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魚玄機와 그 詩에 대한 서술과 비평 연구*

박혜경**
1)

◁목차▷

Ⅰ. 머리말
Ⅱ. 魚玄機는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1. 최초의 이미지와 그 영향
2. 이미지와 시적 자아

Ⅲ. “魚最淫蕩, 詩體亦靡弱”에 대한 재고찰
1. “淫蕩”과 “靡弱”의 의미
2. 自我認識과 저항정신

Ⅳ. 맺음말

【國文提要】

魚玄機는 晩唐의 대표적인 여성 시인으로 48題(49首)의 시와 殘句가 전해지며 

이것은 薛濤 다음으로 많다. 그녀에 관한 기록은 正史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傳奇小

說集인 《三水小牘》과 《北夢瑣言》에 관련 일화가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들은 魚玄

機를 才女⋅蕩女⋅惡女로 묘사하였고 晩唐 이후 기록들은 대부분이 그 영향을 받았

다. 《三水小牘》은 그녀의 시적 재능을 문인들과의 교유를 위한 수단으로 부정적으로 

묘사하였고 그녀와 그 시는 화제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진지하게 다루어지지 않았으며 

긍정적인 평가도 받지 못했다. 魚玄機의 시는 唯美主義 사조와 齊梁 시풍이 부활했

던 晩唐 시기 문인들과의 교류 속에서 탄생하였다. 삶의 경험으로 인하여 그녀는 사

랑에 대한 갈망과 절망, 속과 탈속 사이의 갈등을 솔직하게 표출하였고 때문에 전통

적으로 여성에게 요구되는 윤리의 측면에서 비판받았다. 그러나 사실상 그녀의 시는 

儒家의 지배력이 약해진 晩唐의 사회에서 창작되었고 문인들 사이에서 공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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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는 가장 섬세한 시의 형식이라 할 수 있는 律詩의 형식과 세밀한 언어로 자유로

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다. 나아가 그녀의 시 속에 표현된 한 여성으로서의 처지에 

대한 한탄에는 비애를 넘어서는 뚜렷한 비판적 저항정신이 표출되어 있다.

Ⅰ. 머리말

魚玄機는 晩唐의 女冠이자 시인으로 《全唐詩》 卷804에 그녀의 시 48題(49首)

와 殘句가 수록되어 있다.1) 《全唐詩》 小傳에 의하면 魚玄機는 長安 출신으로 李

億의 첩이 되었다가 총애를 잃자 道士가 되었다고 전해진다.2) 본고의 목적은 魚玄

機와 그녀의 시가 중국 문화 속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졌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나

아가 이전의 魚玄機 시에 대한 평가를 현재의 관점으로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

지 그녀의 시를 통해 검토하는 것이 소기의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첫 번째 중국 

문화 속에서 魚玄機는 어떠한 인물로 그려졌는지 과거 기록들을 통하여 검토하겠

다. 魚玄機의 이미지가 형성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최초의 이미지를 분석하

고 이것이 후대에 어떠한 형태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본다. 다음 단계에서는 魚玄

機의 이미지가 그녀의 시에 대한 감상과 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할 것

이다. 두 번째 魚玄機와 그 시에 대한 “淫蕩”과 “靡弱”이라는 비평에 대하여 고찰하

겠다. 이것은 明末 사람 胡震亨이 唐代 대표적 여성 시인이었던 薛濤⋅李冶⋅魚
玄機를 비교하며 내린 평가이며 역대 문인들의 시각을 대표할 만한 것으로 판단된

다. 먼저 평어의 의미를 시학적 측면에서 살펴본 뒤 이것이 실제 魚玄機의 시와 어

떠한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그다음 이러한 평가의 근거가 된 魚玄

1) 《全唐詩》 卷804 중에 수록된 魚玄機 작품 중 49번째에는 <句>라는 題에 10句(5聯)
의 殘句가 수록되어 있다.

2) 《全唐詩》 卷804: ｢魚玄機의 자는 幼微(蕙蘭이라고도 함)이며, 長安 여염집의 여식이

다. 독서를 좋아하고 재능이 있었다. 補闕 李億이 첩으로 삼았다. 애정이 식자 마침내 

咸宜觀에서 도사가 되었다. 후에 여동 綠翹를 때려죽인 일로 京兆 溫璋에 의해 처형

당했다. 오늘날 시집 한 권이 전해진다(鱼玄機, 字幼微(一字蕙蘭), 長安里家女. 喜讀
書, 有才思. 補闕李億納爲妾. 愛衰, 遂從冠帔於咸宜觀. 後以笞殺女童綠翹事, 爲京
兆温璋所戮. 今編詩一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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機 시의 특징을 분석한다. 나아가 이와 같은 부정적 인식이 魚玄機 시의 전체를 반

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그녀의 시가 가진 중요한 가치라 할 수 있는 한 인간으

로서의 자아 인식과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한 저항정신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魚玄機는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1. 최초의 이미지와 그 영향

魚玄機에 대한 현존하는 최초의 기록은 《太平廣記》에 인용된 《三水小牘》과 《北

夢瑣言》 속에 남아있다. 《三水小牘》은 唐末 사람 皇甫枚가 편찬한 傳奇小說集으

로 晩唐 시기 항간의 소문과 유명인의 일화를 기록한 서적이다. 그중에는 神怪類

의 이야기도 다수 포함되어 그 속에 기록된 내용이 사실에 기초한 것이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 그러나 편찬자인 皇甫枚가 懿宗 咸通

末(873년 전후)에 汝州 魯山의 懸令으로 있었다고 하니 생존 시기가 魚玄機와 비

슷하므로 이 기록이 그녀와 관련된 기록 중 가장 이른 것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를 

무시할 수 없다. 그 진위를 검증할 수 다른 자료는 없을지라도 최소한 당시의 魚玄

機에 대한 항간의 평판과 이미지가 어떠하였는지 살펴보기에는 오히려 유용한 자료

가 될 수 있다. 더구나 이 기록은 이후 魚玄機와 관련된 서술에도 지속적으로 인용

되며 영향을 미쳤다. 《太平廣記》의 편찬자는 《三水小牘》의 기록을 卷130, 報應

29, ‘綠翹’에 배치하였다. ‘報應’은 因果應報의 교훈으로 삼을 만한 이야기를 모은 

것인데 그중 여종을 살해한 죄로 벌을 받은 魚玄機의 일화를 기록한 것이다. 이 편

은 魚玄機의 내력과 행적, 綠翹의 살해 배경과 경과, 綠翹의 저주, 죄에 따른 벌로 

구성되어 있다. 서두에 서술된 魚玄機의 내력과 행적이 현존하는 魚玄機에 관한 

최초의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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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나라 西京의 咸宜觀 여도사 魚玄機는 자가 幼微이며 長安의 여염집 여식이

었다. 경국지색으로 생각도 신묘하였으며 독서와 글짓기를 좋아하였는데 특히 시

를 읊는 것에 뜻이 있었다. 破瓜의 나이(16세)에 淸虛에 뜻을 두어 咸通 초에 마

침내 함의관에서 黃冠과 배자를 걸치고 도사가 되었다. 풍월을 완상한 아름다운 

시구가 종종 사림에 전파되었다. 그러나 蕙蘭은 성정이 유약하여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여 호협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는데도 그들이 노는 곳을 쫓아다녔다. 그리하여 

풍류를 즐기는 선비들이 앞다투어 꾸미고 와 가볍게 사귀고자 하였다. 간혹 술을 

싣고 오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거문고를 연주하며 시를 짓고 서로 농담을 주고

받았으며 학문이 짧은 무리는 자기 스스로 (학식이) 부족하다고 여겼다.3)

《太平廣記》 卷271, 婦人2에 수록된 魚玄機에 관한 기록은 宋代 사람 孫光憲이 

편찬한 雜記小說集 《北夢瑣言》을 출전으로 하고 있다. 두 기록을 비교하면 몇 가

지 차이점이 있는데 《三水小牘》은 魚玄機의 字를 “幼微”로 기록하였으며 李億의 

첩이었다는 기록은 없이 16세에 바로 도사가 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반면 《北夢

瑣言》은 字를 “蕙蘭”으로 기록하였고 그녀가 李億의 첩으로 있다가 총애를 잃자 여

도사가 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4)

여도사 魚玄機의 字는 蕙蘭으로 매우 재능이 있었다. 咸通 중에 補闕 李億에

게 시집을 갔으나 나중에 사랑이 식자 하산하여 咸宜觀에 소속되어 도사가 되었

다. 시에서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은 구하기 쉬워도 마음에 있는 낭군은 얻기 어

