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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논문은 이재(頤齋) 조우인(曺友仁, 1561～1625)의 가사 작품이 지닌 특징과

이에 담긴 내면의식을 고찰하여 조우인의 가사가 지니는 시가사적 의미를 밝히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대(前代) 사대부 가사에서 성리학적 질서에 따른 조

화로운 세계관을 노래하는 관습적 지향과 다른 면모를 보인다는 점에서 조우인

의 가사는 17세기 사대부 가사의 새로운 국면을 파악하기에 적합한 대상이다.

조우인의 가사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조우인이 당면한 정치현실과 작품을 대

응시켜 작품에 나타난 현실 비판적 면모를 주요하게 다루었다. 그러나 작품의

실상을 보면 폭정이라는 외적 현실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소외시키는

정치 상황을 불합리하다고 비판하면서 부당한 처우에 대한 내적 불만을 드러내

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정국의 혼란과 전란의 위기 속에서 문학적인 대응 방식

으로 자신의 처지에 대한 고민과 불안이 드러나는 양상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논의 전개 과정에서 가사 작품의 이면에 반영된 내면의식을 중심으

로 작품을 해석하였다.

현전하는 조우인의 가사 네 편은 모두 조우인이 장년에 매호(梅湖)에 이주한

이후 창작되었으므로, 매호 이주는 조우인의 가사 창작에 중요한 기점으로 삼을

수 있다. 매호 이주는 순탄하지 못한 환로로 인한 괴로움을 달래기 위해 이루어

진 것이나, 조우인은 그 이후에도 광해군대 대북(大北) 정권의 전횡을 비판하면

서 현실 정치에 끊임없이 참여하였다. 강한 경세(經世) 지향과 이의 좌절 때문

에 속세를 벗어나고자 하면서도 동시에 미련을 완전히 떨칠 수 없었던 소회가

가사 작품에 표출되어 있다. 이와 함께 조우인이 전대 가사를 의식하며 가사를

창작하였으나 이와 대비하여 자신의 가사가 이룩한 성취를 높이 평가하였다는

점 또한 참고가 된다.

조우인의 가사는 전대 가사의 대표적인 하위유형에 따라 기행가사, 강호가사,

연군가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기행가사에서는 여정(旅程)에서 경물들이

촉발하는 감정을 서술하는 관습을 수용하면서도, 기행 외적 상황으로 인한 현실

적 갈등을 표출하고 있다. <출새곡(出塞曲)>에서는 한양을 떠날 때부터 시적

자아의 내면을 지배하였던 적객으로서의 인식이 끊임없이 작용하고, <관동속별

곡(關東續別曲)>에서는 탈속적으로 형상화된 기행 공간에서 정치현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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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인식을 환기하며 험난한 세로를 겪어온 지난 삶을 위로하고 있다. 강호

가사에 속하는 <매호별곡(梅湖別曲)>에서는 강호자연의 아름다움을 부각하고

그를 점유한 만족감을 드러내면서도 그 속에서의 삶에 완전히 몰입하지 못하는

면모가 나타난다. 이는 세속적인 삶에 대한 관심을 떨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인정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강호자연에서의 삶에 자족할 수 없는 삶에 대한

고민이 반영되어 있다. <자도사(自悼詞)>는 이원적인 공간으로 구현된 이별 상

황에서 헌신적인 여성 화자가 등장하는 연군가사의 핵심적 특성을 공유하는 작

품이다. 그러나 임의 주변 인물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이들과 다른 순전한 사

랑을 강조하며 그에 대한 인정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전대 연군가사와 다른 지

향을 구유한다. 여기에는 일편단심을 지켜온 자신의 결백에 대한 신념이 내재되

어 있다.

조우인의 가사는 전대 사대부 가사의 외연과 맞닿아 있으나 그와 다른 내면

의식을 표출하고 있다. 이는 이념적 지향을 이룰 수 없는 정치현실로부터의 소

외 의식이 창작의 기저에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특히 조우인의

가사에서 자연에 완전히 합일하지 못하는 면모가 두드러지는 것은 조우인이 왕

도정치의 이상을 실현할 수 없는 불완전한 이상향으로 자연을 인식한 결과이다.

조우인의 가사는 현실과의 불화로 인해 방황하는 내면 심리를 정돈하지 못하고

가사에 여실히 반영함으로써 새로운 주제 의식을 구현하였다. 이로써 전대 가사

의 전통을 재현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인 세계관에서 벗어나 개별

목소리를 드러내는 방향으로 17세기 가사의 변화를 예고하였다는 점에서 의의

를 갖는다.

주요어 : 조우인, 이재영언, 사대부 가사, 17세기, 내면의식

학 번 : 2013-2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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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본고는 이재(頤齋) 조우인(曺友仁, 1561～1625)의 가사가 지닌 특징과 이에 담

긴 내면의식을 고찰하여 조우인의 가사가 지니는 시가사적 의미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가사문학사에서 17세기 사대부 가사의 분기점으로서

조우인의 가사가 차지하는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조우인은 광해군조 대북(大北) 정권 집권기에 관직 생활을 했던 남인 문인이

다. 그는 가사 작품 <출관사(出關詞)>, <출새곡(出塞曲)>, <관동속별곡(關東續

別曲)>, <매호별곡(梅湖別曲)>, <자도사(自悼詞)>를 창작하였다. 이중 <출관

사>는 실전(失傳)하며, 조우인의 문집인 이재집(頤齋集)에 제출관사후(題出關

詞後) 라는 제명의 후기만 전한다. 현전하는 조우인의 가사 네 편은 필사본 이
재영언(頤齋詠言)에 수록되어 있다. 네 작품 모두 그의 생애에서 기억에 남을

만한 특별한 일이나 예기치 못한 어려운 일을 제재로 삼았으며, 순탄치 않은 환

로로 인해 현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내면의식이 드러난다는 점이 특징적이

다. 전대(前代) 사대부 가사에서 성리학적 질서에 따른 조화로운 세계관을 노래

하는 관습적 지향과 다른 면모를 보인다는 점에서, 조우인의 가사는 17세기 사

대부 가사의 새로운 국면을 파악하기에 적합한 대상이다.

조우인의 가사는 고경식과 김영만에 의해 학계에 처음 소개되었다.1) 고경식이

작가의 생애와 작품을 개괄하고 송강가사와의 연관성을 지적한 논의2)를 다시

제출한 이후, 조우인의 가사는 17세기 가사의 특징 중 전대 가사의 계승적 성격

을 논하는 자리에서 주로 언급되었다. 정재호는 17세기에 전란가사와 현실비판

가사가 새로이 등장한 반면 전기의 강호가사와 기행가사, 유배가사는 지속되는

데, 조우인이 창작한 가사는 전기가사의 특징을 계승하였다고 보았다.3) 조동일

은 사대부 가사가 전란의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사대부의 보수적인 의식을 되

1) 고경식, 매호별곡과 자도사 , 자유문학 49, 1961; 고경식, 관동속별곡 , 경희문선 1,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62; 김영만, 조우인의 가사집 이재영언 , 어문학 10, 한
국어문학회, 1963.

2) 고경식, 조이재 연구 ,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63.

3) 정재호, 한국가사문학론, 집문당, 1982, 36～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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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며, 이러한 경향의 대표적인 인물로 조우인을 언급하였

다. 또한 그의 작품에 대해 정철을 흠모해 송강가사를 재현하고자 하였지만 수

준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하였다.4)

이와 달리 조우인의 가사가 전대를 모방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의 시각을 통해 비판적으로 수용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본 연구들도 제출되었

다. 한석수는 송강가사가 조우인의 가사에 미친 영향은 조선 전기 사대부 가사

의 흐름에서 발견할 수 있는 보편적 경향에 속한다고 보고, 조우인의 가사가 전

대 가사에 비겼을 때 손색이 없다고 평가하였다.5) 이영희는 조우인이 송강가사

를 충분히 음미하고 소화함으로써 그 나름대로 정제된 형식을 갖추어 일가를

이루었다고 보았다.6) 두 연구는 조우인의 작품이 지닌 가치를 인정하는 시각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전자는 송강가사와의 유사성을 기준

으로 개별 작품의 수준을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후자는 연구 목적상 조우인의

가사보다 상주지역 사림파의 일원으로서 조우인의 생애에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작품 자체에 대한 분석이 다소 미진하다는 한계를 보인다.

김대권과 박억만은 조우인의 가사가 불의한 현실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과 비

판을 표출한 점을 전대 가사와의 차별점으로 지적한 뒤, 사대부로서의 사고에

기초하여 현실 비판적 성향을 드러낸 과도기적 작품으로 규정하였다.7) 이는 조

우인의 가사에 나타난 현실 인식을 포착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실제

작품에서 혼탁한 정치현실에 대한 비판보다 이로 인한 자신의 현재 처지에 대

한 불만과 고뇌가 두드러진다는 점을 보다 고려할 필요가 있다.

김봉선은 조우인의 생애와 가사의 창작 경위를 밀착시켜 현실 비판에 중점을

두었던 기존의 해석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특히 광해군 집권기에 조우인이 소

(疏)에 참여한 기록이나 당파 싸움을 일으킨 적이 없다는 점과 무고하게 역적으

로 몰렸다가도 광해군 당시에 의혹을 벗었다는 점을 중시하여 대북 정권을 실

질적으로 비판했던 인물이 아니라고 보았다.8) 이는 그간 불의에 맞선 강직한 인

4)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3, 지식산업사, 2005, 338～340면.
5) 한석수, 조우인의 가사연구 , 논문집 20, 상주농잠전문대학, 1981.
6) 이영희, 조선조 영남 사림파 시가 연구 ,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2.

7) 김대권, 이재 조우인의 가사문학 연구 ,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박억

만, 이재 조우인 가사문학 연구 ,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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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로 보아왔던 조우인을 달리 평가함으로써 작품의 주제 의식 또한 다르게 규

정한 시도로, 조우인의 가사를 이해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다는 의의가 있

다. 하지만 작품 표층에서 정치현실과의 갈등이 나타나는 부분의 의미를 일축․

축소한 점을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조우인의 가사에서 자신이 직면한 현실과

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내면 사이의 갈등은 작품 이해에 필수적 요소이므로, 이

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조우인이 창작한 가사의 성격을 해명하여야 한다.

한편, 개별 작품에 대한 논의도 지속되어 왔다. 네 작품 중 제후(題後)와 서문

(序文)을 통해 창작 계기 및 <관동별곡(關東別曲)>과의 연관성이 분명하게 드

러나는 <출새곡>과 <관동속별곡>이 주된 관심을 받았다. 두 작품에서 <관동별

곡>을 모방한 부분이 부정적으로 평가되기도 하였으나,9) <출새곡>에서 환로에

대한 고뇌가 드러난다는 점과 <관동속별곡>에서 송강이 묘사하지 않은 내금강

을 특화하여 탈속적 지향이 두드러진다는 점을 중심으로 <관동별곡>과의 차이

점이 부각되었다.10)

특히 최규수는 두 작품에서 창작 의도를 설명하는 부분과 현실 인식을 드러

내는 부분이 대등한 비중으로 서술되면서, 상이한 감정을 복합적으로 표출하고

있다고 파악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구성이 기행 대상의 지역성을 형상화하는 동

시에 기행자의 내면 풍경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고 주장하였다.11) 강경호는

<출새곡>이 정치적 좌절이 아니라 관북지역의 척박한 풍토성에서 촉발된 처량

한 심사를 곡진하게 형상화한 작품이며, <관동속별곡>은 강호에 은거하면서 초

월적 세계로 귀의하고자 하는 의식이 반영된 작품으로 송강이 추구한 현실복귀

적 의경을 뛰어넘었다고 보았다.12)

8) 김봉선, 이재 조우인 시가 연구 ,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9) 한석수, 앞의 논문; 노규호, 이재 조우인의 출새곡 연구 , 최강현 엮음, 한국 기행문학

작품 연구, 국학자료원, 1998.
10) 김기영, 금강산 기행가사 연구 ,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최규수, <출새곡>과

<속관동(별)곡>의 작품 형상화 방식과 그 의미 , 온지논총 5, 온지학회, 1999; 장정수,
금강산 기행가사의 전개 양상 연구 ,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강경호, 이재 조

우인의 가사문학 연구 : <출새곡>과 <속관동곡>을 중심으로 , 영주어문 11, 영주어문
학회, 2006; 유정선, 18・19세기 기행가사 연구, 역락, 2007; 강재헌, 속관동곡에 나타난

작가의식과 창작기법 고찰 , 한국언어문학 86, 한국언어문학회, 2013.
11) 최규수, 위의 논문.

12) 강경호, 앞의 논문.



- 4 -

<매호별곡>은 조우인이 만년에 상주의 매호(梅湖)에 은거하면서 자연에서의

삶에 만족하는 태도를 드러낸 작품으로 일관되게 평가되어 왔다. 김기탁은 <매

호별곡>이 산경-수경-사시경으로 이어지는 실제 매호의 강호자연을 핍진하게

묘사하면서, 자연에 귀의한 삶의 즐거움을 노래한 작품이라고 높이 평가하였

다.13) 이와 달리 신현웅은 자료 검토를 통해 조우인의 매호 이주 시기를 54세

전후로 앞당김으로써 새로운 정주지에서의 설렘과 기대, 고민과 성찰에 이르는

과정을 노래한 작품으로 <매호별곡>의 성격을 새로이 규정하였고,14) 강호한정

으로 치환되지 않는 내면의식을 섬세하게 포착해 내었다.

<자도사>는 여성 화자를 설정하여 임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면서도 원망을 표

현하고 임의 각성을 촉구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는 점에서 연군가사의 변모 양상

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인식되어 왔다.15) 이러한 변화에 대해 정인숙은 여성 화

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현실비판의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하였고,16) 최현재는

정철과 조우인이 처한 정치적 입지나 임금과의 관계가 달랐던 상황에 비추어

광해군의 폭정(暴政)에 맞선 조우인의 강직한 성품과 현실 비판 태도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하였다.17)

이상의 선행 연구들에서 조우인의 가사가 전대 가사의 아류작이라는 측면에

서만 평가할 수 없는 다양한 면모들을 고찰한 결과, 그의 가사 작품에 대한 이

해의 토대가 새로이 마련되었다. 그런데 대개의 선행 연구에서 전대 가사와의

변별적 특성으로 현실 비판적 성격을 지적한 것은, 대북 정권이 횡행하던 광해

군 집권기의 정치현실과 작품을 대응시켜 이해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

작품을 면밀히 살펴보면 조우인은 가사를 통해 폭정이라는 외적 현실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소외시키는 정치 상황을 불합리하다고 비판하면서 부당한

13) 김기탁, 매호별곡 의 서경성 , 모산학보 4 5, 동아인문학회, 1993.
14) 신현웅, 이재 조우인의 매호 복거와 <매호별곡>의 창작의식 , 국문학연구 35, 국문학
회, 2017.

15) 정인숙, 가사문학과 시적 화자, 보고사, 2010; 김유경, 여성화자 연군가사 연구 , 숙명
어문논집 1, 숙명여자대학교, 1998; 장수현, 사미인곡계 가사 연구 , 서울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2001; 최현재, 연군가사 <자도사>의 특징과 의의 , 동양고전연구 41, 동양고전
학회, 2010.

16) 정인숙, 위의 책.

17) 최현재, 앞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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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에 대한 내적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작가의 생애와 작품의 실상에 비

추어 조우인의 현실 인식을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가사의 성격을 재고할 필요

성이 제기된다.

또한 조우인 스스로가 전대 가사를 의식하면서도 이와 다른 의경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였음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그 의미에 대해서도 보다 정치하게 논의

할 필요가 있다. 즉, 조우인의 가사 창작에 끼친 전대 가사의 영향력을 인정하

는 한편 조우인이 전대 가사와 동질적인 성격의 작품을 창작하지 않았던 이유

를 파악하고, 나아가 조우인에게 가사 창작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고찰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조우인의 가사가 17세기 가사의 흐름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온당하게 드러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17세기 전반 당대의 혼란한 사회상이 야기한 과거로의 추동을

포착하고, 가사의 시대적 대응 방식에 주목한 연구18)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연구에서는 조우인을 가사의 복고적 경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가로 언급하

면서도, <매호별곡>에 대해서는 세속적 가치와 부합하지는 않는 삶에 대한 고

민 끝에 자연으로 귀의한 과정을 공들여 노래하였다고 보았다. 또한 여기에는

핵심적인 위치에 있지 못했던 조우인의 처지와 그에 대한 자의식이 관여하였을

것으로 추론하였다. 이는 복고적 경향만으로 해명되지 않는 조우인의 가사를 이

해하는 데 의미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본고에서는 불우한 처지로 인한 비판적

현실 인식에 방점을 두고, 후기 가사로의 전환을 예비하는 조우인의 가사에 대

해 보다 적극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이처럼 개별 작품을 세심하게 분

석함으로써 17세기 시가사에 대한 논의를 심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조우인의 생애와 그가 남긴 가사 관

련 기록을 토대로 작품의 창작 배경을 검토할 것이다. 이어서 제3장, 제4장, 제5

장에서는 작품의 특징과 이에 반영된 조우인의 내면의식을 분석하기로 한다. 특

히 현재 상황에 몰입하지 못하는 심리적 정황을 세심하게 포착하고 이를 전대

가사와 비교함으로써, 가사에 반영된 조우인의 현실 인식을 구체화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제6장에서는 조우인의 가사가 시가사적 맥락 안에서 어떤 의미

18) 박이정, 17세기 전반기 가사 문학 연구 ,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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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갖는지를 규명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조우인의 가사를 입체적으로

조망함으로써 17세기 전반 사대부 가사의 변화상에 대한 이해를 심화․확장하

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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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우인 가사의 창작 배경

조우인의 가사에 나타난 내면의식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조우인이 당면한 정

치적 상황과 이에 대응하는 방식을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임진왜란과 광해

군 집권, 인조반정 등 굵직한 정치적 사건들로 혼란했던 시대상은 조우인의 생

애 및 가사 창작에 큰 영향을 끼쳤다. 대북 정권이 광해군을 옹립하고 권력을

독점한 상황에서 벼슬살이를 하는 내내 출사와 체직을 반복하였던 그의 행적은

가사의 창작 상황과 긴밀하게 연관된다. 또한 조우인은 가사의 창작과 향유에

상당히 익숙하였으며, 송강가사에 대한 비평을 최초로 남긴 인물이다. 따라서

가사를 창작할 때 전대 가사를 상당히 의식하면서도 이와 다른 경지에 도달하

고자 하였던 면모에 대해서도 살필 필요가 있다. 이를 염두에 두고 본 장에서는

먼저 조우인의 생애를 중심으로 조우인 가사의 창작 배경을 고찰하고, 다음으로

그가 전대 가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정치적 좌절과 매호(梅湖) 이주

이재 조우인의 본관은 창녕(昌寧), 자는 여익(汝益), 호는 이재(頤齋) 현남(峴

南)·매호(梅湖) 청로(聽鑪)19)이다. 1561년 경상북도 예천군 노포리 외가에서 조

몽신(曺夢臣)과 평산 신씨 사이에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의 집안을 살펴보면 부

친 조몽신과 조부 조언홍(曺彦弘)은 모두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았고, 각각 이조

판서와 병조참의로 추증되었다. 이는 증조부 조계형(曺繼衡)의 행적과 연관이

깊다.

19) 조우인의 호 중 ‘현남’과 ‘매호’는 조우인 살았던 곳의 지명에서 유래하였다. ‘현남’은 경

북 예천(醴泉)에 있는 현산(峴山) 남쪽을 가리키고, ‘매호’는 경북 상주(尙州)의 매호(梅湖)

를 의미한다. ‘이재’는 주역의 산뢰(山雷) 괘에서 따온 것으로 언어를 삼가서 덕을 기르

고 음식을 절제하여 몸을 기름으로써 바른 기운을 기르겠다는 다짐을 드러낸 호이다. 이

러한 뜻은 택풍당기(澤風堂記) 에 간략히 기술되어 있다. ‘청로’는 청로당부(聽鑪堂賦)

의 내용으로 보건대 천명에 순응하여 분수를 따라 살고자하는 태도에 대한 의지가 담긴

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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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형은 1501년에 문과에 급제한 뒤 뛰어난 문재(文才)를 발휘하여 연산군의

총애를 받았으며, 병조 정랑에서 호조 참의로 특배(特拜)되었다. 중종반정이 일

어나자 연산군의 뜻에 영합했던 죄를 물어 관직에서 물러났고, 다시 기용된 뒤

장오죄(贓汚罪)를 입어 직첩이 삭탈되었다. 이어 반정이 일어나던 날 입직하였

다가 도망간 사실이 발각되면서 정국공신(靖國功臣)의 훈적도 삭탈되었다.20) 중

종반정 이후 조계형이 신하로서의 절의를 저버린 간사한 인물로 평가되면서, 증

조부 이래로 조우인의 가문은 현달하지 못하였다.

조우인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모친을 여의고 외가에서 유년기를 보낸

후 증조부 이래 세거하였던 함창(咸昌)에서 생활하였다.21) 함창에서 생활하는

동안 조우인의 행적은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문서유사의 직책으로 창의군에 참

여하였다는 점22)과, 1588년 진사시에 합격한 이후 제용감 참봉(濟用監參奉)이

되었으나 오래지 않아 파직되었다는 점23) 정도만 확인된다. 이후 조우인은 예천

을 거쳐 상주 매호에 정착한 뒤 이곳에서 타계하였다. 현전하는 조우인의 가사

네 편은 모두 조우인이 장년에 매호에 거주한 이후 창작되었으므로, 매호 이주

를 기점으로 조우인의 행적을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24)

조우인은 1603년(43세) 무렵 함창에서 예천으로 이주하였다.25) 상대적으로 도

20) 조계형에 대한 전기적 사실은 연산군일기와 중종실록을 참고하여 서술하였다.
21) 고조 조순(曺珣) 이전의 선묘는 창녕에 있으나 고조 이래 함창 율곡(栗谷)에 묘가 마련

되어 있다(조규철 편, 창녕조씨취원당파보, 오봉서당, 1980, 75～76면). 또한 조우인이

진사시에 합격한 1588년 사마방목(司馬榜目) 에 그의 거주지가 함창으로 기록되어 있다

(“幼學曺友仁汝益, 辛酉, 本昌寧, 居咸昌. 父展力副尉夢臣, 具慶下. 雁行, 弟純仁.”, 만력

16년 무자 2월 24일 사마방목(萬曆十六年戊子二月二十四日 司馬榜目) ; 한국정신문화연구

원 편, 고문서집성(古文書集成) 제2책, 1983).
22) “(癸巳 二月) 初九日. 令衛將進陣于賀老金山地. 又令軍官七員往助戰所. 廵相軍官四員亦偕往
醴泉. 進士曺友仁，白伸等, 持義兵成冊來獻.”(김면, 창의사적(倡義事蹟) , 송암선생유고
(松菴先生遺稿) 권2)
“入咸昌之黃嶺寺. 設御座北向痛哭. 告發兵部分羣校. (……) 進士曹友仁等爲文書有司.”(서

명응, 증판결사채공묘지(贈判決事蔡公墓誌) , 보만재집(保晩齋集) 권12)
23) 선조실록 33년 경자(1600) 2월24일(무술) 첫 번째 기사.

24) 매호 이주의 경위는 신현웅의 논의를 참고하였다(신현웅, 앞의 논문, 237～243면).

25) 조우인은 1601년 7월에 ‘동도계(同道契)’에 함창 출신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아, 적어도

1601년까지는 함창에서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동도계’는 서울에서 벼슬하는 영남인의 모

임이다(“宣敎郞濟用監參奉 曺友仁汝益頤齋 咸昌”, 이호민, 장악원계첩(掌樂院契帖) , 오극

성, 문월당선생문집(問月堂先生文集) 별부록(別附錄)). 그런데 영천 이씨의 우계서당 강

회 기록 중, 계묘년 정월에 열린 강회에 참여했던 조우인의 거주지가 예천으로 기록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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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지였던 예천으로의 진출은 잇따른 초상을 치른 후26) 고단해진 삶을 쇄신하려

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듯하다. 예천으로 이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1605년 45

세의 늦은 나이로 문과에 합격하였다. 그러나 급제 이후에도 1608년에 봉상시

직장(종7품), 1613년에 은계도 찰방(종6품), 1616년에 경성 판관(종5품) 등 외직

을 전전하며 요직에 오르지 못하였다. 1614년 이전에 정3품의 통훈대부(通訓大

夫)에 오른 뒤 품계보다 낮은 관직에 제수되다가27) 1621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품계에 맞는 분승지(分承旨)가 되었다. 이로부터 조우인이 관직 생활 내내 자신

의 처지에 대하여 불만과 회의를 지녔을 것으로 추측된다. 벼슬길에 들어선 지

10여 년이 지날 무렵 예천보다 궁벽한 매호로 들어간 것28)은 이러한 내력과 무

관해 보이지 않는다. 즉, 매호는 자연 속에 살면서 환로로 인한 괴로움을 잊어

보고자 찾아들어간 공간이 된다.

그러나 매호에서의 삶이 세속과 단절된 채 은거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은 아

니다. 그는 경성 판관에서 물러난 뒤에도 대구부사(大丘府使)와 분승지 등 관직

에 제수되면 마다하지 않고 나아갔다. 조우인이 매호로 들어갈 시기를 전후하여

1613년에는 계축옥사(癸丑獄事)가 일어났고, 이를 빌미로 이듬해에는 강화도에

위리안치(圍籬安置)된 영창대군(永昌大君)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였다. 1618년

에는 인목대비(仁穆大妃)가 서궁(西宮)에 유폐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우인은

1619년에 역적으로 몰려 구금되었다가 그 해 다시 나포되기도 하였는데,29) 결정

있어 1603년 1월에는 예천에 살았던 것으로 확인된다(“癸卯孟春 曺友仁汝益 居禮泉”, 우
계서당강회록(迃溪書堂講會錄)).

26) 조우인은 1594년에 부친상을 치렀고, 1598년에 후처 소생의 아들이 태어났으므로 그전에

부인상을 치렀다.

27) 1614년 7월에 지은 제오현종사묘정집례계첩후서후(題五賢從祀廟庭執禮契帖後敍後) 의

끝에 “후학통훈대부행겸은계찰방조우인근서(後學通訓大夫行兼銀溪道察訪曹友仁謹書)”라고

하였다.

28) 조우인은 1613년에서 1616년 사이에 예천에서 매호로 이주한 것으로 보인다. 조우인이

유침류대서(遊枕流㙜序) 의 말미에 ‘癸丑元正峴南耕釣翁書’라고 쓰고 있어, 1613년 정월에

는 예천에 거주한 것으로 추측된다(유희경, 촌은집(村隱集) 권3). 그런데 이식(李植)이

택풍당기 뒤에 쓴 발문에서 경성에서 조우인과의 만남을 회고하며 “상주의 매호에 거주

했다(曹亦卜居尙州梅湖)”라고 서술하고 있어, 조우인이 1616년에 경성으로 부임하기 전

이미 매호로 이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이식, 택풍당지(澤風堂志) , 택당선생별집(澤堂先
生別集) 권11).

29) 광해군일기 11년 기미(1619) 5월16일(무술) 첫 번째 기사, 광해군일기 11년 기미

(1619) 11월 26일(을사) 네 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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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1621년에 분승지가 되어 서궁에 숙직하면서 선조(宣祖)를 기리는 뜻을

담은 시를 지은 것이 화근이 되어 옥고를 치르게 된다. <직분사기소견(直分司記

所見)>에서는 적막한 서궁의 풍경을 묘사하여 인목대비의 처지에 대한 안타까

운 심정을 표출하였다.

행랑은 적막한데 새소리는 슬프고 橫廊寂寞鳥聲哀

대낮의 빈 뜰은 수풀에 덮였네 晴晝空庭掩草萊

맑고 엄한 자리에서 일찍이 출납을 맡았는데 淸切地曾司出納

황량한 오랜 세월에 먼지만 쌓여 있네 荒凉歲久聚塵埃

제비는 옛 주인 찾아 주렴 틈에 날아 들고 燕尋奮主投簾隙

나비는 쇠잔한 꽃 따라와 섬돌 모퉁이에서 희롱하네 蝶趁殘花戲砌隈

물시계에 물이 말라 물 떨어지는 소리 끊어졌고 水涸銅龍宮漏絶

향로에는 향불이 사라지고 재만 쌓여 있네 香銷金鴨篆灰堆

쓸쓸한 물색은 남내와 같은데 蕭條物色同南內

오르내리는 영령은 무덤에서 슬피 우네 陟降英靈泣夜臺

흰 머리 외로운 신하 몰래 눈물을 흘리며 白髮孤臣潛下淚

원추리풀 뜰에 가득하니 차마 보지 못하네 不堪萱草滿階栽30)

빈 뜰, 쇠잔한 꽃, 물이 마른 물시계, 향이 사그라진 향로 등 다양한 이미지를

통해 옛 주인을 잃은 궁궐의 황량한 모습을 담아내었다. 특히 9행에서 ‘남내’는

당 현종이 안녹산의 난이 평정된 뒤 태상황(太上皇)이 되어 실권을 잃은 채 쓸

쓸히 만년을 보냈던 흥경궁(興慶宮)을 가리키는 말로, 적막한 고궁에 유폐된 인

목대비의 처지를 집약한 시어이다. ‘영령’이 무덤 속에서 슬퍼할 것이라는 대목

은 곧 선조의 넋이 슬퍼할 것이라는 의미로, 인목대비의 폐위를 주도했던 이이

첨(李爾瞻, 1560∼1623) 무리를 풍자하는 표현으로 읽힌다. 이 시보다 더 문제가

되었던 것은 <제분사승지청벽(題分司承旨廳壁)>이다.

