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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이 연구는 한국의 고려속요와 중국의 송사(宋詞)를 비교 대상으로 삼아, 
두 장르의 여성화자 시가 속에 나타난 여성상의 비교를 통해 학습자의 문
학 능력을 신장하는 데 목적을 두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교수·학습의 실제
를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에 관한 논의들은 꾸준히 있어왔다. 이제는 문학
교육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넘어 어떤 작품을 선택하고 효율
적으로 가르칠 것인지가 더 중요한 문제이다. 본고는 한국어교육에서 아직 
충분히 주목 받지 못한 고전시가 장르를 도입하여 고전시가도 학습자에게 
충분히 교육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교육 제재라는 것을 입증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고는 한국의 고전시가 중에 ‘공감의 미학’을 지니며 상대적으
로 이해하기 쉬운 고려속요와, 동시대의 중국의 대표 장르인 송사를 비교 
대상으로 삼고 비교문학의 관점으로 두 장르를 비교하고자 한다. 
 전래 민요가 궁중 속악인 고려속요로 전승되는 데 송사가 향을 끼친다
는 주장들이 있어왔다. 본고는 고려속요와 송사 중의 많은 작품이 여성화
자가 등장하여 발화하는 현상을 주목하여, 두 장르의 여성화자 시가 속의 
여성상을 비교하고자 한다. 비교를 통해서 학습자는 고려속요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작품을 더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시가 속의 여성이 화자로 등장할 때 그 이미지는 여러 가지 요소와 관련
이 있다. 고려속요와 송사는 모두 서정 장르이며 일정한 소통구조를 지니
고 있다. 텍스트의 외적 소통구조로 볼 때, 여성화자는 시가의 실제 작가
와 관련이 있으며 텍스트의 내적 소통구조로 볼 때, 여성화자는 청자와 시
적 대상과도 긴 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본고는 시가 속의 여성상을 살펴
볼 때, ‘화자와 실제 작가의 관계’, ‘화자와 청자의 관계’, ‘화자와 시적 대
상의 관계’ 이렇게 세 가지 층위로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의 결과, 고려속요와 송사는 ‘작가의 임금에 대한 태도로 본 여성상’, 
‘화자의 이성에 대한 관점으로 본 여성상’, ‘화자와 시적 대상의 관계로 본 
여성상’의 측면에서 많은 공통점이 있었다. 이와 동시에 작가의 화자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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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에 있어서 고려속요는 화자의 발화 내용에 더 집중하는 데 반해 송사
는 여성의 발화 내용뿐만 아니라 외모에도 관심을 둔다. 또한 화자의 임에 
대한 관점에 있어, 고려속요는 화자의 슬픔, 원망, 탄식, 그리움, 소망 등
의 감정을 ‘한(恨’)의 정서로 질서화하여 표현하지만 송사는 슬픔, 원망, 
탄식, 고민 등의 감정을 ‘수(愁)’의 감정으로 표현하 다. 그리고 화자와 
시적 대상의 관계를 보면, 고려속요는 주로 주변 환경이나 사물을 자신과 
대비, 혹은 자신의 신세를 상징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과 달리 송사는 이외
에도 시적 대상을 ‘의경(意境)’을 통해 내세워서 자신의 감정을 더 효과적
으로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소통구조의 측면에서 두 장르의 여성상을 비교할 때, 학습자는 작품을 더 
능동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작품을 더 심도 있게 파악함으로써 학
습자의 공감 능력도 신장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문학 장르 간의 비교
를 통해 학습자는 작품 속의 정서나 사상 등도 비교할 수 있었고 양국 문
화의 공통점과 차이점도 추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은 학습자의 상호
문화능력의 신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본고는 위와 같은 논의를 토대로 실제 학습 현장에서 이를 교육적으로 
적용하기도 하 다. 실험을 통해 학습자들은 비교 활동을 통해 목표 문학
에 대해 적극적으로 접근·탐구하고, 자신의 배경지식을 통해 기존에 있는 
이해를 확장하기도 하 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학습자의 고전문학에 대한 
지식, 역사에 대한 지식, 그리고 지식간의 연계 능력 등의 방면에서 개인
차로 인해 이해의 심도 차이가 크게 나타나기도 하 다. 이에 본고는 학습
자의 개인차를 최대한 줄이고 수업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집단탐구 모
형’을 도입, 적용하여 교수·학습 방안을 설계하 고 검증실험을 통해 수업
의 효과를 검토하 다. 

핵심어: 고려속요, 송사, 여성상, 소통구조, 비교문학, 한국 문학교육, 집단
탐구 모형

학번: 2013-2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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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중국인 한국어 고급학습자를 대상으로 한·중 여성화자 고전시
가 속에 나타난 여성상 비교를 통해 학습자의 문학능력을 신장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교수·학습의 실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즉 한글 가사로 기록된 최초의 노래인 고려속요와 동시대 중국의 대표적
인 장르인 송사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중국인 학습자로 하여금 본국의 교
육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익숙한 장르인 사(詞)를 비계(飛階, scaffolding)
로 하여 고려속요에 더 쉽게 접근시키고자 한다. 한국과 중국은 역사상 많
은 교류를 하 으며 문학적 측면에서도 많은 공통점이 있다. 양국의 고전
시가 속에서 여성상은 예로부터 향유되었기 때문에, 시가 속의 여성상에 
대한 이해는 시가를 이해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
라 한·중 양국의 고전시가 속에 나타난 여성상 비교를 통해 전통사회에서 
여성상에 투사된 가치관 및 정서에 대해서도 알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학습자의 상호문화 능력의 신장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현재 중국에서의 한국어교육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양적인 면에서 보면, 중국의 많은 대학교에서 이미 한국어학과를 개설·운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질적인 면에서 보면 한국어교
육이 상당한 정도에서 전면적이고 고차원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그런데 이에 비해 한국 문학교육을 비롯하여 기타 인문 역에서의 
교육은 미진한 상태에 처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기할 수 있지만, 문학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의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어서 생기는 문제도 적지 않다.1) 
따라서 이제 중국에서의 한국 문학교육에 있어서도 교육 내용 및 교육 방
법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한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학자가 힘써 

1) 윤윤진, 『한국문학과 한중문학 비교』, 역락, 2014, 321쪽.



- 2 -

증명해왔다. 윤여탁(2007)은 문학교육의 효과를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 한국의 사회 문화에 대한 이해, 한국 문학 자체에 대한 이해를 예로 
들어 설명하 다.2) 이 외에 한국어 문학교육의 필요성 및 가능성에 대해
서도 많은 논의가 있다.3) 따라서 이제는 한국어교육에서의 문학교육의 필
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넘어, 어떤 문학 작품을 선택하고 어떻게 효
율적으로 가르칠 것인지가 더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
사를 보면 한국어교육에서의 문학교육 연구는 대부분 현대시나 현대소설 
또는 고전소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한국 고전시가교육에 대한 논의
는 거의 없는 형편이다. 이는 실제로 고전시가를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가
르치고 있는 현실과는 다소 모순된다. ‘과거와 현재의 연속성’, 그리고 고
전시가의 ‘유산으로서의 과거의 가치’를 생각할 때, 고전시가 역시 학습자
에게 과거에 대한 성찰, 이미 체화(體化)되어 있는 가치관 및 관념에 대한 
이해, 미래를 향한 통찰력과 지혜를 얻을 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
다.4) 따라서 고전시가도 한국어교육에서 정전(正典)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관점5)에서 출발한다면 고전시가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
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어교육 현장에서는 고전시가의 장르적 특징으로 인한 
해독 및 이해의 어려움, 문화 및 문학간 차이, 학습자가 고전에 대해 느끼
는 부담감과 거부감 등의 많은 요소로 인해, 고전시가교육을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도입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것이 교육자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비교문학적 관점을 도입하여 한·중 
양국 사람들이 가진 여성상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작품을 비교·탐구하
고, 한국 고전시가를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2) 윤여탁, 『외국어로서의 한국문학교육』, 한국문화사, 2007.
3) 김정우, 「고급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문학 교재 개발 방향」, 『한국국제언어문화학』, 제6

집, 2009; 우한용,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서 문학의 효용」, 『외국인을 위한 한
국어 교육 연구』 제3집, 서울대학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지도자과정, 2000; 윤
여탁, 「한국어 교육에서 문학교육 방법」, 『국어교육』 제111집, 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2003.

4) 염은열, 『현대 독자가 과거의 시가를 만났을 때』, 역락, 2014, 15~17쪽.
5) 윤여탁 외, 『한국어교육에서 한국문학 정전』, 하우, 2015, 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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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문학적 접근을 통해서 한국어 문학교육을 할 때, 학습자는 세계 보편
적 맥락에서의 혹은 특수한 맥락 속에서의 한국 문화로서 문학 작품을 이
해하며, 자국의 문학 작품 및 사회문화적 맥락과의 비교를 통해 세계 보편
의 정서, 자국 및 한국 문학의 특수성을 이해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학습자
가 세계 문학의 보편성을 이해함으로써 문학의 즐거움을 느끼고, 한국 문
학의 특수성을 인식함으로써 타 문화, 세계 문화에 대한 인식의 폭을 확장
하며, 더 나아가서는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또
한 기존의 한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의 교수-학습이 텍스트 중심, 개념 중
심, 지식 중심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면, 비교문학적 접근을 통한 한국어 
문학교육에서는 독자로서의 학습자 중심, 태도 중심, 경험 중심의 교육으
로 나아갈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관점을 통해 한국어 문학교육은 보다 더 
깊이 있고, 더 입체적인 내용과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다.
 본고에서의 텍스트 선정에 있어서는 한국의 중요한 장르인 고려속요와 
중국의 대표적인 장르인 송사(宋詞)를 비교 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한다. 시
기로 보면 한국의 고려시대(918~1392)는 중국의 송대(960~1279)와 거의 
같은 시기에 있으며, 작품들의 주제로 보면 남녀 간의 사랑을 중심으로 하
는 작품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여성상도 풍부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
문이다. 또한 장르적인 특징으로 보면 고려속요와 송사의 기원은 모두 민
간 문학에 있고 노래로서의 특징도 지니고 있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뿐만 
아니라 고려속요의 형성 원인을 비교문학적 측면에서 전래 민요가 궁중 
속악인 고려속요로 상승하는 데 송사가 향을 끼쳤다고 주장하거나, 음악
적 차원에서 당악(唐樂)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연구들이 있다.6) 
 이러한 근거 하에 본고에서는 특히 한국의 고려속요와 중국의 송사의 여
성상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여성상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이 결코 아니다. 우리가 현재 생각하고 의식하는 여성상은 고대
로부터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고려속요 속의 여성상에 대한 이
해는, 다른 시대의 여성상 이해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7) 고

6) 이연, 「고려가요에 나타난 송사와 원곡의 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윤귀
섭, 「고려속요와 송사와의 비교시론」, 『성대문학』 제11집,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65; 김명준, 『고려속요의 전승과 확산』, 보고사, 2013, 13~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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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가 속의 여성상에 대한 학습활동을 통해서 한국의 고전문학에 대한 
기초적인 소양을 배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한국인의 가치
관과 정서의 형성 맥락도 같이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이는 교육
적 가치가 크다. 또한 학습자가 고전시가 속의 여성상을 바라볼 때, 그것
을 단지 굳어진 지식으로 이해하고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과 과거 사이의 시공간적 거리감을 두고 이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이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이해하는 과정도 중요하다. 이 외에도 한·
중 양국의 고전시가 속에 나타난 여성상에 대해 비교-학습함으로써 타국
의 문학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자국의 문학에 대해서도 다시 바라보고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는 결국 간문화적 소
통능력에도 기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학교육 현
장에서 여성상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교육적으로 다루어질 가치가 있는 
것이다.
 본고는 다음과 같은 연구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고전시가 속의 여성상의 개념 및 그 연구의 필요성, 그리고 여성상
의 분류 방식을 정리하고 한·중 고전시가에 나타난 여성상의 비교·탐구 학
습의 교육적 의미를 밝힌다. 
 둘째, 사전조사와 예비실험을 통해 여성상을 비교-학습할 만한 고려속요
와 송사 텍스트를 선정해 여성상을 비교-학습하는 교육 내용을 추출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셋째, 중국인 한국어 고급학습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수업 및 그 이후의 
심층 면담을 통해 얻은 자료를 분석하여 학습자의 구체적인 반응 양상을 
살펴보고, 예상되는 교육 목표와 비교하여 교육 효과를 검증하는 동시에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도 재검토하고 이를 검증실험을 통해 
다시 보완하도록 한다.
 넷째, 이론적인 근거와 현장에서의 실험 과정 및 결과를 결합하여 여성상 

7) 박상 , 「고전시가 속 여성 형상의 제시 양상과 그 시가사적 함의-고대가요, 향가, 고려
속요를 대상으로」, 『한민족어문학』 제64집, 한민족어문학회, 2013.

   박상 , 「사설시조 속 여성 형상의 제시 양상과 그 의미」, 『시조학논총』 제40집, 한국
시조학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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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를 통한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고전시가 교육의 실제를 설계하고자 한
다. 

2. 연구사 검토

 본 연구는 비교문학의 방법을 활용하여 한·중 여성화자 시가 속에 나타난 
여성상의 비교를 통해 학습자의 문학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
고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연구들을 다음과 같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 살펴보고 본 연구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1) 고전시가
교육에서 여성상에 관한 연구 2) 한국어교육에서 비교문학을 활용한 문학
교육의 연구, 이 두 가지이다.

1) 고전시가교육에서 여성상에 관한 연구

 고려속요 속의 여성상에 관한 논의는 연구의 초기부터 많이 이루어져 왔
다. 박혜숙8)은 고려속요를 ‘여성화자의 노래’로 주목하여 고려속요 작품들
을 여성의 정체성과 표현의 차이에 따라, ‘여성으로서 말하기’, ‘여성에 빗
대어 말하기’, ‘여성인 체 말하기’라는 세 가지 종류로 분류하고 각 종류의 
구체적인 발화 방식과 이에 따른 여성상의 차이를 밝혔다. 시적 화자가 여
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경우를 ‘여성으로서 말하기’라 명
명하 다. 이러한 경우, 작가는 여성일 수도 있고, 남성일 수도 있다. ‘여
성에 빗대어 말하기’의 경우, 여성의 정체성은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다기
보다는 특정한 남성적 정체성의 비유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작가
는 여성의 입장에 서서 여성의 심정을 토로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 표현
을 극대화하는 데 여성의 목소리를 도구로 생각하여 발화하는 것이다. 이
때 작가는 자신의 욕망 결핍의 상황에 대한 불만과 원망을 감춤 없이 토
로하는 적극성을 보이지만, 그 발화는 여성 자신의 것이 아닌 남성 작가의 
욕망을 대변하는 것일 뿐이다. ‘여성인 체 말하기’와 같은 경우, 여성적 정

8) 박혜숙, 「고려속요의 여성화자」, 『고전문학연구』 제14집, 한국고전문학회,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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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성은 일관성을 보이지 못하고 균열과 파탄을 동반한다. 이러한 경우는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거나 여성의 성을 희화화(戱畵化)하며 텍스트
를 성적 쾌락이 구현되는 장으로 삼고 있다. 
 양은희9)는 현존 고려속요 가운데 나타나는 여성화자의 특성을 살피는 데 
목적을 두고 속요도 소통의 일종이라는 전제 하에, 텍스트 내 소통에 주목
하여 ‘화자-메시지-청자’의 관계를 기본 층위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여성화자 속요의 유형을 ‘나-님의 관계구조형’, 
‘나-남의 관계구조형’, ‘나-님과 나-남의 관계구조 혼합형’으로 나누고 각 
유형별 여성화자의 특성을 도출하 다.
 박상 10)은 여성이 노래 행위의 적극적인 주체인지 아닌지에 따라 고려
속요의 여성 형상의 양상을 ‘적극적 주체로서의 여성’, ‘소극적 주체, 소외
-복원을 반복하는 여성’, ‘중간자적 주체-남성의 대리자로서의 여성’으로 
나누었다. 
 정태성11)은 시대적 배경과 작가, 향유층을 검토하면서 고려속요에 나타
난 여성화자의 의식을 근거로 고려속요의 여성을 유형별로 제시하 다. 각 
유형은 현실에 대한 풍자, 적극적 기다림과 소극적 기다림, 전통의 계승 
의식, 본능의 적극적 표현으로, 고려속요가 이를 통해 그 진실성을 획득했
다고 보았다.
 홍소희12)는 고려속요 각 작품에서 드러난 여성화자를 남성을 구속하거나 
보호하는 여성상으로 분류하고 시대적 배경과 관련지으면서 「동동」의 여
성화자를 그 대안적 여성상으로 제시하고 분석하 다.
 임소 13)은 고려속요의 여성이 화자로 등장한다는 측면에서 시적 화자의 
의미와 기능에 따라 고려속요의 여성화자를 균일한 목소리를 내는 여성화
자, 이면적인 목소리를 내는 여성화자, 모순된 목소리를 내는 여성화자로 
유형별로 제시하 다.
 위와 같이 고려속요의 여성상을 살펴볼 때는 여성이 화자로 등장하여 발

9) 양은희, 「고려속요 여성화자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10) 박상 , 앞의 논문, 2014.
11) 정태성, 「고려속요에 나타난 여성화자의 의식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12) 홍소희, 「고려가요의 여성화자와 대안적 여성상」,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13) 임소 , 「고려속요의 여성화자 목소리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7 -

화하는 특징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이 여성화자 목소리의 
통일성 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명확한 기준에 따른 것이기보다는 필자
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거하 다는 점이 문제라 볼 수 있다. 또한 여성화자
와 청자의 관계만 조명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있다.
 고려속요 외의 한국 고전시가의 대표적인 장르인 가사를 대상으로 작품 
속에 등장하는 여성상을 분석하는 연구도 있었다. 권정은14)은 가사의 분
화 양상에 접근하여 가사의 작가층이 갖는 의미를 도출하고, 작가층을 중
심으로 여성화자와 작가와의 심리적 거리감에 따라 일차적으로 여성화자 
가사는 심리적 거리감의 최소형, 심리적 거리감의 중간형, 심리적 거리감
의 최대형이 있음을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장르의 진술 방법을 고려하여 
‘자기 술회형’, ‘서정적 자아형’, ‘작중 인물형’이라는 여성화자 가사의 층
위별 유형을 구분했다. 고려속요는 가사와 장르의 측면에서 많은 차이점이 
있지만 작가와 화자 간의 심리적 거리감과 진술 방식을 기준으로 삼고 이
를 근거하여 작품 속의 여성상을 분류하는 방법은 본 연구에게 준 시사점
이 크다고 본다. 
 이상의 논의들은 각각 다른 각도에서 작품 속의 여성상에 대해 분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시가 속의 여성을 화자로 내세
울 때, 여성은 텍스트 외적으로는 실제 작가와 관련이 있으며, 텍스트 내
적으로는 청자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의 선행연구들이 모두 
텍스트의 소통구조의 측면에서 논의를 전개한다는 면에서 시사점을 이어
받아 이를 참고하여 논의를 발전시키고자 한다.

2) 한국어교육에서 비교문학을 활용한 문학교육 연구

 한국어교육에서 비교문학은 중요한 학습 방법으로 인정되며 비교문학을 
활용한 문학교육 연구도 많이 이루어졌다.
 욱청15)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의 『춘향전』과 중국의 

14) 권정은, 「여성화자 가사에 나타난 여성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15) 욱청, 「<홍루몽>과의 비교를 통한 <춘향전> 교육 연구-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

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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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루몽』를 비교 대상으로 삼고 비교연구의 방법을 택하여 구체적인 문학 
교육 방안을 설계하 다. 이는 한국어를 낯설게 접할 수밖에 없는 중국인 
학습자에게 친 감을 제공하여 텍스트 상호성을 통한 작품의 이해를 제고
하고 상호문화적 능력의 향상에 긍정적인 의미를 도출했다고 볼 수 있다.
 김염16)은 번역과 비교문학의 방법을 한국 현대시교육 현장에 적용시키는 
원리와 내용을 한국의 대표 시인 김소월과 중국의 대표 시인 서지마를 중
심으로 논의하 고, 아울러 번역과 비교문학의 통합적인 교육 원리에 대해
서도 논의를 진행하 다.
 축취 17)의 연구는 한국의 연암소설과 중국의 <유림외서>를 비교 대상으
로 삼고 연암소설 교육의 설계를 제시함으로써 비교·탐구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어 문학교육의 실제를 탐구하는 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주선자18)는 한·중 소설 텍스트를 비교대상으로 삼아 문학 작품에 나타난 
문화요소에 주목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한국 문학교육을 통해 문화 지식을 
함양하고 간문화적 능력을 신장하도록 한다.  
 전홍19)은 현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서는 비교문학 방법을 문학교
육에 도입하는 방법이 효과적이지만 대상 작품이 매우 한정적으로 선정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점에 입각하여 수용자 중심의 상호텍스트성, 즉 독자가 
이해 과정에서 형성할 수 있는 상호텍스트성에 주목하여 한·중 현대시 작
품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 이를 위한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
다.
 왕엽20)은 한·중 고전시가에 나타난 서울과 북경의 장소 이미지에 주목하
여 문학적 관점에서 지리학을 연동시켜 비교문학의 방법으로 한·중 고전시
가 작품을 선정하여 교수·학습의 실제를 제시하 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16) 김염, 「중국어권 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 현대시 교육 방법 연구-번역과 비교문학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17) 축취 ,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문학 교육 연구-연암소설과 <유림외서>의 
비교·탐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18) 주선자, 「한·중 소설 비교를 통한 한국어 문화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19) 전홍, 「상호연관성 기반의 한국 현대시 이해 교육 연구-한·중 현대시를 중심으로」, 서
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20) 왕엽, 「한·중 고전시가 비교를 통한 한국 문화교육-서울과 북경의 장소이미지를 중심
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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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가 자국문화와 목표언어 문화 사이에 있는 사회문화적 공감과 갈등
을 인식하고 문화 간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외에도 한국어교육에서 비교문학을 활용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한국의 
문학 작품을 더 잘 이해하게 하는 연구들은 많이 있었다. 이러한 선행 연
구들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연구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 한국어교육
에서 문학교육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이제는 문학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를 넘어 문학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교육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연
구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기존의 중국인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
한 비교문학 교육 방법은 현대소설, 현대시, 고전소설, 고전시가 각 역
을 두루 포함하는 연구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비교 대상
으로 삼을 수 있는 작품의 범위는 한정되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는 더 다양한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는 작품들을 발견할 필요가 있다. 따라
서 본고는 아직 한국어교육에서 도입한 적 없는 고려속요와 송사의 작품
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교수·학습의 실제를 제시하
고자 한다. 

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고전문학 가운데서 고전시가는 아마도 가장 ‘여성에 대한 관심’의 전통이 
깊은 역일 것이다.21) 이것은 여성이 고전시가 속에서 많이 등장하며 고
전시가의 문학적 의미를 산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말로 이
해할 수 있다. 한국의 고전시가의 경우, 여성의 형상이 고대가요, 향가부
터 고려속요와 시조에 이르기까지 계속 나타나고 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최초의 시집인 『시경(詩經)』부터, 시가의 전성시기인 당나라와 송나라 때
를 거쳐 근대시에 이르기까지 여성의 형상은 계속 나타나며 문학 연구에

21) 신경숙, 「고전시가와 여성: 연구사검토와 전망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0, 3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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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중요한 연구 주제로 자리 잡고 있다. 문학의 가장 기본적이고 궁극적
인 탐구 대상은 인간이고 인간에 대한 이해는 문학을 이해하는 중요한 통
로22)라 생각할 때, 문학 속 여성의 형상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의 ‘여성상’은 주로 작품 속에 나타난 시적 
화자인 여성의 목소리와 작품 속에 표출된 여성의 형상을 포괄적으로 지
칭한다. 
 여성상은 한 작품 안에서 특징적인 면모를 보이며 나름의 문학적 의미를 
산출한다. 또한 시가 작품의 어조, 화자의 정서 등과 결합해 한 갈래의 장
르적 성격을 대변하는 기제가 되기도 하며 나아가 갈래 간 의미를 따져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기도 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23) 뿐만 아
니라 시가 속의 여성상 이해의 문제는 곧 향유자들이 여성을 어떻게 인식
하는가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시적 화자를 포함하여 작품 속에 제시된 
여성 형상을 통해서 여성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그러한 양상의 의
미가 무엇인가를 따져야만 향유층들의 인식을 더욱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문학 텍스트에는 향유자들의 의식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으며 그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세계와 사물을 인식했는지도 보
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양상이 향유되면서 작품 속에 반 된 의식이 어떤 
방식으로든 후대의 향유자들에게 다시 전승되고 교육되는 효과를 지니게 
된다. 즉 기존 작품들이 다시 새로운 작품의 창작에도 자연스럽게 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다.24) 때문에 여성의 형상이 어떻게 그려지고 형성되었
는지를 밝힘으로써 우리는 고전시가 작품 속의 여성상에 대해 더 체계적
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문학 속의 여성에 관한 논의를 보면, 
문학에서의 여성도 실제 현실의 여성, 여성 정체성, 여성적 정감, 여성적 
체험의 고유성, 여성 해방적 측면 등 여러 각도에서 접근 가능하다25). 본

22) 서대석, 『우리 고전 캐릭터의 모든 것1』, 휴머니스트출판그룹, 2008, 5~6쪽.
23) 박상 , 「고전 속 여성 형상의 제시 양상과 그 시가사적 함의-고대가요, 향가, 고려속

요를 대상으로」, 『한민족어문학』 제64집, 한민족어문학회, 2013, 300쪽.
24) 김용찬, 「시조에 나타난 여성 이미지의 양상과 의미」, 『한국시가연구』 제8집, 한국시가

학회, 2000, 285쪽. 
25) 고정희, 「고전시가 여성화자 연구의 쟁점과 전망」, 『여성문학연구』 제15집, 한국여성

문학학회, 2006,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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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는 이러한 이론들을 모두 고려하여 여성상을 더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본고의 분석 대상인 고려속요는 흔히 ‘여성화자의 노래’라고 규정되어 있
다. 이는 고려속요의 작가가 불분명하거나 남성으로 밝혀져 있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적 화자 대부분이 여성적인 목소리를 내어 발화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는 고려속요 중 여성화자
의 목소리를 통해서 시가 속의 여성 이미지를 추출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서는 고려속요의 장르적 특징 및 정서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연구대상으로 삼는 중국의 시가인 송사도 여성이 화자로 등장하는 작품으
로만 한정시켰다.
 한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을 도입할 때 제일 중요한 문제는 문학 작품의 
선정 기준이다. 특히 학습자에게 외국어 작품을 더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 
비교문학의 방법을 활용할 때 이를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윤여탁
(2009)에서는 다음과 같은 작품 선정 기준을 제시한 적이 있다. 첫째, 한
국어 문학교육에서 비교 대상이 되는 문학 작품은 각각의 문학사에서 대
표적인 정전(正典)에 속하는 것이어야 한다. 즉 학습자의 자국의 문학 작
품은 문학사에서 대표적인 작품으로 평가되어 초·중·고등학교의 문학교육
에서 교수-학습되어야 하며, 한국문학 작품의 경우에도 한국문학사에서 대
표작으로 평가되는 작품이어야 한다. 둘째, 한국어 문학교육을 위해 선정
되는 문학 작품은 난해하거나 비문법적인 표현이 많은 것보다는 외국인 
학습자가 이해하기 쉬운 평범한 수준이어야 한다. 셋째, 한국어 학습자의 
유형이나 한국어 학습의 목표도 한국어 문학교육을 위한 작품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26) 
 본 연구는 이러한 견해를 참조하는 가운데 비교문학의 관점을 도입하여 
중국인 학습자에게 적합한 한·중 고전시가 작품을 선정하고자 한다. 첫째, 
한·중 양국의 문학사에서 인정받으며 교육적 의미가 있는 고전시가 작품들
을 뽑는다. 한국의 고려속요는 ‘민족시가’로 평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해왔다27). 송사도 중국의 대표적인 장르28)

26) 윤여탁, 「비교문학을 적용한 외국어로서의 한국 현대문학 교육 방법」, 『한국언어문화
학』 제6집,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09, 62~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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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널리 인정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교의 문학 교과서에서 
중요한 교육 내용으로 교수-학습되고 있다. 둘째, 한·중 양국의 전통적인 
가치관 및 정서를 잘 드러내는 작품들을 선정한다. 고려속요는 항상 우리
가 말하는 ‘정한(情恨)’ 이나 ‘한(恨)’이라는 민족적인 정서29)를 대표하는 
장르로 언급되어 왔다30). 송사도 중국 고전시가 중의 대표적인 서정 장르
로서 중국인의 관념 및 가치관을 이해할 때 중요한 자료로 인식되고 있다. 
셋째, 중국인 학습자의 학습 목표와 유형을 고려할 때, 한국 작품은 난해
하거나 아직 논쟁이 많은 작품은 제외해야 한다. 또한 한국 작품과 비교 
대상이 되는 중국 작품도 학습자가 이미 배운 적이 있거나 이해하기 쉬운 
작품으로만 선정해야 한다. 다만 고전시가의 언어적 속성으로 인해 학습자
가 이해하기 어려운 작품을 소개할 때, 필요한 주석과 배경지식을 제공하
여 학습자의 본문 이해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
 이에 근거하여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한·중 문학 작품을 선정하기로 하

다.

27) 염은열, 『공감의 미학-고려속요를 말하다』, 역락, 2013, 38~39쪽.
28) 왕국유(王國維)는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초나라의 소(騷), 한나라의 부(賦), 육대의 변려문(騈儷文), 당나라의 시(詩), 송나라의 

사(詞), 원나라의 곡(曲)은 모두 그 시대를 대표하는 당대의 문학이라고 하나, 후대에 이
르러서는 이를 제대로 계승하는 이가 없었다.”(楚之騷, 漢之賦, 六代之騈語, 唐之詩, 宋
之詞, 元之曲, 皆所謂一代之文學, 而后世, 莫能繼焉者也.)

   王國維, 『宋元戱曲史』, 華東師範大學出版社, 1995, p.1.
29) 조윤제는 민족시가의 특질을 ‘은근과 끈기’, ‘애처로움과 가냘픔’, ‘두어라와 노새’로 표

현하 다. “실제 생활이 또 애처롭고 가냘프니까 생활의 표현인 문학에 있어서도 애처
롭고 가냘프다”며 “고려시가는 거개가 다 이러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 다. 그
는 애처롭고 가냘픈 것이 민족의 제2의 성격이 되었고, 이것은 결국 국문학의 하나의 
성격이 되었다고 함으로써 한의 정서가 국민 기본 정서로 자리잡게 하 다고 한다. 조
윤제, 『국문학개론』, 탐구당, 1984, 468~499쪽.

30) 이는 연구자가 예비실험과 본실험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된 중요한 사실이다. 학습자가 
고려속요를 이해할 때 항상 쓰는 표현이 ‘한의 정서’라는 점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그
러나 연구자가 학습자에게 ‘한의 정서’의 실체가 뭔지, 또 그것이 과연 한국인만의 대표
적인 정서인가에 대해서 물어볼 때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명확한 답을 제공하지 못한 것
을 보면 이는 학습자들이 교육 과정에서 ‘한의 정서’를 많이 접해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제로 이해하고 공감한 것이 아니라, 주입식 문학 수업을 통해 외운 지식으로 
받아들인 것에 그쳤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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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작품 출처 중국 작품 출처

「정과정」 『악학궤범』 「摸魚兒」 辛棄疾 『稼軒長短句』
「정읍사」 『악학궤범』 「玉樓春」 歐陽脩 『歐陽文忠公集』
「가시리」 『악장가사』
「동동」 『악학궤범』 「思帝鄕」 韋莊 『花間集』
「서경별곡」 『악장가사』 「定風波」 柳永 『全宋詞』
「정석가」 『악장가사』 「菩薩蠻」 작가미상 『敦煌曲子詞』
「만전춘별사」 『악장가사』 「千秋歲」 작가미상 『高麗史·樂志』

「동동」 『악학궤범』 「永遇樂」 李淸照 『漱玉詞』
「聲聲慢」 李淸照 『全宋詞』

  
 최미정(1999)에서는 ‘고려속요’를 ‘고려가요’의 한 하위범주의 개념으로 
사용하며 ‘고려속요’의 장르적 요건을 ‘여성화자의 사랑노래’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현존 고려속요의 작품은 구체적으로 「가시리」, 「정읍사」, 「동
동」, 「정석가」, 「만전춘별사」, 「이상곡」, 「쌍화점」, 「서경별곡」, 「청산별
곡」, 「정과정」, 열 편이 있다.31) 본고는 이와 같은 개념으로 ‘고려속요’라
는 명칭을 쓰겠지만 한국어 문학교육의 관점에서 학습자 요인을 고려하여 
작품 범위를 더 좁히고자 한다. 고려속요 작품 중에 「이상곡」, 「쌍화점」은 
어석 측면에서 다른 작품보다 쟁점이 많아 본고에서는 이 두 작품을 배제
하고자 한다. 또한 「청산별곡」은 ‘현실도피의 은둔 노래’, ‘적극적인 현실
참여의 노래’, ‘유랑하는 백성들의 생활고의 노래’, ‘실연의 노래’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32) 본고의 분석대상이 되는 다른 작품들과 이질적
인 성격이 강해 논의에서 제거하고자 한다. 이와 동시에 비교 대상이 되는 
중국의 송사 작품은 학습자가 이미 배운 적이 있는 작품과 문학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작품으로만 선정하 다. 신기질(辛棄疾), 구양수(歐陽
脩), 위장(韋莊), 유 (柳永), 이청조(李淸照)는 중국의 대표적인 작가이며 
학습자들은 본국의 교육 과정 중에 그들의 작품을 이미 배워 본 적이 있
다. 「보살만(菩薩蠻)」과 「천추세(千秋歲)」는 학습자가 배운 적이 없는 작품
이지만 두 작품은 민간사의 성격이 강하며 의미 해석도 간단하기 때문에 

31) 최미정, 『고려속요의 전승 연구』, 계명대학교출판부, 1999, 18~23쪽.
32) 김복희, 「청산별곡의 신화적 의미」, 김대행 외, 『고려시가의 정서』, 개문사, 1995, 

33~35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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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에게는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은 작품으로 판단된다.33) 본고에서 다
루는 송사 작품은 모두 문학사적 의미를 지니며 『당송사사(唐宋詞史)』34)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이다.

2) 연구 방법

  본고는 우선 문헌 연구를 통해서 학습자에게 적합한 문학교육의 내용을 
추출한다. 이를 기초로 하여 사례 연구 방법을 취해 교육 내용을 실제 수
업 현장에 적용해보고자 한다. 
  사례 연구는 예비실험, 본실험, 검증실험으로 나누어 진행하 다. 예비
실험은 2015년 5월에 서울 소재 S대학교 대학원 학생 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 으며 주로 학습자가 고려속요 일곱 편의 텍스트35)를 이해하는 과
정에서 어떤 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이 텍스트의 여성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또한 이 텍스트들을 보면 중국의 어떤 송사 작품
이 떠오르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 다. 예비실험을 통해 학습자가 고
려속요를 이해할 때 개별적인 시어나 한 부분에만 집착하여 작품을 오독
하는 경우가 있고, 학습자가 고려속요 속의 여성상을 이해할 때 너무나 표
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시가를 능동적으로 이해
하기보다는 기존의 문학 수업에서 외운 지식을 수동적으로 고려속요 이해
에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 다. 그러나 학습자들이 고려속요
의 작품을 보면서 중국의 송사 작품을 많이 떠올리며 송사와의 비교를 통
해 텍스트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는 비교문학을 통해 학습자가 고려속요에 더 쉽게 접근하는 것을 
입증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학습자들이 환기한 송사 작품은 고려속

33) 연구자는 본실험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사후 인터뷰를 진행하 는데 중국에
서는 지역에 따라 어문(語文) 교과서가 다르지만 학습자들은 본 연구에서 선정되는 송
사 작품은 대부분 배운 적이 있다고 대답하 으며 배운 적이 없는 작품인 「보살만」과 
「천추세」도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다고 답하 다.

