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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文提要】

주이준의 물사 <沁園春> 12수는 南宋代 劉過로부터 시작된 <심원춘> 사패로 

여성의 몸에 해 노래하는 전통을 이어가면서도, 보다 다양한 소재를 사용하 고 

聯章體의 형식을 사용하여 하나의 서사를 완성하 으며, 작자의 결핍과 욕망을 재

현한 특정 여성의 이미지를 생산하 다는 점에서 이전의 여성의 신체를 다룬 작품

과 차이가 있다. 이는 작자 주이준의 개인적인 생애의 향을 받은 것인 동시에 ‘사

물[物]’을 바라보는 명청 교체기 지식인의 시각의 변화를 반 한 것이기도 하다. 본

고에서는 이 작품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청초 여성의 신체를 다룬 물사가 어

떠한 환경에서 발전하 으며, 그것이 묘사하고 있는 여성 형상이 어떠한 특징과 의

미를 가지는지 밝히고자 한다. 

  * 서울 학교 시간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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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기

사물[物]1)을 노래하는 ‘詠物’은 시가 역의 중요한 제재 중 하나이다. 사의 

역에서는 詞體가 민간에서 문인의 문학 체제로 넘어가게 된 唐⋅五代 시기 문인 

물사가 등장하기 시작하 으나, 蔣敦復(1808~1867)이 《芬陀利室詞話》에서 

｢당⋅오 ⋅북송인의 사는 그다지 사물을 노래[詠物]하지 않았다. 남송의 여러 사

인들은 사물을 노래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모두 기탁하 다.(唐五代北宋人詞, 不甚

咏物, 南渡諸公有之, 皆有寄託)｣2)라고 하 듯이 초기의 물사는 초보적인 단계

로 그 수량이 많지 않았고,3) 南渡 이후 詞社가 활발해짐에 따라 모임의 과제로 

물사가 다량으로 창작되었다.4) 특히 南宋 시기의 국가적 위기는 지식인들의 문학 

창작에 향을 끼쳐 망국의 절망적인 심정이나 우국충정의 정감을 사물에 기탁하여 

드러내고자 하는 의욕을 불러일으켰다. 

물사의 발전은 남송  절정에 이른 뒤, 비슷한 시 적 상황을 맞이한 청 에 

또 한 번의 극성기를 맞이하 다. 秦夢佳(2018)의 통계에 따르면 《全淸詞⋅ 康

卷》과 《全淸詞⋅ 康卷補編》에 수록된 청나라 초기 물사의 수는 7600여 수로 

이는 송  물사의 두 배가 넘는 수이며, 청초의 전체 사 작품의 12.5%에 해당하

는 비율이다.5) 이 시기에 물사가 크게 발전한 것은 일차적으로 명말청초 시기에 

詞體가 부활한 것과 관련이 있다. 한족의 왕조가 이민족 왕조로 교체되는 혼란기에 

지식인들은 자신들의 내면적 감정을 문학이라는 수단을 통해 표출하고자 하 는데, 

 1) 물의 상인 ‘物’을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논자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김만원은 물시의 제재인 ‘物’을 ‘가시적인 개체물’로 규정하되, 혹자에 따라서는 

비가시적, 추상적인 것도 ‘物化’의 과정을 통해 하나의 고정된 개체물로 형상화시킬 수 

있다고 볼 소지가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본고에서는 이 의견을 따르기로 한다. 물시

의 정의와 ‘物’의 범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김만원, <中國詠物詩試論: 六朝를 中心

으로>, 《중국문학》 제16집, 1988, 2-10쪽을 참조할 수 있다.

 2) 唐圭璋 編, 《詞話叢編》(北京, 中華書局, 1996), 3675쪽.

 3) 그 예로 晩唐⋅五代 시기의 《花間集》은 전체 500수 가운데 8.2%인 41수의 물사가 

수록되었지만, 《全宋詞》의 경우에는 전체의 14.2%인 3,011수로 물사의 비중이 확

되었으며, 특히 남송 에 그 수량이 폭 늘어났다. 《화간집》과 《전송사》의 제재 구

성에 한 통계는 許伯卿, 《宋詞題材研究》(北京, 中華書局, 2007), 37쪽을 참조.

 4) 김지현, <張炎詞學理論硏究>, 서울 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9, 177쪽 참조. 

 5) 秦夢佳, <淸初詠物詞研究>, 廣西大學 석사학위 논문, 2018, 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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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이 시기에 그 가치를 재발견한 사의 창작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본디 

연회의 주흥을 돋우는 등 오락적인 목적으로 창작되었던 사는 지식인들에게 이른바 

‘ 道’, ‘ 技’로 평가되었고, 이로 인하여 도리어 당  지식인들에게 있어서 표현의 

돌파구가 되는 결과를 낳았다. 즉, 淸朝의 詩文 통제로 시를 통해 왕조 교체기의 

비애를 표현하는 것이 어려웠던6) 당시 지식인들이 상 적으로 표현이 자유로웠던 

사에 새로이 관심을 갖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시 적 감개를 표출하고자 하 던 것

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사의 부활은 특정한 ‘사물[物]’을 주제로 하여 그것을 노래하는 물사의 발전으

로도 이어졌다. 특히 청초 朱彝 (1629~709)을 비롯한 浙西 사인이 주도한 남송 

유민사인의 물사집 《 府補題》의 유행현상은 비슷한 시  상황에 처해있었던 남

송 사인에 한 청초 사인들의 공감이 반 된 것이었다. 이는 《악부보제》의 5개의 

詞調(<天香>, <水龍吟>, <摸魚兒>, <齊天 >, <桂枝香>)로 5개의 제재(龍涎香, 白

蓮, 蓴, 蟬, 蟹)를 따라 쓰는 ‘擬 府補題’를 유행시킬 뿐만 아니라 사의 역에서 

‘ 물’이라는 주제 자체를 발전시켰다. 

명말청초 시기 사단을 표하 고, 청 중기까지 청  사단의 주류를 이루었던 浙

西詞派의 宗主로 평가되는 주이준7)은 《악부보제》를 발굴8)하여 청  사단에서 ‘의

 6) 그 예로 명말청초의 문인 歸莊(1613~1673)은 ｢소주의 진태복은 일찍이 天啓⋅崇祯 

두 연간의 遺詩를 선집한 적이 있는데 … 여러 시에 당시 세상일에 한 감개와 현재의 

왕조에 해 지적하는 것이 많았으니 본디 선집하는 자가 점검하지 못한 것인데 또한 

순치 연간 때 속박이 느슨하 기 때문이다. 康熙 연간 초에는 國史의 일로 많은 이들

을 마구 죽 으니 이로부터 文網이 점차 엄격해졌다.( 州陳太僕皇士嘗選啓禎兩朝遺

詩, … 諸詩中多有感慨時事、指斥今朝 , 固選 失檢點, 亦以 治時禁錮疎闊也. 康

熙初, 爲國史事殺戮多人, 自此文網漸密.)｣(《歸莊集》 권10 雜著)라고 하여 강희제 때 

시문 통제가 엄격했음을 지적한바 있다. 

 7) 朱彝 의 ‘ ’의 한글 독음은 ‘존’이지만 주이준 이름의 ‘彝’가 祭器를 의미하므로 본고

에서는 ‘ ’ 역시 그릇인 ‘樽’과 동일한 글자로 보고 ‘준’으로 표기하고자 한다. 朱彝 의 

字인 ‘錫鬯’ 또한 祭器이다.

 8) 朱彝  《曝書亭集》 卷36 < 府補題序>: ｢ 《악부보제》 1권은 상숙 오씨의 필사본으로 

휴녕의 왕진현이 장흥의 장서가에게 산 것이다. 나는 그것을 좋아하여 급히 베껴 경사

에 가지고 갔다. 의흥의 장경소는 곡조에 맞추어 장단구 짓는 것을 좋아하 는데 그것

을 읽고는 찬탄이 그치지 않아 마침내 판각하여 전한다.( 府補題一巻. 常熟呉氏抄白

本. 休寜汪氏, 購之長 藏書家. 予愛而亟 之. 攜至京師. 宜 蔣京 , 好倚聲為長

短句, 讀之賞激不已, 遂鏤版以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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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부보제’ 현상을 유행시키는 등 물사 발전에 선두적인 역할을 했다. 주이준의 사 

창작은 博學鴻詞科(1679) 응시를 위해 入京한 시기를 경계로 전기와 후기로 구분

되는데, 주이준의 후기사집인 《茶煙閣體物集》 2권, 총 114수의 작품이 모두 물

사일 정도로 그의 후기사 창작은 물사에 치중되었고 다양한 제재의 작품을 창작

하여 청  물사의 제재 확 에 기여하 다. 

秦夢佳는 청나라 초 물사의 소재가 거 확 되었을 지적하면서 그 예 중 하

나로 ‘미인’을 노래한 물사가 늘어난 것을 들었다. 청초에 미인을 노래한 물사

는 300수에 달하며 이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 바로 미인의 신체 부위를 노래한 것

이다.9) 물시의 역에서는 이미 육조 시  宮體詩가 발달하면서 ‘ 물’과 ‘미인’

이라는 소재가 결합하여 여성을 제재로 한 물시가 발전하 지만, 사에서는 그 발

전이 늦은 편으로 본격적으로 유행한 것이 바로 이 때 다. 

주이준의 경우, 《다연각체물집》에 수록된 작품 중 인체를 다룬 것은 총 13수로 

전체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13수 가운데 <雙雙燕⋅이별

의 눈물(別淚)>을 제외한 12수가 <沁園春>이라는 동일한 곡조를 사용한 聯作의 작

품이라는 점이다. 

주이준의 물사는 절서사파의 사론을 반 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그 연구 가치

를 인정받았지만, 내용보다는 형식적인 부분에 치중하고 주로 사물의 묘사에 집중

하 다는 점에서 그의 前期詞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여성의 신체를 묘

사한 <沁園春> 12수는 음란한 작품으로 폄하되기도 하 다.10) 그러나 이 12수의 

작품은 남송  劉過(1154~1206)로부터 시작된, <沁園春> 사패로 여성의 몸을 노

래하는 전통을 이어가면서도 보다 다양한 소재를 사용하 고, 聯章體의 형식을 사

용하여 하나의 서사를 완성하 으며, 작자의 결핍과 욕망을 재현한 특정 여성의 이

미지를 생산하 다는 점에서 동일한 주제의 이전 작품들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유

독 이 시기에 주이준과 같은 지식인 계층이 ‘여성의 몸’이라는 주제에 관심을 가졌

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작자 주이준의 개인적인 생

애의 향을 받은 것인 동시에 ‘사물[物]’을 바라보는 명청 교체기 지식인의 시각의 

 9) 秦夢佳, 앞의 논문, 13-14쪽. 

10) 표적인 예가 嚴迪昌으로 그는 《淸詞史》에서 이 작품들이 褻詞에 가깝다고 평하 다. 

嚴迪昌, 《淸詞史》(南京, 江 古籍出版社, 1990), 25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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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반 한 것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주이준 물사 <沁園春>을 구

체적으로 분석하여 청초 여성의 신체를 다룬 물사가 어떠한 환경에서 발전하 으

며, 그것이 묘사하고 있는 여성 형상이 어떠한 특징과 의미를 가지는지 논하고자 

한다. 

