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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사랑’은 문학・예술의 영원한 테마이다. 예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문학・
예술의 중요한 테마로， ‘사랑’이나 ‘사랑의 情調’는 독보적 위치를 차지해 왔

던 것이다.

사랑은 감정과 감각을 동반하기 마련이어서 정신적인 사랑과 성적인 사랑으

로 그 범주를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정신적 혹은 육체적 사랑은 인간의 감정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어서 그들의 삶과 문학・예술을 통해 현실화되거나 상징

화되었다.

중국의 詩, 小說, 戱曲 등의 문학 장르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중국에는

고대부터 다양한 남녀 간의 사랑을 상징적으로 토로한 詩와 구체적이며 직접

적인 서사 방식에 의한 小說등의 문학작품들이 상당수에 달한다. 문학작품 속

에 반영된 중국인의 사랑 역시 정신적 사랑과 육체적 사랑을 상징적으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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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그 애절한 情調를 풀어나갔다．

중국에서 사랑이야기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시와 소설의 본격적 출발은 唐

代부터이다. 그 이전에도 사랑의 테마를 다룬 작품들은 존재했지만, 기교적인

측면과 서사적인 측면에서 생동감 있고 풍부하게 그리고 애절하게 사랑의 情

調를 문학적으로 형상화 한 것은 唐代부터 라고 볼 수 있다. 唐代의 詩는 여

타 異論이 없을 정도로 독보적 위상을 정립했고, 小說 역시 傳奇라는 양식을

통해 변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학・예술적 환경을 제공할 수 있었

던 것은, 바로 唐代의 정치 구조와 경제적 발전, 문인들의 사회적 가치관의 변

화가 있었기 때문이다.1)

唐代 傳奇의 애정류 작품들은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 사랑의 情

調를 읊은 詩에 비해 남녀의 사랑을 애절하고 曲盡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묘사

했다. 그리고 傳奇 작품들은 小說 장르에 詩 장르를 수용하는 기술적 방법을

통해 작품의 내용을 더욱 풍성하고 핍진하게 만들었다. 唐代 傳奇중 대표적인

애정류 작품으로，中唐 시기 元稹의 ≪鶯鶯傳≫을 들 수 있다. ≪鶯鶯傳≫은

그 내용이 널리 알려져 있고, 개성적인 여성상이 조형되었으며, 후대 다양한

문학 장르들이 소재를 취할 정도로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 元稹의 붓 끝에서

형상화된 鶯鶯에게는 외적인 개성과 강인함 이면에 사랑에 실패한 애절함이

스며들어 있다. 문인 元稹이 창작해 낸 鶯鶯의 애절한 情調만큼이나 元稹과의

사랑, 이별을 맛보았던 薛濤의 <春望>詩四首 역시 애절하게 전개되는 사랑의

情調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1) 出仕와 결혼을 포함한 인생 전반에 대한 唐代 문인들의 가치관은 기본적으로 모두 유교

의 영향 아래 놓여 있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연히 그들의 글쓰기 역시 대체로 유
교적 권위에 순응했다. 그러나 학위 소지자들의 수가 급격하게 누적되고, 과거제도 자체
가 갈수록 부패해지고 있었던 데에다 中唐 이후 가속화된 정치적 사회적 혼란으로 인해

문인들의 자기 정체성은 심각하게 혼란으로 치닫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벼슬길
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고 유가적 사회 윤리에 대한 본질적 회의에 직면한 일부 문인들은
반항과 일탈의 표현수단으로서 傳奇라는 서사양식을 새롭게 활용하게 되었다. 애정류 전

기의 근간을 이루는 남녀 간의 자유로운 사랑이나 유가 윤리 하에서 금기시된 것들에 대
한 표현은 바로 그런 반항과 일탈의 산물인 셈이다. 김보경・홍상훈 <이야기 속에 나타
난 금지된 사랑-六朝 志怪와 唐 傳奇의 문화적 배경에 관한 고찰>(≪中國文學≫第49

輯, 韓國中國語文學會, 2006), 1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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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애절한 情調는 급기야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

다. 詩人 金素月의 스승 岸曙 金億은 薛濤의 <春望>詩四首 중에서 두 구절

을 <同心草>라는 제목으로 번역했고, 이 번역시는 다시 장르를 달리하여 歌曲

<同心草>로 거듭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동시대에 생존하여 교류했던 元稹과 薛濤의 작품을 통해,2)

그리고 서로 다른 시공간에서 조우하게 된 薛濤와 金億, 번역시<同心草>와

아울러 청각적 자극으로 애절함의 깊이를 더한 同名의 가곡을 통해 애절한 사

랑의 情調를 고찰하고자 한다.

Ⅱ. 元稹과 薛濤

唐代는 중국 역사상 가장 세계주의적 색채가 강하고3) 가장 외향적인 왕조

였다.4) 정치ㆍ경제ㆍ사회적으로 번영을 누렸으며, 문화 방면에서도 높은 성과

를 이루었다.

이 때 唐代 문화는 중국 사회가 전에 없는 규모와 깊이로 외부의 영향을 받

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었다. 동시에 남북으로 분열되었던 중국 세계를 隋와

唐이 재통일함에 따라 華北에서 구축된 武人문화가 華南왕조에 계승된 漢代

2) 본 논문에 인용되는 元稹의 ≪鶯鶯傳≫과 薛濤 詩의 原文은 각각 王景桐 主編의 ≪中
國古典小說集粹-唐五代卷上≫(學苑出版社, 中國, 2001)과 辛島驍의 ≪魚玄機․薛濤≫
(≪漢詩大系≫第15卷, 日本, 昭和58年)를 활용했다. 그리고 元稹의 ≪鶯鶯傳≫ 번역

부분과 薛濤의 詩 번역 부분은 정범진 편역의 ≪앵앵전≫(성균관대 출판부, 1995)과 유
희재 편저의 ≪唐代女流詩選≫(문이재, 2002)을 활용했음을 미리 밝혀두는 바이다.

3) 당나라는 세계주의적 색채를 띠고 있었다. 황실의 이씨 일족은 스스로 귀족 출신의 한족

이라고 선전했지만, 위진남북조 시대에 그들의 조상은 대대로 이민족의 왕조에서 벼슬을
했고 늘 다른 소수 민족과 통혼해 왔다.…… 수도 장안에는 시리아인, 아랍인, 페르시아
인, 티베트인, 통킹 인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었다. 지금의 국립대학에 해당하는 國子監

에는 그런 나라들의 유학생도 있었는데, 일본인들이 특히 열성적 이었다. ……신라나 월
남도 그러한 경향을 보였으나 일본과 같이 그렇게 열성적이지는 않았다. 레이황 지음
홍광훈・홍순도 옮김 ≪중국, 그 거대한 행보≫(경당, 2003), 195-196쪽.

