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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고전비평에서의 용사(用事) 개념에 주목하여, 용사가 활용된 한

국 시조에 대한 중국인 학습자의 이해 양상을 밝히고, 용사가 활용된 한국 시

조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한국 시조는 장르적으로 중국 고시사(古詩詞)와 비슷하고 한자와 전고가 포

함되어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쉽게 이해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또한, 중국에

서의 전통문화와 관련된 예능 프로그램의 열풍으로, 중국인의 고전시가에 대

한 흥미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한국의 고

전시가 중 하나인 시조를 교육하는 것이 앞으로 중국인 학습자들을 위한 한국

어 교육 분야에서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전고(典故)는 역사 이야기 및 유명인의 일화, 전인의 문학 작품 중에 있는 

어구를 활용하여, 함축적인 지면에 응축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수사

법의 일종이다. 전고의 용법은 ‘용사(用事)’와 ‘점화(點化)’로 나뉘어 고전시학

의 주요한 원리라고도 할 수 있다. 용사는 역사적인 사건이나 유명인의 일화나 

전인(前人)의 어구를 인용함으로써 시인의 뜻을 보완하는 작법이다. ‘점화(點

化)’는 전인의 말이나 시구를 바탕으로 새로운 뜻을 가하여 글을 창작하는 작

법이다. 

  본 연구는 용사의 내용에 따라 인명(人名) · 지명(地名) · 물명(物名)으로 유

형을 나누어 그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인명 용사는 여러 가지 형식으로 나타나

고 시조의 주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지명 용사는 당시 사람의 정신세

계나 시대의 모습을 반영하였다. 물명 용사는 인간 감정의 상징물이며 권력자

를 은유함으로써 정치적인 위험을 회피하는 역할을 했다. 또한, 용사가 활용된 

한국 시조 교육의 의의를 ‘고급 언어 능력 신장’, ‘상호텍스트적 능력 신장’, 

‘자국 문학과 한국문학에 대한 교양 축적’으로 구체화하여 살펴보았다.

  중국인 학습자가 용사가 활용된 시조를 배울 때의 이해 양상을 고찰하기 위

해 실험을 통해 학습자들로 하여 전고, 시어의 해독, 시인의 의도 및 시조의 

주제 등을 쓰게 하였다. 학습자들의 이해 양상과 시조 내용에 따라 인명(人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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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사가 활용된 시조의 이해 양상은 성현제자(聖賢諸子)의 인의예지신에 대한 

인식, 제왕장상(帝王將相)의 중국인의 생사관에 대한 이해, 문인은사(文人隱

士)의 은거생활에 대한 비판, 후궁미인(後宮美人)의 운명에 대한 숙고의 네 가

지로 나누었고, 지명(地名) 용사가 활용된 시조에 대한 이해 양상은 실제적인 

지명에 나타난 중국 지명 중심의 이해와 관념적인 지명에 나타난 미지의 세계

에 대한 동경 및 비판으로 나누었고, 물명(物名) 용사가 활용된 시조에 대한 

이해 양상은 동물의 인간 품성에 대한 재고, 식물의 인간 도덕성에 대한 이해, 

기물을 통한 소유자의 생활방식에 대한 추론으로 나누었다. 이러한 이해 양상

을 분석함으로써 중국인 학습자의 독특한 사고 능력을 엿볼 수 있었던 한편, 

학습자가 ‘중국 전고에 대한 지나친 의지’, ‘전고에 대한 이해 부족’, ‘중세 한

국어에 대한 지식 부족’ 등의 이유로 한계를 갖는 것 또한 볼 수 있었다. 

  학습자의 한계점을 보완하도록 본 연구는 ‘전고 해독 능력 함양’, ‘학습자의 

문학 지식 확장’, ‘고전시가 감상 능력 신장’을 교육 목표로 하여 효율적인 교

수-학습 방안을 설계하였다. 수업 효과를 보증하기 위해 시조 정전 목록, 용사 

사용 빈도표와 한 · 중 용사 변용 비교표를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시조 교육의 

구체적인 방법을 ‘시청각 자료를 통한 동기 유발’, ‘전고 설명을 통한 상상력 

함양’, ‘협동 학습을 통한 참여의식 강화’로 마련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인 학습자의 특성 및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현황 등을 고

려하여 한문학비평 이론인 용사를 핵심이론으로 삼아 중국인 학습자에 맞춘 

교수-학습 방법을 도출하였다. 또한, 수업 과정에서 학습자의 주체적 학습, 문

학 능력 및 참여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의의를 갖는다. 

핵심어 : 한국 시조, 중국 고시사, 중국인 학습자, 전고, 용사, 점화, 이해

양상, 정전 목록

학 번 : 2015-2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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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전고(典故)의 작법인 용사(用

事)가 활용된 한국 시조를 교육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 시조 교육을 위하여 우선 현재 중국에서

의 한국어 교육 학습의 문제점을 살펴보아야 한다. 먼저,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재에 실린 고전시가 작품 수가 다른 장르보다 적다는 문제가 있다. 윤여탁 · 

유영미 · 박은숙(2015)1)은 한국어교육에서 활용하는 “한국문학 정전 목록(중

국)”을 살필 때 중국에서는 한국어교재에 수록된 45편 문학작품에서 고전시가

를 오직 5편만 택하였음을 밝혔다. 한국 고전시가는 수천 년 동안 이어지는 정

신유산으로 높은 문학사적 지위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현장에서는 

소홀히 다뤄지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둘째, 중국에서 한국 고전시가는 교육의 

핵심내용이라 여겨지지 않아 흔히 한국 문학사의 일부로 간단하게 소개될 뿐

이다. 교육 현장에서 한국문학의 교육 내용은 한국 문학사와 문학작품을 중심

으로 구성되어야 한다.2) 하지만 중국의 한국어학과에서 대개 한국문학사와 한

국문학작품선독(강독)과 같은 학과목이 설정되어 있긴 하지만,3) 짧은 강의 시

간과 적절하지 않은 교재로 인해 학습자가 체계적인 문학 지식을 얻을 수 없

으며, 어느 과목이든 고전시가를 충분히 배우지 못하는 결과를 보인다. 셋째, 

기존 한국어교육에서의 문학교육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특수성을 고려하

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김영(2017)은 중국인 학습자의 문학 학습 경험은 문

학 작품의 내용과 형식, 문학적 표현을 인식하게 하는 경험4)이라고 하였다. 중

1) 윤여탁 · 유영미 · 박은숙,『한국어교육에서 한국문학 정전』, 夏雨, 2015, 37면.

2) 지수용,「중국에서의 한국어 한자 교육과 한자 교재 개발 방안」,『한국(조선)어교육연

구』6, 중국한국(조선)어교육연구학회, 2009, 32면. 

3) 윤윤진,「중국 한국어학과에서의 한국문학교육내용 및 교육방식 고찰」,『한국(조선)어교

육연구』8, 중국한국(조선)어교육연구학회, 2013, 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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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 학습자는 풍부한 문학 경험을 갖고 있으며, 고급 독서에 대한 요구가 늘

어나고 있는데 기존의 한국어교재가 학습자의 요구 수준에 맞추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로 보아 중국인 학습자에 맞춘 효과적인 고전시가 교육을 위

한 방법을 도출하는 것이 급선무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된다. 이에 본 연구는 

한 · 중 고전시가의 공통 요소인 ‘용사’를 디딤돌로 삼아 중국인 학습자가 자신

의 문학 경험을 활용하여 한국 문학을 적절히 인식하게 하는 능력을 기르는 

한국 시조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제안한다.

  용사가 활용된 한국 시조 교육을 실행하기 위한 전제를 살피자면 다음과 같

다. 첫째, 한국 시조는 장르적으로 중국의 송사(宋詞) · 원곡(元曲)과 문학적으

로 일맥상통(一脈相通)하기 때문에 중국인 학습자에게 익숙하다. 둘째, 노랫말

로 전승되어 온 한국 시조는 단형 서정시로 외우기 쉬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시조에는 한자와 전고가 많이 삽입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인 학습자가 오

히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국 시조 감상교육은 수많

은 주석과 배경지식의 필요로 인해 현대문학작품 감상교육보다 더 어렵게 여

겨질 수도 있다. 특히 한국 시조는 한자와 고어(古語)의 조합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중국 전고가 많이 삽입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은 물론이고 한

국인에게도 한국 시조는 난삽하고 이해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 한

국 시조는 중국어와 한국어를 모두 할 줄 아는 중국인 학습자에게 오히려 더 

쉽게 이해될 수 있다. 넷째, 중국에서 전통문화 및 고전시가를 강조해서 교육

해 온 것을 현실적 바탕으로 삼을 수 있다. 최근 중국에서 ‘중국시사대회(中國

詩詞大會)’5), ‘중화호시사(中華好詩詞)’6), ‘견자여면(見字如面)’7), ‘낭독자(朗讀

4) 김영,「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 고전시가 교육 연구; 자국어 문학 학습 경험 활용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20면.  

5) ‘중국시사대회(中國詩詞大會)’는 중국중앙텔레비전(中國中央電視臺) 소속 과학교육채널(약

칭 CCTV-10)에서 방영되는 인문학 퀴즈 프로그램이다. ‘중화 시사를 감상하고, 문화 유전

자를 구하고, 생활의 미(美)를 음미하다’는 취지 아래, 2016년 CCTV-10 과학교육채널에서 

처음 방영되었다. 회당 90분 분량의 ‘중국시사대회’ 시즌 1이 2016년 2월 12일부터 10주간 

매주 금요일 밤 8시 방송되었다. ‘중국시사대회’ 시즌 2가 2017년 1월 29일부터 2월 7일까

지 총 10회에 걸쳐 연속 방송되었다. 각계각층의 참가 선수들이 모여 토너먼트로 진행되는 

‘중국시사대회’는 일반 대중들에게 중국 시사의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전달함으로써 긍정적

으로 중국의 전통문화를 선양하고자 했다. 2016년 6월 10일에 폐막된 제 22회 상하이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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者)’8) 등 대표적인 문화류 예능 프로그램의 열풍으로 인해 중국인의 고전문학

페스티벌(上海電影節)에서 ‘중국시사대회’는 ‘백옥란장(白玉蘭獎)’의 ‘최우수프로그램상(最佳

綜藝欄目獎)’을 받았다.

   중국산동망(中國山東網)의 기사「중국 예능프로, 고전‘시사(詩詞)’의 매력 과시」에 의하

여 2017년 <중국시사대회> 시즌 2가 방송되는 10일 동안 수많은 네티즌들이 TV 앞에서 

함께 퀴즈를 풀고 웨이보(微博, 중국판 트위터), 위챗(微信) 등 SNS에서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했으며 중국 고전 시사(詩詞)를 감상하는 열기가 최고에 달했다. 쿠윈(酷雲) EYE시청률 

조사기관에 따르면 해당 프로그램의 최종 결승전 시청률은 1%를 돌파했고 시장점유율은 2

위에 비해 30%나 높았다. 중국 국영중앙방송 CCTV의 통계에 의하면 해당 프로그램의 총 

10회 분을 시청한 시청자 수는 11억 6,300만 명으로 기록되었다.

(http://kr.sdchina.com/show/4082441.html)

6) ‘중화호시사(中華好詩詞)’는 하복텔레비전(河北電視臺)로 방송되는 시즌제 프로그램이며 

2013년 10월 19일부터 방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중국의 전통적인 시사(詩詞) 문화를 

선양하다’라는 취지를 가지고 즐거운 방식으로 대중에게 고시사를 가르친다. ‘중화호시사’는 

매회 한 도시를 선정해 현지의 역사 문화를 결합하고 고시사부터 시대의 흐름과 관련된 역

사적 사건까지 다룬다. 2014년 12월 29일에 인민일보(人民日報)의 기사「2014, 백프로 멋

진 중국문화(2014，中國文化精彩百分百)」는 하복텔레비전이 제작된  ‘중화호시사’를 2004

년의 문화현상급(文化現象級) 프로그램으로 인정하며 중국인의 문화 정서를 일으키고 좋은 

사회 기풍을 이끌었다고 평가하였다. 

( h t t p : / / e n t . 1 6 3 . c o m / 1 4 / 1 2 3 1 / 1 4 / A E Q 4 H I 0 A 0 0 0 3 1 G V S . h t m l ; 

http://culture.people.com.cn/n/2014/1229/c1013-26289521.html)

7) ‘견자여면(見字如面)’은 흑룡강텔레비전(黑龍江電視臺)에서 방영되는 중국의 첫 번째 편

지 낭독 프로그램이며 2016년 12월 29일에 처음 방송되었다. ‘견자여면’은 연예인들이 편

지를 읽는 형식으로 중국 전통문자의 매력과 중국인의 정신세계를 재미있게 풀어나간다. 이 

프로그램은 편지로 역사, 사회, 가족, 인생, 감정 등 여러 가지 주제를 시청자에게 안내해  

주고 삶의 지혜와 미덕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것을 취지로 하였다. 방송 후에 네티즌들의 

극찬을 받고 또우반(豆瓣, 중국의 리뷰 사이트)에서도 8.9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매겼다. 

  2017년 2월 2일에 인민일보(人民日報)의 기사「봄에게 편지를 쓴다(寫一封信問候春天)」

에서 “시대의 발걸음이 빨라졌는데 인간의 감정은 희석되지 않아야 하며 문화의 맥박이 잘

려버리게 되지 않아야 한다. 역사 속에서 건져낸 조각들은 우리에게 한자의 미, 사상의 미

와 감정의 미를 보여준다(時代的步伐在加快, 人類的情感卻不該被稀釋, 文化的脈絡更不該被斬

斷. 從歷史深處打撈的這些碎片, 讓我們再次發現漢字之美, 思想之美, 情感之美.).”라고 ‘견자여

면(見字如面)’의 의의를 평가하였다.

(http://society.people.com.cn/n1/2017/0202/c1008-29054367.html)

8) ‘낭독자(朗讀者)’는 중국중앙텔레비전의 유명한 아나운서 둥경(董卿)이 1년 동안 준비한 

문화 정서 프로그램이며 2017년 2월 18일부터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중국중앙텔레비전 종

합 채널(CCTV-1)과 예술 채널(CCTV-3)에서 황금시간대에 방송된다. 이 프로그램은 매 

회에 한 주제어를 정하고, 게스트들은 주제어를 두고 인생 스토리를 나누고 자신을 감동시

켰거나 자극했던 것, 자신을 변화시킨 계기가 된 글을 낭독한다. 프로그램은 방송 후 많은 

호평을 받았다. 네티즌들은 “오락이 판을 치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신선하다!”는 반응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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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관심이 급히 성장하는 추세이다. 전통문화와 관련된 예능 프로그램이 

대두됨에 따라 국학을 해독하는 책이 잘 팔리고 중국인의 독서열이 또한 높아

지고 있다9). 독서 인구의 일부는 세계 고전 문학에 대한 끝없는 욕구를 지니

고 있어 머지않은 미래에 중국은 이웃나라인 한국의 문학 보배인 시조를 또한 

요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러한 이유에서도 중국인 학습자에게 한국 시

조를 교육하는 것이 앞으로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에서 고전문학의 위상이 아직 높지 않다는 것이 

사실이지만 한국 시조는 한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의 좋은 제재라는 사실을 부

인할 수 없다. 한국 시조는 기나긴 세월을 거친 한국인의 삶의 산물이며, 한국

문학의 최고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시조의 고급스럽고 우아한 옛 표현

을 배울 때, 고급 수준의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중국인 학습자는 상호텍스

트적 능력을 신장할 수 있고, 나아가 자국문학과 한국문학에 대한 지식을 축적

할 수 있다. 또한 중국에서의 한국어교육이 발전하고 있는 이 시기에, 소홀히 

했던 한국 고전시가 교육의 공백을 채울 가능성이 생긴다.

  그러나 중국의 한국어 학과 · 교원 · 교재의 현황, 한국 시조의 장르 특징과 

실용성, 학습자의 특수성과 학습자의 시조에 대한 거부감 등을 고려할 때 고전

시가 교육이 개선해야 할 길은 아직 많이 남아 있다. 학습자들에게 다소 지루

하게 느껴질 수 있는 교사 중심의 수업모형에서 벗어나, 교사의 전고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전고의 유형과 역할을 파악하여 학습자의 수준에 맞

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을 새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용사 이론을 도입하여 한국 시조

았다. 2017년 6월 16일에 폐막된 제 23회 상하이 TV 페스티벌(上海電影節)에서 ‘중국시사

대회’는 최우수시즌제프로그램상을 받았다.

9) 방송 중인 중국시사대회는 청소년의 독서 흥미를 일으켜서 도서관의 문학류 책을 빌린 

소 · 중학생의 비율이 높이졌고 서점에서 당시(唐詩) · 송사(宋詞)에 관한 책이 많이 매진되

었다. 중국시사대회로 인해 중국에서 시사열(詩詞熱)이 일고 국민들이 시사(詩詞)에서 정신

적인 영양을 섭취하고 전통문화의 발전을 이끌게 되었다.

(h t t p : / /www . j i aodong .n e t / news /sys tem/2017 /02 /14 /013369382 . sh tm l ; 

http://lnas.wenming.cn/51/1/201702/t20170217_31082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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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나타난 용사를 중심으로 중국인 학습자의 이해 양상을 분석하고, 한국 시조

를 효율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을 찾는 데에 목적을 둔다.

2. 연구사 검토  

  

  본 연구는 고전비평에서 전고(典故)라는 개념을 밝히고, 이것이 한국 시조

에서 활용될 때의 효과를 살피며, 중국인 한국어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 시조 교수-학습 방법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금까지 한국 고전시

가에 나타난 전고에 대한 연구는 다각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특히 중국보다 

한국에서 더 많은 연구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에 대한 연구는 크게 세 방향으

로 나뉘어 진행되어 왔고 그 중에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1) 중국에서 전

고에 관한 연구, 2) 한국에서 전고에 관한 연구, 3) 상호텍스트성에 관한 연구

로 나눠 참고할 수 있다. 

1）중국에서 전고에 관한 연구

  전고라는 개념은 문학 창작에 있어서 수사법의 일종으로 이와 관련된 최초

의 논의는 6세기경 유협(劉勰)10)의 『문심조룡(文心雕龍)』에서 나타났다. 유

협은 전고의 원용(援用)을 사유(事類)라고 지칭하여 전고의 개념을 “대개 문장 

밖에서 있는 일을 가지고 그 뜻을 유형화하고, 고사를 빌려서 현실을 입증하는 

기법”으로 설명하고 있다.11) 전고를 운용하여 높은 글쓰기 능력을 가지기 위

해서는 시 학습에 있어서 경전(經典)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한다.12) 문학 창작

10) 유협(劉勰, 465 ~ 521)은 A.D. 6세기경 중국 육조시대 남조(南朝) 제양(齊梁)의 문예

평론가다. 주요 저서인 『문심조룡(文心雕龍)』은 심오한 학문적 소양이 잘 나타나고 있다. 

소명태자(昭明太子) 소통(蕭統)의 『문선(文選)』편찬에는 그의 창작이론이 많은 영향을 미

쳤다.

11) 유협,『문심조룡(文心雕龍)』제38권 사유(事類)편,「事類者, 蓋文章之外, 據事以類義, 援

古以證今者也.」

12) 위의 책, 제29권「通變편」,「先博覽以精閱, 總綱紀而攝契； 然後拓衢路, 置關鍵, 長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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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 타고난 재능이 결정적인 요소로 중요하지만, 경전에 대한 학식도 보

조역(補助役)이 되어 소홀히 될 수 없다. 유협은 재능과 학식이 잘 조화되어야 

뛰어난 시 창작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시하고, 경전 학습이 중요

해도 글을 쓸 때 경전에서 말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경전 속의 고사

나 시구를 적절히 인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청(淸)나라 말기의 하문환(何文煥)이 엮은 『역대시화(歷代詩話)』13)는 양

(梁)나라의 『시품(詩品)』부터 명(明)나라의 『이백재시화(夷白齋詩話)』까지 

27종 시화를 수록하였다. 이 책은 중국의 역대 대표적인 학자의 전고에 관한 

논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종영(鍾嶸)14)은 『시품(詩品)』의 서문(序文)에서 용사의 지나친 사용을 반

대하고 있는데, 그는 “이는 나라를 다스리는 문장은 응당 옛것을 널리 증거자

료로 삼고, 덕을 궁구하여 평해야 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정성(情性)을 음영

(吟詠)한 시라는 것도 역시 어찌하여 용사를 귀히 여기겠는가(若乃經國文符, 

應資博古, 撰德駁奏. 宜窮往烈. 至乎吟詠情性, 亦何貴於用事)”, “고금의 뛰어난 

표현을 보면 거의가 보충하거나 빌려온 것이 아니라 모두가 직심(直尋)에서 

비롯된 것이다(觀古今勝語, 多非補假, 皆由直尋)”라고 주장하였고, 당시의 글

에 대해 “문장은 거의가 똑같은 책에서 베낀 듯 차이가 없다(文章殆同書抄)”

라고 평가하였다. 그가 용사를 반대한 이유는 그때의 화려한 문풍이 지나친 수

식(修飾)으로 인하여 글의 자연성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었다. 즉 용사는 글의 

내용을 장식하는 도구의 일종으로 시의 내용을 돕지만, 남용하면 작품의 창의

성과 자연성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교연(皎然)15)은 『시식(詩式)』에서 ‘불용사(不用事)’ · ‘작용사(作用事)’ · 

遠馭, 從容按節, 憑情以會通, 負氣以適變, 采如宛虹之奮鬐, 光若長離之振翼, 乃穎脫之文矣.」

13) 하문환 엮음; 김규선 옮김,『역대시화』, 소명출판, 2013.

14) 종영(鍾嶸, 468 ~ 518)은 A.D 6세기경 남조 양(梁)나라 영천(潁川) 장사(長社) 사람이

다. 자는 중위(仲偉)이고 ‘종기실(鍾記實)’이라고도 부른다. 천감(天監) 12년(513) 이후에 저

작된 것으로 보이는 『시품(詩品)』3권은 한위(漢魏)부터 양나라에 이르기까지 오언시(五言

詩)를 시경과 초사에 근원을 삼아 작자 122명의 작품을 상(11) · 중(39) · 하(72) 3품으로 

나누어 품평한 중국 최고의 시평서(詩評書)이며 최초의 시 채점(採點) 기준이다(종영 저, 林

東錫 역주,『詩品』, 學古房, 2003,「譯註者의 辯」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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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용사(直用事)’ · ‘유사무사(有事無事)’·‘유사무사, 정격구하(有事無事, 情格俱

下)’의 다섯 종류의 시격(詩格)을 품평(品評)의 기준으로 삼아 시가의 예술미

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는 시가의 풍격(風格) · 의경(意境)은 전고가 사용되는

지에 달려 있지 않고 수식이 없는 시의 자연미가 최고라고 자부하였다. 

  구양수(歐陽脩)16)는 『육일시화(六一詩話)』에서 당(唐)나라 시인 이상은

(李商隱)을 모방하는 문체인 서곤체(西崑體)를 비판하였고, 용사만 추구하고 

문리(文理)가 통하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구양수는 매요신(梅堯

臣)의 ‘의신어공(意新語工)’이라는 문학 관점을 받아들이고 현실을 반영하며 

구절이 참신한 것이 작시(作詩)의 원칙이라고 주장하였다.

  황정견(黃庭堅)17)은 『냉재야화(冷齋夜話)』18),『豫章黃先生文集 · 十九』

의「답홍구부서(答洪駒父書)」 등 저서에서 ‘환골탈태(換骨奪胎)’, ‘점철성금

(點鐵成金)’과 ‘요체(拗體)’의 시가 이론을 제기하였다. 그는 시인이 고인의 시

를 모방하여야 하며 “老杜作詩, 退之作文, 無一字無來處(두보가 시를 쓰고 한

유가 문장을 지을 때 한 글자라도 유래가 없는 곳이 없었다).”19)라는 정도로 

15) 교연(皎然, 730-799)은 당대(唐代)의 승려 시인으로, 본명은 사청화(謝淸畵) 또는 칭화

(稱畵)이다. 남조 시인 사령운(謝靈運)의 10세손으로 호주(湖州) 장성(長城) 사람이다. 주로 

대력(大曆) · 정원(貞元) 시대에 활동하였다. 일생을 오흥(吳興)의 동계초당(東溪草堂)에 살

면서 당시의 사대부인 안진경(顔眞卿) · 위응물(韋應物) 등과 교유하며 창화시(唱和詩)를 남

겨 ‘강동명승(江東名僧)’이라 불렸다. 시론 저작으로는『시식(詩式)』외에『시의(詩議)』와

『평론(評論)』등이 있다(임종욱,『중국의 문예인식: 그 이념의 역사적 전개』, 이회문화사, 

2001, 190-199면; 한보광 · 임종욱,『중국역대불교인명사전』, 이회문화사, 2011, 28-29

면 참조). 

16) 구양수(歐陽脩, 1007-1072)는 송나라의 정치가 겸 문인이다. 송나라 초기의 미문조(美

文調) 시문인 서곤체(西崑體)를 개혁하고, 당나라의 한유(韓愈)를 모범으로 하는 시문을 지

었다. 당송8대가(唐宋八大家)의 한 사람이었으며, 후배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주요 저

서에는 『구양문충공집』,『신당서(新唐書)』와 『오대사기(五代史記)』등이 있다(이태형,

「『詩文評類敍』譯註」,『동양문화연구』, 영산대학교 동양문화연구원, 2012, 192면; 손철

주,『그림 아는 만큼 보인다』, 생각의나무, 2010, 335면; 민택(敏澤),『중국문학이론비평사

(中國文學理論批評史)』, 인민문학출판사, 1981, 447-450면 참조).

17) 황정견(黃庭堅, 1045-1105)은 홍주(洪州) 분녕(分寧) 사람으로 자가 노직(魯直), 호는 

산곡(山谷), 부옹(涪翁)이다. 저술은『예장선생문집(豫章先生文集)』30권,『산곡전집(山谷全

集)』39권,『산곡금취외편(山谷琴趣外篇)』등이 있으며, 강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중심

으로 한 시파(詩派)를 이른바 ‘강서시파(江西詩派)’라고 하였다.

18) 석혜홍(釋惠洪),『냉재야화(冷齋夜話)』권1, 中華書局, 1985, 5면.



- 8 -

시를 지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기계적으로 전인의 시를 그대로 베끼는 것을 

반대하여 “그 뜻은 바꾸지 않고 그 말만을 만드는 것을 환골법이라 하고, 그 

뜻을 테두리로 하여 모양을 그려내는 것을 탈태법이라 한다.”고 하였다. 황정

견의 시론에서 전고의 사용 원칙과 효과를 배울 수 있다. 

  진망도(陳望道)20)는 인용을 명인(明引)과 암인(暗引)으로 나누고 암인이 용

사와 유사하다고 하였다. 그는 용사의 다섯 가지 폐해를 지적하였고, 현대의 

수사학 연구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는 서양의 인유(引喩)와 관련지어 전고를 

다시 정의하였는데 중국 시 속의 전고와 서양의 희극 장르 속의 인유를 비교

하는 것이 전고 연구의 새 방향이 될 수 있다.

2) 한국에서 전고에 관한 연구

  최신호21)는 한국 한시의 용사를 본격적으로 다루었다. 그는 용사의 개념을 

“용사(用事)란 말할 것도 없이 경서(經書)나 사서(史書) 또는 제가(諸家)의 시

문(詩文)이 가지는 특징적인 관념이나 사적(事迹)을 二 · 三의 어휘에 집약시

켜 원개념(元槪念)을 보조하는 관념소생(觀念苏生)이나 관념배화(觀念倍化)에 

원용(援用)하는 수사법(修辞法)이다.”라고 정의하였다. 이는 오늘날 용사를 연

구하는 학자가 가장 흔히 인용하는 것으로 의의를 지닌다. 하지만 용사의 출전

(出典) 범위를 경사자집(经史子集)에 한정한다는 점이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조종업22)은 고전비평에 있어서 시화(詩話)의 연구를 비중 있게 다루며 시

화 연구를 한국 시화의 특징에 따라 ‘일반론’, ‘시대론’, ‘각론’의 3부분으로 나

누어 논의하였다. 전고의 사용을 ‘고사사용(故事使用)’이라고 정의하였고, 고

19) 张葆全,『詩話和詞話』, 上海古籍出版社, 1983, 19-20면; 임종욱 엮음,『동양문학비평

용어사전: 중국편』, 범우사, 1997, 794-795면. 

20) 陳望道,『修辭學發凡』, 上海敎育出版社, 1997.

21) 최신호,「초기시화에 나타난 용사이론의 양상」,『고전문학연구』1, 한국고전문학연구

회, 1971, 117-136면.

22) 조종업,『한국시화연구』, 태학사,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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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용의 방법을 황정견의 ‘환골(換骨)’, ‘탈태(脫胎)’ 방법과 두보(杜甫)의 탁

구법(琢句法)으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탁구법이란 고사의 사용으로 인해 표절

의 오해를 받기 때문에 그 흔적을 가리기 위하여 그 고사어구를 다시 다듬고 

말을 바꾸어 꾸며서 이루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수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의 내용인 의(意)와 기(氣)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방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런데 그는 고려시대의 시론을 분석할 때 서구에서 

14세기 이후 일어난 고전주의(古典主義)와 낭만주의(浪漫主義)의 대립과 중국

에서 17세기 이후 일어난 형식론(形式論)과 내용론(內容論)의 논쟁을 참고함

으로써, 신의(新意)를 용사(用事)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간주하였으며 신의는 

내용론을 주장하며 용사는 형식론을 숭상한다고 단정적으로 말한 점에서 한계

가 있다. 

  정요일23)은 ‘용사’와 ‘신의’의 개념과 작용을 재분석함으로써 이인로(李仁

老) · 이규보(李奎報)가 제기한 ‘용사론(用事論)’과 ‘신의론(新意論)’이 상대적

으로 대비된다는 관점이 마땅치 않은 것이라고 하였고, 학계에서 용사(用事) · 

점화(點化) · 도습(蹈襲) · 표절(剽竊) · 환골탈태(換骨奪胎) · 조탁(雕琢) 등의 

비평용어들의 개념을 적지 않게 혼동하거나 오해하는 점을 비판하였다. 그는 

성리학(性理學)의 입장에 서서 용사와 신의가 오해된 이유를 분석하고 ‘신의’

를 평어류(評語類) 용어로 구분하였으며, ‘신의’와 ‘용사’ 두 용어의 범주를 다

르게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서명희24)는 용사(用事)를 창의적인 글쓰기의 발상이자 방법이라 여기며 시

적 상황에 따른 용사의 유형을 살펴보고, 용사의 창안(invention)적 성격에 대

해 논의하였다. 그는 용사가 다른 텍스트를 인용하는 수사법으로 신의(新意)가 

없는 표절의 방법이라는 견해에 대해 논박하고, 신의를 창의적 발상과 같은 의

미로 해석하며, 용사를 핑계 삼아 기존의 텍스트를 인용해 합리화하려는 문제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현대시의 표현에서도 용사를 설명할 수 있고, 현대시]

의 용사는 대부분 학교 교육 범위 안에 있는 문화유산이나 성경 등 널리 알려

23) 정요일,『고전비평용어연구』, 태학사, 1998.

24) 서명희,「用事의 언어 문화론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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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전고라고 하였다. 이 연구는 언어 문화론적 수사법으로서의 용사를 통한 창

의적 글쓰기 교육을 실행하는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고 현대시 교육에서 용사

의 변화 및 의의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구본현25)은 용사의 활용 방식과 효과에 대한 분석적인 연구가 많이 이루어

지지 못하며 용사의 개념과 범주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였

다. 용사의 개념을 규정하기 위하여 논리학에서 종차(種差)와 유개념(類槪念)

을 사용하여 출전(出典), 사(事)와 용(用)의 의미, 용사의 목적과 효과 등을 분

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조지형26)은 고전문학에서 전고의 성격과 교육적 가치에 대해 설명하며 전

고의 유형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교수-학습의 주안점을 제시하였다. 그는 김

성룡(1997)27)의 논의를 참고하여 고전문학 작품에 드러나는 전고를 통해 시

인이 표현하려는 의미를 형성하는 과정을 도식화하고, 가전(假傳) · 우언(寓

言) · 시조 · 가사 등 고전작품을 예로 해서 전고를 물명 · 인물 · 전거 세 가지

로 분류하였다. 이 연구에서 고전작품에 인용된 전고를 통하여 난해한 시구를 

해석하였다는 것은 의의를 가진다. 

3) 상호텍스트성에 관한 연구

  고전문학비평 연구자들이 동양고전문학비평 이론으로서의 용사가 서양현대

문학비평 이론으로의 상호텍스트성과 유사하다는 논의를 제시하였는데 이론

적인 근거를 통해서 입증하기 어려워 이 학설은 학계의 동의를 크게 얻지 못

했다. 상호텍스트성이라는 용어는 프랑스 기호학자 줄리아 크리스테바(Julia 

Kristeva)에 의해 처음 만들어진 후 바흐친, 바르트 등 학자들이 이 이론을 보

25) 구본현,「용사의 개념과 범주에 대한 재검토」,『국문학연구』19, 국문학회, 2009, 

139-169면. 

26) 조지형,「典故의 解讀 문제와 고전문학교육의 방향」,『국어문학』60, 국어문학회, 

2015, 169-195면. 

27) 김성룡,「典範 학습과 중세의 문학교육」,『문학교육학』1, 한국문학교육학회, 1997, 

2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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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하여 구체화하였다. 그 중에 제라르 주네트(Gérard Genette)는 기존의 상호

텍스트성의 이론에 근거하여 텍스트 간의 관계를 상호텍스트성(Interte 

xtuality), 파라텍스트성(Paratextuality), 원텍스트성(Metatextuality), 하이퍼

텍스트성(Hypertextuality), 그리고 아키텍스트성(Architectuality)으로 구분

하였다.28) 오늘날 주네트의 이론을 통해서 용사 이론을 해독하는 학자가 많지

는 않지만, 주네트의 이론은 용사와 상호텍스트성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티펜느 사므와이요(Tiphaine Samoyault)29)는 주네트의 협의(狹義) 상호텍

스트성 이론에 기초를 두고 모든 텍스트가 원문을 합병 · 부착함으로써 다른 

텍스트를 받아들이는 산물이라고 하였다. 원문의 합병은 다른 텍스트를 참고 · 

흡수 · 암시하는 방법으로 본문의 주체와 결합하는 것이며, 원문의 부착은 다

른 텍스트를 분리하게 인용하여 흔히 글의 머리말과 해석의 형식으로 나타난

다고 하였다. 또한, 패러디와 모방은 원문에서 파생되는데 원문이 직접적으로 

재현되지 않아 협의의 상호텍스트성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 연구는 새

로운 시각으로 협의의 상호텍스트성의 개념과 텍스트 간의 관계를 조명하였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鄧軍30)은 주네트의 협의 상호텍스트성에 의하여 상호텍스트성을 인용 · 표

절 · 용전(用典)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용전은 화제 용전(topical all 

usion), 개인 용전(personal allusion), 구조 용전(structural allusion), 모방 

용전(imitative allusion)으로 나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용전의 전제는 독자

와 작가가 질적 · 양적으로 비슷한 배경지식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 정묘한 

용전은 독자의 상상력을 신장할 수 있으며, 작품의 깊이를 더할 수 있다고 하

였다. 이 연구는 용사의 새로운 분류 방법과 용전의 전제를 제기하였다는 점에

28) Gérard Genette 저，史忠義 역,『熱奈特論文集(주네트 논문집)』, 百花文藝出版社, 

2001, 64-67면 참조. 　

29) Tiphaine Samoyault 저, 邵煒 역,『互文性研究(상호텍스트성 연구)』, 天津人民出版社, 

2003. 

30) 鄧軍,「熱奈特互文性理論研究(주네트의 상호텍스트 이론 연구)」，廈門大學 석사학위논

문，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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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의가 있다.

  張屹31)은 주네트의 이론에 의하여 상호텍스트성을 상호텍스트성(Interte 

xtuality)과 아키텍스트성(Architectuality)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전

자는 텍스트A가 텍스트B에서 인용되는 공존 관계라고 하며, 후자는 텍스트B

가 텍스트A의 영향을 받으나 텍스트A가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파생 관계

라고 하였다. 공존 관계는 용사로 간주할 수 있으며, 파생 관계는 점화로 간주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용사와 상호텍스트성의 관련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余小平32)은 프랑스 학자 티펜느 사므와이요(Tiphaine Samoyault)의 논의

를 바탕으로 텍스트 간의 관계를 연결적인 것과 전환적인 것으로 구분하였다. 

연결적인 텍스트성은 여러 텍스트가 인용 · 표절 · 부착의 수단으로 공존하는 

것을 가리키고, 이는 황정견(黃庭堅)의 ‘점철성금(點鐵成金)’이라는 논의와 비

슷하다고 하였다. 전환적인 텍스트성은 한 텍스트가 패러디 · 복제 · 가용 · 용

사 등의 방법을 통하여 다른 텍스트에서 파생된다는 것을 가리키고, 이는 황정

견의 ‘환골탈태(換骨奪胎)’라는 논의와 비슷하다고 하였다. 상호텍스트성 이론

에서 제시된 텍스트 간의 연관성은 중국의 시 창작에서 용사의 작법으로 보편

적으로 운용되었다고 하였다. 이 연구는 상호텍스트성 이론과 황정견의 용사 

이론을 비교함으로써 협의의 상호텍스트성 이론으로 중국 시에서의 용사 양상

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王穎33)은 주네트의「팔랭프세스트(Palimpsestes)」에 의하여 상호텍스트

성 이론에서 텍스트의 유형을 인용(citation), 표절 · 답습(plagiat), 인유(llu 

sion)로 요약하였다. 그리고 이는 용사의 방법인 명용(明用) · 번전(飜典) · 암

용(暗用)과 일치한다고 하였다. 상호텍스트성 이론은 텍스트 간의 관계에 주목

31) 張屹,「古詩用典的“互文性”研究(고전시가 용사의 상호텍스트성 연구)」,『海南大學學報

(人文社會科學版)』, 2009. 