34) 楊海明 저, 송용준, 류종목 역, 『당송사사』, 신아사, 2007.
35) 고려속요 일곱 편의 텍스트들은 다음과 같다.
    「가시리」, 「서경별곡」, 「동동」, 「정과정」, 「정석가」, 「정읍사」, 「만전춘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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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시간 실험 대상 실험 방법

예비실험 2015년 5월
서울 소재 S대학교 대학원 
학생 10명

텍스트 이해 및 학
습(120분)
면담(120분)

본실험 2015년 9월
중국 S대학교 한국어학과 4
학년 1학기 학생 총 46명

정규 수업(300분)
학습지 작성(46부)
심층면담(240분)

검증실험
2016년 10월 
11월

서울 소재 S대학교 대학원
학생 12명

정규 수업(300분)
학습지 작성(12부)
심층면담(350분)

요 작품과의 비교에 적당한 경우도 있는 반면, 고려속요 작품에 대한 이해
가 부족하여 적당치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에 연구자는 학습자들의 경험
을 알아보면서 그들과 함께 본 연구의 비교 대상이 될 만한 송사 텍스트
를 검토하 다. 
 예비실험을 통해 얻어낸 시사점을 바탕으로 2015년 9월에 중국 S대학교 
한국어학과 4학년 1학기 학생 총 46명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본실험을 진
행하 다. 문학 작품을 학습자에게 전달한 후, 수업에서 나타난 학습자의 
이해 양상을 관찰하는 동시에 그들이 수업 시간에 작성한 학습 활동지와 
수업 후 교사와의 심층 면담36)을 통해 본고에서 제시된 학습 내용 및 방
법의 한계점을 검토했으며, 이를 중요한 근거로 삼아 교수-학습 방안을 
수정·보완하 다. 그리고 2016년 10월과 11월에는 검증실험을 통해 수정·
보완된 학습 내용과 방법을 다시 검토하고 교육 효과를 입증하 다. 구체
적인 실험 정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러한 실험을 근거로 하여 본고는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먼저 Ⅱ장에
서는 한·중 고전시가 속의 여성상 비교를 통한 문학교육의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이 되는 한·중 작품은 모두 여성이 화자로 등
장하기 때문에 여성상을 이해할 때 작품의 소통구조에 대해 먼저 살펴볼 

36) 심층면담은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학습지도 높은 완성도를 보여준 학생 7명을 
대상으로 두 차례로 나누어서 진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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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분석 대상이 되는 작품을 시적 소통구조와 결합하여, 실제 
작가와 화자의 관계, 화자와 청자의 관계, 그리고 화자와 시적 대상의 관
계 이 세 가지 층위로 한·중 여성화자 시가 속에 나타난 여성상에 대해 구
체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또한 본고는 비교문학의 방법을 활용하여 한·중 
양국의 고전시가를 비교·대비하는 방식을 취해 연구를 진행하기 때문에 고
려속요와 송사의 비교 가능성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 고전시가 속의 여성
상 비교를 통한 한국어 문학교육의 의의도 함께 제시한다. Ⅲ장에서는 먼
저 고려속요와 송사에 나타난 여성상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이를 
통해 한·중 고전시가에 나타난 여성상의 공통점과 차이점도 추출한다. 마
지막 Ⅳ장에서는 한·중 고전시가에 나타난 여성상 비교를 통한 한국어 문
학교육의 목표를 설정하고, 실험 과정에서 나타난 학습자의 반응 양상과 
발견된 문제점을 토대로 구체적인 학습 방안을 설계하여 검증실험을 통해 
교수-학습 방안의 효과를 입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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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고려속요와 송사의 여성상 비교를 통한 한국 
문학교육의 이론적 기반

1. 여성상 비교를 위한 소통구조 분석

 고전시가 중에 여성이 화자로 등장하는 작품은 양적으로도 많고 연구자
들의 주목 또한 많이 받고 있다. 여성화자 고전시가 속의 여성은 작가층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내부에는 ‘여성상’이라는 ‘여성화
자를 통해 결집된 가시적인 이미지’가 마련되어 있어서 통일적인 미감을 
지향하고 있다. 한국 여성화자 시가로 대표되는 고려속요의 여성상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논의되어왔다. 일찍이 속요 중의 여성을 이별 
상황을 순종적으로 감내하는 여성과 이별 상황을 적극적으로 극복하려는 
여성이라는 이분법적인 양상으로 나눠서 분석한 연구가 있었다.37) 그 후
로 시적 화자의 어조와 태도에 대한 연구가 발전되면서 시적 화자인 여성
을 ‘이별의 슬픈 정한을 품은 여성’ 혹은 ‘인고·순종하는 여성’으로 보는 
방향으로 점점 치우쳐갔다. 그러나 속요의 여성 형상 및 유형을 이렇게 단
선적으로 이해하기에는 많은 한계점이 있다. 소통구조를 지닌 고려속요 중
의 여성은 화자로 등장하며 작가뿐만 아니라 청자와 시적 대상과도 긴
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들과의 관련을 따져보지 않고서는 완전한 여성
상을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38) 따라서 본고는 화자로 등장하는 여
성의 형상을 분석할 때 1) 화자와 실제 작가의 관계 2) 화자와 청자의 관

37) 대표적인 논의는 신정숙, 「고려가요에 나타난 여성의 모습」, 『문호』 제1집, 건국대학
교, 1960. 

38) 조세형은 화용론적 시각에서 가사 문학 텍스트를 바라보며, 가사의 담론 특성을 규명
하는데 필수적이라 할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기본 층위로 하여 화행의 개념을 염두에 
두고 다음과 같은 몇 개의 층위를 마련하여 가사의 담론 특성을 밝히는 작업을 진행하

다. 첫째, 화자와 청자의 관계 층위이다. 둘째, 화자와 시적 대상 사이의 관계 층위이
다. 셋째, 작중인물의 성격과 화법의 층위이다. 넷째, 텍스트 사이의 연관성의 층위이
다. (조세형, 「가사 장르의 담론 특성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본고는 
이를 참고하여 고려속요에 적용할 수 있는 층위를 흔히 논의되는 1) 화자와 실제 작가
의 관계 층위 2) 화자와 청자의 관계 층위 외에도 3) 화자와 시적 대상의 관계 층위 이
렇게 세 가지로 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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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시인 → 함축적 시인→ (화자 →청자) → 함축적 독자 →실제 독자

계 3) 화자와 시적 대상의 관계, 세 가지 층위로 나누어 논의를 진행하고
자 한다.  

1) 화자와 실제 작가의 관계

  ‘화자’는 문학적 표현력을 높이기 위해 설정해 놓은 가상의 목소리로서 
작가를 대신해서 의미를 전달하는 구실을 한다.39) 고전시가의 작가도 마
찬가지로 화자라는 장치를 통해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시적 화자는 퍼소나(persona)40) 라는 ‘창조된 자아’41)로 이해될 
수 있는데, 이 ‘퍼소나’는 고전극에서 배우들이 쓰는 가면을 가리키는 라
틴어에서 유래한 개념이다. 
 그렇다면 시적 ‘화자’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파악해야 하는지 먼저 알아보
아야 한다. 김준오는 문학 작품에서 드러나는 소통구조에 주목하여 야콥슨
과 채트만의 이론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도식화하 다.42)

 이 도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화자와 청자라는 관념적인 작
품의 실현체에 직접 접근하는 것은 실제 작가와 실제 독자가 아닌 함축적 
작가와 함축적 독자라는 것이다. 오히려 실제 작가는 소통의 중심축인 화
자와 청자의 현장으로부터 거리가 멀다. 그러나 작품의 표면에 직접 드러
나는 것은 인위적으로 설정된 화자와 청자이지만 내면적 토대에는 실제 
작가와 실제 독자가 있으며, 화자는 실제 작가에서 비롯되며 함축적인 작
가43)를 포괄하기도 한다.44)

39) 권정은, 「여성화자 가사에 나타난 여성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9쪽.
40) 시적 화자라는 개념은 퍼소나 외에도 시인-화자의 관계에 따라 서정적 자아, 시적 자

아, 서정적 주체, 시적 주체, 함축적 시인, 함축적 화자 등 다양한 지칭이 있다. 
   박정하, 「시적 화자-되기’를 활용한 한국 현대시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16쪽.
41) C. Brooks & R. R. Warren, Understanding Poetry, Holt, 1976, p.14.
42) 김준오, 『시론』 제4판, 삼지원, 2002, 2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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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작가가 취급하는 제재가 보통 시적 상황에 알맞은 가장 흥미 있
고 적절한 인물의 눈을 통해 제시되기 때문에 화자는 관점의 적절함을 극
대화하는 데 기여한다. 뿐만 아니라 화자는 갈등의 요소를 내포한, 특수한 
상황 속의 구체적 개인이며 세계의 어떤 양상에 반응하는 인물로서 작품 
속의 청자 혹은 실제의 독자로 하여금 자기처럼 반응하게 하거나 적어도 
그런 반응을 이해하도록 자극하는 인물로 제시되기 때문에 극적 긴장과 
특수성에 기여한다.45) 또한 시적 화자의 목소리에는 시의 어조, 리듬, 이
미지, 비유 표현 등이 나타나 있고, 때문에 시적 화자의 목소리가 시의 성
격을 좌우할 수도 있다.46) 그러므로 시적 화자는 실제 작가가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장치이며 화자에 대한 이해는 시의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고려속요의 상황과 결합해 보면 대부분의 시적 화자는 여성적인 특징을 
띠고 있다. 이는 고려속요를 ‘여성화자의 노래’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하
다. 문학 속의 여성의 역사를 보면, 여성은 오랫동안 남성에 대한 주변부 
타자로서 규정되어 왔으며, 한편으로는 이에 대한 대항담론(對抗談論)으로
서 미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해 오기도 했다47). 고전시가 속의 
여성이라는 표상이 사랑의 문제와 관련하여 공감을 크게 불러일으킨다는 
점은 부정할 수가 없다.48) 여성은 시적 화자로 등장하여 사람의 공감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다. 고려속요 속의 여성을 살펴보면 버림받고 원망하는 
여성상, 또는 사랑을 유일한 목표로 삼는 여성상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

43) 김준오의 이 모형은 야콥슨의 수평설과 채트만의 서사적 의사소통의 모형을 접목시킨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채트만이 그의 모형에서 함축적 시인과 함축적 독자를 구분
하여 제시한 것은 서사양식의 특징을 반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구분이 시적 담화에
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양은희, 「고려속요 여성화자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8~12쪽.
44) 권정은, 앞의 논문, 19쪽.
45) Rebecca Price, Parkin, The Poetic Workmanship of Alexander Pope, Octagon 

Books, 1974, p.8. 김준오, 앞의 책, 287쪽에서 재인용.
46) 정끝별, 「현대시 화자(persona) 교육에 관한 시학적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제35

집,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1, 169~171쪽.
47) 박상 , 「고전 시가 속 여성 형상의 제시 양상과 그 시가사적 함의-고대가요, 향가, 고

려속요를 대상으로」, 『한민족어문학』 제64집, 한민족어문학회, 2013, 298쪽.
48) 김대행, 「문학의 화자와 여성」, 『고전문학과 여성화자, 그 글쓰기의 전략』, 월인, 

2003, 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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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의 여성은 남성에 의해 비로소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는 존재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시를 지은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시인이 취한 시적 화자의 
성별이 자신의 실제 성별과 일치할 때도 있지만 상이할 때도 많다. 고려속
요 중에 남성시인이 여성의 목소리를 내어 발화하는 경우가 있다. 흔히 우
리가 ‘충신연주지사의 원류’로 인식하는 「정과정」은 이에 해당한다. 시인
인 정서(鄭敍)는 실제 성별이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목소리를 내어 
임에게 지극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자신을 다시 사랑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한다. 이때 여성의 특징을 지닌 ‘화자’는 작가가 자신의 의도를 최대한 실
현할 수 있도록 설정한 장치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시적인 장치로 
여성화자를 내세울 때, 여성화자는 여성이라는 타자성과 화자라는 가면의 
성격이 복합되어 있어서 가변적인 성격이 일반적인 남성화자의 경우에 비
해 배가 될 수 있다.49) 결국 어느 작가나 그를 육성한 역사적이며 객관적
인 정신에 의하여 창작을 하고, 대상을 본인이 보는 방식에 따라 형상화함
으로써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데 이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화자를 
내세우는 경우, 여성화자를 통한 전달 방법의 분화는 작가의 음성이 여성
의 음성으로 대체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데, 작가와 여성과의 관련성 여
부가 전달방법의 관건이 된다. 바꿔서 말하자면 작가가 문학적 효과를 높
이며 궁극적으로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설정한 화자는 주체가 가면인 
객체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형상을 취할 수 있다. 즉 작
가와 가면 사이에는 동질감과 이질감이 공존하며 작가가 가면을 인식하는 
정도에 따라 둘 사이의 거리감이 설정되는데, 이러한 심리적 거리감에 따
라 여성화자 시가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50)

  송사도 남성작가가 여성화자를 내세워 작품을 창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작가가 여성을 보는 관점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여

49) 시적 화자로서의 여성화자 역시 여성에 대한 배타적 시선 속에 자유로운 개체로 존재
할 수는 없었지만 시대성, 사회성과 실제 작가의 개인적인 의식을 반 하는 속성을 지
니면서 가변적인 유연성을 잃지 않으며 작품 내에서 설득력 있는 일반성을 획득하고 문
학적 지위를 유지하며 존속했다는 면에서 시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권정은, 앞의 논
문, 16쪽)

50) 권정은, 앞의 논문, 18~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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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사물로 보는 관점이다. 이때 여성의 미모와 형태가 중요한 묘사 대상
이 되고 색정적인 의미가 짙다는 특징이 있다. 둘째는 사대부 문인들의 작
품에서 많이 발견되는데, 이러한 경우 작가는 보통 자신의 감정을 여성에 
기탁하여 군신간의 재회나 정치의 실의(失意)를 표현한다. 셋째는 남성 작
가가 여성의 심리를 대언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이때 작가는 여성의 심리
를 잘 파악하여 이를 글로 표현하는데, 여성이 직접 지은 시가와는 거리가 
있긴 하지만 여성에 객관적으로 접근하는 시도가 함축되어 있어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51) 이와 같은 논의 역시 주체인 작가와 객체인 화자를 어떻
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작품에 나타난 여성상이 달리 파악되는 양상이라 
볼 수 있다. 
  학습자는 ‘여성화자의 노래’인 고려속요의 여성상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화자의 역할, 그리고 여성을 화자로 설정하는 이유 등과 같은 
문제에 부딪히게 되기 때문에 화자와 실제 작가의 관계에 대한 이해는 중
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2) 화자와 청자의 관계

 고려속요는 서정 양식에 속하며 다른 문학 텍스트와 마찬가지로 소통의 
일종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소통구조는 작품 텍스트를 중심으로 
봤을 때 텍스트 외적 소통과 텍스트 내적 소통으로 나뉠 수 있다. 텍스트 
외적 소통은 ‘시인-텍스트-독자’로 이루어지며 텍스트 내적 소통은 ‘화자-
메시지-청자’로 이루어진다. 고려속요는 「정과정」 외에 대부분이 작가미상
이기 때문에 텍스트의 외적 소통은 선명하지 않다. 따라서 여기서는 주로 
텍스트의 내적 소통 구조에 주목하여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현존 고려속요의 화자는 모두 작품의 표면에 직접적으로 제시되는데 화
자를 나타내는 단어 중 가장 많이 쓰인 것이 ‘나’라는 1인칭 화자이다. 본

51) 黃敏, 程菁, 「論宋代女性的文化心理與女性詞」, 『南昌大學學報』, Vol.34 No.4, 2003, 
pp.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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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분석 대상이 되는 일곱 작품 가운데 「정석가」, 「서경별곡」을 제외한 
모든 작품에 ‘나’라는 단어가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정석가」와 「서
경별곡」은 ‘나’라는 단어가 직접 나와 있지 않지만 모두 청자를 향해 직접 
발화하고 있어서 다른 작품과 같이 모두 화자를 여성인 ‘나’로 이해해도 
무방할 것이다.
 소통구조 중의 청자는 작품의 표면에 드러나는 현상적 청자일 경우도 있
지만 텍스트 전면에 나타나 있지 않은 내재된 청자의 경우도 있다. 그러나 
본고의 분석 대상이 되는 고려속요 일곱 작품은 모두 현상적인 청자인 
‘임’이 직접 제시되며 화자의 메시지를 전달받는 수신자이기도 하고 화자
가 발화하게 하는 원인의 제공자 역할을 하기도 한다. 주의해야 할 것은 
한 작품 속에서 임 외에 다른 청자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다음과 같은 
예를 볼 수 있다. 

 
 하 노피곰 도샤
 어긔야 머리곰 비취오시라

 「정읍사」의 전반부에 화자는 위와 같이 임이 아닌 구체적인 청자인 ‘’
을 대상으로 발화하고 있다. 물론 이 노래의 후반부 내용을 보면 청자는 
모두 ‘임’으로 일관된다. 여기서 달을 청자로 설정하는 이유를 이해할 필
요가 있다. 달은 작품 내에서 밝은 이미지로서 높이 그리고 멀리 땅을 비
춰줄 수 있는 존재이다. 노래의 후반부 전개를 관련시켜 이해하자면 여기
서 달은 작품 내에서 화자와 대응하는 청자라기보다는 기원의 대상에 불
과하다고 볼 수 있다. 
 현상적 청자가 이와 같이 다중청자의 형태로 나타나는 작품은 「만전춘별
사」도 들 수 있다. 이 작품의 4연은 다음과 같다.

   올하 올하 아련 비올하
   여흘란 어듸두고 소해 자라온다
   소콧 얼면 여흘도 됴니 여흘도 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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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청자는 ‘올’이다. 시가의 전체를 보면 다른 부분은 모두 ‘임’이 등
장하며 청자로 설정되어 있다. 4연에 ‘임’이 아닌 ‘올’이 청자로 등장하는 
원인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화자는 비오리를 보면서 비오리에게 
‘아련 비올하 여흘란 어듸 두고 소해 자라 온다’라고 묻고 있다. 이 작품
에서의 비오리는 단지 이동의 속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이동의 속성은 
물과 착되어 있다. 물은 여기서 여성을 상징한다고 생각하면 비오리는 
여성을 전전하는 남자, 즉 임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52) 물론 
여기서 비오리는 화자가 발화하는 시점에 실제 눈으로 보는 사물로 이해
할 수가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 비오리는 역시 ‘임’과 관련이 있
으며 이 시가의 시적 청자는 ‘임’이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중화자가 등장하는 작품은 이 외에 「서경별곡」도 있다. 「서경별곡」은 
전체 3연으로 이루어져 있고 1연과 2연은 모두 ‘임’이 청자로 제시되어 있
다. 3연은 앞부분과 달리 ‘사공’이라는 청자가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인 내
용은 다음과 같다.

대동강(大同江) 아즐가 대동강(大同江)너븐디 몰라셔
 내여 아즐가  내여 노다 샤공아
네 가시 아즐가 네 가시 럼난디 몰라셔
녈 예 아즐가 녈 예 연즌다 샤공아
대동강(大同江) 아즐가 대동강(大同江) 건넌편 고즐여
 타 들면 아즐가  타 들면 것고리이다

 1연과 2연에서 여성화자가 떠나는 임을 적극적으로 만류하고 굳은 의지
를 표명하는 것과 달리, 3연에서는 갑자기 뱃사공을 질타함으로써 자신의 
거친 감정을 숨김없이 드러낸다. 이별하는 당사자들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뱃사공이 엉뚱하게도 욕설을 들어야만 하는 광경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일
이다. 3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임과의 이별 상황은 대동강이라는 

52) 현혜경, 「만전춘별사에 나타난 화합과 단절」, 김대행 외, 『고려시가의 정서』, 개문사, 
1995, 218~2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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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을 사이에 두고 표현되고 있다. 강은 공간적으로 보면 단절을 의미한
다. 따라서 눈앞에 있는 대동강은 화자의 불안과 공포를 확대시킨다. 즉 
대동강은 화자에게 임과의 분리 의식을 조성하기 때문에 화자는 대동강을 
넓다고 표현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 임과 화자와의 분리를 야기하는 매체
는 뱃사공이다. 배를 운행시킬 사공이야말로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이
별을 실현시킬 매체로 화자에게 인식된다. 따라서 2연까지 애절하면서도 
확신에 찬 화자의 어조는 3연에 와서 급변하여 격렬한 분노와 비난의 어
조로 변한다. 결국에 떠나는 임을 차마 붙잡지도 못하고, 그에게 분노와 
공격을 직접 퍼붓지도 못하는 화자는 애꿎은 사공에게 임에 대한 분노를 
대신 표출한다. 즉 사공은 “화자가 임을 향한 울분을 전가시키는 대상”으
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53)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고려속요는 임 외에 다른 청자가 등장하는 경
우도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과 연관시켜 보면 이러한 청자들을 향한 발화
는 모두 주요 청자인 ‘임’을 향한 감정으로 귀결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
면 고려속요 텍스트의 공통된 청자는 ‘임’이라 볼 수 있으며 여성화자의 
형상은 ‘임’과의 관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작품 
텍스트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자면 청자로 등장하는 ‘임’은 화자인 ‘나’와 일
차적으로는 남녀관계이지만 충신연주지사의 군신관계로 확대 해석이 가능
하다는 점에서 ‘임’도 ‘사랑하는 이성’과 ‘사모하는 임금’으로 달리 이해할 
필요가 있다. 
 
3) 화자와 시적 대상의 관계

 최미정은 고려속요의 여성화자를 두루 분석한 후 그 특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 다. 고려속요의 여성화자는 사랑 외에는 관심이 없는 화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항상 지고한 존재로서만 그려져 있는 임으로부터 분
에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화자가 사랑이 확실한 순간에도 

53) 김충실, 「서경별곡에 나타난 이별의 정서」, 김대행 외, 『고려시가의 정서』, 개문사, 
1995, 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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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을 떨치지 못하다가, 사랑이 깨어질 때 정신을 잃고 그것의 유지를 위
해서는 다른 어떤 것도 돌보지 않는 맹목성을 보인다. 이들은 하나같이 어
떤 사회관계에도 놓여 있지 않은 탈사회적인 존재이다. 즉 여성화자는 사
랑의 상대역에 국한되어 그려졌을 뿐, 아무런 사회적 속성도 갖고 있지 않
다.54) 이와 같이 여성화자는 사랑하는 임만 바라보며 사회관계에는 아무 
관심도 없다.  
 그러나 고려속요의 작품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성화자는 노래 중에 임을 
향해 발화하여 감정을 표현하고 있지만, 이 과정 중에 여성화자를 둘러싼 
시적 대상과도 긴 한 관련을 맺고 있다. 사실 모든 시적 자아는 어떤 방
식으로든지 시적 대상과 관련을 맺게 마련이며 그러한 관련 양상은 문학 
작품에서는 언어로 드러난다. 자아가 대상을 다양하게 인식하는 가능성만
큼 언어적 진술도 다양하게 드러날 수 있다. 서정 장르는 보통 인간의 내
면에 잠재한 어떤 것을 언어로 환기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자아가 대상과 
맺는 관계 가운데 현실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실에 대한 관심보다는 거기
에서 촉발된 자기 내면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경우 우리는 서정적 장르를 
택하게 된다.55) 고려속요는 서정 장르로 인정되며 화자는 환기하는 정서
의 배경을 서술하거나 주변 세계, 즉 시적 대상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
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더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대표적인 작품 몇 편을 들어 설명할 필요가 있다. 먼저 「동동」을 생각하
면 여성화자는 떠나 있는 임을 일 년 열두 달 하염없이 기다리면서 애절
한 사설을 토로하는 가운데 인간과 자연 세계를 대립시키고 있다. 자연의 
순조로운 질서와는 원천적으로 다르게 태어난 여성은 그녀의 삶이 궁지에 
몰리거나 어려움에 처할 때, 또는 마음의 평정과 안식을 얻고자 할 때, 종
종 자연현상과 견주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아쉬워한다.56) 
 여성화자와 시적 대상의 관계를 잘 드러낸 작품은 「동동」이 대표적이지
만 고려속요의 다른 작품 곳곳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다음은 「만전춘별

54) 최미정, 『고려속요의 전승 연구』, 계명대학교출판부, 1999, 91~92쪽. 
55) 조세형, 「가사 장르의 담론 특성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14쪽.
56) 박노준, 「속요와 현대시로 본 화자와 자연과의 괴리」, 『향가여요의 정서와 변용』, 태학

사, 2001, 324~3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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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한 대목이다. 

경경耿耿 고침샹孤枕上애 어느 미 오리오
셔창西窓을 여러니 도화桃花ㅣ 發두다
桃花도화 시름업서 쇼춘풍笑春風다 쇼춘풍笑春風다 

 임과 이별한 뒤 전전반측하면서 심란함을 체험하는 화자의 괴로운 모습
을 옮겨 놓은 대목이다. 여기에서도 감내하기 어려운 인간의 삶과 시름없
는 복숭아꽃으로 대표되는 시적 대상과의 대립이 잘 드러나고 있다. 시름 
많은 화자의 딱한 사정과는 달리 서창 밖에는 봄바람에 웃음 짓는 복숭아
꽃이 만발하고 있어서 화자의 외로움을 더욱 자극시키고 있다. 자연끼리는 
서로 화합하고 있는데 화자와 임은 단절, 불화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두 개의 장면은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물론 고려속요 작품 속에 이와 같이 여성화자가 시적 대상과 긴 한 관
련을 가진 양상은 이 두 텍스트 외에도 많다. 이처럼 화자가 마음속의 ‘정
(情)’을 표현할 때 자신을 둘러싼 시적 대상인 ‘경(景)’은 중요한 역할을 수
행하고 있다.
 중국을 비롯한 동양의 나라들의 시학 중에 ‘정(情)’과 ‘景(경)’은 뗄 수 없
는 관계이다. 고대 시론가들은 정과 경을 시가 생성의 두 가지 기본 요소
로 여겼으며, 고전시가는 정과 경의 두 가지 기본 요소의 상호 촉진, 감발
의 결과로 발생한다고 하 다. 정서 표현을 중요시하는 시가는 항상 경물
에다 감정을 기탁하거나(寓情於景) 감정과 경물을 서로 잘 융화시킨다(情
景交融). 또한 이것은 경우에 따라 주관적인 색채가 선명한 ‘유아지경(有
我之境)’ 혹은 주관적인 정서가 비교적 깊숙이 감추어진 ‘무아지경(無我之
境)’을 형성한다. 이처럼 자연 앞에 서면 자연은 사람에게 말을 걸어온다. 
유협(劉勰)이 『문심조룡(文心雕龍)』에서 “시인의 정신은 경물과 함께 노닐
기(神輿物游)”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그 결과 시인이 “산에 오르면 마음
이 산에 가득차고, 바다를 보면 생각이 바다에 넘실거린다(登山則情滿於
山, 觀海則意溢於海).” 진대(晉代) 육기(陸機) 역시 그의 저서인 『문부(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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賦)』에서 “마음은 밝아지며 더욱 선명해지고, 경물은 빛나며 감정을 향해 
다가온다(情瞳朧而彌鮮, 物昭晰而互進).”라고 ‘정’과 ‘경’의 상호 소통 과
정을 설명하 다.57) 또한 이러한 ‘경’은 고전시가 속에 자주 등장하며 인
류가 수백 수천 년 동안 공유하던 특정한 감정을 응축하여, 서로 다른 시
대, 역사적 시기, 개인이 반복하여 사용하여 시인의 특정된 ‘정’을 대변하
는 역할까지 한다.58)

 청대(淸代)에 이르러 왕부지(王夫之)는 ‘정경상생(情景相生)’론을 주장하
다. 그는 『강재시화(薑齋詩話)』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 다.
 “정(情)과 관계되는 것은 경(景)으로 자연히 정과 서로 호박(琥珀)과 개자
(芥子)가 된다. 정과 경은 비록 마음에 있고 외물에 있는 구분은 있으나 
경은 정을 낳고 정은 경을 낳으니, 슬픔과 기쁨의 감정이 촉발되고, 고
성쇠의 경물이 맞이하는 것은 서로 그 집을 간직하고 있어서이다.”59)

 왕부지는 정과 경 양자의 조화, 통일 관계를 박개(珀芥)에 비유하 다. 
호박과 재자 양자 사이에 존재하는 흡착 관계를 통해서 정과 경 양자 사
이에 존재하는 상생(相生)의 관계를 설명하 다. 여기서 상생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한다. 하나는 ‘경생정(景生情)’이고 또하나는 ‘정생경
(情生景)’이다. 전자는 외재 경물과 시인의 내재 정서와의 상호 촉인, 감발
의 현상을 말하고, 후자는 시인의 내재 정서와 예술 형상과의 관계를 말한
다.
 정은 시적 화자의 정서라고 보고 경은 작품 속에 나타난 시적 대상이라
고 본다면 고려속요 중의 시적 대상 역시 화자의 정과 아무 상관없는 ‘경’

57) 최일의, 『중국시의 세계-거울 속의 꽃, 물속의 달』, 신아사, 2012, 27~34쪽 참고. 
58) 중국 고전시가 중에는 다음과 같은 공통된 기본 구성단위, 예를 들면 ‘떨어진 꽃(落

花)’, ‘흐르는 물(流水)’, ‘연꽃(蓮花)’, ‘하화(荷花)’, ‘봄(春)’, ‘저녁(暮)’, ‘바람(風)’, ‘비
(雨)’ 등 특정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의상(意象)이 존재하고 있다. 언어학의 차원에서 보
면 그것들은 표상적인 어휘이고, 심리학적인 차원에서 보면 공통언어를 사용하는 인류
의 보편적인 감정이 심층의식 속에서 장기간 축적된 것이며, 미학적인 차원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안정성을 지닌 독립적인 예술기호 체계이다. 문예학의 차원에서 우리는 그
것들을 시가의 의상(意象)이라고 부른다. 이런 의상에 대한 연구를 미시시학(微視詩學)
이라고 한다.

   陳植鍔 저, 임준철 역, 『중국 시가의 이미지』, 도서출판 한길사, 2013, 57쪽. 
59) 關情者景, 自與情相爲珀芥也. 情景雖有在心在物之分, 而景生情, 情生景, 哀樂之觸, 榮

悴之迎, 互藏其宅.
   조성천, 『왕부지 시가 사상과 예술론』, 역락, 2008, 112~1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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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라 모두 농후한 주관 색채를 가지고 시적 화자의 내면 정신을 이
해하는 데 중요한 통로가 된다. 즉 시적 대상인 ‘경’에 대한 이해는 곧 시
적 화자의 내면인 ‘정’에 대한 이해이며 시적 대상에 대한 이해도 여성화
자의 정서 및 형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2. 비교문학의 관점으로 본 고려속요와 송사의 여성상

1) 한국어 문학교육의 비교문학적 접근

 ‘비교문학(comparative literature)’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문학의 비
교’가 아니라 특수한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사용되고 있다. ‘비교문학’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하고 그 실상을 알기 위해서는 그것을 가능케 한 역
사적 배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학문으로서의 비교문학이 프랑스에서 성숙한 것은 19세기 중엽부터 다. 
‘비교문학’이란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것은 1816년 노엘(Noel)과 라플라스
(Laplace)에 의해서 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비교문학의 창시자는 빌르맹
(Villemain)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1938년에 “프랑스의 대학에서 처음으
로 동일 원천에서 탄생하여 상호 교류를 단절하는 일 없이 여러 시대를 
걸쳐 혼합되어 온 수 개의 근대문학에 대한 비교분석이 진행되고 있다.”라
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에는 모든 나라의 문학을 대등한 관점에서 문학의 
보편성을 밝히려는 노력과는 달리 프랑스문학을 중심에 두고 자국문학의 
우수성을 해명하려는 경향이 우세함을 엿볼 수 있다.60) 이후 프랑스에서
는 브륀티에르(F. Brunetiére), 텍스트(J. Texte), 베쯔(L. P. Bets), 아자
르(P. Hazard), 반티겜(Van Tieghem) 등에 의하여 비교문학에 대한 이론
이 정립되어 갔다. 프랑스 학파 비교문학의 특징은 첫째, 국제간의 문학 
교류사를 전제로 한다. 둘째, 수용 및 향 관계에 있는 문학의 비교를 중
시하고 향과 수용을 입증할 수 있는 분명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 셋
째, 문학작품 자체의 비교를 강조한다. 넷째, 향관계가 없는 문학 간의 

60) 조진기, 『비교문학의 이론과 실천』, 새문사, 2006, 10~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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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는 ‘비교’가 아닌 ‘대비’로 본다.61) 
 한편 미국의 학자들은 문학적 향과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한 극히 제
한된 문학과 문학 간의 비교를 고수해온 전통적인 프랑스 비교문학의 방
법이론을 비판하 다. 반드시 문학적 향관계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비교
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던 폐쇄성에서 벗어나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라도 
그 유사성을 대비할 수 있다는 점은 많은 학자들의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대표적인 학자들은 르네 웰렉(Rene Wellek), 해리 레빈(Harry Levin), 바
이스슈타인(Weisstein), 레마크(H. H. Remak) 등이 있다. 레마크(Remak)
는 ‘비교문학’을 ‘한 나라의 문학과 다른 하나 또는 수개국의 문학과의 비
교이며, 또한 문학과 다른 인간의 표현 역과의 비교’로 정의하 다.62) 
이와 같이 유사성의 대비연구에서는 문학이론과 비평을 비교문학의 역
으로 도입하면서 그 역을 크게 확대하고 있다. 이는 전대의 역사주의 이
론이 문학사를 기반으로 한 시간과 공간의 한계성을 초월하여 인간의 모
든 지적 활동과의 비교 연구까지 넓혀간 것이다. 또한 알드릿지(Aldridge)
에 의하면 비교문학은 그 자체의 접근 방법보다 ‘소재’(문학사·문학작품·문
학사조 등) 그 자체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문학적 주제’, ‘문학장르’, ‘문학
운동’, ‘문학관계’, ‘문학적 환 (幻影)’ 등의 연구로 구분하여 논의하 으
며 비교문학의 역을 확대하 다.63)

 한국어교육에서 비교문학은 위와 같은 서로 다른 문학 사이의 향과 수
용 관계를 살피는 층위의 접근과 아무런 접촉도 없던 문학 간의 관계를 
살피는 층위의 접근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 전자는 한국 문학과 그에 향
을 끼친 외국의 문학과의 관계를 통해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 문학을 이
해하고 해석하게 하는 데 초점을 둔다. 후자는 서로 다른 국가의 문학 작
품을 대비해 보거나 한국 문학을 다른 장르의 예술과 대비해 봄으로써 한
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의 사회, 문화, 문학을 이해하고 간문화적 통찰력과 
세계 문학 능력을 함양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64)

61) 윤호병, 『비교문학』, 민음사, 2005, 47쪽.  
62) 김학동, 『비교문학론』, 새문사, 1983, 54쪽. 
63) 조진기, 앞의 책, 28~29쪽. 
64) 윤여탁, 「비교문학을 적용한 외국어로서의 한국 현대문학 교육 방법」, 『한국언어문화

학』 제6집 제1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09, 53~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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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한국어교육계뿐만 아니라 여러 학문 분야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다
문화주의(multiculturalism)'와 관련지어서도 비교문학적 접근은 교육적으
로 충분히 의미가 있다. 이는 “미국에서 활발히 논의되는 비교문학의 배경
에는 궁극적으로 다문화주의가 놓여 있다.”65)라는 논의와 관련하여 더욱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진다. 또한 웰렉(Wellek)에 따르면, “비교문학은 분
명히 민족적 편견과 국수주의를 극복해야 하지만 타민족이 지니고 있는 
전통의 존재와 그 생명력을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허위와 불필요한 선택을 조심해야 하고, 민족문학과 일반문학 모두를 필요
로 해야 하며, 문학사와 비평사를 모두 인정해야 하고, 나아가 비교문학만
이 제공할 수 있는 폭넓은 전망을 예견해야만 한다.”66) 따라서 우리는 비
교문학을 통해서 문화 간의 대등성과 동등성, 민족과 민족의 차별성과 특
수성 등에서 비롯될 수 있는 다중성과 비중심성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극
복하고 지양하느냐를 배울 수 있으며 이는 외국 문학과 문화를 배우는 학
습자에게 매우 유익한 학습 경험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중국의 송사와 한국의 고려속요의 향관계를 전제로 하여 두 장
르의 여성상에 초점을 두고 비교 활동을 진행하지만 비교의 목적은 양국 
문학의 수수(授受)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송사에 대한 이
해를 충분히 활용하여 고려속요의 여성상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
며, 더 나아가서는 양국 작품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 문학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문화능력도 신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 고려속요와 송사의 여성상 비교 가능성

 고려속요의 기원을 외적 측면에서 탐색한 논의는 꾸준히 있어 왔다. 비교
문학적 측면에서 전래 민요가 궁중 속악인 고려속요로 전승되는데 송사(宋
詞)가 향을 끼쳤다는 견해67)와 음악적 차원에서 당악(唐樂)이 결정적인 

65) 이브 슈브렐 저, 박성창 역, 『비교문학, 어떻게 할 것인가』, 민음사, 2002, 21쪽.
66) Wellek, The name and Nature of Comparative Literature, Discrimination, 

1971, 윤호병, 앞의 책, 재인용, 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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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수행했다는 주장68) 등이 그 예이다. 송사는 당악의 수입과 같이 
고려시대를 전후로 그 과정이 지속되었으며 고려속요의 형성과 발전에 일
정 정도 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69)

 송사의 장르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그 기원에 대해 살펴볼 필요
가 있다. 사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나 수당(隋唐) 이래 
서역(西域)에서 새로 유입된 연악(燕樂)과 함께 형성된 것에 대해서는 모
두들 동의하고 있다. 연악은 수당시기 중국과 외래문화의 활발한 교류와 
융합을 통해 형성된 유행 음악의 총칭으로 당시의 중원(中原)음악, 남방음
악과 서역음악, 그리고 주변국의 음악이 한데 어우러져 이루어진 새로운 
음악이다. 연악과 대응되는 개념으로 아악(雅樂, 궁정제사음악)과 청악(淸
樂, 한족의 민간음악)이 있다. 연악은 연악(宴樂) 또는 연악(讌樂)이라 하
기도 하는데 그 뜻은 연회석상 등 유흥을 돋우는 장소에서 부르는 음악으
로써 ‘아악’과 구별되는, 빈객들의 즐거움을 돋우는 역할을 수행하는 음악
이라는 뜻이다. 이 연악에는 궁정연악과 민간연악이 함께 포함되어 있
다.70) 이렇게 서역과 중원 음악의 합작품이라 할 수 있는 연악은 수당 시
기에 점차 그 형태를 갖추었고 특히 당현종(唐玄宗) 시대에 이르러 폭발적
인 발전을 이루었다. 이것은 당현종의 각별한 연악 사랑에 기인한 것이다. 
당현종은 연악을 궁정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이미 음악기관이 있음에도 불
구하고 개원(開元) 2년에 따로 ‘내외교방(內外敎坊)’을 설립했고 또 직접 
궁정악단(宮廷樂團)인 ‘이원(梨園)’을 두어 연출을 맡기도 하 다. 이렇듯 
교방에서는 궁정의 크고 작은 연회의 가무를 담당하게 되었다.71) 안사지
난(安史之亂, 755년)이 일어난 후 교방과 이원의 많은 예인들이 각지로 흩
어졌고 그들이 교방과 이원에서 갈고 닦고 익혔던 가무와 악곡도 그들에 
의해 급속히 민간으로 전파되었다. 민간에 널리 전파된 이 교방 악곡들은 

67) 박노준, 『고려가요의 연구』, 새문사, 1990, 7~16쪽; 김쾌덕, 『고려노래 속가의 사회배
경적 연구』, 국학자료원, 2001, 117~142쪽; 금기창, 「고려가요에 미친 사문학의 향」, 
『어문학』 제44,45집, 한국어문학회, 1984, 1~29쪽.

