 기뻐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33) 孔凡禮著, ≪范石湖年譜≫4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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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조세를 탕감해 주는데, 지방관청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지방세를 부과한다.

지방세를 독촉하는 관리의 행동에서 당시 관리들의 횡포를 알 수 있다. 나도

골치가 아프니 돈을 구해서 술을 받아 오란다. 세금 낼 돈도 없는 집에 와서

술대접을 받겠다는 것이 관리의 첫마디니 그 후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다.

사실 관리들의 이러한 횡포는 당시에는 일반적인 상황인데, 이를 시의 소재

로 삼아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동시대의 陸游․楊萬里와 같

이 농민들의 실상을 토로한 시를 많이 쓴 시인에게서도 이런 내용의 시는 찾아

보기 어렵다.

4. 관리의 불법 고리대금 행위

송대에 농민들과 가장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관리는 里正이나 戶長이다. 그

런데 이들은 통상 마을의 地主이면서 錢主이기도 하다. 이들은 부당과세나 고

리대금으로 농민들을 착취하여 농토를 강취하고 농민들을 소작인으로 만드는

일이 다반사였다.34) 지방관청에서는 이들의 비리를 알아도 조세징수에 필요하

기 때문에 한통속이 되어 농민들을 압박하였다. 농민들은 과중한 조세와 사채

의 부담으로 농지를 팔고 소작인이 되거나 고향을 등지고 유랑민이 되는 경우

가 빈번했다. 먼저 宋初 柳永의 <煮海歌>를 보겠다.

柳永 <煮海歌>

煮海之民何所营? 소금 만드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생계를 꾸리나?

妇無蠶織夫無耕. 부인은 누에치지 않고 남편은 농사짓지 않으니.

衣食之源太寥落, 의식생활의 근원이 너무도 취약하여,

牢盆煮就汝输徵.35) 牢盆으로 소금을 구워내 그들의 세금으로 납부하네.

年年春夏潮盈浦, 매년 봄여름으로 포구에 조수가 넘치고,

潮退刮泥成島嶼. 조수가 물러나면 진흙을 깎아 소금 섬이 된다.

风乾日曝盐味加, 바람과 햇볕으로 말리어 소금 맛을 더하고,

始灌潮波溜成卤. 처음에 밀려든 조수가 방울방울 소금이 된다.

34) 喬幼梅 <宋元時期高利貸資本的發展>, ≪中國社會科學≫ 1998年 第3期 참조.

35) 牢盆은 소금을 굽는 그릇이다. ≪漢書․食貨志下≫ : 官與牢盆. 王先謙 補註 : 此

是官與以煮鹽器作. 而定其價値. 故曰牢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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卤浓鹹淡未得闲, 소금을 정제하여 농도를 맞추느라 쉴 수도 없고,

采樵深入無穷山. 땔감 하러 끝없는 산으로 깊이 들어간다네.

豹踪虎迹不敢避, 표범과 호랑이의 종적을 피하지 않고,

朝阳出去夕阳还. 해 뜰 때 나가서 해질녘에 돌아와.

船载肩擎未遑歇, 배에 높이 쌓아 올리느라 쉴 틈은 없고,

投入巨灶炎炎热. 큰 가마에 넣어 활활 불사른다.

晨烧暮烁堆积高, 아침에 불사르고 저녁때에 꺼지니 소금은 높이 쌓여가고,

才得波濤變成雪. 비로소 파도에서 눈 같은 소금으로 완성되었구나.

自从潴卤至飞霜, 염전에 물을 대기 시작부터 소금을 수확할 때까지

無非假貸充糇糧. 모든 식량은 빚을 내서 충당한 것이니.

稱入官中充微值, 생산된 소금은 관에 납품하면 헐값을 쳐주어,

一缗往往十缗偿.36) 一緡의 세금을 낼 것을 통상 十緡으로 갚아야 하는구나.

周而復始無休息,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소금을 생산하고 쉬지 않지만,

官租未了私租逼. 관에 세금을 납부하기도 전에 사채독촉이 밀려오네.

驱妻逐子课工程, 처자식을 몰아서 관에 받칠 소금을 완납하려니,

虽作人形俱菜色. 사람의 몰골이 파김치가 되었어라.

煮海之民何苦辛, 염전의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安得母富子不贫. 어미가 풍요롭고 자식이 가난하지 않길 어찌 바란단 말인가.

本朝一物不失所, 이 왕조는 물건 하나도 헛된 것이 없는데,

願廣皇仁到海滨. 원컨대 황제의 어진 정치가 이곳 바닷가까지 미치어,

甲兵净洗征输辍, 전쟁은 깨끗이 끝이 나고 세금은 멈추어,

君有余财罢盐铁. 임금께서 재산이 넉넉하여 염철의 전매권을 중지하십시오.

太平相业尔惟盐,37) 태평성대에는 누구나 국에 소금을 넣고 끌일 수 있으니,

化作夏商周时节. 夏商周시대의 태평성대의 백성이 되리라.

이 시에서는 소금의 전매로 인한 염전민의 고통을 토로하고 있다. 본래 소

금 값이 높은 데, 鹽鐵은 전매품목이라 개인이 사사로이 매매할 수는 없다. 관

에서는 염전민에게 세금으로 소금을 받지만, 이를 헐값으로 계산한다. 그러니

쉬지 않고 해마다 소금을 생산하지만, 고리대금으로 빌려 쓴 사채 갚고 관에

세금을 납부하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36) 緡은 货币单位로 “一千钱”이 “一缗”이다.

37) 尔惟盐은 ≪尚书․说命≫： 若作和羹, 尔惟盐. 의 전고를 사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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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에서도 부당한 세금징수와 고리대금의 폐해가 잘 드러나고 있다. 먼저

『無非假貸充糇糧』에서 “假貸”는 사채로 시에는 언급이 없으나, 里正에 의한

고리대금이다. 다음 『稱入官中充微值』에서 “微値”는 헐값이다. 관에서는 정

상적인 값을 쳐주지 않고, 헐값에 수납하는 것이다. 『一緡償十緡』은 헐값의

정도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농민들은 『兩鍾輸一斛』으로 갑절의 세금

을 내면 되는데, 염전민들은 열배로 납부해야 하는 어려운 처지이다. 그러니

관에 세금을 완납하기도 전에 고리대금을 준 전주들은 사채를 먼저 받아갈 수

밖에 없다. 이들은 관에 세금을 완납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 온 식구들이 밤을

새면서 얼굴이 파김치가 되도록 일을 해야만 세금을 충당할 수 있다. 송대에는

농민이건 어민이건 염전민이건 모두 세금과 사채에 시달려야만 했고 이 시에서

도 이러한 어려움을 총체적으로 토로하고 있다.

시의 마지막 6구에서 태평성대를 갈망한 것은 재상이 황제를 잘 보좌하여

태평성대를 이루길 간절히 희망한 것이다.

사채의 폐해는 날로 심하였고, 남송에 와서도 많은 시인들이 사채의 폐해를

고발하고 있다. 여기서는 范成大의 <勞畬耕>․<四時田園雜興>과 陸游의 <記

老農語>를 보겠다.

范成大 <勞畬耕>

……

重以私債迫, 게다가 私債의 압박을 받으니

逃屋無炊煙; 집을 버리고 도망쳐서 밥 짓는 연기도 없어라.

……

<四時田園雜興六十首之四十一>

垂成檣事苦艱難: 밭농사가 잘 되어도 어렵고 가난함에

忌雨嫌風更怯寒 비바람 찬 서리 걱정은 더욱 심한지라.

牋訴天公休掠剩: 하늘에 장계를 올려서 내 곡식 그만 약탈하여,

半償私債半輸官. 반은 사채 갚고, 반은 조세로 내게 해달라고 기원하네.

范成大의 <勞畬耕>에서는 탐관오리의 비행이 유형별로 나타나기 때문에 앞

에서도 언급하였고, 여기서는 사채의 폐해만을 들었다. 사채의 압박을 견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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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고 집을 버리고 도망가는 양민들이 많아서 폐허가 된 집들이 많았다. 이렇

게 집을 버리고 유랑민이 되는 사람이 많아지면 기존에 남은 농민들이 이들 몫

의 세금까지 떠안아 세금의 부담이 가중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것이다. 그

러니 풍년이 들어 농사가 잘 되도 농민들의 생활은 어렵기만 하고, 하소연 할

곳이라곤 하늘밖에 없다. 관아에 하소연 해봐야 돌아올 것은 곤장밖에 없으니

하늘[天公]에 음소하지만, 농민들은 이것이 부질없는 짓임을 잘 알고 있다.

