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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 요약: 예이츠와 최경창의 시를 사랑이라는 주제로 비교해보는 것은 의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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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럼 온 세상을 붉게 타오르게 하는 사랑인데 비해서, 최경창의 사랑은 ‘꾀꼬리’와
숭늉 같은 잔잔한 사랑이다. 두 시인에게 있어서 사랑은 그냥 단순한 남녀 간의 사랑
에 머물지 않고 사회로 확장되어서 세태의 이면을 드러낸다. 이들은 모두 사랑의 ‘영
원성’을 노래했다. 예이츠는 사랑을 영원한 ‘장미’로 표현했지만, 최경창은 ‘원앙’에
비유했다. 이는 그들이 영원한 행복을 역동적인 모습으로 담고 싶은 소망을 보인 것
같다. 두 시인은 사랑을 다르게 묘사하는데, 예이츠는 영원한 사랑을 장미이미지로, 최
경창은 숭늉 같은 사랑을 새 이미지로 시에 담아서 녹아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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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사랑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를 용해시켜서 인간에게 최대
의 행복을 주는 감정이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
것의 근원적인 요소는 사랑일 것이다. 이 사랑은 동서고금을 망라하고 인간에
게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고, 우리가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삶을 영위할 수 없듯
이 사랑 또한 이 같은 필요충분조건이다. 인간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타자
를 사랑하게 된다면 사회는 더불어 살아가는 평화로운 세상이 될 것이다. 그러
나 그렇지 못하다면, 자기 자신과 타자 사이에 별리가 생기면서 사회는 유기적
으로 작동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예이츠(W. B. Yeats(1865-1939))와 최경창(崔
慶昌(1539-1583))은 여인과의 사랑을 노래하는 많은 시를 창작하였고, 그 연인
의 이미지를 사회로까지 확장시켜서 통합과 조화의 이미지로 제시한다.
예이츠와 최경창은 사랑하는 연인에 대한 절절하고 통렬한 사랑을 시로 노
래한다. 예이츠는 젊은 시절부터 동양사상에 심취하여, 그의 시에 동양사회와
유사한 연인에 대한 사랑이 짙게 배어있다. 최경창의 시에도 불교적이고 도교적
인 사랑의 요소가 잘 드러나 있다. 예이츠는 노벨문학상을 받은 현대의 최고 시
인이며, 최경창은 조선시대에 삼당파 시인으로 시의 대가중의 한 사람이다. 이

, ｢
사랑의 연민｣, ｢
사랑의 슬픔｣
, ｢그대가
에 이 연구는 예이츠의 ｢세상의 장미｣
늙었을 때｣
, ｢시인이 연인에게｣등 5편의 시와 최경창의 ｢
증별｣
, ｢
유증｣
, ｢동작
기사｣, ｢이소부사｣등 4편의 시를 분석하여 이 두 시인이 사랑하는 연인을 어떻
게 노래하는지를 통해서 두 시인의 사랑이미지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알아
보고자 한다.

II. 예이츠의 사랑시
예이츠는 모드 곤(Maud Gonne), 조지 하이드-리즈(George Hyde-Lees), 레
이디 그레고리(Lady Gregory), 올리비아 셰익스피어(Olivia Shakespear) 등과
같은 많은 여성들과 사귀었다. 이들 중에서 모드 곤은 그에게 이상적인 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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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영원미를 상징한다. 레이디 그레고리는 그의 후원자이었으며, 모드 곤과는
대립되는 품격을 지닌 여성이다. 올리비아 셰익스피어는 그의 문예활동을 도와
준 현실적이고, 감각적인 여성이다. 그리고 조지 하이드-리즈는 그의 아내로서
자동기술을 통하여 환상록 (A Vision)을 창작하도록 도와주었고, 그와 대립적
존재로서 음양의 조화를 상징하는 여성이다. 예이츠는 평생 동안 이러한 여성
들로부터 다양한 도움을 받으면서 많은 시를 창작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여성
들 중에서 모드 곤에 대한 사랑으로 연구의 범위를 제한하여 연구해 보고자 한
다. 이 연구는 그가 모드 곤에 대한 사랑을 가장 잘 제시한 시, ｢
세상의 장미｣,
｢사랑의 연민｣, ｢사랑의 슬픔｣, ｢그대가 늙었을 때｣
, 그리고 ｢시인이 연인에게｣
만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
세상의 장미｣(“The Rose of the World”)는 모드 곤의 이미지가 잘 제시되
어 있다. 이 시는 정교한 구조로 아름다움의 덧없음을 노래한다. 시인은 모드
곤의 아름다움을 꿈에 비유한다. 아름다움은 꿈처럼 시간과 더불어 덧없이 사
라져가는 한 순간에 불과한 것이다.
아름다움이 꿈처럼 사라지는 것이라고 누가 꿈꾸었던가?
더 이상 놀라운 일 있을 것 같지 않아서 슬픈,
슬프고도 오만한 이 붉은 입술 때문에,
트로이는 높이 타오르는 장례식의 불꽃으로 사라지고
우스나의 아이들은 죽었네. ( 예이츠 시 전집 71)

Who dreamed that beauty passes like a dream?
For these red lips, with all their mournful pride,
Mournful that no new wonder may betide,
Troy passed away in one high funeral gleam,
And Usna’s children died.