32) 余小平,「基於互文性理論的用典研究(상호텍스트성 이론에 의한 용전 연구)」，『甘肅聯

合大學學報(社會科學版)』27，2011; 余小平,「論互文性理論視閾的詩歌用典(상호텍스트 이론

으로 본 시의 용전)」,『江西社會科學』3, 2012. 

33) 王颖,「互文性視角下淺談詩歌的用典藝術(상호텍스트성의 시각에서 시의 용전예술)」,

『戲劇之家』,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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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용사는 수사법으로 텍스트와 텍스트 간에 긴밀하게 결합하는 방법으로 

간주된다. 이 연구는 상호텍스트성 이론을 통해서 시의 용사를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의의가 있다.   

3.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전고는 중국의 전통적인 문학 수사법의 일종으로서, 사고력 향상을 위한 문

학교육의 중요한 매개가 될 수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34). 전고의 기법인 

‘용사(用事)’와 ‘점화(點化)’를 사용한 한국 시조는 중국 작품의 단순한 모방이

나 표절한 것으로 간주하면 안 되고, 전인(前人)의 언행(言行)이나 시문(詩文)

을 이끌어다 씀으로써 자신의 작품에 신의(新意)를 가하고 보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예전에 한문 문화권에서 전고에 대한 연구는 단지 수사법, 시학 

원리 그리고 훈고학(訓詁學)에 그치게 되지만, 현대에 전고는 서양의 상호텍스

트성(Intertextuality)이라는 원리와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 고

전문학은 그 나름의 독자성이나 고유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한문, 유교 등의 차

원에서 보편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용사가 활용된 한국 시조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한국 고전시

가의 교수법을 찾는다. 시조는 오랜 동안 창작 · 가창되었으며, 가장 많은 작품

이 남아 전하는 한국 시가 문학을 대표하는 장르이다.35) 전고 수사법의 특징

에 의하여 시조에서 활용된 용사의 주제는 인명(人名) · 지명(地名) · 물명(物

名)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는 중국인 학습자가 즐겨 읽는 고시사(古詩詞)의 

분류와 큰 차이가 없어 학습자가 스스로 구축한 스키마를 통하여 자기 나라의 

고시사를 연상하고 비교하여 학습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한국 시조는 ‘3장

34) 김대행,「사고력을 위한 문학교육의 설계」,『국어교육연구』5,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

구소, 1998, 18-25면.

35) 김승찬 · 김준오 외,『한국문학개론』, 삼지원, 2010, 1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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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章) 6구(句) 4보격(步格)’의 형식을 지닌 정형시로서 중국의 정형시인 당시(唐

詩) · 송사(宋詞)와 비교할 만하다. 즉, 시조는 주제 · 장르상으로 중국 고시사

와 비슷하여 중국인 학습자에게 친근감을 느끼게 할 수 있으며 그로써 중국인 

학습자가 다른 나라의 학습자보다 상대적으로 학습에 있어 유리한 위치를 지

니게 할 수 있다. 이러한 판단 하에, 본 연구에서는 용사가 활용된 한국 시조

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용사를 사용함으로써 짧고 함축적인 장르인 시조에서 시적 의의를 효과적

으로 전달할 수 있으므로 용사를 통하여 시조를 배우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용사가 활용된 시조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시조 정전

(正典) 목록을 편집하기 위해 시조집 『시조문학사전』(정병욱 편)36) 소재 시

조들을 바탕으로 텍스트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시조는 첫째 『시

조문학사전』,『한국 시조 감상』37)과 『한국고전문학전집』38) 등의 시선에

서 교차된 작품이고, 둘째, 교과서에 실린 작품이며, 셋째, 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작가의 작품들이고, 넷째, 중국인 학습자에게 익숙한 용사가 활동

된 작품이다. 학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실험할 때 시조의 현대 역본을 참

고자료로 제공하였다. 실험 텍스트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6) 작품의 번호는 정병욱,『시조문학사전』, 신구문학사, 1966을 참고하였다.

37) 김진영,『한국 시조 감상』, 보고사, 2012.

38) 김대행,『시조 Ⅰ』(한국고전문학전집1),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93.

실험 시조 작품

예비 실험 1차

성삼문 - 首陽山 라보며(#1231)39) 

임경업 - 拔山力 蓋世氣(#856)  

김두성 - 君莫惜典衣沽酒소(#238) 

이후백 - 蒼梧山 聖帝魂이(#1963)  

조  식 - 頭流山 兩端水를(#686) 

이정보 - 누고셔 廣廈千萬間을(#505) 

예비 실험 2차
성삼문 - 首陽山 라보며(#1231)

홍익한 - 수양산 나린 물이(#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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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한국 시조 텍스트 목록

39) 실험에서 선정된 텍스트의 부호화는 앞의 정병욱의 책과 일치하게 한다.

조  식 - 頭流山 兩端水를(#686)

박인로 - 명리예 지 업서(#760) 

정충신 - 空山이 寂寞듸(#200)

박효관 - 空山에 우 뎝(#198) 

홍춘경 - 珠簾을 半만 열고(#1892)

숙  종 - 秋水 天一色이오(#2142) 

본 실험 1차

성삼문 - 首陽山 라보며(#1231)

홍익한 - 수양산 나린 물이(#1229) 

조  식 - 頭流山 兩端水를(#686)

박인로 - 명리예 지 업서(#760) 

정충신 - 空山이 寂寞듸(#200)

박효관 - 空山에 우 뎝(#198) 

이정보 - 瀟湘江  은 밤의(#1197)

이후백 - 蒼梧山 聖帝魂이(#1963) 

본 실험 2차

이후백 - 洞庭湖 은 이(#670)

성  충 - 뭇노라 汨羅水야(#803) 

김민순 - 功名은 狼을 고(#181)

주세붕 - 汶上애 아니가다(#790) 

남  이 - 烏騅馬 우는 곳에(1506)

김두성 - 十面埋伏 설이 치고(#1310) 

이현보 - 歸去来 歸去来(265)

이정보 - 淵明이 歸去來辭 짓고(#1471) 

검증 실험

성삼문 - 首陽山 라보며(#1231) 

조  식 - 頭流山 兩端水를(#686)

김두성 - 十面埋伏 설이 치고(#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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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우선 한국과 중국의 시화(詩話) 연구를 통하여 용사의 이론을 살

펴보고, 예비 실험, 본 실험, 사후인터뷰를 활용하여 수업현장에서 중국인 학

습자의 이해 양상을 밝히고 보완해야 할 문제점을 살펴볼 것이다. 다음은 검증 

실험을 통하여 이전 단계의 한계점 보완을 시도하고, 본 연구에서 가정한 교육 

방법의 효율성을 검증한다. 

  교육적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험 과정에서 학습자의 설문답안지, 인터뷰, 

토의내용 등 이해 텍스트를 시조 교육의 연구 자료로 수집하였다. 이해 텍스트

는 용사의 특성에 따라 인명(人名) · 지명(地名) · 물명(物名)으로 나누어 정리

하였다. 실험의 내용 및 절차를 표로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자세한 

이해 텍스트 및 분석은 Ⅲ장에서 제시한다.

실험일시 실험대상 시조 작품 실험개요

2017.01-

2017.02: 

예비 실험 

1차

중국

H외국어

학습포럼

한국어 

전공 

학습자 

15명

A: 성삼문 - 首陽山 라보며(#1231) 5부

B: 임경업 - 拔山力 蓋世氣(#856)  5부

C: 김두성 - 君莫惜典衣沽酒(#238)  5부

D: 이후백 - 蒼梧山 聖帝魂이(#1963) 5부 

E: 조  식 - 頭流山 兩端水를(#686) 5부 

F: 이정보 - 누고셔 廣廈千萬間을(#505) 5부

① 설 문 조

사

②활동지 

③SNS 심

층면담

2017.04-

2017.05: 

예비 실험 

2차

한국 

S대학교

대학원생 

20명

A: 1. 성삼문 - 首陽山 라보며(#1231), 2.  

홍익한 - 수양산 나린 물이(#1229) 5부  

B: 1.  조식 - 頭流山 兩端水를(#686), 2. 박

인로 - 명리예 지 업서(#760) 5부

C: 1.  정충신 - 空山이 寂寞듸(#200), 2.  

박효관 - 空山에 우 뎝(#198) 5부

D: 1. 홍춘경 - 珠簾을 半만 열고(#1892), 2.  

숙종 - 秋水 天一色이오(#2142) 5부

① 설 문 조

사

②전고 설

명

③활동지 

④ 심 층 면

담

2017.06: 

본 실험

1차

중국

S대학교 

재학생 

A: 백이숙제(伯夷叔齊): 1. 성삼문 - 首陽山 

라보며(#1231), 2. 홍익한 - 수양산 나린 

물이(#1229) 5부

①설문지

②전고 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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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명

B: 도화원(桃花源): 1. 조식 - 頭流山 兩端水

를(#686), 2. 박인로 - 명리예 지 업서

(#760) 5부

C: 두견새: 1. 정충신 - 空山이 寂寞듸

(#200), 2. 박효관 - 空山에 우 뎝(#198) 

5부

D: 굴원(屈原)의「원유(遠遊)」: 1. 이정보 - 

瀟湘江  은 밤의(#1197), 2. 이후백 - 蒼

梧山 聖帝魂이(#1963) 5부

③ 심 층 면

담

④감상문

⑤ 사 후 인

터뷰

2017.11-

2017.12: 

본 실험 

2차

한국

E대학교 

대학원생 

24명

E: 굴원(屈原): 1. 이후백 - 洞庭湖 은 이

(#670), 2. 성충 - 뭇노라 汨羅水야(#803) 6

부

F: 누항(陋巷): 1. 김민순 - 功名은 狼을 고

(#181), 2. 주세붕 ― 汶上애 아니가다(#790) 

6부

G: 오추마(烏騅馬): 1. 남이 - 烏騅馬 우는 곳

에(1506), 2. 김두성 - 十面埋伏 설이 치고

(#1310) 6부

H: 도연명(陶淵明)의「귀거래사(歸去來辭)」: 

1. 이현보 - 歸去来 歸去来(265), 2. 이정보 - 

淵明이 歸去來辭 짓고(#1471) 6부

2017.07: 

사후인터

뷰 

1차

중국

S대학교 

재학생 

8명

변론대회의 형식으로 팀을 나누어 학습자들

이 시조 A~D에 담긴 핵심내용, 시인의 사상, 

활용된 용사, 작품의 배경(작가생애/역사배

경), 인용된 문학 작품이나 현대의 영상 작품 

등에 대해 토론했다. 

① 변 론 대

회

② 조 별 토

의

2017.12: 

사후인터

뷰 

한국

E대학교 

재학생 

위챗(WeChat)을 통하여 단독적으로 학습자

가 시조 E~H를 해독하는 과정을 재현해 보

고, 시조를 분석하는 사고의 맥락을 표현해 보

SNS 심층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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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실험 대상 및 절차

  

  예비 실험은 2차례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1차 실험은 중국의 H외국어학습

포럼40)에서 선정된 한국어전공 학습자 15명을 대상으로 삼아 진행하였다. 우

선 인터넷 설문지를 통하여 학습자가 전고에 대한 이해도와 용사가 활용된 고

전시가 교육의 필요성을 조사하였다. 설문지 및 통계 보고서의 양식은 다음 표

와 같다.

40) H외국어학습포럼(滬江網: https://www.hujiang.com/)은 인터넷에서 운영되는 외국어교

육 웹사이트이다. 중국의 온라인 외국어교육(영어, 일본어, 불어, 한국어, 러시아어, 스페인

어 등 10여 가지 언어)에서 1위를 차지하며, 아동 계몽 교육 · 초중등학교 과정 · 직장인 

양성교육 · 예술교육 등 온라인 과정을 개설한다. 산하업무는 교육 포털 사이트, SNS커뮤니

티, 전자 상거래 플랫폼, 그리고 상호작용 사이버 학교 등이다.  

2차 10명

았다. 그리고 토론방을 만들어 학습자를 모아 

자료를 공유하고, 논쟁적인 주제에 대해 토론

하게 했다. 

2018.4: 

검증 실험

한국 

S대학교 

대학원생

5명

성삼문 - 首陽山 라보며(#1231) 5부

조  식 - 頭流山 兩端水를(#686) 5부

김두성 - 十面埋伏 설이 치고(#1310) 5부

①설문지

②전고 설

명

③ 협 동 학

습

④ 심 층 면

담

⑤ 사 후 인

터뷰

第1题 关于典故“伯夷叔齐”你了解多少？（提示：不食周粟）[单选题 단답형]

문제1: 전고 ‘백이숙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나요? (제시: 불식주속(不

食周粟))

选项 항목 小计 계 比例 비율
完全没听过这个典故

들어 본 적이 없어요.
12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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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예비 실험 설문지 및 통계 보고서 양식

  다음은 용사의 유형에 따라 대표적인 시조 6수를 선정해서 활동지를 만들

었다. 성삼문의「首陽山 라보며」와 조식의「頭流山 兩端水를」은 교과서에 

수록된 정전(正典) 작품이므로 학습자에게 적절한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나

머지 작품은 어려운 어휘나 구절이 거의 없고 비교할 만한 중국 작품이 있어 

학습자가 이해하기 쉬운 것으로 선정되었다. 활동지는 3문항으로 나누어 설계

하였다. 

문항 1: 시 속의 전고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문항 2: 용사를 통하여 한국 고전시가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문항 3: 한국 고전시가를 배우면서 용사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1차 예비 실험에서는 실제 수업을 하지 않고, 학습자가 전고 및 한국 고전

시가에 대한 이해도를 살펴보았다. SNS으로 진행된 실험이기에 실제 교육 현

第20题 学习韩国古典诗歌的同时, 学习中国典故的理由？ [多选题 다답형]

문제20: 한국 고전시가를 배울 때 중국 전고를 배우는 이유를 선택하세요.

知道一点, 了解来源及内容

전고의 출처와 내용을 좀 알아요.
7 35%

十分了解, 了解来源及内容

전고의 출처와 내용을 잘 알아요.
1 5%

本题有效填写人次 답변 횟수 20

选项 항목 小计 계 比例 비율
强化语言运用能力

언어 운용 능력을 강화한다.
2 10%

增进个人文学知识素养

문학에 대해 교양 축적한다.
14 70%

深化对韩国文化的理解

한국 문화의 이해를 심화한다.
14 70%

其他 기타 5 25%
本题有效填写人次 답변 횟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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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처럼 학습자 앞에서 전고와 시조를 가르치지 못한 이유로 학습자들의 반응

이 예상보다 좋지 않았다. 낯선 장르인 시조를 처음 접촉하여 옛글을 해독하지 

못한 문제점도 발견되었다. 또한 설계된 문제가 적합하지 않아서 한국 고전시

가 교육에 있어서 전고 학습의 필요성에 대해 대부분 학습자들이 전고 자체만

의 역할에 대해서만 답하고 고전시가와의 연관성을 소홀히 하였다. 이런 문제

점을 보완하기 위해 2차 예비 실험을 실시하였다. 

  2차 예비 실험에서는 1차 실험을 바탕으로, 한국 S대학교 대학원생 20명을 

대상으로 하여, 학습자에게 한국 시조를 가르칠 때 학습자가 전고에 대한 이해

도와 전고 학습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우선 인터넷 설문조사를 통하여 학습자

들이 중국 전고(17개)에 대한 이해 현황과 한국 시조와 중국 전고의 관련성을 

조사하였다. 다음에 학습자들에게 활동지를 나눠 준 후, 관련된 전고와 배경지

식을 모르는 상황에서 문제 A1, A2에 답하게 하였다. 이후 전고 설명의 방법

으로 전고 이야기를 가르친 후, 학습자가 문제 A2에 다시 답하고, 나머지 문제

(A3-A4, B1-B4)를 완성하게 하였다. 활동지가 끝난 후에는 심층면담을 진행

하였다. 활동지의 양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차 예비 실험 활동지>

A작품: 성삼문(成三問) - 수양산 라보며

首陽山 라보며 夷齊 恨노라                     

주려 주글진들 採薇도 것가

비록애 푸새엣 거신들 긔 뉘 헤 낫니

A-1: 이 시조에서 활용된 중국 전고는? 간단히 설명하십시오. 

A-2: ‘수양산’이라는 시어의 함축적 의미를 쓰십시오. 

A-3: 작가는 이 시를 통하여 표현하려고 하는 감정이 무엇인지 쓰십시오.

A-4: 중국어로 번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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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2차 예비 실험 활동지 양식 

  2차 예비 실험을 통하여 한국 고전시가 교육에 있어서 전고 학습의 필요성

과 역할을 검증했을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학습자들의 반응을 얻었다. 대부분 

학습자들은 설문지 속의 전고에 대해 대략적으로 알면서도 구체적인 내용과 

출처는 잘 몰랐다. 옛글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고 전고 설명의 방법으로 전고의 

뜻을 가르친 후,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시를 정확하게 해독하고 자발적으로 자

국 문학과 비교하여 분석할 수 있었다. 짧은 시간 안에 상당수의 실험자가 한

국 시조를 중국 현대시, 심지어 칠언율시(七言律詩)의 형식으로 번역할 수 있

었던 데에는 전고 교수법의 효과가 상당했기 때문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들의 전고에 대한 흥미와 상상력이 활성화되었고 실험자와 교

사와의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때 2차 예비 실험의 학

습자는 중국 4년제 전일제 대학교 한국어전공 이수한 대학원생이므로 1차 실

험의 학습자보다는 한국어 문학 능력이 더 높았던 것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본 실험도 2차례로 나뉘어 진행하였다. 1차 본 실험은 중국의 S대학교41)의  

한국어전공 학습자 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먼저 학습자로 하여 설문지

41) 중산대학(中山大学, Sun Yat-sen University)은 중국 광동성(廣東省) 광저우(廣州)에 

있는 중국 교육부 소속의 국가중점대학(國家重點大學)이다. 근대 중국의 국부(國父) 손중산

(孫中山)은 1924년에 중산대학을 설립하였다. 2009년에 한국어 전공이 개설되었다.

B작품: 홍익한(洪翼漢) - 수양산 나린 물이

首陽山 나린 물이 夷齊에 怨淚ㅣ 되야                 

晝夜 不息고 여흘여흘 우 즌

至今에 爲國忠誠을 못 슬허 노라

B-1: 성삼문의 시조와 비교해 보면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쓰십시오.

B-2: ‘이제의 눈물’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쓰십시오.

B-3: 시인은 ‘백이숙제’에 대해 어떻게 평가했는지 쓰십시오.

B-4: 두 편의 시를 읽고 중국의 어떤 작품을 연상하였는지에 대해 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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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는 시조 2수를 배운 적이 없는 상황에서 설문지 문제를 완성하게 하였다. 

시청각자료를 통해 수업을 한 후에 교사가 전고 설명의 방법으로 시조와 관련

된 전고를 설명해 주었다. 시조에서 활용된 전고에 대해 초보적인 이해를 가지

고 학습자들이 설문지 문제에 다시 답하게 하였다. 설문지가 끝난 후에 심층면

담을 진행하였고, 개별 학습자로 하여금 감상문을 쓰게 하였다. 설문지에서 독

특한 관점을 가지거나 자신의 생각을 뚜렷하게 표현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사

후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시조의 의의를 더 잘 파악하기 위해 학습자를 협동 그

룹으로 나누어 변론대회의 형식으로 시적 의의를 토론하게 하였다. 

  2차 본 실험은 한국 E대학교 대학원생 24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2차 

본 실험은 교육용 시조 텍스트를 바꾸고 SNS으로 사후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나머지 설문지 및 절차는 1차 본 실험에서 한 대로 진행하였다. 2차 본 실험의 

학습자는 중국 4년제 대학교의 한국어전공 이수한 한국 대학원 신입생이므로 

조건상으로 1차 본 실험 학습자와 큰 차이가 없었다. 학습자의 이해 양상을 살

펴보면 1, 2차 학습자가 비슷한 한국어 능력과 문학 능력을 가진 것으로 보인

다. 자세한 본 실험 내용은 Ⅲ장에서 제시한다.   

  검증 실험은 예비 실험과 본 실험을 바탕으로 하여 학습자의 이해 양상을 

연구 자료로 삼아 이전 단계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예상한 교육 방법을 검증하

였다. 검증 실험은 한국 S대학교 한국어교육전공의 대학원생 5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용사의 분류에 따라 성삼문의「首陽山 라보며(#1231)(인명 · 

지명 · 물명)」, 조식의「頭流山 兩端水를(#686)(지명 · 물명)」과 김민순의

「功名은 狼을 고(#181)(지명 · 물명)」를 텍스트로 선정하였다. 이전 실험

의 이해 양상을 살펴보면 이 시조들은 학습자들이 상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

운 텍스트였다. 먼저 수업 전에 교육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학습자에게 설문지 

1을 완성하게 하였다. 다음은 전고 설명의 방법으로 시조와 관련된 중국 전고

와 배경지식을 가르쳤다. 학습자의 자주학습(自主學習) 능력과 참여의식(參與

意識)을 양성하기 위해 교사 주입식 방법보다 협동학습의 방법을 취하였다. 학

습자 간에 다른 의견이 있을 때 변론대회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다. 수업 

후에 개별 학습자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학습자의 사고방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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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기 위해 사후인터뷰를 하였다. 검증 실험의 구체적인 내용은 Ⅳ장에서 

설명한다. 

  이상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Ⅱ장에서 전고의 개념과 유형, 용사의 역할과 분류, 용사와 상호텍스

트성의 연관성을 정리하고 용사가 활용된 한국 시조의 교수-학습의 필요성과 

교육적 의의를 제시한다. 

  둘째, Ⅲ장에서 용사의 특성에 따라 인명 · 지명 · 물명으로 나누어 학습자

의 이해 양상과 한계점을 분석한다. 

  셋째, Ⅳ장에서 용사의 이론과 위의 학습자의 이해 양상 및 한계점, 그리고 

실험 결과를 결합하여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용사가 활용된 

한국 시조 교육의 교수-학습 내용과 방법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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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용사가 활용된 한국 시조 교육의 이론적 배경

  이 장에서는 용사가 활용된 한국 시조 교육의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 

먼저 전고(典故)의 개념과 상호텍스트성의 성격을 살펴본 후에, 전고의 작법인 

용사의 역할, 용사가 활용된 한국 시조 교육의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전고의 개념과 상호텍스트성

1) 수사법으로서의 전고

  전고는 전례(典例)와 고사(故事)를 지칭하는 말로서, 문학작품에 원용(援用)

할 때 신화 · 전설 · 역사 속의 이야기 및 경서(經書) · 민요(民謠) · 속언(俗諺) 

중에 있는 어구를 활용하여,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이미지를 선명하게 

하는 수사법의 일종이다.42) 이 개념은 A.D. 6세기경 유협(劉勰)의『문심조룡

(文心雕龍)』에 의해 개념화된 것으로 문학 창작에 있어서 고사를 빌어서 현

실을 설명하는 것이다. 전고의 사용은 ‘용사(用事)’와 ‘점화(點化)’로 나뉘어 일

반적으로 ‘용사(用事)’로 통칭되며, 단순한 수사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전

시학의 원리라고도 할 수 있다. 문학작품의 예술적 형상화나 성취에 기여하는 

수사적 장치이기에 ‘전거수사학(典據修辭學)’이라43) 규정되기도 한다.

  유약우(Liu, James J.Y.)는 전고는 대체로 일반적인 것과 특수한 것 두 종류

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하였다.44) 일반적인 전고란 진리나 상식을 가리킨다. 예

를 들면 세시(歲時)와 관련된 4계절 춘(春) · 하(夏) · 추(秋) · 동(冬)과 12절

기(節氣), 천문과 관련된 28성수(星宿), 시간 · 동물과 관련된 12지지(地支), 

42) 조지형,「典故의 解讀 문제와 고전문학교육의 방향」,『국어문학』60, 국어문학회,  

2015, 172면.

43) 최미정,「漢詩의 典據修辭에 대한 考察; 麗末 · 鮮初의 詩話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9, 27면.

44) Liu, James J.Y. (劉若愚), 이장우 역,『중국시학』, 명문당, 1994, 241면.  



- 25 -

자연과 관련된 5대 원소 금(金) · 목(木) · 수(水) · 화(火) · 토(土) 등의 상식은 

모두 일반적인 전고인 셈이다. 시 속의 일반적인 전고는 일반인에게 익숙한 개

념이라서 특별한 의의가 있지는 않다. 특수한 전고란 민간 이야기, 문학작품, 

역사 사건, 유명인  일화(逸話) 등에서 요약한 것이다. 특수한 전고는 문학 소

양의 중요한 일부가 되어 시 이해에 큰 도움을 준다. 다시 말하면 전고의 구분

은 첫째, 함축적인 언어를 통하여 진리와 상식을 살피는 것과 둘째, 어구를 인

용함으로써 의미를 밝히는 것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일반적인 전고와 특수적인 전고는 서로 바뀔 수 있다. 예전에 상식으로 인

정되었던 일반적인 전고는 오늘날의 특수적인 전고가 될 수 있고, 그 반대로 

반복적으로 사용된 특수적인 전고는 오늘날의 일반적인 전고가 될 수 있다. 예

를 들어 상식으로 간주하였던 세시풍속은 현대인들에게는 전통문화의 일부가 

되며, 고대인들에게 익숙하였던『시경(詩經)』의 전고인 ‘당체(棠棣)’가 오늘

날에는 특수적인 전고가 된다. 공간의 거리감으로 인해 포세이돈(바다의 신, 

로마 신화의 ‘Neptune’에 해당)과 같이 서양 신화에서 기원한 전고는 서양인

에게 일반적인 전고에 속하는데, 동양 문화권의 사람에게는 특수적인 전고가 

된다. 또한, 수용자에 따라 지식인에게 일반적인 전고에 속하는 유명인 일화가 

노동자에게는 특수적인 전고가 되며, 노동자가 말한 속담이 지식인에게 낯선 

전고가 된다. 즉 시공간 및 수용자에 따라 일반적인 전고와 특수적인 전고는 

상호 전환될 수 있다.

  시 속의 언어를 크게 분류하면 본래 의미로 쓰인 언어와 비유로 쓰인 언어

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고가 변용되어 온 시어는 비유로 쓰인 언어에 속한다

고 할 수 있다.45) 전고를 포함한 시는 비유적인 언어로 시인의 본의(本意)를 

다시 다듬어 주는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이미 알고 있는 전고라도 독자와 시

인은 이에 대해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에 다양한 느낌을 얻을 수 있다. 즉 전고

의 해독은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이라는 의사소통의 원리를 기초로 해

서 형성되는 의미 파악 행위46)이다. 

45) 김정규,「中國典故修辭가 韓國詩歌文學에 受容된 樣相」,『중어중문학』8, 한국중어중

문학회, 1986, 62-6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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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고의 유형: 용사(用事)와 점화(點化)

  ‘용사(用事)’는, 글자 그대로 풀이하자면 “일을 쓴다.”, 그리고 다시 알기 쉽

게 풀이하자면 “고사(故事)를 인용(引用)한다.”는 뜻을 지닌 말이다. 그리고 용

사는 시문(詩文)에 관한 작법류(作法類) 용어(用語)에 해당하는 말로서47), 시

문(詩文)을 지을 때, 역사적인 사실과 같은 전대(前代)에 있었던 일이나 전인

(前人)의 말 또는 글을 이끌어다 씀으로써 자신의 논리를 보완하는 작법이

다.48) 용사의 종류를 크게 분류하면 ‘어용사(語用事)’와 ‘의용사(意用事)’로 나

눠 볼 수 있다.49) ‘어용사’란 전인의 시구나 말씀을 빌려 쓰는 것이며, ‘의용

사’는 전인의 작품에 담긴 뜻을 빌려 쓰는 것이다. 같은 전고에서 ‘어용사’와 

‘의용사(意用事)’가 함께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상은(李商隱)의「마외

(馬嵬)」50)에서 구주(九州)의 전고를 통해 추자운(鄒子雲)의 시구 “九州之

外，更有九州”를 바꾸어 사용하며 양귀비(楊貴妃)가 봉래산(蓬萊山)에 근거하

는 고사를 언급한다.  

  용사는 글이나 시를 쓸 때 설득력을 얻거나 제한된 어구 속에 풍부한 내용

을 담기 위하여 역사적 고사나 전인의 말씀, 시문을 빌어서 자기의 주장을 보

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일부 학자는 ‘용사’와 ‘전고 인용’의 개념을 

혼동하여 같은 것으로 보기도 하고, ‘용사’와 ‘표절(剽竊)’을 동일한 것으로 간

주하여 ‘용사’와 ‘신의(新意)’를 대립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신의는 시문에 

나타난 ‘참신한 뜻’, ‘새로운 의경’ 또는 ‘새롭고도 알찬 뜻’, ‘새로운 의도’를 의

46) 조지형, 앞의 논문, 173면. 

47) 정요일,「用事와 新意가 誤解된 理由」,『고전비평용어연구』, 태학사, 1998, 175면.

48) 정요일,「古典批評 硏究의 反省」,『(백영 정병욱 선생)환갑기념논총』, 신구문화사, 

1982, 1007-1008면.

49) 魏慶之,『(校正)詩人玉屑』, 韓國漢詩硏究院, 1992, 48면. 

50) 海外徒聞更九州/他生未蔔此生休/空聞虎旅傳宵柝/無復雞人報曉籌/此日六軍同駐馬/當時七

夕笑牽牛/如何四紀為天子/不及盧家有莫愁！(바다 밖에 또 구주가 있다고 헛되이 들었지만/다

음 생은 점칠 수 없고 이번 생은 끝났도다/부질없이 금군(禁軍)의 저녁 순라 소리 들려오지

만/다시는 새벽을 알리는 계인(鷄人)이 없구나/이날 육군이 함께 전진을 멈추었지만/당시 철

석날엔 경우와 직녀 비웃었지/어찌하여 45년간 천자를 했으나/노씨 집의 막수만큼도 못했던

가? 김의정 옮김,「이상은 시선」, 지식을만드는지식, 2013, 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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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는 말로서 시문에 관한 평어류(評語類) 용어에 해당하는 말이다.51) 용사

는 작법류 용어로서 평어류 용어인 신의와 비교할 수 없다. 또한, 성공적인 용

사는 자기의 심상을 표출하기 위해 신의를 가진 전인의 시구를 적절하게 바꾸

어 사용한다. 

  용사는 시 창작의 보편적인 도구로 넓게 사용된다. 그러나 용사를 부정적으

로 사용하면 도습(蹈襲) · 표절(剽竊)로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때 용

사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이 있어야 한다. 구본현52)은 시에서 용

사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 번째, 창작의 상황과 해당 전고 사이의 긴밀성.

두 번째, 선택된 전고를 새롭게 조어(造語)하는 방식의 정교함. 전고의 원래 의미

가 훼손되거나 의경의 논리성이 깨지게 된다면 좋은 용사라 할 수 없다.         

세 번째, 용사가 활용된 부분이 작품 전체에 미치는 영향. 

  위의 기준을 바탕으로 하면 박인로(朴仁老)의「盤中 早紅감이」는 성공적

인 용사를 활용한 예라고 볼 수 있다. 

盤中 早紅감이 고아도 보이다

柚子 안이라도 품엄즉도 다마
품어 가 반기리 업슬 글노 설워 이다  #855 박인로(朴仁老)

  중장은 중국 삼국시대 오(吳)나라 육적(陸績)이 어머님께 귤을 드리려 주인

의 귤을 품속에 숨겼다는 고사를 인용하였다. 효도와 관련된 전고를 사용함으

로써 시조의 주제인 지극한 효심을 명확하게 밝힌다. 중장에서 회귤(懷橘: 귤

을 품음)이라는 전고를 통해 감의 좋은 맛과 부모님께 드리려는 효심을 표출

한다. 종장은 회귤(懷橘)의 전고를 다시 언급해서 부모님께서 안 계시는 아쉬

51) 정요일,「漢詩批評 用語의 分類」,『고전비평용어연구』, 태학사, 1998, 148면.

52) 구본현,「漢詩에서의 用事 활용 양상 연구-성공적인 용사의 요건에 대하여」,『국문학

연구』22, 국문학회, 2010, 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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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을 표현한다. 

  ‘점화(點化)’는, 전인의 시에 나타난 뜻을 쓰되 그 뜻의 어느 지점에 변화를 

가하여 자기의 시 작품에 쓰는 것을 말한다53). 이는 용사의 하위 개념인 ‘어용

사’와 같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말하자면 점화는 용사의 범위에 속한다. 점

화는 원래 도습(蹈襲)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뜻을 발전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하

면 도습에 그치게 되고, 발전적으로 변화시키면 점화가 된다54). 자신의 뜻을 

보완하며 고인의 진부(陳腐)한 시구를 변화시켜 알차게 표현하는 점화는 ‘점철

성금(點鐵成金)’으로 평가되며, 반대로 ‘점금성철(點金成鐵)’은 점화가 잘못된 

것을 평하는 말이다. 

  황정견(黃庭堅)은 점화를 ‘환골(換骨)’과 ‘탈태(脫胎)’로 나눠 보았다. 환골이

란 고인의 뜻을 바꾸지 않고 어구를 나름대로 쓰는 것이라고 하고, 탈태란 원

형 작품의 뜻과 형식을 본받아서 더 높은 수준으로 승화하는 것이다. 환골과 

탈태 사이의 차이는 의미의 변화 유무에 달려 있다.

  점화는 전인의 말 또는 시구를 이끌어 쓴다는 점에서 용사의 하위 개념인 

‘어용사’와 같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용사와 점화를 ‘용사’로 통칭한다. 

3) 용사와 상호텍스트성의 연관성

  중국 고시가(古詩詞)의 창작 수법인 용사는 용전(用典), 의작(擬作), 개작(改

作), 집구(集句) 등의 수단으로 전인의 시구를 바탕으로 재창작하는 기법이며, 

이와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의 “한 텍스트는 작가가 읽어온 여러 텍스

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55)는 논의가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상호텍스

트성 이론에서 인용은 직용(直用)과 같고, 패러디는 의작과 같고, 희학(戲謔)은 

반용(反用)과 같고, 은유(隱喩)는 집구와 같아서 용사(用事)라는 개념이 현대

의 상호텍스트성 이론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56) 

53) 정요일, 앞의 논문, 154면.

54) 윤인현,「用事와 點化의 差異」,『한국고전연구』4, 한국고전연구학회, 1998, 310면.

55) 김욱동,『포스트모더니즘의 이론: 문학/예술/문화』, 민음사, 1992, 202-228면.

56) 楊景龍,「用典、擬作與互文性(용전, 의작과 상호텍스트성)」,『文學評論』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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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鄧軍57)의 논의에서는 독자와 작가는 비슷한 배경지식, 즉 질적 · 양적으로 

비슷한 문학 소양이 있어야 동시대의 독자가 시 속의 용사를 깨달을 수 있다

고 한다. 즉 작가는 시를 창작할 때 전고를 사용함으로써 같은 시대에 일반적

인 교육을 받은 예상된 독자에게 자기의 뜻을 전달한다. 따라서 시조를 즐겨 

쓰는 당시의 지식인은 시조의 작가이자 독자이기도 하다. 현대의 독자는 교육 

수준 · 언어 습관 · 문학 소양 상의 차이로 인해 자기의 문학 경험을 통하여 시

를 해독할 때 과거의 작가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 이때 옛날의 고사 · 어구

를 포함한 용사를 통해서 현대의 독자는 과거의 작가와 같은 문학 경험을 가

질 수 있어 작품을 더 풍부하게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용사가 활용된 시조의 

창작과 해독은 상호텍스트성의 원리에 기초하여 형성되는 것이다. 

  프랑스 구조주의 학자 제라르 주네트(Gérard Genette)는「팔랭프세스트

(Palimpsestes)」58)에서 협의(狹義) 상호텍스트성은 두 개 이상의 텍스트 간

의 상호 관계라고 정의하였다. 즉 한 텍스트가 다른 텍스트에서 실재적으로 나

타나는 것을 가리킨다. 이는 유협((劉勰)이『문심조룡(文心雕龍)』의「사유(事

由)  38편」59)에서 논의한 바와 같다. 협의 상호텍스트성은 인용 · 표절 · 인

유 세 가지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이 세 가지 형식은 용사의 방법인 명용(明

用) · 반용(反用) · 암용(暗用)과 대응할 수 있다. 명용은 기존의 전고의 뜻을 

바꾸지 않고 인용하는 것이다. 반용은 전고를 사용하지만, 전고의 고유한 뜻을 

바꾸고 반대의 의의를 표현하는 것이다. 암용은 전고의 뜻을 전환하고 전고를 

사용한 흔적이 뚜렷하지 않은 것이다. 이것은 가장 흔한 용사의 방법인 셈이

다.60)   

  용사와 상호텍스트성은 모두 원형(元型) 텍스트를 바탕으로 한 것이나, 용

178면.