陸游 <記老農語>

霜淸楓葉照溪赤, 서리가 맑아 단풍잎이 시냇물 붉게 비춰주고,

風起寒鴉半天黑. 바람이 이니 겨울 기러기 하늘을 검게 수놓았네.

魚陂車水人竭作, 연못의 수차로 물 퍼 올리느라 농부의 힘이 다하고,

麥壟飜泥牛盡力. 보리밭의 흙을 뒤집으려 소의 힘이 다했네.

碓舂玉粒恰輸租, 방아질 하여 흰쌀을 빻아 조세로 충당하고,

籃挈黃鷄還作貸. 광주리 속의 누런 닭은 고리대금을 갚을 것.

歸來糠粞常不饜, 돌아와서 쭉정이조차도 늘 배부르게 먹지 못하고,

終歲辛勤亦何得. 1년 내내 고생한들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는가?

雖然君恩烏可忘, 그렇지만 님의 은혜를 잊을 수 없기에

爲農力耕自其職. 힘써 농사짓는 것이 농군의 천직임을 안다네.

百錢布被可過冬, 百錢으로 옷 사 입고 한 겨울을 날 수 있으니,

但願時淸無盜賊. 세상이 평화로워서 도적들이 없길 바랄 뿐이로다.

이 시는 陸游가 팔순이 다된 나이에 쓴 것으로 농민들에 대한 염려는 더욱

간절하였다.38) 지금 때는 겨울로 접어드는데 老農은 쉬지 못하고 농사일에 바

쁘다. 방아질 하여 얻은 쌀을 조세로 납부하고, 집에서 기르던 닭으로 사채를

갚으면 남는 것은 쭉정이 뿐이다. 그래도 농토가 있어서 농사를 지을 수 있으

니 이를 행복으로 여기고 사는 소박한 농부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이상은 사채로 시달리는 양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내용이다. 동서고

금을 막론하고 사채의 폐해는 항상 존재하는 것으로 송대만의 특별한 상황은

아닐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해도 송대에는 그 정도가 심하여 많은 시인들의 시

구에서 이에 대한 폐단을 노래하고 있다.

38) 이 시는 嘉泰 3년(1203) 겨울에 쓴 것이다. 이때는 陸游가 山陰의 三山에서 산지 15

년이 되던 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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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송대 농촌경제에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것은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만

드는 것이다. 탐관오리들의 각종 착취는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래도 착취해갈

물건이 있다는 얘기인데, 농사를 지을 수 없다면 이러한 착취조차도 무의미해

지는 것이다. 농사를 지으려면 농토와 일손이 필요하다. 그런데 송대에는 건국

초기부터 북방민족과의 전쟁이 끊이지 않아, 농지가 훼손되고 각종 기간시설이

파괴되어 농토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된다.39) 상황이 이런데도 각종 세금고

지서는 날아들고 설상가상으로 징용까지 겹치니 농사지을 일손마저도 없었다.

梅堯臣의 <田家語>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梅堯臣 <田家語>

誰道田家樂? 전원생활이 즐겁다고 누가 말했던가?

春稅秋未足! 春稅를 가을이 되도록 못 채웠네.

里胥叩我門, 마을관리가 내 집 문을 두드리며

日夕苦煎促. 밤낮으로 세금 독촉을 하네.

盛夏流潦多, 한여름이 되니 강물이 많아져서,

白水高於屋. 흰 물이 지붕위로 넘쳐흐르누나.

水旣害我菽, 홍수 물은 이미 콩밭을 망가뜨렸고,

蝗又食我粟. 메뚜기마저 내 곡식을 먹었네.

前月詔書來, 지난달에는 왕명이 내려와서

生齒復板錄; 인구등록을 다시 하라 하니,

三丁籍一壯, 남자 세 명당 한 명씩을 차출하여

39) 梁庚堯著, ≪南宋的農村經濟≫ 第二章 南宋農村的土地分配與租佃制度 : 北宋政和
六年每戶平均約可有二十畝, 至南宋時期, 則只約有十二畝半, 減少將近五分之二.(北

宋 政和 6년에 매 가구당 약 20畝정도이던 것이 南宋 시기에 이르러서는 겨우 12畝
半 정도로 거의 2/5정도 감소하였다.) ≪宋史․食貨志≫卷一百七十九 : 陝西上戶
多棄産而居京師, 河東富人多棄産而入川蜀. 河北衣被天下, 而蠶織皆廢; 山東頻遭大

水, 而耕稼失時. 他路取辦目前, 不務存恤. 穀麥未登, 已先俵糴; 歲賦已納, 復理欠
責.(陝西지방의 상류 가구는 대개 생업을 포기하고 京師로 와서 살고, 河東의 부자는
대개 생업을 포기하고 蜀땅으로 들어 갔으며, 河北에서는 천하의 옷감을 공급하였으나,

누에치기와 방직이 모두 폐기되었고; 山東에는 수차 큰 홍수를 격으며 농사지을 때를
놓쳤다. 다른 곳에서는 목전의 일만 처리할 뿐이지, 백성들이 살도록 돌보는데 힘쓰지
않는다. 곡식과 보리가 아직 여물지도 않았는데, 이미 입도선매 되었고; 세금을 이미

납부하였지만, 또 사채를 정리하라고 질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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惡使操弓韣. 강압적으로 활 전대를 잡으라고 하네.

州符今又嚴, 지방의 공문서는 요사이 더욱 엄하고,

老吏持鞭朴; 늙은 고을관리는 채찍을 잡고서

搜索稚與艾, 어린아이와 늙은이까지 찾아다니니

唯存跛無目. 남은 이는 오직 절름발이와 장님뿐이로다.

田閭敢怨嗟,40) 농가 주민들이 어찌 감히 원망하고 불평하나,

父子各悲哭. 부자간에 각기 슬퍼하고 통곡할 따름이라.

南畝焉可事, 남녘 밭의 농사는 어찌 한단 말인가?

買箭賣牛犢. 농사지을 소를 팔아 활 전대를 샀으니...

愁氣變久雨, 걱정스런 심기는 장마 비로 변하여

鐺缶空無粥. 솥에는 죽 하나 없이 비었구나.

盲跛不能耕, 장님과 절름발이는 경작을 할 수 없으니

死亡在遲速. 죽는 것이 시간문제로다.

我聞誠所慙, 내 이 사연을 들고 진정 부끄럽고,

徒爾叨君祿; 헛되이 임금님의 녹을 받아먹었으니;

却詠歸去來, 도리어 陶淵明의 “歸去來”를 읊조리며

刈薪向深谷. 심산유곡에서 나무꾼이나 되려네.

이시는 康定元年41)(1040)에 쓴 것으로 당시는 西夏와의 전쟁이 심각하여,

주둔군이 陝西로 옮겨가자 壯丁은 물론이고 노약자들까지도 徵發되어 자위대

를 조직하였다. 이로 인하여 농토는 황폐하고 민생이 도탄에 빠지자 시인은 바

로 이런 현실을 고발한 것이다.42) 이시의 幷序에서 이미 과중한 징발로 도탄

에 빠진 농촌의 참상을 소상히 서술하고 있다.

시의 첫 4구에서 조세독촉에 시달리는 농가의 실상을 폭로하였고, 이어서 5

-8구에서는 각종 재난으로 고통 받는 모습을 토로했다. 9-24구까지는 농사지

을 장정이 모두 징용으로 끌려가서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는 참담한 현실을

한탄하였고, 마지막 4구에서는 시인 자신이 관리로서 무능함을 탄식하였다. 백

성을 보살펴야할 관리로서 그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현실을 탄식

하기는 歐陽脩도 마찬가지다. 그의 <食糟民>을 보겠다.

40) 萬曆本의 田閭 는 宋犖本에 田廬 로 되어 있다.

41) 寶元 3年 2월에 改元하여 康定元年이 되었고, 梅堯臣은 이해 가을에 襄城縣에서 임

기를 마치고 鄧州로 부임했다.

42) 朱東潤 ≪梅堯臣集編年校注≫, 155-16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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歐陽脩의 <食糟民>

……

還來就官賣糟食, 다시 관으로 와서 지게미를 사다 먹는데,

官吏散糟以爲德. 관리들은 지게미 방출하는 것을 큰 덕인 양 하누나.