4) 在美中國史學者인 레이황(黃仁宇)은 당나라 초기에 해당되는 서기 7세기는 중국역사상

가장 역동적인 시기로, 당나라 군대는 서역의 여러 국가들을 무력으로 정벌했으며, 내적
으로 문치에도 힘을 기울였던 시기였고, 長安의 도시계획에도 성공했으며, 각국의 수많
은 사신들이 조공을 하러 왔다고 했다. 레이황 지음 권중달 옮김 ≪허드슨 강변에서 중

국사를 이야기하다(赫遜河畔談中國歷史)≫(푸른역사, 2003), 235-23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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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 고전문화 및 華南에서 독자적으로 발달한 심미적 文人문화와 융합하였

다.5) 이 시기에 특히 문학과 예술이 발전할 수 있었던 외적 배경을 잠시 살펴

보도록 한다. 첫째, 농업생산력의 비약적 증대는 상공업의 발달을 초래하여 대

도시를 중심으로 경제적 번영과 발전이 이루어졌다. 당시 수도였던 長安은 唐

의 수도를 넘어서서 국제적 도시로 성장했다. 長安을 위시한 대도시를 중심으

로 상인과 수공업자, 노동자, 기녀 등의 새로운 시민계층이 등장했다. 그리고

그들의 등장은 당시의 문학․예술의 발전과도 軌를 같이 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長安을 중심으로 외국과의 교류가 이루어져 다양한 문화, 종교 등이 전

해지게 되었다. 명실상부 국제도시로 자리 잡게 된 長安을 중심으로 한 唐代

의 창조적인 활력은 당대 사회를 개방사회로 만들었다. 도시에서는 페르시아와

서아시아 뿐 아니라 일본, 한반도, 베트남에서 온 사람들 까지도 환영을 받았

다.6) 이처럼 적극적이고 생동감 있는 사회분위기는 唐代 문화를 더욱 풍성하

게 했다. 셋째, 과거 시험으로 배출된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신흥세력이 형성되

는데, 이들이 문학과 예술을 주도하고 향유하게 되었다.

번성과혼란이공존했던 中唐시기에7) 元稹(779∼831)과 薛濤(?∼834?)8)는

등장했다. 元稹은 당시에 白居易와 함께 명성을 날렸고, 두 사람의 문학적 주

장과 작품 경향이 비슷하여 元․白 이라고 불렀다. 元稹은 字가 微之로 河南

府9)사람이다. 15세에 明經科에 급제하여 校書郞, 左拾遺등의 관직을 지내다가

집권자의 미움을 받아 河南尉로 좌천되었다. 좌천과 중앙 진출을 반복하다가

宰相職에 해당되는 中書門下平章事에 까지 이르렀다. 후에 武昌軍節度使로

5) 세오다쓰히코 지음 최재영 옮김 ≪장안은 어떻게 세계의 수도가 되었나≫(황금가지, 2006),
206쪽.

6) 존 킹 페어뱅크․멀골드만 김형종․신성곤 옮김 ≪新中國史≫(까치, 2009), 108쪽.

7) 일반적으로 唐代의 문화적 혹은 문학적 흐름은 初唐, 盛唐, 中唐, 晩唐으로 구분한다.
唐은 7세기 말과 8세기 중반에 일시적 단절로 고난을 겪게 되며, 9세기 말 黃巢의 난이
발발할 때까지 정치․사회적 혼란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문화 활동이 진행되었다.

8) 설도의 생졸연대는 명확하지 않다. 인물사전에 의하면 출생연도는 모르고, 사망연대도 대
략 834년으로 추측할 뿐이다. 국내 유희재 편저의 ≪唐代女流詩選≫에 의하면, 대략
大曆연간(768∼770년 경)에 태어났고 大和6년, 832년경에 죽은 것으로 전해진다. 라고

되어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770년(大曆5년)에 태어났다는 견해가 가장 유력하다．

9) 현재의 하남성 낙양시 부근이다.



≪鶯鶯傳≫, <春望> 그리고 <同心草> 89

있다가 임지에서 세상을 떠났다. 元稹은 元․白 이라 불릴 정도로 白居易와

교류가 잦았으며, 그들의 詩體를 元和體라고 부를 정도였다. 元稹은 주로 사회

현실을 반영한 詩를 지은 詩人으로서10), 傳奇 ≪鶯鶯傳≫의 作家로서 널리

알려져 있다.

다음으로 薛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11) 薛濤는 妓女 출신 女流詩人이

다. 字는 洪度이며 長安사람이다. 그녀의 부친은 원래 長安에서 관직생활을

했다. 부친을 따라 成都로 왔다가 부친이 세상을 떠나자 집안이 몰락하여 결

국 樂妓가 되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시를 지을 줄 알았고, 기녀가

되고나서 아름다운 용모, 뛰어난 언변과 詩才로 이름을 널리 날렸다. 당시 西

川의 節度使 韋皐는 그녀의 詩才를 시험 한 후, 校書郞이라는 관직을 내리려

했다는 일화도 전해지고 있다.12) 설도는 官妓로 활동하며 수많은 관리, 문인

들과 교류를 하며 상당수의 詩文을 남겼다. 그녀는 당시 유명한 시인이었던 元

稹, 白居易, 張籍, 王建, 劉禹錫, 張祜, 杜牧등과 문학적 교류를 했다고 한

다.13) 만년에 그녀는 道士가 되어 浣花溪에 은거하며 훗날 薛濤箋 으로 유

10) 李紳에 대한 和答詩 <新題樂府>12首와 <古題樂府>19首, 長篇 樂府詩 <連昌宮詞>등

이 대표적이다.

11) 薛濤의 생평은 ≪中國古代文學詞典≫第1卷(廣西人民出版社,1986)을 참조.

12) 韋皐는 당시 유명한 장군으로 785년 西川의 節度使로 있을 때 薛濤를 만나게 된다.

그는 薛濤의 부친이 세상을 떠난 후 그녀의 詩才를 높이 평가하여 官妓가 될 것을 권
했다고 한다. 한 때 薛濤는 韋皐의 노여움을 사서 변방으로 쫓겨나게 되는데, <罚赴边
有怀上韦令公(변방 가는 길에 위령공을 회상하며)>二首에 당시의 상황이 잘 나타나 있

다. 이 詩로 그녀는 다시 성도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한다. 시를 소개한다. 闻道边城
苦, 今來到始知. 羞将门下曲, 唱与陇头儿. 黠虏猶违命, 烽烟直北愁. 卻教严谴妾, 不
敢向松州.(변방의 고초를 들은 바 있었지만, 오늘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을

모실 적에 불렀던 노래들을 변방 장수들께 들려주고 싶으나 차마 부끄러워 부를 수가
없습니다. 교활한 오랑캐들 명을 어기고 변방을 향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당신의 엄한
꾸짖음을 받아 앉은 이 신세, 감히 송주로 갈 수 없습니다.)