30) 이 시의 원문은 이재집 권1을 따르고, 번역은 고전번역원의 폐주 광해군 고사본말(廢

主光海君故事本末) 국역을 참고하여 일부 수정하였다(이긍익,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권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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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들려 해도 받들 수 있는 교지 없어 欲承無旨可能承

승지의 좋은 직책 어디에서 시행하리 承旨華銜底處徵

발 그림자 깜깜한 황혼녘까지 앉아 있노라니 坐到黃昏簾影黑

나는 파리 채어먹는 박쥐만 보이네 但看蝙蝠撲飛蠅31)

<제분사승지청벽(題分司承旨廳壁)>은 조우인이 분정원의 벽에 쓴 시이다. 기

구와 승구에서 받들 수 있는 교지가 없다는 표현을 통해 교지를 내리던 선왕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전구와 결구에서는 어두운 밤 파리를 잡아먹는 박쥐의

모습을 포착하여 간신들의 횡포를 풍자하였다. 이중 교지가 없다는 표현 때문에

역모를 꾀하였다는 죄를 입게 되었다.

두 시를 두고 이이첨의 일파였던 분승지 백대형(白大珩, 1575～1623)이 조우인

을 반역자라고 모함한 것을 시작으로, 삼사(三司)에서는 글자마다 거슬리는 말

이며 구절마다 흉측한 내용이라고 간언하였다. 또한 이들은 조우인이 억울하게

모함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영남 유생들 또한 조우인의 사주를 받은 역적 세

력이라고 모략하였다. 이로 인해 조우인은 정강이뼈가 부서질 정도로 심한 국문

을 당하였고, 1622년에 보방된 뒤 이듬해에 인조반정이 일어나자 석방되었다.32)

이처럼 대북파의 전횡을 비판하면서도 현실 정치에 끊임없이 참여하였던 이

력은 조우인이 중앙에 진출하여 입신양명하고자 하는 사대부로서의 본분에 충

실하고자 했던 인물임을 말해준다.33) 경세(經世)에 대한 강한 지향과 이의 좌절

때문에 조우인은 속세를 벗어나고자 하면서도 동시에 미련을 완전히 떨칠 수

없었다. 이러한 소회가 조우인의 가사 작품에 표출되어 있다.

실전하는 <출관사>를 제외한 가사 네 편은 필사본 이재영언에 수록되어 전

한다.34) 이재영언에는 <梅湖別曲호별곡>, <自悼詞자도>, <關東續別曲관

31) 이 시의 원문은 이재집 권1을 따르고, 번역은 고전번역원의 광해군일기 14년 임술

(1622) 6월23일(정해) 세 번째 기사 국역을 참고하여 일부 수정하였다.

32) 시화(詩禍)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는 광해군일기를 참고하여 서술하였다.
33) <관동속별곡>의 서문에서 창작 계기를 서술하며 과거를 회상하는 가운데 “비록 중년에

는 벼슬길에 골몰했으나 세상 밖 산수의 그림자를 꿈에서라도 왕래하지 않은 적이 없었

다(雖中年汩沒宦途而, 象外烟霞之勝, 未嘗不往來於夢寐中).” 라고 언급한 점을 통해서도

조우인이 출사에 대한 관심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속관동곡서(續關東曲序) , 이재집
권2).

34) 고경식이 소개한 필사본 간례(簡禮)에는 <출새곡>을 제외한 세 편의 작품이 실려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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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쇽별곡>, <出塞曲튤곡>이 차례대로 필사되어 있으며, 그 아래에 <續關東別

曲序>와 <出塞曲序>가 실려 있다.35) 이어 ‘戊子二月初七日謹書于草湖精舍’라는

필사기36)가 간략히 제시된 뒤 ‘黃鼠四之日初七造成’ 아래 <직분사기소견>의 내

용이 실려 있다. 조우인이 <직분사기소견>을 지은 일로 투옥되었다가 석방된

뒤, 이 시화(詩禍) 사건이 널리 회자되면서 조우인은 성정이 곧고 강직한 인물

로 인식되었다. 가사와 함께 이 작품을 실은 것은 선조의 절조를 기리고, 가문

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전승할 만하다고 여겨 함께 수록한 것으로 이해

된다.

이재영언의 말미에는 후손들이 쓴 필사기가 전한다. 그 내용은 집안의 보배

를 알아보지 못하고 가사들이 없어진 것을 애석해하며 남은 것을 힘써 수습하

려고 하였다는 것이다.37) 여기에서 필사자는 조우인의 가사를 “탁월한 말의 기

고, <관동속별곡>은 말미부가 전하지 않는다. 이에 본고는 작품이 온전하게 실린 이재
영언을 따르기로 하며, 김봉선의 논문에 부록으로 제시된 필사본 이재영언에 수록된

가사를 연구 대상으로 삼기로 한다. 이재영언에 관한 서지적 정보는 김봉선의 논문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고경식, 앞의 논문, 1961; 고경식, 앞의 논문, 1962; 김영만, 앞의 논

문; 김봉선, 앞의 논문).

35) 이재집 권2에도 續關東曲序 , 題出關詞後 , 題出塞曲後 가 수록되어 있다. 이하에서

작품명은 이재영언을 따라 <관동속별곡>으로 부르기로 하고, 서문과 제후는 문집 자료

에 대한 신뢰성을 근거로 이재집에 수록된 속관동곡서 와 제출새곡후 를 인용하기로

한다. 또한 제출관사후 , 제출새곡후 , 속관동곡서 의 표점과 번역은 박이정, 앞의 논

문, 48～49면, 51면, 57～58면을 따른다.

36) 김영만은 이재영언의 끝에 있는 “歲戊子大莊月初七日不肖孫錫○再拜謹識筆荒爲罪也”를

근거로 무자년을 조우인의 후손 중 ‘錫’자 항렬을 가진 7대손이 살았을 시기인 1828년 또

는 1888년으로 추정하였으나(김영만, 앞의 논문, 80～81면), 김봉선이 소개한 이재영언
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 없어 무자년이 언제인지 확정하기 어렵다.

37) “이 책을 어찌 하여 적게 되었는가. 아. 우리 선조 이재공께서 읊으신 탁월한 말의 기운

과 원량한 절주는 참으로 걸작이라고 할 만하다. 천년 후에 뜻이 있는 선비와 도를 실천

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이것을 보고 감탄하며 읊조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한즉,

이 책은 우리 집안의 바꿀 수 없는 보배이다. 지금 그 자손들이 이것이 보배가 됨을 알지

못하니 애석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호호. 이 책의 자취는 없어져 버린 것은 증명할 수

없으나 부인들의 언서 사이에 겨우 남은 것으로 그 음향과 절주를 생각하게 한다. 다만

여전히 흩어져 잃어버린 것이 많아 내가 분연히 작은 책을 만들어 그것을 적으니, 빠지거

나 잘못된 것은 혹 물어서 쓰고 혹 찾아서 썼으니 그 나머지 옳고 그름은 누가 알겠는가

(此篇何爲而書也. 噫. 五頤齋公之所詠, 卓越詞氣, 圓亮之節奏, 誠可爲眞傑作也. 千秋之下,

有志之士, 行道之人, 其可不詠嘆於玆者乎. 然則此數篇者, 吾家不易之寶也, 今其子孫者, 莫

知其爲寶, 可不惜哉. 鳴乎. 此篇之遺蹟, 盡弊無證而婦人諺書之間謹有之, 考其音響節奏. 惟

頗放失, 余奮然而作小冊以書之, 其闕誤者則或聞而書之或采而書之, 其餘可否誰可曉也).”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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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과 원량한 절주는 참으로 걸작”이라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 후손의 평가임을

감안하더라도 노랫말과 곡조가 함께 뛰어났음을 지적한 데에서 조우인의 가사

가 성취한 일면을 엿볼 수 있다. 조우인 또한 제출새곡후 의 말미에서 “가사를

관현에 입히고자 하나 소용이 없어 상자에 담아 두었다”38)라고 서술함으로써,

노랫말에 어울리는 음악 또한 가사 향유의 중요한 요소로 여겼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조우인의 가사 창작과 향유에 대한 관심과 수준을 방증한다. 이식(李植,

1584∼1647)이 조우인을 가리켜 “시(詩)・서(書)・화(畫)의 삼절(三絶)이라고 일

컫기에 충분하며 악률 등 잡기에 있어서도 대부분 한번 손을 대기만 하면 능란

한 경지에 들어가곤 하였다”39)라고 평가한바, 조우인의 뛰어난 재예(才藝)는 가

사 창작에도 영향을 미쳤으리라 본다. 이상의 사실을 염두에 두고 가사 창작 상

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출새곡>은 조우인이 1616년 가을 경성 판관으로 부임하면서 본 관북 지방의

경물과 이로 인한 소회 및 경성에서의 심경을 노래한 작품이다. 부임지인 경성

을 ‘새(塞)’로 규정한 데서 드러나듯이 부임에 대한 설렘과 공무에 대한 책임감

보다는 변방에서의 쓸쓸한 심사를 곡진하게 드러낸 점이 특징적이다.40) 조우인

은 경성 판관(鏡城判官)으로 부임한 이듬해에 물러나게 되었는데,41) 그 소식을

점과 번역은 김봉선, 앞의 논문, 17면을 참고하여 수정하였다.)

38) “所恨鏡乃北戎幕也. 雖有妓樂, 而常與鶡弁混處. 故尋常俚樂, 盡是桑間淫褻之詞, 而雅歌投壼故事,

則盖闕如也. 雖欲被此詞於管絃, 無所用諸. 故詞成, 輒藏之篋笥中.”( 제출새곡후 , 이재집 권2)
39) “足稱三絶. 其他樂律雜技, 擧能一超三昧.”(이식, 우부승지매호조공묘지명병서(右副承旨梅

湖曹公墓誌銘幷序) , 택당선생별집(澤堂先生別集) 권6)
40) <출새곡>이라는 제목과 관련하여 악부 작품 중 군악의 한 계열인 ‘출새곡’과의 연관성을

상정할 수 있다. ‘출새곡’은 행진가적인 군악 특유의 병사들의 사기를 돋우는 씩씩한 기상

과 민간가요에서 유래한 애달픈 곡조의 상반된 특징이 포함되는 작품이다(김영주, 한국

한시에 나타난 출새시의 수용과 변이 , 동방한문학 62, 동방한문학회, 2015, 261면). 다
만 <출새곡>에서 ‘변방’은 개인적 차원에서 느낀 중앙에서의 소외감이 가중되는 공간으

로 규정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41) 이식이 쓴 조우인의 묘지명에서 조우인이 경성 판관이 된 뒤 “한참 뒤에 어떤 일 때문에

그만두고 돌아왔다(久之因事罷歸)”라고 기술되어, 대개의 선행 연구에서는 조우인이 1621

년에 제술관(製述官)으로 발탁될 때까지 경성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해 왔다. 그런데 이식

은 택풍당기 뒤에 쓴 발문에서 “열흘 만에 내가 먼저 돌아왔고, 이듬해에는 조우인도

파면되어 매호로 돌아갔다(旬日余先歸. 明年, 曹亦罷歸梅湖).”라고 서술하고 있다. 서후잡

록(敍後雜錄) 에 따르면 이식은 북평사(北評事)가 되어 1616년 6월에 경성에 도착한 뒤,

그 해 11월에 파직되어 서울로 돌아갔다. 이로 본다면 조우인은 경성 판관에 부임한 이듬

해에 파직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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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고 오히려 기뻐하며 도성 복귀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낸 한시42)가 남아 있다.

그 내용과 비교할 때 변방에서의 울적한 심회를 담은 <출새곡>은 1617년에 경

성에서 봄을 맞아 창작하였을 것으로 이해된다.

<매호별곡>은 매호에서의 복거지 조성 과정과 그 곳에서의 생활을 제재로 하

는 작품이다. 창작 시기는 확정할 수 없지만, 매호정사가 완성되고 매호에서의

생활이 안정될 무렵으로 추측된다. 다만 1621년에 시화 사건에 휘말린 이후의

행적으로 미루어 보아, 정치현실에 대한 미련이 엿보이는 <매호별곡>은 그 이

전에 창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43)

<자도사>는 임에게 버림받은 신세를 한탄하고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는 작품

이다. 이는 시를 빌미로 모함을 받아 억울하게 투옥된 심경을 대변하고 있다.

‘스스로를 애도하다’라는 제목44)에서 이러한 처지를 위로하려는 의도가 엿보이

며 울분이 격앙된 채로 시상이 마무리된다는 점에서, <자도사>는 시화사건이

해결되기 전에 창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우인은 인조반정이 일어나자 석방되어 우부승지(右副承旨)에 제수되었으나,

옥고를 치르며 몸이 많이 상한 탓에 벼슬을 사양하고 매호로 낙향하였다. <관

동속별곡>은 속관동곡서 의 말미에서 ‘매호 늙은이[梅湖叟]’로 자신을 지칭하고

있어, 매호로 돌아와 은거하던 시기에 지은 작품으로 보인다. 1609년에 경차관

이 되어 관동지방을 유람한45) 뒤 5～6년 동안 네 차례나 정양사(正陽寺)에 올랐

42) “장백산 꼭대기 제일봉에 / 어찌 공을 새길 만한 돌이 없겠는가? / 활과 칼은 원래 내

일이 아니니 / 돌아가 황제를 기리고 성군을 보필하리라(長白山頭第一峯, 豈無餘石可銘功,

弓刀不是吾家事, 歸贊皇猷補聖躬)”(조우인, <체직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서 읊다(聞遆

職 喜甚有詠)>, 이재집 권1. 시의 번역은 박이정, 앞의 논문, 187면을 따른다).
43) 선행 연구에서는 <매호별곡>이 조우인이 쓴 <호사가 새로 완성되어 보내드리다(湖舍新

成寄呈)>와 대비하여 매호정사가 건립되기 이전에 창작되었을 것으로 추론하였다. 이 연

구에 따르면 이식이 <조첨지여익의 매호정사 뒤 작은 정자에 차운하여 지어 보내다(寄題

曹僉知汝益友仁梅湖精舍後小亭次韻)>를 지은 1620년 이전에 매호정사가 건립되었으므로,

<매호별곡>의 창작 시기는 1620년 이전이 된다(신현웅, 앞의 논문, 256～260면).

44) <자도사>는 반 첩여(班 婕妤)가 지은 <자도부(自悼賦)>에서 비롯한 제목이다. 이에 대

해 초기 연구인 고경식의 논의(1963, 104면)에서 도연명의 <자도사>에서 따온 명칭이라

고 언급한 이후, 대개의 선행 연구들은 이 견해를 수용하여 왔다. 그러나 자신의 죽음을

상정하고 쓴 도연명의 <의만가사(擬挽歌辭)>와 <자제문(自祭文)>과 달리 연군의식을 표

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도사>는 반 첩여의 <자도부>에서 유래했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45) 이재집 권1에 <내가 경차관으로 풍악을 유람하려고 할 때 경사로 가는 동지사 정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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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경험을 재구성하여 창작하였다.46)

김득신(金得臣, 1604～1684)은 관동별곡서(關東別曲序) 에서 <관동속별곡>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지만 “조우인이 <관동별곡>을 듣고 표연히 세상을 버리고

싶은 흥을 억제하지 못하여 마침내 관동으로 유람을 가서 <속관동별곡>을 지

으니,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모두 칭찬하였다.”47)라 하여 <관동속별곡>에 대한

세간의 평가를 전하고 있다. 이로 볼 때 신선적 풍류에 젖어 세사를 잊고자 하

는 감회가 당대 사람들에게 널리 공감을 얻었던 것으로 보인다. <관동별곡>의

속편을 자처하면서도 송강처럼 공적 임무와 사적 욕구 사이에서의 내면 갈등을

그려내는 대신 신선적 풍류를 중심축으로 내세워 새로운 주제의식을 구현하였

다고 할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관동별곡>과 <관동속별곡>의 관계에서 감지

되는, 조우인이 전대 가사를 염두에 두면서도 이와 다른 성취를 이룩하고자 했

던 의식을 살펴보기로 한다.

2) 전대(前代) 가사에 대한 인식

조우인이 가장 이른 시기에 창작한 <출관사>는 현전하지 않지만 관련 기록이

남아 있어 그의 가사에 대한 인식을 추론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제출관

사후 와 제출새곡후 , 속관동곡서 를 함께 살펴보면서 조우인이 전대 가사 작

품들과 자신이 창작한 가사 작품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파악해 보고자

한다. 가사의 창작 경위에 대한 세 기록은 세부적인 내용에서 다소 차이가 나지

을 전송하며(送冬至使鄭景任赴京 時余以敬差將作楓岳遊 緫四十二韻)>라는 송별시가 수록

되어 있는데, 정경세는 1609년에 사행을 떠났다. 차천로의 <조공 우인이 상목 경차관으로

장차 관동을 두루 돌아보기 위해 떠나려고 하면서 나에게 종이를 보내어 시를 지어 달라

고 하기에 이 율시를 읊는다(曹公友仁以桑木敬差官, 將歷遍關東, 送牋求詩, 爲賦此律)>에

서도 조우인이 공무로 관동 지방에 간 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차천로, 오산집(五山集)
권2). 즉, 조우인에게 관동 유람의 목적은 개인적인 유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46) “나는 기유년 가을 처음으로 이 산을 유람했고 오륙년 사이에 네 차례나 정양사에 올랐

다(余自己酉秋, 始遊茲山, 五六年間, 四登正陽寺).”( 금강산제봉개정명호기(金剛山諸峯改定名

號記) , 이재집 권2)
47) “曺友仁聽關東別曲, 不制飄然遺世之興, 遂往遊關東, 作續關東別曲, 見者稱之.”(김득신, 관

동별곡서(關東別曲序) , 백곡집(柏谷集) 권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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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공통적으로 자신의 가사가 전대 가사에 비견할 만한 수준의 작품임을 은근

히 내세우고 있다.

먼저 전대 가사와의 유사성에 기대어 자신의 가사가 이와 비등한 수준의 작

품임을 내세웠다. <출관사>는 관서(의주), <출새곡>은 관북(경성), <관동속별

곡>은 관동(금강산)의 기행 체험을 제재로 삼아, 기봉 백광홍(岐峯 白光弘, 152

2～1556) 의 <관서별곡(關西別曲)>과 송강 정철(松江 鄭澈, 1536∼1593)의 <관

동별곡(關東別曲)>에 대해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글을 시작하여 이들과 동일한

기행 경험을 바탕으로 창작된 작품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면서도 기행

장소나 기행 방식의 특성상 견문이 다소 달랐음을 근거로 부득이하게 전대 가

사의 성취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피력하였다. 또한 전대 가사와의 변

별점을 근거로 자신의 가사가 이룩한 성취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하였다. 이는 주로 전대 가사에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의 가치를 부각하는 방식

으로 서술되었다.

① 제출관사후 : 예전에 백광홍이 관서 군영의 평사로 있을 때 우리말로

가사 1편을 지었으니 세상에 소위 <관서별곡>이 이것이다. 지금 노래 잘

하는 이가 전해오는 것을 외워 부르는데 노랫말이 호기롭고 고매하며 작

품의 뜻이 표일하니 그 사람됨을 생각해 볼만하다. 병오년(1606년) 여름에

공무로 용만[의주]에 갔다 왔다. 객지에서의 시간이 빨리 흘러 3개월이 지

나면서도 절기의 차례가 변하고 가는 길의 험난함을 깨닫지 못했다. 나그

네 심사가 생겨 <출관사> 1편을 지었는데 무려 수백언이나 된다. 대저 뜻

과 말이 백광홍의 가사에서 나왔지만 그것을 뒤집은 것 또한 많다.48)

② 제출새곡후 : 병진년(1616) 가을에 외람되이 경성으로 가라는 명을

받고 떠날 적에 치재 형님을 댁에서 뵈었다. 술을 따라주고 전별하면서 말

씀하시기를 “백광홍의 가사는 관서에서 울리고 정철의 가사는 관동에 퍼

졌는데 북쪽 길에 대해서는 대개 들리는 것이 없다. 고금의 문인재자 가운

데 변방에 왕래한 자가 어찌 하나둘이겠는가. 그런데도 오히려 이와 같으

48) “昔白斯文光弘, 爲關西幕評, 以俚辭製長歌一篇, 世所謂關西別曲者是也. 至今善謳者, 傳誦

而歌之, 詞致豪邁, 用意飄逸, 可以想見其爲人. 丙午夏, 余以公幹往返龍灣. 客裡光陰, 倐過三

箇月, 節序遷變, 道途崎嶇. 不覺有羇旅之思, 續作出關詞一篇, 無慮數百言. 大抵語意, 出入白

詞而反之者亦多.”( 제출관사후 , 이재집 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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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이 어찌 풍류장의 흠이 아니겠는가. 그대가 나를 위해 뜻을 다하고 생

각을 짜내어 장가 1편을 지어 와 늙은 형의 고적한 마음을 위로해 주면

좋겠다.”라고 하셨다.49)

③ 속관동곡서 : 우연히 정송강의 <관동별곡>을 얻어서 보니 가사의 운

치가 준일하고 절주가 원량할 따름이 아니라 누누한 수천수백 마디 말이

감분격앙의 회포를 다 그려내니 참으로 걸작이었다. 반복하여 읊어 보니

더욱 사람으로 하여금 부러움을 마지못하게 하였다. 장맛비가 비로소 개이

자 초가을도 이미 반이나 지나 있었다. 표연히 세속을 떠나고 싶은 감정이

자신도 모르게 일어, 드디어 관동을 유람하기로 마음을 먹었다.50)

<관서별곡>과 <관동별곡>은 각각 관서와 관동을 대표하는 가사로서 당대에

널리 알려진 수작이었다. 위는 두 작품들과의 연관성을 매개로 작품 창작의 계

기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다. ①에서는 호방한 노랫말과 뛰어난 뜻을 근거로,

③에서는 운치 있는 가사와 맑은 절주를 근거로 각각 두 작품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특히 누누한 말들이 격앙된 회포를 빠짐없이 그려내어 <관동별곡>을 걸

작이라고 평가한 것은 이 작품에서 경물들이 촉발하는 순간적인 감흥을 생생하

게 형상화한 것에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②에서 재종형 조탁의 입을 빌어 조우인의 가사 창작 수준을 은근히 과

시하는 것과도 연결된다. 재종형에게서 가사 창작을 부탁받은 경험을 사실대로

기술한 부분이지만, 조우인이라면 백광홍과 정철에 버금가는 수준의 가사를 창

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재종형의 기대에 조우인이 동의하고 있는 데에서 두 작

가와 자신을 동일한 반열에 두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런데 자신이 창작한 가사

에서 전대 가사와 달라진 면에 적극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서술의 비중이 높

다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

49) “丙辰秋, 叨承鏡城之命, 臨行, 拜耻齋兄於私第. 公乃酌之酒, 而與之餞曰, 白詞則, 鳴於關西, 鄭詞

則, 播於關東, 而至於北路, 則槩無聞焉. 古今文人才子之往來朔方者, 豈可以一二數, 而猶然者, 玆非

風流塲之一欠事歟. 子其爲我極意搆思製爲一長歌, 而來以慰老兄, 孤寂之懷可也.”( 제출새곡후 , 
이재집 권2)

50) “偶得鄭松江關東別曲者而觀之, 非但詞致俊逸, 節奏圓亮而已, 縷縷數千百言, 寫盡感憤激昂

之懷, 眞傑作也. 反覆吟詠, 益令人歆艶之無已也. 屬積雨始晴, 初秋已半, 不覺有飄然遺世之

情, 遂决意作關東之遊.”( 속관동곡서 , 이재집 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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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만 백광홍의 가사는 안흥[안주]으로부터 살수[청천강]를 건너 철옹성

[영변]을 따라 적유령을 넘어 강계에 맞닥뜨려서는 압록강을 따라 수항성

[갑산]을 경유하여 황제묘를 지나 용만[의주]에 도달한 바를 담고 있다. 나

는 다만 곧바로 간 까닭에 간간이 눈을 머무르게 하면서 심회를 일으키고

노래를 부르며 느끼고 생각하려는 뜻이 백광홍의 가사에 비해 부득불 [적

다.]51)

② 경성과 서울의 거리는 거의 이천 여리이다. 가는 길에 네 고개를 넘고

땅은 육진(六鎭)에 닿아 풍기(風氣)와 경상(景象)이 끊겨 서남쪽과 이어져

있지 않았으며, 옥저 이북으로는 바닷가 외길로 되어 있어 험준함이 심했

다. 길을 따라 있는 물색 가운데 마음과 눈을 즐겁게 할 만한 것은 전무하

다시피해서 겨우 몇몇 있을 뿐이었다.52)

③ 그 사이에 정송강이 <관동별곡>에서 자세히 이른 것은 가끔 빼고 넣

지 않았으니, 대개 물색이 분별되는 바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53)

위는 전대 가사와 비교하여 미진하다고 여기는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는 부분

이다. 기행 경험을 제재로 하는 작품에서는 이색적인 풍경과 다양한 경물들로

인한 흥취를 형상화하는 것에 관심을 보이기 마련이지만, <출관사>와 <출새

곡>에서는 이러한 면모가 다소 부족하다고 여겼다. 이를 의식하고 ①에서는

<관서별곡>과 달리 의주로 곧장 가느라 견문이 부족하였다는 사정과 ②에서는

관북 지역이 마음과 눈을 즐겁게 할 만한 경물이 거의 없는 척박한 환경이라는

사정을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단조롭거나 험난한 여정이라는 부득이한 요인을

내세워 서술함으로써 전대 가사에 비해 노래에 담긴 뜻이 적은 면을 일정 부분

합리화하려는 의식이 엿보인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③에서 <관동별곡>과 비

교할 때 물색이 분별되는 바가 많지 않음을 이유로 든 것 또한 송강이 지나간

곳을 다루지 않은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발언으로 이해된다.

51) “但白詞, 則自安興, 渡滻水由鐵甕, 歷狄踰嶺, 抵江界, 沿鴨綠, 經受降城, 過皇帝墓, 以達于

龍灣. 而余則但從直路而行, 故其間寓目興懷, 謳吟感念之意, 不得不□於白詞矣.”( 제출관사

후 , 이재집 권2) (여기에서 □은 결자로, 공백에는 문맥상 ‘少’가 어울린다.)
52) “鏡之距京都, 幾二千餘里. 路踰四嶺, 地窮六鎭, 風氣景象絶, 不與西南相侔, 而沃沮以北則濱

海一路, 崎嶇險澁甚矣. 沿途物色之可以娛心目者, 絶無而僅有.”( 제출새곡후 , 이재집 권2) 
53) “其間鄭詞之所詳道者, 則往往刪而不入, 盖以物色之分留者, 不多故也.”( 속관동곡서 , 이재
집 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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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애석한 것은 평양이 단군과 기자의 도읍이고 살수는 수나라 병사를 무

찌른 곳이며, 김효녀가 손가락을 자른 일이나 철주[철산] 수령 이원정(李

元禎)이 의롭게 죽었던 일이 있기도 했는데, 백광홍의 가사를 살펴보면 모

두 언급되지 않았다. 그리고 중언부언 하는 것이 다만 화류장의 방탕한 노

랫말만 있을 따름인데, 그 노랫말을 보고 그 뜻을 음미하는 자가 왕왕 마

땅한 가르침을 지니고 있다고 제법 칭하기도 했다. 만약 옛날에 시를 수집

하던 자가 본다면 취하고 버리는 것이 이것일지 저것일지 모르겠다.54)

② 노랫말의 뜻이 구슬프며 처량하고 처연하며 한탄을 담고 있으니 스스

로 밝아지고자 하나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이는 대개 멀리 떨어진 요새에

몸을 던지게 되면 인정이 반드시 이르게 되는 바이다.55)

③ 노랫말을 완성하고 스스로 한 번 보니, 비록 정씨 가사의 만분의 일에

도 미치지 못하나 때로 한가롭게 지내는 곳에 있어 홀로 무릎을 치며 소

리 높여 노래하면, 반드시 답답함을 잊고 번민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니

정신을 발산해 편하게 만드는 데 일조할 것이다. 백천동의 그윽함, 비로봉

의 높음, 구룡연의 기묘함 같은 데 이르렀는데 다 송강이 이르지 못한 바

이기에 간간이 과장된 말로 눌러 놓았으니 송강이 안다면 어찌 웃으면서

부러워하지 않겠는가. 보는 이가 그 미침을 용서하고 책망을 생략해 주면

좋겠다.56)

위는 보다 적극적으로 전대 가사와의 차이점을 언급하며 자신의 가사가 이룩

한 나름의 성과를 부각하는 부분이다. ①에서는 <관서별곡>이 방탕한 노랫말로

일관하는 점을 경계하면서 관서 지역의 역사적 사실과 효와 의를 강조하는 이

야기를 언급하여 전대 가사의 뜻을 뒤집어 새로운 의경을 확보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시를 수집하는 자가 어떤 것을 취할지 모르겠다는 말로 평가

를 유보하는 듯한 물음에는 감식안이 있는 자라면 <관서별곡>과 다른 자신의

54) “所惜, 平壤乃檀箕舊都, 薩水是隋兵敗處, 金孝女之斷指, 李鐵州之死義, 究諸白詞皆不及焉.

