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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文提要】

본 논문은 明淸 교체기를 대표하는 문인 중 하나인 朱彝 의 <鴛鴦湖棹歌> 100

수를 분석대상으로 한다. 작품 제목의 ‘鴛鴦湖’는 浙江省 嘉  남서쪽에 있는 호수

를 말하며, ‘棹歌’는 ‘뱃노래’를 말한다. 따라서 ‘鴛鴦湖棹歌’란 민가의 형식으로 수

향인 가흥 지역에 대해 노래한 것이다. 주이준은 北京에서 遊幕 생활하던 시기에 

이 시를 지어 그의 고향인 가흥의 다양한 측면을 노래하 다. 이 작품은 가흥 출신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큰 호응을 얻었으며, 주이준의 사후에도 이 시에 화답시를 창

작하는 것이 유행하여 가흥 지역의 문화적 전통이 되었다. 청대에 대규모의 연작시

를 지어 지역의 풍토를 노래하는 현상이 유행하게 된 것에는 주이준의 향이 크다

  * 본 논문은 중국문학이론학회 2019 하계 학술대회(2019.8.13.)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완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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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왜 하필 이 시기에 주이준이 그의 고향을 노래하는 연작시를 창작해

야 했을까’에 주목하고자 한다. 전통사회에서 ‘客 ’란 늘 문학의 주된 주제가 되었

다. 그러나 주이준은 명나라의 遺民으로서 생존을 위해 游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

으므로 그가 고향을 떠나게 된 데에는 ‘왕조 교체’라는 시대적 상황이 중요한 원인

이 되었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가 가흥의 정보를 자세히 기록하는 시를 창작한 

것은 단순히 고향이 그립기 때문만은 아니다. 작자에게 가흥이란 고향이면서, 동시

에 이민족의 통치를 받는 한족 지식인으로서 반드시 보존해야할 이상적인 한족 문

화의 공간이며, 이 때문에 그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자 했던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시가 창작될 당시, 가흥은 이미 전쟁으로 파괴되었지만 <원앙호도가> 속 가흥

은 여전히 아름답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며, 백성들은 활기차고 지식인들은 예술과 

학문을 즐기는 이상적인 공간으로 존재한다. 작자는 자신의 예전 경험을 떠올리고, 

‘감각의 빠른 전환’, ‘대조적 이미지의 사용’ 등 구체적인 감각의 표현을 통해 ‘평화

롭고 풍요로우며 풍류스러운 공간’으로서의 가흥을 마치 현시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재현한다. 그러나 이때의 가흥은 작자에 의해 의도적으로 가공되고 재현된 

것이기 때문에 실재하는 가흥의 모습과 분명히 다르다. 주이준에게 ‘고향’인 ‘가흥’은 

결코 단순히 그의 몸이 돌아가야 할 지리적⋅물리적 공간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

니며, 복구하고 보존해야 할 정신적 공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I. 들어가기

明淸 교체기 문단의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인 朱彝 (1629~1709)은 시, 사, 

경학, 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량의 저작을 남겼는데, 그 가운데 그가 游幕 생

활로 북경에서 객거하던 시절 지은 <鴛鴦湖棹歌> 100수는 이후 동향인 가흥 출신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크게 호응을 얻으면서 和詩, 續詩 창작을 유행시켜 청대 시가 

발전에 적지 않은 향을 끼쳤다.

주이준1)은 <鴛鴦湖棹歌> 100수에 대해 스스로 다음과 같은 서문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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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인년(1674, 康熙13년) 세밑에 노하2) 지역에서 객거하고 있었다. 돌아간다

고 하 으나 이루지 못하니 이에 지방 풍속을 기억하여 절구 100수를 지었다. 말

에 두서가 없는데 뱃일을 많이 이야기하 으니 <원앙호도가>라 이름 짓고 아쉬운 

대로 죽지사, 낭도사의 곡조에 빗대었다. 동향의 군자들이 이것을 보고 화답하기

를 바랄 따름이다.(甲寅歲暮, 旅食潞河. 歸未遂, 爰憶土風, 成絕句百首. 語無

詮次, 以其多 舟楫之事, 題曰鴛鴦湖棹歌, 聊比竹枝浪淘沙之調, 冀同里諸君

子, 見而和之云爾.)

작자의 서문에 의하면 <원앙호도가>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째, 작자가 

타향살이를 하는 도중에 고향의 풍속을 떠올려 지은 것이다. 

둘째, 뱃사람의 생활을 이야기하여 ‘棹歌’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이는 ‘원앙호도

가’라는 제목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제목의 ‘원앙호’는 浙江省 嘉 의 남

서쪽에 있는 南湖로, 이 작품이 원앙호를 대표로 하는 가흥 일대, 혹은 그 주변 지

역의 풍토를 주제로 하고 있음을 드러내며, ‘棹歌’는 水鄕인 가흥의 생활환경을 노

래함과 동시에 그것이 민가적인 성격을 띠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竹枝詞와 浪淘沙의 곡조를 의식하여 창작하 다. 이는 일차적으로는 칠언

절구의 형식을 사용하 음을 의미하며, 나아가 죽지사와 낭도사의 풍격 상의 향 

또한 받았다고 볼 수 있다. 王士禎(1634∼1711)의 주장에 따르면 죽지사는 표면

적으로는 칠언절구의 체제이나 風土詩라는 측면에서 절구와 구별된다.3) 또한 낭도

사는 4句 28字의 詞牌로 칠언절구의 형식과 유사하며, 劉禹錫과 白居易에 의해 

노래 불리면서 文人詞로 정착되었다. 유우석과 백거이가 사를 짓던 시기에는 주로 

사패의 이름과 작품의 주제가 일치하는 本意詞가 지어졌는데, 그에 따라 낭도사는 

 1) 朱彝 의 ‘ ’자는 한국식으로는 ‘존’으로 읽으며 그에 따라 최근 한국학계에서는 그의 

이름을 ‘주이존’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 ’을 ‘樽’과 같은 글자

로 보고 ‘준’으로 표기할 것을 밝혀두는 바이다. 주이준의 ‘彝’자와 그의 字인 ‘錫鬯’ 모

두 祭器를 뜻하며, 그의 형의 이름이 朱彝器인 것으로 보아 ‘ ’자 또한 제기의 하나인 

‘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노하(潞河): 지금의 북경의 通縣에 있는 강을 말한다. 

 3) 王士禎, <師友詩傳續 >: ｢죽지사는 풍토를 읊는데 자질구레한 것과 유머러스한 것이 

모두 들어간다. 대개 풍취를 주로 하니 절구와 크게 구별된다.(竹枝詠風土, 瑣細詼諧

皆可入. 大抵以風趣爲主, 絶句逈別.)｣ 王士禎, <師友詩傳續 > 《淸詩話》, 上海古

籍出版社, 155쪽. 왕사정의 원문은 신하윤, <｢竹枝詞｣ 연구를 위한 탐색>, 《中語中文

學》 第36輯, 2005, 222쪽에서 재인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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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결로 모래를 씻는다’는 사패의 이름을 따라 주로 수향의 생활이나 풍경을 노래하

는 경우가 많았다.4) 주이준의 <원앙호도가>는 칠언절구의 체제를 사용하여 죽지사, 

낭도사와 형식적으로 유사하며, 가흥이라는 수향의 풍토를 노래하고 민가의 풍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주제와 풍격 면에서도 이들을 본떴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동향의 문인들의 화창을 염두에 두었다. 실제로 <원앙호도가>는 동향인 가

흥 출신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큰 호응을 얻어 청대 죽지사 발전에 중요한 향을 

끼쳤다고 평가되며,5) 특히 특정 지역 문화를 자세히 기록하여 史的 가치가 있는 

죽지사를 대량으로 창작하고 그것으로 화창하는 현상이 유행하는데 일조하 다. 이

러한 현상은 주이준의 사후에까지 이어져 강희13년부터 道光 연간 중엽까지 거의 

200년간 유행하 는데,6) 이는 청대 문인들의 문학적 지역 의식이 발달하면서 가흥 

지역의 문인들에게 있어 <원앙호도가>에 창화하는 시를 짓는 행위가 문학적 계보를 

확립하고 지역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한 문화적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원앙호도가>의 문학적⋅사료적 가치에 비해 그 연구는 아직 많지 않은데, 주로 

청대 <원앙호도가>의 창화 현상7)이나 발전된 棹歌로서의 성격, 가흥 지역의 地方

 4) 그 예로 刘禹锡의 <浪淘沙>(日照澄洲江雾 ), 白居易의 <浪淘沙>(一泊沙来一泊去) 

등이 수향에서 모래를 씻어내어 금을 채취하는 풍경을 묘사하여 사패 이름과 작품의 주

제가 일치한다. 

