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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로는 매화가 대표적이다. 그런데 버드나무 역

시 비슷한 시기에 가지에 물이 올라 연노란 빛의 잎이 돋기 시작하고 시

간이 지날수록 푸른색이 선명해진다. 버드나무는 나무 중에서도 키가 크

고 가지가 풍성해서 색의 변화가 눈에 쉽게 띈다. 이는 왕성하게 생동하

는 기운을 나타내어 매화와 함께 봄을 알리는 식물로 많이 다루어졌다. 

다만 매화가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꽃을 피우는 절개를 상징하는 것과 

달리 버드나무는 남녀의 만남과 그리움을 상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시에서 버드나무는 사군자에 못지않게 자주 등장하는 식물이다. 통

계에 따르면 『文苑英華』 및 淸의 康熙帝 때 편찬된 『御定佩文齋詠物詩
選』에서 화훼류로 분류된 시가 중 버드나무를 읊은 시는 매화, 대나무에 

이어 3위의 빈도수를 기록하고 있다.1) 위진남북조시대부터 버드나무는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박사 수료

1) 程杰, 「论中国古代文学中杨柳题材创作繁盛的原因与意义」, 『文史哲』, 2008年 第1期, 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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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이별의 그리움, 나그네의 시름, 봄날의 흥취, 은일자의 표상 등 다양

한 상징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그림에서 버드나무는 주로 實景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고, 그 자체가 주요 소재로 그려지는 일은 비교적 적

은 편이다. 버드나무가 등장하는 작품에 대한 기존 해설 역시 버드나무의 

상징성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전통적으로 한시에서 형상화된 버드나무의 이미지가 회화 작

품이 비교적 많이 남아 있는 조선 후기의 버드나무 그림에 어떻게 드러나

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버드나무의 이미지는 크게 둘로 나뉘는데 하

나는 사랑스러운 젊은 여성을 상징하고, 또 하나는 이별의 그리움을 나타

내고 있다. 젊은 여성을 그린 것으로는 唐詩를 소재로 한 詩意圖를 대표
로 꼽을 수 있고, 그리움을 주제로 한 것은 꾀꼬리, 까치 등 典故가 있는 
새와 함께 그려진 작품이 대부분이다. 唐詩意圖는 그림의 주제가 한시와 
결합되어 비교적 분석이 용이한 반면에, 새와 함께 그려진 버드나무 그림

은 기존의 연구를 넘어서 보다 깊이 있는 해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다.

간송미술관 소장 회화 작품을 조사한 결과 특히 金弘道(1745~1806?)

의 그림에서 버드나무를 자주 소재로 이용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가운

데 題畵詩 또는 題詞가 있는 작품을 위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2. ｢少年行｣ 詩意圖의 버드나무

조선 후기에 유행한 唐詩意圖는 王維, 杜甫 등의 작품을 그림으로 형상
화한 것으로, 四季山水, 隱逸 등을 주요 주제로 하였다. 그중 버드나무를 

소재로 삼은 작품으로는 崔國輔(687~755)의 「長樂少年行」2)(이하 「少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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遺却珊瑚鞭
白馬驕不行
章臺折楊柳
春日路傍情

산호 채찍 잃어버리니

백마는 뻗대며 가려 하지 않는다.

장대에서 버들가지 꺾으니

봄날 길가의 정이로구나.

行」)을 畵題로 한 시의도가 있다. 예컨대 鄭敾(1676~1759)의 「少年行」, 
金弘道의 「少年行樂」, 李寅文(1745~1821)의 「少年行樂」, 金良驥(1792?~?)

의 「春日路傍情」에는 봄물이 오르는 버드나무 곁을 백마를 타고 지나가
는 소년의 모습이 정형화되어 있다.3)

崔國輔(연대미상)는 오언 악부시에 뛰어난 시인이다. 그는 대표작인 

「少年行」에서 귀족 자제의 行樂을 읊고 있다.

