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화기 시가를 통해 본 전통의 문제 
_W대효매H일신보J 1l를 중심으로 

윤여탁 

1. 개화기 문학연구의 의미 

한국 근대 문학에서 개화기는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 

것은 우선 몇몇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를 대체로 근대의 출발기로 

잡고 있다.2)는 사실과 조선 사회로 대표되는 전끈대적인 사회에서 근대적인 사 

1) ~대한매일신보』는 1904년 7월 영국인 베댈(BetheU， 한국명 종강굶떼을 발행인으로 하 

여 국문판과 영문판을 묶어 발행하였다 제2;권(호수 미상)까지 발행하다가 1905년 

8월 11 일 국한문 혼용체의 본격적인 일간신문으로 속간하여 이후 1910년 8월 29 
일 한일합방까지 간행된 신문이다. 1907년 5월 23일에는 국문판 신문을 따로 발행 

하기도 했으며， 합방 후에는 U매일선보J로 개칭하여 조선 총독부의 기판지가 되었 

다 특히 이 선푼이 발행되던 1905년부터 1910년까지는 ‘애국 셰몽기’라고 시대적 

의미를 규정하기도 한다 이런 규정은 이 시시에 일제의 침탈에 대한 항거가 여러 

형태로 본격화되었으며， 문학사적으로는 『대한매일신보』에 수록된 시가 둠을 비롯 

한 개화가 시가와 신소설이나 애국 겨1몽 소션의 창작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는 점 

과도 관련이 었다， 

* 서울대 국어교육과 교수 
2) 근대의 기접 문제와 개화기의 역사석 의미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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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의 변모 과정을 같이 보여주는 과도기라는 특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중 어떤 관점을 취하건 간에 이 시기의 문학은 전통적 면모와 근대 

적 변모를 같이 보여주는 양변성을 지니고 있다. 

그동안 이 시기를 획으로 하는 근대의 문학적 성과에 대한 평7에 있어서는 

크게 두 경향을 보였다. 그 하나는 근대 문학이 고전 문학과는 단절되어 일본 

을 중개자로 하는 서구 문학의 이식사였다는 견해와， 서구 문학의 이식 과정에 

서 우리 나름의 문학적 전환을 꾀하고 있다는 관점이 또다른 견해였다. 획일적 

으로 정리하여 말할 수는 없지만'，3) 이 중에서 전자는 주로 근대 문학 연구자들 

을 중심으로 피력되었으며， 후자는 고전 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전 

자를 비판하면서 제기되었다. 

특히 후자의 관점은 그동안 일부 제한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근대 문학사를 

기술하던 태도를 극복하기 위하여， 이 당시의 다양한 문학적 성과들을 자료로 

검토하여 도출되고 있다. 또한 이런 연구뜰에는 문학사를 단절보다는 계숭이라 

는 시각에서 보려는 연구 태도도 작용하고 있다. 이런 관점은 고전 문학의 성 

과를 창조적으로 계승 • 극복하고 있는 개화기 문학의 양적， 질적 성과에 대하 

여 의미를 부여하면서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결과플 얻어내고 있다. 

그리고 이런 관점은 좀더 논의의 영역을 확대하면， 문학 작품의 생산과 수용 

이라는 맥락까지도 관련된 것이다. 따라서 어느 한 시대의 문학 유산은 전적으 

로 문학 외적 영향이나 천재적인 개인의 창작적 소산이라기보다는 그 전대의 

문학적 전통이 알게 모르게 전수되는 것이다. 더구나 문학의 생산과 수용을 이 

런 맥락에서 보는 연구 태도는 창작론이나 효용론과 같은 문학 원론적인 맥락 

에서도 그 논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본고는 우리 근대 문학의 시발점이기도 했던 개화기 문학의 문학사적 의의 

를 전통의 창조적 계승과 극복이라는 관점에서 살피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그 

동안 우리 개화기 문학을 논의함에 있어서 제기되었던 몇 가지 관점을 먼저 비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에서 잘 정리되어 있다. 

최원식민족문학의 근대적 전환J，민족문학사 강화~(하)， 창작과비평사" 1995. 
3) 그동안 우리 근대 문학사에서는 서구 문학의 이식사라는 주장의 대표적인 논자로 

임화를 거론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끈 임화의 신문학사 서술 관점은 전통 단절이라 

기보다는 이식과 창조의 변증법이라는 새로운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신두원이 

식과 창조의 변증법J，창작과 비평~， 1991.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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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런 비판의 근거를 찾기 위하여 실제 개화 

기의 문학적 성과들을 중심으로 형식과 그 내용을 분석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개화기에 간행된 출판물 중에서 가장 풍부하고 다양한 시가를 수록하고 있는 

『대한매일신보』에 수록된 작품4)들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II. 개화기 시가셰 대해서 제기된 문제들 

1 ‘동국 시계 혁명’의 문제 

개화기는 누구에게나 새로운 시대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개화파는 개화파대 

로의 현실 인식에 의해， 수구파는 수구파대로의 현실 인식에 의해 개화기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용하여야 했다. 그리고 개항， 임오군란， 갑신정변， 갑오경장 

등의 정치 상황은 이들의 이런 현실 인식이 표변적으로 표출되는 현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런 현실 인식은 이둡의 글이나 행동으로도 표면화되었다. 

이와 더불어 이들의 현실 인식이 내변화된 형태도 있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이들의 현실 인식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문학 · 예술을 뜰 수 있다. 그리 

고 이런 내변화 방식도 새로운 시대적 요구플 반영할 수 있도록 변화될 수밖에 

없었다. 문학 역시 과거와는 다른 상황 전개에 맞추어 새로운 변혁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헝F문과 한시보 대표되는 문자 체계와 표현 방식은 섬각 

한 타격을 받게 되어 국문체나 국한문혼용체와 경쟁 관계에 놓이다가 점차 이 

런 문체로 대체되게 된다.5) 개화기 시가와 같은 문학 역시 이런 변화에서 예외 

일 수 없었다. 

문학의 경우 이런 문체 변화는 곧바로 그 내용에도 작용하게 된다. 즉 내용 

을 구성하는 현실적 여건이나 사상석 기반이 변화되고 있음을 변영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리고 ‘동국시 운동’ 또는 ‘동국 시계 혁명’이라고 볼리는 개화기 

4) 분석 대상 작품은 『한국개화가시가집~(김근수 편， 태학사; 1985)의 복사본과 인쇄 
본의 표기에 따른다. 이하 작품은 제목과 이 책의 면수만을 표시한다. 

5) 이기문개화기 국문연구1 ， 일조각，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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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의 변혁 운동은 이런 시대적 요구가 문학 분야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 

를 잘 보여주는 예이다.6) 이런 변혁 운동은 우리 사회 전체에 걸친 문제였으 

며， 개화기에 나타난 여러 시가 형태는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의 글은 이런 요구가 잡가나 민요와 같은 노래에도 영향을 끼치 

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凡風倚之移入이導之以善則善좋고導之以惡則惡향야·或成倚이며難미홈變 

이나然이나現今我韓國內所習歌論는無非病亂傷性之亂雜則不可不改훌이亦 -

;단務라 

所謂妹女P읍夫及街路兒童이開 [1則所謂歌曲이都是수심가난봉가알으랑홍타령 

等類뿐이니此何驚때팀:惡、~談↑후說之成習也오彼等愚購之尋常行之를不足掛敏 

라흥면월可B導之以善之有也리오這間尤有痛數痛增者흉니所謂官人名色이與此 

뺨P설에擔恨不끊쯤之益甚창니是寫寫國乎아옮寫寫家乎아此時가M時오實非諸 

君t흉樂之 BjITî況若有좁點人 r之本性이면뿔 "J畢面皮|띠坐聽此妹言狂說했아댐 

之寒J心處로다 

蓋英雄潤達之詞와밤士據↑없之歌는古今이何異리오만은至 若此等亡身亡家亡

國之앞音은강有警9::之痛禁而置諸度외창니免蒼古之論이나然이나其寶은際此開 

明前進之時代하야妹害志氣가莫此寫甚也라 

所以뽑敢← -論 rfiî묘不 IÍJ無구짧뾰로先以陳談數句로製J뭇향니行須宜本此義흉 

야更f풍힘}究/:*1報하야?彼妹홍擔語之輩와j뼈脫坐戶之類띈이어다 

第 i章

人4.이處世한니 

충효가웃듬이라 

黃金X튼이光陰을 

í::lt짧짜名 L훤送Q니 

於;띈間忠도孝도다못흥고 

後世에무엇을 

(琴兮歌的改良의意見」의 부분， 357-8면) 

6) 개화기 시가의 변혁 운동과 그 의의에 대한 자세한 고찰은 다음 글올 참고할 수 

있다. 임형택‘동국시계혁명’과 그 역사적 의의 J，한국 문학사의 시각~， 창작과비 

평사， 1984. 신범순한국현대시사의 매듭과 혼~， 민지사，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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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채호가 『천희당시화』에서 주장했던 내용과 같은 가곡의 개혁 필요성이 이 

글에 나타나 있다. 작가는 이 글에서 현재 유행하고 있는 음담패설과 같은 가 

곡을 개량할 것을 주장하고， 시조 형식을 벌어 새로운 사회에 요구되는 시의 

내용을 실험적으호 보여주고 있다. 작가 자신의 표현을 빌면， 이 시조는 내용 

상 ‘英雄潤達之詞’ 또는 ‘밤士健↑없之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런 시조는 

정철의 ‘훈민가’와 같은 시조 작품에서 보였던 것처럼， 민중이나 백성을 교화 

하는 교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문제 제기는 『대한매일신보』의 논설진이었던 신채호， 박은식， 양기탁과 

같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것이었다. 그리고 이들은 ‘사회둥’이라는 고정난에 

게재된 가사의 주된 작가로 추정할 수 있다기 이는 ‘사회둥 가사’로 통칭되는 

가사의 내용이 비교적 일관된 시각을 유지하고 있으며， 비슷한 내용이나 표현 

이 중복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08) 또 이런 시각은 적어도 『대한매일신 

보』의 독자층에게도 널리 퍼져있었다. 위의 달은 이런 시각을 보여주는 대표적 

인 예이며， 이들 일반 독자의 투고는 이 신문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 그 

래서 일부 필명이나 가명으로 표기된 이들 일반 독자들의 작품들은 ‘사회등’과 

는 다른 지변에 수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2. 개화기 시가의 지각 현상에 대한 논의 

근대 또는 개화기를 언제부터로 잡느냐에 따라 우리 근대 문학사의 출발은 

달리 잡힐 수 있다. 그럼에도 볼구하고 사회나 정치적 개화의 단계와는 다른 

차원에서 문학 작품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런 

견해에 의하면 문명 개화의 조짐이나 현상은 일찍 시작되었지만， 그것이 구체 

7) 조동일개화 · 우국기의 애국시가J，한국근대문학사론~， 한길사， 1982. 159면. 
8) 개화 가사의 제목으로 「권고현내각J，권고각학회J，권고각단회」 둥에 보이는 내 

용과 서술 방식의 엘관성， 5조약과 7조약 체결에 앞장섰던 매국노뜰에 대해 비판 

하는 가사의 내용과 서술 방식 둥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표현상에서 ‘xxx야 

xxx야’와 같은 호격으로 시작하는 방식과 같은 한자성어가 여러 시가에서 나타나 

고 있다. 이밖에도 ‘사랑홉다 옮者댐公’으로 시작하는 r구연신화{舊面新꾀)i1l3-4 

변)라는 가사의 서두를 보면， 이런 ‘사회둥 가사’가 신문의 관계자임을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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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문학 작품에 반영되는 시기는 그보다 훨씬 뒤라는 것이다. 이 관점에 의 

하면， 개화기 시가 문학의 출발점은 최대한 소급한다고 하더라도 문학적 형상 

화가 집단적으로 나타난 시기인 1896년 『독립신문」의 창간과 이 신문에 실린 

작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을 ‘개화기 시가의 지각 현상’9)이라고 셜명하고 있다. 그러나 문학 

작품의 창작이나 수용이 사회나 정치 현실과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 

가 일반적이다. 이런 경향은 문학 • 예술의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때로는 먼저 예언적인 현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으며， 더 늦게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런 현상이 개화기 시가에만 한정되는 것도 아니며， 개화기 시가만 

의 특성도 될 수 없다. 문제는 개화기 시가를 무엇으로 규정하느냐에 따라 전 

혀 다른 견해가 제기될 수 있다. 즉 표나게 차별화할 수 없는 개화기 시가의 

특성을 제대로 논의하지 않고， 일부 작품들만을 개화기 시가로 규정하기 때문 

에 생기는 오해라고 생각된다. 