 5) 周作人은 ｢죽지사는 원명대에 창작된 것 또한 적지 않으나 청초 朱竹垞의 <원앙호도

가>가 나오고 특히 유명해졌다. 죽지사가 세상에 성행한 것은 실로 이로부터 시작되었

다.｣라고 평가한 바 있다. 周作人, 《關於過去的工作》, 河北敎育出版社, 2002, 3쪽. 

沈雲, <鸳鸯湖棹歌硏究>, 浙江師範大學, 2009년 석사학위 논문, 47쪽에서 재인용.

 6) 후인들의 창화 규모에 대해서는 창화의 범위를 어디로 볼 것이냐에 따라 여러 가지 설

이 있다. 예를 들어 吳淑嬌의 <朱彝  《鸳鸯湖棹歌》 硏究>(《嘉兴学院学报》 第30卷 

第4期 2018.)에서는 가흥에서 <원앙호도가>라는 제목으로 和詩나 續詩를 지은 자가 

총 26인이라고 보았으나 孙逊⋅裴宏江의 <明清江南城镇的兴盛及其文化辐 功能——
以《鸳鸯湖棹歌》的唱和为 察中心>(《学术界》, 2012 第3期, 188-193쪽)에서는 28인

의 가흥 출신 문인이 주이준의 시에 화창하 다고 하 다. 창화시를 <원앙호도가>라는 

제목에 한정할 것인가 棹歌의 형식을 사용한 것을 모두 포함시킬 것인가 등, 기준에 따

라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창화자는 대략 20여인으로 주로 가흥 일대 출신이며 그들이 

창작한 작품은 1000여수가 넘는 것으로 본다. 

 7) 孙逊⋅裴宏江, <明清江南城镇的兴盛及其文化辐 功能——以《鸳鸯湖棹歌》的唱和为

察中心>, 《学术界》, 2012 第3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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志로서의 성격에 주목8)하 다.9) 그러나 본고에서는 주이준 <원앙호도가> 서문에 

나타난 첫 번째 특징에 주목하고자 한다. 주이준은 1674년 겨울, 龔佳育의 幕府에 

있으면서 通州에 객거하 는데 이 당시에 가흥 일대를 떠올리며 쓴 것이 바로 <원

앙호도가>이다. 주이준은 강희 원년(1662), 通海案10)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 永嘉

로 도피하여 王世顯의 막부에 들어가게 된 것을 기점으로 장기간 전국 각지를 떠

도는 유막 생활을 하 다. 따라서 1674년 겨울이면 이미 고향을 떠나 타향을 전전

한지 10년이 넘은 것이 된다.11) 그리하여 주이준이 시를 창작할 당시와 시의 내용

상에는 시간차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이 때문에 <원앙호도가>에서 구현된 가흥의 모

습은 현시점에서 바라보는 실경이 아니라 주이준의 기억에 의존하여 재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12)

본고에서는 주이준이 왜 하필 이 시기에 대량의 組詩를 창작하여 그의 고향인 

 8) 王启浩⋅王晓均, <棹歌欸迺喝嘉禾——从鸳鸯湖棹歌体诗歌看水文化滋养下的嘉兴文

化>, 《浙江万里学院学报》 第23卷 第2期, 2010; 钱有江, <略论鸳鸯湖棹歌体诗歌创

作现象及其地方文化特色>, 《嘉兴学院学报》 第17卷, 2005 第4期; 徐志平, <生動形

象的地方志-讀長三角明淸竹枝詞>, 《江南論壇》, 2006 第6期가 대표적이다. 

 9) 그 밖에 <원앙호도가>의 전반적인 면모에 대해 연구한 沈雲과 吳淑嬌의 앞의 논문이 

있다. 

10) 통해안은 순치 18년(1661)에 발생한 청초의 大案이다. 金壇縣(지금의 江 省 金壇

縣)에서 ‘通海’, 즉 해상을 거점으로 반청운동을 주도한 鄭成功과 내통했다는 죄목으로 

馮征元⋅王明試⋅李銘常 등 65인이 처형되었다. 또한 강희 원년(1662)에는 魏耕⋅錢

瞻百⋅錢纘曾⋅潘廷聰 등이 通海罪로 체포된 뒤 그해 6월에 항주에서 죽임을 당했는

데, 이에 연루되어 처벌받은 강남 지식인의 수가 상당했다. 이 사건이 주이준에게 미친 

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하늬, <朱彝  前⋅後期詞의 창작 양상 변화— 明淸 교

체기 강남 지식인의 정체성 변화와 관련하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8, 제2

장 제2절을 참조할 수 있다.

11) 이 기간 동안 아버지의 장례 등으로 가흥에 돌아간 때도 있었지만 이는 일시적인 것으

로, 고향보다는 타향에 머물 던 시간이 훨씬 길었다. 주이준 연보에 따르면 <원앙호도

가>가 창작된 1674년 歲暮 이전, 가장 가까운 시기에 가흥에 돌아갔던 것은 2년 여 

전인 1672년 4월로, 그해 6월에 바로 福州로 이동했고 8월에 다시 북경으로 이동하여 

줄곧 그 근처에 머물 다. 雍琦, <朱彝 年譜>, 復旦大學 석사학위 논문, 2007, 

68-69쪽 참조.

12) 이 때문에 번역자에 따라서는 작품을 작자와 일치하는 화자의 회상 형식으로 번역할 수

도 있고, 작자의 분신이라고는 하나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 개별 화자의 현재 시점으

로 번역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이건 현재의 작자와 작품상에 묘사되는 가흥의 

모습 사이에는 분명한 시간상의 격차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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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흥을 재현시키려 했는가에 주목하며, 특히 감각적 표현13)을 사용하여 마치 현재

적 시점에서 체험하는 듯이 가흥을 재현하려 노력한 점에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밝

히고자 한다. ‘감각’이란 신체기관을 통해 자극을 받아들이는 행위를 의미하며, 곧 

세계에 대한 주체의 경험과 의식이라 할 수 있다. 주이준은 <원앙호도가>를 통해 

그가 감각 기관을 통해 경험하고 인식하 던 ‘가흥’이라는 세계를, 다시 감각적인 

표현을 통해 재현함으로써 시간차를 극복하고 마치 현재적 시점에서 가흥을 체험하

는 듯 생동감 있는 이미지를 제공한다. 물론 이때 재현된 가흥의 이미지는 현실 같

음에도 결코 현실 그대로는 아니며 작자에 의해 의도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왜

곡된 것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원앙호도가>의 분석을 통해 주이준이 고향인 ‘가흥’

을 어떻게 인식하 는지, 혹은 ‘가흥’이 어떻게 그려지기를 원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Ⅱ. 감각 이미지의 활용을 통한 가흥(嘉 ) 공간의 
재

1. 감각의 빠른 환

주이준이 서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원앙호도가>는 죽지사, 혹은 낭도사의 체제

를 본뜬 칠언절구의 형식으로 그 字數가 적고 편폭이 짧으므로 그 표현이 압축적일 

수밖에 없다. 작자는 짧은 편폭 안에서 다양한 가흥의 면모를 재현하기 위해 서로 

다른 종류의 감각 이미지를 등장시켜 빠르게 전환시키는 방식을 사용하 다.

十九

村中桑斧響初停, 마을에서 뽕나무 베는 도끼 소리 막 멎으니

溪上叢麻色漸青. 시냇가에 삼 풀 더미 빛깔이 점차 푸르러지네. 

郡閣南風才幾日, 군수의 누각에 남쪽 바람 분지 겨우 며칠인데

13) 감각적 표현이란 좁은 의미에서는 그 감각 자체를 지칭하는 용어에 한정되겠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그러한 감각적 특질을 함축하고 있는 사물 또한 포함시킨다. 여기서는 후자

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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荷花開滿鏡香亭. 경향정에 연꽃 만발하 네.

