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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이 연구는 고려 후기 시가 유형들의 형성과정을 구명하고, 그 발생  발달

의 계통을 탐색함으로써, 고려 후기 시가에 한 체계 인 연구에 이바지함을 

목 으로 한다.

고려시 (918～1392)의 시가 작품으로 재까지 남아 하는 20여 편 가운

데서 다수는 武臣亂(1170년) 이후 14세기 말엽까지의 고려 후기에 지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고려 후기의 시가는 얼마 안 되는 작품수에 비해 매우 

다양한 양식  유형들을 보이며 그 계통 한 다기할 것으로 단되는데, 이

는 주로 신라시  시가의 양식  유형을 계승, 변형하여 발달했을 것으로 여

겨지는 고려 기의 시가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그러므로 그 형성과정과 발

생  발달 계통은 일단 고려 기의 시가와는 구별하여 살필 필요가 있을 

* 이 논문은 200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3- 

041-A00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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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지 까지 이와 련된 논의가 고려시  시가의 유형분류나 장르 양상에 

한 연구들에서 얼마간 나타나기는 했으나, 이에 을 맞춘 연구는 거의 이

루어지지 않았다.

고려시 의 시가를 유형별로 분류하거나 고려시  시가계의 장르 양상을 

논의한 연구는 지 않게 이루어졌다. 1930년  이래 1970년 까지 이루어진 

연구로 고려시  시가의 유형분류에서 가장 리 쓰이던 것은 聯詩型(聯章體)

과 非聯詩型(單聯體)의 두 가지로 나 는 것이고,1)1)장르 양상에 하여는 많

은 사람들이 귀족층의 景幾體歌와 평민층의 俗謠로 二分하는 조윤제의2)방식2)

을 따랐다. 그러다가 1980년  이래 작품의 기원․성격․용도 등에 따라 그 

유형(장르)과 계통을 거시 으로 살핀 연구들이 이루어져서, 김명호의 분류

(‘민요  속요, 宮中舞 , 개인창작곡’),3)3)김학성의 분류(‘ 기: 향가, 향가와 

민요의 장르 복합체, 巫歌 계통의 궁 무악; 후기: 기존 민요를 궁 무악으로 

장르 환시킨 고려속요, 시조, 가사, 경기체가, 사설시조’),4)4)그리고 속요를 

상으로 한 김흥규의 분류(‘민요  속성의 궁  歌, 민요  來源과는 거리

가 먼 俗 歌詞, <處容歌> 부류, 무가, 불교계 가요’)
5)

5)등이 나타났다. 그러나 

그 연구들에서는 체계 인 양상을 띠지 못했거나 는 구체 인 논거와 논증

이 부족하여 설득력을 지니기 어려운 면이 지 않은 편이다. 그리고 성호경

은 고려시  시가를 형식에 따라 ‘單聯體 短篇, 單聯體 中篇, 聯形式 中篇, 非

聯體 長篇’의 네 部門으로 별한 속에서 다시 유형별로 세분하고, 각 유형들 

간의 계를 살펴보았지만,6)6)그 논의도 주로 형식상의 유사성에 의거한 유형

분류에 치 하여, 그 각 유형들의 형성과정과 계통을 구체 으로 살피는 데까

1) 李明九, 1974 고려가요의 연구, 신아사, 135-137면 참조.

2) 趙潤濟, 1948 朝鮮詩歌의 硏究, 을유문화사, 64-67면.

3) 김명호, 1982 ｢고려가요의 반  성격｣, 백 정병욱선생환갑기념논총, 신구문화

사, 332-339면.

4) 金學成, 1987 國文學의 探究, 성균 학교출 부, 41-67면.

5) 金 圭, 1997 ｢고려속요의 장르  多元性｣, 韓國詩歌硏究 1, 한국시가학회, 37- 

51면.

6) 成昊慶, 1992 ｢고려시가의 유형분류와 장르  처리(下)｣, 人文硏究 13-2, 남

학교 인문과학연구소, 64-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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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나아가지는 못하 다.

형성과정에 을 맞춘 연구로는 1960년  이명구의 논의가 두드러진다. 

그는 경기체가가 향가의 前･後節 分節體 양식을 계승하면서도 국(특히 宋

代)의 詞를 모방하여 연장체를 갖춤으로써 이루어졌고, 고려속요에서 10구체 

향가의 계통을 이은 단련체의 작품들은 모두 고려 기에 생겨났으며 宋詞 

연장체의 모방으로서 연장체 속요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하 다.7)7)그러나 그 

논의에서는 구체 인 논거와 타당성 있는 이론  기반이 부족하여 설득력을 

지니기 어려운 면이 지 않은 편이다. 한편, 고려 후기 시가의 형성에 元代의 

국에서 성행한 散曲이 지 않은 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견해가 1980년

부터 제기되어, 성호경은 구체 인 논거들을 통해 이를 입증하고 그 향의 

양상을 밝 내고자 했다.8)
8)

필자는 이 에서 지 까지 이루어진 련 연구들의 성과를 기반으로 하거

나 참고하며, 특히 고려 후기 시가에 끼친 원 산곡의 향에 한 연구 성과

를 반 하여, 다양․다기한 고려 후기 시가의 형성과정과 계통을 구체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  하는 고려 후기의 시가 작품들을 양식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하고 

그 발달의 배경을 살핀 뒤에, 각 유형의 양식이 형성된 과정을 밝힐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토 로 하여, 시가계의 체 체계 속에서 여러 유형들이 형성되

고 발달해 간 순서와 각 유형들 간의 類緣關係에 을 맞추어 그 유형들의 

계통을 살펴보겠다.9)
9)

일반 으로 문학의 결정 요인이나 문학사의 추진력으로는 형식이 내용보다 

우세한 경향을 보이는데,
10)10)특히 시가 장르의 경우에 형식이 그 형성에 끼치

는 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필자는 형식을 주로 하여 논의를 

펼 것이다. 그리고 각종 문헌들에서 고려 후기의 작으로 기록되었거나 고려 

 7) 李明九, 앞의 책, 31-33면, 138-153면 등.

 8) 成昊慶, 1994 ｢고려시가에 끼친 元 散曲의 향에 한 고찰｣, 국어국문학 112, 
국어국문학회, 101-134면; 1998 ｢元 散曲이 한국시가에 끼친 향에 한 고찰｣, 

韓國詩歌硏究 3, 한국시가학회, 230-251면.

 9) ‘系統’에 한 논의를 주요 연구과제로 삼는 생물학에서는 ‘생물의 여러 종류가 

진화하여 온 순서와 그에 따라 나타나는 생물 종류간의 유연 계’를 주로 다룬다.

10) Victor Erlich(박거용 역), 1983 러시아 形式主義, 문학과지성사, 3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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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의 작일 가능성이 높은 우리말 시가 작품들 부를 연구 상으로 하겠지

만, 고려 후기 작인지의 여부에 해 논란이 많은 작품들은 제외하겠다.

2. 고려 후기 시가의 유형과 발달 배경

1) 고려시  시가의 유형

고려시 의 작으로 밝 졌거나 추정되는 시가 작품으로서 재 남아 하

는 것들의 창작시기와 시  형태11)의11)개요는 략 다음과 같이 악된다.

<井邑>: 고려 기로 추정됨;12)12)  6행의 單聯. 3음보격.

<思母曲(엇노리)>: 고려 기로 추정됨;13)13)  5～6행의 단련. 3음보격.

<普賢十願歌> 11수(均如 작): 光宗 18년(967)경;14)14)각 수는 10행 정도의 단련. 

2음보격.

<維鳩曲>(<伐谷鳥>의 改題로 추정됨; 睿宗 작): 종 (1105～1122); 연형식으

로 추정됨. 각 연은 2음보격 4행.15)
15)

<悼二 歌>( 종 작): 종 15년(1120); 형식 불명.16)
16)

<鄭瓜亭>(鄭敍 작): 毅宗 5～24년(1151～1170);  10～11행의 단련. 3음보 시

행과 4음보 시행의 혼용.

<履霜曲>: 고려 후기로 추정됨;
17)17)  11～12행의 단련. 3음보 시행과 4음보 시

11) 하는 고려시  시가 작품들의 다수가 궁 악 등의 노랫말( 章歌詞)로서 ‘詩

＋음악을 한 조 ’의 면모를 띤다는 에서, 그 텍스트에서 악곡․演行 등에 

맞추기 해 첨가되었을 것으로 단되는 非詩的 요소들을 제거한 바를 시  형

태 고찰의 상으로 한다. 이에 한 자세한 논의는 成昊慶, 1990 ｢고려시가의 

문학  형태 복원 모색｣, 碧史李佑成先生定年 職記念 國語國文學論叢(成昊慶, 

1995 韓國詩歌의 類型과 樣式 硏究, 남 학교출 부, 139-162면에 재수록), 

154-161면을 볼 것.

12) 鄭炳昱, 1959 國文學散藁, 신구문화사, 156면 참조.

13) 앞의 주 12)와 같음.

14) “淸河崔行歸  師同時 鑽仰日久 及此歌成 以詩譯之 其序云 ‘… 宋曆八年[967] 

周正月[음력 11월]日謹序’.”(均如傳 제8 譯歌現德分 )에 의거함.

15) 成昊慶, 1991 ｢維鳩曲과 相杵歌의 詩形｣, 語文學 52(成昊慶, 앞의 책, 183-197

면에 재수록), 185-195면 참조.

16) 解讀에 따라 ‘4행체의 2연’로 볼 수도 있고(梁柱東, 1947 麗謠箋注, 을유문화사, 

380면), ‘8행 단련’ 는 ‘6행 단련’로 볼 수도 있다(金完鎭, 1980 鄕歌解讀法硏

究, 서울 학교출 부, 210-2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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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의 혼용.

<鄭石歌>: 고려 후기(14세기 엽 이 );18)18)각 연 3행씩  11연 는 각 연 6

행씩(序詞인 제1연은 3행)  6연. 3음보격.

<西京別曲>: 고려 후기(14세기 엽 이 );19)19)  3연. 제1․2연은 각 4행씩, 제

3연은 6행. 3음보격.

<處容歌>: 고려 후기(14세기 엽 이 );20)20)  45행 내외. 4음보 시행과 3음보 

시행의 혼용.

<靑山別曲>: 13세기 말엽～14세기 사이;21)21)  8연. 각 연 4행씩. 3음보격.

<가시리(歸乎曲)>: 고려 후기로 추정됨;22)22)  4연. 각 연 2행씩. 3음보격.

<動動>: 고려 후기로 추정됨;23)23)  13연. 각 연 4행씩. 3음보격.

<雙花店>: 忠烈王 25년(1299)경24);24)  4연. 각 연 6행(제5․6행은 후렴)씩. 3음

17) 작품의 형태가 <정과정>과 유사하며 그 형태를 변형 계승한 것으로 보인다는 

에 의거함.

    한편, 18세기 李衡祥의  窩集 권8에서는 蔡洪哲(1262~1340) 작이라고 했으

나, 그 기록은 文忠 작인 <五冠山>을 채홍철 작이라고 한 잘못을 보이는데다 그 

이 의 문헌들에서는 채홍철이 지은 노래에 <이상곡>을 포함시킨 가 없다는 

을 고려할 때,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18) 李齊賢의 ｢ 府｣  제8수는 <정석가> 제10～11  는 <서경별곡> 제5～8

의 내용을 漢譯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소악부｣가 1318～1320년 사이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다(成昊慶, 1990 ｢益齋 府와 及庵 府의 제작시기에 

하여｣, 韓國學報 61, 成昊慶, 앞의 책, 163-182면에 재수록, 170-178면 참조), 

작품의 구성형태가 <청산별곡>과 유사하다는  등에 의거함.

19) 앞의 주 18)과 같음.

20) ｢益齋 府｣ 제6수에 그 解詩로 보이는 한시가 있다는 과 구성에서 4음보 율

격의 모습이 지 않게 나타나는  등에 의거함.

21) 제7연에 나오는 ‘奚琴’이 13세기 말엽 이래 元의 향으로 고려에 유입된 악기라

는 과, 후렴구 ‘얄리얄리얄라셩～’은 악기 太平簫(날라리)의 소리를 본뜬 口

音인데(정병욱, 1977 ｢악기의 구음으로 본 별곡의 여음구｣, 冠嶽語文硏究 2, 
서울 학교 국어국문학과, 20면), 태평소도 해 과 함께 13세기 말엽에 고려에 

유입된 악기라는 (宋芳松, 1984 韓國音 通史, 일조각, 160면 참조) 등에 의

거함.

22) 그 형태  특징이 <청산별곡> 등과 유사한 에 의거함.

23) 앞의 주 22)와 같음.

    한편, 增補文獻備 (권106 17)에서는 <동동>을 柳濯이 合浦萬戶일 때(1345

년경) 지은 작품이라고 했지만, 權近의 陽村集(권39 ｢故高麗門下侍中柳公神道

碑銘｣)과 高麗史(권111 列傳24 ｢柳濯｣)에는 그때 유탁이 지은 노래가 <長生浦

曲>이라고 밝히고 있어서, 그의 작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24) “王狎昵群  嗜好宴樂 倖臣吳祈․金元祥․內僚石天補․天卿等 …別作一隊 稱爲

男粧 敎以新聲 其歌云 ‘三藏寺裏點燈去…’.”(高麗史節要 권22 忠烈王 25년 5

월)에 의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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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격이지만, 각 연의 제4행은 4음보.

<滿殿春(別詞)>: 충렬왕 (1274～1308년) 이후로 추정됨;25)25)  6연. 제1～4연은 

각 3행씩, 제5연은 5행, 結詞인 제6연은 1～2행. 4음보격.