제3구의 장대는 장안의 거리 이름으로 나중에는 기루가 모인 유흥가라

는 뜻으로 쓰였다. ‘折楊柳’는 실제로 버들가지를 꺾는다는 뜻보다는 기녀

를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는 뜻으로 새기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

것이 바로 마지막 구의 ‘路傍情’이다. 기녀를 흔히 ‘路柳墻花’라고 부르듯

이, 부유한 젊은 남자가 기녀를 찾는 것은 당나라 때 이미 나타난 현상이

었다. 「少年行」은 당초에 이르러 羽林郞(귀족자제로 이루어진 황실 호위

군)을 주로 묘사하게 되었는데, 기생집과 관련된 방탕과 풍류생활 및 기

생과의 사랑이 가장 많이 등장하였다고 한다.4) 즉 「少年行」에 나타난 버
드나무는 기생과의 사랑을 비유한다고 볼 수 있다.

「少年行」 시의도가 그려진 것은 조선 후기에 정국이 안정되고 상업이 

2) 郭茂倩, 『樂府詩集』 卷66.

3) 조인희, 「조선후기 시의도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p.211, 223.

4) 盧在俊, 「樂府 少年行 硏究」, 『중국어문학논집』 제25집, 2003, pp.416~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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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金弘道, 「少年行樂」(종이에 옅은 색, 26×21.8cm)

융성하여 서울이 대도시로 발달하면서 놀이 문화도 성행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18세기 英祖, 正祖 시기에는 도성 안팎으로 遊賞地가 
조성되어 문인, 중인 계층이 활발하게 유람하였다. 예컨대 貞陵 일대에는 
歌姬와 舞姬를 동반한 잔치가 벌어지곤 했다고 한다.5) 조선시대 문인들

은 당 악부시 「少年行」에 드러난 호쾌한 젊은이의 기상과 쾌락 추구의 
풍모를 흠모하였고 그로 인해 「少年行」을 시의도로 그리거나 궁중 화원
에게 부탁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은 金弘道 50대 전반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山水逸品帖에 수
록되어 있다.6) 간송미술관의 제목은 「少年行樂(젊은이가 노닐다)」이다. 

이 그림에는 우측에 崔國輔의 「少年行」 마지막 구절인 ‘春日路傍情’이 단

원의 필체로 적혀 있어 시의도임이 분명하다. 그림의 태반을 차지하는 것

5)심경호, 「조선후기 시사와 동호인 집단의 문화활동」, 『民族文化硏究』, vol.31, 1998, 

pp.230~231.

6) 진준현, 『단원 김홍도 연구』, 서울: 일지사, 1999, p.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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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바로 버드나무이다. 두 그루의 버드나무가 포근하게 젊은이를 감싸며 

맞이하고 있다. 말고삐를 잡아끄는 젊은이의 움직임과 달리 버들가지는 

모습의 변화가 없다는 해설에서 알 수 있듯이,7) 이 작품의 버드나무는 

고요하다. 온화하고 부드러운 여인의 모습을 비유한다고 볼 수 있다. 정

중앙에 자리 잡은 버드나무는 옆의 나무와 달리 구부러지고 휘어 있다. 

이는 아리따우면서도 요염한 기녀의 매력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 그

림에서 버드나무 두 그루는 화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말 탄 젊은 

남자에게 포근한 안식처이자 매혹적인 즐거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젊은 

남자의 만족스러워하는 표정에서도 버드나무의 부드러운 여성성을 확인

할 수 있다. 金弘道의 「少年行樂」은 유흥을 즐기는 장안 소년이라는 「少
年行」의 제재를 충실히 묘사한 작품이다. 직업화가의 당시 의도는 시구에 

충실하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는 대체로 문인들의 부탁으로 제작하는 경

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한다.8) 그런 점에서 <그림 2>는 崔國輔 「少年
行」의 전형적인 시의도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는 尹斗緖(1668~1715)의 작품으로 간송미술관의 제목은 「騎
馬酣興(말을 타고 흥에 취하다)」이다. 이 작품에 대해 기존의 해설에서는 

중국에서 들어온 揷畵나 故事圖의 한 장면을 재구성했다고 판단하거나,9) 

尹斗緖의 다른 작품 「酒酣走馬圖(술에 취해 말 달리는 그림)」10)와 함께 

맹호연의 시 「同儲十二洛陽道中作(저씨네 열두째의 ｢낙양 가는 길에서｣
에 화답하여)」을 그린 것으로 보고 있다.11) 尹斗緖의 「酒酣走馬圖」에 맹
7) 정병삼, 『澗松文華』 68집, 2005, p.112.