13) 풍류 문인과 기녀는 상호의존 관계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양자는 사회적으로 일정한

지명도를 가지고 있었다. 풍류 문인은 문화계의 명사이자 엘리트였으므로 기녀의 입장
에서는 이들을 가까이 하면 자신의 성가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다, 특히 그들에게 인
정받고 찬사를 듣는다면 체면이 설 뿐 아니라 자부심도 생겨 열등감까지 극복할 수 있

었다. 문인의 입장에서 보면 기녀는 문화의 전파자이자 사회적 관심 대상이었다. 그러
므로 기녀를 가까이 두면 자기 작품을 사방에 전파하는데 도움이 되고, 이로 인해 더
큰 명성을 얻을 수 있었다. 易中天지음 홍광훈 옮김 ≪이중톈 교수의 중국남녀 엿보기

≫(에버리치홀딩스, 2008), 2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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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해진 시나 편지를 쓰는 종이를 만들었다.14) 그리고 碧鷄坊에 吟詩樓 를

지을 정도로 문학을 사랑하는 여인이었다.

그녀는 남녀사이의 사랑과 그리움을 격조 높은 시어로 형상화하여 표출했

다. 작품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애상과 애절함이 깃들어 있다. 작품집으로, ≪

錦江集≫5卷이 있으나 현재 전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明人이 ≪薛濤詩≫를

편집했으며, 後人이 薛濤와 李冶15)의 詩를 모아 ≪薛濤李冶詩集≫2卷을 만

들었다.

미모와 재기발랄함을 갖춘 薛濤와 풍류 문인 元稹은 그들의 문학적 재능으

로 교류를 시작하여 운명적인 짧은 사랑과 긴 이별을 경험했다． 그러한 상황

은 설도의 詩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赠远>二首 멀리 계신 님에게

芙蓉新落蜀山秋, 연꽃 피고 지니 촉산에 가을 젖어 들고,

锦字开缄到是愁 비단 편지 열어보니 온통 그리움뿐입니다.

闺阁不知戎马事, 아녀자 전장의 일 알 수 없어

月高还上望夫楼. 달 밝은 밤 망부루에 오릅니다.

擾弱新蒲葉又齐, 여린 부들 새싹 가지런히 돋아 오르고,

春深花落塞前溪. 봄 깊어 떨어진 꽃 앞개울을 막았습니다.

知君未转秦关骑, 그대 아직 변방에서 돌아 올 수 없으니,

月照千门掩袖啼. 달빛 가득 문에 비출 때 눈물로 옷소매만 적십니다.

元稹은 元和 4년(809년)에 지방의 감찰어사로 파견되어 나갔다가 薛濤의

명성을 듣고 만나게 되어 교류를 하며 사랑에 빠졌다고 한다. 薛濤의 출생연

도가 명확치는 않으나 元稹보다 10여 살 연상이다. 그러므로 두 사람이 교류

를 시작했을 당시，元稹은 30대 초반이고 薛濤는 40대 초반이었을 것이다.

14) 현재 四川省 成都의 望江樓 공원에는 薛濤箋 을 만들 때 사용하려고 물을 길었던
우물인 薛濤井 이 있고, 그녀가 좋아했던 100여 종의 대나무 숲이 펼쳐져 있다.

15) 吳興사람으로, 자는 季蘭으로 생졸연대는 명확하지 않다. 薛濤와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용모와 시적 재능을 타고 났으며 거문고도 잘 다루었다고 한다. 劉長卿은 그녀에게 女

中詩豪 라는 찬사를 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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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元稹의 아내 韋叢은 세상을 떠난 뒤였다. 두 사람은 서로의 재능을 아끼

며 사랑하게 되었고, 늘 시를 화창하며 함께 지냈다. 그러나 元稹이 조정 고관

의 비위를 건드려 폄적당하는 바람에 두 사람은 3개월 만에 헤어지게 되었다.

실제 元稹은 관직생활을 하면서 直諫을 잘하여 환관과 고관들의 미움을 받아

폄적되어 이곳저곳 떠돌아 다녔다. 이별 이후, 두 사람은 시를 주고받기는 했

으나, 재회의 기회는 없었다．

3개월 동안의 사랑이 元稹의 폄적으로 막을 내린 시기에 薛濤는 元稹을 그

리며 바로 <赠远>二首16)를 지은 것이다. 薛濤는 <赠远>二首 중 「闺阁不知

戎马事, 月高还上望夫楼.（아녀자 전장의 일 알 수 없어，달 밝은 밤 망부루

에 오릅니다）라는 표현을 통해 자신과 원진의 사랑을 부부의 사랑으로 읊고

있다. 전체적으로 변방을 떠도는 사랑하는 이에 대한 걱정과 그리움, 비애가

애잔하게 그려져 있다. 元稹이 형상화한 여성인물 鶯鶯이 長安으로 떠난 후

돌아오지 않는 張生에게 보낸 편지 내용 중 일부는17) 薛濤의 <赠远>二首와

동일한 분위기를 드러낸다.

元稹을 향한 薛濤의 애절한 사랑의 정조만큼이나 元稹 역시 오래도록 薛濤

를 잊지 못하다가 <寄贈薛濤>18)를 지어 그녀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의 정을

토로했다．

<寄贈薛濤>19) 설도에게 보내며

錦江滑宮蛾眉秀， 금강 미끄러질 듯 부드럽고 아미산 빼어나게 아름답네

幻出文君與薛濤． 그 정령이 탁문군과 설도를 낳았던가．

16) 이 시는 원진이 810년 2월 폄적당해 떠나간 후，그 해 연꽃이 지지 않은 무렵에 지어
서 보냈다고 한다．

17) 마음만은 바로 옆에 있는 듯 하오나 몸은 서로 멀리 헤어져 있으니 언제나 만나 뵙게

될는지 기약조차 없나이다. 그러나 가슴에 사무치는 생각이 쌓이게 되면 마음이야 천리
라도 서로 통하겠지요. 아무쪼록 옥체 보중하옵소서. 봄바람은 몸에 해로우니 건강에
유의하시고 식사도 잘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씀도 신중히 하시어 신분을 스스로 보

호하시고 저 같은 것을 너무 가슴 깊이 생각하는 일은 없도록 해주옵소서.(心迩身遐,拜
会无期.幽愤所钟,千里神合.千萬珍重!春风多厉,强饭为嘉.慎言自保,無以鄙为深念.)

