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홍비부j를 통한 시조 정전(표典) 교육의 

반성적 고창. 

<;p.: 91 > 
l 푼제제기 
n 시죠 정전 구성의 운제정 
m 비정전 가정 r흥비부j의 문화객 이영가지 
w 결혼 시죠 쿄육의 땅양애 대한 재엔 

l 문제제기 

고정회 

현대문학 교육어서 활발하게 이루어진 정전 논의와는 달리 고전문학 

교육에서는 주목할 만한 정션 비판이 없는 연이다 현재외는 다른 세계관 

과 지삭 정서흘 지년 작가가 인생의 원숙기에 창작한 고선 정션이 학습 

자에게 주는 언어 운화 역사격 부담은 현대의 정천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다 하지만 헥스트가 워낙 모엉척이기 때문에 학습자를 분말 

시켜 고션의 시대적 문화적 지명에 가닿도록 독려딴 교육。l 바람직하 

• 이 연구는 서융대학.ji >:어교육연구소 지원으호 이우어진 :rol년도 연구꽁호사엽의 
힐인으.<，:rol년 12원 11일 서융대학표 국어"-육연구소 연구보고대회에서 앙요한 

’갱선OF.ØI!:)으호서의 시조쿄육의 재겸포 19에기 주연￥ 가장 r용 ' 1￥j융 종싱으로j 
융수정 보완한것잉 

.. 서용대학교 국어쿄육과 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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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의견이 우세하다1) 정전으호서의 시조 교육이 정당하다고 여겨지는 

이유도 이와 같다 즉， 시죠 액스트의 정전적 가치가 학습 과정의 고통을 

충훈히 보상해 준다고 믿기 때운이다 

그러나 학습의 고흥을 보상받는 사람틀은 오랫동안 시조를 연구하고 

나아가 들어 갈수록 시조의 묘미를 느끼는 연구자툴 정도가 아닐까 싶다 

이들에 비해 시조를 접한 시간과 삶의 정험이 현저히 부족한 청소년 학습 

자는 정선의 무게에 더하여 연구자들의 깨달옴까l 학습해야 하는 이중 

의 부당융 안게 왼다 학습의 고동에 대한 보상이 불확실하고 어떤 연에 

서 그 고흥을 더 가중시킨다연 아무리 좋은 의도에서 충말한 정전 교육이 

라 하더라도 그 효과를 정겁함 펼요가 있어 보인다 마침 국어교육의 패 

러다잉이 학습자 중싱으로 옮져강에 따라 학습자의 고용을 외연할 수도 

없는 상횡에 이트었다21 

이러한 상황에서 시조의 정전척 7씨를 영확히 파악.~는 일은 애우 중 

요하다 힘k습자을 고려하여 교재에 들어갈 목록이나 교수엽을 쇄신하자 

는 주장이 대두할 때， 그 방향이 옹당한기흘 판단히는 기준은 시조에서 

가르쳐져야 할 본질적 가치를 무엇으로 보는가에 달려 있기 때운이다 다 

시 말해서 사대부 시조를 교재에서 줄이자는 주정이나 상행시를 용해 시 

조를 가르치자는 주장에 대한 판단은 사조의 갱전상에 의거해서 내려져 

야 한다 그런데 시조의 정선성올 본격적으로 문제 삼는 순간 그 실체가 

의외로 자영하지 않다는 사실올 발견하게 왼다 

퇴계 이횡이 한사와는 구별되는 민족어 시가의 의의를 강조할 때도 육 

당 최남선이 다분히 관념적인 차원에서 ‘조선국민문학올 훈훈할 때도 현 

J) 깅홍규t09]2)， r고전훈학 쿄육까 억사적 이해의 원긍껴j f현대비영과 。l~J 재3징 

한신푼j싸 

2) 7차 표욕과정기에 틀어 기존의 샤대우 냥성 운인 중싱의 고선시 가유가 해혜되고 ~~ 
숨지릎이 보다 쉰게 정근안 수 있는 이스트뜯융 갖는 앤화가 잉어났다j조희정'axEl 
r고선 정전의 재정토j r운학R육-ø:b 세g호 한유문악교유학회. p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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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국어교육에서 전용 문화의 계송을 강조할 때도 시조는 언제나 논의의 

중싱에 있었다 시대와 상황은 연했어도 ‘민족어시’며 ‘고유의 정형시1라는 

정에서 ‘문화적 이월가치1를 지년 시조의 정선성은 확고부동해 보였다 그 

러나 모든 문학이 민족어 문학인 지긍의 상빼서 시조가 민족어시’라는 

것이 특별한 가치를 가질 이유가 없고 시조의 형식율 현대적 갑성과 미 

김써l 맞게 웅용하지 옷한다연메 ‘고유의 정형사’라는 것도 과거의 가치에 

머울가능성이 높다 

요컨대 시조흘 정전으로 교육한다는 패러다잉은 학습자의 고통을 보상 

하지 옷하고 있으며， 실제로는 ‘。1월’되지 않는 ‘문화적 이월가차를 정전 

성의 근거로 삼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시조 정전 

교육’ 자체의 정당성을 혼틀고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연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시조 정전 교육이 근본적인 회의에 봉ξL하게 왼 원인 중 하나 

로 시조가 정전화 되는 과정에서 시조의 문화적 이월가치에 대한 엉격한 

검중이 없었던 사실에 주목한다 이에 따라 시조 정전 구성 과정의 문제 

정율 되짚어 보고 정션화 과정에서 얘제되었던 주연부 가집 f흥비부」를 

흥해 시조 정전 교육올 반성적으로 고칠하능 데 이 글의 옥척을 툰다 

n 시조 정천 구성의 문제정 

여기서는 시Ðf 정전으로 구성휠 때 나타냐는 운제정을 크게 두 가지 

로 살띤다 하나는 정전화 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특정 택 

31 시조가 현대인을애게 외연 받고 있는 양성과 그 원인애 대혜서는 김학성 잉15l， '시 
죠의 양식적 옥자성과 현재작 가놓성"한국A\7\-'연구」 제19집 한국시가학회 장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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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가 부당하게 권위를 획득하지 않았는지를 검토한다 다른 하나는 권 

위를 획득한 택스트의 정전성 문제로서 정전의 반열에 오른 텍스트들이 

시조의 문화객 이윌가치를 얼마나 충실히 보유하고 있는지를 검토하]]71 

한다 

l 접전화괴정의운제접 

시초의 갱전화 과정을 상세히 고창한 이형대에 의하연 고시조에 대한 

정전적 지위 부여의 첫 계기는 근대 계용기의 져용지식인플에 의한 국민 

국가 기획과갱에서 나타났다 시조가 다시긍 정전으로 구성된 것은 

1없)-1)년대 사조부홍운동이 일어났을 때였다4J 이러한 정전화 과갱의 논 

리를 대표하는 인풀온 중인계급 출신의 계용지식인으로서51， 시조부흥훈 

동올 이끈 육당 최냥선일 것이다 

육당을 용해 시조의 갱전화 파갱을 집약격으로 살필 수 있다고 보는 

이유는 다용과 같다 육당은 우대의 중인계급 출신이기 때문에 우대 중심 

으로 발달해 응 시조 문화에 엽게 접힐 수 있었으며 r조선문단j 풍의 지 

연올 흉해 ‘조선국민문학으로서약 시조의 가치를 주쟁}는 문학사 서술 

자의 역힐올 당당하였고6)， 계용적 시조선집인 f가곡션」을 연찬하였기 때 

문이다n 

'1 이형대(찌::8)， flgJ)-3)년대 시조의 재인식과 정전화 파갱J r고시가연구j 제21정‘ 고 

시가학회 
51 육당이 근대푼영용 유연하게 용수.15t:는 껴1용지식앤1 왼 에애는 중인계급 출신。1라 
는 정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김용직U!m)， r한국근대운학의 ~이 이혜，. 잉생AI. 

p.197: 깅융예1973)， r한국운학시논고，. '성운샤 p.l17.) 
61 칙냥센19æ1‘ r조선국인푼학으호의 시죠ι r초선운난"J 16L r시조 태반으로서 의 조 
싱 'tl，성과 인속ι r초선운딴j 채17.호 

7.1 이형대 :m에， 양의 논운에 의하연 사조의 가장 ~유자 운학사 서슐자‘ 계용석 시선 
이 후여원 선집류의 연찬자 퉁이 서로 다흔 시각의 차이용 가지고 시초의 갱전화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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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시조를 정전화한 육당의 환동에 대해 功보다는 뼈가 않았다는 

것이 후대의 평가이다 심지어는 시조부흥용동에 의해 오히려 시조가 근 

대민족문화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침해되었다는 평가도 있다 시 

초를 사대부틀의 죽은 문학으로 보는 계급운학파와 마찬가지룩 시조에 

대한 육당의 신비주의적 신앙 또한 시조에 대한 용이해를 노갱하였다는 

것이 그이유이다81 

이러한 평가에 동의하기에 앞서 육당의 시초 이해가 실제로 피상적이 

고 판념적인 차원에 그쳤는지 따져 훌 훨요가 있다 신경숙은 육당이 곤 

대 초에 주창였던 1국민교양으로서의 시조문학의 내용이 r가곡왼류j로부 

터 온 것잉올 역설한 바 있다.91 19세기 중반 서울 도성의 일급 가객을에 

의해 연찬왼 r가곡원류」는 정아한 아취의 시세계를 지힘애， 1뼈기 이 

후 시조의 연화를 가져왔언 시정의 발랄한 옥소리를 의도적으호 애제하 

려 한 계용척 성격의 가집이었다 육당이 1910년대 출판한 가집 t가곡센 

은 바로 r가곡원류j를 저본으호 하연서 성적 얘욕올 다룬 작용플율 배제 

하는 방식으로 연찬묘 풍속 교화적 성격의 가집이다 

융당이 계용 옥격의 사조정융 연찬하는 데 r가곡원류j룡 저본으로 상 

은 데는 이 가징이 계용적인 성격의 가집이라는 이유도 있었지만， 그 자 

신이 『가곡원류j에 익숙하다는 것이 더 큰 이유가 왼다 r가곡원류j는 중 

언을의 세거지였던 ‘우대라는 욕갱 지역에 축적왼 노래들의 선집이다 우 

대는 경아전과 일부 기술직 중인의 세거지ξ ‘우대 얄， ‘우랫시초’， ‘우대 

택견1이란 용어가 있올 정도로 독자적인 문화를 향유하고 있던 지역이 

정애 ;g썩하였아끄 a운데 육당애께서 세 가지 연요증 오두 낼경할 수 있다 

81 죠홍일(a:ffi)， f(재4싼)엔국문학용사J 찌5연， 지식산엉^J， p.2l2; 깅학성IJffi1， 앙의 논 
운， p.91에서는 시조가 사대부문엑써서 하충의 문학으로 와산원 운학사적 사질올 우 