파리스가 헬렌의 미모에 반한 후에 그녀를 유혹하여 트로이로 데려온 것이 트
로이의 멸망을 가져온 것처럼, 사람들은 미인을 얻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고통과 싸움을 하지만, 그것은 모두 부질없는 짓이라고 시인은 노래한다. 이 시
에서 “우스나의 자녀들”은 니샤(Naoise)와 그의 형제들, 안야(Ainle)와 아단

276

Yukrye Yu

(Ardan)이다. 아일랜드 설화에서, 늙은 코나하 왕에게 시집간 데어드라(Deirdre)
는 니샤와 함께 스코틀랜드로 도망친다. 그러나 코나하 왕은 책략을 사용하여
니샤와 그의 형제들을 아일랜드로 돌아오도록 유인한 다음에 그 세 사람을 죽
인다(Albright 434) “데어드라는 아일랜드의 헬렌이며, 니샤는 그녀의 파리스이
고, 그리고 코나하 왕은 그녀의 메넬라오스이다”(VPL 389) 이처럼 예이츠는
자신의 연인 모드 곤을 트로이의 헬렌과 아일랜드의 데어드라에 비유하여, 미
인들의 삶이 비극적 삶의 결과에 이르게 된 것을 노래한다.
장미는 영원의 미를, “태양, 신성, 그리고 사물의 근원적인 본질”(유배균

69)을, 그리고 아일랜드를 상징한다.
머리를 숙이시라, 어둠 속의 천사들이여,
그대들이 있기 전에, 어떠한 생명의 심장도 뛰기 전에,
고단하고 상냥한 한 여인이 신의 옥좌 곁에 서성거렸고,
그녀의 방랑하는 발길 앞에
신은 이 세상을 풀밭 길로 만들었으니. ( 예이츠 시 전집 71)

Bow down, archangels, in your dim abode:
Before you were, or any hearts to beat,
Weary and kind one lingered by His seat;
He made the world to be a grassy road
Before her wandering feet.

아름다움은 인간과 “천사”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세상에 존재했다. “생명의 심
장”이라는 인간이 존재하기 이전에 신은 영원한 아름다움이 방황하는 세상을

“풀밭 길”로 만들었다.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 세상이 존재하기 이전에 혼돈에
서 카오스, 에로스(사랑), 나락이 맨 먼저 탄생한다. 그 이후에 카오스는 스스로
하늘을 상징하는 우라노스를 낳아서 하늘과 육지를 분리한다. 이때에 카오스는
사랑의 도움을 받아서 우라노스와 결합하여 많은 신들을 낳는다. 이처럼, 예이
츠는 그리스신화의 우주와 인간의 탄생이야기를 시의 소재로 사용하여 인간의
사랑이 언제,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지에 대한 시원을 제시한다. 그러므로 이
시는 음악적으로 반향되는 달콤하고 멋진 수사적 질문으로 시작으로, 각 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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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의 아름다움을 정교하고 논리적으로 연결한다. 예이츠는 자신의 연인 모드
곤의 아름다움을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과 현 세상, 그리고 세상의 멸망과 관련
시켜서 우주의 생성변화와 동일한 반열에 둔다.
｢
사랑의 연민｣
(“The Sorrow of Love”)에서 화자는 시인의 가슴속 깊은 곳
을 차지하는 사랑하는 여인에 대한 연민을 노래한다.
사랑의 마음속 모든 말이 미칠 수 없는 곳에
연민은 감춰져 있다.
물건을 사고파는 사람들,
저 하늘을 떠가는 구름들,
항상 불어대는 차가운 비바람,
그리고 회색 강물이 흐르는
그늘진 개암나무 숲이
내가 사랑하는 연인의 머리를 위협하네. ( 예이츠 시 전집 78)

A pity beyond all telling
Is hid in the heart of love:
The folk who are buying and selling,
The clouds on their journey above,
The cold wet winds ever blowing,
And the shadowy hazel grove
Where mouse-grey waters are flowing,
Threaten the head that I love.

