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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緖論

《鹽鐵論》은 漢나라 昭帝시기(기원전87-74년 재위) 조정에서 벌어진 경제정책 

토론회에서 벌어진 논쟁을 기록한 政論文이자 회의록이다. ‘정론문’이라는 딱딱하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내용과 문체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독자들은 마치 100분 

토론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 이것은 온전히 작자 桓寬의 뛰어난 문장력 덕

택이다. ‘言之不文, 行而不遠’이란 말은 孔子가 子産의 외교적 수사능력을 칭찬하

면서 사용한 것으로 행정적인 실용문에도 문필이 가해지지 않으면 그 효과가 여의

치 않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1) 필자는 漢代 작품에서 《鹽鐵論》이야말로 이 말의 

원의를 가장 잘 구현한 작품의 하나라고 본다.

물론 현존하는 《鹽鐵論》이 당시 토론 상황을 그대로 전한다고 보거나 녹음하듯

이 옮기기는 불가능 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우선 《鹽鐵論》의 편찬자 桓寬이 염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회의가 열린 昭帝시기의 인물이 아니라 宣帝시기(기원

* 이 논문은 2013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교내학술특별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 서울여대 중문과 부교수

1) 《左傳》 襄公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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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73-49년 재위)의 인물이기 때문이다. 《漢書》에는 桓寬과 《鹽鐵論》의 관계에 대

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이른바 鹽鐵에 대한 토론은 昭帝 始元시기에 시작되었다. 조정에서 文學과 賢

良을 불러서 나라가 안정되는 길을 물었다. 그들은 모두 소금과 철, 술 등의 전매

를 관리하는 관청과 均輸를 담당하는 관청을 철폐하여 天下와 더불어 이익을 다

투지 말 것을 청하고, 농업을 중시하고 상업을 통제해야 敎化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였다. 御史大夫 상홍양은 鹽鐵酒의 전매와 均輸 등은 국가의 大業으로서 四夷

를 제압하여 변방을 안정시키는 데 필요한 재정의 바탕이기 때문에 철폐할 수 없

다고 하였다. 당시 서로 힐난한 회의록이 상당히 남아 있었다. 宣帝時에 이르러 

汝南의 桓寬 次公이 公羊春秋를 공부하여 郞이 되고 廬江太守丞에까지 이르렀

는데, 博通하고 글을 잘 지었다. 鹽鐵에 관한 논의를 推衍하며 그 條目을 增廣하

고 그 論難을 다하여 數萬言을 저술하였으니, 이 역시 治亂을 구명하여 一家의 

法을 이루려 한 것이었다.”(所謂鹽鐵議者, 起始元中, 徵文學賢良問以治亂, 皆對

願罷郡國鹽鐵酒榷均輸, 務本抑末, 毋與天下爭利, 然後教化可興. 御史大夫弘羊

以爲此乃所以安邊竟, 制四夷, 國家大業, 不可廢也. 當時相詰難, 頗有其議文.

至宣帝時, 汝南相桓寬次公, 治公羊春秋, 舉爲郎, 至廬江太守丞, 博通善屬文,

推衍鹽鐵之議, 增廣條目, 極其論難, 著數萬言, 亦欲以究治亂, 成一家之法焉.)2)

｢글을 잘 지었던[善屬文]桓寬이 염철에 관한 논의를 推衍하고 그 條目을 增廣

하여[推衍鹽鐵之議, 增廣條目]｣ 《鹽鐵論》을 편찬하였다는 언급은 《鹽鐵論》이 당

시 원본 그대로가 아니며, 桓寬의 윤문과 수식을 거쳤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推衍’과 ‘增廣’은 잠시 미루더라도 《鹽鐵論》을 정독하면 누구라도 다음 같은 이유

로 그런 의심이 들 수 있다.

우선 당시의 격렬한 토론 장면을 너무나도 핍진하게 재현되어 있다는 점이다. 게

다가 격앙된 쌍방의 현장 발언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논리가 정연하고 말투가 정

련되어 저자가 붓을 댄 것이 강하게 감지된다.

다음으로는 《鹽鐵論》의 <雜論>에서 桓寬은 법가를 숭상하는 조정 관원을 비난하

고 儒家인 賢良과 文學측을 옹호 칭송하는 구절로 인하여 유가에 편파적이라는 혐

의를 피하기 힘들다.3)

2) 《漢書》 卷六十六 <公孫劉田王楊蔡陳鄭傳> 第三十六

3) 儒家에 경도된 태도가 분명하기 때문에 역대로 《鹽鐵論》을 儒家類 서적으로 분류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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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鹽鐵論》의 생동감과 핍진함을 이유로 全文을 桓寬 개인이 만들어 낸 창

작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런 생동감과 핍진함은 《鹽鐵論》의 편찬과정에서 발생하

는 편저자의 자연스런 손질, 즉 일종의 문학성이며, 반고는 그것을 ‘推衍’이라고 자

연스레 수긍했다. 지금 우리가 가진 분과적 관점으로 漢代人들의 학문 세계를 재단

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격렬한 논쟁의 현장을 마치 곁에서 지켜보는 듯 만드는 

필력은 《鹽鐵論》의 문학성을 반증하는 것일 뿐이다. 그 원동력은 漢賦와 《史記》에

서 축적된 漢代 산문의 저력과 작자의 문학의식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鹽鐵論》의 문학성을 처음으로 주목한 것은 郭沫若이다.

내가 보기에 《鹽鐵論》은 역사를 소재로 한 대화체 소설이다. …… 대화체가 위

주이지만, 묘사하는 문구들도 있다. 특별히 주의할 것은 인물의 전형을 창조했다

는 것이다.(這部《鹽鐵論》, 在我認爲是一部處理歷史題材的對話體小説. …… 它雖
然主要是對話體, 但也有一些描述文字. 特别值得注意的是桓寬創造了人物的典

型.)4)

글귀를 보면, 본문 안에는 형상화된 표현들이 많다. …… 또한 독창적인 어법도 

많다. …… 문장을 보면 “空戰口[입씨름]”또한 기발한 신조어이다. 이런 것들을 보

면 桓寬이 확실히 글을 잘 짓는다고 말할 수 있다.(拿文字來講, 書中有好些形象

化的語句, …… “空戰口”也是很奇特的創語. 根據這些, 也可以看出桓寬的確是“善

屬文”)5)

