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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인간은 원초적으로 죽음과 병을 두려워하고 이러한 공포에서 벗어나려고 노

력한다. 그리고 나이가 들거나 병석에 있게 되면 삶에 대한 집착은 더욱 커진

다. 그러나 백거이는 말년에 ‘生老病死’에 달관하며 낙천적인 생활태도를 견지

했다고 여겨진다. 그는 병중에서도 내 몸이 의사요 마음이 곧 좋은 약이니, 편

작이 문 앞까지 오는 수고도 않겠네 1)라고 표현하며 병을 대함에 있어서 본인 

스스로의 마음가짐이 중요함을 부각시키고 있다. 과연 백거이는 자신에게 찾아

온 병을 항상 유연하게 대처했을까? 본 논문은 바로 이러한 궁금증에서 출발한

다.

* 서울여자대학교 중어중문과 강사
1) [2586] <病中五絶句>其四首: 身作醫王心是藥, 不勞和扁到門前. (朱金城 ≪白居易集

箋校≫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8, 第4卷 2389쪽. 이하 동일 서적의 서지정보는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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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거이 작품을 살펴보면 질병과 관련된 작품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옛 시인

들이 만년에 병약하여 질병을 소재로 작시한 예는 허다하다. 하지만 백거이의 

경우 만년에 질병과 죽음에 초연했던 문인이라고 여겨지면서 젊은 시절부터 늙

고 병들어 가는 것에 대한 우려를 작품에서 표현했다는 점이 특이하다. 필자는 

젊은 시절부터 ‘늙고(老)’ ‘병들어(病)’가는 것에 대해 관심을 보이며 작품을 창

작한 것은 백거이 만의 특징이며 분명 특정한 창작 동기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

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선 백거이가 얻었던 질병을 간단히 살펴본 후, 좌

천 이전, 즉 청장년시기2) 백거이가 질병을 주요 제재로 하는 ‘詠病詩’를 창작

하게 된 배경과 병에 대처하는 자세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Ⅱ. 白居易의 질병과 詠病詩 선별

백거이는 70여 생을 살아오는 동안 병과 함께 했다고 할 정도로 잦은 병치

레를 했다. 朱金城의 ≪白居易年譜≫에는 백거이가 50세 이후에 총 4차례 病

假를 신청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55세가 된 826년 2월 말에서 떨어져 발을 다

쳐 30일을 누워 지냈고, 5월 말에는 눈병과 폐질환으로 백일의 장기 휴가를 신

청하였다. 그 후 병을 이유로 828년 12월 백일 病假ㆍ833년 2월 오십일 휴가ㆍ

840년 겨울 다시 백일휴가를 신청하였다.3) 年譜상에는 병가를 정식으로 신청

한 위의 기록 외에도, 최초의 중풍 증상ㆍ중풍 증상의 호전ㆍ다리 질환ㆍ안과 

질환의 발병ㆍ병을 핑계로 관직을 사양하는 사건 등이 서술되어 있어 백거이 

인생에서 질병이 끊임없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당대 관리의 휴가는 대략 십 여 종류가 있다. 旬假ㆍ節假ㆍ田假ㆍ授衣假ㆍ

祔祭假ㆍ探親假ㆍ喪假ㆍ冠假ㆍ婚價ㆍ装束假ㆍ臨時請假 등이 있는데4), 이중 

2) 본고에서는 청장년시기의 기준을 백거이 나이 44세 강주로 좌천되던 시기로 한다. 44세
는 사전에서 ‘사람의 일생 중 한창 기운이 왕성하고 활동이 활발한 시기의 마흔 안팎의 
나이’로 정의하고 있는 청장년 범위에 해당하면서 백거이 일생의 전후를 구분하는 주요 
기준이기 때문이다.

3) 朱金城 ≪白居易年譜≫臺北, 文史哲出版社, 1991, 169쪽ㆍ183쪽ㆍ230쪽ㆍ301쪽.

4) 旬假: 현재의 주말과 비슷한 개념. 節假: 현재 주요 명절의 연휴와 비슷함. 당 현종 시
기, 춘절ㆍ동지에 각 7일 휴, 한식ㆍ청명은 합해서 4일 휴(후에 5일, 7일로 변경),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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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을 이유로 신청하는 휴가는 ‘臨時請假’에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휴가는 그 

기간이 규정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병가는 휴가 기간의 연장이 가능했고 이때 

100일을 초과할 수 없었다.5) 이 때문에 백거이가 신청한 병가 중 최장 기간

의 휴가가 100일 이었던 것이며, 어디에도 100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한 기록

은 보이지 않는다.

백거이의 詩文을 살펴보면 보다 구체적인 정황을 알 수 있다. 詩文에는 눈

병과 관절염(痛風) 계통의 질환이 자주 거론되는데, 눈병은 젊은 시절부터 앓

아온 고질병이며 관절염은 노년에 나타나는 증상으로 보인다. 이밖에 순환ㆍ호

흡기 질환, 청각 질환 및 중풍 등과 관련된 질환이 작품에 나타난다.6) 백거이

가 詩에서 본인의 병을 처음 언급한 것은 18세에 창작한 [0680]<病中作>[時年

十八]에서이다. 10대의 젊은 나이에 이미 병이 많다 7)고 자신의 상태를 판단

했으며, 훗날 지은 <與元九書>에서는 20세 전후를 회상하며 아직 늙지도 않

았는데 이가 빠지고 머리카락이 벌써 세었고, 눈이 침침하고 아롱아롱 한 것이 

눈 앞에 수많은 파리가 날아다니고 구술이 메달린 듯하다 8)고 기록하였다. 이 

<與元九書>의 내용은 백거이의 고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안과 질환 증상이 

이미 젊은 시절부터 나타났음을 보여주는 문장이다. 이 증상은 과거고시를  준

비하면서 과도하게 무리를 했던 20세에 나타나기 시작했고, 나이를 먹고 신체

ㆍ납일에 각 3일 휴, 정월 7일ㆍ15일ㆍ3월 3일ㆍ5월 5일ㆍ삼복ㆍ7월 7일ㆍ15일ㆍ9월 
9일ㆍ입춘ㆍ춘분ㆍ입추 등에 각 1일 휴. 節假기간에 현종이전에는 관리는 일상적으로 출
근을 해야 했는데 開元25년(737)부터 朝官은 출근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했으며, 746년
에는 外官에게도 출근의 의무를 부여하지 않았다. 田假: 5월에 있는 휴가로 농번기에 일
손을 돕기 위해서이다. 授衣假: 9월에 있는 휴가로 월동준비를 위해서다. 祔祭假: 조상
이나 친인척의 제례를 한 휴가이다. 探親假: 타지에 부임해 있을 때, 본가에 가서 가족
을 만날 수 있는 휴가이다. 喪假: 장례를 위한 휴가이다. 冠假: 성년의례를 치루기 위한 
휴가이다. 婚假: 혼인을 치루기 위한 휴가이다. 装束假: 먼 곳으로 부임가는 경우 여정
을 꾸리기 위한 휴가이다. 臨時請假: 규정된 휴가 외에, 관리가 임시로 신청할 수 있는 
휴가. 여기에 질병을 이유로 신청하는 병가가 포함된다.

5) 岳純之 <論唐代官吏休假制度>; ≪貴州文史叢刊≫ 2010年 1期.

6) [日]埋田重夫, 李寅生 <從視力障碍的角度釋白居易詩歌中眼疾描寫的含意>; ≪欽州師
範高等專科學校學報≫ 2001年 01期. 29쪽.

7) [0680] <病中作>: 年少已多病 (≪白居易集箋校≫第2卷 770쪽)

8) [2915] <與元九書>: 未老而齒髮早衰白, 瞥瞥然如飛蠅垂珠在眸子中也, 動以萬數.

(≪白居易集箋校≫ 第5卷 27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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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노화가 진행되면서 백거이의 안질은 더욱 악화되어 다수의 작품에서 昏

兩眼 ㆍ 眼昏 ㆍ 雙目暗 ㆍ 眼漸昏昏 ㆍ 眼闇 등과 같은 시어가 자주 보인

다. 이렇게 어린 나이부터 안질을 중심으로 하는 질병에 노출된 백거이는 그의 

작품에서 병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감을 읊었다.

안질은 어느 정도의 육체적 고통을 수반하기는 하지만 치명적인 질병은 아

니다. 그러나 백거이를 포함한 당시의 문인에게 있어서 독서에 결정적인 지장

을 주는 질병이 안질이었기 때문에 보다 심각하게 느껴졌을 것이다. 40을 넘어

서면서부터 특히 눈병과 관련된 내용이 자주 보이는데, 신체적 노화과정의 하

나로 볼 수 있는 눈병에 대해 일본인 萱沼明은 상당히 흥미로운 분석을 하기

도 했다. 의학박사인 萱沼明은 백거이 눈병에 대해 처음으로 연구한 사람으로 

<白居易的眼疾―由夜以繼日讀書所引起的病痛>9)에서 의학 전문의의 시각으

로 백거이 눈병을 분석하였다. 백거이 시 <舟中讀元九詩>에 보이는 눈병에 

대한 萱沼明의 분석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0891]<舟中讀元九詩> <배에서 원진의 시를 읽다>

把君詩卷燈前讀, 나 등잔 앞에서 그대의 시를 읽노라.

詩盡燈殘天未明. 시 다 읽고 등불 꺼져가도 하늘 아직 어둡다.

眼痛滅燈猶闇坐, 눈 아파 등불 끄고 아무 말 없이 앉으니

逆風吹浪打船聲. 광풍에 이는 파도 배에 부딪히는 소리뿐.