렵네.”라고 하였고 또 “혜란은 시들어 봄 채마밭으로 돌아가고, 버들은 동서로 늘

어져 나그네의 배를 묶네.”라고 하였다. 이때부터 마음을 아무에게 나 주어(정이 

헤퍼져) 이내 창부가 되었다. 결국에는 여종을 죽여 京兆尹 溫璋에 의해 처형당

하였다. 시집이 있어 세상에 전한다.5)

3) 《太平廣記》 卷130, 報應29, 綠翹: ｢唐西京咸宜觀女道士魚機. 字幼微, 長安里家
女也. 色既傾國, 思乃入神, 喜讀書屬文, 尤致意於一吟一咏. 破瓜之歲. 志慕清虚, 咸
通初, 遂從冠帔于咸宜. 而風月賞翫之佳句, 徃徃播於士林, 然蕙蘭弱質, 不能自持,
復為豪俠所調, 乃從游處焉. 於是風流之士, 争修飾以求狎. 或載酒詣之者, 必鳴琴賦
詩, 間以謔浪, 懵學輩自視缺然.｣ 

4) 魚玄機는 시에서 “蕙蘭”으로 자기를 은유하기도 한다. <感懷寄人>의 ｢헤란의 마음을 

일어나게 할 수 없네(未起蕙蘭心)｣나 <寄自安>의 ｢혜란은 시들어 가을 채마밭으로 돌

아가네(蕙蘭消歇歸春圃)｣에서 “蕙蘭”은 魚玄機 자신을 은유하기도 한다.
5) 《太平廣記》 卷271, 婦人二, 魚機: ｢女道士魚機字恵蘭, 甚有才思, 咸通中, 適李
億補闕, 後愛衰下山, 隸咸宜觀為道士. 詩曰: “易求無價寳, 難得有心郎.” 又云: “蕙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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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魚玄機에 관련된 기록 중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李億에 대한 기록이다.

魚玄機 시 중에서 詩題에 李億을 명시한 작품만도 6수가 될 만큼 그는 魚玄機의 

삶과 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 《三水小牘》의 기록이 의도적으로 그에 관한 

기록을 누락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는 것도 그와 같은 이유이다. 李億에 

관한 역사적 기록도 명확하지는 않지만 알려진 바에 의하면 字는 子安이며 唐 宣

宗 大中 12년(858년)에 進士科 壯元이었다고 한다.6) 宋代 서적인 《唐詩紀事》와 

《全唐詩話》의 기록에는 魚玄機가 咸通 연간의 西京 咸宜觀의 여도사이며 자는 ‘幼

微’라고만 기록할 뿐 李億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아 《三水小牘》에 가깝다.7) 元代

辛文房이 편찬한 《唐才子傳》에서는 魚玄機가 李億의 첩이 된 시기와 도사가 된 

사연 등을 좀 더 자세히 서술하고 있는데 그녀가 여관이 된 것이 자의적인 것이 아

니라 李億에 의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魚玄機는 장안사람으로 여도사였다. 성품이 총명하고 지혜로웠으며 독서를 즐

겼다. 매우 시를 잘 지었으며 정취가 화려하였다. 咸通(860-873년) 중에 계례를 

치르고 보궐직에 있던 李億을 모시는 첩이 되었다. (이억의) 부인이 투기하여 용

납하지 못하였기에 이억이 (魚玄機를) 함의관으로 보내어 도사가 되게 하였다.8)

魚玄機와 그 시에 대한 서술은 薛濤⋅李冶와 비교해서도 수량이 적고 논점도 다

양하지 않다. 위에서 보았듯이 魚玄機에 대한 기록은 字와 생존 시기, 출신지 등의 

기본 정보를 제외하면 李億의 첩이 되었다가 여도사가 되었다는 성년식[筓禮] 이

후의 행적과 綠翹를 살해하여 처형당한 일이다. 李億의 첩으로 있었다는 기록은 

《北夢瑣言》(北宋)⋅《唐才子傳》(元代)⋅《名媛詩歸》(明)⋅《全唐詩》(淸代)에는 기

록되어 있지만 《三水小牘》(晩唐)⋅《直齋書錄解題》(南宋)⋅《唐詩紀事》(南宋)⋅《全

唐詩話》(南宋)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반면 綠翹를 살해한 죄로 처형을 당했다

銷歇歸春圃, 楊栁東西絆客舟.” 自是縦懐, 乃倡婦也. 竟以殺侍婢, 為京尹温璋殺之.
有集行於世, 出《北夢瑣言》.｣

6) 陳文華 《夢爲蝴蝶也尋花 - 李冶, 薛濤, 魚玄機詩注評》(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7), 82쪽.

7) 《唐詩紀事》 卷78, 魚玄機: ｢玄機咸通中西京咸宜觀女道士也. 字㓜㣲. 善属文.｣
8) 辛文房 《唐才子傳》 卷8: ｢魚機, 長安人, 女道士也. 性聰慧, 好讀書, 尤工韻調, 情
致繁縟. 咸通中, 及笄, 為李億補闕侍寵. 夫人妬, 不能容, 億遣隷咸宜觀披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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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唐才子傳》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의 기록들에 언급되어 있다. 魚玄機의 

평생의 행적 중 가장 이목을 끈 것은 바로 여종을 살해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를 최초로 기록한 《三水小牘》의 이미지가 현전하는 최초의 이미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역사적 기록이 부족한 인물의 경우에는 최초의 기록이 이후 서술

들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魚玄機에 앞서 中唐 초기 활동했

던 女冠 李冶의 경우도 그녀의 시를 최초로 수록한 中唐 사람 高仲武가 편찬한 

《中興間氣集》의 기록이 후대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9)

《中興間氣集》은 시선집이기 때문에 選詩의 이유와 비평이 함께 서술되어 있으나 

魚玄機를 기록한 《三水小牘》은 그녀의 시보다 이야기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다시 말해 魚玄機는 여종을 살해한 여도사로 선명하게 형상화되었기 때문에 이후 

그녀의 시는 작품 자체보다는 작가의 이미지에 더 큰 영향을 받아 해석되었을 가능

성이 있다.

魚玄機의 시를 가장 먼저 수록한 서적은 唐末에서 五代後蜀사이 사람인 韋縠의 

《才調集》으로 卷十에 魚玄機의 시 9수가 수록되어 있다.10) 《三水小牘》에 수록된 

네 구는 《全唐詩》 卷804의 49번째 <句>에 수록되어 있다.11) 《北夢瑣言》에는 이 

네 구절은 없고 <寄子安>과 <贈鄰女> 속 시문이 인용되어 있고 《唐才子傳》은 <贈

鄰女>과 <游崇真观南楼>⋅<睹新及第題名處>를 인용하였다.

9) 高仲武는 이 책의 序에서 ｢至德 원년(756년)에서 大曆 말년(779년)까지 작가 수천 

중 26명을 선별하였다(起自至德元年首, 終於大歷末年. 作者數千, 選者二十六人).｣라
고 기술하였다. 즉 안사의 난이 일어나 이듬해부터 이후 약 24년 사이에 활동한 시인 

중 26명의 시인의 시 130여 수를 수록하였다. 그 26인 중 李冶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 

시가 6수 수록되어 있다.
10) ｢여도사 魚玄機 9수(女道士魚機九首)｣ 아래 수록된 시는 <隔漢江寄子安>⋅<寓

言>⋅<江陵愁望寄子安>⋅<寄子安>⋅<寄李億員外>⋅<送别>⋅<又>⋅<迎李近仁員外>⋅
<賦得江邊樹> 총 아홉 수다. <送别>을 제목을 한 시가 두 수가 있어 두 번째 시는 

<又>라고 표기하고 있다.
11) ｢其詩有“綺陌春望遠, 瑤徽秋興多”, 又“殷勤不得語, 紅淚一雙流”, 又“焚香登玉壇, 端

簡禮金闕.” 又“雲情自鬱争同夢, 仙貌長芳又勝花.” 此數聨為絶矣.｣ 《唐詩紀事》와 《全
唐詩話》에서도 이 네 구절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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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미지와 시적 자아

魚玄機에 대한 인상은 세 가지로 묘사된다. 첫째 대부분의 기록들에 나타나는 

才女의 이미지, 둘째 女冠의 신분으로 문인들과 어울리던 蕩女, 셋째 여종을 살해

한 죄로 처형을 당한 惡女 이미지이다. 대부분 기록에서 언급되고 있는 魚玄機가 

독서를 즐기고 시를 잘 지었다는 것은 魚玄機가 남긴 시를 통해서도 입증된다. 唐

代를 대표하는 여성 시인으로 꼽히는 李冶⋅薛濤⋅魚玄機 세 사람 중에서 92수의 

시가 남아있는 薛濤에 뒤이어 魚玄機는 두 번째로 많은 시가 전해지는 여성 시인

이다. 中唐 시기에 활동하였던 李冶의 경우 약 735년경에 출생하여 784년 사망하

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24세에 사망한 魚玄機보다 생존 기간이 길고 시단의 명성 

역시 魚玄機보다 앞섰으나 현재까지 전해지는 시는 《全唐詩》에 수록된 19수가 전

부이다. 현존하는 약 50수의 魚玄機 시들은 <折楊柳> 1수를 수록한 《文苑英華》

(北宋)와 나머지 49수를 수록한 南宋 臨安府 陳氏 印本인 《唐女郞魚玄機詩》를 

통해 宋代부터 현재까지 전해질 수 있었다. 魚玄機의 시는 사랑을 주제로 한 것이 

가장 많으나 그 외에도 女冠으로서의 삶과 한적을 노래한 작품, 詠物詩 등 제재도 

다양한 편이다.

