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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文提要】

본고는 이상은의 영락시기(844-845)의 전원시에 관한 연구이다. 그의 전원시는 

이 시기나 다른 시기의 그의 다른 작품과는 차별화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이상은의 전체시 근 600수 가운데 영락 시기에 쓴 시는 모두 40수이다. 이 

가운데 전원시는 21편에 해당한다. 형식상으로 5언 絶句는 없고, 7언 절구 3수, 律
詩 11수(5언 10수, 7언 1수), 그리고 排律 7수(5언)이다. 배율은 12, 16, 20句

로 이루어져 있고, 이 외에 다른 형태의 배율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시기에 이상은

은 형식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장편의 排律을 사용하여 그의 소회를 자유롭게 그리

면서도 中唐以後 5언을 正例로 하던 시단의 경향인 工整을 그대로 지켰다.

둘째, 전원시에서는 일상 소재를 사용하여 사물을 의인화 하고 이를 시적 화자의 

은유적 대상화 하여 ‘托物寓懷’하거나 ‘以情入景’의 시작법을 구현하였다. 소재로 사

용된 제재는 자연적 요소와 인위적 요소를 망라한다. 특히, 배율은 자연 소재를 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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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故事, 史實 등 다양한 지식적 요소와 결합하여 詩意를 보다 중층화 하고 심화

시켰다. 그의 전원시는 은일적인 귀향의 노래가 아니라 안빈낙도의 가난을 즐거움과 

정신적 고결함으로 긍정하면서도 출사에 대한 현실적 기다림을 공존시켜 상징화 하고 

내재화 한 노래이다.

셋째, 격구상승⋅수미호응 등을 추구하면서 기승전결의 양식을 기본 전개 구조로 

삼았으며, 주어+술어+대상의 형식을 서술구조와 율격의 형식을 배열하는 형식미를 

중시하였다. 그리고 장, 구, 자법 등에 있어서 대구, 대우 등을 비롯하여 첩어, 첩자,

의태어, 반어법, 허사의 활용 등을 통하여 시의 意境과 意象을 확장시키고 있음이 

드러난다.

넷째, 이상은의 영락시기 전원시는 ‘出仕와 隱居’라는 삶의 조건을 매개로 그의 시 

세계가 현실과 이상을 조화와 균형감각 속에서 이지적 비유와 감추어진 比興의 기법

으로 읊은 표현이 많다. 주변에 존재하는 일상과 평범한 자연물을 자신의 생활과 분

리시키지 않고 끌어들여 그 본질을 자신의 의지와 꿈을 실어내는 시 창작에 접목시켰

던 것으로 보인다.

I. 머리말

晩唐 시기의 시인 李商隱은 광범한 시재를 활용하여 독특한 詩語와 意境, 詩象

으로 독자적인 近體詩의 시세계를 구축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흔히 그의 시세계를 

晩唐期 ‘唯美主義’로 보아 李賀⋅杜牧과 더불어 그에게서 정점을 이루었다고 일컫

는다. 그의 詩作은 대체로 감상시, 정치시, 애정시, 영물시, 영사시 등으로 분류되

며, 그 독특한 시풍은 晩唐詩歌의 새로운 문학적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이해된

다.1)

본고에 앞서 필자는 이상은의 시 가운데서 신화전설의 소재나 이미지를 수용하여 

작시한 이른바 ‘신화시’ 계열의 시를 통하여 그 형식과 구조, 시어와 상징 등의 양

상을 살펴본 바 있다.2) 필자는 이 글에서 이상은의 현실과 작가의 내면이 만나는 

1) 楊柳, 《李商隱評傳》, 江蘇人民出版社, 1981, 306쪽; 《中國文學發達史》, 臺北, 中華
書局, 1980, 482쪽.

2) 빈미정, <李商隱 詩의 神話的 이미지 考察>, 《中國文學硏究》 제69집,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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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순의 경계에서 신화전설이나 전고 등을 활용하여 내적 체험의 표상을 記標

(signifian) 너머의 記意(signifié)를 관통하는 애매성⋅몽환성으로 치환하여 시화

화 한 작법의 특징을 지적하였다.

필자의 관점은 이상은 시가 가지고 있는 ‘유미주의’를 간과하거나 혹은 그를 분석

주의자로 이해하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의 시작법에서 볼 수 있는 정교하고 

섬세한 시 구조의 형성, 전고와 시어의 배치, 이미지의 형상화 등 다양한 시적 소

재와 장치를 주목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상은의 유미주의적 창작 성향은 대체로 시

어의 조탁, 소재의 다양화, 시⋅공을 넘나드는 상상력, 그리고 주체와 객체의 대상

을 통한 상징화 등으로 詩象과 意境을 크게 확장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이런 관점에서 본고는 이상은의 시 가운데 사물의 정취를 그려내는 ‘詠物詩’ 중

에서3) 그가 전원에 한거하면서 썼던 이른바 ‘田園詩’에 해당하는 작품을 대상으로 

그 창작 배경, 시의 형식과 구조, 그 상징과 의미 등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그의 田

園詩는 그가 陝西省 永樂에서 아내와 농촌생활을 하면서 그린 일상의 정감이나 느

낌, 자연의 풍경과 정취, 장안으로 표상화된 ‘出仕’라는 사회적 진출문제를 둘러싼 

내적 갈등을 여러 형태로 은유화 하여 표현함으로써 이상은 나름의 독특한 ‘전원시’

의 풍격이 보인다.

이미 지적된 바 있듯이 이상은의 전원시가 “관직을 버리고 물러나 은거하는 사상

을 드러내고 있어 시의 풍격이 陶淵明과 비슷하다”는 평가가 있지만4) 필자는 이와 

달리 이상은 나름의 독특한 시풍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고 

여긴다. 본고에서는 이상은의 전원시에 대한 구체적인 작품 분석을 통해 그의 전원

시가 지닌 시가적 특징과 문학적 의미 등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3) 詠物은 사물의 이치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이 지나고 있는 정취를 그려내는 것

인데, 唐代 영물시의 대표적인 시인은 杜甫와 李商隱으로 평가되고 있다(이병한, 《중

국 고전 시학의 이해》, 문학과 지성사, 1992, 120-121쪽).
4) 郁賢皓 外, 李智芸 譯, 《李商隱》, 학고방, 2018, 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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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李商隱의 田園詩 創作 背景

1. 永樂 田園生活로의 전환

이상은의 영락에 거주하면서 전원시를 지은 시기는 844년부터 845년까지다. 그

는 아내와 함께 영락의 ‘작은 집(蝸牛舍)’에서 농사짓고 화초도 가꾸는 소박한 일상 

속에서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전원생활을 그린 일련의 시를 남겼다.

이상은의 객지생활은 그가 10세 되던 해 아버지를 여의고 청년기인 15살부터 집

을 떠나 문장⋅시부의 재주를 호구지책 삼아 벼슬을 구하러 다닌 일에서부터 비롯

된다. 829년(당 문종 대화 3년), 이상은은 낙양의 동도유수로 부임한 조정의 원로

인 令狐楚를 만났는데, 영호초는 그의 文才를 알아보고 자기 아들들(緖⋅綯⋅綸)

과 교유하게 하고 자신의 막부에서 일하도록 해주었다. 이상은은 天平軍 節度使

영호초의 막부에서 832년(당 문종 대화 6년)까지 머물렀다. 이후 잠시 고향 鄭州

에 있다가 정주자사 蕭澣의 추천으로 화주의 崔戎에게 의탁했지만 834년 그가 죽

자 그만두고, 838년 涇原(감숙성 경천현) 절도사 王茂元의 막부로 들어갔다.5)

이들 절도사 막부에 머무는 동안 이상은은 文會에 참여하는 한편, 태자빈객의 분

사직에 있던 白居易 등을 만나기도 하였다. 과거에는 여러 차례 응시했으나 낙방하

다가 837년 26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진사시험에 급제하였다.

그러나 838년 王茂元의 경원막부(涇原幕府)에서 일하면서 이상은의 인생은 새

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된다. 당시 조정에서는 ‘이이(二李: 德裕⋅宗閔)의 당’의 

문제로 835년 11월 ‘감로의 변’이 일어나 환관들이 평소에 눈엣가시였던 조신들을 

제거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연루된 자가 1,000여 명이었고 王涯⋅賈餗⋅서

원여 등은 구족이 멸해졌으나6) 다행히도 이상은과 인연이 있던 영호초와 왕무원은 

사건이 일어나기 전인 이해 10월, 영호초는 尙書左僕射에서 彭陽郡 개국공으로 

진봉되었고, 왕무원도 광주절도사에서 경원절도사로 이동했기 때문에 무사할 수 있

었다.

837년 겨울 영호초가 병으로 죽자 이상은은 왕무원의 부름을 받고 경원절도사 

5) 《李商隱詩歌集解》 五冊, <年譜>(北京, 中華書局, 2004, 2版)
6) 郁賢皓 外, 李智芸 譯, 《李商隱》, 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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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무원 막부로 들어갔는데, 이때에 그의 딸과 혼인하게 되면서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838년, 이상은의 나이 27세의 일이었다. 왕무원의 딸 왕씨 부인은 마음

이 온유하고 어질어 두 사람은 두터운 애정으로 결속되었고 장인 왕무원의 지원으

로 생활도 안정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영호초의 아들 영호도의 미움을 받아 ‘배가은

(背家恩)’이라고 불렸고, 영호초 사후에 이루어진 일이었지만 평생에 마음의 짐이 

되었으리라고 짐작된다.

