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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白樸(1226~약 1306)은 元代 초기에 사대부 출신으로서 雜劇을 창작한
유일한 인물이면서 당시에 찾아보기 드물 정도로 詞와 散曲 창작에 두루 능통
한 작가이기도 하다. 淸末의 대학자 王國維(1877~1927)는 ≪宋元戱曲史≫
(原題 ≪宋元戱曲考≫, 1912)에서 백박을 關漢卿(약 1240~1320)․馬致遠
(약 1250~1321)․鄭光祖(?~약 1324 이전)와 함께 최고의 원곡작가 반열
에 올리고 明代 이래로 관한경․마치원․정광조 다음에 놓였던 백박의 위치를
관한경 바로 뒤인 두 번째에 놓아야 마땅하다고 할 정도로 높게 평가하면서 그
를 唐詩의 劉禹錫(772~842)이나 宋詞의 蘇東坡(1036~1101)에 비견하기
도 하였다.1) 흔히 元曲四大家로 일컬어지는 이들 네 사람 중에서도 현재까지
의 연구결과를 종합할 때 백박이 시대적으로 가장 앞선 인물이라는 점을 상기
한다면 元曲의 발전과정에서 그가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 중요성
은 두말할 나위가 없음을 알 수 있겠다.
* 東洋大學校大學院 中韓言語文化學科 助敎授
1) 王國維 ≪宋元戱曲史≫(上海, 華東師範大學出版社, 1995), 12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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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국유 이후 원곡연구 초창기에는 백박에 대한 평가와 그의 문학사적 위치
가 주로 <梧桐雨>와 <牆頭馬上> 등 잡극 창작에 치중되어 있었다. 물론 이 시
기에도 ≪元明散曲小史≫(梁乙眞, 1934) 등에서는 백박의 산곡을 잡극보다
높게 평가하기도 하였으니2) 이러한 사실은 산곡 연구자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
분하다. 백박의 산곡에 관한 연구는 처음에는 風格方面에 다소 치우친 경향이
있었는데, 그의 산곡에 나타난 풍격의 다면적 특징으로 인하여 元代散曲의 주
요한 풍격을 대표하는 豪放派와 淸麗派 사이에서 때로는 호방파로 때로는 청
려파로 분류되면서 그것은 자연스럽게 산곡 연구자들에게 논제의 대상이 되곤
하였다. 이러한 연유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趙景深을 비롯한 많은 산곡 연구자
들은 그의 풍격 유파를 정확히 규명하려는 노력을 시도하였으며, 그 결과 대체
로 청려한 작품이 많은 가운데 호방한 작품도 일부 섞여 있다는 데 거의 공통
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3)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胡世厚의 <論白樸的散
曲>, 鄧紹基의 ≪白樸評傳≫, 汪正章의 <憤世嫉俗閑袖手 - 白樸散曲簡論>,
王宜瑗의 <白樸詞和曲的比較를 >, 徐凌云의 <白樸散曲與詞的比較를 > 등을
통해 어느 정도 다각적인 연구가 시도되면서 그의 문학사적 위치는 戱曲史보
다 散曲史에서 더 중요하며 동년배 산곡작가들 중에서 으뜸이라 평가되기도
하였다.4) 근자에 이르러 백박의 산곡이 연구자들에게 이러한 관심과 호평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산곡작가로서 상당히 연구할만한 가
치가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원곡사대가 중에서 시대적으로 제일 앞선 인물
이라는 점 외에도 전통 사대부 출신으로 산곡과 잡극을 동시에 창작하였다는
점, 다량의 詞作을 남기고 있다는 점, 풍격상에서 청려와 호방을 겸하였다는
점, 원대전기 산곡의 雅化(詩詞化)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 등에
2) 梁乙眞 ≪元明散曲小史≫: 俊逸有神, 而小令尤爲淸雋. 當我們讀他的劇曲時, 每爲他
華美婉姸的辭句所感動, 但一讀到他的散曲, 則知其中更包含着豪放, 俊爽, 秀美諸點,
其成就卻高出其劇曲之上. (北京, 商務印書館, 1998), 108쪽.
3) 趙義山 ≪20世紀元散曲硏究綜論≫(上海, 古籍出版社, 2002), 158쪽 참조. 馬顯慈의
통계에 의하면 白樸의 산곡은 淸麗한 풍격이 가장 많아 전체 작품의 40%를 차지하고
그 다음이 豪放으로 35%이다.(馬顯慈 ≪關漢卿白樸馬致遠三家散曲之比較硏究≫, 北
京, 中華書局, 2004, 163쪽)
4) 李昌集 ≪中國古代散曲史≫(上海, 華東師範大學出版社, 1991), 49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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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백박의 산곡에 관한 연구는 전면
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국내의 연구 상황은 더 없이 미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재와 곡패의 운용상에 나타난 특징에 대한
전면적인 분석을 중심으로 백박의 산곡을 동시대 대표 작가들과 체계적으로 비
교 검토하여 원대산곡의 형성과 발전에 백박이 차지하는 진정한 위상을 재조명
하고, 사대부 출신으로 당대의 정치적 실세들과도 폭넓은 교류를 가지면서 원
왕조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한 작가의 처세태도가 자신의 산곡작품에는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났는지를 규명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Ⅱ. 散曲作品의 제재별 내용분석
백박의 산곡을 최초로 편집한 淸初의 楊希洛은 康熙 49년(1710)에 백박의
詞集인 ≪天籟集≫ 2권을 간행하면서 그의 산곡 31수(小令 28수, 套數 3수)
를 부록 天籟集摭遺 에 함께 수록하였으며, 중화민국 시기에 任讷(1897~1
991)은 ≪太和正音谱≫와 ≪乐府新声≫ 등을 근거로 小令 8수와 套數 1수
를 더 보완하여 40수(小令 36수, 套數 4수)를 자신의 저서 ≪散曲丛刊≫에
天籟集摭遗 라는 이름으로 수록하였다. 그 후 隋樹森은 ≪全元散曲≫에서
다시 ≪天籟集≫에 수록된 [越調․小桃紅] 1수를 더 추가함으로써 현존하는
백박의 산곡은 小令 37수와 套數 4수를 합하여 모두 41수가 되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원대 초기의 다른 산곡 작가들과 마찬가지로 작자 문제에
있어서 논란의 대상이 되는 작품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越
調․天淨沙] <春夏秋冬> 4수5)와 [仙呂․寄生草] <飮> 1수, [仙呂․醉中
天] <佳人臉上黑痣> 1수를 들 수 있다. 현재까지도 이 6수는 백박의 작품이
5) 隋樹森의 ≪全元散曲≫(臺北, 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 1983, 197-198쪽)에는 白樸의
[越調․天淨沙] <春夏秋冬>이 모두 8수가 수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春> 暖風遲日
春天 , <夏> 參差竹筍抽簪 , <秋> 庭前落盡梧桐 , <冬> 門前六出花飛 4수에 대해
서 隋樹森은 楊朝英이 처음에 ≪陽春白雪≫에서 白樸의 작품으로 잘못 수록하였으나
나중에 ≪太平樂府≫에서는 그것을 바로잡아 朱庭玉의 작품에 수록하였다고 밝히고는
白樸과 朱庭玉의 작품에 동시에 수록해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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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는 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 隋樹森
도 일찍이 ≪全元散曲≫에서 이 6수를 백박의 작품으로 수록은 하였지만 註解
를 통해 그의 작품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고,6) 최근에 이
르러서도 張石川이 ≪白樸硏究≫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증명한 바 있다.7) 따
라서 작자가 불확실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러한 작품들을 연구대상에 포함시켜
분석하다 보면 자칫 주관적 오류에 빠지기 쉽다. 특히 이 6수의 소령 중에서도
[仙呂․寄生草] <飮>, [仙呂․醉中天] <佳人臉上黑痣> 등은 풍격이나 제
재․사상 면에서 현저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들로 백박의 산곡을 논할 때 자
주 인용되곤 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백박의 산곡에
나타난 특징과 처세태도를 보다 명확하게 분석하기 위해 작자 문제에서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6수를 제외한 35수(소령 31수, 투수 4수)의 산
곡작품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일찍이 臺灣學者 王忠林과 應裕康은 백박의 산곡을 제재에 따라 분류하면
서, 은일사상을 표현한 작품, 인생을 회상한 작품, 景物을 묘사한 작품, 사물
을 묘사한 작품, 여인의 자태를 묘사한 작품, 규중여인의 그리움을 묘사한 작
품, 애정을 묘사한 작품, 고사를 노래한 작품으로 세분한 바 있고,8) 근자에
鄧紹基․趙義山 등은 크게 嘆世․敍景․戀情의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9) 이
러한 분류는 현존하는 그의 작품 수에 비해 분류 항목이 너무 번잡하다거나 개
괄적이라는 단점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백박의 산곡에 대한
6) 隋樹森 ≪全元散曲≫(臺北, 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 1983), 193-203쪽 참조.
7) 張石川 ≪白樸硏究≫(上海, 復旦大學博士學位論文, 2006), 46-47쪽 참조. 이외에 [雙
調․慶東原] <暖日宜乘轎>와 [雙調․沈醉東風] <漁夫>도 각각 馬致遠의 [雙調․新水
令] <題西湖> 套數와 范子安(또는 趙明道)의 雜劇 <范蠡歸湖> 第4折에도 들어 있지만
白樸의 小令을 그들의 套數에서 인용한 것으로 본다.
8) 王忠林․應裕康 ≪元曲六大家≫: 表現隱逸思想的作品, 感懷人生的作品, 描寫景物的
作品, 描繪事物的作品, 描寫女子情態的作品, 描寫女子閨情的作品, 描寫情愛的作品,
歌詠故事的作品 (臺灣, 東大圖書公司, 1979), 121-139쪽. 馬顯慈는 ≪關漢卿白樸馬
致遠三家散曲之比較硏究≫(北京, 中華書局, 2004, 74쪽)에서 表現隱逸思想, 感慨人
生, 描寫景物, 描繪事物, 描寫女子情態, 描寫閨情, 描寫男女愛情 으로 분류하였다.
9) 鄧紹基 ≪元代文學史≫(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91), 146쪽 참조. 趙義山은 ≪元散
曲通論≫(巴蜀書社, 1993, 203쪽)에서 백박의 산곡을 嘆世歸隱, 敍景詠物, 男女風情
으로 분류하였다.