화자는 “모든 말”이 도달 할 수 없는 자신의 마음에 연인에 대한 연민이 존재
하여 “사람들,” “구름들,” “비바람,” 그리고 “개암나무 숲”과 같은 자연을 바라
볼 때에도 연인에 대한 그리움이 용솟음치는 것을 드러낸다. 또한 그는 그의
연인 모든 곤이 아일랜드의 독립운동에 참여하여 활동할 때에 “사람들,” “구름
들,” “비바람”으로 상징되는 영국의 제국주의가 그녀의 삶에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것에 깊은 연민을 느끼고 있다. 이는 아일랜드가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
으면서 고대 아일랜드의 평화스럽고 고결한 삶이 사라지고 아일랜드의 정체성
을 상실한 모습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연에서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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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에 대한 연민으로 비유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모드 곤은 영국으로부터 아일
랜드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일생동안 고단한 삶을 살았다. 이 시에 ‘회색’
은 아일랜드가 영국의 식민지에서 해방되어 독립될 가망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상징한다.
｢
사랑의 슬픔｣
(“The Sorrow of Love”)에서 화자, 예이츠는 모드 곤에 대한
이뤄지지 않는 사랑의 슬픔을 노래한다.
처마 밑 참새의 요란한 짹짹거림,
휘영청 밝은 달과 온통 우윳빛 하늘,
그리고 저 모든 잎새들의 멋진 화음이
인간의 모습과 외침을 지워버렸다.
한 소녀가 일어났다, 빨간 구슬픈 입술에,
눈물에 잠긴 위대한 세상의 모습을 하고,
오디세우스와 요동치는 배와 같은 운명을 타고난,
신하들과 함께 살해된 프라이엄처럼 콧대 높은 소녀가. ( 예이츠 시 전집 79)

The brawling of a sparrow in the eaves,
The brilliant moon and all the milky sky,
And all that famous harmony of leaves,
Had blotted out man’s image and his cry.
A girl arose that had red mournful lips
And seemed the greatness of the world in tears,
Doomed like Odysseus and the labouring ships
And proud as Priam murdered with his peers;

화자는 이 시의 1연에서 “참새의 요란한 짹짹거림,” “밝은 달,” “우윳빛 하늘,”

“모든 잎새들의 멋진 화음”과 같은 시어를 사용하여 자신이 소망하는 사랑을
노래한다. 이러한 자연의 조화를 이루는 삶과 풍경은 그가 모드 곤에게 구애했
지만 거절당했을지라도, 언젠가는 그녀와의 사랑이 이뤄질 것을 예시한다.
화자는 2연에서 모드 곤을 “콧대 높은 소녀”로 묘사한다. 그녀는 트로이의
왕, 프리아모스에 비유된다. 프리아모스 왕은 트로이의 마지막 왕이며, 아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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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스의 아들 네오프톨레모스에게 죽는다. 화자는 모드 곤이 프리아모스 왕처럼
자존심이 강하고 오만한 여자라는 것을 드러낸다. 그래서 그녀는 “오디세우스
와 요동치는 배와 같은 운명”을 지니고 태어났다. 오디세우스는 트로이전쟁을
승리로 이끈 후에 자신의 조국 이타케(Ithake) 섬으로 바로 돌아가지 못하고 10
년 동안 바다에서 표류하면서 무수한 고통을 당한다. 그는 이 정화과정이 끝난
후에 결국 고향, 이타케로 돌아간다. 그러므로 화자는 이 시에서 오딧세우스의

10년 동안의 고통스런 삶과 프리아모스 왕의 자부심을 사례로 제시하면서 모드
곤에게 앞으로 일어나게 될 고통스런 삶과 그녀의 강한 자존심으로 인한 “눈
물”나는 삶을 예견하고서 슬픔에 잠겨있다.
일어나자, 그 즉시 시끄러운 처마에서는,
텅 빈 하늘에 기어오르는 달,
그리고 잎새들이 저 모든 슬픈 울음이
다만 인간의 모습과 외침을 엮어낼 뿐이었다. ( 예이츠 시 전집 79)

Arose, and on the instant clamorous eaves,
A climbing moon upon an empty sky,
And all that lamentation of the leaves,
Could but compose man’s image and his cry.

