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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文提要】

薛濤는 唐代 여성 시인 가운데 가장 많은 시를 남긴 시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류 

문학사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근  이전에 薛濤 시에 한 비평들은 부분

이 그녀의 생애와 일화 등 傳奇에 집중되어 있었다. 明末 女性詩에 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薛濤의 시도 다시 주목받고 평가될 수 있었다. 이 시기 ‘無雌聲’

이라는 비평 관점과 언어가 나타났으며 이후 논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그 안에 

담긴 관점과 서술 태도는 현 에는 ‘남성화 경향’이나 ‘남성 모방’이라는 말로 변화

하였다. ‘無雌聲’은 ‘雌聲’의 부정을 통해 薛濤의 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여성시에 한 기존의 인식과 그를 기반으로 형성된 정형성을 드러낸다. 역  薛濤 

시에 한 서술과 비평은 그녀의 人品과 詩品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薛濤는 

시 창작을 통하여 자아를 발견하고 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갔다. 薛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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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서술 방향 역시 이 점에 주목하여 서술되어야만 현재에도 그 의미와 가치가 음

미 될 수 있을 것이다. 

I. 머리말

薛濤는 오랜 세월을 거쳐 그 실체가 형성되어 온 시인이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

면 薛濤의 詩 500여 수가 수록된 《錦江集》이 있었다고 하나 전해지지 않으며 《全

唐詩》 803권에 수록된 78題 85首의 薛濤 시의 眞僞에 해서도 논쟁이 남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薛濤는 唐代 여성 시인 중 본인의 이름으로 가장 많은 작

품이 남아있는 시인이다. 

본고는 이와 같은 薛濤의 시가 ‘어떠한 관점으로 서술되었는가’에 주목하였다. 역

 논자들의 서술 관점을 통하여 여성이자 妓라는 특수성을 가진 薛濤의 시가 

어떻게 인식되고 서술되었는지 그 맥락을 파악하고 서술과 비평의 관점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薛濤 詩에 한 비평의 맥락을 시 별로 개

관하고 다음 단계에서는 薛濤 詩의 평어로 쓰인 ‘無雌聲’의 함의를 밝혀 이 말이 

내포하고 있는 여성 시에 한 기존의 인식의 틀과 이를 전제로 한 薛濤 시에 한 

서술 관점을 탐구하고자 한다. 이상의 과정을 통하여 중국문학사에서 산발적이고 

단편적으로 나타나는 薛濤 시에 한 비평과 서술의 경향성을 정리해 보고 이것이 

현 의 시점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에 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Ⅱ. 薛濤 詩에 한 역  비평의 특징

薛濤에 한 역  서술은 주로 기녀 시인으로서의 그녀의 삶과 元稹과 韋皐를 

비롯한 당시의 유명인과의 일사 등 傳이 위주였으며 시 자체에 한 비평은 매우 

드물다. 중국 고  문학 비평이 수필이나 序跋, 개별 작품에 한 評點 등 다양한 

형식으로 서술되지만 특히 薛濤 시의 경우 각 조 를 표하는 전문적인 詩話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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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지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1) 《全唐詩》에 가장 많은 시

가 수록된 여성 시인에 한 관심은 그녀의 작품 자체에 있지 않았다는 아이러니한 

상황 중에도 薛濤 시에 한 소수의 서술 역시 아래 서술한 몇 가지 평론들의 동어

반복인 경우가 부분이다. 이처럼 시인의 작품보다는 ‘기녀’ 薛濤에 집중된 역  

논자들의 서술은 무엇보다 두드러지는 薛濤 시 비평 경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 唐⋅宋代 薛濤 詩에 한 서술

薛濤는 中唐시기 781년에 출생하여 832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16세에 

成都의 劍南西川鎭 소속 營의 籍에 이름을 올리고 妓로 활동하였다.2) 은

퇴 후에는 浣花溪에 거처하며 문인들과 교류하며 창작을 이어나갔다. 현재 남아있

는 가장 이른 시기의 薛濤 시에 한 비평으로 볼 만한 서술은 中唐의 李肇와 晩

唐의 張爲의 두 사람의 기록이다. 

李肇는 《唐國史補》에서 ｢ 妓로서 시를 잘 짓는 사람으로 成都의 薛濤가 있었

다. 종의 신분으로 장구를 잘 짓는 사람으로는 곽씨 종이 있는데 모두 글의 妖이다

 1) 《欽定四庫全書》에서 ‘薛濤’와 관련 기록은 400여 건이 넘으나 그 중 ‘薛濤 詩’만을 전

문적으로 논술한 것은 아래 예시할 몇 가지 서적을 제외하면 거의 드물고 그 내용 역시 

동소이하다. 주로 薛濤의 간략한 傳 형식의 기록이 다수이며 그 외 蜀 지역의 역

사와 지리, 문화 등과 관련하여 薛濤가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다. 

 2) 薛濤의 생졸 시기에 해서는 이견이 있다. 張篷舟는 薛濤가 770년 출생하여 832년

으로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劉天文은 薛濤의 출생을 781년으로 보았는데 그 

근거는 薛濤의 <벌을 받아 변경으로 가며 느끼는 바가 있어 위상공께 올림(罰赴邊有懷

上韋相公)> 속 韋皐의 관직명인 “韋相公”이다. 薛濤는 韋皐에 의해 변방으로 쫓겨나며 

사면을 목적으로 이 시를 지어 올렸다. 같은 목적으로 지어진 薛濤의 <十離詩> 중 <犬

離主>에는 ‘붉은 문안에서 길들여진지 사오년(馴擾朱門四五年)’이라는 구절이 있다. 즉 

薛濤가 劍南西川 막부에 소속된 후 4-5년이 경과한 시기라는 뜻이다. 그녀가 籍에 

이름을 올린 시기를 략 성년례를 올린 16세 정도로 본다면 薛濤는 4-5년 후인 20세 

전후에 징계를 받고 이 시들을 지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관직명을 근거로 보자면 

韋皐는 貞元 12년(796년)에 ‘韋相國’ 또는 ‘韋相公’으로 불렸고 貞元 17년(801년)에

는 中書令 직이 더해져 ‘韋中令’ 또는 ‘韋令公’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따라서 이상의 창

작배경과 韋皐의 관직명의 변화를 근거로 볼 때 늦어도 800년에 薛濤의 나이는 20세 

안팎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것이 薛濤의 약 780년 전후 출생설의 근거이다. 본고에

서도 이 의견을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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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 妓而工篇什 , 成都薛濤. 有家僮而善章句 郭氏奴, 皆文之妖也)｣3)라고 서

술하고 있다. ｢文之妖｣의 ‘妖’의 사전적 의미는 여성적인 ‘염려함[艶麗]’함을 의미하

며 동시에 ‘일상적인 것에 반하는[反常]’⋅‘괴이함[怪異]’나 ‘음란하고 어긋남, 부정

함[淫邪, 不正]’을 의미하기도 한다.4) 즉 ｢文之妖｣란 ‘여성적 염려함’을 의미하지

만 동시에 음란함이나 雅正하지 않음이라는 부정적 의미도 함께 내포한다. 李肇가 

薛濤와 함께 詩才가 있던 여종을 나란히 서술하며 ｢文之妖｣로 서술한 행간에는 시

를 잘 짓기는 하나 정통이라 볼 수 없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는 가치 판

단이 담겨있다. 晩唐시기 張爲는 《詩品》의 형식을 모방한 《詩人主客圖》를 편찬하

였다. 中⋅晩唐의 유명 시인들 여섯 명의 시의 특징을 ‘六主’로 분류하고 등급을 두

었다. 그 중 薛濤는 ‘淸奇雅正主’의 ‘升 ’에 포함되어 있다.5) ｢六主｣란 白居易로 

표되는 ｢廣大教化主｣⋅孟雲卿으로 표되는 ｢高古奥逸主｣⋅李益으로 표되는 

｢清奇雅正主｣⋅孟郊로 표되는 ｢清奇僻苦主｣⋅鲍溶으로 표되는 ｢博解宏拔

主｣⋅武元衡으로 표되는 ｢瑰奇美丽主｣를 말한다. ｢淸氣｣한 풍격은 다시 ｢雅正｣
과 ｢僻苦｣로 분류되는데 조적인 의미로 각각의 의미를 해석한다면 ｢雅正｣은 규

범적이고 전아하며 온후한 풍격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두 평어가 공통으로 ‘奇’

라는 특징을 내포하고 있으나 ｢文之妖｣는 ‘일상적인 것에 반하는 기이함’이라는 의

미를 내포하는 반면 ｢淸奇雅正｣은 ‘진부하지 않은 참신함’을 의미한다. 이처럼 비슷

한 시기의 서술과 비평에서도 시각의 차가 있었으며 中⋅晩唐 시기에 薛濤 시에 

한 褒貶의 평가가 함께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3) 《唐國史補》 卷下: ｢有 妓而工篇什 , 成都薛濤. 有家僮而善章句 郭氏奴, 皆文之

妖也.｣ 
 4) 漢語大詞典編輯委員  編纂 《漢語大詞典》(上海, 漢語大詞典出版社, 2002), 2274쪽.