18) 元稹은 810년 폄적당한 후，10여년이 지난 ８２１년에 이 시를 지었다．

19) 이 시의 해석은 이석호ㆍ이원규 공저≪중국명시감상≫(위즈온，2007)을 활용했음을 밝

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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言語巧偸鸚鵡舌， 말솜씨는 마치 앵무새 혀를 훔친 듯 교묘하고，

文章分得鳳凰毛． 글솜씨는 봉황새 털처럼 다르다네．

紛紛辭客多停筆， 분분히 몰려들었던 시인들 모두 붓을 꺾었고，

個個公卿欲夢刀． 찾아 들었던 관리들 전근 오기만을 바란다네．

別後相思隔烟水， 헤어진 뒤 그리워해도 안개 가득한 강이 갈라놓았네，

菖蒲花發五雲高． 창포꽃 만발할 때면 오운체로 쓴 그대의 시를 본다．

이 시에는 옛 연인 薛濤에 대한 元稹의 정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다． 그리

고 원진의 설도에 대한 사랑이 단순한 남녀간의 사랑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

다． 文人과 妓女의 신분으로 만난 두 사람은 문학적․인격적으로 서로를 존

중했기에 심미적 안목으로 사랑의 감정을 詩로써 승화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薛濤는 元稹과의 만남과 헤어짐을 겪으면서 이별에 관련된 연작시 10首

(<十離诗>十首)를 쓰기도 했다.

<犬離主> 주인 잃은 개

驯擾朱门四五年, 주문에서 살아온 지 너 댓 해,

毛香足净主人憐. 털 향기 깨끗한 발로 사랑 듬뿍 받았지요.

無端咬著亲情客, 실없이 주인 손님께 달려들고 물어뜯어,

不得红丝毯上眠. 비단자리 담요에서 쫓겨나게 되었지요.

<笔離手> 손 떠난 붓

越管宣毫始稱情, 월의 붓대 선의 붓털 이제사 정이 들어

红笺纸上撒花瓊. 붉은 종이 위 꽃무늬를 흩뿌려 보아요.

都缘用久锋头尽, 오래 오래 애용하여 붓끝마저 닳아버려

不得羲之手裏擎. 다시는 님의 손 안에 머물 수 없네요.

<马離厩> 마구간 잃은 말

雪耳红毛浅碧蹄, 눈처럼 흰 귀 붉은 털 엷은 푸른빛의 발말굽으로

追风曾到日东西. 바람처럼 달려 해 있는 곳까지도 이르렀어요.

为驚玉貌郎君坠, 옥 같은 주인 놀라게 해 떨어뜨렸으니,

不得华轩更一嘶. 다시는 꽃수레 끌며 모실 수 없네요.

<鹦鹉離笼> 둥지 떠난 앵무새

陇西独自一孤身, 농서에 홀로 선 외로운 신세,

飞去飞来上锦茵. 이리저리 날아들다 비단자리에 앉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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都缘出语無方便, 생각 없이 해댄 말이 이유가 되어,

不得笼中再唤人. 다시는 둥지에서 사람을 부를 수 없네요.

<燕離巢> 둥지 떠난 제비

出入朱门未忍抛, 주문을 드나들며 버림받지 않았으니,

主人常爱语交交. 주인은 사랑의 말 늘 들려주었어요.

衔泥秽污珊瑚枕, 머금었던 진흙으로 산호 베개 더럽히니,

不得梁间更垒巢. 다시는 기둥 사이 둥지 틀 수 없네요.

<珠離掌> 손에서 떠난 구슬

皎潔圆明内外通, 깨끗하고 둥글어 안팎으로 통하고,

清光似照水晶宫. 푸른빛은 수정궁을 비추는 듯 했어요.

只缘一點玷相秽, 더렵혀진 한 점 티끌에

不得终宵在掌中. 다시는 손 안에서 사랑받지 못하겠네요.

<鱼離池> 연못 떠난 물고기

跳跃深池四五秋, 늦가을 깊은 연못에 뛰어 놀던 물고기,

常摇朱尾弄纶钩. 붉은 꼬리 흔들며 낚시 바늘 갖고 놀았어요.

無端摆断芙蓉朵, 실없이 연꽃송이 부러뜨리고,

不得清波更一遊. 다시는 푸른 물살 속 헤엄칠 수 없네요.

<鹰離鞲> 팔찌 떠난 매

爪利如锋眼似铃, 칼끝처럼 날카로운 발톱 방울처럼 맑은 눈빛,

平原捉兔稱高情. 평원 넘나들고 토기사냥 자랑하며 귀한 정 받았어요.

無端窜向青雲外, 실없이 하늘 밖으로 달아나 버려,

不得君王臂上擎. 다시는 주인의 어깨 위에 앉을 수 없게 되었지요.

<竹離亭> 정자 떠난 대나무

蓊鬱新栽四五行, 너 댓 줄의 대나무 숲으로 우거지고,

常将劲节负秋霜. 늘 굳은 절개 가을 서리 지고 있어요.

为缘春筍鑽墙破, 봄 죽순에 망가진 담장,

不得垂阴覆玉堂. 다시는 옥당에 그림자 드리우지 못했어요.

<镜離臺> 경대 떠난 거울

铸泻黄金镜始开, 황금 부어 만든 거울 비로소 열어보니,

初生三五月徘徊. 정월 대보름 달 배회하는 듯 밝았어요.

为遭無限尘蒙蔽, 한 없이 내려 앉아 덮인 티끌들,

不得华堂上玉臺. 다시는 주인 경대에 머물 수 없게 되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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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10首에 달하는 이별의 연작시는 설도의 작품 중 최고의 작품으로 꼽힌

다． 이 작품은 元稹에게 바친 이별의 노래로 알려져 있다. 薛濤가 元稹과 이

별한 후 연작시를 짓게 되었고, 원진은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한다．20)

이별 연작시의 제목을 살펴보면, 네 번째 이별시인 <鹦鹉離笼>을 제외하고

모두 3字로 이루어져 있으며, 동일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薛濤가 개, 붓, 말,

앵무새, 제비, 구슬, 물고기, 매, 대나무, 거울에 이르는 일상적인 소재를 사용

하여 사랑의 이별을 노래한 것을 통해 그녀의 재기발랄함과 문학적 재능을 다

분히 엿볼 수 있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익숙하면서도 흔한 사물들은 바로 이

별을 한 薛濤의 투영물들이다. 그녀는 다양한 사물을 통해 아낌없는 사랑을

받았을 적의 충만한 행복감과 사소하면서도 결정적인 헤어짐의 이유들, 사랑이

떠난 후의 시름겨움과 懷恨등을 깔끔하면서도 애절하게 묘사하고 있다.