而重言複語, 只在花柳塲蕩逸之詞而已, 則觀其詞而味其意者, 往往或羞稱於名敎中. 若使古之

採詩者而見之, 則其取舍予奪, 未知在此乎在彼乎.”( 제출관사후 , 이재집 권2)
55) “歌凡百十餘言, 而詞意悲凉悽惋, 似若有以自曠而不能者. 盖以投身絶塞, 在人情所必至也.”(
제출새곡후 , 이재집 권2)

56) “詞成, 自看一過, 雖不逮鄭詞之萬一, 有時居閑處獨, 擊節高詠則未必不爲遣欝排悶, 發舒精

神之一助也. 至如百川之幽, 毗盧之高, 九龍之奇, 皆松江之所未到故. 間爲夸詞以壓之, 松江

有知, 豈不爲之發粲而歆羨耶. 覽者, 恕其狂而略其責可也.”( 속관동곡서 , 이재집 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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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이 지닌 가치를 알 수 있으리라는 자부심이 담겨 있다. ②에서는 우울한 심

사를 풀어보려고 해도 되지 않는 까닭을 변방에 있는 처지에서 찾으면서도, 자

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자라면 누구라도 이러한 인식을 가졌으리라고 서술하고

있다. 이는 비록 다채로운 경물을 형상화하는 데는 다소 부족하더라도 변방 지

역에서의 슬프고 처량한 심사를 곡진히 드러내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작품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에서는 송강이 미처

이르지 못한 곳을 다룬 점을 부각함으로써 <관동별곡>과의 차이를 내세우고

있다. 앞서 <관동별곡>의 성취로 꼽은, 격앙된 정서를 곡진하게 서술하는 점을

본받아 과장되게 서술한 부분이 있음을 언급하고 이를 송강이 부러워할 것이라

는 말로 가볍게 풀어냄으로써 전대 가사를 인정하면서도 <관동속별곡>이 답답

함과 번민을 물리치는 데 도움을 될 것이라고 그 의의를 넌지시 말하고 있다.

요컨대 이러한 서술을 통해 조우인이 전대 가사를 의식하면서도 자신만의 기행

체험을 토대로 하여 그 상황이 촉발하는 감정들을 가사를 통해 솔직하게 드러

내고자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출새곡>과 <관동속별곡>의 창작에 영향을 끼친 <관서별곡>과 <관동

별곡>은 홍만종(洪萬宗, 1643～1725)의 순오지(旬五志) 에서 관서 지방의 아름

다움과 관동 산수의 아름다움을 두루 표현한 명편(名篇)으로 인정받은 작품이

다. 아래에 인용된 비평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두 작품은 조우인 이후 후대에

도 널리 불리며 점차 전범으로 자리매김해가는 조선 전기 사대부 가사의 대표

적인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관서별곡> : 기봉 백광홍이 지은 것이다. 공이 평안도 평사가 되어 강산

의 아름다운 곳을 편력하고 중국과의 접경을 유람하였는데 관서의 아름다

움을 이 작품을 통해 그려내었다.

<관동별곡> : 송강 정철이 관동 산수의 아름다움을 두루 들어 그윽하고

괴이한 경치를 다 말해 냈다. 사물을 형용하는 묘함이든, 말을 만드는 기

발함이든, 진실로 악곡 중에 절묘한 작품이다.57)

57) “關西別曲, 岐峯白光弘所製, 公爲平安評事, 遍歷江山之美, 騁望夷夏之交, 關西佳麗出於一

詞寫. 關東別曲, 松江所製, 歷擧關東山水之美, 說盡幽遐詭怪之觀, 狀物之妙, 造語之奇, 信樂

譜之絶調.”(홍만종, 순오지(旬五志) , 홍만종전집 상, 태학사, 1980, 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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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인이 일찍이 전대의 걸출한 작품들을 평가하고 향유하였다는 점은 그의

탁월한 감식안을 방증하는 동시에, 전대 가사에 대한 비평적 관점을 견지하는

의식 속에서 <출새곡>과 <관동속별곡>을 창작하였음을 의미한다. 조우인은 전

대 가사가 이룩한 성취를 높이 평가하면서 전대의 명편에 견줄 만한 수준의 작

품을 창작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두 작품과 함께 관련 기록이 없어 직접적인 영

향 관계를 실증할 수 없는 <매호별곡>과 <자도사>의 경우에도 전대 가사 작품

을 떠올리게 한다. <매호별곡>은 일정한 거처를 기점으로 그 주변의 산수와 사

계의 풍광을 묘사하고, 그 속에서의 분주한 일상을 형상화하는 전체 구성이

<면앙정가>와 유사하며, <자도사>는 <사미인곡>에 나타난 연군의 정서를 우

의적으로 형상화하는 방식이 유사하다. <면앙정가>와 <사미인곡> 또한 <관서

별곡>이나 <관동별곡>과 마찬가지로 당대에 널리 불린 가사 작품이라는 점에

서, 조우인이 가사 장르에 상당히 익숙하였으며 가사의 장르관습을 충실히 따르

고자 했던 작가라고 할 수 있다.

조우인의 가사 작품들은 그가 명편으로 인식하였던 전대 가사의 외연을 따르

면서도 결과적으로 그와 다른 주제 의식을 낳았다. 이는 제1절에서 살펴보았듯

이 현실과 불화했던 조우인의 삶과 그로 인한 고뇌가 가사에 투영된 결과로 보

인다. 정국의 혼란과 전란의 위기 속에서 문학적인 대응 방식으로 자신의 처지

에 대한 고민과 불안을 드러낸 면모는 전대 가사에서 발견하기 어렵다. 기존의

선행 연구에서는 전대 가사의 계승 또는 변모라는 특정한 경향에 입각하여 작

품을 분석한바, 이러한 국면이 간과된 측면이 있다. 작품의 실상에 기반을 두고

지속과 변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면모를 균형 있게 살펴보는 작업이 요구된다.

다음 장에서는 전대 가사의 대표적 유형인 기행가사, 강호가사, 연군가사를 기

준으로 작품을 구분하고, 각 갈래 별로 전대 가사의 경향과 이와 대별되는 개별

작품들의 실상을 면밀하게 고찰하여 조우인 가사를 관류하는 성향을 파악하고

자 한다. 이를 위해 조우인의 가사에 나타난 특징적인 경향 중 지속과 변모를

나누어 고찰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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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행 재현의 지속과 변모-<出塞曲>, <關東續別曲>

제2장에서는 조우인의 생애와 가사 장르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가사 창작

의 배경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제3장, 제4장, 제5장에서는 조우인의 가사

를 사대부 가사의 하위 유형에 따라 기행가사, 강호가사, 연군가사로 나누고, 각

각의 구성 및 작품에 담긴 내면의식을 고찰하여 조우인 가사의 특성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장에서 다룰 <출새곡>과 <관동속별곡>은 각각 관북과

관동 지역의 기행 체험을 제재로 하는 작품이다. 기행가사에서는 여정의 변화에

따라 이에 조응하는 다양한 심사들이 그려진다. 그러나 두 작품에서는 기행을

시작하기 전, 이미 기행이 자신에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특정하고 그에 따라 내

면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행의 계기와 관련된, 기행지 외부 사정에

대한 관심이 기행 내내 시적 자아의 내면 정서를 지배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먼

저 전대 기행가사의 일반적인 서술 방식을 파악한 뒤, 이러한 구성 방식을 따르

면서도 기행 외적인 현실 상황으로 인해 전대 기행가사와 다른 내면의식이 표

출되는 점에 주목하여 <출새곡>과 <관동속별곡>의 특성을 규명할 것이다.

1) 의도적 여정(旅程) 배치와 관인정신의 투영

기행은 비일상적인 공간으로의 이동과 복귀를 전제한다. 이를 중심 제재로 삼

는 기행가사에서는 여정에 따른 다채로운 경험들을 재현하면서 이에 대한 감회

를 표출한다. 여정과 여정 사이의 독립된 장면들은 공간의 이동으로 연결되

며,58) 모든 여정이 동일한 비중으로 다루어지지 않는다. 특정한 여정이 생략/축

소되거나 확장되는 방식, 즉 경험을 형상화하는 방식에 따라 다양한 의식세계를

담지하게 된다. 본 절에서는 이와 같은 기행가사의 일반적인 서술방식을 살펴보

고, 조우인의 가사 작품에서 이를 계승하고 있는 면모를 고찰하고자 한다.

조우인의 가사 이전에 창작된 기행가사로는 백광홍(白光弘, 1522～1556)의

<관서별곡(關西別曲)>과 정철(鄭澈, 1536∼1593)의 <관동별곡(關東別曲)>이 있

58) 정기철, 한국 기행가사의 새로운 조명, 역락, 2011, 2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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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59) 두 작품 모두 왕명을 받들어 부임지로 가는 여정과 부임지에 도착하여 관

내를 순력하는 여정이 제시된다. 이러한 구성은 <출새곡>과 <관동속별곡>에서

도 발견된다. <출새곡>과 <관동속별곡>에서도 각각 양주-회양-안변-함흥-홍

원-북청-단천을 지나 부임지인 경성(鏡城)에 이르는 여정과, 양주-철원-김화-회

양을 거쳐 금강산을 구경한 뒤 통천-고성-속초-평해로 이동하여 관동 지방을

유람하는 여정이 순차적으로 제시된다. 이러한 기행 과정에서 경험을 재현하는

방식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아래 인용문은 <관서별곡>에서 기행이 시작하는 대목이다. ‘영은문-모래고개

-벽제-임진-천수원-송경[개성]-황강[황주]’로 이어지는 여정이 압축적으로 제시

되면서 공간의 이동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가운데, 각각의 경험이 환기하는

내면 심리가 함께 서술된다. 특히 <관서별곡>은 평안도 평사에 제수되어 부임

지로 가는 기행 체험을 다루고 있어 왕명을 수행하는 본분을 다하고자 하는 의

식이 시적 정서를 지배하고 있다.

관서(關西) 명승지(名勝地)예 왕명(王命)으로 보실

행장(行裝)을 다리니 칼 이로다

영은문(迎恩門) 내라 래오개 너머가니

귀심(歸心)이 야거니 고향(故鄕)을 각랴

연서역(延曙驛) 구버보고 벽제(碧蹄)에 를 라

임진(臨津)에 을 건너 천수원(天壽院) 도라드니

송경(松京)은 고국(故國)이라 만월대(滿月臺)도 보기 슬타

황강(黃岡)은 전장(戰場)이라 극성(棘城)이 기워셰라

백광홍, <관서별곡>60)

59) 연구자에 따라 이현(李俔, 1540～1618)이 1595년 영위사(迎慰使)로 안주(安州)에 머무를

때 지은 <백상루별곡(百祥樓別曲)>을 기행가사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백상루별곡>에

는 백상루에서 보이는 청천강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와 그로 인한 감상이 제시될 뿐 기행

의 여정이나 이로 인한 견문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본고에서는 기행가사로 다루지

않는다.

60) 백광홍의 <관서별곡>은 윤덕진, 가사집 잡가 해제 (열상고전연구 9, 열상고전연구
회, 1996)에 영인된 연민본(淵民本) 잡가(雜歌)를 따른다. <관서별곡>은 기봉집(岐峯
集)에도 수록되어 있으나, 잡가 소재 작품이 고형(古型)에 더 가깝다(김동욱, 관서별

곡 고이 , 국어국문학 30, 국어국문학회, 1965 참고). 다만 가사 작품의 원문을 인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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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신을 영접하던 모화관 앞에 세워진 영원문과 그 주변의 모화고개는 서대문

을 넘어 관서로 가는 첫 관문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歸心]’이 일어날 만한

곳이다. 하지만 “고향(故鄕)을 각랴”라는 반문을 통해 심란한 심경이 절제되

고 있다. 개성에서 고려의 옛 궁궐터인 만월대를 보며 망국을 경계하고, 실제

산성의 명칭이면서 가시나무 덤불을 뜻하는 ‘극성(棘城)’을 중의적으로 활용하여

전쟁으로 황폐해진 황주의 사정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출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

이다. 즉 기행 과정에서 특정한 경험에 대응하는 내면 심리를 표출하는 방식으

로 기행을 재현하고 있다. 이는 여정이 확장되는 대목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

나는 특성이다.

재송정(栽松亭) 도라드러 대동강(大同江) 라보니

십리파광(十里波光)과 만중연류(萬重烟柳)

상하(上下)의 어릐엿다

춘풍(春風)이 헌야 화선(畵船)을 빗기 브니

녹대홍장(綠黛紅粧)이 계도(桂棹)지허 안자

호치단진(晧齒丹唇)으로 채련곡(采蓮曲)을 느혀니

태을진인(太乙眞人)이 연엽주(蓮葉舟) 빗기고

옥하수(玉河水)로 리

현마 왕사미고(王事靡盬) 풍경(風景)에 어이리

연광정(練光亭) 려와셔 부벽루(浮碧樓) 올니

능라도 방초(綾羅島 芳草)와 금수산연화(錦綉山 烟花)

제 흥을 못 이긔여 봄빗츨 쟈랑다

백광홍, <관서별곡>

<관서별곡>에서 평양을 유람하는 대목이다. 개성에 이르기까지 거쳐 가는 다

른 여정들에 비해 뱃놀이를 즐기는 감회가 비교적 길게 서술된다. 특히 시경
의 표현을 끌어와서61) 왕정 수행의 본분을 잊을 만큼 아름다운 평양의 봄 경치

때에는 독자의 편의를 위해 출전의 표기와 달리 한글로 표기하고 한자를 병기하기로 한

다. 이하에서 가사 작품을 인용할 때에도 이와 동일하다.

61) 시경에서 “왕사미고(王事靡盬)”는 왕사를 수행하느라 쉴 겨를이 없는 수고로움을 위로

하는 데에서 나온 표현이다. (“네 필의 말이 끝없이 달려가니, 큰길이 굽어 있도다. 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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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찬탄하고, 방초(芳草)와 연화(烟花)에 내면 심리를 투영하여 춘흥에 겨운 자

신의 풍류를 자랑하고 싶은 심정을 드러낸 구절 등에서 평양의 아름다운 봄 경

치에 몰입한 정취가 부각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정과 내면이 조응하며 여정에

따른 심경 변화를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지금까지 <관서별곡>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모든 여정을 상술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배치하면서, 인상 깊은 여정

에서의 서술을 확대하여 내면 심리를 효과적으로 서술하는 양상은 <관동속별

곡>에서도 확인된다.

삼부폭(三釜瀑) 적화담(積禾潭)도 긔특다 려니와

칠담(漆潭) 고석정(高石亭)을 비길   인가

직목역(直木驛) 잠 쉬여 통구현(通丘縣) 을 야

단발령(斷髮嶺) 노픈 재 일순(一瞬)에 올라 안자

쌍모(雙眸) 거두 만 리(萬里)예 드러 보니

봉래해상산(蓬萊海上山)이 지척(咫尺)에 뵈노라

조우인, <관동속별곡>

위는 <관동속별곡>에서 금강산으로 가는 여정이 제시된 부분이다. 삼부폭(三

釜瀑), 적화담(積禾潭), 칠담(漆潭), 고석정(高石亭) 등 기행 대상을 간략하게 언

급하여 양주(楊州)-철원(鐵原)-김화(金化)-회양(淮陽)을 거쳐 금강산으로 들어가

는 과정을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단발령(斷髮嶺)에 이르면 고개에 올

라 앉아 눈을 크게 뜨고 만 리를 내려다보는 동작이 차례대로 포착된다. 단발령

은 김화군과 회양군 사이에 있는 고개로, 실제로 금강산의 전경을 내려다 볼 수

있을 만큼 높지 않지만 당대의 보편적인 경계 인식 하에서 중요한 통로였다.62)

단발령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이 촉급하게 제시되다가 금강산을 내려다보는 모습

을 클로즈업 하듯이 천천히 묘사함으로써 금강산에 도달한 설렘을 효과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돌아감을 생각지 않으리오마는 왕사를 견고히 하지 않을 수 없는지라 내 마음 슬퍼하노

라(四牡騑騑 周道倭遲 豈不懷歸 王事靡盬 我心傷悲).” 시경(詩經) 소아(小雅) 사모(四牡))
62) 염은열, 금강산 가사의 지리적 상상력과 장소 표현이 지닌 의미 , 고전문학연구 38,
고전문학연구학회, 201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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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동속별곡>에서는 본격적으로 금강산을 유람하면서부터 기행 대상에 대한

감회가 확장되어 나타난다. 그런데 동일한 기행 공간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동별곡>과 비교해서 음미해 볼 만하다.

(ㄱ)

송라성(松羅城) 너머 드러 천일대(天逸臺) 올라 안자

설립천만봉(雪立千萬峰)봉을 역력(歷歷)히 혜여 보니

홍몽조판(鴻濛肇判) 제 무슴 긔운 흘려 내야

엇디 기능(技能)을 뎌더두록 내얀고

과아(夸娥)의 운력(運力)인가 기궐(剞劂)의 역사(役事)일런가63)

진편(秦鞭)에 올마 온가 우부(禹斧)로 다드믄가

활동(活動) 정채(精彩)와 섬삭(閃爍) 광망(光鋩)이

  머므  션  노 

경파(鯨波) 헤티고 신무(蜃霧)에 소사 올라

구만리장천(九萬里長天)을 구히 밧텨시니

오색보천(五色補天)을 긔별만 드럿더니

팔주충소(八柱衝霄) 보니야 알리로다

조우인, <관동속별곡>

(ㄴ)

개심대(開心臺) 고텨 올나 중향성(衆香城) 라보며

만이천봉(萬二千峰)을 역력(歷歷)히 혀여니

봉(峰)마다 쳐 잇고 긋마다 서린 긔운

거든 조티 마나 조커든 디 마나

뎌 긔운 흐텨내야 인걸(人傑)을 고쟈

형용(形容)도 그지업고 체세(體勢)도 하도 할샤

천지(天地) 삼기실 제 자연(自然)이 되연마

이제 와 보게 되니 유정(有情)도 유정(有情)샤64)

정철, <관동별곡>

63) 이재영언에는 ‘役事역런가’로 표기되어 있으나, 독자의 편의를 위해 한자를 병기하는

원칙을 지키고자 이와 같이 표기하였다.

64) <관동별곡>의 원문은 송강가사(松江歌辭) 이선본(李選本)을 따른다. 이하에서 정철의

가사 작품을 인용할 때에도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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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ㄱ)은 <관동속별곡>에서 (ㄴ)은 <관동별곡>에서 금강산 봉우리들을 조

망하는 대목이다. (ㄱ)에서는 과아, 기궐, 진편, 우부, 오색보천, 팔주충소 등 각

종 고사에서 유래한 표현들을 활용하여 봉우리들의 기이하고 아름다운 형상에

대해 감탄하는 데 중점을 둔 반면, (ㄴ)에는 맑고 좋은 기운으로 인걸을 만들고

싶다고 하여 이상적인 인재를 배출하고자하는 관인으로서의 포부가 나타난다.

이처럼 기행 공간을 주관화하는 방식은 기행가사 일반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서

술방식이지만, 공간에 대한 인식이 상반되는 것은 작품 전체를 관류하는 정서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ㄴ)에서 알 수 있듯이 <관동별곡> 자연물은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심미적 대상이 아니라 정치적 이념이 투영된 상징물로 읽힌다. 목민관으로서의

애민정신을 투영함으로써 객관적인 풍경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시적 자아의 내면의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작품의 끝

부분에서도 확인된다. 마지막 여정인 망양정에 올라 푸른 동해 바다를 내려다보

며 “득 노 고래 뉘라셔 놀내관 / 블거니 거니 어즈러이 구디고”와 같

이 거센 파도가 이루어내는 장관을 감각적으로 묘사한 대목은 공적 임무에 대

한 책임감과 선취를 쫓고자 하는 사적 욕구 사이에서 갈등하는 내면을 형용한

대목으로도 이해된다. 이러한 내적 갈등은 이후 꿈속에서 만난 선인과의 대화를

매개로 온 백성을 취하게 만들고자 하는 선정의 포부를 확인함으로써 해소되는

양상을 보인다.

즉, <관동별곡>에서 기행 공간인 관동 일대는 신선적 풍류가 극에 달해 자신

을 신선으로 규정하는 공간인 동시에 목민관으로서의 포부를 다짐함으로써 우

국충정을 실현하는 공간으로 그려진다. 이처럼 관인정신을 투영하여 기행 공간

을 의미화하는 방식은 <관서별곡>에서도 확인된다. 아래에 인용한 부분은 <관

서별곡>의 끝 부분으로, 국경 지역의 경계 태세를 점검하고 병영으로 돌아온

감회를 드러낸 대목이다.

천배(千杯)의 대취(大醉)야 무수(舞袖)를 치니

박모장강(薄暮長江)의 오작(烏鵲)이 지져괸다

천고지형(天高地逈)고 흥진비래(興盡悲來)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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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히 어듸오 사친객루(思親客淚) 젼노 난다

강변(江邊)을 다 본 후에 반패(返旆)며 환영(還營)니

장부(丈夫)의 흉금(胸襟)이 져기나 열니거다

화표주천년학(華表柱千年鶴)이 날니 잇가

언제나 형세(形勢)을 긔록야

구중(九重)의 알외리라

백광홍, <관서별곡>

인용문에서는 변경 순시를 성공적으로 마친 뒤의 심경이 표출되고 있다. “장

부(丈夫)의 흉금(胸襟)이 져기나 열니거다”라 하여 진영이 준엄하게 배치된 모

습에 안심하고, 이를 다스리는 자신을 정령위(丁令威)에 비겨 장부로서의 호방

한 기개를 드러낸다. 정령위는 선도(仙道)를 배워 천 년 만에 돌아와 학이 되어

화표문(華表門)에 앉았다는 인물이다. 특히 이러한 승경과 감회를 구중에 사뢰

고자 하는 뜻을 밝힌 정치적 발화에서 자신의 책무에 대한 자긍과 의욕이 잘

드러난다. 크게 취하여 문득 자신이 위치한 땅의 아득함을 깨닫고 부모를 그리

워하는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이조차도 관인정신에 융화되어 조

화롭게 해소된다. 서변(西邊)의 삼엄한 풍경은 곧 장부로서의 호기를 드러내고,

왕명 수행의 사명을 다하는 공간으로 인식된다.

이처럼 <관서별곡>과 <관동별곡>은 왕정수행자로서의 의식 세계에 대한 지

향으로 귀결됨으로써 성리학적 이념을 공고히 하는 방식으로 기행 공간을 형상

화한다. 부임지로 떠나는 기행을 다룬 <출새곡>에서도 이러한 이념 속에서 기

행 공간을 인식하는 면모가 나타난다.

안변이북(安邊迤北)은 져즘 호지(胡地)러니

신소성전(迅掃腥膻)야 벽국천리(闢國千里)니

윤관종서(尹瓘宗瑞)의 풍공위열(豊功偉烈)을

초목(草木)이 다 아다

(중략)

연천창해(連天滄海)예 풍설(風雪)이 섯티

발섭기구(跋涉崎嶇)야 목랑성(木郞城)의 드러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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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심분첩(千尋粉堞)은 반공(半空)의 빗겨잇고

백장심호(百丈深濠) 사면(四面)의 둘너시니

인화(人和)를 어들션졍 지리(地利)야 부족(不足)가

조우인, <출새곡>

위는 <출새곡>에서 안변(安邊)에서의 소회와 경성(鏡城)에 도착한 감회를 서

술한 대목이다. 안변에서는 여진을 정벌하여 국토를 확장시킨 윤관(尹瓘)과 김

종서(金宗瑞)의 위대한 업적을 떠올리고, 국가의 위세를 떨치며 영토를 확장한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낸다. 경성에 도착해서는 천 길 성첩과 백 장의 해자

로 둘러싸인 경성을 비롯하여 관북 일대가 천험의 요새이기에 지리에는 부족함

이 없다고 여기고, 인화를 얻겠다는 포부를 드러낸다.

그러나 <출새곡>에서는 이러한 의식이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대 기행가사와 다른 의식세계를 구현하고 있다. 또한 <관동속별곡>에서도 유

람 공간을 인세와 단절된 선계로 의식함으로써, <관동별곡>과 다른 인식을 투

영하고 있다. 다음 절에서는 기행 체험에 드러난 내면의식을 중심으로 조우인

가사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2) 기행 체험을 통한 현실적 갈등 표출

<출새곡>은 왕명을 받아 부임지로 떠나는 상황을 변경으로 나간다[出塞]고

인식한 제목에서부터 부임지로 향하는 기대감이나 책임감보다 변방 지역으로

향하는 소외감이나 박탈감이 부각된다. 이는 왕명을 수행하기 위해 길을 떠난

기행자로서는 특징적인 면모라 할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도 이에 대해 ‘비량처

완(悲凉悽惋)’의 수심과 그에 대한 위로라는 대단원을 통해 선행 작품에 비견할

만한 특징적인 면모를 갖추었다65)거나, 정치현실에 민감한 사대부 기행자의 현

실 인식을 솔직하게 드러내 주었다는 점에서 이전 시기 가사보다 일진보한 면

모를 획득하였다66)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내면 심리가 잘 드러난 대목을 중심으

65) 박이정, 앞의 논문, 57면.

66) 최규수, 앞의 논문, 41～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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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작품을 살펴보기로 하자.

북방이십여주(方二十餘州)예 경성(鏡城)이 문호(門戶)이러니67)

치병목민(治兵牧民)을 날을 맛겨 보내시니

망극(罔極) 성은(聖恩)을 갑플 일이 어려웨라

서생사업(書生事業)은 한묵(翰墨)인가 너기더니

백수임변(白首臨邊)이 진실노 의외(意外)로다

인정전 배사(仁政殿 拜辭)고 칼흘 집고 도라셔니

만리관하(萬里關河)의 일신(一身)을 다 닛괘라

흥인문(興仁門) 라 녹양(綠陽)의 을 니

은한(銀漢) 녯길흘 다시 지나 간단 말아

회양(淮陽) 녜실 긔별만 드럿더니

금달(禁闥)을 외오 두고 적객(謫客)은 무 죄고

참암철령(巉岩鐵嶺)을 험 말 젼혀 마오

세도(世道)를 보거든 평지(平地)인가68) 너기노라

눈물을 베고 두어 거름 도라셔니

장안(長安)이 어듸오 옥경(玉京)이 리거다

<출새곡>의 서사에서는 변방 부임의 사정과 심경을 읊고 있다. 일차적으로

북방의 문호인 경성의 지리적 속성과 경성을 다스리는 일의 중요성을 생각하며,

자신에게 경성을 맡긴 망극한 성은에 감사를 표한다. 그러나 “진실노 의외(意

外)로다”라는 구절을 통해 변방으로의 부임이 내키지 않는 본심을 드러낸다. 이

는 한묵을 다스리는 ‘서생’의 본분과 칼을 차고 ‘치병목민’해야 하는 직무 사이의

모순에서 기인한다. 회양에 이르면 직언을 굽히지 않은 급암(汲黯)이 결국 무제

에게 버림받고 회양으로 부임하였던 일69)을 떠올리고, 이를 자신의 억울한 심사

와 연결짓는다. 철령(鐵嶺)은 강원도와 함경도의 경계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여

67) 이재영언에는 ‘문회(門戶)러니’로 표기되어 있으나, 독자의 편의를 위해 한자를 병기하

는 원칙을 지키고자 이와 같이 표기하였다.

68) 이재영언에는 ‘平地평딘가’로 표기되어 있으나, 독자의 편의를 위해 한자를 병기하는

원칙을 지키고자 이와 같이 표기하였다.

69) 급정열전(汲鄭列傳) , 사기 열전(史記列傳)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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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서 두어 걸음 돌아서서 눈물을 훔치며 발걸음을 쉽게 떼지 못하는 모습은

먼 길을 떠나야 하는 막막한 심경과 장안(長安)과 옥경(玉京)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낸다.

이처럼 <출새곡>의 서사는 관직에 제수되어 성은에 감사하며 부임하는 여정

을 압축하여 속도감 있게 그려낸다는 점에서 <관동별곡>의 서두와 유사한 시

상의 흐름을 보인다. 그러나 <관동별곡>에서 임금과 나라를 걱정하는 ‘고신(孤

臣)’으로 자신을 규정한 뒤 선정의 포부를 드러낸 것70)과 달리, <출새곡>에서는

변방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철령보다 험한 세도로 인한 것이라는 불만을 직접

적으로 표출한다. 경성으로 부임하는 감회를 유배의 형벌을 받는 심정으로 표현

하며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그런데 본사에서는 경성에 이르는 여정이 순차적으로 제시되면서 함경도 일

대를 지리적 요충지라는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국경 수호라는 자신의

책무 수행에 대한 포부를 드러낸다. 이는 앞에서 경성으로 떠나야 하는 처지를

유배의 형벌을 받는 적객으로 표현하며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낸

내용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앞서 제출새곡후 에서 살펴보았듯이 <관서별곡>에서 평양의 명승지를 차례

로 둘러보고 자신의 풍류를 호탕하게 표현해 내었던 것과 달리, 척박한 지역적

풍토로 인해 노래할 만한 대상이 마땅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설령 눈에 찰 만한 승경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을 적객이라고 인식한 상

황에서는 그것을 즐기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상당한 분량으로 서술한 데

에는 의식적으로나마 관인으로서의 사명감을 반영하고자 한 것이다. 이는 <관

서별곡>과 <관동별곡>에서 관인 정신을 투영하여 기행 체험을 형상화한 것과

유사해 보이지만, 이러한 의식이 견고하게 유지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

다.

