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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고의 목적은 《詩經》에 쓰인 자연 경물이 모티프로 유형화된 사랑의 은유임을 밝

히는 것이다. 여기서는 일상생활의 익숙하고 구체적인 의미 역으로 낯설고 추상적

인 의미 역을 구조화하여 나타내는 개념적 은유를 사용한다. 《詩經》 자연 경물 모

티프의 은유를 논하기 위해 먼저 기존 시경학의 자연 경물 해석 방식이 은유와 환유

로 나뉜다는 점을 설명했다. 다음으로 자연 경물 모티프의 핵심은 동작과 상태의 불

변요소에 있음을 밝혔다. 동작과 상태의 각 유형은 결합의 의미가 있다. 이것이 시의 

등장인물 간의 사랑에 응하는 은유이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성패에 따라 《詩經》 

자연 경물 모티프가 어떻게 해석되는지 실제 사례를 들어 분석했다.

기존 시경학에서는 자연 경물 모티프에 해 은유와 환유의 두 가지 해석 방식을 

취한다. 전통 시경학에서는 자연 경물을 예교 질서가 구현된 것으로 본다. 이것은 은

유의 원리이다. 땔나무는 부부, 풀은 획득의 상, 강물은 예법, 물고기는 조정의 신

하, 새는 규범에 응한다. 전통 시경학자들은 강상의 확립을 위해 이들 자연 경물과 

예법을 별도의 의미 역에 놓고, 둘 사이의 공통점을 찾아 연결하고자 했다. 첫째로 

자연 경물에 관련된 동작에서 공통점을 찾았다. 둘째로 자연 경물의 속성에서 공통

점을 찾았다. 다만 자연 경물의 속성은 시의 내용에 맞춰 인위적으로 부여했다는 비

판을 피하기 어렵다.

문화인류학에서는 자연 경물을 고  중국 사회의 풍속을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이것은 곧 환유의 원리이다. 땔나무는 혼례의 도구인 횃불, 풀은 회합이나 주술의 채

취 활동, 강물은 청춘 남녀 축제의 장소, 물고기는 제례의 성지인 연못, 새는 상왕조

의 토템을 표한다. 문화인류학자들은 고  중국 풍속의 복원을 위해 자연 경물과 

인간사를 하나의 의미 역으로 묶고 둘 사이의 간극을 메우고자 했다. 하지만 시공

간의 현격한 차이를 극복하면서 당시의 풍속을 정확하게 재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

다.

《詩經》 자연 경물 모티프의 의미를 풀기 위해서는 원문 자체의 규칙성을 찾아내어 

비슷한 사례끼리 비교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자연 경물 모티프에는 가변요소

와 불변요소가 있다. 가변요소는 동식물 및 자연 지형의 각 장소이다. 이들은 시에서 

장별로 바뀌는 압운자로 쓰이므로 얼마든지 체 가능하다. 불변요소는 동작과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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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자연 경물 모티프에 쓰인 동작은 호출, 이동, 획득, 결속, 섭취의 다섯 가지이

다. 상태는 휴식, 존재, 번성의 세 가지이다. 이들은 《詩經》 전체에 일정한 형태로 반

복하여 나타나며, 주제와 직결된다. 동작과 상태의 각 유형은 모두 주체와 장소의 결

합을 뜻한다. 자연 경물 모티프는 시의 주요 내용과는 별도의 의미 역을 이룬다. 동

작과 상태의 결합 이미지는 시의 등장인물의 사랑에 응한다. 사랑은 남녀의 결혼, 

형제의 우의, 군자에 한 칭송, 잔치에서의 손님맞이, 헤어진 사람에 한 그리움, 

버림받은 작중 화자의 원망 등을 포괄한다. 동작과 상태의 각 유형은 이 폭넓은 사

랑을 나타내기 위해 구별 없이 쓰인다. 자연 경물의 의미 역을 구성하는 개념요소

들은 사랑의 의미 역에 들어 있는 개념요소에 각각 응한다. 이에 ‘사랑은 자연물

의 물리적인 결합이다’라는 개념적 은유가 성립한다.

다음으로 모티프 은유의 여러 가지 양상을 살펴본다. 먼저 자연 경물 모티프는 복

합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다. 다음으로 획득 모티프는 특수 사례가 몇 가지 있다. 

땔나무에 불 지피기는 땔나무 획득 절차 중 하나인 땔나무 묶기를 신할 수 있다. 

풀이나 물고기를 삶는 모티프는 획득의 상물과 솥이라는 그릇의 결합에 따른 사랑

의 은유이다. 마지막으로 사모하는 사람과 만나지 못하는 내용의 시에서 자연 경물 

모티프는 두 가지로 쓰인다. 첫째는 결합의 동작을 부정하는 것이고, 둘째는 자연물

의 결합 모티프와 사모하는 사람과 만나지 못하는 상황을 나란히 놓아 조를 이루

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여러 유형의 자연 경물 모티프가 동시에 쓰인 작품을 골라 앞에서 논

의한 모티프 분석 방식을 실제로 적용하 다. 사랑이 이루어지는 기쁨이라는 주제로 

<九罭>, <鴛鴦>, <鼓鍾>을, 사랑을 얻지 못한 슬픔이라는 주제로 < 宛>, <苕之華>, 

<白華>를 뽑았다. 각 작품에 한 전통 시경학과 문화인류학의 자연 경물 모티프 해

석을 분석하고 뒤이어 동작과 상태에 따른 새로운 은유 해석을 덧붙 다. 이 연구를 

통해 이전에 내용 파악이 어려웠던 《詩經》의 자연 경물 모티프가 결국 사랑의 은유

임을 보이고자 했다.

주요어: 《詩經》, 자연 경물 모티프, 개념적 은유, 의미 역, 환유, 동작, 상태, 가변요

소, 불변요소

학  번: 2008-3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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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 제기

《詩經》에서 가장 해석에 곤란을 겪는 것 중 하나가 바로 鳥獸草木 등의 자연 

경물이 나오는 구절이다.1) 한  이래로 시경학자들이 당면한 문제는 이 자연 경

물을 실제 그 로 서술한 것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 다. 《毛詩詁訓傳》(이하 《毛

傳》)에서는 이들 자연 경물이 작중 화자가 직접 보고 겪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

을 경우에는 으로 규정하 다. 朱子는 《詩集傳》에서 《毛傳》의 설을 수정 보완

하여 매 장마다 賦, 比, 을 나누어 표기하고 그에 따라 풀이하 다. 하지만 이

들의 규정이 적확한지에 해서는 물론이고, 부, 비, 흥의 개념 자체에 해서도 

지금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연 경물의 해석에 덧붙여 이 해석 방식 

또한 난제가 된 것이다.

김시준은 한 의 《毛傳》을 비롯하여 현  시경학에 이르기까지의 부, 비, 흥의 

논의를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하 다. 첫째는 《毛傳》과 鄭玄의 설로, 부는 시의 내

용을 사실 로 펼친 것이고, 비는 비슷한 사물로 정사를 비판한 것, 흥은 비유로 

정사를 찬미한 것이다. 후 에 唐의 孔穎達과 陸德明, 宋의 呂祖謙, 淸의 陳啓源

과 陳奐이 이 설을 따랐다. 둘째는 劉勰과 鍾嶸의 설로, 부는 문채를 펼친 것, 

비는 비슷한 사물을 사리에 맞게 인용한 것, 흥은 사물의 미묘한 뜻에 의지하여 

감정을 유발한 것이다. 셋째는 鄭樵와 朱子의 설로, 부는 앞의 두 학설과 같고 

비는 사물의 단순 비유이며 흥은 시의 내용과 전혀 상관없이 음악적 요소로서 

압운과 관련이 있다. 청  고증학파와 민국 이후 학자들의 설은 이상의 세 가지 

범주에 다 포괄된다고 하 다.2)

 1) 여기서 자연경물이란 동식물(鳥獸草木蟲魚), 천체(해, 달, 별), 기상 현상(비, 바람, 무

지개), 자연 지형(산, 들, 강) 등과 관련된 사물을 가리킨다.

 2) 김시준, <賦比 >, 文璇奎博士華甲紀念論文集刊行委員  編, 《葛雲文璇奎博士華甲

紀念論文集》, 서울: 葛雲文璇奎博士華甲紀念論文集刊行委員 , 1986, 329~3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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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리에서 부에 해서는 역 로 큰 이견이 없으나 비와 흥에 해서는 여

전히 설이 분분함을 알 수 있다. 비와 흥만 놓고 보면 정치적 풍자와 찬미, 비유

의 분명함과 미묘함, 단순 비유와 음악적 표지의 세 가지 범주에서 각각 비를 

이룬다. 그것은 시를 보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첫 번째 설은 시를 

정치적 효용으로 본다는 점에서 나머지 두 설의 심미적 관점과 구분된다. 두 번

째 설은 독자의 관점에서 볼 때 이지적인 비와 감정적인 흥으로 나눈 것이다. 

세 번째 설은 표현의 측면에서 비와 흥을 내용의 비유와 음악 형식의 반복으로 

가른 것이다.3)

부, 비, 흥에 한 이 세 가지 설 가운데 朱子를 중심으로 한 세 번째 설이 비

교적 합리적이다. 이 설로 첫 번째와 두 번째 설을 포괄할 수 있다. 첫 번째 설

의 비와 흥, 두 번째 설의 비는 사물의 단순 비유에 해당한다. 두 번째 설의 흥

 3) 朱子의 흥을 일률적으로 음악적 요소로만 설명할 수는 없다. 이른바 음악적 요소란 

앞뒤의 구절이 전혀 의미상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한두 글자를 반복의 요소로 취하는 

것이다. 하지만 朱子는 흥에 별 뜻이 없다고 하면서도 몇몇 작품의 흥에는 비의 뜻

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다. 이 세 번째 설에서 말하는 朱子의 흥은 곧 비유의 뜻이 

담긴 흥을 제외한 것이다. 呂祖謙, 《呂氏家塾讀詩記》, 四部叢刊續編影宋本; 卷一: 朱

氏曰, 因所見聞, 或託物起 , 而以事繼其聲, 關雎樛木之類是也. 然有兩例 , 有取所

爲義 , 則以上句形容下句之情思, 下句指 上句之事實. 有全不取其義 , 則但取一二字

而已. 要之, 上句常虚, 下句常實則同也. (朱子는 “보고 들은 것으로 인하여, 어떤 경우 

외물에 기 어 흥을 일으켜서 사실을 갖고 그 소리를 이으니, <關睢>, <樛木> 따위가 

그것이다. 그리하여 두 가지 흥이 있다. 일으킨 바를 취하여 의미로 삼는 것이 있으

니 상구로써 하구의 생각을 형용하고, 하구로써 상구의 사물을 가리켜 말한다. 전혀 

의미를 취하지 않는 것이 있으니, 다만 한두 글자를 취할 따름이다. 요컨  상구가 

늘 허상이고 하구가 늘 실상인 것은 같다.”라고 하 다.) 中國詩經學 編, 《詩經要籍

集成 6》, 北京: 學苑出版社, 2002, 421쪽. 《晦庵先生朱文公別集》 卷五 <林熙之>: 大概

詩不甚取義, 特以上句引起下句. 亦有取義 . ( 개 흥의 시는 그다지 의미를 취하

지 않고 다만 상구로써 하구를 일으킬 따름입니다. 의미를 취하는 것도 있습니다.) 

朱傑人⋅嚴佐之⋅劉永翔 主編, 《朱子全書 25》,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合肥: 安徽敎育

出版社, 2002, 4936쪽. 《朱子語類》 卷八十, 問, 詩中説 處多近比. 曰, 然. 如關雎麟趾

相似, 皆是 而兼比. 然雖近比, 其體却只是 . (“《詩經》에서 흥이라고 하신 곳에 비와 

가까움이 많습니다.” “그렇다. <關雎>와 <麟之趾>는 비슷해서 모두 흥이면서 비를 겸

한다. 그러나 비와 가깝지만 그 체재는 여전히 흥일 따름이다.”) 朱傑人⋅嚴佐之⋅劉

永翔 主編, 《朱子全書 17》,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合肥: 安徽敎育出版社, 2002, 2739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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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각각의 의미 맥락에 따라 비유 또는 음악적 요소로 귀결시킬 수 있다. 따라

서 이 세 번째 설의 부, 비, 흥은 각각 사실 서술, 비유, 음악의 기능으로서 역  

시경학의 자연 경물 해석을 포함한다.

하지만 실제 《詩經》  자연 경물의 해석에 적용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먼저 자연 경물을 사실 서술의 기능으로 해석하는 경우를 보자. 雅 <鼓

鍾> 제3장이다.

鼓鍾伐鼛, 淮有三洲, 

憂心且妯. 

淑人君子, 其德不猶.

종 울리고 북 치네. 회수에는 모래섬 세 개 있네. 

걱정하는 마음에다 쓰라림까지. 

정숙한 군자이시여 덕이 그치지 않네.

이 시의 해석이 어려운 까닭은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우선 제1구의 악

기 연주와 제2구의 회수 풍경이 잘 어울리지 않는다. 다음으로 제1~2구/제3구/제

5~6구 또한 각각 개별적으로 존재하기에 시상의 전개가 순조롭지 못하다. 

이에 해 모시학자들과 朱子의 해석을 살펴보자. <毛詩序>는 이 시가 幽王을 

풍자한 것이라고만 했다.4) 《毛傳》은 幽王이 회수 가에 제후들을 모아놓고 지나

치게 화려한 음악 공연을 벌 기 때문에 현자가 근심에 빠진 것이라고 했다.5) 

鄭玄은 실내에서 거행해야 할 예악을 회수 가에서 벌이는 幽王을 비판한 것이라

고 했다.6) 朱子는 이들과 비슷한 설을 인용하 지만 시의 내용을 잘 알 수 없다

고 하면서 조심스러운 태도를 견지하 다.7)

 4) 《毛詩正義》 卷第十三: 鼓鍾, 刺幽王也. (<鼓鍾>은 幽王을 풍자한 것이다.) 馬辛民 責

任編輯, 《毛詩正義》(十三經注疏),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0, 941쪽.

 5) 傳, 幽王用 , 不 德比, 諸侯于淮上, 鼔其淫 , 以示諸侯. 賢 為之憂傷. (幽王이 

음악을 쓸 때 덕과 나란히 하지 않아, 제후들을 회수 가에 모아놓고 지나치게 화려

한 음악을 연주하여 제후들에게 보 다. 어진 이가 그 때문에 근심하고 마음 아파하

다.) 위의 책, 941쪽.

 6) 箋云, 為之憂傷 , 嘉 不野合, 犧象不出門. 今乃於淮水之上, 作先王之 , 失禮尤甚. 

(‘그 때문에 근심하고 마음 아파하 다’는 것은 연회와 제사 때의 음악은 야외에서 

합주하지 않고 장식된 술잔은 문밖에 내지 않는데, 지금 도리어 회수 가에서 선왕의 

음악을 연주하여 예를 잃음이 더욱 심하기 때문이다.) 위의 책, 941쪽.

 7) 《詩集傳》 卷第十三: 此詩之義未詳. 王氏曰, 幽王鼓鍾淮水之上, 爲流連之 , 久而忘反, 

聞 憂傷, 而思古之君子, 不能忘也. (이 시의 뜻은 자세하지 않다. 왕씨는 “幽王이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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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 시를 특정 임금에 한 내용으로 보기에는 자료가 너무 부족하다. 몇

몇 학자들은 周의 천자나 제후가 회수에 출정한 역사 기록을 방증자료로 제시하

고 있다. 하지만 幽王이 회수 유역에 갔다는 기록은 없으며, 이 시에 출정에 

한 내용은 등장하지 않는다. 그리고 회수의 풍경을 사실 서술로 보는 것이 과연 

맞는지도 의문이다. 周南 <關雎>의 경우 황하의 모래섬이 등장하지만 그것을 시

의 실제 배경으로 풀이하는 사례는 찾기 힘들다. 음악 연주와 회수의 풍경을 같

은 장소로 놓으면 鄭玄의 설 로 예법에 맞지 않아 어색하다. 특히 제3장의 ‘淮

有三洲’에서 세 개의 모래섬은 음악 연주를 할 만한 곳이 아니다. 幽王을 비판하

려는 의도로 보려 해도 이것은 상식에 어긋난 배치이다.

다음으로 제3구에 언급되는 근심의 원인이 무엇인지 시 원문만 보아서는 알기 

어렵다. 음악 연주와 근심과 비통의 감정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데다가 바로 뒤

이어 ‘淑人君子’에 한 칭송이 나오는 것 역시 어색하다. 이것을 예에 어긋난 

향락에 한 풍자로 보려면 시 원문에 직접적인 서술이 더 채워질 필요가 있다. 

朱子가 시의 내용을 잘 알 수 없다고 한 것은 화자에게 왜 근심이 생기는지, 군

자에 해 칭송하는 까닭은 무엇인지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자연 경물을 비유나 음악의 기능으로 해석한 경우를 보자. 雅 <鴛鴦> 제1장

이다.

鴛鴦于飛, 畢之羅之. 

君子萬年, 福祿宜之.

원앙새 나니 그물로 잡는다.

군자께 만년토록 복록이 깃들기를.

이 시는 《毛傳》에서도 흥이라 했고 朱子도 모든 장을 흥으로 규정했다. 하지

만 양자의 흥 해석에는 차이가 있다. 우선 毛詩 계열의 해석을 살펴보기로 한다.

수 가에서 종을 울리며 질펀한 음악을 공연하면서 오래도록 돌아갈 줄을 몰랐다. 이 

소식을 들은 이가 근심으로 마음아파하며 옛 군자를 그리워하며 잊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하 다.) 朱傑人⋅嚴佐之⋅劉永翔 主編, 《朱子全書 1》,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合

肥: 安徽敎育出版社, 2002, 620쪽. 此詩之義, 有不可知 . 今姑釋其訓詁名物, 而略以王

氏 氏之說解之, 未敢信其必然也. (이 시의 뜻에는 알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제 임

시로 훈고와 명칭 기물만 풀이하고 략 왕씨와 소씨의 설로 해설해 두지만, 그것이 

꼭 그러한지는 감히 믿을 수 없다.) 같은 책, 6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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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毛詩序>: <鴛鴦>은 幽王을 풍자한 것이다. 옛날의 훌륭한 왕은 만물과 접

함에 법도가 있었고, 스스로를 봉양함에 절도가 있었음을 그리워한 것이

다.8)

(ㄴ) 《毛傳》: 흥이다. 원앙은 짝지어 다니는 새이다. 태평한 시 에는 만물과 접

함에 도가 있어 때에 맞게 취한다. 원앙이 날 때가 되어야 그물로 덮어 잡

는다.9)

(ㄷ) 鄭玄: 짝지어 다니는 새란, 머물 때도 짝짓고 날 때도 쌍이 되니 천성이 

길들여지고 짝지어 다니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만물과 접하는 실제이다. 

그리고 흥이라고 한 것은 그 의미를 확 한 것이다. 수달이 물고기를 제사

지낸 뒤에 물고기를 잡고, 승냥이가 길짐승을 제사지낸 뒤에 길짐승을 잡

는다. 이 또한 다 그들이 장차 마음껏 흩어질 때이다.10)

(ㄹ) 孔穎達: 만물과 접함은 한 가지 새에만 그치지 않으므로 흥이라고 한 것이

다. 한 사물을 들어 나머지까지 흥으로 일으킨 것이다. 또한 풀이함에 바

로 원앙새를 든 것은, 원앙새가 짝지어 다니는 새이기 때문이다. 서로 짝

지어 다니고 길들어 있어서 쉽게 얻을 수 있다.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도 

오히려 때에 맞게 취하여 만물에 다 그렇게 함을 밝혔다. 그래서 태평 시

에는 만물과 접함에 도리가 있고 취할 때는 때에 맞춘다고 한 것이다. 

또한 원앙새가 날 때 그물로 덮어서 잡는다고 했으니, 이것이 바로 때에 

맞게 취하는 일이다. 작은 새끼는 아직 날 수 없으니 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린 뒤에 취함을 이른 것이다.11)

(ㄱ)은 옛 훌륭한 왕이 법도에 맞게 만물과 접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본 것이

 8) 《毛詩正義》 卷第十四: 鴛鴦, 刺幽王也. 思古明王交於萬物有道, 自奉養有節焉. 馬辛民 

責任編輯, 앞의 책, 1011쪽.

 9) 也. 鴛鴦, 匹鳥. 太平之時, 交於萬物有道, 取之以時. 於其飛, 乃畢掩而羅之. 위의 책, 

1012쪽.

10) 箋云, 匹鳥, 其止則相耦, 飛則為雙, 性馴耦也. 此交萬物之實也. 而 , 廣其義也. 

獺祭魚而後 , 豺祭獸而後田. 此亦皆其 縱散時也. 위의 책, 1012쪽.

11) 正義曰, 以交於萬物, 則非止一鳥, 故云 也. 一物以 其餘也. 又解正 鴛鴦 , 以

鴛鴦匹鳥也. 相匹耦而擾馴, 則易得也. 易得尚以時取, 明萬物皆然. 故 太平之時, 交於

萬物有道, 取之以時也. 又 於其飛, 乃畢掩而羅之, 此即取之以時之事也. 未能飛, 

待其能飛而後取之. 위의 책, 10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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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ㄴ)은 여기에 적절한 때에 맞춘다는 규칙을 덧붙 다. (ㄷ)은 원앙이 짝지어 

다니고 온순한 성격임을 법도의 근거로 제시하고, 이 사례가 다른 동물로 확

됨을 예로 들었다. (ㄹ)은 앞의 설을 종합하여 상세하게 풀이했다. 곧 《毛傳》에서 

말한 흥이란 훌륭한 왕이 만물을 취하는 올바른 법도를 원앙 잡기에 비유한 것

이다. 

하지만 이들의 설을 비유라고만 보는 데에는 난해한 점이 있다. 우선 만물과 

접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기 어렵다. 예컨  식용이나 관상용으로 필요해

서 구하는 것이라면 “交”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다. (ㄱ)~(ㄹ)의 어떠한 설도 훌

륭한 왕이 만물과 접한다는 말의 의미나 까닭이 무엇인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음으로 만물의 표로 원앙을 든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 (ㄹ)에서 짝지어 다니

므로 길들어 있어서 잡기 쉽다고 했지만, 이것들은 서로 인과관계가 없다. 더군

다나 시 원문에는 이 특성들이 드러나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모시

학자들이 해석한 원앙의 비유는 타당성이 떨어진다.

朱子는 《毛傳》과 마찬가지로 이 장을 흥으로 규정했으나 나는 원앙새를 잡는

다는 것의 의미에 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다.12) 의미를 풀이하지 않

은 것으로 보아 朱子는 이 흥을 “畢之羅之”와 “福祿宜之”에서 마지막 자인 ‘之’

가 반복되는 음악적 기능으로만 간주한 듯하다. 음악적 기능으로 보는 것 역시 

문제가 있다. 자연 경물이 쓰인 구를 단지 어법과 리듬의 반복으로 볼 뿐 주제

와의 관계를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 경물이 왜 쓰 는지를 변별하기 어렵다.

요컨  원앙새가 나는 것을 그물로 잡는다는 구절에 해 毛詩 계열의 학자들

은 왕이 때맞추어 만물을 취한다는 비유로 해석하 으나 근거가 부족하다. 朱子

의 경우 음악적 기능으로 추정되는 흥으로 규정하기는 했으나, 의미 해석을 생

략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앞의 두 시에서 자연 경물 해석에 어려움을 겪는 원인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12) 《詩集傳》 卷第十四: 也. 鴛鴦, 匹鳥也. 畢, 罔長柄 也. 羅, 罔也. 君子, 指天子也. 

此諸侯所以答桑扈也. 鴛鴦于飛, 則畢之羅之矣. 君子萬年, 則福祿宜之矣. 亦 禱之詞也. 

(흥이다. 원앙은 짝지어 다니는 새이다. ‘畢’은 작은 그물에 긴 자루가 달린 것이다. 

‘羅’는 그물이다. ‘君子’는 천자를 가리킨다. 이는 제후가 <桑扈>에 화답한 것이다. 

원앙이 날면 그물로 잡는다. 군자가 만년이면 복록이 깃든다. 역시 송축의 가사이

다.) 朱傑人⋅嚴佐之⋅劉永翔 主編, 앞의 책, 6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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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작품의 원문에서 자체적으로 문제 해결의 단서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주석가들은 이 자연 경물의 의미를 밝히기 위해 《詩經》 창작 당시의 상황을 고

찰하여 재현하려 했다. 하지만 아직 문헌 자료나 발굴 유물이 부족하여 자연 경

물이 정말 시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지, 또한 《詩經》의 자연 경물이 사실을 그

로 서술한 것인지 알기 어렵다.

둘째는 사실 서술, 비유, 음악적 기능이라는 세 가지 분류가 《詩經》의 자연 경

물을 해석하는 데에 유효한 방안이 아닐 수 있다. 비유는 범위가 너무 넓고, 사

실 서술과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시 원문에 없는 내용을 무리하게 

덧붙여 사실 서술 또는 비유로 풀이하거나, 의미 해석을 부당하게 생략하고 음

악적 기능으로만 보는 것은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

앞에서 든 두 편의 시 해석의 여러 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연 경물에 접

근하는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13) 다양한 자연 경물의 시적 의미나 상징성을 

통합적으로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보다 간결하면서 널리 적용할 수 있는 새

로운 접근 방식이 요구된다. 본고는 기존 시경학의 이 세 가지 기능이 한계에 

부딪혔다고 보고, 《詩經》 자연 경물에 해 새로운 시각에서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2 절 개념적 전제

《詩經》 자연 경물의 의미를 찾는 방법 중 하나는 《詩經》의 다른 작품에서 작

품의 의미 해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절을 찾는 것이다. 주제나 일부 표현이 

유사하다면 비교 작업을 통해 자연 경물의 의미를 풀 수 있다. 텍스트의 난해한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 바로 그 텍스트의 다른 구절에서 해석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텍스트 바깥의 자료를 이용하기에 앞서서 텍스트 그 자체에서 인증의 

단서를 찾았어야 하는데 기존의 《詩經》 연구에서는 그 점에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詩經》 원문 자체의 규칙성을 찾아 의미 해석이 어

13) 이 두 편에 한 새로운 해석은 제4장 제1절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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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운 자연 경물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詩經》 원문의 규칙성 가운데 가장 큰 특징은 定型句이다. 《詩經》에서 정형구

가 중요한 까닭은 완전히 같거나 매우 유사한 시구가 한 편에서뿐만 아니라 서

로 다른 편 및 風, 雅, 을 가리지 않고 등장하기 때문이다. 풍, 아, 송은 기존

에 주로 시의 작자, 용도, 주제를 구분하는 구조로 여겨졌다.14) 특히 15개 지역

의 國風은 제각기 그 나라에서 그 나라의 일에 해 서술한 내용으로 해석되어

왔다. 하지만 15개의 국풍 및 아, 송에서 똑같이 발견되는 정형구로 미루어볼 때 

풍, 아, 송의 노래 가사는 엄격히 구분하기보다는 통합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裴普賢은 풍, 아, 송이 각각의 부류 안에 있는 相同句의 총 수(141組)와 풍과 아, 

아와 송 등 다른 부류 사이에 있는 相同句의 총 수(124組)에 큰 차이가 없음을 

들어 풍, 아, 송은 한계를 분명히 가르기 어렵고 서로 다른 부류로 옮겨놓을 수 

있는 작품이 있다고 하 다.15) 정형구의 존재에 힘입어 풍, 아, 송 상호간의 텍

스트를 비교 연구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풍, 아, 송을 따로 나누

지 않고 함께 합쳐서 논의하기로 한다.

정형구를 이용해 《詩經》을 이해하려 한 표적인 사례로 裴普賢, C. H. Wang

(王靖獻), 加納喜光(카노 요시미츠)를 들 수 있다. 裴普賢은 한 작품이나 여러 작

품에서 완전히 같거나 1~2글자가 변환된 1개 이상의 반복되는 구를 ‘相同句’라

고 지칭하 다. 예컨  “王事靡盬(임금 일에 소홀함이 없네)”,16) “夙夜在公(아침 

밤으로 공무 중이네)”,17) “心之憂矣(마음의 근심이여)”18) 등은 풍, 아, 송에 두루 

나타나는 구이다.19) 單句뿐만 아니라, “喓喓草蟲, 趯趯阜螽. 未見君子, 憂心忡忡

14) 朱子는 《詩集傳》에서 풍, 아, 송을 각각 다음과 같이 정의하 다. 國 , 諸侯所 之

域. 而風 , 民俗歌謠之詩也. (‘國’이란 제후가 봉해진 지역이고, ‘風’이란 민속 가요

의 시이다.) 正 雅, 燕饗之 也. 正大雅, 朝之 , 受釐陳戒之辭也. (‘正 雅’는 잔치

에서의 음악이다. ‘正大雅’는 조회할 때의 음악이요, 흠향하거나 경계를 펼친 내용이

다.) , 宗廟之 歌. (‘ ’이란 종묘의 악가이다.) 朱傑人⋅嚴佐之⋅劉永翔 主編, 앞

의 책, 401쪽, 543쪽, 722쪽.

15) 裴普賢, 《詩經相同句及其影響》, 臺北: 三民書局, 1974, 50쪽.

16) 唐風 <鴇羽>, 雅 <四牡>, <采薇>, <杕杜>, <采菽>의 5편.

17) 召南 <采蘩>, < 星>, 魯  <有駜>의 3편.

18) 邶風 <柏舟>, <綠衣>, 衛風 <有狐>, 魏風 <園有桃>, 曹風 <蜉蝣>, 雅 <沔水>, <正

月>, < >, < 明>, <苕之華>, 大雅 <瞻卬>의 11편.

19) 裴普賢, 앞의 책, 82~85쪽에 風雅 별 자체 및 상호 편재 상동구 분류가 정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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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요이요 풀벌레 풀쩍풀쩍 메뚜기. 군자를 뵙지 못해 근심으로 씁쓸했지)”의 네 

구는 召南 <草蟲> 및 雅 <出車>에 똑같이 반복된다. 그는 이 반복되는 표현을 

이용해 《詩經》의 서로 다른 작품 사이의 비교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C. H. Wang(이하 Wang)은 서구의 고  서사시 구비전승의 특징인 ‘formula(공

식)’를 《詩經》 연구에 적용하 다. 그는 이 공식이 주로 4언으로 된 시구의 전체

에서 적어도 세 글자 이상이 유사한 운율 조건으로 특정 시나 여러 작품에 반복

하는 것이라고 하 다.20) 그는 율격이나 의미론적으로는 느슨하게 연관되면서 

고정된 어구와 변형 가능한 어구의 결합인 ‘formulaic expression(공식화된 표현)’

이란 개념을 제시한다.21) 하나의 공식화된 표현은 다른 공식화된 표현의 압축된 

구절에 해당하기도 한다. 예컨  雅 <四月>의 “匪鶉匪鳶, 翰飛戾天. 匪鱣匪鮪, 

潛 于淵(저 매와 솔개는 높이 날아 하늘에 닿네. 저 전어와 유어는 연못에 잠겨

서 달아나네)”은 大雅 <旱麓>에서 “鳶飛戾天, 魚躍于淵(솔개는 날아 하늘에 닿고 

물고기는 연못에서 뛴다)”의 두 구절로 축약된다.22) 그에 따르면 《詩經》 각 편은 

이 공식화된 표현의 ‘cluster(집합체)’이다. 구 전체가 완전히 일치하는 공식23)의 

비율은 《詩經》 전체 구수에서 21%(총 7,284구 중 1,531구)를 차지하고, 한 두 글

자의 차이로 좀 더 느슨하게 공식화된 표현을 합치면 30%까지 올라간다는 통계 

결과가 도출된다.24) Wang에 의해 《詩經》 작시법에 규칙성이 작용하고 있음은 의

심할 수 없게 되었다.

加納喜光는 형태적 측면에서 둘 이상의 시에 출현하는 완전히 동일한 시구를 

‘定型句’라고 하고, “南有樛木”과 “南有喬木”처럼 정형구를 약간 변형한 구는 ‘類

있다.

20) C. H. Wang, The Bell and the Drum, Berkeley, etc.: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4, 43쪽.

21) 위의 책, 51쪽.

22) 위의 책, 54쪽.

23) 똑같이 반복되는 구절은 하나로 합치지 않고 별개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鄭風 <溱

洧>의 “贈之以勺藥”은 제1, 2장에 반복되지만 1회로 합치지 않고 2회로 나누어 집계

한다.

24) Wang은 공식의 여섯 가지 범주(여러 작품에 반복되는 구절, 한 작품에 반복되는 구

절, 의미상 반복되지만 음절수에서 차이가 나는 구절, 조사만 바뀌는 구절, 부수만 

바뀌는 구절, 동의어로 체되는 구절)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범주만 계산했다. 

위의 책, 41~42쪽, 46~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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型句’로, “人之無良”, “子之不淑”, “視爾不臧” 등 형태적, 의미적으로 유사한 구는 

‘類型表現’이라고 하 다.25) 그는 疊詠體 시에서 장마다 두세 군데에 등가성을 

띤 글자 변환이 이루어지는데, 이 변화되는 부분은 점층적인 효과로 극적 긴장

감을 높인다고 하 다.26) 加納喜光는 유형구가 글자 변환에 따라 의미 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정형구와 구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장별 글자 변환의 주

요 원인은 압운의 변화에 따른 것이지 의미의 차이 때문은 아니다.

본고에서는 같은 시 또는 여러 시에 반복하여 나타나는 구를 ‘定型句’로 부르

되, 완전히 일치하는 시구에 국한하지 않고 裴普賢의 ‘相同句’, Wang의 ‘공식화

된 표현’, 加納喜光의 ‘類型句’를 포괄하기로 한다. 이 정형구는 서로 비슷한 구

에서 1~2글자가 증감하거나 同意字로 체되거나 순서가 바뀌어도 뜻이 달라지

지 않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여러 시에 되풀이하여 나타나는 정형구의 반복성으로부터 모티프라는 개념을 

떠올릴 수 있다. 모티프란 “문학작품 속에서 자주 반복되어 나타나는 동일한 요

소로서, 사건이나 공식 등의 어느 형태와 유사한 낱말, 문구, 내용”을 말한다.27) 

정형구와 모티프의 공통점이 반복성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근래에 문학 주제학에서는 주제와 모티프의 관계에 한 문제가 활발하게 논

의되었다. 여기서 《詩經》의 자연 경물에 해당하는 몇 가지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첫째, 가장 중요한 특징인 ‘반복성’이다. 모티프는 창작과정에서 우연히 발생하

고, 하나 또는 일련의 텍스트에서의 반복에 의해 나중에 의미를 부여받는다. 따

라서 주제의 전반적 의미를 풍부하게 하거나 변환하거나 전복시키기도 한다.28) 

이 반복성은 그 자체로 모티프의 성립 요건이 된다. Бори́с Ви́кторович Томаше́в
ский(토마세프스키)는 시의 모티프의 중요한 점으로 역사적으로 그 형태가 여러 

작품에 걸쳐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특징을 꼽았다.29) 《詩經》의 어떤 자연 경물이 

25) 加納喜光, 《詩経⋅II 古代歌謠における愛の表現技法》, 東京: 汲古書院, 2006, 157~158쪽.

26) 위의 책, 42~47쪽.

27) 한국문학평론가협회, 《문학비평용어사전 상》, 서울: 새미, 2006, 617쪽.

28) Michel Vanhelleputte, “The Concept of Motif in Literature, Motif and Theme as 

Structural Content Units”, edited by Werner Sollors, The Return of thematic criticism,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3, 100쪽.

29) Boris Tomashevsky, “Thematics”, Lee T. Lemon and Marion J. Reis tr, Russ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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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 아, 송에 걸쳐 여러 차례 나타난다는 것은 그것이 여러 작품의 공통된 주제

를 이해하는 핵심 요소라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주제와의 관계에서는 추상화와 구체화의 양면을 이룬다. 즉 모티프를 일

반화하면 주제가 되고 추상적인 주제를 특수화하면 모티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다.30) 주제와 모티프가 추상성과 구체성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비유 관계에 있

다는 뜻이기도 하다. 비유의 표적인 예로는 은유와 환유를 들 수 있다. 《詩經》

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자연 경물이 나타내려 하는 추상적인 관념31)은 무엇인

지, 그것이 어떻게 은유나 환유로 구체화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유형화가 가능하다. 모티프는 인간이 삶을 다루는 것에 한 추론 과정

을 표현하므로 개별 인물이나 사건의 분석과는 무관하다. 불특정 리인이 어떤 

행동 유형에 개입할 때 유사한 결과가 도출된다고 하자. 그것은 유사한 조건과 

상황 덕분이다.32) 유형화는 개별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우리는 기존 시경

학이 자연 경물의 개별성에 천착하다가 오히려 주제와의 연결이 어려워진 점을 

앞에서 확인한 바 있다. 앞에 예로 든 시에서 원앙이나 회수를 새나 강으로 유

형화하여 다른 시와 비교하면 일정한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Wang은 《詩經》 여러 시의 상호 유사한 이미지나 구절이 모티프의 중요한 미

학적 요소이고, 되풀이되는 모티프는 전통 시경학 흥 구조의 실체임을 피력하

다.33) 그가 말하는 모티프는 전통 시경학에서 말하는 흥과 정형구를 포괄할 수 

있다. 먼저 흥과 모티프의 관계를 살펴보자. 孔穎達은 아래의 글에서 자연 경물

과 흥의 관계에 한 鄭衆의 설을 인용했다.

司農이 또한 말하기를, “흥이란 물건에 사건을 맡긴 것이니 흥이란 일어남이

다. 비유를 취하여 비슷한 부류를 끌어다가 자기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다. 시

Formalist Criticism Four Essays,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65, 68쪽.

30) Theodor Wolpers, “Motif and Theme as Structural Content Units”, Werner Sollors, 앞의 

책, 91쪽.

31) 여기서 관념은 마음속의 표상, 개념, 의식 내용을 포괄한다. 은유를 설명할 때 흔히 

쓰이는 원관념/보조관념의 그 관념이다.

32) François Jost, “Introduction”, Jean-Charles Seigneuret ed, Dictionary of literary themes 

and motifs, vol 1, Westport: Greenwood Press, 1988, xvii쪽.

33) C. H. Wang, 앞의 책, 1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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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 글에서 조수초목을 들어 뜻을 드러낸 여러 가지가 모두 흥의 표현이다.”

라고 하 다.……비는 흥과 더불어 외부 사물에 갖다 붙인 점은 같으나 비는 드

러나고 흥은 감춰져있다. (司農又云, 興者, 託事於物, 則興者, 起也. 取譬引類, 起

發己心. 詩文諸擧草木鳥獸, 以見意者, 皆興辭也.……比之與興, 雖同是附託外物, 

比顯而興隱.)34)

날짐승, 길짐승, 풀, 나무에서 비슷한 부류를 끌어다가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

는 비유법이 바로 흥의 요체이다. 하지만 鄭衆은 자연 경물이 사실 서술인지 비

유인지 구별하는 방법이나 비유의 드러남과 감춰짐을 판가름할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 게다가 흥이라는 개념은 朱子 이후로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부, 비와 혼

용되어 복잡해지고,35) 明淸 이후에는 논란이 더욱 심해졌다.36) 그렇다면 흥이라

는 용어를 계속 쓰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Wang은 《詩經》의 모티프를 설명하면서 이것이 기존 시경학의  개념과 겹친

다는 것을 의식하 다. 그는 “theme(테마)”, “type-scene(유형별 장면)”37), “motif(모

티프)”라고 불리는 작시의 방식들은 흥으로 설명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未知

의 흥에 접근하는 방법 중 하나로 《詩經》을 구성하는 이미지의 비유와 상투적으

로 쓰인 테마가 어떻게 쓰 는지 조사하는 길을 제안하 다.38)

Wang은 《詩經》에서 특정 테마39)와 모티프가 결합하는 예를 몇 가지 들고 있

다. 그 중 부인의 슬픔을 테마로 하는 鄘風 <載馳>에는 언덕 오르기와 풀 캐기 

34) 《毛詩正義》 卷第一; 馬辛民 責任編輯, 앞의 책, 14쪽.

35) 흥에 음악적 기능이 추가된 것 또한 복잡화의 원인 중 하나이다.

36) 裴普賢, <詩經幾箇基本問題的簡述>, 《詩經硏讀指 》, 臺北: 東大圖書公司, 1977, 19쪽.

37) Wang은 ‘type-scene’이 ‘image(이미지)’ 등의 용어와 함께 모티프와 다른 개념인 것처

럼 썼으나 이들이 기능이나 형식 및 테마와의 관계에서 모티프와 어떤 차이가 있는

지 설명을 하지 않아 용어 간의 혼선이 빚어졌다. 그리고 이들과 흥의 관계가 무엇

인지도 구분하지 않았다. 《詩經》의 자연 경물의 의미와 역할을 알아내려면 이 모티

프의 개념을 활용할 때 다른 용어들과는 보다 엄 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다.

38) Wang, 앞의 책, 101~102쪽.

39) Wang은 서구 구전 서사시의 이론을 《詩經》 연구에 적용하고 있다. 그가 정의하는 

‘theme’이란 음유시인이 이야기를 만들 때 즉각적으로 떠올리는 생각이다. 그는 고  

국 서사시의 탈출, 웅, 야수들의 ‘topic’을 ‘theme’의 예로 들고 있다. 위의 책, 19

쪽. Wang이 말하는 ‘theme’은 글의 주요 내용이 아니라 이야깃거리나 화제이다. 따라

서 여기서는 ‘테마’로 번역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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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티프가 등장하는데 이들은 테마를 조명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고 하

다.40) 특정 테마에 몇 가지 자연물과 관련된 모티프가 여러 차례 등장한다는 것

은 이들 모티프가 단순히 화자의 행동을 서술한 것이 아님을 뜻한다. 둘 사이에

는 의미상의 관계가 있음을 암시한다.

이렇게 반복되는 모티프에 하여 Wang은 두 가지 중요한 특성을 지적하 다. 

첫째는 시에서 언급되는 상은 꼭 시인의 눈에 띈 것이 아니라 그의 숙련된 상

투구의 배열에서 인용된 것이라는 점이다.41) 똑같은 구가 반복된다는 것은 이 

구절이 시인의 의도 또는 청중의 요구에 따라 관습적으로 쓰 다는 뜻이다. 또

한 이 구절들이 단순 사실을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테마와 연관된 특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모티프에 쓰인 자연물의 세부 종류에는 의미의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그는 鄘風 <柏舟>의 측백나무 배 모티프에 해 배가 무슨 나무로 만들어졌는지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하 다. 배 타기 자체는 단지 고정된 모티프일 뿐이다. 이

것은 시인이 특정 유형의 장면을 이용해서 시를 지을 때 슬픔이나 기쁨 등의 감

정을 표출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고 하 다.42) 또한 Wang은 효도를 위한 귀향이

라는 테마의 시 9편에 나타나는 새가 종류와 상관없이 집단적인 모티프

[collective motif]로 쓰 다고 지적하 다.43) 여기서 《詩經》의 모티프가 어느 정도 

유형화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이 모티프라는 개념은 《詩經》 텍스트 내부의 규

칙성을 파악하는 데에 주요 요소로 활용된다.

Wang의 연구에서 특정 테마에 특정 모티프가 쓰인다는 현상이 우연이 아니라 

시인의 의도로 인해 생긴 것이라는 점은 구체적인 사례로 확인할 수 있다. 반복

적으로 등장하는 모티프의 비유 원리를 밝힐 수 있다면 난해한 흥 개념을 체

할 수 있을 것이다.

40) Wang, 앞의 책, 64쪽. 또한 버림받은 아내의 원망을 테마로 하는 시에는 말 타기(周

南 <卷耳>, 鄘風 <載馳>), 강 건너기(邶風 <谷風>, 鄘風 <載馳>, 衛風 <氓>), 강가(邶

風 <谷風>, 衛風 <氓>), 작중 화자를 배제한 연회(邶風 <谷風>), 과일이나 곡식을 쪼는 

새(衛風 <氓>, 雅 <黃鳥>) 등의 모티프가 쓰임을 알 수 있다. 같은 책, 108쪽의 표. 

41) 위의 책, 114쪽.

42) 위의 책, 111쪽.

43) 위의 책, 118~1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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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Wang의 논지에서 테마와 모티프가 어떤 원리로 결합하는지에 해서는 

알 수 없다. 따라서 스스로가 제시한 테마와 모티프의 결합에 예외나 모순이 생

겨도 해결하기 어렵다. 예컨  그는 효도의 귀향을 테마로 하면서도 새가 등장

하지 않는 작품으로 魏風 <陟岵>, 雅 <杕杜> 및 <北山>을 거론하 다. 하지만 

그것은 우연의 산물이라고만 하고 새의 모티프가 쓰이지 않은 원인을 해명하지

는 못하고 있다.44) 그는 또한 邶風 <谷風>, 雅 <谷風>과 王風 <中谷有蓷>의 버

림받은 여성의 테마에 골짜기 모티프가 쓰인 것은 여성과 골짜기가 은유 관계이

기 때문이라고 하 다.45) 하지만 ‘谷’이 등장하는 다른 작품을 살펴보자. 周南 

<葛覃>은 부모를 뵈러 가는 주제, 雅 <伐木>은 친구를 불러 잔치하는 주제, 

<白駒> 역시 손님을 환 하고 떠나는 것을 만류하는 주제로 부분 여성과는 관

련이 없다. 이것은 그가 특정 테마에 반복해서 나타나는 특정 모티프가 다른 테

마에는 어떻게 쓰이는지, 또한 그 테마에 쓰인 다른 모티프가 무엇인지에는 주

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정형구와 모티프의 관계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정형구의 존재

는 《詩經》 창작의 내재적 규칙이자 서로 다른 시를 비교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

이다. 裴普賢은 정형구 연구의 효용으로 《詩經》 각 편의 성립 순서 추정, 시의 

원형 주제 및 유사한 주제를 통한 시 내용의 인식 심화, 정형구 해석 비교를 통

한 기존 해석의 착오 판정의 세 가지를 들었다.46) 시구가 개별 작품을 넘어 다

른 시에 반복된다는 점에 주목한다면 비교 해석을 통해 더 정확하고 합당한 의

미를 찾을 수 있다. 다만 정형구 연구는 분석 상을 같은 형식의 시구로 한정

하는 바람에 의미가 같더라도 형식이 다른 경우는 빠트리기 쉽다.47) 구절의 형

식적 유사성에서 더 나아가 자연 경물 이미지의 유사성까지 포괄하는 용어가 바

로 모티프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자연 경물에 관한 정형구는 모티프에 통합하

44) 위의 책, 119쪽. 이들 세 편에는 언덕 오르기 모티프가 공통적으로 쓰 다. 특히 <杕

杜> 및 <北山>에는 구기자 따기 모티프가 더해지고 있는데 Wang은 그것을 간과하고 

있다.

45) 위의 책, 105~106쪽.

46) 裴普賢, 《詩經相同句及其影響》, 臺北: 三民書局, 1974, 73쪽.

47) 예컨  豳風 <九罭>의 “九罭之魚, 鱒魴.”과 雅 <魚麗>의 “魚麗于罶, 鱨鯊.”는 똑같

이 고기잡이 모티프이지만 정형구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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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사용하고, 자연 경물 이외의 다른 부분에 관한 정형구는 필요할 때 제한적으

로 쓰기로 한다.

이상의 개념적 전제의 논의로부터 본고에서 다루는 《詩經》 자연 경물 모티프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곧 자연 경물 가운데 풍, 아, 송에 걸쳐 반복적

으로 쓰이면서 몇몇 유형의 테두리 안에서 시의 일정한 주제 및 주요 내용을 구

성하는 구체적인 소재이다. 이 자연 경물 모티프가 어떻게 반복되고 주제를 비

유하며 유형화가 되는지를 밝힌다면 《詩經》에서 의미 파악이 어려웠던 자연 경

물의 해석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제 3 절 연구 방법

본고에서는  《詩經》의 자연 경물 중 여러 차례 되풀이되는 모티프를 연구의 

상으로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詩經》 자연 경물 모티프의 의미를 밝히는 것이

다. 앞에서 살핀 모티프의 세 가지 특성 중 주제의 구체화와 유형화의 가능성을 

밝히기 위해 몇 가지 이론적 토 를 검토하고자 한다.

우선 주제의 구체화를 보자. 이것은 곧 비유이고, 은유와 환유로 나뉜다. 먼저 

은유는 모티프를 구성하는 자연 경물과 주제에 해당하는 관념이 유사성에 의해 

1:1로 응한다. 은유의 해석에서 자연 경물 모티프는 시의 특정 주제와 한 쌍의 

의미상 칭을 형성한다. 《詩經》에서는 자연 경물 모티프가 주로 사랑과 관련된 

주제와 응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詩經》의 자연 경물을 은유로 보고 있다. 자연 경물의 개별적인 

의미를 밝히기보다는 그 사물과 관련 있는 의미 역을 설정하여 주제와의 응

관계를 찾으려 한다. 이것을 ‘개념적 은유’라고 한다. 개념적 은유는 문학 기교

나 수사법으로 쓰인 ‘전통적 은유’와 구별된다. 개념적 은유는 추상적이고 낯선 

목표 역을 구체적이고 익숙한 근원 역으로 구조화하고 개념화하는 인지 전략

이다.48) Lakoff(레이코프)를 비롯한 인지언어학자들은 은유를 “우리가 생각하고 

48) 임지룡, <개념적 은유에 관하여>, 《한국어 의미학》, vol.20, 2006, 33~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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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관점이 되는 일상적 개념체계”로 확장시켰다.49) 다시 말해 “인지의 도

구”이자 어떤 사물에 한 “생각하는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다.50) 개념적 은유

가 기존의 전통적 은유와 구별되는 점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51)

[표 1] 은유의 두 가지 

전통적 관점(기존의 은유) 현대적 관점(개념적 은유)

a. 은유는 단어의 속성, 즉 언어적 현

상이다.

a. 은유는 단어의 속성이 아니라 개념

의 속성이다.

b. 은유는 미적, 수사적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 사용된다.

b. 은유의 기능은 예술적, 미적 목적

뿐만 아니라 어떤 개념을 더 잘 이

해하기 위한 것이다.

c. 은유는 비교되고 동일시되는 두 실

체 사이의 닮음에 기초한다.

c. 은유는 종종 유사성에 기초하지 않

는다.52)

d. 은유는 단어의 의식적이고 고의적

인 사용이며, 따라서 특별한 능력

을 지녀야 잘 사용할 수 있다.

d. 은유는 보통 사람들도 일상생활에

서 별다른 노력 없이 사용할 수 있

다.

e. 은유는 없어도 살 수 있는 비유적 

표현이다.

e. 은유는 인간의 사고와 추론에 불가

피한 과정이다.

기존의 은유는 단어와 단어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1:1 응을 시도한다. 반면에 

개념적 은유는 단어의 개별 속성을 넘어선 포괄적 의미 역 사이의 체계적 응 

관계를 바탕으로 역 내의 개념 요소끼리 1:1 응을 시도한다. 따라서 개별 단

어가 꼭 표현하려는 요소와 비슷하지 않더라도 그 단어가 구성하는 개념 체계와 

표현하려는 요소가 포함된 개념 체계가 조응한다면 은유가 성립한다. 예컨  일

상 언어생활에서 ‘화가 끓어오르다’, ‘화가 폭발하고 말았다’, ‘화가 식었다’ 등의 

표현은 평소에 흔히 쓰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은유로 여겨지지 않는다. 이

런 종류의 ‘죽은 은유’는 처음에 비유적으로 쓰이던 표현이 관습적인 일상 어휘

49) G. 레이코프⋅M. 존슨 지음, 노양진⋅나익주 옮김, 《삶으로서의 은유》, 수정판, 서울: 

박이정, 2006, 21쪽.

50) 프리드리히 웅거러⋅한스-요르그 슈미트 지음, 임지룡⋅김동환 옮김, 《인지언어학 개

론: 개정판》, 파주: 태학사, 2010, 172쪽.

51) 임지룡, 앞의 논문, 32쪽의 <표1> 은유의 두 가지 관점.

52) 사물 자체의 속성은 서로 비슷하지 않아도 괜찮다. (각주는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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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된 것으로 설명된다.53) 이것은 세계를 구성하는 개별 상이 그 자체로 本有

的 속성을 가진다는 객관주의자들의 관점이다. 은유를 언어의 문제로만 인식하

는 것이다.54) 그에 따르면 ‘화’는 본디 끓어오르거나 폭발하거나 식는 속성이 있

다. 그 속성으로 ‘화를 심하게 내다’, ‘화를 흥분할 정도로 내다’, ‘화나는 상태가 

멈추다’는 말을 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레이코프는 이 객관주의의 관점에

는 모든 상이 본유적 속성을 최 한 많이 갖추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고 비

판한다.55) 화에 한 표현에는 ‘분노가 치솟다’, ‘화를 풀다’, ‘열이 뻗치다’ 등 

실로 다양한 예가 있는데 이 하나하나가 모두 화의 속성이라면 화를 애초에 정

의하는 것부터가 난제일 것이다.

‘화가 끓어오르다’, ‘화가 폭발하고 말았다’, ‘화가 식었다’ 등의 표현은 ‘화는 

그릇 속 액체의 열이다’라는 개념적 은유로 설명할 수 있다.56) 그 개념 요소의 

응은 아래의 표와 같다.57)

[표 2] ‘화’와 그릇 속 뜨거운 액체의 개념 응 계

근원영역: 그릇 속 액체의 열 목표영역: 화

a. 그릇 속의 액체가 특정한 한계를 

넘어 가열될 때, 압력은 그릇이 폭

발하는 지점까지 증가한다.

a. 화가 특정한 한계를 넘어서 증가할 

때, 압력은 사람이 통제를 상실하는 

지점까지 증가한다.

b. 폭발은 그릇을 손상시키며 주변 

사람들에게 위험하다.

b. 통제의 소실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며 다른 사람에게 위험하다.

c. 폭발은 충분한 힘과 응압력을 

가함으로써 막을 수 있다.

c. 화는 의지력에 의해서 억제될 수 있

다.

d. 압력의 통제된 발산을 통하여 폭

발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d. 화는 통제된 방식으로 발산되거나 

해로움 없이 발산되어 위험을 줄일 

수 있다.

‘화’에 해 ‘끓어오르다’, ‘폭발하다’, ‘식었다’ 같은 은유적 표현이 가능한 것

53) 프리드리히 웅거러⋅한스-요르그 슈미트 지음, 임지룡⋅김동환 옮김, 앞의 책, 172쪽.

54) G. 레이코프⋅M. 존슨 지음, 노양진⋅나익주 옮김, 앞의 책, 338~340쪽.

55) 위의 책, 344~345쪽.

56) 임지룡, 앞의 논문, 41쪽.

57) 위의 논문, 43쪽의 <표4> ‘화’의 인식론적 응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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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우리가 화를 그릇 속의 뜨거운 액체라는 개념으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릇 속의 뜨거운 액체를 근원 역으로 놓고 실제 말하고자 하는 화를 목표 역

으로 두어서 양자 간의 개념 요소를 응시켜보자. 그러면 그릇과 뜨거운 액체

의 관계는 우리의 몸이나 마음과 그 속에 있는 화의 관계에 응한다. 또한 뜨

거운 액체가 그릇 속에서 가열되어 폭발한다는 변화 형태 역시 화가 심해졌을 

때의 문제 발생이라는 개념에 응한다. ‘화가 치솟다’나 ‘화를 풀다’ 역시 ‘화는 

땅 속의 샘물이다’, ‘화는 끈이다’의 개념적 은유의 관점으로 보아 샘물 또는 끈

에 관련된 개념 요소가 화의 개념 요소와 각각 응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詩經》에도 화를 비롯하여 기쁨이나 원망 등의 감정을 기조로 하는 시가 많

다.58) 그리고 시상 전개는 개 자연 경물의 제시로 시작한다. 자연 경물 모티프

는 비교적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시의 주제를 구체적인 사물로 표현한 것이다. 

이것은 사물 그 자체로만 제시되기보다 동작 및 상태와 결합하는 형태를 취한

다. 풀 캐기, 고기잡이, 새의 울음, 언덕 오르기 등은 동작에 관련된 자연 경물이

다. 나무에 앉아 있는 새, 남쪽에 있는 물고기, 흐드러지게 핀 꽃 등은 상태와 

관련이 있다. 개념적 은유의 관점에서 보면 자연 경물 모티프가 구성하는 의미

역 각 요소 간의 관계는 시의 특정 주제로 이루어진 의미 역의 개념 요소 간

의 관계에 응하면서 감정을 표현한다.

개념적 은유에서는 또한 “감각운동 역에서 나오는 관습적 심상”을 “주관적 

경험의 역”에 쓸 수 있다고 본다.59) 앞에서 살펴본 화의 은유는 일상생활에서 

국물이나 탕약 등 그릇 속의 뜨거운 액체를 접하면서 그 감각이 화의 의미 역

에 자연스럽게 연결된 것이다. 그렇다면 풀을 뜯거나 나무를 베거나 새 울음소

리를 듣는 경험으로부터 시에서 표현하는 감정이 형상화된다는 추론 또한 가능

58) 洪湛侯는 鄭振鐸, 劉大杰, 張西  등의 논의를 종합하여 현  시경학의 《詩經》 분류

를 (1) 祭祀詩, (2) 禱詩, (3) 史詩, (4) 宴飮詩, (5) 田獵詩, (6) 戰爭詩, (7) 征役詩, 

(8) 農事詩, (9) 怨刺詩, (10) 情詩婚姻詩로 제시하고 있다. 洪湛侯, 《詩經學史》, 北京: 

中華書局, 2002, 656쪽. 분류의 기준이 일정치 않은 가운데 (2) 禱詩와 (9) 怨刺詩

처럼 감정에 관련된 내용을 분류 항목으로 든 것이 주목된다. 물론 제사, 잔치, 전쟁, 

행역, 결혼 등의 다른 분류에도 송축이나 원망의 감정이 표출된다.

59) G. 레이코프⋅M. 존슨 지음, 임지룡 외 옮김, 《몸의 철학: 신체화된 마음의 서구 사

상에 한 도전》, 서울: 박이정, 2002, 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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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詩經》에서 어떤 자연 경물은 풍, 아, 송을 가리지 않고 등장하는 모티프

의 특성을 보인다. 이 자연 경물의 동작이나 상태는 사람들이 인지와 감각으로 

익히 받아들이는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은유는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보편적 사고방식에 속한다.

한편 주제를 모티프로 구체화시키는 비유에는 환유도 있다. 서로 다른 역에

서 1:1 응이 이루어지는 개념적 은유와 달리, 개념적 환유는 “똑같은 이상적 

인지 모형에서 매체라는 어떤 개념 실체가 목표라는 다른 개념 실체로 정신적 

접근을 제공하는 것이다.”60) 그것은 어떤 사물의 이름이 그 사물과 어떻게든 연

결되어 있는 다른 사물의 이름을 체하는 것이라는 전통적 환유의 안으로 제

시되었다.61) 인지 모형은 곧 사람이 경험과 세계를 느끼고 알아차릴 때 쓰이는 

“개념 도식”(체계적으로 구조화된 지식)으로 이루어진 무의식적인 틀이다.62) 그

것을 개념적 은유와 마찬가지로 의미 역이라 부르기로 하자. 개념적 환유는 다

시 말해서 어떤 개념 실체를 가리키거나 알고자 하여 같은 의미 역 안의 보다 

구체적인 개념 실체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는 추상화된 주제를 구체화시킨 모티

프의 특성과 상통한다. 이 개념적 환유는 단순히 언어의 체를 넘어서 여러 개

념 요소로 구성된 새로운 의미 역을 환기시켜준다.

전통 수사학에서는 제유를 환유와 구별한다. 김욱동은 “동아일보가 아직 기자 

회견장에 도착하지 않았다”라는 환유의 문장에서 “동아일보”는 그 신문사에서 

일하는 기자를 가리키는 동시에 그 신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

다. 하지만 제유에는 이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았다.63) 하지만 개념

적 환유에서는 제유를 환유의 특수한 경우로 포함시키고 있다.64) 앞에서 제기된 

60) Günter Radden⋅Zoltán Kövecses, “Towards a Theory of Metonymy”, Günter Radden 

and Klaus-Uwe Panther ed, Metonymy in Language and Thought, 전자책,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 1999, 21쪽; 김동환, <환유의 인지언어학적 연구 동향>, 

임지룡 외 지음, 《비유의 인지언어학적 탐색》, 파주: 태학사, 2015, 87쪽의 번역을 본

고의 문맥에 맞게 일부 수정하 다.

61) 위의 논문, 17쪽.

62) G. 레이코프⋅M. 터너, 이기우⋅양병호 옮김, 《시와 인지》, 서울: 한국문화사, 1996, 

93쪽.

63) 김욱동, 《은유와 환유》, 서울: 민음사, 1999, 245쪽.

64) G. 레이코프⋅M. 존슨 지음, 노양진⋅나익주 옮김, 앞의 책, 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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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유의 고유한 특성인 강조의 효과는 제유에서도 나타난다. 레이코프와 존슨은 

그것을 “이해의 기능”으로 설명한다. 예컨  “그 계획에는 훌륭한 두뇌가 필요하

다”라는 문장은 부분으로 전체를 신하는 제유이다. 여기서 ‘훌륭한 두뇌’는 기

본적으로 ‘총명한 사람’을 지시하는 기능이 있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 ‘총명성’이 

선택된다는 점이 중요하다는 것이다.65) 의미 역의 관점에서 보아도 제유와 환

유는 둘 다 같은 역 안에서 구성요소가 다른 구성요소로 전이된다. “동아일

보”는 제호이기도 하지만 그 제호로 표되는 신문의 전체 의미 역을 포괄하기

도 한다. 앞의 문장에서 “동아일보”와 그 신문사의 기자는 전체와 부분의 제유 

관계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제유를 환유에 포함시켜 논의하기로 

한다.

환유에서 정신적 접근, 즉 의미의 전이는 두 번 이상 일어나기도 한다. Ibáñez

와 Velasco는 “이중 환유”의 모형에서 “Wall Street(=the people in the institution) is 

in panic.(월가는 공포에 빠져있다)”이라는 문장을 제시한다. ‘Wall Street’가 금융

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하기 위해서는 월가가 장소로서의 거리 이름에서 금

융기관으로 한 차례의 환유를 겪고, 금융기관에서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으

로 다시 한 번 환유를 거치게 된다. 이 경우 관련된 의미 역이 계속 축소되지

만, 반 로 의미 역이 확 되는 경우도 있다.66)

《詩經》의 자연 경물 모티프를 환유로 해석하려면 시의 내용과 어떻게 연결되

는지를 입증해야 한다. 자연 경물은 시의 내용과 완전히 무관해 보이더라도 그 

사물이 속하는 더 큰 역 또는 그 사물이 포함하는 더 작은 역의 다른 요소

로 전이된 것일 수 있다. 또한 자연 경물 모티프는 역의 축소나 확 뿐만 아

니라 인과 관계나 선후 관계에서의 전이에서도 여러 단계를 거쳐 환유로 해석될 

수 있다.

《詩經》의 자연 경물은 의미 역의 구축 방식에 따라 은유와 환유로 나뉜다. 

“삐쭉빼쭉 물풀을 이리저리 뜯는다. 아리따운 아가씨를 자나깨나 찾는다.”라는 

65) 위의 책, 77~78쪽.

66) Francisco J. Ruiz de Mendoza Ibáñez⋅Olga I. Díez Velasco, Patterns of conceptual 

interaction, René Dirven⋅Ralf Pörings ed, Metaphor and metonymy in comparison and 

contrast, Berlin: Hawthorne, N.Y.: Mouton de Gruyter, 2003, 512~5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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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구가 있다고 하자. 여기서 물풀을 뜯는다는 것은 《詩經》의 다른 작품에도 자

주 나오는 모티프이다. 물풀을 뜯는 행위가 그 자체로 하나의 의미 역이라면 

은유이다. 물풀, 뜯는 행위, 행위자는 의미 역을 이루는 개념 요소이다. 예컨  

이들이 아가씨, 구애 행위, 구애자와 각각 1:1로 응한다는 것이 은유의 관점이

다. 만약 물풀 뜯는 행위가 실제 행위로서 더 큰 의미 역에 속하는 일부 개념 

요소라면 환유이다. 작중 화자가 물풀을 뜯어다가 나물을 무쳐 음식으로 차려서 

남녀가 함께 먹고 즐기는 일련의 행위 전체가 하나의 의미 역을 이룬다. 물풀 

뜯기가 그 의미 역 안의 먹고 즐기기, 또는 이 모든 행위를 가리킨다는 것이 

환유의 해석이다.

은유와 환유의 관점에 따라 자연 경물 모티프의 해석 방식이 달라진다. 은유

는 의미 역 사이의 응 관계 구축을 핵심으로 하므로 내재적 관점을 취한다. 

자연 경물 모티프 자체가 하나의 의미 역이다. 그 내부의 개념 요소에 무엇이 

있는지, 개념 요소 간의 관계가 주제의 의미 역에 어떻게 응하는지를 분석하

면 된다. 분석 범위는 시구를 벗어나지 않는다.

반면에 환유는 개념 요소들을 아우르는 하나의 의미 역 구축을 핵심으로 하

므로 외재적 관점을 취한다. 자연 경물 모티프는 주제와 관련이 있는 하나의 개

념 요소이다. 자연 경물과 주제를 포괄하는 의미 역을 찾기 위해서는 《詩經》 

바깥의 관련 자료를 조사해야 한다. 자연 경물과 그것이 가리키는 주제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이중 환유로 연결해야 된다.

다음으로 모티프 유형화의 가능성을 살펴보자. 유형화의 목적은 동일한 자연 

경물 모티프 내의 의미 파악을 넘어 서로 다른 자연 경물 모티프 간의 의미를 

비교하여 《詩經》 자연 경물의 전모를 파악하는 것이다. 모티프 유형화의 이론적 

토 로는 민담의 유형론을 활용하고자 한다. Владимир Яковлевич Пропп(이하 

프로프)는 러시아 민담 중 妖術譚의 구성에 불변요소와 가변요소가 있음을 발견

하 다. 등장인물의 이름이나 속성은 변하지만 그들의 행동 또는 기능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기능이 단히 다양한 인물들에 의해 반복되어 나타나지

만 기능의 수는 매우 적다고 하 다.67) 그의 형태론은 기존 연구의 민담 분류 

67) 블라디미르 프롭 지음, 안상훈 옮김, 《민담의 형태론》, 서울: 박문사, 2009, 34~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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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이 혼란스러운 점을 비판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줄거리 또는 모티프에 따른 

분류는 주로 ‘~에 관한 민담’이라고 이름을 붙이지만 그 줄거리는 꼭 한 가지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없고 다른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등장한다는 점이 문

제라고 하 다. 예컨  삼형제에 관한 민담과 아내를 얻는 것에 관한 민담을 다

르게 분류한다면 삼형제가 각각 아내를 얻는 이야기를 분류할 길이 없게 된다는 

것이다.68) 프로프는 기존 민담 분류의 중복이나 복잡화를 문제로 삼은 것이다. 

그것은 등장인물이나 도구 자체를 분류의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등장인물 또

는 도구의 종류가 많아질수록 이야기의 갈래는 번다해진다. 분류의 목적이 연구 

상의 분석과 이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임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기준의 혼란

은 연구에 장애가 된다.

본고에서는 자연 경물 모티프에서 반복의 요소를 자연 경물 자체가 아닌 동작

과 상태에서 찾으려 한다. 그것은 제각기 다른 종의 동식물이나 자연지형 등의 

모티프를 추상화하는 기준이 그 자연물의 움직임이나 처한 상황 또는 그와 관련

된 인간의 활동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새를 예로 들면 Wang은 꾀꼬리를 기

쁨의 ‘倉庚’과 슬픔의 ‘黃鳥’ 모티프로 나누었다. 다만 周南 <葛覃>의 ‘黃鳥’는 

슬픔이 아니라 부모를 뵙는 기 를 나타내는데, 그것은 ‘~于飛’나 ‘喈喈’ 등의 어

구 때문이라고 추측하 다.69) 이런 예외 현상으로부터 모티프는 ‘倉庚’이나 ‘黃

鳥’의 명칭에 달린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꾀꼬리라는 새가 취하는 동작인 

‘날기’나 ‘울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꾀꼬리뿐만 아니라 다른 새의 나는 

모습과 우는 모습이 뜻하는 바를 비교하면 그 모티프의 의미를 찾는 데에 도움

이 될 것이다.

행동이나 기능을 이야기의 핵심으로 보는 프로프의 관점은 복잡다단한 시의 

자연 경물 모티프를 간결하게 정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예컨  새가 

취하는 동작이나 상태는 ‘날기’나 ‘울기’ 외에 ‘머물기’, ‘먹기’ 등 비교적 적은 

수로 고정되어 있다. 이것을 불변요소로 삼는다. 이 고정된 불변요소가 반복되어 

새와 관련된 모티프의 유형을 이룬다. 반면에 새의 종류는 <關雎>의 雎鳩로부터 

<泮水>의 올빼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70) 이렇게 경우에 따라 바뀌는 각각의 

68) 위의 책, 16~17쪽.

69) Wang, 앞의 책, 117~1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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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의 사물은 가변요소로 부르기로 한다. 가변요소는 동작과 상태의 주체, 

상, 장소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동식물과 자연지리의 개별적인 속성은 본고

의 연구 상이 아니다. 본고에서는 불변요소를 중심으로 자연 경물 모티프를 

분류하고 그것이 시의 내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상의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각 장에서 다룰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장에

서는 먼저 기존 시경학의 자연 경물 모티프 해석 방식을 은유와 환유로 나누어

서 분석한다. 기존 시경학에서는 자연 경물을 흔히 땔나무, 풀, 강물, 물고기, 새

의 다섯 가지 모티프로 나누어서 설명한다. 이 다섯 가지 모티프에 한 해석을 

각각 전통 시경학의 은유와 문화인류학의 환유의 원리로 재구성한다. 전통 시경

학은 자연 경물을 예교의 근거로 삼는다. 이 해석은 자연 경물과 주제의 구성 

요소를 1:1로 응시키는 개념적 은유에 해당한다. 한편 문화인류학에서 자연 경

물 모티프는 고  사회의 주술이나 의식을 반 한 표지로 해석된다. 이 해석은 

자연 경물을 고  문화 습속이라는 의미 역의 구성 요소로 간주하는 개념적 환

유에 해당한다. 복잡다단해 보이는 기존 시경학의 자연 경물 모티프 해석 관점

은 이 두 원리를 통해서 보다 명확하게 이해될 것이다. 사실 서술이나 음악적 

요소로 여겨졌던 자연 경물에 은유나 환유라는 비유 기능이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71) 아울러 개념적 은유 또는 환유에 해당하는 기존 시경학의 자연 경물 

해석이 적절한지 검토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본고에서 주장하는 《詩經》  자연 경물 모티프의 은유를 입증하기 

위해 보다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해석의 틀을 제시한다. 비슷한 유형의 자연 경

물 모티프에서 모티프의 실제 의미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불변요소인 동

작과 상태에 있음을 확인할 것이다. 동작의 경우 호출, 이동, 획득, 결속, 섭취의 

다섯 가지 유형이 있다. 상태의 경우 휴식, 존재, 번성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 

70) 전설 속의 새인 鳳凰과 鸞까지 합쳐 총 31종으로 집계한 결과가 있다. 顔重  著, 陳

加盛等 攝影, 《詩經裡的鳥類》, 台中 : 宇文化, 2004, 引  참조.

71) 朱子의 흥을 중심으로 하는 음악적 기능은 자연 경물과 시의 주제를 별개로 본다는 

점에서 개념적 은유와 상통한다. 하지만 자연 경물의 의미를 설명하지는 않기 때문

에 朱子의 흥을 곧 개념적 은유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고에서 전통 시경학

을 개념적 은유로 설명하는 것은 毛詩 계열의 해석을 위주로 한다. 朱子의 흥은 후

속 연구에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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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각 유형이 어떻게 사랑의 주제를 구체화하는 은유로 해석되는지 알아본다. 

다음으로 정형화된 이들 자연 경물 모티프의 복합 양상을 검토하고, 획득 모티

프에서 은유와 환유의 원리가 혼용되는 특수 형식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자연 

경물 모티프가 인간사와 조 관계에 놓이는 사례를 분석한다. 이로써 자연 경

물 모티프의 은유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제4장에서는 자연 경물 모티프가 사랑의 주제를 형성하는 원리를 《詩經》의 실

제 작품 분석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만남의 기쁨과 헤어짐의 슬픔이라는 상반된 

두 주제에서 여러 유형의 자연 경물 모티프가 갖춰진 시를 세 수씩 뽑는다. 각 

장의 자연 경물 모티프에 해 전통 시경학과 문화인류학의 해석 및 동작과 상

태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관점에서의 해석을 비교한다. 이 작업을 통해 자연 경

물 모티프가 기쁨의 주제와는 평행을 이루고, 슬픔의 주제와는 조를 이루는 

사랑의 은유임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 다루는 주요 주석서 및 연구서는 다음과 같다. 전통 시경학에서는 

《毛傳》, 鄭玄, 孔穎達, 馬瑞辰 등의 모시학자와 朱子를 중심으로 한다.72) 문화인

류학에서는 Marcel Granet(이하 Granet), 聞一多, 孫作雲, 白川靜(시라카와 시즈카), 

家井眞(이노이 마코토) 등을 위주로 살펴볼 것이다.73)

72) 시 원문 및 毛詩 관련 주석은 馬辛民 責任編輯, 《毛詩正義》(十三經注疏), 北京: 北京

大學出版社, 2000을 저본으로 삼았다. 朱子와 馬瑞辰의 주석본은 각각 朱傑人⋅嚴佐

之⋅劉永翔 主編, 《朱子全書 1》,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合肥: 安徽敎育出版社, 2002, 

馬瑞辰, 《毛詩傳箋通釋》, 北京: 中華書局, 1989에 따랐다. 그 밖의 주석본은 주로 中

國詩經學 編, 《詩經要籍集成》을 이용했다. 오탈자는 다른 판본을 비교하여 바로잡았

으며, 구두점은 본고의 맥락에 맞게 수정하 다. 한편 김은숙의 한글 프로그램 입력

본(《毛詩》, 1998년 7월) 덕분에 원문 입력의 수고를 크게 덜고, 정형구의 검색과 분

석을 수월하게 진행했다. 이에 본고의 지면을 빌어 감사드린다.

73) Granet의 연구는 마르셀 그라네 지음, 신하령⋅김태완 옮김, 《중국의 고  축제와 가

요》, 서울: 살림, 2005, 마르셀 그라네 지음, 유병태 옮김, 《중국사유》, 개정판, 서울: 

한길사, 2015, 聞一多의 연구는 <說魚>, <詩經新義>, <詩經通義甲>(이상 《聞一多全集 

3 神話編⋅詩經編上》, 武漢: 湖北人民出版社, 1993에 수록), <詩經通義乙>, 《聞一多全

集 4 詩經編下》, 武漢: 湖北人民出版社, 1993, 孫作雲의 연구는 <《詩經》戀歌發微>, 

《孫作雲文集 第2卷《詩經》硏究》, 開 : 河南大學出版社, 2002, 白川靜의 연구는 < の

硏究>, 《白川靜著作集 9⋅詩經 I》, 東京: 平凡社, 2000, 家井眞의 연구는 《詩經の原

義的硏究》, 東京: 硏文出版, 2004를 상으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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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자연 경물 모티프의 두 가지 해석 방식

전통 시경학에서는 자연 경물을 분류한다는 관념이 희박했다. 20세기 이후 

《詩經》을 문화인류학의 관점에서 해석하면서 자연 경물을 종류별로 나누기 시작

했다. Granet는 상 방을 사모하는 정을 노래한 시를 분석하면서 말미에 족외혼

의 계절제 풍습에 관련된 요소를 열거했다. 예컨  <匏有苦葉>의 경우 시의 모

티프74)로 강 건너기, 유혹, 새 우는 소리, 결혼의 갖가지 관습에 한 회상을 들

었다.75) <車舝>의 경우 수레, 명성, 공동 식사, 새, 축제의 때, 노래와 춤, 등반, 

섶 다발, 부부관계를 들었다.76) 유혹, 명성, 식사, 축제, 가무, 부부관계 등은 모

두 연애 및 결혼과 연관되는 모티프로 해석된다. 강 건너기, 새 우는 소리, 등반, 

섶다발 등은 자연 경물 모티프로서 《詩經》 여러 작품에 공통적으로 쓰인다.

이 장에서는 《詩經》에서 빈번하게 쓰이는 땔나무, 풀, 강, 물고기, 새의 다섯 

가지 모티프를 연구 상으로 선정했다.77) 이 자연 경물은 등장인물과의 연관성 

유무에 따라 은유와 환유의 두 가지로 나뉜다. 은유는 서로 다른 의미 역에서

74) Granet는 《詩經》의 시 번역문과 각 구에 한 주석을 제시한 뒤 마지막에 異體字 및 

모티프를 제시하고 있다. 원문의 ‘Thème’을 신하령⋅김태완은 ‘주제’로 번역했으나, 

Thème은 시 전체의 주제가 아니라 시의 내용을 구성하는 소재, 즉 본고에서 말하는 

모티프의 뜻으로 쓰 다. Marcel Granet, Fêtes et chansons anciennes de la Chine, 개정

판 전자책, Paris: Albin Michel, 1982. 

75) 마르셀 그라네 지음, 신하령⋅김태완 옮김, 《중국의 고  축제와 가요》, 서울: 살림, 

2005, 132쪽. 

76) 위의 책, 154쪽.

77) 현 의 주요 시경학 논저에서 자연 경물을 분류한 사례를 참고하 다. 일본의 松本

雅明(마츠모토 마사아키)는 풀 캐기, 나무 베기, 魚梁, 강 건너기를 주요 사례로 들었

다. 松本雅明, 《詩經諸篇の成立に關する硏究》, 東京: 東洋文庫, 1958. 白川靜는 < の

硏究>에서 연애시와 흥의 관계를 鳥獸蟲魚, 氣象, 풀 캐기, 나무 베기, 초목 등으로 

나누어 서술하고 있다. 중국의 趙沛霖은 흥의 기원을 조류, 어류, 수목, 상상 속 동물

로 분류하 다. 趙沛霖, 《 的源起-歷史積澱 詩歌藝術》, 北京: 中國社 科學出版社, 

1987. 근래에 李寶龍과 于衍存은 《詩經》의 象을 동물 흥상(조류와 어류), 식물 흥

상(수목과 약초), 물 관련 흥상(운우와 하천)으로 나눈 바 있다. 李寶龍⋅于衍存, 《｢詩
經｣論稿》, 延吉: 延邊大學出版社,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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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념 요소 간 응이므로 자연 경물은 시적 화자와 구분된다. 반면에 환유는 

동일한 개념 요소 내 전이이므로 제시된 자연 경물은 시적 화자와 하나의 의미

역으로 연결된다. 본고에서는 다섯 가지 자연 경물의 은유와 환유 해석을 비

교 분석하고자 한다. 전통 시경학과 문화인류학의 《詩經》에 한 관점의 차이에 

따라 자연 경물의 해석이 달라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제 1 절 땔나무 모티프

땔나무는 난방, 취사, 조명의 연료로서 일상생활의 필수품이다. 《詩經》에는 ‘薪

(땔나무)’이라는 소재가 자주 등장한다.78) 이 소재는 몇 가지 유사 표현에 반복

하여 쓰이면서 일종의 모티프를 이룬다. 특히 땔나무를 혼례의 모티프로 해석하

는 경우가 많다. 그중에서도 胡承珙의 설은 땔나무를 혼례의 의식과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설명한 표적 사례이다.

(ㄱ) 《詩經》에서 아내를 얻는다고 말할 때는 매번 장작 패기로 흥을 일으킨다. 

齊風 <南山>, 小雅 <車牽> 및 <綢繆>의 ‘束薪’, 豳風 <伐柯>의 도끼자루 베

기가 다 그러하다. 여기 <漢廣>에서 ‘우거진 땔나무에서 좀모형79)을 베네’

라고 말한 것은 이미 혼인을 따라 흥을 일으킨 것이다. ‘秣馬’, ‘秣駒’는 바

로 親迎의 예로 행하려 한 것이다. 《儀禮⋅士昏禮》에서 이른바 ‘신랑이 신

부의 수레를 몰 때 수레바퀴를 세 번 돌린다.’가 그것이다. (詩中言娶妻者, 

每以析薪起興. 如齊南山, 小雅車牽及綢繆之束薪, 豳風之伐柯皆是. 此言錯薪

78) 원문 검색 결과 周南 <漢廣>, 邶風 <凱風>, 王風 <揚之水>, 齊風 <南山>, 唐風 <綢

繆>, 豳風 <七月>, 豳風 <東山>, 雅 <無羊>, <正月>, < >, <大東>, <車舝>, <白

華>, 大雅 <棫樸>에 총 19회 쓰 다. 