68) 송방송, 「고려 당악의 음악사적 조명」, 『한국중세사회의 음악문화』, 한국예술종합학교, 
2001, 188쪽. 

69) 김명준, 『고려속요의 전승과 확산』, 보고사, 2013년, 13~14쪽. 
70) 이승매, 『한국사문학통론』,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6, 23~25쪽. 
71) 오웅화 저, 이홍진 역, 『당송사통론』, 계명대학교출판부, 1991, 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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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로 연회석상에서 불리면서 후에는 점차 사조(詞調)72)로 자리를 잡았
다. 
 그러나 사가 일종의 참신한 장르로 성장하고 아울러 문단에서 그 지위를 
획득한 것은 만당오대(晩唐五代)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만당의 화
간파(花間派)73) 사인인 온정균(溫庭筠)은 초기 가장 걸출한 사인이다. 그
의 사는 기본적으로 모두 염정(艶情)을 묘사한 작품이다. 여기서 ‘염정’이
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온정균의 사에서 묘사한 대상은 궁녀 아니면 가
기(歌妓)이었고, 그리움에 잠긴 아내 아니면 원망하는 여인이었고, 그 내용
은 규정(閨情)·궁원(宮怨)·이수(離愁)·별서(別緖) 등이었기 때문이다.74) 그는 
주로 농염하고 화려한 필체로써 여인의 생활을 표현했으며, 섬세한 내용으
로 사를 시와는 구별되는 하나의 독립된 문학체제로 만들었다. 이와 동시
에 질박한 민간사와는 다른 문인사의 특징을 갖게 하여 후대 사의 발전에 
큰 향을 미쳤다.75) 
 사의 전성기는 송대(宋代)이다. 송대는 위로 제왕장상(帝王將相)·공경대부
(公卿大夫)로부터 아래로 가기(歌妓)·졸개·승려·민중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사를 짓고 노래 부르기 좋아했기 때문에 문사들이 지은 사 이외에 민간사
도 극히 흥성하 다.76) 
 사의 창작과 관련된 연악은 한국과 일본 등 주변국으로 전해져서는 당악

72) 사조(詞調)는 곡조(曲調)에 의한 것인데 사조에 따라 첫째, 조명(調名)이 정해지고；둘
째, 분단(分段)이 정해지고(두 단으로 나눠진 것이 많음)；셋째, 구식이 정해지고(대부분 
長短句임)；넷째, 운위(韻位)가 정해지고(운위는 일정치 않고 들쭉날쭉 함)；다섯째, 자
성(字聲)이 정해진다. 자성은 평측(平仄)을 위주로 하면서 간혹 사성(四聲)을 쓰기도 한
다.

   이승매, 앞의 책, 27쪽.
73) 花間은 본디 사총집(詞總集)의 명칭으로 五代 後蜀의 趙崇祚가 온정균을 비롯한 18명

의 사인들의 사 500 수를 수집하여 『화간집』 10권을 펴낸 데에서 비롯되었다. 화간집
의 사들은 대체로 남녀 간의 이정과 그리움 등을 표현하 다.

   袁行霈 저, 김해명 역, 『중국 문학 개론』, 연세대학교 출판부, 2010, 366쪽. 
74) 온정균이 이러한 사를 지은 원인은 당시 왕의 선호와도 관련이 있다. 孫光憲의 『北夢

瑣言』권4의 기록에 의하면 “宣宗이 「菩薩蠻」 사를 부르기 좋아하여 재상 令狐綯가 온
정균이 새로 지은 것을 빌려 은 히 왕에게 바치고 주위에 누설하지 말라고 하 다”(宣
宗愛唱菩薩蠻詞, 令狐相國假其新撰, 密進之, 戒令勿泄)고 한다.

   楊海明 저, 송용준 류종목 역, 『당송사사』, 신아사, 2007, 129~131쪽.
75) 권응상, 『중국 사곡의 이해』, 중문출판사, 1995, 8~9쪽.
76) 楊海明 저, 송용준 류종목 역, 앞의 책, 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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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樂)이라 불리었으며 송원명청(宋元明淸) 시기에 들어서서도 송악 또는 
명악 등으로 그 명칭이 바뀌지 않고 아악과는 구분되는 중국악의 총칭으
로 계속 쓰 다. 오웅화(吳熊和)는 “당악이란 명칭은 일견하여 연악보다는 
적절하고 명확하여, 이것이 당대의 각 민족의 공동창조로서 통일된 민족적 
풍격과 민족 형식을 갖춘 일종의 새로운 음악임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

다.77) 『송사(宋史)·고려전(高麗傳)』에서는 고려가 음악을 좌·우의 2부로 
나누었는데 좌는 당악으로 중국의 음악이고 우는 향악으로 그들이 오래 
전부터 익혔던 것이라고 기술되어 있다.78) 『고려사』의 악지(樂志)를 따르
면, 고려시대의 악은 아악(雅樂)·당악(唐樂)·속악(俗樂)으로 이루어졌다.79) 
아악은 상층문화의 위엄을 구현하기 위해 국가의 공식 행사 특히 천지신
명이나 왕의 선조에 대한 제사를 지낼 때 쓰는 것이다. 당악과 속악은 잔
치를 하면서 공연하는 데 주로 쓰이는데 당악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중
국에서 들여오고, 속악은 민간전승으로부터 받아들 고 그 이름은 향악이
라고도 한다. 그러나 고려전기의 상층문화의 위엄이 고려후기에는 크게 흔
들렸고 이에 따라 제사보다는 잔치하고 노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아
악은 돌보지 않고 당악과 속악을 즐겨 받아들이고 자주 공연하게 되었
다.80) 
 속악의 노랫말은 속악가사라고 한다. 조선 초기에 편찬한 『악장가사(樂章
歌詞)』에 아악가사와 함께 속악가사도 수록해 있다. 이외에 조선시대에 편
찬된 『악학궤범(樂學軌範)』과 『시용향악보(時用鄕樂譜)』도 속악가사를 기
재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국과 중국은 이 시대에 
음악에 있어서 많은 교류가 있었으며 송사와 고려속요가 모두 연회석상에
서 부르는 연악과 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속요가 송사의 향을 받
았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의 논거를 덧붙이자면, 첫째, 송에서 유입된 사문
학에 대하여 예종 등의 왕과 고종대의 이규보, 이제현 등 몇몇 문인 귀족

77) 오웅화, 앞의 책, 24쪽.
78) 分爲左·右兩部, 左曰唐樂, 中國之音也. 右曰鄕樂, 其故習也.
79) 類分雅樂, 唐樂, 俗樂, 作樂志.( 『高麗史·樂志』 「樂一」)
80) 조동일, 『한국문학통사2』, 지식산업사, 2005, 127~1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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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관심을 가져 이를 창작하기도 했다. 둘째, 속요에 대한 송사의 향
이 어느 정도 불가피했음을 짐작케 하는 것은 고려의 교방기녀들이 송에
서 파견한 악공과 악사들에 의하여 송의 교방악인 송사를 직접 교습받았
다는 사실이다. 셋째, 속요와 송사는 발생과정과 내용면에서 유사성을 갖
고 있는데, 이것도 속요에 대한 송사의 향을 생각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즉, 속요와 송사는 대개 민간의 노래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으며, 그러므로 다 같이 민요가 갖는 특성을 구비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이 속요가 송사의 향을 아주 쉽게 받을 수 있는 친화적 여건을 만
들었다고 볼 수 있다.81)

 실제로 두 장르의 작품 내용을 구체적으로 비교·분석해도 이들의 공통점
을 많이 확인할 수 있다. 사는 전대의 전아(典雅)하고 돈후(敦厚)한 시에 
비해 분명히 ‘속(俗)’의 특색을 가지고 있다. 또한 연악이 여러 가지 궁조
(宮調)와 곡조(曲調)를 갖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 술자리나 가석(歌席)에서 
가기와 무희들에 의해 연주되었기 때문에 염과(艶科)에 편입되었다. 따라
서 이러한 음악 환경 속에서 태어난 사는 자연히 향염(香艶)의 방향으로 
쏠리게 되었다. 마찬가지 원인으로서 당시 사람들이 여성이 부르는 부드럽
고 완곡한 ‘여음(女音)’을 편애하 기 때문에 그 향으로 사풍도 딱딱하게 
될 수 없었다.82) 뿐만 아니라 당시 상업화의 발전에 따라 사는 점점 속화
(俗化)되고 여성을 제재로 즐겨 사용하게 되었다.83) 송사가 그 주조(主調)
에 있어 완곡(婉曲)을 위주로 한 규원(閨怨), 혹은 기려(羈旅), 이별 등등을 
보인다고 할 때, 고려속요도 그러한 사실을 허다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와 속요와의 사이에는 어느 정도 공통된 분위기가 있었음을 짐
작할 만 하다.84)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서 말하자면, 고려속요는 송사의 향을 받아 두 장
르는 많은 면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본고는 그 수
많은 공통점 중에도 특히 두 장르가 모두 여성에 대해 관심이 많으며 여

81) 김쾌덕, 『고려속가의 연구』, 국학자료원, 2006, 31~59쪽.
82) “요즘 사람들는 유독 여음을 중시한다...그래서 사대부들이 지은 가사도 온유하고 고운 

것을 숭상한다.(今人獨重女音...而士大夫所作歌詞, 亦尙婉媚) 王灼, 『碧鷄漫志』卷一.
83) 양해명, 앞의 책, 71쪽.
84) 이명구, 『고려가요의 연구』, 신아사, 1956, 1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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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대량으로 화자로 등장하여 발화하는 현상에 주목하고자 한다. 다시 
말하자면 본고는 고려속요와 송사의 향관계를 전제로 하여 두 장르 중
에 여성을 화자로 설정하는 작품들을 중심으로 이들 중에 나타난 여성상
에 주목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3. 여성상 비교를 통한 한국 문학교육의 의의

1) 고전시가에 대한 이해 및 공감 능력의 신장

 고려속요는 ‘여성화자 시가’로 규정되어 공감의 미학을 지닌 장르로 인정
되어왔다. “여성이라는 표상이 사랑의 문제와 관련하여 공감을 크게 불러
일으킨다는 점”85)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여
성을 화자로 설정한 고전시가들이 대체로 공감의 폭이 넓다는 점을 통해
서도 짐작할 수 있다. ‘충신연주지사’로 인정받는 정서의 「정과정」부터 정
철의 「사미인곡」을 거쳐 현대시 「진달래꽃」까지 포함하는 여성화자 시가
들은 이를 잘 입증하 다. 뿐만 아니라, 지금의 대중가요들 중에도 여성은 
발화의 주체, 혹은 대상으로 자주 등장하여 대중에게 많은 공감을 받고 있
다. 따라서 ‘여성’이라는 표상에 대한 이해는 고전시가를 이해하는 데 유
용할 뿐만 아니라, 현대 문화에까지 이어지는 다양한 여성상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또한 도모할 수 있다고 본다. 기존의 연구들을 보면, 여성을 화
자와 결합하여 화자를 생각할 때 작가의 의도적인 설정을 강조하는 경향
이 있었다. 그러나 창작의 과정을 논의하자면 그러한 시각이 필요하지만, 
교육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수용하는 향유의 입장에서는 의도성보다는 공
감성에 더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86)

  공감이 ‘관찰자가 상상함으로써 타인에게 감정이입이 되어 그 타인처럼 
겪는 가상의 경험’87)이라고 말할 때, 고려속요의 여성화자들의 소박하고 
진솔한 말과 논리는 학습자들이 더 받아들이기가 쉽고 공감하기가 수월할 

85) 김대행, 앞의 논문, 16쪽. 
86) 김대행, 앞의 논문, 16~17쪽.
87) 염은열, 『공감의 미학, 고려속요를 말하다』, 역락, 2013, 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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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또한 고려속요의 작품들은 한글 가사로 기록된 최초의 노래라는 점에서 
국문학 연구 초창기부터 ‘국문시가’로서 주목을 받았고 대부분의 연구자들
이 고려속요가 공감의 장르 혹은 남다른 공감성이나 구조를 지닌 갈래임
을 전제하고 많은 논의를 폈다. 따라서 고려속요 연구의 역사는 고려속요
의 ‘공감성’에 대한 전제에서 시작되었고 고려속요의 ‘공감성’을 밝히려는 
연구로 수렴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88)

 현대 학습자들은 고전을 바라볼 때 항상 그것이 우리와 매우 멀고 생소
하고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의식이 작용하여 고전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고려속요의 작품을 살펴보면 오히려 고려시대 사람들의 생활 
감정이 진솔하게 나타나고, 거짓 없는 솔직한 감정의 고백이 생생하게 전
달되며 우리로 하여금 작품의 주인공이 되고 그의 감정을 쉽게 체험하고 
감정에 동감하게까지 한다. 고려속요는 보통 전통시가로서의 보편성, 혹은 
민족 보편의 정서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조윤제는 고려속
요의 거개가 현실이 애처롭기 때문에 애처로움을 노래하고, 그러한 ‘애처
로움’이 민족성이기 때문에 고려속요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
는 보편성을 지닌다고 보았다.89) 이러한 민족 보편적인 정서는 여성의 발
화를 통해 더 구체화되고 공감되기 쉬워진다. 학습자가 고려속요를 감상하
고 그의 여성상을 이해하는 과정을 이러한 한민족의 보편적인 정서를 이
해하고 공감해나가는 과정으로 본다면, 이는 결국 매우 유의미한 문학 학
습 과정이 될 것이라 본다. 뿐만 아니라 비교 대상이 되는 중국의 문학 작
품을 함께 보면서 양국의 문학적인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해, 한국 문학의 
이해 및 공감 능력뿐만 아니라 자국의 문학에 대해서도 또한 깊은 이해를 
도모할 수 있어 이는 유의미한 학습 과정이 될 것이다.

2) 문화적 문식성의 배양

88) 염은열, 앞의 책, 36~37쪽.
89) 조윤제, 『국문학개론』, 탐구당, 1984, 468~4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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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적 문식성에 대한 연구는 이제 국어교육 역뿐만 아니라 외국어로
서의 한국어교육 현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문화적 문식성을 
알아보기 이전에 문식성의 개념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문식성은 원래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지만 연구의 발전
에 따라 그 역도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인지주의적 관점에서 스키마 이론
이 강조되면서 읽기, 쓰기에서는 문자보다 인지적인 지식 구조를 강조하게 
되었고 문식성의 문제는 앎의 문제로 귀결되었다. 때문에 문식성은 ‘인지
적 기능’이나 ‘의사소통의 도구로서 언어를 활용하는 능력’으로 이해되었
다. 1980년대 이래 문식성은 사회문화적 맥락에서도 도입되어 연구되기 
시작했다. 이전의 문식성에 대한 접근이 심리적, 개인적 기능 측면에서 이
루어진 것과 달리 80년대 이후의 문식성은 사회문화적 실천의 측면에서 
주목을 받았다. 사회기능론의 관점에서 문식성은 읽고 쓰는 기능이 아니라 
사회적 맥락에서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그 안에서 지식과 잠
재력을 개발하기 위해 문자를 활용하는 능력으로 볼 수 있다.90) 문화적 
문식성은 광의의 문식성 개념 안에 포함되지만 최소한의 문식성이나 기능
적 문식성의 개념과 비교하면 다른 차원의 문식성이라 볼 수 있다.91) 
 문화적 문식성은 이제 외국어 학습 과정에서 기초 문식성과 함께 교육되
어야 하며 특히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에게는 필수적인 문식성이라 보
여진다. 현재 한국에 유학하러 오는 외국인 학생들은 한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학문 역에도 적극 참여하여 이제 한국어교육이 그들에게 제공해야 
할 것은, 언어적인 의사소통능력뿐만 아니라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사회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력까지를 포함해야 한다. 이때 문화적 문식성 
교육은 한국어로 학문 활동을 하거나 나중에 한국이나 자국에서 국가 간 
교류의 다리역할을 할 학습자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학습자들은 상

90) 박인기, 「문화적 문식성의 국어교육적 재개념화」, 『국어교육학연구』 제15집, 국어교육
학연구학회, 2002, 24~25쪽.

91) 많은 학자들의 논의 과정을 거쳐 현재 통용되고 있는 문식성의 개념에는 기능적 문식
성(functional literacy), 문화적 문식성(cultural literacy), 비판적 문식성(critical 
literacy), 매체 문식성(media literacy) 등이 있다. 

   윤여탁, 「다문화 사회의 문식성 신장을 위한 한국어교육의 전략-문학교육의 관점을 중
심으로」, 『새국어교육』 제94집, 한국국어교육학회, 2013,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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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문화적 이해를 기반으로 자아를 인식하고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다양한 
텍스트를 이해, 표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교실 밖에서도 주
체적이고 능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을 것이다. 언어 구사 능력은 한국어 학
습자의 최종 목표가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한국어 학습자는 한
국어를 학업 또는 취직의 도구로 의식하고 언어 구사 능력 이외에도 한국
어를 통해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학업 및 직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 언어 능력 외에 ‘내용지식’과 사고력도 필요하다.92) 
이러한 내용지식을 구성할 때 학습자들은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자신의 시
각으로 텍스트들을 해석하고 이해하며 분석 및 비판까지 나아가야 한다. 
 고려속요는 문학 텍스트로서 학습자에게 해석의 다양한 가능성을 제공한
다. 뿐만 아니라 고려속요 중 여성이 화자로 등장하여 발화하는 것은 우연
한 것이 아니라 문학적인 장치로서 작가가 의도하는 바가 있으며, 더 나아
가서는 사회적인 이데올로기도 반 되고 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교육
과 문화적 관습을 통해서 더욱 견고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문학 
텍스트에 담긴 면모를 점검하고, 그것에 담긴 의미도 추출해야 할 것이다. 
즉 학습자의 입장에서 보면 고려속요의 여성은 단지 문면에 있는 단순한 
여성이 아니라 학습자의 적극적인 탐구 및 이해가 필요한 대상이다. 또한 
다양한 입장에서 해독 및 이해가 이루어질 때 해당 문학에 대한 깊은 이
해도 가능할 것이다. 

3) 간문화적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

 외국어를 배우는 학습자에게 있어서 의사소통에 필요한 언어적인 지식도 
중요하지만 목표언어 사람들의 문화를 잘 이해하고 이를 실제 의사소통 
과정에 잘 응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문화 시대가 된 오늘은 서로 다른 

92) 내용지식은 기존 지식, 상호텍스트적 지식, 지식 통합 지식으로 구성된다. 기존 지식은 
학습자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며, 상호텍스트적 지식은 새롭게 알게 된 지식이고, 지
식 통합 지식은 기존 지식과 상호텍스트적 지식 간, 상호텍스트적 지식들 간의 연계와 
통합에 관한 지식을 말한다.

   최은지, 「사회적 구성주의에 기반한 학문 목적 한국어 작문 교육 연구」, 고려대학교 박
사학위논문, 2009, 49~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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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에서 온 사람들의 만남이 점점 많아지면서 서로와의 의사소통은 어느 
때보다도 빈번해지고 중요시되고 있다. 한국어를 배우는 중국인 학습자의 
경우를 보면,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장래 한국에서 진학하거나 한국 기업에 
취직할 것이다. 그들은 불가피하게 한국인과 일상생활이나 직장에서 의사
소통하면서 다양한 환경에 접촉하게 될 것이다. 이때 한국어를 잘 구사하
더라도 문화93) 간의 차이로 인해 오해나 충돌이 나타날 수도 있다. 왜냐
하면 특정 문화의 언어는 그 언어를 말하는 언어사회의 구성원 공통의 상
징체계이자 이 구성원들에 의해 개발되어온 여러 규칙으로 지배되기 때문
이다. 다른 문화권에서 온 사람은 해당 나라의 말을 하더라도 자기 고유의 
언어의 규칙과 언어사회에서 익숙한 생각, 감정, 경험을 담아 얘기하게 된
다.94) 따라서 문화 간 의사소통을 잘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언어를 유
창하게 구사하는 언어능력 외에도 간문화적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인류학자인 홀(Hall)은 처음으로 다른 문화의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을 
‘간문화적 의사소통(Intercultural Communication)’이라 정의했다.95) 그 
후로 간문화적 의사소통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정의되고 연구되어 왔다. 
힌넨캄프(Hinnenkamp)는 간문화적 의사소통이 “두 사람 이상이 참여하
는 사회적인 만남 속에서 두 사람이 모두 상대방의 표현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언어적, 비언어적, 유사언어적으로 표현하는 대화로 이루어진 것이
다.”라고 설명하 다96). 또한 사모바와 포터(Larry Samovar & Richard 
Porter)는 간문화적 의사소통을 “어떤 문화의 일원이 다른 문화를 수용하
기 위해 메시지를 생산할 때 일어난 것이다.”라고 정의하며 “문화 인식과 
상징이 커뮤니케이션 행위를 개조할 만큼 상이한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을 
함축한다.”97)라고 간문화적 의사소통의 개념을 심화시켰다. 이상의 간문화

93) 여기서 문화는 의미상 매우 광범위한 뜻으로, 의식주를 비롯하여 언어, 풍습, 종교, 학
문, 예술 및 제도 등을 모두 포함한다. 문화의 사전적인 의미는 그 사회의 구성원에 의
하여 습득, 전달되는 행동양식 생활양식, 물질적, 정신적 소득을 통틀어서 하는 말이다.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94) 유수연, 『문화간 의사소통의 이해』, 한국문화사, 2008, 50~51쪽.
95) H. Edward, 최효선 옮김, 『침묵의 언어』, 한길사, 2000.
96) Hinnenkamp Volker, Interkulturelle Kommunikation, Heidelberg, p.5. 유수연, 

앞의 책, 15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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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의사소통의 개념에 근거하여 냅(Knapp)은 간문화적 의사소통 능력을 
“낯선 문화와 가치체계를 이해하고 낯선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알맞은 방
식으로 의사소통하고 행동하며, 그들을 이해하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
다고 하 다.98) 이외에 첸과 스타로스타(Chen & Starosta)는 간문화적 
소통능력의 두 가지 핵심적인 기준인 효과성과 적절성을 강조하면서 간문
화적 의사소통 능력을 갖춘 실천은 “특수한 물리적 환경 및 상징적 환경
과 동일시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효과적이고 절절한 상호작용
이다”로 정의하 고 학계에서 많은 지지를 받았다.99) 이처럼 간문화적 소
통 및 간문화적 소통능력에 대한 정의는 교육학, 사회학, 인류학,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의 학자에 의해 논의되고 연구 초점에 따라 달리 정의되고 
있다.100) 
 이 중에 외국어교육에 있어서 널리 인정되고 인용되는 간문화적 의사소
통 이론은 바이럼(Byram)의 이론이다. 그는 간문화적 의사소통 능력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 먼저 간문화적 능력에 대해 정의하 다. 바이럼의 
이론에 따르면 간문화적 능력(intercultural competence)은 타인에 대한 
지식을 쌓고, 다른 문화를 해석하고 다른 문화의 가치와 믿음을 존중하면
서 자신의 문화와 연관시킬 수 있는 능력이다. 그리고 그는 간문화적 능력
의 구성 요소를 태도(attitudes), 지식(knowledge), 해석과 상호연관 기술
(skills of interpreting and relating), 발견과 상호 작용 기술(skills of 
discovery and interaction), 비판적 문화 인식(critical cultural 
awareness), 다섯 가지로 규정하 다.101) 이를 기초로 하여 그는 당사자

97) L. Samovar, R. Porter, McDaniel E., Communication Between Cultures, 6th 
Ed. Thomson, 2007, p.118~119.

98) Knapp. K, Inerkulturelle Kommunikationsfahigkeit als Qualifikationsmerkmal 
in der Wirtschaft. Bolten, 1999, p.9~11. 유수연, 앞의 책, 14쪽에서 재인용.

99) G. M. Chen. and W. Starosta. , Intercultural communication competence : A 
synthesis, Communication Yearbook. Vol. 19, 1996, p.353~383, 허 식, 김진희, 
「간문화능력과 간문화교육에 대한 동향과 함의: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독사회과
학논총』 제23권 제3호, 2013, 34~35쪽에서 재인용.

100) 간문화적 소통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구의 주제는 이질 문화구
성원들 간의 의사소통의 특징, 그 과정, 향 요인들, 발생하는 갈등 요인, 문화간 의사
소통 훈련, 그 개념과 목표, 내용, 방법 등이 있다. 

101) 여기서 태도는 다른 문화에 대해 호기심과 개방성을 가지며 다른 문화에 대해 과소평
가하지 않고 자국의 문화에 대해 과대평가하지도 않는 것을 가리킨다. 지식은 주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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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른 문화권의 구성원들과 자기의 모국어로 상호작용할 때 간문화적 
능력만이 요구된다면, 간문화적 의사소통 능력은 이보다 더 넓고 상위 개
념이며 당사자가 다른 문화권의 구성원들과 외국어로 상호작용할 때 요구
되는 능력이라고 보았다. 이렇게 더 상위의 개념인 간문화적 의사소통능력
은 간문화적 능력 외에도 언어적 능력(linguistic competence), 사회 언
어적 능력(sociolinguistic competence), 담화 능력(discourse 
competence)을 필요로 한다.102) 한국어교육의 경우, 학습자는 자기의 모
국어가 아닌 한국어로 한국인과 의사소통하여 상호작용해야 하며, 이에 모
국어 문화와 목표 언어의 문화 사이에 존재하는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며 
이해하는 간문화적인 접근 방법이나 교육 내용은 다문화 사회에서의 한국
어 문식성 신장을 위한 핵심적인 전략으로 고려되어야 한다.103) 
 문화와 문화 사이에는 보편성과 상이성이 공존한다. 이때 보편성은 문화
적 중첩에 의한 공통적인 존재 표현 및 활동으로서 외국어 학습자에게 이
해의 거리를 좁혀주며, 상이성은 하나의 문화가 지닌 독특한 자질, 그리고 
여기에 기인하는 사고, 판단, 표현의 독립적인 가치로서 경험의 다양화에 
기여한다.104) 따라서 비교문학을 활용하여 자국어 문학과 목표 언어 문학
을 동시에 비교, 탐구함으로써 학습자의 간문화적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
키는 방법이 학습자에게 매우 유익할 것이다.
 또한 국가 간의 문화 비교연구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는 호프스테드
(Hofstede)의 이론을 참조하면, 그는 그의 저서인  『세계의 문화와 조직』
에서 여러 나라의 문화와 가치관에 대해 연구하며 그들이 가지는 가치관
을 여섯 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여 각 국가의 문화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제

신이나 상대방의 사회단체의 산물과 행위에 대한 지식, 개인적이나 사회적인 상호작용
의 일반적인 지식이다. 해석과 상호연관 기술은 다른 문화의 서류나 사건에 대해 해석
할 수 있으며 자신의 문화와 서로 연관시킬 수 있는 능력이다. 그리고 발견과 상호 작
용 기술은 한 문화의 새로운 지식과 실천을 습득하는 능력 및 지식, 태도, 기술을 실제 
상황에서도 잘 활용하는 능력이다. 마지막으로 비판적 문화 인식은 명확한 기준으로 타
인 및 자신의 문화 산물과 행위에 대해 평가 및 비판할 수 있는 것이다.

102) M. Byram, Teaching and Assessing 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 London: Multilingual Matters, 1997, p.56~73. 

103) 윤여탁, 앞의 논문, 20쪽. 
104) 권오현, 「의사소통중심 외국어교육에서의 ‘문화’-한국의 학교 외국어교육을 중심으

로」, 『국어교육연구』 제12집, 서울대학교국어교육연구소, 2003, 256~2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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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 다. 이 여섯 가지 차원 중의 하나는 바로 남성성 대 여성성이다.105) 
본고가 논의하는 여성상은 여성성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와 관련이 있으며 
여성상에 대한 이해와 비교도 결국은 학습자가 문화 간의 공통점과 차이
점을 이해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105) 국가문화의 여섯 가지 차원은 각각 평등 문화와 불평등 문화, 개인주의 문화와 집단
주의 문화, 남성성 문화와 여성성 문화, 불확실성 회피 문화와 수용 문화, 장기지향 문
화와 단기지향 문화, 자적 문화와 자제 문화이다.

   Geert Hofstede 외 저, 차재호 나은  역, 『세계의 문화와 조직: 정신의 소프트웨어』, 
학지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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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고려속요와 송사에 나타난 여성상의 특징
 

1. 고려속요와 송사에 나타난 여성상의 양상

 한·중 고전시가를 보면, 작가를 통해 작품에서 빈번히 등장하는 여성들은 
실체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작가의 의도에 의해 가변성을 지니며, 사회적 
통념이나 희망사항을 전달해주는 의도적인 기제로까지, 다양한 역할을 수
행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상에 대한 이해는 시가 작품을 이해하는 데 중요
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학습자가 한국 고전시가를 접할 때 생소함을 많
이 느끼는 바, 작품을 감상할 때 많은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이때 비교문
학을 도입하면 한·중 고전시가 작품의 유사한 표현이나 시적 이미지 등을 
통해 학습자가 자신의 배경지식을 환기하고 목표 언어의 문학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비교 대상이 되는 한·중 
고전시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비교하면서 그 중에 드러난 여성상의 특
징을 제시한 후 이러한 여성상이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탐구할 것이다. 이러한 비교·탐구 과정을 통해서 학습자를 위한 더 체계적
이고 효과적인 문학 교육의 내용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Ⅱ장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여성이 화자로 등장하여 그 이미지가 형성
될 때 텍스트의 외적 소통구조로 볼 때는 실제 작가와 긴 한 관련이 있
으며, 텍스트의 내적 소통구조로 볼 때는 청자가 되는 ‘임’106)과 자신을 
둘러싼 시적 대상과 접한 관련이 있다. 이에 따라서 이 장에서는 여성상
을 분류할 때 1) 작가의 임금에 대한 태도, 2) 화자의 이성에 대한 관점, 
3) 화자와 시적 대상의 관계, 이렇게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서 ‘태도’와 ‘관점’이라는 용어를 구별해서 쓰는 이유는 다음과 

106) 고전시가에 나타난 ‘임’지향성을 정리하자면 임은 이상적 대상과 충군지정의 대상으
로 나뉜다. 이상적 대상은 다시 사랑의 대상으로서의 임과 별한의 대상으로서의 임으로 
나뉜다. 사랑의 대상으로서의 임이 등장하는 고려속요는 <만전춘별사>, <정석가>, <동
동> 등을 예로 들 수 있고 별한의 대상은 <가시리>, <서경별곡>을 들 수 있다. 충군지
정의 대상은 단심(丹心)의 대상으로서의 임인데 <정과정>이 해당된다. 이 단심의 임은 
임금으로 설정된다고 했다.

   허수진, 「1920년대 시의 ‘님’ 지향성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10~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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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동양의 고대 사회에서는 군신관계를 남녀관계에 비유하는 문화가 있
지만 이 두 가지 관계는 많은 면에서 차이점이 있다. 군신관계에 있어 
‘군’은 가장(家長)이며 신하의 선택 대상이 될 수 없었으며 그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일도 불가능하다. 문학 작품 중에 설령 왕이 잠시 좋지 않은 인
물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나쁜 무리들이 왕의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이
라 표현한다. 따라서 문학 작품에서 당인(黨人)이나 소인배는 누누이 왕의 
다른 여인들에 비유되며 왕은 훌륭한 사람이라서 언젠가는 깨달을 것이다. 
이처럼 왕은 항상 절대적인 존재로 인식되며 신하가 왕에 대해서는 절대
적인 순종의 ‘태도’가 필요하다.107) 그러나 이와 달리 문학 작품 중의 여
성은 사랑하는 이성을 다양한 각도로 볼 수 있으며 그들은 때로는 욕망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화자의 이성에 대한 ‘관점’이 가능해진다.

1) 작가의 임금에 대한 태도로 본 여성상

 Ⅱ장에서 분석했듯이 화자는 문학적 표현력을 높이기 위해 설정해 놓은 
가상의 목소리로서, 작가를 대신해서 의미를 전달하는 구실을 한다. 화자
의 이러한 역할을 가장 잘 나타내는 시가는 충신연주지사이다. 충신연주지
사의 구체적인 형상화는 고려속요의 여성정감에서 비롯되는 나약한 여성
상에 근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여성화자 시가 속의 여성상은 “철저하게 
문학적인 장치화된 비유적 허상”108)으로 인식되고 평가된다. 여성화자는 
한결같이 사대부들이 임금을 연모하는 마음을 나약한 체념과 호소의 어조
를 통해 극화시킴으로써 안으로는 상처받고 억눌린 감정을, 밖으로는 충정
을 표현한다. 한·중 양국의 이러한 여성화자는 모두 ‘미인’이라는 제재와 
관련되어 시적 긴장도를 유지하며 자리를 굳혔다. 이와 같이 은유적으로 
쓰이는 ‘미인’이라는 개념은 『시경(詩經)』에서 발원하여 『초사(楚辭)』를 거
쳐서 후대의 시가에 연계되어 발전한다.109) 고려속요 「정과정」과 송사 

107) 張法 저, 백승도 역, 『중국미학사』, 푸른숲, 2012, 198~199쪽.
108) 권정은, 앞의 논문, 42쪽. 
109) 전 숙, 「가사의 미인곡류 소고」, 『선청어문』 제9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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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어아(摸魚兒)」는 모두 사대부 작가가 여성화자로 발화하여 임금에 대한 
충성을 표명하는 데 공통점을 가진다.  

「정과정」

내 님믈 그리와 우니다니
산(山) 졉동새 난 이슷요이다.
아니시며 거츠르신  아으
잔월효성(殘月曉星)이 아시리이다.
넉시라도 님은  녀져라 아으
벼기더시니 뉘러시니잇가.
과(過)도 허믈도 천만(千萬) 업소이다.
힛마리신뎌
읏븐뎌 아으
니미 나 마 니시니잇가.
아소 님하 도람 드르샤 괴오쇼셔

 고려속요 가운데 「정과정」은 유일하게 작가와 연대가 소상하게 명시된 
작품이다. 작가 정서(鄭敍)는 고려 인종 때의 문관이며 시인으로 벼슬은 
내시낭중(內侍郎中)이었고 호는 과정(瓜亭)이다. 『고려사(高麗史)』 악이(樂
二) 속악(俗樂) 정과정조(鄭瓜亭條)에 보면 이 노래의 창작 동기를 잘 알 
수 있는데 의종이 정서를 동래(東萊)로 귀양 보내면서 ‘오늘 유배를 떠나
게 된 것은 조정의 의논에 몰려서이다. 오래지 않아 소환(召還)하게 될 것
이다’라고 말하 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도 소환 명령이 내리지 않
아, 정서가 답답하여 거문고를 잡고 이 노래를 지어 불렀다고 한다. 『성종
실록』에는 이 노래를 “충신연주지사(忠臣戀主之詞)”라고 하 다. 즉 충신
이 군주를 연모하는 노래말이며, 유배지에서의 왕을 향한 신하의 사랑을 
표명하는 것이다.

1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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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남성 작가가 여성의 목소리를 빌어 임금에게 심회를 토로하는 
경우는 중국 시가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중국문학의 경우, 남성 학
자들은 정치적으로 패배하거나 과거 시험에 실패하여 좌절했을 때 결코 
자신이 불행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거나 공공연히 분노를 드러내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마음속으로 체면을 잃은 미인, 버림받은 황제의 후궁, 잊혀
진 궁궐의 여인, 외롭고 지루하게 독수공방하는 표창 받은 처녀, 변방을 
지키는 군인의 아내, 또는 나이든 창녀와 비탄에 잠긴 과부와 같이 자신보
다 더 약한 여성들이 고통 받는 것을 상상하거나 그것을 꿈꾸었다. 남성들
은 개인적인 경험만으로는 이런 각본을 만들어 낼 수 없었으므로 그 이야
기가 실제 상황인 것처럼 보이도록 상상해야 했다. 따라서 외적 배경이나 
줄거리가 어떠하든 간에 그 각본에 스며있는 감정의 색조는 창작가 자신
에게서 출발한 것이다.110) 이렇게 남성 작가가 여성에 의탁하여 말하는 원
인을 따져보면, 중국의 도덕적 가르침에서의 큰 특징은 무리한 해석으로 
여성의 정절과 남성의 충성을 동등시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충신은 두 군
주를 섬기지 않고 열녀는 재가를 하지 않는다.”라는 경구는 이를 잘 증명
할 수 있다. 여성상이 신하상과 연관 지어진 것은 중국 고대 사회의 윤리 
구조와 관련이 있다. 부자, 남녀, 군신은 가정, 가족, 국가를 유지하는 기
본적인 사회 구조이다. 그러나 부자간은 혈연관계이지만 군신, 남녀 간의 
관계는 이와 달리 비혈연적인 관계이다. 이로 인해 군신의 관계는 항상 남
녀 관계에 비유된다. 중국의 봉건 사회 등급을 보면, 신하로서의 남성은 
왕권 통치의 억압을 받을 때, 자신을 남녀관계 중 여성의 객체로서 지위를 
연상하게 되고 이럴 때 남성은 항상 여성의 발화 방식을 취한다. 즉 남성 
작가들은 기존의 사회 질서 중에 자연스럽게 여성의 위치에 동감을 받고 
자신의 처지를 인식한다. 또한 통치자들도 일반적으로 도덕성의 타락이 만
연할 때마다 도덕적인 본보기를 제시하여 강력하게 선전한다.111) 따라서 
신하가 자신의 충성을 표할 때도 항상 자신을 가여운 여인으로 비유하여 
자신의 마음을 호소한다. 다음은 북송(北宋) 사대부 신기질(辛棄疾)의 작품
이다.