화자는 3연에서 꿈에서 깨어나 현실로 돌아온다. 그는 1연과 달리 처마에는

“인간의 모습과 외침”만이 있을 뿐 조화로운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3연에는
1연의 “휘영청 밝은 달”과 “잎새들의 멋진 화음”이 사라지고 “텅 빈 하늘”과
잎새들에는 “모든 슬픈 울음”이 존재한다. 이는 화자가 1연에서 모드 곤과의
사랑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소망이 이뤄지지 않았고 자신만의 짝사랑이라는 것
을 제시해 주고 있다.
예이츠는 ｢그대 늙었을 때｣(“When You are Old”)에서 그의 사랑하는 연인
모드 곤에 대한 지고지순한 사랑을 노래한다. 그는 모드 곤을 처음 만났을 때
세상은 온통 그녀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 시에 그녀가 늙었
을지라도 그녀를 사랑하겠다는 영원한 사랑을 노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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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가 늙어 머리가 하얗게 되고 잠이 많아
난롯가에서 졸릴 때에, 이 책을 꺼내어
천천히 읽으면서, 그대의 눈이 한때 지녔던
부드러운 모습과 깊은 그림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 예이츠 시 전집 80)

When you are old and grey and full of sleep,
And nodding by the fire, take down this book,
And slowly read, and dream of the soft look
Your eyes had once, and of their shadows deep;

이 시는 예이츠가 26살에 지은 시로 이 무렵에 그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에 대해서 고민했던 것 같다. 화자는 이 시에서 모드 곤이 늙었을 때에 그
의 시에 묘사된 자신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비교해서 숙고해 볼 것을 요구하
고 있다. “부드러운 모습”은 그녀가 젊었을 때의 아름다움을 상징하고, “깊은
그림자들”은 그녀가 노인이 되었을 때의 그녀의 추한 몰골을 상징한다. 화자는
이러한 모드 곤의 외모에 대한 대조를 통해서 그녀가 젊은 시절에 지닌 아름다
운 외모도 나이와 더불어 덧없음이라는 것을 대비시키고 있다.
예이츠는 2연에서 모드 곤을 사랑한 진정한 남자는 자기 자신뿐임을 적나
라하게 제시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대의 우아했던 순간들을 사랑했고
거짓된 또는 진실된 사랑으로 그대의 아름다움을 사랑했던가요,
하지만 단 한 사람만이 그대의 방황하는 영혼을 사랑했고
그대의 변해 가는 얼굴의 슬픔을 사랑하였답니다. ( 예이츠 시 전집 80)

How many loved your moments of glad grace,
And loved your beauty with love false or true,
But one man loved the pilgrim soul in you,
And loved the sorrows of your changing face;

신원철은 “이러한 늙음에 대한 천착은 그이 시에 기술한 매력을 보여준다. 사
랑의 탄생과 늙음과 죽음을 엄숙한 생명의 ‘늙어버린 가슴이, 늙어버린 시간이
정과 사의 그물을 선명히 가르네”(336)라고 늙음을 한탄하여 희화화한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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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홍성숙은 “예이츠의 모드 곤에 대한 사랑이 여성의 미를 찬양하고 여성에게
구애하는 과정이기보다는 궁중풍 사랑에서처럼 예이츠 자신의 정신적 고양을
수반하는 창작에너지로서 변모되었다“(202)고 주장한다. 하지만 필자는 예이츠
가 그녀의 “우아했던 순간들,” “그대의 아름다움,” “방황하는 영혼”과 같은 시
어를 사용하여 젊은 시절의 외면적 아름다움과 내면적 고통스런 삶을 지닌 그
녀를 사랑한 것처럼, 늙어서 “변해가는 얼굴의 슬픔”도 모두 수용하면서 영원
히 사랑할 것이라는 그의 끝없는 사랑을 노래했다고 본다.
예이츠는 3연에서 모드 곤이 자신이 창작한 모드 곤에 대한 사랑을 노래한
시를 읽으면서 자신의 과거의 삶을 회상하면서 “중얼거리네”라고 묘사한다.
그리고 붉게 달아오르는 난로 옆에 몸을 구부리고,
조금은 슬프게, 중얼거리네, 어떻게 사랑이 도망쳐
머리 위의 산을 거닐다가
별무리 틈에 그의 얼굴을 감추었는지를 ( 예이츠 시 전집 80)

And bending down beside the glowing bars,
Murmur, a little sadly, how Love fled
And paced upon the mountains overhead
And hid his face amid a crowd of stars.

젊은 시절에 아름다웠던 모드 곤은 이제 늙어서 허리가 구부러진 초라한 모습
으로 과거에 예이츠와의 사랑을 회상한다. 두 사람은 둘 다 노인이 되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모드 곤에게 구애를 하던 남자, 예이츠는 “별무리 틈에 그의 얼
굴을 감추어”서 그녀와 만날 수 없다. 그러므로 예이츠는 이 시에서 젊음과 늙
음을 대비시켜서 아름다움의 덧없음과 사랑의 허무함을 시의 주제로 제시하여
모드 곤에게 자신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었음을 재현하고 있다.
예이츠는 ｢시인이 연인에게｣(“A Poet to his Beloved”)에서 그의 연인 모드
곤에 대한 지친 열정을 노래한다.
경건한 손으로 당신에게 바치오
나의 무수한 꿈을 담은 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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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가 잿빛 모래를 닳게 하듯
정열이 지치게 한 백색 여인이여,
시간의 창백한 불길에서 넘쳐 나온
뿔보다 더 오랜 마음을 지닌,
무수한 꿈을 지닌 백색 여인이여,
당신에게 내 정열적인 시를 바치오. ( 예이츠 시 전집 121)

I bring you with reverent hands
The books of my numberless dreams;
White woman that passion has worn
As the tide wears the dove-gray sands,
And with heart more old than the horn
That is brimmed from the pale fire of time:
White woman with numberless dreams
I bring you my passionate rhyme.