이 작품은 44의 백거이가 강주로 이동하는 중에 원진의 시를 읽으며 감회를 

적은 것이다. 백거이는 등잔 앞에서 한참동안 원진의 시를 읽다 눈의 통증을 

느끼게 된다. 3구에서 ‘眼痛’이라 적고 있는 이 통증은 망막이나 맥락막으로 인

한 것이 아니며, ‘三叉神經’ 분포 영역의 질병일 가능성을 제시했다. 삼차신경

분포영역에는 결막ㆍ각막ㆍ공막ㆍ홍체ㆍ모양체가 있는데, 결막과 망막은 이물

질이 눈에 들어갔을 때 통증을 느끼게 된다. 그런데 이 작품은 비 내리는 날 

배에서 창작된 것이기 때문에 먼지 등의 이물질이 눈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적

다. 만약 공막염이라면 담자색의 부종과 통증이 동반되어 손으로 눌렀을 때 반

9) ≪日本經濟新聞≫第十二版, 1961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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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이 나타나고, 홍체ㆍ모양체염이라면 통증을 수반하는 동시에 각막 뒤에 침전

물이 생기며, 눈의 통증과 몽롱한 시야가 주된 증상으로 나타날 것이다. 녹내장

은 눈의 통증과 구토 증세가 동반되며, 시신경 수축으로 실명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백거이 작품 중에는 실명을 했다는 기록이 보이지 않고, 이상의 몇 가

지에 근거하여, 위의 작품에 나타난 백거이 눈의 통증을 ‘신경성 눈 피로증’으

로 진단하며 그 원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좌천으로 인해 백거이는 과도

한 실의감을 느꼈고, 이러한 근심ㆍ신경과민ㆍ신경쇠약ㆍ신경과로 등의 원인이 

되어 안과계통에 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했다.10)

당시 대부분의 문인이 병과 관련된 작품을 통해 개인의 정감을 술회했는데,

그중 백거이의 詠病詩 작품수가 수위를 차지한다. 그 수량에 대해서 중국학자 

孫立峰은 元稹ㆍ皮日休ㆍ韋應物ㆍ孟郊ㆍ杜甫ㆍ韓愈ㆍ張籍ㆍ孟浩然ㆍ王維

ㆍ李商隱 등이 모두 병을 제재로 한 작품을 지었는데, 백거이의 작품이 76수로 

단연 우위를 차지 하며 이러한 영병시는 일반적이지 않은 백거이의 인생과 사

상을 잘 반영한다 11)고 했다. 그리고 일본 학자 埋田重夫는 唐代 다른 시인과 

비교해보더라도 병을 제재로 한 백거이의 작품은 상대적으로 많으며, 특히 ‘눈

병(眼疾)’을 주요 제재로 하여 창작된 작품으로는 백거이가 대표적이고 작품 

수 역시 ‘눈병 시인’이라 일컬어지는 장적의 작품 수― <詠懷>ㆍ<答開州韋使君

寄車前子>ㆍ<閑遊> 등 3수―보다 많다12)고 밝혔다.

그런데 이렇게 백거이의 영병시 수량이 타 문인보다 월등히 많음에도 불구

하고 그와 관련된 연구 성과는 극히 적다. 위에서 언급한 백거이 詠病詩의 사

상과 예술적 가치에 대한 것과13) 시에 표현된 眼疾을 중심으로 발표된 것14)

10) [日]埋田重夫, 李寅生의 <從視力障碍的角度釋白居易詩歌中眼疾描寫的含意>(≪欽州
師範高等專科學校學報≫ 2001年 01期)29ㆍ30쪽에서 재인용.

11) 孫立峰 <絶路詩人求生的幻境―白居易詠病詩的思想和藝術價値>; ≪學習與探索≫ 19
94年 4期, 114쪽.

12) 일본 학자 埋田重夫는 시력장애의 각도에서 백거이 시에 묘사된 눈병의 함의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중국의 역대 문인 중 백거이가 눈병을 주요제재로 하여 詩를 창작한 대
표적인 인물이라 서술했다. ([日]埋田重夫, 李寅生 <從視力障碍的角度釋白居易詩歌
中眼疾描寫的含意>; ≪欽州師範高等專科學校學報≫ 2001年 01期, 33쪽)

13) <絶路詩人求生的幻境―白居易詠病詩的思想和藝術價値>;≪學習與探索≫ 1994年 4期

14) [日]埋田重夫, 李寅生 <從視力障碍的角度釋白居易詩歌中眼疾描寫的含意>; ≪欽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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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는 이와 관련하여 전문적으로 저술된 학술논문은 없다. 다만, ‘詠老’ㆍ‘嘆

老’를 주요 제재로 한 작품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질병과 관련된 작품을 논의 

전개에 활용하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15)

그렇다면 백거이가 병을 주요 제재로 하여 창작한 작품은 대략 몇 수 정도

나 될까? 孫立峰의 <絶路詩人求生的幻境―白居易詠病詩的思想和藝術價値>

에서는 76수의 영병시가 창작되었다고 적고 있다. 그리고 그 작품들 대부분 강

주좌천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으며, 영병시의 주요 창작동기로 폄적을 꼽았다.

백거이는 元和10년 44세에 강주로 좌천되었고, 이 사건이 창작 동기로 작용되

면 詠病詩 작품은 이와 같은 시기이거나 이보다 늦게 출현해야한다. 그러나 필

자가 직접 영병시를 선별해본 결과 좌천 이전에 병을 주요 제재로 하여 창작된 

작품은 이미 20수 이상이며, 작품의 소재로서 병을 언급한 작품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늘어난다. 이에 필자는 병을 주요 제재로 한 백거이 작품이 몇 

수나 되는지 보다 정확하게 추출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白居易의 전체 詩 29

24편 중 ‘病’을 제재로 한 작품은 대략 110 여 편으로 그 선정 범위는 대략 다

음과 같다.

【1】작품 제목에 ‘病’字나 ‘疾’字가 들어있는 75수 선정;【2】≪唐詩類苑≫

에서 ‘病’류의 작품으로 분류한 55수 선정;【3】【1】과【2】의 과정을 통해 추

출된 작품을 비교하여 중복된 것과 ‘病’의 비중이 극히 적은 것을 제외하고 117

수를 ‘영병시’로 선별하였다. 본 논문은 백거이가 강주로 좌천되기 이전인 청장

년 시기의 질병에 대한 인식과 창작 배경에 대한 고찰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 영병시 117수 중 좌천 이전의 작품 23수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그 작

품목록은 아래와 같다.


작품번호제목 창작지 창작년대 백씨나이 唐詩類苑分類
[0680] 病中作 長安 789貞5 18세 疾病

[0685] 寒食臥病 □□ ~800貞16 29세 이전 寒食

[0207] 酬楊九弘貞長安病中見寄 盩厔 806元1 35세 疾病

師範高等專科學校學報≫ 2001年 01期

15) ①王拴緊 <白居易詠老詩探析>; ≪焦作大學學報≫ 2006年 2期 ②王拴緊 <白居易詠

老詩初探>; ≪廣西社會科學≫ 2006年 8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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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88] 病假中南亭閑望 盩厔 807元2 36세 休暇

[0423] 酬張太祝晩秋臥病見寄 長安 810元5 39세 疾病

[0737] 聞微之江陵臥病以大通16) 長安 810元5 39세 疾病

[0242] 首夏病間 下邽 811元6 40세 夏

[0429] 白髮 下邽 811元6 40세 耆老

[0783] 病中哭金鑾子 下邽 811元6 40세 哭

[0785] 病氣 下邽 811元6~8 40세~42세 疾病

[0253] 寄同病者 下邽 812元7 41세 疾病

[0481] 村居臥病三首1 下邽 812元7~8 41세~43세 疾病

[0482] 村居臥病三首2 下邽 812元7~8 41세~43세 疾病

[0483] 村居臥病三首3 下邽 812元7~8 41세~43세 疾病

[0487] 病中友人相訪 下邽 813元8 42세 疾病

[0789] 病中作 下邽 814元9 43세 疾病

[0467] 別行簡 下邽 814元9 43세 別

[0793] 病中得樊大書 下邽 814元9 43세 得書

[0804] 得錢舍人書問眼疾 下邽 814元9 43세 得書

[0787] 眼暗 下邽 814元9 43세 疾病

[0837] 病中早春 長安 815元10 44세 疾病

[0866] 病中答招飮者 長安 815元10 44세 疾病

[0891] 舟中讀元九詩 途中 815元10 44세 詩


위의 표를 보면 일생에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는 시기인 삼십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에 이르는 시기에 영병시 창작이 유독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백거이는 40세에 자신이 살아온 시간을 되돌아보며 나 태어난지 얼마나 되었

을까? 만 사천일이구나. 그 시간 돌이켜 보니 근심에 빠지거나 병이 났었다 17)

고 회상한다. 보편적으로 인생 중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청장년 시절인 20․

30대를 대부분 근심과 병으로 보냈다고 회상하는 백거이는 정말 病苦에 시달

렸을까? 인생 전반에 걸쳐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병을 경험하지도 않았고 

좌천이라고 하는 정치적 타격을 받기 이전 시기에 어째서 이런 영병시를 창작

하게 된 것일까? 다음 장에서는 그 창작 배경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16) 작품의 정식 제목은 <聞微之江陵臥病以大通中散碧腴垂雲膏寄之因題四韻>이다.

17) [0242] <首夏病間>: 我生來幾時? 萬有四千日. 自省於其間, 非憂卽有疾. (≪白居

易集箋校≫ 第1卷 3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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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좌천이전 백거이 詠病詩 창작배경

앞서 언급했듯이 백거이는 좌천되기 전까지 치명적인 중병을 앓은 적이 없

다. 그런데 이미 10대 후반에 질병을 탄식하기 시작했고, 40 즈음에 영병시의 

창작은 두드러지게 증가하기 시작한다. 이에 좌천되기 이전의 청장년시기에 왜 

질병을 제재로 하는 작품을 창작하게 되었는지, 그 창작 배경을 다음의 3가지

로 구분하여 살펴볼 것이다.