개화기 시가가 전통적인 시 형식과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으며， 그렇기 때문 

에 개화기 시가라는 구체적인 규정 없이 논의되고 있다. 적어도 개화 가사10)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 『대한매일신보』에 수록된 작품들이 종래의 가사， 

시조， 한시， 민요와 다른 것이 무엇인가를 반문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1860년 

경의 최제우의 『용담유사』에 수록된 가사나 1866년경의 신재효의 r패찜한 서 

양 되놈J. 1894-5년경의 동학 농민 전쟁과 관련된 민요 위정척사파들의 한시 

와 이들 작품들과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차이점을 찾을 수 없다. 

다만 선문에 수록된 개화 가사의 경우 분연체의 형식을 취하고 있음에 비하 

여 w용담유사」의 가사나 신재효의 가사는 ‘단가’의 형식을 취하고 있음이 다 

를 뿐이다. 내용상 이들 작품의 양적 차이 때문에 단순 비교는 큰 의미가 없지 

만， 전자에 해당하는 시가들이 (양적으로 많은 관계로) 다양한 사회적 관심사 

를 포괄적으로 그리고 있으며， 후자에 속하는 가사는 종교적 교리와 관련이 있 

9) 김용직한국근대시사~(제l부)， 새문사， 1982. 56-7연. 
10) 본고에서 개화기 시가는 개화기의 다양한 시가 형식올 통칭하는 개념이다. 또 개 

화 가사는 기존의 연구에서 창가나 신체시， 시조 둥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가사， 

예를 들면 『대한매일신보』의 ‘사회둥 가사’ 동을 일걷는 용어이다. 개화기 가사라 

는 용어도 이에 준하는 개념올 내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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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유교 윤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천주학에 대한 바판이 중심을 이루고 있 

다. 다음의 『대한매일신보낸의 가사와 신재효의 단가는 이런 특성을 잘 보여주 

는예이다. 

當局者야 聽t&어다 

HIl들이 入城할제 

[.;J文[매種 j편함인데 

H城輩를 利써하여 

七條約을 調r:ll하여 

-;때끼L視 되였으니 

핏심중다 서양 되놈 

네 나라나할것이지 

효셰율리 얽엇는되 

홍병?회 나왔다가 

정족슨생 총에 죽고 

어서어서 도망향자 

없公使뜰쫓아내고 

韓國人民 歡迎함은 

民心{없[서 違 J;i.하고 

h條約플縮結하고 

歡迎하뜬 저民心이 

失人必Qj( 이아닌가 

(써洋섹 , rii뽑y-:. {cj-感」의 5 연， 127면) 

무부무군 천쥬학은 

단군 71~ 동방국의 

어히 감히 여어보자 

반슈성 볼에 타고 

남은목숨도성창자 

에옹-- 11) 

앞의 개화 가사는 ‘사회등 가사’에 속하는 작품이다. 근대사에서 청나라， 러 

시애 일본에 의하여 우리 민족과 국가가 유린되고 있음을 반성하고 있는 내용 

이다. 특히 같은 뿌리로 생각하여 환영했던 열본과 이들과 협작하얘 5조약과 7 

조약을 체결한 무리들을 규탄하고， 이를 당국자들이 바르게 딸 것을 경고하고 

있다. 형식상으로는 전통적인 가사 형식윤 내용 단락에 따라 연을 나눈 방식 12) 

을 취하고 있다. 

11) 강한영 교주신재효 판소리 사설집~， 민중서판， 1978. 672변. 

12) 이런 분연 방식은 『대한매일신보』 소재의 가사， 시조에서 널리 채택되고 있다. 불 

론 단가 형식을 취하는 가사나 시조도 있지만， 동요l亂빠라고 표기된 rJfIl竹歌」라 

는 다음의 시조를 비롯하여 많은 서가들이 이런 형식으화 수록되어 있다. 

싸혜라 忠止公이 i싫忠、報뼈창섯스니 

牛命은 버렷으나 名節은 永야 이라 

우리도 쩔問을 熱心창여 萬쉰이나 

(r rfn.끼歌 給節 씻헌의 한짧」의 4연， 315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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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하여 신재효의 단가는 전통적인 7싸 형식을 차용하고 있다. 그리고 

내용상으로는 서양의 침략과 천주학의 가치관을 비판하고， 우리의 역사적 전통 

과 충효 사상과 같은 유교적 윤리를 옹호하고 있다. 이는 선재효와 친했으며， 

그에게 ‘오위정t五衛將)’이라는 벼슬을 내린 대원군과 같은 위정척사파의 개화 

기 현실 인식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관점에 따라서는 각각이 당시의 

현실 인식과 시대적 소명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별다른 차별점을 찾을 수 

없는 작품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후자에 속하는 시가를 역시 개화기 시가라는 넓은 범주에 포 

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이 시가가 특히 구시대의 가사 장르와는 전혀 다른 사 

상적 편린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 역시 개화기의 시대적 특성을 문학 작품에 

서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개화기 시가의 특정을 개화 사상이라는 한 

측면에서만 살필 수 없으며， 어떤 종류의 개화기 가사도 이런 일면성을 지니고 

있지도 않다. 개화기라는 변혁의 시대에 각기 다른 현실 인식을 가지고 있던 

다양한 계층들이， 자신들의 문자 체계에 부합되는 시가 형식으로 자선들의 생 

각을 표현한 것이다 13) 

3. [J독럽신문』 소재 개화기 시가에 대하여 

1896년 개화파들이 모여 만든 단체인 ‘독립협회’에서 발행한 r독립신문』이 

간행된다. 이 신문에는 25편의 개화기 시가가 실려 있다. 이들 작품에 대해서 

는 그동안 개화 가사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었다. 물론 창가로 보는 견해도 

제기된 바 있다. 이 신문에 수록된 시가들을 개화 가사로 보는 견해는 주로 개 

화 가새 창7t， 선체시의 순서로 개화기 시가가 변모한다는 가정 아래， 비교적 

초기의 작품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들 시가의 장르를 규정하는 논의는 국체적인 작품에 대한 변밀한 검토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또 개화기 시가 일반이 시대적으로 거의 같은 

시기에 경쟁 관계에 있었으며， 그 내용 역시 큰 차별성이 없이 창작 계층의 차 

이점을 드러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더구나 이들 

13) 권오만개화기의 문체와 장르 선택J，한국 현대시사의 쟁점~， 시와 시학사，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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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작품들이 1896년에서 1910년까지라는 단기간에 창작된 점은 아무리 변화 

가 심한 개화기라는 점을 고려하더라-ξ 이들 사이의 선후 관계나 발전의 양상 

플 구체화하기 힘뜸다. 따라서 선후 관계나 발전 과정을 세우는 것을 한 목표 

로 하는 문학사적 관점을 벗어나변， 이런 관계 설정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리고 이럴 때 작품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에 도달할 수 있으며， 이런 이해는 다 

시 문학사의 서술과 같은 맥락화 작업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독립선문』에 수록된 개화기 시가를 이해함에 있어서는， 이 신문의 발 

행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개화파의 현실 인식과 이들의 집단인 ‘독립협회’에 대 

하여 먼저 얄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보 개화파는 유학을 숭상하고 애국 사상으 

로 무장한 위정척사파와는 대척적인 현실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로 종교적으로는 기독교를 기반으보 하며， 일본이나 서구의 문명 사회를 모 

범으로 삼고 있다. 

적어도 ‘독립협회’는 이런 특성을 잘 보여주는 단체이다. 그들은 서양이나 

일본에 유학을 했던 청년뜰로1 기독교 계통이 주를 이루는 귀족 청년들이었다. 

따라서 문명 개화와 민중 계몽을 위하여 당시의 주도적인 문체와는 좀 거리가 

있는 순한글 선문을 발행했으며， 이릅 똥하여 애국이나 독립플 주장하면서도 

근대적 개혁의 필요성과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런 점은 신문의 발 

행 주체였던 독립협회 회원틀이나 이 선문의 일반 독자에게도 같은 설명을 할 

수있다. 

이런 사상적 기반을 토대로 이 신분의 개화기 시가는 대부분 ‘익국가’나 ‘독 

립가’라는 명칭이 붙어 있으며， 그렇지 않은 작품뜰도 이런 내용에서 크게 벗 

어나지 않는다 14) 또한 이런 시가의 내용은 신문의 논조와도 일치하고 있다. 

주로 ‘애국’， ‘독립’， ‘동심’， ‘애민’， ‘각성’， ‘군주 숭상’이라는 내용은 독립신문 

의 논조이자 독립협회의 주장이기도 하였다 15) 내용상 개화파의 현실 인식을 

표현한 것이다. 다음의 작품은 U 독립신문』이 견지하고자 했던 관점을 잘 보여 

주는 예이다. 

14) ~독립선문」 소재 시가는 애국가류까 11 편， 독립가류가 5편， 임금에 관한 것 3편 

등이 주룰 이푼다. 

15) 조동얼， 암의 달， 151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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뎌l일 

련디만물창죠후에 

아시아쥬동양중에 

(후렴)독립피효장구슐은 

깃분날깃분날 

깃분날깃분날 

례이 

단군피;존주쥬시고 

낀국홍제인평후에 

(후렴) 

오쥬구역련명이라 

대죠션국분명흉다 

군민상<:11 례일이라 

대죠션국독립혼날 

대죠션국독립혼날 

신라년호견원이라 

고려건원광덕이라 

(농양공부 쥬슨 최병헌독립가」의 1-2연， 7면) 

1896년 대한제국이 선포되고， 고종이 황제에 둥극하여 ‘건앵建陽)’이라는 

연호를 사용함을 경축하는 시가이다. 내용상 우리 독립 국가의 기원이 장구함 

을 찬양하고 있으며， 이제 새로운 독립 국가를 선포함을 같이 기뻐할 것을 권 

하고 있다. 형식상 4.4조 2음보의 가사 형식에 따르고 있으며， ‘후렴’이 있는 

분연체로 되어 있다. 그동안 이런 형식상의 특성 중에서 특히 전통적인 가사 

형식을 따르고 있다는 점은， 이런 시가를 개화 7씨로 분류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그런데 이들 작품들은 노래로 불려졌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이유는 이 작 

품들이 한결같이 노래를 지칭하는 ‘가’ 또는 ‘노린’라는 명칭이 붙어 있음에서 

알 수 있다. 또 일부 시가에는 노래의 ‘후렴’이나 ‘합가’라는 표가가 병기되어 

있다는 점도 이런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더구나 이런 작품을 썼고 읽었을 것으 

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개화파 기독교도들이라는 점은， 이뜰이 일찍이부터 찬송 

가와 같은 노래 형식에 익숙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6) 따라서 이 시가들은 곡 

조를 염두에 두고 창작된 것이며， 이런 맥락에서 ‘창가’의 형태로 보아야 한다. 

이런 추정은 주로 최남선에 의하여 창작된 창가도 초기에는 일본 창가의 영 

향을 받아 노래를 의식하고 제작되었으나， 이후에는 장형화되면서 굳이 가창을 

16) 기독교와 개화기 시가의 관계， 특히 애국가와 서양 악곡과의 관계는 이미 상세하 

게 밝혀져 있다. 김병철한국근대번역문학사연구J， 을유문화사，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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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로 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도 관련하여 생각할 수 있다. 즉 『독립신문』 소 

재의 시가들은 원래 노래를 의식하여 만들어졌으나， 그것들이 곡조를 제대로 

구비하지 못한 관계로 실제로 널리 가창되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여러 사항 

들은 고려한다면， 이 시가들도 역시 창가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4. 개화기 시가 장르의 다양성 

조선 후기 우리의 고전 문학은 시조， 가사， 한시， 소설과 같은 기록 문학과 

설화나 민요 탈춤과 같은 구비 문학이 대중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발전하였다. 