위의 작품은 <원앙호도가>의 19번째 작품으로 가흥의 계절 변화를 묘사한 것이

다. 제1구에서는 ‘도끼 소리가 막 그쳤다’는 표현으로 청각 이미지, 제2구에서는 ‘색

이 점차 푸르러진다’라고 하여 색채를 강조한 시각 이미지, 제3구에서는 ‘남쪽 바람’

을 통해 촉각 이미지, 마지막 구에서는 연꽃의 ‘만발’을 통해 다시 시각 이미지를 

강조하며 동시에 앞 구의 바람과 연결되어 후각 이미지를 내포하 다. 양잠업과 직

조술이 발달한 가흥 지방의 풍속을 반 하여 뽕과 삼을 언급하는 동시에, 매구마다 

한여름으로의 계절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감각 이미지를 등장시켜 풍요로우

면서도 평화로운 가흥의 정경을 묘사한 작품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통한 공간의 재현은 독자로 하여금 공간에 대

해 보다 더 또렷한 인상을 가지게 한다. 시각⋅청각⋅촉각⋅후각이라는 다양한 감

각의 변화로 가흥의 계절 변화를 마치 현재적 시점에서 직접 체험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다양한 감각 이미지의 활용은 그것이 비록 타향에 

있는 작자가 오로지 회상을 통해 공간을 재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적 격

차를 뛰어넘어 가흥을 ‘현재’의 공간으로 만드는 효과를 가져 온다. 주이준의 <원앙

호도가>속 가흥은 실재하는 가흥과는 별개로, 작품 속에서 현재적 공간으로 존재하

는 것이다. 

三十六

三姑廟南豆葉黃, 삼고묘 남쪽에는 콩잎이 노랗고

馬王塘北稻花香. 마왕당 북쪽에는 벼꽃이 향기롭네요.

秋衣薄處宜思妾, 가을옷 얇을 때 이 몸을 생각하시겠죠,

春酒熟時 餉郎. 봄술 익었을 때 낭군께 보내야 합니다.

시골 여인을 화자로 한 36번째 시는 민요적인 특징이 두드러지는 작품으로, 제1

구와 제2구, 제3구와 제4구가 완벽한 대구를 이루고 있으며, 콩잎이나 벼꽃과 같은 

소박한 시어를 사용하 고 그것이 담고 있는 정서도 순박하다. 그러한 와중에도 작

자는 삼고묘나 마왕당 같은 가흥의 명소를 기록하는 것을 잊지 않았는데, 삼고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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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왕당이 있었던 가흥의 王店鎭은 주이준의 문집 《曝書亭集》의 이름으로도 사용된 

정자 ‘曝書亭’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 작품 역시 매구마다 서로 다른 감각 이미지를 등장시켜 이미지를 빠르게 전환

시켰는데, 제1구에서는 ‘노란색’이라는 색채 이미지, 제2구는 ‘향기롭다’는 후각 이

미지, 제3구는 ‘옷이 얇다’는 촉각 이미지를 사용하 고, 마지막 제4구에서는 ‘봄술

이 익었다’는 표현을 통해 후각과 미각을 자극하 다. 이 작품 역시 가흥의 계절 변

화를 그리고 있는데 가을로 접어든 가흥의 정경을 다양한 감각을 통해 생동감 있게 

재현하고 더불어 민가적 표현을 통해 가흥의 순수한 인심을 묘사하고자 하 다.

四十一

秋燈無焰剪 停, 가을 등에 불꽃이 없을 때 가위질 멈췄는데

冷露濃濃桂樹青. 서늘한 이슬이 짙은 계수나무 푸르구나.

怕解羅衣種鶯粟, 비단옷 풀고 양귀비 심는 것 두려울 테니

月明如水浸中庭. 달은 물처럼 맑아 뜰 안에 잠겼구나. 

이 작품은 가흥 지방의 鶯粟을 심는 풍속을 노래한 것이다. 8월 15일 밤에 여인

이 옷을 벗고 앵속을 심으면 꽃이 배로 많이 핀다는 전설이 있는데, 작자는 이를 

사용하여 옷을 벗고 앵속을 심어야 하는데 달빛이 너무 밝아 부끄러울 것이라고 농

담을 한 것이다. 이 작품은 한 구 안에서도 서로 다른 감각을 사용하여 이미지를 

빽빽하게 나열하 는데 제1구에서는 밤이 깊은 때에 불꽃이 꺼지고 가위질이 멈추

었다는 표현을 통해 시각과 청각 이미지를 연이어 제시하 고, 제2구에서는 이슬이 

‘짙고’ 계수나무가 ‘푸른’ 것을 묘사하여 촉각과 시각 이미지를 나열하 다. 마지막 

구에서는 ‘물처럼 맑다’는 비유를 사용하여 밝은 달의 시각적 이미지를 제시하 다. 

위와 같이 작자 주이준은 칠언절구라는 짧은 편폭 안에서 다양한 이미지를 빽빽

하게 나열하고 그것을 빠르게 전환시키는 방식으로 고향인 가흥의 정경을 다각도로 

묘사하 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작자의 감각적 경험을 반 한 것으로, 신체 감각기

관을 통한 고향에 대한 체험은 텍스트의 언어를 매개체로 독자의 정신 내부에서 그 

감각적 반응을 재현시킨다. 이것이 바로 시에서의 감각적 이미지이다.14) 이러한 

14) 시의 감각적 이미지에 대한 개념은 양병호, <시의 회화적 분석 시론 -시각적 image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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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는 언젠가 유사한 감각적 경험을 했을 독자들에게 심리적인 자극을 준다. 타

향의 독자 역시 그들의 신체적 경험을 통해 가흥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지만 가

장 공감하게 되는 것은 역시 동향의 독자이다. 유사한 감각적 경험의 공유는 그들

로 하여금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하게 하며,15) 작품에 대해 강하게 공감하게 된다. 

이것이 이후 동질감을 느낀 가흥의 문인들이 주이준의 <원앙호도가>에 적극적으로 

창화하고 그것을 문화적 전통으로 삼게 된 원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 조  이미지의 나열 

(1) 깨어있는 시간으로서의 ‘밤’ - 靜과 動, 明과 暗

주이준의 <원앙호도가>에는 시간적 배경으로 ‘밤’이 등장하는 작품이 많다. 직접

적으로 ‘夜’라는 표현을 사용한 작품만 하더라도 총 15수16)이며 ‘夜’라는 표현을 사

용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밤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을 포함하면 그 수가 더 많

다. ‘밤’의 대표적인 이미지로는 시각적으로는 ‘어두움[暗]’, 청각적으로는 ‘고요함

[靜]’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주이준의 <원앙호도가>에서는 대조적인 이미지를 나열

함으로써 밤의 ‘어두움’, 혹은 ‘고요함’을 깨뜨린다. 아래는 <원앙호도가> 其一이다.

蟹 村兩岸平, 고기잡이 마을에 양 언덕은 평평하고

菱花十里棹歌聲. 마름꽃 피어있는 십리에 뱃노래 울려 퍼지네.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第100輯, 1988를 참고하 다. 다만 이 논문에서는 시에서의 

시각적 이미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 는데 본고에서는 이 논문의 개념을 시각을 포함한 

모든 감각 이미지로 확대시키고자 한다.

15) 정진경은 “냄새가 동종 간의 정서와 정보를 교류하는 네트워크로 작용하여 구성원 간의 

연대를 형성하거나 분리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여 후각과 사회화의 연관성을 언급하

는데, 필자는 이를 미각과 같은 다른 감각으로도 확대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다만 정

진경은 후각과 인간의 의식 간의 관계를 19세기 신경학자들의 연구를 기반으로 설명하

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다, 19세기 신경학자

들에 의하면 코의 안쪽에 있는 야콥슨 기관이 감수성과 관련되어 있으며, 야콥슨 기관

에 인지된 냄새는 뇌와 상호작용을 하여 감정이나 느낌 욕구와 같은 부분들과 관련되기

도 하지만 의식 속에 내재된 기억이나 무의식을 환기시키기도 한다. 정진경, <1950년

대 시에 나타난 후각 이미지 연구>, 《한국문학논총》 제65집, 2013, 281쪽.

