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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李商隱(813~858)은 쇠퇴해 가는 당 왕조 말기의 혼란 속에서 幕府 생활을 하

는 가운데 600여 수의 시를 남긴 표적인 晩唐 시기의 시인이다.1) 막부생활은 

관리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녹록한 생활이 아니었다. 47년의 인생 중에서 타향의 군

에서 27년을 생활했고, 그 와중에 시를 썼으니 그는 ‘幕府文人’이었다고 할 수 

있다.2) 그의 일생에 드리운 그림자는 懷才不遇로 인한 고통과 번민이었다. 李商隱

은 牛僧孺와 李德裕 일파 간에 벌어진 ‘牛李黨爭’으로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희

생되었고, 자신의 문장력으로 기회를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막부생활을 전전하다 

  * 성결 학교 인문 학 중문학과 교수

 1) 李商隱의 생몰연 는 자료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新⋅ 唐書》의 <李商隱傳>을 비

롯하여 관련 문헌 등을 종합하여 813년(唐 憲宗 元和7)~858년(唐 宣宗 大中12)으

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劉盟潭, <李商隱十八首無題詩詮釋策略之硏究>, 國立臺中師

範學院 석사학위논문, 2004. 252쪽).

 2) 金俊淵, <李商隱 桂州幕府 時期 詩 硏究>, 《중국어문논총》 제58집, 2013, 1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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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우한 일생을 마쳤다. 

흔히 이상은을 唯美主義 시인이라 부른다. 아마도 자신의 불우한 처지에도 불구

하고 그의 시세계가 다양하고 감상적이며 체로 서정적인 낭만성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현세의 소용돌이 속에서 스스로의 의지와 무관하

게 부침한 막부시인의 形役이 빚어낸 역설이 아니었을까.3) 그의 시는 感傷詩, 政

治詩, 愛情詩, 그리고 叙景詠物詩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데,4) 시가의 성

취는 매우 높고 역사⋅전고를 활용한 시나 ‘無題’라고 표제한 상당수의 시를 남겼

다. 전체 600여수 가운데 200여 수가 感傷詩 이고, 110여 수가 정치시며, 애정시

가 110여 수를 차지한다. 나머지는 叙景詠物詩로 매우 광범한 제재를 다루었다.5)

본고는 李商隱의 詩作 가운데 자주 등장하고 상징화된 소재에 주목하고, 이들을 

구조적으로 분석하여 시 전체에서 형상화 된 신화적 이미지를 포착하여 그 상징성

과 문학적 가치를 조명해보고자 한 것이다. 지금까지 이상은 시에 한 연구는 국

내외에서 적지 않게 이루어진 데에 비해 신화를 제재로 한 작품을 분석한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6) 필자는 종래의 李商隱 시 가운데 신화적 소재나 그 이미지

를 활용하고 있는 시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李商隱의 시에서는 작품 전반에 걸쳐 

자연물(花⋅蝶⋅鳥⋅鳳⋅鸞⋅柳⋅蟬⋅月/月光⋅雨), 사물(瑟, 爐, 煙, 燭), 시간

(斜陽, 夜, 曉, 春), 장소(亭⋅樓臺⋅山, 寺, 園, 宮), 감성(寒, 冷, 孤, 哀, 淚)

에 관한 표현은 傳承文學으로부터 비롯된 시어(嫦娥, 七夕, 杜鵑, 神劍, 長河, 八

駿馬, 咸池) 등과 결부되어 독특한 풍격을 만들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李商隱 詩

作에서 보이는 여러 시어들의 양상을 살펴보되, 특히 神話傳說 등의 소재나 이미

지를 수용하여 이루어진 李商隱 詩의 형식과 구조, 시어와 이미지 등의 결합 양상 

등을 주목하고자 한다. 그는 신화전설의 전고 등을 활용하여 기표(記標, signifian)

 3) 도연명은 ‘歸去來辭’에서 “旣自以心爲形役”라고 자신의 존재성을 ‘形役’이라 표현했다. 

빈미정, <도연명 독산해경13수의 신화수용과 의미>, 《인문학논총》 제16호, 2011, 

60-61쪽 참조. 이는 현실에 긴박되어 있는 李商隱의 처지와도 부합되는 듯하다. 현실

과 내면 간의 괴리가 두 시인을 唯美詩 혹은 田園詩로 들게 했을 것이다.

 4) 楊柳, 《李商隱評傳》, 江 人民出版社, 1981, 306쪽.

 5) 허세욱, 《중국고 문학사》, 법문사, 1986, 354쪽.

 6) 盧明瑜, <三李神話詩歌之探討>, 臺灣大學中國文學硏究所, 박사학위논문, 1999. 徐

玉舒, <李商隱詩中神話運用之硏究>, 東吳大學中國文學硏究所, 1999. 등 극히 제한

적인 논문을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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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너머 시어의 저편에 기의(記意, signifié)를 숨기고 있다. 눈물 뒤의 눈물, 고독 

뒤의 고독, 분노 뒤의 분노, 외로움 너머의 외로움, 바로 그것이 현실과 작가 내면

이 만나는 모순의 접점에서 애매성(ambiguity)과 몽환성(illusionism)으로 치환한 

상흔이었다.7)

李商隱의 詩作에서 시어의 신화⋅서사문학적 연결고리, 시어의 수사적 표현, 표

제어의 無題化 등은 그의 시세계와 시작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코드라고 여

겨진다. 필자는 이러한 관점에서 李商隱의 시작 가운데서 神話傳說과 연계된 主題

意識, 素材, 語彙, 意象, 意境 등을 조명하여 ‘끊임없는 실마리 속에서 못 다한 표

현의 근원적인 갈망’을 포착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李商隱 시가 지니고 있는 

시의 언어적 형식에 국한하지 않고, 그 내면적 의미와 가치에 더욱 근접하게 될 것

으로 기 한다.

Ⅱ. 李商隱 神話 題材 詩의 구조분석

중국문학사에서 周⋅秦⋅漢代로 부터 魏晉南北朝에 이르는 기간에 詩歌文學과 

敍事文學의 계통적 발전이 뚜렷해졌다. 표현양식에 있어 事實的 記述에 創作的 

要所가 결합되어 다양한 장르와 구성이 크게 세분화되고 특징화된 것이다. 신화는 

역사와 분리되었다가 다시 융합되기 시작했고, 시와 소설은 혼재 속에서 각기 특징

을 찾아갔다. 그러나 여전히 敍事詩는 소설의 원형적 형태로 남았지만, 소설에는 

신화와 전설, 심지어 설화⋅우언 등의 傳承이 이입되면서 주제와 구성을 구축하

다. 예컨 , 《山海經》의 西王母나 羲和, 《楚辭》의 羿 日과 蕩谷, 《穆天子傳》의 

八駿馬와 三靑鳥 등은 후 문학에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소재가 되었다.8) 

1. 구시의 경우

李商隱은 <嫦娥>라는 제하로 다음과 같이 서사적 문학의 소재를 수용한다.9)

 7) 김의정, <李商隱 詩의 夢幻性 硏究>, 《중국어문학논집》 제30호, 2005, 179-202쪽.

 8) 빈미정, 《중국신화문학의 세계》, 혜안. 2008, 1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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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雲母屛風燭影深 운모(雲母) 병풍에 초 그림자 짙고 ― ①
長河漸落曉星沈 은하수 길어 새벽 별 감감하네. ― ②
嫦娥應悔偸靈藥 항아(嫦娥)는 후회하리, 靈藥 훔친 일을. ― ③
碧海靑天夜夜心 푸른 바다 푸른 하늘, 깊은 밤 이 마음. ― ④

①은 작가 자신의 생활공간을 암시하고 동시에 시간의 흐름을 묘사한 연으로, 공

간적 상황과 시간적 상황을 알려준다. ② 또한 먼저 작가 자신의 생활공간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하늘의 공간에 존재하는 은하수로 시선을 이끈다. 그리고 은하수 점점 

떨어져 새벽 별빛이 희미하게 보인다로 묘사함으로써 새벽이 가까워졌음을 암시한

다. ③은 嫦娥故事로 嫦娥가 죽지 않고 오래도록 長生하기 위하여 不死藥을 훔쳐 

하늘로 올라갔다는 신화전설이다. ①과 ②에서 불특정한 알 수 없는 시간과 공간의 

배치가 끝난 후, ③에서 마침내 嫦娥가 등장한다. 그 역시 后羿가 가져 온 알 수 

없는 靈藥을 먹고서 자신도 모르게 몸이 浮揚하면서 하늘로 오르게 되었다.10) ④
는 碧海, 靑天으로 이어지는 연이은 공간, 그리고 다시 ‘夜夜’로 묘사한 깊고 깊은 

한밤에 ‘心’을 배치하여 深, 沈, 心으로 압운을 완성한다. 

작가는 시의 종장으로 치닫는 ③에다 嫦娥의 신화전설을 삽입함으로써 시 전체

를 神話詩로 변모시켰다. ①과 ②는 지상에서 천상으로 이동하는, 일정한 공간 속

에다 시간적 경과를 병렬적으로 조합한 시어 선택과 結句를 보여준다. 이는 구조상 

수직축에 해당한다. ④는 碧海, 靑天, 夜夜로 공간과 시간이 혼재된 시어를 병렬적

으로 열거하고 그 말미에서 心으로 방점을 찍는다. 이는 구조상 수평축이라 할 수 

있다. (①雲母屛風+②長河)+④心=(①碧海+②靑天)+④心의 구조를 이루며, 이

는 다시 ①燭影, ②曉星, ④夜夜로 時制를 유비(類比, anagram) 형식으로 밤의 

시간이 흘러간다. 이러한 구조로 수직축과 수평축이 만나며, 物과 我가 만난다. 여

기에서 心은 명사와 술어를 병용하는 절묘한 시어다. 嫦娥의 心일 수도 있고 작가 

자신의 心일 수도 있다. 이들 외에 달을 바라보는 제3자, 곧 모든 이의 心일 수도 

 9) 朱懷春⋅曺光甫⋅高克勤, 《李商隱全集》, 96쪽.