<翰林別曲>: 13세기 말엽～14세기 사이;26)26)  8연. 각 연 7행(제1～4행: 前節, 

제5～7행: 後節)씩. 은 3음보격, 후 은 2음보격 는 4음보격.

<關東別曲>(安軸 작): 忠惠王 원년(1331)경;  9연. 각 연 7행(제1～4행: 

, 제5～7행: 후 )씩. 은 3음보격, 후 은 2음보격 는 4음보격.

<竹溪別曲>(安軸 작): 충혜왕 후4년(1343)～忠穆王 4년(1348);  5연. 각 연 7

행(제1～4행: , 제5～7행: 후 )씩. 은 3음보격, 후 은 2음보격 

는 4음보격.

<僧元歌>(懶翁和尙 慧勤 작):27)27)14세기 ․말엽;  405행(2음보격으로 볼 경

우) 는  210행 내외(4음보격으로 볼 경우).

<歷代轉理歌>(申得淸 작):28)28)恭愍王 20년(1371);  183행(2음보격의 경우) 

는  100행 내외(4음보격의 경우).

     “白雪이～”(李穡 작):29)29)14세기 말엽; 단련. 하는 모습은 時調形의 4

음보격 3행시.

<何如歌>(李芳遠 작): 恭讓王 4년(1392)경; 단련. 하는 모습은 시조형의 4

음보격 3행시.

<丹心歌>(鄭夢周 작): 공양왕 4년(1392)경; 단련. 하는 모습은 시조형의 4

음보격 3행시.

<相杵歌>: 시  미상; 연형식으로 추정됨. 각 연은 4음보격 4행.

그리고 忠惠王(1315～1344) 작으로 조선 기에 散逸되어 각기 따로 하

25) 李壬壽, 1988 麗歌硏究, 형설출 사, 171면 참조.

26) 제6연에 나오는 ‘稽琴(奚琴)’이 13세기 말엽 이래 고려에 유입된 악기라는  등

을 고려할 때, <한림별곡>은 高宗代(1213～1259) 작이라는 통설과는 달리 13세

기 말엽 이후의 작으로 추정된다. 이에 한 자세한 논의는 成昊慶, 1989 ｢한림

별곡의 창작시기 論辨｣, 韓國學報 56(成昊慶, 앞의 책, 114-138면에 재수록), 

121-135면을 볼 것.

27) 이 작품은 <西往歌>․<樂道歌>와 마찬가지로 나옹화상(1320～1376)의 작으로 신

뢰하기 어렵지만, 借字表記로 한다는  등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인정하

고 있으므로 일단 그의 작으로 보기로 한다(그러나 <서왕가>와 <낙도가>는 그의 

작으로 인정하지 않음).

28) 이 작품도 僞作일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필자는 <승원가>와 마찬가지로 가사형

으로 채 정립되지 못한 단계 양식의 작품으로 일단 인정하기로 한다.

29) 18세기에 편찬된 珍本 靑丘永 과 海東歌謠 諸本에는 이 작품  <단심

가>․<하여가>에 앞선 시기의 작품이 실려 있지 않으므로, 19세기에 편찬된 
窩歌曲集( 學拾零)․六 本 靑丘永  등 작가 고증이 부실한 가집들에 

실려 있는 그 이 의 작품들은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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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조형의 작품들을 찾아 모음으로써 불완 하게나마 복원된 <後殿眞勺>(

는 <北殿>)은  5연의 연형식으로 이루어졌는데,30)30)그 연 구성의 불규칙한 

양상이 <만 춘>과 비슷하다.

이 작품들을 형식에 따라 單聯體, 聯形式, 非聯體의 세 부류로31)나 고,
31) 

다

시 양식별로 유형분류하면 다음과 같다(시형의 면모를 악하기 어려운 <도이

장가>는 제외함).

A) 단련체 시가의 유형

  Aa유형(3音步格 6行體): <정읍(사)>, <사모곡>(이상 고려 기)

  Ab유형(  4음보격 3행시; 前時調型32)):32)“白雪이~”, <하여가>, <단심가>

(이상 14세기 말엽)

  Ac유형(2음보격의 10행 정도; ‘10句體 鄕歌’33)):33)<보 시원가> 11수(10세기 

엽)
34)34)

30) “⑴ 흐리 거 괴어시든 어 거 좃니져러/ 젼젼로 벋니믜 로/ 셜면 가

론 범그러 노니져 ⑵ 은들 이 오며 기린들 님이 오랴/ 이제 워신들 

어늬 이 마 오리/ 하로 안즌 곳에셔 긴밤이나 새오쟈 ⑶ 空房을 겻고릴동 

聖德을 표릴동/ 乃終始終을 모건마/ 當시론 괴실 좃노이다 ⑷ 

자 내 黃毛試筆 墨을 뭇쳐 窓밧긔 디거고/ 이제 도라가면 어들 법 잇거마/ 아

므나 어더 가뎌셔 그려보면 알리라 ⑸ (亡失).” 成昊慶, 1983 ｢고려시가 後殿眞

勺(北殿)의 복원을 한 모색｣, 국어국문학 90(成昊慶, 1988 朝鮮前期詩歌論, 
새문사, 177-208면에 재수록), 199면 참조.

31) 형식에 따른 시의 분류로는 ‘聯詩(stanzaic verse)’, ‘非聯詩(non-stanzaic verse)’

의 2 별이 일반 이다. 그러나 고려시  시가의 경우에 단련체와 비연체는 서

로 크게 이질 이므로, 이 둘을 구분하지 않으면 분류 자체가 무의미하게 될 것

이다(종래에 국문학계에서는 이 둘을 함께 묶어 ‘비연시’로 분류하기도 했음). 

그리고 단련체는 기본 성격이 연시(연형식)에 가까우므로 연시의 일종으로 간주

될 수도 있겠으나, 한 개의 연만으로 완결된다는 에서 둘 이상의 연들이 계

를 맺으며 이루어지는 연시와는 일단 구별되는 것이 좋을 것이다.

32) 필자는 4음보격의 율격이 뚜렷이 정립된 시기를 15세기 후반 무렵으로 추정하며, 

이에 따라 ‘4음보격 3행시’로서의 時調詩形이 정립된 시기도 그 무렵일 것으로 

단하는바, 14세기 말엽의 Ab유형의 양식은 시조형의 단계 양식이라는 에

서 ‘前時調型’이라 부르겠다. 의 책, 28-31면 참조.

33) 학계에서는 향가 가운데서 10행 정도로 이루어진 장르를 ‘詞腦歌’라는 명칭으로 

많이 불러오고 있지만, 그 ‘사뇌가’는 그러한 장르명이기보다는 ‘찬양․축하’(慶

讚) 는 ‘이치를 깨달아 앎’(達理)의 내용을 표 함을 주로 한 작품 부류를 

이르는 말에 그치는 것일 가능성이 지 않은 편이다. 成昊慶, 2005 ｢詞腦歌의 

성격과 그 변천에 한 試論｣, 시학과 언어학 10, 시학과 언어학회, 7-2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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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유형

고려 기 고려 후기
양식  특징 비 고

10세기 11세기 12세기 13세기 14세기

단

련

체

Aa  ?…… ……………?  3음보격 6행

Ab     ―  4음보격 3행 前時調型

Ac …― 2음보격 10행 정도 10句體 鄕歌

Ad   ―… ……… ……? 3음보와 4음보 혼용 11행 내외

  Ad유형(3음보와 4음보 혼용의 11행 내외): <정과정>(12세기 엽), <이상

곡>(12세기 말엽 이후)

B) 연형식 시가의 유형

  Ba유형(2음보격  4음보격의 4행체; 民謠型): <유구곡>(12세기 엽), <상

가>(시  미상)

  Bb유형(3음보격. 각 연들의 시행구성이 일정함): <가시리>, <동동>(이상 고려 

후기), <청산별곡>(13세기 말엽 이후), <정석가>; <서경별곡>(이상 12

세기 말엽～14세기 엽)

  Bc유형(3음보격. 각 연 내 ‘ ＋후 ’의 구성, 후 은 후렴):35)
35)
< 화 >(13

세기 말엽)

  Bd유형(  3음보격, 후  2음보격 는 4음보격; 景幾體歌): <한림별

곡>(13세기 말엽 이후), < 동별곡>, <죽계별곡>(이상 14세기 ․

엽)

  Be유형(4음보격. 불규칙한 연형식): <만 춘>(13세기 말엽 이후), <후 진

작>(14세기 엽)

C) 비연체 시가의 유형

  Ca유형(3음보와 4음보 혼용의 연속체): <처용가>(12세기 말엽～14세기 엽)

  Cb유형(2음보격 는 4음보격의 연속체; 前歌辭型36)):36)<승원가>(14세기 ․

말엽), <역 리가>(14세기 말엽)

이를 표로 나타내어 보면 다음과 같다.

34) <보 시원가>는 그 題名 속에 총 11수가 있는데, 그 각각이 독립 인 성격을 띠

는데다가 각기 따로 작품명이 있다는  등을 고려할 때, 그 구성을 연형식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에 ‘普賢十種願王歌’란 내용상 서로 연 이 있는 11편

의 작품들을 총칭하는 이름에 불과하다고 하겠다.

35) Bc유형은 작품이 단 한 편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에서 하나의 유형으로 분류함

에 주 되기도 하지만, 다른 유형들의 양식과는 뚜렷이 구별되므로 일단 별도의 

유형으로 설정해둔다.

36) Cb유형은 가사장르의 양식(4음보격 연속체)에 근하지만, 그 율격이 정연한 4

음보격을 이루지 못하고 2음보격의 면모를 다분히 지녀서, 가사의 단계 양식

(‘前歌辭型’)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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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형

식

Ba ………………―…… ……… ………· 각연 2음보격  4음보격의 4행 民謠型

Bb    ?… ……―― 3음보격. 규칙 인 연형식

Bc     ― 
3음보격. 각 연 ‘ ＋후 ’ 구성

(후 은 후렴)

Bd     ―
각 연 ‘ ＋후 ’ 구성(  3음

보격, 후  2음보격 는 4음보격)
景幾體歌

Be     ――… 4음보격. 불규칙  연형식

비

연

체

Ca    ?… … 3음보와 4음보 혼용

Cb     ― 2음보격 는 4음보격 前歌辭型

2) 고려 후기 시가의 발달배경

(1) 고려 후기의 시가계

하는 작품과 련 자료가 부족한데다 그 작품들도 왕  그 측근과 귀

족들을 심으로 한 상층인 사회에서 창작․향수된 것들에 많이 치우쳐 있어

서 반 인 양상을 갖추어 살피기는 어렵지만, 고려시 의 시가계를 후기를 

심으로 하여 개 해 보면 다음과 같다.

고려왕조 성립 이 인 9세기까지 존재했던 시가유형(장르)들로는 단련체로

서 10행 정도의 ‘10구체 향가’만이 모습을 드러내고, 민요 는 민요형의 ‘4구

체 향가’도 몇 편 남아 있다. 그 이래로 12세기 엽까지의 고려 기는 체

로 부터 존속해 오던 몇몇 기성 유형(장르)들을 수용하여 큰 변  없이 계

승해 나간 시기 다. 단련체 시가로는 6행체(3음보격)의 <정읍>․<사모곡> 유

형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10행 정도의 향가(10구체 향가)는 10세기 엽

의 <보 시원가> 이후 뚜렷한 자취를 남기지 못하다가, 12세기 엽 무렵에 

그 양식과 유사한 <정과정>이 나타났다. 연형식 시가로는 4행체의 민요형 유

형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유구곡> 등).

12세기 말엽 이래의 고려 후기 시가계에서는  유형(장르)들의 양식을 

변형 계승한 체유형들과 새로 생겨난 유형들로써 상층인들의 다양한 요구

를 충족시켜 갔다.

단련체 시가로는 12세기 엽의 <정과정>의 뒤를 이어 10구체 향가의 양식

과 유사한 <이상곡>이 지어졌다. 그리고 연형식 시가에서는 민요형의 작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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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를 이어 존속했을 것이고, 13세기 말엽 이래 <가시리>․<동동>․<청산

별곡>․<정석가>․<서경별곡> 유형과 < 화 > 유형, 경기체가, <만 춘>․<후

진작> 유형 등의 여러 유형들이 생겨나 성황을 이루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기에는 자취를 찾아볼 수 없던 비연체 시가로서 <처용가>가 모습

을 드러냈으며, 이미 13세기부터 두하기 시작한 신흥사 부들에 의해 14세

기 무렵에는 가사의 단계  양식을 보이는 <승원가>․<역 리가> 등이 나

타나서, 이후 15세기 말엽 무렵에 정립되는 가사장르의 모태가 되었다. 한편, 

단련체 시가에서도 기까지 존재하다가 오랫동안 자취를 감추었던 6행체(3음

보격)의 유형을 신하여 시조의 단계  양식을 보이는 작품들이 신흥사

부들에 의해 지어지게 되어, 이후 15세기 말엽 무렵에 정립되는 시조장르의 

모태가 되었다.