 5) 晩唐 張爲 《詩人主客圖》: ｢李益: 淸奇雅正主. 上入室: 郁; 入室: 劉畋⋅僧淸塞⋅
盧林⋅于鵠⋅楊洵美⋅張籍⋅楊巨源⋅楊敬之⋅僧無可⋅姚合; 升 : 方干⋅馬戴⋅任

藩⋅賈島⋅厲元⋅ 斯⋅薛壽; 及門: 僧良乂⋅潘誠⋅于武陵⋅詹雄⋅衛準⋅僧志定⋅
喩鳧⋅朱慶餘.｣ 위와 같이 張爲는 중⋅만당의 유명 시인 6명의 시의 특징을 ‘六主’로 

분류하고 그 아래를 ‘客’으로 지칭하였으며 ‘客’에 해당하는 시인들을 다시 ‘上入室’⋅‘入

室’⋅‘升 ’⋅‘及門’으로 등급을 나누었다. 그리고 해당 시인들의 시 중 몇 구를 함께 수

록하고 있다. ‘升 ’의 마지막에는 ‘薛壽’라는 시인이 포함되어 있는데 中⋅晩唐 시인 

중 이와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없으므로 이것이 ‘薛濤’의 오기라는 것이 통설이다. 

‘薛壽’라는 이름만 있고 다른 시인과는 달리 시구도 수록되지 않아 이것이 ‘薛濤’라는 

확증은 없는 것이 사실이다. 丁福保 《歷代詩話續編》(北京, 中華書局, 2010), 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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宋代에는 薛濤 시에 한 비평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晁公武의 《郡齋讀書

志》 卷四, ‘薛濤錦江集五卷’ 항목에 서술된 ｢唐 薛濤는 洪度이다. 西川의 악기였

으며 시를 잘 지었다. 당시 사람 중 여럿이 (薛濤와) 시를 주고받았다. 武元衡은 

薛濤를 校書郎에 임명하고자 주소하였다. 大和 시기 중 사망하였다(唐薛濤, 洪度

也. 西川 妓, 工爲詩, 當時人多 酬贈. 武元衡奏校書郞. 大和中卒).｣라는 기록

은 후 에 자주 인용되었다.6) 《郡齋讀書志》의 기록은 薛濤의 개인 시집인 《錦江

集》 5권의 존재와 ‘女校書’ 설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받아 왔다. 薛濤 

시 자체에 한 비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工爲詩’라는 짧은 언급에 불과한데 그마

저 李肇의 ｢工篇什 ｣에서 더 발전한 것이 없다. 薛濤가 妓임에도 불구하고 시

를 ‘공교하게 잘 지었다’는 것이 이들이 인식한 薛濤 시의 첫 번째 특징이었지만 심

도 있는 분석과 서술의 상으로는 인식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2. 明代 이후 薛濤 詩에 한 서술

明末에 이르러 薛濤 시의 평가는 이전 唐⋅宋시기에 비하여 증가하였다. 薛濤 

시는 여성 시가들을 채록한 총집 속에 수록되었고 각 시편에 한 비평도 진행되었

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薛濤의 작품에만 한정되어 일어난 문단의 관심은 아니었

다. 明末 여성 시인의 詩詞에 한 관심이 증가하고 여성 시인의 작품을 발굴하여 

총집으로 출판하는 것이 유행하였다. 陳廣宏에 따르면 28종의 전문 여성 시가 총

집이 출간되었으며 다수가 明代 萬歷 년간부터 崇楨 년간 사이에 이루어졌다고 

한다.7) 薛濤 시에 한 서술이 明末에 급증한 것도 이와 같은 문화적 추이와 밀접

한 관련이 있으며 이것은 서술과 비평의 시각과 태도에도 변화를 불러왔다. 이전까

지 주로 소략한 傳을 위주로 진행되던 서술 방식에서 벗어나 明末에 출간된 여성 

시가 총집에서는 각각의 시에 하여 간단한 감상과 평가가 덧붙여졌고 그 평가의 

시각도 체로 긍정적이었다. 明 楊愼은 《升庵詩話》 卷14 중 ‘薛濤詩’의 항목에서 

 6) 《欽定四庫全書》, 史部, 《郡齋讀書志》 卷4.

 7) 그는 이 시기를 ｢“여성문학의 돌파”시기(“女性文學的突破”的時代)｣라고 명명하기도 한

다. 陳廣宏 <中晚明女性诗歌总集编刊宗旨及选录标准的文化解读>(《中國典籍 文化》 

第60期, 2007), 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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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薛濤의 시를 높게 평가하였다.8)

(<罰赴邊有懷上韋相公>에 하여) 풍자하면서도 노골적이지 않으니 시인의 교

묘함을 얻었다. 이백에게 이것을 보게 하였다면 역시 머리를 조아렸을 것이며 원

진과 백거이 부류들도 잇달아 붓을 멈추어야 역시 마땅하지 않겠는가. 薛濤는 시

집이 있는데 이 시는 수록하지 않았다(有諷諭而不露, 得詩人之妙. 使李白見之, 

亦當叩首. 元⋅白流紛紛停筆, 不亦宜乎? 濤有詩集, 此首不載).9)

여성 작가들의 작품을 모은 문집들의 출간을 주도한 편집자들은 그들의 총집의 

편찬 목적에 정당성과 의를 스스로 부여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여성 시인의 

작품에 한 새로운 인식과 재평가가 나타났다. 그중에는 여성 시인들의 ‘여성’으로

서의 성별 특성이 창작 과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는 비평도 속속 나타났다. 明 

鍾惺은 《名媛詩歸》에서 <十離詩>를 아래와 같이 평가하였다. 

<십리시>는 활시위를 스스로에게 돌려 책망하는 것, 타인에게 허물을 돌리는 

것, 정이 돈독함을 헤아리는 것, 직접 잘못을 진술하는 것, 은근히 풍자의 뜻을 기

탁하는 것도 있다. 이 모든 정감이 지극한 곳까지 단번에 곧바로 나아간다. 재인

과 여인이 아니라면 불가능하다. 개 여인은 구상을 잘하고 재인은 표현을 잘하

기 때문이다(十離詩有引躬自責 , 有歸咎他人 , 有擬議情好 , 有直陳過端 , 

有微寄諷刺 , 皆情到至處, 一往而就. 非才人女人不能. 蓋女人善想, 才人善達

 8) 그러나 明代 문인들 모두가 唐代 여성 시인의 시를 높게 평가한 것은 아니다. 胡應麟

은 楊愼이 薛濤의 시를 이백 위에 두는 호평에 하여 ｢당나라 궁궐과 규방의 여성 가

운데 시를 잘 짓는 사람으로 서현비⋅상관소용⋅송약조 자매⋅이계란, 어현기, 두고의 

처, 구탄의 어머니, 장요조, 포군휘, 薛濤, 화예 등이 있다. 그러나 모두 시편이 한두 

편뿐이고 그 당시 문사들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으니, 漢, 魏 시 의 부인들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훗날 또 薛濤의 절구를 거론하면서 이백 또한 마땅히 무릎을 꿇고 머

리가 땅에 닿도록 조아려야 할 것이라고 한다면 두보는 이백 아래에 있게 되고 이백 또

한 薛濤의 아래에 있게 될 것이다. 몹시 웃을 만하다(唐宮閫能詩 , 徐賢妃⋅上官昭

容⋅宋若照姊妹⋅李季蘭⋅魚玄機⋅杜羔妻⋅寇坦母⋅張窈窕⋅鮑君徽⋅薛濤⋅花

輩. 然皆篇什一二, 遠出當時文士下, 非漢⋅魏婦人比也.……他日又擧薛濤絶句, 李

白亦當叩首, 則杜在李下, 李又在薛下矣, 甚矣可笑也!).｣(胡應麟 《詩藪》, <外編> 四)

라고 비판하였다. 宋代 이후 唐詩選集의 편찬 기준, 즉 唐詩에 한 평가 기준에 한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하면서 일례로 楊愼의 薛濤 시에 한 평가를 거론한 것이다. 

 9) 楊愼 《升庵詩話》 卷14. 丁福保 《歷代詩話續編》(北京, 中華書局, 2010), 913-9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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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也).10)

鍾惺은 또 班婕妤의 <怨詩>를 전고로 차용한 <月>에 하여 ｢세밀한 언어가 그

윽하게 울리며 이야기마다 사람을 향하고 있으니 머금고 토하는 것이 여기에서 그

치지 않는다(細語幽響, 故故向人, 而含吐不欲自盡)｣라고 평하여 薛濤 시의 섬세

한 언어와 함축에 해서도 높게 평가하였으며 <賊平後上高相公>에 해서도 ｢읊
조리는 것이 스스로 이같이 빼어나고 바르면서도 빛이 광 하게 퍼져나가는 기세가 

있다. 문인을 깨우쳐 도리어 이끌고 거느린다(開口自然挺正, 而有光融拓落之氣, 

覺文人反多牽摔).｣라고 하여 薛濤의 시의 기세를 일반 남성 문인들과 비교하여 더 

높게 평가하기도 하였다.11)<上川主武元衡相國>에 해서는 ｢두 수가 장려하고 웅

건한 가운데 수려한 기운이 있으니 가작이다(二首整麗雄健中, 仍有秀氣, 故佳)｣라
고 그 심미적 특징을 높이 평가하였다. 