본래 漢賦는 대화체이다. …… 《鹽鐵論》은 이런 체재를 발전시켜 6종 인물이 

있는데 문답이 상당히 생동적이고 漢賦처럼 판에 박은 것 같지 않다. 희극문학을 

향해 발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쉽게도 漢代에 이런 발전은 이어지지 못

다. 《漢書》 <藝文志>에서도 “儒家……桓寬《鹽鐵論》六十篇”이라 하고, 《隋書》 <經籍志>

에서도 “儒家 …… 《鹽鐵論》 十卷. 漢廬江府丞 桓寬撰”이라 하여, 《鹽鐵論》을 ‘儒家’의 

부류에 포함시켰다. 《四庫全書總目提要》에서도 이를 지지한다. “대체로 그 저서의 큰 

뜻과 소론은 모두 食貨에 관한 일이지만, 그 말은 모두 先王을 祖述하고 六經을 칭송

하였기 때문에, 여러 史書에서는 모두 儒家의 부류로 귀속시켰다.……黃虞稷의 《千頃

堂書目》에서는 이를 바꾸어 史部 食貨類 중에 포함시켰지만, 이는 이름을 따르다가 

그 실제를 잃은 것이다”(蓋其著書之大旨, 所論雖食貨之事, 而言皆述先王稱六經, 故

諸史列之儒家. 黃虞稷《千頃堂書目》改隸史部食貨類中, 循名而失其實矣.)라고 하였다.

4) 《鹽鐵論讀本》 <序>, 474쪽.

5) 상게서, 4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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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本來漢賦就是對話體的文字 …… 《鹽鐵論》是把這種體裁發展了, 書中有六

種人物, 而問答也相當生動, 並不那麽呆板. 這可以説是走向戲劇文學的發展, 但

可惜這 ᅳ發展在漢代没有得到繼承.)6)

만약 판에 박힌 漢賦를 모두 문학작품이라고 치면서 도리어 《鹽鐵論》을 문학작

품이라고 보지 않는다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다. 따라서 나는 다시 한 번 《鹽鐵

論》은 經濟를 소재로 한 대화체 역사 소설이라고 말해야겠다. 《鹽鐵論》은 우리시

대의 문학사가들이 자신에게 합당한 지위를 부여해 줄 것을 요구한다.(如果呆板的

漢賦都可以看成文學作品, 而《鹽鐵論》却不把它看成文學作品, 這是很值得詫異

的. 因此我要再説一遍, 《鹽鐵論》是處理經濟題材的對話體的歷史小説. 它要求我

們的文學史家應該予以適當的地位.)7)

곽말약은 《鹽鐵論》에 대하여 ‘소설’이며, 전형화된 인물이 등장하여 ‘희극문학’으

로 발전할 요소를 갖추고 있었다고 평가했다. 전통적으로 《鹽鐵論》을 경제, 사상적 

측면으로만 접근했던 풍토를 상기할 때, 곽말약은 평가는 창의적이고 신선하다.

이처럼 곽말약은 《鹽鐵論》의 문학적 성취를 주목하였으며 문학사에서도 비중 있

게 다뤄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문학사나 중국산문사에서 《鹽鐵論》에 지면을 할

애한 것은 郭預衡의 《中國散文史》 이외에는 찾기가 힘들고 그 내용이나 지적도 단

촐 하다.8)

비록 편집[剪裁]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쌍방의 주요 주장을 보존하고 있기에 저

술태도는 비교적 객관적이고 공정하다.(雖有剪裁, 基本上則保存了雙方的主要論

點和論據. 這個作法是比較客觀､ 公允的.)9)

간단하게 이쪽이 맞고 저쪽이 틀리다고 하지 않고, 쌍방의 주장이 다르지만 각

기 근거가 있다고 말했다. …… 또 주목해야 할 것은 당시 儒學者들이 天人感應이

나 災異譴責 등을 떠벌일 때, 桓寬은 일언반구도 하지 않은 것이다.(不是簡單地

肯定一方而否定另一方, 而是認爲雙方主張不同, 都却有根據. 還有値得注意的

6) 상게서, 477쪽.

7) 상게서, 478쪽.

8) 《中國散文史》(上) 260-264쪽. 곽예형은 곽말약을 거론하지 않고 있으며, 논점도 상이

하다.

9) 상게서, 2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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是, 正當一般儒者侈談天人感應, 災異譴告的時候, 桓寬幾乎一句未講.)10)

곽예형이 《鹽鐵論》을 평한 글을 읽어보면 산문적 가치를 인정하긴 하지만, 곽말

약에 비한다면 오히려 구체적 분석은 부족하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漢書》에서 언급한 ‘增廣條目’의 의미를 검토해보자.

‘增廣’은 증가, 확대로 이해할 수 있다. ‘條目’은 《鹽鐵論》 60편의 각 편목을 가

리킨 것이라고 본다. 처음 회의의 취지 및 시작을 기록한 제1편 <本議>와 회의의 

종결 장면을 기록한 제59<大論>, 그리고 後序 혹은 自序에 해당하는 제60편 <雜

論>을 제외한 편목을 살펴보면 의문이 드는 점이 있다. 이해를 위해 일부지만 10편

만 요지를 열거해 본다.11)

제1<本議>는 회의의 기본적인 주요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며 이후 진행될 각론

에 대한 총론에 해당한다. 제2<力耕>은 상공업을 중시하는 御史大夫의 주장에 대

해 본업인 농업의 가치를 절대시 하는 문학의 반론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3<通有>

는 상업의 유통기능이 부를 창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御史大夫의 주장

에 대해, 상업은 기본적으로 재화를 소모하는 것이고 농업만이 부를 창출할 수 있

다고 하는 문학의 반론으로 되어 있다. 제4<錯幣>는 문학은 화폐 사용에 따른 사회 

풍조의 문란 등을 지적하면서 이를 비판하고 있는데, 화폐의 주조를 나라가 독점해 

이익을 취한다고 비판한다. 제5<禁耕>에서 御史大夫는 염철과 같은 큰 이익이 나

는 사업을 민간에 개방하면 능력 있는 부자들만 그 이익을 차지하고 서민들은 궁핍

해져 결국 정치도 불안해지니 민간에 개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문학은 국가의 안

위는 조정의 정치 여하에 있는 것으로 염철의 이익이 국가를 위해할 만한 것이 아

10) 상게서, 263쪽.

11) 지면상 10편까지의 요지를 적록한다. 대부분 편명을 보면 그 내용을 추론 할 수 있다.

