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漢代 樂府詩에 나타난 언어특색

申柱錫*

───────────────────◁목차▷────────────────────

Ⅰ. 머리말

Ⅱ. 평이하고 질박한 언어풍격

1. 생동적인 인물 동작의 묘사

2. 교묘한 구어체 언어의 활용

Ⅲ. 자유롭고 다양한 언어형식

1. 다채로운 잡언

2. 참신한 5언시

Ⅳ. 맺음말

────────────────────────────────────────────

Ⅰ. 머리말

漢代 樂府詩1)는 당시 광범위한 민간의 생활실천과 인생체험을 근본으로 삼

아 실재하는 현실생활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내 독자에게 깊은 감명을 주고

있다. 악부시가 가지고 있는 사회현실의 진실한 모습은 작가가 일반 서민의 희

노애락 감정을 평이하고 참신한 어조로 꾸밈없이 진솔하게 토로한 것이다. 이

로 말미암아 악부시는 서사성이 매우 강하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독특한

예술 매력을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예술 매력은 작가들이 시가에 사회현실을

반영하면서 다양하게 사용한 서사기교 외에 여러 가지 언어수사기법을 독창적

이고 신축성 있게 운용하면서 얻어진 결과이다.

본고는 한대 악부시의 예술 매력 중에서 언어 풍격과 언어 표현 형식의 몇

가지 특색을 고찰하고 악부시의 질박하고 자연스러운 시가 언어에 대한 분석과

* 배화여자대학 중국어통번역과 겸임교수

1) 본고에서 악부시는 한대 악부 관청에서 채집한 민간 가요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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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을 통하여 그들이 이룬 고도의 예술 성취를 깊이 헤아려 보려고 한다.

Ⅱ. 평이하고 질박한 언어풍격

한대 악부시가 가지고 있는 언어풍격의 특색은 평이하며 진지하고 질박한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 있다. 胡應麟은 한악부 가요만이 민간에서 채집하여

윤색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질박하지만 속되지 않고 평이하지만 깊이가 있으

니, 모든 문장 중에서 이것을 뛰어넘는 것은 드물다. 후세에 시를 논할 때 양

한부터 시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적합하다. 2)고 칭송하였다. 이러한 평가는 상

당히 의미 있고 정확한 것이다. 한대 악부시가 이처럼 훌륭한 언어풍격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구성 요소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1. 생동적인 인물 동작의 묘사

한대 악부시는 여러 작품이 희극적 색채를 강하게 띠고 있어서 독자에게 선

명한 감동을 주는 독특한 예술적 매력을 지니고 있다. 시인의 작품 의도에 따

라 등장인물의 동작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생동적으로 묘사 되었고, 그런 동

작을 언어로 형상화하는 데는 풍부한 표현력을 갖춘 동사가 주로 사용되었다.

먼저 잔혹한 전쟁과 불합리한 병역제도를 비판한 <十五從軍征>을 살펴보

자. 65년간 복무한 늙은 병사가 집으로 돌아와 목도한 것은 정원은 무덤으로

변했고 개구멍은 토끼굴이 되었고 대들보는 꿩 둥지가 되었으며 마당은 거친

들판으로 변했고 집에는 한 사람도 남아 있지 않은 비참한 정경이었다.

烹穀持作飯 곡식 빻아서 밥을 짓고

採奎持作羹 아욱 뜯어 국을 끓이니

2) 胡應麟, 《詩藪》: 惟漢樂府歌謠, 採摭閭閻, 非由潤色. 然質而不俚, 淺而能深, 近而
能遠, 天下至文, 靡以過之. 後世言詩, 斷自兩漢, 宜也.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7

9),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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羹飯一時熱 곧 밥 익고 국 끓건만

不知貽阿誰 누구에게 주어야 할지 모르겠네

시인은 늙은 병사의 이런 습관적이고 잠재의식적인 행동을 생생하게 묘사함

으로써 온갖 시련을 다 겪은 주인공의 깊은 절망감과 비통함을 느낄 수 있게

하였다.

<有所思>는 한 여자가 사랑의 좌절을 겪은 전후의 행동 변화를 묘사한 작

품으로 애절한 심정이 느껴진다.

何用問遺君 무엇을 내 님께 보내드릴까?

雙珠玳琩簪 쌍 구슬 달린 玳琩 비녀

用玉紹繚之 옥으로 장식한 것이라네

聞君有他心 그대가 다른 마음 품었다고 하기에

拉雜慛燒之 보내려던 비녀를 마구 부수고 태워버리네

慛燒之 태운 뒤

當風揚其灰 그 재를 바람에 날려 보내네

여자는 연인이 변심한지 몰랐을 때, 가슴에 가득 찬 기쁨으로 장식한 비녀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 자기의 진실한 마음을 보여주려 하였다. 그렇지만 뜻

밖에도 님이 그녀의 사랑을 저버리고 다른 마음을 품었다고 하기에 그녀는 마

음속에서 일어나는 격한 노여움을 참지 못하고 비녀를 마구 부수고 태워 버린

다. 그래도 화가 안 풀린 듯 그 재를 바람에 날려 보낸다. 작가는 일련의 동작

을 통해서 여주인공의 사랑의 깊이와 실연의 슬픔을 꾸밈없고 진솔하게 그려

내었다. 이에 대해 陳祚明은 구슬 비녀로도 부족하여 옥으로 장식하니, 그

정성이 얼마나 대단한가. 부수고 태우는 것으로도 부족하여 재를 날려버리니

그 절망이 얼마나 깊은가. 이것이 바로 악부의 힘찬 필법이다. 3) 라고 극찬

하였다.

계속해서 <蜨蝶行>에서 나비가 제비에게 잡혀 목숨을 잃어 가는 과정을 묘

사한 부분을 살펴보자.

3) 陳祚明: 珠簪不足而紹以玉, 情何殷也. 慛燒不足而揚灰, 絶何甚也. 此樂府淋漓法. ,

(《采菽堂古詩選》, 淸乾隆刻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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蜨蝶之遨游東園 나비가 동원에서 노니는데

奈何卒逢三月養子燕 3월에 새끼 낳아 기르는 제비 갑자기 나타나

接我苜蓿間 나를 잡아 거여목 사이

持之我入紫深宮中 자줏빛 깊숙한 둥지로 데려갔네

行纏之縛欂櫨間 나를 기둥에 얽매어 놓으려는데

雀來燕 둥지에 있는 새끼 제비들

燕子見銜膊來 큰 제비가 먹을 것 물어온 걸보고는

搖頭鼓翼何軒奴軒 머리 흔들고 날개 짓하며 앞 다퉈 날 먹으려하네

이 시가에는 노닐다(遨游) , 갑자기 나타나다(卒逢) , 잡다(接) , 얽매

다(纏) , 머리 흔들고 날개 짓하다(搖頭鼓翼) 등과 같이 동작을 나타내는

여러 단어들이 그 상황에 맞게 적절히 사용되었다. 노닐다 는 나비가 근심걱

정 없이 한가롭게 노닐고 있는 동작을 묘사하였고, 갑자기 만나다 는 갑자기

심각한 사건이 발생해서 겪게 되는 황당하고 비참한 정서를 담고 있다. 잡다

와 얽매다 는 큰 제비의 씩씩하고 능숙한 동작을 표현하였고, 특히 머리 흔

들고 날개 짓하다 는 제비 새끼들이 다급하게 먹이를 다투는 모습을 생동적으

로 묘사하였다.