嗟彼官吏者, 아이고 저 관리들아,

其職稱長民,43) 그 관직은 長民이랍시고,

衣食不蠶耕, 잘 입고 먹으면서 뽕 일과 농사일은 하지 않고,

所學義與仁, 仁이다 義다 하는 따위를 배웠는데,

仁當養人義適宜,44) 仁은 응당 사람을 보살피고 義는 사리에 맞아야 하며,

言可聞達力可施.45) 말은 민의를 전달하고, 힘은 이를 행할 수 있어야 하거늘,

上不能寬國之利, 위로는 나라의 이익을 넓히지 못하고,

下不能飽爾之飢 아래로는 백성들의 굶주림도 배불리지 못하네.

我飮酒,爾食糟 나는 술을 마시고, 그대들은 지게미를 먹고,

爾雖不我責, 그대들이 비록 나를 탓하지 않지만,

我責何由逃! 내 책임을 어찌 피할 수 있겠는가!

이 시는 皇祐 2年(1050)에 쓴 것으로 歐陽脩가 宋州의 지방관으로 재직하

고 있을 때이다. 慶曆新法의 실패로 方田均稅法이 廢止되어, 스스로 민생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자탄하고 있던 시기였다. 이 시도 같은 맥락

의 작품으로서 當時 관의 가장 큰 이권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는 釀酒賣酒

權46)을 소재로 하여 관리와 농부들의 불평등한 현실생활을 풍자하고, 아울러

관리인 자신이 이러한 불평등을 개선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자책하고 있다.

이 시에서는 술을 담아 獨利를 취하는 官廳의 풍요로움을 농촌의 어려움과

대비시켜 서술하고 있다. 농민들은 열심히 농사를 지어 원료를 생산하지만, 이

43) ≪禮記․緇衣≫ : 長民者, 衣服不貳, 從容有常, 以齊其民, 則民德一.

44) ≪孟子․離婁≫ : 仁者愛人. 와 ≪禮記․中庸≫: 義者宜也. 를 활용한 것이다.

45) ≪晉書․安帝紀≫ : 孝順忠義, 隱滯遺逸, 必令聞達. 을 활용한 것이다.

46) 宋代의 三大專賣物은 鹽․茶․酒이다. 方豪, ≪宋史≫ 第六章 宋代之專賣 참조. 또
≪宋史․食貨志≫ : 宋榷酤之法, 諸州城內皆置務釀酒, 縣鎭鄕閭或許民釀, 而定其
歲課. 若有餘利, 所在多請官酤. 라고 하여, 술에 대한 전매권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시행하는 전리 상인들이 불법을 자행하고, 양민에게 강매하는 경향이 있자, 仁宗 天聖
7년에 내린 詔書에서는 民間有吉凶酤酒, 舊聽自便, 勿抑配. 而江淮荊湖兩浙酒
戶, 往往豪制良民, 至出引目抑使多售, 其嚴禁止. 라고 하여, 이런 행위를 금지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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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을 취하는 것은 관청과 관리들이다. 농사라고는 알지도 못하는 관리들이 仁

義 를 논하면서 농민들에게 술지게미 나눠주는 것을 큰 덕을 베푸는 양 하니

관리인 歐陽脩 자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농민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

로하고 있다. 농지의 감소와 경작환경의 악화 및 농사인력의 감소는 남송이 되

어서도 개선되지 못하고 악화되어 농가의 현실은 더욱 참담했다. 范成大의

<後催租行>을 보겠다.

范成大 <後催租行>

老父田荒秋雨里, 늙은 농부의 밭은 황폐하고 가을비는 부슬부슬 내리는데,

舊时高岸今江水. 옛 높은 언덕이 지금은 강물이 되었네.

傭耕猶自抱長飢, 소작농으로 자기 배도 불리지 못하는데,

的知無力输租米. 조세로 납부할 쌀이 없음을 잘 알 것이라.

自從鄕官新上來, 고을에 관리가 새로 부임하더니,

黄纸放尽白纸催. 조정에서 세금 탕감했는데 지방관청에서는 세금 독촉하네.

卖衣得钱都纳却, 옷 팔아 받은 돈으로 세금 납부하고,

病骨虽寒聊免缚. 병든 몸은 옷이 없어 추우나 구금은 면할 수 있구나.

去年衣尽到家口, 작년에 옷을 모두 팔고 식구 차례가 되어,

大女临岐两分首. 큰 딸을 갈림길에서 떠나보냈네.

今年次女已行媒 금년에 둘째 딸이 이미 중매로 팔려가서,

亦復驱将换升斗. 쌀말이나 받아 챙겼는데.

室中更有第三女, 집에는 또 셋째 딸이 있으니,

明年不怕催租苦! 내년에도 조세독촉의 고통을 겁낼 필요 없겠구나!

이 시의 첫 4구에서는 농토가 황폐하여 농사지을 수 없게 되여 소작농으로

전락한 농부의 이야기로 시작했다. 5-8구에서는 소작농으로 전락하여 소출이

없는데도 조세 독촉이 심하여 부득불 집에 있는 겨울옷을 팔아서 충당했다고

한다. 말이 겨울옷이지 돈 되는 세간이라면 무엇이든 팔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이다. 이제 돈 되는 세간은 없으니 마지막에는 식솔들을 팔아서 연명해야 되는

처절한 삶을 읍소하고 있다. 첫째 딸을 떠나보내고, 둘째 딸마저 팔아버렸는

데, 집에는 아직 셋째 딸이 남아 있다. 그러니 내년의 조세독촉은 걱정하지 않

아도 되겠단다. 어느 시대의 시에서도 이정도의 처절함은 찾아 볼 수 없다. 남

송 초기의 시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문제는 불합리한 조세제도와 고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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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폐단이다. 이로 인하여 농민들은 유랑민도 되고, 소작인으로 전락하기도 한

다. 이러한 문제들은 송대 전반에 걸쳐서 이어졌으니, 남송 중기 華岳의 <田家

十絶>에서도 조세와 고리대금 문제가 주된 이슈이다.

華岳 <田家十絶>其二

農夫日炙面如煤, 농부는 햇볕에 그을어 얼굴이 숯같이 검고,

絲婦繅成雪一堆. 베 짜는 부인은 고치를 켜서 흰 명주실 한 무더기.

早早安排官稅了, 일찍 관에 세금을 완납하여,

莫敎耆長上門催. 영감님이 집에 와서 독촉하지 않게 하리라.

<田家十絶>其三

老農鋤水子收禾, 농부는 물에서 호미질 하고, 아들은 벼를 정리하며,

老婦攀機女織梭. 어머니는 베틀에 오르고 딸은 북질을 하지만.

苗絹已成空對喜, 모와 명주는 다 되었는데 허망한 기쁨뿐이고,

納官還主外無多. 관에 세금으로 납부하고 田主에게 田租와 고리대금 갚으면

남는 게 없어라.

이 시는 華岳이 10폭의 전원풍경을 그린 것이다.47) 전원풍경을 그린 시의

시작부터 세금과 고리대금의 압박을 그렸다는 것에서 당시 농촌의 실상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이상에서 탐관오리들이 백성들을 착취하는 각종 비리의 유형을 살펴보았다.

이중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이 조세의 부당징수와 고리대금과 연결된 비리

이다. 시인들은 관리들의 비리와 만행을 직설적으로 표출하기도 하지만, 함축

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동물을 빌어서 상징적으로 나타내기도 한다. 특히 탐관

오리를 상징할 때면 그 비행의 특성에 상응하는 동물을 들어서 풍자하였던 것

이다.

47) <田家十絶>其一에서 十幅生绡一墨池, 尽收好景入屏帏.(10폭의 생 비단에 묵으로 새
겨, 모든 아름다운 풍경을 병풍에 담았다.) 라고 시작하여, 열 폭의 병풍에 아름다운

전원풍경을 담았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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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탐관오리의 상징

송시에서 사람의 성격이나 품행의 특징을 梅竹 등 식물이나, 특정 동물에

비유하는 경우는 일반적이다. 梅竹은 통상 충신의 절개를 상징한 반면,48) 간

신이나 탐관오리는 그 성격에 맞는 특정 동물로 상징하였다. 특히 탐관오리를

상징할 때면 그들의 직위와 비리유형에 따라서 상징된 동물들로 다양하게 나타

난다. 고관대작들의 횡포는 백성들에게 공포이고 생명을 위협하는 폭정이라 호

랑이나 표범으로 상징하고, 어려운 농민들의 양식을 좀먹는 지방의 세리들은

참새나 쥐로 상징된다. 또 권력자에 빌붙어서 백성을 착취하는 무리를 여우․

삵․이리․승냥이 등으로 상징하는 등 그들의 행동적 특징에 따라 합당한 동

물로 상징하였다.