57) 鄧軍, 앞의 논문, 2007, 33면. 

58) Gérard Genette, 앞의 책, 2001, 69면. 

59) 夫經典沈深, 載籍浩瀚, 實群言之奧區, 而才思之神臯也. 揚、班以下, 莫不取資, 任力耕耨, 

縱意漁獵. 操刀能割, 必裂膏腴. 是以將贍才力, 務在博見, 狐腋非壹皮能溫, 雞蹠必數千而飽矣. 

是以綜學在博, 取事貴約, 校練務精, 捃理須核, 眾美輻輳, 表裏發揮.

60) 주네트는 또한 텍스트 간의 관계를 공존 · 파생으로 구분한다. 공존 관계는 용사에 해

당하며, 파생 관계는 점화에 해당한다. 하지만 본고는 점화를 용사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이 

구분을 따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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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원형 텍스트의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수용하는 것이며 상호텍스트성은 

작가가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원형 텍스트의 수준을 초월하기 위해 변용하는 

것이다. 즉 용사가 전고를 인용하는 방법은 상호텍스트성과 일치하지만, 목적

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또한, 고전비평 작법류 용어로서의 용사는 같은 계

층에 있는 작가와 독자에 적용되었는데 현대 문학 이론으로서의 상호텍스트성

은 작가와 독자 간의 경계를 초월한 효율적인 읽기 · 쓰기의 방법이 된다. 시

조 작가와 중국인 학습자의 시공간 거리감을 극복하기 위해 전통적인 용사 이

론을 상호텍스트성의 적용 범주로 확대해 시조 교육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표절과 패러디는 상호텍스트성 이론을 바탕으로 한 창작 원리로서 용사와 

흔히 관련되어 있다. 교연(皎然)은 『詩式(시식)』에서 언급하였듯이, 모방은 

‘偸語(구절을 훔치기)’ · ‘偸意(함의를 훔치기)’ · ‘偸勢(구조를 훔치기)’로 분류

할 수 있다고 하였다. ‘偸語’은 표절과 같아 전인의 글을 도용(盜用)해서 용사

의 부정적인 용법으로 간주된다. 표절은 다른 텍스트에 대한 기계적인 부착이

어서 부정적인 용사로 간주된다. ‘偸意’는 패러디와 같아 원전(原典)에 대한 인

유(引喩)로 용사와 비슷해 보인다. 첫째, 문학 가치를 보면 용사는 원전 수준

에 도달하기 위해 정묘하게 다듬는 것이며 패러디는 풍자 등의 목적을 가지고 

창작한 것이다. 둘째, 모방 정도를 보면 용사는 원전을 존숭하여 뜻과 형식을 

약간 바꾸는 것이며 패러디는 형식으로 원전과 비슷한데 내용으로 원래의 뜻

을 파괴하는 것이다. 따라서 패러디와 용사는 모방의 점에서 비슷하지만 결과

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偸勢’는 구조적으로 다른 텍스트를 모방하는 점에서 

모방의 흔적이 거의 없고 독자에게 변별하기 어려워 용사의 연구 내용으로는 

삼지 않는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용사는 원형 텍스트에 대한 모방이라는 점에서 

서양의 상호텍스트성 이론과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세부적인 목적, 방법들에

서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두 이론의 공통점은 동 · 서양 문학사에서 모방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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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시조에서 용사의 역할 

1) 인명(人名)의 역할

  인명은 여러 가지 형식으로 나타나고 용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학습자는 시조에 나타나는 인명 용사를 배움으로써 시조의 중심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인명 용사에 관한 문학작품과 영상작품은 학습자의 흥

미를 일으킬 수 있는 좋은 제재이다.

  시조에는 많은 중국 인명(人名)이 용사로 인용되어 수용되었다. 여기서 말

한 인명은 단순히 이름 그 자체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호(號) · 자(字) · 관

명(官名) 등 여러 가지 호칭으로 나타난다. 

江山도 죠흘씨고 鳳凰臺 왓는가

三山은 半落靑天外연을 二水는 中分白鷺洲ㅣ로다    

李白이 이제 잇셔도 이 景 밧긔 못쓰리라    #81 이정보(李鼎輔)

                         

平生의 부럽는 글짓기 술먹기로다

李太白 劉伶 後에 詩酒風流  뉘런고

어즈버 我不同時를 不勝慨然 여라       #2219 김진태(金振泰)

                               

은 언제 나며 술은 뉘삼긴고

劉伶이 업슨後에 太白이도 간듸 업다

아마도 무를듸 업스니 홀로 醉코 놀리라    #598 낭원군(朗原君)

屈原忠魂 에 너흔 고기 采石江에 긴 고래 되야

李謫仙 등에 언  우희 올시니

이제는 새 고기 낫거니 낙가 다 엇더리   #246 주의식(朱義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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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豪放헐 靑蓮居士 李謫仙이로다

玉皇 香案ㄷ前에 黃庭堅 一字 誤讀 罪로 謫下人間

    야 藏名酒肆고 采石에 弄月다가 긴 고
    고 飛上天니

至今에 江南風月이 聞多年인 노라          #1313 작가미상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조 작품에서 인물들이 여러 가지 호칭으로 나타나

는 것이 많다. 예를 들어, 이백(李白)에 대하여 이백(李白) · 이태백(李太白) · 

태백(太白) · 이적선(李謫仙) · 청련거사(靑蓮居士) 등 여러 가지 호칭이 있다. 

이 밖에 유령(劉伶) · 굴원(屈原) · 황정견(黃庭堅) 등도 나타난다. #598, 

#2219 시조는 이백이 방랑(放浪)하여 술을 즐기는 용사를 사용하여 옛것을 

현재에 비교한다. #81는 이백조차 자신의 시「등금릉봉황대(登金陵鳳凰臺)」

를 못 쓴다고 하여 이백의 문학적 재능을 칭찬한다. #246, #1313 시조는 하

지장(賀知章)이 이백을 ‘적선인(謫仙人)’이라 부르는 전고를 인용하여 이백의 

뛰어난 재능과 소탈한 성격을 노래한다. 즉 시조에서 같은 인명 용사를 인용한

다 하더라도 다양한 의미와 역할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두 사람을 합쳐 부르는 경우도 있다. 

堯舜튼 님금을 만나 聖代를 다시 본이

太古乾坤에 日月이 光華로다

醉여 壽域春臺에 擊壤歌를 부르리라        #1555 성운(成運)

                     

岩畔 雪中孤竹 반갑도 반가왜라

뭇니 孤竹아 孤竹君의 네 엇더닌

首陽山 萬古淸風에 夷齊를 본 듯 여라      #1349 서견(徐甄)

唐虞 언제 時節 孔孟은 뉘시런고

淳風禮樂이 戰國이 되야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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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몸이 서근 션븨로 擊節悲歌 노라      #613 김유기(金裕器) 

平生애 景慕홈은 白香山에 四美風流 駿馬佳人은 丈夫

    의 壯年豪氣로다

老境生計 移伴제 身兼妻子 都三口ㅣ오 鶴與琴書로 

    共一般이니 긔 더옥 節价廉退

唐詩에 三大作 文章이 李杜와 並駕여 百代芳名이

    서글줄이 이시랴                           #2214 작가미상 

  위와 같이 당요(唐堯)와 우순(虞舜), 백이(伯夷)와 숙제(叔齊), 공자(孔子)와 

맹자(孟子), 이백(李白)과 두보(杜甫) 등이 합쳐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요순

(堯舜)’ 또는 ‘당우(唐虞)’는 상고시대의 현명한 임금이며 도덕의 상징이기도 

하다. #1555는 요순의 이름을 빌어 당시의 지배자와 태평성세(太平盛世)를 찬

송하는 것이다. ‘이제(夷齊)’는 은(殷)나라 말기의 성현이며 충절의 상징이기도 

한다. #1349는 백이(伯夷)와 숙제(叔齊)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던질 수 있는 

충성을 칭찬하는 것이다. ‘공맹(孔孟)’은 선진(先秦) 시대 유가(儒家) 사상가 

공자(孔子)와 맹자(孟子)를 함께 부르는 말이며 공자는 ‘인(仁)’을 주장하고 맹

자는 ‘의(義)’를 주장하였다. #613는 고대의 성현에 대한 추모를 통하여 실망

스러운 현실을 비판하는 것이다. ‘이두(李杜)’는 당(唐)나라 뛰어난 시인이며 

그들의 참된 우정도 천고에 전해진다. #2214는 백거이(白居易)를 이두(李杜)

와 대등한 지위를 갖는다고 칭찬하는 것이다. 위의 시조를 보면 병칭하는 두 

사람은 흔히 주장, 재능, 지위, 처한 시대가 비슷하여 특별한 상징의 약칭이 된

다.

  그리고 삼인(三人) 이상을 합쳐 부르는 명칭도 존재한다. 

藥이 靈타 되 効驗이 바히 업다

清心節慾면 이 안이 仙藥인가

암아도 이 藥 일흠은 四君子가 노라   #1370 김진태(金振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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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皓ㅣ 진짓것가 留侯의 奇計로다

眞實로 四皓ㅣ면은 一定 아니 나오려니 

그려도 아니냥여 吕氏客이 되도다           #1034 신흠(申欽) 

                        

景星出慶雲興니 日月이 光華ㅣ로다

三王禮樂이오 五帝ㅣ 文物이로다

四海로 太平酒 비저 萬姓同醉리라       #129 김유기(金裕器)

龍馬ㅣ 負圖고 鳳鳥ㅣ 呈祥니

三五王風을 다시 어더 보리로다

我東이 太平治化을 萬世無彊이삿다          #1567 성혼(成渾)

  이같이 제(齊)국의 맹상군(孟嘗君), 조(趙)국의 평원군(平原君), 초(楚)국의 

춘신군(春申君), 위(魏)국의 신릉군(信陵君), 네 군자가 전국(戰國) 사군자(四

君子)로 나타나고, 진(秦)나라 때 상산(商山)에 은거한 네 늙은이 동원공(東園

公), 기리계(綺里季), 하황공(夏黃公), 녹리선생(甪里先生)은 사호(四皓)로 나타

난다. 또한, 중국 고대 전설에서의 복희(伏羲)를 비롯한 삼황(三皇)과 황제(黃

帝)를 비롯한 오제(五帝)가 있다. #1370는 사군자 같은 고대 군자의 원칙이 

맑은 마음으로 욕심을 억제하는 것이다. #1034는 은사 사호(四皓)가 벼슬했다

는 전고를 통하여 명리를 추구하는 사람을 비웃는 것이다. #129와 #1567는 

삼황오제(三皇五帝)의 용사를 통하여 당시를 태평성세(太平盛世)라고 찬송하

는 것이다. 

  위 예시들과 같이 인명은 여러 가지 형식으로 나타나고 용사에서도 큰 비중

을 자치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학습자에게 인명 용사가 시조에 어떤 영향을 미

쳤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인명을 신분별로 분류하고자 한다. 시조에 나타난 중

국 인명을 크게 성현제자(聖賢諸子), 제왕장상(帝王將相), 문인은사(文人隱士), 

후궁미인(後宮美人) 등 네 부분으로 분류하여 각 유형의 인물 용사가 활용된 

시조에 대한 중국인 학습자의 이해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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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명(地名)의 역할

   （1）실제적인 지명

  중국 문학작품에 나온 실제적인 지명은 어느 정도 시인의 일생의 역정을 기

록하였다고 할 수 있어 시인의 생애와 각지의 풍토 · 인정을 연구하는 중요한 

실마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시인의 거주지를 통하여 과거의 경제 · 정치 · 문

화 활동의 지역적 분포를 연구할 수도 있다. 그런데 한국 시조에 나오는 실제

적인 지명은 흔히 지시와 함축의 두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다. 즉, 실재하는 

구체적 장소이면서 동시에 관념적 의미를 가진 장소이기 때문에 원관념과 보

조관념을 모두 가지는 비유적 이미지로 나타나게 된다.61)

  시조에서 나오는 지명은 대부분 중국 지명이고, 흔히 실제적인 의미와 관념

적인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다. 실제적인 의미만 가지는 지명은 오히려 한국 

지명이 더 많이 나타난다. 

頭流山 兩端水를 녜 듯고 이졔 보니

桃花  은물에 山影조 잠겻셰라

아희야 武陵이 어듸오 나 옌가 노라       #686 조식(曺植)

大同江 달은 밤의 碧漢槎를 워두고

練光亭 醉 술이 浮碧橋에 다 거다

암아도 關西佳麗는 옛분인가 노라           #619 윤유(尹游)

鴨綠江 진 後에 에엿분 우리님이

燕雲萬里 어듸라고 가시고

봄플이 프르고 프르거든 卽時 도라 오쇼셔    #1358 장현(張炫)

61) 손정은,「지명 이미지를 통한 시조 이해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1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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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시조 작품에서 나오는 ‘두류산(頭流山)’, ‘대동강(大同江)’, ‘연광정(練

光亭)’, ‘부벽교(浮碧橋)’, ‘관서(關西)’, ‘압록강(鴨綠江)’은 한국에서 실제로 존

재하는 지명이다. ‘무릉(武陵)’과 ‘연운(燕雲)’은 중국의 지명이다. ‘무릉’은 중

국 호남성(湖南省) 서포현(溆浦县) 남쪽에 있는 지명이며, 속세를 떠난 이상향

을 가리킨다. ‘연운’은 북경(北京: 燕) · 대동(大同: 雲)을 중심으로 장성(長城) 

남쪽에 있는 16주(州)를 지칭하는 곳이며, 국경의 요새와 피비린내 나는 전쟁

터를 상징한다. 중국 오대(五代) 후진(後晉)의 건국자 석경당(石敬瑭)은 거란

(契丹)의 원조를 받기 위해 연운16주를 대가로 할양한 후에, 400년 동안에 연

운에 거주한 한족(漢族) 사람들이 이민족의 통치 아래서 비참하게 살았다. 따

라서 ‘연운’이라는 말은 함락된 국토를 수복하지 못한 사대부의 유한을 상징하

기도 한다. #686 시조에서 시인은 두류산이 무릉도원과 비교할만한 곳으로 간

주하였다. #619 시조에서 관서의 아름다운 경치를 노래하는 것이다. #1358 

시조에서 한국과 중국의 경계선 근처의 압록강과 연운을 제시하여 변방 생활

을 노래하였다. 이런 실제적인 지명은 지시의 의미만 가지고 대부분 한국 지명

으로 나타난다. 

  또한, 일부의 중국 지명은 중국인에게 실제적인 지명이지만, 한국인에게는 

관념적인 지명으로 간주된다.

瀟湘斑竹 길게 뷔여 낙시 여 두러메고

不求功名고 碧波로 도라드니

白鷗야 날 본쳬 마라 世上 알ㄱ가 노라      #1199 작가미상

西湖 눈딘 밤의 비치 갓거
鶴氅을 녀믜 혀고 江皐로 디나가니

蓬海에 羽衣仙人을 마조 본 예라         #1122 허강(許橿)

長安을 도라보니 北闕이 千里로다

漁舟에 누어신 니즌 스치 이시랴



- 37 -

두어라 내시 아니라 濟世賢이 업스랴   #1895 이현보(李賢輔)

  위와 같이 ‘소상강(瀟湘江)’, ‘서호(西湖)’, ‘장안(長安)’은 중국 지명인데 위

의 시조들에서 각각 다른 의미가 부여된다. ‘소상강’은 흔히 시조에서 아황여

영(娥皇女英)의 전설에 대한 용사로 사용된다. ‘서호’는 범려(范蠡)와 서시(西

施)가 은거한 곳으로 유유자적한 은거생활을 상징한다. ‘장안’은 당나라의 수

도나 한성부를 가리킬 수 있다. 이 지명들은 원의미와 보조의미를 가진 이중적

인 지명이다. 이런 용사를 살펴볼 때는 심층 의미를 분석해야 시적 의미를 파

악할 수 있다.  

  일부의 중국 지명은 실제적인 지명이지만 한 · 중 사람들에게 관념적인 지

명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五丈原 秋夜月에 에엿블쓴 諸葛武侯

竭忠輔國다가 將星이 어진이

至今히 兩表忠言을 못내 슬허 노라        #1504 곽여(郭輿)

長白山에 旗를 곳고 豆滿江에 을 싯겨

서근 져 션븨야 우리 아니 나희냐 

엇덧타 獜閣畫像을 누고 몬져 리오     #1786 김종서(金宗瑞)

汨 린 물이 靈均의 怨淚로다

爲國忠憤을 넉시라도 못내 이저

지금에 嗚咽波聲이 어제론 얏다     #758 박인로(朴仁老)

  위의 시조에서 나오는 ‘오장원(五丈原)’, ‘기린각(麒麟閣)’과 ‘멱라(汨羅)’는 

실제로 존재하는 중국 지명인데 구체적인 지리적인 위치보다는 관념적인 지명

으로 간주된다. ‘오장원’은 중국 산서성(山西省) 기산현(岐山县) 남쪽에 위치한 

곳이며, 삼국시기 촉(蜀)국의 제갈량(諸葛亮)이 병사한 곳이다. ‘기린각’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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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西漢) 무제(武帝) 때 낙성된 궁전이며, 공신의 화상을 보존하는 곳이다. ‘멱

라수’는 중국 호남성(湖南省) 동북쪽에 있는 강이며, 굴원이 물에 뛰어드는 곳

이다. 이 세 중국 지명은 다 충신(忠臣)과 관련된 용사이다. #758, #1504 시

조에서 ‘오장원’과 ‘멱라수’는 충신이 목숨을 던진 곳으로 시조에 비장감(悲壯

感)을 부여한다. #1786 시조에서 ‘기린각’은 충신들에게는 최고의 영광의 상

징으로, 변경(邊境)에서 싸우는 군사들에게 격려의 역할을 하게 된다. 

  실제적인 지명을 포함한 시조는 시인의 행적을 연구하는 중요한 자료일 뿐

만 아니라, 그때의 인구분포 · 경제발전 · 도시화 등을 연구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또한, 학습자는 시조 속의 실제적인 지명을 실마리로 삼어 시인이 어떤 

연령대에 처하는지를 추론하게 할 수도 있다. 나아가 시인의 연보를 통하여 시

조의 창작배경을 또한 엿볼 수 있게 한다. 

（2) 관념적인 지명

  관념적인 지명은 현실 사회에 불만을 품거나 이상향에 대한 환상을 품고 있

는 문인이 창작한 것이다. 관념적인 지명 용사가 활용된 시조는 현실에서 도피

하여 선인(仙人)의 유유자적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며, 한편으로는 관념적인 지

명을 묘사함으로써 현실을 풍자하는 것이다. 시조에서 흔히 나타난 관념적인 

지명을 살펴보면 1) 선경(仙境), 2) 성지(聖地), 3) 비경(秘境)으로 나눠볼 수 

있다. 

  선경(仙境)이란 신화 · 전설 속에 선인이 산다는 곳이다. 장수(長壽)를 추구

하는 군주를 풍자하거나 선인의 무욕무구(無慾無求)의 삶을 동경하는 시조에

서 선경의 용사가 흔히 나타난다. 

南山 기픈 골에 두어이랑 니러두고

三神山 不死藥을 다 야 심근 말이

어즈버 滄海桑田을 혼자 볼가 노라           #380 신흠(申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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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몸이 주거가셔 무어시 될 니

蓬萊山 第一峰에 落落長松 되야이셔

白雪이 滿乾坤제 獨也靑靑 리라      #1665 성삼문(成三問)

샹해런가 꿈이런가 白玉京의 올라가니

玉皇은 반기시나 郡仙이 꺼리다

두어라 五湖烟月이 내分일시 올탓다      #1113 윤선도(尹善道)

  위의 시조들을 살펴보면 시조 작품에서 신인과 관련된 지명은 주로 관념적

인 것이다. ‘봉래산(蓬萊山)’ · ‘방장산(方丈山)’ · ‘영주산(瀛洲山)’ 세 선산(仙

山)을 통칭하는 삼신산(三神山)은 흔히 진시황(秦始皇)과 한무제(漢武帝)가 불

사약(不死藥)을 찾는 이야기와 관련되어 있다. 동해(東海)의 동쪽에 있다는 봉

래산은 삼신산(三神山) 중에 있는 가장 유명한 선산이다. #380, #1665 두 시

조는 다 ‘봉래산’의 용사를 사용하지만, #380 시조는 장수의 꿈을 꾸는 사람을 

풍자하며 #1665 시조는 단순히 선산의 뜻을 취한다. ‘백옥경(白玉京)’은 하늘 

위에 옥황상제(玉皇上帝)가 산다는 곳이라고 한다. 즉 백옥경은 하늘의 군주가 

사는 궁궐(宮闕)이다. #1113 시조에서 시인은 꿈에서 백옥경에 올라가 옥황의 

주목을 받지만, 신인들의 질투를 초래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시인은 백옥경에

서 명리를 추구하기 위해 선인과 싸우기보다는 범려(范蠡)처럼 오호(五湖)에서 

은거하여 한가로운 삶을 누리는 것이 더 좋다고 감탄하였다. 

  성지(聖地)는 특정 종교에서 신성시하는 장소이고, 종교의 발상지나 순교가 

있었던 지역으로 기독교의 예루살렘, 이슬람교의 메카 등이 해당된다.62) 성지

와 같은 관념적인 지명은 시조에서 별로 많지 않은 편이다. 특별히 시조가 유

행했던 조선시대를 고려했을 때, 성지와 관련된 종교는 유교와 불교뿐이다. 

  

尼丘에 日月이 가 陋巷에 비엿다

浴沂春風에 氣像이 엇더턴고

62) 네이버 국어사전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21446700 참조.



- 40 -

千載에 喟然 歎息시던 소릐 귀예   #547 장경세(張經世)

  #547 시조에서 제시한 ‘니구(尼丘)’는 중국 산동성(山東省)에 있는 산이고 

공자(孔子)의 고향이다. ‘누항(陋巷)’은 공자의 제자 안회(顔回)가 살았던 가난

한 골목을 가리킨다. 초장은 유교의 성지를 언급함으로써 유교의 성인(聖人)인 

공자와 안회의 용사를 끌어낸다. 따라서 이 시조의 주제는 유교와 관련되어 있

다는 결론을 낼 수 있다. 

  비경(秘境)은 신비스럽고 남이 모르는 곳이다. 이는 주로 민간전설이나 문

학작품에서 창작한 산물이지만, 비경의 용사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

게 될 때 이야기대로 비경을 건설해 실제적인 지명으로 바뀔 수도 있다. 중국

에서 저승 전설과 관련된 사천성(四川省)의 풍도귀성(酆都鬼城), 무릉도원의 

이야기와 관련된 중경시(重慶市)의 유양도화원(酉陽桃花源), 소설 『서유기(西

遊記)』와 관련된 강소성(江蘇省)의 화과산(花果山) 등 관념적인 지명에 근거

하여 만든 관광지들이 많아 관념적인 의미와 실제적인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

다.  

집은 桃花源裏여늘 네몸은 杏樹壇邊이라

鱖魚ㅣ 졋거니 그물으란 네 밋
兒㝆야 덜괴인 薄薄酒만졍 甁을 와 너으라#443 안민영(安玟英)

  #443 시조에서도 관념적인 지명과 실제적인 지명을 사용한다. 도화원(桃花

源)은 도연명(陶淵明)의「도화원기(桃花源記)」에서 구축된 비경이다. 행수단

(杏樹壇)은 공자 교수당의 옛터를 가리킨다. 초장에서 시인은 도화원 같은 비

경을 이상향으로 삼으며 공자의 정신을 추모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관념적인 지명의 3가지 분류인 선경(仙境) · 성

지(聖地) · 비경(秘境)은 모두 인간의 신념이나 미지의 세계와 관련되어 있다

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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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명(物名)의 역할

  시조에서 물명 용사는 크게 (1) 동물(動物) 용사, (2) 식물(植物) 용사, (3) 

기물(器物) 용사로 나눠 볼 수 있고, 의인화(擬人化)의 수법으로 사용된다. 일

반적으로 동물은 애정 · 충성 · 슬픔 등 인간 감정의 상징물이며, 식물은 고결

(高潔) · 보은(報恩) · 망향(望鄕) 등 다양한 품질 · 감정 · 행동의 대표물이고, 

기물은 흔히 이와 관련된 인물의 일화이나 생활방식을 가리킨다. 또한 시인들

은 시조에서 물명 용사로 권력자나 국자대사를 풍자함으로써 불만을 토로하며 

가능한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1) 동물(動物)

  동물은 다양한 행위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 감정의 기탁물이 된다. 시조

에서 흔히 나타난 동물은 애정을 상징하는 원앙(鴛鴦), 고귀를 상징하는 봉황

(鳳凰), 불굴의 대표인 정위조(精衛鳥) 등 있다. 사람들은 동물의 생활 습성을 

관찰해서 동물에 인간의 감정을 기탁한다. 

梨花에 月白고 銀漢이 三更인제

一枝春心을 子規ㅣ야 아라마
多情도 病이냥여 못드러 노라      #1700 이조년(李兆年) 

蜀魄啼 山月低니 相思苦 倚樓頭ㅣ라

尔啼苦 我心愁니 无尔聲이면 无我愁낫다

寄語人間离別客니 愼莫登 春三月 子規啼 

    明月樓를 여라                             #2128 단종(端宗)

  

  위의 시조에서 나타나는 ‘자규(子規)’ · ‘촉백(蜀魄)’은 두견새의 별명이다. 

이는 촉(蜀)나라의 망제(望帝)가 왕위를 잃어 죽은 후에 피를 토한 두견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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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는 용사를 갖고 있다. 첫 번째 시조는 두견새가 피를 토한 이미지로 자

기의 병색(病色)을 비유한다. 두 번째 시조는 ‘촉백’이 국가를 잃었기 때문에 

고통에 빠진 것을 강조한다. 시인의 신분에 따라 같은 용사를 사용하더라도 다

른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 #1700 시조는 고려 충신으로서의 이조년(李兆年)

은 국가를 우려해서 피로가 쌓여 병이 되어 두견새의 병색에 중점을 두었는데, 

흔히 “다정가(多情歌)”라고 부른다. #2128 시조는 사육신(死六臣) 사건 후 단

종이 유배 기간 동안 매죽루(梅竹樓)에 올라 두견새의 울음을 들어 지은 것인

데 흔히 “자규시(子規詩)”라고 부른다. 왕위를 잃고 위험한 지경에 처한 단종

(端宗)은 망제와 동병상련(同病相憐)의 입장에 있었기에 두견새를 통해 망국의 

애탄을 잘 표현하였다. 글줄마다 단종이 지나 날에 겪었던 고통과 미래의 유배

생활 대한 근심과 걱정이 넘친다. 즉 동물 용사는 시인의 심상과 밀접한 관계

가 있다.

이 뫼흘 허러내여 져 바흘 몌오며
봉래산 고온 님을 거러가도 보련마
이몸이 精衛鳥 틔야 바잔일만 노라            #서익(徐益)

  이 시조는 시인이 정위조(精衛鳥)가 평생 바다를 메운다는 것처럼 군주에게  

충성을 다하는 결심을 굳혔다는 것이다. ‘정위조’는 중국 전설에 나오는 새인

데 신농씨(神農氏) 염제(炎帝)의 작은딸인 여왜(女娃)의 화신이다. 여왜는 동

해(東海)로 놀러 가고 바다에 빠져 죽었는데 그 영혼은 정위조가 되었다. 정위

조는 바다를 미워해서 돌과 나뭇가지로 동해를 메우기로 결심했다. 이 행위는 

모래성을 쌓는다는 것처럼 효과를 거두지 못하지만 정위조의 집착은 사람을 

감동시킨다. 시인은 자기가 정위조처럼 뜻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군주에 대한 

마음이 변하지 않겠다고 표명하였다. 

   시조에서 동물 용사를 사용함으로써 의인화(擬人化)의 수법을 통해 동물에 

인간의 각종 감정과 품성을 기탁하여, 읽는 사람으로 하여 깊이 감동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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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물(植物)

  사람은 흔히 식물의 모양과 습성에 의하여 식물에 각종 의미를 부여한다. 사

군자(四君子) 매화(梅花)·난초(蘭草)·국화(菊花)·대나무[竹] 등 네 가지 식물은 

특유의 습성으로 인해 미덕을 갖춘 사람에 품성에 비유하여 군자의 본보기가 

된다. 쓸쓸한 가을에 떨어지는 오동(梧桐)잎에 시인의 비추(悲秋)의 마음을 기

탁한다. 한자에서 버드나무의 ‘유(柳)’는 머문다는 뜻의 ‘유(留)’와 성조가 다르

지만 음이 같아서 옛날 사람들이 이별할 때 버들가지를 꺾어서 재회를 약속한

다. 이런 식물 용사를 통해서 시인의 감정을 표출할 뿐만 아니라, 예로부터 인

간과 자연의 상호 바람직한 관계를 맺었다고 할 수 있다.

님의게셔 오신 片紙 다시금 熟讀니

無情타 려니와 南北이 머러세라

죽은後 連理枝되여 이 寅緣을 이오리라    #572 유세신(庾世信)

  위의 시조에서 활용된 ‘연리지(連理枝)’라는 용사는 진지한 사랑을 상징하

는 나뭇가지를 말한다. 이 전고는 백거이(白居易)의「장한가(長恨歌)」에서 기

원하여 양귀비(楊貴妃)와 당명황(唐明皇)의 비극적인 생사지애(生死之愛)를 비

유한다.「장한가」에서는 양귀비가 마외(馬嵬)에서 피살된 후 영혼이 당명황

과 만나 다시 태어난다면 서로 뒤엉키는 연리지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유세신

은 연리지의 용사를 통하여 애인과 헤어진 후 내세(來世)의 인연을 기도한다

는 마음을 표출한다. 

눈마자 휘어진 대를 뉘라셔 굽다고

구블 節이면 눈속에 프를소냐

아마도 歲寒高節은 너인가 노라       #515 원천석(元天錫)

蒼梧山 진 후에 二妃 어듸 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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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주근들 셔롬이 엇더고

千古에 이 알니 댓숩핀가 노라         #1965 신흠(申欽)

  위의 두 시조는 모두 대나무의 용사를 활용해서 절개를 예찬한다. 대나무는 

줄기가 곧고 마디(절)가 뚜렷하기 때문에 흔히 곧은 절개가 있는 품성을 상징

한다. #515 시조에서 중장의 ‘절(節)’은 대나무의 절이며 시인 마음 속의 절이

기도 한다. 고려 유신(遺臣) 원천석이 자기를 대나무에 비유하여 두 왕조를 섬

기지 않겠다는 마음을 다지며, 변절하여 적에게 투항한 사람을 멸시하는 것을 

표출하였다. #1965 시조는 순제(舜帝)의 아내 아황(娥皇)과 여영(女英)이 순

의 죽은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려 대나무에 무늬를 이뤘다는 용사를 활용해서 

여성의 절개를 노래하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식물 전고는 흔히 인간의 감정과 도덕에 관련되

어 시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3) 기물(器物)

  기물 용사는 옛 사람의 문구(文具) · 가구(家具) · 농구(農具) · 주기(酒器) · 

악기(樂器)  · 무기(武器)둥 생활 용품이며 현대인에게는 낯설고 이해하기 어

려운 편이다. 기물 용사가 활용된 시조는 드물지만, 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명작이 몇몇 있다. 

 

闲山셤  근 밤의 戍楼에 혼자 안자

큰 칼 녀픠 고 기픈 시  적의

어듸셔 一声胡笳 의 애 긋니     #2267 이순신(李舜臣)

  ‘호가(胡笳)’는 중국 삼국시대의 재녀(才女) 채문희(蔡文姬) 때문에 알려진 

것이다. 채문희는 난세에 태어나서 남편과 아버지의 죽음을 잇달아 겪고 나서 

포로로 남흉노(南匈奴)에서 12년 동안 살았다. 조조(曹操)는 채문희가 타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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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떠도는 소식을 들어 황금과 옥벽(玉璧)으로 채문희를 되찾았다. 채문희는 

흉노에서 고향에 대한 깊은 그리움과 자신의 비참한 운명에 대한 애탄을 토로

하기 위해「호가십팔박(胡笳十八拍)」을 창작했다. 이로부터 호가는 변새(邊

塞)의 악기뿐만 아니라, 내륙에 있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상징하기도 한다. 

여기서 이순신은 변새에서 국가를 지키는 장군으로서 호가 소리를 들어 향수

(鄕愁)를 떠올렸다. 

綠耳霜蹄 지게 먹여 시ㄷ물에 싯겨고 

龍泉雪鍔을 듣게 갈아 두러메고

丈夫의 爲國忠節을 셰워볼ㄱ가 노라         #494 최영(崔瑩)

  초장의 ‘녹이(綠耳)’은 탄 서주(西周)의 목왕(周穆王)이 타던 준마의 이름이

다. 중장의 ‘용천(龍泉)’은 춘추시대(春秋時代)에 구야자(甌冶子)가 제작한 보

검의 이름이며, ‘설악(雪鍔)’은 날카로운 칼날을 가리킨다. 옛날부터 명검(名

劍)은 고결한 군자의 무기로 함부로 쓰이지 않는다. 특히 용천검은 명군의 패

검이라고 해서 국가의 존망지추(存亡之秋)에만 인간 세상으로 나온다. ‘녹이상

제’와 ‘용천설악’은 시인이 원로 중신이자 무신의 신분을 밝힌다. 시인은 준마

를 타고 명검을 들어 적을 고려의 땅에서 몰아내려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조

를 작성하였다. 시인 최영은 고려말기의 명장으로 왜구(倭寇)를 대파해서 고려

에 충성을 다하였다. 그는 결국 이성계(李成桂)의 반란군에 잡혀 죽음을 당해 

목숨으로 자기의 충절을 증명하였다. 

  위의 시조들에서 나타나는 기물 용사는 시조 주인공의 소요물로서, 소지자

의 신분과 생활방식을 반영한다. 

  이상의 동물 · 식물 · 기물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물명(物名)은 인간의 감

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별히 물명의 3가지 갈래인 동물

(動物) · 식물(植物) · 기물(器物) 중에서 동물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시

인은 의인화(擬人化)의 수법으로 물명 용사를 활용해서 자기의 감정을 기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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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사가 활용된 한국 시조 교육의 의의

1) 고급 언어 능력 신장

  용사가 활용된 한국 시조 교육의 의의를 살펴보기 전에 우선 고급 언어 능

력의 평가 기준을 규명해야 한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은 한국어를 모국어

로 하지 않는 재외동포 · 외국인의 한국어 학습 방향 제시 및 한국어 보급 확

대63)를 목적으로 한 시험으로서 TOPIKⅡ 5 · 6급이 고급 한국어 수준으로 간

주된다. 다음은 아래의 도표를 통해 TOPIK 시험의 5 · 6급의 평가 기준을 살

펴본다. 

[표 5] 한국어능력시험(TOPIK) 고급(5 · 6급) 평가 기준64)

  위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1) 전공 분야에서 한국어로 문헌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2) 종합적 지식을 이해 · 사용할 수 있다. 3) 상황에 따라 언어를 적

절하게 구사할 수 있다. 4) 한국어(구술 · 쓰기)의 유창함을 확보한다.”라는 네 

가지 기준으로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인 학습자를 위해 자유롭게 듣고, 

63) http://www.topik.go.kr/usr/cmm/subLocation.do?menuSeq=2110101#none

64) 위의 사이트 참조. 

5급

전문 분야에서의 연구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언어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으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친숙

하지 않은 소재에 관해서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공식적 · 

비공식적 맥락과 구어적 · 문어적 맥락에 따라 언어를 적절히 구

분해 사용할 수 있다.

6급

전문 분야에서의 연구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언어 기능을 비교

적 정확하고 유창하게 수행할 수 있으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친숙하지 않은 주제에 관해서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원어민 화자의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나 기능 수행이나 

의미 표현에는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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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고, 읽고, 쓰는 고급 언어 능력을 신장할 수 있기 위해 적절한 제재를 찾

을 필요가 있다. 

  한국어의 역사에서 그 정수적(精髓的) 표현을 얻은 것이 고전문학이며, 그

러한 표현은 오늘날의 한국어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고전문학은 한국어

교육의 중요한 교재가 된다.65) 시조는 양반(兩班) · 중인(中人) 계층의 문인들

이 누렸던 문학 장르로서 격조가 고아하고, 사조가 화려하고, 서술이 간결한 

장점으로 고급 언어 능력 신장을 위한 적절한 제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 

  학습자는 용사가 활용된 시조를 통해서 우아하고 예스러운 표현, 정교한 비

유나 묘사, 함축적인 어휘를 배우게 되며, 발표 · 토의 · 변론 등 수업 활동을 

통하여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구사할 수 있게 되므로 한국어 고급 언어 

능력을 신장할 수 있다. 

