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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후기에 나타난 고려가요 20여 편의 작품은 남녀 간의 사랑을 

슬픈 어조로 노래하고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며 민간에서 소재를 취

택하는 등 전 (前代)의 궁중노래와는 다른 면모를 드러낸다. 본고에

서는 이렇듯 전 의 궁중노래와 사뭇 달라진 고려가요의 특징을, 외

래적 향의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하 다. 본고의 주요 연구 상은 

외래의 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처용가>, <동동>, <쌍화

점>, <서경별곡>, <청산별곡>, <정석가>, <가시리>, <만전춘별

사>, <한림별곡>, <관동별곡>, <죽계별곡> 등이다. 삼국시 부터 

전해진 속악과 이전 시  시가의 특징을 계승한 <사모곡>, <유구

곡>, <이상곡>, <상저가>는 논의에서 제외하 다.

본고는 고려가요 형성배경 중의 외래적 요소를 고찰하고자 당  중

국과의 문화적 교류를 송(宋)과의 문화적 교류와 금(金)·원(元)과의 

문화적 교류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사(詞)가 가장 성행했던 송 에 

고려와 송 사이의 문화적 교류는 매우 활발하 다. 이때에 사 또한 

고려로 전래되었으며, 고려 문인들은 사를 창작하기도 하 다. 남송

(1127-1279년)에는 고려와 송 사이의 관계가 소원해졌다. 하지만 

고려는 북쪽의 금과 빈번히 왕래하면서 금과 문화적 교류를 맺었다. 

당시 금에서는 사가 산곡(散曲)으로 발전하는 변화가 이루어졌다. 이 

시기에 등장한 금나라 최초의 산곡 작가는 원호문(元好問)인데,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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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집이 고려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산곡의 초기 양식이 

고려로 유입되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한편, 원려 간에 이루어진 문

화적 교류는 곡이 고려로 전래될 수 있는 문화적 기반을 마련하 다. 

게다가 산곡이 수록되어 있는 유산악부(遺山樂府)가 고려로 전래되

었을 가능성, 고려인들이 원 산곡작가들과 교유했던 사실, 이제현(李

齊賢) 등의 고려문인이 산곡을 창작하기까지 했던 사실, 그리고 이색

(李穡)의 시에 잡극(雜劇)의 내용이 반 된 사실을 통하여 원곡(元

曲)이 고려로 전래되었으며 고려 문인들에게 일정한 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본고는 고려가요에 나타난 사와 곡의 향을 형식·표현·주제의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우선 형식면에서 사·곡 중 연장(聯章)의 

향으로 경기체가나 <동동>·<가시리>·<청산별곡> 등 연 형식으

로 된 작품이 나타나게 되었다. 향가의 전통에 산곡 중 과곡(帶過

曲)의 향이 더해져 경기체가 각 연은 “병렬적·연합적인 주제구조”를 

취하는 전절·후절의 양상을 띠게 된다. 그리고 산곡 중 투곡(套曲)의 

향을 받아 <처용가>를 비롯한 작품들에는 여러 곡을 체계적으로 

엮은 후 소엽(혹은 이엽~오엽)으로 곡과 곡단을 끝맺는 구성 방식이 

나타나게 된다. 표현면에서 사·곡의 향을 받은 속요는 질박하고 저

속한 표현특징을 드러내고, 주제면에서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룬 작품

이 주류를 이루는 동시에 서민 여성화자가 많이 등장하는 특징을 드

러낸다. 