이상은은 839년 봄부터 장안으로 가서 이부시를 통해 비서성에 들어가 校書郞

(9품)에 임명되었다가 얼마 후에는 弘農尉로 나갔다. 그리고 이듬해 10월경에는 

각지에 흩어져 있던 친족들도 장안으로 옮겨와 함께 살게 되었다.7) 그런 중에도 

가끔씩 장인 왕무원이 있는 진⋅허(陳⋅許) 절도사 막부에서 表狀을 지어 바쳤으

며, 華州 자사 周遲의 막부에서도 얼마간 머물기도 하였다. 841년 봄, 왕무원이 

경원에서 들어와 조관으로 司農卿⋅將作監이 되었고, 이해 겨울에 다시 외직인 忠

武節度使로 나갔다. 이에 이상은 역시 화주 자사와 이별하고 장인 막부로 돌아와서 

掌書記로 일하다 이듬해 봄에 다시 書判拔萃로 비서성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던 중 이상은은 32세가 되던 843년에 모친상을 당한 데 이어 河陽節度使로 

반란 토벌전에 참여했던 장인 왕무원이 현지에서 죽는 아픔을 겪었다. 그뿐만 아니

라 844년 초 처사 당숙 배씨에게 시집간 누이의 사망, 어린 조카딸 寄寄의 묘를 

이장하면서 삶과 이별, 생명과 죽음 사이에 존재하는 슬픈 인생사를 체험하였다.8)

부모와 친족의 죽음으로 깊은 아픔을 겪은 이상은은 844년 늦은 봄에 모든 것을 

정리하여 부인과 함께 樊南으로부터 永樂으로 이사하였다. 영락에서 시인 이상은과 

그의 부인은 앞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비록 가난한 살림이었지만 소박한 삶 속에 행

복한 나날을 보냈다. 이상은 이때를 농부가 풍년을 갈망하는 뜻이 생겨났다고 술회

한 바 있다.9) 이상은 부부의 전원생활은 시인 이상은으로 하여금 詩作活動에서 농

민들과의 접촉을 통해 ‘땅과 노동’이라는 삶의 원초적 공간에서 퍼 올리는 시상과 

의경, 比興과 審美性 등 詩美學의 세계를 더욱 풍요로 체현하도록 만든 계기가 되

7) <上河陽李大夫狀一>
8) <祭徐氏姉文>; <祭裴氏姉文>; <祭處士房叔父文>; <重祭外舅司徒公文>; <祭小侄女寄
寄文>.

9) 《李商隱詩歌集解》 五冊, <年譜> “遁迹邱園, 前耕後餉”; “渴然有農夫望歲之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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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을 것이다.

2. 田園詩의 창작

《李商隱詩歌集解》에서는 이상은이 창작한 600 여 수의 시를 詩作時期 인지여

부에 따라 편년시(編年詩)와 미편년시(未編年詩)로 나누고 있다. 이 가운데 편년

시는 연작시를 포함하여 모두 379수이다.10) 826년(당 경종 보력 2년, 15세) 에 

첫 작품인<富平少侯>를 썼고, 858년(당 선종 대중 12년, 47세) 죽기 전에 쓴 <錦

瑟>이 마지막 작품이다.11)

이 가운데 844년부터 845년까지 30대 젊은 시절인 영락 전원생활에서 그가 지

은 시가 38수인데, 聯詩가 2수를 포함하고 있어 모두 40수에 해당한다.12) 이상은

의 영락 전원생활은 844년 늦은 봄부터 845년 10월 하순에 어머니상을 마치고 경

사(장안)으로 들어갈 때까지를 말하는데, 이때에 태원⋅곽산⋅직산⋅개휴 등지를 

유람하거나 숙부를 따라 鄭州로 가거나 부인과 함께 잠깐 낙양에 머물면서 이런 작

품들을 지었다.

이렇게 영락 전원에서 시를 짓기 이전에는 이상은의 최초 정치시라고 하는 <隋師

東>(829년 작)을 비롯하여13) 궁인 宋氏나 기녀 柳枝 간의 ‘雲雨之情’을 노래한 

애정시, 그리고 唐 사회와 변방 사정 및 지도층의 사치와 음란⋅서민들의 생활상 

등을 다룬 정치⋅사회시 등이 있었다. 이에 반하여 영락에서의 전원생활 중에는 다

10) 劉學鍇⋅余恕誠, 《李商隱詩歌集解》 一冊에서 편년시와 미편년시로 분류한 목차에 근

거한 편수다. 연구자에 따라 시작연도 확인 여부에 차이가 다소 있으나 본고에서는 劉
學鍇⋅余恕誠의 구분을 따랐지만, 《李義山詩集》 譯本에서는 536題 592首가 수록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기도 하다(이지운⋅김준연 역, 《李義山詩集》 上, 학고방, 2018,
ⅷ).

11) 《李商隱詩歌集解》 一冊~五冊(北京, 中華書局, 2004, 2版).
12) <花下醉>의 경우, 郁賢皓⋅朱易安은 永樂에서의 전원시로 분류했지만(郁賢皓 外, 李

智芸 譯, 《李商隱》, 80쪽), 劉學鍇⋅余恕誠는 이를 미편년시로 분류하였다(《李商隱詩
歌集解》 五冊, 2206쪽).

13) <隋師東>은 이상은이 829년 18세 때 쓴 시로 수나라의 고구려 정벌을 소재로 한 詠史
詩인데, 고구려를 평정하지 못한 채 희생자만 냈던 상황을 827년 일어난 李同捷 반란

을 둘러싼 당의 상황에 빗댄 작품이다. 그의 초기작이지만 수의 고구려 침공이라는 역

사적 사실을 다루고 있어 매우 흥미로운 시다.



李商隱의 永樂時期 田園詩 연구 31

음과 작품을 남겼다.14)

①<大鹵平後移家到永樂縣居書懷十韻寄劉韋二前輩二公嘗於此縣寄居> ②<自

喜> ③<春宵自遣> ④<戱題贈稷山驛吏王全> ⑤<登霍山驛樓> ⑥<題道靖院院在中

條山故王顔中丞所置虢州刺史捨官居此今寫眞存焉> ⑦<奉同諸公題河中任中丞新

創河亭四韻之作> ⑧<過姚孝子廬偶書> ⑨<靈仙閣晩眺寄鄆州韋評事> ⑩<寄和水部

馬郞中題興德驛> ⑪<和馬郞中移白菊見示> ⑫<菊> ⑬<所居> ⑭<秋日晩思> ⑮<幽

居冬暮> ⑯<四年冬以退居蒲之永樂渴然有農夫望歲之志遂作憶雪又作殘雪詩各一

百言以寄情於游舊>(2수) ⑰<喜雪> ⑱<題小柏> ⑲<正月十五夜聞京有燈恨不得觀>

⑳<賦得月照冰池八韻> ◯21<賦得桃李無言> ◯22<永樂縣所居一草一木無非自栽今春悉
已芳茂因書卽事一章> ◯23<小園獨酌> ◯24<小桃園> ◯25<春日寄懷> ◯26<落花> ◯27<縣中
惱飮席> ◯28<寒食行次冷泉驛> ◯29<喜聞太原同院崔侍御臺拜兼寄在臺三二同年之
什> ◯30<評事翁寄賜餳粥走筆爲答> ◯31<所居永樂縣久早縣宰祈禱得雨因賦詩> ◯32<崔
處士> ◯33<鄭州獻從叔舍人褒> ◯34<七石偶題> ◯35<寄令狐郞中> ◯36<獨居有懷> ◯37<漢
宮詞> ◯38<北齊二首>(2수)

위에서 열거한 영락시기의 이상은의 시 작품들을 형식상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形式 詩題別 番號

絶句
5언 -

7언 ④, ⑲, ◯27, ◯30, ◯31, ◯35, ◯37, ◯38-1, ◯38-2
律詩

5언 ②, ③, ⑤, ⑧, ⑩, ⑫, ⑬, ⑭, ⑮, ◯23, ◯24, ◯26, ◯28, ◯32, ◯34
7언 ⑥, ⑦, ⑪, ⑱, ◯25, ◯29, ◯33

排律
5언

①: 20구, ⑨: 16구, ⑯-1: 20구, ⑯-2: 20구, ⑰: 20구, ⑳: 16

구, ◯21: 12구, ◯22: 12구, ◯36: 16구

7언 -

이렇게 볼 때, 이상은이 지은 영락 시기의 작품은 형식상으로 五言絶句는 한 편

14) 《李商隱詩歌集解》 二冊, 479-5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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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없으며 7언 절구가 9편이며, 율시에서는 5언이 15편이고 7언은 7편이다. 그리

고 배율은 7언이 없고 5언 배율만으로 이루어졌다. 7언 배율 가운데는 12구가 2

편, 16구가 3편, 20구가 4편에 해당한다. 다시 말하면, 5언 절구와 7언 배율이 한 

편도 없고, 5언 율시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5언 배율, 7언 절구와 7언 율시 순이

다. 5언 율시와 5언 배율이 많은 이유는 近體詩의 양상이 5언을 正例로 했기에 이

에 부합하는 양식을 취했을 것으로 보인다.15)

劉學鍇⋅余恕誠에 의하면, ①부터 ⑱까지가 844년에 지어진 시이고, ⑲부터 ◯38
까지가 845년에 씌어 진 것으로 보인다.16) 이들 작품을 일반적인 분류법에 따라 

유형별로 보면, 전원시에 속한 것이 21편 정도로 ① ② ③ ⑧ ⑨ ⑫ ⑬ ⑭ ⑮ ⑯
(2편) ⑰ ◯22 ◯23 ◯24 ◯25 ◯26 ◯27 ◯30 ◯31 ◯36 등을 꼽을 수 있다.17)

또한 영락 외의 지역인 태원⋅곽산⋅직산⋅개휴나 낙양⋅정주 지역 등을 유람하

면서 지은 유람시도 있는데,18) 인물을 다룬 시 ④ ⑦ ◯29 ◯32 ◯33, 여행지의 정경을 

다룬 ⑤ ◯28 등이 그것이다. 이밖에 풍습을 다룬 시 ⑲ ◯34, 영물시 ⑥ ⑱, 영사시 

◯37 ◯38, 화답시나 시첩시 ⑩ ⑪ ⑳ ◯21 ◯35 등도 있다.