화자, 예이츠는 “무수한 꿈을 담은 책”이라는 시를 모드 곤에게 바친다. 예이츠
는 그녀에게 구애를 했지만, 그의 구애를 거절하고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갔다.
그는 그녀의 마음을 “창백한 불길에서 넘쳐 나온/ 뿔보다 더 오랜 마음”이라고
한탄한다. 이때에 그의 마음은 “잿빛 모래”처럼 사랑에 대한 갈망으로 닳고 지
쳤다. 그러나 그는 그의 마음이 투영된 “정열적인 시”를 그녀에게 바침으로써
그녀에 대한 그의 사랑이 영원할 것임을 암시한다.

III. 최경창의 사랑시
최경창(崔慶昌)은 중종(中宗) 34년에서 선조(宣祖) 22년까지 살았던 조선시
대 최고의 시인들 중의 한 사람이다. 이 시기는 정치적으로 사림세력이 성장하
여 그들의 붕당정치(또는 사림정치)가 펼쳐진 시대이다. 15세기는 양반관료제가
정치를 지배했다면, 16세기와 17세기는 붕당정치가 정치를 지배하는 정파정치
로써 양반관료제와 확연히 구분된다. 동과서의 분당이 생긴 초기에는 동인이
득세하였다. 동인으로는 이황과 조식이 문인이 있었고, 서인으로는 이이가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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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었다. 분당은 학파의 대립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이황은 주리파(主理
派)로써 도덕적 신념을 중시하였고, 훈구세력의 비리를 비판하는 엄격한 동인의
생리와 일치하였다. 이이는 주기파(主氣派)로써 현실문제의 해결에 더 관심을
가졌다(이기백 278) 이 시기는 15세기에 확립된 수취제도와 부역제도가 질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었고, 농업을 토대로 상업과 수공업이 발달하는 변화가 일
어났다. 사상적으로는, 성리학이 크게 발달하였다.

16세기에 양반 남성들은 정실부인 이외에 첩을 두고 사는 것이 보편화되었
기 때문에 남성들은 나이가 들면 으레 첩을 얻고자 했다. 이것은 남성들의 잦
은 거주 이동에서 생겨난 자연스런 일이었다(김명희외 22). 최경창은 부평사 관
직으로 부임하면서 그곳의 관기였던 홍랑을 만나게 된다. 홍랑은 관기출신의
기생이었기 때문에 최경창이 곤란을 겪는 일이 발생한다. 그러나 그가 그녀를
만나는 것은 당시 양반사대부들이 본처가 아닌 첩, 또는 기생을 만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최경창은 청련(靑蓮) 李後白(1500-1578), 송천(松川) 楊應鼎(1519-?), 사암

(思菴) 朴淳(1523-1589)을 스승으로 모셨다. 그는 문과에 급제하였지만, 주로
변방에서 근무하였다. 그는 이달, 백광훈과 함께 삼당시인이었다. 그들을 삼당
시인이라고 부른 것은 ‘가슴으로 쓴 시’를 창작했기 때문이다. 마음으로 사랑시
를 쓴 이백의 시 ｢왕소군｣은 당시(唐詩)에 백미이다. 이 시는 왕소군이 눈물을
흘리며 호지(胡地)로 떠나가는 모습을 노래한 시이다. 한나라의 황제, 원제도
왕소군을 사랑하였지만, 흉노의 위협에 못 이기어 왕소군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다(김학주 91). 최경창은 당시(唐詩)를 써서 청백리로 뽑혔다. 그는 평생 동안
시 짓는 것을 삶의 가장 큰 보람으로 생각했다. 그는 1573년에 북도평사로 부
임하였을 때에 홍랑을 처음 만났다. 그는 그녀를 보고 첫눈에 반해서 정열적인
사랑에 빠졌고, 그녀와의 사랑을 시로 지었다. 그는 그녀와의 사랑을 노래한 애
정시도 지었지만, 평민들의 생활을 시의 제재로 삼아 사회시를 창작하기도 했
다. 그가 홍랑과의 사랑을 노래한 시는 ｢
贈別｣
, ｢有贈｣, ｢銅雀妓詞｣, ｢李少婦詞｣
등이 대표적인 시이다.
최경창은 홍랑과 헤어지면서 그녀와 헤어짐을 ｢贈別｣로 노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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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며 줌｣
옥 같은 뺨에 두 줄기 눈물 흘리며 한양을 나서는데
새벽 꾀꼬리 한없이 우는 것은 이별의 정 때문이네
비단 적삼에 명마를 타고 하관 밖에서
풀빛 아스라한데 홀로 가는 것을 전송하네
｢贈別｣
玉頰雙啼出鳳城
曉鸎千囀爲離情
羅衫寶馬汀關外
草色迢迢送獨行 ( 三唐詩 80)