이는 조선 전기 문학이 비교적 양반 사대부를 중심으로 하는 지식인 중심의 문 

학에서 중인이나 평민들을 향유 계층으로 하는 문학으로 변모하였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이런 향유 계층의 확대， 변화는 문학의 형식적 내용적 변 

모를 동반할 수밖에 없었다 17) 

특히 시가에서 향유 계층의 이런 변화는 내용이나 형식은 물폰 전통적인 미 

의식의 극복과 지양， 새로운 미의식의 창조와 같은 미의식， 표현 기교 둥에도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시조의 사섣시조화， 12잡가의 정착과 같은 

민요의 유행가화， 기행 가사나 내방 가사， 유배 가사와 같이 가사의 장형화， 

‘풍요(風議)’와 같은 한시의 대중화가 보편적인 현상이 된다. 이런 문학적 현상 

은 개화기라는 새로운 시대 상황에 따라 다시 급격한 변화를 맞게 된다. 더구 

나 서구의 이질적인 문학 양식이 소개되면서， 이런 전통적인 문학 장르는 새로 

운 형식과 내용을 수용하여 변모하거나 쇠퇴하는 길을 걷게 된다.18) 

그러나 그동안의 연구들은 이런 전통 시가의 변화 과정을 중심으로 하여 개 

화기 시가의 실체를 분석하기보다는， 새로운 시가 형식의 도입이라는 측면에 초 

점을 맞추고 있었다. 이에 따라 개화기 시가는 가사의 변화형인 개화 가사와 일 

본 창가를 수용한 창개 자유시로서의 끈대시로 이행적 현상인 신체시를 중심으 

로 논의하였다 1이 따라서 평시조 형식에서 종장의 마지막 어절이 생략되는 경 

17) 정병욱한국고전시가론~， 신구문화사， 1980. 132-212면. 
18) 이런 변화에 대해서는 고미숙의 r19세기 시조의 전개 양상과 그 작품 세계 연구」 

(고려대， 1994.), r대중 가요의 선구， 20세기 초반 잡가 연구J(W역사비평~， 1994. 

봄.)， r애국 계몽기 시운동과 그 근대적 성격J(W민족문화과 근대성~， 문학과 지성 

사， 1995.)을 참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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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보이면서 꾸준히 창작되었던 시조20)나 구한말 위정척사파의 저항 의식이 

나 새로운 변혁 의지를 담기 시작한 한시21)들은 소멸하는 장르로 간주하였다. 

더구나 19세기말에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던 유행 잡7}， 동학 민요 r경복궁 

타령」과 같은 신민요 동은 거의 주목하지 않고 있다. 또한 ‘동국시’ 운동의 차 

원에서 전개된 국문시 운동언 언문 풍월22)은 개화기 시가 문학사의 맥락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23) 특히 한시나 민요， 잡가 둥이 개화 가사에 수용 

되어 새로운 시 형식의 창조에 영향을 끼치거나 시조와 같이 그 생명력을 꾸준 

히 보여주면서 현대 시조로 계승되는 장르들을 고려하지 않는 점은 분명히 잘 

못된 서술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의 시조와 민요를 수용한 개화 가사는 이런 

맥락에서 이들 장르가 개화기 시가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 

여주는 좋은 예이다. 

金玉이 보배라도 練혐않고 光彩나며 

人材가 삼}果한들 培養않고 英雄되랴 

좁‘年들아 放心말고 工夫하여 이盡IfG、를 

(r판年아」의 전문， 21-2면) 

달아달아밝은달아 

어찌그리 3감轉하여 

動l道대로 따라가며 

煥散中의 우리民族 

너와같이 핍l滿할까 

~fl盤如輪 네形體는 

奉dl力을 4、失하고 

萬古不變 하는구나 

어느때나 團合하여 

(r賞Jl등욕感」의 5연， 112면) 

19) 근대 문학 연구자들의 개화기 시가 문학 연구는 대체로 이런 틀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다. 이는 우리 근대 문학사를 서구 문학의 이식사로 보는 관점과도 띨접 

한관련이 있다. 

20) 고미숙， r19세기 시조의 전개 양상과 그 작품 세계 연구」 창조 

21) 주숭돼개화기 한시 연구J ， 서울대， 1984. 
22) 이규호개화기 한시의 양식적 변모에 대한 연구J ， 서울대 박사논문， 1986. 

23) w조선문예』의 한시 부홍 운동이나 재미 조선인들이 발행한 『신한민보』의 언문 용 

월은 창작의 시기나 지역적 특성 때문에 제외될 수도 있다. 그러나 매천 황현과 

같은 사람들에 의해 창작된 구한말의 한시나 개화기 신문이나 잡지에 수록된 국 

문시들은 마땅히 같은 맥락 속에서 언급되어야 한다. 



개화기 시가룹 봉해 본 선통의 문제 177 

앞의 시조는 개화기에도 시조가 여전히 살아 있는 장르였음을 보여주고 있 

다. 형식상 종장의 한 어절이 늪어니 있으며， 마지막 어절은 생략하였다. 내용 

상으로는 개화기 시가 일반에서 두루 나타나는 실력 양성을 권장하고 있다. 이 

는 개화기 사조가 평시조라는 틀에 매이 지 않고， 엇시조와 사설사조 등을 널리 

사용하고 있는 형식적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내용상으보는 개화기라는 시대적 

현실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시조와 같이 잔통적인 시가 형식인 개화 가사는 다양한 민요 형식을 

수용하고 있는데， 위의 개화 가사는 「달타령」을 개작한 것이다. 이밖에도 「새 

타령 J，장타령 J，선세타령 J，탈거리 J，약성가{藥，~歌)J ， r자장가J，군밤타 

령 J，한글풀이」와 같은 민요를 받아들이고 었다24) 그 구체적인 예로는 r同冊

相濟i뱃노래， 72-3면)， 댐 →進힘J(숫자풀이Jl， 127면)， r擊壞歌짧J(농부개 

384-5변)， r編해歌J(시집살이요 395-6면)， r途뛰3*<i~J ， r射雄티 J，批孤購J ， 

「雙成해J，까뼈쩍J，오"‘f뱃J，不|낸쩍 J(흥타령， 450-1면)와 같은 작품을 들 

수있다. 

물폼 이런 예는 기록 문학을 중심으로 살핀 것에 불과하다. 기록 문학으로 

미처 정착하지 못한 동학 민요와 같은 경우플 고려하면， 우리 개화기 시가 문 

학은 더욱 풍성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19세기말에는 필사의 형태로， 20세기 

초에는 인쇄의 형태로 기록， 정착하게 되는 잡가플 포함시키면， 우리 시가 문 

학은 개화기에 새로운 내용파 형식흰 모색하는 과정에서 그 다양성을 더욱 증 

대시켰다. 

5. 근대 시가의 발전과 개인적 서정의 문제 

그동안 우리 문학사는 대략 개화 7싸→창가→신체시→자유시로의 이행 과 

정을 거 친다는 셜명을 통하여， 형식상으로는 국문 위주의 일상어화와 정형적인 

운율을 극복하고 자유율로 나아가는 과성이며， 내용상으로는 집단적이고 계몽 

식인 내용에서 개인적인 서정을 표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25)고 정리하고 있 

24) 임형택， 앞의 급， 263-4면. 

25) 김용작개화기 시가J ， 암의 책. 

한계전한국현대시본연구，J ， 일지사， 1983. 13-43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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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펼자는 지금까지의 논의 과정에서 개화기 문학 또는 근대 문학이 

창작된 시기를 어떻게 보든지， 이 시기의 시가 문학은 동시대적인 것이었으며， 

서로 경쟁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관점을 내비친 바 있다. 이제 이 문제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문제는 먼저 개화기 시가에 한정할 때와 개화기 시가와 근대시(자유시)와 

의 관계를 따질 때로 분리하여 생각하여야 한다. 즉 전자의 문제는 개화기 시 

가의 다양한 장르들이 어떤 선후 관계에 놓이느냐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 

다. 이 때， 개화 가새 창개 신체시 외에도 시조 민요 잡개 한시를 동시에 고 

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들 장르들은 내용상으로는 각각의 향유 계충들이 개 

화기라는 사회에 대한 인식올 담아내는 그릇의 역할을 하고 있다. 

즉 개화 가사가 『대한매일신보』에 참여하였던 우국지사들의 사고를， 창가는 

기독교계의 개화파나 최남선과 같은 근대 지식인의 사고를， 신체시는 최남선과 

이광수로 대표되는 1910년대 계몽주의자의 생각을 담고 있다. 이밖에 민요는 

민중적 사고를， 잡가는 민중이나 이들과 가까웠던 소리꾼들과 같은 유홍인의 

관점을， 시조는 양반이나 개화 가사의 향유층이 견지하던 생각을， 한시는 주로 

위정척사파의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이 중에서 신체시를 제외하고는 거의 같 

은 시대적 배경 속에서 창작되고 있다. 따라서 개화기의 역사적 과제인 개화 

(계몽) 사상과 애국(반외세) 사상의 표현이라는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다만 각각의 향유 계층의 차이로 인한 시각의 차이만이 존재할 뿐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창가의 향유층은 개화에 무게를 두었으며， 한시의 향유 계층 

은 애국에 무게를 두고 있을 뿐이다. 이제 이런 차이를 작품을 통하여 살펴보 

자 

크고도 넓으고도 永遠한太極 

답 rh의 少年太韓 이러한德으로 

빗나고 뜨거읍고 剛健한太陽 

터 다]의 太韓少年 이러힘으로 

어두운 이세상에 밝은光彩를 

A바디난 구석업시 더뎌듀어서 

최지현한국근대시 정서체험의 텍스트조건 연구J ， 서울대 박사논문，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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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긋한 피운으로 랴게하라신 

하날의 부린職分 힘써다하네 

바위를 산〈꼴냐J 나뭇긋싸디 

더 띠의 큰소래가 부르덧도록 

소매안 듀머니속 가랫가디도 

H 띠의 맑은겨운 꼭쪽랴도록 

(r太韓少年」의 l 연， 529면) 

1Ií虎t꼽?λi홉 사나운 범이 큰 길을 가로막고 

雙ON~n俠鎬 화경을 걸친 듯 두 눈알 부리부리 

烈1멍L樓九홉1 매서운 바람 거리릅 휩쓸고 

11包n￥↑접 -境 으르렁 소리 온 지경에 떨치니 

人人(Fl뼈練 사람마다움츠러뜰어 

쨌fT熱 '+J~성 별밸 떨고 복장이 타는데 

3휠 lt就fl상E 저놈 앞에 고분고분 먹힐지언정 

깨、願犯其剛 거센 놈이라 대들 생각 못하누나 

검표、獨↑然 내 뜻은 유독 그렇지 않으니 

萬*各1킹1월1 만인이 모두 나서 창콜 잡으면 

借 111、 7Et~ 설사범을못죽인다해도 

勝1l'J씬 7E L.: 앉아서 잡혀먹이느니보단 나으리라. 

(홍희춘， rðJI;)}띤 JJ의 전문)26) 

최남선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창가와 홍희춘의 한시이다. 이 작품들은 비슷한 

시기에 창작된 작품으로 각각 소년 계몽파 애국 사상으로 그 내용을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각각의 시가 작품들은 개화기 시가로서 어느 것이 중심이 

되고1 어느 것은 주변을 이루지 않고 있다 즉 서로 경쟁 관계에 놓여 있었다. 

이는 당시의 시가 작품 전체를 포괄적으로 고려할 때 자명하게 드러난다. 또한 

근대화에 초점을 두고 문학사를 기술한다면 창가가 중요하게 취급될 수 있으 

나， 반외세 투쟁이라는 시대적 상황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설명하면 한시가 

우위에 놓이계 된다. 