8) 閔吉泓, 「朝鮮後期 唐詩意圖의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p.35.

9) 강관식, 『澗松文華』 75집, 2008, p.133.

10) 종이에 먹, 33.5×53.5cm 개인소장.

11) 윤철규, 「맹호연 「동저십이낙양도중작同儲十二洛陽道中作」 1. 윤두서의 「주감주마도」」, 

한국미술정보개발원 블로그 미술칼럼(http://blog.naver.com/dikai/70179277604), 윤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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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尹斗緖, 「騎馬酣興」
(비단에 먹, 56.6×47.3cm)

호연의 시 제3~4구를 명시한 데 비해 「騎馬酣興」은 시의도임을 명확하
게 보여주는 題辭가 없다. 하지만 말을 듣지 않는 말 위에서 애쓰고 있는 

사내와 그 너머로 길가에 버드나무 한 그루가 있는 구도는 바로 崔國輔의 
「少年行」과 일치한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거센 바람에 가지를 휘날리는 버드나무이다. 심하

게 흔들리는 가지는 버드나무의 존재감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가파른 

비탈길에 서 있어서 길손이 도중에 쉬어갈 법하다. 그런데 尹斗緖는 이처
규, 「맹호연 「동저십이낙양도중작」 2. 尹斗緖 「기마감흥」」, 한국미술정보개발원 블로그 
미술칼럼(http://blog.naver.com/dikai/70179602452). 맹호연 시의 원문과 번역(윤철규, 

앞의 글에 수록된 김규선에 따랐다)은 아래와 같다.

珠彈繁華子, 구슬 탄환 가진 자는 번화한 집 자제요  
金羈遊俠人. 금 말굴레는 유협 소년이로다
酒酣白日暮, 술이 취한 사이에 해가 저무니

走馬入紅塵. 말을 달려 세상으로 들어가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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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유혹적인 버드나무의 여성성에 다소 모순적인 요소를 덧붙였으니, 그

것이 바로 나무줄기의 옹이이다. 높은 곳에는 마디마다 옹이가 져있고 밑

의 둥치에는 커다란 구멍까지 나있다. 일반적인 버드나무 그림과는 매우 

이질적인 모습일 뿐더러 흠결이 크다고도 할 만하다. 게다가 맞은편의 나

무는 죽어서 부러져 있다. 다소 스산한 풍치를 이루고 있는 길가는 오히

려 쉬어가기 적합하지 않은 곳으로 그려져 있다.

尹斗緖는 崔國輔의 「少年行」에서 구도만 취하고 버드나무의 형상은 사
뭇 다르게 묘사함으로써 버드나무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인 듯하다. 

崔國輔의 원시에는 소년의 호쾌한 기상과 쾌락에 초점을 맞추었고, 鄭敾, 

金弘道, 李寅文 등의 시의도 역시 원시의 내용을 충실히 재현하고 있다. 

하지만 尹斗緖는 「騎馬酣興」에서 술에 취해 자세가 흐트러져 있으면서도 
쉬어가려고 버티는 말을 재촉하며 버드나무를 돌아보지도 않는 사내를 

그림으로써 일반적인 「少年行」 시의도의 유형에서 다소 벗어나 있다. 尹
斗緖가 시와 달리 그림에서 분위기를 바꾼 것은 모종의 견해를 표출하려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버들가지가 바람에 흩날리는 것은 어지러운 세파

와 함께 도피심리를 자극하는 유혹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옹이로 가득한 

버드나무와 맞은편에 부러져 죽어 있는 나무는 유혹에 빠져 헤어나지 못

해 끝내 최후를 맞은 모습으로 볼 수 있다. 뒤돌아보지 않고 앞길을 재촉

하는 사내는 尹斗緖가 자아를 투영한 것으로, 험난한 세상길의 울분에 술

을 마셨지만 도피의 유혹에 안주하지 않고 쾌락 너머의 초심 혹은 의지를 

향해 나아감을 뜻한다.12) 대체로 시의도에서 문인들은 시의 내용을 임의

로 조절하여 자유롭고 개성적으로 그렸다13)는 점에서 尹斗緖도 단순히 

12) 버드나무를 지나쳐 앞을 향해 나아간다는 점에서는 孟浩然의 시 제3~4구와 의미가 통한

다고 볼 수 있다.