魚玄機의 시는 특히 시의 형식적인 측면에 섬세한 주의를 기울였다. 魚玄機의 

시 중 28수가 律詩로 지어졌는데 그 중 五言律詩가 11수, 七言律詩가 17수이며 

七言排律도 3수가 남아있다. 薛濤가 絶句에 뛰어났고 李冶가 五言律詩로 ‘大曆正

音’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과 비교된다. 胡應麟은 ｢내가 살펴보니 송나라의 칠언배

율은 결코 한 편도 좋은 것이 없고, 당나라는 오직 여자 魚玄機가 수창한 두 편만

이 취할 만한데 여러 선집에서 역시 언급하지 않았다. 施肩吾의 백 운은 이 두 작

품 아래에 있다｣라며 魚玄機의 칠언배율이 晩唐 施肩吾를 포함하여 宋나라의 칠언

배율보다 뛰어나다고 평가하였다.12)13) 魚玄機는 규방의 원망을 노래한 <閨怨>14)

12) 胡應麟 《詩藪》 雜篇, 卷4: ｢余考宋七言排律遂亡一佳, 唐惟女子魚玄機酬唱二篇可
選, 諸亦不及云. 施肩吾百韻在二作下.｣ 魚玄機의 칠언배율은 <春情寄子安>⋅<左名場
自澤州至京使人傳語>⋅<因次光⋅威⋅裒韻> 총 세 수이다.

13) <因次光⋅威⋅裒韻>의 본래 제목은 <因次光⋅威⋅裒韻, 姊妹三人少孤而始姸乃有是
作精粹難儔雖謝家聯雪何以加之有客自京師來者示予>이다. 胡應麟은 魚玄機의 수창

시 2편이라고 하였는데 이 시들이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보이기 위해 지은 것은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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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樂府 民歌와 유사한 주제와 정조도 七言律詩로 지었다. 唐代 초기에는 樂府

詩가 유행하였으나 中唐 이후로는 樂府가 쇠하고 율시의 형식이 더 유행하였던 시

단의 분위기가 그녀의 시 창작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15)

《三水小牘》과 그 영향을 받은 후대 기록 이면에는 魚玄機의 시적 재능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이 잠재해있다. 魚玄機의 드러난 죄는 綠翹를 살해한 것이지만 발단

은 시를 수단으로 여러 문인과 어울렸던 평소의 행실로 보았다. 곧 魚玄機의 시적 

재능이 오히려 그녀를 도덕적으로 타락시키고 결국 파멸에 이르게 하였다는 부정적

인 인식이 깔려있다. 심지어 孫光憲은 魚玄機의 시 구를 인용하며 그녀가 ‘倡婦’16)

와 다름없었다는 혹평마저 내렸다. 이러한 魚玄機에 대한 인상은 당시 女冠 집단

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女冠은 道敎에 귀의한 사

람들로서 그들은 儒家의 禮法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들은 一夫從事의 관념 밖에 

있는 계층이었으며 더구나 魚玄機의 경우 李億과 멀어진 후 사랑에 대한 회의감과 

반대급부적인 知己에 대한 갈망이 더욱 커졌던 것으로 보인다.17)

魚玄機의 시 중에는 贈送이나 酬唱을 목적으로 지은 시가 29수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그 중 李億에게 보내는 것이 6수로 가장 많고 수신자가 분명한 것으로는 

溫庭筠에게 보내는 것이 2수⋅李郢에게 2수⋅李近仁에게 1수⋅李學士에세 1수⋅

으나 수창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며 호응린이 말한 두 편이 이 세 편 속에 포함되는

지도 확실히 알 수 없다. 胡應隣 著, 기태완 옮김 《호응린의 역대한시비평》 (서울, 성

균관대학교동문화연구원, 2005), 945쪽.
14) ｢蘼芜盈手泣斜晖, 闻道邻家夫婿归. 别日南鸿才北去, 今朝北雁又南飞. 春来秋去相思

在, 秋去春来信息稀. 扃闭朱门人不到, 砧声何事透罗帏.｣ 이 시의 첫 구는 漢代 古詩
인 <上山採蘼蕪>를 참고한 것으로 한 여인이 천궁을 캐러 산에 올라갔다가 자신을 버

린 전남편을 만나 대화를 나누는 것을 그린 노래이다. 魚玄機는 이와 같은 질박한 민

가를 차용하여 임에게 버림받은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면서도 그 형식에 있어서는 칠

언율시체를 채택한 것을 볼 수 있다.
15) 羅根澤 《樂府文學史》(北京, 東方出版社, 1996), 190쪽.
16) 주7) 참고.
17) 魚玄機의 시 중 <감회가 있어 드림(感懷寄人)>에는 ｢일찍이 알았네. 구름비 같은 만

남, 혜란의 마음을 일어나게 할 수 없음을.……문 앞에 떨어진 붉은 잎, 쓸어 내지 않고 

지음을 기다리네(早知雲雨會, 未起蕙蘭心.……門前紅葉地, 不掃待知音).｣라는 구절이 

있다. 여기서 “蕙蘭”은 魚玄機의 字이자 魚玄機 자신을 은유한 것이다. “雲雨會”는 雲
雨之情을 의미한다. 그녀에게 사랑은 남녀의 육체적 사랑 이상의 知音을 얻는 것을 의

미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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左名場에게 1수가 있다. 魚玄機는 溫庭筠에게 <겨울밤 온비경께 부침(冬夜寄温飛

卿)>과 <비경께 부침(寄飛卿)>을 보냈는데 飛卿 곧 溫庭筠의 시 중에는 魚玄機의 

이름이 명시되어 주고받은 시는 없다. 魚玄機는 시에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

러내는데 아래 시구에서도 온정균에게 이별의 슬픔과 외로움을 토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괴로운 심사에 시를 찾아 등불 아래서 읊조리며, 잠들지 못하는 긴 밤 차가운 

이불이 무서워요.……멀어짐을 막지 못해 결국 뜻대로 되었으니, 성하고 쇠함에서 

쓸쓸히 본래의 마음이 보이지요(苦思搜诗燈下吟, 不眠长夜怕寒衾.……疏散未闲
终遂愿, 盛衰空见本来心.)<冬夜寄温飛卿>

혹자는 이 시가 李億에게 버림받은 후의 심경을 溫庭筠에게 하소연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그 근거를 시문 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溫庭筠과의 소원해진 

관계에 대한 서운함과 원망을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할 여지도 충분하여 그들이 무

감하게 시를 주고받던 관계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단공이 낚시하고 돌아온다

는 말을 듣고 드림(闻李端公垂钓回寄赠)>에는 그녀의 李郢을 향한 구애의 뜻이 

담겨있다.

한없는 연꽃 향기에 여름옷 물들이며, 완랑은 어디에서 배 저어 돌아오나요? 짝

지은 원앙만도 못한 자신이 민망하니, 태연히 쌍쌍이 낚시터로 다가가네요(無限荷
香染暑衣, 阮郎何处弄船歸. 自惭不及鸳鸯侣, 猶得雙雙近钓矶).

