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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언

명말 청 의 여성시인 徐燦1)(1617∼1698)은 국여성문학가 에서 자주 이

고 의식 인 쓰기를 시도한 작가로 평가받고 있다.2)  가족 심의 쓰기에서 

* 성신여자 학교 어 문과 교수 

1) 서찬은 자가 湘蘋, 江  長州사람. 지 의 州  출신이다. 光禄丞 徐子懋의 딸이다. 

서찬의 고모할머니인 徐媛은 陸卿子와 함께 吳門二大家로 불리었고 문집 《絡緯吟》 12

권이 해진다. 서찬의 문학  소양은 가정 분 기의 향을 깊이 받은 것으로 보인다. 

海寧의 명문가 출신  陳之遴과 결혼하 는데 진지린은 혼이 아니었다. 진지린은 명말 

청 의 명한 시인이었고 두 사람 모두 시를 좋아하여 부부간에 창화한 작품이 매우 많

았으며 슬 한 좋았다. 진지린은 서찬의 문학 창작에 많은 계시와 계도 역할을 해주

었다. 그는 서찬의 시문을 엮어 《拙政園詩集》을 출간해주기도 하 다. 서찬의 생졸연

에 해서는 여러 학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趙雪沛 <關於女詞人徐燦生卒年及晩年生

活的 辯> 《文学遗产》 2004年3期를 참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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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화의 상을 사회로 옮겨 여성작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선구  역할을 한 인

물로 조명 받고 있다.3) 서찬은 청 를 표하는 여성작가로 그녀의 사는 이청조와 

비견될 만큼 뛰어난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다.4) 따라서 서찬에 한 연구는 주로 

사를 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많은 성과를 축 하고 있다. 상 으로 시에 한 

연구는 한산한 편이며 특히 사시에 한 연구는 거의 무하다.5) 서찬의 시 모

음집인 《拙政園詩集》에는 망국의 화근으로 치부되었거나 비원의 화신으로 인식되

어 왔던 미녀들에 해 재평가를 시도한 작품이 있는데 < 사>는 그것의 형이라 

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사시의 남상은 반고의 사시로 보는 것이 학자들의 일치된 견해

이다. 기의 사시는 단순히 객 이고 평면 으로 역사  인물과 사건을 진술

하 지만 左思에 이르러 시인의 주  감정을 주입하여 사와 서정의 유기 인 

결합을 통해 회재불우의 비애를 드러내거나 풍자의 뜻을 기탁하곤 하 다. 이것이 

2) 국 통 여성시인들의 활동 반경은 규방을 벗어나지 못하 으므로 작품의 내용은 애

정, 혼인, 자녀, 거주환경의 경물변화 등에 집 되었다. 하지만 서찬은 통 인 주제를 

벗어나 역사에 한 滄桑感 우환의식 등을 읊어 창작 역을 넓 나갔다.

3) 高彦頤는 《閨塾師》([美]高彦颐著 李志生译 江苏人民出版社, 2005)에서 명  여성들

의 詩社를 세 개의 유형으로 분류하 는데 家居式, 社交式, 公衆式이 그것이다. 가거식

이란 가족 심의 작시 활동을 지칭하는 것으로 주로 모녀간 혹은 친족 간에 이루어진

다. 표시인으로 명말 沈宜修를 꼽을 수 있다. 사교식은 작시활동을 통한 교유를 친족

에서 친구로 확 한 것으로 徐燦이 이에 속한다. 공 식은 사교식이 확  발 되어 정기 

간행물을 출 하고 구성원들 역시 이름난 시인들로 이루어져 있다. 蕉園詩社나 吳中十

子가 이에 속한다.

4) 陈维崧은 《妇人集》에서 서찬을 매우 높이 추숭하여 이 게 말했다. 필 은 굳세고 아름

다웠으며 평생 아름다운 사를 많이 지었다. 아마도 남송이래로 규방에서 가장 뛰어난 작

가는 서찬 한사람일 것이다.(“才 遒丽, 生平著 词绝佳, 盖南宋以来, 闺房之秀, 一人

而已)  清代词评論家 陈廷焯은 《白雨斋词话》卷五에서 규수로서 사를 잘 짓는 자는 

앞으로는 이이안이 있고 뒤로는 서상평이 있다고 하 다. (“闺秀工为词 , 前则李易安, 

后则徐湘苹｡) 王英志 陈维崧 《妇人集》, 州大學學報 2009년 2期에서 재인용

5) 서찬의 사에 한 연구로는 文革紅 <淸代閨秀詞的代表--徐燦詞硏究>, 韋玲娜 <苦難時

代女性的悲歌 論易安詞 湘蘋詞>, 張宏生 <偏離 靠攏--徐燦 詞學傳統>, 鄧紅梅 

<徐燦詞論>, 張毅 <論徐燦拙政園詩餘>, 李 平 <论徐灿词的内容及艺术特色>, 文革红 

<清代闺秀词的代表——徐灿词研究> 등 다수가 있다. 반면 시에 한 연구는 필자가 조

사한 바에 의하면 張毅 <拙政園詩集初探> 한 편만 있을 따름이다. 한편 한국에서는 서

찬에 한 연구가 무하다.



徐燦의 <詠史>詩  55

사시 발 의 일차 인 변화라 한다면 이차 인 변화는 당 시인들에 의해 이루

어졌다. 당시인들은 순 히 이성 인 사고로 역사의 내함을 두드러지게 하 고 

의론에 의지하여 역사  사건과 역사  인물에 해 평가를 내렸다. 이러한 평가는 

왕왕 시인만이 지닌 독특한 안목과 식견, 선명한 개성을 드러낼 뿐 아니라 역사의 

다면  성향을 드러내어 사시를 한층 성숙, 발 시켰으며 의론으로 시를 짓는 경

향을 나타냈다. 송 에 와서도 이러한 기조는 변함없이 유지되었으며 사시의 발

은 고조를 이루게 되었다.6)

서찬의 <詠史>는 춘추시 와 한나라, 당나라의 다섯 미녀들에 해 읊은 시로 모

두 여섯 수이다. 서찬의 시모음집인 《拙政園詩集》 첫머리에 수록되어 있으며 역사

으로 이름난 悲願의 화신이거나 망국의 요물로 지목된 여자들이다. 읊은 순서를 

보면 반첩여, 양귀비, 서시, 왕소군, 우미인인데 반첩여에 해서만은 2수를 읊었

다. 반첩여를 사 첫머리에, 우미인을 맨 마지막에 배치하 으니 시  순으로 읊

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배열은 서찬의 의식 이고 계획된 의도이며 이를 

통해 일정한 목 을 꾀하고자 했다는 가설 하에 이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 본 논고

의 목 이다. 연구 방법은 만당 작가와 송  작가들이 읊은 상기 다섯 명을 제재

로 한 사시와 서찬의 그것을 비교하고자 한다. 앞에서 언 하 듯이 이 시기의 

작가들은 역사 인물에 해 이성 인 식견과 독특한 안목으로 선명한 개성을 드러

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남성작가와의 비교는 서찬의 깨어있는 여성의식, 선명

한 개성, 그리고 그 독창성을 악하는 데 더 없이 좋을 것이다.

Ⅱ. 남존여비, 미녀 망국론

남존여비는 종법사회에서 여성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굴 다. 하늘의 도는 乾이

고 땅의 도는 坤이며 건은 陽이고 곤은 陰이라는 것이다. 양은 남성 인 원리이고 

음은 여성 인 원리이니 남성은 강하고 여성은 부드러워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6) 張 麗, 《宋代詠史詩硏究》, 18-63참고, 陝西師範大學博士論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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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은 주동 이고 여성은 피동 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내를 구박하고 버리는 

것은 남자의 특권이었음을 《시경》의 여러 시들을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다.7)  

부인(婦人)은 남에게 복종하는(服) 사람이고, 부인(夫人)은 남을 떠받드는(扶) 사

람이라면서 여성들에게 복종을 체화하도록 끊임없이 강조하 다. 《大戴禮記》에도 

여자의 女는 如와 같으니 여자란 남자의 가르침 로 말하는 존재라고 하 다. 여성

은 남성에 의지해서만 인격을 이룰 수 있으니 소  음은 낮아서 자신의 의지 로 

하지 못하고 양을 만나야 완 해 질 수 있다는 《白虎通⋅嫁娶篇》의 이론은 여성의 

일생 최  목표를 시집가는 것에 두도록 세뇌시키는데 한 몫 하 다. 어디 그뿐이

랴 삼종지덕이니 칠거지악이니 운운하면서 여성을 끊임없이 억압하고 구속하 다.8) 

여성을 억압하는 사상이 체계화 되어 족쇄처럼 견고하게 여성을 구속하 던 것은 

놀랍게도 한나라 여성 班昭가 지은 《女戒》 다. 이 책은 시종일  三從之道와 四

德의 규범을 설명하면서 여성은 보잘 것 없는 존재라는 가부장  의식을 주입하고 

있는데, 이러한 념이 삼천년 동안 여성을 지배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찬의 < 사> 6시 가운데 반첩여, 왕소군, 우희는 종법제도의 억압과 굴 에 의

해 희생된 悲願의 여성이 아니라 렷한 자아의식과 개성을 가지고 자아실 을 이

룩한 여성으로 재평가되고 있다. 이는 서찬의 깨어 있는 의식과 여성  쓰기를 

잘 드러내  사례라 할 수 있다.

한편 여자는 재앙이라는 소  ‘女禍’ 념은 선진시 에 이미 나타났으며 그 핵심

인 목표는 여성의 정치  간섭을 배척하고 국가를 잘 다스리게 하는 교훈으로 삼

기 해서 다. 이른바 암탉이 우는 것은 오로지 家道가 쇠락했을 때만 나타나는 

상이라고 본 것이라든가9) 한 여자가 나라를 망친다는 《詩經⋅瞻卬》의 내용

이 바로 그러하다.10)

7) 를 들면 《王風⋅中谷有蓷》 《衛風⋅谷風》 《衛風⋅氓》이 있다.

8) 진동원 지음. 최수경 송정화 옮김, < 국 여성 그리고 역사>, 도서출  박이정, 2005년 

17-65참조.

9) 《尚书⋅牧誓》“古人有 曰: ‘牝鸡無晨’; 牝鸡之晨, 惟家之索)

10) 《詩經⋅瞻卬》의 내용을 록하면 다음과 같다. 총명한 남자는 나라를 세우고 총명한 

여자는 나라를 망친다. 아름답고도 총명한 여자는 올빼미 같고  솔개 같아라. 여자가 

긴 로 마구 떠들어 니 재난은 여기에서 나온다네. 재난은 하늘이 내리는 게 아니라. 

여자의 독설에서 나온다네. 아무도 가르쳐주고 일깨워주는 사람 없으니 여자가 을 

치는구나./哲夫成城, 哲妇倾城.. 懿厥哲妇, 为枭为鸱. 妇有长 , 维厉之阶. 乱匪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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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 국시  역시 여자로 인해 망국을 래한 여러 사례를 열거하여 통치자에

게 교훈을 주고자한 기록들이 곳곳에 보이는데 《국어》‧《한비자》‧《순자》 등이 그러하

다. 컨  《國語⋅晉語》에는 무력으로 나라를 정복하면 반드시 정복한 나라의 여

자 때문에 나라가 망하기 마련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 다. “夏나라 桀王은 有

施氏를 정벌하 는데, 유시씨가 妺喜를 진상하 다. 걸왕은 妺喜를 총애하 는데 

말희가 나라를 어지럽힌 정도가 재상 伊尹의 공과 맞먹었으므로 하나라는 멸망하

다. 은나라 紂王은 有 氏를 정벌하 는데 유소씨는 妲己를 진상하 다. 주왕은 

달기를 총애하 는데 달기가 나라를 어지럽힌 정도는 신 㬵鬲의 공과 동등하 으

므로 은나라가 멸망하 다. 주나라 幽王은 有褒씨를 정벌하 는데 褒姒를 진상 받

았다. 유왕은 포사를 총애하여 伯服을 낳았다. 포사가 나라를 어지럽힌 정도는 충

신 虢石甫의 공과 맞먹었다. 태자 宜臼를 몰아내고 포사의 소생 伯服을 태자로 세

웠다. 태자는 申나라로 도망갔고 申人과 縉人이 西戎을 불러들여 주나라를 공격, 

주나라의 멸망을 래하 다”11) 《國語⋅晉語》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은 

여화론을 상기시켜 진나라의 정자를 일깨우기 한 복선이라 할 수 있다. 즉 晉

나라는 驪姬가 정치에 개입하여 태자 申生을 살해하고 이복 아들 두 명을 다른 나

라로 추방하여 국정의 난맥을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순자》에도 난세의 징표로 婦 , 즉 임 의 총애를 받는 여자가 청탁을 받고 들

어주는 것을 꼽았는데 내용은 이러하다. “탕왕이 가뭄이 들자 하늘에게 빌면서 이

게 말했다. 정치가 무 제해서 그 습니까? 백성을 못살게 굴어서 그 습니까? 어

하여 가뭄이 이 듯 극도에 달할 수 있단 말입니까? 궁실을 호화롭게 지어서 그

습니까? 총애하는 여자의 청을 많이 들어줘서 입니까? 어 하여 가뭄이 이 듯 

극치에 달할 수 있습니까?”12) 무 제한 정치, 호화스런 생활, 백성들에 한 학

自天, 生自妇人. 匪教匪诲, 时维妇寺. 상서와 시경 원문은 자  사고 서를 참고하

음. 이하 서찬의 시와 사를 제외한 인용문은 모두 문연각 사고 서 자 을 참고하

음을 미리 밝 둔다.