시한 성얘서 제읍푼학파 인족문익에 통일한 살옷용 냉하였다고 비판에였다 

9l 신경숙{.뼈애세기 서용 우대의 가곡갱 r가곡웬유"JJ ， r고션문쩍연구J 제3511. 한 

국고전운학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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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01 가곡문화와 판련해서 1&세기 인울로는 김천악 깅수장과 매화정 장 

단을 &반한 장우벽이 이 지역 출신이었고 19세기 이후에는 박효관， 안인 

영의 훨똥 근거지로도 유영한 곳이다 우대의 중심지였던 서올 누각동에 

서 한약국올 경영하던 부유한 중인 집안 출신의 육당은 지연스렵게 우대 

문화를 정하고 이흘 토대로 시조에 대한 식견을 형성하게 왼다 

文人[}!:I:의 시이에 있는 짜뼈의 유앵옹 갈수록 .. 1:'<하여셨으여 한연 

으로 뼈;RJ.;J.í&에 nliõ1의 Héρ1 차자 자리흥 이λ1 ， <1ll1fi!i!, <1l天Il!， <1lau 
동 if.\it 우대의 lIX갖 시이로 흘기니 *엇잉 %깅잉증 iTi!lH!tl꺼 L íiJ히 l'l 

좌웅앞X월효갱쏘닌 이 뒤 j[ . I>1i . r!! 혐의 4째에 걸쳐서 빠핵i1J의 
>11:'<가흩에 it하고大U1J의 용l/I'ió'l에 내려외서 lt'á'인朴εrn과'I<!'1 

짜이 ~i1J 시이에 놓연서 약간의 Cψ J!!(fJ f'f，'잉융 낭겼으나 셉엇파 &뻐이 

또한 대단치 않았으며 때냉의 *jÓJ<에 이르러 \;Il)<!!!없의 깨우침과 함께 뼈 

R1ll’l의 反쩌피Uiltf웠으로 ."액가 새 용명용 1mμ1하게 되연승니다 111 

위의 글에 서 육냥옹 시조의 주축이 사대부에서 우대의 가객들에게로 

이행하였고 가객틀이 시조를 수집 보존하는 업척을 세웠옴을 강조하였다 

비록 박효판과 안인영의 창작 기량올 대단하다고 여기진 않았지안 ‘우대’ 

의 가객들에 의해 전해지연 시조가 곧 국민의 문학으로 이어진다는 접은 

믿어 의심치 않았다 。l처럽 특정 지역， 득정 제급의 문학을 국인운학으 

로 숭격시키는 것이 전혀 부당하다고 느끼지 옷한 이유는 그가 중인 출신 

이라는더서 찾을수있다 

101 우대’의 냉위는 자표아나 다음데 강영판에 의하연 동서호는 인양산과 경꽉궁 시。L 

냥액으호는 지긍의 샤칙도와 북악산 λ에애 우l지한 동리이다 누각공과 S헤똥용 

충싱= 그 주연 지익이 해당되，;， 경아선까 영강 갱언을이 주인의 주용융 이운 
나(강영샌찌I1)， r옛 서용의 주인구성J， r조선의 핏공옥 용갱" 쭈은역사 .,J;7-;m 
강영핀{1!Ð7)， r죠선후기 여항문학 연구" 상작과"1명사 μ12); p.líUl 

11 ) 최냥선(1947)， r죠션상식푼안속연J 상성문화재난， w.84-ffi. 



r맏1부」을 용한 시조 정젠iEJ\!) 교육의 반성객 고창 2fJ5 

황경문은 19세기 알과 aJ세기 초에 있었던 중인 후손틀의 약진올 다옹 

과 같이 해석한다 즉 유교 지배 사회에서 가부장적 용치자의 개입이 펼 

요할 때 활용되었던 중인충의 선흥적 역할이 부의 축적과 지위 -)，"승에 따 

라 연행된 형태로 냐타난 결과라는 것이다12) 동치자와 피지배충올 매개 

했던 중인의 후손으로서의 책잉의식이 자신이 접한 특수한 문화를 국인 

보연의 문학으로 믿어 의심치 않게 얀든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올 수 있 

다 

이상으호 본바 육당으로 집약되는 시조의 쟁전화 과정은 특정 지역， 

특갱 계급의 문학이 ‘국민의 문학의 지위를 차지한 불공명한 과정이었옴 

올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미 r가곡원류j부터 지니고 있었던 한계1 즉 시 

정의 l갈랄한 목소려를 제거하고 민중의 문학으호부터 열어진 한계를 지 

닌 시조틀을 국민운학으로 주장5냄 오류는 피할 수 없었다고 판단된다 

문제는 이렇게 해서 국민문학의 지위에 오른 ‘우대’의 시조가 전대 시조 

의 문화적 이윌가치를 얼마나 충실하게 계숭하여 오늘날 시초 교육의 정 

전으로 념겨주었는기에 있다 

2 정전화된 텍스트의 문제정 

시조의 문화적 이월가치를 ‘민족어시’와 ‘고유의 정형λr에서 찾는다연 

〈도산십이곡〉이야말로 이 두 가치을 최고로 구현한 정정이 될 것이다)3) 

퇴계 이황은 한시와 대퉁한 우리알 시가의 의의를 강조하연서， 성랴ξ에 

121 형경윈3))1)， r조선후기 중인 빛 2얘기 초의 후슨릎 국가 전운가 빛 정용성 J 

r성학시"k연구j 제21정， 역시쉰학회 

13) <도산싱이곡〉이 교육J!p정으l 연화에도 윤구하고 지속적으호 교파서애 설였던 것은 

이와 갇은 정션적 사시에 대한 동의가 있었기 때문이 아닝가 생각잉나(조희갱 

(nB), r<도산심이곡〉얘 대한 jl.용냥폰 속의 독해ι r고전문학파 jl육j 셰G정， 한 

학고션문학교유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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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높은 이녕올 민족시가 형식에 자연스렵게 당아낸 모범적인 작용을 

후슨틀에게 냥겨주었다，4) 그러나 그 가치는 오늘날 ξ양자틀이 이해하 

기가 얘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육당이 울려받은 시조문학의 유산 속에 서 

도 이미 찾아이 힘든 가지였던 것 같다 

18셔 기 중딴 전문가객의 퉁장은 시조 향유의 중심축을 샤대부어 서 중 

인으로 이통시켜 놓았는데 18세기까지 나온 가집을은 그래도 전시대의 

문화유산을 착실히 수집하고 수용하였다 예컨대 r진온 청구영언」을 비 

롯한 1M]7] 가정등은 시조 직댐을 작가별로 수록하연서 한 곡조 아래 

〈도산싱이곡〉 전문율 싣고 있다 그러나 19세기 중안을 녕어서연서 륙히 

r가곡원류」부터는 작용들을 곡조별로 수록하연서 작가 표기 의식이 g팩 

되고 〈도산쇠이곡〉도 전문을 수흑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난다l히 심지어 

원작의 의도률 째손5뜯 개작도 나타나고 있다 

\l1l'l 0 1 III山 *여도 11子는 옷 듯논니 
，， 8 이 ~.天~여도 !’子는 옷 보‘r니 

우리는 I~ 1=1 JìI!뼈 !Jl子 1 로되 !’‘ 갓치 캉리라 ('가곡원류j 잉) 

〈도산십이곡〉의 원래의 종장은 “우리는 耳 B뾰明 몇子로 뼈Ð'갓치 

마로리”였는데 여기서는 “우리는 耳 ~I훨明 男子 1 로되 D힘 갓치 창리 
라”로 바뀌었다 원래 시조에서 “이옥총영 남자i란 더러융{郞홉)을 씻은 

14) <도산싱이곡〉애서는 도산의 :<<tt’과 'fr웅의 이치가 성리악적 이녕애 의해 상징 

적으로 홍일시되기 때문에 안형의 서갱시로서 표현힐 수 있는 내용의 힘썩*이 얘우 

효았다 이에 대해서는 성기원2ll0， r <도산싱이곡〉의 재해석Jf r진단학보J 째l 

호 진단학회， 종고.(JX9)， r<도ι안j이곡〉과 〈고산구곡7t>의 언어ι r한국고전시가 

의 서정시걱 탐구" 월인 풍융 상죠할 수 있다 
15) <도산성이곡〉온 총 g종의 시죠집 중에 34종에 수록S 어 있으며‘ r기곡원류J제 가 
정융 제외하끄는 요우 전용올 수혹하고 있는셰 r기곡원유J계 가정에서안 ￥한적 

으호 수욕하고 있다(싱재씬{1m)， ~，\쩌의 文I찌 찌'l"w 새종푼화사 081) 



r홈비부」흩 용언 시죠 갱전(正’‘) 교육의 [얘적 고장 w 

(짧ì!l) 사람으로 이상척인 인간형올 말하는 것이지안 중장의 연개로 인 

해 노래의 주제가 전혀 달라졌다 셔'1，'"11 어떤 난리가 일어나더라도 상판 

하시 않으며 시시비비를 따지지도 않겠다는 방관i얘 자세를 표영한 노 

래가왼것이다 

혼히 r기꼭원류j를 일컬어 복고적인 가집이라고 하지만 그 세계판적 

지%판 위에서 보는 것처럽 전기 사대부틀의 성리학적 세계판으효부터 

크게 벗어나 있다 동시에 t진본 청구영언j의 만횡청류’로 대표되는 시정 

의 발괄한 목소리도 당각시키연서 r가콕원류J는 19세기 초반 분화되어 

나온 여창가콕의 강성을 지행'f고 있다 \61 이러한 지"，'은 근대적 서정시 

에 근겁하는 의의는 있올지 모르나1 수 액 년 이어진 시조의 역량과 인족 

문학적 의의를 개인적 서정의 세계로 축소한 정에서 아쉬용을 냥긴다 

I가곡원류j는 육당 최남선 이후로 시조를 ‘개인적 서정올 노래하는 정 

형시’로 파악송뜯 시각의 토대률 이루었다고 평가힐 수 있다 시조를 ‘개 

인적 서정시 %익\'이라고 온다연 현대의 서정시와 구분되는 시조의 가치 

는 1정형시’라는 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데， 육당이 그러한 논리를 표명하 