79) ‘좀모형’ 등 본고에서 표기한 《詩經》 식물명은 윈쟈옌⋅손용훈, <시경(詩經)에 나타난 

식물 소재의 문화적 해석>, 《한국전통조경학회지》, Vol.32 No.3, 한국전통조경학회, 

2014, 100-103쪽의 목록에 따랐다. 윈쟈옌과 손용훈은 潘富俊, 《詩經植物圖鑒》, 上海: 

上海書店出版社, 2003의 학명을 바탕으로 이창복, 《원색 한식물도감》, 서울: 향문

사, 2003 및 이 노, 《새로운 한국식물도감 1, 2》, 서울: 교학사, 2006의 한글 명칭을 

참고하 다고 밝혔다. 같은 논문, 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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刈楚, 已從婚姻起興. 秣馬秣駒, 乃欲以親迎之禮行之, 昏禮所謂壻御婦車, 御

輪三周是也.)80)

(ㄴ) 이제 《詩經》에서 혼인의 일을 말하는 것을 고찰하면 종종 땔나무를 언급

한다. 예컨  <漢廣>에 있는 ‘땔나무 베기’라는 말과 <南山>에 있는 ‘장작 

패기’의 구와 豳風 <伐柯>의 도끼자루 베기는 아내 맞이에 해 동일한 비

유이다. 小雅 <車牽>의 ‘覯爾’는 ‘析柞’을 말로 삼는다. 이는 비록 장작 패

기가 같은 데서 떨어져 다른 것이 되고 아내 맞이가 다른 것과 이어져 같

은 것이 된다는 것으로써 흥을 일으킨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건  옛날 

혼례에는 아마 본디 땔감과 꼴풀의 예물이 있었으니 꼴풀은 말을 먹이고 

땔감은 횃불에 쓰는 것이었으리라. 《儀禮⋅士昏禮》의 ‘딸림 수레 두 에 

등불을 잡고 말에 앞선다.’의 鄭玄 주에 “일꾼에게 횃불을 들어 앞에서 길

을 비추게 한다.”고 하 다. (今考詩言昏姻之事, 往往及於薪木, 如漢廣有刈

薪之言, 南山有析薪之句, 豳風之伐柯與娶妻同喻. 小雅之覯爾以析柞爲辭, 此

雖似以析薪者離同爲異, 娶妻者聯異爲同起興, 然竊意古者於昏禮或本有薪芻

之饋, 葢芻以秣馬, 薪以供炬. 士昏禮從車二乘執燭前馬, 注云, 使徒役持炬火, 

居前炤道.)81)

(ㄱ)은 周南 <漢廣>에 한 설명이다. <漢廣>에서 좀모형이나 물쑥을 베는 일

이 나무 장작을 패는 일이나 묶는 일과 더불어 모두 아내를 얻는 일에 관련된 

것이라고 하 다. 다만 여기서는 흥이라고만 하 고 흥의 작용 원리가 무엇인지

는 설명이 보이지 않는다. 

(ㄴ)은 召南 <野有死麕> 제2장의 ‘林有樸樕(숲에는 덤불나무 있네)’에 한 설

명이다. 胡承珙은 (ㄱ)에서 설명하지 않았던 <漢廣> 흥의 작용 원리를 설명하면

서 뒤이어 땔나무는 혼례에 필요한 예물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설과 그 근거를 

새롭게 제시하고 있다.

위의 논증에서 땔나무의 흥에 해 두 가지 해석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는 “장작 패기가 같은 데서 떨어져 다른 것이 되고 아내 맞이가 다른 것과 이어

져 같은 것이 됨으로써 흥을 일으킨 것”이다. 둘째는 ‘옛날 혼례에는 아마 본디 

80) 胡承珙, 《毛詩後箋》 卷一, 皇淸經解續編本; 中國詩經學 編, 《詩經要籍集成 29》, 北京: 

学苑出版社, 2002, 277쪽.

81) 胡承珙, 《毛詩後箋》 卷二, 위의 책, 3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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땔감과 꼴풀의 예물이 있었으니 꼴풀은 말을 먹이고 땔감은 횃불에 쓰는 것’이

라는 말이다. 胡承珙은 두 번째 해석에 힘을 싣고 있지만, 현재까지 땔나무의 흥

에 해서는 정설이 없이 두 가지 해석이 팽팽하게 맞서며 복잡다단한 양상을 

보인다.

이 각각의 해석은 땔나무뿐만 아니라 《詩經》의 다른 모티프의 흥에 해서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면 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먼저 기존 시경학

에서 땔나무의 흥에서 비롯된 위의 두 가지 해석이 각각 은유와 환유의 원리에 

해당함을 보이고자 한다.

1. 부부의 은유

첫 번째 해석 원리는 은유의 관점이다. 은유는 유사한 요소 간의 응으로 성

립한다. 聞一多는 장작을 패는 것이 아내를 얻는 것을 가리키는 가장 직접적인 

예로 齊風 <南山>을 들었다.82) <南山> 제4장에는 “析薪如之何, 匪斧不克. 取妻如

之何, 匪媒不得(장작을 패려면 어떡하나, 도끼 아니면 안 되지. 아내를 얻으려면 

어떡하나. 중매 아니면 안 되지)”이라는 구절이 있다. 즉 장작은 아내와 응하

고, 도끼는 중매쟁이와 응한다. 이에 하여 林義光은 땔나무를 쪼개는 것이 

신부를 친정에서 떼어내는 것을 이끌어낸다고 보고, 그에 따라 <南山>의 장작 

패기가 결혼을 뜻한다고 하 다.83) 聞一多 역시 같은 시각으로 장작 패기를 해

석하고 있다. 그는 雅 < > 제7장 “伐木掎矣, 析薪扡矣(나무 벨 때는 잡아당

기고 땔감 팰 때는 결 로 쪼개야지)”에서 ‘掎’, ‘扡’는 모두 ‘裂’, ‘離’의 뜻이니 

나무와 땔감이 갈라지는 것은 부인이 부모의 집을 떠나 다른 사람을 따르는 것

을 비유한다고 풀이하 다.84) 또한 <車舝>에서 ‘析薪’의 ‘薪’은 ‘親’과 소리가 같

82) 聞一多, <詩經通義甲>, 《聞一多全集 3 神話編⋅詩經編上》, 武漢: 湖北人民出版社, 1993, 

362쪽.

83) 析 分離也. 欲使薪相離, 則斧以析之. 欲使生女之家 女相離, 則媒以道之也. (쪼갠다는 

것은 분리이다. 땔나무를 서로 떨어뜨리려면 도끼로 쪼개야 한다. 딸 낳은 집에서 딸

과 서로 떨어지려면 중매쟁이가 이끌어줘야 한다.) 林義光, 《詩經通解》, 上海: 中西書

局, 2012, 111쪽.

84) 聞一多, <詩經通義甲>, 앞의 책, 3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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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析’과 ‘取’, ‘束’과 ‘結’은 각각 의미가 같으므로 ‘析薪’이나 ‘束薪’은 각각 결

혼을 뜻하는 ‘取親’, ‘結親’을 가리킨다고 하 다.85)

이상의 해석에 따르면 땔나무 모티프에서 나무 베기와 장작 패기는 나무라는 

상에 가해지는 동작에 분리의 의미가 들어 있다. 또한 부부가 성립하려면 남

자가 신부될 사람을 처가에서 데려와야 한다. 서로 다른 역 간 유사한 속성의 

응에서 땔나무 마련과 아내의 출가 사이에는 은유 관계가 성립한다. 다만 이 

경우 ‘베기’와 ‘패기’는 분리라는 의미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엄 히 말하면 

부부의 결혼보다는 그 전제조건인 신부의 친정 이탈에 해당한다. 따라서 聞一多

가 ‘析’과 ‘取’의 의미가 같다고 한 것은 정확하지 않다. 더욱이 ‘取親’의 ‘親’이 

아내만 가리키는 반면에 ‘結親’의 ‘親’은 부부 양측을 다 가리키므로, 이들은 동

시에 성립하기 어렵다.

장작 패기에 이어지는 행위가 바로 장작 묶기이다. 장작 묶는 장면이 등장하

는 唐風 <綢繆> 제1장을 보자.

綢繆束薪, 三星在天. 

今夕何夕, 見此良人. 

子兮子兮, 如此良人何.

꽁꽁 땔나무 묶었네. 별 세 개86) 하늘에 있네.

오늘 저녁이 무슨 저녁이라 이 좋은 이를 보았나.

아아, 아아, 이 좋은 사람 어찌할까.

전통 시경학에서는 ‘良人’을 신랑이나 신부로 보고 있다. <毛詩序>에서는 혼인

을 제때 하지 못하는 혼란을 풍자한 것이라고 하 다.87) 朱子 역시 가난한 백성

이 마침내 혼인을 이루게 되었다고 풀이하 다.88) 땔나무를 묶는 것에 해 《毛

85) 聞一多, <詩經通義乙>, 《聞一多全集 4 詩經編下》, 武漢: 湖北人民出版社, 1993, 439쪽.

86) ‘三星’에 해서는 설이 분분하다. 《毛詩正義》 卷第六: 傳, 三星, 參也. 在天 始見東

方也. (‘三星’은 參宿이다. ‘在天’은 동쪽에 보이기 시작함을 말한다.) 箋云, 三星 心

星也. (‘三星’은 心星을 말한다.) 馬辛民 責任編輯, 앞의 책, 454~455쪽. 參宿와 心星

은 같다는 설도 있고 전혀 다른 별자리라는 설도 있다. 여기서는 별자리를 특정하지 

않고 문자 그 로 ‘별 세 개’로 번역하 다.

87) 綢繆, 刺晉亂也, 國亂, 則婚姻不得其時焉. (<綢繆>는 晉의 혼란을 풍자한 것이다. 나

라가 혼란하여 혼인이 제 때 이뤄지지 않았다.) 위의 책, 454쪽.

88) 《詩集傳》 卷第六: 國亂民貧, 男女有失其時, 而後得遂其婚姻之禮 . (나라가 어지럽고 

백성이 가난하여 남녀가 혼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었는데, 뒤에 마침내 혼인의 예를 

올릴 수 있었다.) 朱傑人⋅嚴佐之⋅劉永翔 主編, 앞의 책, 5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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傳》에서는 남녀가 예법을 기다려 혼인을 이루는 것이 땔나무와 꼴이 사람의 일

을 기다린 뒤 묶이는 것과 같다고 하 다.89) 그와 관련하여 轍의 설을 참조할 

만하다.

‘綢繆’는 꽁꽁 동여맴과 같다. 이성을 합하여 혼인을 이루는 것은 비유컨  

뭇 땔감을 뒤섞어 취하여 묶는 것이다. 땔감이란 물건은 묶으면 합쳐지고 풀면 

풀어지니, 이는 곧 꽁꽁 굳게 동여맨 뒤에야 합쳐짐을 기 할 수 있는 것이다. 

(綢繆猶纒綿也. 合異姓以爲昏姻, 譬如錯取衆薪而束之耳. 薪之爲物, 束之則合而釋

之則解, 是則綢繆固之而後可以望其合也.)90)

轍의 설은 이 땔나무를 묶는 행위가 실제 벌어진 일이 아니라 혼인의 비유

로 파악한 것이다. 오윤숙은 땔나무를 묶는 행위가 원시적 주술 사유에서 비롯

되었음을 지적하며 유 와 속박의 양면성이 있다고 하 다.91) 끈으로 서로 떨어

진 것을 묶는 행위는 서로 다른 사람을 한층 더 가까운 사이로 만든다는 것을 

비유한다. 따라서 결혼한 부부는 땔나무 묶음과 은유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

다.

2. 혼례의 환유

두 번째 해석 원리는 환유의 관점이다. 개념적 환유에서 한 개체가 같은 의미

역 안의 다른 개체를 가리킴을 상기해보자. 胡承珙은 <漢廣>의 우거진 땔나무 

베는 모습을 親迎의 예법으로 풀이했다. 그것은 땔나무 베기 바로 다음에 신부

가 타는 수레의 말을 먹이는 것으로 해석되는 “之子于歸, 秣其馬(그이가 시집

갈 때 말을 먹이리라)”가 이어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땔나무는 말과 함께 혼

례의 의미 역 안에 존재하게 된다. 그는 또한 <野有死麕>에 한 설명에서 횃

89) 男女待禮而成, 若薪芻待人事而後束也. 馬辛民 責任編輯, 앞의 책, 454~455쪽.

90) 轍, 《詩集傳》 卷六, 四庫全書本; 中國詩經學 編, 《詩經要籍集成 4》, 北京: 學苑出版

社, 2002, 337쪽.

91) 오윤숙, <시경 연가의 민속학과의 관련성 연구>, 《中國語文論譯叢刊》, 제15집, 2005, 

28~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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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로 쓰이는 땔나무와 여물로 쓰이는 꼴풀을 함께 결혼 예물로 들었다. 이 작품

은 전통적으로 남자가 죽은 사슴을 선물로 준비해서 여자를 만나는 내용으로 해

석되었다. 따라서 제2장의 “林有樸樕, 野有死鹿(숲에는 작은 나무 있네 들에는 

죽은 사슴 있네)” 역시 모두 결혼 예물에 관한 구절로 풀이되었다. 혼례라는 의

미 역 안에 예물의 재료인 숲 속의 나무와 들판의 사슴이 포함된 것이다. 이것

은 곧 환유의 해석이다.

‘薪(땔나무)’의 용도에 해서는 설이 두 가지로 갈린다. 우선 胡承珙이 제기했

듯이 《詩經》 여러 편에 나오는 땔나무를 결혼식에 쓰이는 횃불의 용도로 풀이하

는 설이 있다. 오윤숙은 땔나무가 횃불이 되는 근거를 大雅 <棫樸>의 “芃芃棫樸, 

薪之槱之(울창한 산유자나무 땔감으로 만들어 불을 피우네)”와 <旱麓>의 “瑟彼柞

棫, 民所燎矣(빽빽한 저 산유자나무 사람들이 불을 때네)”에서 찾으려고 하 다. 

이 구절은 신에게 제사를 올리기 위해 나무를 때는 것으로, ‘棫’이나 ‘柞’은 바로 

제사 때 모닥불을 피우던 땔나무라고 하 다. 또한 《周禮⋅閽人》에 “大祭祀喪紀

之事, 設門燎(큰 제사나 상례의 일에는 문에 횃불을 설치한다)”라고 했으니 

雅 <庭燎>의 “庭燎之光” 등은 조정의 祭 나 朝禮에 피우던 횃불일 것이고, 그

로부터 유추하면 ‘薪’ 또한 혼례를 비롯한 제의에 필요한 땔나무일 것이라고 하

다.92) 

한편 聞一多는 <漢廣> 제2, 3장에 ‘薪’과 함께 나오는 ‘楚’나 ‘蔞’를 신부의 수

레를 모는 말의 여물로 보고 그에 해 상세히 고증하 다. 王風 <揚之水>에는 

‘薪’, ‘楚’, ‘蒲’가, 鄭風 <揚之水>에는 ‘楚’, ‘薪’이, 唐風 <綢繆>에는 ‘薪’, ‘芻’, 

‘楚’가 장별 압운자로 열거되는데 이들은 모두 풀의 뜻이라는 점, 《說文解字》에

서 ‘薪’에 해 “蕘也. 从艸新聲(섶이다. 艸를 따르고 新의 소리이다)”이라고 하

고 여러 문헌에서 ‘蕘’를 ‘草薪’으로 풀이한 것을 근거로 삼았다.93)

胡承珙이나 聞一多의 관점에서 <漢廣>의 땔나무 모티프는 혼례의 준비 과정을 

압축한 것이다. 우거진 땔나무에서 신부가 탈 수레의 앞길을 밝힐 좀모형을 베

어 놓는다. 또는 신부의 수레를 끄는 말에게 먹일 풀을 섶에서 벤다. 여기까지가 

92) 오윤숙, 앞의 논문, 30쪽.

93) 聞一多, <詩經新義⋅八楚>, 《聞一多全集 3 神話編⋅詩經編上》, 武漢: 湖北人民出版社, 

1993, 263~2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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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례의 준비이다. 그 다음으로 신부가 될 사람의 집에 찾아가 말에게 여물을 먹

인 뒤 親迎의 예에 따라 신부를 수레에 태워서 데려오면 혼례는 끝난다.

수레 끄는 말의 먹이나 식장 또는 수레의 화촉 어느 쪽이든 관계없이 胡承珙

을 비롯한 시경학자들이 ‘薪’을 혼례의 도구(예물)로 보았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 

나무(또는 풀)는 횃불의 연료(또는 말의 여물)가 되고 횃불은 혼례에 쓰이는 화

촉이며 말은 신부가 탈 수레를 끄는 수단이다. 재료나 수단으로 어떤 개념을 

신한다는 점에서 이것은 환유이다. 혼례라는 의미 역 내부에 있는 땔나무라는 

재료로 혼례 전체를 신하 다. 여기서 ‘薪’과 혼례는 이중적 환유 관계에 있

다. 재료에서 도구로 한 차례의 환유가 발생하고 도구에서 혼례 그 자체로 또 

한 차례의 환유가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땔나무가 늘 혼례라는 의미 역에 들어간다고 확고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타당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문화인류학의 기존 학설은 땔나무와 혼례

의 상관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하기보다는 둘의 관계를 비슷한 사례에 

적용하는 데에 그치고 있다. 예컨  聞一多는 장작 묶기나 장작 패기가 고  혼

인 풍속의 실제 의식이었다는 점을 들어 ‘取妻’에 한 내용인 豳風 <伐柯>는 

물론이고, 雅 <伐木>도 결혼한 자가 종족을 모아들인 내용으로 보았다. 陳風 

<墓門> 역시 시집간 여자에 한 노래라고 주장하 다.94) 이에 해 葛曉音은 

땔나무 베기는 일상 노동 활동에서 비롯한 표현인데 聞一多가 너무 광범위하게 

결혼으로 해석하여 견강부회를 면치 못하 다고 비판하 다.95) 이것은 땔나무를 

혼례의 전유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냐는 의문에서 비롯된다.

땔나무가 혼례에 실제 쓰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혼례의 핵심 요소인지 검

토할 필요가 있다. 개념적 환유에서는 의미 역의 핵심 요소를 상징으로 보기도 

한다. 김종도는 어떤 예식이나 관례의 일부에 불과한 절차로 그 예식 전체를 상

기시키는 상징기호의 표적인 사례로 십자가를 들고 있다. 십자가는 예수가 갖

94) 위의 책, 363쪽. 聞一多는 나무 베기와 아내 맞이의 유사성에 근거를 두고 논의를 전

개하면서도 땔나무와 고  혼인 풍속의 인접성을 아울러 언급하고 있다. 이것은 땔

나무에 결혼의 은유와 환유를 동시에 적용한 것이다.

95) 葛曉音, <論《詩經》比 的聯想方式及其 四 體式的關係>, 《文學評論》, 2004年 第3期, 

1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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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고난 끝에 처형당한 마지막 순간의 소도구에 불과했지만 나중에는 예수의 수

난 전체, 나아가 기독교의 가르침 전체를 신하는 상징이 되었다는 것이다.96) 

이 환유의 원리에 따르면 胡承珙 등의 시경학자들은 《詩經》의 땔나무를 혼례 과

정의 일부 재료이자 혼례 전체를 가리키는 상징 기호로 해석한 셈이다.

하지만 땔나무를 환유의 원리에 따라 결혼에 한 상징으로까지 보는 것은 무

리이다. 《詩經》 성립 이래 胡承珙이 살았던 淸末에 이르기까지 중국에서 땔나무 

자체를 결혼을 신하는 상징 기호로 본 사례는 찾기 힘들다. 십자가에 한 이

야기는 성경에 뚜렷이 기록되어 기독교의 상징으로 확립되었다. 반면에 《詩經》

을 비롯한 어느 문헌에도 나무를 베어 다발로 묶어서 결혼식에서 불을 붙 다든

지 꼴을 베어 신부의 수레를 끄는 말에게 먹 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과정을 기

록하고 있지는 않다. 胡承珙은 앞에서 인용한 《 禮》 鄭玄 주의 “일꾼에게 횃불

을 들어 앞에서 길을 비추게 한다”라는 말을 땔나무와 혼례의 연관성을 입증하

는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이 횃불이 친 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쓰인다면 혼

례의 상징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詩經》의 땔나무 베기가 혼례의 조명으로 쓰

인다는 횃불과 직접적으로 이어지려면 근거가 더 필요하다. 땔나무가 조명을 위

한 것인지, 음식 장만을 위한 것인지, 또는 난방을 위한 것인지 그 자체만으로는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땔나무가 혼례 그 자체를 신하기 위해서는 횃불만으로도 결혼식을 떠올릴 

수 있는 공감 가 형성되어야 한다. 서양의 예를 들면 누군가의 사진을 보여 달

라고 했을 때 하체 등 신체의 다른 부위보다는 얼굴을 찍은 사진을 기 할 것이

다. 그것은 얼굴이 다른 무엇보다도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표하는 기

본적인 정보이기 때문이다.97) 과연 횃불이 결혼식을 표하는 이미지인지는 의

문이다. 《詩經》에서 횃불이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시는 雅 <庭燎>편 한 수이다. 

하지만 이 시는 한밤중에 뜰의 횃불이 밝게 빛나는 모습을 제시하고 뒤이어 君

子의 도착을 서술할 뿐 결혼식과는 무관한 내용이다. 반면에 결혼식을 다루고 

있는 시에 횃불이 등장하는 사례는 없다. 횃불이 신부 행렬의 등불이나 결혼식

장의 조명으로 쓰일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결혼식을 신하기에는 표성이 

96) 김종도, 《인지문법적 관점에서 본 환유의 세계》, 서울: 경진문화사, 2005, 136~137쪽.

97) G. 레이코프⋅M. 존슨 지음, 노양진⋅나익주 옮김, 앞의 책, 79쪽.



《詩經》 자연 경물 모티프의 은유

- 34 -

부족하다. 말의 여물로 결혼식을 표한다고 볼 경우에는 더욱 부자연스럽다.98)

땔나무 모티프에 관한 기존 시경학의 논의를 살펴본 결과, 은유와 환유의 해

석으로 양분됨을 알 수 있다. 은유의 해석은 부부의 역과 땔나무의 역에서 

각 의미요소를 응시키는 것이다. 장작을 패는 것은 본디 하나 던 통나무를 

도끼로 쪼개어 떨어뜨리는 것이므로 신랑이 보낸 중매에 의해 신부가 부모와 헤

어지는 것과 유사하다. 장작을 묶는 것은 서로 떨어져 있던 장작개비를 하나로 

모으는 것이므로 신랑과 신부가 하나의 부부를 이루는 것과 유사하다. 이 경우 

팰 때의 장작은 신부만 가리키고 묶을 때의 장작은 신랑과 신부를 아울러 가리

키므로 일관된 원리로 보기는 어렵다. 이와 달리 환유의 해석은 땔나무 마련을 

결혼식 준비 과정의 일부로 보는 데서 비롯한다. 결혼식이라는 하나의 의미 역

에서 땔나무는 재료로서 횃불을 신하고, 횃불은 도구로서 결혼식을 신하므

로 이중의 환유가 된다. 다만 땔나무가 횃불로 연결될 필연성이나 횃불의 혼례 

표성이 성립하려면 실질적 근거가 더 필요하다.

제 2 절 풀 모티프

《詩經》에 등장하는 식물은 서민 생활에 널리 쓰이는 작물이다.99) 그 가운데 

풀은 식용과 약용으로 쓰여서 중요성이 더욱 크다. 《詩經》에는 풀을 채취하는 

98) 결혼식의 상징으로는 기러기를 들 수 있다. 기러기는 혼례의 각 절차에 두루 쓰이는 

예물이다. 《 禮注疏》 卷第四 <士昏禮>: “納采用鴈(납채에는 기러기를 쓴다)” 賈公彥

疏：“昏禮有六, 五禮用鴈：納采, 問名, 納吉, 請期, 親迎是也. 唯納徵不用鴈, 以其自有

幣帛可執故也. (혼례에는 여섯 단계가 있는데 다섯 차례의 예법에 기러기를 쓴다. 납

채, 문명, 납길, 청기, 친 이 그것이다. 오직 납징에는 기러기를 쓰지 않으니, 그 자

체로 잡을 만한 폐백이 있기 때문이다.” 馬辛民 責任編輯, 《 禮注疏》(十三經注疏),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0, 68쪽. 또한 邶風 <匏有苦葉> 제3장의 “雝雝鳴鴈, 旭日始

旦. 士如歸妻, 迨冰未泮(옹옹 우는 기러기 치미는 햇살에 아침이 시작되네. 남자가 

아내를 맞으려면 얼음 녹지 않을 때에 맞춰야지)”을 보면 기러기와 혼례 사이에는 

긴 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99) 潘富俊, 《詩經植物圖鑑》, 上海: 上海書店出版社, 2003,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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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이 반복되어 모티프를 이루고 있다. 현 에 들어 Granet를 비롯하여 풀 모티

프를 문화인류학의 관점에서 다룬 학자가 많았다. 이들은 풀 캐는 모습을 남녀

의 회합이나 주술 의례와 관련된 행위로 보았다. 한편 전통 시경학에서는 주로 

풀의 속성이나 캐는 동작에서 시의 내용과의 유사성을 찾으려 했다. 여기서는 

이 두 가지를 은유와 환유의 원리로 나누어 분석하기로 한다.

1. 획득과 사람의 은유

우선 《毛傳》과 鄭玄을 중심으로 전통 시경학에서 풀 모티프를 은유로 해석한 

예를 몇 가지 살펴보자. 전통 시경학에서 풀 모티프를 해석한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毛傳》에서 ‘ ’으로 표시한 경우는 부분 은유로 해석되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실제 채취 행위로 해석되었다.100) 은유로 본 사례 역시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캐다[采]’라는 동작을 획득 또는 만남으로 풀

이한 사례이다. 鄭玄은 《毛傳》에서 흥으로 규정한 召南 <草蟲> 제2장의 제1~4구 

“陟彼南山, 采其蕨. 未見君子, 憂心惙惙. 亦旣見止, 亦旣覯止, 我心則說(저 남산

에 올라 우린 고사리 캔다네. 군자를 못 뵐 때는 근심이 시름시름. 뵙고 나니 만

나고 나니 내 마음 기쁘다네)”에서 고사리 캐기가 자신이 바라는 것을 얻는 것

이듯이, 부에게 시집가는 신부는 예법에 맞는 우를 얻고자 함을 가리킨다고 

하 다.101) 이것은 ‘采’를 ‘得’의 뜻으로 본 것이다. 고사리와 예법 자체는 유사

100) 召南 <采蘩>의 백호를 캐는 구절에 해 《毛傳》은 제후의 부인이 제사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毛詩正義》 卷第一: 公侯夫人執蘩菜以助祭. 神饗徳 信, 不求備

焉. 沼沚谿澗之草猶可以薦. 王后則荇菜也. (공후의 부인은 백호 나물을 제사에 올린

다. 신은 덕과 믿음을 흠향하므로 제물 갖추기를 꾀하지 않는다. 못이나 시냇물의 

풀도 올릴 수 있다. 왕비는 노랑어리연꽃으로 한다.) 馬辛民 責任編輯, 앞의 책, 78

쪽.

101) 《毛詩正義》 卷第一: 箋云, 始 憂於不當, 今君子待己以禮, 庶自此可以寧父母…… , 

我也. 我采 , 在塗而見. 采鼈采 得其所欲得, 猶己今之行 欲得禮, 以自喻也. (처음

에는 맞지 않을까 근심하다가 이제 군자가 자기를 예법에 맞게 접하니, 이로부터 

친정 부모를 편안히 할 수 있다.……‘ ’은 ‘我’이다. ‘우리 캐는 자들’은 시집가는 

길에 본 것이다. 고사리 캐는 자가 자기가 얻고 싶은 바를 얻는 것이 자기가 이제 

시집갈 때 예우를 받고자 함과 같아서 그로써 스스로를 비유한 것이다.) 위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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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찾기 어렵다. 이것은 동작의 유사함에서 은유 관계가 성립한 것이다. 즉 고

사리를 캔다는 것은 없던 것이 생기는 것이요, 식품으로서의 이로움을 얻는다는 

말이다. 이는 미혼이던 여자가 신행으로 인해 남편이 생기고 혼인에 기 되는 

예우를 얻는 것과 같다.

朱子의 周南 <關雎>의 흥 해석에서도 동작의 유사성에 의한 은유 해석을 찾아

볼 수 있다. 제2장 “參差荇菜, 左右流之. 窈窕淑女, 寤寐求之(삐쭉빼쭉 노랑어리

연꽃 좌우로 뜯는다. 아리따운 숙녀는 자나 깨나 찾는다)”에 해 《毛傳》이나 鄭

玄은 后妃가 後宮들과 함께 제사에 올릴 노랑어리연꽃을 친히 따는 것이라고 풀

이했다.102) 하지만 朱子는 좌우의 방향 따지지 않고 노랑어리연꽃을 따야 하듯

이 자나 깨나 잊지 않고 숙녀를 찾아야 한다고 풀이하 다.103) 노랑어리연꽃 따

기가 숙녀 찾기에 비유된 것은 풀과 사람의 속성에서가 아니라 《毛傳》에서 풀이

한 ‘流’와 ‘求’의 의미상 유사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노랑어리연꽃의 

의미 역과 숙녀의 의미 역은 동작과 그 상을 꾸며주는 각 개념 요소가 일

일로 응하고 있다. ‘參差’는 ‘窈窕’와, ‘左右’는 ‘寤寐’와 짝을 이룸을 알 수 있다.

둘째는 풀의 속성에서 비유의 근거를 찾은 것으로, 풀 캐기 은유 해석의 다

수를 차지한다. 먼저 풀을 사람에 비유한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雅 <我行其

野>는 혼인에 실패하여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의 노래로 되어 있다. 제2장 “我

行其野, 采其蓫. 昏姻之故, 就爾宿. 爾不我畜, 歸斯復(들판에 가서 참소리쟁

이 뜯는다. 혼인의 일로 너희 집에 갔거늘. 너희가 나를 돌봐주지 않으니 돌아가

82, 84쪽.

102) 《毛詩正義》 卷第一: 傳, 荇, 接余也. 流, 求也. 后妃有關雎之徳, 乃能共荇菜, 備庶物, 

以事宗廟也. (‘荇’은 接余이다. ‘流’는 찾음이다. 후비에게 관관 우는 저구새의 덕이 

있어서 노랑어리연꽃을 올리고 뭇 제물을 마련하여 종묘 제사를 모실 수 있었다.) 

箋云, 左右, 助也. 后妃 共荇菜之葅, 必有助而求之 . 三夫人, 九嬪以下, 皆 后

妃之事. (‘左右’는 도움이다. 후비가 노랑어리연꽃 나물을 올리려 할 때 반드시 도와

서 그것을 찾는 자가 있었음을 말한다. 三夫人과 九嬪 이하 모두가 후비의 일을 즐

긴 것을 말한다.) 위의 책, 29쪽.

103) 《詩集傳》 卷第一: 彼參差之荇菜, 則當左右無方以流之矣, 此窈窕之淑女, 則當寤寐不忘

以求之矣. (저 삐쭉빼쭉 노랑어리연꽃은 좌우로 방향 없이 뜯어야 하고, 이 아리따

운 숙녀는 자나 깨나 잊지 말고 찾아야 한다.) 朱傑人⋅嚴佐之⋅劉永翔 主編, 앞의 

책, 4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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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라)”은 참소리쟁이를 캐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제3장은 메꽃을 캐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다. 《毛傳》은 이들이 모두 맛없는 나물이라고 하 다.104) 들판에 간 

것이 나물 캐기 위함이듯이, 상 방의 집에 간 것은 결혼하기 위함이었다. 따라

서 《毛傳》에 따르면 맛없는 나물을 캔다는 말은 질이 나쁜 배우자를 만난 것으

로 해석된다. 

邶風 <谷風> 제1장에는 “采葑采菲, 無以下體(무청 캐고 무 캘 적에 뿌리만 갖

고 하지 마시오)”라는 구절이 있다. 鄭玄은 뿌리가 맛없다 하여 잎까지 함께 버

리면 안 된다는 뜻으로 보고 아내의 낯빛이 시들었다 해서 결혼의 예의까지 버

리면 안 됨을 비유했다고 보았다.105) 곧 뿌리는 아내의 容色을 가리키고 잎은 

결혼을 지탱하는 예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무는 원

래 뿌리가 맛있는 채소이기 때문에 성립하는 은유이다. 무의 뿌리는 사람의 용

모에 응한다. 기후나 토양 등의 환경 조건에 따라 뿌리의 맛은 바뀔 수 있지

만 잎이나 줄기는 큰 변화가 없다. 결혼에서도 역시 배우자의 미모는 시간이 흐

름에 따라 쇠퇴하겠지만 결혼할 때의 예의는 그 로라는 것에서 양자 간의 은유

가 성립한다.

周南 <芣苢>에 해 三家詩는 시의 배경으로 절개를 지키는 부인의 故事를 소

개하고 있다. 불치병에 걸린 남편을 지키는 자신의 자세를 냄새가 나쁜 질경이 

캐기에 비유한 것이다.106) 질경이에 해서는 냄새가 심한 나물이라는 훈고가 

104) 《毛詩正義》 卷第十一: 蓫, 惡菜也. (참소리쟁이는 맛이 나쁜 나물이다.) 葍, 惡菜也. 

(메꽃은 맛이 나쁜 나물이다.) 馬辛民 責任編輯, 앞의 책, 794쪽. 

105) 《毛詩正義》 卷第二: 箋云, 此二菜 , 蔓菁 葍之類也. 皆上下可食. 然而其根有美時, 

有惡時. 采之 不可以根惡時并棄其葉. 喻夫婦以禮義合, 顔色相親, 亦不可以顔色衰棄

其相 之禮. (이 두 나물은 무청과 무의 종류이다. 다 위 아래로 먹을 수 있다. 그러

나 뿌리는 맛있을 때도 있고 맛없을 때도 있다. 캐는 사람은 뿌리가 맛없을 때를 

갖고 잎까지 다 버리면 안 된다. 이것은 부부가 예의로 합치고 안색으로 서로 친하

지만, 또한 안색이 시들었다 하여 더불어 함께하는 예의를 버리면 안 됨을 비유한

다.) 위의 책, 171쪽.

106) 《詩三家義集疏》 卷一: 魯説曰, 蔡人之妻 宋人之女也. 既嫁於蔡而夫有惡疾, 其母 改

嫁之. 女曰, 夫不幸乃妾之不幸也, 奈何去之. 適人之道, 壹 之醮, 終身不改. 不幸遇惡

疾, 不改其意. 且夫采采芣苢之草, 雖其臭惡, 猶 始於捋采之, 終於懷擷之, 浸以益親. 

況於夫婦之道乎. 彼無大故, 又不遣妾, 何以得去. 終不聽其母, 乃作芣苢之詩. 君子曰, 

宋女之意甚貞而壹也. (노설에 “채나라 사람의 아내는 송나라 사람의 딸이다. 채에 



《詩經》 자연 경물 모티프의 은유

- 38 -

붙어 있다.107) 곧 여기서 남편과 질경이 사이에는 은유 관계가 성립한다. 질경이

의 나쁜 냄새가 남편의 나쁜 병에 응한 것이다. 질경이를 캐어 품고 있는 것

은 남편과 만나 참고 견디는 자세에 응한다. 질경이 냄새에 익숙해지는 것은 

남편의 곤경에 적응하여 괴로움을 잊는 것에 응한다.

하지만 질경이의 속성에 해서는 다른 설이 존재한다. 毛詩에서는 질경이가 

임신에 도움을 주는 약초라고 설명한다. <毛詩序>와 제1장에 한 《毛傳》의 설

명을 보자.

<芣苢>는 후비의 미덕이다. 천하가 화평하니 부인이 자식 낳기를 즐거워하게 

되었다. (芣苢, 后妃之美也. 天下和平, 則婦人樂有子矣.)108)

‘采采’는 일회성이 아니라는 말이다. ‘芣苢’는 ‘馬舄’이고, ‘馬舄’은 ‘車前’이

다. 회임에 적합하다. (采采, 非一辭也. 芣苢馬舄, 馬舄車前也. 宜懷任焉.)109)

곧 질경이를 여러 차례 캐는 것은 아이를 낳기 위한 행동이라는 말이다. <毛

시집갔는데 남편에게 나쁜 병이 있어 친정어머니가 개가시키려 하자 딸이 말했다. 

‘남편의 불행은 곧 아내의 불행입니다. 어찌 떠나겠습니까? 출가의 도리에 한 번 그

와 초례를 치르면 종신토록 바꾸지 않습니다. 불행히 나쁜 병을 만나더라도 그 뜻

을 바꾸지 않습니다. 또한 질경이 풀을 캐는데 비록 그 냄새가 심하지만 오히려 그

것을 캐기 시작하여 끝내 품에 담으면, 냄새가 스며들면서 더욱 친숙한 법입니다. 

하물며 부부의 도리이겠습니까? 저편에 큰 사고가 없고 또 저를 보내지 않는데 어

찌 떠날 수 있겠습니까?’ 끝내 어미의 말을 듣지 않고 <芣苢>의 시를 지었다. 군자

가 말했다. ‘송나라 사람 딸의 뜻이 몹시 곧으며 일관되다.’”라고 하 다.) 王先謙, 

《詩三家義集疏》, 北京: 中華書局, 1987, 47쪽.

107) 韓説曰, 芣苢, 澤寫也. 芣苢臭惡之菜. 詩人傷其君子有惡疾, 人道不通, 求己不得, 發憤

而作. 以事 芣苢雖臭惡乎, 我猶采采而不已 . 以 君子雖有惡疾, 我猶守而不離去也. 

(한설에 “芣苢는 질경이이다. 芣苢는 냄새가 심한 나물이다. 시인이 군자에게 나쁜 

병이 있어 인간의 도리가 통하지 않음을 아파하고 자신에게서 잘못을 찾았으나 그

러지 못하여 발분하여 지었다. 그 일로써 질경이가 비록 냄새가 나쁘지만 내가 오

히려 캐는 것을 그만두지 않음을 흥으로 일으켰다. 따라서 군자가 비록 나쁜 병이 

있지만 내가 오히려 절개를 지켜 떠나지 않음을 흥으로 일으켰다.”라고 하 다.) 위

의 책, 47쪽.

108) 《毛詩正義》 卷第一; 馬辛民 責任編輯, 앞의 책, 61쪽.

109) 위의 책, 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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詩序>의 논리 구조는 ‘천하화평→ 질경이 캐기→ 회임→ 자식 낳기’로 도식화할 

수 있다. ‘후비의 미덕’이 천하화평의 원인인지 자식 낳기의 결과인지는 분명하

지 않으나 질경이 캐기와 인과관계에 있는 것은 틀림없다. 즉 ‘질경이 캐기’로 

‘후비의 미덕’을 나타냈다고 한 <毛詩序>는 환유의 사고방식을 취한 것이다.110) 

질경이의 속성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해석 원리가 달라졌다.

하지만 질경이의 속성과 무관하게 三家詩와 毛詩의 설을 통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趙國華는 질경이에는 이뇨, 거담, 해열 효능이 있을 뿐, 불임 치료 효과

가 없다고 주장했다. 사람들이 질경이에서 자식 출산을 연상한 것은 질경이가 

상고 시 에 여성 음부의 상징물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111) 그는 질경이뿐만 

아니라 《詩經》에 등장하는 각종 식물이 여성의 상징이라고 주장했다. 그 주요 

근거는 중국 각지에서 출토된 도기에 그려진 식물 문양 중 잎이나 꽃잎의 형태

가 여성의 음부를 본뜬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112) 그는 생식 숭배가 언어학에 

미친 향을 설명하면서 식물이 상징하는 음부→ 여성→ 남녀의 짝→ 애정→ 길
상의 발전 경로를 제시하 다. 생식 숭배는 인간의 외부에서 인간으로, 부분에서 

전체로, 구체에서 추상으로 체하는 ‘借代’의 기원이라는 것이다.113) 借代란 환

유와 제유를 포괄한 용어이다.114) 개념적 환유에서는 제유를 환유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借代는 곧 본고에서 말하는 환유와 마찬가지이다. 물론 여성의 음부 

110) 朱子는 이 시에 해 <毛詩序>의 전반부만 취하면서 질경이에 해서는 毛傳의 회

임 효능에 한 설 신에 부녀자의 여가 활동으로 보고 있다. 《詩集傳》 卷第一: 化

行俗美, 家室和平, 婦人無事, 相 采此芣苢, 而賦其事以相 也. 采之未詳何用, 或曰, 

其子治産難. (왕의 교화가 시행되니 풍속이 아름다워져 집집마다 화평하고 부인들은 

별다른 일이 없어 더불어 이 질경이를 캐고 그 일을 읊으며 서로 즐거워한 것이다. 

캔 것이 무슨 용도인지는 자세하지 않으나 일설에는 그 씨앗이 난산을 치료한다고 

한다.) 朱傑人⋅嚴佐之⋅劉永翔 主編, 앞의 책, 408쪽. 朱子의 해석 또한 결과(질경

이 캐기)가 원인(임금의 교화에 따른 화평과 여유)을 신하는 환유의 사고에서 나

온 것이다.

111) 趙國華, 《生殖崇拜文化論》, 北京: 中國社 科學出版社, 1990, 222쪽.

112) 위의 책, 214쪽.

113) 위의 책, 247쪽.

114) 借代는 旁借와 代로 나뉜다. 旁借는 사물과 그 사물의 특징/기호, 소재/소속, 작가/

산지, 재료/공구가 서로 신하는 것이고, 代는 부분-전체, 특정-보통, 구체-추상, 

원인-결과가 서로 신하는 것이다. 陳望道, 《修辭學發凡》, 新2版, 上海: 上海敎育出

版社, 1997, 80~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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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는 식물과의 형태적 유사성에서 비롯된 은유가 적용된 것이다. 그의 논리 

전개는 자연 경물 모티프 해석에 은유와 환유가 함께 작용하는 실례이다. 또한 

그의 해석에서 식물의 종류는 이 은유와 환유를 성립시키는 데에 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풀을 일에 비유한 사례를 살펴본다. 鄘風 <載馳>는 <毛詩序>에 멸

망의 위기에 빠진 친정 오라버니를 구하려고 애쓰는 제후 부인의 노래로 기록되

어 있다.115) 제4장에는 “陟彼阿丘, 采其蝱(언덕에 올라 천패모를 캔다)”이라는 

구절이 있다. 이에 해 《毛傳》은 작중화자가 아픔을 치료하려 한 것이라는 환

유로 보았다.116) 그것은 천패모가 약초이기 때문이다. 鄭玄은 외국의 조력을 얻

어 친정 나라를 구원하려는 시도로 해석하 다.117) 즉 ‘언덕에 오름=외국에 감’

과 ‘천패모를 캠=조력을 얻음’이라는 응 관계가 성립한다.118) ‘외국의 조력은 

언덕 위의 천패모이다’의 은유 또한 《毛傳》에서 천패모를 약초로 설명한 것에 

기인한다. 이것은 ‘국난은 인체의 질병이다’라는 은유에서 파생된 것이다.

이처럼 풀을 사람이나 일에 비유한 해석에서는 풀의 속성에서 유사성을 찾고 

있다. 다만 질경이의 예에서 보듯이 풀의 속성은 규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남

는다. 식물의 속성은 시의 내용에 맞추어 인위적으로 부여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풀 캐는 동작을 근거로 은유가 성립되는 경우에 고사리나 노랑어리연꽃 

115) 《毛詩正義》 卷第三: 載馳, 許穆夫人作也. 閔其宗國顚覆, 自傷不能救也. 衛懿公爲狄人

所滅, 國人分散, 露於漕邑. 許穆夫人閔衛之亡, 傷許之 力不能救. 思歸唁其兄, 又義不

得, 故賦是詩也. (<載馳>는 허 목공 부인의 작품이다. 자기 친정 나라가 전복됨을 불

쌍히 여겨 구원하지 못함을 스스로 아파한 것이다. 위 의공이 적인들에게 멸망하자 

나라 사람들이 흩어져 조읍에 노숙하 다. 허 목공 부인은 위의 멸망을 불쌍히 여

기고 허의 작은 힘으로는 구원할 수 없음을 아파하 다. 오라버니를 위문하러 돌아

갈 생각을 했으나 또한 도의상 할 수 없어서 이 시를 지었다.) 馬辛民 責任編輯, 앞

의 책, 248~249쪽.

116) 升至偏髙之丘, 采其蝱 , 以療疾. (매우 높다란 언덕에 올라가 천패모를 캐는 것은 

그것으로 질환을 고치려는 것이다.) 위의 책, 251쪽. 수단으로 목적을 나타낸 환유이

다. 

117) 箋云, 升丘采貝母, 猶婦人之適異國, 欲得力助安宗國也. (언덕에 올라 천패모를 캐는 

것은 부인이 외국에 가서 조력을 얻어 친정 나라를 안정시키려 한 것과 같다.) 위의 

책, 251쪽.

118) 여기서는 언덕에 오르는 동작과 풀을 캐는 동작이 비유의 근거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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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의 속성이 별다른 향을 미치지 않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단지 캔다는 

행위 자체에서 《詩經》의 식물은 모두 인간 생활에 식용 또는 약용 등 일정한 용

도가 있다는 공통점이 있을 뿐이다.

2. 회합과 주술의 환유

문화인류학에서 풀 모티프를 설명하는 방식을 살펴보자. 《詩經》 여러 작품에 

두루 등장하는 풀 캐기를 하나로 묶어서 설명한 표적 연구자로 Granet를 들 

수 있다. 그는 고  중국의 농촌에서 벌어진 젊은 남녀의 연애 활동을 묘사하면

서 그들이 약혼이 끝난 뒤 각자의 마을로 돌아가 다음 집회 때까지 떨어져 살아

야 했다고 주장하 다. 예컨  <采葛>, <采綠>, <七月> 등은 젊은이들이 떨어져 

지내면서 일할 때 부른 노래이다.119) 즉 풀 캐기를 노래 부를 때의 행위를 그

로 서술한 것으로 파악한 것이다. 또한 Granet는 《皇淸經解續編》의 <婚禮重別論

駁議>에서 <關雎>, <草蟲>, <采蘩>, <采蘋>이 결혼식을 올린 뒤 석 달 뒤에 행

하는 奠菜 의식과 관련이 있다는 설에 주목했다. 그는 이에 해 혼례 후 성교 

금지의 해제를 나타내는 것이자 서민의 관습이 귀족의 관습으로 옮겨가는 표지

라고 해석했다.120) 곧 귀족들이 일정 기간의 별거 기간이 지난 뒤에 나물을 제

례에 올리며 합방 의식을 올린 것은 농촌의 젊은이들이 결혼을 약속하고 재회할 

때까지 각자의 나물 캐기 등의 생업에 종사하며 별거하던 풍습의 흔적이라는 것

이다. 다만 <關雎>와 <草蟲>에는 제사와 관련된 단서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

는다. 즉 Granet의 해석은 풀 캐기라는 제례 준비 행위로 제례 전체를 나타내는 

환유이다.

Granet의 해석은 시에서 서로 괴리된 자연 경물과 시의 주요 내용의 틈을 메

우는 동시에 중국 고  사회의 풍습을 이해하는 모델을 제시해준다. 하지만 이 

모델의 적용이 합당한지에 해서는 검증이 필요하다. 王曉平은 Granet가 제시

119) 마르셀 그라네 지음, 신하령⋅김태완 옮김, 앞의 책, 110쪽.

120) 위의 책, 145쪽. <婚禮重別論 駁議>의 奠菜 의식에 해서는 151~152쪽, 182쪽에도 

언급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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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립된 마을과 계절제 및 경쟁 등의 사례가 고  희랍의 도시국가 사회에

서 따온 것이라고 지적하 다. 또한 희랍과 중국이라는 시공간의 격절을 유

물과 문헌의 뒷받침 없이 비교 분석하는 그의 방식은 지지를 받기 어렵다고 

비판하 다.121)

白川靜의 풀 캐기에 한 설명 방식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이른

바 “ 的發想”이다. 그에 따르면 <采蘩>, <采蘋>, <采菽>, <泮水>에서 풀을 캐는 

것은 그 풀을 올리는 제사에 종사하는 모습을 사실 그 로 서술한 것이다.122) 

그와 달리 연애시나 征役의 시의 풀 캐기는 신을 모시는 신성한 분위기를 조성

하거나 기도 또는 “豫祝”123)의 뜻을 드러내는 “ 的發想”에서 비롯되었다고 보

았다.124) 白川靜이 말하는 흥적 발상의 기원은 다름 아닌 제례 의식 및 그에 따

른 기도와 축원을 바탕으로 한 “慣用的인 定型”에 있다.125) 이른바 관용적인 정

형이란 모티프의 속성을 이루는 반복적 유형을 가리킨다. ‘풀 캐기’는 고  제사 

의례에서 비롯되었고, 이후에 연애시나 征役의 시에서는 주제와 의미 연관이 뚜

렷한 발상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풀을 캐는 것은 제사 음식을 마련하는 행위

이다. 제사 의례는 기본적으로 신에게 복을 빌기 위한 기도 의식이다. 따라서 白

川靜가 해석하는 풀 캐기의 的發想 또한 부분 절차(풀 캐기)로 전체 과정(제

사)을 나타내고, 수단(제사)으로 목적(축복)을 나타내는 이중 환유이다.126)

둘째는 일본 고  민속과의 비교이다. 白川靜는 연애시에 등장하는 풀 캐기에 

121) 王曉平, <《詩經》文化人類學闡釋的得 失>, 《天津師大學報》, 1994年 第6期, 69쪽.

122) 白川靜, < の硏究>, 《白川靜著作集 9⋅詩經 I》, 東京: 平凡社, 2000, 339~343쪽.

123) 豫祝은 어떤 일이 이루어지도록 미리 축원하는 것을 말한다.

124) 白川靜, 앞의 책, 383쪽.

125) 一般に 的發想の本質を為すものは、古代の祭祀 礼、あるいは古代的な観念に本づ

く習俗を背景として、これを慣用的な定型を以て發想として用いたものであり、……
ある種の観念化を経て、祭祀や祝 に定型的な發想として慣用させていたものであ

り、当時の人々にはそういう發想のもつ主文との意味的聯関は極めて明白であり、そ

こに一篇の基調が感得されたものであった。위의 책, 384~385쪽.

126) 福本郁子(후쿠모토 후미코) 또한 <采綠>의 왕골을 캐는 것과 <葛覃>의 칡덩굴을 캐

는 것이 제사 의복으로 쓸 옷감을 얻으려는 행위라고 하 다. 福本郁子, 《詩經
詞硏究》, 東京: 硏文出版, 2012, 255쪽. 이 역시 재료(옷감)로 제사 의례 전체를 나타

내고 수단(제사 의례)으로 목적(그리운 사람과 만나고자 하는 소망)을 나타내는 이

중 환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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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Granet가 주장하는 단순 노동 행위를 넘어 민속적 의미를 강조한다. 그는 

단순 비교를 피해야 한다면서도 일본 고  민요의 풀 캐기 행위 관련 민속을 중

국 고  사회에 적용 가능하다고 주장한다.127) 예컨  <草蟲>의 경우 남산에 올

라 구주갈퀴를 캐는 것은 먼 길을 떠난 征夫가 그리워서 하는 행위라기보다는 

그 행위 자체에 연애와 관련된 豫祝의 발상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 발상은 

일본 고  가요에 실린 봄에 산에서 풀 캐는 풍습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일

본에서는 연초에 처녀들이 산에서 나물을 캘 때 젊은 남자들이 그들을 찾아가 

함께 식사를 하며 구애를 할 기회를 얻었다고 한다. 이처럼 봄에 벌어지는 그 

해 첫 입산의 습속이 그 로 <草蟲> 풀 캐기 흥의 발상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이 

白川靜의 견해이다.128) 여기서도 환유의 사고방식이 적용되어 있다. 풀 캐기는 

청년의 구애 풍속을 표하고 그 풍속이 남녀 간의 연애 감정을 파생한다. 따라

서 이 역시 풀 캐기로 연애 감정을 신하는 이중 환유이다. 물론 고  일본과 

《詩經》 당시의 중국 사이에 비교의 기준과 그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단순히 유추를 시도하는 데에는 한계가 따른다.129)

셋째는 풀 캐기 행위가 주술 행위로 이어지는 사례이다. 白川靜는 周南 <卷

耳> 제1장 “采采卷耳, 不盈 筐. 嗟我懷人, 寘彼周行(도꼬마리 캐고 캐어도 광주

리에 차지 않네. 아아 내 그리운 사람이여 저 큰 길에 놓아둔다)”을 예로 들고 

있다. 이는 도꼬마리를 캐어 광주리에 담아 수도에서 동쪽으로 뻗은 큰 길에 놓

아서 멀리 그 길을 밟고 가는 사람에게 축복의 효과를 전달하는 “共感呪術”로 

풀이된다. 멀리 있는 사람이 신속하고 무사히 돌아오기를 빌거나 객사한 자의 

넋을 위로하는 효과가 있는 주술이라는 것이다.130) 공감주술이란 서로 다른 공

간에 떨어져 있는 사물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일종의 기운으로 인해 한쪽에서 다

른 쪽으로 전해지는 파동으로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주술 행위이다.131) 다만 엄

127) 白川靜, 앞의 책, 438~439쪽.

128) 위의 책, 443쪽.

129) 이욱진, <《詩經》 풀 캐기 경물이 있는 작품의 짝 찾기 주제 제시 방법>, 《中國文學》, 

제82집, 韓國中國語文學 , 2015, 25~26쪽. 이는 Granet를 비롯하여 아시아 소수 민

족의 풍습을 사례로 들어 《詩經》 자연 경물 모티프를 설명하려 하는 문화인류학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문제이다.

130) 白川靜, 앞의 책, 440~4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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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말하면 여기서 白川靜가 일컬은 공감주술은 접촉의 법칙에 입각한 ‘感染呪

術’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감염주술은 한 번 접촉했던 사물은 그 접촉이 끝나 

떨어져 있어도 계속 상호작용을 한다는 사유 원리에 따른 것이다. 주술사가 어

떤 사물에 행위를 가하면 그것이 신체의 일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사물과 

접촉했던 사람에게까지 효과가 생긴다고 한다.132) 세상의 길은 모두 연결되어 

있으니 복을 비는 제사를 상징하는 도꼬마리 바구니를 길에 놓는 순간 그 길을 

걷고 있는 그리운 이가 감응하여 돌아올 것을 기 할 수 있다. 심지어 그가 객

지에서 죽었다 하더라도 접촉의 법칙이 발효하여 죽은 자의 혼을 불러들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 를 품을 수 있다.

주술에 인접성을 기반으로 하는 환유의 해석 원리가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Roman Jakobson(야콥슨)은 언어 현상에서의 은유와 환유의 경쟁 관계를 설명하

는 과정에서 James George Frazer(프레이저)의 주술 유형 분류를 예로 들었다. 유

사성을 원칙으로 하는 모방 주술은 은유에, 인접성을 바탕으로 하는 감염 주술

은 환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133) 또한 원시 사회의 풍습 연구에 사냥 절차의 

인접성을 환유로 해석한 사례도 있다.134)

하지만 <卷耳>에 한 白川靜의 해석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우선 도꼬

마리 캐기가 축원을 상징한다 하더라도 “不盈 筐”은 부정적인 조짐으로 여겨진

다. 주술을 행하려면 정성을 들여야 하는데 바구니를 채우지 않은 것은 이미 예

131) 제임스 조지 프레이저 지음, 박규태 역주, 《황금가지 1》, 서울: 을유문화사, 2005, 72

쪽.

132) 위의 책, 70쪽.

133) 로만 야콥슨, <언어의 두 양상과 실어증의 두 유형>, 신문수 편역, 《문학 속의 언어

학》, 서울: 문학과지성사, 1989, 114~115쪽.

134) Claude Lévi-Strauss(레비 스트로스)는 히다차족의 매사냥에서 월경 중인 여성이 길조

를 가져온다는 믿음에 한 분석을 통해 은유의 의미에 환유의 의미가 부가됨을 읽

어내고 있다. 매를 사냥하기 위해서는 먼저 매가 좋아하는 동물을 잡아 죽여서 미

끼로 삼아 피 냄새로 매를 유인한다. 형식적 측면에서 월경의 피는 매사냥의 미끼

가 흘리는 피를 상징하므로 피를 흘리는 동물에 해서는 은유이다. 또한 미끼가 

매 사냥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매 사냥에 해서는 환유이다. 레비 스트로스 

지음, 안정남 옮김, 《야생의 사고》, 서울: 한길사, 1996, 114쪽. 미끼는 사냥의 절차

일 뿐만 아니라 사냥감인 매와 직접적으로 닿는다는 점에서도 인접성의 환유가 성

립한다.



제2장 자연 경물 모티프의 두 가지 해석 방식

- 45 -

축의 실패를 의미한다. 그 바구니를 길에 놓는다고 해서 과연 주술의 효과가 기

될지 의문이다. 다음으로 “寘彼周行”에서 큰 길에 놓인 상은 바구니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구문을 보면 도꼬마리 바구니와 길에 놓는다는 말 사이에 “嗟我

懷人”이 있어서 바구니를 길에 놓는다고 하면 어색하다. 이 문장은 작중 화자가 

그리워하는 사람이 길에 팽개쳐져 헤맨다는 뜻으로 읽힌다.135)

풀 캐기를 환유로 해석하는 문화인류학에는 《詩經》의 자연 경물 모티프를 은

유로 해석하는 전통 시경학에 반발하는 시각이 담겨 있다. Granet는 《詩經》에서 

均齊( 偶)라는 가장 원시적인 최소한의 기교를 제외하면, 사물은 직접적으로 표

현되어 있을 뿐 은유가 쓰이지 않았다고 단언한다.136) 그에 따르면 아름다운 여

인을 묘사할 때도 직유가 가끔 쓰일 뿐 은유는 쓰이지 않는다.137) 그것은 전원

적 주제와 토속적 풍습을 근거로 《詩經》의 작자를 학자가 아닌 농부로 귀속시키

면서, 그들의 시에는 개인적 감정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138) 따라

서 Granet는 시의 해석에 전통 시경학의 비나 흥을 쓰지 않는다. 자연 경물과 관

련된 모티프는 사실을 있는 그 로 나타낸 것으로 볼 따름이다. 그가 말하는 은

유는 학식 있는 시인이 자신의 개인적 감정을 세련되게 표현하는 고급 기교이

다. 하지만 개념적 은유의 관점에서 보면 은유는 누구나 관습과 경험을 바탕으

로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는 언어 표현 방식이다. 《詩經》의 구법은 최소한

의 기교가 아니라 부분의 자연 경물 모티프에 쓰이는 보편적 사유방식이다.

白川靜 역시 흥적 발상을 설명할 때 전통 시경학, 특히 毛詩를 비롯한 한  

시경학에서 설명하는 은유와는 선을 긋는다. 그에 따르면 흥의 본질은 주제문과 

이어지지 않는 형태를 띠면서 발상으로서 작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鄭玄처럼 본

135) 예를 들어 雅 <大東>의 “佻佻公子, 行彼周行. 旣往旣來, 使我心疚(혈혈단신 공자께

선 저 국도를 다니시네. 오가시는 모습에 내 마음은 아프네)”와 <何草不黃>의 “哀我

征夫, 朝夕不暇……有棧之車, 行彼周道(슬프다 우리 길손 아침저녁으로 겨를 없

네.……높은 수레가 저 국도를 다니네)”에서도 <卷耳>와 마찬가지로 먼 길 떠난 사

람을 그리는 내용이 나온다. 구문 역시 매우 흡사함을 알 수 있다.

136) 마르셀 그라네 지음, 신하령⋅김태완 옮김, 앞의 책, 114~115쪽. 인위적 우는 자연

적 현상과 도덕적 상황을 짝짓는 은유의 발상에서 비롯되었으나 매우 제한적이라고 

하 다. 앞의 책, 183쪽, 각주 74번.

137) 위의 책, 113쪽.

138) 위의 책, 1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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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 접히 연관지어 “傅会”하는 해석은 틀렸다는 것이다.139) 그는 한 에 “傅

的 해석”이 나온 것은 본디 뚜렷했던 주술의 전승이 이어지지 않아 흥적 발상

의 기반이 사라지는 바람에 그 발상의 표현과 주제문의 관계를 알 수 없게 되었

기 때문이라고 하 다.140) 이른바 ‘부회적 해석’이란 鄭玄 등 한 의 주석가들이 

각 시편에 쓰인 자연 경물 모티프에 周代 당시의 政敎나 예법의 도덕적 준칙을 

투 하여 은유로 설명한 것을 말한다. 白川靜에 따르면, 《詩經》이 지어지고 불릴 

당시에는 흥적 발상이 명료하게 이해되어 설명이 필요 없었다. 하지만 어느새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해 주제문과 단절되어 이해하기 어려운 지경이 되었다. 

이것을 鄭玄 등이 억지로 주제문과 비유로 연결하려 했다는 것이다. 鄭玄의 해

석에 종종 과도한 면이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白川靜가 말하는 始山祭

나 길에 나물바구니를 놓는 주술 의식이 《詩經》 창작 당시에 실제 행해졌는지 

역시 입증하기 어렵다.

여기까지 풀 모티프의 해석방식 가운데 은유와 환유의 두 가지를 살펴보았다. 

텍스트에 한 관점 차이로부터 은유와 환유의 해석 차이가 생긴다. 전통 시경

학에서는 주로 은유의 해석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은유의 해석은 풀 캐기 행위 

자체를 원조의 획득 또는 상 방과의 만남의 의미로 풀이하거나, 풀의 속성에서 

비유의 근거를 찾는 방식이다. 그것은 시를 경전으로 보고, 예법과 윤리의 잣

에 따른 포폄을 위해 고안된 수사 방식이다. 부부는 처음 만날 때나 상 방의 

상황이 나빠질 때나 모두 예를 지켜야 함을 풀 캐기 동작 및 풀의 속성을 들어 

139) 一般に と えられているものは、本来は古代の観念·習俗に由来するものが、主文と

の関係を欠如した非連続的な形で章首におかれているもの、ということができよう。
実はそういう表現は章首に限らず、主文のうちにも多く含まれているのであるが、そ

れが特に発想として、非連続的な形で用いられているものが、 的発想の本質をなし

ているといえる。従ってそれを、[鄭箋]のように徹底的に本文と対比させて、あらゆ

る関係に傅会してゆく解釈はもとより誤りであり、…… 白川靜, 앞의 책, 344쪽.

140) ……しかるに後にそういう伝承が衰え、発想基盤が見失をれるに及んで、この種の発

想表現と主文との関係が諒得しがたいものとなり、そこに主文との連なりにおいて断

絶があり不連続があると えられるようになった。 という修辞的規定がこの種の表

現に えられたのは、その断絶の間にある関係を、比喩的な聯関を以て連ねようとす

る解釈上の要求から出たものと思われる。そしてこういう発想のもつ性格が忘却され

たところに、四家詩學の傅会的解釈がはじまる。위의 책, 3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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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 다. 다만 풀의 속성에 해서는 설이 갈려 입증하기 어렵다.

문화인류학에서는 환유의 해석 방식을 취한다. 환유는 절차의 일부로 전체 과

정을, 또는 원인으로 결과를 나타내는 방식이다. 이는 시를 중국 고 의 민속이

나 풍습의 기록으로 보는 것에서 비롯한다. 풀 캐기 모티프는 남녀 회합 풍속의 

일부 또는 원정 참가자의 귀환에 한 염원으로 해석되었다. Granet는 풀 캐기를 

농촌 지역 풍속의 사실적인 기록으로 본다. 반면에 白川靜는 신에게 올리는 제

사의 준비 절차와 제사에 깃든 예축의 관념에서 비롯된 흥의 발상으로 나누어서 

설명한다. 이들의 관점은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해석의 기반을 환유의 사고

방식에 두고 있다는 점은 같다. 이들은 풀 캐기 모티프와 시의 주요 내용이 매

끄럽게 이어지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  희랍이나 일본의 사회 풍습에

서 유추하여 고  중국의 민속을 복원하고자 했다. 그것은 하나의 상상 속 의미

역을 이룬다. 이 의미 역이 확립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역사적 근거가 필

요해 보인다.

제 3 절 강물 모티프

강은 교통로이자 물고기와 물을 공급하는 원천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

다. 《詩經》에서 강은 시의 내용을 설명하는 도구로 삼느냐 아니면 작중 인물이 

있는 장소로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은유와 환유로 나뉜다. 전통 시경학에서 毛

詩의 관점과 문화인류학에서 孫作雲 및 家井眞의 설을 들어 이 두 갈래 해석의 

원리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예법의 은유

전통 시경학에서는 강물 모티프를 주로 은유로 해석하고 있다. 작품에 따라 

은유의 상은 조금씩 바뀌지만 학자들은 강물을 예법과 관련된 내용으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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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秦風 <蒹葭>, 周南 <漢廣>, 邶風 <匏有苦葉>, 衛風 <氓>을 예로 들어 분석

해보자.

<蒹葭>는 <毛詩序>에서 나라를 예로 다스리지 않는 임금을 비판한 시라고 하

다.141) 따라서 역  주석가들은 이 시의 강물을 치국의 근간인 예법으로 해석

하 다. “遡洄從之, 道阻且長(물을 거슬러 올라가니 길이 험하고 머네)”에 해 

《毛傳》은 예법을 거스르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다고 보았고, 鄭玄 또한 공경

과 순종으로 찾지 않으면 현인을 만날 수 없다고 해석하 다.142) 그와 반 로 

“遡游從之, 宛在水中央(물 흐름에 따르니, 완연히 물 가운데 있네)”에 해 《毛

傳》은 예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것으로, 鄭玄은 공경과 순종으로 현인을 찾

는 것으로 풀이하 다.143) 孔穎達은 강물을 예악으로 확  해석하여 이 시의 내

용을 예악으로 인재를 얻어 나라를 다스리는 것으로 종합 정리하 다.144) 강에 

141) 《毛詩正義》 卷第六: 蒹葭, 刺襄公也. 未能用周禮, 無以固其國焉. (<蒹葭>는 襄公을 

풍자한 것이다. 주의 예법을 쓰지 못해 나라를 튼튼히 할 방도가 없었다.) 馬辛民 

責任編輯, 앞의 책, 494쪽.

142) 傳, 流而上曰遡洄, 禮則莫能以至也. (흐름을 거슬러 오르는 것을 ‘遡洄’라고 한

다. 예를 거스르면 다다를 수 없다.) 箋云, 此 不以敬 往求之, 則不能得見. (여기서

는 공경과 순종으로 가서 찾지 않으면 볼 수 없음을 말하 다.) 위의 책, 494쪽.

143) 傳, 流而渉曰遡游, 禮求濟, 道來迎之. (흐름에 따라 건넘을 ‘遡游’라고 한다. 예

에 따라 구제하면 법도가 찾아와 맞이할 것이다.) 箋云, 宛, 坐見貌. 以敬 求之則近

耳, 易得見也. (‘宛’은 앉아서 보는 모습이다. 공경과 순종으로 찾으면 가까울 따름

이니, 쉽게 볼 수 있다.) 위의 책, 494쪽.

144) 大水喻禮 , 得人之道乃在禮 之一邊. 既以水喻禮 , 禮 之傍有得人之道. 因從水

内求之. 若 流遡洄而往從之, 則道險阻且長遠, 不可得至. 禮以治國則無得人道, 

終不可至. 若 流遡游而往從之, 則宛然在於水之中央. 禮治國則得人之道自來迎己, 

正近在禮 之内. 然則非禮必不得人, 得人必能固國. 君何以不求用周禮乎. (큰 물은 예

악을 비유하니, 사람을 얻는 도는 예악의 한 켠에 있음을 말한 것이다. 물로 예악을 

비유하 기에 예악의 곁에 사람을 얻는 도가 있다. 그로 인해 물속을 따라 그것을 

찾는다. 만약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 찾으면 길이 험하고 멀어 다다를 수 없다. 이는 

예를 거슬러 나라를 다스리면 사람 얻을 길이 없어 끝내 이를 수 없음을 말한 것이

다. 만약 흐름에 따라 가서 찾으면 완연히 물 한가운데에 있을 것이다. 이는 예를 

따라 나라를 다스리면 사람을 얻는 도는 절로 와서 자기를 맞이함을 말한 것이니, 

바로 가까이 예악의 안에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예가 아니고서는 절  사람을 얻

을 수 없고, 사람을 얻으면 반드시 나라를 공고히 할 수 있으니 임금이 어찌 주의 

예법을 쓰지 않겠는가.) 위의 책, 494~4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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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伊人’을 《毛傳》은 법도로, 鄭玄은 賢人으로 한정했다. 孔穎達은 현인을 얻

어 나라를 다스리는 것으로 아울 다. 이 시는 강물에 응하는 개념 요소를 예

법(예악)으로 본 표적인 사례이다. 

<漢廣>은 매 장 후반부의 “漢之廣矣, 不可泳思. 江之永矣, 不可方思(한수는 넓

어 헤엄칠 수 없고, 장강은 길어 배 띄울 수 없네)”가 은유로 해석된다. 鄭玄은 

이 구절이 여성이 정숙하고 순결하여 범접할 수 없음을 비유한 것이라고 하

다.145) 여기에 “여자는 강물이다”라는 은유를 우선 적용할 수 있다. 여자의 속성

으로는 정숙과 순결을 들 수 있는데 이는 강물의 넓음과 긺에 응한다. 여자에

게 다가가는 것은 강을 건너는 것에 응한다. 따라서 여자와 한수 장강의 사이

에는 은유가 성립한다.146)

<匏有苦葉>은 적합한 배우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신중한 자세를 읊었

고, <氓>은 결혼 뒤에 버림받는 후회를 읊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하지만 둘은 

145) 《毛詩正義》 卷第一: 箋云, 漢也江也, 其欲渡之 , 必有潜行乘泭之道. 今以廣長之故, 

故不可也. 又喻女之貞潔, 犯禮而往, 不至也. (한수나 장강은 건너려면 반드시 자맥

질이나 뗏목을 타는 방도가 있다. 지금은 넓고 긴 까닭에 안 된다. 또한 여자가 정

숙하고 순결한데 예를 범하고 간다면 이르지 못할 것임을 비유하 다.) 위의 책, 64

쪽.

146) 여자와 한수 장강의 관계를 환유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컨  소설에서 풍경

에 한 사실적 묘사는 그 풍경을 바라보는 등장인물의 심리 상태로 받아들여진다. 

독자가 풍경의 모습을 등장인물과 동일시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풍경이 그와 인접

해 있는 인물의 감정을 전달하는 환유의 묘사라고 할 수 있다. 김애령, 《은유의 도

서관: 철학에서의 은유》, 서울: 그린비, 2013, 128~129쪽.

<毛詩序>에 따르면 한수 장강 유역에 문왕의 교화가 퍼져서 여자에게 함부로 접근

하지 못하는 기풍이 생겼다고 한다. 漢廣, 德廣所及也. 文王之道被于南國, 美化行乎

江漢之域, 無思犯禮, 求而不可得也. (<漢廣>은 덕의 넓음이 미친 바이다. 문왕의 도

가 남방에 입혀져 아름다운 교화가 장강 한수 유역에 행해지니, 예를 범할 생각이 

없어져 여자를 구해도 얻을 수 없게 되었다.) 馬辛民 責任編輯, 앞의 책, 63쪽. 제1

장에는 “漢有游女, 不可求思(한수에 거니는 여자 있으나 만날 수 없네)”에 뒤이어 

“漢之廣矣, 不可泳思”가 나온다. 한수 가에서 거니는 여자의 덕성을 그가 사는 곳인 

한수의 모습으로 신 표현할 수 있다. 즉 건널 수 없을 정도로 넓은 한수의 성질

은 그곳에 있는 여자의 성품에 투 된다. 장강 역시 한수가 합류하는 물줄기이므로 

장강의 긺으로도 한수의 넓음과 마찬가지로 한수 가의 여자의 정숙과 순결을 나타

낼 수 있다. 이 역시 인접한 자연 지리 환경으로 그곳 인물의 성품을 신하는 환

유의 원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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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작품이다. 또한 둘 다 강물 모티프가 주제

를 형상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각각의 강물 모티프에 한 毛詩 계열 

학자들의 설을 살펴보기로 한다.

<匏有苦葉> 제1장의 제2구 “濟有深涉(나루에는 깊은 건널목이 있네)”에 해 

孔穎達은 깊은 건널목이 넘어서는 안 될 금기의 법도를 가리킨다고 풀이하

다.147) 곧 “예법은 나루이다.”라는 은유가 성립한다. 이는 앞에서 다룬 <漢廣>의 

넓고 긴 강물로 여자의 정숙과 순결을 비유한 것과 같은 원리이다. 섣불리 접근

할 수 없는 지형 조건을 인간이 지켜야 할 갖가지 규범에 응하는 것이다.

뒤이어 나오는 제3~4구 “深則厲, 淺則揭(깊으면 그냥 건너고 얕으면 옷 걷고 

건너지)”에 해 《毛傳》은 때에 맞춰 조절하는 것이라고만 하 지만,148) 鄭玄은 

물의 깊이가 결혼할 남녀의 재능과 나이를 비유한다고 보았다.149) 즉 물이 깊다

는 것은 재능이 많다거나 나이가 많은 것을 가리키고 얕다는 것은 그 반 를 가

리킨다는 말이다. 鄭玄의 논법에 따르면 재능과 나이뿐만 아니라 가문, 재산 및 

사회적 지위도 강물에 응하는 요소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결혼 상 는 강

물이다”라는 은유가 성립한다.150) 각 개념 요소를 살펴보면, 강물의 깊이는 배우

자의 조건에, 옷차림의 조절은 자신의 조건 파악에, 강 건너기는 결혼에 해당한

다.

147) 《毛詩正義》 卷第二: 正義曰, 毛以為, 匏有苦葉不可食, 濟有深渉不可渡, 以 禮有禁法

不可越. (《毛傳》에서는 박에 쓴 잎이 있으니 먹을 수 없고, 나루에 깊은 건널목이 

있어 건널 수 없다는 것으로 예에 금법이 있어 넘을 수 없음을 흥으로 일으켰다.) 

위의 책, 163쪽.

148) 遭時制宜. 如遇水深則厲, 淺則掲矣. (때에 따라 알맞게 제어한다. 물이 깊으면 그냥 

건너고 얕으면 옷 걷고 건너는 것과 같다.) 위의 책, 163쪽.

149) 箋云, 既以深渉記時, 因以水深淺喻男女之才性賢 不肖及長幼也. 各 其人之宜, 為之

求妃耦. (이미 깊은 나루로 때를 기록하 기에 물의 깊이로는 남녀 자질의 현명함과 

불초함 및 나이 많음과 어림을 비유하 다. 각자 그 사람의 알맞음에 따라 짝을 찾

는다.) 위의 책, 163쪽.

150) 邶風 <谷風> 제4장의 “就其深矣, 方之舟之. 就其淺矣, 泳之游之. (깊은 곳에 가면 배

를 타고 얕은 곳에 가면 헤엄쳤지)”에 해 鄭玄은 “ 深淺 , 喻君子之家事無難易, 

吾皆為之. (깊고 얕음을 말한 것은 군자의 가사에 어려움이나 쉬움을 가리지 않고 

내가 다 했음을 비유한다)”라고 하 다. 여기서는 집안일을 강물에 비유하 다. 배

나 헤엄은 일의 난이도에 따른 수단 방법에 응한다. 위의 책, 1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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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의 제1~2구 “招招舟子, 人涉卬否(부르고 또 부르네, 뱃사공이. 사람들은 

건너도 난 아니야)”에 해 鄭玄은 중매인을 뱃사공에, 미혼자를 사람들에 비유

한 것으로 보았다.151) 여기서 “결혼은 도강이다”라는 이 시 전체의 은유 구조가 

성립한다. 개념적 은유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근원 역인 ‘渡江’은 강물, 깊은 

건널목, 뱃사공, 승객의 하위 개념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하여 목표 역인 ‘결

혼’은 결혼 상 , 혼례의 금법, 중매인, 미혼자의 하위 개념으로 이루어진다. 각

각의 하위 개념이 응 요소로 맺어져 두 역을 은유의 관계로 연결한다.

<氓> 제6장의 제3~4구 “淇則有岸, 隰則有泮(기수에는 강둑 있고, 늪에는 언덕 

있네)”에 해 鄭玄은 강이나 늪과 달리 통제되지 않는 군자의 마음을 가리킨다

고 하 다.152) 여기서 “사람의 마음은 물이다”라는 은유가 성립한다. 기수나 늪

에 둑이 있어 물이 넘치는 것을 막아주듯이 사람의 마음에도 예의나 염치가 있

다면 사랑하던 사람을 함부로 하는 것을 막아줄 것이다. 따라서 “예의는 강둑

이다”라는 은유도 성립한다. 박순철은 《詩經》에 쓰인 강물의 비유 중 강물과 강

의 경계의 의미를 구분하여 강물은 인간의 욕정을, 강의 경계는 예의를 비유한

다고 보았다. 그 근거 중 하나로 《禮記⋅坊記》에서 군자가 도로 백성의 방종을 

막는 것을 둑으로 넘치는 물을 막는 것에 비유한 구절153)을 들었다.154) 강의 경

계란 곧 강둑을 가리킨다. <氓>에서 鄭玄이 지적한 군자의 통제되지 않는 마음

에도 욕정이 포함된다.

이상을 통해 전통 시경학의 강물 모티프는 작품별로 주석가마다 조금씩 다르

151) 箋云, 舟人之子號召當渡 , 猶媒人之 男女無夫家 , 使之為妃匹. (뱃사공이 건널 사

람을 부르는 것은 중매인이 남녀 중 배우자가 없는 사람을 모아 짝 지워주는 것과 

같다.) 위의 책, 170쪽.

152) 《毛詩正義》 卷第三: 淇 隰, 皆有厓岸, 以自拱持. 今君子放恣, 心意曽無所拘制. (기

수와 늪은 모두 강언덕과 둑이 있어 스스로 받쳐주지만, 지금 군자는 방자하여 마

음에 애초부터 거리낌이 없음을 말한다.) 위의 책, 275쪽.

153) 《禮記正義》 卷第五十一 <坊記>: 君子之道, 辟則坊 . 坊民之所不足 也. 大爲之坊, 

民猶踰之. 故君子禮以坊德, 刑以坊淫, 命以坊欲. (군자의 도는 비유컨  둑이로다. 백

성이 부족한 점을 막는 것이다. 크게 둑을 쌓아도 백성은 넘으려 든다. 그래서 군자

는 예로는 失德을 막고, 형으로는 음란함을 막고 법령으로는 욕망을 막는다.) 馬辛

民 責任編輯, 《禮記正義》(十三經注疏),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0, 1634쪽.

154) 박순철, <詩經에서의 물의 比喩的 意味 察: 강물의 可涉⋅不可涉⋅汎水의 比喩

的 意味解釋을 中心으로>, 《中國人文科學》, 제34집, 2006, 215쪽.



《詩經》 자연 경물 모티프의 은유

- 52 -

게 해석되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예와 관련된 은유임을 알 수 있다. <蒹葭>는 강

물 자체가 예악을 가리키고, <漢廣>의 넓고 깊은 한수와 장강은 예를 지키는 여

자를 가리킨다. <匏有苦葉>은 나루, 강물, 뱃사공을 들어 각각 예법, 결혼 상 , 

중매인에 응시킴으로써 “결혼은 도강이다”의 은유를 성립시켰다. 여기서도 예

법은 은유 성립의 근거 요소이다. <氓>에서는 강물과 강둑이 인간의 마음과 예

의 은유가 된다.

2. 축제의 환유

다음으로 문화인류학의 강물 모티프 해석을 살펴보자. 孫作雲은 《詩經》에서 

15수의 시를 上巳節 高禖 제례 의식에서의 남녀 회합으로 해석했다.155) 그에 따

르면 <行露>를 제외한 14수는 모두 연애, 봄날, 물가를 말하고 있다. 이것은 봄

날에 모여서 高禖(후 의 娘娘廟)의 제사를 올리고 물가에서 祓禊를 치르면서 

자식 낳기를 기원하던 같은 풍속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156) 물가는 연

애, 봄날과 더불어 자녀를 얻기 위한 高禖 및 祓禊라는 의미 역을 이루는 삼요

소라고 할 수 있다. 鄭風 <溱洧>는 이 삼요소가 두루 갖춰진 사례이다. 우선 강

물 모티프라는 관점에서 <溱洧>에 한 孫作雲의 해석 원리를 분석한 뒤 다른 

작품에 적용 가능한지 검토해보기로 한다. 아래는 <溱洧> 제1장이다.

溱 洧, 方渙渙兮.

士 女, 方秉蕑兮.

女曰觀乎, 士曰旣且.

且往觀乎,

洧之外, 洵訏且樂.

維士 女, 伊其相謔,

贈之以勺藥.

진수와 유수 한창 넘실 네.

사내와 여자 지금 향등골나무 잡고 있네.

여자는 구경하자는데 사내는 벌써 봤다 하네.

또 가서 구경해요

유수 건너편은 정말 재밌고 즐거워요.

사내와 여자 서로 놀리며

작약을 주네.

155) <溱洧>, <褰裳>, <狡童>, <山有扶 >, <桑中>, <淇奧>, <有狐>, <竹竿>, <氓>, <谷風(邶

風)>, <匏有苦葉>, <芄蘭>, <汝墳>, <漢廣>, <行露>이다.

156) 孫作雲, <《詩經》戀歌發微>, 《孫作雲文集 第2卷 《詩經》 硏究》, 開 : 河南大學出版社, 

2002, 3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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孫作雲은 이 행사를 上巳節의 祓除와 더불어 중국 고 의 高禖 제사 의례에 

관련지어 설명하고자 했다. 高禖란 仲春에 제비가 날아올 때 천자와 비빈이 주

관하는 제사의 기복 상이다. 高禖의 제사는 사내아이를 낳기 위함이라고 하

다. 그에 따르면 자식 출산과 祓禊의 연결점은 두 가지이다. 첫째, 불임 또한 나

쁜 기운의 일종이므로 강물에서 몸을 씻으면 그 기운을 없애서 자식을 얻을 수 

있다. 둘째, 《列女傳》의 簡逖이 玄丘에서 목욕하다가 제비가 떨어뜨린 알을 삼키

고 契을 낳았다는 설화가 있다. 목욕은 곧 祓禊를 뜻하고, 제비는 자식을 낳게 

해주는 高禖 신이므로 둘은 서로 연관을 맺게 된다. 그의 설은 물이 지극히 정

결하므로 물로 몸을 씻어서 불임의 나쁜 기운을 몰아낼 수 있다는 고 인의 믿

음에서 비롯하 다.157) 이것은 감염주술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 강물이 몸에 

닿으면 그 순결함이 몸에 옮아와 불길함을 없애주는 것이다.

이 풍속에 한 설은 두 가지 문헌을 근거 자료로 하고 있다. 韓詩는 <溱洧>

가 三月 上巳에 상서롭지 못한 일을 없애는 행사를 읊은 것이라고 했다. 《漢

書⋅地理志》의 <溱洧> 시 인용문에 한 顔師古의 주석에서는 이 시가 仲春에 

남녀가 크게 즐기던 행사를 말한 것이라고 했다.158) 孫作雲은 위의 두 설을 합

쳐서 仲春의 高禖 제사와 三月 上巳日의 祓禊는 같은 명절의 행사라고 하 다. 