13) 閔吉泓, 앞의 논문,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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打起黃鶯兒
莫敎枝上啼
啼時妾驚夢
不得到遼西14)

꾀꼬리를 쫓아내어

나뭇가지에서 울지 못하게 했으면.

울면 내가 꿈을 깨어

요서에 갈 수 없으니.

시의 내용을 그림으로 재현하려고만 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3. 버드나무와 새의 결합

 1) 버드나무와 꾀꼬리

버드나무는 ‘柳-留’나 ‘絲-思’라는 동음이의어로 이별과 그리움의 의

미를 드러낸다. 또한 다른 이미지와 결합함으로써 그 상징이 심화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것이 꾀꼬리이다. 꾀꼬리는 唐詩에서 이미 閨怨을 고조시
키는 사물로 애용되었다.

金昌緖의 「春怨(봄날의 원망)」이다. 시인은 여성화자의 입장에서 멀리 

나가 있는 남편을 그리워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꾀꼬리는 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환기시키는 존재로 평소에 잠재되어 있는 그리움과 그에 따른 

원망의 정서를 촉발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꾀꼬리는 ‘鶯梭’라는 별칭이 있는데, 푸른 잎 버드나무 가지를 오

르내리는 모습이 마치 베틀의 북과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14) 『全唐詩』 卷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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遲遲花日上簾鉤
盡日無人獨倚樓
蝶使蜂媒傳客恨
鶯梭柳線織春愁
碧雲信斷惟勞夢
紅葉成詩想到秋
幾許别離多少淚
不堪重省不堪流15)

느릿느릿 꽃 시절 발을 걷어 올리고

종일토록 찾는 사람 없이 홀로 난간에 기대니

나비와 벌이 나그네 근심 전하고

꾀꼬리는 북처럼 버들가지 실로 봄 시름 짜낸다.

파란하늘 구름 소식 끊겨 그저 헛꿈만 꾸었으니

단풍에 시를 지어 가을이나 왔으면.

헤어진 지 얼마며 눈물은 또 얼마인가

꼽아보기도 힘들고 흘릴 새도 없어라.

南宋의 여성문인 朱淑眞(1135?~1180?)의 「恨春(봄이 서러워)」 5수 중 

제4수이다. 제4구의 ‘앵사’는 푸른색 실 같은 버들가지 위에서 날아 움직

이는데, 그로부터 나온 상상속의 천은 바로 봄의 시름, 즉 헤어진 임을 

그리는 마음이라는 말이다. 이처럼 꾀꼬리도 버드나무와 결합하여 북과 

베틀이라는 비유로써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표현하는 

사물로 쓰이게 된다.

<그림 3>은 金弘道의 대표작 중 하나인 「馬上聽鶯(말 위에서 꾀꼬리 

소리 듣다)」이다. 기존의 연구와 해설에서는 각 경물의 배치와 선의 처리

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었다. 버드나무에 그리움의 정서가 깃들어 있다는 

것을 언급한 경우16)는 있었지만 그 정서가 꾀꼬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金弘道는 좌측 상단의 제화시로 버드나무와 꾀꼬리가 나타내는 이별과 
그리움을 증폭시켰다.

15) 『新注朱淑眞斷腸詩集』 卷4, 春景.

16) 오주석, 「화폭에 가득 번진 봄빛, 김홍도의 마상청앵도」, 『황해문화』, 제33집, 2001, 

pp.31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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佳人花底簧千舌 
韻士樽前柑一雙
歷亂金梭楊柳崖
惹烟和雨織春江

아름다운 여인 꽃 아래에서 천 가락 생황 부는 듯

운치있는 선비 술동이 앞에 한 쌍의 감귤 놓인 듯.

어지러운 금빛 베틀 북 버드나무 강 언덕에서

안개 비 끌어다가 봄 강을 짜낸다.