이 고려 후기의 시가 작품들 다수는 음악과의 긴 한 련 속에서 창작

되고 향수되었다. 다수의 작품들이 궁 악 등에서 노래로 불렸고, 지 까지 남

아있는 모습도  學軌範․ 章歌詞․時用鄕 譜 등의 書들에서 그 노

랫말(歌詞)로서 해 온 것이다. 이 에서 고려 후기 시가의 발달양상을 바

르게 이해하기 해서는 당시의 고려 음악계의 동향에 유의해야 할 터인데, 

고려의 음악은 통일신라시 의 음악을 계승한 바탕 에 12세기 엽 이래 

국의 宋朝에서 들어온 음악(宋 )의 향을 지 않게 입게 되다가, 13세기 

말엽 이후 元朝로부터 유입된 음악(胡   당시의 국음악)의 향을 크게 

입게 되었다.37)37)이에 따라, 13세기 말엽 이후에 지어진 시가 작품들의 다수

37) 기왕의 한국음악사 연구에서는 고려시 의 음악이 통일신라의 음악문화를 승

하여 발 시킨 향악, 통일신라의 당악이란 터  에 송의 교방악을 수용했던 

당악, 그리고 12세기 이후 고려에 소개된 성아악의 세 주류에 의해서 특징지

어질 수 있다고 하여(宋芳松, 앞의 책, 145면), 元의 음악의 향을 고려하지 않

았는데, 이는 조선 의 문헌들에서 고려시  음악에 해 기술하면서 원 음악

(胡 )의 향을 의도 으로 말살하거나 무시한 바를 받아들인 결과일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 문헌들에는 13세기 말엽 이래 원 음악의 향을 받은 ‘새로운 음

악․곡조(新聲, 新調)’로써 시가를 지어 궁 에서 노래 부르며 즐긴 사례들(<三

藏>, <蛇龍>, <大平曲>, <後殿眞勺> 등)이 간간이 나타나며(고려사 권125 열  

권38 ｢吳潛｣  ｢金元祥｣, 世宗實  권3 元年 5月 丙午 등), 고려 말엽의 상류

사회에 胡 이 성행했다는 기록들도 다수 보인다(고려사 권137 열  권50 ｢辛

禑｣5  권114 열  권27 ｢李壽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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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원 음악의 향을 크게 입게 된 당시 고려 상층인들의 음악을 기반으로 

하여 노래 부를 수 있도록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궁 악 등의 악장에서는 왕의 측근이나 귀족 등 상층인들에 의해 

창작된 작품들이 주로 쓰 지만, 기층 민 들의 민요를 그 로 채택하거나 개

작․潤色하여 쓰기도 했고, 민요의 양식에 기반을 두고 새로 지은 작품들도 

쓰 으며, 巫歌 등의 특수한 작품들이 채택되기도 했다.

(2) 외래시가의 향

고려와 국의 宋朝는 光宗代(949～975)의 통교 이래 우호 인 계를 지

속했고, 11세기 엽부터 고려는 송의 문물을 극 으로 받아들여 그 문화의 

향을 지 않게 받게 되었는데, 睿宗代(1105～1122)에는 宋 (詞   大晟

雅 )과 宋詞가 들어와 고려의 음악과 문학에 향을 끼치게 되었다. 그러다

가 1127년에 송이 金에 쫓겨 南遷하자 고려와 南宋 간의 계는 차 소원해

졌고, 12세기 말엽부터는 양국의 왕래가 사실상 두 됨으로써, 이후 송 문화의 

직 인 향은 고려에 거의 미치지 않게 되었다.

그 후 동아시아의 새 覇 로 떠오른 몽골(元)이 침략하자 고려는 수도를 

江華로 옮기면서 약 30년간 항쟁을 계속하다가, 高宗 46년(1259)에 항복하고 

元宗 11년(1270)에는 開京으로 환도하 다. 이로부터 고려는 恭愍王代(1351～

1374)에 들어 원에 한 속 계를 단 할 때까지 90여 년간 원의 간섭 아래 

놓이게 되었다.

이 13세기 말엽부터 14세기 엽까지 동안에 원의 많은 문물들이 고려에 

들어왔는데, 그 가운데는 元曲(散曲과 雜劇)도 있었다. 散曲이 고려에 들어와 

그 시가에 향을 끼쳤음을 명시 으로 언 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지만, 고

려 후기 시가에 련된 여러 기록들을 종합하거나 작품 내외에서 쓰인 말들

의 뜻을 살펴보면, 고려의 시가가 13세기 말엽 이래 원의 산곡과 그 음악의 

향을 지 않게 받았음이 분명히 드러난다.38)
38)

38) 이에 한 자세한 논의는 成昊慶, 1998 ｢元 散曲이 한국시가에 끼친 향에 

한 고찰｣(성호경, 1999 한국시가의 형식, 새문사, 147-188면에 재수록), 158-163

면을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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元代의 국 시가계에서는 詞가 쇠퇴하고 새로운 시가인 산곡이 정립되어 

성행했는데, 산곡은 사처럼 長短句로 된 시가로서 사가 변하여 생겨난 것이다. 

사는 본디 민간의 통속가요에 바탕을 둔 노래 지만, 문인들이 그 창작에 참

여하면서부터 차 음악과 句法  수사에 통달해야만 하는 문 인 학문처

럼 변해갔다. 이 때문에 12세기 후반 이래 국 시가계에서는 새로운 府 계

통 시가에 한 요구가 생겨나게 되었다. 한편, 북송 말엽 이래 여진족과 몽골

족이 이어 침입하여 200년 이상 국 북방 는  국을 지배하게 되면서 

그들의 음악(胡 )이 해 ․태평소 등의 악기들과 함께 유입됨에 따라 국의 

음악은 크게 달라졌고, 사가 호악의 향을 크게 입은 새로운 음악(新聲)과 

어울릴 수 없게 되자, 이와 어울릴 수 있는 시가로서 산곡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산곡의 유형에 하여는 任訥(字 中敏)의 다음과 같은 표39)가39) 리 받아들

여지고 있다.

                                     常 令

                                     摘調

                                                北帶北 

                    故事를 진술      帶過曲     南帶南    … 北曲에 많음

                    하지 않음                   南北兼帶 

          令                       集曲 ……………………… 南曲에 많음

                                     重頭

                    故事를 진술      同調重頭

散曲                함               異調間列

                                     常散套     南北分套

                    尾聲이 있음                   南北合套

          散套                       重頭加尾聲

                    尾聲이 없음      常散套無尾聲

                                     重頭無尾聲

이 분류에 따라 그 가운데서 주요한 몇몇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令’은 산곡 가운데서 체제가 좀 짧고 작은 종류를 가리키는데, 민간에 유

39) 任訥, 散曲槪論(中華書局 聚), 권1, 16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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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던 曲이 문학  도야를 거쳐 曲 가운데의 소령이 된 것이다(원 에는 

‘葉兒’라고도 불 음).

소령 가운데서 단일한 곡조로 된 소곡으로서, 詩의 1首나 詞의 1闋에 상당

하는 단 가 ‘ 常 令’이다(詞의 ‘ 常散詞’가 변하여 이루어진 것임). 그 작

법은 1수 체를 통해 한 韻만을 써야 하며 간에 換韻할 수 없다.

이 심상소령이 무 간단하고 짧아서 작자의 느낌과 뜻을 제 로 다 나타

낼 수 없을 때, 음률이 서로 비슷하여 같은 곡처럼 느껴지도록 잘 어울리는 

두 調( 는 세 조)를 합성시켜 한 곡의 노래로 만든 ‘帶過曲’이 생겨났다(詞의 

‘犯調’가 변하여 이루어짐).

산곡의 소령에는  ‘重頭’가 있다. 이는 같은 한 조의 곡을 복시켜 연속

되거나 같은 부류에 속하는 故事나 景色을 서술 표 하는 방법인데, 과곡이 

前․後段을 합쳐 1수로 보아 한 가지 운을 에 비해, 두는 각수마다 다른 

운을 쓴다는 에서 과곡과 구별된다.

소령에서 나아가서 둘 이상의 曲牌들을 이어서(각조의 운은 모두 같아야 

함) 하나의 大曲을 형성한 것을 ‘套數’라 하며 산곡에서는 ‘散套’라 한다(詞의 

‘成套’가 변하여 이루어짐). 그 길이는 자유로워서, 3, 4개 이하의 조로 된 짧

은 작품도 있지만, 길게는 50개가 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끝에는 尾聲이 붙음

이 보통이다. 北曲의 산투는 한 개 이상의 ‘正曲’과 한 개의 ‘미성’이 연결되면 

이루어지고, 南套는 일반 으로 ‘引子, 過曲(本曲), 尾聲’의 세 부분으로 이루

어지는 격식을 가진다.

3. 고려 후기 시가 각 양식의 형성과정

1) 非聯體 시가의 유형

(1) Ca유형(<處容歌>)

악학궤범 권5 ｢鶴蓮花臺處容舞合設｣에 <처용가>는 다음과 같이 실려 있다.

[前腔] 新羅盛代 昭盛代/ ～[中葉] 어와 아븨 즈여 處容아븨 즈여 [附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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滿頭揷花 계오샤 기울어신 머리  [ 葉] 아으 壽命長願샤 넙거신 니마해

[後腔] 山象 이슷 어신 섭에/ ～[附葉] 風入盈庭샤 우 어신 귀  [中

葉] 紅桃花티 븕거신 모야해 [附葉] 五香 마샤 웅긔어신 고해 [ 葉] 아으 千

金 머그샤 어 어신 이베

[大葉] 白玉琉璃티 여신 닛바래/ ～[附葉] 설믜[] 모도와 有德신 가

매 [中葉] 福智俱足샤 르거신  / ～[附葉] 同樂大平샤 길어신 허튀  

[ 葉] 아으 界面도샤 넙거신 바래

[前腔] 고 지셰니오 고 지셰니오/ ～[附葉] 處容아비 고 지셰니

오 [中葉] 마아만 마아만 니여 [附葉] 十二諸國이 모다 지셰온 [ 葉] 아으 

處容아비 마아만 마아만 니여

[後腔] 머자 외야자 綠李야/ ～[附葉] 아니옷 시면 나리어다 머즌말 [中葉] 

東京  래 새도록 노니다가 [附葉] 드러 내 자리 보니 가리 네히로새라 

[ 葉] 아으 둘흔 내해어니와 둘흔 뉘해어니오

[大葉] 이런 긔 處容아비옷 보시면/ ～[附葉] 千金七寶도 말오 熱病神를 날 

자바 주쇼셔 [中葉] 山이여 히여 千里外  [附葉] 處容아비 어여려거져 [

葉] 아으 熱病大神의 發願이샷다

<처용가>는 4음보 시행과 3음보 시행이 혼용된  45행 내외의 비연체 작

품인데, 이러한 양식을 그 이 의 작품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와 유사한 다른 작품들이 발견되지 않는 한, 그 형성에서 의 토착 시가양

식의 계승을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이 작품의 표기에는 음악  면모를 나타내는 ‘前腔, 大葉, 中葉, 

葉’ 등의 말들이 노랫말의 분단된 앞머리에 붙어 있다.

고려시   조선 의 시가들에서 나타나는 여러 ‘腔’과 ‘葉’들의 배열방식

은 ① 眞勺․北殿 계통의 11節型인 ‘前腔-中腔-後腔-附葉-大葉-附葉-二葉-三

葉-四葉-附葉-五葉’과, ② 處容慢機․鳳凰吟中機 등의 15 형인 ‘前腔-附葉-中

葉-附葉- 葉/ 中腔-부엽- 엽-부엽-소엽/ 後腔-부엽- 엽-부엽-소엽’, 그리고 

③ <井邑>에서 보이는 바 15 형에서 中葉이 생략된 축소형인 ‘ 강-소엽/ 후

강-(소엽)/ 엽-소엽’의 3종으로 분류된다.
40)40)<처용가>에서의 강․엽 배열방

식은 ②의 15 형에 속하며, 산곡 투수(산투)의 곡패 배열방식과 유사하다.

【南呂】[一枝花]  <贈朱簾秀>  關漢卿 작

40) 李惠求, 1966 韓國音 序說, 서울 학교출 부, 199-2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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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經裁蝦萬鬚 巧織珠千串 金鉤光錯落 繡帶舞蹁躚 似霧非烟 粧點就深閨院 

不許那等閒人取次展 搖四壁翡濃陰 萬瓦琉璃色淺

[梁州] 富貴似侯家紫帳 風流如謝府紅蓮 鎖春怨不放雙飛燕 綺窗相近 翠戶相連 

雕櫳相映 綉幕相牽 拂苔痕滿砌楡錢 惹楊花飛點如錦 的是抹回廊暮雨蕭蕭 恨的是

蒒曲檻西風剪剪 愛的是透長門夜月娟娟 凌波殿前 碧玲瓏掩映湘妃面 沒福怎能够見 

十里楊州風物姸 出落着神仙

[尾] 恰便似一池秋水通宵展 一片朝雲盡日懸 你箇守戶的先生肯相  煞是可憐 則

要你手掌兒裏奇擎着耐心兒捲

【南呂】 <自序醜齋>  鍾嗣成 작

[一枝花]-[梁州]-[隔尾]-[牧羊關]-[賀新郞]-[隔尾]-[哭皇天]-[烏夜啼]-[收尾]

  ※ 작품(노랫말)은 매우 길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 곡패의 배열양상만 나타냄.

산투는 3, 4개 이하의 조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여러 개의 산투들이 결합

되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41)41)뒤의 작품은 산투 셋이 결합된 산투이다.

이처럼 비교  짧은 산투들이 결합되어 보다 큰 산투를 이루는 방식은 앞

서 든 고려시가의 곡조 배열방식  ②의 15 형과 마찬가지인데, <처용가>의 

곡조 구성은 ‘ 강～소엽/ 후강～소엽/ 엽～소엽’와 같은 세 개의 산투를 이

은 것을 다시 첩하여 모두 여섯 개의 산투가 합쳐진 양상을 보인다.
42)42)게다

가 산투에서의 미성은 곡을 마무리해주는 구실을 하는 것인데, 고려시 와 조

선 의 시가에서 쓰인 곡조 표시인 ‘三腔八葉’( 강, 강, 후강; 엽, 이엽, 

삼엽, 사엽, 오엽, 엽, 소엽, 부엽) 의 ‘소엽’도 이와 마찬가지로 악곡의 끝

에 치하여 마무리하는 구실을 하는 것인바,43)43)산투의 미성과 같은 성질 

 양상을 보인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비연체 시가 작품인 <처용가>의 음

악  구성은 곡조의 배열방식  성질에서 산곡 투수의 곡패 구성과 흡사한 

면을 다분히 보이고 있는 것이다.