Ⅱ. <심원춘(沁園春)> 사패와 여성의 몸

<심원춘> 사패가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은 남송 이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심

원춘> 사는 북송  張先의 <심원춘⋅도성의 조열도에게 부치다(寄都城赵阅道)>이

고, 사실상 그 이전부터 <심원춘> 사패가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아직은 원

시적인 단계 고, 이후 軾 등을 거치면서 仗과 같은 형식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서11) 비로소 문인들 사이에서 사패가 자유롭게 사용되기 시작하 다. 

남송  劉過는 <심원춘> 사를 자주 사용한 작자 중 하나다. 兩宋代 전체를 통틀

어 현존하는 <심원춘> 사가 총 428수인데, 유과 한 사람이 남긴 <심원춘> 사가 총 

17수이니 그 수가 적지 않다.12) 유과는 <심원춘⋅미인의 손톱(美人指甲)>과 <심

원춘⋅미인의 발(美人足)>을 창작하여 ‘여성의 몸’을 노래함으로써 <심원춘> 사패의 

소재를 확장시켰는데, 특히 미인의 손톱은 남송  이전의 사에서는 보기 어려운 소

재 다.13) 

張炎(1248~1320?)은 《詞源》의 詠物 조목에서 우수한 물사를 논하면서 유과

의 이 작품들에 해 ｢두 편의 사 또한 공교하고 수려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작품들

11) 龍建國, < 《沁園春》的形式特點 發展曆程>, 《中國韻文學刊》, 1997年 01期, 93쪽 참

조. <심원춘> 사패의 형식과 그 발전 과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같은 논문, 92-96쪽

을 참조할 수 있다. 

12) 송  창작된 <심원춘> 사의 통계는 張翠穎, <兩宋長調 《沁園春》審美略探>, 《宿州教育

學院學報》 第11卷, 2008年 第2期, 54-55쪽을 참조했다. 

13) 張宏生, <劉過 《沁園春》豔體詠物詞 南宋詞學的發展>, 《古籍研究》, 2013年 第1期, 

1쪽 참조. 반면 미인의 발은 전족 풍습의 향으로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창작의 소재

가 되었다. 전족 풍습은 략적으로 五代 南唐의 後主로부터 기원한 것으로 추정된다. 

송 에는 소식이 <菩薩蠻⋅발을 노래하다(詠足)>를 창작한 예가 있는데 이것이 후에 

유과에게 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같은 논문, 2쪽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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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나란히 이야기할 만하지는 않다.(二詞亦自工麗, 但不可 前作同日語耳.)｣라고 

평가하 다. 여기서 앞의 작품들이란 史達祖(1163~1220?)의 <東風第一枝>, <綺

羅香>, <雙雙燕>, 姜夔(1155-1221)의 <暗香>, <疏影>, <齊天 >의 6편의 물사

로, 모두 장염이 우수한 물사의 예로 든 것이다. 장염은 《사원》의 雜論 조목에서

도 ｢신기질과 유과의 작품은 호기로운 사이나 아사는 아니다. 글을 지음에 여유가 

있으면 필묵을 놀려 장단구의 시를 지은 것일 따름이다.(辛稼軒、劉改之作豪氣詞, 

非雅詞也. 於文章餘暇, 戲 筆墨, 為長短句之詩耳.)｣라고 비판하 는데, 이는 유

과의 사가 진지한 문학 도구가 아니라 유희의 의미를 가졌을 뿐이라고 본 것이

다.14) 유과의 <심원춘> 2수는 뛰어난 묘사력과 전고 사용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장염 또한 이 작품이 ‘공교하고 수려함’은 인정하 다. 그러나 여성의 신체를 주제

로 하여 그것을 농 하게 묘사한 이 작품은 결국 유희를 위한 것이고 진지한 의미

를 담지 못하 기 때문에 사달조나 강기의 물사에 비해 부족하다고 평가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심원춘> 사패를 사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노

래하는 경향은 유과의 이 두 편의 사로부터 시작되어 후 로 이어졌다. 元代 沈景

高는 <심원춘⋅유과의 손톱 사에 화창하다(和劉龍洲指甲)>를 창작하 고, 邵亨貞

(1309~1401)은 <심원춘> 2수를 지어 여성의 눈썹과 눈을 노래하 다. 또한 徐石

麒(1578~1645)는 <심원춘⋅미인의 머리카락(美人髮)>, <심원춘⋅미인의 뺨(美人

腮)>, <심원춘⋅미인의 허리(美人腰)>, <심원춘⋅미인의 마음(美人心)>을 지어 이

전에 비해 다양한 신체 부위를 노래하 다.

이와 같이 원명 에 유과를 모방하는 흐름이 이어졌지만 본격적으로 이러한 제재

가 유행한 것은 청 에 들어서이다. 그 표적인 인물이 바로 주이준이다. 馮金伯

의 《詞苑萃編》 卷6에서는 ｢송  사람에게는 이러한 체제가 아직 적었고 원명 를 

거쳐서 성하 는데, 本朝에 이르러 주이준과 전방표 등의 작품이 몹시 아름답고 운

치 있었다.(宋人此體尚 , 歷元明而盛, 至國朝而朱竹垞、錢葆馚輩極妍盡致矣.)｣
라고 평가한 바 있다. 주이준은 그의 사선집 《詞綜》에 유과의 <심원춘> 사 2수를 

수록하고 ｢몹시 섬세하고 아름다워 아낄 만하다.(尤纖麗可愛.)｣는 陶宗 (1329~ 

1410)의 평을 인용하여 이 작품에 한 관심을 드러내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그와 유사한 주제의 작품을 창작하 다. 이 작품들은 눈⋅코⋅귀⋅치아⋅어깨⋅
14) 김지현, 앞의 논문, 19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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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손⋅가슴⋅담⋅장⋅등⋅무릎의 12가지 신체 부위를 주제로 하여 제재 면에서 

큰 발전을 이루었다. 

주이준과 사로 자주 창화하 던 錢芳標뿐만 아니라, 이후 沈鱄, 斌良, 孫雲鶴 

등의 많은 청  문인들이 <심원춘> 사패를 사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노래하 는데, 

절서사파의 창시자라 할 수 있는 주이준의 <심원춘> 12수가 이들에게 미친 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청 중기 孫原湘(1760~1829)이 기존에 자주 사용하지 

않았던 ‘미인의 동공[美人瞳神]’, ‘미인의 붉은 뺨[美人頰暈]’, ‘미인의 머리 그림자

[美人鬢影]’, ‘미인의 피부 향[美人肌香]’과 같은 소재를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주

이준이 청초에 이미 소재를 과감하게 확장시켰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주이준의 <심원춘> 12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본고에서는 <심원춘> 12수 속 物化된 여성의 몸의 이미지

에 초점을 맞추고, 작자의 개인적 경험의 향과 명청 교체기의 시 적 향을 모

두 고려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때 여성 신체의 ‘물화’란 주체인 

‘나’와 비되는 객체로서의 ‘物(object)’인 동시에 ‘나’의 성애적 욕망을 자극하는 

‘物(fetish)’로의 변화 역시 의미한다. 

Ⅲ. 주이  물사 <심원춘(沁園春)>과 여성의 몸

1. 연장체 형식의 서사를 통한 특정 여성 이미지의 재생산

주이준의 물사 <심원춘> 12수는 12가지의 다양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노래한 

연작사로, 형식적으로는 聯章體의 형태를 사용하여 12편의 작품이 하나의 서사를 

완성시키도록 구성하 다.

주이준의 사집 《曝書亭集⋅다연각체물집》은 주이준이 말년에 직접 편집한 것으

로, 작자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작품을 순서 로 배열하 다. 일차적으로는 백과

사전식의 구성을 사용하여 각각의 소재를 카테고리화하고 주제별로 작품을 배열해

두었다.15) 이에 따라 ‘인체’를 주제로 한 주이준의 물사 13수는 사집에 연이어 

배치되었는데, 이중 <심원춘> 12수는 이마[額], 코[鼻], 귀[耳], 치아[齒],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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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肩], 팔[臂], 손바닥[掌], 가슴[乳], 담[膽], 장[腸], 등[背], 무릎[膝]의 순으로 

배열되었다. 이는 여성의 신체 중 가장 윗부분에 해당되는 ‘이마’로부터 시작되어 

가장 아랫부분인 ‘무릎’까지, 시선을 상하로 이동시킨 것이다. 내용면에서도 이 작품

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된다. 

(…)

記折花共劇,16) 기억나네, 꽃을 꺾고 함께 놀 때

蘭雲纔覆, 난초 향기 이는 구름머리 겨우 이마를 덮었는데

塗妝伊始, 단장하기 시작하고는

翠鈿曾安. 비취빛 비녀를 얹을 수 있었지. 

慣疊纖羅, 고운 비단 장식 익숙히 두르지만

微嫌短髮, 짧은 머리 조금 불만스러워

手裊紅絲著意刪. 손으로 붉은 실 휘감아 애써 잘랐네. 

(…)

위의 작품은 연작의 첫 번째인 <심원춘⋅이마(額)>의 上片 중 일부다. 이 작품에

서 작자와 일치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화자는 묘사의 상인 여인과 “꽃을 꺾고 함

께 놀 때(記折花共劇)”를 회상한다. 작자는 현재가 아닌 과거를 돌아보고 있으며, 

그리하여 이 작품에서 묘사하는 것은 이제 앞머리가 자라 이마를 덮고 단장에 관심

을 가지는, 막 소녀티를 벗은 여성의 모습이다. 그러나 연작사의 마지막인 <심원

춘⋅무릎(膝)>에 이르면 ｢낭군을 앉히고는 아후를 (무릎 위에) 두어 걸음마 배우게 

하고 내려다보며 어깨를 나란히 하네.(教郎坐, 放阿侯學步,17) 俯視齊肩.)｣라고 

하여 아이를 무릎에 두고 걸음마 시키는 완연한 성인 여성의 모습이 묘사된다. 

인물의 감정상으로도 <심원춘⋅이마(額)>가 ｢해가 저무니 작은 문틀에 기 는데, 

그저 단정히 엿보아도 돌아오는 이 없네.(日斜倚 門闌. 但端正窺人莫便還.)｣라고 

하여 여성 인물에게 애정의 상이 있음을 암시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뚜렷하게 나

15) 《다연각체물집》은 각각의 항목 이름이 따로 존재하지 않지만 작품이 주제별로 배열되어 

있다는 점에서 백과사전식 구성이라 할 수 있다. 

16) 自註: 이백 시에 “제 앞머리가 이마를 덮을 정도로 자랐을 때, 꽃을 꺾어 문 앞에서 

놀았지요”라고 하 다.(李白詩, 妾發初覆額, 折花門前劇.)

17) 自註: 고악부에 “(막수가) 열일곱에 아이를 낳고 ‘아후’라 이름 지었네.”라 하 다.(古

府, 十七生兒字阿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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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지는 않는 반면, 다음 작품으로 갈수록 인물의 감정이 심화된다. 