白樸의 散曲 硏究

153

정확한 성격 규명을 위해 제재의 분류 항목이 너무 번잡하거나 개괄적이지 않
는 범위 내에서 위의 8분류설과 3분류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의 산곡 35
수를 아래와 같이 嘆世, 自然風景, 남녀간의 사랑, 藝人의 자태와 기예로 나
누었다. 王忠林과 應裕康이 고사를 노래한 작품으로 예를 든 套數 [小石調․
惱煞人] 1수는 사실상 蘇卿과 雙漸의 사랑이야기를 빌어 자신의 심정을 노래
한 것이므로 이를 굳이 하나의 분류로 독립시킬 필요 없이 남녀간의 사랑을 묘
사한 작품에 포함시켰고, 규중여인의 그리움을 묘사한 작품 6수도 멀리 있는
낭군을 그리워하는 여인의 애틋한 사랑을 묘사한 것이므로 남녀간의 사랑에 포
함시켰다. 그리고 인생을 회상한 작품이라 한 것도 [雙調․慶東原] <黃金縷>
1수밖에 없는 데다 그 내용이 세월의 빠른 변화에 대한 작자의 感傷을 반영하
고 있으므로 嘆世의 범주에 포함시켰으며, 藝人의 자태와 기예는 본 연구에서
새롭게 설정한 분류 항목이다.
1. 嘆世: 7수(소령 7)
[中呂․陽春曲] <知幾> 4수
[雙調․慶東原] 2수(<忘憂草>․<黃金縷>)
[雙調․沈醉東風] <漁夫>
2. 自然風景: 11수(소령 9, 투수 2)
[越調․天淨沙] <春>․<夏>․<秋>․<冬>
[雙調․得勝樂] <春>․<夏>․<秋>․<冬>
[雙調․慶東原] <暖日宜乘轎>
[大石調․靑杏子] <詠雪> 套數
[雙調․喬木査] <對景> 套數
3. 남녀간의 사랑: 12수(소령 10, 투수 2)
[中呂․陽春曲] <題情> 6수
[雙調․得勝樂] 4수
(<獨自走>․<獨自寢>․<紅日晩, 遙天暮>․<紅日晩, 殘霞在>)
[仙呂․點絳脣] 套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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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小石調․惱煞人] 套數
4. 藝人의 자태와 기예: 5수(소령 5)
[越調․小桃紅] <雲鬟風鬢淺梳粧>
[雙調․駐馬聽] <吹>․<彈>․<歌>․<舞>

1. 嘆世
이민족의 통치하에서 九儒十丐로 전락한 대부분의 원곡 작가들은 시간과 역
사, 富貴榮華와 세속에 대한 無常과 탄식, 현실에서 뜻을 펼치지 못한 불우한
심정과 出仕에 대한 강한 의지를 嘆世라는 제재로 표현해내었으며 이러한 嘆
世는 자연스럽게 은거생활에 대한 동경으로 이어졌다. 원대산곡에서 이를 가장
대표하는 작가로는 단연 마치원을 꼽을 수 있으며 그의 산곡작품에는 어지러운
세상을 한탄하고 인생살이의 부질없고 허망함을 깨달으며 생명의 위기를 느꼈
을 때의 심정이 곳곳에 내재되어 있다. 마치원에 앞서 백박에게서도 당연히 그
러한 嘆世의 전통을 찾을 수 있지만 마치원에 비해 표현이 강렬하지 않고 작
품수도 많지 않은 편이다. 이는 전통문인 출신으로 고위관직을 역임했던 盧摯
나10) 書會出身 극작가로 난봉꾼의 영수이자 방랑객의 우두머리라 자처했던
관한경의 경우와 비슷하다.11) 그러나 노지는 원왕조의 고위관직을 역임하면서
名利의 장에 직접 몸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현실에 대한 부정과 탄식
이 적었을 수밖에 없었던 반면, 관한경은 벼슬하기를 달갑게 여기지 않고 잡극
창작에 몰두하면서 직접 무대에 나아가 얼굴에 분장하는 것을 가정생활같이 생
각하고 배우가 되는 것도 사양하지 않았기12) 때문에 그만큼 名利에 대한 미
련도 적었다. 이렇게 보면 백박은 벼슬하기를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는 점에
10) 盧摯의 散曲 120수(殘曲 1수 제외) 중 嘆世는 5수에 불과하다. 구체적으로는 隱居樂
道 31수, 詠史懷古 26수, 敍景詠物 24수, 男女風情 13수, 感興 9수, 贈歌妓 6수,
嘆世 5수, 祝賀 4수, 贈答 2수이다.(拙稿 <盧摯의 散曲硏究>; ≪中國文學硏究≫ 第
34輯, 2007.6. 82-83쪽 참조.)
11) 拙稿 <關漢卿 散曲硏究>; ≪中國文學硏究≫ 第11輯, 1993.12. 177쪽 참조.
12) 明 臧晋叔 <元曲選序>: 躬踐排場, 面敷粉墨, 以爲我家生活, 偶倡優而不辭. (≪元
曲選≫第一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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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13) 관한경의 경우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다.
[雙調․慶東原]
근심을 잊은 풀,
웃음을 머금은 꽃,
그대여 일찌감치 관직을 버리게나.
변론에 능통한 陸賈는 어디 있고,
책략에 뛰어난 姜太公은 어디 있고,
기개가 호방한 張華는 어디 있나?
먼 옛날 是非曲直의 마음도
어부와 나무꾼의 하룻밤 얘깃거리 되어버렸네.
(忘憂草, 含笑花, 勸君聞早冠宜掛. 那裏也能言陸賈, 那裏也良謀子牙, 那裏
也豪氣張華? 千古是非心, 一夕渔樵話.)

사람의 번뇌와 근심은 모두 功名利祿에 대한 욕망 때문에 생겨난다. 뛰어난
언변으로 漢 高祖 劉邦의 천하평정을 도우고 南越王 趙陀를 漢나라에 귀순토
록 설득한 陸賈, 周 文王과 武王을 보좌하여 폭군으로 유명한 殷 紂王을 징
벌하고 周나라 건국에 일등공신이 된 姜太公, 西晋 武帝 때 吳나라 토벌에
공을 세워 武侯에 봉해진 용맹하고 의리를 중시한 張華, 이들은 모두 뛰어난
지략으로 한 시대를 풍미하였지만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그들의 흔적은
오간 데 없이 한낱 보잘 것 없는 사람들의 이야깃거리로만 입에 오르내릴 뿐이
니 일찌감치 벼슬을 버리고 번뇌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몸이 될 것을 권하고 있
다. [中吕․陽春曲] <知幾> 제4수에서도 漢興三傑의 한 사람으로 劉邦을 도
와 漢나라 건국의 일등공신이 되었던 張良과 越王 勾踐의 臥薪嘗膽을 실현시
킨 范蠡가 功名을 이룬 후에 官途의 험난함을 예지하고 일신의 안위를 보전하
기 위해 高官厚祿을 벗어던지고 유유자적하게 자연으로 돌아간 것을 찬미하면
서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고 名利를 멀리한 자신을 넌지시 비유하였다. 知幾는
사물의 변화가 일어날 미세한 조짐이나 움직임을 미리 알아차린다는 뜻이다.
정치 사회적으로 유례없이 혼란한 시기에 백박은 이미 榮辱과 是非의 이치를
13) 元 邾經 <靑樓集序>: 我皇元初幷海宇, 而金之遺民若杜散人 白蘭谷 關已齋輩皆不
屑仕進. (≪靑樓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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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간파하고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
[中吕․陽春曲] 知幾
榮辱을 알면서도 입을 꽉 다물고,
누가 옳고 그른지 몰래 머리를 끄덕인다.
詩書 더미 속에 잠시 머물다가,
조용히 손을 놓고,
죽도록 가난해도 풍류를 즐기리라.
(知榮知辱牢緘口, 誰是誰非暗點頭. 詩書叢裏且淹留. 閑袖手, 貧煞也風流.)