10) 嫦娥에 관한 神話傳說은 일반적으로 ‘嫦娥奔月故事’라고 부른다. 중국 殷⋅戰國時代

의 전적인 《归藏》과 东汉 때의 高诱 《淮南子注釋》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여 후 에 널

리 전승되었다. 《淮南子注釋》에서는 ｢羿妻, 请不死之药於西王母, 未及服之, 恒娥盗

食之, 得仙, 奔入月中, 为月精也.｣라고 했는데, 본래는 恒娥(姮娥)라 불렀지만 西汉 

文帝인 刘恒의 이름자를 피하여 嫦娥 또는 常娥로 바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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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언어적으로 心은 주어도 동사도 가능한 단어이다. ④의 尾聯에서 心은 언어

상으로 마침이지만, 해석상으로 무한히 자유롭다. 작가가 주어와 술어를 동시에 가

능하게 하는 이 心字를 마침으로 집어넣은 이유는 무엇일까? 자유로우면서도 애매

한 이 한 자가 시⋅공을 초월하여 하나로 연결된다. 신화에서 心은 이제 현실에서

도 心, 곧 嫦娥의 心, 작가의 심, 그리고 우리 모두의 心이 된다. 

작가가 <嫦娥>를 통하여 嫦娥를 자신의 리자나, 物과 연결시키는 매개로 사용

하여 物我一體의 정신공간을 만들었다면, <月夜重寄宋华阳姊妹>에서는 다시 東方

朔을 등장시켜 현세와 피안의 립구조를 만든다. 중국전설에서 동방삭과 항아는 

‘不死’를 놓고 다른 길을 택한 주인공이다. 이 타자 간의 불일치를 작가는 ‘应共…
賞’, 즉 ‘共賞’으로 내걸어 공존을 꿈꾼다. 

<月夜重寄宋华阳姊妹>를 보도록 하자.11)

偷桃窃药事难兼 동방삭과 항아는 함께 하기 어려워라 ― ①
十二城中 彩蟾 열두 성 안에 갇힌 彩蟾 ― ②
应共三英同夜赏 마땅히 三英과 더불어 밤 구경 함께 할 터 ― ③
玉楼仍是水精簾 옥루엔 여전히 수정발 걸렸네 ― ④

①은 곤륜산에 사는 서왕모의 天桃를 훔친 東方朔과 서왕모로부터 받은 后羿의 

靈藥을 훔친 嫦娥가 등장하고,12) 돌연 그 둘이 함께 하기 어렵다고 선언하듯 시작

한다. ②에서는 황제 때 신선이 살았다는 곤륜산의 12성과 달 속의 두꺼비(彩蟾)

가 나온다.13)③여기에 三英이 나타나 함께 밤 구경하는 장면을 떠올린다.14) ④는 

11) 朱懷春⋅曺光甫⋅高克勤, 《李商隱全集》, 99쪽.

12) 《艺文类聚》 86引 《汉武故事》 ｢东郡献短人，呼东方朔.朔至，短人因指朔谓上曰, 西

王母種桃，三千岁一为子，此兒不良也，已三过偷之矣.｣
13) ①12성은 《史記⋅ 禪書》에 ｢帝時爲五城十二樓, 以候神人於執期.｣라는 구절에서 유

래한 것으로 보인다. 곤륜산에는 12개의 누각이 있는 성이 있었다는데, 여기에서 12성

으로 유전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 시에서는 李商隱이 華陽觀에 있는 宋姉妹에게 보낸 

시라는 점에서 道觀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李珠姬, <李商隱詩譯註> 13, 

《中國語文學譯叢》 제36집, 2012, 118119쪽). ②전설에 의하면, 嫦娥는 지상으로 내

려와 인간인 后羿의 처가 되어 남편의 不死藥을 훔쳐 天界로 다시 가려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월궁(月宮)에 들어갔다. 그런데 그곳에서 자신의 몸이 흉측스런 蟾(두

꺼비)으로 변모되었다. 그래서 달빛에 비치는 그림자가 바로 항아의 변신일 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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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성 안에는 달 속에 갇힌 두꺼비와 마찬가지로 성 안 옥루에 여전히 드리워진 수

정 주렴을 이야기한다. 

①과 ②가 시 전체의 배경이라면 ③은 전환의 모멘텀(momentum)이다. 그리고 

④는 ①과 ②의 반복이다. ①과는 신화 전설적 이미지에서 동질적이고, ②와는 사

건⋅상황의 연속이라는 점에서 동질적이다. 앞서 <嫦娥>에서 작가가 ①과 ②와 ④
를 동렬로 배치하고 ③에다 嫦娥奔月故事를 넣어 시 전체를 현세적 자기 주변 공

간으로부터 신화적 공간으로 확장시켰다면, 이제 이 <月夜重寄宋华阳姊妹>에서는 

거꾸로 ①과 ②와 ④에 신화적 소재를 배치하고, ③에다 현세적 소재를 삽입시켜 

전체적인 사건⋅상황을 반전시키면서 시 전체의 복잡한 의미와 난해한 구조로 탈바

꿈시키고 있다. 그러나 결국 ④에서 다시 현실적 상황의 無變한 限界에 직면한다. 

이러한 점에서 ‘함께 할 터’는 ‘함께 한다(sein)’의 존재가 아닌, ‘함께 해야 한다

(sollen)’는 당위의 함축적 수사이다. 시인은 마지막 구에서 열 두성 안에 갇히고, 

달 속에 갇히고, 여전히 수정 주렴으로 가려져 있는 현실적 존재상황을, 무변의 현

실로 상처받은 당위(sollen)의 현실적 한계성으로 구두점을 찍었다. 그러나 실상은 

달빛에 반사되어 비친 주렴의 그림자처럼 공간에 완전히 갇힌 것이 아니라 언제든

지 당위의 실현을 꿈꾸며 양자 간의 상호 공존을 기 하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작

가의 내면적 파동은, ― 작가와 타자인 三英, 혹은 三英인 타자와 또 다른 三英인 

타자, 그 어느 관계이든 단정할 수는 없지만 ― 필자가 밤 구경을 함께 해야 할 당

위(sollen)라고 해석한 바에 따르면 작가와 타자 간에 존재하는 부조리(모순)에 

한 인간적 고뇌를 神話 제재의 詩로 전화하여 토로한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다음은 <瑤池>를 보도록 하자.15)

瑤池阿母綺窓開 瑤池의 西王母, 비단 창문 열었으나 ― ①
전설이 생겨났다(袁珂, 《中國的神話傳說》, 중국민간문예출판, 1984, 289쪽).

14) 《詩經⋅鄭風⋅羔裘》 ｢羔裘如濡，洵直且侯. 彼其之子， 命不渝. 羔裘豹饰，孔武有

力. 彼其之子，邦之司直. 羔裘晏兮，三英粲兮. 彼其之子，邦之彦兮.｣ 여기에서 三英

은 가죽옷에 두르는 흰 실의 장식을 가리키며 삼덕(剛克⋅柔克⋅正直)을 의미한다(《毛
詩傳》, ｢三英, 三德也. 箋云三德剛, 克柔克正直也.｣; 唐 徐 , 《初學記》 卷26．裘第

8, ｢毛詩注曰, 三英，三德也. 英 古 以素絲英飾裘，即上素絲五紽也.｣ 여기서는 

갖옷을 차려입은 궁중의 사람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15) 朱懷春⋅曺光甫⋅高克勤, 《李商隱全集》, 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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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竹歌聲動地哀 黃竹歌 온 땅에 울려 슬퍼라 ― ②
八駿日 三萬里 八駿馬는 하루에 삼만 리를 달리건만 ― ③
穆王何事不重來 어이하여 穆王은 다시 오지 않는가 ― ④

이 시는 《穆天子传》에 보이는 周穆王이 팔준마를 타고 서쪽으로 여행하면서 西

王母를 만났다는 고사를 모티프로 하고 있다. ①은 瑤池에 사는 西王母를 등장시

켜 그녀가 비단으로 장식된 綺窓을 열어놓아 周穆王을 기다리는 것으로 시작한

다.16) ②에서는 黃竹歌가 울려 퍼지고 온 땅이 슬퍼한다.17) ③에서는 하루에 삼

만 리를 달릴 수 있는 八駿馬를 내세우고, ④에서는 주목왕이 왜 오지 않는가 하고 

의문을 갖는다.

구조상으로 ①과 ②는 선계에 사는 서왕모의 기다림과 지상의 왕인 주목왕의 不

在를 비시켰다. 즉 선계(천상)와 지상의 배열구조다(수직축). ③과 ④는 서왕모

에게 달려갈 수 있는 八駿馬가 있건만 주목왕이 오지 않는 상황을 묘사하고, 앞의 

두 구의 구조를 거꾸로 하여 지상과 천상으로 배열하 다(수직축). 시의 전체 배열

구조는 (①+②)와 (③+④)= (천상+지상)+(지상+천상)의 칭적 구도이다. ①
과 ④는 천상세계이고, ②와 ③이 지상세계의 상황 묘사로 2개의 수직축을 결합시

킨 내적 구조를 갖는다. 결국, 이 시는 불사를 추구하던 주목왕이 서왕모의 선계에 

들어오지 않는 것을 반문하는 것으로 종결하 다. 이 시를 당시 武宗이 道敎를 신

봉하며 佛敎를 배척하고 金丹을 복용하면서 不 長生을 추구하면서 33세에 요절

한 사건을 빗댄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18) 필자는 인간계에서 추구하는 불사

불멸의 행위가 일장춘몽에 불과하고 인간은 본질적으로 락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

다는 숙명에 한 통감, 바로 그 슬픔을 고백하는 역설적인 시라고 여긴다. 

李商隱은 牽牛織女를 모티프로 하는 여러 편의 詩를 남겼다. 그 가운데 하나가 

<海客>이다. <海客>은 《诗经⋅ 雅⋅大东》에 나오는 牽牛織女의 이야기에서 출

16) 《穆天子传》 卷3. ｢天子宾於西王母，天子觞西王母於瑶池之上. 西王母为天子谣曰, 

白雲在天，山陵自出. 道里悠远. 山川间之. 子無死，尚能復来. 天子答之曰, 予归

东土，和治诸夏. 萬民平均，吾顾见汝. 比及三年， 復而野.｣
17) 黃竹歌는 逸失된 시이다. 그러나 《穆天子传》 卷5에는 ｢丙辰，天子游黄台之丘，猎於

苹泽，有阴雨，天子乃休. 日中大寒，北风雨雪，有冻人. 天子作诗三章以哀民. 词曰

‘我祖黄竹，囗员閟寒’云云.｣라는 구절이 있다.