이 시기 薛濤 시에 한 비평 중 이후까지 오래도록 영향을 미친 것은 胡震亨의 

《唐音癸籤》 卷8에 등장하는 ｢薛濤의 절구는 雌聲이 없다(薛工絶句, 無雌聲)｣라는 

말이다.12) 胡震亨은 唐代의 여성 시인 李冶와 薛濤⋅魚玄機를 함께 비교하면서 

薛濤 시에 해서는 ｢無雌聲｣이라는 말로 요약하였다. 張篷舟는 薛濤의 시 중에 

時政에 한 풍자와 인물을 품평한 작품이 상 적으로 적지 않으며 신세 한탄이나 

처지에 한 비분을 표현한 시가 많지 않은 점을 들어 이것이 실제 薛濤 시 풍격에 

한 가장 적절한 평가라고 판단하기도 하였다.13) ｢無雌聲｣이라는 평어 속에 담긴 

10) 明 鍾惺 《名媛詩歸》 卷13, 張篷舟 箋, 張正則⋅季國平⋅張雅 續箋 《薛濤詩箋(修訂

版)》(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12), 117쪽 재인용. 본 고에 인용한 鍾惺 《名媛詩歸》

은 《薛濤詩箋(修訂版)》를 참고하였으며 哈佛燕京圖書館에서 明刻《名媛詩歸》을 영인

하여 온라인에 등록한 원본과 조하였다.

11) 明 郭煒의 《古今女詩選》에서도 < 盧員外>에 하여 ｢七 絶難得如此悲厚. 薛濤才

情, 標映千古. 細看其詩, 直高中唐人一格.｣라며 薛濤를 중당 시기 문인들과 비교하여 

우위에 두는 것을 볼 수 있다.

12) 明 胡震亨 《唐音癸籤》 卷八: ｢李冶魚𤣥機薛濤, 女德正同, 李‘遠水浮仙棹, 寒星伴使

車’及‘聽琴’一歌並大厯正音. 薛工絶句, 無雌聲, 自壽 相. 魚 淫蕩詩體, 亦靡弱, 其

集附見有 光裒三粲句尤姱麗勝魚惜姓里不著.｣
13) 張篷舟 箋, 張正則⋅季國平⋅張雅 續箋 《薛濤詩箋(修訂版)》: ｢其諷刺時政⋅月旦人

物 不 ; 感歎身世⋅悲憤遭際 不多. 卽有之, 若 李冶⋅魚玄機輩相 , 殊無淫蕩

之辭, 則‘無雌聲’三字於濤詩風格特色, 爲的評.｣(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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薛濤 시에 한 시각과 평가의 기준은 명 를 비롯하여 그 이후 서술에도 유사하게 

반복되었다. 明代 徐用吾의 ｢情과 景이 역시 농염하면서도 오히려 절 로 脂粉氣

가 없다(情景亦自穠艶, 卻絶無脂粉氣)｣14)라는 평가에도 유사한 관점과 서술 태도

가 전제되었음을 볼 수 있다.

Ⅲ. 女性詩와 薛濤 詩에 한 인식

1. ‘無雌聲’과 ‘無脂粉氣’

薛濤 시의 풍격을 평가하는 용어로 쓰인 ‘無雌聲’과 ‘無脂粉氣’에는 女性詩에 

한 논자들의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15) ‘雌聲’이란 글자 그 로 풀이하면 ‘암컷의 소

리’이며 ‘雌’는 ‘雄’의 립어이다. ‘雄’은 ‘雄氣’⋅‘雄渾’ 등 시가의 風格을 묘사하는 

말로 쓰인다. ‘無雌聲’이라는 말은 《晉書》 卷98, <桓溫傳>에서 유래하였다. ｢웅건

한 풍모와 기개(雄姿風氣)｣와 립하는 유약한 소리를 의미한다.16) 이 말은 평소 

자신이 劉琨과 비견할 만한 ‘웅건한 풍모와 기개’가 있다고 자부하였던 桓溫에게 류

곤의 옛 첩이 ｢목소리가 매우 비슷하지만 ‘雌’ 한 것이 한스럽습니다(聲甚似, 恨

雌).｣라며 그가 류곤에 미치지 못한다고 한 말에서 나왔다. 《漢語大詞典》에서는 

‘雌聲’을 ‘부드러운 소리’로 풀이한다. 韓愈의 <病中贈張十八> 중 ｢부드러운 소리로 

진정을 토로하며, 술병에 양갈비를 꿰었다(雌聲吐款要, 酒壺綴羊腔).｣라는 구절에 

하여 沈欽韓가 주를 단 ｢웅기(용감하고 씩씩한 기개)가 더 이상 없어 그저 자성

(유약한 목소리로)으로 심정을 토로한 것이다(雄氣無復存, 乃雌聲輸情也).｣를 인

96-97쪽.

14) 明 周珽 《唐诗选脉会通评林》 卷六十.

15) 본고에서 ‘女性詩’라고 하는 것은 ‘여성 시인에 의해’ 창작된 시를 말한다. 

16) 《晉書》 卷98, <桓溫傳>, ｢初, 溫自以雄姿風氣是宣帝⋅劉琨之儔, 有以其比王敦 , 

意甚不平. 及是征還, 於北方得一巧作 婢, 訪之, 乃琨伎女也, 一見溫, 便潸然而泣. 

溫問其故, 答曰, ‘公甚似劉司空.’ 溫大悅, 出外整理衣冠, 又呼婢問. 婢云, ‘面甚似, 

恨薄, 眼甚似, 恨 , 鬚甚似, 恨赤, 形甚似, 恨短, 聲甚似, 恨雌.’ 溫於是褫冠解帶, 

昏然而睡, 不怡 數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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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고 있다.17) ‘雌聲’은 여성의 ‘부드러운 목소리’라는 의미 외에도 ‘雄氣’와 비

되는 ‘기운이 없는 유약한 부드러움’의 의미도 내포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雄’의 

문학비평용어로서의 쓰임을 살펴보면 그 의미를 더 파악할 수 있다. ‘雄奇’나 ‘雄渾’

에서 ‘雄’은 ‘웅장함’이나 ‘웅건함’, 곧 ‘크고 위세가 당당하며 강해서 힘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18) 이로써 추론할 수 있는바 ‘雌’는 이와 상 되는 ‘기세가 약하고 소극적

이며 유약한 한탄이나 하소연’ 등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脂粉氣’는 ‘無雌

聲’에 비하여 자주 사용되는 비평용어이다. 徐用吾는 아래 薛濤의 <벗을 전송하며

( 友人)>에 하여 ｢정경 역시 농염하지만 오히려 전혀 분칠한 기색이 없다(情景

亦自穠艶, 卻絶無脂粉氣).｣라고 평하였다.19) 

水國蒹葭夜有霜, 물의 나라 갈 에 간밤 이슬이 내리고

月寒山色共蒼蒼. 달빛 찬데 산색은 함께 푸르고 푸르네.

誰 千里自今夕, 누가 말했나 천 리가 오늘 저녁부터라고

離夢杳如關路長. 떠나는 꿈 아득히 관문 향한 길 같아라. 

이 시에서 薛濤는 《詩經⋅秦風》, <蒹葭>의 ｢蒹葭蒼蒼, 白露爲霜｣을 빌려 공간 

묘사에 이별의 정서를 녹여 넣었다. 중국 문학의 남상이자 경전으로 여겨져 왔던 

《詩經》을 전고로 하였으니 이 시가 作詩의 정통을 따르고자 한 것임은 두말할 필

요가 없을 것이다. ｢穠艶｣은 이 시의 밀도 높은 情景交融의 심미적 특징을 말한 

것이다. 薛濤의 시 중에는 사랑의 즐거움이나 이별의 슬픔을 표현한 작품이 드물

17) 漢語大詞典編輯委員  編纂 《漢語大詞典》: ｢柔聲. 唐 韓愈 《病中贈張十八》詩: “雌

聲吐款要, 酒壺綴羊腔.” 錢仲聯集釋: “方世擧注: ‘《世説》: “桓温得劉琨妓, 曰：公甚

似劉司空. 温大悦, 詢之. 婢云: 聲甚似, 恨雌”’ 沈欽韓注: ‘以下 籍之雄氣無復存, 

乃雌聲輸情也.’”｣(上海, 漢語大詞典出版社, 2002), 6862쪽.

18) 임종옥의 《중국문학비평용어사전》에서는 ‘雄奇’를 ｢웅장하면서 기이한 풍격 상의 특성을 

가리키는 평어. 일반적으로 탁 트이고 광 한 풍경과 호매하면서 격앙된 감정을 표현하

고 토로하는 경우에 사용되며, 신선하고 독특한 상상력을 발휘하여 사람의 이목을 쏠리

게 하는 심상치 않은 의경을 구성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雄渾’에 

해서는 ｢웅건(雄健)하면서 혼후(渾厚)한 풍격상의 특성을 가리키는 평어이다.｣라고 

풀이하였다. 임종옥 《중국문학비평용어사전》(서울, 이화문화사, 2011), 668쪽.