榮辱이 무엇인지, 누가 옳고 그른지 분명히 알면서도 그것을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을 뿐 입을 닫고만 있어야만 했다. 이것은 言路가 막히고 是非가
전도된 암울한 사회에서 그가 택할 수밖에 없었던 明哲保身의 한 방편이었다.
재능은 있어도 현실적으로 자신의 포부를 펼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정치적 현실에 비분을 느낀 마치원은 쓸쓸한 바위 밖에 아까운 인재가 늙어가
고 있구나. 14) 하늘에 오를 사다리 없음을 한스러워 하노라. 15)라고 하면서
자신의 懷才不遇한 심정을 기탄없이 토로하기도 하고, 張良․朱買臣․樊噲․
韓信․傅說․諸葛亮 등이 불행한 과거를 딛고 功名을 성취한 것처럼 자기도
때를 기다려 포부를 성취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기도 하였다. 그러다
결국 자신의 포부를 실현시킬 수 없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 뒤늦게 부귀공명에
대한 허망함을 깨닫고 田園으로 돌아가 隱士의 길로 접어들었기에 마치원의
嘆世에는 시간과 역사, 부귀영화와 세속에 대한 無常과 탄식의 소리들로 가득
하다. 그러나 백박은 일찌감치 榮辱과 是非의 진정한 이치를 간파하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달성 가능하였던 功名利祿을 과감하게 포기하였기에 그의 嘆
世에는 마치원과 같은 出仕에 대한 강한 의지나 좌절당한 현실에 대한 비분은
없고 부질없는 功名利祿의 추구에 대한 탄식이나 人生無常․及時行樂 등의
사상이 주로 나타나 있다.
백박은 [石州慢] <丙寅九日, 期楊翔卿不至, 書懷, 用少陵詩語 와 [水調
14) 馬致遠 [南呂․金字經] <擔頭擔明月>: 空巖外, 老了棟梁材. (≪全元散曲≫一)
15) 馬致遠 [南呂․金字經] <夜來西風裏>: 恨無上天梯. (≪全元散曲≫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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歌頭] <初至金陵, 諸公會飮, 因用北州集咸陽懷古韻> 등의 詞에서는 마음속
에 쌓여 있는 黍離의 울분과 불만을 반영하기도 하고, 고금의 흥망과 인간세
상의 桑田碧海 같은 변화에 대한 개탄을 통하여 은근히 고국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을 표현하기도 하였지만, 산곡에서는 이러한 심경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것
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그는 [中呂․陽春曲] <知幾>, [雙調․慶東原] <忘憂
草>․<黃金縷>, [雙調․沈醉東風] <漁夫>와 같은 嘆世의 작에서 산천에 대한
탄식을 기탁하여 부귀영화를 멸시하고 한적한 생활을 동경하는 避世歸隱의 정
서를 은근하게 표출하였으니 여기에는 비록 울분은 있지만 냉정하고 방관적이
었다고 할 수 있겠다.

2. 自然風景
≪全元散曲≫에서 자연풍경은 산곡작가들에게 가장 많은 묘사의 대상이 되
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사계절 풍경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제재의 하나
였다. 자연풍경을 묘사한 백박의 작품은 11수(소령 9, 투수 2)인데 그중 [越
調․天淨沙] <春夏秋冬> 4수와 [雙調․得勝樂] <春夏秋冬> 4수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풍경을 노래한 두 개의 聯章體 소령이고, [雙調․慶東原]
<暖日宜乘轎>는 따스한 햇살 아래 가마를 타고 봄놀이 하는 정경을 묘사한 것
이다. 먼저 [越調․天淨沙] <春夏秋冬> 4수에는 대자연에 대한 작자의 뜨거
운 사랑과 동경이 담겨있다. 명사를 나열하는 가운데 동사를 적절히 활용하여
정적이면서 동적인 미감을 주기도 하고, 遠景에서 近景으로 近景에서 遠景으
로 묘사하면서 경물에 감정을 이입하기도 하였다. 그 다음으로 [雙調․得勝
樂] <春夏秋冬> 4수에서는 객관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자연풍경의 아름다움만
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각 계절마다의 편안하고 高雅한 생활정취를 묘사하면
서 情景融合의 기법을 구사하여 서경적 이미지에 서정적 美感을 더하였다. 전
반적으로 이 소령들의 풍격은 淸麗하고 언어는 수식을 가하지 않아 간결하면
서도 雅麗하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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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越調․天淨沙] 秋
외딴마을 석양에 붉게 물든 저녁노을,
모락모락 피는 연기 고목 위의 까마귀,
한 떼의 날아가는 기러기 그림자 아래.
푸른 산 푸른 물,
하얀 풀 붉은 단풍잎 노란 꽃.
(孤村落日残霞, 輕烟老樹寒鴉, 一點飛鴻影下. 青山綠水, 白草紅葉黄花.)

[越調․天淨沙] <春夏秋冬> 4수 중 세 번째 곡인 <秋>는 백박의 산곡을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작품의 하나로 대자연에 융화된 작자의 깨끗하고 고결한
마음과 담담하고 처량한 심경을 표현하였으며, 흔히 秋思의 始祖 16)라 일컬
어지는 마치원의 대표작 [越調․天淨沙] <秋思>에 비견되곤 한다.17) 제1~2
구에서 여섯 개의 단어만 나열하고 동사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마치원의 <秋
思> 제1~3구에서 마른 등나무 늙은 나무에 황혼의 까마귀, 작은 다리 흐르
는 물가의 人家, 옛길의 서풍에 야윈 말. 18)이라고 표현한 기법과 완전히 동
일하다. 제3구에서는 소슬하고 처량한 가을을 상징하는 정적인 풍경에 동적인
이미지를 부가하여 靜中動의 경지를 연출하고, 제4~5구에서는 다시 눈앞에
보이는 경물을 정적으로 아름답게 묘사하면서 靑․綠․白․紅․黃의 오색대비
를 통해 색채감을 부각시킴으로써 소슬한 가을풍경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에
비해 마치원의 <秋思> 제4~5구에서는 석양은 서쪽으로 넘어가는데, 애끊는
사람 하늘가에 있네. 19)라고 하여 앞에서 묘사한 자연경물을 매개로 작자의
내면세계를 자연스럽게 드러냄으로써 전반부 서경의 景中情과 후반부 서정의
情中景을 절묘하게 조화시켰다. 따라서 구도면에서 두 작품을 비교하면 백박
의 곡은 한 폭의 山水畫로 인물이 보이지 않고 숨겨져 있어 無我之境에 속하
지만, 마치원의 곡은 한 폭의 山水人物畫로 인물이 분명하게 보여 有我之境
16) 元 周德淸 ≪中原音韻≫(臺北, 藝文印書館, 1979), 8쪽.
17) 羅錦堂 ≪中國散曲史≫: 此曲若與馬致遠的枯藤老樹比起來, 可稱爲秋思雙絶. (臺北,
中國文化大學出版部, 1983), 61쪽.
18) 馬致遠 [越調․天淨沙] <秋思>: 枯藤老樹昏鴉, 小橋流水人家, 古道西風瘦馬. (≪全
元散曲≫一)
19) 馬致遠 [越調․天淨沙] <秋思>: 夕陽西下, 斷腸人在天涯. (≪全元散曲≫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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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다.20) 백박의 <秋>는 마치원의 <秋思>와 주제의 설정
이나 情調 등에 있어서는 다르지만 宮調와 曲牌도 동일하고 언어의 수사적 표
현기법도 유사하므로 이 두 작품 사이에 존재하는 뚜렷한 영향관계는 짐작하고
도 남음이 있겠다. 다시 말하면 이 두 작품의 창작연대가 확실치 않아 단정할
수는 없지만 백박이 마치원보다 20년 이상 앞선 인물이라는 점을 상기하면 백
박의 <秋>가 마치원의 <秋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다.
자연풍경을 묘사한 백박의 투수는 [雙調․喬木査] <對景>과 [大石調․靑
杏子] <詠雪>이 있는데, <對景>에서는 사계절 풍경에 대한 감상을 통하여 功
名利祿을 추구하지 않은 채 한적한 산림에서 유유자적한 생활을 보내기를 갈
구하였고, <詠雪>에서는 눈 내리는 밤에 연회를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
하였다. 이 두 투수의 공통점은 단순히 자연풍경을 묘사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것을 감상하는 사람의 느낌과 행동을 묘사하는데 필력을 집중하여 情景融合의
경지를 연출한 것이다. 특히 <對景>에서는 春夏秋冬 사계절의 풍경을 묘사하
면서 그 가운데 ‘문득(俄然)’․‘마침(恰)’․‘갑자기(倏)’․‘불식간에(不覺的)’ 등
의 부사를 사용하여 세월의 빠른 변화를 강조하고, 流水같은 세월의 무정함과
一場春夢같은 인생의 허무함을 깊이 깨달은 데 대한 감회를 거쳐 이렇게 무상
한 인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때에 즐거움을 누리는 편이 가장 좋다는 식으
로 결론을 맺었는데, 백박의 산곡에 이러한 及時行樂의 정서가 생겨나게 된
원인은 국가와 가정이 파괴되고 일찍 어머니를 여의는 등 그가 겪은 개인적인
특별한 이력 때문만 아니라 도교와 도가사상의 영향 때문이기도 하다. 당시에
널리 유행하던 도교와 도가사상은 중용되지 못하거나 중용되기를 바라지 않았
던 많은 지식인들로 하여금 사상적으로 의지할 곳을 찾게 하였으며,21) 이는
자신을 대자연과 하나로 융합시켜 자연에 순응하고 현실에 만족하게 함으로써
벼슬길에 나아가 세상과 다투길 바라지 않았던 백박의 심리적 정서와 절묘하게
합치되었던 것이다.
20) 賀新輝 ≪元曲鑑賞辭典≫(北京, 中國婦女出版社, 1988), 183쪽 참조.
21) 馬琳娜 <試論金元之際詞曲互滲現象 - 白樸詞與散曲的比較硏究>; ≪南京曉庄學院學
報≫ 第5期, 2006年 9月, 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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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녀간의 사랑
남녀간의 사랑을 묘사한 작품은 모두 12수(소령 10, 투수 2)로 본 연구에
서 분류한 백박의 산곡작품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 원대 산곡작가
들에게 있어서 남녀간의 사랑은 자연풍경과 더불어 가장 많은 묘사의 대상이
되었다. 여기에 가장 뛰어난 작가로는 단연 관한경을 으뜸이라 할 수 있겠지만
백박도 결코 그에 뒤지지 않는다. 이는 백박의 유명한 잡극 <梧桐雨>와 <牆頭
馬上>이 모두 원대의 대표적인 애정극이라는 사실만 가지고 보더라도 그가 얼
마나 애정묘사에 능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겠다.
[中呂․陽春曲] 題情
가볍게 붓을 들어 내 마음을 쓰고,
꼼꼼히 접은 하얀 종이에 한 맺힌 글을 쓴다.
가련하게도 사랑의 상처에 익숙지 않아,
좋아한다는 당신의 말 한 마디에,
나는 오랜 시간 빠져 있었다오.
(輕拈斑管書心事, 細摺銀箋寫恨詞. 可憐不慣害相思, 則被你個肯字兒, 迱逗
我許多時.)
지금까지 좋은 일엔 자연히 험악한 일이 생겼고,
예로부터 오이는 쓴 뒤에야 단맛이 났다네.
어머니가 재촉하고 강요함이,
얼마나 혹독한지,
중간에서 방해할수록 정은 더욱 깊어지네.
(從來好事天生儉, 自古瓜兒苦後甜. 妳娘催逼緊拘鉗, 甚是嚴, 越間阻越情忺.)