李郢은 魚玄機와 동향 사람으로 大中 10년(956년) 進士에 급제하였다.18) 《唐

18) 《全唐詩》 卷590에 그의 시 71수와 ｢李郢, 字楚望, 長安人. 大中十年, 第進士, 官終
侍御史. 詩一卷.｣라는 小傳이 수록되어 있다. 그의 시 중에 명확하게 魚玄機에게 보내

는 시는 보이지 않는데 다만 <江邊柳>라는 시가 한 수 있어 魚玄機의 <賦得江邊柳>가 

이 시를 받아보고 지은 것이 아닌가 추측할 뿐이다. 그러나 두 시는 제목만 비슷할 뿐 

형식과 세부 내용에서는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 ‘端公’은 관직 이름으로 侍御史 직 중 

하나이다. <이영이 여름날 낚시에서 돌아와 보여준 것에 수창함(酬李郢夏日釣魚回見
示)> 중 ｢사는 곳이 같은 골목이지만 해가 지나도록 한 번을 만나지 못했네(住處雖同
巷, 經年不一過).｣)로 미루어 魚玄機와 일정 기간 같은 마을 이웃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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才子傳》에도 ｢단공 이영과 같은 동네 같은 골목에 살아 집이 가까웠다. 죽통에 시

를 넣어서 주고받았다. 또 온정균과도 교유하여 시를 주고받았다.｣19)라고 기록하

고 있다. 낚시터 근처에서 노니는 원앙 한 쌍에 감정을 이입하여 그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처지의 심정을 노래하였으니 그 구애의 뜻이 자못 분명해 보인다. 이 외에

도 <이근인 원외를 맞이하며(迎李近仁員外)>나 左名場에게 안부를 전하는 <좌명장

이 택주에서 서울로 오셨다기에 사람을 시켜 말을 전함(左名場自澤州至京, 使人傳

語)>에도 이성 사이의 정이 느껴지는 표현이 나타난다. 唐代 女冠들은 문인들과 

시를 주고받는 일이 많았다. 樂妓였던 薛濤와 女冠이었던 李冶의 현존하는 시 중 

절반 이상이 남성 문인과 주고받은 시이다. 그러나 ‘女校書’라는 별칭으로 불리던 

樂妓 출신의 薛濤는 스스로 문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들과 시를 나누었다

면 女冠이었던 李冶와 魚玄機의 시에는 한 명의 외로운 여성으로서 실연과 그리움

을 노래한 것이 많다. 薛濤가 妓女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가 ‘無雌聲’이라고 

평가받았으나20) 魚玄機는 女冠 출신임에도 “淫蕩”이라고 평가받는 것에는 그녀의 

이미지뿐 아니라 시에 나타나는 짙은 사랑에 대한 실망과 갈망 때문이 아닐까 한

다. 南宋 陳振孫은 《直齋書錄解題》 卷19에서 ｢어원기(魚玄機의 오자)집 1권이 

있다. 당대 여관이다. 여종을 질투하여 살해한 죄로 사형당했다. 내가 이전에 말한 

바와 같이 부녀가 불법에 귀의하고 선도에 입적하는데 관아에서 이를 금지하지 않

으니 예법을 어지럽히고 풍속을 해침이 매우 심하다.｣21)라고 비판하였다. 이러한 

점이 魚玄機의 시가 긍정적으로 서술되지 못한 가장 주요한 이유인 듯하다.

근대 중국 학자 譚正璧은 관아의 아속들이 綠翹를 살해하고 마당에 매장한 후 

그 죄를 魚玄機에 뒤집어씌웠으리라 의심하였다. 그는 《太平廣記》 卷49에 실린 

《三水小牘》에 기록된 溫京兆의 일화를 근거로 그가 백성에게 가혹했으며 魚玄機의 

사건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고문으로 자백을 받은 후 참수형에 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였다.22) 탁월한 시적 재능을 가진 여성이 사회적 편견에 의해 

19) 《唐才子傳》 卷八, 魚玄機: ｢與李郢端公同巷, 居止接近, 詩筒往返, 復與溫庭筠交遊,
有相寄篇什.｣

20) Ⅲ-1에서 서술할 胡震亨의 《唐音癸籤》 卷八, 評彙四 속 비평 참고.
21) 陳振孫 《直齋書錄解題》 卷19: ｢魚元機集一卷. 唐女冠, 坐妒殺女婢抵死余嘗言. 婦

女從釋入道, 有司不禁亂禮法, 敗風俗之尤者.｣
22) 譚正璧 《中國女性文學史》: ｢魚玄機가 여종을 살해한 이유로 처형을 당하였다는 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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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되고 그 오명이 후대에까지 전해져 그 시에도 편견으로 작용하였으리라 보는 

그의 견해는 여성문학사의 서술자로서의 그의 주관적 안타까움을 느낄 수 있다. 그

러나 현재로서는 魚玄機가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인지 확인할 길이 없다. 다만 魚玄

機의 시가 그녀에 대한 평판으로 인하여 폐기되지 않고 현재까지 전해질 수 있었다

는 것은 식자층들에게 어느 정도 독립적인 가치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Ⅲ. “魚最淫蕩, 詩體亦靡弱”에 대한 재고찰

당대 여느 여성 시인과 마찬가지로 魚玄機도 중국문학사나 詩論에서 전문적으로 

비평되는 경우가 거의 드물었다. 魚玄機의 경우에는 李冶⋅薛濤와 비교해서도 상

대적으로 그 작품이 주목을 받지 못했으며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다.

1. “淫蕩”과 “靡弱”의 의미

明末 사람 胡震亨은 李冶와 薛濤, 魚玄機의 시를 아래와 같이 비교 평가하였다.

“李冶⋅魚玄機⋅薛濤는 여관이었다는 점이 마침 같다.23) 李冶의 “먼 물 위로 

신선의 돛단배 떠 있고, 차가운 별은 사신의 수레를 따라가네”와 <聽琴>이라는 시

는 大曆의 대표적인 노래이다. 薛濤는 절구를 잘 지었고 규방의 일을 화려하게 꾸

미는 공허한 소리가 없으며 스스로 뛰어나다고 자부하였다. 魚玄機는 가장 음탕하

은 의문이 없을 수 있다. 그러나 綠翹가 魚玄機에 의해 살해되었는지는 도리어 매우 

의문스럽다(玄機因殺僮抵罪, 此事可以無疑, 但綠翹是否玄機所殺, 卻是一重疑問).｣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2), 144-145쪽.

23) 宋 徽宗 시기 道敎가 다시 전성시대를 맞이하였는데 이때 불교사원을 道觀으로 바꾸고 

불교 승려를 德士로 여승을 女德이라고 불렀다고 한다(葛兆光 著, 沈揆昊 옮김 《道敎
와 中國文化》, 서울, 동문선, 1993, 249쪽). 여기서 女德은 儒家에서 말하는 여성이 

갖춰야 할 품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道敎의 女冠를 가리키는 말이다. 李冶와 魚玄
機는 모두 도교 女冠이었다는 기록이 있다. 薛濤의 경우 이십대 초반에 樂妓에서 은퇴

한 후 浣花溪에서 여생을 보냈다고 하는데 이때 女冠이 되었다는 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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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시체 또한 화려하나 유약하였다. 그 시집에는 威⋅光⋅裒 세 자매의 빛나

는 시가 수록되어 있는데 그 빼어난 아름다움이 魚玄機를 넘어서는데도 애석하게 

성명과 출신이 불분명하다.”24)

胡震亨은 嚴羽가 盛唐 詩만을 “第一義”로 이야기한 것과는 달리 盛唐과 中唐의 

시를 모두 중시하였으며 특히 七律을 唐詩의 정수로 보는 시론을 펼쳤다. 그가 편

찬한 《唐音癸籤》은 唐代 詩와 評을 수록한 서적으로 그는 唐代 시인들의 작품에 

대한 시화를 서술하면서 그 말미에 中⋅晩唐 시기 여성 시인인 李冶와 薛濤, 魚玄

機, 威⋅光⋅裒 자매도 함께 언급하였다. 그는 魚玄機의 시를 “魚最淫蕩, 詩體亦

靡弱”라고 평가하였는데 여기서 “詩體”는 시의 형식뿐 아니라 내용과 격을 아우르는 

말이다.25) “淫”은 孔子가 鄭나라의 音樂을 평가할 때부터 사용되었던 비평 용어이

다. 《論語⋅衛靈公》에서 顏淵이 孔子에게 나라를 다스리는 법을 묻자 공자가 그 

치국의 법을 설명하는 중에 ｢정나라 음악을 물리치고 아첨하는 사람을 멀리하라.