110) 田汝康, 『공자의 이름으로 죽은 여인들』, 이재정 역, 예문서원, 1999, 126쪽. 
111) 위의 책, 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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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어아(摸魚兒)」

다시 몇 번의 비바람을 견딜 수 있겠는가/총총히 봄은 또 돌아갔네
봄을 애석하여 언제나 꽃이 일찍 피는 것이 두려우니/하물며 떨어진 
붉은 꽃이 무수함에랴
봄은 잠깐 머물러/듣건대, 하늘 가의 향기로운 풀에 돌아갈 길이 없
다고 하네/ 봄이 말도 없음이 원망스럽네
헤아리면 오직 은근한, 그림그린 처마의 거미줄만이/종일토록 나르는 
버들솜을 걸고 있다네

장문궁의 일/꼭 좋은 기약을 하고자 하 으나 또 그르쳤네/고운 얼
굴을 일찍 시샘하는 사람이 있었고
천금으로 아무리 사마상여의 부를 산다고 해도/ 사무치는 이 마음은 
누구에게 하소연하리
그대는 춤추지 말라/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양옥환·조비연이 모두 
티끌이 되었음을/ 한가로운 수심이 가장 고통스럽네
아스라한 난간으로 가서 기대지 말라/ 비낀 해가 바로/ 버들 위에 
사람이 애끊는 곳에 걸려 있으니112)

更能消，幾番風雨，匆匆春又歸去

惜春長恨花開早，何況落紅無數

春且住，見說道，天涯芳草迷歸路，怨春不語

算只有殷勤，畫檐珠網，盡日惹飛絮

長門事，准擬佳期又誤，蛾眉曾有人妒

千金縱買相如賦，脈脈此情誰訴

112) 본고에 있는 송사 작품의 한국어 번역은 주로 송용준, 류종목이 번역한 楊海明의 『唐
宋詞史』(신아사, 2007)의 내용을 참조하 으나, 간혹 번역이 정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
어 본 논문에서 이를 수정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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君莫舞，君不見，玉環飛燕皆塵土，閑愁最苦

休去倚危欄，斜陽正在，煙柳斷腸處

  효종(孝宗) 순희(淳熙) 6년(1179년) 신기질(辛棄疾)은 호북전운부사(湖北
轉運副使, 군량을 담당하는 관원)에서 호남전운부사(湖南轉運副使)로 옮기
기 때문에 악주(鄂州)를 떠나 장사(長沙)로 갔다. 악주는 예로부터 요충으
로 남송의 대군이 여기에 주둔하여 북상하면 중원을 엿볼 수 있었다. 신기
질은 관직을 호남으로 옮기고 여전히 군량을 담당하지만 최전선과는 거리
가 더욱 멀어지자 마음이 무겁고 원통하 다. 이 사는 이 시기에 창작되며 
나대경(羅大經)의 『학림옥로(鶴林玉露)』권1에는 효종이 이 사를 읽고 상당
히 기뻐하지 않았다(頗不悅)라고 기록하고 그가 따로 마음에 깨달은 것을 
갖추고 있음을 설명하 다.113) 황승(黃昇)의 『화암사선(花菴詞選)』에는 모
춘(暮春)으로 표제가 붙어 있듯이, 이 작품은 표면상으로는 총애를 잃은 
여인의 한탄을 노래한 것이거나, 또는 만춘(晩春)의 슬픔을 탄한 것처럼 
보인다. 작품 가운데 사용된 ‘낙홍(落紅)’, ‘방초(芳草)’, ‘화첨주망(畫檐珠
網)’, ‘비서(飛絮)’, ‘아미(蛾眉)’, ‘맥맥차정(脈脈此情)’ 등 언어들도 여성적
이고 섬세한 것들이다. 그러나 실제상으로는 시국에 대한 우려, 간신의 배
척을 받고 조정(朝廷)에 중용(重用)되지 못하는 울분을 교묘한 방식으로 
나타냈다.114)

  정서의 「정과정」과 신기질(辛棄疾)의 「모어아(摸魚兒)」는 신하가 여성화
자로 발화하여 임금에 대한 심정을 토로하는 데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이
러한 전제 하에 두 작품 속의 여성상은 여러 가지 면에서 공통점을 지니
고 있다. 본고는 작품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하여 두 작품 속에 공통
적으로 드러난 여성상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1) 억울함을 호소하는 여성상

  「정과정」의 시적 화자는 단절된 임과의 갈등을 표출하며 변명하고, 자기

113) 오웅화, 앞의 책, 417쪽.
114) 이동향, 『稼軒辛棄疾詞硏究』, 통문관, 1985, 4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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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눈물겨운 신세를 산접동새에 비유하면서 자기에게 씌워진 죄가 모두 
비리이며 황당한 거짓임을 호소하고 있다. 여기서 접동새는 비극적인 전설
을 지니고 있는 새이다. 피를 토하면서 밤새도록 서럽게 운다고 알려져 있
다. 시적 화자가 비극적인 접동새와 자신을 동일시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
은 자신의 상황이 비극적임을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 을 것이다. 또 이것
을 세상만물을 비추는 잔월효성(殘月曉星)은 보장하리라고 믿으며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고 있다. 자신을 헐뜯고 모함하는 사람 때문에 임으로부터 
점점 멀어지지만 사실 자신은 ‘과’와 ‘허물’과 같은 작은 과실도 없다고 주
장하고 있다. 이처럼 여성화자는 계속 임에게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며 
마음속의 억울함을 호소한다. 그리고 마지막 행에 여성화자는 임을 향해 
‘아소 님하 도람 드르샤 괴오셔셔’라고 발화한다. 여기 ‘아소 님하’는 중요
한 구실을 하고 있다. 고려속요 이후의 시조 작품은 이 구절을 전체의 주
제와 결합시켜 하나의 관용구로 ‘님하 님하 온 놈이 온 말을 하여도 님이 
짐작하쇼셔’를 만들어 내었고, 이에 ‘참소의 허망함’ 자체를 형상화하는 많
은 시조 작품이 나오게 된 것이다.115) 
 비교 대상이 되는 신기질의 작품도 위와 같이 자신은 참소와 모함을 받
고 있다고 마음속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부분이 있다. 제2연 중에 ‘고운 얼
굴을 일찍 시샘하는 사람이 있었다/ 천금으로 아무리 사마상여의 부를 산
다고 해도/ 사무치는 이 마음은 누구에게 하소연하리(蛾眉曾有人妒/千金
縱買相如賦/脈脈此情誰訴)’라는 내용을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다. 여기서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아미(蛾眉)’라는 내용인데 이것은 굴원(屈原)의 
『이소(離騷)』를 화용한 부분이다. 『이소』 중에 ‘뭇 여자들이 내 고운 눈썹 
질투하여, 나더러 음란한 짓 잘한다고 헐뜯어 말했네(衆女嫉余之蛾眉兮, 
謠諑謂余以善淫)’라는 말이 있다. ‘아미’라는 표현은 원래 누에나방의 아름
다운 눈썹을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미덕을 비유하는 표현이다. 즉 소인들이 
굴원의 미덕을 질투 모략한 것을 여자들끼리 질투 모략한 것으로 비유하
여 표현하는 것이다. 이어서 여성화자는 천금으로 사마상여의 부를 산다고 
해도 사무치는 이 마음은 임에게 토로하지 못하겠다고 말한다. 이 표현의 

115) 최미정, 「이상곡의 종합적 고찰」, 『고려가요연구의 현황과 전망』, 집문당, 1996, 264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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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고사를 알아야 한다. 한나라 무제(武帝)의 
진황후(陳皇后)는 무제의 총애를 받지 못해 당시 유명한 문호(文豪)인 사
마상여(司馬相如)에게 천금을 주고 자기 대신에 부(賦) 한 수를 써서 무제
에게 올렸다. 무제는 이 부를 보고 진황후의 진심에 감동하여 그녀를 다시 
가까이로 두었다. 화자는 이 고사를 변용하여 자신은 지금 천금으로 사마
상여의 부를 산다고 해도, 임을 향한 이 간절한 마음은 참소하는 소인 때
문에 임에게 토로하지 못할 것 같다고 한다. 이를 「정과정」과 연결해서 보
자면 두 작품은 모두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고 있으며 임에게서 점점 멀
어진 것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이간질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고 억
울함을 호소한다. 박혜숙116)은 충신연주지사 중에 발화의 실제적 주체인 
남성이 자신은 여성의 목소리를 흉내 내고 있으되 진짜 여성은 아니라는 
표지를 곳곳에 흘려놓는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정과정」의 경우, 화자는 임
에게 ‘과도 허물도 천만 업소이다’라고 하는데 참언과 해명은 통상의 남녀
관계에서는 있기 어려운 일이다. 이와 비슷하게 신기질의 사에서도 굴원의 
『이소』를 변용하여 ‘내 고운 얼굴을 일찍 시샘하는 사람이 있다.(蛾眉曾有
人妒)’라고 토로하여 이는 간신들이 자신을 배척하고, 임금에게 첨언을 하
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이와 같이 남성 작가
가 여성화자로 발화하는 경우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양상을 공통적으
로 드러내고 있다. 

(2) 원망하는 여성상

 「정과정」의 전반부에서 화자는 자신의 결백함을 강조하고 임에 대한 그
리움을 토로하고 있다. 그리고 5행에서는 ‘죽은 넋’이라도 임과 함께 하고 
싶다는 불변의 충성심을 애소한다. 그러나 6행에 이르러서는 임에 대한 
원망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벼기더시니 뉘러시니잇가’(우기던 사람이 누구

습니까)117)라고 발문하는 어구는 임에 대한 원망이 포함되어 있다. 7, 8

116) 박혜숙, 「고려속요의 여성화자」, 『고전문학연구』 제14집, 한국고전문학회, 1998, 
19~21쪽.

117) 본고 「정과정」의 의미 해석은 이형대, 「<원가>와 <정과정>의 시적 인식과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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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도 자신의 결백에 대한 주장과 임에 대한 원망을 반복하여 드러내고 있
다. 특히 8행에 ‘힛마리신뎌’(말짱한 말씀이었구나)는 마치 질타하듯이 
강한 원망을 분출하고 있다. 임의 무심함에 실망하는 화자는 이어서 9행
에 ‘읏븐뎌 아으’(죽고만 싶은 것이다)라고 토로한다. 이러한 원망의 감
정은 마지막 행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아소 님하 도람 드르샤 괴오셔셔’
라는 말은 원망과 기원을 동시에 나타내면서 애원의 목소리로 마음이 변
해버린 임이 마음을 다시 돌이키시고 다시 자신을 사랑해 달라고 호소하
고 있다.
 「정과정」 중에 드러난 임에 대한 원망은 신기질의 「모어아」 중에도 나타
난다. 신기질의 작품은 많은 전고(典故)가 있기 때문에 전고에 대한 이해
는 작품의 전체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한다. 동양에서는 
남성이 여성의 어조를 사용하여 임금에게 자신의 충성을 표명하는 문학적
인 전통을 굴원(屈原)의 『이소(離騷)』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굴원은 
위대한 시인이면서 나라와 임금에 대한 충성심도 잘 알려져 있어 후대의 
문인에게 막대한 향을 주었다. 따라서 사대부 문인들도 자신의 임금에 
대한 충성, 국가의 운명에 대한 걱정을 표현할 때, 자연스럽게 굴원의 『이
소』를 모방하여 자신의 심회를 서술한다. 
 「모어아」의 ‘준의가기우오’(准擬佳期又誤, 꼭 좋은 기약을 하고자 하 으
나 또 그르쳤네) 역시 『이소』 중의 ‘왈황혼이위기혜 강중도이개로’(曰黃昏
而爲期兮 羌中道而改路, 황혼으로 기약을 정했는데 왜 중간에 어기셨는
가)에서 변용된 것이다. 말하자면 처음부터 끝까지 약속을 지킬 줄 모르고 
마음이 수시로 변하는 임에 대한 강한 원망을 표현하는 것이다. ‘나’는 임
과 이미 약속을 정했는데도 임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남의 참소를 믿
어 ‘나’에 대한 불신이 생겼다. 여기서 여성화자의 임에 대한 실망과 원망
이 동시에 잘 드러나고 있다. 작가의 처지를 대입시켜 노래의 뜻을 살펴보
면, 시적 화자가 임으로부터 버림받은 안타까운 사정은 더욱 절실해진다. 
원망을 하고 있지만 이는 임금에 대한 충성 표현에 다름 아니다. 자신의 
위치를 아주 낮추어 임의 동정심에 호소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결국 작가

『한성어문학』 제18권, 한성대학교 한성어문학회, 1999를 참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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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현재 처지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향한 마음에 변함이 없음을 내세워 감
동의 깊이를 더해나간다. 
 
2) 화자의 이성에 대한 관점으로 본 여성상

 고려속요의 가장 큰 특징은 남녀 간의 애정과 이별로 인한 희노애락을 
솔직하고도 애잔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려속요는 조선시
대에 와서 ‘남녀상열지사’로 평가되었다. 여성화자의 목소리는 사랑 혹은 
이별의 상황에서 주로 나타나며 여성화자의 발화대상은 항상 ‘임’으로 명
시되어 있다. 사랑하는 이성에 대한 관점으로 여성상을 살펴보면 주로 ‘임
을 간절히 기다리는 여성상’, ‘임을 극찬하는 여성상’, ‘사랑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여성상’, 그리고 ‘욕망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여성상’이 있다. 

 (1) 임을 간절히 기다리는 여성상

 사랑의 속성 중 하나는 기다림이다. 사랑은 둘의 만남을 전제한 것이지만 
홀로 있음에서 비롯된다. 이에 사랑하는 사람의 숙명적인 정체는 기다림에 
있다 하겠다.118) 그러나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루는 이별 상황에 있어서 기
다리는 존재는 대개 여성으로 그려지고 있다. 설사 겉으로 남성 화자로 그
려지더라도 그 남성 화자는 여성화된 남성이라고 한다.119) 한·중 양국은 
기다리는 여성을 소재로 하는 ‘망부석(望夫石)’ 설화를 공유하고 있다. 중
국의 『신이경(神異經)』에 “무창(武昌)의 정부(貞婦)가 지아비를 바라다가 
돌이 되었다.(武昌貞婦望夫化而爲石)”이라 하 고, 『유명록(幽明錄)』에서는 
그것을 좀더 자세히 “무창(武昌)의 북쪽 산 위에 망부석이 있는데 마치 사
람이 서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옛날부터 전해 오는 이야기로, 옛적에 정
부(貞婦)가 있었는데, 그 지아비 부역으로 멀리 감에 이 산에서 전송하고 
그곳에 서서 지아비를 바라다가 선돌이 되어 그래서 망부석이라고 부른

118) 롤랑 바르트, 김희  역, 『사랑의 단상』, 동문선, 2004, 68쪽. 
119) 위의 책, 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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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武昌北山上有望夫石 狀若人立 古傳云 昔有貞婦 其夫從役遠赴國難 餞
送此山 立望夫而化爲立石 因名焉)”라고 설명하 다.120) 한국에서 망부석 
설화와 관련이 되는 작품은 「정읍사」이다.

    「정읍사」

前腔  하 노피곰 도샤
      어긔야 머리곰 비취오시라
      어긔야 어강됴리
小葉  아으 다롱디리
後腔全져재 녀러신고요
      어긔야 즌  드욜셰라
      어긔야 어강됴리
過篇  어느이다 노코시라
金善調어긔야 내 가논  졈그셰라
      어긔야 어강됴리
小葉  아으 다롱디리

 『고려사』권71 악지2의 기록을 통해 「정읍사」의 배경을 잘 알 수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정읍은 전주의 속현이다. 정읍 사람이 행상을 나가서 오래되어도 돌아오
지 않자 그 처가 산에 올라가 남편을 기다리면서, 남편이 밤길을 가다 해
를 입을까 두려워함을 진흙물의 더러움에 부쳐서 이 노래를 불렀다. 세상
에 전하기를 고개에 올라가면 망부석이 있다고 한다.(井邑全州屬縣 縣人
爲行商久不至 其妻登山石以望之 恐其夫夜行犯害 托泥水之汚以歌之 世傳
有登岾望夫石云)
 이와 같이 고전시가 중에 여성은 항상 이별이라는 상황 속에 기다리는 
형상으로 그려진다. 이것은 “여성의 성향 자체가 사랑과 기다림의 본질과 

120) 윤 옥, 「망부석설화와 <정읍사>」, 『고려가요·악장 연구』, 국어국문학회 편, 태학사, 
1997, 2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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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121)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리치(Rich)는 가부장제 사회·문화적 환경
과 여성의 육체적 체험의 차이로 인하여 여성의 삶은 기다림으로 양식화
된다고 보았다. 그에 의하면 가부장 제도의 가치관은 남성과 여성의 삶을 
일과 사랑으로 양분되었다. ‘정치·사회적 역/공적세계/일의 세계’로 규
정되는 ‘남성의 세계’로부터 분리된 ‘가정의 역/사적 역/사랑의 세계’
에 여성의 삶이 자리한다는 것이다. ‘가정의 역’에 위치하는 여성의 삶
을 지배하는 것은 ‘사랑과 기다림’이라고 한다.122) 이는 여성의 속성을 ‘사
랑과 기다림’으로 집약하는 여성시학이라고 정의하는 것인데 이는 한·중 
고전시가를 볼 때도 적용 가능한 것이다. 「정읍사」의 경우, 여인이 자기 
남편의 무사귀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으며, 임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 
외에 상황을 개선할 힘을 가지고 있지 않은 약자로 존재한다. 여자가 이렇
게 기다리다가 결국은 망부석이 되었는데 망부석이 한과 그리움을 말하는 
상징어임에도 ‘남편의 밤길 위험(夫夜行犯害)’을 상정함으로써 아내의 한
보다 그러한 남편을 염려하고 기다리는 여인의 지고지순함을 부각하고 있
다.123)

  1연에서는 달을 의인화하여 화자인 여인의 염려의 대상에 대한 기원을 
보여준다. 높이 솟은 달은 어두움을 밝히고 어디든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장소의 한계를 벗어나게 해주는 대상으로 인식된다. 2연에서는 염려와 불
안이 더 심화된다. 시적 화자는 남편이 ‘즌를 디딜까’ 걱정을 하고 있는
데, 여기서 ‘즌’는 남편을 유혹하는 부정적인 것이 많은 곳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것이 여자가 될 수도 있고 재물을 노리는 강도가 될 수
도 있다. 이어서 3연에서는 화자가 행상을 해서 버는 돈도 재물도 다 필
요 없이 임이 무사히만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 우리는 임에게 당장이라
도 달려가고 싶지만 달에게 기도하고 마음으로 염려함으로써 기다릴 수밖
에 없는 화자의 소박하지만 강렬한 심정을 읽을 수 있다. 시적 화자인 

121) 이수곤, 「<정읍사>의 여성화자 태도와 그 의미에 대한 시론적 고찰-여성화자 연구의 
비판적 검토와 앞으로의 과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4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7, 410쪽.

122) Adrienne, Rich, 김인성 역, 『더 이상 어머니는 없다』, 평민사, 1995, 226~227쪽. 
123) 김명준, 「고려속요에서 음사 비평의 의의와 한계」, 『고려속요의 전승과 확산』, 보고

사, 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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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남편의 부재가 길어짐에 따라 마음의 불안이 더 심각해지고 있지
만, 약자로서의 ‘나’는 기다리는 것 외에 상황을 달리 할 수 있는 아무런 
힘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여자는 자신의 남편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
며 결국엔 망부석이 되어버렸다. 「정읍사」를 통해 우리는 여필종부의 신념
을 가진 여인이 자신의 남편을 염려하며 무사귀환만을 간절히 바라보는 
여성상을 볼 수 있다. 
 「정읍사」 외에 여인이 사랑하는 임을 위해 기다리는 이미지는 「가시리」
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가시리」

가시리 가시리잇고 나
리고 가시리잇고 나.
위 증즐가 대평셩(大平盛代)

날러는 엇디 살라 고
리고 가시리잇고 나.
위 증즐가 대평셩(大平盛代)

잡와 두어리마
선면 아니 올셰라.
위 증즐가 대평셩(大平盛代)

셜온 님 보내노니 나
가시  도셔 오쇼셔 나.
위 증즐가 대평셩(大平盛代)

 「정읍사」의 이미 행상 나간 임을 기다리는 여인의 상황과는 달리, 「가시
리」는 이별을 직면하고 있는 여인의 심정을 나타낸 작품이다. ‘가시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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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 가시겠습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겠습니까’로 시작하는 화자의 애소는 화
자의 심리를 잘 그려낸다. 아마 지금까지는 서로 사랑하면서 잘 지내왔는
데 임이 갑자기 떠나겠다는 소식을 듣고 화자는 그 말을 거짓이나 장난으
로 여겼다가 정작 이별에 당면해서는 이별의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
서 임에게 재차 확인한다. 2연에서 임이 떠나는 사실을 확인하고 임을 적
극적으로 만류하고 싶어 한다. 시적 화자는 먼저 임에게 ‘나는 어떻게 살
라고 버리고 가느냐’고 가는 임의 무정함을 원망한다. 떠나려는 임을 붙잡
고 애소하는 여인은 이러한 방식이라도 임의 마음을 돌리고 싶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난 후 화자는 이별을 현실
로 받아들여야 하고 임을 보내야만 한다. ‘잡아와 두어리마라난 선하면 아
니 올세라’라는 말을 통해서 여자가 임을 잡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잡
았을 때의 역효과를 걱정해서 잡을 수 없다고 말함으로써, 오히려 잡고 싶
은 마음의 절실함을 더욱더 부각시키고 있다. ‘설운 임 보내옵나니 나난 
가시는 듯 다시 오소서’, 결국에 여자는 이 이별의 슬픔을 감내하고, 기다
림 속에 임이 가는 듯 다시 돌아오기를 기원한다. 즉 현재의 이별은 자신
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화자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임이 
다시 돌아올 것을 기원한다. 「가시리」는 전편이 매우 짧지만 이 짧은 길이
를 통해 청자에게 자신의 심리적인 변화의 과정을 절실히 토로하 다. 「가
시리」에 대해 양주동은 “별리(別離)를 제재로 한 시가가 고금·동서에 그 
얼마리오마는 이 가시리 일편(一片) 육십칠자이십수구(六十七字二十數句)
의 소박미와 함축미, 그 절절(切切)한 애원(哀怨), 그 면면(綿綿)한 정한(情
恨), 아울러 그 구법(句法) 그 장법(章法)을 따를만한 노래가 어디 있느
뇨.”124)라고 높이 평가하 다. 전규태도 “이 짤막한 시형 위에 빚어진 이 
여류 작가의 깊은 사려와 갸륵한 뜻을 다소곳이 맛볼 수 있다. 읽을수록 
새 맛이 나는 애정시가이다.”125)라고 하 다. 「가시리」의 여성화자는 자신
의 감정을 돌려서 말하지도 않고, 함축적으로 표현하지도 않고 임에 대한 
심리적 변화를 노래로 절실히 표현하 다. 그러나 그녀의 행동을 보면 떠
나는 연인이 서운하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서 붙잡지도 않고 애원

124) 양주동, 『여요전주』, 을유문화사, 1959, 424쪽.
125) 전규태, 『한국고전문학의 이해』, 정음사, 1978, 1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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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매달리지도 않는 것이다. 오히려 눈물을 참고 임을 보내며 대신에 일
찍 돌아오라는 희망만 전달하 다. 임에 대한 사랑은 결국은 임을 보내고 
자기가 임이 돌아올 때까지 계속 임을 기다리겠다는 의지로 표현되고 있
다. 우리는 여성화자를 마음속은 연약하지만 겉으로는 감정을 절제하여 강
인하게 보이려는 여인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고려속요와 같이 송사 중에도 사랑하는 임을 간절히 기다리는 여성상이 
많이 등장한다. 다음과 같은 작품을 보자.
  

 「옥루춘(玉樓春)」

임이 가셨을 때는 매화가 막 피었던 시절이었다/ 누구도 모르는 사이에 
복숭아꽃이 이미 다 피었네/ 이화는 봄날에 제일 늦게 지는데/ 임은 무
슨 일로 아직도 돌아올 일자를 확정하지 못하니

나는 임을 볼 수 있는 높은 곳의 난간을 다 기대어보았고 지금은 또다시 
여기로 와있다/ 내 눈물은 모르는 사이에 이미 빨간 소매를 적셨네/ 거
미와 까치는 항상 나를 속이며/ 그들의 증거 없는 행동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니

去時梅萼初凝粉/不覺小桃風力損/梨花最晚又凋零/何事歸期無定準 
闌幹倚遍重來憑/淚粉偷將紅袖印/蜘蛛喜鵲誤人多/似此無憑安足信

  이 작품의 작가는 여성화자로 발화하여 임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 1연에서는 임과 이별했을 때 매화가 막 피어났는데 지금은 매화가 
아닌 이미 복숭아꽃이 피고 있다고 감탄하고 있다. 봄에는 이화(梨花)가 
가장 늦게 지는데 임은 무슨 일로 아직도 돌아오는 날짜를 확정하지 못하
는가라고 물어보고 있다. 여자가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겨울에 피는 매화
부터 늦은 봄에 피는 이화까지 다 보아도 임을 끝까지 만나지 못해 마음
속의 그리움이 유감없이 잘 드러난다. 2연에서 여성화자는 자기가 이미 
임을 바라볼 수 있는 모든 난간을 기대어봤다고 말하면서 지금은 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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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돌아옴을 기다리면서 다시 난간에 기댈 수 있는 높은 곳에 와있다고 
한다.126) 여성화자가 거미나 까치를 보면 임이 돌아올 줄 알았는데 결국은 
한번이라도 임을 보지 못해서 거미와 까치를 다시는 안 믿겠다고 원망한
다. 구양수(歐陽脩)의 사는 제재에 있어서는 만당(晩唐)과 오대(五代)의 전
통을 계승하고 형식이나 기교에 있어서는 당대의 민간사를 계승하여 사에
서 흔히 등장하는 기다리는 여인의 모습을 잘 그려내었다.127)

  임을 간절히 기다리는 여성상은 한·중 고전시가 속에 자주 등장하는 여
성상이다. 기다림이란 인간의 태도 가운데 가장 안일하면서도 나약한 것처
럼 보인다. 왜냐하면 기다림의 상황은 자신의 힘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있
는 일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스스로의 무력함
을 인정하는 일은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는 일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기다
림은 내면적으로 극심한 고통과 절제를 요구한다. 기다림은 곧 막막함인
데, 그 막막함 속에서 사는 삶은 끝없는 사색과 절제, 그리고 인내를 요구
한다.128) 그러나 고려속요의 여성상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상대남성에 
대해서는 한없이 연약하지만, 사랑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불사하며 
끝없이 기다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끈질기고 강인하다고 볼 수 있다.129)

(2) 임을 극찬하는 여성상
 

 고려속요는 대부분이 여성화자가 사랑하는 이성인 ‘임’에 대한 감정을 표
현하고 있고 ‘임’의 이미지는 여성화자의 발화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여성화자의 임에 대한 인식은 거꾸로 여성화자 자신에 대한 인식으로 전
환될 수도 있다. 다음은 「동동」의 전반부 내용이다. 

126) 송사에 등장하는 여인이 사랑하는 임을 기다릴 때는 항상 높은 데에 있는 난간에 기
댄다고 한다. 문인의 사에 나타난 여인들은 특히 이러하다. 이미 앞에 분석한 신기질의 
사에서도 “休去倚危欄(아스라한 난간으로 가서 기대지 말라)”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와 
같이 ‘난간에 기대하는 여인’은 대부분을 ‘임을 간절히 기다리는 여인’으로 볼 수 있다. 

127) 홍병혜, 『구양수 사의 이해』, 한국학술정보출판사, 2007, 121쪽. 
128) 황병익, 『고전시가 사랑을 노래하다』, 산지니, 2010, 43쪽.
129) 박혜숙, 앞의 논문,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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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德)으란 곰예 받고, 복(福)으란 림예 받고,
덕(德)이여 복(福)이라 호 나라 오소다.
아으 동동(動動)다리.

정월(正月)ㅅ 나릿므른 아으 어져 녹져 논
누릿 가온 나곤 몸하 올로 녈셔
아으 동동(動動)다리.

이월(二月)ㅅ 보로매, 아으 노피 현 등(燈)ㅅ블 다호라.
만인(萬人) 비취실 즈샷다.
아으 동동(動動)다리.

삼월(三月) 나며 개(開) 아으 만춘(滿春) 욋고지여.
 므롤 즈 디뎌 나샷다.
아으 동동(動動)다리.

 「동동」은 ‘송도지사(頌禱之詞)’로 많이 논의되어 왔다. 『고려사』 악지에서
는 “동동지희 기가사다유송도지사 개효선어이위지 연사리부재(動動之戱 
其歌詞多有頌禱之詞 盖效仙語而爲之 然詞俚不載)”라는 기록이 있다. 송도
(頌禱)에서 ‘송’이란 ‘신명(神明)·인군(人君)의 성덕(盛德)을 칭송’함이고 
‘도’란 ‘고신명(告神明)’이며 ‘신명에게 고함’이다.130) 송도는 원래 신을 대
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후대에는 보편적으로 왕의 성덕을 칭송하는 내용을 
지칭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넓은 의미의 ‘송도성’이란 신명을 칭송하고 신
에게 비는 행위와, 왕을 송축하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된다.131) 
 고려속요에는 ‘송도지사’가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송도지사’와 동시에 
‘남녀상열지사’라는 얼핏 상반되어 보이는 평가도 받고 있다. 이는 민간노
래를 궁중악으로 수용한 데 따른 것이라 본다. 결국 고려 궁중속악 특유의 

130) 허남춘, 「궁중악과 송도」, 『고려가요·악장 연구』, 국어국문학회 편, 태학사, 1997, 44
쪽. 

131) 위의 논문, 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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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토양에서 생겨난 속요만의 독특한 면모를 확인하게 된다.132) 즉 속
요 본래의 남녀상열적 의미와 궁중악 특유의 송도적 기능이 만나게 되고 
고려속요는 단순한 민요의 형태를 벗고 악곡의 형식을 얹게 되는 것이다.  
 기록에 따르면 당악정재(唐樂呈才)에서는 죽간자(竹竿子)가 연희의 시작
과 끝을 알리며 군왕에게 송축의 내용을 지닌 치어(致語)와 구호(口號)를 
갖게 되는데, 속요의 첫머리나 끝머리에 나타나는 송도적 표현은 바로 이
에서 연유된 것이다.133) 이것이 「동동」에 송도지사로 기록되었고, 나아가 
「가시리」나 「정석가」를 비롯한 속요 일반의 속성으로 인식된 것이다.
 따라서 「동동」을 ‘송도지사’로 평가하는 것은 ‘작품의 서사부만을 두고 
평가를 내렸기 때문에 생겨나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다. 박노
준은 서련에서의 제의적 성향은 정월노래 이하의 개인 서정적 내용과는 
거의 무관하다는 전제 하에 「동동」을 순수 서정요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
을 취하고 있다.134) 또한 조동일도 “정월령 이하 달거리로 이어지는 본사
의 노래는 달마다 임을 그리워하는 여인의 사설로 이루어져 있어 송도도 
선어도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정월령에서 냇물은 얼기도 하고 녹기도 하
는데 누리 가운데 나서 자기 몸은 홀로 살아가는가 하고 탄식한 것은 자
연과의 대조를 통해서 삶의 근원적인 고독을 나타내는 의미를 지닌다.”고 
하여 순수 서정시가로서의 측면을 부각시켰다.135)

 본고는 작품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에 앞서 위와 같은 논의에 동조하여 
「동동」의 송도적 성격이 주로 서련을 통해서 나타나며 정월령부터는 여성
화자가 임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는 내용으로 보겠다.
 다시 작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동」의 여성화자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 세시풍속별로 임을 떠올리고 임에 대한 사랑과 함께 임을 찬
양하고 그리워하고 있다. 화자는 2월 보름 연등회 때 높이 켜 놓은 등불
에서 임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다. 화자는 임을 만인이 우러르며 소망을 비
는 ‘높이 켜 놓은 등불’에 비유하고 있다. 임의 존재로 인하여 어두운 세

132) 윤성현, 『속요의 아름다움』, 태학사, 2007, 34쪽. 
133) 위의 책, 35쪽. 
134) 박노준, 「동동의 한 이해」, 『고려가요의 연구』, 새문사, 1990.
135) 조동일, 『한국시가의 역사의식』, 문예출판사, 1993, 1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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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밝아지며 임은 많은 사람을 인도하고 희망을 전해주는 존재로 인식
되고 있다. 이어서 3월에도 시적 화자는 자기가 연모하는 임을 만춘에 핀 
진달래꽃에 비유한다. 풍성하게 피면서도 순박한 아름다움을 지닌 진달래
꽃은 동양적인 순수함을 대표하는 꽃으로 인식된다. 화자는 임을 질박하면
서도 남이 부러워할 모습을 지닌 진달래꽃에 비유함으로써 임의 위용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 화자에게 선망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2월의 
‘등불’과 3월의 ‘진달래꽃’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이를 여성화자 자신을 
벼랑에 버려진 빗, 발에 밟힌 열매, 또는 반(盤)에 올려진 젓가락에 비유하
는 것과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자신을 비하하는 태도와 임을 극찬하는 태
도가 선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절실히 느낄 수 있다. 결국 인간의 
사고는 대상으로 나아가면서, 동시에 주체인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는 
것이다. 여기도 여성화자의 눈에 보이는 임의 형상은 결국은 자신의 모습
에 대한 이해로 귀결될 수 있다. 즉 주체의 사고는 대상을 향한 의식 작용
과 더불어 그 대상에 의해 자기를 발견하고 이해하는 의식 작용으로 이루
어진다. 이는 각각 ‘지향성’과 ‘반성’으로 개념화된다.136) 대상을 통한 자
기 이해의 문제는 대상을 향한 지향성과 반성에 의한 자기 이해로 구성되
며, 이들 의식의 길항 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이 성찰의 문제를 인간 
사고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여성화자의 ‘임’에 대한 
인식은 자신에 대한 인식과 접한 관련이 있으며 화자의 임에 대한 태도
의 이해는 화자의 이미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동동」의 여성화자와 같이 임을 극찬하고 절대적인 대상으로 인식하는 
형상은 송사에도 자주 나타난다. 다음은 위장(韋莊)의 「사제향(思帝鄕)」이
다.

「사제향(思帝鄕)」

136) 대상을 향하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로 되돌아온다는 점은 인간 사고의 두 방향성, 
지향성과 반성의 작용을 보여준다. 특히 자신의 방식으로 대상을 바라보지만 한편으로
는 내가 보는 방식에 따라서 나의 존재가 형성된다는 인식은 대상을 통한 자기 형성과 
이해라는 성찰적 사고의 본령에 해당하는 것이다.

   최홍원, 「시조의 성찰적 사고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25~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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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나들이길/ 살구꽃이 흩날려 머리에 가득/ 거리에 누구네 집 미소년
이 풍류에 빠져있나

내가 임에게 시집 간다면 평생토록 행복하리라/ 비록 무정하게 버림 받
아도/ 부끄럽지 않으리

春日遊/杏花吹滿頭/陌上誰家年少足風流
妾擬將身嫁與一生休/縱被無情棄/不能羞

 여성이 화자로 발화할 때, 자신의 눈에 보이는 임은 항상 자신보다 월등
하게 빛나는 존재로 인식된다. 위장의 사도 이를 잘 입증한다. 여자는 봄
날에 살구꽃을 구경하면서 멋진 임을 만나게 된다. 임은 그녀의 눈에 보기
에는 풍류를 지닌 좋은 신랑감이다. 여자는 임이 자신에게 한눈에 반해 평
생 그의 처가 되기를 바란다. 뿐만 아니라 혹시 나중에 임에게 버림받더라
도 부끄럽지 않겠다고 표현한다. 사실 임과 여성화자 자신의 거리로 볼 때 
임에게 버림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라서 이러한 표현을 할 수
도 있다. 자신 앞에 이렇게 빛나는 임은 나를 사랑할 만한 이유도 없고 나
를 돌아볼 가능성이 또한 없다. 임에 대한 극찬은 한편 내 자신에 대한 반
성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달리 말하자면 사랑하는 임 앞에서 여성이 자기 
비하까지 하면서 임에 대한 극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3) 사랑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여성상

 고려속요의 여성화자는 대부분 인고하고 순종하는 여성으로 인식되지만 
때로는 격정적이라 할 만큼 적극적 자세를 보여주는 경우가 있다. 「서경별
곡」을 먼저 살펴볼 것이다.