1. 鼠雀

민생을 좀먹고 관의 창고를 축내는 지방의 하급 벼슬아치들은 통상 쥐나 참

새로 상징된다.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고 관의 창고를 축내는 지방 벼슬아치

를 鼠雀으로 상징한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쥐는 곳간

에 보관중인 곡식을 축내고, 참새는 벼가 익어가는 수확기에 논에서 곡식을 축

내는 대표적인 동물이다. 鼠雀이 농민들에게 있어서는 곡식을 축내고 시름을

안겨주는 유해동물이고, 탐관오리 또한 농민들의 생활을 해치는 존재이기 때문

에 이들을 서작으로 상징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함축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지적이고 우아함을 추구하는 시에 있어서 직설적으

로 鼠雀을 시어로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송대 이전의 중국고전시가에서

동물을 주제로 하거나, 시어에 동물이 들어가는 시는 부지기수이다. 그러나 이

들 동물의 특징은 인간의 감정이입이나, 인간 감정을 나타낼 수 있는 상징적

48) 霍松林 鄧小軍 <論宋詩>, ≪文史哲≫ 1989年 2期. <宋人生唐後，開辟眞難爲－－
論宋詩> : 『梅花與竹, 是宋詩中特具象徵意義的自然意象. 宋人樂于描寫梅․竹……

梅花象徵了崇高的民族氣節。竹，是不俗的又一絶妙象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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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이 대부분이고, 이들 동물들은 우아함、고귀함、정절、아름다움、외로움

등을 상징하는 것으로 시에 있어서 興의 작용으로 등장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중국 시가문학의 시작인 ≪詩經≫에도 <碩鼠>편이 있는데, 여기서도 鼠雀은

민생을 갈아먹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상징된다. 또 중국시가의 전성기였던 唐代

에 있어서도 “鼠․雀”을 시어로 사용하기도 했다. “鼠雀”을 시어로 시용할 때면

현실사회를 풍자하기 위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등장하는 것은 물론이다. 당대에

는 안사의 난 이후 中․晩唐 시기에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었을 때에 신악부운

동이 일어났고 사회현실을 풍자한 내용의 시가 많이 쓰였다. 이때의 작품에서

는 “鼠雀”등이 탐관오리를 풍자하는 내용으로 가끔 등장하게 된다. 먼저 晩唐

曹鄴의 <官倉鼠>를 보겠다.

<官倉鼠>

官倉老鼠大如斗, 관창의 쥐는 말(斗)같이 커서,

見人開倉亦不走. 사람이 곳간을 열어도 도망가지 않는다.

健兒無糧百姓飢, 전사들은 양식이 없고 백성은 굶주려도,

誰遣朝朝入君口? 누가 조정으로 보내어 임금의 입맛에 들게 했단 말인가?

이시는 탐관오리를 풍자한 것이다. 시에서 『老鼠』는 조정의 관리이고, 이

들이 악행을 저지르고도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은 자신들의 뒤를 봐주는

『君』이 있기 때문이다. 또 晩唐 齊己의 <耕叟>를 보겠다.

<耕叟>

春風吹蓑衣, 봄바람에 도롱이 날리고,

暮雨滴箬笠. 저녁 비에 삿갓이 젖는구나.

夫婦耕共勞, 부부가 함께 힘써 농사지어도,

兒孫飢對泣. 자손들은 굶주려 마주보고 우네.

田園高且瘦, 전원은 산비탈 높이 있어 척박하고,

赋税重復急. 조세는 과중하고 독촉이 심하여라.

官倉鼠雀群, 관창의 탐관오리 무리들은

共待新租入. 모두들 금년 세금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는구나.

이 시에서는 탐관오리의 상징으로 “鼠雀”이 동시에 언급되고 있다. 晩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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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혼란하던 시기이고, 관리들의 부정부패가 심하여 민생이 도탄에 빠

졌다. 이 시기의 시인들은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뉜다. 첫째는 현실을 외면하

고, 문학의 예술성을 강조하는 유미주의 경향을 띠는 부류이고, 둘째는 현실사

회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민생의 질고를 토로한 부류이다. 위의 두 시인은 민

생을 염려하고 사회현실을 반영하여 관리들이 위민정책을 펼치기를 기대하면서

이러한 내용의 시를 쓴 것이다.

송대에는 이러한 사회적 갈등이 더욱 심하여 민생의 질고를 대변하는 내용

의 시가 많이 쓰였고, 특히 남송에 들어서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하여 많은 시인

들이 탐관오리를 풍자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대변한 내용의 시를 지었다. “包

靑天”이란 드라마로 우리에게 친숙한 청백리의 대명사 包拯의 <书端州郡斋

壁>49)에서도 “鼠雀”이 민생을 좀먹는 상징으로 쓰였다. 북송 중기로 접어들면

서 기득권세력의 횡포가 심화되며 관리들의 부패 또한 만연하였고, 시인들은

이들의 비행을 고발하고 민생을 염려하는 내용의 시가 많아진다. 북송 중기 탐

관오리의 상징으로 “鼠雀”을 시어로 쓴 시로 蘇軾의 <寄劉孝叔>을 보겠다.

蘇軾 <寄劉孝叔>

……

故人屡寄山中信, 친구(劉孝叔)가 누차 편지를 보내어,

只有當归無别语. 관직을 버리고 전원으로 돌아오라는 말 뿐이었네.

方将雀鼠偷太仓, 지금 탐관오리들이 관의 창고에서 곡식을 훔치는데,

未肯衣冠挂神武.50) 어떻게 관복을 신무문에 걸어놓고 전원으로 갈수 있나.

吴兴丈人真得道,51) 吳興道人께서는 진정 도를 깨우쳐서,

平日立朝非小补. 조정에 상근하며 작은 도움을 주려하지 않네.

自従四方冠盖闹, 사방에서 관직에 오르라고 떠들어도

归作二浙湖山主.52) 二浙로 돌아가서 湖山에 은거하며 자연을 지키누나.

……

49) 包拯(999-1062년)의 <書端州郡齋壁> : 清心爲治本, 直道是身謀. 秀干终成棟, 精
鋼不作鉤. 倉充鼠雀喜, 草盡兔狐愁. 先哲有遺訓, 毋貽來者羞.

50) 이 구는 南朝 齊梁時期 陶弘景의 고사를 활용하였다. 陶弘景은 道教茅山宗의 創始者
로 梁武帝를 도와 句曲山(茅山)에서 수행하면서 조정의 대사를 자문하여 “山中宰相”으
로 불렸다.

51) 吳興丈人은 劉孝叔을 지칭한다.

52) 二浙은 송대 행정구역으로 浙江東路와 浙江西路를 合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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蘇軾은 이 시에서 관의 곡창만 축내는 탐관오리를 “鼠雀”에 비유하고 있다.

물론 鼠雀과 반대되는 충신으로 南朝의 陶弘景과 자신의 지인인 劉孝叔을 들

어 대비시키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충신은 모두 관직을 사퇴하고 자연에 은거

하니, 탐관오리들을 견제할 세력이 없는 것이다. 소식은 자신이 관직을 버리고

전원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마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면서 한편으로는 전원에

대한 향수도 나타내고 있다.

남송에 들어와서는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민생이 도탄에 빠지자 탐

관오리들의 횡포 또한 기승을 부렸고, 시인들은 이런 사악한 벼슬아치에 대한

풍자도 직설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范成大의 <勞畬耕>을 보겠다.

范成大 <勞畬耕>

……

不辭春養禾, 봄에 논농사 마다하지 않았지만

但畏秋輸官; 가을에 관납할 곡식이 두려울 뿐이로다.

姦吏大雀鼠, 간사한 관리의 횡포가 참새 쥐보다도 심하고,

盜胥衆螟蝝; 도적 같은 마을관리는 메뚜기보다도 많구나.

掠剩增釜區, 됫박의 크기를 넓혀 곡식을 착취하고,

取盈折緡錢. 곡식을 현금으로 환산하는 비율을 속이네.

兩鍾致一斛, 2鍾의 곡식을 1斛으로 쳐주니

未免催租瘢; 催租의 상흔을 면할 길 없어라.

重以私債迫, 게다가 私債의 압박을 받으니

逃屋無炊煙; 집을 버리고 도망쳐서 밥 짓는 연기도 없구나.

