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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중국고전문학사에 있어서 詞의 風格은 전통적으로 婉約과 豪放의 두 

가지로 분류되어 왔는데 蘇軾(1036-1101)의 詞는 역대의 많은 비평가들에 

의하여 豪放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소식 사의 호방성에 대한 평가는 일

찍이 동시대 사람에게서부터 제기되었다. 

 

동파가 한림원에 있을 때 노래를 잘 부르는 막사가 있어서 “나의 사는 
柳七(柳永)과 비교하면 어떤가?” 하고 물었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柳郞
中(柳永)의 사는 17·8세 된 아가씨가 붉은 상아 박판을 잡고 ‘楊柳外曉
風殘月’ 하고 노래 부르기에 적합하고 학사님의 사는 關西 지방의 우람
한 사나이가 銅琵琶와 鐵綽板에 맞추어 ‘大江東去’ 하고 노래해야 합니
다”라고 하니 동파가 이에 포복절도했다.1)

*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1)  “東坡在玉堂日, 有幕士善歌, 因問: “我詞何如柳七?” 對曰: “柳郞中詞, 只合十七八
女郞, 執紅牙板, 歌‘楊柳外曉風殘月’; 學士詞, 須關西大漢, 銅琵琶·鐵綽板, 唱‘大
江東去’, 坡爲之絶倒.”(淸 張宗橚의 《詞林紀事》 卷5에 인용된 宋 兪文豹의 《吹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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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파거사의 사는 세상에 보이는 것이 몇백 수 있는데 혹자는 음률에 있
어서 조화가 좀 안 된다고 하지만 거사의 사는 호매하고 분방함이 특출
하여 워낙 곡조 안에 묶어둘 수 없는 것이다.2)

한퇴지는 문장을 짓는 태도와 기법으로 시를 짓고 소자첨은 시를 짓는 
태도와 기법으로 사를 지어서 교방 뇌대사의 춤과 같으니 천하의 훌륭
함을 다 했으되 요컨대 본색은 아니다.3)

이상은 각각 소식의 한 幕士와 그의 문하생이었던 黃庭堅(1045-1105)·

陳師道(1053-1102)의 평이다. 이보다 조금 뒤인 남송의 陸游(1125-1210)도 

마찬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소동파는 노래를 부를 줄 모르기 때문에 그가 
지은 사는 대개 음률에 맞지 않는다고 하지만, 조이도가 말하기를 소성
(1094-1097) 초에 변수 가에서 소동파와 작별했는데 술이 거나해지자 
소동파가 자청하여 <양관곡>을 불렀다고 했으니 동파공은 노래를 부
를 줄 몰랐던 것이 아니라 다만 너무 호방한 나머지 자르고 오려서 음
률에 맞추기를 좋아하지 않은 것일 뿐이다. 시험 삼아 동파의 사를 여러 
수 가져와서 불러 보라. 노래가 끝나면 하늘에 바람이 몰아치고 바다에 
비가 쏟아지는 느낌이 들 것이다.4)

錄》)

  2)  “東坡居士曲, 世所見者幾百首, 或謂於音律小不諧, 居士詞橫放傑出, 自是曲子内
縛不住者.”(元 馬端臨의 《文獻通考》 卷246 <東坡詞二卷>에 인용된 黃庭堅의 말)

  3)  “退之以文爲詩, 子瞻以詩爲詞, 如教坊雷大使之舞, 雖極天下之工, 要非本色.”(宋 
陳師道, 《後山詩話》)

  4)  “世言: 東坡不能歌, 故所作樂府多不協律. 晁以道謂: 紹聖初, 與東坡别於汴上, 東
坡酒酣自歌 <陽關曲>, 則公非不能歌, 但豪放不喜翦裁以就聲律耳. 試取東坡諸詞
歌之, 曲終, 覺天風海雨逼人.)”(《御選歷代詩餘 ․ 詞話》 巻115에 인용된 陸游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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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代의 王世貞(1526-1590)에 이르러서도 이러한 관점은 견지되었다. 

소학사의 이 사는 역시 스스로 웅장하여 감개가 천고에 이어질 만한데 
과연 동장군으로 하여금 장강에서 연주하게 하면 틀림없이 강물이 들
끓게 할 수 있을 것이다.5)

明代의 詞評家 張綖(1513 전후) 같은 사람은 아예 소식의 사는 대부분

이 호방하다고 선언하기까지 했다. 

사의 체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완약이요 하나는 호방이
다. 완약한 것은 언어와 정감이 함축적이기를 추구하고 호방한 것은 기
상이 넓고 크기를 추구한다. 사를 짓는 사람에게도 달려 있으니 예컨대 
진소유의 작품은 대개 완약하고 소자첨의 작품은 대개 호방하다.6)

그러나 이와 상반되는 견해도 적지 않았으니 淸代의 馮煦(1843-1927)는 

“세상 사람들이 단지 호방하다고만 하는데 그것은 蘇軾과 辛棄疾(1140-

1207)을 아는 것이 아니다”7)라고 하여 ‘豪放’이라는 말로써 소식 사와 신기

질 사의 풍격을 다 포괄할 수 없음을 지적했고 近人 吳梅(1884-1939)는 

 

동파공의 사는 호방한 것과 정밀한 것이 둘 다 장점을 발휘하고 있다고 
하겠다. 세상 사람들이 오로지 호방한 면만 가지고 얘기하여 마침내 철

  5)  “學士此詞, 亦自雄壯, 感慨千古, 果令銅將軍於大江奏之, 必能使江波鼎沸.”(明 王
世貞, 《弇州四部稿》 巻152) 

  6)  “按詞體大略有二, 一體婉約, 一體豪放. 婉約者欲其辭情蘊藉, 豪放者欲其氣象恢
弘. 蓋亦存乎其人, 如秦少游之作, 多是婉約, 蘇子瞻之作, 多是豪放.”(明 張綖, 《詩
餘圖譜 ․ 凡例》)

  7) “世第以豪放目之, 非知蘇辛者也.”(淸 馮煦, <東坡樂府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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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판과 동비파에 맞추어 부르기에나 적합하다는 비판이 있게 되었지만 
이는 동파공의 완약한 면이 온정균이나 위장에 뒤지지 않는다는 사실
을 모르는 것이다.8)

라고 하여 소식이 호방사와 완약사에 다 뛰어났다고 했다. 또 曾棗莊은 

“현존하는 東坡詞의 절대 다수는 여전히 婉約詞에 속한다”9)라고 하여 소

식의 사가 대부분 완약하다고 평가했고, 明代의 兪彦(1601 전후)은 “그의 

호방사는 역시 <念奴嬌>(大江東去) 한 수뿐이다”10)라고 극언하기까지 했

다. 

소식의 詞風에 대하여 이렇게 극단적으로 상반된 주장이 제기된 것은 

완약과 호방이라는 이분법적 詞風 분류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된다. 즉, 

완약사풍과 호방사풍의 중간에 위치한 작품을 어느 쪽으로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소식의 주된 사풍이 극단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

므로 소식의 사풍은 완약과 호방의 중간자적 사풍을 하나 추가한 삼분법

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한데, 웅혼한 기상이 부족하기 때문에 호방하다

고 할 수도 없고 감상적이거나 여성적이지 않기 때문에 완약하다고 할 수

도 없는, 맑고 담담한 가운데 달관한 듯 초연하고 거침없는 淸麗曠達 사풍 

즉 ‘淸曠詞風’11)을 하나 추가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소식의 淸曠詞風에 대한 인식은 淸代부터 이미 있어 왔다.

  8)  “余謂公詞豪放縝密, 兩擅其長. 世人第就豪放處論, 遂有鐵板銅琶之誚, 不知公婉
約處, 何讓溫韋.”(吳梅, 《詞學通論》,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77, 74쪽)

  9)  曾棗莊, <蘇軾的婉約詞>(《文學評論》 1981年 第5期,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12쪽.

10) “其豪放亦止 <大江東去> 一詞.”(明 兪彦, 《爰園詞話》).

11)  淸曠詞風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拙著 《蘇軾詞硏究》(大邱: 中文出版社, 1993) 217-
220쪽 참조.