「서경별곡(西京別曲)」

서경(西京)이 아즐가 서경(西京)이 셔울히 마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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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두어렁셩 두어렁셩 다링디리
닷곤 아즐가 닷곤 쇼셩경 고마른
위 두어렁셩 두어렁셩 다링디리
여므론 아즐가 여므론 질삼뵈 리시고
위 두어렁셩 두어렁셩 다링디리
괴시란 아즐가 괴시란 우러곰 좃니노이다
위 두어렁셩 두어렁셩 다링디리

구스리 아즐가 구스리 바회예 디신
위 두어렁셩 두어렁셩 다링디리
긴히 아즐가 긴힛 그츠리잇가 나
위 두어렁셩 두어렁셩 다링디리
즈믄 를 아즐가 즈믄 를 외오곰 녀신
위 두어렁셩 두어렁셩 다링디리
신(信)잇 아즐가 신(信)잇 그츠리잇가 나
위 두어렁셩 두어렁셩 다링디리

대동강(大同江) 아즐가 대동강(大同江)너븐디 몰라셔
위 두어렁셩 두어렁셩 다링디리
 내여 아즐가  내여 노다 샤공아
위 두어렁셩 두어렁셩 다링디리
네 가시 아즐가 네 가시 럼난디 몰라셔
위 두어렁셩 두어렁셩 다링디리
녈 예 아즐가 녈 예 연즌다 샤공아
위 두어렁셩 두어렁셩 다링디리
대동강(大同江) 아즐가 대동강(大同江) 건넌편 고즐여
위 두어렁셩 두어렁셩 다링디리
 타 들면 아즐가  타 들면 것고리이다 나
위 두어렁셩 두어렁셩 다링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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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의 주인공은 길쌈하는 여인으로 사랑에 빠져 있다. 그녀는 새로 
닦은 고향인 서경을 사랑하고, 부모와 벗들의 정이 있는 아름다운 고향을 
떠날 생각은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다. 하지만 임이 떠난다는 소식을 들은 
순간 자기가 사랑하는 고향뿐만 아니라 여자의 삶이요 생활의 방편인 길
쌈까지 버리고 임을 따라가겠다고 굳건히 결심한다. 이를 통해 여자가 임
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이어서 여인은 구슬이 바위에 떨어지더라도 끈은 끊어지지 않겠다고 다
짐하며 비록 자신이 천년을 외롭게 지내더라도 임과의 신뢰는 쉽게 끊어
지지 않겠다고 원한 사랑에 대한 확신을 적극적으로 표명하 다. 2연의 
내용은 당시에 널리 유행하던 관용구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시적 화자는 
임에게 서로 맺은 언약을 상기시키기 위해 이 구절을 사용한다.  
 3연을 보면 여인은 임과 이별하는 상황을 직면하고 있다. 강은 보통 시
가에서 이별을 상징한다. 여기서 대동강은 그 이름이 주는 이미지가 아주 
넓은 강으로 한번 떠나면 다시 올 수 없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그래서 이 
강가의 이별은 더욱 슬프게 느껴진다.137)

  특별한 것은 이런 이별의 상황에서 여인은 매우 급한 나머지 엉뚱하게 
죄 없는 뱃사공의 아내를 음란하다 비난하며 애꿎은 사공에게 분풀이를 
하고 있다. 임이 배타고 건너편에 도착하면 ‘건너편 꽃을 꺾을 것’이기 때
문이다. 즉 저기 있는 다른 여자와 사귈 수도 있기에, 화자의 원망의 태도
는 임과의 만남을 단절시키는 사공과 배에게로 향한다. 결국 3연에서는 
현실 공간에서 임과의 단절감이 사공에 대한 원망의 감정으로 표출된다. 
 일부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서경별곡」은 ‘서경’으로부터 ‘대동강’으로 
작품 내적 공간이 이동하고 있다. 그 사이에 삽입가요가 들어가 있어 의미
의 전개가 부자연스럽고 이미지의 흐름에도 부조화의 면이 드러난다고 언
급되어 왔다. 그리고 『고려사』 악지에는 「서경곡」과 「대동강곡」이 있어 
이러한 점들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세 노래의 합성이 오늘날의 「서경별
곡」을 이루었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138) 윤성현은 「서경별곡」의 합가설에 

137) 김무현, 앞의 책, 295쪽.
138) 신은경, 「<서경별곡>과 <정석가>의 공통 삽입가요에 대한 일고찰」, 『고려가요·악장 



- 65 -

동의하지만 “세 단락의 정서는 서로 꼬인 듯 보이지만, 변화무쌍한 화자의 
태도로 인해 오히려 묘미를 보인다.”라고 주장한다.139) 또한 장덕순은 “이
별의 부정, 그러나 체념적인 긍정, 마침내는 제삼자(뱃사공)의 개입으로 체
념을 번의(翻意)하는 등, 복잡미묘한 격정이 너무도 잘 표현되어 있다.”140)

라고 여성화자의 격정성과 적극성에 대해 평가한다.
 본고도 위와 같은 논의들을 수용하면서 「서경별곡」의 여성화자를 사랑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여성으로 본다. 처음에는 임이 떠나간다는 소식을 듣
자 모든 것을 버려도 울면서 임을 따라 가겠다고 적극적으로 임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다. 그러나 임이 진짜로 나를 두고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알
게 되고, 임에게 비록 둘이 떨어져 있더라도 임과의 신의는 쉽게 변치 않
겠다고 고백한다. 하지만 막상 임이 배 타고 떠날 때 여인은 정신도 못 차
리고 너무 급한 나머지, 임에 대한 원망을 뱃사공에게 전이시키고 괜한 뱃
사공에게 분풀이를 한다. 이 모든 행동은 화자의 격정적 심리상태를 유감
없이 보여주고 있다. 「가시리」의 여성화자가 보여주는 침착하고 여성스런 
처신에 비해, 「서경별곡」의 여성화자는 똑같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매우 다
른 대응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 노래는 의미구조상 긴장을 수반
하는 한편, 임과의 이별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던 전통적 순종성을 깨뜨림으
로써 새로운 적극적인 여성상을 보여주고 있다. 「서경별곡」과 같이 임을 
만류할 수 있으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수 있는 적극적인 여성의 이미
지는 송사에서도 두루 발견할 수 있다. 다음은 유 (柳永)의 작품이다.

 「정풍파(定風波)」  

봄은 와도 푸른 잎과 붉은 꽃들이 모두 근심에 쌓인 듯/ 내 마음은 
아무 흥이 없네
해가 나뭇가지 위에 오르고 꾀꼬리가 버드나무 가지에서 지저귀건만
/ 금침 안에서 옷을 입은 채 일어나질 않네

연구』, 국어국문학회 편, 태학사, 1997, 345쪽. 
139) 윤성현, 앞의 책, 138쪽. 
140) 장덕순, 『한국문학사』, 동화문화사, 1982, 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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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진 피부는 야위어졌고/ 비단 같은 머릿결은 축 처져 아무 볼품
이 없어도/종일 빈둥빈둥 머리 단장할 생각이 없다
어쩔 수 없어라/ 야속한 임 한번 가시더니/ 편지 한 통 없는 일을

이럴 줄 미리 알아야 했거늘/ 애당초/말안장 잡아매지 않은 일 후
회하네
임을 집에 머물게 하여 창문을 대하고 종이와 붓으로 나에게 시를 
짓는 일이나 가르쳐 달라고 하며
잠시라도 나를 떠나지 말게 할 것을/나도 임 곁에 온종일 꼭 붙어서 
바느질이나 하며 소일할 걸
임과 함께라면 이 내 청춘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이렇게 힘들게 기
다리는 일도 없으련만

自春來，慘綠愁紅，芳心是事可可
日上花梢，鶯穿柳帶，猶壓香衾臥
暖酥消，膩雲亸，終日厭厭倦梳裹
無那，恨薄情一去，音書無個

早知恁麼，悔當初，不把雕鞍鎖
向雞窗，只與蠻箋象管，拘束教吟課
鎮相隨，莫拋躲，針線閑拈伴伊坐
和我，免使年少，光陰虛度

  

  유 의 사는 “우물을 마시는 곳이면 어디서나 노래 부르고 있다.”141)라
고 할 정도로 세상에 크게 유행하 다. 한국의 『고려사』 악지에도 유 의 
사가 여러 편 실려 있는 것을 보면 그의 사는 한국까지도 전파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142) 유 에 관한 기록에 따르면 유 은 “정치적인 실의에 
빠져 무료하게 지내게 되자, 기녀의 거소에 머물며 마침내 통속적인 말들

141) “凡有井水飮處, 卽能歌柳詞.” (葉夢得, 『避暑錄話』)
142) 김학주, 『중국문학사』, 신아사, 1989, 395~3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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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모두 수집하 고 이것들을 사 속에 편입시킴으로써, 기인(伎人)들이 서
로 전하고 배우기에 편하게 하니 일시에 유행하여, 사방으로 전파되었다
.”143) 따라서 유 의 사에는 기녀의 형상이 자주 나타나며 그녀들의 다정
다감한 감정이 솔직하고 선명하게 묘사되고 있다. 위의 작품은 유 의 대
표적인 사 중의 하나이다. 1연에서는 여성화자가 봄의 모든 경치가 임의 
부재로 인해 아주 힘이 없고 흥이 없어 보인다고 말한다. 임이 옆에 없어
서 일어나기도 싫고 화장하기도 귀찮다. ‘여자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화
장한다(女爲悅己者容)’144)는 말을 생각할 때, 여자가 모든 일에 관심이 없
고 화장까지 귀찮아하는 태도는 임의 부재로 인한 것이며, 이 때 임을 향
한 자신의 그리움은 임에 대한 원망으로 바뀐다. 모든 일에 의욕이 느껴지
지 않는 여자는 2연에서 임을 잡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를 하고 있다. 이
럴 줄 알았으면 애당초 임을 집에 머물게 하여 창문을 대하게 하고 나에
게 시를 짓는 일을 가르쳐 달라고 하거나 내가 임 옆에 온종일 꼭 붙어서 
바느질이나 하며 임과 일분일초도 떨어지지 않게 했어야 한다고 토로하
다. 우리는 여성화자의 발화를 통해 화자가 임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그리워하는지를 잘 알 수 있다. 무작정 임을 그리워하거나 기다리는 다른 
고전시가의 여성상과 달리, 이 시가의 여성은 미묘한 심리적 변화를 겪으
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숨김없이 적극적으로 토로하는 이미지로 나타난다.
  여성의 사랑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는 ‘임’과의 사랑에 대한 굳은 의지를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다음은 고려속요 「정석가(鄭石歌)」이다.

딩아 돌하 당금(當今)에 계샹이다
딩아 돌하 당금(當今)에 계샹이다
션왕셩(先王聖代)에 노니 와지이다

143) 宋翔鳳, 「樂府餘論」, 『詞話叢編』: 耆卿失意無俚, 流連坊曲, 遂盡收俚俗言語, 編入詞
中, 以便伎人傳習, 一時動聽, 散播四方. 

   楊海明 저, 이종진 역, 『당송사풍격론』, 신아사, 1994, 90쪽에서 재인용.
144) 『戰國策·趙策一』에서 “士爲知己者死 女爲悅己者容”라는 말이 있다. 그 뜻은 “사내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만 죽을 수 있을 것이며 여자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만 화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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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삭기 셰물애 별헤 나
삭삭기 셰물애 별헤 나
구은 밤 닷 되를 심고이다
그 바미 우미 도다 삭나거시아
그 바미 우미 도다 삭나거시아
유덕(有德)신 님믈 여와지이다

옥(玉)으로 련(蓮)ㅅ고즐 사교이다
옥(玉)으로 련(蓮)ㅅ고즐 사교이다
바회 우희 접듀(接柱)요이다.
그 고지 삼동(三同)이 퓌거시아
그 고지 삼동(三同)이 퓌거시아
유덕(有德)신 님믈 여와지이다

므쇠로 텰릭을 아 나
므쇠로 텰릭을 아 나
텰(鐵絲)로 주롬 바고이다
그 오시 다 헐어시아
그 오시 다 헐어시아
유덕(有德)신 님믈 여와지이다

므쇠로 한쇼를 디여다가
므쇠로 한쇼를 디여다가
텰슈산(鐵樹山)애 노호이다.
그  텰초(鐵草)를 머거아
그  텰초(鐵草)를 머거아
유덕(有德)신 님믈 여와지이다

구스리 바회예 디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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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스리 바회예 디신
긴힛 그츠리잇가
즈믄  외오곰 녀신
즈믄  외오곰 녀신
신(信)잇 그츠리잇가

 「정석가」는 애당초 민간의 사랑노래로 비롯되었으나 뒷날 문화적 변화 
요인을 맞닥뜨리면서 궁중속악으로 끌려들어간 노래이다. 여기서 왕실 연
행에 걸맞도록 부분적 손질과 함께 송도성이라는 관례적 외피를 머리에 
얹은 것이 지금의 모습인 바, 「동동」이나 「처용가」의 서사부가 본사의 정
조와는 다분히 이질적인 것과 같은 이치이다.145) 따라서 본고는 「정석가」
를 ‘서사부(1연)/본사부(2~5연)/결사부(6연)’의 짜임을 가진 작품으로 본다. 
서사부는 왕실연행을 위해 덧붙인 대목이며 본사부와 결사부는 민간에서 
유래하여 여성화자가 임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을 노래하는 부분이다.
 「정석가」는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함으로써 임과의 사랑을 무한히 지속하
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한 노래이다. 이 작품에서 사용된 표현 기교는 역설
적 과장으로, 민요와 시조 등에서도 부지기수로 발견되고 있다. 이규호는 
‘정과정식 표현’을 불가능한 가정을 전제로 삼아 원성을 나타내는 표현
법이라 보고 이것은 유한한 생 속에서 원을 꿈꾸는 시간의식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146) 「정석가」의 내용을 보면, 임과 이미 이별한 상황인지 아
니면 이별을 직면하고 있는 상황인지 알 수 없지만 노래의 마지막 행이 
모두 ‘~와지이다’로 끝을 맺음으로써 화자의 간절한 소망을 나타내는 어
미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마도 화자가 임과 이별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이
를 부정하기 위해 지은 노래로 이해할 수 있다. 2연에서 5연까지는 각각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함으로써 임과 절대 헤어지고 싶지 않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2연에서는 가는 모래밭에 생밤도 아닌 구운밤 닷 
되를 심어 놓고 그 밤이 움이 돋아 싹이 나야만, 3연에서는 옥으로 새긴 
연꽃을 바위에 심어 두고 꽃이 세 묶음이나 피어야만, 4연에서는 무쇠로 

145) 윤성현, 앞의 책, 261쪽. 
146) 이규호, 「정석가식 표현과 시간의식」, 『국어국문학』 제92집, 국어국문학회,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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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하고 철사로 주름 박은 철옷이 다 헐어야만, 5연에서는 무쇠로 만든 
큰 소를 철로 된 나무가 자라는 산에 놓고, 그 소가 철로 된 풀을 다 먹
어야만 임과 헤어지겠다고 한다. 현실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상황을 
가정하고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야만 임과 헤어지겠다는 표현은 “불가능한 
가정을 전제로 삼아 원성을 나타내는 정석가식 특유의 역설적 과장”147)

으로써 임과의 합일을 원히 지속시키고자 하는 화자의 강렬한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 6연에서는 「서경별곡」의 2연과 동
일한 내용이되, 더 구체적인 상황을 설정하여 임과 헤어지는 상황이 벌어
지더라도 자신의 마음은 절대로 변함없이 지속될 것임을 표명함으로써 디
시 한번 자신의 의지와 신념을 표방한다. 
 「정석가」에 나타난 강한 의지를 지닌 여성상은 중국의 문학 작품 중에도 
빈번히 등장하여 학습자에게는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이다. 다음은 
「정석가」와 비교대상이 되는 중국의 민간사 「보살만(菩薩蠻)」이다.

「보살만(菩薩蠻)」

베갯머리 앞에서 천만 가지 소원을 빌었지요
저를 쫓아내시겠다고요/ 청산이 썩어 문드러지면 그렇게 하세요
수면 위로 저울추가 둥둥 뜨면
황하수가 다 마르거든 그렇게 하세요
대낮에 삼성과 진성이 동시에 보이거든
북두칠성이 남쪽으로 돌거든 그렇게 하세요
아무리 쫓아내려 해도 쫓아낼 수 없어요
한밤중에 해가 뜨면 그렇게 하세요

枕前發盡千般願
要休且待青山爛
水面上秤錘浮

147) 조연숙, 「고려속요의 시공의식」, 『고려속요 연구』, 국학자료원, 2004, 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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直待黃河徹底枯
白日參辰現
北斗回南面 
休即未能休
且待三更見日頭

 위의 「보살만」이라는 작품은 민간의 사로서 민요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
다. 많은 사람이 이 작품을 한악부(漢樂府) 민가 중의 「상사(上邪)」: “하늘
이여, 나는 임과 서로 사랑하여, 원토록 끊어지지 않게 하리, 산이 닳아 
없어지고, 강물이 말라붙고, 겨울에 우레가 치고, 여름에 눈이 내리고, 하
늘과 땅이 합쳐질 때에나, 임과 헤어지리.148)”에 비견하며 이러한 역설적 
표현은 민요에 기원이 있다고 주장한다.149) 「보살만」의 시적 화자는 여섯 
가지 현실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을 가정하고 이러한 일이 벌어
져야만 임과 헤어지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이 여섯 가지 상황은 푸
른 산이 다 썩어 없어지는 상황, 저울추가 물 위에 뜨는 상황, 황하가 밑
바닥까지 마르는 상황, 대낮에 삼성(參星)과 진성(辰星)이 나타나는 상황, 
북두성(北斗星)이 남쪽으로 도는 상황, 한밤중에 해가 보이는 상황이다. 
즉 현실에서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을 상황이 일어나야, 임과 헤어지겠다는 
말은 불가능한 가정을 전제로 삼아 원성을 나타내는 “역설적 과장”이다. 
조건에 제시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예 없기 때문에 임과 헤어질 가능
성 또한 아예 없는 것이다. 역설을 통해 여성화자가 임과 절대로 헤어지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4) 욕망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여성상

 『고려사』의 편찬자들은 속악의 내용이 속되고 천박하다고 했으며, 그 중 
비속의 정도가 심한 것의 내용은 문헌에 기재하지도 않고 다만 곡명과 지

148) 上邪 我欲與君相知 長命無絶衰 山無陵 江水爲竭 冬雷震震 夏雨雪 天地合 乃敢與君
絶

149) 양해명, 앞의 책, 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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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뜻만을 적는다고 밝히고 있다.150) 사실 속가의 내용적 특성을 여러 측
면에서 규정할 수 있지만 가장 뚜렷한 것 중의 하나가 남녀 간의 애욕을 
노골적으로 노래한 점과 이러한 것에서 풍기는 비리함, 즉 비속성일 것이
다.151) 고려속요는 조선조에 와서 ‘남녀상열지사’로 인식되기도 하는데 이
는 물론 조선조 사대부들의 문화적 잣대가 적용된 평가이지만 속요가 욕
망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 작품을 보자. 

「만전춘별사(滿殿春別詞)」

어름 우희 댓닙자리 보와
님과 나와 어러주글만뎡
어름 위희 댓닙자리 보와
님과 나와 어러주글만뎡
졍情둔 오범 더듸 새오시라 더듸 새오시라

경경耿耿 고침샹孤枕上애
어느 미 오리오
셔창西窓을 여러니
도화桃花ㅣ 發두다
桃花도화 시름업서
쇼춘풍笑春風다 쇼춘풍笑春風다 

넉시라도 님을 
녀닛경景 너기다니
넉시라도 님을 
녀닛경景 너기다니
벼기시더니 뉘러시니잇가 뉘러시니잇가

150) “語多鄙俚其甚者但記其歌名與作歌之意”
151) 김쾌덕, 『고려속가의 연구』, 국학자료원, 2006, 24쪽. 



- 73 -

올하 올하 
아련 비올하
여흘란 어듸 두고 
소해 자라온다
소콧 얼면 여흘도 됴니 여흘도 됴니

남산南山애 자리 보와
옥산玉山을 벼여 누어
금슈산錦繡山 니블 안해
샤향麝香 각시를 아나 누어
약藥든 가을 맛초사이다 맛초사이다

아소 님하 遠代平生애 여힐 모새

 「만전춘별사」에 대한 논의들을 살펴보면 이 작품은 어조의 불일치, 남녀
화자의 교체가 특징인 작품으로 인식된다. 그래서 초기연구들은 이 작품을 
여러 이질적인 전래 가요의 합성에 의한 재창작품으로 보는 견해가 강했
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 작품은 통일된 질서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학
자들이 많아졌다. 박노준은 「만전춘별사」가 “내용상의 일정한 정연성 혹은 
맥락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가 충분히 발견될 수 있는 이상,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존중하여 작품의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일에 주저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152) 윤 옥은 시간적 구조의 측면에서 작품을 보고, 
「만전춘별사」는 절박한 이별을 앞에 둔 현재의 제1연과 화합을 과거로 하
고 이별을 현재로 한 제2, 제3, 제4의 연과 가상한 미래의 제5연, 그리고 
기원의 제6연으로 유기적으로 짜여 있다고 주장한다.153) 또한 윤성현은 
작품의 시점과 공간, 그리고 화자의 일관성을 주장하여 「만전춘별사」는 여

152) 박노준, 「<만전춘별사>의 제명과 작품의 구조적 이해」, 『문학한글』 제1호, 한글학회, 
1987, 19쪽. 

153) 윤 옥, 「<만전춘> 별사의 재음미」, 『고려가요연구의 현황과 전망』, 성균관대학교 인
문과학연구소 편, 집문당, 1996, 2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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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자로 일관되어 있으며 이 노래는 임과의 뜨거운 사랑에서 출발하여 
임의 떠나감으로 인한 고통, 기다림의 고독과 원망, 그리고 다시 돌아온 
임과의 재결합으로 인한 환희, 그리고 이에 이어지는 변치 않는 사랑의 맹
세로 마무리되면서 사랑과 이별의 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다채로운 정
서가 망라되어 있다고 한다.154) 
 본고도 위와 같은 논의들에 따라 「만전춘별사」를 일관성을 지닌 노래로 
본다. 작품의 1연을 보면 얼음 위에 댓잎 자리를 깔고 누워 있더라도 임
과 함께 하는 오늘 밤이 더디 갔으면 한다는 화자의 심회를 토로하고 있
다. 얼어 죽을 수도 있는 상황과 그러해도 임과 함께 있는 시간이 천천히 
가길 바라는 심정은 강한 대비가 아닐 수 없다. 이 밤이 지나면 임과 이별
해야 할 상황으로 추측할 수 있다. 실제로 둘째 연을 보면 이별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화자는 이별에서 오는 슬픔에 젖어 있어 활짝 핀 복숭아
꽃이 봄바람을 희롱하면서 웃고 있다는 모습에 더욱더 슬픔을 느낀다. 따
라서 3연에서는 임에 대한 원망을 표현하여 ‘넋이라도 함께 하고자 말하
던 이가 누구 냐’고 반문한다. 원망의 말을 쏟아낸 화자는 4연에서 오리
에게 말을 건네며 등장한다. 임에게 향했던 시선을 자신의 주변으로 돌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오리와 여흘, 소의 상징적 의미를 따짐으로써 바
람둥이 남자를 조롱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어서 화자는 임과 자신이 하
나가 된 장면을 상상한다. 얼음 위에 얼어 죽더라도 함께 하고 싶다고 말
했던 여인은 이제 남산, 옥산, 금수산 등으로 표상되는 아름다운 장소에서 
‘약든 가슴을 맞추는’ 상상을 하게 된다.155) 이는 내용상 5연에 이어지면
서 다른 한편으로는 형태상 작품의 전체를 마무리해주고 있다. 바로 앞에
서 맛보았던 희열의 극치, 그 절정의 사랑을 이제는 다시 놓치지 말고 
원무궁토록 이어가자는 내용으로 사랑의 대단원을 이루고 있다.156)

 박노준은 「만전춘별사」의 제목을 송사와 관련지어서 다음과 같이 논의한 
적 있다. “「만전춘」 하나만을 두고 고려 당시 사문학의 경우와 견주어 볼 
때 ‘만전춘이란 이름은 노래 내용과 무관한, 사에 있어서 사조명과 같은 

154) 윤성현, 『속요의 아름다움』, 태학사, 2007, 60~61쪽.
155) 전규태, 「<만전춘별사>고」, 『고려시대의 가요 문학』, 새문사, 1992, 104~115쪽. 
156) 윤성현, 앞의 책, 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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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필자는 단언하고 싶다. 이것은 결국 예의 관례화된 사조명 붙이
기가 속요 작품에도 향을 미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고려 왕실에서 
널리 가창된 송사의 경우를 참작한다면 속요의 제목을 궁중 차원에서 정
할 때 사의 향이 적지 않게 작용되었으리란 점 쉽게 납득할 수 있기 때
문이다. 그러므로 만전춘이란 제목은 일부 논자의 주장처럼, 작품 내용과 
거의 관계가 없음에도, 이를 주관적으로 해석하여 서로 접맥시킬 성질의 
것도 아니고, 가극의 구성요건을 전제로 해서 거기에 대입시키기 위하여 
글자 풀이를 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단정한다.”157)

 이와 같은 견해는 한가지의 추측일 뿐이고 앞으로의 확실한 논증이 필요
하지만 고려속요는 송사와 내용적인 측면에서 공통점이 많다는 것은 부인
하기 어렵다. 「만전춘별사」와 같이 임과 함께 있고 싶은 욕망을 적극적으
로 표현하는 여성의 이미지는 송사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아래의 송
사 작품인 「천추세(千秋歲)」을 보도록 하겠다.

「천추세(千秋歲)」

그때의 풍류를 그리워하며/어떤 모습도 나에게는 매혹적이고 아름답
다/이별은 만남보다 쉬워서 사람에게 한만 남긴다/편지로 나의 그
리움을 전해주고 싶다/편지지에 내 그리움의 눈물이 떨어진다/서당
은 매우 깊으며 촛불은 어둡기만 하다/문이 닫혀 있네

그때 같은 즐거움을 어느 때에나 이루게 될까/일찍이 만나 거듭 맹
세하게 되기 바라며/아름다운 경치 좋은 때를 소홀하게 보내버리지 
않으리라/원앙 방장 안에 원앙 이불/원앙 베개 위에 원앙이 잔다/
그와 같이 늘 천년토록 살고파라

想風流態/種種般般媚/恨別離時太容易/香箋欲寫相思意/相思淚滴香
箋字/畫堂深/銀燭暗/重門閉

157) 박노준, 앞의 논문,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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似當日歡娛何日遂/願早早相逢重設誓/美景良辰莫輕拌/鴛鴦帳裏鴛鴦
被/鴛鴦枕上鴛鴦睡/似恁地/長恁地/千秋歲

 위는 「천추세」의 전문이다. 김쾌덕은 「천추세」의 2연이 「만전춘별사」의 
5연과 내용이나 분위기 면에서 대단히 유사하다고 지적한 바가 있다. 또
한 마지막의 “그와 같이 늘 천년토록 살고파라”는 「만전춘별사」 마지막 
구인 “아소님아 원대평생애 여힐 모내”와 의미면에서 같으며 두 노
래의 향관계를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고려속요가 송사의 유입
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추측하고 있다. 사실 이것 외에 두 노래가 묘사해
내는 여성이 모두 육감적인 느낌이 있으며 비교할만한 점을 가지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만전춘별사」 중 ‘금수산(錦繡山) 니블 안해 사향(麝香) 각
시를 아나 누어 藥(약)든 가을 맛초사이다’라는 구절은 ‘원앙 방장 원
앙 이불/ 원앙 베개 위에 원앙이 잔다’는 말과 유사하며 이는 여성화자의 
욕망을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원앙은 암컷
과 수컷의 사랑이 깊어 하나가 죽으면 다른 하나는 그리움에 먹이를 끊고 
굶어 죽는다고 하여 금슬이 좋은 새로 동아시아에서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원앙 방장, 원앙 이불, 원앙 베개 등의 시적 이미지를 여기
서 나열하고 ‘원앙이 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자신이 임과 함께 있고 싶
은 욕망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화자와 시적 대상의 관계로 본 여성상

 고려속요와 송사는 대부분이 남녀 간의 애정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이별’이라는 상황을 통해 일어난다. 그러나 시적 자아의 진술에는 단순히 
임과의 괴리감, 단절감만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다. 시가의 내면에서는 임
과 나를 갈라서게 만드는 대상에 대한 인식이 전제되어 있다. 따라서 화자
의 모습은 시적 대상에 대한 태도로도 살펴볼 수 있으며 이는 구체적으로 
‘주변 환경에서 소외감을 받는 여성상’과 ‘사물과 동질감을 느끼는 여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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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뉠 수 있다.

(1) 주변 환경에서 소외감을 받는 여성상

 서정 장르의 화자는 항상 자신의 주변 환경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다. 
환경의 변화와 그 변화에 발맞추어 진행되는 의식 등이 화자에게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게 하고 자신의 소외감을 인지하도록 하는 자극 요소가 되
고 있다. 다음은 「동동」의 시작 부분이다.

덕(德)으란 곰예 받고, 복(福)으란 림예 받고,
덕(德)이여 복(福)이라 호 나라 오소다.
아으 동동(動動)다리.

정월(正月)ㅅ 나릿므른 아으 어져 녹져 논
누릿 가온 나곤 몸하 올로 녈셔
아으 동동(動動)다리.

  「동동」을 보면, 여성화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세시 풍속별로 임을 떠
올리며 임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의 태도를 잘 나타내고 있다. 작품의 첫 
연은 송축하는 내용이며 2연에서는 정월을 시간적 배경으로 삼아 얼었던 
물과 홀로 있는 자신의 처지를 노래하고 있다. 정월은 보통 한 해의 시작
으로 인식되고, 겨울에 얼었던 물은 이제 점점 녹아 흐르고 있다. 자연이 
순환하듯 내 임도 다시 돌아오는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한 번 가버린 임
과의 재회에는 그 어떤 기약도 없다. 이런 인간적 한계에 부닥친 여성화자
에게 자연은 이제 선망의 대상이 되며, 이에 화자는 내심 자연 현상과의 
합일을 지향하게 된다. 그러나 얼었다가 녹아버리는 시냇물과 대조가 되는 
여성화자는 계속 홀로 있고 마음에는 아무 변화도 일어나고 있지 않다. 이
처럼 세상 만물이 새롭게 변화하는 시점에서 단지 화자 자신의 고독만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임이 생동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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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자의 갈등은 세상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이나 자연물처럼 혼자 있고 싶
지 않지만 혼자 있음으로써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결국에 「동동」의 
여성화자는 “임과의 관계 속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혼자 있는 상황이며 자
연과의 화합이나 조화를 꿈꾸고 있다. 자신을 둘러싼 ‘누리’가 일종의 남
으로, 남은 나름의 질서에 의해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자연이나 인간 세
계를 총칭한다.”158)

  송사 중에도 이처럼 여성이 자신을 주변의 환경과 대비하며 자신의 고
독감을 더욱 뚜렷하게 나타내는 작품이 있다. 다음은 여성사인 이청조(李
淸照)의 작품이다.
 

「영우락(永遇樂)」

저녁 해는 녹여 놓은 황금과 같고/저녁 구름은 뭉쳐 놓은 벽옥과 같
은데/그 때 그 사람은 어디에 있나
버드나무 물들인 자욱한 안개/<매화낙>을 연주하는 구슬픈 피리 소
리/봄 기운이 얼마나 짙어졌는가
대보름 좋은 명절/화창한 날씨/어찌 금방 한 바탕의 풍우가 없을쏘
냐
찾아와 날 부르는/좋은 수레 멋진 말의/술 친구와 시 친구를 사절
하누나.

중주가 번성할 때/규방의 아낙들은 여가가 많아/십오야 대보름을 
중시했었지
비취로 장식한 모자를 쓰고/금실은 꼬아 붙인 설류를 꽂아/이것 저
것 다투어 예쁘게 꾸몄었지
지금은 초췌해져/머리카락 부스스 살쩍은 희끗희끗/밤중에 나가기가 
겁이 나구나
차라리 발 내린 창가에 앉아/사람들의 담소 소리 듣는 편이 낫겠구

158) 염은열, 앞의 책, 1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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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落日熔金, 暮雲合壁, 人在何處
染柳煙濃, 吹梅笛怨, 春意知幾許
元宵佳節, 融合天氣, 次第豈無風雨
來相召, 香車寶馬, 謝他酒朋詩侶

中州盛日, 閨門多暇, 記得偏重三五
鋪翠冠兒, 撚金雪柳, 簇帶爭濟楚
如今憔悴, 風鬟霜鬢, 怕見夜間出去
不如向, 簾兒底下, 聽人笑語

  작품의 첫 연은 정월대보름의 아름다운 광경을 잘 그려낸다. 저녁에 황
금 같은 낙양, 벽옥과 같은 구름, 또한 물들인 버드나무, 점점 따뜻해진 
날씨, 이 모든 것은 봄의 아름다운 풍경을 잘 드러내고 있다. 송대의 기록
인 『동경몽화록(東京夢華錄)』에 따르면, 일년 동안의 많은 명절 중에 송대
의 사람들은 정월 대보름을 가장 중요시했다. 당시 왕이 백성과 함께 즐기
고 조정도 함께 대보름을 경축하는 상황도 기재되어 있으며 북송 시대의 
사 가운데도 대보름 놀이에 관한 많은 작품이 있다. 이 사의 첫 연에서는 
봄의 아름다운 경치를 묘사하고 2연의 첫 부분도 옛날의 즐거운 추억을 
떠올리고 있다. 자연은 사람과 달리 봄이 되면 만물이 다시 거듭나고 생기
가 넘치는데 사람은 반대로 때에 따라 심정이 달라지고 다시는 좋은 시절
로 되돌아갈 수가 없다. 지금의 화자는 임의 부재로 인해 눈앞에 있는 아
름다운 경치가 모두 의미가 없어진다고 생각한다. 마지막 부분에 화자는 
지금의 심정을 옛날과 대비시켜서 지금은 초췌하고 사람과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차라리 발 내린 창가에서 앉아 사람들의 담소 소리를 듣겠다고 
한다. 이처럼 화자는 주변 환경의 생기발랄함을 자신과 대비시키고 자신의 
외로움을 더욱 잘 드러내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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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물과 동질감을 느끼는 여성상

 앞에 분석한 바와 같이 서정 장르의 여성화자는 시적 대상과 긴 한 관
련이 있으며 때로는 시적 대상에서 소외감을 받으며 때로는 시적 대상과 
동질감을 느낀다. 다음은 「동동」의 일부를 발췌한 내용이다.

유월(六月)ㅅ 보로매 아으 별해 룐 빗 다호라.
도라보실 니믈 젹곰 좃니노이다.
아으 동동(動動)다리.

시월(十月)애 아으 져미연  다호라.
것거 리신 후(後)에 디니실  부니 업스샷다.
아으 동동(動動)다리.

十二月 분디나무로 꺾어 아으 나 반(盤)의 저 다호라.
님의 앞에 들어 얼이노니 손이 가져다 무르옵노이다. 
아으 동동(動動)다리.

 「동동」의 여성화자는 스스로를 주변 환경과 대비시켜 환경과 어울리지 
못하는 혼자만의 고독감을 잘 드러내기도 하지만 때로는 주변의 사물을 
보면서 그 사물과 동질감을 느끼기도 한다. 「동동」의 유월령을 보면, 유월
에는 유두절(流頭節)이라는 명절이 있는데 시적 화자는 빗을 보면서 자신
을 여자가 유두절에 쓰고 벼랑에 버린 빗에 비유하여 버림받은 존재로 인
식하고 있다. 또한 시월령에서 여성화자는 자신을 꼭 발에 밟힌 열매 꼴이
라고 자기비하를 한다. 예쁜 열매이긴 하나 그 열매의 가지를 지니고 아름
답게 봐 줄 임이 없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인가. 이를 보면 시적 자아의 
소속감이 없는 허전한 소외의 정서가 주류를 이루며 고독한 자기 연민이 
지속되고 있다.159) 이어 십이월령에는 자신을 젓가락에 비유하는데 임을 

159) 김무현, 『향가여요교육론』, 집문당, 1997, 2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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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가지런히 모아둔 젓가락은 결국은 손님이 가져가 입에 물었다고 표
현되어 있다. 이 젓가락을 임의 앞에 엇갈려 놓음으로써 임과 합일하고 싶
은 화자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다. 화자의 운명은 임에게 맡기고 오직 임만
이 자신을 꺾어버릴 수도 있고 지닐 수도 있는데, 결국은 그 젓가락이 임
이 아닌 다른 사람이 가져다 무는 엉뚱한 사태가 벌어지고 만다. 이처럼 
여성화자는 자신을 벼랑에 버려진 빗, 발에 밟힌 열매, 또는 반(盤)에 올려
진 젓가락에 비유하고 스스로 버림받은 존재로 인식하고 고독감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결국 여성이 사물과 동질감을 느끼는 이유는 자신의 소망이 
좌절된 상태에 소망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타의에 의해 버려지거나 처분
되는 사물과 같은 상태로 자신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송사 중에도 여성화자가 자신을 동질감을 느끼는 주변 사물에 비유하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다음은 이청조의 또 다른 사이다. 