정나라의 음악은 음란하고 아첨하는 사람은 위태롭다(放鄭聲, 遠佞人, 鄭聲淫, 佞

人殆).｣라고 하였다. 孔子는 제도뿐 아니라 음악도 백성을 교화시켜 나라를 다스리

는 중요한 수단으로 여겼는데 鄭의 음악은 음란하여 백성들을 교화로 이끌 수 없기

에 물리쳐야 한다고 하였다. ‘淫’에 ‘蕩’을 더한 ‘淫蕩’은 사전상으로 ‘방탕하다[放

蕩]’는 의미로 ‘방종하고 음란하다[放縱淫亂]’는 뜻도 있다.26) 劉勰은 《文心雕龍⋅
樂府》에서 魏나라 曹氏 부자의 <苦寒行>과 <燕歌行> 등을 평가하면서 ｢志는 음탕

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辭는 哀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志不出於淫蕩, 辭不離於

哀思).｣27)라고 하였다. 劉勰은 虞舜의 《韶樂》⋅夏禹의 《大夏》⋅周의 雅樂을 正

24) 胡震亨 《唐音癸籤》 卷八, 評彙四: ｢李冶魚機薛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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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自壽者相. 魚最淫蕩, 詩體 亦靡
弱, 其集附見有威光裒三粲句, 尤姱麗勝魚, 惜姓里不著｣. 《全唐詩》 卷801에 세 자매

의 시가 수록되어 있는데 魚玄機는 이 시에 대해 次韻한 七言排律시가 한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Ⅲ-2에 서술하였다.

25) 시의 體란 建安體⋅齊梁體⋅大曆體⋅元和體처럼 일정 기간의 시단의 시를 지칭하기

도 하고 少陵體⋅太白體⋅元白體처럼 한 시인의 시의 특징적인 풍격을 지칭하기도 한

다.
26) 《漢語大詞典》, 3326쪽.
27) ｢위나라 삼조(太祖 曹操⋅高祖 曹丕⋅ 烈祖 曹叡)에 이르러 意氣가 豪爽하고 재능이 

富麗하였다. 그들이 개조한 歌辭와 曲調는 音調가 浮靡하고 節奏가 平庸하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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宗으로 삼고 후대의 시가와 악부를 평가하였기 때문에 曹操와 曹丕의 樂府도 雅樂

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는 행군의 고단함을 노래한 조조의 <苦寒行>이

나 民歌를 모방하여 사부의 애원을 노래한 <燕歌行> 등은 미려하나 그 사상과 감

정이 음탕하고 가사의 내용이 애수와 원망을 표현하는 것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했

으며 그가 제창한 “中和之音”이라는 이상에 부합하지 못하므로 虞舜의 《韶》와 夏禹

의 《大夏》와 비교하면 “鄭曲”이라고 한 것이다. 周振甫는 이에 대하여 ｢鄭曲은 春

秋戰國 시대 鄭나라의 악곡으로 古樂 중의 靡靡한 음악이다. 三調는 古樂이기 때

문에 魏 三祖가 三調에 따라 새로운 노래를 지었으나 그 가사가 결코 典雅하지 않

았기에 미미한 음악이라고 한 것이다.｣라고 주하고 있다.28) “靡靡音”은 ‘靡靡之樂’

이라고도 하는데 의기소침하고 퇴폐적이며 유약한 노래로 나라의 풍속을 쇠퇴하게 

하는 음악으로 간주되었다. 魚玄機의 시에 대한 “靡弱”의 “靡”는 이와 같은 典雅하

지 않는 퇴폐성을 함의한 것이고 “弱”이란 ‘柔弱’함을 의미한다. 이는 곧 魚玄機 시

의 사상과 감정, 가사의 내용이 典雅한 中和의 美에 합치하지 않으며 시인의 개인

적인 짙은 애수와 원망 등을 표현한 점을 비판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관점은 중국의 정통 儒家의 詩觀으로 시대에 따라 유행하는 문예 사조가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문인들이 시를 비평하는 기준으로 작용하였다. 시를 백성을 

교화하여 풍속을 바로 잡는 수단으로 삼는다는 관점은 시를 한 개인의 창작물에 그

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기능과 효용을 가진 공동체의 문화적 산물로 보았다. 이 

때문에 한 개인의 사적인 솔직한 욕망이나 감정을 시로 표현하는 것을 경계하였다.

唐代 進士科는 곧 詩科와 다름없었으므로 시는 문인들이 官界로 나아가는 가장 중

요한 수단이었다. 사회 진출의 기회가 없는 여성들에게 시를 짓는 것이 금지된 것

중 <苦寒行>이나 <燕歌行> 등의 편을 보면 연회를 서술한 것도 있고 漂迫과 遠征에 

대한 감상을 노래한 것도 있다. 情志가 淫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文辭가 哀怨에서 벗

어나지 못하였다. 그들의 樂調는 《平調》, 《淸調》, 《瑟調》의 雅樂이지만 그들의 文辭는 

虞舜의 《韶》와 夏禹의 《大夏》와 비교하면 浮靡한 鄭曲과 같았다(至於魏之三祖, 氣爽
才麗, 宰割辭調, 音靡節平. 觀其北上衆引, 秋風列篇, 或述酣宴, 或傷羈戍, 志不出於
淫蕩, 辭不離於哀辭, 雖三調之正聲, 實韶夏之鄭曲也).｣, 周振甫 《文心雕龍今譯》(북
경, 중화서국, 2000), 69쪽.

28) 周振甫 《文心雕龍今譯》: “鄭曲, 春秋鄭國樂曲, 古樂中的靡靡之音. 因爲三調是古樂,
而魏三祖按照三調所作新歌, 歌辭幷不典雅, 所以說是靡靡音.” (北京, 中華書局,
2000), 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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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니었지만 따라야 하는 기준과 요구가 있었다. 《唐才子傳》은 魚玄機와 시에 

대하여 ｢매우 시를 잘 지었으며 정취가 화려하였다……이를 보면 그 뜻이 격렬하고 

불평의 뜻이 있으니 한 남자로 태어났다면 분명 유용한 인재가 되었을 것이라고 

(당시) 시인들이 매우 그를 칭찬하고 가여워하였다.｣29)라고 서술하였다. 魚玄機의 

시적 재능을 긍정적으로 보고 아쉬워한 거의 유일한 기록이다. 그러나 辛文房 역시 

李冶와 魚玄機의 傳에 붙여 전통적인 여성 윤리와 詩敎의 관점에서 여성의 창작을 

경계하는 견해를 덧붙였다. 그는 아래와 같이 여성의 시 창작을 긍정하면서도 예법

을 근본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진실로 하늘로부터 도망갈 수 있고 예법이 반드시 갖추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면 글은 자신만을 위해 바치는 도구가 될 것이고 시에는 시샘하는 작위가 있을 것

이다. 의복과 술, 음식도 閑靜한 모습이 없고 화려하게 분칠하고 반들거리게 기름

을 칠하며 곱게 꾸미려는 모양만 많을 것이니 이는 마땅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대중에게 악을 전파하는 것이니 어찌 <關雎>의 뜻이라 할 것인가……그 중 李季
蘭⋅魚玄機 같은 이들은 세상 밖으로 뛰어나가 청정의 가르침을 닦고 그윽한 회

포를 시로 풀어냈다. 풍광 속에서 소요하며 한가함의 공부에 뜻을 두었으며 구름

과 물 같은 생각이 아닌 것이 없으니 이름난 선비와 견주어도 아름다운 구슬이 서

로 비추는 것 같다. 그러나 진실성이 없이 염려하고 위탁하는 마음이 있어 끝내 

백옥같을 수는 없었으니 그저 작은 티가 섞인 것이라 하겠다.30)

辛文房이 높이 평가한 魚玄機의 작품은 주로 淸靜閑寂을 노래한 일부 작품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淸代 章學誠의 《文史通義⋅婦
學》에도 나타난다. 그는 당시 여성 시인들을 비판하면서 예교로 개도하고자 하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禮記⋅內則》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주장을 펼쳤다.