蘇軾의 詞風 전개 과정 | 柳種睦 _ 367

동파 사는 웅장한 자태와 超逸한 기세가 옛 사람을 훨씬 능가하여 신선
이 세속을 벗어난 자태를 갖추고 있다.12)

동파 사는 신선이 세속을 벗어난 자태를 갖추고 있는데 方外의 白玉蟾 
같은 사람들도 애석하게 여기에는 미치지 못한다.13)

詞評家들이 소식과 신기질을 병칭하는데 사실은 신기질은 오히려 사람
의 경지이고 소식은 거의 신선의 경지에 가깝다.14)

소식과 신기질을 병칭하지만 두 사람은 절대로 비슷하지 않다. 기백이 
크기로는 소식이 신기질만 못하고 기풍이 고상하기로는 신기질이 소식
에게 훨씬 못 미친다.15)

동파의 사는 曠達하고 가헌의 사는 豪快하다.16)

동파 사는 비록 어떤 때는 청려하고 느긋하며 어떤 때는 호매하고 분방
함이 특출하지만 전체적인 풍격은 근대의 사평가 왕붕운이 지적한 ‘淸
雄’이라는 두 글자로 개괄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 세상 사람들이 항
상 ‘豪放’이라는 말로 동파 사를 품평하는데 참으로 전체를 개괄하기에
는 부족한 것 같다.17)

12) “東坡詞雄姿逸氣, 高軼古人, 具神仙出世之姿.”(淸 江順詒, 《詞學集成》 卷5)

13)  “東坡詞具神仙出世之姿, 方外白玉蟾諸家, 惜未詣此.”(淸 劉熙載, 《藝槪》 卷4 <詞
曲槪>)

14) “詞家蘇辛幷稱, 其實辛猶人境也, 蘇其殆仙乎.”(淸 王鵬運, 《半塘未刊稿》)

15)  “蘇辛幷稱, 然兩人絶不相似. 魄力之大, 蘇不如辛; 氣體之高, 辛不逮蘇遠矣.”(淸 陳
廷焯, 《白雨齋詞話》 卷1)

16) “東坡之詞曠, 稼軒之詞豪.”(淸 王國維, 《人間詞話》 卷上)

17)  “坡詞雖有時淸麗舒徐, 有時橫放傑出, 而其全部風格, 當以近代詞家王鵬運拈出‘淸
雄’二字, 最爲恰當. 世恒以‘豪放’目東坡, 固猶未足以槪其全也.”(龍沐勛, <東坡樂府
綜論>(《詞學季刊》 第二卷第三號, 1935),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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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논문은 완약·청광·호방의 삼분법에 입각하여, 

소식의 사 가운데 창작연대가 밝혀져 있는 編年詞를 대상으로 그의 사풍

이 관직생활의 부침과 인생역정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천했는지 그 전

개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2. 婉約詞風의 답습

소식이 언제부터 사를 짓기 시작했는지는 판본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

다. 淸 朱祖謀(1857-1931)의 《疆村叢書》本 《東坡樂府》가 熙寧 5년(1072) 

杭州通判 재임시절에 지은 <浪淘沙>(昨日出東城)을 최초의 사로 규정한 

이래로 龍楡生의 《東坡樂府箋》18)과 曹樹銘의 《蘇東坡詞》19)는 이를 받아

들였지만, 石聲淮·唐玲玲의 《東坡樂府編年箋注》20)와 鄒同慶·王宗堂의 

《蘇軾詞編年校註》21)는 治平 원년(1064)의 <華淸引>(平時十月幸蓮湯)을 

최초의 사로 쳤고, 薛瑞生의 《東坡詞編年箋證》22)은 嘉祐 5년(1060)의 <浣

溪沙>(山色橫侵蘸暈霞)를 최초의 사로 쳤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항주통

판으로 부임하기 이전에 창작된 것으로 간주한 사가 10수 정도에 불과하

기 때문에23) 소식이 본격적으로 사를 창작하기 시작한 때가 항주통판 시

18) 龍楡生 箋, 《東坡樂府箋》, 臺北: 華正書局, 1983.

19) 曹樹銘 校編, 《蘇東坡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20) 石聲淮 ․ 唐玲玲 箋注, 《東坡樂府編年箋注》, 武漢: 華中師範大學出版社, 1990.

21) 鄒同慶 ․ 王宗堂 著, 《蘇軾詞編年校註》, 北京: 中華書局, 2002. 

22) 薛瑞生 箋證, 《東坡詞編年箋證》, 西安: 三秦出版社, 1998. 

23)  石聲淮 ․ 唐玲玲은 1수, 薛瑞生은 13수, 鄒同慶 ․ 王宗堂은 4수가 항주통판 부임 이
전에 창작된 것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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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소식이 항주통판으로 재임할 시기에는 원로 詞人 張先(990-1078)이 杭

州 문단의 좌장으로서 80세가 넘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활발하게 詞作

活動을 하고 있었다. 이들은 관직의 이동에 따라 항주로 부임해 오거나 항

주를 떠나는 사람이 있을 때마다 한데 모여서 환영회나 송별회를 벌이고 

시나 사를 주고받으며 우정을 나누었는데 歐陽修(1007-1072)가 곤궁에 처

한 뒤에 시가 아름다워진다고 한 것처럼24) 만나는 기쁨보다는 헤어지는 

아쉬움이 그들의 감정을 더 자극했던지라 이 시기에 지은 소식의 사도 친

구들과의 석별의 정을 노래한 것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菩薩蠻——述古席上——

娟娟缺月西南落. 相思撥斷琵琶索. 枕淚夢魂中. 覺來眉暈重.      畫堂堆
燭淚. 長笛吹新水. 醉客各西東. 應思陳孟公.

——진술고의 송별연 자리에서——

아름다운 조각달은 서남으로 지는데
그리움에 한없이 비파줄을 퉁겨요.
꿈속에 흘린 눈물 베개를 흠뻑 적셔
깨어나면 눈썹화장이 번져서 포개지겠지요.

화사한 방안에 촛농이 쌓이는데
장적으로 슬픈 가락의 <신수조>를 불어요.
이제 곧 취객들이 뿔뿔이 흩어져 가버릴 테니
틀림없이 진맹공이 그립겠지요.

24)  宋 歐陽修, <梅聖俞詩集序>: “世所傳詩者, 多出於古窮人之辭也. …… 非詩之能窮
人, 殆窮者而後工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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熙寧 7년(1074) 7월 杭州知州 陳襄이 항주를 떠나 南都로 가게 되었을 

때 그를 위해 벌인 송별연 석상에서 기녀들의 입장을 대변하여 진양과의 

이별의 슬픔을 노래한 사이다. 상편에서는 기녀들의 입장에 서서 진양과

의 이별이 너무나 아쉬워서 밤새도록 슬픔에 몸부림치는 심정을 토로했

고, 하편에서는 漢나라 때의 호걸 陳遵에 빗댐으로써 진양의 호쾌한 인품

을 찬양했다.  

定風波——送元素——

千古風流阮步兵. 平生遊宦愛東平. 千里遠來還不住. 歸去. 空留風韻照
人淸.      紅粉尊前深懊惱. 休道. 怎生留得許多情. 記得明年花絮亂. 須
看. 泛西湖是斷腸聲.

——양원소를 전송하며——

천고의 풍류객인 步兵校尉 阮籍이
평생의 임지 중에 동평을 가장 좋아한 것처럼
천 리 먼 길 오셨다가 머물지 않고
되돌아가시면서

풍취만 남겨 남은 사람 맑게 비추게 하는군요.

발갛게 분바른 가인이 술잔 앞에서 오뇌에 빠졌으니
말씀하지 마시어요
어찌하면 많은 정을 남길 수 있을까를.
내년에 꽃과 버들개지 흩날릴 때 잊지 말고 
반드시 보시어요 
서호에서 배 타는 이들 애끊는 소리 내는 모습을.

熙寧 7년(1074) 9월 陳襄의 뒤를 이어 항주지주로 부임해 온 楊繪가 3개

월 만에 금방 항주를 떠나 開封으로 가게 되었을 때 그를 보내는 심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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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한 것인데 세속적인 석별의 정이 진하게 드러나 있다. 

이 시기의 소식 사에는 헤어지는 아쉬움과 헤어진 뒤의 그리움을 노래

한 것 이외에 연회에 참석한 기녀의 자태나 연회의 분위기를 묘사한 것, 고

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심경을 노래한 것, 유한한 인생에 대한 무상감을 토

로한 것 등이 많다. 이러한 사는 제재의 특성상 완약한 풍격을 지니기 쉽

다. 따라서 이 시기의 소식사는 대체로 婉約詞風이 주류를 이루어 3분의 2 

정도를 차지한다. 한편, 사물이나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묘사한 영물사나 

敍景詞를 중심으로 淸曠詞風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하여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며 호방사라고 할 만한 작품은 아직 없었다. 그러므로 이 시기의 소

식 사는 이전 사인들의 婉約詞風을 학습하고 답습하는 정도에 그쳤다고 

할 수 있다. 