16) 其五十二의 ‘不待上元燈火夜’ 구는 제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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家放鶴洲前水, 우리 집 방학주 앞에 물 흐르고

夜半眞如塔火明. 한밤중에 진여탑에는 불이 밝았지.

<원앙호도가> 100수는 주이준이 서문에서 “말에 두서가 없다(語無詮次)”라고 언

급한 바와 같이 그 전체 구성상 뚜렷한 순서가 존재하지 않지만 첫 번째 작품인 제

1수와 마지막 작품인 제100수는 작품 전체를 총괄하는 의미가 있다. 其一은 전체 

제목이기도 한 가흥 원앙호의 정경을 묘사한 것으로, 일찍이 이곳의 방학주에는 송

대 사인 朱敦儒가 지은 정자가 있었고 주이준의 伯인 朱茂時가 그 정자를 중건

하여 명승지로 만든 일이 있었다. 주이준은 가흥의 대표적인 명소이자 자신의 가문

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장소를 노래하는 것으로 이 100수의 연작시를 시작한 것이다.

이 작품은 매구마다 서로 다른 감각 이미지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빠르게 전환시

켰는데, 제1구에서는 평평하게 펼쳐져 있는 어촌 마을의 언덕을 시각적으로 묘사하

고, 제2구에서는 뱃노래라는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가흥의 ‘수향’으로서의 성격을 

드러내었다. 제3구에서는 방학주 앞을 흐르는 물을 언급하 는데 이는 ‘푸른색’이라

는 시각적 감각과 ‘물소리’라는 청각적 감각을 동시에 떠올리는 것이 가능하다. 이

러한 물의 시각⋅청각 이미지는 <원앙호도가> 전체에서 水鄕인 가흥의 대표적인 이

미지로써 반복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 구에서는 ‘夜半’

이라는 시간적 배경이 ‘어둠’을 연상케 하지만 곧바로 ‘火明’이라는 시어를 통해 밝

고 붉은 불의 시각적 이미지를 제시함으로써 어둠의 이미지를 깨트린다. 이 강렬한 

이미지의 대비는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고 오히려 밝게 빛나는 가흥의 명승지 진여

탑의 번화함을 보여주는 것이며, 제2구의 ‘십리에 울려 퍼지는 뱃노래 소리’와 함께 

가흥 지역 백성들의 에너지를 드러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七十五

春絹秋羅軟勝綿, 봄날의 견과 가을의 비단은 연하기가 솜보다 더하고

折枝花 樣爭傳. 가지 꽃 작은 것, 모양이 앞 다투어 전해지네. 

舟移濮九娘橋宿, 배를 옮겨 복구낭교에서 머무는데

夜半鳴梭攪客眠. 한밤중에 베틀 울려 객의 잠을 방해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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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흥 지역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복구낭교의 밤을 배경으로 한 이 작품은 이 

지역의 직조업의 발달을 보여준다. 제1, 2구에서는 이 지역에서 생산하는 옷감을 

클로즈업하듯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것을 세세하게 묘사하 다. 제1구에서는 촉각 

이미지를 사용하여 솜보다도 연한 옷감의 질감을 묘사하고, 제2구에서는 옷감에 그

려진 작은 절지화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묘사하 다. 제3, 4구에서는 복구낭교에 잠

시 머무르는 객에게로 그 시선이 이동하 는데 마지막 구에서 ‘베틀 소리’라는 청각 

이미지를 통해 한밤의 고요함을 깨트렸다. 옷감의 촉각, 시각 이미지가 객이 배를 

대는 한밤중이라는 시간으로 이어지면서 시상이 줄곧 靜的으로 흘러갔지만, 마지막 

구에서 ‘베틀 소리’라는 청각적 이미지가 갑작스럽게 등장하면서 순식간에 動的인 

분위기로 전환되었다. 

이와 같이 주이준의 <원앙호도가>에서 ‘밤’은 ‘어둠’, 혹은 ‘고요함’의 이미지로만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깨어있는 시간으로 존재하는 경우도 많다. 흔히 ‘깨어있는 

밤’의 시간이 나그네의 상념이나 애정 관계로 인한 그리움 등 잠들지 못하게 하는 

부정적인 감정과 연결된다면, <원앙호도가>의 깨어있는 밤은 주로 가흥 주민들의 

활동적인 삶과 연결된다. 한밤에 노래 소리가 들리거나17) 술 실은 배가 늘어서 있

고,18) 날이 밝기도 전에 배가 오가는19) 등 <원앙호도가>에서 묘사되는 가흥의 백

성들은 남들보다 늦게까지 깨어 있거나 혹은 더 일찍 깨어나며, 이는 곧 가흥 지역

의 활발한 경제 활동과 풍요로운 삶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7) 其九十一

江 魚同海 鮮, 강가 시장에는 생선이 바닷가 시장만큼 신선하고

南湖菱勝北湖偏. 남쪽 호수의 마름은 북쪽 호수의 것보다 작네.

四更枕上歌聲起, 사경에는 베갯머리에 노랫소리 일어났는데

泊遍冬瓜堰外船. 동과언 밖 배에서 두루 묵었지. 

18) 其五十九

魚梁沙淺鷺爭淘, 어량의 모래사장 얕은데 백로는 먹이를 다투고

處處村田響桔槔. 곳곳의 마을 논에는 두레박 소리 울리네. 

一夜城西苕水下, 한밤의 성 서쪽에 소계 아래에는

酒船直並 樓高. 술 실은 배가 작은 누대와 높이를 나란히 하네.

19) 其十七

西水驛前津鼓聲, 서수역 앞 나루터에 북소리 나니

原田角角野雞鳴. 평원의 밭에서는 꼬꼬댁하고 야생닭이 우네. 

苔心菜甲桃花里, 도화마을에 제비꽃 피었는데

未到天明棹入城. 날이 밝기도 전에 배가 성으로 들어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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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앞의 작품들이 ‘어둠’, 혹은 ‘고요함’의 이미지를 가진 ‘밤’을 그와 대비되는 감각 

이미지를 통해 깨어있는 시간으로서의 ‘밤’을 그려 가흥의 번 을 표현하 다면, 주

이준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혹은 ‘없는 것’과 ‘있는 것’의 강렬한 이미지 

대비 또한 자주 사용하여 가흥의 또 다른 이미지를 구현하 다. 

六十三

伍胥山頭花滿林, 오서산 꼭대기에는 꽃이 온 숲에 가득하고

石佛寺下水深深. 석불사 아래에는 물이 깊고 또 깊네요. 

妾似胥山長在眼, 저는 서산 같아 늘 눈에 있는데 

郎如石佛本無心. 낭군은 석불 같아 본래 무심하네요.

위의 작품은 여성 화자를 내세운 순박한 민가풍의 작품으로, 제1구와 제2구, 제

3구와 제4구가 대구를 이루며 그것이 그리고 있는 이미지도 완벽한 대비를 이룬다. 

이 작품은 결국 ‘보이는 존재’와 ‘보이지 않는 존재’의 이미지를 대비시킨 것이다. 제

1구의 꽃은 온 숲에 가득하여 명확하게 ‘보이는 것’이지만 제2구의 물의 깊이는 눈

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제1, 2구의 대조적인 景을 이어 받은 

제3, 4구는 나와 낭군의 대조적인 情을 이야기한 것으로, 제3구의 ‘나[妾]’는 늘 낭

군의 눈앞에 있는 ‘보이는 존재’이지만 석불 같은 낭군의 마음은 석불사의 깊은 물

처럼 ‘보이지 않아’ 알 수 없는 것이다. 가흥의 명승지를 묘사한 이 작품은 의 기

법을 사용하여 ‘景’에서 ‘情’으로 자연스럽게 시상을 전환시키며 민가적인 색채를 살

렸다.

위의 예와 같이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을 시각적으로 대비시키는 것은 주

이준이 <원앙호도가>에서 자주 사용한 표현 방식이다. 그런데 사실 이와 같은 표현

은 주로 주이준이 경험했던 가흥, 즉 작품을 쓰는 시점에서 이미 과거가 되어버린 

가흥과 그보다 더 이전인 역사 속의 가흥을 대비시키는 때에 즐겨 사용하 다. 