다음으로 개화기 시가 일반과 자유시로서의 끈대시와의 관계에 대한 관점 

26) 홍희춘{洪熙、흙)， r쩨虎f fJ(~대한협회회보.~12 ， 1909. 3.) 한시역은 임행택의 번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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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재고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자유율의 실험과 개인적 서정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신체시가 과도적인 양식이라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중요하게 간 

주되었다. 그러나 신체시는 극히 제한적인 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먼저 신체시가 최남선과 이광수이라는 근대적 지식인 두 사람에 한정된 장르 

라는 사실이다. 또한 이들의 신체시 역시 양적으로 하나의 양식으로 규정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며，27) 중요 작가 역시 신체시보다는 다른 장르 즉 최남선은 

시조나 창개 이광수는 소설에 더 무게를 두고 창작에 임하고 있었다. 

더구나 우리 신체시는 일본의 영향 아래 이루어진 창작적 실천이었지만， 일 

본에서의 신체시의 위치와는 전혀 판이하다. 어찌 보면 일부 작품을 제외하고 

는 신체시라는 명명으로 포괄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 오히려 1918년 『태서문 

예선보낸나 1919년 『창조』 등에서 본격화되는 근대시의 증후적 현상으로밖에 

볼 수 없는 양과 질을 보여주고 었다. 신체시라고 규정하기보다는 현상윤이나 

최소월과 같은 일본 유학생들의 시를 포괄하여 ‘신시’라고 명명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그리고 이들 일부 신시를 개화기 시가의 일반 속에서 논의할 것이 아 

니라 본격적인 근대시의 전λH前핏)적 현상으로 보아야 한다. 

이런 관점에 셜 때， 우리 개화기 시사와 근대 시사의 관계가 바르게 이해될 

수 있으며， 개화기 시가와는 다른 맥락에 놓이는 신시의 양과 질이 어느 정도 

보장된다. 또 신체시 중에서 개인적 서정의 실현과는 거리가 먼 창가와 같은 

최남선의 일부 시가들은 개화기 시가로 포용하기 위한 선별 작업도 필요하다. 

계몽적 의식이 두드러진 「신대한소년」이나 r해에게서 소년에게」 등이 이런 예 

일 것이다，28) 

27) 넓은 의미에서 신체시라고 할 수 있는 최남선의 작품은 r구작3편J，해에게서 소 

년에게J，신대한소년J，삼면환해국J，모르네 나는J，막은 물J，나는 가오J ， 

r그의 손J，녀름人구름J，봇두고J，태백산부J，뜨거운 피」 둥이다. 이광수의 

작품은 r우리 영웅J，말 듣거라J，곰J，극웅행J，옥중호걸J，님나선 날J，어 

머니의 무릎」을 들 수 있다. 이밖에 현상윤의 「새벽 J，향상」올 포함시킨다고 하 

더라도 20여편 정도이다. 

28) 이런 필자의 주장에는 근대 시가의 발전이 자유시로의 이행이라는 점보다는 개인 
적인 서정의 표현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다. 이 

는 r해에게서 소년에게」와 같은 작품의 행과 행 샤이의 운율은 자유스럽지만， 연 

과 연 사이에는 정형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또 같은 맥 

락에서 개화기 시가의 특성은 다양한 형식적 차이에서 찾을 수 없고， 오히려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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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근대적 시 양식의 정립을 위한 모색 

우리 문학사에서 개화기의 의미는 봉건적인 잔재를 극복하고， 근대적인 서구 

문학과 그 관습을 수용하는 과정이라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관점에 의하면， 

우리 근대 문학사는 일본을 매개로 하는 서구 문학의 수용과 이식의 역사라고 

불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근대 문학이라고 규정하는 대부분의 지표들은 서구 

근대 문학의 특성뜰이며， 이를 열마나 어떻게 드러내고 있느냐에 따라 문학의 

근대성도 설명되고 있다. 

이런 설명에는 문화 전파론의 제국주의적인 시각이 깊이 작용하고 있다. 즉 

서구 문학의 근대적 속성이 우월하다는 입장에서 우리의 개화기로 대표되는 

근대 문학의 초창기에는 이를 수용하는 양상이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이해보다는 서구 문학의 영향 속에서 우리 개화기 문학이 어떻게 대응하 

고 있나룹 살피는 시각이 요구된다. 오히려 우리 문학의 전통이나 문학 유산을 

중심으로 서구 문학이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나플 살피는 태도가 펼요하다 

문학 연구의 방향을 이렇게 잠기 위해서는 개화기 푼학 전반에 대한 객관적 

인 고찰이 우선 요구된다. 즉 개화기 문학의 특성을 제대로 드러내기 위해서 

개화기 문학이 구체적으로 어떤 Ocf상을 보이고 있나를 고참한 다음에， 이런 저l 

양상들이 이 시기에 지니고 있는 문학사석 의미를 규정하여야 한다. 또 개화기 

문학이 보이고 있는 전통 계승의 양상을 중심에 놓고1 이런 문학 현상들이 어 

떻게 서구 문학의 영향을 수용하고 았나를 살펴야 한다. 그리고 이런 관점을 

견지한다고 하여， 우리 근대 문학사에서 서구 문학은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거 

나 그 영향력이 중요하지 않다고 부정적으로 규정할 수만은 없다. 

또한 이런 개화기와 근대 문학의 의미와 뜩성플 시가사와 관련하여 설명할 

때， 우리 단대사는 ‘노래’나 ‘기{歌)’에서 음영(11今 l泳)이 되는 ‘시’로의 변모라고 

규정된다. 우리 관대시의 발전 파정-블 동시적으로 살필 때， 우리 끈대시가 향 

유자에게 점점 볼려지는 노래로서의 자젤플 상설하고 독자에게 얽히는 방향으 

로 나아간 것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설명 역사 개화기만으보 시기를 한정할 

대적 의삭 또는 개화기의 시대식 소병의 수용이라는 내용석 측변을 중심으로 삼 

펴야 한다는 생각이 뒷받침되고 었다 



182 국어교육연구 제 4집 

때에는 적합하지 않다. 

앞으후의 논의에서 구체적으로 밝혀지겠지만， 개화기 시가 문학은 여전히 전 

통적인 시가 양식이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전통적인 시 

가 양식은 음영되는 시(詩)라기보다는 향유자에 의해 가초R歌唱)되는 시가{詩 

歌)였다. 개화기에 여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시조나 가새 민없잡 

개 등이 그 예이다. 즉 개화기 시가는 ‘노래’로서의 특성이 두드러지며， 이런 

이유 때문에 본고에서는 개화기의 운문 양식을 ‘시’가 아닌 ‘시가’로 통칭하고 

있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이상과 같은 관점에 기초하여 개화기 시가의 양식적， 형식적 특 

성을 고찰하그l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개화기에 향유된 시가들이 어떤 양식이나 

형식적 특성을 가진 것이며， 이런 제양상들이 새로 이입된 서구의 문학적 관습 

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를 살펼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개화기 시가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개화 가사， 시조， 한시， 민없잡개， 창가 둥과 같은 개화기 시가 

양식에 대한 실증적인 작업을 기초로 하여， 이들 작품뜰에 대한 구체적인 실체 

를분석하고자한다. 

개화기 시가의 양식과 그 문학적 발전 과정에 대한 기존의 평가는 주로 근 

대 문학사의 발전이라는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런 관점에 의하여， 

개화기 이후 우리 시가의 발전은 개화 가사 • 창가 • 신체시 • 큰대 자유시 

로 나아가는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또 이 중에서 개화기 시가 

는 주로 개화 가사， 창개 선체시에 국한하는 것으로* 서구의 근대 문학의 영향 

을 받았던 과도기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개화기의 여러 자료를 검토하여 보면， 개화기 시가로는 이들 양 

식 외에도 시조， 민요(잡가)， 한시 등이 활발하게 창작， 향유되었다. 또 이들 양 

식들은 비슷한 시기에 서로 경쟁 관계에 놓여 있었으며， 서구 문학으로 대표되 

는 근대 문학의 관습과 만나면서 소멸되거나 변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즉 

개화기 시가 중의 일부는 그 문학적 위상을 근대시에 자리를 넘겨주고， 일부는 

형식적 모색을 통하여 새롭게 변모하거나 다른 양식에 홉수되는 모습을 보인 

다. 이제 이런 개화기 시가의 제양상을 실증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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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조 형식의 계승 

조선 시대의 대표적인 문학 양식의 하나인 시조는 개화기에도 지속적으로 

창작되어， 이 당시의 대표적인 문학 양식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었다. 그러나 

그동안 개화기의 시가 문학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개화기 시조는 별로 주목을 

받지 않았다. 주로 소멸하는 문학 양식으로 취급되어， 조선조 후기에 박효관과 

안민영이 『가곡원류』를 편찬한 것을 끝으로 고시조는 생명을 다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런 고시조와는 단절된 상태에서 1920년대 중반에 시조 부홍 운동이 

일어난다. 즉 이병기， 이은상， 최남선， 정인보와 같은 민족주의 문학파의 국민 

문학 운동 차원에서 시조 부홍 운동이 전개되어， 현대 시조라는 양식이 새롭게 

시도되는 것으로 설명되었다. 

이런 설명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먼저 넓게는 개화기(1960년대 이후)에 

해당하는 사기에 발표된 시조 작품， 예를 들변 위에서 언급한 박효관이나 안민 

영과 같은 가객들이 창작한 고시조의 특성을 지년 시조들을 어떻게 규정할 것 

인가의 문제이다. 다음으로 개화기 특히 애국 계몽기(1905-10)에 r대한매일선 

보』와 같은 선문이나 잡지에 발표되쓴 많은 시조 작품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 

가의 문제이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1910년대 이후 최남선에 의하여 시조가 창 

작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전체 시조사의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살 

펼 때에는 그 문학사적 위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경향은 한용 

운 등과 같은 근대 시인들의 초기 시조 작품에도 적용되는 문제점이기도 하다. 

이 중에서 특히 이 절에서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것은 애국 계몽기에 창작된 

시조 작품들을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는 점이다. 실제로 이 당시의 신문이나 잡 

지에는 많은 시조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다. 특징적인 현상으로는 조선 후기 시 

조의 장형화와는 달리 주로 평시조의 형태이며， 종장의 마지막 구를 생략하는 

닥구(落句) 표현을 일반적으로 보이고 있다. 이 중에서 낙구 표현은 조선 후기 

유행한 시조창의 영향이라고 생각되며， 이는 궁중 아악적 변모를 지닌 가곡창 

보다는 가객들에 의해 불려졌던 시조창이 보편화되었음을 방증하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의 시조들은 이런 개화기 시조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쨌木鳥야어리석다 속빈古木쫓지말아 



184 국어교육연구 제 4집 

그속에다네집두고 쫓기는만일삼느냐 

하로밤 急한風雨 모라치면너는어이 

(r責隊木」의 전문" 21 면) 

家負에思賢훌오 國難어11)맨、良휘l이라 

賢훌良fl:1업고보니 家國資亂엇지향리 

못죠록 學校를廣設향여 人材護成

(r培養力」의 젠문， 448면) 

또한 이런 현상은 문자로 기록된 점만을 고려하여서는 설명될 수 없는 것으 

로， 아직도 시조 양식이 전통적인 노래로서의 기능을 잃지 않고 있음을 보이는 

증거이다. 즉 읽기 위한 텍스트로서의 문학 현상만이 아니라 아작도 불려지는 

음악적 기능을 가진 문화 • 예술의 범주 안에 개화기 시조는 포함되는 것이다. 

그리고 위의 시조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개화기 시조가 닥구 표현을 활용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장의 길이가 줄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조선 

후기 시조가 사설 시조나 엇시조 형식을 통하여 장형화동}는 특성과는 다른 방 

식의 장형화 방식이었다. 

이런 일반적인 특성을 지닌 개화기 시조들이 활발히 창작되었으며， 이런 시 

조 형식은 최남선이나 한용운 등의 시조를 징검다리로 하여 현대 시조로 발전 

하고 있다. 즉 평시조와 시조창의 흔적， 대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보이던 개화 

기 시조가 최남선 둥에 이르러 연시조의 형태로 계몽적 내용을 표현하다개 현 

대 시조에 이르러 연시조， 양장 시조라는 형식으로 개인적인 서정을 표현하기 

에 이른다. 