11) 史 曰,昔夏桀伐有施, 有施人以妺喜女焉. 妺喜有寵, 於是乎 伊尹比而亡夏. 殷辛

伐有 ,有 氏以妲己女焉. 妲己有寵. 於是乎 膠鬲比而亡殷. 周幽王伐有褒, 有褒

人以褒姒女焉..褒姒有寵, 生伯服,於是乎 虢石甫比 ,逐太子宜咎而立伯服, 太子出奔

申. 申人繒人召西戎以伐周, 周於是乎亡.

12) 《荀子⋅大略》湯旱而禱曰政不節 , 使民疾 , 何以不雨至斯極也. 宮室榮 , 婦 盛

, 何以不雨至斯極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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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더불어 총애하는 여자의 청을 무작정 들어주는 것 역시 정치를 혼란스럽게 만드

는 요한 요소임을 말하고 있다.13)

한나라 때 이르러 여화 념은 더욱 발 하기에 이른다. 유가가 독존의 자리를 차

지함과 동시에 음양가의 학설이 크게 유행한 결과 다. 우선 유가의 남존여비 사상

은 정조와 순결을 숭상하고 남자와 여자는 음양의 치가 바 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을 강조하 다. 여자가 정치에 간여해서도 안 되고 후비는 총애를 믿고 군주를 미

혹시켜서도 안 되며 미색으로 아양을 떨어서도 안 된다고 하 다. 아울러 동 서, 

유향 등과 같은 사람들은 천재지변을 황제를 견제하는 일종의 수단으로 삼아 당시

에 일어났던 이변과 재난을 일일이 열거하여 미녀가 나라를 잘못되게 한 결과라느

니 후비가 정치에 간섭할 징조라느니 하면서 모두 여자의 탓으로 돌렸다. 게다가 

한나라 사람들은  말희, 달기, 포사, 여희, 하희 등의 형상을 가공하고 수식하여 

나라를 망쳐먹은 여성의 형을 만들어냈다. 유향이 지은 《列女傳》가운데 孽嬖傳

은 이 방면에서 아주 요한 역할을 담당하 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열녀 에서

는 여성들의 미모와 자태를 묘사하고 서술하는 데는 별 뜻이 없었고 오로지 여성들

의 처세와 행동거지에 을 두어 묘사하 다. 진정으로 아름다운 용모에 착안하

여 여성을 묘사하기 시작한 것은 동한의 伶玄이 지은 《飛燕外傳》에서부터 시작되

었다. 소설에 가까운 야사 형식의 이 책은 비연의 형상과 성제와의 고혹 인 방

사를 섬세하게 묘사하여 독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아울러 고사 가운데 淖方成

이 趙合德 뒤에서 혼잣말로 내뱉은 “此禍水也 滅火必矣”라는 말은 紅顔禍水論을 

정립시켰다. 이 밖에 동한의 《越絕書》와 《吳越春秋》도 서시가 미모로써 오왕 부차

를 유혹하여 월나라의 재기를 도운 고사를 집 으로 그려냈는데 이 역시 여화론

이 발 하는 데 큰 기여를 하 다. 당나라 이덕유는 <大國論>에서 이 게 말한 

이 있다. “타고난 아름다움과 요염한 용모로 안으로는 골육 간에 싸움을 일으켜 무

뜨리고 밖으로는 군신 간에 불신을 조성하여 패망하게 만든다. 危亡의 조짐이 여

기에서 말미암지 않은 게 없다.”14) 그러면서 그는 말희 달기 포사가 야기한 나라의 

재앙을 거듭 말하 다. 이덕유의 에 빼어난 미인은 망국의 조짐과 다름없었던 것

13) 王 健, <女禍現象的文化學分析>, 大連大學學報 第28卷 第 5期, 2007, 참고.

14) “生妖美之色, 蠱惑當世之君, 使其骨肉相殘以塊於內, 君臣相疑以敗於外, 危亡之兆鮮

不由此” 원문은 문연각 사고 서 자 에서 인용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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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新唐書⋅玄宗本紀》 論贊에서도 당  기의 제왕들이 거듭 여화를 당하 던 

사실과 종의 아버지 종 역시  황후의 권력 야욕으로 많은 참화를 겪었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사건을 목도하고 제 에 오른 종 역시 끝내 여화로 인해 제

에서 물러났음을 지 하면서 미인 경계론을 폈다. 15)

王船山(1619∼1692)의 《讀通鑑論》은 典型 인 ‘女禍’史觀의 代表作이다. 즉 

정치에 간여했던 태후나 여황에 한 부정 인 역사  평가를 내렸던 것이다. 后妃

가 得寵하고 정치에 간여하여 여러 가지 자연 이변을 일으켰다는 漢나라 儒學 들

의 견해는 魏晉南北朝 이후 송 까지 계승되었으며 명청시기에 들어와서 쇠퇴하

다. 그러나 그 여 는 상학에서 남편을 잡아먹는 이른바 ‘剋夫’ 상이론으로 발

하 다. 그 다고 해서 역 의 모든 남성들이 여화론을 주장하 던 것은 아니다. 

비록 극소수이긴 하지만 역  왕조를 거치면서 확고하게 굳어진 여화론에 해 미

약하지만 반  의사를 개진한 학자들도 있었다. 컨  사마천은 정치에 참여했던 

한나라 여후의 공로를 인정하 으며 陳毅는 황제에게 상서를 올려 鄧后의 덕정을 

열거하 다. 명나라 李贄(1527∼1602)는 국가의 멸망이 단지 여자 때문은 아니라

고 하 으며 唐 (1630∼1704)은 말희와 달기, 포사가 만약 문왕시 에 입궁하

다면 아마 요조숙녀가 되었을 것이라고 하 다.  袁枚(1716∼1798 )는 여자를 

총애하는 것 때문에 자고로 나라에 많은 걱정거리가 있긴 하 지만 결국 책임은 남

자에게 있다고 하 다.16) 서찬 사시의 탄생은 이러한 역사  흐름과 무 하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은 결코 주류가 아니라 거 한 물 기 속의 조그만 도랑

물 정도 다고 할 수 있다. 미인에 한 다양한 담론이 미약하나마 고개를 들기 시

작하는 가운데, 서찬 역시 다음과 같이 미녀 망국론에 해 반론을 제기하는 사를 

지었다.

거센 도 푸른 물결, 강을 가로지른 鐵鎖,17) 옛 성루엔 쓸쓸히 갈 와 부들만 

15) “嗚呼!女子之禍於人 深矣. 自高祖至於中宗, 數十年間, 再罹女禍, 唐朝旣絶而復續, 

中宗不免其身, 韋氏遂以滅族. 玄宗侈心一動, 窮天下之欲, 不足爲其樂, 而溺其所甚

愛, 忘其所可戒, 至於竄身失國而不悔”

14) 劉詠聰 《女性 歷史》 <家國篇─紅顏是否禍水？>, 3-6쪽 참고. 臺灣商務印書館, 

1995 臺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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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걱이고 안개 낀 강물은 세상일 잘못된 도 모르네. 천리에 달했던 함, 온통 

투항을 하 었지, 황  연꽃 밟고 거닌 潘妃18)를 원망하지 말라19)

이 사는 옛일을 회고하며 탄식한 노래이다. 연화보(莲花步)가 나오는 것으로 보

아 남조 시  齊나라의 멸망을 탄식한 사이다. 연화보란 제나라 왕 東昏侯가 潘妃

를 총애하여 그녀가 걷는 길 에 으로 만든 연꽃을 만들어 땅 에 붙여놓고 걷

게 한 사실을 말한다. 사람들은 제나라가 망한 원인을 사치를 부추긴 반비에게 있

다고 보았던 것이다. 서찬은 이에 해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망국을 반비의 탓으

로 돌리지 말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기존의 미인망국론에 해 이의를 제기한 것이

다. 역사의 이면을 통찰하여 뚜렷한 주 을 드러낸 서찬의 각성된 의식은 시와 사

에 모두 드러나고 있는데 이는 당시 사회 문화  분 기의 향을 받은 것이긴 하

지만 여성의 정치참여의 선구를 이루었다는 에서 의의가 크며 특히 < 사> 6수는 

역사 으로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심하게 왜곡되거나 종법제도 하에서 수동

으로 비극 인 운명을 받아들여야만 했던 다섯 미녀를 상으로 재평가를 시도하

다는 에서 서찬의 각성된 여성의식을 보여 다.

Ⅲ. 사의 내용

서찬이 지은 < 사>의 내용은 역사 으로 悲願의 여성으로 치부되었거나 망국의 

요물로 평가되어왔던 다섯 미인에 해 읊은 것이다. 그러니까 < 사>의 내용을 개

하자면 기존의 미인망국론과 여성 비원의 숙명  념에 해 리하고도 통쾌한 

17) 진(晉)나라의 용양장군(龍驤 軍) 왕 (王濬)을 말한다. 왕 이 큰 선(樓船)을 만

들어 타고 오(吳)나라를 정벌하러 갔는데, 오나라 군사들이 철쇄(鐵鎖)를 설치해 가로

막았다. 그러자 다시 큰 뗏목을 만들어 불에 태워 철쇄를 녹인 다음 진격하여 오나라

를 멸망시켰다. 《晉書 卷42 王濬列傳》

18) 남제(南齊)의 동혼후(東昏侯)가 황 으로 만든 연꽃을 땅 에 붙여 놓고, 그의 총희 

반비(潘妃)로 하여  그 를 걸어가게 하 다는 고사에서 온 말이다. 《南史 齊東侯

記》

19) 鯨波碧浸橫江鎖, 故壘蕭蕭 荻蒲, 烟水不知人事错. 戈船千里, 降 一片, 莫怨莲花

步. <青玉案吊古> 《拙政園詩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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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을 제기하면서 종법제도 하에서 끊임없이 형화되고 왜곡되어 왔던 여성에 

한 편견을 뒤엎어버린 것이다. 물론 이러한 시도는 기존 남성 시인들의 시에서도 

엿볼 수 있었지만 서찬의 시는 남성 시인들의 시와 확연한 차이를 드러낸다. 그 차

별성을 효과 으로 드러내기 해 본 논고에서는 내용별로 고찰하는 방법을 지양하

고 서찬이 배열한 시 제목의 순서에 의거, 내용을 고찰하고자 한다. 그 게 해야 

서찬의 치 한 창작 의도, 즉 다섯 미인을 읊으면서 반첩여를 첫머리에 배치하면서 

두 편을 지은 의도와 우희를 마지막에 놓은 이유를 효율 으로 악할 수 있기 때

문이다.

1. 반첩여

반첩여는 곧 비애의 아이콘이었다. 한나라 성제의 총애를 잃은 반첩여가 자신

의 신세를 용도 폐기된 가을부채에 비유하여 <원가행>을 읊은 후부터, 부분의 작

가들이 반첩여의 비애와 원망에 을 맞추어 시를 읊었다.20) 그리고 이를 통해 

회재불우한 시인의 신세를 기탁하고자 하 다. 그러나 당 시인은 발상의 환을 

통하여 새롭게 인물을 평가하고 사건을 조명하 다. 즉 더 이상 반첩여의 비애에만 

을 맞추어 노래하지 않게 된 것이다.