「성성만(聲聲慢)」

찾고 찾고 또 찾아도/차디 찬 바람뿐/이 가슴에 쌓인 슬픔 천 길 만 
길 깊어 가네
따뜻했다 추워졌다 변덕 많은 때에는/가만히 휴식하기 가장 힘이 드
는구나/맑은 술 서너 잔을 마셔 보건만/어찌 견디리/저녁녘의 거센 
바람을
기러기 지나가매/마음 아파하지만/그래도 기러기는 안면 있는 사이
라네

바닥에 누런 국화 잔뜩 쌓이고/가지에 달린 꽃은 초췌하게 되었으니
/지금이야 누구라도 따려고 하랴
창가에 붙어 앉아/나 혼자서 어떻게 어둡기를 기다릴꼬/오동잎엔 더
구나 가랑비마저 내려/황혼이 되도록/방울방울 떨어지네
지금의 내 사정을/근심 수(愁)자 한 글자 어찌 다 표현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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尋尋覓覓, 冷冷清清, 淒淒慘慘戚戚
乍暖還寒時候, 最難將息, 三杯兩盞淡酒, 怎敵他, 晚來風急
雁過也, 正傷心, 卻是舊時相識

滿地黃花堆積, 憔悴損, 如今有誰堪摘
守著窗兒, 獨自怎生得黑, 梧桐更兼細雨, 到黃昏, 點點滴滴
這次第, 怎一個愁字了得

  작품의 첫 연을 보면, 화자는 옛날에 임과 함께 있는 추억을 찾으려다가 
결국은 차가운 분위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 고통스
러운 심경으로 떨어졌다. 날씨로 인하여 기분이 언짢음을 묘사한 후 술의 
힘이 바람의 서늘한 기운을 이기지 못함을 묘사한 것은 벌써 화자의 심신
이 번갈아 초췌함을 나타낸 것이고, 옛날에 자기에게 편지를 전달해준 기
러기는 이제 아쉬운 추억만 유도해 준다. 바닥에 잔뜩 쌓인 국화는 이제 
초췌해서 누구도 가져가지 않겠다고 한탄한다. 뿐만 아니라 오동나무도 저
녁까지 가랑비를 맞고 있다. 창가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여성
화자는 지금 내 사정을 근심 ‘수(愁)’자 한 글자로 어찌 다 표현하리라 한
탄한다. 작품에 등장하고 있는 바닥에 쌓인 국화, 그리고 하루 종일 비를 
맞고 있는 오동나무가 모두 화자에게 동질감을 느끼게 하고 자신의 처지
를 생동감 있게 표현해주었다. 전에는 임과의 이별시에 편지라도 주고받으
며 그리움을 달랠 수 있었으나 지금은 편지를 보내줄 수 있는 기러기가 
있어도 어디에 편지조차 띄울 수 없는 외로운 존재가 되어버렸다. 전에는 
또 국화꽃을 보면 임이 그리워 야윈 모습을 서풍에 시들은 꽃에 비유하며 
사랑투정도 했지만, 지금은 임도 없고 스스로도 투정부려서가 아니라 진짜
로 볼품없이 초췌해져버려 마치 바닥에 쌓인 누구도 가져가지 않는 국화
와 같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홀로 있어 밤이 두렵기만 한데, 오동잎에 맺
힌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온다. 화자는 여기서 신경이 
예민하고 감수성이 풍부한, 그래서 이러한 풍경이 주는 외로움과 괴로움도 
더 클 수밖에 없는 자신의 형상을 그려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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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려속요와 송사에 나타난 여성상의 비교
 
 고려속요와 송사는 민요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으며 형성배경과 내용
의 측면에서 많은 공통점이 있는 것은 이미 앞에 설명하 다. 본고는 고려
속요와 송사가 모두 여성화자가 대량 등장하는 현상에 주목하여 두 장르
의 여성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고자 한다. Ⅱ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여성화자의 이미지는 주로 실제 작가, 청자, 시적 대상과 긴 한 관
련이 있기 때문에 두 장르에 나타난 여성상의 비교도 이에 따라 ‘작가의 
화자 설정 양상 비교’, ‘화자의 임에 대한 관점 비교’, ‘화자와 시적 대상
의 관계 비교’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진행하고자 한다.

1)  작가의 화자 설정 양상 비교

 송사는 여성이 화자로 등장하여 발화하는 경우가 많다는 면에서 고려속
요와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두 장르의 여성상을 분석해보면, 
고려속요는 여성의 발화 내용에 더 집중하는 데 반해 송사는 여성의 발화 
내용뿐만 아니라 외모에도 관심을 둔다. 
 이는 두 장르의 특징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송사의 경우, 중국 고대
의 유학 사상인 ‘재도지기(載道之器)’의 문학관에 비추어보면 “사는 염정
적인 문체(詞爲艶科)”로 초기에는 배격되고 정제되었다. “사위염과(詞爲艶
科)”라고 한 것은 남녀 간의 사랑이거나 이별의 정한을 묘사한 사 또는 여
성을 주로 묘사한 사를 염사(艶詞) 또는 염곡(艶曲)으로 간주하여 붙여진 
것이다. 사라는 장르는 적어도 소식(蘇軾) 이전까지는 염사로 일관하여 그 
대표적인 작품인 화간사(花間詞)는 물론이고 남당사(南唐詞), 그리고 북송 
초기에 이르러서의 유 의 풍류사(風流詞) 등이 있다. 이것은 당시 문인들
의 생활과 접한 관련이 있는데 송대에 이르러 상업경제가 고도로 발달
하면서 유흥과 향락을 좇는 것이 일종의 새로운 유행으로 되었고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문인들도 술과 미녀에 탐닉할 수 있었다.160)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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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유흥 공간에 사용되는 여성화자 시가의 여성상은 당연히 미모를 
묘사하며 관객들의 관능을 자극할 수 있어야 한다. 
 궁정과 민가에서 연향음악으로 널리 사용되며 위로는 왕후장상, 아래로는 
선비와 기생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향유층과 작가군을 형성하고 있었던 사
와 달리, 고려속요는 민요(혹은 개인창작가요)를 원천으로 하여 궁중 속악
화의 과정을 거쳐 탄생한 궁중 연향악의 가사이다. 즉 원래는 민요 다가 
후에 고려시대에 궁중에서 연행되는 음악으로 신분 상승을 이루어낸 노래
들이다.161) 속악화의 과정에서 원천 노래에 대해 산삭, 첨가, 개편 등이 
있었음을 볼 때, 악곡뿐만 아니라 가사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 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완성된 가악은 ‘수풍화(樹風化) 상공덕(象功德)’162)의 
구체적인 형태라 할 수 있다. 달리 말하자면, 고려속요는 고려시대에 하층
문화를 기반으로 창작되어 당대에 구전되면서 적층문학으로 수용되었는데 
이것이 1차 수용단계이다. 이후 조선에 들어와 상층문화와 접목되어 다시 
한 번 수용되는데 이러한 2차 수용단계까지 거쳐 남은 작품들이 현존속요
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남겨진 여성화자 시가는 두 시대의 기대를 모
두 충족할 만한 특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특정
적인 요소는 바로 여성화자 목소리의 상징적인 의미이다.163) 즉 표면적으
로는 여성이 사랑하는 임에 대한 원한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지만 실제
로는 신하의 임금에 대한 충성으로 이해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이때 여성
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또한 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더 중요한 내용
이 될 수밖에 없다.
 이와 달리 송사는 송대에 기록되어 있는 작품이 많기 때문에 원래 향유
되었던 연회석상의 모습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
해 고려속요는 상대적으로 여성의 발화 내용에 집중하는 것과 달리 송사
는 여성의 발화 내용 외에도 외모에 관심이 있는 경향이 나타난다. 구체적
인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160) 이승매, 앞의 책, 114~115쪽.
161) 이승남, 「고려가요의 향유공간」, 임기중 외, 『고려가요의 문학사회학』, 경운출판사, 

1993, 71~72쪽. 
162) 『고려사』 「악지」 서문.
163) 김문태, 「고려속요의 조선조 수용양상」, 『한국시가연구』 제15집, 1999, 1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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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풍파(定風波)」 

봄은 와도 푸른 잎과 붉은 꽃들이 모두 근심에 쌓인 듯/ 내 마음은 
아무 흥이 없네
해가 나뭇가지 위에 오르고 꾀꼬리가 버드나무 가지에서 지저귀건만
/ 금침 안에서 옷을 입은 채 일어나질 않네
기름진 피부는 야위어졌고/ 비단 같은 머릿결은 축 처져 아무 볼품
이 없어도/ 종일 빈둥빈둥 머리 단장할 생각이 없다
어쩔 수 없어라/ 야속한 임 한번 가시더니/ 편지 한 통 없는 일을

自春來，慘綠愁紅，芳心是事可可
日上花梢，鶯穿柳帶，猶壓香衾臥
暖酥消，膩雲嚲，終日厭厭倦梳裹
無那，恨薄情一去，音書無個

 위는 유 의 「정풍파(定風波)」의 첫 연이다. 이 부분에서 여성화자에 대
한 묘사는 ‘기름진 피부는 야위어졌고/ 비단 같은 머릿결은 축 처져 아무 
볼품이 없어도/ 종일 빈둥빈둥 머리 단장할 생각이 없다(暖酥消，膩雲
嚲，終日厭厭倦梳裹)’가 있다. 여자의 피부는 매우 부드러우며 ‘난소(暖
酥)’로 표현되고, 머릿결은 극히 매끄러워서 ‘니운(膩雲)’으로 지칭된다. 그
러나 임에 대한 극심한 그리움에 젖은 이 여성화자는 이제 부드러운 피부
가 점점 야위어졌고 매끄럽고 탐스러운 머리도 이제 처져 있다고 토로한
다. 송사 중에 나타난 여성화자는 보통 미모를 지닌 여인으로 묘사되어 있
으며, 이는 당시 송사를 청취하는 사람의 기호와 무관하지 않다. 
 
2) 화자의 임에 대한 관점 비교
 
 문학은 당대의 사회와 역사를 완전히 떠나서는 생성될 수도 없고 존립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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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없다. 따라서 문학은 한 시대의 사회 양상을 잘 나타내기도 한다. 고
려속요의 경우 많은 속가들에는 이별이라는 모티브가 있고, 또 이들 노래
의 대부분이 상실하는 데서 오는 한(恨)의 정서를 깔고 있다. 이는 당시의 
사회 배경과 긴 한 관련이 있다. 몽고와 거란의 침입 등에 따른 극심한 
혼란으로 야기됐던 대량 유민과 이로 인한 불가피한 이별, 원나라에 의하
여 강요된 공녀(貢女) 문제와 부수되어 일어났던 여러 양상의 비극적인 헤
어짐, 그 외에 내란 등의 극한 상황이 빚은 무수한 이별 등에서 촉발된 고
통의 심리는 시와 노래를 생성케 하는 원동력이며 한민족의 전통적인 정
서인 한(恨)을 낳게 한 원천이다. 이 한의 정서가 고려 민중의 주된 정서
로 자리 잡아 속가를 형성케 하는 동인이 되었다.164) 따라서 흔히 ‘한’이
라고 하면 대표적인 장르는 고려 시가이다.165)  
 ‘한’이라는 정서에 대해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논의를 보면, ‘한’은 매우 
풍부하고 다층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정서로 정의되고 있다. 한의 자전
적인 뜻은 한자를 공유하는 한·중·일 삼국에 있어서 대체로 같다. 이 자전
적인 뜻은 상위 개념으로서의 한이다. 한국적 한이 이 상위 개념으로서의 
한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실제 문맥에 있어서 표상되는 부정적 의미상 
역시 이 상위 개념으로서의 한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공격성(怨), 퇴 성
(嘆)으로서의 일련의 의미망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한의 우호성(情), 진
취성(願)으로서의 의미망은 그 본래의 자전적 의미에서 벗어난다. 뿐만 아
니라 새로이 형성된 이러한 의미들은 그 본래의 의미들과 서로 모순된 양
상을 보이는 것이다. 상위 개념으로서의 한의 사전적 의미는 원한(怨), 한
탄(嘆)이지만, 그 대타적 공격성으로서의 원(怨)은 정(情)으로서의 한, 즉 
대타적 우호성으로서의 정(情)과 대응하고 있으며, 또 한의 퇴 적·과거 지
향성으로서의 탄(嘆)은 진취적·미래 지향성으로서의 원(願)과 대응하고 있
는 것이다. 말하자면 상위 개념으로서의 한이 실제 문장의 전후 관계에 있
어서는 정(情), 원(願)으로 표상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166) 고려

164) 김쾌덕, 앞의 책, 25~27쪽. 
165) 김대행, 「고려 시가의 정서와 한」, 김대행 외, 『고려시가의 정서』, 개문사, 1995, 285

쪽.
166) 천이두, 『한의 구조 연구』, 문학과지성사, 1993, 15~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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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요 중의 여성화자가 임과의 재회를 소망하는 미래지향성은 이를 잘 나
타낸다.
 ‘한’이라는 정서의 실체를 파악하기 전에 정서의 개념에 대해 먼저 알아
볼 필요가 있다. 김대행(1995)에 따르면 정서란 모순되는 충동에 대해 반
응하는 주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갈등이라는 용어로 설명하는 것이 문제의 
성격을 확연하게 할 수 있다. 갈등은 어떤 과정을 경유하여 질서화되며 그 
질서화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특색이 그 작품의 정서적 특색이 되는 것이
다.167) 「정과정」 같은 경우, 시적 화자는 앞부분에서 임에게 자신의 억울
함을 표현하기도 하고 원망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마지막에는 ‘도람드르사 
괴오쇼셔’로 정서의 질서화를 이루고 있다. ‘임’과 ‘나’는 여전히 떨어져 
있지만 ‘나’는 ‘임’의 돌아옴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다. 이는 「정과정」 중
에 드러나는 ‘한’의 정서이다. 이와 같은 양상은 「가시리」에서도 나타난다. 
임에게 떠나느냐 재삼 확인하고 ‘나’를 버리고 가는 임을 원망하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만류하기도 한다. 그러나 모든 호소를 다 한 여성화자는 마지
막에 ‘가시는 듯 다시 오소서’라고 임에게 당부하며 정서의 질서화를 획득
한다. 이와 같은 고려속요는 갈등의 성격이 비록 외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에 대하여 주(主)·객(客)의 대립보다는 자신의 문제로 파악하고, 대상 
지향이기보다는 자신의 정서적 질서 획득을 지향한다.
 고려속요는 위와 같이 슬픔, 원망, 탄식, 만류, 소망과 같은 감정들을 
‘한’이라는 언어를 중심으로 축적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송사
에서는 화자의 감정을 ‘수(愁)’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축적해 왔다.168) 대부
분의 송사 작품을 수록한 『전송사(全宋詞)』를 보면, ‘수(愁)’자가 직접 나
타난 횟수는 무려 3845회나 있다.169) ‘수’는 규방 중의 여자의 수가 될 수
도 있고, 이별의 수, 혹은 향수도 될 수 있다. 당시의 사인들이 ‘수’를 얼

167) 김대행, 앞의 책, 285~296쪽. 
168) 송사 중에도 ‘한(恨)’이라는 글자로 화자의 감정을 나타냈지만 앞에 ‘한’의 자전적 의

미 해석에 나왔듯이 중국 문학 속의 ‘한’은 공격성(怨), 퇴 성(嘆)으로서의 ‘한’의 의미
를 주로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유 의 「정풍파」에서 “어쩔 수 없어라/ 야속한 임 
한번 가시더니/ 편지 한 통 없는 일을(無那，恨薄情一去，音書無個)”라는 말 속의 ‘한’
자는 임에 대한 원망과 탄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하며 이는 한국 문학 중의 ‘한’
의 정서와 의미역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169) 蔡鎭楚, 龍宿莽, 『唐宋詩詞文化解讀』, 北京圖書館出版社, 2004, 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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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나 자주 표현하는지는 송대 사인인 신기질의 다음과 같은 사를 통해서
도 알 수 있다. 

 「추노아(醜奴兒)」       신기질(辛棄疾)

 젊을 때는 아직까지 수심이 뭔지 몰라/ 높다란 누각에 즐겨 올랐지
/ 높다란 누각에 즐겨 올라서 새로운 사를 지어 억지로 수심을 얘기
했었지
 지금은 수심을 알 대로 알아/ 얘기하려 하다가도 그만둔다네/ 얘기
하려 하다가도 그만두고는/ 오히려 말한다네 “날씨가 시원한 좋은 가
을이로다

 少年不識愁滋味/ 愛上層樓/ 愛上層樓/ 爲賦新詞强說愁
 而今識盡愁滋味/ 欲說還休/ 欲說還休/ 却道天凉好个秋

 젊은 시절의 사인은 ‘수’가 뭔지 전혀 모르지만 좋은 사를 짓기 위해서는 
보통 ‘수’를 많이 표현한다고 해서 자기도 사를 지으면서 억지로 수심을 
나타낸다. 그러나 나이가 든 후에는 세상의 온갖 일을 다 겪어보고 수를 
절실히 느껴보았다. 하지만 이때 사인의 수심은 더 이상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워 오히려 이 수심을 마음의 깊은 곳에 감추고 “참 날씨가 시원한 좋
은 가을이로다!” 라고 말하게 되었다. 사인의 해학을 통해 우리는 사인의 
괴롭고 쓰라린 수심을 더 잘 느낄 수 있다. 
 물론 수심을 표현하는 사는 위의 사 외에도 수없이 많다. ‘수’가 송사의 
주류를 이루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인을 들 수 있다.
 첫째, 사는 좁고 깊은 문체를 가진 ‘심정’ 문학이다. 왕국유(王國維)는 그
의 저서인 『인간사화(人間詞話)』 중에 사를 시와 대비시켜 이렇게 말한 적
이 있다. “사의 체재는 세 하고 유장하여 시가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할 
수 있는 반면 시가 말할 수 있는 것을 다 말할 수 없기도 하다. 시의 경
계는 드넓고 사의 말은 여운이 길다.170)” 따라서 사는 시에 비해 서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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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가 더 순수하고 좁고 깊으며 섬세한 문체인 것이다. 즉 사는 섬세하고 
곱고 빼어나고 오래가며, 강함을 부드러움으로 바꾸는 함축적이고 온화한 
풍격을 기본 특징으로 하고 있다.171) 이러한 좁고 깊은 문제를 더 잘 드러
낼 수 있는 데는 ‘수’가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수가 송사의 
주류 감정이 되는 원인은 당시 창작가들의 의도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
다.172) 이청조의 사 중에는 ‘수’를 다음과 같이 묘사한 적도 있다.

「일전매(一剪梅)」   이청조(李淸照)

연꽃은 향기 잃고 대자리는 시원한 가을/ 비단 치마 살며시 늦추어 
놓고/ 나 홀로 목란배에 오른다/ 구름 속에 누가 편지를 보내었나/ 
글씨 쓰는 기러기들 돌아올 때/ 달빛은 누각에 가득 흐른다
꽃은 절로 떨어지고 물은 절로 흐르는데/ 한 가지 그리움이 두 곳의 
한수이다/ 이 그리움 지워버릴 길이 없는지/ 이제 겨우 눈썹에서 내
려갔나 싶더니/ 어느 사이 또 다시 마음속에 올라 앉네 
 
 
紅藕香殘玉簟秋/ 輕解羅裳/ 獨上蘭舟/ 雲中誰寄錦書來/ 雁字回時/ 
月滿西樓
花自飄零水自流/ 一種相思/ 兩處閑愁/ 此情無計可消除/ 才下眉頭/ 
却上心頭

 이청조의 사에 따르면 이 ‘수’는 한 가지의 상사로 인해 두 사람이 모두 
공유하게 된 감정이며 어떠한 수단으로든 다 지워버릴 수 없는 것이다. 눈
썹에서 내려가더라도 금방 마음속에 다시 나타날 수가 있다. 주와 객은 모

170) “詞之爲體, 要渺宜修, 能言詩之所不能言, 而不能盡言詩之所能言. 詩之境闊, 詞之言
長.”

171) 周篤文 저, 鄭惠璟 河炅心 역, 『송대의 사』, 학고방, 2013, 32쪽. 
172) 송사 중에 수(愁)가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수’를 아름다움으로 삼는 문학 전통과도 

관련이 있다.(中國古典詩歌早就有着“以悲爲美”和“以愁爲工”的悠久而深厚的傳統).
   楊海明, 『唐宋詞縱橫談』, 蘇州大學出版社, 1994, 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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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정서 갈등을 해결할 수 없고 주체 자신의 정서적 질서 획득을 지향하
지도 않는다. ‘수’야 말로 송사의 깊고 좁은 심정을 잘 대표할 수 있는 감
정이다.  
 둘째, 송대의 사회배경이다. 송대는 ‘정강의 변(靖康之變)’을 기준으로 북
송과 남송으로 나눠져 있다. 북송은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발전하는 시
기이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 태평성대를 칭송하고 부귀의 기상이 충만한 
사 작품이 수없이 지어졌다. 그리고 사대부와 시민계층을 둘러싸고 있는 
향락생활의 염정사는 더욱 화려하게 등장하 다. ‘정강의 변’ 이후 사회의 
모순이 날로 첨예화되어 정치적인 기복도 심했다. 이때부터 사단에는 인생
을 걱정하고 세상을 걱정하는 작품이 갑자기 격증하 다. 따라서 시기에 
따라 송사의 경향성은 좀 다르지만 ‘수’는 사의 핵심적인 감정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다. 송사에 쓰여진 제재는 “덧없이 흘러가는 세월·이별의 
슬픔·국가의 원한·세상살이의 험난함· 웅의 늙어감·국가에 보답할 길이 없
음 및 청춘은 묶어둘 수 없고 좋은 시절은 다시 오지 않음” 등에서 벗어
나지 않으니 결국 모두가 사람으로 하여금 탄식케 하고 낙심케 하는 우울
하고 슬픈 일들이다. 송사에 출현하는 인물 형상은 대부분이 사랑에 신음
하고 그리움을 호소하는 남녀이거나 실의에 찬 떠돌이 및 길 잃은 호걸들
이어서 그들은 외롭고 적막하며 고민하고 슬퍼한다.173)

 「정과정」과 비교 대상이 되는 신기질의 「모어아」를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1연은 표면적으로 봄이 일찍 가는 것에 대한 여성화자의 원망과 한
탄을 드러내고 있지만 실제로는 작가가 남송의 이미 쇠락하는 봄과 같은 
국력에 대한 극심한 걱정을 토로하고 있다. 강남에서 무사안일만 도모하고 
몇 차례의 비바람도 이겨내지 못하는 남송 정부에 대해 작가는 극심한 
‘수’를 품고 있다. 2연에서 시적 화자는 「이소」의 내용을 활용하여 임에 
대한 원망, 그리고 자신의 억울함을 동시에 토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
정에 드러난 시적 화자의 태도는 「정과정」에 비해 다소 소극적이다. 왜냐
하면 ‘천금으로 사마상여의 부를 사더라도’ 임은 참소하는 사람의 말만 듣
고 ‘나’의 이 사무치는 감정을 듣지 않을 것 같기 때문이다. 즉 실제 작가

173) 楊海明 저, 송용준·류종목 역, 『唐宋詞史』, 신아사, 1995, 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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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신기질의 애국충심은 임금에게 호소할 길조차 없을 것이라 표현한 것
이다. 시적 화자는 마지막에 ‘한가로운 수심이 가장 고통스럽네/ 아스라한 
난간으로 가서 기대지 말라/ 비낀 해가 바로/ 버들 위에 사람들이 애끊는 
곳에 걸려 있으니’라고 말하며 임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결국에 ‘한수(閒
愁)’, 즉 해결책이 없는 ‘수’의 감정으로 귀결시켰다. 요컨대 고려속요의 
‘한’은 슬픔, 원망, 탄식, 그리움, 소망 등의 감정을 질서화하여 표현한다
면 송사의 ‘수’는 슬픔, 원망, 탄식, 고민 등의 감정을 굳이 질서화하지도 
않고 해결하지도 않은 채로 남기고 있다. 

3) 화자와 시적 대상의 관계 비교

 고전시가 속의 여성이 화자로 등장하여 발화할 때 시적 대상은 중요한 
역할을 지니고 있다. 앞에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여성은 때로 시적 대상과 
자신을 대비시켜서 자신의 고독감을 더 고조시키고 때로는 시적 대상과 
동질감을 느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게 된다. 그러나 양국의 시가 속에 나
타난 시적 대상과 여성화자의 관계를 따져보면 분명히 차이점이 존재하기
도 한다. 양으로 보면 송사의 시적 대상은 고려속요보다 더 풍부하고 다양
하게 나타나며, 화자가 시적 대상과의 관계로 보면 고려속요의 여성화자와 
시적 대상은 주로 대비, 상징의 관계가 있는 것과 달리, 송사의 여성화자
는 시적 대상과 대비, 상징 관계 이외에 시적 대상을 내세워서 ‘의경’을 
만들고 자신의 감정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왕국유(王國維)는 『인간사화(人間詞話)』에서 ‘경계설(境界說)’을 중심으로 
사의 예술특징과 창작방법 등의 문제를 거론한 적이 있다. 그는 ‘진경물
(眞景物), 진감정(眞感情)’을 표현하는 ‘경계(境界)’를 최상으로 여겼으며, 
‘불격(不隔)’을 주장하면서 감정을 표현할 때에는 사람을 감동시켜야 하고, 
경물을 묘사할 때에는 사람의 이목(耳目)을 열게 할 것을 요구하 다. 여
기서 ‘경계’는 ‘의경(意境)’이라는 표현으로도 자주 나타나는데 이는 사를 
논의할 때 자주 쓰는 말이다. ‘의’는 주관적인 정감과 의지이며 ‘경’은 대
부분 외계의 경물에서 제재를 취한다. ‘의경’은 작가의 주관적 ‘정감(情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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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객관적 ‘물상(物象)’이 융합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는 독자가 상
상의 세계에 깊이 진입하도록 도와준다.174) 의경의 형성이 주관세계가 갖
는 정감과 객관세계에서 파악되는 물상의 융합에 의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는 작가의 ‘정’이 예술적인 ‘경’에 의해 발생되기도 하고, 작가의 ‘정’을 예
술적인 ‘경’에 이입시키기도 한다. 또한, 객관세계의 ‘정’에 대한 깊은 통
찰에 의해 주·객관세계의 ‘정’을 융합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의경은 순식간
에 선명한 단계에 도달하는 경우도 있지만, 초기의 의경을 좀 더 심화시키
고 확장시켜 전형화 된 의경으로 변환시켜야 할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일정
한 색채의 ‘경’을 차용하여 사에다 부여하는 것은 결국 사 전체의 의경을 
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러한 ‘경’은 의경 전체의 색조와 서로 연관되며 
화자의 서정 과정에도 당연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송사에서 여성화자가 등장할 때 시적 대상은 중요한 배경으로 묘사된다. 
사론가들의 논의를 여기서 인용하자면, 송사를 살펴보면 “붉은 소매의 여
인은 비스듬한 다리 곁에서 손을 흔들고, 기루(妓樓)는 버드나무 제방 가
에 자리잡고 있고, 옥같은 얼굴은 대부분 강루(江樓)의 발 그림자 사이로 
어렴풋이 나타나고, 머리를 곱게 빗은 여인은 난간에 힘없이 기대어 있
다.”175) 이처럼 여성이 등장할 때 여성을 둘러싼 시적 대상도 여성의 이미
지 표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사 중에 나타난 시
적 대상은 여성화자의 섬세하고 정교한 정서와 긴 한 관련이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화자는 날씨를 이야기하면 가랑비·조각구름·성긴 별·으스름달 
등의 표현을 쓰고, 지리를 이야기하려면 먼 봉우리·굽이진 강둑·안개낀 모
래섬·고기 잡는 물가 등의 표현을 쓰고, 초목을 이야기하려면 시든 꽃·휘
날리는 버들개지·방초·수양버들 등의 표현을 쓰고, 거실을 이야기하려면 
무늬천정·서당·비단창·조각한 난간 등의 표현을 쓰고, 기물을 이야기하려면 
은등잔·금오리향로·봉황병풍·옥술잔 등의 표현을 쓰고, 의상과 장신구를 이
야기하려면 색동소매·비단옷·옥비녀·비취비녀 등의 표현을 쓴다.176)

 이청조의 사를 보면, 여성화자는 오랫동안 깊은 규방에 갇혀 지냈으며 매

174) 원행패, 앞의 책, 225쪽. 
175) 양해명, 앞의 책, 31쪽. 
176) 위의 책, 726~7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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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예민한 감각을 지니고 있다. 사에 등장하는 시적 대상을 통해서 우리는 
화자의 섬세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 

「성성만(聲聲慢)」

찾고 찾고 또 찾아도/차디 찬 바람뿐/이 가슴에 쌓인 슬픔 천 길 만 
길 깊어 가네
따뜻했다 추워졌다 변덕 많은 때에는/가만히 휴식하기 가장 힘이 드
는구나/ 맑은 술 서너 잔을 마셔 보건만/어찌 견디리/저녁녘의 거센 
바람을
기러기 지나가매/마음 아파하지만/그래도 기러기는 안면 있는 사이
라네

바닥에 누런 국화 잔뜩 쌓이고/가지에 달린 꽃은 초췌하게 되었으니
/지금이야 누구라도 따려고 하랴
창가에 붙어 앉아/나 혼자서 어떻게 어둡기를 기다릴꼬/오동잎엔 더
구나 가랑비마저 내려/황혼이 되도록/방울방울 떨어지네
지금의 내 사정을/근심 수(愁)자 한 글자 어찌 다 표현하리

尋尋覓覓, 冷冷清清, 淒淒慘慘戚戚
乍暖還寒時候, 最難將息, 三杯兩盞淡酒, 怎敵他, 晚來風急
雁過也, 正傷心, 卻是舊時相識

滿地黃花堆積, 憔悴損, 如今有誰堪摘
守著窗兒, 獨自怎生得黑, 梧桐更兼細雨, 到黃昏, 點點滴滴
這次第, 怎一個愁字了得

 「성성만(聲聲慢)」을 보면 시적 대상에 대한 묘사는 전체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차디 찬 바람, 지나가는 기러기, 바닥에 쌓인 국화, 가랑비에 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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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는 오동나무, 이 모든 것은 처량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으며 여성화자
의 심정을 대변하는 중요한 역할을 지니고 있다. 화자는 이러한 주변 사물
들을 교묘하게 한데 겹쳐놓고 한 층 한 층 자기 마음속의 감정을 털어놓
으며 이 사의 의경을 만들어 놓았다. 바꿔서 말하자면 시적 화자의 감정은 
시적 대상의 배후에 감추어져 있고 시적 대상을 통해 감정을 암시하고 있
다. 청대(淸代) 사인 손원상(孫原湘)은 이청조의 「성성만」 사에 애도의 뜻
을 표하여 “종이에 온통 처량한 바람이 불어 무언가 말을 할 듯 하다가는 
또 흐느끼고 마는 소리를 듣는 것 같다.”177)라고 평가한다. 여성화자는 자
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시적 대상을 통해서 자기
의 섬세한 감정이 더 완곡하게 표현한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독자는 
시적 대상을 분석하여 얻어낸 결과를 통해 화자의 정서나 생각 등을 파악
할 수 있다.
 총체적으로 보면 고려속요는 송사와 달리 여성화자의 발화 내용에 더 집
중되어 있다. 고려속요 중에 시적 대상이 비교적으로 풍부하게 나타난 작
품은 「동동」이다. 표면적으로 볼 때 「동동」은 사랑의 달력이다. 달력은 생
래적이고 집단적인 체험의 시간이며, 「동동」은 계절 감각이나 세시풍속에 
느끼는 연정의 칼렌다라 할 수 있다.178) 각 연에 나타난 시적 대상은 그 
시점을 대표하는 자연물이다. 여성화자는 자연물처럼 시간의 흐름에 민감
하게 반응하고 있다. 「동동」은 자연으로서의 인간에 대한 인식, 자연과 교
감하여 함께 가는 인간의 정서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 있는 노래이며 화
자의 처지와 그 처지에 대한 인식은 자연의 변화와 그에 맞춘 인간의 의
식과 병행하여 제시되어 있다.179) 그러나 송사의 ‘의경’을 대표한 시적 대
상과 비교하면 「동동」을 비롯한 고려속요의 시적 대상은 특정 시점을 대
표하는 자연물로 나타내며, 주로 자신과 대비, 혹은 자신의 신세를 상징하
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177) 滿紙凄風, 如聞欲語又咽. (『天眞閣集』)
178) 이어령 외, 『고전의 바다』, 현암, 1970, 77쪽. 
179) 염은열, 앞의 책, 109~1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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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송사와의 비교를 통한 고려속요 여성상 교육의 
설계

 이 장에서는 앞서 Ⅲ장에서 분석한 내용을 기초로 한·중 고전시가에 나타
난 여성상 비교를 통한 한국 문학교육의 목표를 제시하고, 나아가 연구자
가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본실험을 통해 도출된 학습
자의 활동지와 면담 자료 등을 분석해 학습자의 반응 양상을 정리한 후 
실험 과정에서 나타난 한계를 밝히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결과물을 시사
점으로 삼아 한·중 고전시가에 나타난 여성상 비교를 통한 한국 문학교육
의 구체적인 교수-학습 내용과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검증실
험을 통해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1. 송사와의 비교를 통한 고려속요 여성상 교육의 목표

 이 부분에서는 Ⅱ장에서 살펴본 여성상에 관한 이론적인 내용과 Ⅲ장에
서의 한·중 여성화자 시가에 나타난 여성상을 바탕으로 한·중 고전시가에 
나타난 여성상 비교를 통한 한국 문학교육의 목표를 밝히고자 한다.
 비교문학을 활용한 문학교육은 이전의 강독식 혹은 문법 중심 교육과 달
리 학습자의 주체성과 능동성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여성상에 대한 이해
를 도모하는 것은 학습자가 한·중 고전시가 속의 여성상을 충분히 이해하
며 한 단계 더 나아가 화자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양국 문학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탐구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자의 간문
화적 소통능력 신장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여성
상 비교를 통한 한국 문학교육의 목표를 ‘문학 비교·탐구를 통한 학습자 
능동성의 최대화’, ‘여성상 이해를 통한 학습자 공감 능력의 신장’, ‘한·중 
문학 간 비교를 통한 상호문학 능력의 신장’ 이 세 가지 차원으로 설정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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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학 비교·탐구를 통한 학습자 능동성의 최대화

  대상의 정체나 특질은 다른 것과 비교 또는 대조될 때 구체화되기 때문
에 비교하는 활동은 왕성한 사고 활동을 촉발할 수 있다. 또한 비교의 방
법은 대상의 특질을 인식하는 문제 해결의 사고로 발전할 수 있다. 비교의 
과정을 통하여 학습자는 한 작품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180) 즉 학습자
는 자기에게 익숙한 모국어 작품을 발판으로 삼아 상대적으로 생소한 외
국어 문학을 접할 때 이미 알고 있는 문학적인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
여 외국어 문학을 이해하는 과정에 부딪히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찾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습자는 자신만의 관점과 방법
을 형성하며 한국 문학에 대한 통찰력도 기를 수 있다.
 한·중 여성화자 시가를 대표하는 장르인 고려속요와 송사는 텍스트의 내
적 맥락인 시어, 시구, 표현 기법 등의 측면뿐만 아니라 텍스트 외적 맥락
인 시대적 배경, 작품 창작 배경, 문학 사조 등의 측면에서도 비교할 만한 
점이 많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형성된 여성상은 많은 면에서 공통점을 
지니며 나름의 특수성을 지니기도 한다. 학습자들은 모국어 교육을 통해서 
역설, 비유, 상징 등의 표현 기법과 시적 화자, 분위기 등의 시 이해에 필
요한 시적 요소들에 대한 개념적 지식과 시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배웠
고 또한 비교적 깊은 문학적 소양도 지니고 있다. 중요한 문제는 학습자의 
이와 같은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여 학습자의 주체성을 최대한 활성화시키
고 이전에 생소함으로 인해 거부했던 한국 문학 작품에 대해 자신감을 생
성시키며 능동성을 최대한 형성시키는 것이다. 이때 비교문학을 활용한 학
습 과정을 통해 학습자가 얻게 되는 것은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한 가
지의 중요한 학습 방법이자 능력이다. 
 기존의 한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의 교수-학습이 텍스트 중심, 개념 중심, 
지식 중심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 비교문학적 접근을 통한 한국 문학교
육에서는 보다 독자로서의 학습자 중심, 태도 중심, 경험 중심의 교육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관점의 한국어교육을 통해 단순한 생활 한

180) 김대행 외, 『문학교육원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434~4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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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교육이 갖는 한계에서 벗어나 문화교육과 문학교육을 접목시킴으로
써 보다 깊이 있고, 입체적인 한국어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181)

 비교문학 방법의 이러한 장점들에 근거하여 이 장에서 제시한 학습 목표
도 우선은 비교를 통해 학습자의 능동성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교수-학습 
과정에서는 학습자로 하여금 스스로 한·중 양국의 여성화자 시가 속에 나
타난 여성상을 비교·탐구함으로써 텍스트의 의미를 재구성해 나가는 전이
력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국 학습자는 지식 자체가 아닌 과정
의 학습을 통해 능동성을 획득하며, 그를 통해 다른 텍스트에 대한 이해로
도 확장이 가능할 것이다.

2) 여성상 이해를 통한 학습자 공감 능력의 신장

 한 나라의 고전문학은 한 나라의 공동체의 정신적 유산으로 항구성과 보
편성을 가진다는 측면에서 고전(classic)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따
라서 고전문학도 문화의 일부분이라 볼 수 있고 한 공동체의 문화를 이해
하는 중요한 통로이다. 이러한 고전문학은 이미 화석화되고 죽은 것이 아
니라 끊임없이 당대 문화를 받아들여 스스로를 새롭게 구축하는 변화와 
생성의 과정을 통해 작품의 가치를 유지해 왔다. 이와 같이 고전문학도 문
화와 같이,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유동성과 역동성을 지니고 있다. 문화는 
크게 ‘전통’이라는 수직적 범주와 ‘현재적 소통’이라는 수평적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수직-수평적 범주는 별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수직적 
범주로서 전통의 가치는 현재적 소통이라는 수평적 범주를 통해 끊임없이 
재생산된다.182) 따라서 고전시가도 ‘전통’으로서의 가치를 지니며 현재적 
소통을 통해 고전으로서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재적 
소통을 통한 재생산의 과정은 학습자의 공감 능력 없이는 완성하기가 어

181) 오지혜, 윤여탁, 「한국어교육에서 비교문학을 활용한 현대시 교육 연구」, 『국어교육』
제131집, 2010, 558쪽.