였다 육당은 ‘ß;J&잉는 I'l로 힘ij，!，/에 잇서 서 句쩌， -WI1'ð, 段i\U!U저의 )Ë 

옛올 가진 이1-한 Ji\t lfj文쟁이다끼l7l라고 주장하연서 시조가 일정한 표준 

을 갖춘 정형 문"이라는 정율 강조하였다 

육당은 시조의 정형성을 논하며 “조선싱”도 용용하기는 하였으나， 성리 

학적 이념과 시조의 정형성이 긴일히 연관원다는 생각에는 도당하지 옷 

했다 〈도산심이곡〉과 같은 전용과의 대화 없이 단지 개인적 서정을 표 

현해1 위한 도구로 이용휠 때， 시조의 ‘정형1은 자유시에 비하여 제한원 

표현안 허용하는 형식적 구속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 힘들다 육영이 고시 

\6) 좋고αl1:IJ ， r r가극원유j 시조의 서정시적 욕정j 앞의 객애서 이 7씨의 세계깐직 

지향과 순수서정시 지향옹 상동하였다 

m 최냥싱(I9Æ)， r조선국민용학으쿄의 시조j riξ선운안J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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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서 “句&字1'(가 융흥적이었던 것에 불만을 용고 더육 엄격한 정형 

융 안툴어 국인시형으호 완성시켜야 한다고 주장었던 것은 시조의 ’정형1 

을 오직 형식적 규약으로얀 이해했기 때운이다1밍 

이상의 고찰을 용해 r가곡원류j와 육당 최냥션을 거치연서 정전화왼 

핵스트들이 〈도산심이곡〉으로 대표되는 시조의 문화적 이쩡가치를 그대 

로 잘 선수해 주지는 옷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원인 

이 있용 수 있다 〈도산십이곡〉의 정전적 가치가 본래 이월되기 힘든 생 

정올 지니고 있거나， 아니연 시조를 정전화한 주체들이 〈도산십이곡〉의 

정천객 가치를 오해하고 있었올 가능성이 있다 두 가지 가놓성율 모두 

염두에 두연서1 다옴에서는 오늘날까지 전해질 수 있는 시조의 문화적 이 

월가치가 우엇인지릉 살펴보고자 한다 

m 비정천 가경 r흥비부j의 문화적 이훨가치 

t홍비부j는 연대 미상의 필사온 가집 중의 하나로 여타의 가집에 비해 

거의 주옥받지 옷하다가 최큰 틀어 r육당본 청구영'1!J과 합깨 19세기 

초 중반에 해당하는 가징으로 새홉제 조영 받고 있다19) 이 가진은 우대 

18) 최냥센1!)f7J， 앙의 객 PI6응 R연 육딩이 끄시조의 ·ι'JÐTf{의 ‘:l!i띠jIIl hÎ'j o 1 섬 '1 
너그이워서 성하연 tdl文인::tl l't<文인지 tI!mo] 있는시 었는지원 양 수 없도욕 아 

iIl하던 것융 -iË한 JfMi!i포 ~깨 빼j'~ 히써 IlIR“%으로의 ‘Jl(융 기익rô}-t- 것 
을 시조부종용용의 '1셰 충 하나호 상있다는 내용이 나옹나 

19) 그간 연찬자가 안혀진 기칭한응 대개 18세기 중1간과 19세기 종 후안 가정애 집중 

5 어 있었기 때운애 학셰에서는 19얘기 초 중1간의 가팍 향유와 가싱 연안의 싱상 
에대한궁긍중이중S외었다 최근여러 연구자듣이 떠세기 초 중반기죄의 싣상 
파의에 깐잉옹 기한1연서 r흥비얘ι r육당온 갱구영언」 ’악원건 공)， 동의 익 

영의 가갱애 대한 논의가 안발해았다 



r흉비부」용 홍언 시조 정션 iEj\) 교육의 반성적 고창 w9 

의 기곡문화와는 거리가 언 주연부 가집으로서 ，칭구영언，- '해동가& 

r육당온 청구영언，- '가곡원류rr가곡선」으효 이어지는 사조의 정전화 

과정어 서 배제된 가집이다 

r흥비부」가 여타 가집과의 인정투쟁에서 밀려냐서 정전에서 제외되었 

다고 알하기는 어렵다 r흥비부j는 19세기 초η'1~1의 기꼭빌달의 단체는 

충실히 반영하고 있지q뼈)1 필사 상태가 조야하고 노랫알의 부주의한 누 

락및 한자표기의 오류가않다는정에서 문화객 판록이 집약원가징이라 

고 보기 어려용 정이 있다 19세기 가집의 전반적인 경향이 그러하듯， 이 

가집 또한 통속적인 가치관과 유흥올 강조하연서 〈도산싱이곡〉을 비롯 

한 전대의 시조를 희화화 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r가콕원류」와 

동일한 한계를 지니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r흥비부J의 모든 부연이 r가곡원류까 지니지 옷한 정전적 가 

치을 지니고 있다고 용 수는 없다 그렇지만 I흥비부j가 비정전 가집。171 

때문에 시조 교육이 냥연한 어려융율 타개하는 데 오히려 유리한 측연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관정에서 이제 r흥비부J를 통해 시초의 문화적 。1

월가지를 재검토해 보고자 한다 

l 민족 공동체의 경영 축적과 전달 

우대의 중인 가객과 최냥선에 의해 고시조가 근대인에게 정해지연서 

샤라져버린 것은 시조의 지영색이었다 최근 들어 서울얀을 중심으로 시 

조 "d'유 문화를 설영하는 구도를 보냉하는 연구틀이 늘어나고 있다 김석 

"" '흥비윈는 냥장/믹 1!6수 여장7터 ffI수 각조융 143쉬Vl제 g수l{l 수i응하고 
있다 이 가갱응 19얘기 신반까지 등장한 모든 파생곡을 기륙하고 있으'1 ， 남녀갱의 

운아와 애파정 "ιι옹 반영하능 둥 떠세기 전안의 7녁 ’끓 단제용 종갱리해 보 
여중나는 영가쉰 앙고 있나(신경숙{19M) 얘새기 가집의 전개" 계명운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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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는 일련의 논의를 통해 중심부와 주변부의 시조 향유 운화가 따로 존재 

했올 가능성올 제시하고 r흥비부j를 주연부 가집으료 추정하였다2Jl 그 

의 가질은 단국대율곡도서판 소장본 r약부{건) . (곤)JO ] r흥비부j의 전사 

본임이 밝혀지연서 설중적 뒷받침율 얻고 있다 전재진은 r악부{곤)J에 

홍영 지역의 빼영을 노래한 신출작들이 여러 연 출현하는 사실을 들어 

홍제영의 교땅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시조 문화가 형성되었올 가능성융 

추정하였다221 

r흥비부j가 지방의 시조 문화를 반영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얀한 결 

갱적인 단서는 없지안 다옴과 같은 시조를 용해 이 가집의 지앙 분화적 

지헝않 엿보는 것은 기놓하다 

노럭갓치 죠코 죠흔 거슬 옛잉낙 아옷든가 

"lmoo l1얘aø.파 #íJJI!IJ ~~*에 … ... -~]:^ 가즌 뼈m !1l- ,g 
앤1드리 次에포 벼러안제 효징 용너닐셰 ‘+，생=lH'大*옹 "'I~文J';I염公갓 

고 lJtlfm 엇때햄은 엉4J.1í*이 된영뢰곡융-24) U~잊은 없냉이되여스며 
imlll:\쟁@은 앙I!<!II에 어뢰엿다 

아아도 ídn도 ‘1용닉라 '"名도 올'1라 ”’E에 허융 날옹 이훈인가 * 
노라 ('흥비부J 195) 

20 김석희(찌l3a)， '19에기 초중인 가깅 r흥비，/-，의 노랫얄 연용 00'상，. 김석Jl(:mbJ 

r흥l:l l .!fJ와 r청육」올 용혜 온 노햇알 연용의 두 흐응j r조선후기 A 가 연구ι 월 

안 
221 전재진("JJJ/.이 (7)깅 r흥비 %의 선사본과 19:: 후반-3:ε 초반 기콕의 앤화 양상 .. 

r정신푼화연구J 용연 107호 한국악중영연구안 전채진 (W7bl, r r잊찌」와 11잉 선의 
용듀-'!1IlκIit，와의 관계를 충성으포J r한국학논집J 재42징 한양대학교 한국'1ν연 
구소 

잉) 여타 가징애는 ·엇거 '1’라는 노햇안이 있는 우용인 에 r흥'1￥j 씬문에는 용’ 앞에 
노햇양이 빠져있다 

241 의여의고양 원운의 표기대호잉 ·되어 잇고’의 l:li ι호 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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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직냉운 t진본 청구영언J에는 살리지 않았고 f영와가곡집J과 r육당 

본 청구영언j에 실린 작용이다 전대 가징과 비해서 노랫말의 변화가 

거의 없는 가용데 ‘.*****’ 부분에서 유독 서울 도성의 명숭을 냐열히는 

‘弼영 I때빼 짧1f흥여 i'IliJ\江후 Iê!lillî에”라는 노랫딸을 때버린 정이 흥 

미롭다 ‘펼웅대’와 ‘탕춘대’ 퉁은 우대에서도 자연 경판이 찌어나서 중인 

틀의 용류 공간으로 유영한 지역을인데，25 1 이 부분을 삭제해 버린 것은 

r흥비부J의 연찬"171 우대의 가곡 문화를 견제해서가 아닌가 여져진다 

그링게 보는 이유는 r흥비부j에 수록원 여타 시조들에서 고유영이 삭 

제되는 예가 없기 때운이다 고유영들을 보연 ‘전라도 경상도 울산바다， 

나주바다1 칠산바다， 안흉옥1 손율옥， 강화옷"()I51， ‘장주광덕산@)， 삭령삭 

땅촌"(]j71， ‘마훈령， 마천령낀" 공덕산1 영덕， 진천(충북1， 상수갑산(합냥1， 

초제(경남1"(1211， ‘동해바다'(1211， “야隨’(1인1 ， ‘平양， ￥g쇄， 남서i 영해， 

영덕"(1461“륙成 능라도 액운탄(영양)"(1!'i1I， ‘lll'*l후1 아냥산{安됨山1， 

老없iJl ， 1["', 三il'Þ, 짧얘종，1ìI!石후， 111 illi!1!, 永ìQl빼” “lì!'til:!"(1181 퉁， 
거의 선국의 지영이 고루 풍장하고 있마 이 가운데 121, 1.x;, l!'iI번 직뽑 