고려 후기 시가 작품들의 다수가 음악과의 긴 한 련 속에서 창작, 향

41) ‘隔尾’란 尾聲이지만 그 뒤에 다른 곡이 이어 나왔기 때문에 붙인 이름이다. 李

殿魁, 1965 元明散曲之分析 硏究, 臺北: 中國文化學院出版部, 636면 참조.

42) 그리고 <井邑>의 ‘前腔- 葉/ 後腔-( 葉)/ 過篇․金善調- 葉’의 구성은 한두 

개의 本曲과 한 개의 尾聲이 결합된 매우 짧은 산투들이 몇 첩된 양상에서 벗

어나지 않는다.

43) 成昊慶, 1983 ｢‘腔’과 ‘葉’의 성격 推論｣, 雨田辛鎬烈先生古稀紀念論叢(成昊慶, 

1995 韓國詩歌의 類型과 樣式 硏究, 75-94면에 재수록), 89-9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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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되었으며 <처용가>도 이러한 성격을 지니고 궁 악에서 노래로 불렸다는 

을 고려할 때, 달리 그 유래를 찾기 어려운 이 Ca유형의 양식은 산곡 투수에

서 보인 음악  구성의 향을 받아 13세기 말엽 무렵에 새롭게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

(2) Cb유형(前歌辭型; <僧元歌>, <歷代轉理歌>)

나옹화상 혜근이 지었다는 <승원가>와 신득청(1332～1392)이 공민왕 20년

(1371)에 지었다는 <역 리가>는 다음과 같은 借字표기의 모습으로 해진

다.

主人公 主人公我(/) 世事貪着 其萬何古/ 慚愧心乙 而臥多西(/) 一層念佛 何等

何堯/ 昨日 年乙奴(/) 今日白髮 惶恐何多/ …(13행 생략)…/ 主人公 主人公我

(/) 殘傷古 可憐何多/ 百年  牟多生隱(/) 以一身乙 具之未陀/ 無散慈味 見羅何古

(/) 飮古餘隱 田畓四其/ 用古餘隱 財物以難(/) 時士  經營何也/ 無益旱 貪心乙奴

(/) 上厓 寶羅限多/ 覺治餘隱 主人公我/ …(7행 생략)…/ 主人公 主人公我/ 目

前厓 見銀去是(/) 枚枚治 鏡于以堯/ 未聞難也 主人公我(/) 未見難也 主人公我/ …

(54행 생략)…/ 主人公 主人公我(/) 盟誓何古 念佛何也/ 釋迦世  勸恨念佛(/) 十

六觀經 乙馬乙三/ 日沒觀而 第一羅/ …(60행 생략)…/ 主人公 主人公我/ 人事不

成 夫大道如(/) 阿彌陀佛 於西何自/ …(53행 생략)…/ 極樂世界 好歎 乙(/) 僧俗

男女 多知去乙/ 於西於西 底極樂厓(/) 速耳速耳 受耳可自/ 南無阿彌陀佛 成佛  ― 

<승원가>(趙赫濟 소장 필사본)44)
44)

貪虐無道 夏桀伊難(이)(/) 丹朱商均 不肖爲也(야)/ 堯舜禹矣(의) 禪位相傳

(/) 於以他可(어이타) 不知爲古(고)/ 妹喜女色 大惑爲也(야)/ 可憐割史(

사) 龍 忠臣(/) 一朝殺之 無三日高(무삼일고)/ 淫虐尤甚 帝辛伊難(이)(/) 所見

無識 自疾爲多(질)/ 夏桀爲鑑 全昧爲高(고)(/) 妲己冶容 狂惑下也(야)/ 

又亡國 自甘爲尼(니)/ 六七聖人 先王廟乙(를) 保存何里(리)/ 亡國人達(인) 

業失孫可(업실손)/ …(82행 정도 생략)…/ 人君爲鑑 爲也時面(야시면)(/) 傳

世無窮 爲狎時古(하압시고)/ 人臣取則 爲也時面(야시면)(/) 永命無窮 都如難而

(되여니)/ 於噫乎 世世上(/) 爲君臣以也兮  ― <역 리가>(華海師全 권6)

* (  ) 속의 한 은 차자표기에 하여 世宗代의 范承洛이 어놓은 것이라고 

함.
45)45)

44) 金鍾雨, 1974 鄕歌文學硏究, 선명문화사, 339-352면.

45) 李相寶 편, 1979 韓國歌辭選集, 집문당, 4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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僞作일 가능성도 없지 않은데다 그 차자표기도 吏讀나 鄕札의 일반 인 양

상과는 많이 차이 나는 편인지라, 이를 통해 그 양식  특징을 살피기는 쉽지 

않지만, 이 작품들의 율격에서 2음보격의 양상도 지 않게 보이므로,46)46)그 양

식은 4음보격 연속체로서의 歌辭 양식으로 채 정립되지 못한 그 단계의 양

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비연체의 연속체 시가는 고려 후기 이 에도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으므

로,
47)47)이 Cb유형(前歌辭型)의 양식은 그 이 의 토착 시가양식을 계승하거나 

는 그것에 바탕을 두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48)
48)

2) 單聯體 시가의 유형

(1) Ab유형(前時調型: “白雪이～”, <何如歌>, <丹心歌>)

Ab유형(前時調型)에 속하는 작품들(“白雪이～”, <하여가>, <단심가>)은 17

세기 이후의 문헌에 ‘4음보격 3행’인 시조형의 모습으로 실려 있다.

白雪이 자진 골에  구루미 머흐 라

반가온 梅花  어 곳에 픠엿고

夕陽에 홀로 셔 이셔  갈 곳 몰라 노라  ― 靑丘永 (珍本; 1728년 편찬) 

No.7

그러나 4음보격의 율격이 15세기 후반(조선 成宗代) 무렵에 들어서야 뚜렷

이 정립되었다는 을 고려하면,
49)

49)그 작품들의 본래 모습은 에 든 바와 다

46) 4음보격으로 율독할 경우 의미나 통사의 면에서 호응하지 않는 사례가 지 않

으므로(앞의 작품 표기에서 친 부분 등), 2음보격으로 율독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단된다.

47) 신라 眞平王 45년(623)경에 奚論을 弔喪하여 지어진 ‘長歌’(三國史記, 권47 列

傳7 ｢奚論｣)와 진평왕 (579～632)의 實兮 작 ‘長歌’( 의 책, 권47 ｢實兮｣), 그

리고 “文多不載”했다는 <散花歌>(三國遺事 권5 ｢月明師 兜率歌｣)의 존재 등을 

고려하면, 비연체의 연속체 시가 는 연형식 시가가 이미 삼국시 부터 있었다

고 하겠지만, 그 작품들의 형식이 어떠한지는 알 길이 없다.

48) 조동일은 상층의 시가는 하층 민요가 상승한 것이라는 가설을 세워, 가사가 고

려말에 ‘여음이 삽입되어 있지 않은 긴 민요’(주로 교술민요)의 형식을 채택한 

것으로 보았다. 조동일, 1982 한국시가의 통과 율격, 한길사, 33-4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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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달라서, 체로 각 시행들에서 정연한 4음보격의 율격을 지니지 못했을 것

으로 추정된다.50)
50)

그런데 Aa유형의 작품들에서 음악  연행 등의 필요에 따라 덧붙여진 것

으로 단되는 무의미한 조흥구를 제거한 시 인 모습은 다음과 같다.

호도 히어신 마/ 낟티 들리도 업스새라

아바님도 어어신 마/ 어마님티 괴시리 어라

아소 님하/ 어마님티 괴시리 어라  ― <사모곡>(시용향악보)

이러한 ‘3음보격 6행체’의 양식에서 각 시행들을 구성하는 음보들의 수를 

축약하고(그 의 음보 둘을 합쳐서 하나로 만들면 3음보→2음보가 됨), 시행 

둘을 하나로 통합하게 되면 ‘4음보격 3행’의 시조형에 가까운 양식이 어렵지 

않게 형성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51)51)

이에 Ab유형(前時調型)의 양식은 토착 시가양식인 Aa유형(<정읍>, <사모

곡>)의 양식을 변형 계승하여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Ad유형(<履霜曲>)

<이상곡>의 다음과 같은 모습은 <정과정>에 나타난 양식과 거의 마찬가지

이다.

비오다가 개야 아  하 디신 나래/ 서린 석석사리 조 곱도신 길헤/ (다롱디

우셔 마득사리 마득 즈세 우지)/ 잠간 내 니믈 겨/ 깃 열명길헤 자라 오

리잇가/ 죵죵 霹靂生陷墮無間/ 고 셔 싀여딜 내모미/ 죵 霹靂아 生陷墮無間/ 고

셔 싀여딜 내모미/ 내 님 두고 년 뫼 거로리/ 이러쳐 뎌러쳐 이러쳐 뎌러쳐 

期約이잇가/ 아소 님하(/)  녀졋 期約이이다  ― <이상곡>(악장가사)

49) 成昊慶, 1988 朝鮮前期詩歌論, 28-31면 참조.

50) 15세기 엽(世祖代) 작으로 추정되는 <慢大葉> 노랫말의 경우, 靑珍(No.1)에
는 시조형에 가까운 모습으로 기록되지만, 그보다 2세기 가량 앞선 16세기 ․

엽의 趙晟譜를 轉載한 琴譜(국립국악원 소장)에서는 정연한 4음보격을 갖

추지 못하는 “오리 오리오 일에 오리/ 져므디도 새디도 마시고/ 새러

 오리오 당셩의 오리 오쇼셔”로 나타났다. 의 책, 32-35면 참조.

51) 이러한 양상이 15세기의 漢詩懸吐體 악장시가 일부(<敬勤曲>, <橫殺門> 등)에서

도 나타났다. 成昊慶, 1981 ｢漢詩懸吐體 章의 一 察｣, 논문집 8, 경남 학, 

168-17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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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腔] 내 님을 그리와 우니다니 [中腔] 山졉동새 난 이슷요이다 [後腔] 

아니시며 거츠르신 아으 [附葉] 殘月曉星이 아시리다 [大葉] 시라도 님은 

 녀져라 아으 [附葉] 벼기더시니 뉘러시니가 [二葉] 過도 허믈도 千萬 업소

다 [三葉] 힛마리신뎌 [四葉] 읏 뎌 아으 [附葉] 니미 나 마 니시니

가 [五葉] 아소 님하 도람 드르샤 괴오쇼셔  ― <정과정>(악학궤범 권5)

궁 악 등에서의 연행에 합한 조흥구 등을 제외하면, 두 작품들 간의 양

식  차이는 거의 없다고 할 것이다.

<정과정>이 신라시  이래의 10구체 향가의 양식을 변형 계승한 것이라는 

에 하여는 異見이 별로 없는 편이다.52) 약간의 차이 53)을 제외하면, <정

과정>은 사실상 10구체 향가와 거의 마찬가지의 양식을 보인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Ad유형의 <이상곡>과 <정과정>의 양식은 토착 시가양식인 10구체 향

가의 양식을 변형 계승하여 형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3) 聯形式 시가의 유형

(1) Bb유형(<가시리>, <動動>, <靑山別曲>, <鄭石歌>, <西京別曲>)

고려 후기의 연형식 시가 가운데서 가장 많은 작품들이 속하는 Bb유형의 

양식은 3음보격의 율격을 지니며 각 연들의 시행구성이 체로 일정한 양상

을 보인다.

⑴ 가시리 가시리잇고 나/ 리고 가시리잇고 나/ (  증즐가 大平盛代)

⑵ 날러는 엇디 살라 고/ 리고 가시리잇고 나/ (  증즐가 大平盛代)

⑶ 잡와 두어리 마/ 선면 아니 올셰라/ (  증즐가 大平盛代)

52) 그러나 梁太淳은 <정과정>이 ‘10구체 향가’를 계승한 면도 상당 정도 있지만, 그

것에 귀속되지 않는 새로운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양태순, 1997 고
려가요의 음악  연구, 이회문화사, 297면.

53) 양자의 율격이 다르다는 , ‘10구체 향가’에서 제9행의 첫머리에 나타나는 감탄

사(‘阿耶, 阿也’ 등)가 <정과정>에서는 제8행([三葉]과 [四葉]의 노랫말을 합쳐

서 하나의 행으로 )의 뒤에 있고, 제10행의 첫머리에 새롭게 ‘아소 님하’라는 

말이 나타나서 그 행을 시  종결부로 만들고 있다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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⑷ 셜온 님 보내노니 나/ 가시 도셔 오쇼셔 나/ (  증즐가 大平盛

代)  ― <가시리>(악장가사)
⑴ 德으란 곰  받고/ 福으란 림  받고/ 德이여 福이라 호/ 나라 

오소이다/ (아으 動動다리)

⑵ 正月ㅅ 나릿 므른 아으/ 어  녹져 논/ 릿 가온 나곤/ 몸하 올로 

녈셔/ (아으 動動다리)

……⑶～⑿ 생략……

⒀ 十二月ㅅ 분디남로 갓곤 아으/ 나 盤 져 다호라/ 니믜 알 드러 얼

이노니/ 소니 가재다 므노다/ (아으 動動다리)  ― <동동>(악학궤범)

연형식은 모든 나라․문화권의 시가에서 보편 으로 나타나는 양식이며, 그 

구성의 본질은 동일한 크기와 형상을 가진 패턴의 규칙  반복에 있다고 한

다.
54)54)이처럼 첫 연에서 보이는 형식을 제2연 이하에서 반복하는 양상은 고려 

기까지의 연형식 시가인 Ba유형(민요형)의 <유구곡>․<상 가> 등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 에서 Bb유형의 양식은 일단 토착 시가양

식인 Ba유형의 양식을 변형 계승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다고 해서 Bb유형의 양식의 형성과정을 민요  민요형과의 계만으

로써 살피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 양식에서 두드러진 ‘일정한 형식의 반복, 有

節形式(strophic form)
55)
의55)악곡 구성, 후렴의 출 ’ 등은 민요를 포함하는 노

래하기 한 시들에 나타나는 일반 인 상이지,56)56)민요만이 지니는 특징이 

아니기 때문이다.57)
57)

54) Paul Fussell, 1979 Poetic Meter and Poetic Form, Revised Edition, New York: 

Random House, pp. 161-162.