70) “소양강(昭陽江) 린 물이 어드러로 든단말고 / 고신거국(孤臣去國)에 백발(白髮)도 하

도 할샤 /동주(東州) 밤 계오 새와 북관정(北寬亭)의 올나니 / 삼각산(三角山) 제일봉

(第一峯)이 마면 뵈리로다 / 궁왕(弓王) 대궐(大闕) 터희 오작(烏鵲)이 지지괴니 / 천고

(千古) 흥망(興亡)을 아다 몰다 / 회양(淮陽) 녜 일홈이 마초아 시고 / 급장유

(汲長孺) 풍채(風彩)를 고텨 아니 볼 게이고” (정철, <관동별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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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흥강(龍興江) 건너 드러 정평부(定平府) 잠 지나

만세교(萬歲橋) 압희 두고 낙민루(樂民樓)에71) 올나안

옥저산하(沃沮山河)를 면면(面面)히 도라보니

쳔년풍패(千年豊沛)예 울총가기(鬱䓗佳氣)
어제론덧 여셰라

함관령(咸關嶺) 져문 날의 은 어이 병이든고

만면풍사(滿面風沙)의 갈 길히 머러셰라

위에 인용된 대목에서 시적 자아는 함흥(咸興)을 지나며 태조의 본향으로 국

조(國祖)의 상서로운 기운이 살아 있는 지역의 위용을 과시한 뒤, 돌연 모래바

람이 가득한 길에 말은 병들고 갈 길은 먼 상황으로 인한 막막함을 토로한다.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이지만 시적 자아의 내면 심리를 잘 드러낸 부분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와 유사한 시적 상황이 제시된 울산 출신의 무관 박계

숙(朴繼叔, 1569～1646)이 남긴 시조 작품과 대비해보면, 이 구절의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박계숙은 회령(會寧)으로 가면서 “충심이허국(忠心已

許國)니 먼 줄 몰나 가노라”72)라고 노래하였다. 이 작품에서는 멀고 험한 부

임길도 마다하지 않는 기개와 충심이 강조된 반면, <출새곡>에서는 아득한 여

정에 대한 탄식을 통해 부임을 달가워하지 않는 심정을 표출하고 있다.

이러한 모순적인 심리에 대해 선행 연구에서는 전쟁터를 경유하며 지역의 실

정을 살피는 임무를 제대로 해보자는 ‘의욕’과 한묵(翰墨)을 업으로 삼는 자신이

하기에 두렵고 어려운 일이라 그럴 수 없으리라는 ‘좌절’이 복합적으로 표출된

것이라고 분석하였다.73) 그러나 이 대목 뒤에 아래와 같이 남북의 요충지인 청

해진(淸海鎭)을 둘러보며 적에 대한 방비가 잘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 긍정적으

로 평가하는 대목이 곧바로 이어진다. 이는 치안 유지의 임무에 충실하려는 태

도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으리라는 좌절이 나타난

71) 이재영언에는 ‘樂民樓낙민누희’로 표기되어 있으나, 독자의 편의를 위해 한자를 병기하

는 원칙을 지키고자 이와 같이 표기하였다.

72) “행로난(行路難) 행로난(行路難) 라보니 이업다 / 이천리(二千里) 거의 오니 압피

천리(千里)나 / 충심이허국(忠心已許國)니 먼줄몰나 가노라”(박계숙, 부북일기, 1605
년 11월 24일; 이수봉, 구운몽후와 부북일기, 경인문화사, 1994, 270면.)

73) 최규수, 앞의 논문,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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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홍원고현(洪原古縣)의 천도(穿島) 라보고

대문령(大門嶺) 너머드러 청해진(靑海鎭)에 드러오니

일도후설(一道喉舌)이요 남북요충(南北要衝)이라

신신정졸(信臣精卒)로 이병(利兵)을 베퍼시며

강궁경노(强弓勁弩)로 요해(要害) 디킈 

백년승평(百年昇平)에 민불지병(民不知兵)니

중문대폭(重門待暴) 닐너 므슴 리오

유배와 같은 험난한 부임길에서도 최대한 직무에 충실하려는 모습은 자신의

본분과 직무 사이의 괴리로 인한 시름을 떨쳐보려는 노력으로 이해된다. 이를

고려한다면 부임지로 가는 길의 험난함을 강조하는 한편 먼 여정을 재촉하며

부임에 대한 의지를 다져보려는 시도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이러한 인식의 이

면에서 현재 처지에 만족할 수 없는 현실적 갈등이 감지되는데, 이는 작품의 후

반부에서 직접적으로 제시된다.

소화(韶華)도 그디업고 풍경(風景)이 무진(無盡)니

일춘행락(一春行樂)이 슬믜염즉 다마

향관(鄕關)을 라보니 오령(五嶺)이 려잇고

이지산천(異地山川)은 육진(六鎭)이 거의로다

명시적관(明時謫官)이 도처(到處)의 군은(君恩)이로

원신금전(遠身金殿)을 뉘 아니 슬허며

중입수문(重入修門)을 어이여 긔필고

위는 경성에서 봄을 맞이하는 감회를 서술한 대목이다. 기행 내내 내재되어

있던 심리적 갈등으로 인해 한가한 진영에 봄이 돌아와도 춘흥에 몰입하지 못

하는 모습이 그려진다. 봄기운도 그지없고 풍경도 다함이 없지만, 오히려 시적

자아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고향이 있는 쪽이다. 고향은 험준한 고개들로 가려

져 있고 이역의 산천은 육진만이 자리한 황량한 곳이라는 현실을 문득 깨닫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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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자, 이내 “明時謫官(명시적관)”으로 자신을 위치시킨다. ‘적객’으로서 자신을

규정함으로써 일어난 내면 갈등이 직무에 충실하려는 노력으로 해소되지 못한

채 다시 등장하는 것이다. 이는 궁궐에서 멀어진 처지를 슬퍼하며 도성 문에 다

시 들어갈 것을 기필할 수 없으리라고 탄식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태도는 고향

에 대한 그리움이 변방을 다스리는 장부의 호방한 기상으로 해소되는 <관서별

곡>의 결사와 대비된다.

평생(平生) 먹은 디 젼혀 업다 가마

시운(時運)의 타시런가 명도(命途)의 엿가

진대백수(秦臺白首)의 세월(歲月)이 쉬이 가니

초택청빈(楚澤靑蘋)은 원사(怨思) 한졔이고

이 잔  부어 이 시름 닛댜 니

동명(東溟)을 다 퍼내다 이 내 시름 어이고

어부(漁夫)가74) 이 말 듯고 낙를 둘너메고

 두드리고 노래를 부른 말이

세사(世事)를 니전디 오라니 몸조차 니전노라

백사생애(百事生涯) 일간죽(一竿竹) 이로다

백구(白鷗) 나와 버디라 오명가명 다

<출새곡>에서는 술로 시름을 달래보려 한다. 그러나 “이 시름”이 “이 내 시

름”으로 규정되며 시적 자아와 밀착하는 순간 ‘이 내 시름’은 <관서별곡>과 같

이 변방으로 부임한 이들이 느끼는 보편적인 정서와 차별화된다. 현실적 갈등으

로 인해 ‘적객’으로서 자기를 인식함으로써 비롯된 시름이기 때문이다. 현실에

적응해 보려는 노력이 좌절되는 순간에 등장하는 어부의 목소리는 시름에 빠진

시적 자아를 위로하는 한편 세사를 잊고 주어진 삶에 순응하는 삶을 권유하는

시적 자아의 또 다른 목소리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어부의 삶에 침잠하는 것으

로 시름을 해소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목소리는 <관동별곡>에서의 ‘몽중선인

(夢中仙人)’과 같이 자신에게 내재된 영적 실체의 권위 있는 목소리75)로서의 성

74) 이재영언에는 ‘漁夫어뷔’로 표기되어 있으나, 독자의 편의를 위해 한자를 병기하는 원

칙을 지키고자 이와 같이 표기하였다.



- 35 -

격을 부여받지 못한다.

이에 대해 선행 연구에서는 어부의 개입으로 작품을 내내 지배하는 불평스러

운 상황이 해결76)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현실적 갈등으로 인한 시름을 자연에

합일하는 방식으로 해소하려는 시도는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오

히려 현실적 갈등이 지속될 것임을 시사한다. 요컨대 <출새곡>은 한양을 떠날

때부터 시적 자아의 내면을 지배하였던 적객으로서의 인식이 끊임없이 작용함

으로써 주어진 책무에 몰입하지 못하는 면모를 드러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기행지 외부의 현실적 갈등으로 인한 심사로 인해 기행 상황에 몰입

하지 못하는 면모는 <관동속별곡>에서도 발견된다. 공무 수행과 개인적 유람이

라는 기행 목적으로 차이로 인해 얼핏 보면 두 작품의 주제 의식은 상이한 것

처럼 보이지만, <관동속별곡>에서 신선적 풍류를 지향하는 태도의 이면에 감지

되는 현실적 갈등은 <출새곡>과 상통한다. 특히 <출새곡>에서의 어부의 노래

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대목이 <관동속별곡>에서도 나타나는바 두 작품에 나

타난 내면 갈등과 해소 방식의 차이를 주목할 만하다.

사선(四仙)의 노던 흘 관동(關東)이 긔라 호

진애(塵埃) 반생(半生)애 세월(歲月)이 거의러니

물외연하(物外烟霞)애 원흥(遠興)이 뵈와 나니

심진행리(尋眞行李) 전나굇이로다

무안사(武安寺) 디나 올라 승학교(乘鶴橋) 건너 드러

진환(塵寰)이 졈졈 머러 선경(仙境)이 갓갑건가

삼부폭(三釜瀑) 적화담(積禾潭)도 긔특다 려니와

칠담(漆潭) 고석정(高石亭)을 비길   인가

위는 <관동속별곡>이 시작하는 부분으로, 서두에서부터 “사선(四仙)의 노던

흘 / 관동(關東)관동이 긔라 호”라며 관동 지방을 ‘사선이 놀던 땅’으로 규

정하고, “심진행리(尋眞行李)”를 통해 신선을 찾아 가는 여로의 성격을 분명히

75) 김병국, 가면 혹은 진실 , 한국고전문학의 비평적 이해, 서울대학교출판부, 1995, 53～
54면.

76) 최규수, 앞의 논문, 30～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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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히고 있다. 이로 인해 금강산은 ‘진환’과 단절된 공간이자 ‘선경’이라는 관념적

공간으로 표명된다.

이처럼 금강산을 속계나 진계와 대비되는 공간으로 간주한 것은 조선 전기

금강산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에 해당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실린 총평이

나 문인들의 글에서 구만리 혹은 천리, 천길, 천만 등 무한성을 지니는 수사를

활용하여 금강산의 신성성 내지 초월성을 강조한 데서 확인할 수 있다.77) 여기

서 주목할 점은 <관동별곡>에서도 금강산을 선계로 인식하면서도 현실과 대립

하지 않는 공간으로 그린 반면, <관동속별곡>에서는 금강산을 속세와 단절된

이상적인 공간이자 궁극적으로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한 보상의 공간으로 형상

화한다는 점이다.

단발령(斷髮嶺) 노픈 재 일순(一瞬)에 올라 안자

쌍모(雙眸) 거두 만리(萬里)예 드러 보니

봉래해상산(蓬萊海上山)이 지척(咫尺)에 뵈노라

산령(山靈)도 유정(有情)샤 날 올 줄 어이 아라

일쌍청학(一雙靑鶴)을 마조 내야 보낸마리

하의(荷衣) 티고 반공(半空)애 올나 소사 고

장안사(長安寺) 만폭동(萬瀑洞)을 눈 아래 구버보고

자연(紫烟)을 헤티고 백천동(百川洞) 자드니

삼십육동천(三十六洞天)에 제일(第一)이 여긔로다

명경암(明鏡菴) 업경대(業鏡臺) 어이 야 삼견고

지부명왕(地府冥王)이 차제(次第)로 버려 안자

인간선악(人間善惡)을 난나치 분간니

고금천하(古今天下)애 기군영신(欺君侫臣)과오국권간(誤國權姦)이

화탕지옥(火湯地獄)애 며치나 드런고

위는 단발령을 지나 금강산에 들어선 후 첫 여정으로 백천동에 대한 감상이

나타나는 부분이다. 단발령에 서서 금강산을 조망한 뒤 산령이 보낸 쌍학을 타

고 만폭동을 찾아가는 모습은 금강산에 탈속적 속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자신이

77) 염은열, 앞의 논문, 10～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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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계에 어울리는 고결한 인물임을 부각한다.

하지만 금강산 유람의 흥취를 본격적으로 드러내기 전에 ‘명경암’과 ‘업경대’를

통해 속세의 일을 떠올리고 있어 눈길을 끈다. ‘명경대’는 백천동 골짜기에 솟아

있는 크고 넓적한 바위로, 거울을 세워 놓은 듯한 외양이나 계곡물에 비치는 그

림자 모양이 거울을 연상시킨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저승의 재판관들이 죽

은 이의 생전 행실을 비추어 선악을 가려 지옥으로 인도한다는 전설이 전하여,

금강산 기행을 다룬 많은 작품들에서 이를 언급해 왔다.

이로 본다면 단순히 내금강 초입에 있는 명소에 대한 보편적 인식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선행 연구에서는 불교적 어휘와 그에 얽힌 내용들이 자연

풍광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심미 위주의 자연 인식을 표

현한 것으로 간주되기도 하였다.78) 그러나 현실에서 벗어나 신선을 찾아 나선

길에 현실 정치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속세에 대한 관심이 환기된

다는 점이 주목을 요한다. 이는 동일한 대상을 다룬 후대의 기행가사와 비교해

볼만하다.

(ㄱ)

시왕봉(十王峰) 장군봉(將軍峰)과 동자봉(童子峰) 사자(獅子)봉은

일처엄 이 명경(明鏡)의 조응다

지옥문(地獄門)을 빙자(憑藉)하야 중생(衆生)을 경계(警戒)토다

(ㄴ)

웃둑웃둑 안진봉이 십왕봉이 그아닌가

그 압 동봉은 져근키로 뫼신거동

 그 뒤의 판관봉은 죄인 추열  거동

사자봉은 건너편의 칼을 야 손에 든 듯

지인봉은 사자 압헤 뒤로 결박  모양

 건너 주룽주룽 죄인 잡아 온다하네

져승을 몰나더니 지옥이 여긔로다

78) 김봉선, 앞의 논문, 32～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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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은 박순우(朴淳遇의, 1686～1795)의 <금강별곡(金剛別曲)>, (ㄴ)은 이상수

(李相秀, 1820～1882)의 <금강별곡(金剛別曲)>의 한 대목이다. (ㄱ)에서는 명경

암 주변의 봉우리들의 이름이 명경의 뜻과 조응한다고 서술한 반면 (ㄴ)은 봉우

리들이 추열, 처형, 결박 등 죄인을 벌하는 형상을 하고 있다고 묘사하고 있다.

두 작품 모두 형상화 방식은 다르지만 보편적인 대상에 대한 경계와 징벌을 언

급하고 있다. 이와 달리 <관동속별곡>에서는 ‘기군영신(欺君侫臣)과 오국권간

(誤國權姦)’으로 지옥에 들어갈 만한 인물을 특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더 개

인적인 감상에 해당한다.

일차적으로 이 대목에서는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환기된다. 그러나 이

이첨 일당을 지옥에 쳐 넣고 싶은 원한에 찬 복수를 감행하고 있는 것이라거나

이들에 대한 뿌리 깊은 증오심을 보여주는 것79)이라고까지 해석하기는 어렵다.

이는 동일한 제재로 창작한 한시 <업경대(業鏡臺)>80)에서 명왕이 귀가 멀어 악

인이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는 현실을 개탄하는 의식과 대비된다. <관동속별

곡>에서는 저승의 시왕이 선악을 낱낱이 분간하는 엄정한 과정을 거쳤다는 인

식 뒤에 “화탕지옥(火湯地獄)애 며치나 드런고”라고 물음을 제기하고 있으므

로, 악인들이 본분을 어기고 망령되게 행동한 죄로 인해 화탕지옥에 들어갔을

것이라는 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곧 이들이 죄에 합당한 벌을 마땅히 받았

으리라는 당위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즉, 악인들을 지옥에 넣어야 한다는

의지나 많은 이들이 벌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회의를 드러냈다기보다는 이미

간신들이 벌을 받은 상황에서 과거의 일을 떠올리는 회고의 정서에 가깝다.

마하연(摩訶衍) 겨 두고 원적암(圓寂菴) 도라드러

비로최고정(毗盧最高頂)에 머리 드러 보니

난은농옥(爛銀濃玉)을 뉘라셔 사겨 내야

건단(乾端)을 노피 괴와 디축(地軸)에 고잔고

올라 보랴 면 일축(一蹴)에 기필(期必)가

79) 김영만, 앞의 논문, 84면; 이영희, 앞의 논문, 61면; 김대권, 앞의 논문, 54면; 장정수, 앞의

논문, 25면.

80) “듣기로 명경은 티끌도 허락지 않아 / 장래 인연을 신령히 비춘다 하네 / 땅의 신령한

기운이 쇠하여 명왕은 귀멀었나 / 세상에 한없이 악인만 쌓이네(明鏡曾聞不受塵, 將來緣

業照如神, 坤靈已老冥王聵, 無限人間積惡人)” 조우인, <업경대(業鏡臺)>, 이재집 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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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름 올미고   거름 다시 올며

종용점진(從容漸進)야 절정(絶頂)에 올라가니

망망팔굉(茫茫八紘)을 더펀니 하리오

일월성신(日月星辰)은 두상(頭上)애 버러시니

이의청탁(二儀淸濁)과 만품생성(萬品生成)이

소소삼열(昭蘇森列)야 안저(眼底)예 드러오니

어  오며 볼 거시 무섯고

소견(所見)이 이만면 쾌활(快活)타 리로다

송강낭객(松江浪客)은 마초아 드러오

선분(仙分)이 업돗던가 도골(道骨)이 안이런가

입각(立脚)닙각이 굿디 아냐 반도(半途)의 폐톳던가

어듸 뉘 금콴 못 올라 보고 난고

위는 <관동속별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로봉 등정 대목이다. 지

금까지 높은 대나 고개에 올라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시선을 견지해왔던 것과

달리 아래에서 위로 보는 시선으로 비로봉을 조망하여 비로봉의 위압감을 형용

한 뒤 다시 위아래를 오가는 시선의 이동을 통해 비로봉을 둘러싼 주변 공간을

확장하고 있다. 한 걸음씩 발길을 옮겨 비로봉 정상에 오른 뒤 일월성신(日月星

辰)이 머리에 닿을 듯한 하늘을 올려다보고 하늘과 땅의 청탁과 만물의 생성 원

리가 보이는 듯한 지상을 내려다보며, 더 오를 것도 더 볼 것도 없는 경지라 여

기고 ‘쾌활(快活)’이라는 시어로 호탕한 감회를 집약한다.

이 시점에서 시적 자아는 송강 낭객을 불러 세워 말을 건넨다. 비로봉에 오르

지 않고 내려갔던 송강81)을 상기하며 이와 대비되는 자신의 호기로운 심정을

강조한 것이다. 시적 자아는 여기서 비로봉에 오르지 못한 사정에 대해 연속적

으로 물으며 비로봉 등정에 당위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로써 호연지기를 배양하

는 공간으로 인식되었던 송강의 비로봉은 더 이상 도달할 수 없는 신선의 경지

를 만끽하게 하는 공간으로 변모된다.

81) “비로봉(毗盧峰) 상상두(上上頭)의 올라보니 긔 뉘신고 / 동산(東山) 태산(泰山)이 어야

놉돗던고 / 노국(魯國) 조븐 줄도 우리 모거든 / 넙거나 넙은 천하(天下) 엇야 젹

닷말고 / 어와 뎌 디위 어이면 알 거이고 / 오디 못 거니 려가미 고이 가”

(정철, <관동별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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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송강은 시적 자아의 정서나 의도를 투사하기 위해 호출된 존재82)로,

비로봉에 오른 만족과 흥취를 은근히 표현하기 위한 장치이다. 이를 두고 유자

적인 이념에 치우친 송강을 탓하거나83) 송강과 다른 선민의식을 드러낸 것84)으

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송강에 대한 우위를 확보하려는 의식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도달한 흥취를 극대화하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비로봉 정상

에서 풍류의 절정에 오른 뒤에 산을 내려오며 자연스럽게 시상이 전환된다.

그러나 하산 후에 사선정, 화진포, 봉서정 등 관동 지방을 유람하는 대목에서

이러한 흥취가 고조되지 않는다는 점이 주목을 요한다. 앞서 선취의 궁극적인

경지에 이르러 신선과의 연분을 맺었다면, 이처럼 다시 신선의 흔적을 찾아다니

는 행적은 의아하게 느껴진다.

난주(蘭舟)를 고쳐 저어 사선정(四仙亭) 자오니

육자단서(六字丹書) 선적(仙跡)이 어제로

구소생학(九霄笙鶴)은 언제나 다시 올고

무송화진(茂松花津)에 간  자 니

설니홍조(雪泥鴻爪) 영랑호(永郞湖)이로다

(중략)

동명(東溟)을 다 보고 안력(眼力)이 나맛거든

그를 못 슬믜여 봉서정(鳳棲亭) 올라가나

죽실동화(竹實桐花) 어제론  야쇼

구포상금(九苞祥禽)은 언제나 려올고

<관동속별곡>에서는 “선적”과 “죽실동화”가 “어제”인 듯하다며 생학(笙鶴)과

봉황[祥禽]이 언제 다시 찾아올 것인지를 기다린다. <관동별곡>에서도 삼일포에

들러 사선들이 어디로 갔는지 행적을 묻고 있지만,85) 사선이 앉았던 막연한 옛

82) 김대행, 간접화의 시적 기능 , 시가시학연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91, 61～62면.
83) 김봉선, 앞의 논문, 35면.

84) 김기영, 앞의 논문, 78면.

85) “고성(高城)을란 뎌만 두고 삼일포(三日浦) 자가니 / 단서(丹書) 완연(宛然)되 은

어 가니 / 예 사흘 머믄 후(後)의 어가  머믈고 / 선유담(仙遊潭) 영랑호(永郞湖)

거긔나 가 잇가 / 청간정(淸澗亭) 만월대(萬景臺) 몃 고 안돗던고”(정철, <관동별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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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가 아니라 “어제”와 같아지기를 바라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이

로 인해 선취 추구의 이면에 시적 자아가 “어제”와 같지 않다는 사실에 대한 부

정적 인식이 감지된다. 즉 시적 자아에게 ‘현재’는 이상적인 태평성대가 아니라

는 점에서 현실에 대한 우의적 개탄으로 읽힌다. 이에 아홉 가지 빛깔의 깃을

가진 상서로운 새인 ‘구포상금’을 기다리던 시적 자아는 결국 항아를 맞이하게

된다.

우연(虞淵)의  디고 은궐(銀闕)이 소사 올 제

경배항해(瓊盃沆瀣) 브어 잡고 기우니

항아소영(姮娥素影)이 잔저(盞底)에 흘러려

계전선어(桂殿仙語)를 날려 요

인간번뇌(人間煩惱)예 녜 실 니젓가

옥황향안(玉皇香案)의 노니던 그러니

요단(瑤壇)을 븨우고 하계(下界)예 보낸 은

丁寧帝眷졍녕졔권이 곳 무심가마

세로(世路)가86) 엇더콴 유락(流落)여 니다

그 잔 다 먹고   잔  브어

삼생연화(三生烟火) 다 시서 린 후에

조만(早晩)애 옥루고처(玉樓高處)를87) 다시 올라 오라

<관동속별곡>의 결사 부분이다. 해가 지고 달이 솟는 밤이 되자 달나라 선녀

항아가 내려와 말을 건넨다. 항아는 시적 자아에게 본래 옥황상제의 향안에서

노닐던 신선이었으니 술로 속세의 찌든 때를 다 씻어 버린 후에 옥루고처로 다

시 올라 오라고 이른다. 초월적 세계의 인물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이는 <관동

별곡>의 결사와 유사해 보인다. 그러나 <관동별곡>에서 시적 자아가 몽중선인

(夢中仙人)에게 후일을 기약함으로써 자신의 소임에 대한 자각과 함께 사회적

책무에 대한 의식을 재확인한 것과 달리, <관동속별곡>에서는 항아와의 대화를

86) 이재영언에는 ‘世路ㅣ셰뢰’로 표기되어 있으나, 독자의 편의를 위해 한자를 병기하는

원칙을 지키고자 이와 같이 표기하였다.

87) 이재영언에는 ‘玉樓옥누 고쳐’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독자의 편의를 위해 한자를 병

기하는 원칙을 지키고자 이와 같이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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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하는 상황이나 시적 자아의 구체적인 대답 없이 항아의 말로 작품이 마무

리되고 있다. <관동별곡>에서 사회적 자아의 성취와 본능적 자아의 욕구 사이

에서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꿈이 마련되어야 했다면, <관동속별곡>에서는 이

러한 내적 갈등이 없었기에 자각의 계기 역시 필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관동속별곡>의 시적 자아가 여전히 현실을 의식하는 모

습의 이면에는 그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떨치지 못한 심리가 포착된다. 금강산

의 탈속적 성격을 긍정할수록 실제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조되기 때문

이다. 즉, 금강산은 선취 추구 자체의 목적을 위한 공간이라기보다 세속에 대한

대립 공간으로 기능한다. 이로 인해 <관동별곡>의 시적 자아가 자연의 흥취에

흠뻑 젖어 있다면, <관동속별곡>의 시적 자아는 자연에 몰입하지 못하고 신선

세계로서의 관념적 속성을 계속 강조하는 면모를 보이게 된다. 따라서 <관동별

곡>의 시적 자아가 현실로 복귀하는 것과 달리 <관동속별곡>에서는 초월적 세

계로의 복귀를 암시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

선행 연구에서는 이때 옥루고처(玉樓高處)로 다시 올라오는 것을 두고 현실

차원에서 정계에의 복귀를 상징한다고 보았다.88) 하지만 작품에서 그의 험난했

던 삶이 상제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화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옥

루고처로의 회귀는 험난한 세로를 겪어온 지난 삶을 위로하는 수단으로 기능한

다고 여겨진다. 즉 해당 구절에는 현실과 다른 차원으로 복귀를 통해 세사로 인

한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의식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현실에서의 자각을 통해 인식을 전환하는 방식이 아니라 항아의 입을 빌어

본래 신선이었음을 인정받는 방식을 통해 현실로 인한 비애와 좌절을 극복한다

는 점에서 항아의 발언만으로 결사는 제 기능을 다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여

기에서 비로봉에 오른 것으로는 미처 해소되지 못했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

단서가 마련된다. <출새곡>에서 어부의 노래를 통해 내면 갈등을 해소하려는

시도가 실패로 귀결될 것이 암시되었다면, <관동속별곡>에서는 초월적 세계로

의 복귀를 통해 내면 갈등이 해소될 가능성을 보인다. 다만 세사로 인한 고뇌를

일시적으로 잊어버리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어렵

88) 최규수, 앞의 논문, 1999, 37면; 장정수, 앞의 논문,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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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상에서 고찰한바 <출새곡>과 <관동속별곡>에서는 변방에 부임한 상황을

수용해 보려는 노력이나 신선 세계를 찾아 유람하는 시도로 해소되지 않는 내

적 갈등이 나타난다. 기행 외적인 현실 상황에 대한 관심이 끊임없이 환기되면

서 자신의 현재 처지에 불만족한 심사가 표출되는 것이다. 여정을 축소/확대하

는 방식으로 자신의 내면 정서를 표출하는 기행가사의 일반적인 서술 방식을

수용하면서도 현재의 기행 상황에 몰입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내면 심리가 나타

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출새곡>과 <관동속별곡> 내에서 시적 자아가 자

신을 적객으로 규정한 것은 작자 조우인의 경세(經世) 지향과 이의 좌절로 인한

불우한 현실 인식이 반영된 결과이다. 즉 <출새곡>과 <관동속별곡>은 기행 외

적 현실에 대한 지향과 이에 도달할 수 없는 처지 사이의 거리로 인한 현실적

갈등이 표출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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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연관의 지속과 변모-<梅湖別曲>

<매호별곡>은 새로운 정주지에서 거처를 마련하는 과정과 그 속에서의 일상

을 노래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일정한 거점을 중심으로 주변의 승경과 유유자

적한 생활상을 그려낸 전대 강호가사와 유사한 구성을 취하면서도 이와 다른

내면의식을 담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매호별곡>을 대상

으로 강호자연을 인식하는 태도의 변화를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전대 강호가사

에서 강호자연에 대한 인식을 표출하는 방식과 이에 내재된 자연관을 분석한

뒤, 이와는 상이한 면모를 보이는 내면 심리에 주목하여 <매호별곡>의 특성을

규명할 것이다.