182) 서보 , 「고전소설 변용을 통한 문화적 문식성 교육 연구-학습자의 <춘향전> 변용 양
상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제33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14, 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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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다. 
 ‘공감’183)이라는 말은 문학 작품을 이해할 때 중요한 역할을 지니고 있
다. 문학 작품은 독자의 공감을 전제로 생산·향유·유통되는 언어구조물이
고, 문학 연구자들은 시공간을 가로질러 작품 속 낯선 타자와 세계를 이해
하고 공감하는 일을 업(業)으로 삼아 문학의 공감 능력에 대해 논구해 왔
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학만큼 ‘공감’의 본질에 대해 성찰하고 공감 
능력을 신장시키는 방법이나 방향을 탐색하는 데 더 적절한 대상을 찾긴 
어려울 것이다.184)

 고려속요는 공감의 장르 혹은 공감의 미학을 지향하는 장르이다. 발생 시
점이 한참 지나 기록된 사실이나 기록 후에도 한 동안 향유되다가 오늘에 
이른 사실만으로도 고려속요가 공감의 장르임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다. 이
러한 고려속요 작품을 읽는 과정은 학습자로 하여금 인지적·정서적·심미적 
반응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게 할 것이며 이는 학습 독자에게 매우 유의
미한 경험이 될 수 있다.
 한국어 고급 학습자에게 문학을 제공하는 것은 결국은 언어소통 능력을 
넘어서 학습자에게 필요한 고등 사고 능력을 기르는 데에 긍정적으로 기
여해야 할 것이다. 고려속요 작품 속의 타자에 공감한다는 것은 타자의 관
점이나 입장을 취함으로써 가능하며, 구체적으로 내가 타자의 입장에 처했
다면 어떠했을지 상상하거나 타자의 상황에 처하여 타자의 입장을 상상하
거나 혹은 그 두 가지 모두를 상상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감 행
위가 결국에는 나와 타자에 대한 경험적 이해로 수렴됨을 알 수 있다.185) 
이때 학습자는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문학 텍스트를 보게 되고 텍스트는 
큰 담화186) 내로 움직여서 이해된다. 

183) 공감은 미학, 심리학, 사회학, 상담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에 의해 달리 정의되
어왔다. 크게는 역할 수용 등과 같은 인지적 요소와 정서의 공유와 같은 정서적 요소 
등으로 구분되어 설명되다가 인지와 정서를 모두 아우르는 다차원을 가진 개념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투사나 동일시, 감정이입과의 차이는, 공감은 일시적으로 대상과 같
아지는 동일시나 감정이입의 상태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는 그 대상과 거리를 두고 분리
되어 상대방의 감정 상태를 대리적으로 느낀다는 것이다.

   신경일, 「공감의 인지적, 정서적 요소 및 표현적 요소와의 관계」, 『연구보』 제29집 제1
호, 부산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1994, 5~14쪽.

184) 염은열, 『공감의 미학-고려속요를 말하다』, 역락, 2013, 14쪽. 
185) 위의 책, 22~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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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중 문학 간 비교를 통한 상호문화 능력의 신장
 
 일부 언어교육 학자가 지적한 것처럼, 외국인에게 원어민 수준의 문화능
력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외국어 학습과 의사소통능력의 습득은 
학습자가 자신이 속한 사회 속에서, 특히 그의 사회적 환경 속에서 받아들
인 개념, 정의, 태도, 가치, 모국어 습득 등과 관련된 사회화 과정과 관련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학습자의 정체성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
다. 이런 맥락에서 외국어교육에서는 자국 문화와 목표 언어의 문화 차이
에 기반을 둔 새로운 문화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을 문화교육의 목표로 설
정할 필요가 있다.187) 학습자는 자신의 모국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모든 문
화에 속하는 기제를 이해할 수 있다. 그가 자신의 고유한 문화의 암시적인 
분류기준을 잘 이해하면 할수록, 외국 문화가 세계를 나누는 암시적인 원
칙을 그만큼 잘 객관화할 수 있다. 따라서 목표는 단지 실용적인 것만이 
아니고, 그것은 특히 자기 확신의 ‘상대성 감각’을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교육적인 것이다. 이런 ‘상대성 감각’은 학습자로 하여금 다른 문화에 속
하는 개념과 상황이 낯설어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준
다. 따라서 이러한 ‘상대성 감각’을 강조한 상호문화교육은 한편으로는 학
생들로 하여금 미지의 세계가 주는 불안감을 용인하게 하고, 다른 한편으
로는 고정관념의 함정 속에 빠지지 않으면서 외국문화와의 접촉 경험을 
일반화하게 한다.188)

  알프레드 홀츠브레허(Alfred Holzbrecher)는 상호문화 학습의 핵심을 
“타인/낯선 사람을 그의 고유한 가치와 의미에서 인정하고, 자신을 그와의 
관계에서 바라보고, 타인으로부터 사고하는 것”이라고 규정한 바가 있

186) 큰 담화란 Gee가 말하는 Discourse로 사람들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방식이다. 즉 주
변 사회의 언어, 행동, 관습, 믿음, 사고방식 등을 포함한다. 여기서의 담화는 과거의 
언어적인 개념에서 확장된 것으로 계급, 성별, 인종 문제까지도 포함되는 개념이다.

187) 윤여탁, 「한국어교육에서 문화교육의 내용과 방법」, 『문화교육이란 무엇인가-한국어 
문화교육의 벼리』, 태학사, 2013, 148쪽.

188) 마달레나드 카를로 저, 장한업 역, 『상호문화 이해하기: 개념과 활용』, 한울, 2011, 
54~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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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89) 또한 스킨초코(Schinschke)에 따르면 상호문화 능력은 고유문화에 
대한 생각을 상대화하는 능력, 고유문화와 낯선 문화 사이를 중재하는 능
력, 다양한 행동방식을 접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관점들을 
수용하고 감정이입할 수 있는 능력 등이 포함되어 있다.190) 학자들이 주장
하는 방식은 다소 표현의 차이가 있지만, 자문화와 타문화 간의 소통을 중
요시하며, 서로 간의 대화 및 존중을 강조하는 것은 공통점이라 볼 수 있
다.
 비교문학을 활용한 한국어 문학교육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학습자가 이미 
자국어 문학 학습 과정을 통해 얻게 된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국어 
문학을 바라볼 때 자기에게 익숙한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텍스트에 대해 
해석을 시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학습자 자신의 행동, 습관, 정체성이 
타고난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역사적 산물이며, 모든 
다른 문화체계와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과정의 목표는 개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가진 가치의 상대
성을 인식하고, 자율적인 선택을 하고, 열린 사고를 할 수 있게 하는 데 
있다.191)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나라이므로 많은 면에서 공통점이 있
는 동시에 차이점도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가 한
국인과 접할 때 자주 받게 되는 질문 중의 하나는 “한국에서는 이런데 중
국에서는 어떠냐?”라는 것이다. 학습자가 이러한 질문을 받을 때 자신의 
문화와 목표언어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리고 문화 간의 차이에 대한 
유연한 태도 없이는 올바른 대답을 제공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고는 이
와 같이 한·중 문학 간 비교를 통한 상호문화 능력의 신장을 교육의 목표 
중의 하나로 설정하고자 한다.         

189) 알프레드 홀츠브레허 저, 정기섭 외 역, 『상호문화 교육의 이해: 교사를 위한 교수-
학습방법』, 북코리아, 2014, 153쪽. 

190) A. Schinschke, Perspektivennübernahme als grundlegende Fâhigkeit im 
Umgang mit Fremden. In: Bredella/Christ(HG.), Didaktik des Frmduerstehens. 
Gunter Narr Verlag, Tübingern, 1995. 

   만춘기, 「상호문화 학습의 이론적 토대」, 『독일언어문학』 제21집, 독일언어문학연구학
회, 2003, 132쪽에서 재인용.

191) 마달레나드 카를로 저, 앞의 책, 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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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송사와의 비교를 통한 고려속요 여성상 교육의 내용

 이 절에서는 중국인 고급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본실험을 실시하여, 한·중 
여성화자 시가 속의 나타난 여성상을 중심으로 한국의 고려속요와 중국의 
송사 작품을 비교·탐구하고, 이 과정에서 나타난 학습자의 반응 양상 및 
한계점을 근거로 하여 교육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입체적 목소리 분석을 통한 여성상에 대한 접근

 이미 Ⅲ장에서 분석했듯이 여성화자 시가 속의 여성상을 파악할 때 실제 
작가, 청자, 시적 대상과 여성화자의 관계를 따져보지 않고서는 완전한 여
성상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고려속요 중 여성화자의 목소리를 다양
한 각도에서 보고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교육 내용이 될 수밖에 없다.
 한·중 고전시가 작품을 비교하는 과정 중에 학습자들은 자국어 문학 수업
에서 습득한 지식을 기초로 하여 목표 언어 문학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 
양상을 풍부하게 나타내었다. 이때 중국의 시가는 보조 자료로서 비계의 
역할을 하면서 학습자들로 하여금 한국어 시가의 의미를 대체적으로 파악
할 수 있게 도와주고, 학습자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시가의 의미를 적
극적으로 탐구하게 한다. 아래 제시한 수업 과정 중에 교사와 학습자의 대
화 내용을 통해 학습자가 어떻게 작품 속의 친숙한 표현 기법을 발견하고 
이를 한국 문학에 접근하는지 잘 관찰할 수 있다.

교사: <정과정>의 배경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충신연주지사’라는 개
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학생2: ‘충신연주지사’는 충성스러운 신하가 임금을 사랑하는 마음을 시가
에 담아내는 작품을 가리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기질의 작품에
서도 자기가 여자와 같이 임금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두 작품이 
모두 사대부 문인이 자신의 충성을 표현할 때 남자의 신분으로 직접
적으로 시가를 짓지 않고 여자인체 하면서 임금에게 동정심을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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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 같아요.
학생7: 저는 ‘충신연주지사’를 봤을 때 처음으로 생각난 것은 굴원의 『이

소』예요. 중학교 때 『이소』를 배웠을 때 교과서에서는 굴원의 작품 
특징 중의 하나가 ‘향초미인’이라는 의상이라고 해요. 이소 중에는 
향기로운 풀의 이름이 아주 많았고 임금을 미인에 비유하는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신기질의 사 중의 “准擬佳期又誤，蛾眉曾有人妒”
라는 말을 보면서 이것은 『이소』에도 나온 말이 아닌가 생각났어
요. 다시 한국의 고려속요 「정과정」을 보니까 여기도 ‘뭇사람들의 
헐뜯는 말이에요’라는 말이 있는데 세 작품이 모두 임금께 자신이 
남의 모함을 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고 있어
요. 

교사: 그럼 한국과 중국 시가 중에 사대부 문인들이 왜 직접 남성 본래의 
목소리로 임금께 자신의 충성을 표현하지 않고 여성화자의 목소리
로 발화하는지를 알아요?

학생4: 여자는 보통 약자로 인식하잖아요. 여자로 말하면 더 부드럽고 임
금의 동정심을 잘 유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생9: 유교문화권의 공통된 특징인 것 같아요. 직접 말하는 것을 꺼리고 
완곡하게 말하는 방식이 더 아름다워 보여요.

              【본실험-CC-「정과정」VS「摸魚兒」-학습자2,7,4,9】192)

 위의 대화 내용은 실제 작가와 여성화자의 관계 측면에서 여성상에 접근
하는 것이다. ‘충신연주지사’라는 개념은 학습자가 한국어로 처음 접해본 
개념이지만 자국의 문학 교육에서 이미 비슷한 개념인 굴원의 ‘향초미인
(香草美人)’이 있기 때문에 이를 낯설게 느끼지 않고 오히려 친근감을 느
끼며 이러한 문학적인 현상에 대해 더 심도 있는 이해를 적극적으로 탐구
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다음의 학습자는 여성화자와 시적 대상과의 관계 측면에서 한·중 문학 작
품의 공통된 부분을 발견하여 한국 시가를 더 잘 이해하는 양상을 보인다.

192) 본실험은 중국인 학습자 46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 다. 학생 이름은 개인 정보의 
보호를 위해 숫자 1~46으로 표기하기로 한다. 그리고 본고의 조사방법은 주로 수업대화
(CC)와 수업 후 심층면담(FI) 두 가지로 나누어 약호화 하 다. 학습자의 반응 양상을 
기록할 때 【조사 방법-한국텍스트 VS 중국텍스트-학습자】의 형식으로 표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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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들은 자연물에 대해 민감하고 생각도 섬세한 것 같아요. 「동동」의 
여자는 일년 내내 자신이 그리워하는 임에 대해 지극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얼었다가 녹는 시냇물을 말하면서 자연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임과의 재회를 기원하는 것이 아닌가요? 이청조
의 시가 중에도 봄은 왔지만 자기는 봄의 생기발랄함과 달리 오히려 이 모
든 것과 대비가 되어서 더 외로운 느낌이 든 것 같아요. 결국에 작가가 표
현하고 싶은 것은 ‘임이 없어서 밖의 생기 넘치는 자연은 나에게 기쁨이 
되기는커녕 슬픔을 더할 뿐이다’라는 것 같아요.
                      【본실험-CC-「동동」VS「永遇樂」-학습자30】

 학습자들은 표현 방법의 공통점뿐만 아니라 양국 고전시가 중에 모두 나
타난 문학적인 상징물을 통해서도 여성상에 대해 더 쉽고 빨리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아래 학습자는 다음과 같은 이해 양상을 보여준다.

 저는 이 시가의 배경설화를 보고 ‘망부석’에 대한 인상이 아주 깊었어요. 
여자가 자신의 남편을 간절히 기다리고 결국은 돌이 되었다는 전설은 많이 
들어봤어요. 제가 작년에 안휘성(安徽省)에 여행하러 갔었을 때 저기서 망
부석이라는 돌을 봤었어요. 진짜로 기다리는 여인처럼 생겼어요. 한국의 망
부석은 본 적이 없지만 이 「정읍사」를 통해 알게 되어서 참 신기해요. 여
인이 남편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결국은 돌이 되었다는 전설이 한국과 
중국에 다 있다는 것이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이것은 양국의 전통 사회
에서 여성의 정절을 강조하는 문화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본실험-CC-「정읍사」VS「玉樓春」-학습자18】

 
 위 내용을 통해 우리는 중국인 학습자가 한·중 고전시가 중에 공유된 문
학적인 상징을 통해 자신이 배웠던 지식을 적극적으로 떠올리면서 한국 
문학에 대입하는 시도를 잘 볼 수 있다. 문학 속의 상징적인 이미지는 작
가가 자신이 표현하고자하는 감정이나 관념을 미학적으로 그리고 감동적
으로 형성화시키기 위해 사용한다. 이러한 상징적인 이미지는 문학 작품을 
이해할 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위와 같이 학습자는 낯설고 어렵게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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꼈던 한국 고전시가를 접할 때 자신에게 친숙한 상징적인 이미지를 먼저 
발견하고 이를 돌파구로 삼아 작품을 이해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한국 고
전시가 중에 중국인 학습자에게 친근한 소재는 곳곳에 산재되어 있다. 학
습자들은 한국 시가에서 자신에게 익숙한 표현 기법, 상징적 이미지 등에 
주목함으로써, 중국어 시가를 참조하는 기준으로 삼아 한국 시가를 이해할 
때 의미 구성의 방향을 제공받고 시가 이해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학습자들이 발견한 양국 시가의 이러한 여성상들은 대부분 단편
적이거나 표면적인 이해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양국 시가 여성상에 대
한 전면적이고 심도 있는 이해까지는 나아가지 못하 다. 이미 분석한 바
와 같이 여성화자 시가 속의 여성상은 텍스트의 외적 소통구조로 볼 때 
실제 작가와 관련이 있으며 텍스트의 내적 소통구조로 볼 때는 청자와 시
적 세계와 긴 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고려속요와 송사의 여성상을 전면
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텍스트 내적 맥락에서는 시어나 특정적인 이미
지, 혹은 이보다 큰 단위인 구절 차원에서 공통점을 도출해야 하며 텍스트
의 외적 맥락에서는 시대 배경, 작가 배경의 차원에서 찾아야 한다. 하지
만 이러한 작업은 학습자 개인의 힘으로는 완성하기가 어렵고 이는 교사
의 유도와 학습자 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2) 정서 이해를 통한 여성상에 대한 탐구

 한국의 고려속요와 중국의 송사는 본질적으로 다른 장르라서 실제로 학
습자가 이해하는 과정에서 두 작품 사이의 주제, 제재, 표현 기법, 구조, 
정서 등 많은 면에서 차이점을 발견할 수도 있다. 학습자가 이해 과정에서 
텍스트 간의 차이로 인해 해독에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지만 교사나 동료 
학습자의 유도로 텍스트 간의 차이에 주목하는 것은 한·중 텍스트의 독특
성과 특수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를 탐구하
는 과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또한 이러한 발견과 탐구 학습을 통하여 
학습자에게 가르쳐야 할 내용을 최종적인 형태가 아닌 학습자가 스스로 
그 결과를 조직하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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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학습자들은 먼저 양국 시가의 정서 차이에 주목하여 두 장르에 
나타난 여성상의 차이를 탐구하고 있다.  

학생6: 고려속요와 송사 중의 여성상은 많은 면에서 공통점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전 수업에서 한국 시가의 정서를 말할 때 
항상 ‘한의 정서’라고 하는데 ‘한’은 구체적으로 어떤 정서인가요?

교 사: 여러분은 ‘한’이라는 정서를 어떻게 이해해요?
학생1: 저는 ‘한’이라는 정서가 송사의 ‘수’와 많이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화자가 임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리워하기도 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단지 한국인은 화자의 정서를 말할 때 ‘한’이라고 이름 지
었고 우리는 그것을 ‘수’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아요.

교 사: 여성화자가 임을 원망하거나 그리워하는 양상은 양국 시가 속에 모
두 나타나는 게 맞아요. 근데 여성화자의 감정을 더 자세하게 살펴
보면 차이점도 있지 않을까요?

학생9: 「가시리」가 제일 짧고 대표적인 작품이라서 「가시리」를 여러 번 읽
고 음미해 보았어요. 작품은 아주 짧지만 각 마디가 나타내는 감정
이 다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임을 원망하고 약간 좀 협박하는 말
투도 있지만 점점 임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임을 이해하고 마지막에 
디시 돌아오라고 소원을 빌기도 해요. 송사 중에 이런 식으로 하는 
여성상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송사는 좀 소극적인 것 같아요. 

                                   【본실험-CC-학습자1, 6, 9】

 위의 내용은 학습자가 작품의 정서 차이에 주목하여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에 동료 학습자의 관심을 일으켜, 같이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탐구
하는 양상이다. 학습자의 반응은 잘못되거나 의미 없는 탐구가 아니지만 
작품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에 머물러 있으며 여성상에 대한 더 심도 있는 
이해 역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도출하지 못하 다. 연구자의 수업 관
찰 및 학습자에 대한 심층면담을 통해서는 그에 대한 다음과 같은 요인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문학에 대한 배경지식의 부족이다. 한국 고려속요와 중국의 송사 
작품을 비교할 때, 일부 학습자는 교사가 제공하는 비교 작품 외에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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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현대시나 민요 중의 한의 정서의 양상을 예를 들어 설명하여 고려속요
를 더 심도 있게 이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반면에 일부 학생들은 시가
에 대한 거부감이 많으며 모국어 교육 과정에서 이미 접해본 적이 있는 
송사 작품도 깊은 감상까지 나아가지 못하며 이것을 자기의 문학 배경지
식으로 만들지 못하 다. 결국에 이는 학습자가 관련된 텍스트를 접할 때 
중요한 부분을 포착하는 데 실패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둘째, 역사 지식의 부족이다. 문학과 역사 간 떼어낼 수 없는 관계를 생
각하면 역사는 문학 이해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
을 것이다. 특히 고전시가 같은 경우 역사적인 배경 지식은 학습자의 시가 
이해의 깊이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향을 미친다. 연구자가 학습자들
의 반응 양상을 관찰하는 동안 이를 절실히 느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한의 정서’에 대해 언급할 때, 고려시대의 시대 배경을 잘 아는 학습자는 
이렇지 못한 학습자보다 더 풍부하고 심도 있게 탐구하는 양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반면에 역사 지식이 부족한 학습자는 단편적인 시각으로 텍스
트를 이해할 수밖에 없는 한계성을 보인다.

3) 지식 간 연계를 통한 여성상 이해의 확장

 학습자는 비교 대상이 되는 한·중 시가를 이해할 때 작품 자체의 정보뿐
만 아니라 자신이 평소에 보고 듣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작품과 
연관시켜 더 심도 있는 이해를 도모하기도 한다. 이때 학습자가 이전에 읽
었던 다른 문학 작품, 삶에서 축적한 경험과 배경지식은 모두 텍스트 이해
에 긍정적인 향을 미치게 된다. 
 다음은 학습자가 자기의 경험과 적극적으로 연결하면서 작품 속의 여성
상을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양상이다. 
 

 처음에는 「가시리」의 여인이 이상한 여인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임이 간다
는 말을 듣고 그렇게 울고 만류하다가 왜 나중에는 따라가지 않고 원래 있
던 곳에서 임의 돌아옴을 기다리는지 이해가 안 됐었어요. 사랑한다면 무
조건 어디든 따라가야 되지 않나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제 첫사랑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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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생각해보니까 지혜로운 여자는 이 「가시리」의 여자가 아닌가라는 생각
도 들었어요. 사랑하는 임이 나를 떠날 때 내 생각만 집착하지 않고 상대
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 여자처럼 임이 서운하면 내가 아무리 붙잡고 
있어도 소용없으니까 차라리 임에 대한 충분한 믿음을 주고 내가 원래 있
는 곳에 임을 간절히 기다리겠다고 말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행동이 아닌
가 싶어요. 사랑은 여러 가지 표현 방식이 있는데 「가시리」처럼 상대방의 
입장에서 고려하는 여인이 더 지혜롭고 더 아름다워 보인 것 같아요.
                      【본실험-FI-「가시리」VS「玉樓春」학습자33】

 위와 같이 텍스트에 나타난 여성 형상을 통하여 작품에 공감하는 학습자
도 있는가 하면 이와 달리 작품 속의 여성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학습
자도 있다. 다음의 학습자는 한·중 고전시가 속의 여성상의 비교를 통해 
얻어낸 정보를 현실과 결합하여 자신의 사회에 대한 반성으로 나아가기도 
한다.

 고전시가 속의 여성상은 항상 약자로 존재하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지
극한 사랑을 항상 기다림으로 실천하는 것 같아요. <가시리>, <정읍사>를 
비롯한 많은 작품 속의 여성상은 사랑하는 임을 위해 언제나 간절히 기다
리는 이미지로 나왔어요. 처음에는 사실 사랑 앞에서는 남녀가 모두 동등
한데 왜 문학 속의 여성은 대부분 돌아올 기약도 없는 사람을 이처럼 기다
려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이나 중국의 드라마를 볼 때 제
일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드라마 중의 여자들은 대부분이 다 신데렐라와 같
은 여자예요. 예를 들면 <청담동 엘리스>, <상속자들>, <최고의 사랑> 같
은 드라마 중의 여주인공들은 모두 원래는 보잘 것도 없는 여자인데 돈이 
많고 지위도 높은 남자를 만나서 행복을 이루게 되는 여자로 묘사됐어요. 
마치 여자는 원래 약자이어야만 되고 꼭 자기보다 우월한 남자와 만나야만 
행복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문학은 보통 그 시대의 
사람들의 사상을 나타낸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을 보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대부분 사람들은 여자를 약자로 인식하여 여자가 약해야만 예쁘다
고 생각하는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여자를 
사물화하는 것과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본실험-FI-학습자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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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학습자는 한·중 고전시가 속의 여성상을 보면서 현재 대중문화에 나
타난 여성상과도 연결시켜서 자신의 비판적인 견해를 잘 표현하고 있다. 
위와 같은 학습자들은 모두 자신의 생활 속 경험을 회상함으로써 고전 
문학을 현실과 연결시키고 더욱 풍부한 문학 감상을 창출해내고 있다. 
이는 학습자가 문학 작품을 더욱 풍부하고 깊이 있게 바라보는 데에 매
우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성상에 대한 이해를 자신의 실제 
생활과 연결하여 이에 대한 깊은 이해까지 나아가는 학습자는 본실험 
중에 드문 비율로 나타났다. 
 고전문학을 배울 때 고전을 이미 지나가고 무의미한 것으로 보면 고전
의 가치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고전은 항상 현재와 연결시켜
야만 고전으로서의 항구성과 보편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실험 과
정 중에 극히 소수의 학습자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학습자는 고전시가 
속의 여성상을 바라볼 때 이들을 단지 옛날의 문학 속에 있었던 인물로 
보고 지금의 현대 사회와 전혀 상관없는 인물들로 보았다. 학습자가 과
거와 현재, 문학과 자아를 연관시킬 때는 개인 간의 차이가 비교적 크게 
나타났고 이는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설계할 때 중요한 요소로 고
려해야 할 점으로 작용한다.

3. 송사와의 비교를 통한 고려속요 여성상 교육의 방법

이 부분에서는 앞서 제시한 문학교육의 목표와 실험에서 발견된 학습자
의 한계점을 고려하여 학습자의 개인차를 최대한 줄이고 수업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집단탐구(Group Investigation: GI) 모형을 도입하고자 한
다. 학습자들은 한국의 고전시가를 배울 때 해독 및 감상의 과정에서 어려
움을 겪으며 고전시가에 대한 거부감을 생성한다. 이에 따라 학습자들은 
교사의 설명에 많이 의지하게 되고 능동적인 학습 주체가 되지 못한다. 물
론 일부 학습자들은 자신의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텍스트에 다양한 각도에
서 접근하고 있지만 학습자들 간의 개인차가 크게 나타나며 이로 인해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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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적인 수업은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점을 감
안하고 문학교육에서 흔히 사용하는 협동학습 방법을 적용해보고자 한다. 
협동학습 구조에서 학습자들은 교사의 지식을 단지 수용하는 수동적인 입
장에서 벗어나, 다른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구성원들 간의 차이
를 해결하여 지식을 형성해 나갈 뿐 아니라 배움의 과정을 즐기는 능동적
인 주체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193)

1) 집단탐구 모형의 적용

집단탐구(Group Investigation: GI) 모형은 교육의 실용주의적 측면과 
과학적 접근을 강조한 존 듀이(John Dewey)의 교육철학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리고 테렌(Thelen)은 듀이 교육관을 바탕으로 학습자들의 탐구 활
동을 능동적으로 촉진시킬 수 있는 수업환경을 강조하 다. 테렌에 의하면 
탐구란 어떤 문제 상황에 직면하여 자극을 받아서 그 탐구 과정을 통해서 
얻은 결과를 아는 일이다. 어떤 일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그것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고, 그들에 의해 자극 받고, 개념들과 태도를 반성
하고 재구성하여 결론에 도달하고, 연구해야 할 새로운 탐구를 규명하고, 
실천하여 또 하나의 보다 나은 산물을 이룩하게 하는 과정이다.194) 오랫동
안 집단탐구 모형을 연구해 온 슐로모 샤란과 예일 샤란(Shlomo Sharan 
& Yael Sharan, 1990)은 집단탐구 모형에 관한 많은 연구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우선 학업 성취 측면에서 보면 초등과 중등 
모두 집단탐구 모형이 전통적인 수업 방식보다 학업 성취 효과가 보다 높
게 나타났다. 더욱이 고급 사고를 묻는 평가에서도 역시 높은 성취를 나타
내어 학업 성취는 물론 고급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매우 효과적인 학
습 모형임이 증명되었다.195) 슐로모 샤란과 예일 샤란은 또한 듀이와 테렌
의 연구를 바탕으로 협동학습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집단 탐구 모형을 

193) 전성연 외, 『협동학습 모형 탐색』, 학지사, 2007, 15쪽. 
194) 정문성, 『협동 학습의 이해와 실천』, 교육과학사, 2006, 208~211쪽. 
195) Shlomo Sharan & Yael Sharan, Group Investigation expands Cooperative 

Learning, Educational Leadership, 47(4), 1990, p.17~21. 정문성, 앞의 책, 212쪽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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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하 다. 그들의 모형에서 교사가 일반적인 탐구문제를 제안하면 학습
자들은 그 문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질문을 한다. 학습자들이 제시한 질문
을 교사와 학습자들이 협력하여 몇 가지 하위 주제로 분류한다. 하위 주제
들이 선정되면 학습자들은 자신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자율적으로 자신이 
탐구할 하위 주제를 선택하게 되고, 동일한 하위 주제를 선택한 학습자들
이 하나의 소집단이 된다. 소집단이 구성되면 구성원들은 역할을 분담하고 
각자 또는 구성원들 간에 협력하여 탐구 활동을 하게 된다. 일정한 기간의 
탐구 활동이 끝나게 되면 소집단별로 발표를 준비해서 전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발표하고 그에 따른 평가를 함으로써 수업이 마무리된다.196) 이
와 같이 집단 탐구의 특징은 문제해결을 위한 탐구라는 ‘조사’ 활동과 ‘따
로 또 같이’와 같은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사한 
내용의 의미들에 대한 ‘해석’, 그리고 ‘내적 동기’에 의해 자신들의 관심 
분야, 혹은 전문 분야의 일을 한다는 4가지이다. 즉 ‘내적 동기’에 의해 
‘조사’가 시작되고, 구성원 간, 또는 집단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조사를 
하면서 정보를 ‘해석’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때문에 내
적동기, 조사, 상호작용, 해석, 이 4가지는 조사 과정 내내 상호 깊은 
향을 미치면서 집단 탐구를 이끄는 동력으로 작용한다.197)

위와 같은 논의들을 종합하여 집단탐구 모형은 본고에서 논의되는 한·중 
고전시가 속의 여성상 비교를 통한 한국 문학교육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고 생각된다. 우선, 전통적인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학습자가 주체가 되
는 교육 방식이 실현될 수 있다. 전통적인 수업을 하는 교사는 학습자들에
게 지시하거나 오랫동안 강의를 하거나 간단한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을 
많이 하는 데 비하여, 집단탐구 모형을 사용하는 교사는 학습자들의 학습 
동기를 자극하거나 학습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키거나 학습자들의 
학습 황동에 대한 피드백을 많이 해 주거나 개인의 특별한 활동에 대해 
개인적 칭찬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의 학습 동기를 잘 유발할 수 
있다. 기존의 고전시가 교육은 학습자들의 심리적 거부감으로 인해 교사 
중심의 일방적인 주입이 많았다면 집단탐구 모형을 활용한 고전시가 교육

196) 전성연 외, 앞의 책, 122~123쪽.
197) 이종일 외, 『협동학습과 탐구』, 교육과학사, 2008, 2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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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학습자들이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문제에 접근할 수 있
을 것이다. 

다음으로 집단탐구 모형이 유용한 이유는 학습자가 정보를 공유하고 토
론하고 분석하고, 그것을 이미 배운 지식에 관련시키는 기회를 가질 수 있
기 때문이다. 중국인 학습자는 본국의 교육과정에서 이미 문학에 관한 많
은 지식을 배우고 또한 실제 생활 중에도 많은 경험과 사고를 축적해왔다. 
그러나 학습자의 배경지식이 서로 다르고 문학에 대한 이해의 심도도 서
로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고전시가를 접할 때는 서로 다른 각도에서 접근
하며 이에 따라 학습 효과 또한 매우 상이하게 나타난다. 집단탐구 모형을 
활용한 고전시가 교육은 학습자들이 서로 듣고, 아이디어와 정보와 관점을 
교환하며 서로의 아이디어를 승화시키고 확산한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
해서 학습자는 기존의 지식이나 경험을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더 많이 환
기할 수 있다.

또한 집단탐구 모형은 학습자의 상호문화 능력의 신장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학습자는 동료 학습자와 같이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해
야 할 뿐만 아니라 자료에 대한 이해의 피드백도 경험해야 해서 다른 동
료 학습자의 장점을 배우고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는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러한 학습 과정을 통해서 학습자는 동료 학습자의 의견들도 들을 
수 있으며 개인과 개인 간 이해의 차이를 열린 태도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학습자들이 서로 다른 체험이나 사고방식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문
화권의 학습자라 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목표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은 학습자의 상호문화능력의 신장에 유익한 
경험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집단탐구 모형을 통해서는 복잡하고 낯선 내용이더라도 체
계적으로 접근하고 정리하고 내면화할 수 있다. 고려속요는 고전문학이라 
중국인 학습자에게는 어려울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사는 학습
할 내용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중요한 내용 정리 및 학습지 작성 등의 수
업준비를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또한 학습자에게 학습에 대한 흥미 
및 동기 부여를 적절하게 제시함과 동시에 학습에 대한 탐구 정신을 발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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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주요 학습 내용 및 교수·학습 활동
학습 자
료

학 습 
형태

1/3

 고려속요와 송사 작품의 기본적인 내용 이해하
기

 텍스트 속의 소통구조를 파악하기
 교사가 소주제를 제시하기

PPT, 학
습지

전체
학습

2/3
 집단탐구 모형을 이해하기
 주제 선정 및 소집단 구성하기
 소집단 활동

PPT, 모
둠별 학
습지

소 집 단 
활동

3/3

 고려속요와 송사 텍스트 중에 나타난 여성상 
비교 및 토론하기

 자신의 배경지식과 연계하여 여성상에 대한 이
해를 심화시키기

 내용 정리 및 평가하기

모둠별 
학습지, 
평가지

소 집 단 
활동
및 
전체 
활동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과제를 부여해야 한다. 이미 Ⅲ장에서 분석한 고려속
요와 송사의 여성상을 보면 고전시가 속의 여성상의 파악은 텍스트 내적 
소통구조와 텍스트 외적 소통구조로 나누어서 분석이 가능하다. 겉으로 보
기에는 복잡하고 다양한 텍스트이지만 교사는 과업, 모둠 활동, 개인의 학
습 등 세 가지 역에 대해 개입하고 지도하여 모둠 활동을 촉진하고 학
습자가 자신의 입장에서 텍스트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2) 집단탐구 모형을 활용한 교수·학습 방안의 실제

본 연구는 교수·학습 방안을 설계할 때 Ⅲ장에서 분석한 여성상의 구체
적인 양상 및 문학 교육의 내용을 토대로 문학 수업의 구체적인 교육 방
안을 설계하고자 한다. 이에 앞서 전체적인 지도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
다.

(1) 기초 학습 및 계획 단계

이 부분은 학습할 한·중 고전시가의 기본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협동 학
습 단계를 잘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 작업을 실행하는 부분이다. 집단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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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활동】 다음은 한국의 대중가요 <가시리>입니다. 노래를 들으면서 고려
속요 「가시리」와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시리 
                                      버블 시스터즈
이름 모를 꽃을 꺾어 내 품 안에 안겨주고
서툰 설렘 하나 그 웃음 하나 남겨준 사람
뜨겁게 날 안아주고 참 가벼이 떠난 그대
멀리 날아가는 저 새들처럼 쉬이 갔더라
그 마음결을 휘휘돌아 세월은 흐르더라

한낮 깨어날 꿈이리라 잠시 쉬어갈 마음이라

모형을 실시하기 전에 학습 목표의 제시, 탐구 주제의 선정 같은 사항은  
학습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도입】

이 단계는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다음 단계의 학습을 위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고려속요는 공감의 미학을 지닌 시가로 인정되며 현대 
대중가요 중에도 고려속요의 내용을 재창작하는 경우가 많다. 현대 학습자
들은 대중매체를 많이 접하고 있다. 따라서 대중가요를 학습자에게 들려주
면서 학습자들의 흥미를 이끌어 낼 수 있으며 친근감도 느끼게 할 수 있
다. 고려속요 「가시리」와 같은 제목으로 이루어진 대중가요가 있다. 버블 
시스터즈의 노래인 <가시리>는 고려속요 「가시리」와 마찬가지로 이별의 
정서를 노래한 작품이다. 학습자들에게 먼저 노래 형식의 <가시리>를 들
려주면, 학습자들은 고려속요의 주제 및 정서에 대해 대강 알 수 있으며 
이는 뒤에 이어질 한·중 여성상 비교 학습을 위한 준비단계가 될 수 있다. 
현대의 대중가요를 감상하면서 학습자들은 고전시가에 대한 거부감을 덜 
느끼게 되며, 이는 다음 단계의 학습에도 유익하게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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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이 피고 지는 계절을 닮아 변한 사람아
그대 가시리 가시리 꼭 나를 버리고 가시리 꼭
걸음걸음 내 맘을 밟고 이렇게 가시리
슬픈 이 내 노래

서러운 나의 맘이 찬란히 슬프더라
한낮 깨어날 꿈이리라 잠시 쉬어갈 마음이라
꽃이 피고 지는 계절을 닮아 변한 사람아
그대 가시리 가시리 가시리 꼭
나를 버리고 가시리 꼭 
걸음걸음 내 맘을 밟고 이렇게 가시리

기억이란 또 무엇이며 남겨진 추억이 무엇이랴
나를 위한 엘레지

사랑 애통한 노래어라 눈물 가득한 비극이라
멀리 날아가는 저 새를 닮아 떠난 사랑아

그대 가시리 가시리 가시리 꼭
나를 버리고 가시리 꼭
걸음걸음 내 맘을 밟고 원히 가시리
슬픈 이 내 노래

【전개】

 고려속요와 송사 작품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더 심도 있는 
탐구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주로 고려속요와 송사 작품
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을 위주로 학습지를 만들었다. 이 부분에서 학습자
들은 텍스트를 직접 분석해 보고 한·중 고전시가 작품의 특징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교사는 학습자들이 이해 과정에서 부딪히는 문제점에 대
해 알아보고 다음 단계의 학습 주제 심화를 위해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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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작품 및 여성상 중국 작품 및 여성상

활동지Ⅰ 

【들어가기】여러분은 고전시가의 여성상이라고 하면 먼저 어떤 작품 중
의 어떤 여성상이 떠오르세요? 또한 이러한 여성상은 어떤 요소와 관
련되는지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1. 아래 한국의 고려속요인 「동동」의 일부분과 중국 송사 작품인 「聲
聲慢」과 「永遇樂」을 읽고 물음에 답해보세요.

   (가) 「동동」

덕(德)으란 곰예 받고, 복(福)으란 림예 받고
덕(德)이여 복(福)이라 호 나라 오소다
아으 동동(動動)다리.

정월(正月)ㅅ 나릿므른 아으 어져 녹져 논
누릿 가온 나곤 몸하 올로 녈셔
아으 동동(動動)다리.

유월(六月)ㅅ 보로매 아으 별해 룐 빗 다호라
도라보실 니믈 젹곰 좃니노이다
아으 동동(動動)다리.

시월(十月)애 아으 져미연  다호라
것거 리신 후(後)에 디니실  부니 업스샷다
아으 동동(動動)다리.