본고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이상은의 전원시는 이상은이 영락 전원으로 일시 

퇴거하여 은일하면서 주변 자연과 자신의 일상을 노래한 시로 제한적 의미로 사용

하며, 다음 Ⅲ장에서 이들 작품의 내용을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15) 洪瑀欽, 《漢詩音律論》, 嶺南大學校出版部, 1983, 26-27쪽.
16) 《李商隱詩歌集解》 一冊, 4-5쪽; 《李商隱詩歌集解》 二冊, 479-598쪽.
17) <春日寄懷>(◯25)의 경우, 劉學鍇⋅余恕誠는 845년 작품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시의 내

용상 모친상을 당한 후 한거한 지 4년(我獨丘園坐四春)이 지난 후에 쓴 것으로 보기

도 한다(이지운⋅김준연 역, 《李義山詩集》 下, 학고방, 2018, 1253쪽. 모친상이 842
년 겨울(冬)의 일이니 해수로 보면 845년이 4년이 되는 해이니 이는 서로 합치되는 면

이 있다. 그러나 ‘我獨丘園坐四春’을 부인상(851, 春以前)을 당한 후 4년으로 본다면 

854-5년간인데, 그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이때는 梓州(幕府)와 長安 간을 오가던 기

간으로 그의 나이 43-44세 죽기 3-4년 전에 해당한다. 이때는 그가 한거한 때는 아니

었지만 그가 심리적으로는 이미 한거한 상태나 다름없었음을 이 시기 작품에서 엿볼 수 

있다.
18) 《李商隱詩歌集解》 五冊, <李商隱年譜>, 2342쪽; <登霍山驛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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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田園詩의 構造와 內容 分析

1. 絶句와 律詩

1) 7언 절구

이상은의 영락시기 전원시 가운데 절구(絶句)의 형태로 이루어진 시는 모두 7언 

절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縣中惱飮席>, <評事翁寄賜餳粥走筆爲答>, <所居永

樂縣久早縣宰祈禱得雨因賦詩> 등 3수가 대표적인 작품이다. 845년(당 무종 회창 

5년), 이상은이 영락 전원생활에서 주변 지역을 오가다 장안의 관직(비서성 正字)

에 복귀했으나 정치적 이상에 상처를 입고 다시 낙향하여 지은 것이다. 먼저 <縣中

惱飮席>를 보도록 하겠다.19)

晩醉題詩贈物華 날 저물도록 취해 시 지어 꽃다운 경치에 주고

罷吟還醉忘歸家 읊조린 후에 다시 취해 귀가도 잊었네.
若無江氏五色筆 江淹의 五色筆이 없었던들 

爭奈河陽一縣花 하양현의 가득한 꽃 어찌했을꼬.

시의 전개가 1구에서 4구까지 각 구가 서로 호응하고 있다. 1구 醉⋅詩⋅贈物華
와 2구 吟 ⋅醉⋅忘歸家로, 3구 若無⋅五色筆와 4구 爭奈와 一縣花가 조응한다.

시는 외형상 빼어난 자연의 경관(物華)과 하향현의 일현화(一縣花)를 그리는 전원

시 형태이지만 술과 시를 삽입하여 시인의 일상을 그린다. 전원생활 중에 현에서 

열린 연회에 참석한 일상을 소재로 은거적인 전원시가 아닌, 참여적인 전원시로 마

음을 담아낸다.

시인은 1구에서 술에 취해 시 지어 物華에게 주고, 다시 술에 취해 귀가도 잊었

다고 했다. 물화는 외적으로는 빼어난 경관을 가리키지만 4구의 一縣花와 격구상

승(隔句相承)하는 점으로 미루어 술자리의 기녀를 비유하는 중층적 의미를 갖는

다.20) 3구의 江氏는 남조시대의 시인 江淹을 가리키므로 이 역시 五色筆의 주인

19) 《李商隱詩歌集解》 二冊, 556쪽.
20) 이지운⋅김준연 역, 《李義山詩集》 中, 10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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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으로 시인 자신을,21) 강엄이 오색필로 文通을 이루었듯이 시인 이상은도 하양현

의 一縣花를 그려낼 수 있다고 빗대었다. 일현화는 潘岳이 하양현령이 되어서 현 

경내에 桃花⋅자두를 심었다는 데서 차용한 것으로 物華와 함께 술자리 美女를 상

징하면서도 또한 시인 자신의 詩作을 암시하는 듯하다. 연회에 참석하여 시 지어 

빼어난 경관을 노래하고, 오색필로 일현화를 그리는 것이 단지 술자리와 기녀만을 

지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江淹의 文通’과 같이 글 쓰고 시 짓는 열망과 

능력이 쓰여지기를 원하는 바람을 빗댄 것은 아닐까.

다음은 <評事翁寄賜餳粥走筆爲答>이다.22)

粥香餳白杏花天 죽향, 흰 엿, 하늘에 걸린 살구꽃 

省對流鴦坐綺筵 이리저리 나는 꾀꼬리 짝하여 연회에 앉았네.
今日寄來春已老 오늘 보내왔으나 봄날 이미 저물어

鳳樓迢遞憶鞦韆 아득한 봉황 누각의 그네 생각난다.

살구꽃 피는 봄날에 펼쳐진 연회에서의 감상을 노래한 시다. 시 전체의 분위기를 

살구꽃 핀 봄날, 꾀꼬리, 저문 봄날, 봉황 누각의 그네 등의 소재를 통해 계절적인 

자연 풍광을 담아내면서도 詩意는 지난날 경조에서의 생활을 떠올리며 그곳으로 나

가고자 하는 내적 원의를 은근히 묘사한 중층성을 띤다. ‘봉황 누각의 그네’는 바로 

장안성의 궁중 누각의 정경을 그리는 詩意를 드러내는 상징적 詩語다. 이상은은 평

사옹(劉評事)이 보내온 단죽을 받고서 옛날 궁중에서 함께했던 정과 그 시절을 떠

올리며 회상에 젖었던 것이다.23) 1⋅2구는 과거를 떠올리는 회상을, 3⋅4구는 현

재로 돌아와서 다시 시인의 의식 속에서 과거와 현재가 현재적 공간(장안)에서 일

체화된다. 시의 풍격은 지난날 연회의 기쁨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며 시⋅공간적 소

멸로 상징화되어 그 애상이 曲折하다.

21) 《南史》 卷五十九, <列傳> 第四十九, 江淹. “淹少以文章顯 …… 又嘗宿於冶亭, 夢一丈
夫自稱郭璞, 謂淹曰吾有筆在卿處多年, 可以見還. 淹乃探懷中得五色筆一以授之. 爾
後爲詩絶無美句, 時人謂之才盡.”

22) 《李商隱詩歌集解》 二冊, 565쪽.
23) 여기서 評事翁은 이상은과 가깝게 지냈던 두 선배인 劉⋅韋 중의 한 사람인 劉評事를 

말한다. <靈仙閣晩眺寄鄆州韋評事>에 나오는 韋評事는 다른 한 선배인 韋評事이다

(《李商隱詩歌集解》 二冊, 566쪽; 郁賢皓 外, 李智芸 譯, 《李商隱》, 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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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단비를 기다리던 농민의 마음을 담은 <所居永樂縣久早縣宰祈禱得雨因賦

詩> 라는 5언 절구이다. 이상은은 “단비가 후두둑 쏟아지니 정성이 하늘에 닿았어

라/ 주야로 실같이 내려 한밤 가득하네./백성들만이 북치고 피리 불며 떠들썩하여 

괴상히 여겼더니/ 동네 사람들의 報束長生일세.”라고 노래하였다.24) 진나라 때 束

晳이 군(郡)에 가뭄이 들자 비를 청하여 사흘 만에 비가 내리게 했다는 典故를 활

용한 ‘報束長生’이란 고사가 말해주듯이,25) 이상은은 영락 지역에서 단비가 내리게 

된 농심(農心)과 하나 되어 동고동락하는 자신의 마음을 전원시로 토로한 것이다.

2) 5언⋅7언 율시

이상은의 영락 시기 전원시 가운데 율시(律詩)의 형태로 이루어진 시는 5언 절

구와 7언 절구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5언 율시는 <自喜>, <春宵自遣>, <過姚孝子

廬偶書>, <菊>, <所居>, <秋日晩思>, <幽居冬暮>, <小園獨酌>, <小桃園>, <落花>

등 10수가 있으며, 7언 율시로는 <春日寄懷>가 있다. <自喜>, <春宵自遣>, <過姚

孝子廬偶書>, <菊>, <所居>, <秋日晩思>, <幽居冬暮> 등 7수는 844년에, <小園獨

酌>, <小桃園>, <落花> 3수는 845년에 지어진 작품이다. 이들은 전형적인 전원시

의 풍미를 갖고 있어 앞에서 살펴본 7언 절구의 전원시와는 사뭇 다르다.

<自喜>라는 5언 律詩부터 보도록 하자.26)

自喜蝸牛舍 달팽이집처럼 작은 집 좋아하고

兼容燕子巢 제비둥지도 틀도록 해주었지.
綠筠有粉籜 푸른 대나무 대 꺼풀 가루 내고

紅藥綻香苞 붉은 작약 향기로운 꽃봉오리 터뜨렸네.
虎過遙知穽 호랑이 지나다니니 멀리 함정 있겠고

魚來且佐庖 물고기는 요리감이라네.
慢行成酩酊 흠뻑 취해 천천히 걷는 건

24) <所居永樂縣久早縣宰祈禱得雨因賦詩> “甘膏滴滴是精誠. 晝夜如絲一夕盈. 祗怪閭閻
喧鼓吹. 巴人同報東長生.”