……

范成大는 <勞畬耕>에서 농민생계를 위협하는 각종 비리를 종합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세리는 저울이나 됫박을 속여서 농민을 착취하고, 정부의 과중한

조세에 사채의 압박까지 더하여 도탄에 빠진 농촌경제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

고 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탐관오리의 횡포가 첫손에 꼽히니, 이들을 “鼠雀”

이나 “螟蝝”에 비유한 것이 너무도 적절하다 하겠다. 사실 세리들의 각종 비리

를 범성대 같이 세세하게 설명한 시인은 거의 없다. 이는 그가 몸소 농사를 지

으면서 농촌에서 생활했고, 관리들의 비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애국시인 陸游도 민생을 염려한 시를 많이 썼고, 탐관오리들의



134 ≪中國文學硏究≫ㆍ제40집

비행을 비유적으로 잘 나타내고 있다. 그의 <寄奉新高令>을 보겠다.

陸游 <寄奉新高令>

小雨催寒著客袍, 이슬비에 기온이 떨어지니 타향살이 나그네 겨울옷을 입고,

草行露宿敢辭勞. 풀길을 걷다가 노숙하는 수고로움을 어찌 사양하리.

歲飢民食糟糠窄, 흉년이 들어 백성들은 지게미에 쌀겨로 견디고,

吏惰官倉鼠雀豪. 벼슬아치는 직무를 태만히 하여 쥐와 참새가 활개 치네.

只要閭閻寬箠楚, 그저 백성들에게 태형이라도 줄여 주면,

不須亭障肅弓刀. 요새에서 활과 칼을 잡고 있을 필요는 없을 것이로다.

九重屢下丁寧詔, 구중궁궐에서 촉구하는 御書를 거듭 내리니,

此責吾曹未易逃. 우리 관리들이 이 책임을 어찌 피할 수 있겠는가?

이 시는 純熙七年(1180)에 奉新縣令 高南壽에게 보낸 것으로 陸游가 撫

州의 常平茶鹽公事로 재직할 때이다. 10월이 되어 날씨가 추워져 겨울옷을

꺼내 입고 직무수행 하는데, 농민들은 추수한 곡식을 세금으로 납부하고 지게

미와 쌀겨로 어렵게 연명하는 현실에 무능한 관리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한 책

임을 통감하고 쓴 것이다. 『吏惰官倉鼠雀豪』에서는 관리의 태만으로 세금을

거둔 관창에 쥐와 참새가 터를 잡고 곡식을 축내는 현실을 탄식하고 있다. 물

론 여기에서 『鼠雀』은 탐관오리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 관리들은 자신

들의 탐욕은 채우면서도 세금을 거둘 때면 인정사정없어서 가혹한 태형[箠楚

(추초)]으로 독촉을 하지만, 조정에서는 이들 관리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 육유는 조정에서 하급관리를 엄히 다루어 민생을 해치는 일이 없도

록 최선을 바라는 마음을 피력하였고, 高南壽로 하여금 아랫사람을 잘 관리하

여 민생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썼다. 남송 후기 洪咨

夔는 <狐鼠>에서 탐관오리의 형상을 지위별로 나누어 보다 다양하게 상징하고

있다.

洪咨夔 <狐鼠53)>

53) 狐鼠는 “城狐社鼠”의 준말로 성벽 중간에 있는 구멍에 사는 여우는 성벽을 무너뜨릴 수
없어서 잡을 수 없고, 사당 밑에 사는 쥐는 사당을 망가뜨릴까 무서워 잡을 수 없다는
데서 유래된 말이다. 이 시에서는 권세를 믿고 악행을 일삼는 탐관오리를 풍자한 것이

다. 狐鼠는 본래 ≪韓非子≫에서 유래된 말이고, ≪晉書․謝鯤傳≫에도 隗誠始禍,



宋詩에 나타난 貪官汚吏의 非理類型 考察 135

狐鼠擅一窟, 여우와 쥐가 굴 하나를 차지하고,

虎蛇行九逵.54) 호랑이와 뱀은 온 천지(조정)를 활보하네.

不论天有眼, 하늘이 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但管地无皮.55) 오로지 착취만을 일삼는구나.

吏鹜肥如瓠, 탐관오리들은 표주박 같이 피둥피둥 살이 쪘고,

民鱼爛欲糜. 백성들은 문드러진 생선이 되어 죽이 되길 기다리네.

交征谁敢问,56) 그들이 서로 다투니 백성들이 어디 감히 하소연 할 것인가,

空想素丝诗.57) 헛되이 시경에 나오는 태평성대를 상상해 본다.

이 시에서 洪咨夔는 貪官과 汚吏를 “虎蛇”와 “狐鼠”로 비유하여 중앙관료와

지방하급관리의 악행을 풍자하고 있다. “狐鼠”는 세력을 등에 업고 악행을 일

삼는 하급관리를 상징한 것이다. 또 지방의 양민과 직접 접촉하는 하급관리를

오리(鶩)에 비유하고, 양민을 물고기(魚)에 비유여 양민의 삶이 얼마나 처절

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 2구에서는 백성들의 절망감을 그대로 보여주

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고통을 하소연 할 곳도 없고, 하소연 한들 들어줄

관리가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공상으로나마 태평성대를 꿈꾸는 것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鼠와 雀은 민생을 좀먹는 지방관리을 상징하고 있다. 이는

이들 동물의 특징과 잘 맞아 떨어지는 것이다.

2. 虎豹

민생을 직접적으로 착취하는 관리를 “鼠雀”으로 상징한데 반하여, 위세를 이

然城狐社鼠也. 란 구절이 있다.

54) 九逵는 본래 사통팔달의 대로를 뜻하나 이 시에서는 조정을 상징한다. ≪三輔黄圖․都
城十二門≫ : 长安城面三門, 四面十二門, 皆通達九逵, 以相經緯.

55) 地皮는 땅 거죽으로 백성들의 삶의 바탕이다. 통상 탐관오리들이 백성을 착취하는 것을
“刮地皮”라 한다. 여기서는 탐관오리들이 완전히 착취하여 더 이상 착취할 것이 없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地無皮 라고 한 것이다. 唐 盧仝의 <蕭宅二三子贈答> 詩에서도 揚

州惡百姓, 疑我卷地皮. 라는 詩句가 있다.

56) 交征은 인의를 저버리고 利를 다툰다는 의미이다. 이 시에서는 농민이 汚吏에게 일방
적으로 당함을 풍자한 것이다. ≪孟子․梁惠王≫上 : 上下交征利, 而國危矣.

57) 素絲詩는 ≪詩經․召南≫<羔羊>의 羔羊之皮, 素絲五紽. 에서 나온 것으로 <羔羊>편

은 청백리를 칭송한 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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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폭 넓게 비리를 저지르는 세력을 상징할 때면 “虎豹”로 나타낸다. 물론

호랑이를 가혹한 정치에 비유한 것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이다. ≪禮记․檀

弓下≫의 苛政猛於虎 에서는 폭정이 호랑이보다 무섭다고 하였고, 이 후로

한 악부의 <猛虎行>을 시작으로 위․진남북조에서 당․송에 이르기까지 <猛

虎行>58)이란 시제로 현실정치를 풍자한 시는 부지기수다. 북송에서 민중의

고통을 가장 잘 대변한 시인으로는 梅堯臣을 들 수 있다. 그의 <猛虎行>을

보겠다.

梅堯臣 <猛虎行>

山木暮苍苍, 산속의 나무는 저녁이면 더욱 울창하고,

风凄茅葉黄. 가을바람 쓸쓸하여 띠 잎은 누렇구나.

有虎始離穴, 호랑이가 비로소 굴에서 나서니,

熊罴安敢當. 크고 작은 곰들이 어찌 감당하겠는가.

掉尾为旗纛,59) 꼬리를 흔들어 깃발로 삼고,

磨牙为剑鋩 이를 갈아서 칼날로 삼네.

猛氣吞赤豹, 사나운 기세는 붉은 표범을 삼키고,

雄威蹑封狼. 매서운 위용으로 이리를 굴복시키누나.

不贪犬與豕, 개나 돼지는 탐하지 않고,

不窥藩與墙. 울타리나 담장도 기웃거리지 않네.

當途食人肉, 거리에서 사람고기를 먹고,

所获乃堂堂. 포획한 것을 당당하게 여긴다.

食人既我分, 사람을 먹는 것은 내 몫인데,

安得为不祥. 무엇이 거리낄 것이 있겠는가?