<그림 3> 金弘道, 「馬上聽鶯」(종이에 옅은 
색, 117.2×52cm)

이 칠언절구의 작자는 金弘道의 동료인 李寅文이라는 설17)과 金弘道 
자신이라는 설18)로 나뉜다. 작자가 누구이든 간에 분명한 것은 이 제화시

17) 최완수, 『澗松文華』 75집, 2008, p.144.

18) 오주석, 앞의 글, pp.32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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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그림의 주제가 잘 녹아 있다는 점이다. 제1구의 아름다운 여인이 꽃그

늘에 앉아 생황을 연주하는 모습은 관련 전고를 남송 陸游(1125~1210)

의 詞에서 찾을 수 있다. 

水龍吟 ․ 營南作 上片

樽前花底尋春處, 堪歎心情全減.

一身萍寄, 酒徒雲散, 佳人天遠.

那更今年, 瘴煙蠻雨, 夜郞江畔.

漫倚樓橫笛, 臨窗看鏡, 時揮涕, 驚流轉.

술동이 앞 꽃 아래에서 봄을 찾는데 탄식 속에 마음은 온통 상하고

이 한 몸 부평초에 맡기니 술친구는 구름처럼 사라지고 아름다운 여인은 하

늘 멀리.

올해는 어떻게 보내리 장기에 이국의 비 夜郞의 강가에서.

헛되이 난간에 기대 피리 불고 창가에서 거울 보며 때때로 눈물 뿌리다 흐르

는 세월에 놀란다.19)

위의 작품은 陸游가 蜀 지역에서 관직 생활을 하며 지었고, 꽃그늘에서 

홀로 술을 마시다 난간에서 피리를 불며 사랑하는 여인을 그리는 내용으

로 되어있다. 「馬上聽鶯」의 제화시에서는 반대로 아름다운 여인이 꽃그
늘에서 생황을 부는 것으로 꾀꼬리의 소리를 비유하였다. 한편 「水龍吟」 
사 제7~8구의 煙雨와 江畔은 제화시 제4구의 배경과 부합하기도 하다.

제2구의 고사는 남조 宋의 隱士 戴顒(378~441)의 이야기이다. 戴顒은 

19) 『渭南文集』 卷49. 원문과 번역은 주기평 역해, 『陸游詞』, 고양: 학고방, 2015, pp.101~102

를 참고하였다. 水龍吟은 仄聲韻으로 이루어진 詞牌의 하나이다. 국악에서는 가곡의 반주

선율로서 주로 단소와 생황으로 竝奏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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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晋의 王徽之가 눈 내리는 밤에 찾은 것으로 유명한 戴逵(326~396)의 

아들이자 戴勃의 동생으로서 삼부자가 당시의 유명한 은사였다고 한다. 

戴顒이 봄에 감귤 두 개와 술 한 말을 들고 가면서 꾀꼬리 소리로 속된 
귀에 침을 놓아 시심을 고취시키고자 한다고 말한 것이 유명하다.20) 제2

구의 감귤 두 개는 그림의 꾀꼬리 한 쌍을 형상화한 것이다. 제1구의 생황

이 꾀꼬리 소리를 비유한다면 제2구의 감귤은 꾀꼬리의 빛깔을 가리킨다

고 할 수 있다. 

제3구와 제4구가 바로 그림의 주제로서 버드나무와 꾀꼬리는 헤어진 

임을 그리워하는 여인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동시에 그림의 배경이 봄

의 안개비 내리는 물가라는 점도 아울러 알 수 있다. 버드나무에 가지가 

세세히 그려져 있지 않고 잎만 점으로 찍혀 있으며, 꾀꼬리가 뭉툭한 두 

개의 점으로만 가지 위에 얹혀 있는 것도 안개비에 흐릿하게 보이기 때문

일 것이다. 