백박의 [中呂․陽春曲] <題情>은 6수로 모두 남녀간의 사랑을 묘사한 것이
지만 그 내용은 조금씩 다른데 위에서 인용한 것은 그중 제1수와 제4수이다.
<題情> 제1수는 한 남자에게 유혹되어 사랑에 빠졌다가 다시 버림을 받은
여인의 괴롭고 한스러운 심정을 묘사한 것이다. 남자에게 버림 받은 여인의 그
리움과 그로 인한 고통을 독백식으로 노래한 가운데 여인에 대한 심리묘사가
세밀하고 감정표현이 뛰어나다. 婉弱詞에서 실연한 여인의 복잡한 심정을 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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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 때 함축적인 수법으로 슬픔에 젖은 마음을 보편적인 심리활동으로 표현하
면서 인생의 감회를 그 사이에 기탁하였다면 백박의 곡에서는 사랑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묘사하여 기탁의 여지를 조금도 남겨두지 않았다.22) 그래서 梁乙
眞은 ≪元明散曲小史≫에서 백박의 이러한 서정적 기교를 대단히 높게 평가
하였던 것이다.23) <題情> 제2수( 鬢雲懶理鬆金鳳 )와 제3수( 慷拈粉扇閑金
縷 )에는 독수공방하는 규중여인의 간절한 그리움과 깊은 수심이 세밀하게 묘
사되어 있어 표현수법이나 정서적인 면에서 위의 제1수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비해 위의 두 번째 소령 <題情> 제4수는 부모님의 반대에 부딪힌 한
여인이 봉건예교의 속박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자유로운 사랑을 쟁취하겠다는
결심을 표명한 것으로 언어는 통속적인 口語를 사용하여 발랄하면서도 民歌的
색채가 농후하다. 일반적으로 고대 중국의 청춘남녀들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
로 이성교제나 혼인문제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고 대체로 부모님의 결정에 순
종적이었다. ≪詩經≫에 등장하는 한 소녀는 자기를 만나러 온 情人을 향해,
둘째 도련님, 우리 마을 넘지 마시고, 우리 집 버드나무 꺾지 마세요. 어찌
그것이 아까워서 일까요, 저의 부모님이 두려워서예요. 둘째 도련님이 그립지
만, 부모님 말씀도 두려워요. 24)라고 하며 만류하였다. 여기에는 부모님의 결
정을 감히 거부하지 못하고 두려워서 순종해야 하는 나약한 여인의 형상이 나
타나 있지만, 위의 소령에는 어머니의 반대가 심하면 심할수록 사랑의 정이 더
욱 깊어져 봉건예교에 강력하게 맞서려는 강인한 여인의 이미지가 부각되어 있
다. 이러한 강인한 여주인공 형상은 바로 백박의 유명한 잡극 <牆頭馬上>에
등장하는 여주인공 李千金을 연상케 한다. 이 소령은 원대 문인이 사랑을 노
래한 산곡 중에서 보기 드문 佳作의 하나라 할 수 있다.25) <題情> 제5수( 笑
將紅袖遮銀燭 )와 제6수( 百忙裏鉸甚鞋兒樣 )에 표현된 남녀간의 사랑은 앞
의 작품들에 비해 상당히 직설적이고 통속적이어서 원대산곡의 주요 특색인 本
22) 李昌集 ≪中國古代散曲史≫(上海, 華東師範大學出版社, 1991), 492쪽 참조.
23) 梁乙眞 ≪元明散曲小史≫(北京, 商務印書館, 1998), 111쪽 참조.
24) <將仲子>: 將仲子兮, 無逾我里, 無折我樹杞. 豈敢愛之, 畏我父母. 仲可懷也, 父母
之言, 亦可畏也. (≪詩經․鄭風≫)
25) 賀新輝 ≪元曲鑑賞辭典≫(北京, 中國婦女出版社, 1988), 17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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色이 선명하게 잘 나타나 있다. 이렇게 대담하면서도 솔직한 애정 표현은 관한
경이나 마치원과 같은 書會出身 작가들의 작품에서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지만 盧摯와 같은 전통문인 출신 작가들에게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雙調․得勝樂]
나 홀로 잠자리에 드니,
꿈속에 빠지기 어려워,
잠결에도 마음속이 공허하다.
여섯 폭 비단치마 헐렁해지고,
백옥 같은 팔찌도 느슨해졌네.
(獨自寢, 難成夢, 睡覺來懷兒裏抱空. 六幅羅裙寬褪, 玉腕上釧兒鬆.)
혼자서 왔다 갔다 하느라,
발자국으로 길까지 생겼건만,
헛걸음만 천만번이나 했네.
좀 더 빨리 알려주지 않을래요?
날이 밝을 때까지 미루지 마시고요.
(獨自走, 踏成道, 空走了千遭萬遭. 肯不肯疾些兒通報, 休直到教擔閣得天明了.)

이 소령은 [雙調․得勝樂] 4수 중 제1수와 제2수이다. 제1수에서는 사랑하
는 낭군을 그리워하다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핼쑥해진 여인의 안타까운
모습을 묘사하였고, 제2수에서는 남자 주인공이 첫눈에 반한 여인을 수천 번이
나 찾아가서 구애하는 간절한 마음을 노래하였다. 제3수와 제4수도 멀리 있는
낭군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는 여인의 그리움을 묘사한 것으로 제1수에서 느
껴지는 정서와 비슷하다. 이 4수는 대체로 소박하고 담담한 필치로 묘사하였지
만 거기에 담긴 여인의 閨思는 깊고 애틋하다.
이외에도 [仙呂․點絳脣] 투수와 [小石調․惱煞人] 투수에서도 남녀간의
사랑을 노래하였는데, [仙呂․點絳脣] 투수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멀리 보내고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여인의 哀怨과 애틋한 그리움이 완곡하게 잘 나
타나 있고, [小石調․惱煞人] 투수에서는 宋元 시대에 널리 알려진 풍류서생
雙漸과 기생 蘇卿의 사랑이야기를 빌어 작자의 고독한 심정과 悲愁를 노래하
였다. 과거시험 보러 간 사이에 사랑하는 蘇卿이 江西의 차 장사꾼 馮魁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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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려갔다는 사실을 알고 雙漸은 빼앗긴 사랑을 되찾기 위해 밤배를 타고 蘇卿
을 찾아 나서는데, 이 투수에는 그 과정에서 蘇卿을 잊지 못해 애타게 그리워
하는 雙漸의 근심어린 마음이 처량하게 묘사되어 있다. 특히 이 투수의 [么]
에서 인간에게 어찌 만남과 헤어짐이 없겠는가! 이별의 정서를 생각하니, 세
상에서 오직 나 혼자 뿐일세. 26)라고 한 것과 [尾聲]에서 작은 배가 갈대꽃
을 지나갈 때, 노 젓는 소리에 큰소리로 화답하지 마라. 잠자는 원앙이 놀라
흩어지며, 나처럼 서로 헤어져 날아갈 테니까. 27)라고 한 것을 보면, 이 투수
는 단순히 雙漸과 蘇卿의 사랑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를 빌어
백박 자신의 쓸쓸한 심정을 비유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녀간의 사랑을
노래한 곡들이 대부분 代言體 형식으로 여인의 그리움과 한을 노래한 데 비
해, [小石調․惱煞人] 투수는 [雙調․得勝樂]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
가는 남자의 마음을 세밀하게 묘사한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남녀간의 사랑을 묘사한 작품은 관한경이나 마치원의 戀情類 산곡에
서 흔히 볼 수 있는 직설적이면서 이해하기 쉬운 통속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언
어적인 측면에서 산곡의 本色을 잘 구현한 것들이다. 그러나 원대산곡에는 간
혹 남녀간의 정을 너무 노골적으로 묘사하여 심후하거나 함축적이지 못하고 경
박함으로 흐름으로써 鄭騫이 말한 纖條의 폐단 28)을 범한 게 있지만, 백박
에게는 그러한 폐단을 범하여 정당한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것이 보이지 않으
니, 남녀간의 사랑을 묘사한 백박의 산곡은 樂而不淫의 작으로 雅俗을 겸비하
였다고 할 수 있겠다. 자유로운 사랑을 추구하고 봉건예교를 반대한 백박의 산
곡에는 그의 적극적이고 진보적인 애정관이 반영되어 있으며, 이것들은 앞서
논술한 嘆世의 곡보다 훨씬 더 생동적이고 활발하게 묘사되었을 뿐만 아니라
民歌 특유의 참신함도 함께 갖추고 있다.
26) 白樸 [小石調․惱煞人] 套數: [么] 人間豈無成與破, 想别離情緖, 世界裏只有俺一
箇. (≪全元散曲≫一)
27) 白樸 [小石調․惱煞人] 套數: [尾聲] 蘭舟定把蘆花過, 橹聲省可裏高聲和. 恐驚散
宿鴛鴦, 兩分飛也似我. (≪全元散曲≫一)
28) 鄭騫 <詞曲的特質>; ≪古今文選≫ 1968年新 第169期, 3-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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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藝人의 자태와 기예
藝人의 자태와 기예를 묘사한 작품은 [越調․小桃紅] 1수(<雲鬟風鬢淺梳
粧>)와 [雙調․駐馬聽] <吹彈歌舞> 4수가 있다. 여기에서 [雙調․駐馬聽] 4
수는 앞서 언급한 백박산곡의 3분류설이나 8분류설에서 모두 詠物로 분류되었
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吹彈歌舞>의 묘사 대상은 사물이 아니라 악
기를 연주하거나 歌舞를 연출하는 사람의 자태나 기예임을 알 수 있기에 본
연구에서 藝人의 자태와 기예 라는 항목을 새로이 설정하여 歌姬 趙氏의 자
태와 노래 부르는 기예를 묘사한 [越調․小桃紅] 1수와 함께 이 항목으로 분
류하였다. [越調․小桃紅] 1수와 <彈> <歌> <舞>의 주인공은 여인이지만
<吹>에는 피리를 연주하는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타나 있지 않아 분류
항목에서 藝人 이라 하였다.
[雙調․駐馬聽] 吹
바위를 깨뜨리고 구름을 뚫을 듯,
옥피리 소리는 더욱 맑고 청아한데,
서리 내리는 밤하늘 광활한 사막,
鹧鸪는 바람 타고 비스듬히 날아가네.
鳳凰臺 위로 저녁구름 드리울 제,
놀란 매화는 석양에 떨어지는 눈 같고,
인적은 고요한데,
피리소리에 江樓의 달도 지는구나.
(裂石穿雲, 玉管宜横清更潔. 霜天沙漠, 鷓鴣風裏欲偏斜. 鳳凰臺上暮雲遮,
梅花驚作黄昏雪. 人静也, 一聲吹落江樓月.)