또한 제2장의 “士 女, 殷其盈矣. (남녀가 가득 모 네)”를 근거로 이 행사는 몇

몇 개인의 사적인 것이 아니라 남녀 회합의 명절 풍속을 추억 회고의 형식으로 

서술한 사례라고 하 다.159) 여기서 문제는 仲春의 高禖 제사와 三月 上巳日의 

祓禊는 시기가 다르다는 점이다. 음력 이월과 삼월은 한 달의 차이가 있다. 孫作

雲은 <溱洧>의 남녀 회합 축제가 이 중에서 언제인지, 혹은 두 차례 다 쇠는 것

157) 위의 책, 289~291쪽.

158) 《詩三家義集疏》 卷五: “鄭國之俗, 三月上巳之日, 於兩水上, 招魂續魄, 拂除不祥. 故詩

人願 所說 俱往觀也. (정의 풍속에 삼월 상사일 두 강물 가에서 혼을 불러 백과 

이어 상서롭지 못한 것을 몰아냈다. 그래서 시인은 좋아하는 자와 함께 가서 보고

자 한 것이다)” 王先謙, 앞의 책, 371쪽. 《漢書》清乾隆武英殿刻本, 二十八下: 仲春

之月, 二水流盛, 而士 女執芳草於其間, 以相贈遺, 信大 矣. 惟以戲謔也. (음력 이월 

두 강물이 세차게 흐를 때 남녀가 그 사이에서 향기로운 풀을 잡고 서로 주고받으

니 참으로 큰 즐거움이었다. 오직 장난치려는 것이었다.) 楊家駱 主編, 《漢書》, 臺北: 

鼎文書局, 1981, 1653쪽.

159) 孫作雲, 앞의 책, 292~2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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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를 밝히지 않았다.

봄날 물가의 연애에 관한 시에 한 孫作雲의 해석에는 주로 환유의 사고방식

이 쓰 다. 정결함의 상징인 강물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목욕과 그 결과인 祓

禊 및 자식 출산까지 기 할 수 있다고 여긴 것이다. 예컨  <褰裳>의 제1장 

“子惠思我, 褰裳涉溱(그 가 나를 생각해 준다면 치마 걷고 진수라도 건너리라)”

에 해서는 ‘네가 만약 나를 사랑한다면 우리 같이 진수에 가서 祓禊를 하자’

라는 뜻으로 풀이하 다.160) 시 원문에는 치마를 걷고 진수를 건너겠다는 조건

부 선언만 있는데 ‘溱’이라는 말 하나만으로 진수 가에서 벌어졌다고 여겨진 鄭

의 남녀 회합 및 출산 기원의 제례까지 포괄한 것이다. 하지만 ‘건너다’의 뜻인 

‘涉’을 祓禊의 목욕 의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는 논의되지 않았다. 강을 

건너는 동작과 목욕 의식이 같은 의미 역에 속한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이 환유

의 해석이 타당성을 얻게 된다.

그는 또한 衛의 淇水가 鄭의 溱水와 洧水에 해당한다고 여겨서 淇水가 등장하

는 <桑中>, <淇奧>, <有狐>, <竹竿>, <氓>을 모두 <溱洧>와 같은 내용으로 간주하

다.161) 汝水 가의 일을 노래한 <汝墳>과 “漢有游女(한수에 노니는 여자가 있

다)”의 구가 있는 <漢廣> 또한 마찬가지이다.162) 이 역시 장소로 그 장소에서 열

린 행사 및 행사의 목적을 나타낸 환유의 해석이다. 溱水와 洧水는 韓詩의 설을 

근거로 할 수 있으나 淇水나 汝水 및 漢水의 경우에도 鄭의 풍속을 똑같이 적용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관련 문헌 근거가 확보되지 않았기에 유추의 정당성

에는 한계가 있다.

<匏有苦葉>의 경우 “濟有深涉(제수에는 깊은 나루가 있다)”, “有瀰濟盈(철철 제

수가 가득찼네)”은 <溱洧>의 “溱 洧, 方渙渙兮(진수와 유수 한창 넘실 네)”와 

함께 봄물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深則厲, 淺則揭(깊으면 그냥 건너고 얕으면 

치마 걷고 건너지)”는 <褰裳>의 “褰裳涉溱”과 서로 부합한다고 하 다.163) 高禖 

및 祓禊의 구성 요소인 물가와 연애에 관련된 구절이 있어서 모두 같은 부류로 

160) 위의 책, 293쪽.

161) 위의 책, 294~296쪽.

162) 위의 책, 299~300쪽.

163) 위의 책, 2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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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인 것이다.164) 이들 모두 장소로 주술 의례를 신하고, 주술 의례로 의례의 

일부 구성 요소(남녀의 만남)를 신한 이중 환유의 해석이다.

家井眞는 孫作雲과 달리 우회적인 방식으로 강물 모티프에 접근하 다. 그가 

주목한 작품은 周南 <漢廣>이다. 그는 “漢有游女”에 한 三家詩의 설화와 ‘游’

는 물에 뜨는 것을 뜻한다는 聞一多의 고증에 힘입어 이 구절이 한수의 여신을 

가리킨다고 보았다. 이 시에서 전반 4구는 남자의 구애가이며, 후반 4구는 여자

의 후렴구이다. 그는 <漢廣>을 남자가 여신에게 청혼하는 형식을 빌려 곡물의 

풍요를 기원하는 것으로 설명한다.165) 秦風 <蒹葭>는 갈 라는 주술 매개를 빌

려 ‘伊人’이라는 물의 신에 제사 지내는 내용으로 해석된다.166) 邶風 <匏有苦葉> 

마지막 장의 “卬 我友(나는 내 짝을 기다리네)”에서 ‘我友’ 역시 濟水의 男神으

로 풀이된다.167) ‘游女’가 한수의 여신을 뜻한다는 주장은 물에 뜨는 능력으로 

인해 성립한다. 하지만 ‘伊人’이나 ‘我友’를 물의 신으로 볼 근거는 제시되어 있

지 않다.

家井眞는 하천이 물을 상징하고 물의 신은 비를 오게 하는 주술력이 있으므로 

그에게 지내는 제사는 곧 기우제라는 농경의례라고 주장했다. 그 행사로는 歌 

공연과 물의 신으로 분장한 청년이 실제 하천에 뜨거나 건너는 의식을 들었

다.168) 家井眞가 복원한 제례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주  사람들은 도하 의례를 

통해 물의 신을 그리운 이성과 등치시키고 지의 풍요를 기원했다. 강 건너기

를 詞로 하는 여러 작품은 자손의 다산을 목적으로 하는 혼인의 의미로 쓰

고, 이것은 또한 농경 노동력 확보를 위한 것이다.169)

家井眞의 강물 모티프 해석에는 은유와 환유의 원리가 동시에 적용되고 있다. 

<漢廣>을 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남성화자가 한수의 여신에게 청혼하

164) <狡童>, <山有扶 >, <芄蘭>의 세 수는 강물이 등장하지 않지만 <溱洧>처럼 남녀가 

희롱하는 이야기가 나오기에 같은 부류로 묶인 사례이다. 앞의 삼요소 중 연애만 

충족시키고 봄날과 물가 등 上巳節의 祓禊 의식과는 무관하므로 적절한 예로 보기 

어렵다.

165) 家井眞, 《詩經の原義的硏究》, 東京: 硏文出版, 2004, 242~244쪽.

166) 위의 책, 248쪽.

167) 위의 책, 253~254쪽.

168) 위의 책, 251~252쪽.

169) 위의 책, 2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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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풍년을 기원한다는 것은 지의 풍요와 여성의 다산이 유사 주술로 연결되

는 은유이다. 한편 ‘游女(물에 뜨는 여자)’는 그 능력으로 인해 한수의 여신으로 

해석되었고, 한편으로는 그 행위 절차로 물의 신에게 지내는 기우제를 신하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의 능력으로 능력자(신), 나아가 그의 다른 능력인 강우를 

신하고, 부분 절차로 전체 의례를 표하는 환유이다. 이때 매 장 후반 4구의 

후렴구 “漢之廣矣, 不可泳思. 江之永矣, 不可方思(한수는 넓어서 헤엄치지 못하

네. 장강도 길어서 배 띄우지 못하네)”는 한수의 여신을 변하는 여자들이 물에 

뜨지 못하겠다며 남성 화자의 강우 요청을 익살스럽게 거절하는 내용으로 해석

할 수 있겠다.

家井眞는 총 8수의 시에서 渡河의 흥적 표현이 풍년의 축원 및 혼인의 의미로 

이어지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170) 그는 《詩經》이 기본적으로 농경 사회의 시가

라는 점에 착안하여 강물 모티프와 남녀 사랑의 주제 사이에 지의 풍요에 

한 주술 의례를 끼워 넣었다. 그는 본디 고 의 종교 의례에서 비롯된 발상의 

노래가 신성성을 잃어버리면서 원래의 의미도 망각된 끝에 흥의 표현으로 정형

화되었다고 본다.171) 이 설명 방식은 白川靜를 비롯한 문화인류학적 연구 방식

을 취하는 학자들의 주요 논리이다. 정형화된 흥의 표현을 실마리로 삼아 망각

된 고 의 의례를 복원하는 방식은 하나의 의미 역에서 개념 요소의 전이가 일

어나는 환유의 원리를 취하고 있다.

孫作雲과 家井眞의 강물 모티프 해석에서 강물을 제시하는 것으로 남녀의 회

합 또는 복을 비는 제례를 연상시키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그 행사의 목적을 

자식 낳기 또는 농사의 풍년으로 한정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 우선 시 원문

에는 남녀 간의 만남의 기쁨이나 만나지 못하는 것에 한 원망이 나올 뿐, 자

식이라든지 풍년에 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자식이나 풍년은 시의 내용과 

별개의 의미 역으로, 단지 모방 주술을 동원해야만 상상할 수 있는 소원이다. 

이렇게 옛 습속의 복원을 꾀하는 문화인류학의 해석에서는 특히 근거 자료의 확

보가 중요하다. 하지만 <溱洧>나 <漢廣> 등 표적인 사례를 제외하면 모두 유

추에 의존하고 있어 타당하고 정확한 근거 자료가 부족하다. 《詩經》 원문만으로 

170) <漢廣>, <匏有苦葉>, <谷風(邶風)>, <氓>, <河廣>, <褰裳>, <溱洧>, <蒹葭>이다.

171) 家井眞, 앞의 책, 2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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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사회의 생활상을 추적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毛詩 계열의 시경학자들은 남녀의 만남에 관한 

시에 자주 등장하는 강물 모티프를 현인이나 배우자를 맞이하기 위한 예법의 틀

로 해석하려 하 다. 강물의 흐름, 너비, 길이, 깊이 등의 자체적 성질과 나루와 

강둑 등의 부수 지형 및 뱃사공 등의 도강과 관련된 요소는 모두 예법의 구체적 

속성과 응하여 은유를 이루게 되었다. 환유의 방식을 주로 취하는 문화인류학

은 그와 달리 강물을 자식 출산을 비는 구애의 제례가 벌어지는 장소로 설명한

다. 여기에는 은유의 원리인 모방 주술 또는 유사 주술로 재액의 방지 및 농사

의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가 더해지기도 한다. 하지만 강물에서 祓禊 또는 神에 

한 구애 의례가 보편적으로 벌어졌는지에 한 증거 자료는 부족한 형편이다.

제 4 절 물고기 모티프

물고기 모티프에 한 논의로 聞一多의 <說魚>를 표 저작으로 들 수 있다. 

그는 물고기를 隱語의 전형적인 예로 들면서,172) 《詩經》을 비롯한 각종 民歌에서 

물고기가 남녀 간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례를 열거하 다. 그는 물고기가 짝의 

은어이듯이 물고기 잡이, 물고기 낚기 등의 행위는 짝 찾기의 은어이고,173) 물고

기 삶기와 물고기 먹기로 합환이나 짝짓기를 비유한다고 하 다.174) 그에 따르

면 원시 인류에게는 혼인이 인생의 가장 큰 일이고 혼인의 유일한 목적은 종족 

번식이었다. 이 물고기는 왕성한 번식 능력으로 인해 짝을 상징하게 되었다는 

것이다.175) 종족 번식을 위해 그 능력이 강한 물고기를 노래하는 것은 모방 주

172) 聞一多, <說魚>, 《聞一多全集 3 神話編⋅詩經編上》, 武漢: 湖北人民出版社, 1993, 231

쪽.

173) 위의 책, 240쪽.

174) 위의 책, 244쪽.

175) 위의 책, 248쪽. 趙國華는 물고기의 번식력에 덧붙여 半坡 유적에서 발견된 陶器의 

문양 가운데 쌍으로 된 물고기의 형상이 여성 음부의 윤곽과 비슷하다는 점을 물고

기가 여성 생식기를 상징하는 근거로 들고 있다. 趙國華, 앞의 책, 1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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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곧 물고기를 짝의 은유로 삼는 것이다. 은유 성립의 

근거는 물고기에 가해지는 동작과 물고기의 번식력이라는 속성이다. 여기서는 

먼저 毛詩 계열을 중심으로 물고기를 은유로 보는 전통적 해석을 다루고, 이 은

유의 해석이 물고기를 환유로 다루는 문화인류학의 관점에 어떻게 섞여들어 있

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인재의 은유

毛詩의 해석에서 물고기 모티프는 크게 남녀 관계와 군신 관계의 두 가지 비

유로 나타난다. 衛風 <竹竿>과 齊風 <敝笱>를 제외하면 모두 군신 관계에 한 

것이다. 물고기가 남녀 관계의 짝이나 군신 관계의 신하를 비유하는 양상은 서

로 비슷하다. 심지어 한 작품에서 동시에 양쪽을 아울러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

하는 경우도 있다. 그 사례를 陳風 <衡門> 제2장에서 볼 수 있다.

豈其食魚, 必河之魴.

豈其取妻, 必齊之姜.

어찌 물고기 먹을 때 꼭 황하의 방어라야만 하는가.

어찌 아내 얻을 때 꼭 제의 강씨라야만 하는가.

제3장에서는 같은 형식으로 잉어와 宋의 자씨가 등장한다. 이에 해 鄭玄은 

이 시가 물고기와 아내의 예를 들어 인재를 얻는 원칙을 암시하 다고 풀이한

다.176) 그것은 <毛詩序>에서 이 시를 벼슬이 없는 자가 임금에게 스스로를 추천

하는 내용으로 본 것에 근거하고 있다.177) 따라서 물고기의 섭취는 아내 얻기와 

176) 《毛詩正義》 卷第七: 箋云, 此 何必河之魴然後可食, 取其美口而已. 何必大國之女然後

可妻, 亦取貞 而已. 以喻君任臣何必至人, 亦取忠孝而已. (이것은 하필 황하의 방어

라야 먹을 만하겠는가, 맛있으면 그만이다. 하필 큰 나라의 공주라야만 장가들겠는

가, 정숙하고 유순하면 된다는 말이다. 그로써 임금이 신하를 임용할 때 하필 지극

히 뛰어난 사람만이겠는가, 역시 충과 효를 다하면 그만임을 비유하 다.) 馬辛民 

責任編輯, 앞의 책, 520쪽.

177) 衡門, 誘僖公也, 愿而無立志. 故作是詩以誘掖其君也. (<衡門>은 희공을 권유하는 작

품이다. 성실하면서도 뜻을 세울 수 없어 이 시를 지어 임금을 권유하고 보좌하려 

하 다.) 위의 책, 5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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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인재 얻기, 즉 군신 관계 형성의 은유가 된다.

《詩經》에는 낚시, 그물, 가리 등 다양한 도구로 물고기를 잡는 모습이 나온다. 

衛風 <竹竿>은 나무 장 로 낚싯 를 만들어 물고기를 낚는 장면으로 시작한

다.

籊籊竹竿, 以釣于淇.

豈不爾思, 遠莫致之.

낭창낭창 나무 장 로 기수에서 낚시하네.

어찌 그  생각 않겠냐만 멀어서 다다를 수 없네.

《毛傳》은 낚시가 이 시의 화자인 부인이 예법에 따라 시집가는 것을 비유하는 

데 쓰 다고 본다.178) 여기서 “결혼은 고기잡이이다”라는 은유가 성립한다. ‘고기

잡이’의 개념 역에서 구성 요소인 낚싯 는 ‘결혼’ 역의 구성 요소인 예법에 

응하고 물고기는 남편에 응한다. 그렇다면 낚시꾼은 화자인 부인 자신을 가

리킨다.179) 그에 따르면 제3구의 ‘爾’는 鄭玄의 설 로 여성 화자를 박 하는 남

편이 된다.180) 작중 화자는 이미 성 한 혼례로 가정을 이루었으나 남편과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를 노래하 다.

雅 <南有嘉魚> 제1장의 “南有嘉魚, 烝然罩罩(남쪽에 좋은 물고기 있어 천천

히 가리질하네)”에 해서 鄭玄은 좋은 물고기를 오래 기다려서 잡듯이 현인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극한 정성으로 조정에 초빙해야 한다고 풀이한다.181) 그는 

178) 《毛詩正義》 卷第三: 傳, 也. 籊籊長而殺也. 釣以得魚, 如婦人待禮以成為室家. (흥이

다. ‘籊籊’은 길고 뾰족함이다. 낚시로 고기를 잡는 것은 부인이 예를 기다려 집안

을 이룸과 같다.) 위의 책, 277쪽.

179) 여성을 화자로 보는 전통적 견해에 반 하며 이 시를 남자가 예전에 사모했으나 멀

리 시집가버린 여인을 그리는 내용으로 풀이하는 견해도 있다. 屈萬里, 《詩經釋義》, 

臺北: 中國文化大學出版部, 1980, 95쪽. 하지만 이 시의 ‘豈不爾思’, ‘女子有行’, ‘駕

出遊, 以寫我憂.’ 등은 모두 邶風 <泉水>, 鄘風 <載馳>, <螮蝀> 등 시집간 여자가 

친정을 그리는 내용으로 된 시에 쓰이는 관용구이다. 역시 여성 화자의 노래로 보

는 것이 낫다.

180) 箋云, 我豈不思 君子為室家乎. 君子疏遠己, 已無由致此道. (내 어찌 군자와 집안을 

이룰 생각을 않겠는가. 군자가 나를 멀리하니, 이미 이 길에 이를 도리가 없다.) 馬

辛民 責任編輯, 앞의 책, 277쪽. 이에 해 朱子는 친정에서 낚시하던 시절을 그리

워하는 것으로 본다. 《詩集傳》 卷第三: 思以竹竿釣于淇水, 而遠不可至也. ( 나무 

장 로 기수에서 낚시하던 시절이 그리우나 멀어서 이를 수 없음을 말한 것이다.) 

朱傑人⋅嚴佐之⋅劉永翔 主編, 앞의 책, 4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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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 자체를 직접적으로 예법과 관련하여 설명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가리는 좋

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 정성들여 다뤄야 하는 도구라는 점에서 앞에서 든 낚시

나 그물 못지않은 예우의 수단으로 해석된다.

유가에서는 상황에 맞게 처신하는 것을 지식인의 덕목으로 여긴다.182) 毛詩의 

주석가들은 지식인이 신하로서 처신할 바를 물고기에 빗 어 나타내려 하 다. 

雅 <魚藻> 제1장의 “魚在在藻, 有 其首(물고기 있네 말에 있네, 크도다 그 머

리)”에 해 鄭玄은 물고기가 말에서 편히 지내듯이 사람 또한 명군에게 기 는 

것으로 설명한다.183) 뒤에 이어지는 “王在在鎬, 豈樂飮酒(왕이 계시네 호경에 계

시네, 즐겁게 술을 드시네)”와의 조응관계를 보면 물고기는 임금에, 말은 호경에 

응시키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하지만 鄭玄 등은 이 작품 또한 신하를 물고기

에 비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鄭玄은 雅 <鶴鳴> 제1장의 제3~4구 “魚潛在淵, 或在于渚(물고기 못에 잠겨 

있다가 간혹 물가에 있네)”에 해서도 역시 현자가 세상의 治亂 여부에 따라 

진퇴를 달리하므로 현자의 처신은 임금 하기에 달린 것이라고 풀이하 다.184) 

181) 《毛詩正義》 卷第十: 箋云, 烝, 塵也. 塵然猶 久如也. 南方水中有善魚, 人 久如而

俱罩之, 遲之也. 喻天下有賢 , 在位之人 久如而並求, 致之於朝. 亦遲之也. 遲之

至誠也. (‘烝’은 ‘塵’이다. 塵은 오래라는 말과 같다. 남쪽 물속에 좋은 물고기가 있

어서 사람이 오래 기다려 모두 가리로 잡으니 더디다는 말이다. 천하에 현자가 있

어서 조정에 있는 사람이 오래 기다렸다가 모두 구하여 조정에 들이니 역시 더딤을 

비유한다. 더딤이란 지극한 정성을 이른다.) 馬辛民 責任編輯, 앞의 책, 714쪽.

182) 《孟子注疏》 卷第十三上 <盡心上>：窮則獨善其身, 達則兼善天下. (곤궁에 처하면 홀

로 자신을 선하게 하고 현달하면 천하를 아울러 선하게 한다.) 馬辛民 責任編輯, 

《孟子注疏》(十三經注疏),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0, 418쪽.

183) 《毛詩正義》 卷第十五: 箋云, 藻, 水草也. 魚之依水草, 猶人之依明王也. 明王之時, 魚

何所處乎. 處於藻, 既得其性則肥充, 其首 然. 此時人物皆得其所止. 魚 , 以潛 之

類, 信其著見. (말은 물풀이다. 물고기가 물풀에 기 는 것은 사람이 명군에 기 는 

것과 같다. 명군의 시 에 물고기는 어디 머물 겠는가. 말에 머물며 자기 속성에 

맞는 곳을 얻었으니 살쪄서 머리가 커진 것이다. 이때는 사람과 사물이 다 자기 자

리를 얻었다. 물고기를 말한 것은 잠겨서 숨는 부류인데 실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馬辛民 責任編輯, 앞의 책, 1046쪽.

184) 《毛詩正義》 卷第十一: 箋云, 此 魚之性, 寒則 於淵, 溫則見於渚. 喻賢 世亂則隐, 

治平則出, 在時君也. (이는 물고기의 본성이 추우면 못 아래로 달아나고 따뜻하면 

못가에 드러남을 말한 것이다. 현자가 세상이 어지러우면 숨고, 평화롭게 다스려지

면 나오는 것을 비유하니, 그 시 의 임금에 달린 것이다.) 위의 책, 7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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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물고기를 현자의 은유로 봄에 따라 연못 역시 세상의 축소판이 된다. 

밖에서 잘 보이지 않는 못 바닥은 현자의 은거지에 응하고, 밖에 드러나 보이

는 못가는 조정을 비롯한 세상 한복판에 해당한다.

鄭玄의 연못에 한 공간 인식은 雅 <正月> 편으로 이어진다. 제11장은 아

래와 같다.

魚在于沼, 亦匪克樂.

潛雖伏矣, 亦孔之炤.

憂心慘慘, 念國之爲虐.

물고기가 못에 있어도 즐거울 수 없네.

잠겨서 엎드려 있어도 훤히 비치는구나.

근심 참담하여 나라의 학정을 염려하노라.

鄭玄은 신변이 노출되어 진퇴유곡에 놓인 물고기로 난세의 지식인을 비유한 

것이라고 해석한다.185) 앞의 <鶴鳴>과 마찬가지로 얕아서 잘 드러난 못은 세상 

한복판이고, 잠겨 있을 수 있는 못 바닥은 은거지이다. 하지만 지금은 물고기가 

있기에 불편한 상황이 되어 버렸다. 물고기가 불편한 것은 빛이 바닥에 비칠 정

도로 물이 얕아졌기 때문이다. 곧 바닥까지 훤하다는 말은 못물이 말라서 입지

가 줄어든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지식인은 난세에 물러나 숨어살기 마련이다. 

시에서는 편히 숨을 곳도 없을 만큼 난세가 극심함을 물고기가 훤히 비치는 연

못의 은유로 형상화하 다.

마지막으로 周南 <汝墳>의 물고기를 살펴보자. 마지막 장의 제1~2구 “魴魚頳

尾, 王室如燬(방어의 붉은 꼬리, 왕실은 불타는 듯)”에 해 《毛傳》과 鄭玄은 역

시 왕실의 실정으로 인해 신하가 피로한 상황으로 풀이한다.186) 꼬리의 붉은 빛

185) 《毛詩正義》 卷第十二: 箋云, 池魚之所 而非能 , 其潛伏於淵, 又不足以 , 甚炤炤易

見. 以喻時賢 在朝廷, 道不行無所 . 而窮處, 又無所止也. (연못은 물고기가 즐거

워하는 곳인데 즐거울 수 없다. 못 바닥에 잠복해도 또한 달아나기에 부족한 것은 

너무 훤하여 쉽게 보이기 때문이다. 그로써 당시 현자가 조정에 있어도 도가 행해

지지 않아 즐거울 바가 없고, 물러나 곤궁함에 처하려 해도 또한 머물 곳이 없음을 

비유하 다.) 馬辛民 責任編輯, 앞의 책, 837쪽.

186) 《毛詩正義》 卷第一: 傳, 赬, 赤也. 魚勞則尾赤. 燬, 火也. (‘赬’은 붉음이다. 물고기는 

피로하면 꼬리가 붉어진다. ‘燬’는 불이다.) 箋云, 君子仕於亂世, 其顔色瘦病, 如魚勞

則尾赤. 所以然 , 畏王室之酷烈. 是時紂存. (군자가 난세에 벼슬하면 안색이 수척해

지니, 물고기가 피로하면 꼬리가 붉어지는 것과 같다. 그렇게 된 까닭은 왕실이 혹

독해짐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 때 주왕이 있었다.) 위의 책, 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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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물고기의 피로함을 나타낸다는 것은 결과로 원인을 신하는 환유의 해석

이다. 제2구의 왕실이 불타는 듯하다는 말을 난세로 풀이한 것 또한 부분으로 

전체를 신하는 환유의 해석이다. 이 구절 때문에 물고기와 신하의 은유가 성

립한다. 방어 꼬리가 붉어졌다는 말은 물고기가 피로한 것에서 더 나아가 물속 

환경이 위험해졌음을 가리킨다. 이는 제2구의 세상이 어지러워진 모습과 일치한

다. 그래서 두 구는 인과관계를 이루고, 물고기와 물은 곧 신하와 왕실(세상)의 

관계와 같아진다.

2. 제례의 환유

전통 시경학에서 물고기 모티프를 주로 은유의 방식으로 해석했다면, 문화인

류학에서는 환유의 해석에 은유의 원리가 섞여있다. 孫作雲은 聞一多가 물고기

를 남녀 애정의 은어로 설명한 것을 계승하여 삼월 上巳節의 祓禊 의식과 연결

시켰다. 봄에 물가에서 남녀가 회합할 때 물고기라는 현실성 있는 물건을 남녀 

간에 희롱하는 은어로 썼다는 것이다.187) 그는 衛風 <竹竿> 역시 祓禊의 회합을 

읊은 것으로 간주했다. 또한 여기에 나오는 낚시는 떠들썩한 모임에서 실제 벌

어진 행위가 아니라 연애 끝에 자식을 얻는다는 뜻의 은어로 쓰인 것이라고 주

장했다.188) 聞一多는 물고기라는 隱語를 낚기, 삶기, 먹기 등 동작의 상이라는 

점에서 연애 상 의 은유로 보았지만, 孫作雲은 물가에서 벌어진 행사의 현실성 

있는 물건, 즉 행사의 일부로 다른 일부를 가리키는 환유로 보았다. 孫作雲이 비

록 <竹竿>의 낚시를 실제 행위로 간주하지는 않았으나, 낚시는 물을 매개로 하

여 남녀의 祓禊 행사를 연상시킨다. 따라서 수상 활동의 같은 의미 역 안에서 

인접한 활동으로 의미가 옮겨가는 환유로 볼 수 있다.189)

家井眞는 물고기 모티프에 관련된 제사 의례와 여성을 연결하기 위해 우선 물

고기를 농경의례의 豫祝으로 설명한다. 그는 周  <潛>에 한 역  주석가의 

187) 孫作雲, 앞의 책, 306쪽.

188) 위의 책, 303쪽.

189) 여러 수상활동 가운데 낚시가 거론되는 것은 역시 물고기의 번식력 때문이다. 그 

점에서 물고기의 은어는 다산의 은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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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에 따라 물고기를 올리는 제사는 바로 곡물의 풍요를 기원하기 위한 것임을 

밝혔다. 그 원리는 물고기가 봄을 알리는 상징이면서 양기를 도와 초목의 씨앗

을 틔우는 주술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 다.190) 이는 물고기와 새싹이 은유 관

계에 있음을 시사한다. 물고기는 봄의 따뜻한 기운에 얼음이 녹고 난 뒤에 나타

난다. 그와 마찬가지로 얼어붙은 지에는 춘풍이 불어 새싹이 돋는다. 또한 

雅 <無羊> 제4장의 “大人占之, 衆維魚矣, 實維豐年( 인이 점을 쳤는데, 뭇 물고

기는 실로 풍년이로다)”을 물고기 떼가 풍년의 길조를 나타내는 예로 들고 있

다.191) 이 역시 <潛>과 같은 은유의 맥락에 놓여 있다.

家井眞는 물고기의 번식력이 곡식의 풍요를 촉진시키는 예로 ‘ ’의 자형 분

석을 든다. ‘ ’의 金文은 벼의 뿌리에 물고기를 묻어 벼의 수확량을 늘리려는 

뜻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아울러 火田에 물고기를 묻던 일본의 옛 풍속을 거론

한다.192) 번식력이 왕성한 물고기를 벼의 뿌리에 닿게 하는 것은 감염 주술이므

로 환유의 발상이다. 서로 떨어져 있던 것이 접촉에 의해 하나로 이어지는 감염 

주술의 원리는 하나의 의미 역 안에서 의미가 전이되는 환유의 원리와 같다. 

이것은 중국 半坡의 여자 원시인이 제사 의식에서 물고기를 먹으면서 다산을 기

원했다는 설193)과도 일맥상통한다. 

그는 먼저 물고기가 곡식의 풍성한 수확을 촉진한다는 명제를 세운 뒤에 물고

기와 지의 다산이 유추의 주술로 여성의 다산을 돕는다는 발상으로 나아간

다.194) 그는 통발이 형태상 여성의 성기를 상징하고 물고기가 다산을 상징한다

190) 家井眞, 앞의 책, 179~180쪽.

191) 위의 책, 182쪽. 鄭玄은 물고기와 곡식이 모두 사람들의 양식이라는 점에서 서로 관

련이 있다고 보았다. “箋云, 魚 庶人之所以養也. 今人衆相 捕魚則是歲熟, 相供養之

祥也. (물고기는 뭇 사람이 길러지는 수단이다. 지금 사람들이 여럿이 함께 물고기

를 잡으면 그 해에 풍년이 드니 서로 공양하는 길상이다)” 바로 물고기를 곡식의 

은유로 본 것이다. 한편 高國藩은 이 구절이 목동의 꿈에 한 해몽이라는 점에서, 

물고기는 물과 연관이 있고, 물이 있으면 목초가 번성하여 목축업도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원리로 설명하 다. 高國藩, 《中國巫術史》, 上海: 上海三聯書店, 1999, 110쪽. 

이것은 환유의 원리에 의한 것이다.

192) 家井眞, 앞의 책, 183~184쪽.

193) 趙國華, 앞의 책, 170쪽.

194) 家井眞, 앞의 책, 1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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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았다. 따라서 邶風 <谷風> 제3장의 “毋逝我梁, 毋發我笱(내 어살에 가지 마

라, 내 통발 꺼내지 마라)”를 ‘내게 접근하지 마라, 내게 손 지 마라’의 뜻으로 

풀이하 다.195) 통발과 어살을 부인의 일상생활에 관한 환유로 본 白川靜과 달

리,196) 형태와 기능의 유사성을 근거로 하여 어살과 통발을 여성 그 자체에 

한 은유로 본 것이다. 개념적 은유로 말하자면 물고기는 근원 역이고, 지의 

역과 여성의 역은 목표 역이다. 물고기의 번식력은 지의 풍년과 여성의 

다산에 각각 응한다. 물고기는 왕성한 번식력 때문에 제례 의식에 쓰여 풍년

을 가리키는 환유가 되기도 하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풍년과 다산의 은유가 된

다.

孫作雲과 家井眞가 물고기 모티프를 다산의 은유로 설명하는 것과 달리, 白川

靜는 물고기를 왕실의 조상신 제사가 띠는 송축 분위기의 환유로 풀이한다. 그

는 논의의 실마리로 雅 <魚藻>를 제시하 다. 그는 이 시 각 장의 제3구에 나

오는 ‘鎬’가 곧 수도 鎬京의 왕실 제사와 향연을 거행하는 辟雍이고, 제1구의 물

고기는 바로 벽옹의 못에 있는 것이라고 하 다. 그 증거로 大雅 <靈臺> 제3장 

제3~4구의 “王在靈沼, 於牣魚躍(왕께서  못에 계시네. 오오 우글우글 물고기 

뛰는구나)”을 들고 있다. <靈臺>의 물고기가 사슴이나 백조와 더불어 신의 동산

을 꾸미며 신의 축복을 드러내듯이, <魚藻>의 물고기 또한 조상신의 제사 분위

기를 띤다는 것이다.197) 白川靜의 설 로라면 물풀의 물고기는 鎬京의 의미 역 

안에 있게 된다. 鎬京으로 그 일부를 구성하는 辟雍과 그곳에서 거행되는 제사

의 신성한 분위기를 나타낸다. 또한 그 분위기를 辟雍의 못에 사는 물고기에까

지 부여한 것은 역시 환유의 해석 방식이다. 그는 <魚藻>뿐만 아니라 <南有嘉

魚> 및 <魚麗> 또한 제사 뒤에 이어지는 향연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고 보았다. 

시에 등장하는 물고기는 모두 제사의 신성한 분위기와 송축의 감정을 띤다고 하

다.198) 그것은 이른바 향연시의 물고기가 잔치의 음식이 아니라 조상신의 

혼을 상징한다는 말이다.

195) 위의 책, 192쪽.

196) 白川靜, 앞의 책, 430쪽.

197) 白川靜, 앞의 책, 337쪽, 549쪽.

198) 위의 책, 3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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白川靜의 해석에는 靈臺와 辟雍의 제사 장소를 매개로 하는 것 외에 또 하나

의 경로가 있다. 그것은 제사 기물이다. 그는 청동기의 문양과 옥그릇의 형태에 

물고기가 종종 쓰인 것은 혼 관념과 연결된다고 보았다.199) 또한 副葬品인 含

玉과 의복의 옥 조각 장식도 물고기의 형태로 되어 있다고 했다. 따라서 물풀 

사이의 물고기를 그려내는 것만으로도 제사의 신성한 분위기를 십분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200) 이것 역시 물고기로 그 도안이 쓰인 제사 기물을 신하고, 

제사 기물에서 제사의 신성한 분위기로 의미가 전이되는 이중 환유의 원리이

다.201) 

白川靜의 물고기 모티프 해석의 밑바탕에는 그가 스스로 밝혔듯이 생명의 근

원에서 비롯된 범신론적 세계관이 자리 잡고 있다.202) 제사가 서주 시 의 중요

한 의례 음에 비추어보면 제례를 거행하는 사당 주변의 갖가지 동식물에 제사

의 신성한 분위기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詩經》에 등장하는 다수의 동

식물을 제사와 관련된 신성함의 상징으로만 풀이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

다. 白川靜는 물고기 모티프 해석에서 물고기를 제사 음식으로 바치는 것은 周

 <潛>에 한정하고, 雅 <魚藻>의 물고기는 성지를 꾸미는 용도로만 설명하고 

있다.203) 하지만 <南有嘉魚>와 <魚麗>에도 각각 가리와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내용이 나오는데, 白川靜의 설명에는 이 어획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빠져 있다. 

게다가 그는 제사시와 달리 연애시에서는 물고기가 여성을 가리키게 된 원리에 

해 몇 가지 가설을 제기할 뿐, 가설을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근거를 지 않

는다.204) 그것은 물고기의 신성함을 강조하는 데에만 주의를 기울인 나머지 제

199) 위의 책, 350쪽.

200) 위의 책, 549쪽.

201) 白川靜가 환유의 관점에서 물고기를 정령과 혼의 상징으로 보는 것과 관련하여 

또 다른 설명 방식이 있다. 孟慧英은 大母神의 번식 신앙과 출생-사망-재생의 윤회 

관념에 주목한다. 半破 유적지에서 발굴된 도기의 물고기 문양은 망자의 넋이 돌아

오는 것을 도와주는 믿음직한 신령을 가리킨다고 설명한다. 孟慧英, 《中國原始信仰

硏究》, 北京: 中國社 科學出版社, 2010, 71쪽. 출생을 상징하는 번식력이 죽음과 재

생에까지 작용한다는 것은 환유의 원리이지만, 그것은 물고기의 번식력으로 大母神

의 번식 신앙을 설명하는 은유의 원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202) 白川靜, 앞의 책, 339쪽.

203) 위의 책, 337쪽.

204) 위의 책, 4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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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와 무관한 시에 등장하는 물고기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간과하거나 외면했

기 때문이다. 白川靜의 흥 해석에 해서는 만물에 혼이 있다는 일본 원시 종

교 관념의 제약을 받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205) 따라서 제사시의 경우에도 물고

기에 신성한 분위기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물고기 모티프는 전통 시경학에서는 주로 은유의 방식으로, 문화

인류학에서는 주로 환유의 방식으로 설명하 다. 鄭玄은 물고기를 인재로, 어획

의 도구는 인재 초빙의 예법으로, 연못은 인재가 나아가거나 물러나는 활동 공

간으로 해석하 다. 聞一多는 물고기의 번식력을 근거로 하여 물고기 낚기, 삶

기, 먹기 등의 동작을 남녀의 성적인 행위에 한 은어로 설명했다. 이는 곧 鄭

玄이 고기잡이를 혼인 또는 인재 초빙으로 본 은유와 같은 원리이다. 전통 시경

학의 은유는 자연 경물의 동작에 초점을 맞추어 의미 역을 구성하는 개념 요소 

사이의 관계를 시의 내용에 응시킨다. 획득의 동작과 도구 및 물과의 관계는 

물고기를 인재에 비유하는 근거가 된다. 문화인류학에서는 물고기에 관련된 제

사 의례와 물고기의 번식력에 초점을 맞추어 시의 주제를 해석한다. 白川靜는 

제사 의례를 매개로 물고기와 신성한 제사 분위기를 연결하 다. 그와 달리 孫

作雲은 수상 활동을 매개로 물고기 잡이와 祓禊 의식을 연결하 고, 家井眞는 

벼를 심은 땅에 물고기를 파묻는 감염주술을 동원하여 물고기와 풍년의 환유 관

계를 설명하려 하 다. 이들은 모두 번식력이라는 물고기 자체의 속성과 여성의 

다산의 은유 관계도 함께 고려한다. 물고기의 획득이 사람의 만남을 비유한다고 

본 鄭玄의 해석은 물고기의 번식력까지 주목한 聞一多를 연결고리로 하여 이후

의 문화인류학적 해석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제 5 절 새 모티프

새는 인간 생활에 친숙한 동물 가운데 하나이면서 종별로 다양한 빛깔과 울음

소리가 있으며 무엇보다 날개로 이동한다는 특징이 있다. 기존 시경학에서 새 

205) 王曉平, 앞의 논문, 73쪽.



제2장 자연 경물 모티프의 두 가지 해석 방식

- 67 -

모티프를 보는 견해 역시 크게 은유와 환유로 나뉜다. 먼저 전통 시경학의 은유 

해석이 후 에 어떻게 이어지는지 알아보고 문화인류학의 환유 해석을 살펴보기

로 한다.

1. 규범의 은유

전통 시경학에서 새와 인간을 응시키는 방식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새 자

체에 특정 속성을 부여하여 시의 주제와 응시키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曹風 

<鳲鳩>의 시구새가 새끼를 골고루 키운다는 말은 임금이 아랫사람을 균등히 다

스린다는 뜻이다.206) 雅 <南有嘉魚>의 비둘기가 한 나무에 오래 머무는 습성

이 있다는 말은 현자가 君子의 조정에 초빙된 것을 가리킨다.207) 雅 <車舝>의 

꿩이 꼿꼿하다는 말은 곧 임금에게 시집온 여자가 현명함을 뜻한다.208) 

毛詩 계열의 학자들은 원문에는 드러나지 않는 속성을 새에 부여하여 새를 시

에 등장하는 인물과 응시켰다. 개 이 속성은 주제를 서술한 구에서 유추한 

것이다. 시구새의 새끼 골고루 먹이기는 군자를 칭송하는 말인 “其 一兮(그 위

의가 한 가지로다)”에 근거를 두고 있다. 비둘기가 나무에 오래 머문다는 말 또

한 君子가 嘉賓을 접하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고안된 속성이다. 꿩이 꼿꼿

206) 《毛詩正義》 卷第七: 傳, 也. 鳲鳩, 秸鞠也. 鳲鳩之養其子, 朝従上下, 莫従下上, 平均

如一. (흥이다. ‘시구’는 ‘길국’이다. 시구는 새끼를 먹일 때 아침에는 위에서 아래로, 

저녁에는 아래에서 위로 하여 골고루 먹임이 한결같다.) 箋云, 喻人君之徳當均

一於下也, 以刺今在位之人不如鳲鳩. (흥이란 임금의 덕이 아래에 균일해야 함을 비

유한 것이다. 그로써 지금 재위에 있는 사람이 시구새만 못함을 풍자하 다.) 馬辛

民 責任編輯, 앞의 책, 557쪽.

207) 《毛詩正義》 卷第十: 傳, 鵻壹宿之鳥. (‘추’는 줄곧 머무는 새이다.) 箋云, 壹宿 , 壹

意於其所宿之木也. 喻賢 有 壹之意於我. 我 久如而來, 遲之也. (줄곧 머문다는 것

은 머무는 나무에 줄곧 뜻을 두는 것이다. 현자가 내게 줄곧 마음을 둠을 비유한다. 

내가 오래 기다려서 오니 더디게 여기는 것이다.) 위의 책, 717쪽.

208) 《毛詩正義》 卷第十四: 箋云, 平林之木茂, 則耿介之鳥往集焉. 喻王若有茂美之徳, 則其

時賢女來配之, 相訓告改修徳敎. (평원의 숲에 나무가 무성하면 꼿꼿한 새가 가서 

앉는다. 이는 임금에게 아름다움 가득한 덕이 있으면 그 시 의 현명한 여자가 와

서 짝이 되어 함께 서로를 깨우쳐주고 덕의 교화를 닦음을 비유한다.) 위의 책, 

10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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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는 것도 “辰彼碩女, 令德來敎(훌륭하다 저 키 큰 여자여, 아름다운 덕으로 

와서 가르치도다)”에서 비롯된 말이다. 새와 작중 인물은 속성을 공유하면서 은

유 관계에 놓인다. 곧 주석가들이 새에 인위적으로 부여한 속성에 의해 “군자=

시구새”, “현자=비둘기”, “훌륭한 여자=꿩”의 등식이 성립한다.

둘째는 새의 동작과 인간의 행위를 비교하는 방식이다. 鄭玄은 周南 <葛覃> 

편 제1장에서 “黃鳥가 날다가 덤불 나무에 모여 앉은 것은 여자가 군자에게 시

집가는 도리가 있음을 흥으로 일으킨 것”이라고 명시했다.209) 孔穎達 역시 이에 

덧붙여 黃鳥가 날거나 나무에 앉거나 늘 우는 것이 후비가 집에 있으나 시집가

나 항상 명성이 멀리까지 퍼지는 것을 비유한다고 하 다.210) 여기서 중요한 것

은 鄭玄 등이 주석에서 黃鳥 자체의 속성을 밝히는 신에 날다가 나무에 모여 

앉은 동작에 주목했다는 점이다. 나무는 새가 쉴 수 있는 곳이기에 신부가 안정

적으로 머무는 신혼집과 유사점이 있다. 따라서 새가 나는 것은 신부가 新行에 

나서는 것에 응하고 덤불에 앉은 것은 남편이 있는 시집에 들어가는 것에 

응한다. 새가 우는 소리는 신부의 명성에 해당한다.

전통 시경학의 새 모티프 해석 가운데 주로 이 두 번째 방식이 후  학자들에

게 계승되었다. Granet는 전통 주석가가 새 모티프에 부여한 비유의 방식을 도덕

의 준칙으로 해석했다. 그는 자연에 순응하는 것이 도덕임을 보여주는 예를 아

래와 같이 들고 있다.211) 짝지어 날아가는 새는 그 자체가 정절을 지키라는 훈

계이다.212) 교미하기 위해 몸을 감추는 새는 부부생활의 준칙이다.213) 또한 새들

209) 《毛詩正義》 卷第一: 飛集叢木, 女有嫁于君子之道. 위의 책, 37쪽.

210) 其鳴喈喈然, 在集于灌木之下, 欲明總上于飛至集, 終始恒鳴. 以喻后妃在家 出嫁, 常

有聲稱達於遠方也. (울음소리가 꾀꼴꾀꼴함이 관목에 앉는다는 구절 다음에 있는 것

은 앞의 ‘날다’에서 ‘앉다’에 이르기까지를 아울러 시종일관 늘 운다는 것을 밝히려 

한 것이다. 그로써 后妃가 집에 있을 때나 시집 갈 때나 늘 명성과 칭송이 먼 곳까

지 다다름을 비유하 다.) 위의 책, 38쪽.

211) 마르셀 그라네 지음, 신하령⋅김태완 옮김, 앞의 책, 68~69쪽.

212) 鄘風 <鶉之奔奔>을 가리키는 듯하다. 《毛詩正義》 卷第三: 箋云, 奔奔彊彊 其居有常

匹, 飛則相隨之貌. 刺宣姜 非匹耦. (‘奔奔’과 ‘彊彊’은 서식함에 정해진 짝이 있어 

날 때 서로 따르는 모습이다. 宣姜과 은 짝이 아님을 풍자하 다.) 馬辛民 責任編

輯, 앞의 책, 228~229쪽.

213) 周南 <關雎>를 가리키는 듯하다. 孔穎達의 설명을 보기로 한다. 《毛詩正義》 卷第一: 

正義曰, 毛以為, 關關然聲音和美 , 是雎鳩也. 此雎鳩之鳥, 雖雌雄情至, 猶能自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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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짝을 찾는 계절은 결혼해야 하는 계절의 표지로 보아야 한다. 여기에서도 역

시 시 원문에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貞節이나 夫婦有別 등의 준칙이 주석가

들에 의해 부여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속성은 Granet의 지적 로 도덕적 규범

에 속한다. 다만 그 규범의 근거는 인위적으로 부여된 속성보다는 짝 찾기, 짝지

어 날기, 몸 감추기 등 새의 동작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새 울음소리에도 인간이 따라야 할 규범이 들어있다고 여겼다. 예컨  

唐風 <鴇羽>의 “肅肅鴇羽(숙숙 너새 깃)”나 邶風 <匏有苦葉>의 “雝雝鳴鴈(옹옹 

우는 기러기)” 등 새가 내는 소리는 삶의 규범을 존중하라는 작용력으로 해석되

었다. 짝지어 나는 들기러기의 날갯짓소리나214) 수기러기의 부름에 암기러기가 

응하는 소리로 된 표상을 떠올리기만 해도 신부가 그 미덕에 감화되어 신랑에게 

순응한다는 것이다.215) 월령가인 豳風 <七月>의 “有鳴倉庚(꾀꼬리가 우네)” 같은 

경우는 기러기의 울음과 마찬가지로 농촌의 달력의 金 이다. 암수의 동물이 서

로 부르는 소리는 봄, 가을에 열리는 남녀 회합의 배경이면서 사람과 동물 모두

가 따라야 할 하나의 질서로 해석되었다.216) 기존 주석가들은 여기서 예로 든 

새 울음소리에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지만, Granet는 고 의 족외혼 풍습을 시 해

석에 적용할 때 새 울음소리를 주요 근거로 삼았다. 중요한 것은 그가 짝을 찾

在河中之洲, 不乗匹而相随也. 以 情至性行和諧 , 是后妃也. 后妃雖説 君子, 猶能

不淫其色, 在深宫之中, 不褻瀆而相慢也. (《毛傳》에서 말한 것은 다음과 같다. ‘관

관’ 소리가 조화롭고 아름다운 것은 저구새이다. 이 저구새는 자웅의 정이 지극해도 

오히려 스스로 분별할 줄 알아 황하 가운데 모래섬에 물러나있으면서 짝지어 서로 

좇지 않는다. 그로써 정이 지극하여 성품과 행실이 조화로운 자를 흥으로 일으켰으

니 곧 후비이다. 후비가 비록 군자에게 기쁨을 느끼지만 색기가 넘치지 않아 깊은 

궁중에 물러나 있으면서 함부로 굴지 않는다.) 위의 책, 27쪽.

214) <鴇羽>는 전통적으로 征役의 시로 해석했고, 시 원문의 내용도 남녀의 만남과는 별 

연관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첩어로 쓰인 기러기의 날개 퍼덕이는 소리를 짝지어 

나는 들기러기로 본 Granet의 해석을 받아들이면, 짝을 지어 날아다니는 기러기와 

왕의 일로 외지에 나와 있느라 짝을 못 만나고 부모도 봉양하지 못하는 작중 화자

의 신세를 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15) Granet, Quelques particularités de la langue et de la pensée chinoises, 118쪽 이하, 마

르셀 그라네 지음, 유병태 옮김, 《중국사유》, 개정판, 서울: 한길사, 2015, 55~56쪽에

서 재인용.

216) 위의 책, 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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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새 울음소리를 결혼하여 가정을 이뤄야 하는 인간의 규범으로 파악한 것이

다. 그것은 축제의 계절을 알리는 시간적 배경일 뿐만 아니라 마음에 드는 짝을 

찾고자 하는 인간의 바람을 비유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새 울음소리는 인간

의 구애에 응하는 은유이다.

박순철은 《詩經》에 등장하는 새에 “문학적 비유와 상징”이 있다고 보았다.217) 

새가 비유하는 것으로는 칭송의 상인 군자 및 남녀의 사랑과 혼인 등을 들었

다. 판정 근거로는 새의 습성 및 울음소리와 날아다니는 모습 등을 제시했다. 여

기서 새의 습성은 전통 시경학에서 인위적으로 부여한 인간의 덕목이다. 반면 

들어서 즐거운 울음소리와218) 자유롭고 힘차게 나는 모습은219) 새의 동작으로 

등장인물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예이다. 새 모티프가 남녀의 사랑 및 군자에 

한 칭송을 아울러 비유할 수 있는 것은 새의 동작을 은유의 근거로 삼았기 때문

이다. 새의 울음과 날갯짓을 인간 보편의 사랑 표현으로 해석하는 실마리가 된

다.

松本雅明는 새를 자연과 인간의 비로 설명한다. 예컨  秦風 <黃鳥>의 아름

다운 꾀꼬리는 순장된 용사들과 비되어 두드러진 슬픔을 이끌어낸다. 雅 

<緜蠻>에서도 무심히 나는 새는 작중 화자의 고통과 비를 이룬다. <沔水>의 

새에는 자연이 지닌 필연성과 인간 세상의 방자함이 비되어 슬픔의 감정이 심

화된다. < 宛>의 “我日斯邁, 而月斯征(나는 날마다 나아가고 달마다 먼 길 가

네)” 역시 자연의 필연성을 나타내는 척령새에 의해 화자의 의지가 강화되는 사

례라고 하 다.220) 이른바 자연의 필연성이란 자연이 보이는 모습은 원래 그러

하다는 것에서 나온 개념으로, 예외나 변동이 없는 절 적 원칙을 가리킨다. 따

라서 새가 날아가거나 나뭇가지에 앉아 아름다운 소리로 우는 모습은 상황에 따

라 기쁨과 슬픔을 오가는 인간 세상과 비를 이룬다.

다만 松本雅明는 征役의 시에 쓰인 새에 해서는 공간적 배경으로 보는 시각

217) 박순철, <詩經에 나타난 禽鳥의 比喩와 象徵性 硏究>, 《중국인문과학》, 제13집, 

1994, 223쪽. 이 논문에서는 비유와 상징을 구별 없이 쓰고 있지만 치효(악인), 척령

새(난리), 까마귀(不詳), 창경(봄)의 상징을 제외하면 모두 은유이다.

218) 위의 논문, 239쪽.

219) 위의 논문, 241쪽.

220) 松本雅明, 앞의 책, 126~1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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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견지하고 있다. 그는 唐風 <鴇羽>에서 너새의 무리가 닥나무나 멧 추나무 

무성한 숲에 조용히 숨는 것으로 보았다. 너새가 날갯짓하는 소리의 의성어인 

‘肅肅’을 병사들이 전진하는 모습으로 풀이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너새를 인간

사에 해당하는 은유로 보지는 않고, 이 새가 쓰인 흥의 본질은 주제문에 앞서 

북방의 처연한 겨울 광야의 느낌을 자아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221) 征役의 시

에 나오는 새의 흥을 부의 용법처럼 해석한 것이다. 하지만 자연과 인간이 비교 

상에 놓인다는 점에서 동등한 속성이 서로 응하는 은유의 성립 가능성은 여

전히 존재한다. 松本雅明가 제시한 새의 동작으로부터 너새와 원정나간 병사의 

은유 관계가 성립한다. 즉 훨훨 나는 새는 부지런히 征役의 길을 가는 여행자에, 

모여앉아 쉬는 새는 안식처에 머무는 사람에 응시킬 수 있는 것이다.

松本雅明가 제기한 자연의 필연성은 인간사의 판단 기준이다. 이것을 여행에 

관한 시에도 적용하면 새와 인간의 응 관계가 더욱 분명해진다. <葛覃>에는 

꾀꼬리가 날다가 나무에 앉아 울고, <鴇羽>에서는 너새가 날다가 나무에 앉는

다.222) 이들을 자연이 본디 모습 그 로 될 수밖에 없는 필연성으로 해석해보자. 

221) 松本雅明, 앞의 책, 119~121쪽.

222) 전통 시경학에서는 너새가 나무에 앉지 못한다고 단정했다. 《毛詩正義》 卷第六: 

也……鴇之性不樹止. (흥이다.……너새는 습성이 나무에 머물지 않는다.) 箋云, , 

喻君子當居安平之處, 今下從征役, 其為危苦, 如鴇之樹止然. (흥은 군자가 편안한 곳

에서 지내야 하는데 지금 원정길을 따르니, 그 위험과 고통이 너새가 나무에 머무

는 모습과 같다고 비유한 것이다.) 馬辛民 責任編輯, 앞의 책, 462~463쪽. 

이는 실제 너새의 생태를 관찰한 결과라기보다는 난세의 풍자라는 <毛詩序>의 기조

에 맞추기 위한 작위적 설정으로 보인다. 唐風 <鴇羽> 제1장의 “肅肅鴇羽, 集于苞

栩. 王事靡盬, 不能蓺稷黍, 父母何怙(펄럭펄럭 너새 깃, 우거진 상수리나무에 앉았다. 

왕의 일 쉬지 못해 기장 못 심으니 부모님은 어디에 기 시랴)”에서 “集于苞栩. 王

事靡盬”는 정형구로 다른 시에서도 똑같이 반복된다. 雅 <四牡> 제3장의 “翩翩

鵻, 載飛載下, 集于苞栩. 王事靡盬, 不遑 父(훨훨 집비둘기 날아가다 내려와 우거진 

상수리나무에 앉았다. 왕의 일 쉬지 못해 아버지 모실 겨를 없네)”는 <鴇羽>와 같이 

작중화자가 임금에 의해 노역에 동원되어 고향의 부모를 떠나게 된 것을 원망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여기서 집비둘기는 오히려 인간에게 모범이 되는 새로 풀이된다. 

《毛詩正義》 卷第九: 箋云, 夫不, 鳥之慤謹 . 人皆愛之, 可以不勞, 猶則飛則下, 止於

栩木. 喻人雖無事, 其可獲安乎. 感厲之. (‘夫不(집비둘기)’은 새 중에서 조심하는 자

이다. 사람들이 다 그를 아끼니 수고롭지 않아도 되지만, 오히려 날다가 내려와 상

수리나무에 머문다. 이는 사람이 일이 없더라도 편안히 지낼 수 있겠느냐는 비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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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葛覃>의 화자가 부모를 뵈러 귀향하는 것은 자연에 합치되는 기쁨이 된다. 반

면에 <鴇羽>의 화자가 부모를 뵈러 귀향하지 못하는 것은 자연과 어긋나는 슬픔

으로 해석된다. 각 작품에 등장하는 새는 그 자신이 살아가는 본성에 따른다. 이

는 작중 화자의 감정을 표현하는 기준이 된다.

2. 토템의 환유

문화인류학의 관점에서는 《詩經》의 새를 토템에서 비롯되었다고 해석한다. 聞

一多는 새의 흥이 기본적으로 토템에서 나왔고, 원시가요에서 노래하는 자가 스

스로를 새로 지칭한 것은 토템 意識의 흔적이라고 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

난 뒤에 ‘鳩’를 여성의 상징으로 보듯이 조류의 속성으로 인간의 속성을 비유한 

수사법이 나왔다고 하 다.223) 그는 《詩經》에 이미 토템 의식이 옅어지고 수사 

의미가 짙어졌다고 했다. 하지만 후  학자들은 옅어진 흔적을 복원하기 위해 

여러 방면의 접근을 시도하 다. 이 토템은 연관된 특정 집단 전체를 신하는 

환유가 된다.

趙沛霖은 雅 < 宛>과 邶風 <凱風> 등 조상과 부모를 그리워하는 내용의 시

에 새가 등장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조류 이미지와 그리움의 주제를 연결

하는 의식 형태의 근원을 찾으려고 하 다.224) 예컨  《周易》 旅卦 上九 “鳥焚其

巢. 旅人先笑後號咷, 喪牛于易(새가 둥지를 불사른다. 떠도는 사람은 먼저 웃다가 

뒤에 울부짖는다. 안이함에서 소를 잃는다)”의 ‘旅人’은 殷의 시조 王亥이다. 또

다. 분발하도록 격려한 것이다.) 馬辛民 責任編輯, 앞의 책, 656쪽.

두 시의 <毛詩序>를 비교해보면 흥미롭다. 《毛詩正義》 卷第六: 鴇羽, 刺時也. 昭公之

後, 大亂五世, 君子下從征役, 不得養其父母, 而作是詩也. (<鴇羽>는 시 를 풍자한 것

이다. 昭公 이후에 큰 난리가 다섯 를 이어져 군자가 정역에 종사하니 부모를 봉

양할 수 없어서 이 시를 지은 것이다.) 같은 책, 462쪽. 四牡, 勞使臣之來也. 有功而

見知則說矣. (<四牡>는 사신이 옴을 위로한 것이다. 공이 있어 인정을 받으니 즐겁

다.) 같은 책, 654쪽. 같은 내용의 시에 해 설명이 판이한 것은 <鴇羽>는 變風인 

唐風에 있고, <四牡>는 正 雅에 속해있기 때문이다.

223) 聞一多, <詩經通義甲>; 周南 <關雎>, 앞의 책, 293쪽.

224) 趙沛霖, 《 的源起-歷史積澱 詩歌藝術》, 北京: 中國社 科學出版社, 1987,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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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山海經》에는 王亥가 두 손으로 새의 머리를 잡고 그 머리를 먹었다는 내용

이 담겨 있다. 이것이 새와 선조의 관념이 이어진 증거라는 것이다.225) 다만 두 

문헌의 새와 殷의 시조 王亥의 관계는 서로 모순이 될 수 있다. 《周易》 旅卦에

서 새가 둥지를 태우고 ‘旅人’이 울부짖는 것은 유사 관계로 새는 곧 王亥에 

응하는 은유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山海經》에서 王亥가 새를 먹는 것은 王亥

와 새가 립 관계임을 뜻한다.

趙沛霖은 또한 商  <玄鳥>의 건국 신화와 《呂氏春秋》의 제비 설화에 한 王

國維의 고증에 따라 邶風 <燕燕>이 殷의 시조와 관련 있는 작품이라고 주장하

다.226) 정상홍은 趙沛霖의 주장을 바탕으로 <燕燕>을 조상신의 리자인 제비를 

떠나보내는 안타까움의 노래로 해석했다. 나아가 제비와 무관한 내용으로 된 제

4장을 錯簡으로 간주하기도 하 다.227)

趙沛霖과 정상홍의 해석에 따르면 이 시에서 제비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떠나

고 있으며, 목적지는 王國維가 殷의 발상지로 고증한 燕 땅이다. “之子于歸(그이 

돌아가네)”의 ‘之子’는 곧 제비이다. 작중 화자는 殷의 후예로서 남쪽 교외에서 

북쪽으로 날아가는 제비를 바라보며 눈물 흘리며 괴로워하는 것이다. 그것은 잃

어버린 북녘 고향에 한 그리움으로 풀이된다. 제비는 《呂氏春秋》 등의 각종 

문헌에 수록된 설화를 매개로 殷의 시조와 연결된다. 契 등 殷의 시조는 바로 

그들이 기반을 두었던 燕 땅을 가리킨다. 따라서 제비로부터 殷의 시조와 燕 땅

을 연상하는 것은 이중 환유의 소산이다.

새를 殷의 조상신 내지 토템으로 보는 시각은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白川

靜는 周  <振鷺>의 “振鷺于飛, 于彼西雝(훨훨 백로가 나네, 저 서옹으로)”과 魯

 <有駜> 제1장의 “振振鷺, 鷺于下(훨훨 백로여, 백로가 내려오네)”를 백로 깃을 

이용한 제례 무용으로 풀이했다. 이 백로 춤에서 백로 그 자체가 신령을 가리킨

다는 것이다.228) 白川靜에 따르면 이 두 편의 시는 주 왕실의 제사를 노래한 것

225) 위의 책, 14쪽.

226) 위의 책, 17~19쪽. 《呂氏春秋⋅音初》에서는 有 氏의 두 딸이 잡았던 제비가 알 두 

개를 남기고 북쪽으로 날아가자 “燕燕往飛(제비들이 가버렸네)”라는 노래 한 곡을 

지었는데 이것이 북쪽 음악의 시초라고 하 다. 趙沛霖은 <燕燕> 제1장 “燕燕于飛

(제비들이 난다)”가 바로 이 설화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여겼다.

227) 정상홍 옮김, 《詩經》, 서울: 을유문화사, 2014, 1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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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백로는 곧 이민족의 신이 제사를 받들러 오는 것을 말한다.229) 이 이민족

이란 바로 周에 정복된 殷의 후예이다. <振鷺>의 <毛詩序>에서 이 시는 夏와 殷

의 후손이 제사에 참석한 것을 가리킨다고 하 다.230) <振鷺>의 백로와 周  

<有客>의 백마는 흰 색을 숭상한 殷(商)을 가리키고, 제사에 참석한 것은 그 후

손인 宋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231) 백로(또는 흰 말)로부터 흰 색

으로, 흰 색에서 殷(商)의 후손으로 의미가 전이된 데에도 역시 환유의 방식이 

적용되었다.

제비와 백로를 殷왕조의 토템으로 보는 설 외에 새를 주  이후 지배계층의 

조상신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白川靜는 大雅 <鳧鷖> 제1장의 “鳧鷖在涇, 公尸來

燕來寧(갈매기가 경수에 있네, 공의 시동이 잔치에서 편안해하네)”에서 ‘涇’은 제

2장의 ‘沙(모래톱)’, 제3장의 ‘渚(물가)’ 등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수변의 뜻이고, 

辟雍의 큰 못이나 泮宮의 泮水와 같은 종묘의 못물이라고 했다. 또한 갈매기는 

성지의 물새이므로 신성한 느낌을 띠는 ‘鳥形靈(새 형상의 신령)’이라고 하

다.232) 그는 魯  <泮水>의 泮林에 모인 올빼미와 周南 <關雎>의 황하 모래톱에 

있는 저구새 역시 마찬가지로 제사의 신성함을 띤 조상신의 현현으로 풀이했

다.233)

이것은 그 스스로 밝혔듯이 범신론의 관념에 의한 해석이다.234) 그 중에서도 

특히 물가의 새에는 제례 장소의 연못으로, 나아가 제례의 신성한 느낌으로 이

어지는 환유의 원리가 작동한다. 白川靜는 주로 제사시의 새 또는 물고기에 신

성을 부여하고 있다. 그것은 새와 물고기의 활동 배경이 물이라는 점, 그리고 辟

雍이나 靈臺, 泮宮 등 지배층의 제례 장소에는 으레 연못이 있다는 점에 착안했

228) 白川靜, 앞의 책, 330쪽.

229) 위의 책, 331쪽.

230) 《毛詩正義》 卷第十九: 振鷺, 二王之後來助祭也. (<振鷺>는 두 왕조의 후손이 와서 제

사를 돕는 것이다.) 馬辛民 責任編輯, 앞의 책, 1554쪽.

231) 聶石樵 主編, 雒三桂⋅李山 注釋, 《詩經新注》, 濟南: 齊魯書社, 2009, 568쪽. 다만 

<有駜>의 백로 춤에 해서는 魯 僖公이 魯 지역의 풍년을 기원한 시라는 설에 따

랐다. 같은 책, 600쪽.

232) 白川靜, 앞의 책, 332~333쪽.

233) 위의 책, 413쪽.

234) 위의 책, 3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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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물과 제례 장소는 이들 동물과 신성한 분위기를 환유로 이어주는 

연결 고리 역할을 한다.

그는 나아가 《詩經》의 물을 일괄적으로 제사가 행해진 장소로 간주하려고 한

다. 白川靜의 논리에 따르면 실제로 사당이 없더라도 모든 물에는 제례의 신성

함이 깃들게 된다. 새가 머무는 강가와 제례 장소에 있는 연못을 ‘물’이라는 단

일한 의미 역으로 묶어야 가능한 발상이다. 이 논리를 확 하면 세상 만물은 

모두 제례 장소와 하나로 이어진다. 그렇게 되면 의미 역이 지나치게 커지는데

다가, 의미의 전이가 제사 관련 사물로 편중된다는 문제가 있다.

요약하여 말하면, 전통 시경학에서는 도덕적 준칙에 따른 인간의 속성을 새에

게 부여하거나 울음소리와 날갯짓을 인간의 구애 행위에 응시킨다. 따라서 새

와 인간 사이에는 은유 관계가 성립한다. 이 은유의 해석 방식으로부터 새가 인

간 행동의 규범이라는 점과 새의 동작이 인간의 사랑에 응함을 알 수 있다. 

문화인류학에서는 새를 토템이나 제례의 환유로 본다. <燕燕>의 제비나 <振鷺> 

및 <有駜>의 백로가 殷과 연관이 있다는 해석은 각종 문헌의 설화 및 殷왕조의 

풍습을 바탕으로 한다. 또한 새가 물가나 연못이 있는 제례 장소, 제례의 거행 

및 신성함을 가리킨다고 본 白川靜의 해석 역시 환유의 원리이다.

제 6 절 소 결

이상으로 《詩經》의 자연 경물 모티프에 해 전통 시경학의 은유와 문화인류

학의 환유라는 두 가지 해석 방식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은유의 해석은 서로 무

관해 보이는 자연 경물과 시의 내용 사이의 공통점을 찾는 것을 원리로 한다. 

이 공통점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찾을 수 있다. 첫째는 사물에 가해지는 동

작이다. 풀 캐기, 강 건너기, 고기잡이 등의 활동에서 부부 관계나 군신 관계와

의 유사성을 찾는 것이다. 둘째는 사물 자체의 속성을 시의 등장인물에 응시

키는 것이다. 물고기의 번식력이나 식물의 맛 또는 효능에 사랑하는 상 방의 

모습을 투 한 것이 그 예이다. 자연 경물과 시의 주제는 별도의 의미 역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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룬다. 유사한 개념 요소 사이의 응을 통해 공통 속성에 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다. 전통 시경학에서는 주변 자연 경물을 비교의 잣 로 제시하면서 예법 

준수의 당위성을 강하게 피력하는 효과를 꾀하 다. 은유를 통해 자연법칙과 인

간질서의 일치를 추구한 것이다. 다만 일부 자연 경물의 속성을 시의 내용에 맞

춰 인위적으로 부여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환유의 해석은 서로 무관해 보이는 자연 경물과 시의 내용 사이의 간극을 메

우는 것을 원리로 한다. 문화인류학에서는 종교학, 민속학, 사회학의 지식 체계

를 통해 《詩經》의 자연 경물이 고 의 각종 풍속 제례의 일부임을 입증하려 하

다. 입증의 근거는 각종 문헌 자료 및 타 지역 민속과의 비교 유추이다. 따라

서 자연 경물과 시의 주제는 하나의 의미 역을 이루고, 자연 경물은 풍속과 그 

의의를 표하는 표지가 된다. 문화인류학에서는 《詩經》을 통해 고  중국의 풍

습을 재구성하여 새로운 사회 해석 모델을 제시하고자 했다. 중국의 원시 농경 

사회에는 족외혼과 남녀 노래 경연의 풍습이 있었다거나, 멀리 있는 사람과의 

재회 또는 풍년과 다산을 위한 주술 의식이 행해졌다는 추정이 그 예이다.

자연 경물을 사실 그 로의 서술로 보는 것은 환유에 해당한다. 이 환유의 해

석 방식은 인접성과 표성이 충족되어야 한다. 즉 자연 경물이 진정 시의 내용

과 하나의 의미 역을 이루고 있는지, 또한 그 역을 표할 만한 상징성이 충

분한지 증명되어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더 입증해야 할 문제가 많다. 예컨

 白川靜는 이른바 征役의 시에서 고 인이 특정한 조건 하에 새를 적인 관

념으로 받아들 다고 풀이한다.235) 일본에는 범신론적 세계관이 비교적 널리 받

아들여져 있다. 하지만 고  중국에서도 새를 시의 등장인물과 적으로 직접 

이어지는 실체로 여겼을지는 더 따져볼 문제이다. 또한 Granet는 《詩經》 연애시

로부터 중국 종교의 고  형태를 연구하는 실마리를 얻고자 했다.236) 그는 사람

들이 강을 건너는 것은 龍船 경주 같은 기우제의 행사이고, 고사리를 캐는 것은 

롤로족의 祝火 의식과 같은 성격이라고 보았다.237) 고  중국인이 과연 시에서 

강 건너기나 풀 캐기라는 행위만으로 종교 행사의 이 모든 것을 표현하거나 이

235) 白川靜, 앞의 책, 476쪽.

236) 마르셀 그라네 지음, 신하령⋅김태완 옮김, 앞의 책, 11쪽.

237) 위의 책, 242~243쪽.



제2장 자연 경물 모티프의 두 가지 해석 방식

- 77 -

해하려는 합의된 관념이 있었을지는 의문이다. 문화인류학의 해석에 이중 환유

가 많은 것도 인접성과 표성이 명료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은유의 원리와 환유의 원리는 각각 장단점이 있다. 그중에서 

장점을 취하여 더 나은 해석으로 나아가는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특히 은유의 

경우 예법이나 불확실한 동식물의 속성에 얽매이지 않고 인간의 체험과 본능적 

사고에 따라 유사성을 찾는다면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 땔나무, 풀, 물고기 등

의 자연 경물은 결혼 상 를 가리키는 은유로 자주 쓰 다. 동시에 이들은 모두 

일상적인 생산 활동인 획득의 상이기도 하다. 새의 경우에도 새의 종류보다는 

울거나 날거나 나무에 앉는 모습을 인간 행동의 규범으로 삼는 관점의 설득력이 

더 크다. 그렇다면 다른 기준으로 모티프를 통합하고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 자

연 경물에서 ‘필연성’을 발견하여 인간 감정 표현의 기준으로 제시한 松本雅明

의 시도 역시 은유의 소산이다. 환유에서도 서로 무관해 보이는 사물을 하나의 

의미 역으로 묶는 발상은 자연 경물 해석에 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땔나무 

모티프의 경우 나무와 인간을 연결시키기보다 나무 베기, 장작 패기, 묶기, 불 

피우기 등의 과정을 뭉뚱그려 그 자연 경물이 쓰인 시의 내용을 비교해볼 수 있

다. 다음 장에서는 은유를 중심으로 새로운 자연 경물 해석 방식을 모색해보기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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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동작과 상태에 따른 모티프의 분류

서로 무관해 보이는 자연 경물과 시의 주요 내용 사이를 연결하기 위해 본고

에서 취한 원리는 바로 은유이다. 이 장에서는 먼저 자연 경물 모티프에 가변요

소와 불변요소가 있으며 그 가운데 동작과 상태가 불변요소로서 은유 성립의 근

거임을 밝힌다. 다음으로는 동작과 상태의 세부 항목에 따라 자연 경물 모티프

를 각 유형별로 분류하고 이들이 응하는 인간관계에서의 사랑의 의미를 분석

한다. 마지막으로는 이들 유형이 빚어내는 갖가지 양상을 통해 《詩經》 전체에 

적용 가능한 보편적 은유 원리를 찾고자 한다.

제 1 절 모티프의 가변요소와 불변요소

앞에서 살펴본 전통 시경학은 몇몇 동식물의 속성에 주안점을 두었지만 이들

은 시의 내용에 맞추어 인위적으로 부여된 속성이다. 이 경우 매 동식물마다 속

성을 따져보아야 하므로 난해함과 복잡함을 면하기 힘들다. 또한 자연 경물의 

의미와 시의 내용이 꼭 그 로 일치하느냐의 문제도 있다. 그렇다면 은유를 성

립하게 만드는 다른 기준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특정 동식물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해석 사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한

다.

1. 동물별 속성 규정의 문제점

한 의 훈고학에서는 시의 내용에 맞추어 시에 등장하는 갖가지 동식물의 속

성을 규정한다. 특히 동물의 경우 식물보다 사람과 공유하는 특성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의인화에 적합하고 인간의 덕성을 부여하기가 쉽다. 여기서는 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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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가 풍자의 도구로 해석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각각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풍자의 도구로 풀이한 사례를 보자. 豳風 <九罭> 편의 제2장에는 기러기

가 물가와 뭍에서 나는 모티프가 나온다.

鴻飛遵渚, 

公歸無所, 

於女信處. 

기러기 날아 물가를 따라가네.

공은 돌아가도 계실 곳 없으니, 

아아 그 는 이틀 밤만 더 머무시오.

물가에 해 《毛傳》은 기러기에 어울리지 않는 곳이라고 하 다. 鄭玄 역시 

물오리가 노는 물가에 기러기가 있다는 것은 周公이 있을 곳을 잃은 것을 비유

한 것이라고 풀이했다.238) 그것은 이 시를 풍자시로 본 <毛詩序>의 기조에 따랐

기 때문이다.239) 따라서 毛詩의 해석은 周公을 기러기에, 周公을 모함하는 소인

배들을 물오리에 빗댄 寓意(allegory)이다. 하지만 물오리가 물가에 있는지 여부

는 시 원문만으로는 알 수 없고 기러기가 굳이 물오리를 피할 까닭도 분명하지 

않다.

<九罭>과 관련하여 雅 <鴻鴈> 제2장을 함께 보기로 한다.

鴻鴈于飛, 集于中澤. 

之子于垣, 百堵皆作. 

雖則劬勞, 其究安 . 

기러기 날다가 못 가운데 모이네.

그이가 담을 치니 집집마다 벽이 쌓이네.

비록 고생하셨지만 보금자리 찾았다네.

鄭玄은 앞에서와 달리 기러기가 못 가운데에 사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면서 안

식처를 얻은 백성들에 비유한 것으로 보았다.240) 못 가운데에 모이는 모습으로 

238) 《毛詩正義》 卷第八: 傳, 鴻不宜循渚也. (기러기는 물가를 따라가기에 알맞지 않다.) 

箋云, 鴻, 大鳥也. 不宜 鳧鷖之屬飛而循渚. 以喻周公今 凡人處東都之邑, 失其所也. 

(기러기는 큰 새이다. 오리 같은 무리와 함께 날며 물가를 따르기에는 적합하지 않

다. 그로써 주공이 지금 평범한 사람들과 동쪽 도읍에 머무는 것이 제자리를 잃었

음을 비유하 다.) 馬辛民 責任編輯, 앞의 책, 624쪽.

239) 九罭, 美周公也. 周大夫刺朝廷之不知也. (<九罭>은 周公을 찬미한 것이다. 주의 부

가 조정에서 알아주지 않음을 풍자하 다.) 위의 책, 622쪽.

240) 《毛詩正義》 卷第十: 傳, 中澤, 澤中也. (‘中澤’은 못 가운데이다.) 箋云, 鴻鴈之性, 安

居澤中. 今飛又集于澤中, 猶民去其居而離散, 今見還定安集. (기러기의 습성은 못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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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러기의 생태를 설명하는 것은 시 원문에 나와 있는 그 로이므로 이론의 여지

가 없다. 

雅 < 宛> 제5장의 상호새 역시 비정상적 정치 상황을 풍자하는 사례로 해

석되었다.

交交桑扈, 率場啄粟. 

哀我塡寡, 宜岸宜獄. 

握粟出卜, 自何能穀. 

교교 우는 상호새 마당 따라 곡식 쪼네. 

슬프도다 내 기진하고 궁핍한 몸. 소송에 감옥에 갇혀있네. 

곡식 낟알 쥐고 점을 치네 내 어찌하면 잘될지. 

《毛傳》과 鄭玄에 따르면 상호새는 ‘竊脂’라는 육식동물인데 지금 고기가 없어 

천성을 잃고 마당의 곡식을 쪼는 것이라고 하 다.241) 하지만 馬瑞辰은 고증을 

통해 ‘竊脂’란 고기를 먹는다는 뜻이 아니라 기름의 하얀 색을 취한 이름이라는 

점을 밝혔다. 따라서 상호새가 곡식을 쪼는 것을 스스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해

석하 다.242) 결국 《毛傳》과 鄭玄은 어느 부가 왕을 풍자한 것으로 본 <毛詩

운데에서 머물기를 편안해한다. 지금 날다가 다시 못 가운데에 모 으니, 백성들이 

거주지를 떠나 흩어졌다가 지금 돌아와 정착하여 편히 모인 것과 같다.) 위의 책, 

774~775쪽.

241) 《毛詩正義》 卷第十二: 傳, 交交 貌. 桑扈竊脂也. 上為亂政而求下之治, 終不可得也. 

(‘交交’는 작은 모습이고, 桑扈는 竊脂이다. 위에서 어지러운 정사를 펴면서 아래가 

다스려지길 구하는 것은 끝내 이룰 수 없다는 말이다.) 箋云, 竊脂肉食, 今無肉而循

場啄粟, 失其天性, 不能以自活. (절지는 육식동물인데 지금 고기가 없어 마당을 다니

며 곡식을 쫀다. 천성을 잃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다.) 위의 책, 872쪽.

242) 《毛詩傳箋通釋》 卷二十: 瑞辰按, 爾雅, 桑扈, 竊脂.……孔穎達, 左傳疏, 以竊脂為淺白

色, 夏扈竊玄, 秋扈竊藍, 冬扈竊黃, 棘扈竊丹為一類. 邵晉涵爾雅正義駁之, 今按孔說

是也. 夏扈, 秋扈, 冬扈, 棘扈, 於五色得其四而無白. 脂卽白, 詩所云膚如凝脂 正 白

也. 竊脂為淺白無疑. 詩意以桑扈之率場啄粟為有以自活, 填寡之身, 罹岸獄為失其所. 

箋乃以啄粟失其性, 非詩義也. (내가 보기에 《爾雅》에 “상호는 절지이다.”라고 하

다.……孔穎達은 《左傳正義》 주석에서 절지를 옅은 흰 색이라고 하 다. 하호의 절

현, 추호의 절람, 동호의 절황, 극호의 절단과 같은 무리이다. 邵晉涵의 《爾雅正義》

에서 반박했으나, 지금 살펴보건  孔穎達의 설이 옳다. 하호, 추호, 동호, 극호는 

오방색에서 넷을 얻었으나 흰 색이 없다. 기름이 바로 흰 색이니, 衛風 <碩人>의 

“살갗은 엉긴 기름 같네.”가 바로 흰 색을 말한 것이다. 절지가 옅은 흰 색임은 틀

림없다. 시의 뜻은 상호새가 마당을 따라 곡식을 쪼는 것을 스스로 살아갈 방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지치고 궁핍한 자신은 소송으로 감옥에 갇히는 바람에 있을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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序>의 기조243)에 맞추어 새의 속성을 인위적으로 설정한 셈이다.

다음으로 동물이 찬미의 도구로 쓰인 사례를 보자. 毛詩에서는 周南과 召南을 

文王에서 周公까지의 올바른 교화가 자리 잡은 것을 노래한 것으로 본다. 따라

서 동식물 등 각각의 모티프 역시 그에 맞추어 올바름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해

석되었다. 周南 <關雎> 편 제1장의 저구새를 보자.

關關雎鳩, 在河之洲. 

窈窕淑女, 君子好逑. 

관관 우는 저구새 황하 모래섬에 있네. 

아리따운 숙녀는 군자의 좋은 짝이다.

아내가 지켜야 할 법도와 덕의 모범이 바로 황하 모래섬에 사는 저구새 다. 

魯說에서는 저구새의 속성이 짝지어 살지 않는 것이라고 하 다. 齊說에서는 저

구새가 정숙하고 일관성이 있다고 하 으며, 韓說에서는 저구새가 고결하고 짝

짓기에 신중하다고 하 다.244) 《毛傳》에서는 저구새가 ‘關關’하며 조화로운 소리

를 내고, 도타우면서 분별이 있다고 하 다. 鄭玄은 《毛傳》의 설을 보충하여 이 

새는 암수의 정이 지극하면서도 유별하다고 하 다.245) 孔穎達은 한 걸음 더 나

아가 ‘在河之洲’를 구중궁궐의 비유로 해석하여 “후비가 비록 군자에게서 열락을 

을 잃었음을 흥으로 비유한 것이다. 鄭玄은 오히려 곡식 쪼는 것이 천성을 잃었다

고 하니, 시의 본의가 아니다.) 馬瑞辰, 앞의 책, 638~639쪽.

