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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이 논문은 19세기 가창가사(歌唱歌詞)의 존재 양상을 검토하고 문학

 특성을 분석해 그 시가사  의의를 조명하고자 마련되었다. 가창

가사는 19세기에 들어 문성을 갖춘 가창자들이 민간 상층의 유흥 

장에서 연행한 일군의 ‘긴 성악곡’들이다. 이 노래들이 다양한 연행 

공간에서 성창되면서 다수의 이형이 산출된다. 20세기에 이르러 이 

가운데 선별된 열 두 작품은 ‘12가사(十二歌詞)’로 불리며 재까지 

승된다. 그간 고 문학계와 국악계에서는 12가사에 주목해 그 연원, 

형성, 악곡에 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이제 여기에서 더 나

아가 12가사의 상  범주인 가창가사에 한 반 인 검토가 필요한 

시기에 이르 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15종의 19세기 가집에 수록된 

가창가사 30종 101편을 연구 상으로 삼았다. 이 가운데 19종을 주

요한 분석 상으로 삼고 나머지 11종은 필요한 경우에 원용했다. 이

로써 19세기 시가사의 한 국면으로서 가창가사 향유의 반 인 실상

에 한층 가깝게 근할 수 있었다.

연구는 가창가사 향유 환경을 실증으로 근하고 연구 상의 특징

을 개 으로 살펴보는 데에서 시작했다. 그 이유는 가창가사의 19세

기  양상이 향유 환경의 변화와 한 련을 맺고 있으므로 연구 

방법을 연구 상의 실상에서 찾으려 했기 때문이다. Ⅱ장 1 에서 가

창가사의 연행 환경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창가사는 1820년

 후로 여창 가곡 편가의 후속곡으로 연창되기 시작해 1850년 를 

지나면서 여창 시조의 후속곡으로 연창되기도 한다. 가창가사가 다양

한 연행 공간에서 연행되는 동안 다수의 이형이 산출된다. 이형의 다

양성에도 불구하고 Ⅱ장 2 에서 연구 상을 개 한 결과 작법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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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구 의 층 에서 주목할 만한 경향이 포착되었다. 첫째, 다양한 이

형이 산출되는 작법으로 축약, 조합, 모방이 활용된다. 이 세 가지는 

가창가사가 연행물로 향유되면서 주요하게 나타난 작법의 변화로 

악되었다. 둘째, 가창가사의 주제는 여창 가곡이나 시조와의 주제  

경향에 맞추어 애정상사, 강호 원, 권주행락으로 수렴된다. 이 세 가

지 주제는 일견 천편일률 으로 보이지만, 구체 인 주제 구 의 층

에서 작품을 정치하게 비교해 보면  가사와 비되는 19세기 

가창가사의 특징이 뚜렷하게 발견된다. 이상에서 악한 성격은 Ⅲ장

과 Ⅳ장에서 연구 상을 분석하는 본격 인 으로 삼았다.

가창가사는 나 당 에 유행한 작품을 재료로 삼아 지어진 작품

이 부분이다. 이 작품들에는 축약, 조합, 모방의 작법이 주로 활용

되었다. Ⅲ장에서는 세 작법을 심으로 작품 분석을 진행했다. 축약

은 한 편의 시상이 완결된 작품의 첫 행부터 일정 부분까지 떼어 내

거나, 작품 일부를 떼어 내면서 시어나 시구를 수정하는 작법이다. 이

것은 상 으로 길이가 긴 가사(歌辭) 작품을 변화된 연행 환경에 맞

추어 연창성을 확보하려는 의도에서 비롯했다. 조합은 선행의 여러 

작품에서 일부분을 가져와 한데 엮어 한 편의 작품을 완성하는 작법

이다. 이것은 양식, 작품, 노랫말의 다양한 교섭을 통해 작품의 주제

나 정서를 가볍게 다루며 오락성을 추구하려는 시도의 결과 다. 모

방은 이종 양식의 외형과 유사하도록 형식을 부분 으로 본뜨는 작법

이다. 이것은 상 으로 아한 미감을 가진 양식의 외형을 활용해 

작품의 격조를 조 하려는 의도의 결과 다. 이상의 분석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선행 작품을 습화된 자장 안에서 새롭게 향유하려는 

의식이 공통 으로 발견되었다.

19세기에 들어서면 가창가사의 주제는 여창 가곡의 주제 경향에 맞

추어 애정상사, 강호 원, 권주행락으로 수렴된다. Ⅳ장에서는 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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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심으로 주제의 구  양상과 그것에 개입된 향유자의 태도를 

구체 으로 분석했다. 애정상사류는 상사의 감정을 집 으로 드러

내던 태도에서 벗어나 구애욕이나 정욕을 포함한 보다 다채로운 애정

의 감정을 다루고 있다. 강호 원류는 실의 구체 인 장소보다 상

상의 이상화된 공간을 집 으로 노래하는 태도를 보인다. 권주행락

류에서는 삶의 유한성을 담담하게 인정하기보다는 그것을 마지못해 

인정하는 가운데 불안정한 실에 주목해 그것에서 발생하는 불안을 

권주와 행락으로 떨쳐내려는 태도를 보인다. 애정상사, 강호 원, 권

주행락이 유흥의 자리에서 으  다 질 만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각 

주제에 구 된 향유자의 태도는 와의 차이가 확연했다.

19세기 가창가사에 보이는 작법의 변화와 주제 구 의 특징은 그것

을 둘러싼 연행 환경의 성격과 향유자의 세계 인식 변화와 한 

련을 맺고 있다. 이에 Ⅴ장의 1 에서는 향유 문화권의 성격과 변화

를 심으로, 2 에서는 도시  삶과 실에 한 문학  응을 

심으로 가창가사의 시가사  의의를 검토했다. 1820년 를 후로 하

여 가창가사가 가곡창 편가의 후속곡으로 연창되는 연행 방식이 당  

최상층을 좌상객으로 삼는 문화권에서 유행하면서 의 가사(歌辭)

가 가진 상층인의 표상 기능을 물려받는다. 이로써 가창가사는 19세

기 내내 정악의 격조를 유지한 채 향유된다. 한편 장형의 작품 체

를 향유하는 통 인 방식이 기록 문화 역에서 지속됨으로써 상

으로 가벼운 내용의 가사계 장형이 음 으로 향유되는 상이 된

다. 이는 기록문학에서 통속 이라 평가되는 시가 작품의 상이 변

화하는 계기가 된다. 가창가사가 유흥의 장에서 연행되면서도 문자

로 기록되어 노랫말이 음미될 수 있던 이유는 그것이 당  도시  삶

과 실에 해 외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그것에 한 진지한 

문제의식을 가볍게 눙치듯이 풀어내기 해 유흥 장의 연행 시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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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향유된 가창가사가 선택되었다고 단된다. 따라서 가창가사에서

의 익숙한 노랫말 사용은 향락을 추구하거나 매 리즘에 빠진 결과가 

아니라 의 습에 해 새로운 의식과 태도를 드러내려는 고민이 

담긴 19세기  응으로 새롭게 이해된다.

주요어 : 가창가사, 12가사, 조선후기, 근 환기, 연행시가, 정악

학  번 : 2010-3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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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목적과 연구의 필요성

본고의 목적은 19세기 가창가사(歌唱歌詞)의 존재 양상을 검토하고 문학적 특성을

고찰하는 데에 있다. 가창가사는 ‘창곡왕성시대(唱曲旺盛時代)’라 규정된1) 19세기에 연

행문학으로 향유된 일군의 ‘긴 노래’들로 악기 반주가 가능할 정도의 악곡을 갖춘

성악곡이다.2) 가창가사는 전문성을 갖춘 가창자들에 의해 주로 가창되었으며 그 노

랫말이 가집에 수록되어 전한다. 가창가사는 1920년대 이후에 이르러 12가사로 고정

되는데, 그 이전까지 연행 현장에서 향유된 가창가사의 곡목은 보다 다양했다. 특히

현행 가곡창의 직접적인 연원이 되는 가곡원류계 가집 21종 가운데 가창가사를 본

격적으로 수록한 이본은 1898년 이후에 편찬되었다고 추정되는 하합본이고 12가사

만 선별해 온전히 수록한 이본은 1920년대 전후에 편찬된 가곡원류 가람본이다.3)

1) ‘창곡왕성시대’는 순조조(1800년)부터 구한말(1910년)까지를 이른다(조윤제, 조선시가사강, 동광당
서점, 1937, 415면).
2) 가창가사 가운데 현재까지 불리는 12가사는 관현악 반주 없이 장고 장단에 의해 혼자 부르
는 것이 원칙이다. 관현악기를 편성해 반주할 때에는 노랫가락을 따라가는 수성가락이 사용
되는데 12가사의 가락을 익혀야지만 가능하다고 한다(장사훈, 전창십이가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0, 4면). 수성가락 반주는 1920년대 이후에 일반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세기 전반기에
가창가사를 녹음한 sp판에는 기존 곡을 이용한 반주 형태가 확인된다(김창곤, ｢가사의 반주 음악
에 관한 연구 -sp판 복각음반 <전통가곡, 가사의 원류>를 중심으로｣, 한국음악연구 29, 한국국악학회,
2001, 301～311면). 더욱이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거문고나 양금 악보에 12가사 작품 일부
의 반주 방법이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가창가사는 악기 반주가 가능할 정도의 악곡을 갖춘
성악곡이라 규정할 수 있다.
3) 가람본에는 12가사와 장진주사가 필사된 별지가 뒤쪽에 합철되어 있다. 별지에는 “1910년 서
울 도동 소재의 조양구락부에서 하순일이 만든 편집본에 기록된 발문”이 재필사되어 있다(신
경숙, ｢19세기 서울 우대의 가곡집, 가곡원류｣, 고전문학연구 35, 한국고전문학회, 2009, 15면). 이병기가
가람본을 입수한 시기가 1929년이므로 별지는 1910년에서 1929년 사이에 작성되었다.
1925년에 장학사(奬學社)에서 간행된, 최영년(崔永年)의 해동죽지(海東竹枝) 중편(中篇) ｢속악
유희(俗樂遊戱)｣ <백구사(白鷗詞)> 세주에는 “대개 가사에는 열두 곡이 있다”(蓋歌詞有十二曲之多)
라는 내용의 기록이 있다. 여기에 구체적인 곡목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가람본 별지의 필사
시기를 고려할 때, 다양한 가창사가가 12가사로 선별되는 시기는 늦어도 1920년 전후로 가늠
할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 최영년의 <백구사> 세주의 기록이 제시되면서 그보다 앞서 정악
유지회가 활동한 1910년대에 현행의 12가사가 고정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성무경, ｢18‧19
세기 음악환경의 변화와 가사의 가창전승｣, 조선후기, 시가문학의 문화담론 탐색, 보고사, 2004, 174면; 김은
희, ｢십이가사의 문화적 기반과 양식적 특성｣, 조선후기 가창문학의 존재양상, 보고사, 2005, 206～2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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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고의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가창 현장에서 가곡원류계 전승이 우위를 점

하며 사라져버린 비가곡원류계 가창 문화의 한 모습도 드러나리라 기대된다.

18세기를 지나 19세기에 이르면 노랫말을 악곡별로 정리하여 수록한 가집과 거문

고나 양금 등의 악기 연주법을 기록한 고악보가 전대에 비해 양적으로 증가한다. 아

울러 가집과 고악보는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양적 팽창과 다양성은 가창에 대한 당대인의 크고도 다양한 관심을 단적으

로 드러낸다. 1863년에는 방각본 가집 남훈태평가(南薰太平歌)가 간행된다. 방각본은
상업적 간행물이므로, 남훈태평가의 출현은 19세기 중반기를 지나며 가창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커졌음을 방증한다. 더불어 이 시기에는 20세기에 들며 가창문화의

중심이 되는 잡가와 판소리가 시정을 중심으로 부상한다. 이와 같이 시가의 가창이

흥성한 19세기는 이른바 ‘창곡왕성시대’인 것이다.

19세기 시가사를 규정하는 창곡왕성시대라는 어휘에는, 실상 18세기에 비해 작품

의 창작이 부진하고 그것을 담아 부르는 음악만 발달했다는 생각이 담겨 있다. ‘창

작력의 고갈’과 ‘창곡만의 흥성’이라는 사고의 중심에는 시조 창작의 감소와 악곡의

발달이 자리한다. 이로 인해 19세기에 가창된 가사와 잡가가 이전 시기의 작품으로

짐작되고 현실비판의식이 담긴 판소리는 창곡의 일연장(一延長)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되었다.4) 당대의 문헌적 한계도 있겠지만, 이러한 주장에는 서구 열강의 침입과

일본의 강제 합병 등으로 인한 근대를 목전에 둔 시기이자 조선시대의 끝이라는 ‘시

대 말기적 시선’이 다분히 개입하고 있다 하겠다.

19세기를 쇠퇴기로 인식하는 시선은 시가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

하는 문학사, 예술사에도 동일하게 견지되었다. 이는 근대적 전환을 자주적이고 발

전적으로 이룩하지 못한 채 일제강점기에 이르게 된 현실에서 전근대 문학을 바라

볼 수밖에 없는, 당대 연구자의 처지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임형택은 이러한

처지의 원인을 ‘관점을 바꿀 이론이 부재한 탓’에서 찾고, 근래에 이르러 ‘내재적 발

전론’에 부정적 입장을 취하는 ‘문화론적 관점’(가칭)을 통해 19세기 문학사가 풍부하

현행의 12가사는 1926년에서 1939년 사이에 곡목이 고정되어 전승되기 시작한다. 이왕직 아
악부에서 하규일이 1926년에 촉탁으로 취임하여 1937년 5월까지 <어부사>, <춘면곡>, <상
사별곡>, <길군악>, <백구사>, <황계사>, <죽지사>, <권주가>를 전수하고, 임기준이 1939
년 6월에 촉탁으로 취임하여 9월까지 <처사가>, <양양가>, <수양산가>, <매화타령>을 전
수했다(장사훈, 최신 국악총론, 세광음악출판사, 1995, 463면). 그 결과 1943년에 간행된 증보가곡
원류(增補歌曲源流)에는 12가사만 수록된다.
4) 조윤제, 앞의 책, 1937, 415～4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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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5) ‘풍부’와 다양’이라는 어휘는 최

근의 연구 경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정도의 쓰임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19세기

한문학사를 ‘풍요기’, ‘결산기’로 간주하며 “풍요함이 다양성의 도를 지나쳐서 잡다한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평가하고, 당대를 국문소설·시가·판소리를 포함한 국문학 역

시 “양적으로 풍성하고 성격이 잡다해”진 시기로 규정하기 때문이다.6)

19세기에 대한 거시적 조망은 두 가지 점에서 흥미롭다. 첫째, 19세기 한문학사를

‘풍요로운 황혼기’라고 규정하는 시각은 역사적 흐름을 고려하되 당대의 실상에 주목

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곧 실상을 객관적으로 주목함으로써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졌

다. 이와 같이 19세기 시가 연구에서도 시대에 대한 선입견으로 인해 그 실상을 소홀

히 다루지는 않았는지 의문이다. 둘째, 당대 문학의 전개 양상에서 다른 장르 간이나

동일 장르 내에서의 작품 간에 교섭이 부단하게 일어난 현상을, ‘잡다(雜多)’나 ‘혼잡

(混雜)’이라는 어휘를 사용하여 19세기를 특징짓는 또 하나의 뚜렷한 현상으로 주목했

기 때문이다. 이는 주로 소설과 판소리의 실상에 주목한 결과이다. 그러나 가곡창이

나 시조창 창자가 가사(歌詞)를 부르기도 했고, 판소리 창자가 가곡, 시조, 가사, 잡가

를 부르기도 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당대 가창 시가의 교섭 양상을 연구하는 데에

교섭 대상을 가창 장르 전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시야의 확장이 요구된다.

‘잡(雜, variety)’의 시선에서 19세기 시가를 조망할 때 이 시기를 ‘창곡왕성시대’로

주목한 시각 자체는 의미가 있다. 전통 가악은 궁중악과 민간악으로 양분되고, 민간

악은 다시 정악과 민속악으로 양분된다. 세 범주의 가악은 19세기 이르러,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급격하게 변화한다. 본고에서 주목하는 가창 시가, 곧 성악을 중심으

로 그 변화를 간략하게 살펴보자. 궁중악의 경우, 익종이 대리청정을 하며 야연(夜宴)

에 신곡을 도입하거나 민간 가객을 적극적으로 초청해 가곡창을 연행하도록 했다.7)

정악의 경우, 60종이 넘는 19세기 가집의 수효만으로도 성악에 대한 수요 증가가 확

인되는데, 그 증가는 악곡의 분화, 반주의 세련화, 편가 형식이라는 레퍼토리 형성

등을 가져왔다. 민속악의 경우, 잡가가 선소리패, 앉은소리패, 사당패 등을 중심으로

시정의 노래판에서 인기를 누렸다. 이처럼 19세기는 가창 시가의 번성기이다.

가창가사도 창작 시기, 향유의 지속성, 시가 양식과 형식 등의 측면에서 19세기

5) 임형택, ｢19세기 문학사가 제기한 문제점들｣, 국어국문학 149, 국어국문학회, 2008, 6～7면.
6) 위의 논문, 13면.
7) 신경숙, ｢가객과 가곡의 19세기적 추이｣, 조선후기 시가사와 가곡 연행, 고려대학교 민족
문화연구원, 2011, 92～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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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雜, variety)’의 현상을 드러낸다. 여기에는 동아시아 사부의 전범 <귀거래사>․

<양양가>, 과체시의 전범 <대이백혼송죽지사>․<관산융마>, 강호시가의 전범 <어

부사>를 비롯해 잡가로 분류되는 <소춘향가>‧<봉황곡>․<화과산가>에 이르기까

지 다양한 작품이 적층되어 있다. 아울러 한시현토체(<귀거래사>․<양양가>․<대이백혼

송죽지사>․<관산융마>), 가사(<관동별곡>․<강촌별곡>․<낙빈가>․<춘면곡>․<상사별곡>․

<명당가> 등), 한시 집구를 활용한 <어부가> 등 양식도 여럿이다. 형식도 가사(歌辭)

로 대표되는 연속체와 <어부가>로 대표되는 분연체가 한데 섞여 있다.

창작 시기, 향유의 지속성, 양식과 형식의 잡연성이 두드러진 가운데 특별히 주

목되는 현상은 대표형을 꼽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이형이 산출되었다는 점이다.

12가사 가운데 가사(歌辭)에 뿌리를 둔 <춘면곡>은 11종의 가집에 수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교방가요(敎坊歌謠)와 시가(詩歌)에 수록된 이형을 제외한 9종은 단형

4편, 중형 2편, 장형 3편으로 나뉜다.8) 단형은 총 13행, 총 12행의 작품이 각 1편,

총 11행의 작품이 2편이다. 총 11행을 수록한 가곡원류 하합본에는 <춘면곡>

필사를 마치며 ‘일작(一作)’이라 하여 이형이 표기되어 있기까지 하다. 하합본이 편

찬되었다고 추정되는 19세기 후반기까지도 그 노랫말이 고정되지 않았다는 실상이

발견된다.

작품의 다양한 이형은 향유집단이나 그것이 속한 문화권에서 각 작품에 대해 능동

적이고 의식적으로 대응한 결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9) 풍류방의 고급 좌상객의 앞

에서 가창가사가 가창되었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불리며 그 가치를 인정받아 가집에

문자로 기록되었다면, 단형의 존재를, 지루해서 앞부분을 중심으로 잘라 부르거나 현

장의 상황에 맞춰 일회적으로 짧게 부른 결과물로만 보기 어렵다. 노래를 배우는 사

람이든, 후대에 전하려는 사람이든, 가곡창이나 시조창 악곡을 체계적으로 분류해 작

품을 정갈하게 필사하여 가집을 편찬했다면, 편찬자는 당대에 가창된 다수의 가창가

사에서 적을 만한 작품을 선별하면서 노랫말의 내용에도 유의했기 마련이다.10) 따라

8) 교방가요에는 제1～15행까지만 한역된 <춘면곡>만 수록되어 있고, 시가에는 낙장으로
인해 후반부가 일실된 <춘면곡>이 수록되어 있다.
9) 신경숙의 아래 논문에서 ‘규방’이라는 용어에서 충분히 예상되는, 규방가사의 특수성과 작품
간의 대동소이한 편견에 빠져 규방사가의 작품성 해명에 소홀했던 시가연구사를 반성하면서
‘엇비슷한 전체’에서 개별 작품을 ‘하나의 의미’로 되살리자는 시론이 제기되었다. 개별 작품을
‘하나의 의미’로 되살리려는 시각이 본고가 19세기 가집에 수록된 가창가사를 바라보는 관점
이다. 신경숙, ｢규방가사, 그 탄식 시편을 읽는 방법｣, 국제어문 25, 국제어문학회, 2002.
10) 여성 화자의 노래 <화용월태곡>은 남성 화자의 <춘면곡>에서 떨어져 나온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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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가창의 실제 현장에서는 ‘그냥’ 또는 ‘상황에 어쩔 수 없이’ 불리더라도, 적어도 가

집을 편찬할 때에는 수록 작품의 주제나 시상 전개에 주의를 기울였을 것이다.

이전에 비해 짧은 시간 동안 가창되는 노래가 필요한 환경에서 짧은 노랫말이 필

요했다면, 첫째, 노랫말을 새롭게 창작할 것인지, 선행의 노랫말을 고쳐 사용할 것인

지, 둘째, 노랫말을 새롭게 창작한다면 어떤 점을 중심으로 당대의 노래들과 차별화

할 것인지, 선행의 노랫말을 고쳐 사용한다면 어디를 중심으로 어떻게 고칠 것인지

를 고민했을 것이다. 장형을 중형이나 단형으로 축약하든, 여러 노래를 엮어 한 편

의 작품을 창작하든, 그것이 ‘의도적’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개개의 작품은 가

창 현장의 고민을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형의 다양한 산출

현상이 주목될 필요가 있다. 이형을 주목함으로써 가창가사의 풍요로운 실상에 담긴

진지한 고민이 드러나리라 생각한다. 그것은 그간 연구사에서 매너리즘과 향락의 시

가로 평가되어온 가창가사가 근대 전환기에 맞서 전통이나 관습을 재료로 삼아 양

식의 경계를 허물며 새로운 의식과 태도를 담아낸 실험적인 시가라는 인식의 전환

에 도달하리라 예상한다.

2. 연구사 검토와 연구 방법

근대학문연구가 시작한 이래로 가창가사에 대한 연구는 국문학이나 한국시가 개

설서에서 간단히 언급되다가 김창원의 연구에 이르러 12가사에 한정되던 가사(歌詞)

의 외연이 가집에 수록된 작품으로 확장되어 18세기에서 19세기에 이르는 변화가

동태적으로 검토되었다. 이외의 가창가사 연구의 논의 대상은 주로 그 하위 범주인

12가사나 그 개별 작품에 한정되어 왔다. 12가사를 전반적으로 다룬 대표 연구로 문

학계에 윤재천, 송정숙, 김은희, 임재욱의 연구가 있고, 음악계에 이성천, 장사훈, 최

순, 이정민, 송성범, 김창곤의 연구가 있다. 이 가운데 임재욱의 연구는 문학과 음악

<춘면곡>에서 <화용월태곡>으로의 변화는 창작 기반과 연행적 측면에서 ‘가사 바꿔 부르기’
라 할 수 있다. <화용월태곡>의 산출은 가창자가 흥을 돋우는 단순한 보조적인 역할에 그치
지 않고 연행 공간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정인숙, ｢가사에 나타난 시적 화자의 목소

리｣, 가사문학과 시적 화자, 보고사, 2010, 160면). 연행 공간의 상황에 주체적으로 대응한 가창자
의 존재를 상정한다면 악곡과 작품의 선택과 배열을 고민한 가집 편찬자들은 가창자보다 연
행 공간의 상황에 더욱 주체적으로 대응했다고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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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아울러 진행되었다. 본 절에서는 이상의 선행 연구가 연구사에서 각기 성취한 점

을 검토하고 그러한 성취가 가능했던 시각을 파악함으로써 가창가사의 실상에 접근

하는 연구 방법을 마련하고자 한다. 따라서 선행 연구 검토는 연구를 요약하거나 한

계를 지적하는 데에서 벗어나 선행의 성취를 학문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잇고 보완하

는 태도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가창가사 연구는 조선시가사강에서 19세기를 창곡이 흥성한 시대로 규정하면서

노래로 불리거나 불렸음직한 17편의 작품을 ‘창곡적 가사(唱曲的 歌辭)’로 범주화된 데

에서 출발한다. 네 면에 걸쳐 간략히 논술된 ‘창곡적 가사’의 두 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작품의 작가가 대개 알려져 있지 않다. 둘째, 가사(歌辭)의 주요 주제인

은일이 지속되면서도 상사연정이 주요 주제로 떠올랐다.11) 이때 상사연정이 부각되

는 현상은 ‘감정의 해방’이라고 하여 감정을 솔직히 토로하는 점이 주목되었다. 여기

에서 가창가사를 다룰 때에 단지 주제적 경향을 확인하는 데에 머무르지 말고 그

구체적인 구현 양상을 분석하는 데에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연구 방법이 요구된다.

상사연정류 가창가사에서 감정의 해방을 주목한 시각은 감정의 억압을 전근대성

으로 보고 19세기 무명씨 시가에서 근대성을 발견하려는 의식의 결과이다. 가창가사

에서 서민성을 발견하려는 지향은 12가사를 한데 모아 연구한 윤재천의 연구로 이

어진다. 이 연구에서 12가사는 “창을 위주로 한 가객의 기호에 따라 우연히” 묶인

집합12)으로 간주되고 이를 전제로 개별 작품의 형식과 내용이 주목되었다. 특히 가

사(歌辭)와 잡가(雜歌)를 각각 귀족 문학과 서민 문학을 대표하는 장가로 대립시키고,

12가사의 각 작품이 두 대립항 사이의 어디 즈음에 있는지를 가늠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작품 분석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12가사는 민간의 고급음악이지만 가사에서

멀어지면서 잡가에 가까워지는 위치에 있는, 서민적 성격을 농후하게 지닌 집합이라

고 평가되었다. 1950년대 시가 문학 연구가 문학적 성취가 뛰어난 작가나 작품을 대

11) 조윤제가 ‘창곡적 가사(唱曲的 歌辭)’의 예로 나열한, 아래의 27편 가운데 9편은 12가사 작품
(밑줄)으로 그 중 6편(밑줄과 진한 글씨)은 비가사계 작품이다. 따라서 조윤제 스스로 정의한 4음
보 연속체 장가인 가사(歌辭)가 창곡적 가사 작품 전부를 아우르지 못한다. 창곡적 가사의 형
식이 다양하지만 창곡으로 인식되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는 데에서 창곡적 가사는 가창가사
를 이른다고 할 수 있다. 조윤제, 앞의 책, 1937, 422～425면.
<몽유가>, <강호별곡>, <사친가>, <안빈낙도가>, <원부사>, <사미인곡>, <악양루가>,

<상사별곡>, <춘면곡>, <고상사별곡>, <수양산가>, <양양가>, <처사가>, <죽지사>, <백
구사>, <황계사>, <어부사>, <관산융마>, <회심곡>, <왕소군원탄>, <노처녀가>, <향산
록>, <과부가>, <봉황곡>, <화류사>, <석춘사>, <규수상사곡>
12) 윤재천, ｢십이가사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5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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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진행된 것을 생각하면, 문학적 수준이 형식적‧내용적 측면에서 한층 낮은 평

가를 얻은 동시에 통일성이 보이지 않는 12가사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일정한 경향

을 발견하려는 시도는 높이 평가될 만하다. 개별 작품이 군집을 형성해 향유될 때에

는 당대의, 특정한 사회문화적 의식이 작동되기 때문이다.

문학계에서의 12가사 연구는 윤재천의 선구적인 시도 이후 24년이 지난 1982년에

이르러 송정숙의 연구에서 진일보한다. 이 연구에서는 12가사 가운데 <황계사>,

<죽지사>, <어부사>, <매화가>, <길군악>, <권주가>의 문학적, 음악적 구조가 본

격적으로 분석된다.13) 송정숙은 12가사의 작자와 창작 연대가 대체로 미상이며 주제

나 중심된 소재와 관련 없이 처음 시작하는 단어로 제목을 즉흥적으로 붙인 데에다

가 그것이 가창문학으로 향유되었다는 점을 주목해 구비시가(oral poetry)적 관점에서

작품을 분석했다.14) 그 결과 여섯 편의 노랫말과 가락이 반복과 병렬이라는 구비시

가의 구성원리로 이루어져 있음을 밝혔다. 나아가 이러한 분석 결과를 고려속요, 경

기체가, (정격)가사와 비교한 결과 12가사가 고려속요와 함께 민요적 전통을 잇는, 별

개의 장르로 설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에 이른다. 물론 이 연구는 가사계

12가사 <춘면곡>, <상사별곡>, <처사가>를 분석하지 않고 비가사계 여섯 작품을

대상으로 삼아 분석한 결과를 12가사 전체의 성격으로 일반화한 한계를 가진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여섯 작품의 분석이 논리적으로 진행되어 그 결론은 매우 타당한

편이다. 더욱이 노래로 향유된 ‘시가’의 본질에 주목해 구비시가적 관점을 취한 점은

12가사 연구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이다.

이상의 두 연구는 양식과 형식이 다양한 12가사를 한데 묶을 수 있는 무엇을 발견

하려는 시각에서 진행되었다. 그 결과 12가사가 서로 다른 시기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형성되어온 과정이 주목되지 못했다. 더욱이 송정숙의 연구가 윤재천의 연

구에 비해 24년 후에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학계에 18세기나 19세기를 세분

화하는 시각이 마련되지 않아, 그 형성 과정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기 어려운 상황이

었다. 이후 근대에 대한 관심이 학계 전반에 일어나면서 18세기와 19세기 시가도 주

목을 받으며 그 연구 대상이 잡가로 확장되는 동시에, 당대 사회문화적 배경 에 대한

연구도 진척되면서 12가사의 형성에 대한 연구도 서서히 진행되기 시작했다.

김은희의 연구에서는, 조선후기 예술사의 3단계 변화과정설15)을 가사(歌辭)와 가사

13) 송정숙, ｢십이가사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2.
14) 구비시가적 관점은 루스 피네간(Ruth Finnegan)의 구비 시가(Oral Poetry)(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7)를 바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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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歌詞) 향유에 적용한 연구16)를 바탕으로 12가사의 형성을 사회문화적 기반의 변화

에서 찾으려는 논의가 진행되었다.17) 이 연구에서 12가사의 향유 양상은 3단계 변화

과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정리된다. 제1기는 18세기 풍류방에서 <어부

사>, <춘면곡>, <상사별곡>, <권주가>를 가창하는 ‘가사(歌辭)의 가창화 시기’이다.

제2기는 19세기 중후반기에 시정 문화의 영향으로 <처사가>, <양양가>가 형성되는

시기, 제3기는 19세기 후반기 잡가의 유행으로 인해 잡가적 속성이 두드러지는, 나

머지 6편의 가사(歌詞)가 형성되는 시기이다. 김은희의 연구는 <어부사>와 <권주

가>를 가사(歌辭)로 규정하고 늦어도 19세기 전반기부터 향유된 <백구사>, <길군

악>, <매화가> 등을 19세기 후반기에 잡가적 속성이 두드러진 작품으로 다룬 문제

를 갖고 있다. 그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다양한 12가사가의 형성을 사

회문화적 변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살피고자 한 시각이 돋보인다. 특히 20세기 들어

12가사가 정악의 열두 작품으로 레퍼토리화되는 국면을 섬세히 다뤘다. 이로써 현행

12가사가 특정 가악 집단의 취향이 반영된 산물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은희의 연구는 12가사에 초점을 두고 진행된 까닭으로 인해, 김학성의 연구에

앞선 김창원의 논의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했다. 이 연구에서는 가사(歌辭)와 가사(歌

詞)가 엄밀히 구분되어, 전자가 4음보 연속체의 장가로, 후자가 여항의 전문적인 연

행 음악으로 향유되는 노래군으로 규정되고, 가사(歌詞), 곧 가창가사의 변모과정이

다음의 3단계에 따라 검토되었다.18) 그 결과 제1기는 <관동별곡>, <강촌별곡>,

<춘면곡> 등의 가사(歌辭)가 여항의 저변에서 가창되면서 가창가사가 형성되기 시작

15) 김학성의 ｢잡가의 생성기반과 정체성｣(한국 고전시가의 정체성,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2, 280～281면)에서 조선 후기 시정 문화를 문화의 성숙 과정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는 가설
이 제안되고, 이후 ｢18․19세기 예술사의 구도와 시가의 미학적 전환 -여항-시정문화와의 관
련양상을 중심으로-｣(한국 시가의 담론과 미학, 보고사, 2004, 23면)에서 앞서 3단계의 구체적인
시기가 아래와 같이 다소 수정된다.
․제1단계(여항가요기): 17세기 후반기～18세기 중반기
․제2단계(시정가요기): 18세기 후반기～19세기 중반기
․제3단계(대중가요기): 19세기 후반기～20세기 전반기

16) 성무경의 ｢18‧19세기 음악환경의 변화와 가사의 가창전승｣(앞의 책, 2004, 147∼174면)에는 김
학성의 3단계설이 가사 향유의 관점에서 아래와 같이 정리되어 있다.
․제1단계(18세기 ‘가사의 가창화’): 17세기 후반기～18세기 중반기
․제2단계(19세기 ‘형성된 가사(歌詞)’): 18세기 후반기～19세기 중반기
․제3단계(19세기 중․후반 ‘가창 가사의 명맥’): 19세기 후반기～20세기 전반기

17) 김은희, 앞의 책, 2005; ｢<매화가>에 대한 일고찰｣, 반교어문연구 22, 반교어문학회, 2007.
18) 김창원, ｢조선후기 ‘歌詞’에 대한 역사적 검토｣, 정재호, 한국가사문학연구, 태학사, 1995,
639～6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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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18세기 중․후반기이다. 제2기는 가창가사가 여항의 음악으로 자리를 잡아 성창

(盛昌)되면서 잡가계 <황계사>, <백구사>, <매화가>가 레퍼토리로 확충된 19세기

전반기이다. 제3기는 잡가의 유행으로 가창가사에서 가사계가 줄어들고 잡가계가 증

가한 19세기 중․후반기이다. 이상은 가창가사의 외연을 확장해 그것과 관련한 18․

19세기 문헌 기록을 최대한 수집해 합리적인 질서를 세웠다는 의의를 가진다.

김창원의 연구에 앞선 김동욱의 논의에서는 가창가사를 다룰 때에 염두에 두어야

할 두 가지 점이 통찰력 있게 제시되었다. 하나는 가창가사가 관현악의 창곡이 되면

서 그 노랫말이 짧아졌다는 견해이고, 다른 하나는 12가사를 전형으로 삼되 문헌 별

로 출입이 있어 시대적으로 변모해 왔다는 관찰이다.19) 전자는 가창가사를 다룰 때

에 가창의 수준을 비전문가의 창조, 소릿조로 불리는 정도가 아니라 악곡의 반주가

대동하는 악곡에 얹혀 불리는 정도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20) 후자는 가창

가사를 현행의 12가사 레퍼토리에 한정하지 말고 악곡에 얹혀 불렸음직한 작품까지

그 외연을 확장해야 하다는 의미이다.21) 여기에서 고급의 가창 문화를 담은 가집을

대상으로 가창가사의 외연을 확장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가사(歌辭)와 가사(歌

詞)를 구분하면서 가사(歌辭)의 향유방식을 검토한 연구에서도 가창가사를 현행의 열

두 작품에 한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논의되었다.22)

가창가사 가운데 현재까지 가창되는 작품은 12가사만이며 고악보에 기록된 악곡

역시 그것에 한정되어 전해진다. 이 때문에 19세기 가집에는 사실 12가사 외의 다양

한 가창가사가 수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자들은 12가사만을 연구 대상

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김동욱, 김창원, 정인숙의 연구에서 제기된 시야의

확장은 중요하다. 이제 12가사만 주목해온 그간의 시야에서 벗어나 좀 더 너른 시야

에서 가창가사의 변화를 조망하면서 문헌 증거가 보여주는 실상을 당대의 시각에서

19) 김동욱, 개정판 국문학개설, 보성문화사, 1992, 72～73면.
20) 손태도의 ｢전통 사회 가창 가사들의 관련 양상｣(한국음악사학보 33, 한국음악사학회, 2004)에서
가사의 가창 범주가 창조, 소릿조까지 확장된다. 20세기의 관점에서 창조나 소릿조로 부르는
방식도 가창일 수 있으나 그것은 민속악의 가창 방식이지 가창가사가 속하는 정악의 가창
방식이 아니다.
21) 이유원(李裕元, 1814～1888)은 당대에 향유된 가창가사 가운데 16편을 선별해 ‘속악십육가사’
라 불렀다(가오고략(嘉梧藁略)). 이것은 가사의 외연이 열둘에 제한되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22) 선행 연구에서도 가사(歌詞)를 현행의 열두 작품에 한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로 “歌詞에
는 12가사 계열의 작품 외에도 기왕에 인구에 회자되던 작품들이 대거 수용되었다”라는 주
장이 제기되었다. 정인숙, ｢가사의 향유방식에 대한 연구의 쟁점｣, 국문학연구 11, 국문학
회, 2004, 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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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개연성 있게 해석해내야 한다.

한편 김학성, 성무경, 김은희의 연구에서 12가사의 양식적, 형식적 다양성을 단계적

으로 규명하고자 한 시각은 국악계의 연구에 영향을 끼쳤다. 그간 국악계에서는 12가

사의 개별 작품을 중심으로 현행 악보의 선율이나 그것과 고악보의 선율을 비교하는

연구를 다양하게 진행하거나, 현행의 12가사 전체를 대상으로 공시적 관점에서 전반

적인 연구를 진행했다.23) 김창곤의 연구에 이르러 국악계의 연구 성과가 종합화되고

문학계의 시각이 수용되면서 12가사 개별 악곡의 변화가 통시적으로 검토되었다. 그

결과 현행 12가사의 복잡성은 발생시기가 서로 다른 개별 작품이 다양한 전승과정

을 겪으며 변화된 데에서 기인한다는 점이 음악적으로도 밝혀졌다. 여기에서 주목할

대목은 ‘다양한’이다. 예를 들어 <상사별곡>, <처사가>, <양양가>가 6박 장단의 선

율을 공유하다가 모두 시조창의 5박 장단으로 바뀌되, <처사가>와 <양양가>는 처

음과 끝이 시조의 초장과 종장으로 바뀌었다는 분석 결과는 가창가사의 향유를 다

룰 때 인접 장르인 잡가 외에 가곡창이나 시조창의 동향도 함께 살펴야 하는 시각

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창가사 향유의 실상에 보다 가깝게 접근하기 위해

서는 다선적인 시야가 필요하다.

이상의 선행 연구에서 18․19세기에서 현행으로의 12가사 전승과정이 주목되었다

면, 임재욱의 연구는 12가사의 더 근본적인 연원을 문학과 음악에서 찾으려는 시각

에서 진행되었다. 이 연구는 정악이라는 고급음악에 속하는 12가사가 음악적 구조나

형식의 측면에서 일정한 동질성을 가진다는 점에 주목해24) 12가사가 선행하는 궁중

음악에서 비롯했다는 점을 규명하고자 시도되었다.25) 음악적인 측면에서 <상사별

곡>, <처사가>, <양양가>, <황계사>, <백구사>, <길군악> 등 7편의 음악이 구조,

장고 장단, 박자, 노랫말 배분의 측면에서 궁중악의 특정곡들과 유사하고, 문학적인

측면에서 12편이 궁중악의 특정곡들과 연관성이 있다고 분석되었다. 앞선 연구자들

이 상층과 기층 장르의 공시적 대립 속에서 비가사계 12가사의 작품의 연원을 민요

나 잡가에서 찾으려 한 데에 반해, 이 연구에서는 공시적 시야를 통시적 시야로 옮

23) 김창곤의 연구 이전까지 국악계의 개별 논의는 ｢12가사 악곡 형성과 장르적 특징｣(김창곤,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3～6면)에 잘 정리되어 있다.
24) 임재욱의 연구에서는 12가사의 일정한 동질성의 근거로 “모든 곡이 마루라는 단위로 나뉘
고, 각 곡에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일정한 선율이 존재하며, 대부분 곡들이 6박으로 연주된”
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임재욱, ｢12가사의 연원｣, 가사 문학과 음악, 보고사, 2013, 244～245면).
25) 임재욱, ｢조선후기 가창가사에 보이는 잡가적 경향의 연원｣, 국문학연구 13, 국문학회,
2005; 위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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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 12가사의 민요적 성격을 고려가요에서 찾고 한시현토체의 향유를 한문악장에서

찾았다. 이는 12가사의 형성을 연구할 때에 그 시야를 보다 다채롭게 열어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본 연구가 후속 연구로서 선행 연구가 성취한 점을 잇고 보완하며 나아가야 할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12가사는 정악으로 향유되면서 구비적 성격을 지닌

채 가사(歌辭), 잡가(雜歌), 고려가요, 한시현토체 악장, 민요 등의 영향을 받으며 당대

의 특정한 사회문화적 기반을 바탕으로 단계적이고 다선적으로 전개되어 왔다. 12가

사의 단계적인 전개는 문학계, 음악계에서 풍부하게 연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가사의 범주를 가창가사로 확장하고 그것이 다양한 이형을 산출하며 다선적으로

향유된 실상을 세밀하게 관찰한 연구는 아직 미진하다.2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2가

사를 포괄하는 상위 개념으로 가창가사에 관심을 갖되, 구비시가적 관점을 도입해

가집에 수록된 이형을 개별 작품으로 삼아 19세기 가창가사 향유의 풍요로운 실상

을 다채롭게 드러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성취하

기 위해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방법을 취하고자 한다.

첫째, 가창가사 향유와 관련된 자료의 실증적 연구를 진행한다. 가창가사는 19세

기 다양한 가창 현장에서 향유되었다. 따라서 가창가사의 성격을 적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당대 연행 환경이 실증적으로 좀 더 복원되어야 한다. 이는 김창원과

김은희의 연구를 잇고 보완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한 연구는 주로 Ⅱ장에서

진행될 것이다.

둘째, 두 방향에서 작품 분석을 진행한다. 가창가사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창작보

다는 기존의 노랫말을 이용해 향유되었다는 점이다. 가창가사는 여러 연행 공간에서

향유되며 선행의 다양한 양식을 뿌리로 삼아 형성된 노래군이다. 따라서 연행이나

향유를 위해 변화한 작법의 특징이 분석되어야 한다. 다른 하나는 주제가 구체적으

로 구현되는 양상을 분석해 그것에 개입된 향유자의 태도를 살피는 일이다. 조윤제

의 통찰이 시사하듯 가창가사의 성격은 주제의 층위에 머무르지 않고 심층적이고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양상이 분석되어야 그 특성이 밝혀질 것이기 때문이다. 전자와

후자는 각각 Ⅲ장과 Ⅳ장에서 진행될 것이다.

26) 이형을 주목한 연구로 <환산별곡>을 포함해 그것과 제목이나 일부 시구를 공유하는 <강촌
별곡>·<낙빈가>·<처사가>의 이형태 78편을 조사해 그것을 분류하고 유형화한, 다음의 연구를
대표로 꼽을 수 있다. 성무경, ｢가사의 가창 전승과 ‘착간’ 현상 -<환산별곡>과 강호한정을 표
방한 17·8세기 ‘가사’를 중심으로-｣, 가사의 시학과 장르실현, 보고사, 2000, 261～2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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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창가사 향유에 대한 실증적 연구와 두 방향에서의 작품 분석을 진행하면서 본고

는 가창가사를 연행 시가의 시각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가창이 음영, 율독과 대비되

는 향유 양식의 하나라면, 연행은 한 판으로 짜인 공연 속에서 여러 편의 가창가사가

향유되는 방식과 관련된 용어이다. 19세기에 들어 가창가사는 가곡창 편가(編歌, 한바

탕)이나, 시조 삼장의 뒤에 이어 불리고, 그때 여러 곡이 연창되었다. 여기에서 가창

가사가 당대에 연행물로 향유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가창가사가 19세기 가집에

군집을 형성해 수록되는 현상도 이러한 실상의 반영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연행 시가

적 관점은 19세기 가창가사 향유의 실상을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연행 시가적 관점을 취할 때 그간 주목되지 못한 이형을 비로소 개별 작품으로

다룰 수 있다. 이형은 현행 12가사를 완성된 형태로 보는 시각에 견인되어 12가사로

의 완성에 이르는 과정에서 산출된 결과물 정도로만 취급되었다. 그러나 이형은 가

창 현장에서 당대의 취향에 맞춰 변화를 거듭한 개개의 결과물이다. 구비시가적 관

점을 취한 연구에서도 이형이 갖는 개별 작품으로서의 특징이 주목되지 못했다. 이

는 최초에 창작한 작품을 첨삭해 나가면서 최종의 완성된 형태를 만들어가는 문자

생활에 익숙한 근대적인 관점에서 기인하기도 한다.

물론 선행 연구에서 구비성이 소홀히 다뤄지지는 않았다. 다만 구비성과 기록성을

오해해 구비성을 폄하하는 시선이 개재되고 있을 뿐이다.27) 선행 연구에서는 12가사

이형 간의 차이를 구비 전승에 의한 단순 착종의 결과로 간주하거나, 연행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가창의 즉흥성으로 인해 일어난 결과로 보았다. 더욱이 가사계 가창가사

가 그 전편을 다 부르기가 지루해 잘라 부르는 관습에 의해 길이가 짧아졌다는 주

장까지 제기되었다. 시구가 뒤바뀌거나 일부가 없어져도 의미에 큰 지장을 주지 않

는다거나, 유기성에 관심 없이 익숙한 노랫말을 듬성듬성 뽑아 작품을 창작했기 때

문에 작품이 대체로 산만하고 무질서하다는 평이 대부분이다.

가집에 수록된 작품은 전문 가창자의 가창을 통해 구비 전승되다가 문자로 기록

된 일부이다. 가창자는 가창을 수련하며 여러 스승과 선배들에게 다양한 악곡과 창

법을 배우며 동일한 노랫말을 다양하게 부르는 방법을 익히고 다양하게 변주된 노

랫말을 섭력하기도 했을 것이다. 그러한 가창자가 노랫말을 문자로 남길 때에는 그

27) 다음의 논문에서 영어권 초기 학자들이 구술성과 기록성의 관계를 탐구한 주요 연구가 검
토되었다. 이 연구는 구술성과 기록성에 대한 관념이 형성된 원인을 보여준다. 나수호, ｢구술
성과 기록성의 관계에 대한 영어권 학자들의 초기 탐구에 대한 소고｣, 구비문학연구 38, 한국
구비문학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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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섭렵한 노랫말 가운데 스스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이형을 선택해 주의를

기울여 기록하기 마련이다.28) 따라서 가창가사가 느슨한 유기성을 가질지언정 산만

하고 무질서하다고까지 하기는 어렵다. 이는 현재의 시선으로 바라보아 특정 질서를

발견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 이에 정선된 가집에 수록된 이형을 착종의 산물로

보지 않는 관점은 가창으로 전승되고 향유된 노래 문화의 실상에 접근할 수 있는

시야를 열어줄 것이다. 이는 결국 기록성 위주로 진행되어 온, 가창가사 연구를 실

상에 맞게 복원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가창가사의 향유는 19세기 시가사의 주요 국면 가운데 하나이다. 이에 12가사에

한정된 가사(歌詞)의 외연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가창가사 연구는 실

상 12가사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는 12가사 작품을 중심으로 악보가 전해지는

동시에 이들이 현재까지 가창되는 상황과 연관이 있다. 아울러 가집에 수록된 12가사

이외의 작품들은 수록여부만으로 가창여부를 확신하기 어려우며 혹 가창이 확신되

더라도 구체적인 가창의 양상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때에 노랫말을

악곡별로 분류한 가집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 가집들은

가창문화의 실질을 반영하려는 의도에서 편찬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악곡별로 분류된 가집에 수록된 ‘긴 노래’들을 가창가사로 간주하고 그것을 연구 대

상으로 삼는다.29)

3. 연구의 범주와 대상

가창가사는 악곡이 있는 노래이기 때문에 노랫말의 기록만으로 가창 여부를 확

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악곡별 분류 가집에 수록된 작품을 주목한다.

현재까지 전해져 가창되는 12가사 연구에서 가창가사가 수록된 문헌이 부분적으

28) 김석회의 연구에서 가창자가 속한 문화권에서의 ‘선택과 주의’를 ‘창의 유통이나 연행에 맞
는 조정과 조율’로 보고 가집 수록 작품이 이러한 “연행판의 관습”에 관련하여 해석될 필요
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고전 시가 작품 해석의 몇 가지 국면에 관한 고찰｣, 문학치료연구 20,
문학치료학회, 2011, 138면).
29) 가창가사만을 선별해 편찬했다고 추측되는 문헌이 전하지만 이 문헌의 문제는 수록 작품
이 가창, 음영, 율독 가운데 어떠한 방식으로 향유되었는지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러한 문헌은 본고의 주요 논의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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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다루어져 왔지만 아직 그 전체가 정리된 적이 없다. 학계에 보고된 19세기 가

집 가운데 가창가사를 수록한 문헌을 선별하면서 상한은 1800년으로 엄격히 잡

되, 하한은 1908년으로 느슨히 잡았다. 하한을 1908년으로 잡은 이유는 첫째, 출판

문화 환경이 변화하면서 이 해에 최초의 근대 활자본 가집 대동풍아(大東風雅)가
간행되기 때문이다. 잡가집을 포함해 이후에 간행된 활자본 가집들이 가창문화를

중심으로 여전히 생성되었지만, 그것은 정본의 기능을 새롭게 획득해 나가며 향

유 환경을 바꾸어 나갔다. 둘째, 1908년에 기생조합이 설립되고 관기제도가 폐지

되는 등 가창 환경이 근대적으로 재편되었기 때문이다.30) 특히 1909년에 조양구

락부가 설립되면서 가곡창과 가사창이 일원화되기 시작한다.31) 이에 가창 문화와

그 환경의 변화를 기준으로 하한을 느슨히 잡을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1901년

에 편찬된 시가요곡을 포함해 15종의 가집이 본고에서 다룰 19세기 가창가사

작품을 선별하는 문헌이 되었다.32)

아래에 제시한 15종의 가집 이외에 편찬 시기를 확정하기 어려운 6종의 가집들은

일단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경북대학교 소장 시조(時調)는 수록 가곡창의 악

곡과 연창 방식을 기준으로 편찬 시기가 19세기 전반기로 짐작되는 가집이다.33) 영
언총록(永言叢錄)은 1799년 책력 이면지에 작품을 필사한 가집으로, 편찬 시기가 19

세기 이후로만 추측34)될 뿐, 여러 필체로 시차를 두고 작품이 필사되어 작품의 필사

시기를 짐작하기가 어렵다. 협률대성(協律大成) 경농본은 이근우(李根宇, 1877～1938)가
소장했던 문헌으로 1920년을 전후하여 편찬된 문헌일 가능성이 높다고 논증되었

다.35) 전북대학교 소장 해동가보와 연세대학교 소장 가곡은 19세기 후반기에서

30) 장유정, ｢20세기 초 기생제도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8,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4.
31) 박은경, ｢한국 최초의 민간음악교육기관과 조선정악전습소 연구｣, 음악과 민족 21, 민족
음악회, 2001.
32) 2012년에 간행된 고시조 문헌 해제(신경숙 외 5명,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를 주요 길잡이
로 삼아 가집을 선별하고 여기에 고시조 문헌 해제 간행 이후 학계에 새로 보고된 가집을
더해 이후의 연구 성과를 반영했다. 고시조 문헌 해제는 1972년에 편찬된 시조의 문헌적
연구를 토대로, 그 후 40년 사이에 축적된, 시조 문헌에 대한 연구를 집약한 도서이다. 고
시조대전이 발간된 2012년 이후 학계에 보고된 가집 가운데 장가가 수록된 가집은 뿌리깊
은나무박물관 소장 가곡원류(한창기본), 권순회 소장 시가곡, 미국 클레어몬트대학도서관
맥코믹 컬렉션 소장 청구악장이다. 시가와 시가곡의 사본을 선뜻 보여주신 권순회 선
생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33) 권순회, ｢시조 경대본 해제｣, 위의 책, 99면.
34) 김창원, ｢새자료 영언총록｣, 향토연구 28, 충남향토연구회, 2004, 45면.
35) 강경호, ｢가집 협률대성의 편찬 특성과 전승․향유의 문화적 의미｣, 시조학논총 40,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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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전반기로 추측될 뿐, 편찬 시기가 불분명하다. 미국 클레어몬트대학도서관

맥코믹 컬렉션에 소장된 청구악장(靑邱樂章)은 필체와 지질이 서로 다른 세 종의

가집이 1896년에서 1898년 사이로 추정되는 시기에 합철된 문헌으로36) 세 종 가운

데 두 번째 가집은 ‘잡가’라는 제목 아래 시조창 노랫말과 가창가사 16편이 수록되

어 있다. 이 가집의 편찬 시기는 19세기 후반기로 추정되지만37) 가창 문화와의 연계

정도가 불분명하다. 이상 6종을 제외한 15종의 가집을 편찬 시기 순서에 따라 정리

하면 아래와 같다.

가집 편찬 시기 약칭 비고

시가곡(詩歌曲) 권순회 소장 1816～1819?
(1886～1889?)

시권a
청구영언(靑丘詠言) 가람본 1852 청영 1888년 재필사
청구영언(靑丘永言) 육당본 1852 청육 원본 소실. 전사본 3종.
여창가요록(女唱歌謠錄) 양승민 1853 여양 한글박물관 소장
남훈태평가(南薰太平歌) 1863 남태
교방가요(敎坊歌謠) 1872 교방
가곡원류(歌曲源流) 국립국악원 소장 1872 원국｣
가곡원류 한창기본 1879 원한 뿌리깊은나무박물관 소장
시조집 연대본 1888 조연 원제: 時調歌詞時調
시가(詩歌) 권순회 소장 1888 시권b
가요(歌謠) 동양문고 소장 1893 가요
가사(歌詞) 나손본 1896 가나 단국대학교퇴계기념도서관소장
성악원조가곡선초(聲樂元祖 歌曲 選抄) 1897 성악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가곡원류 하합문고 소장 1898 원하
시가요곡(詩歌謠曲) 1901 시요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소장

[표 1-1] 가창가사가 수록된 19세 가집 목록

시가곡(詩歌曲) 권순회 소장본(약칭 시권a)은 국문과 한문이 혼용된 필사된 가집

으로 편찬 시기가 1816～1819년으로 추정된다.38) 가창가사는 남녀 가곡창 노랫말,

국시조학회, 2014. 이 논문에서 가람본이 경농본을 전사한 후 경성제국대학 소장 휘금가곡
보(徽琴歌曲譜)의 일부를 필사한 이본임이 밝혀졌다.
36) 권순회, ｢미국 클레어몬트대학도서관 맥코믹 컬렉션 소장 청구악장(靑邱樂章)의 특성｣,

한국시가연구 44, 한국시가학회, 2018, 11면.
37) 수록된 장가 가운데 <수양산가>는 19세기 후반기에 가서야 가창 현장에 등장하며 <화과
산가>는 편삭대엽의 노랫말을 뿌리로 삼아 19세기 후반기에 형성된 휘모리잡가의 한 노랫말
로 판단된다. <화과산가>는 23종의 가집에 편삭대엽 악곡에 주로 수록된 “화과산 수렴동중
에～”(고시조대전 #5451.1)의 노랫말을 다소 변형한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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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이론에 이어 3편이 수록되어 있다. 남녀 가곡창 노랫말과 가창가사는 국문으로

필사되고 있고 주요 어휘에 한자가 병기되어 있으며, 음악이론은 한문으로 필사되어

있다. 3편의 가창가사는 차례로 <상별곡 想思別曲>, <春眠曲 츈면곡>, <竹枝詞

쥭지>이다. <죽지사>는 12가사 작품이 아니라 도암(陶庵) 이재(李縡, 1680～1746)의

과체시 <대이태백혼송전죽지사(代李太白魂誦傳竹枝詞)>에 현토한 작품이다. <춘면곡>

과 <상사별곡>은 가사계 가창가사 가운데에서도 연원이 오래된 장형이다. 두 작품의

단형이 산출되는 시기가 19세기 전반기로 추정되므로 시권a는 18세기에서 19세기

로 넘어오는 시기의 가창가사 향유 상황이 반영된 문헌이라 할 수 있다.

청구영언(靑丘詠言) 가람본(약칭 청영)은 1852년에 일단 편찬이 완료되고 1881년

에 재필사한 문헌으로 추정되는 국한문 혼용 가집이다.39) 청영에는 서·발문과 음

악 이론을 시작으로 가곡창 노랫말이 악곡에 따라 분류되어 실린 후 12편의 가창가

사가 필사되어 있다. 12편의 가창가사는 수록 순서대로 <漁父詞(어부사)>, <戒喩詞

(계유사)>, <玉城和答(옥성화답)>,40) <想思別曲(상사별곡)>, <春眠曲(춘면곡)>, <樂貧歌

(낙빈가)>, <織女歌(직녀가)>, <勸酒歌(권주가)> 古調(고조), <明堂歌(명당가)>, <月거리

(월거리)>, <雲林處士歌(운림처사가)>, <勸酒歌(권주가)>이다. 격조가 낮다는 <백구사>,

<매화가>, <황계가>, <길군악>이 수록되지 않은 반면에, 18세기에 출현한 가사체

가창가사 <명당가>, 4음보 1행 기준 총 170행이 넘는 장편가사 <계유사>와 <옥성

화답>이 실려 있다. <상사별곡>과 <춘면곡>도 장형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이로

써 청영이 시상의 심화와 발전을 충분히 담아낸 장형을 선호한 문화권의 산물임

을 짐작할 수 있다. 청영에는 18세기 중반기에서 19세기 전반기에 이르는, 가곡창

악곡의 변화상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장형의 가사계 가창가사 수록은 앞선 시기

의 연행 문화가 반영된 결과일 수도 있고, 당대에 향유된 고조 지향적 취향의 산물

일 수도 있다. 따라서 청영은 필사되거나 편찬된 시기보다 앞선 시기의 연행 문화
가 반영된 문헌일 가능성이 높다.41)

38) 시권a는 필사기에 근거하여 병자․정축간 편찬을 시작해 무인․기묘간에 수정과 보완을
거친 가집으로 논증되는데, 해당 가집의 창곡 구성이 19세기 전반기 가곡의 주요 특성을 담
고 있고, 그 지질 특성과 필사 상태를 고려할 때 19세기 전반기까지 소급할 수 있다. 권순회,
｢19세기 전반 가곡 가집 시가곡의 특성과 계보, 한국시가연구 29, 한국시가학회, 2010.
39) 이상원, ｢靑丘詠言 가람본 해제｣, 신경숙 외 5명, 앞의 책, 2012, 141면.
40) 일반적인 작품명은 ‘옥설화담(玉屑華談)’이나 ‘옥설화답’으로도 쓰였다.
41) 1852년에 편찬된 문헌을 저본으로 삼아 1881년에 필사하면서 그 사이의 작품 출입이 어떻
게 되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가곡창의 악곡의 종류와 배열을 분석하여 청영이 18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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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영언(靑丘永言) 육당본(약칭 청육)은 1852년에 편찬이 완료된 국한문 혼용 가
집이다.42) 청육에는 서·발문과 음악 이론을 시작으로 남녀 가곡창 노랫말이 우계면
을 중심으로 악곡에 따라 분류되어 실린 후 16편의 가창가사가 필사되어 있다. 16편

의 가창가사로 <相思曲(상사곡)>, <春眠曲(춘면곡)>, <권주가(勸酒歌)>, <白鷗詞(백구

사)>, <軍樂(군악)>, <觀燈歌(관등가)>, <襄陽歌(양양가)>, <歸去來(귀거래)>, <漁父詞

(어부사)>, <還山別曲(환산별곡)>, <處士歌(처사가)>, <樂貧歌(낙빈가)>, <江村別曲(강촌

별곡)>, <關東別曲(관동별곡)>, <黃鷄歌(황계가)>, <梅花歌(매화가)>가 차례로 필사되어

있다. 청육은 남녀 가곡창 악곡이 우조와 계면조로 잘 분류·정돈된 데에다가 가창
가사까지 수록되어 가창의 실질이 반영되어 편찬된 문헌으로 평가받는다.43) 시조 작

품의 신출작 작가가 왕실과 상층 사대부에 한정되어 편찬자가 “익종의 작품이 실제

불렸던 궁중 진연에 참석했거나 아니면 이 작품들을 기억하는 상층의 인물과 교유”

한 인물이 가능성이 높다.44) 따라서 청육은 19세기 전반기에 최상층을 좌상객으로
삼는 가창문화권에서 향유된 가창가사의 한 지표가 된다.

여창가요록(女唱歌謠錄) 한글박물관본(약칭 여양45))은 1853년에 운곡선생(雲谷先生)

이 학선낭자(鶴仙娘子)에 준, 한문과 국문이 사용된 가집이다. 여양은 음악 이론과

서․발문이 한문으로, 이어 13개의 악곡에 분류된 가곡창 노랫말과 <어부사>가 국

문으로 필사된 후, 시차를 두고 앞서와는 다른 필체로 시조창 작품 46수가 추록되어

후반기에서 19세기 전반기의 가곡창 악곡 변화상을 담고 있다는 연구(송안나, ｢18세기 말～19세
기 초 가집 편찬과 악곡 변화의 특징적 국면 -가람본 靑丘詠言을 대상으로-｣, 한국시가연구 37, 한국시
가학회, 2014)에 근거한다면 이 가집은 1852년보다 더 앞선 시기의 모습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신조와 고조에 대한 다양한 취향이 공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영을 앞선 시
기의 음악 문화를 즐기는 고조 취향이 반영된 문헌으로 볼 수도 있다.
42) 최남선의 일람각에 소장되었던 원본은 한국전쟁으로 소실되었지만, 그것을 저본으로 1896
년에 필사되었다고 추정되는 소창본, 20세기 들어 대학교재 용으로 1926년에 등사된 연희본
과 1930년에 등사된 경성제대본이 전한다, 이본별로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청육의 전모를
파악하는 데에 이본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본고에서 청육을 다룰 때는 소창본의 노랫말
을 우선한다. 육당본 이본에 관한 연구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했다. 임재욱, ｢새로 발견한 육
담풍월 <팔정시> 연구｣, 어문연구 156,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2; 박재민, ｢육당본 청구
영언의 세 이본(異本) 비교 연구｣, 한국시가연구 36, 한국시가학회, 2014.
43) 신경숙, 19세기 가집의 전개, 계명문화사, 1994, 54～55면.
44) 위의 책, 58면.
45) 여창가요록 한글박물관 소장본은 고시조 문헌 해제의 문헌 약칭 규칙(문헌명의 한 글자
+소장자나 소장처와 관련된 한 글자)에 따라 여한이 되겠다. 그런데 한글박문관으로 소장처
가 옮겨지기 전에 양승민이 발굴해 소장하고 있어 이 문헌이 고시조 문헌 해제에 ‘여양’으로
약칭되었다. 학계의 논의에 혼란을 가하지 않기 위해 고시조 문헌 해제의 약칭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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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46) 여양의 유일한 가창가사는 8장 분량의 <어부사>이다. <어부사>는 줄글

로 필사되어 있다. 여창 단독 가집 여양은 가곡원류의 여창으로 수용되고 이것

이 하규일을 통해 현재까지 전해져 가창되며, 12가사의 하나인 <어부사>도 하규일이

가창한 8장의 작품이 현재까지 전해진다. 따라서 여양의 <어부사>는 현행 12가사

<어부사>의 근원이 된다. 8장의 <어부사>는 이후 가곡원류계 가집 가운데 가장 완

성된 형태인 국악원본이나 박효관이 직접 편집해 하순일에게 직접 편집해 건넨 한

창기본에 단독으로 수록된다. 따라서 여양은 19세기 후반기에 대원군을 대표로 한
최상층을 좌상객으로 삼는 가창문화권에서 가곡원류계 집단이 가창가사에 대해 취

한 태도의 시초를 드러내는 가집이다.

남훈태평가(南薰太平歌)(약칭 남태)는 1863년 석동(石洞, 미상)에서 간행된 국문 방

각본 가집이다. 종장 말구가 생략된, 시조창 작품에 이어 ｢잡가편｣에 <쇼츈향가>,

<화가>, <구사>가, ｢가사편｣에 <츈면곡>, <상사별곡>, <쳐사가>, <어부사>

가 차례로 수록되어 있다. 여기에 수록된 <백구사>는 ‘백구야’가 생략된 채 ‘나지마

라’로 시작하는 현행 <백구사>와 흡사하다. <상사별곡>은 현행의 <상사별곡> 단형

과 흡사한 노랫말에 장형이 덧대어진 형태이다. 당대에 신조로 불린 단형이 유행하

는 가운데 고조로 불린 장형까지 아우르려는 의도로 인해 남태에 수록된 두 작품

의 노랫말은 착종되어 있다. 결국 남태는 가창가사에 대한 신고(新古)의 취향이 공
존한 실상이 반영된 가집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교방가요(敎坊歌謠)(약칭 교방)는 정현석(鄭顯奭, 1817～1899)이 1872년에 진주 교방

의 관변 풍류를 국문‧한문‧국한문으로 기록한 가집이다. 교방은 ‘羽調(우조)/界面

(계면)/雜歌(잡가) 9편/時調(시조)/정재무(呈才舞) 14편/倡歌(창가) 6편*/雜謠(잡요) 4편*/단

가(短歌) 1편*’의 체제로 되어 있다.47) 교방에 수록된 가창가사는 12편으로 ｢잡가｣

편에 <勸酒歌(권주가)> 新調(신조)와 舊調(구조), <春眠曲(춘면곡)>, <處士歌(처사가)>,

<襄陽歌(양양가)>, <想思別曲(상사별곡)>, <梅花打令(매화타령)>, <行軍樂(행군악)>,

<關東別曲(관동별곡)> 등 9편이, 궁중의 속악정재 <船樂(선악)>과 진주교방의 정재

<의암별제가무(義巖別祭歌舞)>에 각각 <漁父辭(어부사)>와 <義巖別曲(의암별곡)>이 수

록되어 있다. 노랫말의 전문이 수록된 작품은 <권주가> 신조, <어부사>, <의암별

곡> 뿐이다. 이외 ｢잡가｣편에 수록된 8편은 노랫말의 앞부분 일부만 한역되어 있다.

46) 양승민, ｢여창가요록 양승민본의 문헌적 특징과 자료적 가치｣, 한국시가연구 33, 한국
시가학회, 2002, 173～175면.
47) *표시는 목차에는 없으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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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노랫말의 부재로 인해 진주에서 불린 노래의 실상은 알 수 없지만, 교방은
지방 교방의 가창가사 환경의 한 예를 보여준다는 데에서 가치가 높다.

가곡원류(歌曲源流) 국악원본(약칭 원국)은 1872년에 편찬되었다고 논증된 국한문
혼용 가집이고,48) 가곡원류 한창기본(약칭 원한)은 1879년 박효관이 직접 편집해

하순일에게 건낸, 국한문 혼용과 한문이 사용된 가집이다.49) 원국은 해당 계열의

이본 가운데 가장 완성된 형태로 원본이거나 그에 준하는 필사본으로 간주된다. 그

체제는 ‘음악 이론/남창 30개의 악곡에 분류된 가곡창 노랫말/여창 20개의 악곡에

분류된 가곡창 노랫말/발문/어부사’이다. 가곡창 노랫말에는 거의 연음표가 달려 있

으나, <어부사>는 연음표 없이 행 단위로 필사되어 있을 뿐이다. 원한에는 음악

이론을 시작으로 남창 가곡창 노랫말, 서·발문, 여창 가곡창 노랫말, <어부사> 한

편이 차례로 실려 있다. 두 문헌은 앞서 언급한 여양과 함께 가곡원류계 집단이

가창가사에 취한 태도를 파악할 수 있는 문헌이다.

시조집(時調集) 연대본(약칭 조연)은 1888년에 편찬된 국문 가집이다.50) 조연은
작품 수록 체제, 작품이나 악곡 표기 방식, 필사 방식 등의 측면에서 1896년에 편찬

된 국문 가집 가사(歌詞) 나손본(약칭 가나)51)과 함께 다뤄져야 한다. 두 문헌에는

‘가창가사-가곡창-시조창’이라는 체제 아래, 가창가사의 제목과 가곡‧시조창 악곡명

에 한결같이 ‘～라’가 붙고, 가창가사를 비롯해 가곡창과 시조창 노랫말이 모두 3단

귀글체로 필사되어 있으며, 순서는 다르나 11편의 동일한 가창가사가 수록되어 있

다. 이러한 공통점을 근거로 두 문헌은 동일한 문화권을 배경으로 생성된 가집이라

판단된다. 두 문헌에는 가창가사, 우․계면 중심의 악곡별 가곡창 노랫말, 시조창 노

랫말이 차례로 실려 있다. 가나에는 금보가 더하여 수록되어 있다. 조연에는
48) 신경숙, 앞의 논문, 2009.
49) 권순회, ｢박효관이 하순일에게 준 생애 마지막 가집, 한창기본 가곡원류｣, 열상고전연
구 41, 열상고전문학회, 2014, 169면.
50) 조연은 선행 연구에서 편찬 시기가 1918년에 상당히 가까운 시기로 추정되면서 문헌의
지질이 좋지 않아 표지를 비롯해 가창가사가 수록된 일부분을 해독하기 어려운 가집으로 소
개되었다(백순철, ｢시조집(연대본)의 체제와 수록작품의 특성｣, 한민족어문학 54, 한민족어문학회, 2009).
그러나 앞표지 우측 상단에 ‘戊子(무자)’, 뒷표지 중앙에 ‘戊子十二月(무자12월)’이라는 기록이
원본에서 확인된다. 지질로 볼 때 ‘무자’년은 1888년으로 판단된다. 희미하지만 제목과 관련
해 앞표지에 ‘時調歌詞時調 單(시조가사시조 단)’, 뒷표지에 ‘時調(시조)’라는 글씨를 읽을 수 있
다. 따라서 이 문헌은 적어도 ‘시조’라 불리어야 하지만, 문헌에 대한 일관된 명칭 사용이 학
계의 논의에 중요하므로 고시조대전에서 명명한 제목을 따른다.
51) 필사기에 따르면 편찬자는 별호가 소암(少巖)인 김(金)씨로 편찬 당시 금반촌(錦磻村, 미상)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편찬자와 장소는 미상이다.



- 20 -

<쳐가라>, <어부라>, <영라>, <춘풍간별곡이라>, <구라>, <춘면곡이

라>, <상별곡이라>, <화라>, <황게라>, <냥냥가라>, <낙빈가라> 등 11편

의 가창가사가, 가나에는 <쳐사가라 處士歌>, <낙빈가라 樂貧歌>, <냥양가라 襄

陽歌>, <황게사라 黃鷄詞>, <화사라 梅花詞>, <구라 白鷗詞>, <녕라 咏

詞>, <어부사라 漁父詞>, <츈면곡이라 春眠曲>, <상사별곡니라 想思別曲>(일실),

<미상>(일실), <츈풍간별곡이라 春風看別曲> 등 12편의 가창가사가 차례로 필사되

어 있다. 두 문헌이 가창가사 향유가 충분히 확산된 19세기 후반기에 산출되었고 성

악곡 수록 순서, 필사 방식, 제목을 붙이는 방식의 공통적 특이성으로 말미암아 가

창가사가 향유된 또 다른 환경의 실상을 보여준다 하겠다.

시가(詩歌) 권순회 소장본(약칭 시권b)은 1888년에 편찬된 국문 가집이다.52) 가

곡창 노랫말 뒤에 다섯 편의 가창가사가 필사되어 있다. 가곡창 노랫말에 악곡이 표

시되어 있지 않으나 전반부 24수가 여창 가곡 편가이며, 나머지가 안민영의 작품과

이삭대엽 계열의 노랫말임이 논증되었다.53) 이어 수록된 가창가사 다섯 편은 <츈면

곡>, <상별곡>, <쳐가>, <양〃가>, <츄풍감별곡>이다. <춘면곡>과 <상사별

곡>은 낙장되어 노랫말 전체를 알 수 있는 작품은 세 작품이다. 한시현토체인 <양

양가>를 제외한 4편은 가사계 가창가사이다 따라서 시권b는 가사계를 중심으로

가창가사가 향유되어 나간 한 흐름의 문화가 반영된 문헌이다.

동양문고에 소장된 가요는 1893년에 편찬된, 국한문 혼용과 국문이 사용된 가집
이다.54) 시조창 노랫말 99수가 국한문 혼용으로, 가창가사 3편이 국문이나 국한문

혼용으로 연이어 필사되어 있다. 시조창 노랫말은 원국 여창 노랫말과 친연성이

높아 여창 문화권에서 산출된 문헌으로 추정된다.55) 가창가사 세 편은 <상사별곡>,

<춘면곡>, <구>로 <상사별곡>의 ‘窓前(창전)’과 ‘一二三盃(일이삼배)’를 제외하면

모두 국문이다. 가요의 시조창 작품이 원국의 여창 작품과 친연성이 높다는 점에

52) 권순회, ｢신발굴 가집 시가의 특성｣, 한민족어문학 65, 한민족어문학회, 2013.
53) 권순회, 위의 논문.
54) “광서 계사년에 필사한 본이다”(光緖癸巳に寫したる本なり). 문헌에 편찬이나 필사와 관련된
기록이 없고, 단지 마에마 교사쿠의 고선책보에 그것이 언급되어 있을 뿐이다. 심재완은
시조의 문헌적 연구(세종문화사, 1972)에서 가요의 편찬과 관련해 ‘光緖年中 朴齊翊編錄’을
언급했는데, 해당 인용의 원자료를 찾지 못했다. 일단 고선책보의 기록을 믿고자 한다. 田
間恭作(마에마 교사쿠), 古鮮冊譜 책1, 동양문고, 1944, 108면.
55) 이은성,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시조창 향유의 변화양상 -《가요》(동양문고본)을 중심
으로-｣, 한민족어문학 45, 한민족어문학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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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가요는 가곡원류계 여창 문화권에 영향을 받은 하나의 시조창 향유 문화권에

서 가창가사를 어떻게 수용해 나갔는지를 보여주는 문헌이라 하겠다.

성악원조 가곡 선초(聲樂元祖 歌曲 選抄)(약칭 성악)는 중앙 관직이나 한성은행 관
련자 혹은 그 주변의 인물로 추정되는 편찬자가 1897년에 편찬한 국한문 혼용 가집

이다.56) 성악에는 가곡창 노랫말, 시조창 노랫말, 9편의 가창가사, 거문고 구음이

차례로 필사되어 있다. 9편의 가창가사는 <關山戎馬(관산융마)>, <黃鷄詞(황계사)>,

<漁夫詞(어부사)>, <白鷗詞(백구사)>, <首陽山歌(수양산가)>, <襄陽歌(양양가)>, <竹枝

詞(죽지사)>, <處士歌(처사가)>, <鳳凰曲(봉황곡)> 등으로 차례로 필사되어 있다.

30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진 목차는 29개 항목이 가곡창 악곡이고 나머지 하나가

‘時調及短歌雜歌(시조급단가잡가)’이다. ‘시조’는 시조창을 일컬으니 ‘단가잡가’가 가창가

사를 지칭하는 어휘가 된다. 성악에는 가창가사 가운데 가장 인기가 있던 <춘면

곡>과 <상사별곡>이 수록되어 있지 않을 정도로 가사계보다는 비가사계가 적극적

으로 수용되어 있다. 잡가로 분류되는 <봉황곡>을 비롯해, 19세기 가집에 거의 수

록되지 않은 허두가가 가창가사 뒤에 ｢단가｣로 독립되어 수록되어 있기까지 하다.

가곡원류계 가집이 시조창과 가창가사를 배제하고 가곡창 위주로 전개되어 나간 흐

름을 고려한다면, 성악은 성악곡에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며 시조창, 가창가사, 허

두가를 아우른 향유 문화가 반영된 가집이라 하겠다.

가곡원류 하합문고 소장본(약칭 원하)은 1898년 이후에 편찬되었다고 추정되는,

국한문 혼용과 한문이 사용된 가집이다.57) 원하에는 음악 이론과 서·발문을 시작

으로 남녀 가곡창 노랫말이 우계면을 중심으로 악곡에 따라 분류되어 실린 후 8편

의 가창가사가 수록되어 있다. 8편의 가창가사는 <想思別曲(상사별곡)>, <春眠曲(춘면

곡)>, <路中歌(노중가) 길구낙>, <白鷗詞(백구사)>, <漁夫詞(어부사)>, <黃鷄打令(황계

타령)>, <處士歌(처사가)>, <首陽山歌(수양산가)>이다. 국문의 <길군악>, 국한문 혼용

의 <어부사>를 제외한 6편의 가창가사는 첫 구만 한자어로 되어 있을 뿐 전체가

국문으로 되어 있다. 여창가요록에서 원국‧원한으로 이어지는 가곡원류에는
가창가사가 <어부가> 한 편만 수록되어 있고, 다른 가곡원류의 경우 가창가사가

대부분 수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원하에 가창가사가 추가된 현상은 가곡원류 

56) 신경숙, ｢19세기 말 가집 성악원조 가곡의 성격｣, 한국시가연구 29, 한국시가학회, 2010a.
57) 하합문고 소장본의 표제는 ‘靑邱永言’이나 학계에서는 해당 가집의 계열을 고려하여 오래
도록 가곡원류 하합문고본으로 불러왔다. 편찬 시기는 황인완의 ｢가곡원류의 이본 계열
연구｣(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189～192면)에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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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 집단의 가창가사에 대한 인식 변화를 드러낸다.

마지막으로 시가요곡(약칭 시요)은 권말의 필사기를 근거로 1901년 이전에 편찬
된 가집으로 추정되는 국문 가집이다.58) 작품을 필사한 필체가 다양한 데에다가, 이

가집의 다른 소장자를 하금화가 1910년대에 활동하던 광교조합 소속 활동 기생이라

는 점에서 시요는 1901년 이전에 일단 편찬된 후에 191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작

품이 추기되어 온 가집이라 하겠다.59) 시요에서 본고의 논의 대상이 되는 가창가

사는 1901년 이전에 1차로 편찬된 부분에 <상사별곡>, <츈면곡>, <길군악>, <황계

>가 여창 가곡과 <장진쥬>, <바침> 사이에 차례로 수록되어 있다. <장진주>

에 이어 <대바침>을 부르는 연창 방식이 18세기부터 19세기 전반기까지 가곡창을

마무리하는 연행 방식이라는 점에서, 시요는 ‘가곡창 편가-가창가사-<장진주>,

<대바침>’의 연행방식이 반영된 문헌으로 짐작된다.

15종의 가집에 수록된 가창가사는 총 30종 101편으로 언어, 양식, 주제에 따라 분

류하여 가집별 수록 양상을 이 절의 마지막에 정리했다.60) 제1의 기준이 언어인 이

유는 한문과 국어의 문법 체계가 근본적으로 다르며, 전자는 문자 문학으로서 음영

의 방식으로, 후자는 구비 문학으로서 가창의 방식으로 주로 향유되었다. 물론 한문

작품이 가창되기도 하고 국문 작품이 음영되기도 하여 그 향유방식에 경계가 엄격

하지 않았지만, 한문 작품의 자구는 고정성이 강한 데 비해, 국문 작품의 시구는 고

정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약했다. 따라서 작품의 언어는 향유 양상을 대별하는 제1의

58) ‘歲在辛丑七月(세재신축7월) 彰義門外(창의문외) 製紙場收藏(제지장소장) 小石(소석)’.
59) 강경호, ｢20세기 초 가곡 문화의 변모와 가집 편찬의 양상｣, 한국시가연구 33, 한국시가
학회, 2012.
60) 분류의 기준을 세우는 데에 아래의 선행 연구에서 진행한 12가사 분류가 도움이 되었다.
임재욱의 분류는 연구가 진척됨에 따라 수정되고 있는데, 각 연구 단계별 분류가 참고할 만
하기 때문에 아래에 모두 드러내 보인다.
1. 성호경의 분류(｢조선 후기 시가의 양식과 유형｣, 한국시가의 유형과 양식 연구, 영남대학교출판부,
1995, 438면).