2) 상호텍스트적 능력 신장

  한국 시조는 주제 · 장르상으로 중국의 정형시와 비슷하고 공통되는 용사가 

있기 때문에 중국인 학습자가 시조를 해독할 때 저절로 자국의 문학 축적을 

환기하고 시조와 비교할 만한 문학작품을 떠올릴 수 있다. 자신의 고시문 해독 

능력을 이용함으로써 시조를 이미 배웠던 중국 문학 작품과 비교하여 분석하

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즉 한 텍스트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이미 읽

었던 텍스트와 연결을 시도하며 학습자는 작품을 더 효율적으로 감상할 수 있

게 된다. 따라서 용사가 활용된 시조를 교육 제재로 설정하면 역사와 현실, 텍

스트 간의 연계를 밝힐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하였지만, 용사는 전고를 바탕으로 재창작하는 작법으로서 상호

텍스트적 특성을 갖고 있다. 용사가 활용된 시조 작품을 읽을 때 독자는 스스

로 구축한 스키마를 통하여 작가의 입장에 대입해서 시조 내용을 파악하려고 

65) 김종철,「한국 고전 문학 교육론」,『한국어교육Ⅰ』, 서울대 사범대학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 지도자 과정, 2015, 2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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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학습자가 시조에 나타낸 용사를 실마리로 삼아, 같은 

용사가 활용된 다른 작품을 찾는다. 다음은 배우는 시조와 다른 작품을 비교함

으로써 차이점을 찾게 된다. 마지막으로 차이점이 생긴 원인을 분석하고 시인

이 표출하려는 의미를 그로부터 추론한다. 이로써 상호텍스트성 이론을 통하

여 용사가 활용된 시조를 해독하는 것이 고전시가를 해독하는 또 하나의 방법

을 제공한다.

  학습자는 중국 어문(語文) 수업의 “명작 발췌 – 감상문 쓰기 -패러디 창작”

이라는 모델대로 스스로 시조를 배울 수도 있다. 이 모델은 중국 제2차 기초 

교육 과정 개혁(신과개(新課改))이 실시된 후에 학습자의 주체적 학습을 위해 

설계된 것이다. 이 모델을 통해서 학습자는 수동적으로 시조를 배우는 것으로

부터 수업을 주도하는 역할을 갖게 되며, 상호텍스트적 능력을 함양할 뿐만 아

니라 쓰기 능력과 비판적 사고 능력을 신장시킬 수도 있다. 학습자는 패러디 

시를 씀으로써 시조의 특징을 깨달아 더 이상 시조를 낯설고 난해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된다. 나아가 학습자의 고전문학에 대한 흥미를 일으킬 수 있으

며, 쓰기 능력을 동시에 함양할 수도 있다. 

  용사의 상호텍스트적 특성으로 인해 용사가 활용된 시조를 배우면 다른 문

학작품을 연상하기가 더 쉽고, 그로부터 한국 시조의 보편적 해독 방법을 도출

하며, 쓰기 능력을 기르고, 나아가 상호텍스트적 능력까지 신장할 수 있다. 

 

3) 자국문학과 한국문학에 대한 교양 축적

  앞에 말한 바와 같이 용사가 활용된 시조를 배울 때 중국인 학습자는 풍부

한 지식 축적을 갖춰야 시조를 잘 해독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한 지식 축적은 

고급 한국어 능력이 아니라, 자국문학과 한국문학에 대한 교양 축적을 가리킨

다. 시조에 나타낸 대부분 전고는 중국 고사와 고시문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중국인 학습자의 자국문학에 대한 깊은 교양 축적이 있어야 용사를 정확하게 

해독할 수 있다. 그렇기에 수업에서 용사 학습과 중국 문학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인 학습자에게 한국 문학이 낯설고 이해하기 



- 49 -

어려운 부분이 더러 있어 시조의 장르지식 · 시인생애 · 역사배경 등의 소양 

지식을 또한 배워야 한다.  

  용사는 고사, 일화, 전인의 문학작품을 함축적으로 요약하는 것으로 용사를 

해독하기 전에 용사의 숨은 뒷이야기를 먼저 알아야 한다. 그리고 용사의 수법

인 명용(明用) · 암용(暗用) · 반용(反用) 등에 따라 같은 전고를 사용하더라도 

표출하는 뜻이 다를 수 있어 시조를 해독할 때 전고의 뜻을 기계적으로 대입

하지 말고 용사의 작법을 유의해야 한다. 

  시조는 중국 정형시와 비슷하면서도 다소 장르상의 차이가 있어 학습자는 

시조의 장르 지식을 또한 배워야 한다. 중국시의 기승전결(起承轉結)의 의미 

구성이 시조에 그대로 잘 적용되지 않지만, 시조의 초장 · 중장 · 종장의 틀에

서 논리성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시조에서 용사가 사용되어 암시된 의미를 파

악하기 위해 시조 자체에 관한 배경지식이 풍부하게 준비되어야 한다. 

  위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용사와 관련된 일화와 중국 문학작품, 시인의 생

애, 역사적 배경과 같은 지식을 필수적으로 알아야 시조의 어의와 주제를 정확

하게 분석할 수 있다. 즉 용사가 활용된 한국 시조를 배움으로써 한국문학뿐만 

아니라 자국문학에 대한 풍부한 교양 또한 축적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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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용사가 활용된 시조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 양상

  이 장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각 유형의 용사를 배운 후 용사가 활용된 

시조 작품을 감상하여 제출한 이해 텍스트를 분석함으로써, 중국인 한국어 학

습자를 대상으로 한 ‘용사가 활용된 한국 시조 교수-학습 방법’을 도출하기 위

한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전고는 수사법의 일종으로 대체로 용사(用事)와 

점화(點化) 두 종류로 나눠 볼 수 있다. 용사는 글을 지을 때 예전에 있었던 일

이나 전인(前人)의 언행(言行) 또는 글을 인용해 씀으로써 자신의 논리적 주장

을 보완하는 작법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경서(經書)나 사서(史書) 또는 제가

(諸家)의 시문(詩文)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 관명(官名), 별칭(別稱), 또는 

이들의 출생지나 활동했던 장소, 그리고 언행이나 일화 등이 용사의 대상이 된

다.66) 간단히 말해서 용사는 사(事), 즉 전고를 사용하는 것이다. 점화는 옛날

에 있었던 전인(前人)의 시구나 문구에 나타난 뜻을 발전적으로 변화시켜 자

기의 신의(新意)를 가하여 새로운 의미를 표현하는 작법이다. 즉 점화는 용사

의 하위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점화는 전고의 중요한 작법으로 전

고 수사학에서 연구할 가치가 있지만, 기존의 시조 정전에서 따로 사용된 사례

가 거의 없어서 본 연구의 연구대상으로는 삼지 않을 것이다. Ⅲ장에서 진술하

는 학습자의 이해 양상은 용사의 대상별로 1) 인명(人名) 활용, 2) 지명(地名) 

활용, 3) 물명(物名) 활용 세 가지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학습자의 이해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중국인 학습자들의 시조 학습 방법의 도출 및 한계점이 

나타난 원인을 찾고자 한다. 

  본 실험의 이해 텍스트 정보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66) 송재소,「한시 용사의 비유적 기능」,『한국한문학연구』8, 한국한문학회, 1985, 293

면. 

67) 중국 최대 인터넷 기업인 텐센트(Tencent, 騰訊)가 서비스하는 모바일 메신저이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943391&cid=43667&categoryId=43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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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실험

대상
시조 작품 실험 개요

본 실험

1차: 

2017.06

중국

S대학

교 

재학생 

20명

A: 백이숙제: 1. 성삼문 - 首陽山 
라보며(#1231), 2. 홍익한 - 수양산 

나린 물이(#1229) 

B: 도화원: 1. 조식 - 頭流山 兩端水

를(#686), 2. 박인로 - 명리예 지 

업서(#760) 

C: 두견새: 1. 정충신 - 空山이 寂寞

듸(#200), 2. 박효관 - 空山에 우

 뎝(#198) 

D: 굴원의「원유(遠遊)」: 1. 이정보 

- 瀟湘江  은 밤의(#1197), 2. 

이후백 - 蒼梧山 聖帝魂이(#1963) 

①학습자들이  

시조1, 2를 배

운 적이 없는 

상황에서 설문

지를 받은 후 

문제에 대답하

였다. 

②전고 설명의 

방법으로 전고 

이야기를 가르

친 후에, 학습

자가 문제에 

다시 대답하였

다. 

③설문지가 끝

난 후에 심층

면담을 진행하

였다. 

④개별 학습자

가 시조에 대

한 감상문을 

작성하였다. 

본 실험

2차: 

2017.11-

2017.12

한국

E대학

교 

재학생 

24명

E: 굴원(屈原): 1. 이후백 - 洞庭湖 

은 이(#670), 2. 성충 - 뭇노라 

汨羅水야(#803)

F: 누항(陋巷): 1. 김민순 - 功名은 

狼을 고(#181), 2. 주세붕 - 汶上애 

아니가다(#790)

G: 오추마(烏騅馬): 1. 남이 - 烏騅馬 

우는 곳에(1506), 2. 김두성 - 十面埋

伏 설이 치고(#1310)

H: 도연명(陶淵明)의「귀거래사(歸去

來辭)」: 1. 이현보 - 歸去来 歸去来
(265), 2. 이정보 - 淵明이 歸去來辭 

짓고(#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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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본 실험 조사 대상 및 절차68)

사후인터

뷰

1차: 

2017.07

중국

S대학

교 

재학생 

8명

변론대회의 형식으로 팀을 나누어 학

습자가  시조 A~D에 담긴 핵심내용, 

작가의 사상, 역사 배경, 활동된 전고, 

작품의 배경(작가생애/역사배경), 인

용된 문학 작품이나 현대의 영상 작

품에 대해 토론하였다. 

⑤본 실험이 

끝난 후에 사

후인터뷰를 실

시하였다.
사후인터

뷰

2차: 

2017.12 

 한국

E대학

교 

재학생 

10명

위챗(WeChat)67)을 통하여 단독으로 

학습자가 시조 E~H를 해독하는 과정

을 재현해 보고, 시조를 분석하는 사

고의 맥락을 표현해 보았다. 또한 토

론방을 만들어서 학습자들을 모아 자

료를 공유하고, 논쟁적인 주제에 대해 

토의하도록 하였다. 본 실험에서 선정

된 텍스트에서 식물(植物) · 기물(器

物) 용사가 활용된 시조가 없는 한계

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조 작품을 다

음과 같이 선정하여 이에 대해 학습

자로 하여금 감상문을 쓰게 하였다.

I: 매화(梅花): 이색 - 白雪이 자진 

골에(#890)

J: 국화(菊花): 이정보 - 菊花야 너
어이(#236)

K: 금준(金樽): 정두경 - 金樽에 
득 술을(#292)

L: 원앙침(鴛鴦枕): 한우 – 어이 얼어 

잘이(#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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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텍스트 부호화는 “주제-작품 번호-설문지 문제 번호-학습자 번호”의 방법

을 선택하였다.69)

  시조 작품의 분류는 다음 그림과 같이 표시하였다. 

[그림 1] 용사와 점화의 구분에 따른 시조 분류

  위의 [그림 1]과 같이 전고의 작법은 용사와 점화로 나눌 수 있으며, 두 작

법이 서로 겹치는 부분이 많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시조 16수가 모두 용사의 

작법을 택했다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굴-803, 누-181, 누-790, 원-1197, 원

-1963, 귀-265, 귀-1471 등 시조 7수는 점화의 작법도 택했다고 할 수 있다. 

68) 본고에서는 시조집 『시조문학사전』(정병욱 편) 소재 시조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작

품 번호는 위의 책의 번호로 표기하였다. (정병욱,『시조문학사전』, 신구문학사, 1966.) 

69) “주제-작품 번호-설문지 문제 번호-학습자 번호”의 부호화 방법에 따라 “굴

-670-3-E1”은 E1 학습자가 굴원의 주제를 중심으로 한 #670번 시조의 설문지 3번 문제

에 답하는 텍스트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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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고가 활용된 시조는 대부분 용사의 작법을 택하였고, 점화의 작법을 

택한 시조는 동시에 용사의 작법을 택하였고, 점화의 작법만 택한 시조는 거의 

없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점화가 용사의 하위 개념으로 용사의 범주 안

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점화를 따로 연구대상으로 삼지 

않고 용사에만 주목한다. 

  용사가 활용된 시조의 분류는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2] 용사가 활용된 시조의 분류

  위의 [그림 2]와 같이 용사는 인명(人名) 활용, 지명(地名) 활용, 물명(物名) 

활용으로 그 활용 양상이 나뉜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시조에서 오-1506, 오

-1310 등 2수는 인명 · 물명 용사가 활용된 것이고, 백-1229, 굴-670, 굴

-803, 귀-1471 등 4수는 인명 · 지명 용사가 활용된 것이고, 도-686,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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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 두-200, 누-181, 누-790 등 5수는 물명 · 지명 용사가 활용된 것이고, 

백-1231, 원-1197, 원-1963 등 3수는 인명 · 물명 · 지명 용사가 활용된 것

이고, 두-198는 물명 용사만 활용된 것이고, 귀-265는 지명 용사만 활용된 

것이다. 위의 결과를 보면 용사의 작법을 택한 시조는 대부분 여러 유형의 용

사를 사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시조를 배울 때 용사를 놓치지 않

게 시조를 꼼꼼히 해독해야 한다. 대부분 용사는 한자어의 형식으로 나타나지

만, 일부분 전고는 한국 고어의 형식으로 나타나 변별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

다. 

   본 실험의 설문지 양식은 다음과 같다. 

[표 7] 본 실험 설문지 양식

두견새

   空山이 寂寞듸 슬피 우 져 杜鵑아

   蜀國興亡이 어제 오 아니여
   至今히 피나게 우러 의 애를 긋나니            정충신(鄭忠信)

                  

   빈산이 고요한데 슬피 우는 저 소쩍새야!

   촉나라가 흥하고 망한 것이 어제 오늘이 아니거늘

   어찌 지금까지 피나게 울어서 남의 애를 끊느냐?

Q&A:

1. 이 시조에서 활용된 용사를 간단히 설명하세요.

2. ‘두견의 울음’이라는 시어의 함축적 의미를 쓰십시오.

3. 작가가 이 시조를 통해서 표현하려고 하는 감정은 무엇인가요?

4. 이 시조를 읽고 나서 무슨 중국 작품을 연상하게 하는가? 비교해 보면

서 작품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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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항 1에 대한 답은 주로 키워드의 형식으로 전고의 뜻을 해석하는 것이다. 

문항 2, 3, 4는 주로 학습자가 시조 작품을 분석하는 논술 문답이다. 학습자의 

이해 텍스트는 주로 설문지 문항 2, 3, 4에서 도출하였다. 

1. 용사가 활용된 시조에 대한 이해 양상

1) 인명(人名)이 활용된 시조에 대한 이해 양상

  Ⅱ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명 용사는 여러 가지 형식으로 나타나고 용사

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학습자에게 인명 용사가 시조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인명 용사를 신분별로 크게 성현제자(聖賢諸子) · 

제왕장상(帝王將相) · 문인은사(文人隱士) · 후궁미인(後宮美人) 네 부분으로 

분류하고자 했다. 다음은 각 유형의 인명 용사가 활용된 시조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 양상을 살펴본 것이다.

(1) 성현제자(聖賢諸子): 인의예지신(仁義禮智信)에 대한 인식

  유교(儒敎) 사상은 오랜 세월 동안 한국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통치 이

념으로 백성을 교화하는 사회적 역할을 하며 문학 창작에도 주류를 이루었다. 

‘인의예지신’은 중국 고대 유가(儒家)에서 종합화한 5개의 기본적인 도덕범주

이고, 그 유래와 발전은 끊임없이 개선해 가는 과정을 점철하면서 오늘에 이르

고 있는 것이다.70) 고대의 성현 또는 춘추전국(春秋戰國) 시대의 사상가들의 

언행이나 이야기는 유교 오상(五常) ‘인의예지신’을 교화하는 소재로 시조에서 

흔히 사용되었으며, 이는 내용에 따라 추모(追慕) · 풍자(諷刺) · 송성(頌聖) · 

응수(應酬) 등 다양한 역할을 맡을 수 있다. 수업 과정에서 학습자는 성현제자

의 인명 용사가 활용된 시조를 배울 때, 그들의 비판적 · 창의적 사고 역량이 

70) 김승일,『중국인의 미덕: 인의예지신』, 도서출판 경혜, 20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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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되었고 이해 텍스트도 다각도로 수집되었다.   

  학습자들은「首陽山 라보며」를 읽고, 문항 3의 “작가가 이 시조를 통해

서 표현하려고 하는 감정은 무엇인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작성하였다. 

▶ 「首陽山 라보며」에서 중국 충신의 대표인 백이(伯夷)와 숙제

(叔齊)의 고사를 사용하는 것은 겉으로 보면 죽어도 주(周)나라를

따르지 않는 두 사람을 비웃는 것 같다. 그런데 ‘사육신(死六臣)’으

로서의 성삼문(成三問)은 분명히 충절이 없는 사람이 아니다. 여기

서 시인은 고의적으로 말을 반대로 해서 오히려 신숙주(申叔舟)

같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간신을 풍자하였다. 그래서 사실은 작가

는 마음속에서 백이와 숙제를 존경하는 선현으로 삼아 앞으로도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백-1231-3-S1)71)

▶ 「首陽山 라보며」에서 나타난 백이와 숙제는 바로 작가 그 자

체와 같이 쓸데없는 사람인 것 같다. 자기 나라가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것을 알지만 힘이 부족해서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아마

문신으로서의 작가는 잔소리를 쓰기보다는 무신처럼 나라를 위해

서 희생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

(백-1231-3-S4)

▶ 「首陽山 라보며」에서는 저자가 수양산을 통해 당시의 정치에

대한 불만과 고국(故國)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했다. 그리고 고국을

복국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기의 절의를 지키는 결심을 표백하였

다. 사실 중국인에게 백이와 숙제는 무슨 성현 같은 인물이 아니

라, 오히려 융통성이 없이 시대의 조류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이다.

하지만 공부자를 숭배하는 한국 선비들이 백이숙제를 충절을 지키

는 성인으로 삼는 것으로부터 유교 사상이 한 · 중 양국에서 다르

게 수용된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백-1231-3-S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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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자의 이해 텍스트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시조「首陽山 라보며」를 

살펴보도록 한다.

首陽山 라보며 夷齊 恨노라                         

주려 주글진들 採薇도 것가

비록애 푸새엣 거신들 긔 뉘 헤 낫니  #1231 성삼문(成三問) 

  백-1231-3-S1 학습자는 성삼문의「首陽山 라보며」를 읽고 백이숙제의 

전고와 작가 생애를 결합하여 작품의 주제를 분석하였다. 이 학습자는 한국 

‘사육신(死六臣)’의 고사를 알면서 성삼문의 친구이자 정적인 신숙주까지 알고 

있었다. 심층면담을 통하여 이 학습자가 역사 드라마 <공주의 남자>를 좋아해

서 드라마에서 어디까지가 허구이고 진실인지 알아보기 위해 계유정난(癸酉靖

難)에 관한 배경지식을 스스로 배우고 바이두 티에바(百度貼吧)72) 포럼에서 

사육신에 대해 토론까지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기에 이 학습자는 배경

지식으로 성삼문이 사육신에 속한다는 것을 알자마자 바로 관련된 지식을 연

상하게 되었다. 또한 이 학습자는 반어(아이러니)의 표현 기법을 언급한 유일

한 학습자였다. 학습자는 아이러니라는 개념을 잘 모르지만 욕양선억(欲揚先

抑), 즉 돋보이게 하기 위해 먼저 억누르는 작문법을 떠올렸다. 표면적으로 보

면 시인은 백이숙제가 주무왕(周武王)을 지적하였으나 결국 주나라의 땅에서 

고사리를 캐어 먹었다는 것을 풍자하였다. 초장의 ‘수양산(首陽山)’은 단종(端

宗)의 왕위를 찬탈한 ‘수양대군(首陽大君)’을 은은히 가리킨 것을 간주할 수 있

으며, 고사리는 수양대준이 신숙주 같은 간신에게 주는 부귀(富貴)라고 할 수 

있다. 백이숙제가 결국 고사리를 먹지 않아 굶어 죽었다는 것은 바로 시인이 

난신적자(亂臣賊子)의 수매를 거절한 것과 같다. 즉 시인은 백이숙제 같은 절

71) 앞에서도 언급했듯 텍스트 번호는 “주제-작품 번호-설문지 문제 번호-학습자 번호”로 

표기하였다. 즉 백-1231-3-S1은 S대학교 5번 학습자가 백이숙제를 주제로 한 『시조문학

사전』상의 #1231번 시조에 대한 설문지 문항 3에 답한 이해 텍스트를 의미하는 것이다.

72) 바이두 티에바(百度貼吧)는 중국 최대 포털사이트인 바이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하

나로, 커뮤니티 사이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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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갖는 충신을 그리움으로써 단종을 향한 충의를 표명하였다고 하였다. 백

-1231-3-S1 학습자는 백이숙제와 계유정난에 관한 배경지식의 바탕이 있었

기 때문에 시조의 주제 및 표현 기법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었다.

  백-1231-3-S4 학습자는 시인의 생애나 역사 배경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

만, 중국 전고인 백이숙제를 시인의 입장에 대입해서 심리를 추측해 분석하였

다. 사후인터뷰를 통하여 이 학습자가 다른 중국 전고인 ‘기필종융(棄筆從戎, 

문인 또는 학자가 글쓰기나 학문을 포기하고 종군하는 것)’을 떠올렸음을 알 

수 있었다. 반초(班超) · 신기질(辛棄疾) · 왕양명(王陽明) 등 문신들이 나라가 

위태로운 때에 외적을 막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는 것이 시인이 

원하는 일일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백이와 숙제는 무왕의 말고삐를 잡고 전쟁

이 끝나기를 시도했는데, 힘이 약해 주나라의 군대를 막을 방법이 없어서 천추

의 여한을 남겼다고 하며, 또한 백이숙제가 주나라의 곡식을 먹지 않기로 했는

데 결국 무왕의 땅에 난 고사리를 먹었다는 오점을 찍게 되었다. 학습자는 시

인이 백이숙제보다 더한 충의를 지키고자 다짐하고 있었다고 요약하였다. 이 

학습자는 역지사지로 백이숙제의 용사와 시조의 주제를 해석함으로써 상호텍

스트적 능력의 신장이라는 의의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백-1231-3-S5 학습자는 백이숙제에 대한 중국 문인의 부정적인 태도와 

한국 문인의 긍정적인 태도를 대조함으로써 한 · 중 양국에서의 유교 사상에 

대한 다양한 수용을 분석하였다. 백이숙제라는 전고가 교과서에 수록된 지식

이 아니라서 사전조사를 했을 때 60%의 학습자가 이 전고에 대해 들어본 적

이 없다고 하였다. 이 학습자는 중국 현대 문학가이자 사상가인 루쉰(魯迅)의 

역사소설 『고사신편(故事新編)』을 읽고「고사리를 캐다(采薇)」속의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 소극적인 주인공인 백이와 숙제의 사적에 대해 대략 알고 있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사실 루쉰의 작품뿐만 아니라 명대 소설 『봉

신연의(封神演義)』등 작품들이 백이숙제의 충절을 인정하지만 ‘인의(仁義)’의 

대표인 주무왕(周武王)을 따르지 않는 두 사람을 시비를 따지지 않는 고리타

분한 선비라고 평가하였다. 학습자는 성삼문을 비롯한 ‘사육신(死六臣)’들이 

절의를 위하여 가치 있게 희생하였지만, 이들의 무모한 행동이 젊은 단종(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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宗)까지 말려들게 한 맹목적인 충성이라고 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한 · 중 양

국이 모두 유교 사상을 사회 이념으로 삼지만 결국 ‘충의’에 대해서 다르게 이

해하는 것은 바로 유교에 대한 수용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학습

자는 중국의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백이숙제가 굶어 죽을지언정 고사리를 케어 

먹는다고 했는데 그들이 먹는 고사리가 역시 섬길 수 없는 주무왕의 땅에 난 

것이 아니냐고 하였다. 또한 시비를 가리지 않고 맹목적으로 충성을 다하면 폭

군의 끄나풀과 무슨 차이가 있냐고 질문하였다. 이 학습자의 이해가 학계 주류

의 관점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교육 현장에서 이러한 창의적 · 비판적 사고방

식은 격려할 만하다. 

  다음은 학습자들이 성충의「뭇노라 汨羅水야」를 읽고 작성한 이해 텍스트

들이다.

▶ 「뭇노라 汨羅水야」를 읽고 작가의 굴원이 입은 억울함에 대한

분노를 느꼈다. 알다시피 중국의 단오절은 汨羅水에 죽은 중국의

첫 번째 애국시인 굴원을 기념하기 위해 전해진 명절이다. 당시에

주나라가 망하고 예의가 없는 시대라고 할 수 있어 굴원 같은 인

재는 초나라를 지킬 필요 없이 강한 진나라에서 벼슬할 수도 있었

다. 하지만 굴원은 사랑하는 임금을 위해 욕을 먹어도 임금에게

충고하였다. 굴원은 현명한 임금에게는 충신이자 유식자에게는 모

범이라 할 수 있다. 작가는 자기의 국가에 충성하는 포부를 표명

하기 위하여 시조에서 굴원의 행적을 묘사하였다. 마치 굴원이

「이소(離騷)」에서 쓴 바와 같이 “亦余心之所善兮 雖九死其猶未

悔(하지만 내 마음의 착함은, 아홉 번 죽어도 변함없으리.73))”

(굴-803-3-E2)

▶ 창랑(滄浪)이라는 시어를 보고 중학교 때 배웠던 굴원의 고전산문

「어부」속에 “沧浪之水清兮/可以濯吾缨/沧浪之水浊兮/可以濯吾足

(창랑의 물이 맑으면, 나의 갓끈을 빨면 될 것이고. 창랑의 물이

탁하고 흐리면, 나의 발을 씻으면 될 것이다.74))”이라는 어구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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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자의 이해 텍스트를 분석하기 전에 먼저 시조「뭇노라 汨羅水야」를 

살펴보도록 한다.

뭇노라 汨羅水야 屈原이 어이 죽다터니                     

讒訴에 더러인 몸 죽어 뭇칠 히 업셔

滄波에 骨肉을 셔 魚腹裏에 葬니라        #803 성충(成忠)

  굴-803-3-E2 학습자는 문항 3 “작가가 이 시조를 통해서 표현하려고 하

는 감정은 무엇인가?”에 대해 위와 같이 대답하였다. 그는 ‘멱라수(汨羅水)’와  

‘굴원(굴원)’이라는 시어로부터 중국 명절인 단오절을 떠올리면서 시조의 중심 

사상을 절의에 관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여기서 시인은 충신인 굴원을 가용하

여 자기의 지향을 은근하게 밝히고자 하였다. 이 학습자는 심층면담에서 중국 

전 총리 온가보(溫家寶)가 2010년 ‘양회(兩會)’75) 기간 동안 인용한「이소(離

騷)」의 시구가 생각난다고 하였다. 즉 자기가 지키는 신념을 위하여 목숨을 

던질 수 있다는 시구이다. 예로부터 전해지는 ‘시언지(詩言志)’라는 시학 이론

과 같이 시인이 자기의 보국 주장을 선양하기 위해 굴원의 전고를 인용하였다

고 하였다. 중장과 종장에서 남의 참소로 명예를 더럽힌 굴원이 고기 뱃속에 

장사 지냈다는 것을 마무리로 했는데 굴원의 애국심이 천고에 전해진다고 하

73) 번역본은 다음의 책을 인용하였다. 장기근 · 하정옥 역,『신역 굴원』, 명문당, 2015, 

59면.

74) 위의 책, 291면. 

75) ‘양회(兩會)’란 중국이 매년 상반기 개최하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

를 말한다. 

각났다. 작가는 더러운 세상에는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기보다

마음을 지키고 굴원처럼 죽음으로써 충의를 추구하는 감정을 표현

했다. 소인들이 가득한 세상에 더는 그리움을 남기지 않았을 것이

다.

(굴-803-2-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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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표면적으로 보면 굴원의 비참한 결말을 서술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굴

원의 변하지 않는 충성을 노래하는 내용이라 하였다.

  굴-803-2-E3 학습자는 문항 2 “‘창랑’이라는 시어의 함축적 의미를 쓰십

시오.”에 대해 위의 이해 텍스트를 썼다. 이 학습자는 시조 속의 시어를 분석

함으로써「뭇노라 汨羅水야」와 중국 작품인「어부(漁父)」를 비교하여 시조 

속에 담긴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 하였다. ‘창랑(滄浪)’이라는 시어에는 사실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 첫째는 ‘화광동진(和光同塵)’이라는 현실을 도피하

는 유유자적한 생활 태도이고, 둘째는 ‘지사불굴(至死不屈)’이라는 죽을망정 

굴하지 않는 정신력이다. 이 학습자는 ‘창랑’을 ‘지사불굴’만으로 이해하여 시

인의 입장에 서서 시인이 표출하려는 감정을 추측해 보았다. 시인이 굴원의 고

사를 사용하는 이유는 자기와 굴원의 처지가 비슷하다는 것으로, 여기서는 굴

원과 시인을 동일한 사람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시인이 스스로 굴

원 같은 열성적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을 흉내 내어 임금과 나라에 충성을 

다하는 마음을 품고자 하였다고 했다.

  이상의 이해 텍스트를 분석해 보면 학습자의 이해 유형은 1) 인의예지신의 

사상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2) 화광동진(和光同塵)의 행위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 3) 성현제자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2) 제왕장상(帝王將相): 중국인의 생사관에 대한 이해

  생사관은 셰익스피어 비극의 주인공인 햄릿의 비탄에서뿐만 아니라, 유교 

사상이 뿌리 깊게 남아 있는 중국 사회의 영원한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정의를 

위하여 죽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고 희생하며, 산 자는 치욕을 참아 임무를 맡

는 것이 중국인의 영웅 정신이라고 한다. 상고시기의 『시경(詩經)』에서부터 

근현대의 무협소설까지 역사에 이름을 남긴 제왕장상은 중국 문학작품의 주인

공이자 수용자이다. 따라서 제왕장상의 인명 용사는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가

장 익숙한 용사의 갈래라고 할 수 있다. 

  학습자가 이후백의「洞庭湖 은 이」를 읽고 초회왕(楚懷王)에 대해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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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한 이해 텍스트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초회왕(楚懷王)은 항상 굴원의 충언을 듣지 않아 자기의 탐욕과

어리석음 때문에 진(秦)나라에서 죽은 혼군(昏君)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초회왕은 초나라를 잘 다스리고 관리와 백성을 영명하게

통치한 임금이다. 그래서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백성들이 매

우 비통해 하였다. 그러나 그의 죽음에 대해 복수하려고 하는 굴

원은 새로운 초왕의 욕을 먹어 좌천되었다. 이로부터 초회왕은 현

명하지만 비극적인 군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동정호의

밝은 달’이 얼마나 아름다운 경치인데 어떻게 나쁜 사람을 묘사할

수 있을까? 초회왕의 넋이 마치 달처럼 밝고 애절하다. 작가는 초

회왕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굴원의 충성심을 돋보

이게 한다.

(굴-670-3-E1)

▶ 「洞庭湖 은 이」를 읽고 두 가지 비극적인 인물인 초회왕과

굴원에 대한 작가의 칭찬을 느낄 수 있었다. 시조 텍스트를 살펴

보면 작가는 초회왕의 넋을 동정호의 달에 비유하며 굴원의 충심

을 빛이 비치는 평호수에 비유하였다. 굴원은 사랑하는 임금을 위

하여 목숨을 던진 현신이라면 초회왕은 정의를 위하여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명군이라고 할 수 있다. 시골에서 양을 기른 소년으

로부터 강한 항우의 위협에도 공정함을 지키는 임금까지 초회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재능을 가진 군주가 될 수 있는데 재수가 없어

피살되어 복국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안타깝다. 초회왕은 자기의

약속에 충성을 다하고 굴원은 자기의 국가에 충성을 다하였다. 그

래서 작가는 두 사람을 통해서 충성을 지키는 것을 홍보하려고 하

였다.

(굴-670-3-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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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조「洞庭湖 은 이」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洞庭湖 은 이 楚懷王의 넉시 되야                      

七百里 平湖水의 다 비최여 뵈 은 

아마도 屈三閭 魚腹忠魂을 굽어볼까 노라 #670 이후백(李後白)

  굴-670-3-E1 학습자는 초회왕(楚懷王)에 대한 고정된 이미지를 벗어나 역

사 자료와 시조 텍스트의 분석을 결합함으로써 작품의 주제는 물론, 작가의 역

사관까지 분석하였다. 20세기 전의 역사학계와 문학계에서는 초회왕 웅괴(熊

槐)라는 인물에 대하여 대부분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그 후에 출토

된 문물에 의하여 초회왕을 재조명하기 시작하였다. 초회왕은 집권 초기에 우

수한 인재를 가용해서 국력을 강성하게 한 공로가 인정되며, 자기의 잘못된 판

단으로 나라의 쇠락을 일으켰음에도, 마침내 국가의 이익을 팔지 않고 절의를 

지켰다. 학계에서는 굴원의 글에 나타난 향초(香草) · 미인(美人)이 바로 초회

왕을 가리킨다는 관점이 보편적으로 인정되었다.76) 이로부터 굴원이 초회왕을 

마음속으로 현명한 군주로 간주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학습자는 역사 드라

마 <대진제국(大秦帝國) Ⅱ>과 <미월전(羋月傳)>를 봐서 시조에 나온 ‘초회

왕’을 웅괴로 여졌다. 이때 역사학계에서는 웅괴라는 초왕과 웅괴의 손자인 의

제(義帝) 웅심(熊心)이라는 초왕이 다 초회왕이라고 한다. 정병욱의 『시조문

학사전』에서는「洞庭湖 은 이」 속의 ‘초회왕’은 의제 웅심을 가리킨다

고 하였지만 전초회왕 웅괴가 시조 주인공인 굴원이 시봉했던 임금이어서 이 

학습자의 추론 또는 일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는 ‘달’의 이미지는 흔히 애

절함과 그리움의 감정과 관련되어 초장에서 동정호의 달에 초회왕의 넋을 비

유함으로써 굴원이 임금에 향한 애절함과 그리움을 표시할 수 있다고 하였다. 

굴원은 달을 바라볼 때 이국 타향에서 객사한 초회왕을 떠올리며, 후인들은 동

76) 孫次舟,「屈原是文學弄臣的發疑(굴원은 문학 농신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中央日

報』, 1944; 孫次舟,「屈原討論的最後申辯(굴원 논의의 마지막 변명)」, 출판사 미상, 1944; 

聞一多,「屈原問題 - 敬質孫次舟先生(굴원 문제 – 손차주 선생에 답하여)」,『中原』,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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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 멱라수를 볼 때 굴원을 생각할 수 있다고 하였다. 임금과 신하가 죽은 후

에 동정호의 경치로 변하여 서로 어울리는 가운데 초나라에 대한 사랑이 전해

져 내려온다고 하였다. 여기서 시인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죽은 초회왕과 굴원

의 사적으로 동정호의 경치를 높이 평가하며 애국의 정서를 표출하였다고 보

았다.

  굴-670-3-E2 학습자는 의제 웅심을 초회왕으로 간주하여 초회왕과 굴원

의 공통점을 찾아 시조의 주제가 충성이라고 밝혔다. 이 학습자는 심층면담에

서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를 읽어 초회왕을 무능력한 사람으로 간주

하였으나, 소식(蘇軾)이 초회왕을 “천하의 현주(賢主)”라고 말하는 평가를 들

고 나서 생각을 바꾸었다고 하였다. 한 군주의 시비와 공과는 최종의 결과에 

따라 결정되지 않고, 했던 일로 결정돼야 한다고 하였다. 작가가 초회왕을 명

월로 비유하고 굴원을 호수로 비유해서 임금과 신하의 충의가 마치 만고상청

(萬古常靑)한 자연물과 같이 변하지 않겠다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 보았다. 시

조에서 나온 두 사람의 결국이 비극적이지만 비유의 수법으로 그들이 국가를 

위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정신을 묘사함으로써 미적 감각이 풍부한 것

으로 보았다. 이 학습자의 사례는 작품 속의 전고를 종합적으로 이해한 바탕 

위에서 수사법으로 시조 텍스트를 분석하는 것이 고전시가 학습의 좋은 방법

이라는 사실을 보여 준다.

  다음은 학습자가 김두성의「十面埋伏 설이 치고」를 읽고, 초패왕(楚覇王) 

항우(項羽)를 분석하여 작성한 이해 텍스트들이다.

▶ 「十面埋伏 설이 치고」를 읽어 보니 작가는 항우가 마지막 전투

인 해하에서 유방에게 포위되는 이야기를 표사했다. 하지만 다른

작품(두목(杜牧)의「제오강정(題烏江亭)」, 이청조(李淸照)의「하일

절구(夏日絶句)」)에 비하여 텍스트만 보면 항우에 대한 연민과

안타까움을 느끼기보다는 항우의 싸움을 잘하는 용감한 행위를 많

이 썼다. 두목은 항우의 자살에 대하여 찬성하지 않으며 항우가

실패한 후 강동에 돌아와 다시 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청조

와 김두성은 모두 항우가 기개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



- 66 -

만 두목과 이청조는 다 항우를 전쟁의 실패자로 간주하였다. 하지

만 시조만 보면 항우가 유방의 군대를 이기는 것 같다. 작가 김두

성은 항우 옆의 해하 전투가 보이는 듯이 전쟁의 장면을 묘사하는

것을 통해 항우에 대한 추모를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오-1310-4-E16)

▶ 항우와 프랑스의 나폴레옹의 운명이 매우 닮아 있다. 개인의 매력

과 능력이 뛰어나지만 너무 거만해서 오히려 자기를 따라갈 수 없

는 적에 졌다. 하지만 얼마나 큰 잘못을 져도 그들이 영웅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역사는 성공자가 쓰되 이른바 실패자가 역

사에서 무시될 수 없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항우가 죽더라도 그의

진나라를 멸망시킨 공적과 끝까지 싸우는 정신이 역사에 영원히

전해지므로 실패자라고 할 수 없다. 작가는 항우의 목표를 향해

분투하는 정신을 칭송하려고 한다.