婹嫋輕軀, 하늘거리는 가벼운 몸에 

能有幾多,18) 얼마나 지니고 있을 수 있으리오,

容萬斛 . 만곡의 근심을 담고 있구나.

慣悲銜腹內, 뱃속에 슬픔을 품는 것 익숙해져

相看脈脈, 묵묵히 서로를 바라보는데,

事來心上, 일은 마음에서 오는 것이니 

一樣悠悠. 한결같이 그리우리. 

鳥道千盤, 새가 다니는 천 굽이의 길,

轆轤雙綆, 도르래의 한 쌍의 끈,

又類車輪轉未休. 또 수레바퀴가 쉼 없이 구르는 꼴이라네.

縈方寸, 사방 한 치 되는 마음 얽혀 있으니

穿錦梭暗擲, 비단 가르는 베틀북 몰래 내던져

弱縷中抽.19) 속에서 가는 실 뽑아내네.

위의 인용한 작품은 연작의 후반부에 배치되어 있는 <심원춘⋅장(腸)>의 상편이

다. ‘腸’이라는 신체 기관은 인체의 내부에 위치하여 외부에서 관찰하는 것이 불가

능한 것이지만, 작자는 인물의 내부까지 꿰뚫어 관찰하고 그것의 외형을 천 굽이의 

길이나 도르래의 끈, 끊임없이 구르는 수레바퀴, 베틀의 실 등에 비유하여 묘사한

다. 더불어 작자가 묘사하는 ‘장’이란 곧 ‘애간장’으로 이는 단순한 신체 기관을 넘어 

감정의 역까지 의미한다. 즉, 작자 주이준은 구체적인 형상을 가지고 있는 ‘物’ 

뿐만 아니라, 추상적인 감정의 역마저 ‘物’로 보고 이를 묘사한 것이다. 그리하여 

주이준이 묘사한 ‘장’은 복잡하게 얽힌 인물의 괴로운 심정을 다양한 비유체를 통해 

구체적인 외형을 가진 사물로 형상화한 것이다. 

<심원춘⋅장(腸)>의 바로 앞에 배치되어 있으며, 역시 인체의 내부에 위치한 부

18) 自註: 백거이 시에 “애간장[腸] 얼마나 남아있을 수 있을까?”라 하 다.(白居易詩, 能

有幾多腸.) 

이 구에서 인용한 백거이 시는 <題周家歌 >로 “한 곡조에 애간장 한번 끊어지니, 애간

장 얼마나 남아있을 수 있을까?(一聲腸一斷, 能有幾多腸.)”를 전고로 사용하 다.

19) 自註: ‘비단북’은 “梭腸은 뜻이 있어 비단실을 가르는구나.”라는 말을 이용한 것이다.(錦

梭, 用“梭腸有意錦絲穿”語.)

이 구절은 베틀의 가는 실로 복잡하게 얽힌 애간장의 모습을 비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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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노래한 <심원춘⋅담(膽)> 또한 “황경나무 언덕의 지 무더기[蘖塢芝房]”와 

같은 비유를 통해 ‘담’을 묘사함으로써, ‘담력’이라는 추상적인 감정의 역을 구체적

인 형태로 형상화하 다. 이러한 작품들은 인물의 감정을 ‘物’의 역으로 보고 이

를 비유를 통해 구체적으로 형상화하 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담력과 관계

된 ‘담[膽]’은 회에서 느낀 긴장감과 두려움을 묘사한 작품이다. ‘애간장’을 의미하

는 ‘장[腸]’이 ‘담[膽]’의 바로 뒤에 배치되어 회 뒤 다시 이별한 상황에서의 그리

움을 표현함으로써 인물의 애정 서사를 잇고 보다 더 심화된 감정을 묘사하 다. 

연작의 후반부에 배치된 이 작품들은 초반에 배치된 ‘이마[額]’에 비해 발전된 애정 

관계와 감정을 노래하 다.

즉, 작자는 연장체의 형식을 사용함으로써 <심원춘> 12수 전체를 한 여인의 성

장과 이에 따른 애정사의 발전이라는 하나의 서사로 완성시킨 것이다. 주이준은 

<심원춘> 12수 외에도 여인의 손톱을 노래한 <심원춘⋅이공덕이 정인 여옥을 내보

냈는데 이별할 때 손톱을 남겨서 노래를 짓다(李孔德出情人如玉别时所留指甲索

赋)>를 남긴 바 있지만 이것은 주이준이 만년에 직접 편집한 曝書亭集本 《다연각

체물집》에 수록되지 않았다. 康熙 初年에 지은 것으로 추정20)되는 이 작품이 다른 

12수의 작품과 함께 수록되지 못했던 것은 그것이 작자의 초기 작품이라 완성도가 

떨어졌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연작사로서의 <심원춘>의 서사적 

완결성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을 가능성 또한 있다. 결국 <심원춘> 12수는 그 창

작부터 배치까지 철저히 하나의 이야기의 완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연장체의 형식을 사용하여 하나의 서사, 특히 한 여성의 성장

과 애정사를 다루는 것은 <심원춘> 12수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주이준은 일찍

부터 여러 차례 그의 愛情詩詞에서 이와 같은 시도를 해왔는데, 이 작품들은 체

로 동일한 여성과의 애정 관계를 주제로 한 것으로 추정된다.

주이준의 애정시인 <閑情>(1653), <無題>(1653), <戲效香奩體二十六韻> 

(1667), <風懷>(1669), 그리고 주이준의 전기사집인 《靜志居琴趣》(1667)에 수록

된 사 작품은 유사한 에피소드와 전고 사용,21) 창작 배경에 한 정보를 제공할 

20) 張宏生, <典雅 俗豔—朱彝  《沁園春》寫豔諸作的時代風貌及其歷史評價>, 《安徽大

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2012年 第5期, 63쪽 참조.

21) 船行 모티프, 桃根-桃葉 자매 고사, <洛神賦> 전고의 반복적 사용 등이 그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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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의 의도적인 삭제 등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모두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

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것은 바로 작자 주이준과 그의 처제 馮氏 간의 愛情事이

다.22) 

주이준은 시에서의 ‘ 情’을 긍정하 는데, 《靜志居詩話》 卷10에서 何景明의 시

를 평함에 ｢시는 본래 성정을 발한 것이다. 그것이 절실하고 또 쉬이 볼 수 있는 

것은 부부지간보다 더한 것이 없으니, 그리하여 시경 삼백 편은 <관저>로 시작되고, 

육의는 ‘풍’으로 시작되는 것이다.(夫詩本性情之發 也, 其切而易見 , 莫如夫婦

之間, 是以三百篇首乎雎鳩, 六義首乎風.)｣라는 하경명의 주장을 그 로 인용하여 

동의한 것은 이 때문이다. ‘情’의 긍정은 곧 남녀 간의 애정을 주제로 한 詩詞의 창

작으로 이어졌고, 이에 더하여 주이준의 독특한 애정 경험, 즉 이미 다른 사람과 

혼인한 처제와의 애정관계는 그것을 주제로 한 애정시사를 지속적으로 창작하게 하

는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작품들은 내용뿐만 아니라 동일한 형식, 즉 긴 편폭을 활용하여 여인과의 

첫 만남부터 여인의 죽음으로 인한 이별까지 애정사의 전 과정을 서술한다는 특징

이 있다. <풍회>와 <희효향렴체>의 경우처럼 처음부터 온전히 한 편의 長詩로 창작

된 경우도 있지만, 주이준은 주로 짧은 편폭의 개별 작품을 연결하여 하나의 서사

로 완성시키는 방법을 사용하 으니 시에서는 <한정> 8수와 <무제> 6수가 그러하

고, 사에서는 《정지거금취》 전체, 그리고 《정지거금취》에 수록된 연장사 <洞仙歌> 

17수가 이에 해당된다. 

풍씨로 추정되는 여성 인물과의 애정 관계를 노래한 이 일련의 애정 시사는 이전 

시 의 艶詞에서 주로 묘사되었던, 실체가 불분명한 情人을 끊임없이 그리워하는 

무기력한 형상의 ‘思婦’나 특수계층으로서 문인들과 교류하 던 ‘기녀’와는 다른 형

태의 여성 인물을 그린다. 이전에는 설령 그것이 특정한 모델을 두고 창작된 것이

22) 주이준의 애정시사에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이 특정 여성의 정체에 관해서는 처제설뿐만 

아니라 기녀설, ‘無本事說’ 등 다양한 설이 있지만 주이준의 처제 馮氏로 보는 설이 가

장 광범위한 지지를 얻고 있다. 冒廣生의 <风懷詩案>에 의하면 풍씨는 1653년 19살

의 나이로 혼인을 하 고, 戊戌年(1658) 11월에 주이준과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애

정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으며, 丁未年(1667) 4월에 세상을 떠났다. 주이준 애정시사의 

여성 인물의 정체에 관한 제설은 김하늬, <朱彛  《靜志居琴趣》의 애정표현 방식>, 서

울 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0, 제2장, 12-28쪽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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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할지라도 일단 작품이 창작된 뒤에는 관념적인 ‘思婦’, 혹은 ‘기녀’의 형태로 그

려져 보편적인 애정을 노래한 것이 되었다면, 주이준의 이 애정 시사는 ‘특정한 단 

한명의 인물’을 그린 것이며, 보편적인 애정이 아닌, 철저히 작자 개인적 차원의 애

정사를 노래한 것이었다. 특히 연장체의 형식을 사용하여 편폭을 확 시키고 각 장

면과 장면을 연결함으로써, 등장인물은 소녀에서 어른으로 성장하고, 회했다 다

시 헤어지고 그리워하는 등 감정의 변화를 겪으면서 자기만의 서사를 얻게 되었고 

이에 따라 보다 더 생동감 있는 형상으로 묘사되었다.

연장체의 형식을 사용하여 한 여성의 비교적 어린 시절부터 온전한 성인 여성으

로의 성장과 애정사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주이준의 <심원춘> 12수는 이와 같은 계

열에 속하는 작품이라 볼 수 있으며, 이전의 작품들에서 발견되었던 동일한 에피소

드 또한 발견된다.23) 그렇다면 이 작품에서 묘사하고 있는 상 역시 앞의 작품들

과 동일한 여성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결국 주이준은 절구, 율시, 장편의 배율, 聯

作詞 등으로 그 문체를 바꾸어가면서 특정 여성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재생산했던 

것이다. 

주이준의 애정시사에서 묘사되는 애정관계는 사회적 금기를 범하는 것이기에 이

루어질 수 없는 것이며, 더 나아가 여성 인물이 죽음을 맞이하 기 때문에24) 원

히 채워질 수 없는 결핍으로 남아있게 된다. 채워질 수 없는 결핍은 곧 원히 충

족할 수 없는 욕망으로 이어진다. 풍씨와의 애정의 전과정을 다룬 ‘자기서사’로서의 

주이준 애정시사는 결국 모든 애정 관계가 끝난 현재적 상황에서 과거를 돌아보고 

회상하며 재구성한 것이다.25) 즉, 작자가 현재의 상황과 감정을 묘사한 것이 아니

23) 두 남녀의 회를 들키는 것을 박쥐 소리와 연관시키는 장면 등이 표적이다. 