19) 明 周珽 《唐詩選脈箋釋 通評林》 第十九冊 <評 友人詩>: ｢徐用吾曰: “情景亦自濃

艶, 卻絶無脂粉氣. 雖不能律以初、盛門逕, 然亦妓中翹楚也.”｣, 張篷舟, 앞 책, 122

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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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별의 슬픔은 恨으로 깊어지기보다는 ‘哀而不傷’의 심미적 거리를 두는 선에서 

그친다. 벗과의 이별을 노래하는 이 작품은 이별의 서정을 묘사하면서도 唐代 宮⋅
閨怨詩 속 恨의 정서는 찾아볼 수 없다. 

‘脂粉氣’는 본래 화장용 분에서 나는 향기를 말하는데 이것이 중국 문학비평에서 

艶麗한 풍격을 비평하는 말로 쓰였다. 明代 李東陽의 《懷麓 詩話》에는 ‘脂粉氣’

에 하여 아래와 같이 풀이하고 있다. 

규각(규방)을 노래함이 지나치게 화려한 것을 脂粉氣라고 한다. 이 三氣(頭巾

氣⋅餕餡氣⋅脂粉氣)를 탈피하는 것이 곧 속되지 않은 것이다(詠閨閣過於華豔, 

之脂粉氣: 能脱此三氣則不俗矣).20)

이동양은 脂粉氣를 ‘俗’과 연관시켰다. 지나친 화려함과 염려한 표현을 ‘속되다’라

고 규정하고 이를 지양해야 할 풍격 상의 폐단으로 간주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俗’

은 ‘雅’와 반 되는 개념으로 ‘不俗’과 ‘雅正’이 동일한 개념은 아닐지라도 ‘不俗’이 

‘雅正’의 최소의 조건이라고는 말할 수 있을 것이다. ‘無脂粉氣’는 즉 ‘속된 기운이 

없음’과도 통한다. 또한 < 友人>의 비평에서 보았듯이 ‘脂粉氣’는 ‘여성의 자태나 

공간’을 지나치게 화려하게 묘사한 것에 해서만 한정적으로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

다. 여성 시 속 정경이나 감정의 묘사와 같은 언어 표현상의 지나친 꾸밈을 평가하

는 말로 두루 사용되었다. 薛濤 시에 한 ‘無雌聲’과 ‘無脂粉氣’라는 비평은 이와 

같은 여성을 묘사 상으로 하거나 여성에 의해 창작된 시에 한 ‘雌聲’과 ‘脂粉氣’

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전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薛濤 詩의 諷刺性

薛濤 시의 문학적 가치를 논할 때 논자들은 풍자성에 주목하였다. 薛濤 시의 풍

자성에 한 비평은 明代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남성 문인 중 일부는 사

관을 자처하며 역사의 그늘에 있던 여성 작가들을 발굴해 내고 그들의 작품을 채록

20) ‘頭巾氣’는 독서인들의 고리타분한 분위기, ‘餕餡氣’는 승려가 탈속하지 못한 분위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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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한편 여성시 속 ‘美刺’와 ‘風敎’의 요소를 해석해 내고 여성시의 사회적 기

능을 강조함으로써 스스로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하였다.21) 다음 인용할 

<벌을 받아 변경으로 가며 느끼는 바가 있어 위상공께 올림(罰赴邊有懷上韋相公)> 

二首에 한 비평들은 薛濤 시의 ‘美刺’의 측면, 즉 사회적 효용과 가치에 주목하

고 이를 부각시켰다.

聞道邊城苦, 듣기로 변성이 고생스럽다더니

而今到始知. 오늘 이곳에 와서야 알게 되었네.

却 門下曲, 도리어 부중에서 부르던 노래를

唱 隴頭兒. 변방 지키는 사내에게 불러주네.

黠虜猶違命, 간교한 오랑캐가 왕명을 어기니22)

烽煙直北 . 봉화 연기는 곧 북방의 근심이라

却教嚴譴妾, 오히려 소첩을 엄하게 꾸짖으시니

不敢向松州. 감히 송주로 향하지 못하나이다.23)

역  논자들은 이 시의 풍자성에 하여 주목하고 이를 薛濤 시의 가장 중요한 

문학적 가치로 판단하기도 한다. 앞서 楊愼은 ｢풍유의 뜻이 있으나 드러내지 않는

다(有諷諭而不露)｣라며 호평하였고 같은 명  사람 郭煒 또한 ｢풍자하는 말은 반

드시 이처럼 숨은 듯 튀는 듯하여야 다른 이로 하여금 깊이 음미하게 할 수 있으니 

이것을 묘수로 삼은 것이다(諷刺語 如此若隱若躍, 使人深味, 廼爲妙手).｣24)라

며 호평하였다. 현  중국학자 陳文華 역시 ｢헌시를 빌려 풍자의 뜻을 담았다(借獻

詩寄諷)｣고 보았으며25) 劉天文도 ｢여시인이 시로 뜻을 말한 것이다(女詩人以詩

21) 陳廣宏 <中晚明女性诗歌总集编刊宗旨及选录标准的文化解读>, 《中國典籍 文化》 第

60期, 2007, 43-44쪽.

22) 韋相公은 韋皐(745-805년)를 가리킨다. 貞元 元年(785년)에 劍南 西川節度使로 부

임하여 吐藩을 수차례 격파하였으며 南詔를 진압하는 등의 공이 커 南康郡王으로 봉

해졌다. 劍南西川鎭에 21년간이나 임직하였다. 永貞 元年(805년) 8월 사망하였다. 이 

시는 薛濤가 貞元 16년(800년)에 松州로 쫓겨나며 韋皐에서 올렸던 시이다.

23) ‘黠虜’는 貞元 초에 吐藩이 隴과 蜀을 침략한 것을 말한다. ‘直北’은 정북 방향을 의미

하는데 당시 토번이 이미 靑海와 甘肅 일 를 점거하여 四川 북부 지역에서 치 중이

었다.

24) 劉天文 《薛濤詩四家注評說》(成都, 巴蜀書社, 2004), 132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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志)｣라며 楊愼의 ｢有諷諭而不露｣를 인용하였다.26) 이 시를 풍자로 보는 견해는 

“却 門下曲, 唱 隴頭兒”와 “却教嚴譴妾, 不敢向松州.” 두 구절에 풍자의 뜻이 

숨겨져 있다고 본다. 전자는 薛濤가 소속되어 있던 劍南西川 幕府, 혹은 권세가의 

안락한 삶과 변경에서 복무하는 병사들의 고된 삶을 비하여 풍자한 것으로 해석

하고 후자는 토번 진압에 전념해야 할 韋皐가 오히려 자신에게 벌을 내려 변경으로 

쫓아내는 것을 은근히 원망하고 풍자한 것으로 해석한다. 당시 薛濤는 자신의 명운

을 쥐고 있던 韋皐에 의해 成都에서 쫓겨나 당시 吐藩과 치 중이었던 松州로 추

방당하는 위기에 처해있었다. 薛濤가 韋皐의 총애를 받아왔고 蜀 밖까지 명성이 

높았던 시절이었다 하더라도 당시 20세 남짓의 薛濤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풍자가 

가능했을 것인가에 해서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 작품이 풍유의 뜻을 담

고 있느냐는 이 시를 해석하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즉 이 작품에서 ‘美刺’

와 ‘詩 志’의 뜻을 해석해 내는 사람들의 주관이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 

이 밖에 薛濤 시의 문학적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논자들에게서 자주 인용되

는 시는 <籌邊樓>이다.

平臨雲鳥八窗秋, 구름과 새에 닿아 여덟 창으론 가을이 펼쳐지고

壯壓西川四十州. 웅장한 기상으로 서천의 사십 주를 압도하는구나. 

諸 莫貪羌族馬, 제장들이여 강족의 말을 탐하지 말지어다

高層處見邊頭. 꼭 기 층에선 변방의 끝까지 볼 수 있노라.

籌邊樓는 大和 4년(830년) 10월 李德裕가 劍南西川 節度使로 부임해온 이듬

해 가을에 成都府 서쪽에 건설되었다. 전임 절도사였던 杜元穎이 변경 방비에 실

패하여 南詔의 침입으로 成都가 큰 피해를 입자 李德裕는 변방의 방어를 위한 籌

邊樓의 건설에 힘을 쏟았다. 薛濤는 그의 공로와 籌邊樓의 위용을 칭송하기 위하

여 이 시를 지었다. 3-4구는 막부의 장수들이 변경지역 羌族의 말을 갈취하는 행

위를 경고한 것인데 이에 하여 鍾惺은 ｢장수들에게 경계하도록 이르니 어쩌면 이

토록 식견이 있었는가. 홍도를 어찌 그저 여자라 하겠는가 분명 일 의 영웅이다

25) 陳文華 《夢爲蝴蝶也 花-李冶, 薛濤, 魚玄機詩注評》(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7), 

28쪽.