은 후대의 가집인 r가곡원류j에 나타냐지 않으으후 r흥비부j에는 끄유 

영。1 드러난 직냉들이 상대적으호 많다고 할 것이다 고유영파 관련하여 

다융시강}주옥된다 

엇山 *~ 여즈러진 바외용에 rJ;청죽갓튼 나의 닝을 

낙 눈에 얼 링거든 냥인등 아니 지에 보랴 

"1 안코 컴 혜는 찌山에 요죠 간 듯 허여랴 ('흥비'1-， læl 

:51 셔지영(:!W3l， r조선후기 중인충 정녁감’간의 문화시죄 의U1J ， r진단확보J 처%호 진 

단한회‘ o:m 
261 장억샌 강앤도 회친군 사내연과정원군서연파경기도 포천군이동연애정쳐 있는 
산 

Z71 마친링 항욕과 함닝에 있는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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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품도 주로 1애기 가집에 보이는 작용으후 r영와가곡집j과 ’가곰 

원류」 계열 가집에도 수록왼 작용이다 현전하는 가집 19종에 이 노래가 

실혀 있는 것으로 보악 “약산 동대”의 철쭉꽂이 아릎당기로 유영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훗山’은 평북 영변에 있는 산으후 r신중흥국여지숭 

랑，(j댔년)에 의하연 산세가 매우 엉하여 전연의 !l\을 이룬 곳이라 한다 

‘양첼죽}은 ‘영산홍’의 다른 이릉으후 다른 시조틀에 나오는‘청쭉이나 ‘진 

달래꽃’과 같은 아릉다훈 모습올 일걷는 것으로 보인다 ‘지에 보랴는 다 

른 가집올 강조하연 ‘지내 보랴의 월퍼입올 알 수 있다 문액으로 보아 

종장의 ‘오죠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나오는 일쩍 익는 조를 가리키는 오 

조1를 가리키는 듯하다"" 

이렇게 볼 때 위 시조의 내용은 ‘힘하디 험한 약산 바위 가에 연 영산 

홍(청쭉) 같은 내 닝이 내 보기에도 덜 미운데 냥인툴 지나쳐 보겠는가 

새가 많이 오고 쥐가 씩이는 동산에 모이를 뿌려 놓은 웃이 오두들 나의 

님에게 모여 드는구나’로 풍이왼다 위태융고 헝한 바우1 가에 띤 철쭉의 

얘력은 이미 신라 향가 〈헌화가〉의 모티브가 왼바 있:i!， ‘님’올 아름다운 

‘철쭉꽃’에 비유하는 발상은 고려가요 〈동동〉의 ‘ll<휴 달외곳이여영)에 

도 보인다 아마도 겨우내 갯빛으로 율을었던 산에 옴올 맞아 핀 진탈혜 

꽂이 주는 시각적 경이로융아 이러한 일상을 낳았던 것 같다 그러므로 

진달래꽃에 대한 인족적 감수성의 연원응 왜 오래되었다고 하겠다 그것 

이 19서 기부터는 특정 지역에 대한 경영과 결1밝벼 ‘일i산의 진달래꽃1으 

로 인구에 회자되지 않았흩까 여겨진다 

이 사조는 깅소월의 〈진달래꽃〉이 어떻게 단숭애 인족적 강성올 대표 

28) 흥정응 어석이 ;갇g영하나 정~용{1!ffi)， r시소문학사& 신구문회사 P32I애서는 

.새 않고 취 모여은 동산에 오조(￥!ii)잔 질아 ￥1ε ;ν오죠(μ“) 간 풋 *여'r의 
두 가지 해석융 얘시하고 있다 

29) "-')) 니며 띠ξ 아으/ i1iN .. 옛고지여I 'c이 브한 즈원 디녀 냐싼}’에서 닝의 
우씬한 R습혼 상앤에 씬 진안래꽃얘 비유δ}고 있는 것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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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소중한 자료이다.)) 이와 함께 r흥비부」에는 

고유영으로 환기되는 그 지역 공동제의 삶의 경험올 전달하고 있는 다음 

과같은작용이 실려 있다 

뼈山야 해i엇 t에 J1;1il융 지어늬니 

잇가에 고기 놀고 등얄럭 lJl이로다 

아마도 이 요은 두 ð1，*융 jll:jc.사양 알가 흉노라 ('홍비하 짧) 

위의 시죠는 이 가집의 지역적 기반을 구체적으로 추정할 수 있게 해 

주는 자료이다 여기서 “도산곡”은 유영한 도산서원이 위치한 도산연 분 

천리의 골짜기 이릉이고 ‘청계’ 또한 이 부근의 엣울 이름으로 추갱된다 

정계’라는 지영은 연재 남아 있지 않시안 도산서원을 나오}서 도산중악ji 

쪽으로 들어서는 도산연 응헤리에 ‘청계교’한 다리가 남아 있다 이완규에 

따르연 현재 온혜천이라고 불리는 개울이 태자리의 투구봉어 서 내려오는 

‘청계’이고 용두산과 국땅봉 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온계로서 이 두 울은 

청계교 아래어 서 만냐 옹헤교 밍을 지나 ‘洛111'이라고 부른 낙동강 상류 

로틀어간다고한다31) 

위의 시조는 이전 시기의 가집에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는 신출ξL이 

므로 도산연 분천리와 옹혜리를 생활터전으로 하는 어떤 이가 이곳어 서 

의 은일지호썩 삶올 노래하기 위해 지은 시조라고 올 수 있다 그런데 이 

지역어 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퇴계 이황의 영"，)-을 고려할 때 이 작용이 

;)J) 이 시ζ는 r가곡원퓨」애도 성였지안 서용 도성의 운용푼회애 칭장했언 연찬X낸이 

’!I>'J의 진달래꽃’얘 대해 영아나 강흥한 느꼈은시는 의운이나 선재진은 r악뀌곤)， 

이 그여낸 갱영의 모습파 안민영의 용영 여정윤 흥u1it제 t11 .w..하연서， 인금 기생 

얘인등과의 안닝이 중R혔년 안1긴영얘게 용영으1 !Ii);~응 안중애도 없었냐고 시석한 

나(전재진 때7b)， p.l75.l 
3D ol t.1-i꺼:!1m ’안용 홍수 기앵 한언의 ‘g괴 인M-J ， 예푼서f:l.. p.Z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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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십이곡〉의 천통을 떠나서 창작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뼈山강 lIi 
@上'01 지닌 은거지로서의 이미지는 퇴계 이황의 삶에서 비롯왼 것이라 

고 올 수 있다 비록 〈도산싱이곡〉의 “iR:5쩔끼처렵 도산의 앙성과 양썽 

하는 삶의 공간과 성리학적 이념까지 모두 판흉하는 사어는 아니지만， 

‘빼IlJ삼 1Ii 1용L’만으로도 퇴계 이래로 이 지역에 전수되어 온 삶의 태도 

는 충운히 환기한다고 볼 수 있올 것이다 

r흥비부j의 선출작 16수에 은일지향적인 작용이 유난히 않다는 사실은 

선앵연구에서도 지적왼바 이 가집의 소비 수용충올 처사충 내지는 처사 

를 표뱀}는 중인충으호 추정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였다a 그런데 r흥비 

부j는 은일지향적 작용도 있지만 의경틀이 유락적으호 용속화와는 O.}상 

도 함께 나타나고 있어 균질적인 수용충올 추정하기가 힘든 가집이다 필 

자는 이 가집의 ‘은일지향성1응 계급격 욕성보다는 지역적 특성율 반영한 

것이고， ‘의경의 유확적 통속화’는 19세기 션체의 문화적 흐릉올 반영한 

것이 아닐까 추정하고 있다 

이 가징의 ‘은일지향성’올 지역성과 관련히애 볼 수 있는 근거는 도산 

서웬이 위치한 도산연 훈천리가 바로 농앙 이현보가 이끈 훈갱분천)가단 

의 활동지로서1 강호가도률 안개시킨 곳이기 때문이다 농압과 퇴계로 이 

어지는 이곳 선현틀의 은거적 삶은 서올어써 벼슬살이 하는 것과는 다른 

사대부의 이상융 구현하는 정신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명가받았으며， 17 

세기까지 사대부 시조의 기조를 이루었다 시초 %댁의 주축이 서용 도성 

의 중인 가객으로 옮。}가연서 자연 경울이 도시 근교의 유흥 공간으효 바 

뀌고 은거지향적 시조가 현저히 준 것올 강안할 때 r흥비부j에 은일지향 

적 작용이 않이 보이는 것은 예사흡지 않은 의미를 지닝다 그것은 이 지 

역에 웅축원 정신적 삶의 가치가 l양H기 틀어 의경이 유확적으로 통속화 

3깅) 깅석회(am.J 양의 는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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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가훈데서도 그 영액융 이어나갔다는 중거가 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r홍비부」에 드러난 동남 "ol<건의 흔적도 흥미로운 고찰 

대샘다 시조 문학의 경우 현재까지 수집된 필사 자료에서 j사투리’를 

찾아보기가 대단히 어엽다고 알려져 있다3잉 〈도산십이곡〉도 예외는 아 

니어서 지빙어의 혼적을 거의 찾。않 수 없는 데 반해 f홍비부」는 방언의 

혼적올 강하게 지니고 있다 그것도 주로 영남 지역의 "J<건일 가능성이 

높은예틀이다갱) 

r홍비부」에는 ←칭드라/하드라1라는 방언적 종결형이 많이 출현한다 

‘흥드라(1A회 )， 오마드니11회)， 오드라(2회L 웃드라(1회)， 창든고11회Y와 같 

은 표기는 문엉형태소 더-’가 ‘-드J로 표기왼 예로 이는 19세기 초의 

동남 'il'션의 ‘ {’와 ‘-’의 혼란 양상훌 반영한 것으로 해석왼다35) r홍비 

부j에서는 #않띠에서의 j앓g 예뿐안 아니라， ‘긍고(검고， ~)'과 같은 않 

M어서의 混記 예도 알견되여， ‘ 4 ’의 ‘ ’ 로의 변화안이 아니라기다린열 

(기다련툴Y과 같은 ‘一’의 ‘ f ’로의 연화 예도 발견되는데 이는 r홍비부j 

가 동냥 빙앤올 반영하고 있올 가능성을 보여주는 적극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휴지(休級) 에서 * 구개융화을 겪은 어형인 ‘슈지1가 나 