제1~2구는 시상을 일으키면서 꾀꼬리의 청각적, 시각적 심상을 對句
法으로 제시하고 제3~4구는 시의 주제와 배경이 어우러지면서 꾀꼬리와 

버드나무가 생생하게 결합되고 있다. 그림과 관련지어 살펴보자면, 꾀꼬

리는 매구에 등장하며 시 전체의 주요 소재로 쓰였고 가운데의 선비는 

그림의 주인공으로서 제2구의 韻士를 가리킨다. 오른편의 버드나무는 제

3구에서 꾀꼬리와 함께 임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주제를 부각시키고 있으

며, 안개비 내리는 봄 강은 제4구에 마지막으로 제시되어 시의 시간적, 

공간적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시와 그림이 형식과 내용에

20) 唐 馮贄, 『雲仙雜記』 卷2, “戴顒春携雙柑斗酒. 人問何之, 曰 往聽黄鸝聲, 此俗耳鍼砭, 詩腸
鼓吹. 汝知之乎?”(戴顒이 봄에 감귤 2개와 술 한 말을 들고 가는데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
지 묻자, “꾀꼬리 소리를 들으러 가네. 이는 속된 귀에 침을 놓아 시심을 고취시키려는 

것인데 자네들이 알겠는가?”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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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매우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제1구와 제2구에 나오는 가인과 운사이다. 가인은 

꾀꼬리 소리를 묘사하기 위해 등장한 전고일 뿐만 아니라 제2구의 운사

가 지을 시의 화자이기도 하다. 운사는 꾀꼬리 소리에 시심이 고취되어 

시를 짓게 되는데 그 주제가 바로 임을 그리워하는 가인이다. 

남성 문인이 여성의 목소리를 빌어 그리움을 노래하는 것을 이른바 여

성적 글쓰기라고 하는데, 이는 중국에서 위진남북조 시대 이래로 지속적

으로 이루어진 시 창작 방식이기도 하다. ‘棄婦’를 주제로 한 시는 남성 

문인들이 유가 경전 등 기존 사회질서의 권위에 반발하여 악부시의 제재

를 딴 데서 비롯되었고,21) 그들은 여성 화자에 대한 동정을 통해 자신에 

대한 회한을 표현하고 자신의 불우한 처지를 호소했다는 해석이 가능하

다.22)

金弘道가 여성적 글쓰기를 시도하는 남성 문인을 그림으로 그린 까닭
은 무엇일까. 우선 金弘道 자신이 비록 正祖의 총애를 받는 일류 궁중화
가였지만 사회적 지위는 그다지 높지 않았다. 金弘道는 正祖 15년(1791) 

화원으로는 이례적으로 충북 괴산의 연풍 현감으로 임명되었다. 하지만 

이듬해에 큰 가뭄이 들었고 1793년과 1794년 삼남 지방에 큰 기근이 일

어난 데다 탄핵을 받아 1795년에 어명으로 그만두게 되었다. 심지어 비변

사에서는 의금부에 압송하여 치죄해야 한다고 상소하였으나 곧 사면을 

받기도 하였다.23) 체직된 뒤 그해 9월에 연풍 현감 시절을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風俗圖八帖屛風24)의 제4폭 「馬上聽鶯」은 앞의 그림과 같은 
21) 김상호, 「중세 중국문인시의 여성적 글쓰기 경향에 관한 연구」, 『중국문학』 제49집, 2006, 

pp.6~8.

22) 김상호, 위의 글, p.11.

23) 오주석, 『단원 김홍도』, 서울: 솔출판사, 2006, pp.261~286.

24) 종이에 옅은 색, 각 100.6×34.8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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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로, 조선시대 풍속화 중 서정미가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받는다.25) 만

약 앞의 그림이 風俗圖八帖屛風과 같은 시기에 그린 것이라면 金弘道
는 연풍 현감에서 불명예스럽게 퇴진한 사건으로 실의한 나머지 버려진 

여성의 심정으로 이 그림을 그렸다고 추측할 수 있다.

「馬上聽鶯」에서 버드나무와 꾀꼬리는 단순히 그림의 배경으로 존재하
는 것이 아니다. 전통적으로 여성의 한을 상징하는 경물을 접하고 시심이 

발동하는 운사가 존재하고, 여인에 감정을 이입하여 시를 쓰게 될 남성 

문인을 바라보는 화가의 공감하는 시선이 동시에 존재한다. 버드나무는 

꾀꼬리와 함께 그림과 제화시에 들어 있는 이 모든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모티프로 작용하고 있다.