1) 공간의 이상화와 자족적 태도

조선 시대 사대부들은 입신의 이념과 탈속에의 동경을 동시에 지니고 강호자

연에서의 삶을 노래하는 일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였다. 일찍이 조윤제가 강

호가도는 당쟁사회에서의 명철보신(明哲保身)과 치사객의 산수지락(山水之樂)을

누리는 여유를 배경으로 형성되었다89)고 분석하였듯이 조선 전기 시가에 나타

난 강호자연은 정치현실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규정되어 왔다.

이때의 현실 인식이란 작가의 처지와 관련된 실제의 정치현실과 왕도정치의

이념을 구현하는 이상적 정치현실 간의 관계에 기반한다.90) 이상과 합치하는 실

제 정치현실은 긍정적으로 인식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부정적으로 인식되는데,

이를 바탕으로 강호자연이 지닌 상반된 의미를 모색할 수 있다. 전자가 강호자

연을 긍정적인 현실과 동일한 층위로 위치시킨 뒤 성리학적 이념의 구현체로서

89) 조윤제, 한국문학사, 탐구당, 1984, 160～161면.
90) 이에 대해서는 고산이 ‘이상으로서의 사회’와 ‘현실로서의 사회’의 두 층위로 사회를 인식

했다고 보고 자연과 현실 사이의 긴장 관계를 지적한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성기옥, 고

산시가에 나타난 자연인식의 기본 틀 , 고산문학대상운영위원회 편, 고산시가에 나타난

자연인식의 기본 틀, 심미안, 200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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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한다면, 후자는 이상이 좌절된 현실에서 도피하여 위안을 얻는 공간으로 의

미화한다.

그러나 <매호별곡> 이전에 창작된 강호가사에서는 강호자연의 아름다움을 예

찬하고 그 속에서의 만족감을 드러내는 데 치중할 뿐 정치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 인식을 문면에 직접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91) 당대를 태평성

대로 여기고 강호자연 또한 성군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표현하거나

도연명(陶淵明), 왕유(王維), 엄광(嚴光), 성산의 주인[金成元]과 같은 은자의 삶

에 대한 동경을 통해 현실과 단절된 채 살고 싶은 심정을 암시할 뿐이다. 또한

홍진(紅塵), 시름과 같은 시어를 통해 세속적 삶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환기하

더라도 자연의 아름다움에 몰입하는 과정을 통해 이로 인한 내적 갈등이 해소

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개별 작품을 예로 들면서 이 점을 파악해 보기로 하자.

당대를 태평성대로 인식하며 강호자연에서의 삶을 긍정하는 작품은 대표적으

로 송순(宋純, 1493∼1582)의 <면앙정가(俛仰亭歌)>를 들 수 있다. <면앙정가>

는 자연 탐승의 과정을 거친 뒤 “온가짓 소로 취흥(醉興)을 야거니 / 근심

이라 이시며 시이라 브터시라”와 같이 취흥에 몰입하여 근심과 시름으로부터

벗어난 조화로운 내면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근심과 시름을 통해 내적 갈등을

환기하더라도 이는 취흥이 고조되는 가운데 소거되고, 당시를 희황(羲皇)이 다

스리는 태평한 시절로 인식하는 데까지 이른다.

천지(天地)도 넙고 넙고 일월(日月) 가다

희황(羲皇)을 모을너니 니 적이야 긔로괴야

신선(神僊)이 엇더턴지 이몸이야 긔로고야

강산풍월(江山風月) 거리고 내 백년(百年)을 다 누리면

악양루 상(岳陽樓 上)의 이태백(李太白)이 사라오다

호탕정회(浩蕩情懷)야 이예셔 더소냐

91) 선행 연구에서 조선 전기 강호가사는 갈등 상황을 이면에 숨겨놓는 이중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이는 당대 이현보(李賢輔, 1467～1555)의 <어부단가(漁父短歌)>나 이별(李鼈,

?～?)의 <장육당육가(藏六堂六歌)> 등에 현실에 대한 염오가 직접적으로 표현된 것과는

구별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김진희, 조선 전기 강호가사의 시학 , 한국시가연구 24, 한
국시가학회, 2008, 3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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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몸이 이렁굼도 역군은(亦君恩)이샷다92)

송순, <면앙정가>

이 부분에서 신선과 이태백에 비견되는 시적 자아의 호탕정회는 지상 최고의

것으로 과장된다. 면앙정의 주인으로서 자신이 속한 세계에 대한 만족감을 극대

화한 것이다. 작품의 결어에 집약되어 있듯이 여기에서의 강호자연은 임금의 은

혜를 입고 태평성대를 구가하는 현실의 표상에 다름 아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극인(丁克仁, 1401∼1481)의 <상춘곡(賞春曲)>에서도 봉우리에서 내려다본 아

름다운 광경을 통해 태평성대의 분위기를 조성한다.

소동(小童) 아려 주가(酒家)에 술을 믈어

얼운은 막대 집고 아 술을 메고

미음완보(微吟緩步)야 시냇의 호자 안자

명사(明沙) 조 믈에 잔 시어 부어 들고

청류(淸流) 굽어보니 오 니 도화(桃花)ㅣ로다

무릉(武陵)이 갓갑도다 져 이 긘거이고

송간 세로(松間 細路)에 두견화(杜鵑花) 부치 들고

봉두(峯頭)에 급피 올나 구름 소긔 안자 보니

천촌만락(千村萬落)이 곳곳이 버러 잇

연하일휘(煙霞日輝) 금수(錦繡) 재폇 

엇그제 검은 들이 봄빗도 유여(有餘)샤

공명(功名)도 날 우고 부귀(富貴)도 날 우니

청풍명월(淸風明月) 외(外)에 엇던 벗이 잇올고

단표누항(簞瓢陋巷)에 흣튼 혜음 아니 

아모타 백년행락(百年行樂)이 이만 엇지리

정극인, <상춘곡>

위는 <상춘곡>에서 산행 후의 감회를 서술한 대목이다. 시적 자아는 시냇가

에 앉아 술을 마시다가 복숭아꽃을 발견하고 무릉을 찾아가는데, 무릉 대신 마

산 아래 펼쳐진 마을 풍경을 마주하게 된다. 봄을 맞아 아름답고 평화로운 마을

92) 이하 <면앙정가>의 원문은 연민본 잡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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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습은 무릉도원과 동일시되며 그 속에서의 삶을 긍정하게 한다. 특히 엊그

제 검었다가 봄빛 가득해진 ‘들’은 자연의 순리를 깨닫게 하는 대상으로 시적

자아가 강호자연에서의 삶에 순응하도록 이끈다. 부귀공명을 허튼 생각으로 치

부하고 자연을 벗하는 삶을 다짐함으로써 강호자연은 세속적 가치로 인한 시름

을 해소하고 자족하는 공간으로 형상화된다.

두 작품에 대해 선행 연구에서는 송순과 정극인이 정치현실에 대한 염오를

드러내기보다 고양된 자연미를 통해 정치적 갈등을 정서적으로 해소하고자 했

던 것은, 이들이 견지한 적극적인 정치의식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93) 이는 일

견 타당한 해석이지만 논의에서 언급한 두 작가의 생애를 대비할 때94) 상반된

현실 인식을 지녔음에도 가사 작품 내에서 공통적으로 자신의 처지를 낙관적으

로 인식한 것은 자연을 형상화하는 강호가사의 관습적 특성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이서(李緖, 1484～?)의 <낙지가(樂志歌)>와 허강(許橿, 1520～1592)의

<서호별곡(西湖別曲)>에서도 확인된다. <낙지가>에서는 “정반녹죽(庭畔綠竹)

의의(猗猗)졔 기욱시(淇奧詩)음송(吟誦)니 / 우리 대왕(大王) 성덕(聖德)

이라 여절여차(如切如磋) 유비(有斐)로다” 라며 강호자연에서의 한가로운 삶을

대왕의 빛나는 성덕 덕분이라 여기고, <서호별곡>에서는 “첨피강한(瞻彼江漢)

야 성화을(聖化乙) 알리로다 / 한지광의(漢之廣矣)여 불가영사(不可詠思)여 / 강

지영의(江之永矣)여 불가방사(不可方思)로다”라 하여 한강의 넓음과 깊음에 빗

대어 당대를 성군의 교화가 이루어진 태평성대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작품 내에서 태평성대로 형상화된 현실 세계에 대한 인식은

문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서는 양녕대군(讓寧大君)의 증

손으로 형제의 역모에 휘말려 유배생활을 하였으며, 해배 이후 한양으로 돌아가

지 않고 창평(昌平)에 남았다. 이를 정치적 환란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

이라고 본다면,95) <낙지가>에서 자신의 은거지가 명산의 정기를 이어받은 곳이

자 미풍양속이 아름다운 곳임을 강조하면서 옛 선현의 은거와 자신의 은거를

93) 김진희, 앞의 논문, 341면.

94) 이 논의에서는 비교적 평탄한 관직 생활을 한 송순과 53세의 늦은 나이로 과거에 급제하

기까지 불우했던 정극인을 모두 ‘적극적인 정치의식’을 지닌 인물로 보았다(김진희, 위의

논문, 338∼340면).

95) 김성기, 이서의 낙지가 연구 , 한국시가문화연구 7, 한국시가문화학회, 2000, 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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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시한 것은 자신의 부득이한 선택을 정당화하는 수사로 해석될 수 있다.96)

허강 또한 을사사화로 인해 유배를 간 부친이 별세하자 벼슬을 단념하고 은거

하였던 인물이다. <서호별곡>에서 은사로 유명한 인물들에 견주어서 자신의 풍

류를 과시하는 서술이 주로 등장하는 것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풍

경에 착목할 수 없는 처지에 대한 대응으로 이해된다. 정철의 <성산별곡(星山別

曲)>에서도 강호자연은 세사로 인한 시름을 해소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려진다.

하 삼기실 제 곳 무심(無心) 가마

엇디 시운(時運)이 일락배락 얏고

모 일도 하거니와 애옴도 그지업다

기산(箕山)의 늘근 고블 귀 엇디 싯돗던고

박 소 핀계고 조장이 장 놉다

인심(人心)이  야 보도록 새롭거

세사(世事) 구롬이라 머흐도 머흘시고

엇그제 비 술이 어도록 니건니

잡거니 밀거니 슬장 거후로니

의 친 시 져그나 리다

거믄고 시욹 언저 풍입송(風入松) 이야고야

손인동 주인(主人)인동 다 니저 려셔라

장공(長空)의  학(鶴)이 이 골의 진선(眞仙)이라

요대월하(瑤臺月下)의 혀 아니 만나신가

손이셔 주인(主人)러 닐오 그 긘가 노라

정철, <성산별곡>

위는 <성산별곡>에서 산중 생활에서의 시름과 이의 해소 과정이 나타나는 대

목이다. 주인은 독서의 과정에서 시운의 등락을 애달파하고, 허유의 지조를 닮

고자 험난한 세사를 멀리하려 하지만 세사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떨치지 못한

인물로 그려진다. 이로 인해 손과 술잔을 기울이며 시름을 조금이나마 해소하

96) 작품의 표면에서 현실 인식이 명시되지는 않지만 이인형(李仁亨, 1436～1504)의 <매창월

가(梅窓月歌)>에서 매화, 창, 달을 각각 임포, 도잠, 이백에 대응하여 탈속적 경지를 예찬

한 것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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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남은 시름은 태평성대를 기리는 <풍입송>에 얹고자 한다. 고조된 취흥 속에

손과 주인의 구분, 세속과 자연의 구분, 인간과 신선의 구분이 사라지는 경지에

이름으로써 현실을 초월하는 차원에서 시름이 해소되는 것이다. 이러한 내면의

식의 변화는 이 대목에 앞서 성산의 공간미를 극대화하여 이에 몰입하는 과정

에서 예비된다. <성산별곡>은 계절의 변화에 따른 절정의 순간들을 초시간적으

로 포착하여 모자이크하는 구성을 통해 성산을 선경(仙境)과 같은 이상적인 공

간으로 구현함으로써,97) 그 속에서 내적 갈등을 해소하고 있다.

지금까지 고찰한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매호별곡> 이전에 창작된 강호가사

에서 강호자연은 속세를 벗어난 은일의 공간이자 안빈낙도를 구가하는 이상적

공간으로 구현된다. <상춘곡>과 <서호별곡>에서는 완상의 대상인 자연을 즐기

며 자신의 풍류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면앙정가>와 <낙지가>에서는 각

각 면앙정과 응봉(鷹峰) 주변의 지리적 완전성을 부각하며 그곳에서의 평화로운

일상에 만족하는 태도가 나타난다. <성산별곡>은 속세를 표방하는 손이 자연에

귀의한 주인의 삶을 예찬하는 과정에서 손과 주인의 구분이 무화되며 경세(經

世)로 인한 시름을 해소하게 된다. 이처럼 강호자연을 이상적인 세계로 여기는

인식은 전대의 강호가사에 내재한 자연관의 핵심적 요소로 볼 수 있다. <매호

별곡>에서도 이러한 자연관이 일부 계승되고 있다.

단묘(端妙) 비봉(飛鳳)과 언건(偃蹇) 매악(梅岳)이

동서(東西) 상대(相對)여 유정(有情)이 셔 이시니

옥용단사(玉容端士)와 개주무부(介冑武夫)

읍양주선(揖讓周旋)여 기세(氣勢) 다토 

일발옥잠(一髮玉岑)은 알운(戛雲)이 혼 놉다

오태연봉(五朶蓮峰)은 밀산(密山)이 더옥 곱다

외로운 천주(天柱) 무 긔운 타나 이셔

구만리장천(九萬里長天)을 구쥭히 밧쳐시며

완젼 수산(水山)은 무 마 먹어 이셔

풀쳐 간  돌치며 소 

그 남은 중봉(衆峯)이 수업시 버러시니

97) 김명준, 「<성산별곡> 연구」, 정재호 편저, 『한국가사문학연구』, 태학사, 1996, 2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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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니 뵈나니 작약가인(綽約佳人)이

교태(嬌態) 못 갑초아 취미(翠眉) 찡기 

갓가이 뵈나니 용면화공(龍眠畵工)이

수묵신장(水墨新粧)을 채필(彩筆)노 둘넌 

위는 매호에 거처를 마련한 뒤 그 주변의 산세를 형용한 부분이다. 실제 지명

을 활용하여 실경을 묘사하는 듯하지만 주관적인 시선에 의해 의도적으로 포착

된 풍경을 그리고 있다. 매호의 뒷산인 매악산과 그 건너편에 자리한 비봉산,

매호의 위쪽에 자리한 오봉산 등은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 대상이다. 전체를 통

제하는 듯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을 확장해 가며 대상을 묘사하는 방식은 시

선의 중심, 곧 매호를 점유한 강호주인으로서의 호방한 기상을 표출하기에 효과

적이다.

나아가 두 산이 마주 선 모습을 단정한 선비와 용맹한 사내가 기세를 다투는

모습에 빗댄 것이나 높이 솟아 하늘을 받치는 봉우리의 외양을 반복적으로 언

급한 것은 바르면서도 용감하고, 올곧은 절조를 굽히지 않으려는 자신의 의지를

투영한 대목으로 이해된다. 즉, 이 대목에서 산은 시적 자아의 내면을 반영하여

관념적으로 묘사된 대상이다. 그렇다고 해서 아름다운 풍경에 대한 감흥이 반감

되는 것은 아니다. 자연 풍광을 통해 내면의 이상과 당위를 재확인하는 과정은

오히려 매호를 점유한 자부심을 고조시키고, 바람직한 삶의 태도에 대한 다짐을

더욱 굳건하게 한다.98)

산에 이어 매호 앞을 흐르는 낙동강과 강가의 아름다움을 예찬하는 대목에

이르면 매호는 산수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이상적인 공간으로 형상화된다. 여기

에는 강호자연에 귀의한 삶에 대한 만족감이 내포되어 있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사계절의 경치를 찬탄하는 대목이 대폭 축소되는 구성을 통해 고양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니와 사시(四時)예 뵈 경이

98) 선행 연구에서 <관동별곡>을 두고 정치적 상징을 통해 유자적 덕목과 합치되는 정신적

자연을 표상한 것이 창작주체에게는 자연 풍광을 통한 내면의 이상과 당위를 재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서가 오히려 고조될 수도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는 풍경을 관념적

으로 묘사한 <매호별곡>에도 유효한 해석이다(이형대, 17․18세기 기행가사와 풍경의

미학 , 민족문화연구 40,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4, 128∼1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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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여 디  푸르러 이우 

천암(千巖)이 금수(錦繡)된  만학(萬壑)이 경요(瓊瑤)된 

화공수단(畵工手段)을 층냥키 어려워라

보아 쓸믜며 변태(變態) 가을가

<매호별곡>에서는 사계절의 흐름을 두 행으로 압축한 뒤 화공수단을 측량할

수 없다는 말로 변화무쌍한 속성을 예찬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 대목 뒤에 매

호에 들어오기 전의 삶을 회고하는 서술이 나온다는 점에서 이를 단순한 서술

비중의 차이로 치부하기는 어렵다. <면앙정가>에서 면앙정 주변의 경치가 묘사

된 뒤 사계절을 즐기는 과정에서 촉발된 흥취가 구체적인 일상에서 점차 고조

되는 구성과 대비해 볼 때, <매호별곡>에 나타난 강호자연에서의 삶에 대한 인

식은 이와 다른 방향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점에 착목

하여 <매호별곡>에서 강호자연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2) 세속적 삶에 대한 태도

<매호별곡>은 매호 주변의 풍광을 예찬하며 강호자연에서의 삶에 대한 만족

감을 드러내는 듯하지만, 작품의 실상을 섬세하게 읽어보면 세속적 삶을 환기함

으로써 강호자연에서 자족하는 방식으로 해소될 수 없는 내적 갈등을 표출하고

있다. 이는 전대 강호가사에서 공유되어 온 자연관이 변모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본 절에서는 전대 강호가사 중 구성 방식이 유사한

<면앙정가>와의 비교를 통해 <매호별곡>에서 강호자연에서의 삶에 온전히 몰

입하지 못하는 면모를 고찰하기로 한다.

<매호별곡>과 <면앙정가>는 작품의 앞부분에서 각각 초가와 정자의 위치를

통해 자신이 선택한 자연 공간에 대해 서술하고, 그 공간에서 바라보는 주변 풍

광을 노래하는 공통된 형식을 취하고 있다. <매호별곡>에서는 높은 절벽 아래

맑은 못이 흐르는 곳에 초옥삼간을 지었고, <면앙정가>에서는 너럭바위 위에

소나무와 대나무를 헤치고 정자를 세웠다.99) 그러나 다음 인용문에서 보듯이

99) “너바회 우 송죽(松竹)을 헤혀고 / 정자(亭子) 안쳐시니 / 구름  청학(靑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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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호별곡>은 <면앙정가>에 비해 터전을 마련하는 과정이 확대되어 있다.

상산동반(商山東畔)과 낙수서애(洛水西厓)예

연하(烟霞)을 혜치고 동천(洞天)을  드러

죽장망혜(竹杖芒鞋)로 처처(處處)의 도라보니

징담(澄潭) 깁흔 곳의 노프니 절벽(絶壁)이오

옥  여흘은 깁 편  흘너 잇다

대(臺)도 그려니 정자(亭子)도 지으려니

지당(池塘)도 오며 간수(澗水)도 혜오려니

 힘 밋 로 초옥삼간(草屋三間) 지어니

제도초창(制度草創) 경개(景槩) 그지업다

이는 일차적으로 초가가 정자보다 생활과 밀접한 거주 공간이라는 차이에서

비롯한다. 하지만 그 공간을 연하(煙霞)를 “혜치고”, 동천(洞天)을 “ 드러”,

곳곳을 “도라” 보는 오랜 시도 끝에 마침내 찾아낸 승지로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매호는 속세와 단절되면서도 이루 말

할 수 없이 아름다운 공간으로 이상화되며, 동시에 자신의 힘으로 터전을 마련

한 만족감이 배가되기 때문이다. 이 대목 뒤에 초가 주변을 둘러싼 산수의 아름

다움과 사계절의 변화무쌍한 경치를 예찬하는 내용이 등장하는 것은 이러한 심

리를 부각한다. 이는 전대 강호가사의 자연관을 계승한 듯하지만, 작품의 서두

에서 “명시(明時)예 린 몸”으로 자신을 규정한 점과 결부시켜 보면 전대 강호

가사의 관습과 달라진 면모를 발견할 수 있다.

명시(明時)예 린 몸이 물외(物外)예 누어더니

갑 업 풍월(風月)과 임 업 강산(江山)을

조물(造物)이 허사(許賜)야 날을 맛겨 리시니

라 양며 닷토 리 뉘 이시리

“명시(明時)예 린 몸”은 심중경(沈重卿)의 <번매호별곡(飜梅湖別曲)>100)에

천리(千里)를 가리라 / 두 나 버렷 ”(송순, <면앙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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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명시에 버려진 몸이 그윽한 곳에 터를 잡으니[明時棄物卜幽貞]”라는 한역

구절을 참조하면 기물(棄物), 즉 ‘명시에 버려진 몸’으로 해석된다. 본래 훌륭한

통치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태평성대에는 버려지는 사람이나 물건이 없으므

로,101) “명시”에 “린 몸”이라는 표현은 성립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는 자신이

마땅한 곳에 쓰이지 못한 상황임을 의미하면서, 역으로 지금이 명시가 아니라는

인식을 내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표현을 통해 강산을 다스리는 소임을 맡은 자부심을 강조함으로써

세속적 삶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문면에 드러낸 점은 전대 강호가사와 대비

된다. 전대 강호가사에서는 속세를 언급하더라도 강호자연이 속세와 단절된 공

간이며 그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는 수사에 그친 반면,102) <매호별곡>에

서는 강호자연이 현실적 한계에 부딪쳐 그 대안으로 삼은 공간임을 밝히고 있

기 때문이다. 이로 본다면 강호자연은 시적 자아가 진심으로 지향하는 곳이라기

보다는 부차적으로 선택한 곳에 가깝다. 따라서 터전을 마련하게 된 내력과 그

를 둘러싼 자연의 완전성을 힘주어 서술한 이면에는 강호자연에 침잠하여 현실

의 좌절에 대한 위안을 얻고자 했던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더욱 눈길을 끄는 것은 이처럼 속세에 대한 태도가 거듭해서 작품에 나타난

다는 점이다. 매호의 승경을 예찬하는 대목과 매호에서의 삶을 진술하는 대목

사이에서 매호에 들어오기 전 속세에서의 삶을 회고하는 진술이 제시된다는 점

은 특기할 만하다.

고 병들고 소라(疎懶) 이 셩품이

세정(世情)도 몰고 인사(人事)의 오활여

100) <번매호별곡(飜梅湖別曲)>은 필사본 이재선생속집(頤齋先生續集)에 실려 전한다고

하나, 이를 확인할 수 없어 <매호별곡>을 처음 소개했던 고경식의 논문(1961, 249～251

면)에 실린 것을 참고하였다.

101) “성인은 항상 사람을 잘 구하니 버리는 사람이 없고, 항상 사물을 잘 구하니 버리는 사

물이 없다(是以聖人常善救人, 故無棄人, 常善救物, 故無棄物).”(노자(老子) 도덕경(道德經)
 제27장)

102) “홍진(紅塵)에 뭇친 분네 이내 생애(生涯) 엇더고 … 산림(山林)에 뭇쳐 이셔 지락(至

樂)을  것가”(정극인, <상춘곡>), “인간(人間)를 나와도 내 몸이 겨를업다”(송순,

<면앙정가>), “성대(聖代)에 일민(逸民)이 되어 호해(湖海)예 누어 이셔 / 시서(時序)를

니젇닷다 삼월(三月)이 져므도다”(허강, <서호별곡>)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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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부귀(功名富貴)도 구키예 손이 셔려

빈천기한(貧賤飢寒)을 일생(一生)의 격거 이셔

낙천지명(樂天知命)을 예  드러더니

산수(山水)에 벽이 이셔 우연(偶然)히 드러오니

득상(得喪)도 모거든 영욕(榮辱)을 어이 알며

시비(是非)을 못 듯거니 출척(黜陟)을 어이 알

시적 자아는 부귀공명을 이루지 못하였고 빈천기한이 지속되었던 지난 삶을

회고하며 그 원인을 자신의 어리석음에 돌리고 있다. 이는 표면적으로 세속적

가치와 부합하지 않는 자신에게 강호에서의 삶이 잘 어울린다는 점을 역설하여

매호에서의 삶에 대한 자족감을 드러내려는 시도로 이해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생활상을 서술하기에 앞서 구태여 세속적 가치를 부정하는 관념을 내세운 것은

오히려 강호자연에서의 삶 또한 피상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달리

말하면 속세에서의 삶을 떨치지 못한 인식이 매호에서의 삶을 규정하는 데 영

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인용문 뒤에 나오는 생활상은 규범적

인 내용으로 일관된다.

환도소연(環堵蕭然)여 용슬(容膝)을 덧 마덧

두실잠적(斗室涔寂)여 세려(世慮) 이져시니

황권성현(黃卷聖賢)은 광세(曠世)예 사우(師友)시며

천지신명(天地神明)은 방촌(方寸)의 비최시며

성분품수(性分稟受) 져바리지 마자 니

소사수음(疏食水飮)도 이우나 못 니우나

고인진락(古人眞樂)이 정중(靜中)의 깁허셔라

시시엄권(時時掩卷)여 격절장우(擊節長吁)고

탄금일곡(彈琴一曲)고 탁주삼배(濁酒三盃) 후

호호장가(浩浩長歌)를 느리혀 부르니

당우(唐虞) 언졔런고 이  몸 느졔고

인용문에서 시적 자아의 삶은 이상적인 은자의 삶으로 표백된다. 주어진 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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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인의 풍류를 따르려는 모습이나 “이  몸 느졔고”라며 상산사호(商山四

晧)의 <자지가(紫芝歌)>를 부르는 모습은, 현재 처지에 만족하지 못하고 예전

시대의 이상을 추구하는 태도로 읽힌다. 방 밖에서의 일상을 그린 대목에서도

강호자연 속에서의 풍류는 관념적으로 표출된다.

산림(山林)이 적막(寂寞) 혜여든 다 

고운(孤雲)을 보거니 독조(獨鳥) 무 일고

명월청풍(明月淸風)은 함 조챠 드노라

팽다(烹茶)를 오리라 송자(松子) 주어 노코

출주(朮酒)를 거른 후의 갈건(葛巾)을 아니 널냐

계변(溪邊) 든 잠을 수성(水聲)이 오 

죽림(竹林) 깁흔 곳 손니 조차 오노라

시문(柴門)을 열치고 낙엽(落葉)을 밧비 쓸며

익기 힌 바회예 지혀도 안 보며

그늘진 송근(松根)을 베고도 누어 보며

한담(閑談)을 못다 그쳐 산일(山日)이 빗겨시니

심승(尋僧)을 언졔 고 채약(採藥)이 져물거다

차를 끓일 솔방울 줍기, 술을 거른 후에 갈건 널기, 물 흐르는 소리에 낮잠 깨

기, 손님과 한담하기 등은 앞에 인용한 대목에서 고인의 참된 즐거움을 따라 행

하던 일들과 동질적인 속성을 지닌 행위들이다. 이들은 속세와 단절된 강호자연

에서 산다면 응당 할 법한 행위들로, 서로 계기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은 채

단순 나열되고 있다. 이는 <면앙정가>에서 강호자연에서의 생활상을 서술하는

방식과 일면 유사해 보이지만, <매호별곡>과 달리 <면앙정가>에서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일상의 일들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자연의 흥취에 흠뻑 빠져

있는 정서를 표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103)

인간(人間)를 나와도 내 몸이 겨를업다

103) 박연호, 장르론적 측면에서 본 17세기 강호가사의 추이 , 어문논집 45, 민족어문학회,
2002, 173～1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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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것도 보려고 져것도 드르려교

람도 혀려고 도 마츠려코

으란 언제 줍고 고기란 언제 낙고

시비(柴扉)란 뉘 다드며 딘 곳츠란 뉘 쓸려료

아이 낫브거니 나즈 라 슬흘소냐

오리 부족(不足)거니 내일리라 유여(有餘)랴

이 뫼 안보고 져 뫼 거러보니

번로(煩勞) 의 릴 일리 아조 업다

쉴 이 업거든 길히나 젼리야

다만  청려장(靑藜杖)이 다 믜되여 가노라

송순, <면앙정가>

위는 <면앙정가>에서 사계절의 풍광을 제시한 뒤 면앙정에서의 생활을 그린

대목이다. 대구와 대조를 통해 자연을 완상하느라 분주한 일상을 표현하는 가운

데 강호자연 속에서 누리는 흥취가 자연스럽게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흥취는

술이 익자 벗을 청하여 취흥을 즐기는 장면을 통해 점점 고조된다.