부인들은 본래 자신의 학문이 있으며 학문은 반드시 예를 근본으로 한다는 것을 

29) 辛文房 《唐才子傳》 卷八, 魚玄機: ｢性聰慧, 好讀書, 尤工韻調, 情致繁縟.……觀其志
意激切, 使為一男子, 必有用之才, 作者頗賞憐之.｣

30) 辛文房, 위 책, 卷八: ｢茍天有可逃, 禮不必備, 則詞為自獻之具, 詩有妬情之作, 衣服
酒食無閒靜之容, 鉛華膏澤多鮮飾之態, 故不相宜矣. 是播惡於衆, 何關雎之義哉.……
中間如李季蘭魚機, 皆躍出方外修清淨之教, 陶寫幽懐, 留連光景逍遥閒暇之功, 無
非雲水之念, 與名儒比隆珠徃瓊. 復然浮艷委託之心, 終不能盡白璧, 微瑕惟在此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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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른다. 그 본업을 내버리고 망령되게 시에 기탁한다……고대 현명한 여인은 재주

가 있음을 귀하게 여겼다. 이전 사람이 말하기를 “여자가 재주가 없는 것이 곧 덕

이다.”라고 한 것은 그 재주를 미워해서가 아니다. 작은 재주는 있으나 학문을 알

지 못하면서도 긍지로 삼고 꾸미며 명성만 좇으면 오히려 시골 계집이나 농사꾼 

아낙만도 못하여 학식이 높은 사람에게 웃음거리도 못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다.31)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魚玄機의 시 속에 표현된 사랑에 대한 기쁨과 슬픔,

갈망과 원망 같은 감정을 위주로 한 시는 귀하게 여길 만한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심지어 그녀 스스로 자부하고 있던 詩才 역시 한 갓 웃음거리에 불과했을 것이다.

그러나 魚玄機 시의 풍격은 한 개인의 특수성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魚玄機는 자신의 시적 재능이 남성 문인들처럼 사회적 자아실현의 기회가 되지 못

하는 것에 대하여 통한을 느꼈던 것 같다.

游崇真观南楼睹新及第题名处 숭진관 남루에서 노닐다 새로 급제한 자의 이

름을 붙인 곳을 바라보며

雲峰滿目放春晴, 구름 걸린 봉우리 눈에 그득 차고 쾌청한 봄이 펼쳐지

는데

歷歷銀鉤指下生. 또렷한 은고리 같은 글씨체가 손가락 아래서 생겨난다.
自恨羅衣掩詩句, 비단옷으로 시구를 가리며 스스로 한스러워하며

擧頭空羡榜中名. 고개 들어 부질없이 방 중의 이름을 부러워하노라.

시의 제목에서 보이듯이 이 시는 魚玄機가 과거급제자를 알리는 방을 본 후 내

면에 일어난 감정의 동요를 시로 노래한 것이다. 급제자들에 대한 선망과 대비되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탄이 “自恨”과 “空羨”에 압축적으로 표현되었다. 1-2구의 산

봉우리 위에 걸린 구름과 청명한 봄 날씨는 청운의 꿈을 실현할 수 있게 된 이들에 

대한 선망이 투영되어 있으며 3구의 비단옷을 한스러워하며 슬그머니 시구를 가리

는 행위는 재능을 타고났으나 이를 발휘할 수 없는 자신의 무기력한 처지에 대한 

31) 章學誠 《文史通義⋅婦學》: ｢不知妇人本自有学, 学必以礼为本; 舍其本业而妄讬於
诗……古之贤女, 贵有才也. 前人有云“女子无才便是德”者, 非恶才也; 正谓小有才而不
知学, 乃为矜饰骛名, 转不如村姬田妪, 不致贻笑於大方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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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괴감을 함축한다. 薛濤와 李冶, 魚玄機는 모두 자신의 詩才에 대한 자부심이 있

었고 이를 발휘하여 사회적 권력을 쟁취할 기회를 가질 수 없는 것을 서글퍼하였

다. 魚玄機는 시를 통해 문인들의 사교에 진입할 수 있었다. 中唐 이후 문인들은 

淸靜과 空寂을 추구하는 도교를 관직에 있으면서도 정신적으로 안정을 추구할 수 

있는 방도로 선호하였다고 한다. 이전 미신으로 흘렀던 도교는 中唐 이후 지식인들

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었는데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道敎도 변화하였다. 魚

玄機가 문인들과 어울리며 시를 주고받을 수 있었던 것도 아마 이러한 도교의 변화

와 당시 문인 사회의 분위기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32)

앞서 살펴본 魚玄機 관련 기록들을 보면 魚玄機가 李億과 사이가 멀어진 직후 

도교에 귀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후에도 이억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사랑

을 갈망하는 심리를 시에 표출하였다. 魚玄機의 시는 ‘사랑의 좌절과 갈망’을 주제

로 하는 작품이 많은데 사랑의 기쁨과 기대를 표현한 작품은 <江行>와 <迎李近仁

员外> 정도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멀어진 李億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 또 다른 사랑

에 대한 갈망을 드러낸다. 사랑에 대한 욕망이 충족되지 못할 때 그녀는 <遣懷>의 

｢한산하니 신변이 無事하고 풍광 속에 홀로 유유자적하네(閑散身無事, 風光獨自

游).｣나 ｢재비와 참새만을 귀하게 여기고, 금은을 구하지 않음에 뜻을 두네(燕雀徒

爲貴, 金銀志不求).｣처럼 탈속적인 삶에 대한 지향을 표현하기도 한다. 주지하듯이 

중국 지식인들은 나라에 도가 있을 때 나서고 도가 사라지면 은거하는 入世와 出世

의 삶의 방식을 취하였다. 그러나 入世의 기회와 방도가 없던 魚玄機의 삶의 지향

은 주로 知己와 같은 사랑을 추구하는 것에 한정되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희망이 

실현될 수 없을 때 그녀는 다시 脫俗으로 회귀했다.33) 이와 같은 魚玄機의 사회적 

32) 葛兆光은 中唐 이후 사대부 사이에서는 儒家의 전통으로 돌아가려는 심리와 이에서 벗

어나 혁신을 추구하는 심리가 혼재되었으며 인생의 이상향을 외적인 것에서 내적인 것

으로 선회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 문화의 변화에 적응하여 

도교는 무의, 방술을 전파하던 것에서 다시 老莊으로 복귀했고 이것이 다시 사대부들의 

이목을 다시 끌게 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葛兆光 著, 심규호 옮김 《道敎와 中國文
化》(서울, 동문선, 1993), 254-261쪽.

33) 魚玄機의 <우언(寓言)>은 ｢붉은 복사나무 곳곳이 봄빛, 푸른 버드나무 집집이 달빛.
누대 위 새단장하고 밤 기다리고요, 규방 안 홀로 앉아 정 품고 있어요. 부용, 달빛 아

래 물고기 노닐고요, 무지개 하늘 가엔 참새 지저귀어요. 인간 세상 슬픔과 기쁨일랑 

한바탕 꿈, 어떻게 해야 쌍성 선녀 될 수 있을까요(红桃处处春色, 碧柳家家月明. 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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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지에서 비롯된 내면의 비애와 갈등이 그녀의 작품 속에 솔직하게 그려지며 이점

은 이후 詩敎의 관점으로 그녀의 시를 비평하는 사람들에게는 비난의 대상이 되었

다.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그녀의 사회적, 개인적 처지에 의한 것만은 아니었다. 魚

玄機의 시풍은 晩唐의 시단과의 연관성에서 살펴볼 필요도 있다.

魚玄機의 시의 절반 이상은 당시의 문인들과의 교류 속에 창작된 것이다. 贈答

과 酬唱의 과정 중 魚玄機의 시는 당연히 그 시기 문인들에 의해 조성된 사조에 

영향을 받았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아래 <이자안께 부치는 정서(情書寄李

子安)>라는 작품이다.

飮冰食蘖志無功, 얼음 마시고 움 먹으며 無功에 뜻 두고도 

晉水壺關在夢中. 진수와 호관이 꿈속에서 펼쳐져요.
秦鏡欲分愁墮鵲, 秦의 거울을 나누려다가 떨어지는 까치를 걱정하고 

舜琴將弄怨飛鴻. 舜의 거문고 타려다가도 날아가는 기러기 원망해요.
井邊桐葉鳴秋雨, 우물가 오동잎이 가을비에 울음소리 내고

窗下銀燈暗曉風. 창 밑 은등잔은 새벽바람에 어두워지네요.
書信茫茫何處問, 서신은 감감한데 어느 곳에 안부 물어야 할는지,
持竿盡日碧江空. 낚싯대 붙든 채 저문 하루, 푸른 강은 텅 비었어요.