26) 劉天文 《薛濤詩四家注評說》(成都, 巴蜀書社, 2004),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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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戒諸 , 何等心眼, 洪度豈直女子哉, 固一代之雄也).｣27)라고 칭송하였다. 특

히 淸代 紀 은 《四庫全書總目提要》에서 이 시를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薛濤의 < 友人> 및 <題竹郎廟詩>는 지금까지 전해져 암송되었다. 그러나 <籌

邊樓>에서 노래한 바와 같이 그 기탁 한 뜻이 심원하여 “노나라 과부가 씨실을 근

심하지 않고, 칠실의 여자가 앉아 한숨을 쉰” 생각이 있었으니 보통 부잣집 자제는 

따라잡을 수 없다(濤< 友人>及<題竹郎廟詩>, 為向來傳誦, 然如<籌邊樓>詩曰: 

“平臨雲鳥八窗秋, 壯壓西南四十州. 諸 莫貪羌族馬, 高層處見邊頭.” 其托意

深遠, 有“魯嫠不恤緯, 漆室女坐嘯”之思, 非 常裙屐所及, 宜其名重一時).28) 

“魯嫠不恤緯”과 “漆室女坐嘯”은 《春秋左傳》과 《列女傳》에 등장하는 魯나라의 두 

여성의 이야기를 인용한 것이다.29) 이 두 여성은 길쌈과 혼인에 해 근심하는 것

이 아니라 나라와 임금의 미래를 근심하였다고 한다. 紀 은 이 두 여성의 이야기

로 <籌邊樓>에 나타난 薛濤의 시정에 한 식견과 사상의 깊이를 호평한 것이다. 

이 두 서적은 모두 유가의 정통 사상을 담고 있는데 특히 劉向의 《列女傳》은 유가 

윤리의 시각에서 모범적인 여성의 이야기를 모아 놓은 서적이다. 즉 이 평가는 <籌

邊樓>에 나타난 薛濤의 식견과 사상이 유가적 사상을 표현하고 있으며 이것이 유

가의 詩觀에 모범적으로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처럼 薛濤의 시를 유가적 詩

觀뿐 아니라 여성에게 요구되는 덕성이나 예법의 관점으로 평가하고 그 가치를 인

정하는 서술들이 있었다. 그 중 淸代 학자 章學誠은 <婦學>을 지어 당시 여성들이 

응당히 배워야 할 시의 모범으로 薛濤를 예시하고 평가하였다. 장학성은 薛濤가 六

義에 정통하였으며 고 로부터 전해온 예법을 준수하여 溫柔敦厚한 시를 지었다고 

평가하였다. 

27) 鍾惺 《名媛詩集》. 張篷舟 箋, 張正則⋅季國平⋅張雅 續箋 《薛濤詩箋(修訂版)》(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12), 119쪽 재인용.

28) 《四庫全書總目提要》 卷186. 

29) ｢嫠不恤其緯｣은 《春秋左傳》 昭公 24년 ｢嫠不恤其緯, 而憂宗國之隕, 爲 及焉.｣에서 

나온 구절이며 ｢漆室女坐嘯｣는 西漢 劉向이 지은 《列女傳》 卷三, <仁智傳>의 ｢魯漆

室邑之女也, 過時未適人. 當穆公時, 君 , 太子幼. 女倚柱而嘯, 旁人聞之莫不爲之

慘 . 其鄰婦人從之遊, 曰: ‘何嘯之悲也! 子欲嫁耶? 吾爲子求偶.’ 漆室女曰: ‘嗟

乎! 始吾以子爲有知, 今無識也. 吾豈爲不嫁而悲哉? 吾憂魯君 , 太子幼.’｣라는 이야

기를 인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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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에 시를 붙이는 것이 당  성행하였다고 하나 여자의 시가 전해지는 것은 

역시 매우 드물다. 지금 당  것(여성이 지은 시)만 헤아려 보자면 시편의 수가 

가장 많다고 하더라도 李冶⋅薛濤⋅魚玄機 세 사람에 미치지 못하니 기타(다른 

여성들의 시편)는 비교할 수도 없다. 알다시피 여관과 기녀의 글이 많은 이유는 

酬唱하여 접 하는 일이 잦았기 때문이다.……한 성을 기울게 할 만한 유명한 기

생들은 유명인사들을 자주 만나 시를 주고받았다. 그들이 지은 시가 부부의 의도

나 친구의 의도를 모두 갖추고 있을 때 문사를 잘 빌어 왔다고 말할 수 있다.30) 

그리하여 옛사람들이 임금과 친구를 그리워할 때 남녀의 은근한 정에 기탁하는 경

우가 많았다……유명한 기생들이 시를 잘 짓는 것은 六義에 정통한 것이기도 하지

만 남녀가 서로 흠모하고 사랑하는 실제를 시인의 온유돈후한 문사에 기탁했기 때

문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남긴 말은 우아하면서도 법칙이 있고 진실하면서도 지저

분하지 않다. 천년 뒤에도 전해져 광채를 내며 명시 선집에 수록되어서 남들에 의

해 폐기될 수 없을 것이다.31)32)

이 두 서적은 모두 18세기 말 淸代에 편찬된 것으로 유가적 사상과 문예관에 입

각하여 서술된 것이다. 그들의 관점에서 薛濤의 시는 유가적 정통 문예관에 합치하

는 작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 비평 역시 薛濤 시를 여성 문학

의 범주 안에서 주로 비평하였다는 한계도 가지고 있다. 

30) 임형석 옮김, 장학성 지음 《문사통의교주》 3, 서울, 소명출판, 2011, 127쪽.

31) 四庫全書, 史部, 史評類, 淸 章學誠 《文史通義⋅內篇》 五: ｢且如聲詩盛於三唐, 而

女子傳篇亦寡. 今就一代計之, 篇什 富, 莫如李冶、薛濤、魚玄機三人,其他莫能幷

焉. 是知女冠坊妓, 多文因酬接之繁……夫倾城名妓, 屢接名流, 酬答詩章, 其命意也, 

兼具夫妻朋友, 可 善籍辭矣. 而古人思君懷友, 多託男女殷情.……名妓工詩,亦通古

義, 轉以男女慕悅之實, 託於詩人温厚之辭; 故其遺 , 雅而有則, 眞而不穢, 流傳千

載, 得 簡編, 不能以人廢也.｣
32) ‘簡編’의 사전적 의미는 간단하게 엮은 서적을 의미하는데 임형석은 이 단어를 ｢좋은 

시만 간단히 추려 편집하더라도 실려서｣라고 옮겼다. 오랜 세월이 흘러도 그 문학적 가

치를 인정받아 ‘명작선에 실릴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을 것이다. 장학성 지음, 임형석 옮김 《문사통의교주》 3(서울 소명출판, 

2011), 1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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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薛濤 詩 비평에 나타난 人品과 詩品의 통합

근  이후 薛濤 시에 한 연구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진행되었다. 첫째 역사 

속 薛濤의 생애와 사적을 입증하기 위한 연구가 이어졌다. 薛濤의 생졸 시기와 

籍에 入籍하고 脫籍한 시기, 元稹을 비롯하여 당시의 유명인과 조우한 시기 등을 

입증하기 위한 연구과 논쟁이 근  이후 꾸준히 진행되어왔다. 둘째는 薛濤의 시가 

무엇인지를 확정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전해지는 작품들의 진위에 한 연구와 논쟁

이 이어졌다. 이후 20세기 초부터 1980년 까지 이어진 연구 성과들을 바탕으로 

1980년 이후로는 주로 薛濤 시에 한 심미적 분석과 비평이 진행되고 있다.33) 

薛濤의 생애와 사적에 관한 연구와 논쟁은 薛濤의 시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

의 문제에 영향을 미쳤다. 그녀의 시를 통해 薛濤의 참모습을 밝히고자 하면서 동

시에 그녀의 삶으로 시를 해석하기도 한다. 이는 시인의 삶이 작품의 해석, 가치 

평가에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며 중국 고  문학비평의 전통 속에서 人品과 文

品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吳承學은 중국 고  문학비평은 ｢人品

과 文品의 통일｣을 추구하였으며 심지어 인품이 문품보다 우선시 되는 경향이 있었

다고 한다.34) 薛濤 시의 비평과 서술에도 이와 같은 관점과 방법론이 주요하게 적

용되었다. 

1916년 여성의 문학사를 전문적으로 서술한 《中國婦女文學史》의 저자 謝無量

은 薛濤를 서술하는 장의 첫머리에 章學誠의 《文史通義⋅婦學》의 薛濤 시에 한 

33) 2000년 초기까지 薛濤에 관한 연구 성과를 정리한 劉天文의 <近百年薛濤詩述評>을 

살펴보면 薛濤 시에 한 근  학자들의 관심과 연구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살펴볼 

수 있다. CNKI에서 薛濤⋅薛濤시로 검색할 경우 1984~2018년 사이의 97건의 薛濤

와 관련된 학위논문, 기간논문, 회의보고서 등의 검색 결과를 얻을 수 있다. 2000년 

이전의 것이 25건이며 나머지는 2000년 이후의 성과이다.

34) 吳承學 《中國古典文學風格學》: ｢중국고 문학비평은 인품과 문품의 통일을 강조한다. 