술리 닉어거니 벗지라 업술소냐

블며 이며 혀이며 이아며

온가짓 소로 취흥(醉興)을 야거니

근심이라 이시며 시이라 브터시라

누으락 안즈락 구부락 져즈락

울프락 람락 노혜로 노거니

천지(天地)도 넙고 넙고 일월(日月) 가다

희황(羲皇)을 모을너니 니 적이야 긔로괴야

신선(神僊)이 엇더턴지 이몸이야 긔로고야

강산풍월(江山風月) 거리고 내 백년(百年)을 다 누리면

악양루 상(岳陽樓 上)의 이태백(李太白)이 사라오다

호탕정회(浩蕩情懷)야 이예셔 더소냐

이 몸이 이렁굼도 역군은(亦君恩)이샷다

송순, <면앙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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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갖 악기 소리에 맞추어 춤추고 노래하며 마음 가는대로 흥겹게 노는 모습

을 그려 흥취가 한껏 달아오른 경지를 형상화하였다. 나아가 자신의 풍류를 희

황(羲皇) 시대의 신선이 누리는 풍류라고 언명하고, 이태백이 악양루 위에서 느

꼈던 호탕한 정회에 비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높이 평가함으로써 면앙정에서의

삶에 대한 자부심과 만족감을 극대화한다. 이는 강호자연에서의 삶에 몰입하여

자연과 일체화된 삶의 지극한 경지를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작품의 결어에서는 ‘면앙정’을 군주의 통치가 직접적으로 행해지는 세

계의 연속선상에 놓인 세계로 인식하게 한다.104) 이 구절로 인해 이곳에서의 삶

은 세속적 질서와 함께 긍정하고 찬양되어야 하는 의미를 획득함으로써, 세속과

의 단절로 인한 내면 갈등이 개입될 여지가 차단되고 태평성대의 일부로 격상

된다. 즉, <면앙정가>에서는 강호자연에서의 삶을 세속적 층위와 결합하여 이상

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려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으로 인한 어떠한 고민도 제

기하지 않음으로써, 여기에서 누릴 수 있는 흥취의 궁극적인 경지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이다.

바로 이 부분에서 <매호별곡>과 <면앙정가>의 지향이 명백하게 달라진다.

앞서 매호에서의 생활을 진술한 부분에서는 은자의 삶을 표방하는 상징적인 행

위들을 단순히 나열하고 있다. 이는 <면앙정가>에서 강호자연에서의 흥취를 한

껏 고양시켜 태평성대를 구가하는 즐거움으로 확장시킨 것과 대비된다. 빈천기

한이 지속되었던 삶에 대한 위무의 공간으로 인식했던 자연에서 사대부의 전통

적인 풍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였지만, 이러한 노력으로도 세사를 완전히 잊고

자연과 합일하는 경지에 이르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 <매호별곡>에서는

강호자연에서의 삶에 몰입하지 못하고 다시 세속적인 삶을 상기하게 된다.

그도 번거여 치고 거러 올나

만리쌍모(萬里雙眸)  드러 도보니

104) 이는 <강호사시가>의 “亦君恩 이샷다”의 의미에 대한 서술이지만, <면앙정가>에도 유

효한 해석이다(김흥규, 강호자연과 정치현실 , 욕망과 형식의 시학, 태학사, 1999, 141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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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고목(落霞孤鶩)은 오며 가며 단니거든

망망속물(茫茫俗物)은 안중(眼中)의 진애(塵埃)로다

기심(機心)을 이졋거니 어조(魚鳥)나 날 랴

태긔(苔磯)예 나려 안 백구(白鷗) 벗을 삼고

와분(瓦盆)을 거우려 취토록 혼 먹고

흥진(興盡)을 긔약여 석양(夕陽)을 보 후의

강문(江門)의 달이 올나 수천(水天)이 일인 졔

만강풍류(滿江風流)   우의 시러 오니

표연천지(飄然天地)예 걸닌 고디 무 일고

두어라 이렁셩 그러 종로(終老)달 어이리

인용문은 <매호별곡>의 끝부분이다. 매인 곳 없이 자유롭게 다니는 고목(孤

鶩)은 세상에 대한 관심, 이른바 기심(機心)을 잊고 절대적인 자유를 누리는 경

지에 오른 자부심이 투영된 대상이다. 백구를 벗으로 삼았다는 서술 또한 마찬

가지이다. 즉, 이끼 낀 바위 위에 앉아 한껏 술에 취하는 모습은 기심을 잊은

자신에게 도취된 모습이다. 이렇게 강호자연과의 구분이 무화된 내면은 온 세상

이 흰 달빛으로 하나 되는 풍경으로 형상화된다.

그러나 시적 자아는 만강의 풍류를 실어 나르는 뱃놀이를 하다가 돌연 걸린

것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제기한다. 기심을 잊었다고 자부하던 자신이 여전히

세상에 매어 있는 상태임을 자각한 것이다. 이에 대해 “두어라”라는 말로 애써

강호자연의 삶을 수용해 보려고 하지만,105) 기심으로 인한 고민을 해소하지 못

하고 늙어간들 어찌할 수 없다는 서술은 결국 세속적인 삶에 대한 지향을 버릴

수 없다는 고백에 다름 아니다.

이는 곧 작자 조우인이 자신의 현재 처지와 미래 삶의 방향성에 대한 문제의

식을 풀어낸 것으로 이해된다. 조우인의 경세(經世) 지향은 강호자연에서의 삶

에 순응하는 방식으로 충족할 수 없었던바, <매호별곡>에서의 강호자연은 자족

105) 시조의 종결 상황에서 ‘두어라’는 인과적 문맥에 대한 평가적 태도를 보이며, 이는 지칭

에 대한 화자의 수긍 및 승인의 자세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고 보았는데(최재남, 시조

종결의 발화상황과 화자의 태도 , 고전문학연구 4, 한국고전문학회, 1988, 254～255면),
<매호별곡>의 결어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수긍의 자세가 반영되었다

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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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간으로 구현될 수 없었다. 요컨대 <매호별곡>은 세상에 버려진 존재라는

규정에서 출발하여 세사에 대한 관심을 떨치지 못한 자신에 대한 인정으로 귀

결되는바, 강호자연에 안주할 수 없는 삶에 대한 고민이 반영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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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군의식의 지속과 변모-<自悼詞>

<자도사>는 임에 대한 원망과 울분을 강하게 토로함으로써 연군의식의 변화

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를 두고 기존의 논의에서는 광해군의 실정(失政)에 대

한 비판적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보았다. 연군가사의 특성상 작중 상황과 정치

현실이 긴밀하게 대응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분석은 타당하다. 그러나 작품 외적

인 현실에 치중하여 작품 내에서 이별에 대한 시적 자아의 인식과 그에 따른

애정 표현 방식의 변화를 제대로 고찰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작품의 실상을 토

대로 내면의 흐름을 섬세하게 파악하고 그 의미를 도출함으로써 연군의식의 변

화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전대 연군가사에서

애정을 형상화하는 방식을 살펴보고, <자도사>에서 이별의 원인에 따른 대응

방식의 차이를 분석하여 연군의식의 속성이 달라지는 면모를 추적해 보고자 한

다.

1) 헌신적 여성화자와 이원적 공간 설정

연군가사는 고신(孤臣)의 처지에서 임금을 그리워하는 심정을 노래한 가사106)

로, 유배가사 중 연군의 정서가 두드러진 작품이다. 임과 이별한 여인을 시적

자아로 설정하여 임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그 이면에서

는 부당한 현실을 비판하며 임금의 총애를 회복하고자 하는 소망을 드러낸다.

이러한 특성은 <자도사> 이전에 창작된 조위(曺偉, 1454∼1503)의 <만분가(萬

憤歌)>와 정철의 <사미인곡(思美人曲)>, <속미인곡(續美人曲)>에서 확인된다.

<만분가>는 작가가 무오사화(戊午士禍)에 연루되어 순천에 유배되었을 때 창

작한 작품이다. 연군가사의 초기작으로 여인의 목소리가 일관되지 않고 작가의

목소리가 개입됨으로써, 연군과 함께 유배지에서의 분노, 울분, 체념 등 다양한

정서가 표출되었다. 이에 비해 정철의 <사미인곡>과 <속미인곡>은 일관된 여

106) 최상은, ‘연군’가사의 짜임새와 미의식 , 반교어문연구 5, 반교어문학회, 1994, 1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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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화자의 목소리로 임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노래함으로써 연군가사의 전형

으로 자리하였다.

이 작품들에서 시적 상황과 이에 대한 시적 자아의 대응 방식은 유사하게 나

타난다. 이원적인 공간을 설정하여 임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황을 제시하고, 임

과 이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은 사랑을 노래한다. 실제 작품을 통해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천상(天上) 백옥경(白玉京) 십이루(十二樓) 어듸매오

오색운(五色雲) 깁픈 곳의 자청전(紫淸殿)이 려시니

천문(天門) 구만리(九萬里)를 이라도 갈동말동

라리 싀여지여 억만(億萬)번 변화(變化)여

남산(南山) 늦즌 봄의 두견(杜鵑)의 넉시 되여

이화(梨花) 가디 우희 밤낫즐 못 울거든

삼청동리(三淸洞裏)의 졈은 한널 구름 되여

람의 흘리 라 자미궁(紫微宮)의 라 올라

옥황(玉皇) 향안전(香案前)의 지척(咫尺)의 나아 안자

흉중(胸中)의 싸힌 말 쓸커시 로리라

조위, <만분가>

<만분가>는 서두에서 임이 계신 곳에 갈 수 없는 처지를 이야기한다. 백옥경,

십이루, 자청전은 모두 전설상 신선이 사는 거처로 구만리나 떨어진 지상에서

도달할 수 없는 공간이다. 차라리 천상으로 갈 수 있는 두견새나 구름으로 환생

하고 싶다는 바람에는 현실에서 자신의 상황을 타개할 방안을 마련하기 어렵다

는 인식이 내재되어 있다. 이로 인해 현재 처지에 대한 하소연을 늘어놓을 수밖

에 없는 것이다.

이처럼 전대의 연군가사에서는 천상과 지상의 이원적 공간을 설정하여 임과

이별한 상황을 구현한다. 더욱이 임이 있는 천상과 시적 자아가 있는 지상은 분

리되어 서로 소통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수직적 공간의 대립은 임과 시적 자아

의 위계를 표상한다. 혼자서 천상으로 갈 수 없는 물리적 한계는 자신의 힘으로

이별을 해결할 수 없는, 임과의 관계에 종속된 처지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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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신관계를 보편적인 애정의 관계로 치환한 결과이다. 이로 말미암아 시적 자아

는 외로운 처지에 대한 한탄과 임을 향한 일편단심을 토로한다.

형강(荊江)은 고향(故鄕)이라 십년(十年)을 유락(流落)니

백구(白鷗)와 버디 되여  늘쟈 엿더니

어루 듯 괴 듯 의 업슨 님을 만나

금화성(金華省) 백옥당(白玉堂)의 이조차 향긔롭다

오색(五色)실 니음 졀너 님의 옷슬 못 야도

바다 튼 님의 은(恩)을 추호(秋毫)나 갑프리라

백옥(白玉) 튼 이 내 음 님 위여 직희더니

장안(長安) 어제밤의 무서리 섯거치니

일모수죽(日暮修竹)의 취수(翠袖)도 냉박(冷薄)샤

유란(幽蘭)을 것거 쥐고 님 겨신  라보니

약수(弱水) 리진 듸 구름길이 머흐러라

조위, <만분가>

<만분가>에서 임과 이별하게 된 사정을 설명하는 부분이다. 여기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임을 향한 마음을 지키려는 태도가 부각되고 있다. 임과 함께 백옥

당에 있었던 시절이나 갑자기 닥친 화(禍)로 임과 헤어진 상황에서도 여전히 임

만을 그리워하며 임에게 갈 수 없어 안타까워한다. 이러한 태도는 <사미인곡>

과 <속미인곡>에서도 확인된다.

엇그제 님을 뫼셔 광한전(廣寒殿)의 올낫더니

그 더 엇디야 하계(下界)예 려오니

올 저긔 비슨 머리 얼킈연디 三年이라

연지분(臙脂粉) 잇마 눌 위야 고이 고

음의 친 실음 첩첩(疊疊)이 혀 이셔

짓니 한숨이오 디니 눈믈이라.

정철, <사미인곡>

님을 뫼셔 이셔 님의 일을 내 알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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믈  얼굴이 편실 적 몃 날일고

춘한고열(春寒苦熱)은 엇디야 디내시며

추일동천(秋日冬天)은 뉘라셔 뫼셧고

죽조반(粥早飯) 조석(朝夕)뫼 녜와 티 셰시가

기나긴 밤의 은 엇디 자시고

님다히 소식(消息)을 아무려나 아쟈니

오도 거의로다 일이나 사 올가

내  둘  업다 어드러로 가쟛 말고

정철, <속미인곡>

<사미인곡>은 광한전에서 하계로 내려와 임과 이별한 신세임을 언급하며 이

로 인한 시름을 토로한다. 이 대목에서 보여줄 이가 없어 치장을 하지 않았다는

탄식 속에 임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이 은근히 드러난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하

계에 내려온 지 ‘삼년’이나 지났지만 임과 함께 있었던 때를 ‘엊그제’ 같이 여기

는 서술에서도 이러한 내면이 반영되어 있다. <속미인곡>에서는 임에 대한 걱

정을 늘어놓는다. 한 계절, 하루, 긴 밤에 이르는 작은 단위로 시간을 접점 좁혀

가며 임이 무탈한지 궁금해 하고, 임에 대한 생각으로 다른 곳에 마음을 두지

못하는 모습은 임에 대한 사랑 고백에 다름 아니다. 이별로 인한 자신의 슬픔이

나 외로움보다 상대방의 안위를 염려하는 태도는 지극한 연군의식의 경지를 보

여준다.

이렇듯이 전대의 연군가사에서는 임과의 이별을 제시하는 동시에 임을 향한

헌신적인 사랑을 보여준다. <속미인곡>에서는 임의 소식을 듣기 위해 산과 물

가를 오가는 모습을 형상화한다면, <만분가>와 <사미인곡>에서는 자신의 사랑

을 표상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임에 대한 사랑을 고백한다.

천지(天地) 이 없고 어안(魚雁)이 무정(無情)니

옥(玉)  면목(面目)을 그리다가 말년지고

매화(梅花)나 보내고져 역로(驛路)라보니

옥량명월(玉樑明月)을 녀 보던 비친 

양춘(陽春)을 언제 볼고 눈비혼자 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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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해(碧海) 너븐 의 넉시조차 흣터지니

내의 긴 소매 눌 위여 적시고

조위, <만분가>

동풍(東風)이 건듯 부러 적설(積雪)을 헤텨 내니

창(窓)밧긔 심근 매화(梅花) 두세 가지 픠여셰라

득 냉담(冷淡) 암향(暗香)은 므일고

황혼(黃昏)의 이 조차 벼 마 빗최니

늣기  반기  님이신가 아니신가

뎌 매화(梅花) 것거 내여 님 겨신 보내오져

님이 너 보고 엇더타 너기실고

정철, <사미인곡>

<만분가>와 <사미인곡>에서 매화를 매개로 임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대목

이다. <만분가>에서 눈비를 맞고서 홀로 피는 매화는 자아와 동일시된다. 자신

의 마음을 전할 수 없는 탄식을 통해 따뜻한 봄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소망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사미인곡>에서는 매화와 어우러진 달을 보며 임을 떠올

리고 반가워하면서도 임도 매화를 자신과 같이 반길지 염려한다. 하지만 결사에

이르면 이러한 불안은 자신의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 귀결된다.

하리 싀어디여 범나븨 되오리라

곳나모 가지마다 간  죡죡 안니다가

향 므든 애로 님의 오 올므리라

님이야 날인 줄 모셔도 내 님 조려 노라

정철, <사미인곡>

<사미인곡>의 결사에서는 범나비가 되어 임을 쫓겠다고 다짐한다. 범나비가

되고 싶다는 불가능한 상황 설정은 임과의 재회가 어렵다는 현실 인식에서 비

롯한다. 이런 상황에서 임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더라도 임을 따르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은 임을 향한 사랑을 굽히지 않겠다는 신념의 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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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즉, 임과의 이별에 순응하면서도 역으로 임을 향한 사랑을 지켜나갈 것을

표명함으로써 연군의식을 극대화한 것이다.

이상에서 살핀바 조우인의 가사 이전에 창작된 연군가사의 관습적 특징으로

는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천상과 지상의 이원적인 공간 설정을

통해 임과 이별한 상황이 제시된다. 둘째, 임과 이별한 뒤에 임에 대한 헌신적

인 사랑을 드러냄으로써 임과의 재회에 대한 소망을 드러낸다. <자도사> 또한

이와 같은 전대 연군가사의 핵심적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

<자도사>에서도 청란(靑鸞)을 타고 광한궁에 날아올라갔다가 임과 이별하고

하계로 내려오는 대목에서 천상과 지상의 공간이 대립한다. 그러나 임과의 만남

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보면 소통이 완전히 단절된 공간으로 그려지지는 않는다.

전대 연군가사에서는 이별 이후의 심정 토로에 치중하는 데 반해 <자도사>에

서는 임과의 재회가 시도되면서 만남과 이별이 반복되는 과정이 그려진다. 특히

임과 이별하게 된 원인에 대한 서술이 확대되어 있다. 이는 이별의 원인을 두고

<만분가>에서는 ‘무서리’, ‘회오리바람’ 등 갑자기 닥친 재앙이라는 속성을 부각

하고, <사미인곡>에서는 “늙거야 므 일로 외오 두고 그리고”라며 불분명하

게 서술하고, <속미인곡>에서는 조물의 탓으로 치부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즉,

이별을 맞이하게 되는 상황이 부각된다는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다.

또한 <자도사>에서도 임에게 옷을 지어 보내고 싶어 한다. 이때 용한 재주가

없어서 몸을 감쌀 만한 정도의 옷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는 <사미인곡>에서 솜

씨를 갖추어 지은 옷을 백옥함에 담아 산호수로 만든 지게에 실어 보내고 싶어

하는 대목과 비교해 볼만하다. <사미인곡>의 ‘옷’이 가장 좋은 것을 임에게 드

리고자 하는 헌신적 사랑을 표상한다면 <자도사>의 ‘옷’은 꾸밈없이 본연의 속

성을 지키는 태도에 대한 자부심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자도사>는 임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표출하면서도 이별하게 된 과

정이 확대되어 있다는 점, 그 속에서 임에 대한 헌신적 태도가 자기 인식과 결

부되어 변주된다는 점이 주목을 요한다. 다음 절에서는 이를 중점적으로 살펴보

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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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변에 대한 인식과 애정 표현

<자도사>에서 시적 자아의 태도는 기다림과 이별의 구조가 반복되면서 변화

한다. 작품에서는 임을 만나기 전, 임을 만나서 버림받은 때, 임과의 재회를 앞

두고 재차 버림받은 때의 사건과 심정이 차례대로 제시된다. 시적 자아의 외롭

고 억울한 심정이 점점 고조되고 끝내 해소되지 못한 울분을 격정적으로 토로

하는 것으로 작품은 마무리된다. 이러한 구성을 따라가며 연군의식의 변화 양상

과 그 의미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ㄱ)

방년십오(芳年十五)의 혼 일 젼혀 업셔

부상견사(扶桑繭絲) 은하(銀河)의 씨어 여

원앙기상(鴛鴦機上)의 봉황문(鳳凰文)을 노하 니

 손의 나 조 뇽타야 가마

말나 지어면 제궁(帝躬)을 리려니

님은 모셔도 나 님을 미더이셔

조만가기(早晩佳期) 손 고펴 기드리니

향규세월(香閨歲月)은 믈 흐르듯 디나간다

(ㄴ)

공규 십년(空閨 十年)에 척영(隻影)을 버들 삼고

아온 에 혼잔말 온 마리

님은  님이라 날을 어이 리신고

각시면 긔 아니 어엿분가

정심(貞心)을 디킈고 귀신(鬼神) 셔야

됴혼  도라오면 보올가 혜엿던니

(ㄷ)

니면 모기 몌고 각거든 가슴 즉

장문지척(長門咫尺)이 언마나 가렷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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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행유랑(薄行劉郞)은 의도 아니 뵈며

소양가관(昭陽歌管)은 예듯던 소로

장신궁문(長信宮門)을 닷고 아니 연단 말가

풍상(風霜)이 섯거 티고 중방(衆芳)이 러지니

수총황국(數叢黃菊)은 눌 위야 퓌여시며

건곤(乾坤)이 응폐(凝閉)야 삭풍(朔風)이 되오 부니

늘 다  열흘 치위 어니 고

은침(銀針)을 야내야 오색(五色)실 여 노코

님의 딘 오 깁고져 건마

천문구중(天門九重) 갈 길히 아득니

아녀심정(兒女深情)을 님이 언제 피실고

임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시적 상황은 크게 만남 전, 만남 후, 재회 후로 구분

된다. (ㄱ), (ㄴ), (ㄷ)은 각각의 상황에서 시적 자아의 내면을 서술한 부분이다.

(ㄱ)에서는 봉황무늬를 수놓아 임의 옷을 지으며 임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줄 것

이라는 굳은 믿음을 표출한다. 이는 임과의 만남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의미

한다. 이로써 조만간 임을 만날 것이라는 기대 위에 기다림의 세월이 물 흐르듯

빨리 지나간다고 여기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ㄴ)에서는 첫 이별 후에 임이 나를 불쌍하게 여기지는 않는지 나지막이 한탄

하면서 좋은 때가 돌아와 임을 다시 만날 날을 계속해서 기다린다. 비록 임과

이별하였지만 임에 대한 사랑을 굳건히 지키는 모습이다. 이별한 상태에서도 재

회에 대한 믿음을 간직하고 있다는 점에서 (ㄱ)과 유사한 태도로 보인다.

(ㄷ)에 이르면 시적 자아는 이르자니 목이 메고 생각하자니 가슴이 끔찍하다

며 절절하게 원분을 토로한다. 여기에서는 여러 고사를 활용하여107) 임에 대한

107) 진 황후(陳 皇后)와 반 첩여(班 婕妤)의 고사를 활용하여 무심한 임을 원망하고, 이소
(離騷)와 맹자(孟子), 시경(詩經)의 표현을 활용하여 혼탁한 정치현실에서 왕을 보좌

하는 신하의 올바른 자세를 우의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옛날 삼왕은 덕이 지극하셔서 진

실로 많은 현신들이 섬겼네(昔三后之純粹兮, 固衆芳之所在).”(이소(離騷)), “비록 천하에

쉽게 자라는 물건이 있더라도 하루만 햇볕을 쪼이고 열흘 동안 춥게 한다면 능히 살 수

있는 것이 없다(雖有天下易生之物也 一日暴之 十日寒之 未有能生者也).”(맹자(孟子) 고자
(告子) 상(上)), “임금님의 의복에 터진 곳이 있으면, 우리 중산보가 꿰매어 드린다네(袞

職有闕 維仲山甫補之).”(시경(詩經) 대아(大雅) 증민(烝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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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망을 표출하면서 자신의 진심을 믿어주기를 끊임없이 호소하는데, 이는 임을

믿고 기다리던 때와 대조된다. 자신을 버린 임에 대한 원망이 깊어질수록 오히

려 임을 향한 호소가 더욱 간절하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반응은 첫 이별에 비

해 두 번째 이별이라는 문제 상황에 직면하여 문제 해결의 주체이자 하소연의

대상으로서 임의 의미가 더욱 중요해졌기 때문이다.108) 이렇게 이별을 거듭하며

내면 심리가 변화한 것은 이별의 원인이 상이한 데에서 기인한다. 이별의 원인

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따른 대응 방식의 차이를 살펴보기로 하자.

인연(因緣)이 업지 안여 하이 아신가

일척청란(一隻靑鸞)으로 광한궁(廣漢宮) 라올나

듯고 못 뵈던 님 쳔간 뵈니

 님이 잇이라 반갑기를 가을가

이리 뵈고 다시 뵐 일 각니

삼천분대(三千粉黛) 조모(朝暮)애 뫼셔시며

육궁선연(六宮嬋娟)은 좌우(左右)에 버러시니

수삽(羞澁) 잔장(殘粧)을 어 가 바 뵈며

서오(齟齬) 태도(態度)을 눌려 쟈랑고

난간홍루(闌干紅淚) 취수(翠袖)로 베스스며

옥경(玉京)을 여희고 하계(下界)예 려오니

인생박명(人生薄命)이 이더도록 삼길시고

첫 만남과 이별의 상황이 제시되는 대목이다. 간절한 기다림 끝에 시적 자아

는 마침내 광한궁에 올라가 임을 만난다. 그러나 임을 좌우에서 모시고 있는

‘삼천분대(三千粉黛)’와 ‘육궁선연(六宮嬋娟)’의 곱게 치장한 모습과 비교하여 수

수한 화장을 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진 시적 자아는 자신을 내세울 곳이 없다

고 탄식한다. 미약하게나마 화려하게 치장하지 않은 자신의 본성을 임이 알아봐

108) 송강가사에서 자의식을 표출하는 방식을 통해 여성 화자의 의미를 고찰한 선행 연구에

서 임과의 재회가 필연적으로 뒤따라야 ‘의 머근 말’을 털어놓을 수 있기에 ‘말로

풀기’의 방식의 경우 하소연의 대상이 더욱 중요해지게 된다는 점을 언급한 바 있다(최규

수, 송강 시가에서 자의식의 비유적 형상화와 여성 화자의 의미 , 한국고전여성문학연
구 5,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2, 2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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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를 바라는 소망을 드러낼 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 결국 임 앞에 나

아가지 못하고 주저하다가 눈물을 훔치며 하계로 내려온다.

이렇게 소극적 태도를 보인 이유는 임과의 만남에 대해 언급하며 “인연(因緣)

이 업지 안여 하이 아신가”라고 서술한 데에서 짐작할 수 있다. 인연이 ‘없

지 않았다’라는 것은 인연이 ‘있었다’라고 서술하는 것에 비해 인연이 겨우 닿았

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바, 임과의 인연이 이어질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실낱

같은 희망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안도감이 감지된다. 이러한 진술에 임과의 인

연을 확신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태도가 내재되어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이는 <사미인곡>에서 임과의 연분을 확신하는 태도와 확연히 차이를 보여준다.

이 몸 삼기실 제 님을 조차 삼기시니

 연분(緣分)이며 하 모 일이런가

나 나 졈어 잇고 님 나 날 괴시니

이  이 랑 견졸  노여 업다

정철, <사미인곡>

<사미인곡>의 시적 자아는 임과의 인연을 숙명적인 것으로 여긴다. 임은 자

신이 태어난 근원이며, 자신과 임은 불가분한 관계라고 인식한다. “하 모 일

이런가”라며 임과의 천생연분은 하늘도 분명히 알고 있다고 여기는 믿음은 “인

연(因緣)이 업지 안여 하이 아신가”라며 의문을 제기하는 <자도사>와 분명

하게 대비된다. 임과의 인연을 필연적, 운명적으로 여기는 <사미인곡>과 달리

<자도사>에서는 경쟁 관계 속에서 선택적으로 맺어진 것으로 본다.

즉 <자도사>의 시적 자아는 임과의 인연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

니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저 임의 뜻을 기다리는 소극적인 태도로 반응하였다고

이해된다. 이는 임과 시적 자아 간의 수직적 위계 차이를 설정한 연군가사의 일

반적 특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임에게 ‘선택받지’ 못한다는 의식이 전제되어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것은 단순히 임의 사랑을 잃은 것이 아니라, 임

의 사랑을 얻기 위한 경쟁 관계에서 밀려난 처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전대 연군가사에서는 임과 나의 절대적 관계가 중시되는 반면 <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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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서는 임의 주변까지 확장하여 인식함으로써 임과 나의 상대적 관계에 대

한 인식이 대두된다. 다만 임이 시적 자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서술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므로, 임의 주변 인물을 의식한 소극적 태도로 인해

첫 번째 이별을 맞이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임의 주변 인물들

에 대한 외양 묘사에 그친 반면 두 번째 이별 장면에서는 임과의 관계를 훼방

하는 행위가 직접적으로 묘사된다.

삼천약수(三千弱水)의 청조사(靑鳥使) 건너오니

님의 소식(消息)을 반가이 듯괏졔고

다년(多年) 허튼 머리 트리텨 지버 곳고

쌍검제흔(雙臉啼痕)을 분도 아니 미러

먼 길 머다 안냐 허위허위 드러오니

그리던 얼굴을 보마야이셔

숨즌 새옴은 어이 여 단 말고

처비(萋斐)내야 패금(貝錦)을 그 

옥상청승(玉上靑蠅)이 온갓 허믈 지어내니

 몸애 싸힌 죄 그지 이 업거니와

천일(天日)이 재상(在上)니 님이 짐쟉 아니실가

글란 더디고 셜운 닐오려니

백년인생(百年人生)애 이 님 만나보아

서해맹산(誓海盟山)을 첫 말 미덧더니

그 더듸 므스 일로 이 근원 그처두고

옥  얼구 외오 두고 그리고

랑이 슬믜던가 명박(命薄) 타시런가

임과 재회한 후 이별하게 된 정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적

자아는 첫 이별 후 청조사로부터 반가운 소식을 듣고 그리던 임을 찾아간다. 여

러 해 동안 흐트러진 머리를 대강 틀어 꽂고, 눈물 자국으로 얼룩진 얼굴도 단

장하지 못한 채 급히 달려가는 모습에서 시적 자아의 설레고 들뜬 마음이 시각

적으로 형상화된다. 그러나 고대하던 임과의 만남이 아니라 이를 시샘한 청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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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함을 받게 된다. 임이 자신의 무고함을 믿어줄 것이라고 믿고 기다렸지만, 이

러한 기대는 실현되지 못한다.