243) 宛, 大夫刺幽王也. (< 宛>은 부가 幽王을 풍자한 것이다.) 원래는 ‘宣王’으로 되

어 있으나 阮元의 교감에 따라 고쳤다. 馬辛民 責任編輯, 앞의 책, 869쪽.

244) 《詩三家義集疏》 卷一: 韓說曰, 詩人 , 雎鳩貞潔慎匹, 以聲相求, 隱蔽於無人之處. (韓

說에서 “시를 지은 사람이 ‘저구새는 정숙하고 결백하며 짝짓기에 신중하여 소리로 

서로를 찾으며 사람이 없는 곳에 숨는다’”라고 하 다.) 魯説曰, 關關, 音聲和也. 又

曰, 鴡鳩, 王鴡. 又曰, 夫雎鳩之鳥, 猶未嘗見乘居而匹處也. (魯説에서 “ ‘관관’은 소리

가 조화로움이다.”라고 하고, 또 “ ‘鴡鳩’는 ‘王鴡’이다.”라고 하며, 또 “저구라는 새

는 짝지어 쌍으로 지내는 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 다.) 齊說曰, 貞鳥. 雎鳩執一

無尤. (齊說에서 “올곧은 새이다. 저구새는 일관성을 유지하여 허물이 없다.”라고 하

다.) 王先謙, 앞의 책, 4~5쪽.

245) 《毛詩正義》 卷第一: 傳, 也. 關關, 和聲也. 雎鳩, 王雎也. 鳥摯而有别. (흥이다. ‘관

관’은 조화로운 소리이다. ‘鴡鳩’는 ‘王鴡’이다. 새가 정이 두터우면서 분별이 있다.) 

馬辛民 責任編輯, 앞의 책, 25쪽. 箋, 摯之 至也, 王雎之鳥, 雌雄情意至, 然而有别. 

(두터움을 지극함이라 하는 것은 왕저라는 새가 자웅의 정이 지극하면서도 분별이 

있음을 말한다.) 같은 책, 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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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나 그 용색이 넘치지 않아 근신, 정숙할 줄 알고 그윽한 깊은 궁내에 머물

며 군자에게 함부로 하지 않음이 雎鳩새의 유별함과 같아 그로써 흥을 일으켰

다”라고 하 다.246)

시 원문에서 雎鳩새에 해 알 수 있는 것은 ‘關關’이라는 울음소리와 황하 

모래섬에 있다는 사실뿐이다. 그런데 이들 四家는 이 새의 울음소리가 조화롭다

고 해석하면서 자웅의 정이 지극하다는 덕목을 이끌어냈다.247) 저구새가 황하 

모래섬에 있다는 사실은 사람이 없는 곳에 숨었다는 뜻으로 보고, 새에 정숙하

고 암수가 유별하다는 속성까지 부여하 다. 사실 이것은 雎鳩새의 생태적 속성

이라기보다, 주석가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후비의 像을 雎鳩새에 투 시킨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저구새에 인간적 습성이 과도하게 부여된 증거는 다른 작품의 새와 비교해보

면 쉽게 알 수 있다. 후비를 찬미한 것으로 여겨진 <關雎>와 유사하게 임금을 

칭송한 시인 大雅 <鳧鷖> 제1장을 보자.248)

鳧鷖在涇, 

公尸來燕來寧. 

爾酒旣淸, 爾殽旣馨, 

公尸燕飮, 福祿來成. 

물오리 갈매기 경수에 있네

공의 시동 잔치에서 편안하다네.

너희 술이 맑고 너희 안주 향긋하니

공의 시동 잔치에서 마시네. 복록이 이루어지네.

《毛傳》과 鄭玄은 물오리와 갈매기가 물새로서 물에 있듯이 공의 시동이 종묘 

제사에 있는 것을 말한다고 하 다.249) <關雎>에서처럼 임금의 덕목을 굳이 물

246) 后妃雖悦 君子, 不淫其色, 能謹慎貞固, 居在幽閒深宫之内, 不妄淫䙝君子, 若雎鳩

之有别, 故以 焉. 위의 책, 28쪽.

247) <葛覃> 편에도 비슷한 예가 있다. 《毛詩正義》 卷第一: 傳, 喈喈, 和聲之遠聞也. (黃鳥

가 ‘개개’하고 우는 것은 조화로운 소리가 멀리 들리는 것이다.) 箋云, 和聲之遠聞, 

女有才美之稱, 逹於遠方. (조화로운 소리가 멀리 들리는 것은 여자에게 재주와 미

모의 칭송이 있어 먼 곳까지 이름을 흥으로 비유한 것이다.) 위의 책, 37쪽.

248) 《毛詩正義》 卷第十七 <毛詩序>: 鳧鷖, 守成也. 大平之君子能持盈守成, 神祇祖 安樂

之也. (<鳧鷖>는 수성이다. 태평시 의 군자가 수성을 지켜내니, 천지신과 조상신이 

편안하고 즐겁게 해주었다.) 위의 책, 1288쪽.

249) 傳, 鳧, 水鳥也. 鷖, 鳧屬. 太平則萬物衆多. (물오리는 물새이다. 갈매기는 물새의 부

류이다. 태평시 에는 만물이 불어난다.) 箋云, 涇, 水名也. 水鳥而居水中, 猶人為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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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나 갈매기에 투 시키려 하지 않았다. 문면 그 로 물오리와 갈매기가 물에 

있는 모습을 공의 시동이 잔치에서 편안해하는 모습에 그 로 응시켰기에 해

석이 순조롭다. 동물의 속성은 자연 그 로의 모습을 관찰한 결과라기보다 학자

들이 政敎를 위해 인위적으로 부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 동작과 상태의 불변성

宋代에 들어 漢代의 이러한 자의적인 규정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鄭

樵는 周南 <關雎> 편에서 후비의 덕을 나타내는 것이 꼭 저구새일 필요는 없다

고 주장했다.

《詩經》 300편의 첫째 구 “관관 우는 저구새”는 후비의 덕이다. 이는 시 짓는 

이의 일시적인 흥으로, 본 것이 여기에 있어 의도치 않게 마음에 느껴진 것이

다. 흥이란, 본 것은 여기 있고 얻은 것은 저기 있어 비슷한 사물로 추리할 수 

없고 의리로 추구할 수 없다. 흥이 원앙에 있으면 “원앙이 어살에 있네”는 후

비를 찬미할 수 있다. 흥이 시구새에 있으면 “시구가 뽕나무에 있네”도 후비를 

찬미할 수 있다. 흥이 꾀꼬리에 있고 상호새에 있으면 “꾀꼴꾀꼴 우는 꾀꼬리”

와 “교교 우는 상호새” 모두 후비를 찬미할 수 있다. 굳이 “관관 우는 저구새”

라야 후비를 찬미할 수 있고 다른 것이 끼어들 수 없다면 《詩經》을 말할 수 없

다. (詩三百篇, 第一句曰, 關關雎鳩, 后妃之徳也. 是作詩者一時之興, 所見在是, 不

謀而感於心也. 凡興者, 所見在此, 所得在彼, 不可以事類推, 不可以理義求也. 興在

鴛鴦, 則鴛鴦在梁, 可以美后妃也. 興在鳲鳩, 則鳲鳩在桑, 可以美后妃也. 興在黄

鳥, 在桑扈, 則緜蠻黄鳥, 交交桑扈, 皆可以美后妃也. 如必曰關雎然後可以美后妃, 

他無預焉, 不可以語詩也.)250) 

<關雎>에서 후비의 덕을 나타낼 때 저구새를 쓴 것은 시인이 후비의 덕을 노

래할 때 마침 우연히 저구새를 보았기 때문일 뿐이라는 뜻이다. 다른 새를 보았

尸之在宗廟也. 故以喻焉. (‘涇’은 물 이름이다. 물새이면서 물에 있는 것은 사람에게 

공의 시동이 종묘에 있는 것이 됨과 같다. 그래서 그로써 비유한 것이다.) 위의 책, 

1289쪽.

250) 鄭樵, <讀詩易法>, 《六經奧論⋅總文》, 《文淵閣四庫全書 184》, 臺灣商務印書館, 인

본, 서울: 驪江出版社, 1988, 12~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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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그 새를 썼을 것이라는 말이다. 그의 문제의식은 유독 저구새만 암수가 친

하면서 유별하다고 볼 수 있느냐는 의문에서 나온 것이다. 이 의문은 <關雎> 

편 외에 毛詩에서 동식물의 성질을 규정한 모든 작품에 적용할 수 있다. 모시학

자들의 해석은 동식물의 생태적 속성을 실제 관찰한 것이라기보다는 시를 해석

한 내용에 그 속성을 맞춘 것이기 때문이다. 

鄭樵는 <關雎> 편 서두의 “關關雎鳩, 在河之洲”와 유사한 형태를 취한 구절을 

골라 체재로 제시하고 있다. “關關雎鳩”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緜蠻黄鳥”

와 “交交桑扈”는 첩어와 새 이름의 결합 형태로 되어 있고, “在河之洲”를 염두에 

둔 “鴛鴦在梁”과 “鳲鳩在桑”은 새 이름과 장소가 ‘在’에 의해 결합되어 있다. 鄭

樵는 ‘일시적인 흥’이라는 설명 외에 특정 문장 구조가 후비를 찬미하는 뜻이 

되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새의 종류나 새가 있는 장소와 상관

없이 같은 통사구조로 된 구가 시에서 같은 기능을 취함을 암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여기서 프로프의 형태론을 떠올릴 수 있다. 그는 모티프를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가장 간단한 서사 단위로 정의한 베셀로프스키의 이론에 반 하 다. 예컨

 “용이 왕의 딸을 유괴한다”라는 모티프는 용, 유괴, 딸, 왕 등의 세부 요소로 

분해 가능하고 각 요소는 비슷한 속성의 다른 말로 체 가능하기 때문이다.251) 

그는 민담을 정확히 서술하기 위해 더 자세한 예를 들었다.

1. 왕이 용감한 사람에게 독수리를 준다. 독수리가 용감한 사람을 다른 왕국으

로 데려간다.

2. 할아버지가 수첸꼬에게 말을 준다. 말이 수첸꼬를 다른 왕국으로 데려간다.

3. 마법사가 이반에게 작은 배를 준다. 배가 이반을 다른 왕국으로 데려간다.

4. 공주가 이반에게 반지를 준다. 반지에서 나온 젊은이들이 이반을 다른 왕국

으로 데려간다.

여기에는 불변요소와 가변요소가 있는데, 등장인물이나 물건의 종류는 변하지

만 그들의 행동이나 기능은 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252) 즉 ‘준다’라는 행위의 

251) 블라디미르 프롭 지음, 안상훈 옮김, 앞의 책, 25쪽.

252) 위의 책, 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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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기능과 ‘데려간다’라는 행위의 이동(조력) 기능이 어떤 민담에서든 변함없

이 이야기를 진행시키는 핵심 요소이다.

프로프는 100편의 요술담을 분석한 결과 다음의 네 가지 공식을 발견했다. 첫

째, 주인공의 기능은 누가 어떻게 수행하는가와 관계없이 고정적이고 민담의 기

본적인 구성부분이다. 둘째, 요술담에 알려진 기능의 수는 한정되어 있다. 셋째, 

기능의 배열순서는 언제나 동일하다. 넷째, 모든 요술담은 구조적인 측면에서 볼 

때 동일한 유형이다.253)

총 31개 기능의 순차적 배열만으로 모든 요술담의 구조를 동일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모티프에서 기능을 불변의 고정요소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세부적인 

요소의 증감은 있을지라도 핵심 요소는 최  31개의 순차적 기능 범위 안에 있

다는 것이다.

프로프가 제기한 기능의 형태론으로부터 앞에서 鄭樵가 제시한 예문에서 무엇

이 시의 주제와 직결되는 흥의 핵심 요소인지를 추출할 수 있다. 그것은 첩어로 

쓰인 ‘울음소리’와 존재동사인 ‘있다’이다. 이들은 문장에서 술어로 쓰 다는 공

통점이 있다. 프로프의 민담에서 기능으로 작동하는 이 술어는 《詩經》에서는 모

티프의 불변요소이자 이른바 정형구를 성립시키는 최소단위이다. 이들의 의미와 

기능을 분석하면 자연 경물 모티프의 난해함과 복잡함을 해결하는 실마리를 얻

을 수 있다. 《詩經》에서 몇 가지 예를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는 왕성함의 모티프이다. 朱子는 雅 <裳裳 華> 편의 제1장이 <蓼蕭> 

편 제1장과 “文勢가 완전히 같다”고 하 다.254) 

253) 위의 책, 37~40쪽.

254) 《詩集傳》 卷第十三: 也. 裳裳猶 . 董氏云, 古本作常, 常棣也. 湑, 盛貌. 覯, 見. 

處, 安也. 此天子美諸侯之辭, 蓋以答瞻彼洛矣也. 裳裳 華, 則其葉湑然而美盛矣. 我

覯之子, 則其心傾寫而悅 之矣. 夫能使見 悅 之如此, 則其有譽處宜矣. 此章 蓼蕭

首章文勢全相似. (흥이다. ‘裳裳’은 ‘ ’과 같다. 董氏가 “옛 판본에는 ‘常’으로 되

어 있으니 常棣이다.”라고 하 다. ‘湑’는 성 한 모습이다. ‘覯’는 만남이다. ‘處’는 

편안함이다. 이는 천자가 제후를 찬미한 말이니, 아마 <瞻彼洛矣>에 화답한 것이리

라. 화려한 常棣 꽃이라면 잎이 우거져 아름답고 성 하며, 내가 그 를 만나면 마

음을 기울여 쏟아 기쁘게 할 터이니, 보는 자를 기쁘게 할 수 있음이 이와 같다면 

즐거움과 편안함이 있음이 마땅하다고 말하 다. 이 장은 <蓼蕭> 첫 장과 문세가 

완전히 같다.) 朱傑人⋅嚴佐之⋅劉永翔 主編, 앞의 책, 6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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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裳裳 華> 제1장

裳裳 華, 其葉湑兮. 

我覯之子, 我心寫兮.

我心寫兮, 是以有譽處兮. 

<蓼蕭> 제1장

蓼彼蕭斯, 零露湑兮. 

旣見君子, 我心寫兮.

燕笑語兮, 是以有譽處兮.

화려한 常棣 꽃은 잎이 수북하네.

나 그이를 만나니 내 마음 씻기네.

내 마음 씻기니 즐거움 편안함 있다네.

길쭉한 우미호여 내린 이슬 담뿍.

군자를 만나니 내 마음 씻기네. 

즐거이 웃고 떠드니 즐거움 편안함 있다네.

문세가 같다는 말은 내용의 흐름이 일치한다는 말이다.255) 위의 두 편은 제1, 

2구에서 자연경물을 제시한 뒤 제3, 4구에서 상 방과의 만남을 말하고 제5, 6구

에서 만남의 즐거움과 편안함을 노래하는 순서로 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제1, 2구의 자연경물이 모티프를 이룬다는 점이다. <裳裳 華>의 

“裳裳 華, 其葉湑兮”는 화려한 常棣의 꽃과 무성한 잎으로 구성되어 있고 <蓼

蕭>의 “蓼彼蕭斯, 零露湑兮”는 길쭉한 우미호와 듬뿍 내린 이슬로 구성되어 있

다. 통사구조를 보면 제1구는 ‘형용사 관형어 + 명사 주어’의 꼴로, 제2구는 ‘명

사 주어 + 형용사 술어’의 꼴로 되어 있다. 더욱이 제2구의 형용사 술어는 ‘湑’

로 똑같다. 주체가 이슬이든 잎사귀이든 같은 술어를 쓰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위의 두 시를 가변요소와 불변요소로 나누어 살펴보면 상체꽃과 우미호, 잎과 

이슬 및 그이와 군자는 가변요소이다. ‘湑(수북, 담뿍)’와 ‘覯/見(만나다)’은 불변

요소이다. 무성한 화초에 잎사귀 또는 이슬이 가득한 모습이 자연 경물의 모티

프로 제시되고, 뒤이어 작중 화자가 누군가를 만나 즐거워하는 내용이 서술되는 

것이다. 여기서 무성한 화초는 만남의 즐거움을 비유하는 표지 역할을 한다. 朱

子가 든 이 두 수의 시를 살펴보면 화려한 꽃과 우거진 잎, 길쭉한 풀과 가득한 

255) 孔穎達 역시 《詩經》 해석에 ‘文勢’ 개념을 활용하 다. 조성천은 孔穎達이 말하는 

문세란 詞義, 句義, 文義 등 어구를 풀이할 때 해당 목에 고립되지 않고 시 전체

의 내용과 맥락에 맞게 해석해야 한다는 관점을 가리킨다고 하 다. 조성천, <중국

시론에서 ‘勢’의 창작담론>, 한국중국문학이론학회 2016 하계워크샵 발표문, 2016년 

9월 23일, 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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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은 모두 사모하는 이를 만난 즐거움이라는 주제와 연관되어 있다.

<裳裳 華>와 <蓼蕭>의 전반부에서 언뜻 보기에 서로 다른 자연 경물을 같은 

왕성함의 모티프로 만들어준 것은 제2구의 형용사 술어인 ‘湑’이다. ‘湑’는 ‘듬뿍 

내리다’, ‘가득하다’의 뜻으로 쓰여서 <裳裳 華>의 잎사귀와 <蓼蕭>의 이슬이 

많음을 표시한다.256) 아울러 작중 화자의 기쁨의 정도가 크다는 것을 암시하는 

역할을 한다. 꽃과 잎, 우미호와 이슬 자체에 기쁨의 감정과 연관되는 상징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들 모티프를 시의 주제와 직접 연결시켜주는 요

소는 바로 ‘湑’라는 형용사 술어이다.

다음으로 풀 캐기 동작의 모티프와 사모하는 사람의 도착이 결합한 사례를 보

자. 이 경우 깃발이 부수적으로 따라온다. 비록 朱子가 같은 문세로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아래의 세 수는 명백히 같은 모티프를 사용한데다 내용의 흐름 역시 

동일하다.

256) ‘湑’는 본디 술을 거른다는 뜻이다. 《說文解字注》 十一篇上二: 莤酒也. 一曰浚也. 一

曰露皃. 从水胥聲. 詩曰, 有酒湑我. 又曰, 零露湑兮. (술을 거름이다. ‘浚’이라고도 하

고 이슬의 모습이라고도 한다. 물의 뜻을 따르고 ‘胥’의 소리이다. 《詩經》에 “술이 

있으면 내게 걸러다오”라고 하고 또 “이슬이 흠뻑 내렸네”라고 하 다.) 許愼 撰; 

段玉裁 注, 《說文解字注》, 第2版,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8, 562쪽. <蓼蕭>의 경우 

‘이슬의 모습’은 양이 많다는 뜻이다. 唐風 <杕杜> 제1장의 “有杕之杜, 其葉湑湑(곧

게 뻗은 당리나무 잎이 무성하네)”와, 雅 <車舝> 제4장의 “析其柞薪, 其葉湑兮(산

유자나무 장작 패니 잎이 무성하네)”에서도 ‘湑’는 모두 잎사귀가 무성하다는 뜻으

로 쓰 다.

<采芑> 제2장

薄 采芑, 

于彼新田, 于此中鄕. 

方叔涖止, 

其車三千, 旂旐央央.

(下略)

<采菽> 제2장

觱沸檻泉, 采其芹.

君子來朝, 觀其旂. 

고와거를 뜯자.

저기 새 밭에서 여기 향리에서.

방숙이 오시니 

수레가 삼천 , 깃발이 펄럭펄럭.

(이하 생략)

콸콸 솟는 샘물 미나리 뜯네.

군자들이 조회하니 깃발이 보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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朱子는 雅 <采芑>의 제1, 2장을 흥으로 규정하면서도 실제 방숙의 南征 때 

군사들이 도중에 고와거를 캐먹은 것으로 해석하 다.257) <采菽> 제2장은 흥으

로 규정하면서 샘물은 미나리를 뜯는 장소로 보았다.258) 魯  <泮水>에서는 제

1~3장의 서술 방식에 해 부이면서 흥을 일으켰다고 규정하면서 이것이 반궁의 

잔치 자리에서 축원하는 말이라고 보았다.259) 유독 <泮水>에서 ‘賦其事以起 也’

라는 말을 쓴 까닭은 알기 어려우나 이 세 수의 예시가 같은 문세임을 판정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

여기서는 ‘采’라는 동작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 수의 시에 똑같이 쓰 기에 

이 뜯는다는 동작은 불변요소이다. 채취의 상이 되는 고와거와 미나리, 채취장

소인 새 밭이나 향리, 샘물이나 반수 등은 모두 얼마든지 체 가능한 가변요소

이다. 

자연 경물 모티프에 이어지는 주제를 보면 이 역시 매 수에 반복되는 모티프

임을 알 수 있다. 雅 <采芑>에는 방숙이 도착하고, <采菽>에서는 군자들이 조

회하러 오며, 魯  <泮水>에는 노의 제후가 당도하는 장면이 나온다. 결국 오는 

257) 《詩集傳》 卷第十: 也.……宣王之時, 蠻荊背叛, 王命方叔南征, 軍行采芑而食, 故賦其

事以起 . (흥이다.……宣王 때 蠻荊이 배반하니 왕이 방숙에게 남정을 명하여 행군 

때 고와거를 캐서 먹었다. 따라서 그 일을 사실 로 서술하면서 흥을 일으켰다.) 朱

傑人⋅嚴佐之⋅劉永翔 主編, 앞의 책, 568쪽.

258) 《詩集傳》 卷第十四: 也.……觱沸檻泉, 則 采其芹, 諸侯來朝, 則 觀其旂. (흥이

다.……콸콸 솟는 샘물에서는 미나리를 뜯고, 제후가 조회하러 오면 그 깃발을 본

다.) 위의 책, 639쪽.

259) 《詩集傳》 卷第二十: 賦其事以起 也. (그 사물을 부로 서술함으로써 흥을 일으켰다.) 

此飮於泮宮, 而 禱之詞也. (이는 반궁에서 술을 마시며 축원한 말이다.) 위의 책, 

745쪽.

其旂淠淠, 鸞聲嘒嘒. 

載驂載駟, 君子所屆. 

<泮水> 제1장

思樂泮水, 薄采其芹.

魯侯戾止, 觀其旂. 

(下略)

깃발은 펄럭펄럭 방울 소리 짤랑짤랑.

네 마리 말 끄는 수레 군자들 이르 네.

반수에서 즐거워하며 미나리 뜯네. 

노후께서 이르시니 깃발이 보이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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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누구이든 간에 ‘도착한다’라는 동작이 불변요소로 고정된다. 방숙, 군자, 

노의 제후는 가변요소이다.

풀 캐기의 모티프로 사모하는 사람의 도래 및 깃발의 성 함을 이끌어내는 시

상 전개는 정형화된 표현이다. 이 풀 캐기가 실제 벌어지는 일로 보기에는 이미 

상투적인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다가 뒤의 내용과 이어지지 않는다. 풀을 캐는 

모습 다음에 곧장 누군가 고귀한 인물이 등장한다는 형식은 시 창작에서 약속된 

은유의 수법으로 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존재 상태의 모티프가 쓰인 예를 살펴보자. 

周南 <關雎> 제1장

關關雎鳩, 在河之洲. 

窈窕淑女, 君子好逑.

參差荇菜, 左右流之.

窈窕淑女, 寤寐求之.

鄘風 <干旄> 제1장

孑孑干旄, 在浚之郊. 

素絲紕之, 良馬四之. 

彼姝 子, 何以畀之.

王風 <葛藟> 제1장

緜緜葛藟, 在河之滸. 

終遠兄弟, 他人父. 

他人父, 亦莫我顧.

관관 우는 저구새 황하 모래섬에 있네. 

아리따운 숙녀는 군자의 좋은 짝이다.

삐쭉빼쭉 노랑어리연꽃 이리저리 찾는다. 

아리따운 숙녀를 자나깨나 그린다.

치 치  장 깃발 준 교외에 있네.

흰 실은 묶어두고, 좋은 말 네 마리 마련했네.

저 멋진 사람에게 무엇을 줄까.

구불구불 칡덩굴 황하 강언덕에 있네.

끝내 형제와 멀어져 남을 아비라 부르네.

남을 아비라고 하면서 역시 날 돌아보지 않네.

한  毛詩의 주석가들은 <關雎>의 저구새와 황하 모래섬에 도타우면서 분별의 

법도를 지키는 후비의 덕이 반 되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교화적 해석을 

떠나 문면 자체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은 군자가 아리따운 숙녀를 그리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關關’이라는 울음소리와 ‘在’라는 동사이다. 이들은 불변요

소로서 다른 말로 바꿀 수 없다. 짝을 찾는다거나 있어야 할 곳에 있다는 핵심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저구새 같은 주체나 황하 모래섬 같은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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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른 새나 다른 곳으로 체 가능한 가변요소이다. 

鄘風 <干旄> 역시 제1~2구가 뒤의 주제 구를 이끄는 모티프를 이루고 있다. 

공교롭게도 <關雎>와 똑같이 ‘첩어+주체+在+장소’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毛傳》

에서는 이 시를 흥으로 규정하지 않았고 朱子 또한 사실을 그 로 서술한 부로 

보고 있다. 하지만 주체인 깃발의 종류가 제2, 3장에서 각각 ‘旟’와 ‘旌’으로 바

뀌고, 깃발이 있는 장소 역시 교외에서 ‘都’와 ‘城’으로 바뀐다. 장면이 장별로 

변화하는 것은 사실 그 로를 그린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毛詩序>에서는 

제5구의 ‘彼姝 子’를 조정 신이 찾는 현자로 보고 있고,260) 高亨은 귀족이 만

나는 애인으로 풀이하고 있다.261) 이 시 또한 <關雎>와 마찬가지로 누군가에 

한 사모와 갈망을 그린 것이다. 치 치  화려하고 기다랗게 늘어진 모습인 ‘孑

孑’과 깃발의 존재를 나타내는 ‘在’가 ‘彼姝 子’의 매력과 화자와의 관계를 나

타내는 중요한 요소이다. 깃발의 종류나 깃발이 있는 공간은 압운의 변화에 따

라 바뀌지만, ‘멋지게 늘어진’ 깃발이 어떤 장소에 ‘있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

다.

王風 <葛藟> 제1장에서는 길게 뻗은 칡덩굴이 황하 강언덕에 있는 장면을 모

티프로 하고 있다. 鄭玄은 《毛傳》에서 흥으로 규정한 이 모티프를 왕의 친족이 

자손을 기르는 것에 한 비유로 해석했다.262) 여기서 장소로 쓰인 ‘滸’는 제2장

과 3장에서 각각 ‘涘’(물가)와 ‘漘’(강둑)으로 바뀌고 있다. 이들은 모두 압운자이

다. 따라서 장소는 장별로 바뀌는 운자에 따라 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요

한 것은 불변요소로서 길게 자라 뻗는다는 뜻의 ‘緜緜’과 칡덩굴 번성의 원동력

이라고 할 ‘在’이다. 이 모티프는 왕실의 친족들이 왕과의 친 한 관계 유지를 

260) 《毛詩正義》 卷第三: 干旄, 美好善也. 衛文公臣子多好善, 賢 樂告以善道也. (<干旄>는 

선을 좋아하는 것을 찬미한 것이다. 衛 文公의 신하에 선을 좋아하는 자가 많아 현

자가 즐거이 선한 도리를 알려주었다.) 馬辛民 責任編輯, 앞의 책, 243쪽.

261) 高亨, 《詩經今注》, 臺北: 里人書局, 1981, 75쪽.

262) 《毛詩正義》 卷第四: 傳, 也. 緜緜, 長不絶之貌. 水厓曰滸. (흥이다. ‘緜緜’은 길고 

끊임이 없는 모습이다. 강 언덕을 ‘滸’라고 한다.) 箋云, 葛也藟也, 生於河之厓, 得其

潤澤以長大而不絶. 喻王之同姓, 得王之恩施, 以生長其子孫. (칡이나 덩굴은 황하 

강 언덕에 나서 그 윤택함을 얻어 자라면서 끊이지 않는다. 흥이란 왕의 동성 제후

가 왕의 은택을 입어 자손을 낳아 기르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馬辛民 責任編輯, 

앞의 책, 3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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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자손 로 번창함을 가리키면서 뒤에 나오는 주제 구와는 조를 이룬다. 

지금까지 자연 경물 중 주로 새와 관련된 모티프를 살펴보았다. 毛詩에서 규

정한 새의 속성은 특정 시에 등장하는 인물의 처지가 인위적으로 투 된 것이

다. 鄭樵는 후비의 덕을 나타내는 것이 꼭 저구새일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 고 

그 체재로 같은 통사구조를 취하는 구절의 다른 새들을 제시하 다. 이 점에 

착안하여 이른바 같은 문세로 되어 있는 몇몇 시편을 비교하 다. 그 결과 모티

프의 구성 요소 중 동작이나 상태는 불변요소로 고정되어 있고, 풀의 종류나 장

소 등의 주체나 상은 가변적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불변요소인 동작이나 

상태의 형태와 의미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어떤 상을 연구할 때는 엄 한 기준과 그에 따른 적합한 분류가 매우 중요

하다. 기존 시경학은 《詩經》의 텍스트를 하나로 합쳐서 보기보다는 풍, 아, 송을 

따로 나누고 작품 하나하나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 때문에 같은 모티프인데도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는 일이 많았다. 자연 경물을 분류하는 기준이 아예 없거

나 풀, 새, 물고기 등의 가변요소를 분류 기준으로 삼았기에 분류 체계가 혼란스

러웠다. 분류 항목이 많아지면 각 항목에 정확히 들어맞는 상의 수는 줄어든

다. 또한 어느 항목에도 들어가지 못하거나 여러 항목에 걸치는 경우의 수도 늘

어난다. 주제나 동식물의 속성 등을 모티프 분석의 잣 로 삼으면 예외와 모순

에 부딪히기 쉽다. 가장 큰 문제점은 번잡하다는 것이다. 수많은 동식물에 해 

제각기 주제에 알맞은 속성을 부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크면서도 타당성과 보

편적 적용 가능성은 확보하기 어렵다. 결국 다른 방식의 분석 잣 를 필요로 하

게 된다. 그것이 바로 동작과 상태이다.

모티프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동작이나 상태이다. 동작이나 상태를 보면 모

티프가 무슨 의미를 띠고 있는지 바로 알 수 있다. 동작과 상태는 가짓수가 적

으면서 《詩經》 전체에 걸쳐 반복되므로 의미의 경향을 살피기에 적합하다. 강을 

건너거나 풀을 캐거나 고기를 잡는 것이 동작이고, 물이 콸콸 흐르거나 나뭇잎

이 울창하게 무성한 것이 상태이다. 이 동작과 상태 중심의 모티프는 주체와 객

체에 부분적으로 변화가 있을지언정 전체적으로는 일정한 형태를 유지한다. 다

시 말해서 주체나 객체로 쓰이는 구체적인 사물이 바뀔 뿐 특정한 몇 가지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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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이나 상태를 수반한다는 점은 똑같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물은 시의 주제에 

관계되는 인물(작중 화자 포함)에 응하는 은유가 된다.

제 2 절 동작의 모티프

먼저 동작의 모티프를 보자. 동작을 나타내는 모티프는 《詩經》에서 가장 흔히 

쓰이는 유형이다. 보통 ‘~가 …하다’ 또는 ‘~를 …하다’의 형태로 주어+동사, 동사

+빈어의 형태를 띤다. 술어로는 체로 동사가 쓰인다. 유형을 다시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표 3] 동작의 모티  유형

유형 세부동작 해당 작품 예시

호출
鳴(울다), 

첩어(울음소리)

小雅 <伐木> 嚶其鳴矣, 求其友聲.

小雅 <緜蠻> 緜蠻黃鳥, 止于丘阿.

이동

施(덩굴이 뻗다), 

游/泳(헤엄쳐 건너다), 

流(강물이 흐르다),

飛(날다), 戾(닿다) 등

小雅 <頍弁> 蔦與女蘿, 施于松柏. 

邶風 <谷風> 就其淺矣, 泳之游之.

邶風 <泉水> 毖彼泉水, 亦流于淇.

大雅 <旱麓> 鳶飛戾天, 魚躍于淵.

획득
采/伐(베다), 

羅/釣(잡다) 등

鄘風 <桑中> 爰采唐矣, 沬之鄕矣.

衛風 <竹竿> 籊籊竹竿, 以釣于淇.

결속 束/維(묶다) 등 鄭風 <揚之水> 揚之水, 不流束楚.

섭취
食(먹다), 

啄(쪼다) 등

小雅 <鹿鳴> 呦呦鹿鳴, 食野之苹.

小雅 <黃鳥> 黃鳥黃鳥, 無集于穀, 無啄我粟.

이 다섯 가지의 동작 유형은 의미가 모두 유사하다. 그것은 일정한 ‘목표’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호출, 획득, 결속, 섭취의 동작에는 상이 존재한다. 동작의 

상은 문면에 드러나기도 하지만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동은 이동의 

목적지를 상으로 삼는다. 목표를 지향하는 동작을 통해 각 모티프의 주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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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은 결합을 이룬다. 동작의 모티프에서 어떤 상에 동작이 가해지는 것은 

곧 작중 화자가 상 방을 갈구하고 염원하는 것에 응한다. 이는 곧 사랑에 

한 은유이다.

加納喜光는 《詩經》에서 한 장의 제1, 2구 / 제3, 4구가 각각 자연 / 인간에 

응하는 “パラレリズム(平行法, 照法)”을 수사법의 큰 특징으로 들었다. 부분

의 시에 동물이나 식물이 등장하고 이들은 상징이나 은유의 의미를 띤다고 하

다. 그는 이 수사법이 자연과 인간의 유사성을 발견하는 기쁨의 자연관을 바탕

으로 한다고 보았다.263) 加納喜光가 말한 자연과 인간의 ‘平行法’은 바로 句法

이다.264) 한 장의 전반부에 자연 경물이 등장하면 후반부에 별도의 인간사가 

응하는 짜임새이다. 이것은 어법구조나 압운자의 반복을 바탕으로 성립하는 朱

子의 흥과 같은 원리이다. 朱子는 부분의 흥이 의미상으로는 연결되지 않는다

고 보았다. 하지만 加納喜光는 이른바 흥의 핵심이 곧 평행법에 있고, 평행법은 

자연과 인간 사이에 은유를 이루는 것으로 명시하 다.265) 이 평행법은 자연과 

인간을 나타낸 시구가 어법구조나 압운의 형식에서 부합할 뿐만 아니라 의미상

으로도 상응함을 가리킨다. 은유는 자연과 인간의 유사성에 바탕을 둔다. 각 동

작 유형별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은유가 쓰이는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1. 호출

호출은 동물이 소리를 내어 상 방을 부르는 행위이다. 주체와 상이 거리상 

멀리 떨어진 상황에서 이루어진 동작이다. 동사로는 ‘鳴’(울다)을 쓰거나, 동사를 

생략하고 첩어로 된 의성어를 쓰기도 한다.

(ㄱ) 伐木丁丁, 鳥鳴嚶嚶. 出自幽谷, 遷于喬木. 嚶其鳴矣, 求其友聲. 相彼鳥矣, 猶

263) 加納喜光, 앞의 책, 10쪽.

264) 일본어에도 ‘対句法’이라는 표현이 있다. 加納喜光가 “パラレリズム”( 어로는 

‘parallelism’)이란 표현을 쓴 것은 새로운 용어로 독자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려는 목

적으로 여겨진다.

265) 위의 책, 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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求友聲. 矧伊人矣, 不求友生. 神之聽之, 終和且平.

나무를 쩡쩡 베니 새가 앵앵 울며 깊은 계곡에서 나와 높은 나무로 옮긴

다. 앵앵 우는 것은 짝을 찾는 소리. 보건  저 새조차도 짝을 찾는 소리 

내는데, 하물며 이 사람이 벗을 찾지 않으랴. 삼가 들으면 마침내 평화로

우리. (小雅 <伐木>)

(ㄴ) 濟盈不濡軌, 雉鳴求其牡. 

제수에 물이 가득한데 수레바퀴 적시지 않으랴, 꿩은 울면서 수컷266)을 찾

는데. (邶風 <匏有苦葉>)

(ㄷ) 雉之朝雊, 尙求其雌. 譬彼壞木, 疾用無枝. 心之憂矣, 寧莫之知.

꿩은 아침에 울며 그래도 암컷 찾고 있네. 비유컨  저 부러진 나무가 병

들어 가지도 없는 격. 마음의 시름이여 어찌 알아주는 자 없는가. (小雅 

<小弁>)

(ㄹ) 鸛鳴于垤, 婦歎于室.

황새는 개밋둑에서 울고, 아내는 집에서 한숨 쉬네. (豳風 <東山>)

(ㅁ) 緜蠻黃鳥, 止于丘阿. 道之云遠, 我勞如何. 飮之食之, 敎之誨之. 命彼後車, 謂

之載之.

꾀꼴꾀꼴 꾀꼬리 언덕에 머무네.267) 길이 머니 내 수고가 어떠한고. 마시게 

하고 먹여주고 가르치고 깨우쳐주시길. 저 뒤의 수레에 일러 태워주시길. 

(小雅 <緜蠻>)

(ㄱ)~(ㄷ)에 호출의 목적이 잘 드러나 있다. 암수가 짝을 찾는 것은 동물의 본

능이다.268) 상 방을 찾기 위해서는 자신의 위치를 소리로 알려야 한다. 상 방

이 그에 호응하면 위치를 알고 찾아갈 수 있다. 또는 상 방이 자신에게 찾아올 

수도 있다. 따라서 표면적으로 술어에 응하는 빈어가 없더라도 그 동작의 

266) 전통 시경학에서는 날짐승의 수컷을 뜻하는 ‘雄’ 신에 길짐승의 수컷을 가리키는 

‘牡’를 쓴 것을 풍자의 뜻으로 본다. 하지만 현  주석서에서는 날짐승의 경우에도 

‘牡’를 쓸 수 있다고 풀이하는 것이 상례이다. 聶石樵 主編, 앞의 책, 72쪽; 高亨, 앞

의 책, 46~47쪽.

267) ‘緜蠻’을 의태어가 아닌 의성어로 번역한 것은 朱子의 설에 따른 것이다. 《詩集傳》 

卷第十五: 綿蠻, 鳥聲. (‘綿蠻’은 새 소리이다.) 朱傑人⋅嚴佐之⋅劉永翔 主編, 앞의 

책, 648쪽. 方玉潤 역시 朱子의 설에 따라 ‘緜蠻’을 울음소리로 보았다. 《詩經原始》 

卷十二: 緜蠻黄鳥, 音雖可聽而所飛不遠. (꾀꼴꾀꼴 꾀꼬리는 소리가 비록 들을 만하

나 나는 것이 멀지 못하다.) 方玉潤, 《詩經原始》, 北京: 中華書局, 1986, 467쪽.

268) 새의 경우 어미와 새끼, 같은 무리 안에서도 빈번한 호출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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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은 상정되어 있다. 《詩經》에서는 ‘鳴’이라는 동사만으로 호출의 동작을 나타내

기도 하지만 때로는 의성어로 청각적 이미지를 제시하기도 한다. (ㄱ)과 (ㅁ)은 

의성어로 울음소리를 표현하 다. 특히 (ㅁ)에는 ‘鳴’이 없이 의성어만으로 울음

의 동작이 드러난다. 이 울음소리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둔 상태에서 상 를 유인

하거나 함께하는 즐거움을 표출하는 역할을 한다.

호출이라는 동작은 상 를 찾는다는 뜻의 은유이다. (ㄱ)은 친지를 잔치에 초

하여 흥겹게 즐기는 내용이다. “嚶其鳴矣, 求其友聲”에 새의 울음이 무엇을 뜻

하는지 잘 나타나 있다. 새가 우는 동작이 바로 짝을 찾는 행위라는 것이다. 그

리고 뒤이어 나오는 “相彼鳥矣, 猶求友聲. 矧伊人矣, 不求友生”에서 새의 짝 찾

기는 인간의 짝269) 찾기와 호응한다.270) 여기서 “사랑은 호출이다”라는 개념적 

은유가 성립한다. 새의 울음이라는 의미 역은 인간관계라는 의미 역에 응한

다. 개념 요소를 살펴보면 새는 초 하는 사람에, 울음소리는 초 에, 울음소리

를 듣는 새의 짝은 초 받는 사람에 연결된다. 새의 짝이 골짜기에서 나무로 날

아오는 것은 초 받은 사람이 잔치 자리로 가는 것에 해당한다. 호출의 모티프

는 결합의 주제를 뜻하는 동시에 주제 구와 짝을 이룬다.

269) 여기서 짝은 부부나 애인 등 남녀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자식, 형제자매, 군신 및 동

료 사이에 폭넓게 적용되는 개념이다. 인간관계에서 자신과 상 를 짝으로 묶은 것

이다. Granet는 다의어로 쓰인 ‘友’, ‘君子’의 용례에 따라 연애가를 벗, 부부, 군신 

간의 충고 및 훈계의 다양한 쓰임새로 풀이하 다. 마르셀 그라네 지음, 신하령⋅김

태완 옮김, 앞의 책, 39~40쪽.

270) 이런 식의 자연 경물과 인간 사회의 비는 鄘風 <相鼠>에 잘 드러난다. 제1장 “相

鼠有皮, 人而無 . 人而無 , 不死何爲(쥐를 보면 가죽이 있거늘 사람이면서 예의가 

없구나. 사람이면서 예의가 없다면 죽지 않고 무엇 하나)”에서 쥐의 가죽과 사람의 

예의는 ‘皮- ’가 歌部의 같은 압운자이지만, 사물 그 자체의 속성으로 보면 공통점

을 찾기 어렵다. 그러나 위 글에는 쥐에게 가죽이 없으면 죽는 것처럼, 사람도 예의

가 없다면 살 수 없다는 함의가 담겨 있다. 이 시 전체를 보면 제2장에는 ‘齒(이)-止

(행동거지)’, 제3장에는 ‘體(몸)-禮(예절)’의 운자의 쌍이 쓰이고 있다. 이들 운자의 

쌍 역시 의미상 공통점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쥐와 사람의 비로

부터 “예의는 신체이다”라는 개념적 은유가 나온다. 가죽, 이, 몸은 쥐의 의미 역

을 이루고, 예의, 행동거지, 예절(이들은 모두 같은 뜻이다)은 사람의 의미 역을 이

룬다. 가죽, 이, 몸이 없으면 쥐가 생명을 유지할 수 없고, 예의가 없으면 인간으로 

구실을 할 수 없다. 이처럼 쥐와 신체의 관계로부터 인간과 예의의 관계로 1:1 응

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은유가 성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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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ㄷ)에는 ‘鳴=求’의 등식이 성립한다. ‘울다’와 ‘찾다’의 쌍은 여러 작품에 

반복 등장하면서 호출 모티프가 된다. (ㄱ)에서는 새가 짝을 찾는 행위를 인간이 

벗을 찾는 것과 나란히 비시키고 있다. (ㄴ)에서는 인간이 수레를 타고 강을 

건너는 모티프와 꿩이 짝을 찾는 모티프를 비시켰다. 사람이 사랑의 상 를 

만나기 위해서는 수레를 타고 상 방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 강물에 수레바

퀴자국을 적시지 않는 것은 수컷을 찾기 위해 우는 까투리의 모습과 상반된다. 

(ㄷ)에서도 꿩이 아침에 우는 것은 다름 아닌 짝을 찾는 행위라고 설명하고 있

다. 

(ㄷ)~(ㅁ)에는 호출 모티프에 뒤이어 상 방을 만나지 못한 괴로움이 표출되어 

있다.271) (ㄷ)은 암컷을 찾아 우는 꿩을 가지 잃은 나무 및 지음을 만나지 못한 

화자 자신과 조시키고 있다. (ㄹ) 또한 짝을 찾아 우는 황새와 달리 집에 있는 

아내가 동쪽 멀리 출정한 남편을 만나지 못하는 탄식을 서술하고 있다. (ㅁ)은 

언덕에서 쉬면서 우는 꾀꼬리에 비해 화자 자신은 쉬지도 못하고 길바닥에서 고

생한다고 하소연하며 상 방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새의 울음은 그 자체가 사랑을 뜻한다. 사랑은 짝을 찾는 행위에서 시작하여 

짝과의 만남, 만남으로 유발된 기쁨과 편안함이라는 물질적, 정신적 혜택을 포괄

한다. 더 나아가 사랑하는 상 와 멀리 떨어져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할 때 느끼

는 그리움, 서러움, 원망까지 아우른다. 현실은 이미 바뀌었는데 작중 화자는 여

전히 사랑과 기 를 거두지 않고 있기에 발생하는 감정이다. 이때의 감정은 자

연 경물 모티프와 조를 이룬다. 새의 짝 찾기 모티프는 하나의 의미 역을 이

루면서 인간관계의 주제로 구성된 의미 역과 응한다. 호출 모티프는 각 시의 

사랑 관련 주제를 드러내는 은유이다.

271) (ㄴ)은 거꾸로 상 방을 만나러 가지 않는 인간과 짝을 찾아 우는 새의 순서로 되

어 있다. 모티프와 주제의 조에 해서는 제4절의 ‘3. 주제와의 조’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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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동

이동은 목표지점으로 움직이는 동작이다. 이 모티프는 이동의 동작, 동작의 주

체, 목표지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목표지점은 간혹 생략될 때도 있고 중간에 하

천과 같은 장애물이 등장하기도 한다. 동사로는 ‘陟’(언덕에 오르다), ‘涉’(물을 

건너다), ‘游’(헤엄치다), ‘泳’(헤엄치다), ‘方/舟’(뗏목/배를 타다), ‘飛’(날다), ‘來’

(오다), ‘施’(뻗다), ‘流’(흐르다), ‘吹’(불다) 등이 있다.

(ㄱ) 陟彼岡兮, 瞻望兄兮. 

저 언덕에 올라 형님을 바라보네. (魏風 <陟岵>)

(ㄴ) 陟彼砠矣, 我馬瘏矣. 我僕痡矣, 云何吁矣.

저 돌산에 오르려니 내 말이 병들었네, 내 마부가 지쳤네. 어찌 그  바라

볼까.272)(周南 <卷耳>)

(ㄷ) 子惠思我, 褰裳涉溱. 

그 가 나를 그리워한다면 치마 걷고 진수라도 건너리라. (鄭風 <褰裳>)

(ㄹ) 就其深矣, 方之舟之. 就其淺矣, 泳之游之. 何有何亡, 黽勉求之. 凡民有喪, 匍

匐救之. 

272) 《詩集傳》 卷第一: 吁, 憂嘆也. 爾雅註引此作盱, 張目望遠也. 詳見何人斯篇. (‘吁’는 근

심의 탄식이다. 《爾雅》 주석에 이 구절을 ‘盱’로 인용하 다. 눈을 크게 뜨고 멀리 

바라보는 것이다. 자세한 것은 <何人斯> 편을 보라.) 朱傑人⋅嚴佐之⋅劉永翔 主編, 

앞의 책, 405쪽. 朱子는 《毛傳》 등의 설과 마찬가지로 ‘吁’를 근심의 뜻으로 보면서

도 ‘바라봄’으로 풀이할 근거를 아울러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爾雅注疏》 卷第二에

서는 “恙寫悝盱繇慘恤罹, 憂也.”라고 하여 ‘盱’를 근심의 뜻으로 풀이하고 있으며, 

郭璞의 주석에서 인용한 <卷耳>의 시구 역시 근심의 뜻으로 해석되었을 뿐이고 ‘바

라봄’의 뜻은 없다. 馬辛民 責任編輯, 《爾雅注疏》(十三經注疏), 北京: 北京大學出版

社, 2000, 36쪽. 朱子는 雅 <何人斯>의 유사한 구절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제5장 마지막 구 “云何其盱”에 한 풀이를 보자. 《詩集傳》 卷第十二: 盱, 望也. 字

林云, 盱, 張目也, 易曰, 盱豫, 悔, 三都賦云, 盱衡而誥, 是也. (‘盱’는 바라봄이다. 《字

林》에 “ ‘盱’는 눈을 크게 뜨는 것이다.”라고 하 고, 《周易》에 “눈을 크게 뜨고 즐

거워하나 뉘우친다.”라고 하 으며, <三都賦>에 “눈을 크게 뜨고 눈썹을 올리며 말

한다.”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같은 책, 607~608쪽. <都人士> 제5장의 마지막 구 

“云何盱矣”에 해서도 같은 의미로 풀이했다. 《詩集傳》 卷第十五: 盱, 望也. 說見何

人斯篇. (‘盱’는 바라봄이다. 설명은 <何人斯> 편을 보라.) 같은 책, 644쪽. 여기서는 

“云何吁矣”를 정형구로 간주하여 ‘바라봄’의 뜻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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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 곳에 가면 뗏목과 배로 건넜고, 얕은 곳에 가면 헤엄쳐 건넜지. 무엇

이 있든 없든 부지런히 찾았고, 백성들에게 어려움 있으면 힘껏 도왔지. 

(邶風 <谷風>)

(ㅁ) 鳶飛戾天, 魚躍于淵. 豈弟君子, 遐不作人.

솔개는 날아 하늘에 닿고 물고기는 못에서 뛴다. 즐거우신 군자께서 어찌 

사람을 세워주지 않으시리. (大雅 <旱麓>)

(ㅂ) 翩翩者鵻, 烝然來思. 君子有酒, 嘉賓式燕又思. 

펄펄 나는 비둘기 떼지어 온다. 군자에게 술이 있으니 좋은 손님께 잔치 

벌이고 또 권하네. (小雅 <南有嘉魚>)

(ㅅ) 蔦與女蘿, 施于松柏. 未見君子, 憂心弈弈. 旣見君子, 庶幾說懌. 

겨우살이 여라덩굴은 소나무 측백나무에 뻗어있다. 군자를 못 뵐 때는 걱

정이 심하더니, 한 번 뵙고 나니 그제서야 기쁘다네. (小雅 <頍弁>)

(ㅇ) 毖彼泉水, 亦流于淇. 有懷于衛, 靡日不思.

콸콸 저 샘물도 기수에 흘러들거늘. 衛에 그리움 있어 생각지 않는 날 없

네. (邶風 <泉水>)

(ㅈ) 凱風自南, 吹彼棘心. 棘心夭夭, 母氏劬勞.

봄바람이 남쪽에서 멧 추나무에 분다. 멧 추나무 무성해졌네, 어머니께

서 고생 많으셨네. (邶風 <凱風>)

(ㅊ) 有卷者阿, 飄風自南. 豈弟君子, 來游來歌, 以矢其音.

구불구불 언덕에 회오리바람 남쪽에서 부네. 즐거우신 군자께서 와서 즐기

며 노래하여 소리를 늘어놓네. (大雅 <卷阿>)

목표지점은 이동의 의도가 달성되는 곳이다. 어떤 곳에 도달하여 목적한 바를 

이룬다는 일상 경험에 비추어볼 때, “목적은 목적지(Purposes Are Destinations)”라

는 개념적 은유가 성립한다.273) 목적에는 성공, 믿음, 부귀 화 등 다양한 가치

가 있다. 여기서 《詩經》 각 편의 작중 화자가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사

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이다. 이동의 모티프가 쓰인 시에는 어김없이 화자 자신이 

만나고 싶어 하는 상이 등장한다.

(ㄱ)과 (ㄴ)에는 언덕 오르기 모티프가 쓰 다. 다만 언덕을 오르는 것은 높은 

곳에서 멀리 있는 사람을 바라보기 위한 동작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언

덕 오르기 모티프에는 ‘陟彼○○’의 정형구가 쓰인다.274) 주목할 만한 것은 이 

273) G. 레이코프⋅M. 존슨 지음, 임지룡 외 옮김, 앞의 책, 95쪽.

274) (ㄱ)과 (ㄴ) 외에도 “陟彼南山, 采其蕨(저 남산에 올라 고사리 캐네)”(召南 <草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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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구로 된 모티프에는 뒤에 멀리 바라보기나 풀 캐기, 나무 베기 모티프가 따

라온다는 점이다. 언덕 오르기는 그 위에서의 다른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수단

임을 알 수 있다. (ㄱ)에서는 언덕에 올라 형님 있는 곳을 바라보는 구절 뒤에 

이어서 형님이 화자 자신을 염려하는 말을 배치했다. 집을 떠나기 전에 들은 말

을 상기하는 것은 상 방을 그리워하기 때문이다. (ㄴ)에서는 제1장에 “嗟我懷人

(아아 내 그리운 사람)”이라는 구절이 있다. 역시 언덕에 올라 멀리 바라보는 동

작이 바로 그리움의 정서와 연결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언덕 오르기는 그리

움을 신한다”라는 개념적 환유가 성립한다. 언덕에 올라 멀리 내다보는 동작

과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는 마음은 하나의 의미 역을 이룬다. 여기서는 구체적

인 동작으로 그에 관련된 감정을 가리키는 환유가 성립한다.

(ㄷ)과 (ㄹ)은 물 건너편의 목적지로 작중 화자가 이루려는 목적을 나타낸 것

이다. 앞에서 제시한 “목적은 목적지”라는 개념적 은유를 떠올려 보자. 목적지의 

의미 역과 목적의 의미 역의 개념 요소는 각각 1:1로 응한다. 두 사례에서 

목적이 모두 사람에 있다는 점에서 이들 은유는 “사랑은 목적지로의 이동이다”

로 바꾸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ㄷ)에서 이동 모티프 역의 목표 장소는 진수 

건너편이고 주제 역의 목적은 상 방과의 사랑이다. 도중에 가로놓인 강물은 

사랑을 이루기 위한 고난과 장애물에 응한다. 치마를 걷는 동작은 사랑에 따

르는 불편과 희생에 응한다. 작중 화자는 진수 건너편으로의 이동이라는 가상

의 동작을 통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상 방과의 사랑을 이루겠다는 목

표를 제시하고 있다.275) (ㄹ)에서는 강 건너로 이동하기 위해 깊은 곳이든 얕은 

곳이든 뗏목과 배를 가리지 않고 타고 건너는 모습이 하나의 의미 역을 이룬

다. 그에 응하는 목표 역은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어려운 일이든 쉬운 일

“陟彼阿丘, 采其蝱(저 언덕에 올라 천패모 캐네)”(鄘風 <載馳>), “陟彼北山, 采其

杞(저 북산에 올라 구기자 따네)”( 雅 <杕杜>, <北山>), “陟彼高岡, 析其柞薪(저 높

은 언덕에 올라 산유자나무 장작 패네)”( 雅 <車舝>), “陟彼景山, 松柏丸丸. 是斷是

遷, 方斲是虔(저 경산에 오르니 소나무 측백나무 늘씬늘씬. 잘라다 옮겨서 깎고 끊

네)”(商  <殷武>)이 있다. 

275) 실제 행위가 아니라 과장된 행위로 가상의 상황을 설정한 것이다. 김학주는 사랑을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했다. 김학주, 《새로 옮긴 시경》, 서울: 명

문당, 2010, 2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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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가리지 않고 구제에 힘쓴 화자의 모습으로 구성된다.276) 두 역 사이의 

응으로 인해 개념적 은유가 성립한다.

(ㅁ)~(ㅅ)에도 “사랑은 목적지로의 이동이다”의 은유가 적용된다. 이들 예문에

는 목표 장소로 움직이는 동식물의 동작이 나타나 있다. (ㅁ)의 이동 모티프는 

정형구이다. 雅 <四月> 제7장의 “匪鶉匪鳶, 翰飛戾天. 匪鱣匪鮪, 潛 于淵(저 

수리와 솔개는 날개 쳐서 하늘에 닿네. 저 전어와 유어는 잠겨서 연못으로 달아

나네)”은 자연 사물의 이상적인 모습이다. 새는 하늘을 목표로 날고 고기는 못을 

향해 헤엄친다. (ㅁ)에서 물고기가 못에서 뛰는 것 또한 목표 장소에 도달하는 

이동의 모습이다. 작중 화자가 바라는 것은 군자에게 발탁되는 것이다. 군자가 

자신을 기용할 것이라는 믿음은 곧 그에 한 군자의 총애에서 비롯된 것이다. 

새와 고기가 각각 하늘과 못으로 이동하듯이 군자도 자신을 아껴줄 것이라는 은

유이다. (ㅂ)에서 새가 어느 장소로 이동하는 것은 생육을 위한 본능이다. 새는 

목표지점으로 이동함으로써 의도를 달성한다. 마찬가지로 군자의 의도는 손님을 

잔치에 불러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다. 개념 요소에서 새는 손님에, 이동 동작은 

잔치 참석에, 목표지점은 군자의 잔치에 각각 응한다. 따라서 군자와 손님의 

사랑은 새의 이동과 은유를 이룬다. (ㅅ)에서 겨우살이 같은 덩굴 식물은 나무에 

기 야 살 수 있는 기생식물이다. 따라서 덩굴을 뻗는 동작으로 고정된 목표지

점에 이동하려 하는 것이다. 작중 화자 역시 군자를 뵙고서야 시름을 씻고 기쁨

을 누리는 존재이다. 이 두 의미 역 역시 각 개념 요소 사이의 응으로 인해 

은유 관계에 놓인다.

(ㅇ)~(ㅊ)은 무생물의 이동 동작을 나타내었다. 무생물이 고정된 장소에 다다르

는 이동의 모습은 앞의 동식물과 같다. (ㅇ)에서 샘물이 기수라는 목적지에 도달

하는 것처럼 화자는 자신이 살던 衛로 돌아가고 싶어 매일 그곳을 그리워하고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리움의 상은 그곳에 사는 가족 친지일 것이다. 샘물, 

흐름, 기수의 각 개념 요소가 작중 화자, 사랑, 衛의 가족 친지에 하나씩 응한

다. (ㅈ)의 바람은 남쪽에서 멧 추나무로 이동한다. 봄의 따뜻한 바람은 식물의 

276) 반면에 周南 <漢廣>의 “漢之廣矣, 不可泳思. 江之永矣, 不可方思(한수는 넓어서 헤엄

칠 수 없고, 장강은 길어서 뗏목 탈 수 없네)”는 난관이 커서 어떤 수단을 써도 사

랑을 이루지 못함을 표현한 은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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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육을 돕는 역할을 한다. 이 의미 역은 아들들을 키우는 어머니의 모성애로 

이루어진 의미 역과 은유 관계에 있다.277) (ㅊ) 또한 바람의 이동으로 사랑의 

유 관계를 나타낸 예이다. 언덕에 불어오는 회오리바람은 곧 조정에 내조하여 

연회에서 즐기는 제후들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이동하여 언덕과 결합하는 바

람은 천자와 제후의 유 관계의 은유가 된다.

이동의 모티프는 목적지로의 이동이라는 동작으로 목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은

유이다. 언덕 오르기의 경우 언덕 위에서의 활동이 사랑과 응하므로 환유에 

해당한다. 강 건너기, 덩굴 뻗기, 새의 비행, 하천의 흐름, 바람의 이동 등 나머

지 동작은 모두 별도의 의미 역에서 동작의 주체와 목적지가 결합한다. 이는 

인간의 사랑이라는 의미 역과 응 관계를 이룬다. 사랑의 구체적 양상으로는 

군자에 한 칭송, 만남의 기쁨, 잔치의 손님 접, 멀리 떨어진 상 방에 한 

그리움 등이 있다. 

3. 획득

획득은 필요한 물건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행위이다. 구체적인 동작으로는 

풀 캐기, 나무 베기, 고기잡이 등을 들 수 있다. 술어로 쓰이는 동사는 ‘采’(캐

다), ‘伐’(베다), ‘盈’(채우다), ‘離’(걸리다), ‘麗’(걸리다), ‘釣’(낚다) 등이 있다.

(ㄱ) 爰采唐矣, 沬之鄕矣. 云誰之思, 美孟姜矣.

어디서 갯실새삼 캐지? 매 고을에서. 누구를 생각하지? 아름다운 강씨네 

맏딸을. (鄘風 <桑中>)

(ㄴ) 彼汾沮洳, 言采其莫. 彼其之子, 美無度.

저 분수 가 개펄에서 모나물을 뜯는다. 저 기씨네 아드님278)은 미모가 끝

277) “母氏劬勞”는 보통 자식 양육의 노고로 해석된다. 하지만 연로한 모친이 집에 홀로 

남겨져 생활고를 겪는 것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아들이 일곱이나 되지만 모두 행역

으로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부모 봉양이 곤란한 상황을 상정할 수 있다. 행역

으로 인해 부모를 염려하는 내용이 담긴 唐風 <鴇羽>, 雅 <北山>, <沔水> 참조.

278) ‘其’에 해서는 어조사, 지시 사, 성씨의 세 가지 설이 있는데, 그중 성씨의 설은 

‘之子’의 어법 구조 및 王風 <丘中有麻>의 ‘彼留之子(저 류씨네 아드님)’의 용례 등

을 근거로 하고 있다. 季旭昇은 이에 덧붙여 商周 시기 청동기 銘文을 분석한 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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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으시네. (魏風 <汾沮洳>)

(ㄷ) 采薇采薇, 薇亦作止. 曰歸曰歸, 歲亦莫止. 靡室靡家, 玁狁之故. 不遑啓居, 玁

狁之故.

구주갈퀴 캐자 구주갈퀴 캐자, 구주갈퀴 났다네. 돌아가자 돌아가자, 올해

도 벌써 저물었네. 집이 없는 것은 험윤 때문, 쉴 틈 없는 것도 험윤 때문. 

(小雅 <采薇>)

(ㄹ) 伐柯如何, 匪斧不克. 取妻如何, 匪媒不得. 

도끼자루 베려면 어떻게 하나. 도끼 없으면 안 되지. 아내 얻으려면 어떻

게 하나. 중매 없으면 못하지. (豳風 <伐柯>)

(ㅁ) 遵彼汝墳, 伐其條肄. 旣見君子, 不我遐棄.

저 여수 강둑 따라 나뭇가지 벤다. 군자를 뵙게 됐네. 나를 버리지 마소서. 

(周南 <汝墳>)

(ㅂ) 伐木于阪, 釃酒有衍. 籩豆有踐, 兄弟無遠.

언덕에서 나무 베네. 거른 술 맛 좋구나. 제기는 질서 있고 형제는 서먹함 

없네. (小雅 <伐木>)

(ㅅ) 椒聊之實, 蕃衍盈升. 彼其之子, 碩大無朋. 

산초 열매가 가득히 됫박을 채운다. 저 기씨네 아드님은 위 하기 짝이 없

으시네. (唐風 <椒聊>)

(ㅇ) 魚麗于罶, 鰋鯉. 君子有酒, 旨且有. 

물고기가 통발에 걸렸네 연어와 잉어. 군자에게 있는 술 맛좋고 많구나. 

(小雅 <魚麗>)

(ㅈ) 籊籊竹竿, 以釣于淇. 豈不爾思, 遠莫致之. 

낭창낭창 나무 장 로 기수에서 낚시질하네. 어찌 그  그립지 않겠냐

만, 멀어서 다다를 수 없네. (衛風 <竹竿>)

획득의 행위는 일반적인 생산 활동에 속한다. 생활에 필요한 식량이나 연료를 

확보하는 채집, 수확, 어로, 사냥 행위를 포함한다. 따라서 이 모티프를 생산노동

에 종사하는 서민을 그린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다.279) 하지만 귀족 계층

선진 시기 문헌에 ‘己’, ‘紀’ 등과 번갈아 쓰이는 ‘其’가 곧 商 왕조 武丁 시기에 이

미 있었고 춘추 중기까지 이어졌던 ‘㠱’라는 나라를 가리킴을 밝혔다. 季旭昇, 《詩

經古義新證》, 北京: 學苑出版社, 2001, 150~180쪽.

279) 程俊英⋅蔣見元, 《詩經注析》 上冊, 北京: 中華書局, 1991, 291~293쪽에서는 魏風 <汾

沮洳>를 노동자에 한 찬미의 노래로 보고 있다. 葛曉音도 자연물을 선사시 에 

하천 유역에 살던 원시인의 채집이나 어로 등 일상 생산 활동의 기본 욕구가 반

된 것으로 보자고 제안한다. 葛曉音, 앞의 논문, 1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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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상으로 한 노래에도 이 획득의 모티프가 반복되어 쓰인다. 이들을 일괄적

으로 채집이나 수렵에 종사하는 사람의 노래로 한정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 

물론 모티프의 연원은 실제 생산 활동에서 비롯되었겠지만 시에서는 얼마든지 

이 모티프를 은유로 쓸 수 있다. 그것은 은유가 인간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이라

는 제가의 설에 바탕을 두고 있다.280)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

더라도, 또한 생산 활동의 현장과 무관한 내용을 읊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생산 

활동의 모티프를 은유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획득 모티프의 은유가 성립하는 과정을 살펴보자. 먼저 “목적은 바라는 상

(Purposes Are Desired Objects)”이라는 개념적 은유에서 시작하기로 한다. 이 은유

는 목적 성취의 만족과 자신이 필요로 하는 물리적 상을 조작하는 감각 경험 

사이의 상관관계를 근거로 한다.281) 획득은 곧 바라는 상을 자신이 갖는 것을 

말한다. 호출이나 이동 모티프에는 동작이 목표로 하는 상을 생략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하지만 이 획득 모티프가 쓰인 시에는 동사를 중심으로 한 상이 

명확히 드러난다. 본래의 자리에 있던 동식물은 인위적인 동작에 의해 원래의 

자리를 떠나 인간의 손에 들어온다. 호출이나 이동보다 동작의 주체와 상의 

접촉이 더욱 직접적이고 긴 하다. 이 획득이라는 동작을 통해 주체는 어떤 

상을 자신의 소유로 만들게 된다. 획득의 상은 모두 제각기 쓸모가 있어서 획

득의 주체에게 이로운 물건이다.

《詩經》에서 이 모티프는 곧 사모하는 사람과의 만남이자 사랑이다. 그렇다면 

앞에서 제시한 개념적 은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보자. “사랑은 물건의 획

득이다.” 물건의 획득은 작중 화자가 지위나 능력 또는 매력이 있는 짝을 만나 

기쁨을 얻는 것과 같다. 획득물을 그릇에 담는 것도 짝과의 만남이라는 목적 달

성을 가리킨다.

(ㄱ)과 (ㄴ)은 식물이 있던 본래의 자리가 직접적으로 드러난 사례이다. 식물은 

280) G. 레이코프⋅M. 존슨 지음, 노양진⋅나익주 옮김, 앞의 책, 21쪽. Richards는 아리

스토텔레스를 비판하면서 은유가 언어 사용의 보편적 원리이자 누구나 배울 수 있

는 능력이라고 주장했다. I. A. Richards, 박우수 옮김, 《수사학의 철학》, 서울: 고려

학교 출판부, 2001, 84쪽. 20세기 초에 이미 은유를 일상 언어생활의 필수 요소로 

인식했다.

281) G. 레이코프⋅M. 존슨 지음, 임지룡 외 옮김, 앞의 책, 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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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채취의 행위에 의해 자연의 역에서 인간의 역으로 들어온다. 여기서 

식물의 종류나 식물이 있는 장소는 다양하게 바뀐다. 그것은 같은 章의 반복 

가운데 한 두 글자만 변환되는 聯章體에 기반을 두기 때문이다.282) 자연 경물이 

병렬로 제시되면서 식물의 종류, 채취의 장소 및 사랑의 상은 특별한 의미 없

이 임의의 운자에 맞추게 된다.283) 하지만 채취의 주체와 상이 서로 떨어져 

있다가 채취 동작으로 인해 하나로 결합한다는 점은 은유의 핵심 요소로서 변하

지 않는다. (ㄱ)은 매 고을의 갯실새삼과 제나라 공실인 강씨 집안의 맏딸이 

응한다. ‘캐다’라는 동작은 ‘생각하다’라는 행위와 응하고 있다. 즉 매 고을에

서 갯실새삼을 캐는 것은 강씨 집안의 맏딸을 보고 싶어 하는 것과 같다. 갯실

새삼 캐는 이는 강씨네 맏딸을 짝으로 삼으려는 이에 응한다. (ㄴ)에서도 분수 

가에 있는 모나물은 곧 기씨 집안의 아드님에 응한다. 나물 캐기 모티프는 기

씨와의 만남을 형상화한 것이다. 이것은 상 방에 한 찬미로 이어진다.284)

(ㄷ)의 구주갈퀴 캐기는 종래 두 가지로 해석되었다. 鄭玄은 전방 병력 교 의 

시기로 보았다.285) 朱子는 흥으로 보면서 동시에 수자리 서는 병사들의 실제 행

위로 보았다.286) 朱子의 흥은 뒤의 구절에 어법과 음운이 반복되는 음악의 기능

282) 중국에서는 ‘重章疊唱’(夏傳才, 《詩經語 藝術》, 北京: 語文出版社, 1985, 16쪽), ‘重章

復唱’ 또는 ‘疊咏體’(褚斌杰 主編, 《《詩經》 楚辭》,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2, 148

쪽)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다. 

283) 이욱진, 앞의 논문, 44쪽.

284) 풀 캐기 경물은 종래 서민의 생산 활동을 사실 그 로 서술한 것으로 여겨졌다. 따

라서 이 경물에 짝 찾기 주제를 구현하는 기능(사실상 은유이다)을 부여하는 시도

가 있었음에도, 풀 캐기를 작중 화자가 이성을 그리며 실제 행한 동작으로 보는 기

존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위의 논문, 41~43쪽. 이제 자연 경물 모티프를 은

유로 보게 된 이상, 경물에 쓰인 동작과 작중 화자의 행위는 서로 다른 의미 역으

로 분리해야 한다.

285) 《毛詩正義》 卷第九: 箋云, 西伯 遣戍役, 先 之期, 以采薇之時. 今薇生矣, 先輩可以

行也. 重 采薇 , 丁寧行期也. 莫, 晚也. 曰, 女何時歸乎, 亦歲晚之時, 乃得歸也. 又

丁寧歸期, 定其心也. (文王이 수자리를 보낼 때는 먼저 기한을 주되 구주나물 캘 때

로 하 다. 이제 구주나물이 자라니, 선발 는 출발할 수 있다. 거듭 구주나물을 캔

다고 말한 것은 출발 시기를 일깨우는 것이다. ‘莫’은 저묾이다. ‘너는 언제 돌아오

나, 언제 돌아오나. 역시 한 해가 저물어야 돌아올 수 있지’라고 하는 것 또한 귀환 

시기를 일깨워 마음을 안정시킨 것이다.) 馬辛民 責任編輯, 앞의 책, 689쪽.

286) 《詩集傳》 卷第九: 也……此遣戍役之詩. 以其出戍之時, 采薇以食而念歸期之遠也. 故



제3장 동작과 상태에 따른 모티프의 분류

- 105 -

을 가리킨다. 하지만 앞의 (ㄱ)과 (ㄴ)의 예에 비추어볼 때 (ㄷ)의 구주갈퀴 캐기 

또한 단순한 음악의 기능을 넘어서 의미상으로도 반복되는 은유로 보인다. 험윤 

때문에 집이 없다는 말은 결국 전쟁으로 인해 고향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구주갈퀴와 행역은 각각 다른 의미 역으로 나뉜다. 

구주갈퀴를 캐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재회하는 것에 응한다.

(ㄹ)~(ㅂ)은 ‘伐’이라는 동사로 획득의 모티프를 나타내고 있다. (ㄹ)에서는 아

내와의 결혼을 도끼자루감인 나무의 획득과 나란히 놓았다. ‘나무 베기’와 ‘아내 

얻기’는 서로 다른 의미 역에 있다. 도끼로 나무를 베는 것은 중매를 통해 아내

를 얻는 것에 응한다. 나무를 벨 때는 무겁고 날카로운 도끼를 써야지 무작정 

베려고 해서는 안 된다. 결혼도 말을 잘 하고 신부의 집안을 잘 아는 중매를 통

해야지 무람없이 구혼해서는 안 된다. 앞에서 胡承珙 등 기존 시경학자들이 나

무 베기나 장작 패기에서 땔나무의 분리를 신부의 출가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 다. 결혼에서 중요한 것은 신랑과 신부가 한 쌍의 부부가 되는 것이지, 

신부가 친정을 떠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모티프는 땔나무의 입장에서 

해석하면 안 된다.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비로소 땔나무는 획득의 상이자 획

득 동작의 주체와 결합하는 상 가 된다.287) (ㅁ)은 군자와의 재회를 기뻐하는 

내용이다. 여수 가에서 나무 베는 것이 하나의 의미 역이고, 군자를 만나 기뻐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의미 역이다. 땔나무 획득의 현장인 여수 가는 군자와의 

爲其自 , 而以采薇起 曰, 采薇采薇, 則薇亦作止矣. 曰歸曰歸, 則歲亦莫止矣. 然凡此

所以使我 其室家, 而不暇啓居 , 非上之人故爲是以苦我也, 直以玁狁侵陵之故, 有所

不得已而然耳. (흥이다.……이는 수자리를 보내는 시이다. 수자리 나설 때 구주갈퀴

를 캐어 먹으며 돌아갈 기한이 아득함을 생각할 것으로 여겼다. 그래서 그가 스스

로 말한 것으로 하되 구주갈퀴 캐기로 흥을 일으키며 “구주갈퀴 캐자 구주갈퀴 캐

자. 그러면 구주갈퀴는 또 날 것이다. 돌아가자 돌아가자, 그러면 해도 저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집을 버리고 잠깐 쉴 짬도 없게 만든 이 모든 것은 윗사람이 일부러 

이렇게 해서 날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험윤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

어 그런 일이 있는 것일 뿐이다.”라고 하 다.) 朱傑人⋅嚴佐之⋅劉永翔 主編, 앞의 

책, 552쪽. 

287) 中村元(나카무라 하지메)는 한문의 특성상 인간은 늘 주어로 쓰이고 객체나 상으

로 파악되기 어려워 수동태가 발달하지 않았다고 하 다. 이 때문에 중국인은 인간 

중심적, 편의주의적, 실용주의적으로 사고한다고 보았다. 中村元, 김지견 옮김, 《중

국인의 사유방식》, 서울: 도서출판 까치, 1990, 121~1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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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이 이루어진 장소에 응한다. (ㅂ)에서는 형제간의 우애를 나타내기 위해 

땔나무 베기 모티프를 활용하 다. 나무를 베는 것은 서로 떨어져 지내던 일가 

형제의 재회에 해당한다. 여기서 나무가 자라는 언덕 역시 형제가 제례를 벌이

기 위해 모인 장소에 응한다. 나무의 획득 모티프는 사랑 은유의 표 사례라

고 할 수 있다.288) 

(ㅅ)과 (ㅇ)은 획득의 상인 산초나 물고기가 주어로서 됫박이나 그물에 들어

오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물론 사실은 인간의 획득이라는 행위가 작용한 것이

다. (ㅅ)에서는 됫박에 가득한 산초와 끝없이 아름다운 기씨 집안 아드님의 찬미

를 응시키고 있다. 산초를 획득한 것은 곧 사모하는 사람을 만난 것과 같다. 

여기서 산초와 됫박의 결합은 작중 화자의 기씨에 한 사랑에 응한다. (ㅇ)에

서 물고기는 잔치에 초 받은 손님에 해당한다. 물고기가 그물에 걸린 것은 손

님이 군자의 잔치에 도착했음을 뜻한다.289) 물고기를 잡는 기쁨은 손님을 맞는 

기쁨에 상응한다. 따라서 여기에도 “사랑은 물건의 획득이다” 은유가 쓰 다. 한

편 (ㅈ)에서는 낚싯 로 쓰인 나무와 물고기가 물속의 고기를 낚으려는 동작

으로 인해 연결된다. 나무와 물고기의 연결은 멀리 떨어져 만나지 못하는 화

자와 상 방의 처지에 비된다.

주체로부터 떨어져 있던 상은 획득의 동작을 거쳐 주체와 결합하게 된다. 

초목을 베는 행위는 예컨  화전농경을 위한 제거의 의미가 아니라 소유를 위한 

획득, 즉 결합의 의미이다. 물고기를 잡는 행위 역시 획득과 결합의 의미로 쓰

다. 동식물의 입장에서 보면 본래의 자리를 빼앗기고 생명을 잃는 재앙이겠지만, 

《詩經》의 획득 모티프는 인간에게 이익이 되고 자연과의 결합을 뜻한다고 긍정

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 획득에 따른 결합은 그리움, 결혼, 잔치, 칭송을 모두 

아우르는 사랑의 은유가 된다.

288) 나무 베기의 모티프는 제4절 2. 획득 모티프의 특수 형식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

다.

289) 豳風 <九罭>과 雅 <南有嘉魚>에서도 물고기 잡이 모티프가 손님맞이의 은유로 쓰

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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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속

결속은 끈으로 두 개 이상의 사물을 묶어서 이어주는 행위이다. 동사로는 

‘束’(묶다), ‘纍’(감다), ‘維’(매다), ‘縶’(매다) 등이 있다.

(ㄱ) 揚之水, 不流束楚. 終鮮兄弟, 維予與女.

넘실 는 물, 좀모형 묶음을 흘려보내지 못하네. 끝내 형제가 귀하니 오직 

나와 너. (鄭風 <揚之水> 제1장)

(ㄴ) 揚之水, 不流束薪. 彼其之子, 不與我戍申.

넘실 는 물, 땔나무 묶음을 흘려보내지 못하네. 저 기씨네 아드님, 나와 

함께 신 땅에 수자리 서지 않네. (王風 <揚之水> 제1장)

(ㄷ) 南有樛木, 甘瓠纍之. 君子有酒, 嘉賓式燕綏之.

남쪽에 높은 나무 있네.290) 단박이 감고 있네. 군자에게 술이 있어 귀한 손

님 잔치로 편안히 해드리네. (小雅 <南有嘉魚>)

(ㄹ) 汎汎楊舟, 紼纚維之. 樂只君子, 天子葵之. 

둥실둥실 버드나무 배, 밧줄로 매어두네. 즐거운 군자는 천자가 살피시네. 

(小雅 <采菽>)

(ㅁ) 言授之縶, 以縶其馬. 薄言追之, 左右綏之. 

줄을 줄 테니 그 말을 매어놓게. 쫓아가서 좌우에서 편안히 해드리게. (周

頌 <有客>)

(ㅂ) 其釣維何, 維絲伊緡. 齊侯之子, 平王之孫. 

낚시는 어떻게? 명주실 꼬아 만든 낚싯줄로. 제 후작의 딸291)이요 평왕의 

290) ‘樛木’에 해 桂馥은 높은 나무의 뜻으로 설명한다. 《説文解字義證》 楊氏刻連筠

叢書本; 卷十六: 下句曰樛 , 下文朻字訓互誤. 此當云高木也. 本書丩相糾繚也. 下

句意合. 翏, 高飛也, 木高意合. 釋木下句曰朻, 釋文云本又作樛, 同. 馥案, 樛朻二字, 

同聲相通. ([《說文解字》에서] 아래로 굽은 것을 ‘樛’라고 한 것은 아래의 ‘朻’자와 훈

이 서로 잘못 바뀌었다. 여기서는 마땅히 ‘높은 나무’라고 해야 한다. 이 책에서 

‘丩’는 서로 굽어 얽힘이니 아래로 굽은 것과 뜻이 부합한다. ‘翏’는 높이 나는 것이

니 나무가 높다는 뜻과 부합한다. 《釋木》에서 아래로 굽은 것을 ‘朻’라고 하고, 《釋

文》에서 어떤 판본에서는 ‘樛’라고도 한다고 한 것과 같다. 내가 보기에 ‘樛’과 ‘朻’ 

두 글자는 같은 소리로 서로 통한다.) 《續修四庫全書》 編纂委員  編, 《續修四庫全

書 209》,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5, 485쪽. 여기서는 ‘높은 나무’라는 설을 따른다.

291) ‘齊侯之子’의 ‘子’를 딸로 풀이한 것은 馬瑞辰의 설에 따랐다. 《毛詩傳箋通釋》 卷三: 

瑞辰按, 詩中凡疊句 為某之某 , 皆指一人 , 未有分指兩人 . 如碩人詩, 齊侯之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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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녀로다. (召南 <何彼穠矣>)

(ㅅ) 素絲組之, 良馬五之. 彼姝者子, 何以予之.

흰 실은 꾸러미요 좋은 말은 다섯 필. 저 멋진 분에게 무엇을 드릴까. (鄘

風 <干旄>)

Kövecses는 사랑이라는 의미 체계에서 중심적인 은유는 결합의 개념이라고 주

장하 다.292) “If ever two were one, then surely we(둘이 하나일 수 있다면 그건 

바로 우리에요)”라는 시구처럼 사랑을 두 부분의 결합으로 이해하는 은유의 개

념 구조는 예나 지금이나 계속 이어진다고 하 다.293) 그는 낭만적 사랑이라는 

개념이 “사랑은 상보적인 두 부분의 결합이다”의 은유에 의해 이해되고 구조화 

된다고 보았다. 결혼을 포함한 사회적, 법적, 감정적, 심리적인 결합에 한 인간

의 이해는 물리적인 결합으로부터 유추된다는 것이다.294) 인간관계는 추상적이

기 때문에 구체적인 두 사물의 결합으로 표현된다. 이것은 인간의 언어생활에서 

본능적인 인식에 바탕을 둔다. 특히 띠나 끈으로 묶는 것은 결합의 강도가 매우 

높다. ‘유 (紐帶)’나 ‘결속(結束)’이라는 말 자체가 묶음의 강한 결합성을 추상적

인 개념에 그 로 적용한 것이다.295)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과 사랑은 서로 

떨어진 물체를 띠나 끈으로 묶은 것으로 표현된다. 여기서 “사랑은 결속이다”의 

개념적 은유가 성립한다. 이것은 결속의 모티프와 인간의 만남 사이에 은유 관

衛侯之妻, 東宮之妹, 邢侯之姨, 莊姜也.……正 此詩句法相類, 不應此詩獨以平王之

孫指王姬, 齊侯之子為齊侯子娶王姬也. (《詩經》에서 연속된 구로 아무개의 아무개라

고 말한 것은 다 한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으로, 두 사람으로 나누어 가리킨 예가 

없다. 예컨  衛風 <碩人>의 “제 후작의 딸이요, 위 후작의 아내요, 왕세자의 누이

요, 형 후작의 처제”는 장강을 말한 것이다.……바로 이 시의 구법과 서로 닮았으니, 

이 시만 유독 “平王之孫”을 왕의 따님으로 지목하고 “齊侯之子”를 제 후작의 아들

로 삼아 왕의 따님에게 장가든다고 하면 안 된다.) 馬瑞辰, 앞의 책, 101쪽. 馬瑞辰

은 뒷부분에서 ‘平王’을 ‘平正之王(공평하고 올바른 왕)’이라고 한 《毛傳》의 설과 마

찬가지로 ‘齊侯’ 역시 ‘齊一之侯(가지런히 한결같은 제후)’로 풀이했으나 본고에서는 

따르지 않았다.