결국, 문학적 재능에 대한 연모와 이성적 끌림으로 교류를 하여 사랑에 빠

졌다가 긴 이별을 하게 된 薛濤와 元稹은 행복한 결말을 맺지 못하고 각자의

삶으로 回歸했다.

Ⅲ. ≪鶯鶯傳≫과 <春望>, 그리고 鶯鶯과 薛濤

元稹과 薛濤는 문학적 재능, 즉 詩를 통해 교류하고 사랑했으며, 종국에는

이별을 맞이했다. 그들은 서로에 대한 인격적 존중과 문학적 사랑을 통해 10

여 세의 나이차를 넘어서서 남녀 간의 사랑과 이별을 맛보았던 것이다.

詩人 元稹은 唐 傳奇의 작가로도 유명하다.21) 唐代에 소설은 전환점을 맞

게 되는데, 元稹은 傳奇 ≪鶯鶯傳≫을 창작하여 중국 애정소설의 본격적 시작

20) 10首의 연작시가 시작되기 전에 元微之使蜀. 嚴司空遣濤往事. 因事獲怒. 遠之. 濤
作十離詩以獻. 遂復善焉. 라는 내용이 있다. 辛島驍 ≪魚玄機․薛濤≫(≪漢詩大系≫

第15卷, 日本, 昭和58年), 325쪽.

21) 唐人 傳奇중에서 ≪鶯鶯傳≫은 최고의 명성을 얻은 작품이다. 또한 大詩人 元稹이
남긴 유일한 傳奇小說이기도 하다. 이 작품은 元稹이 詩歌 방면에서 이룬 성취를 초
월할 정도로 그 영향력을 발휘했다. 吳志達著 ≪中國文言小說史≫(齊魯書社, 199

4), 3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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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림과 동시에 후대 문학계에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 ≪鶯鶯傳≫은 ≪會眞

記≫라고도 불리며, 양가집 여성 崔鶯鶯과 張生의 사랑이야기를 그린 작품이

다. 지금까지 남자 주인공 張生은 元稹 자신의 투영대상으로 알려져 왔다. ≪

鶯鶯傳≫의 출현은 동시대에도 영향력을 발휘하여, 鶯鶯의 이야기를 다룬 楊

巨源의 ≪崔娘詩≫와 李紳의 ≪鶯鶯歌≫가 등장했다. 董解元(金代)은 ≪弦

索西廂≫을, 王實甫(元代)는 ≪西廂記≫를, 關漢卿은 ≪續西廂記≫를 지었

다.22) ≪鶯鶯傳≫의 서사구조를 간단히 소개한다.

발단: 張生, 蒲州에 여행 갔다가 鶯鶯의 모친을 도와준 인연으로 鶯鶯을

만나게 된다.

전개: 鶯鶯에게 첫 눈에 반한 張生은 시녀 紅娘의 도움으로 사랑의 시를

전달하여 처음에는 거절당하나, 鶯鶯의 적극성으로 사랑을 나누게 된다.

위기: 張生은 과거를 보러 長安으로 떠나지만 과거에 떨어진다. 그는 鶯鶯

에게 한차례 편지를 보내고 鶯鶯 역시 애절하고도 농염한 情調의 사

랑의 맹세와 욕망이 가득 담긴 편지를 보낸다.

절정: 張生은 鶯鶯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두 사람은 각자 결혼한다. 어느

날 張生은 鶯鶯과의 재회를 시도하나 그녀는 단호히 거절한다.

결말: 두 사람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며, 당시의 후일담이 간단히 소개

된다.

이 작품은 單線的 시각에서 바라보면, 젊은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고 헤어지

는 전형적인 연애 이야기다. 두 주인공 張生과 鶯鶯은 처음에 사랑의 詩를 통

해 정서적 교감을 하고, 사랑을 나눈 후 욕망에 충실한 에로티시즘을 드러내고

있다. 작품 속에서 鶯鶯은 당시 사회적 예교와 정서적 속박, 그리고 젊은 여성

으로서 자연스런 사랑의 욕망사이에서 갈등하는 인물형상이다. 그리고 장생은

사랑에 대해 충동적이고 이기적이면서 경박한 당시의 남성형상을 생동감 있게

22) 明代 李日華와 陸天池도 ≪南西廂記≫를 각각 지었고, 周公魯의 ≪翻西廂記≫와 淸

代 査繼佐의 ≪續西廂雜劇≫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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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해 냈다.23) 鶯鶯과 헤어지기로 결심한 張生은 지나칠 정도로 이기적인

이별에 대한 합리화를 여러 사람들 앞에서 경박하게 드러냈다．

대체로 하늘이 미녀에게 내리는 운명은 미녀 자신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재앙을 미치게 하는 법이거든. 만약에 최 아가씨가 부귀한

운을 만나 현귀한 사람의 총애를 차지하게 된다면, 그녀는 구름이 되고 비가 되지

않으면 도롱뇽이나 용이 되어서, 우리는 그의 다양한 변화를 예측조차 못할 걸세.

……내가 가지고 있는 덕은 그와 같은 재앙의 씨를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

에 그래서 감정을 참아 둔 것이지.(大凡天之所命寵物也,不妖其身,必妖于人.使崔

氏子遇合富贵,乘宠娇,不为雲为雨,則为蛟为螭,吾不知其所变化矣.……予之德不

足以勝妖孽,是用忍情.)

일반적으로 ≪鶯鶯傳≫에 대한 시선은 주로 鶯鶯이란 여성에게 맞추어져

있다. 唐代이전의 소설이나 同時期 소설에 등장하는 여성의 보편성과 평면성

을 초월한 개성적이며 자주적이고 적극적인 鶯鶯의 이미지가 큰 비중을 차지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鶯鶯의 이러한 가시적인 이미지 장치 속에

는24) 한 젊은 여성으로서의 사랑에 대한 갈구, 욕망이 가슴 에일 정도로 애절

하게 잠재되어 있다는 측면에 시선을 맞추었다.

自従消瘦减容光, 몸 여위자 예쁘던 얼굴 점점 못해지고,

萬转千回懒下床. 천만번 뒤척이지만 자리에서 일어나기 귀찮구나.

不为旁人羞不起, 옆 사람 부끄러워 못 일어나는 게 아니라,

为郎憔悴却羞郎. 그대 때문에 여위었으니 오히려 그대 보기 부끄럽네.