1. 노화와 질병에 민감한 우환의식

‘生老病死’는 인간이 피해갈 수 없는 삶의 일부이다. 그 중에서 죽음은 인간

에게 가장 큰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며 질병은 인생에 가장 큰 고통과 좌절을 

주는 요소라 할 수 있다. 죽음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것이라는 막연한 공

포심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삶 속에는 죽음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추상적인 

두려움의 대상일 뿐이다. 그러나 질병은 죽음을 초래하는 가장 강력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정신적․신체적인 고통을 야기하여 일시적이든 지속적이든 

삶 자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로 이해 인간은 육체적 활동에 장애

를 받고 상실감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인식은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이며 백거

이 역시 작품 속에서 질병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였다.

백거이가 병을 주요 제재로 하여 최초로 창작한 작품은 [0680]<病中作>[時

年十八]18)으로 18세에 지어진 것이라 언급한 바 있다. 20세가 안된 청년시기의 

백거이는 이미 병이 많다고 진술하며 나이 들었을 때의 상황을 걱정하고 있다.

久爲勞生事, 오래도록 생계에 힘쓰느라

不學攝生道. 섭생의 도를 배우지 못하여

年少已多病, 젊어서 이미 병이 많으니

此身豈堪老. 이 몸이 어찌 나이듦을 견디겠는가?

18) [0680]<病中作> (≪白居易集箋校≫ 第2卷 7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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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元九書>를 보면 스무 살 즈음의 상황에 대해서 백거이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이십 세가 되면서 낮에는 부를 공부하고, 밤에는 시를 공부하고,

또 그 사이사이에는 시를 공부하여 잠자거나 쉴 겨를이 없었습니다. 입과 혀가 

헐기에 이르고, 손과 팔꿈치에 굳은살이 박히고, 장년이 되어서도 피부가죽이 

풍성하지도 않고, 아직 늙지도 않았는데 이가 빠지고 머리카락이 벌써 세었습

니다. 눈이 침침하고 아롱아롱 한 것이 눈 앞에 수많은 파리가 날아다니고 구

술이 메달린 듯하다. 19) 이 글을 보면 백거이가 <病中作>에서 왜 젊어서 이

미 병이 많다 고 표현했는지 그 배경을 알 수 있다. 백거이는 15, 6세에 처음 

진사를 알게 되면서, 꿋꿋하게 독서를 하며 20) 生事에 힘쓰느라 섭생의 도를 

배우지 못했고, 결국 20세가 되어 신체적으로 쇠약해져 가는 증상을 느끼게 된 

것이다. 스무 살의 백거이는 당시의 발병으로 인한 고통보다 앞으로 장년기와 

노년기에 더 심해질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걱정은 40세에 창작한 <白髮>에서 바로 현실로 나타난다. 일반적으

로 인간은 나이 30이 되서야 노화되기 시작하는데 자신은 20살부터 병이 있었

음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0429] <白髮><흰머리>

……

凡人年三十, 보통 사람은 서른이 되야

外壯中已衰. 외모가 쇠하기 시작하거늘

但思寢食味, 그저 자고 먹을 생각만하니

已減二十時. 스물에 이미 몸이 쇠약해졌고.

況我今四十, 하물며 내 나이 지금 사십이니

本來形貌羸. 본래 생김새도 볼품없는 대다가

書魔昏兩眼, 독서에 빠져 두 눈은 침침하고

酒病沉四肢. 술병으로 사지(원기)를 잃었다.

……

19) [2915] <與元九書>: 二十已來, 晝課賦, 夜課書, 間又課詩, 不遑寝息矣. 以至于口
舌成瘡, 手肘成胝. 旣壯而膚革不豊盈, 未老而齒髮早衰白, 瞥瞥然如飛蠅垂珠在眸子

中也, 動以萬數. (≪白居易集箋校≫ 第5卷 2789쪽)

20) [2915] <與元九書>: 十五六, 始知有進士, 苦節讀書. (≪白居易集箋校≫第5卷 27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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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거이는 아침 햇살 사이 아래서 빗질을 하면서 떨어진 흰 머리카락을 보고 

늙고 병들어가는 자신의 처지에 상념을 느낀다.21) 백거이 시 속에는 ‘白髮’이라

고 하는 시어가 74여 차례 등장하고, 흰머리와 비슷한 의미를 갖는 시어 ‘華髮’

과 ‘花髮’은 각각 1회와 8회 출현한다. 그밖에 ‘눈(雪)’과 ‘서리(霜)’으로 표현된 

백발까지 포함하면 근 100여 차례 출현한다.22)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신체적 

기능이 떨어지면서 빈번한 발병과 흰머리와 같은 노화 증상이 출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백거이는 유독 병과 노화에 민감하게 반응했고, 30 중반

의 나이에 처음 백발을 본 후 감회를 적은 작품을 보면 그러한 우환의식이 잘 

나타난다.

[0408]<初見白髮><백발을 처음 보고>

白髮生一莖, 한 가닥 생겨 난 흰머리

朝來明鏡裏. 아침 거울 속에 뚜렷하다.

勿言一莖少, 한 가락이라 적다하지 말라

滿頭從此始. 머리 가득한 백발도 여기서 시작되니.

靑山方遠別, 청산을 떠나와 머나먼 이별하고

黃綬初從仕. 누런 인끈 두르고 막 벼슬하는데

未料容鬢間, 생각지도 못했다 얼굴과 귀밑머리 

蹉跎忽如此! 한 순간에 이렇게 망가질 줄을.

이 작품은 制擧에 차석으로 합격한 바로 다음 해인 807년에서 808년 사이 3

6-38세 즈음에 창작된 것이다. 이제 막 集賢校理ㆍ翰林學士ㆍ左拾遺 등의 관

직에 임명되어 활발한 정치활동을 시작하는 시기에 백거이는 누런 인끈 두르

고 막 벼슬하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얼굴과 귀밑머리가 한순간에 망가졌다 고 

걱정한다. 그의 이러한 걱정은 한 가락의 흰머리를 보게 되면서 촉발된 것으로 

보이는데 <白髮>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늙고 병들어 가는 것 자체에 대한 우

려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질병과 노화에 대한 두려움과 우환의식

21) [0429] <白髮>: 흰머리로 시절을 알게 된다, 아마 내게도 기한이 있겠지. 오늘 아침 
햇살 아래, 빗질로 떨어진 흰머리 여러 터럭.(白髮知時節, 暗與我有期. 今朝日陽裏,

梳落數莖絲.) (≪白居易集箋校≫ 第1卷 494쪽)

22) 張學成 <白居易生死觀初論>; ≪台州學院學報≫ 2004年(26卷) 2期,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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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건강하게 생존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염려 때문에 생기는 

감정일 수 있다. 사실 고대 문인 가운데 소시적부터 글공부를 시작하여 과거에 

급제할 때 까지 밤낮으로 공부에 매진하여 건강이 쇠약해지지 않은 자는 없었

을 것이다. 하지만 유독 백거이가 청년 시기부터 질병에 대해 걱정을 하는 것

은 생사에 대한 우환의식이 남보다 강했던 것 같다. 이러한 이유로 張學成은 

백거이가 삶에 극단적으로 집착하는 사람이라고 평가23)한 것이고, 어쩌면 백거

이가 唐代 문인들 보다 장수하여24) 75세까지 생존한 것도 질병에 대한 걱정이 

많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2. 주변인과의 이별로 인한 두려움

강주 좌천이전에 창작된 백거이 영병시를 살펴보면 주변인과의 이별로 인한 

심리적 고통이 발병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40세를 전후하여 

모친 陳氏와 딸 金鑾子가 세상을 떠나고, 가족 및 지인들과 헤어져 지내면서 

외로움과 공허함을 느꼈다. 특히 모친의 복상 기간이었던 40-42세 까지의 3년

간 백거이는 심리적인 외로움을 심하게 느꼈고, 그것이 신체적 질병에 영향을 

주었다. 그 당시 친분이 있던 사람이 죽거나 지인들과 헤어져 지내는 상황은 

다음 작품에 잘 나타난다.

[0429] <白髮>

……

親愛日零落, 사랑하는 이들 매일 세상을 떠나고

在者仍別離. 살아있는 자와도 여전히 헤어져 지낸다.

身心久如此, 몸과 마음이 오래도록 이러했으니

白髮生已遲. 흰머리 생기는 것도 이미 늦은 것이겠지.

23) 張學成 <白居易生死觀初論>; ≪台州學院學報≫ 2004年(26卷) 2期.

24) 張燕波의 <唐代科擧出身者年壽問題硏究>(≪江漢論壇≫ 2005年 9期, 85쪽)에서는 
唐代 과거 출신자들의 평균 수명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다: 進士科 출신자는 65.9
세, 明經科 출신자는 60.42세, 그리고 진사ㆍ명경출신자를 통합한 평균연령은 61세이
다. 당시 진사과 출신의 문인이 명경과 출신 보다 3배 정도 많았기 때문에 평균 수명은 
명경과 출신자의 평균수명보다 약간 높게 산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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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는 40세에 하규에서 모친 복상기간에 지은 것이다. 이 해에 백거이 모

친 陳氏는 장안 宣平里에서 5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고, 백거이는 모친상으

로 下邽 義津鄕 金氏村에 퇴거해있었으며, 그 해 10월, 조부 鍠과 부친 季庚

의 묘를 下邽로 이장하였다. 작품 속에서 사랑하는 이들 매일 세상을 떠나고 ,

살아있는 자와도 여전히 헤어져 지내는 상황을 나타냈는데, ‘매일’ 죽어가는 

이가 있다고 한 것은 같은 해 여식 金鑾子도 요절했기 때문이다.25) 모친과 

여식의 죽음은 분명 백거이에게 심한 심리적인 타격을 주었을 것이며, 이것이 

발병이나 병세가 악화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모친의 복상으로 하규에서 지내던 시기, 병마에 꺾인 금란자의 죽음으로 인

한 백거이의 애상과 회한은 다음 작품에서 더욱 애절하게 표현되어 있다.