292) 졸탄 쾨벡세스 지음, 김동환⋅최 호 옮김, 《은유와 감정: 언어, 문화, 몸의 통섭》, 

서울: 동문선, 2009, 63쪽. 

293) 위의 책, 66쪽.

294) 위의 책, 200쪽.

295) 어에서도 ‘묶다’라는 뜻의 bond, tie 등의 표현으로 우의나 동맹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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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성립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ㄱ)과 (ㄴ)의 “揚之水, 不流束○”는 정형구이다. 박종민은 鄭風 <揚之水>는 형

제애를 나무 여러 개를 한 다발로 묶어 부러지지도 않고 물살에도 쓸려가지 않

는 것에 비유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王風 <揚之水>는 부부의 결속력을 물살에 

쓸려가지 않는 나뭇단에 비유한 것으로 보았다.296) 즉 땔나무 묶음은 부부의 결

합과 형제의 우애에도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은유이다. 다만 王風 <揚之水>의 

경우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병역을 회피하는 자들 때문에 복무 기한이 늘

어나 고향 갈 길이 아득해진 것에 한 원망이다.297) 곧 이 결속 모티프의 비유

는 동료와의 관계에도 확  적용할 수 있다. (ㄱ)은 땔나무 묶음과 형제의 유

관계가 그 로 일치하는 모습을 보인다. 반 로 (ㄴ)은 강물에 떠내려가지 않을 

만큼 한데 모여 있는 땔나무 묶음과 특권층의 병역 회피로 인해 단결심이 흐트

러진 현실 상황이 조를 이룬다. 여기서 땔나무 묶음은 한마음으로 뭉쳐야 하

는 군인들의 은유이다. (ㄷ)의 단박은 기생식물로서 그 자체가 일종의 끈이 되어 

나무를 칭칭 감고 있다. 박과 나무는 본디 서로 다른 종의 식물이지만 ‘纍’라는 

동작으로 하나가 된 모습이다. 이것은 周南 <葛覃>의 “葛之覃兮, 施于中谷(칡덩

굴이여 골짜기 안으로 뻗었네)”이나 雅 < >의 “蔦 女蘿, 施于松柏(상기생

296) 박종민, <詩經의 시에 나타난 나무의 비유와 상징성>, 《한국산림휴양학회지》, 제

18권 2호, 2014, 85쪽.

297) 王風 <揚之水>는 아내를 향한 애틋한 감정보다는 수자리를 서는 동료 사이의 원망

을 읊은 시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歐陽脩, 《詩本義》, 四部叢刊三編影宋本; 

卷三: 本義曰, 激揚之水, 其力弱, 不能流移於束薪. 猶東周政衰, 不能召發諸侯, 獨使周

人, 遠戍久而不得代爾. 彼其之子, 周人 他諸侯國人之當戍 . (세차게 일던 물은 힘

이 약해져서 묶은 땔나무를 흘려보낼 수 없다. 동주의 정치가 쇠퇴하여 제후를 소

집할 수 없어 오직 주 사람들만 부리니, 멀리 수자리 간지 오래도록 교 하지 못했

다. ‘彼其之子’란 주 사람들이 다른 제후국의 수자리 서야 할 사람들을 이른 말이

다.) 中國詩經學  編, 《詩經要籍集成 4》, 北京: 學苑出版社, 2002, 178쪽. 方苞, 《朱

子詩義補正》清乾隆三十二年刻本; 卷二: 征戍無 室家偕行之理. 彼其之子 其儕伍之

居息 . 猶北山大夫不均之歎也. 蓋戍 不得代, 而託怨于儕伍以刺其上耳. (수자리 서

는 길은 아내와 함께 갈 리가 없다. ‘彼其之子’란 동료 중 편히 쉬는 자이다. <北

山>에서 부가 병역이 균등치 않다고 탄식한 것과 같다. 아마 수자리 서는 자가 

교 하지 못하여 동료를 원망하는 형식으로 상부를 풍자했을 것이다.) 《續修四庫全

書》編纂委員  編, 《續修四庫全書 62》,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5, 4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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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송라 소나무 측백나무에 뻗었네)”보다 접촉의 긴 함이 더 강해진 모습이다. 

단순히 닿는 행위를 넘어서 칭칭 감겨 하나가 된 것이다. 나무와 단박의 결합은 

술이 곁들여진 잔치를 매개로 한 군자와 손님의 우의에 응한다. 

(ㄹ)과 (ㅁ)은 밧줄로 말이나 배가 떠나지 못하도록 고정시키는 행위를 나타내

었다.298) 말이나 배를 묶는 행위에 뒤이어 주인이 떠나려는 손님을 만류하는 내

용이 나오므로 말과 배는 곧 손님에 응하는 은유이다.299) (ㅂ)은 실로 꼬아 만

든 낚싯줄이라는 결속의 모티프가 낚시라는 획득의 모티프에 이어진다. 여러 가

닥의 실을 꼬아서 하나의 낚싯줄을 이루는 것은 결합의 의미이다. 천자의 손녀

이자 제후의 딸인 신부는 다른 제후의 집안에 시집간다. 곧 결속의 모티프로 결

혼의 주제를 비유한 것이다. (ㅅ)은 실타래와 몇 마리의 말을 선물로 준비하

다. 둘 다 단순히 귀한 물건의 뜻을 넘어 결합의 의미도 띠고 있다. 실타래는 결

속의 모티프이고 말은 이동의 모티프이다. 멋진 분에게 이 선물을 주면서 자신

과 실타래처럼 단단히 묶임과 동시에 좋은 말이 끄는 수레를 타고 자주 왕래하

기를 바란 것이다.300)

결속은 여러 가지 동작 가운데 결합의 의미가 가장 강하게 직접적으로 드러나

는 행위이다. 역시 다른 동작과 마찬가지로 결혼, 손님 접, 형제나 군신지간의 

우의 및 동료에 한 원망을 나타내는 데에 쓰이고 있다.

5. 섭취

섭취는 주로 동물이 음식물을 먹는 행위로 나타난다. 동작의 주체와 상이 

문면에 뚜렷이 나타난다. 동사로는 ‘食’(먹다), ‘殽’(먹다), ‘啄’(부리로 쪼다) 등이 

쓰인다.

(ㄱ) 呦呦鹿鳴, 食野之苹. 我有嘉賓, 鼓瑟吹笙. 

298) 白川靜는 말을 묶거나 배를 묶는 것이 모두 客神을 머무르게 한다는 의미로 쓰인 

흥이라고 하 다. 白川靜, 앞의 책, 383~384쪽.

299) 만약 배나 말이 실제 손님이 타고 온 교통수단이라면 환유로 해석할 수도 있다.

300) 이 역시 선물로 호의를 신하는 환유로 해석 가능하다.



제3장 동작과 상태에 따른 모티프의 분류

- 111 -

유유 사슴이 울며 들판의 맑은 쑥 먹는다. 나는 귀한 손님 있어서 슬을 

뜯고 생황을 분다. (小雅 <鹿鳴>)

(ㄴ) 皎皎白駒, 食我場苗. 縶之維之, 以永今朝. 所謂伊人, 於焉逍遙. 

이히힝301) 흰 말아 내 마당의 싹을 먹어라. 묶어두고 매어두길 오늘 아침

까지 하리라. 바로 그 사람 여기서 거닐게 하리라. (小雅 <白駒>)

(ㄷ) 園有桃, 其實之殽. 心之憂矣, 我歌且謠.

동산의 복숭아, 그 열매를 먹는다. 마음의 걱정이여, 나는 노래 부르네. (魏

風 <園有桃>)

(ㄹ) 于嗟鳩兮, 無食桑葚. 于嗟女兮, 無與士耽.

아아 비둘기야 오디 먹지 말라. 아아 여자들아 남자 탐내지 말라. (衛風 

<氓>)

(ㅁ) 黃鳥黃鳥, 無集于穀, 無啄我粟. 此邦之人, 不我肯穀. 言旋言歸, 復我邦族. 

꾀꼬리야 꾀꼬리야 닥나무에 앉지 마라, 내 조를 쪼지 마라. 이 나라 사람

은 내게 잘해주지 않네. 돌아가자 돌아가 내 나라 사람들로 돌아가자. (小

雅 <黃鳥>)

301) ‘皎皎’는 朱子를 비롯한 부분의 주석에서 희고 깨끗한 모양으로 풀이하고 있다. 

하지만 ‘첩어+동물명+먹는 모습’의 형태의 다른 시구를 보자. 雅 <鹿鳴>의 “呦呦

鹿鳴, 食野之苹(유유 사슴이 울며 들판의 맑은 쑥 먹는다)” 및 < 宛>의 “交交桑扈, 

率場啄粟(교교 상호새가 울며 마당에서 곡식을 쪼네)”는 모두 동물이 울면서 한편으

로는 먹이를 먹는 구조로 되어 있다. 첩어는 의태어나 의성어 어느 쪽으로든 해석

이 가능하다. 이에 관해서는 秦風 <黃鳥> “交交黄鳥”에 한 俞樾의 설명을 참고할 

만하다. 《群經平議》 卷九: 傳曰, 交交, 皃. 樾謹按, 宛篇交交桑扈, 傳 此同. 又桑

扈篇交交桑扈, 箋云, 交交猶佼佼飛而往來貌. 是傳箋竝以交交屬貌. 然詩人 鳥如關關

雎鳩, 雝雝鳴雁, 以聲 爲多. 交交亦當以聲 . 文選鸚鵡賦注引韻略曰, 咬咬鳥鳴也. 

説文無咬字. 蓋卽詩之交交而後人加口旁耳. 鳥鳴之訓或本三家詩 . (《毛傳》에서는 “交

交는 작은 모습이다.”라고 하 다. 내가 살펴보니 < 宛> 편 “交交桑扈”의 《毛傳》이 

이와 같다. 또 <桑扈> 편의 “交交桑扈”에서 鄭玄은 “交交는 佼佼와 같다. 날며 오가

는 모습이다.”라고 하 다. 《毛傳》과 鄭玄이 아울러 交交를 모습에 귀속시킨 것이다. 

그러나 《詩經》의 시인들이 새를 말할 때 “關關雎鳩”, “雝雝鳴雁” 같은 것은 소리로 

말한 것이 많다. ‘交交’ 또한 소리로 말해야 한다. 《文選⋅鸚鵡賦》 주석에 《韻略》을 

인용하여 “ ‘咬咬’는 새 울음이다.”라고 하 는데 《說文解字》에는 ‘咬’자가 없다. 아

마 《詩經》의 ‘交交’에 해 후 인이 口旁을 더했을 것이다. 새 울음이라는 설명은 

어쩌면 삼가시에 뿌리를 두었을지도 모른다.) 俞樾, 《群經平議》, 春在 全書本; 中國

詩經學  編, 《詩經要籍集成 35》, 北京: 學苑出版社, 2002, 214쪽. 본고에서는 ‘皎皎’ 

역시 ‘交交’ 또는 ‘咬咬’와 같이 울음소리로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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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는 상이 주체의 체내에 들어가 하나가 된다는 점에서 결합의 의미가 가

장 강한 동작이다. 앞에서 살펴본 여러 유형의 모티프와 마찬가지로 섭취의 모

티프 역시 “사랑은 음식의 섭취이다”라는 개념적 은유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맛좋은 음식을 먹어서 몸에 흡수하는 것은 소중한 사람과 함께 하나가 되는 것

에 응한다. 음식을 섭취하면 맛과 양을 얻고, 소중한 사람과 하나가 되면 기

쁨과 안정을 얻는다. 섭취의 장소는 사랑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섭취 모티프에서

는 기본 의미의 예문과 더불어 섭취의 금지 등 변형된 형식을 함께 다루기로 한

다.

(ㄱ)에서 사슴이 먹는 것은 들판의 풀이다. 사슴이 들판에서 배를 채우듯이 손

님이 작중 화자의 잔치에서 음악 공연을 즐기고 있다. 들판의 맑은 쑥과 사슴

의 관계는 화자와 손님의 관계에 응한다. 사슴끼리의 호출과 마찬가지로 사슴

의 섭취 동작은 손님의 友誼 표시에 해당한다. (ㄴ)은 (ㄱ)과 같은 형식의 모티프

이다. 말이 한편으로는 울고 한편으로는 마당의 싹을 먹는다는 것은 호출과 섭

취의 모티프가 이어진 것이다. 호출과 섭취는 모두 초 된 잔치자리에서 작중 

화자와 ‘바로 그 사람’의 사랑을 비유한 동작이다. 여기서 말은 손님에 응하는 

은유이다. 말을 묶어놓고 매어둔다는 것은 결속의 모티프로 역시 같은 뜻이다.

(ㄷ)에는 동작의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가 먹는 것은 동산의 복숭아 

열매이다.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동산에서 열매를 자신의 것으로 하 다는 뜻이

다. 이는 작중 화자가 누군가를 만나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것에 응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작중 화자가 그리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근심에 빠져 노래를 부르고 

있다. 따라서 이 자연 경물 모티프는 주제 구와 조를 이루고 있다.

(ㄹ)과 (ㅁ)은 금지 형태를 띠고 있다. (ㄹ)에서는 같은 문형을 반복하면서 전

후의 은유관계를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곧 뽕나무 열매를 쪼아 먹는 비둘기는 

남자에 빠져 있는 여자와 같다는 것이다. 섭취의 동작은 탐닉의 상태에 응한

다. 뽕나무 열매와 비둘기의 결합은 바로 여자와 남자의 만남을 가리킨다. 비둘

기에게 오디를 먹지 말라고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이어지는 다음 장의 

“女也不爽, 士貳其行. 士也罔極, 二三其德(여자는 허물이 없거늘 남자가 딴 짓을 

하네. 남자는 잘한 것 없이 두 마음 세 마음)”에서 알 수 있다. 남자는 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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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리고 다른 이에게 마음을 주기 마련이니 애초에 탐내서는 안 된다. 비둘기의 

오디 섭취 금지는 그 주제를 구체화한 것이다. (ㅁ)에서 꾀꼬리가 먹고 있는 것

은 작중 화자의 조이다. 일반적으로 이 시를 魏風 <碩鼠>와 함께 유랑민이 원주

민의 텃세에 시달리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내용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302) 여기

서 꾀꼬리는 바로 ‘이 나라 사람’을 가리킨다. 따라서 白川靜는 <黃鳥>를 뒤에 

이어지는 <我行其野>와 같은 주제로 본다. <黃鳥>를 버림받아 친정으로 돌아가

는 부인의 노래로 보면서 ‘내 조를 쪼지 마라’의 조는 부인의 고유 재산으로 해

석하고 있다.303) 여기서 꾀꼬리는 부부관계에서 부인의 지위를 노리는 첩으로 

볼 수 있다. ‘내 조’에는 작중 화자의 배타적 권리가 담겨 있다. 작중 화자는 자

신이 조를 먹을 것으로 기 하고 있었다. 그것은 ‘이 나라 사람’과의 우호 관계

에 응한다. 하지만 ‘이 나라 사람’의 묵인 또는 비호 아래 내 조를 쪼아 먹는 

꾀꼬리의 섭취 행위는 제삼자와 이 나라 사람의 새로운 유 관계를 나타낸다. 

소외된 작중 화자는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ㄹ)과 (ㅁ)은 공통적으로 

제삼자에 의해 사랑하는 이와 멀어진 작중 화자의 원망과 한탄을 표출하고 있

다. 그것은 섭취의 금지로 형상화되었다. 차이점을 비교해 보면 (ㄹ)에서는 버림

받은 여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반면에 (ㅁ)에서는 경쟁자를 탓하고 있다.

섭취 모티프에는 으레 장소가 등장한다. 사슴은 들판에서 풀을 뜯고, 말은 텃

밭에서 곡식 싹을 먹으며, 사람은 동산에서 복숭아를 따먹는다. 이 장소는 모티

프가 가리키는 주제에서 만남과 사랑이 이루어지는 공간에 해당한다. 음식물을 

먹는다는 것은 결합의 의미이다. 섭취라는 동작으로 주체와 상은 하나가 되고 

이는 작중 화자와 상 방의 사랑에 응한다. 이 사랑의 뭇 양태는 손님의 접

와 틀어진 사랑의 원망으로 크게 나뉜다.

이상으로 동작 모티프를 호출에서 섭취까지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은유

가 성립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들 동작은 목표 지향적이다. 동작을 통해 주

체가 상 또는 목적지와 결합하는 형태를 띤다. 동작의 상과 목적지는 가변

요소이다. 이 동작으로 이루어진 자연 경물 모티프는 다음에 이어지는 시의 내

용과 분리되어 별도의 의미 역을 이룬다. 시의 내용은 인간관계에서 파생되는 

302) 高亨, 앞의 책, 261쪽. 聶石樵 主編, 앞의 책, 335쪽.

303) 白川靜, 앞의 책, 486~4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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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으로 채워져 있다. 남녀를 비롯하여 형제 및 군신 사이의 우의와 관련된 감

정이다. 사랑에도 역시 상이 존재하고 작중 화자는 그 상과 만나 함께하고

자 한다. 따라서 “사랑은 호출/ 목적지로의 이동/ 물건의 획득/ 결속/ 음식의 섭

취이다”라는 개념적 은유가 성립한다. 사랑의 구체적 양상으로는 짝 찾기, 결혼, 

기쁨과 편안함에 한 기 , 상 방에 한 칭송, 잔치의 손님 접, 떠나는 손

님 만류 등이 있다. 헤어진 상 방에 한 그리움, 부당한 접에 한 원망의 

경우에는 자연 모티프와 조되는 양태로 표현된다.

호출에서 섭취에 이르기까지 결합의 강도에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들 동작

이 나타내는 사랑의 갖가지 모습에는 동작에 따른 구별이 없다. 예컨  이 다섯 

가지 동작은 모두 손님 접을 나타내는 데에 쓰인다. 나무 베기와 새의 울음(

雅 <伐木>), 비둘기의 도착( 雅 <南有嘉魚>), 통발에 잡힌 물고기( 雅 <魚麗>), 

덩굴식물과 나무의 결속( 雅 <南有嘉魚>), 사슴의 울음과 식물 섭취( 雅 <鹿

鳴>)와 같이 동작의 모티프는 단독으로 쓰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함께 쓰이기

도 한다. 동작의 모티프에는 모두 주체와 상(목적지)의 결합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만남의 즐거움과 헤어짐의 괴로움이라는 상반된 감정 역시 사랑의 범주 

에 포함된다.

제 3 절 상태의 모티프

다음으로는 상태의 모티프를 보자. 상태를 나타내는 모티프는 휴식, 존재, 번

성의 세 가지가 있다. 동작의 모티프보다 비교적 그 자체로 고정되어 있고 지속

성을 띤다. 휴식과 존재의 상태는 일반적으로 ‘~가 …에 있다/머물다’의 형태를 

취한다. 번성의 상태는 첩어로 나타낸다. 상태의 모티프는 장소와 결합하는 경우

가 많다. 세부 유형을 나타낸 표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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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상태의 모티  유형

유형 세부상태 해당 작품 예시

휴식
休/息(쉬다)

集/止(머물다)

小雅 <菀柳> 有菀者柳, 不尙息焉.

秦風 <黃鳥> 交交黃鳥, 止于棘.

존재 有/在(있다)
鄭風 <山有扶蘇> 山有扶蘇, 隰有荷華. 

曹風 <鳲鳩> 鳲鳩在桑, 其子在棘. 

번성 첩어(성 한 기세)
小雅 <常棣> 常棣之華, 鄂不韡韡.

大雅 <靈臺> 麀鹿濯濯, 白鳥翯翯.

휴식과 존재의 모티프는 자연 경물의 주체가 특정 장소에서 편안한 상태에 있

음을 나타낸다. 이 경우 주체와 장소가 결합하는 모습으로 작중 화자와 상 방

의 만남을 비유한다. 번성의 모티프는 자연 경물의 성 한 기운을 나타낸다. 이

것은 작중 화자와 상 방의 활기차고 기쁜 모습을 비유한다. 각 상태 유형별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살펴보자.

1. 휴식

휴식은 아늑한 곳에서 잠시 머물며 편안히 쉬는 상태이다. 따라서 장소가 전

제되어 있으며, 휴식 상태에 있는 사람이나 새는 쉬는 장소와 결합한다. 휴식의 

모티프는 단독으로 쓰이는 예가 거의 없고,304) 주로 호출 또는 이동의 모티프와 

함께 쓰인다. 동사로는 ‘休/息’(쉬다), ‘集’(앉다), ‘止’(머물다)가 있다. 이들 동사

가 불변요소이고 새와 장소의 종류는 가변요소이다.

(ㄱ) 有菀者柳, 不尙息焉. 上帝甚蹈, 無自暱焉. 俾予靖之, 後予極焉. 

울창한 버드나무인데 쉴 수가 없네. 임금은 몹시 변덕스러워 친할 수 없

네. 내게 일을 맡기더니 뒤에는 나를 해친다네. (小雅 <菀柳>)

(ㄴ) 鳳皇于飛, 翽翽其羽, 亦集爰止. 藹藹王多吉士, 維君子使, 媚于天子.

304) 雅 <正月> 제3장: “哀我人斯, 于何從祿. 瞻烏爰止, 于誰之屋. (슬프다 내 사람아 어

디서 복록을 좇을까. 보건  까마귀 앉는 곳 누구 지붕이려나)”에서는 불행에 빠진 

사람들과 앉을 곳을 못 찾고 떠도는 까마귀를 비하고 있다. 새가 지붕에 앉아 쉬

는 모티프만 쓰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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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황이 날며 훨훨 날갯짓하다가 앉아 머무네. 가득히 왕에게 멋진 사나이 

많은데 오직 군자를 부리니 천자에게 총애 받네. (大雅 <卷阿>)

(ㄷ) 鴥彼飛隼, 其飛戾天, 亦集爰止. 方叔涖止, 其車三千, 師干之試.

휙휙 저 나는 매 날아 하늘에 닿았다가 앉아 머무네. 방숙께서 임석하니 

전투 수레 삼천이라 방어 훈련 시험하네. (小雅 <采芑>)

(ㄹ) 交交黃鳥, 止于棘. 誰從穆公, 子車奄息. 維此奄息, 百夫之特. 臨其穴, 惴惴其

慄. 彼蒼者天, 殲我良人. 如可贖兮, 人百其身.

꾀꼴꾀꼴 꾀꼬리 멧 추나무에 앉는다. 누가 穆公을 따르는가, 子車奄息이

라. 이 奄息은 일당백이었지. 무덤구덩이를 앞두고 부들부들 떨었으리. 저 

푸른 하늘이 우리 좋은 사람 거둬갔네. 속할 수 있다면야, 백 명으로 그 

몸 사리. (秦風 <黃鳥>)

(ㅁ) 營營靑蠅, 止于樊. 豈弟君子, 無信讒言.

앵앵 금파리 울타리에 앉는다. 즐거우신 군자여 헐뜯는 말 믿지 마시오. 

(小雅 <靑蠅>)

여기서는 “사랑은 휴식이다”라는 개념적 은유가 쓰 다. 쉬려면 편안한 장소를 

골라야 하듯이 즐겁고 행복하려면 사모하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원리가 작용

한다. 일반적으로 날던 새가 나무에 앉아 머무는 형태를 띤다. 여기서 나무는 새

의 목적지이자 안식처라고 할 수 있다.

(ㄱ)에서는 울창하여 그늘진 나무가 있지만 쉬지 못한다고 하 다. 울창한 나

무는 번성의 모티프에 속한다. 사람이 무성하게 자란 나무에 쉬는 것이 하나의 

의미 역이다. ‘俾予靖之’, 즉 임금이 작중 화자에게 일을 맡기는 것은 또 하나

의 의미 역이다. 각 의미 역의 개념 요소를 살펴보자. 제1, 2구의 나무는 바로 

임금에 응한다. 나무가 울창하면 그늘이 짙어 쉬기에 좋듯이 훌륭한 임금은 

능력과 도량이 있으므로 믿고 따를 수 있다. 두 역은 은유 관계에 있다. 하지

만 근원 역의 내용이 부정되면서 목표 역의 내용 또한 반 로 바뀐다. 나무에 

쉬지 못한다는 말은 임금을 믿고 따르지 못하겠다는 원망을 표현한 것이다. 나

무와 사람의 결합을 부정하는 이 모티프 구에 뒤이어 변덕 때문에 친할 수 없는 

임금의 이야기가 나온다. 처음에는 능력을 인정하여 일을 맡기더니 나중에 변심

하여 작중 화자를 해친다는 것이다. 군신지간의 사랑이 임금의 배신으로 끝나게 

되는 원망이다. 울창한 버드나무에도 임금의 변덕에 상응하는 상황의 변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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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쉴 수 없는 까닭은 시의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다.

큰 나무 밑에 쉬지 못한다는 모티프는 周南 <漢廣>에도 나온다. 제1장의 “南

有喬木, 不可休息. 漢有游女, 不可求思(남쪽에 높은 나무 있으나 쉬지 못한다. 한

수에 거니는 여자 있으나 얻지 못한다)”가 그것이다. 제1, 2구와 제3, 4구는 각각 

하나의 의미 역을 이룬다. 여기에는 존재 모티프와 휴식 모티프가 결합되어 있

다. 남쪽에 높은 나무가 있는 것은 한수에 거니는 여자가 있는 것에 응한다. 

나무에 쉬지 못하는 것은 여자를 얻지 못하는 것에 응한다.

(ㄴ)은 (ㄱ)과 반 로 신하와 임금의 굳건한 신의를 칭송하는 내용이다. 봉황이 

하늘에서 날아와 나무에 앉아 쉬는 것은 이동 모티프와 휴식 모티프가 동시에 

쓰인 복합 모티프이다. 봉황이 하늘에서 나무로 날아오는 것은 제후가 왕에게 

발탁되어 조정에 오는 것에 응한다. 나무에 앉는 것은 군자가 활약하며 궁중

에서 사랑받는 것에 해당한다. 

이 부분은 제7장으로, 뒤의 제8장과 함께 이어서 보아야 한다. “鳳皇于飛, 翽

翽其羽, 亦傅于天. 藹藹王多吉人, 維君子命, 媚于庶人(봉황이 날며 훨훨 날갯짓하

더니 하늘에 닿네. 가득히 왕에게 멋진 사나이 많은데 오직 군자를 부리니 백성

들의 사랑 받네)”은 이동 모티프만 쓰 다. 봉황이 날아 하늘로 가는 것은 제후

가 백성을 위해 힘쓰는 것에 응한다. 봉황이라는 새와 나무라는 장소의 결합

은 군자와 천자의 의리를 뜻한다. 새와 하늘의 결합은 군자와 백성의 신뢰 관계

를 형상화한다. 제7, 8장이 군자와 천자, 군자와 백성의 사랑으로 서로 칭을 

이룬다.

(ㄷ)의 ‘亦集爰止’는 (ㄴ)에도 쓰인 정형구이다. 새가 하늘에 닿는 이동의 모티

프에 이어서 나무로 내려와 앉는 휴식 모티프가 쓰 다. 이것은 새가 하늘 및 

나무와 결합하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것이 개념적 은유의 근원 역이다. 방숙

이 도착하여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위아래 계급을 통틀어 병사들의 존경을 

얻는 단결된 모습을 뜻한다. 이것이 목표 역이다. 방숙의 도착은 단순 사실 이

상으로 전쟁의 승리를 보장하는 지휘관에 한 기 와 신뢰를 함축하고 있다. 

새-하늘, 새-나무의 결합이 함께 방숙-병사들의 단결에 응하고 있다.

(ㄹ)에는 새의 호출 모티프와 휴식 모티프가 함께 쓰 다. 새가 짝을 찾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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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동작과 나무에서 휴식을 취하는 상태는 모두 제 짝을 만나 사랑을 즐기는 모

습을 나타낸다. 이것은 임금과 신하 사이의 돈독한 의리 즉 사랑에 응하는 은

유이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짝을 찾아 우는 것은 신하가 임금과 만나는 것

에 응하고, 나무에 앉아 쉬는 것은 조정 관직에 임용되는 것에 응한다. 나무

는 새의 휴식 공간이면서 동시에 새가 짝을 찾는 사랑의 장소이다. 반면에 시의 

내용은 임금의 죽음에 순장된 신하에 한 애도이다. 鄭玄은 꾀꼬리도 멧 추나

무에 앉아서 편안히 쉬는데 秦 穆公은 신하들을 그러지 못하게 했다는 풍자로 

이 구절을 해석했다.305) 새와 새, 나무와 새의 결합이 새로 등극한 임금의 명령

으로 선왕을 따라 죽어야 하는 신하와 극명한 조를 이룬다.

(ㅁ)의 모티프 구는 (ㄹ)과 함께 ‘의성어-동물-止于-식물’의 구조로 되어 있다. 

‘止于’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가변요소이다. 제2장의 “止于棘”은 (ㄹ)과 똑같은 

정형구이지만 멧 추나무는 제1장의 울타리와 제3장의 개암나무와 더불어 장마

다 바뀐다. 앉아서 머무는 이 휴식의 상태가 바로 불변요소이자 은유를 이루는 

핵심 개념 요소이다. 금파리가 앵앵거리는 것은 (ㄹ)과 마찬가지로 같은 무리에 

한 호출로 해석된다. 파리가 울타리에 앉는 것은 파리와 울타리의 결합을 가

리킨다. 지저귀는 새가 나무에 앉는 것과 같은 모티프이다. 이들은 작중 화자와 

군자와의 유  관계에 응하는 은유이다. 군자에게 자신을 헐뜯는 무리들의 말

을 듣지 말라고 한 것은 이 유 와 신뢰 관계를 지키기 위함이다. 파리는 전통

적으로 참언을 일삼는 무리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었고, 鄭玄은 울타리를 

파리를 막는 도구로 해석하기까지 했다.306) 하지만 파리 그 자체에 악덕의 속성

을 부여하는 것은 필연성이 떨어진다. 齊風 <雞鳴> 제1장의 “匪雞則鳴, 蒼蠅之聲

305) 《毛詩正義》 卷第六: 箋云, 黃鳥止于棘, 以求安己也. 此棘若不安則移. , 喻臣之事

君亦然. 今穆公使臣從死, 刺其不得黃鳥止于棘之本意. (꾀꼬리는 멧 추나무에 머묾으

로써 스스로 편안하기를 추구한다. 이 멧 추나무가 불안해지면 떠난다. 흥이란 신

하가 임금을 섬김 또한 그러함을 비유한 것이다. 이제 穆公이 신하들로 하여금 자

신을 따라 죽게 했으니, 그들이 꾀꼬리가 멧 추에 머무는 본뜻을 이루지 못한 것

을 풍자하 다.) 馬辛民 責任編輯, 앞의 책, 501쪽.

306) 《毛詩正義》 卷第十四: 箋云, , 蠅之為蟲, 汙白使黒, 汙黑使白, 喻佞人變亂善惡也. 

止于藩, 欲外之, 令遠物也. (흥이란 파리라는 벌레가 흰 것을 검은 색으로, 검은 

것을 흰 색으로 더럽히니, 말 잘하는 자가 선악을 어지럽힘을 비유한 것이다. 울타

리로 저지한다는 말은 그것을 바깥으로 멀리하려는 것이다.) 위의 책, 10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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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이 우는 게 아니라 금파리 소리요)”의 파리를 헐뜯는 자로 풀이하는 경우는 

찾기 어렵다. (ㅁ)의 앵앵거리는 파리는 꾀꼴거리는 꾀꼬리 또는 다른 울음소리

를 내는 새로 얼마든지 교체가 가능하다. 울타리가 다른 나무로 바뀔 수 있음은 

물론이다. 작중 화자를 모함하는 자에 해서는 앞에서 든 雅 <黃鳥>의 “黃鳥

黃鳥, 無集于穀”처럼 ‘울타리에 앉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휴식 모티프는 사람 또는 새가 나무에 쉬는 상태를 나타내고, 부분 호출 또

는 이동 모티프와 함께 쓰인다. 이동 모티프와 이어진다는 점에서 휴식 모티프

는 이동의 최종 목적지로도 볼 수 있다. 또한 호출 모티프에 해서는 장소를 

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새나 나무의 종류는 가변요소로 다양하게 바뀐다. 

사람 또는 새가 휴식의 장소인 나무와 결합하는 모티프는 사랑의 은유가 된다. 

여기서 예로 든 시는 왕과 신하의 상하관계에서 비롯된 원망이나 충간, 찬미와 

신뢰를 다루고 있지만, 부모에 한 효성을 휴식 모티프로 나타낸 시도 있다.307) 

원망이나 충고 역시 상 방에 한 사랑에서 나온 것으로, 휴식 모티프와는 

조를 이룬다.

2. 존재

존재 모티프는 사물의 위치를 알려준다. 이 모티프에는 존재동사 有와 在가 

쓰이지만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有의 모티프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

다. 먼저 이전 학자들이 제기한 有의 용례와 정형구의 기능을 살펴본 뒤 有와 

在의 존재 모티프를 구체적인 사례로 분석하고자 한다.

松本雅明는 ‘존재의 흥’이라는 명목으로 有와 在의 의미 분석을 시도했다. 그

에 따르면 有는 장소를 중시하는 在와 달리, 주체적 존재에 초점을 맞춘다. 예컨

 有의 기본적인 형태는 ‘有杕之杜, 其葉湑湑(우뚝한 당리나무 잎이 우거졌네)’

나 ‘有車鄰鄰, 有馬白顚(수레는 덜컹덜컹 말은 하얀 이마)’과 같이 장소가 드러나

지 않는다. ‘南有樛木, 葛藟纍之(남쪽에 높은 나무 있네, 칡덩굴이 감았네)’나 ‘山

有榛, 隰有苓(산에는 개암나무, 늪에는 감초)’의 경우도 장소는 생략 가능하다고 

307) 周南 <葛覃>, 唐風 <鴇羽>, 雅 <四牡>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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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308) 다만 그는 이 주체적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 시에서의 역할이 무엇

인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또한 ‘有’가 쓰인 흥에서도 존재가 장소와 어떻게든 관

계가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고 하 다.309) 게다가 有와 在가 다르다고 하면

서도 정작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실제 사례를 비교하여 논의하지는 않

았다. 

松本雅明는 존재의 흥에 해 在가 쓰인 흥은 생략하고 有가 쓰인 흥만 다루

고 있다. 그는 국풍과 소아의 존재의 흥을 구별하 다. 국풍의 <江有汜>, <丘中

有麻>, <東門之墠>, <澤陂>, <終南>은 삼이나 부들, 연꽃 등이 직접적으로 사람들

에게 다가들어 인상성이 선명한 흥이 쓰인다고 보았다. 반면에 소아의 <南山有

臺>, <白華>, <鼓鍾>, <四月>은 자연의 장소와 주체적 존재의 관계가 규격화된다. 

화자의 찬송의 기분이나 근심은 자연 존재의 필연성과 비되면서 그 정도가 강

화된다고 하 다.310) 여기서 자연 존재의 필연성은 마땅히 그럴 수밖에 없는 사

실이라는 뜻이다. 산에 초목이 있고 어살에 새가 있는 모습은 본디 그러한 자연

의 법칙이다. 하지만 인간의 일은 뜻 로 되지 않을 때도 있으니 자연물이 법칙

로 굳건히 유지되는 모습과 비되는 것이다.

이처럼 같은 존재의 흥이라도 국풍과 소아에서 성격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松

本雅明가 국풍과 소아의 창작 주체와 시기를 다르게 보기 때문이다. 그는 有가 

쓰인 존재의 흥에 해 국풍은 서민적인 사고에서 비롯하여 즉흥성과 눈에 띄는 

상태에 관심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후기 지식층의 사고를 바탕으로 하는 아에서

는 ‘山有…, 隰有…’등 자연의 규격화와 필연성에 의해 주제문의 인간사를 강조하

는 것으로 바뀐다고 하 다.311)

松本雅明가 국풍의 일부와 소아에서 존재의 흥이 자연 존재의 필연성으로 주

제문의 인간사를 강조한다고 본 것은 지당한 분석이다. 하지만 자연 현상 그 자

체를 풍과 아에 따라 일괄적으로 분류할 수는 없다. 예컨  ‘山有…, 隰有…’는 

국풍과 소아에 고루 등장한다. 여기서 국풍은 서민들이 지었으므로 인상성을 강

308) 松本雅明, 앞의 책, 429쪽.

309) 위의 책, 435쪽.

310) 위의 책, 438~453쪽.

311) 위의 책, 4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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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고 소아는 귀족들이 지었으므로 규격화되고 필연성을 드러낸다고 단언할 수

는 없다. 또한 有와 在를 구분하면서 在는 장소를 중시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논

의에서 생략한 취지에도 동의할 수 없다. 더욱이 有가 주체적 존재에 초점이 맞

추어진다고 한 것 역시 단순히 국풍을 서민의 노래로 보고 그에 따라 ‘인상적인 

흥’이라는 성격을 부여한 것일 뿐이다. 有의 존재는 가변요소로서 장마다 혹은 

편마다 바뀔 수밖에 없다. 주체적 존재라는 개념 자체가 불확실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풍과 아의 성격을 먼저 규정하고 작품의 해석을 거기에 꿰어 맞추었기 

때문이다.

‘山有…, 隰有…’의 정형구에 한 기존의 논의를 더 살펴보자. 문 란은 ‘山

有…’, ‘隰有…’의 상투구는 일종의 격률로서 ‘…’에 해당하는 식물은 뒤에 이어지

는 應句와 내용상의 관련 없이 압운자로 쓰인 것이라고 하 다. 이 격률이 운용

된 7편의 시편은 모두 상류 귀족계층의 현실에 한 좌절과 비관이라는 주제를 

격률로 이끌어낸 것이라고 하 다. 그 근거로 檜風 <隰有萇楚>에서 작시자의 한

탄이 ‘萇楚’(다래)의 특성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점과 ‘隰有…’라는 구가 ‘山有…, 

隰有…’라는 상투적 격률의 최초 형태로 추정된다는 점을 들고 있다.312) 다시 말

해 부드러우면서 지각이 없는 萇楚의 특성으로부터 작중 화자의 슬픔을 이끌어

내고, ‘隰有…’라는 상투구로부터 ‘山有…’, ‘隰有…’의 격률을 도출하며, <隰有萇

楚>와 같은 좌절과 비관의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격률을 관습적으로 쓰게 

되었다고 추리한 것이다.

이 논의는 상투구에 쓰인 각종 식물의 종류가 시의 주제와 관련이 없다는 점

을 다시금 확인하는 의의가 있다. 또한 해석의 초점을 명사형의 식물로부터 동

사형의 동작 및 상태로 옮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하지만 저자는 여전히 

<隰有萇楚> 편의 다래라는 식물의 속성과 주제를 연결시키려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시의 ‘隰有…’라는 구를 ‘山有…, 隰有…’라는 상투적 격률의 최초 형태로 볼 

근거는 찾기 어렵다. ‘隰有…’는 오히려 ‘山有…, 隰有…’를 간소화한 결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정형구인 ‘山有…’와 ‘隰有…’ 자체의 의미가 무

엇인지, 이 격률이 왜 슬픔의 주제를 이끌어내는 관습이 되었는지는 밝혀지지 

312) 문 란, <《詩經》 ‘山有…, 隰有…’ 格律 >, 《중어중문학》, 제20집, 1997, 1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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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있다.

鄭毓瑜도 ‘山有…’, ‘隰有…’라는 정형구가 7편의 시에서 반복 등장하는 것에 

주목하 다. 그는 특히 鄭風 <山有扶 >에 해 《毛傳》에서는 여러 사물이 각기 

제자리를 얻었다고 하 고,313) 鄭玄 또한 <簡兮>, <晨風>, <四月>에서 모두 식물

들이 각기 그 자리를 얻었다고 설명한 점에 착안하 다.314) 그는 이 시의 정형

구에 화자가 상 방을 보고 싶어 하는 소망이나, 반 로 상 방을 만나지 못하

는 근심이 있는 것을 확인하 다.315) 또한 <四月>의 “滔滔江漢, 南國之紀(도도한 

장강 한수는 남국의 기강이다)”에 사물이 제각각 자연스레 자리 잡은 모습이 그

려진 것에 착안하 다. “南有…”의 정형구와 ‘南山’이 등장하는 작품은 주 왕실

이 남국을 경 하여 풍요로운 물산을 향유한 것을 가리킨다고 주장하 다. 나아

가 ‘남쪽-장강과 한수-물고기-현인’과 ‘산과 늪-초목-군자’가 남과 북으로 응하

여 ‘물-川澤-수산물-진미-비와 우레-천하를 덕으로 윤택하게 만듦’이라는 개념의 

연결고리로 논리를 확장시키고 있다.316)

鄭毓瑜가 정형구에 주목하여 유사한 모티프를 다룬 작품끼리 비교 분석한 것

은 타당하다. 하지만 周 宣王이 남방을 정벌한 역사 사실에 천착하여 이런 결론

을 내리는 것은 지나친 의미 부여이자 확  해석이 아닐 수 없다. 특히 ‘南山’은 

313) 《毛詩正義》 卷第四: 傳, 也. 扶 , 扶胥, 木也. 荷華, 扶渠也. 其華䓿萏. 髙下大

, 各得其宜也. (흥이다. ‘扶 ’는 ‘扶胥’로 작은 나무이다. ‘荷華’는 ‘扶渠’이다. 그 

꽃이 ‘䓿萏’이다. 높고 낮음, 크고 작음이 각각 알맞음을 얻었다는 말이다.) 馬辛民 

責任編輯, 앞의 책, 351쪽.

314) 《毛詩正義》 卷第二: 箋云, 榛也苓也, 生各得其所. 以 碩人處非其位. (개암나무나 감

초는 자라서 각기 제자리를 찾았다. 그로써 높으신 님 계신 곳이 제자리가 아니라

고 말하 다.) 위의 책, 194쪽.

《毛詩正義》 卷第六: 箋云, 山之櫟, 隰之駮, 皆其所宜有也. 以 賢 亦國家所宜有之. 

(산의 상수리나무와 늪의 육박나무 모두 마땅히 있어야 하는 것들이다. 그로써 어진 

이 또한 나라에 있어야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 다.) 같은 책, 503쪽.

《毛詩正義》 卷第十三: 箋云, 此 草木生各得其所, 人反不得其所, 傷之也. (여기서는 

초목이 자라 각기 제자리를 찾았으나 사람은 도리어 제자리를 못 찾음을 말하여 마

음 아파한 것이다.) 같은 책, 930쪽.

315) 鄭毓瑜, <重複短語 風土譬喩 — 從詩經<山有……隰有……>､ <南有……>重複短語談起>, 

《淸華學報》 新39卷 第1期, 2008, 7~9쪽.

316) 위의 논문, 14~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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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지역에나 있어서 일반명사나 다름없다. 그것을 주왕실의 남방 진출과 연결

하여 해석하려면 보다 뚜렷한 역사 유물이나 문헌적 근거가 필요하다.317)

이상의 선행 연구 검토에서 알 수 있듯이 ‘山有…, 隰有…’의 상투구는 《毛傳》

과 鄭玄이 지적하듯이 모든 식물이 각각 제자리를 얻었다는 자연의 규격화와 필

연성으로 풀이된다.318) 하지만 ‘野有…’, ‘園有…’ 등 다른 유사한 문형에 해서

는 논의가 부족할 뿐더러, ‘在’ 자체의 의미에 해서는 전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논의 확 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우선 有나 在는 ‘어디에 무엇이 있다’와 ‘무엇이 어디에 있다’의 순서상 차이

가 있을 뿐 의미에는 차이가 없다. 현  중국어에서는 ‘有 존재문’이 비한정적 

명사의 존재를 나타내고 존재의 처소를 화제로 하는 반면에, ‘在 존재문’은 한정

적 명사의 존재를 나타내고 존재하는 사람이나 사물을 화제로 한다는 점에서 서

로 구별된다.319) 하지만 그것은 실제 담화에서 주변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할 때 

적용되는 문제이다. 본고에서 논하는 존재의 모티프는 有와 在 모두 실제 상황

이 아니라, 자연 경물 존재를 제시하는 은유이다. 장소와 존재의 실체는 ‘실체+

在+장소’와 ‘장소+有+실체’로 순서만 다르고 뜻은 같다. 가변요소인 실체와 장소

는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바뀐다. 아래의 예문으로 확인해보자.

(ㄱ) 鳲鳩在桑, 其子在棘. 淑人君子, 其儀不忒.

시구새는 뽕나무에 있고 새끼들은 멧 추나무에 있다. 정숙하신 군자여 거

동이 삿되지 않네. (曹風 <鳲鳩>)

(ㄴ) 墓門有棘, 斧以斯之. 夫也不良, 國人知之. 

묘문에 멧 추나무가 있는데 도끼로 쪼갠다. 그 의 불량함은 나라 사람이 

317) 南山을 특정 지명으로 할 경우 雅 <南山有臺>의 “南山有○, 北山有○.”의 정형구

를 설명할 길이 없다.

318) 다만 <山有扶 >에서 鄭玄은 무궁화와 연꽃을 각각 소인과 군자로 풀이하여 다른 

시에서 보이던 해석의 일관성을 잃었다. 箋云, , 扶胥之木生於山, 喻忽置不正之

人于上位也. 荷華生于隰, 喻忽置有美德 于下位. 此 其用臣顛倒, 失其所也. (흥이란 

무궁화 나무가 산에 나는 것은 忽이 부정한 사람을 윗자리에 배치한 것을 비유하

고, 연꽃이 늪에 나는 것은 忽이 미덕 있는 자를 아랫자리에 놓은 것을 비유한 것

이다. 이는 그가 신하를 씀이 뒤집혀 제자리를 잃은 것을 말한다.) 馬辛民 責任編輯, 

앞의 책, 351쪽.

319) 허성도, 《현  중국어 어법의 이해》, 개정판, 서울: 사람과책, 2014, 574~5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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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안다네. (陳風 <墓門>)

(ㄷ) 阪有漆, 隰有栗. 子有酒食, 何不日鼓瑟. 

언덕에는 옻나무가 있고 늪에는 밤나무가 있다. 그 는 술과 밥이 있으면

서 어찌 날마다 북 치고 슬 뜯지 않는가. (秦風 <車鄰>)

(ㄹ) 東門之墠, 茹藘在阪. 其室則邇, 其人甚遠.

동문의 마당이여 꼭두서니가 언덕에 있네. 집은 가까우나 사람은 너무 머

네. (鄭風 <東門之墠>)

(ㅁ) 嘒彼小星, 三五在東. 肅肅宵征, 夙夜在公. 寔命不同.

반짝이는 작은 별 삼삼오오 동쪽에 있네. 빠르게 밤길 달리네 아침 밤으로 

공무 중이네. 정말 운명이 다르구나. (召南 <小星>)

(ㅂ) 雖則七襄, 不成報章. 睆彼牽牛, 不以服箱. 東有啓明, 西有長庚.

일곱 번 베틀에 올라도 천을 짜지 못하네. 반짝이는 저 견우성 수레를 끌

지 않네. 동쪽에는 계명성이 있고 서쪽에는 장경성이 있거늘. (小雅 <大

東>)

멧 추나무는 (ㄱ)에서 장소로 쓰 고 (ㄴ)에서 존재의 실체로 쓰 다. 언덕이

나 동쪽은 (ㄷ)~(ㅂ)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존재동사가 有이든 在이든 상관없이 

모두 장소로 쓰이고 있다. 압운자 등의 위치 선정에 따라 有 또는 在를 자유롭

게 바꾸어 쓴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山有…, 隰有…’의 초목이 눈앞에 실재하

는 자연 경물이 아니라고 본 문 란의 견해는 위의 예문에도 두루 적용되는 것

이라고도 볼 수 있다. 존재의 실체뿐 아니라 장소 역시 실제 존재하는 곳을 묘

사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러면 이 존재동사의 의미는 무엇인가? 존재의 실체와 장소는 시의 주요 내

용과 별개의 의미 역을 구성하면서 은유가 된다. 有나 在의 존재동사는 존재 

실체와 장소를 결합하여 일체화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앞에서 다룬 “사랑은 

상보적인 두 부분의 결합이다”의 결속 모티프 은유에 가깝다. 도달의 결과로 빚

어진 일시적 상태이든, 본디 생래적으로 그러한 구적 상태이든 관계없이 존재

의 주체와 장소는 함께 붙어있는 형태를 유지한다. 그것은 존재의 실체와 장소

가 서로 적합하기에 가능하다. 이 자연 경물 의미 역에서의 결합은 인간사의 

의미 역에서 작중 화자와 상 방, 또는 등장인물 간의 사랑과 응한다. 따라서 

존재 모티프는 “사랑은 적재적소의 상태이다”라는 개념적 은유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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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모든 식물이 각기 제자리를 얻은 모습으로 사람의 처지를 비유했다는 《毛

傳》과 鄭玄의 풀이를 확  적용한 것이다.

은유의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보자. (ㄱ)은 군자를 칭송하는 내용이다. 시구새

와 새끼들이 각각 뽕나무와 멧 추나무에 있는 모습이 하나의 의미 역이다. 제

3장의 멧 추나무는 제2장의 ‘梅(매화나무)’와 제4장의 ‘榛(개암나무)’으로 변환

되므로 이들 장소는 모두 가변요소이다. 새가 나무에 있는 것은 휴식의 상태 모

티프와 유사하다. 이 존재 실체인 새와 장소인 나무의 결합은 작중 화자와 군자

의 심리적 결합에 응하고 있다. (ㄴ)은 존재와 획득의 모티프가 함께 쓰인 사

례이다. 墓門이라는 장소와 멧 추나무라는 존재 실체가 존재동사 在로 결합되

어 있다. 제1장의 멧 추나무는 제2장에서 역시 매화나무로 변환되는 가변요소

이다. 아울러 멧 추나무는 장작 패기의 동작으로 획득의 사랑 은유를 이룬다. 

하지만 ‘夫也’로 지칭된 사람은 모두가 아는 불량한 행실 때문에 작중 화자와 

소원한 사이가 되어 있다. 자연 경물 모티프의 사랑 은유와 조적이다. 

(ㄷ)은 언덕과 옻나무, 늪과 밤나무의 결합을 존재동사 ‘有’로 제시한다. 이어

서 재력이 있으면서도 잔치를 베풀지 않는 상 방에 한 서운함을 표시하고 있

다. 이 역시 조의 수법이다. 제2장의 옻나무와 밤나무는 다음 장에서 ‘桑(뽕나

무)’과 ‘楊(버드나무)’으로 변환되는 가변요소이다. 장소인 언덕과 늪 가운데 특

히 언덕은 산으로 체 가능하고 <隰有萇楚>에서처럼 생략되기도 하니 역시 가

변요소이다. (ㄹ)에는 존재 모티프에 의한 꼭두서니와 언덕의 결합이 나온다. 작

중 화자와 그가 사모하는 사람의 이별과 조를 이룬다.

(ㅁ)에는 밤하늘과 떨어질 수 없는 별의 존재가 근원 역이고, 사랑하는 사람

들과 떨어져 밤낮없이 공무를 수행하는 작중 화자가 목표 역이다. ‘夙夜在公’은 

召南 <采蘩>과 魯  <有駜>에 똑같이 반복되는 정형구이다. <采蘩> 제3장 “被之

僮僮, 夙夜在公. 被之祁祁, 薄 還歸.(저[백호의] 무성함이여, 아침저녁으로 공무

에 있네. 저 수북함이여, 얼른 돌아오라.)”에서 무성하게 돋은 백호의 모습은 작

중 화자와 상 방이 만나 행복하게 지내는 것에 응한다.320) 따라서 상 방의 

320) <采蘩>은 전통적으로 제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부인을 칭송한 노래로 알려졌

다. 《毛詩正義》 卷第一: 傳, 被, 首飾也. 僮僮, 竦敬也.……祁祁, 舒遲也. (‘被’는 머리 

장식이다. ‘僮僮’은 공경스러움이다.……‘祁祁’는 느림이다.) 箋云, , 我也. 祭事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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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환을 촉구하는 구절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有駜> 제1장 “有駜有駜, 駜彼乘

黃. 夙夜在公, 在公明明.(씩씩하다 씩씩해. 씩씩하구나 수레 끄는 누 말이여. 아

침 밤으로 공무에 있네. 공무에 있으며 부지런하네.)”에서는 누 말의 씩씩한 모

습과 공무의 근면함을 긍정적으로 연결하고 있다. 하지만 (ㅁ)에서는 별의 존재 

모티프와의 조법으로 인해 작중 화자의 서러움이 부각되고 있다. 여기서 작은 

별이나 동쪽 하늘은 특별한 의미가 없는 가변요소이다. (ㅂ)에는 직녀성이 천을 

짜지 못하고 견우성이 수레를 끌지 못한다는 역설적인 표현과 함께 동쪽과 서쪽

의 별이 제시되어 있다. 하늘에는 별자리가 예나 지금이나 제 위치에 자리 잡아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길쌈과 밭갈이로 표되는 인간사는 뜻 로 

되지 않음을 함축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뜻 로 되지 않는 인간사란 제2장의 

“佻佻公子, 行彼周行. 旣往旣來, 使我心疚(혈혈단신 공자께선 저 국도를 다니시

네. 오가시는 모습에 내 마음은 아프네)”와 제4장의 “東人之子, 職勞不來(동쪽 사

람 자제는 직무의 노고로 오지를 않네)”를 가리킨다. 작중 화자는 사랑하는 공자

夫人釋祭服而去髲髢, 其 祁祁然而安舒, 無罷倦之失. 我還歸 , 自廟反其燕寢. 

(‘ ’은 나이다. 제사가 끝나면 부인은 제복과 가체를 벗는데 그 위의가 느리고 편

안하여 피로로 인한 실례가 없다. 내가 돌아간다는 것은 사당으로부터 침실로 돌아

가는 것이다.) 馬辛民 責任編輯, 앞의 책, 79쪽.

于省吾는 ‘被’를 ‘彼’의 뜻으로 보고 있다. 《雙劍誃詩經新證》 卷一: 被彼古通. 古籀祗

作皮……然則此詩應讀爲彼之僮僮, 夙夜在公. 彼之祁祁, 薄 還歸. 其人之在公敬愼, 

歸來安徐, 進 有度也. (‘被’와 ‘彼’는 옛날에 통했다. 고문과 주문은 다만 ‘皮’라고 

했다.……그러면 이 시는 ‘저이는 조심조심 아침저녁으로 공소에 있네. 저이는 느릿

느릿 돌아오는구나.’로 읽어야 한다. 그 사람이 공소에 있을 때는 공경 신중하고 돌

아올 때는 편안하고 느긋하여 진퇴에 절도가 있는 것을 칭송한 것이다.) 于省吾, 

《雙劍誃詩經新證》, 北平: 출판사 미상(서울 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1935, 卷一 2쪽. 

Wang은 豳風 <七月>과 雅 <出車>에 함께 들어있는 “采蘩祁祁(흰쑥을 뜯으니 수

북하네)”라는 정형구가 ‘쑥 뜯기 모티프’로서 모두 귀환의 주제에 쓰인 것을 발견했

다. 따라서 ‘祁祁’는 여인이 갖고 돌아가고픈 쑥이 수북이 쌓인 모습이라고 하 다. 

Wang, 앞의 책, 55~57쪽. 하지만 “薄 還歸”가 꼭 쑥 캐는 여인에게 해당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夙夜在公”은 남성화자가 임금을 모시고 밤낮없이 일하는 내용으로 

쓰인 정형구이다. 따라서 쑥 캐는 모습은 계절적 표지일 뿐이고 “薄 還歸”의 주체

는 남자일 가능성을 제기하는 설이 있다. 정일, <詩經 二南 硏究>, 서울 학교 석사

학위논문, 1981, 105~108쪽. 본고에서는 이 구절을 공무로 떠나있는 자와의 사랑을 

흰쑥의 번성 모티프로 나타낸 은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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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동쪽 사람과 만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이다. 여기서도 장소와 존재 실체

는 가변요소이다. (ㅂ)의 제6장에는 동쪽의 계명성과 서쪽의 장경성이, 제7장에

는 남쪽의 기성과 북쪽의 남두성이 존재 모티프로 제시된다. 방위와 별 이름의 

조합은 운자에 맞게 제시된 것이다. 방위와 별 자체의 의미보다는 이들의 ‘결합’

이 두 의미 역 사이에 성립하는 은유의 중요한 요소이다. (ㅁ)과 (ㅂ)은 사랑하

는 사람과 만나지 못하는 슬픔과 원망을 밤하늘 각 방위에 존재하는 별과 조

하여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존재 모티프에서 똑같은 사랑의 주제를 나타내기 위해 동원되는 존재 

실체와 장소는 가변적이다. 구체적인 예를 몇 가지 더 들어보기로 한다.

(ㅅ) 南山有臺, 北山有萊. 樂只君子, 邦家之基. 樂只君子, 萬壽無期. 

남산에는 삿갓사초 있고 북산에는 흰명아주 있네. 즐겁구나 군자여 나라의 

기반이시어라. 즐거우신 군자여 만수무강하소서. (小雅 <南山有臺>)

(ㅇ) 終南何有, 有紀有堂. 君子至止, 黻衣繡裳. 佩玉將將, 壽考不亡. 

종남산엔 뭐가 있지? 용버들과 당리. 군자께서 오시니 불무늬 옷에 수놓은 

치마. 패옥이 잘강잘강 장수하여 끝없으시길. (秦風 <終南>)

(ㅈ) 瑟彼玉瓚, 黃流在中. 豈弟君子, 福祿攸降.

깨끗한 저 옥 그릇 황주가 속에 있네. 즐거우신 군자에게 복록이 내리길. 

(大雅 <旱麓>)

(ㅊ) 赤芾在股, 邪幅在下. 彼交匪紓, 天子所予. 樂只君子, 天子命之. 樂只君子, 福

祿申之. 

붉은 슬갑 넓적다리에 있고 행전은 아래에 있네. 교만하지 말고 해이해 있

지 말라 천자께서 내리셨으니. 즐겁구나 군자여 천자께서 임명하셨네. 즐

겁구나 군자여 복록이 뻗으리라. (小雅 <采菽>)

(ㅅ)~(ㅊ)은 군자에 한 칭송을 공통 주제로 하고 있다. 장수나 복록을 축원하

는 것이 칭송의 주된 내용이다. (ㅅ)과 (ㅇ)은 有의 존재 모티프로 군자에게 축수

하는 내용을 나타낸 은유이다. 이들은 모두 聯章體로, 장마다 압운자를 변환하여 

변화와 반복을 추구하는 형식이다. 여기서는 존재 실체인 식물의 종류와 칭송의 

세부 내용이 함께 바뀐다. 예컨  (ㅅ)은 제1장으로, 삿갓사초-흰명아주-나라의 

기반-만수무강이 臺, 萊, 基, 期 등 之部의 압운자에 의해 조합을 이룬다. 제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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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개죽나무-찰피나무-장수-무성한 덕음이 栲, 杻, 壽, 茂 등 幽部의 압운자

에 의해 조합을 이룬다. 삿갓사초 및 개죽나무는 장수 및 덕음과 의미상 아무런 

관계가 없다. 오로지 발음이 같아서 채택되었을 따름이다. 이들이 함께 쓰일 수 

있는 것은 존재동사 有에 의해 산과 식물이 결합했기 때문이다. 남산과 북산 역

시 가변적인 식물과 마찬가지로 지리적 의미는 없다. 존재 모티프의 결합이 작

중 화자와 그가 사랑하는 군자의 만남에 응하는 은유이다. (ㅇ)은 제2장으로, 

당리-치마-잘강잘강-끝없는 장수가 , 裳, , 亡 등 陽部의 압운자에 의해 조합

을 이룬다. 이에 앞서 제1장에서는 매화나무-군자가 도착함-여우갖옷-임금에 

한 감탄이 梅, 止, 裘, 哉 등 之部의 압운자에 의해 조합을 이룬다. 이들 조합이 

가능한 것 역시 종남산과 갖가지 식물이 有의 존재동사로 결합하기 때문이다. 

작중 화자와 군자의 유 관계에 응하는 은유이다.

(ㅈ)과 (ㅊ)은 在의 존재 모티프로 군자에게 축복하는 내용을 나타낸 은유이다. 

(ㅈ)이 은유가 되는 원리는 朱子의 설명에서 알 수 있다.321) 그는 이 장을 으

로 규정하고 전후가 서로 구를 이루며 비유관계에 놓인 것으로 파악했다. 그

에 따르면 옥그릇은 군자에 응하고 누런 술은 복록에 응한다. ‘瑟’과 ‘豈弟’, 

‘中’과 ‘降’ 역시 서로 응하게 된다. 깔끔한 옥그릇은 고결한 군자의 은유이다. 

옥그릇과 누런 술은 ‘在’라는 존재동사에 의해 결합한다. 누런 술이 옥그릇에 있

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마땅한 상태를 가리킨다. 그와 마찬가지로 복록이 군

321) 《詩集傳》 卷第十六: 也. 瑟, 縝密貌. 玉瓚, 圭瓚也. 以圭爲柄, 黃金爲勺, 靑金爲外而

朱其中也. 黃流, 鬱鬯也. 釀秬黍爲酒, 築鬱金, 煮而和之, 使芬芳條鬯, 以瓚酌而祼之也. 

攸, 所. 降, 下也. 瑟然之玉瓚, 則必有黃流在其中, 豈弟之君子, 則必有福祿下其躬. 

明寶器不薦於褻味, 而黃流不注於瓦缶, 則知盛德必享於祿壽, 而福澤不降於淫人矣. (흥

이다. ‘瑟’은 치 한 모습이다. ‘玉瓚’은 圭瓚이다. 규옥으로 자루를 만들고 황금으로 

국자를 만들며 납으로 바깥을 삼고 가운데를 붉게 칠한다. ‘黃流’는 울창주이다. 검

은 기장을 빚어 술을 만들고 울금을 다져넣어 달여서 섞고 향기가 퍼지게 한다. 국

자로 떠서 땅에 뿌린다. ‘攸’는 바이고 ‘降’은 내림이다. 치 한 옥그릇이라면 반드

시 누런 울창주가 그 안에 있고, 즐거우신 군자라면 반드시 복록이 그 몸에 내림이 

있다는 말이다. 보배로운 그릇에는 변변찮은 음식을 올리지 않고, 누런 울창주는 질

그릇에 붓지 않음을 분명히 하 으니 성 한 덕성이 있는 자는 반드시 복록과 장수

를 누리고 복과 은택은 음란한 사람에게 내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朱傑人⋅嚴佐

之⋅劉永翔 主編, 앞의 책, 662~6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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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내리는 것 역시 당연하고 축하할 만한 일이라는 은유관계가 성립한다. 

(ㅊ)에서 슬갑은 넓적다리에 있고 행전은 아래에 있다는 말 또한 존재의 모티프

이다. 존재의 모티프는 어떤 사물이 특정 장소에 있음을 읊으면서 적재적소의 

만족스러운 상황을 형상화한다. 붉은 슬갑은 부 이상이라야 착용할 수 있는 

상류층의 복식이다.322) 따라서 슬갑은 제후를 가리키는 환유이다. 슬갑은 넓적다

리를 덮는 것이 마땅하고 행전은 그 아래에 매게 되어 있다. ‘아래’란 단순히 위

치만을 나타낼 뿐 아니라 아랫사람을 가리키는 은유로 쓰 다. 그렇다면 슬갑이 

넓적다리에 있고 행전이 그 아래에 있다는 말은 단순히 천자가 하사한 물건이라

는 뜻을 넘어서 제후들이 각자 제 지위에 걸맞게 행동하는 것에 응한다. 그래

야 “彼交匪紓(교만하지 말고 해이해지지 말라)”라는 말과 의미가 통하게 된다. 

나아가 군자와 천자의 공고한 우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 옥그릇의 술과 몸에 

착용한 슬갑 및 행전은 실제 군자의 신변에 있음직한 물건이다. 하지만 이들이 

군자의 복록을 축원하는 데에 쓰인 것은 그 자체의 특성보다는 존재 모티프에 

의한 결합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ㅅ)~(ㅊ)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有와 在 어느 쪽이든 군자를 칭송하는 내용

을 나타내는 데에는 차이가 없다. 또한 有와 在의 존재동사가 쓰인 자연 경물의 

역에서 존재 실체와 장소는 모두 고정된 요소가 아니다. 연장체의 형식에서 

매 번 바뀌는 가변요소이다. 또한 칭송의 상인 군자의 역에서 표면적으로는 

장수와 복록이 군자에 붙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칭송의 주체인 작중 화자

가 군자와 애정으로 결합한다.

모든 존재동사에는 《毛傳》과 鄭玄이 풀이하는 ‘各得其宜(각기 알맞음을 얻음)’

의 의미를 적용할 수 있다. 동식물은 서식에 적합한 환경이라면 어디에나 있을 

수 있다. 새가 나무에 있는 것이든 나무가 산이나 언덕 또는 늪에 있는 것이든 

품종을 개별적으로 나누어 볼 일이 아니다. 예컨  멧 추나무는 어느 산에나 

있고 늪지나 언덕에도 있을 수 있다. 멧 추나무뿐만 아니라 뽕나무나 구기자나

무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은 松本雅明가 존재의 흥에 한 설명에서 제시하는 필

322) 《詩集傳》 卷第七: 大夫以上, 赤芾乘軒. ( 부 이상은 붉은 슬갑에 수레를 탄다.) 위의 

책, 5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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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성과 같은 개념이다. 자연 사물이 원래 그러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나 원리를 

제시한 것이다. 자연 경물의 의미 역과 응하는 인간의 의미 역에서는 군자

의 칭송, 상 방에 한 원망, 이별의 탄식 등이 제시된다. 이것은 “사랑은 적재

적소의 상태이다” 은유의 여러 가지 양상이다.

3. 번성

마지막으로 번성의 모티프를 살펴보기로 한다. 번성의 상태는 주로 첩어로 표

시한다.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의 글자 하나와 허사의 결합으로 나타낼 때도 

있다.

(ㄱ) 桃之夭夭, 有蕡其實. 之子于歸, 宜其家室.

복사나무 싱싱하네 탐스러운 열매. 그이가 시집가니 그 집안에 마땅하네. 

(周南 <桃夭>)

(ㄴ) 常棣之華, 鄂不韡韡. 凡今之人, 莫如兄弟.

당리 꽃 피어나니 눈부시지 않더냐.323) 이 모든 사람, 형제만한 이 없지. 

(小雅 <常棣>)

(ㄷ) 敦彼行葦, 牛羊勿踐履, 方苞方體, 維葉泥泥. 戚戚兄弟, 莫遠具爾, 或肆之筵, 

或授之几. 

빽빽한 길가의 갈 를 소와 양은 밟지 말라. 우거지고 형체 이루면 잎이 

무성하리라. 정다운 형제는 멀리하지 말고 함께하라. 자리를 펴주고 안석

을 갖다 줘라. (大雅 <行葦>)

(ㄹ) 節彼南山, 維石巖巖. 赫赫師尹, 民具爾瞻. 憂心如惔, 不敢戲談. 國旣卒斬, 何

用不監.

높다란 저 남산에 바위가 우뚝우뚝. 명성이 혁혁한 태사 윤씨여 사람들이 

323) 《毛詩正義》 卷第九: 傳, 也. 常棣, 棣也. 猶 然, 外發也. 韡韡, 光明也. (흥이

다. ‘常棣’는 당리이다. ‘ ’은 ‘ 然’과 같으니 밖으로 피어남을 말한다. ‘韡韡’는 

환하게 빛남이다.) 正義曰, 毛以為, 常棣之木, 華 然, 外發之時, 豈不韡韡而光明

乎……以 兄弟衆多, 而相和睦, 豈不强盛而有光輝乎. (《毛傳》에서는 당리나무는 꽃이 

흐드러지게 밖으로 피어날 때 어찌 눈부시게 환히 빛나지 않겠느냐고 본 것이

다.……그로써 형제가 많으면서 서로 화목하면 어찌 강성하여 광휘가 있지 않겠느냐

고 흥으로 비유한 것이다.) 馬辛民 責任編輯, 앞의 책, 664~6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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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당신만 쳐다보거늘. 근심이 불타는 듯 감히 농담도 못하네. 나라가 

끝내 망할 판에 어찌 살피지 않으시오. (小雅 <節南山>) 

(ㅁ) 春日遲遲, 采蘩祁祁. 女心傷悲, 殆及公子同歸. 

봄 햇살 뉘엿뉘엿 흰쑥 캐니 수북수북. 여자 마음 아프니 얼른 공자와 함

께 돌아오길. (豳風 <七月>)

(ㅂ) 滔滔江漢, 南國之紀. 盡瘁以仕, 寧莫我有.

넘실넘실 장강 한수는 남국의 벼리. 몸이 부서져라 섬겼거늘 왜 나를 가까

이하지 않나. (小雅 <四月>)

(ㅅ) 麀鹿濯濯, 白鳥翯翯. 王在靈沼, 於牣魚躍. 

사슴은 포동포동 고니는 매끈매끈. 왕께서  못에 계시네 오오 우글우

글 물고기 뛰는구나. (大雅 <靈臺>)

번성의 모티프는 자연 경물의 성 한 상태를 보여준다. 사물의 성 함은 곧 

상 방과 만나는 즐거운 감정 상태를 나타낸다. 존재의 모티프가 만남 자체에 

한 은유라면 번성 모티프는 만남의 결과에 한 은유라고 할 수 있다. 이 은

유를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감정은 구체적인 사물이다”라는 개념적 은유가 전

제되어야 한다. 인간의 감각과 경험에서 자연물이 크거나 많은 것은 긍정적이고 

만족스러운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봄여름에 동식물이 생장하고 가을에 열매가 

가득 열리는 것에서 힘찬 기운과 풍요로운 만족을 느끼는 것이 표적인 예이

다. 이로부터 “사랑은 사물의 번성이다”라는 개념적 은유가 성립한다. 사물의 여

러 개체가 모이거나 커지면 기세가 성 해지듯이 반가운 사람과 만나 한데 모이

면 사랑의 기쁨이 더욱 무르익는다는 것이다. 사랑의 상은 남녀, 형제, 군신 

등 모든 인간관계에 두루 적용된다.

(ㄱ)~(ㄷ)은 식물의 번성으로 가족의 사랑을 드러낸 사례이다. (ㄱ)은 시집가는 

여자를 칭송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젊고 싱싱한 복숭아나무에 열매가 크게 

열렸다. 이것은 일차적으로 신부의 미모를 가리키지만 궁극적으로는 결혼으로 

인해 번 하게 될 가문에 한 기 를 나타낸 것이다. 부부의 사랑이 집안 전체

의 화목으로 확 되는 것을 뜻한다. 복숭아나무의 근원 역이 신부와 그가 들어

간 집안의 목표 역에 응하는 은유이다. (ㄴ)은 당리나무의 화려한 꽃으로 화

목한 형제를 보여주는 은유이다. 꽃은 여럿이 피었을 때 더 화려하고 아름답지

만, 그 자체로도 꽃잎이 여러 장 모여서 번성을 나타내는 시각적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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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힘을 합쳐 어려움을 돕는 형제는 낱낱의 꽃잎 또는 꽃송이가 모여 활짝 

핀 모습으로 형상화된다. (ㄷ)은 떨기로 뭉쳐서 자라는 갈 로 잔치에 모인 형제

를 형상화한 은유이다. 모여 있는 갈 를 소나 양이 밟으면 꺾이고 흩어져서 잘 

자랄 수 없다. 이 개념 요소는 형제가 함께하지 않고 서로 소원해지는 것에 

응한다. 갈 가 무사히 자라 잎이 무성한 것은 형제가 우애가 있어 잔치에 다 

같이 모여 화목함에 응한다.

(ㄹ)~(ㅂ)은 자연 경물의 번성과 실제 말하려는 내용이 상반된 모습이다. (ㄹ)

은 산의 바위가 겹겹이 쌓여 높이 솟은 모습이 고귀한 지도자와 그를 경애하는 

사람들의 화합에 응하는 은유이다. 바위는 혼자서 우뚝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돌이 쌓여서 높아진 것이다. 마찬가지로 태사 윤씨에게 명망과 권세가 있

는 것은 사람들이 모두 그가 문제를 해결해주기를 기 하고 따르기 때문에 가능

한 것이다. 그것이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이상적인 결합 관계이다. 하지만 실제로

는 태사 윤씨가 이름에 걸맞게 행동하지 않아 원망의 상이 되어 조를 이루

고 있다. (ㅁ)에서는 봄이라 해가 길어진 덕택에 그만큼 쑥을 많이 캐어 수북이 

쌓아놓은 모습이다. 제1~2구는 雅 <出車> 제6장의 “春日遲遲, 卉木萋萋. 倉庚

喈喈, 采蘩祁祁(봄 햇살 뉘엿뉘엿 초목은 총총하다. 꾀꼬리 꾀꼴꾀꼴 흰쑥 캐니 

수북수북)”를 축약한 정형구이다. 사실 묘사라기보다는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현

임을 알 수 있다. <出車>에는 이 자연 경물 모티프에 뒤이어 南仲이 이민족인 

玁狁을 무찌르고 개선하는 내용이 나온다. 봄에 왕성하게 자라는 동식물을 멀리 

출정한 사람들과의 재회에 응시킨 은유이다. (ㅁ)에서 흰쑥을 뜯는 동작은 획

득의 모티프로, 멀리 공자를 따라 출정한 남자와 그를 기다리는 여자의 만남을 

비유한 것이다. 쑥이 수북이 쌓인 상태가 바로 번성의 모티프이다. 남자와의 재

회에 한 그리움의 크기이자 만남의 기쁨의 크기이다. 그리움과 기쁨의 감정을 

쑥이라는 사물로 나타냈고 그것은 사랑의 은유이다. 쑥이 쌓인 것은 그 자체로

도 이미 사랑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가리킨다. 하지만 여자는 아직 돌아오지 않

는 사랑의 상을 기다리며 슬퍼한다. 이 역시 조의 수법을 쓴 것이다. (ㅂ)에

서 자연 경물의 의미 역과 인간의 의미 역을 개념 요소별로 응시키면 다음

과 같다. 물결치는 장강 한수는 곧 버림받아 떠도는 작중 화자와 그를 버린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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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자의 본디 이상적이었던 단결 상태에 응한다. ‘남국의 벼리’란 어지럽게 풀

어진 그물에서 벼리만 당기면 그물이 가지런히 정리되듯이, 길게 뻗어 흐르는 

장강 한수의 강 유역을 장악하면 남국 일 가 평정된다는 말이다. 더 나아가 벼

리와 강물은 모두 천하의 질서를 바로잡는 기준에 응하는 개념 요소이다. 그 

기준을 이루는 핵심이 바로 권력자와 작중 화자의 사랑이자 의리이다. 하지만 

화자는 열심히 봉사하 음에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쫓겨나 떠도는 형편으로 번

성 모티프와는 조를 이룬다.

(ㅅ)은 은유와 환유 어느 쪽으로든 해석이 가능한 사례이다. 환유로 보자면 사

슴과 고니의 무리는 왕의 원림, 나아가 천하라는 확장된 의미 역에 포함되는 

개념 요소이다. 사슴과 고니가 즐겁게 노니는 모습만으로도 왕국 전체의 번 을 

나타낼 수 있다. 사슴과 고니가 천하를 신하는 것이다. 은유로 본다면 왕의 원

림을 하나의 의미 역으로, 원림 밖의 천하를 또 하나의 의미 역으로 나눌 수 

있다. 원림을 구성하는 사슴과 고니는 천자와 백성 모두에 응한다. 그들이 살

찌고 윤기 나는 번성의 상태는 백성이 천자를 사랑하여 함께 화합하는 모습에 

응한다. 은유와 환유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천자의 덕을 칭송하는 시의 주제

를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연 경물 모티프의 왕성한 존재 상태는 이상적인 모습으로서 인간사의 표준

이 된다. 주체의 왕성한 상태는 주제문의 등장인물이 지향하는 사랑과 화합의 

상태를 은유로 나타낸다. (ㄱ)은 복숭아 열매가 크게 자란 모습이고 (ㄴ)은 당리

나무 꽃이 화려하게 핀 모습, (ㄷ)은 갈  잎이 무성하게 우거진 모습이다. (ㄹ)

은 남산의 바위가 첩첩이 쌓여 높은 모습, (ㅁ)은 캐어 놓은 쑥이 수북이 쌓여있

는 모습이고, (ㅂ)은 강물이 물결치며 세차게 흐르는 모습이며 (ㅅ)은 길짐승 날

짐승이 살쪄서 보기 좋은 모습이다. 이 왕성한 기운은 하나의 개체보다는 여러 

개의 개체가 한데 모인 결과이다. 식물의 열매, 꽃, 잎은 단순히 하나의 개체만 

놓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산의 바위도 마찬가지이다. 쑥은 여러 움큼이 모 을 

때 더욱 수북하고 강은 물이 불어야 더욱 거세며 짐승들은 함께 있어야 더욱 풍

성해 보인다. 따라서 첩어로 표상되는 주체는 個體가 아니고 群體이며 개별 주

체가 한곳에 모여 하나의 단체를 이룸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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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휴식, 존재, 번성의 세 가지 상태의 모티프가 어떻게 은유를 이루는

지 살펴보았다. 이들은 동작의 모티프와 달리 그 자체로 고정된 모습이고 장소

가 항상 전제되어 있다. 한편 동작의 모티프에서 주체와 상이 결합하듯이 상

태의 모티프에서는 주체와 장소가 결합한다. 다만 번성 모티프에서는 개체와 개

체가 결합하여 군체를 이룬다. 여기서 주체와 장소는 모두 가변요소로 작품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반면에 결합을 이루는 상태는 불변요소로서 은유를 성립시키

는 핵심 기능을 맡는다. 이 결합의 상태는 작중 화자를 포함한 시의 등장인물 

간의 사랑에 응한다. 따라서 “사랑은 휴식/ 적재적소의 상태/ 사물의 번성이

다”라는 개념적 은유가 성립한다. 사랑의 양태는 사랑의 상에 한 찬미와 신

뢰 또는 원망으로 나뉜다. 예컨  상 방을 원망하는 내용을 나타내는 모티프로 

꾀꼬리가 멧 추나무에 앉는다든지(秦風 <黃鳥>), 꼭두서니가 언덕에 있다든지

(鄭風 <東門之墠>), 넘실 는 장강과 한수를 제시하는 경우( 雅 <四月>)를 들 수 

있다. 여기서도 동작의 모티프와 마찬가지로 사랑의 갖가지 양태를 나타낼 때 

각 상태의 종류는 구별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제 4 절 모티프 은유의 제 양상

지금까지 자연 경물 모티프를 분석한 결과, 이들이 모두 동작과 상태에 따라 

유형화되는 사랑의 은유임을 알 수 있었다. 이 자연 경물 모티프는 개념적 은유

의 원리에 따라 시의 등장인물과 별개의 의미 역을 이루며, 각 개념 요소가 1:1

로 응한다. 여기서는 모티프 은유가 좀 더 복잡하게 응용되는 여러 가지 양상

을 논의한다. 먼저 호출에서 번성에 이르는 각 유형의 모티프가 복합적으로 결

합할 때에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살펴본다. 다음으로 획득 모티프의 특수 용례 

및 모티프와 주제의 조 현상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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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합 모티프

두 물체의 결합은 호출이나 이동 등 단 하나의 모티프가 쓰인 예도 있지만 두 

가지 이상의 모티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예가 더 많다. 복합 모티프는 시에

서 어떤 내용을 표현하기 위해 여러 모티프가 동시에 쓰인 것을 말한다. 이것을 

합성 모티프와 병렬 모티프로 나누어서 설명하기로 한다.

합성 모티프는 두 가지 이상의 모티프가 하나의 자연 경물을 이루는 것을 말

한다. 예를 들어 새가 날다가 나무에 앉아서 우는 것은 이동, 휴식, 호출의 모티

프가 하나의 의미 역을 이루는 것이다. 여기서는 齊風 <敝笱>와 鄭風 <野有蔓

草>의 합성 모티프를 살펴보자.

齊風 <敝笱>는 한  이후 역 로 齊 襄公과 누이동생 文姜의 불륜을 풍자한 

시로 여겨졌고 20세기에 들어서는 이 시에 등장하는 물고기의 성적인 이미지가 

주목받았다. 하지만 현재는 文姜을 포함한 제나라의 공주 혹은 일반적인 사람을 

상으로 하는 결혼 축하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324)

敝笱在梁, 其魚魴鰥. 

齊子歸止, 其從如雲.

敝笱在梁, 其魚魴鱮. 

齊子歸止, 其從如雨. 

敝笱在梁, 其魚唯唯. 

齊子歸止, 其從如水. 

해진 통발 어살에 있네. 물고기는 방어와 송사리. 

제나라 공주 시집가니 따르는 자 구름 같네.

해진 통발 어살에 있네. 물고기는 방어와 연어. 

제나라 공주 시집가니 따르는 자 비와 같네.

해진 통발 어살에 있네. 물고기는 바글바글. 

제나라 공주 시집가니 따르는 자 물과 같네.

이 시는 매 장이 비슷한 형식으로 반복되는 연장체로 되어 있다. 제1구는 존

재동사 ‘在’로 해진 통발과 어살을 결합시키는 존재 모티프이다. 제2구의 물고기 

324) Olivia Milburn, “ “The Broken Trap”: Reading and Interpreting Shijing Mao 104 during 

the Imperial Era”, Chinese Literature: Essays, Articles, Reviews 32, 2010, 55쪽. 이 논문

에는 <毛詩序>부터 王先謙(1842~1918)에 이르기까지 줄곧 魯 桓公이 부인인 齊 文

姜을 통제하지 못한 것을 풍자한 시로 읽은 학자들의 해석사가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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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티프의 해석은 제1구의 통발과 함께 보면 획득 모티프이고, 제3장의 첩어로 

보면 번성의 모티프이다. 이 모티프들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시의 해석도 갈

리게 된다.