55) 시에 음악을 붙이는 작곡의 방법으로는 다음의 두 가지가 리 쓰인다. 그 하나

는 ‘유 형식’으로서, 시의 첫 연( 는 구)에 들어맞는 가락을 만들고 나머지 연

( 는 구)들은 모두 처음의 가락을 반복하는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작곡이 시

의 부에 걸쳐 이루어지는 ‘通作(durchkomponieren)’의 방법인데, 주로 같은 음

악을 반복하면서도 시의 기분의 변화에 따라 가락에 다소의 요한 변화를 가하

는 것이다. Henry T. Finck(편집부 역), 1985 歌曲의 歷史와 作曲家, 삼호출

사, 70면 참조.

56) 노래하기 한 시는 이 밖에도 ‘무드의 단순성, 율동 인 경쾌함’ 등을 보인다고 

한다. John Stevens, 1979 Music and Poetry in the Early Tudor Court, 

Cambridge, Massachusetts: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28-29.

57) 노래하기 한 시가 지니는 이러한 여러 양상들이 민요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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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형식의 시가 작품들이 이 에는 그리 뚜렷이 나타나지 않다가, 원 문화의 

향을 크게 받게 된 13세기 말엽 이래 집 으로 나타났다는 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이다.

노래함과 한 계를 지니는 연형식 시가의 발달 요인이나 배경으로는 

당시 고려의 음악문화의 발달을 들 수 있고, 이는 원의 음악의 유입에 따른 

향을 많이 입은 것이었다. 13세기 말엽 이래 원 음악의 향을 받은 새로운 

음악(곡조)에 따라 시가 작품들을 지은 사례들을 통해 볼 때, 고려 후기 특히 

13세기 말엽 이후에 연형식 시가가 성행하게 된 것은 원 음악의 향으로 고

려음악이 새롭게 발달한 데 따른 것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고려에서 13세기 말엽 이래 연형식 시가가 발달하게 된 데는 원의 음

악을 기반으로 하여 발달한 시가인 散曲에서의 重頭의 향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산곡의 두는 한 調의 곡을 여러 차례 복시키는 방법으로서, 첫 의 악

곡을 유 형식의 악곡구성에 따라 두 연 이상의 연형식 작품으로 만드는 것

이다.

【中呂】[普天樂]  <隱居謾 >  張養浩 작

⑴ 水挼藍 山橫黛. 山光水色 掩映書齋. 圖畵中 囂塵外. 暮醉朝行吟妨何礙. 正黃

花 三徑齊開. 家山在眼 田園稱意. 其樂無涯.

 ······⑵～⑼ 생략······

⑽ 洞壺中 紅塵外. 友從江上 載得春來. 烟水間 乾坤大. 緩步雲山無遮礙. 勝王家 

無榭歌臺. 酒斟色艶 詩吟破膽. 其樂無涯.

고려 후기 시가 작품들의 연형식 구성에서 다수의 작품들은 문학  연

(stanza)이 음악  (strophe)과 합치되며, 첫 의 악곡을 제2  이하에서 

반복하는 면에서 산곡에서의 두와 마찬가지인 것이다.

그러므로 고려 후기의 연형식 시가들은 한편으로는 선행하던 우리 시가의 

토착 인 양식을 계승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당시 국에서 성행하던 음

타나는 것은 민요가 노래함을 주된 승  연행(實演) 방식으로 하는 시가이기 

때문일 것이다. Ruth Finnegan, 1977 Oral Poetry, Cambridge, Massachusetts: 

Cambridge University Press, p. 12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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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 향을 받아 이루어진 새로운 음악과 당시의 국음악을 기반으로 하여 

성행하던 산곡 두의 향을 받음으로써 13세기 말엽 이래 크게 발달, 성행

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지 않다고 하겠다.58)58)그리고 이 가운데서 Bb유형의 

양식은 토착 시가양식인 Ba유형의 양식을 바탕으로 하여 형성되고, 산곡 심상

소령의 두의 향을 받아 성행하게 되었을 것으로 단된다.

한편, <서경별곡>․<정석가> 등에서는 그 연형식에서 문학  연이 음악  

과 잘 합치되지 않는 양상을 보인다.

<서경별곡>은 문학 으로는 3개의 연으로 이루어졌지만(제1․2연: 4행씩, 

제3연: 6행), 음악 으로는 14개 로 된 유 형식으로서 그 구성방식이 심상

소령의 두와 마찬가지이다.

<정석가>는 각 3행씩으로 된  11 의 구성으로, 그 악곡은 유 형식으로 

되어 있다.

⑴ 딩아 돌하 當今에 계샹이다/ 딩아 돌하 當今에 계샹이다/ 先王聖代  노니

와지이다

⑵ 삭삭기 셰몰애 별헤 나/ 삭삭기 셰몰애 별헤 나/ 구은 밤 닷되를 심고

이다

⑶ 그 바미 우미도다 삭나거시아/ 그 바미 우미도다 삭나거시아/ 有德신 님

믈 여와지다

 ······ ⑷～⑺ 생략 ·······

⑽ 구스리 바회  디신/ 구스리 바회  디신/ 긴힛 그츠리가

⑾ 즈믄  외오곰 녀신/ 즈믄  외오곰 녀신/ 信잇 그츠리가  

58) 詞에도 연형식에 해당하는 양식이 없는 것은 아니어서, 고려시  시가의 연형식

을 사의 聯章體에 비의하며 송사의 연장체의 모방으로 본 견해도 있다(李明九, 

앞의 책, 48-49면 등).

    산곡이 사의 演變이며 그 두도 사의 연장이 변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둘은 

서로 비슷한 성격  모습을 지닌다. 그러니 고려 후기 시가의 연형식은 산곡의 

두뿐만 아니라 사의 연장과도 비슷할 수 있다. 그러나 사의 다섯 유형들인 ‘散

詞, 聯章詞, 大徧, 成套詞, 雜劇詞’ 가운데서 연장사는 작자가 매우 드물었으며, 

산사를 제외한 다른 유형들과 함께 일  그 體를 잃어버리거나 는 차 曲에 

들어감으로써 산사만이 뒤에까지 남게 되었다는 사실에 유의할 때(任中敏, 1931 

詞曲通義, 上海: 商務印書館, 7-8면 등 참조), 원 문화의 향을 크게 받던 시

기에 집 으로 나타났던 고려 후기 시가들의 연형식이 송사 연장의 향을 직

으로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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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장가사

序詞인 제1 을 제외한 제2～11 에서 각 을 그 로 연으로 본다면, 이는 

일반 인 심상소령의 두와 같은 양상이 된다. 그러나 시상 개구조상 제

2 이 제3 의 제조건으로서의 구실을 함에 불과하여 제3 과 합쳐지지 않

으면 온 한 의미를 지닌 연이 되기 어렵다는 에서(제4․5 , 제6․7 , 제

8․9 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이 작품의 연형식은 ‘제1연(제1 ), 제2연(제

2․3 ), 제3연(제4․5 ), 제4연(제6․7 ), 제5연(제8․9 ), 제6연(제10․11

)’의  6연으로 이 좋을 것이다.

그런데 산투의 ‘重頭無尾聲’과 ‘重頭加尾聲’은 각수의 韻이 같기 때문에 산

투에 속하는 것으로 하지만, 운의 문제를 제외하면 두의 양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 가운데서 南曲에서만 쓰인 ‘重頭無尾聲’의 로는 ‘引子, 白鍊序-醉

太平-白鍊序-醉太平-白鍊序-醉太平’의 구성을 들 수 있는데, 이에서 序曲인 

‘引子’를 제외하고 볼 때, ‘白鍊序’와 ‘醉太平’의 두 곡패를 하나로 묶어 과곡

처럼 보면, 그 과곡이 세 차례 복되어 나타나는 셈으로 곧 과곡의 두

와 양상이 거의 같게 된다. 이러한 양상은 곧 <정석가>의 체제와 흡사하다(제

1연은 ‘引子’이고, 제2～6연은 ‘A＋B’의 과곡이 다섯 차례 두를 이루는 양

상임).

이처럼 Bb유형의 양식은 문학  연이 음악  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까지

도 산곡 심상소령의 두의 향을 받았을 것으로 단되는 것이다.

(2) Bc유형(<雙花店>)․Bd유형(景幾體歌: <翰林別曲>, <關東別曲>, <竹溪

別曲>)

< 화 >과 경기체가 작품들은 각 연 내에서 ․후 의 결합 양상을 보인다.

雙花店에 雙花 사라 가고신/ 回回아비 내 손모  주여이다/ 이 말미 이 店 

밧긔 나명들명/ (다로러거디러)/ 죠고맛감 삿기  네마리라 호리라/ (더러둥셩

다리러디러다리러디러다로러거디러다로러)

긔 자리  나도 자라 가리라/ ( 다로러거디러다로러)/ 긔 잔 티 거츠

니 업다  ― < 화 > 1(악장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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元淳文 仁 詩 公 四六/ 李正  陳翰林 雙韻走筆/ 冲基 策 光鈞經義 良鏡詩

賦/  試場ㅅ景 긔 엇더니잇고

[葉] 琴學士의 玉笋門生/ 琴學士의 玉笋門生/  날조차 몃부니잇고  ― <한림

별곡> 1(악장가사)

특히 경기체가에서 두드러진 이러한 ‘前節(大)＋後節( )’의 구성은 외형상

으로도 뚜렷이 드러나며, 과 후 의 율격이 서로 달라서 양자의 구분이 

뚜렷이 나타난다(후 의 앞에 ‘葉’이 표기된 으로 보아, 앞뒤 의 곡조도 

서로 다를 것으로 추정됨).59)59)그리고 < 화 >의 경우에도 과 후 의 구

분이 뚜렷한 편이다( 과 후 의 話 도 서로 다름).

이러한 양상은 산곡에서의 과곡의 구성형식과 흡사하다.

두 조의 심상소령을 합성시켜 ‘前段＋後段’의 구성을 지닌 한 곡의 노래로 

만든 과곡에서는 체로 후단이 단보다 긴 것이 많으나, 후단이 단보다 

짧은 도 꽤 있다.
60)60)

【雙調】 [楚天遙]帶過[淸江引]     薛昻夫 작

花開人正歡 花落春如醉 春醉有時醒 人 歡難  一江春水流 萬點楊花墜 誰道是

楊花 點點離人沮 ([楚天遙])

回首有情風萬里 渺渺天無際 共海潮來 潮去 難  更那堪晩 來風又急 ([淸江

引])

13세기 말엽 이래의 고려시가들이 당시 원에서 성행하던 산곡의 향을 받

았을 개연성은 매우 높다. 게다가 조선 의 문헌들에서 < 화 >의 제2연에 

해당되는 <三藏>에 ‘新聲’을 썼다고 했고, 경기체가 작품인 卞季良 작 <華山別

曲>을 ‘新調’로 지었다고 했는데,
61)61)그 ‘新聲’․‘新調’는 13세기 말엽부터 원의 

59) 成昊慶, 1983 ｢‘腔’과 ‘葉’의 성격 推論｣, 90면 참조.

60) 隋樹森 編, 1964 全元散曲(北京: 中華書局)에 실린 두 調 합성 과곡 18종 

가운데서 ‘玉嬌枝過四塊玉’․‘叨叨令過折桂令’․‘齊天樂過紅衫兒’․‘ 玉環過淸江

引’․‘楚天遙過淸江引’의 5종에서 후단이 단보다 짧은 모습을 보이는데, 그 가

운데서 ‘ 玉環過淸江引’은 과곡에서 가장 많이 쓰인 5, 6조 의 하나라고 한

다. 羅錦 , 1956 中國散曲史, 臺北: 中華文化事業委員 , 25면 참조.

61) “先生嘗作新調 歌詠兩宮之慈孝 形容一代之治功 被諸律呂 垂之無窮”(權踶, 春亭

集 ｢ 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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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胡 )의 향을 받아 이루어진 새로운 곡조일 것이다. 원의 음악에 맞추

어 지어진 시가가 산곡이니, 앞의 작품들에 산곡이 그 음악과 함께 지 않은 

향을 끼쳤을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成俔이 경기체가 작품 

<한림별곡>을 가리켜 ‘曲’이라고 한 데
62)
서62)그 ‘曲’은 원곡 특히 산곡을 말한 

바일 가능성이 높고, 이는 그가 경기체가를 산곡과 유사한 시가장르라고 인식

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 기 때문에, 양자간의 공통성(유사성)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많든 

든 간에 산곡의 향에 따른 필연 인 결과일 개연성이 높다고 하겠다.