창작상으로나 이론상으로 모두 적극적인 의의를 지니고 있다. 중국고 의 문학 비평 중 

실제상으로 이미 비평 상의 인품도덕은 중요한(때로는 심지어 가장 중요한) 가치판단

의 표준이 된다.……그것은 작가들이 내적인 수양에 집중하고 인격의 완성을 추구하도

록 촉진하였다(中國古代文學批評强調人品 文品的統一, 在創作上和理論上都有其積

極意義. 在中國古代的文學批評中,實際上已經把批評 象的人品道德作爲重要的(有時

甚至是 重要的)價值判斷標準.…… 於作家 道德修養的追求, 起了積極的 向作用. 

它促使作家們注重内在修養, 追求人格的完善).｣(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11), 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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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 인용하였다. 그는 薛濤의 시가 근 까지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남녀가 서

로 흠모하고 사랑하는 실제를 시인의 온유돈후한 문사에 기탁했기 때문이다. 그리

하여 그들이 남긴 말은 우아하면서도 법칙이 있고 진실하면서도 지저분하지 않다

(男女慕悅之實, 托詩人溫厚之詞, 雅而有則, 眞而不穢)｣라는 章學誠의 논지에 입

각하여 薛濤와 그녀의 시를 서술하였다. 장학성은 《周禮⋅天官》 속 ‘婦學’을 언급

하며 ｢고 의 부녀자의 학문은 반드시 예에서 비롯되어 시로 통하였으나 오늘날 부

녀자의 학문은 도리어 시를 근본으로 하여 예를 해친다.｣며 당시 세태를 비판하면

서 薛濤의 시를 모범으로 제시하였다.35) 婦學은 婦德⋅婦 ⋅婦容⋅婦功 등 부

녀자가 갖추어야 할 덕행과 용모, 업무 등을 두루 가리키는 것으로 예를 통한 인품

의 완성과 시작을 긴밀하게 연관시킨 것이다. 謝無量은 薛濤 시의 풍격에 해서

는 ｢창작의 재능이 막힘이 없는 가운데 때때로 완곡하다. 칠절에 매우 뛰어났으나 

부분 언정시였다(才情軼蕩, 而時出間婉, 七絶優長, 然大抵 情之作).｣라고 평

가하고 표작으로 주로 서정을 그린 <春望詞>⋅<海棠溪>⋅<秋泉>⋅<柳絮> 등을 

예시하였다. 1930년에 《中國女性文學史-女性詞話》에서 ｢문학은 여성적이다(文學

是女性的)｣, ｢여성이 없다면 문학은 없다(沒有女性便沒有文學).｣36)라는 다소 파

격적인 관점을 제시한 譚正璧도 隋⋅唐⋅五代의 女性 詩史의 서술 중에 薛濤를 

서술하였다. 먼저 薛濤의 생애와 元稹과의 인연 등의 일화를 서술한 후 그녀의 

표작을 예시하고 비평을 덧붙였다. 이전 중국문학사에서 소외되었던 여성 작가들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므로 薛濤와 그녀의 작품을 양지로 가지고 

나와 문학사의 공백을 채워 놓는 서술 방식을 택한 것이다. 譚正璧은 薛濤의 <春

望詞>를 표작으로 예시하고 ｢質樸｣과 ｢毫無俗態｣를 薛濤 시의 표적 풍격으로 

평가하였다. 그는 기녀라는 신분에 의해 薛濤의 시가 오독되는 것을 반 하며 기녀

라는 선입견을 배제하면 薛濤의 창화시가 일반적인 남성 시인들의 작품과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녀가 남긴 유고 중에 아직 존재하는 시에 하여 비평하자

면 <春望詞>는 일등 작품이라 할 수 있으며 가장 성공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35) 章學誠 《文史通義⋅內篇》 五, <婦學>: ｢古之妇学, 必由禮以通诗, 今之妇学, 转因诗

而败禮.｣
36) 譚正璧 《中國女性文學史-女性詞話》:｢女性之所以能在文學上留下偉大的成績, 其理由

還因爲為文學是屬於情感的, 而女子的心理, 情感又是特別的細膩和豐富.｣(上海, 上海

古籍出版社, 2012), 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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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의 측면으로부터 볼 때 “선”과 “미” 이 두 단계에 도달하였다. 문자 사이로부터 

음미해보면 “진”의 경지에도 온전히 도달하였다. 작가의 인격 표현의 명확성은 두 

말 할 필요가 없다.｣는 姜華의 비평을 인용하였다.37) <春望詞>(四首)는 학자들에 

의해 薛濤 시 중 표적 수작으로 평가받아 온 작품이다.

一首

花開不同賞, 꽃 필 제 함께 완상하지 못하고 

花落不同悲. 꽃 질 제 함께 슬퍼하지 못하네.

欲問相思處, 서로 그리울 때를 물으신다면

花開花落時. 꽃 피고 꽃 질 때라오.

三首

風花日 , 바람 앞 꽃은 나날이 이울고

佳期猶渺渺. 아름다운 시절은 아득하여라.

不結同心人, 그와 한마음 맺지 못하고

空結同心草. 공연히 동심초만 묶고 있노라.

‘봄날 바라는 노래’38)라는 제목의 이 시에 하여 담정벽은 아래와 같이 시의 풍

격과 표현 상의 특징을 薛濤의 모습으로 형상화하여 서술하였다. 

흰옷을 입은 처녀처럼 질박하고 어여삐 홀로 선 채로 털끝만큼의 속된 모양이 

없다. 그 흉금을 툭 털어놓는 것이 마치 연못의 맑은 물과 같다(質樸如白衣處女, 

婷婷獨立, 毫無俗態, 表白其胸襟, 蕩蕩然如一池清水!)

위 예문에서 보이듯 담정벽은 薛濤 시의 질박하고 속되지 않은 풍격을 매우 강

조하였다. 한편 陶慕寧은 ‘靑樓文學’의 변화라는 역사적 관점으로 薛濤의 시에 

하여 서술하였다. 그는 과거 사 부 문인들 문화의 중심에 있었던 妓樓를 배경으로 

37) 姜華 《介紹女詩人薛濤》: ｢据她遺稿中還存在的詩來批評, 春望詞總算是第一等作品, 

也是 成功的產兒. 我們從藝術方面去看, 善和美這兩個階級是走到的; 從文

字閒去體味, 真的功夫也全走到; 至於表現作 人格之明白, 更不必説了｣(담정

벽), 178쪽 재인용. 

38) 彭雲生의 《薛濤詩校正》에서는 이 시의 ‘望’에 ‘怨望’의 뜻이 있다고 풀이하기도 한다. 

劉天文 《薛濤詩四家注評說》(成都, 巴蜀書社, 2004),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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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학이나 기녀들의 문학들을 ‘靑樓文學’으로 통칭하면서 薛濤의 시를 포함시켰

다. 中唐이전까지는 사 부 사이에서 靑樓文化가 만연하였고 청루문학 속 기녀는 

감상의 상, 즉 타자화된 상으로 묘사되었으나 安史의 난 이후 감정적 교류와 

이입으로 발전하여 서정성이 짙어졌다는 것이다. 즉 薛濤의 시가 직분상의 應酬에

서 벗어나 감정과 개성을 담을 수 있도록 성숙할 수 있었던 배경을 中唐 이후 시단

의 변화로 해석한 것이다. 陶慕寧 역시 薛濤 시의 ‘속되지 않은 풍격’을 매우 중시

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脂粉氣’의 유무의 관점으로 薛濤의 시를 비평하고 있다.

그 시를 보면 비록 화장분을 모두 씻어내고 세속의 때를 전혀 타지 않은 것은 

아니나 오히려 그 가운데 청정한 세속을 초월한 품격과 표일한 기상이 자욱하다

(觀其詩, 雖不能說洗盡鉛華⋅一塵不染, 卻也別有一種清靜絕俗的標格逸氣氤氳

其間).39)

그는 특히 薛濤의 <風>⋅<月> 등에 나타나는 속세를 초월한 청정한 풍격에 주목

하고 있는데 당 의 기녀 중에는 수양과 품격을 갖춘 이들이 지은 품격있는 시도 

있었음을 서술한 것이다. 그는 특히 薛濤의 <‘비 온 뒤 나무를 완상하며’에 답하

며(酬人雨後翫竹)>에 하여 ｢시 속 드러난 지조를 지키고자 하는 포부는 당시의 

지식인 계급을 방불케 한다. 단지 물상에 한 감각은 더욱 여성적 섬세함이 있었

다.｣라고 높이 평가하였다.40) 

南天春雨時, 남녘 하늘에 봄비 내릴 때에

那鑒雪霜姿. 어디 눈서리 맞은 자태를 돌아보랴.

39) 陶慕寧 《靑樓文學 中國文化》, 北京, 東方出版社, 1993, 39쪽.