이 소령에서는 피리소리에 대한 찬미를 통하여 피리 연주자의 정교한 기예
와 미묘한 예술효과를 표현하였으며, 풍부한 상상력과 과장적인 언어를 운용하
여 피리소리와 연주자의 형상을 두드러지게 부각시켰다. 피리소리의 아름다움
을 묘사하면서도 그것을 직설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일련의 많은 형상화된 비유
법으로 표현하였으니 이 소령의 예술적 구성은 대단히 뛰어나다 하겠다. [雙
調․駐馬聽] <彈>에서는 비파 연주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면서 中唐詩人 白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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易의 <琵琶行> 전고를 운용하여 비파현의 高雅한 선율에 쓸쓸한 분위기를 더
욱 고조시켰고, <歌>에서는 앞소리는 서서히 밝아져 들보를 맴돌고 29) 작은
누각엔 밤새워 구름이 오락가락 하네 30)라고 하여 귓전에 계속 맴도는 아름다
운 노랫소리를 비유한 餘音繞梁 과 초목을 감동시키고 지나가던 구름을 머물
게 하였다는 秦나라 가수 秦靑의 전고를 운용하여 高雅하고 감동적인 노랫소
리를 찬미하였으며, <舞>에서는 漢 成帝의 황후 趙飛燕에 버금가는 아름다운
무용수의 매혹적인 자태를 형용하였다. 이러한 藝人의 자태와 기예를 묘사한
작품에서 백박은 섬세하면서도 시원시원한 표현기교에 적절한 비유법과 다양한
전고를 운용하여 곡의 운치와 예술성을 한층 심화시켰다.
제재별로 살펴본 백박의 산곡은 남녀간의 사랑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自然
風景, 嘆世, 藝人의 자태와 기예 순이다.31) ≪全元散曲≫에 수록된 산곡 중
에서 자연풍경을 노래한 敍景類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남녀간의 사랑과 閨
怨․閑適 등을 포함한 서정류인 것을 보면,32) 백박의 산곡에 운용된 제재는
원대산곡에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정서를 바탕으로 하면서 관한경․마치원․
노지 등의 산곡에 나타나 있는 정서와도 기본적으로 그 맥을 함께 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백박의 산곡에는 원대 전기의 대표적인
산곡작가였던 관한경이나 마치원과는 또 다른 일면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난봉꾼의 영수이자 방랑객의 우두머리라 자처했던 관한경은 그 명성에 걸맞게
애정류의 작품이 절대적으로 많은 가운데 자연풍경류가 그 뒤를 잇고 있으며,
정치적으로 뜻을 이루지 못해 懷才不遇한 신세를 한탄했던 마치원은 嘆世와
退隱의 작품이 단연 압도적인 가운데 자연풍경류가 그 뒤를 잇고 있다.33) 이
29) 白樸 [雙調․駐馬聽] <歌>: 前聲起徹繞危梁. (≪全元散曲≫一)
30) 白樸 [雙調․駐馬聽] <歌>: 小樓一夜雲來往. (≪全元散曲≫一)
31) 만약 본고의 연구대상에서 제외한 6수를 포함시켜 41수의 작품을 함께 분류하면 그 순
서는 自然風景(15수), 남녀간의 사랑(12수), 嘆世(8수), 藝人의 자태와 기예(6수)로
自然風景이 남녀간의 사랑보다 3수 더 많다. 구체적으로 이 6수를 제재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嘆世 1수: [仙呂․寄生草] <飮>, 自然風景 4수: [越調․天淨沙] <春>
<夏> <秋> <冬>, 藝人의 자태와 기예 1수: [仙呂․醉中天] <佳人臉上黑痣>.
32) 曾永義 ≪元人散曲≫(臺灣, 博益出版集團有限公司, 1984), 16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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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왴두머대부 출신으로 詞曲 창작에 두루 능했던 백박은 애정류와 자연풍
경류가 주축을 이루면서 嘆世가 그 뒤를 잇고 있지만 관한경이나 마치원처럼
어느 한쪽에 특별히 쏠리는 경향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그렇다고 하여 제재의
범위가 그들보다 더 다양하거나 작품수가 더 많은 것도 아니다. 이로부터 한편
으로 보면 백박은 관한경이나 마치원에 비해 산곡창작의 제재 운용이라는 측면
에서 그다지 뚜렷한 특색을 갖추지 못했다고도 할 수 있겠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백박을 관한경이나 마치원처럼 특정한 제재에 너무 치중하지 않고 제재를
고르게 운용한 작가라고도 할 수 있겠다. 산곡연구 초기에 백박의 산곡에 관한
연구가 주로 풍격방면에 집중되면서 그가 호방파나 청려파로 분류되기도 한 이
유도 바로 그의 이러한 제재 운용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백박의 산곡에 표현된 내용은 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협소한 편이다.
중국 전통운문의 새로운 한 양식으로 완전히 자리를 굳힌 사는 言志와 사회적
효용을 중시하는 시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서정은 물론이고 국가와 민족적인 문
제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묘사의 대상으로 삼게 되었지만, 俚歌俗曲의 태를
갓 벗고 나와 정통문학의 반열에 오르지 못한 산곡은 전통적인 문학이론과 문
학관점의 편견으로 文人雅士들이 이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관점을 표현하거나
국가대사를 반영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다. 백박도 관한경․마치원․노지 등
과 마찬가지로 이민족의 군림, 국가패망, 가정파탄의 국면에 직면하여 산곡 속
에서는 정치에 대해 함구하였던 것이다.
또 백박의 산곡에는 관한경과 마치원의 산곡에 표현된 자아고백의 내용도
보이지 않는다. 관한경은 유명한 [南呂․一枝花] <不伏老> 套數에서 자신을
일러, 나는 온 천하 난봉꾼의 영수요, 온 세상 방랑객의 우두머리라네. 젊은
얼굴 언제나 여전하길 갈망하여, 꽃 속에서 세월을 보내고, 술 속에서 근심을
잊었다오. 34) 나는 쪄도 문드러지지 않고 삶아도 익지 않으며 쳐도 납작해지
33) 馬顯慈의 통계에 의하면 關漢卿의 산곡 제재는 애정류가 53.5%이고 그 다음이 경물
묘사 15.7%, 여인의 정태 15.2%, 退隱 10.5%이다. 馬致遠의 경우는 嘆世와 退隱
이 32.6%이고 그 다음이 경물묘사 15%, 애정류 14.5%, 여인의 정태 5.5%, 사물의
정태 7.7%, 懷才不遇 3.7%이다.(≪關漢卿白樸馬致遠三家散曲之比較硏究≫, 北京,
中華書局, 2004, 111-1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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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볶아도 터지지 않는 소리 쟁쟁한 한 알의 銅豌豆라오. 35)라고 고백
하였고, 마치원은 곳곳에서 자신의 심경을 토로하면서 나는 반평생을 헛되이
보냈다. 36) 나는 본래 풍월주인. 37) 하늘에 오를 사다리 없음을 한스러워
하노라. 38) 아들 딸 성혼시킨 후에, 산림으로 돌아가리. 39)라고 하면서 자
신의 심경을 침통하게 토로한 바 있다.
백박은 일찍이 친구 왕박문에게 자신의 詞集 ≪天籟集≫의 서문을 부탁하
면서, 作詩는 唐人에 미치지 못하여 시에 대해서는 함부로 논할 수 없었지만
長短句에는 평생의 뜻을 두고 있었기에 한가할 때마다 짬을 내어 200수를 지
었으니 그대에게 서문을 부탁합니다. 40)라고 하였다. 백박은 자신의 장단구,
즉 사에 대해서는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직접 사집을 편집하고 절친한 친구
에게 서문까지 부탁하였지만, 산곡은 그 어디에도 수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
라 그에 관한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당시에 백박은 사와 산곡의 차
이에 대해 명확한 인식과 견해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미 시와 더불어 운문의
주류가 된 사에 비해 맹아기 단계를 막 벗어나 아직 보편적인 문학양식의 하나
로 자리 잡지 못한 산곡은 그다지 중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백박의 산곡에 자아고백의 내용이 없다는 점은 산곡에 대한 그의 이러한 인식
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백박 자신은 산곡보다는 사를 훨씬
중시하였지만 그의 사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중국문학사에서 그는 정작 사
보다는 곡에서 더욱 많은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은 실로 아이러니라 아니할 수
없다.
34) 關漢卿 [南呂․一枝花] <不伏老> 套數: [梁州] 我是箇普天下郞君領袖, 蓋世界浪子
班頭. 顧朱顔不改常依舊, 花中消遣, 酒內忘憂. (≪全元散曲≫一)
35) 關漢卿 [南呂․一枝花] <不伏老> 套數: [尾] 我是箇蒸不爛煮不熟搥不匾炒不爆響璫
璫一粒銅豌豆. (≪全元散曲≫一)
36) 馬致遠 [雙調․蟾宮曲] <嘆世>一: 東籬半世蹉跎. (≪全元散曲≫一)
37) 馬致遠 [雙調․淸江引] <野興> 八: 東籬本是風月主. (≪全元散曲≫一)
38) 馬致遠 [南呂․金字經] <夜來西風動>: 恨無上天梯. (≪全元散曲≫一)
39) 馬致遠 [雙調․新水令] <題西湖> 套數: [一錠銀] 自賽了兒婚女嫁, 却歸來林下.
(≪全元散曲≫一)
40) 王博文 <天籟集原序>: 作詩不及唐人. 未可輕言詩, 平生留意長短句, 失散之餘, 僅
二百首, 愿吾子序之. (≪天籟集≫卷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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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曲牌의 운용 양상과 그 특징
백박이 소령 31수에 사용한 宮調는 [中呂]․[雙調]․[越調]이고 曲牌는
모두 7調로 [陽春曲](10수)․[得勝樂](8수)․[天淨沙](4수)․[駐馬聽](4
수)․[慶東原](3수)․[小桃紅](1수)․[沈醉東風](1수)이다. 여기에서 그와
동시대이거나 약간 뒷시대 작가인 關漢卿(宮調 6, 曲牌 10), 馬致遠(宮調
5, 曲牌 12), 盧摯(宮調 7, 曲牌 13)에 비하면 소령에 운용한 궁조와 곡패
의 수가 모두 훨씬 적지만, 그보다 시대가 앞선 초기 산곡작가인 元好問(9수,
宮調 4․曲牌 4), 楊果(11수, 宮調 1, 曲牌 1), 劉秉忠(12수, 宮調 2, 曲
牌 2) 등에 비하면 작품 수는 물론이고 궁조나 곡패의 운용도 많이 다양해졌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부터 유추해 보면 원호문을 비롯한 전통문인
출신 작가들이 산곡을 새로운 운문의 한 양식으로 인식하여 문단에 등장시킨
이후, 백박은 관한경․마치원․노지 등 書會出身 작가나 전통문인 출신으로
산곡을 다작한 작가들에게 왕성한 창작활동의 길을 터 준 교량적 역할을 하였
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宮 調
中 呂
雙 調
越 調
3宮調