타나는 것m， ‘거의(거이)’를 거무’로 표기한 것끼 ‘두어라” 대신 ‘두아라” 

33) 씬두양(Jl)아 f죠선후기 웬사용 운화와 굿운 운한ι 채2회 규갱각 한국학 굿채싱'f 

지영 안표정αXlJ.&)‘ '"낀 2& 
34) 18애 기 기갱인 r영와기꼭집j이나 19~1기 가징인 ’기곡원퓨」동과 비요해서 r흥비우」 
에서안 곡연히 당라진 x셋일은 r용욕 x옛말 대조요J에 상새<1 채시하였으므호 

r우옥J음장죠 "1양 
35) 액두헨)!!)ι r경상‘*건으1 1fA1적 연구 성과와 그 선앙ι r인문과학j 찌m호 w.læ-:m 
36) .. 구개융화는 ‘ .. '이 오옹 ‘ 1 나 만요융 Y 잉얘서 〈으호 앤화6버 현상으흐 어 
우 융섣얘얀 팍힌S에 나타나는 욕성융 가지고 있다 이 .. -구개용화는 중부 ，~언 
얘서는 안암하지 않은 반연 영남 빚 호냥 앙언애서는 안얀하게 나타나는 지역적 

분P윤보인다 

J7) 기웬적으포 저P융섣얘 위시한 ~.가 션앵 지용올 가지끄 있는 경우 이처렁 f호 

연하ð"H능경우능중부냉센애서는핫융수었다꺼악의 경우충￥영F션에서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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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타나는 것38) 동은 척어도 r흥비부」가 중부 방언올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게 하는 자료틀이다39) 

r흥비부j어 서는 。l러한 "J'건뿐만 아니라 구어적인 표현과 비격식적 표 

현올 않이 사용하고 있으며， 어려운 한운투어를 쉬훈 우리알로 바꾸며， 

장연을 더욱 자세하게 그려내는 양상틀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는 이미 깅 

석회의 선앵연구어 서 지적된 "J<> l므로 여기서는 각각의 경우에 해당'"1-는 

작용 번호안 제시하고 별도로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1)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연 t흥비부J는 주류의 가곡 문화와 의식적으 

로 거리를 둔 가곡 문화 속에서 연찬원 시질을 알 수 있다 비록 r흥비부j 

가 〈도산성이곡〉의 성리학적 세계판을 그대로 전숭한 것은 아니지안1 이 

작용을 향유한 지역에 적충되어 있던 공동제의 삶의 경험을 고유영과 망 

언 동을 흥해 전달하고 있다는 정은 고영해도 좋올 듯하다411 

U]' 5ò.안 냥아 있으여 ‘거우‘로 넙아 있는 지역은 효냥 ‘g언과 영냥 ‘g언얘서이나 
38) 중세 국어어셔는상당히 영격하게 시켜지언 어간모융과이01 오융 ^Jo I의 오융조 

S뜯 근대{} 거쳐 현대로 오연서 망언에 띠씩 각기 다든 오습으jζ 띤전힌다 그 중 

영냥 냉앤의 약정 중으l 하냐가 l용정으l 옹성 모용 어간 두1얘서도 양성의 어01가 용 
안한마는 점인에 ‘두.)<1"는 그 좋응 예가 원다 어간의 l러용l 융정 모옹 f잉에 

도 ;구하고 어이는 양성 모용 아가 선액원 것이다 이러한 양상윤 경와 인，/-， 꽉 
<1 용해안옹 인정한 지역의 언어 꽉징으호 지적되고 있다(최엉옥{1!B2)， r경상용도 

ε1 양언지리학 꾸사영어이 아X의 요옹2ξ，Ht 중싱으포 j ‘ r {!당학보J 재n갱‘ 

진난학'1.1 
39) 이상의 국어학적 성영은 서융대학교 국어국운학과 대학원 악4:과정 권장성‘ 석사 

짜정 깅。F앙으l 도융올 영았옴을 앙힌나 

40) 구어적인 표현0， 107, 11l, l2A, l25. 154. lffi, lffi. æJ. 22A, 2<9. 241, m 274, Zi9. 419), 
자세한 장연회{1l3， 117. m la5. 132. 134. 144. UÐ. 잉J. 4'ili) 한문우어얀 간약회}한 
직용i121. Il\ 15l, Z71, "" 2Æ, 2Æ, m m 없:m. <<II) 혜성에한한샤사원21 
131, 1잃'，íDl. aι X예 동21 에가 하이 보인아 안대호 여야 가깅에는 었던 한시어틀 
추가로 사용한 경우논 안 3수{1Il， 1Il, 띠끼에 강과혀나 

,)) 지역공동째는 깐념이 아닌 생안의 영역이야는 성에서 시앙운한은 주유의 문학사가 

놓친 우용융 ~-충할 수 있는 훌￥한 사산이 원다(소용인 :rml, r왜 지냉띤학사인7b. 
r시ff학사 연구의 앙향과 과제j 서 용대ξ싼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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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신 이것이 16세기 당시 주류 문학이었던 한시에 맞서는 국문시가의 

의의를 강조했던 〈도산싱이곡〉의 갱신이기도 하다 인촉 용통체의 경헝 

올 축척하는 우리말 시7까 소중하다는 되계의 정신온 근대인족문학의 

수힘 과정에서 주왼앙아 마땅한 정신이었다 도성의 일급 가객률파 최냥 

선이 이러한 정신을 놓치고 있올 때 ，흥비부」와 갇은 비정선 가집에 그 

흔적이 남아 있다는 것옹 다행한 일이다 

2 정전 연용을 통한 정전의 적극적 항유 

r흥"1부j가 〈도산싱이곡〉의 정신융 계숭했다고 한다연 지나친 억측이 

라는 lli원。1 제기휠 수 있다 

,tJ' ! lJ은 엇예창。) II! /;oq 프료르며 

ìt:水는 엇예창야 파a에 긋디 아니는고 

우리도 그티디 01<"μî'i1.i!l 호리라 ('진본 청구영언」 이 

〈도산심이곡〉 제11수인 위의 직댐연 r국어j 교과서와 5-7차 r문학j 

교과서에 11번이나 수록왼 작용으로 〈도산심이곡> 12수 가운데 가장 수 

목 빈도가 높은 ξ냉이다 교훈성과 자연판에서 사대부 시조 임반의 욕성 

융 지니고 있으연서도 학습자틀에게 얼 어딩게 느껴진다는 것이 선택의 

이유로 보인다42) 그러나 〈도산싱이곡> 12수가 모두 그러하풋 이 작품 

또한 어휘는 영。l하지만 그에 당긴 첼학적 사유가 깊어 갑상하기가 쉽지 

않다 

‘액’의 제5수인 이 작용융 감상하기 위해서는 도산서원이 자리한 배 

42) 조희예없m 앙으1-:=운 μ2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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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공간을 떠올렬 수 있어야 한다 작가가 날마다 강뽑 하며 학맨 매 

진하던 공간이 실제로 ‘혐山’에 울러써여 있고 서원의 바로 앞에는 늘상 

洛川이 흘러가고 있다 그렇다고 이러한 자연 환경에 QP해서안 창작왼 작 

용도 아니다 깐갔의 의미를 시유하기 위해 ‘(천지용행의) 가는 것이 이 

와 같구내 주。써 그치지 않는도대”잉)라는 r논어」에 대한 학습이 필요 

하다 “우리도끼 그치지 않고 학운올 한다연 자연을 닮아 ‘훌15"1함혐R할 수 

있다며， 자신과 냥을 격려하는 내용의 시조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에 도달하는 것은 오늘날 학습'~l에게안 .，했한 것 

이 아니라 이미 언급했던 것처렁 19세기의 시조 ~，유자틀에게도 쉴지 않 

응 일이었다 t홍비부j는 위의 작용올 다옹과 같이 개작함으로써 자기 식 

의 해석을시도하였다 

웨111은 엇셰향여 古今에 긴용이요 

ìit에) 엇찌양여 낀jJ(에 웃치 아니난고 

~랍도 쓴치01라셔 古今m‘~' ~리라 ( '흥비부"J 4) 

퇴계가 혐山의 不!i!~에 주옥한 데 반해 ，흥비부j는 갱산어 서 긴 용 

을 누리는 젊음올 얄견하고 있다 f’!llJ과 V1E水에서 IllJ홉없는 학문 도야 

의 자세를 배우는 것。1 아니라 영원한 젊옹의 이마지를 보는 것은 시좌 

성리학적 세계판어 서 벗어나연서 자연스렵게 흘러가는 방형엘 수밖에 없 

다 그렇지만 r흥비부j가 〈도산십이곡〉의 문화적 자장 안에서 안틀어진 

가집이라고 추정한다연 위와 같은 변개는 자옷 충격적이다 다옴 ξk용도 

〈도산싱이곡〉과의 거리를 문제 삽올 안한 직냉이다 

43) ‘f-ι111上B 앵"ø 뻐t 끼、ôll l잉l!i"’ 밍엄j 

44) “;;,’ 다용얘 ‘*'’가 원푼에 ·져 있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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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생뼈아 η γj: t니 J'j!;;이 듣지 요의 

白~πUl t니 ~ !;;O) 보기 묘타 

이'P에 아아도 옷 이플손 "'A인가 융노라 ('흥비푸， 1었) 

