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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학위 논문

蔓橫淸類와 明代 樂府民歌 비교 연구

조 성 진

2011년 2월 고 문학 박사학  논문

지도교수 권두환 선생님

본고는 馮夢龍의 ≪掛枝兒≫․≪山歌≫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金天澤

의 蔓橫淸類와 明代 樂府民歌를 비교하고 그 의미를 분석하 다. 이

러한 비교를 사회․경제적 상황은 물론, 문화·사상사적 맥락으로 확장

함으로써 만횡청류를 시작으로 한 조선후기 시가사의 변모를 동아시

아적 시야 속에서 새롭게 이해하고자 하 다. 

악부민가가 유행한 명말 萬曆 연간의 명나라와 만횡청류가 성행한 

17-8세기 조선은 사회경제적 상황과 문화사상적 배경에서 여러모로 

공통점을 보인다. 풍몽룡과 김천택이 당시 민간과 시정에서 성행하던 

노래를 수집하고 가집으로 편찬한 것 또한 흡사하다. 이 같은 공통점

에 주목하면서 이들의 가집 편찬의 경과와 가집의 성격과 체제, 편찬

의식을 비교․검토하여 그들이 이들 노래를 새롭게 인식했음을 알았다. 

특히 김천택은 ≪청구 언≫에 만횡청류를 수록하면서 그것을 특출한 

것으로 여기고 세상에 알리고자 하 는데, 이는 그가 그 가치를 새롭

게 인식하고 높이 평가했음을 의미한다. 

명  악부민가와 만횡청류는 형식과 내용에서도 여러 가지 공통점

을 보인다. 

俚語와 白話라는 구어 표기는 시속의 일상어가 지닌 생동감 있는 

표현이 가능하게 하 다. 명  악부민가와 만횡청류에 나타난 襯字와 

열거, 統辭的 反復을 통한 사어 확장이 그 형식․내용적 파격의 핵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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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열거와 통사적 반복은 의미 심화를 통해 미적인 태도를 보

여준다.

이들 갈래는 구체적인 작품 내용과 주제의식, 담론 지향에서도 공

통점이 나타난다. 사물과 시정 현실에 관한 관심은 상업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라 점증하는 물질적 욕망의 표현이기도 하다. 물시는 사

물에 빗 어 애정이나 性事를 노래하기도 한다. 또한 이들 노래는 자

유로운 사랑을 노래하고 애욕 추구를 긍정했다. 명  악부민가 부

분의 작품과 만횡청류의 상당수가 남녀의 私情을 노래하고 있어서 반

규범적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명  악부민가와 만횡청류는 구조적 유사성이라고 할 만큼 

여러 면에서 숱한 공통점을 보인다. 이러한 공통점을 바탕으로 만횡청

류가 중국 명  악부민가와 변별되는 점과 그 의미를 따질 수 있었다. 

명  악부민가와 가장 뚜렷하게 구별되는 만횡청류의 미의식, 또는 

세계관적 지향으로 ‘욕망과 교화의 교차’를 들 수 있다. 욕망 추구의 

목소리와 교화의 목소리의 엇갈림은 만횡청류의 작품 구성이나 배치

에서는 물론, 하나의 텍스트 안에서도 나타난다. 이는 욕망의 표출을 

긍정하면서도 그에 해 일정하게 제어 또는 조절하려는 시도이다. 이

때 ‘욕망’과 ‘교화’는 서로를 견제하면서도 공존한다. 이것이 이른바, 

‘상호의존성’이다. 이를 일종의 삶의 균형감각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하나 중요한 만횡청류의 특질은 종장에 나타나는 詩想의 反轉이

다. 그것은 ‘화자의 목소리’ 또는 ‘(內包) 작가/독자의 시선’에 나타난 

혼선과 관련되는데, 만횡청류를 포함한 사설시조의 핵심미학에 닿아 

있다. 시상의 반전은 희극적이기도 하고 비극적이기도 한데, 기존 지

배담론과의 차이점을 부각시키는 구실을 한다. 그 미학적 의도와 효

과는 초․중장 또는 종장에 나타난 상황의 심각함을 웃음으로써 깨뜨

림으로써 작품이 지닌 주제의식의 사회적 담론의 저항적 성격을 누

그러뜨리는 한편 지배계층의 반발을 회피하려는 데에 있다. 상을 

향한 웃음과 풍자가 늘 자기풍자를 수반하며 이로써 상에 한 ‘비

판적 거리’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우리 민족 또는 민중적 정서의 밑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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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에는 ‘雅正’과 ‘卑俗’ 사이의 균형 잡기가 주요한 미적 특질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고는 만횡청류와 명  악부민가의 비교를 통해 만횡청류의 개별 

작품에 한 더 나은 이해에 도달할 수 있었고, 만횡청류의 미의식과 

그 문학사상적 맥락을 새롭게 짚어볼 수 있었음을 보 다. 이를 통해 

만횡청류를 중심으로 한 사설시조의 전개와 동아시아적 맥락 속에서 

만횡청류가 갖는 시가사적 의의를 간단히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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