한편, 경기체가는 사·곡 중 연장(聯章)의 향을 받아 매 연마다 

똑같은 형식으로 자연경치나 인문풍경을 찬양한다. 산곡 정족 (鼎足

對)의 향 하에 경기체가 각 연의 전 3구는 명사를 열거함으로써 

구와 유사한 구성 방식을 사용하게 된다. 문인 사이의 언어유희로 여

겨지는 경기체가는 연장(聯章), 정족 (鼎足對) 등을 포함한 산곡의 

배체(俳體)와 창작태도 면에서도 유사하다. 경기체가에 많이 나타난 

자기과시와 유락현장을 그려내는 표현은 또한 문인들이 자신의 재능

을 표현하면서 유희·오락적 성격을 드러낸 배체와 매우 유사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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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듯 경기체가의 형식, 주제, 창작태도, 표현 특징은 모두 산곡의 배

체와 유사한 것이다. 따라서 경기체가는 고려문인들이 서경(敍景)을 

주요 제재로 창작한 일종의 배체(俳體)라고도 할 수 있다.

사·곡이 고려가요에 미친 이러한 향은 조선 초기의 시가에서도 

자취를 찾을 수 있다. 조선시 의 경기체가는 형식면에서 전절·후절, 

연장체, 각 연의 전 3구에서 댓구와 비슷한 형식으로 사물을 나열하

는 이전 시 의 양상을 계승하는 동시에, 마지막 연이 가사체(歌辭

體)의 느낌을 주는 결락구(結落句)가 나타나는 등의 파격적인 변형을 

시도한다. 주제와 표현면에서는 새 왕조의 건국을 칭송하거나 불교를 

찬양하는 노래가 나타나다가 다시 자연경치나 인문풍경을 읊으며 자

기과시와 유락현장을 표현하는 본궤도로 돌아가게 되었다. 한편, 과

곡의 향 하에 나타난 전절·후절의 형식은 조선시 에 이르러 경기

체가뿐만 아니라 <유림가>와 같은 작품에도 나타난다. 연장의 향

을 받아 고려후기에 성행된 연형식은 15세기의 시가에도 주류를 이

루었다. 그리고 투곡의 향을 받아 형성된 <처용가>의 구성 방식은 

조선 초기의 <봉황음>에 향을 끼쳤다.

고려 전기에 위축된 국문시가는 사·산곡의 향 하에 새로운 발전

을 이루었다. 형식면에서는 다양화·풍부화되고 내용면에서는 평민화

되는 모습을 드러낸다. 그리고 음악적 측면에서 보면 사·곡의 향 

하에 고려가요가 겪은 변화가 속악의 음악적 양식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었다. 또한 사와 산곡이 고려가요에 향을 미친 것은 한국 자체

의 문학 양식이 점차 중요성을 획득하여 발전해나가는 이정표로도 볼 

수 있다. 이를 계기로 민간의 문학양식에 근거하는 동시에 중국의 문

학양식을 받아들이는 새로운 문학 활동이 전개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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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한국과 일본의 상사뱀 설화를 비교 분석하여 양국 설화에 

나타난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고, 그러한 동이(同異)가 나타나게 

된 이유를 문화적 배경을 통하여 해석함으로써 양국 설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상사뱀 설화란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뱀으로 변하여 

생전에 사모하던 상 방을 찾아가 몸에 부착하는 이야기이다. 이와 

유사한 설화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도죠사[道成寺] 전승, 또

는 안친키요히메[安珍淸姬]라는 명칭으로 전승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양국에서 전승되는 이러한 구전ㆍ문헌 자료를 두루 섭렵하고 검토하

다.

우선 양국 상사뱀 설화를 유형 분류하여 존재양상을 살펴보았다. 

즉 상사주체의 성별에 따라 크게 남성형과 여성형으로 분류한 다음에 

다시 결말양상에 따라 하위분류한 것이다. 그 결과 상사주체의 성별

에 따라 결말에서 특징적 양상이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었다. 남성형

의 경우 세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상사뱀이 상사 상을 죽이는 ‘복수

형’, 상사뱀이 어떤 방법으로 퇴치당하는 ‘퇴치형’, 그리고 상사뱀이 

상 방 몸에 부착하기 전에 미리 예방당하는 ‘예방형’이 그것이다. 한

국의 경우는 세 유형에 해당되는 설화가 모두 전승되고 있고, 상사주

체가 일시적으로 변신한 뱀을 퇴치하는 ‘예방형’ 자료는 남성형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