25) 《晋书》 卷五十一, <列傳> 第二十一, 束晳. “太康中, 郡界大旱, 皙为邑人请雨, 三日
而雨注, 众谓皙诚感, 为作歌曰,｢束先生, 通神明, 请天三日甘雨零. 我黍以育, 我稷以
生. 何以畴之. 报束长生.｣”

26) 《李商隱詩歌集解》 二冊, 4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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隣壁有松醪 이웃집 소나무술이 있기 때문일쎄

<自喜>는 전원시의 정서인 향촌에서의 소박한 삶을 통한 安貧樂道와 按分自足

을 노래한 詩作이라고 해도 좋다. 별다른 전고나 기탁 없이 이웃과 술을 나누며 정

겹게 살아가는 전원생활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렸다. 1구의 첫 소절에서 제목을 취

하고 있고 그 제목도 ‘自喜’라고 붙인 것에서 전원생활에 만족하는 모습을 그렸다.

‘自喜’는 1구의 蝸牛舍(달팽이집), 2구의 燕子巢(제비둥지)으로써 ‘나-대상’을 관계

화하고, 3구와 4구에서 綠筠(푸른 대나무)과 紅藥(붉은 작약)은 有粉籜(대꺼풀)과 

綻香苞(향기로운 꽃봉오리)로 ‘사물(식물)-행위’를 상대화하여 시의 전반부라고 할 

수 있는 起聯과 含聯을 통한 ‘자신과 타자(자연)’의 관계로 맺어진 전원생활의 외형

을 형상화하였다.

이어 5구의 虎-知穽, 6구의 魚-佐庖로써 전렵⋅수렵에 의한 천연적 음식재료를 

암시한다. 그리고 7구와 8구에서 다시 ‘나(자신)’와 ‘이웃(隣壁)’을 등장시켜 成酩酊

(술에 거나하게 취해서 소일하며 지냄)과 有松醪(소나무술)의 관계를 설정하여 이

웃과 편하게 왕래하며 여유롭게 지내는 만족스런 전원생활을 그리고 있다. <自喜>

는 이상은의 전원시 가운데서 陶淵明과 羅含의 전원풍을 담아낸 전형적인 작품이

라고 할 것이다.27)

다음은 <春宵自遣>라는 시이다.28)

地勝遺塵事 풍광 좋아 속세 일 잊고

身閒念歲華 한가로이 절경 품었네 

晩晴風過竹 저녁 날 개어 바람은 대숲 지나고

深夜月當花 한밤의 달은 꽃과 마주하네

石亂知泉咽 냇물 콸콸 흐르니 돌이 어긋져 있고

苔荒任逕斜 굽은 길 이끼에 한껏 덮혔고

陶然恃琴酒 흠뻑 취해 거문고 타며 술에 기대니

忘却在山家 이 몸 산속에 있음을 잊었네

이상은이 영락에서 아내와 함께 전원생활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거처를 ‘산가(山

27) 본고의 <菊> 분석 참조.
28) 《李商隱詩歌集解》 二冊, 4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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家)’에 마련한 후 바로 지은 시가 <春宵自遣>이다. 전반부의 4개 구와 후반부 4개 

구는 각각의 절구 안에서 서로 대립적 구도로 호응한다. 전반부에서는 l구의 地-遺

-塵事와 2구의 身-念-歲華, 3구의 晩晴-風-竹과 深夜-月-花로 對句를 이룬다. 행

위를 규정하는 동사 역시 勝-遺와 閒-念, 晩-過와 深-當도 동적인 것과 정적인 것

이 교차적으로 쓰였다. 후반부에서는 石-泉과 苔-逕, 琴酒와 山家가 대구를 이루

면서 동시에 전반부와 마찬가지로 술부인 亂-知-咽와 荒-任-斜 및 恃와 在가 서로 

호응한다. 특히 후반부 첫 구에서 의성어(咽)를 살려 물 흐르는 소리를 시화하며 

감각적 표현하였고, 이어서 후반부 3구에서 전원에서 거문고와 술에 깃댄 생활의 

정취를 ‘恃(기대어)’란 글자로 자신의 속내를 담아내었으니 詩眼이라고 간주된

다.29)

이제는 <過姚孝子廬偶書>라는 작품이다.30)

拱木臨周道 아름드리 나무 큰 길 가에 있고

荒廬積古苔 낡은 오두막엔 오랜 이끼 쌓였네

魚因感姜出 물고기 姜詩에 감동하여 나오고

鶴爲弔陶來 학이 陶侃을 조문하러 오네

兩䰅蓬常亂 양 귀밑머리 쑥대처럼 흐트러지고

雙眸血不開 두 눈 핏발 서 뜨지 못하네

聖朝敦爾類 조정에서 이러한 효성 두터이 여기니

非獨路人哀 단지 길손만 슬퍼한 건 아니라네

모친상(843)을 마친 후 영락에 한거하며 이상은이 영락현의 요서균(姚栖筠)을 

소재로 지은 시가 <過姚孝子廬偶書>이다. 이상은 자신도 어머니를 여의고 ‘丁憂居

家’한 상황이었으니 서로 비슷한 심정이었을 것이다. 장인 왕무원도 이해에 돌아가

셨던 터라 요서균 이야기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니었으리라. 요서균 고사는 《邵氏見

聞錄》라는 전적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었다.31) 이 시는 이상은의 다른 율시와 마찬

29) 이지운⋅김준연 역, 《李義山詩集》 中, 1083쪽. 중국 盛唐期에 두보 이후 詩句法으로 

자구 중에 기이한 자를 두어 ‘眼’이라고 했는데, 이런 구법이 생김으로써 ‘渾涵’이 없어

지게 되었다(明 胡應麟, 《詩藪⋅內編》 卷五; 이병한, 《중국 고전 시학의 이해》,
272-273쪽).

30) 《李商隱詩歌集解》 二冊, 5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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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로 각 구가 서로 조응한다. 사물(拱木, 周道, 黃廬, 古苔)과 자연의 물상(魚,

鶴), 인간(姜詩, 陶侃)과 시적 화자로 연결되면서 ‘수미호응(首尾呼應)’되고 있다.

3구와 4구에서 보듯이 요서균의 효성은 姜詩와 陶侃의 典故로 비유되었는데, 《後

漢書⋅烈女傳》의 고사다. 강시와 그의 처 龐氏도 생선회를 좋아하는 어머니를 봉

양하고자 애를 쓰다가 집 근처의 샘에서 매일 아침 두 마리 잉어를 얻었다고 한

다.32) 陶侃의 전고는 《晋書⋅列傳》에 나온다.33)

이번에는 <菊>이라는 작품을 보도록 한다.34)

暗暗淡淡紫 어둑어둑한 자주색

融融冶冶黃 밝고 산뜻한 황금색

陶令籬邊色 陶淵明 울타리의 색.
羅含宅裏香 羅含의 집 안 향기

幾時禁重露 어느 때 된서리(重露) 견뎌냈던가

實是怯殘陽 실로 남은 해(殘陽) 두려워.
顧泛金鸚鵡 금앵무 잔에 띄워 바라건대

昇君白玉堂 그대의 白玉堂에 올렸으면.

<菊>은 전원으로 돌아간 陶淵明과 羅含과 자신을 등치시켜 안빈의 삶을 자족한 

듯 보이나 은근히 入朝의 바램을 드러냄으로써 시인이 長安으로 진출하려는 내적 

원의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엿보게 한다. 1구의 자주 빛, 2구의 황금빛, 그리고 3구

와 4구에서 도연명의 울타리 색과 나함 집의 향기로 이어지는 詩作의 전개가 수려

하다. 또한 자주색 국화를 ‘暗暗淡淡’으로 특징화 하고, 황금색 국화를 ‘融融冶冶’으

로 형용한 것은 첩자⋅첩어를 운용하여 의태어를 형용함으로써 詩意를 더욱 배가시

31) 宋 邵伯溫, 《邵氏見聞錄》 “唐永樂縣姚孝子莊, 孝子名栖筠. 貞元中, 當戌邊, 栖筠之
父語其兄曰, 兄嗣未立, 弟已有子, 請代兄行. 遂戰役, 時栖筠方三歲. 其後, 母再嫁,
鞠於伯母. 伯母死, 栖筠葬之, 又招魂葬其父, 慮於墓側, 終身哀慕不衰. 縣令刻石表
之. 河東尹渾瑊上其事, 詔加優賜, 旌表其閭. 名其鄕曰孝悌,社曰節義, 里曰欽愛.”

32) 《後漢書》 卷八十四, <列女傳> 第七十四, 姜詩妻. “廣限姜詩妻者, 同郡龐盛之女也.
…… 舍側忽有涌泉, 味如江水, 每旦輒出雙鯉魚, 常以供二母之膳. 赤眉散賊經詩里,
㢮兵而過, 曰驚大孝必觸鬼神. 時歲荒, 賊乃遺詩米肉, 受而埋之, 比落蒙其安全.”

33) 《晋书》 卷六十六, <列傳> 第三十六, 陶侃. “陳敏之亂, … 侃備威儀, 迎母官舍, 鄕里
榮之. ……後以母憂去職. 嘗有二客來弔, 不哭而退, 化爲雙鶴, 沖天而去, 時人異之.”