유형 작품
정통가사(正統歌辭)에 가까운 유형 춘면곡, 백구사, 처사가
정통가사를 모방한 유식평민가사(有識平民歌辭) 또는 순평민
(純平民)․평서규방(平庶閨房)가사에 가까운 유형

상사별곡, 황계사, 수양산가

가사형(4음보격 연속체)과는 거리가 있는 시형 어부사, 길군악, 죽지사
여러 단형의 시가들이 가절(歌節)을 이루는 연형식(聯形式) 권주가, 매화가

2. 임재욱의 분류(①｢가사의 가창 전통과 부분창의 가능성｣, 앞의 책, 2013, 127면; ②앞의 논문, 2005,

207～208면; ③｢12가사의 연원｣, 앞의 책, 2013, 2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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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이 된다. 이에 가창가사를 한시현토체와 국문으로 양분했다.

양식과 주제를 제2, 제3의 분류 기준으로 삼은 이유는 양식의 종류에 따라 그것을

창작하거나 향유하는 집단이 경계를 이루고 그것에 기대되는 주제도 일정하게 제한

되기 때문이다. 단형 시조의 경우 조선 전기에 사대부 이상 신분이나 기녀가 단형

시조를 주로 창작하고 향유하다가 임병양란(壬丙兩亂)을 지나 18세기에 가까워지며

그 창작이 중인으로 확대되는 현상이 일어났다. 가사(歌辭)는 적어도 18세기 중반기

까지 사대부의 양식으로 창작․향유되었다. 이때 각 양식은 모든 주제를 담아내지

않고 연군, 강호, 교훈 등 특정한 주제를 담아내며 각기 유형을 형성했다. 예를 들어

애정은 임병양란 이전부터 단형 시조의 주요 주제가 되었지만, 가사에서는 임병양란

을 지나서야 서서히 주제로 다뤄졌다. 따라서 양식과 주제는 향유 경향을 조망할 수

있는 주요 기준이 된다. 이에 국문 가창가사를 가사계와 비가사계로 양분하고 각 계

열을 주제별로 분류했다.

이렇게 정리된 30종 101편 가운데 다음의 19종을 주요한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구체적으로 가사계로 강호전원류 <강촌별곡>, <낙빈가>, <처사가>, <명당가>, 애

정상사류 <춘면곡>, <상사별곡>, <직녀가>, 관유유람류 <관동별곡>, 비가사계 강

호전원류 <백구가>, 애정상사류 <황계사>, <길군악>, <매화가>, <관등가>, <월거

리>, <소춘향가>, <봉황곡>, 권주행락류 <권주가>, <수양산가>, <죽지사>의 이형

이다. 이 작품들은 18세기에 견줄 때 19세기 가창가사만의 특징적 경향을 드러낸다.

이 경향은 Ⅱ장 2절에서 검토될 것이다. 따라서 이외의 작품은 필요한 경우 원용하

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다소 막연하게 이해해 왔던 19세기 가창가사의 시가사적 실체

에 대한 뚜렷한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유형 ①(2004년 분류) ②(2005년 분류) ③(2007년 분류)

국문체

여요계 백구사, 길군악, 매화가
백구사, 길군악, 매화가,
황계사, 수양산가, 권주
가, 죽지사

가사계 춘면곡, 처사가 춘면곡, 처사가, 상사별곡 춘면곡, 처사가, 상사별곡

잡가계 상사별곡, 백구사, 길군악,
황계사, 매화가, 수양산가 황계사, 수양산가

한시현토체 양양사, 어부사 양양사, 어부사 양양사, 어부사
국문체+한문현토체 권주가, 죽지사 권주가, 죽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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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0종
101편

한시현토체 국문체(25종 81편)

(5종 20편) 가사계(13종 49편)
강호
전원

권주
행락 기타 강호

전원
애정
상사

2종
12편

1종
6편

2종
2편

5종
18편

4종
26편

귀
거
래

어
부
사

양
양
가

대송
이전
태죽
백지
혼사

관
산
융
마

환
산
별
곡

강
촌
별
곡

낙
빈
가

처
사
가

명
당
가

춘
면
곡

상
사
별
곡

직
녀
가

추
풍
감
별
곡

1 11 6 1 1 3 1 4 9 1 11 11 1 3

시권a 3 ○ ○
58행

○
48행

청영 12 ○
9장

○
51행

○
31행

○
30행

○
60행

○
42행

○
47행

청육 16 ○ ○
9장 ○ ○

24행
○
30행

○
49행

○
14행

○
13행

○
15행

여양 1 ○
8장

남태 7 ○#
9장

○#
16행

○#
63행

○#
44행

교방 9 ○
9장 ○@ ○@ ○@ ○@

원국 1 ○
8장

원한 1 ○
8장

조연 11 ○
9장 ○ ○

27행
○
24행

○
15행

○
40행

○
19행

○
104행

시권b 5 ○ ○
17행

○
일실

○
일실

○
150행

가요 3 ○
12행

○
13행

가나 11 ○
9장 ○ ○

27행
○
22행

○
15행

○
41행

○
일실

○
104행

성악 9 ○@
9장 ○@ ○@ ○@

23행

원하 8 ○
8장

○
15행

○
11행

○
13행

시요 4 ○
12행

○
13행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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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체

가사계 비가사계

기타 강호
전원

애정
상사

권주
행락

4종
5편

1종
7편

7종
16편

4종
6편

관
동
별
곡

의
암
별
곡

옥
설
화
담

계
유
사

백
구
사

황
계
사

길
군
악

매
화
가

월
거
리

관
등
가

소
춘
향
가

봉
황
곡

(고)
권
주
가

(신)
권
주
가

죽
지
사

수
양
산
가

2 1 1 1 7 6 4 5 1 1 1 1 1 2 1 2

시권a 3

청영 12 ○
180행

○
177행 ○ ○ ○

청육 16 ○36행
○
4분절

○
9분절

○
3분절

○
3분절 ○ ○

여양 1

남태 7 ○@
4분절

○@
4분절 ○@

교방 9 ○@ ○
28행 ○@ ○@

원국 1

원한 1

조연 11 ○
26행

○
15행

○
16행

시권b 5

가요 3 ○
4분절

가나 11 ○
26행

○
15행

○
16행

성악 9 ○@
4분절

○@
8분절

○@
5분절

○@
4분절

○@
5분절

원하 8 ○
4분절

○
6분절

○
4분절

○
5분절

시요 4 ○
8분절

○
5분절

비고

[표 1-2] 19세기 가집에 수록된 가창가사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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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19세기 가창가사의 존재 양상

18세기와 19세기 가창 시가의 연행 환경 차이는 각 시대가 ‘시가찬집시대’와 ‘창곡

왕성시대’라고 명명된 데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1) 실상 19세기 가집의 수효가 18세

기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수효만 보면 19세기가 ‘시가찬집시대’라고 명명될 만하다.

그러나 18세기에 이르러 시가가 본격적으로 수집되어 문자로 기록됨으로써 가집이

출현한다. 19세기에는 18세기에 마련된 가집 체제를 기본으로 삼아, 가악의 왕성한

발달에 맞추어 가집에 수록되는 악곡이 다양화되고 작품이 늘어난다. 흥미롭게도 가

창가사는 18세기 가집에 거의 수록되지 않고 19세기 가집에 집중적으로 수록된다.2)

이러한 차이는 가창가사 연행 환경이 19세기 들어 크게 변화한 데에서 기인한다. 본

장에서는 19세기에 일어난 가창가사의 연행 환경 변화를 살펴보고 가집에 수록된

가창가사의 특성을 개괄하여 Ⅲ장과 Ⅳ장에서 연구대상을 어떻게 분석할지, 그 시각

을 마련하고자 한다.

1. 가창가사의 연행 환경

가창가사는 19세기 들어 연행 시가로 향유되는 변화를 겪는다. 18세기까지 대체로

산발적으로 가창되다가, 19세기부터 가곡창이나 시조창과 한 자리에서 기악 반주에

맞춰 여러 곡이 연행된다. 가창가사 향유 환경의 변화는 가창가사에 대한 인식의 변

화에서 기인하고, 인식의 변화는 가창가사의 변화를 일으켰다. 따라서 19세기 가창

가사의 실상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 향유 환경에 대한 탐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

미 선행 연구에서 가창가사가 시가 연행 자리에서 일정한 비중을 갖게 된 원인을 1

9세기 가집을 비롯한 문헌 자료를 주목해 여창 가곡의 후속곡으로 짜여 불리는 연

행 방식의 출현에서 찾은 바 있다.3) 이로써 가창가사가 가곡창과 한 자리에서 어떻

게 연행되었는지가 일부 드러났다. 본 절에서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가창가사와 시

1) 조윤제, 앞의 책, 1937, 357～453면.
2) 현재까지 학계에 보고된 18세기 필사본 가집 가운데 가창가사는 고금가곡, 근화악부에
만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김창원, 앞의 논문, 1995, 646～6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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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창과의 연행, 연행의 구체적인 레퍼토리 확인 등 아직 드러나지 않은 실상을 밝히

고자 한다. 구체적인 실상이 일부 밝혀지는 동안 가창가사의 연행 환경에 대한 이해

가 마련되어 본격적인 논의로 나아가는 기초가 마련될 것이다.

아래는 1880년에 방각본으로 간행된 <한양가>의 일부이다. <한양가>는 한산거사

가 1844년에 창작한 장편 가사 작품이다. 이 작품은 19세기에 서울에서 즐긴 놀이의

한 성격을 분석할 때 빈번하게 언급되어 왔다.

① 화려가 이러 졔 노린들 업슬쇼냐

장안소연 유협과 공왕손 상뎨

부상고 젼시졍과 다방골 졔갈동지

별감무감 포도군관 경원령 나장이라

남북쵼 한량드리 각도름 장시고

션의 시츅노름 한량의 셩쳥노름

공물방 션유노름 포교의 셰노름

각 셔리 슈유노름 각 집 겸죵 화류노름

장안의 편노름 장안의 호걸노름

상의 분부노름 셩의 중포노름

각 노름 버러지니 방〃곡〃노리쳘다

② 거상죠 린 후의 쇼 어린 기

한 숀으로 머리 밧고 아미를 반즘 슉여
우죠라 계면이며 쇼용이 편락이며
춘면곡 쳐가며 어부 상별곡
황계타령 화타령 가시죠 듣기 죠타 <한양가>

①은 서울의 지세와 지리적 위치, 궁궐의 모습, 관청의 업무, 시전의 형상이 차례로

진술된 뒤에, 서울에서의 각색 놀이가 나열된 부분이다. ②는 ① 이후에 서울의 각

놀이처가 나열된 후에 난번 별감들이 벌인 승전놀음의 상황이 진술된 부분 가운데

소릿기생이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진술된 부분이다. ①은 서울의 유흥적 분위기, ②

는 단가와 가창가사의 가창 현장을 드러낼 때 자주 인용되어 왔다.

①에서는 여러 신분과 직군의 사람들이 다양한 놀이를 즐기고 이어서 온갖 곳이

놀이처로 나열된다. ②의 일부인 승전놀음에서는 각종 고급 집기가 배설되고 일급

악사와 가객, 기생이 동원되어 악가무(樂歌舞)가 차례로 연행된다. 두 부분은 19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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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 문화의 사치스러운 성격을 드러내는 사료로 다뤄져 왔다. <한양가>는 역사적

기록물이 아니다. 이 작품은 ‘화려장엄(華麗莊嚴)’, ‘쾌활쇄락(快活灑落)’한 시선에서 당

대 서울을 태평성세로 찬양하고자4) 창작된 문학 작품이다. 따라서 <한양가>에서 서

울은 번화하고 평안한 공간으로 형상화되기 마련이다. 이는 당대 서울의 모습이 작

품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러한 진술 태도에 유의하면서 인용 부분

을 적절하게 이해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①이 “도시의 유흥 문화가 특정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5) 그러나 ①은 다만 19세기 놀이 문화가 신분별로 경계와 차이

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뿐이다. 선비, 한량, 공물방, 포교, 서리, 겸종, 재상,

백성이 각각 신분이나 직군에 어울리는 놀음을 즐기기 때문이다. 선비와 한량은 모

두 과거 미급제자로 각각 문인과 무인을 일컫는다.6) 시축놀음은 시회를 열어 시를

두루마리에 적는 놀이이며, 성청놀음은 여럿이 뭉쳐 떼를 이뤄 노는 놀이다. 시축놀

음과 성청놀음은 각각 문인과 무인의 성격을 적절하게 드러낸다. 공물방과 포교는

선유놀음과 세찬놀음을 즐긴다. 선유놀음은 조정에 공물을 대납하며 막대한 금전을

다루며 경강(京江)의 선세(船稅)를 받기까지 한 공물방의 성격과 관련이 깊다.7) 세찬

놀음은 “포교가 연말이 되어 장신(將臣)을 찾아가면 장신이 특별히 음식을 차려” 주

며 벌이는 놀이다. 수유놀음, 화류놀음, 분부놀음도 벼슬이나 신분을 잘 드러낸다.8)

놀이가 신분별로 경계를 지닌다는 점을 전제하고 ②를 보자. ②는 별감들이 벌인

승전놀음의 한 대목이다.9) 이 대목에서 궁궐의 당직 근무를 마친 별감 100여 명이

4) 송신용, <발(跋)>, 한양가, 정음사, 1949, 128면.
5) 박애경, ｢19세기 도시유흥과 문화적 주체의 성장｣, 한국 고전시가의 근대적 변전과정 연구,
소명출판, 2008, 42면.
6) 한량은 시대에 따라 의미에 차이가 있는데 19세기에 이르면 대개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 무
인을 일컫는 어휘로 쓰였다. 선비는 작품에서 한량에 대구가 되는 시어이므로 과거에 급제하
지 못한 문인을 일컫는 시어라 하겠다.
7) 선유놀음이 “서울에서 가장 화려하고 돈이 드는 놀이”(강명관, 한양가, 100대 한글 문화유산 78,

신구문화사, 2008, 89면)지만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선유놀음이 공물방의 대표 놀이로 언급된다
는 점이다. 선세(船稅)를 받은 기록은 거의 남아 있지 않지만 19세기 공물방 관원 지규식(池
圭植)의 (국역)하재일기(荷齋日記)(한국고전번역원 고전국역총서)에서 알 수 있다.
8) <한양가>의 각색 놀음 나열 부분은 도시 유흥 문화가 특정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광범위
하게 확산되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어 왔지만(강명관, ｢조선후기 서울의 중간계층과 유흥의 발달｣,

조선시대 문학 예술의 생성 공간, 소명, 1999, 160～163면; 박애경, 앞의 책, 2008, 42면) 그렇게 단정하기
는 어렵다.
9) 별감이 임금을 호위하며 ‘임금의 뜻을 전하던 일’[승전, 承傳]을 맡곤 하여 그들의 놀이가 승
전놀음으로 불렸다고 짐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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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일영 군자정에 차일과 유둔을 치고 각종 등을 달고 최고급 물품을 차리고 일등

악공·가객·기생을 데려다가 놀음을 벌인다. 앞선 시기인 1808년 즈음의 무예별감 인

원이 198명10)이니 놀이에 참여한 100여 명은 당직을 서지 않고 있는 모든 인원의

총칭이다. 이들이 놀음을 벌인 군자정은 북일영의 활터 정자(사정, 射亭)이다.11) 북일

영은 훈련도감의 분영(分營)으로 창덕궁 서쪽 공북문(拱北門) 바깥에 있었다. 무예별감

이 훈련도감 소속이므로 그들이 벌인 놀이가 소속 기관의 터에서 진행되었다.

작품 속 승전놀음 자리에 모인 별감은 당직자를 제외한 모두이다. 성대한 놀이

로 진술되는 승전놀음은 연행을 담당한 이들과 그 분비를 보면 치밀하게 계획된

듯이 진술된다. <한양가>의 창작 의식 측면에서 무예별감이 모인 인원이나 연행

규모는 과장되었을 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로 모일 수 있는 무예별감 인

원의 사실성, 승전놀음이 열린 자리의 현실성을 감안한다면 과장은 당대의 실상

을 기반으로 진행되었을 것이다. 이에 소릿기생이 가곡창 편가에 이어 가창가사

를 부르는 연행 방식은 당대 고급 공연물 가운데 하나로 짐작된다.

소릿기생이 ‘우조-계면-소용-편락’을 차례로 부르는 여창 편가는 19세기 전반기에

발달한 연행 방식이다. 18세기 후반기까지 평조, 평조계면조, 우조, 우조계면조의 네

악곡이 지속된다. 그러다가 19세기 전반기에 이르러 평조가, 19세기 후기에 이르러

평조계면조가 사라진다.12) 가곡창 악곡이 19세기 전반기 무렵부터 우조와 계면조 중

심으로 발달한다. 19세기 후반기에는 우조와 계면조로 정착한다.13) 19세기 전반기에

소용과 편락이 새롭게 등장한다.14) 가곡창에서의 연창이 19세기 이전에도 있었지만

‘우조-계면-소용-편락’ 악곡 연창은 19세기 새롭게 발달한 편가이다. 더욱이 여창이

우‧계면 편가의 확립과 함께 19세기 들어 본격적으로 발달한다.15) 따라서 <한양가>

에서 소릿기생이 가곡창 편가에 이어 가창가사를 가창하는 연행 방식은 당시에 민

간에서 벌인 (최)고급 연행이자 새롭게 발달해 유행을 선도한 한 형태로 봄직하다.

10) “무예별감 198명”(武藝別監 一百九十八). ‘군총(軍摠)’, <훈련도감(訓鍊都監)>, ｢군정(軍政)｣ 2, (국
역)만기요람(萬機要覽)(한국고전번역원 고전국역총서).
11) “사정이 있으니 ‘군자정’이라 이른다”(有射亭曰: ‘君子亭’). 유본예, <몽답정(夢踏亭)>, ｢명승(名
勝)｣, 한경지략 권2(서울사료총서 2,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영인, 1956).
12) 송방송, 한국음악통사, 일조각, 1985, 482면.
13) 신경숙, 앞의 책, 1994, 21면.
14) 김영운, 가곡 연창형식의 역사적 전개양상, 민속원, 2005, 108면.
15) 신경숙, 앞의 책, 199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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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술자리 난만한 곳 잠 얼마나 깊었는고

노래는 편가 마치자 잡가로 이어지네
고조의 춘면곡 이제는 부르지 않고
황계곡 오열하고 백구사 토해내네 -세시풍요 ‘정월 대보름(元夕)’ 제15수16)

③은 유만공(柳晩恭, 1793～1869)이 1843년에 지은 <세시풍요>(歲時風謠) 가운데 ‘대보

름날 저녁(元夕)’의 제15수이다. 인용 부분은 <한양가>와 비슷한 시기에 포착된 광통

교 근처의 대보름 풍경의 하나이다. 노래가 불리는 ‘술자리 난만한 곳’, 곧 배반(杯盤)

은 연석(宴席)으로 풍류방 같은 곳에서 열린 연회자리이다. 여기에서 <춘면곡>, <황

계사>, <백구사> 등의 가창가사가 여창 가곡 편가의 후속창으로 이어서 불린다. 이

연행 방식은 승전놀음에서 노랫기생이 부른 방식과 동일하다. 따라서 두 작품이 창

작된 1840년대 전후로 ‘가창가사가 여창 가곡 편가의 후속창으로 연달아 연창되는

연행’이 유행했다고 판단된다.

여창 가곡 편가가 악기 반주에 맞춰 불렸기 때문에 가창가사도 이에 준하는 방식

으로 연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가창가사 반주법이 기록된 18세기 고악보는 발견되

지 않았다. 반면 19세기 고악보로 거문고 악보인 삼죽금보, 양금 악보인 금보(성
낙범 소장), 아양금보, 장금신보, 일사금보에 가창가사 악곡이 기록되어 있다.17)

이 가운데 삼죽금보는 <세시풍요>와 <한양가>가 창작된 1840년경에 편찬되었다

고 추정되는 악보이다.18) 여기에는 <상사별곡>·<춘면곡>·<길군악>·<매화곡>·<황

계곡>·<권주가>의 악보가 실려 있다. 이승무가 1841년에 삼죽금보를 편찬하기까

지의 그 수련기간을 고려하면 1830년대에 이미 가창가사의 거문고 반주가 있었다는

점이 확인된다. 따라서 늦어도 1830년대에 가창가사가 악곡을 갖추고 여창 편가의

후속창으로 연행되는 방식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1840년대에 가창가사가 시가사, 연행문학사의 표면으로 상승하게 된 현상과 관

련해 1852년에 편찬이 완료된 청육이 주목된다. 청육의 편찬자는 “익종의 작

품이 실제 불렸던 궁중 진연에 참석했거나 아니면 이 작품들을 기억하는 상층의

인물과 교유”한 인물이었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19) 익종(翼宗, 1809～1830)의 생몰과

16) “‘杯盤爛處夜如何, 曲罷編歌變雜歌, 古調春眠今不昌, 黃鷄鳴咽白鷗喹’. 세주: 宴席曰編歌. 歌
曲一通, 爲之編”. 유만공, ‘정월 대보름(元夕)’ 제15수, 세시풍요.
17) 나열한 5종은 국립국악원 편찬 한국음악자료총서 제1권에서 제34권에 영인된 고악보 가
운데 가창가사 악보가 실린 19세기 문헌이다.
18) 김종수, ｢삼죽금보 서와 범례｣, 민족음악학 19,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 1997, 1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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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청정(1827～1830)의 시기를 고려할 때 청육에 반영된 가창문화는 1820년대를

전후한 최상층의 민간 성악곡 향유 문화로 판단된다.

아래는 청육에 실린 16편의 가창가사 목록이다.

<상사곡>, <춘면곡>, <권주가>, <백구사>, <군악>, <관등가>, <양양가>, <귀거
래>, <어부사>퇴계 선생, <환산별곡>퇴계 지음, <처사가>, <낙빈가>퇴계 혹 율
곡, <강촌별곡>, <관동별곡> 송강이 지은 작품, <황계가>, <매화가>20)

16편 가운데 <양양가>와 <귀거래>는 동아시아에서 한문 사부의 전범으로, <어부

사>와 <관동별곡>은 조선 시가의 전범으로 인식되어 온 작품이다. 아울러 <환산별

곡>을 이황으로, <낙빈가>를 이황이나 이이로 표기했다는 데에서 명현의 작품을 향

유하려는 태도도 발견된다. 청육은 1820년대 전후한 당대 최상층의 민간 성악곡 향
유 문화의 산물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전범과 명현의 작품이 수록된 것이 새삼스럽지

않다. 가창가사를 수록한 19세기 가집 가운데 사대부가 선호한 주제를 다룬 강호전원

류가 청육에 가장 많이 수록되었다는 점도 그러한 의식의 소산으로 이해된다.
청육이 산출된 문화적 배경과 일부 가창가사의 특징을 근거로 삼아 상층 문화

에서는 으레 명현의 작품이나 전범을 주로 향유할 것이라고 내린 위의 결론은 통념

에 들어 맞는다. 그러나 다음의 가창가사 8편을 면면이 살펴보면 통념을 그대로 믿

을 수 있을지 주저된다. 8편 가운데 <상사곡>과 <춘면곡>은 각각 장형의 <상사별

곡>과 <춘면곡>을 15행과 13행으로 줄인 작품이다. 단형은 이 시기 들어 유행하기

시작한 작품이다. <권주가>도 옛 곡조가 아니라 새 곡조의 노래다. <백구사>, <관

등가>, <길군악>, <황계사>, <매화가>는 19세기 들어 새롭게 유행한 노래들이다.

여기에서 통념과 다른 당대의 노래를 향유하려는 의식이 발견된다.

청육에서 발견된 가창가사 향유의 당대 지향적 성격은 앞서 살펴본 1840년대의

가창가사 연행 문화와 관련해 좀 더 논의될 필요가 있다. 청육에 수록된 당대의

작품들이 1840년대에 여창 가곡 편가의 후속창으로 연창되기 때문이다. <한양가>의

승전놀음에서 소릿기생은 <춘면곡>, <처사가>, <어부가>, <상사별곡>, <황계사>,

<매화가>를 불렀다. 세시풍요에는 <춘면곡>, <황계사>, <백구사>가 언급되었다.
19) 신경숙, 앞의 책, 2004, 58면.
20) 청육의 가창가사 수록 목록으로 원작에는 한자로 표기되어 있다.
相思曲/春眠曲/勸酒歌/白鷗詞/軍樂/觀燈歌/襄陽歌/歸去來/漁父詞(退溪先生 二十七句)/還山別曲(退

溪著 二十四句)/處士歌/樂貧歌(退溪 或云 栗谷 四十六句)/江村別曲/關東別曲(松江所著)/黃鷄歌/梅花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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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후대에 여창 가곡을 수록한 가집에서 발견되는 <춘면곡>과 <상사별곡>이

청육에 처음 수록된 단형의 이형이다. 따라서 당대 지향적인 성격의 일부는 가창가
사를 여창 가곡 편가의 후속창으로 향유하는 연행 문화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의 논의에 따르면 1840년대의 가창가사 향유 문화를 청육이 산출된 1820년대

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하다.

기악 반주에 맞추어 가창가사를 연창하는 연행 문화를 1820년대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은 박사호(朴思浩)의 연행 기록에서도 발견된다. 박사호는 1829년 3월

28일 밤에 황해도 서흥에서 15세의 기녀가 거문고로 반주하며 부른 12편의 노래들

을 듣는다.21) 12편의 노래 가운데 9편이 청육에 수록된 가창가사 작품의 제목과

일치한다.22) 더욱이 그것이 기악 반주 속에서 연창되었다. 1829년에 지방 관아에서

12편의 가창가사가 기악 반주에 맞추어 연창될 정도이면 그 형성은 이보다 앞설 수

밖에 없다.

세시풍요의 완성 시기가 1843년, <한양가>의 창작 시기가 1844년이다. 고악

보에서 가창가사 반주가 처음으로 출현하는 삼죽금보가 편찬되었다고 추정되는

시기는 1841년이다. 삼죽금보의 편찬자 이승무는 1841년보다 더 이전에 다양한

악곡을 익혀왔다. 청육의 편찬 완료 시기는 1852년이지만 문헌에 반영된 가창

문화는 1820년대 이후로 추정된다. 이러한 문헌 증거는 1820년대 전후로 가창가사

가 여창 편가의 후속창으로 짜이고 상층에서 향유한 이래로 그 연행 형식이 민간

21) “(1829년 3월) 28일. 맑음. 검수(劍水) 30리를 가서 점심 먹고, 서흥(瑞興) 40리를 가서 잤다.
서흥 관아의 북쪽에 새로 지은 한 작은 정자가 있다. 여섯 모로 널찍하고 툭 트였는데 달빛
을 타서 올라가 거문고와 노래를 들었다. 한 어린 기생이 나이는 겨우 15세인데 <황계사(黃
雞詞)>, <백구사(白鷗詞)>, <죽지사(竹枝詞)>, <권주가(勸酒歌)>, <노군악(路軍樂, 길군악)>, <귀
거래사(歸去來辭)>, <양양가(襄陽歌)>, <악양루기(岳陽樓記)>, <적벽부(赤壁賦)>, <관동별곡(關東
別曲)>, <춘면곡(春眠曲)>, <오동추야가(梧桐秋夜歌)>를 불렀다. 처음에는 앵무새가 지저귀는
것 같더니 갑자기 학이 맑은 소리로 우는 듯, 앵두 같은 입술에서 속삭이듯 줄줄 흘러나오니
소녀 중의 박식(博識)이라 하겠다.”((三月) 二十八日. 晴. 釰水三十里午炊. 瑞興四十里宿. 瑞興衙軒之北,
有新搆一小亭, 六稜軒廠, 椉月而上, 聽琴歌. 有眇然一小妓, 年纔十五, 唱<黃雞詞>、<白鷗詞>、<竹枝詞>、

<勸酒歌>、<路軍樂>、<歸去來辭>、<襄陽歌>、<岳陽樓記>、<赤壁賦>、<關東別曲>、<春眠曲>、<梧桐秋

夜歌>. 初若鸎語之間關, 忽作鶴唳之寥亮, 櫻唇呫囁, 津津流出, 可謂女娘中博識也). 박사호(朴思浩), ｢연계기
정(燕薊紀程)｣, 심전고(心田稿)(한국고전번역원의 번역을 주로 하여 약간의 수정을 가했다).
22) 일치하는 작품은 <귀거래사>, <양양가>, <관동별곡>, <춘면곡>, <황계사>, <백구사>,
<죽지사>, <권주가>, <길군악>이다. <오동추야가>는 성무경의 연구에서 애정상사류 가사
로 추측되었다(성무경, 앞의 책, 2004, 217면). 19세기에 <상사별곡>이 <춘면곡>과 함께 불리곤
했고 그 노랫말에 ‘오동추야 발근달의 님 각이 로웨라’라는 시구가 있어 <오동추야가>
가 <상사별곡>의 이칭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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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악곡 가창 방식의 하나로 자리를 잡아 나갔다고 볼 만한 근거가 된다. 따라서

여창 가곡 편가 후 가창가사가 연행되는 방식이 최상층을 좌상객으로 삼는 민간

성악곡 향유 문화에 수용되었든, 그곳에서 창안되었든, 그들의 향유로 인해 탄력

을 받아 후대로 이어져 확산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1860년대를 지나며 시조창이 인기를 얻으면서 여창 가곡 편가에 이어 가창가사

를 연창하는 방식에서 시조창에 이어 가창가사를 부르는 방식이 파생된다. 이와

관련해 1863년에 방각본으로 간행된 남태가 주목된다. 남태의 목차는 ‘낙시됴,

롱, 편, 송, 소용, 우됴, 후졍화, 계면, 만수엽, 원사쳥, 잡가, 가사’로 되어 있다. 목

차의 세분화된 악곡과 달리 본문은 ‘낙시됴’ 아래 시조창 노랫말이 기록된 뒤에 가

창가사가 잡가와 가사로 나뉘어 수록되어 있다. 목록과 기록된 본문의 괴리는 시조

창이 “가곡과 변별되는 자신만의 악곡 정체성을 갖추기 이전의 상황이 반영된” 결과

로 이해된다.23) 그렇다면 남태에는 가창가사가 시조창과도 긴밀한 관련을 맺어나

간 초기 현상이 반영되어 있다 하겠다.

남태 이후 가창가사는 가곡창보다 시조창과 더욱 밀착되어 나갔다. 이것은 개별
작품의 악곡 변화에서도 확인된다.24) 삼죽금보(1841)에 6박 장단으로 기록된 <상사
별곡>이 아양금보(1880)에 와서 시작 선율과 종지 선율이 시조창과 같이 변화하고,
장단도 시조창의 5박 장단으로 변화한다. <처사가>는 19세기 전반기에 <상사별곡>

의 선율을 공유하다가 처음과 끝이 시조창의 초장과 종장처럼 바뀐다. <황계사>도

19세기 중후반기에 시조창의 종지 선율로 바뀌고 이후 시작 선율도 시조창과 유사

해진다. <백구사>도 현행에 이르러 시작 선율이 시조창의 선율과 유사해진다. 가창

가사와 시조창과의 관계는 가곡원류계 전승 집단이 중심이 된 우대 예인보다 시조

창과 잡가에 능했던 사계축 예인들이 가창가사를 주로 담당해 불렀다는 데에서도

알 수 있다.25) 가창가사가 시조창과 밀착되어 향유된 실상은 교방, 성악, 가요
에서도 발견된다.

우선 1872년에 정현석(鄭顯奭, 1817～1899)이 편찬한 교방에 기록된 아래의 가창가

사 연행 방식을 살펴보기로 한다.

23) 성무경, ｢보급용 가집 남훈태평가의 인간과 시조 향유에의 영향(1)｣, 한국시가연구 18,
한국시가학회, 2005, 358～359면.
24) 이하 개별작품의 악곡과 관련된 분석내용은 김창곤의 앞의 논문(2006)에서 논의된 내용을
주로 참조해 정리했다.
25) 권도희, 한국 근대음악 사회사, 민속원, 2004, 27～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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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녀: 노래 4명, 거문고 1명, 양금 1명

악공: 세피리 2명, 대금 1명, 해금 1명, 장구 1명

가창: 우조 초창, 중창, 초대엽, 이대엽, 삼대엽, 소용, 계면 초창, 중대엽, 이대엽, 삼대엽,

평롱, 언롱, 우락, 언락, 계락, 편, 시조 석 장, 춘면곡, 처사가, 상사별곡, 권주가26)

교방가요

여기에서 기녀 네 명은 가곡창 우계면 편가에 이어 시조창 세 곡27)을 부른 후에 <춘

면곡>‧<처사가>‧<상사별곡>을 연창하고 <권주가>를 끝으로 연행을 마친다. 가창

가사가 여창 가곡 편가의 후속곡으로 연행되던 방식은 시조창 유행으로 인해 1860년

대에 시조창까지 레퍼토리화되어 확장되기에 이른다. 다만 교방이 진주 교방의 관
변 풍류의 절차와 레퍼토리를 기록한 문헌인 만큼, 이상은 격식이 모두 갖춰진 연행

방식으로 판단된다. 실제 연행은 이것을 기준으로 하되 현장 상황에 맞추어 진행되

었을 것이다.

‘여창 가곡 편가→시조창→가창가사’의 연행 방식이 1860년대 진주 교방에 국한되

어 향유된 특수 문화일 수도 있다. 진주가 논개의 순국을 기다리는 정재 <의암별제

가무(義巖別祭歌舞)>를 독창적으로 만들 정도로 당대 조선에서 연행 문화가 발달한

지역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1897년에 편찬된 성악은 그러한 연행 방식이

진주 지역에만 국한되어 향유된 것이 아니라는 실상을 보여준다. 성악은 1897년

에 중앙 관직이나 한성은행 관련자 혹은 그 주변의 인물로 추정되는 인물28)이 편찬

한 가집이다. 이 가집에는 29개 항목이 가곡창 뒤에 시조창 작품이 실려 있고 그것

에 이어 ｢잡가｣에 9편의 가창가사가, ｢단가(短歌)｣에 3편의 판소리 허두가가 수록되

어 있다. 성악은 ‘여창 가곡 편가→시조창→가창가사’의 연창 순서를 따르되, 19세

기 중반기를 지나며 유행한 판소리 허두가까지 레퍼토리화한 방식을 보여준다.

26) “妓: 歌四, 琴一, 鐵絲琴一 / 樂工: 細篳篥二, 笛一, 奚琴一, 杖鼓一 / 唱 羽調 初唱, 中唱,
初大葉, 二大葉, 三大葉, 搔聳, 界面, 初唱, 中大葉, 二大葉, 三大葉, 平弄, 言弄, 羽樂 言樂, 界
樂, 編, 唱 時調三章, 春眠曲, 處士歌, 相思別曲, 勸酒歌”. 정현석, 교방가요.
27) 권섭의 <소의호사장(笑矣乎四章)>, <비래호사장(悲來乎四章)>, 신지의 <화도산십이장(和陶山十
二章)>이 각각 4수, 4수, 12수로 된 연시조이므로 장(章)은 시조 작품을 세는 단위로 쓰였다.
그런데 19세기 시가 연창의 현장에서 시조 삼장은 단순히 세 작품을 연달아 부르는 것이 아
니라 평시조, 지름시조, 사설시조의 세 악곡을 차례로 부르는 방식이다. 권순회, ｢‘시조 삼장’
의 새로운 이해｣, 시조학논총 20, 한국시조학회, 2004, 210면.
28) 신경숙, 앞의 논문, 20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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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창가사 연행 방식과 관련해 교방에는 시조창이, 성악에는 그것에 더하여

판소리 허두가까지 레퍼토리화되어 있다. 가창가사 연행 방식이 동시대 가창 시가

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나가는 한편, 시조창과 가창가사로만 연창하는 문화

도 여전했다. 이것은 1893년에 편찬된 동양문고본 가요와 1896년에서 1898년 사이
에 편찬되었다고 추정되는 청구악장에서 발견된다. 가요는 시조창 작품 99수가

국한문 혼용으로, 가창가사 3편이 국문이나 국한문 혼용으로 연이어 필사된 가집이

다. 시조창 노랫말은 원국 여창 노랫말과 친연성이 높아29) 가곡원류계 노랫말을

여창 시조창으로 부르는 문화권에서 산출된 문헌으로 추정된다. 청구악장의 둘째

부분 ｢잡가｣도 시조창 작품에 이어 가창가사 16편이 수록되어 있다. 두 문헌은 시조

창과 가창가사의 연창 문화가 19세기 후반기까지 이어진 면모를 보여준다.

가창가사와 시조창이 밀착되어 나가면서도 여창 가곡에 이어 가창가사를 부르는

연창 방식도 19세기 후반기까지 지속된다. 시요는 1901년 이전에 편찬된 소규모

가집으로 19세기 후반기에 향유된 여창 가곡의 실질이 반영되어 있다고 평가받는

다.30) 시요에는 우계 한바탕의 여창 가곡에 이어 4편의 가창가사, <장진주>, 대

받침이 차례로 수록되어 있다. <장진주>와 대받침은 여창 가곡 편가를 마무리하는

정통적인 곡으로 쓰여 왔다. 따라서 시요는 여창 가곡 편가에 이어 가창가사를

연창한 후에 <장진주>와 대받침으로 마무리하는 연행 방식이 19세기 후반기에도

지속되었다는 실상을 보여준다.

가창가사가 가곡창이나 시조창의 후속창으로 불리는 연행 방식이 19세기 후반기

까지 지속되는 동안, 1850년대 이후 최상층을 좌상객으로 삼은 고급 연행 문화는

가곡창 위주로 나아간다. 가곡원류계 가집 21종 가운데 가창가사를 수록한 가집은

6종만 확인된다.31) 이 가운데 3종은 박효관과 안민영이 흥선대원군의 후원을 받으며

29) 이은성, 앞의 논문, 2004, 263～264면.
30) 시요는 작품을 필사한 필체가 다양한 데에다가, 가집의 다른 소장자를 하금화가 1910년
대에 활동하던 광교조합 소속 활동 기생이라는 점에서 시요는 1901년 이전에 일단 편찬된
후에 191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작품이 추기되어 온 가집이라 하겠다. 본고의 논의 대상이 되
는 19세기 가집에 수록된 가창가사는 1901년 이전에 1차로 편찬된 부분에 수록된 작품들이
다. 강경호, 앞의 논문, 2012.
31) 가곡원류 일석본을 포함하면 가창가사를 수록한 가곡원류 이본은 7종이 된다. 4권으로
구성된 일석본은 권1에서 권3까지는 가곡원류의 편찬 체계를 비교적 따르고 있고 권4에 따
로 시조, 가창가사 3편, 한시, 한글 편지 등이 수록되어 있다. 강경호는 권1에서 권3까지를 전
반부로, 권4를 후반부로 구분했다(강경호, ｢가곡원류계 가집의 편찬 특성과 전개 양상 연구｣, 성균관대학

교 박사학위논문, 2011, 148면). 이에 가곡원류계라고 할 때는 권1부터 권3까지가 해당하므로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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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하던 시기에 편찬된 문헌이고, 나머지 3종은 한 세대를 지나 20세기 전반기에

이르러 편찬된 문헌이다. 전자의 3종에는 여창 가곡 편가 뒤에 <어부사> 1종만 수

록되어 있다.32) 후자의 3종 가운데 2종에는 <어부가>를 포함해 8편의 가창가사가,

나머지 1종에는 12편까지의 가창가사가 수록되어 있다.33) 박효관과 안민영은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하나의 노래 해석”을 지향하며 가집에 연음표를 기록했다.34)

이를 잇는 가곡원류계 전승집단은 가곡을 민간 성악곡 가운데 최상의 예술로 대하

면서 가창가사를 배제해 나간 것이다.35) 이들이 20세기에 이르러 정악유지회를 조직

하고 조선정악전습소를 설립하면서 정악 문화의 중심이 된 결과, 여창 가곡 편가 뒤

에 가창가사를 이어 부르는 전통은 민간 성악곡 연행 문화에서 사라지고 만다.

가창가사가 가집을 주요하게 산출한 정악 향유 문화권에서 여창 가곡 편가나 시

조창의 후속곡으로 자리를 잡아 기악 반주 속에서 고급스럽게 연행되는 동안, 향유

범위가 아래로도 확산되어 나갔다. 이와 관련해 1860년대에 형성된 <게우사>의 일

부분으로 서울의 왈짜들이 ‘청루고당(靑樓高堂)’에 모여 각종 가악을 즐기는 아래의

장면을 살펴보자.36)

가창가사를 수록한 가곡원류 이본에서 일석본을 제외했다. 아래는 가곡원류계 가집 21종 목
록이다(권순회, ｢국립한글박물관 소장 가곡원류(고태진 필사본)의 특성과 계보｣, 고전문학연구 50, 한국
고전문학회, 2016, 92면).

가곡원류(육당본), 가곡원류(불란서본), 가곡원류(동양문고본), 가곡원류(국악원본), 가곡
원류(규장각본), 해동악장, 가곡원류(한창기본), 가곡원류(하합본), 가곡원류(고태진 필사

본), 가곡원류(연대본), 화원악보, 가곡원류(박씨본), 가곡원류(구황실본), 가곡원류(일석
본), 해동가보(규장각본), 여창가요록(양승민본→국립한글박물관), 여창가요록(동양문고본), 녀
창가요록(이혜구본), 가곡원류(가람본), 협률대성, 가곡원류(하순일 편집본).
32) 3종은 여창가요록(양승민→한글박물관 소장), 가곡원류 국악원본, 가곡원류 한창기본이
다. 여창가요록은 1853년에 운곡선생(雲谷先生)이 학선낭자(鶴仙娘子)에 준 가집이다(양승민, 앞
의 논문, 2002, 173～175면). 가곡원류 국악원본은 1872년에 편찬되었다고 논증되었다(신경숙, 앞
의 논문, 2009a). 가곡원류 한창기본은 1879년 박효관이 직접 편집해 하순일에게 건넨 가집이
다(권순회, 앞의 논문, 2014).
33) 가곡원류 하합본과 협률대성에는 <어부가> 외 7편의 가창가사가, 가곡원류 가람본
에는 <어부가> 외 12편의 가창가사가 수록되어 있다. 세 가집에는 여창 편가 뒤 가창가사를
부른 연행 방식이 반영되어 있는데 하합본이 1898년 이후(황인완, 앞의 논문, 2007, 190면), 협률
대성과 가람본이 20세기 전반기에 편찬되었다고 추정된다.
34) 신경숙, ｢19세기 가곡사 어떻게 볼 것인가｣, 앞의 책, 2011, 135면.
35) 이 점과 관련해 선행 연구(고정희, ｢<가곡원류> 시조의 서정시적 특징｣, 한국 고전시가의 서정시적 탐
구, 월인, 2001)에서 복고적 성향과 매너리즘에 빠진 가집이라 평가받던 가곡원류에 수록된
순수 서정시들이 근대적 서정시로 이행하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한 지적이 주목된다. 이러한
순수 서정시적 지향은 가곡원류계 가집에서 가창가사가 배제될 수밖에 없었던 하나의 원인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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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쳥누고당 노푼 집의 어식비식 올간니 좌반의 안진 왈 좌의 강하쳔총 금위

 소연 츌신 션젼관 비별낭의 도총경역 안 익고 그 자 바라본니 각 영문 교젼관

의 셰도는 즁방니며 각 셔리 북경 역관 좌유포쳥 니군관 전별관 불긋불긋 당

당홍의 이라  한편 바라본니 장니 중원령 무여별간 셕겨 잇고 각젼시졍 남

쵼활양 노명 황진니 가명 운학니 니야기 일슈 게랑이 퉁소 일슈 서게

슈 장고 일슈 김옥니 젓 일슈 박보안니 피레일 오랑니 금 일슈 홍일등니 션소

리의 송홍옥니 모홍갑니 <게우사>

④는 무관, 기술직 중인, 하급 무반 등이 가곡과 가사의 가창이나 퉁소, 장구, 피리

등의 악기 연주를 기방인 ‘청루’에서 듣고 있는 장면이다. 일급 악공과 명창이 한 자

리에 모두 모였다는 서술은 과장에 가까울 것이다. 그것을 감안하고도 왈짜들이 기

방에 모여 가창가사를 향유하는 문화가 주덕기, 김제철, 신만엽, 송흥록이 활동한 18

60년대에는 충분히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왈짜들의 가창가사 향유와 함께 하나

더 주목되는 점은 노래로 대표되는 가곡과 함께 가창가사, 이야기, 판소리가 한데

향유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왈짜들의 성악곡 향유 문화권에서 정악과 속악의 경

계가 그만큼 느슨했다는 것이다.

아래의 두 작품에도 전문 예인이 아닌 왈짜들이 수동적인 좌상객을 넘어 가창에

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가창가사 향유 상황이 반영되어 있다.

⑤ 어제날 靑春젹의 업던 親舊 절노 와셔

듀란화각 놉흔 집의 白玉盤 교상의

슐맛도 조커니와 안쥬도 다

례로 느러안져 거니 권커니

몃 슌 도라가니 풍월도 여볼까

일각인들 질소냐 뉘 졋 황 양금이며

五音六律 가진 풍뉴 次第로 노 졔 각기 소쟝 불너야

가 處士歌 낙민가로 和答고

다졍 相思歌 春眠曲 和答고

허탄다 漁父辭 梅花曲 和答고

듯기죠흔 길고낙은 권쥬가로 和答고

쳐량다 노고가 화계타령 和答고 <노인가>

36) 선행 연구에서 <게우사>의 형성 시기가 1860년대로 논증되었다(김종철, ｢｢무숙이 타령｣(왈자

타령) 연구｣, 한국학보 68, 일지사, 1992). 인용 장면은 선행 연구의 85면에서 재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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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화셜 이 모든 왈드리 가 하나식 자 고  왈 츈면곡 다 츈면을 느

지 여 쥭창을 반니 (중략)   왈 쳐가 다 평아 업셔 셰상공명

하직고 (중략)   왈 어부 다 (하략)37) 남원고사

⑤는 일본 궁내청 서릉부에 소장된 51장 국한문 혼용 필사본 옥루연가(玉樓宴歌)에
수록된 <노인가>의 일부이다. 여기에서 시적 화자는 백발의 노인이 되어 젊은 시절

에 함께 놀던 친구들을 불러 모아 음주를 즐긴다가 흥이 오르자 각자 노래를 부르

는 모습이 진술된다. 그들이 모인 곳은 ‘주란화각 높은 집’으로 청루(靑樓), 협사(狹斜),

구란(勾欄), 기관(妓館) 등으로 불린 기방(妓房)38)으로 짐작된다. 여기에서 가창가사는

기악 반주에 맞춰 화답의 방식으로 향유된다. ⑥은 남원고사의 일부분으로 남원의
왈짜들이 춘향이 옥중에서 매를 맞았다는 소식을 듣고 감옥으로 모여 들어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다. 이때 <춘면곡>, <처사가>, <어부사>가 차례로 이어 불린다. 이

장면은 흥미를 돋우기 위해 고안되었겠으나 여기에는 남원고사가 필사된 1860년

경39)의 가창 문화가 반영되었다고 볼 만하다.

조연과 가나는 가창가사가 향유의 폭을 넓혀 나간 또 다른 실상을 보여준

다. 두 가집은 앞서 지적했다시피 유사한 가창 문화권에서 산출되었다. 조연과
가나의 필사자는 가곡창과 시조창을 귀글체로 필사하고 가창가사의 제목이나

가곡창과 시조창의 악곡명에 ‘～(이)라’를 붙인다. 이러한 점은 가집의 일반적인

형태서지에서 벗어난 방식으로 보통 가창보다는 음영을 위한 문헌에 흔히 보이는

특징이다. 여기에 더하여 두 문헌의 노랫말에서 오탈자가 많이 발견된다. 따라서

조연과 가나에서는 한문 문식성이 부족하나 한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가창

가사, 가곡창, 시조창을 보다 적극적으로 향유하려는 문화적 현상이 감지된다.

이상에서 가창가사의 19세기 연행 환경을 검토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1820년대 전후로 가창가사는 여창 가곡 편가의 후속창으로 짜여 최상층을 좌

상객으로 삼는 최고급 민간 성악곡 향유 문화권에서 가악 반주에 맞춰 본격적으

로 향유되기 시작한다. 1860년대를 지나면서 가창가사가 시조창의 후속곡으로 연

창되는 문화가 서서히 발달한다. 두 가지 방식의 연행 문화가 19세기 후반기까지

37) 남원고사 권지 1장(영인본 141면).
38) 강명관, 앞의 책, 1999, 168면.
39) 파리의 국립 동양어문대학교 소장 남원고사는 1～3권이 1864년(갑자)에, 4～5권이 1869년
(기사)에 필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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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되는 동안 여창 가곡 편가를 부르고 나서 시조창과 가창가사를 연이어 부르

는 연창 방식도 산출된다. 전문 예인들의 산물인 가집에서 확인되는 가창가사 연행

방식의 흐름과 함께 또 하나 주목되는 흐름은 왈짜로 대표되는 중간 계층의 가창가

사 향유 문화이다. 이 향유 문화에서는 정악과 속악의 경계가 상대적으로 느슨했고

가창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 그만큼 가창가사는 가곡창보다 전문성이 덜 요구되

기도 하여 향유의 저변이 빠르게 확대될 수 있었다. 향유층의 이러한 확대는 기

층의 양식이나 미감을 수용하는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40)

가창가사가 이상의 논의처럼 레퍼토리 형식으로만 향유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연

행 연창의 상황에 맞춰 가창가사만 연창되기도 하고 단독으로 가창되기도 하고 개

인의 음영으로 향유되기도 했을 것이다. 다만 본고에서는 기록이 최대한 보여주는

실상을 정리해 그것을 바탕으로 향유 정황을 개연성 있게 논리적으로 추론해 정리

해 보았을 뿐이다. 가창가사가 18세기에 견주어 다양한 연행 환경 속에서 향유되면

서 그 성격 또한 변화해 왔을 것이다. 단적으로 상기의 모든 연행 방식에서 가창가

사는 여러 편 연이어 불린다. 이러한 연행 환경 속에서는 다수의 곡이 연창되기

때문에 가창 시간의 제약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는 가사계 가창가사의 길이가

짧게 되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고, 작품이 짧아지면서 연창의

방식으로 향유되는 기회가 늘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연행 환경의 변화는 향유되

는 작품의 내용적, 양식적, 미학적 변화를 수반하기 마련이다. 그 변화를 본격적

으로 탐구하기 위해 19세기 가집에 수록된 가창가사의 개괄적인 특성을 다음 절

에서 검토할 예정이다. 이러한 검토 과정에서 Ⅲ장과 Ⅳ에서 작품을 분석할 시각

이 자연스럽게 마련될 것이다.

40) 장형시조와 관련해 창작과 향유를 아우른 담당층이 부상하면서 ‘담당층’의 어휘가 쟁점화
되고 시기에 따른 담당층의 변모가 거시적으로 정리된 연구에는, 가창 시가의 성격을 규명하
는 데에 창작자와 향유자와의 관계도 중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담당층 문제는 단형
시조보다는 장형시조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 아래의 두 논문에 연구사 및 그 쟁점이 잘
정리되어 있다.
최규수, ｢사설시조의 장르론적 연구 성과와 전망｣, 한국시가연구 2, 한국시가학회, 1997.
조해숙, ｢사설시조의 담당층과 문학적 성격｣, 국문학연구 9, 국문학회, 2003.



- 40 -

2. 가창가사의 개괄적 특성

본고의 연구 대상인 19세기에 연행된 가창가사 30종 101편은 모두 15종의 가집에

수록되어 있다. Ⅰ장 3절에서 제시한 목록41)을 중심으로 가집 수록 경향을 일별하면

다음과 같다. 가창가사가 언어, 양식, 주제의 측면에서 다양성을 보이면서도, 언어의

층위에서 국문체가 다수이다. 양식의 층위에서 가사계와 비가사계의 종수가 비슷한

가운데, 개별 편수에서는 가사계가 비가사계에 비해 우세한 편이다. 주제의 층위에

서 강호전원이 가사계에, 권주행락이 비가사계에 두드러진다. 애정상사의 경우, 종수

에서 비가사계가 가사계에 비해 다수인 반면에, 개별 편수로 보면 그 반대이다.

시가가 한국어 노래시이므로 언어의 층위에서 국문체가 다수이기 마련이다. 가집

은 태생적으로 사대부와 그에 가까운 상층 중인의 가곡창 향유 문화권을 배경으로

편찬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가창가사가 수록된 가집에 그들의 표현 양식의 하나인

가사(歌辭)에 뿌리를 둔 가사계가 우세할 수밖에 없다. 가사계가 비가사계에 비해 개

별 작품 편수가 다수인 현상은 그러한 시각에서 이해된다. 가사의 전통적인 주제의

하나인 강호전원류가 가사계에 치우친 점도 그러한 연원에서 비롯한다.

한편 종수에서 가사계와 비가사계가 비슷한 점, 주제의 층위에서 애정상사류가 우

세하고 권주행락류가 적지 않은 점은 주목될 만한 현상이다. 18세기 가집에 수록된

국문체 비가사계 장가는 <장진주사>와 <맹상군가> 정도에 그친다. 두 작품은 권주

행락류에 속한다. 이렇게 비가사계는 18세기까지 권주행락의 주제를 주로 담당해왔

다. 그런데 19세기에 이르러 비가사계의 주제가 애정상사와 강호전원에까지 확장된

다. 그 과정에서 비가사계의 종수가 늘어난다.

정악 향유 문화권에 비가사계가 대폭 증가하고 그것이 애정상사와 강호전원의 주

제를 다루는 만큼 가사계도 그만한 변화를 수반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목록만을 일별할 때에 가사계의 변화는 크게 감지되지 않는다. <춘면곡>, <낙빈가>,

<강촌별곡>, <명당가> 등의 작품은 18세기에도 향유된 가사(歌辭) 작품이며 <옥설화

담>, <계유사>, <추풍감별록>은 조선후기 가사(歌辭)의 장편화 경향을 대표할 만한

작품이다. 그러나 제목이 같은 작품인 데에도 불구하고 그 분량의 차이가 두세 배나

날 정도의 이형이 산출되고, 주제도 강호전원과 애정상사로 집중된다. 이러한 경향은

41) 본고 24～25면 참조(Ⅰ장 3절).



- 41 -

18세기까지 향유된 가사(歌辭)의 경향에 견줄 때 19세기의 도드라진 특징의 하나이다.

이것은 앞서 살핀 19세기 가창가사의 연행 환경의 변화에서 기인할 것이다. 따라서

비가사계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연행 현장에서 비가사계와 함께 향유된 가사계까지

아우르며 가창가사의 특성을 개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검토는 선행연구에서

가창가사 형성의 뿌리로 주목한 가사계에서 시작해 비가사계로 진행한다.

아래의 세 기록은 가사계의 뿌리가 되는 가사(歌辭)가 16세기 이래로 18세기까지

민간에서 사대부의 국문 표현 양식으로 선택되어 장가의 주류를 차지해 온 상황을

보여준다.

①요즈음 우리말 장가를 짓는 사람이 많다. 오직 송순의 <면앙정가>, 진복창의 <만
고가>가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흡족하게 한다.42) 견한잡록

②장가로 <감군은>, <한림별곡>, <어부사>가 가장 오래되었다. 요즈음에 <퇴계
가>, <남명가>, 송순의 <면앙정가>, 백광홍의 <관서별곡>, 정철의 <관동별곡>‧<사
미인곡>‧<속미인곡>‧<장진주사>가 세상에 왕성하게 유행한다. 여타 <수월정가>,
<역대가>, <관산별곡>, <고별리곡>, <남정가> 등도 많다. 나 역시 전후 조천곡이
있으니 재미 삼아 지어 본 작품이다. 민간에 선왕이 지었다고 전하는 <고공가>도 세
상에 왕성히 유행한다. 완평부원군 이원익이 또한 <고공답주인가>를 지었다. 그러나
내가 알기로 <고공가>는 임금이 지은 작품이 아니라 허전이 지은 작품이니 세상에
잘못 전해진 말이다.43) 지봉유설

③나는 그 장가 중에서 누구나 알고 많이 유행되는 것들을 골라 다음에 간단히 평어
를 가해 보기로 한다.
-평어를 가한 목록: 진복창의 <역대가>, 조식의 <권선지로가>, 홍섬의 <만분가>,
송순의 <면앙정가>, 백광홍의 <관서별곡>, 정철의 <관동별곡>‧<사미인곡>‧<속미
인곡>‧<장진주사>, 차천로의 <강촌별곡>, 허균 첩 무옥의 <원부사>, 조위한의 <유
민탄>, 임유후의 <목동가>, 무명씨 <맹상군가>44) 순오지

42) “近世作俚語長歌者多矣. 唯宋純 <俛仰亭歌>, 陳復昌 <萬古歌>, 差强人意”. 심수경, 26번째
기사, 견한잡록(遣閑雜錄).
43) “長歌則<感君恩>、<翰林別曲>、<漁父詞> 最久. 而近世<退溪歌>、<南冥歌>、宋純 <俛
仰亭歌>、白光弘 <關西別曲>、鄭澈 <關東別曲>、<思美人曲>、<續思美人曲>、<將進酒詞>
盛行於世. 他如<水月亭歌>、<歷代歌>、<關山別曲>、<古別離曲>、<南征歌>之類甚多. 余亦
有朝天前後二曲, 亦戲耳, 俗傳<雇工歌>爲先王御製, 盛行於世. 李完平元翼又作雇工荅主人歌.
然余聞非御製, 乃許㙉所作, 而時俗誤傳云”. 이수광, <가사(歌詞)>, ｢문장부(文章部)｣ 7, 지봉유
설(芝峯類說) 14.
44) “余取其長歌中, 表表盛行於世者, 略加評語如左. <歷代歌>, 陳復昌所製. …… <勸善指路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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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은 심수경(沈守慶, 1516～1599)의 견한잡록 26번째 기사로 당대에 유행한 한국어 장
가에 대한 짧은 기록이다. ②는 이수광(李睟光, 1563～1628)의 지봉유설 <가사>(歌詞,
노랫말) 가운데 장가에 대해 논술한 부분이다. ③은 홍만종(洪萬鍾, 1643～1725)이 순오
지에서 우리나라 가곡(歌曲), 곧 노래를 논한 기사의 일부이다. 편찬자의 시각과 기

록 시기에 따라 선별된 작품이 차이는 나지만, 위의 ①～③은 차례로 16세기 후반기,

17세기 전반기, 17세기 후반기에 주요하게 향유된 작품을 보여준다.

작품 제목을 일람만 해도 가사가 민간에서 가창된 장가의 주종을 이루었다는 점

을 알기 쉽다. <면앙정가>, <관서별곡>, <관동별곡>, <사미인곡>, <속미인곡>,

<남정가>, <고공가>, <고공답주인가>, <목동가>, <사제곡>, <누항사>, <상사별

곡>, <권주가> 등 13편은 현전하는 가사 작품이다. <퇴계가>, <남명가>, <원부

사>, <권선지로가>, <강촌별곡> 등 5편은 창작 시기에 가깝게 필사된 작품이 현전

하지 않지만, 후대의 동일 제목의 작품이 가사 양식으로 전한다. 이에 5편은 학계에

서 가사 작품으로 추정되어 왔다. <수월정가>, <고별리곡>, <유민탄>, <만고가>,

<역대가>, <만분가> 등 6편은 실전했으나 가사인 것이 학계의 통설이다. 30편 가운

데 이상의 23편이 가사이다. 이어 가사가 아닌 장가로 경기체가인 <한림별곡>, 경

기체가로 추정되는 <관산별곡>,45) 4장의 악장 <감군은>, 9장의 <어부사>, <장진주

사>와 <맹상군가>가 있다.

아래 [표 2-1]은 1764년에 편찬되었다고 추정되는 고금가곡 상책에 수록된 장가

를 언어와 양식을 기준으로 삼아 분류한 표이다.

한
시
문

중국 한시문(9편)

도잠의 <귀거래사>, 왕발의 <채련곡>, 이백의
<양양가>․<억진아>․<백운가>, 최호의 <대규
인답경박소년>, 왕유의 <도원행>, 백락천의 <비
파행>, 소식의 <적벽부>

조선 과체시(3편) 허균의 <여랑요란송추천>, 이재의 <대이백혼송
죽지사>, 김창흡의 <와념소유언>

한시현토와 국문 복합(2제) <풍아별곡>, <겸가 삼장>
한시현토체(1편) 이현보의 <어부사>

曹南溟所製. …… <寃憤歌>, 忍齋洪暹所製. …… <俛仰亭歌>, 宋二相純所製. …… <關西別
曲>, 岐峯白光弘所製. …… <關東別曲>, 松江鄭澈所製. …… <美人曲>, 亦松江所製. ……
<續思美人曲>, 亦松江所製. …… <將進酒>, 亦松江所製. …… <江村別曲>, 五山車天輅所製.
…… <怨婦辭>, 許筠妾巫玉所製. …… <流民歎>, 玄谷趙緯韓所製. …… <牧童歌>, 休窩任
有後所製. …… <孟嘗君歌>, 無名氏所製”. 홍만종, 순오지 하, 동양문고 소장 2책본.
45) 전일환, ｢관산별곡에 관한 연구｣, 모악어문학 1, 전주대학교 국어국문학회, 1986, 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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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가사(8편)
이황의 <상저가>, 정철의 <관동별곡>․<사미인
곡>․<속미인곡>․<성산별곡>, 차천로의 <강촌
별곡>, 허난설헌의 <규원가>, <춘면곡>

비가사(2편) 연장체 악장 <감군은>, 정철의 <장진주사>

[표 2-1] 고금가곡 수록 장가 목록

위의 표에서 가창가사의 향유와 관련해 다음의 세 가지가 주목된다. 첫째, 한시문이

대거 수록되어 있다. 둘째, 국문 작품 11편 가운데 8편이 가사(歌辭)일 정도로 18세기

중반기까지 가사가 여전히 장가의 주류였다. 셋째, 각 언어와 그에 따른 양식에서

전범이 주를 이룬다.

첫째와 관련해, 앞서 제시한 기사는 한국어 노래의 양상을 기록하려는 의식의 산

물이라는 것이다. 심수경은 당대에 창작된 한국어 장가(近世作俚語長歌者)를, 이수광도

조선의 노래(我國歌詞)를, 홍만종도 조선인이 창작한 노래(我東人所作歌曲)를 대상으로

기사를 작성했다. 이로 인해 각 기사에는 당대에 가창으로 향유된 한시문의 실상은

반영될 수 없었다. 그렇다고 고금가곡 시기에 와서 한시문이 대거 가창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16세기에서 18세기까지 한시문이 가창으로 향유된 기록이 산발적으

로 발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때에 이르러서야 가집에 기록될 만한 연행 대상으

로 인식되었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19세기 가집의 한시현토체 수록은 향유 대

상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서 기인하겠지만, 문제는 고금가곡의 한시문은 현토체가

아니라는 점이다. 현토 유무가 사소한 문제일 수 있다. 그러나 현토 악장에서 현토

가 노랫말의 구성요소라는 점에서 현토 유무는 가창된 한시문에 대한 인식의 차이

를 드러내는 현상이 될 것이다.46)

둘째 문제는 고금가곡보다 뒷 시기인 1779년에 편찬된 근화악부47)를 살펴보

면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근화악부의 ｢별곡(別曲)｣에 <明堂歌(명당가)>, <退居歌

(퇴거가)>, <關東別曲(관동별곡)>,48) <思美人曲(사미인곡)>, <속미인곡(續美人曲)>이 차

46) 고금가곡에 실린 <풍아별곡>과 <겸가 삼장>은 가곡창 노랫말과 한시현토체의 복합 작
품이다. 한시가 현토체의 형태로 가곡창 노랫말과 함께 <풍아별곡>과 <겸가 삼장>이 구성
되었다는 점은 그 앞에 수록된 한시문 12편이 현토체가 아니라는 점과 대비된다. 선행 연구
에서도 한시 현토형 시조를 19세기적 전형성을 드러내는 현상으로 보았다(김석회, ｢19세기의 시

조 한역과 한시의 시조화｣, 조선후기 시가 연구, 월인, 2003, 132면).
47) 유정란, ｢근화악부(槿花樂府)의 성격과 작품 수록의 특징｣, 국제어문 82, 국제어문학회,
2019, 192면.
48) <관동별곡>의 필사가 끝난 후 두 수의 7언 절구, 김상헌의 <贈關東按使尹仲素履之(증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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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로 실려 있다. ｢별곡｣ 앞에 편명은 없으나 <將進酒(장진주)>, <맹상군가(孟嘗君歌)>,

<漁父辭(어부사)>도 따로 군을 이루며 실려 있다. 여기에서도 가사가 장가의 주류를

이룬다. 고금가곡과 근화악부가 가곡창 향유 문화권에서 산출된 문헌이므로, 두

문헌 기록을 통해 18세기 중반기를 지나며 가곡창 문화권에서 가사의 가창이 서서

히 선호되어 간 경향이 포착된다. 이러한 경향이 19세기로 이어져 가사 양식이 가창

가사의 한 부분을 차지해 나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는 한시문과 시가에 수록된 작품들이 대체로 각 양식의 전범이라는 점이다.

제목과 작자만 언뜻 보아도 한시문 9편이 한문학의 전범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조선 과체시 세 편도 과시의 전범으로 간주된 작품이다. 국문 작품도 명현이

지었거나 그렇다고 믿어지는 작품들로 대게 전범으로 인식되어온 작품이다. 여기에

<춘면곡>이 예외이겠으나 이 작품은 빠르면 17세기 후반기, 늦어도 18세기 전반기

부터 남성화자의 상사지정을 애절하게 노래라는 대표곡으로 향유되어 왔다.

고금가곡을 중심으로 하면서 근화악부를 아울러 살필 때 가곡창 향유 문화권

에서 가사가 장가의 주류로 향유되었고 가집에 한시문이 대거 수록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들 작품 대부분은 각 양식의 전범에 해당한다. 19세기 정악 향

유 문화권에서 한시가 가사와 한데 향유되는 경향은 18세기 향유 경향의 지속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양식적 층위에서 개별 작품의 층위로 시선을 옮겨가면 18세기의

전범 중심적 향유 경향은 19세기에 들어 퇴조하기 시작하는 현상이 발견된다. 고금
가곡에 수록된 한시문과 가사는 한문이나 시가에서 전범에 해당하거나 그 정도로

인식된 작품들이다. 고금가곡에 수록된 22편의 전범 가운데 <어부가>, <양양가>,
<귀거래사>, <대이백혼송죽지사>, <관동별곡> 등 5편만이 19세기 가집에 수록된

다. 이 가운데 <귀거래사>, <대이백혼송죽지사>, <관동별곡>은 19세기 중반기를

이후로 가집에서 자취를 감춘다. <관동별곡>이 청육과 교방에 수록되어 있지만
청육의 <관동별곡>은 제1행부터 제36행까지의 노랫말로 작품 전편이 온전하게

가창된 작품은 아니다. 교방에는 <관동별곡>이 ｢잡가｣ 편목에 제목만 기록되어

있어 가창 상황을 가늠하기 어렵지만 총 36행의 단형 <관동별곡>으로 추측된다.49)

안사윤중소이지)>와 권필의 <贈楊理(증양리)>가 이어진다.
49) 익종이 대리청정을 하는 동안 속악정재에 <관동곡>이 새로운 곡목으로 추가된다. 청육의
36행 <관동별곡>은 <관동곡>의 노랫말로 판단된다. 속악정재 <선유락>에는 6구를 한 장으
로 하는 9장의 <어부사>가, 진주교방의 향악정재 <의암별제가무>에는 28행의 가사계 작품
이 노랫말로 사용된다. 두 정재의 노랫말 길이와 청육의 편찬자 성격을 고려할 때 청육
의 <관동별곡>은 <관동곡>의 노랫말일 가능성이 높고, 진주교방에서 <관동곡>이 연행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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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논의에 따라 가창가사의 19세기 향유 경향으로 전범의 퇴조를 꼽을 수 있다.

전범이 퇴조한 자리를 작가가 상실되거나 명현으로 의명화(擬名化)된 작품50)이 19

세기 전반기부터 채워나간다. 이러한 경향은 19세기 전반기의 가창가사 향유 문화를

담은 청영과 청육에서 확인된다. 청영에 수록된 가창가사는 <어부사> 외에

가사계가 8편, 비가사계가 3편이다. 청육에는 <귀거래>, <양양가>, <어부사> 외

에 가사계 7편, 비가사계 6편이 수록되어 있다. 두 문헌에서 <춘면곡>, <상사별곡>,

<처사가>, <명당가>, <직녀가>, <추풍감별곡>, <옥설화담>, <계유사> 등은 작자

가 상실된 작품이다. <낙빈가>, <환산별곡>, <강촌별곡>은 작자를 이황이나 이이

등의 명현으로 둘러댄 작품이다. 비가사계는 모두 작자를 잃어버린 작품들이다. 가

창가사가 무명, 실명, 의명의 작품을 중심으로 선별되는 현상은 작자를 중시하며 전

범을 향유하는 문화와 상당한 거리가 있다.

작품의 작자가 덜 중시된 만큼 전대 장가의 주류 양식인 가사에 뿌리를 둔 가사

계의 두 가지 외형적 변화가 두드러진다. 하나는 작품의 길이가 짧아지는 현상이다.

이것은 시상이 완결된 하나의 작품이 짧아지는 경향과 특정 작품을 대상으로 길이

를 줄이는 경향으로 양분된다. 전자는 조선후기 가사의 장편화 경향에 대비해 단편

화 경향이라 부를 만한다. 후자는 선행 연구에서 단장화(短章化)51)나 단형화(短型

化)52)라는 용어로 개념화된 현상이다. 다른 하나는 4․4조의 음수율을 지키는 작품

이 출현하는 현상이다. 이 현상은 가사의 향유방식이나 운율의 변화와 관련해 거시

적인 시각에서 다뤄져 왔다.53)

첫째, 단편화 경향이다. <옥설화담>, <계유사>, <추풍감별곡>을 제외하면 가사계

의 길이는 70행 미만이다. 이것은 전기 가사의 평균적인 길이보다 짧고 조선후기 가

기 때문에 교방의 <관동별곡>은 36행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50) 김학성의 연구에서 “신빙성 있는 서술 주체인 ‘나’”(성무경, 앞의 책, 2000, 160면)가 가사(歌辭)
의 대표적인 진술 특징으로 지적되면서 가사는 작자와 화자가 비분리적이며 동질성을 유지
하는 성격을 가진 양식으로 규정되었다. 그러면서 12가사를 대표로 하는 가창가사의 특징이
실명화(失名化), 익명화(匿名化), 의명화(擬名化), 무명화(無名化)로 제시되었다. 실명화는 가창가사
에서 흔히 보이듯 향유집단에 공유될 때, 익명화는 현실비판가사처럼 의도적으로 숨겨야 할
때, 의명화는 작자를 상실했다가 필요에 의해 둘러댈 때(퇴계, 율곡 창작의 도덕가류), 무명화는
작자를 굳이 밝힐 필요가 거의 없거나 시정의 불특정 다수 독자를 상대로 할 때 일어난다고
했다(김학성, ｢가사의 정체성과 담론 특성｣, 앞의 책, 2002, 247면).
51) 김동욱, 앞의 책, 1992, 같은 면.
52) 정재호, ｢가사문학의 사적 대관｣, 앞의 책, 1995, 39면; 김은희, ｢가사의 가창방식에 대한 일
고찰｣, 반교어문연구 20, 반교어문학회, 2006.
53) 임재욱, ｢가사의 형태와 향유방식 변화의 관련 양상｣, 앞의 책, 2013, 83～1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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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장편화 경향에 역행하는 현상이다. 70행 미만의 길이로 시상이 완결된 한 편의

작품은 고금가곡부터 보인다. 가집에 수록되지는 않았지만 18세기에 민간에서 성

창되었다는 <승가> 연작도 60행을 넘지 못한다. 가사문학의 사적 전개에서 단편화

는 장편화와 대비되는 경향으로 주목될 만하다. 그런데 이 경향은 19세기 이전부터

일어난 현상으로 본고의 주요한 관심사가 되기 어렵다.

둘째, 단장화나 단형화로 개념화된 경향이다. 이것은 대체로 단편화된 가사 작품

을 대상으로 일어났다. 청육에는 <관동별곡>을 비롯해 <춘면곡>, <상사별곡>,

<처사가>가 앞부분을 중심으로 일정 부분이 떼어진 형태로 실려 있다. <관동별곡>

은 총 36행, <춘면곡>은 총 13행, <상사별곡>은 총 13행, <처사가>는 총 14행의

분량이다. 이때 <관동별곡>은 제1～36행을 단순히 잘라낸 것으로 보인다.54) 나머지

작품도 장형의 작품을 대상으로 앞부분부터 일정 부분까지 떼어낸 형태에 가깝다.

작품의 길이를 줄여 향유하는 현상은 음악에서 하나의 분절 단위를 이르는 장(章)에

주목한다면 단장화, 문학에서 길이를 기준으로 형식의 변화에 주목한다면 단형화라

불릴 만하다.

그런데 장형과 청영 수록 단형을 자구별로 비교하면 시어, 시구의 가감을 진행

하면서 줄여나간 정황이 포착된다. 더욱이 작품에 따라 상대적으로 중형으로 줄인

작품도 발견된다. 따라서 단장화나 단형화를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현상으로 다

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형태적인 측면의 단형화를 포괄하면서 시어와 시구의

가감, 중형의 산출을 아우를 용어로 축약(縮約)을 제안한다. 본고에서 축약은 길이를

줄이되 특정 정서와 관련된 시구를 간추린다는 의미이다.

셋째, 4․4조의 정형률 형식의 작품이 출현한다. <상사별곡> 장형, <강촌별곡>,

<처사가>의 율격은 4․4조의 음수로 고정되어 있다. 작품 한 편 전체가 4․4조의 음

수로 고정된 가사 작품이 빠르면 18세기 후반기에, 늦어도 19세기 전반기에 가사를

가창하는 문화권에서 나타난다는 점이 흥미롭다.55) 4․4조가 음영으로 향유되는 가사

54) 청육에 수록된 <관동별곡>이 목판본으로 간행된 송강가사 이선본, 성주본, 관서본에
수록된 <관동별곡>의 1행에서 36행에 해당하나, 조사와 어휘 면에서 적지 않게 차이가 난
다. 청육 수록 작품이 목판본 수록 작품을 원본으로 삼아 시어의 가감 없이 단순히 잘라냈
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가창이나 음영으로 구비 전승되거나 그것이 문자로 정착된 이형
을 원본으로 삼아 단순히 잘라낸 작품일 가능성도 있다.
55) 가창가사의 주종을 이루는 가사(歌辭)의 음보는 전기 가사에서 ‘2․4, 3․4, 4․4’ 등 자수로
다양하다가 후기 가사에 이르러 ‘4․4’로 정형화된다고 지적되어 왔다. 보통 규방가사나 개화
가사에서 현저하게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18세기 가사 전집(이상보, 민속원,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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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에서 “리듬을 살리기 위해” “일정한 음수율이 요구”된 결과로 나타났다거나56) 가

창물에서 독서물로 전환되면서 노래(歌)가 빠지게 됨에 따라 요구된 새로운 자질이라

고57) 이해되어 왔기 때문이다. 물론 가사의 한 음절이 4자로 고정되는 현상이 “18세

기 무렵부터 줄기차게 진행되어 온 가사 형태 변모의 한 양상”으로 규방가사와 개화

가사의 4․4조는 그 연장에서 음영에 의한 실현으로 요구된 것일 가능성은 높다.58)

4․4조의 출현이 가사(歌辭)의 향유방식과 형태의 거시적 흐름에서 자연스럽게 나

타난 현상일지라도 <강촌별곡>과 <처사가>의 4․4조는 특별히 주목될 만하다. 왜

냐하면 4․4조가 4음으로 단순히 채워지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처사가>의 첫

두 행은 “天生我材 쓸업셔/世上功名 下直고/양간수명[養閒受命] 이 몸이/雲林處

士 되오리라”이다. <강촌별곡>과 <처사가>에서는 이러한 구문이 전체에 걸쳐 반복

되는 편이다. 그 구문은 ‘조사가 거의 생략된 4자 한자성어+4자 고유어(또는 일상어)’

로 정리된다. 특히 앞부분의 조사까지 거의 생략된 ‘4자 한자성어’ 형태는 4언의 시

경체와 유사하다. 따라서 두 작품의 4․4조의 한시 양식을 가사 양식에 일방적으로

수용한 결과로 보인다. 그런데 이것을 <상사별곡> 장형의 한국어 4․4조의 형태에

견주면 그것이 지극히 의도적인 작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4자 한자성어

는 한문학에서 주로 보이는 전문적인 조어가 아니다. 당대에 상용할 만한 한자어들

이 4자의 형태로 배합되어 있을 뿐이다. 이에 4․4조는 이해하기 쉬운 한자어들을

이용해 한시 양식과 유사하게 보이도록 그 형태를 모방한 결과로 판단된다. 모방은

가창가사의 한 작법으로 주목될 필요가 있다.

가사계에서는 실명, 의명의 단편화된 가사 작품들이 선택되고 그것이 축약되는 경

에 수록된 81편의 작품 가운데 4․4조로 정형화된 작품은 이벽의 <천주공경가>, 정약전의
<십계명가>, 이가환의 <경세가>, 안도환(18세기 가사 전집을 비롯해 만언사를 다룬 논문에서

<만언사>의 작자를 안조원으로 보아 왔으나, 다음의 논문에서 안도환(安道煥)임을 고증했다; 권현주, ｢중인

층 유배가사에 나타난 작자의식과 생활상｣, 어문학 122, 한국어문학회, 2013, 372～373면)의 <사처가>,
<사백부가>, <사자가>밖에 없다. 물론 4․4조가 대체로 증가한 작품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상사별곡>, <강촌별곡>, <처사가>, <봉황곡>과 같이 4․4조로 정형화된 작품은 6편뿐이
다. 이 중 <천주공경가>, <십계명가>, <경세가>는 위작(僞作)인 것이 밝혀졌다(윤민구, 초기
한국천주교회사의 쟁점 연구, 국학자료원, 2014). 나머지 3편이 1781년에서 1782년 사이에 지었다고
짐작되므로 작품 전체가 4․4조로 된 작품은 18세기에서 19세기로 넘어가는 시기에 나타났
다고 판단된다.
56) 김문기, 서민가사연구, 형설출판사, 1983, 124면.
57) 김대행, ｢말하기와 노래하기: 개화기 시사평론의 민요시화｣, 시가 시학 연구, 이화여자대
학교출판부, 1991, 50～51면.
58) 임재욱, 앞의 책, 2013, 88～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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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이 발견되었다. 4․4조의 정형을 추구하되 앞의 4자를 한시구와 같이 조어한 가사

작품도 출현했다. 가사계에서 이러한 변화가 진행되는 동안 비가사계가 확연히 증가

한다. 이는 18세기 가집과 비교할 때 선명하게 드러난다. 고금가곡에 수록된 25편

의 장가는 한시문 12편, 한시현토와 국문으로 된 <풍아별곡>과 <겸가 삼장>, 한시

현토 1편, 국문 10편으로 분류된다. 국문 10편은 가사 8편과 비가사 2편(<감군은>,

<장진주사>)이다. 근화악부에 수록된 장가 8편은 한시현토 1편, 가사 5편, 비가사 2
편(<장진주사>, <맹상군가>)으로 분류된다. 이에 비해 19세기 가집에 수록된 비가사 작

품은 12종 32편이다.

