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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曹植 192232)의 자는 자건으

로 조조와 변씨 사이에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문제조비와조창의동생이

다 일찍부터 뛰어난 문학적 재능을

보여주어 건안문학의 중심인물이 되

었다 그러나조비와의후계경쟁에서

패배한비운의천재였다

그는일찍부터아버지조조의총애

를 받아 211년 평원후 214년 임치후

에봉해졌다 업성에동작대가완공되

자조조는여러아들들에게각자시를

짓도록 했다 그는 단숨에 동작대부

(銅雀臺賦) 한편을 지었다 내용이 당

당하며 기백이 늠름해서 조조가 크게

흡족해 했다고 한다 조조는 조비와

조식 사이에서 누구를 후계자로 삼을

지를 놓고 고민했다 이에 따라 조정

은 친조비파와 친조식파로 양분되었

다 정의 정익 양수등이조식의측근

이되었다 조비는겸손하게중신들과

관계를 돈독히 해 조정 안팎으로부터

신임을 얻었다 그는 상서 최염의 조

카 사위였지만 최염은 그를 옹호하지

않았다고한다 후계문제를자문받자

춘추에 따르면 맏아들로 세워야 한

다고했다조비는애정이깊고효심스

럽고총명하니대통을잇는것이당연

하다 저는 죽음을 각오하고 그를 보

위할 것이다고 대답했다 중신 가후

는 원소와 유표 집안의 사례를 들어

장남인조비를적극천거했다 조비가

후계자로낙점되었다

그는 음주에 절제가 없어 조조로부

터여러번신임을잃었다 대장군조인

이 번성에서 관우에게 포위되자 조조

는그를구원군으로보내려했지만술

에취해조조는후회하고그의관직을

박탈하였다 217년에는 수레를 타고

천자만이가는길을달려가조조가매

우노했다는기록이남아있다 조비는

왕위에오른후조식측근인정의와정

익집안을주살해화근을없애려하였

다 조비는그를핍박해죽음으로몰아

넣으려했다 그유명한조식의칠보시

(七步詩)가탄생한배경이다

콩을 끓여 국을 만들고 콩을 짜서

즙을 만드네 줄기가 솥 아래서 부서

지고 콩은 솥 안에서 눈물 흘리네 본

래는 한 뿌리에서 태어났지만 이리도

뜨겁게 불을 때는가 그는 콩과 콩깍

지로 형제 상란을 비웃었다 조비가

매우 부끄러워해 그를 풀어주었다고

한다 콩깍지를 태워 콩을 삶는다는

자두연기(煮豆燃萁)는 이후 골육상잔

을의미하는고사성어가되었다

그는 조비로부터 끊임없이 감시를

받았다 일거수일투족을감시받는자

신의불우한처지를참새에비유한야

전황작행(野田黃雀行)은 이때 탄생한

시다 높은 나무에 슬픈 바람 자주 일

다는 뜻의 고수다비풍(高樹多悲風)이

라는 첫 구절은 그의 처절한 심경을

잘보여준다 평민으로내쳐져죽임을

당한문제의황후견비를사모하는심

정을 담은 낙신부(洛神賦) 또한 작품

성을높게인정받았다

그는 조조 조비와 함께 건안문학

의 핵심이었다 오언시를 발전시키고

중국 문학사상 최초의 문단을 형성하

였다 유협의 문심조룡에는 건안초에

이르러 오언시가 갑자기 성행하였는

데문제와진사왕조식이앞서서마음

껏 달렸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의 시

는 적극적이고 전취적인 낙관주의에

바탕을두고있다 자유분방하고거리

낌없는조씨가문의호탕하고담백한

시풍이잘나타나있다 남북조시대의

시인 사령운은 천하에 재주가 한 석

이라면 조식이 혼자 여덟 두를 가졌

구나라고 칭찬하였다 당시의 저명

한 비평가 종영은 그를 모든 시대를

통털어최고의시인중한명으로높이

평가하였다 그는자신의경험을시의

중심 소재로 만듬으로써 시인의 이름

을 드러내 중국 최고의 서정시인 중

한명으로 자리매김했다 아버지 조조

의 뒤를 따라 악부시를 발전시키는데

공헌하였다

형 문제가 죽고 조카인 명제 조예

가황위를이었지만처지는크게나아

지지 않았다 여러 번 상소를 했지만

크게 쓰이지 않았다 11년 동안 세 번

천도했고 항상 근심이 깊어 즐겁지

않았다 41살에 병을 얻어 세상을 떠

났다 삼국지저자진수는 조식은문

학적 재능이 풍부하고 화려하여 후세

까지전해졌지만 겸양하지않아장래

의 재앙을 막을 수 없었고 결국 황제

가될수없었다고평하였다

비운의문학천재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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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깍지 칠보시로 골육상잔비웃어

<초당대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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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