“飮冰食蘖”는 청빈한 삶을 의미하며34) “志無功”은 神人의 경지를 추구하였음을 

의미한다.35) 2구의 “晉水壺關”는 魚玄機가 과거 李億을 따라 지냈던 山西의 지명

이다. 3-4구에서 사용한 전고들은 모두 부부의 이별과 관련된 것이다. 1-4구는 청

정의 도를 추구하려 하나 어쩔 수 없이 과거의 사랑을 그리워하는 자신의 마음을 

上新妆待夜, 闺中独坐含情. 芙蓉月下鱼戏, 螮蝀天边雀声. 人世悲欢一梦, 如何得作
雙成).｣라고 노래한다. “雙成”은 西王母의 시녀 董雙成이다. 魚玄機는 세속의 喜悲로

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선녀가 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표현하였다. 1-4구는 꽃피는 

사랑을 기다리는 여인의 마음을 5-8구는 기다려도 오지 않는 공허함을 달이 뜬 연못과 

어스름 내리는 하늘가로 묘사하였다. 이러한 허무감은 차라리 세속을 벗어나 불사를 관

장하는 여신 西王母를 보좌하는 선녀가 되어 세속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까지 불러일

으킨다.
34) 白居易의 <三年爲刺史>에는 ｢삼 년간 자사를 지내며 얼음물 마시고 얼을 먹었네(三年

爲刺史, 飮冰復食蘖).｣라는 시구가 있다.
35) 《莊子⋅逍遙遊》: ｢지인은 자기가 없으며, 신인은 공이 없고, 성인은 이름이 없다(至人

無己, 神人無功, 聖人無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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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있으며 5-6구는 여전히 사랑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못하는 공허한 자신

의 심정을 공간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청정한 도를 추구하고자 하는 심리와 사랑에 

대한 갈망이라는 모순적인 욕망의 충돌을 이 시는 보여주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청

각적으로 울림이 있는 각운을 써서 심리적인 반향을 만들고 매 구 對偶에 공을 들

인 것을 볼 수 있다. 鍾惺은 《名媛詩歸》에서 이 시에 대하여 ｢(시의) 서정이 고운 

비단처럼 아름답고 전고를 사용도 능히 곱고 생동한다. 이것은 李義山이 그렇게 잘

하였는데 魚玄機도 그와 필적할 만하다(緣情綺靡, 使事偏能豔動. 此李義山能爲

之, 而玄機可與之匹).｣라고 하였다.36) 鍾惺이 말한 “緣情綺靡”란 陸機의 《文賦》

중 ｢시는 감정에서 나오고 아름답게 표현된다(詩緣情而綺靡).｣를 인용한 것으로 

시의 본질을 개인의 서정과 형식적인 아름다움으로 보았다. 이러한 관점은 시의 독

립적인 예술적 가치를 중시하는 唯美主義가 탄생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綺靡”는 시가 지나치게 서정에 매몰되어 ｢즐거우나 음란하

지 않고 슬프나 이지러지지 않는다(樂而不淫, 哀而不傷)｣의 中和의 美를 헤치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기도 하였다.37) 이것은 齊梁 시기나 晩唐 시기 시를 비판할 

때 사용되는 언어들이기도 하다. 鍾惺은 위 魚玄機의 시를 晩唐의 소위 唯美主義

시풍을 대표하는 李商隱에 견주며 魚玄機 시의 서정적인 측면과 형식적인 彫琢의 

측면, 염려한 풍격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魚玄機 시의 “화려하고 유약한

[靡弱]” 풍격은 齊梁의 宮體詩의 艶麗하고 浮靡한 풍격을 닮았다. 劉大傑은 ｢晩唐
의 시가는 齊梁의 宮體詩의 색정이 부활하였으며 더욱이 冷艶化하였다. 孟郊와 韓

愈의 기교주의를 취하고 세밀화를 더하여 유미주의자의 香艶의 의상을 두르고 상

징적이고 신비한 정조를 덧칠한 채로 새로 난 대로를 밟았다.｣라며 晩唐 시기 부활

한 齊梁의 시풍에 대하여 서술하였다.38) 이처럼 魚玄機의 시는 그녀 개인의 특수

성이 작용한 것이지만 시의 서정과 언어, 섬세하게 다듬은 율시의 형식은 晩唐의 

36) 鍾惺 《名媛詩歸》 卷10.
37) 劉勰은 《文心雕龍⋅辨騷》에서 ｢《九歌》⋅《九辨》는 아름답게 꾸며서 서정을 헤진다(《九

歌》⋅《九辨》, 綺靡以傷情).｣라고 말하며 “綺靡”를 언급하였고, 明代 謝榛는 《四溟詩
話》에서 ｢무릇 ‘綺靡’는 심히 六朝의 폐단이다(夫‘綺靡’重六朝之弊).｣라고 하였다.

38) 劉大傑 《中國文學發展史》: ｢晚唐的詩歌, 復活了梁⋅陳的宮體色情, 更加以冷艷化,
采取了孟⋅韓的技巧主義, 更加以細密化, 披上唯美主義者的香艷衣裳, 塗滿了象徵神
秘的情調踏上了新型的大路.｣(天津, 百花文藝出版社, 2000), 4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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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흐름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

2. 自我認識과 저항정신

魚玄機 시는 나약한 서정만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확고한 자아 인식과 현실과의 

갈등 속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입증하기 위한 저항정신을 나타내기도 한다. 魚玄

機는 자아와 현실의 갈등을 그가 가장 자부하였던 시로 표현하면서 현실에 대한 반

항적인 저항정신을 표출하였다. 그녀의 시에 표현된 자아와 현실의 가장 큰 갈등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해 줄 수 있는 대상의 부재와 사회적 자아실현 기회를 얻

지 못함에 있었다. 魚玄機는 자신의 지향을 求道에만 두지 않았다. 그녀는 끊임없

이 현실 속에서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를 원했다.

賣殘牧丹 남은 모란을 팔다

临风兴歎落花频, 이는 바람에 탄식도 이니 꽃들 떨어지고 

芳意潜消又一春. 봄기운 사그라들며 또 한 번의 봄이 가네.
应为價高人不问, 가격이 높으니 응당 사람들은 찾지 않고 

却缘香甚蝶难亲. 향기 진동하니 되려 나비도 다가오기 어렵네.
红英只稱生宫裏, 붉은 꽃부리 궁궐 안에서 자라야 하거늘

翠葉那堪染路尘. 옥빛 잎사귀 어찌 길가 먼지에 더러워지리.
及至移根上林苑, 뿌리를 상림원으로 옮겨 심고 나서야

王孙方恨买無因. 왕손은 살 도리 없음을 한스러워 하리라.

魚玄機는 자신을 늦봄의 모란으로 비유한다. 명확한 은유에서 간파할 수 있듯이 

이 시를 창작한 직접적 동기는 고독한 처지에서 오는 슬픔과 원망이다. 시인은 이 

슬픔을 시 창작을 통하여 스스로 위로한다. 이 시에는 그녀의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명확히 그려진다. 3-4구의 우수한 형질 때문에 오히려 팔리지 않는 모란은 

재능있는 여성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기존의 인식을 형상화한 듯하다. “王孫”은 魚

玄機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유하는데 4-8구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의 

눈을 흐리는 것은 모란의 가격만이 아니라 ‘먼지 날리는 저잣거리’ 곧 그녀가 처한 

사회적 위치이다. 그러나 魚玄機는 늘 수동적으로 슬픔 속에 자신의 가치를 알아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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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을 기다리는 것에 머물지 않았다. 그녀는 주도적으로 그 대상을 선택하고 쟁취

하고자 하는 의지도 드러냈다.

贈鄰女 이웃 여인에게 드림39)

羞日遮紅袖, 해가 부끄러워 붉은 소매로 가리며

愁春懶起妝. 우울한 봄 일어나 단장하기도 귀찮네요.
易求無價寶, 값 매길 수 없는 보물은 구하기 쉬워도,
難得有心郎. 마음에 있는 낭군은 얻기는 어렵군요.
枕上潛垂淚, 베갯머리에 숨죽여 눈물 흘리고

花間暗斷腸. 꽃 사이에서 남몰래 애간장 끊어져요.
自能窺宋玉, 스스로 송옥을 찾아보면 될 것을

何必恨王昌. 어찌 구태여 왕창을 한스러워할까요.