가곡창 향유 문화권에서 향유된 국문 장가 가운데 비가사 작품은 <장진주사>와

<맹상군가>에 한한다. 가사가 장가의 주류로 향유되는 동안 권주행락류의 주제에

한해 비가사 양식이 허용된 것이다. 그런데 19세기에 들어서면 비가사계 가창가사의

주제가 권주행락의 주제 경계를 넘어설 뿐만 아니라 작품도 다양하게 증가한다. 이

증가는 동시기의 한시현토체와 가사계에 비해 두드러지게 일어난다. 이러한 점에서

12가사나 19세기 가창가사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는 한시현토체나 가사계보다 비가

사계가 더욱 주목되어 왔다.

그간의 비가사계 연구는 유독 형식과 관련한 문제에 집중되어 왔다. 비가사계 작

품은 대체로 앞선 시대나 동시대의 다양한 작품에서 가져온 여러 노랫말을 한데 엮

은 형식으로 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황계사>는 장단의 시조 작품, 판소리 사설, 고

려가요 작품에서 시구를 가져다가 엮은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59) 비가사계의 이러한

형식적 특징으로 인해 그 연구는 개별 작품의 노랫말이 직접적으로, 근원적으로 어

디에서 왔는지를 밝히는 데에서 출발해 그 원인이나 효과를 연행 문화의 시각에서

고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비가사계의 논의 과정에서 그 노랫말 구성 방식은 합성식 엮음,60) 결구(結構) 또는

결합,61) 편사(編辭, 노랫말 조합),62) 구성적 글쓰기,63) 합성(구성)64)으로 다양하게 개념

59) 김은희, 앞의 책, 2005, 174～175면; 임재욱, 위의 책, 217～223면.
60) 신은경, 사설시조의 시학적 연구, 개문사, 1992, 218면.
61) 정혜원, ｢잡가의 서민적 정서와 표출양상｣, 한국 고전시가의 내면미학, 신구문화사, 2001,
151～152면.
62) 성무경, ｢‘가사’와 ‘잡가’의 접점에 대한 일고찰 -<관등가>, <사친가>, <달거리>를 중심으
로-｣, 앞의 책, 2000, 306～332면; 김은희, 앞의 책, 2005, 105면.
63) 정인숙, 앞의 책, 2010, 129면.
64) 임재욱, 앞의 책, 2013, 341～3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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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었다. 이 개념들은 한 편의 작품을 짜는 단위를 시조나 가사의 두어 구에 해당

하는 시구부터 단형 시조와 같이 독립적일 수 있는 작품까지를 포괄한다. 이러한 노

랫말 구성 방식은 통시적으로 고려속요에서 일찍이 확인되고, 공시적으로 사설시조,

잡가, 판소리, 민요에서 흔히 발견된다. 따라서 이는 시가 향유의 사적 전개와 19세

기 시가의 향유 문화와 관련해 주목될 가치가 있는 것이고 선행 연구에서 주목해

온 것이다. 이것은 가창가사를 다루는 본고에서도 중요한 문제가 된다.

동일한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선행 연구에서 논의의 초점은

각 노랫말이 불러일으키는 유사 정서에 주로 놓여 왔다.65) 그 결과 서로 다른 양식

에서 온 노랫말이 하나의 작품에 엮임으로써 형성되는 대화적 국면이나 기대지평의

충돌을 적극적으로 다루지 못했다. 예를 들어 <매화가>의 노랫말이 가곡창 작품과

민요계 작품에서 연원한다는 점은 밝혀졌으나 정악 양식과 민속악 양식이 연이어

불리며 일어나는 문제가 논의되지 못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엮음과 합성의 의미를 아우르며 양식적 층위 문제까지 포괄하는 용어로 조합(組合,

엮어 합하기)을 제한한다.

조합은 비가사계 작품의 노랫말을 구성하는 주요한 작법이다. 이 작법에 의해 창

작된 작품들은 후렴구나 조흥구에 의해 내용이 분절되는 편이다. 따라서 19세기 가

집에 수록된 가창가사 목록을 Ⅰ장 3절의 끝에 정리해 보이면서 비가사계 작품의

이형마다 분절의 형태를 부기했다. 그런데 목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연과 가
나의 <백구사>, <황계사> 이형의 분량은 행 단위로 표시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분량을 그렇게 표시한 이유는 두 이형이 내용에 따라 분절됨에도 불구

하고 후렴구나 조흥구가 제거된 채 가사의 형식을 외형적으로 모방하고 있기 때문

이다. 이것은 다양한 양식이나 형식을 한데 엮어 한 편의 작품을 창작하는 작법과

차이가 난다. 두 이형에서 발견되는 현상은 조합보다는 비가사계의 가사에 대한 모

방에 가깝다. 따라서 이것은 이종 양식의 외형적 모방이라는 시각에서 가사계의 일

부 작품이 한시의 외형을 모방한 현상과 함께 다뤄질 필요가 있다.

이상의 검토에서 18세기에 견줄 때 19세기 가창가사의 특징으로 다음의 세 가지

가 주목된다. 첫째, 가사계를 중심으로 일어난 축약이다. 축약은 한 편의 시상이 완

결된 작품의 첫 행부터 일정 부분까지 떼어 내거나, 떼어 내면서 시어나 시구를 수

65) 이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는 ‘낯익음 자극하기’(김학성, 앞의 책, 2002, 264～279면)나 ‘단
위정서의 재환기’(성무경, 앞의 책, 2000, 327면)라는 표현에서 잘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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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작법이다. 둘째, 비가사계를 중심으로 일어난 조합이다. 조합은 선행의 다양

한 작품을 대상으로 일부분을 가져와 한데 엮어 한 편의 작품을 완성하는 작법이다.

셋째, 가사계와 비가사계의 일부 작품에서 일어난 모방이다. 모방은 국문 작품이 한

시문의, 비가사계가 가사계의 외형을 본뜨는 작법이다. 19세기 가창가사는 통상적으

로 여기는 독창적인 창작품은 아니지만 전대나 당대에 유행한 작품 그대로도 아니

다. 그것은 축약, 조합, 모방의 작법을 이용해 관습적 작품을 새롭게 만든 작품이다.

19세기에 가창가사를 향유하는 태도의 변화만큼이나 그 주제의 변화도 또렷하다.

고금가곡에 수록된 국문 장가의 주제는 강호전원, 관유유람, 충신연군, 애정상사,

권주행락, 유배, 교훈 등 다양하다. 장가의 하위 범주인 가창가사를 수록한 19세기

가집이 15종 이상으로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주제는 강호전원, 애정상사, 권주행락으

로 집중된다. 가창가사의 주제 경향은 15종의 가집에 수록된 가창가사의 주제를 종

수와 작품수 별로 낸 아래의 통계를 통해 선명히 드러난다.

분류 애정상사 강호전원 권주행락 합계

종별 36.7% 26.7% 26.7% 90.1%
작품별 43.7% 35.9% 16.5% 96.1%

[표 2-2] 19세기 가창가사의 주제 분포

작품 종수로는 애정상사류가 11종(36.7%), 강호전원류가 8종(26.7%), 권주행락류가 8

종(26.7%), 기타가 3종(9.9%)이다. 개별 작품 수로는 애정상사류가 45편(43.7%), 강호전

원류가 37편(35.9%), 권주행락류가 17편(16.5%), 기타 4편(3.9%)이다.

가집의 종수에 비해 가창가사가 특정 주제로 집중된 이유와 관련해 1절에서 검토

한 가창가사의 연행 환경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창가사는 정악의 하나로 가

곡창이나 시조창과 함께 향유되곤 했다. 1820년대 전후로 하여 한때 최상층을 좌상

객으로 삼는 최고급 민간 성악곡 향유 문화권에서 가악 반주에 맞춰 여창 가곡

편가의 후속창으로 연창되기도 했다. 이러한 연행 방식이 19세기 후반기까지 지속되

면서, ‘여창 시조→가창가사’, ‘여창 가곡→시조→가창가사’의 연행 방식도 파생되었

다. 이렇게 가창가사가 여창 가곡이나 시조의 후속창으로 연행되었기 때문에 청자의

주의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 주제를 여창 가곡 편가의 주제에 엇비슷하게 맞춰나

갔을 것이다.



- 51 -

19세기 가곡의 남녀창과 여창에서 애정상사가 65%, 강호전원이 10%, 권주행락이

10%를 차지한다.66) 가창가사가 수록된 청육, 교방, 시요의 여창에서 애정상사,
강호전원, 권주행락의 분포는 아래와 같다.67) 여창의 주제 경향이 19세기 가곡창의

전반적인 추세인지, 아니면 여창만의 특징인지를 분석해보기 위해 청육의 남창 주
제 분포를 더하여 아래에 정리한다. 19세기에 남녀창을 수록한 가집에서 남창의 주

제 분포는 대개 청육 남창과 유사하므로 이것만으로도 전체적인 경향을 가늠하는

데에 문제는 없을 것이다.

가집 애정상사 강호전원 권주행락 합계

청육 여 63% 12% 10% 85%
남 28% 21% 14% 63%

교방 49% 14% 13% 76%
시요 71% 10% 7% 88%

[표 2-3] 가창가사가 수록된 가집의 여창 가곡 주제 분포

가창가사의 3대 주제는 전체적으로 남창보다 여창에 13～25%가량 집중되어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남창에서는 애정상사와 강호전원이 비등한 가운데 권주행락이 적

은 편인 데 반해, 여창에서는 애정상사가 압도적으로 높은 가운데 강호전원과 권주

행락이 비등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여창 편가의 주제 분포를 앞서 [표 2-3]에 정리한 가창가사의 주제 분포와 비교해

보자. 가창가사에서 3대 주제가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율은 종수로 90.1%, 이형별

로 96.1%에 이른다. 이를 청육 여창이나 시요의 경향에 비교해 보면, 종수로는

근사하지만 작품 수로는 10% 가량 넘어선다. 주제별로 들어가면, 그 비율이 종수에

서 권주행락과 강호전원이 동일한 가운데 애정상사가 다소 높으며, 이형별에서 애정

상사가 앞서고 강호전원이 8% 정도 차이로 뒤를 이으나 권주행락은 강호전원의 절

반에도 미치지 않는다. 강호전원에서 <어부가>를 제외하면 이형별 비중에서 애정상

사가 월등히 높아진다. 더욱이 <어부사>, <귀거래>, <양양가>, <대이백혼송죽지

사>와 같이 전범의 반열에 오른 전대의 노래를 제외하면 가창가사에서 보이는 애정

66) 선행연구에서는 남녀애정, 강호한정, 무상취락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본고의 논의에 일관성
을 갖추기 위해 어휘를 조금 수정했다. 신경숙, ｢19세기 여창가곡의 작품세계｣, 고려대학교
고전문학·한문학연구회 편, 19세기 시가문학의 탐구, 집문당, 1995, 133면.
67) 위의 논문, 111～1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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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로의 집중은 여창의 경향과 거의 일치한다. 곧 가창가사는 여창 편가의 후속창

으로 불리며 레퍼토리 주제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위해 애정상사, 강호전원, 권주행

락을 중심으로 주제가 집중되어 나갔다.

가창가사의 주제가 여창 가곡의 주제 경향에 맞추어 세 가지로 집중되면서 전대

에 비해 주제의 다양성을 잃은 듯 보인다. 더욱이 강호전원, 애정상사, 권주행락은

흥겨운 주흥의 자리에서 당연하게 선호될 법한 주제이기도 하다. 그런데 주제를 양

식의 층위에서 보면 주제에 따라 선호된 양식이 일정한 경향을 띤다는 점이 발견된

다. 강호전원과 권주행락은 각각 가사계와 비가사계에서 우세하다. 애정상사는 두

계열에 엇비슷하게 나타나는 듯 보이지만 가사계가 상사의 슬픔을, 비가사계가 애정

의 기대를 주로 다룬다. 이러한 경향은 가사(歌辭)가 조선 전기부터 강호전원의 주제

를 중심으로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고, <장진주사>와 <맹상군가>로 대표되는 비가

사계가 권주행락의 주제를 담당해온 전통의 지속으로 이해된다. 애정상사의 주제도

<규원가>, <춘면곡>, <고별리곡>, <승가> 연작 등의 가사 작품이 상사의 슬픔을

노래해 왔다. 19세기 가창가사에서 주제는 양식에 따라 일정하게 경계를 이루고 있

는 편이다.

양식에 따른 주제별 경계를 주제의 층위에서 보면 각 주제가 다양한 양식에 의해

다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강호전원류에 비가사계인 <백구사>가 곡목으로 추가되

어 19세기 내내 향유된다. 애정상사류에도 19세기 전반기부터 비가사계 작품이 대거

추가되면서 19세기 후반기까지 지속적으로 향유된다. 가사계가 주로 다루던 강호전

원, 애정상사의 주제를 표현하는 데에 비가사계가 선택된 현상을 양식과 곡목의 다양

화의 결과로만 간주할 수만은 없다. 양식에 따라 그것이 다루는 주제가 일정한 경계

를 이룬다는 점에서 동일한 주제 내에서의 양식과 곡목의 다양화는 해당 주제에 대

해 취한 태도의 변화로 인한 결과로 짐작되기 때문이다. 장르 인식과 변화의 측면에

서 전대나 당대의 양식이나 형식이 해당 주제를 감당하지 못할 때 특정한 주제를 담

아내는 양식이나 형식이 변화하기 마련이다. 더욱이 19세기 가창가사에서는 굳이 장

형의 작품을 축약하고, 여러 양식과 노랫말을 조합하고, 이종 양식을 외형적으로 모

방하면서까지 전대나 당대의 작품을 변용해 향유하고 있는 양상이 발견된다. 따라서

주제가 구태의연해 보이더라도 주제의 구체적인 구현 방식과 태도를 분석해야 한다.

세 주제 가운데 19세기 가창가사에서 애정상사가 가장 선호되었다. 종수와 이형이

다수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비가사계 작품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그 결과 애정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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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에서 상사의 슬픔만이 아니라 애정의 기대, 기대의 좌절, 정욕의 추구 등 새로운

감정이 출현한다. 이러한 감정은 가사계에서 다뤄지지 않거나 부수적으로 다뤄져 왔

다. 그런데 비가사계의 출현으로 이러한 감정이 본격적으로 다뤄지기 시작한 것이

다. 변화는 가사계에서도 발견된다. 상사의 슬픔을 드러내던 <춘면곡>이 축약되면

서 만남의 기대와 설렘을 노래하는 작품이 가사계에 출현한다. 애정상사와 관련된

다채로운 감정의 분출이 흥미롭다.

강호전원류는 6종 가운데 5종이 가사계이다. 애정상사류에서 가사계와 비가사계가

엇비슷한 분포를 보이는 것과 달리 여기에서는 <백구사> 한 종만이 비가사계로 확

인된다. 가사계의 우세는 강호가사의 지속이라는 현상으로 이해된다. 그러한 이해에

서 강호전원의 주제에 대한 태도 변화와 관련해 비가사계 <백구사>만 주목될 성싶

다. 물론 <백구사>는 시적 화자가 강호에 기거하며 안빈낙도를 하는 즐거움을 차분

히 노래하는 작품이 아니라 강호를 유람하며 생동하는 자연을 즐기는 기쁨을 흥겹

게 노래하는 작품이다. 전통적인 정서에서 벗어나는 작품이 추가된 만큼 가사계에서

도 전대와 다른 지점이 발견된다. 이들 작품에서 시적 화자는 전통적인 출처의식이

아니라 세상에 쓰일 데가 없다는 소외감으로 인해 강호전원으로 나아간다. 이때 강

호전원은 체험된 장소가 아니라 이상적 공간으로 형상화된다. 이것은 <백구사>에서

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점이 전대와 변별되는 지점이 된다.

권주행락류는 다른 주제에 견주어 종수와 이형의 수도 적고 비가사계에서만 발견

될 정도로 다른 주제에 비해 가장 변화가 없어 보인다. 더욱이 주흥의 자리에서 술

을 마시며 즐겁게 놀기를 권하는 주제가 별다르지 않겠다고 짐작된다. 그런데 전대

에 정악의 향유 자리에서 불리던 <장진주사>와 <맹상군가>가 19세기 가창가사 목

록에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죽지사>와 두 곡조의 <권주가>에 사용된 조합의 작

법과 <수양산가>에 활용된 후렴구에 의한 분절은 전대의 <장진주사>와 <맹상군

가>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19세기적 특징이다. 권주행락이 전대에 이어 19세기에서

도 여전히 비가사계의 양식으로 다뤄지나, 향유한 작품과 그 작품의 작법에 차이가

나는 만큼 그 주제에 대해 취하는 태도도 변화한 것으로 짐작된다. Ⅳ장에서 작품을

분석하겠지만 19세기 권주행락류에서는 기대와 좌절에서 오는 불안, 살면서 지금의

삶이 언제든 뒤집어질 수 있다는 불안, 곧 불안정한 삶에 대해 불안해하는 의식이

포착된다. 이것은 <장진주사>와 <맹상군가>에서는 포착되지 않던 의식이다. 따라

서 이 의식이 작품 분석을 통해 자세히 논의되어야 한다.



- 54 -

고금가곡에 수록된 장가의 다양한 주제는 19세기에 가창가사로 옮겨 오면서 애

정상사, 강호전원, 권주행락으로 집중된다. 세 주제는 주흥의 자리에서 애호될 만하

고 그 만큼 구태의연해 보인다. 그러나 이상에서 각 주제에 대해 취한 태도를 얼핏

살펴보니 그것이 18세기와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애정상사류는 상사의 슬픔을

포함해 애정과 관련된 다채로운 감정을 분출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나간 것으로 짐

작된다. 강호전원류는 구체적 장소에서의 체험보다는 이상화된 공간에 대한 상상을

담아내는 듯하다. 권주행락류는 죽음의 허무감보다는 현실의 불안전한 양태에 주목

해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듯하다. 따라서 주제에 구현된 향유자의 태도가 19세기

가창가사의 특징으로 분석되어야 하겠다. 조선시가사강에서 이 점이 주목되어 가

창가사를 다룰 때에 주제적 경향을 확인하는 데에 머무르지 말고 주제의 구체적인

구현 양상을 분석해 그것에 대한 향유자의 태도에까지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

시된 것이다.68)

이상에서 19세기 가창가사의 특성을 개괄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째, 가창가사는 전대나 당대에 향유된 작품의 노랫말을 활용해 지어진 작품이 다수

를 차지한다. 이것은 통상적인 의미에서 창작보다 개작에 가깝다. 이때 축약, 조합,

모방이 주요한 작법으로 활용되었다. 둘째, 가창가사의 주제가 애정상사, 강호전원,

권주행락으로 집중되면서 전대에 비해 다양성이 약화되었다. 그런데 주제별 작품의

양상을 살펴보면 주제에 구현된 향유자의 태도가 전대보다 다양하다. 애정상사류에

서는 그것과 관련된 다양한 감정이 다뤄지고 강호전원류에서는 이상화된 공간이 노

래로 불리고 권주행락류에서는 불안정한 현실이 주목된다. 이렇게 포착된 두 가지의

주요 특징은 19세기 가창가사의 실상을 다루는 시각이 된다. 따라서 Ⅲ장에서는 축

약, 조합, 모방을 중심으로 향유를 위한 작법의 변화를 분석하고, 이어 Ⅳ장에서는

애정상사, 강호전원, 권주행락을 중심으로 각 주제에 구현된 향유자의 태도를 고찰

하고자 한다.

68) 본고 6면 참조(Ⅰ장 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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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향유를 위한 작법의 변화

19세기 가창가사는 낯익은 작품을 다양하게 활용해 창작한 작품이 대부분이다. 통

상적인 의미에서 이것은 새로운 작품의 창작이라기보다 관습적 작품의 개작이라 하

겠다. 이에 따라 18세기와 19세기를 각각 창작의 시대와 개작의 시대로 범박하게 특

징지을 만하다. 창작을 강조하는 시각에서는 개작의 의미를 간과하기 쉬우나, 개작

은 전래의 작품을 향유 환경의 문화적 성격에 맞춰 손질해 지루하지 않게 향유하려

는 능동적이고도 의식적인 행위라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창작에서 개작으로의 작

법 변화 시기가 Ⅱ장 1절에서 검토한 가창가사의 연행 환경 변화 시기와 대체로 상

응하는 것 또한 주의 깊게 볼 만하다. 이는 연행과 향유가 작법과 밀접한 연관을 맺

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Ⅱ장 2절에서 가창가사의 주요 작법으로 확인된 축약, 조

합, 모방이 연행과 향유의 층위에서 접근될 필요가 있다. 분석은 작법이 활용되기

시작한 시기와 그 활용도를 고려해 축약, 조합, 모방의 순서로 진행한다. 이로써 연

행 시가로서 가창가사 특성의 일면이 드러날 것이다.

1. 축약을 통한 연창성 확보

19세기 가창가사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노랫말의 길이가 줄어드는 현상이다. 이

현상은 일찍이 단장화(短章化)나 주로 긴 노랫말의 ‘앞부분을 중심으로 줄이는’ 단형

화(短型化)로 지칭되었다.1) 이것은 연행 시간의 문제와 음악이 빨라지는 현상의 결과

로 이해되어 왔다. 가창가사가 가창 환경의 변화에 따라 노랫말이 짧아졌다는 가설

은 타당하다. 이제 여기에서 더 나아가 선행의 작품이 어디를 중심으로 어떻게 줄어

들었는지가 분석되어야 한다. 정악을 담당한 민간의 전문 가악 집단은 정도에 차이

가 있겠지만 음악만이 아니라 노랫말도 소홀히 다루지 않았겠다고 짐작되기 때문이

다. 더욱이 가창가사가 연창되기 시작한 시기와 축약이 나타난 시기가 비슷하기까지

하다. 따라서 연행 문화의 변화와 관련해 축약이 좀 더 적극적이고 의식적인 행위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1) 본고 45～46면 참조(Ⅱ장 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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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본 절에서 다룰 작품을 아래의 표에 정리한다.

작품 장형 중형 단형
관동별곡 청육 36행
낙빈가 청영 51행, 청육 49행 조연 24행, 가나 22행
처사가 청영 31행 성악 23행

청육 14행, 남태 16행,
조연 15행, 가나 15행,
원하 15행

춘면곡
시권a 50행, 청영 60행,
남태 63행

조연 40행,
가나 41행

청육 13행, 가요 12행,
원하 13행, 시요 13행

상사별곡
시권a 48행, 청영 42행,
남태 44행

청육 계열 조연 계열
청육 13행,
가요 13행,
원하 13행,
시요 13행

조연 16행
가나 일실

[표 3-1] 축약이 활용된 가창가사 이형 목록

축약은 가사계 작품을 향유하는 상황에서 주로 일어났다. 보통 50～60행 길이의 작

품이 1/2～1/4의 분량으로 줄어들었다. 드물게 145행의 <관동별곡>이 36행으로, 31

행의 <처사가>가 15행으로 축약되기도 했다. 축약된 이형은 길이에 따라 중형, 단

형으로 구분되며 내용에 따라 계열을 이루기도 한다.

논의는 산출된 연대에 따라 작품별로 진행되는 편이 합당하다. 그런데 축약이 장

형에서 중형을 거쳐 단형으로, 또는 장형에서 단형을 거쳐 중형으로, 하나의 흐름으

로 진행되지 않았다. 중형이 단형의 뒤에 나타났더라도 그것이 장형에서 따로 축약

되기도 했고, 일부 단형은 그보다 앞선 단형과 장형의 영향을 아울러 받기도 했다.

따라서 연대기적 검토만으로는 이형의 실상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다. 그보다 계열을

나누어 연대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축약으로 산출된 이형은 내용에 따라 크게 두 계열로 나뉜다. 하나는 청육, 가
요, 원하, 시요의 작품들(이하 청육 계열)이고, 다른 하나는 조연, 가나(이하
조연 계열)의 작품들이다. 여기에 더하여 장형과 청육 계열의 영향을 아울러 받은
남태, 성악의 작품이 있다. 이 가운데 청육 계열은 현행 12가사의 직접적인

연원이 된다. 이러한 점이 고려된다면 청육 계열의 작품에서 조연 계열의 작품

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때 각 계열 안에서는 이형의 통시적 전개를 고려해

그 산출 시기에 따라 다뤄지는 것이 합당하다. 이에 따라 청육의 <관동별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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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사가>, <춘면곡>, <상사별곡>과 그 계열의 작품, 조연의 <낙빈가>, <처사

가>, <춘면곡>, <상사별곡>과 그 계열의 작품이 차례로 분석될 것이다. 두 계열의

작품 분석만으로도 가사계 축약의 경향이 충분히 파악되리라 기대된다. 따라서 성
악과 남태 수록 작품의 축약 경향은 필요한 때 간략히 논의할 예정이다.

청육 <관동별곡>은 총 145행(송강가사 성주본) 또는 146행(이선본)의 작품을 제1행
에서 제36행까지 잘라 부른 작품이다. 총 36행은 원작의 ‘부임-등정-하산-종착’2) 가운

데 부임에서 등정의 일부까지에 해당한다. 아래에 이선본의 제27～38행, 청육 <관
동별곡>의 제27～36행을 비교해 보인다.

(상략)

小쇼香향爐노大대香향爐노 눈 아래 구버보고

正졍陽양寺眞진歇헐臺 고텨 올나 안마리

廬녀山산 眞진面면目목이 여긔야 다 뵈다

어와 造조化화翁옹이 헌토 헌할샤

거든 디 마나 셧거든 솟디 마나

芙부蓉용을 고잣 白백玉옥을 믓것

東동溟명을 박 北북極극을 괴왓

놉흘시고 望망高고臺 외로올샤穴혈望망峰봉이

하의 추미러 무 일을 로리라

千쳔萬만劫겁 디나록 구필줄 모다

어와 너여이고 너 니 또 잇가

開心심臺 고텨 올나 衆듕香향城셩 라보며

(하략)

(상략)

山香爐 火香爐을 눈 아 구버보고

正陽寺 眞歇臺의 곳쳐 안져 올나보니

廬山眞面目이 여긔야 다 보는도다

어와 造化翁이 긔롱도 긔롱헐

나는듯 는듯 닷는듯 솟는듯

芙蓉을 는듯 白玉을 묵거는듯

南溟을 박는듯 北極을 괴아는듯

놉흘시고 望高臺요 외로올 望高峰이

하의 츄밀러셔 무삼 일을 올니려고

千萬劫 지도록 굽필쥴 모로는다

<관동별곡>(송강가사 이선본) <관동별곡>(청육)

청육 수록 작품은 시적 화자가 금강산에 오르며 자연의 경이로움을 탄복하는 데

에 머무른다. 가집은 현장의 즉흥성보다 가창의 규범이 반영된 문헌이다. 악장의 악

보를 수록한 문헌은 기록의 효율성을 위해 반복되는 악곡을 생략하더라도, 그 아래

노랫말을 모두 적는 경향이 발견된다. 노랫말을 기록한 가집에서는 악곡이 반복되어

도 노랫말이 함부로 생략되지 않는다. 현재까지 학계에 알려진, <관동별곡>을 수록

한 문헌 가운데 필사를 중단한 경우를 제외하고 작품의 일부가 필사된 가집은 청

2) 김병국, ｢가면 혹은 진실 -송강가사 관동별곡 평설-｣, 한국 고전문학의 비평적 이해, 서울
대학교출판부, 1995, 32～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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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이 유일하다. 청육은 당대 일급 가창자가 공을 들인 문헌이다. <관동별곡> 단

형은 특정한 의도에 의해 제36행까지 부르기 위해 축약된 작품으로 추측된다.

위에 인용한 송강가사 목판본의 하나인 이선본에 수록된 작품과 청육 단형
시구를 비교하면 조사 첨가, 시어 수정 등의 차이가 발견된다(인용의 밑줄과 진한 글

씨). 대표적으로 ‘을’, ‘의’, ‘셔’ 등의 조사나 어미 첨가, ‘안져 올나보니(←올나 안마

리)’, ‘긔롱도 긔롱할샤(←헌토 헌할샤)’, ‘로리라’ 등의 시어 혹은 시구 수정을

들 수 있다. 이것을 가창이라는 구비 전승으로 인한 오류나 와전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청육은 필사 오류가 잘 발견되지 않을 정도로 공들여 편찬된 가집이므로

단형의 이형은 길이를 의도적으로 줄여 부른 ‘작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관동별곡> 단형은 속악정재 <관동곡>의 노랫말일 가능성이 높다. <관동곡>은

익종이 대리청정을 하는 동안 속악정재에 새롭게 추가된 곡목이다. 속악정재 <선유

락>에서는 6구를 한 장으로 하는 9장의 <어부사>가, 진주교방 정재 <의암별제가

무>에서는 총 28행 분량의 가사계 작품이 노랫말로 사용되었다. 두 정재창사의 길이

와 청육을 둘러싼 문화적 배경을 고려할 때 청육의 <관동별곡>은 <관동곡>의

노랫말로 추정된다. 따라서 <관동별곡>은 <관동곡>의 연행 상황에 맞추어 총 36행

의 길이로 축약되어 가창된 작품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형성된 단형은 정재가 공연

되지 않는 자리에서도 가창되었을 것이다. 이로써 단형의 가창 시간이 장형에 비해

줄어들면서 1829년 3월 28일 서흥에서 가창가사 12곡이 연창될 때 한 곡목으로 가

창될 수 있던 것으로 추측된다.3)

이제 12가사의 한 작품으로 현재까지 전해져 가창되는 <처사가>의 축약 양상을

살펴보자. <처사가> 단형은 총 31행의 장형을 절반 정도 축약한 작품이다. 단형은

청육(총 14행), 남태(총 16행), 조연(총 15행), 원하(총 15행), 가나(총 15행)에 수
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하나의 계열을 이루는 청육, 남태, 원하의 작품을 일

단 살펴보고 조연과 가나는 추후에 해당 가집의 단형을 한데 모아서 다룰 때

살펴본다. 가장 이른 시기의 청육에 수록된 총 14행 길이의 작품을 대표로 삼아

분석한 후에 나머지 두 작품을 간단하게 언급한다.

<처사가>의 축약 양상을 살피기 위해 아래의 좌측에 청영 수록 장형의 앞부분

을, 우측에 단형의 전문을 함께 제시한다.

3) Ⅱ장 각주 21번 참조(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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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地玄黃 삼긴 後의 日月盈昗 되오랴고
양간슈명 이 몸이 雲林處士 되오리라

九繩葛巾 졋게 쓰고 三節竹杖 손의 쥐고

落照江湖 景 조흔 芒鞋緩步 들어가니

寂〃松關 다닷 寥〃杏園 즛다

景槪믈름 조흘시고 山林草木 푸르럿다

蒼岩翠屛 둘너 白雲볕이 로왜라

江湖漁父 갓치 야 竹竿蓑笠 드러메고

十里沙場 나려가니 白鷗飛去 이로다

一葦편범 놉피 달고 萬頃蒼波 흘이 져어

銀鱗玉尺 낙가니 松江鱸의 비길소냐

日暮淸江 져문 날의 쥬푸로 도라오니

南北孤村 두셰 집은 落花暮烟 겨셰라

箕山潁水 이 안인가 別有天地 여긔로다

淵明五柳 심근 가 千絲細枝 느러졋다

子陵釣臺 낙던 가 銀鱗玉尺 노다

(하략)

天生我材 쓸업셔 世上功名 下直고

洋間受命야 雲林處士 되오리라

九升葛巾 몸의 걸고 三絶竹杖 손의 고

落照江路 景 조흔듸 芒鞋緩步로 나려가니

寂〃松關 다닷듸 寥〃杏園의 개 즛다

景槪武陵 조흘시고 山林草木 푸로럿다

倉岩屛風 둘넛듸 白雲深處에 집을 삼고

江湖에 漁父 갓치 여 竹簡簑笠 졋게 쓰고

十里沙汀 나려가니 白鷗飛去 이로다

一葦片帆 노피 달고 萬頃蒼波 흘니 져어

數尺銀魚 낙가니 松江鱸魚 비길노다

日落淸江이 져무럿다 薄酒浦渚로 도라드니

南隣北村 두셰 집의 落霞暮烟 잠계셰라

箕山潁水 예 아닌가 別有天地非人間이 여긔로다

<운림처사가>(청영) <처사가>(청육)

장형의 시상은 ‘처사가 되겠다는 선언-처사로서의 사는 즐거움(본사)-강호은거의 다

짐(결사)’의 순서로 전개된다. 본사의 시상은 ‘신선과 가어옹으로서 풍류의 즐거움(본

사1)-처사로서 은자의 삶을 모의하는 즐거움(본사2)-천변에서 느끼는 한적함(본사3)’의

순서로 발전‧심화된다. 청육 단형은 장형의 본사1까지에 해당한다. 단형은 ‘天生我
材 쓸업셔 世上功名 下直고’(<강촌별곡> 제1행)로 시작해 장형의 제2～14행으로

이어진다. 장형과 단형의 제2～14행을 비교하면, ‘白雲볕이-白雲深處’(제7행), ‘十里沙

場-十里沙汀’(제9행), ‘松江鱸의-松江鱸魚’(제10행), ‘日暮淸江-日落淸江’(제11행), ‘南北孤

村-南隣北村’·‘落花暮烟-落霞暮烟’(제12행)과 같은 구전에 의한 착종만 확인될 정도로

창출되는 의경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아울러 장형의 ‘양간’·‘믈름’·‘쥬푸로’, 단형

의 ‘洋間’ 등의 오자는 구비 전승되던 작품이 문자로 기록될 때 일어난 현상으로 판

단된다. 그것들이 문자언어 층위에서 차이를 보일 뿐 음성언어 층위에서는 동일하거

나 유사하기 때문이다.

단형은 얼핏 장형의 앞부분을 중심으로 단순히 자른 형태로 보인다. 그러나 단형

의 첫 행이 <강촌별곡>의 첫 행으로 대체되고, 결사 ‘箕山潁水 예 아닌가 別有天地

非人間이 여긔로다’는 장형의 ‘箕山潁水 이 안인가 別有天地 여긔로다’라는 시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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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이다. 단형과 장형 사이의 음절수 차이도 심상하지 않다. 장형의 리듬은 4·4조의

흐트러짐 없는 연속으로 단조로운 편이다. 이에 반해 단형에서는 장형의 노랫말에

조사나 보조사가 삽입되어 4·4조가 흐트러져 있다. 4·4조가 2·4조(洋間受命야), 5·4조

(芒鞋緩步로 나려가니, 寥〃杏園의 개 즛다, 白雲深處에 집을 삼고, 江湖에 漁父 갓치 여, 日落

淸江이 져무럿다, 薄酒浦渚로 도라드니)로 바뀌거나, 4·4·4조의 3음보(別有天地非人間이 여긔

로다)로 바뀌었다. 작품이 축약되면서 리듬감도 함께 변화되었다.

단형과 장형의 내용을 비교할 때 그 차이가 좀 더 뚜렷해진다. 장형에서 단형의

노랫말로 수용하지 않은 부분은 본사2부터 결사까지이다. 여기에서 강호는 ‘猿鶴麋

鹿’이 ‘萬壑千峰’을 뛰어다니는 은일의 공간, 곧 속세와 절연된 공간으로 표현된다.

처사의 삶을 관습적으로 표현하는 어구들이 나열되면서 그곳에서의 생활은 관념적

으로 진술된다(盤桓起居, 目送雲鶴, 手揮絲桐, 登臨某丘, 遊觀水口, 朝採山薇, 夕釣江魚, 溪邊石枕,

松下閑眠, 數曲山歌, 西嶺晧月 등). 시적 화자는 증점의 ‘詠而歸’ 고사를 떠올리며 소부와

허유를 따르겠다고 다짐한다. 단형에서는 처사 가운데에서도 은자의 형상이 강조된

뒷부분이 제외됨으로써 처사의 탈속적 형상이 약화된다. 이것은 도입이나 결어를 바

꾸어 향유한, 후대의 남태와 원하 수록 단형으로 이어진다.4)
세 단형이 미세한 차이를 보이지만 장형에 견줄 때 대체로 은자의 탈속적 형상이

약화되면서 가어옹 형상이 상대적으로 강조되는 편이다. 그 결과 <처사가>가 다음

과 같이 연행되기도 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1884년에 창작된 <한양가>에 별감놀음

장면에서 소릿 기생은 가곡창 편가를 마치고 <춘면곡>, <처사가>, <어부사>, <상

사별곡>, <황계가>, <매화가>를 이어 부른다.5) 1860년경에 필사된 남원고사6)에

4) 청육 수록 단형과 확연하게 차이 나는 부분을 중심으로 남태와 원하에 수록된 단형
작품을 아래에 차례로 제시한다.
“평 쓸데업셔/셰상공명을 하직고/냥간슈명야/운림쳐사 되오리라/구승갈포를 몸에 걸고
/삼졀쥭장 손에 쥐고/……/남북고촌 두셰집은/낙하묘연 잠겨셰라/긔산영슈 예 아니냐/별유쳔지 여
긔로다/연명오류 심으신데/쳔사유지 느려졋다/아마도 창[sic. 차此] 강산 임자는 나인가 노라”
(총 16행의 남태 <처사가>).
“平生아 쓸데업셔/세상공명을 하즉허고/양간슈명하여/울님쳐 되오리라/……/강호에 어부 갓
치/쥭립을 젝켜 고/십니졍 려가니/구비거 이로다……/남북고촌 두세 집은/낙하모연
의 계세라/긔산영슈 이 아이냐/별유쳔지 여긔로다/아마도 이 강산 님는 나인가 허노라"(총
14행의 원하 <처사가>).
5) “거상죠 린 후의 쇼 어린 기/한 숀으로 머리 밧고 아미를 반즘 슉여/우죠라 계면
이며 쇼용이 편락이며/춘면곡 쳐가며 어부 상별곡/황계타령 화타령 가시죠 듣기
죠타”. 한산거사, <한양가>.
6) 파리의 국립 동양어문대학교 소장 남원고사는 1～3권이 1864년(갑자)에, 4～5권이 186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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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남원의 왈짜들은 춘향이 옥중에서 매를 맞았다는 소식에 옥중으로 가서 노래를

부른다. 이때 <춘면곡>, <처사가>, <어부사>가 차례로 불린다.7) 여기에서 <처사

가>에 이어 <어부사>가 불린 레퍼토리가 발견된다. 이 레퍼토리에서는 <처사가>

가 선창으로 불리며 강호에 나아가 가어옹이 되는 형상이 예비적으로 진술되고 이

어 <어부사>가 후창으로 불리어 선유의 흥취가 구체적으로 펼쳐진다. 연창을 목적

으로 장형의 작품이 단형으로 축약되었는지는 알기 어렵다. 그러나 단형이 장형보다

가창가사의 연창 환경에 적합한 대상이 되었다고는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춘면곡>의 축약 양상을 살펴보자. <춘면곡> 단형은 총 60행 정도 길이

의 장형을 첫 행부터 1/4 정도까지 떼어낸 형태이다. 청육(총 13행), 가요(총 12행),
원하(총 13행), 시요(총 13행)의 단형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가집 청육에 수

록된 단형을 중심으로 축약의 양상을 살펴보고 나머지 3편을 간략하게 다루고자 한

다. 축약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아래에 기사총록에 수록된 <춘면곡> 장형 일부와
청육에 수록된 이형 전문을 좌우에 각각 제시한다.

츈면을 느직 여 쥭창을 반니

졍화는 작작 가는 뷔 머무는듯

안뉴는 의의여 셩귄 을 엿셰라

창젼의 덜 된 슐을 일이 먹은 후의

호탕 밋친 흥을 부질업시 아여

마 금편으로 야류원 져 가니

화향은 습의고 월은 만젼

광인듯 취인듯 흥을 겨워 머무는듯

회 고면여 유졍이 셧노라니

쥬란화각 놉푼 집의 녹의홍상 일미인이

창을 반하고 옥안을 간 드러

웃는듯 긔는듯 츄파을 암쥬고

교여 마져 드려 녹의금 빗기 안고

쳥가 일곡으로 츈흥을 아여

운무 양 즁의 초목이 다졍고

(하략)

春眠을 느즛 야 竹窓을 半開니

庭花는 灼灼 가난 나뷔 머므듯

岸柳 依依야 셩긔 를 워셰라

窓前의 덜 고인 슐을 二三杯 먹은 後의

浩蕩 밋친 興을 부졀업시 아여

白馬 金鞭으로 冶遊園을 가니

花香은 襲衣고 月色은 滿庭

狂客인듯 醉客인듯 興을 겨워 머무듯

徘徊 顧眄야 有情이 셧노라니

翠瓦朱蘭 놉흔 집의 綠衣紅裳 一美人이

紗窓을 半開고 玉顔을 잠간 들러

웃듯 반기듯 嬌態여 머므듯

淸歌 一曲으로 春興을 아니

<춘면곡>(기사총록) <춘면곡>(청육)

(기사)에 필사되었다.
7) “화셜 이 모든 왈드리 가 하나식 자 고  왈 츈면곡 다 츈면을 느지 여
쥭창을 반니 (중략)   왈 쳐가 다 평아 업셔 셰상공명 하직고 (중략)

  왈 어부 다 (하략)”. 남원고사 권지 1장(영인본 1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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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창의 구비 전승적 성격을 고려한다면 문헌에 남아 전하는 수보다 다양한 이형

의 장형이 향유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가창가사를 다룰 때에 가집에서 시야를 넓

힐 필요가 있다. 그 결과 단형이 19세기 전반기를 대표하는 가집인 청영보다 가

사만 모아 둔 기사총록에 수록된 장형과 더욱 가깝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를 기준으로 축약은 장형의 첫 행에서 시작해 제14행에 이르러 시상 전개

를 멈추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단형과 장형의 노랫말을 비교해 축약 양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형

의 첫 행에서 시작해 제11행까지와 제14행이 단형에 거의 그대로 수용되었다. 둘

째, 단형의 제12행은 장형의 제12행과 제13행의 전구(前句)로 구성되었다. 셋째, 장

형의 제12행 ‘긔는듯’과 제13행 ‘마져 드려’ 시구가 단형에서 ‘반기듯’과 ‘머므

듯’으로 각각 바뀌었다. 축약이 진행되면서 구 덜어내어 한 행으로 만들기, 시

어나 시구를 바꾸기의 방식이 활용되었다.

한편 <춘면곡>의 축약은 주제와 정서의 변화가 일어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장

형에서는 ‘봄잠에서 깨어나 느낀 춘흥(서사)-만남의 기쁨과 이별의 슬픔(본사1)-상사의

시름과 재회의 바람(본사2)-공업 성취 후 임과의 만남 다짐(결사)’의 순서로 시상이 전

개되면서 애정상사의 주제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현된다. 이에 비해 단형의 시상은

시적 화자가 봄잠에서 깨어나 춘흥에 취해 야유원을 찾아가 임을 만나는 데에서 그

친다. <관동별곡>, <처사가>의 축약 양상을 상기해본다면, <춘면곡>도 만남의 기쁨

을 더 강조하거나 이별의 슬픔까지를 담아내는 방향으로 축약이 진행될 수도 있었다.

그런데 ‘봄잠에서 깨어난 슬픔’ 또는 ‘봄꿈 같은 사랑’을 노래하는 장형은 ‘깨고 싶지

않은 봄잠’을 노래하는 단형으로 축약된다. 이상과 같이 <춘면곡>의 축약은 슬픔의

노래에서 설렘의 노래로, 그 주제와 정서가 반전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만남의 설렘과 기쁨을 노래하는 단형이 19세기 후반기까지 지속적으로 향유되면

서 단형 향유 문화권이 형성된다. 이 문화권에서 향유된 이형은 가요(총 12행), 원
하(총 13행), 시요(총 13행)에 수록되어 있다. 세 이형의 제1행에서 제10행까지의 노
랫말은 청육의 해당 부분과 거의 동일하고 그 뒤에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차이가
나는 제11행부터의 노랫말은 “사창을 반고/옥안을 잠간 드러/웃듯 반기듯”

과 “챵을 반허고/운넌듯 반기는듯”으로 양분된다. 전자는 가요, 시요에 수록
되어 있고 원하에도 “一作 허고下 옥안을 잠 드러”라고 하여 세주로 이형이 표

시되어 있다. 후자는 원하에만 수록되어 있다. 이것을 청육 단형과 비교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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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는 청육 단형의 제12행 전구까지 떼어 내는 방식으로 축약된 이형이고 후자

는 전자의 제11행 후구를 생략하는 방식으로 축약된 이형이다.8) 그 결과 ‘교태’, ‘춘

흥’이 생략되면서 그것이 자아내는 염정의 분위기가 다소 약화된다. 물론 화자와 미

인이 애틋한 사랑을 나누리라는 기대는 여전하다. 청육의 단형은 끝부분이 미세하
게 변화하면서 계열을 이루며 후대까지 전승되어 현재의 12가사로 이어진다.

청육의 단형이 문헌에 나타난 시기에 <춘면곡> 악곡은 슬프지 않은 평조에 가

까워지고 달거리 선율이 추가되면서 더 이상 슬프지 않은 노래가 된다.9) 그 즈음에

<춘면곡>은 여창 가곡 편가의 제1 후속곡으로 가창된다.10) <춘면곡>이 여창 가곡

편가의 제1 후속곡으로 불렸다는 데에서 편가의 마지막 악곡인 <편삭대엽>의 노랫

말이 주목된다. 청육 편삭대엽 악곡에는 8수(#990～#997)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7수는 모두 애정을 주제로 삼은 작품이다.11) 그 중 4수는 동침의 기대나 그 기쁨을

노래하고12) 나머지 3수는 각각 끝 모르는 사랑,13) 임과의 사랑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14) 주색을 참기 어려운 마음15)을 노래하는 작품이다. 편삭대엽 수록 작품의 이

8) “紗窓을 半開고/玉顔을 잠간 들러/웃듯 반기듯/嬌態여 머므듯/淸歌一曲으로/ 春
興을 아니”(청육 단형의 제11～13행).
9) 김창곤, 앞의 논문, 2006, 51면.
10) 세시풍요와 <한양가>에 보이는, 여창 편가 후 가창가사의 연창은 다음과 같다.

세시풍요: 춘면곡→황계사→백구사
<한양가>: 춘면곡→처사가→백구사→상사별곡→황계사→매화가

11) 나머지 한 수인 #997은 중국 촉나라 장수 장비의 우매함을 노래한 다음의 작품이다. “文讀春
秋左氏傳고 武使靑龍偃月刀ㅣ라/獨行千里여 五關을 지나갈 졔 로 져 將帥ㅣ야 固城 북
소릐 드러야 못 드러야/千古에 關公을 未信者 翼德인가 노라”(#997, 고시조대전 #1709.1).
12) “오늘도 져무러지게 져물며 리로다 면 이 님 가리로다/가면 못 오려니 못 오면 그리려
니 그리면 應當 病 들려니 病 곳 들면 못 니로다/病 드러 못 살줄 알량이면 고나 갈가 
노라”(#990, 고시조대전 #3389.1), “酒色을 가란 말이 옛 람의 警戒로되/踏靑登高節에 벗님네
다리고 詩句 을풀 졔 滿樽香醪 아니 먹기 어려오며/旅館에 殘燈을 對여 獨不眠 졔 絶
代佳人 만나 이셔 아니 고 어이리(#992, 고시조대전 #4399.1)”, “待人難待人難니 鷄三更고 夜
五更이라/出門望出門望니 靑山은 萬重이오 綠水 千回로다/이윽고 개 즛 소릐에 白馬遊冶
郞이 넌즈시 도라들 졔 반가온 마음이 無窮貪〃여/오늘밤 셔로 들기오미야 어 그지 이시
리”(#993, 고시조대전 #1297.1), “玉 갓튼 님을 일코 님과 갓튼 네 보니/네 긘지 긔 네런지
아모 긘줄  몰라/네긔나 긔 네나 中에 고나 갈가 노라”(#994, 고시조대전 #3454.1).
13) “랑이 엇더터니 둥구더랴 모나더랴/기더냐 져르더랴 밤고 나마 일너랴/ 그리 긴 쥴
은 모로되  간 듸 몰라”(#991, 고시조대전 #2260.3).
14) “모시 이리져리 삼아 두루 삼아 감다가/다가 가온  근쳐지옵거든 皓齒丹脣으
로 훔며 감타 纖〃玉手로 두  마죠 아 뱌뷔쳐 이으리라 져 모시랄/우리 님 랑 그
쳐갈 졔 져 모시 치 이으리라”(#995, 고시조대전 #1654.2).
15) “一定百年 살줄 알면 酒色 다 關係랴/혀 은 後에 百年을 못 면 긔 아니 다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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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경향은 가창가사가 연행된 문화권에서 편찬된 교방, 시요의 여창 가곡 편

가에서도 비슷하게 발견된다. 편삭대엽에는 상사의 슬픔보다 사랑의 기쁨이나 확신

을 노래하는 작품이 주를 이룬다. 사랑의 기쁨을 노래하는 방향으로 축약된 <춘면

곡> 단형은 편삭대엽의 정조를 자연스럽게 이을 수 있는 제1 후속곡으로 선호되었

던 것으로 짐작된다. <춘면곡>은 연창이 발달하던 시기에 장형이 단형으로 축약되

어 가창시간이 줄어들면서 연창성이 확보되었고, 변화된 주제와 정서로 인해 단형이

여창 가곡 편가의 제1 후속창으로 선호되기도 했던 것이다.

이제 <춘면곡>의 짝으로 불리던 <상사별곡>의 축약 양상을 살펴보자. <상사

별곡>에서는 중형의 이형을 갖는 <춘면곡>과 달리 단형의 이형만 확인된다. 6편

의 단형의 길이가 비슷하지만 정조에 따라 이것은 두 계열로 나뉜다. 하나는 청
육, 원하, 시요, 가요에 수록된 청육 계열이고, 다른 하나는 조연, 가
나에 수록된 조연 계열이다. 전자는 4‧4조가 완전히 흐트러진 작품으로 현행

12가사 작품의 연원이 되고, 후자는 4‧4조를 유지하고 있는 작품으로 장형의 리

듬을 그대로 이은 작품이다. 후자는 조연, 가나 수록 가사계 단형을 한데 다

룰 때 분석하고, 여기에서는 전자를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전자에서 청육 단형
이 가장 앞서므로 이것을 중심으로 축약의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축약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아래에 청영 장형의 앞부분과 단형 전문을 좌우에 함께 제시한다.

人間離別 萬事中에 獨守空房 더욱 셔의

相思不見 이 眞情 졔뉘알니친시름

이렁져렁 허튼 근심 다 후르쳐 더져두고

자나 나 나 자나 먹고 입고 입고 먹고

벗고 입고 입고 벗고 임못보와가답답

얼인 樣子 고은 얼골 눈의 암암 귀에 

듯고지고 임의 소 보고지고 임의 얼골

비아다 하나님긔 이졔 보게 기소셔

前生이生 무 罪로 우리 두리 삼겨 나셔

그린 相思  만나 離別 마자 百年期約

슈지 말고  이셔 잇지 마자 처음 세

千金珠玉 귀 밧기오 世上貧富 관겨랴

根源 흘너 물이 되여 깁고 깁고 다시 깁고

랑 무어 뫼히 되야 놉고 놉고 다시 놉하

人間離別 萬事中에 獨宿空房이 더욱 섧다

相思不見 이 眞情을 졔 뉘라셔 알니 친 시름

이렁져렁이라 헛트러진 근심 다 후루쳐 더져두고

자나 나 나 나 任을 못 보니 가이 답답

어린 樣子 고은 소 눈의 黯黯 귀예 錚錚

보고지고 任의 얼골 듯고지고 任의 소

비나이다 하날님 任 生기라 고 비나이다

前生此生이라 무삼 罪로 우리 두리 삼겨 나셔

잇지마고 쳐음盟誓ㅣ 쥭지 마 고 百年期約

나며 들며 뷘 房 안의 다만 한슘 이로다

千金珠玉이 귀 밧기오 世事一貧이 關係랴

萬疊靑山을 드러간들 어늬 우리 郎君이 날 즈리

山은 疊疊 여 고 되고 물은 充充 흘너 소이로다

梧桐秋夜 은 달의 任 生覺이 로왜라

야/人命이 在乎天定이라 酒色을 은들 百年 살기 쉬우랴”(#996, 고시조대전 #4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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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허질 줄 모로거든 허질줄 졔뉘알니

(하략)

번 離別고 도라가면 다시 보기 어려왜라

<상사별곡>(청영) <상사곡>(청육)

단형의 제1～9행은 장형의 제1～10행까지와 대체로 일치한다. 여기에서 장형의 서두

를 중심으로 첫 행부터 일정 부분까지 떼어 내는 축약 방식이 확인된다. 이는 가사

계 장형을 단형으로 축약하는 기본 방식이다. 아울러 조사를 삽입하거나 시어를 수

정해 리듬을 바꾸는 <처사가>의 축약 방식, 일부 시구를 덜어내 두 행을 한 행으로

줄이는 <춘면곡>의 축약 방식도 발견된다. 여기에 더하여 <상사별곡>의 축약 양상

에서 주목되는 점은 조사를 삽입하거나 시어를 바꾸어 리듬을 다채롭게 만드는 방

식, 장형의 뒷부분 노랫말을 이곳저곳에서 가져와 대체로 단형의 제10행 이후를 새

롭게 짜는 방식이다.

<상사별곡>의 장형은 <처사가>와 마찬가지로 4·4조가 흐트러짐 없이 연속된다.

이에 비해 단형에서는 조사의 삽입과 시어의 교체로 4·4조가 흐트러진다. 총 30구 가

운데 절반이 넘는 17구가 4·4조를 벗어난다. 그것도 4·6조, 4·7조, 5·4조, 5·5조, 6·4조,

6·6조, 7·4조 등 8가지로 다양하다.16) 이러한 과음수는 대개 감정이 과잉되는 부분에

서 발견된다. 나의 슬픔은 누구도 알 수 없다는 ‘졔 뉘라셔 알니 친 시름’, 상사

이외의 근심은 별것 아니라는 ‘이렁져렁이라 헛트러진 근심’, 임이 생기라고 불가능

한 소원을 비는 절절함을 담은 ‘任 生기라 고 비나이다’, 깨어질 줄 몰랐던 첫약속

에 대한 야속함이 담긴 ‘잇지 마 고 쳐음 盟誓ㅣ’가 그러하다. 단형에서는 시적

화자의 절절함을 상대적으로 짧은 시형에서도 유지하기 위해 글자 수를 조정해 나

간 것으로 보인다.

<상사별곡>의 축약에서는 장형의 두 행을 한 행으로 줄여나가는 방법도 발견된

다. 장형의 제4·5행과 제10·11행은 단형의 제4행과 제9행으로 각각 준다. 제4․5행에

서는 일상의 여러 상황에서 임이 떠오르는 감정이 유사 표현의 반복으로 표출된다.

제10·11행에서는 백년기약을 맺고 죽어서도 함께하자고 맹세하는 내용으로 열정이

반복적으로 표현된다. 장형에 비해 그 길이가 1/4 정도로 줄어든 단형에서도 장형의

16) 청육 단형의 리듬 전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 4 5 4/4 5 6 4/6 6 4 4/4 4 5 5/4 4
4 4/4 4 4 4/4 4 6 4/6 4 4 4/6 5 6 4/4 5 4 4/5 4 5 4/5 4 7 4/6 4 6 4/4 4 4 4/6 4 4 4’
(밑줄은 4․4조를 벗어난 구). 4음보의 정형성이 깨진 듯한 특징으로 인해 <상사별곡>은 잡가계
로 분류되기도 했다(임재욱, 앞의 책, 2013, 1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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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서나 시상을 최소한으로 유지하기 위해 유사 정서의 반복적 표현을 축약했

다고 판단된다. 이를 표현의 효율성 또는 경제성이라 이를 만하다.

단형의 제10행 노랫말 삽입도 <상사별곡>에서는 이별 후에도 임을 여전히 그리

워하는 상사곡의 성격을 유지하는 방향에서 시도되었다. 장형의 시적 화자가 임과

평생을 약속하고 부귀나 가난을 신경 쓰지 않겠다는 내용의 시구가 단형에 그대로

수용되지 않는다. 그 중간에 ‘나며 들며 뷘 房 안의 다만 한슘 이로다’라는 시구가

삽입된다. 그 결과 사랑의 기쁨은 ‘잇지 마 고 쳐음 盟誓ㅣ 쥭지 마 고 百

年期約’에서 그치며, 삽입된 시구부터 시상이 이별로 인한 한탄으로 전환된다. 부귀

나 가난에 대해 개의치 않겠다는 약속은, 임과의 사랑에만 집중하겠다는 의미(장형)

에서 임만을 기다리겠다는 의미(단형)로 바뀐다. 곧 한 행 분량의 제10행이 삽입되면

서 장형에서의 의미가 시상의 전개에 따라 재맥락화된 것이다.

단형의 제10행을 비롯해 제13～15행은 위에 인용한 장형의 앞부분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것은 축약이 아니라 새로운 시구의 삽입으로 다루어질 법하다. 그

러나 새롭게 보이는 시구가 장형의 다른 부분에서 발견된다. 이는 축약의 한 양상

이 된다. 제10행 ‘나며 들며 뷘 房 안의 다만 한슘 이로다’는 장형의 ‘나며들며 뷘

房으로 오락가락 혼자 안져’(청영 제32행)와 ‘獨守空房 혼자 안져 다만 숨 이로

다’(청영 제22행)의 앞 구와 뒤 구를 뽑아 엮은 시구이다. 제13행 ‘山은 疊疊 여 고
 되고 물은 充充 흘너 소이로다’는 ‘山은 어이 고지고 물은 어이 막켠는고’(청영
제29행), 제14행 ‘梧桐秋夜 은 달의 任 生覺이 로왜라’는 ‘梧桐秋夜 셩근 비의 밤은

어히 더듸며’(청영 제19행), 제15행 ‘번 離別고 도라가면 다시 보기 어려왜라’는
‘번 죽어 도라가면 다시 보기 어려오리’(청영 제41행)의 변형이다. 축약되면서 새로
운 노랫말이 필요할 때 장형의 뒷부분 시구가 활용되었다. 이는 원곡으로 형성된 관

습성을 활용하면서 상사의 노래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시도로 이해된다.

만약 <상사별곡>의 축약이 <관동별곡>, <춘면곡>, <처사가>와 같이 장형의 첫

행부터 거의 그대로 떼어 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면 단형의 시상은 시적 화자가

이별을 맞는 데에서 그쳤겠다. 그러한 작법으로 형성된 단형에서는 상사의 슬픔이

표출되기보다 만남의 기쁨과 대비된 이별의 놀라움이 표출되었을 법하다. 그렇다면

단형의 제목도 ‘상사곡’, ‘상사별곡’보다 ‘이별곡’이라는 이름에 가깝게 바뀌어 향유되

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상사별곡>에서는 축약이 <춘면곡>에서 확인된 주제

와 정서의 반전, <처사가>에서 확인된 주제의 소극적 변화와는 달리 주제와 정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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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청육 단형과 계열을 이루는 가요, 원하, 시요의 이형은 청육 단형의 제

1～8행의 내용을 그대로 공유하면서 제9행 이후로 차이를 보인다. 그 차이를 분석하

기 위해 청육 단형을 포함한 네 이형의 제9행 이후를 아래에 제시한다.

9 잇지 마 고 쳐음 盟誓ㅣ 쥭지 마 고 百年期約 ···················①

10 나며 들며 뷘 房 안의 다만 한슘 이로다 ····························②

11 千金珠玉이 귀 밧기오 世事一貧이 關係랴 ···························③

12 萬疊靑山을 드러간들 어늬 우리 郎君이 날 즈리 ··············④

13 山은 疊疊 여 고 되고 물은 充充 흘너 소이로다 ···················⑤

14 梧桐秋夜 은 달의 任 生覺이 로왜라 ····························⑥

15 번 離別고 도라가면 다시 보기 어려왜라 ····························⑦

<상사곡>(청육)

9 죽지 마 고 년긔약 ·····································································①

10 쳔금주옥 귀밧기요 셰일불 관계라 ······························③

11 산은 쳡〃여 고 되고 물은 충〃여 소이 된다 ···················⑤

12 만쳡쳥산 드러가니 어의 우리 낭군이 날 지리 ··············④

13 오동추야 발근달의 님 각이 로웨라 ······························⑥

<상사별곡>(가요)

9 죽지 마 고 년긔약 ·····································································①

10 오동츄야 발근 달의 님 각이 로워하 ····························⑥

11 만쳡쳥산을 드러간들 어늬 우리 낭군이 날 즈리 ··············④

12 산은 쳡〃허여 고 되고 물은 츙〃 흘너 소히로다 ···················⑤

13 번 이별고 돌라가면 다시 오기 어려웨라 ····························⑦

<상사별곡>(원하)

9 죽지 마 고 년긔약 ·····································································①

10 만쳡쳥산을 드러간들 어늬 우리 낭군이 날 즈리 ··············④

11 산은 쳡〃허여 고 되고 물은 듕〃허여 쇼이로다 ·····················⑤

12 오동츄야 발근달에 임 각이 새로웨라 ····························⑥

13 번 이별하고 도라간 후 다시오기 ····························⑦

<상사별곡>(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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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이형의 제9행과 제10행은 동일하다. 제9행은 청육 단형의 제9행에서 앞 구를

덜어낸 ‘죽지 마 고 년 긔약’이다(①). 이어서 청육 단형의 제10행(②)이 모두
생략되고 다음의 제11행(③)이 세 이형의 제10행으로 수용된다. 이후 세 이형은 조금

씩 차이를 보인다. 청육 단형의 제12～15행을 ④～⑦이라 할 때, 가요의 이형은

‘③-⑤-④-⑥’의 순서로, 원하의 이형은 ‘⑥-④-⑤-⑦’의 순서로, 시요의 이형은

‘④-⑤-⑥-⑦’의 순서로 시상이 전개된다. 세 단형은 청육 단형이 시구 생략과 순

서 바꾸기를 통해 미감이 다소 변화하면서 향유되어 온 현상을 보여준다.

‘다시 보게 삼기소서’로 끝마치는 장형을 임과의 재회를 바란다는 점에서 ‘기원형’

(남태, 청영, 시권)이라고 한다면, ‘임 생각이 새로워라’라고 끝마치는 이형은 임을
그리는 마음을 응시하는 ‘수심형’(가요, 조연, 가나), ‘다시 보기 어려워라’라고 끝

마치는 이형은 재회가 불가능하리라 생각하는 ‘단념형’(청육, 원하, 시요)이라 할

만하다. 이에 대해 단형의 ‘수심형’과 ‘단념형’이 장형의 ‘기원형’에 비해 재회의 소망

까지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장형이 “연행 환경과 여항 대중의 보편적 정서를 고

려한” 단형으로 전환되면서 유흥성이 강해졌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17)

그러나 장형의 <상사별곡> 자체가 “한 행 한 행마다 이별·그리움·시름의 정조가

점철되어” 그것이 “직조해 내는 ‘상사의 정조’가 축적됨으로써” “총체적 정서”가 형

성되는 작품이라는 연구 결과를 참조한다면,18) 장형 자체가 이미 여항 대중의 보편

적 정서를 담아낸 작품인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축약 양상을 이 연구 결과와 아

울러 살펴보면, 단형은 상사의 보편적 정서를 담아낸 장형의 정조를 유지하는 방향

으로 축약이 이루어진 작품이라 하겠다. 더욱이 장형이 19세기 후반기까지 향유되는

것으로 보아, 단념형과 수심형의 출현 이유를 유흥성에 상응하기 위해 보편적 정서

를 고려한 결과보다 가창가사의 연행 방식 변화와 상사에 대한 태도의 변화에서 기

인한 것으로 찾아야 하겠다.

단념형이 출현하고 한 곡의 가창 시간이 짧아지면서 <상사별곡>의 악곡도 내용

의 변화에 맞춰 달라진 것으로 추정된다. 19세기에 들서서 음계가 계면조에서 평조

로 변하고, 장단도 6박에서 시조창의 5박으로 변하면서 슬픔의 정조가 줄어든다.19)

17) 김은희, 앞의 책, 2005, 136면.
18) 성무경, ｢｢상사별곡｣의 사설짜임과 애정형상의 보편성｣, 박노준 편, 고전시가 엮어 읽기 
하, 태학사, 2003, 313면; 고순희, ｢<상사별곡>의 표현 미학 연구｣, 고시가연구 13, 한국고
시가문학회, 2004.
19) 김창곤, 앞의 논문, 2006, 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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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악곡에 얹혀 불린 단형은 가창가사 가운데 상사곡의 대표가 되어 연창 문화

에서 <황계사>나 <춘면곡>에 앞서 불리곤 했다. 장형에서 축약된 <상사별곡>의

가창 시간이 짧아지면서 다른 작품과 연창될 가능성이 높아진 데다가, 내용과 정조

의 변화도 연창성의 확보에 기여했을 것이다. 한 편의 장형에 담아낼 수 있던 총체

적 정서가 약화되면서 단형은 이 부분의 특정 정서에 집중하는 작품이 되고, 이에

애정상사류의 다른 작품의 연창을 통해 총체성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일어났던 것으

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곧 단념형과 수심형의 출현은 19세기 가창가사 연행 문화 환

경 속에서 연창을 통해 총체성을 확보하려는 방식과 결부된다 하겠다.

이상에서 청육에 수록된 <관동별곡>, <처사가>, <춘면곡>, <상사별곡>의 단

형을 중심으로 가사계 장형의 축약 양상을 살펴보았다. 축약은 장형의 제1행부터 일

정 부분까지 떼어 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관동별곡>, <처사가>, <춘면곡>의

단형은 장형을 거의 그대로 떼어 낸 후에 그 안에서 조사 더하기, 시어 바꾸기, 시

구 덜어내기 등의 방식이 부가적으로 진행된 작품임이 드러났다. <상사별곡>의 단

형은 장형의 제1행에서 일정 부분까지 떼어 내고 그 뒤에 장형의 다른 부분에서 가

져온 시구를 다양하게 얽어 만든 작품이다. 여기에 조사 더하기, 시어 바꾸기, 시구

덜어내기가 부가적으로 활용된다. 가창가사의 역사에서 청육에 단형이 처음 출현

한 이래 가창가사의 연창 문화 속에서 하나의 단형 계열이 형성되어 향유된다. 이

계열의 이형에서는 결어 바꾸기, 시구 덜어내기, 시구 자리 바꾸기 등의 방식을 통

해 청육 단형의 의식이나 정서가 미세하게 변화되었다.
이제 조연과 가나에 수록된 이형의 축약 양상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차례이다.
Ⅰ장 3절에서 살핀바, 조연과 가나는 동일한 가창 문화권에서 형성된 가집이다.

이형의 형태에서도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와 동시에 두 가집이 청육보다
후대에 편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다룬 가집들과 달리 그 이형이 청육 단형
에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다. 두 가집의 <춘면곡>은 중형이며, <상사별곡>은 장형

의 4․4조 음수율을 따르는 단형이다. 따라서 두 가집을 별도로 다룰 필요가 있다.

두 가집에는 청육 계열과 다른 이형뿐만이 아니라 <환산별곡>과 <낙빈가>가

수록되어 있다. <처사가>가 강호전원류 가사계 가창가사의 대표가 되면서 동일 주

제의 <낙빈가>, <강촌별곡>, <환산별곡>은 청육을 마지막으로 하여 가집에서 거
의 자취를 감춘다. 두 가집의 <낙빈가> 이형은 단형이기도 하다. <처사가>도 길이

는 대체로 다른 단형과 유사하나 결어를 수정해 강호전원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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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낸다. 따라서 두 가집에 반영된 가창가사의 향유 문화는 앞서 살핀 가집의 그것과

는 다르기 때문에 조연과 가나의 축약을 별도로 다룬다. 논의는 18세기 작품이

자 이 가집에서 새로 출현한 <낙빈가> 단형에서 시작한다. 이후 앞서의 분석 순서

에 따라 <처사가>, <춘면곡>, <상사별곡>를 차례로 다룬다.

<낙빈가(樂貧歌)>는 고금가곡에 <강촌별곡>으로도 실린 작품으로 19세기 이전

에 산출된 작품이다. 장형은 서사, 본사, 결사로 구분된다. 서사의 내용은 낙빈한 삶

에 대한 긍정(청육 제1～10행; 청영 제1～7행), 본사의 내용은 강호한정의 정취에 대

한 만족(청육 제11～28행; 청영 제8～27행)과 은자로서의 삶에 대한 자부(청육 제29～
42행; 청영 제28～43행)이며, 결사의 내용은 안빈낙도의 다짐(청육 제43～48행; 청영 
제44～51행)이다. 정리된 내용만 본다면 장형의 시적 화자는 강호의 한적한 정취를 즐

기며 가난한 삶을 긍정하리라 예상된다.

장형에서 단형으로의 축약 양상을 살피기 위해 <낙빈가> 장형의 서사를 중심

으로 그 주제를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장형은 청영과 청육에 모두 수록

되어 있으나 차이가 있어 아래에 두 이형의 서사를 함께 인용한다.

此身이 無用여 聖上이 바리시니

富貴乙 下直고 貧賤乙 樂乙 삼아

一間 茅屋乙 山水間에 지어두고

三旬 九食乙 머그나 못 머그나

十年 一貫乙 쓰거나 못 쓰거나

分別이 업셔 시니 시름인들 니즐소냐

萬事乙 다 잇즈니 一身이 閑暇다

(하략)

이 몸이 쓸듸업셔 聖上이 바리시니

富貴을 下直고 貧賤을 樂을 삼아

數間茅屋을 山水間의 지어 두고

三旬九食을 먹그나 못 먹그나

十年一冠을 쓰거나 못 쓰거나

分別이 업셔시니 是非을 뉘 알손야

滔〃風味를 로리 뉘 잇스며

落〃長松을 죠츠리 뉘 잇스리

歷代을 點檢야 녯 람 혀여 보며

만을 다 이즈니 一身이 閑暇다

(하략)

<낙빈가>(청영) <낙빈가>(청육)

두 이형의 서두에는 강호에서 낙빈한 삶을 살게 된 이유가 제시된다. 시적 화자

는 자신이 쓰일 데가 없어 성상에게 버려졌다고 고백한다. 그로 인해 시적 화자

는 강호에 서너 칸 되는 초가집을 짓고 낙빈한 삶을 영위한다. ‘삼순구식’이나 ‘십

년일관’에 개의치 않고 낙락장송 아래에서 한가롭게 지낸다. ‘일신이 한가하다’라

는 어구만큼 서사에서는 한가한 정취가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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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수간(山水間)’, ‘도도풍미(滔〃風味)’, ‘낙락장송(落〃長松)’, ‘한가(閑暇)’는 한적한 정취

를 자아낸다. 그런데 청육의 이형에서는 분별이 없어 시비를 모르게 된 상황이 한
적한 정취에 푹 빠진 듯이 ‘시비를 모르거다’로 표현되지 않고 ‘시비를 뉘 알손야’로

표현된 점이 흥미롭다. 왜냐하면 ‘뉘’(누가)와 설의적 의문형 종결어미에서 타인과 다

른 삶(속세에서의 삶)에 대한 시적 화자의 의식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비교를 통한 우

월감, 만족감의 표현은 강호에서의 도도한 풍미를 ‘따를 사람이 뉘 있으며’, 낙락장

송을 ‘좇을 사람이 뉘 있으며’라는 시구에서도 발견된다. 저쪽과의 비교를 통해 이쪽

을 긍정하려는 심리는 이쪽의 한적한 삶 자체에 동화되지 못하는 데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뉘 알손야’, ‘뉘 잇스며’, ‘뉘 잇스리’, ‘녯 람 혀여 보’는 표현에서 강호 은

거에 대한 시적 화자의 복잡한 심리를 읽어낼 필요가 있다.

시적 화자가 강호의 한적한 정취를 즐기며 낙빈한 삶에 동화되지 못하는 심리는

그것이 비자발적 상황에서 비롯한 것으로 추정된다. 은거는 은거자가 자신의 재주나

학덕이 위정자가 되기에 부족하다고 여기거나, 그것을 펼치기 어려운 군주나 세상을

만났을 때 행해진다. 전자는 유자의 전통적인 시각이다. 후자는 군주나 그가 통치하

는 세상에 대한 부정적 의식과 관련된다. 그것은 현재의 군주나 질서에 대한 부정적

의식 발로로 이해되어 자기검열을 통해 문면으로 표현되지 않기 십상이다.20) 그럼에

도 여기에서는 그러한 부정적 의식이 발견된다. 세상에 쓰이지 않음이 시적 화자의

부족이 아니라 성상(聖上)의 탓으로 진술된다. 군주가 성상이라면 누구도 버려지지

말고 구제되어21) 각기 재주에 따라 쓰여야 한다. <낙빈가>에서 시적 화자가 성상으

로 표현되는 군주에게 버려졌다는 모순적인 진술은 현실 상황에 대한 관념적인 인

식과 실제적인 인식의 괴리를 드러낸다. 강호낙빈의 삶을 의식적으로 긍정해야 하지

만 실제로는 긍정하기 어려운 심리가 서사에서 시어와 종결어미의 불일치로 나타나

는 것이다. 이 괴리와 갈등의 정도가 청영의 이형보다 청육의 이형에 상대적으

로 강한 편이고 반대로 청영의 이형이 보다 차분한 정조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렇
게 장형의 <낙빈가>는 청영과 청육 계열로 양분된다.
아래는 총 50행 내외의 장형을 총 24행으로 축약한 단형으로 조연에 수록된 이

형의 전문이다.

20) 김진희, ｢조선 전기 강호가사의 시학｣, 한국시가연구 24, 한국시가학회, 2008, 329면.
21) “성인은 항상 사람을 잘 구제하니 버려지는 사람이 없게 하고, 항상 사물을 잘 구제하니
버려지는 사물이 없게 한다”(是以聖人常善救人, 故無棄人 常善救物 故無棄物). 노자(老子), 도덕경(道
德經) 제2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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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신이 무용하야 승상이 바리신이

부귀공명 즉고 빈쳔을 낙을 어

일간 두옥을 산수간의 지여 두고

삼순구식 먹거나 못 먹거나 십연일관 씨거나 못 씨거나

분별이 업셔신이 시름이 잇슬손야

만을 다 이즈니 일신이 한거다

갈렴을 놉피 것고 원근 산쳔을

일망의 다 둘너 본니 지셰도 좃컨이와

풍경이 더욱 좃타

무학은 자비고 슈쳔이 일이라

엇지 안이 조흘손야

남북괴촌 두셰 집은 모연의 잠겨 셔라

유의한 갈마기난 장의 버려 잇고

앗참의 온 취을 졈심의 다 먹근니

일 업시 노랴 고 낙시 둘너메고

흐르난 이 물결이요 난 이 고기로다

펄〃 난 은어옥쳑 움버들의 여 들고

낙조강의 나려간 이 산가 촌 져을 어부로 화답니

긔산 영쳔 슈의 소부 허유 몸이 되여

쳔을 소한니 만종녹을 불거할가

 집니  한니 어의 벗시 날 차질이

와준 탁주을 박잔의 가득 부워

쳥풍의 반취고 북창의 누웟신니

건곤이 날다려 이로기을 함긔 늑자 하시더라 <낙빈가라>(조연)

단형을 청영과 청육의 장형과 비교하면 축약의 대상이 전자 계열임을 알 수 있

다. 단형은 청영 계열의 장형에서 제1～7행을 거의 그대로 뗀 뒤에 장형의 뒷부분
에서 필요한 시구를 듬성듬성 뽑아 엮은 이형이다. 축약의 대상이 강호 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비교를 통해 드러내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청육 장형을 선택하지

않은 만큼 축약은 그러한 내용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단형에서 장형을 그대로 가져오지 않은 제8행부터 결어까지를 장형과 비교하면

축약이 장형의 일부를 똑 떼는 방식으로 진행되거나 일부 시구를 듬성듬성 뽑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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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엮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장형이 축약되면서, 시적 화자가 ‘북

창 아래 누운 후’에 무회씨와 갈천씨를 떠올리며 자신을 태평성대의 백성으로 여기

거나, 황정경과 <자지곡>을 들어 신선으로 간주하거나, 사호와 삼은에 더할만한 은

자로 자부하거나, 여상과 제갈량과 같이 능력은 출중하나 초야에 묻힌 인물로 여기

는 부분이 유독 제외되기 때문이다. 장형에서 시적 화자가 자신을 다양한 옛 인물에

견줘 안빈낙도한 삶을 자부하던 내용이, 단형에서는 자신을 소부와 허유에 견주는

정도로 그친다. 이상의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단형은 장형에 비해 한층 차분한 정

조를 표출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축약한 작품이라 하겠다. 이러한 축약 의도의 문

화적 의미는 <낙빈가> 단형이 수록된 조연과 가나의 가창가사 경향과 아울러

살필 때 밝혀질 것이다.

이제 조연과 가나에 수록된 <처사가>의 축약 양상을 살펴보자. 그 특징이 잘
드러나도록 청육 단형을 조연 단형과 아래에 함께 제시한다.

天生我材 쓸업셔 世上功名 下直고

洋間受命야 雲林處士 되오리라

(중략)

一葦片帆 노피 달고 萬頃蒼波 흘니 져어

數尺銀魚 낙가니 松江鱸魚 비길노다

日落淸江이 져무럿다 薄酒浦渚로 도라드니

南隣北村 두셰 집의 落霞暮烟 잠계셰라

箕山潁水 예 아닌가 別有天地非人間이 여긔로다

쳔아 쓸업셔 셰샹공명 즉고

양간수명야 울임쳐 몸이 되여

(중략)

일엽편쥬 칩더 타고 일엽어졍 흐리 져셔

만경창파 나려 가셔 슈쳑은어 낙거니

송강노어 비길너라 쥬포져 도라든다

남북긔촌 두셰 집은 모연의 잠겨셔라

연명오류 심어던니 쳔녹만녹 쓸이셧다

쳔만 억만에 이렁져렁 늘그리라

<처사가>(청육) <처사가라>(조연)

두 가집에 수록된 <처사가>의 길이는 총 15행이다. 이 단형은 장형의 제1～13행을

그대로 떼어온 후에 장형의 제15행과 새로운 시구를 나머지 두 행으로 삼은 작품이

다. 이 단형을 앞서 살펴본 청육 계열의 단형과 비교하면 제1～13행과 내용이 일

치해 조연 단형이 청육 계열의 단형에 영향을 받은 작품으로 착각하기 쉽다. 그
러나 두 이형을 비교하면 4․4가 흩어지는 부분이 서로 다르며 조연 단형이 장형
의 4․4조를 더욱 유지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두 단형의 유사성은 첫 행부터 일정

부분을 거의 그대로 떼어오는 방식이 동일한 장형을 대상으로 진행된 결과에서 비

롯한 것이다. 조연 단형의 축약은 장형의 첫 행부터 일정 부분까지를 떼어 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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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을 기본으로 삼아 노랫말을 덜어내는(청영 제14행: 箕山潁水 이 안인가 別有天地 여

긔로다) 방식을 활용해 진행되었다. 이에 더해 시어 수정과 결어 교체도 활용된다.

수정된 시어 가운데 주목해 볼 부분은 제2행의 후구이다. 청영 장형, 청육 단
형, 조연 단형의 제2행 후구는 각각 “雲林處士 되오리라”, “雲林處士 되오리라”,

“울임쳐 몸이 되어”이다. 앞의 두 이형은 ‘되오리라’라는 서술어를 공유하는 데에

비해, 조연 단형에는 해당 부분이 ‘몸이 되어’라고 되어 있다. 전자의 선언적, 의지
적 종결어미 ‘-리라’가 처사를 향한 바람을 드러내고 있다면, 후자는 “-ㄴ다”라는 평

서형 감탄어미로 마무리됨으로써 완결 상황을 나타낸다. 즉 전자에서는 처사가 ‘되

어 보려는’, 후자에서는 처사가 ‘된’ 시적 화자인 것이다. 시적 화자의 이러한 태도의

차이는 결어의 차이와 함께 읽을 때 보다 또렷하게 드러난다.