<陌上桑>은 현실생활에 대한 서술을 주요 내용으로 한 시가로써 여주인공

羅敷의 모습은 보는 이들을 매료시킨다.

行者見羅敷 길 가던 사람들 羅敷를 보고

下擔捋髭鬚 짐 내려놓고 수염 쓰다듬네

少年見羅敷 젊은이들은 羅敷를 보고

脫帽著帩頭 괜히 관을 벗고 두건을 매만지네

耕者忘其犁 밭가는 사람은 쟁기를 잊고

鋤者忘其鋤 김매는 사람은 호미를 잊네

來歸相怨怒 집으로 돌아가서는 화만 내는데

但坐觀羅敷 모두 羅敷를 보았기 때문이네

시인은 羅敷가 얼마나 예쁜지 자신이 직접 말하지 않고 고사 중의 보는

이들 을 하나하나 등장시켜 유머러스하고 익살맞은 동작과 표정을 짓게 하여

생동적이고 경쾌한 희극 분위기를 연출해 독자로 하여금 웃음을 자아내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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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와 같은 행위에 관한 생생한 묘사는 <焦仲卿妻>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정교하게 구성된 한 예를 찾아 살펴보자.

新婦識馬聲 蘭芝는 말 울음소리 알아듣고

躡履相逢迎 신을 신고 맞이하러 나간다

悵然遙相望 애처롭게 아득히 바라보니

知是故人來 옛 님 오시는 게 분명하다

擧手拍馬鞍 손을 들어 말안장을 토닥거리며

嗟嘆使心傷 탄식하며 가슴 아파한다

첫째 구의 알아듣다(識) 는 蘭芝와 仲卿이 서로가 처한 상황을 깊이 이해

하고 있다는 사실을 함축적으로 표현하였다.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仲卿의 말을 식별해 냈다는 것은 그녀가 초조하게 남편이 오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고 또한 그들 앞에 놓인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 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와 셋째 구절은 蘭芝가 仲卿을 다급하

게 만나고 싶어 하는 간절한 마음을 섬세하고 진지하게 묘사하였다. 넷째 구의

분명하다(知) 는 그녀의 청각이 상당히 뛰어나다는 것과 기쁨과 슬픔이 뒤섞

인 복잡 미묘한 심리상태를 드러내고 있다. 이어지는 구절의 토닥거리다(拍)

의 쓰임은 더욱 절묘하다. 이 글자가 쓰인 상황을 살펴보면 그 절묘함의 원인

을 찾을 수 있다. 仲卿은 아내 蘭芝가 개가한다는 풍문을 듣고 만면에 노기를

띠면서 그녀를 질책하기 위해 급히 말을 몰아 처가 집으로 달려 왔다. 이 때

蘭芝는 남편이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끼고 말 앞으

로 걸어가 손을 들어 안장을 토닥거린다. 蘭芝는 拍 字 통해 자신의 수많은

슬픔과 근심, 온갖 억울한 심정을 모두 쓰러 내리고 싶은 상황을 묘사했는데

확실히 신묘한 필치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생동적인 인물 동작의 묘사는 독자와 서술한 일과의 거리를 무의식

중에 가깝게 하여 마치 독자가 그 장소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한다. 시

가 속의 인물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직접 듣고 보는 것 같고, 그 생각하고

느끼는 바를 직접 체험하여 서로 연결되는 듯하고 자신도 모르게 주인공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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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슬퍼하고 괴로워하며 서로의 감정이 자유롭게 교류하는 듯하다.

한대 악부시의 언어는 평이하며 진지하고 그 운치는 상당히 자연스럽다. 胡

應麟은 악부시의 언어 활용에 대해 文彩를 따라서 운치가 생겨나고, 이런 운

치 속에서 흥취가 나온다. 화려한 수식이나 기품은 찾아볼 수 없지만, 그 흥취

는 정교하고 아름다우며 그 意境은 깊고 부드러우니, 진정 귀신을 울리고 천

지를 감동시킨다. 4) 라고 칭찬하였다. 그러나 반드시 지적해야 할 것은 한대

악부시의 질박하고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 결코 시인들이 字句를 다듬는 일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실상 어떠한 예술 창작이라도 작가의 주관적인 가공이 있기 마련이고 완전히

천연적인 시가는 없기 때문이다. 한대 악부시에 나타난 형상을 통한 비유, 의

인화, 과장법 같은 각종 예술 기법은 모두 시인들이 각고의 노력 끝에 성취한

것이고 속어와 구어의 사용, 자구의 수식 등에도 시인들은 비범한 표현력을 발

휘하였다. 악부시의 자연스럽고 질박한 언어풍격은 시인들이 사람을 감동시키

는 진실하고 순수한 내면의 정감에서 나왔고, 시인들의 부단한 예술 추구에서

나온 것이다. 특히 슬픔과 기쁨으로 느낀 바를 일에 따라 드러낸 것 5) 이라

는 기초 위에 시인들의 정열적인 예술 추구가 결합하여 높은 심미적 경지를 이

루었다. 후세의 시가들이 이런 높은 경지에 오르기는 어려웠다. 그러므로 胡應

麟은 한나라 사람의 시는 내용 중에 형식이 있고 형식 중에 내용이 있다. 서

로 융합해서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었고 결코 무리하게 조탁을 가한 흔적이 보

이지 않는다. 그 뛰어남은 고금에 비할 데가 없다. 위나라 사람의 시는 풍성하

나 재담이 없고, 화려하고 연약하지 않지만 형식과 내용이 분리되어 있다. 진

과 송 때는 형식은 흥성했으나 내용은 쇠락하였다. 제와 양 때는 형식은 훌륭

했으나 내용은 쇠퇴하였다. 진과 수 때는 근본적으로 내용을 중시하지 않아 형

식은 언급할 필요도 없다. 6) 라고 상당히 의미 있는 평가를 하였다. 이런 비

4) 胡應麟, 《詩藪》: 隨語成韻, 隨韻成趣, 辭藻氣骨, 略無可尋, 而興象玲瓏, 意致深

婉, 眞可以泣鬼神. , 25쪽

5)《漢書․藝文志》: 感于哀樂, 緣事而發

6) 胡應麟, 《詩藪》: 漢人詩, 質中有文, 文中有質, 渾然天成, 絶無痕迹, 所以冠, 絶古
今. 魏人膽而不俳, 華而不弱, 然文與質離矣. 晉與宋, 文盛而質衰, 齊與梁, 文勝而質