이 시는 최경창이 홍랑과 헤어짐을 노래한다. 이 시의 특징들 중의 하나는 시
인이 홍랑과 이별을 사실적으로 읊은 것이다. 최경창은 홍랑의 모습을 “옥 같
은 뺨에 두 줄기 눈물 흘리며”로 묘사하여 그가 연인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들어내고, 이어서 그들의 이별을 “새벽 꾀꼬리”의 울음소리에 비유한다. 또 자
신의 모습을 “비단 적삼에 명마를 타고”라고 묘사하여 연인과의 이별이 아닌
임금님을 보내는 것처럼 시의 분위기를 격상시켜서 여인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강조한다. 이 시는 “옥 같은 뺨”과 “꾀꼬리”를 “비단 적삼,” “명마,” “풀빛”과
대비시켜서 두 연인의 사랑의 깊이와 이별의 밀도를 더한다.
서로 계속 바라보며 그윽한 난을 주니
이번에 먼 곳으로 가면 언제나 돌아오려는고
함관의 옛 노래를 부르지 마오
지금까지 구름과 비가 청산에 자욱하네
又
相看脉脉贈幽蘭
此去天涯幾日還
莫唱咸關舊時曲
至今雲雨暗靑山 ( 三唐詩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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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창과 홍란의 사랑은 숭늉같은 잔잔한 사랑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은 서로에
게 난과 같은 존재일 것이다. 지금은 마주보고 있지만, 관리로서 먼 길을 떠나
는 최경창은 그의 연인 홍랑에게 이별의 노래를 부르지 말라고 한다. 이 시는

“서로 계속 바라보며,” “먼 곳으로 가면,” “옛 노래,” “구름과 비”라는 시어를
사용하여 이별을 노래한다. “구름과 비”에서 “구름”은 삼당파 시인들인 이달과
백광훈이 자주 자신들의 시에서 시어로 사용한 시어이다. 그리고 최경창도 “구
름”이라는 시어를 즐겨 사용했다. “구름”은 불교의 이미지를 담아 쓴 시 ｢送片
雲歸五臺｣
에도 등장한다. 이 시에서 “난”은 지고지순한 사랑과 둘 사이의 사랑
을 영원히 간직하겠다는 절개를 상징한다. 그는 난과 같은 이미지의 사람이다.
고죽집서(孤竹集序) 에서 최경창이 교유한 사람은 “우계와 율곡 두 선생, 그리
고 박사암과 정송강과 신백록 등 여러 분이었다. 고어에 말하길, 그 산을 보지
못하면 그 나무를 보기를 원한다고 하니, 이것이 진실한 말이다. 율곡이 일찍이
절조의 견고함과 본분을 따름으로써 공을 일컬었으니, 그 청고한 절개가 사람
이 감당치 못할 바가 있었는데 처하기를 유연히 했다.”1) 최경창은 먼 곳으로
떠나면서 그녀를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라고 이별의 아픔을 노래하면서 연
인과의 이별을 애달파한다. 그는 연인과의 이별을 구름과 비가 가득한 청산의
이미지에 투영시키고 있다. 그의 시풍을 “靑勁”으로 평가되는데, 그는 청백리에
서 태어나서 자신을 청백리로 일컬었기 때문이다(최명환 279) 그래서 “청산”은
그 자신을 지칭하는 이미지이다. 이는 그가 당시(唐詩)를 익혀서 독창적인 시어
를 선택하고 자신만의 시세계를 구축하였으며, 절개있는 성격과 청아한 선비의
정신을 투영하기 때문이다.
최경창은 ｢
有贈｣에서 사랑하는 홍랑과의 헤어짐을 노래한다.
｢시를 줌｣
이슬비 자욱하고 방죽에 버들 늘어졌는데
배 띄워 떠나려 하나 일부러 더디구나
이별의 정을 가지고 강물에다 비유 마소
흐르는 물결 한 번 가면 돌아올 기약 없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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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贈｣
烟雨空濛堤柳垂
行舟欲發故遲遲
莫把離情比江水
流波一去沒回期 ( 三唐詩 81)