당시인 원진의 시를 보자.

古来苦乐之相倚,     옛부터 고통과 즐거움은 서로 기 어 있는 것

近于掌上之十指.     손바닥 의 열 손가락보다 가까이 있다네.

君心半夜猜恨生     군주께서 간밤에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나니

荆棘满 天未明.     가시나무 마음에 가득하 네 날이 밝기도 에

汉成眼瞥飞燕时,     한나라 성제의 에 비연이 꽂혔을 때

20) 를 들면 다음과 같은 시인들의 작품이 있다. 陆機 <婕妤怨> 婕妤去辞宠, 淹留终不

见. 寄情在玉阶, 托意唯团扇. 春苔暗阶除, 秋草芜高殿. .黄昏履綦绝, 来空雨面.

     李白 <怨歌行> 十五入汉宫, 花颜笑春红. 君王选玉色, 侍寝金屏中. 薦枕娇夕月, 卷

衣恋春风.寧知赵飞燕, 夺宠恨無穷. 沉忧能伤人, 绿鬓成霜蓬.一朝不得意, 世事徒为

空. 鹔鹴换美酒, 舞衣罢雕龙. 寒苦不忍 , 为君奏丝桐. 肠断弦亦绝, 悲心夜忡忡.

     赵嘏 <长信宫>(一作孟迟诗)君恩已尽欲何归, 猶有残香在舞衣. 自恨身轻不如燕, 春

来长绕御帘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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可怜班女恩已衰.     가련하구나 반첩여에 한 사랑 이미 식어버렸구나.

未有因由相决绝,     사랑은 식었어도 모질게 끊어버리지는 않았으니

犹得半年佯暖热.     그나마 반년 동안 겉으로나마 따듯한  받았노라.

转 深意谕旁人,     즈시 의 사람 일깨워주려 하니

瑕疵遣潜说.     잘못을 수집하여 비방을 하 다네.

一朝诏下辞金屋,     하루아침에 조서가 내려와 옥을 떠나게 되니

班姬自痛何仓卒.     반희는 애통해하 네, 이 듯 창졸지간에 쫒겨남을.

呼天抚地 自明,     하늘을 부르고 땅을 치며 스스로 밝히려 하 으나

不悟寻时暗 骨.     순식간에 슬픔이 극에 달함을 깨닫지 못하 노라.  

白首宫人前再拜,     머리 허연 궁녀가 앞으로 나와 재배하면서

願 日月相辉解.     해와 달처럼 환히 풀어주겠다고 한다. 

苦乐相寻昼夜间,     고통과 즐거움은 낮과 밤사이에 찾아오는 것이니

燈光那有天明在.     등불이 어  밝은 낮에도 있을 수 있겠습니까?

主今被夺心应苦,     주인님은 이제 총애를 빼앗겨 고통스럽겠지요

妾夺深恩初为主.     제가 총애를 빼앗긴 것도 처음엔 주인님 때문이지요

欲知妾意恨主时,     제가 주인님을 얼마나 원망했는지 알고 싶으면 

主今为妾思量取.     주인님이 제 입장되어서 헤아려보세요.

班姬收淚抱妾身,     반희가 물을 거두고 늙은 제 몸을 껴안으면서 하는 말

我曾排摈無限人.     아 나도 수없이 많은 사람을 내친 이 있구나. <苦乐相

倚曲>

첫 구 부터 이성 이며 설리 이다. 세상의 즐거움과 고통은 마치 열 개의 손가

락이 서로 가까이 있듯, 그 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달콤하고 행복

했던 황제의 총애가 밤사이에  돌변하여 날이 밝기도 에 가시밭 같은 고통을 겪

게 되었다는 것이다. 다섯 번째 구 부터 10번째 구 은 조비연으로 인해 실총한 

반첩여가 그나마 부덕이 높은 덕택에 성제에게 일정한 기간 암암리에 보살핌을 받

았다는 것을 묘사하 다, 하지만 끝내 조비연의 참언으로 냉락한 신세가 되었다는 

것을 역사  사실에 근거하여, 객 으로 읊었다. 11번째 구  이후는 반첩여를 

모시는 궁녀의 입을 통해 그 옛날 황제의 총애를 잃었을 때의 그녀의 심정이 바로 

지 의 반첩여의 심정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다. 마지막 구 은 이 시의 압권이라 

할 수 있다. 반첩여는 궁녀의 말을 듣고 나서 그제야 그녀 역시 수많은 궁녀를 슬

게 만들었던 가해자 음을 물로 고백한다. 지  반첩여는 피해자의 신세로 

락하 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그녀 역시 가해자 다는 것이다. 세상의 이치는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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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법, 원한 가해자도 없고 원한 피해자도 없다. 언제나 가해자도 될 수 있

고 피해자도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임을 원진은 반첩여의 경우를 통해 

깨우쳐주고 있다. 반첩여가 겪었던 비극에 해 근하는 방법이 기존의 시와는 사

뭇 다르며 설리성을 띠고 있다.

다음은 육구몽의 <婕妤怨>이다.

妾貌非傾國,     는 미모가 빼어나지 않지만

君王忽然寵,     군왕께서 홀연히 사랑해주셨지요

南山掌上來,     비연이 군왕의 손바닥에 오고부터

不敵新恩重.     새로이 총애를 베푸시니 수가 못되었지요

後宫多窈窕,     후궁에는 아름다운 여자 많기도 하여라.

日日學新聲,     날마다 새로운 노랫가락 배우고 있으니

一落君王耳,     군왕의 귀에 들어가는 날이면

南山又 輕.     비연은  다시 총애를 잃으리라.

육구몽의 시 역시 에서 시한 원진의 시와 취지가 같다. 즉 황제의 총애는 

원하지 않다는 것이다. 육구몽은 총애와 실총에 을 맞추어 총애의 속성을 형상

으로 읊었다. 반첩여는 조비연 때문에 총애를 잃었고 조비연은  비된 숱한 

제3의 미인들의 등장으로 실총할 것임을 고한다. 총애는 돌고 도는 것, 원히 

독차지할 수 없는 것임을 일깨워  시라 할 수 있다. 반첩여의 원망과 비애에만 

을 맞추었던 기존의 시들과는 사뭇 다르다.

이번에는 총애를 잃은 반첩여의 분신과 같은 존재인 가을 부채를 새로운 시선으

로 노래한 齊己의 시를 보자.

病起见秋扇,     병석에서 일어나 가을 부채 바라보니,

风前悟感伤.     바람 앞에서 마음이 슬퍼짐을 느낀다.

念予當咽绝,     아 서 혼 했을 때를 생각해보니

得 致清凉.     를 얻어 시원한 바람을 얻을 수 있었지

沙鹭如摇影,     모랫가의 백로 그림자 흔들리듯 하 고,

汀莲似绽香.     물가의 연꽃 향기 터지듯 하 지.

不同婕妤詠,     반첩여의 노래처럼

托意怨君王.     군왕 원망하는 뜻 기탁하지 않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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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荆州新秋病起杂题一十五首⋅病起见秋扇 -

제기가 읊은 가을 부채는 아 서 신음할 때 청량한 바람으로 고통을 감소시켜  

고마운 부채이다. 부채의 움직임을 백로의 날개짓으로 형상화하 고 부채에서 일어

나는 청량한 바람을 연꽃 향에 비유한 것이 참신하다. 가을 부채의 통 이미지인 

버림받은 여인의 형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반첩여의 비원의 이미지에 충군애국의 지사 형상을 주입시킨 사람은 송나라 시인 

육유이다. 그는 애국시인답게 버림받아도 임 을 해 개를 지키고 나라를 해 

몸 바치겠다는 애국  정서를 드러내었다. “ 의 마음은 칼로 쪼개어도 단처럼 붉을 

거에요, 의 는 썩어도 향기가 날 거에요. 죽어서도 천자의 우림이 되고, 나라 

해 죽도록 국경을 지키렵니다.”21)가 바로 그것이다.

이제 서찬의 작품을 보자. 서찬은 사시 첫머리에서 반첩여를 노래하 으며, 연

거푸 두 수를 지었다. 다른 미녀들에 해서는 한 수씩만 읊은 것과는 조를 이룬

다. 우선 시를 분석하고 그 이유를 추론해보고자 한다.

(1) 반첩여

二趙擅天下,     두 조 씨 천하를 제멋 로 가지고 노니

班姬詠秋扇.     반희가 가을부채를 노래하 노라

婉孌豈殊色,     아름다운 모습 어  차이가 있었을까만

憎愛異所見.     애증이 보는 것에 따라 달라졌을 뿐이다.

燦燦明月珠,     밝디밝은 명월주 

獨照昭陽院.     홀로 소양궁 뜰을 비춘다.

婦德固無極,     부덕은 진실로 지극하 건만

帷廧孰牽 .     그 가 깊은 뜰에 있는 사람 생각해 까?

流連九成帳,     높디높은 구성장에 빠지고부터

21) 妾心剖如丹, 妾骨朽亦香. 後身作羽林, 为国死 疆. 문은 다음과 같다. <婕妤怨> 

妾昔初去家,  邻里持车箱. 共祝善事主, 门户望宠光. 一入未央宫, 顾盼偶非常. 稚齿

不虑患, 倾身保专房. 燕婉承恩泽,但 日月长. 岂知辞玉陛, 翩若葉陨霜. 永巷虽放

棄, 猶虑重谤伤. 悔不侍宴时, 一夕称千觞. .妾心剖如丹, 妾骨朽亦香. 後身作羽林, 

为国死 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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炎鼎自玆變.     한나라 국운도 변하기 시작하여

不見淖夫人,     황제는 듣지 않았네 뇨부인이

竊吐披香殿.     피향 에서 몰래 경고하 던 그 말을.

(2)

亂世鮮志士,     난세에는 지사가 드무니

明哲在閨閣.     명철한 사람 규방에 있다.

美姿善洞簫,     아름다운 여자 퉁소를 잘 불 때

漢祚已中落.     한나라 국운은 이미 쇄락하 다.

在庭混薰蕕,     뜰에는 향 와 악 가 섞여있으니

況乃察帷薄.     하물며 침실 안을 어  살필까?

班姬辭輦時,     반희가 군왕과 나란히 수  타는 것 사양했을 때

已識主情博.     이미 알았네 군왕의 사랑이 변덕스럽다는 것을.

雙燕玉房飛,     제비 두 마리 玉房으로 날아드니 

秋風掃珠幙.     가을바람 구슬발을 쓸어버렸다.

炎凉颯紈扇,     서늘한 바람 일으키던 하얀 부채

寄物審所作.     그것에 기탁하여 지은 바를 살피도록 하 다.

引身奉慈幃,     물러나 황태후를 모시니

讒口罷吹索.     트집 잡고 험담하던 입 멈추었다.

數語白怨詛,     몇 마디 말로 원망을 드러내었으니

詞正理亦約.     말도 바르고 이치도 함축 이다.

傳語 黛流,     여성들에게 하노니

不學欲安託.     반희를 배우지 않고 구를 본받으려 하느냐

첫 번째 시에서는 조비연과 조합덕이 천하, 즉 천자를 좌지우지하 기 때문에 반

첩여가 원가행을 지었다고 하 다. 원가행을 지은 의도가 개인 인 원망을 나타내

기 한 것이라기보다는 충신이 나라를 걱정하여 간언하는 것과 동격으로 취 하

다. 3번째 구 4번째 구는 반첩여 역시 조비연과 조합덕 만큼 아름다운 용모를 지녔

지만 황제의 변덕스런 마음 때문에 총애를 잃었다고 묘사하 다. 즉 반첩여가 총애

를 잃은 건, 조비연과의 치열한 삼각 계에서 벌어진 투쟁의 결과가 아니라 순 히 

성제가 일으킨 바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남성 심의 종법제도 하에서 끝없이 반

복 강조하여 세뇌시킨 이상 인 여성의 형은 행동거지 얌 하고 밥 잘 짓고 바느

질 잘하며 부덕이 뛰어난 모양처 지만, 정작 황제들이 선택하는 여성은 한결같

이 천하일색 미녀이다. 황제의 에 든 미녀라 해서 원한 사랑이 담보되는 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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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황제의 변덕스런 애정에 의해 지옥과 천당을 오간다. 여섯 번째 구 은 성제

에게 버림받은 반첩여의 고독을 묘사하 다. 반첩여를 읊은 기존 시가처럼 외롭고 

쓸쓸한 첩여의 모습을 묘사하 다. 기존 시인들은 보통 외로움과 쓸쓸함을 묘사한 

뒤에 원망을 함축 으로 드러내는 기법을 사용한다. 하지만 서찬은 다르다. 원망하

며 황제의 마음이 되돌아서기를 바라는 첩여의 모습이 아니라 원망과는 거리가 먼 

냉철한 이성을 지닌 여성으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는 주 이 뚜렷한 여성으로 

묘사된다. 한 남자의 애정에 목을 매고 일희일비하는 통 여성과는 사뭇 다르다. 