3. 豪放詞風의 發展

소식은 熙寧 7년(1074) 8월에 항주통판의 임기가 끝나고 다시 密州知州

에 임명되었다. 그 해 10월 海州에 이르렀을 때 그는 말 위에서 <沁園春> 

한 수를 지어서 濟南에 있는 동생에게 보냈다. 

沁園春——赴密州早行馬上寄子由——

孤館燈靑, 野店鷄號, 旅枕夢殘. 漸月華收練, 晨霜耿耿, 雲山摛錦, 朝露

漙漙. 世路無窮, 勞生有限, 似此區區長鮮歡. 微吟罷, 憑征鞍無語, 往事
千端.      當時共客長安. 似二陸·初來俱少年. 有筆頭千字, 胸中萬卷, 致
君堯舜, 此事何難. 用舍由時, 行藏在我, 袖手何妨閒處看. 身長健, 但優
游卒歲, 且鬪尊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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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주로 부임해 가느라 아침 일찍 길을 가면서 말 위에서 자유에

게——

외로운 객사에 등잔불은 푸르고
들판의 여관에서 닭 우는 소리 들릴 제
나그네의 베개에서 꿈길이 끊겼다네.
때마침 달님은 흰 명주를 거두고
새벽녘의 서리는 반짝반짝 빛나고
구름 덮인 산에 태양이 수 비단을 펼치는데
영롱한 아침 이슬 방울방울 맺힌다네.
세상 길은 끝이 없고
고달픈 인생은 한이 있는데
이처럼 구차하고 언제나 기쁨은 적네.
나직이 읊조린 뒤
말 없이 안장에 기대니
수많은 지난 일이 뇌리를 스쳐 가네.

그때는 우리 함께 서울 나그네
서울로 갓 올라간 젊은 시절의
육씨 형제 같았지.
붓을 들면 단숨에 천 자를 쓰고
가슴 속엔 만 권의 책이 들어 있었으니
임금님을 보필하여 요순으로 만드는 것
이 일이 어찌 어려울 게 있었으리?
쓰이느냐 마느냐는 시절에 달려 있고
나아가고 물러남은 내 마음에 달렸으니
팔짱 끼고 한가로이 바라본들 어떠리?
몸이나 늘 건강하여
느긋하게 지내면서
술자리나 다투어 찾아다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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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밀주는 너무 빈곤한 고을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들 부임

하기 싫어했는데 소식은 동생이 거기서 멀지 않은 제남에 있다는 이유 하

나만으로 자청하여 밀주지주가 되었다. 新法派로 인하여 조정을 떠나는 

바람에 한창 젊은 시절의 정치적 포부를 펼칠 수가 없게 된 데다 어릴 적부

터의 단짝 친구인 동생과도 떨어져 살아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한 불

만을 자위해 보려는 노력이 엿보이는 만큼 감상적인 분위기가 없지 않지

만 “그때는 우리 함께 서울 나그네, 서울로 갓 올라간 젊은 시절의, 육씨 형

제 같았지. 붓을 들면 단숨에 천 자를 쓰고, 가슴 속엔 만 권의 책이 들어 있

었으니, 임금님을 보필하여 요순으로 만드는 것, 이 일이 어찌 어려울 게 있

었으리?” 등의 구절에는 어느 정도 웅혼한 기상이 엿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호방사풍의 싹은 밀주에 있는 동안에 빠른 속도로 자랐다. 이리

하여 위의 사를 지은 지 꼭 1년 뒤인 지난 熙寧 8년(1075) 10월에 마침내 다

음과 같은 사를 짓기에 이르렀다.

 

江城子——密州出獵——

老夫聊發少年狂. 左牽黃. 右擎蒼. 錦帽貂裘·千騎卷平岡. 爲報傾城隨
太守, 親射虎, 看孫郞.      酒酣胸膽尙開張. 鬢微霜. 又何妨. 持節雲中·
何日遣馮唐. 會挽雕弓如滿月, 西北望, 射天狼.

——밀주에서 사냥하며——

늙은이가 잠시 동안 젊음이 발동하여
왼손에는 노란색 사냥개 끌고
오른손엔 파란색 매를 들었다.
무늬 비단 모자에 담비 가죽옷
일천 명의 기마병이 언덕을 에워쌌다.
태수를 따라온 온 성 사람들에게 보답키 위해
내 손수 화살로 호랑이를 쏘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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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랑의 기개를 보여 주리라. 

술이 얼큰하니 가슴이 툭 틔거늘
살쩍이야 서리가 좀 내린다 한들
또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냐?
부절을 가지고 운중 땅으로
언제나 풍당을 사신으로 보내려나? 
만월처럼 동그랗게 활 시위를 힘껏 당겨
서북쪽을 바라보며
천랑성을 쏘리라. 

밀주 교외에 있는 常山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돌아오는 길에 사냥을 하

다가 갑자기 호기로운 애국심이 발동하여 지은 것이다. 

사냥개·매·기마병·화살·호랑이 등의 사냥터 이미지와 孫權·雲

中·天狼星 등 전쟁의 이미지가 어우러진 남성적이고 웅장한 분위기, 조국

을 위하여 기꺼이 한 몸을 바치겠다는 불타는 애국심, 지상과 천상을 오가

는 광활한 배경 등 호방사의 요건을 잘 갖추고 있다. 그러기에 이 사는 소

식 최초의 호방사라고 평가된다.25)

소식의 대표적인 호방사 가운데 하나인 <水調歌頭>(明月幾時有)를 지

은 것도 밀주에 있을 때였다. 

水調歌頭——丙辰中秋, 歡飮達旦, 大醉, 作此篇, 兼懷子由——

明月幾時有, 把酒問靑天. 不知天上宮闕, 今夕是何年. 我欲乘風歸去, 又
恐瓊樓玉宇, 高處不勝寒. 起舞弄淸影, 何似在人間.      轉朱閣, 低綺戶, 
照無眠. 不應有恨, 何事長向別時圓. 人有悲歡離合, 月有陰晴圓缺, 此事
古難全. 但願人長久, 千里共嬋娟.

25) 夏承燾, 《唐宋詞欣賞》, 天津: 百花文藝出版社, 1981, 5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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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진년 중추절에 새벽까지 흔쾌하게 마시고 크게 취하여 이것을 

짓고 아울러 자유를 그린다——

명월이 하늘에 떠 있는 것 그 얼마인지
술잔 잡고 저 푸른 하늘에 물어본다.
천상의 궁궐은 오늘 이 밤이 
어느 해쯤 되었는지 잘 모르겠다.
바람을 잡아타고 돌아가고 싶건만
한편으론 구슬로 지은 멋진 그 집이
너무 높아 추위를 못 이길까 두렵다.
일어나서 춤추며 그림자를 희롱하니
이게 어찌 속세에 사는 것과 같겠나?

달은 붉은 누각을 살며시 돌아
비단문에 내려와
잠 못 드는 사람을 비추어 준다.
달은 한을 품고 있을 턱이 없는데
어째서 늘 헤어져 있을 때 둥글어지나?
사람은 슬프다가 기쁘고 헤어졌다가 만나는 것
달은 찼다가 기울고 흐려졌다가 개는 것 
이 일은 예로부터 늘 좋을 수 없었으니
다만 하나 바라는 건 우리 오래 살아서
천 리 밖에서나마 고운 달 함께 보는 것.

熙寧 9년(1076) 중추절 날 혼자 술을 마시며 동생을 그린 것이다. 동생이 

齊州掌書記로서 밀주에서 가까운 濟南에 있다는 이유로 자청하여 밀주지

주로 부임했지만 막상 명절이 되고 보니 가깝다고 해서 함께 명절을 쇨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리하여 그는 이 사로써 동생에 대한 그리움을 토로

함과 동시에 스스로를 위로했다. 육친에 대한 애틋한 그리움을 노래한 작

품이면서도 결코 애잔하거나 감상적이지 않은 것은 “일어나서 춤추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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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자를 희롱하니, 이게 어찌 속세에 사는 것과 같겠나?”라든가 “사람은 슬

프다가 기쁘고 헤어졌다가 만나는 것, 달은 찼다가 기울고 흐려졌다가 개

는 것, 이 일은 예로부터 늘 좋을 수 없었다”와 같은 초탈한 사고방식 및 

“바람을 잡아타고 돌아가고 싶다”와 같이 천상과 지상을 거침없이 왕래하

는 장활한 공간이동 때문일 것이다. 