麋鹿岂非命, 사슴은 온순하여 죽자하고 다투지 않고,

其类寧不伤. 동종 간에 서로 해하지 않는데.

满野设罝網, 사람들은 온 들에 함정을 설치하여,

58) <猛虎行>이란 詩題의 시는 漢代 무명씨의 <猛虎行> : 飢不從猛虎食, 暮不從野雀棲.
野雀安無巢, 游子爲誰驕. 을 시작으로 위․진남북조의 曹丕․陸機의 <猛虎行>이 있

고, 唐代에는 李白․李賀․張籍의 <猛虎行>이 있다. 梅堯臣의 시는 張籍의 영향을 받
았고, 張籍의 <猛虎行>은 농민을 착취하는 관리를 풍자한 것이다. 張籍 <猛虎行> :
南山北山樹冥冥, 猛虎白日繞村行. 向晚一身當道食, 山中麋鹿盡無聲. 年年養子在深

谷, 雌雄上下不相逐. 谷中近窟有山村, 長向村家取黄犢. 五陵年少不敢射, 空來林下
看行蹟.

59) 이는 ≪論衡≫<率性篇>第八 : 堯以天下讓舜, 鲧爲諸侯, 欲得三公, 而堯不聽, 怒其
猛獸, 欲以爲亂, 比獸之角可以爲城, 擧尾以爲旌, 奮心盛氣, 陽戰爲强. 의 고사를 활

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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竞以充圆方. 다투어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네.

而欲我無杀, 나는 죽이고 싶지 않지만,

奈何饥馁肠. 이내 주린 창자를 어찌할 것인가?

이 시에서 梅堯臣은 호랑이(虎)를 呂夷簡에 비유하였고, 곰(熊罴)은 范仲

淹과 같은 충신을 상징했다. 표범(豹)과 이리(狼)는 呂夷簡을 따르는 간악한

탐관오리에 비유했으며, 호랑이가 잡아먹는 사람(人)은 다름 아닌 선량한 백성

들이다. 호랑이는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백성들을 잡아먹는데, 满野设罝

網, 竞以充圆方. 으로 함정을 파서 백성을 함정에 몰아세우며 내가 너희를 죽

이려는 것이 아니라 내 배가 주려서 그런다고 항변한다. 그래서 마지막 구에서

而欲我無杀, 奈何饥馁肠. 라 한 것이다. 이시는 통치권의 만행을 풍자하면서

충신들이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펼 수 없음을 탄식한 것이다. 여기에서 호랑이

는 간신의 우두머리를 상징하였고, 표범(豹)과 이리(狼)는 호랑이에게 아첨하

는 무리를 상징하였다. 간신무리를 虎豹로 상징한 시로 王庭珪의 <送胡邦衡

之新州貶所>를 들 수 있다.

王庭珪 <送胡邦衡之新州貶所>其一

囊封初上九重關, 비밀 상소가 막 조정에 올라갔을 때,

是日淸都虎豹閑. 이 날은 조정의 간신무리들이 막혀있던 날이었네.

百辟動容觀奏牘, 문무백관들이 상소를 보고 동요하니,

幾人回首愧朝班? 몇 사람이나 고개를 돌려 조정에 부끄럽지 않을 수 있겠는가?

……

이 시는 宋 仁宗 紹興 八年(1138년)에 胡銓이 재상으로 복직한 秦檜를 상

소했다가 신주로 유배되자 王庭珪가 호전을 보내면서 지은 시이다. 당시 秦檜

의 권세를 감안하면 이런 내용의 시를 쓰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囊封은 밀봉된 상소문으로 왕만 볼 수 있도록 올리는 상소문을 뜻하고, 胡

銓이 秦檜를 탄핵하는 상소이다. 九重關 은 九重宮闕로 황궁이다. 虎 는

간신을 상징한 것으로 여기서는 秦檜를 지칭한 것이고, 豹 는 秦檜를 따르는

간신 무리를 상징한다. 淸都 는 본래 上帝의 거처인데, 여기서는 송 皇宮을

가리킨다. 호전의 상소를 보고, 조정의 대신들 중 秦檜에 굴하지 않고 당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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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신이 몇 명이나 있겠는가? 이런 면에서 胡銓의 사나이다운 기개를 男子要

爲天下奇 (<送胡邦衡之新州貶所>其二)라고 칭찬하고 있다.

方岳 <三虎行>

黄茅惨惨天欲雨,60) 종기가 아파오니 하늘에서 비가 내리려 하고,

老乌查查路幽阻. 까마귀가 울어대니 갈길 멀고 험하여라.

田家止予且勿行, 농가 사람들이 멈추어서 더 가질 못하는 것은,

前有南山白额虎 앞의 남산에 白額虎가 있기 때문이라.

……

劝渠且宿不敢住, 그에게 묵을 것을 권하나 감히 머물지 못하고,

袒而示我催租瘢. 웃옷을 벗고 나에게 세금독촉의 상처를 보여주네.

呜呼! 아!

李廣不生周处死, 李廣이 환생하지 못하고 周處는 죽었으니,

负子渡河何日是.61) 호랑이가 새끼를 업고 강을 건너는 것이 언제일까?

方岳 <三虎行>의 기본 시상은 “苛政猛於虎(폭정이 호랑이보다 무섭다)62)”

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苛政은 가혹한 조세징수이고, 『袒而示我催租瘢』

에서 무자비한 조세징수의 단면을 보여준다. 조세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못하

면 관하로 끌려가서 치도곤을 치르게 되고, 맞은 상처는 흉터가 되어 “催租瘢

(조세를 독촉하며 고문한 흉터)”로 표출된다. 시에서 세 마리의 호랑이는 실제

호랑이 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의 탐관오리를 상징하기도 한다.

시인은 이 호랑이를 “白额虎”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白額은 호랑이의 특징이기

도 하지만, 냉혹한 탐관의 얼굴이기도 하다. 시의 마지막에서 李廣63)과 周

處64)의 고사를 들어 “苛政”에서 헤어나길 간절히 바라지만, 李廣과 周處는 이

60) 黄茅는 瘡氣(종기)를 뜻한다. 띠가 노랗게 될 때 종기가 창궐해서 “黃茅”라고도 한다.

61) 負子渡河는 漢 弘農太守 劉昆의 고사를 활용한 것이다. 劉昆은 善政으로 백성에게 위

해를 가하는 호랑이조차도 새끼들을 업고 강을 건너 떠났다는 청백리의 상징이다 ≪後
漢書․儒林傳上․劉昆≫참조.

62) ≪禮記․檀弓下≫： 夫子曰 : 『何爲不去也?』 曰：『無苛政.』 夫子曰 : 『‘小子識

之, 苛政猛於虎也.』

63) 李廣은 西漢시대의 장군으로 漢文帝 十四年(기원전166년)에 匈奴의 침입을 막아 대
승을 거두었다. 이후에도 수차례 적을 물리쳐서 변방주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었다. ≪

史記․李將軍列傳≫참조

64) 周處(서기236-297)는 西晉 때의 東吳義興(今江蘇宜興縣)사람으로 당시 義興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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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죽고 없으니 호랑이가 없는 날을 기약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백성에게 희

망이 없는 절망을 보여준 것이다. 方岳은 李廣과 周處, 그리고 劉昆의 고사를

통해서 백성의 삶에 위해를 가하는 실제 호랑이를 물리친 내용과 더불어 李廣

이 匈奴를 물리치듯이 金나라를 물리치고 국토회복을 기원한 것이고, 周處가

개과천선 하듯이 탐관오리들이 개과천선하여 민생을 보살펴주길 바란 것이다.

마지막으로 劉昆과 같이 선정을 베푸는 청백리가 민중의 삶을 지켜주길 간절

히 바랐던 것이다.

송시에서 호랑이의 형상이 반드시 탐관오리의 상징이 되었던 것은 아니다.

岳珂의 <病虎行>에서는 호랑이를 충신에 비유했고, 등용되지 못하여 가련한

신세가 된 영웅호걸을 쥐에 비유했다. 이는 일반적인 “虎”와 “鼠”의 상징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간신무리에 대한 상징으로는 여타 시와 마찬가지로 狐狸

와 豺狼 을 썼다.

岳珂 <病虎行>

长风吹谷白日暗, 계곡에는 늘 바람이 불어 대낮에도 어둡고,

旷野人稀雲黯澹. 들판에는 인적이 드물고 구름은 어둡게 드리웠다.