[0783]<病中哭金鑾子><병중 금란자를 애도하다>

豈料吾方病, 어찌 생각이나 했겠나? 내가 막 병들어

翻悲汝不全? 금란자 너를 잃고 슬퍼하게 될 줄이야.

臥驚從枕上, 누웠다가도 문득 놀라 침상에서 일어나

扶哭就燈前. 부둥켜 잡고 울며 등잔 앞에 다가선다.

……

모친의 서거로 인한 슬픔과 자신의 신병으로 인해 괴로워하던 백거이에게 

금난자의 갑작스런 죽음은 하규에서 지내던 기간 내내 병에 시달리며 지낼 수 

밖에 없는 원인이 되었다. 백거이는 808년 37세에 楊虞卿의 從妹인 楊氏와 비

교적 늦은 나이에 혼인하였고, 다음 해인 809년 나이 사십이 다 되어서, 금난

이라고 하는 딸을 얻었다 26). 809년 38세의 늦은 나이에 얻은 딸아이를 3년 후 

잃게 되면서 백거이는 극심한 충격에 빠졌을 것이다. 이로 인해 이미 병에 걸

려있던 백거이는 밤에 제대로 된 숙면을 취하지 못했고, 금난자가 입던 옷과 

복용하던 약물도 함부로 버리지 못해 곁에 두고 지내며 죽은 자에 대해 한없는 

25) 朱金城 ≪白居易年譜≫臺北, 文史哲出版社, 1991, 55쪽.

26) [0418] <金鑾子晬日>: 行年欲四十, 有女曰金鑾. (≪白居易集箋校≫ 第1卷 4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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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안함과 안타까움을 표현하며 괴로워하고 있다.27) 이러한 가족의 죽음은 당연

히 건강에도 불리한 영향을 주었고, 건강의 악화로 인한 그의 심정이 작품에 

드러나게 된 것이다. 가족의 죽음은 인간에게 가장 큰 비애감을 주는 요소 중 

하나이다. 가족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은 살아있는 자에게 찾아온 身病과 결합

되어 더 큰 고통으로 느껴졌을 것이다.

백거이는 하규에 있을 때 모친과 금난자의 죽음 외에도 형제와 여러 지역에

서 헤어지내며 외로움을 느꼈다. 그러한 백거이의 심정은 身病과 관련하여 표

현되고 있는데, 당시 형제들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생활하면서 쉽게 만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애통함이 여러 작품에 나타난다.

[0490] <夜雨有念> <비오는 저녁 생각에 잠기다>

……

骨肉能幾人? 골육이 몇이나 된다고

各在天一端. 모두 먼 곳에 기거하여

吾兄寄宿州, 내 형은 숙주에 거하고

吾弟客東川. 동생은 동천에 머문다.

南北五千里, 남북으로 오천리 길에

吾身在中間. 나는 그 중간에 있는데

欲去病未能, 가려해도 병으로 갈 수 없고

欲住心不安. 그냥 있으려니 마음 불안하다.

……

백거이는 4형제 중 둘째이며, 첫째는 白幼文, 셋째는 白行簡, 넷째는 白幼美

이다. 그 중 첫째 백유문은 부친 白季庚과 전처 사이에서 난 소생이었으며, 그 

외 3형제는 모친 陳氏夫人에게서 태어났다. 하규에 머물던 시기, 백거이는 타

지에 있는 형과 아우를 그리워하며 <夜雨有念>을 지었다. 이 작품은 43세에 

창작되었는데, 이 당시 백거이의 형과 아우는 각각 宿州 符離와 劍南 東川에

서 지냈다. 형 유문과 아우 행간이 위치한 곳은 남북으로 오천리 떨어져 있으

27) [0783]<病中哭金鑾子>: 부모의 애통한 눈물 소리 흩어져, 너의 물건만 보면 비통한 
감정 솟아난다. 너의 평소 입던 옷 여전하고, 남은 약도 머리맡에 있다.(慈淚隨聲迸,

悲腸遇物牽. 故衣猶架上, 殘藥尙頭邊.) (≪白居易集箋校≫ 第2卷 8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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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그 중간에 백거이가 있었다. 백거이는 두 형제가 있는 곳을 방문하고자 하

지만, 몸에 병이 있어 갈 수도 없는 처지였다. 이렇게 헤어져 있는 상황은 백거

이가 병중에 백행간과 이별하며 지은 <別行簡>에도 잘 나타난다.

<別行簡>도 <夜雨有念>과 같이 백거이 나이 43세에 창작한 것이다. 이때 

아우 행간은 검남 동천부 절도사 盧坦이 불러 벼슬을 주어 28) 梓州 땅에 있었

으며, 백거이는 쇠약해진 몸에 안질까지 걸린 상태로 하규에 있는 상황이었다.

백거이는 오랜 근심으로 머리가 하얗게 새고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쇠약해져 

있었다. 동생 행간이 임지로 가는 길에 더위로 고생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

과 함께 조속한 시기에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였다. 주변인과 헤어져 

있는 외로운 상황은 본인의 몸이 불편한 처지에 더 부각될 수 있다. 이에 백거

이는 신체적인 노화와 眼疾을 거론하며 그 외로움을 더욱 애절하게 표현하였

다.

[0467] <別行簡><행간과 이별하며>

漠漠病眼花, 병으로 눈은 흐릿흐릿하고,

星星愁鬢雪. 근심에 귀밑머리 듬성듬성 샌다.

筋骸已衰憊, 이 몸은 이미 쇠약해져

形影仍分訣. 몸과 그림자 자주 분리된다.

……

何言巾上淚, 어찌 수건에 눈물뿐이라 하겠는가?

乃是腸中血. 그것은 내 가슴속의 피거늘.

念此早歸來, 이를 생각해서 빨리 오거라

莫作經年別. 기나긴 이별을 만들지 말고

이 작품은 아우와의 이별을 제재로 한 작품인데, 1구～4구에서 건강이 상당

히 좋지 않음을 표현했다. 하규에서 지내던 이 시기에 백거이는 眼疾로 고통받

고 있었다. 眼疾이라고 하는 신체 특정부위의 질병과 관련된 작품은 다른 질병

에 비하여 이 시기에 상대적으로 많이 창작되었다. 백거이 나이 40세～74세 34

년간에 걸쳐 묘사된 눈병 관련 작품의 창작지를 살펴보면 하규에서 창작된 것

28) <別行簡>自注: 時行簡辟盧坦劍南東川府. (≪白居易集箋校≫ 第2卷 5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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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번째로 많다. 洛陽에서 지어진 것이 26수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下邽

와 蘇州로 각각 7수29)씩 창작되었다. 그 외 江州에서 4수, 杭州에서 3수, 그리

고 忠州와 부임 도중에 각각 1수씩 창작되었다.30) 생리학적인 기준으로 볼 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나타나는 시력감퇴의 증상은 당연한 노화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백거이는 하규에서 지내던 시기보다 나중에 머물렀던 지역인 

江州ㆍ杭州ㆍ忠州 등지에서 안질과 관련된 작품을 적게 창작하였다. 그 이유

는 모친과 여식의 죽음ㆍ형제와의 이별로 홀로 복상하며 지내는 특별한 상황에 

처해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주변인과의 이별은 가족과의 헤어짐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인들과의 관계에

서도 나타난다. 위 작품과 같은 시기에 지어진 <冬夜>를 보면 당시 가족들과 

헤어져 지내며 교유도 끊고 지내는 상황이 잘 묘사되어 있다. <冬夜>는 모친

의 복상이 처음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일천삼백 날의 밤 이 지났을 때 창작되

었다. 즉 그때는 하규에서 생활한지 3년하고도 5개월이 지난 해였다.

[0265] <冬夜> <겨울 밤>

家貧親愛散, 가난한 집안 사랑하는 이 흩어지고

身病交遊罷. 병든 몸이라 교유도 이제 그만두었다.

眼前無一人, (둘러보아도) 눈앞에 사람 하나 없어,

獨掩村齊臥. 홀로 문 닫고 시골집 서재에 누었다.

……

不學坐忘心, 좌망의 심경을 배우지 못했으니

寂莫安可過? 쓸쓸한 밤 어찌 보낼 수 있으리오?

兀然身寄世, (그러나)몸을 올연히 세상에 맡기고,

浩然心委化. 마음 넓게하고 자연의 변화에 따라.

如此來四年, 이렇게 4년

一千三百夜. 일천삼백 날의 밤을 보냈다.

29) 하규에서 창작된 눈병관련 작품: [0489 <自覺二首>其二, [0247]<答卜者>, [0429]
<白髮>, [0467]<別行簡>, [0787]<眼暗>, [0804]<得錢舍人書問眼疾>, [0815]<渭村
退居寄禮部崔侍郞翰林錢舍人詩一百韻>

30) [日]埋田重夫, 李寅生 <從視力障碍的角度釋白居易詩歌中眼疾描寫的含意>; ≪欽州

師範高等專科學校學報≫ 2001年 01期, 30쪽.