弃置今何道, 싫다고 버려두더니 이제 와서 무슨 할 말이 있으리,

當时且自亲. 지난날엔 오히려 내 스스로 좋아했지만,

还将舊时意, 역시 옛날 그런 마음으로,

23) 元稹은 당시 문인들이 욕망에 대해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억누르는 제도를 개선하
기 위한 의지를 다지기보다는 주어진 환경에 안주하면서 최소한의 일탈을 은밀히 즐기
면서, 설령 그로 인해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더라도 ‘원만하게’ 뒤덮어 해결하는 것을 오

히려 ‘능력있다’고 칭송하는 관행에 익숙해 있음을 신랄하게 꼬집은 것이다. 김보경・홍
상훈 <이야기 속에 나타난 금지된 사랑-六朝 志怪와 唐 傳奇의 문화적 배경에 관한 고
찰>(≪中國文學≫第49輯, 韓國中國語文學會, 2006), 172쪽.

24) 그녀의 예교와 사랑의 본능 사이에서의 갈등, 사랑에 대한 이성적 억제, 단호함을 가장

한 이별의 자세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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憐取眼前人. 현재의 부인이나 사랑해 주구료.

張生과 鶯鶯은 헤어져서 각자 결혼을 했다. 어느 날 張生은 鶯鶯이 살고

있는 곳을 지나다가 그녀와의 재회를 원했다. 그러나 鶯鶯은 만나지 않고 詩

2首를 보내 자신의 심정을 드러낼 뿐이었다. 표면적으로 재회에 대한 단호한

거절을 암시하고 있지만, 첫 번째 詩의 경우 사랑했던 이를 만날 것 인지에 대

한 심리적 갈등이 현저하다. 두 번째 시는 사랑에 대해 개성적이고 단호하며

주관이 뚜렷한 鶯鶯의 인물형상을 중국소설사에 각인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부분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한 때 사랑의 욕망을 나누었던 이에 대

한 냉정함 속에 깃든 鶯鶯의 애절한 사랑의 情調와 상처 역시 간과할 수 없

다. 전체적으로 元稹은 ≪鶯鶯傳≫을 통해 남성으로서 여성이 겪는 사랑의 정

서, 애절한 情調, 이별 후의 애잔함 등을 놀라울 정도로 섬세하게 그려나갔다.

이러한 鶯鶯의 애절한 情調는 한 때 元稹의 연인이었던 薛濤에게서 재현되

기에 이른다．

<春望> 봄날의 그리움

花开不同赏, 꽃 피어도 함께 즐길 수 없으며,

花落不同悲. 꽃 져도 함께 슬퍼할 수 없어라.

欲问相思处, 묻고 싶구나 어디에 계시는지,

花开花落时. 꽃 피고 꽃 지는 이 계절에.

揽草结同心, 사무치게 그리운 마음,

将以遗知音. 그대에게 전하려 했다가,

春愁正断绝, 봄 날 그리움을 이제는 접으려 하니,

春鸟復哀吟. 저 꾀꼬리조차 서글피 지저귀는구나.

风花日将老, 바람에 꽃은 시들고 시드는데,

佳期猶渺渺. 만날 기약은 아득하기만 하구나.

不结同心人, 그대와 함께 사랑 나눌 수 없어,

空结同心草. 실없이 홀로 이 마음 달래본다.

那堪花满枝, 흐드러지게 핀 꽃에 마음 가눌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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翻作两相思. 한없는 그리움 늘어만 가누나.

玉筯25)垂朝镜, 날마다 방울지는 쓰라린 눈물을,

春风知不知. 살랑대는 봄바람은 아는지 모르는지.

<春望>은 薛濤의 사랑에 대한 욕망과 애절한 情調가 상징을 통해 문학적으

로 체현된 작품이다. 양갓집 여성이었던 鶯鶯은 당시 억압적인 예교와 시선

속에서 갈등하다가 적극적으로 사랑의 욕망을 현실화시켰다. 그러나 당시에 금

기시되었던 婚外情事의 벽을 넘지 못하고 결국 상처를 간직한 채 자신의 위치

로 돌아왔다. 薛濤는 기녀출신으로 鶯鶯보다 좀 더 자유로운 신분의 여성이었

다고 할 수 있다. 薛濤는 그녀의 문학적 재능과 미모로 수많은 문인․관료들

과 교류를 했고 사랑의 기쁨과 이별의 쓰라림을 여러 차례 경험했다. 그녀는

문학작품을 통해 순수한 사랑과 관능적인 사랑의 情調를 상징과 비유로 품격

있게 표출했다. <春望>이 바로 그 대표적 작품이라 할 수 있다.

<春望>은 나른하면서도 아련한 봄날을 배경으로 사랑하는 이에 대한 여인의

그리움과 사랑의 추억, 이별의 고통을 애절하게 노래하고 있다. 봄날에 피어나

는 꽃, 봄의 애상을 더해주는 꾀꼬리, 꽃잎을 스치는 따스하면서도 쌀쌀한 바

람, 방울방울 떨어지는 눈물 등의 다양한 감각적 표현으로 사랑을 잃은 농염한

여인의 고통과 욕망의 꿈틀거림을 상징적으로 그려나갔다.

Ⅳ. <春望>의 애절한 情調, <同心草>로 재현되다 :

薛濤와 岸曙 金億의 遭遇

<春望>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한국문학의 근대시기에 그 애절한 情調가 재현

되었다．岸曙 金億(1893∼?)이 <春望>詩4首 중 세 번째 首를 번역하여 薛濤

와의 遭遇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金億은 金素月의 스승으로, 한국 근대 시문학 형성과 전개시기에 詩論과

詩作으로 국문학계에 영향을 끼친 인물이며, 근대시기 대표적인 번역가이기도

25) 玉簪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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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26) 우선 金億의 번역에 대한 試論을 잠시 소개하도록 한다. 그의 시 번

역의 원칙은 이러하다. 金億은 시의 번역은 단순한 번역이 아니라 창작이며,

창작보다 더한 정력이 드는 일이라고 보았다. 즉，그는 번역의 창작성에 주목

했던 것이다. 그리고 번역시는 原詩와는 독립된 창작예술 작품이므로 그 자체

로서 가치평가를 해야 한다고 보았다. 아울러 번역자는 시의 독자이자 감상자

이며, 번역에 있어서 개성과 독창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金億의 漢詩번역 작업은 무시하지 못할 의의를 지닌다. 1934년 ≪忘憂草≫

(漢城圖書, 1934.9.10) 발간을 계기로 본격화된 한시 번역 작업은 1949년

≪玉簪花≫(二友社, 1949.3.5)에 이르기 까지 그 번역 편수가 한국․중국에

걸쳐 792편이나 되며,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상당한 분량의 한시번역작업에 관

한 입장을 밝혀놓았다.27)

1934년에 출간된 ≪忘憂草≫에는 漢詩 번역에 대한 그의 번역시론과 100

餘首에 달하는 七言絶句와 70首에 달하는 五言絶句가 번역되어 있다. 대상은

중국과 한국의 漢詩이며, 七言絶句는 白樂天의 시 번역으로 시작된다.