40) 陶慕寧 《靑樓文學 中國文化》: ｢그러나 바로 이렇기에 그 운명의 비극적 정조는 더욱 

짙었다. 그녀는 여성이자 기녀였지만 재능이 풍부하고 천성이 고상하여 본래 그녀가 속

할 수 없는 개성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개성의식은 또 사회를 주재하는 사 부 

문화에 의해 휩쓸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이상과 현실, 의식과 존재의 심각한 

모순이 빚어지게 된 것이다(詩中所披露的操守抱負, 以 當時的知識階層相仿佛, 只是

物象的感受更多些女性的細緻. 然而唯其如此, 其命運的悲劇意味才愈濃厚. 身爲女

子, 而且是妓女, 卻才華豊贍, 秉賦奇高, 具有本不該屬於她的個性意識, 這種個性意

識又不可能不被主宰社 的士大夫文化所裹挾. 於是便釀成了理想 現實, 意識 存在

的深刻矛盾).｣(北京, 東方出版社, 1993), 40쪽.



薛濤 詩에 한 서술과 비평 연구  71

衆類亦云茂. 무리지어 우거짐만을 이야기해도

虛心寧自持. 빈 마음으로 차라리 자신을 지키네

多留晉賢醉, 여러 번 七賢이 취해 머물게 하였고

早伴舜妃悲. 일찍이 순비의 슬픔을 함께 하였네.

晚歲君能賞, 세밑에 그 는 완상할 수 있으리라

蒼蒼勁節奇. 푸르디푸른 굳센 마디의 기특함을.

현재 전해지는 薛濤의 시 중 절반 이상은 贈答酬唱인데 이 시도 누군가의 ‘雨後

翫竹’라는 제목의 시에 酬唱한 것이다. 보통 사 부의 절개를 상징하는 나무로 

薛濤 자신의 강건하고 허심청정한 정신을 비유하고 속세와 竹林七賢과 같은 절개, 

舜妃와 같은 정절을 종신토록 견지하고자 하는 삶을 지향을 비유하였다. 언어적 측

면에서는 익숙한 전고를 선명하게 사용하였고 시인의 지향과 철학을 나무로 형상

화하는 감각이 돋보인다. 陶慕寧은 이와 같은 감각적 섬세함을 여성 시인의 강점으

로 파악하고 薛濤의 인품과 시품이 사 부의 수준에 이르 다고 평가한 것이다.

이상의 薛濤 시에 한 비평들은 부분이 ‘여성성’을 가장 중요한 비평의 기준으

로 두었다. 문학 작품 속에서 여성성이란 여성이라는 ‘생리적 특성’으로 인한 고유

한 특성, 예를 들어 사물에 한 감각이나 감정, 직관, 언어습관 상의 특성 등을 뜻

한다. 이것은 여성적인 ‘섬세한⋅감성적인⋅부드러운⋅완곡한’ 등으로 일컬어진다. 

이것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을 때 여성성은 청신함이나 질박함으로 받아들여지며 

‘온유돈후’함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부정적 측면으로 ‘여성성’은 ‘유약한⋅식견이 좁

은⋅학식이 부족한⋅속된’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기도 한다. 이 ‘여성성’을 규정하고 

정형화한 주체는 중국 문학을 주도해 오던 문인과 지식인들이었으며 여성을 상으

로 하거나 여성 화자를 내세운 남성 작가의 작품과 여성시를 평가하는데 첫 번째 

기준으로 작용하였다.

薛濤의 시에 한 평가는 항상 ‘여성’과 ‘기녀’라는 특성을 가장 주목하였다. 薛濤

는 긍정적 의미의 ‘여성성’을 창작에 잘 발휘하였으며, 부정적 의미의 ‘여성적 전형

성’을 탈피하였다고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된 것이다. 劉和椿가 薛

濤 작품이 여성 특유의 섬세한 감각을 통하여 사물과 인정을 결합하여 ‘情景交融’

에 이르 으며 이를 청신하고 자연스러운 언어로서 표현하였다고 평가한 것이

나,41) 朱德慈가 薛濤 시가의 예술 풍격 상의 특징을 ‘暢’⋅‘常’⋅‘藏’⋅‘長’⋅‘香’⋅



72  《中國文學硏究》⋅제77집

‘朗’으로 분류하고 ‘香’으로 ｢곳곳에서 여성 특유의 섬세하고 온화한 향기가 있다.

(處處散發著女性特有的細膩溫馨)｣라고 평가한 것은 여성성을 긍정적으로 서술한 

것이다.42) 또 陳文華가 薛濤의 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唱酬贈答詩가 신분상 

揚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아첨하는 기색[媚氣]’이 없으며 특히 別詩에 있어서

는 깊은 서정이 표현되었다고 평가한 것 등이 부정적인 여성적 정형성의 탈피라는 

관점으로 薛濤 시를 평가한 것이다.

한 편 ‘無雌聲’이라는 말에 전제된 부정적인 여성성의 극복은 ‘남성화 경향’이나 

‘남성 모방’이라는 말로 진화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黃芸珠은 大曆, 元和 시기

의 여성 시인들의 창작 중에 ｢남성화한 심미형태(男性化的審美形態)｣, 즉 여성 시

인의 남성 모방 경향이 있었다고 서술하고 있다.43) 黃芸珠는 남녀의 사랑을 주제

를 남성의 목소리를 빌려 우정으로 표현하는 경향이나 ‘雄健’한 필치, 隱士와 같은 

薛濤의 은퇴 후의 삶, 현실 정치와 시국에 한 인식이나 우환이 표현된 시들이 사

부 남성들이 추구하는 심미적, 사상적 경계에 도달하였다고 서술하면서 이를 남

성 중심의 사회에 한 항쟁 방식으로 진행된 ‘남성화 경향’이나 ‘모방’의 관점으로 

바라보았다.

여성이 남권 사회 속 불리한 지위에 처하는 상황을 마주하자 그녀는 일생토록 

‘합규범’의 끈질긴 투쟁을 진행하였다. 남성이 임의로 여성을 완상하는 특권에 항

쟁하였고 여성이 주류문화 밖으로 소외되는 기존의 틀에 항쟁하였다. 항쟁의 방식

은 남성 못지않은 창작의 재능으로 남성 색채가 농후하고 사 부의 평가 체계에 

부합하는 시를 창작하여 사 부와 필적할 만한 인격과 시격에 도달하여 사 부 집

단의 존중을 얻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전면적으로 심각하게 薛濤 시가의 남성 심

미 형태를 파악하는 것은 우리가 薛濤를 연구하는데 있어 의의가 없진 않을 것이

다.44)

41) 劉和椿 <細膩風光我獨知—試論薛濤詩的主要藝術特色>: ｢薛濤詩的細膩工致, 首先表

現在女詩人極善於體察物理人情間的相互關係, 捕捉自然景物的特徵, 寫出自己的獨特

感受, 無論是寫景、狀物, 還是抒情寄懷, 濤詩中皆不乏上乘之作.｣ (《四川敎育學院學

報》 第四卷 第二期, 1988)

42) <薛濤詩藝術風格摭談>, 張篷舟, 앞 책, 138쪽 재인용.

43) 黃芸珠 <唐代女性 文學的相關性硏究>: ｢這幾位女性的創作, 都呈現男性化的審美形

態, 共同表現出擬男傾向｣ (陝西師範大學 博士學位論文, 2003), 79쪽.

44) 黃芸珠 <唐代女性 文學的相關性硏究>: ｢面 女性在男權社 中的不利地位, 她终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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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말한 ‘합규범의 항쟁’이란 남성 중심 사회에서 만들어진 규범이다. 薛濤가 

불리한 사회적 지위를 타파하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사 부의 심미 기준에 부합하는 

시를 짓고 삶의 방식 역시 남성 사 부를 모방하였다는 것이다. 薛濤의 왕성한 창

작욕을 평생을 걸친 계급 투쟁으로 보고 薛濤의 시를 그 항쟁의 도구로 해석한 것

이다.

이상의 비평들이 모두 ‘여성적 전형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그런데 이 전제가 薛濤 시를 왜곡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담정벽이 薛濤가 매미의 

울음소리를 묘사한 <蟬>을 薛濤 자신을 향한 비방이나 음해를 풍자한 것으로 해석

한 것이나 <鴛鴦草>의 ｢단지 봄날 해가 긴 것만 기꺼워하고, 가을바람 이름을 괘념

치 않는구나(但娛春日長, 不管秋風早)｣라는 구절을 ｢각성의 한탄(警醒的惋歎)｣으
로 해석하면서 이 시를 봄날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즐거움을 표현한 것이라는 해석

에 하여 ｢그녀를 이성 없이 홀로 잠들지 못하고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하는 

방탕한 여인으로 보는 것이다(把她看作是個不甘獨宿“朝秦暮楚”的蕩娃了)!｣라고 

분개하는 서술이 그러하다.45) 薛濤가 韋皐에 의해 쫓겨나면서 그에게 반성과 용서

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 지은 <十離詩>가 薛濤의 인품과 시품에 어긋난다며 위작으

로 의심받았던 사례들 역시 薛濤의 시를 부정적인 여성적 전형성에서 탈피한 특수

한 것으로 차별화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오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46)

一生都在進行“合規範”的靭性抗爭, 抗爭男性任意玩賞女性的特權, 抗爭女性被拒絶於

主流文化之外的既定模式, 抗爭的方式便是以不讓 眉的才華創作男性色彩農郁⋅符合

士大夫評價體系的詩歌, 以堪 士大夫抗衡的人格⋅詩格贏得了士大夫群體的 重. 因

此, 全面深刻地把握薛濤诗歌的男性化審美形態, 我們研究薛濤, 不無意義.｣ (陝西

師範大學 博士學位論文, 2003), 116쪽.