16 ≪中國文學硏究≫․제41집

하규에서 모친과 딸의 죽음으로 가슴 아픈 시절을 보내는 백거이는 병든 

몸으로 사람과의 교제도 끊고, 사람하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홀로 문 닫고 (하

규)시골집 서재에 누워 쓸쓸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가족뿐만이 아니라 친구

와의 교유도 끊은 채 적막하게 지내는 처지는 ‘병든 몸’ 상태와 결합하여 더욱 

쓸쓸하게 느껴진다. <病中得樊大書>에서 황량한 마을의 쓸쓸한 집에 해가 다 

가도록 누웠는데, 아무도 이 병든 사람 찾아주지 않으니 적막하기만 하다 31)고 

친구와의 소원해진 상황을 표현하였다. 40세 전후의 잦은 발병으로 지인들과 

멀어진 백거이는 안부를 묻는 친구들의 편지로 큰 즐거움을 찾았다. 병중에 번

종사의 편지를 받고 그에 대한 우정을 확인하며 오직 동도의 번종사만이 오늘 

편지 보내오니 그 마음 더욱 깊다 32)고 감동하였다. 또한 같은 시기에 황련 

등을 활용하여 눈병 치료를 시도해보아도 차도가 없는 상황에서33), 錢徽의 편

지를 받고 눈이 밝아져 약물 치료보다 낫다34)고 표현하였다. 친구의 편지로 

기쁨을 느끼는 백거이에게 사람들과의 단교 및 소통의 부재는 고통이었을 것이

다.

하규에 홀로 지내며 세상과 단절하며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가족들의 

죽음ㆍ형제와의 이별ㆍ친구와의 소원함은 백거이의 마음을 공허하게 만드는 

요인이었다. 여기에 백거이에게 찾아온 신체적 질병은 외롭고 힘든 생활을 하

는 사람의 처지를 더욱 처량하게 표현할 수 있는 훌륭한 소재가 되어 백거이 

영병시의 독특한 창작 배경이 되었다.35) 즉, 이런 쓸쓸하고 적막한 상황은 백

거이의 신체적 질병과 결합되어 한층 풍부한 시정을 표현하도록 한다.

31) [0793] <病中得樊大書>: 荒村破屋經年臥, 寂絶無人問病身. (≪白居易集箋校≫ 第
2卷 853쪽)

32) [0793] <病中得樊大書>: 唯有東都樊著作, 至今書信尙殷勤. (上同)

33) [0804] <得錢舍人書問眼疾>: 봄이 왔으나 눈이 침침해져 마음 울적하여, 황련을 써
보았지만 아직 차도가 없었다.(春來眼闇少心情, 點盡黃連尙未平.) (≪白居易集箋校≫

第2卷 859쪽)

34) [0804] <得錢舍人書問眼疾>: 오직 그대 편지 받음이 약물 치료보다 나아, 펴서 읽기
도 전에 눈이 먼저 밝아진다.(唯得君書勝得藥, 開緘未讀眼先明.) (上同)

35) 孫立峰 <絶路詩人求生的幻境―白居易詠病詩的思想和藝術價値>; ≪學習與探索≫ 19

94年 4期, 1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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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외ㆍ정체된 문인의 ‘不平心理’

백거이는 진사고시에 참여하기 일년 전, 28세의 나이로 鄕試에 합격했다. 이 

나이는 그 당시 보편적인 합격 연령보다 늦은 편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1년 

후, 백거이는 17명의 합격자 중 가장 어린 나이로 진사에 급제했다. 합격자 중 

29세의 나이가 가장 어리다는 것은 진사과 합격이 향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

로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사급제의 어려움은 삼십에 명경급제는 늦은 것

이고, 오십에 진사급제는 빠른 것 36)이라는 ≪唐摭言≫의 기록에서도 알 수 

있다. 진사고시에 합격하기 어려운 이유는 명경과에 비해 빠른 승진을 하고 주

요 관직을 담당할 수 있어 많은 사람이 응시했기 때문이다. 憲宗 시기 29명의 

재상 중 17명, 穆宗 시기 14명의 재상 중 8명, 敬宗 시기 7명의 재상 중 6명,

文宗 시기 24명의 재상 중 18명, 武宗 시기 15명의 재상 중 12명이 진사과 출

신이었다. 또한 德宗 이후 218의 翰林學士 중 진사과 출신이 150명에 달하는 

것37)으로 진사출신 문인의 전도가 밝았음을 알 수 있다.

당시 문인들에게 과거급제는 관직생활을 할 수 있는 시작을 의미하고, 젊은 

시절에 과거에 급제한다는 것은 보다 빨리 정치세계로 입문할 수 있음을 상징

한다. 백거이는 800년에 과거에 합격하기까지 부단한 노력을 했으며, 그 과정에

서 많은 부담을 느꼈을 것이다. 왜냐하면 792년과 793년에 걸쳐 韓愈ㆍ元稹ㆍ

柳宗元ㆍ劉禹錫 등이 20대 중반 이전에 明經科나 進士科에 급제했기 때문이

다38). 주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게 출사하게 된 백거이는 심리적인 불안함

과 위축을 느꼈을 것이다. 아래의 작품 <寒食臥病>에서 백거이는 당시의 ‘不

平’한 심리를 병중에 맞이하는 한식과 결합하여 표현하였다.

[0685] <寒食臥病> <한식날의 와병>

病逢佳節長歎息, 병중에 한식 맞이하니 긴 한숨 나오고

36) ≪唐摭言≫: 三十老明經, 五十少進士.

37) 張燕波 <唐代進士群體死亡現像探討>; ≪浙江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05년 3
기, 20쪽.

38) 元稹 793년 15세 明經科 급제. 劉禹錫 793년 22세 進士科 급제. 韓愈 792년 25세 
進士科 급제. 柳宗元 793년 21세 進士科 급제. 孟郊 796년 45세 進士科 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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春雨濛濛楡柳色. 부슬부슬 봄 비에 느릅․버들 푸르다.

羸坐全非舊日容, 쇠하여 앉으니 옛 모습 전혀 없고

杖行半是他人力. 지팡이 짚고 걸으니 절반은 타인의 힘.

諠諠里巷踏靑歸, 왁자지껄 골목에 답청객 돌아오니

笑閉柴門度寒食. 쓴웃음 지으며 사립문 닫고 한식을 보낸다.

寒食은 동지로부터 105일째 되는 날로 여러 가지 풍습이 있었다. 예를 들면,

불 사용을 금하고 성묘와 답청놀이를 가거나 문인들이 무리를 지어 연회를 열

거나 소풍을 가는 등의 풍습이다.39) 위의 시를 보면 한식의 이러한 풍속을 떠

들썩하게 행하는 주변인들 틈에서 백거이는 씁쓸한 심경으로 홀로 한식을 보내

고 있다. 아직 본격적으로 정치생활을 시작하지 못한 백거이에게 이러한 절기

를 즐길만한 심리적 여유가 없었으며, 시에서 지팡이 짚고 걸어야 할 정도로 

심각하게 묘사된 病의 상태는 사람들과 교유할 만한 조건이 안되는 자신의 처

지를 대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다른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게 관직에 

진출하게 된 백거이는 홀로 뒤쳐진 상황을 병든 몸에 비유하여 나타낸 것이다.

각고의 노력으로 정치에 입문한 백거이는 모친의 죽음으로 하규에서 복상하

기 전까지 많은 공무에 시달렸다. 병이 나지 않으면 쉴 수도 없이 40)바쁜 관

직생활로 인해 휴식을 갈망하던 백거이는 稱病으로 병가를 신청하여 세상일 

돌보지 않고, 문 닫고 사람들과 왕래를 끊고 지내기도 하였다.41)

811년 京兆府戶曹參軍과 翰林學士를 겸직하며 장안에서 지내던 백거이는 4

월 모친의 사망으로 하규에서 3년간 생활한다. 한가할 틈 없이 지내온 백거이

에게 모친의 서거로 인해 받은 ‘喪假’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백거이는 그것을 기회라고 여기는 것과 동시에 자신이 정치의 

중앙무대에서 벗어나 있는 처지를 평탄치 못하다고 느낀 것으로 보인다. 元和7

년(812) 41세, 下邽에서 1년을 지내면서 자신의 불우한 상황을 작품에서 역설

적으로 표현하며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위로ㆍ격려하기도 하였다.

39) 何海華 <從寒食淸明詩看唐代風俗>; ≪菏澤師範轉科學校學報≫, 2004년 01기.

40) [0188] <病假中南亭閑望>: 不病不得閑 (≪白居易集箋校≫ 第1卷 277쪽)

41) [0188] <病假中南亭閑望>: 병으로 베개에 기대어 세상일 돌보지 않고, 요 이틀 문 
닫고 사람들과 왕래를 끊었다.(欹枕不視事, 兩日門掩關.) (上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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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을 살펴보자.

[0253] <寄同病者> <나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三十生二毛, 나이 서른에 희끗희끗 흰머리 생겨

早衰爲沉痾. 일찍 쇠한 것은 오랜 숙병 때문이네.

四十官七品, 나이 마흔에 칠품의 낮은 벼슬로

拙宦非由他. 순탄치 못함은 바로 나 자신 때문.

面顔日枯槁, 얼굴은 날로 초췌해지고

時命日蹉跎. 운명 나날이 기구하구나.

豈獨我如此, 어찌 나만 이러하리.

聖賢無奈何! 성현들도 어쩔 수 없었다네.

迴觀親舊中, 친척과 친구들 바라보니

擧目尤可嗟. 더욱 탄식만 자아낼 뿐.

……

하규로 내려가기 전 백거이는 京兆府戶曹參軍과 翰林學士를 겸직하고 있

었다. 京兆府戶曹參軍은 從七品의 관직이었는데 백거이는 나이 마흔에 칠품

의 관직으로 순탄치 못하게 지내는 것이 모두 자신 때문 이라며 당시 ‘不平’한 

처지가 된 책임을 본인에게서 찾고 있다. 불우한 상황을 보다 극대화하기 위해

서 백거이는 오랜 숙병으로 일찍 노쇠했고 , 그 결과 삼십에 벌써 흰머리가 

희끗희끗 하고 얼굴은 나날이 초췌해진다 고 신체적인 노화와 질병을 거론했

다. 이 시를 지을 즈음 백거이는 여러 가지로 곤궁했던 것으로 보인다.