전체 편명은 다음과 같다. 1.<本議> 2.<力耕> 3.<通有> 4.<錯幣> 5.<禁耕> 6.<復古>

7.<非鞅> 8.<晁錯> 9.<刺權> 10.<刺復> 11.<論儒> 12.<憂邊> 13.<園池> 14.<輕重>

15.<未通> 16.<地廣> 17.<貧富> 18.<毀學> 19.<褒賢> 20.<相刺>　21.<殊路>　22.<訟
賢>　23.<遵道>　24.<論誹> 25.<孝養> 26.<刺議> 27.<利議> 28.<國疾> 29.<散不足>

30.<救匱> 31.<箴石> 32.<除狹> 33.<疾貪> 34.<後刑> 35.<授時> 36.<水旱> 37.<崇

禮>　 38.<備胡> 39.<執務>　 40.<能言> 41.<取下> 42.<擊之> 43.<結和> 44.<誅秦>

45.<伐功> 46.<西域> 47.<世務>　48.<和親> 49.<繇役> 50.<險固> 51.<論勇> 52.<論

功> 53.<論鄒> 54.<論菑> 55.<刑德> 56.<申韓> 57.<周秦>　 58.<詔聖> 59.<大論>

60.<雜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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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며, 그것을 국가가 독점하는데서 많은 민폐가 생긴다고 반박한다. 제6<復古>는 

御史大夫가 염철 전매는 夷狄 토벌을 위한 것이라고 역설하자, 문학은 치국의 요

체는 옛 사람을 본받고 왕도를 실천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한다. 제7<非鞅>은 秦의 

商鞅에 대한 쌍방의 상반된 평가를 보여준다. 제8<晁錯>는 景帝때 제후에 대한 강

경책을 주장해서 吳楚七國의 亂을 만든 晁錯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기록했다. 제

9<刺權>에서 御史大夫는 염철전매는 나라의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역설하자, 문학

은 권력자들이 관영사업을 빙자하여 사리사욕을 추구한다고 반박한다. 제10<刺復>

에서 조정측이 武帝부터 등용된 儒生들의 무능함을 비난하자, 문학은 무제시기 부

터 말로만 儒生을 대우하고 실제로는 중용하지 않아서 공을 세울 기회가 없었다고 

말한다.

편명은 놀라울 정도로 주제별로 나누어져 있다. 과연 당시 현장에서 이렇게 단락

별로 나누어 토론을 매듭짓고 다음 주제로 넘어갔을까. 불가능했을 것이다. 또한 

논의의 범위가 역사인식 문제, 학술 사상에 대한 시비 등 전방위에 걸쳐 있다. 염

철전매의 득실을 따지는 경제 토론에서. 상앙이나 周나라 秦나라에 대한 시비평가

는 그다지 연관이 없어 보인다. 儒家와 法家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다. 게다가 孝

道나 西域에 관한 토론은 주제에서 아주 벗어난 느낌이다. 이것이 바로 《漢書》에서 

말한 ‘增廣條目’이 아닌가 싶다. 이 부분에서도 桓寬의 문학적 정리 혹은 편집이 

개입되었을 것이다.

본고는 이상의 관점을 기초로 《鹽鐵論》의 문학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Ⅱ. 人物 典型의 浮刻

《鹽鐵論》은 많은 사람이 참여한 회의를 기록한 것이다. 그 참가 인원수에 대한 

단서는 다음의 기록들에서 엿볼 수 있다. 《漢書》 <食貨志>의 기록을 보자.

始元 六年 郡國에 조서를 내려 賢良과 文學을 천거하여 백성들의 疾苦를 묻게 

하였다. 이에 鹽鐵의 논의가 시작 되었다. …… 소금과 철, 술 등의 전매를 관리하

는 관청과 均輸를 담당하는 관청을 철폐하여 天下와 더불어 이익을 다투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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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청하고, 절약 근검의 모범을 보인 뒤에야 敎化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였다. 그

러나 御史大夫 桑弘羊은 이를 반대하면서, “鹽鐵酒의 전매와 均輸 등은 국가의 

大業으로서 四夷를 제압하여 변방을 안정시키는 데 필요한 재정의 바탕이기 때문

에 철폐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丞相 車千秋와 함께 酒酤를 혁파하자고 상

주하였다.(始元六年, 詔郡國舉賢良文學士, 問以民所疾苦, 於是鹽鐵之議起焉

…… 皆對願罷鹽鐵酒榷均輸官, 毋與天下爭利, 視以儉節, 然後敎化可興. 弘羊

難, 以爲此國家大業, 所以制四夷, 安邊足用之本, 不可廢也. 乃與丞相千秋共奏

罷酒酤.)12)

위 단락을 보면 상홍양과 차천추는 이름이 지목되어 있지만 민간에서 선발된 문

학과 현량은 그 숫자를 파악하기 힘들다. 그런데 《鹽鐵論》 序文의 성격을 가진 <雜

論> 편에서 桓寬은 文學과 賢良의 신상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한다.

“내가 鹽鐵에 관한 토론을 보니, 公卿과 文學 및 賢良 등의 발언은 그 주장이 

각각 다르고 그 논거도 서로 달랐다. …… 처음에 汝南郡 출신의 朱子伯이 내게 

말하기를, 그 당시에 걸출한 인재들이 다함께 천거되어 사방에서 모여들었다고 한

다. 현량으로는 茂陵縣 출신의 唐生과 문학으로는 魯國 출신의 萬生 등의 무리 6

0여 명이 모두 궁정에 모여 六藝의 가르침을 펼치고 태평의 근원에 대해 논하였

다. …… 中山國 출신의 劉子雍은 先王의 道를 거론하여, 당대의 잘못을 바로잡고 

정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으로 되돌아가는 일에 힘써야 한다고 역설하였는

데, 그의 말은 올곧되 급박하지 아니하고 절실하되 공허하지 않았으니, 그 외양과 

실질이 잘 조화되어 있음으로 보아 가히 박학다식한 군자라 할만 했다. 九江郡 출

신의 祝生은 子路와 같은 의기를 떨치고 史魚와 같은 기절을 추숭하여, 분노와 

불만을 터뜨려 공경을 풍자하고 비판하면서 꼿꼿한 태도를 굽히지 않았으니, 가히 

‘강포한 무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할만하다. 상홍양 御史大夫는 당시의 상황에 

근거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권세와 이익을 숭상했다. 그 치우

친 정견과 협소한 변론이 비록 치국의 正法이라 할 수는 없지만, 大儒와 宿學도 

그의 논박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부끄러워하였으니, 가히 博物通士라 할 수 있었

다. …… 車丞相은 周公과 呂尙의 반열에 올라 중추적 위치에 있었으면서도, 입을 

꼭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니, 그런 사람은 거론할 필요도 없다. 저들 뭇 

12) 《漢書》 <昭帝紀>에도 방증 기록이 있다.: ｢五年 六月 其令三輔､ 太常舉賢良各二人,

郡國文學高第各一人. 賜中二千石以下至吏民爵各有差.｣; ｢六年 二月, 詔有司問郡國

所舉賢良文學民所疾苦. 議罷鹽鐵榷酤. 秋七月, 罷榷酤官, 令民得以律占租, 賣酒升

四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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丞相史나 御史들은 正道에 맞는 논의로 宰相을 제대로 보좌하지는 못하고, 같은 

무리를 이루어 오래도록 동행하며 상사의 뜻에 아첨하여 구차하게 영합함으로써 

윗사람의 환심이나 사려하였으니, 재주는 적고 학식은 얕으면서 아첨하는 말이나 

잘하는 무리들이야 언급할 가치도 없지 않겠는가.”13)

무엇보다 눈여겨볼 부분은 桓寬 본인이 염철 회의 기록을 구하여 친히 목도하였

다고 명시한 점이다. 그리고 회의에 참석했던 汝南郡 출신의 朱子伯에게 당시의 

싱황에 대하여 들었다는 것이다. 《漢書》에도 나오지만 桓寬도 汝南 출신이다.14)

이것은 《鹽鐵論》을 읽을 때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어야할 사항이다.