18) 朱懷春⋅曺光甫⋅高克勤, 《李商隱全集》,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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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19) 서사문학으로 발전된 《博物志》에 나오는 牽牛織女故事를 변용하여 詩作한 

것이다.20) 

다음은 <海客>의 전문이다.21)

海客乘槎上紫氛 海客 뗏목타고 紫氛에 오르니 ― ①
星娥罷織一相聞 길쌈 멈춘 星娥, 나그네 안부 묻는다 ― ②
只應不憚牽牛妒 牽牛의 질투도 두려워하지 않은 채 ― ③
聊用支機石贈君 베틀 받치던 돌 그 에게 준다네 ― ④

①은 海客이 하늘 은하수로 올라간 장면이다. ②에서는 직녀를 연상시키는 星娥

가 海客과 인사를 나눈다. 3구에서 牽牛라는 상 가 나오는 것을 보면, ②의 직녀

성에 사는 여자 星娥는 織女의 다른 표현으로 여겨진다. ③은 직녀가 무언가 결심

하고 독단적인 행동을 할 것을 암시하는 장면이고, ④에서는 그것이 베틀 받치던 

돌을 海客에게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이를 묘사한다. 

①과 ②는 지상에서 천상으로 옮겨가는 행위를 수반하며(수직축), 海客과 星娥 

쌍방 간의 의지적 동조를 보여준다. ③과 ④는 역으로 천상에서 지상으로 옮아가려

는 의지를 표현하며(수직축). 역시 쌍방 간의 의지적 동조를 전제로 한다. 작가는 

전체적으로 海客을 등장시켜 전설적인 牽牛織女와의 관계를 해체시켰다. 시의 내

적인 구조에 배치된 두 개의 수직축은 ①에서 ④사이에 지상에서 천상으로, 다시 

천상에서 지상으로 詩作의 시선을 공간적으로 교차시키며 의미의 연속성을 살려내

고 있다. 이 구조의 주체는 海客이다. 반면, ②에서는 海客과 星娥의 만남이 묘사

되고, ③에서는 성아와 牽牛의 이별이 암시된다. ②와 ③은 서로 고리처럼 연결되

며 주체는 星娥이다. 여기에서 牽牛와 星娥의 립적 관계를 설정하는 ‘聞’과 ‘憚’

은 기표(記標, signifian)이며, 또한 ②와 ④에서 지상세계를 꿈꾸며 星娥의 海客

과의 의지적 동조를 상징하는 ‘聞’과 ‘贈’도 기표이다. 은하수를 찾았던 海客은 星娥

19) 《诗经⋅ 雅⋅大东》 ｢维天有汉，监亦有光.跂彼织女，终日七襄，虽则七襄，不成报

章. 睆彼牵牛，不以服箱.｣
20) 《博物志》 권10. ｢ 說云, 天下 海通. 近世有人居海渚 , 年年八月, 有浮槎. ……, 

乘槎而去. ……, 遙望宮中多織婦. …….｣
21) 朱懷春⋅曺光甫⋅高克勤, 《李商隱全集》, 34쪽.



李商隱 詩의 神話的 이미지 察  9

를 만났고, 지상을 동경하던 星娥는 海客에게 돌을 바쳤다. 돌은 두 주체를 새 세

계로 묶어주는 매체이고 상징이었다. 그러나 그 결말에 해 어떤 암시도 결론도 

없다. 작가는 더 말하지 않는다.

2. 율시의 경우

李商隱의 시 가운데 牽牛織女를 모티프로 한 여러 편 중에는 律詩의 형태를 갖

춘 것도 보인다. <辛未七夕>이라는 시가 표적인데, 신화전설의 세계가 마치 인간

세계의 이야기처럼 서로 분리되지 않고 합쳐지면서 발전된 이야기 구조를 담고 있

는 시이다. 

<辛未七夕>의 시를 보도록 하자.22)

恐是仙家好別離 아마도 仙家에선 이별을 좋아하는지 ― ①
故教迢遞作佳期 서로 만날 기약 없이 멀리 어긋나네 ― ②
由來碧落銀河畔 그래 푸른 하늘, 은하수 강가 ― ③
可要金風玉露時 서풍 불어야하나, 이슬 내리는 이 계절에. ― ④
清漏漸移相望久 물시계 소리 옮아가는데 오래도록 서로 바라만 보네 ― ⑤
微雲未接過來遲 옅은 구름 잇지 못하고 건넘도 지체되어라 ― ⑥
豈能無意酬烏鵲 어찌 헤아리지 않는가 烏鵲의 수고로움을 ― ⑦
惟 蜘蛛乞巧絲. 오로지 乞巧만 귀히 여기는가 ― ⑧

작가는 8구로 구성된 律詩로 牽牛織女故事의 모티프를 詩作化하 다. 먼저 ①
에서는 仙家의 생활방식이나 일반 관행을 넌지시 거론한다. ②에서는 ①로 미루어 

아름다운 약속(佳期)이 지켜지기 어려우리라고 짐작한다. ③은 이야기의 무 인 푸

른 하늘 은하수 강가로 공간적 요소이고, ④의 金風玉露(가을바람과 가을 이슬)는 

시간적 요소로 七夕相会를 의미한다. ⑤에서는 ②와 ③으로 인하여 견우와 직녀가 

서로 만나지 못한 채 멀리서 바라만 보아야 하는 처지를 토로하 다. ⑥에서는 옅

은 구름으로 다리 만들지 못해 견우와 직녀가 만나지 못하는 상황을 암시하는 듯하

다. ⑦과 ⑧은 견우와 직녀가 서로 만날 수 있음은 烏鵲이 만든 다리가 있어야 한

22) 朱懷春⋅曺光甫⋅高克勤, 《李商隱全集》, 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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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사실을 상기하며 다만 乞巧에만 매달리는 일에 의문을 제기한다. 

시 전체의 구조는 ①에서 ④까지 전반부 4구, ⑤에서 ⑧까지가 후반부 4구로 이

루어져 있다. 전반부의 주요 詩材는 仙家, 迢遞, 佳期, 碧落, 銀河畔이고, 후반부는 

清漏, 相望, 微雲, 烏鵲, 乞巧이다. 전반부와 후반부는 견우와 직녀의 만남이라는 모

티프를 놓고 그 이상과 현실로 나뉘는 경계이며, 동시에 차연(差延, différance)이

다. 즉, (①+②+③+④)∥(⑤+⑥+⑦+⑧)이지만, (①+②+③+④)≒(⑤+⑥+

⑦+⑧)에 해당하는 結句의 배열이다. ②의 教가 ~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밖에 없

는 처지, 곧 운명적 수용을 강제하는 동사인 만큼 ‘相 ’가 주제의 內包라면, 전반

부의 ‘迢遞’와 후반부의 ‘相望’은 시 전체를 긴장관계로 몰아가는 립( 立)의 표상

이 된다.

이러한 구도에서 작가는 ①로부터 ④에서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음력 칠월칠석에 

벌써 가을바람이 가까이 느껴지는 시점을 인지한다. 그리고 ⑤로부터 ⑧에서는 또 

다른 무 로 시간이 흐르지만 견우직녀의 만남은 여전히 지체될 뿐, 작가는 烏鵲의 

수고로움을 잊고 오직 乞巧에만 매달리는 현실을 개탄하는 독백으로 마감한다.

작가가 회의하는 현실에서 직면하는 ‘蜘蛛乞巧’는 七夕飾의 제의와 관련이 있

다.23) 중국의 칠석절 민간 풍습에는 뛰어난 針線솜씨를 갖게 되길 염원하며 天孫

인 織女星에 술과 말린 고기, 오이와 과일을 진설하고 소원을 빌었다. 제물을 차려

놓고 향촉을 밝히며 기다리다가 다음날 아침 오이위에 거미줄이 쳐지면 자신의 기

원에 신령이 감응한 것으로 받아들 다.24) 

李商隱은 칠석에 관한 시 가운데25) 시간을 특정할 수 있는 ‘辛未七夕’, ‘壬申七

夕’ 등의 詩題를 사용하 다. ‘辛未七夕’은 그가 활동하던 시기를 감안하면, 851년 

칠석이고 ‘壬申七夕’은 852년의 칠석이다. 이 무렵에, 그는 나이 40을 넘어서고 있

던 해인데 徐州幕府에서 약 2년 간 생활하다가 11월에 다시 四川省 梓州로 가서 

書記로 일하던 때 다.26) <辛未七夕>의 시에서 작가는 별리적 운명관계에 놓인 

23) 李立, 《神話視閾下的文學解讀》, 中國社 科學出版社, 2008, 240쪽.

24) 《荆楚岁时记》 ｢七月七日为牵牛织女聚会之夜. 是夕，人家妇女结彩缕，穿七孔针，或

以金银鍮石为针，陈瓜果於庭中以乞巧，有蟢子網於瓜上则以为符应.｣ 국립민속박물

관 세시기 번역총서, 《중국 세시기》, 국립민속박물관, 2006, 70쪽.

25) 李商隱의 시 가운데 <七夕>⋅<七夕偶題>와 같은 題下의 작품이 다수 보인다.

26) <壬申七夕> ｢已駕七香車，心心待曉霞. 風輕惟響佩，日薄不嫣花. 桂嫩傳香遠，榆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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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 ‘만날 기약에 따라 만날 수 있는’ 있는 牽牛織女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정

작 자신이 처한 현실에서는 현실과 이상은 결코 ‘相 ’하지 못한 채 ‘烏鵲의 수고로

움’을 던지고 오직 ‘乞巧’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풍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다음은 <琴瑟>이라는 시를 살펴본다.27)

錦瑟無端五十弦 무단이 琴瑟이 오십 현일까 ― ①
一弦一柱思華年 현 하나 받침 마다 꽃다운 시절 회상한다 ― ②.

莊生曉夢迷蝴蝶 장자는 새벽꿈에 나비되어 헤매었고 ― ③
望帝春心托杜鵑 望帝의 春心은 杜鵑되어 우나니. ― ④
滄海月明珠有淚 푸른 바다에 달 밝으면 달빛 비친 구슬은 눈물 되고 ― ⑤
藍田日暖玉生煙 藍田山에 따사로운 햇살, 玉煙이 피어오르네 ― ⑥
此情可待成追憶 이런 마음도 세월 흐르면 추억이 되련만 ― ⑦
只是當時已惘然 그때는 왜 그리 슬펐는지 ― ⑧

작가는 ①과 ②에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듯 금슬이 오십현인 까닭을 묻고, 금술

의 현 하나 받침  하나에 얽힌 지난 시절을 생각한다. ③과 ④에서는 장자가 새벽

꿈에 나비된 이야기와 望帝의 春心이 두견새 되어 슬피 우는 전설을 꺼내어 기억

한다.28) 여기까지가 이 시의 전반부 4구를 이룬다. ⑤에서 ⑧까지는 시의 후반부

이다. ⑤과 ⑥에서는 푸른 바다에 달 비치면 달빛 비친 바다의 포말은 눈물처럼 반

짝이고, 藍田山에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면 옥 연기가 피어나는 장면을 떠올린

다.29) ⑦과 ⑧에서는 모든 기억이 추억이건만 당시는 작가의 마음을 뒤흔들어놓는 

격랑이었음을 고백하며, ‘지나가는 한바탕의 꿈’이 곧 인생이라는 진리를 받아들인다. 