狐狸嘯舞豺狼嘷, 여우와 살쾡이 춤추며 울어대고, 승냥이 이리가 짓는데,

病虎妥尾行蓬蒿. 병든 호랑이 꼬리를 드리우고 쑥대밭 길을 걷는구나.

……

古来豪杰多沈沦, 예로부터 영웅호걸은 시련을 많이 겪으니,

不用为鼠皆若人. 쓰임을 받지 못하면 쥐가 되어 범인과 같아진다네.

范睢折胁西入秦,65) 范睢는 옆구리가 꺾이는 수난을 당하고 秦으로 들어갔고,

内史长叹田甲嗔.66) 韓安國은 옥중에서 田甲에게 박해를 받았구나.

은 “三害”로 산속의 호랑이(白額虎)와 다리 밑의 악어(大蛟), 그리고 周處이다. 周處
는 호랑이와 악어를 처치하고 스스로 개과천선하여 훗날 추앙받는 훌륭한 太守가 되었
다. 劉義慶 ≪世說新語≫<自新>참조.

65) 范雎(?-기원전255년)는 魏나라에서 須賈․魏齊의 박해를 받아 “折脇摺齒(옆구리가 꺾
이고, 이가 부러짐)”의 고난을 당하고, 후에 탈출하여 秦으로 들어가서 중용된다. ≪史
記․范雎蔡澤列傳≫참조.

66) 內史는 韓安國(?-기원전127년)을 가리킨다. 韓安國이 죄를 지어 감옥에 갇혔을 때 獄

吏 田甲에게 박해를 받는다. 그가 田甲에게 “死灰獨不復燃乎?(꺼진 불씨라고 다시 타
오르지 못할까?)”라고 하였으나, 田甲은 소변으로 끄면 된다고 安國을 무시한다. 후에
安國이 內史가 되었으나 전갑에게 죄를 묻지는 않았다. 韓安國의 字는 長孺이고, 內史

를 지냈기 때문에 시에서는 內史라 한 것이다. ≪史記․韓長孺列傳≫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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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호랑이는 세력을 이용하여 악행을 일삼는 악당무리의 두목으로 상징된

다. 송시에 있어서 호랑이의 상징은 항상 악의 축이고, 그 위세를 등에 업고

악행을 일삼는 소인배들을 狐狸나 豺狼으로 상징하곤 한다.67) 그 밑의 하수

인인 하급관리를 鼠雀으로 비유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이다. 그러나 岳珂는

호랑이의 존재를 오히려 충신으로 상징하였고, 자신의 우국충정으로 상징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狐狸나 豺狼의 존재를 충신의 통재에서 벗어나 악행을 일

삼는 간신무리로 상징하고 있다. 호랑이가 존재하다면 狐狸나 豺狼이 활보할

수는 없는 일인데, 지금 호랑이가 병들어 간신무리들이 활개 치는 조정의 현실

을 풍자한 것이다. 사실 岳珂의 조부가 애국지사 岳飛이고, 악비는 金에 대항

하여 국토회복을 도모하였으나 秦檜 무리의 모함을 받아 옥사했다. 지금 악가

또한 국토회복에 대한 우국충정에 불타고 있으나, 조정에 중용되지 못하여 뜻

을 펼칠 수 없는 병든 호랑이 신세임을 탁식한 것이다. 그래서 <病虎行>의 후

반부에서 『范雎折脇西入秦, 內史長歎田甲瞋.』으로 范雎와 韓安國의 고사

를 들어 切齒腐心하여 捲土重來의 기회를 잡고자 했다. 물론 이 때 시인의 나

이 55세로 재기의 기회는 찾아오지 않았고, 간신무리들이 활개 치던 송 왕조

는 30년 후에 멸망하고 만다.

3. 狐狸豺狼

앞에서 양민들과 직접접촉하며 착취하는 말단관리를 鼠雀에 비유했고, 고위

관리로서 탐관오리들이 비리를 저지르도록 힘을 실어주고 원인을 제공한 악의

축에 대한 상징으로 虎豹를 들었다. 이들 虎豹와 鼠雀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하

는 악의 무리는 狐狸豺狼으로 상징된다. 이들의 존재는 虎豹나 鼠雀의 등장에

수반되는 것으로 여기에서는 앞의 인용된 시들에서 발췌하여 나열하였다.

67) 豺狼은 백성의 고혈을 빨아먹는 탐관오리로 상징되는데, 남송에 있어서는 金의 관료를
상징하기도 한다. 陸游의 『遺民膏血飽豺狼』(<題海首座俠客像>詩)에서는 豺狼이 금

의 통치자를 상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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梅堯臣 <猛虎行>

猛氣吞赤豹, 사나운 기세는 붉은 표범을 삼키고,

雄威蹑封狼. 매서운 위용으로 이리를 굴복시킨다.

楊萬里 <十山歌呈太守胡平一>

豺虎深交雁鶩行, 사악한 무리들과 결탁한 지방 벼슬아치들이 무리지어 행차

하고,

到官管取汝無妨. 관에 끌려가도 관과 결탁되어 그들은 문제없다.

洪咨夔 <狐鼠>

狐鼠擅一窟, 여우와 쥐가 굴 하나를 차지하고,

虎蛇行九逵. 호랑이와 뱀은 온 천지를 활보한다.

岳珂 <病虎行>

狐狸嘯舞豺狼嘷, 여우와 살쾡이 춤추며 울어대고, 승냥이 이리가 짓는데,

病虎妥尾行蓬蒿. 병든 호랑이 꼬리를 드리우고 쑥대밭 길을 걷는구나.

狐狸豺狼으로 상징된 중간관리들이 직접 양민과 접촉하며 비행을 저지르지

는 않기 때문에 시에 많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그들을 상징하는 이미지는 분명

하다. 호랑이에게는 꼼짝도 못하고, 그 위세를 등에 업고 비행을 저지르는 탐

관오리들을 풍자한 것이다.

4. 鳥類

흔한 경우는 아니나 조류를 탐관오리의 상징으로 쓰는 경우도 간혹 있다.

통상 조류가 탐관오리를 상징했다면 맹금류를 상상할 수 있으나, 탐관오리들이

무리지어 몰려다니는 모습을 기러기나 오리에 비유하기도 한다. 여기서는 楊萬

里의 <十山歌呈太守胡平一>를 보겠다.

楊萬里 <十山歌呈太守胡平一>

豺虎深交雁鶩行, 사악한 무리들과 결탁한 지방 벼슬아치들이 무리지어 행차하고,

到官管取汝無妨. 관에 끌려가도 관과 결탁되어 그들은 문제없다네.

只將剽劫爲喧鬧, 약탈하며 소란떠는 것을 단지 행인들이떠드는 것이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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喝放歸來儘陸梁. 꾸짖어 석방하면 다시 돌아와 멋대로 노략질한다.

여기에서는 『豺虎』가 백성들을 갈취하는 도적과 사채업자 등의 사악한 무

리를 상징하고, 『雁鶩』은 이러한 사악한 무리와 결탁하여 사익을 취하는 지

방 벼슬아치를 상징한다. 지방의 벼슬아치들이 무리를 지어 다니기 때문에

『雁鶩』으로 나타낸 것이다. 고리대금업자 등 농민을 착취하는 사악한 무리

들은 관리들과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관에 신고하여 입건이 되어도

바로 풀려나와 오히려 더욱 못된 짓을 일삼는 것이다. 剽劫爲喧鬧 는 약탈현

장의 실랑이를 지나는 행인이 떠드는 소리로 치부하고 입건하지 않음을 나타낸

것이다.68) 사실 도둑이나 강도 등 사회악적 범법행위를 처단하는 사법권을 갖

은 관리로 “賊曹”라는 관직이 있으나, 이들조차도 豺虎 와 결탁하여 민생을

어렵게 만드는 일이 잦았다. 이들이 뇌물로 결탁하고 있음은 『一偸捕獲十偸

扶, 十偸行賂一偸免, 百姓如何奈得渠.(도둑 하나가 잡히면 열이 돕고, 도둑

열이 뇌물을 줘서 하나를 사면 받으니, 백성들은 이를 어찌 한단 말인가?)』69)

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그래서 당시 吉州太守이던 胡平一이 賊曹(佐吏)들

을 시켜서 이들 사악한 무리들을 소탕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호평일을 칭송하

는 노래를 불렀고, 시인은 이를 널리 알려서 다른 지방에서도 『豺虎』와

『雁鶩』들을 퇴치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지은 것이다. 雁鶩은 떼로 몰려다

니는 특성 때문에 붙여진 것이고, 사나움을 나타낼 때는 맹금류인 鷹隼으로

비유된다. 王邁의 <簡同年刁時中俊卿詩>를 보겠다.