落魄하여 ‘不平’한 심경은 연작시 <村居臥病三首>에서 더욱 잘 나타난다.

[0482] <村居臥病三首>其二 <향촌에서의 와병>제2수

新秋久病客, 초가을, 오랜 병 앓아온 나

起步村南道. 마을 남쪽 길로 걸음 하는데

盡日不逢人, 하루 다가도록 만나는 사람 없고

蟲聲徧荒草. 벌레소리만 황량한 초원에 퍼진다.

……

朱顔與玄鬢, 붉은 얼굴과 검은 머리카락

强健幾時好? 건강한 시절 그 언제던가?

況爲憂病侵, 하물며 수심에 병까지 들었으니

不得依年老. 나이에 맞게 늙지도 못하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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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를 ‘병든 객(病客)’이라 칭하는 것으로부터 하규에서 ‘주변인’으로 살

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病客’ 백거이는 중앙 무대에서도 발을 빼고 있

었으며, 하규의 변두리에서도 주변인으로 지내고 있었다. 어느 쪽에서도 중심

인물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백거이는 <村居臥病三首>1수에서

계절은 끊임없이 바뀌고 경물도 쉼 없이 변하는데, 오직 병든 나의 마음만 유

독 예전처럼 침울하여 42) 하루하루 시간만 보내고 있다고 표현하였다. 2수에

서도 역시 ‘病客’으로 자신을 표현하며 오래 전부터 앓아왔다고 했다. 이 작품

은 하규에서 지낸지 2년 여의 시간을 보낸 후 창작된 것이기 때문에, 한참 동

안 몸이 좋지 않았다는 것은 하규에서의 기간이 평탄하지 못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붉은 얼굴(朱顔)’과 ‘검은 머리(玄鬢)’로 상징되는 

건강한 시절은 하규로 오기 전 장안에서의 생활을 나타내는 것이며, 향촌에서

의 ‘不平’한 생활로 인하여 백거이는 상대적으로 빨리 늙어가는 백거이는 ‘病客’

의 병든 몸으로 쓸쓸히 지내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백거이는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 즉 

소외되거나 도태된 상황에 대한 불편의 심정을 직접적으로 표출하지 않고 그것

을 병든 자신의 처지에 빗대어 간접적으로 표현하였다. 혹은 과거 급제하지 못

했을 때의 불안한 심정과 하규에서 오랜 기간을 지내는 동안 중앙에서 소외되

었다는 불편한 감정을 身病이 있는 자신의 처지와 결합하여 그 ‘不平’의 정도

를 극대화하였다.

Ⅳ. 좌천이전 질병에 대한 이중적 태도

앞서 언급했듯이 병은 육체적인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죽음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미화될 수 없다. 때문에 병을 

앓는다는 것은 서러운 감정을 수반하기 쉽고, 병석에서 창작된 작품이 일반적

으로 비애의 정감을 표출하는 것은 당연하게 보인다. 당대의 많은 문인들이 병

42) [0481] <村居臥病三首>其一: 四時未嘗歇, 一物不暫住. 唯有病客心, 沉然獨如故!

(≪白居易集箋校≫ 第2卷 5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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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한 괴로움을 문학 작품에서 표현하였으며, 백거이 역시 병든 자신의 처

지에 대해 좌절하거나 탄식하는 모습을 작품 속에서 묘사했다. 그러나 이와 동

시에 백거이는 질병이 갖는 장점을 찾으려고 했으며, 그러한 노력으로 그는 질

병을 통해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고 표현하였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백거이의 

병에 대한 이중적 태도를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병에 대한 수용과 달관

백거이가 병중의 상태를 수용하며 그 속에서 긍정적인 면을 찾는 것은 그가 

병가를 신청하여 휴식을 만끽하는 모습에서 잘 드러난다. 앞서 언급했듯이 年

譜에는 최초의 백거이 병가 신청을 55세의 눈병ㆍ폐질환으로 인한 것으로 기

록하고, 그 뒤 3차례의 병가가 더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이미 그 이전에 稱病

으로 휴가를 받은 적이 있으니, <病假中南亭閑望>가 바로 36세의 백거이가 

주질현위 재임시기에 처음으로 병가를 얻어 남쪽 정자에서 한가로이 정취를 감

상하며 소회를 읊은 것이다. 공무에 바쁜 이유로 자신의 시간을 가질 수 없었

던 백거이는 병가를 핑계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0188] <病假中南亭閑望><병가 중 남쪽 정자에서 유유히 먼 곳을 바라보다>

欹枕不視事, 병으로 베개에 기대어 세상일 돌보지않고

兩日門掩關. 요 이틀 문 닫고 사람들과 왕래를 끊었다.

始知吏役身, 이제야 알겠거니 공무에 매인 몸이라

不病不得閑. 병이 나지 않으면 쉴 수도 없음을.

閑意不在遠, 한가로운 정취 먼 곳에 있지 않고

小亭方丈間. 사방 일 장의 정자에 있으면 된다네.

西簷竹梢上, 서쪽 처마 대나무 끝 위로

坐見太白山. 태백산 마냥 바라보나니

遙愧峯上雲, 저 멀리 산봉우리 구름에 부끄럽다.

對此塵中顔. 속된 얼굴로 마주 대하자니.

당시 다수의 문인들은 관료의 신분을 겸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

의 詩文에서 문학적 정감을 표현하는 동시에 관료로서의 피로감을 호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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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거이는 29세에 진사에 급제하였고, 31세에 書判拔萃科에 합격하여 秘書省校

書郞에 제수되었으며, 35세에는 制科에 2등으로 합격하여 주질현위에 제수되

었다. 위의 작품은 주질현위에 제수된 다음 해에 창작된 것인데, 당시 끊임없이 

업무에 시달리며 지낸 것으로 보인다. 칭병으로 휴가를 얻은 백거이는 병을 속

세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계기로 보았다. 정자에 앉아 한가로이 지낼 수 있는 

휴식을 제공해주는 병을 긍정적으로 대하려 했던 것이다. 더 나아가 서쪽 처마 

끝으로 보이는 태백산을 바라보며 실제적인 병의 고통을 잊어보고자 했다. 즉,

‘俗人’이 된 백거이에게 병은 잠시라도 쉬면서 자연으로 귀환할 수 있는 계기

이자 명분이 된 것이다.

관직생활의 격무로 피로감을 느끼며 병을 명분으로 하여 휴가를 신청했던 

백거이에게 병은 고통과 물리적 치료의 대상이 아니었다. 이에 이미 얻은 병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온갖 치료방법을 통원하여 병을 퇴치하려 노력하지도 않

았다. 다음 작품은 병에 대해 초연의 자세를 견지하는 백거이의 모습을 잘 보

여준다.

[0787] <眼暗> <눈이 침침해지다>

早年勤倦看書苦, 젋어선 공부와 일에 지쳐 책보기 힘들더니

晩歲悲傷出淚多. 나이 들어선 傷感에 젖어 눈물이 많아졌다.

眼損不知都自取, 눈 나빠지는 것 모두 자기 탓인 줄 모르다가

病成方悟欲如何. 병이 된 후에야 비로소 어찌할 지 깨닫는다.

夜昏乍似燈將滅, 밤엔 침침한게 문득 등불 꺼지려는 듯 하고

朝闇長疑鏡未磨. 아침엔 흐릿흐릿하여 거울을 안 닦은 듯 하다.

千藥萬方治不得, 세상 어떤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으니

唯應閉目學頭陀. 오로지 눈 감고 불법이나 배워야 하리.

백거이 시에는 眼疾을 소재로 삼은 작품이 많다. 물론 눈병이 본래 걸리기 

쉬운 질병이기도 하겠지만 讀書人인 백거이에게 눈병은 한층 심각하게 인식되

었기 때문이다. 당시 문인들은 과거고시를 위해 젊어서부터 필사의 노력을 기

울였고 백거이도 20세 즈음 과거를 준비하는 모습을 회상하며 눈의 피로함을 

호소한 적이 있다. <眼暗>은 43세에 지어진 것으로 이렇게 눈 나빠지는 것이 

모두 본인의 탓인 줄 몰랐던 백거이는 병이 들어서야 젊은 시절의 공무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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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과로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부에 그 원인이 있음을 알았다. 그리고 병을 

얻고 난 후에야 어찌해야할 줄 알게 된 백거이는 불법을 통해 초탈의 경지를 

추구하고자 했다. 백거이가 이렇게 불법과 같은 초현실적인 방법으로 질병을 

극복하게 된 계기를 다음 작품에서 살펴볼 수 있다.

[0804] <得錢舍人書問眼疾> <눈병을 묻는 전휘의 편지를 받다>

春來眼闇少心情, 봄이 왔으나 눈이 침침해져 마음 울적하여

點盡黃連尙未平. 황련을 써보았지만 아직 차도가 없었는데

唯得君書勝得藥, 오직 그대 편지 받음이 약물 치료보다 나아

開緘未讀眼先明. 펴서 읽기도 전에 눈이 먼저 밝아진다.