구조적으로 보면, 작가는 전반부의 ①에서부터 ④까지 보편적 세계의 자연과 인

간을 노래하고, 후반부의 ⑤에서 ⑧까지는 자아의 세계에서 자연과 인간(작가)을 

影斜. 成都過卜肆，曾妒識靈槎.｣ 
27) 朱懷春⋅曺光甫⋅高克勤, 《李商隱全集》, 61쪽.

28) 望帝는 蜀의 황제인데, 《华阳国志⋅蜀志》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확인된다.: 

｢杜宇稱帝，號曰望帝. … 其相 明，决玉垒山以除水害，帝遂委以政事，法尧舜禅授

之义，遂禅位於 明. 帝升西山隐焉. 时適二月，子鹃鸟鸣，故蜀人悲子鹃鸟鸣也.｣
29) 南田山은 陝西省 西安의 남동쪽에 있으며 아름다운 옥을 ‘藍’이라고 할 정도로 유명한 

옥산지이다. 白居易의 <靑石> 시에도 다음 구절이 나온다.: ｢靑石出自藍田山, 兼車運

載來長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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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하고 있다. ①+②에서 자연과 사물에 한 회상을, ③+④에서는 장자와 망제

로 표되는 인간사에 한 회상을 적고 있다. ⑤+⑥에서는 다시 자연과 사물에 

한 이치를 말하고, ⑦+⑧에서 그 모든 것이 시간 속에서 추억이 되건만 당시에

는 ‘흔들림’으로 괴로워했던 자신과 인생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담담함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구조의 전체적 전개는 (①+②)+(③+④)→(⑤+⑥)+(⑦+⑧)=(자

연)+(인간)→(자연)+(인간)의 형태를 드러내며, 자연과 인간의 순환적 배열을 반

복한다. 보편적 세계를 자아의 세계로 끌어와서 자아의 세계를 보편적 세계로 치환

하면서 타자와 자아의 통합과 조화의 이치를 깨닫고 수용하여 자아를 완성한다. 이

제서야 작가는 비로소 슬픔 너머의 아픈 진실을 이해하고, ‘찬란한 슬픔’으로 승화

하여 담담하게 그리움으로 풀어냈다. 

李商隱의 시 가운데 <無題>라는 제하의 시는 18수가 있는데,30) 먼저, <無題四

首之二>를 보도록 하겠다.31)

颯颯東風細雨來 삽삽한 東風에 細雨 내리고 ― ① 
芙蓉塘外有輕雷 芙蓉塘 밖 멀리에선 우레 소리 일어 ― ② 
金蟾齧鏁燒香入 金蟾에 물린 자물쇠 사이로 燒香 들어가고 ― ③ 
玉虎牽絲汲井回 玉虎에 밧줄매어 우물 길어 올린다 ― ④ 
賈氏窺簾韓掾 賈氏는 주렴 사이로 젊은 韓掾을 훔쳐보고 ― ⑤ 
宓妃留枕魏王才 宓妃는 베개 남겨 魏王 위로했네 ― ⑥ 
春心莫共花爭發 春心이여 꽃과 함께 다투어 피지 말라 ― ⑦ 
一寸相思一寸灰 한 조각의 相思, 한 줌의 재 되리. ― ⑧ 

이 시는 李商隱의 나이 35세가 되던 847년(大中 元年)에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①과 ②는 시 전체 무 의 주변부 풍경(배경)을 그리고 있고, ③과 ④는 생

활하는 거처의 일부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⑤와 ⑥에서 賈氏가 韓掾의 미모를 탐

했다는 이야기, 宓妃와 魏王에 얽힌 故事를 이용하여 시의 전개를 끌어가며, ⑦과 

30) 劉盟潭, <李商隱十八首無題詩詮釋策略之硏究>, 國立臺中師範學院 碩士學位論文, 

2004. 劉盟潭은 李商隱의 <無題>詩를 전체 18수로 산정하고 있으나, 필자는 無題 외

에도 詩題가 없거나 일실된 것 등을 고려하여 李商隱의 <無題>시는 략 20여 수 정

도가 되는 것으로 본다. 

31) 朱懷春⋅曺光甫⋅高克勤, 《李商隱全集》, 47쪽.



李商隱 詩의 神話的 이미지 察  13

⑧에서는 봄날의 꽃처럼 일어나는 春心을 경계하면서 그 결말이 결국은 한 줌의 재

로 변해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이치에 수긍하는 듯하다. 

구조적으로 시 전체는 전반부인 ①에서 ④까지는 주인공의 생활환경을 배경으로 

하고, 후반부인 ⑤에서 ⑧은 역사와 전고를 들어 현재의 처지와 감정을 정리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전반부에서 보이는 생활소재는 배경을 이루는 듯하지만 실상은 

자신의 내적 감정을 이입한 표상이다. 후반부에서는 역사와 전고를 배경을 앞세우

지만, 단지 배경에 그치지 않고 이를 자신에 환원시켜 결국 ‘相思는 無常의 한 편

린’이라는 깨달음에 도달한다. ②에서 보이는 芙蓉塘은 남녀의 사랑의 장소를 상징

하며, 輕雷 또한 기다리는 님이 타고 오는 수레의 울림을 상징한다. ③과 ④에서 

‘金蟾’은 두꺼비 모양의 향로를 가리키고, ‘玉虎’는 물을 길어 올리는 일종의 도르래

를 가리키며 여기에 조각한 호랑이 장식을 뜻한다. 金蟾에 향을 넣거나(燒香) ‘玉

虎’에 줄을 매달아 두레박으로 물을 끌어올리는 행위(牽絲)는 다음 구절에 나오는 

주렴을 엿보는 ‘窺簾’과 ‘留枕’과 연계되어 해석되는데, ‘牽思’는 끝없는 실마리처럼 

이어지는 그리움을 나타내는 重意的 표현이다.32) 두꺼비 모양의 향로 입구는 닫혀

있어도(鎖) 향을 넣을 수 있고, 우물 깊어도 도르래로 길어 올릴 수 있다는 표현은 

깊이 감추어 둔 연정은 드러나고 꽃피우기 마련임을 강조하는 비적인 표현이다. 

⑤에서 사용한 ‘賈氏窺簾’은 사실에 바탕을 둔 典故로 《晋书》나 《世說新語》에서 

확인된다.33) 賈氏는 晉나라의 賈充이고, 韓掾은 韓壽로 賈充이 발탁한 관리이다. 

가충의 딸이 주렴 너머에서 韓壽를 엿보다 서로 정을 통하게 되었는데, 한수의 몸

에서 가충이 딸에게 준 奇香이 나서 두 사람의 관계가 탄로나 賈充이 딸을 韓壽에

게 시집보냈다는 이야기다. 주렴 사이로 연정을 느낀 ‘賈女’는 香을 매개로 인연이 

이루어졌고 ‘宓妃’의 이루지 못한 사랑과 비된다. ⑥의 “宓妃留枕‘ 또한 전설과 

역사가 결합된 典故이다. 전설상 ‘宓妃(복비)’는 伏羲氏의 딸로 洛水에 빠져죽어 

낙수의 신(神)이 되었다고 한다.34) 曹植의 <洛神賦>에서 묘사한 宓妃는 曹丕의 

32) 劉學鍇⋅余恕誠, 《李商隱詩歌集解》 卷4. 中華書局. 1999, 1650쪽.

33) 《世说新语⋅惑溺》 ｢韩寿姿容，贾充辟以为掾. 充每集聚, 其女於靑璅中看, 見壽, 悅

之, 內懷存想, 發於吟詠, 後婢往壽家, 具述如此, 幷 女色麗, 壽聞之心動, 遂請婢潛

修音問, 及期往宿. ……, 充乃取女左右 問, 卽以狀 , 充秘之, 以女妻寿.｣ 楊勇, 

《世說新語校箋》, 正文書局, 1988. 690쪽.

34) 《楚辞⋅離骚》 ｢吾令豊隆乘雲兮，求宓妃之所在.｣ 王逸注 ｢宓妃，神女｣; 《文选⋅洛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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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후 后를 가리킨다. 원래 后는 조비의 동생 曹植과 서로 마음이 있었으나 결

혼하지 못했는데, 후일 그녀가 죽고 나서 洛水를 건너는 曹植의 꿈에 나타나 이를 

바탕으로 洛神賦를 지었는데 전설적인 존재인 宓妃에다 자신이 사랑했던 상을 

결합시켰다. 35)⑤는 결말이 이루어진 사랑의 고사이고, ⑥은 이루어지지 못한 아

픈 사랑의 고사다. 

후반부의 ⑦과 ⑧은 다시 현실로 돌아온다. 작가는 春心으로 인한 이루어진 사

랑이든 이루지 못할 사랑이든지 간에 한 조각의 감정이란 결국 한 줌의 재로 돌아

가는 것이 삶의 이치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한다. 결국 사랑의 씨앗인 春心은 

그 성취와 무관하게 본질적으로 相思의 발로이며 순환과정을 통하여 스러져 갈 것

이기에 그 귀결에서 동질적이다. 작가가 자신의 내면에 일어나는 春心과 같은 감정

을 노래로 승화하여 고백하는 것도 그러한 깨달음의 때문이었을 것이다.

다음으로 蓬萊山⋅靑鳥 등과 연관을 지어 지은 <無題>라는 시를 보기로 한

다.36)

相見時難別亦難 만남이 때론 어렵다지만 이별은 더 어렵지 ― ① 
東風無力百花殘 東風 시들해지면 온갖 꽃 시들고 ― ②
春蠶到死絲方盡 春蠶은 죽어서야 실뿜기 그친다는데 ― ③
蠟炬成灰淚始乾 蠟炬 다 타버려 재 되니 비로소 눈물 마르네. ― ④
曉鏡但 雲鬢改 曉鏡엔 수심 가득한 얼굴, 헝클어진 머리 고쳐 다듬고 ― ⑤ 
夜吟應覺月光寒 한밤에 시 읊으니 차가운 달빛 느낀다 ― ⑥
蓬山此去無多路 봉래산은 예서 가기 어렵지 않아! ― ⑦
靑鳥殷勤爲探看 靑鳥야, 殷勤히 찾아 봐 주렴. ― ⑧

①은 만남과 이별을 떠올리면서 이별에 무게를 두고 그 아픔과 그리움을 연상시

킨다. ②와 ③에서 작가는 東風이 시들해지면 꽃도 시들고, 春蠶이 죽어야만 실뿜

기 다한다는 것이 자연의 이치라고 일깨운다. 그리고 ④에서 자신이 蠟炬가 온전히 

타서 재 될 때까지 울다가 눈물이 말랐다고 고백한다. 여기까지가 전반부 4구이다. 