45) 譚正璧, 앞 책, 176쪽. 鍾惺의 《明媛詩歸》에서도 이 시에 하여 ｢원앙초를 이와 같

이 매섭게 꾸짖었으니 그 원망하는 마음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다(把鴛鴦草如此狠狠

責數之, 負怨不堪).｣라고 비평하고 있다. 譚正璧의 해석은 鍾惺의 것과 일맥상통하는 

관점을 취한 것인데 이에 해 劉天文은 ｢종성은 이것이 소녀 시절 薛濤가 청춘의 기

쁨을 마음껏 즐기며 후사를 생각하지 않는 자유분방한 감흥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

다(鍾氏不解, 此是 女薛濤縱情於青春歡 而不想後事的放達情懷).｣라고 비판하였

다. 劉天文 《薛濤詩四家注評說》(成都, 巴蜀書社, 2004), 4쪽.

46) 1958년 일본에서 그간 일실 된 것으로 알려졌던 韋莊의 《又玄集》이 발견되었으며 그 

안에 <罰赴邊有懷上韋相公>二首와 <犬離主>가 수록된 것이 발견되면서 <十離詩>가 

薛濤의 것임이 입증되었다. 張蓬舟, 앞 책, 2012, 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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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현재 전해지는 薛濤 시에 한 비평의 성격을 가진 서술은 中唐 시기 李肇의 

“文之妖”와 長爲의 “淸奇雅正”에서 시작되었으나 宋代에 薛濤에 한 서술은 매우 

드물었다. 그러다 明代 출판업의 발달과 중적 수요의 증가로 여성시에 한 관심

이 증가하고 여가를 위한 오락으로 향유되면서 薛濤 시에 한 관심과 서술도 증가

하였으며 그 관점과 태도에도 변화가 생겼다. 당시 여성 시집의 편찬자들은 여성 

시가를 채록하였을 뿐 아니라 간단한 평어도 덧붙이며 여성시에 한 문학적 의의

를 밝히고자 노력하였다. 그들이 시를 비평하는 기준은 그들이 익혀온 정통 詩觀에 

입각한 것이었다. 薛濤의 여성 시인으로서의 특성은 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지만 

그 안에는 ‘無雌聲’로 함축되는 여성시에 한 부정적 인식과 정형성이 전제되어 있

었다. 근  이후 薛濤 시에 한 연구과 비평은 薛濤라는 인물을 역사 속에서 실증

해 내고 문학적 가치를 밝혀내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논자들은 薛濤의 여성과 기

녀로서의 속성을 중시하였고 人品과 詩品을 동일시하는 관점에서 薛濤 시를 해석

하고 서술하였다. 薛濤 시의 문학적 가치를 입증하는데 기녀와 여성에 한 기존의 

부정적 인식의 틀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한 경향이 두드러진다.

薛濤의 시에 한 ‘無雌聲’과 ‘無脂粉氣’라는 평어에 나타나는 관점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薛濤 시의 풍격과 심미적 특성이 부정적인 

여성적 전형성에서 벗어나기 위한 ‘남성화’나 ‘남성 모방’으로 서술되기도 한다. 薛濤 

시에 한 평가 기준으로서의 중국시 전통이 남성에 의해 만들어지고 독점된 것이

라는 인식이 바탕된 것이다. 《詩經》의 <國風>과 《楚辭》, 府 民歌를 선별하고 기

록한 것은 주로 남성 문인들에 이루어졌으며 隋⋅唐 이후 詩는 관리로 나아가는 

사회적 주요한 수단이었다. 그리고 그 기회는 남성에게만 부여된 것이었다. 그러나 

고  시와 이야기의 상당수는 민중 속 여성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창조되어 온 

것이었다. 그러나 항간의 노래와 이야기를 문자화하고 이론화할 수 있는 교육과 사

회 참여의 기회가 남성에 의해 독점되었기에 그 과정에서 여성 시인들이 소외되어 

온 것 역시 사실이다. 본래 500수에 달했다고 하는 薛濤의 시조차 후  문인들에 

의해 선별적으로 전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薛濤는 시적 재능으로 당시 

유명 시인들과 교류할 만큼의 사상과 형식을 갖춘 시를 창작하였다. 그 시 중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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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가 관찰하고 체험한 당시 현실에 한 인식을 반영한 것도 있고 그녀의 삶 속

의 체험과 감정을 쉽고 진실한 언어로 그려낸 것도 있다. 薛濤는 劍南西川 幕府라

는 치열한 공간에서 作詩를 통하여 자아를 발견하였으며 은퇴 후에는 한 명의 문인

으로서 스스로의 삶을 예술로 승화시켰다. 薛濤의 시는 그녀의 인품이나 생리적 특

성으로부터 평가될 것이 아니라 薛濤의 시를 통한 자아의 발견과 완성, 삶의 예술

화의 측면에서 더욱 주목받고 서술되어야 할 것이다. 薛濤와 그녀의 시가 현재에도 

울림과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지점도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參 文獻】

中華書局編輯部 編 《全唐詩》 北京, 中華書局, 1996.

李肇 《唐國史補》 臺灣商務印書館 影印 《(文淵閣)四庫全書》.

晁公武 《郡齋讀書志》 臺灣商務印書館 影印 《(文淵閣)四庫全書》.

胡震亨 《唐音癸籤》 臺灣商務印書館 影印 《(文淵閣)四庫全書》.

李東陽 《懷麓 詩話》 臺灣商務印書館 影印 《(文淵閣)四庫全書》.

紀  《四庫全書總目提要》 臺灣商務印書館 影印 《(文淵閣)四庫全書》.

丁福保 《歷代詩話續編》 北京, 中華書局, 2010.

謝無量 《中國婦女文學史》 齊南, 山東畫報出版社, 2019.

陶慕寧 《靑樓文學 中國文化》 北京, 東方出版社, 1993.

譚正璧 《中國女性文學史-女性詞話》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2.

張篷舟 箋, 張正則⋅季國平⋅張雅 續箋 《薛濤詩箋(修訂版)》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12.

劉天文 《薛濤詩四家注評說》 成都, 巴蜀書社, 2004.

陳文華 《夢爲蝴蝶也 花-李冶, 薛濤, 魚玄機詩注評》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7.

吳承學 《中國古典文學風格學》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11.

장학성 지음, 임형석 옮김 《문사통의교주》 서울, 소명출판, 2011.

漢語大詞典編輯委員  編纂 《漢語大詞典》 上海, 漢語大詞典出版社, 2002.

임종옥 《중국문학비평용어사전》 서울, 이화문화사, 2011.

黃芸珠 <唐代女性 文學的相關性硏究>, 陝西師範大學 博士學位論文, 2003.

陳廣宏 <中晚明女性诗歌总集编刊宗旨及选录标准的文化解读>, 《中國典籍 文化》, 

總第60期, 2007.



76  《中國文學硏究》⋅제77집

【Abstract】

Xue tao was rarely dealt with in the history of mainstream 

literature, even though she was the female poet who left the greatest 

number of poetries in Tang dynasty.

In prior to modern times, the most of the criticisms of her poetry 

were focused on the biography such as her life and related 

anecdotes. At the end of the Ming dynasty, as social interest on 

women’s poets and poetry increased, Xue tao’s poetry drew finally 

the attention again. At the time, some literary people thought 

themselves historiographers who discover and record female writers 

and they gave the utilitarian meaning to these behaviors. For this 

reason, Xue tao’s poetry was chosen for the object of appreciation 

and evaluation as a literature work with independent value, and the 

characteristic of female writer was also evaluated positively. The 

remarkable thing was that appeared the view of criticism and 

language of Wucisheng with the meaning of ‘there is not being 

feminine nuance’ on Xue tao’s poet in this period. It was used by 

critics later in a similar pattern, and, in recent times, it has been 

changed to “masculinization tendency” or “male imitation.” This 

‘Wucisheng’ is a positive evaluation of Xue tao’s poetry through the 

negation of ‘Cí sh ng (Jasung_female voice)’ and it’s based on the 

premise of the negative side of ‘Cí sh ng’. ‘Wucisheng’ is, as a critical 

remark consistent with ‘Wuzhifenqi’, targeted women in the 

perception of literary men or revealed their perception of poetry 

created by women writers. In Xue tao’s poetry, it is hardly found the 

parting sorrow or deep regret like in another poems that appeared 

women as a depiction objective or narrator in terms of poetic 

material or theme.

Even when describing the parting sorrow, she maintained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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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sthetic distance and sometimes drawing it as the loss of soul 

mates. In poetry depicting everyday lyrics and the scenery of the 

season, Xue tao expressed honest feelings and awareness of reality in 

easy language without using of any fancy polish or authentic 

precedent.

This is the most important personality of the female writer, Xue 

tao’s thought and language expression that can not be included in 

‘Wucisheng’.

【主題語】

설도, 여성시, 비평, 무자성, 무지분기

薛濤, 女性詩, 批評, 無雌聲, 無脂粉氣

Xue tao, woman’s poetry, criticism, Wucisheng, Wuzhifenq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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