滅, 陳隋無論其質, 卽文無足論者. , 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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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와 평가는 우리가 한대 악부시의 소박하고 자연스러운 예술풍격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2. 교묘한 구어체 언어의 활용

한대 악부시는 적지 않은 작품이 일인칭 자술형태의 敍事方式으로 쓰여 졌

다. 작가 자신은 작품에 개입하지 않고 모든 부분에서 등장인물이 스스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호소를 정성을 다해 써내려간 것으로 작가는 마치 객관

적인 기록만을 담당하는 역할을 한 것 같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법의 시가들은

매우 강렬한 인상을 남기게 되는데 마치 등장인물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

정을 자연스럽게 말해낸 것 같다. 사용한 언어 역시 투박한 구어체로 인위적인

수식 없이 가슴에서 나온 순수한 자연스러움을 표현하였다.

<烏生>은 살면서 겪는 禍福의 무상함을 까마귀에 의탁하여 묘사한 것으로

산문화된 구어체로 쓰여 졌다.

烏生八九子 까마귀가 여남은 마리 새끼 낳아

端坐秦氏桂樹間 진씨네 계수나무 사이에 나란히 앉아있네

唶我 아하

秦氏家有遊遨蕩子 진씨 집에 건달이 유유히 노닐며

工用睢陽强 휴양의 강한 활에

蘇合彈 소합탄으로

左手持强彈兩丸 왼손에 강한 두 탄환 쥐고

出入烏東西 까마귀 있는 곳에 들어오네

唶我 아하

一丸卽發中烏身 한 발을 쏘자 까마귀 몸에 맞아

烏死魂魄飛揚上天 까마귀 죽어 혼백은 하늘위로 날아갔네

阿母生烏子時 어미 까마귀가 새끼 낳을 때는

乃在南山巖石間 남산의 바위틈에 있었다네

唶我 아하

人民安知烏子處 사람들이 새끼 있던 곳을 어찌 알 수 있을까

蹊徑窈窕安從通 오솔길 어둡고 비좁아 어찌 통과 할 수 있을까

白鹿乃在上林西苑中 흰 사슴이 상림의 서원에 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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射工尙復得白鹿脯 사냥꾼은 일찍이 흰 사슴 잡아 육포를 만들었네

唶我 아하

黃鵠摩天極高飛 누런 빛깔의 학이 하늘 높이 날아도

後宮尙得烹煮之 후궁에선 늘상 이를 잡아 삶는다네

鯉魚乃在洛水深淵中 잉어가 낙수의 깊은 곳에 살아도

釣鉤尙得鯉魚口 낚시 바늘은 언제나 잉어를 낚는다네

唶我 아하

人民生各各有壽命 백성의 삶에는 각자의 수명이 있으니

死生何須復道前後 죽고 사는 것에 어찌 앞뒤를 따질 수 있을까　　

시가 중의 진씨네 계수나무 , 남산의 바위 와 상림의 서원 , 낙수의 깊

은 곳 등은 사람의 시야를 아득하고 드넓은 태고의 자연 속으로 이끌고 있고,

흰 사슴 , 누런 빛깔의 학 , 잉어 등은 거칠 것 없는 활달한 기운을 생성

해 내었다. 또한 대화하듯이 서술하고, 묻고, 탄식하는 어투를 사용하여 길흉

화복에 대한 심리 상태를 신축적으로 묘사하였다. 각 행간마다 어떠한 수식도

가하지 않은 태초와 같은 천연스러운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 인생의 무상함에

대한 감탄을 자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다.

<孤兒行>은 고아가 형과 형수에게 받은 학대의 고통을 호소한 시가로써 조

리는 없어 보이지만 끊어질 듯 하면서도 계속 이어지는 하소연은 독자의 심금

을 울린다.

春氣動 봄기운 찾아드니

草萌芽 초목에 싹이 튼다

三月喬桑 삼월엔 누에 치고

六月收瓜 유월엔 참외 거둔다

將是瓜車 참외 수레 끌고서

來到還家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瓜車反覆 참외 수레 뒤집히니

助我者少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적고

啗瓜者多 참외를 주어먹는 사람은 많다

願還我蒂 꼭지라도 돌려주세요

兄與嫂嚴 형과 형수가 엄하니

獨且急歸 홀로 급히 돌아가면

當興校計 숫자를 헤아려 따질 거예요



漢代 樂府詩에 나타난 언어특색 51

이 단락의 언어는 순수하고 천연스러운 구어체로 어떠한 윤색도 가하지 않

았다.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온 감정을 조금도 꾸미지 않았고 고향사람

들의 파렴치한 행동과 고아의 다급한 호소를 생동감 있게 표현하여 질박하지만

속되지 않고 평이하지만 깊이가 있다.

<江南>은 5언 7구로 매우 평이하며 질박하고 솔직 담백하게 써내려간 작품

이다.

江南可採蓮 강남으로 연꽃 따러 가세

蓮葉何田田 연 잎이 얼마나 무성하게 떠있는가

魚戱蓮葉間 물고기 연 잎 사이에서 놀고 있네

魚戱蓮葉東 물고기 연 잎 동쪽에도 놀고

魚戱蓮葉西 물고기 연 잎 서쪽에도 놀고

魚戱蓮葉南 물고기 연 잎 남쪽에도 놀고

魚戱蓮葉北 물고기 연 잎 북쪽에도 놀고 있네

이 시가는 마치 연꽃을 따는 사람을 미혹시킬 것 같은 한 폭의 그림을 연상

케 한다. 빈틈없이 빽빽이 들어선 연잎 아래, 물고기가 맑고 투명한 물속에서

재빠르게 동서남북으로 유영하며 즐겁게 노닐고 있는 그림 같은 장면이 시인을

흠뻑 도취시켜 <江南>이라는 작품으로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다. 이 시가는 명

쾌하고 산뜻한 자연미를 독자의 가슴 깊이 남겨주고 있으며 어떠한 꾸밈을 가

미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顧茂倫은 어지럽게 뒤섞인 음악소리같이

자연스럽다. 7) 라고 하였고 沈德潛은 기묘한 풍격 8) 이라고 극찬하였다.

악부시의 작가들은 많은 인물의 대화를 개성 있게 묘사하였고 어떤 사건을

생동적으로 서술하면서 인간의 진실한 감정을 토로하였다. 이로 인해 많은 악

부시들은 분명한 戱劇的 색채를 띠게 되었고 마치 이야기 속의 인물이 직접

독자 앞에서 공연하는 듯한 느낌을 자아냈다.