2) 버드나무와 까치

까치는 전통적인 길조로 그림에서는 항상 쌍으로 등장하며, 희소식을 

알리는 존재이다. 간송미술관 소장품 중 沈師正(1707~1769)이나 金弘道
의 그림에는 한 쌍의 까치가 버드나무에 앉아있는 모습이 보인다. 

<그림 4>는 金弘道의 「雙鵲報喜(한 쌍의 까치가 희소식을 알리다)」이

고 <그림 5>는 「群鵲報喜(까치 떼가 희소식을 알리다)」이다. 버드나무는 

봄을 알리는 표지이고 봄은 새해의 시작이니 신년의 吉兆를 알리는 새를 
그린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런데 제사로 ‘幾度能尋織女橋(몇 

번이나 직녀교를 찾을 수 있을까)’가 적혀 있는 것이 이상하다. 새해의 

기쁜 소식이 칠석날의 오작교(烏鵲橋)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도록의 설

명에는 우리 주변의 친숙한 까치의 정다움이 표현되어 있다고 하였지

만26) 그것을 버드나무에 연관 지어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25) 진준현, 앞의 책, p.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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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金弘道, 「雙鵲報喜」(종이에 
옅은 색, 23.1×27.6cm) 

<그림 5> 金弘道, 「群鵲報喜」(종이에 옅은 색, 

30.5×23.2cm)

중국에는 까치가 매화나무 가지에 앉은 모습이 그려지는 경우가 있는

데 이를 ‘鵲雀登梅’라 하고 ‘喜上眉梢(기쁨이 눈썹에 깃들기를)’라고 해석

한다. 즉, 까치는 연초의 기쁜 소식을 가리키고 ‘梅’는 ‘眉’와 발음이 같으

므로 기쁨을 축원하는 뜻이 되는 것이다.27) 그렇다면 앞의 그림 역시 버

드나무를 ‘留’로 해석해서 기쁨이 머물기를 축원하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

는 것일까. 그러기에는 제사의 의미가 심상치 않다. 게다가 <그림 5>에서

는 네 마리 까치 중 한 마리가 숫제 공중으로 날아오르고 있다. 기쁨이 

허공에 날아 가버려서는 곤란하지 않을까.

이 경우에도 버드나무의 그리움이라는 의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까치는 金弘道의 제사처럼 헤어진 견우와 직녀를 이어주는 오작교의 역
할로 새겨야 버드나무의 그리움과 부합한다. 이를 방증하는 시가 있다.

26) 탁현규, 『澗松文華』 68집, 2005, p.155.

27) Alfred Koehn, Chinese Flower Symbolism, Monumenta Nipponica, Vol.8, No.1/2, 

1952, 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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西山積雪高千丈
似有吳門匹練看
關塞鴈廻人日至
滄江龍臥客星寒
簪逢詞賦欣長盍
冠厭風塵懈更彈
鳷鵲柳同春恨發
尊前顔色向君難28)

서산에 쌓인 눈 높이가 천 길

오 창문의 흰 비단 한 필을 보는 듯.

변방 관문 기러기 돌아오니 정월 초칠일 다가오고

강물에는 용이 누우니 팔월의 객성은 이미 차갑다.

비녀는 문장을 만나니 오래 함께함이 기쁘고

모자는 풍진을 싫어하니 다시 터는 게 귀찮다.

까치가 버드나무와 같이 봄의 한을 펴낼 때

술동이 앞에서 그대를 대하니 안색이 난감하다.

淸 龔鼎孳(1615~1673)의 「人日重用杜韻懷秋岳(정월 초칠일에 두보의 

운을 거듭 써서 가을 산악을 떠올리며)」이다. 이 시는 은거하던 어느 초

봄에 지난해 가을을 회고하며 지은 것이다. 제4구의 객성이란 어느 사람

이 음력 팔월에 바다에서 뗏목을 타고 은하수의 견우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는 전설에서 비롯된 말이다. 제7구에서 까치와 버드나무가 봄의 한

을 상징하는 경물로 함께 등장함을 알 수 있다. 