여기에서 굳게 지켜온 믿음이 배반되자 좌절이 심화되는 양상이 눈여겨 볼만

하다. 시적 자아는 임을 믿었지만 서러운 뜻을 알릴 기회조차 제대로 얻지 못하

는 처지를 한탄한다. “므스 일로” 근원을 끊어두었는지 서해맹산을 저버린 임의

태도를 의외로 여기며 원망하는 마음을 드러낸 듯하면서, “므스 일로” 옥 같은

얼굴을 그토록 그리워하는지 자신의 운명을 원망하는 독백으로도 읽힌다. 이에

전자에 대해서는 사랑에 싫증이 난 것인가, 후자에 대해서는 명박한 탓인가라고

자문자답하며 이 상황을 수긍하지 못하고 있다. 임이 자신을 사랑할 것이라는

믿음이 좌절되자 시적 자아의 태도가 변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전대 연군가사에서는 임과 이별하게 된 원인이 구체적으로 제

시되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사미인곡>에서는 이별 후의 그리

움만 토로하며 <속미인곡>에서는 자신이 교태를 어지럽게 부린 행위나 조물주

의 탓으로 돌림으로써 임에 대한 원망이 소거되어 있다. <만분가>에서는 ‘무서

리’나 ‘회오리바람’을 이별의 계기로 제시하고 있지만 갑자기 닥친 이별에 대한

막막함과 억울함을 서술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 또한 자신의 뜻을 살피지 않는

임을 두고 목란추국(木蘭秋菊)의 향기에 취한 상황이나 박명한 운명 때문일 것

이라고 서술함으로써 임에 대한 원망이 약화되어 있다. 여기에는 믿음을 저버린

임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며, 이로써 임이 다시 사랑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유지

된다.

이와 달리 <자도사>에서는 믿음에 배반당한 자아의 내면이 나타난다. 두 번

째 이별의 일차적인 원인은 청승의 모함이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무고한 시적

자아를 외면한 임이기 때문이다. 즉, <자도사>에서는 임의 주변 인물들과 자신

을 비교하거나 믿음을 저버린 임과의 관계 속에서의 자신의 처지를 인식함으로

써 임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약화되어 있다.

이러한 태도는 앞으로의 상황에 대한 전망에도 영향을 끼친다. 전대 연군가사

에서는 임과의 관계 회복에 대해 낙관적으로 인식하는 반면 <자도사>에서는

비관적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에 기반하여 <사미인곡>은 임에 대한 영원한 사

랑을 다짐하는 결사로 귀결되지만 <자도사>에서는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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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절하게 애정을 갈구한다. 임의 의지로만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연군가사의

절대적 원리가 <자도사>에서 더 강하게 작동하는 것이다. <사미인곡>과의 비

교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도 열두   도 셜흔 날

져근덧 각 마라 이 시 닛쟈 니

의 쳐 이셔 골수(骨髓)의 텨시니

편작(扁鵲)이 열히 오다 이 병을 엇디리

어와 내 병이야 이 님의 타시로다

하리 싀어디여 범나븨 되오리라

곳나모 가지마다 간  죡죡 안니다가

향 므든 애로 님의 오 올므리라

님이야 날인 줄 모셔도 내 님 조려 노라

정철, <사미인곡>

<사미인곡>의 결사에서 시름을 잊지 못한 병을 임의 탓으로 여기는 것은 언

뜻 임에 대한 원망처럼 보인다. 하지만 계절에 따라 매화, 옷, 청광(淸光), 양춘

(陽春), 모첨(茅簷)에 비친 해 등 임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기꺼이 보내며

임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던 태도로 미루어 본다면 이는 일반적인 원망이 아니

라 임을 향한 그리움과 사랑을 떨칠 수 없다는 내적 확인109)으로 보는 것이 타

당하다.

특히 범나비가 되어 죽어서라도 임을 따르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데에

는 임과의 재결합에 대한 시적 자아의 낙관적인 믿음이 확인된다. 이는 임에 대

한 사랑을 지켜나가는 것이 곧 자신의 신념임을 선언하는, 철저하게 임과의 관

계를 중심에 둔 이념적 발화에 해당한다. 여기에는 임과의 관계에 대한 고민이

들어설 여지가 없다. 반면 <자도사>에서는 울분을 토로하며 자신의 처지에 대

한 고민을 제기한다.

109) 장수현, 앞의 논문, 15면.



- 73 -

간장(肝腸)이 다 써거 넉시조차 그쳐시니

천항원루(千行怨淚) 피 되야 소 나고

반벽청등(半壁靑燈)은 비치조차 어두웨라

황금(黃金)이 만면 매부(買賦)나 련마

백일(白日)이 무정(無情)니 복분(覆盆)에 비췰손가

평생적흔(平生積釁)은 다 내의 타시로

언어(言語)에110) 공교(工巧) 업고 눈츼 몰라 닌 일를

플텨 혀여 보고 다시곰 각거든

진재(眞宰)의 처분(處分)을 눌려 무리뇨

사창매월(紗窓梅)에 셰한숨 다시 딧코

은쟁(銀箏)을 나오혀 원곡(怨曲)을 슬피 니

주현(朱絃)이 그처뎌 다시 닛기 어려웨라

하로 싀여뎌 자규(子規)의 넉시 되여

야야(夜夜) 이화(梨花)의 피눈물 우러내야

오경(五更)에 잔월(殘月)을 섯거 님의 을 오리라

<자도사>의 결사에서는 진 황후(陳 皇后)처럼 부를 사서 지극한 정을 전할

수도 없고 엎어진 동이 밑에 놓인 듯한 막막한 심정을 드러낸다. 이는 임에 대

한 사랑이 깊어 병을 얻은 <사미인곡>과 달리 억울한 처지로 인한 울분을 토

로한 것이다. 공교하게 말을 꾸미지 않는 본성 때문이라고 여기며 은쟁을 타는

것으로 울분을 억누르고자 하지만 이조차 좌절된다. 노래로서 풀 수 없는 깊은

좌절감으로 인해, 결국 접동새가 되어서 매일 밤 피눈물을 울어 임을 깨우겠다

는 의지를 표명하게 된다.

이 대목은 <사미인곡>처럼 화신(化身) 모티프를 활용하고 있지만, 화신의 대

상이 지닌 성격에 따라 두 작품의 주제 의식은 명확하게 달라져 있다. <사미인

곡>에서 ‘범나비’가 임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상징한다면, <자도사>의 ‘자

규’는 임의 각성을 촉구하는 존재이다. 임과의 관계에 대한 불안이 지속되는 가

운데 자신을 버린 임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고 싶은 처절한 호소이자 다시

110) 이재영언에는 ‘言語언에’로 표기되어 있으나, 독자의 편의를 위해 한자를 병기하는 원

칙을 지키고자 이와 같이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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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갈망의 표현이다.

이로 본다면 <자도사>에서 임의 위상이 약화111)된 것은 아니다. 여전히 시적

자아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이 임에게 달려 있다는 점에서 시적 자아는 임에게

종속된 존재이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규범적 존재인 임에게 강렬하게 호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이 시적 자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시적

자아의 행동 원리를 제공해 주는 상징적인 존재112)로 규정된다는 점은 <자도

사>가 충신연주지사의 자장 아래에 놓인 작품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된다.

그러나 <자도사>에서 임과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는가는 좀 더 생각해 볼

문제이다. 주변 인물을 의식하며 임과의 관계를 인식하는 양상은 전대의 연군가

사에서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자도사>는 서사에서부터 주변 인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등장한다.

임 향 일편단심(一片丹心) 하 나시니

삼생결연(三生結緣)이오 지은 안녀이다

 얼골  못 보니 보 즉가

밋치 곱고 밉고 삼긴 로 진혀이셔

연지백분(臙脂白粉)도 쓸 쥴을 모거든

호치단순(皓齒丹脣)을 두엇노리잇가

이 임 만 뵈와 셤길 일 각니

홍안(紅顔)을 밋쟈 니 성색(盛色)이 몃더지며

조물(造物)이 다시(多猜)니 괼 쥴 어이 긔필고

<자도사>의 서두이다. 시적 자아는 임을 향한 “일편단심”을 내세우며, 이를

하늘이 부여한 본성이라고 단언한다. “일편단심”은 “지은 마음”과 대비되며 타

고난 자질이자 지켜야 할 순전한 가치로 여겨진다. 자신의 민낯을 연지백분으로

치장하지 않는 일 또한 일편단심을 지키는 일에 해당한다. 연지백분은 곱고 미

운 본질을 가린다는 점에서 시적 자아가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대상으로, 단순

한 치장 도구를 넘어서 윤리적 가치의 척도라는 함의를 지닌다. 시적 자아는 이

111) 최현재, 앞의 논문, 140～141면.

112) 최상은, 앞의 논문, 1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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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타고난 일편단심을 지켜나가는 자신의 우월함을 은연중에 드러낸다.

이로 본다면 ‘삼천분대(三千粉黛)’와 ‘육궁선연(六宮嬋娟)’은 화려하게 겉모습을

치장한 거짓된 존재들로, 부정적인 대상이다. ‘청승(靑蠅)’은 거짓으로 온갖 허물

을 지어내어 진정성을 상실한, 부정성이 더욱 심화된 존재이다. 이들과 임의 사

랑을 두고 벌인 쟁투에서 연속적으로 좌절을 경험하게 된 시적 자아는 자신의

일편단심을 알아주지 않는 임을 원망하며 자신을 알아봐줄 것을 호소하기에 이

른 것이다.

요컨대 시적 자아는 임과 자신과의 관계가 임의 선택으로 인하여 지속될 수

있다는 점, 임의 선택을 놓고 경쟁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 그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점 등을 알고 있으며, 이 때문에 주변을 끊임없이 의식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 말미암아 이별에 대응하는 방식이 변화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의 바탕에는 임의 주변을 둘러싼 상황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더불

어 일편단심을 지켜온 자신은 무고하다는 신념이 내재되어 있다. 여기에서 ‘자

도’라는 제목의 의미가 해명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인조반정 이후 사면된

뒤 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지은 한시 <신문을 받으며 다친 자리를 융아에게

보이며(以受訊傷處示融兒)>가 있어 참고가 된다.

나에게는 두 다리가 있는데 마른 대와 같아서 我有兩脛如枯竹

땅을 가려 밟아서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다네 擇地而蹈未嘗跲

빠른 나루가 있어도 오히려 걸어갔는데 通津要路尙却步

어찌 샛길로 빨리 가려 했는가 何况旁從捷逕躡

부모님께서 온전히 낳아주신 것을 생각할 때마다 每念父母全而生

전전긍긍하며 조심스럽게 살아왔다네 兢兢常戒淵氷行

하루아침에 기이한 화가 뜻밖에 이르니 一朝奇禍意外至

해가 하늘에 있다한들 누가 밝음을 보랴 天日在上誰見明

위엄 있는 얼굴 지척에 있어 형신은 천둥과 같고 威顔咫尺迅雷烈

피는 흘러 뜰을 붉게 물들이고 산악은 찢어지는 듯하네 血濺彤庭山岳裂

겨우 몇 개월 만에 효자 조국량은 죽고 纔過數月孝子殞

한 달도 안 되어 고태허도 죽었다네 未滿三旬棘人折

크신 은혜 홀로 이 몸에 이르렀으니 洪恩獨及積釁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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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모르게 신이 도운 것이 아니겠는가 不乃神佑冥冥中

임금이 어리석은 나를 불쌍히 여긴 것을 알겠으니 足知聖心悶臣惛

나를 경계하고 세워주는 것 풀에 부는 바람과 같도다 戒臣立脚風草同

죄 있는 신하가 곧 사나운 신하가 아니니 斯非罪臣是勵臣

감히 지주가 되겠다고 기약한 것 소홀히 하겠는가 敢忽砥柱期吾身

우두커니 서서 너른 파도가 하늘에 닿을 듯한 것을 보고 佇看洪波勢滔天

하늘을 버티고 있는 우뚝한 고개는 갈아도 갈리지 않네 截峙撑空磨不磷

바야흐로 보잘것없는 몸의 상처가 뼈에 이르는 것이 方信微躬傷到骨

진실로 한 신하의 몸이 옥같이 되는 날이로다 眞箇臣身玉成日

번잡하게 한 마디 말로 성은에 답하는 것은 煩將一語答聖恩

정녕 다시 내 아이와 이야기하려 함이네 丁寧更與吾兒說113)

조우인은 인목대비가 유폐된 서궁에 대한 감회를 시로 남겼다가 화(禍)를 입

어 옥고를 치렀다. 이 시에서는 세파에 휘말리는 것을 경계하며 조심스럽게 살

아왔지만 기이한 화를 당하여 모진 고문을 받은 때를 회고하고 있다. 조국량과

고태허의 죽음을 통해 당시의 살벌한 분위기를 드러내고, 신문을 받을 때의 두

려움과 고통 속에서 홀로 은혜를 입은 상황에 감사해한다. 여기에서도 조우인은

황하(黃河)의 세찬 물결에도 흔들리지 않는 ‘지주’처럼 지조를 지키겠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 이를 고려한다면 <자도사>는 “언어(言語)에 공교(工巧)

업고 눈츼 몰라 닌 일”로 모함을 받은 상황에 대해 “일편단심”을 지키며 살았

을 뿐이라며, 이를 몰라주는 현실에 대한 항변으로 볼 수 있다. 작품 내에서 울

분이 해소되지 못한다는 정황에 미루어 <자도사>는 인조반정이 일어나 시화

사건이 해결되기 전, 광해군 집권기에 창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114)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자도사>는 임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면서도 일편

단심을 지켜온 자신의 떳떳함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주변 인물들과 비교하여

113) 이 시의 원문은 이재집 권1을 따르고, 번역은 윤호진, 택당의 이재시 비평에 대하여

, 열상고전연구 23, 열상고전연구회, 2006, 165면을 따랐다.
114) 장수현은 거듭된 실정으로 쫓겨난 광해군을 향한 직접적 원망과 울분을 표출하였다는

점을 토대로 <자도사>의 창작 시기를 인조반정 이후로 추정하였으나, 이러한 정서가 생

생하게 표현되고 있으므로 인조반정 이후에 창작된 작품으로 보기 어렵다(장수현, 앞의

논문, 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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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과 다른 순전한 사랑을 강조하고 그에 대한 인정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전

대 연군가사와 다른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자신의 능력을 펼칠 기회를 제

대로 얻지 못했던 작자 조우인의 현실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자도사>는 환로에 대한 갈망과 이를 좌절하게 한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으로

인하여 전대 가사와 결이 다른 연군의식을 표방하게 된 작품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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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우인 가사의 특성과 의미

지금까지 조우인의 가사에서 전대 가사의 관습을 따르면서 이와 상당한 차이

를 보이는 특징들을 고찰하였다. 본 장에서는 앞서의 논의를 토대로 조우인이

전대 가사들의 어떠한 형식을 수용하였으며 무엇을 새로이 창출하였는가를 파

악하고, 이를 조선 전기 사대부 가사의 흐름과 관련지어 통시적으로 조망함으로

써 조우인의 가사가 지닌 시가사적 의미를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

한 작업을 통해 조우인의 가사가 17세기 가사사의 맥락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갖

는지 온당하게 평가함으로써 조우인의 가사가 차지하는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

으리라 예상한다.

1) 전대 가사의 형식 수용과 소외의식의 투사

조선시대 사대부는 때에 따라 출처(出處)를 반복하며 성리학적 이상을 실현하

고자 하였다. 나아갈 때가 아닐 때 머무르는 곳은 산림, 즉 속세와 대비되는 강

호자연이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관직에 나아갔을 때는 기행가사를, 관

직에서 물러났을 때는 강호가사를, 정치적 시련을 겪을 때는 유배가사를 창작하

여 조선 전기 사대부 가사의 대표적인 유형들이 형성되었다. 조우인의 가사는

세 유형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작품들과 유사한 형식을 취하면서도 그 속에 형

상화된 내면의식에 있어서는 차이점을 보인다. 이에 본 절에서는 갈등 해소가

집약적으로 나타나는 결사 부분을 중심으로 전대 가사들과 조우인의 가사를 비

교해 보기로 한다.

첫째, 기행가사는 여정을 순차적으로 제시하면서도 기행 과정에서 경험하는

풍광을 인식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난다. 전대 가사인 <관서별곡>, <관동별곡>

모두 부임지로 가는 여정과 부임지 주변을 순시하는 여정에서의 자연 승경을

예찬하며 이를 즐기는 흥취를 부각함으로써 공적 임무와 사적 욕구 사이의 갈

등을 관인 정신으로 융화시키는 양상을 보인다. <관서별곡>의 “행락(行樂)도 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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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니와 원려(遠慮)인들 업슬손가”와 <관동별곡>의 “왕정(王程)이 유한(有限)

고 풍경(風景)이 못 슬믜니 / 유회(幽懷)도 하도 할샤 객수(客愁)도 둘 듸 업다”

와 같은 구절은 유람의 즐거움과 이를 마음껏 즐길 수 없는 근심을 동시에 표

출하여 내적 갈등을 형상화한다.

그런데 자연에서의 흥취가 절정에 달하는 상황에 이르면 두 정서 사이의 팽

팽한 긴장이 깨지면서 내적 갈등이 해소되는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 <관서별

곡>에서는 크게 취하여 공적 임무로 인한 긴장이 해소된 상태에서 정령위(丁令

威)에 비겨 자신의 선취(仙趣)를 과시한 다음, 이러한 소회가 국경이 잘 다스려

지는 상황에서 비롯된 것임을 구중에 아뢰고자 하는 다짐을 드러낸다. <관동별

곡>에서는 꿈을 매개로 하여 선적(仙迹)을 찾아 방황하던 자신이 본래 신선이

었음을 확인하는 대목에 이르면, 신선이 권하는 술을 온 세상에 나누고자 다짐

하며 갈등 해소로 나아가게 된다.

이 두 작품에서 자연에서의 흥취를 드러내는 것은 주어진 책무, 즉 이념과 갈

등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그런데 오히려 흥취의 궁극적 경지에 오르면, 이념을

지향하는 방식으로 내면 갈등이 해소된다. 전대의 기행가사에서 자연은 현실의

연장선상에 있으면서, 흥취와 이념의 조화를 통해 현실을 한 차원 더 높은 이상

적인 세계로 고양시킨다. 이는 <관동별곡>의 말미에서 바다를 굽어보며 “명월

(明月)이 천산만락(千山萬落)의 아니 비쵠  업다”라고 서술하여 온 세상이 달

빛으로 하나를 이루는 이미지를 통해 성덕이 널리 베풀어지는 이상 세계를 상

징적으로 그린 데서 확인된다.

위의 두 작품과 달리 조우인의 <출새곡>에서는 경성으로 가는 여정에서 자연

을 즐기는 흥취가 제시되지 않는다. 대신 국토를 확장시킨 윤관과 김종서의 공

적, 국조(國祖)의 상서로운 기운을 이은 임금의 덕, 군사적 요충지로서의 모습,

사지헌(四知軒)에서 떠올린 청백리로 유명한 백기(伯起)의 고사, 변방 백성의 비

참한 현실, 변방의 인화를 얻겠다는 다짐 등 직무 수행과 관련된 소회들이 나열

된다. 이 대목에서 구축된 경물에 대한 예찬은 자신의 내심을 억누르고 제시하

는 일종의 페르소나 장치로 기능하게 된다. 경성에서 춘흥(春興)을 묘사하는 대

목에 이르러서야 자연을 즐기는 흥취가 나타나지만, 시적 자아는 이에 몰입하지

못하고 이내 이역산천에서의 슬픔을 토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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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출새곡>에서는 경성으로 가는 자신의 처지를 적객으로 규정한 데에서

출발하여 사회적 책무에 충실하려는 노력으로 풀리지 않는 시름을 재인식하는

결사를 통해 내면 갈등이 해소되지 못한 채 작품이 끝나게 된다. 이로 말미암아

자연에서 흥취를 고조시켜 갈등을 안정적으로 가라앉히는 구조를 취하지 못하

고 방황하는 내면을 그대로 드러냄으로써 자신이 당면한 현실에 대한 고뇌를

보여준다. 이러한 내면 고백을 통해 작자 조우인은 경성 판관이라는 외직을 맡

게 된 현실에 불만족하는 심사를 여실히 드러낸다.

<관동속별곡>은 작품의 서두에서부터 선계 지향을 단적으로 드러내면서 현

실과의 갈등을 내포한다. <출새곡>에서 춘경을 즐기는 흥취를 극대화하지 못하

고 자기 처지를 인식하는 데로 시선이 향하였듯이, <관동속별곡>에서는 금강산

과 관동 지방을 유람하는 흥취를 표출하면서도 이곳을 세속과 단절된 공간 또

는 신선이 부재하는 공간으로 의미화하여 선취를 추구하는 이면에 존재하는 내

적 갈등을 드러내었다.

그런데 결사에 이르러 항아가 건네는 “잔 가득한 맑은 술[瓊盃沆瀣]”을 매개

로 갈등이 해소된다는 점이 주목을 요한다. 이 술은 시적 자아가 삼생동안 쌓인

속세의 때를 씻어버리고 옥루고처로 올라올 수 있게 하는 매개체로 기능한다.

이는 <관서별곡>이나 <관동별곡>에서 술이 등장하는 대목과 비교해 볼만하다.

<관서별곡>에서의 술은 개인적인 취흥의 수단이지만 내적 갈등을 일시적으로

덮어두지 않고, 공무 수행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발생한 이념적 긴장을 누그러

뜨림으로써 내적 갈등이 해소될 계기를 마련한다. <관동별곡>에서의 술은 신선

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개인적 차원에서 이를 공동체적 차원으로 확장하

면서 이상적인 현실 세계에서 자신의 본분을 깨닫는 계기로 작용한다. 이로 인

해 세 작품에서 술은 모두 갈등 해소의 계기로 작동하지만, 앞의 두 작품에서

현실로 복귀하며 내면 갈등이 현실과 조화롭게 해결되는 것과 달리 <관동속별

곡>에서는 세사로 인한 고뇌를 일시적으로 잊어버리는 수단이자 현실을 초월한

선계에 도달하게 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갈등 해결의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차이를 보인다.

둘째, 강호가사에서 나타난 자연은 현실과 대립되는 공간이다. 그런데 이 현실

을 이상적 정치현실과 실제의 정치현실로 나눈다면 전자에 대해서는 화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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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는 소망과 현실적 완성에의 의지를 드러내는 반면, 이상의 실현을 가로막

는 후자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된다.115) 강호가사의 대표작품인 <면

앙정가>에서는 “인간(人間)를 나와도 내 몸이 겨를업다”라며 속세와 단절된

자연 속에서의 흥취를 표출함으로써 앞서 살펴본 <관서별곡>이나 <관동별곡>

에서와 같이 이념과 흥취 사이의 갈등이 부각되지는 않는다. 이는 면앙정이 인

간세상과 멀어진 ‘실제의 정치현실’과 대립되는 자연 공간이면서, “이 몸이 이렁

굼도 역군은(亦君恩) 이샷다”라는 연군 의식을 표출할 수 있는 공간, 즉 ‘이상적

정치현실’의 공간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즉 자연 탐승의 과정을 거쳐 도달한

궁극적인 경지가 취흥에 젖어 자유롭게 노니는 모습으로 구체화되면서, 내적 갈

등을 초월한 조화로운 내면세계를 형상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매호별곡>에서 <면앙정가>와 같이 취흥에 젖은 시적 자아가 등장하

는 결사 부분에 이르면 시적 자아는 망기심에 이른 자신에 도취되는 모습을 보

인다. <면앙정가>처럼 물아일체의 경지에 오른 모습을 보여주는 방식이 아니라

굳이 “기심(機心)을 이졋거니”와 같은 서술을 내세움으로써 오히려 이를 의식하

는 면모가 감지된다. 결국 취흥을 고조시키는 수단이었던 뱃놀이가 끝날 즈음,

취흥의 극치에 이르지 못하고 오히려 기심에 매어 있는 상태임을 깨닫는 것으

로 전환된다. 즉, <매호별곡>에서도 내면 갈등을 해소하지 못한 채 작품이 끝이

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처럼 자연에 대한 흥취와 이념이 현실에서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내면

갈등을 해소하는 전대의 사대부 가사와 달리 조우인의 가사에서는 기행 전 자

신이 떠나온 곳 또는 매호에 들어오기 전 자신이 떠나온 곳, 즉 속세를 의식하

는 내면이 드러난다. 이로 말미암아 시적 자아의 내적 갈등은 해소의 실패 또는

일시적인 해소로 귀결된다. 즉, 전대 가사에서 내적 갈등의 승화를 통해 조화미

의 이상 속에 머물 수 있었다면, 이와 달리 조우인의 가사는 그러한 이상을 추

구하지 못하고 심적 불균형의 상태를 극복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116) 이러한

심리는 조화로운 정신세계를 지향한 전기 사대부 가사와 달리 조우인의 가사가

불우한 자기 인식에 견인되어 창작되었다는 점을 의미한다.

115) 성기옥, 앞의 논문, 24면.

116) 김진희, 송강가사의 수용론적 연구 ,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1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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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우인의 자기 인식은 제2장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조우인의 출사 지

향 의식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임진왜란이 종식된 직후인 선조 말에서 광해군

초기에 전란 중의 공과는 중요한 정치적 변수로 작용하였다. 임진왜란의 활약상

을 계기로 광해군이 집권하고, 의병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은 정인홍과 이이첨이

이를 옹호하면서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해 나갔다.117) 이 과정에서 전란 중의 실

정을 비판받은 유성룡 일파가 탄핵되면서 남인인 조우인의 정치적 입지는 좁아

지게 되었고, 이와 더불어 증조부 이후 현달하지 못한 가문의 사정 또한 조우인

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조우인의 환로는 순탄하지 않았다.

품계보다 낮은 외직을 전전하는 처지에 대한 고민 속에서 매호로 이주하였지만,

그 이후에도 출사와 체직을 반복하며 정치적으로 좌절하였다. 이러한 조우인의

현실 처지는 그의 가사에서 자연 경물이 일으키는 흥취에 몰입하지 못하는 면

모를 보이게 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로 본다면 <매호별곡>에서

는 자연 층위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이상적 정치현실’에 대한 지향을 인정하는

결어를 통해 결국 이상을 실현하는 방향으로의 삶의 전환이 암시된다.

셋째, 연군의 정서를 강조하는 <자도사>는 송강의 <사미인곡>과 비교된다.

<사미인곡>은 임과 이별한 상황을 표명하면서 “염량(炎凉)이  아라 가

 고텨 오니 / 듯거니 보거니 늣길 일도 하도 할샤”라며 계절의 순환을 인식하

는 과정에서 듣고 보고 느낀 일이 많아 이로 인한 심정을 토로하게 되었다고

밝힌다. 그런데 시적 자아는 이별로 인한 시름이 서술되어야 할 자리에 사계절

의 순환에도 변하지 않는 연모의 정서를 표출함으로써 임과의 합일이라는 지향

을 분명히 드러낸다. 결사에 이르면 범나비로 환생하여 임을 찾아가고자 하는

바람을 서술한다. 임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더라도 임을 향한 영원한 사

랑을 다짐하게 되는 것이다. 즉, 연군의식에 대한 갈등이 제기되는 시점에서 그

것을 누르고 연군의식을 영속적 가치로 승화시킴으로써,118) 임과 이별한 현실에

서 비롯된 내면 갈등이 조화롭게 해결된다.

<자도사>는 여성 시적 자아를 통해 연군의식을 우의적으로 표현하는 <사미

117) 한명기, 광해군대의 대북세력과 정국의 동향 , 한국사론 20,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88, 276면.

118) 장수현, 앞의 논문,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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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곡>의 형식을 수용하고 있다. “연지분(臙脂白粉)도 쓸 쥴을 모거든”과 같

이 치장 도구를 언급하는 대목, 자신의 거처를 “규방[香閨]” 또는 “빈 규방[空

閨]”이라고 표현하는 대목, “봉황문(鳳凰文)을 노하 ”서 임의 옷을 지어 드리

려는 모습을 그린 대목 등은 시적 자아를 여성으로 인식하게 한다. 그러나 두

작품에서는 임과의 이별이라는 공통의 문제적 상황에 대해 상이한 방식으로 해

결책을 모색함으로써 다른 지향점을 드러낸다. <사미인곡>에서는 자신의 헌신

적 사랑을 강조하며 범나비가 되어서라도 임과의 합일을 이루고자 하는 반면,

<자도사>에서는 임의 사랑을 갈구하며 자규가 되어서 임의 잠을 깨우겠다는

원분을 드러낸다. 즉, <자도사>는 임에 대한 일방적 호소로 끝맺음으로써 임에

게 다가갈 수 없는 현실에서 비롯된 내면 갈등이 해소되지 못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조우인의 가사가 전대 가사의 외연과 맞닿은 부분이 있

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전대 가사의 관습에서 벗어난 부분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기행 체험, 강호자연의 삶과 같은 전대 가사의 핵심 제재를 따라 자연의 흥취를

드러내면서도 문제적 현실에 대한 관심이 노정되고, 연군 의식을 다루면서도 문

제의 원인을 임에게로 돌리면서 애정을 갈구하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도모하

고 있는 점은 조우인의 가사가 지닌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작자 조우인

의 이상적 현실에 대한 이념 지향과 이념 지향을 좌절하게 하는 정치현실로부

터의 소외 의식이 창작의 기저에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지금까지 전대 가사와 비교하여 조우인의 가사 전반에서 해소되지 못하는 내

면 갈등을 표출하고 있는 특징이 도출된바, 다음 절에서 동시대에 창작된 가사

와 대비하여 이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2) 17세기 초기 가사의 변이와 조우인 가사의 의미

17세기는 정국의 혼란과 전란의 반복으로 불안정한 시대였다. 이에 대응하여

17세기 가사는 이전 시기의 경향을 지속하면서 변화를 모색해 나갔다. 강호자연

에서의 풍류를 노래하면서 전시(戰時) 상황을 상기하고, 궁핍한 생활상을 그려

내면서 안빈과 자족의 태도를 다짐하고, 전란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무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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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층을 비판하는 한편 전란을 극복하기 위해 봉건질서의 회복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17세기 가사는 크게 강호자연에서의 삶을 제재로 한 작품들과 전시(戰

時) 또는 전란 이후의 피폐한 현실을 제재로 한 작품들로 분류할 수 있다.119)

후자의 경우 조우인의 가사에서 나타나지 않는 유형이므로, 본 절에서는 17세기

에 산출된 강호가사와 비교하여 조우인의 가사가 지닌 시가사적 의미를 파악하

고자 한다. 다만 다소 이른 시기에 창작된 조우인 가사와의 비교를 위해 논의의

대상을 17세기 초기에 창작된 가사로 한정한다.