‘ ＋후 ’의 구성방식은 신라시  이래의 10구체 향가 작품들에서도 드

러나고, 고려 기의 <사모곡> 등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기는 한다. 그러

나 10구체 향가나 <사모곡>의 경우는 그 ․후 의 결합 양상이 외형상 뚜렷

이 드러나기보다는 시상 개구조에 한 분석의 결과로서 그 분단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인데다, 에 비해 매우 짧은 후 이 독자 인 詩節로서 에 

병치되는 것이 아니라, 의 시상을 맺어주는 종결부로서의 구실을 함에 그

친다. 이에 비해, 경기체가의 경우는 ‘葉’이란 말 뒤에 후 이 나옴으로써 ․

후 의 결합형식  구분이 외형상 뚜렷이 드러나며, 그 (大)과 후 ( )

의 길이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구성 속에서 후 은 의 시상을 끝맺음한 

뒤에 이에다 새로운 시 을 병치시키는 것이 된다. 이처럼 산곡 과곡과 비

슷한 경기체가의 ․후  구성은 ‘10구체 향가’나 <사모곡> 등에서 나타나는 

것과는 지 않은 차이가 있다.63)
63)

이와 같이 < 화 >과 경기체가 작품들에서 보이는 ‘ (大)＋후 ( )’의 

구성방식은 선행하던 시가들의 경우와 지 않게 차이를 보이므로, 산곡의 직

62) “余 時知讀書 習擧子業 見新凉賦 愛其詞語俊邁 唐虞融咏曉賦 相上下別 騷中

一體也 及旣操琴 學 鼓翰林別曲 則曲”(成俔, 虛白 文集 권6 ｢金良鏡詩集序｣).

63) 詞에서도 이와 유사한 구성방식이 있다. 그러나 1수의 單調의 令을 한 차례 

첩시켜 만든 ‘雙調體’를 기본형식으로 하는 사의 ‘前段(上片)＋後段(下片)’ 구

성에서는 단과 후단의 길이가 같거나 는 후단이 긴 것이 다수이며,  

그 각 악곡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같은 곡조여서, 경기체가 작품들

의 각 연의 ‘ (大)＋후 ( )’ 구조와 그 각 악곡의 상이 상과는 차이가 

지 않다. 그러므로 경기체가 등의 ․후  구성이 사의 향을 받았다고 보기

는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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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향이거나 는 우리 시가의 통에다 산곡의 향이 많이 더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필자는 이 두 유형의 양식이 모두 산곡 과곡의 

향을 받아 Bb유형의 양식에서 생되어 형성된 것으로 추정한다( 과곡에

서는 단이 후단보다 짧은 경우가 많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0구체 향가 등 

앞 시 의 시가에서 ‘ ＋후소 ’의 통을 보여 왔으므로 이와 유사한 구

성방식이 수용되어 경기체가 등의 시형에 향을 끼치게 되었을 것임).

그런데 이러한 ‘ (大)＋후 ( )’의 구성방식을 가진 Bc유형과 Bd유형 

사이에 생 계가 있는가 하는 이 문제될 수 있다. 형식 면에서 Bd유형의 

양식이 Bc유형의 양식에 비해 더 정제되었으며 이후 16세기까지 계속 발달해 

갔다는  등으로 보자면, Bd유형의 양식이 Bc유형의 양식에서 생되었을 

가능성이 지 않을 것이다.64)64)그러나 해당 작품이 단 한 편만 하는 Bc유형

을 상으로 하여 그 두 유형간의 생 계를 살피는 것은 무의미한 일일 수 

있으므로, 재로서는 두 유형의 양식이 모두 산곡 과곡의 향으로 Bb유

형의 양식에서 생되었다고 단함에 그칠 수밖에 없다.

한편, 경기체가 작품들의 연 구성도 산곡 두에서 과곡을 두로 한 것

과 흡사하다.

【雙調】[ 玉環]帶[淸江引]  <四景題詩>  湯式 작

⑴ 郞上孤舟 片 無計留 妾倚危樓 寸心無限  紅雨打船頭 蒼烟迷渡口 眼底陽關 

今宵何處宿 夢裏陽臺 此情何日休 ([ 玉環])

   這番相思直恁陡 名利相迤逗 未够兩宵別 又早三分瘦 五花誥幾時得到手 ([淸

江引])

 ······⑵～⑶ 생략······

⑷ 去步觀梅 折花親贈君 今步觀梅 花不見人 別處戀新婚 抛離美眷烟 使得囊空 

心兒不自忖 寄得書來 話兒不甚准 ([ 玉環])

   秀才每則理 虛調文 醉裏沒公論 不趁雨雲期 只待風雷信 急回來土牛兒鞭罷春 

([淸江引])

이에 경기체가의 연형식은 그 각 연 내의 ․후  구성과 각 연들의 결합

에서 산곡 과곡과 그 두의 향을 받아 형성되었다고 할 것이다.65)
65)

64) 成昊慶, 1991 ｢고려시가의 유형분류와 장르  처리(上)｣, 220면 참조.

65) 한편, 梁太淳은 선율 분석 등을 통해 <한림별곡>이 唐 이 아닌 鄕  <정과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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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e유형(<滿殿春>, <後殿眞勺>)

<만 춘>은 다음과 같은 모습을 보인다.

⑴ 어름 우희 댓닙자리 보아 님과 나와 어러주 만뎡/ 어름 우희 댓닙자리 보

아 님과 나와 어러주 만뎡/ 情 둔 오밤 더디 새오시라 더디 새오시라

⑵ 耿耿 孤枕上애 어느 미 오리오/ 西窓을 여러니 桃花ㅣ 發두다/ 桃花

 시름업시 笑春風다 笑春風다

⑶ 시라도 님을  녀닛景 기다니/ 시라도 님을  녀닛景 기다니

/ 벼기시더니 뉘러시니잇가 뉘러시니잇가

⑷ 올하 올하 아련 비올하/ 여흘란 어듸 두고 소해 자라온다/ 소콧 얼면 여흘

도 됴니 여흘도 됴니

⑸ 南山에 자리 보아 玉山을 벼여 어/ 錦繡山 니블 안해 麝香각시를 아나 

어/ 南山에 자리 보와 玉山을 벼어 어/ 錦繡山 니블 안해 麝香각시를 아나 어

/ 藥 든 가을 맛 사이다 마 사이다

⑹ 아소 님하(/) 遠代平生애 여힐 모새  ― 악장가사

앞에서 Bb유형의 작품들을 살피면서 첫 연의 형식을 규칙 으로 반복하는 

연 구성 양상이 체로 산곡 심상소령의 두와 같으며, 그 향으로 성행하

게 되었을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연형식 시가이면서도 Be유형의 작품들은 이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

다. <만 춘>에서는  6연의 구성에서 끝 연이 다른 연들보다 크게 짧고 

제5연도 시행수에서 제1～4연과는 지 않게 차이가 나는데, 이러한 불규칙한 

연 구성의 양상은 <후 진작>(<북 >)을 복원한 데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 악후보의 <北殿> 악보로 보아 망실된 제5연의 가사는 앞 연들의 반 정

도 길이로 추정됨).
66)66)이러한 구성은 연형식이면서도 그 각 연들이 비연체 작

품에서의 詩節(단락)과 비슷한 성격을 지니므로 비연체에 가까운 양상도 보인

다고 할 것인데, 이처럼 불규칙한 연 구성을 산곡의 심상소령의 두에 그

작)>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았다(양태순, 앞의 책, 190-197면 참조). 그러나 서로 

 다른 시형식을 지닌 두 작품 간의 유연 계를 악곡들 간의 선율(melody)

의 유사성에 의거하여 밝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리고 그의 선율 분석도 

동일한 선율의 출  양상에 치 하고 있어서, 이로써 그 두 악곡간의 계를 제

로 살피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66) 成昊慶, 1983 ｢고려시가 後殿眞勺(北殿)의 복원을 한 모색｣, 199-20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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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비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편, 두는 심상소령과 산투의 過渡體라고 한다.67)67)이는 곧 산곡에서의 

‘심상소령→ 두→산투’의 變成과정을 뜻하는 것으로, 곧 시가 형식에서 ‘단련

체→연형식→비연체’로 변천한 일면이 있음을 알려 다. 실제로 <후 진작>은 

15세기에 들어 改撰되었는데, 그 漢詩懸吐體의 개찬가 <北殿>(成宗 21년 任元

濬․柳子光․魚世謙․成俔 작; “[前腔] 山河千里壯애 宮殿에 五雲高ㅣ로다

나～”;  5단락)은 연형식인 Be유형의 양식을 계승했으면서도 비연체로서의 

모습을 뚜렷이 보인다( 악후보 권7에 실린 그 악곡도 통작형식으로 되어 

있음). 그리고 <만 춘>의 개찬가로도 볼 수 있는 <鳳凰吟>(世宗代 尹淮 작; 

“[前腔] 山河千里國에 佳氣鬱葱葱샷다～”;  6단락)
68)
에서도68)이러한 양상

은 뚜렷이 나타난다(世宗實  권146 ｢ 譜｣의 ‘滿殿春’과  악후보 권7에

서의 악곡도 통작형식임). 이처럼 <만 춘>과 <후 진작>의 구성에서 연형식

이면서도 비연체에 가까운 양상을 보이는 것은 연형식에서 비연체로 이행하

는 과도 인 양상을 나타내는 것일 가능성이 지 않을 것이다.69)
69)

아무튼 이 Be유형의 양식도 산곡 두  그 변성과정의 향을 받아 이루

어졌을 것으로 단된다고 하겠다.

4. 고려 후기 시가의 계통

문학의 種 곧 역사  장르는 ‘어떤 뚜렷한 외  구조를 항상 포함하는 실재

이고 형식 인 모습들의 복합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일정한 크기의 문학 작

67) 任訥, 앞의 책, 권1 20張 참조.

68) < 황음>은 <처용가>를 개찬한 작품이지만,  악후보와 세종실록 ｢악보｣에

서 그 악곡으로 <만 춘>의 형식에 따른 ‘만 춘곡’을 썼다는 에서 <만 춘>의 

개찬가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69) 연형식의 붕괴로 비연체 시가가 형성될 수 있을 가능성을 짐작  하는 면모들이 

몇몇 가사 작품들에서 나타나기도 한다. 기 가사인 <梅窓月歌>(1475～1477년 

사이 李仁亨 작)․<西湖別曲>(1565년경 許橿 작) 등은 두드러진 ‘片句’ 상 등

을 통해 가사의 형성 과정에서, 단조로운 연속체를 이은 계통 이외에도, 연형식

의 붕괴로 자립 인 성격을 지니던 연들이 그 이어지는 연들과 합쳐져 비연체의 

작품으로 형성된  하나의 계통이 있었으리라는 추정의 가능성을 열어 다. 이

에 한 자세한 논의는 成昊慶, 1988 朝鮮前期詩歌論, 124-130면을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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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의 한 유형’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70)70)모든 역사  장르는 부분들의 線形的 

연속의 양상에 한 외  구조(연의 형식, 수사학  분단, 문법  패턴 등)에 

의해 특징지어지면서, 반드시 특유한 크기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71)
71)

크기(size, magnitude)는 장르 논의에서 체로 무시되는 경향이 있지만, 작

품에 한 知覺과 련되는 기억의 한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면서, 한 

술  통일체로서의 작품 체와 그 부분들 간의 역학  계를 반 하는 것

이기도 하여,
72)72)작품의 형상화  존재방식에서 요한 구실을 하는 요소인 

것이다. 그러므로 시가 장르들을 시편의 크기에 따라 분류할 수 있을 터인데, 

그 크기는 일반 으로 短篇(short), 中篇(medium), 長篇(long)의 세 가지로 

크게 구분된다.
73)73)19세기 이  우리나라에서의 시가 분류도 이러한 시편의 크

기에 따른 경향이 두드러졌다.74)
74)

70) Alastair Fowler, 1982 Kinds of Literature,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p. 74.

71) Ibid., pp. 60-64 참조.

72) Elder Olson의 견해에 따르면, 술의 種의 史的 성장에서 새로 만들어진 種은 

여러 부분들로써 체를 이루어 일정한 크기를 갖게 되고, 그 크기는 ‘부분의 과

잉’과 ‘ 체의 과잉’ 사이의 간에 놓이며( 자는 체가 악될 수 없는 방

한 확장을 낳고, 후자는 부분들이 악될 수 없는 微 함을 낳음),  이는 기억

의 한계에 의해 결정된다고 한다. Elder Olson, 1952 "An Outline of Poetic 

Theory," R. S. Crane ed., 1952 Critics and Criticism,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 559 참조.

73) Alastair Fowler는 문학 작품의 크기가 경쟁할 수 있는 경우의 한계와 청 들이 

작품을 체로 악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에 의해 정해진다고 하여, 단편은 한 

자리에서 읽히거나 연행될 수 있고, 편은 한 번에 완성될 수도 있지만 최  

두세 번에 걸쳐서 시도될 수도 있으며, 장편은 두 번 이상의 자리를 요구한다고 

했다(Alastair Fowler, op.cit., pp. 62-63). 그러나 이러한 견해가 타 문학장르들

에 비해 히 작은 크기를 지니는 시의 경우에는 그 로 용되기가 쉽지 않

을 것이다.

74) 한 로, 平山申氏姓譜 ｢太師開國壯節公行狀｣에서 <悼二 歌>에 해 “短

歌二章”이라고 했고, 丁克仁은 자신이 지은 <不憂軒歌>와 <不憂軒曲>(경기체가)

를 ‘短歌’와 ‘長歌’로 나 었으며(“謹作長歌六章 短歌二章”; 成宗實  권122 11

년 10월 壬申 ‘上書文’), 李賢輔도 두 종류의 < 父歌>를 이같이 나 었고(“一篇

十二章 去三爲九 作長歌而詠焉 一篇十章 約作短歌五闋 爲葉而唱之”; 聾巖集 
권3 ｢ 父歌 幷序｣), 李晬光은 時調 등을 제외한 여러 시가 작품들을 ‘長歌’로 

분류하 다(“我國歌詞…長歌則 感君恩․翰林別曲․ 父歌 久 而近世 溪歌…

鄭澈 關東別曲․思美人曲․續美人曲․ 進酒詞 盛行於世”; 芝峯類說 권14 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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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시편의 크기는 시 작품의 형상화에서 요한 구실을 하는데다, 오랫

동안 시 분류에서 가장 리 쓰이던 기 의 하나라는 에서, 시가 장르들의 

계통을 체계 으로 살피기 한 틀을 마련함에 매우 유력한 요소가 될 수 있

을 것이다.