조연 단형의 결어는 <처사가> 작품의 시구가 아니라 새로운 시구이다. 장형과

청육 단형의 결어는 각각 “아마도 이 江山風月이 긔 늙 노라”, “箕山潁水

예 아닌가 有天地非人間이 여긔로다”이다. 전자는 의인법을 이용해 강산풍월이 시적

화자에게 강호 은거를 권유하는 진술이다. 이것은 시적 화자가 천지자연에 선택받

은 자라는 의식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한편 후자는 시적 화자가 찾아든 공간을 기

산영수, 별천지에 간주하는 진술이다. 전자에서는 처사라는 시적 화자의 성격이, 후

자에서는 강호라는 시적 공간이 서술의 초점에 놓인다. 두 이형의 결어를 조연 
단형의 결어 “쳔만 억만에 이렁져렁 늘그리라”와 비교하면, 조연 단형의
초점은 처사로서의 행위에 놓인다고 하겠다. 시적 초점의 차이로 인해 조연 단형
에서는 제13행 뒤에 공간의 성격을 강조하는 시구(箕山潁水 이 안인가 別有天地 여긔로

다) 대신에 도연명의 은거 행위를 모의하는 시구가 선택된 것이다.

시적 화자나 공간에 초점을 두지 않고 행위에 초점이 놓인 근본적인 이유는 위에

서 분석한 시적 상황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장형과 청육 단형의 시적 화자는 처사
가 될 만한 대상인지 아닌지를 탐색하기 위해 강호를 한번 유람해 본다면, 조연 
단형의 시적 화자는 처사가 된 후에 강호를 둘러본다. 장형에서 조연 단형으로의
축약은 이렇게 시적 화자의 성격을 고려하면서 진행되었다. 시적 상황과 시적 화자

의 성격 설정과 관련해서는 조연이 배경으로 삼고 있는 향유 문화권에서 한데 향

유된 다른 작품을 더 살필 필요가 있다.

이제 조연의 <춘면곡>을 살펴보자. 조연 <춘면곡>은 총 40행의 작품으로

총 60행 내외의 장형에 비해 20행이 짧고 총 13행 정도의 단형에 비해 27행이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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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조연에 수록된 <춘면곡> 이형은 중형이 된다. 중형은 장형에서 서사와 본사1
에 해당하는 제1～26행을 거의 그대로 가져오고 이후는 장형의 본사2에서 필요한

시구를 듬성듬성 뽑아 엮은 이형이다. 곧 중형의 축약은 장형의 첫 행부터 일정 부

분까지를 떼어 내어 가져오는 방식이 아니라 장형에서 첫 행부터 일정 부분까지를

그대로 가져오면서 나머지는 장형의 뒷부분 시구를 선별해 잇는 방식으로 진행되었

다. 이러한 축약 방식은 청육에 수록된 <상사별곡> 단형의 축약 양상에서 이미

나타났다.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 중형의 축약 의도를 파악하려면 시구를 선별에 엮

은 부분(제27행～ 40행)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아래는 중형의 제27행부터 마지막까지로 장형의 본사2를 선별한 부분이다.

(상략)

분벽 창은 침변의 어리 엿고

화즁의 노젹니 별누을 리난듯

유막 예통니 가난 뷔 머무난듯

공산 명월야의 슬피우난 져 두견아

네 노을 드러 보니 날과 갓치 부려귀라

삼경의 못든 잠을 경의 잠간 드러

상던 우리 임을 몽즁의 잠간 만나

만단 졍회 다 못여 일장춘몽 흣터졋다

욕망니 난망니요 불사이 자로다

어화 할손 을 시 삼고지고

침변의 잇던 임니 창망니 간곳 업다

창을 열고 보니 명월이 쇼〃야

양인[sic. 향]심의 빗쳐난듯 북뇌[sic. ]슈셩 니로다

두워라 졍든 임 못다 보고 슬피 심노라 <춘면곡이라>(조연)

특정 시구가 선별되면서 꿈속에서 임을 만났다가 잠에서 깨어 더 깊은 수심에 잠기

는 부분이 대폭 제외되었다. 이 부분은 시적 화자의 수심이 깊어지면서 재회를 위한

화신(化身) 상상이 진술되는 부분이다. 여기에서는 그리던 임을 만났으나 그것이 꿈

이라고 인식하는 순간에 밀려오는 허탈감과 그로 인해 깊어지는 수심, 육감적인 상

상이 진술된다. 이 부분의 제외는 중형이 상대적으로 슬픔을 차분하게 드러내는 방

향으로 축약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조 변화에 맞추어 중형은 남성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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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화자가 달을 보고 임을 담담히 그리는, 여성 화자가 노래하는 애정상사류의 전형

적 결사로 마무리된다. 이렇게 중형은 상사라는 주제와 그것에서 기대되는 비애의

정서를 드러내는 방향으로 장형이 축약된 작품이다. <춘면곡> 중형도 동일 가집에

수록된 <낙빈가>와 <처사가>의 단형과 마찬가지로, 전대의 각 주제류가 환기하던

관습화된 정서로 회귀한다.

다음은 <춘면곡>과 함께 19세기 애정상사류 가창가사를 대표하는 <상사별곡>의

축약 양상을 살펴볼 차례이다. 조연의 <상별곡이라>는 총 16행 길이의 단형으

로 아래에 전문을 제시한다. 이때 원문의 시구 구분은 귀글체로 필사된 조연의 구
분을 따른다.

인간 이별 만 즁의 독수공방 더욱 셜다

상 불견 이 진졍 게 뉘 알이 친 마음

이렁져렁 허튼 근심 다 후리쳐 던져 두고

자나 나 〃〃 자나 임 못 보와 가 답〃

어린 양 고은 소 눈의 암〃 귀예 〃

비난이다 하날임게 임 기라 비난이다

젼 차 무삼 죄로 우리 두리 겨나셔

이별 마자 쳐음 셰 쳔금 쥬옥 귀박기라

셰상 일보 관겨한가

랑 모와 뫼가 되고 놉다 〃〃 다시 놉다

근원 흘너 소이 되여 깁고 〃〃 다시 깁다

문어질쥴 모로거던 곳쳐질쥴 어리알이

오동츄야 달 발근 밤의 임 각이 로읍다

날 돗친 학이나 되면 날너 가셔 보련만은

만쳡쳥산 드러간니 어듸 임이 날 차지리

한심 불이 나면 임의 오장 다 넌다 <상별곡이라>(조연)

조연이 청육 이후에 편찬된 가집으로 그 편찬 시기가 청육 계열 단형이 상사

별곡계에서 우위를 점하며 향유된 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연 단형은 청육 
단형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4‧4조의 장형을 대상으로 삼아 축약된 작품이다. 단

형의 제1～12행까지는 청영 장형을 기준으로 세 행 정도를 제외하고 제1～15행까

지에 해당하고 나머지 제13～16행은 장형의 뒷부분의 이곳저곳에서 선별된 부분이

다. 조연 <상사별곡>의 축약에도 첫 행부터 일정 부분까지를 거의 그대로 가져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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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작품 내의 일부 시구를 뽑아 그 뒤에 잇는 방식이 활용되었다.

단형에서 장형의 앞부분을 거의 그대로 가져온 부분(제1～12행)에서는 유사 정서의

반복적 표현의 생략이 발견된다. 이것은 장형의 “자나 나 나 자나 먹고 입고 입

고 먹고/벗고 입고 입고 벗고 임 못 보와 가 답답”이 “자나 나 〃〃 자나 임 못

보와 가 답〃”(제4행)으로, “얼인 樣子 고은 얼골 눈의 암암 귀에 /듯고지고 임

의 소 보고지고 임의 얼골”이 “어린 양 고은 소 눈의 암〃 귀예 〃”(제5행)

으로, “그린 相思  만나 離別 마자 百年期約/슈지 말고  이셔 잇지 마자 처

음 세”가 “이별 마자 쳐음 셰”(제8행 전구)로 줄어든 데에서 알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앞서 장형에서 청육 단형으로의 축약 양상에서도 발견되었다. 따라서 장형
에서 상대적으로 분량이 적은 단형으로 축약할 때 장형의 핵심 정서나 시상을 최소

한으로 유지하기 위해 유사 정서의 반복적 표현을 생략하는 방식이 사용된 것이다.

작품의 일부 시구를 뽑아 지은 부분(제13～16행)에서는 시상 전개를 고려해 시구를

선별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조연 단형에서는 청육 단형에 비해 사랑을 시작하는
연인들의 사랑의 지속과 함께할 앞날에 대한 기대감이 제12행까지 상대적으로 길게

진술된다. 단형에서 유사 정서의 반복 표현을 꺼린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랑 모와

뫼가 되고 놉다 〃〃 다시 놉다/근원 흘너 소이 되어 깁고 〃〃 다시 깁다”(제9～10행)

라는 시행은 이례적이다. 이는 사랑이 지속되리라는 믿음의 이면에 놓인 상실감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이해된다. 이어지는 시구에서는 학이 되어 임에게 날아가 보

려는 불가능한 상상과 만첩청산에 들어가 갇힌듯한 상황이 진술되면서 고립감에 가

까운 고독감이 표출된다. 이러한 강한 고독감은 이별의 정한으로 인해 난 불이 임의

오장을 다 끊기를 바라는, 저주에 가까운 원망(怨望)으로 옮겨간다. 결국 강한 믿음에

서 역설적으로 구현되는 상실감, 고립감에 가까운 고독감, 저주에 가까운 원망이 상

사의 감정으로 주목된 데에서 규원(閨怨)이라는, 상사곡의 전통적 정서를 부각하는

방향으로 시구를 선별한 의도가 발견된다.

이상에서 조연과 가나에 수록된 <낙빈가>, <처사가>, <춘면곡>, <상사별곡>
을 대상으로 축약 양상을 분석했다. 네 작품에서의 축약은 장형의 앞부분을 중심으로

첫 행부터 일정 부분까지를 거의 그대로 떼어 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처사가>

단형은 장형을 거의 그대로 떼어 낸 작품이다. <낙빈가> 단형은 앞의 1/3 정도, <춘

면곡> 중형과 <상사별곡> 단형은 앞의 각각 2/3 정도를 장형에서 거의 그대로 가

져오고 뒤에 각 작품의 다른 부분에서 가져온 시구를 엮은 작품이다. 이때 작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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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조사 더하기, 시어 바꾸기, 시구 덜어내기, 새 시구 짜서 넣기가 부가적으로

활용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조연과 가나에 수록된 이형들이 장형이나 청육 계열의 단형

에 비해 각 주제류의 가사 작품에서 환기되는 전통적인 정서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축약되었다는 사실이다. 이형의 형성 경로가 각기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

한 지향이 유사하게 발견되는 이유를 작품이 수록된 조연과 가나에 반영된 연

행 문화에서 찾을 만하다. 조연과 가나에는 가창가사, 가곡창, 시조창 작품이 차
례로 수록되어 있다. 가곡창의 악곡 배치와 작품 수록이 연창 순서보다는 작품 소개

에 치우쳐져 있기22) 때문에 두 문헌이 가창의 실질을 위한 가집이라고 섣불리 판단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19세기에 가곡창, 시조창을 가창가사와 함께 수록한 다른 문

헌들이 가곡 편가나 시조 연창의 후속창으로 가창가사를 부르는 연행 문화를 배경

으로 하는 경향에 비추어 볼 때 두 문헌에는 가창가사가 남창 가곡 편가의 후속창

으로 연창하는 문화가 반영되어 있다고 할 만하다. 이때 축약은 남창 가곡에 기대되

는 전통적 정서를 유지하고 연창된 가창가사 내에서도 그러한 분위기가 흐트러지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된 것이다.

본 절에서는 장형의 축약 양상을 청육과 조연에 수록된 <관동별곡>, <낙빈

가>, <처사가>, <춘면곡>, <상사별곡>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축약은 대체로 장

형의 첫 행부터 일정 부분까지를 거의 그대로 떼어 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청육의 <관동별곡>, <처사가>, <춘면곡> 단형과 조연의 <처사가>는 장형을

앞부분부터 일정 부분까지만 가창했다고 할 정도의 작품이다. 그런데 이들 작품이

장형에서 단형으로 줄어들면서 조사 삽입, 시어 교체, 시구 축약 등도 활용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단지 장형을 잘라낸 이형이 아니고 소극적인 축약으로 지어진 작품

이라 하겠다. 이에 비해 청육의 <상사별곡> 단형, 조연의 <낙빈가>와 <상사별
곡> 단형, <춘면곡> 중형은 장형의 첫 행부터 1/3에서 2/3 가량을 거의 그대로 가

져오고 그 뒤 2/3～1/3 가량을 장형의 뒷부분 시구의 이곳저곳에서 가져와 엮어 축

약한 작품이다. 여기에는 물론 조사 삽입, 시어 교체, 시구 축약 등이 앞서의 작품들

에서보다 좀 더 활발히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작품은 적극적인 축약으로 지어진 작

품이라 하겠다. 축약의 적극성에 차이는 있지만 축약된 작품의 시구가 거의 장형의

작품에서 왔다는 점에서 축약은 익숙한 대상에 형성된 관습성을 바탕으로 진부함에

22) 백순철, 앞의 논문, 2009, 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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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지지 않을 정도의 낯섦을 추구하는 의도에서 선택된 작법으로 이해된다.

한편, 축약의 양상이 문화권에 따라 대체로 계열화된다는 점은 축약을 보다 의식

적이고 적극적인 작법으로 볼 만한 근거가 된다. 소극적 축약으로 지어진 이형들이

청육에 처음 수록되어 후대에 하나의 계열을 이루다가 12가사의 가사계 곡목으로

전승된다. 반면 적극적 축약으로 지어진 이형들은 조연과 가나에 대체로 수록되
어 특정한 시기, 특정한 공간에서 향유되고 만다. 그런데 청육 계열은 여창 가곡

이나 시조가 불리는 자리에서, 조연 계열은 남창 가곡이나 시조가 불리는 자리에

서 한데 가창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가창가사가 가곡이나 시조의 후속창으로 연창

되기도 하고 가창가사만을 연이어 부른 19세기 연행 환경을 고려할 때 축약은 향유

된 문화권에 따라 엇비슷한 미감을 유지하려는 연창 문화에 반응한 결과로 이해된

다. 축약으로 인해 가사계에서 연창성이 확보되면서 연행 문화권에 따라 레퍼토리도

다양하게 발달해 간 것으로 짐작된다.

다음 절에서는 비가사계에서 주로 확인되는 조합의 작법을 살펴본다. 그 성격이나

활용 양식 면에서 축약과는 다른 조합의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19세기 가창가사의

또 다른 연행 문화의 실상이 드러나리라 기대한다.

2. 조합을 통한 오락성 추구

조합은 고려가요, 12가사, 잡가의 연구에서 유행시가의 한 작법으로 주목받았다.

그것이 익숙한 작품 가운데 유사 정조의 시구나 단위 노랫말을 한데 엮어내어 관습

성을 환기하는 데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가창가사와 관련해 연구 영역을 좁히면

조합은 12가사의 한 특징으로 주목되어 왔다. Ⅱ장 2절에서 언급했다시피 이것은 선

행 연구에서 합성식 엮음, 결구, 결합, 편사, 구성적 글쓰기, 합성(구성)이라 하여 ‘작

품의 주조(主調)와 유사한 정서의 낯익은 노랫말을 엮는 방식’으로 이해되어 왔다.23)

조합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에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선행 연구에서는 기존의 어떠

한 노랫말을 가져와 한데 엮었는지를 주목했다.

오래도록 향유되면서 전통이 형성된 양식에는 그 고유의 지평이 형성되기 마련이

23) 본고 48～49면 참조(Ⅱ장 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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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노랫말의 연원뿐만 아니라 그 노랫말이나 양식으로 인해 형성되는 기대

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러 양식이나 노랫말이 조합되면 그 원천에 형성

된 기대지평이 서로 충돌하고 간섭하며 대화적 관계가 형성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19세기 가창가사를 보자면 조합이 주요 작법으로 부상하는 현상은 지평의

전환이나 위반을 즐기는 심리의 발현으로 짐작된다. 이는 19세기 시가의 한 특징으

로 지적되는, 풍성하게 축적된 노랫말을 즐기는 한 방법으로 주목받을 만하다.

조합이 활용된 가창가사 6편의 이형을 출현 시기를 가늠하여, 본 절에서 다룰 작

품들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작품 이형
백구사 청육, 가요, 성악, 원하 4분절
길군악 청육 3분절, 성악 4분절, 시요 5분절
권주가 청영 신조와 구조, 청육 신조
황계사 청육 9분절, 성악 8분절, 원하 6분절
매화가 청육 3분절, 남태 4분절
죽지사 성악 4분절

[표 3-2] 조합이 활용된 가창가사 이형 목록

조합은 비가사계인 <백구사>, <길군악>, <권주가>, <황계사>, <매화가>, <죽지

사>에서 주로 활용되었다. 이 작품들에서 조합은 여러 작품의 노랫말을 조금씩 가

져와 엮거나 작품 자체를 엮는 데에 머무르지 않고 서로 다른 양식을 엮는 등 다층

적으로 일어났다. 앞의 세 작품에서는 양식의 조합이 강하게 드러나고, <황계사>에

서는 양식과 노랫말의 조합이 복잡하게 드러나며, 뒤의 두 작품은 앞서의 조합 방식

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조합의 양상은 통시성을 고려해 위에 제시한 순서에 따라

살피기로 한다.

<백구사>는 여요계 노래라고 분류될 정도로 경기체가의 ‘景 긔 엇더니잇고’를

변용한 ‘긔도 또한 景이로다’나 ‘긘들 아니 景이런가’를 사용하면서 그것을 기준으로

4분절되는 분연체 성격을 지닌 작품이다.24) 이뿐만 아니라 가사의 4음보를 계승하면

서 가사가 가지는 서사와 본사의 구성적 특징도 수용하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다. 그

이유는 첫째, 4음보가 주종을 이루며,25) 둘째, 도입이 한 절인데 반해 전개는 세 절

24) 임재욱, 앞의 논문, 2005, 1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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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개의 각 절 길이가 도입의 길이보다 길기 때문이다. 곧 <백구사>는 경기체가

와 가사 양식이 조합된 작품으로 볼 만하다.

<백구사>의 조합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청육에 수록된 <백구사> 전문을 가사

의 4음보 형식에 맞추어 아래에 제시한다.

白鷗야 풀〃 나지 마라 너 잡을  아니로다

聖上이 바리시니 너를 조 예 왓노라

五柳春光 景 조흔 白馬金鞭 花遊 가

 雲沈碧溪 花紅桃柳綠 萬壑千峰飛川灑라

壺中天地의 別乾坤이 여긔로다

高峰萬丈 淸溪鬱 綠竹蒼松은 玉溪를 닷토왓고

明沙十里에 海棠花 불거 잇다

은 픠여 졀노 지고 입흔 픠여 모진 狂風에 〃 러져셔

아조 펼〃 흣날니〃 긔도  경이로다

 바회 巖上의 다람 긔고

시 溪邊의 金라 긘다

좁팝남긔 피쥭 울고 함박의 벌이 나셔

몸은 크고 발은 젹어 졔 몸을 못 이긔여

東風 건듯 불 젹마다 이리로 졉뒤젹 져리로 졉뒤젹

너훌〃〃 츔을 츄니 긘들 아니 경이런가

 黃金 갓흔 고리 버들 이로 往來다

白雪 갓치 흰나뷔 을 보고 반기 너겨

두 날 펼치고 나라 든다  든다

가마케 종고라케 달것치 별것치

아조 펄〃 나라드니 긘들 아니 景이런가 <백구사>(청육)

<백구사>의 시적 화자는 성상에게 버려져(聖上이 바리시니) 강호로 향한다. <백구

사>는 비자발적 은거, 궁벽한 상황으로 인해 강호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의 노

래이다. 현실의 작가가 사대부라면 소외의식으로 인해 속세를 떠나더라도 <백구

사>와 같이 작품의 전면에 드러내지 않는 편이다.26) 사대부의 출처관에 따라 강호

25) <백구사>는 정통가사에 가까운 유형으로 분류되기도 했다(Ⅰ장 각주 60번 참조).
26) 이러한 이유로 <백구사>는 <강촌별곡>과 함께 몰락한 양반 계층의 작품으로 짐작되기
도 했다(윤성현, 후기가사의 흐름과 근대성, 보고사, 2007, 63면).



- 82 -

는 도피의 공간이 아니라 다시 나아가기 위해 잠시 물러나 수양하는 공간이기 때문

이다. 사대부에게 강호는 내면을 응시하며 스스로를 성찰하고 자연에 구비된 도의

이법을 궁구하는 공간으로 규범화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강호의 역동적 풍경은

새롭기만 하다.

도입인 에서 ‘백구’, ‘오류’와 같이 강호와 관련된 상투어가 시어로 사용되고, 현

상적 청자인 백구에게 말을 건네는 듯한 독백체가 구사되는 점은 <백구사>가 시가

의 전통을 잘 따르고 있다는 특징을 보여준다. 그 율격은 첫 구를 제외하면 4음보격

이다. 첫 구도 2음절이 이탈한 정도이다. 은 4음보 연속체에 가깝다. 이러한 점에

서 에서는 양식의 층위에서 가사(歌辭)가 상기된다. 가사 양식의 상기는 이미 형성
되어 있는 강호의 전통적인 표현과 내용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예를 들

면 ‘백구’가 불러일으키는 무심(無心)의 경지, 오류(五柳)가 불러일으키는 고요한 은거

의 풍경이다.

그런데 흥겹고 화려한 꽃놀이를 상기시키는 마지막 구 ‘白馬金鞭 花遊’에 이르러

그 기대가 어긋난다. 의 끝에서 어긋난 기대는 에서 심화되기 시작한다. 의
첫 행 ‘雲沈碧溪 花紅桃柳綠 萬壑千峰飛川灑라’는 한시현토체로 가사에서는 드

물게 쓰이는 문체이다. 한시현토체와 한문어투가 끝나면 작품은 이후로 민요처럼 고

유어를 중심으로 노랫말이 짜인다. 의태어와 의성어의 풍부한 구사와 4음보격의 균

열은 시적 화자가 바라보는 역동적 풍경을 형상화하는 데에 기여한다. 여기에 경기

체가 양식에서 찬탄과 과시의 태도를 집약적으로 드러내는 ‘景 긔 엇더니잇고’가

활용되어 전통적이지 않은 강호 풍경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드러

난다. 그것이 단순히 하나의 시구 정도에 활용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세 번에 걸쳐

후렴구 기능을 함으로써 그 흥이 점층적으로 고조된다.

<백구사>는 가사 양식과 경기체가 양식이 환기하는 기대의 간섭으로 인해 즐거움

을 추구하는 작품이다. 가사는 전통적으로 안빈낙도와 차분한 정서를 연속체로 노래

해 왔다. 은 가사의 전형적인 도입 형식으로 되어 있다. 향유자는 을 감상하며

강호전원류 가사가 환기하는 차분한 정서와 연속체의 가사가 뒤에 이어질 것을 기대

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어지는 에서는 4음보가 파괴되고 시상이 전개될수록 차분
한 정서와 멀어지고 끝내 경기체가의 시구에 닿으며 그것이 환기하는 과시적 태도와

마주하게 된다. 이것이 반복되다가 결사가 없이 마무리되어 서사에서 시작한 가사에

대한 기대는 충족되지 못한다. <백구사>에서는 가사 양식에서 출발한 기대가 한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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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체에 의해 위반되고 이어 경기체가에 대한 기대로 전환된다. 그러면서도 그 바탕에

는 4음보격이 대체로 유지되는 가사의 기대지평이 놓인다. <백구사>에서 포착되는

기대의 위반, 전환, 간섭은 조합이 가지는 다성악적(polyphonic) 특징을 드러낸다. 이로

써 강호 유람의 원인이 되는 소외의식에 대한 동화가 차단되고 유람의 즐거움이 강

조되며 과시적 정서가 표출된다. 이러한 흥겨움의 강조는 마치 웃음으로 눈물을 닦듯

웃는 즐거움을 추구하여27) 불우의식을 누그러뜨리는 오락적 기능을 한다.

다음으로 <길군악>의 조합 양상을 살펴보자. <길군악>의 이형은 3분절곡과 4분

절곡으로 양분되는데 전자가 후자에 비해 시기적으로 앞선다. 이에 따라 논의를 3분

절(청육)에서 4분절(성악, 시요)로 진행한다. 아래는 <길군악>을 수록한 문헌 가

운데 시기가 가장 이른 청육에 수록된 이형이다.

오날도 하 심〃니 길軍樂이나 여보 에 업다 이년아 말 드더 보아라 노오나너

니나로노오〃나니로나니로나이니로나니로이너어나니나로노오〃너니너로나로나너에나

노나노나니나로노나니나로나

가소〃〃  가소  가자  못 살가 正方山城 北門 밧긔  도라지고 달이

도다온다 눈비 찬비 찬이슬 맛고 홀노 셧 老松남기 을 일코셔 홀노 셧네  閣氏

네 이리다  못 살냐 에 업다 이년아 말 들러를 보아라 입타령은 上同28)

조고마 上佐즁이 斧刀를 두루쳐 메고 萬疊靑山을 쎡 드러가셔 크다라헌 고양남
글 이리로 고 져리로 어 졔 홀노 어니  閣氏네 이리다  못 살냐 입

타령은 上同 <길군악>(청육)

<길군악>은 <쌍화점>의 형식을 모방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29) <길군악>의 악곡

도 <쌍화점>에서 유래했다.30) 그런데 <쌍화점>과의 연관성만이 아니라 <길군악>

이 그 밖의 양식에서 받은 영향도 주목될 필요가 있다. 첫째, 후렴을 제외한 노랫말

에서 4음 4보격이 우세한데, 과 ‧이 시상의 제시와 발전의 관계를 맺으며 ‘제

시-발전-마무리’ 순서로 전개된다. 이것은 <길군악>이 가사와 시조 양식의 영향을

받았다는 증거이다. 둘째, 그간 주목받지 못한 여음 “노오나너니나로노오〃나니로나

27) 김대행, ｢웃음으로 눈물 닦기와 국문학｣, 어문논총 39, 한국문학언어학회, 2003; ｢즐거운
웃음과 웃는 즐거음 -웃음의 두 유형과 그 문화적 의미｣, 웃음으로 눈물 닦기와 국문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5, 357～378면.
28) 원전의 표기를 따른다.
29) 임재욱, 앞의 책, 2013, 356～359면.
30) 김창곤, ｢쌍화점과 가사 길군악｣,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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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로나이니로나니로이너어나니나로노오〃너니너로나로나너에나노나노나니나로노나

니나로나”는 무가계 속악가사 <군마대왕>, <구천>, <별대왕>, <나례가>에서 보이

는 ‘리로 나리’류에 가깝다.31) 따라서 <길군악>은 <쌍화점>, 가사, 무가계 속악가사

가 조합된 작품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길군악>은 남성인 시적 화자가 여성으로 추정되는 현상적 청자에게 사랑을 고

압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의 작품이다. 시적 화자는 에서 임이 떠나가도 살 수 있다
고 확신에 차서 말하고, 에서 임이 다른 사내에게 범해지더라도 살 수 있다고 자

부한다. 시적 화자는 고독, 이별, 상사의 상황에 개의치 않는 태도를 취한다.32) 유의

어사와 입타령으로 결합된 후렴구에서 그 태도가 더욱 당당해진다. 유의어사 “에 업

다 이년아 말 드더 보아라”에서 현상적 청자인 여성은 ‘이년’이라는 이인칭 대명사

로 상스럽게 불린다. 더욱이 시적 화자는 청자에게 속물적 발언을 들으라고 명령하

기까지 한다. 이어지는 입타령에서는 “주술적 기능을 갖는 진언(眞言)”33)의 성격을

갖는 ‘리로 라리’류의 여음이 사용되어 전술된 속물적 욕망이 주술로 실현되어야 할

31) 강명혜의 연구에서 고려가요의 여음은 ‘다로러 다리’류, ‘類似 다로러 다리’류, ‘얄리 얄리
얄라리’류, ‘리로 나리’류로 분류되었다(｢여음을 통한 고려가요의 의미 연구(1), -“다로러 다리”류를 중

심으로-｣, 동방학 12,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06, 105～106면). 이때 아래의 ‘리로 나리’류는 피
리의 구음으로 무의미한 조흥구로 이해되어 왔다(정병욱, ｢악기의 구음으로 본 별곡의 여음구｣, (증
보판)한국고전시가론, 신구문화사, 1984, 143～144면). 그러나 ‘리로 나리’류가 민요에서 발견되지 않
고 무가계통 속악가사 <군마대왕(軍馬大王)>, <구천(九天)>, <별대왕(別大王)>, <나례가(儺禮
歌)>에서만 발견된다. 시용향악보(時用鄕樂譜)에 수록된 네 작품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리러루 러리러루 런러리루 러루 러리러루 리러루리 러리 로 로리 로라리 러리러 리러루
런러리루 러루 러리러루 리러루리 러리 로”(<군마대왕>), “로리 리런나 로라리라 로런나 로라
리라 리로 리런나노 리런나 나리런 나로린나 로라 리로 리런나”(<구천>), “노런나 오리 나리
라리 로런나니 리라런나 나리라리런나 로로런나 리런나 로로런나 리런나”(<별대왕>), “羅令公
宅 儺禮日이 廣大도 金線이샤다 긍에 山ㅅ굿겻더신 鬼衣도 金線이리라 리라리러
나리라 리라리”(<나례가>).
32) <길군악>은 시적 화자가 자신의 이별, 상사에 대해 비애의 감정을 드러내며 진지한 태도
를 취하는 가사계 애정상사류 작품과 대조된다. <길군악>의 작품 성격 상 청자는 정숙한 여
염집 여성이기 어렵다. 이 여성은 <춘면곡>의 야유원 미인처럼 기녀일 가능성이 높다. 두
작품의 여성이 유사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에 대한 태도는 대조적이다. <춘면곡>의 사
랑이 서로 간의 믿음이 전제된 열정적 사랑이라면, <길군악>의 사랑은 그것이 배제된 채 정
욕을 충족하려는 사랑이기 때문이다.
33) 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성황반>조에 기술된 의견이다. 이에서 착안을 얻어 ‘리로 나리’
류가 불교적 구음의 ‘라리련’, ‘라리라’에서 왔다는 논증도 시도되었다(전경욱, ｢고려속요의 구음과
‘라리련’․‘라리라’의 관련 양상｣, 민족문화연구 60,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3). 논증 결과의 타당
성 검토는 추후로 미루겠고 일단 ‘리로 나리’류만으로 된 무가 계통의 작품을 피리의 구음이
라고 보기는 어렵겠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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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 대상으로 간주된다. <길군악>에서는 이렇게 정욕의 충족에 대한 바람이 고

압적이고 진지한 태도로 진술된다.

<길군악>은 심심풀이로 한번 불러보는 노래이다. 그것이 에 “오날도 하 심〃

니 길軍樂이나 여보”라는 시구에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다. 이러한 의도에도 불

구하고 과 에서 시적 화자가 현상적 청자에게 취하는 태도는 사뭇 진지하다. 후
렴구를 제외한 부분에서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해 독백적으로 발화하는 서정 양식의

표현과 어법을 따른다. 이는 제1절의 청유형 어법과 차이가 난다. 과 ‧에서
일어나는, 청유형의 가벼운 의도가 불러일으키는 기대와 독백형의 진중한 태도의 실

제 사이의 불일치로 인해 웃음이 발생한다.34)

<길군악>에서 기대와 실제의 불일치는 과 ‧의 대조 외에도 와  각 내

부에서도 실현된다. 와 은 “ 閣氏네”의 전후로 앞의 비반복 부분과 뒤의 반복
부분으로 양분된다. 각 절의 앞에서는 임이 처한 부정적 상황이 진술된다. 그 뒤로

각 절에서는 그 부정적 상황에 대한 태도, 현상적 청자에 대한 요구, 입타령이 차례

로 이어진다. 임이 처한 상황에 대해 취하는 심각한 태도와 달리 시적 화자는 그것

에 개의치 않는다는 허세를 부리며( 閣氏네  閣氏네 이리다  못 살냐) 현상적

청자에게 허세에 찬 발화를 잘 들으라고 명령한다(에 업다 이년아 말 들러를 보아라). ‘이

년’이라는 상스러운 표현은 시적 화자의 낮은 교양과 비루한 인격을 단적으로 드러

낸다. 이것은 주술적 진언이 정욕의 충족에 대한 기원으로 속화되어 쓰이는 입타령

에서 더욱 강조된다. 곧 진언에 형성되어 있는 진지함과 주술의 대상이 환기하는 비

속함 사이의 불일치는 웃음을 불러일으키며 시적 화자는 희화화되고 만다. 이렇게

<길군악>에서는 양식에 의해 형성된 기대와 노랫말의 실제 사이의 불일치 속에서

이루어지는 희극적 즐거움이 추구된다.

이제 3분절 작품에 한 절이 추가된 4분절 작품을 살펴볼 차례이다. 4분절 작품은

원하와 성악에 전한다. 아래는 원하의 제4절이다.

34) 쇼펜하우어는 웃음이 개념으로 대표되는 추상적 지식과 실재적 객관 사이의 불일치를 알
아차리는 데에서 발생한다고 했다(아르투어 쇼펜하우어,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홍성광 역, 개정

증보판, 을유문화사, 2015, 127～128면). 여기에서 추상적 지식은 기존에 형성된 지식 체계를 바탕
으로 실재적 대상을 관념적으로 파악하는 추론 행위로 이해된다. 따라서 추상적 지식과 실재
적 객관의 불일치는 대상에 대한 기대와 대상의 실재 간의 불일치라고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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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라헌들 漢宮女며 라헌들 斐君子ㅣ라 나무ㅣ이 너이여 나무ㅣ아들리 나이

라 죽 살기를 오날〃노 오나 결을 허 어이업다 이년아 말 드러를 봐라 노오〃

나비니나루 노오〃나니이루나니루나이니루나니나루이네나니나루노오〃너니나루노오나

너니나니나루노오나니나루노오나 <길군악>(원하)

청육 이형에 위의 제4절이 추가되면서 원하 이형에서는 시적 화자의 요구가 보

다 적나라해진다. 추가된 부분에서 시적 화자는 ‘이년’이라 부르던 청자를 ‘너’라 하

며 너와 나는 고상하지 않은 것을 다 알지 않느냐, 누구든 만날 수 있는 것이라며

오늘 결단을 내자고 청유한다. 후렴구를 제외하면 원하의 이형은 ‘청유-독백-독백

-청유’의 순서로 시상이 전개되며 청유 부분은 현상적 청자를 향해, 독백 부분은 잠

재적 청자를 향해 발화된다. 곧 원하 이형은 ‘A-B-B-A’라는 안정된 구조를 고려

해 새로운 노랫말이 조합된 작품인 것이다. 여기에서는 앞서 분석된 불일치에서 오

는 즐거움에 더해 ‘A-B’가 거울상으로 반복되는 재미까지 추구된다.

다음으로 <권주가>의 조합 양상을 살펴보자. 아래에 청영과 청육에 수록된

신조 <권주가>를 아래에 차례로 제시한다.

자부〃〃 자부시오 니 슐  잔 자부시오 니 슐  잔 자부시면 千萬年이나 올이

다 니 술이 슐이 아니라 漢武帝 承露盤의 니슬 바든 거시오니 슐만 먹고 노이다 약

산동 야즈러진 바 즐 거 쥬을 노코 무진〃〃 먹이다

駕一葉之片舟야 寄蜉蝣於天地니 渺滄海之一粟이라 거포쥬니상속이라 哀吾生之

須臾고 羨長江之無窮이라 협비션이傲遊고 抱明月이 長縱이라 知不可乎驟得이니

若飛蛾之撲燈이오 似赤子之入井이라 단불의 나뵈 몸이 아니 놀고 무엇이 勸君更進

一盃酒니 西出陽關 無故人이라

梧桐秋夜 발근 달의 임 각이 로와라 임도 날을 각가 相思던 우리 郎君

 가온 잠간 만나 萬端情懷 다 못 일워 一場胡蝶 흐더지니 어와 두를슌 챵망

구름밧긔 뷘소 이로다 <권주가> 신조(청영)

잡으시오 〃〃〃〃 이 슐  盞 잡으시오 이 슐  盞 잡으시면 千萬年이나 오리

다 이 슐이 슐이 아니라 漢武帝 承露盤의 이슬 바든 슐이오니 나 다나 잡으시오 若

飛蛾之撲燈이며 斯赤子之入井이라 단블의 나뷔 몸이 아니 놀고 어이리

駕一葉之扁舟고 擧匏樽而相屬이라 寄浮遊於天地니 渺滄海之一粟이라 娥吾生之

須臾고 羨長江之無窮이라 挾飛仙而傲遊야 抱明月而長終이라 知不可乎驟得일 托

有響於悲風이라 우리 번 도라가면 뉘라  盞 먹리 라 실졔 이리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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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셔리 찬람의 외기러기 우러옌다 蒼茫 구름 밧긔 뷘 소 이로다 졔것 두

고 아니 먹으면 王將軍之庫子ㅣ로다 明沙十里 海棠花야 진다 슬허 마라 明年三月

도라오면 너 다시 픠려니와 可憐다 우리 人生 리 업 萍草ㅣ라 紅顔白髮이 졀

노 가니 긘들 아니 늣거온가

梧桐秋夜 은 달의 임 生覺이 로왜라 <권주가>(청육)

두 작품 모두 ‘a-a-b-a/b-a-c-d’ 형태의 반복으로 인해 창출되는, 민요조의 경쾌한

리듬감으로 시작한다. 이어 권주를 의미하는 ‘술’, ‘잡’(다)라는 시어가 반복되며 리듬감

이 더해진다. 여기에서 시적 화자는 청자 앞에 놓인 술을 미화하며 술을 권한다. 한국

어 통사 구조로 조직된 시구는 청영 이형에서는 제1절의 끝 부분부터, 청육 이형
에서는 제2절의 시작부터 현토체로 전환된다. 이때부터 통사나 시어가 반복되는 리듬

감 속에서 술을 미화하며 술을 권하던 경쾌한 어조는 다소 진지한 어조로 전환된다.

두 이형의 제2절은 현토체에 가깝다. 이 가운데 제2절의 제1～10구는 소식의 <적

벽부(赤壁賦)> ‘駕一葉之扁舟’ 시구부터 ‘托有響於悲風’까지에 해당한다. 세계에 대한

통찰이 담긴 명구에서 환기되는 근엄하고 진지한 어조는 앞의 제1절의 가볍고 경쾌

한 어조와 이질적이다. 시체가 민요체에서 한문현토체로 전환되면서 선행하는 민요

체로 인해 발생한 양식적, 언어적 기대가 충족되지 못한다. 제3절에 이르면 국문으

로 다시 회귀하되 처음의 민요체가 아니라 가사 양식으로 옮겨가며 민요체로의 반

복적 질서에 대한 기대가 위반된다. 언어의 층위에서 한문이 국문에 비해 전아한 언

어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권주가>는 ‘언(諺)-진(眞)-언(諺)’, 곧 미학적으로 ‘속(俗)-아

(雅)-속(俗)’의 교체가 발견된다. <권주가>는 기대와 그 위반의 반복을 통한 오락성

을 추구하는 작품이라 하겠다.

다음으로 살펴볼 <황계사>는 <백구사>의 악곡을 습용해 불리기 시작한 작품으

로 앞서의 작품과는 다른 오락성을 추구한 작품이다. <황계사>를 수록한 가장 이른

시기의 문헌인 청육에 수록된 9분절곡을 시작으로 성악과 시요에 수록된 8분

절곡, 원하에 수록된 6분절곡을 아래에 차례로 제시한다.

①一朝郎君 離別後에 消息좃 頓絶야 자네 一定 못 오던가 무음 일노 아니 오던냐

이 아희야 말 듯소

②黃昏 져문 날에 가 즈져 못 오던가 이 아희야 말 듯소

③春水가 滿四澤니 물이 깁허 못 오던가 이 아희야 말 듯소

④夏雲이 多奇峰니 山이 놉 못 오던가 이 아희야 말 듯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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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곳들 드러가니 六觀大師 聖眞이 石橋上에셔 八仙女 다리고 희롱다 지어자

조흘시고

⑥屛風에 그린 黃鷄 슈이 두 나 둥덩치고 른 목을 길게 여 긴 목을 에후릐여

四更一点에 날라고 요 울거든 오랴는가 네 어이 그리야 아니 오던고

⑦너란 죽어 黃河水 되고 날난 죽어 돗션 되야 밤이나 〃지나 〃지나 밤이나 바람

불고 물결치는 로 어하 둥덩실 셔 노

⑧져 달아 보는냐 님 계신듸 明氣을 빌니렴문 나도 보게 이 아희야 말 듯소

⑨秋月이 揚明輝니 달이 발가 못 오던가 어듸을 가고셔 네 아니 오던야 지어 조

흘시고 <황계사>(청육)

①a 一朝郎君 離別後에 消息좃차 頓絶다 어허야아자 죠흘시고

①b엇지〃〃 못 오든고 一定 자네가 아니오던가 어허야아자 죠흘시고

③·④春水滿四澤니 물이 깁허 못 오던가 夏雲이 多奇峯니 山이 놉하 못 오던가

어듸 가보고 날 아니 와셔 보고 어허야아자 죠흘시고

⑥屛風에 그린 黃鷄 두 나를 툭〃 치며 四更一點에 날 라고 기요 울먼 오시려

가 어허야아자 죠흘시고

⑦·⑧져 달아 보냐 님 게신데 明氣를 빌니렴 나도 보게 너 죽어 黃河水 되고 나

 쥭어 도船 되야 밤이나 낫이나 어화둥〃 셔노셰 어허야아자 죠흘시고

⑤한 곳을 드러가니 六觀大師 弟子 性眞이 八仙女로 戲弄한다 어허야아자 죠흘시고

ⓐ竹冠蓑笠 졋겨쓰고 十里沙汀 나려가니 어허야아자 죠흘시고

ⓑ玉窓이 寂寞淚欄杆니 梨花一枝春大雨라 어허야아자 죠흘시고 죠흘 죠흔 景을 얼

 죳타 景이로다 <황계사>(성악)

①a일됴낭군 이별 후에 소식조 돈졀헌야 지화 조흘시고

❶조흘조흘 조흔경이 얼시고 조타 경이로다 지화 조흘시고

⑤한 곳즐 드러가니 뉵관사 성진이는 팔션여 더리고 희롱헌다 얼시고 조타 경이로

다 지화 조흘시고

❷황혼 져문 날 긔약 두고 어듸을 가구셔 날 아이 와 찬노 지화 조흘시고

⑥병풍에 그린 황게 두 나 둥치며 사오경 일졈에 날라고 고긔요 울거든 오랴시나

지화 조흘시고

❸달은 발고 조요헌데 임각이 로외라 지화 됴흘시고

⑦너는 쥭어 황슈 되고 나는 쥭어 돗션 되여 광풍이 건듯 븰졔 바다에 화나 둥덩

실 노라 보자 지화 조흘시고

⑧져 달라 보는야 임 게신 명긔을 빌여라 나도 보자 지화자 조흘시고

<황계사>(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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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a 一朝郎君 이별 후에 消息죠 돈절허다 지어 죠흘씨고

⑥병풍에 그린 황게 두 나를 둥덩치며 오경 일졍에 날 라고 요 울거던 오

랴는가 지어 죠흘씨고

⑧져 다라 보느냐 님 계신 데 명긔를 빌녀라 나도 보 지어 말 듯소、

⑤한 고즐 바라보니 뉵관 성진니는 팔션녀 다리고 희롱다 지어 죠흘씨고

❶'죠흘 죠흘 죠흔경에 어듸을 가구셔 날 아니 찻노 지어 말 듯소

⑦널낭 죽어 황하슈 되고 나는 죽어 돗션 되야 바람 부는 로 물결 치는 로 에

화 둥덩실 셔 노 지어 죠흘씨고 <황계사>(원하)

<황계사>는 선행 연구에서 12가사 가운데 가장 비유기적인 작품으로 다뤄져 왔다.

비유기성은 작품이 여러 작품의 이곳저곳에서 가져와 엮은 데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35) ①만을 들어 보이면 다음과 같다. ‘一朝郎君 離別後에 消息좃 頓絶

야’는 가사 <상사별곡>의 시행에서 왔고, 이어지는 ‘자네 一定 못 오던가 무음 일

노 아니 오던냐’는 장형시조 <어이 못 오던가～>의 시구에서 왔다. 이상의 노랫말

은 조선시대 시가의 양대 양식에 속한 특정 작품의 시구를 따다가 엮은 것이다. 이

뒤에 ‘이 아희야 말 듯소’라는 후렴구가 이어진다. 이형에 따라 <상사별곡>의 시구

뒤에 ‘지어 죠흘씨고’가 이어지기도 한다. 어떤 경우든 후렴은 민요에 흔히 쓰이는

시구이다. 노랫말은 이렇게 시조, 가사, 판소리 등 다양한 양식의 일부 시구로 엮여

있다. 이 자체로 각 노랫말에서 환기되는 원작품과 그 다양한 양식이 얼마나 혼성되

는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황계사>는 가창가사 가운데 노랫말 고정성

이 가장 없다. 이는 <황계사>가 엮음을 다양하게 하면서 그 기대가 간섭되는 즐거

움을 추구하는 작품으로서 조합이 주는 즐거움을 극대화한 작품이라 하겠다.

<황계사>는 각 분절의 이동이 주는 자유로운 가창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작품이

면서도 청육 이형의 ①～⑨는 ‘상사’를 중심으로 ‘임의 부재 인식’(A)과 ‘재회의 기

대’(B)라는 내용에 따라 두 가지 단위로 묶인다. 재회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B에서는 임의 부재가 더욱 강조되고 시적 화자의 절망감이 심화된다. A는

①～④와 ⑨, B는 ⑤～⑧이다. 전자는 후렴구를 제외하면 ‘못 오던가’(①～④), ‘아니

오더냐’(⑨)라는, ‘오다’의 부정형을 통해 각 행의 시상이 ‘임의 부재’로 일관되게 마

무리된다. 후자는 ‘재회’와 관련된 내용으로 응집된다. ⑤에서 이별의 슬픔을 더하는

35) 다음의 연구에서 각 시구의 직간접적 연원에 대한 탐구가 진행되었다. 김은희, 앞의 책,
2005, 174～175면; 임재욱, 앞의 책, 2013, 209～2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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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적 상황이라도 그것이 만남을 소재로 하고 있다. ⑥에서 재회가 불가능하다고

알면서도 ‘오랴는가’라는 서술어를 사용해 재회를 기대한다. 사후의 재회를 상상하는

⑦과 임을 다만 바라보기만이라도 하기를 소망하는 ⑧도 ‘재회’와 관련된다. 곧 청
육의 <황계사>는 ‘A-B-A’의 반복 구조로 되어 있다고 정리된다.

성악의 이형의 전체 구조도 ‘A-B-A’의 형태이다. ①이 a와 b로 나뉘어 있고 ③
과 ④가 한 행으로 된 첫 세 절은 ‘임의 부재 인식’이라는 A로 묶인다. 이어지는 부

분은 청육의 <황계사>와 비교할 때 순서가 뒤바뀌어 있지만 4～6절은 ‘재회의 기
대’라는 B로 묶인다. 다만 성악은 <처사가>의 시구를 수용한 ⓐ와 백거이의 <장

한가(長恨歌)>의 두 구가 현토되어 ⓑ로 수용되어 있다.

시요와 원하 이형을 A와 B를 기준으로 행을 정리하면 각각 ‘A(①a)-B(❶‧⑤)-

A(⑥‧❸)-B(⑦‧⑧)’, ‘A(①)-B(⑥)-A(⑧)-B(⑤‧❶‧⑦)’이 된다. 청육과 성악의 이형에

서는 A와 B가 큰 단위로 한 차례 대립된다면, 시요와 원하의 이형에서는 ‘A-B’
의 기본 대립이 두 차례 반복된다. 시요와 원하의 반복 구조는 동일하지만, 성
악의 이형에서는 두 절 단위로 하나의 묶음이 진행되는 편이고, 원하의 이형에서
는 한 절 단위로 진행되다가 마지막에 세 절이 한데 묶인다.

<황계사>의 이형들은 임과 재회하지 못해 밤을 새는 시적 화자의 애상적 정조와

그것을 형상화하는 시구를 공유한다. 내용의 순서가 뒤바뀌거나 합쳐져 동일한 형태

가 하나도 없어 보인다. 후렴구도 이형에 따라 두 종류를 중심으로 하기도 하고, ‘어

허야아자 죠흘시고’나 ‘지화자 조흘시고’가 일관되게 붙기도 한다. 그런데 모든 작품

에서 제1절이 고정성을 보이는 가운데 이어지는 제2절의 성격에 따라 시상의 전개

구조가 대체로 양분된다. 곧 제2절이 A이면 ‘A-B’(청육, 성악)의 구조로, B이면

‘A-B-A-B’(시요, 원하)로 시상이 전개되는 편이다. 이러한 구조 안에서 이형에 따
라 노랫말이 자유롭게 뒤바뀐다는 점이 <황계사>의 특징이다.

<황계사>는 ‘임의 부재 인식’(A)과 ‘재회의 기대’(B)라는 두 단위를 중심으로 상사

와 관련된 낯익은 노랫말이 조합된 작품이다. 낯익은 노랫말은 그것이 가지는 ‘포개

어 듣기’36) 효과로 인해 짧은 시구 안에서 정서의 폭을 넓혔을 것이다. 이와 동시에

노랫말이 고정되지 않고 작품마다 그 조합의 방식이 바뀌면서 <황계사>에 대한 기

대지평이 지속적으로 위반되면서37) 낯설게 하기가 아울러 실현되었을 것이다. 노랫

36) ‘포개어 듣기’란 용사와 점화를 이용해 과거의 인물이나 상황이 현재의 그것을 병치하는
방법이다. 이종묵, ｢고전시가에서 용사와 점화의 미적 특질｣, 한국시가연구 3, 한국시가학회,
1998, 330～333․337～3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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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의 고정성이 강한 작품이 익숙한 노랫말을 음미하며 시적 정황에 동화되는 방식

으로 향유된다면, 노랫말의 유동성이 강한 작품은 노랫말보다는 그것의 조합에 집중

하는 방식으로 향유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황계사>는 임을 그리는 슬픔에의 동화

를 요구하는 작품이라기보다 노랫말의 유동성, 곧 조합이 주는 오락적 기능을 통해

슬픔을 닦아내는 작품이라 하겠다.38)

<매화가>는 이상에서 살펴본, 양식의 조합과 아속의 교체라는 즐거움이 종합적

으로 실현되는 작품이다. <매화가>는 여러 양식의 작품을 거의 통째로 가져와 조

합한 작품이다. <매화가>는 육체적 관계를 맺을 여성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와 불

안을 노래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매화 녯 등걸에> 시조와 민요에서 익숙하게 쓰

이는 ‘aaba’ 구조를 중심으로 노랫말이 엮였다. <매화가>에서의 양식 조합 양상이

잘 드러나도록 행을 나누어 작품을 아래에 제시한다.

梅花 녯 등걸에 봄節이 도〃라온다
녯 퓌던 가〃지마다 퓌염즉도 다마는
春雪이 亂粉〃니 퓔지 말지 다마는

北京 가는 驛〃官 드라 唐絲실  테 부붓침셰
그물 셰 그〃물 셰 唐絲실노 그〃물 셰
그물 치셰 그〃물 치셰 練光亭에 그물 치셰
걸니소셔 〃〃〃〃 거걸니쇼셔
잔 쳐여란 솔〃 다 지고 굴근 쳐女만 걸니소셔

成川이타 동의紬를 이리로 졉쳠 져리로 졉쳠 졉쳠〃〃 야 노코
 손에는 방츄 들고   손에 물박 들고 출넝〃〃

안南山에 얌을 〃〃〃 심거〃〃 못 먹는 져〃 다람아<매화가>(청육)
37) 신은경은 연쇄적 방식을 합성식 엮음이라 명명하면서 향유자는 결여된 일관성을 아래와
같이 메워가는 작품을 향유해 나간다고 주장했다.
“노래말 전체의 일관된 의미를 찾으려는 시도-일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실패(포기)-음악적
연행의 도움-이런 노래에 대한 새로운 인식(비정상적인 것이 아닌 정상적인 것으로 수용)-일관된
의미를 발견하려는 기대 대신 새로운 기대지평의 형성”(신은경, ｢창사의 유기성이 결여된 기사에

대한 일고찰 -잡가를 중심으로-｣, 이정정연찬선생회갑기념논총간행위원회, 이정 정연찬선생 회갑기념논총,
탑출판사, 1989, 400면).
38) “대중적 기호를 만족시키기(자극하기) 위해” 상사와 관련 없는 ｢구운몽｣의 내용이 삽입되거
나 ‘어허야아자 좋을시고’‧‘지화자 좋을시고’와 같은 흥청거리는 어감의 후렴구가 사용되었을
수도 있다(김은희, 앞의 책, 2005, 175면). 이때 ‘대중적 기호’는 상사의 슬픔과 흥청거림의 불일치
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목된 것이다. 그런데 <황계사>가 조합의 오락적 기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즐거움으로 슬픔을 닦아내는 작품이라면 흥청거림은 상사의 슬픔에의 동화를
차단하면서 그것을 위안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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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널리 알려진 시조 작품으로 오래된 매화가 봄을 맞아 꽃을 피울 수 있을지 말

지를 걱정하는 노래이다. ‘오래된 매화’와 ‘꽃 피우기’가 각각 노년과 싱싱한 생명의

비유라면, 이 작품은 탄로가의 일종이라 하겠다. 이어지는 에서 ‘a-a-b-a’의 반복

구의 활용으로 경쾌한 리듬감이 발생한다.39) 이를 통해 가벼운 어조로 정욕이 표출

된다. 이로써 의 싱싱한 생명에 대한 기대는 육체적 욕망의 관점에서 재해석된다.

그 결과 불안의 실체가 속물적 욕망의 실현 여부에 있다는 점이 폭로되며 시적 화

자의 발화는 기대지평 속에서 희화화된다.

한편 은 평양의 기녀 매화의 작품으로 전승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작품은 매화
가 “춘설로 중의되는 연적 혹은 사랑의 시련을 의식하면서 사랑을 원하는 마음의

번뇌를 형상화한 노래”로 이해되기도 한다.40) 에 대해 이러한 기대지평이 형성되

어 있다고 한다면 여성 화자의 노래로 인식되던 작품이 에 이르러 남성화자의 노

래로 재맥락화됨으로써 기대지평이 전환되는 즐거움이 발생한다. 나아가 임을 빼앗

긴 매화가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탄식만 하는 수동성은, 에서 불가능한 일을 해서

라도 임을 잡고자 하는 적극적 태도와 대조된다. 이와 동시에 에서의 임에 대한

기대의 정체가 에서 성적 욕망으로 폭로된다. 이로 인해 에서는 이 보여준 전
통적 태도에 대해 거리가 형성되는 패러디적41) 즐거움이 발생하기도 한다.

청육 이형을 대표로 하는 3분절 형태의 <매화가> 제2절과 제3절 사이에 한 절

이 삽입되면서 남태에 수록된 4분절 형태의 작품이 출현한다. 아래는 4분절곡에

삽입된 과 삽입의 대상이 된 선행의 단형 시조 작품이다.42)
39) “그물 셰”부터 시작하는 4음보격은 아래와 같이 ‘a-a-b-a’의 반복으로 진행된다.

그물 셰 그〃물 셰 唐絲실노 그〃물 셰 a-a-A-a
그물 치셰 그〃물 치셰 練光亭에 그물 치셰 a'-a-B-a'
걸니소셔 〃〃〃〃 거걸니쇼셔 b-b-b-b
잔 쳐여란 솔〃 다 지고 굴근 쳐女만 걸니소셔 C-D-E-b

40) 이능화의 조선해어화사(朝鮮解語花史)에서 <매화 옛 등걸에～> 시조에 매화를 평양 기녀
로, 춘설을 기녀로 주석이 달리며 연구자들 사이에서 춘설이 매화의 연적으로 이해되어 왔
다. 이 주석이 인용되어 본 시조가 ‘매화가 임을 연적인 춘설에게 빼앗겨 탄식하는 노래’로
해설되기도 했다(이희승, ｢조선문학연구초 6: ｢매화가｣ 해설｣, 문장 1(9), 문장사, 1939. 10, 213면).
41) 정끝별, ｢주체적 아이러니와 아이러니의 재맥락화｣, 패러디 시학, 세계사, 1997, 271～287면.
42) <물 아래 그림자 지니> 작품은 청구영언 김천택본을 비롯한 가집에 58편이 수록되어
전한다. 58편은 모두 본문에 인용한 청육 #793 작품과 대동소이하다. 한편 <매화가> 제3
절과 동일한 노랫말은 교주가곡집에 #121 시조 작품밖에 없다. 교주가곡집은 남태보다
70년 정도 뒤에 마에마 교사쿠(前間恭作)가 편찬한 문헌이다(유정란, ｢교주가곡집(校註歌曲集)의
편찬과 이본현황｣, 국제어문 75, 국제어문학회, 2017). 따라서 남태의 제3절()은 청육 #793 작
품류의 단형 시조가 활용된 부분으로 판단된다.



- 93 -

물 아 그림자졋다 〃리 우희 즁놈이 간다

즁아 〃〃 거긔 잠안 셕거라 너 가는 인편에 말 무러를 보자

그 즁놈이 운을 가르치며 돈담무심만 허는구나 <화가> 제3절(남태)

믈 아레 그림지니 다리 우희 즁이 간다

져 즁아 거긔 셔거라 너 어듸 가노 말 무러보

손으로 白雲을 가르치며 말 아니코 가더라 청육 #793

원작 시조는 시적 화자가 물에 비친 그림자의 주인인 중을 불러 세워 중이 어디로

가는지를 물으니 중이 손으로 흰 구름만 가리키고 사라졌다는 내용의 작품이다. 이

러한 내용의 작품이 으로 삽입되면서 중장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길어질 뿐만 아

니라 내용도 변한다. 시적 화자가 알고 싶어 하는 대상이 현상적 청자인 중이 향하

는 곳에서 누군가의 소식으로 바뀐다. 남태 이형의 가 “걸니소사 〃〃〃〃 뎡든

사랑만 걸니소사”로 마치기 때문에 소식은 ‘정든 사랑’의 안부로 특정된다. <물 아래

그림자 지니>는 <매화가>의 시상 전개에 맞추어 시구가 다소 수정되어 부분으로

삽입되면서 주제와 정서가 변한다. 여기에서 향유자는 원작에 형성된 기대지평이 전

환되는 즐거움과 마주하게 된다. 이러한 즐거움의 추구는 앞서 <매화가>의 제1절

분석에서도 발견되었다.

남태 이형에서는 기대지평이 전환되는 즐거움과 함께 이질적 양식의 반복적 조

합이 불러일으키는 재미도 발견된다. 남태의 제1절은 단형 시조 작품을 거의 그대
로 가져온 부분이고 제3절은 단형 시조 작품의 시구를 다소 변형해 가져온 부분이

다. 그 결과 제1절과 제3절에서는 시어의 조탁과 시적 긴장이라는 단형 시조의 정제

된 미감이 발산된다. 반면 제2절과 제4절에서는 ‘aaba’의 반복 형식, 동일 시구의 반

복, 비속한 표현이라는 민요의 여유로운 미감이 발산된다. 여기에서 남태의 이형

은 ‘단형 시조-그물 노래-단형 시조-개암 노래’의 순서로 조합된 작품임이 드러난

다. 단형 시조가 민간 음악의 정악에 속한다면, 그물 노래나 개암 노래는 민요, 그

자체는 아니고 잡가에 가깝더라도 그것이 민속악에 속한다. 이는 남태 이형이 민

간 음악의 층위에서 ‘정(正)-속(俗)’이 반복적으로 교체되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방향

으로 조합되었다는 의미이다. <매화가>는 정악에 속하기 때문에 이러한 교체는 정

악을 향유하면서 기대되는 미감에서의 이탈과 회귀, 곧 기대가 충족되고 위반되는

즐거움을 불러일으키기 마련이다. 이렇게 <매화가>는 선행의 작품이 새롭게 해석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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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기대지평의 전환이 일어나고 그것이 패러디적 즐거움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43)

정악과 민속악이 반복적으로 교체되면서 선행에 형성된 기대가 위반되었다가 다시

충족되는 즐거움이 추구되는 작품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죽지사>의 조합 양상을 살펴본다. <죽지사>에서의 양식 조합

양상이 잘 드러나도록 <매화사>와 같이 행을 나누어 작품을 아래에 제시한다.

乾坤이 不老月長在니 寂寞江山에 今百年이라
어이오이이오 이희으아에

一心正念은 極樂 나하무하〃하 阿彌像이로구나

나니나노나니나노나니

騎鯨仙子 浪吟過니 魍魎秋色이 迷長天이라
어화어이오이이오히오이아에

一心正念은 極樂 나하무하하무하 阿彌像이로구나

나니나노나니나 世界로구나 나니나노나니나

冊 보다가 窓 통탕 열치니 江湖에 둥덩실 白鷗 둥 다
어이오이이오이히오이아에

一片情念은 極樂 나하무하하무하 阿彌像이로구나

나니나노나니나

洛東江上에 仙舟泛니 吹笛歌聲이 落遠風이로다
어이오이이오이히오이아에

一片情念은 極樂 나하하무하 阿彌像이로구나

나니나노나니나 世界로구나 나니나노나니나 <죽지사>(성악)

<죽지사>는 한시 현토체 <대이백혼송죽지사>, 단형 시조 <낙동강상에 선주범하

니>, 민요계 양식에서 영향을 받은 후렴구가 조합된 작품이다. <죽지사>의 과 
는 <대이백혼송죽지사> 제1단의 5‧6구와 3‧4구에 해당한다. <죽지사>의 는 <낙

동강상에 선주범하니>의 초장에 해당한다.44) 의 첫 행의 유래는 미상이나 장형

43) 선행 연구에서는 <매화가>와 <황계사>의 패러디 양상은 원텍스트를 비틀거나 그것에 비
판적 거리를 두지 않고 친화관계를 통해 재문맥하는 정도로 파악되기도 했다(김은희, ｢고전시가
와 패러디｣, 앞의 책, 2005, 301～302․306～308면).
44) “洛東江上仙舟泛니 吹笛歌聲이 落遠風을/客子停驂聞不樂은 蒼梧山色暮雲中이로다/至今에
鼎湖龍飛를 못내 슬허노라”(청영 #409), “洛東江上의 仙舟泛니 吹笛歌聲이 落遠風이로다/
客子停驂聞不樂은 蒼梧山色暮雲中이라/우리도 鼎湖龍飛를 못내 슬허노라”(근악 #294). 위
의 작품은 <낙동강상에 선주범하니>(고시조대전 #759.1)는 청영과 근악을 비롯해 49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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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의 초장에 가까운 형식이다. 각 절의 첫 행은 한시나 시조의 시구이며 그 뒤로

입타령과 유의어사가 결합된 후렴구가 이어진다. 후렴구는 입타령, 유의어사 “一片

情念은 極樂나하하무하 阿彌像이로구나”, 입타령의 순서로 구성된다. 이에 각 절은

정악 계열의 성악곡이 갖는 진지한 어조로 시작해 입타령과 유의어사로 결합된 후

렴구에 이르러 어조가 전환되며 가벼운 어조로 마친다. <죽지사>는 이것이 네 번

반복되는 작품이다.

<죽지사>는 각 절이 정악과 민속악의 양식이 차례로 일정하게 조합된 작품이다.

앞서 분석한 <매화가>에서 정악과 민속악이 각 절 단위로 두 번씩 반복되었다면(정

-속-정-속), <죽지사>에서는 정악과 민속악이 한 절을 이루고 그것이 네 번 반복된

다(‘정-속’-‘정-속’-‘정-속’-‘정-속’). 두 작품이 정악과 민속악의 반복 교체에 의해 조합된

구조를 공유하면서도 그 반복 단위에 차이를 갖는다. 이로 인해 <매화가>의 각 절

에서는 단일한 양식에 의한 몰입적 감상이 가능하지만, <죽지사>의 각 절에서는 다

양한 양식이 복합되어 그러한 감상이 어려워진다. 곧 제1절에서 자연의 무한성에 대

비된 인간의 유한성을 한탄하는 내용에 동화되려는 찰나에 후렴구가 이어지며 이로

인해 동화가 저해된다. 후렴구의 앞과 뒤를 구성하는 입타령은 크게 의미를 갖지 않

고 조흥구의 역할을 하며45) 과체시의 진지한 시적 태도를 눙치는 기능을 한다. 이러

한 시각에서 아미타불에게 귀의하겠다는 내용의 유의어사도 유한한 삶에 대해 한발

물러나는 태도에서 수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서 <매화가>에서와 같이 선행

작품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비판적으로 다가서는 패러디적 태도가 발견된다. 곧

<죽지사>의 조합에서도 정악과 민속악의 반복적 교체 속에서 기대가 충족되었다가

위반되는 즐거움은 물론 선행의 작품이 형성한 기대지평에 색다른 태도를 취하는

패러디적 즐거움을 추구하는 의식이 발견된다.

이상에서 조합이 주요한 작법으로 나타나는 <백구사>, <길군악>, <죽지사>, <매

화가>, <황계사>를 검토했다. <백구사>에서는 가사 양식과 경기체가 양식이 한데

조합되어 각 양식에서 환기되는 기대의 간섭으로 인해 강호 유람의 원인이 되는 소

외의식에 대한 동화가 차단되고 유람의 즐거움이 강조된다. <길군악>에서는 가사,

무가계 속악가사 등의 양식이 조합됨으로써 각 양식에서 형성된 기대와 실제의 노

랫말 사이의 불일치 속에서 희극적 즐거움이 추구된다. <권주가>에서는 민요체, 한

가집에 수록되어 있다.
45) 조해숙, ｢고려가요를 중심으로 본 여음․후렴의 성격과 그 후대적 면모 양상｣, 전농어문
연구 10, 서울시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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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현토체, 가사체가 차례로 조합되어 양식적, 언어적 기대의 충족과 위반 속에서 일

어나는 재미가 추구된다. 그 과정에서 <적벽부>의 삶에 대한 근엄하고 진지한 태도

는 보다 경쾌하게 다뤄진다. <황계사>는 상사의 슬픔을 주제로 하고 있는 작품임에

도 불구하고 다양한 양식과 작품을 조합하되 노랫말을 고정하지 않고 부르는 즐거

움을 추구하면서 상사의 슬픔을 닦아내는 작품이다. <매화가>에서는 유명한 단형

시조 작품과 널리 불렸을 듯한 민요계 작품이 작품 단위로 조합되어, 단형 시조 작

품을 새롭게 해석하며 전통적 태도에 대해 거리를 형성하는 패러디적 즐거움이 추

구된다. 조합에 속하는 작품들에서는 대개 선행 작품이나 그 시구를 뽑아 하나의 작

품으로 엮으면서 그것에 형성된 기대지평이 서로 간섭하고 전환되는 방식의 오락성

이 추구된다. 이러한 오락성은 각 작품의 시적 정황에 진지하게 동화되지 못하도록

하여 작품에 내재한 불우의식이나 슬픔을 덜어내는 기능을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조합의 시적 기능은 가창가사의 연행 층위에서 바라볼 때 보다 선명해진다. 아래

는 이제까지 파악한 가창가사의 연창 레퍼토리이다.

세시풍요: 춘면곡→황계사→백구사
<한양가>: 춘면곡→처사가→백구사→상사별곡→황계사→매화가
교방: 춘면곡→처사가→상사별곡[→권주가]
시요: 상사별곡→춘면곡→길군악→황계사[→<장진주사>→대]46)

연창 레퍼토리는 대체로 가사계에서 시작해 비가사계로 마치는 순서로 짜였다. 비가

사계의 작품으로 <황계사>, <백구가>, <길군악>, <매화가>, <권주가>가 확인된

다. 이들 작품은 모두 조합을 통해 가창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노래들로 청자가 작품

의 시적 상황에 동화되지 않고 거리를 두고 바라보게 한다. 이것은 시적 상황에 진

지한 태도를 취하며 청자에게 동화를 요구하는 가사계와는 대조되는 기능이다. 따라

서 가창가사의 레퍼토리는 시적 정황에 대해 무거운 어조로 동화의 태도를 요구하

는 가사계로 시작해 경쾌한 어조로 이화의 태도를 요구하는 비사가계로 마무리되는

방식으로 짜였다고 정리된다. 노래를 감상하는 행위가 일상에서 벗어나 연행의 규칙

을 따라 특정한 상태에 진입하는 행위47)라면 동화는 편가에 이어진 감상의 지속, 이

화는 감상적 태도에서 서서히 벗어나 일상으로의 복귀를 준비하는 의미를 지닌다.

46) []는 마무리곡을 표시한다.
47) 마리 매클린, 텍스트의 역학 -연행으로서 서사, 임병권 역, 한나래, 1997, 21～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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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본 장의 1절에서 축약 양상을 검토하면서 조연 계열 작품과 청육 계열
작품을 구분해 다루었다. 그런데 조연과 가나에는 모방을 활용해 청육 계열의
<백구사>와 <황계사>를 손질한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모방의 작법이 특정 문헌의

두 작품에서만 발견된다면 그것을 예외적인 현상으로 두고 가창가사 작법의 층위에

서 축약과 조합과 비슷한 비중으로 다룰 필요는 없겠다. 그러나 모방에 대한 시야를

확장하면 두 작품 외에도 <강촌별곡>, <봉황곡>을 비롯해 12가사를 대표하는 <처

사가>와 <수양산가>에서도 모방의 작법이 발견된다. 이에 가창가사 작법의 층위에

서 모방의 양상이 새롭게 조명될 필요가 있다.

3. 모방을 통한 격조의 조절

모방은 이종 양식 간의 외형을 본뜨는 작법이다. 이 작법은 선행 연구에서 아직까

지 다루어진 적이 없다. 축약이나 조합에 비해 가창가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기

도 하거니와 그것을 다룰 만한 시각이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가창가사에서 모

방은 아래의 표에 분류했듯이 국문 양식이 한시 양식을, 비가사 양식이 가사 양식을

모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전자는 가사 양식이 조선 후기 들어 4‧4조로 정형화

되는 양상의 일부로 다루어졌지만 4‧4조 가운데에서도 ‘4자 한자성어+4자 고유어(또

는 일상어)’의 독특한 형식에 주목하지 못했다. 후자는 제1절에서 축약의 양상을 분석

할 때 청육 계열과 대비되는 작품들이 수록된 조연과 가나에서 발견된다. 두

가집이 시가 연구사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점 또한 발견되지

못했다. 이와 같이 시각이나 자료의 문제로 인해 가창가사에서 모방의 작법은 포착

되지 못했다.

모방이 활용된 가창가사 작품이나 그 이형을 표로 보이면 아래 같다.

대상 양식 작품
한시 <강촌별곡>, <처사가>, <봉황곡>, <수양산가>
가사 조연과 가나에 수록된 <백구사>와 <황계사>

[표 3-3] 모방이 활용된 가창가사 이형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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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방의 대상 양식은 한시와 가사로 양분된다. 한시 양식을 모방한 작품은 <강촌별

곡>, <처사가>, <봉황곡>, <수양산가>이다. <강촌별곡>과 <처사가>는 19세기 전

반기에 유행한 작품으로 이른 시기에 청육에 함께 실려 전한다. <봉황곡>과 <수

양산가>는 19세기 후반기가 끝나가는 무렵에 유행한 작품으로 1897년에 편찬된 성
악에 한데 수록되어 있다. <강촌별곡>의 이형이 적지 않게 발견되고, <처사가>와

<수양산가>는 현행 12가사의 한 곡목으로 수용되었으며, <봉황곡>도 서도잡가로

현재까지 가창된다. 한시 양식을 모방한 작품들이 한 세기 이상 향유되어 오면서 미

약하지만 하나의 흐름을 형성한 셈이다. 가사 양식을 모방한 이형은 조연(1888)과
가나(1896)에 수록된 <백구사>와 <황계사>이다. 두 이형은 늦어도 19세기 전반기

부터 향유된 비가사계 <백구사>와 <황계사>가 향유 과정에서 가사 양식을 모방하

면서 출현한 작품으로 짐작된다. 두 이형은 두 문헌에 한정되어 발견될 정도로 향유

가 국지적이다. 이상의 향유 정황과 작품 창작의 선후를 고려해 한시를 모방한 <강

촌별곡>, <처사가>, <봉황곡>, <수양산가>에서 가사를 모방한 <백구사>와 <황계

사>의 순으로 작품 분석을 진행한다.

우선 <강촌별곡>의 모방 양상을 살펴보자. 아래는 청육｣에 수록된 <강촌별곡>

의 서사와 본사1이다.

平生我材 쓸데업셔 世上功名 下直고

商山風景 바라보며 四皓遺跡 로리라

人間富貴 젼노 두고 物外烟霞 興을 겨워

萬壑松林 슈 속의 草屋數間 지어 두고

靑蘿烟月 립의 白雲深處 다〃 두니

寂〃松林  즈즌들 寥〃雲壑 졔 뉘 알니

松坍紫芝 노고 石田春雨 밧츨 가니

唐虞天地 이 안가 葛天氏 民氓 나이라

高車駟馬 이 업고 名山佳水 癖이 되니

遙山遙水 는 곳의 宜仁宜智 오리라 <강촌별곡>(청육)

분석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지 않아도 하나의 구가 4․4의 자수로 구성되고, 앞의 4자

는 한자성어이며 뒤의 4자는 고유어(또는 일상어)로 되어 있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우리말큰사전, 국어대사전,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어휘 가운데 한자어가

차지하는 비율이 50～60%에 이른다.48) 따라서 서술절의 ‘下直고’, ‘興을 겨워’, ‘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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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니’는 고유어에 가까운 일상어로 볼 만하다. 이에 <강촌별곡>의 시구 형식은

‘4자 한자성어+4자 고유어(또는 일상어)’로 정리된다.

중인도 실무직을 담당하면서 이두와 한문을 학습했기 때문에 중인 이상 신분의

언어체계도 국한문이 함께 사용된 이중언어체계였다. 시가 작품에 한시문의 시구가

삽입되거나 일상에서 쓰이지 않는 한자어가 곧잘 쓰이곤 했다. 특히 한문학에서 인

유의 수사가 중시되었기 때문에 용사와 점화는 흔하게 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대부들은 한자어의 사용을 되도록 자제하는 방향으로 시가 작품을 창작해 왔다.

<강촌별곡>과 비슷한 시기에 향유된 <상사별곡>은 4․4조의 정형을 지키는 작품

이지만 작품에서 한자성어로 시작하는 구를 발견하가 어렵다. 따라서 매 구의 처음

에 4자 한자성어를 배치해 시구를 조직해 작품을 창작하는 방식은 시가의 전통에서

이례적인 현상이다. 이것은 이중언어체계의 문화의 특성을 의식하면서 의도적으로

시구 형식이 정연하게 고안되었다는 의미이다.

시구 형식을 정연하게 고안한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작품에 사용된 한자성어의

성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사에 쓰인 ‘평생아재(平生我材)’, ‘세상공명(世上功名)’,

‘상산풍경(商山風景)’, ‘사호유적(四皓遺跡)’만으로도 한자성어의 성격을 파악할 기준이

마련된다. 앞의 두 시어는 당대에 관용적으로 쓰인 어휘이다.49) 반면 뒤의 두 시어

는 관용어는 아니나 널리 쓰이는 두 글자의 어휘를 합성한 조어이다. ‘풍경’과 ‘유적’

은 일상어이고 ‘상산’과 ‘사호’는 일상어에 준하게 쓰인 시어이기 때문이다. ‘만학송

림(萬壑松林)’, ‘적적송림(寂〃松林)’, ‘요요운학(寥〃雲壑)’, ‘송담자지(松坍紫芝)’, ‘의인의지

(宜仁宜智)’도 그러하다. 관용어는 물론이거니와 신출 조어도 이중언어체계 문화에서

쉽게 이해될 만한 수준이다.

다음으로 <강촌별곡>과 유사한 모방 양상을 보여주는 <처사가>를 살펴본다. 아

래는 청육에 수록된 <처사가>의 서사와 본사1 부분이다.

天生我材 쓸업셔 世上功名 下直고

양간수명[養閒受命] 이 몸이 雲林處士 되오리라

九繩葛巾 졋게 쓰고 三節竹杖 손의 쥐고

48) 우리말큰사전, 국어대사전,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어휘 가운데 한자어의 비율은
차례로 52.11%, 69.32%, 57.3%가 된다(심재기 외 5명, 국어 어휘론 개설, 지식과 교양, 2011, 56면).
49) ‘평생아재’는 관용어가 아니었으나 그와 유사한 ‘천생아재(天生我材)’가 이백의 <장진주(將進
酒)>에서 확인된다. 이를 근거로 ‘평생아재’는 ‘천생아재’와 와전된 발음으로 간주하고 여기에
서 관용어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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落照江湖 景 조흔 芒鞋緩步 들어가니

寂〃松關 다닷 寥〃杏園  즛다

景槪믈름[武陵] 조흘시고 山林草木 푸르럿다

蒼岩翠屛 둘너 白雲볕이 로왜라

江湖漁父 갓치야 竹竿蓑笠 드러메고

十里沙場 나려가니 白鷗飛去 이로다

一葦편범[片帆] 놉피 달고 萬頃蒼波 흘이 져어

銀鱗玉尺 낙가니 松江鱸의[魚] 비길소냐

日暮淸江 져문 날의 쥬푸[白洲浦]로 도라오니

南北孤村 두셰 집은 落花暮烟 겨셰라

箕山潁水 이 안인가 別有天地 여긔로다 <처사가>(청육)

<처사가>도 <강촌별곡>과 같이 ‘4자 한자성어+4자 고유어(또는 일상어)’로 노랫말이

구성된 것이 확인된다. 26개의 한자성어 가운데 관용어는 ‘천생아재(天生我材)’, ‘세상

공명(世上功名)’, ‘운림처사(雲林處士)’, ‘산림초목(山林草木)’, ‘십리사장(十里沙場)’, ‘백구비

거(白鷗飛去)’, ‘만경창파(萬頃蒼波)’, ‘은린옥척(銀鱗玉尺)’, ‘송강노어(松江鱸魚)’, ‘기산영수

(箕山潁水)’, ‘별유천지(別有天地)’ 등 11개이다. 여기에 관용어는 아니나 <강촌별곡>에

이미 조어로 활용된 ‘구승갈건(九繩葛巾)’, ‘삼절죽장(三節竹杖)’도 관용어에 준하는 시

어이다. 나머지 13개의 ‘양한수명(養閒受命)’, ‘낙조강호(落照江湖)’, ‘망혜완보(芒鞋緩步)’,

‘적적송관(寂〃松關)’, ‘요요행원(寥〃杏園)’, ‘경개무릉(景槪武陵)’, ‘창암취병(蒼岩翠屛)’, ‘강

호어부(江湖漁父)’, ‘죽간사립(竹竿蓑笠)’, ‘일위편범(一葦片帆)’, ‘일모청강(日暮淸江)’, ‘남북

고촌(南北孤村)’, ‘낙화모연(落花暮烟)’은 <처사가>에서 새롭게 확인되는 조어이다. 이

들 시어도 <강촌별곡>의 그것과 같이 기존에 익숙하게 쓰이는 두 글자 어휘로 합

성되어 있다.

‘2․4, 3․4, 4․4’의 다채로운 활용은 율동감을 만들어내고 4․4조는 평면적 리듬

감을 창출한다는 것이 학계의 통설이다. 자수와 리듬감의 관계에서 보면, 동일한 음

수의 반복은 그러한 효과를 낼 것이다. 그런데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앞의 4자가 한

자성어라는 점이며 그것에 조사가 생략되어 있어 그것이 시경체를 대표하는 4언 한

시의 시구와 흡사하다는 점이다. 곧 <강촌별곡>과 <처사가>는 4음보 형식의 가사

에 뿌리를 두고 매 구를 조사가 생략된 4자 한자성어로 시작해 4언 한시의 분위기

를 반복적으로 환기하는 작품이다. 더욱이 4언 한시는 악장의 노랫말로도 사용되었

고 고금가곡의 <풍아별곡(風雅別曲)>과 <겸가(蒹葭) 삼장(三章)> 작품에서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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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형 시조와 함께 향유되기도 했다.50) 따라서 두 작품에서는 가사 양식의 특징을 유

지하면서 4언 한시 양식을 모방하는 작법이 발견된다.