위의 작용은 〈도산십이곡〉에서 뭇올 노래한{캄;:~) 혜j六曲의 4번째 곡 

과 초 중장이 거의 일치하는 작용이다 다안 〈도산싱이곡〉의 종끼&연l 

“이 융에 彼→쫓A를 더육 닛디 옴창애「를 ‘이中에 아마도 웃 이출손 쫓 

人인가 흉노라n로 바꾸는 *1이만 있을 뿐이어서 여기서의 쫓A'이 임금 

이 아닌 여인을 지칭한다고 해석할 근거는 없다 그러나 ‘더욕 닛디 옴창 

애”라는 절대적 충절의 표현을 ‘아마도 옷 이즐손 가 창노라끼라는 상대 

척 표현으로 바꾼 것만으로도 원래의 뜻에서 상당히 열어진 노래가 되었 

다 더구나 이 작웅이 ‘용때융’ 아래 들이 있다는 점에셔 노랫말 번용의 

쪽이 크다고 판단해도 중융 웃하다 

‘각조옹은 r흥-)부j에만 나타니는 용어로서， 특정 곡조를 일걷는 말은 

아니다 신갱숙응 r흥비부j 연찬자가 모델이 되는 가집올 놓고 남창과 여 

창윤 정려한 후1 자신의 음악 기호에 맞추어 새로이 수집한 노랫열이냐 

창작한 작용들을 모두 각조옴으로 용류하여 가집 후반부에 정가한 것으 

로 추정하였다45) 실제로 r흥비부j의 신출작 16수 가운데 단 한 작용{!!i 

번)안 냥챙가곡이고 나어지는 모두 각죠옴 아래에 나타난다46) 또한 노랫 

말이 다른 가집에 비해 현저히 달라진 적냉의 3분의 2가량이 각조옹에 들 

어 있는 노래들이다47) 

46) 신경숙{l!!)이 앞으l 객 J>&l 
46) 신충작은 8\ :m, 3:!l, :!ll, :m 3J5. 3<l, Ðl. 371, :m. m lt, lIl, m 씨 l‘ g언 
작용뜯이나 

47) 여타 가징과 비교빼 노랫일의 변용이 뚜엿한 a얘융온 Iffi. 157, 161, 162, 162, 1&\ 
læ. 1-없 líU, 171, 172, 175, liti, 1&2, l84, 1!fi. 1$ l'있 191, Iæ. I!l\ I!l\ 18\ :IlJ, 21~ 
zl5, zl5, "'" ""- m I각죠용)2J5. Z!I, ll\ :rIl, :m .)[, :m :m, :n;, 31J, 31~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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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죠옴의 성격은 r악부{건)，과 비교할 때 더육 용영히 드러난다 이 가 

징은 r흥비부j를 충실히 전사하고 있는 가집이지만 ‘각조옵’ 항옥에 오연 

매우 특이한 양상올 보인다 r흥비부」의 각조음이 시2양F는 쟁번부터 

319번까지의 작용 중에 2쉬3J2， 1껴)를 제외한 나머지는 순서도 플라지 

않고 전사하고 있다가 갑자기 r흥비부j의 3'Jl번 작용 이하는 흔적도 없이 

써}지고 t악뷔건)，안의 레퍼토리를 수록하고 있는 것이다 이호에 보연 

각조옴’은 각 가징 연잔자안의 개성적인 레퍼토리로 구성원 연옥잉올 알 

수있다 

다옹은 r흥비부j의 각조옴 아래 수록원 시초의 개성을 내용적 형식적 

측연에서 모두 보여주는 작용이다 

YJ名이 '1 무엇고 헌신릉 '1스니라 
田뼈에 도라 오니 윷Ilt이 엇시효다 

다~<f-융 의앙강죄괴죄도 μ，1'1，인가 *노야 ( '흥비꾸'J 3m 

위 시조는 본래 상촌 신흠의 직L용으호 r진본 청구영언」과 r병와기곡집 

j같은 18세기 가징과 r육당본 청구영언J같은 19셔 기 가집에 두루 보이는 

직냉”이다 초 중장은 위와 거의 같으나 종장은 ‘百年율 이라 지닙도 꺼; 

껑엉이로다η였던 노래이다 상촌 신흥이 계촉옥사 이후 방축되어 옥숭이 

위태로올 때 창작한 작용인 만큼 원래 시조의 종장은 앵앵한 긴장강을 지 

니고 있다 ‘컴뽕’이 상촌을 쫓아낸 ‘팡해군의 은혜’를 가리킨다연 ‘액년을 

이라 위태롭게 지내도’ ‘%l명’으로 알겠다논 대결의식을 아이러니하게 드 

러낸 것이며， 만약 동아가신 선조의 은혜플 가리킨다연 이러한 상황마저 

3ι 313. 314. 317, 319. :m. 35 32B, Il4. D5, m. :m, 34), 3U. 3'π E, :Ð3. E. 3ll, 

æl. ~ :E3, ];\ '" J3/, 3'!l, :m 316, 3잉1， :R? :Ð5, E , 잉7， <KI\ <l\ "" 4l\ 'fJ7,‘ 
<<)l 4U 여<4"3. ε~ .ro， <n 등이다 :!l;언 이하가 각소용 아래 수꽉윈 노얘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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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선조를 향한 연힘없는 충심으로 강내할 수 있다는 다집을 노래한 것이 

다 어느 정우에나 ‘亦견생’의 ‘亦1은 의미심장한 시어이다 그런데 r흥비 

부J에서는 j이리 지닙도’를 이맛치 지난기도’라는 구어적 표현으로 바꾸 

고 ‘꺼;n썽이로다1를 ‘검뺑인가 창노라’로 H냄으로서 웬래 시조에 들어 

있던 앵앵한 대결의식올 약화시키고 연안한 마옴으로 천원에 깃드는 여 

유까지 보여주고 있다 이 작풍올 수록하고 있는 12종의 가집 가용데 노 

랫알을 이렇게 바꾸어 놓은 것은 r흥비부j밖에 없다 

여기서 종장의 두 번째 음보가 5옴절에서 7옹절로 바뀐 것도 주옥올 

요한다 현전하는 여창가곡의 악보로 미루어 보건대 종장 두 번째 옴보가 

5-6옴절인 것은 주로 명시조률 얹어 부르는 곡조들로 불리는 노래들이 

고 7음절 이상인 것틀은 시설시조를 얹어 부르는 연주곡틀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481 그런데 r흥비부j에서 종장 둥째 옹보를 7옹절로 늘린 

엮품은 시설시강} 아니라 명시조인 것이 특이하다 

(.K 1> 응징 쩨2음모기 ?용걸로 이앤 직웅의 노랫알 잊 극조 비교요‘9) 

작용 
흥비￥ 영와가곡정 

갱구영연 가꽉핍뮤 

언i (육당용) (국악염온) 

g ~i1한*，1:λ힌꺼 얘，1:λ 1<.，0，히 i!t~!λ，1:λ는m "'"''''λ는{히 
1M에S I=.f;. Ijj= /二g

$껴 
장영이가늑하L 끼 JJ .í; 1씨향니ffil JJ :(1써 향 LJ(5) 

/W二 n’ 二/쉬‘입 i'f 

:<l2 
이셔‘'iJo I러나니{η 얀이안흐니(5) 

f1t.~'j η /W二

48) 조순새a얘)， '여창/념 P댄다섯 닝」 민속원(악보에 대한 성'1은 서울대학교 국 

어악문학야 잉재욱 ”μ}의 도웅응 ‘영t나) 
49) II으1 내용운 각각 채2옴보의 노햇일(용섣수V각조의 순서오 기잉하였으에 g애서 

시용한 곡조의 약칭은 나음과 갇나 二@→二f;. k이 H二→jj二@λ!Ji.w.二→까 

=.f;.λ@ 
50) 뾰엔 aι용의 경우 r흥비꾸j 암 제외하끄 다용 우 가징얘안 신허 있는대 R두 6-:}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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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시용용다성치""끼 시용옹잇고.(51 시응ι:양잇고GI 
/→ι Ifl= I~’ í.1'j-ß-

g 갖진셰너우아래끼 곳인책nl-i*5l 씻언쐐')<I{51 옷인셰n\4(5) 

1-ð-::rIff /二‘ 끼A:: /二r<

341 
이앗치지난기도，n 이라지닝도히 이ij;(! 덩5:.(5) 

/쩌二 /各.il'j"l)- /二’”

374 
나드는쟁용영씬m 청용영원이GI 갱짱'g원원51 정풍영월윈51 

14S-il!I ß' I=r< {tI= I=r< 

3B 
용르;을갓도다{n 웅4;(도'1{51 웅과갓도대히 융~:i!P}트여(51 

/건엉ì'f /二ι /4.二 /예‘훌i 

X쩡) 
구즌Iilllt램줬-셰(11 

11&엉 ;? 

:ro 
*;쨌어01러나니(찌 fH맺~I'.흉니151 lHt'l:.흉니 151 f~썼'1:.흉니GI 

11&껴g 1=ι 1'#二 껴1없 

• 노랫넬(융정수V곡조 

위의 표를 보연 다른 가집에서 주로 이삭대엽， 우이삭대영의 기본 곡초 

에 얹어 부르던 명시조를 각조용 아래 수록하연서 종장 저2옵보를 7옴절 

로 늘린 사질을 알 수 있다 이형게 함으로써 각조옴 아래에 배치시킨 노 

래들은 옴악적으로도 기존 곡과는 다른 미강을 구현힐 터이지안 문학적 

으로도 톡욕한 효괴을 엉게 왼다 평시조 종장의 미척 지질은 ‘소옴보-평 

옴보 소옴보 영융보1로 이어지던 초 중장의 융격적 관습올 1소용보 과 

옴보 팽음보 소옹보’라는 종장의 율격이 파괴δF는 데λ1 밸어진다 이때 

과옴보는 주로 5옹절L 않야도 6옴절이 넙지 않이야 한 옴보 안에서 늘릴 

수 있는 최대의 용절을 실현하게 된다51) 안약 7응절 이성에 되연 두 옴 

로 되어 있다 r시개악써온1，구진비소허얘 히 ，영언윤초r구증비소'1예에 
511 성기옥은 한 응보가 능어낭 수 있는 최대 질이등 5용껑β요'*1호 한정하고 6응섣 
이상응 두 용보호 냐연다고 보고 있으L~성기옥，1!85)， r한국시가i!칙의 이온J 새 
g시 "，1:&않1， 섣재로는 6용한1 ，용영안당이나 민언하게 나타난나는 정얘서 6 
용절응 판습적으로 허용원나고 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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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나누어져서 파옴보가 지녔언 율격적 긴~이 사라지는 문제가 생기 