이 게 훌륭한 여성을 몰라보는 성제의 형편없는 안목을 개탄하면서 망국은 이미 

고되었다는 을 지시 드러낸다. 이 시에서 서찬이 하고 싶었던 말은 반희를 

버리고 피향박사의 경고22)를 무시한 성제에게 망국의 책임을 묻고 싶었던 것이다. 

비련의 아이콘 반첩여의 이미지는 온데간데없다. 남자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는 피

동 이고 수동 인 여성이 아니라 능동 으로 남자의 잘못을 지 하는 명철한 여성

의 모델로 반첩여를 지목한 것이다. 통 인 비원의 이미지는 매우 희석되어 있는 

반면 성제의 혼용하고 무능한 모습은 부각되었다.

첫 번째 시가 황제의 무능으로 인한 망국론에 을 맞춘 시라면 두 번째 시는 

반첩여를 국가의 장래와 정세를 통찰하는 명철한 志士로 형상화하 다. “亂世鮮志

士 明哲在閨閣 /난세에는 지사가 드므니 명철한 사람 규방에 있다.”가 바로 그것이

다. 이어서 성제를 불 을 가리지 못하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

분하지 못하는 혼용하고 무능한 자로 묘사하 다. 반면, 반첩여는 아무리 황제가 

총애를 하여도 분수에 넘치는 사랑을  때는 완곡히 거부하고, 라이벌 계에 있

는 조비연 자매가 아무리 험담을 하여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 할 일만 하

는 명철하고 사려 깊은 여성으로 묘사하여 선명한 비를 이루게 하 다. 이 듯 

서찬은 반첩여에게 명철하고 고결한 형상을 부여하 을 뿐 아니라 성제와의 애정 

계에 있어서 그 역할을 교묘하게 바꾸어놓았다. 즉 반첩여의 명철함과 성제의 혼

용 우매함을 비시켜 버림받은 것은 반첩여가 아니라 성제임을 교묘하게 드러내었

22) 피향 의 박사 던 淖方成을 지칭한다. 성제가 조비연에 이어 조합덕까지 궁 으로 불

러들여 총애하자 황제 뒤에서 이 게 내뱉었다고 한다. “此禍水也, 滅火必矣/이 여자

는 화를 불러올 물(水)이다. 불을 멸망시키는 것은 필연 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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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존의 버림받은 비극  여인의 신세에서 자주 이고 능동 인 여성으로 묘사

하여 모든 여성의 롤모델로 추 하 다. 아울러 반첩여의 작품 <원가행> 역시 애이

불상 원이불노의 온유돈후함을 지닌 수작으로 평가하 다.

만당 남성 시인들은 반첩여의 비극을 보편화시키면서 인간 세상의 행불행은 돌

고 도는 것이며 황제의 총애를 독차지했을 때 그녀 역시 가해자 다는 사실을 부각

시켰다. 남성에 의해 운명이 좌지우지되는 여성과 군주에 의해 운명이 바 는 신하

의 신세는 모두 피동 인 삶을 사는 비극  존재라는 공통분모를 지닌다. 반면 서

찬은 반첩여를 명철한 지혜와 부덕을 갖춘 여성 최고의 모델로 묘사하 고 성제에

게 버려진 여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성제가 버려진 사람임을 강력하게 시사하 다. 

순 히 여성의 시각으로 반희를 평가하 다는 도 유의미하거니와 기존의 비극의 

아이콘 반희의 형상을 모든 여성의 롤모델로 변화시켜 추 하 다는 도 남성 시

인과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2. 양귀비

시아버지와 며느리 간의 사랑이라는 엽기 인 애정행각을 벌이다가 안록산의 난

을 야기시킨 요물로 지목되어 마외 에서 교살당한 양귀비는 시인묵객들이 즐겨 읊

는 소재가 되었으며 당제국을 망국의 길로 어들게 한 紅顔禍水의 형으로 인

식되었다. 시인들은 妖血23) 妖國24) 妖魂25) 妖孼26) 등과 같은 자로 양귀비를 

묘사하 다. 컨  유우석은 <마외행>에서 ‘군 는 친인척을 주살하 고 천자는 요

망한 계집 버렸노라/军家诛戚族, 天子 妖姬’라고 읊어 양귀비에게 요희라는 이름

을 었는데 폄하의 뜻이 명백하며 그 안에는 나라를 망친 요물임을 내포하고 있

다. 杜牧의 <过华清宫> 역시 양귀비가 망국의 화근임을 묘사하 는데, 고도의 함축

미와 풍부한 연상 작용으로 풍자의 뜻을 심화시킨 시로 유명하다. 장안에서 돌아보

니 여산은 비단을 쌓아놓은 듯, 산꼭 기 천 개의 문 차례로 열리 나. 질주하는 

23) 張耒 <讀再起 碑> 玉環妖血無人掃, 陽馬厭長安草.

24) 易士達 <牛心寺>, 玉環妖國禍根深, 鼙鼓 陽帝莫禁.

25) 艾性夫 <山谷跋楊妃齒痛圖> 人間寵極皆禍兆, 莫把妖魂幻飛鳥.

26) 楊冠卿 <以浯溪磨崖 爲朋儕壽> 明皇蠹妖孼, 顚倒由祿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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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뽀얀 먼지 바라보며 귀비가 웃으니, 아무도 모르네 여지가 오고 있음을./长安回

望绣成 , 山顶千门次第 . 一骑红尘妃子笑, 無人知是荔枝来. 여기에서 특히 ‘질

주하는 말 먼지 바라보며 귀비가 웃으니’는 주나라를 멸망으로 이끈 포사의 웃음을 

연상시키면서 묘하게 양귀비와 포사를 오버랩 시키고 있다. 이 듯 양귀비를 망

국의 화근으로 치부한 시도 있지만 마외사변에서 노도 같은 군사들의 불만을 제압

하기 해 양귀비를 죽이고 혼자 살아남은 당 종의 비겁함을 풍자한 시도 지 않

다. 컨  이상은은 <마외>에서 이날 황제의 근 병 말을 멈춘 것은 그 옛날 칠석 

때 견우를 비웃었기 때문, 어 하여 40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던 천자가 노 씨 집 

남자의 막수에 한 사랑보다 못한가? /此日六軍同駐馬 當時七夕笑牽牛, 如何四

紀爲天子 不及盧家有莫 ‘라고 하여 양귀비의 죽음 앞에서 그  얼굴만 가리며 울

던 당 종을 민간의 보통 남자보다 더 못한 사람이라고 여겼다. 여기서 막수는 민

간의 여자로서 양귀비의 장한과 비를 이루면서 시의 내함을 심화시킨다. 그러나 

이와는 반 로 결정 인 순간에 양귀비를 버린 당 종에게 박수를 보내면서, 미인 

때문에 국가사직도 버리고 총애하는 귀비와 함께 우물 속에 숨어 구차하게 목숨을 

이으려고 하 던 진후주보다 훨씬 명한 군주 다고 평한 시인도 있었다.27)

한편 미인과 망국은 아무런 계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양귀비에게 어졌던 망국

의 화근, 요부의 낙인을 지워버린 시인도 있는데 만당의 羅隱과 韋莊 등이 그러하

다. 나은은 <題馬嵬驛>에서 “마외 의 양류 휘늘어졌는데,  다시 천자의 수  

땅으로 피난가는 걸 보는구나. 구천에 있는 종이 이 사실을 안다면, 이번에는 양

귀비를 원망하지 말라고 하리라./ 馬嵬烟柳正依依, 重見鑾輿幸蜀歸. 泉下阿滿應

有語, 這回休更怨楊妃”고 읊었고 장은 <立春日作>에서 “구 궁궐 천자께서 피난

길 떠나는데, 궁궐의 버드나무 무정하게 여 히 이로다. 오늘의 피난길은 귀비와 

무 하노니, 이제야 알겠네, 마외 에서 죽은 양귀비 얼마나 억울한지를! /九重天

子去蒙塵, 御柳無情依 春. 今日不關切妃事, 始知辜負馬嵬人.”라고 읊었다.

송  시인들은 당나라 시인보다 더 혹독하게 양귀비를 망국의 요물이라 지탄하

다. 반면 당 종에 한 비난은 매우 약화되었는데 이러한 상을 陳堯佐(963∼
1044)는 <題華靑宮>에서 이 게 읊었다. “백수의 새로운 시 뜻도 모두 정교하지만, 

27) 鄭畋 <馬嵬坡> 玄宗回馬楊妃死, 雲雨難忘日月新. 終是聖時天子事, 景陽宮井又何

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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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를 탓하지 않으면 안록산의 군  탓하 노라. 어 하여 한결같이 지난 일을 

슬퍼하면서, 종만 태평성세의 군주라고 자부하는가?/百首新詩百意精, 不尤妃子卽

尤兵, 爭如一句傷前事, 只爲明皇恃太平.”라고 하 다. 심지어 曾覿(1109-1180)

은 <玉環山>이라는 시를 지어서 安徽省 明光  邵崗鄕 경내에 있는 옥환산을 양

귀비와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 다.28) 물론 당 

종을 비난한 시도 지 않은데, 양귀비에 빠져서 국정을 돌보지 않아 안사의 난을 

래한 결과 수많은 백성을 도탄에 빠트리고 쟁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병정들을 

안타까워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룬다. 眞山民의 <楊妃>는 그러한 시의 형이라 하

겠다.29)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마외 의 사건에 해 당송시  시인들은 부분 양귀비

를 망국의 요물로 치부하 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요물의 낙인을 벗겨  시인도 있

었지만 그녀와 이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산 이름을 개명할 것을 주장한 시인도 있

었다.  당 종에 해 비난한 시도 있었지만 이 경우 에둘러 풍간하는 형식을 

취하 고 혼군과 같은 노골 인 표 을 쓰지는 않았다. 심지어 국가 존망의 기에

서도 오로지 애첩과 함께 군을 피해 우물 속으로 피신한 진후주보다 양귀비의 처

단을 방 한 종의 처사가 훨씬 명하다고 치켜세운 시인도 있었다. 그 내용이 

여하하든 이 모든 것은 남성들의 붓끝에서 나온 남성들의 생각이었다. 그 다면 여

성의 으로 통찰한 양귀비에 한 평가는 어떠하 을까?

서찬의 사시 <양귀비>를 보자.

江妃昔承寵,     강비가 지난날 총애를 입었을 때

天子傾肺腑.     천자는 마음을 쏟아부었지요.

後宮四萬人,     후궁에는 궁녀가 4만 명이나 되었지만

視之若塵土.     티끌처럼 모두 경시하 지요

楊花一以榮,     양화가 한 번 꽃을 피우자

寒梅日風雨.     겨울 매화는 날마다 비바람 맞았지요.

靡靡得寶曲,     아름답고 간드러진 가락에 맞추어

翩翩羽衣舞.     팔랑팔랑 상우의 춤을 추었지요.

28) 天寶胡塵暗兩京, 禍從妃子笑中生. 玉環兩字眞堪恨, 好 靑山別改名.

29) 三郞掩面馬嵬坡, 生死恩深可奈何. 瘗骨驛旁何足恨, 潼關前處埋骨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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盤游豈異人,     놀이에 빠진 사람 어  다른 사람이랴,

開元聖明主.     개원시  명했던 그 군주여라

國以姚宋 ,     나라는 요숭과 송경 때문에 흥성하 고

盡 乃林甫.     이림보 때문에 피폐해졌어라

梅落楊亦枯,     매화가 떨어지듯 양화 역시 시들었으니

邪正在千古.     옳고 그름이 역사에 남아 있네.