스승의 번역시집을 받은 金素月은 편지를 올려 자신의 감회를 전하기도

했다.

岸曙 金億 선생님에게

몇해 만에 선생님의 수적(手迹)을 뵈오니 감개무량합니다. 그 후에 보내주신

책 ≪忘憂草≫는 새삼 피열(披閱)하올 때에, 바루 함께 있어 모시던 그 옛날이

눈앞에 방불하옴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제(題) <망우초>는 근심을 잊어버린 망

우초이옵니까, 잊어버리는 망우초이옵니까, 잊자 하는 망우초이옵니까? 저의 생각

같아서는, 이 마음 둘 데 없어 잊자 하니 이리 불러 망우초라고 하였으면 좋겠다

26) 우리나라 근대의 번역가로서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사람은 김억이다. 김억은 순수주
간문예지 ≪태서문예신보≫와 우리나라 최초의 번역시집 ≪오뇌의 무도≫(1921)와

≪잃어진 진주≫(1924)를 통해 서구 문학 수용 초기인 프랑스 상징주의 Verlaine, B
audelaire, Gourmont와 함께 영국 황혼파 Yeats와 Simons의 시를 번역, 소개함
으로써 한국 근대시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시인 겸 번역가로서 창작과 번역에 관

한 다수의 글을 발표했고 창작시집 ≪해파리의 노래≫(1923), ≪봄의 노래≫(1925),
≪안서시집≫(1929)을 펴냈으며, 양주동과의 번역논쟁을 통해 번역에 대한 논의를 한
단계 발전시킨 업적을 가지고 있다. 김준희 <김억의 번역이 한국 근대시에 미친 영향

연구>(숙명여대대학원석사논문, 2007), 1∼2쪽.

27) 金承鍾, <岸曙 金億의 試論 硏究>(≪國文學硏究資料比較論著≫, 巨山, 2001), 2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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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생각하옵니다.-중간생략- 잊자하는 선생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주신≪忘憂草≫

책은 역문이라든가 원작이라든가, 졸(拙) 혹 가(佳)는 막론하옵고 고침(孤枕)에

꿈 이루기 힘들 때마다 낭공(囊空)에 주붕(酒朋)이 없이 무료하올 때마다 읽겠사

옵니다. 나중으로 글 한수 쓰겠나이다. 제(題)는 <次 岸曙先生 三水甲山韻>이옵

니다.

一九三四年 九月 二一日 夜 門下生 金廷湜 拜28)

시공간 이동을 한 薛濤의 <春望>은 <同心草>라는 제목으로 ≪忘憂草≫의

五言絶句 부분에 수록되어있다.

<同心草>29)

꽃잎은 하욤없이 바람에 지고,

만날 날은 아득타, 期約이 없네.

무어라 맘과 맘은 맺지 못하고,

한갓되이 풀잎만 맺으랴는고.

김억은 <春望>詩 4首를 全譯하지 않고 가장 애절하고 비애가 깃들어 있는

셋째 首를 번역했다. 본 논문에서 참고한 유희재 편저≪唐代女流詩選≫에서는

이 부분을「바람에 꽃은 시들고 시드는데, 만날 기약은 아득하기만 하구나. 그

대와 함께 사랑 나눌 수 없어, 실없이 홀로 이 마음 달래본다.（风花日将老,

佳期猶渺渺. 不结同心人, 空结同心草.）」라고 번역했다. 김억은 <春望>의

일부분을 번역하면서 절제된 언어 선택으로 사랑의 情調를 재현하여, 감상자로

하여금 이별 후의 애잔함과 사랑했던 이를 붙잡지 못한 가슴 시린 감정을 체험

하게 해준다. 「하욤없이」와「아득타」라는 표현은 사랑의 애절함을 좀더 강

렬하게 표현해주는 부분이다. 특히「不结同心人, 空结同心草.」부분은 전혀

기교를 가하지 않고 原詩를 그대로 살려서 한국어로 옮겼음에도, 시적 여운과

감동이 상당히 절절하다. 4句의 시는 직역과 의역의 경계를 예술적으로 넘나들

며 순수와 욕망이 공존하는 애절한 사랑의 정조를 표현하고 있다．

28) 金素月外 ≪韓國隨想錄≫, 金星出版社, 1990, 8쪽.

29) 金億 ≪忘憂草≫詩集 143쪽에 수록되어 있으며, 여러 작가의 시집을 모아서 영인한

≪韓國現代詩史資料集成≫詩集篇6권(太學社, 1982)에서는 157쪽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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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同心草>는 중국 여성 시인의 애절한 사랑의 情調가 어렵지 않은

시어로 떠난 사랑에 대한 절제와 욕망, 悔恨이 어우러져서 타국에서 재탄생된

결과물이다. 또한 <同心草>는 歌曲에 채용되어 작곡가의 재능과 청각적인 자

극을 통해 사랑의 애절한 情調와 悲哀를 더욱 극대화시켰다．

歌曲 <同心草> 薛濤 原詩, 金億 譯詞, 김성태 作曲30)

(1절)

꽃-잎은 하염없이 바람에 지-고-

만-날 날은-- 아득-타-기약이 없-네-

무-어라 맘과 맘은 맺-지-못-하-고-

한갓되이 풀잎만 맺으려-는고-

한갓되이 풀잎만 맺-으려--는-고-

(2절)

바-람에 꽃이 지니 세월 덧 없-어-

만-날 길은--뜬 구-름-기약이 없-네-

무-어라 맘과 맘은 맺-지-못-하-고-

한갓되이 풀잎만 맺으려-는고-

한갓되이 풀잎만 맺-으려--는-고-

歌曲 <同心草>는 번역시에 약간의 변형을 주어 2절로 구성했다. 风花日将

老, 佳期猶渺渺. 부분에서 동일 의미를 살리며 단어 선택과 위치에 변화를 주

어 애절함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１절의「꽃잎은 하염없이 바람에 지고」와 ２

절의「바람에 꽃이 지니 세월 덧 없어」부분은 ‘꽃’과 ‘바람’을 통해 동일한 哀

傷을 드러내고 있으며，２절의 ‘세월’이란 단어의 등장으로 애절함과 哀傷이

확대되고 있다. 「만날 날은 아득타 기약이 없네．」와「만날 길은 뜬 구름 기

약이 없네．」부분 역시 각각 동일 속성을 지닌 ‘아득타’와 ‘뜬구름’을 사용하여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대한 강한 애절함을 표현하고 있다．歌曲 <同心草>

에서는 번역자의 창작성과 독창성을 가미하며 원래의 뜻을 살리면서 애절한 情

調를 더욱 심화시켰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문학작품을 매개로 한 金億과 薛濤의 遭遇는 사랑에 대한 애절함과

30) ≪抒情韓國歌曲123選≫(삼호출판사, 1985), 112-1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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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욕망이 시공간 이동을 하여 문화와 문학 향유자들의 심금을 울리는 역

할을 하게 된 것이다.