이 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시를 주는 것인데, 이 때 ‘贈’은 누구에게 무엇을
주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슬비,” “배 띄워,” “이별의 정,” “흐르는 물결”은
사랑하는 연인을 그리워하는 이미지이다. 이 시어들은 이슬비가 이별의 아픔으
로 모여져서 강물이 되고, 강에서 배가 떠나면서 이별이 극대화된다. 강은 이별
의 장소를 제시하는 말이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의 슬픔이 얼마나 곡
진했으면 강물에도 비유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이는 물이 바다로 흘러가면
되돌아 올 수 없듯이 이별한 사람도 돌아올 수 없기 때문이다. 권순열은 홍랑
을 북방의 선녀로 설명한다(權純列 16) 그리고 그는 최경창과 홍랑의 사랑을

‘比翼鳥와 連理枝’ 같은 존재로 본다. ‘비익조’는 눈과 날개가 한개밖에 없어서
암수가 짝을 이루지 못하면 날수 없는 새이며, ‘連理枝’는 서로 다른 두 나무의
가지가 하나로 되어있고 그래서 둘 다 사랑하는 부부를 비유하는 것이라고 주
장한다(權純列 20). 이 시에서 최경창은 아무리 이별이 두 사람의 사랑을 가로
막더라도 그들의 사랑을 멈추게 할 수 없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최경창은 ｢
銅雀妓詞｣
에서 홍랑에 대한 그리움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동작기사｣
밤중까지 소년은 잠들어 불러도 깨질 않네
홀로 주렴을 걷고 밝은 달을 향해
원앙금에서 뒤척이며 마음을 진정키 어렵네
일어나 아름다운 비파를 연주하며 초사를 지으니
소리마다 애처로워 차마 듣지 못하겠네
몰래 구슬같은 눈물 드리워도 소년은 알지 못하고
젖은 흔적은 여전히 붉은 비단 수건에 남아 있네
아침마다 저녁마다 오래도록 이와 같으니
인생살이가 얼마나 고통이 많은고
상강 남쪽 전망은 끊어지고 돌아오는 길 희미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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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덕의 지초 물가의 난초만 공연히 저절로 봄이네
｢銅雀妓詞｣
半夜郞睡呼未醒
獨捲緗簾向月明
鴦衾輾轉難爲情
起彈瑤瑟作楚調
聲聲哀怨不忍聽
暗垂珠淚郞不知
濕痕猶在紅羅巾
朝朝暮暮長如此
人生幾許多苦辛
湘南望斷迷歸路
岸芷汀蘭空自春 ( 고죽집 224)

이 시는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한 시이다. 이 ｢동작기사｣는 양반집 소년이 어린
기생을 찾아가서 사랑을 나누는 이야기이다. 기생은 소년이 잠들지 않고 자신과
긴 밤을 사랑하면서 지새우기를 바라지만, 소년은 잠이 들고 만다. 이 장면은
임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도 않자 설움을 참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여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여인은 밝은 달이 하늘에 떠있지만 자신의 신세가 외로워
서 슬픈 마음을 안고, 비파를 연주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선율에 태운다. 자신의
사랑을 알아주지 않은 임을 옆에 두고 연인은 인고의 세월을 보낸다. 화자가 이
러한 고통스런 세월을 보내도 계절의 변화는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 봄이 찾
아오니 난초에서 봄 향기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최경창은 자신의 삶을 화자의
삶에 비유하여 사랑하는 연인, 홍랑에 대한 그리움을 이 시에 제시하고 있다.

“언덕의 지초 물가의 난초”에 봄이 찾아온 것은 그가 그의 연인을 만나지 못한
것이 한 해가 지나고 새로운 해가 되었음을 상징한다. 그는 자신의 연인에 대한
그리움을 다른 대상에게로 전이시켜서 ‘사회’로까지 확장시키고 있다.
최경창은 ｢李少婦詞｣
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를 뱃속에 잉태한 채 죽음
을 택하는 한 연인의 삶을 노래한 비련을 노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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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부사｣
이 몸은 원컨대 저승으로 돌아가니
죽은 뒤에야 어찌 이별의 괴로움을 알려
한 소리로 길게 탁식하며 어여쁜 얼굴을 가리니
꽃다운 혼이 이미 신상이 간 곳으로 좇아갔네
당시 뱃속 아이는 태어나지 않았는데
어미와 아이가 함께 죽은 것이 가장 슬펐네
혼은 무창의 돌이 되지 못하고
틀림없이 소상강의 반죽 가지가 되었으니
반죽 가지 끝의 두견새의 피가
피와 눈물 자국이 모두 없어지지 않으리
천추만고에 어찌 끝이 있으랴
청산 무덤 위에 한 조각달이 비추네
｢李少婦詞｣
此身願得歸泉土
死後那知別離苦
一聲長吁掩玉顏
芳魂已逐郎行處
當時未生在腹兒
母兒同死最堪悲
魂兮不作武昌石
定化湘江斑竹枝
斑竹枝頭杜鵑血
血點淚痕俱不滅
千秋萬古何終極
一片靑山墳上月 ( 고죽집 226-227)