《才調集》에서는 이 시의 제목을 <원외랑 이억께 올림(寄李億員外)>라고 하고 있

다. 이 시에서 魚玄機는 마음에 둔 애인과의 사랑, 곧 “王昌”의 사랑을 얻을 수 없

음을 슬퍼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직접 “宋玉”을 찾으려는 의지를 표현하였다.40)

이 시가 이억에게 보내는 것이라면 원망을 넘어서는 항의의 뜻을 표현한 것이고 이

웃 여성에게 보낸 것이라면 같은 처지의 여성에게 자신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魚玄機의 시중에는 여성에게 보낸 시가 다섯 수나 있다. 薛濤와 李冶도 贈送詩

이나 酬唱詩를 많이 지었으나 수신자가 여성인 작품을 찾아볼 수 있는 것과 비교

하면 매우 특이한 점이라 할 수 있다.41) 그 중 <光⋅威⋅裒 세 자매의 聯句詩에 

차운하여(次光威裒三女子聯句詩韻)>42)에는 詩才를 가진 여성을 향한 동경과 동

39) 《才調集》에는 이 시의 제목이 “寄李億員外”로 표기되어 있다.
40) “王昌”은 고대 미남자로 梁 武帝가 지은 《河中之水歌》 속 ｢人生富貴何所望, 恨不早嫁

東家王.｣의 “東家王”이 바로 王昌이다. 唐代에는 애인의 대칭으로 쓰였는데 魚玄機의 

시에서는 李億을 비유한다.
41) 수신자가 여성이 분명한 시는 <贈隣女>⋅<寄國香>⋅<寄題煉師>⋅<訪趙煉師不遇>⋅

<光⋅威⋅裒姊妹三人少孤而始妍乃有是作…因次其韵>이다.
42) 원제는 <光⋅威⋅裒 세 자매가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도 곱게 자라 이 시를 지었는데 

그 순수함이 견줄만한 것이 없었다. 謝道轀의 ‘詠雪’일지라도 어찌 그 시를 능가하겠는

가. 서울에서 온 사람이 나에게 그 시를 보여주기에 차운하였다(光⋅威⋅裒姊妹三人少
孤而始妍乃有是作精粹難儔雖謝家聯雪何以加之有客自京師來者示予因次其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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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련의 정서가 표현되어 있다. 이 시는 7字 24句의 시로 《全唐詩》 卷801에 수

록된 <光⋅威⋅裒 聯句(光⋅威⋅裒聯句)>에 次韻한 것이다.43) 魚玄機는 세 자매

의 시에 묘사된 바느질이나 비파연주와 같은 소일거리와 생활의 정취를 아름답게 

묘사하였으며 특히 그녀들의 시적 재능에 대하여 ｢잠시 맑은 시구 붙들고도 혼이 

끊어질 듯하거늘, 만약 붉은 얼굴 본다면 죽어도 달콤하리라(暂持清句魂猶断, 若

睹红颜死亦甘)｣라며 찬탄하였다. 한편으로 뛰어난 재질을 가진 세 자매를 ｢아마도 

일찍이 요지에서 여인이었다가, 세상으로 귀양 와 사내가 되지 못한 것이리라(恐向

瑶池曾作女, 谪来尘世未为男)｣라고 노래하였다. 그녀의 창작욕을 일으킨 동기가 

천부적 재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규방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사랑하는 임을 기다리

는 것이 전부인 세 자매의 삶과 꿈에 대한 동병상련의 동질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Ⅳ. 맺음말

중국 문화 속 魚玄機에 관한 기록과 이를 통해 형성된 이미지는 魚玄機와 그 시

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다. 당대 대표적 여성 시인인 薛濤⋅李冶⋅魚玄機 중 누구

도 正史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그들은 주로 진위를 확신할 수 없는 選集의 

작은 일화나 傳奇類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 이미지가 형성되었다. 魚玄機의 시는 

薛濤 다음으로 그 수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더 문학비평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魚玄機와 그 시를 서술하는 사람들은 《三水小牘》 속 綠翹를 살해하여 처

형당했다는 기록을 대부분 인용하였는데 이 때문에 인물 품평과 시 비평을 동일시

하는 중국 문학 전통에서 어현기의 시는 더욱 소외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魚玄機의 시는 폐기되지 않고 薛濤에 이어 가장 많은 편수가 후세

로 전달되었으니 그녀의 이야기가 가진 화제성이 시에 대한 흥미를 높이는 요소로 

어느 정도 작용하였던 것은 아닌가 한다. 그러나 기존에 형성된 魚玄機에 대한 인

상은 그녀의 시를 그 자체로 순수하게 감상하고 비평하는데 선입견으로 작용한 측

면도 있었다. 앞서 살펴본 明代 胡震亨의 비평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淫蕩”이나 

본문의 제목은 《名媛詩歸》에 표기된 제목으로 편의상 본문에는 이 제목을 썼다.
43) 이 시는 《全唐詩》 卷801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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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靡弱”은 魚玄機와 그 시의 일면을 반영할 수는 있지만 작품 세계 전체를 포괄한다

고 보기는 어렵다. 어느 시인의 작품이든 그것은 그의 삶을 바탕으로 하며 그래야

만 그 작품은 생명력과 진실성을 가질 수 있다. 魚玄機 역시 자신의 삶의 체험과 

감정을 시로 지었기 때문에 짧은 생애 속에서 체험한 사랑의 좌절과 기대, 속과 탈

속 사이의 갈등이 그녀의 시의 바탕이 되었다. 그녀는 儒家적 禮法에 구속되지 않

았으므로 그녀의 시도 유가적 詩敎에 구속되지 않았다. 晩唐의 문인들은 老莊 철

학의 본질로 회귀해 가는 道敎에서 정신적인 안정을 취하고 道士들과 교류하였으

므로 魚玄機도 그들과 시로 교류하면서 齊梁 詩風이 부활하였던 晩唐 시단의 조류

에 동참할 수 있었다. 魚玄機는 그녀의 시 속에 자신으로 존재하였으며 그 감정은 

과감하고 솔직하였다. 그녀는 시 속에서 수동적인 태도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연약한 자기연민에만 매몰되지 않았다. 魚玄機의 시에는 한 인간으로서 자신에 대

한 확고한 자아 인식이 표현되어 있으며 자신을 포함한 여성들에게 지워진 사회적 

한계에 대한 뚜렷한 인식과 저항정신이 표출되어 있다. ‘淫蕩’이라는 儒家 윤리적 

색채의 평어는 현재의 관점에서 魚玄機와 그 시의 핵심을 집어냈다고 볼 수 없으

며 ‘靡弱’이라는 평가는 그녀의 시가 담고 있는 인식과 정신을 포괄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그녀의 시가 현재까지 전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녀의 시가 한 인간의 

진실한 삶을 반영하여 여전히 생명력을 가지고 마음을 울릴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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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文提要】

Yu Xuanji is a representative female poet who were mentioned with

Xue tao and Li Ye in the late Tang Dynasty. Among the female poets in

the Tang Dynasty, the most poems of Xue tao have been handed down

and the second most poems are 50 of Yu Xuanji. Yu Xuanji’s historical

records could not be found like other female poets. But her anecdotes

were just recorded in 《Sanshuixiaodu》 and 《Beimengsuoyan》 which are

the Collection of Legendary Novels. This first description created Yu

Xuanji’s image and most of the records after the late Tang Dynasty were

influenced by it. Yu Xuanji tends to be described as a talented,

prodigal, and wicked woman in 《Sanshuixiaodu》. Especially, her poetic

talent tends to be negatively described as a means of communicating

with writers. She and her works of art had popularity but were not

properly treated by literary criticism and did not earn positive reviews

from it. Her poems’ practical aspects can be reflected in criticism of Hu

Zhen Heng in the Ming Dynasty, “The poetic style is lew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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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restrained and resplendent & effeminate” to a certain extent. But the

poems are thought to tend to be criticized by the poet’s image. Yu

Xuanji’s poems were influenced by the poetical circles of the late Tang

Dynasty that the trend of aestheticism and the poetical style of the Qi

Liang Dynasty revived. Yu Xuanji’s poems were criticized in the ethical

aspect which is traditionally required for Chinese women because she

sang conflicts between eager desires and despair for love and the world

and unworldliness and exposed her honest feelings due to experience in

her life. However, her poems were actually created and shared with

writers in the social atmosphere of the late Tang Dynasty that

Confucian society’s control weakened. She perceived poems as

independent art which expresses individuals’ thought and feelings

escaping from the traditional viewpoint of public goods which correct

social customs. Because of this, she freely expressed her feelings with

the form of Lü shi (律詩) and beautiful languages which can be the most

delicate form of poems.

【主題語】

어현기(魚玄機), 어현기(魚玄機)의 시, 음탕, 미약, 저항정신 

魚玄機, 魚玄機 詩, 淫蕩, 靡弱, 反抗精神 

Yu Xuanji, Yu Xuanji’s poetry, criticism, resistance spirit, Luxurious &

W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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