게 된다52 ) 

위의 작용을은 평시조 종장의 과융보를 7융절로 늘려서 사셜시조처럼 

늘어지는 듯싱다가 다시 펑옴보 소옴보의 규격적인 평시조 형식으로 툴 

아7)는 운용의 묘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r흥비부J의 율격적 유연성은 주 

류 가집틀과는 반대의 방향으로 나。}간 것이다 역대 가집융 통시적으로 

살며보았을 때， 시초의 형식적 판습이 초기 사대부 시조에서는 약하게 나 

타나고 후대 가집에 실리연서 더육 끄정되는 현성에 나타난다 18세기 가 

집에 실린 정철， 이황， 신홈 풍의 시조를 보연 종장의 옴수율이 3 . 5(6) 

2 . 4나 3 . 3 . 4 ‘ 3인 경우가 꽤 많았는데 ，가곡원류J에 수록되연서 모두 

3 ' 5(6) ' 4'3으로 조정원 것을 홍 수 있다53) 

시조의 정형성융 글자 수의 차원에서 좁게 이해히는 극단에는 앞서 본 

것처렁 육당 최냥선이 있었다 최냥션을 비롯한 근대의 시초부홍흔자등 

은 글자 수가 “3 . 4 . 4 . 4' 3 . 4 . 4 . 4' 3 . 5 ' 4 . 3"인 것이 흔히 보인다 

는 이유에서 그것을 규칙이라고 하고 시조를 이 규칙율 고수하는 것이 

시조우홍운동의 과제라고 여겼언 것이다 결과격으로 하충 민중의 의식 

과 연결되는 사설시조의 형태를 버링으호써 새롭게 짓는 시강} 외형의 

규칙 때문에 생영력을 영게 했다혀)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시조의 글자 수 

나 융보를 자유자재로 늘려서 개성적인 마감올 실현할 수 있는 가놓성올 

제한쨌언 r가곡원류j에도 통일한 비판이 가해질 수 있다 이 정에서 불 

52) 종장의 울에 용보얘서 7용절이 나타니는 비싼이 5옹섣이나6옹촬에 비해 현저히 주 

는 것은 이러한 이유 예문으호 보인마 깅흙에 의하언 4융션""，융절:()%， &용 

절여)%. 7융절 )8%, 8융영J9H옴절 1%의 비윤호 나타난냐고 하는데 이 빈도는 기 
본가곡과 연수각에 따라 당t낸 가놓성이 높다(김홍규(}Ð3) ’영시조 종장의 싼 

격 용사죄 갱행파 그 기능'J . r욕망과 형식의 시~b， p.ãil 
53) 종고(잉ll}， r r 7덕원휴j 시조의 서정시적 욕정↓ 앙의 잭 ∞273-~η4 

54) 조동잊IJXE) 앞으l 잭 .• 2!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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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r흥비부j가 r가곡원류j의 반대 방향으로 나아간 것은 적지 않은 의의 

를지니고있다 

이상의 논의어서 r흥비부」는 정전올 자기 수준에서 변용하여 내용적으 

로나 형식적으로나 새홉게 ~，유하려는 노녁을 기올이고 있다는 접융 알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도산섭이곡〉이나 신흥 시조와 같은 정전 속에 

서 절대적인 가치판과 역사적 무게를 지녔던 시척 화자의 목소리가 상대 

적인 가치판올 가지고 일상적 삶을 살아가는 인중 흑은 대중의 목소리로 

변용되는 모습을 불 수 있다 

r흥비부j가 〈도산십이곡〉과 같은 정전의 높이를 그대로 이월해주지 

옷한 정은 아쉽다고 하겠지안， 정션올 훼손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r 

흥비부j의 경우 정천 연용이 여전히 〈도산싱이곡〉의 문화적 지장 안에 

서， 주변부의 문화적 자신감과 은일 갱신올 보유한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처렁 달라진 시대상과 세계판에 적웅하연서 자기 식의 연용 

융 흥해 정선을 적극적으로 ~유하고 있는 정은 오늘날 시조 교육의 주체 

들이 본받올 만한 자셰이기도 하다 

W 결흔 시조 교육의 방향에 대한 제언 

이싱벼l서 비정전 자료인 I홍비부j를 용해 지긍까지의 시조 정선 교육 

이 주옥하지 옷쨌던 시조의 운화척 이윌가치롤 말굴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바당으로 시조 교육의 방향에 대해 안성적 제언을 덧붙이는 것으로 

결론을잘옴하고자한다 

첫에 학습자의 고용을 덜어준다는 영욕으로 〈도산십이곡〉과 같은 사 

대부 시조를 교재에서 줄이고 학습자틀이 쉽게 안웅하는 기어 시조의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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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을 늘리는 것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멸요하다 오히려 ‘민족어새여 j고 

유의 정형시1라는 측연에서 〈도산섭이곡〉은 사조어 서 반드시 가르쳐져야 

할 가치를 지닌 정전으로서， 포기해서는 안 될 핵스트이다 앞으로의 과 

제는 학습자 중심의 패러다임 아래에서도 정선 택스트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영안올 모색하는 것이다 

r홍비부j와 같은 자료를 통해 과거의 수용자들도 권위적인 정전올 해 

석하는 데 어려융을 겪었옹을 알게 하고 정전의 켠위를 극복했던 과거의 

방식을 황용째 정전에 대한 두려용을 없애도록 학습자를 격려하는 것 

이 그 한 방안이 휠 수 있올 것이다 여기에 더히어 괴테 문학올 교육하기 

위해서 r청소년을 위한 괴대j나 r부재중인 괴테에 대한 슈타인 써 댁에 

서의 대화j와 같은 흥미로용 핵스트를 할용하교 셰익스피어를 읽히기 위 

해 r옥스퍼드 학생용 셰익스피어J ， r두려용 없는 셰익스피어j와 같은 텍 

스트들을 개알했던 사려1틀도 창조할 필요가 있다 r흥비부j는 r칭소년을 

위한 시조J ， r두려웅 없는 〈도산싱이곡>J과 같이 정전을 쉽게 해석한 택 

스트를 얀플고자 힐 때 좋은 참초자호;가 될 수 있옹 것이다 물론 이러한 

중간 단계의 액스트올 않이 읽히는 이유는 학습자응을이 정전의 세계에 직 

접 부딪쳐서 씨름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을 기르기 위한 것임을 영심할 멸 

요가있다 

툴째， 정전에 대한 풍시척 시각을 강조하여， 정전은 신성붕가칩의 고정 

된 택스트가 아니라 후대인들이 적극적으호 연용하고 수용할 때 비로소 

그 가치를 가지게 원다는 사실올 힘땅자들이 이해하도록 옵는다 〈진달 

래꽃〉이라는 걸출한 후손이 없었다연 ‘약산똥대 왜청쭉같은”이라는 

시장} 있었다는 사실조차 기억되지 옷할 것이다 시조의 이월가치는 어 

떤 실채가 있어서 캠페인을 용해 전달해야 6뜯 것이라기보다는 r흥비부 

j의 예어 서 보듯 인족 공동셰가 적충해 옹 경험을 후손이 잘 허 。}려 。1월 

하는 순간 생져나는 것임을 인식히는 것이 펼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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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1 ‘고유의 정형시민 시조 형식을 어영게 현대적 강성과 미강에 맞 

게 웅용할 수 있올 것인지를 고민하여 학습 내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쉽게 해결하기 힘든 문제인데 명시조 형식의 긴장장을 담보 

하던 성리학적 세계판융 가지고 현대시조률 창작할 수도 없고， 개인적 정 

서를 당기 위해 자유시를 버리고 명시조를 션택히라고 강권할 이유도 없 

기때문이다 

역쐐 개인이 아년 일상인의 수준어 서 창작된 시ÐI 않은 t홍비부j 

를 통해 정형성이 누구에게나 안정된 주형(쉴행)올 제꽁5뻐 창작의 두 

허용을 없애주는 역항올 했다는 정올 보여줄 멸요가 았다 이 때 정형성 

이 창작의 두려웅올 없앤다는 사실을 실감 있게 전달하기 위해 ‘상행시’ 

를 예로 툴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뺑시’는 시조 교육에서 양널의 

칼일 수 있다 그것은 <"습자틀의 흥미를 슨쉽게 유발시킬 수 있는 한연 

으로 ‘정형’의 시적 본질율 ’형식적 구속’으호 오해하도록 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고유의 정형샤라는 시조의 。1월가치흘 현대에 이월하는 땅법을 오색 

하려연 명시조가 사설시조로 형식올 바꾸어 나간 예나 r흥비부j처럼 미 

세한 율칙적 변화를 흥해 시죠의 형식적 션롱을 개성적으로 ~l유한 예들 

을 참조해야 할 것이다 정형성은 창작의 구속자가 아니라 조력써}는 판 

정올 가지고 시조의 형식을 학습자마다 개성적으로 운용해 보는 학습활 

동을 구끼rf;해 보는 것도 의마 있올 것이다 

이상의 제언들이 지나치게 이상척으로 보일 수 있다 사실 이 제언툴의 

실효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연구자나 교샤 학습자가 모두 수긍할 수 있 

는 시조의 운화객 이훨가치가 우엇인가를 청저하게 고인하는 일이 아닐 

까싶다· 

• 이 는몽운때1112 a 우고외었으여，찌1112.9. 심사가시작되어 따ll. 12. 13. 싱샤가 
싼"되었고 :n1I. 12. 14. 연집위원회 싱의융 거쳐 게새가 확정되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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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노랫일대조& 

흉비환(19얘기초} 
18써'1 종 · 후반 가졌 19째7 1 종 · 후딴 '1첩 

i랫얀(식1*수) 직냉연호 

우난 131 241~J 우는(냉 '11 우는{가극씬유계) 
어 ~1 (19) "뼈} 어태냉가) 어드(앤균인유) 
씬고리룡 ([) 'JJI 껴잉려래앵'11 “口얘øjf(기극〈씬유계) 
고양도 암다([) g 어엿용다 어엿부다 
나슷여슷([) "" 다t 여 tl영가) 다셔 여섯(가곡엔유계) 

형혀 m 134 외'" 영혀(멍가) I-t.~}(원국， 원규) 