참가 인원 중, 조정측은 御史大夫 상홍양과 승상 차천추와 그들의 보좌진 격인 

승상사와 御史들도 참여했다. 漢朝의 제도에 의하면 御史大夫 상홍양을 보좌하는 

御史는 45명의 정원이며, 승상을 보좌하는 승상사는 100여명이 있었다.15)이 회의

에 그들 중 한사람만 참가할리도 없을 것이고, 게다가 관원의 신분으로 참여하였기

에 더욱더 그 발언이 기명될 확률이 높을 것인데 일률적으로 산거되었다. 그 이유

는 다음에서 짐작된다. 바로 “상사의 뜻에 아첨하여 구차하게 영합함으로써 윗사람

의 환심이나 사려하였으니, 재주는 적고 학식은 얕으면서 아첨하는 말이나 잘하는 

무리들이야 언급할 가치도 없지 않겠는가.”라는 대목이라고 본다. 즉 100명이 넘는 

그들의 개별적 존재에는 비중을 두지 않은 것이다. 단지 그들의 직급인 御史와 승

상사로 일괄 처리된다. 이렇게 하여 조정측은, 丞相, 大夫, 丞相史, 御史로 4명이 

참가한 것으로 처리한다.

민간측은 文學과 賢良이다. 현량과 문학은 모두 60여명 인데 朱子伯, 萬生, 劉

13) <雜論>: ｢余睹鹽鐵之議, 觀乎公卿⋅文學⋅賢良之論, 意指殊路, 各有所出, …… 汝南
朱子伯爲予言, 當此之時, 豪俊幷進, 四方輻湊. 賢良茂陵唐生⋅文學魯萬生之倫六十
余人, 咸聚闕庭, 舒六藝之風, 論太平之原.……中山劉子雍言王道, 矯當世, 復諸正,

務在乎反本. 直而不徼, 切而不, 斌斌然可謂弘博君子矣. 九江祝生奮由路之意, 推史

魚之節, 發憤懣, 刺譏公卿, 介然直而不撓, 可謂不畏强御矣. 桑大夫據當世, 合時變,

推道術, 尙權利, 闢略小辯, 雖非正略, 然巨儒宿學恧然, 不能自解, 可謂博物通士

矣.……車丞相卽周､ 呂之列, 當軸處中, 括囊不言. 彼哉! 彼哉! 若夫群丞相⋅御史,

不能正議以輔宰相, 成同類, 長同行, 阿意苟合, 以說其上, 斗筲之人, 道諛之徒, 何

足算哉!｣
14) 각주 2 참조.

15) 《漢書》 <百官公卿表> 및 衛宏《漢舊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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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雍, 祝生 등 몇 명의 실명도 거론하고 있다. 물론 60여명의 발언을 일일이 구별

하며 인지하였는가는 확언하기 어렵지만, 분명히 개별 발언자의 언어나 기질에 대

한 특징을 평가하는 것으로 보아 상당한 정보가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桓寬은 이들을 모두 압축해 현량, 문학으로 2명으로 처리한다. 과도

할 정도로 참가 인원의 수를 정리한 것이다. 그 까닭은 무엇인가. 일차적으로는 적

어도 70명 이상이라고 추론되는 발언자가 6명이 발언한 것으로 처리 되면 독자들

은 명료하게 참석자의 발언 요지를 파악할 수 있다.16)

더 중요한 이유는 인원수를 압축하여 논지를 집중시키고 긴장과 갈등을 돌출시키

려 한 것이라고 본다. 이런 안배에 따라 토론은 치열하고 갈등의 골은 깊어지는 효

과를 거둔다. 마치 현대극에서 보는 최소한의 인물을 등장시켜 갈등과 충돌을 부각

시킨 양상과 같다. 중국의 전통 희곡도 역시 뚜렷한 캐릭터 몇 명만이 등장하곤 한

다. 이런 점을 감안하다면 곽말약이 《鹽鐵論》은 희극문학으로 발전할 요소를 갖추

고 있다고 말한 것은 남다른 식견이라고 본다.

Ⅲ. 地文의 활용

주지하듯 희극에서 대화를 뺀 인물의 동작, 표정, 심리, 말투 따위를 지시하거나 

서술하는 것을 지문이라 하는데, 일찍이 元代 雜劇에서도 ‘科’가 이런 역할을 하였

다. 《鹽鐵論》에도 원 잡극의 科를 연상케 하는 문자들이 다분하다. 현대 드라마,

연극대본에는 인물의 대화 사이에 괄호 안에 인물의 표정 동작이나, 무대의 분위기

나 배경 등을 설명하는데 《鹽鐵論》에는 별도의 구별 없이 본문 안에 같이 혼입되어 

있을 뿐이다. 《鹽鐵論》의 토론 장소는 漢나라 조정으로 한정되어 있기에 이러한 문

자는 대부분 이들의 동작과 표정을 그려내 그들의 심태를 대변하는데 집중된다. 이

런 문장 표현은 곳곳에서 발견되는데 중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분류해 본다면 인물

16) <大論>: ｢大夫撫然內慚, 四據而不言. 當此之時, 順風承意之士如編, 口張而不歙, 舌

舉而不下, 闇然而懷重負而見責.｣ 이 대목을 보면 참가한 御史의 수를 如編이라고 표

시한 것을 보면 서너 사람이 정도가 배석한 것이 아니라 상당한 인원이 참석한 것을 

감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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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동작과 심리 그리고 현장의 분위기를 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 중 몇 단락

의 전후 과정을 보자. <國疾>의 한 대목이다.

文學이 말했다.

“나라에 賢士가 있는데도 쓰이지 않는 것은 士의 잘못이 아니고 군주의 수치입

니다.……지금 정치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儒者들이 가난하고 지위도 낮은 처지에 

말만 많다고 걱정하지만, 儒者들 역시 당국자들이 부귀하지지만 재앙이 많아질 것

을 걱정합니다.”