2. 가사형식의 변화 

개화 가사의 형식적 특성은 기본적으로는 4.4조의 4음보를 취하고 있으며， 

표현된 내용에 따라 연을 나눈 대략 10연 이내의 분연체가 일반적이다. 이는 

개화 가사가 기본적으로는 가사의 형식을 계숭하고 있지만， 그 내용적 특성인 

사회 비판적인 내용이나 대상의 다양성이라는 점을 고려한 결과로 생각된다. 

이런 현상은 조선 후기 가사인 기행 가사나 유배 가사， 규방 가사 둥이 발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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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특성과 관련하여 장형화와 서사화되고 있음에 비하여， 개화 가사의 분연체 

는 즉자적인 현실 비판이나 폭로가 요구되던 개화기의 시대적 요구에 맞추어 

모색된 시가 형식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각 연마다 관련성이 존재하는 각기 다른 대상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런 방식은 조선 시대 연시조의 표현 방식을 가사 형식에 변용한 것이다. 이는 

시조와 더볼어 7μ} 역시 어느 시대에나 지식인 식À}층에 의하여 창작된 양식 

이며， 자신들에게 익숙한 표현 방식을 가사라는 시가 형식으로 나타내는 데 적 

용한 것이다. 이런 방증은 시조의 종장에서 많이 사용되었던 호격(呼格) 표현 

이 개화 가사의 서두 표현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찾을 수 있다. 

다음의 개화 가사를 보면， 이런 특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李';(.用a:들으시오 總J뀔λ보저tmf<i‘가 

·人之 fl벼농人 1-.에 그좁 ff:이어떠한가 

修身쩍家못훈F사람 V감關인들잘할손가 

비jil 휠 는찌1M턴지 今 H 부터悔L~하여 

家底1핑L氣바로잡고 i닥 度政務維新하여 

.j，興功}선되여보소 

末秉m쫓11.;둡으시오 l서務太댄 저t也{끼가 

Lj-J外 l政務總察하고 다*賢愚ÎÊi용I이라 

그i’tfT:이 4섣힌인데 公의!&策말할진데 

nl행뼈을%할손가 H-: 휩끼M옮J따L~하여 

陳tx人材 仔用하고 뽑b해求(암않t身하여 

'P興져1 f ~i 되여보소 

(r勳신， fJ，l. I시때L 의 1 ~2연， 77면) 

이런 개화 가사는 전통적인 가사 양식에 자신들의 문화적 전통을 적절히 변 

용하여 새로운 시가 양식을 보여준 젓이었다. 이런 개화기의 시가 양식은 개화 

기의 신문이나 잡지의 제작자나 독자였던 계몽적 지식인들의 창작 의도와도 

띨접한 관련이 있다. 즉 이 당시의 이들은 시대적 과제와 문제 의식을 적극적 

으로 드러내야 할 임무와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런 점이 드러난 대표적 

인 형식의 글이 논설이었다. 그리고 이런 관점이 문학적으로 전환될 때 선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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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양식이， 교술적인 내용을 표현하기에 적합하였던 가사였다. 그래서 이들 

은 이 가사를 적절히 변용하여 자신들의 현실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두루 나타 

내고 있다.29) 

그러나 개화기 지식인 주도하여 전통적인 가사를 전환한 형태인 개화 가사 

는 그리 간 생명력을 지니지 못한다. 특히 일제 강점이라는 시대적 상황에서 

발표 매체가 봉쇄된 사정과 근대 지식인의 세대 교체로 인하여 이런 대사회적 

비판 의식을 담는 시가 형식이나 내용은 제한을 받게 된다. 이런 변화에 의하 

여 새로운 근대시가 개인적 서정을 표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자， 전통적인 시 

가 형식을 계승하고 있는 개화 가사는 그 대웅력을 상실하여 소멸되고 만다. 

3. 민중적 표현인 민요(잡가) 

조선 후기 민중들에 의하여 향유되던 일부 민요는 가사와 만나서 12잡가라 

는 형태로 정착되면서， 민중과는 일정한 거리를 가지는 유행 잡가가 된다. 즉 

조선 후기 주로 전문적인 예인(藝人) 집단이나 유홍인들에 의하여 대중화되면 

서， 민중과는 다른 중간층이 주된 향유 계층으로 부각하게 된다，30) 이런 현상 

은 문학의 대중화， 유행화라고 설명할 수 있는 현상으로1 시조， 한시， 민요 가 

사 등 여러 문학 현상에 걸쳐서 일어나게 된다. 

특히 12잡가는 조선 후기 유홍인들의 놀이 취향과 어울리면서 급격히 퇴영 

적으로 변모하게 된다. 또한 19세기말의 어두운 사회 현실은 이런 잡가 향유 

계층의 유흥적인 특성을 드러내면서， ‘유행 잡가’라는 형태로 급격한 타락상을 

반영하게 된다，31) 이후 이런 유행 잡가는 대중 가요(유행가)에 그 자리와 역할 

을 이양하게 된다. 그리고 이런 유행가는 구한말과 일제 강점기에 우리 민족의 

사회적 관심을 다른 곳으로 똘리려는 문화 정책의 의도와도 관련이 있다고 설 

29) 신문의 논젤로 대표되는 ‘단평’이나 ‘시사평론’이 ‘개화 가사’라는 시가 형태로 문 

학화되고 있음은 신범순의 다음 글에서 비교적 자세히 논의되고 있다 

신범순애국계몽기 ‘시사평콘가사’의 형성과 정치적 위기의식의 문학화J ， 앞의 

책. 

30) 강명관조선후기 서울의 중간계층과 유홍의 발달J，민족문학사연구~ 2호， 

1992. 
31) 고미숙의 r대중 가요의 선구， 20세기 초반 잡가 연구J를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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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되고 있다. 

개화기에 이런 유행 잡가의 발홍과 더불어 특기할 만한 현상으로는 민요나 

잡가가 개화 가사의 형태로 정착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민중들의 삶의 애환을 

표현하거나 중간 계층의 놀이 문화 형태로 향유되던 문회{학) 현상들이， 개화 

기 지식인들의 현실 인식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개화 가사에 수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민요나 유행 잡가의 대중적 호응도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 

로1 이들이 주로 즐기는 문학 형태를 벌어 지식인들이 자신들의 이념을 전파하 

려는 의도를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의 개화 가사는 이런 예이다. 

날더워오니 흐웅 회냄선난다 홍 

썩어진t캅進會 佛 F散먹여라 아 

어리화 묘타 홍 良民이되여라 홍 

(r解散藥j의 전문， 452-3면) 

빠1-1中짧 흐용 내과 ti 인데 홍 

묘놈의魔鬼가 f풍犯을창노나 아 

익구지구 흐응 뎌魔鬼죽여라 홍 

(r欲水牛， r~댐魔經」의 전푼.， 453면) 

위의 두 작품은 민요 r홍타령」을 개작하여 일진회활 비판하고대한매알선 

보』를 무력화시키려는 음모를 폭로하고 있는 개화 가사이다. 이처 럼 개화기 시 

가에서 적극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현실 비판 의식은 당시에 유행되던 민요에 

도 반영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동학 농민 전쟁이나 전봉준과 관련된 동 

학 민요이며， 일제에 의하여 나라가 강점된 후에 국외에서 활동하던 독립군들 

이 불렀던 ‘신민요’ 계통의 r광복군 아리랑J 등이다. 또한 구한말 항일 의병들 

이 불렀던 민요나 r {섭義歌」와 같은 잡가 형태의 노래도 갇은 계열에 속한다고 

할수있다. 

개화가의 민요나 잡가 동은 민중과 중간 계층의 현실 의식을 반영하면서， 그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런 구체적인 예는 일제로 대표되는 침략 

세력과 자신뜰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새로운 문명에 대하여 비판하고 있는 

‘신민요’에 잘 나타나 있다. 다음의 r아리랑 타령」은 이런 개화기 민중들이 r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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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랑 타령」을 개작하여， 자신들의 현실 인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李a;;의 四 t이 되지말고 閔民의 八、t이 되려무나 

(후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띄여라 노다가세 

南山밑에다 장춘단 짓고 軍樂隊 장단에 받들어총만한다 

아리랑 고개다 停卓場짓고 電氣 t용 오기만 기다린다 

門前의 앉 f는 어찌되고 쪽박의 신세가 왼말인가 

밭은 헐려서 新作路되고 집은 헐려서 정거장되네 

말깨나 하는놈 재판소가고 일깨나 하는놈 共|매山간다. 

아깨나 낳을년 갈보질하고 목도깨나 매는놈 부역올간다 

(r아리량 타령」의 1-7연)32) 

4. 한시와 한문투， 언문 풍월의 문제 

개화기 시가 중에 한시는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당시 

의 지식인 식자층은 대부분 한문을 해독할 수 있는 계층들이었으며， 이런 현상 

은 위정 척사파는 물론 개화파에게도 적용되는 것이었다. 다만 개화파의 지식 

인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좀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순국문만을 

사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다수 지식인들은 국한문 혼용체의 문장이나 한문만 

을 사용하여 자신들의 뜻을 직접 진술하거나 문학적 형상화를 꾀하였다. 

이런 점은 『대한매일신보』를 비롯한 당시 대부분의 출판물이 국한문 혼용체 

를 사용하고 있음에서 알 수 있다 또한 신소젤류를 제외한 대부분의 문학 작 

품들도 국한문 혼용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거의 대부분의 작품들이 한주국종 

(漢主國從)의 한문투를 구사하고 있다. 이는 개화기 역시 한시를 비롯한 한문 

학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대한매일신 

32) 임동권한국민요집~ 1, 집문당， 1961.27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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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등에 수록된 한시들은 그 단적인 예이다.) 그리고 개화기 지식인들은 이런 

당시의 객관적 현실을 인정하여， 한문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우리의 의식을 쉽 

게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시 형태플 적극적으로 창안하기에 이른다. 

그 한 예가 한문학을 중심으로 전개된 ‘동국시 운동’이며， 이런 시 형식을 

국문시 운동에 적용한 것이 ‘언문 풍월’이다. 그리고 이런 개화기 시가의 형식 

적 탐구는 보수적 성향의 문인둡이 한문학의 소양을 가진 독자층을 의식하여 

시도했던 방식으로1 아직도 문화적으모 한문학의 영향력이 컸던 개화기의 특성 

을 잘 보여주는 증거이다. 또한 이런 시가 개혁 운동이 상당한 영향력플 가지 

고 광범위하게 전개되기도 했다，33) 여기서는 그 한 예로 한시의 칠언절귀七간 

絡句)나 율시(律파)의 자수율에 의존한 국문 사가였던 ‘인문 풍월’을 살펴보기 

로한다， 

금문만에잠긴달 고요하게 잠든띤 

「우락키」산봄바람 평화롭게숨쉴띤 

자회엽난니령혼 터평 OJ-을- 건너서 

(후렴) 고구려강산 두푸편답하앗네 

평원광야는 동편가나안복디요 

록슈청산련하데 -승디라 니고향만쥬들 

오곡벅과풍촉한 금탕천리널은뜰 

그}화요초란만한 청구천리년은뜰 

우렁차게소슨외 곤곤하게홀으난물 

(당벅산인만쥬단」의 1 ~2연)34) 

7언의 한시 형식을 국문으로 표가한 작품이다. 그리고 이런 한시 개혁 운동 

은 조선이 엘제에 강점되면서 ~l 운동사적 의미를 앓어버리고， 부분적으로 일 

제의 문화 정책에 편승하여 부흥하다가 1920년대에는 문화 운동으로서의 기능 

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 더구나 일본에 의하여 실시된 근대 교육의 영향 때 

33) 임형택， 앞의 끌. 

최 지현， 앞의 글， 54~59연. 

34) ~선한민보』 소재(최지현， 암의 글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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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한문 사용 계층과 한시 향유 계층이 소멸하게 되면서， 이런 한시 개혁 운 

동도 끝올 맺게 된다. 