첫째, 물고기의 획득 모티프에 중점을 두는 경우를 살펴보자. 획득의 동사가 

쓰이지는 않았지만, 물고기를 ‘其’라는 지시 사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통발로 물

고기를 잡았다고 보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豳風 <九罭>의 제1장을 참고할 수 

있다.

九罭之魚, 鱒魴. 

我覯之子, 袞衣繡裳.

아홉 주머니 그물에 송어와 방어. 

내 그이를 만나니 곤룡포에 수놓은 치마라네.

그물과 물고기를 나란히 놓았을 뿐이지만 물고기를 잡았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그물에 물고기가 잡히듯이 내게 ‘그이’가 왔다는 뜻이다. 따라서 <敝笱>의 

물고기 역시 해진 통발로 잡았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물고기를 

잡는 것은 제나라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에 해당한다. 제1, 2장에는 방어 등 

여러 종류의 물고기가 등장하 고, 제3장에서는 그 수가 많음을 ‘唯唯’라는 첩어

로 형용하 다. 본디 밖에 있던 물고기가 통발 안에 들어왔는데 품종도 좋고 수

도 넉넉하여 만족감을 준다. 많은 물고기가 통발에 들어왔다는 말은 물이나 비

구름처럼 다수인 제나라 공주 일행이 혼인 상 방의 역에 진입한 것에 응한

다.

문제는 해진 통발이 무엇을 뜻하느냐이다. 전통 시경학에서 해진 통발은 주로 

아내인 齊 文姜의 불륜을 막지 못한 魯 桓公을 풍자한 은유로 보고 있다.325) 하

지만 이 해석은 자연 경물과 시 내용의 연결에 문제가 있다. 자연 경물 모티프

와 주제 구 사이에 은유가 성립하려면 두 역의 각 구성 요소가 서로 응해야 

한다. 그런데 이 시의 주제 구에는 제나라 공주가 시집가는 행렬이 성 하다는 

325) 《毛詩正義》 卷第五: 傳, 也. (흥이다.) 箋云, 魴也鰥也, 魚之易制 . 然而敝敗之笱不

能制. , 喩魯桓微弱, 不能防閑文姜, 終其初時之婉 . (방어나 환어는 물고기 중 

잡아두기 쉬운 것이다. 그러나 낡고 해진 통발은 잡아두지 못한다. 흥이란 노 환공

이 미약하여 문강이 처음의 온순함으로 끝마치도록 막지 못함을 비유한 것이다.) 馬

辛民 責任編輯, 앞의 책, 4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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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만 있고 해진 통발에 해당하는 신랑에 해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

은 <敝笱>가 신랑보다는 신부 측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뜻한다. 더욱이 기존 

해석에서는 통발이 놓인 어살에 한 설명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물고기의 

획득 모티프만 분석하는 방식은 시의 은유를 설명하기에 부족하다.

둘째, 존재 모티프와 번성 모티프의 합성을 고려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이때 

바글바글한 물고기는 매 장 제4구의 구름처럼 따르는 자의 은유이다. 제후의 딸

이 시집갈 때에는 媵妾을 비롯한 많은 수행원이 함께하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해진 통발은 자연히 수행원을 데려가는 제나라 공주에 응한다. 차주환은 해진 

통발이 다 망가져 못쓰게 된 통발이 아니라 오래 써서 헐어진 통발로 보았다. 

어살에 해진 통발이 있다는 말은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곳임을 나타낸 표현이지 

물고기가 샐 정도로 못 쓰는 통발을 그 로 방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326) 

즉 ‘해졌다’는 말은 통발이 못 쓰게 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오랫동안 쓰면서 세

월의 풍상을 겪었다는 뜻으로 보아야 한다.327) 해진 통발은 시집가는 여자가 혼

기가 지난 지 오래된 노처녀라는 사실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328) 반면에 통발 

속에는 방어처럼 맛좋은 물고기가 가득하다. 이들은 제나라 궁정에서 선발되어 

공주와 함께 시집가는 잉첩들을 가리킨다.329) 따라서 이 시에서 왜 신랑이나 신

326) 차주환, <衛風初三篇試論>, 《亞細亞硏究》, 제2집, 1959, 11쪽. 이 논문에서는 <敝笱>

를 齊의 공주가 衛에 시집가는 길에 지나간 도하지점 주변의 실경을 그 로 쓴 것

으로 보았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그 관점에 따르지 않고 통발에 관한 설만 취한다.

327) 《詩經》에서는 문맥상 명백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아닌 이상 부정적인 모티프를 쓰는 

경우가 드물다. 예컨  召南 <野有死麕>의 ‘死麕’ 역시 죽은 지 오래된 시체라기보

다는 사냥에서 갓 잡아 죽인 싱싱한 상태의 동물을 가리킨다. 따라서 잠든 처녀에 

한 은유로 읽을 수 있다. 加納喜光는 흰 띠로 싸지기를 기다리는 죽은 사슴이 무

의식 속에 잠든 채 자신과 어울리는 이성에게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처녀를 뜻한다

고 하 다. 加納喜光, 앞의 책, 80쪽.

328) 혼기를 놓친 노처녀에 한 풍자는 召南 <摽有梅> 제3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摽有梅, 筐墍之. 求我庶士, 迨其 之(매실 다 떨어져 광주리에 주워 담는다. 날 

찾는 뭇 사내들 말 나온 때를 잡아야지)” 혼인의 상 를 일부러 폄하하는 표현도 

찾을 수 있다. 邶風 <新臺> 제3장 “魚網之設, 鴻則離之. 燕婉之求, 得此戚施(물고기 

그물 쳤더니 큰기러기 걸렸네. 고운님을 찾았는데 이런 꼽추 만났네)” 

329) 陳風 <衡門> 제2장에서는 방어와 제나라 강씨를 서로 응시키고 있다. “豈其食魚, 

必河之魴. 豈其取妻, 必齊之姜(어찌 물고기 먹을 때 꼭 황하의 방어라야만 하는가. 

어찌 아내 얻을 때 꼭 제의 강씨라야만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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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보다도 신부를 따르는 자에 중점을 두는지를 알 수 있다. 그것은 노처녀로 시

집가는 제나라 공주 자신보다 수행원이 더 성 한 모습에 한 놀림이다. 해진 

통발을 풍자의 도구로 본다면 그 상은 신랑이 아니라 신부이다.

제1구의 해진 통발이 어살에 있다는 말은 적재적소에 물건이 놓여있다는 뜻으

로, 제나라 공주가 남편 될 사람과 한 쌍의 부부가 된 것에 응하는 은유이다. 

어살에 통발이 놓여 있고, 그 통발 안에 많은 물고기가 들어 있는 모습은 복합 

모티프이다. 제후국 간의 성 한 결혼식과 이후에 이어질 우호관계를 축하하는 

의미를 이 모티프로 표현하 다. 이때 복합 모티프를 이루는 각 요소는 혼인의 

각 주체와 1:1 응을 이룬다. 각 응 관계를 도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표 5] <敝笱> 모티  은유의 응 계

모티프의 요소(근원영역) 혼인의 주체(목표영역)
어살 신랑

해진 통발 노처녀인 제의 신부
맛좋은 물고기 떼 성 한 수행원

합성 모티프의 다른 사례로 鄭風 <野有蔓草>를 들 수 있다.

野有蔓草, 零露漙兮. 

有美一人, 淸揚婉兮. 

邂 相遇, 適我願兮. 

野有蔓草, 零露瀼瀼. 

有美一人, 婉如淸揚. 

邂 相遇, 子皆臧. 

들에 덩굴 풀 있네, 이슬이 방울방울 내렸네.

아름다운 한 사람 있네, 눈 맑고 이마 넓어 곱구나.

우연히 마주쳤으니 딱 내가 바라던 일이네.

들에 덩굴 풀 있네, 이슬이 아롱아롱 내렸네.

아름다운 한 사람 있네, 곱게도 눈 맑고 이마 넓네.

우연히 마주쳤으니 그 와 다 함께 잘됐구나.

이 시는 朱子를 비롯하여 현 의 주석서까지 부분 남녀가 만난 실제 풍경을 

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朱子는 이 시의 자연 모티프가 단순히 보이는 

그 로를 서술한 것이 아니라 흥의 성격도 있다고 보았다.330) 그렇다면 이 모티

330) 《詩集傳》 卷第四: 賦而 也.……男女相遇於野田草露之間. 故賦其所在以起 , 野有蔓

草, 則零露漙矣. 有美一人, 則淸揚婉矣. 邂 相遇, 則得以適我願矣. (부이면서 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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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를 시의 주제를 형상화한 은유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朱子의 흥은 앞 구와 

뒤 구가 구별되는 응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존재와 번성의 모티프가 쓰 다. 각 장 제1구의 존재동사로 쓰인 

‘有’와 제2구의 번성의 상태를 나타내는 ‘漙’과 첩어 ‘瀼瀼’이 각 모티프의 성격

을 드러내는 요소이다. 들판에 덩굴풀이 있듯이 작중 화자가 사모하는 어느 美

人이 바로 이곳에 있다. 여기서 ‘美人’은 불특정 상이다. 자신이 사모하는 사

람이라면 매력적인 이성뿐만 아니라 누구든 가리킬 수 있다.331) 

또한 이슬이 가득 내려 롱하게 빛나는 모습인 ‘漙’이나 ‘瀼瀼’으로 해후의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를 형용하 다. 뜻하지 않게 마주쳤다는 것은 평소에 자신

이 사모하면서도 언제 만날지 모르던 아름다운 사람을 우연히 기회가 되어 보게 

되었다는 뜻이다. 미리 예상하고 보는 것보다 갑자기 보게 된 기쁨이 더 크다. 

제1구는 제3~4구에 응하고, 제2구는 제5~6구에 응한다.

들의 덩굴 풀에 이슬이 가득한 모습을 단순히 남녀가 만난 장소로만 한정지으

면 시 해석의 폭이 좁아진다. 자신과 상 방의 관계를 들판과 덩굴 풀의 은유로 

형상화하고, 만남으로 인한 즐거움을 이슬의 가득함에 응시키면 사모하는 사

람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다.

다음은 병렬 모티프이다. 병렬 모티프는 두 가지 이상의 자연 경물 모티프가 

각각 별도의 의미 역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합성 모티프와 달리 이들 자연 경

물은 서로에게 향을 미치지 않고 오로지 인간의 의미 역에 응할 뿐이다. 

여기서는 周南 <葛覃>과 唐風 <綢繆>를 보기로 한다.

다.……남녀가 들의 이슬 내린 풀숲에서 만났다. 그래서 자신들이 있는 곳을 읊음으

로써 흥을 일으켰다. 들에 덩굴 풀 있으니 내린 이슬이 방울지고, 아름다운 한 사람 

있으니 눈 맑고 이마 넓으며, 우연히 마주쳤으니 자기 원하는 로 딱 맞춤한 것이

라고 말한 것이다. .) 朱傑人⋅嚴佐之⋅劉永翔 主編, 앞의 책, 480쪽.

331) 邶風 <簡兮> 제3장에는 ‘云誰之思, 西方美人. (누구를 그리워하나, 서방의 미인이라

네.)’이라는 구절이 나온다. 朱子는 ‘美人’이 西周 초의 훌륭한 임금을 가리킨다고 

풀이하 다. 《詩集傳》 卷第二: 西方美人, 託 以指西周之盛王, 如離騷亦以美人目其君

也. (‘西方美人’은 그에 가탁한 말로써 서주 전성기의 임금을 가리킨다. <離騷>에서

도 역시 미인으로 자신의 임금을 가리킨다.) 위의 책, 4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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葛之覃兮, 

施于中谷, 維葉萋萋. 

黃鳥于飛, 

集于灌木, 其鳴喈喈. 

葛之覃兮, 

施于中谷, 維葉莫莫. 

是刈是濩, 

爲絺爲綌, 服之無斁.

告師氏, 告 歸. 

薄汙我私, 薄澣我衣. 

害澣害否, 歸寧父母. 

칡덩굴이여 

골짜기 안에 뻗어있네, 잎이 무성하네. 

꾀꼬리가 날아 

관목에 앉아서 울음소리 꾀꼴꾀꼴.

칡덩굴이여 

골짜기 안에 뻗어있네, 잎이 우거졌네. 

이걸 베어다 쪄서 

갈포 짜다가 옷 지어 입으면 싫증나지 않겠다.

사씨332)에게 알려야지 알리고 돌아가야지. 

사복도 빨고 정복도 빨아야지. 

무엇은 빨고 무엇은 않겠느냐 부모님 뵈러 가는데.

<葛覃>은 <毛詩序>에서 后妃가 근면 절약하고 성실히 일하다가 스승의 허락에 

따라 친정 부모를 찾아뵙는 내용이라고 했다.333) 그에 따라 역 의 주석가들은 

덩굴이 뻗는 모습, 덩굴을 베는 모습, 새가 날아와 앉아서 우는 모습을 모두 실

332) 전통 시경학의 주석가들은 이 시의 작자 및 작중화자 역시 후비 또는 그와 관련된 

여성으로 보았다. 師氏 역시 여종이나 궁중의 女官으로 보았다. 《毛詩正義》 卷第一: 

傳, 師, 女師也. 古 女師教以婦徳, 婦 , 婦容, 婦功. (‘師’는 여자의 스승이다. 옛날

에 여자의 스승은 부녀의 품덕, 언어, 용모, 직무를 가르쳤다.) 馬辛民 責任編輯, 앞

의 책, 40쪽. 하지만 근래에 師氏는 雅 <十月之交>의 “楀維師氏”와 大雅 <雲漢>의 

“趣馬師氏”의 용례 및 周代 金文의 기록과 함께 군 의 지휘관을 가리킨다는 설이 

제기되었다. 그에 따르면 <葛覃>은 행역나간 군인이 그 곳 정경을 묘사하면서 고향

의 부모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심정을 읊은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일, 앞

의 논문, 102~104쪽. 이후 金文의 연구가 계속 진행되면서, 師氏 및 師의 직무 범위

가 굉장히 넓어서 군사담당관뿐만 아니라 궁정 수위의 관직 및 교육담당관 역시 師

氏 및 師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張亞初⋅劉雨, 《西周金文官制硏究》, 北京: 中華

書局, 1986, 4~7쪽. 군  지휘관이든 교육담당관이든 작중화자가 휴가를 신청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임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사씨’라는 관직명을 

그 로 쓴다.

333) 葛覃, 后妃之本也. 后妃在父母家, 則志在於女功之事, 躬 節用, 服澣濯之衣, 敬師

傅, 則可以歸安父母, 化天下以婦道也. (<葛覃>은 후비의 근본이다. 후비가 친정 부모 

집에 있을 때 뜻이 여성의 일에 있었다. 몸소 검소하게 절약하고 빤 옷을 입으며 

스승을 존경하니 돌아가 부모를 편안히 해드리고 천하를 부녀의 도리로 교화할 수 

있었다.) 馬辛民 責任編輯, 앞의 책, 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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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으로 간주하 다. 朱子는 <葛覃> 전체를 부로 설정하 다. 그는 <葛覃>의 자연 

경물이 후비가 몸소 칡을 캐던 초여름 당시의 정경을 추억하여 서술한 것이라고 

하 다.334) 方玉潤은 이 모든 일을 후비가 손수 했다는 설에 의심을 품었다. 그

는 이 시가 민간의 신부가 귀성할 때 옷을 빨면서 떠올린 정경의 노래를 궁중에

서 가져다 쓴 것이라고 주장하 다. 갈옷에 싫증내지 않는다는 말과 옷을 빨아 

입는다는 말은 검약의 상징으로 보았다.335) 朱子와 方玉潤 모두 칡과 꾀꼬리를 

334) 《詩集傳》 卷第一: 賦也……賦 敷陳其事, 而直 之 也. 蓋后妃旣成絺綌, 而賦其事, 

追敍初夏之時, 葛葉方盛, 而有黃鳥鳴於其上也. 後凡 賦 放此. (부이다……부란 그 

일을 펼쳐서 늘어놓아 곧바로 말하는 것이다. 후비가 갈포를 짓고는 그 일을 사실

로 늘어놓으니, 초여름에 칡잎이 한창 우거지고 꾀꼬리가 그 위에서 운 일을 되

짚어 서술한 것이다. 뒤에 부라고 말한 것은 이에 따른다.) 朱傑人⋅嚴佐之⋅劉永翔 

主編, 앞의 책, 404쪽.

335) 《詩經原始》 卷一: 序以爲后妃之本, 集傳遂以爲后妃所自作, 不知何所證據. 以致駁之

云, 后處深宫, 安得見葛之延於谷中, 以及此原野之間, 鳥鳴叢木景象乎. 愚 后縱勤

勞, 豈必親手是刈是濩, 后卽節 , 亦不至歸寧尚服澣衣. 縱或有之, 亦屬矯强, 非情之

正, 豈得爲一國母 乎. 蓋此亦采之民間, 關雎同爲房中 . 前咏初昏, 此賦歸寧耳. 因

歸寧而澣衣, 因澣衣而念絺綌, 因絺綌而想葛之初生, 至于刈濩, 以見一物之成, 亦非易

易而服之 , 敢有厭心哉. 縱至歸寧以見父母, 所服私衣, 亦不過澣濯 物而已. 可見周

家王業, 勤 爲本, 以故民間婦道, 亦觀感成風. 聖人取之以次關雎, 亦欲爲萬世婦德, 立

之範耳. (<毛詩序>에서는 후비의 근본이라 하 고, 《詩集傳》에서는 급기야 후비가 

친히 지은 것으로 삼았는데, 어디에 증거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반박하는 사람

이 ‘후비는 구궁심처에 있는데 어떻게 칡이 골짜기 안에서 뻗고 이 들판에서 새가 

나무덤불에서 우는 경치까지 보았겠는가?’라고 말하기에 이르 다. 내가 보기에 후

비가 설령 부지런히 일하더라도 어찌 꼭 손수 칡을 베고 찌겠는가. 후비가 아무리 

근검절약하더라도 부모님 뵈러 친정에 갈 때 복장을 맡아 옷을 빠는 지경에는 이르

지 않을 것이다. 설령 혹시 그런 일이 있더라도 억지에 속하지 인정의 올바름은 아

니니 어찌 국모의 거동이 되겠는가? 아마 이 시 또한 민간에서 채록하여 <關雎>와 

똑같이 방중악이 되었을 것이다. 앞 시[<關雎>]는 갓 결혼한 일을 읊었고, 여기서는 

귀성을 읊었을 따름이다. 귀성으로 인해 옷을 빨고, 옷을 빪으로 인해 갈포를 떠올

리고, 갈포로 인해 칡이 처음 생겨서 베고 찌는 데에 이르기까지를 생각했다. 한 물

건이 이루어짐에 역시 쉽사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보았으니, 입는 자가 감히 

싫증이 나겠는가. 설령 귀성하여 부모를 뵙더라도 입은 사복은 역시 옛날 옷을 빤 

것에 지나지 않는다. 주 왕실에서 근검을 근본으로 삼았기에 민간 부녀의 도리로도 

보고 느껴서 풍속을 이루었음을 볼 수 있다. 성인이 이를 취하여 <關雎>의 다음에 

놓은 것은 역시 만세의 부덕으로 삼아 모범으로 세우고자 했을 따름이다.) 方玉潤, 

앞의 책, 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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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노동 행위 및 시간적, 공간적 배경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작중화자와 함께 

하나의 역에 속해 있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칡과 꾀꼬리와 관련된 자연 경물을 전부 은유로 쓰인 모티

프로 본다. 칡의 경우 제1장의 제1, 2구 ‘葛之覃兮, 施于中谷’은 부모를 향해 돌

아가려는 화자의 바람이 ‘施’라는 동사로 표출되어 있다. 칡덩굴이 뻗는 모습은 

이동 모티프로 유형화된 자연 경물이다.336) 제3구의 ‘維葉萋萋’는 상태를 나타내

는 첩어로, 번성의 모티프이다.337) 잎이 무성하다는 것은 칡덩굴이 골짜기에서 

무럭무럭 자란다는 뜻이다. 칡덩굴은 합성 모티프로서 작중화자와 구별되는 하

나의 의미 역을 이룬다. 칡덩굴은 작중화자에, 골짜기는 부모가 계시는 고향에, 

뻗는 동작은 귀성의 여행에, 칡잎이 무성한 것은 작중화자가 부모와 만나 편안

하고 기쁜 상태에 응한다.

제2장에서는 칡과 관련된 여러 모티프의 결합 의미가 반복된다. 제1~3구는 제

1장의 합성 모티프를 되풀이한 것이다. 하지만 제4~6구는 합성 모티프가 아니라 

병렬 모티프이다. 여기에는 획득과 결속 모티프가 나온다. ‘是刈是濩, 爲絺爲綌, 

服之無斁’에는 획득의 동사 ‘刈’가 쓰 다. ‘濩(찌다)’에는 칡과 그것을 찌기 위한 

도구인 솥의 결합 의미가 있다.338) 칡 섬유를 갈포로 짜는 것은 날줄과 씨줄이 

엮이는 결속의 모티프이다. 갈포로 옷을 지어 착용한다는 말은 칡과 사람이 하

나로 결합하는 것을 뜻한다. 제2장의 이동, 번성, 획득, 결속 모티프는 별도의 의

미 역이 되어 제3장 마지막 구의 “歸寧父母(돌아가 부모님 편안히 해드리련다)”

336) 《詩經》에서 칡을 비롯한 덩굴식물이 뻗는 모습을 나타낸 구는 다음과 같다. 邶風 

<旄丘>: 旄丘之葛兮, 何誕之節兮. (모구의 칡이여 어찌 마디가 이리 뻗었는가), 王風 

<葛藟>: 莫莫葛藟, 施于條枚. (무성한 칡덩굴이 나뭇가지에 뻗어있네), 豳風 <東山>: 

果臝之實, 亦施于宇. (하눌타리 열매 또한 지붕까지 뻗었네), 雅 < >: 蔦 女蘿, 

施于松柏. (상기생과 송라가 소나무 측백나무에 뻗어있네)

337) ‘萋萋’가 쓰인 정형구는 다음과 같다. 秦風 <蒹葭>: 蒹葭萋萋, 白露未晞. (갈  무성

하고 이슬 마르지 않았네), 雅 <出車>: 春日遲遲, 卉木萋萋. (봄 해는 늘어지고 초

목은 무성하네), 雅 <杕杜>: 有杕之杜, 其葉萋萋. (우뚝한 당리 잎이 무성하네), 大

雅 <卷阿>: 菶菶萋萋, 雝雝喈喈. ([오동나무] 우거지고 무성하네, [봉황새] 옹옹개개 

우는소리)

338) 앞의 大雅 <旱麓>에서 존재 모티프를 옥그릇과 황주의 결합으로 본 것과 같은 원리

이다. 획득의 상물과 그릇의 결합에 해서는 제3장 제4절의 획득 모티프의 특수 

형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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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각각 응한다. 이 칡과 관련된 일련의 병렬 모티프는 부모 그리는 마음의 

은유가 여러 차례 반복된 것이다.

꾀꼬리의 경우 제1장 제4~6구의 ‘黃鳥于飛, 集于灌木, 其鳴喈喈’에서 이동의 

동사인 ‘飛’, 휴식의 동사인 ‘集’ 및 호출의 동사 ‘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들은 은유의 근거를 이루는 불변요소이다. 반면에 ‘黃鳥’나 ‘灌木’은 모두 가변요

소이다. 《詩經》에는 새가 날다가 나무에 앉는 이동과 휴식의 모티프가 흔히 등

장한다. 꾀꼬리 역시 합성 모티프이고 작중화자와 따로 하나의 의미 역을 이루

고 있다. 꾀꼬리는 작중화자에, 관목은 부모가 계시는 고향에, 나는 동작은 귀성

의 여행에, 나무에 앉는 것은 고향에 다다라 머무는 것에, 우는 동작은 부모를 

찾는 것에 응한다.339)

칡과 꾀꼬리는 작중화자가 직접 보고 겪은 실경이라기보다는 각각 별개의 의

미 역에서 작중화자의 의미 역과 응을 이루는 은유의 개념요소이다. 여기서 

칡과 꾀꼬리는 서로 무관하다. 제2장에서는 같은 칡이라도 후반부에 쓰인 모티

프는 서로 다른 근원 역이 같은 목표 역에 반복 응하는 것이다. <葛覃>의 

주요 내용은 제3장의 작중화자가 부모를 뵈러갈 채비를 하는 것이다. 그 그리움

과 설렘을 표현하기 위해 칡과 꾀꼬리의 자연 경물 모티프를 여러 개의 은유로 

병치한 것이다.

병렬 모티프의 다른 사례로 唐風 <綢繆>가 있다. 제2장을 보기로 한다.

綢繆束芻, 三星在隅. 

今夕何夕, 見此邂 . 

子兮子兮, 如此邂 何. 

꽁꽁 꼴을 묶었네. 별 세 개 모퉁이에 있네.

오늘 저녁이 무슨 저녁이라 이 해후를 보았나.

아아, 아아, 이 해후를 어찌할까.

이 시에 쓰인 자연 경물에 해서는 두 가지 설로 나뉜다. 첫째는 땔감 묶기

는 은유, 하늘의 별은 계절적 배경으로 보는 견해이다.340) 이때 땔감이 하나의 

339) 꾀꼬리와 관목이 가변요소인 것과 마찬가지로, 작중화자와 부모의 관계도 부부, 형

제, 군신 등 다른 인간관계로 체 가능하다.

340) 《毛詩正義》 卷第六: 傳, 三星, 參也. 在天, 始見東方也. 男女待禮而成, 若薪芻待人

事而後束也. 三星在天, 可以嫁娶矣. (‘三星’은 參宿이다. ‘在天’은 동쪽에 보이기 시

작함을 말한다. 남녀가 예법을 기다려 성혼하는 것은 땔나무가 사람의 작업을 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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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역, 별과 작중화자가 또 하나의 의미 역으로 나뉜다. 둘째는 땔감 묶기는 

실제의 노동 행위, 하늘의 별은 계절적 배경으로 보는 견해이다.341) 이때 땔감과 

별은 모두 작중화자의 의미 역에 속한다.

하지만 꼴을 비롯한 땔감 묶기나 하늘 모퉁이에 별이 있는 모습은 《詩經》에 

상투적으로 쓰이는 모티프이다. 본고에서는 이들을 작중화자의 역과 분리 가

능하다고 판단한다. 이들 모티프는 다름 아닌 사랑의 은유이다. 다만 땔감 묶기

는 결속 모티프이고 하늘의 별은 존재 모티프로서 각각 별도의 의미 역을 이룬

다. 이들을 하나의 의미 역으로 묶는다면 작중화자의 역과 개념 요소의 응

이 1:1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땔감과 별을 병렬 모티프로 

나누는 것이 타당하다. 서로 떨어져 있던 꼴풀이 묶여 하나로 되는 것은 작중화

자와 상 방이 우연히 만나서 즐거움을 함께하는 것에 응한다.342) 하늘 모퉁

이에 별 세 개가 떠있는 것은 이른바 ‘各得其所(각기 제자리를 찾음)’의 형상이

다. 이들은 별과 하늘의 결합으로 역시 작중화자와 상 방과의 해후에 응한다.

려 묶이는 것과 같다. 參宿가 동쪽 하늘에 있으면 결혼할 수 있다.) 馬辛民 責任編

輯, 앞의 책, 454~455쪽.

341) 箋云, 三星 心星也. 心有 卑, 夫婦, 父子之象, 又為二月之合宿. 故嫁娶 以為候

焉……今我束薪於野, 乃見其在天, 則三月之末, 四月之中, 見於東方矣. (‘三星’은 心星

을 말한다. 心星은 존비, 부부, 부자의 형상이 있고 또한 이월과 합쳐지는 별자리가 

된다. 따라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철로 삼는다.……이제 내가 들판에서 땔나무를 묶

다가 별이 하늘에 있는 것을 보니 삼월 말에서 사월 중순 사이에 동쪽에 보이는 것

이다.) 위의 책, 455쪽.

342) 《毛傳》에서는 ‘邂 ’를 기쁘다는 의미로 풀이했다. 傳, 邂 , 解説之貎. (‘邂 ’는 마

음이 놓여 기쁜 모습이다.) 馬辛民 責任編輯, 앞의 책, 457쪽. 하지만 鄭風 <野有蔓

草>에서는 약속 없이 만난 것으로 보았다. 《毛詩正義》 卷第四: 傳, 邂 , 不期而 , 

適其時願. (‘邂 ’는 기약하지 않고 만난 것으로, 그 때의 바람에 맞춘 것이다.) 같은 

책, 375쪽. 김학주는 <野有蔓草>의 뜻에 따라 결혼한 사이에는 ‘邂 ’라는 표현이 

맞지 않으니 이 시는 연인들의 만남을 노래한 것이라고 하 다. 김학주, 앞의 책, 

345~346쪽. 胡承珙은 이 시를 혼인의 내용으로 보고 ‘邂 ’의 뜻을 일반적인 만남으

로 넓게 풀이했다. 《毛詩後箋》 卷十: 其實邂 字, 只當作解構, 但爲 合之意.……葢凡

君臣, 朋友, 男女之遇合, 皆可 之. (사실 ‘邂 ’라는 글자는 그저 ‘解構’로 해야 하

니, 단지 회합의 뜻이다.……보통 군신, 붕우, 남녀의 만남을 모두 말할 수 있다.) 胡

承珙, 앞의 책, 467쪽. 본고에서는 ‘邂 ’의 용법뿐만 아니라 이 시의 내용도 여러 

인간관계에 두루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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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복합 모티프로 다룬 자연 경물은 기존 시경학에서 사실 서술 또는 음

악적 기능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동작과 상태에 따른 모티프의 

유형에 따라 이들 자연 경물은 모두 작중화자와 별도로 성립하는 의미 역에 있

음을 알 수 있다. 합성 모티프의 경우 하나의 의미 역을 이루는 자연 경물의 

각 개념 요소가 인간사의 의미 역을 이루는 개념 요소에 1:1로 빠짐없이 응

한다. 병렬 모티프의 경우 복수의 의미 역으로 나뉘어서 이들이 각각 인간사의 

의미 역과 응하게 된다. 복합 모티프의 원리는 여러 장에 걸쳐 다양한 자연 

경물 모티프가 쓰인 시에도 적용된다. 예컨  周南 <關雎>의 제1장은 저구새가 

울면서 황하 모래섬에 있다는 호출과 존재의 합성 모티프이고 제2장은 삐쭉빼쭉 

나있는 노랑어리연꽃을 부지런히 캔다는 획득의 모티프이다. 제1장과 제2장은 

각각 별도의 의미 역을 이루는 병렬 모티프로 되어 있다.

2. 획득 모티프의 특수 형식

《詩經》의 자연 경물은 그 모티프를 구성하는 동작이나 상태 그 자체에 결합의 

의미가 있는 사랑의 은유이다. 하지만 획득과 관련된 모티프에는 언뜻 보아서 

결합의 의미를 찾기 어려운 동작이 종종 있다. 획득 모티프의 주요 상인 땔나

무, 풀, 물고기로 나누어서 살펴보기로 한다.

땔나무 관련 모티프 중 인간관계와 다소 무관해 보이는 것은 땔나무를 불에 

때는 동작이다. 大雅 <旱麓> 제5장을 보자.

瑟彼柞棫, 民所燎矣. 

豈弟君子, 神所勞矣. 

빽빽한 저 산유자나무 사람들이 불을 때네.

즐거우신 군자여 신이 위로하시네.

여기서 모티프의 불변요소는 번성의 상태를 나타내는 ‘瑟’과 동작을 나타내는 

‘燎’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자연 경물 모티프는 모두 결합의 의미가 있었다. 번

성의 모티프는 제3구의 “豈弟君子”와 응하여 군자와의 만남의 즐거움을 나타

내는 은유이다. 하지만 나무에 불을 때는 것은 ‘燎’와 ‘勞’의 압운 관계를 제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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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군자와의 만남과 무슨 의미상의 관련이 있는지 알기 어렵다. 

땔나무를 불에 때는 동작 자체에서 주제와의 유사성을 찾기 어렵다면 다른 연

결고리를 찾을 필요가 있다. 加納喜光는 陳風 <墓門>의 “墓門有棘, 斧以斯之(묘

문에 멧 추나무 있네. 도끼로 쪼갠다네)”를 해석하기 위해 유사한 표현인 齊風 

<南山>의 “析薪如之何, 匪斧不克(땔나무 패기는 어떻게 하나, 도끼 없으면 안 되

지)”을 찾아내었다. 여기서 ‘析薪’은 결합의 의미로 쓰이는 ‘束薪’의 전제이므로 

멧 추나무 쪼개기 역시 결합의 바람을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하 다.343) 加納喜

光는 나무를 쪼갠다는 표현이 분리를 뜻하므로 뒤 구절과 잘 통하지 않는다고 

본 듯하다. 그래서 결속 모티프로서 사랑의 은유로 널리 쓰이는 ‘땔나무 묶기’와

의 연결점을 찾아낸 것이다. 즉 땔나무 ‘쪼개기’와 땔나무 ‘묶기’는 불가분의 연

속 工程이다. 따라서 이들은 하나의 의미 역에 속하게 된다. 加納喜光에 따르면 

‘땔나무 패기’는 같은 의미 역의 ‘땔나무 묶기’를 신하여 사랑을 가리키는 말

로 쓰인다. 이것은 전제 절차로 후속 절차를 신하는 환유의 원리이다.

물론 장작 패기는 앞에서 다룬 것처럼 그 자체가 획득의 모티프이자 사랑의 

은유이다. 하지만 보다 결합의 의미가 강한 결속 모티프와 같은 의미 역에 있

다는 점을 의식하면 더욱 확고하게 사랑의 개념적 은유로 자리잡을 수 있다. 그

렇다면 땔나무 불 지피기의 모티프 역시 땔나무 획득 관련 모티프의 의미 역이

라는 관점에서 의미를 다시 생각해볼 수 있다. 앞의 <旱麓>에서 사람들이 빽빽

한 산유자나무를 때는 것도 나무를 베고 장작을 패어 땔나무로 묶는 행위를 전

제로 한 것이다. 땔나무 불 지피기는 앞의 획득 모티프와 결속 모티프를 신하

여 군자에 한 작중 화자의 사랑을 나타낸 은유이다.

땔나무 불 지피기에 관한 몇 가지 예를 더 보자.

雅 <白華> 제4장

樵彼桑薪, 卬烘于煁. 

維彼碩人, 實勞我心.

뽕나무 땔감을 베어다가 아궁이에 땐다네. 

저 높으신 님은 실로 내 마음 애태운다네.

제1구의 ‘樵’는 땔나무를 마련한다는 뜻이다.344) 땔나무 획득 관련 모티프의 

343) 加納喜光, 앞의 책, 1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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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역은 땔나무 묶기의 결속 모티프를 포함한다. 여기서 땔나무 불 지피기는 

그 전제인 땔나무 묶기에 곧바로 이어지는 동작이다. 땔나무 묶기의 결속 모티

프를 신하여 사모하는 사람과의 만남을 가리킨다. 여기에도 환유의 원리가 작

용한다. 이 모티프는 뒤따르는 주제 구와 조의 관계에 놓여 있다. 뽕나무는 

‘베어다가’ ‘묶어서’ 땔감으로 쓸 수 있지만, 저 높으신 님은 도무지 만나지 못해

서 내 마음을 태우기만 한다는 말이다.

大雅 <棫樸> 제1장

芃芃棫樸, 薪之槱之. 

濟濟辟王, 左右趣之.

울창한 산유자나무 땔감으로 만들어 불 피우네. 

위엄 있으신 임금님을 좌우에서 따른다네.

<棫樸> 제2구에도 역시 땔나무라는 뜻인 ‘薪’이 동사로 쓰이면서 땔나무 마련

이라는 전체 과정의 의미를 한꺼번에 담고 있다.345) ‘槱’ 역시 후속 행위로, 전제 

행위와 함께 하나의 의미 역을 이루고 있다. 이 장은 좌우의 신하들이 충성을 

다해 임금을 모신다는 내용이다. 그것은 임금과 신하의 만남과 단합을 바탕으로 

한다. 곧 땔나무의 연소로 획득 과정 전체를 신하는 환유와, 땔나무의 획득과 

결속으로 군신의 의리에 응하는 은유가 복합적으로 쓰인 사례이다.

따라서 ‘땔나무에 불 지피기’는 땔나무 쪼개기나 땔나무 묶기가 나타내는 사

모하는 사람과의 만남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땔나무의 획득에 관련된 각 모티

프는 나무를 베어 불을 피우기까지의 전 과정 가운데 일부분을 떼어낸 것이라고

도 할 수 있다. 이 전 과정은 땔나무 가공이라는 하나의 의미 역을 이룬다. 각

각의 동작은 ‘나무 베기-장작 패기-땔나무 묶기-땔나무 불 지피기’의 순서로 정

리할 수 있다. 땔나무 ‘묶기’는 일련의 땔나무 관련 모티프 중 은유의 의미가 강

한 편이다. 그리고 은유의 의미가 약한 ‘불 지피기’는 앞의 ‘베기’나 ‘묶기’를 

344) 《毛詩正義》 卷第十五: 正義曰……此樵彼桑薪, 猶薪是穫薪也. (이 ‘樵彼桑薪’은 ‘이 땔

감을 땔나무로 한다.’와 같다.) 馬辛民 責任編輯, 앞의 책, 1089쪽. 《詩集傳》 卷第十

五: 樵, 采也. (‘樵’는 벌채이다.) 朱傑人⋅嚴佐之⋅劉永翔 主編, 앞의 책, 647쪽.

345) 豳風 <七月> 제6장에 “采荼薪樗(방가지똥 캐고 가죽나무 베어)”가 있고, 雅 <大

東>에 “薪是穫薪, 尙可載也(이 땔감을 땔나무로 하면 그래도 실을 수 있다)”가 있다. 

‘薪’은 나무를 베어 땔감으로 만든다는 뜻의 동사로 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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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여 사랑을 가리키는 환유의 원리를 취한다.

풀 관련 모티프에서는 기존에 사실 서술의 기능으로 여겨진 작품을 사랑의 은

유로 해석할 수 있다. 풀 모티프의 획득 절차가 장별로 연속되는 작품인 召南 

<采蘋>을 보자.

于以采蘋, 南澗之濱. 

于以采藻, 于彼行潦.

于以盛之, 維筐及筥. 

于以湘之, 維錡及釜. 

于以奠之, 宗室牖下. 

誰其尸之, 有齊季女.

어디서 네가래 뜯지? 남쪽 시냇가에서.

어디서 쇠뜨기말 뜯지? 저 길가 도랑에서.

어디에 담지? 소쿠리 광주리에.

어디다 삶지? 노구솥 가마솥에.

어디다 올리지? 종묘 창 밑에.

누가 맡았지? 제나라 막내 공주. 

이 시에서는 네가래와 쇠뜨기말의 채취로부터 운반, 조리, 진설에 이르는 절차

가 문답 형식으로 제시되어 있다. 屈萬里는 이 시를 어느 부에게 시집가 안주

인으로서 제사 음식 진설을 맡은 제나라 막내 공주에 한 내용으로 보았다.346) 

이 시는 표면적으로 제사 준비 과정을 사실 그 로 기록한 듯하지만, 마지막 두 

구에서 시의 내용이 돌발적으로 강하게 제시되어 있다. 즉 제사 준비에 관한 일

련의 작업은 제나라에서 공주가 시집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줄곧 ‘어디’를 묻

고 답하다가 마지막에 ‘누구’로 초점이 옮겨감으로 인해 의미 역이 풀과 공주

로 분리된다. 이것은 시를 은유로 읽을 수 있는 단서를 시사한다.

먼저 풀 관련 모티프를 하나의 역으로 삼아 제나라 공주의 역에 응시켜 

보자. 냇가와 도랑에서 풀을 뜯는 것은 제나라에서 공주를 데려오는 것에 응

한다. 결합의 의미를 띤 획득 모티프의 사랑 은유이다. 나물을 바구니에 담는 것

은 나물과 바구니의 결합으로 해석된다. 나물을 삶는 것과 제사상에 차리는 것

은 일견 결합과 무관해 보인다. 하지만 솥 역시 일종의 그릇의 역할을 하고, 창 

밑 또한 장소로서 풀과 결합한다. 게다가 삶고 상에 차리는 모든 동작은 획득 

모티프 관련 의미 역에 들어간다. 제1장의 채취 동작이 나물 획득의 전체 과정

346) 屈萬里, 앞의 책, 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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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연결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시에서도 획득 모티프의 사랑 은유와 그릇 형태

의 결합 은유가 하나의 의미 역에 혼재하고 있다.

제1장에서 제3장 제1, 2구에 이르기까지 제사음식을 차리는 데에 필요한 각종 

과정과 도구는 결혼에 필요한 절차와 의례에 응한다. 마지막의 제사 음식 진

설을 공주가 맡았다는 구절에서 풀의 의미 역과 인간의 의미 역이 합쳐진다. 

혼례의 각 절차로 구성된 인간의 의미 역은 풀의 의미 역 이면에 숨겨져 있다

가 시의 마지막에 표면으로 드러난다. 이 시에서 제사 음식을 차리는 일련의 과

정은 당시의 의식을 사실 그 로 서술한 것이기도 하지만 제나라 공주가 시집온 

것에 한 은유이기도 하다.347)

지금까지 논한 시는 자연 경물의 획득 모티프와 사랑의 상이 드러난 주제문

이 함께하는 형태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주제문을 생략하고 자연 경물 모티프

만 제시한 경우도 있다. 예컨  周南 <芣苢> 편은 아낙네들이 질경이를 캐는 정

경을 묘사한 시로 보아왔다.348)

采采芣苢, 薄 采之. 

采采芣苢, 薄 有之. 

采采芣苢, 薄 掇之. 

采采芣苢, 薄 捋之. 

采采芣苢, 薄 袺之. 

采采芣苢, 薄 襭之. 

무성한349) 질경이 캐어보자.

무성한 질경이 가져보자.

무성한 질경이 주워보자.

무성한 질경이 뜯어보자.

무성한 질경이 싸보자.

무성한 질경이 담아보자.

347) 종래에는 남녀의 사랑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시의 풀 캐기 경물을 제물 마련

의 의미로만 해석했다. 이욱진, 앞의 논문, 27~28쪽의 《詩經》 풀 캐기 경물이 있는 

작품 일람표. 하지만 <采蘋>의 풀 캐기는 제사 의례의 실제 절차이면서 동시에 공

주와의 결혼에 응하는 은유이다. 일람표에서 제물 마련으로 분류한 <采蘩>, <采

薇>, <出車>, <采芑>, < 宛>, < 明>, <采菽>, <瓠葉>, <泮水> 등의 풀 캐기는 모두 

사랑의 은유로 볼 수 있다. 이에 본고의 연구 결과에 따라 바로잡고자 한다.

348) 최우석, <《詩經》에 표현된 ‘생산노동’의 종류와 그 예술성>, 《中國學論叢》, 제 28집, 

고려 학교 중국학연구소, 2010, 92~93쪽.

349) 馬瑞辰, 《詩經傳箋通釋》 卷二: 瑞辰按, 蒹葭詩, 蒹葭采采, 傳, 采采猶萋萋也. 萋萋猶

蒼蒼, 皆 盛也. 蜉蝣傳, 采采, 眾多也. 多 盛同義. 此詩及芣苢詩俱 采采, 蓋極狀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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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노래에는 단순히 질경이 캐는 동작만 있지, 노동의 괴로움이나 뿌듯함 같

은 감정은 일체 배제되어 있다. 이것을 단순 사실로만 이해하면 그야말로 풍속

의 단편 기록일 뿐이다.350) 

<芣苢>의 이해를 위해 먼저 한국 扶餘 지방의 민요 <도라지 타령> 제1, 2절을 

살펴보자. 

도라지도라지 도라지/심심산천에 백도라지/한두뿌리만 캐여도/ 바구리에 추

리찰찰넘구나/(후렴) 에헤야 에헤야 에헤야/어여라 난다 지화자자 좋다/네가 내

간장을 스리살살 다 녹인다

도라지도라지 도라지/요몹슬년에 도라지/하도날데가 없어서/양바위틈에가 났느

냐/(후렴)351)

단순한 노동요가 아니라 사랑 노래임을 번에 알 수 있다. 도라지 한 두 뿌

리에 광주리가 넘친다는 과장법은 이 도라지 캐기가 실제 상황과는 거리가 멀

다는 증거이다. 물론 실제 도라지를 캐면서 노래를 부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노래는 도라지를 광주리에 담듯이 평소에 그리던 임을 자기 마음에 오롯이 담고 

있음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야 한두 뿌리만 캐어도 바구니가 넘친다는 말이 이

耳芣苢之盛. 芣苢下句始云薄 采之, 不得以上 采采為采取. 此詩下 不盈 筐, 則采

取之義已見, 亦不得以采采為采取也. 芣苢傳, 采采非一辭也. 亦狀其盛多之貌. (내가 보

기에, <蒹葭>편 ‘蒹葭采采’에서 《毛傳》은 “ ‘采采’는 ‘萋萋’와 같다.”라고 하 다. ‘萋

萋’는 ‘蒼蒼’과 같으니 다 무성함을 이른 것이다. <蜉蝣>편 《毛傳》에서 “ ‘采采’는 많

음이다.”라고 하 는데 많음은 무성함과 뜻이 같다. 이 시[<卷耳>편]와 <芣苢>편은 

모두 ‘采采’라고 하 는데 도꼬마리와 질경이의 무성함을 극도로 형상화한 것이다. 

<芣苢>편은 아래 구에 비로소 ‘薄 采之’라고 하 으니 위에서 말한 ‘采采’를 채취

로 하면 안 된다. 이 시는 아래에 ‘不盈 筐’이라 말하여 채취의 뜻이 이미 드러났

으니 역시 ‘采采’를 채취로 하면 안 된다. <芣苢>편 《毛傳》에서 “ ‘采采’는 하나가 

아니다.”라고 하 으니 역시 그 성 하고 많은 모습을 그려낸 것이다.) 馬瑞辰, 앞의 

책, 41쪽.

350) 물론 표현의 반복과 변화를 통해 평화로운 분위기나 언외의 흥취를 자아낸다고 해

석하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이 시가 《詩經》이 아닌 후 의 악부시나 고시에 수록

되었다면 그 정도의 예술적 성취로 평가받았을지 의문이다. 더욱이 이 시는 《詩經》 

가운데에서도 正風인 周南에 속해있기 때문에 특별한 위상에 놓 다.

351) 임동권, 《한국민요집 Ⅲ》, 서울: 집문당, 1975, 3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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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된다.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단 한 사람의 마음만 얻으면 된다는 뜻이다. 특히 

제2절에서 바위틈에 난 도라지를 욕하는 내용은 쉽게 마음을 주지 않는 상 방

에 한 원망으로 보인다. 도라지 캐기의 동작에 뒤이어 애간장을 녹일 만큼 사

랑스런 상 방에 한 사모의 내용이 사람들의 공감을 산다. 그것은 무의식적으

로 “사랑은 풀 캐기이다”의 은유 원리가 작용했기 때문에 도라지 캐기와 상 방

에 한 그리움이 함께 놓인 것이다.

<芣苢>의 질경이 캐기는 사랑의 은유이다. 魯詩에서는 질경이가 냄새나는 식

물이라고 하여 병든 남편을 가리키는 말로 썼다. 하지만 질경이 자체는 가변요

소이므로 다른 식물로 바꾸어도 무방하다. 이 시는 번성과 획득의 모티프가 동

시에 쓰여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욕구가 형상화된 

것이다. 따라서 연인이나 부부가 서로를, 병사가 지휘관을, 신하가 임금을, 부모

자식이나 형제가 서로를 그리워하는 내용의 모티프로도 쓰일 수 있다. 

<芣苢>는 《詩經》에서 자연 경물 모티프의 제시만으로 사모하는 사람에 한 

그리움을 표현한 사례 중 하나이다.352) 후 의 한시에서도 <芣苢>처럼 모티프만 

제시하는 수법을 찾아볼 수 있다. 柳宗元의 <江雪>을 보자.

千山鳥飛絕, 

萬徑人蹤滅.

孤舟簑笠翁, 

獨釣寒江雪.

온 산에 새 날갯짓 끊어지고

길마다 사람 발자취 사라졌다.

외로운 배 도롱이 삿갓 쓴 늙은이

혼자서 추운 강 눈 속에 낚시질한다.

352) 朱子는 周南 <螽斯>에 해 메뚜기가 화목하여 새끼가 번식하는 모습으로 후비가 

질투하지 않아 자손이 번창한 것을 비유한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비

의 수법이라고 했다. 《詩集傳》 卷第一: 比 , 以彼物比此物也. 后妃不妬忌, 而子孫衆

多. 故衆妾以螽斯之群處和集而子孫衆多比之, 其有是德, 而宜有是福也. 後凡 比

放此. (비란 저 사물로 이 사물을 견준 것이다. 후비가 질투하지 않아 자손이 많았

다. 그래서 뭇 첩이 메뚜기가 무리지어 머물면서 화목하게 모여 새끼가 많은 것으

로 그에 견주고는, 그에게 이 덕이 있으니 이 복이 있음이 마땅하다고 말한 것이다. 

뒤에 비라고 말한 것은 모두 여기에 따랐다.) 朱傑人⋅嚴佐之⋅劉永翔 主編, 앞의 

책, 406쪽. 주자 시경학에서 비는 바로 자연 모티프와 주제 구가 반복되지 않으면서 

모티프 자체만으로 특정 내용을 가리키는 은유의 수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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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 사람도 찾지 않는 외진 곳에서 혼자 낚시질 하는 노인의 고독한 모습을 

강렬한 이미지로 그려낸 작품이다. 하지만 제4구에서 노인의 낚시를 생계 꾸리

기나 단순한 취미 정도로 보면 곤란하다. 홍상훈은 이 구절이 세월을 낚으며 뜻

을 펼칠 기회를 기다리던 姜太公의 고사를 연상시키면서 유배지에서 복권되기를 

바라는 시인의 심사를 암시한다고 지적했다.353) 柳宗元의 시구에서 당시 정치적 

역경에 놓인 시인의 처지를 읽은 해석은 타당하다. 그러나 姜太公이 낚으려 한 

것은 세월만이 아니다. 그의 목표는 결국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이고 이것은 바

로 《詩經》의 획득 모티프라는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제1구에서 새가 날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곧 이동의 모티프에 한 부정이다. 

하지만 작중 화자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마지막 구에서 낚시질하는 노인을 제시

하면서 희망의 끈을 붙잡고 있다. 권력자에 한 원망이나 고향에 한 그리움 

같은 넋두리를 전혀 드러내지 않은 채 이동과 획득의 모티프만으로 시상을 일관

하고 주제는 함축적으로 드러냈다.

이처럼 자연 경물 모티프만으로도 주제를 나타낸 것은 이미 모티프와 주제 사

이에 확고한 연계가 맺어졌기에 가능하다. 개념적 은유에서는 근원 역만 언급

해도 목표 역을 환기할 수 있다고 본다. 예컨  여행에 해 길게 논의하면서 

사람 일생의 과정을 저절로 떠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이미 은유에 의한 

결부가 관습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된다.354) <芣苢>에서 풀 캐기라는 획득 모

티프만으로 누군가에 한 사모라는 주제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詩經》의 다른 

풀 캐기 모티프가 부분 누군가를 그리워하거나 찬양하는 유 관계를 형상화하

는 데에 쓰 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획득 상이 물고기인 경우를 보자. 물고기 관련 획득 모티프는 

개 낚시, 그물, 통발 등의 고기잡이 도구와 함께 등장한다. 여기서는 물고기 

삶기의 모티프를 보기로 한다.

353) 홍상훈, 《한시 읽기의 즐거움》, 서울: 솔, 2007, 55쪽.

354) 레이코프⋅터너 지음, 이기우⋅양병호 옮김, 《시와 인지》, 서울: 한국문화사, 1996, 

1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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檜風 <匪風> 제3장

誰能亨魚, 漑之釜鬵. 

誰 西歸, 懷之好音. 

누가 물고기를 삶을 때 솥을 씻겠는가?

누가 서쪽으로 돌아가 좋은 소식 품고 오려나?

제1~2구의 의미에 해서는 설이 갈린다. 《毛傳》에서는 나라 다스리는 것을 

물고기 삶는 것에 비유한 것이라고 하 다.355) 檜 땅의 기준으로 서쪽에 있는 

주나라의 정치를 노래했다고 본 것이다. 한편 김학주는 이 시를 주나라에 가 있

는 애인을 그리는 내용으로 보고, 물고기 삶기는 혼인의 성사를 비유한 것이라

고 하 다.356) 양쪽 모두 물고기 모티프를 서쪽 사람을 향한 애틋한 마음의 은

유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물고기 삶기와 솥 씻기는 각각 무엇에 응하는지를 

분석해보자.

물고기를 삶는다는 것은 물고기 획득 관련 모티프의 의미 역에 속한다. 물고

기 삶기는 서쪽 사람에 한 사랑에 응한다. 또한 물고기 삶기는 물고기와 솥

의 결합에 따른 사랑의 은유로 볼 수도 있다. 물고기를 삶는 동작만으로도 이 

자연 경물을 해석하는 데에는 별 지장이 없어 보인다.

문제는 솥 씻기이다. 일반적으로 이 시의 솥 씻기는 고기를 삶기 전에 솥을 

헹구는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이 행위는 제3~4구의 좋은 소식을 갖고 올 누군

가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嚴粲은 ‘漑’를 솥에 물을 넉넉히 붓는 것으로 해석한 

설을 인용했다.357) 솥을 단순히 헹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삶을 물을 

붓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면 솥의 의미 역에 개념 요소가 하나 추가

된다. ‘솥-물-물고기’는 ‘귀환자-좋은 소식-서쪽의 그리운 이’에 각각 응한다. 

솥에 물을 붓는 것은 물고기를 삶아 먹기 위해서이다. 누군가가 서쪽에 돌아가 

355) 《毛詩正義》 卷第七: 傳, 溉, 滌也. 鬵, 釡属. 亨魚煩則碎, 治民煩則散. 知亨魚則知治民

矣. (‘溉’는 씻음이다. ‘鬵’은 솥의 일종이다. 물고기 삶을 때 자꾸 뒤적이면 부서지

고, 백성을 다스릴 때 번거롭게 하면 흩어진다. 물고기를 삶을 줄 알면 백성을 다스

릴 줄 알게 된다.) 馬辛民 責任編輯, 앞의 책, 546쪽.

356) 김학주, 앞의 책, 405쪽.

357) 《詩緝》 卷十四: 張子曰, 漑, 沃之, 使水多也. 水寛則魚不壞, 政亦務寛. (張子는 “‘漑’는 

물을 붓는 것으로, 물을 많게 하는 것이다. 물이 넉넉하면 고기가 부서지지 않으니 

정치도 역시 너그러움에 힘쓰는 법이다.”라고 하 다.) 嚴粲, 《詩緝》, 明味經 刻本; 

中國詩經學 編, 《詩經要籍集成 9》, 北京: 學苑出版社, 2002, 192쪽.



《詩經》 자연 경물 모티프의 은유

- 154 -

좋은 소식 전해주기를 기다리는 것은 서쪽 사람을 그리워하기 때문이다. 서쪽에 

관한 좋은 소식을 전달해주는 사람까지 응 관계에 포함함으로써 개념적 은유

가 완성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땔나무, 풀, 물고기의 획득 모티프는 일련의 절차가 하나

의 의미 역을 이룬다. 의미 역의 각 단계 중 ‘나무 베기’, ‘풀 캐기’, ‘땔나무 

묶기’나 ‘그릇에 담긴 획득물’ 모티프는 결합의 뜻이 강해서 사랑의 은유가 곧바

로 성립한다. 땔나무 모티프 가운데 ‘불 지피기’는 앞 단계의 결속 모티프를 

신하는 환유로 쓰이기도 한다.

현재 시경학에서는 다수의 획득 모티프가 담긴 노래를 사실 그 로 노동가, 

제례가 또는 연애가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모티프의 성격을 

따져보면 은유의 해석이 가능해진다. 나물 뜯기, 고기잡이 등의 생산 활동을 그

린 자연 경물은 결국 획득의 모티프이다. 이들은 별도의 의미 역을 이루는 사

랑의 은유이다. 작중 화자를 서민이나 제례를 준비하는 여자로 고정할 필요 없

이 보다 폭넓은 인간관계에 적용할 수 있다. 

3. 주제와의 대조

《詩經》에는 가족 친지나 사모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 설렘과 기쁨뿐만 아니라 

헤어짐의 슬픔이나 기다림의 원망을 노래한 시도 많다. 이때 단순히 자신의 감

정만 표출하는 것보다는 자연 경물 모티프와 비하여 더 큰 효과를 꾀한다.

슬픔과 원망의 주제에서 모티프를 제시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슬픔의 감정에 평행하여 부정적 이미지의 모티프를 내세우는 것이다. 자연 그 

자체는 좋고 나쁨이 없다. 하지만 인간은 자신의 기준에 따라 豊凶을 가리고 자

연의 혜택과 재해를 희비로 나눈다. 《詩經》 시 의 사람들 역시 자연의 좋은 면

만을 놓고 이야기하지는 않았다. 雅 <谷風> 제2장 “習習谷風, 維風及頹(쏴쏴 

골짜기 바람, 바람이 돌풍이 되었네)”에서는 산골짜기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모

티프를 제시하 다. 이것은 작중 화자가 상 방을 원망하는 내용을 그 로 자연 

경물 모티프로 비유한 것이다. 《詩經》 시에서 비와 바람은 좋지 않은 상황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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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 때 많이 쓰인다. 고생하던 시절에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 안락해지자 자신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내용이 비바람 몰아치는 골짜기로 형상화되어 있다. 사람이 

흩어지고 떠나는 것을 비바람으로 비유한 것이다. 

王風 <中谷有蓷> 편 제1장은 “中谷有蓷, 暵其乾矣(골짜기에 익모초 있네. 시들

어 말라버렸네)”로 시작한다. 제1구의 골짜기에 익모초가 있는 모습은 자연의 사

물이 적절한 위치에 자리 잡았다는 존재의 모티프이다. 하지만 바로 다음 구에

서 시들어 말라버렸다고 한 것은 평안하던 삶이 갑자기 파탄된 것을 나타낸 것

이다. 시의 주인공인 여자가 탄식하는 까닭은 “遇人之艱難矣(위험한 사람을 만나

버렸네)”에 원인이 있다. 즉 골짜기에 익모초가 있듯이 편안한 곳에서 잘 지내던 

여자가 가뭄에 익모초가 말라버리듯 나쁜 사람을 만나 탄식하고 슬퍼하게 된 것

이다.

둘째는 자연의 이상적이고 당연한 모습358)을 제시하여 슬픔의 감정과 비시

키는 것이다. 주변 사물이 온통 기쁨으로 가득하다면 슬픔의 감정은 상 적으로 

더 부각되기 마련이다. 주변 사물이 정상적이라면 그렇지 못한 인간사에 한 

비난의 효과가 더 커진다. 이것은 이른바 反 으로 작용하는 자연 경물 모티프

로 주제와 완전히 반 되는 모습을 이룬다.

反 은 말 그 로 반 로 작용하는 흥이라는 뜻이다. 朱子는 자신의 六義說이 

옛 설과 다르다는 지적에 해 아래와 같은 설을 제시했다.

흥의 체제는 하나가 아니다. 눈앞의 사물을 빌려 이야기를 꺼내기도 하고, 

별도로 자신이 한 사물을 갖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개 서너 구로 이야기를 

시작하니 당나라 때에도 여전히 이런 시체가 있었다. 예컨  “푸릇푸릇 황하 

가 풀”, “푸릇푸릇 물 속 부들”은 모두 별도로 이 사물을 빌려 그 말을 흥으로 

일으켰으니, 반드시 이 사물에서 느낌이 있고 본 것이 있는 것은 아니다. 사물

에 없는 것을 갖고 자신에게 있는 것을 흥으로 일으킨 것이 있고, 사물에 있는 

것을 갖고 자신에게 없는 것을 흥으로 일으킨 것이 있다. (興體不一, 或借眼前

物事説将起, 或别自将一物説起. 大抵只是将三四句引起, 如唐時尚有此等詩體. 如

青青河畔草, 青青水中蒲, 皆是别借此物, 興起其辭, 非必有感有見於此物也. 有将

358) 松本雅明가 말하는 자연의 규격화 또는 필연의 흥이다. 松本雅明, 앞의 책, 454~468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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物之無, 興起自家之所有, 将物之有, 興起自家之所無.)359)

裴普賢은 ‘사물에 없는 것을 갖고 자신에게 있는 것을 흥으로 일으킨 것’과 

‘사물에 있는 것을 갖고 자신에게 없는 것을 흥으로 일으킨 것’이 각각 反襯法

을 이룬다고 하며 또한 “反 ”으로 총칭할 수 있다고 하 다.360) 反 은 결국 서

로 반 되는 사물을 내세워 일정 효과를 노리는 조법이다.

松本雅明는 反 을 자연의 필연성과 비되는 인간의 괴로움으로 설명한다. 

예컨  <氓> 제6장의 “淇則有岸, 隰則有泮(기수에는 강언덕이 있고 늪에는 가장

자리 있거늘)”은 단순한 주변 묘사나 연회의 장소가 아니다. 여자가 남자와의 해

로가 무산되자 운명에 체념하고 자신의 갈 곳 없는 신세와 근심을 자연의 필연

성과 비시키며 읊은 구절이다.361) 곡절 끝에 혼인했다면 응당 늙어 죽을 때까

지 고락을 함께해야 할 텐데 필연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자연과 달리 인간은 

뜻밖의 괴로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앞에서 조법으로 쓰인 모티프를 몇 차례 든 바 있다. 여기서는 번성 모티프

에서 反 이 쓰인 예를 살펴보기로 한다. 수풀이 우거진 모습은 기존에 단순 풍

경 또는 부정적인 상황의 비유로 해석해왔다. 하지만 이 자연 경물은 《詩經》에

서 왕성한 기운과 이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번성 모티프로 자주 쓰인다. 다음

은 王風 <黍離>의 제1장이다.

彼黍離離, 彼稷之苗. 

行邁靡靡, 中心搖搖. 

知我 , 我心憂, 

不知我 , 我何求. 

悠悠蒼天, 此何人哉.

기장이 무성하다 기장의 싹. 

가는 길 타박타박 마음 속 울 울 . 

날 아는 이는 나더러 근심한다지만, 

날 모르는 이는 나더러 뭘 찾느냐네. 

아득한 하늘이시여, 이건 뭐하는 놈이오!

<黍離>는 王風에 속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주석가들은 개 東周 시 에 지어

359) 《朱子語類》 卷八十, 朱傑人⋅嚴佐之⋅劉永翔 主編, 《朱子全書 17》, 上海: 上海古籍出

版社; 合肥: 安徽敎育出版社, 2002, 2741쪽.

360) 裴普賢, <詩經 義的歷史發展>, 《詩經硏讀指 》, 臺北: 東大圖書公司印行, 1977, 215

쪽.

361) 松本雅明, 앞의 책, 4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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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가사로 이해하고 있다. <毛詩序>에서는 무성히 자란 기장이 황폐해진 西周의 

수도 궁궐에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362) 이후의 해석도 체로 이 역사적 

사실에 연결시키고 있다. 하지만 시 원문 어느 곳에도 기장이 무성한 것 외에 

황폐해진 궁실을 떠올릴 수 있는 부분이 없다. ‘王風’이란 명칭과 <毛詩序>의 설

명에 얽매여 시를 있는 그 로 보지 못하는 것이다. 

식물의 종류나 위치와 상관없이 무성히 자란 모습에 주목하면 제1, 2구는 긍

정적인 상태를 나타낸다. 제3구의 ‘行邁靡靡’는 제4구의 ‘中心搖搖’와 仗을 이

루는 동시에, 제1구의 ‘彼黍離離’와도 긴 히 조응한다. 특히 ‘靡’와 ‘離’는 압운

자로 쓰 기 때문에 형식상 더욱 접한 관계에 있다. 형식의 유사성은 내용의 

상관성을 수반한다. 여기서 기장이 무성하게 자란 것은 화자의 걸음걸이가 느려

진 것과 확연한 조를 이룬다. 저 기장은 왕성한 생명력을 자랑하며 새싹을 힘

차게 뻗어 올리지만 화자는 행역 길에 마음고생이 심하다. 즉 反 의 조법이 

쓰인 것이다.

또한 제1장의 ‘彼稷之苗’는 제2장의 ‘彼稷之穗’, 제3장의 ‘彼稷之實’과 함께 시

간의 흐름을 나타낸다. 기장이 싹이 나고 이삭이 패어 글도록 자신의 행역은 

끝날 줄 모른다는 뜻이다. 이는 雅 <采薇>의 ‘薇亦作止(구주갈퀴가 났네)’, ‘薇

亦柔止(구주갈퀴가 여리네)’, ‘薇亦剛止(구주갈퀴가 뻣뻣하네)’가 반복되는 것과 

같은 표현 수법이다. 식물의 생장 과정으로 행역의 긴 시간을 에둘러 제시하는 

방법이다.

다음은 唐風 <杕杜>의 제1장이다.

362) 《毛詩正義》 卷第四: 黍離, 閔宗周也. 周大夫行役, 至于宗周, 過故宗廟宮室, 盡爲禾黍. 

閔周室之顚覆, 彷徨不忍去而作是詩也. (<黍離>는 宗周를 불쌍히 여긴 것이다. 周의 

부가 행역할 때 宗周에 이르러 옛 종묘 궁실에 들 더니 온통 벼 기장이었다. 周 

왕실이 전복됨을 불쌍히 여겨 방황하며 차마 떠나지 못하고 이 시를 지었다.) 馬辛

民 責任編輯, 앞의 책, 297쪽.

有杕之杜, 

其葉湑湑, 獨行踽踽. 

豈無他人, 不如我同父. 

嗟行之人, 胡不比焉. 

우뚝한 棠梨, 

잎이 우거졌네, 홀로 가는 길 쓸쓸하네. 

어찌 다른 사람 없으랴만 우리 형제만 못하네. 

아아 길 가는 사람을 어찌 돕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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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杕杜> 역시 행역의 고단함을 읊은 시이다. 《毛傳》에서는 ‘有杕之杜’를 화자의 

고독을 형상화한 것으로 보고, ‘其葉湑湑’ 역시 나뭇잎의 상태가 좋지 않은 모습

으로 해석했다.363) 이는 毛詩 계열의 주석가들이 시에 주 왕조 당시의 정치 상

황이 반 되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364) 자연 경물 모티프 역시 역사적 배경과 

주제에 일치시켜 해석한 사례이다. 

반면에 朱子는 당리 나뭇잎이 무성한 것과 형제 없이 홀로 다니는 사람을 

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365) 앞의 <黍離>에서 기장이 무성한 것을 해석할 때는 

毛詩의 해석에 따랐으나 여기서는 작품 원문 자체만 놓고 조법으로 해석한 것

이다. 馬瑞辰은 화자를 특정하지 않은 朱子와 달리 홀로 서 있는 당리를 임금으

로 해석한 毛詩의 설에 따랐다. 하지만 무성한 나뭇잎을 형제도 없이 고립된 사

람과 조시킨 점은 朱子와 같다.366) 그는 특히 ‘湑湑’를 다른 장의 첩어와 의미

363) 《毛詩正義》 卷第六: 傳, 也. 杕, 特貎, 杜, 赤棠也. 湑湑, 枝葉不相比次也. (흥이다. 

‘杕’는 우뚝한 모습이고 ‘杜’는 붉은 팥배이다. ‘湑湑’는 가지와 잎이 서로 나란하지 

않은 것이다.) 위의 책, 458쪽.

364) 孔穎達은 鄭玄과 더불어 唐風의 각 시를 晉 公室의 역사적 사건에 맞추어 해석하고 

있다. 正義曰, 有杕然特生之杜, 其葉湑湑然而盛, 但柯條稀疏, 不相比次, 以 晉君疏

其宗族, 不 相親, 猶似杜之枝葉不相比次然也. (우뚝 자란 당리는 잎이 울창하게 무

성하지만 가지가 성글어 서로 나란하지 않으니, 그로써 晉의 임금이 종족에게 소홀

히 하여 서로 친하지 않은 것이 당리의 가지와 잎이 서로 나란하지 않은 것과 같

음을 말한 것이다.) 위의 책, 458~459쪽.

365) 《詩集傳》 卷第六: 杕然之杜, 其葉猶湑湑然, 而人無兄弟, 則獨行踽踽, 曾杜之不如矣. 

(우뚝한 당리는 잎이 오히려 울창한데 형제 없는 사람은 홀로 다니며 쓸쓸하니 애

초에 당리만 못한 것이다.) 朱傑人⋅嚴佐之⋅劉永翔 主編, 앞의 책, 501쪽.

366) 《毛詩傳箋通釋》 卷十一: 有杕之杜傳, 杕, 特貌. 瑞辰按, 說文, 杕, 樹皃, 從木大聲. 大

特雙聲, 故傳訓爲特貌. 有杕之杜序, 武公寡特, 亦取詩有杕之杜爲喻. 然此詩其葉湑

湑, 其葉菁菁, 皆 葉之盛, 則杜雖孤特, 猶有葉以爲蔭芘, 有杕之杜, 取 微異. 詩以

杜之特喻君, 以其葉之茂喻宗族. 今之獨行無親爲杕杜不若也. (“有杕之杜”의 《毛傳》

에 “ ‘杕’는 우뚝한 모습이다”라고 하 다. 내가 보기에 《說文解字》에 “ ‘杕’는 나무

의 모습으로 ‘木’을 따르고 ‘大’의 소리이다”라고 하 다. ‘大’와 ‘特’은 쌍성음이니 

《毛傳》에서 우뚝한 모습이라고 풀이한 것이다. <有杕之杜⋅毛詩序>에 “武公이 자기

만 믿고 섰다”라고 하니 역시 시의 “有杕之杜”를 취하여 비유로 삼은 것이다. 그러

나 이 시에서는 “其葉湑湑”, “其葉菁菁”이 모두 잎이 무성함을 말한 것이다. 곧 당

리가 비록 홀로 우뚝하나 그래도 잎이 있어 그늘을 만드니 <有杕之杜>와는 흥을 취

人無兄弟, 胡不佽焉. 형제 없는 사람을 어찌 돕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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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비교하고 다른 시에 쓰인 용례를 열거하며 주제와의 의미 관계를 규명하려 

하 다.367)

결국 이 시에도 앞의 <黍離>와 마찬가지로 反 의 조법이 쓰 다. 같은 구

형을 취하는 다른 시와 비교해보면 더욱 뚜렷하게 알 수 있다. 雅 <杕杜> 제2

장에도 흡사한 구절이 나온다.

有杕之杜, 其葉萋萋. 

王事靡盬, 我心傷悲. 

卉木萋止. 

女心悲止, 征夫歸止. 

우뚝한 당리 잎은 무성하다. 

임금님 일 소홀할 수 없으니 내 마음 아프구나. 

초목은 무성하다. 

여자 마음 슬프나니 길 떠난 장부는 돌아오라.

당리 잎이 무성하다는 구절에 해 《毛傳》이나 鄭玄은 언급한 것이 없다. 朱

子는 단지 부로 표시하고 시간적 표지로 이해하고 있을 뿐이다.368) 하지만 이 

구절은 바로 정형구이다. 나무의 생명력이 왕성한 모습을 제시하여 주제와 직결

시키는 역할을 하는 비유로 보아야 한다. 당리 잎은 무성하여 활기가 넘치지만, 

작중 화자는 나랏일로 집을 떠나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라 슬픔의 조를 이룬

한 것이 약간 다르다. 시에서는 당리가 우뚝함으로 임금에 비유하고, 잎이 무성함으

로 종족에 비유하 다. 지금 홀로 다니며 친지가 없는 것이 우뚝한 당리만 못함을 

흥으로 일으킨 것이다.) 馬瑞辰, 앞의 책, 347쪽.

367) 其葉湑湑, 傳, 湑湑, 枝葉不相比也. 瑞辰按, 二章菁菁, 傳云葉盛, 則首章湑湑亦當為葉

盛貌. 說文湑字注, 一曰露貌也, 引詩零露湑兮, 露之濃貌為湑, 木之盛貌為湑湑, 其義一

也. 胥疏古同聲通用, 傳蓋讀湑如疏, 以湑湑為稀疏之貌, 故曰枝葉不相比. 然 下章菁

菁不相類, 非詩義也. (“其葉湑湑”는 《毛傳》에서 “ ‘湑湑’는 가지와 잎이 함께 나란하

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 다. 내가 보기에 제2장의 ‘菁菁’은 《毛傳》에서 잎이 성

한 것이라고 하 으니 첫 장의 ‘湑湑’도 잎이 성 한 모습이어야 한다. 《說文解字》

의 ‘湑’자 주석에서 “이슬의 모습이다.”라고 하면서 《詩經》의 “零露湑兮”를 인용하

다. 이슬이 듬뿍 내린 모습이 ‘湑’인 것과 나무가 무성한 모습이 ‘湑湑’인 것은 뜻이 

일치한다. ‘湑’와 ‘疏’는 옛날에 같은 소리로 통용되었다. 《毛傳》은 ‘湑’를 ‘疏’와 같

다고 읽어 ‘湑湑’를 드문드문한 모습으로 여겼기에 가지와 잎이 나란하지 않는 것

이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아래 장의 ‘菁菁’과는 부류가 안 맞으니 《詩經》의 본래 

의미가 아니다.) 위의 책, 347~348쪽.

368) 《詩集傳》 卷第九: 賦也. 萋萋, 盛貌, 春 莫之時也. (부이다. ‘萋萋’는 무성한 모습으

로, 봄이 곧 저물 때이다.) 朱傑人⋅嚴佐之⋅劉永翔 主編, 앞의 책, 5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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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다음에 고향에서 길 떠난 장부를 기다리고 있을 여자의 슬픔 또한 무성

한 초목과 조하여 반복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앞에서 다룬 唐風 <杕杜>의 당

리나무와 마찬가지이다. 나뭇잎이 무성한 모습은 바로 뒤에 이어지는 “獨行踽

踽”와 정확히 반 되는 모습이다. 두 구절에 쓰인 첩어는 같은 운자로 이루어져 

있다.

자연 경물 모티프는 일종의 변하지 않는 규범으로서 인간사의 판단기준을 제

공한다. 《詩經》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모티프가 제시하는 자연의 규범에 인간사

가 일치하기를 원했다. 뜻 로 일이 잘 풀리면 자연 상태와 일치하므로 기쁨이 

커진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자연물과 인간사가 어긋나므로 역시 근심과 슬픔

이 더 깊어지는 효과가 생긴다.

인간관계에서 품는 기 는 곧 유 감이다. 사람들은 그 유 감이 화목하고 풍

요롭기 그지없는 자연 경물 모티프와 일치하기를 바란다. 이것이 바로 자연 경

물 모티프의 기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관해 기존의 ‘흥’ 연구에서도 인

간이 자연의 일부이면서 만물과 공생해 나간다는 세계관을 전제하는 주장이 보

인다. 김의정은 서양의 서정 장르에서 자연과 주변 사물을 통해 자아와 인간을 

발견하고 탐색하는 문제를 중시하는 데 비해 흥은 자연과 인간의 동질감을 거듭 

확인한다고 하 다.369) 더욱이 이 자연과 인간의 동질감에 주목한 것은 漢代에 

이미 실마리가 보인다. 《論語》 <陽貨> 편의 “詩可以 ”에 해 孔安國은 ‘引譬連

類’로 풀이하 다.370) 이것은 단순히 수사기교로서의 비유일 뿐 아니라, 비슷한 

사물로 예를 들어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사유방식에 관계된다는 것이다.371)

결국 《詩經》은 인간관계의 시학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이 사모하는 사람과 

잘 지내서 자연의 이상적 상태와 일치한다면 기쁨의 감정이 솟아오른다. 반 로 

그러지 못하면 자연의 상태와 어긋나버리면서 슬픔과 원망의 감정을 자아낸다. 

한 의 시경학은 正과 變의 찬미와 풍자라는 기조를 먼저 설정하고 자연 모티프

369) 김의정, <이시 , 에즈라 파운드, 흥>, 한국중국문학이론학회, 《중국문학이론의 모색

과 소통》, 파주: 한국학술정보, 2012, 340쪽.

370) 《論語注疏》 卷第十七: 孔曰, , 引譬連類. (흥은 이끌어 비유하여 같은 부류와 잇는 

것이다.) 馬辛民 責任編輯, 《論語注疏》(十三經注疏),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0, 269

쪽.

371) 김의정, < , 오래된 비유>, 《중국어문학논집》, 제82집, 2013, 2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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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그 주제의 성격에 일치시키려 했다. 그것이 동식물의 속성이 인위적으로 정

해진 원인이다. 하지만 정치적 해석을 떠나 《詩經》을 문장 그 로 살펴보면 인

간이 자연에 맞추려고 하는 의도가 보일 뿐, 자연이 인간 세계의 변화에 따라 

비정상으로 바뀌는 모습은 찾기 어렵다.

제 5 절 소 결

이상의 논의를 통해 《詩經》 사랑의 은유를 이루는 자연 경물 모티프를 유형별

로 분석하고 몇 가지 특수한 형식을 살펴보았다. 《詩經》의 자연 경물 모티프에

서 비슷한 문세의 시구를 비교한 결과,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술어가 불변

요소로 나타났다. 동작과 상태는 모티프의 핵심 요소이자 시의 주제와 직결된다. 

호출, 이동, 획득, 결속, 섭취 등의 동작은 목표를 지향하는 행위이다. 동작의 주

체와 상이 결합하는 형태를 취한다. 휴식, 존재, 번성 등의 상태는 주로 일정 

장소를 필요로 한다. 여기서도 상태의 주체는 장소와 결합하게 된다. 《詩經》의 

자연 경물 모티프는 결합의 의미를 띠면서 작중 인물의 사랑이라는 주제를 형상

화한다. 이것은 인간 생활의 감각 경험에서 비롯된 개념적 은유이다. 자연 경물

의 각 개념 요소는 작중 화자와 상 방의 사랑에 응한다. 여기서 동식물의 종

류나 장소는 가변요소로 작품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사랑의 관계 역시 시의 내

용에 따라 다양하다. 예컨  남녀 관계를 새의 울음, 나무 베기, 물고기 잡이 등 

갖가지 유형의 자연 경물 모티프로 나타낼 수 있다. 반 로 호출의 모티프를 결

혼, 군자의 손님 접 , 돌아오지 않는 남편 또는 도와주지 않는 상 방에 한 

원망 등 여러 인간관계에 두루 적용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자연 경물 모티프의 은유에 해 새로운 시각을 마련하고자 했다. 

기존에 눈에 보이는 풍경 서술의 기능으로 보았던 것을 사랑의 은유를 구성하는 

별도의 의미 역으로 떼어놓았다. 각 유형의 모티프는 복합적으로 쓰이는 경우

가 많다. 합성 모티프는 하나의 자연 경물을 이루는 여러 유형의 모티프가 사랑

의 각 개념 요소에 응한다. 병렬 모티프는 여러 자연 경물이 동시에 사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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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를 형상화한다. 한편 획득 모티프에는 결합의 의미와 무관해 보이는 동작이 

몇 가지 있지만 이들은 모두 사랑의 은유이다. 불 지피기는 일련의 땔나무 획득 

절차에 명백히 속하기에 베기나 묶기 등의 결합 동작과 강한 인접성이 있다. 풀 

또는 물고기 삶기 등은 솥이라는 용기와 획득물이 결합함에 따라 사랑의 의미

역에 응하는 개념 요소가 된다.

자연 경물을 슬픔과 원망이라는 부정적 감정에 일치시키려는 기존의 해석에 

해서도 안을 제시했다. 자연 경물을 이상적, 표준적, 긍정적 잣 로 삼아 비

극적 인간사와 조를 이루었다. 그것은 인간이 사랑으로 인한 희로애락의 변화

를 겪는 반면 자연 경물은 언제나 스스로 그러한 상태라는 의식에서 비롯하

다.

이 사랑의 은유는 어느 인간관계에든 적용된다. 따라서 표면적으로는 남녀상

열지사를 읊은 시도 신하가 군주를 그리워하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屈原의 <離騷>에서 시작된 방식으로 여겨지지만 《詩經》에서 이미 그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다.372) 조명화는 중국시의 본령을 이른바 ‘酬酌文化’로 설

명한다. 시를 지은 이가 교묘하게 자신의 메시지를 시로 실어 보내면 받아들이

372) 方玉潤은 召南 <野有死麕>을 은사가 조정의 초빙을 거절한 시로 이해하고 있다. 

《詩經原始》 卷二: 愚意此必高人逸士抱璞懷貞, 不肯出而用世, 故託 以謝當世求才之

賢也. (나는 이것이 필시 고상한 사람이나 은일하는 선비가 재주와 올곧음을 품고 

기꺼이 나가서 세상에 쓰이려 하지 않은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시에 칭탁하여 

당시 인재를 구하려는 현인을 사절한 것이다.) 方玉潤, 앞의 책, 114쪽. 

또한 崔述은 이른바 淫奔詩가 부분 여자가 남자에게 하는 말로 된 것을 의심하며 

군신, 붕우 간의 일을 남녀상열지사에 빗 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讀風偶識》畿輔

叢書本; 卷三: 朱子目爲淫奔之詩, 未可 之過也. 然其詩亦未必皆淫 所自作. 蓋其中

實有男女相悦而以詩贈遺 , 亦有故爲男女相悅之詞, 如楚人之高唐神女, 唐人之無題香

奩 . 又或君臣朋友之間有所感觸, 而託之於男女之際, 如後世之冉冉孤生竹, 上山采蘼

蕪, 君嫌鄰女醜之類, 蓋亦有之. (朱子가 淫奔詩로 지목한 것은 지나치다 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시는 꼭 모두가 음란한 자 자신의 작품이라고 할 순 없다. 아마 그 가운

데는 실제 남녀가 서로 좋아서 시로 주고받은 것도 있겠지만, 일부러 남녀가 서로 

좋아하는 말을 지어낸 것도 있으니 楚 사람의 <高唐賦>, <神女賦>, 唐 사람의 <無

題>, <香奩>과 같은 것이다. 또 어떤 것은 군신, 붕우 사이에 느낀 것이 있어 남녀 

사이에 기탁한 것이니 후세의 <冉冉孤生竹>, <上山采蘼蕪>, <君嫌鄰女醜>의 부류 같

은 것이 또한 있다.), 崔述, 《讀風偶識》, 北京: 中華書局, 1985, 60~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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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차리는 것이 중국시의 특성이라는 것이다.373) 

아무리 남녀관계의 일로 시를 포장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곧이곧 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형제이자 군신 관계인 천자와 제후, 부, 또는 사에 이르기까지 종

법 질서에 있는 서주의 지배층 전체에 적용 가능한 인간관계의 시로 볼 수 있는 

것이다.