＊大夫는 文學을 쳐다보고는 심기가 불편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丞相史가 말했다.

“국가의 정사를 논하고 당국자의 득실을 논하면서, 어찌 차근차근 이치에 맞게 

설득하지 않고 어찌 이리 다그칩니까.……그런데 지금 당신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거리낌이 없어서, 公西赤과 子貢 같은 언사는 없고 당신들의 저속하고 억지스런 

모습만이 보일 뿐이니, 이런 경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大夫의 말씀이 다소 지

나쳤다고 하여 유생들 역시 이와 똑같이 대하니, 유생들이 大夫께 마땅히 사과해

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현량과 문학들은 모두 자리를 떠나면서 말했다.

“저희가 고루하고 조정에 들어올 수 있는 자가 매우 적어, 망령된 말을 함으로

써 적절하지 못한 점이 많아 당국자의 심기를 거슬리게 하였습니다.……만 리를 다

스리는 조정에 계시면서 매일 찬성하는 소리만 듣다가, 우리의 직언과 거리낌 없

는 말을 들으셨는데, 이것이 바로 공경들에게는 좋은 약이 되고 침이 되는 것입니

다.”

＊大夫의 안색이 조금 펴지자, 大夫는 문학들을 뒤로하고 현량을 바라보며 말

했다.(文學曰: 國有賢士而不用, 非士之過, 有國者之恥.……今執政患儒貧賤而多
言, 儒亦憂執事富貴而多患也. 大夫視文學, 悒悒而不言也. 丞相史曰: 夫辯國家

之政事, 論執政之得失, 何不徐徐道理相喩, 何至切切如此乎!……今辯訟愕愕然,

無赤⋅賜之辭, 而見鄙倍之色, 非所聞也. 大夫言過, 而諸生亦如之, 諸生不直謝

大夫耳. 賢良⋅文學皆離席曰: 鄙人固陋, 希涉大庭, 狂言多不稱, 以逆執事.……
萬里之朝, 日聞唯唯, 而後聞諸生之愕愕, 此乃公卿之良藥針石. 大夫色稍寬, 面

文學而蘇賢良曰.)17)

위에서 ＊로 표시한 지문의 활용으로 인해 독자들은 논리의 격돌 뿐 아니라 감정

적 충돌까지도 느낄 수 있게 된다. 위 대목을 보면, 문학이 御史大夫 상홍양을 공

17) <國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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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하자 大夫는 불쾌감에 입을 닫는다. 이것을 보던 하급관원 승상사가 윗분의 심기

를 읽고 문학을 공격한다. 이에 문학과 현량이 大夫에게 일종의 사과를 표시한다.

이것은 御史大夫의 체면을 조금 살려준 셈이다. 이에 御史大夫는 안색이 풀린다.

지문이 없다면 이런 내면 심리를 포착하기 힘들 것이다.

<園池>에도 짧지만 미묘한 심리 상태를 잡아내는 구절이 있다.

문학이 말했다. …… 일없는 관리와 의미 없는 공공사업, 사치한 옷을 입고 공이 

없으면서도 나라의 녹을 받아 입고 먹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은 부

족하고 백성들은 궁핍한 것입니다.(文學曰: …… 無用之官, 不急之作, 服淫侈之

變, 無功而衣食縣官者衆, 是以上不足而下困乏也.)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 불필요한 관원들이 없겠는가, 더욱이 功臣과 宗親 및 외

척들이 즐비한 漢나라는 더욱 그러했다. 이것은 그 시대 환경에서는 민감한 지적이

었다. 《鹽鐵論》은 상홍양의 반응을 이렇게 적고 있다.

大夫는 말이 없이 丞相과 御史를 쳐다보았다.(大夫黙然, 視其丞相⋅御史.)

간결하지만 명료하게, 상홍양의 난처함 그리고 승상과 御史에게 도움을 청하는 

심리상태가 핍진하다. 위와 같이 ‘科’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동작과 표정 분위기를 

묘사하는 地文은, 참가자들의 미묘한 심리까지 생생하게 전달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것이 바로 《漢書》에서 지적한 ‘推衍’의 하나라고 생각한다.18) <國疾>과 

<園池>를 제외하고 다른 편에도 유사한 구절들이 많다.

1. 동작 묘사

大夫는 생각에 잠겨 말이 없었고, 賢良들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大夫繆然不

言, 蓋賢良長嘆息焉.) 御史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御史進曰.)19)

御史는 입을 닫고 상대하지 않았다.(御史黙不對.)20)

18) 《漢語大詞典》은 推衍을 推演, 推論衍繹라고 풀이한다.

19) <刺復>

20) <論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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御史는 말이 없이 대답하지 않았다.(御史黙不答也.)21)

大夫가 “御史” 하고 불렀다. 御史가 미처 응답하지 못한 사이, 大夫는 丞相史

에게 말했다.(大夫曰 : 御史! 御史未應. 謂丞相史曰.) 승상사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丞相史進曰.)22)

승상사가 묵묵부답하였다.(丞相史黙然不對.)23)

大夫가 묵묵부답하였다.(大夫黙然不對.)24)

大夫가 딴청을 피면서, 응대하지 않았다.(大夫俯仰未應對.)25)

御史가 묵묵부답하였다.(御史黙然不對.)26)

2. 표정 묘사

大夫는 이에 표정이 엄숙해지고 마음이 불쾌해졌다.(大夫曰爲色矜而心不懌.) 27)

大夫는 기분이 상해 안색이 변하면서 응대하지 않았다.(大夫不說, 作色, 不應

也.)28)

大夫는 발끈하여 안색이 변하더니 입을 닫고 응대하지 않았다.(大夫勃然作色,

黙而不應.)29)

3. 상황 묘사

마치 검객들이 싸우듯이 논쟁하고 장기나 바둑 두듯이 말다툼하며, 얼굴에 노기

를 가득 띠고 상대를 힐난하고 고집을 피며 양보하지 않으니, 당국자는 그대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되고 현량과 문학은 겸손하지 않다는 오명을 쓸 것입니

다. 나는 유생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若夫劍客論⋅博奕辯, 盛色而

相蘇秦, 立權以不相假, 若有司不能取賢良之議, 而賢良⋅文學被不遜之名, 竊爲

諸生不取也.)30)

21) <未通>

22) <遵道>

23) <刺議>

24) <備胡>

25) <刑德>

26) <詔聖>

27) <刺復>

28) <相刺>

29) <救匱>

30) <葴石>. 이것은 승상의 말이지만 당시의 어투나 표정 즉 분위기를 표현한 것으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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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卿이 안색을 바꾸면서, 마치 앞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았