⑤는 새벽 거울에 비친 자신의 수심 가득한 얼굴을 보고 비로소 헝클어진 머리와 

赋》 李善注引如淳 ｢宓妃，伏羲氏女，溺死洛，遂为洛水之神.｣
35) 김 문, 김 식 등, 《文選譯註》 권3, 소명출판,2010, 269쪽.

36) 朱懷春⋅曺光甫⋅高克勤, 《李商隱全集》, 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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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무새를 다잡이 하는 모습을 그렸다. ⑥과 ⑦은 시 읊기에 몰두하다가 달빛이 차

가워짐을 느끼고 봉래산이 멀지 않다며 자신의 감정을 정리한다. 그리고 ⑧에서 靑

鳥에게 자신의 마음에 정 한 님을 찾아 꼼꼼하게 살펴봐 주기를 바라는 바람으로 

마무리 짓는다. 

구조적으로 ①에서 ④까지의 전반부와 ⑤에서 ⑧까지의 후반부가 형식상 반드시 

립을 형성한 것은 아니지만, 의미상으로는 전반부에서 ‘자신의 감정’을 자연에 연

결하여 객관화 한 반면, 후반부에서 자신의 감정을 청조를 통해 ‘봉래산에 있는 

상(님)’에게 전달해달라는 소망을 이입시키려는 의지를 삽입하여서 칭을 이룬다. 

전반부에서 작가는 東風, 春蠶, 蠟炬을 자연의 이치를 설명하는 소재로 사용하

고, 후반부에서는 雲鬢, 蓬山, 靑鳥를 자신의 처지, - 죽은 자일 수도 있고 산자일 

수도 있는 - 그가 그리는 상, 그리고 이를 연결하는 매개로 사용하 다. 특히 蓬

山은 중국의 신화전설에서 神仙이 사는 곳으로 아마도 시인이 그리는 상, 즉 그

리운 님이 있는 곳을 상징하는 표상일 것이다. 靑鳥 또한 신화전설에서 三危山에 

사는 새로서 서왕모의 음식을 마련하여 전달한 길조의 상징이다.37) 

작가는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난 그리움을 표현하고자 신화 소재를 끌어다가 자신

의 감정을 이입시킴으로써 그 생명성을 재현한다. 靑鳥는 그냥 새가 아니다, 차안

과 피안을 오가며, 인간과 선계를 연결하는 초공간적 신성한 새인 것이다. 작가 자

신의 분신일 수도 있고 그냥 리자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靑鳥는 시인

과 합일된 생명력의 주체다. <無題>에서는 신화전설이 본래의 고사에 머물지 않고 

작가의 詩作을 거쳐 새로운 이미지를 그려내었다.

Ⅲ. 李商隱 神話 題材 詩의 이미지

李商隱의 시 가운데 신화전설을 사용한 시는 기본적으로 신화 소재를 사용하여 

새로운 詩作의 풍격을 형성한 것으로 이해된다. 앞서 보았듯이 신화전설의 기본 형

태를 그 로 가져오거나 신화 소재만을 가지고 온 경우도 있지만, 신화의 몇 가지 

37) 《山海经⋅西山经》 ｢又西二百二十里，曰 三危之山，三青鸟居之.｣ 郭璞 注 ｢三青鸟

主为 西王母 取食 ，别自棲息於此山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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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를 가져오되 그것을 새로운 창작물로 변형시켜 새로운 시로 재생한 경우도 있

었다. 李商隱은 새로운 창작단계를 거쳐 신화를 재생하여 완전히 새로운 신화 이미

지의 시로 탈바꿈시켰다. 이제 이상은의 신화 제재를 활용한 시는 단순한 신화 소

재의 활용이나 전고 등을 구성 요소로 사용하는 것을 넘어서 신화적 이미지를 독특

하게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 구시의 경우

먼저 <霜月>라는 시를 보도록 한다.38)

初聞征雁已無蟬 기러기의 첫 소리 들리니 매미 소리 이미 사라지고 ― ① 
百尺樓南水接天 백 척 누  남쪽으로 강물은 하늘에 맞닿네 ― ② 
靑女素娥俱耐冷 靑女素娥는 함께 차가움을 견디며 ― ③ 
月中霜裏鬪嬋娟 저 달과 서리, 서로 곱다고 다툰다 ― ④ 

①에서는 가을 새 기러기 소리가 들리니 여름이 간다고 詩作을 연다. ②에서는 

백 척 누 에 올라서 보니 강물이 하늘에 맞닿아 있음을 이야기 하고, ③과 ④에서

는 靑女素娥가 다 같이 차가움을 견디면서 서로 곱다고 다툰다고 노래한다. 

구조적으로 ①+②는 이 시의 시⋅공간적 배경을 말해주며, ③+④는 靑女와 素

娥의 공통의 운명과 아름다움을 놓고 서로 경쟁하는 관계성을 말한다. 전체적인 시

어는 征雁, 蟬, 靑女, 素娥이며, ①에서는 가을 새 征雁과 여름날의 蟬이 립관

계를 이루지만, 양자의 관계를 동사 ‘無’를 통하여 립관계가 해소된다. ②에서는 

‘水接天’이 말하듯 물과 하늘이 립관계에 있지만 동사 ‘接’을 통하여 一色을 이루

어 통합된다. ③에서는 靑女와 素娥가 등장하는데, 이들은 동사 ‘俱’를 통해서 서로 

함께 공동의 운명적 존재로 묶여진다. 靑女는 《淮南子⋅天文訓》에서 눈과 서리의 

여신이며, 素娥는 嫦娥의 별칭이다.39) 그러나 이들은 공통의 운명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④에서 동사 ‘鬪’를 통하여 립관계로 재설정된다. 그 순서가 月中, 霜裏

38) 朱懷春⋅曺光甫⋅高克勤, 《李商隱全集》, 69쪽.

39) 《淮南子⋅天文训》 ｢青女乃出，以降霜雪. (高誘注釋, 靑女天神靑霄玉女主霜雪也)｣ 
華聯出版社. 1973, 44쪽.



李商隱 詩의 神話的 이미지 察  17

로 뒤바뀌어 마치 앞서거니 뒤서거니 경쟁하는 관계임을 암시하는 듯 매우 흥미롭

다. 시 전체의 구조가 ①征雁과 蟬( 립/無)+②水와 天(통합/接)→③靑女와 素娥

(공존/俱)+④月中과 霜裏(경쟁/鬪)로 4구 전체의 순서는 ‘ 립→공존(통합)’에서 

‘공존→ 립(경쟁)’으로 의미의 내적 관계를 뒤바꿈으로써 삼라만상의 교차적 순환

성과 립성을 암시하는 듯하다. 즉, ①에서 ④로의 진행을 ‘ 립-통합=경쟁-공존’

이라는 형태로 전개하지 않고, ‘ 립-통합≠공존-경쟁’이라는 방식으로 전환함으로

써 자연과 인간사회의 질서가 서로 꼬리를 물면서 얽혀 돌아가는 것임을 묘사한 것

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同學彭道士參寥>라는 시를 보도록 한다.40) 

莫羡仙家有上真 仙家의 上眞을 부러워 말라 ― ① 
仙家暂谪亦千春 선가의 잠시 귀양살이 또한 천년이라 ― ② 
月中桂树高多 달 속에 계수나무 얼마나 자랐는지 ― ③ 
试问西河斫树人 물어보라 서하의 나무꾼에게 ― ④ 

①은 神仙의 세계와 眞人을 연결하여 도입부를 시작함으로써 시 전체의 배경이 

신화전설적 이미지를 아우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②에서는 ①에 호응하여 仙家의 

삶이 귀양살이나 다름없고 그곳의 찰라가 자그마치 귀양살이 천년이라며 부러워하

지 말 것을 강조한다. ③과 ④는 작가가 月中으로 시선을 돌려 그곳에 한 典故

를 꺼내어 桂树가 얼마나 자랐느냐고 서하의 나무꾼에게 묻는다. 

구조적으로 ①과 ②는 延接이며, ③과 ④ 역시 延接이다. 반면, (①+②)와 (③
+④)는 句를 이룬다. 형식상 전반부의 ①과 ②는 후반부의 ③과 ④와 칭적 관

계에 있지만 그 의미는 동질적이다. 상진은 眞仙을 말하는데,41) 작가는 월궁에 계

수나무가 있다는 신화를 끌어 와서 仙家의 이야기와 결합시켰다. 그리고 ④에서 월

중의 나무꾼인 서하인에게 질문을 던져 그 해답을 간접적으로 전하는 기법을 사용

하 다. 이는 當代에 유행하던 달에서 계수나무를 베는 나무꾼 이야기를 연계시킨 

것으로 여겨진다.42) 즉 월궁에는 吴刚이 살고 있고, 그는 선가의 수행자로 月中에

40) 朱懷春⋅曺光甫⋅高克勤, 《李商隱全集》, 70쪽.

41) 梁 陶弘景, 《冥通记》 卷二. ｢子良 答曰, 枉蒙上真赐降，腐秽欣惧交心，无以自厝.｣
42) 唐 段成式, 《酉阳杂俎⋅天咫》 ｢ 月中有桂，有蟾蜍，故 书 ，月桂高五百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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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계수나무를 베는 일을 맡게 되었다. 선가의 西河人이 월궁으로 귀양 와서 한없

이 자라는 계수나무를 끝없이 베어야 하는 운명, 마치 시지프스 신화를 연상시키는 

이 순환적 고역의 동일한 반복이 신선을 꿈꾸던 서하인의 결말이었다.

다음으로 <月夕>이라는 제하의 시를 보도록 한다. 

草下陰蟲葉上霜 풀 아래 숨은 벌레 잎사귀 위에 서리 ― ①
朱欄迢遞壓湖光 붉은 난간 멀리서 호수 물빛으로 깔리고 ― ② 
兎寒蟾冷桂花白 토끼 두꺼비 춥고 찬데 계수나무 희다 ― ③ 
此夜嫦蛾應斷腸 이 밤 嫦娥는 애간장 끊어질 터 ― ④ 

①은 작가 주변의 陰蟲, 霜 등 가을을 상징하는 소재를 배경으로 삼는다. ②는 

朱欄, 湖光을 들어 가을 서정을 이어나가며 한껏 정취를 돋보이게 한다. ③은 兎寒

蟾冷, 桂花를 제시하며 신화전설의 이야기로 전환하고, ④에서는 애간장 타는 嫦娥

의 秋情을 삽입시킨다. 