그의 豪放詞風은 黃州流配 시기까지도 이어졌다. 湖州知州로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소식은 신법파 신진 인사들의 모함으로 터무니없이 

날조된 烏臺詩案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御史臺 감옥에 갇혀 재판

을 받고 마침내 黃州安置라는 유배령을 받았다. 개돼지 같은 취급을 받으 

며26) 취조를 받은 결과 사형에 처해질 뻔한 위기를 간신히 넘기고 황주유

배로 결정된 것이다. 전직 재상인 張方平과 范鎭 등 원로 대신들은 물론 仁

宗의 황후인 曹太后까지 나서서 소식을 위해 적극적으로 구명운동을 전개

하고 심지어 당시 조정을 떠나 있던 王安石(1021-1086)마저도 태평성세에 

재능 있는 인사를 죽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호소한 덕분이었다. 이

처럼 생명의 위협까지 느낀 뒤인 만큼 그의 기개가 많이 좌절되었을 것으

로 예상되는데 생각과 달리 황주유배 시기에 지어진 사 중에도 호방사의 

비율이 작지 않다. 소식 호방사의 대명사 격인 <念奴嬌>(大江東去) 역시 

이 시기에 지어졌다. 

念奴嬌——赤壁懷古——

大江東去, 浪淘盡, 千古風流人物. 故壘西邊, 人道是·三國周郞赤壁. 亂
石穿空, 驚濤拍岸, 捲起千堆雪. 江山如畫, 一時多少豪傑.      遙想公瑾
當年, 小喬初嫁了, 雄姿英發. 羽扇綸巾, 談笑間·强虜灰飛煙滅. 故國神

26)  宋 孔平仲의 《孔氏談苑 ․ 蘇軾以吟詩下吏》에 “마치 개나 닭을 몰고 가듯 경각지간
에 한 태수를 잡아갔다(頃刻之間, 拉一太守, 如驅犬鷄)”라고 당시의 상황을 묘사
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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遊, 多情應笑我, 早生華髮. 人間如夢, 一尊還酹江月.

——적벽에서의 옛날 생각——

장강은 도도하게 동으로 흘러가며
그 물결이 깡그리 
천고의 멋쟁이들을 쓸어 갔도다.
옛날 보루 서쪽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삼국시대 주랑의 적벽이란다.
삐죽한 바윗돌은 하늘을 찌르고
깜짝 놀란 파도는 강 언덕을 두들기며
천 무더기 눈더미를 말아 올린다.
그림 같은 이 강산에
한때에 호걸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아득히 떠오르는 주공근의 그때 모습
아리따운 소교가 막 시집 오고
웅장한 자태에서 영기를 뿜었겠지.
손에는 깃부채 들고 머리엔 관건 쓰고
담소하는 사이에 강인한 적은 
재가 되어 날아가고 연기 되어 사라졌겠지.
옛날의 그 나라로 내 마음은 달려가나니
정이 많아 흰 머리가 일찍 났다고 
틀림없이 나를 보고 웃어대겠지.
이 세상은 꿈 같은 것
강 속의 달에게 술이나 따르는 게 낫겠지.

황주에서의 유배생활이 시작된 지 2년 반이 지난 元豊 5년(1082) 7월 赤

壁 밑의 長江에서 삼국시대에 있었던 赤壁大戰을 떠올리며 지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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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하게 흘러가는 장강, 하늘을 찌르는 삐죽삐죽한 바위, 강 언덕을 두들

기는 놀란 파도, 천 무더기 눈더미 등의 더 없이 장활한 배경과, 옛날의 보

루, 영기 넘치는 周瑜 장군, 재가 되어 날아가는 강인한 적 등 생동적인 전

장의 묘사가 한데 어우러져서 웅장하고 박진감 넘치는 작품세계를 이루

고 있다. 

적벽대전의 현장이 어디냐를 놓고 蒲圻27) 사람들과 黃州 사람들이 각각 

자기 고장에 있는 적벽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蒲圻에 있는 

적벽을 적벽대전의 현장으로 인정하여 이곳의 적벽을 삼국적벽이라고 하

고 황주에 있는 적벽을 東坡赤壁이라고 한다. 황주의 적벽이 적벽대전의 

현장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소식이 거기서 유배생활을 하고 있을 당시에도 

이미 상당히 널리 퍼져 있었던 듯 그의 <赤壁洞穴>에 “황주지주의 관사에

서 수백 보 떨어진 곳이 바로 적벽인데 삼국시대에 周瑜가 조조를 물리친 

곳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과연 그런지는 잘 모르겠다”28)라고 했다. 이

것은 분명히 그가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뜻한다. 그리고 이 사의 다

섯 번째 구절에도 “사람들이 말하기를”이라고 함으로써 그곳이 적벽대전

의 현장이 아닐 가능성을 충분히 의식하면서 이 사를 지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그는 왜 적벽대전의 현장도 아닌 그곳에서 적벽대전의 호쾌한 장면

들을 상상했을까? 아마도 조국을 위하여 침략자들을 무찌르는 데 한몫을 

하고 싶은 우국충정을 삭이기 힘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자기 혼자 

머릿속으로 외적을 물리치는 장면을 생각하면서 자아도취에 빠져 보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또 외적을 효율적으로 물리치지 못하는 신법파의 

27)  湖北省 蒲圻市는 1998년 6월에 赤壁市로 지명을 바꾸었을 정도로 그곳이 적벽대
전의 현장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강하다.

28)  “黃州守居之數百步爲赤壁, 或言卽周瑜破曹公處, 不知果是否.”(蘇軾, 《東坡志林 ․ 
赤壁洞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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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에 대한 불만의 표출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는 황주에서 유

배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여전히 기개와 포부가 상당히 컸다는 뜻이다.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형에 처해질 뻔한 위기에서 간신히 벗어난 

채 황주로 유배되었을 때 현실에 대한 극도의 실망과 좌절감 때문에 그의 

기개가 심하게 꺾였고 따라서 그의 사에도 호방한 기개가 급감했을 것으

로 짐작된다. 그런데 황주에 유배된 뒤에도 호방사풍이 유지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백성을 위하여 헌신하고 싶은 욕망

이 여전히 컸기 때문일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念奴嬌>(大江東去)의 창

작 동기를 보아도 알 수 있지만 “이 몸이 내 것 아님을 항상 한탄하거니와, 

아등바등 사는 생활 언제나 잊으려나?”29)라고 한 그의 <臨江仙>(夜飮東

坡醒復醉)에서도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다. 그는 당시에도 아직까지 재기

의 희망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던 것이다. 그의 사에는 “언제나 공명을 이루

고, 고향으로 돌아가나?”,30) “어느 날 아침에 공명을 완수하면, 반드시 바

닷길 따라 동쪽으로 돌아가려 했다”,31) “공명을 이뤄 놓고 일찌감치 귀향

하네”32)와 같이 공명을 이룬 뒤의 歸隱을 노래한 구절이 많거니와 이는 歸

隱하기 전에 功名 즉, 국가와 백성을 위해 지식인으로서의 사명을 완수하

려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국애민의 열정이 누구보다 강해서 

쉬이 식지 않았던 데다, 曹太后를 비롯하여 張方平·范鎭 등의 원로 대신

은 물론 政敵인 王安石마저도 자신을 위해 구명운동을 하는 것을 본 것도 

그가 재기의 희망을 잃지 않은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 재기의 희망을 버리지 않게 한 가장 큰 요인은 神宗 황제

29) “長恨此身非我有, 何時忘却營營?”(<臨江仙>(夜飮東坡醒復醉))

30) “何日功成名遂了, 還鄕?”(<南鄕子>(東武望餘杭))

31) “一旦功成名遂, 準擬東還海道.”(<水調歌頭>(安石在東海))

32) “功成名遂早還鄕.”(<臨江仙>(詩句端來磨我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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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함없는 신망이었을 것이다. 신종황제는 어사대의 요청을 무시할 수 

없는 臺諫制度 때문에 할 수 없이 소식을 황주로 유배 보내기는 했지만 그 

뒤로도 언제나 그의 재능을 아까워하며 그를 다시 중용하기 위해 노력했

다.33) 예컨대 소식이 황주에서 유배생활을 시작한 지 반 년 남짓 지난 元豊 

3년(1080) 9월에 그를 다시 中書舍人翰林學士에 임명하려고 했고,34) 元豊 

4년(1081) 10월에는 그를 著作郞에 임명하려고 했다.35) 신법파 인사들의 

수단을 가리지 않는 방해로 인하여 신종 황제의 뜻이 비록 제때에 관철되

지는 않았지만 소식이 이러한 황제의 마음을 간파하지 못했을 리가 없다.     