5. 노래 형식으로서의 창가 

앞에서도 간단히 언급한 바와 같이 개화기 시가의 특정은 노래 형식이 아직 

도 주도적인 문학 양식이었다는 사실이다. 본고에서 논의한 시가 양식 중에서 

개화 가사와 한시의 일부를 제외한 다른 양식들은 이런 특성을 모두 공유하고 

있다. 그렇기에 이런 전통적인 양식을 계숭하고 있는 시가뿐만 아니라 개화기 

에 새롭게 둥장한 시가 역시 노래 형식과 관련이 있다. 특히 개화기에 창작되 

었던 시가 양식인 창가{唱歌)는 개화기 시가의 이런 특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노래 형식의 창가는 역사적으로 일찍이부터 기독교의 찬송가의 영향을 받았 

다 기독교계의 지식인들이 주도하였던 『독립신문』에 수록된 개화기 시가들은 

찬송가의 영향을 직 • 간접적으로 받았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이런 개화기 

창가는 초기에 주로 ‘애국가’， ‘독립가’， ‘학도가’， ‘권학가’라는 명칭으로 제작 

되었으며， 실제 여러 자리에서 불려졌다는 기록과 같이 전해지고 있다~대한 

매일신보』에 수록된 다음의 기사는 이런 개화기 창가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예 

이다 

演說盛況

去 t鷹 H 官人없樂部에셔太韓協會總、會를開창고잦昌浩民가我韓前道의如{UJ 

한問題로演說창앗는뎌雄談弘辯이水湮LIJ出창야프時 h十分之t찌을過 [~~l환↑ 

能述이오口/f시能傳이라其趣묶는公平正太창고其氣象은激!r'l앓團창니聽者千餘人 

이莫不點掌喝宋日果是當今雄辯家라창더라[liJ民가演說올뽑 f 흉고n心歌 .1즙을 

n입항야|매뼈뜰警醒~맛스니其歌에 틴 

어야지야어서가주 모든風浪무릅쓰고 

六明界와獨 Q‘界로 어서빨리나아가주 

멸g波에뜬이들아 길이별다r~했말고 

希댈키를꽃이봇고 첼行돗출놈히달아 

부는바람주기션에 어야지야어서가주 

(r演폈盛況」 의 전문， 32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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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예로 든 안창호의 r단심가」에서처럼， 개화기의 신문이나 잡지에 수록 

되었던 창가들은 주로 4.4조의 개화 7씨 형태탈 취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개 

화기 창가가 개화 가사와 다른 점은 ‘ -7F나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있거나， 

‘후렴’， ‘합7F와 같은 음악 용어가 첨가되어 있다. 또한 이런 창가의 악곡은 찬 

송가나 서양의 민요 둥과 같이 단조롭고 부르기 쉬운 리듬을 주로 활용하였 

다.35) 

또 이런 창가와는 다른 영향 관계 속에서 창작되기 시작한 1900년대 이후의 

창가 역시 노래로서의 특성을 보인다 그리고 이런 창가는 『독립신문』이나 『대 

한매일신보』 둥에 수록된 창가와는 달리 최남선이라눈 전문적인 작가에 의하 

여 집중적으로 제작된다. 특히 최남선에 의해 제작된 이 시기의 창가는 주로 

일본 창가의 영향을 받게 된다，36) 즉 이런 개화기 창가는 일본의 전통적인 율 

격인 7.5조의 자수율의 영향 아래 창작되었으며， 초기의 경우 악곡이 첨가되어 

노래로 불려지게 된다. 그러나 후기의 창가는 자수율을 유지하면서도 장형화되 

어， 노래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이런 잔송가나 일본의 창가의 영향을 받아 생성된 개화기 장가는 이후 일제 

의 음악 교육으로 시행된 ‘창가’에 흡수되어， 문학과는 다른 문화 양식인 음악 

으로 전환되게 된다. 이런 전환에는 후기 창가에 집중되었던 일본 창가의 영향 

력과 개화기 창가의 노래로서의 특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최남선에 의해 주도되었던 후71 창가의 율격인 7.5조는 이후 

끈대시(주로 민요조 서정시)의 율격으로 계승되어， 우리 근대시에서 새로운 율 

격 전통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 

N. 계몽적 반성과 근대적 사고의 반영 

개화기 시가는 그 형식에서뿐만 아니라 내용에서도 문제적이다. 그것은 개화 

35) 김병철， 앞의 책. 

김용직창가J ， 앞의 책， 76-97면. 

36) 정한요 『한국 현대시문학사~， 일지샌 1974. 161-71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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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라는 시대적 특수성을 개화기 시가가 그대로 안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특수성은 당시의 정신사 또는 사상사적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 

며， 그 구체적인 양상은 개화기 시가의 내용을 살피는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 

다. 특히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개화기 시가의 형식이 전통의 계승적인 측면에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적 측면에서는 새로운 변혁의 사상을 수용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런 개화기 시가에 대한 연구는 개화기 우리 민족이 해결하 

여야 했던 민족적 과제가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일본 

을 매개로 하여 들어온 서양이라는 충격이 문학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플 

밝히는 데 머물지 않는다. 그래서 봉건적인 틀 속에서 살고 었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문물， 새로운 사고， 이질적인 문화 풍과 같은 끈대적인 특성이 어떻게 

보였을까를 알 수 있으며， 이 충격에 이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나를 구체 

적으로 확인할수 있다. 

즉 개화기라는 특수한 시대에 기존 사회가 간직하고 있던 전통과 새롭게 들 

어온 근대와의 갈등상을 개화기 문학은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 

을 살피는 것은 개화기의 특성을 밝히는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개화기 문학의 내용을 살펌으로써 우리가 과도기인 개화기에 무엇 

을 고민하고 있었나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근대와 전통이 어떻게 만 

나 갈둥하고， 극복하고 있나를 개화기 시가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서， 개화기 

시가의 시대적 성격과 의미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개화기 문학은 개화기 지식인들의 의식의 산물이라고 거칠게 정 

리할 수 있다. 따라서 개화기 문학사는 곧바로 풍전등화와 같은 운명에 놓였던 

한말의 지식인들의 정신사였으며， 민족사의 위기에 대웅하는 민족 운동사였다. 

이런 측면에서 살피변， 이 당시의 지식인들은 개화를 중심에 놓았던 개화파와 

애국을 중심에 놓았던 위정 척사파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은 애국과 계봉 

이라는 시대 인식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 각 정파 내에서도 이를 타개하 

려는 구체적인 방법론에서 차이를 보이면서 다시 세분되는 양상으로 전개된다. 

이 부분에서는 이런 지성사의 문학적 대웅 양상을 『대한매일신보』를 중섬으 

로 살펴서， 신학문과 일제에 대하여 어떤 이해의 차이가 있나를 구체적으로 살 

필 것이다. 이를 위하여 ‘위정 척사의 사상’， ‘우국과 애국 정선’， ‘친일파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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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풍자’， ‘신학문과 개화 사상’이라는 항목으로 나누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피고자 한다. 

1. 위정 척사의 사상 

개화기의 지식인들 중에서 근대 푼물을 수용하려는 개화 사상에 가장 적대 

적인 세력들은 전통 유학자들이었다. 이둘은 쓰러져가는 구왕조를 지키려는 사 

람들이었으며， 근대화에 대하여 강한 거부감을 보이는 위정 척사의 사상으로 

무장된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의병 운동을 통하여 나라를 지키고자 했으며， 그 

일부는 국권 상실이라는 치욕적인 사태에 대하여 목숨을 버리는 방식을 택하 

기도 했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황현이나 최익현과 같은 사람들을 들 수 있다. 

이뜰은 개화기에 주로 한시를 통하여 자신들의 생각을 표현하고자 했다. 그 

리고 이들의 이런 시가 갈래 선택은 일반 독자 대중과는 분리되어 진행되는 한 

계를 보이기도 한다. 즉 한시가 대중에게 쉽게 수용될 수 없는 갈래였다는 약 

점을 단본적P후 가지고 있었으며， 일부를 세외하고는 선문이나 잡지와 같은 

출판 매체를 이용하는 방식보다는 개인적인 창작 활동을 모은 문집 형태를 택 

하여 대중적인 독자플 고려하지 않는 양상플 보였다. 

또한 기본적으로 이들이 지향했던 바는 구왕조의 유지와 회복이었으며， 이들 

의 사에는 이런 자선들의 생각이 그대로 드러달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한시라 

는 형태로 창작되었던 시가는 외세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표출하거나 쓰러져 

가는 나라를 걱정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특히 위기의 시대를 살았던 지 

식인의 자기 고뇌를 잠 표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외세의 칩략에 무력할 

수밖에 없었던 지식인뜰의 자화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주로 111록 시골에 은거하여 살고 있는 유학자들이었지만， 국난의 위 

기에는 잠자코 있을 수 없었다. 그퍼고 이런 유학자들의 선비 정선은 임끔에 

대한 비판마저도 서슴지 않았던 상소(r.꾀) 문화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그 

래서 국권 상실의 위기 국변에서는 이듭의 문학은 한가로운 서정적인 한시의 

세계에서 벗어나， 현실 비판의 날카로운 시대 의식을 담아내게 된다하청(앓 

11휩)J과 같은 서정적인 한시를 쓰면서 전원 생활을 하던 매천 황현이 창작한 

r절명시(總命詩)J ， r 이충무공 구선가{鍵船歌) J, r문변(1웹變)J과 같은 애국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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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취하는 시 둥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여기서는 r절명시」를 살펴보도록 하자. 

亂離滾￥Ij白뼈年 난리를 겪다 보니 백두년이 되었구나 

幾fri텀牛êtp未然 몇 번이고 목숨을 끊으려다 이루지 못했도다 

今 H 휩成無 nJ奈 오늘날 참으로 어찌할 수 없고 보니 

輝輝風爛照蒼天 까불거리는 춧불이 창천에 비치도다 

!J5:.氣拖흉흉帝찔移 요망한 기운이 가려서 제성이 옮겨지니 

九關況況옳遍進 구궐은 침침하여 주루가 더디구나 

Jß횡b從今無復有 이제부터 조칙을 받을 길이 없으니 

쳐*{J~ -紙淚午絲 구슬 같은 눈물이 주룩주룩 조칙에 얽히는구냐 

鳥戰哀嗚海ffi명췄 새와 짐숭도 슬피 울고 바다와 산이 쩡그리네 

橫花世界已沈倫 무궁화 세계는 이미 사라지고 말았구나 

秋燈據卷↑짧千 rlï 가을 둥불 아래 책 덮고 천고를 생각하니 

難作人間識字人 인간 세상에 달 아는 사람 노릇하기 어렵기만 하구나 

曾無支!훌半緣功 일찍이 나라를 지탱할 조그마한 공도 없으니 

只是成仁不足忠 단지 언을 이룰 뿐이요 충은 아닌 것이로다 

ü:竟僅能핀尹製 겨우 능히 윤곡을 따르는 데 그칠 뿐이요 

當時塊不머옳陳東 당시의 진동을 밟지 못하는 것이 부끄럽구나 

(황현의 r절명시J)37) 

이 작품은 역사의 고난에 맞서고자 했던 지식인의 자세를 잘 보여주고 있는 

시로 평가되고 있는 시로1 황현이 나라가 일제에 강제로 합병되자 자결하면서 

쓴 절명시이다. 유학자였던 시인이 초야에 묻혀서 한가로운 전원 생활을 하다 

가 국난의 상황을 맞아 보여주는 애국 충정의 정선을 잘 드러내고 있다. 아울 

러 의리를 존중하면서도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지식인 선비의 

한계도 보여주고 있는 시이다. 