<洞仙歌>(城頭畫角): ｢바로 돌아가다 휘장을 건드려 시중드는 아이 깨어났는데, 그저 

막 서늘해진 날씨에 처마를 스치는 박쥐인줄 아는구나.(便歸觸簾旌侍兒醒, 只認是新

涼, 拂檐蝙蝠.)｣
<風懷>: ｢바람 약하게 불어 박쥐 펄럭이며 날아가네(風微翻蝙蝠)｣
<심원춘⋅담(膽)>: ｢꺼져가는 등불 베갯머리 너머, 주렴에 박쥐가 스칠까 두렵네.(怕殘

燈枕外, 簾旌蝙拂,)｣
24) 주이준의 애정시사에 여성 인물의 죽음을 암시하는 목이 나온다. 예컨  <풍회>에서

는 ｢무산 협곡의 요희는 아득해졌고, 바람 앞의 소녀는 죽어버렸네.(峽裏瑤姬遠, 風前

女殃.)｣라고 하 고, <동선가> 17수의 마지막 작품에서는 ｢최휘의 풍모처럼 참으로 

아름다웠지.(崔徽風貌, 信十分姚冶.)｣라고 하여 사랑 때문에 죽었다는 전설이 있는 기

녀 최휘를 통해 여인의 죽음을 암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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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현재의 시점에서 필요에 따라 새로이 재현한 과거인 것이다. 이때 작자에 의해 

창조된 과거의 장면은 현실을 그 로 재현한 것이 아니며 다분히 작자의 욕망을 반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후기로 올수록 뚜렷해지는데 그리하여 비

교적 이른 시기에 완성된 전기사집 《정지거금취》의 애정사 작품들에서 ‘여성 인물’

은 일반 규방의 여인으로 그의 글재주와 서예, 수예 등에 주목한 반면,26) 주이준 

애정시사 중 비교적 후기에 완성된 <풍회>(1669)는 ｢악부에서 서곡에 전하기를 가

인이 북방에서 왔다네.( 府傳西曲, 佳人自北方)｣라고 시작하여 여성 인물을 전설 

속 절세미인의 위치에 두고, 王昭君, 左蕙芳 등의 역사 속 미인과  등의 명

기, 馮雙禮, 瑤姬 등의 선계의 인물에 여인을 비유하여 이상화하 다.27) 

주이준의 <심원춘> 12수는 그동안 반복적으로 재생산되었던 특정 여성의 이미지

가 ‘ 물’이라는 역으로 들어왔다는 점에서 이전의 작품들과는 또 다른 특징을 가

진다. ‘ 물’의 역에서 여성은 작자와 일치되는 남성 화자의 외부에 위치한 ‘外物’

로서 존재하며, 여성의 몸은 관찰과 묘사, 감상과 숭배의 상이 된다. 앞에서 보았

던 <심원춘⋅이마>를 다시 보자. 

鏡檻初開, 경  막 열려

宜 粉題, 분칠한 이마 마주해야 하는데 

休籠紫綸. 자줏빛 두건은 씌우지 말아야지. 

記折花共劇, 기억나는구나, 꽃을 꺾으며 함께 놀 때 

25) 《정지거금취》에 수록된 사들은 상당수 현재적 시점에서 느낀 감정을 표출한 것이지만, 

후에 사집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하나의 서사를 완성하기 위해 개별 

작품들이 의도적으로 재배치되었으므로 이 역시 재구성된 과거라 할 수 있다.

26) 예컨  <瑤花⋅午夢>에서는 ｢담장 안쪽 집에는 날이 긴데, 수놓는 손길이 느릿느릿하

네(日長院宇, 針繡慵拈,)｣라고 하 고, <夢芙蓉>(日長深院裏)에서는 ｢날이 긴 깊은 

정원 안에서 작은 소리로 홍두를 노래하고 왕희지의 청리첩 배우는 것을 보았네.(日長

深院裏, 見微吟紅豆, 學書青李.)｣하여 여성 인물이 수놓고 글씨를 쓰며 시를 읊는 모

습을 묘사하 다. 

27) <풍회>는 특히 <낙신부> 등의 전고를 사용하여 여성 인물을 신녀로 형상화하는 경향이 

있다. 애정시사에서 여성인물을 신녀로 형상화함으로써 얻게 되는 효과는 첫째, 직접적

으로 밝히기 어려운 애정사를 비유적으로 표현하여 모호하게 그릴 수 있으며, 둘째 인

물들 간의 애정을 순수하고 고귀한 것으로 격상시킬 수 있다. <풍회>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의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김하늬, <朱彛  애정시 <風懷二百韻> 고찰>, 《中國

文學》 제83집, 2015, 68-71쪽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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蘭雲纔覆, 난초 구름이 겨우 덮었는데 

塗妝伊始, 단장을 시작하고는

翠鈿曾安. 비취빛 비녀를 얹을 수 있었네. 

慣疊纖羅, 고운 비단 장식 익숙히 두르지만

微嫌短髮, 짧은 머리 조금 불만스러워 

手裊紅絲著意刪. 손으로 붉은 실 휘감아 애써 잘랐네.

犀梳斂, 무소뿔 빗 거두고

護貂茸一剪, 담비털 한 조각 얻어

閣住輕寒. 가벼운 추위를 이겨내네. 

日斜倚 門闌. 해가 저무니 작은 문틀에 기 는데,

但端正窺人莫便還. 그저 단정히 엿보아도 돌아오는 이 없네. 

見障羞月扇, 월선으로 수줍은 얼굴 가리는 것 보니 

低時半露, 고개 숙일 때는 반쯤 드러나는구나.

吹 梅瓣, 근심을 불어오는 매화꽃잎 

點處成斑. 점점이 모여 얼룩을 이루네. 

素柰看勻,28) 하얀 능금꽃 두루 퍼져있고 

蟬比並,29) (눈썹은) 작은 매미에 견줄 만하니,

料是詩人想像間. 아마도 시인의 상상 속에 있던 것이리라. 

蜂黃淺, 노란 화장 옅은 것은

愛夕陽無限, 석양을 무한히 아끼는 것이니

映取遙山.30) 먼 산을 돋보이게 하리라.

작품의 상편에서는 이제 막 소녀티를 벗고 단장하는데 익숙해지기 시작한 여성 

인물이 머리를 자르고 단장한 뒤 모자를 쓰는 상황을 묘사하 다. 이 과정에서 화

자의 시선은 줄곧 여인의 이마에 집중되어 있어 그 밖으로 벗어나지 않는다. 하편

에서는 여인이 왜 단장을 하고 추위를 이기기 위해 모자를 썼는지가 나타난다. 그

28) 自註: 왕건의 시에 “흰 능금꽃이 피니 서시의 얼굴이로다.”라고 하 다.(王建詩, 素柰

花開西子面.)

29) 自註: 시경 <위풍⋅석인(碩人)>에 “매미의 머리 나방의 눈썹”이라 하 는데, 공 달의 

소에 “작은 매미다”라 하 다.(衛風, 螓首蛾眉, 孔氏疏云, 蟬也.)

30) 自註: 온정균의 시에 “이마에 바른 노란 화장 끝없이 석양이 진 산이로구나.”라 하

다.(溫庭筠詩, 額黃無限夕陽山.)

遙山: 먼 산. 눈썹을 비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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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움이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석양이 지는 때에 난간에 기댄 여인은 아마도 

임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상편에서는 작품의 주제인 신체 기관을 클

로즈업하여 그 외형을 세 하게 묘사하고, 하편에서 시선을 확 하여 그리움에 빠

져있거나 情人과 회하는 여성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이 <심원춘> 12수의 기본적

인 구조이다.

위의 작품에서 화자는 여성 인물이 화장을 하고 머리를 정리하며 임을 기다리는 

장면까지, 모든 것을 꿰뚫어볼 수 있는 전능한 위치에서 여성 인물을 따라가며 그

의 외모와 행동을 관찰한다. 이때 이마에 매화장을 하고 하얗게 분을 바르며 석양

이 이마를 비추는 여성 인물의 외형은 “시인의 상상 속에 있던 것[詩人想像間]”만

큼이나 아름다운 것으로 묘사된다.

작품에서 화자는 ‘기억한다[記]’는 말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만 그가 어느 곳

에 위치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며, 여성 인물은 자신이 화자에 의해 관찰되고 있

는 것을 알지 못한다. 여성의 몸을 노래한 주이준의 물사 속 세계는 완전히 불균

형한 세계로, 이 안에서 여성은 특정한 공간 속에서 ‘보여지는 존재’로서 ‘관찰의 

상’이 되고, 작자를 형상화한 남성 화자는 전지전능한 위치에서 여인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는 ‘관찰자’가 된다. 그런데 화자에 의해 관찰되고 묘사되는 여인의 모습은 

그것이 실제 그러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이것은 결국 작품 속

에서 화자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작자의 환상과 욕망을 투사한 것이다.31)

31) 이러한 물사는 화와 유사한 면이 있는데, 성적 불균형으로 질서가 잡힌 세계에서 

보는 쾌락은 능동적/남성과 수동적/여성으로 양분되어 있고, 지배적인 남성시선은 여성 

인물에 환상을 투사하고 이것에 따라 양식화된다. 이때 스크린 속 여성은 전통적인 노

출자로서의 역할에 서고 진열됨으로써 ‘보여지는 존재’가 된다. 관객이 스크린 속 남성

의 시선을 따라 ‘보여지는 존재’로서 클로즈업 된 여성의 이미지를 지켜보는 것과 마찬

가지로, 물사의 독자 역시 남성 화자의 시선을 따라 클로즈업 된 여성의 신체 이미지

를 바라보고 이것에서 시각적 쾌락을 얻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멀비, 유지나⋅변재란 

엮음, <시각적 쾌락과 내러티브 화>, 《페미니즘⋅ 화⋅여성》(서울, 여성사, 1993.), 

50-66쪽을 참조. 또한 여성의 신체를 다룬 주이준의 물사는 그 핵심이 여성의 물화

(物化, fetishism)이며 이는 남성 시인의 관음적 시선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六朝의 

宮體詩와도 통하는 면이 있다. 육조의 궁체시에서는 보이지 않는 위치의 화자가 카메

라와 같은 역할을 하며 여성의 거주공간, 의상, 몸, 동작과 표정을 하나하나 사실적으

로 묘사하고 여성을 엿보며 성애적 욕망에 설렌다. 엄귀덕, <양  궁체시인들의 관음

증>, 《중국문학연구》 제27집, 2003, 27-2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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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주이준의 <심원춘>에서 여성은 12가지 신체 부위로 분리되어 존재하

며, 작자는 그 각각을 클로즈업하여 “시인의 상상 속에 있던 것[詩人想像間]”과 같

은 육체적 아름다움을 유독 강조하 다. 이는 비슷한 소재를 다루었음에도 여성 인

물을 보통의 규수로 묘사한 《정지거금취》의 개별 작품들이나, 전설 속의 인물에 비

유할 만큼 그 외모와 재주를 이상화한 <풍회>와도 다른 방식으로 여성 이미지를 구

축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그것이 이전의 작품들과 창작의 목적이 

다르고 철저히 물의 상인 ‘物’로서 ‘여성’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32) 

주이준의 《정지거금취》의 수록된 사 작품들이 비극적인 애정 관계가 진행 중인 

때에 창작되어 현재적 시점에서 느낀 비애를 토로하는 것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

다면, 풍씨의 죽음 이후에 창작된 <풍회>는 풍씨를 추모하고 그들의 애정사를 옹호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주이준의 물사는 빨라도 박학홍

사과(1679)를 전후로 하여 지어진 것으로 이미 주이준의 애정 경험이 끝난 뒤 10

년이 지난 상황이니 비애의 정도가 덜할 수밖에 없다. 또한 淸初의 물사는 체

로 교유 과정에서 창화하는 방식으로 지어졌으며, 유독 오락적인 성격이 강하 다

는 점에서 그것의 문체적 특징이 이와 같은 여성 형상의 변화를 유도하 다고도 볼 

수 있다.