“이 몸이 내 것 아님을 항상 한탄하거니와, 아등바등 사는 생활 언제

나 잊으려나?”라고 한 그의 <臨江仙>(夜飮東坡醒復醉)는 元豊 5년(1082)  

9월36) 또는 원풍 6년(1083) 4월37) 황주에서 지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바, 

어느 쪽이든 <念奴嬌>(大江東去)보다 조금 뒤에 황주에서 지은 것임에 틀

림없는데 이 사는 전체적으로 보면 歸隱의 의지를 노래한 것이지만 위의 

두 구절을 보면 황주에서 유배생활을 한 지 2년가량 된 당시까지도 아직

까지 세속적인 욕망 때문에 아등바등 사는 생활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음

33)  신종의 소식에 대한 신망은 《宋史 ․ 蘇軾傳》에 기록되어 있는 “돌아가신 황제(神
宗)는 卿(소식)의 문장을 읽을 때마다 매번 ‘기이한 재주로다! 기이한 재주로다!’ 
하고 탄복했다오(先帝毎誦卿文章, 必嘆曰: ‘奇才! 奇才!’)”라는 말에 잘 압축되어 
있다. 

34) 宋 朱弁, 《曲洧舊聞》 卷2 참조. 

35) 宋 王鞏, 《聞見近録》 참조. 

36)  淸 王文誥가 《蘇文忠公詩編注集成總案》에서 元豊 5년(1082) 9월에 지은 것으로 
본 이래 朱祖謀의 《疆村叢書》, 龍楡生의 《東坡樂府箋》, 曹樹銘의 《蘇東坡詞》, 薛
瑞生의 《東坡詞編年箋證》 등이 이 설을 따랐다.

37)  石聲淮 ․ 唐玲玲의 《東坡樂府編年箋注》에는 元豊 6년(1083) 4월 이전에 지어진 것
이라고 했고, 鄒同慶 ․ 王宗堂의 《蘇軾詞編年校註》에는 元豊 6년(1083) 4월에 지은 
것이라고 단정했다.



蘇軾의 詞風 전개 과정 | 柳種睦 _ 381

을 보여 준다.   

다만, <念奴嬌>(大江東去)의 끝부분에서 소식은 자신의 나라 걱정을 부

질없는 짓으로 치부하고 의기소침해져 버렸거니와 이것을 보면 이 무렵에 

이르러 이제는 자신의 무모한 애국심을 거두어야 되겠다는 자각도 서서

히 생기기 시작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과연 이 이후의 그의 사에는 웅혼한 

기개가 약화된 대신 세속적인 관심을 떨쳐버린 초연하고 신선적인 모습이 

나타난다. 

念奴嬌——中秋——

憑高眺遠, 見長空萬里, 雲無留迹. 桂魄飛來光射處, 冷浸一天秋碧. 玉宇
瓊樓, 乘鸞來去, 人在淸凉國. 江山如畫, 望中煙樹歷歷.       我醉拍手狂
歌, 擧杯邀月, 對影成三客. 起舞徘徊風露下, 今夕不知何夕. 便欲乘風, 

翻然歸去, 何用騎鵬翼. 水晶宮裏, 一聲吹斷橫笛.

——중추절——

높은 곳에 올라가 먼 곳을 바라보니
머나먼 하늘이 만 리에 뻗었는데
자취도 안 남기고 구름이 지나간다.
계수의 넋이 날아와 빛을 뿌리는
파란 가을 하늘로 냉기가 두루 스며든다.
달나라의 옥누각엔
선녀들이 난새 타고 왔다 갔다 하련만 
이 몸은 청량한 고장에 있어 
그림 같은 강산에
안개 속의 나무가 역력하게 보인다. 

술에 취해 손뼉치며 노래하면서
술잔을 들어서 밝은 달을 맞이하고
그림자를 대하니 세 사람이 되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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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을 추며 맴돌자니 이슬이 내리는데
오늘 밤이 어느 해쯤 되었는지 모르겠다. 
이제 곧 바람 타고 
훨훨 날아 저곳으로 돌아가려 하나니
붕새의 날개를 탈 것도 없다.
수정궁 안에서
피리 소리 한 가닥이 자꾸만 들려온다.  

元豊 5년(1082) 8월 황주에서 중추절을 맞아 달을 바라본 것을 계기로 

달나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 즉 속세를 벗어나 초연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노래한 것이다. 만 리에 뻗은 먼 하늘, 유유히 떠가는 구름, 상상의 

날개를 펴고 올라간 달나라의 옥누각, 난새를 타고 다니는 선녀들, 손뼉을 

치면서 미친 듯이 노래하며 달을 향해 술잔을 높이 드는 자신, 바람을 타

고 달나라로 돌아가려는 자신 등 넓고 높은 배경과 거침 없는 상상은 있지

만 더 이상 불타는 충정이나 장쾌한 웅지는 없다. 황주유배 시기에는 이 이

후에도 이런 종류의 호방사가 몇 수 더 있다. 그러나 그가 황주를 떠난 뒤

로는 이 정도의 호방사도 찾아 보기 힘든다. 

소식의 호방사를 10여 수로 칠 때 대부분이 밀주지주 시기에서 황주유

배 시기 사이의 약 10년 동안에 지어졌으며, 황주유배 시기 중반에 지어진 

<念奴嬌>(大江東去)를 정점으로 호방한 정도가 점점 약화되어 갔다. 그리

고 수적인 면에서 보면 이 시기의 주류를 이룬 사풍은 淸曠詞風으로 이 시

기 전체 작품의 3분의 2에 가깝고, 婉約詞風은 4분의 1을 조금 넘으며, 豪

放詞風은 10분의 1도 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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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淸曠詞風의 完熟

항주통판 시기에 이미 싹을 틔운 소식의 淸曠詞風은 그 뒤로 질적인 면

과 양적인 면에서 모두 발전을 거듭하다가 항주지주 시기에 이르러 최고

조에 달했다.

황주유배에서 풀려나 다시 도성에서 지내는 동안 그는 숨가쁠 정도로 

초고속 승진을 계속하여 3년 남짓 되는 짧은 기간에 禮部郞中·起居舍

人·中書舍人·翰林學士知制誥 등의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도성에서 머

문 시기에 그는 사를 별로 짓지 않았다. 공무가 바쁘기도 했고 감정의 동

요도 별로 없었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다가 다시 정쟁에 싫증을 느끼고 두 번째로 지방관을 자청하여 杭

州知州로 나갔다. 이전 시기에는 초월의 의지나 歸隱에의 염원을 담은 사

가 많았는 데 반하여 이 시기에는 오히려 초월의지나 歸隱意志를 노래한 

사가 거의 없다. 그것은 이 시기의 그의 심리상태가 초월을 추구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미 초월의 경지에 도달했음 즉, 그의 심경이 지극히 초연

하고 안정되어 있었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바꾸어 말하면 당시

에 그는 세속적인 일에 애착을 갖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굳이 세속을 떠

나려고 애쓰지도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세속을 떠날 수 있으면 떠

나도 좋고 떠날 수 없으면 떠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그의 달관한 태도로 

미루어 보건대 소식은 이 시기에 진정한 정신적 은일 즉 자신이 오래 전부

터 추구해 오던 中隱38)의 경지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38)  中隱이란 완전히 세속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몸은 閑職을 맡고 있으면서 마음은 
세속적인 일에 얽매이지 않고 山林 속에 은거하는 隱者들처럼 거리낌없이 사는 것
을 말한다. 소식은 熙寧 5년(1072)에 지은 <六月二十七日望湖樓醉書五絶> 第5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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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이미 정신적으로 세속을 초월해 있었고 그리하여 세상만사를 초

연하고 담담한 심경으로 관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지어진 그의 

사는 거의 모두가 淸曠한 풍격을 지닌다. 

好事近——湖上——

湖上雨晴時, 秋水半篙初沒. 朱檻俯窺寒鑑, 照衰顔華髮.      醉中吹墮白
綸巾, 溪風漾流月. 獨棹小舟歸去, 任煙波飄兀.

——호수 위에서——

호수에 비 그치자
가을 호수에 상앗대가 절반이나 잠긴다.
붉은 난간에 기대어 찬 거울을 굽어보니
노쇠한 얼굴과 흰 머리가 물 위에 비쳐 있다. 