구조적으로 ①과 ②는 가을의 배경과 정취를 연이어가는 竝列關係이고, ③과 ④
는 토끼와 두꺼비, 그리고 桂花와 嫦娥로 연결 짓는 竝列關係이다. ①의 陰蟲과 

서리는 ②朱欄과 湖光과 칭을 이루지만, ③의 토끼나 두꺼비, 계수나무 꽃은 ④
의 嫦娥와 칭을 이루지 않고 다만 의미상으로 동질성을 유지한다. 2구에서는 朱 

색깔에서 光으로 연결하고, 3구에서는 寒, 冷의 기온이 白의 색깔로 전이된다. 시

의 시간적 배경은 늦가을, 시의 주인공은 작가 자신이거나 혹은 작가가 생각하는 

상, 아니면 실제 신화적 주인공인 嫦娥, 詩想은 계절적 전환기에서 일어나는 憐

憫과 相思이다. 작가는 단순한 감정이지만 이를 흘려보내지 않고 언제나 마음속에 

간직한 嫦娥를 마음에 실어 시로 토로했을 것이다. 외롭고 쓸쓸한 嫦娥는 다름 아

닌 詩人, 바로 자신이었다.

다음으로는 <相思>라는 제하의 시를 보도록 한다.43)

相思樹上含歡枝 相思樹에 歡枝 서로 얽혀 있고 ― ① 
紫鳳靑鸞幷羽 紫鳳 靑鸞 서로 날개 맞 네. ― ② 

下有一人常斫之，树创随合.人姓吴名刚，西河人，学仙有过，谪令伐树.｣
43) 朱懷春⋅曺光甫⋅高克勤, 《李商隱全集》, 94쪽.



李商隱 詩의 神話的 이미지 察  19

腸斷秦樓吹管客 秦樓에서 퉁소 불던 나그네 애간장 끊어지고 ― ③ 
日西春盡到來遲 해 기울고 봄 다하는데 왜 이리 더딘지 ― ④ 

①은 相思樹에 나뭇가지가 서로 얽히며 생장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②는 

紫鳳 靑鸞이 또한 서로 날개를 맞 며 지내는 모양이 상사수의 歡枝와 오버랩 된

다. ③에서는 秦樓에서 퉁소 불던 객의 기다림을 노래하며, ④에서는 계절은 지나

가는데 오지 않는 님을 애타게 기다리는 장면을 떠올리며 종결짓는다.

구조적으로 ①과 ②는 竝列關係이고, ③과 ④ 역시 마찬가지다. ①의 相思樹, 

歡枝는 ②의 紫鳳靑鸞, 幷羽 과 어휘상 칭을 이루며 의미는 동질적이다. ③의 

樓, 客, 腸斷은 ④의 日春, 遲와 어휘상 칭은 아니지만 조응하며 의미상으로 동

질적이다. 그런데 ①과 ②는 상사수와 환지, 자봉청란이 서로 얽히고설키면서 공존

상태를 유지한 반면, ③과 ④에서 客과 상 와의 관계가 아직은 미완이며 그 결말

을 갈망할 뿐 알 수 없는 미공존 상태이다. 이러한 의미상의 비가 구조적으로 

(①+②)와 (③+④)가 句를 이루고 그 의미와 이미지가 비되면서 내적 긴장

(inter tension)을 극 화하는 효과를 드러내고 있다.

①에서 사용한 시의 소재 相思樹는 晋 干寶의 《搜神记》에 수록된 <韩凭妻> 고

사와 관련이 있다.44) 전국시  宋 康王이 韩凭妻 何氏를 취하려했으나 그녀가 자

살하여 남편도 이를 따라 함께 묻어달라는 유서를 남긴 채 죽었다. 그러나 강왕이 

이를 무시하고 분장해 놓았는데, 두 무덤에서 생겨난 나뭇가지가 서로 얽혀 자랐기 

때문에 송인들이 이를 相思树라고 했다고 한다. ②에서 사용한 소재 紫鳳靑鸞은 

중국문화에서 ‘和’를 상징하는 자연물로 황실문양에 주로 사용되었다. 특히 靑鸞은 

봉황이나 공작과 같은 神鳥로 서왕모의 새라고 불리는 三靑鳥와 동일하다.45) 작가

는 ③에서도 ①과 ②에서처럼 《列仙传》에 나오는 ‘蕭史’의 전고를 끌어와서 자신의 

심정을 표현하는 비유와 상징의 소재로 사용한다.46) 秦 穆公의 딸 弄玉이 凤楼에

44) 《搜神记》 11卷 ｢宋康王 人韓憑, 娶妻何氏, 美, 康王奪之, ……, 便有大梓木生於二

冢之端，旬日而大盈抱，屈體相就，根交於下，枝错於上, 宋人哀之, 遂號其木曰相思

樹.｣
45) 《山海经⋅山经》 卷二. 郭璞注 ｢三青鸟主为西王母取食 ，别自棲息於此山也.｣
46) 王叔岷, 《列仙傳校箋》, 中華書局, 2007, 80쪽. ｢萧史 , 秦穆公時人也. 善吹箫, 能

致孔雀白鶴於庭，穆公有女子 玉好之, 公遂以女妻焉，日教 玉作凤鸣, 居數年, 吹

似鳳聲. 鳳凰來至其屋, 公爲作凤臺，夫婦止其上, 不下數年. 一日, 皆隨鳳凰飛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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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퉁소를 불면 봉황들이 날아들었는데, 마침내 그리워하던 萧史가 용을 타고 나타

나 두 사람은 신선이 되어 날아갔다는 이야기다.47) 결국, 작가는 (①+③)의 이야

기를 통하여 이야기의 주인공들과 자신을 은유적으로 연계시키면서 그렇게 되고픈 

자신의 선망을 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④는 현실에서 날도 저물고 계절마저 바

뀌어가는 데 기다리는 상 방은 나타나지 않아 마음 졸이며, 마치 3구에서 퉁소 불

던 이의 애간장 끊어지는 감정이 그 로 전이되고 있다. 

2. 율시의 경우

李商隱은 신화의 소재를 끌어다 詩作의 이미지화 과정에서 絶句보다 律詩를 통

하여 더욱 완성된 단계로 나아간 듯하다. 이미지는 신화 재생을 거쳐 새로운 문학

으로서의 시공간을 만들어내며 작가의 다양한 상상력과 결합하여 시 풍격을 新奇⋅
絶妙하면서도 含蓄⋅古雅한 意境美를 만들어내고 있다. 

먼저 7언 율시인 <利州江潭作>을 보겠다.48)

神剑飞来不易 神劍의 기운 하늘 끝까지 뻗치어 사라지지 않고 ― ① 
碧潭珍重驻兰桡 벽담 신비로워 노 멈추네 ― ② 
自携明月移灯疾 촉룡은 明月을 지녀 광촉 재빨리 옮기고 ― ③ 
欲就行雲散锦遥 운우의 정 나누려니 용비늘 멀리 흩어진다 ― ④ 
河伯轩窗通贝阙 하백 거처의 창문은 용궁과 통하고 ― ⑤ 
水宫帷箔卷冰绡 수궁 휘장에 인어가 짠 비단 걷어 올리네 ― ⑥ 
他时燕脯无人寄 이전에 제비포 보내주던 이 없고 ― ⑦ 
雨满空城蕙叶雕 빈 성에 비만 가득 내리고 혜초 잎 시든다 ― ⑧ 

작가는 ①에서 神劍의 기운이 하늘 끝까지 뻗친다며 干 莫邪故事에 나오는 신

검을 첫 구에 내건다. ②에서는 깊고 푸른 연못인 碧潭에 조심스레 兰桡(노) 젓기

를 멈추고, ③에서는 明月(야광주)을 가진 촉룡이 사방을 감시하는 장면을 묘사한

故秦人爲作感凤女祀於雍宮中，時有簫聲而耳.｣
47) 簫史와 玉의 사랑 이야기는 六朝의 시인들에 의해 詩化된 바 있다. 鲍明遠 < 府升

天行> 및 姜文通의 <雜體詩> 등에 보인다. 

48) 朱懷春⋅曺光甫⋅高克勤, 《李商隱全集》, 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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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④는 용들이 교합하니 용 비늘이 사방에 튀어 날리는 모습이다. ⑤는 황하의 

신 하백의 창문은 조개로 장식된 용궁과 연결되고, ⑥은 인어가 짠 얇은 고급비단

(鮫綃)으로 만든 용궁의 휘장 말아 걷어 올린다. ⑦에서는 과거에 제비 포 보내주

던 손길도 이제는 끊기고, ⑧에서는 빈 성에 비만 내리고 빗속에 시든 혜초 잎을 

바라보는 처량한 시선이 담겨있다. 

구조적으로 ①에서 ④까지는 이 시의 전반부를 형성하며 利州 江潭이라는 공간

적 배경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이곳은 唐太宗의 妃 던 武后(624-705)의 고향으

로 그의 부친 武士彠이 利州의 都督을 지냈던 때에 태어났으며, 작가는 大中5년 

겨울, 梓州의 막료로 가는 도중에 화려했던 시절의 측천무후를 떠올리고 있는 것이

다. 이곳을 지나며 작가는 일세의 권력을 풍미했던 측천무후를 떠 올리지 않을 수 

없었고, 이 지역의 신화전설에 관한 기억을 풀어놓는다.49) ⑤에서 ⑧은 후반부에 

해당하는데, ⑤와 ⑥은 전반부의 기억이 여전히 상존하여 ‘용과 용궁의 노래’를 계

속하지만, ⑦과 ⑧에서는 작가의 시선이 어느새 현재의 시점으로 옮겨져 비 내리는 

황폐한 옛 성의 처연한 혜초 잎에 머물며 기억은 정지된다. 아마도 시든 혜초 잎 

위에 떨어진 물방울은 권력부침과 인생사의 부귀 화가 무상함을 암시하며 동시에 

그에 동화된 시인의 비감한 눈물일지도 모른다.

용의 고향 利州의 광과 그 왕좌를 지키기 위한 神劍의 이야기는 이제 전설로 

남았다.50) 세월도 권력도 무상한 것, 이전에 용들의 먹이로 바치던 말린 제비 육

포가 끊긴지 오래고 다만 그곳엔 쓸쓸한 빈 성터만 남았다. 작가는 利州를 지나면

서 잠깐 스치는 기억이었지만 이를 놓치지 않고 포착하여 詩作化하 다. 서사시

의 한 장면을 한 폭의 신비스런 그림과 같이 신화적 이미지로 채색하여 한 수의 율

시를 완성한 것이다.