주이 (朱彝 ) <원앙호도가(鴛鴦湖棹歌)> 속 가흥(嘉 )의 이미지  13

七十八

走馬岡長夕照中, 주마강 긴 곳에 석양 내리는데

塘連沙渚路西東. 못은 모래밭으로 이어지고 길은 동서로 나있네.

不知吳 誰分地, 오와 회계 땅은 누가 갈라놨는지 모르겠는데

生遍茱萸一色紅. 수유꽃은 하나같이 붉게 두루 피어있구나. 

전체적으로 석양, 수유꽃과 같은 붉은색의 색채 이미지가 강렬한 이 작품은, 역

사적 감회를 노래한 것이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走馬岡은 춘추시대 吳越의 분계

점이었다고 하는데, 지금의 시점에 이르면 그 분계점을 누가 만들었는지도 분명하

지 않고 ‘하나 같이 붉은 꽃’이 피어있어 그 경계가 보이지 않는다. ‘分地’와 ‘一色’

은 ‘나누어짐’과 ‘하나’의 대조적 이미지를 보여주는 시어이다. 그러나 지금의 시점에

서 ‘分地’는 ‘보이지 않는 것’이 되었고 오로지 ‘보이는 것’은 강렬한 색채의 ‘一色紅’ 

뿐이다. 결국 이 작품에서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의 선명한 이미지 대비는 

시간의 격차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二十四

懷家亭館相家湖,20) 회열의 집 정자는 상가호에 있는데

雪艇風闌近已蕪. 설정에 바람 약해졌건만 이미 거의 잡초투성이구나. 

猶有白蘋香十里, 여전히 백빈의 향기 십리에 퍼져있고

生來黃蜆蛤蜊粗. 누런 골뱅이, 바지락이 큰 것 자랐네. 

가흥 출신의 전대 문인인 懷悅이 문인들과 교유하 던 雪艇의 정경을 묘사한 이 

작품은 이미 주인도 없고 그와 교유하던 문인들도 없어져 황폐해져버린 설정과 여

전히 번화한 가흥의 현재 정경이 대비를 이루어,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과 여전히 

‘보이는 것’, 혹은 ‘없는 것’과 ‘있는 것’의 대조적 이미지를 활용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20) 懷家(회가): 회씨의 집. 명대 懷悅의 집을 말한다. 회열은 명초 가흥의 유명한 여덟 명

의 시인 중 하나로, 相家湖에 정자와 관사, 원림 등을 지었는데, 그 중 하나가 雪艇이

며, 이곳은 당시 가흥지역 문인들이 교유하고 문학 활동을 하는 중심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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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작품들이 주로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현재와 과거를 대비시켰다면 이 작품

은 보다 다양한 감각을 사용하 다. 제1, 2구에서는 잦아든 바람의 촉각적 이미지

와 잡초가 무성한 시각적 이미지로 설정의 황폐함을 보여주었고, 제3, 4구에서는 

백빈의 향기라는 후각적 이미지와 문인들의 교유 상황에서 자주 오르는 맛있는 음

식을 상징하는 ‘黃蜆’, ‘蛤蜊’의 미각적 이미지를 통해 사람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가

흥 문인들 간의 모임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암시했다. 특히 ‘黃蜆’은 주이

준의 자주에 의하면 ｢相家湖에서 나는 것이 특히 살이 올랐다(湖中産蜆甚肥)｣라고 

하는데, 상가호의 주인은 이미 ‘없지만’, 黃蜆은 여전히 ‘있는’ 상황이 대비되고 있

다. 비록 회열은 사라지고 그의 정자는 황폐해졌지만 과거와 대비되는 현재의 광경

이 그리 부정적으로 묘사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黃蜆’, ‘蛤蜊’와 같은 시어를 통해 

가흥에서의 고상하고 번화한 모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비슷한 예로 <원앙호도가> 其八21) 역시 이미 죽고 없는 송대 사인 張先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이와 대비되는 현재의 광경이 번화한 술자리로 그다지 부정적으로 묘

사되지 않는다. 이러한 시에서는 오히려 가흥 지역의 문화 발달과 문인 사회의 활

발한 교류에 대한 주이준의 자부심이 드러난다고 평가하는 시각도 있다. 즉 과거에 

가흥 지역에서 활동하 던 인물을 언급하여 문화적 계보를 정리하고, 시대가 변해

도 문화가 발달한 가흥 지역에서 문인 활동은 여전히 활발하게 이어짐을 보여줌으

로써 문화 공간으로서의 가흥의 이상적인 모습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 옛 사람이 죽고 그 흔적만 남아있는데 그와 상관없이 사람은 계속해서 바뀌

어 모임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서 허무함과 옛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낄 수도 

있다. 

주이준이 유독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과 여전히 ‘보이는 것’의 대비를 자주 사용

했던 데에는 어떠한 의도가 있을 것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원앙호도가> 100

수는 주이준이 현재의 시점에서 바라본 가흥에 대해 기록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어느 시점에 경험하 던 가흥의 모습을 재현한 것이다. 따라서 가흥의 어떤 시간과 

21)

倅廨偏宜置酒過, 관서는 유독 술자리를 마련하고 지나가기에 적당하니

亭前花月至今多. 정자 앞 꽃과 달은 지금까지도 많다. 

不知三影吟成後, 장선이 노래를 읊은 뒤에

可載兜娘此地歌. 두낭을 데리고 이곳에서 노래할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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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어떤 장면을 선택하 는가에 모두 작자의 의도가 개입하고 있다. 가흥의 명

승지, 습속, 전설 등 가흥의 전면적인 면모를 기록하고자 했던 주이준은 가흥에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들 역시 기록하고자 하 고, 그에 따라 이미 주이준이 직접 

체험했던 과거의 가흥보다도 더 이전 시점의 가흥까지도 기록하게 되었다. 그러나 

단순히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는 것을 넘어, 그것을 현재와의 강한 이미지 대비를 

통해 묘사한 데에는 왕조교체기의 遺民이었던 주이준의 역사의식이 개입했을 가능

성이 있다. 특히 주이준은 역사 인물에 대해 노래할 때, 회열과 같은 명대의 인물

이나 주돈유, 장선, 조맹견(其八十一), 한세충(其八十三) 등 송대의 인물을 자주 

선택했는데, 구 왕조인 명과 이민족 왕조로 교체되었다는 점에서 명 유민이 동질감

을 느꼈던 송의 인물을 택했다는 것에는 의도가 있었으리라 추정된다. 다만 주이준

은 편폭이 짧은 칠언절구에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극도로 절제하 고, 비

애의 감정을 토로하기보다는 풍요롭고 평화로운 가흥의 정경과 훌륭한 인물들을 배

출한 역사적 공간으로서의 가흥을 보다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Ⅲ. 형 죽지사(竹枝詞)의 활용을 통한 한족 
문화  공간으로서의 가흥(嘉 ) 기록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이준은 <원앙호도가>의 창작을 통해 가흥의 다양한 

면모를 노래하 고, 특히 풍요롭고 평화로우며 문화적으로도 뛰어난 ‘이상적 공간’

으로서의 가흥을 현재적 시점에서 재현하고자 하 다. 이때 주이준은 칠언절구 100

수라는 대형 연작의 형태로 <원앙호도가>를 창작하 는데, 사실 주이준 이전에도 

대형 연작시로 가흥을 노래한 예가 여럿 있다. 송대 가흥 출신 문인인 張堯同의 

<嘉禾百詠>이 그 대표적인 예로, 주이준 역시 이 작품을 참고했을 것으로 추정된

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둘 사이에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원앙호를 주제로 한 

시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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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嘉禾百詠> 鴛鴦湖

東西兩湖水, 동서 양쪽의 호수

相並號鴛鴦. 서로 나란하여 원앙이라 부르네.

湖裏鴛鴦鳥, 호수 안의 원앙새

雙雙錦翼長. 쌍쌍이 비단 날개 길쭉하구나.