十二月 분디나무로 꺾어 아으 나 반(盤)의 저 다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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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앞에 들어 얼이노니 손이 가져다 무르옵노이다
아으 동동(動動)다리

(나) 「永遇樂」

落日熔金/ 暮雲合壁/人在何處
染柳煙濃/吹梅笛怨/春意知幾許
元宵佳節/融合天氣/次第豈無風雨
來相召/香車寶馬/謝他酒朋詩侶

中州盛日/閨門多暇/記得偏重三五
鋪翠冠兒/撚金雪柳/簇帶爭濟楚
如今憔悴/風鬟霜鬢/怕見夜間出去
不如向/簾兒底下/聽人笑語

     「聲聲慢」

尋尋覓覓/冷冷清清/淒淒慘慘戚戚
乍暖還寒時候/最難將息/三杯兩盞淡酒/怎敵他/晚來風急
雁過也/正傷心/卻是舊時相識

滿地黃花堆積/憔悴損/如今有誰堪摘
守著窗兒/獨自怎生得黑/梧桐更兼細雨/到黃昏/點點滴滴
這次第/怎一個愁字了得

(1) (가)의 첫 연을 읽고 왜 송도하는 말이 나오는지 한 번 말해보세요.

(2) (가)의 여성화자가 누구를 향해 발화하고 있는지를 한 번 생각해 보
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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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점 차이점
(가) (나)

(3) (가)작품 속에는 어떤 자연물이 나타났나요? 이는 여성화자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4) (나)를 읽고 이청조가 이 사를 짓게 된 배경에 대해 간단히 서술해
보세요.

(5) (나)작품에는 어떤 자연물이 나타났나요? 이는 여성화자와 어떤 관
련이 있을까요?

(6) (가)와 (나)의 여성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간단하게 서술해보
세요. 

 위의 활동지는 학습자로 하여금 작품의 외적 소통구조와 내적 소통구조
에 동시에 주목하게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들어가기】는 학습자의 
배경지식을 환기하는 동시에 고전시가 속의 여성상은 어떤 요소와 관련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활동지
에서 문항 (2) (3) (5)는 학습자가 작품을 꼼꼼히 읽고 나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내용이다. 이는 학습자로 하여금 작품의 내적 소통구조에 주목하도록 
하는 활동이다. 다음으로 문항 (1)과 (4)는 작품의 외적 소통구조의 측면에
서 만든 문제이다. 학습자가 고려속요와 송사의 창작 배경을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라면 이러한 문항들은 쉽게 풀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문항 (6)은 
앞에 제시한 내용들을 관련시키는 동시에 학습자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
여 완성할 수 있게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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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제
 주제1. 텍스트의 외적 소통구조로 본 한·중 여성화자 시가 속의 여성상
 주제2. 여성화자의 임에 대한 관점으로 본 여성상
 주제3. 여성화자와 시적 대상의 관계로 본 여성상

 이 부분은 앞의 【도입】과 【전개】 과정을 통해서 학습들이 수업의 목표를 
제대로 완성했는지 점검하는 동시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단계이다. 학
습자들이 작성한 <활동지Ⅰ>을 바탕으로 교사는 학습자들이 작품의 소통
구조를 어느 정도 의식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학습자들이 이해하
기 어려운 부분을 교사에게 질문하고 교사는 학습자들의 문제를 해결해주
는 동시에 작품의 소통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학습자들에게 설명한
다. 검증실험을 통해 학습자들의 문제점을 반 하여 본고의 교육 내용과 
연관시켜서 다음과 같은 소주제를 선정하기로 한다. 이 소주제들에 대해 
학습자들은 다음 수업 전에 미리 준비하고, 자신이 관심 있는 소주제를 선
택하여 다음 시간에 동료학습자들과 함께 탐구활동을 이룰 것이다.

(2) 집단탐구 단계

이 부분에서는 집단탐구 모형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학습활동을 실시
한다. 같은 탐구 주제를 선택한 학습자끼리 하나의 소집단을 형성한다. 탐
구 활동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충분한 상호작용의 기회를 갖는다. 학습자들
은 탐구 계획을 논의하고 다양한 자원을 탐구하고 아이디어와 정보를 교
환한다. 또한 학습자들은 발견한 것을 요약하고 통합하며 발표하는 것 등
을 함께 결정한다. 

【도입】

 이 부분도 역시 교사가 먼저 학습자들에게 본 차시의 학습 목표를 제시
하고 학습자들로 하여금 소집단으로 이동하게 하는 것이다. 학습자들은 교
사가 제공한 학습지 외에도 다양한 자료(인터넷, 관련 논문과 서적 등)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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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제
 주제1. 텍스트의 외적 소통구조로 본 한·중 여성화자 시가 속의 여성상
 주제2. 여성화자의 임에 대한 관점으로 본 여성상
 주제3. 여성화자와 시적 대상의 관계로 본 여성상

학습 활동지

1. 한·중 고전시가 중에는 남성 작가가 여성의 목소리를 빌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다음은 鄭敍의 「정과정」 원문입니다. 작품을 읽으
면서 화자의 실제 발화 대상은 누구이며 화자가 발화 대상에 향한 감정은 어
떤지를 작품 내용을 통해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과정」

활용하여 자신이 선택한 소주제에 대해 탐구한다. 학습자들이 먼저 스스로 
공부하고 학습지를 완성한 후, 이를 가지고 소집단의 다른 구성원과 토론
하도록 준비한다. 

【전개】

 같은 주제를 선택한 학습자들끼리는 소집단을 구성하고 관련 자료를 찾
고 자료에서 정보를 추출하여 정리한다. 구성원들 간에 자료에서 정보를 
추출하고 기록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서로의 노하우를 이야기한다. 교사는 
학습자들이 찾은 자료의 타당성과 추출한 정보의 적합성 판단에 도움을 
준다. 집단탐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구성원들 모두의 협동적 노력으로 문제
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또 같이’ 조사를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집단 전체의 목표를 향해 탐구 결과를 통합해야 한다. 자료를 통합하면서 
구성원들은 각자의 조사 결과를 정리한다. 자신들이 해석한 내용과 구성원
들과의 토의에서 보충한 내용이나 새로운 관점 중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중심으로 정리를 한다. 이렇게 정리한 조사 결과들을 결합한다. 서
로의 조사 결과를 비교·검토하면서 통합한다. 이 단계에서 사용하는 소집
단별 학습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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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과정」의 창작 배경
「摸魚兒」의 창작 배경
「정과정」중의 ‘접동새’
에 관한 전고(典故)

내 님믈 그리와 우니다니
산(山) 졉동새 난 이슷요이다.
아니시며 거츠르신  아으
잔월효성(殘月曉星)이 아시리이다.
넉시라도 님은  녀져라 아으
벼기더시니 뉘러시니잇가.
과(過)도 허믈도 천만(千萬) 업소이다.
힛마리신뎌
읏븐뎌 아으
니미 나 마 니시니잇가.
아소 님하 도람 드르샤 괴오쇼셔

2. 다음 辛棄疾의 「摸魚兒」를 읽고 신기질이 이 사의 창작 배경과 연관시켜 
화자의 실제 발화 대상은 누군지 한번 생각해보고 앞의 「정과정」과 비교하면
서 다음 문제를 완성하세요.

     「摸魚兒」

更能消，幾番風雨，匆匆春又歸去
惜春長恨花開早，何況落紅無數
春且住，見說道，天涯芳草迷歸路，怨春不語
算只有殷勤，畫檐珠網，盡日惹飛絮

長門事，准擬佳期又誤，蛾眉曾有人妒
千金縱買相如賦，脈脈此情誰訴
君莫舞，君不見，玉環飛燕皆塵土，閑愁最苦
休去倚危欄，斜陽正在，煙柳斷腸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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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摸魚兒」중의 ‘蛾眉’에 
관한 전고

3. 「정과정」과 「摸魚兒」는 屈原의 「離騷」와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세 작품의 
작가의 생애(生涯)와 연결시켜 작가가 여성화자로 발화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
해보세요.

소주제
 주제1. 텍스트의 외적 소통구조로 본 한·중 여성화자 시가 속의 여성상
 주제2. 여성화자의 임에 대한 관점으로 본 여성상
 주제3. 여성화자와 시적 대상의 관계로 본 여성상

학습 활동지

1. 한·중 고전시가 중의 여성이 화자로 등장할 때, 시가 속의 ‘임’은 대부분 
화자의 메시지를 전달받는 청자이기도 하고 화자가 발화하게 하는 원인의 제
공자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의 작품을 비교하면서 화자의 임에 대한 관
점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한번 서술해보세요. 
     「동동」

이월(二月)ㅅ 보로매, 아으 노피 현 등(燈)ㅅ블 다호라.

 
 위는 학습자로 하여금 작가의 작품 창작 배경과 연관시켜서 텍스트의 외
적 소통구조에 주목하게 하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작품은 모두 남
성 작가가 여성화자로 발화하여 임금을 향한 자신의 심회를 토로하는 공
통점을 지닌다. 또한 두 작품은 전고를 사용하여 자신의 감정을 더 효과적
으로 표현하는 현상을 지니고 있어 전고에 대한 이해도 작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3번 문제는 중국인 학습자에게 친숙한 「이소」
를 환기시키면서 남성 작가가 여성화자로 발화하는 원인에 대해 추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두 작품을 더 풍부한 시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유
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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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인(萬人) 비취실 즈샷다.
아으 동동(動動)다리.

삼월(三月) 나며 개(開) 아으 만춘(滿春) 욋고지여.
 므롤 즈 디뎌 나샷다.
아으 동동(動動)다리.

     「思帝鄕」

春日遊/杏花吹滿頭/陌上誰家年少足風流
妾擬將身嫁與一生休/縱被無情棄/不能羞

2. 고려속요와 송사는 민요에서 유래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
다. 이렇게 민요에서 유래한 작품들은 여성화자의 표현방식에 있어서 많은 공
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의 두 작품을 비교하면서 여성화자의 임에 대한 
관점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서술해보세요.

     「정석가」

딩아 돌하 당금(當今)에 계샹이다
딩아 돌하 당금(當今)에 계샹이다
션왕셩(先王聖代)에 노니와지이다

삭삭기 셰물애 별헤 나
삭삭기 셰물애 별헤 나
구은 밤 닷 되를 심고이다
그 바미 우미 도다 삭나거시아
그 바미 우미 도다 삭나거시아
유덕(有德)신 님믈 여와지이다

옥(玉)으로 련(蓮)ㅅ고즐 사교이다
옥(玉)으로 련(蓮)ㅅ고즐 사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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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회 우희 접듀(接柱)요이다.
그 고지 삼동(三同)이 퓌거시아
그 고지 삼동(三同)이 퓌거시아
유덕(有德)신 님믈 여와지이다

므쇠로 텰릭을 아 나
므쇠로 텰릭을 아 나
텰(鐵絲)로 주롬 바고이다
그 오시 다 헐어시아
그 오시 다 헐어시아
유덕(有德)신 님믈 여와지이다

므쇠로 한쇼를 디여다가
므쇠로 한쇼를 디여다가
텰슈산(鐵樹山)애 노호이다.
그  텰초(鐵草)를 머거아
그  텰초(鐵草)를 머거아
유덕(有德)신 님믈 여와지이다

구스리 바회예 디신
구스리 바회예 디신
긴힛 그츠리잇가
즈믄  외오곰 녀신
즈믄  외오곰 녀신
신(信)잇 그츠리잇가

      「菩薩蠻」

      枕前發盡千般願
要休且待青山爛
水面上秤錘浮
直待黃河徹底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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白日參辰現
北斗回南面 
休即未能休
且待三更見日頭

3. 고려속요는 조선시대에 와서 ‘남녀상열지사’로 인식됩니다. 다음의 고려속
요와 송사 작품을 읽고 두 작품의 공통적인 요소를 추출하면서 고려속요가 왜 
‘남녀상열지사’로 인식되는지 한번 서술해보세요.

「만전춘별사」

어름 우희 댓닙자리 보와
님과 나와 어러주글만뎡
어름 위희 댓닙자리 보와
님과 나와 어러주글만뎡
졍情둔 오범 더듸 새오시라 더듸 새오시라
(중략)
남산南山애 자리 보와
옥산玉山을 벼여 누어
금슈산錦繡山 니블 안해
샤향麝香 각시를 아나 누어
약藥든 가을 맛초사이다 맛초사이다

아소 님하 遠代平生애 여힐 모새

「千秋歲」

想風流態/種種般般媚/恨別離時太容易/香箋欲寫相思意/相思淚滴香箋字
/畫堂深/銀燭暗/重門閉
似當日歡娛何日遂/願早早相逢重設誓/美景良辰莫輕拌/鴛鴦帳裏鴛鴦被/
鴛鴦枕上鴛鴦睡/似恁地/長恁地/千秋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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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상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고려속요와 송사 중의 여성상의 공통점을 확
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려속요 여성화자의 정서는 보통 ‘한’으로 언급되어 있
는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송사의 전형적인 정서는 무엇입니까? 다음의 두 작
품을 읽고 여성화자가 임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 있어서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
까? 

「가시리」

가시리 가시리잇고 나/리고 가시리잇고 나.
위 증즐가 대평셩(大平盛代)

날러는 엇디 살라 고/리고 가시리잇고 나.
위 증즐가 대평셩(大平盛代)

잡와 두어리마/선면 아니 올셰라.
위 증즐가 대평셩(大平盛代)

셜온 님 보내노니 나/가시  도셔 오쇼셔 나.
위 증즐가 대평셩(大平盛代)

「玉樓春」

去時梅萼初凝粉/不覺小桃風力損/梨花最晚又凋零/何事歸期無定準 
闌幹倚遍重來憑/淚粉偷將紅袖印/蜘蛛喜鵲誤人多/似此無憑安足信

 
 위의 학습 활동지는 주로 작품의 내적 소통구조에 주목하여 화자의 임에 
대한 관점을 중심으로 문항을 설정한다. 표현기법이나 내용의 측면에서 공
통점을 가진 작품을 묶어서 읽는 과정은 학습자로 하여금 작품을 더 쉽게 
이해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가 속의 여성상을 더 민감하게 인식
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문항은 학습자가 앞에 분석한 내용을 바
탕으로 한의 정서를 잘 대표할 수 있는 고려속요 「가시리」와 송사의 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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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제
 주제1. 텍스트의 외적 소통구조로 본 한·중 여성화자 시가 속의 여성상
 주제2. 여성화자의 임에 대한 관점으로 본 여성상
 주제3. 여성화자와 시적 대상의 관계로 본 여성상

학습 활동지

1. 고려속요 「동동」의 여성화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마다 임을 떠올리며 
임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 각 연마다 나타난 사물을 꼼꼼히 
찾아보며 이러한 사물들은 여성화자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한 번 생각해 보세
요.

2. 「동동」 이외의 고려속요 작품을 다시 읽으면서 여성화자가 시적 대상과 어
떤 관련이 있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세요.

3. 송사의 작품들을 다시 한 번 읽으면서 송사 중의 시적 대상을 드러내는 표
현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성화자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4. 고려속요와 송사 작품의 시적 대상을 주목하면서 두 작품의 시적 대상은 
어떤 면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까?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써보세요.

정서인 ‘수(愁)를 잘 나타내는 작품을 비교 활동을 통해서 판별하기 위해 
설정하는 것이다.  

 
 이상의 학습 활동지는 화자와 시적 대상의 관계를 중심으로 문항들을 설
계하는 것이다. 고려속요 중에 시적 대상이 상대적으로 풍부하게 나타난 
작품은 「동동」이다. 본실험을 통해 학습자는 대부분 시적 대상과 여성화자
의 관계에 소홀한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위와 같은 문항을 통해 학
습자는 총체적인 시각에서 고려속요와 송사의 시적 대상을 비교할 수 있
으며 이 과정을 통해 시가 속의 여성상에 대한 이해가 더 심화될 수도 있
다.



- 127 -

【정리】

 소집단 탐구 과정을 거치면서 팀원들은 자신들의 탐구 결과의 통합을 최
적화시키고, 점차 하나의 결론으로 나아간다. 이 과정에서 집단의 누군가
는 기록자가 되어 구성원들의 탐구 결과를 전체적으로 정리한다. 또한 구
성원들의 탐구 결과를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나서는 한 사람을 더 뽑아 발
표자 역할을 담당한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학습자는 팀원들은 서로 협력하
여 정리한 결과를 발표를 통해서 다른 학습자에게 보여준다.

(3) 정리 및 평가 단계

이 부분에서는 학습자들이 소집단 활동 단계에서 얻어낸 성과를 바탕으
로 다시 모집단에 돌아와서 자신이 정리한 것을 모집단 학습자들에게 알
려주고 각 탐구 주제의 내용을 서로 공유한다. 또한 소집단의 발표 결과를 
통합하여 탐구 결과에 대해 같이 평가한다. 이 단계의 구체적인 교육 방안
은 다음과 같다.

【도입】

 이 단계에서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학습 목표를 먼저 제시하고 각 소집단
의 발표 순서를 정해주고 발표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안내한다.

【전개】

 교사는 각 소집단의 발표자가 발표하기 전에 전체 학습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전체 학습지>를 제공한다. 학습자는 모든 발표자의 발표를 들으면
서 발표자를 통해서 알게 된 새로운 내용을 학습지에 기록하고 교사에게 
제출한다. 이를 통해 교사는 학습자가 다른 발표자의 발표 내용을 제대로 
듣고 이해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발표자들은 발표가 끝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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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별

주제
발표 전에 이미 알고 있
는 내용

발표자의 발표를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내용

1

주제1. 텍스트
의 외적 소통구
조로 본 한·중 
여성화자 시가 
속의 여성상

2

주제2. 여성화
자의 임에 대한 
태도로 본 여성
상

3

주제3. 여성화
자의 시적 세계
에 대한 태도로 
본 여성상

4
주제4. 한·중 여
성화자 시가 속
의 정서 비교

전체 학습지
                                          팀명:            이름:

뒤 교사와 학습자들로부터 질문을 받는다. 청취자들은 발표자들의 발표와 
더불어 발표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도 평가를 한다. 

 위와 같은 <전체 학습지>를 통해 학습자는 자신이 속한 팀과 다른 팀의 
학습 내용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다. 또한 학습자는 이 학습지를 
통해서 자신이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과 발표를 들은 후에 새로 알게 된 
지식을 한 곳에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 고전시가 속의 여성상의 총체적인 
모습을 더 잘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주의해야 할 것은 교사는 소집
단의 발표가 끝날 때마다 토론 시간을 짧게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발표가 끝나면 교사는 각 집단에서 탐구한 내용과 총체적인 탐구 주제 간
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종합토론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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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최
고

우
수

보
통

1. 발표의 핵심이 분명하고, 목적 구현이 잘 되었다.
2. 정보와 아이디어 전달이 명확하고 설득력이 있다.
3. 내용 이해의 깊이를 보 다.
4. 광범위한 정보원을 사용한다.
5. 내용 통합이 적절하 다.
6. 발표 내용이 청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7. 발표 내용 중에 좋았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8. 발표 내용 중에 아쉬웠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평가 기준표
                             평가팀명:        평가자:

【정리】

  다른 협동학습 방법과 마찬가지로 집단탐구 활동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교사는 <전체학습지>를 통해 학습자들의 학습 
결과에 대해 평가한다. 또한 교사는 아래와 같은 <평가 기준표>를 통해 
각 팀의 발표 결과에 대해 평가할 수 있다. 

3) 집단탐구 모형의 효과 검증

  이 연구는 한국의 고려속요와 중국의 송사 작품을 비교 대상으로 삼고 
두 장르의 여성상 비교를 중심으로 진행하 다. 그러나 본실험에서 학습자
들의 개인차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효과적인 학습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 다고 보았다. 이에 본고는 집단탐구 모형을 도입하여 검증실험을 통
해 그 효과를 입증하고자 한다. 집단탐구 모형은 협력학습을 중요시하며 
학습자들로 하여금 개인의 생각을 정돈하고 명료화하게 하며 다른 구성원
들과의 의견 교환을 통하여 생각의 넓이를 확대하게 할 수 있다. 검증실험
은 서울 소재 S대학교 한국어 고급 학습자 12명198)을 대상으로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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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업은 연구자가 직접 하 으며, 수업에서 학습자들의 반응은 녹음을 
통해 기록하고, 수업 종료 후 학습자들이 작성한 학습활동지도 수집하
다. 또한 학습자들의 한·중 고전시가 비교를 통한 여성상 교육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심리과정을 보다 정확하고 섬세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수업을 참
여한 학습자들에 대해 심층면담도 진행하 다. 
 본실험에서는 한·중 고전시가 작품을 제시한 후 학습자가 스스로 작품의 
내·외부의 소통구조에서 찾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탐구하게 하 으나 검증
실험에서는 한·중 고전시가의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전제하여 학습
자가 스스로 관심 있는 소주제를 선택하여 동료학습자와 자료 수집, 토론, 
발표 결정 등 방식으로 활동을 진행하 다. 학습자가 집단탐구 모형을 통
해 한·중 문학 작품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더 많이 발견하거나 작품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이르게 되는 과정에서 학습
자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 으며 자신이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생각이나 
시야를 더 넓혔다는 점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수업 후 연구자와 면담하는 학습자들은 동료 학습자와 토론하는 방식을 
통해 스스로 작품을 읽을 때보다 더 다양한 시각으로 작품에 접근할 수 
있었다고 말하 다.

     저는 원래 고전시가 배울 때 거부감이 많았어요. 문자 해독도 어렵고 작품 
이해도 많이 어려워서요. 근데 친구와 같이 토론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재미
있었어요. 같은 내용을 읽더라도 읽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예를 들면 저는 「가시리」를 읽을 때 이 여성화자를 아주 
소극적인 여성으로 이해했었어요. 왜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 건데 그 사
람을 잡아두거나 따라 가지도 않아요. 그냥 보내는 것은 너무 답답하다고 생
각했어요. 근데 같이 토론하는 친구가 저랑 전혀 다르게 생각했어요. 만약에 
떠나는 남자가 출세하기 위해 또는 지금의 생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어디
로 떠나야 된다면 현명한 여자로서는 당연히 이 여성화자처럼 임의 입장으로 
고려하여 자신의 감정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해요. 친구의 말을 듣고 

198) 검증실험에 참가한 12명의 학습자들은 모두 한국어 고급학습자들이다. 또한 검증실험
의 수업은 매 차시 100분씩, 총3차시로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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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서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같은 내용을 보더라도 서로 다
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것은 저에게 아주 유익한 경험이
었어요.

                                    【검증실험-FI-학습자9】199)

 또한 본실험에서 학습자들은 두 장르의 문학 작품을 비교할 때 전통적인 
작가 중심 혹은 작품 중심의 문학관의 향을 받아, 작품의 고정된 의미해
석에만 머물러 여성상과 이러한 여성상의 생성 이유와 배경에 대한 탐구
는 깊이 있게 진행하지 못하 다. 특히 두 장르의 공통점을 비교할 때 학
습자는 작품의 표면적인 유사성에만 주목하여 더 심도 있는 이해와 탐구
로는 잘 나아가지 못했다. 그러나 검증실험에서 학습자들은 작품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근거하여 연구자의 유도에 따라 작품의 여성상과 소통구
조에 주목하고 동료 학습자와 이러한 여성상이 나타난 배경에 대해 더 심
도 있게 탐구하 다. 

학생6: 한·중 양국의 고전시가 중에 기다리는 여성상은 자주 나타난 것 같아
요.

학생7: 맞아요. 양국의 시가는 ‘망부석’ 이미지를 공유하고 있어요.
학생5: 왜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돌이 되는 것이죠?
학생8: 옛날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남자가 전쟁터에 나가야 되고 당연히 여자

가 집에서 기다려야 하죠.
학생6: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한 여자가 진짜로 돌이 되

어서 망부석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라 ‘여필종부’의 사상이 있어서 사
람들이 일부러 망부석이라는 전설을 만든 것이 아닌가요?

학생7: 유교문화권의 사람들은 다 ‘충신은 두 군주를 섬기지 않고 열녀는 재
가를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여자는 시집가면 남편만을 중심
으로 생각하고 남편이 떠나면 여자는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199) 검증실험은 중국인 한국어 고급학습자 12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 으며 집단탐구 
모형의 원칙에 따라 학습자는 세 개의 탐구 주제 중에서 자신이 관심 있는 주제 하나를 
선택하고 소집단을 구성하 다. 학습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본고는 학습자 이
름 대신 숫자로 표시하 다. 또한 소주제1을 선택한 학습자들은 번호 1~4로 표시하고, 
소주제2를 선택한 학습자들은 번호 5~8로 표시하고 소주제3을 선택한 학습자들은 번호 
9~12로 표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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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5: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고려속요는 궁중에서 쓰는 노래인데 「정읍사」
는 표면적으로 여자가 남편을 그리워하고 기다리는 내용인데 이게 궁
중에서 연주되면 사실은 신하도 이 여자처럼 임금을 사랑하고 충성을 
다 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 아닌가요?

학생7: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검증실험-CC-학습자5,6,7,8】

  위와 같이 학습자는 양국 시가의 여성상의 공통점을 토론할 때 서로의 
의견을 보완하면서 논의를 더 심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이 
학습자가 동료들과 토론을 통해 보다 입체적이고 전면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반응은 양국 시가 여성상의 차이점에 대한 논의에서도 나타난다. 다
음은 학습자가 양국 시가 속의 여성의 정서에 대해 토론할 때 나온 대화
이다.

학생5: 한국의 ‘한’과 중국의 ‘수’는 뭐가 달라요? 이전에 한국 시가를 배웠
을 때 ‘한의 정서’는 진짜 많이 들어봤는데 그게 확실히 어떤 건지 
정말 모르겠어요. 

학생8: 중국의 시가와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은데...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서 사랑하면서도 좀 원망하고, 그런데 현실을 어떻게 개선할 줄도 모
르는 그런 정서인 것 같아요. 

학생6: ‘수’는 좀 소극적인 느낌이 들어요. 마음에 수심이 있으면 진짜 어떻
게든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송사는 ‘좁은 심정’의 문학이라고 하
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복잡한 감정은 해결할 수 없는 감정이라고 생
각해서 ‘좁은 심정’의 문학이라 한 것 같아요. 화자의 어찌할 바 모르
는 감정이 바로 수인 것 같아요. 이청조는 ‘수’를 말할 때 “이 ‘수’는 
지워버릴 길이 없다, 이제 겨우 눈썹에서 내려갔나 싶더니 어느 사이 
또 다시 마음속에 올라 앉네”라고 했는데 수는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 같아요. 송나라 문인들이 아름다움으로 생각하는 시적 감정인 듯
해요. 근데 ‘한’은 좀 ‘수’와 비교하면 좀 격정적이고 좀 희망이 있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학생7: 음...「가시리」의 여자를 보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마지막에는 ‘가
시는 듯 다시 돌아오소서’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임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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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도 있고 약간의 원망도 있고, 비록 임을 잡을 수가 없지만 마음 
속은 임이 돌아오는 것을 간절히 바라보고 끝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않아요. 이게 ‘한’의 한 가지 구체적인 양상인 것 같아요. 

학습자6: 물론 송사는 다 ‘수’이고 고려속요는 다 ‘한’이라고 할 수 없죠. 사
실 차이점보다 공통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사랑 앞에 사람들의 감
정은 비슷하니까요. 

                                 【검증실험-CC-학습자5,6,7,8】

  본실험에서 학습자는 양국 시가의 정서에 대한 언급을 하 지만 대체로 
이는 이전에 수업에서 외운 지식의 수준이었고 이것을 다시 작품으로 적
용하여 작품을 새로 이해하지는 못하 다. 그러나 검증실험에서 학습자는 
자신이 이전에 가진 의문을 동료들에게 물어보고 서로의 생각을 발전시키
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또한 학습자는 동료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작품의 
새로운 지점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이것이 다른 학습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발견을 촉구할 수 있게 하 다.
  또한 본실험에서는 개별적인 소수의 학생만이 고전시가 작품의 여성상
을 이해할 때 자신의 실제 경험과 연결시켜서 작품을 더 심도 있게 이해
했던 것과 달리 검증실험 중에는 학습자들이 활발하게 토론하고 경험을 
교환하면서 서로에게 비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와 같
이 학습자들의 상호작용은 학습자들의 지식과 경험을 끌어와서 텍스트를 
자신의 삶과 관련된 것으로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만약에 학
습자가 고전시가의 여성상을 단지 지면에 있는 여성상이고, 이것을 형상화
하는 세계가 과거의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삶과의 연관성을 발
견하지 못한다면 여성상은 그저 무의미한 지식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
다. 집단 탐구는 학습자와 텍스트 사이에 놓여 있는 단절을 극복하고 적극
적으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끌어 들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다음은 학습
자가 고전시가에 나타난 여성상들에 대해 총체적으로 토론할 때 나온 대
화이다.

학생1: 작품 읽을 때 왠지 맘에 안 들어요. 작품과 작품은 다소 다르지만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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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대체 다 약하고 인내하고 순종하고 힘이 없어요. 
학생2: 저도 동감이에요. 옛날은 지금과 많이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의 여자는 더 자유로워요. 남자가 여자한테 먼저 차일 수도 있거든요. 
하하.

학생3: 시대가 달라서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송사의 향유자는 남성들이 
많고 노래 부를 때 당연히 남성 청자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청자들은 
자신만 바라보는 여자 이미지를 원하잖아요. 고려속요는 궁중에 부르
는 노래라서 더욱더 임금에 대한 충성을 표현하는 내용만 허락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듣는 사람이 누군지를 생각하면서 작가가 이런 
여성상을 만든 것 같아요.

학생4: 저는 좀 전통적인 편인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 간의 사랑이 소중하니
까 이런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다 끊임없이 찬송 받고 아름답다고 생
각해요. 지금 대중노래나 드라마를 보면 여전히 사랑을 다루는 작품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사랑을 위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여자는 사람
들의 인정을 받아요.

                                  【검증실험-CC-학습자1,2,3,4】

 위와 같이 학습자는 고전 작품을 이해할 때 현대 사회와 연결시켜서 이
해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 다. 작품 속의 여성을 문학적인 장치로 이해하
고 이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학습자도 있었으며, 작품의 문학적인 
가치를 인정하고 작품이 사람들의 공감을 얻는 이유에 대해서 다각도로 
접근하는 학습자도 있었다. 학습자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이에 대
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할 때 동료 학습자들은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이 이
전에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을 대한 힌트를 얻고, 이를 통해 기존의 생각을 
더 발전시켜나갈 수 있다. 또한 학습자의 고전 작품에 대한 비판적 이해는 
작품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을 이전과 다른 시각으로 다시 
이해하게 함으로써 기존의 생각을 더 심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이 검증실험은 집단탐구 모형을 바탕으로 학습자들이 본실험에서 부족했
던 부분을 고려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능동적인 수업 효과를 검증하고 제
시하 다. 이는 고려속요와 송사의 여성상 비교를 통한 문학교육의 구체적
인 방법을 마련하고 학습 효과를 재 측정하는 면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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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여 한·중 여성화자 시가 속에 나
타난 여성상의 비교를 통해 학습자의 문학능력을 신장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교수-학습의 실제를 제시하 다. 
 한국과 중국의 고전시가 속의 여성상은 작품 속에 많이 나타나며 이에 
대한 이해는 양국의 문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본고는 전
형적인 여성화자의 시가로 인식되어 있는 고려속요와 동시대의 중국의 대
표 장르인 송사를 비교대상으로 삼아 두 장르의 소통구조적인 측면에서 
여성상을 살펴보고자 하 다. 비교문학적 측면에서 전래 민요가 궁중 속악
인 고려속요로 전승되는 데 송사가 향을 끼쳤다는 논의가 있었다. 두 장
르는 모두 민요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으며 주제에 있어서도 남녀 간의 
사랑과 이별을 주요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인다. 또한 여성이 
화자로 등장하여 발화하는 문학 현상이 있어 비교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따라서 본고는 고려속요와 송사의 향 관계를 전제로 하여 비교문학적인 
관점으로 양국 시가 속의 여성상을 비교하고자 하 다. 문학 간의 비교를 
통해 학습자는 한국의 문학을 더 쉽데 이해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자국의 문학과 한국의 문학을 비교함으로써 문학 속의 정서와 가치관 등
을 더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소통구조의 측면에서 양국
의 시가 속의 여성상을 비교함으로써 학습자는 시가 속의 여성상을 다양
한 시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학습자의 비판적 사고능력의 신장에
도 유익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이론적 토대를 바탕으로 본고는 Ⅱ장에서 여성상 비교를 위한 소
통구조 분석을 먼저 진행하 다. 여성화자 시가 속의 여성상은 지면에 있
는 단순한 여성상이 아니라 여성이 화자로 등장하기 때문에 작품의 소통
구조에 속해 있으며 소통구조에 있는 여러 가지 요소와 관련이 있다. 텍스
트의 외적 소통구조로 볼 때, 여성화자는 시가의 작가와 관련이 있으며 텍
스트의 내적 소통구조로 볼 때, 여성화자는 시가 속의 청자, 그리고 시적 
대상과도 긴 한 관련이 있다. 이에 따라 본고는 Ⅲ장에서 한·중 여성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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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속의 여성상의 공통점을 추출할 때, ‘작가의 임금에 대한 태도로 본 
여성상’, ‘화자의 이성에 대한 관점으로 본 여성상’, ‘화자와 시적 대상의 
관계로 본 여성상’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하 다. 이와 
동시에 한·중 여성화자 시가 속의 여성상의 차이점은 ‘작가의 화자 설정 
양상’, ‘화자의 임에 대한 관점’, ‘화자와 시적 대상의 관계’ 이 세 측면에
서 각각 설명하 다. 연구자는 Ⅲ장에서 제시한 고려속요와 송사 중의 여
성상에 관한 교육 내용을 실제 수업 현장에서 적용하여 학습자의 반응 양
상도 같이 살펴보았다. 학습자는 문학 간의 비교를 통해 두 장르의 공통점
과 차이점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 다. 학습자는 두 장르의 공통된 부분
을 발견하여 목표 문학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다. 또한 
두 장르 간의 차이로 인해 목표 문학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탐구하는 양
상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학습자는 자신의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기존의 
이해를 확장시키는 양상도 보 다. 그러나 실험 과정에서 일부 학습자들은 
상대적으로 심도 있게 작품을 이해하는 반면 일부 학습자들은 문학에 대
한 배경지식이나 역사 지식의 부족, 혹은 지식 간 연계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작품을 효과적으로 이해하지 못하 다는 사실도 발견되었다. 
 이러한 학습자의 반응양상을 근거하여 본고는 교육의 실제 부분에서 학
습자 간의 개인차를 최대한 줄이고 수업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집단탐
구 모형을 도입하 다. 집단탐구 모형을 도입하여 학습자들은 다양한 정보
와 생각을 공유하고 토론하고 분석하고, 이 과정을 통해 학습자는 새로 알
게 된 내용을 이전에 이미 배운 지식과 관련시키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
다. 또한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다른 동료학습자의 장점을 배우
고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는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이러한 집단탐구 
모형을 도입하여 보고는 구체적으로 ‘기초 학습 및 계획 단계’, ‘집단 탐구 
단계’, ‘정리 및 평가 단계’ 이 세 단계로 나누어서 교육의 실제를 제시하

다. 
 본 연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지만 한국어교육에서 처음
으로 고려속요와 송사를 비교 대상으로 삼아 교육의 내용을 도출하 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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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Goryeo folk songs′ female features 
education for Chinese Students

-Focusing on comparison with Songci 

                                                ZHOU QIO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female features in Goryeo folk songs and 
Songci, the Chinese poetry of the same period, in order to suggest an 
effective curriculum for Chinese Korean learner.
  Literature has been used in language education for decades, but 
there are insufficient studies on text selections and teaching methods of 
Korean literature according to learners’ needs and their Korean 
proficiencies. This study aims to design an educational curriculum for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Chinese students by comparing the 
Goryeo folk songs, which possess the “resonant aesthetics” of Korean 
poetry, with Chinese Songci.
  Korean folk songs and Songci are both lyrical poems and Songci had 
significant influences on the development of Goryeo folk culture. By 
comparing the settings and the conversations of female speakers in 
texts, students can have a better understanding on the contents of 
Goryeo folk songs from different perspectives. There are two levels of 
comparisons for the two different texts, which are the external 
communication level and the internal communication level. In the 
former level, the female speakers are closely related to the authors. In 
the later level, the female speakers are related closer to the listeners 
and the inner world of poetry. Generally,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female speakers, authors and listeners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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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t types. The first type i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emale 
speakers and authors, the second type i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emale speakers and listeners, and the third type i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emale speakers and the inner world of poetry. This 
analysis shows that there are many similarities among the authors’ 
attitudes to the emperors, the female speakers’ attitudes to the men she 
loved, and the female speakers’ perceptions of the poetry’s inner world. 
From the authors’ point of views, Goryeo folk songs focus on the 
voices of females while Songci focuses on both the voices and the 
appearances of females at the same time. From the female speakers’ 
attitudes towards the men they loved, the main theme of Goryeo folk 
songs is ‘Han’, while the main theme of Songci is ‘Chou’. Moreover, 
Goryeo folk songs express the feelings of female speakers more directly 
while Songci expresses in a more implicit way. By comparing the female 
features of the texts, learners can have better understandings of the 
thoughts and feelings of the females presented in the poems, as well as 
improving their intercultural learning skills and critical thinking 
abilities.
  This study shows that learners tend to explore the literature texts 
more actively through literature comparative activities, and their 
background knowledge can enhance their understanding of the 
contents. However, if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learners’ knowledge 
of the classical literature and the history of China and Korea, their 
abilities to comprehend the contents can be very different.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activities base on the 'Group investigation model' is 
applied, and the results show that this method can not only minimize 
the differences among learners' knowledge, but also can enhance 
students’ participations. 

Keyword: Goryeo folk song, Songci, female speaker, female feature, 
communication structures, comparative literature, Korean literature 
education, group investiga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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