不若彈鳴琴,     을 타는 것만 못하리니

金甌豈 補.     부서진 황 사발 어  때울 수 있으랴?30)

오언고시로 지은 이 시는 양귀비에 해 읊은 것이지만, 시 첫 구  첫 자에 

등장하는 건 강비이다. 강비는 양귀비가 총애를 받기 , 종이 온 마음을 기울여 

사랑했던 여자다. 종은 후궁이 사만 명이나 되었지만 다른 궁녀들을 티끌처럼 여

겨 길조차 한 번 주지 않았다. 강비가 총애를 독차지하 음을 형상 으로 묘사하

다.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구 은 바로 이러한 역사  사실을 개 하여 부각시켰

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양귀비를 읊은 시인데도 강비를 먼  읊었다는 사실이다. 

강비는 개원시  치세를 이룩하 을 때 당 종이 간과 폐부를 쏟아 부을 정도로 

사랑하 던 여자이다. 만약 미녀 때문에 나라가 망하 다면 개원 시 의 치 은 어

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따라서 양귀비가 망국의 원흉이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

다는 것을 암시하기 한 시  장치인 것이다. 그 게 사랑받던 강비도 양귀비의 

등장으로 총애를 잃는다. “양화가 한 번 꽃을 피우자 겨울 매화는 날마다 비바람 맞

았지요/楊花一以榮 寒梅日風雨”가 바로 그것이다. 한매는 강비를 지칭한다. 매화

를 좋아하여 거처하는 주변에 모두 매화를 심어놓았다고 하여 매비라 일컬었다. 매

비와 비를 이루기 해 양귀비는 양화로 묘사하 다. 양씨 성을 가졌기 때문이

다. 다음으로는 사치향락에 빠진 당 종의 모습을 묘사하 는데 “靡靡得寶曲, 翩

翩羽衣舞”으로 개 하 다. 여기에서 요한 것은 보곡 즉 상우의곡(霓裳羽衣

曲)을 만든 작곡가가 바로 당 종이라는 사실이다. 양귀비는 그 노랫가락에 맞추

어 그  춤을 추었을 뿐이다. 이 게 놀이를 주최하고 주 한 것도 종이요, 놀이

30) 사발은 으로 만든 사발로 흠이 없고 견고하여 강토(疆土)에 비유된다. 양 무제(梁

武帝)가 아침 일  일어나 무덕각(武德閣)에 이르러 혼잣말로 “나의 국토는 오히려 

구와 같아 하나의 상처나 흠도 없다.” 고 말한 데서 유래하 다. 《南史 卷62 朱 列

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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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빠져 정사를 내동댕이친 장본인도 바로 종이다. 개원시  태평성세를 이끌었

던 성군이자 천보 연간 안록산의 침략으로 당제국의 국기를 근간으로부터 흔들리

게 만들었던 장본인이기도 하다. 같은 종이건만, 성군이 되고 혼군이 된 것 역

시 종이 자 한 일이다. “國以姚宋  盡 乃林甫”는 이러한 사실을 개 한 것이

다. 개원의 치세를 이룩하는 데 일조한 요숭과 장열은 사실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

다. 장열은 뇌물을 좋아하 고 특히 요숭을 용하는 것을 싫어하여 사사건건 반  

의견을 개진하 다. 하지만 종은 개의치 않았고 자기 소신 로 임용하기도 하

고 내치기도 하 다.31) 두 사람의 반목 갈등으로 골치가 아팠지만 명하게 처

하여 개원의 치세를 이룩하 던 것이다. 이때만 해도 종은 명석한 두뇌로 냉철한 

단을 내렸던 것이다. 하지만 천보 때는 달랐다. 간신 이림보에게 정치를 내맡겼

던 것이다. 나라의 흥망성쇠는 꽃과 같은 존재 던 강비와 양귀비와는 아무런 상

이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그  떨어지고 시드는 꽃과 같은 존재 을 뿐, 역사에 

아무런 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것을 “梅落楊亦枯 邪正在千古”로 일침견 로 

표 하 다. 망국의 요물로 형상화되었던 양귀비의 모습은 부인되고 황제의 책임만 

선명하게 부각되었다. 양귀비든 강비든 그  황제의 사랑이나 먹고, 피고 지는 한 

송이 꽃일 따름이라는 것이다. 양귀비가 당나라를 멸망시킨 화근이라는 기존의 인

식에 반론을 제기한 시인으로는 만당 시  나은과 장 등이 있었으니 서찬이 처음

은 아니다. 하지만 두 시인은 칠언 구의 형식으로 망국이 꼭 양귀비와 계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함축 으로 말했을 뿐이다. 서찬은 고시의 형식으로 당 종의 

두 애첩 강비와 양귀비를 등장시킨다. 강비는 개원 치세를 이룩하 을 때의 애첩이

요, 양귀비는 천보 시  정치가 엉망이었을 때의 애첩이다. 만약 미인 때문에 망국

이 래되었다면 개원 치세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는 것이 서찬의 논리이다. 

이 시의 마지막 구 은 서찬의 정치  견해를 밝힌 부분으로 종이 악으로 나라

를 다스렸다면 흠 하나 없이 견고한 사발처럼 사직을 튼튼하게 보존하 을 것이

라고 말하 다. 시의 주제를 달하기 한 치 한 구상과 주제를 부각시키기 한 

비법, 한 고사용, 사건의 이면을 통찰하는 지력, 정치  식견 등이 뛰어

나다.

31) 《 唐書》 卷八 玄宗本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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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시

“강수와 서시는 모두 자태가 아름다웠어라. 그 아름다움 화장발로 되는 게 아니

니 본래 타고난 가녀린 몸매여라. 거울 앞에서 함께 비치기 어려우니, 맑은 연못이

나 비추려 하네”32) “빼어난 아름다움 고 을 가리고, 연꽃도 그녀 앞에선 부끄러워

하노라. 푸른 물에 비단 빨며 한가로이 맑은 물결과 함께 논다”33) 두 시 모두 아름

답고 청아한 서시의 미모를 읊었다. 하지만 그녀에 한 역사  평가는 정과 부

정 두 측면이 존재한다. 망국의 요부와 구국의 웅이 그것이다. 한나라 赵晔이 

<吳越春秋>에서 오자서의 입을 빌려 “아름다운 여자는 국가의 화근입니다. 하나라

는 말희 때문에 망하 고 은나라는 달기 때문에 망하 고 주나라는 포사 때문에 망

하 습니다”34)라는 논리를 펴면서 서시는 나라를 망친 여자들과 함께 거론되었다. 

오자서의 간언을 무시한 오왕 부차는 결국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고 그 후부터 서

시는 망국의 요부라는 낙인이 혔다. 역  시인들은 망국 요부의 형으로 서시를 

즐겨 읊었다. 컨  “하얀 얼굴만으로도 이미 아름답거늘, 꽃 비녀로 머리까지 장

식하 구나. 얼굴 한 번 돌리니 작은 물결 일어나, 오나라를 침몰시켜 망하게 하

도다.”35) “슬 도다 국가의 멸망은 어여쁜 여자에게 달렸는데, 세상 사람들은 여

히 쁜 여자만 고르는구나. 월왕이 오나라를 무 뜨리는 데는 서시 하나로도 이미 

족하 다”36)하지만 만당시  시인들은 오나라의 패망을 다양한 시각에서 조명하

다. 한 국가의 멸망은 미녀 때문이 아니라 복합 인 원인이 작용한 결과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서시에게 어졌던 망국의 요부 의가 벗겨지

고 희석되기 시작하 다. 나은의 시는 이러한 평가의 신호탄이었다. “국가의 흥망은 

로 때가 있으니, 오나라 사람들 어  서시를 원망할까? 서시가 만약 오나라를 망

하게 하 다면, 월나라의 멸망은  구 때문인가?”37) 국가가 망하는 것은 일개 

32) 庾肩吾 《咏美人》 绛树及西施, 俱是好容仪. 非关能结束, 本自细腰肢. 镜前难并照, 

相 映渌池.

33) 李白 《西施》 秀色掩古今, 荷花羞玉颜. 浣纱 碧水, 自与清波闲.

34) 子胥諫曰不可王勿受也. 美女國之咎, 夏亡以妹喜, 殷亡以妲己, 周亡以褒姒. 吳王不

聴, 遂受其女.

35) 杜光庭 《咏西施》 诗云: “素面已云妖, 更著花钿饰. 脸横一寸波, 浸破吴王国.”

36) 卢注 《西施》 惆怅兴亡系绮罗, 世人犹自选青娥. 越王解破夫差国, 一个西施已是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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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힘주어 말하고 있다. 육구몽 역시 비슷한 의견

을 말했다. “채향경과 장주에는 온통 가시덩굴, 사치스럽고 요염했던 비구름은 단지 

슬  바람 소리, 오왕은 사사건건 나라망칠 일만 하 으니, 후궁에서 제일 아름다

운 서시 때문만은 아니어라”38) 채향경과 장주는 오왕 부차가 사치향락을 일삼았던 

지명이다. 채향경은 소주에 있는 명승지로 향산 에 있는 작은 시내. 춘추시  오

왕 부차가 향산에 향나무를 심어놓고 미녀들에게 배를 타고 향을 채취하게 하 다

는 고사에서 유래한다. 장주는 오왕 합려와 부차의 사냥터. 사치스럽고 요염했던 

비구름은 궁사극치를 행하 던 오왕의 방탕한 생활을 의미한다. 서시를 제외하고도 

나라를 망칠 짓을 많이 했다는 말이다. “오나라 태재 백비가 오나라를 망하게 하

거늘 서시가 악명을 뒤집어썼도다. 비단 빨던 물 히 흘러가니, 서시의 불평이 

담겨 있는 듯.”39) “ 臣에게 원래 국가의 안 가 달려있는 법, 천첩이 어  나라의 

화근이 될 수 있는가? 군왕이 단지 백비를 죽이기만 하 다면, 궁 에 서시가 있는 

것을 걱정하지 않았을 것을”40) 두 시 역시 망국의 주범은 서시가 아니라 오나라 

왕에게 꿀처럼 굴었던 태재 백비에게 있다고 묘사하 다.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송나라 시인들은 서시를 아  구국의 웅으로 묘사하

다. 컨  郑獬 (1022－1072)는 “천 겹으로 월나라 군  고소성을 에워싸니, 

쟁이 끝나도록 군왕은 술에 취해 몰랐도다. 오나라를 정복한 첫 번째 공을 논한

다면, 황 으로 서시의 동상을 만들어줘야 하리.”41)라고 읊었다. 월나라가 오나라

를 정복한 후 범려의 공을 기리기 해 동상을 만들어  것이 역사  사실이다. 하

지만 정해(郑獬) 는 오히려 공을 논하자면 서시의 공이 제일 크다고 읊은 것이다. 

여태껏 망국의 요물로 인식되어 왔던 서시의 형상에 구국의 웅 형상을 불어넣어 

 것이다. 释智圆의 <雪西施>역시 서시의 억울함을 씻어  표 인 시이다. “범

려에게 서시가 없었다면 어떻게 오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었을까? 오왕은 사직을 가

37) 國家 亡自有時, 吳人何苦怨西施. 西施若解傾吳國, 越國亡來又是誰.

38) 陆龟蒙 　香径长洲尽棘丛, 奢云艳雨只悲风.. 吴王事事堪亡国, 未必西施胜六宫！
39) 崔道融 <西施滩> 宰嚭亡吴国, 西施陷恶名. 浣纱春水急, 似有不平声.

40) 王安石 <宰嚭> 谋臣本自系安危, 贱妾何能作祸基., 但愿君王诛宰嚭, 不 宫里有西

施.

41) 郑獬(1022－1072) <蠡口> 千重越甲夜围城, 战罢君王醉不知. 若论破吴功第一, 黄

金只合铸西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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볍게 여겨 미녀에게 정신이 빠졌도다. 강성했던 부차가 약해지니 힘없던 구천이 강해

졌도다. 어  도주공의 계책만으로 되었겠는가. 사실은 서시의 미모 덕택이라네.”42) 

이 시 역시 월나라가 오나라를 패망시키는데 도주공 즉 범려의 계책보다 서시의 미

모가 더 큰 역할을 했다는 말이다. 이 듯 송 에 와서 망국의 요부 서시는 臣보

다 더 뛰어난 역할을 한 구국의 웅으로 형상화되었다. 그 다면 서찬의 붓 아래

서 묘사된 서시의 형상은 기존 시인들과 어떤 차별을 보이는지 아래 <서시>에서 자

세히 분석해보고자 한다.