34) 《李商隱詩歌集解》 二冊, 5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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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 용례다. 동쪽 울타리 아래에서 국화를 캐는(‘埰菊東籬下’) 陶淵明의 전원생활은 

말할 것 없고 벼슬을 그만 두고 고향으로 돌아 온 晋 羅含의 정원에 난초와 국화

가 가득 피어났다는 고사를 상기시킨다.35) 자주색과 황금 빛 국화의 색상에서 울

타리와 집안 가득한 국화 향기로 전환시키는 표현을 통해 국화 향과 인품의 향기를 

일체화하여 국화의 이미지를 의인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상은 자신을 은유적으로 

담아내고 있다. 시의 후반인 5구에서 8구까지는 시간이 흘러가고 계절이 바뀌면서 

이슬이 서리가 되어가고 한 해가 저물자 금앵무 잔에 올려 바쳐지는 국화에 기탁하

여 궁궐로 가고자 하는 바람을 싣고있는 것이다.

<所居>라는 작품이다.36)

窓下尋書細 창 밑에서 찬찬히 책 읽고 

溪邊坐石平 시냇가 앉은 바위 평평하네.
水風醒酒病 물바람 술 취한 나를 깨우고

霜日曝衣輕 가을볕에 말린 옷 가볍기도 하지.
鷄黍隨人設 닭과 기장, 사람 따라 있고

蒲魚得地生 부들과 물고기, 제 땅 얻어 자라네.
前賢無不謂 전대 현인은 모두가 말했지

容易卽遺名 이름 날리기란 쉽지 않다고.

시적 화자인 시인이 거처에서 한가롭게 생활하는 것을 노래한 시다. 그러나 그 

전원생활의 소박한 일상이 결코 불만족스러운 것은 아닐지라도 출사하여 일하고자 

하는 자신의 열망을 포기하지 않은 채 이를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1-2구는 공간적 배경이고, 3-4구는 공간적 대상과 시적 화자와 관계성을 형성한다.

5언 절구의 배열이 매우 대칭적인데, 窓下-溪邊와 書細-石平 그리고 水風-霜日과 

醒酒-曝衣가 그러하다. 5-6구는 풍부한 물산(닭, 기장; 부들, 물고기)을 열거하고 

있다. 이 역시 鷄黍-蒲魚와 隨人- 得地과 같이 대칭적으로 호응한다. 격구상승(隔

句相承)의 律格을 유지함으로써 조화로운 나와 자연의 일체성을 암시하는 듯하다.

그러나 결국 전현(前賢)의 말을 빌어 자신의 출사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움을 

35) 《晋书》 卷九十二, <列傳> 第六十二, 羅含. “初含在官舍, 有一白雀樓集堂宇, 及致仕
還家, 階庭忽蘭菊叢生, 以爲德行之感焉.”

36) 《李商隱詩歌集解》 二冊, 5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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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적으로 토로한다. 그래서 자신보다 제 자리를 얻어 살고 있는 닭과 기장, 부들

과 물고기의 신세가 오히려 더 나은 것이 아닌가 하고 탄식하는 것이다. 이상은의 

전원생활은 외적으로 도연명이나 나함과 흡사했을지 몰라도 내적으로는 결코 ‘隱逸

的인 自然回歸’가 아니었다.

<落花>를 보도록 하자.37)

高閣客竟去 높다란 누각 상춘객 모두 떠나고

小園花亂飛 작은 정원엔 꽃잎 어지럽게

參差連曲陌 여기저기 굽은 길에 떨어지더니

迢遞送斜暉 아득하게 석양을 전송하네.
腸斷未忍掃 애간장 끊어져 차마 쓸지 못하고

眼穿仍欲歸 뚫어져라 쳐다보아도 도리어 돌아가려 하네.
芳心向春盡 꽃다운 마음은 봄 따라 다하니

所得是沾衣 눈물 젖은 옷만 남기고.

<落花>는 흩날리는 꽃을 노래한 시로 芳心은 꽃 같은 시인의 마음을 은유화한 

표현이다. 두 개의 절구가 율시의 구조 속에서 대칭적 호응을 이루고 있다. 전반부 

1구의 高閣客과 2구의 小園花, 3구의 曲陌과 4구의 斜暉이 그러하고, 후반부 5구

의 腸斷와 6구의 眼穿, 7구의 芳心과 8구의 所得이 또한 그렇다. 특히 후반부에

서는 未忍掃, 仍欲歸, 向春盡, 是沾衣은 각 구의 주어부(주어+술어)를 다시 한 

번 반복 서술함으로써 술어적 효과가 강조된다. 尾聯에서 芳心은 다른 표현으로 花

心으로 꽃을 보는 마음을 뜻하며, 낙화로 봄이 끝나가는 정경에 시적 화자의 퇴락

한 신세를 기탁하여 슬픈 감정을 실은 것(刻意傷春)이다.38) 이렇듯 <落花>는 자연

의 사물에 자신을 기탁하여 자기의 내적 감성을 노래한 것으로 ‘托物寓懷’을 통해 

주관적 감정 표현에 중점을 두어 외적 사물과 내적 정감의 결합을 자연스럽게 시화

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39)

이외에 가을 저녁의 상념을 노래한 <秋日晩思>이다.40) 여기에서는 차가운 가을

37) 《李商隱詩歌集解》 二冊, 553쪽.
38) 《李商隱詩歌集解》 二冊, 554-556쪽.
39) 이주희, <李商隱 詠物詩에 나타난 人生感慨>, 《中國語文學》 제46집, 2005, 28-29쪽.
40) 《李商隱詩歌集解》 二冊, 518쪽. “桐槿日零落 兩餘方寂寥/枕寒莊蝶去 窓冷胤螢鎖/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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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문득 자신을 엄습한 울적하고 가슴 먹먹한 마음을 달래려는 시인의 고심이 그

대로 펼쳐져 있다. 시 소재로 사용한 桐槿, 枕寒, 莊蝶, 胤螢, 牧樵 등은 시인을 

둘러싼 주변 정황을 기탁하는 대상물이며, 適琴, 將酒, 忘名, 游舊 등은 시적 화자

의 마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이다. 이 가운데 忘名과 煙宵가 시인의 내적 

심리를 가장 극명하게 대립시키는 詩語라고 여겨진다. 시의 전개가 起聯과 頷聯에

서 자연적 대상물로서 가을밤의 배경을 이루고, 頸聯과 尾聯에서 시적 화자와의 관

계성을 형성하는 ‘先景後情(前景後情)’의 章法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41)

또한 <幽居冬暮>에서는 永樂의 은거하는 곳에서 844년의 겨울 저녁을 노래한 

시다.42) 이 역시 자연물의 시⋅공간을 있는 그대로 끌어들인 先景後情의 형식을 

취한다. 시⋅공간적 요소에 시적 화자와 대상을 대입시켜 三才인 天⋅地⋅人을 구

성하는데, 如何와 不與의 부정사와 의문사를 삽입함으로써 시의 전개를 반어적으로 

결말짓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小園獨酌>은 정원에서 홀로 술을 마시며 감회를 

읊은 시다.43) 봄은 왔지만 아직 추위로 봄이 오지 않는 전원에 자신의 내적 심리

를 결합시켜 매화 보며 새봄 맞으려던 자신을 속절없어 하며 탄식한다. ‘竟絶’과 같

은 반어법적인 字語이나 疊語의 사용이 이채롭다. <小桃園>에서는 복사꽃 핀 동산

의 하루를 노래한다.44) 기승전결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詠物的 형식을 빌어 시적 

화자의 쓸쓸함과 복사꽃 떨어지고 저무는 봄날의 작은 복사꽃 동산을 애상적으로 

노래하였다. 시적 화자의 마음을 투사한 小, 寒, 鶯, 繁, 薄, 翻, 未圓月, 黃昏 등

의 字語가 시적인 풍미를 더한다.

다음에는 <春日寄懷>인데,45) 영락 시기에 전원시 가운데 유일한 1편의 7언 율

適琴將酒 忘名牧與樵/平生有游舊 一一在煙宵”
41) 金俊淵, <李商隱 七言律詩 章法特性 試論>, 《中國文學》 33, 2006, 127쪽; 胡應麟,

《詩藪⋅內篇》 卷4, “作詩不過情景二端, 如五言律體, 前起後結, 中四句二言景, 二言
情, 此通例也.”

42) 《李商隱詩歌集解》 二冊, 519쪽. “羽翼摧殘日 郊園寂寞時/曉雞驚樹雪 寒鶩守冰池/急
景倏云暮 頹年寖已衰/如何匡國分 不與夙心期”

43) 《李商隱詩歌集解》 二冊, 547쪽. “柳帶誰能結 花房未肯開/空餘雙蜨舞 竟絶一人來/半
展龍鬚席 輕斟瑪瑙杯/年年春不定 虛信歲前梅”

44) 《李商隱詩歌集解》 二冊, 549쪽. “竟日小桃園 休寒亦未暄/坐鶯當酒重 送客出牆繁/啼
久艶粉薄 舞多香雪翻/猶憐未圓月 先出照黃昏”

45) 《李商隱詩歌集解》 二冊, 550쪽. “世間榮落重逡巡 我獨丘園坐四春/縱使有花兼有月
可堪無酒又無人/靑袍似草年年定 白髮如絲日日新/欲遂風波千萬里 未知何路到龍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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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다. 경물을 통해 작가의 외로운 처지를 간접적으로 토로한 시로 ‘年年-日日’을 重

疊, 反復하는 형태로 무정한 세월과 출사의 기다림 간의 긴장을 대비시킨 수사법이 

특징적이다.