<上山采蘼蕪>는 희극성이 풍부한 작품이다. 시인은 고사 중 주인공들이 이

혼한 원인에 대해서는 아무 설명도 하지 않고, 여주인공이 산에 올라 향초를

7) 顧茂倫, 聲奏丁冬零雜然 , (《樂府英華》卷5, 淸許閑堂刻本)

8) 沈德潛, 《古詩源》: 奇格 , (北京, 中華書局, 1977), 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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뜯고 돌아오는 도중에 옛 남편과 우연히 해후하는 희극적인 장면을 세밀하게

묘사하였다. 처음 시작하는 시구를 제외한 모든 부분이 대화의 형식으로 되

었다.

上山采蘼蕪 산에 올라 향초 캐고

下山逢故夫 산 내려오다 옛 남편 만났네

長跪問故夫 무릎 꿇고 옛 남편에게 묻는다

新人復何如 새 사람은 어떻습니까?

新人雖言好 새 사람이 좋다고 하지만

未若故人姝 옛 사람만큼 훌륭하지 못하오

顔色類相似 용모는 비슷하지만

手瓜不相如 손재간은 옛사람만 못하오

新人從門入 새 사람이 대문으로 들어올 때

故人從閤去 옛 사람은 쪽문으로 나갔지요

新人工織縑 새 사람은 누런 비단 잘 짜고

故人工織素 옛 사람은 흰 비단 잘 짰지

織縑日一匹 누런 비단은 하루 한 필 짰지만

織素五丈餘 흰 비단은 한 필 반쯤 되었소

將縑來比素 누런 비단을 흰 비단에 비교해 보니

新人不如故 새 사람이 옛 사람보다 못한 것 같소

이 대화는 평이하고 순박하여 읽을수록 맛이 난다. 시가 속의 여자는 남편에

게 버림을 당한 후 다시 옛 남편을 만났을 때 노기를 띠거나 원망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단지 관심이 있는 듯한 말투로 옛 남편에게 새 사람은 어떻습

니까? 라고 담담하게 묻는다. 묻는 태도 또한 상당히 겸손하다. 옛 남편이 새

사람이 옛 사람보다 못한 것 같다고 말하자 그녀는 원망하는 듯 하면서도 그렇

지 않은 어투로 새 사람이 대문으로 들어올 때, 옛 사람은 쪽문으로 나갔지

요. 라고 대답한다. 이 구절은 그녀가 지혜롭고 선량한 성품의 소유자라는 사

실을 보여주는 동시에 아직도 옛 남편에 대해 애증의 감정이 남아 있는 미묘한

심리 상태를 들어내 보이고 있다. 우리는 부끄러워하면서 후회하는 듯한 옛 남

편의 대답 속에서 그가 미색을 밝히고 여인의 비단 짜는 능력만을 중시하는 비

천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평이하고 통속적인 대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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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어 있지만 이면에는 두 사람의 가슴 속에 남아 있는 옛사람에 대한 미련

이 함축되어 있다. 胡應麟은 이 작품을 민간의 구어를 사용하여 의도한 바를

드러내는 교묘함은 천고에 비할 데가 없다 9) 고 호평하였다.

꾸밈없는 대화의 방식은 <東門行>에서 더욱 확연하게 보인다. 주인공 부부

의 대화를 살펴보자.

舍中兒母牽衣啼 집안 아이 엄마가 옷깃을 잡고 울부짖으며

他家但願富貴 남들은 부귀를 원하지만

賤妾與君共鋪糜 저는 당신과 함께라면 죽을 먹어도 돼요

上用倉浪天故 위로는 푸른 하늘을 보고

下當用此黃口兒 아래로는 이 어린 아이를 위해

今非 지금 그래서는 안 됩니다

咄行 뭐야 가야해

吾去爲遲 벌써 늦었어

白髮時下難久居 백발이 된 머리가 떨어지는데 오랫동안 머물긴 어려워

이 대화에 사용된 언어는 인물 각자의 신분과 성품에 부합하고 어떤 화려한

수식어도 사용하지 않았으며 매우 평이하게 구성되었다. 아내는 선량하고 본분

을 아는 순박한 인물이다. 그녀는 남편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비참한 처지를

비관하며 집을 떠나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려는 모습을 보고, 애틋한 부부의 정

으로 울면서 호소하며 남편의 행동을 말린다. 남편은 평생을 참아왔고 머리도

하얗게 세었지만 기아의 곤경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 속에서 복잡하고 극심한

정신적 갈등을 겪는다. 마침내 그는 단호하게 아내의 애원을 거절하고 노기충

천하여 문을 박차고 나간다. 이 시가는 농후한 구어체로 쓰여서 사람들이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매우 흡사하다. 이 작품을 읽으면 마치 그 소리를

직접 듣는 것 같고 그 사람을 직접 보는 것 같은 절박하고 솔직한 미감을 느낄

수 있다.

사실 악부시에서는 이와 같이 시인이 의도한 바를 교묘하게 나타내는 민간

구어를 자주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焦仲卿妻> 중의 머리 묶고 잠자리 같이

9) 胡應麟, 《詩藪》: 閭巷口語, 而用意之妙, 絶出千古. , 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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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니, 황천까지도 함께 할 작정입니다(結髮同枕席, 黃泉共爲友) , 지금

만약 제 아내를 쫓아내시면, 평생 아내를 다시는 얻지 않겠습니다(今若遣此

婦, 終老不復取) 구절은 仲卿의 두터운 부부애를 묘사한 것이고, 이 여자는

예절이 없고, 거동도 제멋대로인데(此婦無禮節, 擧動自專由) , 어린 것이 무

서운 줄 모르고, 감히 여편네 돕는 말을 하다니(小子無所畏, 何敢助婦語)

구절은 仲卿 모친의 전횡을 묘사한 것이다. 말하기를 縣令의 셋째 자제 있는

데, 빼어난 풍채는 세상에 둘도 없고, 이제 겨우 열여덟 아홉 살에, 말 잘하고

뛰어난 재주 많다네(云有第三郞, 窈窕世無雙, 年始十八九, 便言多令才) 구

절은 신랑감의 배경과 겉모습만을 강조한 중매쟁이의 세속적인 모습을 묘사한

것이고, 당신이 반석이 되신다면, 저는 갈대가 되겠어요(君當作磐石, 妾當作

蒲葦) 황천에서 만나 뵐 터이니, 절대로 오늘 말씀을 어기지 마세요(黃泉下

相見, 勿遠今日言) 구절은 蘭芝의 강직한 불굴의 의지를 묘사한 것이다. 이

처럼 구어체의 적절한 활용에 대해 沈德潛은 글이 힘차고 왕성하며 반복해서

되풀이되고, 여러 사람들이 복잡하게 말하는 구어 속에 각자의 말하는 방식이

나 태도가 섬세하다. 어찌 기묘한 필치가 아니겠는가! 10) 라고 높이 평가하였

다. 이러한 민간 구어의 활용은 <婦病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다음은 극심

한 가난으로 여러 해 병들어 있던 아내가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임종할

때 남편에게 한 말이다.