하얀 관건이 취중에 바람 맞아 떨어지고
계곡에서 부는 바람에 물속의 달이 흐르는데
혼자 노 저어 돌아가는 작은 조각 배
안개 속의 파도가 흔들도록 버려둔다.

元祐 5년(1090) 9월 항주 서호에 배를 띄우고 유유자적하다가 밤이 되어

서야 귀가하면서 그때의 초연한 감회를 노래한 것이다. 비 온 뒤에 물이 불

어나 호수가 더욱 넉넉해진 모습과, 바람에 일렁이는 수면을 따라 그 위에 

뜬 달빛도 함께 흔들리는 밤 풍경, 그리고 그 물결을 따라 자신의 배도 자

연의 일부가 되어 함께 뒤뚱거리는 物我一體의 장면 등이 어우러져서 淸

에서 이미 “소은을 못 이루고 중은이나 하나니, 늘 한가하게 지내는 게 잠시 한가
함보다 낫지만, 내 본시 집 없거늘 더 이상 어디로 가나? 고향에는 이리 좋은 호수
와 산도 없는데(未成小隱聊中隱, 可得長閑勝暫閑. 我本無家更安往, 故鄕無此好
湖山)”라고 하였으니 그는 젊은 시절부터 中隱을 염원하고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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曠한 풍격을 이루고 있다. 

시간의 흐름에 대한 감회를 노래한 節序詞는 감정의 동요가 비교적 큰 

것이 상례이다. 그러나 이 시기의 소식 사는 節序詞도 별로 감상적인 정조

가 아니다. 

南歌子——湖景——

古岸開靑葑, 新渠走碧流. 會看光滿萬家樓. 記取他年扶路·入西州.      
佳節連梅雨, 餘生寄葉舟. 只將菱角與雞頭. 更有月明千頃·一時留.

——호숫가 풍경——

오래된 언덕에는 파란 줄뿌리 사라지고
새로 판 도랑에는 푸른 물이 달리리라.
내 반드시 빛이 가득한 누각 만 채를 바라보며
지난날에 謝安이 길을 더듬어 
西州門으로 들던 일을 생각하리라.

梅雨가 끊임없는 명절을 쇠며
일엽편주에 여생을 맡겨 보리라.
마름과 가시연이나 손에 들고 즐기고
휘영청 밝은 달이 둥실 떠올라 
온 누리에 잠시 동안 머문 것도 즐기리라.

 

소식이 杭州知州로 재임할 당시 서호는 퇴적물이 너무 많이 쌓여 호수

의 바닥이 높아진 데다 호수 바닥에 줄뿌리마저 잔뜩 뻗어 있어 저수량이 

극히 적었기 때문에 툭하면 범람하곤 했다. 이에 소식은 元祐 5년(1090) 4

월부터 그해 8월까지 서호준설 공사를 시행했다. 이 사는 공사가 한창 진

행 중이던 그해 5월 5일 단오절 연회에서 준설된 뒤의 서호 풍경을 상상하

면서 그 속에서 마음 편하게 살고 싶은 염원을 노래한 것이다. 자신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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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잘 준설된 서호와 그 주위의 풍경들을 청아하게 그려놓고 그것을 즐기

며 소박하게 살고 싶어하는 그의 초월의지가 배어 있는 작품이다. 이 초월

은 현재 생활의 부정이 아니라 그것의 적극적 수용이라는 점에서 이 사의 

풍격을 더욱 淸曠하게 한다. 

헤어지는 아쉬움을 노래하는 송별사는 감상적인 정조에서 벗어나기가 

더욱 어렵다. 그러나 이 시기의 소식 사는 송별사조차도 지극히 담담하다. 

臨江仙——送錢穆父——

一別都門三改火, 天涯踏盡紅塵. 依然一笑作春溫. 無波眞古井, 有節是
秋筠.      惆悵孤帆連夜發, 送行淡月微雲. 尊前不用翠眉顰. 人生如逆旅, 
我亦是行人.

——전목보를 전송하며——

도성문을 떠나온 뒤 불이 세 번 바뀌어 
천애에서 홍진을 다 밟았건만
웃음으로 따스한 봄을 짓는 건 여전하군요.  
파란이 없기로는 정말로 오래된 우물이요
절개가 있기로는 가을철의 대나무군요.

서글픈 외로운 배 밤을 도와 떠나가면
희미한 달과 엷은 구름이 배웅해 드릴 테니
술 앞에서 눈썹을 찌푸릴 필요 없어요.
인생이란 여관 같고
우리 또한 잠시 묵는 행인이지요.

元祐 6년(1091) 봄에 越州知州의 임기를 마치고 북쪽으로 돌아가던 錢

勰이 항주를 지나면서 소식에게 들렀다가 떠날 때 지은 이 사 역시 인간의 

만나고 헤어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의 태도를 잘 보여주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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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마지막의 “인생이란 여관 같고, 우리 또한 잠시 묵는 행인이지요”

는 자신의 초연한 인생관을 잘 드러내고 있다.

항주지주 시기의 소식 사는 이처럼 淸曠한 詞風을 지닌 것이 대부분이

고 호방사와 완약사는 거의 없다. 객관적인 사물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詠物詞나 敍景詞는 작품에서 詞人의 감정을 배제하기 쉽지만 이별의 아

쉬움을 노래하는 送別詞나 시간의 흐름에 대한 감회를 노래하는 節序詞

는 감정의 동요를 배제하기가 어려운데 이 시기의 소식 사는 詠物詞와 敍

景詞에 자신의 감정이 개재되어 있지 않음은 물론 送別詞와 節序詞마저도 

별로 감상적인 정조를 띠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 시기는 소식의 淸曠詞

風이 완숙의 경지에 이른 시기라고 할 수 있겠다. 

 

5. 婉約詞風의 復活

소식은 1년 반 남짓 항주지주로 재임하다가 元祐 6년(1091) 5월 翰林學

士承旨에 임명되어 다시 조정으로 소환되었다. 그리고 3~4개월 만에 또 다

시 조정을 떠나 潁州知州로 나갔다. 이 이후에 지어진 소식의 사는 淸曠詞

風과 婉約詞風이 대략 반반씩을 차지한다. 청광사풍이 다소 약화되고 완

약사풍이 약간 강화된 셈이다. 

滿江紅——懷子由作——

淸潁東流, 愁目斷·孤帆明滅. 宦游處·靑山白浪, 萬里重疊. 辜負當年林
下意, 對牀夜雨聽蕭瑟. 恨此生·長向別離中, 添華髮.      一尊酒, 黃河
側. 無限事, 從頭說. 相看怳如昨, 許多年月. 衣上舊痕餘苦淚, 眉間喜氣
添黃色. 便與君·池上覓殘春, 花如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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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를 그리며——

맑디 맑은 영하가 동쪽으로 흐르는데 
근심 속에 한없이 바라보고 있겠구나 
외로운 내 배가 뵈다 말다 하는 것을. 
벼슬 따라 여기저기 돌아다니노라면 
푸른 산과 흰 파도가 
만 리에 겹겹이 쌓여 있겠지.
숲 속에서 살려던 그때 그 마음 저버렸구나
마주 누워 쓸쓸한 밤비 소리 듣자던 그 약속을.
한스럽게도 내 인생은 
언제나 헤어져 있는 가운데
흰 머리가 느는누나.

한 동이 술을 놓고
황하 옆에서
끝없이 많은 일을            　　　　　　
처음부터 하나하나 얘기했었지.
서로 쳐다보던 것 어제 일만 같은데 
수많은 세월이 지나버렸지.
옷 위의 묵은 자국에 쓰라린 눈물이 남았지만
양미간에 기쁨의 징조로 노란색이 늘었으니
그대와 손잡고 연못가에서 
남은 봄을 찾노라면
꽃잎이 눈처럼 흩날리겠지.

소식은 동생과 함께 汴河 남쪽에 있는 懷遠驛에서 制科를 준비하던 젊

은 시절에 韋應物(737-786?)의 시 <示全眞元常>을 읽고 그 중의 “나는 군

수 직을 그만두고 떠났는데, 그대들은 바깥 일에 끌려다니니, 어찌 알리오 

바람 불고 비 오는 밤에, 또 이렇게 마주보고 잘 수 있을지?”39)라는 구절에 

39) “余辭郡符去, 爾爲外事牽. 寧知風雨夜, 復此對牀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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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감명을 받았다. 그는 누구보다 친한 친구인 동생 소철과 어릴 적부터 

그때까지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줄곧 한 집에서 살아왔는데 얼마 안 있어 

각자 벼슬길에 나아가게 되면, 나란히 놓인 침상에 마주보고 누워서 두런

두런 옛날 얘기를 주고받으며 형제의 정을 나눌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을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이다. 그들 형제는 이때 일

찌감치 벼슬에서 물러나 오순도순 함께 살자고 약속했었다. 이른바 ‘對牀

夜雨’의 약속이었다. 