2. 排律

이상은이 영락 시기 전원생활에서 작시한 排律은 모두가 5언으로 7수다. 먼저 

<大鹵平後移家到永樂縣居書懷十韻寄劉韋二前輩二公嘗於此縣寄居>을 보도록 한

다. 이상은이 844년 늦은 봄쯤에 집을 옮겨 영락현의 거처에 이르러 쓴 첫 작품으

로 劉⋅韋 두 동기에게 자신의 회포를 토로한 20구로 이루어진 排律이다.46)

驅馬遶河干 말 몰아 강 언덕 둘러보니

家山照露寒 고향 산에 찬 이슬 반짝이고

依然五柳在 다섯 그루 버드나무 그대로.
況値百花殘 하물며 남은 百花들이야.
昔去驚投筆 지난 날엔 붓 던지고 종군하여 놀랬지.
今來分掛冠 이번에는 벼슬 그만두어야지.
不虞懸罄乏 매달린 경쇠처럼 속 빈 것 걱정하지 않고

乍喜覆㿻安 사발 엎은 듯 잠시나마 기쁘다오.
甑破寧廻顧 시루 깨진 것 어찌 돌아보리.
舟沉豈暇看 배 가라앉으니 어찌 돌아볼 틈 있으랴.
脫身離虎口 몸 빼내 호랑이 입에서 벗어나고

移疾就猪肝 병 핑계로 사직하고 豬肝을 사네.
鬢入新年白 새해에 귀밑머리 희어지고 

顔無舊日丹 얼굴엔 예전의 홍조 없어라

自悲秋穫少 스스로 가을 추수 보잘 것 없어 슬퍼하고

誰懼夏畦難 무어가 무서우랴 여름 농사의 힘듦을.
逸志忘鴻鵠 편안한 내 마음 鴻鵠의 큰 뜻 잊었노라.
淸香披蕙蘭 蕙蘭 가꾸니 맑은 향내 풍겨나고

還持一杯酒 다시 술 한 잔 들고 

坐想二公歡 앉아서 그대 두 사람 생각하니 마음 기뻐진다.

46) 《李商隱詩歌集解》 二冊, 4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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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구의 ‘依然五柳在’에서 밝히고 있듯이 오류선생으로 자호를 삼으며 집 주위에 

다섯 그루의 버드나무를 심고 隱逸自適 했던 도연명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전원

생활을 임하는 자신의 의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이 시는 劉⋅韋라는 진사 급

제 두 동기에게 지어 보낸 것이며, 이상은은 韋潘이 산동성 운주의 막부로 갈 때 

16구 배율인 <靈仙閣晩眺寄鄆州韋評事>47)을 지어 부치기도 한 것으로 미루어 마

음을 알아주는 친구에게 자신의 전원생활의 소회를 진솔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의 전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전반부인 1구에서 10구까지는 고사를 

인용하면 붓을 던지고 무공을 세워 출세 길을 간 것을 빗대면서 자신은 주변에 아

랑곳하지 않고 가난한 귀향길로 감을 표현한 것이다. 후반부인 11구에서 20구까지

는 혼란한 당의 정치적 환경에서 벗어난 자신의 삶에 시인의 전원생활에 대한 기대

와 포부를 담고 있다. 전반적으로 시의 수사에는 典故의 사용, 倒置와 逆說, 과거

와 현재, 대상과 자신을 교차하여 대조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사물을 노래하지만 자

신의 처지를 노래하는 啓應形式으로 전개한다. 전반부 7구에선 ‘不虞’로 시작하여 

10구에 이르러 ‘寧’과 ‘豈’을 사용하고, 후반부의 16구에서 ‘誰’와 19구에서 ‘還’을 

사용하여 반어적 수법으로 매듭지어 객관적 사물을 주관적 심리 기재로 도치시켜 

전환적인 詩意를 드러냈다. 5구의 ‘昔去驚投筆’는 《後漢書》에 기록된 班超가 붓을 

던지고 종군하여 출세한 고사를 인용한 詩句다.48) 이상은은 이를 소재로 끌어들이

면서도 6구에서 ‘今來分掛冠: 이번에는 벼슬 그만두어야지’라고 하면서 자신의 입

장을 역설하는 반어적 수사로 처리하였다. 또한 12구에서는 豬肝의 고사를 사용하

면서도 이를 긍정하는 수법을 적용한다.49) 시인은 이를 자신의 처지에 빗대어 기

꺼이 가난의 즐거움에 긍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18구에서는 屈原의 <離騷>에 

자주 등장하는 ‘蕙蘭’을50) 차용하여 자신의 전원생활에서 정신적 고결함의 길을 따

47) <靈仙閣晩眺寄鄆州韋評事> “愚公方住谷, 仁者本依山. 共誓林泉志, 胡爲尊俎間. ……
定笑幽人迹, 鴻軒不可攀.”

48) 《後漢書》 卷四十七, <班梁列傳> 第三十七, 班超. “班超常爲官傭書以供養, 久勞苦,
嘗輟業投筆歎曰, 大丈夫無它志略, 猶當效傅介子⋅張騫立功異域, 以取封侯, 安能久
事筆硏閒乎.”

49) 《後漢書》 卷五十三, <周黃徐姜申屠列傳> 第四十三, 閔仲叔. “太原閔仲叔者, 世稱節
士, …… 客居安邑. 老病家貧, 不能得肉, 日買猪肝一片, 屠者或不肯與, 安邑令聞,
勅吏常給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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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는 의지의 표현으로 드러내었다.

두 번째 배율은 <喜雪>이란 시이다. ‘희설’은 典故를 用事로 열거하듯이 활용한 

시작으로 첫 눈에 관한 감상을 적은 20구의 배율이다. 마치 雪景을 보듯이 하늘에

서 펄펄 춤추듯 내리는 흰 눈의 춤사위 장면을 보는 듯 선명하다. 五言排律의 형식

을 취하고 있으며 눈 내리는 기쁨을 여러 전고를 들어 자유로운 묘사가 뛰어나다.

典故와 用事가 대폭 나열되고 있어 마치 흰 눈이 계속 내리고 있는 장면을 형상화

한 것이다. 모두 20구로 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몇 가지의 새하얀 눈을 연

상시키는 비유별로 묶어질 수 있다.

朔雪自龍沙 삭설은 龍沙로부터 휘날리고

呈祥勢可嘉 상서로운 기세 드높다.
有田皆種玉 밭에는 모두 玉 심어

無樹不開花 꽃 피지 않은 나무 없네.
班扇慵裁素 班婕妤 부채를 어찌 마름질하며

曹衣詎比麻 曹衣를 어찌 눈 같은 베옷에 비기리.
鵝歸逸少宅 거위는 王羲之 집으로 돌아가고

鶴滿令威家 학은 丁令威 집에 가득하네.
寂寞門扉掩 쓸쓸히 문 닫아 걸으니

依稀履跡斜 희미한 발자국 기울었다.
人疑游麪市 사람은 국수장터에서 노닐고

馬似困鹽車 말은 소금수레에 괴로운 듯하네.
洛水妃虛妒 洛水의 비 공연히 질투하고 

姑山客漫誇 姑山의 길손 공연히 자랑한다.
聯辭雖許謝 시어를 잇는데 사도온을 칭찬했으나

和曲本慚巴 창화의 곡조는 본래 下里巴人에도 못미쳤네.
粉署闈全隔 尙書省 문 함박눈으로 덮혔으니

霜臺路漸賖 御史臺로 가는 길 멀어졌어라.
此時傾賀酒 때맞추어 축하주 기울이려고

相望在京華 서로 마주보며 京師에 있으리라.

온통 세상이 새하얀 비단으로 마름질한 듯 사방은 눈 천지의 세상이다. 玉樹(옥 

50) 屈原, 《楚辭⋅離騷》 “紉秋蘭以為佩 …… 朝搴阰之木蘭兮 …… 豈維紉夫蕙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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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흰 눈으로 덮인 나무), 班扇(素扇, 반첩여의 새하얀 부채), 曹衣(곤충의 새하

얀 날개옷), 鵝鶴(흰 거위와 학), 麪市(시장터에 널린 국수), 鹽車(수레에 쌓인 흰 

소/금) 등은 이를 표현하는 시어들이다. 詩作의 소재가 되고 있는 曹衣, 逸少, 令

衛를 끌어들인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다. ‘조의’는 조나라의 옷으로 《시경⋅조풍⋅부

유》의 ‘麻衣’와 연결하여 ‘눈 같은 베옷’을 상상하게 만들고,51) ‘일소’는 王羲之를 

가리키니 그가 거위를 좋아했던 고사를 떠올리게 한다.52) 그리고 ‘영위’는 전설 속

의 신선 丁令衛를 가리키는데, 《수신후기》에서 정령위는 靈虛山에서 도를 배운 후 

학이 되어 고향인 요동으로 돌아갔다는 것이다.53)

천지의 새하얀 아름다운 풍경은 하늘거리는 낙수의 여신(洛水妃)같고,54) 고산에 

사는 신선(姑山客)처럼 눈부시다.55) 사도온의 눈에 대한 표현도,56) 시인 자신도 

이토록 아름다움을 唱和의 곡조도 담아낼 수는 없다고 실토한다. 이렇듯 아름다운 

경치 앞에서 경사로 가는 길 멈추고 서로 희설의 정을 축하주로 기쁨을 나눈다. 천

지의 눈꽃 축제를 바라보며 기쁨에 넘치는 인정들은 축배에 그들의 정을 담아 녹여

낸다. 전체적으로 시의 흐름은 눈, 세상, 사람으로 연결되는 ‘일체성’을 함축하는 詩

意들의 진행으로 이어진다.