(오-1310-3-E13)

▶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도 하는 정신은 항우뿐만 아니라 기

개를 가진 영웅들의 공통된 정서이다. 송대 말기 몽골군이 장사성

을 침략할 때 악록서원(岳麓書院)의 서생들이 성벽 위에서 적과

맞서고 끝까지 사투했다. 근현대의 역사를 보면 중국인들은 고난

스러운 처지에 있어도 침략자와 싸웠다. 이런 모습은 우리 민족의

지금도 이어지는 소중한 재산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은 중국과 문

화가 좀 다르지만 절의에 대해서 매우 중시하는 편이다. 포럼에

항우와 이순신 장군을 비교해 분석하는 댓글이 많이 있다. 작가의

창작배경을 모르지만 아마 나라에 봉사하는 것을 격려하기 위해

이 시조를 작성한 것처럼 보인다.

(오-1310-3-E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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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자의 이해 텍스트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김두성의「十面埋伏 설이 치

고」를 살펴보도록 한다.

 

十面埋伏 설이 치고  은 밤의                         

起飮帳中别虞姬고 鐵鞭을 놉히 들고 暗啞叱咜이 

    烏騅馬 는 곳에 漢兵이 草介로다

암아도 千不當 萬不當은 楚伯王인가 노라#1310 김두성(金斗性)

  오-1310-4-E16 학습자가 언급한 중국 작품은 다음과 같다. 

    제오강정(題烏江亭)77)

勝敗兵家不可期(승패병가불가기) 

승패의 일은 병가에서 기약할 수 없는데

包羞忍恥是男兒(포수인치시남아) 

수치를 안고 치욕을 참는 것이 남아라네 

江東子弟多豪傑(강동자제다호걸) 

강동의 자제들은 준재가 많은데

捲土重來未可知(권토중래미가지) 

권토중래를 마처 몰랐던가?                           두목(杜牧)

    하일절구(夏日絶句)78)

生當作人杰(생당작인걸)

살아서는 마땅히 인걸이 되어야 하고

死亦爲鬼雄(사역위귀웅)

죽어서도 또한 귀웅이 되어야 하리

至今思項羽(지금사항우)

77) 번역은 기태완 역,『당시선』제2권, 보고사, 2008, 361면에서 인용하였다. 

78) 번역은 기태완 역,『송시선』, 보고사, 2009, 416면에서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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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항우를 생각하니

不肯過江東(불긍과강동)

강동으로 건너가려 하지 않았네                   이청조(李淸照)

  오-1310-4-E16 학습자는 김두성의「十面埋伏 설이 치고」를 읽고, 문항 

4 “이 시조를 읽고 나서 무슨 중국 시를 연상하게 되었는가? 비교해 보면서 

작품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쓰십시오.”에 대답하였다. 이 학습자는 예전에 

배웠던 중국 작품인 두목(杜牧)의「제오강정(題烏江亭)」과 이청조(李淸照)의

「하일절구(夏日絶句)」를 연상하였다. 두 작품은 다 항우의 공적과 과실을 평

가하는 것이며 첫 번째 시는 항우의 자살에 찬성하지 않고 다른 결과를 가상

한 것이고 두 번째 시는 항우의 죽음을 칭찬하고 추모하는 것이다. 김두성의 

시조에는 항우만 주인공으로 여기기보다는 우희(虞姬), 오추마(烏騅馬)와 항우

를 모두 다 주인공으로 여긴 것으로 보인다. 중장에는 죽음을 맞이한 우희와 

용감하게 싸우는 오추마를 묘사하며, 종장에는 천군만마로도 막을 수 없는 항

우를 묘사하였다. 학습자는 이 시조를 중국 작품과 비교할 때, 항우에 대한 평

가가 없어 해하(垓下) 전투의 장면을 중점적으로 서술하였다고 보았다. 또는 

항우의 애인과 타는 짐승을 시조의 주인공으로 여기는 것을 창의적인 구상으

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학습자는 한국 작품과 중국 작품을 비교할 뿐만 아니

라 중국 작품 간의 비교와 분석도 진행하였다. 또한 항우라는 인물에 대해 이

해함으로써 한 · 중 양국이 영웅에 대해 공통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은 문항 3 “작가가 이 시조를 통해서 표현하려고 하는 감정은 무엇인

가?”에 대해 작성한 이해 텍스트들이다. 오-1310-3-E13 학습자는 항우의 생

애를 분석함으로써 성공자와 실패자의 정의를 재구성하였다. 항우는 불리한 

전세를 만회할 수 없더라도 적병을 초개(草芥)처럼 여겨 두려워하지 않았다. 

시조에는 우희와 오추마를 묘사함으로써 항우의 기개를 돋보이게 하였다. 이

기면 왕이 되고 지면 역적이 된다는 속어가 있는데 항우는 혁혁한 전공(戰功)

과 영웅의 기개로 인해 이른바 성공자보다 명기(銘記)할만한 것이다. 학습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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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항우와 프랑스의 나폴레옹을 대조함으로써 그들의 단점을 지적하면서

도 재능과 공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 학습자가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인간의 양면성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 

  오-1310-3-E18 학습자는 중국 역사의 사례를 열거하고 중국인의 생사관

을 해석하였다. 이 학습자는 먼저 중국 고대와 근현대의 반침략 전쟁을 떠올리

고, 다음에 한국의 항일 명장인 이순신을 생각해 냈다.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한다는 정신을 지키는 항우는 자신의 결말을 알면서도 영웅의 기개를 

잃지 않았다. 항우는 최후의 순간에도 평소처럼 애인과 작별하여 말을 타서 싸

웠다. 항우라는 인물에서 굴하지 않는 민족 문화를 연상한 것은 학습자의 발산

적 사고를 보여주는 것이다. 

  위의 이해 텍스트를 분석해 보면 1) 중국인의 생사관에 대한 비판적 사고, 

2) 충의(忠義) 사상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3) 제왕장상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3) 문인은사(文人隱士): 은거생활에 대한 비판

 중국의 문인들은 대부분 『논어(論語)』에서 말한 ‘학이우즉사(學而優則仕:  

학문을 하고 여력이 있으면 벼슬을 하라.)’처럼 사서오경(四書五經)을 배우고 

벼슬을 지냈다. 하지만 벼슬을 버리고 은거하는 지식인, 즉 이른바 은사는 제

왕장상과 반대인 양상이다. 벼슬길에 나가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

이 선비들의 공통된 꿈이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관직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돌

아가서 은거하는 것이 사대부들에게 적당한 길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소를 타

고 서쪽으로 가는 노자(老子), 오두미(五斗米)를 위해 소인에게 허리를 굽힐 

수 없는 도연명(陶淵明), 매화를 아내로 여기고 선학(仙鶴)을 자식(子息)으로 

여기는 임포(林逋) 등 사상의 자유를 요구하며 뛰어난 학식과 덕성을 가진 문

인들이 진정한 은사라고 할 수 있다. 은사들은 후세에 전해진 명작이 많아서 

그들의 일화와 시문이 흔히 시조에서 용사로 인용되었다. 

  다음은 학습자가「淵明이 歸去來辭 짓고」를 읽고 작성한 이해 텍스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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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보의「淵明이 歸去來辭 짓고」의 중장에서 도연명의 산문

「귀거래사(归去来兮辞)」“雲無心以出岫 鳥倦飛而知還(야심 없는

구름은 산골짜기로부터 유연하게 높이 떠오르고, 날기에 지친 새

들은 저녁에 제집으로 돌아올 줄 안다79))”를 인용하였다. 그리고

도연명의「음주(飮酒)」에서도 은거 생활을 묘사하였다. 이정보는

도연명의 시 이미지 ‘무심한 구름’과 ‘피곤한 새’를 계속 사용했는

데 종장의 ‘오류청풍(五柳淸風)’을 강조하려고 한 것이다. 즉 시인

은 은거 생활의 유유자적한 모양을 노래하기보다는 오류선생의 품

격을 찬송하고 싶었다.

(귀-1471-4-E23)

▶ 이정보의「淵明이 歸去來辭 짓고」와 이백의「희증정률양(戏赠郑

溧阳)」이 다 도연명을 노래한 작품이다. 전자는 도연명이 사직하

고 은거하는 정신을 칭찬하는 것이고, 후자는 도연명이 주벽이 있

다는 전고를 빌려 친구와 농담하는 것이다. 두 작품을 비교하면

작가의 성격의 차이를 엿볼 수 있다. 이정보는 도연명을 품행이

고결한 은사로 여겨서 높이 평가하였다. 이백은 도연명을 술친구

로 간주하여 웃긴 말투로 도연명을 묘사하였다. 그래서 이정보는

선현을 존중하는 정직한 사람이고, 이백은 자유로운 성격을 가지

고 열정이 넘치는 편이다. 만약에 도연명이 살아 있었다면 누구를

지음으로 여길까? 도연명의 생각을 모르지만 나는 이백 같은 친구

가 있으면 재미있겠다고 생각한다.

(귀-1471-4-E24)

▶ ‘오류청풍’이라는 시어를 알기 위해 먼저 도연명의 사적을 알아야

한다. 알다시피 도연명은 작은 벼슬을 했지만, 상사에게 뇌물을 주

고 싶지 않아 사직했다. 그리고 양수청풍(两袖淸風)이라는 성어는

관료의 청렴을 비유하는 것이다. 국내도 ‘오류청풍’을 제목으로 한

부패를 반대하는 간담회가 있다. 그래서 ‘오류청풍’은 도연명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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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자의 이해 텍스트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이정보의「淵明이 歸去來辭 

짓고」와 학습자가 언급한 중국 작품을 살펴보도록 한다. 

淵明이 歸去來辭 짓고 潯陽으로 돌라갈
雲無心이 出峀연을 鳥倦飛而知還이로다

암아도 五柳淸風을 못밋츨 노라      #1471 이정보(李鼎輔)

    음주(飮酒) 제5수80)

結廬在人境(결려재인경)  

사람들 틈에 농막 짓고 살아도

而無車馬喧(이무거마훤)

수레나 말 타고 시끄럽게 찾아오는 자 없노라

79) 번역은 장기근 역,『신역 도연명』, 명문당, 2002, 88면에서 인용하였다. 

80) 번역본은 위의 책, 110면에서 인용하였다.

난해도 청렴결백하며 자신에게 엄격히 하는 정신을 말한다.

(귀-1471-2-E19)

▶ 도연명의 시 속에 자연물 이미지가 많이 있었다. 그는 항상 자연

물을 통하여 한가로운 전원생활에 대한 만족을 표현했다. 청풍은

오가는 것이 자유로워서 도연명의 추구와 일치한다. 유명한 은사

집단인 ‘죽림칠현(竹林七贤)’이 도연명과 같은 시대에 처해 있었다.

당시 정국이 혼란해서 지식인들이 노자 청정무위(淸淨無爲)의 학

설을 믿고 은거생활을 선택하였다. 도연명은 살림을 위해 벼슬을

했는데 결국 마음속으로 자유를 동경했기 때문에 선배를 모방해서

은거했다. 이정보가 중장에서 인용한 시구는 바로 은거생활을 즐

기는 뜻으로 종장의 청풍이 중장과 일치한다. 즉 여기서 이정보가

말한 ‘오류청풍’은 도연명의 자유사상과 은거의향을 뜻한다.

(귀-1471-2-E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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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君何能爾(문군하능이)

어찌 그럴 수 있는가 묻기도 하지만

心遠地自偏(심원지자편)

마음 두는 곳이 원대하니, 몸담은 땅도 스스로 외지게 되노라

採菊東籬下(채국동리하)

동쪽 울타리에 피어난 국화꽃을 딸 새

悠然見南山(유연견남산) 

무심코 저 멀리 남산이 보이노라

山氣日夕佳(산기일석가) 

가을 산 기운 저녁에 더욱 좋고

飛鳥相與還(비조상여환) 

날새들 짝지어 둥지로 돌아오니

此中有眞意(차중유진의) 

이러한 경지가 바로 참맛이려니

欲辨已忘言(욕변이망언)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노라                  도연명(陶淵明)

    희증정률양(戱贈鄭溧陽)81)

陶令日日醉(도령일일취)

팽택의 영(令) 도연명은 매일 술에 취했으며 

不知五柳春(부지오류춘)

다섯 그루 버드나무에 싹튼 봄도 모르네

素琴本無絃(소금본무현) 

그는 본래 줄 없는 흰 바탕 거문고를 퉁기고

漉酒用葛巾(록주용갈건) 

칡베 두건을 벗어 박걸리 걸러 마시었노라

淸風北窓下(청풍북창하) 

81) 번역은 장기근 역,『신역 이태백』, 명문당, 2002, 249면에서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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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고 시원한 바람 부는 북창 밑에 누워

自謂羲皇人(자위희황인) 

스스로 복희 황제 때 백성이라 자처했노라

何時到栗里(하시도율리) 

언제 그대가 있는 율양에 가서

一見平生親(일견평생친)

평생의 친구인 그대를 만나볼까?                      이백(李白)

  귀-1471-4-E23 학습자와 귀-1471-4-E24 학습자가 문항 4 “이 시조를 

읽고 나서 무슨 중국 시를 연상하게 되었는가? 비교해 보면서 작품 간의 공통

점과 차이점을 쓰십시오.”에 대답하였다. 귀-1471-4-E23 학습자는 이정보의 

시조와 도연명의 작품을 비교함으로써 각자의 취지를 분석하였다. 이 학습자

는 초장에서 도연명의 생애를 약술하고, 중장에서 도연명의 명언을 인용하고, 

종장에서 도연명을 높이 평가하는 맥락으로 시조를 해석하였다. 즉 중장 내용

은 종장 내용과 연관성이 있지만,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였다. 시조에서 

중장과 종장 사이에 전환되는 구조가 있으면 중장과 종장의 뜻이 일치하지 않

을 수도 있다고 하였다. 이때 종장의 ‘아마도’는 이런 전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귀-1471-4-E24 학습자는「淵明이 歸去來辭 짓고」를 읽고 이백의「희증

정률양(戲贈鄭溧陽)」을 연상하여 두 작품 주제의 차이점을 분석함으로써 시

인의 성격을 추측하였다. 이정보의 시조는 규칙에 부합되어 전형적인 영회시

(詠懷詩)가 된다고 하였다. 초장에는 도연명이 관직에서 물러나 낙향한 것을 

서술하고, 중장에는 도연명의 시구를 빌리고, 종장에는 도연명의 품격을 노래

하는 것이다. 시인은 도연명을 칭찬함으로써 자신이 은거생활에 대한 동경을 

표출한다고 하였다. 이백의 시는 겉으로 보면 영회시인 것 같지만 제목을 보면 

친구와의 창화시(唱和詩)가 된다고 하였다. 이백의 시에서 도연명의 품격을 칭

찬하지 않고 오히려 도연명의 술버릇을 강조하는 것이 이정보의 시조와 다르

다고 하였다. 이로부터 이백도 술을 즐기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스스로 도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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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자부한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 학습자는 도연명의 입장에 서서 도

연명이 숭배자보다는 술친구를 더 좋아하겠다고 추측하였다. 

  귀-1471-2-E19 학습자와 귀-1471-2-E22 학습자가 문항2 “‘오류청풍’이

라는 시어의 함축적 의미를 쓰십시오.”에 대답했고, ‘오류청풍’의 뜻을 다르게 

해독하였다. ‘오류(五柳)’는 도연명의 호 ‘오류선생(五柳先生)’을 뜻하며, ‘청풍

(淸風)’은 관료의 청렴결백을 뜻할 수 있으며, 도교의 자유자재를 상징할 수도 

있다. 따라서 ‘오류청풍’은 도연명이 뇌물을 보내기를 거절하는 것을 뜻할 수 

있으며, 고향에 돌아가서 유유자적한 은거생활을 지내는 것을 말할 수 있다. 

귀-1471-2-E19 학습자는 도연명이 다섯 말의 쌀을 위해 머리를 굽히지 않는 

일화에 의하여 ‘오류청풍’을 도연명의 청검함으로 여겼다. 귀-1471-2-E22 

학습자는 진(晉)나라의 사회배경과 도연명의 작품 품격을 분석함으로써 ‘오류

청풍’이 도교의 자유사상을 가리킨다고 하였다. 

  설문지를 보면 대부분 학습자들이「淵明이 歸去來辭」를 읽고 도연명을 높

이 평가하였지만 2차 사후인터뷰에서 위진(魏晋) 시대에 유행했던 은사문화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위진 시대에 대해 익숙하지 않

고 도연명 외의 은사도 잘 모르는 상태였다. 학습자들은 소설, 사서 등 자료를 

통하여 그 시대의 명사(名士)들이 화장품을 많이 사용하고, 마약 오석산(五石

散)을 즐기고, 심지어 소위 남풍(男风)이라는 동성애 풍조를 따랐다는 것을 알

게 되었다. 학습자들은 토의에서 은사를 a. 명리를 추구하지 않고 자연을 즐기

는 진정한 은사, b. 벼슬을 했다가 전쟁을 피하거나 현실에 대해 실망한 은사, 

c. 포부를 가지고 시기를 기다리는 은사, d. 은사의 명성을 빌려 벼슬의 지름

길을 좇아내는 ‘은사’ 4가지로 분류하였다. 장자(莊子)는 a형 은사에 속하고, 

범려(范蠡)와 도연명은 b에 속하고, 여상(呂尙)과 제갈량(諸葛亮)은 c에 속하

고, 이백(李白)과 맹호연(孟浩然)은 d형의 대표 인물이었다. 일부 학습자는 제

갈량과 이백 같은 사람이 진정한 은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뛰어난 재주를 가

진 사람이 벼슬을 하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라고 생각하였다. 반면에 

은사가 시대를 초월한 학식과 사상이 있어서 은거생활을 선택하는 것이 불가

피하다고 생각한 학습자들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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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이해 텍스트와 토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1) 권력자에게 굴복하지 않

은 것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2) 전원생활에 대한 동경의 태도, 3) 은사에 대

한 비판적 태도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4) 후궁미인(後宮美人): 미인의 운명에 대한 숙고

  역사를 죽 훑어보면, 국가가 위급한 상황에 처할 때, 양귀비(楊貴妃) 같은 

미인들이 나라를 해치는 원흉(元凶)으로 간주되며 서시(西施) · 초선(貂蝉) · 

왕소군(王昭君)과 같은 억울한 여자들이 희생자가 되었다. 예로부터 후궁미인

은 대개 박명해서 그들의 놀라운 미모와 비참한 운명이 시의 중요한 소재가 

되었다. 비난 반 칭찬 반의 후궁미인에 관한 모든 것들이 학습자로 하여금 끝

없이 상상을 하게 한다. 학습자에게 후궁미인에 관한 용사는 가장 재미있고 배

우기 쉬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학습자가 이후백의「蒼梧山 聖帝魂이」를 읽고 문항 3 “작가가 이 시조를 

통해서 표현하려고 하는 감정은 무엇인가?”에 대해 작성한 이해 텍스트를 보

면 다음과 같다. 

▶ 「蒼梧山 聖帝魂이」를 읽고 아황과 여영의 전설을 다시 떠올렸

다. 요제의 딸인 아황과 여영이 다 순제의 아내이고 순제와 함께

나라를 다스렸다. 순제는 홍수를 막기 위해 목숨을 희생하였다. 자

매가 남편의 무덤 앞에 울고 죽었다. 이비의 눈물 흔적이 소상강

옆의 대나무의 얼룩이 되었다. 그래서 얼룩이 있는 대나무를 ‘상비

죽(湘妃竹)’이라고 하였다. 아황과 여영은 남편에게 변함없이 거들

어 주고 충성을 다해서 아내의 모범이라고 한다. 작가는 이 시조

를 통하여 양처(良妻)이자 열녀(烈女)인 이비를 칭찬하였다.

(원-1963-3-S17)

▶ 천년 동안 이비는 계속 돌아가신 순제를 위해 울고 있었다. 그들

의 눈물이 많아서 유명한 소상반죽(潇湘斑竹)이 생겨났다. 작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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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자의 이해 텍스트를 분석하기 전에 먼저「蒼梧山 聖帝魂이」를 살펴보

도록 한다. 

蒼梧山 聖帝魂이 구름 조차 瀟湘의 려                  

夜半의 흘너드러 竹間雨 되온 은

二妃의 千年淚痕을 시서볼까 노라      #1963 이후백(李後白)

  원-1963-3-S17 학습자는 시조를 읽고 ‘상비죽(湘妃竹)’의 전고를 결합하

여 남성의 관점에서 시 속에 담긴 감정을 분석하였다. 아황(娥皇)과 여영(女

英)은 재주가 있어 순제를 도와주고 집안일을 처리하며 천하를 다스렸다. 요제

(堯帝)의 딸이어서 남편인 순제도 왕위에 올랐다. 이 학습자는 아황여영(娥皇

女英)이 마치 미모와 재주가 겸비된 대통령의 딸처럼 모든 남자의 꿈으로 간

주된다고 하였다. 또한 이 시조에서 두 가지 유형의 희생 행위를 언급하였다. 

첫 번째는 백성의 안위를 위한 순제의 희생이고, 두 번째는 아황여영의 군주를 

위한 희생이다. 전자는 제왕장상이 천하 만민을 위하여 목숨을 던지는 생사관

이고, 후자는 후궁미인이 군주에 충성을 다하는 생사관이라 할 수 있다. 이 학

습자는 말한 바와 같이 마치 남자들이 큰일을 더 중시하고 여자들이 가정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보지만, 아황여영의 눈물이 천년 동안 계속 흘러져 있는 

순제와 이비의 사랑 이야기를 사용하여 소상반죽을 생생하게 묘사

하였다. 그리고 작가는 대나무에 비극적인 정서를 부여하여 독자

의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여성으로서의 나는 아황여영의

전설을 들어 감동하는 마음이 없었다. 사랑은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없는 것이다. 이비의 순제에 대한 감정은 사랑이라는 것보다는

존중과 경위라고 해야 한다. 그리고 두 사람이 죽어도 슬픔으로부

터 벗어나지 못해서 너무 비참하다. 그래서 이비를 언급한 작품이

거의 다 비극인 것 같다.

(원-1963-3-S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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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은 귀중한 감정이 아닌지 반문하였다.  

  원-1963-3-S19 학습자는 위의 학습자와 달리 여성의 입장에서 시조를 분

석하였다. 역사에서 아황여영(娥皇女英)은 순제(舜帝)의 왕비를 뜻하며, 남당

(南唐)의 후주(後主)인 이욱(李煜)의 황후 주아황(周娥皇) · 주여영(周女英)을 

가리킨다. 이 학습자는 이비(二妃)든지 대소주후(大小周後)든지 다 불행한 여

자로 간주하였다. 옛날에 여자는 고귀한 신분이 있어도 남자의 부속품쯤으로 

여겨졌고 남자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 오히려 남자를 위해 남을 난처하게 만

들기도 하였다. 농경사회에서 여자는 남성에 비하여 육체적인 힘의 우위가 없

어 생산력의 부족함으로 여겨서 그 지위가 낮았다. 오늘날에는 여성의 교육수

준이 높아지고 여자의 생산력이 점점 남자에 근접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학습자는 여성의 독립적 지위가 보장되면서 아황여영 같은 전통적 여성의 

비극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바로 이런 고대 여성의 비참한 운명 

때문에 시인은 시조에서 아황여영을 주인공으로 간주하여 그들의 슬픔과 충정

을 노래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다음은 학습자가 김두성의「十面埋伏 설이 치고」읽고, 초패왕(楚覇王) 항

우(項羽)의 애첩 우미인(虞美人)에 대해 작성한 텍스트들이다. 

▶ 영웅의 여자들이 항상 예쁘고 유약하는 이미지로 나타나지만 우희

(虞姬)는 그렇지 않다. 초패왕의 애인으로 우희는 항우와 함께 전

쟁터로 출정하고 항상 항우 옆에 있었다. 심지어 해하에서 항우를

격려하기 위해 자살하였다는 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경복하게 한

다. 우희는 꽃병 같은 미모만 있을 뿐이 아니라 고락을 같이하는

애인이자 지음이다. 김두성은 우희를 강조하지 않지만 글 속에 항

우가 용감하게 싸우는 것이 우희의 격려 때문 아닌가? 우희는 바

로 항우 옆의 꽃나무처럼 “不僅愛你偉岸的身驅/也愛你堅持的位置

脚下的土地(당신의 위엄 있는 몸을 사랑할 뿐 아니라, 또 당신의

굳건한 위치와 발아래 대지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희는

독립적인 인격을 가지는 용감한 여성이라 할 수 있다. 작가는 생

사를 무시하는 우희, 그리고 오추마를 묘사하는 것을 통해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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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오-1310-3-E11 학습자가 언급한 중국 현대시「상수리 나무에게(
致橡樹)」의 원문 텍스트이다.

    致橡樹

    舒婷

我如果愛妳 — /絕不像攀援的淩霄花，/借妳的高枝炫耀自己，/我如果

愛妳 — /絕不學癡情的鳥兒，/為綠蔭重復單調的歌曲；/也不止像泉

源，/常年送來清涼的慰藉；/也不止像險峰，/增加妳的高度，襯托妳的

威儀. /甚至日光. /甚至春雨. /不，這些都還不夠！/我必須是妳近旁的壹

株木棉，/作為樹的形象和妳站在壹起. /根，緊握在地下；/葉，相觸在雲

裏. /每壹陣風過, /我們都互相致意, /但沒有人，/聽懂我們的言語. /妳有

妳的銅枝鐵幹，/像刀、像劍，也像戟；/我有我紅碩的花朵，/像沈重的

嘆息，/又像英勇的火炬. /我們分擔寒潮、風雷、霹靂；/我們共享霧靄、

流嵐、虹霓. /仿佛永遠分離，/卻又終身相依. /這才是偉大的愛情，/堅

貞就在這裏：/不僅愛妳偉岸的身軀，/也愛妳堅持的位置，足下的土地.   

항우의 용감함을 찬송하려고 한다. 항우와 같은 영웅만 우희 같은

애첩과 오추마 같은 애마를 가질 자격이 있었다.

(오-1310-3-E11)

▶ 어렸을 때「패왕별희(覇王別姬)」라는 노래를 좋아해서 항우와 우

희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다. 항우는 영웅이지만 미인관은 넘기 어

렵다. 게다가 우희가 문무를 겸비하는 가인이어서 항우는 패배했

을 때 우희의 미래를 위해 한탄했다. 아직은 마지막 순간이 아니

지만 항우가 이미 자기와 우희의 비극적인 운명을 예견할 수 있었

다. 항우가 믿었던 장군들이 투항해도 우희는 항우의 결말을 알면

서도 끝까지 패왕 옆에 고수하고 있었다. 이런 감정은 이미 단순

한 애정을 초월한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항우에게 우희는 애인

뿐만 아니라 충신이라고도 할 수 있다.

(오-1310-3-E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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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리나무에게82)

    수팅

나 그대를 사랑한다면 ―

휘감아 오르는 능소화처럼

그대의 높은 가지를 빌어 자신을 빛나게 하진 않으리라.

나 그대를 사랑한다면 ―

사랑에 눈먼 새처럼

녹음을 위해 단조로운 노래를 반복하진 않으리라.

샘물처럼

일년 내내 청량한 위로를 보내는 데 그치지도 않고, 

험준한 산봉우리처럼

그대의 고도를 높여 그 권위에 의탁하는 데 그치지도 않으리라.

햇볕으로 그치지도 않고,

봄비에 그치지도 않으리라.

아니, 이것들로는 여전히 부족해.

나는 꼭 그대 곁의 한 그루 목면이 되어

나무의 모습으로 그대와 함께 서 있으리라.

뿌리는, 땅 속에서 서로 엉키고,

잎은, 구름 속에서 서로 마주치리라.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우리는 서로의 뜻을 주고받지만, 

그 누구도 

우리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리라.

그대는

칼처럼, 검처럼, 또한 창처럼,

굳센 줄기와 가지를 갖고 있고, 

82) 번역본은 다음 책에서 인용하였다. 舒婷 지음, 김태성 옮김,『상수리나무에게: 수팅 시

선』, 시평사, 2003, 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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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무거운 탄식처럼, 또한 영용한 횃불처럼,

붉고 큰 꽃봉오리를 갖고 있어.

우리는 추위와 폭풍과 벼락을 함께 견디고, 

안개와 아지랑이와 무지개를 함께 누리리라.

영원히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죽을 때까지 서로를 의지하리라.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며, 

굳센 정조가 여기에 있지.

사랑은 ―

그대의 장대한 몸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지키는 자리, 그대 발밑의 땅까지 사랑하는 거니까.

          

  오-1310-3-E11 학습자는 우미인(虞美人)이 항우(項羽)의 투지를 고무하

기 위해 목을 베어 자결했다는 고사를 통하여 시조에서 묘사가 많지 않은 우

희의 성격을 분석하였다. 중장에서 후의는 항우와 헤어지고 목숨으로 애인을 

격려하고, 종장에는 애첩(愛妾)을 잃은 항우는 한병(漢兵)의 공격을 두려워하

지 않고 끝까지 기개를 지켰다고 하였다. 당시에 항우는 해하(垓下)에서 한병

에게 포위를 당한 후 자신의 결말을 깨닫고 애첩의 운명을 우려해서「해하가

(垓下歌)」83)를 읊었다. 하지만 우희는 항우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스스

로 목을 잘랐다. 이 학습자는 우희와 일반적인 미인과의 차이점을 지적하고 우

희의 용기와 충성을 높이 평가하였다. 그리고 수팅(舒婷)의 현대시「상수리 나

무에게(致橡樹)」의 시구로 항우 · 우희 간의 위대한 사랑을 묘하게 서술하였

다. 이 학습자는 우미인이 항우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여 싸웠다는 것을 강

조하고 있다. 

  오-1310-3-E14 학습자는 항우와 우희가 서로 의지하는 관계였음을 강조

83) 力拔山兮氣蓋世/時不利兮騅不逝/騅不逝兮可奈何/虞兮虞兮奈若何！(힘은 산을 뽑음이여, 

기운은 세상을 덮을 만하도다/때가 이롭지 아니함이여, 추가 나가지 않도다/준마도 달리지 

아니함이여, 어떻게 할꼬?/우미인이여, 우미인이여, 너를 어찌할꼬? 번역은 한춘섭,『(精解)

古時調解說』, 홍신문화사, 2011, 222면에서 인용하였다.)



- 81 -

하였다. 항우는 우희에게 남편이자 군주이다. 우희도 항우에게 아내이자 충신

이다. 이 학습자는 여자로서의 우희는 변함없는 충성심이 있어서 바로 투항한 

다른 남자들을 비웃는 것 같다고 하였다. 심층면담을 통하여 이 학습자는 역사

에서 많은 여자들이 억울함을 당했다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었다. 상주왕(商紂

王)의 왕비 달기(妲己)와 주유왕(周幽王)의 애비 포사(褒姒)가 요희(妖姬)라는 

악명을 얻었지만 사실은 나라가 망한 죄는 군주에게 있다고 하였다. 월(越)나

라를 도와주고 오(吴)나라를 망하게 한 서시(西施)가 결국 파국지색(破國之色)

이란 이유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남녀의 불평등을 반영한다고 하였다. 우희 

또한 임금의 사랑과 믿음을 받고 후세의 칭찬을 얻는 것이 보기 드물다고 보

았다.

  이상의 이해 텍스트를 분석해 보면 1) 여성의 남성을 위한 충성에 대한 비

판적인 태도, 2) 여성의 나라를 위한 희생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 3) 남녀평등

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2) 지명(地名)이 활용된 시조에 대한 이해 양상

  

(1) 실제적인 지명: 중국 지명 중심의 이해

  시조에서 나온 실제적인 지명은 시인의 일생의 역정을 기록하였다고 할 수 

있다. 젊어서 떠난 고향, 벼슬한 도시, 좌천되어 거주한 땅, 은거한 유곡(幽谷), 

유람한 명소 등은 모두 시조에서 흔히 나타나는 지명이다. 따라서 시조 속의 

지명은 작가의 삶의 궤적을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라고 할 수 있다. 또

한, 시인의 거주지를 통하여 고대의 경제 · 정치 · 문화 활동의 지역적 분포를 

연구할 수도 있다. 

  학습자가 홍익한의「首陽山 나린 물이」를 읽고, 문항 2 “‘夷齊에 怨淚’라

는 시어의 함축적 의미를 쓰십시오.”에 대해 작성한 이해 텍스트는 다음과 같

이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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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자는 문항 3 “작가가 이 시조를 통해서 표현하려고 하는 감정은 무엇인

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해 텍스트를 작성하였다. 

▶ 「首陽山 나린 물이」에서 수양산이 의인화되어 의사 백이와 숙제

의 불행을 위한 눈물을 흘린 것으로 비유되었다. 천년 동안 계속

비통한 눈물을 내리는 것은 끊임없는 유한이다. 이러한 유한은 바

로 종장에서 지적한 “지금도 국가를 위하여 총성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의 원루’는 주무왕(周武王)을 미워하는 원한

이 아니라 은나라의 멸망을 구하지 못한 유감이다.

(백-1229-2-S4)

▶ 작가가 이제(夷齊)의 전고를 활용하여 자기의 애국지향을 표백하

였다는 것이 매우 뚜렷이 보인다. 백이와 숙제는 왕위의 분쟁을

도피하기 위해 별천지 같은 수양산에 은거했다. 하지만 국가를 위

해 그들은 피난처를 떠나 전쟁을 그만두려고 했다. 개인의 힘이

너무 약소해서 그들은 결국 웃음거리가 되었다. 백이숙제도 그렇

고 작가도 그렇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해도 국가의 운명을 바꿀

수 없어서 절망적인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었다.

(백-1229-2-S5)

▶ 시조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기 전에 먼저 주인공 백이숙제와 작가

홍익한의 이야기를 알아야 한다. 백이숙제는 은나라를 망하게 하

려는 무왕을 설득하려고 시도했다. 홍익한은 청나라와 조선의 전

쟁에서 자신을 희생한 주전파의 대표 인물이다. 둘 다 국가를 보

호하기 위해 희생한 열사이다. 작가는 문신으로서 장군처럼 전장

에서 국가를 위해 충성을 다하지 못해서 슬픔을 느꼈다. 그럼에도

홍익한은 드디어 목숨으로 자기의 충성을 표백했다.

(백-1229-3-S3)



- 83 -

  학습자의 이해 텍스트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首陽山 나린 물이」를 살펴

보도록 한다.

 

首陽山 나린 물이 夷齊에 怨淚ㅣ 되야                     

晝夜 不息고 여흘여흘 우 즌

至今에 爲國忠誠을 못 슬허 노라     #1229 홍익한(洪翼漢)

  백-1229-2-S4 학습자는「首陽山 나린 물이」를 읽고 ‘夷齊에 怨淚’의 뜻

을 분석하였다. 이 학습자는 “수양산(首陽山)=이제(夷齊)”, “물=원루(怨淚)”의 

공식을 만들고 수양산을 이제 또는 작가가 의인화된 상징으로 여겼다. 사후인

터뷰를 통하여 이 학습자가 처음에 ‘원루’라는 시어를 원한(怨恨)의 눈물로 이

해하였으나, 한국 문화에서 ‘한’이라는 것이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을 살필 수 있었다. 백-1229-2-S5 학습자는 “이제의 원루=시인

의 한=至今에 爲國忠誠을 못 슬허 노라”의 공식을 만들고 ‘이제의 원루’는 

나라가 존재하느냐 망하느냐 하는 중요한 상황에 충성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

한 유감을 말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학습자는 수양산을 백이숙제의 피난지

로 여기면서 조선의 조정을 시인의 피난지로 간주하였다. 여기에 홍익한의 운

명을 결합하여 ‘수양산’이 진정한 피난지가 아니라고 하였다. 

  백-1229-3-S3 학습자는 병자호란(丙子胡亂)과 삼학사(三學士)의 배경지

식을 배운 후 역사적 관점에서 시조를 해독하였다. 주전파(主戰派) 대표로서 

홍익한은 조선왕조의 나약함과 인조의 무능함으로 인하여 청나라로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였다. 만약 그가 화의론(和議論)에 순응했다면 나라가 망해도 목숨

을 보존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홍익한은 충의는 목숨보다 더 중요하며 

나라는 가정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바로 사마천(司馬遷)이 말한 바와 

같이 사람은 어쨌든 죽게 마련이지만, 어떤 사람의 죽음은 태산보다 더 무겁

고, 어떤 사람의 죽음은 홍모보다 더 가볍다(人固有壹死, 或重於泰山, 或輕於

鴻毛). 홍익한은 백이숙제처럼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지 못할까봐 탄식하였

으나, 결국 말하던 것이 마침내 사실대로 되어 국가를 위해 목숨을 던졌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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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한은 생명보다 나라를 소중히 생각하며 시조에서 표백했던 약속을 지켰

다. 