다. 이에 마침내 회의를 끝내고 토론을 중지하였다.(公卿愀然, 寂若無人. 于是遂

罷議, 止詞.)31)

大夫가 멍한 표정을 지으며 내심 부끄러워하였고, 바닥을 짚고서 아무 말도 하

지 않았다. 이때, 부화뇌동하던 御史들이 줄줄이 있었지만, 모두들 입을 다물지 

못한 채 혀를 들어 내리지도 못하면서, 풀이 죽은 모습이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꾸지람 듣는 것 같았다.(大夫撫然內慚, 四據而不言. 當此之時, 順風承意之士如

編, 口張而不歙, 舌舉而不下, 闇然而懷重負而見責.)32)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런 地文이 10편부터 삽입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마치 

토론이 시작된 후 9편까지는 서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던 쌍방이 견해차로 인해 

자연스레 감정이 골이 깊어져 불편한 심사를 폭발하는 듯 보이게 된다. 책을 따라 

읽다보면 독자들은 마치 실시간으로 그들의 격론을 마치 앞에서 보는 듯한 효과를 

거두게 된다.

사실 엄정한 기록 태도를 담보하거나 기록의 사실성에 대한 독자의 신뢰를 높이

려면 이런 심리 묘사는 불리한 것이다. 작자의 주관적 정서가 개입되는 것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상홍양을 위시한 조정측에 대하여 작자의 폄하가 분명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문의 사용이 가독성을 높인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

다. 地文이 비록 자수로는 얼마 안 되지만 발언자의 내면을 그려내는 데는 매우 효

과적이다. 물론 지금의 발전한 희극에 비교한다면 《鹽鐵論》地文의 활용범위는 매우 

제한적이고 수준 또한 높은 것은 아니지만, 이런 장치들로 《鹽鐵論》의 문학적 성취

가 제고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Ⅳ. 引用과 潤飾

《鹽鐵論》에 보면 쌍방은 수많은 문헌을 인용하며 논지를 전개하여 발언의 정당

수 있다.

31) <取下>

32) <大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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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권위를 강화한다. 이것은 발언자 모두에게 공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유생들의 집단인 文學과 御史大夫 상홍양의 발언 하나를 골라보았다.

文學이 말했다. 孔子께서 말씀하시기를, ‘제후나 大夫는 재화가 적은 것을 걱정

하지 않고 그것이 공평하게 분배했는지 걱정하며, 가난함을 근심하지 않고 편안하

지 못함을 근심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天子는 많고 적음을 말하지 않고, 諸

侯는 이익과 손해를 말하지 않으며, 大夫는 얻고 잃음을 말하지 않는 법입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仁義를 쌓아 백성을 감화시키고, 덕행을 넓혀 백성의 마음을 회

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가까이 있는 자들은 친밀하게 귀순하여 오고,

멀리 있는 자들도 기꺼운 마음으로 복종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적을 잘 이기는 자

는 싸우지 않고, 잘 싸우는 자는 군사를 출동하지 않고, 군사를 잘 통솔하는 자는 

軍陣에 구애받지 않습니다.(文學曰: 孔子曰, “有國有家者, 不患寡而患不均, 不

患貧而患不安.” 故天子不言多少, 諸侯不言利害, 大夫不言得喪. 畜仁義以風之,

廣德行以懷之. 是以近者親附而遠者悅服. 故善克者不戰, 善戰者不師, 善師者不

陣.)33)

위의 발언에 인용된 것은 가시적으로는 ‘孔子曰’ 하나지만, 출전을 명시하지 않고 

인용한 것이 더욱 많다. ‘공자왈……’은 《論語》 <季氏>의 ｢丘也聞, 有國有家者, 不

患寡而患不均, 不患貧而患不安.｣을 인용한 것이다. 다음으로 ‘天子는 많고……’는

《荀子》 <大略>｢天子不言多少, 諸侯不言利害, 大夫不言得喪, 士不通貨財.｣를 인

용한 것이다. ‘가까이 있는 자들은……’은 《論語》 <子路>의 ｢近者悅, 遠者來.｣를 응

용한 것이라고 봐야한다. ‘적을 잘 이기는……’은 《春秋穀梁傳》 莊公 8년의 ｢善陳者
不戰, 此之謂也, 善爲國者不師, 善師者不陳, 善陳者不戰, 善戰者不死, 善死者不

亡｣를 축약하여 차용한 것이다.

무심히 보면, 文學들이 전부 유가 문헌에 능숙하여 절로 나온 것일 수도 있다고 

보이지만, 그보다는 桓寬이 그들의 발언 요지를 문헌을 대조하며 수정했을 가능성

이 더 크다. 평시라면 모르겠지만 즉문 즉답의 격론 현장에서 입만 열면 원전을 암

송해 이어가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문학과 현량의 발언은 거의 이런 유형으로 典

據의 집체다. 상대방인 御史大夫 상홍양의 사례도 이런 경향이 적지 않다.

33) <本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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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夫가 말했다. “관직이 높으면 봉록이 후하고 뿌리가 실하면 가지가 무성한 법

입니다. 그러므로 周 文王이 德이 있어 그 자손들은 봉토를 받았고, 周公이 成王

을 보좌하여 伯禽은 제후의 부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물이 넓으면 거기에 사는 

고기도 크고 아비의 지위가 높으면 그 자식도 귀하게 됩니다. 《傳》에서 이르기를,

‘큰 강과 바다는 천 리의 땅을 적실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큰 덕은 사해에까지 

미치는 것인데, 하물며 그 처자에게야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조정에서 

남편이 귀하게 되면 집안에 있는 그 처도 귀하게 되고, 부유하게 되면 화려해진다

고 하는 것은 예로부터 내려온 이치입니다. 《孟子》에 이르기를, ‘王者도 보통 사람

과 같지만 남다른 기상이 있는 것은 처한 지위가 그렇게 만든 것이다’라고 하였습

니다.(大夫曰: 官瘭者祿厚, 本美者枝茂. 故文王德而子孫封, 周公相而伯禽富.

水廣者魚大, 父瘭者子貴. 《傳》曰: “河海潤千里.” 盛德及四海, 况之妻子乎? 故

夫貴于朝, 妻貴于室, 富曰苟美, 古之道也. 《孟子》曰: “王者與人同, 而如彼者,

居使然也.”)34)

상홍양은 먼저 우선 周 文王, 周公, 伯禽 등 유가가 찬양하는 인물들을 동원해 

자신의 폭 넓은 견식을 보여준다.35)《傳》이라고 인용한 것은 《春秋公羊傳》 僖公

31년 ｢山川有能潤于百里者, 天子秩而祭之. 觸石而出, 膚寸而合. 不崇朝而徧雨

乎天下者, 唯泰山爾. 河海潤于千里.｣에서 나온 말이다. ‘조정에서 남편이……’라는 

말은 출전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儀禮》 <喪禮>의 ｢夫尊於朝, 妻貴於室矣.｣와 《論

語》 <子路>의 ｢富有, 曰: 苟美矣.｣라는 孔子의 말을 배합해 활용한 것이다. ‘孟子

曰’ 운운은 《孟子》 <盡心上>의 ｢孟子曰: 王子宮室車馬衣服, 多與人同而王子若彼

者.｣를 인용한 것이다.