한편, 역사  장르들의 계통을 살피는 데서는 詩想(사상과 정서)의 성질과 

시형식과의 계도 요한 고려요소가 될 것이다. 서로 다른 성질을 지닌 각 

시상들은 그것을 표 하거나 달함에 합한 형식을 요구하게 되고, 이에 부

응하는 형식이 유형화됨으로써 역사  장르를 형성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체 시가계를 시편의 크기에 따라 단편시가, 편시가, 장편시

가의 세 部門으로 나  속에서 각 시가유형(장르)들이 지닌 시상  시형식의 

특성을 살피고, 그 형성  발달에서의 유형(장르)들 간의 유연 계 등을 구

명함으로써, 고려 후기 시가의 계통을 체계 으로 살필 수 있을 것이다.

1) 단편시가 부문

단편시가는 斷片的이고 순간 인 정서  체험(情操, 情趣, 감정 등) 주의 

시상을 표 함에 합하며, 單聯體의 구성을 취하는 가 많다.

단련체로 구성된 단편시가는 하나의 단일한 시상  情調를 지니는데, 그 

짧은 시편 속에서 정서  체험 주의 시상은 체로 응축 ․집약 으로 표

된다. 이러한 시에서는 통일성과 집 성이 강하게 요구되므로, 작품 내 각 

요소들 간의 고도의 유기  통합을 지향하게 된다.
75)75)단련체 단편시가가 지니

는 이러한 성격은 연형식 시가에서의 각 연들이 지니는 성격과 유사하여, 작

품이 무 짧아 시상을 제 로 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주제나 제재

로 된 몇 개의 작품들이 모임으로써 한 편의 연형식 작품을 이루게 되기도 

한다.

고려시 의 시가 가운데는 Aa유형과 Ab유형이 이러한 단련체 단편시가에 

속하는데, 고려 후기의 유형으로는 Ab유형이 있다.

章部 7).

75) 시형식의 한 일반 인 원리로서, 시가 짧으면 짧을수록 그 형식과 다른 요소들

과의 보다 완벽한 조화가 요청된다고 한다. Paul Fussell, op.cit., p.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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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유형(前時調型)에 속하는 작품들(“白雪이～”, <하여가>, <단심가>)의 양

식(4음보격으로 정립되지 못한 3행시)은 선행한 토착 시가양식인 고려 기의 

Aa유형(<정읍>, <사모곡>)의 양식(3음보격 6행체)을 변형 계승하여 14세기 

말엽 무렵에 형성되었다.

그 양식은 Aa유형의 양식을 계승하 지만 시편이 그보다 짧아서, 그 매우 

짧은 시편으로써는 매우 제한된 범 의 시상만 효과 으로 표 할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 때문에 이보다 큰 범 를 지닌 큰 시상의 경우에는 그것에 

합한 Ad유형 등의 단련체 편시가나 연형식 시가를 필요로 하 을 것이다.

이 유형의 양식은 15세기에 들어 <敬勤曲>(“皇天이 眷大東샤～”), <橫殺

門>(“錦城絲管이 日紛紛니～”) 등의 일부 연형식 한시 토체 악장시가의 각 

연들에 계승되었다가, 15세기 말엽 무렵에는 그 양식을 기반으로 한 ‘4음보격 

3행시’로서의 시조형이 정립되었다.

그리고 단편시가의 구성방식 면에서의 속성과 이 유형의 양식이 지닌 매우 

짧은 시편 크기 때문에 시상을 제 로 다 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주제나 제재의 범주를 지니는 몇 개의 작품들로써 한 편의 작품을 이루는 連

時調(聯時調)를 간간이 보이기도 하 는데, 이 에서 이 유형은 연형식 편

시가의 유형들과 서로 넘나들 수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아무튼 고려 후기의 시가계에서 Ab유형은 고려 기의 토착 시가양식의 

Aa유형이 쇠퇴하자 14세기 후반 무렵부터 그 양식을 계승하여 그 매우 짧은 

시편 속에서 단편 이고 순간 인 정서  체험을 응축 ․집약 으로 표 하

는 일을 맡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편시가 부문

(1) 단련체 편시가

단련체 시가 가운데서도 10구체 향가와 <정과정>․<이상곡> 등 10행 내외

의 크기로 된 작품들은 3～6행 정도의 크기로 이루어진 단편시가와는 비교  

뚜렷이 구별되는 부류로서 편시가라 할 수 있을 것이다.76)
76)

76) 이 부류에 속하는 < 進酒辭>를 李晬光은 ‘長歌’로 보았지만, 許筠은 ‘短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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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련체 편시가에 속하는 작품들은 단편 ․순간 인 정서  체험의 표

이라는 면을 지 않게 드러내면서도, 한 단련체 단편시가보다는 긴 시편 

속에서 상에 한 지식을 제한 이나마 지속 으로 서술하는 면을 함께 보

일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단련체 편시가는 단련체 단편시가와 비연체의 

장편시가를 충한 간 인 성격을 지 않게 지닌다고 할 수 있다.77)77)이러

한 시가에서는 단련체 단편시가와는 달리 연형식을 이루게 되는 사례가 드문 

편인데, 이는 상에 한 지식을 제한 이나마 지속 으로 서술할 수 있다는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시 의 시가 가운데는 Ac유형과 Ad유형이 이러한 단련체 편시가에 

속하는데, 고려 후기의 유형으로는 Ad유형이 있다.

Ad유형의 <이상곡>의 양식(3음보와 4음보 혼용의 11행 내외)은 <정과정>

의 양식과 거의 같으며, 선행한 토착 시가양식인 신라시  이래 10세기 엽

까지의 Ac유형(10구체 향가)의 양식(2음보격의 10행 정도)을 변형 계승하여 

12세기 무렵에 형성되었다.

이 유형의 양식은 이후 Ab유형의 양식이 형성되고 시조형으로 정립하여 

성행하게 된 상황 속에서 율격 등의 변천을 겪으면서도 조선 후기까지 명맥

을 이어갔는데, 이는 매우 짧은 시편으로 된 Ab유형이나 시조형으로써는 제

로 충족시킬 수 없는 시  요구의 일면에 부응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15세기의 <新都歌>(鄭道傳 작,  7～8행; “녜 楊州ㅣ올히여～”)․<不憂

軒歌>(丁克仁 작,  7～8행; “浮雲似 宦海山애～”), 16세기의 <李璋長歌>(李

璋 작,  17구 9행; “鄭光弼 細筆奴 李弘幹 折簡爲也～”)78)․< 進酒辭>(鄭

澈 작,  18구 10행; “ 盞 먹새그려   盞 먹새그려～”)․<安仁壽歌>

(安仁壽 작,  17구 9행; “어와 셜온지고 각니 더옥 슬픠～”), 그리고 조

선 후기의 일부 사설시조 작품들 등에서 그 양식을 변형 계승한 양상을 보여

했는데(許筠, 國朝詩刪 권3 ｢七 絶句｣의 權韠 작 <過松江墓有感>의 ‘批’), 이

러한 이견은 이 10행 내외의 크기를 가진 작품들이 장편시가와 단편시가의 간

인 부류라는 데서 야기된 바일 것이다.

77) 成昊慶, 1989 ｢조선 기의 類似時調 연구｣, 人文硏究 11-1(成昊慶, 1995 韓
國詩歌의 類型과 樣式 硏究, 336-382면에 재수록), 357면 참조.

78) 成昊慶, 1987 ｢李璋長歌 고찰｣, 韓國學報 49( 의 책, 304-335면에 재수록), 

311면 참조.



․ 고려 후기 시가의 계통과 형성과정 고찰 33

다.

이로써 보면, 고려 후기의 시가계에서 Ad유형은 선행한 신라시  이래 10

세기 엽까지의 토착 시가양식의 Ac유형이 쇠퇴하자 12세기 무렵부터 그 양

식을 계승하여 Ab유형보다 긴 시편 속에서 단편 ․순간 인 정서  체험의 

표 을 드러내면서도 상에 한 지식을 제한 이나마 지속 으로 서술하는 

일을 맡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연형식 편시가

연형식으로 된 작품들을 과연 ‘ 편시가’로 볼 수 있을지는 확언하기 쉽지 

않다. 조선시 에 연형식의 작품들을 비연체 작품들과 함께 ‘長歌’라고 불 기

에 ‘장편시가’로 볼 수 있을 여지를 남기기도 했지만, 이는 시가를 ‘短歌’와 ‘長

歌’의 두 가지로만 분류한 데 따른 것이어서 고려시 의 시가에 한 연구에

서는 그 로 따르기 어렵다. 이 연형식의 여러 유형들은 크기에서 체로 단

련체의 유형들보다는 긴 편이지만, 장편 비연체의 유형들에 비해서는 짧은 편

인데다 그 구성이 단편들의 연합으로 이루어진다는 에서, 편시가로 보는 

편이 할 것이다(그러나 단련체 편시가와는 뚜렷이 구별됨).

둘 이상의 聯들이 모여 작품을 이루는 연형식에서 그 각 연들은 체로 단

련체 단편시가와 비슷한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연형식의 구성은 응축되고 엄

히 제한된 정서나 논의의 경우들에 가장 합하다고 한다.
79)79)그러면서도 그 

구성에서는 둘 이상의 연들을 통해 두 갈래 이상의 체험(행동이나 념)을 표

할 수 있게 된다. 연형식 구성의 본질은 동일한 크기  형상을 가진 패턴

의 규칙  반복에 있다.
80)80)그리고 이러한 구조는 음악과 긴 히 련되기 때

문에(음악의 coda  반복 은 詩節의 운  후렴과 비슷함), 통상 으로 노

래함을 지향하는 시의 제재들은 으  연을 형성하게 된다.81)
81)

고려시 의 시가 가운데는 Ba유형, Bb유형, Bc유형, Bd유형, Be유형이 이

러한 연형식의 편시가에 속하는데, 고려 후기의 유형으로는 Bb유형, Bc유

79) Paul Fussell, op.cit., p. 110.

80) 이는 각 연들을 통해 구상화되는 제재들이 서로 등하거나 는 병렬  계를 

지님을 뜻한다고 한다. Ibid., pp. 161-162.

81) Ibid., p. 1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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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Bd유형, Be유형이 있다.

고려 후기의 연형식 시가 가운데 가장 많은 작품들이 속하는 Bb유형(<가시

리>, <동동>, <청산별곡>, <정석가>, <서경별곡>)의 작품들은 3음보격의 율격과 

각 연들의 시행구성이 비교  일정한 양상을 보이는데, 그 양식은 토착 시가

양식인 Ba유형(민요형; <유구곡>, <상 가> 등)의 양식(각 연 2음보격  4음

보격의 4행)을 바탕으로 하여 고려 후기에 형성되고, 13세기 말엽 이래 원의 

음악이 유입됨에 따라 고려의 음악이 새로운 발달을 보이게 된 상황에서 산

곡 심상소령의 두의 향을 받아 크게 성행하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연형식 시가의 형 인 양상에 가까운 이러한 양식은 음악과의 친연성이 매

우 높다.

이 유형의 양식은 15세기까지는 <感君恩>(  4연)․<文德曲>(  4연), <納

氏歌>(  4연), <靖東方曲>(  5연), <敬勤曲>(  9연), <橫殺門>(  15연) 등

의 여러 작품들에 변형 계승되어 성행했으나, 16세기부터는 뚜렷한 퇴조를 보

이게 되었다.

Bc유형(< 화 >)과 Bd유형(경기체가)의 작품들은 각 연 내에서 ․후

의 결합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산곡 과곡의 향을 받아 Bb유형의 양식에

서 생되어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그 연 구성도 산곡 두에서 

과곡을 두로 한 것과 흡사하다. 이에 Bc유형과 Bd유형은 그 각 연 내의 

․후  구성과 각 연들의 결합에서 산곡 과곡과 그 두의 향을 받아 

13세기 말엽 이후에 형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Bc유형의 양식은 이후에 계승된 자취를 찾기 어렵지만(Bd유형의 양식 형

성의 기반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음), Bd유형인 경기체가의 양식은 이후 15세

기까지의 성행을 거쳐 16세기에 들어 지 않은 변형을 보이며 명맥을 이어가

다가, 그 말엽에 소멸되었다.

연형식 작품들의 다수는 첫 연의 형식을 제2연 이하에서 거의 그 로 반

복하지만, 종종 불균등한 연들로 이루어지는 불규칙 인 연 구성 등의 변화를 

보이기도 하며, 종결부에서의 변형을 보이기도 한다.82)82)고려 후기의 시가에서

82) 이는 작품의 종결을 알려주고 완성을 기하기 한 장치로서, 그 앞과는 다른 형

식을 통해 더 이상의 개가 없다는 것을 알리며, 그 앞의 모든 요소들을 포



․ 고려 후기 시가의 계통과 형성과정 고찰 35

도 일부 연형식 작품들은 서로 다른 형식의 연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Be유형

의 작품들에 이러한 면이 뚜렷이 나타난다.

Be유형(<만 춘>, <후 진작>)의 양식(불규칙  연형식, 4음보격)도 Bb유

형의 양식에서 생되었을 것인데, 산곡 두  그 변성과정의 향을 받아 

13세기 말엽 이후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단된다.