西子千秋人,     서시는 역사에 길이 남을 사람,

蘭心豈狐媚.     난처럼 고아한 마음을 어  사람 홀리는 여우라 하 는가?

當其在耶溪,     약야의 개울에서 빨래할 때,

似痛越軍墜.     월나라 군  무 지는 것을 아 했는 듯.

揚娥北入吳,     아름다운 썹 휘날리면서 북쪽 오나라로 들어간 그녀,

頗 慶卿類.     그 모습 그 심정 형가와 비슷하 으리라.

珠簾捲烟月,     주렴 걷어 올리고 안개 젖은 달빛 바라보고

錦 沸歌吹.     아름다운 배 안에는 풍악 소리 비등하 지.

吳王東南傑,     동남지역의 웅이던 오왕은 이 때문에

白日坐沉寐.     낮에도 깊이 곯아떨어졌었지.

諤諤吹簫翁,     바른말 잘하던 오자서의 말도

誦 竟如醉.     듣는 둥 마는 둥 외면하 지

娃宮曲未終,     왜궁의 노랫가락 끝나기도 에

臺滿宵燧.     고소 의 밤하늘 온통 홧불 타올랐네

君子六千人,     월나라에는 육천 명의 군자 있었건만

成功在 翠.     오나라 무 른 공 쪽진 여인에게 있었네

鳥盡弓亦藏,     새를 잡으면 활은 없애버리기 마련,

今古同一喟.     나 지 이나 모두들 한숨지었지.

汎湖 沈江,     배타고 강호를 떠났든, 강에 뛰어들어 자살하 든,

無問孰眞僞.     무엇이 진짜인지 묻지를 말라.

첫 구부터 단도직입 으로 그간의 역사  평가를 뒤엎고 있다. 필치가 웅혼하며 

42) 释智圆 <雪西施> 范蠡无西施, 胡以破吴国. 吴王轻社稷, 为惑倾城色. 夫差强变弱, 

勾践雌成雄. 岂惟陶朱策, 实赖西施容. 西施语复贤, 褒贬何昏蒙. 但说倾吴罪, 都忘

霸越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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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세가 격양되어 있다. 천추에 길이 남을 한 웅 서시를 왕의 마음이나 홀리

는 여우로 치부하다니! 서찬은 이 듯 강력하게 항변하면서 서시에 한 곡해와 왜

곡을 단칼에 없앤다. 蘭心과 狐媚라는 조  심상을 사용하여 천년 동안 억울한 

평가를 받아왔던 서시의 왜곡된 형상을 일거에 바꾸어놓았다. 두 번째 구 부터는 

자객으로서의 서시의 형상을 단계 으로 심화시켜 형상화하고 있다. 우선 오나라로 

들어간 동기를 조국 월나라가 쇠망해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자원하 다고 

본 것이다. 역사  사실의 진 여부를 떠나 시인의 주  단과 신념에 의한 것

임을 ‘似’자 하나로 밝혔다. 반면 독자는 이 ‘사’자 하나로 인해 사실의 진 를 따지

지 않고 시인의 의견에 동조하면서 신선한 충격을 받는다. 뒤이어 서시의 형상을 

춘추시 의 유명한 자객 형가에 비유하 다. 이 듯 미문의 참신한 비유를 통

해 서시에 한 통념을 일거에 바꾸어놓는 데 성공한다. ‘揚娥北入吳’는 죽음을 달

게 여기고 기꺼이 오나라로 들어간 서시의 의연하고 강개에 찬 모습을 생동감 있게 

형상화하 다. 사실 이 구 은 이백의 시구 “扬蛾入吴关”43)을 한 자만 바꾼데 

불과하지만 의미는 천양지차다. 이백은 그 시구 뒤에 “提携馆娃宫, 杳渺讵可 ”라

고 하여 그윽하고 비 스런 왜궁에서 오왕 부차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미녀 

서시의 형상을 여 히 읊었다.44) 하지만 서찬의 시에서는 구국의 객 형가와 비

견하여 서시를 열사로 탄생시킨다. 珠簾捲烟月이하에서부터 臺滿宵燧까지는 오

나라로 들어간 서시가 왜궁에서 부차의 혼을 빼앗아 오나라를 시킨 사실을 

노래하 는데, 꼬장꼬장한 충신 오자서마  서시 앞에서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었음

을 비의 기법을 통해 부각시켰다. 나약한 여자 하나가 육천 군사의 몫을 해냈다

는 구  역시 비  기법을 사용하여 서시에 한 찬미가 정을 이룬다. 아울러 

그동안 군자로 포장되어 왔던 수많은 남성들의 비겁함과 무능을 풍자하고 있다. 하

지만 이 듯 한 공을 세운 그녀 지만 그 말로는 역사에 존재하 던 수많은 

43) 李白 <咏苎萝山>

     西施越溪女, 出自苎萝山. 秀色掩今古, 荷花羞玉颜. 浣纱 碧水, 自与清波闲. 皓齿

信难 , 沉吟碧云间.

     勾践徵绝艳, 扬蛾入吴关. 提携馆娃宫, 杳渺讵可 . 一破夫差国, 千秋竟不还.

44) 물론 이백은 이 시 마지막 구 에서 부차를 멸망시키고 천년이 지나도록 끝내 돌아오

지 못한 서시의 불우한 운명을 함축 으로 드러내면서 긴긴 여운을 남겼지만, 서찬처

럼 남성을 능가하는 불우한 웅의 형상을 창조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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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들처럼 팽을 당하는 신세를 면치 못한다. 온당한 과 역사  평가를 받지 못

한 서시를 신하여 시인은 탄식과 울분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 마치 사마천의 논찬

을 읽는 듯한 착각이 든다. 

4. 왕소군

한나라 궁 의 궁녀 던 왕소군이 화친의 희생양이 되어 흉노로 시집간 이야기는 

《한서⋅흉노 》, 《후한서⋅남흉노 》, 《서경잡기》 등에 기록되어 하는데 왕소군의 

비극  운명은 역  시인들이 즐겨 읊조리는 소재가 되었다. 왕소군을 소재로 처음 

시를 지은 사람은 진나라 石崇이다. 그의 <王昭君辭>는 흉노 땅으로 떠날 때의 왕

소군의 비애가 주선율을 이룬다. 그 이후 수많은 시인들이 왕소군 련 시가를 지

었는데 시인들은 주로 《서경잡기》에 의거, 왕소군과 화공 毛延壽와의 계에 

을 맞추어 왕소군의 비극  운명은 화공 모연수 때문이라고 읊었다. “박복한 운명은 

교만한 오랑캐 때문이요, 무정하게 그린 것은 화공이라네.”45) “연지에는 언제나 차

가운 꽃 피는데, 쁜 아미 췌하게 오랑캐 사막에 묻혔네. 살아서는 돈이 없어 

그림을 잘못 그리게 하 고, 죽어서는 푸른 무덤 남기니 한스럽구나.”46) 언제쯤이

면 한나라 사신을 만나, 첩의 편지 하여 화공을 처단하라고 할까요? 47)

당 시인 백거이는 왕소군의 비극  운명이 화공 모연수 때문이 아니라 군주 때

문이라며 새로운 견해를 처음 피력하 다. “원래부터 군왕의 은총 종이처럼 얇았으

니, 곧 화가만 원망할 필요 없으리라”48)가 바로 그것이다. 송나라 때에는 왕소군

을 읊은 작품이 가장 많이 나왔다. 그 에서도 왕안석의 <明妃曲>은 압권 의 압

권이라 할 수 있다. 왕안석은 다양한 서사 수법을 구사하여 왕소군의 뛰어난 자태, 

그리고 흉노 땅으로 가게 된 원인 등을 묘사하 다. 그런 연후 돌연히 서사를 의론

으로 바꾸어 “의태는 그림으로 그려낼 수 없는 법이니, 그 옛날 모연수를 잘못 죽

도다”49)“한나라 임 보다 선우가 더 깊이 사랑하 으니, 인생의 즐거움은 자신을 

45) 송지문 <왕소군> 薄命由驕虜, 無情是畵師.

46) 이백 <왕소군> 燕支常寒雪作花, 蛾眉憔悴没胡沙. 生乏黄金枉图画, 死留青冢使人嗟

47) 崔國補 <昭君怨> 何時得見漢朝使, 爲妾傳書斬畵師.

48) 白居易 <昭君怨> 自是君恩薄如紙, 不 一向恨丹青.

49) 意 由来画不成, 當时枉杀毛延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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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주는 사람 만나는데 있노라”50)고 읊어 이  시인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참

신한 발상을 하 다. 왕안석의 <명비곡>은 당시 문단을 뒤흔들었으며 많은 시인들

이 이에 화답하는 시를 지어 일  장 을 이루었다. 시인들은 다투어 특이한 발상

과 견해를 피력하 는데 컨  진한(陳僩)은 미녀들을 궁 에 두어 나라가 망한 

주나라 포사와 당나라 양귀비의 를 들면서 왕소군을 한나라 궁 에 두지 않고 흉

노 땅으로 보낸 사람은 다름 아닌 화공 모연수이니 그야말로 한나라의 충신이라고 

하 다.51) 정 (鄭樵)는 만약 모연수가 공평무사하게 왕소군의 상을 그렸다면 

훗날 가 왕소군을 알 수 있었겠냐52)고 하 다. 소해(蕭澥) 역시 화공이 왕소군

을 잘못 그리지 않았다면 아마 늙어 죽을 때까지 일개 궁녀로 비 나 탔을 거라고 

하 다.53) 모두가 화가 모연수에게 을 맞추었는데, 왕소군의 인생을 비극으로 

몰아넣었던 음험한 이미지에서 왕소군과 한나라를 해서 공을 세운 사람으로 변신

시켰다. 한편 송나라 시인 가운데는 왕소군의 업 이 기린각의 웅을 능가하거나 

용맹스런 병사를 압도한다고 칭송하기도 하 다. 컨  “한나라 궁궐 쁜 여자, 

변방의 쟁 멈추게 하니, 그 공  용맹스런 병사 백만 명을 압도한다. 규방의 옛 

부녀의 모습, 아름답게 화장해서 기린각에 올려야하리.”54) “蛾眉도 나라를 안정시

킬  아니 기린각의 공신들 부끄러워 죽겠노라”55) 등이 바로 그러하다. 사건에 

한 다각 인 조명과 천착은 재능을 과시하기 해 학문으로 시를 짓고 설리와 논리

를 좋아하는 송시의 특성을 그 로 드러낸다.

이제 서찬의 붓끝에서 나온 왕소군의 모습을 살펴보겠다.

士有不得志,     선비 에 뜻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立功赴殊域.     공을 세우러 이역으로 달려간다.

班生走西戎,     반 는 서융으로 달려갔고

昭君適北國.     소군은 북쪽 나라로 갔다.

50) 汉恩自浅胡恩深, 人生乐在相知心｡ 
51) <讀明妃引> 驪山擧燼因褒姒, 蜀道蒙塵爲太眞. 能遣明妃嫁夷狄, 畵工原是漢忠臣.

52) <昭君解> 延壽若爲公道筆, 後人誰識一昭君.

53) 不是丹靑曾汝誤, 琵琶到 一宮嬪.

54) 許棐 <明妃> 漢宮眉斧息邊塵, 功壓貔貅百萬人.,好把香閨 脂粉, 艶妝顔色上麒麟.

55) 盛世忠 <王昭君> 蛾眉却解安邦國, 羞殺麒麟閣上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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喟然越席起,     탄식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니

百端集芳臆.     온갖 생각 마음에 모여든다.

入宮幾何年,     궐에 들어온 지 얼마인데

尤艶今始識.     빼어난 아름다움 오늘에야 아셨다.

遂令人主歎,     드디어 군주를 탄식하게 하여

立見畵工殛.     즉시 화공을 사형에 처하셨다.

玉珮被雕鞍,     옥패는 화려한 말안장까지 이르고

珠璫照金勒.     구슬은 옥 재갈을 비춘다.

黃沙千萬里,     런 모랫길은 천 리

穹廬忽焉卽.     흉노의 왕궁에 쏜살처럼 이르 다.

四弦奮哀響,     비 에서 진동하던 애통한 소리,

千載爲心惻.     천년이 지난 지 도 마음 아 다.