Ⅴ. 나오며

사랑은 문화ㆍ예술에서 요지부동의 위치를 차지해 온 영원한 테마이다. 물

론 실제적 삶속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다양한 종류와 깊이의 사랑이 존재하지

만, 사랑에 대한 행복감 보다는 사랑의 슬픔, 이별의 아픔은 그 문학성과 감동

이 훨씬 배가되어 독자와 감상자를 몰입시킨다.

본 논문에서는 ≪鶯鶯傳≫, <春望> 그리고 <同心草>를 중심으로 사랑, 그

애절한 情調에 관한 考察을 시도해 보았다. 唐代 대표적인 애정소설 ≪鶯鶯傳≫

에 등장하는 鶯鶯은 일반적으로 개성적이며 주관이 강하고 단호한 여성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그녀의 강한 외적 이미지 이면에는 사랑에 대한 욕망과

사랑의 실패를 경험한 애절함이 깃들어 있다. 그렇기에 그녀의 이성적이고 단

호한 태도는 더욱 가슴 시리게 전해온다. 鶯鶯의 애절한 情調는 한 때 元稹의

연인이었던 薛濤에게서도 재현되었다. 元稹이 창작해 낸 鶯鶯의 애절한 사랑

의 분위기만큼이나 元稹과의 짧은 사랑, 긴 이별을 맛보았던 妓女 薛濤의 <春

望> 역시 사랑에 대한 욕망과 애절한 情調를 상징적으로 체현해 내었다.

그리고 鶯鶯과 薛濤가 공유했던 순수함과 농염함으로 조화를 이룬 사랑의

애절한 情調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한국에 들어왔다. 岸曙 金億과 薛濤의 遭

遇가 만들어 낸 문학적․감성적 시공간 이동이 바로 그것이다. 金億은 薛濤의

<春望>詩四首중에서 셋째 首를 <同心草>라는 제목으로 번역했고, 이 번역시

는 장르와 매체를 달리하여 歌曲 <同心草>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처럼 동시대에 생존하여 교류했던 文人 元稹과 妓女 薛濤의 작품 속에

서, 그리고 시공간 이동으로 조우하게 된 薛濤와 金億의 <同心草>, 同名의 歌

曲 <同心草>를 통해 사랑의 情調가 더욱 애절하고도 강렬하게 그 모습을 드러

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



≪鶯鶯傳≫, <春望> 그리고 <同心草> 103

【參考文獻】

王景桐主編 ≪中國古典小說集粹-唐五代卷上≫中國, 學苑出版社, 2001

≪抒情韓國歌曲123選≫, 삼호출판사, 1985

≪中國古代文學詞典≫第1卷, 廣西人民出版社, 1986

金素月外 ≪韓國隨想錄≫, 金星出版社, 1990

金承鍾 <岸曙 金億의 試論 硏究>;≪國文學硏究資料比較論著≫, 巨山, 2001

金億 ≪忘憂草≫詩集;≪韓國現代詩史資料集成≫詩集篇6권 영인본, 太學社, 1982

김보경・홍상훈 <이야기 속에 나타난 금지된 사랑-六朝 志怪와 唐 傳奇의 문화적

배경에 관한 고찰>;≪中國文學≫第49輯, 韓國中國語文學會, 2006

김준희 <김억의 번역이 한국 근대시에미친영향 연구> 숙명여대대학원석사논문, 2007

레이황 지음 권중달 옮김 ≪허드슨 강변에서 중국사를 이야기하다(赫遜河畔談中國歷

史)≫, 푸른역사, 2003

레이황 지음 홍광훈・홍순도 옮김 ≪중국, 그 거대한 행보≫, 경당, 2003

세오다쓰히코 지음 최재영 옮김 ≪장안은 어떻게 세계의 수도가 되었나≫, 황금가지,

2006

辛島驍 ≪魚玄機․薛濤≫;≪漢詩大系≫第15卷 日本, 昭和58年

易中天지음 홍광훈 옮김 ≪이중톈 교수의 중국남녀 엿보기≫, 에버리치홀딩스, 2008

吳志達著 ≪中國文言小說史≫, 齊魯書社, 1994

유희재 편저 ≪唐代女流詩選≫, 문이재, 2002

이석호ㆍ이원규공저 ≪중국명시감상≫，위즈온，2007

정범진 편역 ≪앵앵전≫, 성균관대 출판부, 1995

존 킹 페어뱅크․멀골드만 김형종․신성곤 옮김 ≪新中國史≫, 까치, 2009

【中文提要】

愛情是文化藝術的主要主題思想. 愛情的悲哀和離別的受傷比愛情的

幸福感更吸引了讀者, 欣賞者.

本稿考察了≪鶯鶯傳≫, <春望>和 <同心草>中悲傷的愛情情調.

≪鶯鶯傳≫是唐代代表的傳奇小說, 是詩人元稹的作品. 元稹筆下的

鶯鶯是悲哀的女性. 她經驗了愛情的慾望和愛情的失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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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春望>是唐代有名的妓女薛濤的詩. 她曾經和元稹交流了. 在中唐時

期, 她和很多文人官僚交流了. 她用文學的才能作了多樣多彩的文學作品.

<春望>也是其中一, 描寫了對愛情的女性悲傷.

<同心草>是韓國近代人金億的翻譯詩. 他對詩論方面的主張有意義的.

≪忘憂草≫是他的漢詩譯書. 金億把薛濤的<春望>飜譯成韓語. 在韓國還

有歌曲<同心草>, 歌頌了女性的悲哀․哀傷.

在同時代人元稹和妓女薛濤的作品裏, 在通過視空間移動遭遇的薛濤

和金億的<同心草>, 在更悲傷的同名歌曲<同心草>表現了包括精神的愛

情․情慾的愛情的悲傷情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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