다음은 <昨日>이라는 제하의 시를 보도록 하자.51)

昨日紫姑神去也 어제는 紫姑神이 떠나가고 ― ① 
今朝青鸟使来赊 오늘 아침엔 靑鳥 더디 오네 ― ② 

49) 劉學鍇⋅余恕誠, 《李商隱詩歌集解》 卷3, 中華書局, 1999, 1227-1232쪽.

50) 神劍은 寶劍으로 《吴越春秋》⋅《搜神记》⋅《越绝书》 등에 관련된 자료가 보인다. 神劍

은 干 莫邪가 주조한 검으로 천하의 명검이었다.

51) 朱懷春⋅曺光甫⋅高克勤, 《李商隱全集》, 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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未容 语还分散 말 다하지 못한 채 다시 헤어지고 ― ③ 
得团圆足怨嗟 잠시의 만남으로 원망의 탄식만 커진다 ― ④ 

二八月轮蟾影破 열엿새 날 둥근 달 속 두꺼비 그림자 막 이지러지고 ― ⑤ 
十三弦柱雁行斜 열세 줄 거문고 괘는 발, 기러기 행렬처럼 나란히 비껴 선

다 ― ⑥ 
平明钟后更何事 새벽 종소리 그치면 또 무엇을 할까 ― ⑦ 
笑倚墙边梅树花 웃으며 담장에 기 어 매화나무 꽃 보고 있겠지 ― ⑧ 

작가는 ①에서 어제로 紫姑神이 떠났다고 내뱉듯이 시작한다. ②는 ①에 이어서 

오늘 아침에 靑鳥가 더디 온다고 투덜거리듯 읊조린다. ③과 ④에서는 다시 헤어지

고 잠시의 만남에 한 미련으로 원망과 탄식이 커진다고 토로한다. ⑤에서는 이야

기를 전환하여 열엿새 날 月輪(둥근달)이 찌그러지기 시작하고 ⑥은 열세 줄의 거

문고 줄을 버티는 기러기발이 사선으로 나란히 늘어서 있는 모습을 묘사한다. ⑦과 

⑧에서는 새벽종 소리 후 할 일을 자문한 다음, 스스로 담장 가에 피어나는 매화꽃

을 감상하고 있을 것이며 元宵節 다음날의 일상을 그리는 가운데 매화꽃 감상을 

떠올리며 종장을 마무리한다. 

구조적으로 ①로부터 ④까지 전반부에서는 元宵節 축제에서 사랑의 점을 치고 

누군가를 잠시 만났다 헤어지고 난 후의 탄식을, 후반부인 ⑤에서 ⑧까지는 새로운 

기 와 만남을 갈망하는 희망의 노래다. 주요 시어는 紫姑神, 靑鳥, 月輪蟾, 十三

弦, 平明鐘, 梅樹花 등이다. 紫姑神은 《異苑》과 《荆楚岁时记》에서 보이는 元宵節 

축제에 사람들이 기원행위를 하는 상으로 厠間(변소)을 관장하는 신이다.52) 靑

鳥는 서왕모를 모시는 신조인 三靑鳥이다. 月蟾(달두꺼비)은 嫦娥의 다른 형상이

다. 모두 신화적 소재다. 十三弦(거문고), 平明鐘, 梅樹花, 이 세 가지는 현실의 

소재다. ①부터 ⑧까지 6개의 주요 소재가 등장하는데, 앞의 세 가지는 피안을 상

징하거나 차안과의 통교수단으로 두 세계를 연결하는 장치다. 뒤의 세 가지는 작가

의 손, 귀, 눈으로 접할 수 있는 현실의 사물이다. 작가가 이 두 형태의 표상들을 

52) 刘敬叔, 《異苑》 卷5. ｢世有紫姑神. 古来相传，云是人家妾，为大妇所嫉. 每以秽事相

次役，正月十五日感激而死. 故世人以其日作其形，夜于厕间或猪栏边迎之. 祝曰, 子

胥不在, 是其婿名也, 曹姑亦归，曹即其大妇也, 姑可出戏. 捉 觉重，便是神来. 

奠设酒果，亦觉貌辉辉有色，即跳躞不住. 能占众事，卜未来蠶桑. 又善 钩，好则大

舞，恶便仰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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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그 로 묘사한듯하지만 그 의미와 표현의 효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 두 

개 絶句를 연이어 배치한 律詩는 개별적인 絶句의 두 개가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독립적인 시가 된다. 다시 말하면, ①~④(전반부: 신화적 소재)와 ⑤~⑧(후반부: 

현실적 소재)을 구성하여 서로 조응하도록 배치하여 신화의 현재화, 또는 현실의 

신화화가 동시에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 이로

써 신화 이미지가 극 화되고, 주체나 시제가 서로 환류 되어 내가 네이고, 어제와 

오늘. 내일의 구분이 무의미해진다. 절구와 절구를 연결한 律詩는 모든 것이 서로 

교통하여 妙合을 이루게 하는 효과적인 장치이다. 

7구에서는 원소절 뒷날에 밤새 거문고 타다가 새벽 종소리를 듣고 멈추어서 거

문고를 세워놓고 날 밝으면 무얼 할까 반문한다. 그러나 그 주체는 모호하다. 작가 

자신일 수도 있고, 작가가 만났던 ‘그이’일 수도 있다. 확실한 것은 매화꽃 감상, 곧 

봄날의 정취 속에서 느끼는 새로운 만남에 한 기 와 내일의 새로운 일상의 전개

다. 작가 자신의 내일일 수도, 아니면 ‘그이’의 내일일 수도 있다. 새벽 종소리로 열

린 새로운 시간, 시간은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창(오늘)을 연다. 매화꽃 감상은 주

체의 모호성으로 인해 실제의 매화를 보는 행위를 의미하거나 혹은 만나기를 고

하는 이를 상징하고 있어 그 의미가 애매하다. 보는 것 자체가 만남이다. 꽃이든 

사람이든 상관없다. 결국, 후반부에서 ⑦과 ⑧은 새로운 것과의 만남을 꿈꾸는 기

다림의 고백이요 희망의 메시지다.

이번에는 <銀河吹笙>이라는 제하의 시를 보자.53)

悵望銀河吹玉笙 창연히 은하수 바라보며 생황을 부노라 ― ① 
樓寒院冷接平明 차가운 누각 싸늘한 정원, 아침을 맞는다 ― ② 
重衾幽夢他年斷 두툼한 이불 그윽한 꿈, 그때의 소식 끊기고 ― ③ 
別樹羈雌昨夜驚 저쪽 나무에 매어 둔 말 한 필 간밤에 놀랐지 ― ④ 
月榭故香因雨發 달 빛 정자 옛 향기 빗속에 발하고 ― ⑤ 
風簾殘燭隔霜清 바람은 주렴 흔들고 촛불 깜박이는데, 밖에는 맑은 서

리 ― ⑥ 
不 浪作緱山意 부질없는 파랑으로 山意에 얽매이지 말라 ― ⑦ 
湘瑟秦簫自有情 湘瑟 秦簫는 自情으로 그렇게 한 것이라 ― ⑧ 

53) 朱懷春⋅曺光甫⋅高克勤, 《李商隱全集》, 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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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은 은하수 바라보며 생황을 부는 작가의 모습을, ②는 이내 시간이 흘러 아침

이 되었음을 묘사한다. ③과 ④에서는 重衾幽夢(두툼한 이불, 그윽한 꿈)과 羈雌驚

이 상징하는 과거의 기억을 회상하고, ⑤는 그러한 기억을 현실로 가져와 연결하되 

⑥에서 이를 境界를 만들어 차단한다. ⑦에서는 浪과 山意를 방편삼아 집착하지 

않도록 되새기며, ⑧에서는 湘瑟秦簫의 전고를 들어 그들이 신선이 된 것은 순리의 

길을 따르는 결과 다고 받아들인다.54)

구조적으로 ①에서 ④까지는 시각(은하수)을 청각(생황)으로 연결시키면서 기억

(심리)으로 치환한다. 첫 구는 시각으로부터 청각으로 나아가고, 두 번째 구는 현

실적 공간을 상물(樓, 院)의 감각(寒⋅冷)으로 지각하여 시간적 배경(平明)을 

묘사한다. 작가는 차가운 새벽녘에 은하수를 바라보며 생황을 불다가 아침을 맞이

하는 가운데 지금 소식은 끊겼지만 그때 일을 떠올렸다. ⑤와 ⑥은 다시 현실로 돌

아와서 후각(故香)으로 형상화(기억의 상)를 치하여 상징한다. 故香은 옛 지인

으로 기억의 편린을 붙들어 香氣로 표현하고 있다. 그런 다음, 세 번에 걸친 시각

적 기표(記票: 風廉, 殘燭, 霜淸)를 끌고 와서 ①에서부터 ④까지 형성된 기억을 

消去하고, 맑은 서리로 換喩하여 경계를 만들어 내어 기억을 격절시켰다. 이제, 작

가는 ⑦과 ⑧을 통하여 ‘他年斷’의 실체를 열어 보인다. ⑦에서 浪과 山意는 바다

와 산이라는 공간과 결부된 의지를 상징하는 은유다. 浪은 波浪으로 변화무쌍한 世

慾과 감정을 상징한다면, 山意는 산처럼 불변한 의지나 수행의 길을 상징한다. 

작가는 ①로부터 ④까지의 전반부에서 ‘떠올랐던 기억’을 세 단계의 소거과정을 

거쳐 비로소 기억의 번뇌를 떨쳐버리고 평화를 되찾았다. ‘그때 그 사람’이 山意를 

따랐던 일을 이제는 恒心으로 바라보면서 긍정도 부정도 순간의 단정에 불과하고 

自情(마음가는 로)을 따르면 그것이 ‘자기의 길’이라는 점에 동의한다. 湘水의 여

신인 湘妃가 신묘한 솜씨로 거문고를 연주하고, 蕭史가 퉁소를 잘 불어 신선되었다

는 이야기가 바로 自情의 전형이다. 작가는 마지막 연에서 인간사를 의지보다 自情

으로 하는 것이 道(진리)요 자연의 순리라고 독백처럼 말한다. 더 나아가 작가는 

삼라만상의 主客을 구분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일이나 상, 곧 그때 그 사람이나 

그때의 일과 연결되는 差延的 關係에 있다는 점을 넌지시 제시한다. 그는 자신이 

54) ①湘瑟의 전고는 《楚辞补注》 卷5, <远游> ｢使湘靈鼓瑟兮，令海若舞冯夷.｣ ②秦簫의 

전고는 《列仙传》 卷上 《萧史》인데, 이는 주 47)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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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절시킨 과거의 기억에 한 단정마저 소거시킴으로써 격절을 넘어서 共感의 새로

운 장을 바라보았다.