王邁 <簡同年刁時中俊卿詩>

……

吏饕鷹隼如, 벼슬아치의 탐욕이 새매 같아서,

攫拏何顧惜. 낚아채는데 추호의 동정도 없다네.

交炭不论斤, 석탄을 납세하는데 斤(무게)을 따지지 않고,

每十必加一; 매 열에 하나를 더 거두며;

68) 이런 내용은 鶩行剛道非行劫, 只是行人兩作喧.(벼슬아치는 빼앗는 것이 아니라 단지
행인 둘이서 떠드는 것이라 강변한다.) <十山歌呈太守胡平一其七>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69) 楊萬里 <十山歌呈太守胡平一其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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量竹不计围, 대를 헤아릴 때는 굴기를 재지 않아,

每丈每赢尺. 한 길(丈)을 거둘 때마다 한 자(尺)씩 남긴다.

……

여기서는 말단 벼슬아치를 매(鷹隼)에 비유하고 있다. 매는 맹금류로 먹이

감을 포착하면 날쌔게 낚아챈다. 稅吏가 백성들에게 틈을 주지 않고 세금을

거두는 것이 매가 먹이를 낚아채듯 하여 응준으로 상징한 것이다. 물론 정당한

세금만 거둔다면 백성들이 관리를 탓할 이유도 없다.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여

백성들을 착취하기 때문에 문제일 뿐이다.

Ⅳ. 결어

송대 관리들의 부정부패는 다른 시대보다 훨씬 심각하고 사회전반에 걸쳐서

보편적인 현상이었다. 이는 몇 가지 시대적 요인에 기인한다. ① 북방민족과의

장기간에 걸친 대치로 인한 재정지출의 확대 ② 서원의 발달로 인하여 학연․

지연의 붕당정치가 행하여져 국론분열 초래 ③ 외래문물의 급속한 유입으로

인한 가치관의 혼란과 사치향락문화의 만연 ④ 전쟁과 자연재해에 따른 생산성

감소로 세수원의 감소 등은 빈익빈 부익부의 사회적 모순을 초래하였고, 금전

만능주의에 사로잡힌 관리들은 비리에 쉽게 노출되었다. 이들 비리의 실질적인

피해자인 백성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삶의 터전을 등지기에 이른다. 이러한 어

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시인들은 서민들의 고통을 대변하고 탐관오리들의 비리

를 고발하여 민생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본문에서는 송대사회에 나타난 탐관오리들의 각종 비리유형과 그들을 풍자

하기 위한 상징동물을 살펴보았다. 먼저 양민들과 직접 접촉하는 하급관리의

비리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① 부당한 세금징수 ② 말․저울 등을 속이는 행위

③ 향응 및 금전요구 행위 ④ 관리의 불법 고리대금 행위 등을 들 수 있다.

이 당시 서민경제에는 세금문제가 가장 민감한 사항인데, 관리들은 세금의

부과에서 징수에 이르기까지 각종 불법을 자행하여 양민들을 착취했다. 가장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항목에 없는 세금을 불법 징수하는 것이고, 징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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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는 향응과 금전을 요구하기도 하고, 말․저울 등을 속여서 과다 징수하

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에는 관권을 동원하여 폭력과 구

금을 일삼았고, 세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고리대금업자와 결탁하기도 하

고, 아니면 관리 스스로가 고리대금을 주어 폭리를 취하기도 했다. 이러한 현

상은 특정지역의 국지적인 것이 아니고 송 전반에 걸친 보편적인 상황으로 시

인들은 이러한 현실을 목도하고 탐관오리들의 비리를 예리하게 풍자하였던 것

이다.

탐관오리의 비리를 풍자하는데 있어서 그들의 특성과 합치되는 동물들을 상

징물로 세워 함축적 의미를 나타냈고, 이러한 상징동물은 탐관오리의 지위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다. 먼저 서민들과 직접접촉하면서 이들의 고혈을 빨아

먹는 지방의 하급관리는 鼠雀으로 상징하였다. 물론 鼠雀의 특징이 곳간의 양

식을 축내거나 논밭의 곡식을 축내기 때문이다. 당시 서민들에게는 악의 축이

라 할 수 있는 고관대작은 虎豹로 상징하였다. 虎豹는 스스로 무서운 기세를

일으켜서 여러 동물들을 제압하고 사냥하기 때문이다. 당시 중앙의 고위관리들

이 민생을 돌보지 않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실정을 일삼았고 시

인들은 이들을 은유적으로 풍자한 것이다. 이들 사이에 위치한 중간 관리들은

狐狸豺狼 등의 동물로 상징되었는데, 이들은 스스로 세력을 형성하지는 못하

나 권세를 등에 업고 하급관리의 뒤에서 악행을 자행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이

들은 직접적으로 서민들과 접촉하거나 법을 입안하는 위치에 있지는 않았기 때

문에 시에 등장하는 횟수도 적었고, 虎豹와 鼠雀사이에서 부수적으로 거론되

는 정도였다. 이 밖에도 탐관오리를 조류나 곤충에 비유하여 그들의 특성을 부

각시킨 경우도 있다. 시인들이 이러한 상징물을 사용한 것은 그들의 비리를 함

축적이면서도 명확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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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本論文是就宋詩來考察宋代官吏剝削人民的惡行及其類型的. 宋代官

吏對人民的搾取惡辣, 利用種種手段來剝削老百姓的膏血. 在人類社會中

官吏之惡行是無時不有, 無所不在的. 但宋代的官吏比其他時代更心狠手

辣. 其原因大體可分爲三 : 其一 政派相爭. 宋初書院的發達招來地緣血

緣中心的朋黨政治, 政派分成主戰主和. 庇護自派, 排斥他派. 爲了經營

管理派閥, 需要大筆金錢. 因而蔓延賣官賣職, 剝削人民的弊習. 其二 與

北方民族繼續不斷的戰爭. 宋代建國以來與契丹(遼)․黨項(西夏)․女眞(金)․

蒙古(元)一連對峙, 戰爭日久, 水利灌漑施設破壞, 惹起農土荒蕪, 民生

至於塗炭. 加之國家財政窮乏, 租稅加重; 官吏之剝削日益深刻, 流亡之

民日益增加. 其三 奢侈享樂文化之澎湃. 唐朝與西域交易頻繁, 到宋代貿

易規模倍前而盛, 少數貴族的奢侈享樂文化轉移到新興士大夫. 官吏們爲

了充足自己的欲求, 用各種方法搾取百姓. 至於南宋, 國土面積減半, 耕作

面積亦減少, 然而朝廷的財政需要更加增長, 不得不賦課重稅壓搾人民. 宋

代官吏的惡行亦至於頂點.

貪官汚吏搾取人民的方法至多, 不可勝數. 其代表性的方法可分四 :

其一 徵收無名之租稅. 其二 欺騙斗秤之量. 其三 要求過度接待與金錢.

其四 官吏之非法高利貸.

宋代有意識的愛國愛民詩人針對貪官汚吏的惡行, 加以批評. 關懷民

生, 代辯百姓的告訴, 同情他們的疾苦. 詩人對貪官汚吏的象徵加分三個層

次: 一. 高官的象徵-虎豹. 二. 地方長官的象徵-狐狸豺狼. 三. 地方下級

胥吏的象徵-鼠雀. 此外, 成群的貪官汚吏以雁鶩來象徵. 詩人利用這些動

物來象徵貪官汚吏, 良有其理. 鼠雀盜吃穀糧正象下級胥吏搾取農民. 狐狸

豺狼, 狐假虎威, 壓搾人民, 以取己利. 虎豹之危害廣泛, 涉及廣大民衆. 宋

代詩人利用這些動物來象徵貪官汚吏, 含蓄的表出貪官汚吏之惡行, 深深

地表出百姓的疾苦. 他們代辯無力人民的無言之訴, 企望朝廷普施善政, 衛

護民生.



宋詩에 나타난 貪官汚吏의 非理類型 考察 147

투고일: 2010. 5. 5 / 심사일: 2010. 5. 20～6. 8 / 게재확정일: 2010. 6. 12

【主題語】

宋詩, 貪官汚吏, 非理, 鼠雀, 虎豹, 狐狸豺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