373) 조명화, 《불교와 돈황의 강창문학》, 서울: 이회, 2003, 26~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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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주제별 자연 경물 모티프 분석 실례

지금까지는 주로 章句의 짧은 단위에서 자연 경물 모티프의 은유를 살펴보았

다. 이제 작품 전체의 차원에서 은유가 어떻게 쓰이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자

연 경물의 가변요소와 불변요소, 정형구 및 각 모티프의 복합 양상을 종합적으

로 따져볼 것이다. 이 장에서는 사랑의 주제를 기쁨과 칭송, 원망과 한탄으로 나

누어 각각에 해당하는 시를 3수씩 뽑았다. 기쁨과 칭송은 자연 경물과 인간사의 

감정이 일치하여 평행을 이루는 경우이다. 원망과 한탄은 반 로 자연 경물과 

인간사가 어긋나서 조를 이룬 것이다. 먼저 장별로 전통 시경학의 은유 해석

과 문화인류학의 환유 해석을 제시한 뒤, 본고의 개념적 은유에 따른 분석을 덧

붙여 서로 비교할 수 있게 하 다.

제 1 절 기쁨과 칭송

1. <九罭>

九罭之魚, 鱒魴. 

我覯之子, 袞衣繡裳. 

鴻飛遵渚, 

公歸無所, 

於女信處. 

鴻飛遵陸, 

公歸不復, 

於女信宿. 

아홉 눈374) 그물의 물고기는 송어와 방어.

내 그이 만나면 곤룡포에 수놓은 치마 주리.

기러기 날아 물가를 따라가네.

공은 돌아가도 계실 곳 없잖소, 

아아 그 는 이틀 밤만 더 머무시오.

기러기 날아 언덕을 따라가네.

공이 돌아가면 다시 오진 않을 테니, 

아아 그 는 이틀 밤만 더 주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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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에는 그물에 든 물고기가 등장한다. 모시학자들은 이 시를 周公의 정치

적 처지에 관한 은유로 풀이한다. <毛詩序>에서 “九罭, 美周公也. 周大夫刺朝廷

之不知也(<九罭>은 周公을 찬미한 것이다. 주의 부가 조정에서 주공을 알아주

지 못하는 것을 풍자하 다)”라고 한 것이 표적이다. 《毛傳》에서는 이 시를 흥

으로 표시하고, 작은 그물에 큰 물고기가 걸렸다고 하 다.375) 이에 해 孔穎達

은 주공이 성인인데 왕의 냉 로 인해 동부의 작은 읍에 머물고 있음을 가리킨 

것으로 풀이했다.376) 鄭玄은 《毛傳》과 달리, 九罭의 그물이라야 송어나 방어 같

은 좋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377) ‘九罭’이 송어와 방어를 잡기에 

알맞은 그물이냐에 한 견해차는 있으나 모두 周公에 한 처우의 비유로 본 

것은 공통적이다. 이들의 해석에 따르면 송어와 방어는 周公에, 九罭이라는 그물

374) 聞一多는 罭이 域과 통하므로 그물의 界域이 곧 그물눈이고, 九는 많은 수를 가리

키니 ‘九罭’은 매우 촘촘한 그물을 가리킨다고 고증했다. 聞一多, <詩經通義乙⋅九

罭(豳六)>, 앞의 책, 365쪽.

375) 《毛詩正義》 卷第八: 傳, 也. 九罭, 緵罟, 魚之網也. 鱒魴, 大魚也. (흥이다. ‘九罭’

은 ‘緵罟’로, 작은 물고기를 잡는 그물이다. 송어와 방어는 큰 물고기이다.) 馬辛民 

責任編輯, 앞의 책, 623쪽.

376) 正義曰, 毛以為, 九罭之中, 魚乃是鱒也, 魴也. 鱒魴是大魚, 處九罭之 網, 非其宜. 以

周公是聖人, 處東方之 邑, 亦非其宜. 王何以不早迎之乎. 我成王若見是子周公, 當

以衮衣繡裳往見之. 刺王不知, 欲使王重禮見之. (毛傳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九罭 그

물 속의 물고기는 바로 송어와 방어이다. 송어와 방어는 큰 물고기인데 九罭의 작

은 그물에 있으니 알맞은 일이 아니다. 그로써 주공이 성인인데 동쪽의 작은 마을

에 머무는 것 역시 알맞은 처사가 아님을 흥으로 일으켰다. 왕은 어찌하여 일찌감

치 맞이하지 않는가. 우리 성왕이 이 사람 주공을 접견할 것 같으면 마땅히 곤룡포

와 수놓은 치마로 가서 보아야 한다. 왕이 알아주지 않음을 풍자하면서 왕으로 하

여금 무거운 예로 주공을 보기를 바란 것이다.) 위의 책, 623쪽.

377) 箋云, 設九罭之罟, 乃後得鱒魴之魚, 取物各有器也. 喻王欲迎周公之來, 當有其

禮. (九罭의 그물을 설치한 뒤에야 송어와 방어같은 물고기를 얻는다는 것은, 물건

을 취할 때는 각기 도구가 있음을 말한다. 흥이란 왕이 주공의 내조를 맞이하려면 

마땅히 그에 알맞은 예우가 있어야 함을 비유한 것이다.) 위의 책, 623쪽.

是以有袞衣兮, 

無以我公歸兮, 

無使我心悲兮.

그래서 곤룡포 있는 거요.

우리 공을 데리고 돌아가지 마시오.

내 마음 슬프게 하지 마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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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합당한 예우 혹은 부당한 예우378)에 각각 응한다. 그리고 제4구의 곤룡포

와 수놓은 치마는 주공이 왕을 접견할 때 받아야 할 마땅한 우에 해당하는 것

으로 풀이된다.379)

朱子는 흥으로 보기는 했으나 의미에 해서는 풀이하지 않고 앞뒤 구의 형식

의 응으로만 파악하 다.380) 곤룡포와 수놓은 치마는 앞의 구의 송어와 방어

에 응하여 그 자체가 바로 주공을 가리키는 환유로 읽힌다. 주공이 입은 옷으

로 주공을 나타내었다고 본 것이다. 또한 이 시에서 작중 화자인 ‘我’ 또한 천자

인 王으로 본 《毛傳》이나 鄭玄과 달리 동부의 주민들로 해석하 다.

문화인류학에서는 물고기의 성적 의미에 주의한다. 聞一多는 물고기가 성적 

은어로서 ‘之子’, 곧 젊은 공자를 비유한다고 보았다. 촘촘한 그물로 잡으면 물

고기가 도망가지 못하듯이, 작중 화자인 여자가 젊은 공자를 놓치기 싫어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하 다.381) 그는 <汝墳>, <新臺>, <敝笱>, <衡門>, <匪

風>, <九罭> 등은 여성 화자의 노래이고, 거기에 나오는 물고기는 실제 물고기를 

가리킨 것이 아니라 모두 성적 상으로서의 남자를 가리킨다고 주장했다.382) 

본디 작은 물고기를 잡으려고 친 그물에 송어나 방어 같이 큰 물고기가 걸린 것

은 여자가 남자를 만난 큰 기쁨을 뜻한다고 본 설도 있다.383) 그것은 聞一多와 

378) 馬瑞辰은 毛傳의 설에 찬동하면서 제2장과 3장의 기러기가 있을 곳을 잃은 것과 같

은 맥락이라고 하 다. 《毛詩傳箋通釋》 卷十六: 詩以 網不可得大魚, 喻朝廷之不知

周公, 處之不得其所. 下二章以鴻之遵陸遵渚, 周公之失所, 取義正同. (시에서는 작

은 그물로 큰 물고기를 잡을 수 없다는 말로 조정에서 주공을 알아주지 않아 자기 

자리를 얻지 못하게 처리했음을 비유했다. 아래 두 장에서 기러기가 뭍을 따르고 

물가를 따르는 것으로 주공이 있을 곳을 잃은 것을 흥으로 일으킨 것과 취한 뜻이 

똑같다.) 馬瑞辰, 앞의 책, 487~488쪽.

379) 傳, 所以見周公也. 衮衣, 卷龍也. (그로써 주공을 접견하는 것이다. ‘袞衣’는 ‘卷龍’이

다.) 箋云, 王迎周公, 當以上公之服往見之. (왕이 주공을 맞이할 때는 마땅히 上公의 

예복을 갖고 가서 접견해야 한다.) 馬辛民 責任編輯, 앞의 책, 623쪽.

380) 《詩集傳》 卷第八: 也.……此亦周公居東之時, 東人喜得見之, 而 九罭之網, 則有鱒魴

之魚矣, 我遘之子, 則見其袞衣繡裳之服矣. (흥이다.……이 역시 주공이 동쪽에 머물 

때 동부 주민들이 그를 보게 되어 기뻐서 “아홉 눈 그물이면 송어 방어가 있고, 우

리가 그이를 만나면 그의 곤룡포와 수놓은 치마의 복식을 보게 된다네.”라고 한 것

이다.) 朱傑人⋅嚴佐之⋅劉永翔 主編, 앞의 책, 539쪽.

381) 聞一多, <說魚>, 앞의 책, 240~241쪽.

382) 聞一多, <詩經通義甲⋅汝墳>, 위의 책, 313~3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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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취지에서 나온 해석이다.

본고는 그물에 물고기가 걸린 것을 획득의 모티프로 본다. <魚麗>의 “魚麗于

罶, 鱨鯊. 君子有酒, 旨且多(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니 날치와 모래무지. 군자에게 

술이 있는데 맛있고도 많구나)”에서도 물고기를 단순히 酒筵의 음식으로만 보면 

‘그물에 걸렸다’는 표현을 간과한 해석이 된다. 손님이 君子의 연회에 참석해서 

주인과 만난 것을 날치나 모래무지 같은 좋은 물고기가 그물에 걸린 것으로 비

유한 것이다. 따라서 聞一多처럼 물고기를 오직 남녀의 성적 상으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다. 《詩經新注》에서는  그물에 있는 물고기를 주인이 떠나려는 손님을 

만류하는 것으로 보았는데 설득력이 있다.384) 물고기가 그물에 한 번 걸리면 빠

져나오지 못한다는 점에서 손님이 떠나지 못하도록 만류한다는 해석이 나온 것

이다. 다만 뒤의 제3구에서 “我覯之子”라는 만남의 내용이 이어지는 것을 고려

하면 이 구는 손님맞이의 은유로 풀이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

제4구의 “袞衣繡裳”은 朱子 이래로 之子가 입고 온 옷을 가리킨다고 보는 해

석이 많았다. 朱子는 제4장의 “是以有袞衣兮” 또한 곤룡포 입으신 분이 동쪽에 

계시는 것으로 풀이했다.385) 이 역시 입은 옷으로 그 사람을 가리키는 환유이다. 

朱子의 해석은 동부 주민들이 단지 화려한 의상 구경 때문에 周公을 만류한다는 

어감으로 읽힐 수 있어 어색하다. 聞一多는 ‘有’를 周南 <芣苢> 편에 쓰인 ‘藏’의 

뜻으로 보아,386) 여성 화자가 公子를 떠나보내고 싶지 않아 그가 입었던 곤룡포

를 감춘 것으로 해석했다.387) 하지만 <芣苢>의 ‘有’는 보이지 않게 숨긴다는 뜻

이 아니라 貯藏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곤룡포와 수놓은 치마는 천자가 제후에게 하사한 선물로 보아야 한다. 

383) 정상홍 옮김, 앞의 책, 590쪽.

384) 聶石樵 主編, 앞의 책, 274쪽.

385) 賦也. 承上二章, 周公信處信宿於此, 是以東方有此服袞衣之人, 又願其且留於此, 無

遽迎公以歸, 歸則 不復來, 而使我心悲也. (부이다. 위의 두 장을 이어 주공이 여기

서 두 밤 머물고 두 밤 주무셨기에 동방에 이 곤룡포 입은 사람이 있게 되었음을 

말하고, 또한 잠시 이곳에 머무르고 갑자기 공을 맞아 돌아가지 않기를 원하 다. 

돌아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 우리 마음을 슬프게 하기 때문이다.) 朱傑人⋅嚴佐

之⋅劉永翔 主編, 앞의 책, 540쪽.

386) 聞一多, <詩經通義乙⋅九罭(豳六)>, 앞의 책, 366쪽.

387) 聞一多, <說魚>, 앞의 책, 240~2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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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후가 천자에게 來朝하면 천자는 선물을 내리는 것이 상례 다. 그것을 입증하

는 시로 雅 <采菽>을 들 수 있다.

采菽采菽, 筐之筥之.

君子來朝, 何錫予之. 

雖無予之, 路車乘馬. 

又何予之, 玄袞及黼. 

콩을 따자 콩을 따자. 광주리에 바구니에.

군자가 조회하러 오면 무엇을 내려줄까.

줄 것은 없지만 수레와 말이 있지.

또 무엇을 줄까. 검은 용무늬 옷과 보무늬 바지.

‘콩을 따자’ 역시 획득의 모티프로, 내조하는 군자를 맞이하는 것을 비유한다. 

제8구의 검은 용무늬 옷과 보무늬 바지가 바로 <九罭>의 곤룡포와 수놓은 치마

에 해당하는 천자의 하사품이다. 이 화려한 복장은 ‘之子’가 입고 온 것이라기보

다는 천자가 제후를 만나서 준 선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제4장은 

하사한 선물을 내세워 지로 돌아가려는 제후를 만류하는 말로 볼 수 있다. ‘당

신과의 우정 때문에 이 곤룡포 선물이 있는 것이니, 우리 공께서는 돌아가지 말

라, 나를 슬프게 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푸는 것이 자연스럽다.

제2장과 3장에는 새가 나는 모티프가 등장한다. 《毛傳》과 鄭玄이 풍자의 기조

에 맞추어 기러기를 주공에 빗댄 해석의 부당성은 앞에서 설명한 바 있다. 方玉

潤은 기러기가 물가나 땅에 있는 것을 일시적인 모습으로 보고, 본디 조정에 있

어야 할 주공이 부득이하여 동쪽에 와있는 것과 같다고 하 다.388) 鄭玄이 기러

기를 큰 새라고 한 것은 周公을 주왕실의 큰 인물로 보았기 때문이다. 주 왕실

에서 모함과 의심을 받아 동쪽에 나가 있었던 주공의 고사에 맞추어 기러기의 

생태를 풀이한 것이다.389) 이것은 毛詩 이래 전통적으로 豳風의 모든 시를 周公

388) 《詩經原始》 卷之八: 夫鴻飛在天乃其常, 然時而遵渚遵陸, 特其暫耳. 公今還朝以相天

子, 豈無所乎. 殆不復東來矣. 其所以遲遲不忍去 , 特爲女東人作信宿留也. (기러기란 

하늘에서 날아야 정상이고, 때때로 물가를 따르거나 언덕을 따르는 것은 다만 잠시

일 뿐이다. 공께서 지금 조정에 돌아가 천자를 도울 텐데 어찌 계실 곳이 없겠는가. 

아마 다시는 동쪽에 오지 않으시리라. 그분이 꾸물꾸물 차마 떠나지 못하시는 것은 

다만 너희 동부 주민들을 위해 이틀 머무시려는 것일 따름이다.) 方玉潤, 앞의 책, 

324쪽.

389) 朱子는 기러기의 생태에 해 특별히 훈고를 달지는 않았으나 이 장을 흥으로 규정

하여 기러기와 주공이 서로 응하는 형식으로 이해하 다. 也. 遵, 循也. 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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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연결하여 해석한 것에 기인할 뿐, 이 시 자체에서는 周公의 고사와 관련된 

단서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기러기의 생태적 특성 또한 周公의 처지에 맞추어 

해석하기는 곤란하다.

聞一多는 ‘鴻’과 ‘公’이 諧聲이므로 ‘鴻’을 쌍관어라고 하 다.390) 그는 작중의 

여성 화자가 연모하는 公子의 아버지를 ‘公’으로 보았다. 하지만 이것은 公과 

‘之子’를 분리한 것에서 비롯된 착오이다. 

여기서는 기러기의 속성보다는 새가 날아간다는 동작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할 

필요가 있다. ‘鴻飛’와 ‘公歸’는 음운과 의미의 두 가지로 조응하고 있다. ‘鴻’과 

‘公’은 東部에 속하고, ‘飛’와 ‘歸’는 微部에 속한다. ‘飛’와 ‘歸’는 같은 작품에서 

압운자로 종종 쓰인다. 邶風 <燕燕> 제1장을 보자.

燕燕于飛, 差池其羽. 

之子于歸, 遠 于野. 

瞻望弗及, 泣涕如雨. 

제비들 날아가니 앞뒤를 다투네 그 날개.

그이가 돌아가니 교외에서 멀리 전송하네.

바라보아도 닿지 않아 눈물을 비같이 뿌리네.

전통 시경학인 <毛詩序>에서는 衛 임금의 첩이 아들을 잃고 친정에 돌아가는 

것을 莊姜이 전송한 시로 해석하 다.391) 현  시경학에서는 부분 임금이 여

洲也. 女, 東人自相女也. 再宿曰信. 東人聞成王 迎周公, 又自相 而 , 鴻飛則遵渚

矣, 公歸豈無所乎, 今特於女信處而已. (흥이다. ‘遵’은 따름이요, ‘渚’는 작은 모래섬

이요, ‘女’는 동부 주민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너라고 한 것이다. 두 밤 자는 것을 

‘信’이라고 한다. 동부 주민들이 成王이 장차 周公을 맞이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 자

기들끼리 서로 ‘기러기가 날면 물가를 따라가거늘, 공께서 돌아감에 어찌 계실 곳 

없으리오? 지금은 다만 너희에게 이틀 묵으실 뿐이다.’라고 하 다.) 朱傑人⋅嚴佐

之⋅劉永翔 主編, 앞의 책, 539쪽.

390) 聞一多, <說魚>, 앞의 책, 240쪽. 한편 <詩經通義乙⋅九罭(豳六)>, 앞의 책, 366쪽에

서는 물고기를 공에 비유하면서 기러기는 공을 차지하려는 다른 사람에 비유한다고 

했으나 그 설에는 따르지 않는다. <詩經通義乙>은 北京圖書館에 소장된 수고본을 

聞一多 사후에 湖北人民出版社에서 간행한 것이다. <說魚>가 聞一多의 사망 직전인 

1945년에 발간된 《邊疆人文》 第2卷 제3, 4期에 수록된 점을 미루어볼 때, <九罭>에 

관한 그의 최종적인 견해는 <說魚>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391) 《毛詩正義》 卷第二: 燕燕, 衛莊姜 歸妾也. (<燕燕>은 衛 莊姜이 돌아가는 첩을 전송

한 것이다.) 馬辛民 責任編輯, 앞의 책, 142쪽.  《詩集傳》 卷第二: 莊姜無子, 以陳女戴

之子完爲己子, 莊公卒, 完卽位, 嬖人之子州吁弑之. 故戴 大歸于陳, 而莊姜 之, 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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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을 시집보내며 지은 것으로 보고 있다. 어느 해석이든 ‘燕燕于飛’는 ‘之子于

歸’에 상응하는 모티프로 쓰인다.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이나 시집가는 것 모두 

어떤 목표지점으로 가는 것을 말한다. 목적지로의 이동을 새의 비행으로 비유한 

것이다.392) 

有駜有駜, 駜彼乘牡. 

夙夜在公, 在公飮酒. 

振振鷺, 鷺于飛. 

鼓咽咽, 醉 歸. 

于胥樂兮.

씩씩하다 씩씩해. 씩씩하구나 수레 끄는 수말이여.

아침 밤으로 공무에 있다가 공관에서 술을 마시네.

훨훨 백로여 백로가 난다네.

북이 둥둥 취해서 돌아가네.

모두가 즐겁구나.

魯  <有駜> 제2장이다. 鄭玄은 백로가 나는 것이 모임에 참석한 뭇 신료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뜻한다고 하 다.393) 여기서도 새의 비행으로 인간의 귀

환을 비유하 다.394)

그렇다면 <九罭>에서 기러기가 물가나 언덕을 따라 나는 것은 무슨 뜻인지 살

펴보자. 우선 ‘渚(물가)’는 ‘所’ 및 ‘處’와 함께 魚部에 속하는 압운자이고, ‘陸(언

덕)’은 ‘復’, ‘宿’과 함께 覺部에 속하는 압운자이다. 제2장과 3장은 같은 내용의 

此詩也. (莊姜에게 아들이 없어 陳의 戴 의 아들 完을 자기 아들로 삼았다. 莊公이 

죽고 完이 즉위하자 총희의 아들 州吁가 그를 시해했다. 그래서 戴 가 陳으로 아

예 돌아가니 莊姜이 그를 전송하며 이 시를 지었다.) 朱傑人⋅嚴佐之⋅劉永翔 主編, 

앞의 책, 424쪽.

392) 같은 예를 豳風 <東山> 제4장의 제5~8구에서도 찾을 수 있다. “倉庚于飛, 熠燿其羽. 

之子于歸, 皇駁其馬. (꾀꼬리 나네 아름답다 그 날개여. 그이가 시집가네 알록달록 

그 말이여)” ‘飛’와 ‘歸’의 유사성에서 ‘倉庚=之子’의 등식이 성립한다.

393) 《毛詩正義》 卷第二十: 箋云, 飛喻羣臣飲酒醉, 欲 也. (백로가 나는 것은 뭇 신하들

이 술을 마시고 취하여 물러나려 함을 비유한다.) 馬辛民 責任編輯, 앞의 책, 1640

쪽.

394) <有駜>의 백로를 周  <振鷺>와 더불어 의례에서 백로 깃으로 춤을 추는 무용수로 

해석하는 설도 있다. 聶石樵 主編, 앞의 책, 599쪽. 하지만 제1장의 “振振鷺, 鷺于下. 

鼓咽咽, 醉 舞. (훨훨 백로여 백로가 내려오네. 북이 둥둥 취해서 춤을 추네)”에서 

백로가 내려오는 것을 연회 참석자가 자리에 도착하여 앉는 것에 응시키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게 통한다. 제2장의 백로가 나는 것 또한 춤동작으로 보기보다는 연

회가 파하고 참석자가 자리를 뜨는 것에 응시키는 것이 더 나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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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이기 때문에 이들은 의미상 변별력이 크지 않은 가변요소이다. 새가 나는 

것은 곧 등장인물이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을 비유한다. 여기서 기러기가 나는 

것 또한 공이 지로 돌아가는 것을 뜻한다. 물가나 언덕이란 기러기가 머무는 

곳이 아니라 거쳐 가는 경로를 가리킬 뿐이다. 비슷한 예로 雅 <沔水> 제3장

을 들 수 있다.

鴥彼飛隼, 率彼中陵. 

民之訛 , 寧莫之懲. 

我友敬矣, 讒 其 . 

휘익 나는 새매, 언덕 가운데를 따라 가네.

사람들의 뜬소문 어찌 막을 길이 없는가.

내 동료들이 신실하다면 헐뜯는 말 어찌 일어나리.

鄭玄은 새매가 언덕 가운데를 따라 가는 것이 먹이를 찾으러 가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제후가 법도를 지키는 것을 비유한다고 보았다.395) 자연 경물의 해석

에 제후를 개입시키는 것은 이 시를 당시의 정치 상황을 풍자한 것으로 보려는 

<毛詩序>의 의도에서 비롯하 다.396) 하지만 새매가 언덕을 따라 나는 것을 본

성에 따라 먹이를 찾는 자연스러운 행위로 풀이한 것은 수긍할 만하다. 여기서 

‘陵(언덕)’을 쓴 것은 ‘懲’과 압운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새매가 언덕에서만 날 

까닭은 없다. 장소는 가변요소로서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 맞추어 적절히 

배치되는 것이다.

匪兕匪虎, 率彼曠野. 

哀我征夫, 朝夕不暇. 

有芃 狐, 率彼幽草. 

有棧之車, 行彼周道.

저 들소와 범은 광야를 따라 가네.

슬프다 이 나그네는 아침저녁 쉴 틈 없네.

털복숭이 여우는 수북한 수풀 따라 가네.

높다란 수레는 국도를 달리네.

雅 <何草不黃>의 제2, 3장이다. 제2장의 ‘野’와 ‘暇’는 魚部의 압운자이고 제

395) 《毛詩正義》 卷第十一: 箋云, 率, 循也. 隼之性, 待鳥雀而食, 飛循陵阜 , 是其常也. 喻

諸侯之守職 法度 , 亦是其常也. (‘率’은 따름이다. 새매의 본성은 뭇 새를 기다려

서 먹는 것이니 언덕을 따라 나는 것이 정상이다. 제후가 직분을 지키고 법도에 따

르는 것 또한 정상임을 비유한다.) 馬辛民 責任編輯, 앞의 책, 781쪽.

396) 沔水, 規宣王也. (<沔水>는 宣王에게 간언한 것이다.) 위의 책, 7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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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의 ‘草’와 ‘道’는 幽部의 압운자이다. 광야나 수풀은 모두 ‘不暇(쉴 틈 없네)’

와 ‘周道(국도)’를 표현하기 위해 선택된 장소이다. 범이나 여우가 서식하는 곳은 

들판이나 수풀에 한정되지 않기에 다른 장소로 체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범과 여우도 다른 동물로 체할 수 있다. 수레를 타고 征役의 길에 나선 나그

네를 비유할 수 있다면 날짐승이나 길짐승이 어디를 따라 가더라도 무관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다’의 뜻이 있는 ‘率’이다. 이것은 은유를 성립하게 하는 

핵심의 불변요소이다.

따라서 <九罭>에서 기러기가 물가나 언덕을 따라 나는 것 또한 공이 갈 곳으

로 돌아가는 것을 비유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기러기의 속성이나 물가 및 언

덕의 생태 환경은 시의 해석에 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정리하여 말하면, <九罭>은 천자가 내조한 제후에게 귀한 옷을 선물로 하사하

면서 좀 더 머물다 가라고 만류하는 내용이다. 제1장에서 그물에 걸린 물고기는 

획득의 모티프로 손님인 제후가 찾아온 것을 뜻한다. 곤룡포와 수놓은 치마는 

주인인 천자가 내리는 선물이다. 제2장과 3장의 날아가는 기러기는 제후가 지

로 돌아가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천자는 이 좋은 자리에 다시 돌아오기 어려

우니 좀 더 머물다 가라고 권한 것이다. 제4장에서는 선물로 준 옷을 재차 언급

하며 성의를 생각해서라도 떠나지 말 것을 거듭 청하고 있다. 이 시의 ‘之子’, 

‘公’, ‘女’는 모두 제후를 가리키고, 물고기와 기러기 역시 모두 제후의 은유이다.

2. <鴛鴦>

鴛鴦于飛, 畢之羅之. 

君子萬年, 福祿宜之. 

鴛鴦在梁, 戢其左翼. 

君子萬年, 宜其遐福. 

乘馬在廏, 摧之秣之. 

君子萬年, 福祿艾之. 

원앙새 난다 그물로 잡아라.

군자께 만년토록 복록이 깃들기를.

원앙새 어살에 있으면서 왼쪽 날개에 웅크리네.

군자는 만년토록 큰 복을 누리리.

수레 끄는 말 마구간에 있으니 꼴을 썰어주라.

군자께 만년토록 복록이 내리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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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의 의는 군자가 원히 행복하기를 축원하는 내용이다. 제1장에는 날

아가는 원앙새를 그물로 잡는 모습이 나온다. 鄭玄과 孔穎達은 원앙새의 속성을 

암수가 짝지어 다니고 길들여져 잡기 쉽다는 관점에서 풀이했다.397) 한편 원앙

과 수레 끄는 말의 의미 해석에 따라 결혼 축하로 보는 설도 있다. 姚際恒은 원앙

새를 부부의 금실로 풀이한 鄒肇敏과 何楷의 설을 인용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何楷가 말했다. “幽王이 申后에게 장가들면서 지은 것 같다. <白華> 시로 증

명할 수 있다.……그러니 이 시에서 鴛과 鴦을 쌍으로 들어 부부를 흥으로 비유

하 으니 무엇을 의심하겠는가. 흥은 나는 것을 중히 여기고 그물로 잡는 것은 

중요하게 보지 않는다. ‘乘馬’ 두 장은 다 신부를 친히 접하는 일을 읊어서 

찬송의 뜻을 전했다. <漢廣> 시에 ‘그이가 시집가면 말을 먹여야지.’라고 한 것

과 또한 같다.” 내가 보기에 이 설은 鄒肇敏이 ‘成王이 처음 혼인할 때의 일을 

읊은 것’이라고 한 데서 시작하 다. 그러나 何씨가 이를 幽王 때의 일로 본 

것이 鄒씨와 비교하면 당연히 낫다. (何玄子曰, 疑爲幽王娶申后而作. 以白華之詩

證之.……然則此詩雙舉鴛鴦以興夫婦何疑焉. 興重于飛, 不重畢羅. 乘馬二章皆咏親

迎之事而因以致其禱頌之意. 漢廣之詩曰, 之子于歸, 言秣其馬, 亦同. 愚按, 此說始

于鄒肇敏謂咏成王初昏, 而何氏因以爲幽王, 較鄒自勝.)398) 

毛詩 계열의 학자들과 달리 이 시를 君子(천자), 그중에서도 幽王의 결혼을 축

복한 내용으로 이해한 것이다. 그 근거로는 첫째, ‘鴛’과 ‘鴦’이 암수의 쌍을 이

룬다는 점, 둘째, 幽王이 申后를 내쫓은 일을 읊었다는 <白華>에 ‘鴛鴦在梁, 戢其

左翼.’의 시구가 똑같이 나온다는 점, 셋째, 제3, 4장의 수레 끄는 말을 먹인다는 

구절이 <漢廣>과 마찬가지로 혼례 중 親迎의 절차를 가리킨다는 점을 들고 있

다. 다만 ‘畢之羅之’에 해서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무슨 뜻인지 설명하지 않고 

있다. 

본고에서는 원앙새 자체의 의미보다는 그물로 잡는다는 동작을 중시한다. 제1

397) 이들의 설은 서론에 소개한 바 있다. 

398) 《詩經通論》 卷十一; 林慶彰 主編, 앞의 책, 347쪽.

乘馬在廏, 秣之摧之. 

君子萬年, 福祿綏之. 

수레 끄는 말 마구간에 있으니 여물 썰어주라.

군자께 만년토록 복록이 감싸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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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 원앙새가 난다는 것은 자기가 가야할 곳으로 움직이는 것을 말하므로 이

동의 모티프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은 곧 작중 화자가 군자를 찾아뵙는 것을 

뜻한다. 새를 그물로 잡는다는 것은 앞의 <九罭>에서 물고기를 그물로 잡는 것

과 마찬가지로 획득의 모티프이다. 따라서 새를 그물로 잡는 모티프는 원하는 

사람, 곧 군자를 만난 것을 뜻한다. 이동의 모티프와 획득의 모티프가 합쳐져서 

사모하는 사람과 만나게 되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제3, 4구의 군자에 한 축

복은 군자를 만난 기쁨을 표현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 시를 제후들이 천자를 

축복한 내용으로 본 朱子의 설에 따르면 군자는 곧 천자를 가리킨다.

제2장에는 원앙새가 어살에 있으면서 왼쪽 날개를 접어 쉬는 모습이 나온다. 

《毛傳》은 원앙새가 편히 쉬는 모습으로 풀이하 다. 鄭玄은 원앙이 쉬는 모습이 

그 배경이자 원인인 태평성 를 가리킨 것으로 보았다.399) 孔穎達도 이 장을 원

앙새를 들어 만물이 순종함을 비유한 것으로 해석하 다.400) 이들의 해석에는 

모두 환유의 원리가 적용되어 있다. 

朱子는 이 장을 흥으로 규정하면서 특별히 해석을 더하지 않았다. 다만 “戢其

左翼”을 암수가 서로 기 어 쉬는 모습으로 해석한 張子의 설을 인용하 다.401) 

399) 《毛詩正義》 卷第十四: 傳, 休息也. (쉬는 것을 말한다.) 箋云, 梁, 石絶水之梁. 戢, 

斂也. 鴛鴦休息於梁. 明王之時, 人不驚駭, 斂其左翼, 以右翼掩之, 自若無恐懼. (‘梁’은 

돌이 물을 끊는 교량이다. ‘戢’은 거둠이다. 원앙새는 어살에서 쉰다. 훌륭한 왕의 

시 에는 사람이 놀래지 않아 왼쪽 날개를 거두고 오른쪽 날개로 덮어서 태연자약

하여 두려움이 없다.) 馬辛民 責任編輯, 앞의 책, 1013쪽.

400) 正義曰, 斂其左翼, 以右翼掩之, 雄 而 耳. 此 鳥不恐懼, 亦廣 其義. 禮運曰, 

龍以為畜, 故魚鮪不淰. 鳳以為畜, 故鳥不獝. 麟以為畜, 故獸不狘. 是水陸飛走皆可擾馴

也. (왼쪽 날개를 거두고 오른쪽 날개로 덮는다는 말은 수컷을 들어 말했을 따름이

다. 여기서 새가 두려워하지 않음을 든 것은 역시 그 뜻을 확 하여 흥으로 일으킨 

것이다. 《禮記⋅禮運》에 “용을 가축으로 삼으니 물고기가 놀라 달아나지 않는다. 봉

을 가축으로 삼으니 새가 놀라 날아가지 않는다. 인을 가축으로 삼으니 길짐승이 

놀라 도망가지 않는다”라고 하 는데 이는 물과 뭍의 날짐승 길짐승이 다 길들일 

만한 것이다.) 위의 책, 1014쪽.

401) 《詩集傳》 卷第十四: 也.……張子曰, 禽鳥並棲, 一正一倒, 戢其左翼, 以相依於內, 舒

其右翼, 以防患於外. 蓋左不用而右便故也. (흥이다.……張子가 말하 다. “새가 더불

어 서식할 때 하나는 바르게 있고 하나는 거꾸로 있으면서 왼쪽 날개를 거두어 안

쪽으로 서로 기 고 오른쪽 날개를 펼쳐서 바깥으로 위험을 막는다. 아마 왼쪽은 쓰

지 않고 오른쪽은 편하기 때문일 것이다”) 朱傑人⋅嚴佐之⋅劉永翔 主編,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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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馬瑞辰은 “戢其左翼”을 왼쪽 날개에 부리를 끼우는 것으로 본 韓詩의 설

과 毛奇齡의 설에 따라, 원앙새가 혼자서 쉬는 뜻으로 해석했다.402) 새가 잠들 

때 실제로 부리를 날개에 꽂는 것을 보면, 韓詩의 설이 더 타당해 보인다. 《詩經

新注》에서는 원앙이 부리와 한쪽 다리를 왼쪽 날개 밑에 집어넣은 채 한 발로 

땅에 딛고 잠든 것이라고 상세히 묘사했다.403)

문화인류학에서는 이 장을 물고기의 애정 모티프로 해석한다. 정상홍은 《詩

經》에서 ‘梁’은 ‘魚’나 ‘笱’와 더불어 혼인이나 남녀의 사랑을 가리키므로 원앙새

가 어살에 있다는 것은 귀족의 결혼을 미화한 것이라고 풀이했다.404) 聞一多는 

曹風 <候人>의 사다새가 물고기를 먹이로 하므로 사랑의 주동자라고 해석했

고,405) 孫作雲은 <關雎>의 저구새와 <九罭>의 기러기가 모두 물고기를 먹는 물

새로서 연애와 구혼을 상징한다고 보았다.406) 이것은 원앙새와 어살이 같은 의

미 역에 있는 물고기를 신하여 애정을 나타낸다는 환유의 해석이다. 다만 원

앙새가 그 자체로 이미 부부의 금실을 상징하는데 굳이 문면에 있지도 않은 물

고기를 끌어들여 우회적 해석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는 비판도 있다.407)

본고에서는 존재의 모티프가 지극히 편안한 상태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한다. 

632쪽.

402) 《毛詩傳箋通釋》 卷二十二: 瑞辰按, 斂左翼, 非掩右翼. 毛西河駮之是也. 釋文引韓詩曰, 

戢 , 捷也. 捷其噣於左也. 捷有插訓. 毛西河引 工記廬人注, 矜, 所捷也. 捷卽插也. 

鳥之棲息, 恒捷其噣於左翼. (왼쪽 날개를 거두는 것은 오른쪽 날개를 덮는 것이 아

니다. 毛奇齡이 반박한 것이 이것이다. 《釋文》에서 韓詩를 인용하여 “ ‘戢’은 꽂음이

다. 부리를 왼쪽에 꽂는다”라고 하 는데, ‘捷’에는 ‘插’의 뜻이 있다. 毛奇齡은 《周

禮⋅ 工記》 ‘廬人’의 ‘‘矜’은 ‘捷’하는 바요, ‘捷’은 바로 꽂음이다.”라고 한 주석을 

인용하 다. 새가 쉴 때는 늘 부리를 왼쪽 날개에 꽂는다.) 馬瑞辰, 앞의 책, 736쪽. 

王先謙도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詩三家義集疏》 卷十九: 毛奇齡續詩傳曰, 凡禽鳥止

息, 無論長頸短喙, 必捷其噣於左翼, 引攷工記廬人注, 矜, 所捷也, 捷即插也為證, 其說

良允. (毛奇齡의 《續詩傳》에서 “보통 새가 쉴 때는 긴 목이나 짧은 부리를 막론하고 

반드시 부리를 왼쪽 날개에 꽂는다”라고 하고 《周禮⋅攷工記》 ‘廬人’의 “ ‘矜’은 ‘捷’

하는 바요, ‘捷’은 바로 꽂음이다”라고 한 주석을 인용하여 증거로 삼으니 그 설이 

매우 믿음직하다.) 王先謙, 앞의 책, 775쪽.

403) 聶石樵 主編, 앞의 책, 416쪽.

404) 정상홍 옮김, 앞의 책, 852쪽.

405) 聞一多, <說魚>, 앞의 책, 246~247쪽.

406) 孫作雲, <《詩經》戀歌發微>, 앞의 책, 304~306쪽.

407) 葛曉音, 앞의 논문, 1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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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앙새와 어살은 ‘在’라는 동사로 결합한다. 새는 원앙새가 아니라도 상관없고, 

어살 역시 모래섬이나 물가 또는 나무라 해도 무방하다. 원앙새가 어살에 있는 

것은 곧 작중 화자가 사모하는 사람의 곁에 있는 것과 같다. 또한 원앙새가 왼

쪽 날개에 부리를 파묻고 쉬는 것은 바로 군자의 거처에 도착한 화자가 편히 머

무는 것에 응한다.

제3~4장에는 수레 끄는 말이 마구간에 있고 그 말에 꼴을 썰어주는 장면이 있

다. 毛詩의 해석은 은유와 환유의 원리가 섞여 있다. 먼저 <毛詩序>에서는 이에 

해 왕이 스스로를 봉양함에 절도가 있는 것으로 설명한다.408) 鄭玄은 말 먹이

를 유사시와 평상시로 가려서 물자를 아끼는 것으로 풀이했다.409) 평소에는 말

에게 꼴만 먹이다가 유사시에 곡식을 먹이듯이, 왕은 평소 하루에 한 끼만 고기

를 먹다가 제사를 지낼 때에야 세 끼 제사에 올린 고기를 먹는다는 뜻이다.410) 

말이 사료를 먹는 것으로 왕이 고기를 먹는 것을 비유한 것은 은유의 원리가 작

동한 것이다.411) 왕이 제사 유무에 따라 고기 먹는 횟수를 조절하는 예법에 근

거하여 봉양에 절도가 있다고 하는 것은 환유의 원리에 따른 것이다. 왕의 식생

408) 《毛詩正義》 卷第十四: 鴛鴦, 刺幽王也. 思古明王交於萬物有道, 自奉養有節焉. 馬辛民 

責任編輯, 앞의 책, 1011쪽.

409) 傳, 摧, 莝也. 秣, 粟也. (‘摧’는 꼴이고 ‘秣’은 곡식이다.) 箋云, 摧, 今莝字也. 古 明

王所乘之馬, 繫於廄, 無事則委之以莝, 有事乃予之穀, 愛國用也. 以 於其身亦猶然. 

齊而後三 , 設盛饌, 恒日則減焉. 此之 有節也. (‘摧’는 지금의 ‘莝’ 자이다. 옛날 훌

륭한 왕의 수레를 끄는 말은 마구간에 매어 두고 일이 없으면 꼴을 먹이고, 일이 

있으면 그때서야 곡식을 주었으니 나라에 쓰이는 물건을 아낌을 말한 것이다. 그로

써 왕 자신 또한 그러했음을 흥으로 일으켰다. 제사 올린 뒤에야 날마다 세 번 제

사 희생을 마련해 성찬을 차렸고, 평소에는 감쇄하 다. 이것이 <毛詩序>에서 ‘절도

가 있다’고 한 것이다.) 馬辛民 責任編輯, 앞의 책, 1013쪽.

410) 正義曰……恒日則減焉. 唯一 也. 齋為有事, 故三 . 恒日無事而一, 此之 有節. (……
평소에는 감쇄하 다는 것은 오직 한 번만 제사 희생으로 상을 차린 것이다. 제사

는 일이 있는 것이므로 세 번 제사 희생을 차리고, 평소에는 일이 없으므로 한 번

만 하니, 이것을 절도가 있다고 한 것이다.) 위의 책, 1014쪽.

411) 왕의 수레를 끄는 말로 왕을 신한 점에서는 환유가 작용하 다고 보아야 하나, 

여기서는 먹는다는 행위의 공통점에 초점을 맞추었다. 김학주는 말에게 꼴을 썰어 

먹이는 것을 천자에게 충성을 바치겠다는 뜻의 비유로 해석하 다. 김학주, 앞의 

책, 643쪽. 이 경우도 말을 천자의 은유로 본 것이지만, 임금의 수레를 끄는 말 먹

이기라는 행위 하나만으로 임금에 한 충성스러운 행위 전체를 표하는 환유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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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을 구성하는 요소는 고기 섭취의 횟수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 일부

분으로 전체를 신한 것이다. 朱子는 제3, 4장을 흥으로 규정하고 말을 먹이는 

것과 군자의 봉양을 병렬했다.412) 자연 경물의 의미를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음

악적 기능으로만 해석된다.

이 시를 군자의 결혼을 축하하는 노래로 보는 시각413)에서는 <漢廣> 제2장의 

“之子于歸, 秣其馬(그이가 시집갈 때 그 말을 먹이리라)”를 들어 “乘馬在廏, 摧

之秣之” 역시 親迎 때 신부의 수레를 끌 말을 먹이는 것으로 풀이한다. 마구간

에 있는 말에게 사료를 먹이는 것으로 신부의 수레를 신하여 결혼식 전체를 

가리키는 환유의 해석이다.

본고에서는 말이 마구간에 있는 것을 존재의 모티프로, 말에게 사료를 먹이는 

412) 也. 摧, 莝. 秣, 粟. 艾, 養也. 氏曰, 艾, 也. 以福祿終其身也, 亦通. 乘馬在廐, 

則摧之秣之矣, 君子萬年, 則福祿艾之矣. (흥이다. ‘摧’는 꼴이고, ‘秣’은 곡식이며, 

‘艾’는 봉양이다. 氏가 “ ‘艾’는 늙음이니 복록으로 평생을 마친다는 말이다.”라고 

하 는데 역시 통한다. 수레 끄는 말이 마구간에 있으면 꼴을 주고 곡식을 준다. 군

자가 만년이면 복록으로 봉양한다.) 朱傑人⋅嚴佐之⋅劉永翔 主編, 앞의 책, 632쪽.

413) 方玉潤 역시 姚際恒 등이 幽王과 申后의 결혼에 연결하여 해석한 것에 찬동하 다. 

《詩經原始》 卷之十二: 夫鴛鴦匹鳥, 當其倦而雙棲. 一正一倒, 戢其左翼, 以相依於内, 

舒其右翼, 以防患於外. 有夫婦情而無君臣義焉. 故白華之詩有感於伉儷之不終, 亦引用

其語, 而下卽云, 之子無良, 二三其德, 詞意固昭然矣. 白華爲申后被黜之詩, 安知此詩不

爲申后初昏而作. 聖人兩存其詩, 正以見幽王二三其德, 雖有初而靡終也. 何玄子説詩甚

鑿, 唯解此 鄙意同. 姚氏亦甚取之, 故並誌焉. 然其説亦非始於何氏, 蓋創自鄒肇敏. 但

彼 咏成王, 自不如幽王之切而有據耳. (원앙은 짝지어 다니는 새로, 피로할 때는 둘

이 머문다. 하나는 바로서고 하나는 반 로 서서 왼쪽 날개는 접어서 서로 안쪽으

로 기 고, 오른쪽 날개는 펴서 바깥의 위험을 막는다. 부부의 정이 있으되 군신의 

의리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白華> 편에는 부부가 끝을 잘 맺지 못한 유감이 있어 

역시 그 시구를 인용하고는, 아래에 곧 ‘그이는 불량하여 두 마음 세 마음’이라고 

하 으니, 말뜻이 정말 뚜렷하다. <白華>가 신씨 왕후가 쫓겨난 것을 그린 시라면, 

이 시가 신씨 왕후의 신혼을 위해 지은 것이 아닌지 어찌 알겠는가? 성인이 그에 

한 시를 둘 다 남긴 것은 바로 그로써 幽王이 두 마음 세 마음이라 처음은 있으

되 끝은 없음을 보인 것이다. 何楷가 《詩經》을 설명한 것은 천착이 심하지만, 오직 

이 시의 해석만큼은 내 생각과 같다. 姚際恒도 역시 그 설을 적극 취하 기에 아울

러 기록해 둔다. 그러나 그 설은 역시 하씨로부터 시작한 것은 아니고, 아마 鄒肇敏

에게서 처음 나왔을 것이다. 다만 그가 成王의 일을 읊은 것이라 한 것은, 마땅히 

幽王의 일이 적절하면서도 근거 있는 것만 못하다.) 方玉潤, 앞의 책, 4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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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섭취의 모티프로 해석한다. 제2장에서 원앙이 어살에 있는 것과 같이 말과 

마구간은 ‘在’라는 존재동사로 결합한다. 여기서 말은 작중 화자에, 마구간은 군

자가 머무는 수도의 조정에 응한다. 즉 작중 화자가 사모하는 사람 곁에 있음

을 비유한다. 말에게 꼴을 먹인다는 것은 곧 군자가 베푸는 연회에 한 은유이다.

섭취의 모티프에서 동물에게 먹이는 행위는 먹이는 사람의 존재로 인해 단순

한 사랑을 넘어 시혜의 의미가 강해진다. 섭취 모티프는 말에게 꼴을 먹이는 사

동 형식으로 되어 있다. 마구간에 있는 말에게 꼴을 먹이는 것은 군자가 궁정에 

찾아온 손님에게 융숭한 접을 하는 것에 응한다. 작중 화자는 손님의 입장

에서 그에 한 답례로 군자를 축복하는 것이다. 말과 꼴의 결합관계는 형식상 

군자와 복록의 결합과 구를 이루면서 내용상으로는 화자와 군자의 상호 유

관계를 비유하고 있다. 마구간에 있는 말에게 꼴을 먹이는 것은 수레를 끌게 하

기 위함이다. 높은 지위에 있는 군자에게 복록을 축원하는 것은 그와 좋은 관계

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鴛鴦>은 군자의 초 를 받아 편안히 쉬고 잔치에서 

즐기며 군자를 축복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제1장의 원앙이 나는 것은 이동의 

모티프이고, 그것을 잡는 것은 획득의 모티프이다. 이들 모두 작중 화자가 초

에 응해 군자를 방문한 것을 뜻한다. 제2장의 원앙이 어살에 있으면서 왼쪽 날

개에 부리를 꽂는 것은 존재의 모티프이다. 화자가 군자의 곁에서 스스로 편안

한 상태에 있음을 뜻한다. 제3, 4장의 마구간에 있는 수레 끄는 말에게 꼴을 먹

이는 것은 존재와 섭취의 모티프가 이어진 것이다. 이들은 각각 화자가 군자의 

조정에 있으면서 군자에게 잔치 접을 받는 것을 가리킨다. 《詩經》에는 군자가 

손님을 초 하는 내용이 많다. 군자의 입장에서는 손님이 온 것을 반기고, 손님

의 입장에서는 초 에 감사하며 군자를 축복하기 마련이다. 高亨은 일찍이 이 

시를 귀족의 후원을 받은 작자가 귀족을 축복하고 그에게 감사를 표시한 내용으

로 풀이한 바 있다.414) 다만 그는 귀족의 후원이 무엇을 근거로 나왔는지는 설

명하지 않았다. 본고의 자연 경물 모티프 분석을 통해 高亨의 설이 타당함을 알 

수 있다.

414) 高亨, 앞의 책, 3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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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鼓鍾>

鼓鍾 , 淮水湯湯, 

憂心且傷. 

淑人君子, 懷允不忘. 

鼓鍾喈喈, 淮水湝湝, 

憂心且悲. 

淑人君子, 其德不回.

鼓鍾伐鼛, 淮有三洲, 

憂心且妯. 

淑人君子, 其德不猶.

鼓鍾欽欽, 鼓瑟鼓琴, 

笙磬同音. 

以雅以南, 以籥不僭. 

종 울리네 댕댕 회수는 넘실넘실.

걱정하는 마음에다 아픔까지.

정숙한 군자이시여 진실한 마음 끝없네.

종 울리네 깡깡 회수는 출 출 .

걱정하는 마음에다 슬픔까지.

정숙한 군자이시여 덕이 어김없네.

종 울리고 북 치네. 회수에는 모래섬 세 개 있네. 

걱정하는 마음에다 쓰라림까지. 

정숙한 군자이시여 덕이 그치지 않네.

종 울리네 옴옴 슬 울리고 금 울리네.

생황 경쇠는 소리를 함께하네.

아악과 남악에 문무가 흐트러짐 없네.

이 시는 朱子가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알 수 없다고 할 정도로 난해하다. 현

에 들어서는 남국의 어떤 임금을 애도하는 내용이라든지,415) 회수에 출정하여 

전사한 아버지 召伯을 召虎라는 제후가 애도하는 내용으로 보는 설도 있다.416) 

이렇게 설이 분분하지만 자연 경물 모티프의 유형과 정형구의 규칙을 이용하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먼저 총 4장에 등장하는 자연 경물 모티프

의 뜻을 차례로 설명하고 정형구를 이용한 시 해석의 원리를 살펴보기로 한다.

제1장과 2장은 같은 형식이 반복되어 있다. 전통 시경학의 견해는 이미 서론

에서 설명했기에 생략하고 본고의 견해를 제시한다. 이 시에는 악기 소리의 호

출 모티프와 강물의 번성 모티프가 병렬로 제시되어 있다. 악기 소리는 연주자

로부터 출발하여 감상자의 귀에 도착한다. 이 소리는 둘을 심리적으로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여기서 “사모하는 사람은 악기이다”라는 개념적 은유가 성립

415) 屈萬里, 앞의 책, 280쪽.

416) 李辰冬, 《詩經通釋》, 臺北: 水牛出版社, 1980, 3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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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악기를 연주하는 것은 사모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에 해당하고, 악기 소리

를 들으면 즐겁듯이 사모하는 사람 소식을 들으면 기쁘며, 악기가 제사나 연회 

등 중요한 자리에서 쓰이는 것처럼 사모하는 사람은 조정의 높은 지위에 있다. 

종소리가 울리는 것은 사모하는 사람의 소식이 들려오는 것에 한 은유이다.

회수 물이 넘실 는 것은 번성의 모티프로서 사모하는 사람과 만났을 때의 기

쁜 감정을 가리킨다. 周南 <關雎>에서 저구새가 있는 황하 모래섬의 위치는 노

랑어리연꽃 따기나 금과 슬, 종과 북으로 사모하는 사람과 즐기는 것과 실질적

으로 무관하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회수의 물결은 번성의 상태를 나타낼 뿐, 악

기 소리나 작중 화자 또는 군자가 있는 곳과 관계가 없다. 비슷한 예를 들면, 

雅 <伐木> 제1장의 “伐木丁丁, 鳥鳴嚶嚶(나무 베는 소리 쩡쩡, 새 울음소리 앵

앵)”이나 鄘風 <鶉之奔奔> 제1장의 “鶉之奔奔, 鵲之彊彊(메추리는 분분, 까치는 

깍깍)”의 앞뒤 두 구절은 첩어가 仗을 이루지만 의미상으로는 서로 별개이다.

제3장의 “淮有三洲”에 해 《毛傳》은 회수 가의 땅이라고 하 다.417) 朱子는 

소씨의 설을 인용하여 제1, 2장에서 넘실 던 회수 물이 빠져 모래섬이 드러나

는 시간의 흐름으로 보았다.418) 역시 제1, 2장에 이어 幽王이 악기 연주를 벌이

는 모습으로 본 것이다.

본고에서는 회수에 모래섬이 있는 것을 존재의 모티프로 본다. 존재의 모티프

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召南 <江有汜>의 제1장을 보자.

江有汜. 

之子歸, 不我以. 

不我以, 其後也悔.

강에는 지류가 있네. 

그이는 돌아갈 때 나를 데려가지 않네.

나를 데려가지 않으면 후회하리.

417) 《毛詩正義》 卷第十三: 三洲, 淮上地. (세 모래섬은 회수 가의 땅이다.) 馬辛民 責任編

輯, 앞의 책, 942쪽.

418) 《詩集傳》 卷第十三: 氏曰, 始 湯湯, 水盛也. 中 湝湝, 水流也. 終 三洲, 水落而

洲見也. 幽王之久於淮上也. (소씨는 “처음에 ‘湯湯’이라고 한 것은 물이 가득한 것

이고, 중간에 ‘湝湝’라고 한 것은 물이 흐르는 것이며, 마지막에 ‘三洲’라고 한 것은 

물이 빠져 모래섬이 드러난 것이다. 幽王이 회수 가에 오래 머묾을 말한 것이다.”라

고 하 다.) 朱傑人⋅嚴佐之⋅劉永翔 主編, 앞의 책, 6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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聞一多는 <江有汜>의 ‘汜’, ‘渚’, ‘沱’를 모두 장강의 지류로 고증하고, “江有汜”

와 衛風 <氓>의 “淇則有岸, 隰則有泮(기수에는 강둑이 있고 늪에는 가장자리 있

거늘)”을 비교하여 분석했다. 장강에 각종 지류가 있는 것은 남편이 새색시를 맞

이한 것을 가리키고, 제2, 3구는 새색시가 시집와서 본처인 자신은 버림받았다는 

뜻으로 해석되었다. 기수에 강둑이 있는 것은 별도의 물길이 없이 강둑으로 스

스로를 지키는 자연 경물 모티프로 예의 없이 마음을 이랬다저랬다 하는 남편을 

풍자한 것이라는 견해이다.419) 

하지만 ‘汜’와 ‘岸’의 속성을 비교하는 것보다는 그저 강에 갖춰진 자연 지형

을 열거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나아 보인다. 강에는 모래톱, 섬이 다 있는데 그

는 내게 있지 않고 떠나가니 내가 후회와 근심으로 괴로워하고 휘파람과 노래

로 마음을 달랜다는 것이다. <江有汜>에서는 강에 분수령이 있다는 확고부동의 

사실이자 자연의 섭리를 상 방이 자신을 버려두는 부조리함과 비시키고 있

다. 강물의 갈래인 분수령이나 모래섬은 강에 없을 수 없는 지형물이다. 그와 마

찬가지로 이 <鼓鍾>에서는 회수에 모래섬이 있듯이 화자 자신에게는 사모하는 

상 방이 있다는 개념적 은유를 사용하고 있다.

제1~3장에 쓰인 각종 자연 경물 모티프는 《詩經》에 흔히 쓰이는 사랑의 은유

임을 알 수 있다. 문제는 각 장 제3구의 “憂心且○”이다. 만약 이 구가 없다면 

<鼓鍾>은 ‘淑人君子’를 칭송하는 내용으로 보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하지

만 제3구 때문에 앞뒤의 맥락이 잘 연결되지 않아 해석에 어려움이 생긴 것이

다. 

제3구와 비슷한 표현이 쓰인 작품이 있는지 찾아보면 해석의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마침 “憂心○○”라는 정형구가 있다. 아래에 몇 가지 사례를 들기

로 한다.

419) 聞一多, <詩經新義⋅21. 汜沚>, 앞의 책, 281~282쪽.

召南 <草蟲> 제2장

未見君子, 憂心惙惙. 군자를 못 뵈니 근심으로 가득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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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모두 군자를 뵙지 못해 근심으로 가득함을 서술한 정형구이다. 그밖에 

‘憂心’이 쓰인 구절도 부분 사모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 홀로 지내는 심정을 

표현한 것이다.420) 그리고 <鼓鍾> 제1, 2장에서 “憂心且○”의 빈 칸에 각각 들어

가는 ‘傷’과 ‘悲’를 합치면 ‘傷悲’가 된다. 이것도 모두 군자를 뵙지 못한 작중 

화자나 멀리 떠난 정인을 그리는 고향 여자의 심정을 표현한 것이다.421)

이 시의 “憂心且○”라는 정형구 역시 사모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한 근심과 괴

로움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未見君子’와 같은 구절이 생략된 형태라

는 것이다. 이 경우 매 장 서두의 악기 연주나 강물 관련 모티프와는 의미상 

조를 이루게 된다. 악기 연주 소리가 즐겁고 강물도 넘실넘실 흐르지만, 나는 군

자를 뵙지 못해 걱정되고 마음 아프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제4, 5구에서 군자를 칭송하는 내용은 왜 나온 것일까? 雅 <蓼蕭>

의 제2장을 보자.

蓼彼蕭斯, 零露瀼瀼. 

旣見君子, 爲龍爲光. 

其德不爽, 壽 不忘. 

길쭉한 우미호여 내린 이슬 담뿍.

군자를 뵈었으니 은총이요 광이로다.

그분 덕은 어김없고 장수하여 끝없으리.

제5구의 “其德不爽”은 <鼓鍾> 제2, 3장의 “其德不回” 및 “其德不猶”와 뜻이 같

420) 雅 <杕杜> 제4장: 匪載匪來, 憂心孔疚. 期逝不至, 而多爲恤. (수레 타고 오지 않아 

근심으로 몹시 앓네. 기한이 지나도 이르지 않으니 걱정이 많네.)

421) 召南 <草蟲> 제3장: 未見君子, 我心傷悲. (군자를 못 뵈니 내 마음 아프고 슬프네.) 

豳風 <七月> 제2장: 女心傷悲, 殆及公子同歸. (여자 마음 아프니 얼른 공자와 함께 

돌아오길.)

秦風 <晨風> 제1장

未見君子, 憂心欽欽.

雅 <出車> 제5장

未見君子, 憂心忡忡.

雅 < > 제1장

未見君子, 憂心弈弈.

군자를 못 뵈니 근심으로 갑갑했지.

군자를 못 뵈니 근심으로 씁쓸했지.

군자를 못 뵈니 근심으로 허전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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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정형구이다. 제6구에 나오는 ‘不忘’ 역시 <鼓鍾> 제1장의 “懷允不忘”에 들어

있는 표현이다. 무엇보다 군자를 칭송하는 가장 직접적인 계기는 “旣見君子”에 

있다. 군자를 뵈었기에 즐겁고 기쁜 나머지 칭송을 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鼓

鍾> 제1~3장의 마지막 두 구 역시 “旣見君子”를 전제로 한 칭송의 표현이다.

<鼓鍾> 제4장에서 관악, 현악, 타악의 합주 및 무용 공연까지 성 하게 벌어진 

것 또한 군자와의 만남과 관련이 있다. 秦風 <車鄰> 제2장을 보자.

旣見君子, 並坐鼓瑟. 

今 不樂, 逝 其耋. 

군자를 뵙고서 나란히 앉아 슬을 뜯네.

지금 즐기지 않으면 지나고 나서 늙어버리리.

제3장은 슬 신에 생황을 부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군자를 만나 뵙는 기쁨에 

그와 함께 악기 연주를 즐긴다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鼓鍾> 의 성 한 악기 연

주 역시 군자를 만난 것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도 역시 “旣見

君子”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어서 앞의 내용과 맥락상 잘 연결되지 않았을 따름

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鼓鍾> 각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이해된다. 흥겨

운 악기 소리와 회수의 성 함과 조적으로 <鼓鍾>의 작중 화자는 군자를 뵙지 

못해 근심에 젖어 있었다. 하지만 끝내 군자를 뵐 수 있었고 그 기쁨으로 인해 

군자를 칭송한 것이다. 마지막 제4장에서는 군자를 만나 성 한 공연을 벌이면

서 만남의 기쁨을 극 화하 다.

제 2 절 원망과 한탄

1. <小宛>

宛彼鳴鳩, 翰飛戾天. 

我心憂傷, 念昔先人. 

조그마한 매가 높이 날아 하늘에 닿네.

내 마음 근심으로 아파 옛 사람을 생각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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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宛>은 전체 6장으로 되어 있고 제2장을 제외한 5개의 장에 자연 경물 모티

프가 쓰 다. 전반과 후반으로 나누어 자연 경물 모티프를 분석하기로 한다. 문

화인류학의 관점에서는 이 시에 관해 별도로 해석한 바가 없다.

<毛詩序>에는 이 시를 어느 부가 왕을 풍자한 것으로 보고 있다.422) 제1장에

서 《毛傳》은 작은 새가 하늘 높이 나는 것을 능력이 부족한 자가 분수에 맞지 

않는 일을 벌이는 것에 한 풍자로 해석했다.423) 하지만 馬瑞辰은 왕이 선정에 

422) 《毛詩正義》 卷第十二: 宛, 大夫刺幽王也. (< 宛>은 부가 幽王을 풍자한 것이다.) 

원래는 ‘宣王’으로 되어 있으나 阮元의 교감에 따라 고쳤다. 馬辛民 責任編輯, 앞의 

책, 869쪽.

423) 也. 宛, 貌. 鳴鳩, 鶻鵰. 翰, 髙. 戾, 至也. 行 人之道, 責髙眀之功, 終不可得. (흥

이다. ‘宛’은 작은 모습이다. ‘鳴鳩’는 ‘鶻鵰’이다. ‘翰’은 높음이요 ‘戾’는 이름이다. 

소인의 도를 행하면서 고명한 공적을 요구하니 끝내 이룰 수 없다.) 正義曰, 毛以為, 

明發不寐, 有懷二人. 

人之齊聖, 飮酒溫克. 

彼昏不知, 壹醉日富. 

各敬爾 , 天命不又.

 

中原有菽, 庶民采之. 

螟蛉有子, 蜾 負之. 

敎誨爾子, 式穀似之.

 

題彼脊令, 載飛載鳴. 

我日斯邁, 而月斯征. 

夙 夜寐, 毋忝爾所生.

交交桑扈, 率場啄粟. 

哀我塡寡, 宜岸宜獄. 

握粟出卜, 自何能穀. 

溫溫恭人. 如集于木. 

惴惴 心, 如臨于谷. 

戰戰兢兢, 如履薄冰. 

동이 트도록 자지 않고 두 사람을 그리네. 

사람이 바르고 총명하면 술을 마셔도 온화하네. 

저이는 어둡고 무지하여 늘 취함이 날로 심해진다. 

그  거동을 경건히 하라. 천명은 다시 오지 않으니.

언덕 가운데 콩이 있네 서민들이 따가네. 

뽕나무벌레는 새끼가 있네 나나니벌이 업어가네. 

그  자식 잘 가르쳐 올바름으로 닮게 하라.

저 척령새를 보니 날면서 우네. 

나는 날마다 가고 달마다 가네. 

일찍 일어나 밤늦게 자면서 그  낳아주신 분 더럽히지 마라.

교교 우는 상호새 마당 따라 곡식 쪼네. 

슬프도다 내 기진하고 궁핍한 몸. 소송에 감옥에 갇혀있네. 

곡식 낟알 쥐고 점을 치네 내 어찌하면 잘될지. 

온화하게 사람을 공경하라 나무 위에 앉은 듯. 

가만가만 조심하라 골짜기에 다가선 듯. 

부들부들 덜덜덜 살얼음 디디듯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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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써야 할 당위성을 높이 날 수 있는 ‘鳴鳩’라는 새로 비유했다고 보았다.424) 어

리석은 왕을 닮은 모습으로 보든 그와 반 로 모범적인 사례로 보든, 새는 바로 

왕에 한 은유로 풀이되었다.

朱子는 이 장을 흥으로 규정하고 자연 경물 모티프를 뒤에 이어지는 내용에 

한 은유로 파악하 다. 곧 새가 하늘에 날아가듯이 화자 자신도 선인들을 생

각한다는 말이다.425) 작은 새가 부지런히 날갯짓하는 것은 후손인 자신이 근심

과 고심을 거듭하는 것에 응한다. 새가 하늘에 닿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 선인

들에 닿는 것과 같다. 은유의 상이 《毛傳》과 다른 것은 모시학자들이 시의 주

제를 왕에 한 풍자로 보는 것과 달리 朱子는 난세에 처신할 방법으로 보기 때

문이다.

본고에서는 朱子가 날아서 하늘에 이르는 새를 그리움이 옛 선인에 미치는 작

宛然翅 , 是彼鳴鳩之鳥也. 而欲使之髙飛至天, 必不可得也. 才智 , 幽王身

也, 而欲使之行化致治, 亦不可得也. (《毛傳》의 뜻은 다음과 같다. 宛然히 날개가 작

은 것은 저 鳴鳩라는 새이다. 그 새가 높이 날아 하늘에 이르게 하려 하나 절  이

룰 수 없다. 재주와 지혜가 작은 자는 幽王 자신이니 그에게 교화를 행하여 치세에 

이르게 하려 해도 역시 이룰 수 없음을 흥으로 일으켰다는 말이다.) 위의 책, 869쪽.

424) 《毛詩傳箋通釋》 卷二十: 高注淮南時則訓亦云, 鳴鳩奮迅其羽, 直刺上飛, 入雲中 , 是

也. 是鳴鳩實能高飛. 詩蓋以鳴鳩短尾, 似難高 , 而翰飛可以戾天, 以 人主當勉于為

善. 傳 以鳩飛不可戾天為 , 非詩義也. (高誘는 《淮南子⋅時則訓》 주석에서 또한 

“鳴鳩는 날개를 떨쳐 곧장 위로 치솟아 구름 속으로 날아든다는 것이 그것이다.”라

고 하 는데 이것이 鳴鳩가 실제 높이 날 수 있는 것이다. 《詩經》에서는 아마 鳴鳩

의 꼬리가 짧아 높이 오르기 어려운 듯하나 높이 날아 하늘에 이를 수 있다고 하여 

임금이 선정을 베풀기에 힘쓸 것을 흥으로 일으킨 것이리라. 《毛傳》에서 鳴鳩가 날

아도 하늘에 이르지 못함을 흥으로 삼은 것은 《詩經》의 본의가 아니다.) 馬瑞辰, 앞

의 책, 633쪽.

425) 《詩集傳》 卷第十二: 也. 宛, 貌. 鳴鳩, 斑鳩也. 翰, 羽. 戾, 至也. 明發 旦而光

明開發也. 二人, 父母也. 此大夫遭時之亂而兄弟相戒以免禍之詩. 故 彼宛然之 鳥, 

亦翰飛而至于天矣. 則我心之憂傷, 豈能不念昔之先人哉. 是以明發不寐, 而有懷乎父母

也. 此以爲相戒之端. (흥이다. ‘宛’은 작은 모습이고 ‘鳴鳩’는 ‘斑鳩’이다. ‘翰’은 깃

이고 ‘戾’는 이름이다. ‘明發’은 아침이 될 때 빛이 밝게 비침을 말한다. ‘二人’은 부

모이다. 이는 부가 시 의 혼란을 맞아 형제끼리 서로 타일러서 재앙을 면하자는 

시이다. 그래서 저 완연히 작은 새도 또한 날아서 하늘에 닿는데, 그렇다면 내가 마

음이 걱정되고 아픈데 어찌 옛날 선인들을 생각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침이 되도록 

잠 못 들고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이를 말하여 서로 타이르는 발

단으로 삼았다.) 朱傑人⋅嚴佐之⋅劉永翔 主編, 앞의 책, 6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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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화자에 응시킨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제1장은 문면으로 보았을 때 왕과 

무관하고, 자연 경물 모티프에 바로 비유의 상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날아서 

하늘에 닿는 새는 이동의 모티프이다. 화자가 원하는 상과의 결합을 나타낸다. 

새가 하늘에서 나는 것은 바로 제자리를 찾은 모습이다. 모든 사물은 제자리를 

찾았을 때 가장 안정감을 준다. 작중 화자 역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옛 사람들

을 생각하며 그들의 지혜를 배우고 나아가 위기에서 벗어날 힘을 얻으려 한 것

이다.

새가 날아 하늘에 닿는다는 표현은 《詩經》에 자주 등장한다. <四月> 제7장 “匪

鶉匪鳶, 翰飛戾天. 匪鱣匪鮪, 潛 于淵(저 매와 솔개는 높이 날아 하늘에 닿네. 

저 전어와 유어는 연못에 잠겨서 달아나네)”은 새와 하늘, 물고기와 연못의 결합

을 정치적으로 위기에 처해있는 화자와 비시키고 있다. <采芑> 제3장 “鴥彼飛

隼, 其飛戾天, 亦集爰止. 方叔涖止, 其車三千, 師干之試(휙 나는 저 매는 날아 하

늘에 닿았다가 또한 내려앉네. 방숙께서 도착하니 수레가 삼천 라 군사 훈련

이니라)”에서는 새가 하늘에 날아올랐다가 내려앉는 모습으로 지휘관인 방숙과 

부하인 사병들의 결합을 비유하 다. 大雅 <旱麓> 제3장 “鳶飛戾天, 魚躍于淵. 

豈弟君子, 遐不作人(솔개는 날아 하늘에 닿고 물고기는 연못에서 뛰네. 즐거우신 

군자여 어찌 사람을 세우지 않으리)”에서는 새와 하늘, 물고기와 연못의 결합을 

임금인 군자와 신하들의 결합에 응시키고 있다.

< 宛>의 경우 <四月>과 마찬가지로 화자가 난세에 본디의 지위를 잃고 역경

에 처해있다. 그는 제4장에서 먼 곳을 헤매는가 하면, 제5장에서는 감옥에 갇히

기까지 한다. 따라서 제1장의 날아올라 하늘에 이르는 새는 자신이 원하는 상황

에 처하지 못하는 화자 자신과 정반 의 출세가도를 달리는 모습으로 해석할 수

도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詩經》의 자연 경물 모티프는 비유의 상이 곧바

로 뒤에 따라 나온다. 결국 새가 하늘로 날아가는 것은 화자가 옛 선인을 떠올

리며 지혜를 얻고자 하는 것에 응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제3장의 “中原有菽, 庶民采之”에 해 《毛傳》은 힘껏 따면 얻으리라고 하 다. 

鄭玄은 서민이 주인 없는 언덕의 콩을 따듯이 무상한 왕위 역시 덕 있는 자가 

가져간다고 풀이했다.426) 鄭玄은 “螟蛉有子, 蜾 負之”에 해서는 나나니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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뽕나무벌레 새끼를 업어다 키우듯이, 왕이 백성을 다스리지 못하면 잘 다스리는 

자가 신한다고 해석했다.427) 콩과 왕권은 정해진 주인이 없다는 점에서, 뽕나

무벌레의 새끼와 백성은 가르치고 길러야 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다. 

‘캐다’의 행위를 강조한 《毛傳》을 참조한다면, ‘采’와 ‘得’의 類義 관계에서도 鄭

玄의 은유 해석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덕을 닦기에 부지런한 이가 천명이 일

정치 않은 왕위를 차지하는 것은 일하는 데에 부지런한 서민이 주인 없는 언덕

의 콩을 따는 것과 같다는 말이다. 嚴粲은 幽王이 태자를 쫓아내는 바람에 申侯

가 그를 데려다 왕으로 옹립하게 만든 것을 풍자한 것이라고 하 다.428) 콩과 

뽕나무벌레의 새끼를 모두 幽王의 태자 宜臼로, 서민과 나나니벌은 그를 데려다 

옹립한 申侯로 특정한 것이다.

朱子는 이 장을 흥으로 규정하 다. 콩을 따는 것은 善道를 이루는 것을 비유

하고, 나나니벌이 뽕나무벌레 새끼를 업는 것은 불초자를 부모와 같아지도록 가

르치는 것을 비유한다고 보았다.429) 이것은 제5~6구의 “敎誨爾子, 式穀似之.”에서 

426) 傳, 力采 則得之. (힘껏 따면 얻는다.) 箋云, 藿生原中, 非有主也. 以喻王位無常家也. 

勤於徳 則得之. (콩은 언덕 가운데에 나는데 주인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로써 왕

위는 늘 차지하는 집안이 없음을 비유하 다. 덕에 부지런한 자라면 얻는 것이다.) 

馬辛民 責任編輯, 앞의 책, 870쪽.

427) 喻有萬民不能治, 則能治 得之. (만민이 있으면서 다스릴 수 없으면 다스릴 수 있

는 자가 얻을 것임을 비유한 것이다.) 위의 책, 870쪽.

428) 《詩緝》 卷二十一: 三章刺黜其子也. 幽王黜太子宜臼, 宜臼奔申侯. 此章刺之, 中原有

菽, 庶民乃采之而去. 桑蟲有子, 蜾 乃持之而去. 喻王有太子, 不能撫愛而申侯乃挾而

去之也. 王若以宜臼為不肖, 何不教誨之, 用善道而使之似續於己乎. 錢氏曰, 庶民采而

去則非我所有矣. 蜾 持而去則非我所保矣. 今王有子乃黜棄之, 有挾之而為不善 . 

(제3장은 아들을 쫓아낸 일을 풍자한 것이다. 幽王이 태자 宜臼를 쫓아내자, 宜臼는 

申侯에게 달아났다. 이 장은 그 일을 풍자하여 들판에 콩이 있으면 서민이 따서 가

버리고, 뽕나무벌레에게 새끼가 있으면 나나니벌이 데리고 가버린다고 말하 다. 왕

에게 태자가 있어도 어루만지고 아끼지 못하니 申侯가 끼고 가버림을 비유하 다. 

왕이 만약 宜臼를 불초하다 여겼다면 어찌 가르치고 일깨워 바른 도로 자기를 닮아 

이어가게 하지 않았는가. 錢氏는 “서민이 따 가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게 되고 나

나니벌이 데려가면 내가 기르는 게 아니게 된다. 지금 왕에게 아들이 있는데 쫓아

버리니 그를 끼고 나쁜 일 하는 자가 있게 된 것이다.”라고 하 다.) 嚴粲, 앞의 책, 

288쪽.

429) 中原有菽則庶民采之矣. 以 善道人皆可行也. 螟蛉有子則蜾 負之. 以 不似 可敎而

似也. 敎誨爾子, 則用善而似之可也. 善也似也, 終上文兩句所 而 也. 戒之以不惟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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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穀’과 ‘似’를 각각 콩 따기와 벌레 업기에 응시킨 것이다. 朱子의 주석에 따르

면 나나니벌이 자신과 다른 종인 뽕나무벌레 새끼를 업어 기르면 이레 만에 나

나니벌로 바뀐다고 한다.430) 여기서 나나니벌은 불초자를 자신과 닮도록 가르치

는 것과 비유 관계가 성립하지만 콩 따는 것이 善道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알 

수 없다.

본고에서는 콩 따기와 뽕나무벌레 새끼 업기를 획득의 모티프로 이해한다. 서

민과 콩은 ‘采’의 동작에 의해, 나나니벌과 뽕나무벌레는 ‘負’의 동작에 의해 결

합된다. 그렇다면 제5~6구의 “敎誨爾子, 式穀似之.” 역시 결합의 의미로 풀이해

야 한다. 결합은 서로 떨어져 있던 것이 하나로 합쳐짐을 뜻하므로 본디 부자관

계인 ‘爾’와 ‘爾子’를 새삼 결합시키는 것은 약간 어색하다. 더욱이 나나니벌과 

뽕나무벌레는 서로 다른 종이므로 부자 관계를 비유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결합

의 상은 ‘爾子’와 제삼자로 보아야 한다. 그 의 자식을 바른 도로 가르쳐서 

서민이 콩을 따고 나나니벌이 뽕나무벌레 새끼를 업듯이 다른 사람들에게 환

받고 사랑받는 사람으로 키우라는 뜻이다.431) 곧 콩과 뽕나무벌레 새끼는 ‘爾子’

를 가리키고 서민과 나나니벌은 ‘爾子’를 돕고 받드는 사람들에 응한다. <

宛>에서 일컫는 ‘爾(그 )’는 朱子가 말하는 일반적인 형제가 아니라 왕으로 보

善其身, 又當敎其子, 使爲善也. (들판에 콩이 있으면 서민이 캔다. 그로써 바른 도는 

사람들이 모두 행할 수 있음을 흥으로 일으켰다. 뽕나무벌레에 새끼가 있으면 나나

니벌이 업는다. 그로써 같지 않은 자를 가르쳐 같게 할 수 있음을 흥으로 일으켰다. 

네 자식을 가르치고 일깨우려면 올바름으로 너와 같게 만드는 것이라야 된다. 올바

름이라든지 같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위의 두 구에서 흥으로 일으킨 바를 끝맺어서 

말한 것이다. 자신을 홀로 올바르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자식을 가르쳐서 올바

름을 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경계하 다.) 朱傑人⋅嚴佐之⋅劉永翔 主編, 앞의 책, 

600~601쪽.

430) 螟蛉, 桑上 靑蟲也. 似步屈. 蜾 , 土蜂也. 似蜂而 腰. 取桑蟲, 負之於木空中, 七日

而化爲其子. (‘螟蛉’은 뽕나무 위의 작고 푸른 벌레이다. ‘步屈’와 비슷하다. ‘蜾 ’는 

땅벌이다. 벌과 비슷하나 허리가 가늘다. 뽕나무벌레를 잡아서 나무 구멍 속에 업어

다 놓으면 이레 만에 변하여 그 벌의 새끼가 된다.) 위의 책, 600쪽.

431) 정상홍은 제6구 “式穀似之”의 ‘似之’를 ‘그 나나니벌처럼’ 가르치는 일로 보았다. 정

상홍 옮김, 앞의 책, 760쪽 277번 주석. 하지만 닮아야 할 상은 그 앞의 서민이 

콩 따는 일까지 포함시켜야 한다. ‘負(업다)’를 교육의 환유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결

합의 은유로 보아야 ‘采’와 의미가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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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야 한다. 그것은 제2장의 제5~6구 “各敬爾 , 天命不又(그  거동을 경건히 하

라.432) 천명은 다시 오지 않으니)”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 천명은 누구보다

도 왕이 신경 써야 할 사항이었다. 왕이 자식을 바른 도로 잘 가르친다면 서민

이 콩을 따고 나나니벌이 뽕나무벌레를 업듯이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신에게 위로받을 것이라는 훈계이다.

제4장의 “題彼脊令, 載飛載鳴”에 해 《毛傳》은 쉬지 않는 모습이 군자가 본받

을 절도가 된다고 하 다. 鄭玄은 척령새가 날개와 입을 다 쉬지 못하는 것이라

고 하 다.433) 특히 鄭玄은 뒤에 이어지는 “我日斯邁, 而月斯征”에 해 풍자의 

상인 임금이 척령새처럼 부지런히 날마다 달마다 정사를 시행하는 이상적인 

모습으로 풀이하 다.434)

朱子는 이 장을 흥으로 규정하면서 척령새의 부지런한 모습과 형제간에 성실

할 것을 타이르고 권하는 내용을 나란히 서술하 다.435) 그의 해석으로는 비유

432) 여기서 ‘各’은 ‘恪’의 뜻으로 풀이하는 것이 의미 이해에 도움이 된다. ‘各’은 鐸部

見母이고 ‘恪’은 鐸部溪母로 발음이 유사하다. ‘恪’은 공경하다의 뜻이다. 商  《那》

의 “溫恭朝夕, 執事有恪. (아침저녁으로 온순하고 공손하며 일을 처리함에 공경함이 

있네)”에서 《毛傳》은 “恪, 敬也. (‘恪’은 공경이다)”라고 하 다.

433) 傳, 題, 視也. 脊令不能自 , 君子有取節爾. (‘題’는 보는 것이다. 척령은 스스로 쉬지 

못하므로 군자가 절도를 취함이 있다.) 箋云, 題之為 視睇也. 載之 則也. 則飛則鳴, 

翼也口也, 不有止息. (‘題’는 바라본다는 말이다. ‘載’는 곧이라는 말이다. 곧 날고 

곧 우는 것은 날개나 입이 멈춰 쉼이 없는 것이다.) 馬辛民 責任編輯, 앞의 책, 871

쪽.

434) 箋云, 我, 我王也. 邁征皆行也. 王日此行, 日視朝也. 而月此行, 月視朔也. 先王制

此禮, 使君 羣臣議政事, 日有所決, 月有所行, 亦無時止息. (‘我’는 우리 왕이다. ‘邁’

와 ‘征’은 다 행함이다. 왕이 날마다 이를 행함은 날마다 조회를 봄을 말한다. 달마

다 이를 행함은 달마다 그믐 의례를 봄을 말한다. 선왕이 이 예법을 제정하여 임금

으로 하여금 뭇 신하와 정사를 의논할 때 날마다 결정함이 있고 달마다 시행함이 

있고 또한 멈춰 쉼이 없게 하 다.) ‘朔’은 본디 ‘朝’로 되어 있으나 阮元의 교감에 

따라 바꾸었다. 위의 책, 871~872쪽.