  이상의 이해 텍스트를 분석해 보면 1) 국가를 위해 목숨을 던지는 것에 대

한 긍정적인 태도, 2) 독선기신(獨善其身)의 행위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3) 한

국인의 ‘한’의 정서에 대한 비판적 사고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2) 관념적인 지명: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 및 비판

  존귀한 황제라도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 있어서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天上

白玉京(천상백옥경, 옥황상제(玉皇上帝)가 산다는 천궁(天宮))’을 동경할 수 있

다. 더욱이 일반 사람은 현실 사회가 불만스러워서 천국이나 이상향 등 미지의 

세계가 있다는 환상을 품을 수도 있다. 이런 관념적인 지명은 흔히 판타지라는  

주제의 문학작품에서 나타나 문학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학습자가 조식(曺植)의「頭流山 兩端水를」을 읽고 도화원(桃花源)에 대해 

작성한 이해 텍스트를 보면 다음과 같다. 

▶ ‘武陵’은 도연명이 지은 『도화원기』속의 도화원을 가리키는 것으

로 보인다. 현실에서 도화원이라는 곳이 없지만 조식에게는 은거

한 두류산이 도화원과 같이 아름다운 것이었다. 조식에게는 두류

산이 그의 이상향이라고 할 수 있어서 진정한 도화원을 찾을 필요

가 없었다. 하지만 조식은 자기의 소원을 이루지만 국가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서 도연명에 비하는 자격이 없다.

(도-686-2-S7)

▶ 조식과 이황은 같은 시대의 사람인데 이황은 명성이 천하에 널리

알려진 반면 조식은 지적을 많이 받았다. 학식이 뛰어나지만 운수

가 좋지 않은 시인은 도연명 같은 은사로 스스로 자랑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현실에 대해 실망해서 두류산에 가서 은거하는

조식은 도화원을 동경하지만 정말로 속세를 벗어날 수 있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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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 텍스트를 분석하기 전에 먼저 시조「頭流山 兩端水를」의 원문을 살

펴보도록 한다. 

頭流山 兩端水를 녜 듯고 이졔 보니                        

桃花  물에 山影조 잠겻셰라

아희야 武陵이 어듸오 나 옌가 노라       #686 조식(曺植)

  도-686-2-S7 학습자는 조식(曺植)이 거주하는 두류산에 대해 만족스러워

하며 오히려 이상향 도화원을 찾는 것에 관심이 없다고 하였다. 그는 조식의 

생애를 배워서 조식을 명리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으로 생각하였다. 특히 종장

에서 시인은 무릉(武陵)보다 자신이 은거한 두류산이 더 아름답다고 해서 은

거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였다. 도-686-2-S10 학습자는 이

와 달리 조식의 유유자적한 태도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간주하였다. 이 

학습자도 조식에 대한 배경지식을 배웠지만, 주로 조식과 이황의 관계에 중점

을 두었다. 조식은 이황과 반대의 입장에 서서 학설 주장이 크게 달랐다. 학설

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벼슬 생활이 순조롭지 않았던 조식에게는 은거는 유

일한 선택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학습자의 해석은 조식과 이황의 생애를 비교함

으로써 참신하지만, 구체적인 어구를 결합해서 분석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또

한 조식과 이황에 관한 배경지식을 알았다면, 성리학에서의 자연철학의 측면

으로 시조를 분석하였으면 더 적절했을 것이다. 두 학습자가 조식의 주장에 대

해 서로 다른 견해가 있는 것은 은거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이다. 중국에 

옛날에 일부러 남산에서 은거하여 명성을 얻은 후에 벼슬을 한다는 고사가 있

다. 

  다음은 학습자들의 김민순의「功名은 狼을 고」를 읽고 ‘누항(陋巷)’이라

만약에 조식이 이황처럼 왕의 중용을 받았다면 시조에서 쓴 바와

같이 명리를 무시할 수 있었을까?

(도-686-2-S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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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어의 함축적 의미를 쓰십시오.”에 대한 이해 텍스트이다. 

  시조「功名은 狼을 고」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功名은 狼을 고 富者은 衆之怨을                         

箪食瓢飮을 陋巷에 安分커니

世上에 雌黄奔競을 나은 물나 노라      #181 김민순(金敏淳)

  누-181-2-E7 학습자는 ‘누항(陋巷)’의 전고를 해석해서 ‘누항’을 유교의 

정신적 성지로 여겼다. 이 학습자는 시조에 나타난 옛글의 뜻은 잘 모르지만 

초장의 한자어인 ‘공명(功名)’, ‘부자(富者)’와 중장의 ‘단사표음(箪食瓢飮)’이 

대조 관계를 이룬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공명’과 대응하는 ‘랑(狼)’은 안회

▶ 「功名은 狼을 고」를 읽고 공자의 제자 안회를 생각했다. 안회

는 좁고 어두운 골목에서 가난한 삶을 살면서도 명리를 쫓지 않고

마음속의 신념을 지켰다. 그래서 공자는 72제자에서 안회를 제일

좋아했다. ‘누항’은 안회가 거주했던 곳보다는 유교인의 정신세계

라고 할 수 있다. 마치 기독교 신도에게 로마는 그들의 성지인 것

과 같다. 유교에서 안회의 안빈낙도한 생활방식은 올바른 것인데

벼슬을 하고 싶은 문인에게 그것은 꿈일 뿐이다. 작가는 공명에

탐욕이 생긴 사람을 이리를 비유함으로써 그런 사람을 풍자하였

다.

(누-181-2-E7)

▶ ‘누항(陋巷)’이라는 단어는 안회의 빈곤을 비유하는 말로『논어(論

語)』에서 처음 언급되었다. 실제 세상에서 ‘누항’이라는 곳을 찾

을 수 없다. 하지만 안회의 정신을 추구하는 사람의 마음이 향하

는 곳이 곧 누항이다. 다른 말로 하면 공명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부귀밖에 안 보인다.

(누-181-2-E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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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顔回)와 사뭇 다른 사람일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 학습자는 중학교 7학년 

때「논어 12장(論語十二章)」을 배운 적이 있어서 공자가 안회를 칭송하는 구

절(子曰 “賢哉回也! 一簞食, 一瓢飲, 在陋巷, 人不堪其憂, 回也不改其樂. 賢哉

回也.”(현자로구나, 회는! 한 그릇의 밥을 먹고, 한 쪽박의 물을 마시며 누추한 

마을에서 산다면, 다른 사람들은 그 괴로움을 견뎌내지 못하는데, 회는 그렇게 

살면서도 그의 즐거움이 변하지 않는다. 현자로구나, 회는!)84))을 잘 기억하였

다고 했다. 또한 논어 20장을 외우는 과외 숙제 때문에 공자가 여러 번(14장) 

일찍 죽은 안회를 칭송한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안회의 고사를 알면 이 시조의 

중심 사상이 안빈낙도(安貧樂道)라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안회는 공자

의 제일 중요한 제자이지만 계속『역경(易經)』을 정리하고 있어서 증자(曾

子), 맹자(孟子)처럼 자신의 논저는 없다. 하지만 안회의 언행은『논어(論語

)』,『공자가어(孔子家語)』,『예기(禮記)』,『여씨춘추(呂氏春秋)』등에서 언

급되었다. 안회는 위의 저서에서 다 높이 평가되어서 후세에도 훌륭한 명예를 

얻게 되었다. 이 학습자는 공자의 행위에 대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하긴 했으

나, 안회를 언급하면서 성인라고 평가하였다.『논어(论语)』에서 공자나 제자

들이 다 안회를 존경하기 때문이다.

  누-181-2-E11 학습자도 교과서에 실린『논어(论语)』때문에 안회를 알게 

되었다. 이 학습자는 공자 및 안회의 고향인 산동성(山东省)에 태어나서 누항

이라는 곳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하지만 이 누항은 안회의 살았던 집이 

아니라 안회를 제사 지내는 곳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 시조에서 언급한 누

항은 현실적인 누항이 아니라 관념적인 개념이라 하였다. 그리고 한 사람의 선

택은 바로 그의 마음에 달려있어서 이리 같은 사람이 공명을 선택하고, 부자는 

재부를 선택하고, 현자는 안빈낙도를 선택한다고 분석하였다. 심층면담 때 이 

학습자도 소식(蘇軾)과 불인(佛印) 선사의 일화를 떠올렸다. 소식은 불인에게 

물었다. “당신이 보기에 내가 무엇일까?” 불인 선사는 “부처님 같다.”라고 대

답하였다. 소식은 농담조로 “당신은 똥인 것 같다.”라고 말했다. 불인 선사는 

84) 번역본은 다음의 책에서 인용하였다. 공자 저, 도광순 역주,『논어』, 문예출판사, 

2011, 100-1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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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으면서 “내 마음속에 부처님이 있어서 내가 당신을 부처로 보는 것이다. 당

신은 마음속에 똥이 있어서 나를 똥으로 보았다.”하였다. 이 학습자는 소식과 

불인의 일화 속의 철학적 사고로 ‘누항’이라는 시어를 분석한 것은 평가받을 

만하다. 

  이상의 이해 텍스트를 분석해 보면 1) 이상향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2) 종

교 성지에 대한 비판적 태도, 3) 은거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3) 물명(物名)이 활용된 시조에 대한 이해 양상

 

  시조에서의 물명 용사는 인간의 품성(品性)을 투영하는 동물(動物), 윤리도

덕(倫理道德)을 상징하는 식물(植物)과 생활방식을 반영하는 기물(器物)로 분

류할 수 있다. 옛날 문인들은 흔히 필화(筆禍)을 피하기 위해 인물이나 사건을 

물명 은유함으로써 자신의 속말을 토론한다.  

(1) 동물(動物): 인간의 품성에 대한 재고

  

  학습자가 정충신의「空山이 寂寞듸」를 읽고 작성한 이해 텍스트를 보면 

다음과 같다. 

▶ ‘두견의 울음’이라는 시어는 3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첫째는

울음 같은 두견의 소리. 둘째는 촉국의 망국자의 울음. 셋째는 시

인의 울음. 첫째는 표면적인 것이어서 해석할 필요가 없다. 둘째는

중장에서 촉나라의 망국을 언급해서 두견의 울음과 관련될 수 있

다. 셋째는 회고시의 일반 규칙에 따라 옛날의 이야기를 통해서

현실에 대한 감탄이나 자신의 심경을 표출하기 위한 것으로, 두견

이 시인의 화신일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른바 ‘두견의 울음’은

망국에 임하게 된 시인의 비통한 눈물이다.

(두-200-2-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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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자의 용사 텍스트를 분석하기 전에 먼저「空山이 寂寞듸」를 살펴보

도록 한다. 

空山이 寂寞듸 슬피 우 져 杜鵑아                      

蜀國興亡이 어제 오 아니여
至今히 피나게 우러 의 애를 긋나니      #200 정충신(鄭忠信)

▶ 시인 정몽주는 고려 말기의 충신이자 유명한 문학가이기도 하다.

그는 조선의 왕과 서로 시를 주고받아 자신의 충심을 표백하였다.

이런 애국 시인이 시조에서 망제의 전고를 인용한 것은 꼭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중학교 때 배운 당시에서 이런 이야기를 언

급했다. 전고의 내용과 정몽주의 사적을 결합해 보면 이 시조의

중심 사상은 시인이 국가의 안위를 위해 걱정한다는 것이다.

(두-200-2-S12)

▶ ‘두견’과 ‘촉국’의 키워드를 봐서 이상은의「금슬」을 떠올렸다. 이

상은의 시와 정몽주의 시의 이미지가 같지만, 주제가 다르다. 이상

은의「금슬」은 주로 사라진 애정을 노래하며 정몽주의 시는 국가

를 우려한 것이다. 그러나 이상은의 시에서는 전고를 지나치게 사

용했다. 개인적으로 이상은의 시를 더 좋아하지만 그의 전고 사용

은 작시의 기교를 과시하는 것 같다. 그런데 이상은의 시를 읽으

면 첫사랑이 생각나서 공감할 수 있었다. 그리고 왠지는 모르겠지

만 갑자기 무협 드라마 <신조협려(神雕侠侣)>에서 악인 이막수

(李莫愁)가 흔히 읊은 “问世间，情为何物，直教生死相许？……千

山暮雪，只影向谁去？……” 의 구절이 생각났다. 아마 정몽주 시

속의 ‘공산’과 ‘적막’의 시어와 이 구절이 잘 어울리기 때문일 것이

다.

(두-200-2-S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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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두-200-2-S12 학습자 언급한 작품은 다음과 같다. 

    하여가(何如歌)

이런들 엇더며 져런들 엇더료                         

萬寿山 드렁츩이 얼거진들 엇더리 

우리도 이치 얼거져 百年지 누리리  #1641 이방원(李芳远)

    단심가(丹心歌)

이몸이 주거주거 一百番 고쳐 주거                       

白骨이 尘土ㅣ 되어 넉시라도 잇고 업고 

님向 一片丹心이야 가싈줄이 이시랴     #1666 정몽주(郑梦周)

    금슬(錦瑟)85)

錦瑟無端五十弦(금슬무단오십현)

금슬이 까닭 없이 오십 현이나 되어

壹弦壹柱思華年(일현일주사화년)

한 현과 한 기둥마다 젊은 시절을 생각게 하네

莊生曉夢迷蝴蝶(장생효몽미호접)

장생의 새벽 꿈 속엔 호랑나비 헤매고

望帝春心託杜鵑(망제춘심탁두견)

망제의 춘심은 두견새에게 맡겼네

滄海月明珠有淚(창해월명주유루)

창해에 달 밝으면 진주가 눈물 흘리고

藍田日暖玉生煙(람전일난옥생연)

남전에 햇볕 따뜻하면 옥에서 연기 피네

此情可待成追憶(차정가대성추억)

85) 번역본은 다음의 책에서 인용하였다. 기태완 역,『당시선』제2권, 보고사, 2008, 377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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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은 추억이 되기를 기대할 만한데

只是當時已惘然(지시당시이망연)

다만 당시에 이미 망연자실했었네              이상은(李商隱)

  두-200-2-S11 학습자는 문항 2 “‘두견의 울음’이라는 시어의 함축적 의미

를 쓰십시오.”에 답하고 이해 텍스트를 썼다. 심층면담에서 이 학습자는「空山

이 寂寞듸」를 처음 읽을 때 국가를 잃은 촉(蜀)나라의 망제(望帝)가 두견

(杜鵑) 새가 되어 토한 피가 진달래꽃이 되는 전고를 몰랐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 학습자는 한국문학사에 익숙하지 않아서 정충신의 시대 배경도 몰랐다. 하

지만 이 학습자는 정답이라 할 정도로 작품을 잘 분석하였다. 이 학습자는 고

등학교 때 배웠던 고시문(古詩文) 분석의 기교로 시조를 분석하였다. 학습자는 

초장은 도입, 중장은 주제, 종장은 감탄의 모델로 대입하여 이 시조를 ‘작가가 

자신을 두견새에 비유하여 촉나라의 멸망을 위해 애탄하다’라고 요약하였다. 

그리고 시인의 나라가 촉나라처럼 멸망할 위험이 있다고 추측하였다. 이 학습

자는 전고와 배경지식을 모두 모르는 경우에도 논리적 사고로 시조를 잘 분석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 참고할 가치가 있다. 사후인터뷰에서 질문을 받은 

사람들 중 3분의 1이 학교에서 대학 입학시험을 위한 고시문 분석 지도를 받

은 것으로 조사됐다. 2명이 학교 외에도 과외 수업에서 체계적인 고시문 지도

를 받았다고 하였다. 학습자들은 교사가 가르쳐 준 기교와 연습을 통하여 시험

에서 나온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학습자는 규정된 

모델로 문제를 답하는 것에 대해 심심하다고 느꼈다. 중국의 대학입학시험 중

국어 과목은 응시자의 고시사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문어문 읽기(文言文閱

讀)/시사 감상(詩詞鑒賞)/시사의 외워 쓰기(默寫詩詞)의 세 부분으로 설계된

다. 고시사 능력 검사는 기계적으로 외우는 내용이 많다는 비난을 받아 주관식 

읽기 문항의 비중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읽기 훈련이 읽기의 효율성

을 높인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학습자가 읽기에 대한 재미를 잃지 않는 

선에서 학습자에게 효율적인 읽기 방법을 가르치는 것을 교사가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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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200-2-S12 학습자는 문항 3 “작가가 이 시조를 통해서 표현하려고 하

는 감정은 무엇인가?”에 대해 이해 텍스트를 작성하였다. 두-200-2-S12 학

습자는 두-200-2-S11 학습자와 뚜렷한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 후자

의 학습자는 배경지식이 부족했지만 분석 능력이 뛰어났다. 두-200-2-S12 

학습자는 배경지식을 잘 알고 있지만 분석 능력과 한국어 표현 능력이 부족했

다. 이 학습자는 전고 내용과 관련된 시조 작품을 알면서도 한국어로 뚜렷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관련된 작품의 제목이나 구절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 학습자

의 이해 텍스트를 읽어 보면 배경지식의 설명이 모호하고 논리성이 떨어져서 

다른 사람들이 해독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심층면담에서 이 학습자는 글

을 열심히 쓰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하였고, 전고 내용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느끼고 관련된 시조 작품의 중국어 번역만 기억하였다. 마음 속 내용을 표현하

지 못하는 ‘벙어리 외국어’는 외국어 학습에서 흔히 나타나는 문제로서, 이때

는 교사가 한국어 의사소통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두-200-2-S15 학습자는 문항 4 “이 시조를 읽고 나서 무슨 중국 시를 연

상하게 하는가? 비교해 보면서 작품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쓰십시오.”에 대

해 이해 텍스트를 썼다. 두-200-2-S15 학습자는 위의 학습자와 같이 이상은

의「금슬(錦瑟)」을 정몽주 시조의 대조 대상으로 삼았다.「금슬(錦瑟)」은 고

등학교 어문(語文) 교과서에 실린 필독 당시(唐詩)로, 대부분 학습자가 문항 4

에 답할 때 언급되었다. 이 학습자는「금슬(錦瑟)」외의 작품을 언급한 유일한 

사람이다. 토의 시간에 이 학습자는 자신의 답안을 발표한 후에 언급한 드라마

에서 나타난 시가 화제를 모았다. 중국의 80~90년대에 태어난 젊은이들은 대

부분 홍콩 TVB 방송국이 1995년에 제작한 드라마 <신조협려(神雕俠侶)>를 

보면서 자랐다. 대부분 학습자들이 대사를 외울 정도로 이 드라마를 깊이 기억

했고, 심지어 오늘까지 자신의 인생관 및 가치관에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많은 학습자가 어린 시절에도 이막수(李莫愁)가 읊은 시구를 들어 슬픔과 절

망을 느꼈다고 말하였다. 이로부터 좋은 영상 매체는 오락의 도구가 되고, 교

육의 제재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이해 텍스트를 분석해 보면 1) 충의를 상징하는 동물에 대한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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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애정을 상징하는 동물에 대한 동경, 3) 타인을 비유하는 동물에 대한 비판

적 사고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2) 식물(植物): 인간의 도덕성에 대한 이해

  식물은 동물과 마찬가지로 시인이 ‘借物喻人, 托物言誌(차물유인, 탁물언지: 

사물을 빌려 사람을 비유하거나 뜻을 펼치는 수법)’로 사용한다. 또한  식물은 

‘借景抒情(차경서정: 경치를 이용해 감정을 토로하는 수법)’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식물 용사는 시인들이 자신의 심경을 표출하는 이미지로 시조 창작 및 

학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본 실험 1, 2차에서 선정된 시조 작품에서 식물과 기물 용사가 활용된 시조

가 거의 없어서 학습자의 이해 양상을 얻기 위해 사후인터뷰에서 식물 · 기물 

용사가 활용된 ‘시조 속의 식물 · 기물 용사의 역할’을 주제로 몇 명 학습자들

에게 추가적인 감상문을 쓰게 하였다.

  사후인터뷰 2차의 실험 대상, 텍스트 및 절차는 다음 표과 같에 제시한다.  

[표 8] 사후인터뷰 ２차 대상 및 절차　

  

  사후인터뷰 2차에서 사용한 시조 작품은 다 유명한 시조 시인이 지은 것인

데 그 중에서 2수는 식물 용사가 활용된 것이며, 2수는 기물 용사가 활용된 것

실험 대상 텍스트 절차

한국 

E대학교 

재학생 

4명

I: 매화(梅花): 이색 - 白雪이 자

진 골에(#890)

J: 국화(菊花): 이정보 - 菊花야 너

 어이(#236)

K: 금준(金樽): 정두경 - 金樽에 
득 술을(#292)

L: 원앙침(鴛鴦枕): 한우 – 어이 얼

어 잘이(#1411)

① 수업 전에 학습자는 

시조에서 활용된 용사

를 찾아 용사의 본래의 

뜻과 함축적인 뜻을 스

스로 추측해 보았다. 

② 수업 후에 학습자는 

자유 감상문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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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다음은 학습자가「白雪이 자진 골에」를 읽고 작성한 감상문이다. 

  학습자의 감상문을 분석하기 전에 먼저「白雪이 자진 골에」원문을 다음

과 같이 제시한다.  

白雪이 자진 골에 구루미 머흐레라

반가온 梅花 어 곳에 픠엿고

夕陽에 흘로 셔 이셔 갈곳 몰라 노라        #890 이색(李穡)

  이 학습자는 먼저 중국에서 ‘백설(白雪)’과 ‘매화(梅花)’의 함축적인 의미를 

해석하고, 시조의 어구를 분석함으로써 시조의 별한 점을 찾았다. 그 다음에 

▶ 백설과 매화가 겨울에만 나타나는 자연 이미지이어서 이 시조는

겨울의 풍경을 그리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중국에서 백설은 순

결과 무구를 상징하며 매화는 추운 겨울에 꽃을 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열악한 지경에 있더라도 굴복하지 않는 정신을 말한다. 하

지만 초장과 중장을 여러 번 읽은 후에 이 시조에서의 백설과 매

화는 무슨 긍정적인 이미지로 나타나지는 않은 것 같다. 흰색의

구루미가 백설이 있는 산곡에서 이상하게 검은색이 되었다. 매화

는 반갑게 도처에 꽃을 피었다. 이런 미경을 봐더라도 시인은 갈

곳이 없다는 감탄을 해서 여기서 백설과 매화는 부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색은 고려말기 조선초기의 삼은(三隱)의 일원으로서 고

려조정에서의 간신과 새로이 세운 조선조정에서 벼슬한 관리를 멸

시한 것을 추측할 수 있어서 백설과 매화가 대표한 대상도 쉽게

알 수 있다. 시인은 흔히 긍정적인 이미지로 사용된 백설과 매화

를 이용하는 것은 겉과 속이 일치하지 않은 사람을 풍자하려고 하

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배웠던 문학 작품에서 백설과 매화의 부정

적인 형상을 묘사하는 것이 그것뿐이다.

(매-890-감상문-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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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는 수업 시간에 배웠던 시인 생애와 배경지식을 활용해서 식물 용사의  

의미와 시조의 주제를 분석하였다. 이 학습자는 용사에 대한 고유한 인상에서 

벗어나 어구를 자세히 분석해서 시조를 정확하게 분석하였다. 

  다음 학습자는 ‘매화’와 ‘국화’ 용사가 활용된 두 시조를 읽고 사군자(四君

子)를 주제로 감상문을 썼다. 

  국화 용사가 활용된 이정보의 시조는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菊花야 너 어이 三月東風 다 지고

落木寒天에 네 홀로 퓌엿다

▶ 당대의 시인 왕유의 작품은 “诗中有画，画中有诗(시 속에 그림이

있으면서 그림 속에 시가 있다.)”의 평가를 받았다. 옛날부터 오늘

까지 시인과 화가의 이중적인 신분을 겸비하는 훌륭한 천재가 많

아서 시와 화가 서로 통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럼 시의 이미지가

그림의 이미지가 될 수 있을까? 사군자의 이미지를 보면 대답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사군자는 바로 우리 동아시아 사람이 즐기는

매화, 난초, 국화, 그리고 대나무이다. 처음에 매 · 난 · 죽 · 국을

사군자로 부른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르지만 오늘까지 그들이 유교

사상에서 군자의 화신이자 상징물이라고 간주된다. 사람들이 이 4

가지 식물의 특성에 따라 그들에게 인간의 성격과 품격을 부여하

게 되었다. 봄날에 추위를 견디는 매화, 여름에 먼 산골에서 자라

는 난초, 쓸쓸한 가을에 백화가 떨어진 후에 피는 국화, 겨울에도

허리를 잘대로 굴하지 않는 대나무는 마치 고귀한 품격을 가지는

성인 같아 이상의 상징이 된다. 사군자가 남긴 깊은 의의 때문에

그들이 예술 창작의 중요한 소재가 되었다. 나는 사군자가 다른

식물과 다름없는 식물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이 어떻게 외물

을 빌려 자신의 소원을 이룰 수 있을까? 마음속에 신념과 노력이

있으면 어떤 식물을 좋아해도 성공할 것이다.

(매 국-890 236-감상문-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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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傲霜孤節은 너인가 노라       #236 이정보(李鼎輔)

 

 이 학습자는 시조 #890, #236에서 ‘매화’ ‧ ‘국화’ ‧ ‘대나무’의 용사로부터 

‘사군자(四君子)’의 용사를 연상해서 감상문을 작성하였다. 먼저 중국 전원시

인 왕유(王維)가 제기한 시학 이론으로부터 시와 그림의 공통점을 활용하여 

사군자의 주제를 도입하고, 다음은 사군자의 특성을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개

인의 관점으로 마무리하였다. 그러나 이 감상문은 주로 사군자의 개념을 소개

하고, 사군자의 전고가 활용된 시조를 분석하지 않았다. 제목이 “시와 사군자”

라면 ‘시’도 중요한 역할을 차지해야 한다. 그런데 한정된 시간 안에 이런 감상

문을 써야 한다는 점에서 다소의 한계점이 있었을 것이다. 

  학습자의 토의 내용과 감상문을 분석해 보면 1) 식물이 갖춘 함축적인 의미

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 2) 식물이 상징한 도덕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 두 가지

로 나눠 볼 수 있다.

(3) 기물(器物): 인간의 생활방식에 대한 추론

  동물과 식물에 비하여 기물 전고는 인간의 일상 활동과 더욱 긴밀한 관계가 

있어서 추상적인 의미보다 실제적인 일화와 관련되어 있다. 사대부 시인들은 

흔히 사랑방의 문구를 노래하고, 여성 시인들은 보통 규방과 주방 도구를 언급

하고, 평민 계층은 항상 노동 기구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래서 기물 전고는 흔

히 은거(隱居) · 규원(閨怨) · 전원(田園) 등 주제의 작품에서 나타난다. 

  다음은 학습자가 한우(寒雨)의「어이 얼어 잘이」를 읽고 자신이 박물관 문

학 탐구한 경험을 결합해서 “여성과 규방(閨房)도구”의 제목으로 쓴 감상문이

다. 

▶ 올해 여름에 피서를 위하여 학교 근처의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아갔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즐기면서 나는 3층의 조각 및 조

형예술을 구경하기 시작했다. 성애에 빠진 인도신의 조각을 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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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자의 이해 양상을 분석하기 전에 한우의 시조를 살펴본다. 

어이 얼어 잘이 므스 일 일어 잘이

鴛鴦枕 翡翠衾을 어듸 두고 얼어  자리

오늘은 비 맞자신이 녹아 잘 하노라   #1411 한우(寒雨)

  이 학습자는 기행문의 형식으로 감상문을 썼다. 글 속에 한국의 유명한 여

성 시인 황진이(黃眞伊), 한우(寒雨)와 신사임당(申師任堂)을 언급하면서 그들

의 생애와 사용했던 기물을 통해서 여성시인들의 생활방식을 추론하였다. 학

습자는 박물관의 소장품을 자세히 묘사하면서 본인의 흥분한 느낌을 잘 표현

하였다. 또한 박물관의 소장품과 여성시인의 관계로 주제를 정한 것이 창의력

86) 앞의 ‘원유(遠游)’ 용사가 활용된 시조의 이해 텍스트와 구분하기 위해 여기서 ‘원앙침

(鴛鴦枕)’에 대한 이해 텍스트의 부호는 ‘원(鴛)-1411-감상문-E19’로 포시한다.

음에 한국의 거실 문화재를 관람했다. 나는 여성 규방을 주제로

한 구역에 들어가자마자 드디어 꿈속의 거실을 발견했다. 빛내는

자개장롱, 상감 기법으로 만든 화장함, 정교한 장식, 귀여운 나수

도구, 그리고 다양한 여성 전용의 문구 등이 눈앞에 들어왔다. 고

궁의 여성 거실 용품을 본 적이 있지만, 황비들이 사용한 것이 너

무 화려해서 오히려 거리감이 생겼다. 기생이나 평민 여성의 침구

나 문구를 통하여 조선시대의 아가씨들의 일상생활을 접촉할 수

있는 것 같았다. 수백 년 전 이웃집 나약한 서생이 사랑했던 황

씨 진이가 이런 행복한 규방 생활을 지내겠지요? 시조로 자신의

연모를 표현하는 한우가 사용했던 원앙침은 방물관의 소장품과 같

지 않을까? 문학가의 어머니이자 화자인 신사임당이 수고한 하루

가 끝난 후에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겠지요? 더 많은 재주가 있는

여성들이 오늘날까지 전해진 작품이 없지만 사용했던 기구를 남겼

다. 정말로 문화재 뒤의 이야기를 탐구하고 싶다.

(원(鴛)86)-1411-감상문-E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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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학습자의 토의 내용과 감상문을 분석해 보면 1) 기물과 여성, 2) 기물과 사

대부, 3) 기물과 평민의 3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심층면담을 통하여 위 학습자의 사고방식을 분석해 보면 1) 배경지식을 활

용하기, 2) 한 · 중 문학 작품을 비교하기, 3) 생활 경험을 결합하기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학습자들의 이해 텍스트의 정확성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학

습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전고 지식을 활용하고 비판적 · 창의적 사고방식을 

갖고 텍스트를 이해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 학습자의 이해 양상에 나타난 한계

  앞의 학습자 이해 텍스트를 살펴보면 중국인 학습자들이 용사가 활용된 시

조에 대해 창의적 · 비판적 사고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중국 전고에 대한 지나

친 의지, 전고에 대한 이해 부족,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한계

가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학습자의 이해 텍스트를 바탕으로 중국인 학

습자의 시조 해독 과정에서 나타난 한계를 살펴보도록 한다. 

1) 중국 전고에 대한 지나친 의지

  한국어를 전공하는 중국인 학습자가 점점 늘고 있지만 그들의 한국 고전문

학에 대한 관심이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 사실이다. 한편으로는 학습자가 한국

의 유행문화에 깊이 빠지고 있음에도 한편으로는 전통문화 및 고전문학에 대

한 홍보는 부족함으로 인해 한국의 고전문학에 나타난 전고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부 학습자는 아직 자기 문화의 우월감에 빠진 ‘자

문화 중심주의’의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한국 문화에 대한 선입견을 배제할 수 

없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학습자가 용사가 활용된 시조를 접할 때 자연

스럽게 자국 문화에 의거하여 해독하는 경향이 있었다. 한국 시조에서 나온 전

고가 대부분 중국에서 유래되었지만 오랜 세월 한국적인 영향을 받아서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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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의미가 생겨나기도 했다. 그래서 중국적인 사고만 가지고 한국 시조를 해독

하면 오해가 생기게 될 수 있다. 시조 학습 과정에서 중국 전고에 대한 지나친 

의지로 인해 텍스트를 잘못 이해하는 한계를 설명하기 위해 아래의 학습자 이

해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다음은 학습자가 백이숙제(伯夷叔齊)의 중국적 의미에 지나치게 의지함으

로 텍스트를 바로 이해하지 못한 이해 텍스트이다. 

 

  백-1231-3-S2 학습자는 백이숙제(伯夷叔齊)에 대한 중국에서의 부정적인 

이해87)를 바탕으로 성삼문(成三問)의「首陽山 라보며」88)를 해독할 때 오

87) 중국인이 백이숙제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원인은 주로 두 가지가 있다. 1) 백이

숙제는 포학무도한 은나라에 충성을 다하며 민심이 쏠리는 주나라에 순응하기를 거절해서 

흔히 우충(愚忠)의 대표인물로 간주된다. 2) 루쉰[魯迅(노신)]의「채미(采薇)」에서는 백이숙

▶ 「首阳山 라보며」를 읽고 중국의 작가 루쉰의 소설과 비슷하다

고 볼 수 있었다. 백이와 숙제는 아마 애국심을 가지는 “좋은 사

람”이지만 고사리만 먹는 것을 통해서 애국심을 표백하는 것이 쓸

데없다. 성삼문은 루쉰과 같이 현실을 잘 인식하지 못한 지식인의

행위를 풍자하였다. 즉 작가는 이 시를 통해서 애국심만 가지고

효율적인 행동이 없는 관리를 풍자하였다.

(백-1231-3-S2)

▶ 「首阳山 라보며」에서 주무왕을 설득하기 실패하는 백이숙제의

고사를 인용하였다. 백이숙제는 주무왕이 은나라를 공격하는 것을

설득하지 못해서 ‘恨’이 남아 있었다. 주나라를 세운 후에도 이 두

사람은 아직 새왕조에 순응하지 않고 수양산에 가서 은거하였다.

하지만 그들이 먹은 야채가 주나라의 것이 아닌 척해 스스로 속이

는 것이 장난이 아닌가? 작가는 풍자의 말투로 백이숙제의 전고를

통해서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것에 대해 불만의 태도를 표현

하였다.

(백-1231-3-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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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생겼다. 성삼문이 단종(端宗) 복위에 목숨을 바친다는 역사배경을 알게 

된다면 시인이 백이숙제(伯夷叔齊) 같은 충신이라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

을 것이다. 학습자는 루쉰의 소설을 통해 백이숙제가 애국의 슬로건을 외치며 

행동하지 않았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게 되어 한국에서의 백이숙제에 대한 이해

를 잘 몰라 시조의 뜻을 오해하였다. 

  백-1231-3-S3 학습자는 백이숙제의 ‘한’을 정확하게 해독하지만, 백이숙

제에 대한 고유 관념만 가지고 시조를 분석했기 때문에 결국 시인의 감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중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백이숙제가 주나라의 곡식

을 먹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 결국 주나라 땅에서 난 고사리를 먹는 것이 위

선적이지만, 백이숙제에 관한 한국 작품을 종관하면 한국에서 백이숙제는 충

의의 대표인물이라 할 수 있다. 성삼문은 백이숙제를 신왕조를 섬길 수 없는 

모범으로 간주하여 그들을 풍자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시조를 배

울 때 중국 전고에 대한 지나친 의지를 피하고 배경지식 및 구체적인 어구를 

결합하면서 시조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전고에 대한 이해 부족

  시조에서 나온 전고는 대부분 중국 전고이지만, 옛날 지식인의 교육적 수준

에 맞춘 전고는 현대 중국인에게 낯설고 난해하게 생각되기도 한다. 특히 전고

는 인명 · 지명 · 물명 등 여러 가지 형식으로 나타나서 변별하기 어려울 수 있

다. 예를 들면, 이백에 관한 전고는 ‘청련(靑蓮)’, ‘적선(謫仙)’, ‘태백(太白)’, 

‘태백성(太白星)’, ‘시선(詩仙)’, ‘이십이(李十二)’, ‘이한림(李翰林)’, ‘이공봉(李

供奉)’, ‘이습유(李拾遺)’ 등의 여러 형식으로 나타난다. 일반 학습자는 이백의 

별칭인 ‘태백(太白)’과 ‘시선(詩仙)’만 알기 때문에 다른 별칭을 볼 때 이백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쉽게 알 수 없다. 

제의 고사를 통해 공언허어(空言虛語)만 하는 지식인을 풍자하였다. 

88) 首陽山 라보며 夷齊 恨노라/주려 주글진들 採薇도 것가/비록애 푸새엣 거신

들 긔 뉘 헤 낫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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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686-2-S8 학습자가 도화원(桃花源)의 용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텍스트의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이해 텍스트는 다음과 같이 제시한

다.  

  이 학습자는 조식의「頭流山 兩端水를」89)을 읽고 현대역도 배웠지만 ‘무

릉도원(武陵桃源)’과 ‘도화원’이 같은 개념이라는 것을 몰라서 ‘무릉(武陵)’을 

“복숭아 꽃밭”으로 잘못 이해하였다. 여기서 ‘무릉’이라는 시어는 도연명 쓴

「도화원기」에서 묘사된 이상향을 가리킨다. 이 학습자는 도화원의 전고를 

알지만 이 전고의 다른 형식인 ‘무릉’을 파악하지 않았다. ‘무릉도원’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시인이 자신이 사는 두류산이 마치 도화원과 같이 아름답

다는 감정을 표출하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다음은 학습자가 전고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텍스트를 잘못 분석한 이

해 텍스트이다. 

89) 頭流山 兩端水를 녜 듯고 이졔 보니/桃花  은물에 山影조 잠겻셰라/아희야 武陵

이 어듸오 나 옌가 노라 

▶ 이 시조는 시인이 소상의 미경 및 자기의 향수를 노래하는 것이

다. 소상강의 경치가 아름답지만 시인은 상령이 악기를 연주하는

애절한 소리를 들어 밝은 명월을 바라보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을 떠올렸다. 그래서 아름다운 경치와 미묘한 음악을 즐겨도 고향

을 떠난 시인은 오히려 슬픔의 정서를 느꼈다.