【표1】백박의 소령에 사용된 궁조와 곡패

曲 牌
陽春曲
得勝樂
駐馬聽
慶東原
沈醉東風
天淨沙
小桃紅
7調

曲數
10
8
4
3
1
4
1
31首

備 考
小令․套數 兼用(일명 喜春來)
小令․雜劇 兼用
小令․套數 兼用
小令․套數 兼用
小令․套數 兼用
小令․套數 兼用
小令․套數 兼用(일명 連理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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曲 牌
陽春曲
得勝樂
駐馬聽
慶東原
天淨沙
小桃紅
沈醉東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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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백박의 소령에 사용된 곡패의 운용 비교표
白樸
10
8
4
3
4
1
1

元好問 關漢卿
4

5

盧摯
6

1
13

馬致遠 全元散曲
6
148
9
4
6
54
1
107
4
109
132

≪全元散曲≫에 수록된 작품을 기준으로 원대 산곡작가들이 소령에 가장
즐겨 사용한 곡패는 [蟾宮曲](일명 [折桂令])․[湘妃怨](일명 [水仙子])․
[壽陽曲](일명 [落梅風])․[寨兒令](일명 [柳營曲])․[淸江引]․[朱履曲]
(일명 [紅綉鞋])․[陽春曲](일명 [喜春來]) 등의 순이고, 위의 【표1】과
【표2】에서 보듯이 백박이 즐겨 사용한 곡패는 [陽春曲]․[得勝樂]․[駐馬
聽]․[天淨沙]․[慶東原] 순이다. 여기에서 백박이 소령에 운용한 곡패의 특
징을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백박은 원대 산곡작가들이 가장 즐겨 사용한 [蟾宮曲]․[湘妃怨]․
[壽陽曲] 등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는 관한경도 마찬가지이지만 마치원과 노
지가 [壽陽曲](31수)과 [蟾宮曲](55수)을 각각 가장 많이 사용한 것과는 다
르다. 그러나 백박이 소령에 사용한 곡패를 관한경은 [沈醉東風] 외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지만 마치원은 대체로 많이 사용한 편이다.
둘째, 백박이 가장 많이 사용한 [陽春曲](10수)은 원호문(4수)과 노지(6
수)가 자주 사용한 곡패이기도 하다. 위에서 백박은 원대산곡 발전 초기에 산
곡의 雅化(詩詞化)를 선도한 원호문을 계승하여 노지로 이어주는 중요한 교량
적 역할을 하였다고 유추하였는데 이는 이러한 곡패의 운용 상황을 통해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셋째, [得勝樂]과 [駐馬聽]은 백박 외에 다른 작가들의 소령에는 사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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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得勝樂]은 소령․잡극 겸용곡이고 [駐馬聽]은 소령․투수 겸용곡인
데 여기에서 백박은 散套나 劇套의 過曲으로 사용되던 곡을 산곡 소령으로 재
창작함으로써 소령 곡패의 운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갔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곡패의 운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백박은 원대산곡의 일반적인 경향과는
다소 다른 독특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산곡의 雅化(詩詞
化)를 선도한 원호문․노지 등 전통문인 출신 작가들과는 같은 계보를 형성하
면서 호방파 산곡을 대표하는 마치원과도 일맥상통한 일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다. 그런데 원대산곡의 本色을 가장 잘 구현하면서 청려파 산곡을 대표하는
관한경과는 [沈醉東風]을 제외하고는 전혀 다른 곡패를 운용하였지만 그의 산
곡에 청려한 요소가 많다는 점은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다. 백박은 어린 시절
원호문의 가르침을 받으며 자랐고 노지와는 처남매부 관계에 있으면서 원호문
→ 백박 → 노지로 이어지는 산곡 雅化(詩詞化)의 한 흐름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풍격상에서 청려함이 많은 가운데 호방함도 함께 구비함으로
써 마치원․관한경과도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동시에 가지게 되었는데, 이러한
사실은 위에서 분석한 곡패의 운용에 나타난 특징을 통해서도 그 일면을 충분
히 발견할 수 있다. 백박의 소령에 사용된 7調의 곡패 중 소령 전용곡패는 하
나도 없고 소령․투수 또는 소령․잡극 겸용곡패만 있으니, 이는 또한 곡패의
운용이라는 측면에서 백박이 잡극을 겸작한 작가로서 원호문․노지 등의 전통
문인 출신 작가들과 확연히 구분되는 점이기도 하다.
宮 調
仙 呂
大石調
小石調
雙 調

【표3】백박의 散套에 사용된 套式

套
式
點絳脣-么-混江龍-穿窗月-寄生草-元和令-上馬嬌煞
靑杏子-歸塞北-好觀音-么-結音
惱煞人-么篇-伊州遍-么篇-尾聲
喬木査-么-掛塔沽序-么-么-尾