원을받았습니다

정권교체 필요사드 수위 높이는 中 매체

한반도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

어체계) 배치를 반대하는 중국이 연일 관

영매체와전문가들을동원해한국최고지

도자및 정권에대해도를넘는발언을하

고있다

중국의 대표적인 관변학자인 저장(浙

江)대학 한국연구소 리둔추(李敦球) 교수

는 15일 관영 북경청년보(北京靑年報)에

기고한 글에서 사드 문제로 한국이 돌아

올 길이 없어졌다면서 이런 위기 해결을

위해선정권교체가필요하다고주장했다

리 교수는 사드 배치가 한국에 다각도

로 상처를 주고 정치적 분열을 심화시키

고 있으며 집권당과 야당 정부와 민중이

서로 비방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며

국회 비준을 거치지 않고 사드를 배치하

겠다고선언한것은민주국가의근본을뿌

리째흔들수있다고몰아세웠다

특히 그는 한국 언론을 인용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

혹 세월호 침몰 메르스 사태 등 수많은

문제가발생했다면서현재한국은난세라

는극단적인표현까지서슴지않았다

또한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한국 내 인

사들의발언을자세히소개하면서내년한

국대선에서정권교체를희망했다

환구시보(環球時報)도 이날 한국 언론

들이 사드와 관련해 대국의 보복이 시작

됐다고대대적으로떠들고있다면서그러

나 중국은 아직 한국에 대한 제재를 공식

적으로발표한게없다고보도했다

이신문은한국이살아남기위해선사드

와 관련해 중국과 미국 중 하나를 선택해

야 하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며 한국과 중

국의 밀월은 끝났고 양국은 장밋빛 안경

을벗고정치적으로서로의실력을재조명

해야한다고주장했다

앞서관영영자지차이나데일리는지난

13일분석기사에서자국전문가들의 목소

리를통해 사드배치란정치적실수로박

근혜 대통령이 중국에 관해 이룩한 성과

물을지워버렸다고주장했다

당일 환구시보의 영문판인 글로벌타임

스도 사드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한편중국에진출한국내손해보험사들

이현지보험당국으로부터감사를받고있

다일단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

어체계)의 한반도 배치에 따른 경제보복

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

만 한중간긴장이높아지는상황이라귀

추가주목된다

이날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 KB

손해보험은 최근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

회(CIRC)로부터 현지의 새 회계기준과

관련한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

다 삼성화재는이날부터 3주간감사에돌

입하겠다고보감위가예고해둔상태다

중국보감위의감사는올해부터새지급

여력제도인 CROSS(China Riskori�

ented Solvency System)를 시행한 데

따른것이다

CROSS는 중국 보험산업의 재무건전

성규제를국제기준에맞추기위해도입된

것이다 이번 감사는 각 보험사의 위험관

리 통제 수준에 대한 정성평가 차원에서

진행하는것이다

중국 내에서 영업하는 전 보험사에 C

ROSS가 적용되는 만큼 보감위의 감사

역시올해 410월사이에전보험사를대

상으로진행된다 연합뉴스

관영매체잇단한국비난보도

현지진출보험사들감사 긴장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일본

의 종전기념일(패전일)인 15일 오전 자민

당 총재 자격으로 대리인인 니시무라 야

스토시(西村康稔) 총재특별보좌를 통해

야스쿠니(靖國)신사에 공물료를 납부했

다

이는 2차대전 책임을 물은 극동국제군

사재판에서 A급 전범 판결을 받은 침략

원흉들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할

경우 이에 반대하는 한국과 일본 등의 반

발을고려한것으로보인다

다음 달 중국 항저우(杭州)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계기로시진

핑(習近平) 중국국가주석과의정상회담을

추진하는것과도무관치않아보인다

아베총리가 2012년말총리취임후종

전기념일에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지 않

은것은 4년연속이다

니시무라 특보는 기자들에게 (총리로

부터) 공물료를 내고 참배를 하라는 지시

를 받았다며 전사한 분들의 영령에 애

도를표하고명복을빌었다고말했다

다함께야스쿠니신사를참배하는국회

의원모임소속여야의원수십명도이날

오전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 이들은

매년 종전기념일과 야스쿠니신사 봄ㆍ가

을제사때신사를참배해왔다

지난해종전기념일에는 70명가량이이

신사를 찾았다 정부 인사 가운데 하기우

다 고이치(萩生田光一) 관방부 장관은 이

날야스쿠니신사를참배했다

당초 지속적으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

하는 등 극우 본색 행태를 보여온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신임 방위상의 참배 여

부가주목됐지만자위대가파견된아프리

카지부티방문차지난 13일출국했다

종전기념일을앞두고그가외국방문에

나선 것은그가 소신대로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할 경우 한국과 중국 등과의 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

로현지정치권은보고있다

앞서지난 73개각에서내각에새로진

입한 이마무라 마사히로(今村雅弘) 부흥

상은 대신(장관) 임명 보고를 위해서라

는명목을내세워지난11일야스쿠니신사

를참배했다 연합뉴스

일본 다함께야스쿠니신사를참배하는국회의원모임 소속의원들이 15일 오전 11시 태평양전쟁 A급전

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靖國)신사를 집단으로 참배했다 의원들이 절하는 단(壇)으로 이어지는 복도에서

참배순서를기다리고있다 연합뉴스

아베 신사 참배대신공물료납부한중 반발의식

의원들참배행렬

극우성향방위상은해외출장

내달시진핑과회담추진고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