當言未及得言 막상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입을 열기도 전에

不知淚下一何翩翩 저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 흘러내립니다

屬累君兩三孤子 당신에게 어미 없는 두 세 아이 맡기오니

莫我兒飢且寒 내 아이들 굶주리거나 헐벗게 하지 마시고

有過愼莫笪苔 잘못하더라도 참고 때리지 마십시오

行當折搖 저는 곧 죽을 터이니

思復念之 제 말씀 부디 명심하십시오

이 작품은 슬픔에 눈물짓게 하는 한편의 비극을 보는 것 같은 강렬한 인상

10) 沈德潛, 《古詩源》: 淋淋漓漓, 反反復復, 雜述十數人口中語, 而各肖其聲音面目,

豈非化工之筆 , 87쪽



漢代 樂府詩에 나타난 언어특색 55

을 남겨주고 있다. 시가의 언어는 감정이 풍부하며 깊고 진솔하여 읽으면 읽을

수록 뼈 속까지 스며드는 슬픔을 느끼게 한다.

劉熙載는 고악부 중의 뛰어난 말이란 본래는 단지 일상적인 말에 불과한

것인데, 일단 한 번 처음으로 사용되니 이에 곧 독특한 표현이 된 것이다. 11)

라고 하였고, 陸時雍은 고악부 중에는 속어가 많지만 매우 운치 있고 매우

흥미롭다. 후세 사람들은 조잡하게 보겠지만, 옛사람들은 정선해서 쓴 것이다.

매우 정교한 것은 겉으로는 졸렬하게 보인다. 12) 라고 하였으며, 胡應麟은

악부는 많은 속어를 수록했지만 아주 정교하고 세밀하다. 13) 라고 하였다. 선

인들의 이러한 평가는 매우 합당한 것이다. 한대 악부시의 언어가 기묘한 까닭

은 작가들의 진실하고 순수한 천성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즉 슬픔과 기쁨을

느낀 바대로 일에 따라서 드러낸 것 이지 결코 시를 지을 때 억지로 강요하여

슬픔을 말하게 한 것 14)이 아니다. 따라서 한대 악부시에 대해 葉夢德이 진

실한 감정에 의해 사물에서 체득한 바를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그 스스로 자

연스럽고 정교하며 섬세하다. 15) 라고 한 평가와 包恢가 이치를 따질 때는

그 이치의 즐거움과 혼연일체가 되고, 일을 서술할 때는 그 일의 상황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고, 사물을 묘사할 때는 그 사물의 형태를 완전하게 표현해야

한다. 힘과 지혜를 다해 쓰려고 해도 이런 경지에 도달할 수 없다. 이것은 마

치 대자연의 천연스러운 소리와 같다. 무릇 자연의 순환처럼 하늘의 소리는 스

스로 나오는 것이다. 천둥치는 소리는 하늘 스스로 내고, 마음속에서 우러나오

는 그런 소리가 시가가 되니, 이런 시가가 바로 가장 높은 경지에 이른 것이

다. 16) 라고 한 평가는 상당히 타당한 것이다.

11) 劉熙載, 《藝槪》: 古樂府中至語, 本只是常語, 一經道出, 便成獨得. , (上海, 華東

師範大學出版社, 1993), 145쪽

12) 丁福保輯, 《歷代詩話續編》: 古樂府多俚言, 然韻甚趣甚. 後人視之爲粗, 古人出之
自精, 故大巧者若拙. , (北京, 中華書局, 1983), 1404쪽

13) 胡應麟, 《詩藪》: 樂府入俗語則工 , 20쪽

14) 辛棄疾, <丑奴兒․少年不識愁滋味> : 爲賦新詞强說愁

15) 葉夢德, 《石林詩話》: 緣情體物, 自有天然工巧 , (長沙, 岳麓書社, 1985), 425쪽

16) 郭紹虞, 王文生篇, 《中國歷代文論選》: 狀理則理趣渾然, 狀事則事情昭然, 狀物則
物態宛然, 有窮智極力之所不能到者, 猶造化自然之聲也. 蓋天機自動, 天籟自鳴, 鼓

以雷霆, 豫順以動, 發自中節, 聲自成文, 此詩之至也. ,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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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대 악부시가 만약 진실한 性情이 없이 평이하고 질박한 속어에만

집착했다면 이렇듯 깊은 감동을 주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賀貽孫

은 후세 사람들이 고의로 질박하게 하는 것을 늘 보게 되는데, 오히려 화려함

만 못하다. 고의로 서투르게 하는데, 기교를 부림만 못하다. 고의로 조잡스럽

게 만드는데, 오히려 결점이 있는 것만 못하다. 고의로 궁벽하게 만드는데, 저

속한 것만 못하다. 무릇 자연스러울수록 훌륭한 것이다. 미인은 산발하고 남루

한 옷을 입어도 보기 좋다. 그러나 산발하고 남루한 옷을 입는다고 미인이 되

는 것이 아니다. 17) 라고 하였다. 악부시는 바로 미인과 같은 존재이다. 비록

겉모습은 산발하고 남루한 옷 같아 보이지만, 그 속에 감추어진 근본적인 천

성이 아름다운 사람이 바로 미인, 즉 악부시인 것이다. 이런 아름다움은 성실

하고 진지한 바탕위에 존재한다.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은 진솔함과 성실함 속에

서 나오는 것이지 강제로 뽐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한대 악부시는

비록 기교를 부렸다 해도 지나치게 깎고 다듬은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훌륭한

시가는 성정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지 억지로 끌어다 맞춘다고 되

는 게 아니다. 李贄는 억지로 끌어다 맞추려고 하면 잘못되게 된다. 그러므로

자연스러운 것만이 참된 아름다움일 뿐이다. 성정 이외에 또 달리 이른바 저절

로 자연스러운 것은 없다. 18) 라고 하였다.

Ⅲ. 자유롭고 다양한 언어형식

한대 악부시는 자유롭고 융통성 있으며 풍부하고 다양한 언어형식을 가지고

있다. 악부시의 형식은 구가 짧고 간단하여 자유로운 감정 표현이 쉽지 않은 4

언과 다르고 6언에 兮 字를 끼어 넣은 楚辭와도 다르다. 한대 악부시에는 2

언, 3언, 4언, 5언, 6언, 7언 등이 보이고 완정한 5언시 또한 적지 않다.