두 작품에서 시적 화자는 주어로는 드러나지 않는 편이다. <강촌별곡>에서도 시

적 화자는 8행의 뒷 구 “葛天氏 民氓 나이라”에서 보어의 형태로 나타날 뿐이다.

이와 같이 시적 화자가 현상적 화자로 드러나지 않는 점은 시적 자아의 서정적 독

백이라는 시가의 일반적인 특징이다. 이 때문에 대체로 가사 양식의 시구는 청자의

주위를 환기할 만한 대상이 시구의 앞에 제시되고, 그것에 대한 태도를 드러내는 서

술어가 시구의 뒤에 진술되는 방식으로 짜인다. 그 결과 매 구는 대부분 목적어나

부사어로 시작해 동사나 형용사로 마무리되는 통사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전

대상 후 태도’는 한국어 문법을 기반으로 하는 시가 중에서도 가사 양식의 기본 특

징이다.51) 따라서 <강촌별곡>과 <처사가>에서 보이는 4·4조의 특징은 한국어 통사

구조를 바탕으로 한자어의 비율이 높은 어휘 특성을 고려하면서 4언 한시의 정형성

을 의식한 결과로 이해된다.52)

‘대상을 제시해 시상을 환기하는 4자 한자성어+대상에 대한 태도를 드러내는 4자

고유어(또는 일상어)’를 4‧4조의 정형에 담아내는 형식은 강호전원류의 <강촌별곡>과

<처사가>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걱으로 보인다. 두 작품이 출현한 시기로 짐작되는

18세기 후반기에서 19세기 전반기에 4․4조로 창작된 작품으로 장형의 <상사별곡>

과 안도환의 <사처가>, <사백부가>, <사자가>가 확인된다.53) 그런데 <강촌별곡>

과 <처사가>에서 발견되는 시구 형식이 <상사별곡>에서는 거의 활용되지 않고 안

도환의 세 작품에서만 부분적으로 활용된다. 따라서 <강촌별곡>과 <처사가>가 유

50) Ⅱ장 각주 46번 참조(43면).
51) <관동별곡>의 서사 “江湖애 病이 깁퍼 竹林 죽림의 누엇더니/關東 八百里에 方面 방면을
맛디시니/어와 聖恩이야 가디록 罔極다/延秋門 드리라 慶會南門 라보며/下直고 믈너나
니 玉節 옥절이 알 셧다”만 보더라도 앞서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4음
보의 작품들은 ‘弓王 大闕터희 烏鵲이 지지괴니/千古 興亡을 아다 몰다/淮陽 녜 일
홈이 마초아 시고/汲長孺 급장유 風彩를 고텨 아니 볼 게이고’와 같이 전구(前句)에
대상이 제시되고 후구(後句)에 태도를 드러내는 술어가 제시되는 경우도 많다. <관동별
곡>의 일부를 분석해 보았듯이 가사 작품의 시구는 일반적으로 작게는 하나의 구 단위
로, 크게는 하나의 행 단위로 ‘전 대상 후 태도’가 반복되는 편이다. <강촌별곡>과 <처사
가>는 구를 단위로 하여 ‘전 대상 후 태도’가 정연하게 반복되는 작품이다.
52) 4·4의 음수율은 평면적인 리듬감을 창출한다고 하여 4음보에 비해 부정적으로 평가되어 왔
다. 그러나 4·4조가 쓰인 작품의 내용에 불안한 의식이 담겨있다는 점에서 4·4조는 형식적
안정감을 통해 그것을 완화하는 율격적 장치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53) Ⅱ장 각주 55번 참조(46～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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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4언 한시 양식을 모방해 지어진 의도가 파악될 필요가 있다.

두 작품의 시적 화자는 사대부의 전통적 출처 의식을 갖고 수기(修己)를 하며 학문

을 연구하기 위해 강호에 은거하지 않는다. 그는 세상에 쓰일 데가 없다는 자각 속

에서 속세를 떠난다(平生我材 쓸데없어, 天生我材 쓸데없어). 강호의 풍경도 언뜻 속세와

단절된 전통적 형상으로 보이지만 그곳은 ‘절로 그러한’[自然] 이법(理法)이 완비된 공

간보다는, 단지 한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 정도의 성격을 지닌다. 이 점에서

강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속세에서의 삶에 대한 불만이 반향된 결과로 파악된다.

곧 두 작품에서 강호는 수양의 공간이 아니라 자위의 공간이자 세상에 쓰일 데가

없다는 소외감을 느끼며 불우의식을 지우기 위한 도피의 공간인 것이다.

두 작품에서 포착되는 도피의식, 소외의식은 사대부의 관념으로 포장되지 않은 현

실에서 있을 법한 통속적인 의식이다.54) 현실의 사대부가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

을 수 있지만, 강호전원류 작품에 형성되어 있는 정서와 의식을 감안한다면, 고상하

지 않은 도피의식과 소외의식은 부정적인 대상으로 언어화될 때 검열되기 마련이다.

두 작품에서도 부정적 의식이 언어화되어 표출되고 있지만 사대부의 출처관이나 강

호관의 검열을 막아내지는 못한다. 검열은 그것이 사회비판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

록 두지 않고 관념적인 강호로의 도피로 향하도록 작동한다. 곧 두 작품에서는 부정

적 인식이 언어화되려는 의식과 그것을 검열하려는 의식이 충돌하고 있다 하겠다.

4․4조의 정형률을 추구하면서 4언 한시 양식을 형식적으로 모방해 두 작품을 지

은 의도는 충돌하는 두 의식을 절충하려는 시도로 이해된다. 4․4조의 정형률은 리듬

의 평면화로 인해 단조로움이 발생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것이 갖는 안정감은 작품

의 기저에 작동하는 불안한 심리를 포장하는 한 방식이 될 것이다.55) 4언 한시 양식

은 생각함에 사특함이 없는(思無邪) 시가 수록된 시경에 연원을 둔 유구한 시형이자
고급 궁중악의 노래 형식이기도 한다. 4언 한시 양식이 자아내는 고상한 분위기는 도

54) 여기에서 통속은 대중으로 번역되는 ‘popular, mass’도 아니고, 민중이나 민속으로 번역되
는 ‘folk’도 아니다. 본고에서의 통속은 하찮거나 사소하다는 의미를 지닌 ‘trivial’, 저속을 뜻
하는 ‘vulgar’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상투적이거나 천편일률적인 의미도 포함된다. “대중적,
통속적, 하루살이 같은, 저급한, 말초적, 도피적이라는 등의 어휘는 단순히 진지하지 않은, 정
제되지 않은, 고상하지 않은 등과 같이 어떤 결여된 부정적인 것으로만 이해되어 왔”다는 박
성봉의 주장(대중예술의 미학, 동연, 1995, 56면)에 대해 통속적인 것(the vulgar)을 부정적으로 보
려는 시선이 문제라는 시각에 동의한다. 그런데 상층 예술이나 고급 예술의 성격과 구별되는
성격을 지적할 때 ‘통속’이라는 어휘나 그것이 들어간 어구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55) 매 구의 앞을 조사가 생략된 한자성어로 하여 음수에서나 의미에서나 여유를 주지 않는
데에서 여유를 허용하지 않는 불안도 포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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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식이 갖는 통속성을 완화해 정악의 격조를 유지하는 데에 적절했을 것이다.

동일한 음수가 작품 전반기에 반복되는 정형성은 향가‧고려가요‧시조‧가사 등의

시가 양식을 통틀어 18세기까지 발견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시가가 노래이기 때문

에 가창에 의존해 음수에서 자유로운 편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강촌별

곡>과 <처사가>도 가창된 작품이었다. 따라서 문법적 요소까지 고려하면서 4․4조

의 정형률을 추구한 모방이 유독 18세기 후반기나 19세기 전반기에 이르러 향유되

기 시작해 후대까지 이어져 작게나마 하나의 흐름을 형성한다는 점이 흥미롭다.56)

다음으로 19세기 후반기에 유행하기 시작한 <봉황곡>의 모방 양상을 살펴보자.

<봉황곡>의 모방 양상을 파악하기 쉽도록 전문을 4음보 형태로 구분해 아래에 제

시한다.

반갑도다 반갑도다 紅裳美人 반갑도다

八駿馬 가 行次 瑤池王母 반갑도다

르니 르냐 匹夫匹婦 르냐

離亭에 匹馬行次 紅拂妓가 르냐

司馬相如 鳳求凰曲 卓文君이 르냐

相定言約 업건만은 花燭言約 치업다

多情토다 多情토다 月容星貌 多情다

秦宮桃花 滿發 探花蜂蝶 多情다

細柳春風 가 나뷔 喚友黃鶯 多情다

龍門山 梧桐 뷔여 短琴을 근 은

鳳求凰曲 戱弄고 鴛鴦琴瑟 求더니

窈窕淑女 나신 후에 君子好逑 이 아닌가

玉佩聲이 錚々니 玉佩 얼골 보리로다

양 愁心 무 일고 됴히〃〃 마지려문 <봉황곡>(성악)

<봉황곡>은 남성 화자가 여성 청자에게 자신을 맞으라는 내용의 작품이다. ～에
서는 ‘a-a-b-a’를 바탕으로 ‘반갑도다’, ‘따르느냐’, ‘다정토다/다정하다’의 술어가 반복

되면서 경쾌한 리듬감이 형성된다. 민요에서 흔히 사용되는 4음 2보격이 우세하여 해

당 양식이 환기되는 듯하다. ～의 각 첫 행과 를 제외하면 4음 4보격을 기준으

56) 문법적 요소를 고려한 4․4조의 정형률 추구는 “노랫말 자체의 질서를 존중하는 새로운
단계의 산물”(윤덕진, 조선조 장가 가사의 연원과 맥락, 보고사, 2008, 211면)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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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시행이 통사적으로 완결되는 편이다. 는 세 행이 하나의 통사로 이루어졌지만

각 행의 전구와 후구 응집성이 행 사이의 응집성보다 강한 편이다. 따라서 <봉황곡>

은 ‘a-a-b-a’의 민요 양식이 부분적으로 수용된, 4․4조 형식의 작품이라 하겠다.

<봉황곡>은 4․4조 형식의 작품 가운데 특히 <처사가>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

으로 판단된다. 일단 4음보 1행 기준 총 13행의 길이는 청육 계열의 축약된 가창

가사 <춘면곡>(총 12～13행), <상사별곡>(총 13행), <처사가>(총 14～15행)의 길이와 유

사하다. 이 작품들은 모두 4음보 작품이다. 이 가운데 <처사가>만이 4․4조의 형식

이다. 이에 더하여 <봉황곡> 시구는 <처사가>에 쓰인 ‘4자 한자성어+4자 고유어(또

는 일상어)’로 대개 조직되어 있다. 여기에서 <봉황곡>이 <처사가>를 모방한 점이

흥미롭게 다가온다. <처사가>는 충돌하는 두 의식, 곧 부정적 인식이 언어화되려는

의식과 그것을 검열하려는 의식을 형식적 층위에서 절충하려고 시도한 작품이다.

<봉황곡>의 어조는 전고어가 다수 사용되어 완곡하고 우아하지만 시적 화자가 기

생으로 상정되는 여성에게 자신을 가만히 맞으라는 내용에 담긴 성적 욕망은 통속

적이다. <봉황곡>은 남성의 성적 욕망이 언어화되려는 의식과 그것이 점잖지 않다

고 검열하려는 의식이 충돌하는 작품인 것이다. 따라서 <봉황곡>은 <처사가>의 모

방이 가지는 특징을 간파해 형식적 층위에서 격조를 높이려는 의도가 개입된 작품

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수양산가>의 조합 양상을 살펴본다. 아래는 성악에 수록된 <수양산

가>의 전문이다.

首陽山에 고사리 거 渭水濱에 고기 낙가 儀狄의 비진 슐 李太白 발근 달이 滕王

閣 놉흔 집에 壯健이 承槎고 달구경 가 말명 請호자

바람 불고 눈비 오랴지 東녁을 바라보니 紫微峰 紫閣峰과 淸〃 발근 달이 碧樹

白雲坊谷에 졀노 감을 흔들〃〃

네로이노〃네니나네루고 네로나일나로〃이루고 네루네니나네니나노〃너니나

穆王은 天子로되 瑤池宴樂고 項羽 壯士로되 滿營에 悲歌慷慨고 明皇은 英主

로되 楊貴妃離別後에 馬嵬驛에 울엇니

寒碧堂 淸風月에 萬古天下 英雄俊傑이 안져 오날갓치 조코 조흔 날 맛나 아니 놀고
무엇 냐 <수양산가>(성악)

<수양산가>는 체면을 차리지 말고 놀자고 권유하는 노래이다. 시상은 ‘기대()→좌
절()→전환(·)→권유()’의 순서로 전개된다. 술과 안주를 챙겨 달구경을 가려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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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렘은 흐린 날씨로 인해 아쉬움으로 바뀐다. 시적 화자는 입타령을 통해 아쉬움을

달래고 흥을 내려고 시도한다. 이어 천자, 장수, 영주를 대표하는 이들이 체면을 차

리지 않고 한 행동이 나열된다. 나열된 행동은 각자의 지위에서 기대되는 역할과는

반대가 된다. 이로써 달구경을 하지 못해 좌절된 분위기에서 벗어나면서 시적 화자

는 좌상객을 만고천하의 영웅호걸로 추어올린 후에 한껏 놀자고 권유한다. 여기에서

시상이 전환되는 지점에 조흥의 기능을 하는 입타령에 이어 현토체가 활용된 가
모방의 작법으로 주목된다.

의 시구는 한자어에 ‘은’, ‘로되’, ‘하고’ 등의 토가 달린 현토체로 보인다. 현토체
에서 토를 제하고 시구를 내용에 따라 정리하면 ‘穆王天子瑤池宴樂’(①), ‘項羽壯士滿

營悲歌慷慨’(②), ‘明皇英主楊貴妃離別後馬嵬驛’(③)의 세 구문이 확인된다. 그런데 세

구문을 자세히 보면 그것이 한문 문법을 정확히 따르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①의 ‘목왕은 천자이지만 요지에 잔치를 벌여 즐겼다’라는 내용을 한문으로 표현하

면 ‘穆王, 天子(而)宴樂(於)瑤池’ 정도가 될 것이다. ‘宴樂’이 이어동사(二語動詞)이므로

처소를 지칭하는 ‘瑤池’는 그 뒤에 와야 한다. 물론 4언의 시구라면 시적 허용에 따

라 ①과 같은 어순이 가능은 하겠다. ②의 ‘滿營悲歌慷慨’와 ③의 ‘楊貴妃離別’도 한

문 문법에 따르면 각각 ‘離別楊貴妃’로, ‘離別楊貴妃’로 바뀌어야 한다. 곧 의 시구

는 현토체로 보이지만 자립 명사를 한자어로 삼은 한국어 어순을 따르고 있다. 에
는 현토체가 아니라 현토체의 외형을 모방한, 일종의 유사 현토체가 사용되었다고

정리된다. 유사 현토체를 사용할 정도라면 시상이 전환되는 자리인 에 현토체를

모방한 시구가 온 것은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일 가능성이 높다.

기대와 좌절의 시상이 전개되는 ～에서는 고유어가 주로 사용되고 한자어가

더러 사용된다. 이어지는 입타령에도 한자어가 전연 없다. 에 이르자 어투가 갑자

기 전환된다. 여기의 현토체에 방불하는 시구는 상대적으로 전아한 분위기를 자아낸

다. 상위의 신분들이 한문을 가르치거나 학습하는 수단으로 한문 경전을 비롯한 학

습서에서 현토체가 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의 종결어미 사용이 얼마나 의도적
인지 가늠하기 어렵지만 현토체가 갖는 기대지평으로 인해 시구는 진리나 으레 있

는 사실을 일러 주는 종결어미 ‘-니’로 마무리된다. 여기에서 세상의 이치를 이해

한 듯한 여유롭고 차분한 어조가 형성된다. 이것은 앞서의 기대에 담긴 흥분된 어

조, 좌절에 담긴 서운한 어조와 대조적이다. 이로 인해 기대와 좌절로 묶이는 앞의

시상과 거리가 생성되면서 시상이 효과적으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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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이 전환되는 는 ‘지금 이 자리에서 행락을 즐기자는’ 마무리로 나아가기 위

해 상황에 개의치 말라는 내용이다. 유사 현토체와 ‘-느니’라는 종결어미가 사용되어

세상의 이치를 여유롭고 차분하게 일러주는 어조와 달리 발화 목적은 행락 권유이

다. 더욱이 전아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시구는 ‘유사’ 현토체일 따름이다. 곧 외형만

모방해 분위기만 그럴싸할 뿐이다. 내용도 천자, 장수, 영주를 대표하는 이들의 행위

에 주목하는 정도의 피상적인 이해에 머무른다. 피상적 이해는 본질에 다가서지 못

하고 한발 물러나 현상만 주목하는 통속성을 드러낸다. 따라서 에서는 현토체의

외형을 모방함으로써 그것에 형성된 전아한 미감을 활용해 행락 권유라는 통속적

목적을 우아하게 포장해 정악으로서 향유하려는 의도가 발견된다.

이상에서 한시나 그에 준하는 현토체의 외형을 모방한 작품을 분석했다. <강촌별

곡>과 <처사가>는 ‘대상을 제시해 시상을 환기하는 4자 한자성어+대상에 대한 태

도를 드러내는 4자 고유어(또는 일상어)’를 4‧4조의 정형에 담아내어 4언 한시의 분위

기가 환기되면서 작품에 내재한 도피의식이 외적으로 포장되는 작품이다. <봉황곡>

도 위 두 작품의 형식이 수용되어 남성의 성적 욕망이 완곡하게 포장되는 작품이다.

<수양산가>에는 현토체의 외형을 모방해 행락 권유의 의도가 전아하게 표현되고

있다. 네 작품의 이종 양식 모방은 도피의식, 성적 욕망, 행락 권유가 가지는 통속성

을 완화해 정악의 격조를 유지하려는 의도에서 진행되었다. 이것은 한문이나 그 언

어로 창작된 작품을 그대로 모방하려는 의식의 결과가 아니다. 이중언어체계의 문화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나온 결과도 아니다. 네 작품이 보여준 모방은 한국어와 한문

이 이중으로 쓰인 문화 속에서 각 언어나 그 언어로 창작된 작품이 각기 가지고 있

는 특성을 파악해 그것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결과라고 평가된다.

한시나 현토체를 외적으로 모방한 작품은 네 편이다. 네 편 가운데 <처사가>는

19세기 전반기부터 20세기 전반기까지 지속적으로 향유되면서 현행 12가사의 한 곡

목으로 수용된다. <처사가>가 향유되기 시작할 무렵에 <강촌별곡>이 있었고 단형

의 <처사가>가 가창가사의 대표곡으로 자리를 잡은 19세기 후반기에는 <봉황곡>

과 <수양산가>가 있었다. 이렇게 한시나 현토체를 모방한 작품은 한 세기를 넘게

미약하게나마 하나의 흐름을 형성해 왔다. 반면 이제 검토할 가사 양식을 모방한

<백구사>와 <황계사>의 이형은 조연(1888)과 가나(1896)에만 수록되어 있다. 두

이형을 검토하면서 비가사계가 가창된 가사를 직접적 연원으로 삼는 가창가사의 곡

목으로 확충되어 향유되는 동안에 일어난 모방의 한 양상이 드러날 것이다. 이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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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문헌을 둘러싼 문화권에서 국지적으로 일어났지만, 그것은 한시를 외적으로

모방한 작품들과 함께 애국계몽기 신문 수록 가사의 형식이 형성되는 한 국면을 해

명하는 데에 도움이 되리라 본다. 이에 조연과 가나에 수록된 <백구사>와 <황

계사>의 모방 양상을 차례로 살펴본다.

우선 <백구사>의 모방 양상을 살펴본다. <백구사>의 모방 양상을 파악하기 쉽도

록 아래에 청육에 수록된 이형을 조연의 이형과 함께 제시한다. 이때 줄글로 필
사된 청육 이형은 내용에 따라 시구를 구분하고 귀글체로 필사된 조연 이형은
원문의 시구 구분을 따른다.

白鷗야 풀〃 나지 마라 너 잡을  아니로다

聖上이 바리시니 너를 조 예 왓노라

五柳春光 景 조흔 白馬金鞭 花遊 가

雲沈碧溪花紅桃柳綠 萬壑千峰飛川灑라
壺中天地의 別乾坤이 여긔로다

高峰萬丈 淸溪鬱 綠竹蒼松은玉溪를닷토왓고

明沙十里에 海棠花 불거 잇다

은 픠여 졀노 지고 입흔 픠여 모진 狂風에

〃 러져셔

아조 펼〃 흣날니〃  긔도  경이로다

바회 巖上의 다람 긔고

시 溪邊의 金라 긘다

좁팝남긔 피쥭 울고 함박의 벌이 나셔

몸은 크고 발은 젹어 졔 몸을 못 이긔여

東風 건듯 불 젹마다 이리로졉뒤젹져리로졉뒤젹

너훌〃〃 츔을 츄니 긘들 아니 경이런가

黃金 갓흔 고리 버들 이로 往來다

白雪 갓치 흰나뷔 을 보고 반기 너겨

두 날 펼치고 나라 든다  든다

가마케 종고라케 달것치 별것치

아조 펄〃 나라드니 긘들 아니 景이런가

구야 펄〃 나지 마라 너 잡불  안이로다

승상이 바리신듸 너을 좃쳐 예 왓노라

오류춘광 경 조흔 마금편 화류 가자

운심은 벽게요 화홍도 유록한듸

만학쳔봉 비쳥은 마리 못 된 경이로다

호즁 쳔지의 별건곤이 여긔로다

쳔봉은 만장쳥게한듸 녹쥭쳥송은옥게을다토와셔

명 십이의 당화만 푸여나

모진 광풍의 견지 못여

〃 러져셔 아조 펄〃 흔날인다

긘들 안니 경일손야

바외암상의다람쥐기고시 계변의 금자라 긴다
조팝산의 비죽 우름 울고

흰 박 쇽의 버리 나셔

몸은 크고 발은 즈거 졔 큰 몸을 못 이기여

동풍 건곤 불졔마도 너울 〃〃 춤을 춘이

긘들 안이 경일손야

황금 갓튼 리난 구십 춘광 못 이긔여

버들 속의 왕고 운 갓튼 혼나뷔난

슬 보고 반겨라고 나라든다 든다

빌망콤 달망콤 동그락케 막케

아조 펄〃 흔날인다 긘들 안니 경일손야

오단쳥 미랴고 열두장목 펼쳐 두고

이리 너울 져리 너울 져리가며너울〃〃 춤을출졔

나뷔〃마다벌니든니 한이 업난 경이로다

아마도 이 강산의 임자난 나인가
<백구사>(청육) <백구사라>(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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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리 유행한 비가사계 <백구사>가 수록된 청육의 노랫말과 조연에 수록된 이

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변화가 두드러지게 발견된다. 첫째, 원곡인 비

가사계 <백구사>의 1～4절을 부분적으로 손질해 ～로 가져왔다. 둘째, 가 추
가되면서 도입, 발전으로 구성된 원곡에 마무리 부분이 생겼다. 셋째, 마무리 부분

을 강호전원류 가사의 전형적인 결어인 “아마도 이 강산의 임자난 나인가”로 삼

았다. 이상의 세 가지 변화로 인해 비가사계 양식인 <백구사>는 서사, 본사, 결사

의 구성에 결어를 갖는 가사 양식과 흡사해졌다. 이에 따라 조연의 <백구사>는

서사(제1～3행; ), 본사(제4～22행; ～), 결사(제23～26행; )로 나뉜다.
본사는 내용에 따라 본사1(제4～11행), 본사2(제12～17행), 본사3(제18～22행)으로 구분

된다. 이때 ‘긘들 안니(또는 안이) 경일손야’라는 반복구는 구분의 중요 표지가 된다.

이것은 경기체가에서 온 반복구로 <백구사>에서 강호의 역동적 풍경을 바라보는

흥취와 그것에서 발생하는 과시적 정서가 단계적으로 고조되는 후렴구 기능을 한다.

이형은 가사 양식의 ‘서사-본사-결사’의 형식을 갖추었지만 가사와 비가사를 본질적

으로 구분하는 특징, 곧 연속체가 아니라는 점이 주목된다. 더욱이 가사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 삽입된 결사에서도 본사의 반복구가 변주된 ‘한이 업난 경이로다’가 사

용되었다. 이형은 외적으로 가사의 형식을 따르고 있을 뿐 본질적으로 비가사계의

성격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이다.

비가사계 <백구사>가 가사의 형식을 본뜨면서 원작의 ～도 손질되어 본사로

수용된다. 의 ‘명사십리에 해당화 붉어 있다/꽃은 피어 절로 지고 잎은 피어’(제4～

5행)는 본사1()의 ‘해당화 피어 있다’로 축약된다. 그 결과 색채어 ‘붉다’와 동적인

표현인 ‘피고 지고’가 사라지면서 정조가 상대적으로 차분해진다. 의 벌이 바람에

제 몸을 가누지 못하여 움직이는 형상인 ‘이리로 접뒤적 저리로 접뒤적’(5행 후구)이

라는 표현이 덜어지면서 ‘너울너울 춤을 추’는 부분만 본사2()로 수용된다. 동적인

움직임이 약화되면서 청육 계열의 들뜬 정조가 대체로 가라앉는다. 본사3은 흰나

비가 꽃을 보고 ‘두 날개를 펼치어’ 날아드는 부분만 빠져 큰 변화가 없다. ～이
본사로 수용되면서 흥겨움을 동적으로 표출하는 부분이 다소 약화된다.

본사에서 약화된 흥은 서서히 고조되다가 결사에 이르러 최고에 이른다. 이에 맞

추어 시적 화자도 본사에서 흥에 겨운 대상을 관찰하는 객체로 머물러 있다가 결사

에서 이르러 흥에 겨워 행동하는 주체가 된다. 시적 화자는 오색단청을 꾸미려고 준

비한 열두장목을 펼쳐두고 춤을 춘다. 이때 본사에서 관찰한 나비와 벌이 꽃마다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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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드는 광경이 다시 요약적으로 진술됨으로써 시적 화자의 흥은 끝없이 고조된다.

여기에서 본사에서 각 절을 마무리하며 과시적 정서를 드러내는 ‘긘들 안니 경일손

야’는 ‘한이 없난 경이로다’로 변주되어 시적인 마무리 장치로 활용된다. 이어 결어

에서 강호의 임자로서의 자부심이 진술되면서 시상이 강호전원류 가사의 차분한 정

조로 마무리된다.

이처럼 원작에 비해 이형이 가지는 차분한 정조는 <백구사>를 대상으로 한 모방

의 의도와 관련된다. 원작에 마지막 한 절이 삽입되면서 그 형식이 비가사계에서 가

사로 전환된다. 이때 본사는 원작에 비해 흥이 다소 약화되는 방향으로 손질된다.

물론 이는 결사가 추가되면서 도입, 전개, 마무리라는 전체적인 시상 전개를 고려해

일어난 것이겠다. 그런데 본사의 손질 방향이 결어에서 발견되는 강호전원류 가사의

전형적인 어조와 상응한다는 점이 모방의 의도와 관련해 주목된다. 왜냐하면 양식적

층위에서 가사에는 경기체가에 비해 정서를 차분하게 표출하는 양식이라는 기대지

평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조연과 가나를 둘러싼 가창가사 향유문화권의

성격을 동시대 청육 계열 작품의 향유문화권과 비교해 보면 강호전원, 애정상사의
주제류에 형성된 전통으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조연 수록 <백구사>

에서의 가사 형식 모방은 가사 양식에 형성된 기대지평을 이용해 차분한 정서를 환

기해 들뜬 정서를 보다 가라앉히려는 의도에서 시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형에서 발견되는 강호전원류의 전통적 정서로의 회귀는, 모방 대상인 비가사계

<백구사>가 이종 양식을 조합할 때 발생하는 오락성을 통해 불우의식을 누그러뜨

리려는 의식과 상통하면서도 그 해소 방향은 대조적이다. 이형이 가사 형식을 모방

한 작품이라도 하더라도 이형에는 원작의 소외의식과 도피의식을 여전히 담고 있다.

<백구사>를 향유한 사대부가 이러한 통속적 의식을 마음에 지닐 수는 있겠지만 이

념적으로 학습된 출처관으로 인해 작품에서는 검열되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소외의식과 도피의식이 내재한 작품이 한 세기에 걸쳐 향유된다. 이것은 19세기

에 이르러 현실 인식이 검열을 압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부정적

의식을 누그러뜨리고자 청육 계열에서는 가사와 경기체가를 조합한 데에서 발생

하는 오락성이 추구되고 있으나, 조연 계열에서는 모방된 가사 형식에 형성된 기

대지평을 이용해 격조가 조절되고 있다.

이제 조연과 가나에 수록된 <황계사>의 모방 양상을 살펴보자. 이 이형은 앞
서 살핀 <백구사>와 같이 비가사계 <황계사>를 대상으로 삼아 가사의 양식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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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적으로 모방한 작품이다. 아래에 현전하는 <황계사> 가운데 조연 이형의 노랫

말과 가장 유사한 청육 이형과 분석 대상인 조연의 이형을 차례로 제시한다.

① 一朝郎君 離別後에 消息좃 頓絶야 자네 一定 못 오던가 무음 일노 아니 오던

냐 이 아희야 말 듯소

② 黃昏 져문 날에 가 즈져 못 오던가 이 아희야 말 듯소

③ 春水가 滿四澤니 물이 깁허 못 오던가 이 아희야 말 듯소

④ 夏雲이 多奇峰니 山이 놉 못 오던가 이 아희야 말 듯소

⑤  곳들 드러가니 六觀大師 聖眞이 石橋上에셔 八仙女 다리고 희롱다 지어자

조흘시고

⑥ 屛風에 그린 黃鷄 슈이 두 나 둥덩치고 른 목을 길게 여 긴 목을 에후릐

여 四更一点에 날라고 요 울거든 오랴는가 네 어이 그리야 아니 오던고

⑦ 너란 죽어 黃河水 되고 날난 죽어 돗션 되야 밤이나 〃지나 〃지나 밤이나 바람

불고 물결치는 로 어하 둥덩실 셔 노

⑧ 져 달아 보는냐 님 계신듸 明氣을 빌니렴문 나도 보게 이 아희야 말 듯소

⑨ 秋月이 揚明輝니 달이 발가 못 오던가 어듸을 가고셔 네 아니 오던야 지어 조

흘시고 <황계사>(청육)

일조낭군 이별 후의 소식좃차 돈졀한가 ··············①

어이하야 못 오던고 기다리기 긔지업다 ··············①

춘수가 만니 물이 깁퍼 못 오시요 ··········③

하운니 다기봉니 이 놉파 못 오시요 ··········④

츄월이 양명휘니 근심 게워 못 오시요

동영의 슈괴송니 날이 치워 못 오시요

아미 갈가마귀 나무도 돌도 못 어더 먹고

아미산 길곡으로 감도라 든다

북망산 상〃봉이 평지되거던 오랴시요

낙동강 어져셔 육지되거던 오랴시요

육관 승진이난 팔션여 다리고 희롱한다 ·····⑤

병풍의 그림 황게 두 날을 〃 치며 ··········⑥

잘은 목을 질게 여 경의 날라고 ··················⑥

교요 거던 오라시요 ·······························⑥

져다라 보난야 임 게신듸 명긔을 빌이럼 나도 보게 ···⑧ <황게라>(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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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 이형의 노랫말과 청육 이형의 노랫말 중에 밑줄 그은 부분을 비교해보면,

청육 <황계사>에서 후렴구가 제거되고 3～5음을 한 음보로 삼는 4음보의 율격을

갖는 조연 이형이 산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연 이형의 길이는 4음보 1행을

기준으로 총 15행이다. 청육 계열의 축약된 가창가사 <춘면곡>(총 12～13행), <상

사별곡>(총 13행), <처사가>(총 14～15행)의 길이와 유사하다. 이형은 율격과 길이뿐만

아니라 다소 불균형하지만 서사(제1～2행), 본사(제3～14행), 결사(제15행)의 형식을 갖추

고 있다. 따라서 조연 이형은 가사 형식의 모방으로 지어진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본사는 내용에 따라 본사1(제3～6행), 본사2(제7～10행), 본사3(제11～14행)으로 구분된

다. 본사1은 청육 이형의 ③과 ④에서 후렴구를 제외한 노랫말을 기본 골격으로

삼아 해당 시구의 원작에서 뒤의 두 구를 가져와 만든 부분이다.57) 여기에서는 춘하

추동의 사계절 동안의 기다림이 ‘-이/가 -하니 -아/어 못 오시요’라는 동일 통사 구

조가 반복됨으로써 임의 부재로 인한 애상감이 심화된다. 이어지는 본사2는 청육 
이형에 없던 시구로 두 편의 시조 작품의 시구를 일부 가져다가 엮은 부분으로 짐

작된다.58) 이때 첫 두 행이 ‘아미산’으로 동일하게 시작되고 나머지 두 행은 ‘-거든

오라시요’의 서술절이 반복되면서 마무리된다. 반복으로 인해 불가능한 상상에 담긴

절망감은 심화된다. 이 절망감은 본사3에 이르러 시적 화자의 처지와 대조적인 상황

(성진이와 팔선녀의 만남)이 진술된 후에 불가능한 상상이 세 행에 걸쳐 상대적으로 길

게 진술되면서 고조된다. 본사3은 청육 이형의 ⑤와 ⑥에서 후렴구가 제외한 노랫
말을 다소 손질한 부분으로 ‘-거든 오라시요’로 마무리된다.

이상에서 본사가 내용에 따라 세 단락으로 구분되지만, 동일하거나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으로 각 단락이 응집되면서 서로 경계를 이룬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57) 원작은 도연명(陶淵明)의 <사시(四時)>로 알려진 작품으로 5언 절구 학습서 추구(推句)를
통해 널리 알려졌다. <황계사>의 “春水가 滿四澤니 물이 깁허 못 오던가”, “夏雲이 多奇峰
니 山이 놉 못 오던가”는 <사시>의 시구 일부를 수용한 단형시조에서 왔다(임재욱, 앞의
책, 2013, 223면).
58) 제7～8행은 다음 장형 시조의 한 이형에서 온 듯하고 제9～10행은 ‘태산이 평지 되고 하해
육지 되도록’의 유사 시구를 변형했거나 그것이 변형된 작품을 대상으로 한 듯하다.
“이졔사 못 보게 여 못 볼시도 的實다/萬里 가 길에 海鬼絶息고 銀河水 건너여
北海 리지여 風濤 甚險듸 摩尼山 가마귀 돌도 바히 못 어더 먹고 太白山 기슭으로
두셰 번 감도라 골각골각 우지지다가 굴머 주 희  어 가 님 보리/아희야 날 볼
님 오셔든 굴머 죽단 말 生心도 말고 쌀이 그리다가 갓과 만 남아 달바조 미트로 아장
삭 건니시다가 쟈근 소마 보신 後에 이미 우희 손을 언고 발 잣바져 長歎一聲에 奄然命
盡야 乘彼白雲고 月宮에 올나가셔 녜 노던 姮娥 만나 八極에 周遊야 長生不死련노
라 더라 여라”(병가 #1091, 편삭대엽; 고시조대전 #38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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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1은 ‘-이/가 -하니 -아/어 못 오시요’의 반복으로 한 단락을 이룬다. 본사2는

‘아미산’으로 시작하는 전구 두 행과 ‘-거든 오라시요’로 마치는 두 행이 한 단락을

이룬다. 본사3은 본사2의 반복구 ‘-거든 오라시요’로 마무리된다. 이는 조연 이형
이 가사 형식을 띠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분연체의 분절적 성격을 기본으로 한다는

의미이다. 이 이형이 가사의 외형만을 갖추었다는 점은 연속체가 아니라는 데에서도

찾을 수 있다.

조연과 가나를 둘러싼 가창가사 향유 문화에서는 각 주제류가 환기하는 관습

화된 정서가 중시된다. 이러한 문화적 경향 아래 조연과 가나의 이형에서는 절

망감을 부각하기 위해 불가능한 상상이 확대되었다고 이해된다. 따라서 조연 이형
이 지어질 때 ‘너란 죽어 黃河水 되고 날난 죽어 돗션 되야’ 부분(⑦)은 상사곡의

전통에서 벗어나는 성적 상상력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배제된 것으로 판단된다. 통속

적 성격을 지닌 성적 상상력의 배제는 가사의 외형을 모방한 사실과 의도면에서 관

련된다. 청육 계열의 <황계사>는 노랫말의 내용보다는 노랫말을 어떻게 조합하는
지에 관심을 두고 노랫말이 고정되지 않은 채 불렸다. 조연과 가나의 가창가사

향유 문화권에서는 이러한 정제되지 않은 유동성에 담긴 통속성이 부담스럽게 작용

했다고 본다. 이에 가창가사의 직접적인 연원이 되는 가사 양식이 지닌 차분하고 전

아한 미감을 활용해 격조를 높이고자 가사 형식을 활용했다고 추측된다.

이상에서 조연과 가나에 수록된 <백구사>와 <황계사>의 이형을 대상으로

모방의 양상을 검토해 보았다. 두 이형은 비가사계 작품을 가사 양식에 가깝게 손질

해 ‘서사-본사-결사’의 구성을 취하고 있다. 두 이형이 시상 전개나 형식면에서 양식

에 가깝지만, 특정 시구나 유사한 통사구조를 반복하며 비가사계의 분절적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 이형이 가사 양식의 본질적인 특징인 연속체를 따르지 않는다는 점

에서 그것은 가사의 외적 형식을 모방하는 데에 그친다. 이와 같이 관습화된 정서를

중시하는 문화권에서조차 가사의 외적 형식을 모방해서라도 통속적 의식이 담긴 비

가사계 작품을 향유하고 있다는 점은 그만큼 통속적 의식을 인정하고 표현할 수밖

에 없는 시기에 이르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만약 그것에 대한 반발이 심하거나 검

열이 심각하게 작동했다면 두 작품이 향유되었더라도 문헌에까지 수록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두 작품에서는 가사 양식에 형성된 기대지평을 이용해 원작품의 격

조를 높이는 의도에서 모방의 작법이 활용되었다고 하겠다.

본 절에서는 국문 양식이 한시 양식을, 비가사 양식이 가사 양식을 대상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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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모방의 양상을 검토했다. 전자의 분석 대상은 <강촌별곡>, <처사가>, <봉황곡>,

<수양산가>, 후자의 분석 대상은 조연과 가나에 수록된 <백구사>와 <황계사>

의 이형이었다. 이들 작품을 대상으로 모방의 양식을 분석한 결과 불우의식, 도피의

식, 성적 욕망, 행락 권유, 비정제성 등의 통속성이 모방 대상의 양식에 형성된 기대

지평으로 인해 완화되면서 정악으로서의 격조가 유지되거나 그 격조가 원작보다 높

아진다. 곧 모방이 격조를 조절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활용된 것이다. 여기에서 양식

이 저마다 가지는 고유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발견된다.59) 이는 한시나 현토체의 모

방이 이중언어체계 문화 속에서의 무의식적인 결과물이 아니며, 가사의 모방이 깨닫

지 못하는 사이에 가창가사의 직접적인 연원이 되는 가사 양식에 이끌린 결과가 아

니라는 의미이다.60) 나아가 이종 양식의 모방에서 주목될 부분은 '외형'의 모방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작품의 통속성이 껄끄러울망정 거부하지 못하고 인정

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도착했다는 징후이기 때문이다.

본 장에서는 19세기 가창가사의 향유 환경에 맞추어 활용된 세 작법인 축약, 조

합, 모방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축약은 장형의 가사계 작품의 첫 행부터

일정 부분까지 떼어 내거나, 떼어 내면서 시어나 시구를 수정하는 작법이다. 작품의

길이가 짧아진 작품은 연창성이 확보되면서 19세기의 변화된 연행 환경에서 레퍼토

리를 형성하며 향유되었다. 다음으로 조합은 선행의 다양한 작품을 대상으로 일부분

을 가져와 한데 엮어 한 편의 작품을 완성하는 작법이다. 다양한 양식의 작품 시구

가 한데 조합된 작품에서는 각 양식에 형성된 기대가 서로 간섭하면서 일어나는 오

락성이 추구되며 상대적으로 진지한 가사계 작품의 뒤에 연창되곤 했다. 마지막으로

59) 물론 양식은 수직적 질서에 의해 위계가 나뉘어 그 가치가 평가되기도 한다(김준오, ｢문학사
와 장르 변화｣, 문학사와 장르, 문학과 지성사, 2000, 30면). 이에 따라 가창시가를 음악의 관점에서
본다면 궁중악, 아악, 민속악으로 위계를 세울 수 있고, 문학의 관점에서 본다면, 한시문 또
는 그 현토체, 국문체로 양분해 위계를 세울 수 있고, 국문체는 시조, 가사, 비가사계를 순서
로 위계를 지울 수 있다. 이러한 위계 의식은 상층으로 향할수록 강해지고 하층으로 향할수
록 약해진다(서인석, ｢가사와 소설의 갈래 교섭에 대한 연구: 소설사적 관심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1995, 152면). 따라서 양식마다 가지는 고유의 가치를 인정하는 태도는 가창가사의 향
유 기반을 추정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60) 모방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19세기에 한시를 차용한 시조 작품이 증가하는 현상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곧 이 현상을 매너리즘의 결과로만(강혜정, ｢시조의 한시 수용 양

상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65면) 볼 것이 아니라 이중언어체계 문화에서 각 언어에
기반한 양식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현상에 반응한 결과로도 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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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방은 이종 양식의 외형을 본뜨는 작법이다. 모방은 주로 국문 양식이 한시 양식을

대상으로, 비가사 양식이 가사 양식을 대상으로 일어났다. 이는 모방 대상의 양식이

상대적으로 갖고 있는 전아한 미감을 이용해 격조를 조절하려는 시도로 분석되었다.

세 작법은 가창가사의 새로운 향유 환경에 맞추어 전대나 당대에 관습적 작품을 색

다르게 향유하려는 시도로 이해된다.

세 작법으로 지어진 이형이 전대나 당대에 유행한 작품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서 이형은 개별적인 작품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그런데 본 장에서 세 작법의 양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형이 가창 현장의 즉흥성에 의해 우연히 산출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가창 현장의 성격에 맞춰 의도적이고 의식적으로 지어진 작품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축약은 긴 작품을 단순히 자르는 데에 그치지 않고 시어나 시구를 손질하

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조합은 여러 작품을 단지 한데 엮는 데에 머무르지 않고

조합의 대상이 새롭게 해석되거나 그것에 형성된 기대가 위반되는 방향으로 진행되

었다. 모방은 모방 대상 양식의 특징을 고스란히 본뜨지 않고 원 작품의 형식적 특

징도 유지하면서 진행되었다. 이것은 세 작법을 활용한 이형의 산출 자체가 19세기

가창가사 향유 문화권에서 시대에 대응하는 한 방식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가창가사 작품을 바라본다면 작품의 주제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다루는지, 그것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지가 주목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다. 이에 Ⅳ장에서는 가창가사의 3대 주제류인 애정상사, 강호전원, 권주행락이 개별

작품에서 구현되는 양상을 분석해 그것에 대한 향유자의 태도에 접근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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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주제에 구현된 향유자의 태도

19세기에 연행된 가창가사의 주제는 애정상사, 강호전원, 권주행락으로 집중된다.

이것이 유흥 현장에서 향유된 시가의 일반적인 경향으로 이해되어 왔다. 가창가사와

한 자리에서 연행되던 가곡의 주제 분포를 간단하게 살펴만 보더라도 가창가사의

주제 경향을 가창시가 전반의 경향으로 미루기는 어려운 편이다. Ⅱ장 2절에서 살펴

보았듯이 가곡에서 남창과 여창에 따라 다루는 주제에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가창

가사의 주제 경향이 여창 가곡의 경향과 엇비슷하면서도 세 주제의 비중이 가창가

사에서 유독 높기 때문이다. 더욱이 Ⅲ장에서 세 가지 주요 작법과 개별 작품의 향

유 양상을 분석하는 동안 가창가사의 주제가 상투적일지언정 그것이 구현되는 양상

이 천편일률적이지 않다는 점이 다소 드러났다. 이 점이 가창가사의 향유와 관련해

좀 더 탐구해야 할 새로운 문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가창가사의 주제

비율에 따라 애정상사류, 강호전원류, 권주행략류의 순서로 주제의 구현 양상과 그

것에 개입된 향유자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본다.

1. 애정상사류: 다채로운 감정의 분출

애정상사는 보편적 체험이지만 양식과 화자, 청자의 개성을 바탕으로 작품마다 각

기 다르게 다루어진다. 남녀의 애정상사를 노래한 <서경별곡>, <만전춘별사>가 고

려 후기에 널리 불리다가 조선에 들어 ‘남녀가 서로 좋아하는 내용을 담은 노랫말[男

女相悅之詞]’이라는 이유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1) 조선 전기에 연군지정을 다룬 가

사 작품은 전통을 형성하면서 창작되었지만, 애정상사를 다룬 가사 작품은 <규원

가>, <고별리곡> 두 편만이 제목으로 확인된다.2) 이후 18세기 후반기까지도 연군가

1) “종묘의 음악 가운데 <보태평(保太平)>·<정대업(定大業)>과 같은 것은 좋다. 그 나머지 <서
경별곡(西京別曲)>과 같은 속악(俗樂)은 남녀가 서로 좋아하는 내용의 노랫말이니, 매우 옳지
아니하다”(傳曰: ‘宗廟樂如<保太平>、<定大業>則善矣. 其餘俗樂如<西京別曲>, 男女相悅之詞, 甚不可). 성
종 19년(1488). 음력 4. 4(이하 실록 기사는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웹 서비스 활용).
2) 연세대학교 소장본 봉래유묵에 전하는 <미인별곡(美人別曲)>은 기녀의 아름다움을 예찬하
고 있는 작품이다. 작품의 예찬적 시선에 애정이 개입되었다고 본다면 <미인별곡>을 조선전
기 애정가사로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애정이 대상을 아끼는 정도가 아니라 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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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의 수효가 더 많고 애정가사는 <춘면곡>, <승가> 연작, <상사별곡>을 꼽을 정

도이다. 이에 견줄 때 19세기 가창가사의 주제 경향을 보면 가사계에서 전통적인 주

제인 연군지정이 사라지고 애정상사가 주류를 이루고 새로운 곡목으로 확충된 비가

사계의 주제가 애정상사라는 점이 흥미롭다.

30종 101편의 가창가사 가운데 애정상사는 11종 45편으로 종수로는 36.7%, 이형

수로는 43.7%를 차지한다. 여기에 가사계는 4종 26편으로 <춘면곡> 11편, <상사별

곡> 11편, <직녀가> 1편, <추풍감별곡> 3편이 있고, 비가사계는 7종 19편으로 <황

계사> 6편, <길군악> 4편, <매화가> 5편, <관등가> 1편, <월거리> 1편, <소춘향

가> 1편, <봉황곡> 1편이 있다. 이 작품들의 일부를 3장에서 작법에 따라 분석한

결과, 애정상사류 작품이 천편일률적이지 않고 다채롭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애정상사의 주제가 개별 작품에서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양상과 그것에 대한 향유

자의 태도를 적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논의의 방향을 19세기 애정상사를 대

표하는 <춘면곡>와 <상사별곡>을 중심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두 작품이 19세기

전체에 걸쳐 장형에서 중형이나 단형이 산출되고 그 이형이 활발하게 향유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두 작품의 향유 양상을 정리하면서 19세기 애정상사류 가창가사를

다룰 시각을 마련할 것이다. 두 작품은 군신 관계를 남녀 관계에 비의한 양미인곡의

‘만남의 기쁨’, ‘이별과 상사의 슬픔’, ‘재회 기대’의 순서로 시상이 전개된다. 두 작품

은 연군시가의 시상 전개를 수용해 가사의 전통을 이으면서, 새로운 시대의 분위기

에 대응해 나가며 만남과 설렘을 상대적으로 부각하기도 하고 원망의 감정을 직접

적으로 표출하는 등 감정을 다루는 방식과 임에 대한 태도에서 연군가사와 차이를

드러낸다.

장형의 <춘면곡>은 대체로 봄의 생동하는 기운에 일어난 춘흥을 노래하는 서사,

만남의 기쁨과 이별상사의 슬픔을 노래한 본사, 임과의 재회를 기대하는 결사로 구

성된다. 본사는 만남의 기쁨과 갑작스런 이별로 인한 슬픔을 노래한 본사1과 이별

후 상사의 지극한 슬픔을 노래한 본사2로 나뉜다. 만남의 기쁨을 노래한 본사 앞부

분은 전에 없던 부분으로 정욕의 개입이 확인된다. 더욱이 이 부분을 중심으로 축약

된 이형이 단형이다. 단형은 1820년대 전후에 형성된 후대에 계열을 이루며 현행의

에 대한 사랑을 의미하므로 <미인별곡>을 애정가사로 보기는 어려울 듯싶다. 선행 연구에서
작가가 미인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기보다 지고지순한 예술품, 곧 미의 대상으로 보았다고 분
석되었다(김동욱, ｢허강의 ｢서호별곡｣과 양사언의 ｢미인별곡｣ -임란전의 자필 고본에 대하여｣, 한국가요의
연구: 속, 선명문화사, 1975, 2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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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가사의 직접적인 연원이 된다. 애정상사의 노래인 장형과 달리 만남의 설렘과 기

쁨을 노래한 단형의 지속적 향유는 19세기에 새롭게 요구된 감정에서 기인한다.

<춘면곡>의 장형에서 부각되어 단형에 수용된, 만남의 설렘과 정욕의 개입은 19세

기 애정상사류 가창가사를 보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 <소춘향가>는 <춘면곡>의 장

형과 같이 만남의 설렘과 정욕의 개입이 확인되는 작품이고, <직녀가>는 월궁선녀로

상정되는 직녀가 하강하여 베를 짜는 모습을 노래한 작품으로 직녀를 보는 시선에

성적 욕망이 개입된 작품이다. <매화가>, <길군악>, <봉황곡>은 애정을 반드시 실

현하겠다는 욕망 자체를 드러내는 작품들이다. 따라서 <춘면곡>을 분석한 후, <소춘

향가>, <직녀가>, <매화가>, <길군악>, <봉황곡>의 주제에 구현된 향유자의 태도

가 차례로 다뤄질 필요가 있다.

위의 작품군에서 상사가 약화되면서 애정이 강조되거나, 애정 자체만 강조된다면,

<상사별곡>을 위시해 <추풍감별곡>, <황계사>, <관등가>, <월거리>는 애정과 상

사에서 상대적으로 상사에 방점이 놓이는 작품군이다. <상사별곡>은 대체로 상사의

슬픔을 노래하는 서사, 만남의 기쁨과 이별상사의 슬픔을 노래한 본사, 재회를 소망

하는 결사로 구성된다. 본사는 만남의 기쁨과 갑작스런 이별로 인한 슬픔을 노래한

본사1과 상사의 지극한 슬픔을 노래한 본사2로 나뉜다. <상사별곡>에서는 상사의

슬픔을 표출하는 데에만 오로지 집중하지 않고 임을 원망하거나 임의 마음을 재어

보는 태도가 발견된다. 단형에서는 재회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나 재회를 단념하는

태도가 포착된다. 이는 상사곡의 전통에서 비껴난 부분이다. <상사별곡>을 비롯해

상사에 방점이 놓이는 작품에서 비애나 재회에 대해 어떠한 태도가 취해지며 주제

가 구현되는지가 애정상사류 주제의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보는 다른 한 축이 된다.

청영의 장형 <춘면곡>(총 60행)은 춘흥을 노래하는 서사(제1～3행), 만남의 기쁨과
이별상사의 슬픔을 노래한 본사(제4～56행), 임과의 재회를 기대하는 결사(제57～60행)

로 구성된다. 본사는 만남의 기쁨과 갑작스런 이별로 인한 슬픔을 노래한 본사1(제4～

27행)과 이별 후 상사의 지극한 슬픔을 노래한 본사2(제28～56행)로 나뉜다. 아래는

<춘면곡>의 서사이다.

春眠을 느지 여 竹窓을 半開니

庭花은 灼灼야 가 나뷔 머무듯

岸柳은 依依야 셩긘 을 여세라 <춘면곡> 서사(청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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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적 화자는 봄날의 낮잠에서 깨어 죽창을 반만 연다. 반쯤 연 창문 사이로 보이는

뜰에는 날던 나비가 머물 정도로 꽃들이 맑고 깨끗하게 피어 있다. 멀리 벼랑의 버

드나무는 옅은 아지랑이 속에서 하늘거린다. 반쯤 연 창문을 통해 바라본 봄날의 풍

경은 나른한 봄날의 낮잠에서 깬 시적 화자에게 아름답게 다가온다. 이렇게 <춘면

곡>은 서사에서 봄날의 감미로운 정취를 노래하며 시작하는 작품이다.

아래는 서사에 이어지는 본사1로 만남의 기쁨과 이별의 슬픔을 노래한 부분이다.

浩蕩 밋츤 興을 부질업시 자아여

窓밧긔 덜 괸 술을 두셰잔 먹은 후의

白馬 金鞭으로 冶遊園을 차자가니

香風은 襲衣고 月色은 滿庭

狂客인듯 醉客인듯 興을 겨워 머무는듯

徘徊 顧眄여 有情이 셧노라니

綠衣紅裳 一美人이 玉顔을 잠 들어

웃듯 기듯 巧態고 마자 들어

秋波을 暗注고 綠綺琴 빗기 안고

淸歌 一曲으로 春意乙 자아니

雲雨 陽臺의 楚夢이 多情다

랑도 그지업고 연분도 기플시고

이 랑 이 연분을 비  전혀 업

널낭 죽어 치 되고 날낭 죽어 나뷔 되어

三春이 다 盡토록 나 사지 마자터니

人間의 일이 만코 造物이 암 발나

新情이 未洽야 달을손 이별이야

淸江의 노든 鴛鴦 울어 녜고 나듯

狂風의 놀난 蜂蝶 가다가 들치듯

夕陽은 다 져가고 征馬은 자로 울졔

羅衫을 뷔여 갑고 黯然이 여읜 후에

츤 마음 살 情을 님의 곳 부쳐두고

슬푼 노 긴 숨을 벗을 삼아 도라오니

아자 이 임이어 각니 원수로다 <춘면곡> 본사1(청육)

본사1은 시적 화자가 봄날의 정취로 인해 일어난 호탕한 흥을 공연히 자아내어 채

익지 않은 술을 마시고 백마를 타고 야유원을 찾아가는 내용으로 시작한다. 향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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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바람이 옷에 베고 달빛이 뜰에 가득한 그곳은 시적 화자에게 별세계의 풍경으로

다가온다. 흥에 겨운 시적 화자는 야유원의 이곳저곳을 거닐다가 어떤 정이 느껴지

자 가만히 멈추어 선다. 마침 녹의홍상을 입은 미인이 아리따운 태도로 추파를 던지

며 녹기금을 비껴 안고 맑은 노래를 부르며 사랑의 마음을 드러낸다. 이에 시적 화

자와 여인은 사랑을 나누고 죽어서까지 함께하리라고 약속한다. 약속은 사랑을 충분

히 나누기도 전에 깨지고 만다. 이별은 매우 갑작스럽게 일어난다. 시적 화자는 원

앙이 맑은 강에서 짝과 놀다가 울며 떠나는 듯, 봉접이 센 바람에 놀라 가다가 떨어

지는 듯 임과 이별한다. 이로 인해 시적 정조는 기쁨에서 슬픔으로 전환되며 시상이

본사2의 상사지정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이상의 서사에서는 춘흥과 취기로 인해 야유원을 찾아간 호탕한 정조, 본사1에서

는 녹의홍상을 입은 아름다운 얼굴의 미인의 교태스러운 태도가 강조된다. 강조된

내용은 임과의 재회를 고대하며 슬픔을 드러내는 상사류 작품의 전통적인 성격에

비교할 때 새롭다. 물론 이것이 사랑의 약속과 기쁨의 진술은 이별의 상황이 얼마나

슬프고 놀라운지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사랑을 나누고 약속하

는 부분도 <사미인곡>의 해당 시행 “나 나 졈어 잇고 님 나 날 괴시니/이 음

이 랑이 견졸 젼혀 업다/平生의 願요  녜쟈 얏더니”에 비해 확대될

정도로 <춘면곡>은 상사의 슬픔에 오로지 집중하는 애정상사류 가창가사의 전통에

서 다소 비껴나 있다.3) <춘면곡>은 춘흥과 취흥이 환기하는 몽환적 정취, 만남과

사랑의 우연성이 자아내는 낭만적 정취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작품이기도 한 것이다.

본사1에서는 정욕의 개입이라는 애정상사의 주제에 대해 변화된 인식도 포착된다.

야유원이 기녀가 있는, 기방이나 청루의 고아한 표현이기 때문에 ‘야유원’이라는 시

어는 그 자체에서 이미 정욕이 환기된다. 남성인 시적 화자 앞에 선, 야유원의 여성

은 ‘옥빛의 얼굴’(玉顔)을 지닌 ‘미인’(美人)이다. 여성은 ‘교태’를 지어 시적 화자를 방

으로 들여 그의 ‘관심을 끌기 위해 눈길을 은근히 보내고’(秋波을 暗注고) 녹기금을

연주한다. 시적 화자는 그녀가 연주하는 음악에서 ‘남녀 간의 정욕’(春意)을 느껴 ‘육

체적 관계를 맺는 상상’(雲雨 陽臺의 楚夢이 多情다)에까지 이른다. 이상의 정욕을 상

3) 권광범(權光範, 1871～1931)의 <농서별곡(隴西別曲)>은 <춘면곡>이 한창 유행하는 시절에 창작
된 애정상사류 가사(歌辭)이다. 이 작품이 상사곡임에도 불구하고 작품 내용은 남성의 시적
화자가 대상과 만나 연분을 맺기 위한 노력에 초점이 놓인다. 이는 <춘면곡> 이후 애정상사
류 가창가사가 어떠한 관심을 향해 나아갔는지를 잘 드러낸다. 정인숙, ｢남성작 애정가사에
나타난 기녀의 형상화 방식｣, 앞의 책, 2010, 2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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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키는 시어와 표현에서 <춘면곡>이 단지 상사의 슬픔을 노래하는 데에만 관심

을 두고 있지 않고 만남과 사랑의 기쁨에도 아울러 관심을 두는 작품임이 발견된다.

아래는 상사의 지극한 슬픔을 노래한 본사2이다.

肝腸이 다 셕으니 목숨인들 保全랴

一身의 病이 드니 萬事의 無心이라

山窓을 구지 닷고 셤거이 누엇시니

花顔 月態은 眼中의 森然고

粉壁 紗窓은 枕屛乙 둘너 잇다

花叢에 露滴니 別淚乙 뿔이듯

柳陌이 玲瓏니 難恨을 먹음은듯

空山 淸夜月의 松鶴이 슬피 울졔

슬푸다 져 소  말 갓치 不知歸라

三更에 못 듯 잠이 四五更의 겨오 들어

그리든 우리 님을  가온 만나 보며

千愁 萬恨 못 일너셔 一場 胡蝶 흐터지니

아잇다온 玉鬢紅顔 몇  얼픗 안져듯

어화 황홀사 을 상사 고지고

噓唏 歎息고 밧비 이러 바라 보니

雲山은 疊疊여 千里顔을 가리 왓고

皓月 蒼蒼여 兩鄕心에 비치엿다

佳期은 廟壖고 歲月은 如流니

엇그졔 三月 치 눈압 불것더니

그 더시 悠悠여 落葉이 秋霜이라

별 서리 지 달의 외기러기 슬피 울졔

그리던 님의 消息 혀 올가 바랏더니

滄茫 구름 밧긔 뷧소 이로다

슬프다 우리님은 어이여 만나보리

山頭의 半月 되여 님의 곳 비쳐고져

石上의 梧桐 되여 님의 무롭 언쳐고져

玉脣의 燕脂 되어 임의 입의 발녀고져

靑銅 火炉 煙竹 되어 임의 입에 물녀고져

어화  닐미아[sic. 님이야] 나 모을 일니로다 <춘면곡> 본사2(청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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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적 화자는 새의 울음조차 자신의 마음과 같이 구슬피 들릴 정도로 임이 눈에 선

하다. 전전반측하다가 잠깐 잠이 든 사이에 꿈에서 임을 만난다. 만남의 기쁨도 잠

시, 잠에서 깨자 그것이 꿈인 줄 알고 허탈해한다. 꿈속의 상황과 대비되어 슬픔은

꿈을 꾸기 전보다 깊어진다. 결국 달이 되어 임에게 달빛으로 닿아보거나, 거문고

재료인 오동나무가 되어 임의 무릎에 얹히거나, 연지가 되어 입술에 발리거나, 연죽

이 되어 입에 물리거나 하는 상상에 빠져보는 내용으로 마무리된다.

눈에 삼삼한 임, 새의 구슬픈 울음, 전전반측, 꿈, 새벽의 배회, 재회를 위한 화신

(化身) 상상은 <사미인곡>에서 상사의 슬픔을 드러내기 위해 이미 시도된 표현과 모

티프이다. 그런데 <사미인곡>의 시적 화자는 꿈에서라도 임을 만나기 위해 잠을 청

하지만 지극한 슬픔으로 잠에 들지 못하는 반면, <춘면곡>의 시적 화자는 잠시 꿈

을 꾼다. 시적 화자의 간절함이 <사미인곡>에서는 불면(不眠)으로, <춘면곡>에서는

꿈속에서의 재회로 다르게 표현된다. 간절함의 표현이 다른 만큼 화신(化身) 모티프

에도 차이가 난다. 시적 화자는 임을 만나기 위해 <사미인곡>에서 범나비로, <속미

인곡>에서 낙월이 되기를 상상한다. <춘면곡>의 시적 화자는 ‘반월, 오동, 연지, 연

죽’을 상상한다. 반월은 관습적 대상이지만, 오동, 연지, 연죽은 이채롭다. 오동은 임

의 무릎에 얹힐 거문고의 재료이고, 연지는 임의 입에 바르는 화장품이고, 연죽은

임의 입에 물리는 담뱃대이다. 거문고에서 연지를 거쳐 연죽으로의 화신은, 남성 화

자가 여성 화자의 무릎에 누워 그녀와 입술을 맞닿고 깊은 입맞춤에까지 이르고 싶

은 욕망의 상징이다. 여기에서 성적 욕망의 개입이 포착된다. 화신 모티프를 중심으

로 <춘면곡>은 <사미인곡>과 선명한 차이를 드러낸다.

書中 有玉顔乙  잠간 드럿더니

음을 쳐 먹고 慷慨乙 다시 여

丈夫의 功業을 굿굿치 이른 後의

그리던 님을 만나 萬世同住 올이라 <춘면곡> 결사(청육)

결사에 이르자 시적 화자는 책 중에 아름다운 얼굴이 있다고 들은 말을 상기하고

는, 마음을 굳세게 고쳐먹고 대장부의 할 일을 이른 후에 임을 만나 평생을 함께하

리라고 노래한다. 여기에서 반달, 오동, 연지, 연죽, 나비, 제비가 되려고까지 한 재

회의 간절함이 갑자기 앞날의 다짐으로 전환된다. 전체적인 시상 전개와 상사류 가

사의 통상적인 결어를 고려한다면 작품은 시적 화자가 임과의 재회를 쓸쓸히 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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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거나 임과의 재회를 달에게 기원하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했다. 이것은 시

적 화자와 임의 정체, 그 관계에서 찾을 만하다.

임은 야유원의 미인으로 거문고를 연주할 수 있는 기녀 정도로 추정된다. 시적 화

자는 그녀에게 백마금편을 타고 다가설 수 있는 남성으로, 장부의 공업을 이룰 수

있는 남성이 된다. 사대부가 자제이거나 상층 중인 자제로 볼만하다. 이들이 아무리

굳은 사랑의 언약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기녀가 본처가 될 수 없듯이, 언제든 헤어질

수 있고 다시 만날 수도 있다.4) 게다가 양측의 사랑 약속은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

사사로운 약속에 지나지 않는다. 18세기 후반기에서 19세기에 부호 자제들이 미모의

기생에게 빠진 이야기가 많이 전해진다는 점에서, <춘면곡>은 그러한 남성이 한번

은 겪었을 법한 체험을 배경으로 한 노래라 할 법하다.

이상에서 장형 <춘면곡>이 상사류 가사의 전통을 계승한 점은 시적 화자가 임과

이별하고 느끼는 슬픔을 노래하는 점이며, 새롭게 나타난 점은 여성의 아름다움과

교태, 사랑을 나누는 기쁨, 육감적 상상, 입신양명을 통한 재회의 기대를 노래한 점

이다. 전통에서 벗어나는 원인은 일단 <춘면곡>의 사랑이 남녀 간의 쌍방적이며 약

속에 근거한 상대적 사랑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애정상사류 가창가사의 뿌리가 되

는 연군가사에서는 임이 움직일 수 없는 절대자로서 시적 화자가 대상화된다. 더욱

이 시적 화자와 임의 관계는 현실에의 군신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계의

성격에 따라 감정도 대상화된다. 따라서 연군가사에서는 임이 교태로우면서도 육감

적인 모습으로 형상화되기도 어렵고 성적 욕망이나 재회의 단념이 개입될 여지도

없다. <춘면곡> 속 사랑의 속성으로 인해 애정과 상상에 관한 감정이 보다 자유롭

게 분출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때 <춘면곡> 단형은 애정상사류에서 새롭게 주

목된 만남의 기대와 설렘이라는 감정에 초점을 두고 산출된 것이다.

<소춘향가>는 춘향과 이도령의 만남과 이별 후의 슬픔을 노래한 작품이다. 이 작

품은 현행에 경기잡가(긴잡가)로 불리는데 잡가 가운데에서 부침새가 가장 어렵다고

한다.5) 부침새의 이러한 발달은 <소춘향가>가 남태의 ｢잡가｣에 수록될 정도로 노
래로서의 격조가 있던 작품임을 증명한다. <소춘향가>는 내용에 따라 아래와 같이

6분절된다.

4) <금루사>에서 진정성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한, 선행 연구의 분석은 사대부와 기녀의 현실
적 관계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인숙, 위의 책, 262면.
5) 홍현식․박헌봉 조사, 좌창경기긴잡가(십이잡가),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 제57호, 문화재관
리국, 1969, 47면.



- 123 -

①츈향의 거동 보아라 오른손으로 일광을 가리고 왼손 우희 들어 져 건너 쥭림 다

② 시머 울고 솔 시머 졍자라 동편에 연당이요 셔편에 우물이라 노방시 오후과

요 문젼학동 션류 긴버들 휘느러진 늙근 장송 광풍에 흥을 계워 우쥴〃〃 츔을 츄니

③져 건너 살입문 안에 삽살이 안져 먼 산만 발아 보며 이 치는 져 집이오니 황혼

에 졍년이 도라 오소

④치고 가는 형상 사람 다귈 다 녹인다 너 웨 계집권 날을 둉〃 속이느

냐 너는 웨 계집권 장부의 간장를 다 녹이나

⑤녹음방초 승화시의 는 어히 더듸가고 오동야월 밝근 달 밤은 어히 수이 간고 일

월무졍 덧업도다 옥빈홍안이 공노로다

⑥우는 눈물 바다 면 도 타고 가련마는 지쳑 동방 쳔이완 어히 그리 못 오던가

<소춘향가>(남태)

발화자의 목소리는 각각 시적 화자(①), 춘향(②․③), 이도령(④), 춘향(⑤․⑥)이다. 시

적 화자는 ①에서 춘향이 오른손으로 일광을 가리며 왼손으로 죽림을 보이는 거동

을 보라고 청자의 주의를 환기한다. 이어 시적 화자가 춘향의 목소리로 발화하며 춘

향의 왼손을 따라 가니(②) 울타리를 삼고 솔로 정자를 삼아 동쪽에 연당, 서쪽에 우

물을 둔 곳이 보인다. 그곳에는 긴 버들과 휘늘어진 장송이 광풍에 이리저리 흔들린

다. 여기에서 춘향은 작품 속 청자인 장부, 곧 이도령에게 자신의 집을 정확히 알려

주며 황혼이 되면 오라는 바람을 이른다. 이어지는 ④는 춘향의 모습에 흠뻑 반한

이도령의 내적 발화이다. 여기까지가 춘향과 이도령의 만남과 이도령의 연정을 노래

한 부분이다. 설레고 두근거리는 감정은 춘향의 발화인 ⑤와 ⑥에 이르러 갑자기 슬

픔으로 반전된다. ⑤에서 덧없이 흘러가는 시간으로 인해 임과 함께한 시간이 너무

나 짧게 느껴지는 아쉬움에 대해 한탄하고 ⑥에서는 임에게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해

답답해한다. <소춘향가>는 ‘만남(①～④)-상사(⑤․⑥)’의 순서로 시상이 전개된다. 이

때 ④와 ⑤의 사이에는 춘향과 이도령이 춘향의 집에서 만나 사랑을 나눈 후에 이

별하는 과정이 생략되어 있다.

<소춘향가>는 <춘면곡>보다 정욕의 표출이 두드러진다. 광풍에 흥을 겨워 우줄

우줄 춤을 추는 긴 버들과 휘늘어진 장송, 꼬리 치는 삽사리는 춘향의 흥분한 마음

의 형상에 국한되지 않는다. 꼬리 치는 주체가 삽사리지만 ‘꼬리 치다’가 ‘아양을 떨

다’라는 뜻을 속어이므로 꼬리 치는 삽사리는 아리따운 춘향이 이도령에게 아양을

떨거나 교태를 부리는 형상으로 다가온다. 그러한 점에서 긴 버들과 휘늘어진 장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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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우줄우줄대는 모습도 꼬리치는 형상과 유사하게 다가온다. 긴 버들, 휘늘어진 장

송, 삽사리는 이도령의 간장을 녹게 하는 춘향의 육감적인 매력에 대한 비유이기도

하다. 이것이 황혼이라는 낭만적인 풍경으로 이어지면서 두 사람이 첫눈에 푹 빠진

감정이 환기된다. ‘뼈다귀를 녹인다’, ‘간장을 녹이다’라는 표현은 사대부라 하기에는

속되다. 이 표현은 앞서 환기된, 춘향의 육감적인 매력에 미혹된 이도령을 떠오르게

하면서 이도령의 춘향에 대한 애정의 강렬함을 드러낸다.

<소춘향가>에서는 6분절 가운데 4분절에서 만남의 감정이, 나머지 2분절에서 상

사의 감정이 다루어진다. 앞서 살펴본 <소춘향가>는 <춘면곡>과 ‘만남-이별-상사’

의 시상 전개 구조를 공유하면서 짧은 노랫말에 설렘, 기대, 두근거림, 정욕, 원망,

한탄, 슬픔 등을 다채롭게 담아내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상사곡이라고 하기에는 만

남을 노래한 부분이 상사를 노래한 부분보다 분량이 두 배 정도 길다. <소춘향가>

가 상사의 감정을 주요하게 노래하는 애정상사의 전통에서 비껴나 상대적으로 만남

에 중점을 두는 만큼, <춘면곡>보다 정욕이 더욱 표출된다. 정욕과 함께 주체할 수

없이 솟아오르는 애정을 표현하기 위해 비속한 표현까지 동원된다. 이로써 <소춘향

가>는 애정의 감정, 특히 첫 만남에서의 두근거리는 감정을 다소 강렬하게 표출하

는 데에 집중한 작품이라 하겠다. 곧 <소춘향가>는 상사의 감정을 강조하기 위해

이별 후에 얼마나 외롭고 슬픈지가 아니라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설레고 두근거렸

는지를 진술하는 데에 비중을 두었다는 점에서, 상사곡의 전통을 잇되 다양한 감정

을 담고자 한 이채로운 면모를 지닌 작품인 것이다.

<직녀가>는 직녀가 적강하여 한 필의 베를 짜는 동안의 모습을 다양한 전고를

들어 형용한 작품이다. 작품은 내용에 따라 직녀의 적강과 베 짜기 준비를 노래한

서사(제1～3행), 베를 짜기 시작해 한 필을 다 짜낸 본사(제4～44행), 직녀를 다시 보고

싶은 바람을 담은 결사(제45～47행)로 구분된다. 베 짜기가 여공의 하나이며 직녀는

최고의 숙련가이다. 따라서 제목 ‘직녀가’에서 작품이 베를 솜씨 있게 짜는 여성을

다루는 노래이거나 베를 짜며 부르는 노래라고 예상되기 마련이다. 그런데 작품은

직녀가 베를 짜는 내용을 다루나 그 초점은 베를 짜는 수준이나 능력, 노동으로서의

베 짜기에 놓여 있지 않다. 이 점이 가창가사 <직녀가>에서 주목할 만한 특성이다.

본사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제4～18행을 아래에서 살펴보자.

가르쇠 쏘아노코 흐럭흐럭  양은

夏禹氏 濟江졔 黃龍이 負舟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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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즐 언쳐 노코 그 우희 안진 양은

漢 高祖 卽位時에 南宮塵起 엿듯

말코을 나 고 허리 안 둘너양

軒轅氏 謫降할졔 北斗星이 둘너듯

織織 玉手로 羅衫乙 半만 것고

金북乙 빗기 잡고 두엽흐로 내양

긴드린 淸白鶴이 白雲間에 드듯

바듸집 치 소 半空에 울니양

白鶴山 노푼 城에 별학이 울니듯

에구분 최허리 兩엽흐로 벗쳣양

東海水 무지가 北海水乙 쳣듯

물무든 져들 左右로 쓰치양

五六月 寒水上의 白鶴이 논이듯 <직녀가>(청영)

제4행부터 제9행까지에서 직녀가 베를 짜는 모습은 하우씨가 강을 건널 때 황용이

배를 진 형상, 한 고조가 즉위할 때 남궁에서 먼지 날리듯 일어난 형상, 현원씨가

적강할 때 백두성이 두른 형상에 비유된다. 이는 모두 기세 있고 굳센 모습이다. 이

어 제10행부터 제18행까지에서 직녀 모습은 백운간에 나는 청백학, 백학산 정상에서

우는 별학, 북해수에 뻗친 무지개, 오뉴월 한수에서 노니는 백학에 비유된다. 앞서의

굳센 기세와 달리 학과 무지개에서 신비한 분위기가 환기된다. 본사의 하략 부분에

서도 직녀가 베를 짜는 모습은 강건함과 신비감을 환기하는 데에 초점이 놓인다.

강건함은 직녀가 여공의 하나인 베짜기의 최고 숙련자이기 때문에 주목될 만한

성질이다. 그러나 신비감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의문이 든다. 이때 “눕셥노리 굽

니양 月宮에 牽牛織女/烏鵲橋 다리 아 노니든 임을 만나/믈너셔며 나아셔며 巧

態며 굽니듯”(제29～31행)이라는 시구가 예사롭지 않다. 베를 짜며 눈썹노리를 굽

는 모습이 임을 만나 밀고 당기며 교태를 짓는 모습에 비유된다. 이상의 베를 짜는

직녀를 보는 데에 성적이 시선이 개입되고 있음이 감지된다. 이 시선에서 강건함과

신비감을 다시 보면 강건함은 건강미요, 신비감은 우아미로 이해된다. 따라서 <직녀

가>에서는 여성을 미추로 분별하고 그것을 성적인 시선으로 보는 의식이 포착된다.

아래의 세 행은 베를 다 짠 후 직녀의 발화와 시적 화자의 탄식으로 작품을 마무

리하는 결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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녜 나을 보려거든 織女宮에 올아들

人間이 數多들 게 가 보리 뉘 잇스리

織女宮이 얼마관 至今消息 현고 <직녀가>(청영)

현재 시제의 작품이지만 결어에서 ‘織女宮이 얼마관 至今消息 현고’라는 시적

화자의 발화가 이루어지는 시점은 적강한 직녀가 직녀궁으로 되돌아간 지 한참 후

이다. 결사의 첫 두 행은 직녀가 직녀궁으로 돌아가며 시적 화자에게 남긴 말이다.

직녀의 발화에는 시적 화자가 승천할 수 없다는 전제가 담겨 있다(人間이 數多들 게

가 보리 뉘 잇스리). 이것은 마치 할 수 있으면 해보라는 태도로 발화된다. 이러한 태

도에서 인간이 직녀에게 범접할 수 없다는 고고함이 느껴진다. 이것이 시적 화자의

기억을 통해 회상된다는 점이 주목된다. 고고함이 시적 화자가 직녀를 바라보는 시

선이기 때문이다. 곧 <직녀가>는 직녀로 대표되는 고고한 자태의 여성과 재회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노래한 작품이라 하겠다.

<직녀가>가 아쉬움을 노래한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대상의 고고한 자태를 형용하

는 데에 초점이 놓인다는 점이 흥미롭다. 서사와 본사를 읽는 내내 이 작품은 베 짜

는 직녀의 강건하고도 신비로운 자태가 떠오를 따름이다. 세 행에 그치는 결사에 이

르러서야 그 찬탄의 정체가 드러난다. 곧 결사를 제외한 <직녀가>는 고고한 자태의

여성을 찬탄하는 작품이 된다. 여기에서 한번의 만남과 불가능한 재회에 대한 안타

까움을 표현하기 위해 역설적으로 대상의 고고함을 강조하는 방식이 발견된다. 역설

에 의한 강조가 관습화된 방식이지만 총 47행 중 44행에 걸쳐 시적 화자의 주제적

정서보다 대상에 대한 감정을 진술하는 것은 과도하다. <직녀가>에서는 아쉬움을

노래하는 작품에서 그 감정에 동화되기보다 그 감정을 불러일으킨 대상에 집중한다.

이는 상사의 슬픔을 주제로 하면서 만남의 기쁨과 설렘에 보다 집중한 <소춘향가>

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여기에서 애정상사의 주제를 구현하는 데에 만남의 기쁨

과 설렘을 중시하며 향유하는 태도를 발견할 수 있다.

<매화가(梅花歌)>는 소원과 그 실현 여부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내는 작품이다. 이

형은 5편으로 노랫말이 하략된 1편(교방)을 제외하면 3분절곡과 4분절곡 계열로 양
분된다. 전자는 청육에, 후자는 남태·조연·가나에 수록되어 있다. <매화가>

는 3분절곡에서 4분절곡으로 나아간 작품이므로 청육에 수록된 아래의 3분절곡을

대표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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梅花 녯 등걸에 봄節이 도〃라온다 녯 퓌던 가〃지마다 퓌염즉도 다마는 春雪이

亂粉〃니 퓔지 말지 다마는

北京 가는 驛〃官 드라 唐絲실  테 부붓침셰 그물 셰 그〃물 셰 唐絲실노

그〃물 셰 그물 치셰 그〃물 치셰 練光亭에 그물 치셰 걸니소셔 〃〃〃〃 거걸니쇼

셔 잔 쳐여란 솔〃 다 지고 굴근 쳐女만 걸니소셔

成川이타 동의紬를 이리로 졉쳠 져리로 졉쳠 졉쳠〃〃 야 노코  손에는 방츄

들고   손에 물박 들고 출넝〃〃 안南山에 얌을 〃〃〃 심거〃〃 못 먹는

져〃 다람아 <매화가>(청육)

청육 <매화가>는 널리 알려진 시조 작품인 로 시작한다. 겨울이 끝나고 봄이
돌아온다. 매화나무 수피는 다른 나무에 비해 거칠다. 수령이 오랠수록 그 거친 정

도가 심해진다. 시적 화자는 고목을 보며 그 등걸에 봄이 들어 꽃이 피기를 기대한

다. 그것도 옛 피던 가지에 피기를 바란다. 그러나 봄눈이 어지러이 쏟아져 꽃이 필

지 말지 모르는 상황이 전개된다. 매화가 피었던 옛 가지는 거칠어 죽은 듯해 보인

다. 새 꽃이 피기를 바라는 기대에는 새로운 생명이 노화된 생명에 깃들기를 바라는

마음이 반영되어 있으면서도, ‘피염즉도 하다마는’이라는 조심스러운 태도에는 옛 가

지에 꽃이 피지 않을 수 있다는 걱정이 내재한다. 그런데 봄눈이 흩날려 옛 가지의

개화 가능성이 더욱 낮아진다. ‘필지 말지’는 개화라는 기대가 실현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한 의식의 표출로 이해된다.