다음에는 <四年冬以退居蒲之永樂渴然有農夫望歲之志遂作憶雪又作殘雪詩各一

百言以寄情於游舊>(2편)이다. 844년 겨울, 포주의 영락으로 물러나 농부들이 풍

년을 애타게 바라는 마음을 마침내 <눈을 기다리며(憶雪)>시와 <녹지 않는 눈(殘

51) 《詩經⋅曹風⋅蜉蝣》 “蜉蝣掘閱, 麻衣如雪.”
52) 《晋书》 卷八十, <列傳> 第五十, 王羲之. “性好鹅, 会稽有孤居姥养一鹅, 善鸣, 求市

未能得, 遂携新友命驾就观｡ 姥闻羲之将至, 烹以待之, 羲之叹惜弥日. 又山阴有一道
士, 养好鹅, 之往观焉, 意甚悦, 固求市之. 道士云: “为写《道德经》, 当举群相送耳.”
羲之欣然写毕, 笼鹅而归, 甚以为乐.“

53) 《搜神后记》 卷一. “丁令威, 本辽东人, 学道于灵虚山, 后化鹤归辽, 集城门华表柱. 时
有少年举弓欲射之, 鹤乃飞, 徘徊空中而言曰: ‘有鸟有鸟丁令威, 去家千年今始归, 城
郭如故人民非, 何不学仙離冢垒？遂高上冲天. 今辽东诸丁, 云其先世有升仙者, 但不
知名字耳.“

54) 曹植, <洛神賦> “飄颻兮若流風之廻雪.”
55) 《莊子⋅逍遙遊》 “藐姑射之山, 有神人居焉, 肌膚若冰雪.”
56) 劉義慶, 《世說新語⋅言語》 “謝太傅寒雪日內集, 與兒女講論文義, 俄而雪驟, 公欣然

曰, 白雪紛紛何所似. 兄子胡兒曰, 撒鹽空中差可擬. 兄女曰, 未若柳絮因風起. 公大
笑樂. 即公大兄無奕女(謝道韞)左將軍王凝之妻也.”; 清 劉獻廷, 《廣陽雜記》 卷二.
“時風雨猶未止, 想上封正在撒鹽飛絮也. 雪景之奇, 於斯極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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雪)> 시 각각 20구의 배율로 지었다. 옛 친구들에게 부친다는 부제가 붙어 있는 

<憶雪>을 보겠다.

愛景人方樂 볕 좋아하는 사람들 햇살 딱 즐기지만

同雲候稍愆 먹구름 낀 하늘 기대에 조금 어긋나네.
徒聞周雅什 다만 주나라 소아편 들었으나

願賦朔風篇 북풍 노래 짓고 싶어라.
欲俟千箱慶 천 개 창고의 경사를 기다리고자 한다면

須資六出姸 모름지기 고운 여섯 꽃잎을 바탕으로 삼아야 하리.
詠留飛絮後 시는 날아다니는 버들솜 뒤에 남기고

歌唱落梅前 떨어지는 매화 앞에서 노래 부르리.
庭樹思瓊蕊 정원 나무에서 고운 꽃 생각하고 

粧樓認粉緜 여인 방에서 분과 솜인 줄 알리라.
瑞邀盈尺日 서설이 한 자 채우는 날 맞이하고

豊待兩歧年 풍년 맞아 두 이삭 패는 해 기다리네.
豫約延枚酒 미리 매승 초대하는 술 약속했으나

虛乘訪戴船 대규를 찾아가는 배에 오른 것 헛되네

映書孤志業 눈에 비춰 독서한 뜻과 업적 외로워지고

披氅阻神仙 학창의 걸치고 신선되려는 것 막히리라.
幾向霜堦步 몇 번이나 서리 내린 섬돌 걷고

頻將月幌蹇 자주 달빛 어린 휘장 걷었던가.
玉京應已足 옥경엔 이미 풍족하리

白屋但顒然 흰 집에선 다만 우러러볼 뿐.

영락시기에 이상은이 눈을 소재로 읊은 두 수의 시 가운데 첫 수가 바로 <憶雪>

이다. 당시 장안의 중앙 관리인 京職에 출사하기를 바라는 자신의 마음을 농부가 

瑞雪을 기다리는 심정에 기탁하고 있는 시다. 1구에서 4구까지는 화창한 날씨가 

흐려진 것을 그렸는데, ‘同雲’은 바로 눈 내리기 전의 먹구름을 말한다. 《시경⋅소

아》에서는 “하늘에 먹구름 가득하고 비와 눈이 모여든다”고 노래했는데,57) 이를 시

인은 3구에 삽입하여 瑞雪의 전조로 삼았다. 그리고 4구에 가서 《시경⋅패풍》에서 

눈발이 내리는 것을 노래했듯이58) 시인도 ‘북풍 노래짓고 싶다’고 하여 瑞雪을 맞

57) 《詩經⋅小雅⋅信南山》 “上天同雲, 雨雪雰雰”
58) 《詩經⋅邶風⋅北風》 “北風其凉, 雨雪其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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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는 감흥을 노래한 것이다.

5구에서 천 개의 창고(千箱)를 짓는다는 것은 풍년이 들어 곡식을 저장할 곳간

을 채우는 경사로운 일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곧 고운 여섯 꽃잎인 瑞雪로 말미

암은 것이라 한다. 서설은 한해 풍년을 기약하는 상서로운 징조이다. 그래서 노래

는 눈 뒤에 숨기고 지는 매화 앞에서 부른다고 했는데, 시인의 노래는 자연의 순리 

앞에서 이별과 희망이 교차하는 서사시이다. 버들솜(飛絮)은 《世說新語》에서 인용

한 전고로 날리는 솜을 상징한다. 그리고 9구에서 12구까지는 눈을 기다리는 마음

을 정원의 꽃(瓊蕊), 여인방의 분면(粉緜)에 비유하며 풍성한 서설과 이를 풍년을 

소망하는 바람으로 노래한 것이다.

그러나 기다리는 눈은 마음만큼 곧바로 내리지 않는다. 매승도 대규도 초대할 수 

없고, 학창의 걸치고 독서하는 것도 신선이 되는 것도 어렵게 되었다. 서설이 모든 

곳에 다 내리기를 바라지만 좀처럼 눈은 내리지 않는다. 영락에서 한거하면서 조정

에서 다시 불러주기를 바라는 이상은의 마음은 눈이 내리기를 기다리는 농부의 마

음과 다를 것이 없다. 바라던 눈이 내리지 않음을 노래한 시적 화자의 텅 빈 가슴

만큼이나 시는 시름에 차 정태적이다.

두 번째 시는 <殘雪>인데,59) 영락시기에 이상은이 눈을 소재로 읊은 두 번째 시

가 바로 <殘雪>이다. 잔설은 기다리던 瑞雪이 내리고 난 후 날이 개인 모습을 형상

화한 것으로 앞의 瑞雪과 달리 농부가 눈을 기다리던 그 심정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자조적인 비탄을 실은 노래다. 20구 가운데 먼저 1구부터 8구까지는 

눈이 녹기 시작했으나 아직은 남아서 여기저기에서 구슬이나 옥처럼 빛나고 있음을 

묘사한 내용이다. 눈을 의인화하여 玉人이라 하는데, 《晋書⋅裴楷傳》에 의하면 배

해는 풍채가 고매하고 용모가 준수하여 사람들이 玉人이라고 했다고 한다.60)

그런데 9구부터는 눈이 내리는 풍경을 다양하게 그리고 있다. 처마 고드름(簷冰)

을 종유석(鵝管), 지붕 기와의 눈을 비늘(魚鱗), 산봉우리에 걸린 눈을 아지랑이 

빛(嵐光)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소나무의 눈이 녹으면서 솔잎(翠粒)이 새롭게 

59) “旭日開晴色 寒空失素塵/遶牆全剝粉 傍井漸鎖銀/刻獸摧鹽虎 爲山倒玉人/珠還猶照
魏 璧碎尙留秦/落日驚侵晝 餘光悞惜春/簷冰滴鵝管 屋瓦鏤魚鱗/嶺霽嵐光坼 松暄翠
粒新/擁林愁拂盡 著砌恐行頻/焦寢忻無患 梁園去有因/莫能知帝力 空此荷平均”

60) 《晋書》 卷三十五, <列傳> 第五, 裴楷. “楷風神高邁, 容儀俊爽, 博涉羣書, 特精理義,
時人謂之玉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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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고 했으며, 숲 덮은 것(擁林)이 날려갈까 근심하고, 섬돌에 달라붙은 눈(著

砌)이 밟혀 없어질까 걱정한다. 그러나 17구부터 20구까지는 눈이 사방천지에 골

고루 내린 것을 초선의 침소(焦寢)에 재난이 없었던 것에 비유하고, 양원(梁園: 태

원막부)에 눈이 그쳐 돌아가야 할 때가 된 것처럼 노래하면서61) 제왕의 공평을 책

망한다며 골고루 내린 눈처럼 제왕의 은혜가 자신에게도 다함 없기를 기대하고 있

음을 역설적으로 토로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번에는 <永樂縣所居一草一木無非自栽今春悉已芳茂因書卽事一章>이란 시다.

영락현 거처의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를 손수 심지 않은 것이 없는데 올 봄 모두 

이미 향기롭고 무성하여 즉흥적으로 시 한 수를 짓는다는 부제가 붙어 있다.

手種悲陳事 손수 심고 지난 일 슬퍼함은

心期翫物華 마음으로 경치 감상하리라 기약한 탓.
柳飛彭澤雪 버들 솜 팽택의 눈처럼 날리고

桃散武陵霞 무릉의 놀처럼 복사꽃 흩어지네.
枳嫩樓鸞葉 탱자나무 부드러우니 난새 살던 잎이요

桐香待鳳花 오동나무 향기로우니 봉황 기다리던 꽃이라.
綬藤榮弱蔓 인끈 같은 능나무 약한 덩굴 휘감고

袍草展新芽 도포 같은 풀 새싹 틔었네.
學植功雖倍 심는 법 배워 그 공이 배가 되었지만

成蹊跡尙賖 길 이루려면 발자취 아직은 멀어.
芳年誰共翫 꽃다운 세월 뉘와 함께 즐기랴

終老召平瓜 소평의 오이와 함께 늙으리라.