이 유형의 양식은 이후 15세기에 < 황음>․<북 >(개찬가) 등 長形의 한

시 토체 악장시가 일부에 계승되었지만, 연형식을 벗어나 비연체로 바  모

습으로 나타났다.

고려 후기의 시가계에서 연형식의 여러 시가유형들은 다 같이 음악과의 긴

한 련을 통해 노래하고자 하는 요구에 부응하면서 두 갈래 이상의 정서

 체험이나 논의를 표 하는 일을 맡고 있었다. 그러나 세부 인 면에서 그 

유형들 간에는 약간씩 차이를 보인다.

민요형의 Ba유형은 고려 후기의 작품을 남기지 않았지만, 그 각연 4행체의 

연형식은 어느 시 에나 존재하는 보편 인 양식이므로 고려 후기에도 분명 

존재했을 것이다.

Bb유형은 이를 기반으로 하여 생겨나 13세기 말엽에 원 음악(胡 )의 향

을 입은 고려 음악의 발달에 따라 성행하게 되어, 새로운 음악(新聲, 新調)에 

맞추어 노래하고자 하는 요구에 부응하면서 두 갈래 이상의 정서  체험이나 

논의를 표 하고자 하는 연형식 시가에 한 기본 인 요구를 충족시켜주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Bb유형에서 생된 Bc유형  Bd유형은 연형식 시

가에 한 기본 인 요구를 충족시키면서도 원 산곡 과곡과 같이 서로 다

른 두 조의 악곡을 결합시켜 ‘ (前段)＋후소 (後段)’의 구성을 이루는 

방식에 한 요구에 부응하고 있었을 것이다(이러한 ‘ ＋후소 ’ 구성에 

한 요구는 일 이 신라시  이래의 Ac유형과 고려 기의 Aa유형을 통해

서 얼마간 충족되었지만, 고려 후기에는 이 두 유형이 이미 사라지고 없는 상

태 음).

할 수 있는 지 을 제공함으로써 작품에 통일성과 일 성을 부여할 수 있게 해

다. Barbara Herrnstein Smith, 1968 Poetic Closur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 56-6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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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Be유형은 Bb유형에서 생되었지만, 비연체에 가까운 불규칙 인 연 

구성을 통해 불균등한 제재들을 묶어 한 편의 작품으로 완성하려는 요구에 

부응하고 있었을 것이다.

3) 장편시가 부문

장편시가는 체계 이거나 범 한 시상( 상의 특성, 보편 인 진리 등)의 

표 ․ 달에 합하며, 체로 非聯體의 구성을 취한다. 시행들의 형식  무

리 짓기(聯)가 없는 비연체의 구성에서는 事象에 한 기술에서 단 이 거의 

없으므로 시상의 線形的 발 (linear development)의 효과를 기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비연체의 시는 범 하고 확장 인 시상을 기술함에 가장 합하

다.
83)83)한국시가에서는 가사가 이러한 구성을 취하고, 고려 의 <처용가>와 15

세기의 < 황음>․<북 >(개찬가) 등 몇몇 장형의 한시 토체 악장시가들도 

비연체로 되어 있다.

비연체의 장시가 지니는 확장성은 독자 인 부분들의 복합인 단순한 부가

작용(addition)을 그 구성원리로 하는 것과 상통한다.84)84)이는 하나의 목표에로 

몰아가거나 집 되지 않으며, 각각의 부분들의 요성이 강조되는 구성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가는 음악과의 친연성․유사성이 으며, 노래함에 한 지

향도 약한 편이다.

고려시 의 시가 가운데는 Ca유형과 Cb유형이 이러한 비연체 장편시가에 

속하는데, 두 유형 모두 고려 후기에 나타났다.

Ca유형(<처용가>)의 양식(3음보와 4음보 혼용의 연속체)은 산곡 투수에서 

보인 음악  구성의 향을 받아 13세기 말엽 무렵에 새롭게 형성되었을 것으

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 유형의 양식은 <처용가> 이후로는 계승된 자취를 뚜렷이 찾아볼 

수 없다. 이는 이 유형의 양식이 지닌 일정한 율격  구성방식으로 확립되지 

못한 
85)85)등의 한계 때문에 시가계의 비연체 장편시가에 한 요구가 Cb유

83) Paul Fussell, op.cit., p. 110.

84) Emil Staiger(李裕榮․吳鉉一 역), 1978 詩學의 根本槪念, 삼 당, 165면 참조.

85) 15세기에 <처용가>를 개찬한 작품이 비연체로 된 < 황음>이지만 그 음악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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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  유형
양식 형성과정 후 의 계승양상

부문 형식 시상의 성질 유형

短

篇

詩

歌

單

聯

體

단편 ․순

간 인 정서

 체험

Aa (토착양식)

Ab Aa를 계승(前時調型) 토착양식 계승
15세기 말엽에 時調形

으로 정립됨

中

篇

單

聯

體

정서  체험

＋지식

Ac (토착양식; ‘10句體 鄕歌’)

Ad Ac를 계승 토착양식 계승
율격 변천을 보이며 

조선 후기까지 계승됨

형이나 그 양식을 기반으로 하여 정립된 가사장르로 쏠리게 되었기 때문이거

나, 는 <처용가>가 儺禮 등의 특수한 의식에서 주로 쓰인 특수한 작품(巫

歌)이었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Cb유형(前歌辭型; <승원가>, <역 리가>)의 양식(2음보격 는 4음보격

의 연속체)은 그 이 의 어떤 토착 시가양식을 계승하 거나 는 그것을 기

반으로 하여 14세기 엽 무렵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유형의 양식을 기반으로 하여 15세기 말엽 무렵에 ‘4음보격 연속체’로서

의 歌辭形이 정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이후 비연체 장편시가에 한 

요구를 거의 독 으로 수용하면서 오랫동안 성행하게 되었다.

이로써 보면, 고려 후기의 시가계에서 체계 이거나 범 하고 확장 인 

시상을 단  없이 기술하고자 하는 요구는 13세기 말엽 무렵에 원 산곡의 套

數의 향으로 생겨난 Ca유형을 통해서도 일부 충족되었지만, 주로 14세기 무

렵에 선행 토착 시가양식에 기반을 두고 나타난 Cb유형에 의해 충족되고 있

었다고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핀 주요 내용을 표로 나타내어 보면 다음과 같다.

연형식으로 된 <만 춘>의 악곡을 그 로 썼다는 에서, Ca유형과 Be유형의 구

성방식 사이에는 서로 넘나들 수 있는 요한 공통기반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처럼 Be유형의 구성방식과 별되지 않는다는 에서, Ca유형의 구성방식은 

확립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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詩

歌

聯

形

式

둘 이상의 

정서  체험 

 논의＋노

래함에 한 

강한 지향

Ba (토착양식; 民謠型) (부단히 계승됨)

Bb

Ba를 기반으로 하고 散曲 

令 重頭의 향으로 성

행

토착양식 계

승 주

15세기까지 성행하다 

16세기부터 퇴조함

Bc
산곡 帶過曲과 그 두의 

향으로 Bb에서 생

외래양식 

향 주

계승된 자취가 남지 

않음

Bd

산곡 과곡과 그 두의 

향으로 Bb에서 생(景

幾體歌)

외래양식 

향 주

15세기까지 성행하다 

16세기 말에 소멸됨

Be
산곡 소령 두의 향으

로 Bb에서 생

외래양식 

향 주

15세기에 非聯體로 변

모되어 일부 계승됨

長

篇

詩

歌

非

聯

體

체계 이거

나 범 한 

지식

Ca 산곡 套數의 향
외래양식 

향
不明

Cb
선행 토착양식의 계승 가

능성 높음(前歌辭型)

토착양식 계

승(?)

15세기 말엽에 歌辭形

으로 정립됨

이처럼 고려 후기의 상층 시가계에서는 토착양식의 시가유형들과 그 양식

을 변형 계승한 체유형들, 그리고 13세기 말엽 무렵에 유입된 원의 음악  

산곡의 향을 받아 새로 창출된 외래양식 주의 여러 유형들로써 왕을 

심으로 한 상층인들의 각종 시  요구들을 다양하게 충족시켜 주고 있었던 

것이다.

5. 결 론

앞에서 필자는 고려 후기의 다양한 시가유형들의 형성과정과 발생  발달

의 계통을 살펴보았는데, 시가계의 체 체계 속에서 그 여러 시가유형들의 

계통을 탐색한 바를 정리해보면 략 다음과 같다.

12세기 말엽 이래 고려 후기의 상층 시가계에서는 단편시가 부문에서 고려 

기의 토착 시가양식의 단련체의 <정읍>․<사모곡> 유형이 쇠퇴하자 14세기 

무렵부터 그 양식을 계승한 前時調型이 생겨나서 그 매우 짧은 시편 속에서 

단편 이고 순간 인 정서  체험을 응축 ․집약 으로 표 하는 일을 맡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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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편시가 부문에서는 단련체 시가로서 신라시  이래 10세기 엽까지의 

토착 시가양식의 10구체 향가가 쇠퇴하자 12세기 무렵부터 그 양식을 계승하

여 <정과정>․<이상곡> 유형이 생겨나서 단편 ․순간 인 정서  체험의 표

을 드러내면서도 상에 한 지식을 제한 이나마 지속 으로 서술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연형식으로 된 여러 시가유형들은 다 같이 음악과의 긴 한 련을 통해 

노래로 부르기 한 요구에 부응하면서 두 갈래 이상의 정서  체험이나 논

의를 표 하는 일을 맡고 있었다. 토착 시가양식으로 된 민요형과 이를 기반

으로 하여 생겨난 <가시리>․<동동>․<청산별곡>․<정석가>․<서경별곡> 유형

이 13세기 말엽 이래 원 음악의 향을 입은 새로운 음악에 맞추어 노래하고

자 하는 요구에 부응하면서 두 갈래 이상의 정서  체험이나 논의를 표 하

고자 하는 연형식 시가에 한 기본 인 요구를 충족시켜 주고 있었다. 그리

고 원 산곡 帶過曲과 그 重頭의 향을 받아 이 유형에서 생된 < 화 > 유

형  경기체가는 연형식 시가에 한 기본 인 요구를 충족시키면서도 과

곡과 같이 서로 다른 두 調의 악곡을 결합시켜 ‘ ＋후소 ’의 구성을 이

루는 방식에 한 요구에 부응하고 있었다. 한편으로 <만 춘>․<후 진작> 

유형은 산곡 令 重頭의 향을 받아 <가시리>․<동동>․<청산별곡>․<정석

가>․<서경별곡> 유형에서 생되어, 비연체에 가까운 불규칙 인 연 구성을 

통해 불균등한 제재들을 묶어 한 편의 작품으로 완성하려는 요구에 부응하고 

있었다.

장편시가 부문에서는 비연체를 통해 체계 이거나 범 하고 확장 인 시

상을 단  없이 기술하고자 하는 요구가 13세기 말엽 무렵에 원 산곡의 套數

의 향으로 생겨난 <처용가> 유형을 통해서도 일부 충족되었지만, 주로 14세

기 무렵에 선행 토착 시가양식에 기반을 두고 나타난 가사형에 의해 충족

되고 있었다.

이로써 고려 후기의 다양한 시가유형들의 형성과정과 계통은 얼마간 밝

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는 작품과 련 자료들이 성한 탓

으로 이 연구는 체로 개연성 있는 추정을 기하는 차원에 그치고 말았는데, 



40 韓 國 文 化 37 ․

련 자료들의 폭넓은 수집과 더불어 보다 확실성을 기할 수 있을 연구방법

의 모색이 실히 요구된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의 본격화를 한 기반으로서 

각 시가양식들의 특징과 성질에 한 보다 정치한 연구 성과도 요청된다.

앞으로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 로 하여, 형식 주의 양식별 유형화 차원을 

넘어서 그 각 시가유형들을 역사  장르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개념으로 정립

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그 각 장르들 간의 경쟁  相

補 등의 계 양상을 살펴 장르체계를 밝 냄으로써 고려 후기 시가에 한 

체계 인 이해를 본격 으로 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필자 : 서강 학교 문학부 국어국문학과 교수)

주제어 : 고려 후기 시가, 계통, 형성과정, 유형, 양식

투고일(2006.3.30), 심사시작일(2006.5.22), 심사종료일(200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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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n the Formation of the Poetic Lineage of the  

Late Goryeo Period

Seong, Ho-gyong*

86)

This study looks for the formation process and lineage of the various 

types of poems in the Late Goryeo Period.

In the field of short size poetry, a type of single stanza form of the 

native poetry style had decayed since the end of the 12th century. Then 

around the 14th century, the pre-sijo type(前時調型) developed, making 

condensed and intensive expression of fragmental and momentary emotional 

experience.

In the field of medium size poetry, as a single stanza form, the 10-line 

hyangga(鄕歌) of the native poetry from Shilla Period to the middle of the 

10th century style decayed. A new type of poetry, the descendent of the 

previous style, developed around the 12th century, expressing emotional 

experience while making a limited but continuous description of knowledge 

of objects.

Types in stanzaic form in a close relation with music complied with the 

needs to sing and expressed more than two emotional experiences or 

arguments. Included among these were a folksong type in the native poetry 

style and a native type based upon the former type, and several new types 

had sprung, since the end of the 13th century, under the influence of 

*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Soga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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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ese music and sanch'u(散曲) poetry in Yuan(元) Dynasty.

As for the long size poetry, the needs to describe a systematic and vast 

poetic meaning in non-stanzaic form was met partially through a new type 

sprung from the influence of sanch'u poetry around the end of the 13th 

century. However, the pre-gasa type(前歌辭型) based upon the previous 

native poetry style met the needs around the 14th century.

Key Words : Late Goryeo Period poetry, Formation process, Lineage, Type,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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