淸初 물사는 복합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전하 다. 명  후기 상업경제의 발달

로 물질문화가 흥성함에 따라 사물[物]에 한 관심이 이미 고조된 상황이었고,33) 

32) 이는 애정 관계가 있는 쌍방의 감정을 모두 표현한 《정지거금취》와 비교했을 때 그 차

이가 더욱 확실해진다. 비록 《정지거금취》 속 여성 인물의 감정 역시 남성인 작자가 추

측한 것에 불과하지만, 《정지거금취》는 작품에 따라 여성 인물, 혹은 남성 인물의 시각

을 따라감으로써 쌍방의 감정을 모두 알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다른 애정시사에 비해 

두 인물의 애정 관계가 비교적 평등하게 느껴진다. 특히 이별 후 그리움의 주체를 여성 

인물로 한정하지 않고 작자의 분신이라 할 수 있는 남성 화자 역시 ‘癡情’에 빠진 인물

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예를 들어 <好事近>(往事記山陰)에서는 ｢가운데와 

네 귀퉁이를 백번은 보고 삼년 동안 소매 속에 넣어두었지.(中央四角百回看, 三歲袖中

納.)｣라고 하여 여인과 주고받은 편지를 삼년 내내 품고 다닐 만큼 사랑에 빠져있는 치

정공자의 형상을 그렸다. 이는 주이준의 후기 물사인 <심원춘> 12수가 일방적으로 

여성 인물을 통제하고 관찰하는 위치에 있는 것과 분명히 다르다.

33) 명말 지식인 사회는 ‘物’이 ‘心’을 어지럽힌다는 ‘玩物喪志’의 경계적 시각에서 벗어나 

‘物’을 애호하고 더 나아가 집착하는 ‘癖’을 긍정하기 시작하 는데, 표적인 예로 袁宏

道를 들 수 있다. 그는 < 史幷引>에서 ｢내가 보기에,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 무미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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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조가 안정화되고 박학홍사과를 계기로 각지의 지식인들이 도읍에 집결한 것이 

《악부보제》의 유행으로 이어졌는데, 이것이 물사 발전의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하필 이 시기, 박학홍사과 응시를 선택한 주이준, 陳維菘(1625~1682) 등에 의해 

남송 유민의 물사가 유행한 것은 절조를 꺾은 것에 한 당  지식인들의 죄책감

이 작용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나’의 감정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외물’에 해 관심을 갖고 그것의 외형 묘사에 공을 들이는 물사의 창작

은 작품에서 현실적 맥락을 제거하고 정치적 발언을 피하는 일종의 도피 행위 다

고도 볼 수 있다. 그동안 遊幕 생활을 하며 변방을 떠돌았던 주이준은 이 시기 박

학홍사과에 추천을 받는 등 중앙의 관심을 받게 되는데 이는 오히려 문학 창작을 

통한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주이준은 ｢사를 잘 짓는 사람은 규방의 아녀자의 말을 빌려 <이소>와 변아의 뜻

에 통하니, 이는 특히 당시에 뜻을 얻지 못한 자가 정을 기탁하기에 마땅한 바일 

따름이다.(善 詞 , 假閨房兒女子之 , 通之於離騷變雅之義, 此尤不得志於時

所宜寄情焉耳.)｣(<陳緯雲紅鹽詞序>)34)라고 하여 사를 짓는 것이 곧 실의한 자가 

여성의 목소리를 통해 자신의 불평을 토로하는 행위임을 주장한 바 있지만,35) 강

희 25년(1686) 무렵에 쓴 것으로 추정36)되는 <紫雲詞序>에서는 “시는 전쟁이나 

하고 면목이 가증스런 자들은 모두 癖이 없는 사람들이다. 만약 진정으로 집착하는 것

[癖]이 있어서 그 속에 푹 빠지고 그것을 즐겨 性命과 생사의 문제로 삼는다면, 어찌 

금전의 노예가 되고 벼슬 사는 일을 할 겨를이 있겠는가?(余觀世上語 無味, 面目可

憎之人, 皆無癖之人耳. 若眞有所癖, 沈湎酣溺性命死生以之, 何暇及錢奴宦賈之

事.)｣라고 주장하 다.

34) 이 글은 주이준 詞作의 前期인 강희 10년(1671) 전후에 쓴 것으로 추정된다. 葉嘉瑩, 

《迦陵文集》 卷6(石家莊, 河北教育出版社, 1997), 118쪽 참조.

35) 주이준이 이와 같이 주장한 것은 그의 실제 창작물이 실의한 지식인으로서의 비애를 여

성의 목소리에 기탁한 것이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俗되다’는 비판의 여지가 있는 염사 

창작에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주이준이 詞作 前期에 애

정사를 다량으로 창작했던 것은 금지된 애정 관계에 탐닉함으로써 혼란스러운 정국으로

부터 도피하고자 하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이준의 애정사가 

실의한 지식인으로서의 절망적인 심리와 완전히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다. 

36) 葉嘉瑩에 의하면 《紫雲詞》의 編訂은 강희 25년으로 그의 고증이 맞다면 주이준이 서

문을 쓴 것도 이 즈음으로 추정된다.(葉嘉瑩, 앞의 책, 118쪽) 그러나 林怡劭의 <清初

｢歌詠太平｣詞論之發展過程 論述策略>에서는 《紫雲詞》의 작자인 丁煒(1632~1696)

가 自序를 쓴 것이 강희 23년(1684)이므로 주이준의 서문 역시 략 이 무렵에 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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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란으로 흩어져 떠돌고 어려움에 처할 때 작자가 더욱 잘 쓰게 되지만, 사는 연회

에서 즐기고 편안한 때에 태평성 를 노래하기에 알맞다.(故詩際兵戈俶擾流離鎖尾

而作 愈工. 詞則宜於宴嬉逸 , 以歌詠太平.)”라고 주장하여 사의 유희성을 중요

시하는 방향으로 그의 인식이 변화하 음을 드러냈다. 

주이준의 후기 물사 창작은 철저히 이와 같은 시각이 반 된 결과이다. 국세가 

안정된 상황에서 이전과 같이 혼란스러운 사회상을 노래한 사보다는 유희적인 목적

의 사를 선호하게 되었고, 표현의 위축은 ‘나’의 이야기가 아닌 외부 세계의 ‘사물

[物]’의 이야기로 지식인의 관심을 변화시켰다. 이는 결국 유희적인 목적의 물사 

창작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심원춘> 12수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창작된 것이다. 주이준의 애정 시사에

서 반복적으로 재생산된 여성의 이미지는 주이준 詞作 후기에 이르러 유희성을 추

구하는 ‘ 물’이라는 역으로 흡수되었고, <심원춘>에 이르러 노골적인 관음과 욕

망의 상으로서 남성 작자와 독자들의 시각적 쾌락을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형상화

되었다. 동일한 모티프를 다룬 주이준의 이전의 애정 시사가 끝내 이루지 못한 비

극적인 애정 경험으로 인하여 비애의 감정이 촉발되었고 그것을 하소연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창작한 것이었다면, <심원춘>의 경우는 반 로 유희적인 목적의 ‘ 물’

을 위해 이전의 애정 경험을 이용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2. 청  물사의 물아(物我) 분리와 물화(物化)된 여성

주이준이 <심원춘> 12수를 창작하여 여성의 신체를 노래한 것은 淸初 물사의 

소재 확장과 관련이 있다. 물사가 본격적으로 발전한 송 에도 물사 3011수 

중 신체를 다룬 것은 단 8편뿐이었던 반면,37) 청초에는 미인을 노래한 물사가 

300수에 달하며 이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 미인의 신체 부위를 노래한 것이니, 이 

시기에 유독 여성의 신체를 노래한 사가 성행하 다고 할 수 있다. 

으로 추정한다.(林怡劭, <清初｢歌詠太平｣詞論之發展過程 論述策略>, 《清華中文學

報》 第16期, 2016, 170쪽 각주2 참조.) 이들의 주장에는 2년의 간격이 있으나 두 학

자 모두 주이준 詞作 후반기에 쓴 것으로 추정하 다. 

37) 許伯卿, 앞의 책, 1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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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디 도시화⋅상업화에 따라 크게 발전한 사는 연회 자리의 흥을 돋우기 위하여 

창작되었다는 점에서 태생적으로 오락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었으며, 그것이 

주로 歌妓라는 여성에 의해 불리어진다는 점 때문에 여성적인 언어와 소재로 창작

되는 경향이 있었다. ｢사체가 미인과 같다면 시는 곧 장사이다.(詞之爲體如美人, 

而詩則壯士也)｣(<西圃词说>)38)라는 田同之의 평은 이와 같은 사의 풍격을 설명

한 것이다.

남송 에 유과의 <심원춘> 2수와 같이 여성의 신체를 소재로 한 물사가 탄생

한 것은 ‘ 情’, 특히 ‘男女之情’을 노래하는 것을 本色으로 하여 艶詞를 짓는 詞作

의 전통과 ‘ 물’이라는 새로운 주제에 한 관심 고조가 결합함으로써 가능했던 것

이다. 그러나 그렇다면 왜 이러한 소재가 송 에는 유과의 <심원춘>을 제외하면 크

게 발전하지 못하고, 청 에 와서야 비로소 유행하게 되었던 것일까? 청초 물사

에서 발견되는 지식인들의 사물 인식 변화, 즉 ‘나[我]’와 ‘외물[物]’을 분리하여 인

식하는 시각의 변화를 그 주된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예컨  명청 교체기, 주이준에 의하여 촉발된 《악부보제》 창화 현상을 보면, 이

것이 ‘擬 府補題’라는 명목으로 유행하 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창작의 결과물은 

남송  유민 사인의 물사와 큰 차이를 보인다. 《악부보제》에 수록된 물사가 기

탁을 주로 하여 암시적으로 유민 의식을 드러내었다면 주이준을 비롯한 절서사파의 

물사는 《악부보제》와 같은 소재, 같은 사패를 사용하 음에도 불구하고 기탁을 

발견하기 어려우며 유민사로서의 성격도 소멸되었다.39) 陳廷焯은 주이준의 《다연

38) 唐圭璋, 앞의 책, 1450쪽．
39) 예컨  夏承燾는 《 府補題 》에서 周密의 《癸辛雜識》을 인용하여 楊璉眞伽가 송나

라 理宗의 능을 파헤쳐 그가 물고 있었던 야명주를 훔친 설을 언급하고 ｢이것이 ‘용연

향’에서 읊은 납을 캐고 침을 찧은 것의 本事이다.(此龍涎香所賦採鉛搗唾之本事也.)｣
라고 하여 《악부보제》의 용연향 사에 기탁이 있다고 보았다. 沙靈娜 選注, 《宋遺民詞

選注》(成都, 巴蜀書社, 1995), 119쪽 참고.