전원생활 중에 시인이 손수 전원에 복숭아나무며 탱자나무, 오동나무, 능나무 등

을 심고 이들이 자란 모습을 보고서 감정이 일어나서 지은 즉흥시다. 구조상 세 단

락으로 나누어지는데, 외적으로는 전원의 풍경을 노래하지만 자연물에 자신의 신세

를 기탁한 것으로 先情後景이며 구성상 首尾呼應의 방식을 취한 것이다. 첫 구절

에서 손수 심은 것을 감상하면서 자신의 슬픈 마음을 드러내는데, 마지막 구절에서 

다시 꽃다운 세월을 진나라 東陵候 召平이 나라가 망한 후 장안성 동쪽에 심었다

고 하는 소평의 오이와 함께 늙으리라는 회한을 토로하면서 이에 호응한다.62)

61) 《李商隱詩歌集解》 二冊, 5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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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구부터 8구에서는 시인이 전원에 심은 나무들이 열거된다. 버드나무, 복숭아,

탱자나무, 오동나무, 등나무, 풀 등이다. 제 3구의 버들 솜 날려 팽택의 버드나무 

하얗게 덮었다는 표현은, 집 앞에 버드나무 다섯 그루를 심어63) 隱逸을 즐긴 陶淵

明과 彭澤 현령을 지냈던 陶淵明을 가리킨다. 무릉도원의64) 노을과 같이 복사꽃

은 날리고, 여기저기에 심은 탱자나무 부드럽게 자라나 잎사귀 푸르다. 오동나무는 

향기로운 꽃을 피어내며 인끈 같은 능나무는 덩굴을 휘감고 도포처럼 풀이 싹을 틔

우고 자라났다. 그러나 도연명을 자처한 시인의 마음은 결코 기쁘지 않다. ‘綬藤(등

나무)’과 ‘袍草(푸른 도포)’는 상징적 시어로 관직을 비유한다. 즉 隱逸과 出仕의 

두 길은 늘 시인의 마음에 잠재되어 있는 고민인 것이다. 제9구와 10구에서 심는 

법을 배워 성과를 이루었지만 그 길을 이루기는 아직도 멀다며65) 이상은은 내면의 

심리적 갈등을 넌지시 내비친다. 멀어져 가는 出仕의 꿈은 오이를 심으며 늙어 가

야 할 자신을 받아들이고자 하고 있다.

이제 마지막 작품으로 <獨居有懷>은 보면,66) 845년 낙양에 잠시 머물 때 지은 

시로 제목 그대로 ‘홀로 거하면서 일어난 감회’를 노래한 것이다. 여성 화자의 어투

로 외로움을 토로하면서 내면의 감추어진 생각을 기탁해 낸 시라고도 하고, 영호초

의 아들 영호도에게 기탁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67)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이상

은이 왕무원의 딸인 그의 부인과 결혼하면서 영호초의 아들 영호도의 미움을 받아 

‘배가은(背家恩)’이라고 불리우게 된 것을 배경으로 씌여진 시이다.68) 전체 16구는 

크게 2개의 율시로 구성되는데, 깊은 회한을 슬픈 어조로 표현하는 시상을 담고 있다.

62) 《史記》 卷五十三, <蕭相國世家> 第二十三. “召平者, 故秦東陵候. 秦破, 爲布衣, 貧,
種瓜於長安城東, 故世侈謂之東陵瓜.”

63) 陶淵明, 《五柳先生傳》 “先生不知何許人, 亦不詳其姓字, 宅邊有五柳樹, 因以爲號焉.
閑靖少言, 不慕榮利.……忘懷得失, 以此自終.”

64) 陶淵明, 《桃花源記》 “晉太元中, 武陵人捕魚爲業, 緣溪行, 忘路之遠近, 忽逢逢桃花
林, 夾岸數百步, ……後遂無問津者.”

65) 《史記》 卷一百九, <李將軍傳贊> “桃李不言, 下自成蹊.”
66) 《李商隱詩歌集解》 二冊, 583쪽. “麝重愁風逼 羅疎畏月侵/怨魂迷恐斷 矯喘細疑沉/數

急芙蓉帶 頻抽翡翠簪/柔情終不遠 遙妬已先深/浦冷鴛鴦去 園空蛺蜨尋/蠟花長遞淚
箏柱鎭移心/覓使嵩雲暮 廻頭灞岸陰/只聞凉葉院 露井近寒砧”

67) 이지운⋅김준연 역, 《李義山詩集》 中, 582쪽.
68) 본고의 II-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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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맺음말

지금까지 영락 시기, 즉 844년부터 845년 가을까지 陝西省 영락현(현 芮城縣)

에서 이상은이 전원생활을 하면서 창작한 전원시를 감상하고 이를 분석해보았다.

이상은은 이 시기에 부인과 함께 영락의 전원에서 단순하고 소박한 농촌생활을 하

면서 독자적인 전원시를 창작하였다. 그의 전원시는 그의 여타의 작품과는 다른 풍

격을 드러내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이상은의 총 600여 수의 시 중에서 영락 시기에 쓴 시는 모두 40수이다.

이 가운데 전원시는 21수인데, 형식상으로는 5언 絶句가 없고, 7언 절구 3수, 律

詩 11수(5언 10수, 7언 1수), 排律 7수(5언)다. 5언⋅7언 律詩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셈이며, 排律은 12, 16, 20句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상은은 형식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장편의 排律을 사용하여 그의 소회를 자유롭게 그리면서도 中

唐以後 5언을 正例로 하던 시단의 경향인 工整을 그대로 지켰다.69)

둘째, 전원시에서는 일상 소재를 사용하여 사물을 의인화 하고 이를 은유적으로 

표현하여 托物寓懷, 以情入景의 시작법을 구현하였다. 소재로 사용된 제재는 <落

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인의 마음(芳心)을 기탁하기 위해 高閣, 小園花, 曲陌,

斜暉, 腸, 眼, 春, 沾衣 등 자연적 요소와 인위적 요소를 교차적으로 사용하고 있

다. 특히, 배율에서는 자연 소재를 典故, 故事, 史實 등과 결합함으로써 詩意를 보

다 중층화 하고 심화시켰다.

셋째, 격구상승⋅수미호응 등을 추구하면서 기승전결의 양식을 기본 전개 구조로 

삼았고, 서술구조와 율격의 형식을 배열하는 형식미를 중시하였다. 그리고 장, 구,

자법 등에 있어서 대구, 대우 등을 비롯하여 첩어, 첩자, 의태어, 반어법, 허사의 

활용 등을 통하여 시의 意境과 意象을 확장시키고 있음이 드러난다. 예컨대, <菊>

이란 詩作에서 자주색 국화를 ‘暗暗淡淡’, 황금색 국화를 ‘融融冶冶’으로 형용한 것

은 첩자를 운용하여 의태어를 형용한 것이나 <春日寄懷>의 ‘年年’, ‘日日’의 첩어를 

69) 중당 이후 오언을 정례로 하던 시단의 경향에도 불구하고 杜甫⋅白居易⋅元稹은 7언 

배율을 지었다. 杜甫의 <題鄭十八著作虔>, 白居易의 <泛太湖書事寄微之>와 元稹의 

<酬樂天雪中見寄>⋅<和樂天重題別東樓>⋅<遭風二十韻> (洪瑀欽, 《漢詩音律論》, 嶺
南大學校出版部, 1983, 27-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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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重疊, 反復한 것이고, 尾聯에서 ‘未知何’ 등은 의문사로 시를 마무리하는 

특징적인 사례다. 그리고 <小園獨酌>에서 ‘誰能結’, ‘未肯開’ 등은 의문사와 반어적 

어법을 결합한 수사기법이다.

넷째, 이상은의 영락시기 전원시는 ‘出仕와 隱居’라는 삶의 조건이 반영되어 있

다. 현실과 이상의 조화와 균형감각 속에서 이지적 비유와 대상의 특징을 比興의 

기법으로 읊어낸 표현이 많다. 그의 전원시는 전원의 정서와 시적 화자의 내면의 

심리를 은유적으로 드러낸 것이었다. 따라서 은일적인 귀향의 노래가 아니라 안빈

낙도의 가난을 즐거움과 정신적 고결함으로 긍정하면서도 출사에 대한 현실적 기다

림을 공존시켜 내재화시킨 노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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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文提要】

I have appreciated and analyzed Li Shang-yin(李商隱)’s poetry of the

‘Pastoral-life’,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mong the 600 poems of the poetry, 40 poems were written

during the Yongle(永樂) period, of which 21 poems belong to Pastoral

potery. There are 3 poems in seven words Jueju(絶句, four line), 22

poems in Lüshi(律詩, eight line), and seven poems in Pailü(排律). Many

of Pailü were written using free poetic writing, which is of 12, 16, and

20line(句), and no other form.

Second, in poetry of the ‘Pastoral-life’, the objects were personified

using everyday materials and they were metaphorically objectified by

poet. The material encompassed natural and artificial elements. In

Pailü(排律), the natural materials were combined with various knowledge

elements such as the late, the event, and the historical event, and the

meaning of poetry was further deepened and deepened.

Third, the structure of the poem is based on the basic development

structure of the form of the poetry, which pursuits the formal beauty of

the form. In addition, the status of poetry is expanded through contrast,

comparison, duplicate words, mimetic words, irony.

Fourth, Li Shang-yin’s poetry of the ‘Pastoral-life’ is a work that

naturally uses the intellectual metaphor and comparison. His poetry

affirmed the joy and spiritual integrity of poverty, not the silvery

homecoming song, but it symbolized and internalized the real waiting for

the ou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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