다음으로는 <無題>라는 제하의 7언 율시를 보겠다.55)

來是空 去絶蹤 온다는 말 빈 말, 한 번 가니 종적 없네 ― ① 
月斜樓上五更鐘 누  위에 달 기울고 오경을 알리는 종소리 ― ② 
夢爲遠別啼難喚 꿈은 먼 이별 되고 울다 지쳐 소리조차 어려우니 ― ③ 
書被催成墨未濃 書信 서둘러 마치려하나 먹이 연하네 ― ④ 
蠟照半籠金翡翠 촛불은 조롱 안 금비취 반쯤 비치고 ― ⑤ 
麝熏微度繡芙蓉 수놓은 부용 넘어 사향 향기 스며드는데 ― ⑥ 
劉郎已恨蓬山遠 유랑이 옛적에 봉산 멀다고 하더니 ― ⑦ 
更隔蓬山一萬重 실로 일만 겹이나 더 멀리에 있네 ― ⑧ 

①에서는 알 수 없는 어떤 지켜지지 않는 약속을 空 이라면서 수수께끼 같은 

의문을 던진다. ②는 한밤을 지나서 새벽이 되었음을 말해주며, ③은 바램의 좌절

과 답 없는 이름을 불러보지만 아픈 이별로 부를 힘조차 없다고 실토한다. ④에

서는 서신을 쓰려고 먹을 갈지만 제 로 갈리지 않아 서신마저 마치지 못한다며 이

별의 슬픔을 극 화한다. ⑤에서 촛불은 방안 조롱 속에 있는 비취를 은은히 비추

고, ⑥에서는 부용 수놓은 이부자리에 사향 향기가 남아 있다고 노래한다. ⑦에서

는 유랑의 전고를 꺼낸 다음, ⑧에서는 봉산이 일만 겹보다 더 멀리 있다며 마무리 

짓는다. 

구조상으로 ①과 ②는 과거의 사건(空 )과 현재의 시점(五更)을 제시하여 시를 

시작하는 배경으로 삼고 있다. ②의 樓上月(누  위에 달)과 五更鐘(오경을 알리

는 종소리)은 시각으로 감지되는 공간과 청각으로 인지되는 사물을 결합한 공감각

적 표현으로 절묘하게 과거와 현재를 통합시킨다. ③과 ④에서는 기다림이 무너져 

이별이 현실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그곳이 비록 먼 곳이라 할지라도 불러보고자 하

지만 이마저 울다 지쳐 소리조차 낼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고 고백한다. 이어서 이

를 신하여 편지를 쓰고 싶지만 이 또한 심사가 산란하여 먹이 잘 갈리지 않아 제

로 마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묘사하고 있다. 과거와 현재가 결합된 고통은 3구

55) 朱懷春⋅曺光甫⋅高克勤, 《李商隱全集》, 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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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나 4구까지 이어지면서 그 서글픔이 증폭되었다. 여기까지가 전반부인데, 전

반부에서는 과거의 회상이 현재의 복잡한 심사와 번뇌의 단초가 되고 있다. 

후반부의 시작인 ⑤와 ⑥은 여전히 전반부에서 밀려온 과거의 흔적이 현재의 공

간에 남아 있는 物(金翡翠, 麝熏, 繡芙蓉)이 我(나)에 머물러 있음을 거듭 직면하

고 있음을 보여준다. ⑦과 ⑧에서는 다시 劉郞의 전고를 끌어들여 ①에서 비롯된 

사건의 發起를 해원하는 轉機로 삼아 봉래산이 멀리 있어 결국 다시 온다는 말이 

空 이 아님을 받아들이고 있음을 묘사한다. 劉郞의 전고는 《幽明 》에서 전하고 

있는 고사이다. 본래의 이름은 유신(刘晨)으로 그는 신선의 세계를 여행하고 왔던 

사람이었다.56) 유신이 신선의 마을에 반년 동안 머물렀는데,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7세손이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작가는 바로 7구를 전환점으로 삼아 

시 전체가 현재일 수도 있고 과거일 수도 있으며, 현세의 이야기일 수 있고 신선의 

이야기일 수도 있도록 경계를 허물었다. 시 전체에 신화전설의 전고를 활용하여 이

미지화함으로써 시 전체의 신화 이미지화를 구현하고,57) 시간과 공간, 주체와 객

체 간의 구분을 무의하게 만들어 모든 요소에 합일화의 가능성을 부여함으로써 새

로운 詩作世界로 확장 상승시켰다고 할 만하다. 

Ⅳ. 맺음말

지금까지 李商隱의 시 가운데 신화전설의 소재를 사용하거나 신화적 이미지를 

사용한 詩作을 絶句와 律詩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이상은의 신화전설과 

관련된 詩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李商隱의 신화 관련 시는 절구, 율시의 정형적인 율격을 갖추고 있음이 확

인된다. <嫦娥>⋅<七夕>⋅<瑤池> 등 李商隱의 신화 관련 시는 近體詩로서의 형식, 

56) 《幽明 》 권30, <刘晨阮肇天台山遇仙记> ｢汉明帝永平五年，剡县刘晨、阮肇共入天

台山 取谷皮，迷不得返. 经十三日，粮食乏尽，饥馁殆死. 遥望山上，有一桃树，大

有子实, 而绝巖邃涧，永無登路. 援藤葛，乃得至上. 各啖数枚，而饥止體充. 復下

山, 持杯取水，欲盥漱. 见芜菁葉从山腹流出，甚鲜新, 復一杯流出，有胡麻饭糁. 相

谓曰, 此知去人径不远. …….｣
57) 김의정, <李商隱의 詩에 나타난 典故의 의미와 효과>, 《중국어문학지》 1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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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운, 기법, 풍격, 시어의 조탁 등이 매우 정형적인 형태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시

작법에 의해 李商隱시에서 활용된 신화적 인물, 소재, 전고는 다양하고 풍부한 意

象과 意境을 갖추어 독특한 詩 風格을 형성하고 있다. 

둘째, 李商隱의 신화 관련 시는 절구와 율시 형식에서 개별적인 특징이 분명하

게 드러난다. 절구에서는 句의 서술구조가 완전하게 드러난 반면, 율시에서는 편폭

이 길어짐에 따라 내적 구성이 자유로운 詩意의 사유공간을 열었다. 그로 인하여 

시상의 전개를 풍부하게 하고 이미지의 채용을 다채롭게 구사하여 독자적인 시세계

를 형성하 다. 절구에서는 단순한 구조, 신화소재의 일원적 활용, 이미지의 단일화

가 특징이었다면, 율시에서는 구조의 복합성, 신화소재의 교차적 배합, 신화전설과 

전고의 유기적 결합, 이를 통한 신화 이미지의 극 화와 시 미학적 형상화가 명료

하게 보인다.

셋째, 李商隱의 시에서 신화전설의 채용은 신화고사의 기본 유형을 그 로 가져

오거나 소재만을 따 온 경우도 있지만, 이를 창작물로 변형시켜 신화 이미지를 새

롭게 창출한 시작법이 두드러진다. 李商隱의 신화 제재 시는 단순히 신화 소재의 

활용이나 전고 등을 사용하는 것을 넘어서 작가의 다양한 상상력과 결합되면서 시 

풍격을 新奇⋅絶妙하면서도 含蓄⋅古雅한 意境美를 만들어냈다. 특히, 신화적 소

재와 현실적 소재를 서로 조응하도록 배치하여 ‘신화의 현재화’, 또는 ‘현실의 신화

화’를 동시에 가능하게 함으로써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허물었다. 또한 신화 이미

지를 극 화하고 주제나 시제를 서로 환류 시키고, 주체와 객체를 서로 교환하고, 

시제마저 과거와 현재를 혼용하여 시간의 구분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詩意와 詩境

을 작가의 所 에 묶어두지 않고 보편화시켰다고 여겨진다. 無題詩와 <琴瑟>에서 

보듯이 신화의 재생과 이미지화를 통하여 작가가 자연과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노

래하고 있는데, 이러한 작업으로 인간과 자연, 타자와 자아의 조화를 깨달아 자아

를 완성하는 철학적 성찰의 시로 발전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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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文提要】

This study is an analysis on the Mythological imagism of Li 

Shang-yin's Poetry in the late Tang dynasty. The mythic poetry of Li 

Shang-yin occupies a part of the about 600 poems of his one. In this 

paper, 16 poems that have ancient mythical legends or mythological 

images were used. I have analyzed the components, developments, 

symbols, meanings, and characteristics of 16 poems in this paper. As a 

result, the poetry of Li Shang-yin related to mythical legends has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First, the mythic poetry of Li Shang-yin has formulaic rhythm & 

form of the metrical verse that composed of four line(絶句, juéjǜ) and 

eight line(律詩, lǜsh ). Generally, it is confirmed in the ‘classical 

Chinese verse(近體詩, jìntǐsh)’ which is one of Chinese traditional 

poetry genres. 

Second, the mythic poetry showed individual characteristics in 

addition to the typical characteristics of Rhythm & Form. In the jjiéjù

(絶句), Li Shang-yin focused on the narrative structure, but in lǜsh (律

詩), the focus was on liberal thinking and complex compositions. It 

also had been made his own area of poetry by extensive poetical 

developments and use of various images. 

As a result, it has enriched the development of the awards and 

created a unique poetry world by variously employing images

Third, the adoption of mythical legends in Li Shang-yin's poems 

sometimes brought the basic types of mythical poetry or used them as 

materials. However, the poetics of transforming it to creative new 

images of myth was prominent by transforming the original legends to 

the creation. Especially, to be simultaneously ‘reality of myth’ or ‘myth 

of reality’ was possible as corresponsive arrangements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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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thological materials and the realistic materials. It breaks the 

boundaries between reality and unrealism. It also maximized the 

mythical image, exchanged themes, subjects and objects, and made the 

separation of time meaninglessly by using tenses mixed with the past 

and present. In this work, Li Shang-yin used the procedure of 

philosophical reflection to realize the harmony of man, nature, others 

and self on the mythic poems.

【主題語】

이상은의 신화 제재 시, 신화적 이미지, 신화의 현실화, 현실의 신화화, 변모

李商隱的神話題材詩, 神話的意象, 神話的現實化, 現實的神話化, 變容

Li Shang-yin’s mythic poems, Mythological imagism, reality of myth, 

myth of reality, transfor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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