그러나 주이준의 용연향 사는 용연향의 생산부터 사용, 효능까지 용연향에 관한 다양한 

지식을 기록하 지만, 그것에 寓意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이준의 <天香⋅용연향

(龍涎香)>은 다음과 같다.

泓下吟殘, 깊은 못 아래 울음소리 남아있는데

波中燄後, 파도 속에서 불꽃이 일어난 뒤

珠宮不鎖癡睡. 용궁을 걸어 닫지 않고 자는 데 열중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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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체물집》에 해서 ｢극히 공교하고 정 하지만 끝내 풍아와 무관하다.(縱極工致, 

終無關於風雅.)｣(《白雨齋詞話》 卷3)라고 평한 바 있는데, 이것이 곧 주이준의 

물사가 기탁을 통해 의미를 담아내기 보다는 사물의 세 한 관찰과 묘사에 집중하

음을 지적한 것이다. 

남송  유민 사인들이 ‘物’에 ‘나’를 의탁하여 실의한 유민으로서의 비애를 암시적

으로 표현하 다면, 주이준과 절서사파를 중심으로 한 청초의 사인들은 ‘寓意’보다

는 외부의 사물을 묘사하는 것 그 자체에 집중한 것이니, 이 시기 물사는 더 이

상 ‘사물[物]’을 통해 ‘나[我]’를 표현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게 되었으며, ‘나[我]’와 

沫卷盤渦, 거품 말리고 소용돌이치며

腥垂尺木, 작은 나무에 비린내 드리우면

采入蜑船鮫 . (향을) 채집하여 단인의 배와 교인의 시장으로 들어가네.

南蕃新譜, 남쪽 변경 지역의 새로운 기록에

和六一、 붉은 육일니와

丹泥分製. 섞어 나누어 만든다는데

裹向羅囊未許, 비단 주머니에 싸는 것은 아직 허락되지 않아

攜歸金匼先試. 금갑을 가지고 돌아가 먼저 시험해 보았네.

炎天 饒涼思. 뜨거운 계절은 더위 식힐 생각이 가장 넘쳐나는 때이니

井華澆、 새벽에 길은 물을 어

帛鋪澄水. 澄水帛 펼치고,

百沸瓊膏, 옥고를 오래도록 끓여

噓作半窗雲氣. 창문 반을 뒤덮는 구름기운 불어내네.

麝火溫黁欲陷, 사향노루 따뜻한 향에 빠져드려 하는데

又折入犀帷裊難起. 또 무소뿔 휘장에 꺾여 들어가 하늘거리니 일어나기 어렵구나.

螺甲重挑, 나갑향 거듭 돋우니

茶煙 細. 차 연기 조금 가늘다. 

비슷한 예로 매미를 소재로 한 <齊天 ⋅매미(蟬)>의 경우, 《악부보제》에서는 제나라 

왕후가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한 뒤 매미가 되어 정원의 나무에서 우니 왕이 이 소리를 

듣고 후회하 다는 고사를 자주 사용하 는데, 이는 체로 북경으로 압송된 남송 후비

를 상징하는 것으로 본다. 呂同 ⋅王易簡⋅唐珏⋅仇遠의 사에 ‘齊姬’라는 표현이 직

접적으로 등장하고, 王沂孫⋅陳恕可⋅唐珏⋅仇遠⋅周密의 매미 사에 궁궐에 한 묘

사가 등장하여 유민사로서의 성격을 보여주는 반면, 주이준의 사에는 매미의 짧은 생에 

한 안타까움은 드러나나 ‘故國之思’가 기탁된 것으로 보이는 전고는 발견되지 않는다. 

《악부보제》의 전고 사용에 한 자세한 내용은 이경규, < 《악부보제》 연구>, 《중국어문

학논집》 제6집, 1994, 51-52쪽을 참조할 수 있다.



물화(物化)된 여성의 몸  119

‘사물[物]’이 서서히 분리되기 시작하 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학문적 관심을 우주

와 도덕의 원리를 밝히는 것에서 현실적인 經世로 전환하 던 명말청초의 학술적 

흐름40)으로 인하여 도덕적⋅관념적이었던 宋明理學의 인식 체계에서 벗어나 사물

을 그 자체로 탐구하는 ‘格物’의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던 것이 주요한 원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物’에 한 지식 탐구가 성리학에서 지향하는 “천리의 체현”에서 벗어

나 온갖 만물을 다루는 박학의 차원으로 변화하 고, 인간의 ‘마음’에 한 이해에

서 외부 세계에 한 탐구로 그 관심의 초점이 옮겨가기 시작하면서41) 이것이 문

학의 역에도 향을 미쳐 ‘나’와 완전히 분리된 외부 세계의 객관적 존재이자 ‘나’

의 인식의 상인 ‘物(object)’을 노래하는 물사의 창작을 유도했던 것이다.

이러한 청초 지식인의 사물 인식 변화는 물사의 소재 확장에도 향을 주었다. 

그 예로 전통적으로 물의 상이 되었던 식물류의 소재에서 벗어나 동물류를 노

래하는 작품이 크게 늘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주이준의 경우, 《다연각체물집》 

114수 중 곤충과 동물이 총 31수를 차지하는데, 명  물사 1,603수 중 동물류

가 204수로 전체의 12.7%를 차지하 고 새가 125수, 곤충이 67수로 그 부분을 

차지한데 반해,42) 주이준의 물사집에는 고양이(<雪獅兒⋅전보분 사인이 < 묘

사>를 쓰고 화답을 구하니 3수를 읊다(錢葆馚 人書詠貓詞索和, 賦得三首>), 낙

타(<埽花遊⋅낙타(駱駝)>), 코끼리(<水龍吟⋅코끼리 목욕을 보고 짓다(觀洗象

作)>) 등 짐승류가 여럿 포함되어 있다. 

매화, 난과 같은 식물류의 소재가 주로 그 고결한 아름다움을 강조하여 작자 자

신의 성품을 은근히 드러내는 방향으로 창작되었다면, 동물류 특히 짐승류의 소재

는 어떠한 심오한 의미를 담기보다는 당시 지식인들의 생활상을 묘사하고 새로운 

사물을 소재하는 방향으로 창작되었다. 이 역시 자아를 의탁하기 위한 것이 아닌, 

‘나[我]’와 ‘물[物]’을 분리하여 외부 세계의 객관적 사물 그 자체를 노래하는 물

40) 陳晟秀, <明末⋅淸初 證學의 淵源 察−黃宗羲⋅顧炎武⋅王夫之를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제72집, 2012, 229쪽 참고.

41) 元明代를 거치면서 ‘격물치지’가 성리학의 맥락에서 점차 벗어나 박학의 차원으로 변화

한 자세한 과정에 해서는 김선희, <격물궁리지학, 격치지학, 격치학 그리고 과학 -서

양 과학에 한 동아시아의 지적 도전과 곤경->, 《개념과 소통》 제17호, 2016을 참조

할 수 있다.

42) 董靜怡, <明代詠物詞研究>, 南京師範大學 석사학위논문, 2010, 1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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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창작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시기 여성의 신체가 새로운 소재로 떠오르게 된 것도 마찬가지다. 전통적으로 

詩詞는 남성 지식인의 자기표현 수단이었고, 그들에게 여성이란 철저한 ‘타자’

다.43) 이 시기 ‘타자’로서의 여성과 그들의 개별적인 신체 부위가 물의 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물이 ‘사물[物]’에 ‘나’를 의탁하여 ‘나’의 감정을 토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물[物]’ 그 자체를 노래하기 위한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즉, 

기탁이 목적이 아닌 물사가 창작됨으로써 ‘나’를 투 할 상이 아닌, 완벽한 ‘타

자’로서의 여성에게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다. 

기탁이 제거된 물사의 창작은 후 에 주이준을 비롯한 절서사파가 비판받는 원

인 중 하나 다. 예컨  謝章鋌(1820~1903)은 청말에 사람들이 주이준의 전기 

작품이 아닌 물사를 배우려 한 것을 비판하며 “方物略이고 群芳譜일 따름이다.”

라고 하 다.44) 그는 남송 물사를 높이 평가하 고, 이에 비해 절서사파의 물

사는 동물이나 약재, 화초 등 雜學의 정보를 기록한 ‘方物略’이나 ‘群芳譜’일 뿐이

라고 지적하 다. 이는 주이준 이하 절서사파의 물사가 이른바 ‘잡학’에 해당하는 

43) 전통 지식인들이 ‘남녀지정’과 득의하지 못한 지식인의 비애 사이의 심리적 유사성을 발

견하여 ‘棄婦’, 혹은 ‘思婦’의 형상에 자신의 처지를 기탁하여 ‘정치적 우언’으로서의 규

원시를 창작한 것이 예외라 할 수 있다. 다만 규원시에 등장하는 여성은 젊고 아름다우

며 지고지순한, 가부장적 사회의 ‘이상적 여성상’이라는 점에서, 그것은 실재하는 여성

의 형상이 아니라 남성 작자가 그들의 가치 표준에 기반하여 창조해낸 타자화된 여성의 

형상이라 할 수 있다. 엄귀덕(2016)의 경우, ‘여성다운 여성’ 형상을 강조하는 남조 규

원시의 유행은 남조 문인들의 ‘여성 혐오’가 추동한 것이라 지적한 바 있으며,(엄귀덕, 

<남조 규원시 새로 읽기>, 《인문학연구》 105호, 2016, 291쪽.) 楊海明은 ‘원망을 아름

다움으로 하[以怨爲美]’고 ‘나른해 하는 것을 아름다움으로 하[以慵爲美]’는 심미 풍조 

속에서 원망하고 슬퍼하며, 무기력한 여성의 형상을 기형적으로 묘사하는 현상에는 남

성 문인들의 이기적인 심리가 감춰져 있음을 비판한 바 있다. 楊海明, 《唐宋詞美學》

(南京, 江 敎育出版社, 1998), 305쪽 참조.