에서 시적 화자는 북경에 가는 역관에게 당사실 한 테를 부탁한다. 시적 화자가
여성이 사용하는 물건인 실을 부탁하기 때문에 여성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당사실로

맺은 그물을 연광정에 걸어 그것에 굵은 처녀가 걸리기를 바라는 데에서 시적 화자

가 남성임이 드러난다. 남성 화자는 ‘-소서’라는 기원의 어법의 반복을 통해, 당사실

로 엮은 그물을 연광정에 걸어 굵은 처녀가 거기에 걸리기를 바란다. 기원은 주제가

바라는 일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때 제3자의 힘으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비는

행위이다. 곧 기원은 주체가 바라는 대상이 그 힘이 미치는 영역 밖에 있다는 불안

의 징표가 된다. 따라서 에서는 굵은 처녀가 걸리기를 바라는 기대가 실현되기 어
렵다는 불안이 포착된다. 그 불안이 소원의 반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에 이르러 시적 화자는 성천의 분주(盆紬, 동쥬)6)를 이리저리 개어 놓고 방추와
6) “盆紬: 동쥬”(광재물보), “細綿盆紬, 名於一世”(이규경, <팔로이병변증설>(八路利病辨證說), 오주
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한국고전번역원 고전원문), “關西之盆紬甲國中”(신좌모, <여기백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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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박을 들고 안남산에 개암을 심고 다람쥐를 바라본다. 동의주 개기, 개암 심기, 다

람쥐의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시적 화자가 소

중하게 심는 행위와 다람쥐가 못 따먹는 상황은 시상 전개의 맥락에서 기대와 불안

의 대조로 이해된다. 시적 화자는 방추와 물박을 들고 ‘심거 심거’를 반복하며 개암

을 심는다. 시어의 반복에서 개암이 싹을 틔우기를 바라는 마음의 간절함이 느껴진

다. 이러한 간절함은 무엇인가를 못 따먹는 다람쥐의 상황으로 이어진다. 따먹는 행

위가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을 의미하는 부정어 ‘못’에서 기대의 좌절, 기대가 실현되

지 않겠다는 불안이 감지된다. 따라서 에서도 기대에 대한 간절함과 그것의 좌절

(또는 그것이 실현되지 않겠다는 불안)이 대립한다.

<매화가>는 이상의 분석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기대가 실현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을 노래한 작품이다. 이때 시적 화자의 기대는 무엇을 의

미하는지 정체를 파악해 보기로 한다. 의 ‘중국 당사실’과 ‘그것으로 짠 그물’, 
의 ‘성천 동의주’는, 사치까지는 아니지만 여성의 고급스러운 기물이다. 이러한 고급

실로 짠 그물을 치는 장소는 연광정이고, 그물에 걸리기는 바라는 대상은 굵은 처녀

이다. 연광정이 평양의 주요 연회장소라는 데에서, 굵은 처녀는 신체적으로 성숙한

기생으로 이해된다. 에서 기다랗고 뾰족한 방추와 액체를 담은 물박은 남성 성기

의,7) 개암을 심고자 흙을 파는 안남산은 여성 성기의 상징으로 상상할 수 있다. 이

때 개암을 심는 행위는 성행위의 상징이 되고, 그것을 못 따먹는 다람쥐의 마음은

여성과의 성행위를 이루지 못한 마음이 된다. 결국 , 의 기대는 육체적으로 성

숙한 여성과의 결연의 실현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매화가>는 성적 욕망이 개입한

결연욕과 그것의 실현 가능성 여부에 대한 불안을 노래한 작품이라 하겠다.

<매화가>는 육체적으로 성숙한 여성과의 결연에 대한 기대와 그 실현 가능성 여

부에 대한 불안을 비유적으로 드러내는 작품이다. 성적 욕망은 앞서 다룬 <춘면

곡>, <소춘향가>, <직녀가>에도 개입되고 있다. 성적 욕망은 <매화가>가 세 작품

과 공유하는 지점이다. 따라서 이것이 19세기 애정상사류 가창가사의 한 특징이 된

다. 한편 그 욕망의 대상이 차이를 보인다는 점도 주목된다. 세 작품에서의 대상은

이미 사랑을 나누었거나 한 번이라도 만난 여성이지만 <매화가>의 대상은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여성이기 때문이다. 세 작품에서 특정한 ‘대상’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서>(與箕伯柳下書), 담인집(澹人集) 권12, 한국문집총간 309).
7) 선행 연구에서 방추와 물박을 각각 남성과 여성 성기에 대한 비유로 보았다(임재욱, 앞의 책,

2013, 3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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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이 주목된다면, <매화가>에서는 특정되지 않는 대상에 대한 ‘결연욕’이 주목된

다 하겠다. 물론 <매화가>의 이 특징은 <춘면곡> 단형에서도 발견된다. 그런데

<춘면곡>에서는 그 기대가 낭만적으로 긍정되고 있지만 <매화가>에서는 그것에

불안이 개입되고 있다. 이 점이 19세기 애정상사류 가창가사의 지형에서 <매화가>

가 차지하는 한 자리가 될 것이다.

<길군악(길軍樂)>은 남성 시적 화자가 여성으로 추정되는 현상적 청자에게 사랑

을 요구하는 내용의 노래이다. 이 작품은 3분절곡과 4분절곡으로 양분된다. 전자는

청육에 실려 있고, 후자는 원하, 시요에 실려 있다. 앞의 가집이 뒤의 가집

보다 편찬 시기가 앞서고 현행 12가사 <길군악>이 4분절곡이라는 점에서 3분절

곡이 4분절곡보다 앞서 향유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아래의 3분

절곡을 분석한 후에 4분절곡을 가볍게 다루고자 한다.

오날도 하 심〃니 길軍樂이나 여보 에 업다 이년아 말 드더 보아라 노오나너

니나로노오〃나니로나니로나이니로나니로이너어나니나로노오〃너니너로나로나너에나

노나노나니나로노나니나로나

가소〃〃  가소  가자  못 살가 正方山城 北門 밧긔  도라지고 달이

도다온다 눈비 찬비 찬이슬 맛고 홀노 셧 老松남기 을 일코셔 홀노 셧네  閣氏

네 이리다  못 살냐 에 업다 이년아 말 들러를 보아라 입타령은 上同8)

조고마 上佐즁이 斧刀를 두루쳐 메고 萬疊靑山을 쎡 드러가셔 크다라헌 고양남
글 이리로 고 져리로 어 졔 홀노 어니  閣氏네 이리다  못 살냐 입

타령은 上同 <길군악>(청육)

<길군악>은 시적 화자의 심심하다는 발화로 시작한다(). 이어 ‘에 업다 이년아

말 들어 보아라’라고 시작하는 후렴이 이어진다. 현상적 청자인 여성을 부르는 비속

어 ‘이년’과 청자에게 말을 들으라고 지시하는 명령법은 청자에 대한 고압적 태도를

환기한다. 매 분절마다 반복되는 후렴이 작품 전체의 분위기를 지배한다. <길군악>

은 이렇게 시적 화자가 위협적 목소리를 통해 청자보다 상위 위치를 점하고자 하는

의식을 직접 드러내며 시작하는 작품이다.

는 시적 화자가 임을 혼자 두고서도 개의치 않는다는, 남자로서의 허세를 부리

는 내용이다. 는 자네로 지칭되는 임이 떠나가도 괜찮다는 설의적 독백으로 시작

8) ‘입타령은 上同’은 입타령이 과 동일하다는 원문의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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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어 각시가 정방산성 북문밖에 저녁이 되어 눈비, 찬비, 찬이슬을 맞고 홀로

선 노송처럼 있더라도 자신은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설의법으로 다시 자부한다. 곧 이

는 임이 떠나가거나, 외롭게 홀로 있거나 해도 개의치 않고 살 수 있다는 표현이다.

가 임이 떠나거나 임이 외롭게 버려진 상황을 노래한다면, 은 제3의 남성이

임을 범하는 상황을 노래한다. 조그마한 상좌중은 만첩청산을 들어가 자신보다 훨

씬 큰 나무를 이리저리 힘주어 찍어낸다. 신체적으로 작은 중이 도끼를 둘러매고

깊은 산속을 주저 없이 썩 들어가 자신보다 몇 배가 큰 나무를 패는 모습에서, 중

의 패기가 느껴진다. 중에게 찍히는 나무는 각시, 곧 시적 화자의 임의 비유이다.

‘나무:상좌중’은 ‘정인:그녀를 범하려는 제3자’이므로 상좌중이 나무를 이리저리 찍는

행위는 성적 행위로 이해된다. 여기에서 시적 화자는 임이 다른 사내에게 범해지는

극단적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살 수 있다고 설의법으로 자부한다. 이러한 자부의 의

도는 4분절곡에 추가된 아래 부분을 통해 선명해진다.

네라헌들 漢宮女며 라헌들 斐君子ㅣ라 나무ㅣ이 너이여 나무ㅣ아들리 나이

라 죽 살기를 오날〃노 오나 결을 허 어이업다 이년아 말 드러를 봐라 노오〃

나비니나루 노오〃나니이루나니루나이니루나니나루이네나니나루노오〃너니나루노오나

너니나니나루노오나니나루노오나 <길군악>(원하)

'네라헌들 한궁녀며 라헌들 비군랴 남의 이 너이며 남의 아들이 나이랴

쥭기 살기를 오날〃노만 결단을 허 어이읍다 이년아 말 드러를 바라

<길군악>(성악)

인용 부분은 원하와 성악의 4분절 부분이다. 입타령의 유무를 제외하면, 4분

절곡은 청육의 3분절곡에 한 절이 추가된 형태이다. 3분절곡에서 시적 화자는 임

이 놓인 부정적인 상황에 개의치 않는 태도를 드러낸다. 3분절곡에 가 추가됨으로
써 그 태도의 목적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시적 화자는 ‘이년’이라 부르던 청자를 ‘너’

라 하며 너와 나는 고상하지 않은 것을 다 알지 않느냐, 누구든 만날 수 있는 것이

라며 오늘 결단을 내자고 발화한다. 시적 화자가 부정적 상황에 처한 임에 개의치

않는 태도를 고려한다면 여기에서 결단은 현상적 청자와 사랑을 나누든 정분을 맺

자는 제안이라 하겠다. 가 추가됨으로써 <길군악>의 현상적 청자에 대한 결연욕

이 보다 선명해졌다.

이형에 따라 주제 의식의 선명한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 <길군악>은 눈앞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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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적 청자와의 결연욕을 드러내는 작품이다. <춘면곡> 단형과 <매화가>는 특정되

지 않는 여성과의 결연욕을 다룬 작품이다. 여기에는 성적 욕망이 개입되고 있다.

세 작품이 성적 욕망이 개입된 결연욕을 다루면서도 그것에 대한 태도에는 차이를

보인다. <춘면곡> 단형에서는 기대의 실현을 긍정하는 태도가, <매화가>에서는 기

대가 실현되지 않을지 걱정하는 태도가, <길군악>은 기대 실현을 고압적으로 요구

하는 태도가 포착된다. 이러한 태도에 따라 연행 상황의 현실적 청자로 암시되는 현

상적 청자를 지칭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난다. <춘면곡> 단형과 <매화가>에서는 각

각 ‘綠衣紅裳 一美人’과 ‘굵은 처녀’와 같이 현상적 청자가 우회적으로 지칭된다. 반

면 <길군악>은 ‘이년’과 같이 직접적으로 지칭된다. 이상의 비교 과정에서 <길군

악>이 19세기 애정상사류 가창가사의 지형에서 차지하는 한 자리가 드러난다. <길

군악>은 19세기에 가창가사에서 새롭게 주목된 결연욕을 집중적으로 표출하는 작품

이라 하겠다.

<봉황곡(鳳凰曲)>은 남성 화자가 여성 청자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완곡하게 명령하

는 내용의 노래로 성악에만 실려 있다. ‘봉황곡’이라는 제목은 중국의 사마상여(司

馬相如)가 탁문군(卓文君)을 유혹하고자 녹기금을 연주하며 부른 <봉구황곡(鳳求凰曲)>

에서 비롯되었다. <봉황곡>은 제목에서 내용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사마상여가 탁문군을 유혹한 상황을 본문에 들어 미인에게 구애하는 노

래로 아래와 같이 내용상 5분절된다.

반갑도다 반갑도다 紅裳美人 반갑도다 八駿馬 가 行次 瑤池王母 반갑도다
르니 르냐 匹夫匹婦 르냐 離亭에 匹馬行次 紅拂妓가 르냐 司馬相

如 鳳求凰曲 卓文君이 르냐 相定言約 업건만은 花燭言約 치업다

多情토다 多情토다 月容星貌 多情다 秦宮桃花 滿發 探花蜂蝶 多情다 細柳

春風 가 나뷔 喚友黃鶯 多情다

龍門山 梧桐 뷔여 短琴을 근 은 鳳求凰曲 戱弄고 鴛鴦琴瑟 求더니 窈窕淑

女 나신 후에 君子好逑 이 아닌가

玉佩聲이 錚々니 玉佩 얼골 보리로다 양 愁心 무 일고 됴히〃〃 마지려문

<봉황곡>(성악)

<봉황곡>은 절세가인으로 지칭되는 현상적 청자가 시적 화자를 ‘좋게 좋게’ 맞기

를 바라는() 내용의 작품이다. 작품은 요지왕모와 같은 여성을 만난 반가움을 표현
하는 내용으로 시작한다. 이어 이정의 필마행차를 따른 홍불기, 사마상여의 <봉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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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을 듣고 그를 따른 탁문군의 고사가 발화해 현상적 청자에 대한 마음을 우회적

으로 드러낸다. 곧 시적 화자는 현상적 청자와 결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고사를 통

해 우회적으로 표현된다. 에 이르면 벌과 나비가 꽃을 찾는 상황, 꾀꼬리가 봄날

에 가는 버들에서 서로를 부르는 상황 등의 염정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비유를 들

어 결연욕이 표현된다. 고사와 비유를 통해 우회적으로 표현되던 결연욕은 의 ‘군

자호구’라는 시의 발화로 인해 겉으로 드러난다. 결국 에서 현상적 청자에게 수심

을 갖지 말고 필부와 같은 자신을 따르라는, 시적 화자의 부드러운 명령으로 작품이

마무리된다.

<봉황곡>은 현상적 청자인 여성을 요지왕모(), 홍불기, 탁문군()에 견주기도

하고 홍상미인(), 월용성모(), 요조숙녀(), 옥패얼굴()로 지칭하기도 하며 월궁

도화(), 여린 나비, 꾀꼬리()에 비유해 그녀와 결연을 맺으려는 의도가 담긴 작품

이다. 이러한 점에서 <봉황곡>은 <길군악>과 동일한 의도가 담긴 작품이다. 그러

나 두 작품에서 시적 화자가 여성에게 취하는 태도와 애정을 희구하는 어조가 대조

적이다. <봉황곡>의 시적 화자는 부드러운 명령의 태도를 취하고 전고를 들어 우아

하게 구슬리는 어조로 말하는 데 비해, <길군악>의 시적 화자는 고압적 명령의 태

도를 취하고 비속어를 쓰며 거친 어조로 말한다. 애정희구라는 주제만 고려한다면

두 작품은 유사한 내용의 작품으로 보인다. 그러나 결연의 대상에 대해 취하는 태도

와 어조를 비교해 본다면 <봉황곡>은 19세기에 가창가사에서 새롭게 주목된 결연

욕을 부드럽게 표출하는 데에 집중하는 작품이라 하겠다.

이상에서 <춘면곡>, <소춘향가>, <직녀가>, <매화가>, <길군악>, <봉황가> 등

6편의 애정상사류 가창가사의 주제가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양상과 거기에 반영된

향유자의 태도를 살펴보았다. <춘면곡> 장형은 가사의 전통을 잇고 있으면서도 임

이 교태로우면서도 육감적인 모습으로 형상화되고 성적 욕망이 개입되는 등의 새로

운 경향을 보여준다. <소춘향가>와 <직녀가>는 첫 만남에서 느끼는 두근거림, 대

상에 대한 황홀한 감정이 집중적으로 표출되는 작품이다. <춘면곡> 단형과 <매화

가>에서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미지의 여성과의 결연에 대한 기대에서 일어나는 설

렘, 불안 등의 감정들이 다루어진다. <길군악>과 <봉황곡>은 현상적 청자에게 결

연을 요구함으로써 결연과 관련해 참을 수 없는 감정이 감지되는 작품이다. 이상의

작품에서는 만남과 관련해 일어나는 감정이 다양하게 다뤄진다. 이것은 이제 살펴

볼, 상사와 관련해 일어나는 감정을 다루는 <상사별곡>, <황계사>, <관등가>,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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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추풍감별곡>과 함께 애정상사류 가창가사의 지형을 다채롭게 만든다.

<상사별곡>은 청영 수록 장형을 기준으로 상사의 슬픔의 처지를 노래하는 서

사(제1～8행), 만남의 기쁨과 이별상사의 슬픔을 노래한 본사(제9～39행), 재회를 소망

하는 결사(제40～42행)로 구성된다. 본사는 만남의 기쁨과 갑작스런 이별로 인한 슬픔

을 노래한 본사1(제9～22행)과 상사의 지극한 슬픔을 노래한 본사2(제23～39행)로 나뉜

다. 이 작품은 “한 행 한 행마다 이별·그리움·시름의 정조가 점철되어” 그것이 “직조

해 내는 ‘상사의 정조’가 축적됨으로써” “총체적 정서”가 형성되는 작품으로 평가받

아 왔다.9) <상사별곡>의 전체적인 분석은 선행 연구의 결과로 미룬다.10) 여기에서

는 다만 <상사별곡>이 애정상사계 가창가사로서 그 전통에서 벗어난 부분을 중점

적으로 살펴본다.

아래는 청영 <상사별곡>의 제34～39행으로 본사2의 후반부에 해당한다.

空房 美人 獨相思乙 녜로붓터 이러가

 랑  긋 임도 날을 각가

날 랑 난   람 려가

無情여 이졋가 有情여 生覺가

山鶴野鶩 길을 여 도라올 줄 모로가

路柳墻花 거 쥐고 春色으로 단기가 <상사별곡>(청영)

시적 화자는 인용한 부분에서 임의 마음과 상황을 짐작해본다. 시적 화자는 임이

‘산학야목(山鶴野鶩)’이나 ‘노류장화(路柳墻花)’로 비유되는 기생을 만나 변심했다고 판

단한다. 임의 마음과 상황을 짐작해 대상이 변심했다고 판단하는 내용은 충신연군지

사를 비롯해 여성 화자의 입으로 노래하는 상사곡 전통에서 드문 편이다. 전통의 상

사곡이 충신연군지사에서 비롯되어 임의 마음을 섣불리 미루어 짐작할 수 없었거니

와 상사곡에서는 시적 화자의 마음과 내면을 중시하는, ‘나의 서정’이 토로되기 때문

이다. 이러한 전통에서 임의 마음과 상황을 짐작하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임이라는

대상의 변심을 상상해보는 점은 의식의 변화 측면에서 흥미롭다.

임의 사랑에 대한 의심도 잠시이고 아래의 결사에 이르러 결국 재회에 대한 소망

과 일편단심이 드러나며 애정상사류의 관습적인 발화로 마무리된다.

9) 성무경, 앞의 책, 2003, 313면.
10) 위의 논문과 고순희의 앞의 논문(2004)에 <상사별곡>이 잘 분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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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 길 자최 업셔 오 길 무듸거다

번 죽어 도라가면 다시 보기 어려오리

녯 情이 잇거든 다시 보게 삼기소셔 <상사별곡> 결사(청영)

소망은 죽음을 염두에 둔 표현을 할 정도로 강렬하다. 강렬함은 자취 없이 사라진

임이 돌아오기 어렵다는 상황에 대한 인식의 발로로 판단된다. <상사별곡>은 임의

변심을 상상할 정도로 의식의 변화를 보이면서도 시적 화자는 이별 상황과 상사에

대해 전통적인 태도를 취한다. 본사2의 일부에서 보이는 변화일 뿐 서사부터 본사1,

본사2의 앞부분을 고려하면 당연한 태도이다. 오히려 작품의 전반적인 성격에 준할

때 임의 마음과 상황을 짐작하는 부분이 새롭다. 서사․본사와 결사의 태도 간의 이

질성은 결국 재회가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 단념형의 단형 산출로 이어진다. 이러

한 인식은 <황계사>, <관등가>, <월거리>에서도 포착된다.

<황계사>는 임과 재회하지 못해 밤을 새는 동안 발생하는 애상감을 노래한 작품

이다. ‘이 아희야 말 듯소’나 ‘지어자 조흘시고’라는 후렴에 따라 9분절곡(청육), 8분
절곡(성악, 시요), 6분절곡(원하)으로 나뉜다. <황계사>는 두어 종류로 계열화되

지 않을 정도로 이형이 다양하다. 그런데 이형들은 청육에 수록된 작품을 기준으

로 노랫말의 위치와 후렴구의 종류에 차이가 나는 데에 그친다. 따라서 이형이 수록

된 문헌 가운데 가장 오래된 청육에 수록된 나래의 작품만 분석하더라도 <황계

사>의 전체적인 성격을 알 수 있다.

①一朝郎君 離別後에 消息좃 頓絶야 자네 一定 못 오던가 무음 일노 아니 오던냐

이 아희야 말 듯소

②黃昏 져문 날에 가 즈져 못 오던가 이 아희야 말 듯소

③春水가 滿四澤니 물이 깁허 못 오던가 이 아희야 말 듯소

④夏雲이 多奇峰니 山이 놉 못 오던가 이 아희야 말 듯소

⑤ 곳들 드러가니 六觀大師 聖眞이 石橋上에셔 八仙女 다리고 희롱다 지어자

조흘시고

⑥屛風에 그린 黃鷄 슈이 두 나 둥덩치고 른 목을 길게 여 긴 목을 에후릐여

四更一点에 날라고 요 울거든 오랴는가 네 어이 그리야 아니 오던고

⑦너란 죽어 黃河水 되고 날난 죽어 돗션 되야 밤이나 〃지나 〃지나 밤이나 바람

불고 물결치는 로 어하 둥덩실 셔 노

⑧져 달아 보는냐 님 계신듸 明氣을 빌니렴문 나도 보게 이 아희야 말 듯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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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秋月이 揚明輝니 달이 발가 못 오던가 어듸을 가고셔 네 아니 오던야 지어 조

흘시고 <황계사>(청육)

청육 <황계사>는 후렴구에 따라 ‘이 아희야 말 듣소’가 따르는 ①·②·③·④·

⑧, ‘지어자 조흘시고’가 따르는 ⑤·⑨, 후렴구가 없는 ⑥·⑦로 나뉜다. ①·②·③·④

가 동일 후렴구로 한데 묶이고 이는 자문(①)과 자답(②·③·④)으로 나뉜다. ①에서

이별 후에 임의 소식이 아예 끊긴 시적 상황이 제시되고 그 연유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여기에서 임과의 단절감, 임이 오기를 바라는 기대감, 임의 소식을 전

혀 알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답답함이 표출된다. 이어 자답으로 황혼 저문 날에

짖는 개(②), 봄물로 진 홍수(③), 산에 잔뜩 낀 구름(④)이 병렬적으로 진술된다. 빠

르게 흘러가는 시간에서 느끼는 야속함과 그 앞에서의 무력감이 느껴진다. 이 무력

감은 봄물이 넓게 퍼져 임과의 거리를 수평적으로 가로막고, 여름 구름이 높게 뻗어

수직적으로 가로막았다는 진술을 통해 고립무원의 막막함으로 옮겨간다.

임이 오지 못하고 소식도 끊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자답 ②, ③, ④는 의문형

또는 감탄형으로 종지된다. 여기에는 이미 시적 화자와 임이 놓인 상황이 시적

화자에게 이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내재한다. 시적 화자가 가늠할 수 있는 상황

이라면 사실을 담담히 진술하는 평서형으로 종지되었을 것이다. 더욱이 ‘이 아희

야 말 듣소’라는 후렴은 시적 화자가 놓인 답답한 상황과 임이 더 이상 돌아오지

않겠다는 인식을 드러낸다. 시적 화자가 아무 말도 알아듣지 못할 아이에게 하소

연을 늘어놓는 듯한 정황은 전망의 부재 속에서의 자탄적 태도로 이해된다.

자문자답이 끝난 후 ⑤에 이르면 ｢구운몽｣의 성진이 팔선녀를 만나 희롱하는 광

경을 목격한 듯한 진술이 이어진다. 여기의 후렴구는 ‘지어자 조흘시고’이다. 이별

후 소식도 모른 채 재회하지 못해 슬퍼하는 시적 화자의 처지에서 보자면, 이 장면

은 후렴구의 내용처럼 흥겹게 다가오지 않는다. ⑤는 시적 정황과의 대조적인 상황

을 통해 외로움을 심화하는 반어적 기능을 한다. 이때 후렴구는 ‘(아) 좋겠구나’ 정도

로, 성진과 팔선녀의 만남에 대한 부러운 감정과 그로 인해 심화된 외로움으로 인한

탄식으로 이해된다.

이어지는 ⑥에서 시적 화자는 병풍의 수탉이 울어야만 임이 오지 않을지 자문한

다. 불가능한 상황이 실현되어야 재회가 가능하므로 여기에는 현실에서의 재회가 가

능하지 않다는 의식이 내재해 있는 것이다. 이로써 시상은 사후의 만남을 상상하며

절망감을 자위하는 내용의 ⑦로 이어진다.11) 상상을 마치고 현실로 돌아온 시적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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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달을 보며 임의 모습만이라도 보고 싶은 바람을 드러내다가(⑧), 그 달빛으로

인해 임이 오지 못한다는 방어적 입장을 드러내며(⑨) ‘지어 조흘시고’라는 후렴으

로 작품이 마무리된다.

①～⑨는 이별로 인한 슬픔과 임의 소식을 듣고 싶은 기대(①), 재회하지 못하는

원인 추측(②～④), 이별의 슬픔을 더하는 대조적 상황(⑤), 재회의 불가능에 대한 인

식(⑥), 사후의 재회 상상(⑦), 임을 보기라도 하고 싶은 소망(⑧), 재회하지 못하는 원

인 추측(⑨)의 순서로 시상이 전개된다. <황계사>가 상사와 관련된 낯익은 노랫말을

조합한 작품이라고 하지만 작품에서 표출되는 감정은 답답함, 기대감, 단절감, 절망

감, 무력감, 막막함, 부러움 등으로 다양하다. 여기에서 시적 화자의 외로움을 대조

적으로 강조하기 위해 부러움의 감정이 주목되었다는 점도 흥미롭다. 부러움이란 비

교의 감정으로 주체가 스스로 놓인 상황을 타자와 비교해 그 차이를 자각할 때 발

생하기 때문이다. 주체가 타자와의 관계에서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면 주체가 곧 타

자와 동일시되어 비교가 일어나지 않는다.

시적 화자가 내면에 오롯이 집중하는 상사류의 전통에서 다소 벗어나 세계로 눈

을 돌리고 있는 점은 재회가 더 이상 불가능하리라는 인식과 관련된다. 이러한 인식

은 내면의 세계에서 한발 물러나 상황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왜냐하면 내

면의 세계에 빠져 있으면 그것을 둘러싼 상황에 거리를 두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

서 비교에 의한 부러운 감정과 재회 불가능에 대한 인식은 시적 화자가 시적 상황

에 충분히 동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곧 <황계사>는 재회가 불가능하다고

인식하는 상황 속에서 표출되는 상사의 비애를 다루는 작품이라 하겠다.

<관등가>와 <월거리>는 각각 1월부터 5월까지, 1월부터 12월까지 대체로 임과

이별한 시적 화자의 처지와 대립되는 매달의 흥겨운 상황과 그것에서 느끼는 고독

감을 노래한 작품이다. 이별로 인한 고독감을 노래함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과는 거

리가 있는 ‘관등가’와 ‘월거리’라는 제목을 하고 있다. 제목과 내용의 불일치는 <관

등가>가 ‘관등’의 흥겨움을 노래한 작품을 기반으로 산출된 작품이고, <월거리>는

‘규방 가사 권, 판소리 연창권, 잡가 권’의 달거리 노래와 <관등가>가 교섭하면서 산

출된 데에서 기인한다.12) 이에 흥겨운 노래가 애정상사로 수용되면서 상사의 주제가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주목해 본다.

11) 배(돛대선)가 물(황하수) 위에 밤낮으로 ‘어하 둥덩실’ 떠다니며 논다는 데에서 성적 관계를
통한 상상력이 개입되어 있음이 발견된다. 임재욱, 앞의 책, 2013, 221면.
12) 성무경, 앞의 책, 2000, 321～3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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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月 上元日에 달과 노 少年들은 踏橋고 노이는 우리 任은 어 가고 踏橋
쥴 모로고

니월 쳥명일의 남무마다 春氣 들고 잔듸 잔듸 쇽 입니 萬物니 化樂 우리 任

어 가고 春氣 든 쥴 모로고

三月 三日의 江南셔 온 졔비 왓노라 現身고 瀟湘江 기너기는 가노라 下直다

梨花桃花 滿發고 杏花芳草 흣날인다 우리 任은 어듸 가고 花遊 쥴 모로고

四月 初八日에 觀燈려 臨高臺니 遠近高低의 夕陽은 빗겻 魚龍燈 鳳鶴燈과

두루미 南星이며 鐘磬燈 仙燈 북燈이며 수박燈 마늘燈과 蓮 속에 仙童이며 鸞鳳 우

희 天女로다 燈 집燈 듸燈과 影燈 알燈 甁燈 壁欌燈 가마燈 欄干燈과 獅子 탄 쳬

괄이며 虎狼니 탄 오랑라 발노  구을 燈에 日月燈 아 닛고 七星燈 버러듸 東

領에 月上고 곳고지 불을 현다 우리 任은 어듸 가고 觀燈 쥴 모로고

五月 端午日에 남에 집 少年들은 놉고 놉게 긔늬 고  변 굴려 압히 놉고 두 변

굴려 뒤히 놉하 鞦韆며 노니 우리 任은 어 가고 鞦韆 쥴 모로고
<관등가>(청육)

<관등가>는 시적 화자가 1월부터 5월까지 매달의 절기마다 임을 그리워하는 내

용의 작품이다. 시적 화자의 눈에 포착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월은 대보름날의 답

교, 2월은 청명에 만물에 든 봄기운, 3월은 삼짓날의 꽃이 만발한 풍경, 4월은 초파

일의 연등행사, 5월은 단오날의 그네뛰기이다. 1월, 4월, 5월의 잔칫날 같은 명절의

흥겨움, 2월, 3월의 화락한 봄기운은 시적 화자의 처지와 대조된다. 이러한 흥겨운

상황은 ‘O月 OO일’의 첫 구와 ‘우리 任은 어 가고 OO 쥴 모로고’의 마지막

시구 사이에 놓여 ‘흥겨움+고독감’의 구성을 형성하면서 병렬적으로 반복된다. <관

등가>는 이렇게 ‘시적 화자의 이별 상황과 대립되는 상황과 그것에서 느끼는 고독

감’이 반복되는 구성의 작품이다.

<월거리>는 한 해 동안 매달의 절기마다 임을 그리워하는 내용의 작품이다. <월거

리>는 내용과 후렴구를 기준으로 총 14절로 나뉘는데 시상 전개에 따라 서사(제1절),

본사(제2～13절), 결사(제14절)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본사는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명절에 느끼는 고독감을 노래한 부분이다. 1월에서 5월까지는 <관등가>와 노랫말이

거의 같다. 이후 6월부터 12월까지는 다음과 같다. 6월은 유두날의 흥겨운 광경, 7월

은 견우와 직녀의 만남, 8월은 두견새의 한스러운 울음, 9월은 단풍놀이, 10월은 외

기러기의 슬픔 울음, 11월은 전전반측하는 심정, 12월은 새해맞이를 준비하는 설렘

이다. 여기에서 세 부분, 곧 8월, 10월, 11월 노래를 제외하면 ‘흥겨움+고독감’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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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9회에 걸쳐 병렬적으로 반복된다. 반복되는 구성의 노랫말도 ‘O月이라 OO日/

날에’로 시작해 ‘우리 님은 어듸가고 OO줄 모로고’로 마무리된다. <월거리>는

이와 같이 <관등가>와 주요 부분을 공유하는 작품이다. <월거리>도 <관등가>와

같이 고독감을 드러내기 위해 흥겨움과 같이 시적 화자의 처지와 대조되는 상황에

초점을 두는 작품이라 하겠다.

<관등가>와 <월거리>의 본사에서는 상사의 고독감보다 그것을 불러일으키는 외

부 상황이 집중적으로 진술된다.13) 4월과 5월의 노래에서 그것이 극대화된다. 후렴

구 ‘우리 님은 어듸가고 OO줄 모로고’만 제외하면 두 작품을 매달 명절마다 느

끼는 흥겨움을 부른 노래하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이 대조적인 외부 상황의 진술

로 인해 시적 화자의 고독감이 역설적으로 강조된다는 점이 두 작품이 19세기 애정

상사류 가창가사의 지형에서 자치하는 위치를 가늠하는 데에 주목된다. 왜냐하면 두

작품을 앞서 살펴본 <춘면곡>을 비롯해 <소춘향가>, <황계사>와 비교할 때, 주제

적 정서를 강조하기 위해 대조되는 상황을 진술하는 방식을 서로 공유하면서도, 그

제시된 상황의 성격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위의 작품들은 일반의 애정상사류 시가의 전통에서 벗어난 점을 공유하고 있다.

서정시로 범주화되는 전통적인 애정상사류 시가에서 시적 화자는 상사의 슬픔이 일

어나는 현재의 내면에 오롯이 집중하는 편이다. 따라서 주제적 정서와 대조되는 상

황을 진술함으로써 상사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은 19세기 애정상사류 가창가사에

서 주제가 구현되는 한 방식이 될 것이다. 곧 위의 작품들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고

독, 비애라는 감정 자체보다 그것이 일어나는 원인과 과정에 보다 주목하고 있다 하

겠다. 이로써 고독과 비애로 대표되는 감정으로 정리되지 않으며 언어화되기 어려운

감정들이 구현된다. 더욱이 현실에서 일상을 영위하다가 문득문득 작품 속 같은 상

황과 마주할 때마다 임의 부재를 절감하며 상사의 감정이 심화되기 때문에 원인과

과정에 대한 주목이 더욱 흥미롭게 다가온다.

특정 국면 속에서 일어나는 상사의 감정을 드러내기 위해 내면 밖의 다양한 상황

을 주목했다고 본다면 작품마다의 주목된 상황은 그 감정을 다채롭게 구현하는 데

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춘면곡>과 <소춘향가>의 대조적 상황은 임을 만나 함

께 있는 행복한 과거인 데에 반해, <관등가>, <월거리>, <황계사>의 대조적 상황

13) 물론 <월거리>의 8월, 10월, 11월 부분에서는 ‘죽고 싶을 정도의 슬픔’(8월), ‘애가 섞을 정
도의 슬픔’(10월), ‘잠을 들지 못하는 심란함’(11월)이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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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타인의 행복한 현재이다.14) 전자에서는 시적 화자 자신의 행복한 과거가 회상되

면서 그것이 현재의 처지와 대조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정이, 후자에서는 타인의

행복한 현재가 목격되면서 그것이 현재의 처지와 대조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정

이 다뤄진다. 아울러 전자에서는 첫 만남의 설렘과 두근거림, 사랑이 시작되는 시점

의 열정이, 후자에서는 연인과 함께하는 즐거움 등의 긍정적인 감정도 함께 표출된

다. 곧 <관등가>와 <월거리>는 다른 작품에 비해 임과 함께 일상을 영위하지 못하

는 슬픔을 노래한 작품이라 하겠다.

이상에서 <상사별곡>, <황계사>, <관등가>, <월거리> 등 4편의 작품에서 애정

상사의 주제가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양상과 그것에 반영된 향유자의 태도를 살펴보

았다. <상사별곡>은 상사의 지극한 슬픔을 노래하는 작품으로 장형에서 임의 변심

을 넘겨짚어 보는 변화가 발견되고 이것이 재회를 기대하지 않는 단념형의 단형 산

출로 이어진다. <황계사>에서는 재회가 불가능하리라고 인식할 때 느껴지는 감정이

다뤄진다. <관등가>와 <월거리>는 상사의 슬픈 심정 자체보다 그것을 유발하는 상

황과 그것에서 발생되는 긍정적 감정에 집중하는 작품이다. <상사별곡>과 <황계

사>에서는 시적 화자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감정에 주로 집중하는 방식으로 상사의

주제가 구현된다면, <관등가>와 <월거리>에서는 그 감정을 일으키는 환경이나 그

것이 일어나는 과정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그 주제가 구현된다. 이러한 경향에서

<추풍감별곡>의 당대 위치를 가늠해 본다면, <추풍감별곡>은 다른 작품들이 나아

간 반대를 향해, 곧 시적 화자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다채로운 감정을 놓치지 않고

한 편에 담아내려는 방식으로 나아가며 장형화된 작품이다.

본 절에서는 애정상사류 가창가사 11편을 대상으로 삼아 주제가 구체적으로 구현

되는 양상과 그것에 반영된 향유자의 태도를 분석했다. 분석 대상 작품은 애정과 상

사 가운데 무엇에 방점을 두는지에 따라 양분된다. 애정에 보다 집중하는 작품은

<춘면곡>, <소춘향가>, <직녀가>, <매화가>, <길군악>, <봉황곡> 등 6편이다. 모

든 작품에 성적 시선이 개입되고 있다. 이 가운데 앞의 세 작품에서는 만남의 기쁨

이나 설렘이, 뒤의 세 작품에서는 임이 아닌 누군가와 결연을 맺고 싶은 욕망에서

발생하는 감정이 다뤄진다. 상사에 보다 집중하는 작품은 <상사별곡>, <황계사>,

<관등가>, <월거리>, <추풍감별곡> 등 5편이다. 이 가운데 <상사별곡>, <황계

14) <황계사>의 대조적 상황은 구운몽에서 비롯되어 현실에서 목격한 사건은 아니나 작품
내에서 목격한 현실처럼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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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추풍감별곡>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감정에 주로 집중하는 작품이고, <관등

가>와 <월거리>는 상사를 느끼게 되는 된 상황에 초점을 두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

는 감정을 다루는 작품이다. 앞의 세 작품이 뒤의 두 작품에 비해 애정상사류 시가

의 전통을 따르는 편이지만 그것을 대하는 향유자의 태도는 전통에서 다소 벗어나

고 있다. <상사별곡>에서는 임의 마음을 넘겨짚으며 그 변심을 상상해보기도 하고

<황계사>에서는 현실에서의 재회를 단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애정상사류의

주제가 다채로운 감정을 분출하려는 태도를 중심으로 구현된다는 점이 드러난다.

애정가사에서도 상사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감정이 다양하게 표출되지만, 19세기

애정상사류 가창가사의 특징은 그 감정의 범위가 고독과 비애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 범위는 고독과 비애를 심화하는 과거의 설렘, 두근거림, 기쁨을 아우를

뿐만 아니라, 현재의 고독한 상황을 임과 함께한 즐거운 과거나 연인과 사랑을 나누

는 타인의 상황과 비교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정, 나아가 상사가 결여된 애정,

곧 결연욕과 관련된 감정에까지 향하고 있다. 19세기 애정상사류 가창가사의 다채로

운 실상은 천편일률적으로 상사의 슬픔에만 초점을 두고 있으리라는 선입견을 훨씬

벗어난다. 19세기 애정상사류가 보여주는 실상과 짐작의 이러한 차이에서, 작품에

접근할 때 주제를 파악하는 선에 머무르지 말고 그 구체적인 구현을 중심으로 향유

자의 태도를 분석하는 데에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렇다면 애정

상사류보다 오랜 전통을 형성해온 강호전원류의 실상은 예상과는 어떻게 달리 펼쳐

지는지를 다음 절에서 고찰해보자.

2. 강호전원류: 이상화된 공간의 상상

강호전원은 어휘의 연원과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속세와 대립되는 강호와 시적

화자가 나고 자란, 가족과 친지가 있는 고향으로 이분된다. 여기에서 강호는 자연의

이법을 궁구하며 자신을 다스리는 관념적 성격을 띤다. 이에 비해 전원은 현실정치

가 이루어지는 시정, 도시와는 대립되나 속세와는 대립적이지만은 않다. 전원(田園)이

라는 어휘가 ‘논밭[田]’과 ‘원포[園]’의 명칭에서 유래한 만큼 속세의 사람들과 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강호와 전원은 사대부가 자연에서 추구한 두

가지의 정신적 풍경을 대표한다. 그런데 전원이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삶의 공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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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현실정치가 이루어지는 공간과 대립적이라는 점에서 강호와 전원은 비슷한 의미

의 어휘로 사용되어 왔다.15) 이 점에서 강호와 전원이 한데 다뤄질 수밖에 없다.

가창가사가 수록된 19세기 가집이 주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중앙에서 산출되었기

때문에 가집에 실린 강호전원류 가창가사의 향유 공간은 주로 서울을 중심으로 한

도시였다.16) 17세기 후반기부터 경향분기가 일어나 18세기를 거치며 깊어지면서 19세

기에 이르면 경향의 격차가 사회․문화․정치․경제적으로 뚜렷해진다. 이에 따라

도시와 향촌에 근거지를 두고 양쪽에서 생활하던 사대부들은 18세기 이래로 경향의

한 지역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경향이 심화된다. 그 결과 도시의 역동적인 삶에

익숙한 사람에게 더 이상 강호는 실제의 은거 장소가 되기 어려웠으며 돌아갈 고향

은 도시이므로 전원도 현실의 장소로 다가오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들에게 강호전원

은 특정 장소가 아닌 상상의 공간으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사정을 염

두에 두면서 19세기 강호전원류 가창가사 <강촌별곡>, <처사가>, <백구사>, <명당

가>를 차례로 분석한다.

<강촌별곡(江村別曲)>은 강호에서 요산요수하는 기쁨을 노래한 총 30행의 작품으

로 청육에만 수록되어 있다.17) 이 작품은 강호로 물러나는 결심을 하는 서사(제1～
2행), 강호 생활의 만족감을 노래한 본사(제3～28행), 담박한 생애를 즐기겠다고 다짐

하는 결사(제29～30행)로 구성된다. 본사는 다시 강호 생활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하는

본사1(제3～10행), 요산요수하는 흥취를 드러내는 본사2(제11～22행), 음주풍류의 즐거움

을 표현한 본사3(제23～28행)으로 나뉜다.

아래는 청영에 수록된 <강촌별곡>의 서사이다.

平生我材 쓸데업셔 世上功名 下直고

商山風景 바라보며 四皓遺跡 로리라 <강촌별곡> 서사(청영)

15) 강호가도의 전원문학적 성격을 다루는 선행 연구(김병국, ｢강호가도와 전원문학｣, 앞의 책, 1995)

에서는 전원이 동아시아적 전통의 전원과 강호를 아우르는, 넓은 의미로 사용된다.
16) 신경숙, ｢18·19세기 가집, 그 중앙의 산물｣, 앞의 책, 2011, 171～188면.
17) <강촌별곡>은 홍만종이 순오지에서 차천로(車天輅, 1556～1615)의 작품이라 했고, 고금가
곡 상책에도 차천로의 작품으로 되어 실려 있다. 순오지 기록은 작품명과 작자만 수록되
어 작품의 실상을 알기 어렵고, 고금가곡 수록 작품은 제목이 ‘강촌별곡’이나 노랫말은
<낙빈가>이다. 홍만종이 본 작품의 정체는 알지 못하나, 19세기에 <강촌별곡>이라 불린
작품은 차천로의 작품이라 보기는 어렵다. <강촌별곡>은 ‘4‧4’조의 정연한 작품으로 고금
가곡에는 그러한 음보의 작품이 전연 실려 있지 않아 적어도 18세기 중반기까지 ‘4‧4’조의
가창가사가 부상하지 않았다고 추정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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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에서 시적 화자는 자신의 재주가 속세에서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고 세상공명을

뒤로하여 상산(商山)으로 간주한 강호에 들어가 사호(四皓)로 대표되는 은자의 뒤를

따르겠다고 결심한다.18) 시적 화자의 은거처는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상투

적 한자어에 의해 관념적으로 상상될 뿐이다. 공간의 관념성은 “수간 모옥을 벽계수

앏에 두고/송죽 울울리에 풍월주인 되어서라”(정극인, <상춘곡>), “너바회 위 송죽

을 헤혀고 정자를 안쳐시니”(송순, <면앙정가>), “엇디 강산을 가디로 나이 녀셔/젹

막 산즁의 들고 아니 나시고/숑근을 다시 쓸고 듁상의 자리 보아/져근덧 올라안자

엇던고 다시 보니”(정철, <성산별곡>)에서 은거처가 구체어로 진술되는 데에 담긴 실

재성과 대조적이다. 서사부터 관념적 공간을 상상하는 데에 초점을 두는 <강촌별

곡>의 특성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관념적 공간의 상상만큼이나 서사에서는 세상에 쓰일 데가 없다는 소외감도 주목

된다. 현실에서 소외감을 느끼더라도 학습된 규범에 어긋나는 부정적 인식과 그 표

현은 검열되어 작품의 표면에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편이다. 특히 <강촌별곡>

에서와 같이 현재의 군주나 그 통치 질서에 대한 부정적 의식은 더욱 그렇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강촌별곡>에서는 비자발적으로 속세에서 강호로 밀려났다는 점이

진술되며 그 진술로 작품이 시작되기까지 한다. 이것은 그만큼 현실에서 소외되었

다는 불우의식이 검열을 뚫고 나올 정도로 학습된 의식을 압도하고 있다. 이것은

현실에서의 강호가 더 이상 속세에서 떠나 안주할 만한 장소로 인식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소외감의 해소는 자연히 관념적 공간의 상상으로 이어진 것

으로 판단된다. 서사에서 포착되는 현실 인식과 대응을 염두에 두면서 본사로 나아

가기로 한다.

아래는 서사에 이어 강호 생활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는 본사1이다.

人間富貴 젼노 두고 物外烟霞 興을 겨워

萬壑松林 슈 속의 草屋數間 지어 두고

靑蘿烟月 립의 白雲深處 다〃 두니

寂〃松林  즈즌들 寥〃雲壑 졔 뉘 알니

松坍紫芝 노고 石田春雨 밧츨 가니

18) ‘되오리라’라는 결연한 태도에 비해 속세와의 비교를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전형적인 인물
이나 태도에 자신을 견주어 그 위상을 높이려는 비교 심리가 지속적으로 발견된다. 이러한
심리는 강호에 동화되지 않고 저쪽을 말아야 한다는 대타적 인식의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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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虞天地 이 안가 葛天氏 民氓 나이라

高車駟馬 이 업고 名山佳水 癖이 되니

遙山遙水 는 곳의 宜仁宜智 오리라 <강촌별곡> 본사1(청영)

시적 화자가 찾아든 공간은 ‘물외(物外)’로 속세와 단절된 공간으로 간주된다. 이곳의

깊고 깊은 골짜기에 초가를 짓고 은거 생활을 시작한다. 이곳은 ‘청라’가 자라고 흰

구름이 깊게 질 정도로 사람이 닿지 않는 곳이며 안개가 은은히 낀 가운데 달빛이

비추는 몽환적인 곳이다. 그곳에서 상산사호가 부른 <자지가(紫芝歌)>를 부르며 봄

비 내린 돌밭을 간다. 시적 화자는 이를 당우천지(唐虞天地)의 태평한 삶으로 여기고

스스로를 갈천씨(葛天氏) 때의 태곳적 백성으로 간주한다. 이곳에서 요산요수(樂山樂

水)를 하겠다고 다짐하며 본사1이 마무리된다. ‘상산풍경에 들어 사호유적을 따른다’

는 의식만큼 여기에서도 한자어의 활용을 통해 이상화된 풍경이 상상된다. 본사2에

서도 특정 장소의 체험을 담은 구체어를 찾기가 어렵다.

아래의 본사2는 본사1에서 마무리된 ‘요산요수’ 의지의 시상이 발전하며 요산요수

의 흥취가 다양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다.

登高舒嘯 今日 고 臨流賦試 來日 

九升葛布 몸의 입고 三節竹杖 손의 쥐고

朝來碧溪 景 조흔듸 晝向松林 閑暇다

朝採山微 아젹 먹고 夕釣江魚 졔녁 먹세

數曲山歌 罷 後에 一葉漁艇 흘니 져어

長丈餘絲  낙을 落照江湖 빗겨시니

九陌紅塵 밋친 긔별 一竿漁翁  알소냐

泛泛滄波 이 興을 擾擾塵世 졔 뉘 알니

銀鱗玉尺 노는듸 野水江天  빗치라

巨口細鱗 낙가 니 松江鱸魚 비길손냐

蓬窓蘆底 낙 걸고 日暮烟渚 를 돌녀

十里沙汀 올나오니 白鷗飛去 이로다 <강촌별곡> 본사2(청영)

시적 화자는 높은 언덕에 올라 휘파람을 불고 물가에 이르러 시를 짓고, 아침에 산

에서 캔 고사리를 점심 반찬으로 삼고 저녁에 강에서 낚은 물고기를 저녁 반찬으로

삼는다. 요산요수가 대구를 이루며 제시된 것이다. 이어 낚싯대를 챙겨 선유를 즐긴

다. 선유를 즐기며 속세의 기별을 전혀 모르겠다고 하며 입 크고 비늘 작은 물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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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낚아 돌아온다. 귀가의 풍경은 십 리 모래밭에 백구만 한가히 난다고 하여 한적

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본사2에서 진술되는 요산요수는 관념적 성격을 지닌 시어를

나열들에 의해 정신적 풍경 속에서의 행위로 다가온다.

아래는 시적 화자가 선유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음주풍류를 한적하게

즐기고 한숨 잤다가 학 울음을 듣고 한밤에 깨어난 정취를 노래하는 본사3이다.

舟泊暮洲 여두고 芒鞋緩步 도라드니

南北山村 두셰 집이 落霞靑烟 잠겨셰라

琴書消日  곳의 靑酒盈樽 여시니

長歌短曲 두세 람 一盃〃〃 다시 부어

頹然玉山 醉 後에 石頭閑眠 을 드러

鶴淚一聲 다르니 溪月三更 밧갈셰라 <강촌별곡> 본사3(청영)

선유를 마치고 흰 모래밭에 배를 대고 천천히 돌아든 곳에 저녁노을이 끼고 푸른

아지랑이가 아른거린다. 선경으로 인식되는 이곳에 거문고를 연주하며 길고 짧은 노

래를 부르는 사람이 마침 있다. 시각과 청각을 만족한 시적 화자는 술을 한 잔 걸친

후 취기에 돌을 베고 한뎃잠을 한가로이 든다. 시적 화자가 어디선가 우는 학의 울

음을 듣고 깨어보니 시간은 이미 자정에 이르고 있었다. 본사3에서는 한 폭의 고사

도(高士圖)나 신선도(神仙圖)에 방불할 정도로 선경에서 느끼는 신선적 흥취가 이상적

으로 진술된다.

이상의 본사에서는 은거 생활이 30행의 짧은 길이에 모자이크처럼 짜여 있어 그

호흡이 가쁘기만 하다. 한적한 흥취를 드러내는 시어가 사용되었지만 작품의 내용처

럼 집짓기, 밭 갈기, 산책, 나물 뜯기, 고기 낚기, 노래 부르기, 음주 등을 하루 만에

하려면 바쁘기만 할 것이다. 은거 생활로 제시된 일들을 하루에 몰아서 하려면 어느

하나의 흥취를 깊게 느끼지 못하고 그것은 겉핥기식이 되기 마련이다. 그만큼 본사

의 관심은 현실의 제한된 시간에서의 실제적 행위에 있지 않고 은거와 관련해 전형

화된 행위를 모아 한 편의 이상적 형상을 관념적으로 엮는 데에 있다. 그 결과 본사

의 진술은 이상적인 풍경을 담은 고사도나 신선도 여러 폭을 모아 제작한 병풍이

떠오르게 한다.

작품은 담박한 생애를 즐기겠다고 다짐하는 아래의 결사로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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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涯澹薄  질기니 富貴功名 부러랴

千秋萬歲 億萬載의 이리져리 오리라 <강촌별곡> 결사(청영)

본사에서 상투적인 한자어의 연쇄로 형상화된, 관념적인 풍경과 이상적인 생활은 결

사에서 ‘생애담박’이라는 시어로 종합되며 부귀공명에 대비된다. ‘생애담박’에 ‘’라

는 주어가 강조되고 ‘부귀공명’은 부러워할 수 있는 대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비교

로 인해 시적 공간이 속세와 단절된 한적한 곳이며 그곳에서의 생활에 만족한다는

의식이 강조된다. 대상에 대한 만족이 대상 자체에 대한 몰입감으로 표현되지 않고

그 밖의 것과의 비교에 의해 표현된다. 여기에서 시적 화자가 강호와 그 생활에 완

전히 동화되지 못하는 의식이 발견된다. 시적 화자가 대상에서 물아일체가 되었다면

그곳에 외물이 끼일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호 생활을 담박하게 느끼는 것

이 아니라, 떠나온 속세를 잊지 못하는 강호에서의 생활을 규정하려는, 일종의 심리

적 압박이 느껴진다.

<강촌별곡>을 압박의 시선에서 바라볼 때 본사2는 새롭게 다가온다. 12행으로 이

루어진 본사2는 통사적으로 8개의 문장으로 나뉜다. 이때 사용된 종결어미는 2회의

청유형(내일 , 졔녁 먹세)과 6회의 감탄형이나 그에 가까운 의문형(한가다,  알소

냐, 제 뉘 알니,  빗피라, 비길손냐, 이로다)으로 분류된다. 더욱이 이 감탄형과 의문형

연결어미가 촘촘히 배열되어 반복이 잦은 편이다. 이로써 요산요수의 흥취는 담박하

게 표출되지 않고 다소 격앙되게 표출된다. 격앙된 정서를 느끼는 대상은 관념화된

이상 공간에 준하는 풍경과 그 생활에 대한 만족감이다. 따라서 본사2는 요산요수의

흥취를 관념적으로 형성된 이상에 가깝게 간주하며 그것에 대한 만족감을 다소 압

박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이라 하겠다.19)

<강촌별곡>은 시적 화자가 속세를 떠나 이상적인 은거 생활을 다짐하며 강호에

들어와 그 풍경과 은거 생활에서 느끼는 흥취를 노래한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강호

의 풍경은 관습화된 시어로 형상화되고 그 생활 또한 은거와 관련된 상투적인 시어

로 나열된다. 더욱이 작품 속에 진술되는 하루의 일상은 어느 하나의 흥취를 깊게

느끼려면 하루에 몰아서 할 수 없을 정도로 여유가 없이 짜여 있다. 이러한 다사(多

19) 의지를 표명하는 데에서 포착되는 촉급한 어조는 작품에 겉으로 표출되는 한적하고 탈속
적인 정서와 배치된다. 어조와 정서의 불일치는 작품 향유를 통해 위안을 추구하면서도 그
내면에 지워버릴 수 없는 불안이 도사리고 있다는 증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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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한 생활은 시어 자체가 풍기는 한적한 정취와는 대조적이다. 여기에서 강호 생활

을 만족해야만 한다는 압박 의식이 발견된다. 더욱이 강호가 떠나온 속세와 관념화

된 이상과 지속적으로 비교되는 데에서도 강호에 안주하지 못하고 안주해야 한다는

의식이 포착된다.20) 따라서 이러한 압박 의식은 <강촌별곡>의 초점이 강호 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표출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비교되는 속세 생활에 대한

불만을 달래는 데에 놓여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

<처사가(處士歌)>는 교방에 노랫말이 하략된 1편을 제외하면, 8편의 이형이 전

한다. 8편은 총 15행 내외의 단형 5편, 총 23행의 중형 1편, 총 31행의 장형 1편으로

삼분된다. 단형은 장형이 축약된 작품이다. 중형은 단형이 유행한 가운데 다른 노랫

말이 더해진 작품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 <처사가>의 주제에 구현된 향유자의 태도

를 분석하는 데에 장형을 중심에 둔다. 장형은 청영에 ‘雲林處士歌(운림처사가)’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장형은 시적 화자가 운림처사가 되겠다고 선언하는 서사

(제1～2행), 처사로서의 사는 즐거움을 노래한 본사(제3～30행), 강호은거를 다짐하는

결사(제31행)로 구분된다. 본사는 다시 신선과 가어옹으로서 풍류의 즐거움을 노래한

본사1(제3～14행), 처사로서 은자의 삶을 모의하는 즐거움을 노래한 본사2(제15～21행),

천변에서 느끼는 한적함을 노래한 본사3(제22～30행)으로 구분된다. <처사가>의 서사

“天生我材 쓸업셔 世上功名 下直고 洋間受命야 雲林處士 되오리라”가 앞서

살펴본 <강촌별곡>의 서사와 거의 같을 만큼 <처사가>도 현실에서의 소외 의식을

드러내며 관념적 공간을 상상하는 데에 초점을 둔 작품으로 추측된다.

아래는 신선과 가어옹으로서 풍류의 즐거움을 노래한 본사1이다.

九繩葛巾 졋게 쓰고 三節竹杖 손의 쥐고

落照江湖 景 조흔 芒鞋緩步 들어가니

寂〃松關 다닷 寥〃杏園  즛다

景槪믈름[武陵] 조흘시고 山林草木 푸르럿다

蒼岩翠屛 둘너 白雲볕이 로왜라

江湖漁父 갓치야 竹竿蓑笠 드러메고

20) 강호에 들어와서도 속세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 장소에 대한 애착도 덜 형성되
었을 때 강호 생활은 체험보다는 관념에 의해 진술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조우인(曺友仁,
1561～1625)의 가사 작품 <매호별곡>에 대한 선행 연구(신현웅, ｢이재 조우인의 매호 복거와 <매호

별곡(梅湖別曲)>의 창작의식｣, 국문학연구 35, 국문학회, 2017; 김혜진, ｢이재 조우인 가사의 내면의식과 시
가사적 의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에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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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里沙場 나려가니 白鷗飛去 이로다

一葦편범 놉피 달고 萬頃蒼波 흘이 져어

銀鱗玉尺 낙가니 松江鱸의[魚] 비길소냐

日暮淸江 져문 날의 쥬푸[白洲浦]로 도라오니

南北孤村 두셰 집은 落花暮烟 겨셰라

箕山潁水 이 안인가 別有天地 여긔로다 <처사가> 본사1(청영)

서사에서 시적 화자가 조용한 가운데 하늘에게서 품부받은 명을 지키고자 처사가

되겠다고 선언한(양간수명[養閒受命] 이 몸이 雲林處士 되오리라) 후 본사1에서는 ‘운림처

사’의 형상과 생활을 중심으로 시상이 전개된다. 한적하게 양생하려고(양간수명[養閒受

命]) 강호를 찾은 시적 화자는 거친 칡으로 엮은 모자(구승갈건(九繩葛巾))를 기울여 쓰

고 세 마디로 된 대나무 지팡이(삼절죽장(三節竹杖))를 쥐고 삼이나 노로 엮은 미투리

(마혜(麻鞋))를 신은 처사의 형상이다. 그가 찾은 곳은 산림이 우거지고 푸른 절벽이

병풍처럼 두른 무릉도원에 비길만한 곳이다. 그곳에 이르러 가어옹이 되어 죽간 사

립으로 바꾸어 쓰고 선유를 즐기며 고기를 낚고 뭍으로 돌아온다. 돌아와 눈에 들어

온, 낙하모연에 잠긴 뭍 풍경은 기산 영수, 별천지와 같은 곳으로 인식된다.

본사1에서도 앞서 <강촌별곡>의 본사2에서 포착된 압박 의식이 발견된다. 본사1

에서는 은거와 관련한 전형화된 한자어를 활용해 이상화된 풍경과 그곳에서의 생활

이 관념적으로 총 12행에 걸쳐 진술된다. 이 부분은 통사적으로 8개의 문장으로 나

뉜다. 이때 사용된 종결어미는 모두 감탄형이나 그에 가까운 의문형( 즛다, 푸르럿

다, 로왜라, 이로다. 비길소냐, 겨셰라, 이 안인가. 여긔로다)이다. 더욱이 감탄형과 의문

형 연결어미는 촘촘한 배열되어 반복이 잦은 편이다. 이로써 강호 풍경과 그 생활에

대한 흥취가 다소 격앙되게 표출된다. 격앙된 정서의 대상은 관념화된 이상향에 준

하는 풍경과 그 생활에 대한 감탄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도 강호 풍경과 생활을 관념

적으로 진술함으로써 그것에 대한 만족감이 다소 압박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아래의 본사2에서는 은자의 생활을 즐기는 기쁨이 진술된다.

淵明五柳 심근 가 千絲細枝 느러졋다

子陵釣臺 낙던 가 銀鱗玉尺 노다

가낙도 벗즐아 盤桓起居 라보니

묙○운하 한가듸 슈휘동 일로다

登臨모구 오날 고 유관水口 來日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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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採山薇 点心 고 夕釣江魚 져녁 먹

生涯淡泊  즐기니 富貴功名 부을소냐 <처사가> 본사2(청영)

시적 화자는 버드나무 가지가 휘늘어진 물가 바위를 보며 도잠과 엄자릉을 떠올린

다. 그곳을 배회하다가 높은 곳에 올라 물의 경치도 바라보고 아침에 산에서 캔 고

사리를 점심 반찬으로 저녁에 낚은 물고기를 저녁 반찬으로 삼아 식사를 소담하게

한다. 이러한 생활은 <강촌별곡>의 결어에서와 같이 ‘생애담박’이라는 시어로 정리

되며 그 대립적인 ‘부귀공명’이 부럽지 않다는 발화로 이어진다. 이 발화에서는 앞서

<강촌별곡>의 결사에서 분석했듯이 강호와 그 생활에 완전히 동화되지 못하는 시

적 화자의 의식이 드러난다.

‘느려졋다’, ‘노난다’의 ‘-ㅅ다/ㄴ다’에서 도연명과 엄자릉에 비견될 만한 장소를

발견했다는 감탄을 마주하게 된다. 그러한 기쁨에 강호 생활을 대표하는 등림, 조채

산미, 석조강어를 ‘자’거나 ‘먹’라고 청유한다. 고백적 태도가 아니라 시적 화자

에게 권유하는 태도이나, 혼잣말로 보면 매우 흡족하여 스스로에게 권유하는 의식이

드러난다고도 하겠다. 그만큼 상황에 동화되기보다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하는 바람과

그것을 지속적으로 의식하는 태도가 발견된다. 해당 전고들이 ‘생애담박’으로 수렴되

지만 그것들이 한데 엮여 한 호흡에 나열됨으로써 <강촌별곡>에서와 일종의 심리

적 압박이 발견된다.

아래는 천변에서 느끼는 한적함을 노래한 본사3이다.

쳔어화쥬 두셰병乙 一盃一盃 다시 부어

溪邊石枕 노피 베고 松下閑眠 乙 들어

數曲山歌 다르니 西嶺晧月 발가온다

東林子規 슬피 우니 醉中無心 도도듯

두장부인 이러 셔니 逸興風景 그지 없다

원악미로 무리지어 萬壑千峰 오며가며

夕釣滄海 막켜시니 塵世消息 쳐졋다

셩비도쳑 비셔시니 人間心事 간 없다

즘졈영귀 生覺면 巢許 규쳑 로리라 <처사가> 본사3(청영)

귀갓길에 시적 화자는 냇가에 이르러 술을 마시고 소나무 아래 바위에 누워 잠에

든다. 멀리서 들려오는 노랫소리에 잠이 깨니 마침 달이 밝아오고 자규의 울음이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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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다. 취중에 무심한 상태가 되어 지팡이를 짚고 일어서니 강호의 풍경이 이전과 전

연 다르게 다가온다. 원숭이와 학, 크고 작은 사슴(원악미록[猿鶴麋鹿])이 무리지어 만

학천봉을 오가는 환상을 본다. 그만큼 강호는 속세와 완전히 단절된 공간으로 간주

된다. 이와 같은 선계와 같은 강호 풍경에 대한 감탄적 정조가 ‘-ㅅ다/ㄴ다’만의 반

복으로 고조되다가 마지막 행에 이르러 증점의 ‘詠而歸’ 고사가 제시되면 소부와 허

유를 따르겠다는 다짐으로 마무리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처사가>는 다음의 다섯 가지 면에서 <강촌별곡>과 유사한 점

이 있다. 첫째, 현재의 군주나 그 통치 질서에 대한 부정적 의식으로 인한 소외감이

학습된 규범의 검열을 뚫고 작품의 문면에 진술된다. 둘째, 강호가 현실의 장소가 아

니고 상상의 공간으로 진술된다. 셋째, 강호와 그곳에서의 생활은 은거와 관련된 관

습화된 한자어를 시어로 활용해 이상화된 형상으로 진술된다. 넷째, 감탄형이나 그것

에 가까운 의문형의 반복으로 감정이 다소 거세게 표출된다. 다섯째, 강호에서의 생

활에 완전히 동화되지 못하고 그것을 전형이나 속세와 비교하는 심리가 포착된다.

두 작품이 이상의 다섯 가지 특징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호에서의 은

거에 대한 태도는 차이를 보이고 있어 흥미롭다. 두 작품에서 시적 화자는 처사가

되겠다는 의지로 강호에 들어서나, <강촌별곡>의 시적 화자는 강호에 초가를 지어

두고 살아가기 시작하는(草屋數間 지어 두고) 반면, <처사가>의 시적 화자는 갈건을

쓰고 죽장을 들고 강호를 유람하기만 한다(九繩葛巾 졋게 쓰고 三節竹杖 손의 쥐고/落照江

湖 景 조흔 芒鞋緩步 들어가니). 곧 강호가 전자에서는 정주지로, 후자에서는 탐색지로

간주된다. 이것은 결국 <강촌별곡> 결어의 확신에 차서 선언하는 태도(千秋萬歲 億萬

載의 이리져리 오리라)와 <처사가> 결어의 모두를 둘러 본 후에야 평가하는 태도(아

마도 이 江山風月과 긔 늙 노라)의 차이로 이어진다.21)

이러한 차이점은 예사롭게 보아 넘기기 어렵다. 정주와 탐색이라는 차이에서, 벗

어나야 할 부정적 대상인 현실에 대한 대응의 차이가 단적으로 포착되기 때문이다.

두 작품의 강호가 은거와 관련한 전형화된 한자어를 활용해 이상화된 풍경으로 형

상화되었다는 점은 현실에서의 강호가 더는 속세를 떠나 안주할 만한 장소로 인식

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현실에서 이러한 대안적 공간의 부재는 결국 부정적 현실을

거부할 수 없다는 의식으로 이어진다. 이는 강호의 풍경과 생활에서 오는 감흥 자체

21) ‘두어라’의 평가적 태도는 상황에 대한 수긍과 승인의 자세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최재남,
｢시조 종결의 발화상황과 화자의 태도｣, 고전문학연구 4, 고전문학회, 1988, 254～2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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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동화되지 못하고 전형이나 속세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드러난다. 이제 강호는 상

상 속에서나마 이상적 공간으로서 정신적 안주처의 기능만을 해 나가기 시작한 것

이다. 이것이 <강촌별곡>에서 발견되는 강호 인식이라면 <처사가>에서는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강호가 정신적 안주처의 기능조차 잃어버리기 시작한 인식이 발

견된다. 이것이 두 작품의 부정적 현실에 대한 대응의 차이다. 곧 <강촌별곡>은 그

현실을 마지못해 인정하면서 안주의 꿈을 꾸는 작품이라면, <처사가>는 그 현실을

끌어안을 준비를 하면서 탐색의 꿈을 꾸는 작품이라 하겠다.

다음으로 살펴볼 <백구사>는 동일한 현실에 대한 또 다른 대응을 보여주고 있어

흥미롭다. <백구사>는 시적 화자가 성상(聖上 또는 승상)에게 버려져 백구를 좇아 강

호에 들어 경치를 관람하면 느낀 즐거움을 노래한 작품이다. 7편의 이형은 내용에

따라 4절곡 5편과 5절곡 2편으로 양분된다. 4절곡이 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5절곡은

4절곡에 노랫말이 첨가된 작품이다. 4절곡은 청육, 남태, 가요, 원하, 성악
에 실려 있는다. 이 가운데 편찬 시기가 가장 빠른 청육에 수록된 아래의 작품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백구사>는 다소 산만하고 비유기적이고 내부적 질서를 갖

지 못해 노랫말을 바꿔도 될 정도로 파편화된 작품으로 평가받았다.22) 그러나 작품

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백구사> 시상 전개의 유기성이 자연스럽게 밝혀질 것이다.

白鷗야 풀〃 나지 마라 너 잡을  아니로다

聖上이 바리시니 너를 조 예 왓노라

五柳春光 景 조흔 白馬金鞭 花遊 가

雲沈碧溪 花紅桃柳綠 萬壑千峰飛川灑라

壺中天地의 別乾坤이 여긔로다

高峰萬丈 淸溪鬱 綠竹蒼松은 玉溪를 닷토왓고

明沙十里에 海棠花 불거 잇다

은 픠여 졀노 지고 입흔 픠여 모진 狂風에 〃 러져셔

아조 펼〃 흣날니〃 긔도  경이로다

바회 巖上의 다람 긔고

시 溪邊의 金라 긘다

좁팝남긔 피쥭 울고 함박의 벌이 나셔

몸은 크고 발은 젹어 졔 몸을 못 이긔여

東風 건듯 불 젹마다 이리로 졉뒤젹 져리로 졉뒤젹

22) 임재욱, 앞의 책, 2013, 3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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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훌〃〃 츔을 츄니 긘들 아니 경이런가

黃金 갓흔 고리 버들 이로 往來다

白雪 갓치 흰나뷔 을 보고 반기 너겨

두 날 펼치고 나라 든다  든다

가마케 종고라케 달것치 별것치

아조 펄〃 나라드니 긘들 아니 景이런가 <백구사>(청육)

<백구사>는 ‘白馬金鞭 花遊 가’와 반복되는 ‘긘들 아니 景이런가’로 4분절된다.

작품은 시적 화자가 성상에게 버려지자 속세를 떠나 강호에 들어가 황금 채찍을 들

고 백마를 타고 꽃구경을 가자는, 독백적 청유로 시작한다(). 앞서의 작품 분석과

관련해 여기에서 다음의 두 가지가 주목된다. 첫째, ‘성상이 버리다’라는 시구에서

시적 화자를 버리는 주체로 ‘성상’을 명확히 지칭하여 군주나 그 통치 질서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이것은 <강촌별곡>과 <처사가>에서 비슷한

상황에 대해 ‘내 재주가 쓸모없다’라고 하여 ‘나’에게 초점을 두어 현실에 대한 부정

적 인식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에서 더 나아간 것이다. 둘째, 도피처인 강호가 화

려하게 차려 입고 꽃구경을 하는 유상처로 간주된다. 이것은 앞서 두 작품에 나타나

는 안빈낙도를 실천하는 한적한 공간과 대조된다. <처사가>는 시작부터 현실에 대

한 부정적 태도를 문면에 직접 드러내면서 강호 유람의 전통에서 벗어나고 있다.

시적 화자가 꽃놀이를 즐기는 강호는 에서 ‘별천지’로 진술된다. 구름에 잠긴 맑
은 개울가에 복사꽃이 붉게 피고 버드나무가 물이 올라 푸르르고, 계곡물은 천 개의

봉우리에서 발원해 만 개의 골짜기를 타고 나는 듯이 흘러내린다. 깎아지른 듯한 절

벽 아래 흐르는 물가에 송죽이 푸르게 자라며 하얀 백사장이 펼쳐져 있다. 그야말로

별세계이다. 길게 펼쳐진 흰 모래밭 위로 붉게 해당화가 피어 있다. 그때 모진 광풍

이 불어 꽃과 잎이 흩날린다. 봄날 찬란함의 극치이다. 시선이 원경에서 근경으로

옮겨가며 점차 물가의 해당화로 집중되다가 꽃잎이 바람에 휘날리며 다시 확 흩어

진다. 깊어가는 봄날의 역동성이 창출되고 절정에 이르렀다가 지는 꽃의 애상감이

함께 증폭하면서 시적 화자의 눈앞에 진풍경이 펼쳐진다. 계곡물, 송죽, 모래가 펼치

는 맑고 푸르고 흰 색깔이 붉은 해당화 잎과 대비되고, 그것이 흩날림으로써 역동성

이 창출되며 더욱 놀랄만한 경치가 된다. 중심 율격인 4․4조에서 벗어난 파격은 놀

라운 감정을 여실히 드러낸다. 시적 화자에게 포착된 역동성은 한적하고 정적인 강

호 풍경과는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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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성은 에 이르러 고조된다. 시냇가를 바라보던 시선은 그 가까이로 이동한다.
바위 위에 다람쥐가 기어가고 시냇가에 금자라가 기어간다. 관목을 이루는 조팝나무

에 피죽새가 우는데 낮게 핀 함박꽃에 벌이 날아다닌다. 시적 화자는 벌에 집중한다.

벌은 동풍에 제 몸 하나를 다루지 못해 바람결에 이리로 저리로 흔들흔들거린다. 그

것은 시적 화자에게 한바탕의 춤으로 다가온다. 에서 벌이 나는 모양을 진술하는

부분은 에서 꽃이 흩날리는 장면을 진술한 부분에 비해 길이가 2배 정도 늘어난다.
이와 동시에 벌이 바람에 몸을 가누기 어려운 형상을 형용하는 부사어가 첩어로 활

용되어 에서의 역동성이 에 비해 고조된다. 이 역동성은 에서도 흰나비가 두

날개를 펼치고 꽃에 날아드는 모습을 미세하게 포착해 진술하는 데에서 여전히 유지

된다. <백구사>의 시상은 역동성이 고조되는 방향을 따라 일정하게 전개된다.

역동성은 세부적으로 다음의 두 축을 따라 고조된다. 하나는 시적 화자에게 포착

된 대상이 수동적인 데에서 능동적인 데로, 다른 하나는 확산의 형상에서 수렴의 형

상으로 점차 나아간다. 전자는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에서 시작해 그 바람에도 불
구하고 기우뚱거리며 중심을 잡으려는 벌()을 거쳐 꽃을 향해 스스로 날아드는 흰

나비()에 이르는 데에서 발견된다. 후자는 꽃잎이 광풍으로 인해 공중으로 퍼지는

데()에서 시작해 벌이 바람으로 인해 중심을 잡지 못하고 기우뚱거리는 형상()을
거쳐 흰나비가 꽃으로 집중해 들어가는 형상()에 이르는 데에서 발견된다. <백구

사>의 역동성은 두 가지 방향을 따라 단조롭지 않게 고조된다.

시적 화자는 도피의식을 가지고 강호에 들어섰다. 흥미롭게도 비자발적인 강호행

과 그때의 심란했을 마음은 광풍에 흩날리는 꽃잎의 수동적인 확산의 형상과 흡사

하다. 따라서 시적 화자에게 포착된 사물이 단지 감탄의 대상이 아니라 객관적 상관

물일 가능성이 높다. 이 관점에서 수동에서 능동으로, 확산에서 수렴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보자면 전자는 시적 화자가 자신의 삶에 대한 타자에서 주체로, 후자는 그

심리가 산란한 데에서 안정된 데로 나아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곧 <백구사>

의 역동성이 고조되는 두 가지 방향은 시적 화자의 심리적 추이와 관련된다. 이로써

<백구사>는 강호의 동적인 움직임을 포착하여 그 역동성에 감탄하는 데에 그치는

작품이 아니라 그것에 동화함으로써 버려진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의 기쁨을 작품이

라 하겠다. 따라서 <백구사>의 강호는 실경의 구체적 형상을 재료로 삼아 상상한

내면의 풍경으로 판단된다.

<백구사>에서 강호의 역동성을 포착하는 시선이 19세기 강호전원류 가창가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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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갖는 의미는 앞서 분석한 <강촌별곡>과 <처사가>과 비교할 때 보다 선명하게

파악된다. 세 작품에서는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의식이 작품의 문면에 진술된다. 그

불만은 <강촌별곡>과 <백구사>의 ‘내 재주가 부족하다’와 <백구사>의 ‘성상이 버

렸다’라는 시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통치자를 향하고 있다. 이 의식은 으레 검열되

기 마련이지만 현실 인식이 검열을 작동하는 규범을 압도하기 시작하면 어떠한 방

식으로든 표출될 수밖에 없다. 이에 현실 인식은 <강촌별곡>과 <백구사>에서는 자

기 점검의 시선에서 우회적으로, <백구사>에서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 직설적으로

표현된다. <백구사>가 다른 두 작품에 비해 당대의 규범의식에서 멀리 나아간 지점

에 강호의 역동성에 주목한 시선이 놓일 것이다. 역동성 또한 강호의 전통적 형상에

서 멀리 나아간 지점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역동성의 포착에서 전대로부터 형성

된 규범에 대한 호의적이지 않은 태도를 읽어낼 수 있다.

<백구사>에서 전통적인 규범의식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은 태도가 발견된다 하더

라도 그 비호의적인 태도를 규범의식에 대한 부정으로 바로 연결하기는 어렵다.

<백구사>가 <강촌별곡>과 <처사가>에 비해 불만의 대상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만 그것을 비판하는 데에까지 나아가지 않기 때문이다. 곧 전통적인 규범의식이 불

만의 대상일지언정 적극적인 비판의 대상은 아니다. 그것은 강호의 형상이 전대와

대조적이지만 현실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강호로 향하는 행위 자체가 결국 전통적

인 방식이라는 데에서 발견된다. 더욱이 새롭게 발견한 역동적 풍경의 강호가 현실

을 떠나 안주할 공간이 아니라 유상을 마치면 현실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공간이라

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곧 <백구사>는 <처사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부정적 현

실을 끌어안고 살아가며 역동적 강호의 유상을 통해 그 삶의 힘겨움을 위안하는 노

래라 하겠다.

강호전원류의 마지막 작품으로 청영에 수록된 <명당가(明堂歌)>를 살펴볼 차례

이다. <명당가>는 명당에 터를 잡아 가족‧친척들과 함께 사는 행복한 삶의 즐거움

을 노래하는 작품이다. 이때 평화로운 삶은 논밭에 파종하고 누정을 경영하면서 도

지까지 받는 부유한 형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 작품에서 명당이 딱히 고향으

로 적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가족과 함께 집 앞뒤의 농지를 경영하며 산다는 데에서

고향으로 간주될 만하다.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그곳은 도시의 번잡함을 벗어난

시골이다. <명당가>는 ‘명당에 집터를 잡아 건물 짓기-논밭에 파종-뜰 경영-가족의

일상-이웃친척들과의 잔치’의 순서로 전개된다. 이때 앞의 두 부분은 전반부의 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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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뒤의 두 부분은 후반부의 가족과의 즐거운 삶으로 한데 묶인다.

아래는 명당에 집을 짓기 시작해 그곳을 경영하는 내용의 전반부이다.

明堂의 집을 짓고 西偏의 庫間 짓고 東偏의 馬廏 짓고

陽地의 방화 걸고 음지의 우물 파고

길 아 논을 갈고 길 우희 밧츨 갈고

左右偏 두던 우희 올콩 불콩 彔斗 赤豆 참 들 다 심우고

뒷 東山 果木이며 울밋 벌 안치고

草堂 앞 연못 파고 연못 우희 坮 무오고

坮 우회 石花山과 坮 아 木花山과

香나모 젼나모롸 진松 盆松 노가쥬며

倭鐵竹 긴달비며 도람이 鳳仙花와

紅모란 白약의 月게 게 海棠花며

솔 심거 정 삼고  심거 竹亭이라

압들의 黃狗 노코 後庭의 을 치니

靑삽리 半동경이 白두룸이 거의로다 <명당가>(청영)

전반부에서는 집을 짓기 시작해 동편과 서편에 마구와 곳간을 짓고 방아를 걸고 우

물을 파고 논과 밭을 갈아 조와 피를 포함해 갖가지 곡식을 파종하고 과수와 뽕나

무를 심고 벌도 안친다. 이어 연못을 파고 그 위에 대를 세우고 대에 기암괴석과 화

분을 둔다. 뜰에 철쭉, 맨드라미, 봉숭아, 해바라기, 구기자를 심고 개와 닭도 기른

다. 이상의 진술은 내용에 따라 건축, 경작, 뜰과 누정 경영, 가축 기르기로 정리된

다. 이것은 대체로 살아갈 기반을 마련하는 앞부분(건축→경작)과, 부수적인 활동에 관

련한 뒷부분(뜰과 누정 경영→가축 기르기)으로 간추려진다. 이렇게 중요한 데에서 사소

한 데에로 향하는 진술에서 <명당가>의 짜임새가 발견된다.