(附 ) 호수는 마을 성 남쪽 3리, 澄海門 밖에 있다. 호수 안에 원앙이 많아 

그렇게 이름 지었고, 또 동서 양쪽의 호수가 서로 아름다운 것이 원앙과 같아서 

그렇다고도 한다. 또한 한 쌍의 호수를 합쳐서 남호라고 이름 지었다고 한다. 송

대 종사랑이었던 문인자가 <남호초당기>에서 ｢檇李는 澤國이다. 동남쪽 모두 호수

인데 남호가 특히 커서 대략 120경이다.｣라고 하 다. 원대 진세창에게 <남호에서 

호수를 읊다(南湖賦湖)>가 있는데 그 안에 “배도 방학주의 여러 명승지”가 있으며, 

또 ‘陸瑁이 물고기를 기른 못(陸瑁養魚池)’이라 부르는 곳의 여덟 가지 경치 중 

하나가 ‘원호의 봄새벽’이다.(湖在郡城南三里, 澄海門外. 湖中多鴛鴦, 故名. 又

云, 以東西兩湖相麗如鴛鴦也. 亦曰, 雙湖摠名南湖. 宋從事郎聞人滋南湖草 記

云, 檇李澤國也. 東南皆陂湖而南湖尤大, 計百有二十 . 元陳世昌有南湖賦湖, 

中有“裴島放鶴洲諸勝”, 又名陸瑁養魚池八景之一曰, 鴛湖春曉.)

<원앙호도가> 其一 

蟹 村兩岸平, 고기잡이 마을 양 언덕은 평평하고

菱花十里棹歌聲. 마름꽃 피어있는 십리에 뱃노래 울려 퍼지네. 

家放鶴洲前水, 우리 집 방학주 앞에는 물 흐르고

夜半眞如塔火明. 밤중에 진여탑에는 불이 밝았지.

注: 송대에 주희진이 가화 땅에 은거하 는데 방학주는 그의 정원 정자의 옛터

이다. 나의 백부가 귀양 태수셨는데 그 위에 별장을 만드셨다. 진여탑은 그 서쪽

에 서있다.(宋朱希真避地嘉禾, 放鹤洲其园亭遗址也. 余伯贵阳守, 治别业于其

上. 真如塔峙其西.)

장요동의 <가화백 >은 오언절구의 형식을 사용하 고 각 편마다 제목을 달아 1

수에 하나의 제재만을 노래하 다. 반면, 주이준의 <원앙호도가>는 칠언절구 형식

을 채택하여 <가화백 >보다 字數를 늘림으로써 각 작품이 담아낼 수 있는 정보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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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늘렸고, 한 편에 하나의 제재만을 노래하기보다는 각 편의 제목을 따로 만들지 

않고 여러 가지 제재를 융합하여 가흥의 다양한 장면을 묘사하 다. 위의 시에서도 

화자의 시선을 계속해서 이동시켜 원앙호 주변의 정경과 진여탑이라는 명승지를 언

급하 다. 가흥의 풍속 등 정보를 제공할 때에도 <가화백 >이 시 뒤에 따로 산문 

형식의 附 를 붙여 개별 작품들이 서로 분절된 형식이라면, <원앙호도가>는 自注

를 사용하여 각각의 시 사이의 연결을 해치지 않았다.22) 

주이준 <원앙호도가>의 이러한 형식은 당시 죽지사의 유행 경향을 반 한 것으로 

추정된다. 주이준은 일찍이 서문에서 자신의 <원앙호도가> 100수를 죽지사와 낭도

사에 비유한 바 있다. 실제로 그의 작품은 칠언절구라는 형식과 주제적 측면에서 

이러한 곡조들과 유사하다. 또한 中唐代부터 民國초에 이르기까지 작가 1260여명

의 죽지사 21600여수를 수록한 《中華竹枝詞》23)에서는 애초에 주이준의 이 작품

을 죽지사로 분류하여 수록하기도 하 다. 이러한 점에서 주이준이 칠언절구 100

수라는 연작의 형태로 <원앙호도가>를 창작한 것은 송원대 이후 대형 組詩의 죽지

사가 발전하고 명대 죽지사에 작자의 注를 붙여 지역의 풍속이나 당시의 사건 등을 

설명하는 경향을 반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24)

100수에 달하는 대형 組詩의 창작에는 주이준의 강한 기록 욕구가 반 된 것으

로 보인다. 연작의 형태로 크게 늘어난 시의 편폭과 주석의 활용 덕분에 죽지사는 

地方志 혹은 史料로서 특정 지방의 정보를 기록하는데 유리한 체제가 되었고, 그

에 따라 주이준은 자신의 기록 욕구를 충족하기에 적합한 체제로 죽지사를 택한 것

이다.

그렇다면 주이준이 이 대형의 연작시를 통해 기록하고자 한 것은 무엇이고 그것

을 기록하고자 한 까닭은 과연 무엇일까. 주이준이 서문에서 직접 밝힌 바와 같이 

<원앙호도가>는 작자가 북경에서 타향살이하던 시기에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22) 吳淑嬌(2018)는 장요동의 <가화백 >에서 附 가 지나치게 객관적이었기 때문에 오히

려 작품의 정감이 결핍되는 문제가 발생한 반면, 附注를 사용한 주이준의 <원앙호도가>

는 개인의 기억에 의거하여 정보를 보충하는 형태로, 시를 더욱 실감나게 하고 친근감

을 더하 다고 설명하 다. 吳淑嬌, 앞의 논문, 20-21쪽 참조. 

23) 雷夢水⋅潘超⋅孫忠銓⋅鍾山 編, 《中華竹枝詞》, 北京: 北京古籍出版社, 1997.

24) 죽지사의 발전 경향에 관해서는 신하윤의 앞의 논문(2005)을 참조했다. 신하윤은 원대 

이후, 대형 조시로 죽지사를 창작하여 풍토를 기록하는 경향이 나타난 것을 원대 楊維

禎의 <西湖竹枝詞>의 향으로 보았다. 같은 논문, 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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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갈 수 없어 지은 것이다. 즉 이 작품의 직접적인 창작 원인은 ‘客 ’다.

인간의 悲哀의 감정은 詩歌 창작의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주된 원인이다. 전통사

회에서 지식인들은 전란이나 벼슬살이 등의 원인으로 집을 떠나야 했고, 타향살이

로 인한 객수는 꾸준히 시가의 주제가 되어 왔다. 특히 과거제도는 지식인의 활동 

범위를 출신지 밖으로 확장시키는 가장 보편적인 원인이었고, 이 때 발생하는 객수

는 출사와 은거 사이의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주이준의 <원앙호도가>는 游幕의 과정 중에 창작되었고, 그 때문에 작자

의 객수는 특수한 시대적 의미를 가지게 된다. 幕府를 떠돌며 幕主를 보좌하는 幕

賓, 혹은 幕友는 명청대에 유독 발전하 다. 과거제도를 통한 관직 진출이 어려워

져 유휴 노동력이 많았고, 八股文 능력을 시험하는 관직 선발 방식이 관리의 행정 

업무 처리 능력을 보장해주지 못함에 따라 명대에 幕賓이 지방 행정업무에 참여하

기 시작하 고, 청대에 이르러서는 하나의 비정식 직무로서 지방 행정 계통에 포함

되게 되었다.25) 특히 왕조가 교체되는 혼란한 시기에는 지방 관리들이 행정 업무

를 처리하는 데 더욱 어려움을 겪었고, 유민으로서 새로운 왕조의 관직에 진출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식인들이 많아 이들을 幕友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주이준은 일찍이 혼란한 시국에 時文을 공부하는 것에는 의미가 없다는 숙부 朱

茂皖의 권유26)를 받아들여 과거에 응시하는 것을 포기하고, 이후 1679년, 博学鸿

词科로 관직에 진출하기 전까지 줄곧 명나라의 遺民으로 살았다. 그러나 전통사회

에서 지식인의 목표는 결국 출사를 통한 득의에 있었기에, 관직의 길이 막히자 지

식인으로서의 득의의 가능성이 사라졌고 생계를 꾸릴 길도 사라지게 되었다. 이는 

당시 구 왕조의 유민으로서 살던 지식인들이 보편적으로 겪는 문제 다. 이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游幕’은 지식인들에게 차선책이 되었다. 당시 사대부들에게 생존은 

유학자로서의 정체성을 보존하면서 생계를 도모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문제 는

데,27) 불교 등에 귀의하여 도피하거나 농업이나 의술, 상업 등에 종사한 것에 비

25) 陳偉, <遊幕: 文人政治參 和清代官僚系統>, 《社 發展研究》, 2016年 第4期, 152쪽. 