(원-1197-3-S15)

▶ 두류산의 자연 풍경이 좋아서 시인이 여기에 은거하기를 선택하였

다. 무릉이라는 복숭아 공원에서 사서 도화가 깨끗한 물에 떨어지

는 미경을 구경할 수 있다. 이런 자유적인 은거생활에서 자연을

접촉할 수 있어서 시인이 기쁘게 생각하였다고 볼 수 있다.

(도-686-2-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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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학습자는「瀟湘江  은 밤의」90)를 읽고 ‘아황여영(娥皇女英)’의 전

고를 알면서도 ‘상령(湘靈)’이라는 말이 ‘아황여영(娥皇女英)’의 전고와 관련되

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또한, 이 학습자는 “밤의 밝은 달( 은 밤

의)”의 이미지를 보고 이백의「정야사(靜夜思)」91)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떠올

려 시조의 주제를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이해하였다. 따라서 이 학습자는 전

고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인해 시조에서 나온 슬픔 정서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학습자들이 ‘소상강(瀟湘江)’의 키워드를 

보면 이에 관한 전고인 아황여영과 굴원을 떠올릴 수 있어 시조의 주제를 쉽

게 파악할 수 있지만, 이 학습자가 전고에 대한 지식 네트워크가 아직 완전하

게 구축되지 않아서 시조에 나온 전고를 잘못 해석하였다. 따라서 학습자가 전

고 내용의 완결성에 유의하여야 전고를 해독할 때 중요한 실마리를 놓치지 않

을 것임을 알 수 있다.

3) 중세 한국어에 대한 지식 부족

  시조는 중세 한국어로 쓰인 것으로 고어를 현대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오

류가 생길 수 있다. 또한 학습자는 중세 한국어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인해 고

어와 현대어가 착각되어 나아가 시조의 의미까지 잘못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전고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면서도 시조를 오독할 수 있다. 

  다음은 학습자가 중세 한국어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인해 이후백의 시조를 

잘못 분석한 이해 양상이다. 

90) 瀟湘江  은 밤의 돌아오는 져 길억아/湘靈의 鼓瑟聲이 엇나 슬프관되/至今에 淸

怨을 못익의여 져도록 운은다

91) 牀前看月光/疑是地上霜/擧頭望山月/低頭思故鄕(침상 머리 달빛 보고 땅에 내린 서리일

까? 머리 추키어 산마루 달을 바라보자 고향 생각에 스스로 고개 떨구네) 번역은 장기근 

역,『신역 이태백』, 명문당, 2002, 85면에서 인용하였다. 

▶ 순제(舜帝)는 백성의 안위를 위해 죽어서 구름조차 슬퍼서 느리게

행동하니, 순제의 아래도 극도의 비통에 빠져있어 천년 동안 계속 울

었다가 내린 눈물이 대나무에다가 흔적이 남기었다. 대나무 숲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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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학습자는「蒼梧山 聖帝魂이」92)을 읽고 “구름 조차 瀟湘의 려”에서 

나오는 ‘조차[쫓아]’를 ‘마저, 까지’로 이해하고 ‘려[내려]’를 ‘느리다’로 이

해했다. “조차”와 “려”는 중세 한국어로 잘못 해독하기 쉬운데 앞뒤 문장을 

보면 초장의 뜻은 순제의 영혼이 구름에 따라 소상에 남았다는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굴-803-2-E4 학습자는 같은 원인으로 성충의「뭇노라 汨羅水야」93)를  

오독하였다. 

  이 학습자는 중장의 “죽어 뭇칠 히 업셔”와 종장의 “滄波에 骨肉을 셔”

를 잘못 이해하였음을 볼 수 있다. “죽어 뭇칠 히 업셔”는 “죽어 묻힐 땅이 

없다”94)는 뜻인데 이 학습자가 이 어구를 “못 칠 때가 없어 죽다”로 해석하였

다. 또한 “滄波에 骨肉을 셔”는 “깨끗한 물에 뼈와 살을 씻어”95)라고 해석

되야 하는데 이 학습자가 “창파에 골육이 비비어”로 이해하였다.  

92) 蒼梧山 聖帝魂이 구름 조차 瀟湘의 려/夜半의 흘너드러 竹間雨 되온 은/二妃의 千

年淚痕을 시서볼까 와 노라

93) 뭇노라 汨羅水야 屈原이 어이 죽다터니/讒訴에 더러인 몸 죽어 뭇칠 히 업셔/滄波에 

骨肉을 셔 魚腹裏에 葬니라

94) 황충기 해제 · 주석, (육당본) 청구영언, 푸른사상, 2013, 57면 참조.

95) 위의 책, 57면 참조.

보슬보슬 내리는 비가 바로 이비의 끊임없는 눈물이다. 시인은 소상

반죽(瀟湘斑竹)의 전고를 활용해서 이비의 슬품을 노래하였다.

(원-1963-3-S17)

▶ 굴원은 간신의 참소 때문에 몸에 더러운 명성을 입어 어디에서나

치게 되어 불행하다. 창파에 골육이 비비어 함께 물고기의 배에

매장된다. 굴원이 죽기 전에 욕을 먹어 죽어도 물고기의 음식이

되는 것은 유감스럽지만 시인이 이런 애국 행위를 존경하였다. 시

인이 굴원이 겪는 교통을 묘사함으로써 충신이 오해를 당하는 것

에 대해 분노를 느꼈다.

(굴-803-2-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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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뜻 보기에 중세 한국어는 이해하기가 매우 난해하지만, 그 속의 규칙을 

파악하고 높은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가지게 된다면 정확하게 해독할 수 있

다. 따라서 학습자가 시조를 정확하게 해독할 수 있기 위해 학습자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하면서도, 많은 시조를 읽게 함으로써 중세 한국어의 해

독 방법을 파악할 수 있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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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용사가 활용된 시조 교육의 실제

  용사가 활용된 한국 시조 교육은 한 · 중 고전시가에 공통되는 요소인 전고

를 실마리로 삼아 중국인 학습자에 맞춘 교수-학습 방안을 추출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이 장에서는 Ⅲ장에서 학습자의 이해 양상을 분석한 바를 바탕으

로 하여 용사가 활용된 한국 시조 교육의 목표를 수립하고, 학습자의 한계점을 

보완하도록 한 교수-학습 내용을 제시하고, 나아가 효율적인 교육 방법을 도

출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장에서 용사가 활용된 한국 시조 교육 과정은 다음과 같은 교육 

목표, 교수-학습 내용, 교육 방법으로 구성화된다. 

[표 9] 용사가 활용된 한국 시조 교육 과정

1. 용사가 활용된 한국 시조 교육의 목표

  용사가 활용된 시조를 정확하게 해독하기 위해 학습자는 먼저 시조에 포함

된 전고를 해독함으로써 지식의 축적을 마련한 후, 시조와 관련된 문학 경험을 

받아들이고 그 문학 경험을 통해서 시조를 분석해야 한다. 

  따라서 본고의 교육 목표는 첫째, 전고 해독 능력 함양, 둘째, 학습자의 문

학 지식 확장, 셋째, 고전시가 감상 능력 신장으로 나누어진다. 

  

교육 

목표
전고 해독 능력 함양

학습자의 문학 지

식 확장

고전시가 감상 능

력 신장
교수-

학습 

내용

용사가 활용된 한국 

시조 정전 목록

정전에 수록된 용

사 사용 빈도 조사

용사의 한국적 지

속과 변용

교육 

방법

시청각 자료를 통한 

동기 유발

전고 설명을 통한 

상상력 함양

협동 학습을 통한 

참여의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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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고 해독 능력 함양

  시조에서는 시인이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 전고를 빌어서 자신의 심경을 표

출한다. 따라서 사용된 전고는 시조의 주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 전고 해독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시조 교육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용사는 전고의 작법으로서 전인의 격언(格言)이나 문학 작품을 인용하는 어

용사(語用事)와 고사를 인용하는 의용사(意用事)로 나누어진다. 의용사는 또는 

사전(事典)이라고 해서 주로 역사 사건, 유명인 일화, 신화 · 전설 등의 이야기

로 구성하여 시조에서 의용사의 흔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전고 설명의 방법으

로 쉽게 해석할 수 있다. 어용사는 또는 어전(語典)이라 해서 유래가 있는 격

언, 경구, 속어, 시문 등으로 나눈다. 어용사는 의용사와 비교하여 분량이 적지

만 변별하기가 쉽지 않고, 관련된 문학작품의 해독이 어려워서 학습자가 부담

스럽게 느낄 수도 있다. 이러한 어용사 해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교사가 

한편으로는 수업용 텍스트를 선정할 때 불분명한 어용사가 활용된 시조를 피

하도록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한편으로는 학습자가 지닌 문학 경험을 시조 

분석에 충분히 활용하게 하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시공간의 거리 때문에 중국의 전고는 한국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기

도 하며, 한국 시인은 전고를 원용할 때 새로운 뜻을 가하여 재창작을 할 수도 

있다. 또는 전고의 용법은 직용(直用)을 제외하고 반용(反用) · 가용(假용) · 화

용(化用) 등이 있어서 전고의 원래의 뜻을 변하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학습자

는 전고를 해독할 때 맹목적으로 전고의 원뜻을 시조에 대입하여 오독하는 상

황을 피하고 반드시 시조의 문맥과 결합해서 시조에 이용된 전고의 뜻을 파악

해야 한다. 

  따라서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전고를 해독할 때, 먼저 전고의 출처 및 

내용, 또한 시인의 경험과 역사 배경을 파악하고, 그 토대 위에서 전고와 시인

의 정서 혹은 경험 사이의 연관성을 찾아 시조를 분석하도록 해야 한다.     

  전고의 해독은 시조 학습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기 때문에 본 연구 또한 

전고 해독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에 시조 정전을 통한 맞춤형 연습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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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의 전고 해독 능력을 높이는 것을 교육 목표로 한다.  

2) 학습자의 문학 지식 확장

  시조는 고전문학으로서 현대문학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그만큼 학습자의 

넓은 문학 지식 축적을 요구한다. 문학 지식의 수준은 학습자의 어휘량 축적 

및 텍스트 구조를 분석 능력에만 달려 있지 않고 인생 경력 및 사회에 대한 깨

달음에 달려 있다. 학습자의 문학 지식이 부족하면 시조 작품을 해독할 때 시

인이 표출하려는 정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중국인 학습자에게 시조 작품에서 나오는 언어는 중세 한국어로 쓰이며 난

해한 전고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조를 두려워하는 심리가 있을 수 

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학습자로 하여금 고전문학을 폭넓게 읽게 함으로써  

중세 한국어의 해독 방법과 흔히 나타난 전고를 파악하게 해야 한다. 

  또한, 시조 자체의 장르 지식도 반드시 파악해야 할 내용으로 여겨진다. 현

대인에게 시조 장르 지식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어서, 특별히 중국인 

학습자에게는 시조의 해독에 굉장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시조 장르 지식도 학

습대상으로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가 어휘량 및 텍스트 해독의 지식을 얻고 난 후에는, 시조에 나타난 

시인의 정서 및 사회의 상황을 깨달아야 한다. 당시에 시인이 어떤 상황에 처

하였는지, 어떤 경험을 겪었는지를 알아보고, 학습자가 시인의 정서에 대입해 

보고 시인이 시조를 쓰게 된 목적이나 원인을 추론하여 도움을 받게 할 수 있

다. 개인적인 배경지식을 제외하고, 사회적인 배경지식도 시조 이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면 조선 초기의 작품에서는 두 왕조를 섬길 수 

없는 결심을 표명하는 경우가 많고, 인조반정(仁祖反正) 시대의 작품 중에서는 

명군(明君)과 선현(先賢)에 대한 동경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고, 병자호란(丙子

胡亂) 시대의 작품에서는 망국에 대한 우려를 토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 데 이는 사회적 배경지식이 시조에서 중요하게 작용함을 보여준다.

  이처럼 시조 작품을 정확하게 해독하기 위해 학습자는 용사에 대한 지식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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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시적 언어, 시조의 장르 및 시인의 생애, 사회적 배경 등 배경지식에 대

한 문학지식 축적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문학 지식 축적은 학습자의 시조 분

석 능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시조 학습에 대한 흥취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다. 

3) 고전시가 감상 능력 신장

  고전시가는 한국 문학의 중요한 장르로 한국의 우수한 문학을 지탱해 온 한

국인의 정신세계의 정수이라 할 수 있다. 고전시가를 감상하는 것은 문학 소양

을 함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인과 정서를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이기

도 한다. 따라서 중국인 학습자의 고전시가 감상 능력의 신장은 한국인의 심미

적 마음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현대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시조는 일정한 창작 원리를 바탕으로 지어졌다. 

시조 창작의 원리는 장르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시조의 ‘3장(章) 6구(句) 4보

격(步格)’의 틀대로 어휘를 조직화하여 패러디 시를 창작하여 학습할 수 있게 

한다. 학습자가 시조 창작 원리를 이해하면 시인의 어구를 마련하는 정교함을 

느끼게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학습자가 시인이 전고나 시어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추측하게 함으로써 시조를 더 심도 있게 분석하게 할 수도 있다. 학습자

가 시조 창작 원리를 배우고 나서 맞춤형 연습을 통해 고전시가의 구조를 분

석하는 읽기 기법을 얻는 것은 고전시가의 해독에 많은 도움이 된다. 

  학습자는 시조의 창작 원리를 바탕으로 시조에 나타난 정서 및 이미지를 통

해 시적 미감을 느낄 수 있다. 시인이 표현하려는 정서는 시의 핵심으로 시조

의 주제, 용어, 전고, 수법을 좌우한다. 시조 작품에서 정서와 관련된 어구를 

찾아 분석함으로써 시인과 공감할 수 있다. 또한, 시조는 그림처럼 여러 시적 

이미지로 구성되어 시인의 감정을 함축하고 있다. 시조에서 이미지를 묘사함

으로써 시인의 감정을 부각하여, 이미지 묘사와 정서 토로가 서로 융화를 이룬

다. 시조에는 감정을 명백하게 표현하기보다 이미지를 통해 뜻을 은근하게 표

현하는 경우가 많아 학습자가 이미지를 분석함으로써 시인의 정서를 파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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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을 신장해야 한다. 

  위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시조의 의미를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 학습자가 

구조상으로 시조의 장르 지식을 배우고, 내용상으로 시조의 정서 및 이미지를 

파악하는 고전시가 감상 능력을 신장해야 한다. 

2. 용사가 활용된 한국 시조 교육의 교수-학습 내용

  앞에서 언급한 용사가 활용된 시조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용사가 

활용된 한국 시조 정전 목록’, ‘정전에 수록된 용사 사용 빈도 조사’, ‘용사의 

한국적 지속과 변용’을 교수-학습 내용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1) 용사가 활용된 한국 시조 정전 목록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한국 문학 작품을 제재

로 한 정전 목록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한국 고전시가 분야에서 외

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시조 정전이 드물다는 문제점이 있다. 현재 한국에

서는 고전문학 교육을 목적으로 펴낸 교재나 참고서가 적지 않지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교재 개발은 그 경우가 드물다. 또한 한국인조차도 해석하기 어려

운 시조에 나타난 전고를 전문적으로 해석하는 참고 사전이 없어서 외국인에

게는 전고와 옛글이 가득 찬 옛시조가 현대시에 비해 학습할 때 소요되는 시

간이 많다. 정전 목록을 만들기 위해 정병욱의『시조문학사전』을 바탕으로

『한국 시조 감상』,『한국고전문학전집』등을 참고하여 본 연구는 용사가 활

용된 한국 시조 정전이 없는 현황, 중국인 학습자의 지식축적 및 학습 환경의 

조성을 생각하여 작품의 다양성과 난이도를 고려한, 여러 용사가 활용된 시조 

작품을 수록한 정전 목록을 선정하였다. 

  한국 문학사의 대표적인 작가의 작품을 우선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여

기서는 작품과 전고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작가의 작품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보다는 특별한 시대 배경을 가진 작품, 전고가 정묘히 활용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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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한국의 민족성이 드러난 작품, 중국 문화와 관련된 작품 등을 선정하여 ‘용

사가 활용된 시조 100수 리스트’를 만들었다. 아래의 정전 목록은 다양한 전

고를 포함한 각 시대의 명작을 수록하고 있어 한국어 교사들이 수업에서 활용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자가 참고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는 교사와 

학습자의 상황과 강의 내용에 따라 목록 내용을 조절하고 다른 시조로 교체할 

수도 있다. 

1. 越相国 范小伯이 名遂功成 못젼에/五湖烟月이 죠흔줄 아라마/西施를
싯노라여 느저 도라 가니라

#1602 을파소(乙巴素)
2. 뭇노라 汨羅水야 屈原이 어이 죽다터니/讒訴에 더러인 몸 죽어 뭇칠 
히 업셔/滄波에 骨肉을 셔 魚腹裏에 葬니라

#803 성충(成忠)
3. 白日은 西山에 지고 黄河는 东海로 들고/古今 英雄은 北邙으로 든닷 말
가/두워라 物有兴衰니 恨이 잇시랴

#895 최충(崔沖)
4. 五丈原 秋叶月에 에엿블쓴 诸葛武侯/竭忠辅国다가 将星이 어진이/至今
히 两表忠言을 못내 슬허 노라

#1504 곽여(郭輿)
5. 일 심어 느즛 퓌니 君子의 德이로다/风霜에 아니 디니 烈士의 节이로다/
至今에 陶淵明 업스니 알니 뎍여 노라

#1740 성여완(成汝完)
6. 绿耳霜蹄 지게 먹여 시ㄷ물에 싯겨고/龙泉雪锷을 들게 갈아 두러
메고/丈夫의 为国忠节을 셰워볼ㄱ가 노라

#494 최영(崔瑩)
7. 楚山에 우범과 沛泽에 긴 龙이/吐云生风여 气势도 壮헐시고/秦나
라 외로온 슴은 갈ㄱ곳 몰나 돗다

#2115 이지란(李之蘭)
8. 岩畔 雪中孤竹 반갑도 반가왜라/뭇니 孤竹아 孤竹君의 네 엇더닌/首阳
山 萬古清风에 夷齐를 본 듯 여라

#1349 서견(徐甄)
9. 长白山에 旗를 곳고 豆满江에 을 싯겨/서근 져 션븨야 우리 아니 나
희냐/엇덧타 獜阁画像을 누고 몬져 리오

#1786 김종서(金宗瑞)
10. 首阳山 라보며 夷齐恨노라/주려 주글진들 採薇도 것가/비록
애 푸새엣 거신들 긔 뉘 헤 낫니

#1231 성삼문(成三問)
11. 이몸이 주거사겨 무어시 될니/蓬莱山 第一峰에 落落长松 되야이셔
/白雪이 满乾坤제 独也青青 리라

#1665 성삼문(成三問)
12. 乌骓马 우는 곳에 七尺长劒 빗는듸/百二山河는 뉘 히 되닷말고/어즙
어 八千弟子를 언의 츠로 볼연요

#1506 남이(南怡)
13. 赤兎马 디게 먹여 豆满江에 싯겨 셰고/龙泉劒 드칼을 선쳐
두러메고/丈夫의 立身扬名을 试验헐ㄱ가 노라

#1824 남이(南怡)
14. 간밤의 부던 람에 눈서리 치단말가/落落长松이 다 기우러 가노라/
믈며 못다 픤 곳이야 닐러 므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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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유응부(兪應孚)
15. 长安을 도라보니 北阙이 千里로다/渔舟에 누어신니즌 스치 이시랴/두
어라 새시아니라 济世贤이 업스랴

#1805 이현보(李賢輔)
16. 洛阳 얏튼 물에 莲兒㝆들아/쟌 莲 다굵은 莲닙 닷칠 셰라/莲
닙깃드린 䲶鸯이 선와 놀나리라

#356 성세창(成世昌)
17. 泰山이 놉다 여도 하아래 뫼히로다/河海 깁다 여도 우므리로
다/아마도 놉고 깁플슨 聖恩인가 노라

#2196 김구(金絿)
18. 이리도 太平聖代 져리도 聖代太平/尧之日月이오 舜之乾坤이로다/우리도
太平聖代에 놀고 가려 노라

#1648 성수침(成守琛)
19. 青牛를 빗기 고 绿水를 흘니 건너/天台山 깁푼 골에 不老艸를 라
가니/萬壑에 白雲이 쟛스니 갈ㄱ길 몰나 노라

#2075 안정(安挺)
20. 汶上애 아니가다 陋巷이 업시리아/藜藿의 됴마驷马올가/春
风에 浴沂고 날노 三省리

#790 주세붕(周世鵬)
21. 無極翁이 고텨 안자 내말을 답호/鸢飞鱼跃을 아다 모다/风
月의 自然真趣를 알리 업서 노라

#776 허자(许磁)
22. 头流山 两端水를 녜 듯고 이졔 보니/桃花 은물에 山影조잠겻셰
라/아희야 武陵이 어듸오 나옌가 노라

#686 조식(曺植)
23. 이몸이 듸 업서 世上이 리오매/西湖 녯집을 다시 고 누어시니/一
身이 闲暇나 님못뵈와 노라

#1662 이총(李摠)
24. 泰山이 놉다 되 아레 뫼히로다/오르고 오르면 못오를 理 업건
마/사이 제 아니 오르고 뫼흘 놉다 니

#2195 양사언(杨士彦)
25. 苍梧山 聖帝魂이 구름 조차 潇湘의 려/夜半의 흘너드러 竹间雨 되온
은/二妃의 千年淚痕을 시서볼까 노라

#1963 이후백(李後白)
26. 洞庭湖 은 이 楚懷王의 넉시 되야/七百里 平湖水의 다 비최여 뵈
은/아마도 屈三闾 鱼腹忠魂을 굽어볼까 노라

#670 이후백(李後白)
27. 凤凰城 도라드러 故乡 어드메오/八渡河ㅅ애 닙헤 자리 보와/三更의
계유든 을 여흘솔의예 과라

#937 허강(许橿)
28. 豪华코 富贵키야 信陵君만 가마/百年 못야셔 무덤우희 맛츨 가니/
믈며 녀나믄 丈夫ㅣ야 닐러 무슴 리오

#2320 기대승(奇大升)
29. 高山九曲潭을 살이 몰으든이/诛茅卜居니 벗님네 다 오신다/어즙어
武夷를 想象고 学朱子를 리라

#142 이이(李珥)
30. 天地도 唐虞ㅅ적 天地 日月도 唐虞ㅅ적 日月/天地日月이 古今에 唐虞ㅣ
로되/엇더타 世上人事나날 달라 가고

#2015 이제신(李濟臣)
31. 武陵 어제밤의 구름이 머흐더니/多情凤凰이 娇态 계워 싸호다가/人间
의 러딘 지자 므슴다

#779 정철(鄭澈)
32. 장(댱)사왕 가태부 혜건대 우고야/대되 근심을 제 혼자 맛다이셔/긴
한숨 눈물도 과커든 에에줄 엇뎨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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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1 정철(鄭澈)
33. 五世讐 갑흔 後에 金刀의 業을 닐워/三萬戶 辞让고 赤松子 좃가니/
아마도 见机高蹈子房인가 노라

#1502 백광훈(白光勳)
34. 이 뫼홀 허러내여 져 바흘 몌오며/蓬莱山 고온 님을 거러가도 보련마
/이몸이 精卫鸟 틔야 바잔일만 노라

#1674 서익(徐益)
35. 闲山셤 근 밤의 戍楼에 혼자 안자/큰 칼 녀픠 고 기픈 시
적의/어듸셔 一声胡笳의 애긋니

#2267 이순신(李舜臣)
36. 아야 쇼며겨 내여 北郭에 새술 먹쟈/大醉얼굴을 빗체 시러오니/
어즈버 羲皇上人을 오다시 보와다

#1332 조존성(趙存性)
37. 엇그졔 가온대 廣寒殿의 올라가이/임이 날 보시고 쟝 반겨 말시
뎨/머근 다 노라 이 날새줄 모로다

#1458 장경세(張經世)
38. 宋玉이 을만나 므스 이리 슬프뎐고/寒霜白露하긔운이라/이
내의 몬 져 근심은 봄을이 업서라

#1222 장경세(張經世)
39. 长沙王 贾太傅는 눈물도 열릴씨고/汉文帝 昇平时에 痛哭은 무슴 일고/
우리도 글언만낫시니 어이 울노라

#1790 이항복(李恒福)
40. 큰 盏에 득 부어 醉토롞 머그며셔/萬古英雄을 손 고바 혀여보니/아마
도 刘伶 李白이 내벗인가 노라

#2179 이덕형(李德馨)
41. 名利예 지업서 오박집고/访水寻山야 避世臺예 드러오니/어즈
버 武陵桃源도 여긔런가 노라

#760 박인로(朴仁老)
41. 产芝嶺 올나오니 一身이 香氣롭다/四皓商山도 이 芝嶺 아니런가/山路애
구룸이 깁흐니 아모줄 모로다

#1059 박인로(朴仁老)
42. 汨罗 린 물이 靈均의 怨淚로다/为国忠愤을 넉시라도 못내 이저/至今에
呜咽波声이 어제론얏다

#758 박인로(朴仁老)
43. 어이 얼어 잘이 므스 일 얼어 잘이/鸳鸯枕 翡翠衾을 어듸 두고 얼어 자
리/오늘은 비 맛자신이 녹아 잘하노라

#1411 한우(寒雨)
44. 날을 뭇지마라 前身이 柱下史ㅣ뢰/青牛로 나간 後에 몃힌마도라온다
/世间이 하 多事니 온동만동 여라

#368 신흠(申欽)
45. 四皓ㅣ 진짓것가 留侯의 奇计로다/真实로 四皓ㅣ면은 一定 아니 나오려
니/그려도 아니냥여 吕氏客이 되도다

#1034 신흠(申欽)
46. 술먹고 노일을 나도 왼줄 알건마/信陵君 무덤우희 밧 가줄 못보
신가/百年이 亦草草니 아니 놀고 엇지 리

#1241 신흠(申欽)
47. 苍梧山 진 후에 二妃어듸 간고/못주근들 셔롬이 엇더고/千
古에 이알니댓숩핀가 노라

#1965 신흠(申欽)
48. 이몸이 되올대 무어시 될이/崑崙山 上上峯에 落落长松 되얏가/
群山에 雲满거든 홀로 웃둑 이라

#1660 권필(權鞸)
49. 潇湘江 긴 대 베혀 하늘 밋게 뷔를 야/ 蔽日浮雲을 다 쓸어 리고져/
时节이 하 殊常이 쓸말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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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5 김유(金瑬)
50. 陶淵明 주근後에 淵明이 나닷말이/밤을 녜 일흠이 마초 틀시
고/도라와 守拙田园이야 긔오내오 다르랴

#652 김광욱(金光煜)
51. 首陽山 나린 물이 夷齊에 怨淚ㅣ 되야/晝夜 不息고 여흘여흘 우
즌/至今에 爲國忠誠을 못슬허 노라

#1229 홍익한(洪翼漢)
52. 梨花에 月白고 银汉이 三更인제/一枝春心을 子规ㅣ야 아라마/多情
도 病이냥여 못드러 노라

#1700 이조년(李兆年)
53. 눈마자 휘어진 대를 뉘라셔 굽다고/구블 節이면 눈속에 프를소냐/아마
도 岁寒高节은 너인가 노라

#515 원천석(元天錫)
54. 長劒을 혀 들고 白头山에 올라보니/大明天地에 腥尘이 겨셰라/언제
나 南北风尘을 혜쳐볼고 노라

#1780 남이(南怡)
55. 여긔뎌긔 삼고 며긔예 삼고져/여긔 뎌긔멀게도 삼긜시고/이몸
이 蝴蝶이 되어 오명가명 고져

#1462 김구(金絿)
56. 潇湘江 细雨中의 누역 삿갓 뎌 老翁아/뷘 흘니 저어 向니 어드
메뇨/李白이 骑鲸飞上天니 风月 실너 가노라

#1198 이후백(李後白)
57. 西湖 十里ㅅ들헤 다 뎌믄 날에/먼듸머다 아녀 오실샤 님하 님하/
반기노라 반기노라 니 올 말이 업세라

#1123 허강(許橿)
58. 青山裏 碧溪水ㅣ야 수이 감을 쟈랑마라/一到沧海면 도라오기 어려오니
/明月이 满空山니 수여간들 엇더리

#2056 황진이(黃眞伊)
59. 唐虞를 어제 본듯 汉唐宋을 오늘 본듯/通古今 达事理는 明哲士를 엇덧
타고/저셜历历히 모르는 武夫를 어이 조츠리

#616 소춘풍(笑春风)
60. 十年 온 칼이 匣裏에 우노라/关山을 라보며 로 져 보니/丈
夫의 为国功勳을 어에 드리올고

#1308 이순신(李舜臣)
61. 红尘을 다 치고 竹杖芒鞋 집고 신고/玄琴을 두러메고 洞天으로 드러
가니/어듸셔 을흔 鹤唳声이 구룸밧긔 들린다

#2327 김성기(金聖器)
62. 솔이 솔이라 이 므슨 솔만 넉이는다/千寻绝壁에 落落长松 내 긔로라/
길알에 樵童의 졉낫시야 걸어볼잇시랴

#1216 송이(松伊)
63. 믈아 어대 가난 나 갈길 머러셔라/뉘누리 다 와 지내노라 여흘여흘/沧
海예 몯밋츤 젼의야 그칠줄이 이시랴

#812 강익(姜翼)
64. 青蛇劒 두러메고 白鹿을 디쥴고/扶桑 디는 에 洞天으로 도라드니/
仙宫에 钟磬 맑은 소구름 밧게 들니더라

#2053 고경명(高敬命)
65. 张翰이 江东去헐ㄹ제 맛츰 秋风이라/白日 져문듸 限업슨 沧波ㅣ로다/
어듸셔 외로온 기럭이함녜더라

#1809 김광욱(金光煜)
66. 寒碧堂 죠탓 말 듯고 芒鞋竹杖 간이/十里枫林에 들리는이 물쏘로
다/암아도 南中风景은 옛인가 노라

#2265 김두성(金斗性)
67. 落葉声 챤람에 기럭이 슯히 울고/夕阳江头에 고은님 보올제/释迦와
老聃이 當들 아니 울이시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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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 김묵수(金黙壽)
68. 蜀魄啼 山月低니 相思苦 倚楼头ㅣ라/尔啼苦 我心愁니 无尔声이면 无
我愁낫다/寄语人间离别客니 慎莫登 春三月 子规啼 明月楼를 여라

#2128 단종(端宗)
69. 功名은 狼을 고 富者은 衆之怨을/箪食瓢飮을 陋巷에 安分커니/世上에
雌黄奔競을 나은 물나 노라

#181 김민순(金敏淳)
70. 南陽에 躬耕혐은 伊尹의 经纶이요/三顾草庐은 太公의 王佐才라/三代
後 正大人物은 武侯ㅣ런가 노라

#389 곽여(郭輿)
71. 南阳에 누은 션뷔 밧갈기만 일삼든이/草堂春日에 무슨을 엇관듸/门
밧긔 귀 큰 王孙은 三顾草庐 건이

#390 이정보(李鼎輔)
72. 크나큰 바회 우희 네 사이 闲暇롭다/紫芝歌 曲调오이야 드를
런가/이後나 나 더니 五皓ㅣ될가 노라

#2178 김삼현(金三賢)
73. 이몸이 일 업서 西湖자 가니/白沙清江에 니니 白鸥ㅣ로다/어
듸셔 渔歌一曲이 이내 兴을 돕니

#1671 김성기(金聖器)
74. 孔夫子ㅣ 가신 後ㅣ니 道德이 어두왜라/沧海에 를 타니 날좃츨 이 뉘
잇시리/白鸥야 闲暇키 날갓튼이 네나 갈노라

#192 김수장(金壽長)
75. 孟子 见梁惠王신첫말에 仁义로다/朱文公 注义에 긔 더욱 诚意正
心/우리聖主 뫼와시니 알외말업라

#749 김시습(金時習)
76. 织女의 乌鹊桥를 어이굴어 헐어다가/우리님 계신 곳에 건네 노하 두고
라자/咫尺이 千里튼이 그를 슬허 노라

#1931 김우규(金友奎)
77. 东篱의 傲霜花는 禁醉鹤翎 휘들어다/酒中仙 陶淵明의 놉흔 벗이 네로고
나/우리도 聖恩을 갑파든 너를 좃차 놀리라

#664 김진태(金振泰)
78. 神仙이 잇닷 말이 암아도 虚浪다/秦皇 汉武는 모르던고/암아
도 心清身闲면 真仙인가 노라

#1299 김진태(金振泰)
79. 벼슬을 저마다 면 农夫 하리 뉘 이시며/醫员이 病 고치면 北邙山이
져려랴/아야 盏 특 부어라 내 대로 리라

#906 김창업(金昌業)
80. 杜拾遗의 忠君爱国이 日月로 争光로다/间关劒阁에 둘듸 전혀 업서/
어즈버 无限丹衷을 一部诗에 부치도다

#687 김천택(金天澤)
81. 은 언제 나며 술은 뉘삼긴고/刘伶이 업슨後에 太白이도 간듸 업다/아
마도 무를듸 업스니 홀로 醉코 놀리라

#598 낭원군(朗原君)
82. 山아 首阳山아 伯夷叔齐 어듸 가니/萬古清节을 두고간줄 뉘 아니/어
즈버 尧天舜日이야 亲히 본가 노라

#1047 낭원군(朗原君)
83. 님과 나와 다 늙어시니 언다시 졈어볼고/天台山 不老草를 麻姑仙
女ㅣ 날년마/아마도 雲山이 叠니 모를업서 노라

#555 박도순(朴道淳)
84. 空山에 우뎝너어이 우지다/너도 날과 갓치 무음 離別엿
야/아무리 피게 운들 對答이나 더냐

#198 박효관(朴孝寬)
85. 空山이 寂寞듸 슬피 우져 杜鵑아/蜀國興亡이 어제 오아니여/
至今히 피나게 우러 의 애를 긋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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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정전 목록을 살펴보면 시조에 중복된 용사와 표현이 많이 등장하고 있

고, 시조의 주제는 충성 · 도덕 · 우국 · 회고 · 자연 · 애정 · 취흥 · 이별 · 은

일 · 산수 · 유락 등으로 귀납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목록만 살펴봐도 용사가 

#200 정충신(鄭忠信)
86. 文王子 武王弟로 富贵雙全허신 周公/握髮吐哺爱下敬勤 샷거든/
어디後世不肖는 骄奢自尊 는고

#792 박효관(朴孝寬)
87. 白髮이 公道ㅣ 업셔 녯 사람의 恨라/秦皇은 採药고 汉帝은 求仙
엿니/人生이 自有天定니 恨쥴리 이시라

#882 신희문(申喜文)
88. 집은 桃花源裏여늘 네몸은 杏树坛边이라/鳜鱼ㅣ 졋거니 그물으란
네 밋/儿㝆야 덜괴인 薄薄酒만졍 瓶을 와 너으라

#443 안민영(安玟英)
89. 柴桑里 五柳村에 陶处士의 몸이 되어/쥴업슨 거문고를 소업시 집헛시
니/白鹤이 知音지 우즑우즑 더라

#1284 원호(元昊)
90. 님의게셔 오신 片纸 다시금 熟读니/無情타 려니와 南北이 머러세라/
죽은後 连理枝되여 이 寅缘을 이오리라

#572 유세신(庾世信)
91. 구즌비 멋저가고 싯냇물이 아 온다/东湖로 돌아봄여 西湖로 가쟈슬아/
어즙어 압뫼히 물러가고 뒷뫼히 나오는고야

#234 윤선도(尹善道)
92. 샹해런가 꿈이런가 白玉京의 올라가니/玉皇은 반기시나 群仙이 꺼리
다/두어라 五湖烟月이 내分일시 올탓다

#1113 윤선도(尹善道)
93. 楼밧 푸머구 凤凰아 아니온다/無心기달의 徘徊전/언제나
凤凰이 오면 노라봀노라

#511 정철(鄭澈)
94. 屈原忠魂 에 너흔 고기 采石江에 긴 고래되야/李谪仙 등에 언
우희 올시니/이제는 새 고기 낫거니 낙가 다 엇더리

#246 주의식(朱義植)
95. 壁上에 돗은 柯枝 孤竹의 二子ㅣ로다/首阳山 어듸 두고 半壁에 와 걸렷
는다/이제는 周武王 업쓴이 아 난들 엇더리

#912 이화진(李華鎭)
96. 彭祖寿一人이요 石崇은 富一人을/群聖中 集大成은 孔夫子ㅣ 一人이
시라/이 中에 风流狂士는 吾ㅣ 一人인가 노라

#2210 김수장(金壽長)
97. 楚江 渔父드라 그 江 고기 낙지마라/屈三闾 忠魂이 鱼腹裏에 드럿니/
아므리 鼎鑊에 믄들 变줄이 이시랴

#2105 이명한(李明漢)
98. 渭水에 고기 업서 吕尚이 듕 되단 말가/낫대을 어두고 육한杖을 디
퍼다/오랄 西伯이 와 계시니 함긔 놀고 려 하노라

#1613 박인로(朴仁老)
99. 직녀의 비단 银河의 씨여 여/姮我 손으 비러 지어니 锦囊이라
/우리도 언제나 봉仙官되면 차고 놀가

#1932 유심영(柳心永)
100. 张良의 六韬三略 긔 뉘게 홧고/金椎一声에 四海가 蜂起이/祖龙의
놀란 魂魄이 半生半死 거다

#1785 이정보(李鼎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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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된 한국 시조에서 ‘충성’의 주제를 가진 작품 수가 10편이 넘어 가장 중요

한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작품들에서 포함된 전고를 나열해 보면 ‘백이숙

제(伯夷叔齊)’ · ‘굴원(屈原)’ · ‘제갈량(諸葛亮)’ · ‘대나무’ 등으로 요약할 수 있

다. 교사가 시조 속의 충의 사상을 해석할 때 이 목록에서 뽑은 시조를 제재로 

주제 수업을 진행하고 관련된 전고 배우기를 중심으로 수업을 설계하여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학습자들도 이런 주제 수업을 통하여 전고의 키워드를 

보면서 시조의 주제를 빠르게 판단하는 읽기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2) 정전에 수록된 용사 사용 빈도 조사

  앞의 ‘용사가 활용된 시조 100수 리스트’에 의하여 시조에서 나타난 전고를 

용사의 유형별로 정리하면 다음 표들과 같다. 