소식은 이 약속을 이행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지만 약속은 쉬이 지켜

지지 않았다. 潁州知州로 재임 중이던 元祐 7년(1092) 2월에 지은 이 사는 

동생과 함께 정겹게 지내던 옛날을 안쓰러울 정도로 그리워하면서 동생과 

헤어져 지내야 하는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하고 나아가 ‘대상야우’의 약속

을 이행하고 싶어하는 그의 간절한 소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소식 형

제의 우애는 가히 각별했다고 할 수 있지만 동생에 대한 그리움을 이처럼 

노골적으로 표현한 예는 일찍이 없었다. 

친구를 보내는 심경도 옛날과 같지 않았다.

生査子——送蘇伯固——

三度別君來, 此別眞遲暮. 白盡老髭鬚, 明日淮南去.      酒罷月隨人, 淚濕
花如霧. 後夜逐君還, 夢繞湖邊路.

——소백고를 보내며——

세 번째로 맞이한 그대와의 헤어짐
이번에는 참으로 늘그막에 맞았구려. 
노쇠한 수염이 모조리 하얘진 채
내일이면 회남에서 떠나는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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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끝나 돌아가면 달이 사람을 따라가는데
눈물이 어려 안개 속에 꽃을 보는 것 같겠구려.
내 마음은 늦은 밤에 그대 따라 갔다 와서 
꿈 속에 호숫가를 맴돌겠구려.

揚州知州로 재임 중이던 元祐 7년(1092) 8월 兵部尙書에 임명되어 개봉

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자신을 찾아와 함께 지낸 친구 蘇堅과의 석별의 

정을 노래한 사로, 친구와의 헤어짐에 대한 아쉬움으로 인하여 전편이 애

상적인 정조에 싸여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이것을 錢勰을 보내면서 지은 앞

의 <臨江仙>(一別都門三改火)와 비교해 보면 같은 송별사인데도 정조가 

현격하게 다름을 쉽게 알 수 있다.

元符 2년(1099) 儋州에서 지은 다음 사는 歸隱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면

서도 매우 애상적인 정조를 지니고 있다.

千秋歲——次韻少游——

島邊天外. 未老身先退. 珠淚濺, 丹衷碎. 聲搖蒼玉佩, 色重黃金帶. 一萬
里, 斜陽正與長安對.      道遠誰云會. 罪大天能蓋. 君命重, 臣節在. 新恩
猶可覬, 舊學終難改. 吾已矣, 乘桴且恁浮於海. 

——秦少游의 사에 차운하여——

먼 섬의 변두리 하늘의 바깥으로
아직 늙기 이전에 몸이 먼저 물러났네.
구슬 같은 눈물이 줄줄 흐르고
임 향한 일편단심 다 부서졌네.
水蒼玉 패물을 달랑거리고
샛노란 황금띠를 매었었는데
이제는 만 리 밖의 머나 먼 변방에서
석양 아래 長安을 대하고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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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토록 길이 먼데 누굴 만나리?
죄가 커서 하늘도 뒤덮을 수 있겠네.
임금님의 명령도 엄중하지만
신하의 절개도 엄존하나니
새 은총을 바랄 수는 있을지언정
옛날의 내 학문을 바꾸기는 어렵네.
나는 이제 끝났으니
일단 이렇게 뗏목 타고 바다 위나 떠다니려네.

당시 소식은 64세의 노인으로 惠州로 유배된 지 5년이 지났고 儋州로 

유배된 지도 2년이 지났건만 아직도 구슬 같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임 

향한 일편단심이 다 부서졌다며 임금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토로했다. 

정적들의 관점에서는 천지를 뒤덮을 만큼 큰 죄를 지어 이곳 하늘 바깥에 

있는 儋州까지 유배되었지만 스스로 돌아보면 자신은 결코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썼을 뿐이니 결코 자신의 신념을 굽혀 정적들과 뜻

을 같이할 수는 없지만 임금이 특별히 은총을 베풀어 사면해 준다면 그것

은 不敢請이언정 固所願이라고 했다. 이것은 황주유배 시기의 사와 많이 

다른 면모이다.

항주지주 시기에 이미 淸曠詞風이 완숙한 경지에 도달했던 소식의 사풍

이 이 시기에 이르러 다시 婉約詞風으로 다소 선회한 것은, 극도의 염량세

태와 인간성 상실의 현장을 목격한 허탈감에다 이제는 여생이 얼마 안 남

았으니 정든 사람들과 오순도순 살아가는 소시민적 행복을 누릴 기회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불안감까지 엄습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항주지주로 나갈 때 소식은 여러 차례의 간청 끝에 간신히 태황태후의 

윤허를 받았다. 그녀는 더 이상 붙잡을 수 없는 상황에서 소식을 항주지주

로 내보낼 때 그에게 옷 한 벌, 금으로 만든 허리띠 하나, 말 한 필 및 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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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도금한 은제 안장과 고삐 하나씩을 하사했다.40) 태황태후가 소식을 이

처럼 후하게 대하는 것을 본 趙君錫은 얼른 소식에게 접근하여 가까운 친

구가 되었다. 그러던 그가 元祐 6년(1091) 7월에 소식이 賈易를 비롯하여 

楊畏·安鼎 같은 정적들의 모함으로 궁지에 몰려 있을 때 御史中丞인 그

에게 요청한 도움을 외면하고 오히려 소식을 팔아서 자신의 영달을 추구

하려고 했다. 소식의 편에 서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소식이 어사들

의 사이를 이간질하려 한다며 그를 모함하는 상소문을 올린 것이다. 조정

에서 이 사건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인 결과 元祐 6년(1091) 8월에 마침

내 소식과 가이를 함께 외직으로 내보내기로 결정하고 소식을 영주지주로 

내보냈다.41)

소식이 영주지주로 나간 것은 자신이 간청한 바이기도 했지만 궁극적으

로는 정적들의 극심한 모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전에 외직으로 나간 

것과는 성격이 좀 달랐다. 이때 그는 인간적 신뢰의 붕괴에 따른 배신감과 

허탈감, 그리고 이로 인한 마음의 상처가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

여 영원히 정계를 떠나 ‘대상야우’와 같은 소시민적 행복을 누리고 싶었지

만 현실이 그것마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매우 울적했던 것으

로 보인다.    

혜주유배 시기에도 그는 영원히 이러한 행복을 누릴 수 없을 것 같은 불

안감으로 마음이 무거웠던 것 같다. 혜주로 간 뒤 처음 한동안은 북쪽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니 紹聖 2년(1095) 8월에 대사면령이 있을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외사촌 형 程之才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자신

의 심경을 털어놓았다.

40) 蘇軾, <謝對衣金帶馬表二首> 참조.

41) 李一冰, 《蘇東坡新傳》, 臺北: 聯經出版事業公司, 1985, 714-72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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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오늘 사면에 관한 문서를 읽었는데 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강등시
킨 관리들을 죄질에 따라 판단하여 가까운 곳으로 옮겨주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스스로 생각해볼 때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죄가 크기는 하지
만 아마도 이번 사면령에 해당될 수 있을 것도 같으니 이렇게 되면 살아
서 다시 영북의 강산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
다.42)

사면이 되고 난 뒤에는 어리석게도 약간 북쪽으로 옮겨지기를 바라는
데 가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형님께서 중론이 어떤지를 들어보시고 
무슨 얘기를 들으시거든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43)

그러나 그 해 11월에 자신을 비롯한 元祐大臣들이 사면 대상에서 제외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다시 정지재와 孫勰에게 보낸 편지에서 각각 다음

과 같이 말했다.