전대 강호가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속세와 떨어진 아름다운 자연 공간을 설정

하고, 그 속에서의 소박한 생활상을 통해 즐거움과 만족감을 표출한다. 17세기

에 마련된 강호가사는 이러한 관습을 수용하면서도 이념적 이상향으로 여겨왔

던 강호자연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보여준다. 전대 강호가사에서 강호자연을 규

범적인 자족의 세계로 형상화하였다면, 17세기에 창작된 강호가사는 강호자연을

개인의 삶에 좀 더 밀착된 공간으로 구현하여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게 된다.

17세기 강호가사의 주요한 특징으로 강호자연을 실생활의 근거지로 형상화하

여 이에 대한 자부심을 표출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120) <면앙정가>와 <성산별

곡> 등 전대의 작품에서도 실제 공간을 기반으로 강호자연에서의 유유자적한

생활을 구성하고 있지만, 17세기의 강호가사는 이에 더해 자신의 힘으로 이상적

인 공간을 마련하는 과정을 서술하여 강호자연을 점유한 삶에 대한 만족감을

부각한다. 아름다운 자연 풍광에 대한 예찬과 그 속에서의 자족적인 태도를 유

지하면서도 이를 현실적 차원에서 그려내는 것이다. 이에 주목한다면 17세기 강

호가사는 강호자연을 경험적 자연과 이념적 자연의 두 층위로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염두에 두고 강호가사의 대표적인 작품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김득연(金得硏, 1555～1637)은 <지수정가(止水亭歌)>에서 지수정을 건립한 자

부심과 함께 도학자로서의 삶을 영위하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와룡산 산줄기를

119) 박이정은 17세기 전반기 가사의 경향을 자연과 사회상이라는 고전비평의 두 축을 따라

논한 바 있다(박이정, 앞의 논문).

120) 선행 연구에서도 같은 시각을 찾을 수 있다(최현재, 박인로의 <노계가>에 나타난 강

호 인식의 양상과 그 의미 , 한민족어문학 65, 한민족어문학회, 2013, 2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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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우뚝 솟은 천주봉 아래에 터를 잡는 과정은 <면앙정가>와 유사하다.

그러나 “뎌 황서년(黃鼠年)에 / 선롱(先壟)을 안장(安葬)니”라 하여 해

당 장소가 선영을 모신 곳임을 환기하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 이는 지수정을 둘

러싼 강호자연을 경험적 공간으로 인식하였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또한 “처암

의 이 내 든 / 믈 머므을 니러니”라 하여 작은 연못을 지은 뜻을 밝힘으로

써 지수정이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는 공간임을 드러낸다. 지수정기(止水亭記)

에 따르면 ‘지수’라는 이름에는 그칠 때를 알고 분수를 지켜 지극한 선(善)에 이

르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한다. 이를 통해 지수정은 단지 산수가 빼어난

곳이 아니라 풍수학적으로 명당이며, 도학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도학을

실천하는 장으로 인식되었음 알 수 있다. 이는 지수정 주변의 산세를 형용한 뒤

물길의 흐름을 짚어 내려가는 대목에서도 확인된다.

산 밧긔 만리장강(萬里長江)은 황지(潢池)예 발원(發源)야

청량(淸凉)을 디나 흘너 퇴계(退溪)예 정축(渟滀)야

월천(月川)로 바려 백담(栢潭)을 감도라

호호양양(浩浩洋洋)야 도맥천(道脈川)이 되야 이셔

다시곰 용비봉무(龍飛鳳舞)야 여강(廬江)의 오로봉(五老峯)을 

듸여

지곡(芝谷)어귀 빗기디나 임천(臨川)믈 모다

성산(城山)애 학봉(鶴峯)을 보고 병산(屛山)에 옥연(玉淵)을 향(向)야

낙동(洛東)이로 가노라

굴곡반회(屈曲盤回)야 이 안인다

김득연, <지수정가>

인용문에서는 낙동강의 발원지인 황지를 시작으로 청량, 퇴계, 월천, 지곡, 임

천, 병산, 옥연 등의 지명을 나열하여 물길의 흐름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때 의도적으로 영남 유학자들의 호를 연상시키는 지명을 활용하여 낙동강을

도맥천(道脈川)으로 규정하고, 부친 김언기(金彦璣, 1520∼1588)가 학문을 했던

청량산을 도맥천의 근원으로 삼았다. 이는 도맥천으로 둘러싸인 지수정을 차지

한 자신을 도맥의 계승자로 자리매김하면서, 자신의 가계가 학문적으로 영남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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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의 핵심을 차지한다는 자부심을 표현하려는 의도로 이해된다.121) 따라서 <지

수정가>에서 강호자연은 안반낙도를 구가하는 이상적인 공간인 동시에 자신과

집안의 학문적 연원과 위상에 대한 긍지를 표출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려진다.

박인로(朴仁老, 1561～1642)의 <사제곡(莎堤曲)>과 <노계가(蘆溪歌)>에서도

자연 속에서 은일하는 삶을 긍정하고 있다. 두 작품에 나타난 자연 인식이 유사

한바, 여기에서는 이덕형(李德馨, 1561∼1613)의 삶을 노래한 <사제곡>과 달리

박인로가 만년에 노계에 은거할 때의 심정이 여실히 드러나는 <노계가>를 살

펴보기로 한다.

 어린 이 몸은 인자(仁者)도 아니오

지자(智者)도 아니로

산수(山水)에 벽(癖)이 이러 늘글록 더욱니

져 귀(貴) 삼공(三公)과 이 강산(江山)을 밧골소냐

어리미친 이 말을 우으리도 하렷마

아므리 우어도 나 됴히 너기노라

(중략)

아희 불너 하 말

이 심산(深山) 궁곡(窮谷)애 해착(海錯)이야 보로소냐

살진 고사리 춘기(春氣) 당귀초(當歸草)를

저포록포(猪脯鹿脯) 상간(相間)야

크나큰 세류사(細柳笥)애 흡족(洽足)히 다마 두고

붕어회(崩御膾) 초미(初味)예 눌어생치(訥魚生雉) 서거 구어

빗빗치 드리거든

와준(瓦樽)에 백주(白酒)를 박잔의 가득 부어

 잔   잔 취(醉)토록 먹은 후(後)에

도화(桃花) 홍우(紅雨)되야 취면(醉面)에 리

태기(苔磯) 너븐 돌애 놉히 베고 누어시니

무회씨(無懷氏)적 사인가 갈천씨(葛天氏)  백성인가

희황성시(羲皇盛時)를 다시 본가 너기로라

이 힘이 뉘 힘고 성은(聖恩)이 아니신가

121) 최미정, 조선 중기 향촌 유학자의 생태적 상상력과 자연 읽기: 풍수지리에 의한 〈지

수정가〉재조명 , 한국학논집 41,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0, 67∼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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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江湖)애 물너신들 우군일념(優君一念)이야

어 각(刻)애 이고

박인로, <노계가>

<노계가>에서는 산수에 묻혀 사는 즐거움을 삼공의 지위와도 바꾸지 않겠다

는 표현을 통해 강호자연에서의 만족감이 드러난다. ‘저’ 귀한 삼공과 ‘이’ 강산

의 대비는 강산에 대한 심리적 친밀감을 내포한다. 이로 인해 당대를 “희황성시

(羲皇盛時)”로 평가하고, 강호자연에서의 평화로운 삶을 성군의 은혜로 받아들이

는 데까지 인식이 확장되어 있다.

이와 같은 인식은 <면앙정가>의 “이 몸이 이렁굼도 / 역군은(亦君恩)이샷다”

에 나타난 세계관과 상통한다. 그러나 강호자연에서 유유자적하며 흥취를 즐기

는 가운데 이 순간을 감각적으로 포착한 대목이 눈길을 끈다. 호사스러운 안주

를 넉넉히 마련하는 과정을 서술하고 술에 취한 붉은 얼굴을 복숭아꽃 비가 뿌

려진 것이라고 묘사함으로써 아무런 부족함이 없고 더 이룩할 경지가 없는, 무

릉도원에서 풍류를 즐기는 순간으로 형상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태평성

대를 구가하는 삶에 대한 만족감으로 확대된다. 이 부분을 굳이 박인로의 경제

적 수준을 사실적으로 반영한 대목으로 해석하지 않더라도,122) 자신이 누리는

도도한 취흥을 부각하는 방식에서 만족감이 극대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노계가>에서는 호탕한 풍류를 강조하여 강호자연에서 누리는 즐거움을 여실

히 표출하고 있다.

이와 달리 강호자연이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위안의 공간으로 형상화되기도

한다. 작가가 처한 상황에 따라 원인은 상이하지만, 자연에 침잠하는 방식으로

현실의 고통을 잊고자 하는 시도가 제시되는 경우이다. 고응척(高應陟, 1531∼

1605)의 <도산가(陶山歌)>에서는 안동 도산(陶山)에서의 피란 생활을 강호자연

에서의 유유자적한 생활로 그려내어 전란의 고통을 잊으려는 심사가 드러난다.

성진일석(腥塵一夕) 홀기(忽起)니 여서금조(黎庶今朝) 이산(離散) 제

122) 최현재는 <노계가>에서 풍류와 취흥이 전면에 부각된 것은 재지사족들의 재산증식방법

들 중의 하나인 복거를 이루어낸 성취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았다(최현재, 조선중기
재지사족의 현실인식과 시가문학, 선인, 2006, 175～1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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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로휴유(扶老携幼) 어이 고 심산궁곡(深山窮谷) 가니

도화유수(桃花流水) 오난데 송풍나월(松風蘿月) 님 업서

삼간모옥(三間茅屋) 일운 후의 수경석전(數頃石田) 손소 야

소사채갱(蔬食菜羹) 을 니워 상봉하솔(上奉下率) 연명(連命)니

분분(紛紛) 세사(世事)  아넌가 별유천지(別有天地) 히로다

(중략)

채산조수(採山釣水) 임의(任意)니 □□□□ □□□□

희황천지(羲皇天地) 은제런고 태고순풍(太古淳風) 다시 본

당우일월(唐虞日月) 이 안닌가 격앙가성(擊壤歌聲) 들니난 듯

석양황독(夕陽黃犢) 비겨 타고 처처운산(處處雲山) 바라보니

무심산수(無心山峀) 저 구름과 권비지환(倦飛知還) 이 들이

환환자득(歡歡自得) 무수무수(無數無數)우우한심(憂憂寒心) 절노절노

고응척, <도산가>

<도산가>의 서두에서는 비린내 나는 먼지[腥塵]를 피해 심산궁곡에 들어가

손수 농사를 지어 겨우 연명하는 사정이 제시된다. ‘성진’이라는 시어가 함축하

듯이 이 작품에서 자연은 오랑캐라고 여겼던 일본의 침략으로 발발한 전란을

피해 온 피란처이다. 이로 인해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찬탄이 소거되고, 도화

(桃花)가 환기하는 ‘무릉도원’과 ‘별천지’를 호명됨으로써 자연은 관념적인 이상

향으로 묘사된다. 이 때문에 강호자연에서의 한적한 생활상을 읊은 대목은 공허

하게 느껴진다.

강산고촌(江山孤村) 두세 집이 죽림심처(竹林深處) 잠겨난

호동팽계(呼童烹鷄) 안쥬 놋코 일배일배(一盃一盃) 취(醉) 후의

와침송근(臥枕松根) 잠든 후의 세상만사(世上萬事) 내 아던가

단적횡취(短笛橫吹) 저 아야 낭전인세(浪傳人世) 마라서라

어주지자(漁舟之子) 알가 노라

고응척, <도산가>

특히 취흥에 겨워 자신의 즐거움이 세상에 전해질 것을 경계하는 대목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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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이처럼 흥취가 극대화된 순간에 취흥에 젖은 시적 자

아의 모습이 등장하는 장면은 전대 강호가사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를 강호자연에서의 삶에 몰입한 경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서사에 이어 번잡한 세상일을 알지 못한다는 서술이 반복됨으로써 세사로 인해

근심하는 내면이 포착되기 때문이다.

이는 <성산별곡>과 비교해 볼 때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해진다. <성산별곡>에

서도 시적 자아는 자신의 풍류를 ‘산옹의 부귀’로 표현하며 남들에게 알려질 것

을 경계한다.123) 알 수 없는 시운(時運)으로 애달파하는 시적 자아의 고백이 이

어진다는 점에서,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저어하는 태도는 속세의 유혹에 흔

들리지 않고 자연 속에서의 삶을 지키려는 다짐으로 이해된다.124) 이 때문에

<성산별곡>에서는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고, 이를 취흥으로 고조시킴으로써

시름을 잊고 현실과의 갈등을 극복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도산가>에서도 강호자연에 침잠하여 현실의 고통을 잊으려

는 노력이 반영되어 있다. 실제로 고응척은 전란에 대비하여 문무(文武)를 함께

익히게 할 것을 청원하였고, 임진왜란이 일어난 후 행재소(行在所)의 일 처리

방식에 대해 상소하였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미루어 본

다면 <도산가>에는 전란에 대응한 자신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상황에서의

좌절과 탄식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125) <도산가>에서의 강호자연은 이 같

은 현실로 인한 근심을 해소할 수 있는, 위안의 공간으로 그려지는 것이다.

정훈(鄭勳, 1563～1640)의 <용추유영가(龍湫遊泳歌)>에서 강호자연을 인식하

는 태도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작품에서도 현실에 초연하지 못하는 시적

자아의 내면이 제시되고 있다.

이 몸이 느저 나니 상회(傷懷)도 쓸  업다

산조(山鳥) 산화(山花) 내 버즐 삼아 두고

일구(一區) 풍연(風烟)에 삼긴 대로 노 몸이

123) “압 여흘 리 어러 독목교(獨木橋) 빗겻 / 막대 멘 늘근 즁이 어 뎔로 간닷말고

/ 산옹(山翁)의 이 부귀(富貴) 려 헌 마오 / 경요굴(瓊瑤窟) 은세계(銀世界) 

리 이실셰라” (정철, <성산별곡>)

124) 정대림, <성산별곡>과 사대부의 삶 , 한국고전시가작품론 2, 집문당, 1992, 639면.
125) 송재연, 고응척의 시가문학 연구 ,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149～1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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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功名)을 사념(思念)며 빈천(貧賤)을 셜워가

단사표음(單食瓢飮)으로 내 분(分)만 안 과니

일월(日月)도 한가(閑暇)샤

이 계산(溪山) 경물(景物)을 슬토록 거리고

백년(百年) 광음(光陰)을 노리다가 마로리라

아희야 송관(松關)을 리와라 세상(世上) 알가 노라

정훈, <용추유영가>

<용추유영가>에서 시적 자아는 부귀공명에 연연해하지 않고 안빈낙도를 따르

는 삶을 다짐하며, 자신의 풍류를 세상에 드러내지 않으려 한다. 이러한 다짐이

늦게 태어난 것을 애통해 하더라도 소용없다는 탄식 뒤에 등장하는 것은 눈여

겨 볼만하다. 자신을 알아주는 이가 없는 상황에 대해 체념하고 그 대안으로 자

연에 귀속된 삶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이 작품의 결어는 중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도산가>와

<성산별곡>에서 자신의 풍류를 ‘알리지’ 않기를 원했다면, <용추유영가>에서는

문을 ‘닫고’ 세상과 단절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세상이 자신의 풍류를 알까 꺼

리는 의미로 이해되지만, 좌절로 인해 문을 닫고 세상을 알지 않으려고 한다는

다짐으로도 읽힌다. 특히 세상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더라도 고고한 정신적 이상

을 추구하려는 의지를 표출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126) 강호자연은 안빈낙도를

실현하며 현실에서의 좌절을 극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된다.

이상에서 고찰한바, 17세기 초기에 창작된 강호가사 작품들은 강호자연에 대

한 인식을 조금씩 달리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상적인 공간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는 점이 주목을 요한다. 달리 말하면 현실적 차원에서 경험한 자연이 이념적 차

원에서 인식하는 이상적인 자연과 부합함으로써 자연에 귀의한 삶에 대한 만족

감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런데 조우인의 <매호별곡>에서는 이 두 자연에 대한 인식이 일치하지 않는

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매호를 복거지로 정하고 터를 마련하는 과정을

126) 권순회, 17세기 남원지방 재지사족의 동향과 정훈의 시가 , 어문논집 39, 민족어문학
회, 1999, 2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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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들여 서술함으로써 매호를 이상화하고 그 속에서의 삶에 자족하고자 하는 태

도가 작품 전반에서 나타나는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강호가도의 전통을 계

승한 측면을 중시해 왔다. 그러나 작품의 실상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러한 시도

는 결국 실패로 귀결된다. ‘버려진 몸’이라는 자기 인식 위에 이에 대한 대안으

로 자연에 귀의하고자 하였으나, 결국 세속적인 삶에 매달려 있는 자신을 발견

하기에 이르기 때문이다. 주지하였듯이 여기에는 경세(經世) 지향에 대한 미련

때문에 강호자연에서의 삶에 몰입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내면 심사가 반영된 것

이다. 이로 말미암아 <매호별곡>에서 강호자연은 이상적으로 자족의 공간으로

구현되면서도, 왕도정치의 이상을 실현할 수 없는 공간으로 불완전한 이상향으

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자연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조우인의 다른 작품에서도 나타난다. <출새곡>에

서는 춘흥을 즐기며 자연에 몰입하는 것으로 현실과의 갈등을 극복하려고 하였

으나 실패하였다. <관동속별곡>에서는 아름다운 기행지의 풍경에 젖어들지 못

하고 현실을 환기함으로써 결국 관념적 차원에서 일시적인 위로를 얻는 것으로

귀결되고 말았다. 전대의 강호가사를 비롯하여 여타의 작품들에서 자연은 완전

하고 이상적인 공간으로 형상화하고 있으나, 조우인은 그럴 수 없었던 것이다.

명시에 버려진 존재로 자신의 처지를 불우하게 인식하면서도 사대부로서 지녀

야 할 제세 지향을 고수한 결과,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세상과 불화하는 면모가

그의 가사에 투영되어 있다.

이는 전통적인 자연에 대한 인식이 조우인에 들어서 균열하게 되었음을 의미

한다. 조우인은 사대부로서 확고한 정체성을 지니고 끊임없이 관직에 나아갔던

인물이다. 혼란한 시국을 수습하고 왕도 정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사대부로

서 역할에 충실하였던 인물인 것이다. 이러한 인물이 창작한 가사에서 오히려

사대부 가사의 규범에서 이탈하는 면모가 발견된다는 점이 흥미롭다. 그러나 조

우인은 <누항사(陋巷詞)>나 <우활가(迂闊歌)>, <탄궁가(嘆窮歌)>처럼 새로운

주제 의식을 형상화하며 전대 가사의 외연을 확장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않았

다. 전대 사대부 가사의 자장 안에서 이에 비견할 만한 명편(名篇)을 창작하고

자 하였으나, 방황하는 내면 심리를 정돈하지 못하고 이를 가사에 반영함으로써

새로운 주제 의식을 낳았다. 조우인의 가사는 전대 가사의 전통을 재현하는 데



- 92 -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의 불화로 인한 내면의식을 표출함으로써, 규범적인

세계관에서 벗어나 개별 목소리를 드러내는 방향으로 17세기 가사의 변화를 예

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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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본고는 조우인의 가사에 나타난 내면의식을 고찰하여 17세기 사대부 가사의

분기점으로서 조우인 가사가 지니는 시가사적 의미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

였다. 조우인의 가사는 전대 가사를 수용하면서도 전대 가사의 관습에서 이탈하

는 양상을 보인다. 작품 내에서 이러한 면모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조우인의 가

사를 관류하는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조우인의 가사가 시가사적으로 어

떠한 위상을 차지하는지 온당하게 평가하고자 하였다. 논의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예비적 고찰로서 조우인의 가사 창작 배경을 검토하였다. 제1절

에서는 조우인이 순탄하지 않은 환로로 인한 괴로움을 달래고자 매호로 이주한

뒤에 네 편의 가사를 남겼다는 점, 제2절에서는 가사의 창작과 향유에 상당히

익숙했던 조우인이 전대 가사를 의식하면서도 이와 다른 경지에 이르고자 하였

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조우인의 경세에 대한 강한 지향과 이의 좌절

로 인한 방황과 고민들이 가사 창작 의식의 기저에 내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제3장, 제4장, 제5장에서는 조우인의 가사 작품에 반영된 내면의식을 분석하여

전대 가사와 달라진 면모를 고찰하였다. 제3장에서는 기행 체험을 다룬 <출새

곡>과 <관동속별곡>을 살펴보았다. 이 두 작품은 여정(旅程)을 따라 경물들이

촉발하는 감정을 서술하는 관습을 수용하면서도 기행 외적 상황으로 인한 현실

적 갈등을 표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대의 기행가사와 대별된다. <출새곡>에서

는 한양을 떠날 때부터 시적 자아의 내면을 지배하였던 적객으로서의 인식이

끊임없이 작용하였고, <관동속별곡>에서는 탈속적으로 형상화된 기행 공간에서

부정적인 정치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환기하며 험난한 세로를 겪어온 지난

삶을 위로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강호자연에서의 생활을 다룬 <매호별곡>을 분석하였다. <매호별

곡>에서는 새로운 터전인 매호의 완전성을 부각하며 이를 점유한 자부심을 드

러내면서도, 강호자연에서의 삶에 안주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를 통해

전대 강호가사에서 강호자연을 자족적이고 이상적인 세계로 형상화해 온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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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세속적 삶에 대한 태도를 환기함으로써 강호자연에 귀의하는 방식으로 해

소될 수 없는 내적 갈등을 표출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자도사>에 반영된 연군의식의 변모 양상을 고찰하였다. <자도

사>는 이원적인 공간 설정을 통해 시적 상황을 제시하고 헌신적인 여성 화자를

내세우는 연군가사의 핵심적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별의 원인에 대한

서술이 확장되는 가운데 임의 주변 인물들과 달리 일편단심을 지켜온 자신에

대한 인정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애정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전대 연군가사와 다

른 지향을 보인다.

제6장에서는 16～17세기에 창작된 작품들과 공시적 통시적인 비교를 통해 조

우인 가사의 시가사적 의미를 밝히고자 하였다. 제1절에서는 전대에 산출된 사

대부 가사의 대표적인 작품들과 조우인 가사의 성격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조

우인의 가사는 불우한 자기 인식 속에서 창작되어 이상이 좌절된 현실에서의

내면 갈등이 해소되지 못하는 양상이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는 자연에

서의 흥취나 연군의 정서를 부각함으로써 성리학적 이념과 조화를 이루는 세계

관을 노래한 전대 사대부 가사와 확연하게 대비되는 점이다. 제2절에서는 17세

기 가사의 변이 양상과 관련하여 조우인 가사의 의의를 모색하였다. 동시대에

창작된 강호가사와의 대비를 통해 현실적 층위에서 경험한 자연이 이념적 층위

에서 인식하는 이상적인 자연과 부합하지 않음으로써 자연관에 균열을 가져왔

다는 점을 고찰하였다.

조우인의 가사에 대한 기존의 연구 대부분이 전대 가사를 계승하면서도 이와

변별되는 지점들을 중점적으로 파악해왔다. 이를 통해 조우인 가사에 대한 동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선행 연구의 성과를 존중하면서 전대 가

사와의 관계를 보다 세밀하게 파악함으로써 성리학적 이념에 부합하는 조화로

운 세계관을 노래하던 전대 가사의 균열이 포착되는 지점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전대 사대부 가사의 유형에 귀속되지 않

는 주제 의식을 구현하면서도, 이것이 가사의 외연을 확장하는 데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대부 가사의 자장 안에서 의식의 변화를 예고한 조우인 가

사의 시가사적 위상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17세기 사대부

가사의 변모에 대한 이해를 심화・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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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의는 조우인의 가사에 대한 내적 분석을 바탕으로 조우인의 가사 전반

에 내재된 의식세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조우인에게 가사 창작이 어떤 의미였

는지를 명료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재집에 수록된 한시 작품들과의 비교

를 통해 조우인의 가사 장르 인식을 확정하는 데에까지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본

다. 이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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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ner Consciousness and Poetic and Lylic

Meaning of Cho Woo-in’s Gasa

Kim Hye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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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and the inner

consciousness of the Gasa Works of Leejae(頤齋) Cho Woo-in(曺友仁, 1561 ~

1625) and to clarify the poetic and lyric meanings of Cho Woo-in's Gasa. In

terms of showing a different aspect from the customary orientation of

singing a harmonious world view according to the confucian order in the

previous generation, Cho Woo-in's Gasa is suitable for grasping the new

phase of the Sadaebu Gasa in the 17th century.

Existing research on Cho Woo-in's Gasa has mainly dealt with the

reality-criticizing aspects of Cho Woo-in in relation to his political reality

and works. In reality, however, the works do not criticize the external reality

of tyranny, but criticizes the political situation that alienates him as

unreasonable, revealing internal dissatisfaction about unjust treatment.

Therefore, this paper focuses on responding in a literary way at a time of

political turmoil and war crisis, revealing worry and anxiety about his

situation. For this purpose, the works are interpreted based on the inner

consciousness reflected in the Gasa works in the process of discussion

development.

Since all four of the Gasa of Cho Woo-in are created after migrating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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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eho in the prime of his life, the migration to Maeho(梅湖) can be an

important starting point for Gasa creation. Although the migration to Maeho

was done to appease the suffering caused by the unfavorable official career,

Cho Woo-in constantly participated in real politics by criticizing the tyranny

of Greater Northerners faction during the King Gwanghaegun regime. His

intentions are expressed in Gasa works since he could not completely shake

off the spirit, although he tried to escape from the world because of intense

orientation of state affairs. In addition, it is also helpful to note that Cho

Woo-in was conscious of the Gasa of previous generation when he created

Gasa, in contrast, he highly appreciated the accomplishments of his own

Gasa.

The Gasa of Cho Woo-in is divided into traveling Gasa, river and lake

Gasa, and yearning for the King Gasa depending on the representative

subtypes of Gasa in the previous generation. First, the travelling Gasa

embraces the custom of describing emotions triggered by the natural features

in the itinerary, while expressing realistic conflicts due to external factors

besides the journey. In the <Choolsaegok(出塞曲)>, the perception of an

exile, who dominated the inside of the poetic self from the time he left

Hanyang, is constantly working. In the <Kwandongsokbeolgok(關東續別曲)>,

he recalls critical recognition on politics in travel space formed unworldly and

comforts his past life. The <Maehobeolgok(梅湖別曲)>, which belongs to the

river and lake Gasa, highlights the beauty of river and lake and reveals

satisfaction of occupying the beauty but shows that he is not fully immersed

in his life. This reflects the anxieties about life that cannot be satisfied with

life in nature of river and lake, as this results in recognizing himself who

cannot draw one's attention away from worldly life. The <Jadosa(自悼詞)>

is a work that shares the core characteristics of Gasa that yearns for the

King with a devoted female speaker in separation embodied as a dualistic

space. However, it perceives people around the King as negative and

emphasizes a pure love different from people surrounding the King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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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ands recognition for it, in this regard, it desires different intentions

compared to other Gasa yearning for the King in the past generation. There

is a belief in one's innocence that has kept sincere heart.

Cho Woo-in's Gasa is in contact with the extension of Gasa of the

previous generation, but it expresses a different inner consciousness. It is

understood that the consciousness of alienation from the political circle which

cannot achieve the ideological orientation was working on the base of

creation. Especially, the fact that Cho Woo-in's Gasa is not completely

unified with nature is a result of Cho Woo-in recognizing nature as

incomplete ideal that cannot realize the ideal of kingdom politics. Cho

Woo-in's Gasa embodies the new theme consciousness by reflecting the

inner psychology that is wandering because of the discord with reality and

reflecting it in the Gasa. In this way, it not just reproduces the tradition of

the previous generation, but expresses the individual voice out of the

normative world view, thus, it is significant in that it signals changes of

Gasa in the 17th century.

Key words: Cho Woo-in(曺友仁), Leejaeyoungun(頤齋詠言), Sadaebu Gasa(士

大夫 歌辭), 17th century, internal conscious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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