曲數
1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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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박이 散套 4수에 사용한 궁조는 [仙呂]․[大石調]․[小石調]․[雙調]이
고 여기에 사용된 네 가지 套式은 위의【표3】과 같다. 여기에서 [仙呂․點絳
脣] 套는 散套와 劇套에 모두 자주 사용되던 대표적인 套式이고, [大石調․
靑杏子] 套는 散套에서만 비교적 자주 사용되던 套式이며, [小石調․惱煞人]
과 [雙調․喬木査] 套는 백박 외에 다른 작가들의 散套와 劇套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 여기에서 백박의 散套는 비록 4수밖에 없지만 그 4수 모두 套式
의 성향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산곡의 套式이 아직 완전히 정
착되지 않았던 시기에 그가 여러 가지 산곡의 套式을 다양하게 운용하려고 시
도함으로써 散套의 발전에도 일정한 기여를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Ⅳ. 散曲作品에 투영된 처세태도
北宋 이래로 중국의 북방지역은 끊임없는 전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었기
에 이로 인한 北人들의 국가와 민족에 대한 인식은 南人들과 사뭇 다른 양상
을 보였다. 즉, 거란족과 여진족의 북방지역 정복에 이어 세계를 제패한 몽고
족의 전중국 통일전쟁으로 여러 차례 시대적 동란을 겪어야만 했던 북방지역의
漢族 지식인들에게는 南宋의 유민들과 같은 강렬한 민족의식은 없고 의기소침
한 허무주의적 感傷만 가득하였다. 이에 남송의 유민들은 詩詞를 통해 나라와
가정이 파괴된 데 대한 억누를 수 없는 悲憤을 표출하였지만, 金나라 유민들
의 詩詞와 산곡에서는 그러한 강렬한 민족적 정서를 찾아보기 어렵다. 南宋의
충신 文天祥은 당당하게 <正氣歌>를 부르며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데 비해 金
王朝에서 고위관직을 역임했던 대문호 원호문은 오히려 中書令 耶律楚材에게
편지를 써서 여러 인재들을 추천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조 쿠빌라이에게 儒敎
大宗師라는 존호를 바쳤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해준다.
백박의 부친 白華는 금왕조에서 樞密院判官을 역임하였고 開封이 몽고군의
수중에 넘어갔을 때는 哀宗의 피난길을 수행하는 관리로 선발되기도 하였지만
金이 망하자 몽고군 투항 장수 史天澤과 張柔에게 의탁함으로써 사실상 몽고
군의 통치에 동조하였으며, 그에게 정신적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스승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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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문조차도 금왕조에 대한 충정이나 특별한 민족적 저항의식 없이 몽고군의 통
치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汴京이 함락된 후부터 1275년 사천택이 세상을 떠
날 때까지 40여 년간 백박 일가는 시종 사천택․장유 집안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백박도 일생동안 元王朝의 중상류층 인사들과 폭넓은 교류를
가졌다. 이로 인하여 그는 몽고의 천하통일과 중원통치에 대해 비판적이기 보
다는 때로는 옹호적이면서 찬양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으니, 이러한 예는
[春從天上來]( 樞電光旋 ), [水龍吟]( 壯懷千載風雲 ), [鳳凰臺上憶吹簫]
<題闕>, [西江月]( 過隙光陰流轉 ) 등 국가대사를 반영한 그의 詞作을 통해
그 일면을 간간이 찾아볼 수 있다.41) 물론 이는 당시에 많은 은덕을 입었던
사천택․장유 집안과의 관계를 고려한 백박이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이중적인 처세태도로 이해된다. 그렇다고 하여 백박이 이민족
의 지배하에 들어간 혼란한 시대적 현실에 직면하여 그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일반 민중들을 결코 외면하지는 않았으며, 이러한 정치적 입장이나 사상적 경
향도 [木蘭花慢] <己丑送胡紹開王仲謀兩按察赴浙右閩中任>, [滿江紅] <用
前韻留別巴陵諸公, 時至元十四年冬>, [朝中措]( 田家秋熟辦千倉 ) 등의 詞
作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일정 부분 잘 반영되어 있다.42) 그러나 백박의 행적
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한 王博文과 孫作의 ≪天籟集≫ 서문에는 백박
이 원왕조에 대해 옹호적이었다거나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고 언급한 말을 찾아 볼 수 없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견문이 늘어나고 학문이 넓어졌다. 그러나 어린 시절 喪亂을
겪고 갑자기 모친을 여읜 탓에 온 山川에 탄식이 가득하였다. 나라가 망하자 항
41) [春從天上來]( 樞電光旋 )에서는 元 世祖 쿠빌라이의 53세 생일을 축하하였고, [水龍
吟]( 壯懷千載風雲 )에서는 史樞의 西川 정벌을 칭송하였으며, [鳳凰臺上憶吹簫]
<題闕>에서는 몽고의 통일대업과 공훈을 세운 張柔를 찬양하였고, [西江月]( 過隙光陰
流轉 )에서는 남송을 멸망시킨 원왕조의 전중국 통일을 찬양하였다.
42) [木蘭花慢] <己丑送胡紹開王仲謀兩按察赴浙右閩中任>에서는 현실정치가 깨끗해지길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였고, [滿江紅] <用前韻留別巴陵諸公, 時至元十四年冬>에서는
岳陽樓의 흥망성쇠에 대한 감탄을 빌어 원나라 군대가 岳陽에서 일으킨 대량 학살사건
을 암시하였으며, [朝中措]( 田家秋熟辦千倉 )에서는 메뚜기 피해로 살 곳을 잃고 전
국을 떠돌며 고통 받는 백성들에게 깊은 동정을 표하면서 풍년을 기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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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침울하고 즐겁지 않아 육신은 정처 없이 떠돌며 제멋대로 살아가길 바랐다. 中
統 초에 開府史公 史天澤이 그를 조정에 천거하였으나 재삼 사양하고는 초라한
집에 은거하여 榮利를 멸시하였다.43)
돌이켜보면 그는 먼저 金의 世臣으로 멀리 물러나 은거함으로써 자기 절개를
내세우려고도 하지 않았고 爵祿으로써 자기 몸을 더럽히려고도 하지 않았다. 이
에 자기를 굽히고 뜻을 낮추어 玩世滑稽 하였으며, 金陵으로 이주한 후에는 여러
遺老들을 따라 山水에 정을 쏟다가 날마다 詩酒優遊 하면서 고상한 마음으로 천
하를 잊었다.44)

백박의 삼십년 知己 왕박문과 元末의 학자 손작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백박의 처세태도는 名利를 간파하고 은거하여 玩世滑稽․詩酒優遊 했다는 것
으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 여기에서 손작이 말한 玩世滑稽와 詩酒優遊는 원대
의 한족 지식인들의 보편적인 정서이기도 하다.
玩世는 ‘세상을 조롱하다(업신여기다)’는 뜻이고, 滑稽는 현실에 유연하게
순응하다는 뜻이다.45) 따라서 玩世滑稽란 세상을 조롱하며 현실에 유연하게
순응한다는 의미가 되겠다. 玩世는 고대 중국의 士人들이 현실을 도피하지 않
고서도 가치관을 떨어뜨리지 않았던 일종의 생존방식이자 처세철학이었다. 그
것은 儒家와 道家思想의 기본적인 처세 원칙을 중화시켜 초탈을 바라면서도
속세에 연연하는 士人들의 곤경을 해소시켜 주었으며, 이로 인하여 예로부터
이러한 이치를 본받고자 했던 文人學士들은 적지 않았다.46) 역대로 玩世의
전형적인 인물로는 滄浪의 물이 맑으면 내 갓끈을 씻겠고, 滄浪의 물이 흐리
면 내 발을 씻겠노라. 47)라고 외친 漁父로부터 시작하여, 세속에 몸을 담고
43) 王博文 <天籟集原序>: 未幾, 增長見聞, 學問博覽. 然自幼經喪亂, 倉皇失母, 便有山
川滿目之歎. 逮宋亡, 恒鬱鬱不樂, 以故放浪形骸, 期於適意. 中統初, 開府史公將以
所業力薦之於朝, 再三遜謝, 棲遲衡門, 視榮利蔑如也. (≪天籟集≫卷上)
44) 孫作 <天籟集序>: 顧其先爲金世臣, 旣不欲高蹈遠引以抗其節, 又不欲使爵祿以汚其
身. 於是屈己降志, 玩世滑稽. 徙家金陵, 從諸遺老放情山水間, 日以詩酒優遊, 用示
雅志以忘天下. (≪天籟集≫卷上)
45) 滑稽의 우리말 의미는 ‘익살을 부리는 가운데 어떤 교훈을 주는 일’이고, 중국어에서도
그러한 명사적 의미와 ‘익살맞다(익살스럽다)’라는 형용사적 의미로 많이 사용되지만 여
기서는 ‘圓轉順俗’이란 의미로 사용되었다.
46) 趙維江 <論白樸詞的文化心理內涵>; ≪殷都學刊≫, 2001年, 65쪽.
47) 屈原 <漁父詞>: 滄浪之水淸兮, 可以濯吾纓, 滄浪之水濁兮, 可以濯吾足. (≪楚辭章
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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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면서도 金馬門에 이름이 오르는 영달을 피한 ≪史記≫ 滑稽類의 대표적
인 인물 東方朔, 호탕한 기질로 세상을 조롱하며 군주 앞에서도 머리를 굽히
지 않은 唐代의 위대한 시인 李白 등을 손꼽을 수 있다. 이러한 玩世的 처세
전통은 역사적 흐름을 따라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다가 이민족의 지배라는 특수
한 시대적 환경에 처한 원대 한족 지식인들, 그중에서도 특히 산곡작가들의 보
편적인 사상경향의 하나가 되었다.
백박은 일찌감치 官途의 험난함과 名利의 허망함을 간파하고 是非가 전도
된 사회에서 누가 옳고 그른지를 분명히 알았기에 그의 산곡에는 예외 없이 이
러한 玩世的 처세태도가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백박의 산
곡에는 자아고백의 내용도 없고 정치적 관점을 표명한 것도 없기 때문에 산곡
작품을 통해 그의 처세태도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고, 단지 7
수의 탄세작품과 자연풍경을 노래한 <對景> 등의 투수를 통해 그가 어떠한 마
음가짐으로 난세를 대하고 행동하였는지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먼저 [雙調․喬木査] <對景> 투수 [么]에서 그는 세월은 유수처럼 흘러, 모
두 다 없어지니, 예로부터 호걸들의 세상을 뒤흔든 공명도 결국은 전부 허사일
뿐. 48)이라 하염없이 탄식하고, 모두의 간절한 소망인 名利를 달팽이 촉수나
파리머리처럼 하찮게 보고 부귀영화를 꽃밭의 나비나 一場春夢에 비유하였다.
그리고 [雙調․慶東原] <忘憂草>에서는 그대에게 일찍 관직을 버리라고 권
하노라. 49)라고 하여 사람들에게 세상의 고뇌를 벗어나고 싶으면 일찍 관직을
버리고 歸隱하여 시끄러운 세상 밖에 살면서 조용하고 유유자적한 생활을 보
낼 것을 일깨워 주었으며, [雙調․沈醉東風] <漁夫>에서는 인간세상의 萬戶
侯를 멸시하며, 자욱한 물안개 속에 낚시하는 무식한 어부여. 50)라고 하여 부
귀공명에 대한 멸시와 이상적인 어부생활에 대한 동경을 표출하였다. 백박이
본 당시의 세상은 결코 유가적 윤리도덕이 통용되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었기
48) 白樸 雙調․喬木査] <對景> 套數: [么] 歲華如流水, 消磨盡, 自古豪傑, 蓋世功名
總是空. (≪全元散曲≫一)
49) 白樸 [雙調․慶東原] <忘憂草>: 勸君聞早冠宜掛. (≪全元散曲≫一)
50) 白樸 [雙調․沈醉東風] <漁夫>: 傲殺人間萬戶侯, 不識字烟波釣叟. (≪全元散曲≫
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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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몽고족의 통치체제라는 당시의 정치 사회적 현실에 대해 할 말이나 불
만이 있어도 함부로 털어놓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中呂․陽春曲] <知幾>
제1수에서 영욕을 알면서도 입을 꽉 다물고, 누가 옳고 그른지 알아도 몰래
머리를 끄덕인다. 51)라고 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위태로운 사회에 살면서 그
는 닥쳐올 재앙을 미리 알아차리고 몸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여, 오
늘 술 있으면 오늘 취하고 52) 일 년 내내 風月과 함께 일신을 한적하게 보
내며 詩酒로써 천진무구하게 즐기는 53) 隱居樂道의 길을 자연스럽게 택하
였다. 이것이 바로 위에서 말한 玩世滑稽․詩酒優遊의 처세태도이다. 그러나
백박은 결국 전통 사대부 출신이었기에 그의 玩世에는 관한경이나 마치원에게
서 보이는 난봉꾼의 영수 나 風月主人 의 기질이 아닌, 萬事를 잊게 할 山
水自然을 벗하면서 詩酒를 즐기고 사계절 풍경을 좋아하는 전통 士人의 기풍
이 있다. 이러한 완세적 처세관은 그의 사와 잡극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났
으니, 사에서는 몸을 속세에 두고서 정신적으로 현실을 초탈하는 半隱半俗이
나 세상에 뜻을 두고 있지 않으면서도 세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중적 정서를
표출하기도 하였고, 잡극에서는 당시의 현실적인 제재를 전혀 다루지 않음으로
써 현실로부터의 탈피를 추구하면서도 전대의 제재를 빌어 당대의 현실에 다가
서고자 끊임없이 노력하였던 것이다.