상홍양은 《春秋公羊傳》과 《孟子》를 내세우며 논지의 근거로 삼고 있다. 이는 그

의 학식을 보여 주는 동시에 그가 유생을 상대함에 유가적 지식이 전혀 부족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또한 출전을 명시하지 않은 채 나온 발언도 문헌적 

배경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 두 가지를 고려해 본다. 발언시 ‘……이르기를’이라고 출전을 명시하면 쉽

게 원전 원문과 비교할 수 있지만, 출전을 명시하지 않은 채 각자가 소화해 사용한 

말도 많고 그것은 출전을 찾아내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이다.36)

34) <刺權>

35) 《鹽鐵論》에서 제일 뛰어난 인물은 상홍양이라고 할 수 있다. 桓寬조차 그를 博物通士

라고 칭하며 경의를 표할 정도였다. 각주 1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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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桓寬의 개입을 고려할 수 있다. 예컨대 《鹽鐵論》 전편에서 상홍양은 거의 

백과사전적 지식을 자랑한다. 물론 그의 학문적 성취에 근거한 것이겠지만, 역시 

桓寬의 정리나 가공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 기타 인물들의 발언도 거의 입만 

열면 문헌을 인용하며 논리의 근거로 삼는다. 필자가 보기에는 모종 문헌의 요약 

혹은 취지를 인용한 발언에 대하여, 桓寬이 정리 편집시 다시 정리 보충하였을 것

이라고 추측한다. 古人들의 博學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많은 책들을 다 외

운다는 것이 무리일 것이다. 더우기 과열된 토론 현장에서 즉시적으로 적합한 구절

을 끄집어 사용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본다. 필시 윤문과 편집의 과정을 거

쳤다고 보며, 이로 인해 《鹽鐵論》은 정련되고 학술적 품위를 갖춘 문장으로 만들어

질 수 있었다. 桓寬이 ‘博通’했다고 평가한 《漢書》의 언급도 이런 추측에 힘을 보탠

다.37) 이밖에도 賦體의 반복되는 문장이나 대구 등이 나타나는 것도 작자의 가공

에 의한 윤문이라 본다. 漢賦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대목을 살펴보자.

현량이 말했다. …… 옛날 衛나라 靈公이 엄동설한에 백성을 동원하여 못을 파

게 하였는데, 신하 海春이 간하기를 ‘날씨가 추워 백성들이 얼고 굶주렸으니, 임금

께서 이 일을 그만두시길 바랍니다’라고 했더니, 영공은 ‘날씨가 춥다고? 나는 왜 

춥지 않지?’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편안한 사람은 위태로운 사람을 동정할 줄 모르고, 배부른 

사람은 굶주린 사람을 먹일 줄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곡식과 고기를 실컷 

먹는 사람은 빈궁한 자의 기갈을 알기 어렵고, 안일과 쾌락에 빠져 있는 사람은 

노동자의 고생을 알기 어렵습니다.

무릇 크고 높은 집과 넓고 그윽한 방에 사는 사람은 작은 방, 좁은 오두막, 지

붕은 비가 새고 바닥은 습기 차 눅눅한 집에서 사는 이의 아픔을 모릅니다.

말에게 백여 대의 수레를 끌게 하고 재화가 집안 창고에 가득 차 있으며 묵은 

곡식이 쌓여 있는데도 새 곡식을 또 들여놓는 사람들은 아침만 먹고 저녁은 굶으

면서 빚은 쌓여있는 이의 초조함을 모릅니다.

넓은 집과 큰 정원, 기름진 밭이 있는 사람은 바늘 하나 꽂을 땅이 없어 사방을 

36) 《鹽鐵論》에 인용된 문헌은 儒家의 《周易》､ 《尚书》､ 《尚书大传》､ 《诗经》､ 《周禮》､ 
《禮记》､ 《大戴禮记》､ 《公羊传》､ 《穀梁传》､ 《左传》､ 《论语》､ 《孔子家语》､ 《孝经》､ 
《孟子》､ 《荀子》, 道家의《太公阴符》､ 《管子》､ 《老子》､ 《文子》､ 《莊子》､ 《郑长者》, 法

家로는《商君书》､ 《慎子》､ 《韩非子》 가 있다.

37) 각주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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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도는 이의 괴로움을 모릅니다.

좋은 말들이 산을 뒤덮고 소와 양이 계곡에 가득 찬 사람은 돼지 새끼 한 마리

도 없고 비쩍 마른 송아지 한 마리도 없는 이의 가난을 모릅니다.

종일 높은 베개 베고 누워 걱정 없이 지내며 늙은이와 아이들이 춥고 배고픔을 

호소하는 소리를 듣지 못한 자는 빚 독촉과 세리에 시달리는 이의 근심을 모릅니

다.

비단옷 휘감고 가죽신 신고 기름진 쌀밥 먹으며 부드러운 살코기 뜯는 사람은 

짧은 베옷을 입은 사람의 추위와 쌀겨와 지게미를 먹는 이의 고통을 모릅니다.

종일 조용히 방안에서 하는 일 없이 옷 가져오면 받아 입고 밥상 받아먹는 사람

은 몸소 밭가는 이의 수고로움을 모릅니다.

튼튼한 수레에 올라 좋은 말을 몰면서 시종들이 열 지어 뒤따르게 하는 사람은 

짐을 지고 걸어가는 이의 수고로움을 모릅니다.

편안한 침상과 푹신한 모직 좌석에다 처첩과 시종들이 즐비하게 옆에 서 있는 

사람은 수레를 끌고 높은 곳에 오르거나 배를 저어 흐르는 물을 가로질러 건너는 

이의 어려움을 모릅니다.

가볍고 따듯한 옷과 멋진 가죽 외투를 입고 따뜻한 방에서 살며 편안한 차를 타

고 다니는 사람은 변경의 성벽에 오르는 수자리들과 황량한 胡와 代 지방을 떠돌

면서 살을 에는 찬바람을 맞는 이의 위험과 추위를 모릅니다.

처자가 한 집에서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자손들이 옆에서 돌보아 주는 사람은 服

役하러 나간 사람의 노모의 초췌함과 남편을 그리는 부인의 슬픔과 한을 모릅니

다.