위 작품은 <眼暗>과 같은 시기 눈병이 걸렸을 때 창작된 것이다.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인 봄이 왔으나 백거이는 눈의 침침함으로 황련을 활용한 처방으

로 눈병을 치료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백거이는 친구 전휘의 편지가 약물 치

료보다 나아, 읽기도 전에 눈이 밝아진다 며 물리적 치료 효과보다 ‘친구의 편

지’와 같이 물리적 치료 외의 다른 요소가 더욱 효과적이라 말하고 있다. 이것

은 <眼暗>에서 세상 어떤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으니, 오로지 눈 감고 불법

이나 배워야 겠다 며 ‘守靜’의 자세를 취하는 것과 같이 병을 약물 치료의 대

상으로 간주하지 않는 백거이의 자세와 같다. 이는 말년에 눈병 치료를 위해 

‘點藥’하고 ‘服藥’했던 백거이의 행동43)과도 대비되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백거이가 병에 대하여 초연한 자세를 취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에게 가장 

큰 두려움의 대상인 죽음에 대해서 깨달은 바가 있어서이다. 하규에서 지내는 

동안 王質夫에게 보낸 시를 살펴보자.

[0209]<贈王山人> <왕산인에게>

43) 埋田重夫는 <從視力障碍的角度釋白居易詩歌中眼疾描寫的含意>(≪欽州師範高等專科
學校學報≫ 2001年 01期, 32-33쪽)에서 백거이가 눈병에 대처하는 행동을 4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중의학을 근거로 한 약물치료, 둘째 휴식을 통한 피로 제거, 셋째 종
교로의 귀의, 넷째 초연한 심리로 대처하는 것이다. 埋田重夫의 논문에서는 만년이라
는 시간규정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예로 제시한 작품이 대부분 좌천 이후의 것
이기 때문에 그가 정리한 4가지의 대처 방법은 좌천 이전에 백거이가 눈병에 대처했던 
행동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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聞君減寢食, 그대 침식을 줄이고

日聽神仙說. 매일 신선의 말씀 듣는다 들었소.

暗待非常人, 은밀히 비범한 분 모셔다가

潛求長生訣. 장생의 비결 구한다면서요.

言長本對短, 장수란 본래 단명과는 상대적이라

未離生死轍. 생사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니

假使得長生, 설령 장생을 얻는다 하더라도

才能勝夭折. 겨우 요절보다 나은 정도지요.

松樹千年朽, 소나무는 천년을 살고 시들고

槿花一日歇. 무궁화는 하루만 폈다 지지만

畢竟共虛空, 결국엔 모두가 공허한 것이니

何須誇歲月. 굳이 세월을 자랑할 필요 있겠나?

彭生徒自異, 장수와 단명이 각각 다르긴 해도

生死終無別. 삶과 죽음은 결국 차이가 없으니

不如學無生, 무생을 배우는 것이 낫지요

無生卽無滅. 무생이 곧 무멸이니.

왕질부가 장생을 위해 비범한 사람을 모시고 불로장생을 도모하는 것에 반

대하며 불교적 ‘無’의 경지로 장생의 부질없음을 설명한다. ‘삶(生)’과 ‘죽음(滅)’

은 엄연히 다른 세계이지만 육신으로 부터의 해탈을 추구하면 이 둘은 같은 영

역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백거이는 장수와 단명이 각각 다르긴 해도, 삶과 죽

음은 결국 같은 것이며 無生이 곧 無滅 이라고 한 것이다. 작품에서 병과 

관련된 직접적인 표현은 없다. 그러나 죽음에 초연하고자 하는 백거이의 모습

으로부터, 죽음의 주요 원인이 되는 병에도 달관의 마음을 갖는 그의 태도를 

유추해볼 수 있다. 백거이의 병에 초연한 자세는 다음 작품에서 더욱 잘 표현

되었다.

[0242] <首夏病間> <병에 차도가 있던 초여름날>

我生來幾時? 나 태어난 후,

萬有四千日. 만 사천일.

自省於其間, 그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非憂卽有疾. 근심에 빠져 있지 않으면 병이 났었지.

老去慮漸息, 늙어가며 점점 근심이 없어지고

年來病初愈. 올해 들어 병도 막 나아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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忽喜身與心, 홀연 몸과 마음 즐거워지니

泰然兩無苦. 편안한 마음에 심신의 고통 모두 사라진다.

況茲孟夏月, 게다가 이 초여름

淸和好時節. 화창하고 좋은 시절.

微風吹裌衣, 산들바람이 겹옷에 불어와

不寒復不熱. 춥지도 덥지도 않구나.

移榻樹陰下, 걸상을 나무그늘 아래로 옮겨두고

竟日何所爲? 하루 종일 무엇을 하는가?

或飮一甌茗, 차를 마시기도 하고

或吟兩句詩. 시를 두어 구 읊조리기도 한다.

內無憂患迫, 마음 억누르는 근심이 없고

外無職役羈. 몸 속박하는 직무가 없으니,

此日不自適, 이날을 유유자적 즐기지 않으면

何時是適時? 언제 다시 즐거운 시간 있으랴?

시의 초반에 백거이는 지금까지 살아온 40 여년의 시간인 만사천일을 ‘병과 

근심 뿐’이었다고 회상하였다. 이제 40의 나이가 되고 늙어감에 따라 근심도 없

어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인해 모든 고통이 사라진다고 했다. 사실 이 시를 창

작할 때 백거이는 병중에 있었다. 물론 시제에 ‘病間’이라는 시어로 병이 호전

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5구에서도 ‘막 병이 좋아졌다’고 표현했기 때문에 병이 

호전되어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당시 백거이의 병

은 호전되었을 뿐 완치되지 않았고, 여전히 병중에 있었다. 여전히 병석에 있던 

백거이는 마음을 편안하게 다스리는 것으로 심신의 고통이 사라진다고 하며 당

시의 상황을 수용하고 즐길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백거이는 만병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평정심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음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기도 했다. 나 알았네, 모든 병은 情에서 온다는 것을, 情

이 있으니 어떻게 평정을 얻을 수 있을까? 44)

위에서 예로 든 작품을 보면 자신이 앓았던 병에 대해 백거이는 심각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사실 44세 강주로 좌천되기 전까지 백거이는 생명에 위협을 

느낄만한 질병을 경험하지 않았다. 만약 생사를 넘나들 만큼의 심각한 중병에 

44) [0785] <病氣>: 自知氣發每因情,情在何由氣得平. (≪白居易集箋校≫第2卷 8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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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려 투병 중에 있었다면 作詩할 심리적 여유와 육체적인 기력이 없을 것이다.

때문에 시를 쓸 수 있었다는 것은 질병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심리적인 거리를 

두고 병을 수용하며 달관의 태도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다.

2. 병에 대한 한탄과 좌절

백거이는 어린 나이부터 질병과 노화에 대한 작품을 썼으며, 자신이 질병에

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표현하였다. 그는 자신의 20세 즈음을 

회상하며 <與元九書>에서 젊은 시기에 지나친 노력과 근면으로 몸이 일찌감

치 망가졌다고 기록하였다. 또 18세에 지은 <病中作>에서는 生事에 힘쓰느라 

섭생의 도를 배우지 못했고, 결국 20세가 되어 신체적으로 쇠약해져 가는 증상

을 느꼈다고 표현한 적이 있다. 스무 살의 백거이는 당시의 발병으로 인한 고

통보다 앞으로 장년기와 노년기에 더 심해질 상황에 대해 우려하였다.

백거이가 질병을 탄식하는 경우는 하규에 있을 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다. 하규에서 지내는 복상기간(喪假) 동안 백거이는 세상과 단절되었다는 고립

감으로 외로움을 느꼈다. 이때 백거이에게 찾아온 병으로 인해 그는 더욱 큰 

좌절을 느끼게 된다. 병이 많으면 사람들과의 왕래가 점점 줄어든다.45) 그러다

가 결국에는 문을 닫아걸고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살아가는 형국을 만들고 만

다. 이러한 고립은 본인이 주동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적응하며 

생활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다. 다음 작품에서는 병을 얻고 난 

뒤 사람들과 소원해지는 상황에 처한 백거이의 모습을 볼 수 있다.

[0789] <病中作> <병중에 짓다>

病來城裏諸親故, 병들고 보니 도성 사는 친구들의

厚薄親疎心總知. 인정이 어떤 줄을 모두 알겠노라

唯有蔚章於我分, 오로지 위장만은 나와의 친분이

深於同在翰林時. 함께 한림으로 있을 때보다 두텁네.

45) 孟浩然도 <歲暮歸南山>에서 재주 없어 임금에게 버림받고, 잦은 병으로 친구와도 멀
어지네(不才明主棄, 多病故人疎.) 라고 표현하며, 병이 많아 친구와 소원해 짐을 표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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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에서 벗어나 하규에서 3년 여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지인들과의 왕래는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을 것이다. 이때 병까지 들어 찾아오는 손님이 줄어들자 

세상의 인정이 두텁지 못한 현실에 대해 자조적인 태도를 취한다. 다만, 蔚

章46)과의 우정이 여전히 돈독하여 그것으로 위안을 삼을 뿐이다. 백거이의 친

구인 전휘에 대한 믿음과 우정은 앞 절에서 제시한 <得錢舍人書問眼疾>에서

도 잘 나타난다. 눈병으로 괴로워할 때 전휘의 편지로 병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것으로 전휘에 대한 백거이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 초년부터 눈의 침침함 및 

통증을 호소했던 백거이에게 전휘의 편지는 약보다 훌륭한 치료제였다. 간혹 

친구의 편지로 병이 호전되는 상황을 표현하기는 했지만, 사실 백거이가 시에

서 진정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병이 호전되는 상황이 아니다. 전휘의 편지

가 아니었다면 백거이는 세상과 소통하지 않고 소외된 채로 지내며 병든 몸 상

태에 집착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이다. <村居臥病三首>는 찾아오는 이 

없는 하규에서 지내며 병든 상황을 한탄하는 작품이다.