435) 也. 題, 視也. 脊令飛則鳴, 行則搖. 載, 則. 而, 汝. 忝, 辱也. 視彼脊令則且飛而且鳴

矣. 我旣日斯邁則汝亦月斯征矣. 當各務努力, 不可暇逸取禍, 恐不及相救恤也. 夙

夜寐, 各求無辱於父母而已. (흥이다. ‘題’는 보는 것이다. 척령은 날 때는 울고 다닐 

때는 몸을 흔든다. ‘載’는 곧이다. ‘而’는 너이다. ‘忝’은 욕되게 함이다. 저 척령을 

보면 날면서 또 운다. 내가 날마다 가니 너 또한 달마다 간다. 각자 힘써 노력해야

지 한가하게 편안히 있으며 재앙을 얻으면 안 된다는 말이다. 미처 서로 구휼하지 



《詩經》 자연 경물 모티프의 은유

- 190 -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으나 척령이 날 때나 그냥 다닐 때나 가만히 있

지 않는다는 말과 형제간에 편안히 지내면 안 된다는 말 사이에는 유사성이 발

견된다. 

松本雅明는 척령새의 쉬지 않고 움직이는 모습에서 불안의 징조를 읽어낸다. 

그는 雅 <常棣> 제3장의 “脊令在原, 兄弟急難(척령이 언덕에 있네, 형제는 어

려움을 급히 구하네)”을 들어 척령이 가만히 있지 않고 날아가는 것은 일반적으

로 불안의 흥으로 쓰인다고 하 다.436)

본고에서는 척령새가 나는 것은 이동의 모티프, 우는 것은 호출의 모티프로 

본다. 우선 이동의 모티프로 새가 날아가는 것을 읊은 작품을 보자.

雅 <鴻鴈> 제1장

鴻鴈于飛, 肅肅其羽. 

之子于征, 劬勞于野. 

爰及矜人, 哀此鰥寡.

雅 <沔水> 제2장

沔彼流水, 其流湯湯. 

鴥彼飛隼, 載飛載揚. 

念彼不蹟, 載起載行. 

心之憂矣, 不可弭忘.

기러기 날아갈 때 숙숙 날갯짓하네.

그이는 먼 길 떠나 교외에서 고생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에 이르러 이 홀아비 과부를 슬피 여기네.

넘실넘실 흐르는 물, 흐름이 출 출 .

휙 나는 저 매는 날다가 또 솟구치네.

저 불순한 자들을 염려하며 일어나서 또 간다네.

마음의 걱정이여, 잊을 수 없어라.

<鴻鴈>은 멀리 교외로 파견되어 이재민을 구제하는 관료를 노래한 것이다. 기

러기가 날개를 퍼덕이며 날아가는 것은 환절기에 서식하기 알맞은 곳을 찾기 위

함이다. 이 시의 주인공인 ‘그이’가 먼 길을 떠나 교외에서 고생하는 것은 불쌍

한 사람들을 돕기 위함이다. 제1구의 ‘飛’는 이동의 모티프로 제3구의 ‘征’과 

응하여 원하는 목적지로의 이동을 표시하고 있다. 

<沔水>의 강물이 흐르는 모습과 새가 나는 모습은 작중 화자의 이동을 비유한 

것이다. 화자가 일어나서 길을 떠나는 원인은 제3장의 “民之訛 , 寧莫之懲(사람

못할까 두려운 것이다. 일찍 일어나고 밤에 잠들며 각자 부모에게 욕됨이 없기를 

구할 뿐이다.) 朱傑人⋅嚴佐之⋅劉永翔 主編, 앞의 책, 601쪽.

436) 松本雅明, 앞의 책, 2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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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뜬소문을 어찌 다스리지 않는가)”에 있다. 사람들이 왕에게 자신을 헐뜯었

기 때문에 화자가 홀로 쫓겨난 것이다. 여기서는 강물의 ‘流’와 새의 ‘飛’가 화자

의 ‘行’에 응한다는 동작 자체의 유사성에 주목해야 한다.

새가 날면서 우는 동작의 모티프가 함께 쓰인 작품으로 邶風 <雄稚>가 있다.

雄雉于飛, 下上其音. 

展矣君子, 實勞我心. 

장끼가 날아 아래로 위로 울음소리.

참으로 군자께서는 실로 나를 애타게 하네.

장끼가 날면서 우는 것은 까투리를 찾기 위한 것이다. 새는 짝을 찾아 울면서 

짝에게 날아가는데 작중 화자는 그러지 못하고 군자 때문에 애태우는 조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것은 어떤 사정으로 인해 작중 화자가 사랑하는 사람과 멀리 

떨어져 만나지 못하기 때문이다.437) 여기서는 이동과 호출로 결합을 이루는 자

연 경물 모티프와 그렇지 못한 화자의 처지가 뚜렷한 조를 이루고 있다.

< 宛>에서는 척령새가 날면서 울고 있다. 그것은 <雄稚>의 장끼와 마찬가지

로 짝을 찾는 모습이다. 하지만 화자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 정처 없이 날마

다 달마다 먼 길을 가고 있다. 그것은 ‘爾’로 지칭된 왕이 정사를 돌보지 않아 

정국이 어지러워졌기 때문이다. 변방으로 부역에 종사하는 것임을 <鴻鴈>과 <沔

水>의 모티프 활용에서 유추 적용할 수 있다. 새가 날아가는 것은 행역에 종사

하는 사람의 이동을 가리킨다. ‘日邁’나 ‘月征’이 정사의 시행이나 일상생활에서

의 노력이 아니라 변방으로의 행역으로 해석되는 것은 다음 장의 송사와 투옥과

도 관련이 있다.

제5장의 “交交桑扈, 率場啄粟”에 해 《毛傳》과 鄭玄이 풍자의 기조에 따라 비

정상적인 모습으로 풀이한 설은 앞에서 제시한 바 있다.438) 朱子는 이 장을 흥

으로 규정하면서 곡식을 먹지 않는 상호새가 마당에서 곡식을 먹듯이 갇혀 있으

437) 朱子는 제1장의 설명에서 “婦人以其君子從役于外故 ……(부인이 자기 남편이 바깥

에 부역을 치르러 간 것 때문에 말한다.……)”라고 하여 작중 화자를 부역나간 남편

을 기다리는 아내로 보았다. 朱傑人⋅嚴佐之⋅劉永翔 主編, 앞의 책, 429쪽. 하지만 

반 로 부역나간 사람이 자신을 고향에 가지도 못하게 부리는 군자를 원망하는 내

용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문면만으로는 화자를 특정하기 어렵다.

438) 제3장 제1절 1. 동물별 속성 규정의 문제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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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안 되는 병자와 과부가 감옥에 갇혀있다고 풀이하 다.439) 朱子에 따르면 상

호새는 감옥에 갇힌 병자와 과부를 비유한다.

馬瑞辰이 상호새에 해 완전히 새로운 견해를 제시한 것 역시 앞에서 소개하

다. 그에 더하여 松本雅明 또한 상호새가 무심한 새를 흡족하게 묘사한 것이

라고 보았다. 이는 병든 과부가 감옥에서 슬퍼하는 불안의 주제문과 비되는 

反 으로 해석되었다.440)

본고에서는 馬瑞辰과 松本雅明의 해석이 기본적으로 타당하다고 본다. 그 근

거로는 호출과 섭취의 복합 모티프를 들 수 있다. ‘交交’가 ‘咬咬’의 뜻으로 쓰이

는 의성어라는 점은 이미 앞에서 논의한 바 있다.441) 새의 울음소리는 짝을 찾

는 소리이므로 암수의 결합을 뜻하는 은유이다. 마당에서 곡식을 쪼는 것은 새

와 곡식의 결합을 뜻한다. 둘 다 사랑의 은유이다. 마당은 작중 화자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장소에 응한다. 상호새는 짝을 찾아 편안한 곳에서 함께 곡

식을 쪼는데, 화자는 상 방에게 쫓겨난 데 더하여 소송에 투옥까지 당한 상황

이다. 제1, 4장과 마찬가지로 새의 모티프는 反 의 조법으로 쓰 다. 

제6장의 “溫溫恭人. 如集于木”에 해 《毛傳》은 떨어질까 봐 겁내는 것이라고 

하 다.442) 朱子 역시 《毛傳》의 풀이를 그 로 가져다 썼다.443) 사람이 나무에 

올라가 앉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지만 현재까지 부분의 주석가들이 

이 견해를 취하고 있다.

Karlgren은 이 구절에 해 완전히 새로운 견해를 보이고 있다. 그의 주석을 

아래에 인용한다.

439) 扈不食粟而今則率場啄粟矣. 病寡不宜岸獄, 今則宜岸宜獄矣. 王不卹鰥寡, 喜陷之於

刑辟也. (상호새는 곡식을 먹지 않는데 지금은 마당을 따라 곡식을 쫀다. 병자와 과

부는 감옥에 있으면 안 되는데 지금은 감옥에 갇혀있다. 왕이 홀아비 과부를 구휼

하지 않고 처벌에 빠뜨림을 즐김을 말하 다.) 朱傑人⋅嚴佐之⋅劉永翔 主編, 앞의 

책, 601쪽.

440) 松本雅明, 앞의 책, 250쪽. ‘寡’는 빈궁의 뜻으로 보아야 한다.

441) 섭취 모티프의 예시 (ㄴ) “皎皎白駒, 食我場苗.”의 각주 설명 참조.

442) 恐隊也. (떨어질 것을 겁내는 것이다.) 馬辛民 責任編輯, 앞의 책, 873쪽.

443) 賦也. 溫溫, 和柔貌. 如集于木, 恐隊也. (부이다. ‘溫溫’은 온화하고 부드러움이다. 나

무에 앉은 것 같다는 것은 떨어질 것을 겁내는 것이다.) 朱傑人⋅嚴佐之⋅劉永翔 主

編, 앞의 책, 6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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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해석. 만약 이 구절이 정말 “나무에 앉음”으로 위험해진 자세를 그

리려는 시인의 의도 다면, “온화하고 공경하라”는 말은 단히 이상하다. 이 

‘집(集)’(83번 주석)은 《詩經》에서 새가 나무에 머무는 것으로 규칙적으로 쓰인

다. (<葛覃>, <鴇羽>, <四牡>, <采芑>, <黃鳥> 등.) 그리고 여기서의 직유는 “떨

어질 걱정”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온화”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직유는 오히려 평화롭게 나무에 함께 머물러 있는 새들의 조화로이 부드럽고 

친근한 측면을 그린다. “부드럽고 공손하라(공손한 사람이 돼라). (새들이) 나무

에 함께 머무는 것처럼.”(Another interpr. If it were really the intention of the 

poet to depict a dangerous position by “perched on a tree”, it would be 

exceedingly curious to say: “be mild and respectful”. Now tsi 83 is regularly used, 

in the Shï, of birds settling on trees (odes 2, 121, 162, 178, 187 etc.), and the 

simile here has nothing to do with the “fear of falling down”, for which there is 

no need to be “mild”, but depicts the harmoniously mild and friendly aspect of the 

birds peacefully settling together on a tree: “Be mild and courteous (men), like 

(birds) settling together on a tree”.)444)

본고의 견해는 Karlgren과 일치하므로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 宛>의 자연 경물 모티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이동의 모

티프로 새와 하늘을 결합시켜 뜻을 이루지 못하는 화자와 조시켰다. 제3장에

서는 서민과 콩을 결합시키고, 뽕나무벌레와 나나니벌을 결합시켰다. 이 모티프

들은 최소한 왕의 자식만큼은 다른 사람들에게 환 받는 임금이 되도록 교육시

키라는 충간을 나타낸다. 제4장의 짝을 찾아 날면서 우는 척령새의 호출 모티프

는 역시 멀리 쫓겨나는 화자의 이동 상황과 조된다. 제5장에서 상호새의 호출

과 섭취 모티프는 소송과 투옥의 처지에 놓인 화자의 상황과 정반 이다. 제6장

에서는 다시금 새가 나무에 앉는 휴식 모티프를 제시하여 왕에게 온화함으로 사

람들을 공경하도록 충간하고 있다. 제1장, 4장, 5장으로 갈수록 근심-유배-투옥으

로 화자가 처한 상황이 악화되어 간다. 제3장과 6장에서는 충간을 반복하면서 

실의 속에서도 충성심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다채로운 모티프 활용으로 

자신의 신세 한탄과 임금에게의 충고를 교차 반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44) Bernhard Karlgren, Glosses on the Book of Odes, Stockholm: Museum of Far Eastern 

Antiquities, 1964, 1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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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苕之華>

苕之華, 芸其黃矣. 

心之憂矣, 維其傷矣. 

苕之華, 其葉靑靑. 

知我如此, 不如無生. 

牂羊墳首, 三星在罶. 

人可以食, 鮮可以飽. 

능소화 꽃은 흐드러져 노란 빛이네.

마음의 시름이여 아프기만 하네.

능소화 꽃은 잎이 푸릇푸릇.

내 이럴 줄 알았다면 태어나지 말 것을.

암양은 머리가 크고, 삼성은 통발에 있네.

사람이 먹을 수는 있어도 배부를 일은 드물구나.

<苕之華>는 총 3장으로 되어 있다. 제1~2장은 ‘苕之華’로 시작하여 능소화의 

모티프가 반복되고 제3장에는 양과 삼성의 모티프가 등장한다. <毛詩序>는 이 

시가 幽王 때 이민족이 중원을 침략하여 왕실이 패망의 위기에 몰린 것을 배경

으로 하 다고 주장한다.445) 제1장에서 《毛傳》은 이 시를 흥으로 규정하 다. 鄭

玄은 능소화가 누런 것은 시들어 떨어지는 것으로, 중원의 제후들이 피폐해진 

모습을 비유하 다고 하 다.446) 여기서 능소화의 누런 꽃은 중원의 제후에 

응하고 꽃을 지탱하는 줄기는 왕이 있는 수도에 응한다.

제2장에서 《毛傳》은 잎이 푸른 것은 꽃이 지고 잎만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하

고, 鄭玄은 왕실을 지켜주던 제후들이 쇠약해져 왕의 신하들이 직접 나서게 

445) 《毛詩正義》 卷第十五: 苕之華, 大夫閔時也. 幽王之時, 西戎東夷交侵中國, 師旅竝起, 

因之以饑饉. 君子閔周室之 亡, 傷己逢之, 故作是詩也. (<苕之華>는 부가 시 를 

불쌍히 여긴 것이다. 幽王 때 西戎과 東夷가 번갈아 중원에 침입하여 군사 충돌이 

한꺼번에 일어나고 그에 더하여 기근이 생겼다. 군자가 주 왕실이 장차 패망할 것

을 불쌍히 여기고 자기가 그 상황에 맞닥뜨림을 애달파하여 이 시를 지었다.) 馬辛

民 責任編輯, 앞의 책, 1106쪽.

446) 傳, 也. 苕, 陵苕也. 落則黄. (흥이다. ‘苕’는 능소화이다. 떨어질 때 누래진다.) 

箋云, 陵苕之華, 紫赤而繁. , 陵苕之幹喻如京師也. 其華猶諸夏也. 故或 諸夏為諸

華. 華衰則黄, 猶諸夏之師旅罷病 敗, 則京師孤弱. (능소화는 자주색일 때 번성한다. 

흥은 능소화의 줄기가 수도와 같고 그 꽃이 중원 여러 나라와 같은 것이다. 따라서 

어떤 이는 중원 여러 나라가 뭇 꽃이라고 하 다. 꽃이 시들면 누렇게 되니 중원 

여러 나라의 군 가 지치고 병들어 곧 패하면 수도가 고립 약화되는 것과 같다.) 위

의 책, 11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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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상황에 비유한 것으로 보았다.447) 여기서 능소화의 꽃은 제후들을, 푸른 잎은 

왕의 직속 신하들을 가리킨 것이다.

朱子는 제1장을 비로 규정하 다. 그에 따르면 능소화는 속성이 다른 물건에 

빌붙어 자라는지라, 꽃이 피더라도 오래 못 간다. 이는 곧 주 왕실의 쇠퇴를 비

유한 것이다.448) 제2장 역시 비로 규정하고, 잎이 무성해도 오래가지 못하는 것

으로 보았다.449) 朱子에 따르면 능소화 전체가 곧 주 왕실에 응하게 된다. 朱

子가 능소화의 꽃이나 잎이 모두 오래가지 못한다고 본 것은 상 적인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능소화는 기생식물이므로 숙주인 나무에 비해 생명력이 짧다. 제

1장과 제2장에는 주 왕실의 쇠퇴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으므로 흥이 아닌 

비로 규정하 다.

본고에서 볼 때 제1, 2장에는 모두 번성의 모티프가 쓰 다. 꽃이 흐드러진 모

습이나 잎이 무성한 모습 모두 群體가 왕성한 상태이다. 《毛傳》과 鄭玄은 제1장

의 “芸其黃矣”에 해 시들어 떨어질 때의 빛깔이라고 하 지만, 雅 <裳裳

華> 제2장의 “裳裳 華, 芸其黃矣. 我覯之子, 維其有章矣. 維其有章矣, 是以有慶

矣(화려한 꽃은 흐드러져 노란 빛이네. 내가 그이를 만나니 법도가 있으시다네. 

법도가 있으시니 복이 있으시다네)”에 해서는 오히려 성 한 모습이라고 풀이

하 다.450) 이 모순은 자연 경물 모티프를 뒤에 따라오는 주제문에 똑같이 맞추

447) 傳, 華落, 葉靑靑然. (꽃이 지니 잎이 푸릇푸릇하다.) 箋云, 京師以諸夏為鄣蔽. 今陵

苕之華衰而葉見靑靑然, 喻諸侯微弱而王之臣當出見也. (수도는 중원의 여러 나라를 

방어막으로 삼는다. 지금 능소화가 시들고 잎이 푸르게 드러난 것은 제후가 미약해

져 왕의 신하가 나서게 된 것을 비유한다.) 위의 책, 1108쪽.

448) 《詩集傳》 卷第十五: 比也. 苕, 陵苕也. 本草云, 卽今之紫葳, 蔓生, 附於喬木之上, 其華

黃赤色, 亦名凌霄. 詩人自以身逢周室之衰, 如苕附物而生, 雖榮不久. 故以爲比, 而自

其心之憂傷也. (비이다. ‘苕’는 능소화이다. 《本草》에 바로 지금의 ‘紫葳’라고 하 다. 

덩굴로 자라 높은 나무에 붙으며 꽃은 황적색이고 ‘凌霄’라고도 한다. 시인은 스스

로 몸소 맞이한 주 왕실의 쇠퇴가 능소화가 물건에 붙어 자라서 꽃이 피더라도 오

래 못 감과 같다고 여겨 이것을 비유로 삼고는, 스스로 그 마음의 시름과 애달픔을 

말하 다.) 朱傑人⋅嚴佐之⋅劉永翔 主編, 앞의 책, 649~650쪽.

449) 比也. 靑靑, 盛貌. 然亦何能久哉. (비이다. ‘靑靑’은 무성한 모습이다. 하지만 또한 어

찌 오래갈 수 있으리오.) 위의 책, 650쪽.

450) 《毛詩正義》 卷第十四: 傳, 芸, 黄盛也. (‘芸’은 누렇게 흐드러짐이다.) 箋云, 華芸然而

黄, 明王徳之盛也. 不 葉, 微見無賢臣也. (꽃이 흐드러지게 누런 것은 명군의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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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다가 생긴 오류이다. ‘芸’이 흐드러진 모습을 뜻한다면 색에 관계없이 꽃이 활

짝 핀 모습 그 로 풀이하는 것이 맞다. ‘黃’을 시들어 떨어질 때의 빛깔로 보아

야 하는 예는 衛風 <氓> 제4장의 “桑之落矣, 其黃而隕(뽕잎이 질 때는 누래져서 

떨어진다)”이다. 여기는 ‘落’과 ‘隕’이라는 표지가 뚜렷이 등장한다. 하지만 <苕之

華>의 노란 꽃은 문면 그 로 흐드러지게 핀 모습으로 성 한 상태를 나타냈다

고 해석해야 한다. 제2장의 푸른 잎 역시 <淇奧>의 “綠竹靑靑”, <子衿>의 “靑靑

子衿”과 마찬가지로 색의 뚜렷함으로 왕성한 기운을 나타내는 첩어가 쓰 다. 

제1, 2장의 능소화는 흐드러진 꽃과 한창 푸른 잎의 성 한 상태에 있다. 태어난 

것을 후회할 정도로 시름에 겨워있는 화자와는 조를 이룬다.

제3장의 “牂羊墳首, 三星在罶”에 해 전통 시경학에서는 모두 부정적으로 해

석하고 있다. 《毛傳》은 암양의 머리가 큰 것은 있을 수 없고, 삼성이 통발에 비

치는 것은 곧 없어질 형상이라고 보았다. 鄭玄은 이들은 다 周의 멸망을 비유한 

것이라고 하 다.451) 朱子는 이 장을 부로 보았다. 양의 머리가 큰 것은 여위었

기 때문이고, 삼성이 통발에 비치는 것은 물고기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 다.452) 

이는 제3~4구에서 사람들이 굶주린다는 내용에 맞추어 자연 생태계의 기근으로 

해석한 것이다.

이 성 함을 흥으로 일으킨 것이다. 잎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현명한 신하가 없음

을 은미하게 드러낸 것이다.) 馬辛民 責任編輯, 앞의 책, 1006쪽.

451) 傳, 牂羊, 牝羊也. 墳, 大也. 罶, 曲梁也, 寡婦之笱也. 牂羊墳首, 無是道也. 三星在

罶, 不可久也. (‘牂羊’은 암양이다. ‘墳’은 큼이다. ‘罶’는 ‘曲梁’으로 과부의 통발이

다. 암양의 큰 머리는 그럴 리가 없음을 말한다. 삼성이 통발에 있음은 오래갈 수 

없음을 말한다.) 箋云, 無是道 , 喻周已衰, 求其復 , 不可得也. 不可久 , 喻周 亡, 

如心星之光 見於魚笱之中, 其去 臾也. (‘그럴 리 없다’는 것은 주가 이미 쇠퇴하여 

부흥을 바란들 이룰 수 없음을 비유한 것이다. ‘오래갈 수 없다’는 것은 주가 장차 

망함에 심성의 빛이 물고기 통발 속에 드러나나 그 사라짐이 순식간임을 비유한 것

이다.) 위의 책, 1109쪽.

452) 賦也. 牂羊, 牝羊也. 墳, 大也. 羊瘠則首大也. 罶, 笱也. 罶中無魚而水靜, 但見三星之

光而已. 饑饉之餘, 百物彫耗如此, 苟且得食足矣, 豈可望其飽哉. (부이다. ‘牂羊’은 

암양이다. ‘墳’은 큼이다. 양이 여위면 머리가 크다. ‘罶’는 통발이다. 통발 속에 물

고기가 없고 물이 잔잔하여 단지 삼성의 빛만 비칠 뿐이다. 기근이 든 나머지 온갖 

동식물이 소모됨이 이와 같으니 구차하게 먹을 수만 있으면 만족할 뿐 어찌 배부름

을 바라겠느냐는 말이다.) 朱傑人⋅嚴佐之⋅劉永翔 主編, 앞의 책, 6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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馬瑞辰은 크다는 뜻의 ‘墳’이 숫양을 뜻하는 ‘羒’의 가차자임을 들어 암양이 

숫양 머리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하 다.453) 또한 <綢繆>의 

三星이 실제 하늘에 있는 모습인 반면 <苕之華>의 三星은 별빛이 물에 비친 허

상이라고 하 다. 이는 굶주린 자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은 것과 같다고 하 다. 

그는 또한 《釋文》에서 ‘罶’를 ‘霤’라고 한 것은 同音字를 가차한 글자라고 하

다.454)

본고에서는 존재의 모티프로 이 구절을 설명한다. 우선 “三星在罶”의 ‘罶’에 

해 高亨은 《釋文》에서 제시한 假借字에 착안하여 ‘霤’는 곧 처마이고, 이는 

<綢繆>의 “三星在隅”, “三星在戶”와 마찬가지라고 하 다.455) 삼성이 처마 쪽에 

453) 《毛詩傳箋通釋》 卷二十三: 此詩墳首, 墳當讀羒羊之羒. 牂牝之身而欲其為牡羒有角

之首, 以見必不可得, 人之不可飽. 羒借作墳, 猶坋為大防, 字亦借作墳也. 王氏詩總

聞, 羅氏爾雅翼, 何氏詩古義, 竝 墳卽羒字. 何氏引易林墳首作羵為證. 傳訓墳為大 , 

蓋以墳為 之假借. 然非詩義. (이 시의 ‘墳首’에서 ‘墳’은 ‘羒羊’의 ‘羒’으로 읽어야 

한다. 암양의 몸인데 숫양의 뿔 있는 머리를 만들려 함을 이르니, 그로써 절  안 

될 일을 보이고 사람이 배부를 수 없음을 흥으로 일으킨 것이다. ‘羒’을 가차하여 

‘墳’으로 한 것은 ‘坋’이 큰 둑인데 글자를 ‘墳’으로도 하는 것과 같다. 王質의 《詩

總聞》, 罗愿의 《爾雅翼》, 何楷의 《詩經世本古義》에 모두 ‘墳’이 바로 ‘羒’자라고 하

는데, 하씨는 《易林》에서 ‘墳首’를 ‘羵’이라고 한 것을 증거로 삼았다. 《毛傳》에서 

‘墳’을 ‘크다’라고 한 것은 아마 ‘墳’을 ‘ ’의 가차로 삼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詩經》의 본의는 아니다.) 馬瑞辰, 앞의 책, 788쪽.

454) 傳不 三星何星. 據唐風綢繆篇傳, 三星, 參也, 則此篇亦爲參耳. 三星在天在隅在戶, 皆

指星象之見天, 隨時移宿, 之實象也. 此詩三星在罶, 卽星光之照水 , 之虛象也. 詩

蓋以星象之虛而非實, 以 饑 之食而不飽, 亦為虛而不實也. 傳以為不可久, 箋以三星

為心星, 均非詩義. 釋文罶本又作霤, 蓋同音假借字. (《毛傳》에서는 ‘三星’이 무슨 별인

지 말하지 않았다. 唐風 <綢繆> 《毛傳》에서 “ ‘三星’은 삼성이다.”라고 하 으니 이 

편에서도 역시 삼성일 따름이다. 唐風 <綢繆>의 삼성이 하늘에 있고 동남쪽 귀퉁이

에 있고 사립문에 있는 것은 다 별이 하늘에 드러나서 때에 따라 별자리를 옮김을 

가리키니 그 말은 실제 형상이다. 이 시의 삼성이 통발에 있는 것은 바로 별빛이 

물에 비친 것으로 그 말은 허구의 형상이다. 시에서 별이 공허하여 실상이 아닌 것

으로 주린 자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은 것을 흥으로 일으켰다. 역시 공허하여 충실

하지 않은 것이다. 《毛傳》에서 오래 갈 수 없다고 하고 鄭玄이 삼성을 심성이라고 

한 것은 다 《詩經》의 본래 의미가 아니다. 《釋文》에서 “ ‘罶’는 어떤 판본에 또한 

‘霤’로 되어 있다.”라고 했으니 아마 같은 음으로 글자를 빌린 것이리라.) 위의 책, 

788~789쪽.

455) 高亨, 앞의 책, 366쪽.



《詩經》 자연 경물 모티프의 은유

- 198 -

떠 있다고 본 高亨의 설은 실상의 통발에 허상의 삼성이 걸려있다는 馬瑞辰의 

설보다 더 타당해 보인다. 별이 하늘 높이 떠 있다는 뜻이므로 적재적소의 의미 

그 로이다.456)

한편 ‘罶’는 이 장에서 압운자로 쓰여 제1구의 ‘首’, 제4구의 ‘飽’와 함께 幽部

에 속한다. 같은 운부에서 가차해서 쓸 수 있다면 《釋文》의 ‘霤’뿐만 아니라 ‘留’ 

또한 가능하다. ‘留’는 ‘罶’와 함께 來母幽部로 발음이 똑같다. 留는 二十八宿 중 

서방에 위치한 별자리인 昴星의 별칭이다.457) 毛詩에는 ‘罶’로 기록되어 지금까

지 전해오지만, 구전시기에는 ‘霤’ 또는 ‘留’의 뜻으로 쓰 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唐風 <綢繆>의 三星을 參星으로 보는 《毛傳》의 설에 따른다면,458) 

參과 昴는 모두 서방의 별자리이다.459) 천문에서 인접한 위치의 별자리들이 함

께 있다는 표현으로 보아도 역시 자연스럽다.460)

456) Karlgren 역시 ‘留’를 《釋文》의 ‘霤’로 보았다. 그는 이 구절을 三星이 지붕의 채광창

에 보이는 것으로 풀이하고, 그것은 지도자들이 화려하게 보이지만 고통 받는 민중

과 멀리 동떨어져 있는 것을 비유한 것으로 해석했다. Bernhard Karlgren, 앞의 책, 

166쪽. 하지만 그렇게 해석할 경우, 같은 형식을 취하는 唐風 <綢繆>의 “三星在○”

가 취하는 의미와 현격히 달라져서 균형이 맞지 않는다.

457) 《毛詩正義》 卷第一; 召南 < 星>: 嘒彼 星, 維參 昴. (반짝이는 작은 별 삼성과 묘

성이라네.) 중 正義의 訓詁: 參……星名也, 一名伐. 昴……一名留, 二星皆西方宿也. (參

은……별 이름이다. ‘伐’이라고도 한다. 昴는……‘留’라고도 한다. 두 별은 다 서방의 

별자리이다.) 馬辛民 責任編輯, 앞의 책, 113쪽.  《史記⋅律書》 卷二十五: “北至於留

(북쪽으로 留에 이른다)”의 司馬貞 《史記索隱》: 留即昴, 毛傳亦以留為昴. (留가 바로 

昴로, 《毛傳》에서도 留를 昴라고 하 다.) 楊家駱 主編, 《史記附札記》, 臺北: 鼎文書

局, 1982, 1147~1148쪽.

458) 《毛詩正義》 卷第六: 傳, 三星, 參也. (三星은 參의 별자리이다.) 馬辛民 責任編輯, 앞

의 책, 454쪽.

459) 《史記⋅天官書》 卷二十七: 參為白虎. (參은 白虎이다.) 楊家駱 主編, 앞의 책, 1306쪽. 

《尙書正義》 卷第二 <堯典>: 日短星昴, 以正仲冬. (해가 짧아지는 것과 昴宿가 나오는 

것으로 仲冬을 바로잡았다.) 孔傳: 昴, 白虎之中星. (昴는 백호의 가운데 별자리이

다.) 馬辛民 責任編輯, 앞의 책, 35쪽. 白虎는 奎, 婁, 胃, 昴, 畢, 觜, 參 등 서방의 

일곱 개 별자리를 총칭한 것이다. 昴은 네 번째에, 參은 마지막에 자리 잡고 있다. 

< 星>의 “嘒彼 星, 維參 昴(반짝이는 저 작은 별은 삼성과 묘성)”를 참고할 것.

460) Arthur Waley는 두 별이 서로 만나기 힘든 위치에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시(작품번

호 289) 제3장의 번역은 다음과 같다. As often as a ewe has a ram’s head,/ As often 

as Orion is in the Pleiads,/ Do people today, if they find food at all,/ Get a chance to 

eat their fill. (암양에게 숫양의 머리가 있을 만큼/ 오리온자리가 묘성에 있을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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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일단 ‘三星’을 문면 그 로 별 세 개로 풀이한다. 별 세 개가 처마 

또는 留宿(昴宿)에 있다는 말은 그야말로 있을 곳에 자리 잡아 있다는 뜻이다. 

별 세 개와 처마(또는 留의 별자리)는 ‘在’라는 동작으로 결합한다. 다음으로 앞

의 “牂羊墳首”는 양이 제때 잘 먹어서 몸집이 큰 것을 가리킨다. 雅 <魚藻> 제

1장에 “魚在在藻, 有 其首(물고기가 있네 말에 있네, 크구나 그 머리)”라고 되어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머리가 큰 것으로 몸 전체가 큰 것을 가리키는 환유법이

다. 이것을 몸이 여위어 머리만 큰 것으로 보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본고에서 <苕之華>의 자연 경물 모티프를 분석한 결과, 제1장과 2장에는 꽃과 

잎이 번성하는 능소화의 모습으로 작중 화자의 근심을 더욱 두드러지게 하는 

조법이 쓰 다. 제3장 역시 살쪄서 머리가 큰 암양과, 하늘 높이 처마(또는 留의 

별자리)에 자리 잡아 빛나는 별 세 개를 제시하여 굶주리며 불행한 처지에 놓인 

사람을 부각시켰다.

3. <白華>

오늘 사람들이 음식을 어떻게든 얻을 수만 있다면/ 배불리 먹을 수 있으리.) Arthur 

Waley, The Book of Songs,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1937, 324쪽.

白華菅兮, 白茅束兮. 

之子之遠, 俾我獨兮. 

英英白雲, 露彼菅茅. 

天步艱難, 之子不猶. 

滮池北流, 浸彼稻田. 

嘯歌傷懷, 念彼碩人.

 

樵彼桑薪, 卬烘于煁. 

維彼碩人, 實勞我心.

 

鼓鍾于宮, 聲聞于外. 

念子懆懆, 視我邁邁.

흰 꽃의 억새여, 흰 띠의 묶음이여. 

그이는 멀리 있어 나를 혼자 남겼네.

뭉게뭉게 흰 구름 억새와 띠에 이슬 내린다. 

천명이 어려우나 그이는 노력하지 않네.

콸콸 못물은 북쪽으로 흘러 논을 적신다. 

휘파람 노래 상한 마음 저 높으신 님 생각하네.

뽕나무 땔감 벤 것을 나는 아궁이에 땐다. 

저 높으신 님 정말로 내 마음 괴롭히네.

궁에서 종을 치면 소리가 바깥에 들린다. 

그  생각 시름시름 날 보기란 충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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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毛詩序>에서는 이 시를 幽王의 왕후가 된 褒姒에 한 풍자라고 보았다.461) 

따라서 전통 시경학에서는 이 시에 쓰인 각종 자연 경물 모티프를 임금과 왕후 

및 첩의 삼각관계로 풀이하는 것이 보통이다. 여기서는 제1~3장, 4~8장으로 나누

어서 논의를 진행한다. 제1장의 “白華菅兮, 白茅束兮”에 해 鄭玄은 억새를 신

씨 왕후에, 띠를 첩인 褒姒에 비유하 다.462) 마전하여 부드러우면서 질긴 억새

를 그보다 더 연약한 띠로 묶었다는 것은 쓰임새에 맞지 않는 부조리를 드러내

기 위한 해석이다. 

제2장의 “英英白雲, 露彼菅茅”에 해 《毛傳》에서는 천지의 만물이 모두 양육

되는 것으로 설명하 다.463) 孔穎達에 따르면 이것은 본처인 신씨 왕후는 버리

461) 《毛詩正義》 卷第十五: 白華, 周人刺幽后也. 幽王取申女以爲后, 又得褒姒而黜申后. 故

下國化之, 以妾爲妻, 以孽代宗而王弗能治. 周人爲之作是詩也. (<白華>는 주 사람이 

幽王의 왕후를 풍자한 것이다. 幽王은 신씨의 딸을 데려다 왕후로 삼았다가 또 褒

姒를 얻고 나서는 신씨 왕후를 쫓아냈다. 그래서 제후국들이 본받아 첩을 본처로 

삼고 서얼을 적장자로 삼았으나 왕은 바로잡을 수 없었다. 주 사람이 그 때문에 이 

시를 지었다.) 馬辛民 責任編輯, 앞의 책, 1083~1084쪽.

462) 箋云, 白華於野已漚, 名之為菅. 菅柔忍中用矣. 而更取白茅, 收束之. 茅比於白華為脆. 

喻王取於申, 申后禮 備. 任妃后之事而更納褒姒. 褒姒為孽, 至滅國. (白華를 들

판에서 마전을 마친 것을 억새라고 한다. 억새는 부드럽고도 질겨서 쓰임새에 맞는

데 다시 흰 띠를 얻어 그것을 묶었다. 흰 띠는 白華에 견주면 취약하다. 흥이란 왕

이 申에 장가들어 신씨 왕후가 예의를 갖추었기에 왕후의 일을 맡겨놓고는 다시 褒

姒를 들인 것을 비유한 것이다. 褒姒는 재앙이 되어 장차 나라를 멸망시키기에 이

르 다.) 위의 책, 1085쪽.

463) 傳, 英英, 白雲貎. 露亦有雲. 天地之氣, 無微不著, 無不覆養. (‘英英’은 흰 구름의 

모습이다. 이슬에도 역시 구름이 있다. 천지의 기운에는 미미하다고 드러내지 않음

有鶖在梁, 有鶴在林. 

維彼碩人, 實勞我心. 

鴛鴦在梁, 戢其左翼. 

之子無良, 二三其德. 

有扁斯石, 履之卑兮. 

之子之遠, 俾我疧兮.

매는 어살에 있고 두루미는 숲에 있다. 

저 높으신 님 정말로 내 마음 괴롭히네.

원앙은 어살에 있으면서 왼쪽 날개에 웅크린다. 

그이는 불량하여 두 마음 세 마음.

널찍한 디딤돌은 하도 밟아 낮아졌네. 

그이는 멀리 있어 나를 아프게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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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오히려 첩인 褒姒를 총애하는 幽王과 조되는 모습으로 해석된다.464) 한

편 鄭玄은 구름이 이슬을 내려 띠와 억새를 함께 기른 것은 천하의 요사스런 기

운이 褒姒를 낸 것과 같다고 하 다.465) 또한 아래와 같은 전설을 소개하 다.

옛날 夏가 쇠퇴할 때 두 용의 요정이 있었는데 점쟁이가 그 침을 보관하

다. 周 厲王이 꺼내서 보니 도마뱀이 되었다. 어린 시녀가 그를 맞닥뜨렸는데 

宣王 때가 되자 딸을 낳았기에 두려워서 갖다 버렸다. 뒤에 褒 땅의 사람이 옥

사를 당하게 되어 幽王에게 바치니 幽王이 총애하 다. 이를 褒姒라고 하 다. 

(昔夏之衰, 有二龍之妖, 卜藏其漦. 周厲王發而觀之, 化為玄黿. 童女遇之, 當宣王

時而生女, 懼而棄之. 後褒人有獄, 而入之幽王, 幽王嬖之. 是謂褒姒.)466)

고  중국에서 구름은 용과 함께 한다고 알려졌다.467) 鄭玄은 흰 구름에서 바

로 褒姒를 낳았다고 전해진 하 왕조 말기의 용의 요정을 연상한 것이다. 한  

유가에서는 정치가 어지러우면 이상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특히 서주 멸망

의 원흉으로 여겨졌던 褒姒와 하 왕조 말기에 출현했다는 요사스런 용을 짝지었

다는 점에서 천명사상과 재이설의 연결고리가 보인다. 鄭玄은 흰 구름을 부정적

이 없고, 덮어서 길러주지 않음도 없다.) 위의 책, 1086쪽.

464) 毛以為, 上既 王不以禮, 已失菅茅申束之義. 故因 菅茅之蒙養英英然 . 是鮮潤之白

雲下露, 潤彼菅之 茅, 使之得長. 是天地之氣, 無微不著, 無不覆養. 然天不遺物, 尚養

彼菅茅, 天何為獨行艱難於我申后, 令之子幽王不可於我而見黜 , 不得覆養. 是菅茅之

不如也. (《毛傳》의 뜻은 다음과 같다. 앞에서 왕이 예로써 하지 않아 이미 억새와 

띠를 묶는 법도를 잃었다고 말했기에, 그 때문에 억새와 띠가 뭉게구름의 양육을 

받음을 말한 것이다. 이는 신선하고 윤택한 흰 구름이 내린 이슬이 저 억새와 띠를 

윤택하게 하여 자랄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는 천지의 기운이 미미하다고 드러내지 

않음이 없고 덮어서 길러주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하늘은 물건을 버리는 

일이 없이 오히려 저 억새와 띠도 길러주는데, 하늘은 무엇 때문에 유독 우리 신씨 

왕후에게 간난신고를 주어 그  幽王이 나를 불가하다 하여 쫓겨나 덮여 길러지지 

못하도록 만들었는가. 이는 억새와 띠만도 못한 것이다.) 위의 책, 1086쪽.

465) 箋云, 白雲下露, 養彼可以為菅之茅, 使 白華之菅相亂易, 猶天下妖氣生褒姒, 使申后

見黜. (흰 구름이 이슬을 내려 억새가 될 수 있는 띠를 길러 白華의 억새와 서로 어

지럽게 바뀌게 했으니, 천하의 요사스런 기운이 褒姒를 낳아 신씨 왕후가 쫓겨나게 

만든 것과 같다.) 위의 책, 1086쪽.

466) 위의 책, 1086쪽.

467) <乾⋅文 > 卷第一: 雲從龍, 風從虎. (구름은 용을 따르고 바람은 범을 따른다.) 馬

辛民 責任編輯, 《周易正義》(十三經注疏),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0, 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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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이미지로 파악했다는 점에서 《毛傳》의 해설과 상반된 입장을 보인다.

제3장의 모티프에 해 鄭玄은 못물이 논에 흘러 벼를 자라게 하는 것과 幽王

이 신씨 왕후를 돌보지 않는 것을 조하 다.468) 앞의 제1, 2장에서 자연 경물 

모티프를 모두 褒姒의 부정적 인상의 반 으로 파악한 것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

고 있다.

朱子는 매 장의 자연 경물 모티프를 모두 비로 간주하 다.469) 제1장에서 띠로 

억새를 묶었다는 구조 분석은 鄭玄과 같다. 하지만 억새와 띠를 왕과 왕비의 이

상적인 결합으로 본 점은 다르다. 제1, 2구에는 이상적인 자연 경물이 등장하지

만, 제3, 4구에는 그이가 멀어져 나를 홀로 있게 만들었다는 원망이 그와 조를 

이룬다. 朱子는 제2장의 모티프에 해서는 《毛傳》의 설에 따랐고,470) 제3장의 

468) 箋云, 池水之澤, 浸潤稻田, 使之生殖. 喻王無恩意於申后, 滮池之不如也. 豐鎬之間, 水

北流. (못물의 은택은 논을 적셔 벼가 자라고 번식하게 한다. 왕이 신씨 왕후에게 

은의가 없으니 콸콸 흐르는 못물만 못함을 비유하 다. 豐, 鎬 사이의 물은 북쪽으

로 흐른다.) 馬辛民 責任編輯, 앞의 책, 1088쪽.

469) 《詩集傳》 卷第十五: 比也. 白華, 野菅也. 已漚爲菅. 之子斥幽王也. 俾, 使也. 我, 申后

自我也. 幽王娶申女以爲后, 又得褒姒而黜申后. 故申后作此詩. 白華爲菅, 則白茅爲

束. 二物至微, 猶必相 爲用, 何之子之遠而俾我獨耶. (비이다. 白華는 들억새이다. 마

전을 마치면 억새가 된다. ‘그이’는 幽王을 가리킨 것이다. 俾는 하여금이다. 我는 

신씨 왕후 자신이다. 幽王이 신씨의 딸을 취하여 왕후로 삼았다가 또 褒姒를 얻고 

나서는 신씨 왕후를 쫓아냈다. 그래서 신씨 왕후가 이 시를 지었다. 白華가 억새가 

되면 띠가 묶어준다. 두 물건은 지극히 미미하여도 오히려 반드시 서로를 기다려 

쓸모 있게 되는데, 어째서 그이는 멀리 있어서 나를 홀로 있게 만드느냐는 말이다.) 

朱傑人⋅嚴佐之⋅劉永翔 主編, 앞의 책, 646쪽.

다만 여기서 비의 규정에는 오류가 있다. <白華>의 제1장은 결합의 모범 사례로 제

시한 억새와 띠가 주제 구에서 그이와 나로 반복되어 나오고 있다. 그이는 幽王으

로, 나는 신씨 왕후 자신으로 해설했기에 이 장은 비가 아니라 흥으로 규정하는 것

이 맞다. 周南 <螽斯> 제1장의 “宜爾子孫, 振振兮(너희 자손이 가득함이 마땅하다)”

에서 ‘爾’는 비유 상인 후비가 아니라 메뚜기를 가리키기에 반복의 흥이 아니라 

비로 규정되었다. 衛風 <有狐> 편 제1장의 “心之憂矣, 之子無裳(마음의 근심이여, 너

는 치마가 없구나)”에서 ‘之子’는 비유 상인 과부가 아니라 여우에 칭탁한 것이라 

했기에 역시 반복의 흥이 아니라 비로 규정되었다. 하지만 <白華> 제1장은 자연 경

물 모티프와 주제가 1:1로 반복되는데도 비로 규정하 다.

470) 雲之澤物, 無微不被. 今時運艱難而之子不圖, 不如白雲之露菅茅也. (구름이 만물을 

윤택하게 함에 미미하다 하여 은혜를 입지 않음이 없다. 이제 시운이 난관에 처했

으나 그이는 해결하려 들지 않으니 흰 구름이 억새와 띠에 이슬을 내리는 것만 못



제4장 주제별 자연 경물 모티프 분석 실례

- 203 -

모티프에 해서는 鄭玄에 따랐다.471)

제1~3장의 자연 경물 모티프에 해 본고의 견해를 제시한다. 이 시가 幽王에

게 버림받은 신씨 왕후에 관한 것이라는 설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하지만 각 장

의 모티프를 이상적인 자연과 그렇지 못한 인간의 비로 본 朱子의 해석 원리

는 따를 만하다. 제1장에는 결속의 의미인 ‘束’이 쓰 다.472) 흰 띠의 묶음은 작

중 화자와 상 방의 사랑에 응한다. 제2장에는 번성의 첩어 ‘英英’이 쓰 다. 

朱子는 수증기의 속성에 착안하여 이 첩어가 가볍고 밝은 모습이라고 하

다.473) 하지만 단순히 구름 형성의 원리를 나타낸다기보다는 거세게 피어올라 

부피가 커진 모습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사모하는 사람의 위풍당당한 모

습을 형상화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이슬이 내린다는 동사의 용법으로 

‘露’가 쓰 다. 구름으로부터 목적지인 억새와 띠로 이동한다는 의미가 담겨있

다.474) 제3장에도 역시 이동의 의미인 ‘流’와 ‘浸’이 등장한다. 이들은 모두 못물

이 식물에 흘러가 닿는다는 이동 모티프로 자연의 이상적인 모습을 나타낸 결합

함을 말한 것이다.) 위의 책, 647쪽.

471) 水微流, 尙能浸灌, 王之 大, 而反不能通其寵澤, 所以使我嘯歌傷懷而念之也. (미

천한 못물도 오히려 곡식에 물을 댈 수 있는데 왕처럼 존귀하고 위 한 이가 도리

어 총애와 은택을 두루 펴지 못하니, 그 때문에 나로 하여금 휘파람과 노래로 마음

을 상하면서 그를 생각하게 하는 것임을 말하 다.) 위의 책, 647쪽.

472) 《毛傳》 이래 “白華菅兮”의 ‘菅’은 ‘마전하다’라는 동사 또는 ‘마전한 억새’라고 해석

해왔다. 聞一多는 《詩經》의 구에 동사가 없는 것은 《詩經》의 본래 의미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菅’을 동사로 해석하기 위한 여러 전거를 들었다. 聞一多, <詩經通義

乙>, 앞의 책, 445쪽. 하지만 <白華> 편 외에 《詩經》에서 유일하게 ‘菅’이 쓰인 구절

인 陳風 <東門之池>를 보자. 제3장의 “東門之池, 可以漚菅(동문의 못은 억새를 담글 

만하네.)을 보면 ‘菅’은 억새라는 뜻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장구를 이루는 제2

구 “白茅束兮”의 ‘束’ 역시 본래는 ‘묶다’라는 동사이지만 여기서는 ‘묶음’이라는 명

사형으로 쓰 다. 雅 <白駒> 제4장 “生芻一束, 其人如玉(싱싱한 꼴 한 묶음이여, 

그 사람은 옥과 같네)”을 보면 이해할 수 있다. “白華菅兮”에는 동사가 들어 있지 

않고 상태를 나타내는 첩어도 없으므로 결합의 의미로 쓰 다고 보기는 어렵다.

473) 英英, 輕明之貌. 白雲, 水土輕淸之氣, 當夜而上騰 也. 露卽其散而下降 也. (‘英英’은 

가볍고 밝은 모습이다. 흰 구름은 물과 흙의 가볍고 맑은 기운이 밤이 되면 위로 

오르는 것이다. 이슬은 바로 구름이 흩어져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다.) 朱傑人⋅嚴佐

之⋅劉永翔 主編, 앞의 책, 646쪽.

474) 이슬은 임금의 은혜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슬이 내리면 식물이 

잘 자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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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은유이다. 동시에 멀리 떨어져 있는 상 방을 만나지 못하는 작중 화자의 원

망하는 감정과 조를 이룬다. 

제4~5장의 자연 경물 모티프는 전통 시경학에서 부정적인 모습으로 해석되었

다. 제4장의 “樵彼桑薪, 卬烘于煁”에 해 鄭玄은 뽕나무는 귀한 땔감이라 밥을 

지어 백성을 기르는 데 써야 하는데 조명용으로 헛되이 태우고 마는 것이라고 

풀이하 다.475) 백성을 기른다는 것은 왕후로서의 직무를 뜻한다.476) 여기서 

‘卬’(나)은 신씨 왕후가 아니라 <毛詩序>에서 이 시의 작자로 설정한 周人(주 사

람)이다. 신씨 왕후가 쫓겨난 역사적 사건을 풍자하기 위해 자연물이 적재적소에 

있지 못하는 상황을 설정한 것이다. 

제5장의 “鼓鍾于宮, 聲聞于外”에 해 鄭玄은 궁중에서 벌어진 추문을 악기 소

리에 비유한 것이라고 풀이하 다.477) 이것은 역시 제후들이 종법 질서를 어지

럽히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고 한 <毛詩序>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해석이다. 

주 의 종법 질서는 국가 체제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중요한 틀이었다. 鄭玄 등

의 경학자가 보기에 신씨 왕후가 쫓겨난 역사적 사건은 이후 동주 시  내내 주 

왕실과 각 제후국의 종법질서를 어지럽힌 기원이 되었다. 종법질서를 수호해야 

왕실이 안정되고 나아가 천하의 국가 체제가 유지된다고 여긴 것이다.

朱子는 제4장은 鄭玄의 설에 따랐으나,478) 제5장에서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

475) 箋云, 人之樵取彼桑薪, 宜以炊饔饍之爨, 以養食人. 桑薪, 薪之善 也. 我反以燎於烓

竈, 用炤事物而已. 喻王始以禮取申后, 申后禮 備, 今反黜之, 使為卑賤之事亦猶是. 

(사람이 저 뽕나무 땔감을 베어 가져가는 것은 밥 짓는 불을 때어 사람을 먹여 살

리는 데에 적합하다. 뽕나무 땔감은 땔감 중에서도 좋은 것이다. 나는 도리어 그것

을 화덕에서 태워 사물을 밝히는 데에 쓸 따름이다. 왕이 처음에 예로써 신씨 왕후

를 데려올 때 신씨 왕후가 예의를 갖췄으나, 지금은 도리어 쫓아내어 비천한 일을 

하게 만든 것이 또한 이와 같음을 비유하 다.) 馬辛民 責任編輯, 앞의 책, 1089쪽.

476) 正義: 申女之有徳, 宜居王后之位而母養天下. 今不以當 , 反黜為卑賤, 非其宜矣. (신

씨의 딸은 덕이 있어 왕후의 지위에 머무르며 천하를 어머니로서 길러야 마땅하다. 

지금은 존귀한 자리에 있지 않고 도리어 쫓겨나 비천하게 되었으니 마땅함이 아니

다.) 위의 책, 1089쪽.

477) 箋云, 王失禮於内, 而下國聞知而化之, 王弗能治. 如鳴鼓鍾於宫中而欲外人不聞, 亦不

可止. (왕이 내부에서 예를 잃으니 제후국이 소문을 들어 알고 따라서 하나 왕이 통

제할 수 없었다. 궁중에서 종과 북을 울리면서 바깥사람이 듣지 못하게 하려 하나 

역시 그칠 수 없음과 같다.) 위의 책, 10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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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479) 하지만 제5장도 비로 규정되었으니 역시 鄭玄의 설에 따른 것으로 보

인다. 궁중의 종소리가 밖에 들리는 것은 본처를 내쫓고 첩을 들이는 추문이 퍼

지는 것에 응하는 은유로 본 것이다.

문화인류학적 해석에 따르면 제4장의 뽕나무를 베고 땔감에 불을 붙이는 모티

프는 모두 혼인의 풍속을 그린 것이다. 주  당시의 풍속은 해질녘에 혼례를 올

리기 때문에 나무를 베어 횃불을 만들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뽕나무를 

불에 때는 것은 혼례용 횃불에 점화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480) 여기서 땔나무 

관련 모티프는 혼례를 신하는 환유이다.

제4, 5장의 자연 경물 모티프에 한 본고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제4장의 ‘樵’

는 획득의 의미로, 제5장의 ‘聞’은 호출의 의미로 해석한다. 뽕나무 땔감을 베어 

화덕에서 땐다는 것은 땔나무 묶음을 신한다.481) 사모하는 상 방과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형상화된 것이다. 제5장의 “鼓鍾于宮, 聲聞于外”는 雅 

<鶴鳴> 편 제1장의 “鶴鳴于九皐, 聲聞于野(두루미가 높은 언덕에서 우니 소리가 

들판에 들린다)”와 같은 형식이다. <鶴鳴>은 새가 언덕에서 들판에 있는 짝을 부

르는 모습이다. <白華>에서도 종을 친다는 것은 누군가를 부르기 위한 호출의 

의미로 쓰 다고 할 수 있다. 그 소리가 바깥에 있는 누군가에게 들린다는 것은 

호출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고 결합이 이루어진 것을 뜻한다. 뽕나무는 베어다가 

땔감을 묶어 불까지 지피는데 화자는 상 방과 함께 있지 못한다. 궁중에서 종

을 울리면 바깥에까지 들리는데 상 방은 화자를 좀처럼 부르지도 않는다. 제4

장과 5장의 모티프는 모두 결합을 뜻하면서 주제 구와는 조의 의미를 띤 反

으로 쓰 다.

제6~8장의 자연 경물 모티프에 한 전통 시경학의 관점을 살펴보자. 제6장의 

478) 桑薪宜以烹飪, 而但爲燎燭. 以比嫡后之 , 而反見卑賤也. (뽕나무 땔감은 밥 짓는 데

에 써야 마땅한데 다만 초를 태우는 데에 쓰니, 그로써 정식 왕후가 존귀하 으나 

도리어 비천하게 된 것에 비유하 다.) 朱傑人⋅嚴佐之⋅劉永翔 主編, 앞의 책, 647

쪽.

479) 鼓鍾于宮則聲聞于外矣. (궁에서 종을 치면 바깥에 소리가 들리게 된다.) 위의 책, 

647쪽.

480) 정상홍 옮김, 앞의 책, 898쪽.

481) 화덕을 획득물을 담는 그릇으로 본다면, 화덕과 땔나무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사랑

의 은유로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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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鶖在梁, 有鶴在林”에 해 鄭玄은 탐악한 매는 어살에서 물고기를 편히 먹지

만 결백한 두루미는 숲에서 굶주린다고 하여 褒姒를 매에, 신씨 왕후를 두루미

에 비유한 것으로 보았다.482) 풍자의 기조에 따라 동물의 속성을 규정한 예이다. 

鄭玄은 제7장의 “鴛鴦在梁, 戢其左翼”에 해 ‘戢’을 거둔다는 뜻의 ‘斂’으로 풀

이하 다. 수컷 원앙새가 오른쪽 날개로 왼쪽 날개를 덮어서 암컷에게 스스로를 

낮추는 예의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483) 孔穎達은 이에 덧붙여 남자가 여자에

게 굽힘이 있어야 함을 뜻한다고 해석하여 이것이 幽王에 한 풍자임을 분명히 

하 다.484) 이 또한 부부의 도를 잃은 幽王을 비판하기 위해 원앙의 속성을 임

의로 규정한 예이다. 제8장의 “有扁斯石, 履之卑兮”에 해 《毛傳》은 ‘扁’이 수레 

탑승의 디딤돌 모습이라고 하 다.485) 鄭玄은 신씨 왕후 역시 수레를 탈 때 디

딤돌을 썼는데 쫓겨난 뒤에는 비천해져서 밟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 다.486) 하

482) 箋云, 鶖也鶴也, 皆以魚為美食 也. 鶖之性貪惡而今在梁, 鶴潔白而反在林. 王養褒

姒而餒申后, 近惡而遠善. (매나 두루미나 모두 물고기를 좋은 먹이로 삼는 것들이다. 

매는 성질이 탐욕스럽고 악하지만 지금 어살에 있고, 두루미는 결백하지만 도리어 

숲에 있다. 왕이 褒姒를 먹여주면서 신씨 왕후는 굶기고, 악을 가까이하면서 선을 

멀리함을 흥으로 일으켰다.) 馬辛民 責任編輯, 앞의 책, 1090쪽.

483) 箋云, 戢, 斂也. 斂左翼 右掩左也. 鳥之雌雄不可别 以翼, 右掩左雄, 左掩右雌, 陰

陽相下之義也. 夫婦之道, 亦以禮義相下, 以成家道. (‘戢’은 거둠이다. 왼쪽 날개를 거

둔다는 것은 오른쪽으로 왼쪽을 덮는 것이다. 새 중에 자웅을 분별할 수 없는 것은 

날개로써 한다. 오른쪽이 왼쪽을 덮는 것은 수컷이고 왼쪽이 오른쪽을 덮는 것은 

암컷이니 음양이 서로 스스로를 낮추는 뜻이다. 부부의 도리 또한 예의로써 서로 

스스로를 낮추어서 집안의 법도를 이룬다.) 위의 책, 1091쪽.

484) 有鴛鴦之雄鳥, 在於魚梁, 尚斂其左翼. 是左翼斂在右翼之下, 為雄下雌之義. 故恩情

相好, 以成匹耦. 以 夫妻聚居, 男當有屈下於女, 為陽下陰之義. 故能禮義相 , 以成家

道. 今幽王何為不卑下申后, 以成夫婦乎. (원앙 중 수컷이 어살에 있으면서 오히려 왼

쪽 날개를 거둔다는 말은, 왼쪽 날개를 거두어 오른쪽 날개 아래에 두는 것이니 수

컷이 암컷에게 스스로를 낮춘다는 뜻이다. 따라서 은정으로 서로 우호를 다져 짝을 

이루는 것이다. 그로써 부부가 함께 살 때는 남자가 여자에게 굽힐 때가 있어야 함

을 흥으로 일으켰으니 양이 음에게 스스로를 낮추는 뜻이다. 그래야 예의로 서로 

더불어 집안의 법도를 이룰 수 있다. 지금 幽王은 어째서 신씨 왕후에게 스스로를 

낮추어 부부를 이루지 않는가.) 위의 책, 1091쪽.

485) 傳, 扁扁, 乘石貎. 王乘車履石. (‘扁扁’은 수레 디딤돌의 모습이다. 왕이 수레에 탈 

때 디딤돌을 밟는다.) 위의 책, 1092쪽.

486) 箋云, 王后出入之禮 王同. 其行登車, 亦履石. 申后始時亦然, 今見黜而卑賤. (왕후가 

출입하는 예법은 왕과 같다. 수레에 오를 때는 역시 디딤돌을 밟는다. 신씨 왕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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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한문의 문법 구조상 ‘履之卑兮’를 ‘디디다가 비천해져 버렸다’라고 해석하

는 것은 어색해 보인다.

朱子는 제6장에서는 鄭玄의 설과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제7장의 ‘戢其左翼’에 

해서는 원앙이 평상시의 습성을 잃지 않는 것이라 幽王보다 낫다고 하

다.487) 朱子가 말하는 원앙의 평상시의 습성은 雅 <鴛鴦> 편의 똑같은 정형구

에 한 해설에서 추측할 수 있다. 암수가 반 편을 바라보며 왼쪽 날개를 접어 

서로 기 는 것을 말한다.488) 이 역시 실제 생태적 습성과 일치하는지는 알 수 

없다. 제8장의 “有扁斯石, 履之卑兮”에 해서는 ‘扁’을 낮은 것이라고 정의하고 

낮은 디딤돌은 褒姒를 비유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낮은 디딤돌을 밟아 함께 낮

아진 것은 幽王을 가리킨 것으로 이해하 다.489) 여기서는 디딤돌과 밟는 이를 

幽王과 褒姒의 남녀 사이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6~8장에 한 본고의 견해를 제시한다. 제6, 7장에는 존재동사 ‘在’가 쓰

고 제8장에는 이동의 의미를 띤 ‘履’가 쓰 다. 매, 두루미, 원앙이라는 존재의 

주체는 ‘在’를 통해 어살이나 숲 등의 장소와 결합한다. 이들은 모두 체 가능

한 가변요소이다. 새가 어살이나 숲에 있는 것은 작중 화자가 ‘碩人’ 또는 ‘之子’

로 지칭되는 상 방의 역에 함께 있는 것에 응한다. 앞의 <鴛鴦>에서 “鴛鴦

처음에는 역시 그랬다가 지금은 쫓겨나서 비천해진 것이다.) 위의 책, 1092쪽.

487) 比也. 戢其左翼, 不失其常也. 良, 善也. 二三其德, 則鴛鴦之不如矣. (비이다. 왼쪽 

날개를 거둔 것은 평상시의 습성을 잃지 않은 것이다. ‘良’은 착한 것이다. 덕성을 

두셋으로 하니 원앙만 못한 것이다.) 朱傑人⋅嚴佐之⋅劉永翔 主編, 앞의 책, 647쪽. 

한편 여기서 자연 경물 모티프를 비로 규정한 것 또한 오류이다. 평상시의 습성을 

간직하는 원앙새에 뒤이어 그렇지 못한 幽王을 1:1로 조하는 것은 흥의 수법이기 

때문이다.

488) 《詩集傳》 卷第十四: 戢, 斂也. 張子曰, 禽鳥並棲, 一正一倒, 戢其左翼, 以相依於內, 舒

其右翼, 以防患於外. 蓋左不用而右便故也. (‘戢’은 거둠이다. 張子가 말하 다. “새가 

더불어 서식할 때 하나는 바르게 있고 하나는 거꾸로 있으면서 왼쪽 날개를 거두어 

안쪽으로 서로 기 고 오른쪽 날개를 펼쳐서 바깥으로 위험을 막는다. 아마 왼쪽은 

쓰지 않고 오른쪽은 편하기 때문일 것이다.”) 위의 책, 633쪽.

489) 有扁然而卑之石, 則履之 亦卑矣. 如妾之賤, 則寵之 亦賤矣. 是以之子之遠而俾我疷

也. (납작하게 낮은 디딤돌은 밟는 사람도 역시 낮아진다. 첩이 미천하면 총애하는 

사람도 역시 미천해지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이가 멀어져 버린 것이 나를 병나게 

만드는 것이다.) 위의 책, 6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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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梁”이 화자의 편안함을 비유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또한 제7장의 ‘戢其左翼’ 

역시 원앙이 편안히 쉬는 모습을 포착한 정형구이다. 적절한 장소에서 더없이 

편안히 있는 새는 各得其所의 은유이다. 김학주는 이 새들이 작중 화자와 인연

이 멀어진 평화시 를 상징한다고 했다.490) 이것은 현재 상 방과 떨어져 홀로 

속 썩이는 화자와 조를 이룬다.

제8장은 이동의 모티프이다. ‘履之卑兮’에서 ‘卑’가 가리키는 것은 밟는 사람이 

아니라 편평한 디딤돌의 상태이다. 수레에 오르기 위해 쓰인 디딤돌은 사람이 

자주 밟은 나머지 닳아서 낮아졌다는 뜻이다. 일종의 결과보어로 쓰 다. 수레의 

디딤돌과 수레 타는 사람은 ‘履’(밟다)라는 동사로 결합한다. 저 디딤돌은 사람이 

수레를 탈 때마다 밟아서 낮아질 정도인데 작중 화자 자신은 ‘그이’가 도무지 

찾아주지 않으니 디딤돌만 못하다는 말이다. 역시 反 의 조법이 쓰 다.

정리하면 <白華>는 상 방으로부터 버림받은 작중 화자가 자연의 각종 결합 

모티프를 활용해 스스로의 처지와 비시킨 작품이다. 억새와 띠는 하나로 묶이

고, 뭉게구름의 이슬과 못물은 식물에 닿아서 잘 자라게 해주며, 뽕나무 장작은 

묶어다 불에 땔 수 있고 궁중의 음악 소리는 바깥에까지 잘 들린다. 갖가지 새

는 제자리에 편하게 머무르고 디딤돌은 낮아질 정도로 사람들이 계속 밟는다. 

하지만 상 방은 화자에게 마음을 오롯이 두지 않고491) 멀리하여 혼자 있게 만

드는 바람에 화자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제2장에서 천명을 언급한 것으로 보아 

상 방은 임금의 지위에 있는 자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 시는 왕에게 버

림받은 신하의 목소리로 노래한 것이라 해도 무방하다. 일부의 자연 경물 모티

프에 해서는 기존의 해석에서도 사랑하는 사람 사이의 이상적인 관계를 가리

킨다고 본 사례가 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시를 기본적으로 특정 인물에 관한 

내용으로 간주한 까닭에 다른 시에는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무리한 해석이 

종종 보 다. 본고에서는 특히 제4~6장에 쓰인 모티프가 제1~3장과 마찬가지로 

490) 김학주, 앞의 책, 679쪽.

491) 제7장의 “二三其德”은 衛風 <氓> 제4장에도 쓰인 정형구이다. “女也不爽, 士貳其行. 

士也罔極, 二三其德(여자는 잘못 없는데 사내는 행동이 다르구나. 사내가 못돼먹어 

두 마음 세 마음)” 여기서 마음을 두셋으로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준

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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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의 은유임을 밝혔다. 나아가 이 시가 남자에게 버림받은 여자뿐만 아니라 

임금에게 버림받은 신하의 노래로 읽힐 가능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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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詩經》의 자연 경물은 사랑의 은유이다. 본고에서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먼저 

기존 시경학의 해석 원리를 분석한 뒤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는 순서를 취하

다. 기존 시경학에서는 《詩經》의 자연 경물을 사실 서술, 비유, 음악적 기능의 

세 가지로 나누는 방식이 비교적 합리적이다. 하지만 해석이 한 작품의 틀에 갇

혀서 막연한 비유를 들거나 사실 관계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발생했

다.

문제 해결을 위해 《詩經》 원문 자체의 규칙성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관련 

개념 가운데 첫째로 정형구를 들 수 있다. 정형구는 같은 시나 여러 시에 반복

하여 나타나는 구절을 말한다. 완전히 일치할 수도 있고 한 두 글자가 유사한 

글자로 변환될 수 있다. 이 정형구는 풍, 아, 송에 관계없이 등장하기 때문에 

《詩經》  전체의 규칙성을 찾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된다. 둘째는 모티프이다. 모

티프의 핵심은 반복성이며, 정형구를 포함한다. 모티프는 추상화된 주제를 구체

화하는 비유의 기능이 있고, 유사성에 따른 유형화가 가능하다. 이 모티프의 개

념을 바탕으로 《詩經》 자연 경물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본고에서는 여러 작품

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면서 시의 내용과 연관이 있는 자연물을 ‘자연 경물 모티

프’로 규정하 다.

연구 방법에는 먼저 모티프가 주제를 구체화하는 방식인 개념적 은유와 환유

가 있다. 개념적 은유는 단어의 개별 속성을 넘어선 포괄적 의미 역 사이를 체

계적으로 응시키는 사유 방식이다. 《詩經》의 자연 경물 모티프와 시의 내용은 

각각 별도의 의미 역을 이루면서 개념요소 사이의 응이 일어난다. 개념적 환

유는 어떤 개념 실체를 가리키기 위해 같은 의미 역 내부의 보다 구체적인 개

념 실체를 제시하는 것이다. 《詩經》의  자연 경물 모티프는 하나의 의미 역 안

에서 시의 등장인물과 관련된 사건으로 의미가 전이된다. 다음으로 모티프를 유

형화하는 방식인 민담의 유형론이 있다. 본고에서는 자연 경물 모티프의 동작과 

상태를 불변요소이자 은유 성립의 핵심 요소로 간주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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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에서는 기존 시경학에서 해석하는 자연 경물 모티프를 땔나무, 풀, 강, 

물고기, 새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이들은 전통 시경학의 은유와 문화

인류학의 환유로 분석할 수 있다. 땔나무 모티프는 전통 시경학에서 부부의 은

유로 보았다. 그에 따르면 장작 패기와 나무 베기는 나무가 갈라지는 것이므로 

신부가 친정을 떠나는 아내 얻기에 응한다. 장작 묶기 역시 신랑과 신부가 혼

인을 이루는 것에 응한다. 문화인류학에서는 혼례의 환유로 보았다. 땔나무는 

신부를 태우는 수레 앞을 밝히는 횃불로 쓰이므로 혼례 전체를 표한다. 다만 

땔나무를 혼례와 접히 연관된 자연 경물로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풀 모티프는 전통 시경학에서 획득과 사람의 은유로 보았다. 풀 캐기 동작은 

예우 얻기나 숙녀 찾기라는 획득 개념에 응한다. 맛이나 냄새라는 풀의 속성

으로 배우자의 무례나 질병에 응시키기도 한다. 여기서 풀의 속성은 인위적으

로 부여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문화인류학에서는 회합과 주술의 환유로 

보았다. 그에 따르면 풀 캐기는 고  중국의 혼인 풍습에서 약혼 뒤 재회를 기

다리며 행하던 풍습을 표한다. 또는 멀리 떠난 사람이 돌아오도록 기원하는 

주술 행위의 일부로도 해석된다.

강물 모티프는 전통 시경학에서 예법의 은유로 보았다. 강을 거슬러 오르는 

것을 예법을 거스르는 것에, 강을 건너는 것은 혼례를 치르는 것에 응한다. 강 

건너기와 혼례의 개념적 은유에서 각 의미 역을 구성하는 개념 요소의 응 관

계는 예컨  깊은 건널목에서 금법으로, 강물의 깊이에서 배우자의 조건으로, 옷

차림 조절에서 자신의 조건 파악으로, 뱃사공에서 중매인으로 이루어진다. 문화

인류학에서는 축제의 환유로 보았다. 넘실 는 강물은 봄날의 불제 또는 고매의 

제사에서 남녀가 만나 연애를 즐기는 풍속을 표한다. 강 건너기는 농경제례에

서의 물의 신에 한 구애 행위 및 기우와 풍년, 여성의 다산을 가리킨다고 해

석된다. 다만 이들 축제에서 벌어졌다고 여겨진 각종 주술적 의례가 실제 모든 

하천 유역에서 벌어졌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물고기 모티프는 전통 시경학에서 인재의 은유로 보았다. 물고기 먹기나 물고

기 잡기는 결혼의 배우자 얻기 또는 인재 초빙에 응한다. 이는 동작의 유사성

을 근거로 한 은유이다. 또한 물고기의 위치는 현자의 처세에 응한다. 문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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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학에서는 제례의 환유로 보았다. 물고기는 연못과 그 옆에 세워진 왕실의 사

당 및 그곳에서 거행되는 제례와 그 신성한 분위기까지 표한다. 물고기는 왕

성한 번식력으로 인해 풍년이나 다산의 은유로 쓰이기도 한다. 하지만 물고기를 

벼의 뿌리에 묻거나 여자가 물고기를 섭취하는 행위는 환유의 원리가 적용되는 

감염 주술이다.

새 모티프는 전통 시경학에서 규범의 은유로 보았다. 비둘기가 한 나무에 오

래 머무는 것이 현자가 임금에게 줄곧 마음을 두는 것에 응하는 것은 새의 속

성에 근거하는 은유이다. 이 속성은 예법의 확립을 위해 인위적으로 부여된 것

이다. 새가 나무에 앉는 것을 여자가 남자에게 시집가는 것에 응시킨 것은 새

의 동작에 근거를 둔 은유이다. 새의 동작이나 울음소리는 인간이 따라야 할 규

범으로 해석되었다. 문화인류학에서는 토템의 환유로 보았다. 제비는 은의 시조

와 관련된 설화로 인해 은의 발상지인 연 땅을 가리킨다. 백로는 은 왕조에서 

흰 색을 숭상하므로 은의 후손으로 의미가 전이되었다.

전통 시경학의 은유는 자연 경물을 예교 질서의 본보기로 삼으려는 의도에서 

비롯했다. 풀이나 새에 특정한 속성을 부여하여 인간사에 응시킨 것은 인위적

인 발상이다. 하지만 자연과 인간의 일치를 추구한 것은 자연 경물의 의미를 이

해하는 데에 중요한 시도이다. 문화인류학의 환유는 자연 경물과 시의 내용을 

하나로 묶어 중국 고  사회를 복원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당시의 풍속 재현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거나 부당한 유추를 적용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서로 다

른 관념을 하나의 의미 역으로 묶는다는 사유 방식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제3장에서는 전통 시경학의 은유 해석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고 자연 경물 

모티프의 새로운 은유 해석을 제시하 다. 먼저 모티프의 핵심 요소 성립 요건

을 검토하 다. 한 의 훈고학에서는 풍자나 찬미의 기조에 따라 새에 인간의 

습성을 부여했다. 이것은 자연의 실제 생태와는 거리가 먼 인위적 설정이다. 프

로프는 민담의 연구에서 등장인물이나 물건의 종류는 가변요소이지만 주인공의 

기능은 불변요소이자 핵심 고정요소로 보고 있다. 《詩經》의 자연 경물에서도 동

식물이나 자연지형의 각 장소는 연장체의 시에서 장별로 바뀌는 압운자로 쓰

다는 점에서 얼마든지 체 가능한 가변요소이다. 반면에 잎사귀가 우거진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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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풀 캐기 동작 등은 여러 수의 시에 일정한 형태로 반복되면서 시의 주제와 

직결되는 모티프의 불변요소이다.

다음으로 불변요소인 동작과 상태를 중심으로 자연 경물 모티프를 재분류하고 

각 유형이 은유로 해석되는 원리를 제시하 다. 동작의 모티프는 호출, 이동, 획

득, 결속, 섭취의 다섯 가지로 나누었다. 이들은 동작의 주체와 상의 결합을 

뜻하면서 모두 짝 찾기에 응하는 개념적 은유이다. 상태의 모티프는 휴식, 존

재, 번성의 세 가지가 있다. 이들은 자연물이 일정 시간 동안 특정 장소에 고정

된 모습을 나타낸다. 휴식, 존재, 번성도 역시 상태의 주체와 장소의 결합을 뜻

하며, 사랑에 한 은유이다. 동식물과 장소의 종류는 가변요소로 다양하게 나타

난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랑의 양상도 남녀, 형제, 군신 관계에서 기쁨과 원망 

등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인다.

동작과 상태의 자연 경물 모티프는 ‘사랑은 자연물의 물리적인 결합이다’라는 

개념적 은유를 성립시킨다. 모티프 은유가 응용되는 양상을 보자. 자연 경물 모

티프는 여러 유형 중의 하나를 취하기도 하지만, 복합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더 

많다. 복합 모티프에는 합성과 병렬의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합성은 여러 가지 

모티프가 하나의 자연 경물을 이루어 사랑의 각 구성 요소에 응한다. 병렬은 

각각의 자연 경물 모티프가 반복적으로 하나의 사랑 의미 역에 응한다. 이 

복합 모티프는 기존 시경학에서 사실 서술로 여겨왔던 자연 경물을 은유로 보는 

안을 제시한다. 획득 모티프의 경우 은유와 환유의 원리가 섞여있다. 사랑의 

역에 응하는 땔나무 묶기를 가리키기 위해 불 지피기가 제시되는 것은 환유

의 원리이다. 풀이나 물고기를 삶는 것은 획득물과 용기가 결합하는 형태로부터 

사랑의 역으로 응하는 은유의 원리이다. 자연물의 물리적인 결합은 사모하

는 사람과의 만남을 형상화한다. 자연물의 결합 모티프에 이어서 사모하는 사람

과 만나지 못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은 사랑의 실패를 표현하는 조법이다. 전

통 시경학에서는 실의나 원망을 다룬 시의 자연 경물을 인간사에 맞춰서 부정적

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 조법을 통해 자연 경물이 인간사를 판단하

는 기준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제4장에서는 여러 유형의 자연 경물 모티프가 동시에 쓰인 작품을 골라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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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논의한 모티프 분석 방식을 실제로 적용하 다. 만남과 사랑이 이루어지는 

기쁨이라는 주제로 <九罭>, <鴛鴦>, <鼓鍾>을 분석했다. 원하는 사람과 만나지 

못한 슬픔이라는 주제로 < 宛>, <苕之華>, <白華>를 골랐다. 전통 시경학 및 문

화인류학의 자연 경물 모티프 해석의 특징을 먼저 소개하고, 뒤이어 동작과 상

태에 따른 새로운 은유 해석을 덧붙 다. 기쁨의 주제에서는 자연 경물 모티프

와 시의 내용이 평행을 이루고, 슬픔의 주제에서는 조를 이룬다. 실례 분석을 

통해 기존에 내용 파악이 어려웠던 자연 경물 모티프 문제의 해결에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었다.

자연 경물을 결합의 모티프이자 사랑의 은유로 규정하면 기존에 잘 해석되지 

않았던 자연 경물에 해 적지 않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본고의 연구는 서

로 다른 양상으로 보이는 자연물의 갖가지 모습이 결국 이상적인 인간관계를 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이 자연과 인간의 은유관계는 결합이라는 

인간 일상생활의 보편적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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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phors in The Book of Songs’ 

Natural Scene Motifs

Lee Ukjin

Department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is to explain that the natural scene motifs in The 

Book of Songs are the metaphor for affection. The method is based on conceptual 

metaphor, which is to understand and structuralize an unfamiliar and abstract idea 

with a familiar and concrete thing in daily life. For the discussion of metaphors in 

The Book of Songs’ natural scene motifs, this research analyzes that the existing 

interpretation of natural scene motifs are divided into metaphor and metonymy in the 

first place. And it presents that the core of natural scene motifs is an action or a 

state, in other words, the constant element in the second place. Each category of an 

action or a state has a meaning of combining. It is the metaphor targeting to the 

affection between personae in the songs. Lastly, this study shows how the motifs are 

interpreted in the whole songs depending on the poetic narrators’ situations.

The existing interpretation takes two perspectives—metaphor and metonymy on the 

natural scene motifs. Traditional interpretation has shown that they embody the rules 

of edification. They are metaphors; “Spouse is firewood”, “Target of obtaining is a 



《詩經》 자연 경물 모티프의 은유

- 222 -

plant”, “Courtesy is a river”, “Courtier is a fish”, “Social norm is a bird” for 

example. To establish moral principles, traditional scholars put these motifs and the 

rules of edification into separate conceptual domains, and tried to map a motif onto 

a moral principle in accordance with the common ground. Firstly they found 

comparability from an action in the natural scene motif. Secondly they found a 

common ground from attributes of natural objects. However, there is also concern 

that the attributes of natural objects are given on purpose.

Anthropological interpretation considers natural scene motifs as parts of ancient 

Chinese custom. They are metonymies; “Firewood stands for a tool of marriage”, 

“Plants stand for gathering herbs for a date or an incantation”, “A river stands for a 

place of the festival”, “Fish stands for a holy place”, “A bird stands for a totem of 

Shang dynasty” for example. To restore old customs in ancient China, cultural 

anthropologists joined natural scene motifs and human things together in a single 

conceptual domain, and tried to fill up a gap between them. Nevertheless, there is a 

limit to overcome the difference between space and time and reconstruct the customs 

in Early China precisely.

It is a prior consideration to find a regularities in the text and make a comparison 

among the similar instances, in order to figure out the meaning of the natural scene 

motifs. There are constant elements and variable ones in the motifs. The variables 

are animals, plants, and places in natural features. They are substitutable for being 

used as rhymes in each stanza. The constants are actions or states. Actions consist of 

calling, moving, obtaining, binding, and eating. States are composed of perching, 

being in a place, and flourishing. All of these motifs are used in constant type 

repeatedly in The Book of Songs, and are related to the main ideas directly. Every 

action and state means linkage between the agent and the place. The natural scene 

motif forms a single conceptual domain separated from that of the main idea in a 

song. The images of linkage in these motifs are mapped onto affection of personae 

in the songs. The affection covers themes of marriage, brotherliness, praise fo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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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ble man, reception of guests, longing for the absent lover, blaming of the 

abandoned wife, etc. All the motifs of these actions and states are used without 

distinction to project the wide-ranging affection. Elements in the source domain of a 

natural scene motif are mapped onto those in the target domain of affection one by 

one. Therefore we can build a conceptual metaphor “Affection is a physical 

association between natural features.”

Next this dissertation deals with several aspects of motifs as a metaphor. Above 

all, The Book of Songs usually takes mixed-form of natural scene motifs. Meanwhile, 

there are a couple of special cases in the obtaining motif. Wood firing motif indicate 

the wood binding motif with which comprising fixed steps of wood obtaining. Motifs 

of herb boiling and fish boiling are subject to the association with a caldron. It 

reminds us of the proposition that a physical association between natural features is a 

metaphor for affection. Finally the natural scene motif assumes two kinds of forms. 

One is to deny the action of combining in the motif, and the other is to draw a 

contrast between the natural scene of association and the human being’s separation.

Lastly, this dissertation applies the new interpretation of metaphor to the whole 

unit of songs which has various kinds of natural scene motifs. While Mao 159, 216, 

208 are for the attaining of affection, Mao 196, 233, 229 are for the loss of 

affection. We can see the traditional interpretations and anthropological ones followed 

by the new interpretation of metaphor based upon a meaning of actions and state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rests upon proving that natural scene motifs in The 

Book of Songs are metaphor of affection.

Keywords: The Book of Songs, natural scene motif, conceptual metaphor, conceptual 

domain, metonymy, action, state, variable element, constant e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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