귀로는 온갖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눈으로는 광대의 우스꽝스러운 연기를 보는 

사람은 날아오는 화살을 맞으면서 멀리 나라 밖에서 적을 막다가 쓰러져간 이의 

죽음을 모릅니다.

공무용 책상에 엎드려 붓을 떨쳐 판결을 내리는 사람은 형구를 차고 포승에 묶

인 처참함과 채찍과 매에 시달리는 이의 고통을 모릅니다.

푹신한 의자에 앉아 책에 쓰인 것만 보고 어렵잖게 지시하는 사람은 실제로 길

을 걷고 물을 건너 실행하는 이의 어려움을 모릅니다.38)

38) <取下>: ｢衛靈公當隆冬興衆穿池, 海春諫曰: “天寒, 百姓凍餒, 願公之罷役也.” 公曰:

“天寒哉? 我何不寒哉?” 人之言曰: “安者不能恤危, 飽者不能食飢.” 故餘粱肉者難爲

言隱約, 處佚樂者難爲言勤苦. 夫高堂邃宇, 廣廈洞房者, 不知專屋狹廬, 上漏下濕者

之㿊也. 系馬百駟⋅貨財充內, 儲陳納新者, 不知有旦無暮, 稱貸者之急也. 廣第唐園,

良田連比者, 不知無運踵之業, 竄頭宅者之役也. 原馬被山, 牛羊滿谷者, 不知無孤豚

瘠犢者之窶也. 高枕談臥, 無叫號者, 不知憂私責與吏正戚者之愁也. 被紈躡韋, 搏粱

囓肥者, 不知短褐之寒, 糠米后之苦也. 從容房闈之間, 垂拱持案食者, 不知跖耒躬耕

者之勤也. 乘堅驅良, 列騎成行者, 不知負擔步行者之勞也. 匡床旃席, 侍御滿側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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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대목은 御史大夫의 질문에 대한 현량의 대답 일부를 적록한 것이다. 본문을 

보면 ｢……모릅니다[不知……]｣형식의 문구가 십여 차례 반복 진술된다. 이것으로 

지배층이 모르는 수많은 백성들의 고충은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이런 문장은 桓寬

이 賦體의 기법을 응용하여 의식적 가공을 거친 것이 분명하다.

다만 위 같은 사례는 다만 그것이 全書에 걸쳐 일관되게 적용된 것이 아니고 산

견되는 것이기에 강조하여 장을 개설하지는 않았다.39)

Ⅴ. 결론

《鹽鐵論》은 漢나라 昭帝시기 벌어진 鹽鐵 전매를 둘러싼 논의를 기록한 것이다.

당시의 경제⋅사상⋅학문⋅문화⋅풍습 등을 생생하게 전해줄 뿐 아니라 간결하고 

명확한 문장은 대화체 산문의 전범으로 내세워도 손색이 없다. 저자 桓寬은 염철 

회의 원 기록에 윤문과 희극화 성분을 가미하여 생동감 넘치는 대화체 산문을 창조

했다. 《鹽鐵論》을 經濟를 소재로 한 ‘대화체 역사 소설’이라고 규정한 郭沫若의 주

장이 널리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문학성이 그만큼 농후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필자의 견해로는 약간의 손질만 가하면 당장 극본으로 사용해도 

不知負輅挽舩, 登高絶流者之難也. 衣輕暖, 被美救, 處溫室, 載安車者, 不知乘邊城

飄胡⋅代鄕淸風者之危寒也. 妻子好合, 子孫保之者, 不知老母之憔悴, 匹婦之悲恨也.

耳聽五音, 目視弄優者, 不知蒙流矢, 距敵方外者之死也. 東向伏几, 振筆如調文者,

不知木索之急, 箠楚之痛者也. 坐旃茵之上, 安圖籍之言, 若易然, 亦不知步涉者之難

也.｣
39) <散不足>에도 유사한 대목이 나온다. ‘蠹’라는 글자를 십여 차례 반복하며 비판의 강도

를 극대화한다. ｢궁실을 사치하게 짓는 것은 삼림을 좀먹는 것입니다. 기물을 갈고 다

듬는 것은 재화를 좀먹는 것입니다. 의복을 화려하게 하는 것은 베와 비단을 좀먹는 

것입니다. 개와 말이 사람의 음식을 먹는 것은 오곡을 좀먹는 것입니다. 입과 배의 욕

심을 내버려두는 것은 어류와 육류를 좀먹는 것입니다. 비용을 절제하지 않는 것은 창

고를 좀먹는 것입니다. 새는 곡식 창고를 막지 않는 것은 농지를 좀먹는 것입니다. 장

례와 제사에 한도가 없는 것은 산 사람을 좀먹는 것입니다. 이루어진 것을 무너뜨리고 

옛 것을 고치는 것은 공을 해치는 것이고, 상공업을 육성하는 것은 농업을 해치는 것

입니다.｣(宮室奢侈, 林木之蠹也. 器械雕琢, 財用之蠹也. 衣服靡麗, 布帛之囊也. 狗

馬食人之食, 五谷之蠹也. 口腹從恣, 魚肉之蠹也. 用費不節, 府庫之蠹也. 漏積不禁,

田野之蠹也. 喪祭無度, 傷生之蠹也. 墮成變故傷功, 工商上通傷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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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색이 없을 정도로 구성도 탄탄하다. 本稿는 필자 나름의 몇 가지 각도에서《鹽鐵

論》의 문학적 가치에 대해 분석한 것이다. 더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할 여지가 많을 

것이다. 후속 작업을 요하는 부분이다. 이밖에도 《鹽鐵論》에 인용된 문헌에 대한 

분석은 漢代 학술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추후에 이 방면의 논의를 더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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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鹽鐵論》是出现於西汉宣帝时期的一部散文著作, 是當时汝南人桓宽在盐

铁会议议文的基礎上加工而成的. 盐铁论的出现, 从西汉政治形势的衍变及中

国思想史的发展来说, 有其必然性, 但从中国古代散文的发展来说, 却不能不

说是一個很奇異的现象, 郭沫若早已說這部《鹽鐵論》是一部處理歷史題材的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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話體小説. 而且要求文學史家應該予以適當的地位. 本文试从以下三個方面进

行论述其文學價値: 一､ 人物数目調整 二､ 形象化的語句 三､ 引經據典方法.

的確桓寬曾对辩论内容进行编排, 对记錄文字进行推衍, 对文章语言作过加工

润色, 这是确定無疑的. 但雖有剪裁, 基本上則保存了雙方的主要論點和論據.

這個作法是比較客觀公允的. 總之其文平易鴻博, 與西汉文不类. 無论如何,

在西汉时期能出现这样形式優美的散文, 確实可以算是一個奇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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