79), 305쪽

17) 賀貽孫, 《詩筏》: 每見後人有意爲朴, 反不如華. 有意爲拙, 反不如巧. 有意爲粗,
反不如弱. 有意爲僻, 反不如俗. 大抵以自然者爲勝, 如美人亂頭粗服俱好, 不可遂以
亂頭粗服爲美人也. ,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3), 178쪽

18) 李贄, 《焚書》: 惟矯强乃失之, 故以自然之美耳, 又非于情性之外復有所謂自然而然

也. , (北京, 中華書局, 1975), 1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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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채로운 잡언

한대 악부시에서 가장 자주 보이는 형식은 역시 雜言으로 하나의 격식에 구

애 받지 않고 자유분방하다. 예를 들면 <東門行>, <西門行>, <婦病行>, <孤

兒行>, <上邪>, <有所思>, <平陵東>, <戰城南>, <烏生>, <雉子斑>, <蜨

蝶行> 등은 모두 잡언으로 내용과 언어형식이 산뜻하고 다채롭다. 이처럼 유

연하고 격식에 구애 받지 않는 다양한 형식은 시인이 자신의 감정을 시가 창작

과정 속에서 막힘없이 자연스럽게 표현해 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시가는

표면적으로 보면 가지런하지 않고 들쑥날쑥하며 일정한 규정이 없지만 내면적

으로 보면 의식 상태는 천연그대로이고 기세는 진지하고 역동적이어서 태초

에 천지가 개벽한 후 아직 만물이 확실히 정돈되지 않는 듯한 美感을 갖추고

있다.

고향을 향한 그리움을 묘사한 <巫山高>을 살펴보자.

巫山高 巫山은 높고

高以大 높고도 크고

淮水深 淮水는 깊고

深以逝 깊고도 빠르네

我欲東歸 나는 동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害(梁)不為 어째서 가지 않는 것인가

我集無高曳 물가에 멈췄으나 노가 없기 때문이라네

水何(梁)湯湯回回 淮水의 물결은 세차게 흐르는데

臨水遠望 물가에 서서 아득히 바라보니

泣下沾衣 눈물이 흘러 옷깃을 적시네

遠道之人心思歸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마음으로 고향에 돌아 가려 하지만

謂之何 가지 못함을 어찌 하리오

<巫山高>에서 보이는 고향을 떠나 멀리 객지에서 망향에 시름 짓는 나그네

의 비애는 서정적인 그리움의 전형을 창조하였고 시가 속 등장인물의 범위를

다양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시가는 전형적인 잡언체로 특별한 수사기교를

사용하지 않았고 고향을 그리워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路程이 멀고 험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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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의 진솔한 심리를 비감한 어조로 표현하였다.

다음으로 사랑에 대한 간절한 기원을 노래한 <上邪>를 살펴보자.

上邪 하늘이시여

我欲與君相知 저는 님과 서로 사랑하여

長命無絶衰 영원히 끊임없기를 바라요

山無陵 산이 평지 되고

江水爲竭 강물이 마르고

冬雷震震 겨울에 천둥 치고

夏雨雪 여름에 눈 내리고

天地合 하늘과 땅이 맞닿을지라도

乃敢與君絶 어찌 님과 단절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작품은 전체가 35자 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가인데도 불구하고 2언 1구, 3

언 3구, 4언 2구, 5언 2구, 6언 1구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2언부터 6언까지 모두

갖추고 있다. 미사여구나 군더더기가 조금도 붙은 흔적이 없으며 가지런하지

않고 어수선하지만 거침없이 단숨에 써내려갔다. 매 구절마다 시가의 主旨와

정서의 변화에 따라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였고, 말할수록 격앙되고 말할수

록 진솔하고 대담하다. 어떤 규정에 얽매이거나 인위적인 배열을 가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생각한 것을 자연스러운 감정의 발산에 의지하여 표현하였다. 변화

가 많은 형식과 약동하는 節奏, 느리고 빠름, 길고 짧음이 서로 절묘하게 조화

를 이루고 있어서 마치 도도하게 흐르는 강물이 막 수문을 빠져나온 것 같고,

화산이 막 분출하여 굽이쳐 흐르는 것 같으며 폭풍우가 거세게 휘몰아치는 것

같다. 이 시가는 읽을수록 격동하는 강렬함을 몸으로 직접 느낄 만큼 흡인력이

있다. 그래서 沈德潛은 ‘산이 평지 되고’ 아래는 다섯 가지 사건을 중첩해서

말한 것으로 인위적인 배열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필력이 얼마나 치열하고

자유분방한가? 19) 라고 하였고, 張玉谷은 처음 3구는 정면에서 서술하며 마

음에 있는 말을 다 전하였다. 뒤의 5구는 다른 방면에서 전력을 다해 자세하게

말한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 후에도 끊으려 해도 결국은 끊을 수 없

19) 沈德潛, 《古詩源》: ‘山無陵’下共五事, 重疊言之而不見其排, 何筆力之橫也. , 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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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첩해서 5가지 현상을 묘사한 것 중에서 2가지는 땅과 연결시켰고, 2가

지는 하늘의 기후를 말했으며 계속해서 하늘과 땅이 맞닿는 상황까지 서술하였

다. 이 시가는 막힘없이 단숨에 몰아쳐 지은 것이지 반듯하게 쌓아올리듯 만든

것이 아니다. 구조가 특별하고 필치가 자유분방하다. 20) 라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입에서 나오는 대로 바로 작품이 되는 한대 악부시의

형식상의 자유스러움을 어떠한 문장 기법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

여서는 안 된다. 잡언체는 비록 겉으로는 들쑥날쑥 가지런하지 않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일정한 규율을 찾아볼 수 있다. 몇 가지를 예로 보면 <平陵東>은

平陵東, 松柏桐, 不知何人劫義公. 처럼 전편 모두 3-3-7형식으로 구성되었

고, <東門行>은 盎中無斗米儲, 還視架上無懸衣 부터 上用倉浪天故, 下當

用此黃口兒 까지 기본적으로 6-7형식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悲歌行>에는

思念故鄕, 鬱鬱纍纍. 欲歸家無人, 欲渡河無船 처럼 4-4-5-5형식이 있고,

<有所思>는 모두 17구인데 그 중 3언 3구, 4언 3구, 7언 2구를 제외한 나머

지는 모두 5언으로 구성되었다.

문장 기법상 이런 형식은 자세히 음미해볼 가치가 있다. 위에서도 언급했던

<孤兒行>의 다른 부분을 예로 들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父母已去 부모님 돌아가시자

兄嫂令我行賈 형과 형수가 내게 행상을 시켰네

南到九江 남으로는 구강까지 가고

東到齊與魯 동으로는 제와 노까지 갔다네

腊月來歸 섣달에야 돌아왔어도

不敢自言苦 감히 고생했단 말을 못하네

頭多虮虱 머리에는 이가 득실대고

面目多塵 얼굴에는 먼지투성이네.