이 시는 이씨 집안의 한 규수의 삶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씨 집안에서 귀하
게 자란 17살 된 규수는 양씨 집안의 아들에게로 시집을 갔다. 이씨 규수는 남
편과 원앙새처럼 잘 살지 못하고 고통스런 삶을 살아간다. 천리나 떨어진 곳으
로 시집을 간 이씨 집안의 규수는 남편과의 이별로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그녀는 남편을 그리워하다가 태중에 임신한 채로 죽고
만다. 화자는 이러한 양씨 부인의 애달픈 삶을 “두견새의 피”에 비유하고 있다.
그녀는 남편도 없이 혼자 죽어서 아이와 함께 저승에 갔지만, “무창의 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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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소상강의 반죽가지”가 되어 “피와 눈물 자국”이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이
별의 징표를 남기고 있다. 그녀는 “조각달”이 되어 “청산의 무덤”을 비추고 있
다. 그래서 이 시에서 화자는 그 당시의 시대상과 여인의 죽음을 대비시킨다.
조선시대 중기는 실학정신의 자각과 사회현실에 대한 의식을 일으켰던 시대이
다. 이 시기에 최경창은 현실을 비판하고 고발하는 참여정신을 가진 선각자이
었다. 그는 이 시에서 사랑으로 인해서 여인들이 불행하게 되는 세태의 이면을
고발하고 있다.
더욱이 최경창은 이 시에서 그의 연인 홍랑에 대한 그리움과 고통을 양씨
부인의 비련에 비유하여 노래했다. 최경창이 도성으로 돌아가서 병이 깊어지자,
홍랑은 밤낮으로 7일을 걸어 도성까지 와서 그의 병을 간호하였다. 그리고 최
경창이 죽은 뒤에 홍랑은 몸을 정갈하게 단장하는 일도 없이 파주(坡州)에서
있는 무덤 앞에서 임에 대한 슬픔을 안고 무덤을 지켰다. 그녀는 임진왜란 때
에 최경창의 시고(詩稿)를 등에 짊어지고 다니면서 그의 시를 보존한다. 이처럼
최경창은 이 시의 마지막 시행에서 “청산 무덤 위에 한 조각달이 비추네”라고
말하면서 홍랑과 자신의 사랑이 현세와 내세에서도 지속될 것을 비유적으로 제
시하고 있다.

IV. 결론
사랑은 동서를 망라하고 회자되어 왔다. 예이츠와 최경창만큼 사랑하는 연
인에 대한 절절한 사랑시를 쓴 작가도 드물 것이었다. 예이츠의 장미시편 은
모드 곤에 대한 사랑이 주를 이루고 있었고, 최경창의 시 또한 사랑을 노래했
다. 두 시인은 여인에 대한 사랑을 대립 관계로 보지 않고 통합과 조화로 바라
봤다. 예이츠의 경우는 모드 곤이 자신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고 떠났다 할지라
고 그녀에 대한 사랑은 평생 동안 지속되었다. 최경창의 경우에 홍랑에 대한
사랑은 현세와 내세를 아우르는 사랑으로까지 확장되었다.
예이츠의 사랑은 ‘장미’처럼 온 세상을 붉게 타오르게 만드는 정열적인 사
랑이지만, 최경창의 사랑은 ‘꾀꼬리’와 숭늉 같은 잔잔한 사랑이다. 두 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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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시는 연인에 대한 사랑을 노래한 것뿐만 아니라 그 연인의 삶을 반영시키
는 사회와 역사를 반영하는 시 읽기로까지 확장될 수 있었다.
두 시인은 사랑의 ‘영원성’을 노래한 시인이었다. 예이츠는 사랑을 영원한

‘장미’로 표현했지만, 최경창은 ‘원앙’의 새로 비유했다. 이는 그들의 사랑이 영
원한 행복을 염원하고 있으며, 그리움을 넘어서 남자와 여자, 인간과 자연, 인
간과 우주 등이 조화를 이루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역동적인 힘을 담고 있
다고 피력한다.

Notes
1) 牛，栗兩先生也 朴思庵鄭松江辛白麓諸公也 古語云 不見其山 願見其木 斯實語也 栗谷嘗
以氷霜素履稱公 盖其淸苦之節 人有所不堪 而處之悠然 見山海等閃姦之狀 便絶舊要 ( 고
죽집 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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