그리고 이런 위정 척사파의 역사 의식은 선비 정선을 생명으로 하는 양반 

유학자들의 한시에 많이 나타나 있다，38) 또한 이런 역사 의식은 한시 외에도 

37) 황현매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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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에 자신들이 구사할 수 있었던 다양한 시가 형식으로 표명되기도 한다. 그 

예로 최익현의 r 창의시({昌義詩)J나 선의관의 「장의가」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내용 외에도 역사적 영웅이나 역사적 사건을 회고하여， 일제 침략으로부터 벗 

어나고자 하는 반성적이고 교훈적인 시세계를 보이기도 한다，39) 즉 역사 속에 

서 민족과 국가룹 위기로부터 구출한 인물들을 형상화함으로써 애국섬을 고취 

하고 있다. 이런 개화기 한시의 양상은 애국 계몽기의 산문 문학에서 역사 전 

기 소설이나 외국의 건국， 애국 영웅들의 전기를 번역， 번안하여 소개한 경향 

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처럼 위정 적사파들은 왕권을 수호하려는 기본적인 관점에서 외척이나 세 

도 관료들에 대한 비판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들의 또다른 비판 대상이었민 

개화파와 더불어 한말의 새로운 집권 세력으로 등장한 민비와 민씨 일파에 대 

하여 비판하는 내용을 개화기 시가로 형상화하기도 했다. 이들은 민증들이 민 

요로 표현한 것과는 달리 한시나 개화 가사.40)의 형식으로 표출하고 있음이 다 

를뿐이다. 

또한 이들은 기독교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개화 사상에 대한 강 

한 저항과 더불어 친일파들의 친일 행각에 대한 비판을 한시나 가사의 형태로 

보여주고 있다. 이들의 이런 사상적 지향은 한말에는 의병 활동야라는 적극직 

인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우리 국토가 일제에 의해 강제로 병탄되면서 더 

이상의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만다. 한열 합방 이후 일제의 보수 세력 회유 정 

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개량적인 한시 또는 한문학을 부홍 운동에 협조하디 

38) 민병수우국의 시인J，한국한시사~， 태학사， 1996.478-502면. 

39) 임형택， 앞의 글， 243-250면 참조. 이 달에서는 『대한매일신보』에 수록된 탄빙생 

(감ì}(얘j의 r대동의협행(人써義俠f f)J이라쓴 삭품과 『대한자강화월보』에 실린 정 

호변(鄭앓횡)의 「만지산정재홍{換깐LlJ鄭:(U써」을 소개하고 있다. 
40) r대한매힐신보』에 실린 다음의 개화 가사가 그 예이다. 

~~뼈같은시1힘1: 111 

V니띤分黨| λ로다 

배人들이빽#이오 

뤘j뼈들이이아년가 

I웹家들이L하였고 

뻐泳微가막판있네 

거누라서L했는가 

| λ'j'의누구런고 

씨)\'1 ’의누구런고 

뼈1뻐'1'의누구런고 

閒家'j'의누구런고 

(r fl'.t閔 11閔」의 l 연， 100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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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41) 결국 친일 또는 부일의 길로 나아가는 한계를 보이게 된다. 

2. 우국과 애국정신 

개화기에는 위정 척사파와 같은 유학자들로 대표되는 지식인들 뿐만 아니라 

신문이나 잡지를 통하여 애국의 정신을 피력한 일군의 지식인들이 있었다. 이 

들의 사상은 개화 사상이나 위정 척사파의 사상과는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 

고 있었다. 즉 사상사적으로는 준비론의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의 지향 

은 일종의 동도 서기(東道西器)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부분적으로는 계몽 의 

식을 강조하면서도 일제의 침략 정책에 대하여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주로 신문이나 잡지의 논설진이나 편집인으로 참여하면서， 이들 언론 

매체를 활용하여 대중에게 자신들의 사상을 적극 홍보하는 방식을 취한다. 따 

라서 이들은 한문이라는 제한된 표기 방식보다는 당시의 보편적인 문체였던 

국한문 혼용체를 활용하여， 시조나 가사와 같은 전통적인 시 형삭에 자신들의 

새로운 관점을 담아내고 있다 w대한매일신보』에 참여했던 양기탁， 신채호， 박 

은식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꺼져가는 나라의 운명을 걱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타개하는 방법론 

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들의 이런 문학적 대웅은 개화기 시가 문학이 단지 개 

화 사상만을 표현한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이들은 국채 보상 

운동과 같은 실천적인 사회 운동도 전개하는 등 적극적인 대웅도 아울러 보여 

주고 있다는 점에서 한말의 민족 운동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42) 

특히 『대한매일신보냉는 이런 지식인들의 생각이 논설이나 가λL 시조 형태로 

수록된 대표적인 신문이다. 그리고 이런 글들올 통하여 이들은 아직도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민중들을 깨우치거나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둥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개화기의 지식인들은 특수한 시대 

인식에 기초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타개하려는 여러 모색을 시가를 통하여 제 

기하고 있는 것이다. 

41) 신범순， 앞의 글 참조 
42) 국채 보상 운동과 관련된 개회기 시가들은 이런 면모률 잘 보여주고 있다대j議 

官宋聲淳痛哭훌훌판J(312면)나 r뼈f責報慣歌J(314면) 둥이 그 대표적언 예이다， 



tlt界萬國人種냐l에 

韓人이라하겠도다 

愛國ι+김端이며 

뺑김양無餘觀깐1하되 

펑、事業만j뽕擇하여 

1매!뼈들아IrfJij잉들아 

獨1'[廳는빼빼하고 

潤步f강짧뛰여올라 

저鍾鼓를땅땅울려 

，m뼈榮光빛내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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諸般惡習iR備키는 

어찌하여그퍼한가 

各報館의:흉端들이 

牛lf論經딱하도다 

愈往愈甚發達일세 

(r삶{i’I人種」의 1 연， 45면) 

센:界舞훨돌아보니 

덤이I鍾은걸렸도다 

저뺑￡熾를손에들고 

雄뼈추’ítì하는달에 

(r第 ·환」의 5연， 117변) 

위의 시가들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개화기는 새로운 시대 의식에 따라 우리 

들을 되돌아보고 있으며， 이런 자기 반성을 통하여 새로운 국가 건설에 나설 

것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의 국면에 있는 대한 제국의 

운명을 극복하고， 명실 상부한 자주 국가로 건설하고자 하는 열망을 노래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시가들은 작게는 한 개인에게서부터 크게는 국가의 대사까 

지에 걸친 문제둘을 두루 그려내고 있다. 

더구나 이 당시 시대적 상황의 악회A3)는 이들 일부 깨어있는 지식인들의 일 

제에 대한 적극적인 응전이라는 맥락에서 개화기 시가 양식의 풍성한 성과를 

낳았다. 현실적인 위기의 국변에서 문학은 이를 타개하려는 다양한 의지를 담 

아내고 있는 것이다. 위에서 뜬 『대한매일신보-，Q에 수록된 시가들을 비롯하여 

여러 언론 매체에는 이런 현실에 대한 문학적 대응 양상플 쉽게 확인할 수 있 

다. 다음의 시가들 역시 이런 시대 변화상을 잘 보여주는 개화기 사가이다. 

隆및、以셔íj따人일세 

43) 1905년 엘제가 노일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고문 통치라는 이름 아래 그 침략의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다개 1907년에는 헤이그 밀사 사건을 별미로 고종을 

폐위하고 순종을 즉위시카는 한편， 본격적인 식민 정책의 전 단계인 차관 통치를 

설시하게 된1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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給餘年從軍터니 

軍人의生死命은 

統과軍力아사가니 

빈營門만바라보니 

恩腦金이다盡창니 

-朝解散M罪런고 

鏡과칼에동벗더니 

重혼목숨쩌러젓다 

不覺感淚織橫이라 

處處에쫓는소릭 

(北鎭山人의 「第 -章 解軍隊歌」 부분， 344면) 

잘잇거라츠角山， 다시보자漢江水야. 

우리彈土쩌나가니， 츰아엇지안첫스리. 

到處에， 無數혼뎌魔鬼들， 다잡고야 

(提魔牛의 r批魔經J ， 458면) 

그러나 이 시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세는 이미 이들의 힘만으로는 쉽게 

돌이킬 수 없음을 노래하기도 한다. 국권과 국토는 점점 외세의 손에 넘어가고， 

급기야는 군대까지 해산되기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언론 매체를 중 

심으로 제한적으로 전개하였던 애국 운동은 점점 의미를 상실하고 있었으며， 

우리 나라가 일제에 강점되고 나서는 더이상 지속되지도 못한다. 우선 이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었던 신문이나 잡지를 폐간당하게 되며， 아울러 

국내에서의 저항 운동이 더이상 전개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국외로 망명의 길 

을 떠나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이들이 기본적으로 견지하던 준비론의 사상 역 

시 나라가 일제에 강제로 합병된 상황에서는 그 의미가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3. 친일파에 대한풍자 

개화기라논 시기는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사회의 근대화가 시작된 시기 

라고 할 수 있음에 비하여，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일제의 침략 정책이 자행되는 

시기였다. 이 중에서 후자의 관점에 초점을 맞출 경우， 대내적으로는 친일파의 

득세와 이들이 일제와 협력하여 민족의 주권을 넘겨주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주로 왜곡된 개화 사상을 가지고 있던 무패 관리들을 중심으로 일제의 침략 정 

책에 부화 뇌동하는 무리들이 칭궐하는 시기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개화기 양심적인 지식인들은 이런 친일파 관료들에 대한 선랄한 

비판의 화살을 날리고 있다. 특히 『대한매일신보」의 필진들은 이런 친일파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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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의 선봉에 섰다. 따라서 이 신문에 실린 기새 논설， 시사 만평， 개화기 시가 

등은 이런 개화기 지식인들의 현실 인식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다.44) 그리고 이 

런 비판적인 현실 인식은 고도의 문학적 장치나 수사보다는 직설적인 비판이 

나 풍자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개화기 시가에 중점적으로 반영， 실천 

되고있다. 

그래서 소위 친일파의 대표적인 관료들로 5적이나 7적45)을 선정하여 집중적 

으로 비판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이방， 군졸， 군수와 같은 하급 관료들의 부패 

상이나 친일 행적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 이뜰은 일진회와 같은 친일 

단체는 물론 각종의 학회나 단체， 개인 등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심지 

어는 매음녀(합핍女)와 같은 퇴폐적인 집단들에게도 비판의 짤날을 내리치고 

있다. 

특히 개화기 지식인들의 주된 비판 대상은 이완용이나 송병준과 같은 친일 

관료들이었으며， 이율에 대한 비판은 『대한매일신보』의 정우 끌의 성격과 관계 

없이 일관되게 직셜적이고 노골적인 언어로 나타나 있다. 다음의 개화기 시가 

들은 이런 경향을 보이는 예이다. 

內部大보宋秉魔은 

見聞敎값11없섰으니 

犯分흉훌紀하는것을 

總뿔.太따李).김用은 

隊*1、상매痛일세 

李Jt用~틀어보소 

따國公館播越時에 

짧‘값하선{묘帝로서 

띨帝權威P쉴落함은 

觸走하던小후이라 

事:검之道모를지라 

小足흉f밟하려니와 

그行재릎學‘論컨데 

ι; 木l닮變말할진데 

公의兄써댐j旅이라 

外館播웰웬일인가 

於r!t)댐j7.j하였으니 

44) 이런 언론 매체의 현실 비판 의식은 조선 시대 ‘상소’나 ‘논’， ‘책’ 등파 같은 비 

판 문화의 계숭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정선사적으로는 선비 정선을 계숭한 

것이며， 문학적으로는 다산 정약용의 한시나 연암 박지원 등의 한문 단편， 판소 

리， 탈춤 둥의 비판 정선과도 관련이 있다. 

45) 1905년 을미 5조약과 1907년 정미 7조약을 강행한 친일파들을 칭하는 용어로1 이 

완용， 이준용， 송병준， 이용구， 박제순 둥이 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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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의罪가한가지오 (r花下總理」의 1, 2연， 80면) 

개를여러마리기르되， 요일곱마리X치얄맙고잣미우랴. 