大兄言辦飯 형은 밥하라고 호통 치고

大嫂言視馬 형수는 말 돌보라고 질책이네

上高堂 높은 대청에 올라가면

行取殿下堂 다시 대청 아래로 가라고 하니

20) 張玉谷: 首三, 正說, 意言已盡. 後五, 反面竭力申說, 如此然後敢絶, 是終不可絶也.
疊用五事, 兩就地維說, 兩就天時說, 直說到天地混合, 一氣赶落, 不見堆垜, 局奇筆

橫. , (《古詩賞析》卷5, 淸樂圃齊刻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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孤兒淚下如雨 고아는 눈물을 비 오듯 흘리네

使我朝行汲 새벽에 물 길러오라 시키면

暮得水來歸 저녁까지 퍼 날라야하네

手為錯 손은 얼어 트고

足下無菲 발에는 짚신조차 없다네

愴愴履霜 서글피 서리 위를 걷다가

中多蒺藜 가시덤불에 자주 찔려

拔斷蒺藜腸肉中 종아리에서 가시를 뽑아내니

愴欲悲 설움이 복 받쳐

淚下渫渫 눈물이 계속 흘러내려

清涕累累 맑은 눈물이 하염없이 줄줄 흐르네

冬無複襦 겨울엔 겹옷 없고

夏無單衣 여름엔 홑옷조차 없네

居生不樂 살아도 즐겁지 않으니

不如早去 일찍 죽는 것만 못하네

下從地下黃泉 땅속 황천길로 부모 따라 가리라

……

亂曰 亂에 말하기를

里中一何譊譊 집안에서 날 꾸짖는 소리 시끄러워

愿欲寄尺書 편지라도 써서

將與地下父母 지하에 계신 부모님께 부쳐볼까

兄嫂難與久居 형과 형수와는 오래 살기 어렵다고

이 시가 역시잡언체로 3언, 4언, 5언, 6언, 7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

게 자질구레하고 끊어질 듯 하면서도 이어짐이 계속되고, 오르고 내려간 흔적

이 없는 듯한 언어형식은 그 내용과도 일치한다. 왜냐하면 이 시가는 고아에게

닥친 피눈물 나는 현실을 진솔하게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듯 들쑥날쑥 가

지런하지 못한 형식을 사용하게 되었다. 마치 눈물자국과 핏방울을 엮어 이룬

것 같은 언어형식은 끊어질 듯 하면서도 이어지며 목 놓아 흐느끼는 고아의 형

상을 더욱더 진지하고 자연스럽게 표현하였다. 그러나 이 시가에서 일정한 규

율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남으로는 구강까지 가고, 동으로는 제와

노까지 갔다네. 구절처럼 매우 반듯한 4-5형식이 출현하였고 제3절은 4언 위

주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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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번잡하고 가지런하지 못한 한대 악부시이지만 시인이 결코 제멋대로

아무렇게나 쓴 것이 아니고 매 작품마다 우수한 예술적 독창성을 발휘하였다.

李因篤은 문장의 기법이 가지런하지 않지만 악부는 시인의 의도를 아주 잘

표현하였다 21) 라고 평하였다. 악부시의 진정한 우수성은 시인이 예술적 독창

성을 적절히 운용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천연그대로의 내면

적 의식상태를 승화시켜 마치 용광로에서 제작해서 서로 융합한 흔적이 없는

것 같은 예술적 성취를 이루어 냈다는 점이다.

2. 참신한 5언시

한대 악부시에 존재하고 있는 5언시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아마도

잡언체 민가의 영향을 받은 듯하다. 잡언체 민가는 일반적으로 한 구에 5자를

기본으로 삼았다. 5언구는 4언구보다 한 음절이많고 2-2-1이나 2-1-2형식으로

나타난다. 5언구는 형식면에서는 자유롭고 생동적이며 운율 면에서는 유연하고

다채롭다. 또한 자구 운용상 편리한 점이 많아 언어의 표현력을 상당히 높일

수 있고 시가의 節奏感을 풍성하게 한다. 이러한 5언구는 신선하고 생동적이고

왕성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어서 널리 사용되었다. 5언구의 참신한 시가 형식은

인간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예술 기교도 다양하게 운용할 수 있어

대량으로 제작되었다. 예를 들면 <陌上桑>, <焦仲卿妻> 같은 유명한 장편과

<枯魚過河拉>, <箜篌引>, <長歌行>, <艶歌行>, <白頭吟>, <長安有狹斜

行> 같은 단편은 모두 5언구로 쓰여 졌다.

인생무상과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長歌行>을 살펴보자.

靑靑園中葵 정원의 해바라기는 푸르름을 더하는데

朝露待日晞 아침 이슬은 해가 비치면 말라 버리네

陽春布德澤 따사로운 봄이 은덕을 베푸니

萬物生光輝 만물이 빛을 발하고 있네

常恐秋節至 항상 두려운 것은 가을이 와서

21) 李因篤: 篇法參差, 樂府之極用意者 , (《漢詩音注》卷6, 淸光緖今雨樓鋟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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焜黃華葉衰 예쁜 잎새 누렇게 시들어 버리는 것이라네

百川東到海 모든 냇물이 동쪽으로 흘러 바다에 이르면

何時復西歸 언제 다시 서쪽으로 돌아 올 수 있으리요

少壯不努力 젊어서 노력하지 않으면

老大徒傷悲 늙어선 단지 슬픔 뿐 이라네

시인이 정원의 해바라기는 건실하고 왕성하게 자라났는데 그 잎 위의 이슬

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것을 보고 쉽게 흘러가 버리는 시간을 한탄하였다.

이어서 만물에 생기가 넘쳐흐르고 초록이 무성하게 자라난 정경 속에서 가을이

되면 아름답던 생명들도 애처롭게 시들어 떨어진다는 서글픈 장면을 연상해 내

었다. 시간은 덧없이 흐른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모든 냇물이 바다에 이르면 다

시는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시가는 정조가 진지하고 강렬하여 우리에

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하고, 시간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으니 마땅히 일찍 인

생의 뜻을 세워 뒤늦은 후회는 남기지 말라는 계도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시인이 사물에서 느낀 대로 시흥을 불러일으켜 자연스럽게 운용한 이 시가는

서정적이고 철학적인 의미가 풍부하여 오늘날까지 칭송되는 명편이다.

5언시의 형식은 정연하지만 결코 판에 박힌 듯 단조롭지 않다. 그 원인은 시

인들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정은 진실하고 자유롭게 표현했지만 平仄, 對

偶 등 格律 면에는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고 지나친 수식도 하지 않았기 때문

이다. 胡應麟은 장편 5언시 <焦仲卿妻>에 대해 질박하지만 속되지 않고, 세

밀하지만 규격이 있다. …… 순박하며 자연스럽고 한 글자도 어색하게 꾸미지

않아서 진실로 고금에 비할 데가 없는 뛰어난 시가이다. 22) 라고 극찬하였다.