漢宮爛如雲,     한나라 궁 의 구름처럼 빛났던 것들,

徒 腐草熄.     반딧불과 함께 사그라졌노라.

앞에서 언 하 듯이 왕소군이 흉노족에게 시집가게 된 사건의 말은 《한서》와 

《서경잡기》에 보이며 두 책의 내용은 큰 차이를 보인다. 한서에서는 궁 에 들어간 

지 오래되도록 황제를 보지 못해 원망과 비애가 쌓이자 자발 으로 액정령56)에게 

청하여 흉노에게 시집가겠다고 자청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반면 서경잡기에는 

왕소군이 모연수에게 뇌물을 바치지 않은 탓에 본래의 모습보다 추하게 그려져 흉

노에게 화친의 희생양으로 바쳐졌다고 기록되어 있다. 서찬은 두 책의 내용을 모두 

받아들 지만 선별 으로 취사선택하여 왕소군을 投筆從戎한 반 와 같은 반열에 

올려 묘사하 다. 우선 첫 구 에서 선비 가운데 뜻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공을 세

우러 이역으로 간다고 읊었는데, 이는 왕소군 역시 뜻을 이루지 못한 선비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청의 필경사 노릇을 하던 반 가 붓을 내던지고 서역

으로 가서 웅 한 포부를 실 하 던 역사 고사를 환기시켜 왕소군이 북쪽 흉노 땅

으로 간 것 역시 같은 동기에서 나온 자발 인 선택과 웅거 다고 평가한 것이다. 

역  문인들이 읊었던 왕소군의 형상과는  다른 새로운 모습이다. 왕소군이 불

우한 처지를 극복하기 해 자발 으로 흉노 땅을 선택한 것처럼 묘사하 으며 서

역 개척의 웅 반 와 같은 반열에 놓고 평가하 다. “遂令人主歎 立見畵工殛”은 

56) 액정령은 환 이 담당하며 후궁에 귀인이나 궁녀를 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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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 미모를 지닌 왕소군이 황제에게 발탁되지 못한 것은 순 히 화가 모연수의 

농간이며, 황제가 즉시 모연수를 사형에 처했다고 읊은 것은 왕소군의 미모와 불우

를 부각시키기 한 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시구마다 서찬의 주 인 의도가 

개입되어 있다. “黃沙千萬里 穹廬忽焉卽”은 흉노 땅으로 향하는 왕소군의 발길이 

매우 신속하 음을 의미한다. 즉 천만리의 길을 쏜살같이 이르 다는 것은 주 하

거나 망설임이 없이 신속하게 흉노 땅으로 향하 음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이  시

인에 의해 묘사되었던 한나라 국경을 떠날 때의 흐느끼듯 구슬  비  연주 소리를 

마치 역수 가에서 형가가 연주하 던 우 차고 비장한 소리로 바꾸어 놓았으며 지

사로서의 소군 형상을 한층 더 부각시켰다. 마지막 구  역시 역사가의 논찬을 연

상시킨다. 한나라 궁 에 있던 모든 미녀들은 반딧불처럼 역사 속에서 사라졌지만 

왕소군만은 천년이 지난 지 에도 독자들의 마음속에 살아 있다는 뜻이다. 이 시는 

서찬이 여성의 입장에서 화친의 희생양이 된 왕소군의 처지에 동정을 나타내기보다

는 운명에 능동 으로 처한 충군애국 지사로서의 모습에 을 맞추어 읊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서찬이 지은  다른 시 <昭君怨>에서는 소군의 비극 인 운명에 

을 맞추었다.

白首深宮裡,     허연 머리 깊숙한 궁 에 있는데,

紅顔大漢前.     홍안은 한나라 궁 에 있을 때보다 늙었다.

去留均薄命,     한나라를 떠나든 남아있든 모두 박명하니,

生死竟誰憐.     죽든 살든 가 불 히 여겨 까?

寒月窺秋鏡,     차가운 달빛 아래 슬쩍 거울 비쳐보고,

胡風切夜絃.     밤바람 소리 들으며 애 하게 을 탄다. 

玉容憔悴甚,     옥처럼 아름다웠던 얼굴 췌하기 짝이 없으니,

翻覺畵圖姸.     모연수가 그렸던 옛 모습이 아름답게 느껴지네.

이 시는 제 삼자의 시각으로 흉노 땅에서 쓸쓸히 늙어가는 왕소군의 형상을 집

으로 묘사하여 추상 인 원망의 감정을 형상화하 다. 깊은 궁궐, 하얀 머리, 寒

月, 胡風 등은 늙고 처량한 소군의 모습을 형상화한 시어들이다. ‘한나라를 떠나든 

남아있든 모두가 박명하다’는 것은 건통치 하의 수많은 궁녀 혹은 여성들의 운명

은 한나라에 있든 흉노 땅에 있든 군주 혹은 남성의 손에 달려 있음을 개탄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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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마지막 구 에서 이제는 췌해진 왕소군의 얼굴이 그 옛날 모연수가 그렸던 

추한 모습 보다 더 추하게 느껴질 정도라고 묘사하 다. 흉노에서의 신산스러운 왕

소군의 생활이 생생하게 느껴지면서 긴긴 여운과 란을 불러일으킨다. 이 시는 남

성 심의 종법사회 하의 뭇 여성의 운명을 왕소군의 형상을 통하여 상징 으로 그

려냈다. 여성의 운명은 한나라 때나 서찬이 살았던 그 시 나 모두 남성에 의해 좌

지우지되는 신세를 면치 못한다는 것이다.

그 다면 앞의 사시에서 서찬이 왕소군을 충군애국의 능동 인 지사로 형상화

한 것은 남성 심의 종법사회와 정치제도 하에서, 남성에 의해 운명이 좌지우지되

는 모든 여성들의 울분을 정화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작용하 는지도 모른다. 능동

이고 자립 으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여성, 남성과 등한 애국충군의 

지사, 이는 서찬이 꿈꾸던 타지 는지도 모른다.

5. 우희

사랑하는 남자가 쟁터에서 체 명의 기에 처하 을 때, 남편의 짐을 덜어

주기 해,  남편의 결  의지를 북돋아주기 해 자결하 던 여자, 마지막까지 

남편과 함께 하 으며 죽음으로 남편에 한 사랑을 보여주었던 여자, 우희는 항우

와 함께 종종 쟁터를 볐으며 아름다운 미모에 특히 칼춤을 잘 추었다고 해진

다. 垓下에서 사면 가에 빠지고 오강에서 자결한 패왕 항우의 이야기는 역  시

인들이 즐겨 읊는 소재가 되었다. 시는 부분 항우가 왕업을 이루지 못하고 烏江

에서 자결한 사건에 을 맞추어 읊었으며 해하 혹은 烏江亭이라는 제목이 다수

이다.

두목은 오강에서의 치욕을 참고 권토 래를 도모하지 않고 자살한 항우를 애석하

게 여기는 시를 썼다.57) 왕안석은 두목의 시를 겨냥하여 이미 기울어 버린 세는 

돌이킬 수 없다면서 강동의 은이들이 설령 있다 해도 항우를 해 싸워 지는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반론을 제기하 다.58) 胡宏은 항우가 쟁에서 진 것은 었을 

때 공부를 제 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 다.59)

57) <題烏江亭> 勝敗兵家事不期, 包羞忍恥是男兒. 江東子弟多才俊, 卷土重來未可知.

58) <烏江亭> 百戰疲勞壯士哀, 中原一敗勢難廻.. 江東子弟今雖在, 肯為君王卷土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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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우와 우희의 사랑에 을 맞추어 읊은 시로는 만당의 胡曾과 송나라의 소식, 

소철 등이 있다.

拔山力尽霸图隳     산을 뽑아버릴 듯할 기세도 왕업을 이루려는 계획도 모두 

무 져,

倚剑空歌不逝骓.     칼에 기 어 공허한 노래 부르니 오추마도 움직이지 않는

구나.

明月满营天似水,     군  가득 달빛은 물처럼 맑으니,

那堪回首别虞姬.     어  차마 머리 돌려 우희와 이별할까? <垓下>

호증은 사시 150수를 남겼는데 <해하>는 그 의 하나이다. 왕업도 애정도 모

두 잃어버린 항우의 비애를 서정 으로 노래하 다. 시인의 이성 인 논리가 들어 

있는 두목의 시와는 다른 일면을 보인다. 송나라의 소식과 소철은 각각 <虞姬墓>라

는 시를 읊었는데 호증의 시와는 사뭇 다르다. 시하면 아래와 같다.

帐下佳人拭泪痕,     장막 아래 가인은 물을 닦는데

门前壮士气如云.     문 앞 장사들의 사기는 구름을 를 듯하다.

仓黄不负君王意,     창망한 순간에도 군왕의 뜻 버리지 않은 자는

独有虞姬与郑君.     오로지 우희와 정군뿐이었노라. 苏轼 <虞姬墓>

叛增亡國已空,     경포는 배반하고 범증은 죽어버려 나라 이미 비었으니

摧殘羽翮自令窮,     날개 죽지 부러져 로 앞길 막혔노라. 

艱難獨 虞姬共,     어려운 난국을 오직 우희와 함께 보내노니

誰使西來敵沛公.     가 서쪽으로 가서 패공과 할까? 소철 <虞姬墓>

두 시 모두 의론 인 성격이 강하며 역사 인 사건을 재단하는 시인의 뚜렷한 평

가와 주 이 행간에 드러난다. 끝까지 어려움을 함께하 던 우희의 의리에 해 찬

사를 보낸다. 그 다면 서찬은 우희를 어떻게 평가하 을까?

隆準歌大風,     매부리코 유방은 풍가를 불 고,

59) < 王> 快戰焉知霸術疎, 烏江亭上獨欷歔.. 萬人三尺俱無用, 可惜當年不讀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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重童賦垓下.     동자가 둘인 항우는 해하가를 읊조렸노라

才氣固等倫,     두 사람의 재기는 실로 같았으니

文采亦相亞.     문장 실력 한 비슷하 다.

學書何必成,     공부는 어  반드시 성취를 이루어야 하랴!

詞場足雄覇.     문단을 쟁패하기 충분하거늘.

虞兮相和歌,     우희가 노래로 화답을 하고,

歌罷淚如瀉.     노래가 끝나자 물이 쏟아졌다.

短吟何惻愴,     짤막한 노래는 어  그리 슬 던지!

就死頗閒暇.     죽음에 임하는 모습은 참으로 태연하 다.

漢宮歡未畢,     한나라 궁 에 즐거움이 다하기도 에,

楚舞忽怨詫.     척부인은 홀연히 원망을 호소하 네

老雉不獨栖,     늙은 여치는 홀로 거처하면 안 된다며,

胡書類嘲罵.     오랑캐가 편지를 보내니 조롱과 욕설에 다름없었다.

何若烏江人,     어  우희만 하랴

泉臺侍車駕.     지하에서 항우의 수  곁을 모시는.

名花照千載,     名花는 천년을 비추고 있으니

芳魂未應謝.     꽃다운 혼 마땅히 시들지 않았으리라.

이 시는 우희를 읊은 시이지만 첫 구 부터 유방과 항우를 각각 묘사하 다. 

쟁터를 비며 패권을 다투는 웅의 형상이 아니라, 문학  재능을 지닌 시인의 

모습이다. 서찬은 두 사람의 표작 < 풍가>와 <해하가>는 막상막하라고 평하면서

도 끝내 항우의 손을 들어 다. “ 공부는 어  반드시 성취를 이루어야 하랴! 문단

을 쟁패하기 충분하거늘. 學書何必成 詞場足雄覇”은 항우가 뭐든지 끝까지 배우는 

것 없이 도에 그만두었다는 사기의 기록에 의거한 것으로 공부를 충분히 하지 

않았어도 <해하가>처럼 훌륭한 시를 지은 것을 보면, 항우는 문단을 쟁패하기 충분

할 정도의 재기를 지녔던 사람이라고 높이 평가한다.