26) 朱彝 , 《靜志居詩話》: ｢하북에는 도적들이 있고 조정에서는 붕당을 이루어 혼란이 일

어날 것이니, 어찌하여 時文을 공부하리오. 時文을 버리고 古文을 배우는 것이 낫다.

(河北盜賊, 中朝朋黨, 亂 成矣, 何以時文為. 不如 之學古.)｣ 朱彝 , 《靜志居詩

話》,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90, 715-716쪽.

27) 왕부지는 <傳家十四戒>에서 ｢사대부로 살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은 의사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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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幕友가 되는 것은 비난이 덜하 다. 또한 정사에 간접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지식

인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가능하고, 과거 제도를 통해 선발된 정식 관료가 

아니기에 청 왕조에 합한다는 부담이 덜하 을 것이다. 더불어 이미 관직에 진출

하여 貳臣이라는 오명을 쓰게 된 일부 幕主들은 뛰어난 유민 인재를 후원함으로써 

죄의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朱麗霞(2008)는 주이준과 그의 후

원자 曹溶(1613∼1685)의 관계를 그러한 예로 보았다.28)

주이준의 타향살이는 ‘游幕’이라는 생계 방식으로 인한 것이며, 이는 결국 명청 

교체기라는 특수한 시대 상황과 ‘유민’이라는 정체성 때문에 필연적으로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이준의 객수는 그저 집을 떠나온 지 오래되

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기보다는 특수한 시대적 맥락이 작용하 을 가능성이 있

다. 즉, ‘客’으로서의 상황에서 고향을 추억하는 시를 창작하는 데에는 단순한 고향

에 대한 그리움뿐만 아니라, 유민으로서의 정서 역시 작용했을 가능성 또한 있음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시기 주이준이 묘사하고 재현하는 고향으로서의 ‘가흥’ 또한 단순한 

지리적,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유민으로서의 작자가 시대적 의미를 부여한 특수한 

공간이라 볼 여지가 있다. 실제로 ‘가흥’이 포함된 ‘江南’ 지역은 북방 유목민족이 

중원 지역을 점령하자 정치적 혼란을 피해 한족 왕조가 남하하 던 六朝 시기 이후

로 줄곧 ‘한족 문화의 중심지’ 다.29) 또한 주이준은 <張君詩序>에서 고향인 吳 지

역의 詩史를 논하고 ｢강남의 소리는 한번 노래하면 천금의 값을 하니 대개 다른 지

또 그 다음은 농사꾼과 장인, 상인이 되는 것인데 각자 능력과 때에 맞춰야 한다.(能士

士, 其次醫, 次則農工商賈, 各惟其力 其時.)｣라고 하여 유학자로서의 정체성을 지

키는 것을 우선으로 하 다.(해석과 원문은 자오위안 저, 홍상훈 역, 《생존의 시대-명

청 교체기 사대부 연구2》, 파주: 글항아리, 2017, 245쪽 참조.)

28) 朱麗霞, 《明清之交文人遊幕 文學生態: 以徐渭, 方文, 朱彝 爲個案》, 上海: 上海

古籍出版社, 2008, 48-50쪽을 참조.

29) 이 때문에 역사학자 楊念群은 청 왕조가 통치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을 ‘청 황제의 강

남 지식인 길들이기’의 과정으로 보았다. 그는 청나라 초기 군주가 처리해야 했던 주요

한 문제로 첫째는 공간적 의미에서 합법적인 지위를 얻기 위한 토의 확장과 정립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한족 문명’에 맞서 강남 지식인 집단을 왕

권의 이데올로기 속에 재편시킴으로써 통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하

다. 양녠췬 저, 명청문화연구회 역, 《강남은 어디인가 - 청나라 황제의 강남 지식인 길

들이기》, 파주: 글항아리, 2015, 28-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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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서 따라할 수 없는 바다.(江南音, 一唱直千金, 蓋非列國之所能擬矣.)｣, ｢천하

의 시를 이야기하는 자는 오 지역에서 유독 흥성하 다.(海內之 詩 , 於吳獨盛

焉.)｣라고 하 으니,30) 그에게 있어서 강남, 그리고 고향인 오 지역이 ‘漢詩’로 대

표되는 한족 지식인의 전통 문화적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공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이준이 그의 고향인 ‘가흥’에 대해 기록한 시를 창작한 것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주이준은 <和鴛鴦湖棹歌序>에서 “우리 고향의 옛일은 《오회분지기》가 

이미 산실되어 전해지지 않고, 장원성의 誌는 지금 또한 다시는 볼 수 없으니, 내

가 갑인년에 전해지는 일화[遺聞]들을 손에 넣어 <원앙호도가> 100수를 지었다.

(吾 事，吳 分地紀既軼不傳，而張元成誌，今亦不可復睹. 予於甲寅之歲，掎
摭遺聞，作鴛鴦湖棹歌百首.)”(《曝書亭集》 卷39)31)라고 하 다. 즉, 단순히 고향

이 그리워 그것에 관한 글을 썼다기보다는 고향인 가흥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기록

되어 전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기 위해 적

극적으로 정보를 모아 이 시를 창작한 것이다. 특히 ‘가흥’을 마치 현재적 시점에서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아름다우며 문화적으로 이상적인 공간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 

마냥 감각적으로 재현한 것은, 결국 <원앙호도가>가 주이준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리움의 대상으로서의 고향의 모습을 그린 것만이 아니라 명의 유민으로서, 또 한

족 지식인으로서 ‘이상’으로 여기는 문화적 공간을 기록하여 보존하고자 하는 욕구

가 반 된 것일 가능성이 있는 것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한족 문화적 ‘이상적 공간’

으로서의 가흥에 대한 기록과 보존의 욕구는 아마도 그것을 가장 잘 실현해줄 만한 

체제인 대형 組詩 형태의 죽지사와 결합하여 마침내 <원앙호도가> 100수의 탄생으

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30) 자오위안 저, 홍상훈 역, 《증오의 시대-명청 교체기 사대부 연구1》, 파주: 글항아리, 

2017, 255-257쪽 번역 참조. 

31) 朱彝 , 《曝書亭集》, 臺北: 世界書局, 民國78[1989], 4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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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나가며

죽지사는 본디 巴楚 지역에서 주로 널리 유행하던 민가에서 기원한 것으로, 唐

代에 그 지역을 유람하거나 폄적되었던 문인들에 의해 모방되면서 문인시가의 역

으로 들어왔다. 청대 죽지사는 죽지사가 본래 내재하고 있었던 ‘風土詩’로서의 성격

에 이 시기 학인들의 지식 기록의 욕구가 결합되면서 특정 ‘공간’에 대한 지식의 모

음으로 변화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죽지사의 형식을 빌린 <원앙호도가>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오랜 游幕 생활로 인한 고향에 대한 그리

움, 혼란스러운 시대 상황과 득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괴감 등으로 인한 도피 욕

구 등이 주이준이 100수나 되는 <원앙호도가>에 몰두하게 된 원인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대량의 組詩 형태로 시가와 사료로서의 성격이 결합된 시를 쓰고, 이로

써 창화하는 문학적 현상이 유행하 던 것에는 주이준의 <원앙호도가>의 향이 컸

다고 할 수 있다.

<원앙호도가> 100수를 총괄하는 마지막 其一百에서 주이준은 그의 고향 가흥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 다.

檻邊花外盡重湖, 울타리 가, 꽃밭 너머 다 겹겹이 호수이고

到處杯觴 不孤. 도처에서 술잔 오고 가 흥이 오르니 외롭지 않네. 

安得家家 畫手, 어찌하면 집집마다 화가를 구하여 

溪 遍寫讀書圖. 시냇가의 집에서 두루 독서도를 그릴까? 