44) 《賭棋山莊詞話》 卷7 <顧梁汾詞>: ｢나는 일찍이 지금의 주이준을 배우는 자들을 이상

하게 여겼다. 《정지거금취》, 《강호재주집》은 익히지 않고, 마음으로 따라하고 손으로 좇

는 것은 오로지 《다연각체물집》에만 있으니 어째서인가. 무릇 물은 남송 때 가장 번

성하 고 또 남송 때 가장 공교하 다. 그러나 강기의 고아한 격조와 사달조의 아름다

운 생각 없이 그저 《악부보제》를 취해 그것에 다 창화하면 이는 方物略이고 群芳譜일 

따름이다.(余嘗怪今之學金風亭長 , 置靜志居琴趣、江湖載酒集於不講, 而心摹手追, 

獨在茶煙閣體物卷中, 則何也. 夫詠物南宋 盛, 亦南宋 工. 然儻無白石高致, 梅溪

綺思, 第取 府補題而盡和之, 是方物略耳, 是群芳譜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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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사물의 목록과 정보를 기록하 을 뿐, 어떠한 심오한 구상이 드러나지 않는

다는 점을 비판한 것이지만, 주이준의 물사가 ‘박물지’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을 정확하게 지적한 것이기도 하다. 또한 ‘기탁’에 가치를 두어 절서사파를 비판하

는 것은 청  후기, 절서사파에 한 반작용으로 등장한 常州詞派의 입장을 따른 

것으로, 기탁이 있는 물사가 뛰어난 것인지, 아니면 사물 그 자체에 집중하여 그

것을 묘사하는 물사가 뛰어난 것인지를 가르는 것은 사실상 ‘ 물’이라는 문체를 

바라보는 개개인의 인식의 차이에 따른 것이니 그 우열을 쉽게 가를 수 없다. 

다만 ‘여성’이라는 소재가 다른 물 소재와 차이가 있는 것은 그것이 인격을 가

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성의 신체’를 소재로 한 작품들은 자연현

상, 사물류(문구⋅완구⋅복식⋅악기), 인체류, 식물류(화초⋅열매⋅버들⋅낙엽), 동

물류(조류⋅짐승⋅곤충⋅수중생물)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는 《다연각체물집》에서 다

른 소재들과 마찬가지로 그저 ‘博物’ 중 하나로서 존재하며 다른 사물들과 동등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고, 온전한 하나의 형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이 배제

된 채 몸의 일부인 12가지 기관으로 분리되어 존재한다. 

‘物’로서의 여성은 관찰과 탐구의 상인 객관적인 ‘物(object)’로 존재할 뿐만 아

니라, 남성 작자의 성애적 욕망의 상으로서의 ‘物(fetish)’로서 또한 존재한다. 엄

귀덕(2016)은 南朝 閨怨詩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가 여성의 물화(fetishism)이며, 

여성의 물화는 곧 사물을 핍진하게 묘사하는 ‘形似美學’과 관련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그에 의하면 여성의 물화에 관찰자의 시점이 작동하게 되고 이는 곧 관음적 

시선으로 이어진다.45) <심원춘>의 여성 형상도 성애적 욕망의 상으로서 ‘물화’하

다는 점에서 이와 유사하다. 그 또한 제3의 위치에 있는 전능한 어떠한 존재에 

의해 관찰되며, 12가지 신체 기관으로 분리된 여성의 형상은 그 하나하나 다양한 

비유물을 통해 세 하게 묘사된다. 形似에 치중하는 이러한 특징은 심지어 인체의 

내부에 위치하는 ‘담’이나 ‘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니,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감정의 역을 구체적인 비유물을 통해 형상화하 다. 

물화된 여성과 여성의 신체는 자아의탁이 아닌, 나와 완전히 분리된 ‘外物’로서, 

나를 투 하거거나 내가 공감하는 상이라기보다는 관찰하고 묘사하며, 나아가 욕

망하는 상으로 존재한다. 즉, 남성 화자는 그와 완전히 분리된 ‘타자’로서의 여성

45) 엄귀덕(2016), 앞의 논문, 29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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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관찰’, 혹은 ‘관음’의 행위를 통해 욕망하며, 그 결과로 창작된 물사의 여성 이

미지는 화자, 곧 작자의 욕망을 재현한 것이다.

隱約蘭胸, 은은히 풍기는 난초 향기에

菽發初勻, 콩싹이 막 자라 나온 듯,

脂凝暗香. 매끈한 피부에 그윽한 향이 이네. 

似羅羅翠葉, 또렷한 푸른 잎 같고 

新垂桐子, 새로 맺힌 오동나무 열매 같으며, 

盈盈紫菂, 아름다운 자줏빛 연밥이

乍擘蓮房. 막 연방을 터뜨린 듯. 

竇 含泉, 작은 구멍 샘을 머금고

花翻露蒂, 꽃은 뒤집어져 꽃받침을 드러내는데, 

兩兩巫峰 斷腸. 쌍을 이루는 무산 봉우리 가장 애간장 끊어지게 한다네. 

添惆悵, 쓸쓸함 더해지는구나,

有纖袿一抹, 얇은 웃옷 한번 쓰다듬으니

即是紅牆.46) 바로 붉은 담장이네. 

위에 인용한 것은 <심원춘⋅가슴(乳)>의 상편으로, 그 제재에서부터 작자의 성애

적 욕망이 드러난다. 각 신체 기관의 형상을 묘사하는데 집중한 <심원춘> 상편은 

여성 신체의 물화 현상을 특히 잘 보여준다. 상편에서 화자의 시점은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에 착되어 있다. 화자는 콩⋅잎⋅씨앗⋅연밥⋅꽃⋅무산 봉우리 등의 다

양한 비유물을 통해 여성의 가슴의 외형을 세 하게 묘사하는데 공을 들이며, 마지

막에는 가슴이 비치는 얇은 옷 위를 쓰다듬는 손길을 묘사하여 음염한 분위기를 풍

긴다. 이 과정에서 화자의 시선에 존재하는 것은 여성의 일부인 특정 신체 기관뿐

으로, 특정 부위를 클로즈업하는 화자의 시점은 오히려 온전한 한 인물로서의 여성

46) 紅牆: 李商隱의 <代應>의 ｢본래 은하수가 붉은 담장이었구나.(本來銀漢是紅牆)｣의 ‘紅

牆’ 전고를 사용한 것으로, 작품 속 남녀가 지척에 있으면서도 자유롭게 만날 수 없는 

금지된 관계임을 암시한다. 본디 주이준은 그의 愛情詞에서 ‘紅牆’의 이미지를 통해 인

물들 간의 철저한 단절을 표현하여 사회 윤리적 한계에 부딪힌 애정 관계의 비극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 작품은 극복할 수 없는 비극적 관계에 한 비애를 토로하는 것이

라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작품의 하편에서는 <前溪歌>의 전고를 사용하여 ｢차라리 

사랑스러운 아이를 끊을지언정 낭군을 끊지 않네.(寧斷嬌兒不斷郎)｣라고 하여 금지된 

관계에 놓인 남녀의 성애를 암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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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체 형상을 가려버리는 결과를 낳는다. 

이와 같이 화자가 착된 시점에서 여성의 신체를 에로틱하게 응시하는 순간에, 

작품 속 여성인물의 서사는 정지한다. 특히 <심원춘> 상편에는 오로지 특정한 신체 

부위에 한 집요한 관찰과 묘사만이 존재할 뿐, 스토리의 흐름은 이어지지 않으

며, 하편으로 넘어가 시점을 확 시키거나 聯章의 형식으로 각각의 작품이 묘사하

는 장면들을 연결시켜야 비로소 여성 인물의 서사가 진행된다. 사실상 개별 작품으

로서의 <심원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의 스토리가 아니며, 시각적 쾌락을 제

공하는 세 한 묘사인 것이다. 

그리하여 작품 속에서 여성은 화자의 시선 안에서 완전히 통제되며, 온전한 형상

으로 존재하기보다는 개별 신체 기관으로 분리되어 몸의 일부로서 존재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남성 작자의 공감의 상이라기보다는 그에 의해 일방적으로 관찰되고 

묘사되는, 욕망의 상으로서 여성이 ‘物化’한 것이라 볼 수 있다. 

3. 이미지의 나열과 각인된 여성의 신체

<심원춘> 12수는 개개의 신체 부위를 다루며 그것의 다양한 이미지를 주로 전고

를 사용하여 나열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沁園春⋅齒 치아

文貝編成, 무늬조개를 엮어

密鎖華池, 아름다운 연못에 빽빽하게 닫아거니

懸漿易霑.47) 혀 아래가 쉬이 젖네.

愛蘭湯乍嗽, 난초 담근 물로 잠시 양치질하기를 좋아하는데

含朱愈瑩, 붉은 연지 머금으니 더욱 투명하여 

瓠犀難擬, 박의 씨로는 견주기 어렵고

47) 自註: 《釋名》에서 “입 아래를 승장이라 한다.”고 했다.(《釋名》曰, 口下曰承漿) 《針灸

經》에서 말하기를 “승장은 현장이라고도 한다.”라고 했다.(《針灸經》曰, 承漿一名懸漿

也.)

懸漿: 承漿. 아랫입술 아래 움푹 들어간 혈 자리를 가리킨다. 漿은 곧 타액을 의미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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排玉還銛.48) 늘어놓은 옥은 더욱 날카롭구나. 

刺繡花勻, 꽃을 여럿 수놓거나

縫衣結扣, 옷을 꿰매어 매듭을 이루는데 

持截餘絲不用添. 손에 쥐고 남은 실 끊어낼 것 더할 필요 없지. 

芳津咽, 향긋한 진액 삼키고

青梅一點, 청매 한 점 하는데

軟卻慵拈. 연하지만 도리어 집어 들기 귀찮구나. 

早鴉啼遍前簷, 새벽 까마귀 앞 처마에서 울어 니

悄叩罷, 근심스레 인사를 마치고 

潛 心事占. 몰래 마음의 일을 점쳐보네. 

見輕塵動處, 가벼운 먼지 일어나는 곳을 보니

歌時定啓, 노래할 때에 분명 열릴 것인데,

眉展後, 근심스러운 눈썹 펴진 뒤에는

齲慣休嫌. 충치가 익숙해져 불평하는 것도 그만두었네. 

忍病先寒, 병을 참는데 먼저 시려지고

因嬌或噤, 애교 부리느라 혹 앙 다물기도 했는데

佇想頻銜素指纖. 우두커니 서서 생각하며 흰 손끝을 자주 무네.

相思字, ‘그리움’이라는 글자 

漫沉吟齧筆,49) 공연히 낮게 읊조리며 붓을 깨물어

褪了毫 . 붓끝을 바래게 하는구나. 

<심원춘⋅치아(齒)>는 치아에 관한 다양한 전고를 나열하여 치아의 이미지를 형

상화한 것이다. 작품의 상편에서는 주로 치아의 외형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鋪敍의 

수법으로 이미지를 나열하고 무늬조개⋅연못⋅박씨⋅옥 등에 치아를 비유하여 그 

모양을 세 하게 묘사하 다. <심원춘> 12수의 기본 전개 방식을 따라 상편에서는 

착된 시점으로 치아의 외형을 자세히 관찰하 고, 하편에서는 시선을 확 하여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여인의 전체적인 모습에 초점을 맞추었다. 

48) 自註: 의사의 《구치방》 중에 당나라 소 준의 《배옥집》이 있다.(醫家口齒方有唐邵英俊

排玉集.)

排玉: 여기서는 口齒에 관한 의약서인 《배옥집》의 전고를 사용하여 ‘늘어놓은 옥’으로 

치아를 비유한 것이다.

