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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폐강가 십수중 오수)

������� 패강아여답춘양 ������� 강상수양정단장

������� 무한연사약가직 ������� 위군재작무의상

������� 첩모사화홍역감 ������� 랑심여서거하경

������� 원이백척청류벽 ������� 차각란주불방행

������� 리인일일절양류 ������� 절진천지인막유

������� 홍수취아다소누 ������� 연하락일고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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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장명우해심사 ������� 암전라삼시불의

������� 불관흥망여별연 ������� 전광래작주중선

������� 강청희절룡연서 ������� 백리창랑부조선

패강가 중에서

패강의 아녀자들 봄볕에 걷노라니

강가의 능수버들 참으로 애를 끊네.

무한하다 저 연사로 배만 짤 수 있다면

임을 위해 지으리라 춤추는 의상을.

저의 얼굴 꽃과 같아 피었다가 시드는데

임의 마음 버들솜처럼 머무는 듯 떠나지요.

비옵건대 백척의 청류벽을 옮겨 세워

난주를 가로막고 놓아보내지 않으리라.

헤어지는 사람들 날마다 버들가지 꺽어내어

천 가지를 다 꺽어도 임은 머물지 않네.

젊은 처자 붉은 소매 하 많은 눈물이여

연파라 지는 해에 고금의 수심일�레.

금수산 앞으로 영명사 절이 있어

때때로 여인네들 등불 켜고 돌아오네.

신명의 도움으로 소망을 이루고자

비단장삼 몰래 지어 부처님께 시주하네.

흥망이다 이별이다 모두 생각지 말고

미친 듯 술에 빠진 신선이나 되어보세.

맑은 강물에 용연(��)의 서기(��)기쁘기 한량없어

백리 푸른 물결에 낚싯배를 띄우노라.

* 평양의 진산. 이 산에 모란봉(���)이 있으며 영명사는 부벽루 서쪽 기린굴 위에 있다.

* 용연향(���)을 말한다. 향유고래 수컷이 먹이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을 때 소화기관

에서 생성, 분비되는 매우 진귀한 향료이다. 여기서는 대동강에 물결이 칠 때 보이는 물거품을

미화해서 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 이시는 작자의 연모지정이 대동강을 중심으로 잘 묘사 되어 있다. 작시자 임제는 여인의

정서를 빌어 백 척 되는 폭포수 벽을 강 가운데 옳겨 놓아 임의 배를 가로막아 함께 있고

싶은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대동강은 예로부터 남녀의 정이 교차되는 곳이다.

이 시는 고려속요인(서강별곡)과 비교 되는데, 대동강에서 임과 이별하는 작자의 정서로

임을 원망치 아니하고 짐짓 배를 대놓은 사공을 원망한다. 이 시에서 작자는 수양버들을

꺽어 댐으로써 버드나무에 이별의 연정과 안타까운 심리를 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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