전반부에서는 그 짜임새만큼이나 명당 경영이 건물, 시설, 장식물, 작물의 종류에

따라 공간이 질서 있게 구획되고 그곳에 짓고 기르고 가꿀 대상이 적절하게 나열된

다. 질서 있는 구획과 적절한 대상의 선정은 <명당가>가 실제의 장소가 아니라 상상

의 공간을 기획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너른 땅의 대갓집이 아니라

면 현실에서 곳간, 마구간, 방앗간, 우물, 연못, 대를 한 집에 갖추기가 만만하지 않

다. 더욱이 연못을 파고 대를 마련한 뜰에 심는 초목이 화훼 취미를 갖지 않고서는

그렇게 다양하기도 어렵다. 이렇게 실제보다 상상에 놓이는 초점은 작품 속 정착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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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 매호, 입암과 같이 특정한 지역이 아닌 ‘명당’이라는 개념화된 공간이라는 데에

서도 발견된다. 이에 전반부는 명당의 이상적인 형상을 노래한 부분이라 하겠다.

전반부에 이어지는 아래의 후반부는 명당을 경영하면서 추구하는 가정의 안온하

고 행복한 삶의 모습을 내용으로 한다.

나무 울을 삼고 門前의 垂楊버들

梁別堂 바느질과 阿只 누에 치고

아들은 글 일키고 랑 회 활 쏘이며

오려논 幷作고 원도밧 賭地 밧고

秋收乙 다 후의 되오려오 술을 빗고

어오리 송치 잡고 靑粘米 을 치고

 잡거니  잡거니 隣里 親戚들과

지바지건 濁酒乙 물마초와 걸너 노코

아희 종년 잔 부이고 女妓妾 巨文鼓의

게집 종 츔 츄이고 婢夫놈 箸 불니며 머슴놈 최금 불고

맛회 타령고 孫子 阿只 劒舞 츄고

리冠乙 졋게 쓰고 고乙 덕이며

즐거올 오날이야 양 장쳔 오날이야

千歲萬歲 萬萬歲로 乘彼白雲야 至于 帝鄕이면

아마도 世上의 無事閑心은 나인가 노라 <명당가>(청영)

화자에게는 아내에서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주, 남녀종, 비부, 기첩에 이르기까지

모두와 함께 살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자리에서 알맞은 일을 한다. 가을이 되어 원

두밭의 고지를 받아 올벼로 술을 빚고 청양미로 떡을 치고 송아지를 잡아 가까운

이웃과 멀리 사는 친척을 모두 불러 모아 잔치를 벌인다. 이상의 진술은 내용에 따

라 일상과 가을 잔치로 정리된다.

후반부에서는 가족 구성원이 일상이나 잔치에서 할 일이 그의 역할에 맞게 부과

되고 수확을 해서 잔치를 마련하기까지의 과정이 비교적 순서대로 진술된다. 가족

구성원의 일상은 각자에게 전형적으로 요구되는 역할로 선별되어 있고 잔치는 결혼

식이나 회갑연을 열듯 풍성하게 준비된다. 가족 구성원 역할의 전형성과 가을의 일

회적인 잔치의 과장된 풍성함은 <명당가>가 이상적인 가족상(家族像)과 잔치 풍경을

상상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것은 현실 경험을 다듬은 결과로도 볼 수 있다. 작품의 진술이 현장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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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한 듯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진술 사이로 그 현장을 꿈꾸는 바람의 어

투가 사동형 서술어를 통해 삐져나온다. 예를 들어 양별당과 아기딸‘이’ 각각 바느질

을 하고 누에를 치지만 아들과 사위‘는’ 각각 글을 읽거나 활을 쏘지 않는다. 시적

화자는 아들‘에게’ 글을 읽‘히고’ 사위‘에게’ 활을 쏘‘게’ 한다. 사동형 서술어는 ‘아희

종년 잔 부이고’, ‘게집 종 츔 츄이고’, ‘비부놈 저 불니며’ 등의 시구에서도 발견된다.

만약 현장을 목격했다면 ‘잔을 붓고 춤을 추고 저를 분다’와 같이 능동형이 사용되

었을 것이다. 이에 후반부에서도 전반부에서처럼 이상적인 상황이 진술된다 하겠다.

걱정 없이 사는 꿈을 ‘명당’이라는 개념화된 공간을 대상으로 꾼다는 것은 작품

속 공간과 같은 성격의 장소를 현실에서 구하기도, 그렇게 갖추기도 어렵다는 현실

인식에서 비롯한다. 만약 안주할 특정 장소가 있고 시적 상황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곳에서의 삶을 꾸릴 수 있다고 인식했다면 보통의 강호가사와 같이 고유명사와

능동형 서술어를 중심으로 그 감흥이 진술되었을 것이다. 보통의 강호가사와 <명당

가>의 거리에서 <명당가>가 전원에서의 삶에 대한 전망이 부재한 사람들의 노래라

는 성격이 드러난다. 더욱이 뜰을 화려하게 꾸미고 도지를 받아 잔치를 풍성하게 여

는 진술에서 발견되는 물질적 욕망은 치산의 욕망과 맞닿기까지 한다. 곧 <명당

가>에는 향촌에 기반도 없고 그곳에 기반을 마련할 수 없는 도시민들이 도시에서의

삶을 부정적으로 여기면서도 떠날 수 없는 처지에 대한 인식과 도시가 창출하는 개

별적인 대상에 대한 욕망이 함께 반영되어 있다 하겠다.

본 절에서는 강호전원류 가창가사 4편을 대상으로 삼아 주제가 구체적으로 구현

되는 방식과 태도를 분석했다. 네 작품은 강호에서의 삶이나 유상을 노래하는 <강

촌별곡>, <처사가>, <백구사>와 전원에서의 삶을 노래하는 <명당가>로 양분된다.

<강촌별곡>과 <처사가>에서는 이상화된 강호 풍경과 그곳에서의 삶이 은거와 관

련해 전형화된 한자어를 활용해 진술되면서도, 강호가 <강촌별곡>에서는 정주지로,

<처사가>에서는 탐색지로 간주된다. <백구사>는 강호가 유상지로 간주되면서 실경

의 구체적 형상을 재료로 삼아 역동적 강호 풍경이 진술되는 작품이다. 한편 <명당

가>는 명당 경영과 그곳에서의 삶이 구체어를 통해 진술되면서도 다소 전형적인 성

격을 띤다. 네 작품의 시적 공간이 강호나 명당처럼 개념화된 공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내용도 관념적, 전형적, 이상적인 성격을 띤다. 따라서 네 작품은 모두 실

제의 장소보다는 상상 속의 이상화된 공간을 노래한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이는 강

호전원이 현실의 도피처로서의 실질적 기능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는 의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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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작품이 이상화된 공간과 그곳에서의 삶을 상상하는 노래이면서도, 작품에 따라

대상은 정주지, 탐색지, 유상지로 다르게 나타날 정도로 태도에 차이를 드러내고 있

다. 강호전원이 그것이 정신적으로나마 안주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때에 정주지로

(<강촌별곡>과 <명당가>), 더 이상 안주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때에 유상지(<백구사>)로

간주된다. 두 태도의 차이 사이에 강호전원을 탐색지(<처사가>)로 대하는 태도가 놓

인다. 이 차이는 부정적으로 인식된 현실에 대한 태도의 차이로 이해된다. 정주지,

탐색지, 유상지로 가면서 부정적 현실을 껴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인식이 점차 심화

된다. 이로써 강호전원류 작품도 관습적인 데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

이제 권주행락류 작품의 주제에 구현된 향유자의 태도를 다음 절에서 분석해 보자.

3. 권주행락류: 불안정한 현실의 주목

가창가사에서 권주행락류가 애정상사류, 강호전원류에 이어 세 번째로 선호된 이

유는 대부분 술자리에서 노래가 가창되고 향유된다는 현장성과 관련이 깊다. 가무는

취흥을 돋우는 기능을 하면서 음주와 함께 일상의 시름을 해소하는 기능을 한다. 권

주행락은 그만큼 유흥 현장에서 빠질 수 없는 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주행

락을 주제로 삼은 가창가사 작품은 고조(古調) <권주가>, 신조(新調) <권주가>, <죽

지사>, <수양산가> 등 4종 6편에 그친다. 그 시야를 상위 범주인 장가로 확대해도

정철의 <장진주사>, 박인로의 <권주가>, 작자 미상의 <맹상군가>만 발견될 뿐이

다. 이 중에 박인로의 <권주가>는 향유 범위가 국지적이었고 17세기 후반기의 문헌

기록에 등장하는 <맹상군가>는 향유 시기가 19세기까지 이르지 못했다. <장진주

사>만이 19세기까지 지속적으로 향유된다. 세 작품의 이러한 향유 양상에 견줄 때

4종의 작품이 19세기에 집중적으로 향유된 현상은 주목할 만하다.

4종의 분석은 작품의 출현과 향유 시기의 고려해 고조 <권주가>를 시작으로 신조

<권주가>, <죽지사>, <수양산가>의 순서로 진행한다. 고조 <권주가>는 늦어도 18

세기 후반기에 등장해 19세기 중반기 이전까지 향유되었고, 그 사이 신조 <권주가>

가 출현해 20세기 초까지 향유되었다.23) <죽지사>와 <수양산가>는 19세기 중반기를

23) 본고에서 주목하는 19세기 가집에는 <권주가>가 2종 3편이 수록되어 있지만 가집 외의
문헌으로 시야를 넓히면 더 많은 이형이 발견된다. 그 대표적인 이형이 선행연구(정인숙, ｢1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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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며 출현해 그 후반기에 두드러지게 향유된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권주행락류의

작품 창작은 유흥 현장에 대한 집중을 장려해 흥을 돋우는 데에 목적이 있다. 한정된

시간 동안에 진행되는 그 현장은 일상에서 벗어난 공간으로 인식된다. 이에 권주행락

류 작품에서는 유흥이 펼쳐지는 ‘지금 여기’가, 그 시작과 끝에 놓인 일상과 변별되어

강조되곤 한다. 그 결과 권주행락류에는 일상에서 영위하는 삶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

가 자연스레 개입하거나 문면에 드러난다. 따라서 출현이나 향유 시기에 따라 작품을

분석하는 작업은 삶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변화를 살펴보는 데에 유리하다.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19세기 이전까지 권주행락류 장가를 대표해 온

<장진주사>와 <맹상군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고조

<권주가>가 <장진주사> 노랫말의 일부를 수용하면서 지어진 작품이다. 그러므로

<권주가>를 온전히 이해하려면 <장진주사>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19세기에 진입하면서 권주행락류의 대표가 <장진주사>와 <맹상군가>에서 <권주

가>로 바뀐다. 이것은 앞의 두 작품이 더 이상 19세기의 삶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

를 감당하기 어려워졌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앞의 두 작품과 <권주가>의 비교를 통

해 변화의 실제적인 양상이 파악되어야 한다. 이에 <장진주사>와 <맹상군가>의 주

제에 구현된 향유자의 태도를 우선 살펴보기로 한다.

아래는 송강(松江) 정철(鄭澈, 1536～1593)이 지은 <장진주사>이다.

 盞 먹새그려   盞 먹새그려 곳 것거 算 노코 無盡無盡 먹새그려

이 몸 주근 後면 지게 우 거적 더퍼 주리혀 여가나 流蘇寶帳의 萬人이 우러녜나

어욱새 속새 덥가나무 白楊수페 가기곳 가면 누른  흰  비 굴근 누 쇼쇼

리 람 불졔 뉘 한 盞 먹재 고

믈며 무덤 우희 나비 람 불제 뉘우 엇디리 <장진주사>(송강가사)24)

초장에서 시적 화자는 청자에게 ‘한 잔 먹자’고 음주를 반복적으로 권유한다. 이어지

는 중장에서 청자가 술잔을 들어야 하는 이유로 사후 무덤에 묻힌 망자에게는 술을

권할 이가 누구도 없는 상황이 제시된다. 음주는 생전에 이루어지는 행위이다. 따라

서 살아서 함께 음주하는 ‘지금 여기’의 소중함을 강조하기 위해 중장에서는 사후의

쓸쓸한 처지가 대조적으로 제시된다. 종장에 이르러서는 음주하지 않은 일을 죽어서

사 <권주가>의 사설 형성과 변화의 맥락｣, 국문학연구 24, 국문학회, 2011)에서 다뤄진 바 있다.
24) 정철, <쟝진쥬(將進酒辭)>, 송강가사 이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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뉘우쳐야 소용없다는 발화를 통해 사후의 상황이 요약적으로 반복된다. 이때 권주는

완곡하게 부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초장에서 보조사 ‘그려’가 붙어 권주가 다소

강조되지만 시적 화자는 기본적으로 청유의 태도를 유지한다. 음주의 이유가 본적으

로 제시되는 중장과 그것을 강조하여 마치는 종장의 끝에 상대방의 의사를 묻는 종

결어미인 ‘-ㄹ꼬’(고)와 ‘-리’(어찌리)가 각각 사용되어 권주자의 입장보다 권주를 받

는 입장의 의향이 존중되고 있다. 이상에서 <장진주사>에서의 권주가 비교적 여유

로운 태도에서 진행된다는 점이 발견된다.

<장진주사>는 “술잔과 무덤의 대조법”을 쓴 작품으로 평가받는다.25) 위에서 살펴

보았듯이 문면에 진술되는 사후의 처지가 문면 밖의 권주 상황과 대조된다. 사후와

생전의 대조에서 인간 생명의 유한성에 대한 인식이 발견되지만 발화는 그것보다

사후의 쓸쓸함과 외로움을 강조한다. 권주는 독작이 아니라 누군가가 누구에게 술을

권유하는 여락의 행위이다. 곧 삶과 사후의 공간은 함께하는 즐거움과 홀로 있는 쓸

쓸함의 공간으로 대조된다. <장진주사>는 “인생무상의 허무감에서 기인한 음주의

권장”을 충실히 담은 노래라고 평가되기도 한다.26) 그런데 작품에서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빠르게 지나가는’ 삶, 보람이나 쓸모가 없는 ‘헛된’ 삶, 갈피를 잡을 수 없는

‘변화무쌍’함 등의 인생무상이 잘 포착되지 않는다. <장진주사>에서는 권주의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해 허무감보다는 사후의 쓸쓸함, 인생무상보다는 삶과 죽음 사이의

단절이 강조될 뿐이다. 따라서 작품에서는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무상한 삶에 불안해

하지 않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숙명을 담담하게 인정하는 태도가 발견된다.

아래의 <맹상군가>는 행락을 청유하는 노래이다.

千秋前 尊貴키야 孟嘗君만 가마는 千秋後 寃痛이 孟嘗君이 더옥 셟다

食客이 젹돗가 名聲이 괴요가 개盜賊 의 우름 人力으로 사라나셔 말이야 주거

지여 무덤 우희 가싀 나니 樵童牧豎들이 그 우흐로 것니면셔 슬픈 노래  曲調

를 부르리라 혜여실가 雍門調 一曲琴에 孟嘗君의 한숨이 오로듯 리듯

아희야 거문고 쳥쳐라 사라신 제 놀리라 <맹상군가>(청구영언)27)

25) 김열규, ｢죽음의 문학｣(1), 한국문학사, 탐구당, 1983, 267면.
26) 성범중, ｢<장진주> 계열 작품의 시적 전승과 변용｣, 한국한시연구 11, 한국한시학회, 2003,
403면.
27) 청구영언 김천택본(국립한글박물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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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에서는 생전의 존귀와 사후의 원통을 대조하여 생전 행락의 소중함이 강조된다.

중장에서 생전의 맹상군이 사후의 쓸쓸함을 상상이나 했겠냐는 반문을 통해 인간이

살면서 죽음을 잊은 채 살아가며 사후의 모습은 상상하지도 않는다는 일상적 진실

이 발화된다. 아울러 맹상군과 같은 존귀한 사람도 사후에는 무덤에 묻히고 그 무덤

위로 초동목수가 다니며 슬픈 곡조의 노래를 부를 것이라는 발화를 통해 삶과 죽음

사이의 단절감이 강조된다. 이 삶과 죽음의 단절감, 생전에 어떠한 삶을 살든 죽으

면 결국 무덤에 묻혀 쓸쓸하리라는 숙명에 대한 인식은 결국 살았을 때 놀겠다는

종장의 다짐으로 이어진다.

<장진주사>가 술잔과 무덤을 대조하는 작품이라면, <맹상군가>는 생전의 존귀과

사후의 원통함이나, 거문고와 무덤을 대조하는 작품이라 할 만한다. 위에서 살펴보

았듯이 <맹상군가>에서는 맹상군의 사전과 사후의 처지가 대조적으로 발화되면서,

동시에 문면에 진술되는 사후의 처지가 문면 밖의 행락 상황과 대조된다. 맹상군의

생전과 사후의 처지 역전에 대해 ‘서럽다’, ‘슬프다’, ‘한숨’ 등을 사용해 감정을 직접

드러내거나 ‘-리라’라는 종결어미를 사용해 ‘지금 여기’의 행락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숙명에 두려워하는 인식이 다소 발견된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발화의 초점은 그것보다 맹상군이 생전에 사후의 쓸쓸함과 외로움을

상상하지도 못했다는 데에 놓인다. 곧 살아있는 동안의 삶의 다양한 국면이 나열되

고 대조되는 것이 아니라 삶과 죽음 자체의 대조적인 성격이 비교될 뿐이다.

<맹상군가>는 행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삶과 사후의 공간을 흥겨움과 쓸쓸함

의 공간으로 대조하면서 삶과 죽음 사이의 단절을 강조하는 작품이다. 이 ‘사후의 쓸

쓸함’과 ‘삶과 죽음 사이의 단절’의 주목은 앞서의 <장진주사>에서도 발견되는 특징

으로 <권주가>에 앞서는 시기의 작품이 삶이나 삶과 죽음에 대해 취하는 공통적인

태도이다. 두 작품의 분석 결과를 염두하면서 이제 19세기 권주행락류 가창가사에서

주제가 구현되는 구체적인 양상을 분석해 그것에 반영된 향유자의 태도에 살펴보고

자 한다. 분석은 청영에 귀글체로 필사된 아래의 고조 <권주가>부터 시작한다.

人生百年 살줄 알면 酒色乙 참다 관겨랴 人命이 在天이라 西出陽關의 無故人니
勸君更進 一杯酒라 약산동 녀즈러진 바 츨 거 슈을 노코 無窮無盡 잡슈시오

잡슈〃〃 잡슈 시오 이 술  잔 잡슈시오

秦始皇 漢武帝 萬乘天子로되 採藥求仙 얏시니 부 아니 가려터니 松柏武陵 되
야 잇고 石崇은 巨富로되 匹夫로 도라가고 顔淵은 一瓢簞食로 聖듯이 되엿니 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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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못 먹기 王將軍之庫子오니 졔발〃〃 잡슈시요 쳣은 人事酒요 둘잔은 合歡

酒요 솃잔은 同杯酒니 傳로 잡으시요

이 거시 슐이 아니라 漢武帝 承露盤의 이슬 바든 거시오니 잡슈시요 잡으시요 一日
須傾三百杯던 李太白도 못 먹어시며 슈양의 나귀 타고 숙향이을 즈랴고 오류촌으

로 드러가던 이션이도 못 먹어시니 졔발 〃〃 잡으시요 은잔 놋잔 다 바리고 부은 잔

의 잡으시요

이 안쥬 산만졍 天台山 麻姑仙가 광쥬리 엽헤 고 採美라 단니다가 蓬萊

方丈瀛州 三神山 不老草乙 더다가 음향쳐로 여시니 단아 나 잡슈시요

이 몸이 죽어지면 天山萬水의 무더 두면 沙土로 집을 삼아 가슴 우의 을 언 松
竹으로 울을 졔 杜鵑 졉동 벗님되니 山川이 寂寞 언의 벗지 날 차져온리 子孫

의 祭 바들졔 可食之物 버려신들 神靈이 잣최 업셔 안고 가며 지고 가랴 잡슈시요 잡

으시오 이 술  잔 잡슈시요 無情  잔 잡슈시요

閑良書房 無情데 勸 말 만와 다 못 고 긋치오니 千歲가지 醉소서
고조 <권주가>(청영)

고조 <권주가>는 위와 같이 내용상 6분절이 된다. 작품은 백 년을 산다는 것이

보장된다면야 주색을 참아도 되겠다는 가정으로 시작한다. 인생이 그보다 짧으니 주

색을 굳이 참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어 중국 당나라 왕유(王維)가 원이사(元二使)

와 증별하며 준 <원이사를 안서로 보내며(送元二使安西)>의 “권하노니 그대여 한 잔

더 드시게나, 서쪽으로 양관을 나서면 아는 친구 없으리라”(勸君更進一杯酒 西出陽關無

故人)라는 시구를 들어 술을 권한다. ‘아는 친구가 없다(無故人)’라는 시구에서 낯선

장소에서 겪을 외로움이 환기된다. 이로써 앞날의 외로움(고독)과 ‘지금 여기’에서 함

께 즐기는 기쁨(여락)이 대조된다. 이어 정철의 <장진주사> 시구를 뽑아 하오체로

변형한 “슈을 노코 無窮無盡 잡슈시오”가 발화된다. 이상에서 고독과 여락의 대조를

통한 권주, <장진주사>의 시구 활용을 근거로 고조 <권주가>가 전대의 권주행락류

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에서 전대 권주행락류의 영향이 발견되면서도 삶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 ‘인생백
년’이라는 시어나 ‘인명이 재천’이라는 시구가 주목된다. ‘인생백년’이 상투어일 수

있지만 삶을 백년이라는 수치로 재어보는 어휘를 시어로 사용했다는 데에서 인간

생명의 유한성에 대한 인식이 작품에 직접 드러난다. 나아가 사람의 목숨이 하늘에

달렸다(인명은 재천)라는 내용의 시구를 사용하여 유한한 생명의 길고 짧음조차도 사

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드러낸다. 여기에서 유한한 생명에 대해 불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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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심리가 포착된다. 물론 이러한 의식이 <장진주사>와 <맹상군가>의 기저에도

자리하고 있지만, 두 작품에서는 애상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유한성과 그것에 대

한 불안이 겉으로 표현되지 않고 단지 죽음을 경계로 생전과 사후가 대조되는 데에

그친다. 따라서 인간 생명의 유한성을 주목하고 그 불안을 문면에 표현하는 태도는

19세기 <권주가>에서 새롭게 포착되는 특징이다.

에서는 진시황과 한무제가 불로장생을 추구했지만 죽어 무덤에 묻혔고, 석숭은

거부였으나 필부와 같이 초라하게 죽었고, 안연은 가난했지만 사후에 성인에 버금가

는 평가를 받았다는 고사가 나열된다. 여기에서 죽음을 경계로 사전과 사후를 대조

하는 방식은 관습적이지만, 대조의 대상과 초점이 다소 새롭다. 생전에 애써 추구한

가치나 태도와 사후에 그것을 잃거나 얻을 수 없었던 처지를 대조하여 덧없음에 초

점을 맞추고 있다. 진시황과 한무제의 ‘부 아니’ 죽으려는 의지와 생명체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석숭의 막대하게 축적한 부와 죽음에 이르러 다 잃어버린 처지,

안연의 가난한 삶과 사후에 얻은 명예의 대조를 통해 생전의 집착이 죽음 앞에서

헛되다는 인식을 드러낸다. 이것은 일상에서의 집착을 잠시 버리고 음주에 집중하라

는 의도에서 나온 발화이지만 그것이 삶이 무상하다는 인식의 지평에 놓여 있다. 이

무상한 삶의 양태에 주목하는 점이 삶과 죽음의 대조에 머무르는 <장진주사>나

<맹상군가>와 비교할 때 흥미로운 변화이다.

‧에 이르러 시적 화자는 청자에게 술과 안주가 최상이라고 과장하여 음주를

권한다. 이때 술은 한무제의 승로반(장생불사의 감로수를 받기 위해 만든 대야)에 이슬을

받은 것으로 주선(酒仙)인 이태백도, 봉래산에서 선약(仙藥)을 구한 이선도 마시지 못

한 진귀한 대상으로 미화된다. 안주는 마고할미가 삼신산에서 불로초 뜯어 만든 음식

으로 미화된다. 이는 연행 현장에서 현실적 청자의 눈앞에 차려진 술과 안주를 들게

하려는 목적에서 사용된 수사법이다. 하지만 삶이나 생명에 대한 태도와 관련해 수사

의 방법보다 술과 안주를 견준 대상이 모두 장생불사의 바람과 관련된다는 점이 눈

길을 끈다. 장생불사는 생명이 유한하기 때문에 바람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에
서는 인간 생명의 유한성을 인식하고 그것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태도가 발견된다.

에 이르면 한껏 올랐던 흥취가 차분해진다. 여기에서는 ‘지금 여기’에서의 음주

를 권하기 위해 그것에 대조되는 사후의 쓸쓸하고 외로운 처지만이 발화된다. 곧 진

술의 초점이 사후의 고독에 놓임으로써 현장에서 펼쳐지는 여락의 소중함이 강조된

다. 여락과 고독의 대조를 통한 권주는 이미 <장진주사>에서 나타난 권유의 방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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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장진주사>에 대한 앞선 분석에서 이러한 대조가 죽음을 담담하게 인정하는 의

식과 태도에서 기인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고조 <권주가>는 인간 생명의 유한성

과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표출하고, 늘 뒤집힐 수 있다는 무상성에 대한 인식을 문

면에 드러내다가 결국 에 이르러 그것이 전대의 의식과 태도로 마무리되고 있는

작품이다. 결국 고조 <권주가>에는 생명이 태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인

정하면서도 언제 죽을지도 모른 채 예상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인식과

그것에 대해 불안해하는 의식이 내재한다.

아래는 차례로 청영과 청육에 실린 신조 <권주가>이다.

자부〃〃 자부시오 니 슐  잔 자부시오 니 슐  잔 자부시면 千萬年이나 올이

다 니 술이 슐이 아니라 漢武帝 承露盤의 니슬 바든 거시오니 슐만 먹고 노이다 약

산동 야즈러진 바 즐 거 쥬을 노코 무진〃〃 먹이다

駕一葉之片舟야 寄蜉蝣於天地니 渺滄海之一粟이라 거포쥬니상속이라 哀吾生之

須臾고 羨長江之無窮이라 협비션이傲遊고 抱明月이 長縱이라 知不可乎驟得이니

若飛蛾之撲燈이오 似赤子之入井이라 단불의 나뵈 몸이 아니 놀고 무엇이 勸君更進

一盃酒니 西出陽關 無故人이라

梧桐秋夜 발근 달의 임 각이 로와라 임도 날을 각가 相思던 우리 郎君

 가온 잠간 만나 萬端情懷 다 못 일워 一場胡蝶 흐더지니 어와 두를슌 챵망

구름밧긔 뷘 소 이로다 신조 <권주가>(청영)

잡으시오 〃〃〃〃 이 슐  盞 잡으시오 이 슐  盞 잡으시면 千萬年이나 오리

다 이 슐이 슐이 아니라 漢武帝 承露盤의 이슬 바든 슐이오니 나 다나 잡으시오 若

飛蛾之撲燈이며 斯赤子之入井이라 단블의 나뷔 몸이 아니 놀고 어이리

駕一葉之扁舟고 擧匏樽而相屬이라 寄浮遊於天地니 渺滄海之一粟이라 娥吾生之

須臾고 羨長江之無窮이라 挾飛仙而傲遊야 抱明月而長終이라 知不可乎驟得일 托

有響於悲風이라 우리 번 도라가면 뉘라  盞 먹리 라 실졔 이리 노

 〃벽셔리 찬람의 외기러기 우러옌다 蒼茫 구름 밧긔 뷘 소 이로다 졔것 두

고 아니 먹으면 王將軍之庫子ㅣ로다 明沙十里 海棠花야 진다 슬허 마라 明年三月

도라오면 너 다시 픠려니와 可憐다 우리 人生 리 업 萍草ㅣ라 紅顔白髮이 졀

노 가니 긘들 아니 늣거온가

梧桐秋夜 은 달의 임 生覺이 로왜라 신조 <권주가>(청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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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작품은 고조 <권주가>, <적벽부>, <춘면곡>, <상사별곡> 등의 작품에서 시구

를 가져다가 지어졌다. 두 작품의 제1절에는 ‘천만년’, ‘승로반’이 시어로 사용되어

고조 <권주가>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인간 생명의 유한성에 대한 인식과 장생에 대

한 욕망이 여전히 드러난다. 그런데 청영 이형에는 “若飛蛾之撲燈이며”부터 “아니

놀고 어이리”까지가 더해 있어 제1절이 청육 이형에 비해 길이가 더 길다. 이

시구는 삶을 등잔불로 날아드는 나비(若飛蛾之撲燈)와 우물에 빠지려는 갓난아이(斯赤

子之入井)에 견줘 음주를 권하는 기능을 한다. 이때 무력한 대상(나비, 갓난아이)이 멋도

모르고 사지(등잔불, 우물)로 뛰어드는 상황은 대상과 같이 나약한 인간이 죽음을 향

해 멋도 모르고 달려가는 처지의 비유로 이해된다. 여기에서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도 모른 채 살아가는 인간을 나약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포

착된다. 이 시구가 청영 이형에서는 의 뒷부분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이러한 시

선이 두 작품에서 모두 발견된다 하겠다. 곧 신조 <권주가>는 빠르게 흘러가는 시

간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도 담아낸 작품이다.

두 이형의 제2절은 주로 소식의 <적벽부(赤壁賦)>에서 가져온 시구로 짜여 있다.

<적벽부> 시구는 ‘駕一葉之扁舟’에서 ‘托有響於悲風’까지 10구에 해당한다. 이 시구

에서 삶은 ‘천지 사이에 깃들어 사는 하루살이(寄蜉蝣於天地)’나 ‘망망한 바다 속 한

알의 좁쌀(渺滄海之一粟)’과 같이 유한하고 왜소한 성격의 것으로 간주되고, 생의 시간

은 자연에 비해 찰나로 인식된다(‘내 삶이 잠깐임을 슬퍼하고 장강의 무궁함을 부러워한다’;

羨長江之無窮, 哀吾生之須臾). 특히 인간과 자연이 단순히 대조되는 데 그치지 않고 감

정을 표현하는 서술어(슬프다, 부럽다)를 이용해 대상에 대한 태도를 명확히 드러낸다.

제2절에서는 인간의 왜소함과 그 생명의 찰나 같은 유한함이 인식된 내용을 중심으

로 <적벽부>의 시구가 선별되었다고 판단된다.

청영의 과 청육의 ·에는 <춘면곡>, <상사별곡>, 고조 <권주가>를 비

롯해 여러 작품에서 애상적 정조를 불러일으키는 시구가 선별되어 한데 엮여 있다.

의 노랫말은 <춘면곡>과 <상사별곡>에서 선별된 시구 위주인 반면, ·의 노

랫말은 그것에 다른 작품에서 온 시구가 더해져 분량이 상대적으로 늘어나 있다. 삶

이나 죽음과 관련된 내용을 주로 다루어온 권주행락류에 상사의 슬픔을 노래하는

시구가 활용된 것은 의외이다. 물론 앞 절에서 환기되는 애상감을 좀 더 고조하고자

비애로 점철된 상사곡에서 시구를 가져온 것일 수도 있다.

상사는 사랑하는 대상을 만나지 못해 그리워하는 행위이므로 상사는 만남과 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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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과정을 겪은 후에 발생한다. 따라서 상사에는 오래도록 함께하리라는 기대가 좌

절된 데에서 오는 슬픔도 담겨 있다. 이는 안정된 앞날에 대한 기대와 그 좌절이라

는, 늘 기대한 대로 실현되지 않는 삶의 진실에 닿는다. 동시에 상사의 이전 현실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데에서 생의 비가역적인 성격이 드러난다. 이는 의 봄이 돌아
오면 피는 꽃과 대비되는 ‘백발’이 상징하는 ‘삶의 일방향성과 청춘의 비회복성’과도

상통한다. 신조 <권주가>는 일회적이고 비가역적인 삶과 그것의 불안정한 성격에

주목해 그것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노랫말을 한데 엮어간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죽지사>는 현토체 <대이백혼송죽지사>의 향유 속에서 형성된 작품이다. <대이

백혼송죽지사>는 도암(陶庵) 이재(李縡, 1680～1746)의 과체시 <대이태백혼송전죽지사

(代李太白魂誦傳竹枝詞)>를 현토한 작품이다. ‘대이태백혼송전죽지사’라는 제목은 당나

라 시인 이백의 혼을 대신해 <대이백혼송죽지사>를 외워 전한다는 의미이다. 이 작

품에서는 이백의 혼이 지난날 역모에 연루되어 야랑(夜郞)으로 유배를 가던 도중에

머무른 삼협으로 적강해 자신을 알아주지 않던 과거를 회상하며 느끼는 슬픔과 그

과정에서 깨달은 인생무상으로 인한 한탄을 노래한다. 과체시의 주제를 염두에 두고

이제 <죽지사>의 주제에 구현된 향유자의 태도를 살펴보기로 한다. <죽지사>의 제

1절과 제2절이 현토체의 시구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간단히 살펴보고 <죽지

사>의 분석으로 나아간다.

아래는 <대이백혼송죽지사>의 제1단이다.

셔남멱구에 무산벽니 서남 협구에 무산 푸른데28) 西南峽口巫山碧

대강이 번란신예연을 장강 물결 위로 신녀가 안개 끄네 大江飜瀾神曳烟

긔경셔ㅣ 낭음과니 고래 탄 신선이 낭랑히 읊조지며 지나가니 騎鯨仙子朗吟過

망냥츄이 미장쳔을 황홀한 가을빛 장강 가득 펼쳐지네 魍魎秋色迷長天

건곤이 불노월쟝니 천지는 늙지 않고 달은 늘 있는데 乾坤不老月長在

뎍막강산이 금년을 적막강산에 백 년 인생이로다 寂寞江山今百年

<대이백혼송죽지사>(시권a)

제1단은 삼협 어귀 장강에 안개가 낀 몽환적 풍경에 고래를 탄 신선을 따라 가을빛

이 길게 펼쳐지는 몽환적인 모습으로 시작한다. 여기에서 시선(詩仙)의 혼(魂)인 시적

28) 권진옥의 번역을 다소 손질했다. 권진옥, ｢도암 이재의 ｢대이태백혼송전죽지사｣ 일고｣, 고
전과 해석 23, 고전문학한문학연구학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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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자의 적강이 신비롭게 형상화된다. 이어 늙지 않는 자연과 길어야 백 년밖에 살지

못하는 인간이 대조된다. 변치 않는 대상으로 인식되는 자연에 비해 인간은 시간을

따라 늘 변화하며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생명이다. 과체시에서 5‧6구는 작품 전

체의 주제를 드러내는 입제(入題)에 해당한다.29) 따라서 유한한 생명과 무상한 삶에

대해 탄식하는 5‧6구는 작품 전반을 지배하는 정조가 된다. 제1단은 도입의 성격에

맞게 유한성와 무상성의 인식이 드러나는 수준에서 마무리된다.

이제 성악에 수록된 아래의 <죽지사>를 살펴보자.

乾坤이 不老月長在니 寂寞江山에 今百年이라 어이오이이오 이희으아에 一心正念

은 極樂 나하무하〃하 阿彌像이로구나 나니나노나니나노나니

騎鯨仙子 浪吟過니 魍魎秋色이 迷長天이라 어화어이오이이오히오이아에 一心正念

은 極樂 나하무하하무하 阿彌像이로구나 나니나노나니나 世界로구나 나니나노나니나

冊 보다가 窓 통탕 열치니 江湖에 둥덩실 白鷗 둥 다 어이오이이오이히오이아에

一片情念은 極樂 나하무하하무하 阿彌像이로구나 나니나노나니나

洛東江上에 仙舟泛니 吹笛歌聲이 落遠風이로다 어이오이이오이히오이아에 一片情

念은 極樂 나하하무하 阿彌像이로구나 나니나노나니나 世界로구나 나니나노나니나

<죽지사>(성악)

과 에서 후렴구를 제외한 시구는 각각 <대이백혼송죽지사> 제1단의 제5·6구와

제3·4구에서 왔다. 시적 화자는 에서 자연의 무한성에 대조되는 인간 생명의 유한
성을 한탄하고 에 이르러 고래를 탄 신선을 따라 가을빛이 길게 펼쳐지는 몽환적

인 풍경을 노래한다. 이어 에서 독서를 하다가 갑자기 창을 열어 강에 둥둥 떠 있
는 백구를 바라본다는 발화가 이어진다. 마지막 에 이르러서는 낙동강에 떠가는

신선의 배에서 피리와 노랫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온다는 내용이 발화된다. 동일한

작품의 앞뒤 시구인 ·의 시상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지만 에서 , 에서
로는 시상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는다.
시상의 도약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의 ‘책(冊)’이라는 시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가 과거 응시를 위해 학습해야 하는 모범적인 과체시 작품 <대이태

29) 입제, 포두, 첫목, 두목, 세목, 네목, 결연은 과체시의 시상에 따라 단락을 나누는 용어이다.
과체시의 형식과 용어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했다. 장유승, ｢조선시대 과체시 연구｣,
한국한시연구 11, 한국한시학회, 2003; ｢과시의 형식과 문체적 특징｣, 대동한문학 39, 대
동한문학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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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혼송전죽지사>의 일부 시구이기 때문이다. 이에 ～을 시적 화자가 ·에서
책에 필사된 <대이태백혼송전죽지사>를 낭송하다가 에 이르러 낭송을 중단하고

책을 덮고 창을 열어 바깥 풍경을 바라본다고 이해할 만하다. 이때 ‘고래를 탄 신선

이 낭랑하게 읊으며 지나가니/황홀한 가을밤이 긴 하늘에 펼쳐지네’라는 의 시구

에서 환기되는, ‘강호의 몽환적인 풍광’이 ‘창을 열고 강호’를 낭만적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된다. 으로 이어지는 낭만적이고 몽환적인 시선은 에서 신선의 배가 강

위를 떠가며 연주하고 부르는 음악과 노랫소리를 듣는 듯한 몽환을 불러일으킨다.

<죽지사>의 몽환적 정조는 에서 시작해 을 거쳐 에 이르기까지 점차 고조

된다. 이것은 <대이태백혼송전죽지사>의 제1단에서 제5·6구와 제3·4구가 와 로
뒤바뀌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만약 <죽지사>의 제1절과 제2절이 원래대로 제3·4

구와 제5·6구였다면 제1절과 제2절은 몽환적 풍경을 바라보며 인간 생명의 유한성을

한탄하는 내용이 되었을 것이다. 그 시상이 이어지는 제3절도 <대이태백혼송전죽지

사>에서와 같이 무상한 인생을 한탄하는 내용으로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제5·

6구와 제3·4구를 도치한 것은 착종이 아니라 무상한 인생을 인식하면서 일어나는 한

탄을 몽환성으로 풀어내려는 태도의 결과로 판단된다.

이러한 태도는 고통스러운 인간 세상을 떠나 극락으로 가서 아미타불에 돌아가 의

지하겠다는 초월에 대한 소망을 담은 “一心正念은 極樂 나하무하〃하 阿彌像이로구

나”(마음을 하나로 모아 염불하는 일은 극락 나무아미타상이로구나)가 후렴구의 유의어사로

활용되어 반복되는 데에서도 발견된다. 곧 <죽지사>는 인간 생명의 유한함과 삶의

무상함에 주목해 <대이태백혼송전죽지사>의 시구를 가져오되 그 대상에 대한 태도

를 달리하는 작품이다. 유한성과 무상성이라는 생의 진실에 대해 <대이태백혼송전죽

지사>에서는 직시하는 태도를 취하나 <죽지사>에서는 외면하려는 태도를 취한다.

<죽지사>의 문면에는 유한성과 무한성을 외면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만약

생의 그러한 진실을 외면하려 했다면 애초부터 시제로 삼지 않았을 것이므로 작품

의 문면에 드러난 태도를 그대로 믿기가 주저된다. <죽지사>가 인간의 생명이 유

한하고 그 유한한 시간 동안의 삶이 무상하다는 인식을 담은 <대이태백혼송전죽지

사>의 시구 일부를 제1절과 제2절에 수용하고, 특히 원작의 입제에 해당하는 제5·6

구를 제1절로 두어 시상의 제시한 점은 그것을 외면하기보다는 주목하고 있는 의식

의 결과이다. 그만큼 <죽지사>에서는 불안정한 현실의 양태가 주목되어 문면에 드

러나고 있다. 다만 그것을 주목한다고 해서 <죽지사>에서는 <대이태백혼송전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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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서와 같이 유한성과 무상성을 똑바로 직시하며 대결해보려는 태도를 취하지

않고 그것에서 발생하는 한탄이나 슬픔을 몽환적 분위기와 입타령의 흥겨움으로 달

래보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수양산가>는 체면을 차리지 말고 즐겁게 놀기를 청유하는

노래이다. 행락은 한정된 시간 동안에 진행되며, 그 시간은 일상에서 벗어난 때로

인식된다. 따라서 이 작품에서도 명시적이든 암시적이든 행락의 시공간이 일상의 그

것과 대조된다. 이때 대조의 방식이나 시선은 삶이나 죽음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차

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이에 <수양산가>에서 행락 청유라는 주제가 구현되는

방식과 그 태도를 분석해 그 결과가 앞서의 작품들과 어떠한 동이점을 갖는지 살펴

보고자 한다. <수양산가>는 성악과 원하에 수록되어 있다. 두 가집에 실린 <수
양산가>는 이형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노랫말이 일치해 이른 시기의 문헌인 성
악에 수록된 아래의 작품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首陽山에 고사리 거 渭水濱에 고기 낙가 儀狄의 비진 슐 李太白 발근 달이 滕王

閣 놉흔 집에 壯健이 承槎고 달구경 가 말명 請호자

바람 불고 눈비 오랴지 東녁을 바라보니 紫微峰 紫閣峰과 淸〃 발근 달이 碧樹

白雲坊谷에 졀노 감을 흔들〃〃

네로이노〃네니나네루고 네로나일나로〃이루고 네루네니나네니나노〃너니나

穆王은 天子로되 瑤池宴樂고 項羽 壯士로되 滿營에 悲歌慷慨고 明皇은 英主

로되 楊貴妃離別後에 馬嵬驛에 울엇니

寒碧堂 淸風月에 萬古天下 英雄俊傑이 안져 오날갓치 조코 조흔 날 맛나 아니 놀고
무엇 냐 <수양산가>(성악)

<수양산가>의 시상은 Ⅲ장 3절에서 분석했듯이 ‘기대()→좌절()→전환(·)→
권유()’의 순서로 전개된다. 멋진 분위기 속에서 행락을 즐기려던 기대는 날씨가

흐려지면서 좌절된다. 이 좌절감을 극복해야 재미있게 놀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시

적 화자는 천자, 장수, 영주를 대표하는 목왕, 항우, 명황에게 기대된 역할과 그 기

대를 벗어난 행동을 대조해 분위기를 전환하고자 시도한다. 각기 천자, 장수, 영주나

그것의 기대와 다른 행동을 한 점을 든다. 목왕은 서왕모를 찾아가 연회를 열고, 항

우는 오강 전투 후 죽기 전에 슬픈 노래를 강개하게 부르고, 명황은 양귀비와 이별

후에 울었다는 내용이다. 천자로서 연회를 받고, 장사로서 강건함을 지키고, 영주로

서 꿋꿋해야 할 기대와 반대의 모습이다. 이렇게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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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대조해 ‘지금 여기’에서 음주나 행락을 즐겨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는 방식은 앞

서의 권주가류에서 흔히 사용되던 방식이었다. 그런데 권주가류에서는 죽음을 경계

로 생전과 사후가 대조되지만 여기에서는 생전의 서로 다른 처지가 대조된다. <수

양산가>에서 삶에 대한 초점은 삶과 죽음의 문제보다 삶 자체의 양태에 놓여 있다.

<수양산가>가 삶의 양태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은 과 에서 발견된다. 시적
화자는 달구경을 가기 위해 최선의 것을 모았으나 날씨의 갑작스러운 변화로 인해

달구경을 하지 못한다. 여기에서 궂은 날씨는 기대의 실현을 막는 장애로 제시된다.

날씨가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대상이라고 한다면 행락 준비는 인간이 할

수 있는 행위가 된다. 이때 행락에 소용되는 최고급의 술과 안주는 인간이 정성을

최대한 들여 마련한 대상이 된다. 이는 인간이 특정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의 비유인 것이다. 따라서 인간과 날씨의 관계를 주체와 세계의 관계라는 관점

에서 바라본다면 흐린 날씨로 인한 기대의 좌절에는 주체가 세계에 대해 느끼는 무

력감이 담겨 있는 것이다. 이는 당대의 불안정한 현실에서 느끼는 무상성에서 기인

한 것으로 추측된다.

<죽지사>에서는 삶과 죽음의 대립에서 오는 인간 생명의 유한성보다 삶의 무상

성에 초점이 놓이면서도 그것을 외면하거나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에서
입타령을 흥겹게 부르며 과 에서 발생한 낭패감을 의식적으로 해소하려는 시도

는 Ⅲ장에서 살펴본 대로 일종의 웃음으로 눈물 닦기이다. 이는 웃음이 가진 생명력

에 대한 긍정에서 온다. 더욱이 에서도 삶 자체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그 무상성

을 인정하는 의식이 발견된다. 이 점에서 ‘수양산가’라는 제목의 의미가 다르게 다가

온다. 물론 작품이 수양산이라는 시어로 시작하기 때문에 제목을 작품의 첫 시어나

시구에서 가져오는 관습에 의해 명명된 것일 수 있다. 그런데 ‘수양산’이 백이‧숙제

가 절의를 지키다가 죽은 장소로 으레 ‘죽음’을 환기시킴에도 불구하고 작품에서는

초점이 삶에 놓임으로써 ‘수양산’에 형성되어 있는 기대 지평이 전환된다. ‘수양산’은

죽음을 무릅쓰고 절의를 지킨 공간으로 생의 의지를 넘어서는 신념을 오래도록 상

징해왔다. 이러한 점에서 ‘수양산’을 선택해 작품의 첫 시어로 두고 그것을 제목으로

삼은 것은 신념보다 어떻게든 ‘살아가는 것 자체’의 소중함을 강조하기 위해 매우

효과적이라 하겠다. 따라서 <수양산가>의 행락 청유에서는 불안정한 현실에서 느끼

는 무상성에 주목해 그것을 삶의 당연한 원리로 받아들이는 의식이 포착된다.

이상에서 19세기에 향유된 권주행락류 가창가사 고조와 신조 <권주가>, <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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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수양산가>의 주제에 구현된 향유자의 태도를 분석했다. 네 작품의 관심은 죽

음에 대비되는 삶이 아니라 현실의 삶 자체에 놓여 있다. 그 핵심은 인간의 생명이

유한하고 그 삶이 무상하다는 인식이다. 이에 대해 고조 <권주가>에서는 장생불사

를 꿈꾸며 그것을 다소 인정하기 어려워하는, 신조 <권주가>에서는 한탄하고 슬퍼

하며 그것을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죽지사>에서는 한탄과 슬픔을 몽환적 분위기와

입타령의 흥겨움으로 달래며 그것을 인정해나가는, <수양산가>에서는 그것이 당연

한 원리라 이해하는 태도를 취한다. 이 작품들은 정도에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유한성과 무상성을 주목해 그것을 마지못해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다. 앞 시대의

<장진주사>, <맹상군가>에서 포착되는 삶과 죽음을 담담하게 관조하는 의식에 이

르지 않는다. 그것은 그만큼 삶을 죽음의 시선에서 바라볼 여유가 없는 것일 수도

있고 복잡한 현실을 통일된 관념으로 파악하지 않으려는 의식과 태도의 발로일 수

도 있다. 다만 원인이 무엇이든지 네 작품에서는 불안정한 현실을 주목하고 있는 향

유자의 태도가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본 장에서는 19세기 가창가사의 주요 주제인 애정상사, 강호전원, 권주행락이 작품

에서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양상과 향유자가 그것에 대해 취하는 태도를 분석했다. 애

정상사류에서는 감정의 범위가 고독과 비애에 국한되지 않고 과거의 설렘, 두근거림,

기쁨을 아우를 뿐만 아니라, 현재의 고독한 상황을 임과 함께한 과거나 연인과 사랑

을 나누는 타인의 상황과 비교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정, 나아가 상사가 결여된

애정, 곧 결연욕과 관련된 감정에까지 향한다. 강호전원류에서는 강호나 명당처럼 개

념화된 공간이 상상 속에서 이상화된다. 권주행락류에서는 인간의 생명이 유한하고

그 삶이 늘 변화하면서 예측대로 진행되지 않는 불안정한 현실에 주목해 그 양태를

문면에 드러내고 있다. 19세기 가창가사는 작품별로 정도에 차이는 있지만 각 주제의

구체적인 구현 방식이나 그것에 대해 취하는 태도가 당연하게 떠오를 법한 방식이나

태도에서 벗어나고 있다. 흥미롭게도 그 벗어나는 방향이 전대의 동일 주제류와는 차

별되는 지점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 차별은 19세기 가창가사가 유흥의 현장에서 연행

된 긴 노래로서 당대의 현실에 대한 한 반향의 결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제까지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그 방향이 시가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할 때

에 이르게 되었다. 다음 장에서는 19세기 가창가사가 당대 향유 현장에서 어떤 위상

을 갖고 있었는지, 당대 현실에 맞서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파악해 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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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19세기 가창가사의 시가사적 의의

Ⅲ장과 Ⅳ장에서 19세기 가창가사의 이형을 개별 작품으로 접근해 주요 작법과

주제 구현 양상을 분석한 결과, 그것이 19세기 연행 환경 및 세계 인식의 변화와 밀

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가사(歌辭)를 잇는 가창가사에서 새롭게 나

타난 작법인 축약, 조합, 모방은 연행 현장에서 각각 연창성을 확보하고 오락성을

추구하며 격조를 조절하여 향유하려는 의도의 결과로 분석되었다. 이때 애정상사류,

강호전원류, 권주행락류의 작품에서는 다채로운 감정의 분출, 이상화된 공간의 상상,

불안정한 현실의 주목을 중심으로 개별 주제가 구현되고 있었다. 본 장에서는 이러

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가창가사가의 시가사적 의의를 두 갈래로 파악하기로 한

다. 하나는 가창가사의 향유 문화권의 성격과 그것이 변화하는 동안 가창가사의 위

상이 어떻게 변했는지이다. 다른 하나는 가창가사의 작법과 주제의 구현 방식에 보

이는 특징이 그것이 주로 향유된 도시에서의 삶과 현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

는지이다. 이 과정에서 가창가사가 19세기 시가사에서 무엇을 성취했는지가 자연히

드러날 것이다.

1. 가창가사 향유 문화권의 성격과 변화

가창가사를 수록한 19세기 가집 가운데 청육, 청영, 가곡원류계 가집에 대해

가곡창이나 시조창의 연구 영역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가창가사 향유

의 관점에서 접근한 논의는 부족한 편이다. 가창가사의 하위 범주인 12가사를 전반

적으로 다룬 선행 연구에서도 ‘작품’에 초점을 두었을 뿐, 그것이 선별되어 수록된

가집에 미처 주목하지는 못했다. 가집은 당대 연행 시가의 단순한 모음집이 아니라,

수록된 작품이 향유된 특정 문화권의 특징이 반영된 문헌이므로 가집에 초점을 두

고 그 향유 문화권의 성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3장과 4장의

분석 결과와 가집 관련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19세기 가창가사 향유 문화권의 성격

과 변화를 통시적으로 고찰하면서 가창가사의 위상 변화를 아울러 살펴보고자 한다.

Ⅱ장 1절에서 살펴본바 19세기의 가창가사 연행 환경은 대체로 1820년대, 1860년

대를 시점(時點)으로 하여 변화를 보인다. 가창가사는 1820년대 전후로 여창 가곡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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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후속창으로 짜여 최상층을 좌상객으로 삼는 최고급 민간 성악곡 향유 문화권

에서 가악 반주에 맞춰 본격적으로 향유되기 시작한다. 이후 1860년대를 지나면서

시조창의 후속곡으로도 연창되는 문화가 서서히 발달한다. 두 가지 방식의 연행 문

화가 19세기 후반기까지 지속되는 동안 여창 가곡 편가를 부르고 나서 시조창과 가

창가사를 부르는 연창 방식도 산출된다. 이에 따라 가창가사 향유 문화권의 성격과

변화를 검토하는 데에 두 시기가 주요 시점(時點)이 된다.

1820년대 전후의 향유 문화의 성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시권a, 청영, 청육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 가집에는 대체로 작가가 상실되거나 명현으로 의명화(擬

名化)된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이는 유명씨의 전범을 향유해 온 전대의 문화와 구별

된다. 물론 앞 시대와의 문화적 거리는 가집별로 차이를 보인다. 가창가사의 직접적

인 연원이 되는 가사계 작품의 수록 경향을 보면 시권a와 청영에는 장형만 있

으나 청육에는 장형과 단형이 섞여 있다. 따라서 시권a와 청영은 한 편의 가

사계 작품을 전편으로 온전히 가창하는 전대의 연행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반

면, 청육은 짧은 노래를 여러 곡 연달아 부르는 새로운 연행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하겠다. 이러한 차이는 가창가사가 두 가집을 둘러싼 향유 문화권에서 가지는

위상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그 위상은 청영에서 가창가사 필사 부분이 보여주는

향유 문화권의 성격, 청육에 수록된 가창가사의 경향과 그것이 후대의 향유로 이

어지는 양상에 주목할 때 비로소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다.

청영에 수록된 가창가사 작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영을 18세기 후반기

의 가창 문화가 반영된 가집만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청영에는 강호전

원류로, 현실의 장소보다 이상적인 공간을 노래하는 데에 집중한 <처사가>와 <명

당가>가 선별되어 수록되어 있고, 애정상사류로는 남성의 성적 욕망이 개입된 <춘

면곡>과 <직녀가>가, 상사의 슬픔에 집중하지 않는 상사곡 <월거리>가 수록되어

있다. 권주행락류로는 불안정한 삶의 양태에 주목한 <권주가> 신조와 구조가 전대

의 <장진주사>와 <맹상군가>를 대체하고 있다. 청영에서 발견되는 작품 선별 의
식은 전대의 고금가곡이나 근화악부보다 청육이 보여주는 향유 문화에 더 가

까운 편이다. 청영에 수록된 장편가사 <옥설화담>(총 180행), <계유사>(총 176행)도

19세기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수록 경향에도 불구하고 가창가사를 향유하는

문화는 분명 동시대의 청육보다 전통 지향적이다.
청영의 권두에는 각종 서문과 음악 관련 내용이 한문으로 필사되어 있고,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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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면을 달리해 악곡별로 분류된 가곡창 노랫말이 국한문 혼용 줄글 형태로 수록되

어 있다. 가곡창 가집 수록이 끝난 후에 면을 달리해 가창가사 12편이 국한문 혼용

귀글체 형태로 필사되어 있다. 가곡창과 가창가사 노랫말이 모두 국한문 혼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듯하지만 그것을 가까이 들여다보면 가창가사 노랫말의 한글 표기

일부가 이두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 발견된다. 그간의 시가 연구사에서 청영은 가

곡창 가집의 하나로만 다루어졌기 때문에 가창가사 노랫말의 특징이 별반 주목받지

못했다. 그런데 가집에 노랫말을 기록할 때 한자, 한글, 이두를 한꺼번에 사용하는

경우가 드물 뿐만 아니라 이두를 사용하는 신분이 한정된다는 점에서 세 가지가 혼

용된 표기법은 청영을 둘러싼 가창가사 향유 문화권의 성격을 가늠하는 데에 중

요한 표지가 된다.

청영에 수록된 가창가사 노랫말의 필사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아래에 가곡창과

가창가사 노랫말을 수록한 부분을 비교해 제시한다. 좌측은 장형시조를 수록한 ｢만

횡 낙시조 편삭엽 농가｣조의 일부이고, 우측은 가창가사 <월거리>의 뒷부분과 <운

림처사가>의 앞부분이 필사된 부분이다.1)

[사진 5-1] 장형시조 #489～#491

    

[사진 5-2] <운림처사가> 시작 부분

1)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웹에서 제공하는 원문화상을 캡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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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정갈하고 유려한 필체에서 필사자가 한자와 한글 필사에 익숙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좌측에 인용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시조를 필사한 부분에는 한자의 오기가

거의 없다. 반면 우측의 가창가사에 오면 <월거리>의 끝에서 제6행의 후구 ‘ 등

잔불乙 혀고’와 같이 목적격 조사 ‘을’을 이두 ‘乙 ’로 표현하는 경향2)과 <운림처사

가> 제2행의 전구 ‘양간수명 이 몸이’의 ‘양간수명(養閒受命)’, 제6행의 전구 ‘景槪믈

름 조흘시고’의 ‘믈름[武陵]’, 제10행의 전구 ‘一葦편범 놉피 달고’의 편범(片帆)과 같이

한자어를 한자로 표기하지 않는 현상이 발견된다. 이는 가곡창에서 노랫말 중 한자

어는 한자로, 고유어는 한글로 일관되게 표기한 점과 대비된다.

이러한 가창가사와 가곡창 노랫말을 표기하는 방식의 차이는 필사 대상의 차이에

서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가창가사의 필사에 나타나는 한자와 한글 표기의 비

일관성과 한자어의 한글음 오류는 그 대상이 문헌 자료가 아니었을 가능성을 시사

한다. 가창가사가 필사된 18세기 가집은 고금가곡과 근화악부를 제외하면 현재

까지 전해지는 문헌이 거의 없다. 이와 달리 권두에 한문으로 된 서발문을 수록하고

악곡별로 분류된 가곡창 노랫말을 국한문 혼용으로 공들여 기록한 가집은 이미 18

세기 초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를 필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따

라서 필사자는 서발문과 가곡창 작품 수록 부분은 문헌 자료를 대상으로, 가창가사

작품 수록 부분은 구비전승된 구비 자료를 대상으로 삼았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때

이두는 필사자가 구술된 가창가사를 문자로 기록하면서 부지불식간에 나타난 언어

습관으로 이해된다. 즉, 청영은 한자와 한글 필사에 익숙하며 이두를 사용하는 직

업군에 의해 편찬된 문헌으로 추론된다. 가창가사의 한자어 표기 오류와 미표기 실

상을 더해 보면 필사자는 한문 교양이 부족한, 관청의 하급 실무담당자나 그 출신의

가객일 가능성이 높다.

필사자의 신분은 청영이 보여주는 18세기적인 것과 19세기적인 것의 혼재의 문

제를 풀어내는 단서가 된다. 청영에 수록된 12편의 가창가사 가운데 8편이 가사계
작품이다. 가사는 18세기 중반기까지 사대부로 대표되는 상층인의 표현 양식의 하나

2) <월거리> 외의 작품에서 목적격 조사 ‘을’을 ‘乙’로 표기한 일부를 예로 들면 아래와 같다.
“榮光乙 비져여/門戶乙 顯達터니/十五歲 갓 너무며/博奕의 지 잇고/知己乙 못 괴여/靑
樓乙 보려 니”(<계유사> 제10～12행); “百川이 東流야/東海乙 祖宗 삼고/千峰이 壁立야/
北極乙 괴야셰라/碧海 茫〃야/六合乙 둘너 잇고”(<옥성화담> 제5～7행); “粉壁 紗窓은/枕屛
乙 둘너 잇다/花叢에 露滴니/別淚乙 뿔이듯”(<춘면곡> 제32～33행); “此身이 無用여/聖
上이 바리시니/富貴乙 下直고/貧賤乙 樂乙 삼아/一間 茅屋乙/山水間에 지어두고/三旬 九
食乙/머그나 못 머그나/十年 一貫乙/쓰거나 못 쓰거나(<낙빈가> 제1～5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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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유되면서 가창 향유는 그들의 표상 기능을 해 왔다.3) 18세기 후반기를 지나며

여성과 중인도 가사를 창작하지만 그들은 사대부에 비하면 여전히 소수였다. 이것은

시조 작품의 창작 동향과는 대비된다. 조선 전기부터 기녀는 시조 작품의 창작층으

로 참여했고 중인도 17세기 후반기 이후로 주요한 창작층으로 부상했다. 가사는 시

조 양식에 비해 오래도록 상층인의 표상 기능을 해 온 것이다. 가사의 향유와 기능

의 이러한 실상을 참고한다면 청영을 둘러싼 문화권에서 가창가사는 사대부보다

낮은 신분, 특히 한문 교양이 부족한 신분의 향유자들에게 상층 문화를 향유하기 위

한 수단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영에 보이는 혼재는 상층인을 표상하는
연행 방식인 전편 가창하는, 전대의 관습화된 방식으로 18세기 후반기에서 19세기

전반기의 작품을 향유한 결과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는 하위 문화에서 상위 문화를

모방해 나간 현상으로 이해된다.

청영이 신분이 낮고 한문 교양이 부족한 중인의 19세기 전반기 가창가사 향유

문화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면, 청육은 청영과 비슷하거나 조금 뒤 시기의 서울

에서 일어난 최고급 예인의 가창가사 향유 문화를 보여준다 하겠다. 다수의 가창가

사를 수록한 두 가집은 비슷한 시기에 편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록 작품의 경향

이나 편찬자의 측면에서 대조적이다. 청영에 수록된 가창가사는 한시현토체 1편,

가사계 8편, 비가사계 3편으로 장형의 가사계 작품이 주류를 이루지만, 청육에 수

록된 가창가사는 한시현토체 3편, 가사계 7편, 비가사계 6편으로 가사계와 비가사계

작품의 수가 비슷하면서도 가사계에서 단형 작품이 주류를 이룬다. 청영의 필사자
는 관청의 하급 실무담당자나 그 출신의 가객일 가능성이 높고, 청육의 편찬자는

익종이 대리청정하던 시절에 궁중 진연에 참석한 인물이나 그 주변의 인물로 알려

져 있다.4) 따라서 청육은 당대 최고급 연행 문화권에서 향유된 가창가사의 위상

을 보여주는 가집이다.

청육에 수록된 7편의 가사계 가창가사는 그 분량이 길어야 총 49행이다. 그 가

운데 총 49행의 <낙빈가>와 총 36행의 <관동별곡>을 제외하면 작품의 길이는 모

두 30행 이하이다. <상사별곡>이 단형으로 축약되면서 어절 단위로 노랫말이 세심

하게 수정될 정도로 가사계의 축약은 의식적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가사계 가창가사

의 길이가 짧아진 것은 연행 시가로서 연창성이 중요해진 결과로 보인다. 이 시기

즈음에 한정해 가창가사의 연창 기록이 중출하기 때문이다. 이 연창성을 고려하면

3) 김대행, ｢가사 양식의 문화적 의미｣, 한국시가연구 3, 한국시가학회, 1998, 405면.
4) Ⅱ장 각주 19번 참조(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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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약의 양상이 선명해진다. 여창 가곡 편가의 마지막 악곡 편삭대엽은 애정의 기대

나 사랑의 기쁨을 부르는 노래가 다수이다. 따라서 이러한 미감을 잇고자 만남을 기

대하는 노래로 축약된 <춘면곡>은 대개 여창 가곡 편가의 제1 후속창으로 불렸다.

이와 동시에 <춘면곡>은 <상사별곡>과 기쁨과 슬픔, 만남과 이별이라는 관계로 짝

을 이루어 불리기도 했다. <처사가>는 처사의 노래라 할 수 있는 장형에서 축약되

면서 어부의 노래가 되어 <어부가>의 짝이 되기도 했다. 축약된 가사계 작품은 가

창가사의 연창 문화 속에서 다른 작품들과의 관계나 연창의 흐름을 고려하면서 다

양한 레퍼토리를 구성하며 향유되기도 했던 것이다. 곧 청육을 둘러싼 향유 문화

권에서 가창가사는 다양한 노래를 한데 부를 수 있는 연창의 대상이었다. 연창 대상

곡목의 마련에 축약과 조합의 두 작법이 활용되었다.

Ⅲ장 1절에서 살펴본바 축약은 상대적으로 긴 노랫말을 줄이되 의도적으로 특정

정서와 관련된 시구를 간추리는 작법이다. 연행 문화의 시각에서 축약은 선행에 널

리 향유된 작품을 대상으로 그것이 형성한 기대지평을 활용하려는 의식의 소산으로

이해된다. 문자로 기록된 작품은 향유자가 자구 하나하나를 읽고 이해하며 앞으로

다시 되돌아가 재음미할 수 있는 반면에, 노래로 불린 작품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회적으로 향유된다.5) 따라서 후자에서는 향유자를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작품에

동화할 수 있게 하는지가 중요하다. 이는 악곡과 노랫말이 관습화된 전통을 지향하

면서 보수적으로 더디게 변화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관습화된 정서를

환기할 수 있는 널리 유행한 작품을 대상으로 선별해 그 앞부분을 중심으로 일정

부분을 거의 그대로 자르는 작법인 축약이 가창가사의 한 창작 방식으로 활용된 것

이다. 이때 선별된 작품은 조선 전기부터 시조 양식과 함께 민간의 고급 성악곡의

한 축을 오래도록 담당해 온 가사 양식일 수밖에 없었다. 아울러 가창가사가 연행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향유되기 위해서는 따분하고 싫증이 나지 않을 정도의 변화도

필요하다. 이에 19세기 전반기에 축약된 작품은 후반기까지 노랫말이 미세하게 변하

거나, 노랫말은 그대로 둔 채 악곡이 변주되면서 향유된다.

가사 양식의 축약이 관습화된 정서의 환기에 초점이 놓인다면, 비가사계의 조합은

관습화된 정서에 대한 거리두기에 초점이 놓인다. 이는 가사계와 비가사계의 동일

주제류의 대조를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다. 강호전원류에서는 가사계가 전원의 이상

5) 악곡과 노랫말에 익숙한 사람이 작품이 가창되는 동안 작품을 재음미하더라도 그것은 시간
의 흐름에 따라 일방향으로 흘러갈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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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풍경을 노래하는 방향으로 변하나, 강호가사류가 전통적으로 다루던 안빈낙도,

강호한정의 경계를 크게 넘지 못한다. 이에 가사와 경기체가를 조합해 강호의 역동

적 풍경을 유상하는 내용의 비가사계 <백구사>가 새로운 의식을 담아내는 가창사

가로 향유된다. 가사계 애정상사류는 만남에 대한 기쁨을 드러내거나, 정욕이 개입

하거나, 상사의 상황에서 재회를 단념하는 등, 시적 정황이나 그것에 대한 시적 화

자의 태도 층위에서 애정상사류 가사의 전통에서 벗어나는 점이 포착되었지만, 시적

정황에 몰입해 시적 화자와의 동화를 요구하는, 가사 양식의 특징은 여전히 유지된

다. 이에 비가사계 애정상사류인 <황계사>, <길군악>, <매화가>는 다양한 양식과

노랫말을 결합해 양식이 환기하는 기대를 지속적으로 위반하면서 시적 정황에 대한

동화를 경계하고 있다. 가사 양식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양식을 조합해 새로운 주제

나 의식을 담아낸 작품을 가창가사의 곡목으로 확충하면서 가창 현장에서는 동일

주제류에 대한 다양성이 확보되었다.

강호전원류와 애정상사류에서 보이는 가사계와 비가사계의 차이는 연창이 발달하

면서 일어난 현상으로 추정된다. 가사계는 진지한 어조로 향유자에게 시적 상황에

대한 동화를 요구하는 양식이기 때문에 가사계로만 레퍼토리를 짜기에는 한계가 있

다. 물론 연행 분위기에 따라 가사계로만 연창 레퍼토리를 짤 수는 있다. 그럼에도

각 양식에 기대되는 주제나 그것에 대한 태도, 정서는 일정 경계를 이루기 마련이

다. 더욱이 전원이 더 이상 거주의 장소가 아니라 탐색과 유상의 장소가 되어가고,

남녀의 현실적인 사랑에서 발원하는 다양한 감정이 주목되어 가는 상황에서 전대의

양식은 새로운 의식과 감정을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강호전원과 애정상사

주제를 중심으로 유독 비가사계 작품이 적극적으로 수용된 것이다. 그 결과, 가사(歌

辭) 중심이던 가창가사는 작법, 양식, 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태도에서 다양성[雜, varie

ty]이 확보되었다. 이후 청육에 수록된 가창가사는 여창과 밀접하게 발달해 나가면
서 여창의 3대 주제인 애정상사, 강호전원, 권주행락을 경계로 삼아 새로운 주제로

확장하기보다 그 안에서 분화한다.

이상에서 청육이 보여주는 가창가사 향유 문화는 앞서의 청영이 보여주는 향

유 문화와 여러모로 대비된다. 수록 작품의 측면에서 청영에는 장형의 가사계 작

품이, 청육에는 단형의 가사계를 비롯해 비가사계 작품이 대거 수록되어 있다. 연

행 방식의 측면에서 청영에서는 장형의 전편을 온전히 즐기는 단독창 향유 문화

가, 청육에서는 여창 가곡 편가의 후속창으로 여러 곡이 가창되는 연행 문화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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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된다. 다만 청영의 가창가사에는 전범이 거의 배제되어 있어 청영이 주제적

측면에서는 전대와 거리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영은 연행
방식의 측면에서는 18세기적이면서도 주제적인 측면에서 19세기의 변화를 예비한

가집이라 하겠다. 이에 견주어 청육은 19세기에 도래할 새로운 연행 문화를 적극

적으로 수용해 나간 가집으로 평가된다. 두 가집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가곡창 연구

사에서 청육이 18세기와 19세기를 잇는 가집으로 평가되어 온 것과는 약간의 차

이를 보인다. 가창가사 향유 문화에서는 청영이 18세기와 19세기를 잇는 가집으

로, 청육이 19세기의 새로운 연행 문화를 여는 가집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6)
청영의 편찬자는 한문 교양이 부족한, 관청의 하급 실무자나 그 출신의 가객일

가능성이 높고, 청육의 편찬자는 궁중 진연에 참여하거나 그들과 교유한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 상위 문화보다 하위 문화가 기층 문화에 더욱 가깝다면 두 가집의

가사계와 비가사계의 수록 정도가 서로 바뀌어야 했을 듯싶다. 곧 비가사계 작품의

수효가 청육보다 청영에 더 많아야 하며 청육의 가창가사는 가사계 작품을

중심으로 되어 있어야 했다. 그러나 실상은 그 반대다. 이러한 실상을 이해하는 데

에 다음의 두 가지 시각이 주목된다. 하나는 가창가사의 형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가사(歌辭)의 가창 향유가 사대부로 대표되는 상층인의 표상 기능을 한다는 연구

이다.7) 다른 하나는 일정한 문화 그룹은 취향의 변별을 통해 구별짓기를 지속적으

로 시도한다는 점이다.8)

청영은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의 문화에서 가창가사를 관습적인 방식으로 향유

하는 보수적 지향을 보여준다. 반면 청육은 그러한 분위기에서 가사가 더 이상 상
층 신분의 자기 확인 양식으로서 기능이 줄어든 국면을 보여준다. 상층의 고급문화

에서 가사계 작품을 축약하고 비가사계 작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가창가사는

전대에 비해 가벼운 문학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게 되었다. 이것은 하위 문화에서 상

위 문화를 모방해 나간 현상에 대해 상위 문화에서 그것과의 구별짓기를 시도한 결

과로 이해된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청영과 청육을 둘러싼 향유 문화권에서

가창가사가 가지는 위상과 관련이 될 것이다. 곧 가창가사가 전자에서는 음영할 수

6) 청육의 실험적으로 변용되거나 조정된 노랫말과 그것에 지정된 악곡이 가곡원류계 일반
에 광범위하고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다(김석회, ｢19세기 초중반 가집 청구영언 육당본의 노랫말 변

용 양상｣, 앞의 책, 월인, 2003, 50～63면).
7) 김대행, 앞의 논문, 1998, 405면.
8) 삐에르 부르디외,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상․하, 최종철 역, 새물결,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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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는 가창 시가의 대상이었고 후자에서는 다양한 레퍼토리로 짜여 가악 반주에

맞춰 연창되는 연행 시가의 대상이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1820년대 전후에 가창가사

가 이종의 향유 문화 속에서 가진 위상이라 하겠다.

1820년대 전후의 가창가사 향유 국면에서 일어난 위상의 분기는 가창가사 향유의

두 가지 흐름을 형성한다. 곧 청육이 보여주는 비가사계 작품이 단형의 가사계 작
품과 함께 비중 있게 향유된 연행 문화가 고급 예술로서 자리를 잡아 나간다. 그 사

이 청영이 보여주는 가사계 장형을 온전히 향유하는, 전대의 관습적 향유방식은

연행 문화의 영역에서 음영 향유를 중심으로 하는 기록 문화의 영역으로 점차 옮겨

간다. 그 결과 장형은 그것에 앞서 퇴조한 가사계 전범과 함께 문헌에 기록되기 시

작한다. 옥루연가(玉樓宴歌)가 도광 연간(1821∼1850)에,9) 잡가(雜歌)가 1821년에 기

록 문화권에 등장한 것이 우연이 아니다.10) 옥루연가에는 <옥루연가(玉樓宴歌)>,

<농가월령가(農家月令歌)>(이상 1차 필사), <춘면곡(春眠曲)>, <강촌별곡(江村別曲)>, <어

부사(漁父辭)>(이상 2차 필사), <노인가(老人歌)>(3차 필사) 등 6편이 수록된 문헌이다. 6

편 가운데 <옥루연가>와 <노인가>는 장편 가사 작품이고, <춘면곡>과 <강촌별

곡>은 장형의 가사계 가창가사 작품이다. 옥루연가보다 주목되는 문헌은 잡가
인데 수록 작품을 정리한 아래의 표를 보자.

9) 일본 궁내청 서릉부에 소장된 51장의 국한문 혼용 필사본이다. 마에마 쿄사쿠는 이 문헌을
1928년에 전사하며 조운철(趙雲澈, 1792∼?)이 도광 을유년(1825) 3월 8일에 파평 윤씨가에 보낸,
반고지(反古紙)의 조문장(弔文狀)을 증거로 삼아 필사 시기를 도광 연간(1821∼1850)으로 추정했
다. 선행 연구에서 3차에 걸쳐 필사된 이 문헌의 1차 필사 시기에 대하여, 이면 활용의 경우
대체로 10년을 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1830년 전후로 가정하고, 2차 필사 시기는 필체에
큰 차이가 없어 가까운 시기로, 3차 필사 시기는 1850년경으로 추정했다. 마에마 교사쿠, ｢가
사육종 해제｣, 가사육종, 일본 동양문고 소장;이상원, ｢조선후기 가사의 유통과 가사집의
생성 -가사육종을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57, 한민족어문학회, 2010, 117～123면.
10) 다다 마사토모(多田正知)는 이현직(李顯直)이 <퇴계가>, <어부사>, <어부단가>, <강상별
곡>, <권주가>, <맹상군가>, <남초가>를 선별해 1760년에 편찬한 절창가사(絶唱歌辭)가 최
남선의 일람각(一覽閣)에 소장되어 있다고 했다. 실전된 이 자료가 발견된다면 절창가사가
학계에 현재까지 보고된 자료 가운데 ‘긴 노래’만 필사된 최초의 문헌이 된다.
“일람각에 소장된 1책의 절창가사는 영조 36년(경진, 서기 1780)에 이현직이 손수 편찬한 가사
집으로 거기에는 ‘환산별곡’이라고도 불리는 <퇴계가>, 이현보의 <어부가>와 <어부단가>,
조식의 <강산별곡>, <권주가>, ‘전장진주’라고도 불리는 <맹상군가>, 이화진의 <남초가>
등 7편이 수록되어 있다”(絶唱歌辭一覽閣寫本一冊に 英祖三十六年庚辰西紀一七八○に 李顯直の手によつて 撰

はれた 歌詞集であつて、<退溪歌>一名還山別曲, <漁父辭>李賢輔, <漁父短歌>同上, <江山別曲>曹植, <勸酒歌>,
<孟嘗君歌>一名前將進酒, <南草歌>李華眞の七篇を收めてある。). 多田正知, ｢靑丘永言と歌曲源流｣, 小田先
生頌壽記念會 編, 小田先生頌壽記念朝鮮論集, 大阪屋號書店, 1934, 560～5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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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문(1편) <漁父辭(어부사)>

국
문
가사(16편)

<雇工歌(고공가)>, <荅歌(답가)>, <指路謌(지로가)>, <關東別曲(관동별곡)>, <關
西別曲(관서별곡)>, <星山別曲(성산별곡)>, <俛仰亭歌(면앙정가)>, <牧童歌(목동
가)>, <答歌(답가)>, <樂貧歌(낙빈가)>, <歸田歌(귀전가)>, <勸酒歌(권주가)>,
<隱士歌(은사가)>, <處士歌(처사가)>, <舂杵歌(용저가)>, <湖南曲(호남곡)>

비가사(5편) <將進酒辭(장진주사)>, <孟嘗君歌(맹상군가)>

[표 5-1] 잡가 수록 작품 목록

1964년에 잡가가 학계에 보고되면서 조선 전기 <면앙정가>, <고공가>, <고공

답주인가>, <목동가>, <목동답가>가 발굴되었다.11) 여기에는 순오지에 언급되고

고금가곡에도 일부 기록된, 당대 전범으로 인식된 작품과, <은사가>, <처사가>,

<용저가>, <호남곡> 등 길이가 30행 내외의 장형으로 향유된 가창가사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다. 장형의 가창가사와 함께 18세기까지 향유되다가 19세기 들어 가집에

서 자취를 감춘 전범이 한데 필사된 잡가의 편찬 시기가 1821년이라는 점이 가창

가사의 향유 문화의 변화에서 흥미롭다.12) 이 시기에 청육이라는 가집에 단형이

출현하고 그 뒤로 가곡창 가집에는 단형만 수록되는 데 반해, 옥루연가와 잡가
는 ‘긴 노래’만 수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1820년대 전후에 가창가사의 가사

계 장형이 가곡창 향유 문화권에서 밀려나면서 일어난 가사계 작품에 대한 취향의

분기와 변화가 포착된다. 취향의 분기란 가사를 대상으로 단형과 장형을 향유하는

문화가 따로 흐름을 형성했다는 것이고, 변화란 가사 문학의 전범으로 인식된 진지

한 작품이 가창가사로 대표되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작품과 한데 수록되어 기록 문

화권에서 향유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잡가는 18세기와 19세기의 향유 문
화가 중층된 가집이다.