[0482] <村居臥病三首>其二<향촌에서의 와병>제2수

新秋久病客, 초가을, 오랜 병 앓아온 나

起步村南道. 마을 남쪽 길로 걸음 하는데

盡日不逢人, 하루 다가도록 만나는 사람 없고

蟲聲徧荒草. 벌레 소리만 황량한 초원에 퍼진다.

西風吹白露, 가을 바람에 하얀 서리 흩날려도

野綠秋仍早. 들판 푸르니 가을은 아직 이른 듯.

草木猶未傷, 초목은 아직 시들지 않았는데

先傷我懷抱. 내 마음만 먼저 상하는구나.

朱顔與玄鬢, 붉은 얼굴과 검은 머리카락

强健幾時好? 건강한 시절 언제였던가?

況爲憂病侵, 하물며 수심에 병까지 들었으니

不得依年老. 나이에 맞게 늙지도 못하겠구나.

이 시는 43세 하규에서 창작한 작품이다. 1ㆍ2구에서 백거이는 병을 앓아 온

지 한참 되었고 지금은 마을을 둘러보아도 마주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사람

46) 錢徽의 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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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왕래가 없음을 적고 있다. 오랜 기간 병을 앓았다고 하는 것은 <寄元九>

에서 병든지 사년이 지났고, 친한 친구의 서신도 끊겼다 47)고 표현한 것으로

부터도 알 수 있다. <寄元九>와 <村居臥病三首>은 같은 시기에 지어진 작품

이기 때문에 <寄元九>에서 병이 난지 사년 이라고 한 것과 <村居臥病三

首>에서 오랜 병 을 앓았다고 한 것은 동일한 기간으로 간주할 수 있고, 이

로써 이미 4년 전부터 몸이 좋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초가을이 되어서 스산한 기운이 역력하지만 그래도 들판에는 푸른빛의 초목

이 남아 있어 경물이 완전히 시들지 않았다. 그런데 백거이는 홀로 신병으로 

괴로워하며 건강했던 시절에 대한 미련의 감정을 내비친다. 마지막 구에서 나

이 보다 빨리 늙어간다 고 표현한 백거이는 자신을 찾아 주는 이 없는 상황에 

병까지 얻은 자신의 처지에 한탄한다. 이러한 그의 심경은 <村居臥病三首>其

一에서도 잘 나타난다.

[0481] <村居臥病三首>其一 <향촌에서의 와병>제1수

戚戚抱羸病, 몸 쇠하고 병든 것을 근심하며

悠悠度朝暮. 유유히 하루하루 시절을 보낸다.

夏木纔結陰, 여름 나무 막 우거지나 싶더니

秋蘭已含露. 가을 난초에는 벌써 이슬 맺힌다.

前日巢中卵, 얼마 전 둥지 속의 알

化作雛飛去. 어린 새 되어 날아가고

昨日穴中蟲, 예전 구멍 속의 벌레는

蛻爲蟬上樹. 매미 되어 나무 위에 있네.

四時未嘗歇, 계절은 끊임없이 바뀌고

一物不暫住. 경물도 쉼없이 변하는데

唯有病客心, 오직 병든 이내 마음만

沉然獨如故! 홀로 예전처럼 침울하네.

‘둥지 속의 알’과 ‘구멍 속의 벌레’는 미물인 듯 하지만 대자연 속에서 살아

가는 인간과 다를 바 없다. 주변에 보이던 ‘알’과 ‘벌레’는 자연의 흐름에 따라 

새와 매미로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인간인 백거이는 쇠약해진 몸으로 병든 것

47) [0470] <寄元九>: 一病經四年, 親朋書信斷. (≪白居易集箋校≫ 第2卷 5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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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뿐이다. 이에 백거이는 오직 병든 이내 

마음만 예전처럼 침울하다 고 탄식한다.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르지 못하고 병

을 걱정하며 홀로 괴로운 시절을 보내는 상황에 대한 표현은 다음 작품에서도 

나타난다.

[0837] <病中早春> <병중의 이른 봄날>

今朝枕上覺頭輕, 오늘 아침 잠자리에 머리 가벼워진 듯해

强起堦前試脚行. 억지로 일어나 계단 앞을 걸어본다.

羶膩斷來無氣力, 기름진 요리 먹지 못해 기력이 없고

風痰惱得少心情. 풍담으로 괴로우니 마음도 울적하다.

暖銷霜瓦津初合, 포근함에 지붕의 서리 도랑으로 모이고 

寒減冰渠凍不成. 추위 사그라져 개울엔 얼음 얼지 않는데

唯有愁人鬢間雪, 오직 수심겨운 내 머리에만 남은 서리는

不隨春盡逐春生. 봄이 다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생겨난다.

이 작품은 백거이가 44세 때에 강주로 좌천되기 바로 전에 창작한 것이다.

백거이는 하규에서 돌아와 장안에서 지내며 太子左贊善大夫를 역임하고 있었

는데, 당시 두통과 풍담으로 심리적으로 울적한 상황이었다. 한동안 두통에 시

달렸던 백거이는 시를 쓴 당일 아침에는 머리가 개운해짐을 느껴 밖으로 나와 

걸어본다. 그러나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력이 쇠하고 두통

과 풍담으로 인해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 주위의 경물은 봄의 기운을 받아 생

기를 되찾아 가는데 유독 본인만 수심에 잠겨 흰머리가 계속 늘어가고 있다고 

탄식한다. 사실 두통과 풍담은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심각한 질병은 

아니다. 당대에 건강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질병은 ‘전염병’, 특히 ‘瘧疾’이었다.

그 다음으로 심혈관계통ㆍ소화기계통ㆍ비뇨기계통ㆍ난산 등의 순48)이었기 때

문에 백거이는 이런 고위험군의 질병에 노출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든 상황을 힘들어하며 탄식ㆍ좌절하는 모습은 앞 절에서 살펴본 ‘달관의 심태’

와는 다른 면이며, 이것은 만년에 백거이가 생로병사에 통달의 관념을 가지고 

낙천적인 태도를 견지했다고 하는 것49)과도 상반되는 태도라 할 수 있다.

48) 于賡哲 <新菩薩經ㆍ勸善經 背後的疾病恐慌―試論唐五代主要疾病種類>;≪南開

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06年 5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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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이상 백거이가 강주좌천 이전에 ‘病’을 제재로 하여 창작한 ‘詠病詩’를 살펴

보았다. 이를 통해 좌천 이전 백거이 영병시의 주요 창작 배경을 세 가지로 정

리할 수 있었다. 첫째 질병에 민감한 우환 의식, 둘째 주변인의 죽음과 이별로 

인해 발생하는 두려움, 셋째 중앙에서 소외된 자신의 ‘불평한 심리’가 그것이다.

이 세 가지는 백거이 영병시 창작의 독특한 배경이 되어, 기존에 백거이 영병

시가 강주좌천을 계기로 집중적으로 창작되었다고 하는 견해와 달리 좌천 이전

에도 자신이 처한 독특한 환경에서 영병시의 창작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

이다. 일반적으로 많은 문인들이 말년에 신체적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질병을 

노래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과 비교해 보면 젊은 시절부터 질병에 민감하게 반

응하며 질병을 제재로 창작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백거이 영병시의 특징인 것

이다. 이러한 좌천 이전의 영병시 창작 배경은 후반기 발병의 직접적인 요인으

로 ‘과도한 음주’, ‘밤낮을 가리지 않는 창작행위’, ‘불규칙적인 생활습관’ 등을 

꼽는 것50)과도 대비된다. 이를 통해 좌천 이전 영병시의 창작 배경이 확실히 

만년의 것과 달랐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이것은 기존에 좌천이전 영병시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얻어진 의미 있는 결과라 할 수 있으며, 앞으

로 좌천 이후 영병시에 대한 고찰이 완료되면 그 異同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

할 수 있을 것이다.

49) 王拴緊은 <白居易詠老詩探析>(≪焦作大學學報≫ 2006年 2期)과 <白居易詠老詩初
探>(≪廣西社會科學≫ 2006年 8期)에서 늙음을 한탄하거나 병을 근심하지 않으며 시
종 건강한 심태를 유지했다고 정리했다.

50) 孫立峰 <絶路詩人求生的幻境―白居易詠病詩的思想和藝術價値>; ≪學習與探索≫ 199

4年 4期, 1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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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摘要】

白居易是一位與疾病相伴一生的詩人, 他所體验疾病的種類ㆍ数量之

多达到了惊人的地步. 在诗歌中仅提起‘病’字的出现四百多次. 据朱金城

≪白居易年譜≫可以找出白居易请四次病假的记錄, 還可以發現白居易在7

5年的歲月中患有呼吸器官ㆍ循環器官ㆍ视听器官ㆍ眼疾ㆍ肺病等的疾病.

白居易在唐代咏病詩创作群體中占居首要位置, 在他一生所作的2924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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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咏病詩占110餘首. 其中, 在本论文以白居易江州左迁以前所作的咏

病詩23首为主要研究對象, 要考察左迁以前白居易咏病詩的创作背景和白

居易對疾病的态度. 左迁以前白居易咏病詩可以分为三種: 第一, 白居易

對疾病和衰老極端的忧患意識; 第二, 因亲族亡故和離別造成的恐怖感;

第三, 被疏远和停滞之‘不平心理’. 白居易對疾病和衰老極端關注. 人的身

體随着年龄的增加逐渐脆弱, 人由年轻逐渐走向衰老, 应该是一種自然的

客观现象, 但白居易對此却非常在意. 因而他从年轻时就开始写出来许多

以病为题的詩作. 一般認爲白居易對生老病死有純正洞達的觀念, 在暮年

一直保持着樂觀的心態. 然則他對疾病的態度如何? 白居易堅持着對疾病

受容和洞達的態度, 與此同時他顯示出對疾病歎息和挫折的態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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