신춘에 희소식을 전하는 까치에게서 헤어진 임에 대한 그리움을 떠올

리는 것은 버드나무가 있기에 가능하다. <그림 4>의 경우 정답게 마주보

는 까치를 보면 오히려 내 곁에 없는 임이 생각나서 더욱 슬픔이 고조된

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瑠璃王의 「黃鳥歌」(翩翩黃鳥, 雌雄相依. 念我之
獨, 誰其與歸.)라는 오래된 모티프를 떠올리는 것도 가능하다. 만약 까치

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존재라면 그 소식은 임이 다시 찾아온다는 사실상 

이뤄지기 어려운 희망에 지나지 않기에 기쁨은 다시 슬픔으로 전환된다. 

오직 1년에 한 번 칠석날에만 오작교를 건너서 은하수 너머의 임을 만날 

수 있는데 그마저도 전설이고 상상일 뿐이다. 버드나무에 새 잎이 돋는 

봄과 가을의 칠석은 1년을 주기로 그리움의 정서를 반복하는 시간적 표

28) 『定山堂詩集』 卷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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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다. 그렇다면 <그림 5>에서 까치 한 마리가 허공으로 날아가는 것은 

방금까지 나머지 세 마리와 함께 앉아 있다가 보름달빛에 숨이 막혀서29)

라기보다는, 오작교를 만들어 임과 다시 만나게 해주었으면 하는 화가의 

희망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4. 나오며

버드나무는 물가에 주로 서식하는 습성으로 인해 전통적으로 여성성이 

있다고 여겨졌다. 중국에는 남성 문인, 이른바 才子가 여성으로 변신한 
버드나무의 정령과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가 많이 전하고 있고,30) 시를 

비롯한 다른 장르에서도 자주 버드나무를 여성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조선 후기 회화에서도 버드나무의 여성적인 이미지를 그림으로 그린 

예가 많은데 주제를 표현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버

드나무 자체를 아름다운 젊은 여성으로 설정하여 남성적인 시각에서 바

라본 것이다. 이는 당 악부시 중 「少年行」을 주제로 한 시의도에서 버드
나무를 젊은 남성의 안식처이자 쾌락의 대상으로 그린 것에서 드러난다. 

다만 金弘道는 직업 화가로서 원래의 「少年行」을 충실히 재현하는 모습
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尹斗緖는 바람에 흩날리는 버드나무에 옹이를 많
이 집어넣어 여타의 「少年行」 시의도와 차별화를 꾀했다. 이는 문인의 개

인적인 견해가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버드나무를 새와 함께 이별의 그리움을 상징하는 경물로 설정

29) 탁현규, 앞의 책, p.151.

30) Bredon & Mitrophanow, The Moon Year: A Record of Chinese Customs and Festivals, 

Shanghai, 1927, p.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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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여성적인 시각에서 바라본 것이다. 꾀꼬리는 버드나무와 결합하여 

베틀의 북으로 비유되는데, 이는 베를 짜는 여성이 버드나무를 오르내리

는 꾀꼬리를 보며 헤어진 임을 그리워한다는 전통적인 모티프에서 나온 

것이다. 金弘道의 「馬上聽鶯」에서는 그림과 함께 제화시에서 이러한 그
리움의 정서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전고시는 전고를 통해 남성 문인

이 여성 화자의 목소리로 임에 대한 그리움을 토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작품은 화면의 남성 문인의 시선과 그 남성 문인을 바라보는 화

가의 시선이 이중으로 겹쳐있다. 두 시선의 공통점은 자신의 불우한 처지

에 대한 동정이라 할 수 있다. 

까치는 보통 새해에 기쁨을 알리는 길조로 간주되지만, 버드나무와 함

께 그림에 등장할 경우 견우와 직녀의 오작교 전설에 나오는 이별과 재회

의 의미를 띠게 된다. 이때 까치는 정다운 한 쌍으로 그려져서 보는 사람

으로 하여금 슬픔을 고조시키는 역할을 하며, 기쁨을 알리는 의미로 해석

하면 오히려 기약 없는 만남을 뜻하게 되어 결국 임에 대한 그리움의 정

서를 심화시킴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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