낫션타쳐사롬오게되면꼬리를회회치며반겨라고니다려요리납촉죠리재옷흉되， 낫 

닉은집안사롬보며는두발을벗드되고코쌀을쩡그리고니빠리룰엉성거리고정컴짓는일 

곱마리요박살흥개야 

보아라， 근일에새규칙반포되야개임자의생명을개목에치우지아니창면박살올당혼 

다창니， 自然박살 (r殺狗」의 전문， 463-464연) 

위에서 전자의 개화 가사는 일제의 침략 정책에 협조하고 있는 친일 관료에 

대한 비판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었다. 이에 비하여 후자의 개화기 시조는 매국 

7적을 일곱 마리의 개로 비유하여 그들의 행적을 비판하는 한편， 우리가 처한 

현실의 상황에 대하여 경계할 것을 경고하고 있다 .. 46) 이런 개화기 시가는 개인 

적인 서정 표현보다는 대사회적인 효용성의 요구에 부웅해야 하는 시대적 특 

수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과도기이자 변혁기인 개화기에 개화기 시가 

는 문학적 기능에 머물지 않고 사회적 기능， 문화적 기능을 실찬하는 장치로 

활용되었던 것이다. 

나아가서 친일파에 대한 비판올 주로 보였던 개화기 시가의 현실에 대한 비 

판 의식은 r아리랑 타령」과 같은 민요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새로운 끈대 문물 

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다음의 시가는 이런 개화기 현실의 변화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적인 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예이다. 

벗을니고견당니여 

人力車를사셔돗코 

)폐雨~1f풍경-무릅쓰고 

↑、分E량꼽하오면서 

行厭간리俠p싼리 

電車는고汽f.나니 

運øß홉L髮껴F뼈으로 

뼈門把守한다십히 

푼푼이버러다가 

父f냥쫓 f술잣더니 

人 }J車가歲Jl업소 

(北짧山)、人力車군」의 전문， 348면) 

이 개화 가사에는 개화기라는 새로운 시기에 둥장하여 가난한 민중의 삶의 

46) r殺狗」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임형택의 앞의 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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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이 되었던 인력거가 ‘전차’와 ‘기차’로 대표되는 근대 문물에 밀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사실적인 현실 인식이 잘 나타나 있다.47) 가난하지만 억척스 

럽게 살고자 하는 민중의 삶이 결국 근대 문물의 둥장과 함께 파괴되고 있는 

모습이 서사적인 형상성을 확보하기도 한다. 또한 이런 개화 가사의 현실 인식 

은 조선 시대의 한문 서사시나 1920-30년대 서숲시의 현실 비판 의식과도 일 

맥 상통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처럼 개화기 시가는 여러 갈래에 걸쳐 친일파에 대한 비판과 같은 현실 

문제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흘 통하여 푼학의 대사회적 가능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이런 개화기 시가는 우리 시가 문학 

의 전통을 계승하는 한편， 후대의 시가 문학의 전통 수립에도 어느 정도는 영 

향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신학문과개화사상 

개화기 시가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일제에 강점되는 와중에 있는 현실이나 

개화파에 대한 비판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이는 『대한매일신보J와 

같은 언론 매체에 종사하던 개화기 지식인의 성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이들은 위정 척사파로 대표되는 수구파와 친일파로 대표되는 개화파 사이에서， 

수구파와 개화파를 비판하면서도 이뜰의 장점을 취하는 중간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들 개화기 지식인늪은 개화파에 대한 비판을 통하여 애국심을 고 

취하는 민족주의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민중 계몽의 펠요성， 새로운 학문적 

체계나 서구 문명의 수용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그것이 민족의 삶에 

긍정적으로 작용해야 하며， 민족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 

도록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개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그 정도나 방 

법론에서 개화파와는 다른 태도룹 보이고 있으며， 개화와 계몽을 통하여 국권 

47) 인력거꾼은 개화기 이후 1920년대까지 우리 문학에서 중요한 모티브였다. 개화기 
시사만평인 r거부오해J ， 1910년대 안국선의 『공진회』에 수록된 「인력거꾼J ， 1920 
년대 주요섭의 「인력거꾼J ， 현진건의 r운수 좋은 날」과 같은 작품에서 민중적인 

삶의 표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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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수호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수구파와도 입장의 차이를 보이고 았는 것이다. 

즉 개화기 지식인들의 개화에 대한 관점은 신학문과 개화 사상을 선별적으 

로 받아들이는 것이 국권올 수호하는 길이며， 이런 관점을 수용하여 구왕조에 

대한 일방적인 옹호보다는 새로운 국가상과 사회상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관점은 이들 지식인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피력한 개화기 시가에 여실하 

게 반영되어 있다. 이제 개화기 시가에 표현된 내용을 통해서 이들의 개화에 

대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보자. 

되나니라되나니라 

古今東西모든歷史 

國牌ì:義培養하고 

國內좁年敎育시켜 

心志찮落한然後에 

어화우리學徒들아 

녹시東風셰다말고 

文明界와獨立界로 

時陳티恨치말고 

못건너연中流펌投 

太平乾坤어딘T;11뇨 

딩由權이어뎌믹뇨 

太乎太韓r，괴脫들아 

各種學問돼究하여 

傑然、貴微할뿐더러 

附外tt質m*p하여 

指揮服從하는것도 

￥國師範되나니라 

(r最愛堆心」의 6연， 55면) 

어셔가세쩔니가셰 

4心同體노를저어 

어기여차쩔니가셰 

져건너뎌여보셰 

건너가면|에樂太平 

自다1짜復이아닌가 

新學問이여기잇다 

新學發達熱心흉셰 

(r順家設校」의 전문， 341-342면) 

위의 개화 가사들은 신학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 중에서 

전자에는 가사 형태로 청년들이 고금의 학문을 두루 배워 새로운 사회 건설의 

역군이 될 것을 권장하는 내용이교 후자는 r학도가」의 일종으로 민요인 r뱃노 

래」의 7μ}를 차용하여 신학문을 배워 자주권이 보장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할 

것올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개화기 시가는 선학문과 개화 사상에 대하여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시각에서 그려내고 있으며， 이를 기초로 하여 대한 제국의 국 

가적 기틀을 튼튼히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노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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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런 개화기 시가의 작가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사회가 결코 구시대 

를 답습하여서는 안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이미 국내외적으로 사회가 급 

격히 변하고 있으며， 이 변화에 부웅하지 않고는 미개한 백성으로 남거나 나라 

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노래하기도 한다. 적어도 이런 개화기 시가의 

내용으로만 판단한다면 문명 개화라는 과제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것임을 이 

들은 인정하고 있다. 다음의 시는 이런 개화기 지식인들의 현실 인식， 즉 수구 

파나 급진적인 개화파， 친일파 등과는 다른 시대 인식을 잘 보여주고 었다. 

國政으로말하여도 

不成젠彈이아닌가 

亂옳政긴除去하여 

精f었다1只한然後에 

舊껍들만직히며는 

人純까지 L할지니 

x.地萬物까I論하고 

變하며는뼈하나니 

天地間의 -物이라 

變항할줄모르며는 

他人에게빼겔지니 

小變찌ι좋흘손가 

變易하지아니하면 

爛敗習1까 u.'í(章하고 

수:짧人야묘[러다가 

ιF衝λ F하려니와 

핍彈키는如i숙하고 

變치않코못되리라 

罷하거던變할지며 

園家이나人民이나 

危 l느之時t짧하여서 

永久維持못할뿐에 

變1M찌興좋을손가 

때 H뿜건할지어다 

(r變之재λ」의 5-6연. 51-52면) 

위의 시가는 우리 사회가 구습만윤 지키다가 변화에 적용하지 못하면， 부강 

은커녕 국가와 민족의 멸망도 초래할 것임을 예언하고 있다. 이미 변화의 커다 

란 흐름 속에 깊이 빠져 있음을 현섣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나 

사회는 물론 개인들도 변화와 개혁에 동참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 이런 

선택만이 멸망의 나락에서 우리 민족과 국가를 구하고， 나아가서는 번영을 기 

약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처럼 개화기 지식인들은 그들이 터전하고 있는 계층이나 성향에 따라 차 

이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새로운 변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의 이런 생각은 그들의 문학 특히 개화기 시가에 잘 드러나고 있다. 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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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매일신보』의 필진이나 독자들은 적어도 이런 현실 상황에는 어느 정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었다. 

V. 전통과문햄1 대한단상 

일반적으로 과도기로서의 개화기 문학에 대한 연구는 전통적인 문학 양식의 

계승이라는 관점보다는 새로운 문학 양식의 수용이라는 측면에서 주로 논의되 

었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당시 시가 문학은 새로운 문학적 전통을 

창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통적인 문학 양식이 계승되고 있으며， 새로운 

문학 양식은 장조적으로 수용되고 있다. 특히 서로 이질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 

는 이런 문학 양식들이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도 특징적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그동안 개화기 시가 문학 연구의 문제점을 점검하여， 이 

시기 문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 

로 하여， 개화기 시가 문학이 전통적인 시가 양식들인 시조， 가사， 민요 한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새료운 시가 형식인 창가나 선시를 수용하는 특 

성을 보임을 밝히고자 했다. 또 이런 시가 양식을 통하여 내용상으로는 개화기 

의 사회적 현상이나 이 시기에 제기된 역사적 과제를 담아내고 있음을 구체적 

으로 설명하였다. 즉 개화기 시가의 담당층들은 문학적으로 형상화하고자 하는 

바를 자신들의 사유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임을 밝혔다. 

이런 개화기 시가 문학의 특성은 문학의 전통이 결코 단절적이지 않으며， 항 

상 다른 변화 용인에 적응하면서 새로운 전통을 수립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예 

이다. 구체적으로는 과거의 전통을 바탕으로 새로운 전통을 세우는 것이지， 결 

코 과거의 전통과는 무관한 전혀 다른 것으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다. 따라서 이런 현상은 문학사적 단절보다는 계숭과 창조라는 맥락에서 새로 

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이것은 다시 그 다음 세대에는 전통적인 것으로 

인정된다. 

이런 현상은 문화적으로 동질성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질적인 것이 



개화가 시가를 통해 본 전통의 문제 205 

수용되면서 새로운 문화적 틀을 만드는 것이다 문화의 생산이나 수용의 국면 

에서 그 담당자들이 이해 가능한 범위에서 작용하는 현상이다. 그래서 피상적 

으로 보면 이질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표면적인 것 

일 뿐이지 그 본질에서는 동질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동질성 

이란 좁게는 그들의 사유 체계나 표현 방식일 것이며， 넓게는 문화적 공유라고 

할수있다. 

이런 문학사적 전통이나 문화적 맥락이라는 관점에서의 이해는 문학을 학습 

하는 데에도 중요한 시사를 제공한다. 예를 들면 우리가 문학 작품을 학습하는 

것은 문학 작품에 내재되어 있는 전통과 문화를 배우는 것이며， 이를 통하여 민 

족적 일체감 또는 문화적 동질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학 작품을 학 

습하는 과정에서 문학 작품은 이를 생산하고 수용하는 사람들의 사유 체계를 

알거나， 그것이 작용하는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설명되어야 한다. 

즉 문학을 연구하는 것은 문학 작품의 실제플 확인하는 것에 그칠 수 있는 

것이지만， 문학 교육은 그런 작품을 구성하는 원리나 원칙을 확인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이를 수용하고 학습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원리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생활 속에 

서 실질적으로 작용하는 문화 원리촬 확인하고， 이를 학습자나 수용자들이 활 

용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문학 작품을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보고， 이플 교육 

적 차원에서 확인하는 것이 문학 교육을 문화론적 시각에서 연구하는 방향이다. 

그리고 이처럼 문학 학습을 문화 연구의 시각에서 살피는 관점은 문화를 인 

간과 상호 작용적인 관계에 놓인 것으로 규정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이 

런 관점에서 문학 작품과 문화 연구의 관계는 그동안의 문학적 행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었는 문화적 차원의 질문을 통해 문학 작품의 본질을 밝히는 작업이 

다. 이 경우 작품 안의 요소들 사이의 관계는 불론， 텍스트의 경계를 벗어나 텍 

스트와 텍스트에 작용하는 문화와의 관계를 연구하는 분야로 확대될 수 있다. 

즉 문화 교육적 차원에서 문학 작품을 살필 때는 이런 문화적 절문을 통해 문 

학 작품을 이해하고「 이를 교육적 측면에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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