Ⅴ. 맺음말
본고에서 연구대상으로 삼은 백박의 산곡 35수를 제재에 따라 분류하면 嘆
世, 自然風景, 남녀간의 사랑, 藝人의 자태와 기예로 나눌 수 있다. 제재의
운용면에서 보면 그와 동시대이거나 약간 뒷시대인 관한경이나 마치원․노지
등에 비해 다양하지는 못하지만 특별히 어느 한곳으로 치중하지 않았다는 특징
51) 白樸 [中呂․陽春曲] <知幾> 제1수: 知榮知辱牢緘口, 誰是誰非暗點頭. (≪全元散
曲≫一)
52) 白樸 [中呂․陽春曲] 知幾 제2수: 今朝有酒今朝醉 (≪全元散曲≫一)
53) 白樸 [中呂․陽春曲] 知幾 제3수: 四時风月一閑身, 無用人, 詩酒樂天眞 (≪全元
散曲≫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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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풍격면에서 호방한 가운데 청려함을 겸비한 것과 무관
하지 않아 보인다. 원곡사대가 중에서 연배가 가장 앞선 백박의 산곡은 내용과
형식면에서 이후의 호방파와 청려파 산곡에 모두 영향을 미쳤다. 嘆世와 남녀
간의 사랑을 묘사한 곡은 질박하고 자연스러우면서도 해학적인 운치가 있어 제
재와 언어․풍격적인 면에서 馬致遠과 貫雲石 등 호방파 산곡에 영향을 미쳤
고, 자연풍경을 묘사한 곡은 典雅하고 화려하여 張可久와 喬吉 등 청려파 산
곡의 선구가 되었다. 곡패의 운용양상을 살펴보면 백박은 ≪全元散曲≫에 수
록된 원대 산곡작가들의 일반적인 선호도와는 다소 다른 독특한 면모를 보였는
데, 이를 통해 백박은 원호문과 노지를 이어주는 교량적 역할을 하면서 산곡의
雅化(詩詞化)를 선도하였고, 이로 인하여 호방파의 대표작가인 마치원이나 청
려파의 대표작가인 관한경과는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동시에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왕박문은 백박의 처세와 관련하여 일생동안 玩世滑稽․詩酒優遊 했다고
평했지만, 이와 상반되게도 그의 ≪天籟集≫에는 원왕조의 통치를 찬양하거나
정책에 동조하는 내용과 민생의 질고를 반영한 작품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
는 당시의 실세였던 사천택․장유 집안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원왕조의
중상류층 인사들과도 폭넓은 교류를 가졌던 백박이 그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그러한 사를 창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러나 그의 산
곡에는 이러한 정치적인 입장을 표명하거나 현실을 반영한 작품이 보이지 않는
데, 이는 아직 보편적인 문학의 한 장르로 자리 잡지 못한 산곡의 한계성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文人雅士들의
관심을 덜 받던 산곡에 자신의 진실한 사상 감정을 자연스럽고 시원하게 토로
하였다고 볼 수도 있겠다. 다시 말하면 功名利祿에 관심을 두지 않고 유유자
적한 삶을 추구한 것이 백박의 일관된 처세태도였으며 그의 산곡에는 이러한
처세태도가 충실히 잘 반영되어 있다. 백박은 세상 이치를 간파하고 모든 功名
利祿을 부정하였지만 허무함 속으로 빠져들지는 않았다. 명문 사대부 출신으
로 유가의 전통적인 교육을 받은 백박은 본래 어린 시절부터 천하에 뜻을 두고
있었으나 나라가 망하고 모친을 여의게 되자 울적한 마음에 정처 없이 떠돌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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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분방한 생활을 추구했으며, 이러한 환경적 변화는 백박의 인생관과 처세태
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쳐 세상을 조롱하면서도 순응하고 몸은 속세에 있으면
서도 마음은 초탈하여 유유자적하게 玩世滑稽․詩酒優遊 하는 삶을 보내게
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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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白樸爲元曲四大家之一、散曲和雜劇的代表作家, 同時又長于塡詞,
有≪天籟集≫傳世. 淸末王國維在≪宋元戱曲史≫中說: 元代曲家, 自明以
來, 稱關馬鄭白. 然以其年代及造詣論之, 寧稱關白馬鄭爲妥也. 由此可知
他的散曲歷來爲人稱道, 而且他在元曲發展過程中的地位及其影響如何.
白樸的雜劇世人硏究較多, 詞的硏究, 這幾年也逐漸被人重視, 發表的論著
也日益增多, 唯有散曲只有很少的、零星的硏究文章.
據隋樹森所編≪全元散曲≫, 白樸的散曲共有四十一首(小令三十七
首、套數四首), 其中六首小令疑不是他之作. 白樸的散曲, 按題材和思想
內容, 大體上可以分爲四種類型, 卽嘆世、自然風景、男女戀情、藝人情態
與技藝. 其中表現自然風景和男女戀情的作品在白樸的散曲中占相當的比
重. 綜觀白樸散曲的內容, 我們可以得出如下的結論: 第一、嘆世之作流露
出了與世無爭, 隨遇而安, 期于適意的思想情緖. 第二、自然風景之作抒發
了對大自然的熱愛, 對生活的熱愛, 有靜有動、寓情于景. 第三、男女戀情
之作生動的寫出了戀念的情狀和心情, 文字非常通俗, 情調非常輕鬆, 可謂
雅而不俗、樂而不淫之作. 第四、藝人情態與技藝之作細緻而又饒有神韻,
風格淸俊, 文字爽利. 但是白樸散曲所表現的內容比其詞相對狹窄, 這與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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和散曲的體裁、傳統文風有着密切的關係.
白樸的散曲多格幷存, 淸麗之作頗多, 也不乏豪放之作. 而由于其中不
少攬入了詞境, 使得其曲的主導傾向是雅化(詩詞化). 白樸出身名門仕宦之
家, 身受儒家傳統的敎育, 所以他以傳統文學的言語形式對散曲的俚語加
以某種改造, 給以通俗爲特徵的散曲輸入了雅化的因素. 因而可以說, 白樸
將詩詞中的用典和融化前人詩意的方法運用于散曲, 帶來了其散曲雅化的
主導傾向, 將散曲拉入了詩詞化的軌道. 白樸對現實生活中的是是非非、
矛盾紛爭, 都采取袖手傍觀、聽之任之的態度, 而寧愿在吟詩讀書中消磨
歲月, 卽使過着淸貧的生活, 也感到風流自在. 他在嘆世之作表出了這種
玩世滑稽、詩酒優遊 的處世原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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