익}이년 (1) æ; :k\~‘“(냉'11 ε;J!j“(원국) 
오':;!-l，강 α :mæ; 오S밍t영'H 오블뱀기꼭원휴껴11 

옛닝'1난 ([) 1" 옛닝네는(영가) 엣닝네면가곡원잔째 
딴상 1(1 2쩌 。J씀(혜영j 안승{원당) 

。}창 〈갱 m<1l 아흥l'챙 '11 아충{7f팍원퓨째) 

"1홈 1(1 :ffi 영옴{'생'H 믿용{씬긍) 
오냥 00 2>1짧) 오"병711 ..'i.-... -{원국)， 오낼냥'll 시요j 

X에 잔얘([) "" U세얘영) 은l삐씬~)， 자.l~(원규l 

퓨L흥 ([) :m 우승(앵711 무용{씬국) 

역셔이다 ([) "" 백새그려(청진} 썩싼01 ‘oJ( 7펙원유쳐111 
낙슈 m =< 낙시(병7H 낙시(가걷i원유계) 

슈시 ([) '" 휴지(영가} I 

'L랴01는 ([) :m 오려01는(병711 오리01는{원릭) 
스려 (8) 44 2뼈} 윤허(영가) 승혀(씬킥) 

윤-&il'{ll :m 플올뉘용{영가) i 

너 드러 ([) :m 너"려('M7t) 너"려(씬국)， 너다혀(원규) 

숫씌다사 ([) <E 격다씨μ(냉자) 역다~~，(~(씬국) 

싼영죄 ([) f/J/ '1웅쇠(명가) '"블쇠(정진) 
겨오 'H사1'1낭 ([) .. (I(i S{: 혼i'영'11 f'Yi*.!(씬킥) 
￡’?시 노효니라(l) .. tif훌i"ib'! 흥시대i양가) t,t:.a1 노하 보낸나'H웬풍) 
당께 경고 ([) 319 If: tk얘 천고(앵가) l 

꺼슷고 ([) 319 '1 씻고얘기) ‘ 
우션씩 (l) <1l 우셔려(영가) 우서라(원학) 

아필~ 0)효 (l) g 너가지 01소{명'11 펴이Ã1 0)소(웬국} 

t .=.,* (~) 잉외웅이 융더해냉개 *더라{7f팍원류쩨) 

하드랴 (4) lfBS!J611 

오II).!::.니 (1) 깅l 오아터니(뱅 711 오"1더니(인극) 
오드아(낀 ;!l;JÕ 온대냉가) 오더혜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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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1￥{l황171초j 
l황171 중 · 후반 가청 19세기 중 후안기징 

노햇양(싹용 수) a냉5호 

스러어) 44 .2j6Z1 성쩌(냉샤) 셜’'11 갱'f1 
아스랴 11찌 :E'뼈} 이시해'Y가) 이시얘앤규) 
옛닝 fl) "" I 엇냥{갱영‘ 풍긍， 앤긍) 
고혼닝 (1) "" I 고은냉웬>:1，고온낸근애 
'1에논 웃 (1) g l 니@똘웠훤국) 

야스니려{짧) ‘ 11 :1" 어스니호대냉가) 에송거래엌에 
이씻치 지난기도llJ >11 이려 지엄포i뱅'f1 이려 지넙토(화악} 

이셰양 (1) 3<l 이'R~앵'f1 '1後한(씬3주} 

엉캔"f난 {낀 J;5ZI 염건"f는〈병'f1 엉건"f는{인릭) 
.f은고 (1) 316 *더니PM7t) *연고(앤킥) 
거우 (1) :,.; 거 !:'l(병'f1 거위(웬국) 
냥우(잉 110,(1) 나우{냉가) 나오(갱진) 냐뭔가끽앤퓨제” 
헛utE}(성야I fl) 31' 현"H냉까 갱진) 현"11홍'f1 
끼다연영川 19J '1얀원뒀{lg7H 기나련단{앤국) 
것거아나여 JJ) 1!Il 껏꺼빼%뽕:p써 성주용) 것거녁여(앤킥) 

앙캔"f농 (1) >I8 양천"f는(병'f1 。뷰f"1는〈씬국} 
아소한 111 >I8 '1수온{병'f1 아쉬용{원국} 

-;)-~흩"1딩HU .., ~써"J-i!K'!l7t) 장져"f<I(현국} 

'fr져('tl져"은쳐 川 1:' 은씨(정진) 용셔(씬국} 
사섭{짧)()) 371 I -웃드라 (1) (J; I l 

요압~fa) (1) 162 염야{빼임) 어이(인악" 영이‘인규) 
긍고i겁j!，'r，‘’ ‘ 11 171 갱.ill에!!-lJ 갱기{앤킥j 
드러(더러1121 1<Il.ll2 I l 

풋애정한 (1) Iffi 'FJ’l한〈청전J.<얘껴핸병，>> -fr;한(씬킥) 
성깅앤성깅잉I llJ lXI 성찬 힐(IØ7H 성견 ~H동가) 
우리노라 111 413 I i 

써시년1ft.지는-)(1) g I I 

[6) 241~ 

561 5，17;J;J;，4>1O，J:E.15\l있217211\U2il:a;;mtl4，l;1;m;m 
571 13! 157.>IS，J;1 ;!J72!πg 
581 2.27$U3l.l~4Z\427 
æl 44.<fl.ZE.2!m1깅I!\:Eζ.414 
00) zw.71 ， l 00， ll5， læ.l37. 1fD， I$， I92， I~I.2l5.Zlì.쟁2l1.313，319.Jtti.l)7，:m，:m43J 
6iJ 1(8， 184， 1있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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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ul -Y-< 19세기초) 
18λ홉'1 풍 · 후!간 7단l 19세71 종 · 후!싼 가점 

노랫싼(작용수) e익양a호 

얘욕{욕욕)(1) 172 x i 

얘~이1..j(D 411 i i 

니러가잉”잊기젠 111 411 x i 

한내-)(1) c5 *내냉가 갱진) x 

1I1<'-l.î! (21 15\lffi 엔려고〈혜영)， ü월l고〈사'f1 버리고(원육:1"' 

62) 44,,f),Z.J3.2}3,312,31s,:&414 
631 li<l1，<2.5\19!Q 1ffi.21，쩍æ>，:l25;E1 
641 가징의 약칭은 싱재완역대시죠선서j릎 따었나 영'f→영와7녁집 정진→갱구영 

인 신온， 해~1→해동가요 일석온 시가-“ν} 악에옹 청'f→갱구영언 가암용， 정영 

→μηll: '-r 가함옹 은익f-.근화익1'0' 동7뉴웅가션 도냥온 윈주→가꼭원퓨킥악원 

잔， 씬규「가곡원퓨 규장각온， 냥'1→낭10대영가 시요-‘A 가요약 동라→동국가Af， 
근약→은화익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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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f흥비부」률 용한 시조 정전따했) 교육의 안성적 고창 

고정회 

이 논분은 시조 정션 교육의 문제정옹 반생작으로 고찰하는 데 옥적올 둔다 

이에 따라 시조의 정전화 과갱의 문제성올 살피고 이 ，)정에서 배쩨되었던 19 

세기 주연부 가집 r흥비부J을 흥해 시조의 정전성융 재검토하고 있다 

r흥비부j는 민족 공동체의 경헝이 적충원 택스트라는 껑과 정전 변용율 용 

해 갱천올 적극적으로 %댁하고 있는 액스트라는 정에서 지금까지 시조 정전교 

육에셔 주석히지 옷했언 문화걱 이 영가치흥 보유하고 있다 이를 용해 시조 정 

전 교육에 대하여 다용과 같은 시사정올 영용 수 있다 

첫째， 과거의 수용>)툴이 정전의 권위른 극복했던 땅식융 장초하여 정전에 

대한 <l낙웅자플의 정긍융 용이하게 하는 중간 단계의 학습 자료할 개딴항 웬요 

가있다 

을쩌 정전은 고정원 액스트가 아니라 후대의 옥자들이 적극격으호 연용하고 

수용할 때 비호소 그 가치를 가지게 왼다는 시각올 강조할 핑요가 있다 

셋’k 갱형성의 시걱 본질에 대한 융비론 이해와 함께 그 형식융 현대적 강 

성과 이강에 맞게 용용힐 수 있는 교수 학습 방엉용 개발할 휠요가 있다 

[주저어] 시조 시조교육， 정션， 정전성， 이윌가치， 흥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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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lStroct 

The Reexamination of the Education of Sijo as a Canon 

focusing on Heungbibu 

Ko, Jeor당얘% 

The.때 이 this IÐIH is to rreXanIre tre 쩌hφq 이 "" 뼈xatioo 이 Sijo as 

a cancn This αlj:t'r exarrires tÆ αηblarn 이 the Jl"OCfSS of C3OO1-n회ill"o am 

떠비띠s the carxrúcity 이 Sijo throogh 히temative <.lXItmts excltrled in the 

=:πn때α"'''α"" 
Il is foon:l that 19th century rm←~ Gqjib Hewgb αj 떠ams 

-이"외æ 이 Sijo 잉1ce lt IS 1앵arOOI. as a text WIYre 1빼OOaJ ocmroo 

"""''''''' 에'"' æcαnilirted '" ‘에 as a text that has v.잉ωs """'1Ìes 이 
""매turnbm 이 Qll'ffi Therefα~ Hemgbiru ""띠ck:s a few significant 

잉l양~ in the 뼈raα11 이 Sijo. 
rll'Stly, Hel.l1gbibu stirrul때es rn:XHn retr:HS to 0‘IffCI'.'X're tÆ difficulties in the 

σlterp'etaOCll 이 CarUl in the rn:'tlxxl 야ed by P'Sl ream. 
Sro:n:Dy, thro.잉:h Hemgbibu we <Xt1ld bcar in rrird that a camì is rα , fixed 

text oot a text that has lx!en nnr by rea:b-s ooIy w’‘n they aco:,:t arX:I 

trnnsf∞n ι 

η피ù!y， ..... e t딩" ω 뼈ibcr히te "" tæ떼'Jg rætlU::I 10 æcxmnxiate the Sijo 
lαm ω rrodem [，않ψ19S m잉 tastes with the π["""， ω tÆ eXaI'l1ie of 

Hemgbibu 

[Ke"、rnlslS，o 따ι";m 이 Sijo, carm. carmicity, OOìcen:Iible valuξ Hemgbir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