저는 최근의 세상사를 살펴보고 북쪽으로 돌아갈 희망을 이미 버렸습
니다만 마음은 심히 편안합니다.44)

스스로 반성해볼 때 죄가 오랫동안 쌓였으니 이렇게 되는 것도 당연한 
이치인즉 실로 달게 받아들여야 할 일이네. 이제 북쪽으로 돌아가는 날
은 없을 것이므로 스스로 혜주 사람이라 생각하고 차츰 영구적으로 이
곳에서 살 계획을 세워가고 있네. 정말로 여기서 일생을 마친다고 한들 
안 될 것이 뭐 있겠나?”45)

42)  “某今日伏讀赦書, 有責降官量移指揮. 自惟無狀, 恐可該此恩命, 庶幾復得生見嶺
北江山矣. 幸甚.”(<與程正輔七十一首> 其四十九)

43)  “赦後癡望量移稍北, 不知可望否. 兄聞衆議如何, 有所聞批示也.”(<與程正輔
七十一首> 其四十)

44) “某覩近事, 已絶北歸之望, 然中心甚安之.”(<與程正輔七十一首> 其十三)

45)  “自省罪戾久積, 理應如此, 實甘樂之. 今北歸無日, 因遂自謂惠人, 漸作久居計. 正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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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때 북쪽으로 돌아갈 희망을 완전히 버린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

는 마침내 혜주에서 영원히 살 요량으로 白鶴峰에다 새 집을 짓기까지 했

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진심으로 원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억지로 받아들인 것이었다. 

그는 儋州流配令을 받고 紹聖 4년(1097) 4월 惠州에서 儋州로 갔는데 

이때 그가 廣州知州 王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당시 그의 심경이 얼마나 

처절하고 비장했는지 알 수 있다.

저는 늘그막에 황량한 곳으로 추방되어 다시는 살아서 돌아올 가망이 
없습니다. 어제 장남 매와 작별을 하면서 이미 후사를 처리해놓았습니
다. 이제 해남에 도착하면 무엇보다 먼저 널을 짜고 다음으로 묘지를 만
들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아들들에게 죽으면 해남 땅에 묻으라고 
유서를 써야겠습니다.46)

그는 담주유배가 끝나기 4개월 전인 元符 3년(1100) 1월에 지은 시 <庚

辰歲人日作, 時聞黃河已復北流, 老臣舊數論此, 今斯言乃驗>에서 “천애

에서 인일 쇠기 이미 몸에 배었건만, 귀문관을 지날지라도 귀향길은 즐겁

겠네”47)라고 했고, 儋州에서 廉州로 유배지를 옮겨 가는 도중인 元符 3년

(1100) 6월에 지은 시 <六月二十夜渡海>에서 “황량한 남방에서 아홉 번을 

죽어도 여한이 없겠지만, 이번 여행이 내 평생에 가장 멋진 것이로다”48)라

고 했다. 북쪽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의 진심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말

終焉, 亦何所不可?”(<與孫志康>)

46)  “某垂老投荒, 無復生還之望, 昨與長子邁訣, 已處置後事矣. 今到海南, 首當作棺, 
次便作墓, 乃留手疏於諸子, 死則葬於海外.”(<與王敏仲>)

47) “天涯已慣逢人日, 歸路猶欣過鬼門.”

48) “九死南荒吾不恨, 玆游奇絶冠平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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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는 “날마다 여지를 삼백 개씩 먹으니, 길이길이 영남 사람 되는 것도 

괜찮겠다”49)라고 했지만 이것은 어찌해 볼 도리가 없는 절망적 상황에서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 한 말이지 결코 진심이 아니었으며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대상야우’와 같은 소시민적 행복을 꿈꾸고 있었던 것이다. 葉

嘉瑩은 李白(701-762)과 소식의 차이점에 착안하여 이백을 ‘仙而人者’라고 

하고 소식을 ‘人而仙者’라고 했거니와50) 참으로 적확한 지적이라고 생각

된다. 소식은 스스로 천명한 것처럼 본래 “다정다감하고 그래서 상처도 많

이 받는”,51)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이었던바, 이제 그 동안 추구해온 신선적

인 모습을 포기하고 본연의 모습인 인간으로 돌아간 것이다. 평범한 인간

으로 돌아간 그가 이렇게 소시민적 행복을 향유하기 어렵게 된 상황에 처

하게 되었으니 여의치 않은 현실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을 

것임에 틀림없고 이러한 불안감과 좌절감이 그의 詞風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요인으로 인하여 영주지주로 나간 때로부터 揚州知州 및 

定州知州로 재임한 시기와 惠州 및 儋州에서 유배생활하던 시기의 소식 

사에는 婉約詞風이 어느 정도 부활했다.

49) “日啖荔支三百顆, 不辭長作嶺南人.”(<食荔支二首> 其二)

50)  <迦陵談詩>(李一冰, 《蘇東坡新傳》, 臺北: 聯經出版事業公司, 1985, 1015쪽에 인
용) 참조.

51) “多情多感仍多病.”(<采桑子>(多情多感仍多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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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結語 

婉約詞風·淸曠詞風·豪放詞風의 삼분법에 의하여 소식의 詞風展開 

과정을 살펴본바, 그의 사풍은 관직생활의 부침과 인생역정의 변화에 따

라 다음과 같이 변천했다. 

제1기는 사를 처음 짓기 시작한 때로부터 항주통판 시기까지이다. 이 시

기는 막 사를 배우기 시작한 시기인 만큼 아직까지 소식 고유의 사풍을 제

대로 형성하지 못했다. 이 시기에는 婉約詞風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淸

曠詞風이 조금씩 싹을 틔우고 있었다. 제1기는 완약사풍의 답습기라고 할 

수 있다.

제2기는 밀주지주로 부임한 때로부터 황주유배 시기까지이다. 이 시기

에는 豪放詞風이 점점 발전하여 <念奴嬌>(大江東去)에 이르러 정점을 이

루고 그 뒤로 조금씩 호방한 정도가 약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호방사가 

지어졌다. 소식의 호방사 10여 수가 거의 다 이 시기에 지어졌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한창 혈기왕성한 젊은 시절로 웅혼한 기상이 어느 때

보다 컸기 때문일 것이다. 제2기는 호방사풍의 발전기라고 할 수 있다. 이

것은 다른 시기에 비해 호방사가 많다는 뜻이지 호방사가 주류를 이루었

다는 뜻은 아니다. 소식의 호방사는 통틀어서 10여 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도 주류를 이룰 수는 없었다. 이 시기에도 양적인 면에서는 淸

曠詞風이 주류를 이루었다.    

제3기는 항주지주로 재임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뜻밖에도 초월의지

나 歸隱意志를 노래한 사가 거의 없다. 이전에는 초월의 의지나 歸隱에의 

염원을 담은 사가 많았는데 이에 반하여 이 시기에 오히려 그런 사가 거의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이 시기에 이르러 그가 세속적인 일에 대한 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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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완전히 버렸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즉, 이전에는 의식적으로 초월

의 경지를 추구하고 있었다면 이 시기에는 진정으로 세속적인 욕망을 버

리고 초연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 결과 이 시기의 사는 대부분이 

淸曠詞風을 지니고 있다. 제3기는 淸曠詞風의 完熟期라고 할 수 있다.

제4기는 영주지주 시기 및 그 이후의 시기이다. 이 시기에 지어진 소식

의 사는 淸曠詞風과 婉約詞風이 각각 반반씩을 차지한다. 바로 이전 시기

에 청광사풍이 대부분을 차지했던 것과 비교해 보면 다소 의외라는 생각

이 든다. 극도의 염량세태와 인간성 붕괴의 현장을 목격한 허탈감에다 정

든 사람들과 오순도순 살고 싶은 소시민적 행복의 추구가 불가능해진 것

에 대한 절망감이 그 원인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4기는 婉約詞風의 復

活期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소식의 완약사풍은 초기인 항주통판 시기에는 상당히 강했으

나 차츰 약화되어 항주지주 시기에 이르러서는 거의 소멸되었다가 영주지

주 시기 이후에 다소 부활했고, 청광사풍은 항주통판 시기에 이미 싹을 틔

워 발전을 거듭한 끝에 항주지주 시기에 절정에 달하고 영주지주 시기 이

후에는 다소 약화되었으며, 호방사풍은 밀주지주 시기부터 발전하기 시작

하여 황주유배 시기까지 지속되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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蘇軾的詞風可以分爲婉約詞風·淸曠詞風·豪放詞風等三類. 他的婉約

詞風在杭州通判時期則比較强, 其後逐漸弱化起來, 到杭州知州時期則幾

乎消滅, 潁州知州時期以後却稍微復活了; 他的淸曠詞風在杭州通判時期

已經發芽, 其後不斷地發展起來, 在杭州知州時期達到頂點, 潁州知州時期

以後却稍微弱化了; 他的豪放詞風在密州知州時期開始萌發, 持續發展到

黃州貶謫時期. 

주제어: 蘇軾, 東坡詞, 東坡樂府, 詞風, 婉約, 淸曠, 豪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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