그에 의하면 가흥은 곳곳이 호수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수향이며, 도처에서 사람

들이 술자리를 여는 풍요롭고 풍류스러운 공간이며 집집마다 독서도를 그릴만할 정

도로 문화가 발달한 지역이다. <원앙호도가> 속 가흥은 아름답고 풍류스러운 고향

으로, 대단히 긍정적인 공간으로 존재한다. 다만 이때의 ‘가흥’은 작품의 내용상으로 

현재의 ‘가흥’일 뿐, 실제적인 시점에서는 이미 과거가 된 ‘가흥’이다. 작자가 이전의 

감각적 경험을 떠올리고 그 구체적인 감각의 표현을 통해 마치 현재적 시점에서 바

라본 것과 같은 가흥의 이미지를 재현한 것일 뿐이다. 그리하여 <원앙호도가> 속 

가흥은 그것이 창작된 시점에서는 이미 실재하는 공간이 아닌 것이 되며, 작자에 

의해 이미 가공되고 재현되었기 때문에 작자가 경험했던 과거의 가흥과도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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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하지 않는다.

실제로 유막 생활 이전, 주이준이 고향에 있을 때도 피난을 경험한 적이 있었던 

것32)에서 알 수 있듯이 명청 교체기에 가흥은 이미 전란으로 파괴되었지만, <원앙

호도가>에서 묘사되는 가흥은 그러한 경험이 일체 배제된 채 아름답고 풍요로우며 

민심이 순박하고 문화가 발달한 이상적인 공간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원앙호도가>

는 분명 ‘가흥’이라는 하나의 지역과 그 일대에 대한 인문, 경제, 지리 등의 정보를 

담은 기록으로서의 가치가 있지만 그것이 재현한 ‘가흥’이 실재하는 모습 그대로는 

아니다.33) 오히려 왕조 교체라는 큰 혼란을 겪은 뒤에도 여전히 그와 같은 모습으

로 존재하기를 바라는 명 유민으로서의 주이준의 소망이 반 된 결과물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34) 그리하여 주이준에게 있어서 ‘고향’으로서의 ‘가흥’은 결코 단순히 그

의 몸이 돌아가야 할 지리적 공간만은 아니다. 오히려 한족 지식인의 정신적인 ‘이

상’의 공간이며 계속해서 보존하고 또 복구해야 할 공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2) <주이준연보>에 의하면 治2년(1645) 주이준이 17세일 때 揚州와 南京, 州, 杭州 

등이 청군에게 함락되었으며, 청군에 의하여 ‘揚州十日’，‘嘉定三屠’ 등 강남 지역에 대

규모 학살이 일어났다. 주이준은 이 해에 결혼한 뒤 장인인 馮氏를 따라 피난하 다.

33)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승지, 특산품, 지방의 전설, 명인 등 <원앙호도가>가 담고 있는 

가흥에 대한 정보의 가치는 여전히 크다. 이에 따라 후속 연구에서 명청 교체기 가흥 

지역의 지방지, 혹은 사료로서의 <원앙호도가>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34) 과거의 공간을 현재적으로 재현함에 있어서 왕조 교체기의 유민 의식이 반 한 예는 주

이준보다 약간 앞선 시기에 활동하 던 張岱(1597∼1679)의 산문 《陶庵夢憶》을 예로 

들 수 있다. 자전적 회고록인 《도암몽억》은 장대가 명 유민이 된 뒤의 고통을 글로써 

해소하고자 했던 것으로, 뛰어난 관찰력과 묘사력으로 이전의 ‘강남’을 마치 현재에서 

보고 있는 듯이 생생하게 재현하 다. 다만 《도암몽억》이 정보의 기록에 적합한 산문의 

체제를 사용하 다면, <원앙호도가>는 편폭의 한계를 대형 연작시의 형태로 극복하 다

는 차이점이 있다. 또한 《도암몽억》속에서 묘사되는 강남의 번화한 이미지는 ｢부귀 화

는 모두 꿈과 같은 것이었으니 이제 어떻게 견디며 살아갈까? 지난 일들을 아득히 그

리워하다가 기억이 나면 그것을 글로 쓰고 불상 앞에 가지고 가 하나하나 참회하 다.

(今當黍熟黃梁, 車旅蟻穴, 當作如何消受? 遙思往事, 憶即書之, 持向佛前, 一一懺

悔.)｣(<陶庵夢憶序> )라는 서문에서 알 수 있듯이 화려했던 지난날과 망국에 대한 유

민의 참회로 읽을 수 있는데 반해, <원앙호도가>는 그러한 비극성이 덜하며 장대와 같

은 참회 의식은 엿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차이는 장대가 명의 멸망을 직접 경험하고 그

로 인하여 삶이 크게 변화한 유민 1세대인데 반해, 주이준은 비교적 어린 나이인 십대

에 왕조 교체를 경험한 유민 1.5세대라는 점에서 발생한 것으로도 추측할 수 있다. <陶

庵夢憶序>의 원문과 번역은 김원동, <張岱 《陶庵夢憶》의 風景과 敍述的 特色>, 《中國

文學》, Vol.52, 2007, 147쪽을 참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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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focused on the analysis of Yuanyanghu Zhaoge (鴛鴦湖棹

歌) by Zhu Yizun (朱彝尊), an intellectual during the Ming-Qing 

transitional period. The title consists of “Yuanyanghu (鴛鴦湖)” which 

refers to a lake in Jiaxing (嘉興) in Zhejiangsheng (浙江省), and 

“Zhaoge (棹歌)” which means a boating song. In the end, Yuanyanghu 

Zhaoge is a song about Jiaxing, a waterside village, in the form of 

folksongs. Zhu Yizun wrote this in Beijing to talk about the diverse 

aspects of his hometown Jiaxing including its landscapes, scenic 

spots, specialties, historical events, legends, and living conditions of 

the people. This work received huge responses from the intellectual 

of Jiaxing. After his death, it became a vogue to write a poem 

responding to his work. Eventually, it was established as part of 

Jiaxing’s cultural tradition. Zhu Yizun had huge impacts on the 

vogue of singing about the natural characteristics of a local area by 

writing a large-scale serial poem. 

Yuanyanghu Zhaoge is a serial poem containing total 100 works in 

the form of Zhuzhici (竹枝詞), which was originally sung much by the 

common people and took the custom of a certain area as a topic in 

many cases. There had been a trend of writing large volumes of 

Zhuzhici in the form of serial poetry since Yuan, which must have 

been the cause behind Zhu Yizun’s adoption of Zhuzhici. 

This study focused on the “reason why Zhu Yizun wrote a serial 

poem about his hometown during the time.” Zhu Yizun was an 

intellectual during a transitional period from Ming (明) and Qing 

(淸). Being one of yumins (遺民, “leftover subjects” from a dynastic 

change), he was forced to choose a youmu (游幕, traveling service as 

aides in the office of commanding generals) in order to survive. The 

situation of the times summarized by a “change of dynasties” bec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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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ajor reason behind him leaving his hometown. He made detailed 

records about the information of his hometown and wrote poems 

about it not simply because he missed his hometown, but because 

Jiaxing represented an ideal space of Hanzu (漢族) culture that he 

should preserve as a Hanzu intellectual under the rule of a 

barbarian dynasty, as well. This was why he left records about it. 

When he wrote Yuanyanghu Zhaoge, Jiaxing was already in ruins 

after a war. In Yuanyanghu Zhaoge, however, Jiaxing was depicted 

as an ideal place that was still beautiful and economically rich with 

the people leading a cheerful life and intellectuals enjoying art and 

science. Recalling his own past experiences, he reproduced the 

images of Jiaxing through specific sensible expressions including a 

“fast conversion of sensible images” and “use of contrasting images.” 

The images of Jiaxing were processed and reproduced intentionally 

by him in his work, thus being different from the aspects of real 

Jiaxing. To Zhu Yizun, “Jiaxing,” his “hometown,” was not just a 

geographical and physical space to which his body should return, but 

also a space of Hanzu culture that should be restored and preserved. 

【主題語】

주이준, 원앙호도가, 가흥, 명청교체기, 죽지사, 유민, 유막, 연작시, 감각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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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hu Yizun, Yuanyanghu Zhaoge, Jiaxing, Ming-Qing Transitional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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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em, sensor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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