5언 악부시는 비교적 단편이지만 당시의 일반 시가보다 확실히 문학적 가치가

뛰어났다. 譚元春은 <長歌行>에 대해 진정한 고시는 평범하더라도 싫증나지

않는다. 23) 고 하였고, 陳祚明은 <相逢行>에 대해 묘사가 매우 선명하며 기

운차고, 변화가 자유분방하고 다양하며, 고상하고 우아함이 가득하다. 24) 고

22) 胡應麟, 《詩藪》: 質而不俚, 詳而有體.”……“渾朴自然, 無一字造作, 誠爲古今絶唱. ,
34쪽

23) 譚元春: 眞古詩, 不厭其平 , (《古詩歸》, 明刻本)

24) 陳祚明: 寫繁華甚盛, 變宕百出, 古雅紛披. ,(《采菽堂古詩選》, 淸乾隆刻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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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또한 <艶歌行>에 대해 나그네의 정감과 처한 상황을 특이한 필법으

로 써내려 간 것으로 매우 신선하고 이채롭다. 25) 라고 평가하였다. 李因篤은

<陌上桑>에 대해 시가의 순수함과 자연스러움은 西京, 東京에서도 비할 데가

없다. 26) 고 칭찬하였고, 沈德潛은 <傷歌行>에 대해 수식을 쫓지 않고, 대

구를 중요시 하지 않았으며, 차분하고 일상적인 내용 중에 힘찬 기개가 있다. 27)

라고 평가하였다. 이처럼 여러 학자들이 한대 악부시 중의 5언시가 가지고 있

는 왕성한 생명력과 생기발랄한 참신성에 대해 주의를 기울였고, 풍부한 표현

력과 질박하고 자연스러운 형식미에 대해 상당히 높은 평가를 내렸다.

Ⅳ. 맺음말

한대 악부시는 구어체 언어의 교묘한 활용과 인물 동작의 생생한 묘사를 통

해 평이하고 질박하고 자연스러운 예술 풍격을 더욱 돋보이게 하였다. 그리고

한대 일반 서민들의 삶 속에서 우러나온 깊고 풍부한 감정을 자유롭고 다양한

언어형식을 통해 진솔하게 표현하였다. 이런 시가들은 독자에게 훌륭한 정신적

享受를 느낄 수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예술적 계도를 받을 수 있게 하

여 창작 경험을 풍부하게 하였고, 시가의 건강한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

다. 우리에게 질박하며 꾸밈이 없고 자유로운 특징을 지닌 내적인 미와 내용과

형식이 절묘하게 결합하여 더없이 정교하고 아름다운 외적인 미를 동시에 보여

주고 있는 이 새로운 시가 양식은 잡언이나 5언을 막론하고 마치 신선하고 상

큼한 봄바람같이 한대의 시단에 넘쳐흐르는 생기를 가져다주었다.

한대 악부시의 독특한 언어특색은 우리에게 마치 꽃이 눈부시게 피어 있는

들판에 서있는 것처럼 한편으로는 가슴 속 깊이 파고드는 토양의 싱그러운 숨

결을 호흡하게 하고, 한편으로는 향기롭고 아름다운 꽃을 딸 수 있게 하여 이

루 헤아릴 수 없는 신선한 감동을 전해주고 있다.

25) 陳祚明: 客子情事, 曲筆寫出, 甚新異. ,(《采菽堂古詩選》, 淸乾隆刻本)

26) 李因篤: 詩之高渾自然, 橫絶兩京矣 , (《漢詩音注》卷6, 淸光緖今雨樓鋟板)

27) 沈德潛, 《古詩源》: 不追琢, 不屬對, 和平中自有骨力. , 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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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漢代樂府詩歌語言風格的最突出特色就是淺顯眞切, 渾朴自然。有不

少漢代樂府詩歌是採用第一人稱內視角自訴式的敍事方式寫成的, 作者本

人不介入其中, 全由人物自己盡情直遂地傾訴其心聲, 作者似乎只起到一

個客觀記錄的作用。所以, 這些詩歌留下一個非常强烈的感覺, 卽它們彷

佛是人物 滿心而發, 肆口而成 的, 其語言全似活脫脫的口語, 純任自然,

不假雕飾。

劉熙載說 古樂府中至語, 本只是常語, 一經道出, 便成獨得。 陸時

雍說 古樂府多俚言, 然韻甚趣甚。後人視之爲粗, 古人出之自精, 故大巧

者若拙。 這些都是十分恰當的評價。漢代樂府詩歌語言之所以妙不可言,

主要卽在于它們來自詩人們的眞情眞性, 也卽是 感于哀樂, 緣事而發。

幷非是 爲賦新詞强說愁 。

漢代樂府詩歌之所以會有一定的戱劇色彩, 産生了眞切動人的藝術效

果, 還和詩人注意對人物動作的傳神描繪有關, 表現在語言上, 也就是精造

一些富有表現力的謂詞。漢代樂府詩歌的語言旣淺顯眞切, 又韻趣天成。

事實上, 任何藝術創作都包含着作者的主觀加工, 完全出于天然的詩作是

沒有的。漢代樂府詩歌中常用的形象類比, 觸物起興, 鋪排誇飾, 托物擬人,

復詞迭句, 雙聲疊詞等各種藝術手法, 都可見出詩人們的匠心經營。漢代

樂府詩歌自然, 渾朴的語言風格美, 實際上旣來源于其內容情感的深挚動

人, 同時又來源于詩人們辛勤的藝術追求。

漢代樂府詩歌語言的第二藝術特色是其語言形式的自由靈活, 豊富多

樣, 它不同于簡質齊整, 句短而調未舒的4言, 也不同于楚辭的6言夹一 兮

字, 它是3言, 4言, 5言, 6言, 7言都有, 而且完整的5言詩已不少見, 當

然最爲常見的還是雜言。雜言, 也卽詩的句式參差歷落, 不拘一格, 像

<東門行>, <西門行>, <婦病行>, <孤兒行>, <上邪>, <烏生>, <有所思>,

<平陵東>, <戰城南> 等等, 它們不僅內容不同, 而且語言句式皆不相似,

眞是一篇一個樣子。如此自由靈活, 豊富多樣的句式自然是根源于漢代樂

府詩歌作者們無所拘囿, 暢通淋漓的情感表達, 而反過來說, 也只有如此

自由靈活, 不拘一格的句式才能使詩人的思想感情在詩歌藝術中得以自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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暢快的表現, 從而也才能使整首詩歌從外表看來參差不倫, 意態天然, 內

部則元氣渾浩, 情意充沛, 具有一種氣象渾沌的美感。

總之, 漢代樂府詩歌語言形式的自由靈活, 豊富多樣, 旣充分, 酣暢地

表達了漢代民間作者豊富, 濃鬱的思想感情, 給人以一種內在美, 同時也以

其渾朴天然, 自由爛熳的特點, 給人以一種外在美, 它乃是文與質妙合無

垠, 精妙絶倫的新型詩歌樣式, 無論是雜言還是5言, 都像一股淸新的春風,

給漢代的詩壇帶來了盎然的生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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