첫째 구 에서 여섯째 구 까지가 유방과 항우를 비하여 읊은 것이라면, 일곱

째 구 부터는 우희와 여치를 비하여 묘사하고 있다. 우선 사면 가를 당하여 풍

등화의 기에 처한 항우를 가슴 아 하면서 항우의 결  의욕에 불을 댕기기 

해 <해하가>에 화답하는 노래를 부르고 기꺼이 죽음을 택한 우희의 마음을 묘사하

다.60) 사랑하는 사람에게 짐이 되지 않기 해 죽음을 택한 우희의 변치 않는 

60) 우희가 화답한 노래는 이러하다. “汉兵已略地, 四方楚歌声; 大王意气尽, 贱妾何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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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사랑에 한 찬이 행간에 숨어 있다. 반면 유방의 부인 여치는 황후가 되

었지만 유방의 애첩 척부인과 치열한 암투를 벌인다. 이미 태자에 해진 여후의 

아들과 척부인의 소생을 태자로 세우려는 황  계승 싸움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마음고생을 지독하게 당하 던 여치는 유방이 죽은 후 척부인에게 처 한 복수를 

한다. 결국 여후의 뜻 로 아들은 황 를 계승하 지만 유방이 죽고 난후 여후는 

흉노 선우에게 치욕 인 희롱을 당하는 수모를 겪는다.61) 두 여자의 삶을 비교해

보라! 과연 구의 삶이 더 행복했던 것인지를? 행복의 요한 척도는 정치  승패

가 아니라 한 사람에 한 일한 사랑의 여부에 있었던 것이다. 항우는 우희만을 

사랑하 고 우희 역시 항우만을 사랑하 다. 하지만 유방은 달랐다. 여후 이외에 

척부인을 사랑하 으며 이웃집 여자를 건드려 아들을 낳기도 하 다. 그로 인해 여

후의 가슴에 지독한 상처를 남겼다. 여후는 정치 으로 성공한 인생을 살았을지 모

르지만 여성으로는 결코 행복하지 못했다는 것을 과부가 된 후 선우의 모욕을 받았

다는 것으로 개 하 다. 서찬이 두 여성의 행불행을 재단하는 주요 잣 는 일한 

사랑의 여부 던 것이다. 남성도 여성도 모두 한 사람에 한 일한 사랑이야말로 

행복한 삶의 요건이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다. 일부다처가 허용되고 일상화되

었던 사회에서 항우와 우희의 일한 사랑이야말로 서찬의 로망이었던 것이다.

生.” 이 시는 《史记》、《汉书》 모두 수록되어 있지 않다. 唐나라 张守节이 《史记正义》

에서 《楚汉春秋》 가운데 수록되어 있는 시를 처음 인용하고부터 지 까지 해졌다고 

한다. 《楚汉春秋》는 汉나라 初에 陆贾가 편찬한 것인데 唐 까지 잘 보존되어 해졌

다고 한다. 刘知风、司马贞、张守节 모두 직  그 책을 보았으며 《汉书⋅艺文志》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편수도 같다고 한다. 이것으로 볼 때 이 시는 우희가 지은 작품이 

틀림없다고 한다. 沈玉成, <虞姬和五 诗>, 《文史知识》, 1994. 참조

61) 《한서 남흉노 》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한다. 외롭고 힘든 이 몸은 오아시스에서 태

어나 소나 말이 뛰어노는 평야에서 자랐소. 여러 차례 국경선에 가보았는데 국 땅에 

놀러가고 싶더이다. 폐하께서 홀몸이 되셨다 하고 고독한 이 몸도 혼자 살고 있는지라 

양국의 군주가 울 하여도 딱히 풀 만한 것이 없구려. 각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상 방

에게 부족한 것을 메워보고자 하오.(孤僨之君, 生於沮澤之中, 長於平野牛馬之域,, 數

至邊境., 願逰中國. 陛下獨立, 孤僨獨居, 兩主不 , 無以自虞, 願以所有易其所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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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어

서찬이 태어나고 성장했던 소주는 당시 경제의 심지 다. 풍요로운 부의 축

을 바탕으로 출 업이 발달하 고 이는 독자층의 확 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일부 

여성들은 피동 인 독자에서 직  창작의 열로 뛰어들어 재능과 감정을 작품 속

에 쏟아 부었고 많은 여성작가가 배출되었다. 상층 계 에 속한 부녀들은 풍요로운 

경제 덕에 덕행과 재능을 배양하는 것 이외에 시사를 읊조리면서 한가한 일상생활

을 하 다. 소주 지역에서 여성작가들이 많이 배출되었던 데는 이러한 배경이 

뒷받침하고 있다.62) 물론 그 다고 해서 남성 주의 종법사회가 변하 던 것은 아

니었다. 여성에게 부덕은 여 히 최고의 덕목이었고 남존여비의 종속 인 지 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 지만 그 당시 여성들은 여성으로서의 규범을 배우기 한 최

소한의 교육을 받았으며, 결혼 이후 앙에 진출하거나 타지에 출된 남편의 빈자

리를 신하여 자녀교육을 담당하 다. 남편이 부재하는 가정 내에서의 교육은 아

내의 몫이었고 자식들에게 시문을 가르치면서 자식과 시문을 주고받았다. 남편은 

이런 아내와 자식이 자랑스러워 문집을 만들어주기도 하 는데 葉紹袁은 아내 沈

宜修와 세 딸의 시사를 엮어서 《午夢 全集》을 편찬해주기도 했으며 서찬의 남편 

진지린은 아내의 시 원고를 모아 《졸정원시집》을 편찬해주었다. 서찬은 詩詞라는 

공통 언어로 부부간에 감정 소통을 원활하게 하 지만 명나라가 망한 후 청나라 왕

조에 나아가 리가 되었던 남편에게 불안을 느 고 불만을 가졌다. 남편의 출사를 

극 으로 말리지는 못하 지만 그러한 감정을 시와 사를 통해 읊었다. 서찬의 시

집 《졸정원시집》과 사집 《졸정원시여》에는 당시의 정치를 꿰뚫어보고 지난 역사를 

성찰하는 등, 각성된 의식을 보여주는 작품이 다수 수록되어 있다.

본고에서 고찰한 사 여섯 수는 여성이 여성을 평론한 시로서, 역사 으로 비원

의 아이콘이나 망국의 요물로 평가되었던 미인들에 해 기존의 남성 작가들과 비

교해 색다른 견해를 내놓았다는 에서, 서찬의 각성된 의식과 여성  쓰기를 고

찰하기에 합하 다. 우선 여섯 명의 미인 가운데 반첩여를 가장 먼  읊었고 2수

나 지었는데 이는 서찬이 반첩여를 제일 시하 음을 의미한다. 서찬의 붓 아래서 

62) 鍾慧玲, 《淸代女詩人硏究》, 里仁書局, 2000년, 30-17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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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첩여는 더 이상 비애의 아이콘이 아니었다. 자신의 본분과 처지를 명확하게 인식

하고 상황에 따라 올바른 단을 하고 실천에 옮겼던 최고의 지성과 덕성을 지닌 

여성이었다. 자아의식이 뚜렷하면서도 부덕을 갖춘 여성이었기에 서찬은 모든 여성

의 롤모델로 추 하 다. 2번째와 3번째로 읊은 미녀는 각각 양귀비와 서시 다. 

양귀비는 망국의 요물의 형으로 평가되어온 미녀다. 물론 왕조의 멸망은 미녀와

는 상 이 없다고 변호해  남성 작가들도 있긴 하 지만 서찬의 에는 여 히 미

흡하고 왜곡이 심하다고 단하 다. 한편 서시는 오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망국의 

요물이지만 월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구국의 웅이다. 각기 어느 시각에서 읊었느

냐에 따라 평가가 엇갈리기 때문에 양귀비만큼 억울하지 않다. 아마 이것이 서찬이 

양귀비를 두 번째에 안배한 주된 원인일 것이다. 서시보다 양귀비의 명을 먼  

벗겨주고 싶었던 것이다. 서찬은 당조의 멸망은 양귀비 때문이 아니라 종 본인의 

책임이라고 결론지었다. 치세에도 종 곁에는 강비같은 미녀가 있었고 신하들끼리 

알력을 벌여 종을 골치아 게 만들었지만, 종은 휘둘리지 않고 치세를 이룩하

다면서 매우 정치한 논리를 폈다. 반면 서시의 형상은 구국의 웅의 형상에 

을 두고 묘사하 다. 즉 조국을 구하기 해 진나라로 떠난 연나라 자객 형가에 

비유하 다. 기존 남성 작가 에도 서시를 구국의 웅으로 묘사한 시인은 있었지

만 형가와 비유한 사람은 없었다. 서찬은 미문의 참신한 비유를 통해 서시에 

한 통념을 일거에 바꾸어놓는 데 성공한다. 왕소군은 네 번째로 읊었는데 왕소군

을 충군애국의 능동 인 지사로 형상화하 다. 즉 화친정책의 희생양이 아니라 조

국을 해 자발 으로 흉노 땅으로 들어간 애국지사로 묘사하 다. 남성 심의 종

법사회와 정치제도 하에서, 남성에 의해 운명이 좌지우지되는 나약한 여성이 아니

라 능동 이고 자립 으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여성, 남성과 등한 애

국충군의 지사로 묘사하 던 것이다. 이는 서찬이 꿈꾸던 여성 타지 는지도 모

른다. 마지막에서는 우희를 읊었다. 자신의 이상형을 맨 앞과 맨 끝에 두어 수미가 

상응하는 형식을 취하여 하고 싶은 말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희에 해 

읊은 시인데도 항우와 유방을 먼  묘사한 것은 치 하게 계획된 의도라 할 수 있

다. 우희와 항우는 일하고 뜨거운 사랑을 한 연인의 형이다. 정치 으로는 유

방 커 에게 패한 패배자 지만 사랑에서는 승자 음을 강조하 다. 인생의 행불행

을 재단하는 주요 잣 는 정치  승리가 아니라 일한 사랑이라는 을 강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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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  장치인 셈이다. 일부다처가 허용되고 일상화되었던 사회에 살았던 서찬

에게 있어서 항우와 우희의 일한 사랑이야말로 그녀의 로망이었던 것이다.

본 논고에서는 < 사> 6수만을 상으로 서찬의 각성된 여성의식을 살펴보았다. 

망국의 요물내지 비원의 아이콘으로 인식되어 왔던 다섯 미녀에 한 새로운 평가

야말로 서찬 쓰기의 특색을 가장 잘 보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본 연

구를 기 으로 서찬의 작품에 해 더욱 심도 있고 다양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기

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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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本論文針 徐燦所作的詠史六首探討其特性, 徐燦的詠史詩收 在拙政園

詩集的首 , 吟詠的題目分別是班婕妤 楊貴妃 西施 王昭君 虞姬. 衆所周知 

他們都是聞名中國的美人, 歷代詩人 這些美女 毁多譽 . 徐燦 此似乎有所

不滿, 因此有意吟詠這些美人, 細心構思, 騰空翻案, 機杼別出. 其吟詠的次序

來看, 不是按照人物的出生年代而寫的. 這意味着徐燦有意按排次序. 也就是

說徐燦 推崇的人擺在 前面和 後面, 首尾相應, 以便標擧典範. 徐燦心目

中班婕妤旣聰明又賢淑,具有婦德的理想的女性, 因此要把她作爲天下婦女的典

範. 而虞姬平生只愛 羽, 羽也只愛虞姬, 他們倆政治上敗給劉邦伴侶, 愛

情生活上却勝過他們. 徐燦通過劉邦伴侶的遭遇, 烘托出 羽伴侶的優勢從而

一的愛情 表示無限的憧憬和讚美. 而楊貴妃和西施則放在第二, 第三. 

於楊貴妃, 歷代詩人幾乎把她當作紅顔禍水, 而西施則毁譽參半. 所以先詠楊

貴妃以雪其恨. 這無疑是爲楊貴妃翻案. 徐燦筆下的楊貴妃不再是女禍, 而招

致亡國的主犯就是玄宗李隆基. 西施的形象也不再是一個柔弱的美女, 徐燦把

她喩爲有名的刺客荊軻, 惟妙惟肖地描寫爲國家赴難的巾幗英雄. 至於王昭君 

徐燦喩爲投筆從軍 開拓西域的班超. 王昭君不再是和親政策的替罪羊. 王昭君

主動去匈奴爲國家立功的愛國志士. 在以男性爲主的宗法社 和政治制度之下, 

女性的命運一直被男性所決定的. 可是徐燦通過讚美西施和王昭君, 創造出

男性 等的强筋而自立的女性. 這就是徐燦所夢想的女性形象.

【主題語】

徐燦, 詠史, 翻案, 班婕妤, 楊貴妃, 西施, 王昭君, 虞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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