장형의 작품을 전편으로 온전히 향유하는 문화는 가사를 음영으로 향유하는 기록

문화권에서 지속된다. 이는 길이가 짧더라도 하나같이 작품 전편이 수록된 문헌들

에서 확인된다. 1881년에 필사되었다고 추정되는 기사총록(奇詞總錄)13), 1883년에
11) 김동욱, ｢임란전후 가사연구｣, 앞의 책, 1975, 136면.
12) 잡가는 문학의 효용성이 견지되는 문헌으로 평가받기 때문에(윤덕진, ｢가사집 잡가의 시가

사 상 위치｣, 열상고전연구 21, 열상고전연구회, 2005, 200면) 잡가에 <은사가>, <처사가>, <용저
가>, <호남곡>의 수록되는 현상은 가사를 기록문학으로 향유하는 영역에서 그것에 대한 인
식의 변화를 보여준다.
13) 기사총록은 파리 동양어문화대학 도서관에 소장된 43장의 필사본이다. 여기에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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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사된 것으로 판단되는 소견세려(消遣世慮),14) 1886년에 편찬된 고금기가(古今奇
歌)15)가 이에 해당한다. 시기를 알기 어려우나 19세기 후반기에서 20세기 전반기에

편찬되었다고 추측되는 고금기사(古今奇詞),16) 가사유취(歌詞類聚)17)도 있다. ‘기사

총록’(기이한 노랫말을 모아 기록하다), ‘고금기가’(예전과 지금의 기이한 노래), ‘고금기사’(예

전과 지금의 기이한 노랫말)에는 가사계 작품의 악곡은 표시되지 않고 노랫말만 전편으

로 수록되어 있다. 문헌 명칭에서 ‘노랫말’, ‘기록’이 강조된 데에서 ‘기(奇)’가 창곡이

별곡>, <츈면곡>, <계유>, <어부>, <음창가>, <십가>, <쳥누가>, <권쥬가>, <구
사>, <노쳐녀가>, <노인가>, <일쥬가>, <원우가>, <남초가>, <명당가>, <장긔가>, <환
별가>, <농아가> 등 18편의 긴 노래가 수록되어 있다. 기사총록은 ‘歲在癸未仲夏蓉湖書’라
는 필사기로 필사 시기가 1821년 또는 1881년으로 추정된다. 선행 연구에서 <상사별곡>,
<춘면곡>, <권주가>가 1864년에 간행된 남훈태평가와 19세기 후반기에 편찬된 협률대성
(協律大成)보다 선행한다는 근거로 계미년이 1821년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장형만으로 시기
를 정하기는 어렵다. 그보다 긴 노래를 수록하고 ‘기(奇)’라는 어휘를 사용해 문헌의 제목을
삼는 현상이 1880년대에 포착되므로 계미년을 1881년으로 보는 편이 합당하다. 윤덕진, ｢가
사집 기사총록의 성격 규명｣, 열상고전연구 12, 열상고전연구회, 1999, 344∼345면.
14) 소견세려는 단국대학교 퇴계기념도서관 소장 26장 국한혼용 필사본이다. 여기에는 <양
양가>, <춘면곡>, <퇴계가>, <고산낙도가>, <낙빈가>, <상사별곡>, <사미인곡>, <박명
가>, <어부사>, <영남가>, <금선별곡>, <별곡> 등 12편의 긴 노래가 수록되어 있다. ‘歲在
黑羊仲夏書’라는 필사기를 근거로 필사 시기를 1823년 또는 1883년으로 가늠할 수 있다. 그
런데 <춘면곡>이 중형이 수록되어 있어 ‘黑羊仲’을 1883년으로 보는 편이 타당하다.
15) 고금기가는 “병술오월이십일일니문동”에서 편찬된 문헌으로 미국 버클리대학교에 소장
되어 있다. 이 문헌은 마지막 장에 “단기 4281년(서기 1948) 7월 이화당(李華堂)이라는 인물이
제(題)했다는 표현이 있어, 원전으로부터 약 60년 후에 필사된 이본(異本)”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오륜가(五倫歌)>, <츄풍감별곡(秋風感別曲)>, <쵸한가(楚漢歌)>, <사우곡(思友曲)>,
<관동별곡(關東別曲)>, <녁대가(歷代歌)>, <운임쳐사가(雲林處士歌)>, <거산쳥흥가(居山淸興歌)>,
<규중가(閨中歌)>, <원부사(怨婦辭)>, <사미인곡(思美人曲)>, <상사가(相思歌)>, <만고명장가
(萬古名將歌)>, <춘면곡(春眠曲)>, <상사별곡(相思別曲)>, <사여승가(思女僧歌)>, <답승가(答僧
歌)> 등 17편의 긴 노래가 수록되어 있다(서철원, ｢버클리대본 고금기가 해제｣, 고려대학교 해외한

국학자료센터).
16) 고금기사는 최남선의 일람각에 소장되어 있던 문헌으로 현재 실전되었다. 다다 마사토모
(多田正知)의 해제에 따르면 <회심곡>, <속회심곡>, <나옹화상서왕가>, <오륜가>, <누비
가>, <계우사>, <만고명장가>, <역대가>, <운림처사가>, <낙빈가>, <어부사>, <금부가>,
<초한가>, <경기가>, <관서가>, <기성별곡>, <관동별곡>, <거산청흥가>, <은군자가>,
<농부가>, <확가>, <추풍감별곡>, <사우가>, <규중가>, <원부사>, <사미인곡>, <춘면
곡>, <상사가>, <상사별곡>, <사여승가>, <답승가>, <우답여승가>, <금강산경> 등 34편
의 긴 노래가 수록되어 있다고 한다.
17) 가사유취에는 <낙빈가>, <어부사>, <권선지로가>, <목동가>, <용저가>, <처사가>,
<강촌가>, <귀전가>, <부농가>, <성동별곡>, <관서별곡> 등 11편의 긴 노래가 수록되어
있다. 강전섭, ｢가사유취 중의 가사 11편에 대하여 -가사유취의 문헌적 검토｣, 한국시가
연구 1, 한국시가학회,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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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문학적 특성에 주목한 어휘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문헌을 통해 작품

의 내용, 수사, 조직 등 노랫말 그 자체를 중시하는 향유 문화가 하나의 흐름을 형

성했다는 실상이 확인된다.

상기 5종의 문헌에 수록된 작품들은 대부분이 당대의 가벼운 시가에 해당한다.18)

이 작품들은 고금가곡, 근화악부, 잡가에 수록된 작품과 비교할 때 대부분이

작자성을 상실한 작품으로 다채로운 감정을 분출하거나 이상적 공간을 상상하거나

불안정한 현실을 주목하는 가창가사가 주류를 이룬다.19) 이는 19세기 중반기를 지나

며 지적 통찰, 윤리적 가치, 인간과 세상에 대한 심오한 비전 등을 제시하는 진지한

예술만이 아니라, 감상성, 환상성 등을 다루는 가벼운 예술의 노랫말도 이제 문자로

기록되어 음미되는 위상을 갖게 되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더욱이 가집별로 최소

11편에서 최대 34편의 작품이 다량으로 수록되되 유사한 주제의 작품을 한데 수록

했다는 데에서 민멸 우려에 대한 기록 정신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19세기 후반

기에 이르러 가벼운 예술의 노랫말이 문자로 기록되어 유전되어야 할 전통의 산물

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흐름의 마지막에 해동유요(東東遺謠)가 놓인다. 해동유요는 경기도 강화
의 김의태(金義泰, 1868～1942)가 1890년부터 1909년까지 작품을 모아 필사한 문헌이

다.20) ‘해동유요’의 ‘요’에서 수록 작품이 가악의 노랫말이 아니라 음영의 노랫말로

인식되었다는 점이 드러난다. 작품 시구에 찍힌 청홍색의 비점은 김의태가 수록 작

품을 기록문학으로 대하며 노랫말을 진지하게 음미한 결과물이다. 해동유요에는
가창가사(<춘면곡(春眠曲)>, <운림처사가(雲林處士歌)>, <호남가(湖南歌)> 등)가 한시문(<출사

표(出師表)>, <낙지론(樂志論)>, <적벽부(赤壁賦)>)과 가사(<어부사>, <관동별곡>, <사미인곡>,

<관서별곡> 등)에서 전범으로 인식된 작품들과 한데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1820년대

이후로 가사계 단형과 비가사계가 악곡에 얹혀 불리며 연행 문화권에서 듣는 문학

으로 향유되는 동안에, 가사계 장형은 연행 문화권에서 기록 문화권으로 자리를 옮

18) 본고에서 사용하는 ‘가벼운 시가’는 아래의 선행 연구에서 오락 본위의 시가를 범주화하는
용어인 경시가(light verse)를 포괄한다. 성호경, ｢조선 후기 ‘평민시가’의 시적 초점과 통속예술
적 성격｣, 조선 후기 문학의 성격, 서강대학교출판부, 2010, 168면.
19) 일상에서의 기능에 따라 예술을 진지와 통속으로 양분할 때, 진지한 예술은 지적 통찰, 윤
리적 가치, 인간과 세상에 대한 심오한 비전 등을 제시하는 각성의 기능을 수행하는 반면,
통속적 예술은 일상의 착취에 탈진하고 소외된 일상을 어루만지는 위안의 기능을 한다(박성
봉, 앞의 책, 1995, 60～61면).
20) 정소연, ｢《해동유요》에 나타난 19세기 말 20세기 초 시가 수용 태도 고찰 -노래에서 시문
학으로의 시가 향유를 중심으로｣, 고전문학과 교육 32,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6, 2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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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 전범과 함께 보는 문학으로서 20세기 전반기까지 향유되어 나아간 것이다. 그 과

정에서 장형의 가창가사 작품은 기록문학으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었고 이로써 가벼

운 문학도 노랫말을 음미하는 대상이 되었다.

한편 가창가사를 악기 반주에 맞춰 부르고 가곡창의 후속창으로도 부르는 문화는

19세기 중반기를 거치며 최고급 연행 문화에서 한층 낮은 데로 옮겨간다. 그것은 가

악관이 서로 다른 최고급 가악 집단의 세대 교체와 그들을 후원한 최상층의 문화적

취향의 차이로 인해 일어났다.21) 청육의 가악 집단이 주도한 문화가 유행의 정점에
오르고 당대의 연행 현장에서 유행하는 사이, 1860년대부터 박효관과 안민영이 민간

의 최고급 가악 집단으로 서서히 부상해 나간다. 청육의 가악 집단을 후원한 익종

은 대리청정 시절에 <관동별곡>을 노랫말로 활용하는 속악정재 <관동곡>을 창안하

고 궁녀와 가사를 창작하는 등22) 가창가사에도 많은 관심을 가진 반면에, 박효관과

안민영의 후원자 흥선대원군은 판소리를 애호하며 가창가사에는 별반 관심이 없었다.

19세기 전반기와 후반기를 대표하는 두 가악 집단을 후원한 익종과 흥선대원군의

가사에 대한 취향 차이와 함께 주의 깊게 볼 부분은 박효관과 안민영의 가악관이다.

흥선대원군이 이들의 후원자가 되었듯이 이들 또한 다른 가객의 후원자가 되어 자

신들의 가악관을 당대 가악계에 전파해 가곡원류계 문화권이 형성된다. 아래는 박효

관이 지은 가곡원류에 대한 발문의 일부이다.

최근 풍속이 어지러워져서 보잘것없는 모리배들이 서로 좇아다니며 더럽고 인색한
풍속을 널리 퍼뜨렸고, 혹은 한가함을 틈타 희롱하는 자들이 뿌리없는 잡요(雜謠)와
실없이 희롱하고 익살을 부리는 해괴한 행동을 일삼는데 귀천이 다투어 전두(纏頭)를
주어 이러한 습속을 북돋운다. 이것이 어찌 옛 현인군자가 있다면 정음(正音)의 여파
라 하겠는가? 나는 정음(正音)이 사라지는 것을 개탄해 마지않아 노래를 선별해 한
권의 악보로 만들어 구절마다 고저(高低)와 장단(長短) 점수를 표하여 후일 여기에 뜻
이 있는 자를 기다려 거울이 되게 하고자 한다.23)

위의 발문에서 박효관은 당대의 가악계 문화를 ‘뿌리 없는 잡요’, ‘허랑한 짓거리’가

21) 후원은 ‘보상체계’로서 예술행위가 존립되고 유통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김흥규, ｢19
세기 전기 판소리의 연행 환경과 사회적 기반｣, 어문논집 30, 안암어문학회, 1991, 5면).
22) 신경숙, ｢궁중 연행에서의 가사 창작과 전승 -<화조가>를 중심으로｣, 고시가연구 26, 고
시가학회, 2010b.
23) “挽近俗末, 碌碌謀利之輩, 巧巧相趍, 薰然共化於鄙吝之習, 或偸閑爲戱者, 以無根之雜謠 謔浪
之駭擧 貴賤爭與纏頭習尙. 奚有古賢人君子爲正音之餘派者! 余不勝慨歎其正音之泯絶, 略抄歌闋
爲一譜, 標其句節高低長短點數, 俟后人有志於斯者, 爲鑑準焉.”(박효관, ｢발｣, 가곡원류 국악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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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음을 위협한다고 진단하고, 가곡을 바르게 하기 위해 안민영과 더불어 가곡원류
를 편찬한다고 한다. 가곡원류의 연음표는 구절의 고저와 장단 점수를 표시해 가창
의 표준을 만들어 ‘하나’라는 최상의선율을 기록하고자 한 의식의 결과물이다.24) 그

들이 추구한 ‘정음’, ‘원류’는 순전히 가곡창이다.25) 박효관이 직접 편집한 가집 여
양, 원국, 원한에는 8장의 <어부사> 한편만이 맨 끝에 부가적으로 수록되어

있을 뿐이다. 더욱이 15종 이상의 가곡원류계 이본에는 가창가사가 한 편도 수록되

어 있지 않다. 이러한 수록 현상에서 박효관과 안민영을 대표로 하는 가악 집단이

가창가사를 가곡창보다 한 단계 낮은 격조의 성악곡으로 여긴 의식이 발견된다.

가창가사는 최고급 연행 문화에서 밀려나 있는 동안에 시조창과 밀접한 관계를 맺

으며 향유된다. 1863년에 간행된 남태는 시조창과 가창가사만 선별한 방각본이다.

진주의 연행 문화를 담아 1872년에 편찬된 교방에는 여창이 ‘가곡-시조-가창가사’

라는 연창의 연행 절차가 기록되어 있다.26) 1888년과 1896년에 각각 필사된 조연과
가나에도 가창가사, 가곡창, 시조창이 한데 수록되어 있다. 더욱이 가창가사의 악

곡과 선율은 20세기에 가까워질수록 시조창의 그것에 닮아 갔으며, 현행의 <처사

가>, <양양가>, <수양산가>, <매화타령>을 전수한 임기준은 시조창 명인이었다.

이상은 가창가사가 19세기 중반기를 지나며 가곡창보다 시조창에 더욱 밀착되어 향

유된 문화적 위상을 보여준다.

가창가사는 시조창에 밀착되어 지속적으로 향유되어 왔기 때문에 가곡원류계 가

악 집단의 융성이 끝나가는 즈음에 이르러 연행 문화의 보다 높은 층에서 다시 수

용된다. 1888년에 편찬된 시권b는 여창 가곡 편가와 안민영이 창작한 이삭대엽 계
열의 작품을 수록한 가집으로 여기에 <츈면곡>, <상별곡>, <쳐가>, <양〃가>,

<츄풍감별곡>이 수록되어 있다. 가곡원류계 자장의 경계에서 서서히 가창가사가 다

시 수용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1898년에 편찬된 원하는 제목이 ‘가곡원류’이지만,

그간 가곡원류계 가창 문화권에서 배제되어 왔던 가창가사 7편이 원하에 수록된

다. 7편은 8장의 <어부사>를 비롯해 <처사가>, <춘면곡>, <상사별곡>, <백구사>,

24) 신경숙, 앞의 책, 2011, 185면.
25) 안민영은 이삭대엽만으로 편가를 만들 정도였다(성기옥, ｢한국 고전시 해석의 과제와 전망 -안민

영의 ｢매화사｣ 경우｣, 진단학보 85, 진단학회, 1998).
26) 교방에 수록된 여창 레퍼토리는 아래와 같다.
우조(羽調) 초창(初唱)→중창(中唱)→초대엽(初大葉)→이대엽(二大葉)→삼대엽(三大葉)→소용(搔聳)→계
면(界面) 초창(初唱)→중대엽(中大葉)→이대엽(二大葉)→삼대엽(三大葉)→평롱(平弄)→언롱(言弄)→우락(羽
樂)→언락(言樂)→계락(界樂)→편(編)→시조 석 장(時調三章)→춘면곡→처사가→상사별곡→권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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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계사>, <길군악>, <수양산가>이다. 이 가운데 <황계사>, <길군악>은 현행의

12가사에 가까운 작품이며, <수양산가>가 가창가사의 새로운 곡목으로 추가된 작품

이다. 하규일이 격조가 낮다고 한 <처사가>, <수양산가>가 수록되어 있고, 격조가

높다고 한 <매화가>, <죽지사>, <권주가>가 수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원하의
연행 문화는 현행 12가사의 향유 문화권과도 차이를 보인다.

원하보다 한 해 이른 1897년에 편찬된 성악은 가창가사가 가곡원류계가 아닌

다른 연행 문화권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향유된 위상을 보여준다. 성악의 편찬자는
중앙 관직이나 한성은행 관련자 혹은 그 주변의 인물로 알려져 있다. 성악에는 가
곡창만이 아니라 시조창, 가창가사, 판소리 허두가까지 수록되어 있다. 여기에 수록

된 가창가사는 9편이다. 이 가운데 <어부가>는 가곡원류계에서 가창된 8장이 아닌,

전통적인 9장의 노랫말이 수록되어 있다. 시창 <관산융마>, 현재 잡가로 분류된

<봉황곡>, 격조가 낮다는 <처사가>, <양양가>, <수양산가>가 수록된 반면, 연행

문화권에서 흔히 보이는 <춘면곡>과 <상사별곡>은 빠져 있다. 이러한 수록 양상은

가곡원류계 원하와 비교된다. 특히 현행 12가사의 곡목에 드는 <죽지사>, <양양

가>가 성악에만 수록되어 있어 12가사의 형성에 있어서 가곡원류계 문화권 밖의

향유 동향도 주목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특히 성악이 가곡원류계와 달

리 시조창을 가집에 수록할 정도로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향유 문화권의 산물이

라는 점에서 가창가사에서 12가사가 형성되는 데에 시조창 향유 문화권이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상 3장과 4장의 분석 결과를 가지고 가집을 중심으로 가창가사 향유 문화권의

성격과 변화를 살펴보았다. 가창가사 향유 문화는 전대의 향유 문화가 지속되는 가

운데 1820년대와 1860년대를 시점(時點)으로 하여 새로운 향유 문화가 나타나는 변화

를 보였다. 시권a, 청영은 장형을 온전히 즐기기도 했던, 전대의 향유 문화를 보
여준다. 이때 장형의 가사계 작품을 전편으로 향유하는 것이 상층인의 한 표상으로

기능했다. 이러한 향유 문화는 1820년에 변화를 맞이한다. 1820년대를 기점으로 단

형의 가사계와 비가사계 작품이 기악 반주에 맞추어 가곡창과 더불어 최고급 연행

시가로 향유되면서, 전대의 가사계 장형은 가창의 현장을 거쳐 음영의 현장으로 이

동해 20세기 전반기까지 기록문학으로 향유된다. 이 과정에서 연행 현장에서 불리던

비교적 가벼운 시가는 전범으로 대표되는 진지한 시가와 함께 기록 문화권에서 노

랫말을 음미하며 향유하는 대상으로 그 위상이 변화한다. 위상의 변화는 가사가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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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과도하게 분출하는 감상적 양식, 현실의 장소가 아닌 상상의 공간을 노래하는

양식으로도 인식되었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는 19세기 후반기 이후로 한탄가류 가사

가 중출하는 현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한편 단형의 가사계와 비가사계 작품은 1820년대 이후로 한 세대 정도 최고급 연

행 문화에서 향유되면서 연행 시가로서의 위상이 확고해진다. 19세기 중반기 이후에

가창가사를 수록한 가집 대부분이 단형의 가사계나 비가사계 작품을 싣고 있고 이

것이 12가사 곡목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19세기 중

반기를 지나며 새롭게 부상한 가곡원류계 가악 집단이 이전과는 다른 가악관을 가

지고 가곡창만을 정음(正音)으로 여긴 결과, 가창가사가 최고급 연행 문화에서 물러

났다는 점이다. 곧 가창가사가 연행 시가로서의 위상은 확고했지만 최고급 연행 예

술로서의 위상은 하락한 것이다. 그 사이에 가창가사는 시조창 향유 문화권으로 영

역을 확장해 악곡과 선율이 시조창의 그것과 닮아 간다. 그 결과 가창가사의 향유

범위가 확장되며 중인 이상의 신분에게 익숙한 가창 시가가 되어 간다. 이들에게 가

창가사는 ‘가사’로 인식되면서 가사(歌辭)와 비가사 양식이 서로 교섭하는 현상이 일

어난 것으로 보인다. 조연과 가나에서 가사 양식의 외형을 모방한 <백구사>,

<황계사>는 그러한 현상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작품이다. 여기에서 4․4조 음수율의

분절적 형식을 가지는 애국계몽기 사회등시가나 시사평론시가27)의 출현을 예고하는

한 국면을 마주하게 된다.

시조창과 밀착해 향유되던 가창가사는 가곡원류계 가악 집단이 최고급 문화를 선

도한 지 한 세대 정도 지난 시점에 다시 가곡창 문화권으로 진입해 현재의 12가사

로 이어진다. 현행 12가사의 직접적인 연원이 되는 작품이 청육에 나타난 이래로,

가창가사는 시조창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향유되면서 시조창의 창법과 선율을 수

용해 나갔고, 1890년대 말에 다시 부상해 1910년대 이후에 현재의 12가사가 완성되

기에 이른다. 가창가사가 정악의 연행 현장에서 향유되었지만 그 안에서의 위상이

변화하면서 노랫말, 악곡, 창법, 연행 방법도 아울러 변하다가 일제강점기에 들어 당

대에 가창되던 곡목 가운데 격조가 높다는 8곡과 시조창 문화권에서 성창되던 4곡

만이 선별되어 현재의 12가사로 고정된다. 따라서 12가사가 그것이 열두 편으로 고

정되던 시기에 그것을 선별한 문화권의 취향이 반영된 군집이지만, 그것이 여러 층

27) 대한매일신보의 ｢사회등｣이나 ｢시사평론｣에 수록된 일부 작품의 형식은 4․4조 음수율
의 분절적이다. 따라서 ‘사회등가사’와 ‘시사평론가사’를 연속체 형식의 가사(歌辭)로 단일하게
범주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고에서는 가사를 시가라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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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보여주는 다양성[雜, variety]은 가창가사가 다양한 향유 문화권을 지나오면서

적층된 결과이기도 하다.

가창가사는 축약과 조합을 통해 연창성과 오락성이 확보되며 그 뿌리가 되는 가

사보다 상대적으로 강한 전파력을 갖게 된다. 더욱이 19세기 전반기에 민간의 최고

급 성악곡의 하나로 연행되면서 19세기 중반기까지 최고급 예술의 한 표상이 되어

하위 문화의 모방 대상이 된다. 이후 그 향유의 중심이 가곡창 향유 문화권에서 시

조창 향유 문화권으로 옮겨 가면서 향유 범위가 더욱 확대된다. 이때 가창가사는 최

고급 민간 성악곡 향유 문화권에서 향유되지 않았지만 정악의 곡목으로 향유됨으로

써 여전히 민간에서 고급 예술의 한 표상 기능을 해 왔다. 가창가사가 한 세기 동안

고급 예술의 한 표상의 기능을 해 올 수 있었던 데에는 그것이 주로 연행된 서울을

중심으로 한 도시에서 19세기를 살아간 이들의 삶과 현실에 대한 인식과 관련될 것

이다. 가창가사가 아무리 유흥의 현장에서 향유되었더라도 당대 향유층의 삶이나 현

실과 괴리되었다면 그토록 오랫동안 향유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이제 가창가사

가 연행 시가로서 당대의 삶과 현실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살펴보고 그 의미

를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2. 도시적 삶과 현실에 대한 문학적 대응

가창가사는 술과 안주가 마련된 유흥 현장에서 악기 반주에 맞추어 가곡창이나

시조창과 함께 연행되곤 했다. 가창가사의 19세기 연행 환경의 현장을 기록한 자료

의 대부분이 서울의 연행 현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일부도 평양, 남원, 진주 등

지방에서도 예술과 상업이 발달한 지역의 연행 현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본고에

서 다룬 15종의 가집 가운데 10종은 편찬 또는 간행 지역을 알 수 있다. 그 중 9종

은 서울이고 1종은 진주이다. 나머지의 편찬 지역이 확실하지 않으나 가집이 대체

로 연행 예술이 발달한 서울, 평양, 진주, 전주, 남원, 통영과 같은 지역에서 편찬되

었을 가능성이 높다. 곧 가창가사는 19세기의 번화한 도시의 유흥 현장에서 주로

연행되고 향유되었다.

도시 유흥의 현장이 사치와 향락의 분위기가 다분한 곳으로 간주되어 오면서 그

현장에서 연행된 가창가사도 유흥성이 강조된 작품으로 다루어져 왔다. 시적 유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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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흥성과 어긋나는 성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2가사에서 유흥성과 유기성은 배

치되는 성질의 것으로 논의되기까지 했다. 그런데 그간 시가 연구에서 가곡창의 연

행 현장은 풍류적인 분위기의 공간으로 간주되어 왔다는 점이 흥미롭다. 이때 풍류

는 건전성과 관련해 유흥과 반의어를 이룬다. 연구 대상에 따라 동일한 현장을 유흥

과 풍류라는 서로 다른 시선으로 간주해온 것이다. 과연 가창가사가 가곡창이나 시

조창의 후속창으로 불릴 때, 가곡창이나 시조창은 풍류적이고 가창가사는 유흥적이

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흥겨움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을지언정 가창가사의 성격

을 향락을 내포하는 유흥에까지 미루기는 어렵다. 더욱이 가창가사는 잡가로 대표되

는 민속악과는 격조의 경계를 이루며 정악으로 한 세기 이상 향유되어 왔다.

가창가사를 유흥적인 시가로 보는 또 다른 이유는 체제 모순이 심화된 19세기 현

실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작품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홍경래의 난(181

1～1812)을 시작으로 한 세기 동안 크고 작게 일어난 민란은 이 시기의 체제 모순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향촌사회를 중심으로 창작되고 향유된 가

사들은 체제 모순에 대한 문학적 대응의 한 결과이다.28) 일부 현실비판가사는 민란

의 동조자를 포섭하거나 민란의 현장에서 선동하기 위해 창작되고 유포되었다.29) 그

러나 가창가사에서는 통속성으로 포괄되는 감상성, 오락성, 환상성, 허무주의가 드러

날 뿐 모순에 대해 인식하고 그것을 비판하는 내용이 포착되지 않는다. 18세기 후반

이후로 권력이 서울의 특정 가문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서울을 비롯한 주요 지역은

도시화, 상업화되어 가면서 도시에서도 향촌사회 못지않게 모순이 심각해져 갔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가창가사는 도시 유흥의 현장에서 유흥적 분위기를

고조하기 위한 연행 시가로 보일 뿐이다.

가창가사는 체제 모순과 같은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지는 않다. 그렇다고 가

창가사가 도시 유흥의 분위기를 고조하기 위해 유흥 일변도로 나아간 것만은 아니

다. 앞서 Ⅳ장에서 주제류별로 각 주제가 구현되는 구체적인 방식과 그것에 대한 태

도를 분석한바 가창가사의 문면에서 드러나지는 않지만 작품에 내재한 의식은 현실

의 삶에 대한 진지한 태도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상적 공간을 상상

28) 고순희, 현실비판가사 연구, 박문각, 2018, 295～296면; 김창원, ｢18～19세기 향촌사족의 가문
결속과 가사의 소통｣, 고려대학교 고전문학·한문학연구회 편, 앞의 책, 1995, 317면; 안혜진, ｢18
세기 향촌사족 가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113면.
29) 진경환, ｢｢거창가｣와 ｢정읍군민난시여항청요｣의 관계｣, 어문논집 27, 민족어문학회, 1987,
463면; 고순희, 위의 책, 188～194․238～2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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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탐색하는 내용의 강호전원류에서는 현실을 부정적으로 여기면서도 그것을 껴

안고 살아가려는 인식과 태도가 발견되었다. 불안정한 현실을 주목하는 내용의 권주

행락류에서는 현실의 삶 자체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려는 인식과 태도가 포착되었다.

두 주제류에서 발견되는 인식과 태도를 고려한다면 다양한 감정을 분출하는 내용의

애정상사류는 현실에서 살아가며 느끼는 다양한 감정을 드러내려는 의식의 소산으

로 볼 수 있다. 즉 가창가사의 문면에는 대상에 대해 취하는 가벼운 태도가 드러나

지만 그 기저에는 삶에 대한 진지한 인식과 태도가 깔려 있는 것이다. 이것을 애정

상사, 강호전원, 권주행락의 순서로 살펴보자.

우선 19세기 애정상사류 가창가사의 특징은 그 감정의 범위가 고독과 비애에 국

한되지 않는다. 그 범위는 고독과 비애를 심화하는 과거의 설렘, 두근거림, 기쁨을

아우를 뿐만 아니라, 현재의 고독한 상황을 임과 함께한 과거나 연인과 사랑을 나누

는 타인의 상황과 비교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정, 나아가 상사가 결여된 애정,

곧 결연욕과 관련된 감정에까지 향한다. 애정상사류에서 감상성을 찾는 연구자도 있

지만 감상성은 장형 <상사별곡>과 장형 <춘면곡>, <추풍감별곡> 등의 작품에 국

한한 특징이지 그것을 애정상사류 전반의 성격으로 미룰 수는 없다. 더욱이 장형이

축약되면서 감상성이 줄어든 단형이 연행 현장에서 인기를 얻어 크게 유행했다. 이

는 애정상사류의 시적 초점이 감상성의 표출이 아니라 애정상사와 관련된 ‘감정’의

다채로운 분출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제 가창가사에 놓인 시적 초점이 애정상사라는 시적 상황인지 다채로운 감정의

분출인지 궁금해진다. 왜냐하면 전자에 초점이 놓인다면 애정상사류는 유흥 현장에

서 가창가사를 연행하는 기녀와 그것을 감상하는 남성 사이에서 발생하는 미묘한

분위기에 상응해 유흥적인 분위기를 고조하는 정도에 소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

자에 초점이 놓인다면 다채로운 감정을 분출하기 위해 애정상사라는 시적 상황이

대상으로 선택된 것이 된다. 이때 시적 초점의 위치를 가늠하기 위해 향유자가 작품

을 감상하며 느끼는 감정을 그 시적 상황에 한정된 감정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점

이다. 이성 간의 이별을 다루는 작품을 감상하며 느끼는 슬픔은 부모나 친구 사이의

이별에서 느껴지는 슬픔으로 확장되기도 한다. 곧 작품에서의 감정은 여러 관계에서

오는 유사 감정의 제유 대상이 된다. 이 시각에서 애정상사류를 보자면 애정상사류

를 통해 다채로운 감정을 표출하려는 태도는 일상을 살아가며 발생하는 다채로운

감정을 언어화하려는 시도로 이해할 만하다.

애정상사라는 주제는 다채로운 감정을 언어화하는 데에 가장 적절하다.30) 애정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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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에서 다루는 사랑은 남녀 간의 쌍방적이며 약속에 근거한 상대적 사랑이다. 그렇기

때문에 애정상사에서는 그 전통적인 감정인 고독, 비애에서 더 나아가 설렘, 두근거

림, 기쁨 등 긍정적인 상황에서의 감정, 누군가 또는 눈앞의 대상과 사랑이 이루어지

기를 바라는 결연욕, 사랑의 약속이 이루어지거나 약속이 깨질지 모르는 데에서 오는

불안, 남녀의 상대적 사랑에서 기대되는 육체적 욕망, 임이 부재하는 현재를 임이 함

께한 과거나 연인과 사랑을 나누는 타인의 상황과 비교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정

까지 관계에서 오는 온갖 감정이 다뤄진다. 여기에서 애정상사류의 시적 초점이 만나

고 이별하고 그리는 상황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채로운 감정에 놓여 있

다는 점이 선명히 드러난다. 애정상사류를 바라보는 관점을 상황에서 감정으로 옮겨

갈 때 애정가사가 18세기 중반기를 지나며 부상한 현상이 새롭게 이해된다.31)

17세기 전반기까지 <규원가>와 <고별리곡>이 있었다지만 애정가사가 관심을 받

으며 향유가 확대되는 시기는 18세기 중반기를 지나면서이다. 그 대표로 <춘면곡>,

<승가>, <상사별곡>이 꼽힌다. <춘면곡>은 17세기 후반기에 강진에서 창작되어 18

세기 중반기 이후로 서울의 유흥 공간에 등장하기 시작해 19세기 들어 가창가사의

대표곡이 된다.32) <승가>는 17세기 후반기에 창작되어 18세기에 여항에 퍼져 19세

기에 이르면 다양한 이형이 산출된다.33) <상사별곡>은 18세기 후반기에서 19세기

전반기 사이에 창작되어 19세기 내내 <춘면곡>과 성창(盛唱)된다. 애정가사의 이러

한 부상은 그간 도시 ‘유흥’이 발달하는 과정의 관점에서 이해되어 왔다.34)

도시의 발달로 인해 유흥 현장이 확대되면서 그곳에서의 연행을 주로 담당하는

기녀와 향유자로 참여하는 남성의 수효가 증가했을 것이고 그 현장의 분위기를 고

조하기 위해 남녀 간의 상대적 사랑에 기반한 애정상사가 주요 주제로 선택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관점을 도시 ‘유흥’에서 ‘도시’ 유흥으로 조금만 옮겨본다면 도시화,

상업화가 진척되면서 연행 시가의 주요 향유 집단의 하나인 상공인층을 중심으로

30) 롤랑 바르트는 사랑의 단상(김희영 역, 동문선, 2004)에서 사랑과 관련된 감정이 얼마나 다
채롭고 풍부한지를 드러내고 있다.
31) 이것인 가집 소재 애정가사를 근대성의 관점이 아니 다른 관점에서 문학사적 의의를 부
여해야 한다는 의견(박연호, ｢애정가사의 구성과 전개방식｣,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87면)에 답
이 될 것이다.
32) 김은희, 앞의 책, 2005, 47～58면.
33) 안대회, ｢승가(僧歌)의 작자와 작품성격｣, 한국시가연구 26, 한국시가학회, 2009.
34) 박애경, ｢<춘면곡>을 통해 본 19세기 시정문화와 그 주변｣, 한국시가연구 28, 한국시가
학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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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적 관계가 수직적 관계보다 중시되어간 현상이 흥미롭게 다가온다.35) 수평적 관

계에서는 이익에 따라 만나면서 신뢰를 기대하고 이익이 줄어들거나 신뢰가 없어지

면 헤어진다. 만약 이익이나 신뢰가 아니라 부득이한 상황 때문에 소원해질 때는 서

로를 아쉬워하며 기다리곤 한다. 이는 마치 남녀가 만나 서로 사랑하고 헤어져 그리

는 과정과 유사하다. 이때 애정상사와 관련된 감정은 그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는 감

정보다 다채로워 인간이 살아가며 느끼는 다양한 감정을 대표할 만하다. 따라서 도

시화와 상업화로 인한 관계의 변화와 그것에 대한 체험이, 수평적 관계에서 온갖 감

정을 표현할 수 있는 애정가사를 주목하게 된 주요 원인의 하나라 할 만하다.36)

다음으로 살펴볼 강호전원류의 시적 초점은 공간에 놓여 있다 <강촌별곡>과 <처

사가>는 은거지와 은거와 관련해 전형화된 한자어를 활용해 관념적인 시적 공간과

상황을 이상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백구사>와 <명당가>는 구체적인 표현을

통해 역동적 강호 풍경과 명당에서의 행복한 삶의 형상을 진술하면서도 그 시적 공

간과 상황을 이상적으로 구성한 작품이다. 향촌은 현실에서 강호전원의 실제 장소로

서 간주되었다. 따라서 강호전원류에서 상상 속 이상적 공간이 이주처나 도피처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그것을 향유하는 문화에서는 더 이상 향촌이 이주하거나 도피

할 실질적 장소가 되지 못했다는 점을 의미한다. 더욱이 시적 화자가 공간을 탐색하

는 데에 그치는 <처사가>와 <백구사>는 관념적 층위에서조차 강호전원이 이주처

나 도피처로 간주되기 어려운 인식을 보여 준다. 이것은 향촌에 대대로 거주하는 사

족들의 가사 작품과 대비할 때 그 특징이 선명해진다.

18세기 향촌사족은 자기 고장의 승지를 유람한 감흥을 담은 가사 작품을 창작한

다. 이 작품들이 승지 유람이라는 기행가사의 특징을 가지면서도 그 이동 과정과 노

정이 드러나지 않고 승지에서 마주한 대상을 이념적 원리의 구현체로 형상화하는

강호가사의 특징도 아울러 지니고 있다.37) 이것이 중앙 정치에서 소외된 향촌사족이

세거지에 대한 위상을 드높여 긍지를 고양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특징이겠지

만,38) 유람 지역이 낯선 외지가 아니라 일상을 보내는 장소이면서 중앙의 정치 현실

35) 박희병, ｢조선 후기 민간의 유협 숭상과 유협전의 성립｣, 한국한문학연구 9․10, 한국한
문학회, 1987, 324면.
36) 애정상사류 작품들의 남녀 관계가 그것에 군신 관계를 비의한 연군가사에 비해 수평적이
라는 것이지 남녀의 관계 자체가 수평적이라는 것은 아니다.
37) 유정선, ｢18․19세기 기행가사의 작품 세계와 시대적 변모양상｣, 18․19세기 기행가사 연
구, 역락, 2007, 177면.
38) 안혜진, 앞의 논문, 2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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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떨어진 향촌이라는 점도 주목될 필요가 있다. 향촌의 승지를 대상으로 한 유람

에서 유람과 은거의 분별 의식이 모호하다는 점은 향촌사족에게 향촌이 여전히 부

정적 현실에 대한 현실적 도피처로 간주되었다는 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향촌사족

이 지은 작품들에 반영된 강호전원에 대한 인식을 참고한다면 강호전원류 가창가사

는 향촌으로 떠날 수 없는 이들을 위한 노래라는 점을 알 수 있다.

19세기는 17세기 후반기부터 경향분기가 심화되면서 도시와 향촌에 근거지를 두

고 양쪽에서 생활하던 사대부들이 경향의 한 지역에만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경향

이 깊어진 시기이다. 이때에 이르면 서울은 향촌에 세거지를 둔 이들이 벼슬 생활을

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살아가던 장소가 아니었고 벼슬을 하지 않더라도 서울을

세거지로 삼는 가문이 증가한다. 여기에는 권력과 관직을 독점하던 경화벌열 가문부

터 향촌에 전장 하나 없이 서울을 떠나지 못하는 몰락 양반 가문까지 다양하다. 물

론 중앙 관서의 여러 잡직과 상공업을 담당하던 중인 이하의 신분들은 향촌에 기반

도 없을뿐더러 서울에서 오래도록 살아갔기 때문에 서울을 더욱 떠나기가 어려웠다.

그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든 서울에 살아야 했고 살려 했다. 곧 그들에게 향촌은 더

이상 이주의 장소가 되기 어려웠고 향촌은 다만 관념적 공간으로 남게 될 수밖에

없었다. 강호전원류 가창가사에는 도시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도시에 붙

박여 살아야하는 삶의 현실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강촌별곡>과 <처사가>에 활용된 은거와 은거 생활과 관련해 전형화된 시구는

한적한 풍취를 자아낸다. 그런데 그 어조는 차분하지 않고 촉급하기만 하다. 여기에

서 시적 공간이 얼마나 이상적이며 그곳이 얼마나 만족스러운 공간인지를 믿으려는

심리적 압박이 느껴진다. 이 압박은 현실에 대한 강한 부정의 결과이겠지만 만약 부

정적 현실을 떠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현실을 벗어나면 될 뿐이므로 심리적 압

박은 결국 <강촌별곡>과 <처사가>가 강호전원의 반대에 놓인 부정적 현실을 떠날

수 없는 이들의 작품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백구사>의 강호가 도시의 역동적 풍경

과 유사하다는 데에서도 이 작품들의 향유 기반이 도시에 놓여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강호전원류 가창가사에는 향촌에서의 삶을 현실에서 꿈꿀 수 없는 도시인들의

공간 인식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39)

39) 서울을 비롯한 도시에 거주하는 사족들의 기행가사에서 자연은 이법의 구현체보다는 사실
적 사물로 진술되는 편이다. 기행가사를 다룬 선행 연구에서는 이러한 특징의 원인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사대부들의 이념 변화에서 찾아왔다. 이때 이념뿐만이 아니라 삶의 양태가 변화
한 점도 주목될 필요가 있다. 자연이 향촌에서는 일상을 둘러싼 실제의 장소로 다가왔겠지만



- 193 -

마지막으로 살펴볼 권주행락류에서는 작품마다 차이는 나지만 시적 화자가 인간

생명의 유한성과 삶의 무상성을 들어 청자에게 음주나 행락을 청유한다. 고조 <권

주가>와 <수양산가>는 각각 전자와 후자를 주목하는 작품이고, 신조 <권주가>와

<죽지사>는 둘을 아울러 주목하는 작품이다. 네 작품에서 유한성과 무상성이 불안

정한 현실의 양태로서 작품의 문면에 직접 드러나지만, 전대의 <장진주사>, <맹상

군가>와 같이 삶의 원리로서 그것을 담담하게 관조하는 의식이나 태도가 발견되지

는 않는다. 작품에서 시적 화자는 불안정한 장생불사를 꿈꾸거나(고조 <권주가>), 삶

이 불안정하다는 실상에 한탄하고 슬퍼하기도 하며(신조 <권주가>), 그 한탄과 슬픔을

몽환적 분위기와 입타령의 흥겨움으로 달랜다(<죽지사>). <수양산가>에서 시적 화자

는 그것이 당연한 원리라 이해하는 태도를 취하지만 삶의 무상한 양태가 매우 강조

된다. 이상의 네 작품은 유한성과 무상성을 삶의 원리로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인정

하기 어려워하거나 마지못해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는 권주행락류 가창가사를

향유하는 문화가 이법과 관념이 더 이상 현실의 삶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배경

으로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권주행락류에서 보이는 현실의 삶이 이법과 관념을 압도하는 분위기도 다른 주제

류의 가창가사와 같이 도시의 현실과 그곳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현실 인식과 관련

이 깊은 것으로 짐작된다. 서울은 18세기 중반기를 거치며 상업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이때부터 일부 양반이 매점매석의 방법까지 동원해 적극적으로 상업

활동을 펼칠 정도로 양반의 일부도 상업인구로 전환하고 있었다.40) 19세기를 지나면

서 신분상의 격차가 더욱 좁혀지는 동시에 권력과 부를 중심의 질서가 뚜렷하게 부

상했다. 상층의 양반을 제외하고 양반, 상민, 부유한 천민들이 서로 왕래하고 통혼하

는 상황이 일어나기도 했다.41) 곧 19세기에 제도상, 관념상의 신분질서와 현실의 상

황 사이의 괴리가 커지면서 삶의 현실이 관념을 압도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민란과 박해가 자주 일어나고 자연재해와 기근이 성행하고 전염병과 우역이

성행하면서 생명 자체도 위협을 받았다.42) 권주행락류에 보이는 불안정한 현실에 대

한 주목은 이러한 19세기 도시에서의 삶에 대한 불안한 심리에서 기인한다.

도시에서는 일상을 벗어난 장소로 간주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40) 최완기, ｢조선후기 한양의 경제적 성장과 그 의미｣, 이화사학연구 20․21, 이화여자대학
교 사학연구소, 1993, 111면.
41) 四方博, ｢朝鮮人口に關する身分階級的觀察｣, 朝鮮經濟の硏究 3, 京城帝國大學法學會 論集
10冊, 岩波書店, 1938, 481～482면.
42) 조광, ｢19세기 민란의 사회적 배경｣, 조선후기 사회의 이해, 경인문화사, 2010, 83～1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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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가창가사의 기저에서 포착되는 의식은 모두 도시에서의 삶으로 향한다. 다

만 그것의 초점은 체제 모순과 같은 거시적 문제보다는 도시화와 상업화로 인해 일

상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모순 등의 미시적 문제에 놓인다. 애정상사류에는 도시의

다양한 수평적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다채로운 감정에 대한 관심이, 강호전원류에는

향촌이라는 장소를 상실해 도시에서 살아가며 강호전원을 관념적으로 상상할 수밖

에 없는 장소상실감이, 권주행락류에는 삶의 형편이 언제든 쉽게 바뀔 수 있다는 불

안한 의식이 담겨 있다. 가창가사의 기저에는 그것이 향유된 시공간의 현실을 진지

하게 인식하는 의식이 놓여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가창가사가 당대 현실의 상황을 외

면하면서 향락 일변도로 나아갔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창가사에 나타나는 유흥적 면

모는 일상에서 벗어난 공간으로 인식되는 유흥 현장의 분위기를 맞추면서 진지한

현실 인식에 대응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가창가사의 유흥적 면모가 향락의 추구 결과가 아니라는 점은 작법을 주목할 때

더욱 선명해진다. Ⅲ장에서 축약, 조합, 모방의 작법과 향유의 관계를 분석한바 세 작

법은 가창가사의 연행 환경을 고려해 다분히 의도적이고 의식적으로 선택된 작법임

이 밝혀졌다. 축약은 특정 정서를 중심으로 시어나 시구를 세부적으로 손질해 연창성

을 확보하기 위한 작법이다. 조합은 낯익은 노랫말이 환기하는 작품이나 양식에 형성

된 기대가 서로 간섭하면서 일어나는 오락성을 추구한 작법이다. 모방은 상대적으로

전아한 미감을 가진 양식의 외형을 모방해 작품에 내재하거나 밖으로 드러난 통속성

을 완화해 격조를 조절하는 작법이다. 이는 그간의 선행 연구의 관점에 따라 축약을

한 편의 작품을 짧게 부르는 연행 환경에 맞추어 장형의 작품을 단순히 자른 방식으

로, 조합을 누구나 공감하는 보편적 정서를 확보하기 위해 낯익은 노랫말 이것저것

엮는 방식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의미이다. 다분히 의도적인 세 작법이 가창가사를

통한 시대에 대한 문학적 대응의 관점에서 접근될 필요가 있다.

우선 축약은 널리 알려진 장형의 가사 작품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이로 인해 가

사계 작품의 연창이 가능해질 정도로 한 편의 가창 시간이 줄어든다. 가창 시간이

감소한 작품은 장형에 비해 아마추어가 감상하고 따라 부르기가 한결 쉬워진 것으

로 보인다. 왜냐하면 19세기 연행 예술의 주요 감상층인 왈짜가 가사계 작품을 가창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노인가>, 남원고사의 출현 시기가 단형이 산출된 이후이

기 때문이다.43) 특히 19세기 중반기를 지나면서 가창가사가 가곡창보다 시조창 향유

43) 본고 37～38면 참조(Ⅱ장 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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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권에서 애호되면서 가창가사를 어설프게 부르며 즐기는 이들이 늘어났을 법하

다. 이는 사대부의 자기표현 양식인 가사(歌辭)에 뿌리를 둔 가사계 가창가사가 다양

한 신분과 계층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고44) 최송설당의 작품과

같이 짧은 길이의 가사(歌辭) 작품이 창작되는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축약된 작품은 연창을 통해 동일한 주제를 서로 다르게 구현하는 작품을 한데 향

유하는 데 소용되었다. ‘춘면곡→황계사→백구사’(세시풍요)의 연창에서는 전통적인

가사계 작품 <춘면곡>과 그것에 거리를 두는 비가사계 작품 <황계사>가 한데 가

창된다. ‘춘면곡→처사가→백구사→상사별곡→황계사→매화가’(<한양가>)의 연창에서

는 전대의 애정상사류와 강호전원류에 가까운 <춘면곡>․<상사별곡>, <처사가>가

그것에서 먼 <황계사>․<매화가>, <백구사>와 한데 가창된다. 동일한 주제에 이질

적인 인식과 태도를 취하는 내용의 작품을 하나의 레퍼토리로 엮은 데에서 특정 주

제에 형성된 관습을 벗어나려는 의식이 포착된다. 연창의 이러한 짜임은 현실의 다

양한 실상을 인정하는 상대주의적 세계관에서 기인했고, 동시에 이러한 연창의 연행

은 그것을 감상하는 향유층에게 상대주의적 세계관을 전파하는 데에 기여했을 것이

다. 축약이 가능하려면 시상이 완결된 작품을 일부 잘라내고 손질해 한 편의 다른

작품을 창작할 수 있다는 사고가 있어야 가능하다. 따라서 가창가사에서의 축약은

가사(歌辭) 양식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보여준다.

다음으로 살펴볼 조합은 대개 선행 작품이나 그것에서 뽑은 일부 시구를 한데 엮

어 하나의 작품을 창작하는 작법이다. 조합은 그간 주제나 정서의 층위에서 접근되

어 낯익음을 자극하기 위해 유사 정서를 가진 익숙한 노랫말을 이것저것 엮은 방식

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조합으로 창작된 작품의 노랫말은 각각이 유래된 작품

이나 양식을 환기하여, 실제 작품을 향유할 때 각각의 노랫말에 형성된 기대지평이

서로 간섭하거나 전환된다. Ⅲ장 2절에서 조합의 양상을 분석한바 <백구사>에는 가

사과 경기체가 양식이, <길군악>에는 가사와 무가계 속악가사 양식이, <권주가>에

는 가사, 한문현토, 민요 양식이, <황계사>에는 가사, 시조, 한시현토, 민요 양식이,

<매화가>에는 시조, 민요 양식이, <죽지사>에는 시조, 한시현토, 민요 양식이 어우

러져 각 작품에서 시상이 전개됨에 따라 양식적, 언어적 기대의 충족과 위반이 반복

44) 선행 연구에서 가창가사의 연행이 가사를 모든 계층에게 낯익은 양식으로 만드는 데 상당
한 기여를 했다는 의견이 개진된바 있다(성기옥, ｢18,9세기 국문시가의 동향과 향유층 -도시문화 발전
과 중간층 부상이 국문시가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어문학연구소 학술대회 자료집,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199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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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일어난다는 점이 드러났다.

기대의 충족과 위반의 반복적 구현은 향유자나 감상자가 은거, 상사, 권주 등에 형

성된 전통적 주제나 관습적 정서에 진지하게 동화되지 못하도록 기능한다. 조합으로

창작된 작품은 대개 상층의 자기표현 양식으로 대표되는 가사, 시조, 한시현토 등이

서두에 놓여 진지한 어조로 관습적 정서가 환기된 후에, 고려가요나 민요 양식을 환

기하는 노랫말이 이어지면서 어조가 가볍게 전환되는 구성을 취한다. 이러한 전환에

서 그간 습관적으로 받아들여 온 전통적 주제나 관습적 정서에 대해 비판적 거리를

취하는 태도가 포착된다. 따라서 조합은 익숙한 노랫말을 이용해 낯익음만을 자극하

기 위해 활용된 작법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곧 가창가사에 활용된 조합은 전대로부

터 형성된 전통적 의식이나 태도에 의문을 취하는 한 작법으로 평가된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모방은 이종 양식 간의 외형을 본뜨는 작법으로 주로 가사계

나 비가사계 작품에 한시와 가사 양식을 각각 가져오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한시

양식을 모방한 <강촌별곡>와 <처사가>는 18세기 후반기에서 19세기 전반기에 산

출된 작품으로 강호전원의 전통에서 벗어난 불우의식, 도피의식을 보인다. 두 작품

에서의 모방은 강호전원에 대한 전통적 인식과 태도가 여전하던 시기에 그것에서

벗어나는 의식을 가사 양식에 담아내면서 민간 상층 성악곡으로서의 격조를 유지하

려는 시도에서 선택된 작법이다. 조연과 가나에 수록된 <백구사>와 <황계사>

는 가사 양식의 외형을 가져와 19세기 전반기부터 유행한 비가사계 <백구사>와

<황계사>를 손질한 19세기 후반기 작품이다. 두 작품의 모방은 비가사계에 비해 상

대적으로 전아한 격조를 가진 가사 양식의 외형을 이용해 격조를 높여 강호전원이

나 애정상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태도가 담긴 작품을 향유하려는 의식을 보여준

다. 따라서 민간 상층 성악곡으로서의 격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새로운 의식을 담아

내려는 시도의 결과인 모방은 전통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한 축약과 전통에서 벗어

나는 경향이 강한 조합 사이에 놓인다. 곧 가창가사에서의 모방은 당대인이 형식과

내용을 진지하게 고민한 흔적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가창가사를 매너리즘에 빠져 창조력이 부재한 대상으로 치부

할 수 없다는 결론에 닿는다. 물론 가창가사가 통상적으로 여기는 독창적인 창작품

이 아니므로 그 창조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는 있다. 그런데 창조라는 것은 전

통과 독창을 양분할 때 독창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전통과 독창을 양 끝으로 한

직선의 어디에 놓이는지에 따라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는다. 따라서 창조의 성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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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는 관점에 따라 가창가사도 그만의 창조력을 가진다고도 할 수 있다. 이에 축

약, 조합, 모방이 가지는 창조적 측면에 주목해볼 가치가 있다. 물론 이것은 창조에

대한 통상적인 인식과는 차이가 날 것이다.

시상이 완결된 가사(歌辭) 작품을 단독창으로 온전히 향유하는 전통에서 벗어나 장

형의 가사 작품을 단형으로 줄여 향유할 수 있는 문화가 축약으로 인해 마련되었다.

물론 장형의 작품이 실제의 현장에서는 부분창으로도 불렸겠지만 그것이 축약과 비

교되는 점은 단형이 한 편의 완결된 개별 작품으로 향유되어 흐름을 형성했다는 점

이다. 다음으로 조합은 상층의 양식으로 기능한 한시와 한문, 가사와 시조부터 하층

의 양식으로 기능한 민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양식을 한데 엮음으로써 민간 상층

성악곡 향유 문화에서 양식 간의 경계를 허물고 적극적으로 허무는 데에 기여했다.

이 과정에서 전통적인 양식으로 범주화할 수도 없고 몇몇의 새로운 양식으로 분류할

수도 없는 작품들이 산출된다. 그 결과 그것들을 ‘비가사’라고 명명할 수밖에 없는 학

술적 한계에 봉착한다. 비가사계 작품들에서 전통적 주제를 다루는 구현 방식이나 태

도를 감안한다면 이러한 복잡성은 당대에 마주한 도시 현실의 다양한 양태를 담아내

고자 하는 문학적 대응으로 이해된다. 이때 조합은 “모순되고 하나로 통일되지 않는

현실의 복잡계”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담아내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다.45) 그리고 모

방은 현실의 다양한 양태에 대해 보다 정제된 방식으로 대응한 결과로 평가된다. 따

라서 당대 도시 현실에 대해 축약은 상대적으로 전통적인 방향에서, 조합은 창조적인

방향에서, 모방은 그 사이에서 대응하고자 선택된 작법인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비로소 가창가사의 ‘잡다(雜多)’나 ‘혼잡(混雜)’, 곧 ‘잡(雜, variety)’

의 정체가 보다 선명해진다. 가창가사의 복잡성을 유흥 현장의 향락적 분위기를 고조

하려는 무분별한 조합으로만 간주하기는 어렵다. 그 복잡성은 상업화와 도시화가 진

전된 공간을 살아가며 경험하는 복잡한 현실에 대한 다양한 대응의 결과이기 때문이

다. 단순히 19세기의 현실이, 18세기의 현실보다 더 복잡해졌다고만은 할 수 없다. 어

느 시대나 당대인은 전대보다 당대를 더 복잡하게 느끼기 마련이다. 그러나 가사(歌

辭)가 출현한 이래 18세기까지 주제적 변화가 다양하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양식의

경계는 크게 허물어지지 않았다. 반면 19세기에 들어 가사(歌辭)는 축약으로 인해 15

행 내외로 짧아지고, 모방으로 인해 분절적 성격을 지니면서 가사 특유의 연속체 성

45) 잡가의 비유기성이 주체가 한 개별자로서 “모순되고 하나로 통일되지 않는 현실의 복잡계”
를 마주할 때의 당혹감을 표현하는 탈유기적 방식이라는 견해(고정희, ｢고전시가의 서정성과 비유

기적 노랫말｣, 앞의 책, 2001, 424～427면)는 조합이 활용된 가창가사 작품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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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도 잃기도 한다. 가사의 양식 경계가 약화되는 동안 비가사계도 정악의 주요 곡목

으로 부상한다. 18세기와 19세기의 이러한 차이는 가사(歌辭)가 형성한 전통적 주제에

대한 관습적 태도나 정서만으로는 19세기 도시의 시대 현실을 감당하기 어려운 시기

에 이르렀다는 의미이다. 곧 가창가사의 복잡성은 전통을 중시하면서도 그것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현실에 다양하게 대응하고자 하는 실험의 결과이다.

가창가사가 이렇게 당대의 삶과 현실의 복잡성에 대응하는 실험적인 문학이 될

수 있던 까닭은 연행 현장에서 가창가사에 요구된 기대와도 관련된다. 사설시조가

시조 군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8, 19세기에 걸쳐 점차 증가하지만, 우부(愚夫), 용

부(庸婦) 등의 비천한 인물들을 내용소로 삼거나 성적 욕망과 행위를 적극적으로 드

러내는 작품의 수가 감소한다.46) 19세기에 들어 사설시조는 18세기 특유의 “세태

시․희화시적 특성이 감소한 반면 평시조에 근접하는, 좁은 의미의 서정시적 경향이

증대”된다.47) 특히 가창가사가 주로 연행된 여창 가곡에서는 성을 다루거나 생동하

는 애정을 형상화하는 작품이 줄어들고 과잉된 그리움과 비애가 표출되는 작품이

증가한다.48) 이때 흥미로운 사실은 사설시조가 가곡 편가의 노랫말로 향유되면서 평

시조의 서정시적 특징이 강화되는 동안, 애정상사류 가창가사는 가곡 편가의 후속창

으로 불리며 전대의 사설시조를 일부 닮아갔다는 점이다. 곧 연행 현장에서 향유된

사설시조의 성격이 변화하면서 전대의 사설시조에서 다뤄지던 문제가 가창가사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게 된 것이다. 가창가사가 연행 현장에서 이러한 요구를 수행할

수 있던 이유는 물론 가창가사의 그 뿌리이자 중심이 되는 가사가 다양한 진술을

실험할 수 있는 양식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일 것이다.49)

가창가사는 유락적이고 향락적인 분위기만을 추구한 결과물이 아니다. 가창가사의

기저에는 당대 도시에서의 삶에 대한 진지한 인식과 태도가 놓여 있다.50) 축약, 조

46) 김흥규, ｢조선 후기 사설시조의 시적 관심 추이에 관한 계량적 분석｣, 욕망과 형식의 시
학, 태학사, 1999, 279면.
47) 김흥규, ｢사설시조의 시적 시선 유형과 그 변모｣, 위의 책, 238면.
48) 고미숙, 19세기 시조의 에술사적 의미, 태학사, 1998, 154․217면;신경숙, 앞의 책, 2011,
155～160면.
49) 아래의 문장으로 가사 양식이 가지는 진술의 다양성을 집약할 수 있겠다.
“‘歌’며 ‘詞’는 우리말로 구성지게 씌여진 문학적 작품이면 몰아쳐 붙여졌던 당시의 한 관례
일 뿐인지도 모른다”(이능우, 가사문학론, 일지사, 1977, 106면); “(가사가) 우리말의 진술 방식의
가능한 모든 유형들을 실험할 수 있었던, 우리 국문문학의 가장 전략적일 수 있었던 항목이
었을 것이라는 사실이다”(김병국, ｢가사의 장르적 성격과 문학성｣, 앞의 책, 1995, 168면).
50) 가창가사가 다종 양식의 복합체이지만 진지한 인식과 태도를 담아낼 수 있던 이유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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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모방의 작법에서는 전통을 감안하면서 현실 인식을 어떻게 담아낼지를 모색하는

의식과 태도가 발견된다. 가창가사가 양식의 경계를 허물고 전통적 주제에 대해 새

로운 인식과 태도를 드러내는 수단이 된 이유는 그것이 유흥의 현장에서 연행되었

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정된 시간 동안에 진행되는 유흥의 현장은 일상에서 벗어난

공간으로 인식된다. 유흥의 시작과 끝에는 일상이 놓인다. 연행이 시작하면 향유자

의 의식은 일상을 떠났다가 연행이 마무리되며 일상으로 복귀한다. 향유자는 연행

예술을 감상하는 동안에 그것에 몰입하면서 일상을 벗어난다. 일상과 떨어진 공간으

로 인식되는 유흥 공간에서는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의 성찰과 비판에서 보다

자유로워진다. 그 때문에 가창가사는 거시적 담론, 사회 문제 등이 아니라 지극히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며 느끼는 사소한 무엇을 다루고, 삶에 대한 진지한 인식과 태

도를 가볍게 눙치듯 풀어내는 시가로 기능할 수 있었다. 더욱이 축약으로 확보된 연

창성과 조합을 통해 추구된 오락성으로 인해 19세기 가창가사는 빠르고 넓게 확산

되면서 새로운 전통을 형성해 나간 것으로 보인다. 곧 가창가사가 유흥의 현장에서

연행 시가로 적극적으로 향유되었기 때문에 전통을 비판하거나 그것에서 이탈하는

데에 보다 자유로울 수 있었고 그 결과 양식의 경계를 허물며 현실에 대응하는 다

양한 의식과 태도를 품을 수 있었다.

이제 가창가사를 매너리즘과 향락의 시가로 보는 태도에서 벗어나 그것이 한 시

대를 마감하며 새 시대를 여는 데에 기여한 점이 적극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이러

한 평가는 가창가사를 보는 관점을 근대에서 당대로 옮겨갈 때 가능해진다. 근대의

관점에서 가창가사를 보면 가창가사는 근대의 새로운 시형을 가지지 못하고 익숙한

노랫말을 재로로 삼아 관습적 주제를 노래하며 전통을 답습하는 노래로 보일 뿐이

다. 그러나 당대의 관점을 취하면 가창가사의 작법이 근대 전환기에 맞서 전통이나

관습을 재료로 삼아 새로운 의식과 태도를 담으려는 실험으로 보이게 된다. 이때 잡

다(雜多)는 신구(新舊) 가운데 어느 하나만을 강조할 수 없는, 어느 하나 소홀히 다룰

수 없는 고민의 흔적으로 이해된다.

직접적 뿌리가 되는 가사가 지닌 ‘진지한 장르’라는 구심력이 여전했기 때문일 것이다(조세형,
｢가사와 민요의 장르 교섭 양상과 그 문화적 의미｣, 가사의 언어와 의식, 보고사, 2008, 2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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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19세기 들어 가창가사의 향유 환경이 급격히 변하면서 가창가사의 존재 양상이

복잡하게 전개되고 문학적 특징도 다양하게 변모한다. 본고에서는 이 점에 주목해

연행문학적 관점에서 19세기 가창가사의 변화 양상을 탐구하고 그 시가사적 의미를

규명하고자 했다. 가창가사는 유흥의 현장에서 가곡창과 시조창의 노랫말인 시조와

함께 향유되면서 연행 현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장르였지만, 현재까지 전승되

는 12가사에 집중하는 바람에 그 전체적인 양상이 밝혀지지 못했다. 다만 가창가사

의 하위 범주인 12가사가 2000년 이후로 연구 대상으로 주목받으면서 심도 있게 다

루어졌다. 이로써 가사(歌辭)에서 가사(歌詞)로 이르는 가창가사의 역사가 동태적이고

계열적으로 밝혀졌다. 본고에서는 선행 연구의 결과를 잇고 보완하며 거시적인 시각

을 확보하고자 19세기 가창가사 전반에 주목했다.

Ⅱ장에서는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19세기 가창가사의 연행 환경과 가창가사의 특

성을 개괄적으로 살폈다. 1절에서 문헌의 용례를 통해 가창가사의 연행 환경을 살펴

보았다. 1820년대 전후로 ‘여창 가곡 편가→가창가사’라는 연창 방식이 상층의 가창

문화권에서 형성된 뒤 1850년대를 지나며 ‘여창 가곡 편가→시조창→가창가사’와 ‘여

창 시조창→가창가사’로 분화되다가 20세기 전반기의 어느 순간에 이상의 연창 방식

이 사라진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1820년대에 최고급 문화에서 향유되던 가창가사는

한 세대 정도 유행하다가 아래 문화로 퍼져나가면서 다양한 변화를 겪는다. 2절에서

는 19세기 가집에 수록된 30종 101편의 특성을 개괄하여 Ⅲ장과 Ⅳ장의 분석 시각

을 마련했다. 그 결과 19세기의 새로운 연행 환경에 맞추어 개작에서 많이 활용되는

축약, 조합, 모방이 가창가사에 집중적으로 활용되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이때 선행

연구의 논의와의 차이를 위해 한 편의 시상이 완결된 작품의 첫 행부터 일정 부분

까지 떼어 내거나, 작품 일부를 떼어 내면서 시어나 시구를 수정하는 방법을 축약으

로, 선행의 여러 작품에서 일부분을 가져와 한데 엮어 한 편의 작품을 완성하는 방

법을 조합으로 정의했다. 모방은 본 연구에서 새롭게 다루는 작법으로 이종 양식의

외형과 유사하도록 형식을 부분적으로 본뜨는 방법으로 정의했다. 작법의 변화만큼

이나 천편일률적으로 보이는 애정상사, 강호전원, 권주행락의 세 주제의 구체적인

구현 양상이 전대와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에 가창가사에 보이는 작법과 주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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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의 두드러진 변화가 곧 Ⅲ장과 Ⅳ장에서 작품을 분석할 초점이 되었다.

Ⅲ장에서는 연행 시가로서 가창가사가 가지는 향유와 작법의 관계를 다뤘다. 분석

은 가창가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축약, 조합, 모방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1절

에서는 축약이 긴 노랫말을 줄여 한정된 시간 안에 다양한 노래를 가창할 수 있는

연창성을 확보하려는 작법임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축약된 단형의 두 계열이 발

견되었다. 하나는 청육에 처음으로 출현해 12가사로 이어지는 계열이고, 다른 하

나는 조연과 가나를 둘러싼 문화에서 국지적으로 향유된 계열이었다. 그만큼 축
약은 향유 환경에 맞추어 긴 노랫말을 단순히 줄이는 수동적인 작법이 아니라 향유

문화권의 성격에 맞추어 적극적으로 선택된 작법이라는 점이 밝혀졌다. 2절에서는

조합이 전대의 작품으로 형성된 시적 화자의 태도, 정서, 대상에 동화되지 않게 하

려고 이종의 양식을 하나의 작품으로 짜는 작법으로, 오락성을 추구하고자 선택된

작법임이 드러났다. 이때의 오락성은 유흥의 현장에서 향락을 추구한 결과가 아니라

작품의 진지한 주제나 관습적 정서를 그 현장적 분위기에 맞추어 가볍게 다루는 태

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웃음으로 눈물을 닦는 한 방식으로 이해되었

다. 3절에서 모방은 상대적으로 전아하게 인식된 언어와 양식을 활용해 작품의 격조

를 조절하려는 의도에서 활용된 작법임이 규명되었다. 국문 양식이 한시 양식을, 비

가사 양식이 가사 양식을 대상으로 진행된 모방은 이중언어체계 문화나 가창가사

향유 문화에 무의식적으로 이끌린 결과가 아니라 양식이 저마다 가지는 고유의 가

치에 대한 인식의 결과임이 드러났다. 이상의 세 작법은 가창가사의 새로운 향유 환

경에 맞추어 전대나 당대에 관습적 작품을 색다르게 향유하려는 의식적이고 의도적

인 시도로 이해된다. 이로써 산출된 이형은 19세기 가창가사 향유 문화권에서 시대

에 대응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작법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러한 대응

방식에서 선행 작품을 관습화된 자장 안에서 새롭게 향유하려는 의식이 포착되었다.

Ⅵ장에서는 애정상사, 강호전원, 권주행락이 작품에서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양

상과 그 구현에 개입된 향유자의 태도를 분석했다. 1절에서 애정상사류의 주제

구현을 분석한 결과, 만남에서 이별을 거쳐 임을 그리는 다채로운 감정이 하나의

작품에서 분출되기도 하고, 결연욕과 같이 새롭게 주목된 정서가 작품별로 분할

되어 애정상사류 가창가사의 전체를 다채롭게 직조하는 경향이 드러났다. 애정상

사류에 보이는 다채로운 감정의 분출은 천편일률적으로 상사의 슬픔에만 초점을

두고 있으리라는 선입견에서 훨씬 벗어난다고 평가할 만하다. 2절에서 강호전원류



- 202 -

의 주제 구현을 분석한 결과, 강호전원의 풍경이 체험된 장소가 아닌 체험될 장

소로 형상화되어 이상화된 공간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는 점이 밝혀졌다. 이는 강

호전원이 현실의 도피처로서의 실질적 기능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는 점을 의미한

다. 여기에서 부정적으로 인식된 현실을 껴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인식이 발견되었으

며 이로써 강호전원류 작품도 관습적인 데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3절

에서 권주행락류를 분석한 결과, 작품에서 인간 생명의 유한성을 담담히 인정하지 못

하거나 기대가 좌절되는 무상한 현실을 주목하는 태도가 포착되었다. 여기에서 관념

적으로 여겨지는 죽음과 대비되는 삶보다 불안정한 현실의 삶 자체에 관심을 기울이

는 태도가 발견되었다. 이는 앞 시대의 <장진주사>, <맹상군가>에서 포착되는 삶과

죽음을 담담하게 관조하는 의식과는 대조적이다. 이상의 분석에서 19세기 가창가사가

작품별로 정도에 차이는 있지만 각 주제의 구체적인 구현 방식이나 그것에 대해 취

하는 태도가 당연하게 떠오를 법한 방식이나 태도에서 벗어나 전대의 동일 주제류와

는 차별되는 지점으로 향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Ⅴ장에서는 Ⅲ장과 Ⅳ장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가창가사의 시가사적 의미를 두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1절에서는 가창가사 향유 문화권의 성격과 그것이 변화되는

동안 가창가사의 위상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통시적으로 고찰했다. 그 결과 가창가사

향유 문화는 전대의 향유 문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1820년대와 1860년대를 시점으로

하여 새로운 향유 문화가 나타나는 변화를 보였다. 전대까지 장형을 온전히 즐긴 문

화에서 가창가사는 상층인의 한 표상으로 기능했다. 1820년대에 이르러 단형의 가사

계와 비가사계 작품이 기악 반주에 맞추어 가곡창과 더불어 최고급 연행 시가로 향

유되는 문화가 발달하면서 전대의 가사계 장형이 기록 문화권을 중심으로 향유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 과정에서 가창가사 향유 문화권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전

자의 문화권에서는 19세기 중반기를 거치며 가창가사가 시조창 향유 문화권으로 영

역을 확장해 악곡과 선율이 시조창의 그것과 닮아간다. 이와 동시에 그 향유 범위도

확장되어 중인 이상의 신분에게 익숙한 가창 시가가 되어 간다. 이때 가창가사는 ‘가

사’로 인식되면서 가사(歌辭)와 비가사 양식이 서로 교섭하는 현상이 일어나며 4․4조

음수율의 분절적 형식을 가지는 애국계몽기 사회등 시가의 출현이 예고된다. 후자의

문화권에서는 연행 현장에서 불리던 비교적 가벼운 시가는 전범으로 대표되는 진지

한 시가와 함께 노랫말을 음미하며 향유하는 대상으로 그 위상을 갖기 시작한다. 이

후 19세기 중반기를 지나며 지적 통찰, 윤리적 가치, 인간과 세상에 대한 심오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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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등을 제시하는 진지한 예술만이 아니라, 감상성, 환상성 등을 다루는 가벼운 예

술의 노랫말도 이제 문자로 기록되어 음미되는 기록문학의 위상을 갖게 되면서 문

자로 유전되기에 이른다.

2절에서는 가창가사의 작법과 주제의 구현 방식에 보이는 특징이 그것이 주로 향

유된 도시에서의 삶과 현실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공시적으로 고찰했다. 그

결과 가창가사의 복잡성이 상업화와 도시화가 진전된 공간을 살아가며 경험하는 복

잡한 현실에 대한 다양한 대응의 결과로 이해되었다. 그 복잡성은 전통을 중시하면

서도 그것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현실에 다양하게 대응하고자 하는 실험의 결과라

고 평가된다. 흥미롭게도 가창가사가 당대의 삶과 현실의 복잡성에 대응하는 실험적

인 문학이 될 수 있던 까닭은 가창가사가 유흥의 현장에서 연행 시가로 적극적으로

향유된 환경과 그 뿌리이자 중심이 되는 가사(歌辭) 양식의 다양한 진술 방식에서 찾

을 수 있었다. 가창가사는 연행 시가로서 전통을 비판하거나 그것에서 이탈하는 데

에 보다 자유로울 수 있었고 그 결과 양식의 경계를 허물며 현실에 대응하는 다양

한 의식과 태도를 품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때 잡다(雜多)는 신구(新舊) 가운데 어느

하나만을 강조할 수 없는, 어느 하나 소홀히 다룰 수 없는 고민의 흔적으로 이해된

다. 따라서 이제 근대가 아닌 당대의 관점을 취해 가창가사가 한 시대를 마감하며

새 시대를 여는 데에 기여한 점이 적극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진행한 논의를 통해 19세기 가창가사가 매너리즘에 빠져 창조력이

부재하고 향락을 추구해 오락 본위의 유흥 시가가 아님이 드러났다. 이러한 시각의

전환은 애국계몽기 전통 시가의 위상과 기능이 재평가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이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19세기 가집에 기록된 가창가사에 주목하면서 미처 다루

지 못한 다음의 세 가지 문제를 후속 연구 과제로 삼아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논

의를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Ⅰ장 3절에서 논의 대상으로 제외한 6종의 가집에 대한

분석이다. Ⅴ장에서 가창가사 향유 문화권의 성격과 변화가 대체로 파악되었기 때문

에 이를 기준으로 삼아 편찬 시기를 확정하기 어려운 6종의 가창가사 향유 문화사

적 위치를 가늠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일명 가사집이라고 불린 문헌에 기록된 시

가 작품과 가창가사와의 관계이다. Ⅴ장 1절에서 이 문제를 일부 다뤘지만 단편적인

논의에 그쳤다. 이 문헌들은 전통적인 가사(歌辭)와 가창가사(歌唱歌詞) 향유의 복잡다

단한 실상을 밝혀줄 만하지만 그만큼 복잡하다. 다만 본 연구를 통해 가창가사의 성

격이 일부 밝혀졌기 때문에 그 복잡성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으리라 기대될 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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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셋째, 가창가사의 비가사계와 인접한 잡가가 다시 조명될 필요가 있다. 그간 12

가사에만 주목하여 본 연구에서 가창가사로 다룬 <소춘향가>와 <봉황곡>은 잡가

로만 다루어져 왔다. 왜냐하면 두 작품이 현재 각각 경기잡가와 서도잡가로 불리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창가사의 실상이 이제 대체로 밝혀졌기 때문에 다시 잡가에 주

목해 가창가사와 잡가의 관계를 조명할 필요가 생겼다. 이로써 19세기와 20세기 시

가사의 한 국면이 입체적으로 드러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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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im of this thesis is to examine the significance of 19th century

singing-gasa (가창가사, 歌唱歌詞) in the history of siga (Korean poem-songs, 시가, 詩歌)

by investigating their form and analyzing their literary characteristics. Singing-gasa

are a variety of ‘long vocal pieces’ performed by professional singers in the 19th

century as part of the entertainment enjoyed by the civilian upper class. 101 copies

of 30 different singing-gasa are recorded in 15 different 19th century gajib (song

books, 가집, 歌集). 19 of these are the main object of analysis in this research.

Chapter II conducted a general overview of the circumstances in which

singing-gasa were enjoyed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materials chosen for this

research. The findings of this overview are as follow. Firstly, singing-gasa were

enjoyed along with yeochang (songs performed exclusively by women, 여창, 女唱) at vocal

music performances among common people. Singing-gasa first began to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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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ively performed around the 1820s as follow-up songs to yeochang-gagok

sets (여창가곡 편가, 女唱歌曲 編歌). From the 1850s onwards, singing-gasa were

widely enjoyed alongside sijo (시조창, 時調唱) performances as follow up

performances to yeochang-sijo (여창시조, 女唱時調). From time to time, the

middle-class, represented by walja (왈자, 왈짜), also put on amateur performances of

singing-gasa. Secondly, singing-gasa were composed through compression (축약, 縮

約), blending (조합, 組合) or imitation (모방, 模倣), in accordance with changes in the

circumstances in which they were enjoyed. The themes of the songs followed the

trend of the themes of yeochang-gagok and can be summed up as love and love

sickness (애정상사, 愛情想思), the countryside and one’s hometown (강호전원, 江湖田園),

and wine and leisure (권주행락, 勸酒行樂). The changes in the style of composition

and themes of 19th century singing-gasa are respectively the focus of the analyses

of chapter III and chapter IV.

The results of the analyses in chapter III, focusing on the three different

styles of composition, are as follow. The first technique, compression, is the act of

editing a poetic expression or verse by removing a section from the beginning,

middle or end of a complete poetic work. This technique was used for the sake of

making especially long gasa (歌辭) singable in succession (연창성, 連唱性) in

accordance with the changing trend of performances in the 19th century. The

second technique, blending, refers to the completion of a song by taking pieces

from other pre-existing works and tying them together. This technique was used

to heighten the playful element (오락성, 娛樂性) of the piece, with a light approach

towards the themes and sentiments of the song being established through various

combinations of different forms, works and song lyrics. The third technique,

imitation, involved imitating a portion of the external form of a pre-existing work

that was considerably refined from an aesthetic perspective. Imitation was used in

an attempt to elevate the tone (格調) of the singing-gasa. Through these analyses,

this research revealed that these three techniques were actively chosen for the sake

of inventing new ways to enjoy pre-existing works within the established tradition.

The results of chapter IV’s analyses of the different manifestations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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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e themes in 19th century singing-gasa are as follow. Firstly, in the case of the

theme of love and love sickness, the sentiments explored in the singing-gasa were

not limited to loneliness and sorrow but also encompassed feelings of joy, the

excitement of past flirtations and the flutterings of the heart as well as the

emotions felt over the love sickness including the desperate desire to reunite.

Secondly, in the case of singing-gasa about the countryside and one’s hometown,

conceptualized spaces such as rivers and lakes and myeongdang (propitious sites for

housings, 명당, 明堂) are idealized in the imagination. Thirdly, in the case of

singing-gasa about wine and leisure, the lyrics focus on the transient nature of

human life and the uneasy reality of that life constantly changing in unpredictable

ways. In this way, the analyses of chapter IV revealed that even though all three

themes were commonplace themes at entertainment events, the attitudes of the

audiences manifested in each theme differ starkly from works of the preceding era.

Chapter V took the results of the analyses of chapter III and chapter IV and

examined their two-fold significance in the history of siga. Firstly, singing-gasa

functioned as a representation of high-level art among common people and were

enjoyed in both the cultural domain of performance and the cultural domain of

recorded literature. In the performing world, singing-gasa were enjoyed alongside

sijo (시조창, 時調唱) more than gagok (가곡창, 歌曲唱) and became a form of siga

familiar to those in the middle class or above. This set it up for its later use as a

tool of expression during the patriotic enlightenment (애국계몽, 愛國啓蒙). The

enjoyment of singing-gasa in the cultural domain of recorded literature paved the

way for the archiving and appreciation of the lyrics of lighthearted sijo, such as

those dealing with sentimentality and the fantastical. Secondly, this paper

interpreted the use of familiar song lyrics in the composition of singing-gasa as a

literary response to the customs of the preceding era, attempting to introduce a

new attitude and consciousness. The playfulness of the singing-gasa genre was not

derived from a pleasure-seeking tendency or amusing mannerisms but was the

result of its attempt to lightly and soothingly unravel serious issues as a

performance siga. In contrast to the lightheartedness at its surface, a serious



- 217 -

understanding of the problems of contemporary city life and reality is evident in

the singing-gasa. Singing-gasa tied up the 19th century with experimental songs

that attempted to capture in various ways the complicated reality encountered in

spaces invaded by the progress of commercialisation and urbanisation, thus

contributing to the opening up of a new era.

keywords : 12Gasa(십이가사, 十二歌詞), Seoul, Joseon Dynasty,

Transition to modern times, Josen, JungAck(정악, 正樂,

classical music)

Student Number : 2010-3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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