49) 自註: 사마상여가 부를 지어, “붓을 깨무는 것이 물고기 같다”고 했다.(司马相如作赋, 

把笔啮之似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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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품은 거의 매구마다 치아에 관한 전고를 사용하고 있으며, 自註도 세 개 포

함되어 있다. 주이준은 그의 물사에서 자주를 적극적으로 사용한 편인데, <심원

춘> 12수에는 총 41개의 자주를 사용하 고,50) 이는 작품의 창작 배경을 설명하

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 물의 상에 관한 지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예컨  이 작품에서는 ‘懸漿’라는 치아 가까이에 위치된 신체와 ‘排玉’이라는 치아의 

별칭의 출처를 제시하고, 치아를 묘사한 작품의 예를 제시하여 치아에 한 정보를 

제공하 다. 본디 자주란 독자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에 해 작자가 직접 

설명을 하는 것으로, <심원춘> 12수에 많은 자주가 사용되었다는 것은 곧 이 작품

이 작자의 학문 지식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창작된 ‘學人의 사’임을 보여주는 것이

라 할 수 있다. 

물사에 구현된 ‘사물[物]’의 형상은 반드시 작자가 현재적 시점에서 바라본 實

景이라고는 할 수 없다. 물사 가운데는 ‘사물[物]’을 직접 접촉하고 이에 감정이 

발로하여 즉각적으로 창작한 예도 있지만, 상당수는 교유 상황에서 주제가 정해지

면 그에 맞추어 작품을 창작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작자는 자신의 체험은 

물론, 前人에 의해 이미 언어화⋅시각화된 사물의 이미지와 역사 전고, 또는 ‘이럴 

것이다’라고 믿어지는 관념적인 장면들 등 다양한 이미지를 적절하게 선택하고 나열

함으로써 상을 형상화한다. 그러나 이렇게 형상화된 ‘사물[物]’은 온전히 객관적

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것은 있는 그 로의 모습이라기보다

는 사물에 한 고정적인 이미지를 나열하여 완성한 것으로, 작자의 경험상, 혹은 

관념상 가장 그럴 듯한 모습이라고 여겨지는 형태로 묘사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여성의 신체 또한 그 이미지가 고정화된다. 작자에 의해 그럴 듯한, 혹은 그래야만 

하는 이미지로 형상화되는 것이다. 

폐쇄된 공간에서 홀로 임을 그리워하는 여인의 모습을 제3의 위치에서 관찰하고 

묘사한 <심원춘⋅치아(齒)> 역시 눈앞의 현실을 그 로 묘사한 것이라기보다는, 작

자의 지식과 가치 관념에 따라 재현된 상상의 장면이라 할 수 있다. 상상의 장면을 

구현하는 데 있어 기초가 되는 것은 이전의 典故이다. 남송  《악부보제》의 전고가 

상당수 유민으로서의 작자의 심정을 암시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심원춘⋅치아

50) 《다연각체물집》의 수록된 작품 중 총 38수의 작품에 자주가 사용되었으며, <심원춘>의 

경우 12수 모두 자주가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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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齒)>의 여성 인물과 그의 신체 부위는 화자의 심정을 투 할 상이 아닌, 화자와 

완전히 분리된 객체이기에 관련된 전고 역시 오로지 물 상에 한 정보로서 존

재한다. 이는 상의 명칭과 같은 직접적인 지식을 제공해줄 뿐만 아니라 사물을 

어떠한 측면에서 어떻게 묘사해야 할지 그 예를 제시하기도 한다. 예컨  그리움에 

잠겨 붓을 깨무는 장면은 사마상여의 전고를 사용한 것으로 이것이 바로 前人에 의

해 언어화⋅시각화된 사물의 이미지를 활용한 것이다. 

用典의 방식으로 사물의 이미지를 나열하는 창작 행위는 학문을 통해 상에 접

근하는 것으로, 이때의 ‘사물[物]’은 지식 탐구의 상이라고 볼 수 있다. 작자는 다

양한 사물을 아우르고 그것의 정보를 모아 전고로 활용하며 自註를 활용하여 독자

에게 사물에 한 정보를 직접 제공한다. 물사를 창작함에 사물의 다양한 이미지

를 나열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 ‘物’에 한 지식을 축적하고 기록하는 행위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며,51) 그러한 점에서 <심원춘⋅치아(齒)>는 다양한 시 와 인물들

에 의해 구축된 ‘치아’에 관한 지식을 문학적으로 기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물사의 물화된 여성의 몸은 객관적 지식 탐구의 상이 되는 ‘物’일 뿐

만 아니라, 남성 작자의 가치 판단이 개입된 욕망의 상으로서의 ‘物’이기도 하다. 

<심원춘⋅치아(齒)>에서 향긋한 난초 물로 양치질을 하고, 박씨나 늘어놓은 옥보다 

고운 치아의 외형 등 작자가 선택한 사물의 이미지들은 결국 이상적인 형태의 치아

를 형상화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하편의 충치로 고생하거나, 애교 부리느라 이를 

앙다물거나, 혹은 손끝을 물거나 붓 끝을 물어 ‘그리움’이라는 글자를 쓰는 행위들

은 결국 여인의 치아를 돋보이게 하는 장면으로서, 이는 사실상 그리움이라는 여인

의 감정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에 공감하기보다는, 오히려 아름다운 치아의 묘사를 

위해 그것이 돋보일 수 있는 감정 상태를 설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작품에서 중요한 것은 ‘그리움’이라는 감정 자체라기보다는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있

는 여성의 아름다움’이며, 이를 표현하기 위한 방향으로 사물의 이미지가 선택되고 

나열된 것이다. 

51) 이는 학문을 사 창작의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는 ‘학인의 사’로서의 주이준 후기사의 특

징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만 이때의 ‘학문’은 심오한 이치나 類書式의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사의 오락성과 결합하여 까다로운 전

고를 활용하여 물사를 지음으로써 학문을 과시하고 경쟁하는 행위 그 자체가 중요하

게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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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것’이거나, 혹은 ‘그래야 하는’ 이상적인 모습으로 존재하는 <심원춘> 속 여

성의 이미지는 결국 허구이다. 이는 물사 속 여성의 신체가 남성 작자의 욕망과 

가치 관념에 의해 철저히 통제되어 고정된 형태로 각인52)되고 강제적으로 정체성

을 부여받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온전히 객관적인 

사물로서 존재하지 못하고 작자의 가치 판단이 작용하여 ‘응당 그래야 하는’ 이상적

인 형태로서 존재하는 것이며, 이는 다시 여성에게 ‘그래야 하는’ 이상적인 형상을 

제시하여 그러한 형태로 존재하기를 요구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Ⅳ. 나가며

남송 , 유과가 여성의 발과 손톱을 소재로 하여 <심원춘> 2수를 쓴 이래로 <심

원춘> 곡조로 여성의 신체를 노래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청나

라 초기 주이준이 <심원춘> 12편을 창작하면서 더욱 활발해졌다. 

주이준의 <심원춘>은 담이나 장 등을 포함한 다양한 신체 부위를 소재로 다루어 

물사의 소재를 거 확 시켰는데, 이는 시각적으로 직접 관찰 가능한 외부의 ‘사

물[物]’뿐만 아니라, ‘마음’이라는 추상적인 역까지 ‘사물[物]’에 포함시켰다는 점

에서 의미 있다. 또한 연장체의 형식으로 개별 신체를 다룬 열두 편의 작품을 하나

의 이야기로 완성시킨 것 역시 주이준이 새롭게 시도한 것이었다.

청초 물사의 유행은 남송  지식인들이 망국의 유민으로서의 절망감을 사물에 

투 하 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청초 지식인에게 ‘ 물’이란 지식의 과시와 오락

를 위한 것이었으며, 그들은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사물 자체를 노래하

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 이것은 더 이상 ‘사물[物]’과 ‘나[我]’를 일치시키지 않고 

분리시켜 인식하게 된 당시 지식인의 인식 변화를 보여준다. <심원춘> 12수를 비롯

52) 문화에 의해 표현되고 변형되는 신체는 특정한 계층의 정체성을 새기는 표면이다. 각인

이란 신체를 남성, 여성 등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집단들로 범주화하여 그들의 신체를 

특징지음으로써 정체성을 새기는 것이다. 엘리자베스 그로츠(Elizabeth Grosz)는 이에 

해 ‘사회적 문신화(social tattooing)’이라는 개념을 제시하 다. 자세한 내용은 질 

발렌타인 저, 박경환 역, 《사회지리학》(서울, 논형, 2009), 39-4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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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의 신체를 다룬 물사 또한 바로 이러한 문화적 배경에서 유행하게 된 것

이다. 

이 시기 문인들이 여성의 신체를 주제로 한 사를 창작한 것은, 당시 물사에 

한 문인들의 관심이 고조되었던 것과 연관이 있으며, 남성 지식인의 시각에서 여성

이 완전히 ‘物化’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때 여성의 신체는 주체로서의 

‘나’와 비되는 존재로서, ‘나’의 관찰과 탐구의 상인 ‘物’인 동시에 ‘나’의 에로틱

한 응시를 받는 ‘物’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物化된 ‘여성’은 물사에서 온전한 하나

의 형상으로 존재하지 못하고 각기 분리된 신체 일부로서 인식되며, 관음적인 시선 

속에서 통제되고 관찰된다. 결국 물사 속 ‘여성’은 남성 작자의 ‘욕망’에 의해 재현

된 존재로서, 남성 지식인의 가치 판단에 따라 ‘그러해야 할’ 고정 이미지로 존재하

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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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12 works from “Qinyuanchun”, 

poetry collection of Zhu Yizun who was an author and poet during 

the early Qing dynasty. The 12 works from “Qinyuanchun” by Zhu 

Yizun are serial poetry on women body parts as written in “yongwuci” 

(Ci poetry on things) style. Since the first two poems in 

“Qinyuanchun” style by Liu Guo on women’s foot and nails during the 

southern Song dynasty, there has been such trends of lyric songs 

and poetry on women body parts in “Qinyuanchun” tunes before 

becoming one of main styles when Zhu Yizun wrote 12 works in 

“Qinyuanchun” during the early Qing dynasty. Zhu Yizun extended 

the scope of “yongwuci” (Ci poetry on things) by writing about gall 

bladder and internal organs, where it was meaningful for him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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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e not only visibly seen things but also abstract areas to be 

included in “object” category for song lyrics and poetry. 

In addition, it was the first attempt made by Zhu Yizun to use 

serial poetry form in order to complete 12 works on individual body 

parts into one story. During the early Qing dynasty, many authors 

and poets were highly interested in “yongwuci”, which was related to 

the reason they created poetry on women body parts, and this was 

the complete reification of women from the perspective of male 

intellectuals. Male intellectuals herein recognize “women” as complete 

“others” being interested in, observing and inspecting female body in 

voyeuristic eyes as the one to not to be emotionally understood and 

sympathized but to be “inspected” and “desired”.

The trends of “yongwuci” during the early Qing dynasty are 

completely different to poetry of despair as drifting people of a 

ruined country reflected into objects by male intellectuals in the 

southern Song dynasty.

For male intellectuals during the early Qing dynasty, ‘Yongwu’ was 

for the demonstration of their knowledge and entertainment. And 

they were more interested in singing about an object itself rather 

than revealing their inner side, which was male intellectuals’ 

changed thinking at that time that “object” and “myself” are 

separated in recognition. In this cultural context, “yongwuci” on 

women body parts became trends and took its place during that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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