인명(人名)
성현제자

(圣贤诸子)

제왕장상

(帝王将相)

문인은사

(文人隐士)

후궁미인

(后宫美人)

굴원(屈

原)

# 2 4 6 ,

# 7 5 8 ,

# 8 0 3 ,

#2106

범려(范

蠡)
#1602

도연명

( 陶 淵

明)

# 6 5 2 ,

# 6 6 4 ,

# 1 2 8 4 ,

#1740

서시(西

施)
#1602

백 이 숙

제(伯夷

叔齐)

# 9 1 2 ,

# 1 0 4 7 ,

# 1 2 2 9 ,

# 1 2 3 1 ,

#1349

제갈량

( 諸 葛

亮)

# 3 8 9 ,

#1504

무극옹

( 無 極

翁)

#776

아황여

영(娥皇

女英)

# 1 9 6 3 ,

#1965

당요(唐

尧)

# 6 1 6 ,

# 1 0 4 7 ,

# 1 6 4 8 ,

#2015

항우(項

羽)
#2115

주희(朱

熹)

# 1 4 2 ,

#749

직녀(织

女)

# 1 9 3 1 ,

#1932

우순(虞

舜)

# 6 1 6 ,

# 1 0 4 7 ,

# 1 6 4 8 ,

유방(劉

邦)
#2115

가의(賈

誼)

# 1 7 9 0 ,

#1791

마고(麻

姑)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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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 6 3 ,

#2015
적송자

( 赤 松

子)

#1502

초회왕

( 楚 懷

王)

# 6 7 0 ,

#2115

송옥(宋

玉)
#1222

항아(姮

娥)
#1932

복희(伏

羲)
#1332

고 죽군

( 孤 竹

君)

# 9 1 2 ,

#1349

유령(刘

伶)

# 5 9 8 ,

#2179

노자(老

子)

# 3 5 9 ,

#368

신릉군

( 信 陵

君)

# 1 2 4 2 ,

#2320

이백(李

白)

# 2 4 6

# 5 9 8 ,

# 1 1 9 8 ,

#2179
석가모

니(釋迦

牟尼)

#359
장양(张

良)

# 1 0 3 4 ,

# 1 5 0 2 ,

#1785

사호(四

皓)

# 1 0 3 4 ,

# 1 0 5 9 ,

#2178

공자(孔

子)

# 1 9 2 ,

#2210

한 문제

( 漢 文

帝)

#1790
장한(张

翰)
#1809

맹자(孟

子)
#749

이윤(伊

尹)
#389

두보(杜

甫)
#687

주공(周

公)
#792

여상(吕

尚)

# 3 8 9 ,

1613

석숭(石

崇)
#2210

팽조(彭

祖)
#2210

유비(刘

备)
#390

양혜왕

( 梁 惠

王)

#749

진시황

( 秦 始

皇)

# 8 8 2 ,

# 1 2 9 9 ,

#1785
한무제

( 汉 武

帝)

# 8 8 2 ,

#1299

옥황(玉

皇)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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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인명 용사 빈도표

주문왕

( 周 文

王)

# 7 9 2 ,

#1613

주무왕

( 周 武

王)

# 7 9 2 ,

#912

비고 성현제자 12, 제왕장상 18, 문인은사 11, 후궁미인 5, 총 46

지명(地名)
실제적인 지명 관념적인 지명

오호(五

湖)

# 1 1 1 3 ,

#1602

황하(黃

河)
#895

누항(陋

巷)

# 1 8 1 ,

#790

무릉도

원(武陵

桃源)

# 4 4 3 ,

# 6 8 6 ,

# 7 6 0 ,

#779
멱라수

( 汨 罗

水)

# 7 5 8 ,

# 8 0 3 ,

#2106

북망(北

邙)

# 8 9 5 ,

#906

봉래산

( 蓬 莱

山)

# 1 6 6 5 ,

#1674

광한전

( 廣 寒

殿)

#1458

오장원

( 五 丈

原)

#1504

수 양산

( 首 阳

山)

# 9 1 2 ,

# 1 0 4 7 ,

# 1 2 2 9 ,

# 1 2 3 1 ,

#1349

은한(銀

漢)

# 1 7 0 0 ,

#1932

창해(滄

海)

# 1 9 2 ,

# 8 1 2 ,

#2056

장백산

( 長 白

山)

# 1 7 8 0 ,

#1786

두만강

( 豆 满

江)

# 1 7 8 6 ,

#1824

부상(扶

桑)
#2053

仙宫(선

궁)
#2053

기린각

( 麒 麟

閣)

#1786
무이(武

夷)
#142

오작교

( 烏 鵲

橋)

#1931

백옥경

( 白 玉

京)

#1113

장안(長

安)
#1805

북궐(北

阙)
#1805

낙양(洛

陽)
#356

태산(泰

山)

# 2 1 9 5 ,

#2196
천태산 # 5 5 5 , 문상(汶 #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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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지명 용사 빈도표

( 天 台

山)
#2075 上)

두류산

( 头 流

山)

#686
서호(西

湖)

# 2 3 4 ,

# 1 1 2 3 ,

# 1 6 6 2 ,

#1671
창오산

( 苍 梧

山)

# 1 9 6 3 ,

#1965

소상(潇

湘)

# 1 1 9 5 ,

# 1 1 9 8 ,

#1963
동정호

( 洞 庭

湖)

#670

봉황성

( 凤 凰

城)

#937

팔도하

( 八 渡

河)

#937
상산(商

山)
#1059

곤륜산

( 崑 崙

山)

#1660
관산(關

山)
#1308

남양(南

陽)

# 3 8 9 ,

#390

검각(劒

閣)
#687

행수단

( 杏 树

坛)

#443
동호(东

湖)
#234

채석강

( 采 石

江)

#246
위수(渭

水)
#1613

비고 실제적인 지명 32, 관념적인 지명 10, 총 42

물명(物名)
동물(动物) 식물(植物) 기물(器物)

녹이(绿耳) #494 대나무 #515, 1349 용천(龍泉)
# 4 9 4 ,

#1824
상제(霜蹄) #494 낙 락 장 송 #61, #1216, 설악(雪鍔) #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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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물명 용사 빈도표

  위의 빈도표를 살펴보면 인명 용사가 가장 많고, 이어 지명, 물명 순이다. 

인명 · 지명 용사의 양이 비슷하지만 인명 용사의 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보인

다. 인명 용사에서 성현제자 · 제왕장상 · 문인은사에 관한 전고의 양이 더 많

고 빈도가 높으며 후궁미인에 관한 전고의 양이 가장 적고 빈도가 낮은 것으

로 보인다. 그리고 인명 전고는 대부분이 중국인 학습자에게 익숙한 것이다. 

지명 용사에서는 실제적인 지명에 관한 전고가 더 많아 보이지만 현대인들에

게 익숙한 전고는 많지 않다. 물명 용사는 양이 가장 적고 빈도도 낮아 보인

다. 그리고 대부분 물명 용사는 현대인들에게 낯설고 과거에 가까운 개념이라

서 학습자들에게 거리감이나 거부감을 많이 줄 수 있다. 

(落落长松)
# 1 6 6 0 ,

#1665
오추마 (乌

骓马)
#1506

불로초 (不

老草)
#555, 2075 호가(胡笳) #2267

적토마 (赤

兎马)
#1824 도화(桃花) #686

원앙침 (鸳

鸯枕)
#1411

원앙(䲶鴦) #356 이화(梨花) #1700
비취금 (翡

翠衾)
#1411

청우(青牛)
# 3 6 8 ,

#2075
국화(菊花) #664

죽 장 망 혜

(竹杖芒鞋)

# 2 2 6 5 ,

#2327

사마(駟馬) #790
연리지(连

理枝)
#572 현금(玄琴) #2327

봉황(凤凰) #511, #779
청사검 (青

蛇劒)
#2053

정위조(精

卫鸟)
#1674

두견(杜鵑)

#198, #200,

# 1 7 0 0 ,

2128
호접(蝴蝶) #1462
백록(白鹿) #2053
랑(狼) #181
비고 동물 13, 식물 7, 기물 8, 총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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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가 위의 빈도표를 이용함으로써 빈도가 높은 전고에 강의의 중점을 두

고 강의안을 설계할 수 있다. 용사 빈도표에 따라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인명 

전고는 수업의 핵심 내용이 될 것이며 학습자에게 낯설고 거리감이 있는 지명 

및 물명 전고는 관련된 명인의 일화를 결합하여 교육해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

하는 수업을 할 수 있다. 동일한 용사가 활용된 시조를 가지고 맞춤형 연습을 

실시하여 학생의 문학 감상 능력을 훈련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된다. 

3) 용사의 한국적 지속과 변용

  오늘날 전해진 전고는 대부분 중국에서 기원하였으나 한국에 들어오면서 

한국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다른 형태로 변화되어 새로운 의의를 가진다.  

이것은 용사의 한국적 지속과 변용이라 부를 수 있다.

  예비 실험 및 본 실험의 사전조사 과정에서 중국인 학습자는 한국 시조에서 

흔히 나타나는 ‘백이숙제(伯夷叔齊)’, ‘유령(劉伶)’, ‘사호(四皓)’ 등의 용사가 

오히려 낯설다고 지적하였다. 이런 용사의 내용을 알면서도 한국적인 언어 환

경에 적응하지 못한 경우가 드물지 않았다. Ⅲ장의 학습자 이해 양상을 살펴보

면 중국인 학습자들은 중국 전고에 대한 지나친 의지와 전고의 한국적 토착화 

변용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작품을 정확하게 해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먼저 홍익한의「수양산 나린 물이」96)를 예로 전고 ‘백이숙제(伯夷叔齐)’의 

한국적 지속과 변용을 설명한다. 백이와 숙제는 망한 은(殷)나라에 충성을 다

하기 위해 굶어 죽은 형제이었다. 공자는 백이와 숙제를 “고지현인(古之賢人)”

이라고 칭찬하며 그들의 행위를 “구인득인(求仁得仁)”이라고 평가했다. 굴원

(屈原)은 백이숙제를 자신의 모범으로 여기며 “行比伯夷，置以為像兮”의 시구

를 썼다. 문천상(文天祥)은 포로로 수금된 동안에「和夷齐西山歌」를 통해서 

자기가 목이 베일지언정 투항하지 않는 결심을 했다. 송나라 이전의 문학 작품

에서 백이숙제는 긍정적인 이미지로 나타났다. 하지만 송나라 때 요(遼), 금

96) 首陽山 나린 물이 夷齊에 怨淚ㅣ 되야/晝夜 不息고 여흘여흘 우 즌/至今에 爲國

忠誠을 못 슬허 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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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서하(西夏), 몽골(蒙古) 등 외부 세력이 호시탐탐(虎視眈眈) 송나라를 주

시할 때 송나라는 긴 시간동안 누적된 가난으로 쇠약해서 일부의 지식인들이 

국가에 대해 실망하기도 했다. 이런 역사배경 하에 백이숙제가 시비를 따지지 

않는 맹목적인 충성을 가진 인물로 간주되는 작품이 나타났다. 예를 들면, 왕

원양(汪元量)은「伯夷叔齊空餓死(백이숙제가 쓸데없이 죽었다니)」라고 해서 

백이숙제의 죽음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왕의영(汪義榮)은「伯夷避紂亦歸

文(백이는 주(紂)를 피하 여전히 문왕을 찾아간다)」이라고 백이숙제가 결국 

주문왕(周文王)에게 의지하였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역대 문인들이 백이숙제

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지만, 백이숙제가 자신의 절개를 지킨다는 것을 인정한

다. 하지만 명청시대(明淸時代)의 전환기에 탄생된『豆棚閑話』는 백이숙제의 

형상을 전복적으로 재창작하였다. 작가는 백이숙제를 명예 · 이익을 탐하는 소

인으로 묘사하며, 그들이 수명성을 떨치고 납세를 피하기 위해 수양산에 은거

하다고 서술하였다. 또한, 작가는 백이숙제가 함께 굶어 죽었다는 결말을 고쳐 

써서 숙제가 형제를 버리고 스스로 주나라에 투항한다고 썼다. 이는 명나라가 

망한 후에 예법이 파괴된 사회 현황을 풍자하기 위한 것이다.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 숭정제(崇禎帝)가 이자성(李自成)의 농민 봉기군의 공격에 떠밀려 목을 

매어 죽은 후에 청나라의 군대가 남쪽을 향해 나아가며 각지에서 평민을 학살

하였다. 목숨을 아끼고 죽음을 두려워한 문인들이 절개를 버리고 적에게 투항

하였다. 작가는 백이숙제의 고사를 빌려 신랄한 말투로 당시의 비굴한 문인을 

풍자하였다. 근대에 들어 내우외환(內憂外患)이 동시에 닥친 현실을 맞이한 루

쉰(魯迅)은『豆棚閑話』를 모방하여『고사신편(故事新編)』에서 풍자의 말투

로 백이숙제의 전고를 통해 행동하지 않고 애국의 말만 공담(空談)하는 지식

인을 풍자하였다. 따라서 중국에서 백이숙제의 이미지는 점점 긍정적인 것에

서부터 부정적인 것으로 전환되어 왔다. 

  한국에서는 백이숙제를 초심을 잃지 않은 성현으로 여긴다. 전설에 의하여 

기자(箕子)가 은나라에서 도망할 때 고죽국(孤竹國)의 유민을 데려 갔다. 고죽

국의 유민들이 고죽국 왕자인 백이와 숙제를 숭배해서 조선의 땅에서 그들의 

사적이 널리 전하여 칭송되어, 백이숙제는 충의의 대표 인물이 되었으며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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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살았던 수양산은 유교 사대부들이 마음속의 성지가 되었다. 

  그 외에 ‘유령(劉伶)’, ‘사호(四皓)’와 같이 중국인 학습자에게도 낯선 전고

가 한국에 들어가 본래의 뜻을 많이 바꾸지 않고서도 사용 빈도가 높았다는 

것을 또한 볼 수 있다. 이로부터 한국 시인은 중국의 용사 이론을 고스란히 그

대로 사용하지 않고 한국적인 용사 이론을 발전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은 중국 전고를 받아들였지만 개별 전고의 사용 빈도는 중국과 다소 다

를 수 있다. 이는 한국인의 특별한 세계관 · 역사관 · 인생관 · 도덕관이 중국

인과 다르기 때문에 치중한 전고도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들

에게 용사가 활용된 한국 시조를 배우게 할 때 중국 전고의 본래의 뜻을 파악

할 뿐만 아니라 중국 작품과 한국 작품을 비교함으로써 용사의 한국적 지속과 

변용에도 유의하도록 해야 한다. 

  중국인 학습자가 이러한 용사의 한국적 지속과 변용을 파악하기 위해 중국

인 학습자에게 가장 엇갈리는 용사를 중심으로 한 · 중 용사 변용 비교표를 다

음과 같이 제시한다. 

용사 본래의 뜻 한국적인 변용 중국적인 변용 비교

굴원(

屈原)

굴원은 전국시

(戰國時) 초인

(楚人). 회왕

(懷王)을 섬겼

으나 간신의 

모함으로 강남

에 귀양 갔나 

멱 라 수 ( 汨 羅

水)에 빠져 죽

음.97)

① 어부(漁父) 

형상에 담는 

세계와 대결하

는 고독.98)

② 임금에 대

한 충성과 애

국하는 성

심.99)

① 고결한 향

초미인(香草美

人)으로 자부

함.100) 

② 임금에 대

한 애절한 사

랑.101)

한국 작품에서 

어부 이미지를 

더 많이 차용

하며 중국 작

품에서 굴원의 

고결함을 더 

강조한다. 근

대 이후로부터 

중국에서 굴원

과 회왕이 동

성애 관계가 

있다는 견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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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두되고 있

다.

백이

숙제(

伯夷

叔齊)

백이(伯夷) 숙

제(叔齊)는 은

(殷)나라의 제

후(諸侯) 고죽

군(孤竹君)의 

두 아들로 은

의 사람으로서 

주(周)의 곡식

을  먹을 수 

없다하여 수양

산에서 고사리

만 캐어 먹다

가 굶어 죽었

다 함.102)

① 원망을 품

지만 충의를 

지킴.  

② 완벽한 절

개를 이루지 

못한 것에 대

한 비판.103)

③ 고아한 흥

취로 변모.104)

① 청렴 · 강

직의 상징. 

② 소외된 백

이숙제로 자부

함.

③ 전통을 무

시는 특립독행

(特立獨行).

④ 백이숙제가 

굶어 죽었다는 

고사로 사회문

제를 반영함.

⑤ 전쟁을 반

대함.105)

⑥ 현실에 적

극적으로 참여

하지 않은 것

에 대한 비

판.106)

⑦ 고상하다고 

여기며 강권을 

두려워하는 문

인을 풍자함. 

대부분의 한국 

작품에서 백이

숙제를 높이 

평가하며 중국 

명청시대로부

터 문학 작품

에서 백이숙제

의 이미지가 

긍정적인 것에

서부터 부정적

인 것으로 전

환된다. 

유령(

劉伶)

중국 진나라 

패국(沛國) 사

람으로 술을 

즐겼음.107) 

술을 즐기는 

대표 인물로 

이백과 병칭

함.

① 현실에 절

망하여 술로 

자신이 마비

됨.

한국 작품에서 

유령의 취흥만 

언급하며 중국 

작품에서 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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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세속과 예

법을 무시하는 

도가(道家) 사

상을 반영

함.108)

의 현실적인 

의의를 탐구한

다.

제갈

량(諸

葛亮)

촉한(蜀漢)의 

명 상 ( 名 相

).109)

① 유비(劉備)

와 제갈량 간

의 군신유의

(君臣有義)를 

노래함.

② 천하를 다

스리는 재주를 

칭찬함.

① 뛰어난 치

국지능(治國之

能)을 가진 현

신(賢臣).

② 용병술이 

귀신 같은 군

사가.③ 자연

을 마음대로 

부리는 완벽한 

사람. 

한국 작품에서 

제갈량의 역사

적인 평가를 

활용하며 중국 

작품에서 제갈

량의 형상이 

날로 신격화된

다.

항우(

項羽)

초 패 왕 ( 楚 霸

王)  항우는 

한왕(漢王) 유

방(劉邦)과 천

하의 패권을 

다 투 었 으 나 , 

마지막의 전투

인 해하성(垓

下城) 전투에

서 참패하고 

그가 강동에서 

선발한 팔천제

① 항우가 저

지른 무도(無

道)의 행위를 

비판함.111)

② 애인 우희

에 대한 사랑

을 감탄함. 

③ 항우의 운

명에 대한 아

쉬움.

④ 항우의 무

력을 칭송함.  

① 항우가 자

결한 것에 대

한 칭찬.

② 항우의 패

배에 대한 아

쉬움.

③ 항우와 우

희의 사랑을 

노래함. 

④ 항우가 천

군만마를 막을 

수 있는 기개

한국 작품에서 

항우의 무도행

위를 강조하며 

중국 작품에서 

항우에 대한 

아쉬움을 더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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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한 · 중 용사 변용 비교표

97) 정병욱, 앞의 책, 62면.

98) 조희정,「어부 형상을 통해 본 고독의 서사와 문학 치료 - 굴원의 <어부사>와 이별의 

<장육당육가>를 중심으로」,『문학치료연구』30, 한국문학치료학회, 2014, 13면 참조; 김보

경,「조선전기 초기사림파 문인의 굴원 · 초사 수용 연구 - 세계와의 대결과 고독의 형상화

를 중심으로」,『한국한문학연구』69, 한국한문학회, 2018, 15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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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용사가 활용된 한국 시조 교육의 방법

  본 연구는 용사가 활용된 시조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을 도출하기 위

해 예비 실험, 본 실험 및 검증 실험을 실시함으로써 학습자의 이해 양상을 수

집하고 분석하였다. 학습자의 이해 양상을 통하여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종

합 능력, 문학 지식의 축적 정도 등을 살피고, 학습자의 주체적 학습 능력, 문

학 능력, 참여의식, 정보 수집 · 분석 능력 등을 양성할 수 있다. 

  본고는 첫째, 시청각 자료를 통한 동기 유발, 둘째, 전고 설명을 통한 상상력 

함양, 셋째, 협동 학습을 통한 참여의식 강화로의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김두성의 시조「十面埋伏 설이 치고」는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이 아니지만, 

전고의 시청각 자료를 전시하기 위해 가장 많이 영상화된 항우(項羽)와 우희

(虞姬)의 전고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학습 텍스트로 삼아 시조 교육의 교수-학

습 방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수업 전에 학습자에게 <시청각 자료 활동

지>를 배부하고 학습자들이 목표성을 갖고 시청각 자료를 즐기도록 했다. 다

음은 교사가 전고 설명의 방법으로 전고, 시인 생애, 시대 배경 등의 지식을 

가르친다. <전고 설명 활동지>를 통하여 학습자들이 표현 능력과 자료 수집 · 

분석 능력을 함양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수업 내용을 심화하고 수업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2: 2 대항적 변론대회의 형식으로 협동 학습을 진행한다. 팀 

안에서는 한 학습자가 변론 선수로 출전하고, 나머지 팀원은 참모로 필요한 자

료를 보충하고 팀원의 논점을 기록한다. 검증 실험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이 

제시한다.

[표 14] 검증 실험 대상 및 작품 선정 

검증 실험
실험 

대상
작품 선정 비고

2018.4

한국 

S대학교 

대학원생 

5명

성삼문-首陽山 라보며(#1231) 

조식-頭流山 兩端水를(#686)

김두성-十面埋伏 설이 치고(#1310)

설문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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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청각 자료를 통한 동기 유발

  교사는 학습자의 흥미를 일으키고 학습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 학습자가 시

청각 자료를 통해서 전고를 포함한 시조의 배경지식을 스스로 배우도록 유도

할 수 있다. 

  다음은 수업 도입을 위한 시청각 자료 활동지의 양식이다. 

<시청각 자료 활동지 양식>           

u 학습 목표: 영상 매체를 통하여 전고에 관한 이야기를 배우고 한국어로 

복창할 수 있다.

Ÿ 학습 자료:  MV <신패왕별희(霸王别姬)>(4분)，드라마 <초한전기(楚

汉传奇)> 제79회 편집판(10분)

    ① MV <신패왕별희(霸王别姬)> 소개: 

                   

  이 노래는 해하지전(垓下之戰) 때 항우(項羽)와 우희(虞姬)의 생이별을 

소재로 한 것이다. 유행 가수와 경극 배우는 협력해서 영웅 말로(末路)의 

비장함과 사랑을 위한 희생을 잘 드러내고 유행 음악의 방식으로 고전적 

경극 곡목을 연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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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시청각 자료 활동지 양식

    ② 드라마 <초한전기(楚汉传奇)> 제79회 소개:

          

  항우는 강동(江東)으로 되돌아가지 않기를 결정했다. 우희는 항우를 위

해 마지막으로 춤을 추면서 항우는 낮은 소리로 <해하가(垓下歌)>를 노래

했다. 우희는 칼로 자살한 후에, 항우는 우희의 유체를 가지고 오강(烏江)

에 뛰어들어 목숨을 끊었다. 유방(劉邦)은 드디어 천하지주(天下之主)가 된

다. 

Q&A:

1. 두 영상을 보고 떠오르는 전고를 대답하십시오. (사자성어/속어)

2. 주인공 항우(項羽) · 유방(劉邦) · 우희(虞姬) 등의 인물에 대한 평가를 

말씀하십시오. 

3. 이 역사 사건에 관한 다른 전고 이야기를 떠오르면 말씀하십시오.

주의사항: 문항 1은 필기 문제이다. 문항 2, 3은 토의 시간에 구두로 대답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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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활동지를 살펴보면 문항 1, 3은 학습자의 지식 축적을 검증하는 것이

다. 문항 2는 학습자의 비판적 사고를 기르기 위해 설계한 것이다. 다음은 활

동지 및 수업녹음에 의하여 정리한 학습자의 이해 양상이다. 

  

  다른 학습자는 항우 · 우희 간의 사랑에 감동을 하였지만, 이 학습자는 항우

가 치국지능(治國之能)이 없는 단점을 지적하였다. 심층면담에서 이 학습자는 

진시황을 좋아해서 진(秦)나라의 멸망 및 한(漢)나라의 건립에 대해 많이 연구

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후대에 내려오는 전설이나 문학 작품에서 항우는 흔히 

불운의 영웅으로 간주되었지만, 역사 자료에 의하면 항우는 일련의 잔악한 폭

행을 했기 때문에 평판이 좋지 않았다. 또한, 이 학습자는 유방의 아내 려후

(呂後)를 실패한 아내와 타고난 정치가라고 평가하였다. 유방으로부터 시청각 

자료에서 언급되지 않는 려후를 연상한 것은 훌륭한 상상력과 문학 능력을 보

이는 것이다. 

<시청각 자료 활동지>

Q&A:

1. 초한쟁웅(楚漢爭雄)

2. 항우: 항우는 후대인에게 전쟁의 신이라고 한다. 하지만 유방에 비하여 

그는 나라를 다스리는 재주가 없는 편이다. 그래서 항우는 패왕(覇王)이며 

유방은 제왕이라고 할 수 있다. 

우희: 남자에게 우희는 좋은 아내이며 려후(呂后)는 위험한 여자이다. 

유방: 이 사람은 운수가 좋고 인재를 잘 사용하고 체면도 무시할 수 있다. 

이러한 무서운 사람이 당연히 성공할 수 있다. 

3. 항우는 유방의 아버지를 인질로 여겼는데 유방은 웃으면서 “네가 아버

지를 요리로 하면 내가 한 그릇을 먹고 싶다”고 하였다.  

(검증 실험-학습자1)



- 131 -

  

  학습자3은 시청각 자료를 본 후에 관련된 전고 이야기를 많이 떠올렸다. 파

부침주(破釜沈舟)는 항우가 진(秦)나라의 군대와 싸워서 이기는 전고이다. 홍

문연(鴻門宴)은 항우의 모사가 유방을 모해(謀害)하기 위해 차린 주연이다. 사

면초가는 해하지전(垓下之戰)에서 유방에게 포위를 당한 고사이다. 이 세 가지 

전고는 항우의 발흥(發興) - 자만(自滿) - 쇠퇴(衰退)라는 인생 역정을 정확하

게 개괄한다. 이 학습자는 항우가 죽을 때까지 싸우고 있다고 해서 드라마에서 

항우가 천하의 안정을 위해 자살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는 드라마에서 항

우의 죽음에 대한 개작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학습자는 유방에 대해 시

대가 영웅을 만든다고 평가하였고, 유방이 자신의 재능은 부족하지만 높은 감

성 지수를 가지고 있어서 뛰어난 부하를 다스릴 수 있었다고 하였다. 

<시청각 자료 활동지>

Q%A:

1. 파부침주(破釜沈舟), 홍문연(鴻門宴), 사면초가(四面楚歌) 

2. 항우는 죽을 때까지 영웅의 기개를 잃지 않는다. 무릎 꿇고 사는 것 보

다, 그는 서서 죽는 것을 선택했다. 우희는 중국 유명한 미인으로서 미모 

때문에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남자보다 더 강한 결의 및 충성을 지니고 

있어서 역사에 이름을 남긴다. 유방이 깡패로부터 왕위에 오르는 이유는 

높은 감성 지수를 가지기 때문이다. 

3. 항우는 젊었을 때 진지황이 순찰하는 장면을 보고 “나는 그분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했다.   

(검증 실험-학습자3)

<시청각 자료 활동지>

Q&A: 

1. 패왕별희(覇王別姬), 역능강정(力能扛鼎)



- 132 -

  

  이 학습자는 MV의 가사로 항우의 성격 특징을 설명하였다. 노래 텍스트를 

이용함으로써 항우의 인간적인 면모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른 

학습자와 비교하여 이 학습자는 항우가 취약한 순간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

다. 항우는 부하와 함께 피를 흘리며 싸울 때가 있고, 애인과 술을 마주 대하

고 노래할 때도 있다. 이러한 항우는 용감한 면모와 나약한 면모를 동시에 갖

고 있었기에 비로소 마음을 움직이는 영웅으로서 명성을 오래도록 전할 수 있

다고 하였다. 유방은 전쟁에서 이겼지만 도망갈 때 몇 번이나 부인과 자녀를 

포기해서 영웅이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위의 학습자의 이해 양상을 살펴보면,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학습자는 전고

에 관한 지식을 환기할 뿐만 아니라, 비판적 사고로 다각도의 분석을 할 수 있

었다. 심층면담에서 학습자들은 시청각 자료 때문에 한국인의 시각에서 항우

가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지 궁금했고 시조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시청각 자료를 통해 수업을 시작하는 것은 학습자의 흥미를 유

발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2) 전고 설명을 통한 상상력 함양

  교사는 시조 텍스트와 배경지식을 종합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편찬하여 전

고 설명의 방법으로 학생에게 가르쳐 줄 수 있다. 또한 학습자의 구술 · 쓰기 

2. 항우는 노래 가사처럼 남아의 의기도 여자의 사랑을 이겨내지 못한다

(英雄氣短, 兒女情長). 그는 밖에서 강한 남자라도 우희 앞에서 무리함을 

드러냈다. 우희는 항우의 미인이자 지기라고 할 수 있다. 유방은 좋은 지도

자이지만 영웅이라 부를 수 없다. 

3. 항우는 불로 아방궁과 진나라의 역사기록을 훼손했다.  

(검증 실험-학습자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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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을 기르기 위해 학습자가 전고 설명을 통해 시조를 재창작하도록 하는 교

육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키워드를 통한 글쓰기를 한다면 거시적으로 사물의 본질을 파악112)할 수 

있다. 또한 짧은 고시사(古詩詞)를 길게 늘여 쓰기를 통해서는 학습자가 지식

을 배우면서 문학 능력과 소양을 신장할 수 있어 고전시가를 해독하는 좋은 

방법113)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전고 설명의 방법으로 수업할 때, 먼저 학습자

가 들은 내용에 따라 키워드를 기록하고 이에 의하여 전고 이야기와 시인 생

애를 다시 자신의 말로 진술하는 교육 방법을 취하도록 한다. 다음은 학습자의 

구술 · 쓰기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계된 전고 설명 활동지이다. 

[표 16] 전고 설명 활동지 양식

  

  다음은 학습자의 활동지와 수업 녹음에 의해 정리한 이해 양상이다. 

112) 陳崇正,「短閱讀與關鍵詞寫作(짧은 읽기와 키워드 글쓰기)」,『新民周刊』3, 2014, 96

면. 

113) 鄢淑雲,「仿寫與擴寫在作文教學中的運用(작문 교육에서 모방과 길게 쓰기의 운용)」,

『中學語文』Z1, 2007, 43-44면.

<전고 설명 활동지 양식>

u 목표: 기록한 키워드로 완전한 이야기를 복창하도록 한다.

Ÿ 전고 이야기 내용 빠르게 쓰기

Ÿ 시인 생애 빠르게 쓰기

Ÿ 스마트폰을 통해 자유 자료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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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고 설명 활동지>

Ÿ 전고 이야기 내용 빠르게 쓰기

항우 / 사면초가(四面楚歌) / 해가가(垓下歌) / 말 /우희 자살 / 오강 / 강동 

팔천자제(八千子弟) / 시체

복창 내용:  항우는 일련의 실패를 당해 해가라는 곳에서 머물고 있었다. 

유방의 모사는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 초나라의 노래를 부르는 방법을 통해

서 항우의 군대가 싸우는 힘을 없앴다. 절망한 항우는 해가가를 노래하고 

우희와 자신의 말을 불렀다. 항우의 힘을 일으키기 위해 우희는 자살을 선

택했다. 드디어 오강에서 항우는 강동 최초의 팔천자제가 생각나서 강을 

건너지 않고 우희처럼 칼로 자살했다. 죽은 후에 유방의 군대가 돈을 얻기 

위해 항우의 시체를 뺏었다. 결국은 항우의 신체는 머리만 남겨졌다.  

Ÿ 작가 생애 빠르게 쓰기

가인 / 가객 / 시조 부르다/ 김천택 / 해동가요 

복창 내용: 김두성은 조선시대의 가인이다. 또는 가객이라 부를 수 있다. 

즉 시조를 부르는 사람이다. 김두성은 김천택 등 가인과 같은 시절에 활동

했다. 기존의 작품은『해동가요』에서 수록되었다. 

Ÿ 스마트폰을 통해 자유 자료 수집 

항우에 대하여 사서에서 기록된 것과 후대에 항우를 모티프를 창작한 이미

지와 다를 수 있다. 항우의 초기 이미지는 주로 무력과 잔악을 강조했는데 

이청조를 비롯하여 시조들이 항우를 칭찬하는 경향이 있다.  

(검증 실험-학습자2)



- 135 -

  이 학습자는 키워드를 적절하게 기록하고 내용을 완전하게 서술하였다. 항

우의 이야기를 서술하였을 때 이 학습자는 항우의 죽음에 중점을 두고 서술하

였다. 자료 수집 시간에 이 학습자는 항우의 이미지 변화에 관한 자료를 읽었

다. 학습자는 문학작품이 역사와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관점을 제기하였다. 

<전고 설명 활동지>

Ÿ 전고 이야기 내용 빠르게 쓰기

항우 우희 / 노래  춤 / 칼 / 실패 / 오강 / 설득 / 말 / 자살  

복창 내용: 항우는 전쟁에 이기지 않아서 우희와 함께 술을 마셨다. 항우

는 슬픈 노래를 부르며 실패의 운명을 깨달았다. 우희는 항우의 노래에 따

라 춤을 추었고, 칼로 자살하고 항우의 품에서 죽었다. 비통한 항우는 용감

하게 싸우지만 결국 실패를 당했다. 오강(烏江)에서 한 사람이 항우를 강동

(江東)으로 돌아감을 설득하였다. 항우는 그 사람에게 말을 부탁해서 우희

의 피가 있는 칼로 자살했다. 

Ÿ 시인 생애 빠르게 쓰기

가객 / 노래 부르는 사람 / 시조 창작 

복창 내용: 시인은 노래를 부르는 가객으로서 시조를 많이 창작하였다. 가

객은 사대부가 아니지만, 시조 창작의 중요한 계층이다. 

Ÿ 스마트폰을 통해 자유 자료 수집 

예전에 당시는 노래처럼 부를 수 있다. 한국의 문인들이 한시를 부르고 싶

었지만, 언어의 관계로 인해 못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말로 시를 부르는 작

업인 가객이 생기기 시작했다. 

(검증 실험-학습자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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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학습자는 항우 이야기를 서술할 때 낭만적인 말투로 서술하였다. 예를 

들면 우희의 죽음을 서술할 때 “항우의 품에서 죽었다.”라고 하였고, 항우의 

죽음을 서술할 때 “우희의 피가 있는 칼로 자살했다.”라고 극적으로 표현하였

다. 심층면담에서 이 학습자는 드라마 <신화> 속의 항우 이야기를 좋아해서 

문제에 대한 답을 서술할 때 항우의 다정한 이미지를 강조하려고 했다고 말했

다. 이 학습자는 가객이라는 개념을 몰라서 자료 수집 시간에 가객의 개념과 

기원에 대한 자료를 찾아 활용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전고 설명의 방법으로 시조를 가르치면 학습자

가 수동적으로 지식을 받아들이는 역할로부터 주체적으로 지식을 수용하는 역

할로 전환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습자들이 이야기 복창, 즉 전고 설명의 

방법을 통해서 키워드를 추출하고 언어를 조직화함으로써 쓰기 · 구술 능력 

또한 함양할 수 있다.   

 

3) 협동 학습을 통한 참여의식 강화

  학습자의 주체적인 학습을 함양하기 위해 학습자를 협동 학습 그룹으로 나

누고 과제를 배부하여 조별 자유토론의 형식으로 시조를 분석하도록 한다. 조

별 토의를 마친 후에 학습자의 경쟁심을 유발하고 학습 성취를 검증하기 위해 

팀 간 대항전이라는 형식으로 특정 주제에 대해 변론대회를 진행할 수 있다. 

  다음은 학습자가 기록한 변론대회 활동지이다. 

<변론대회 활동지>

▶ 팀1 주체: 항우와 유방 중에 누가 진정한 영웅이라 할 수 있는가.

§ 찬성측 관점: 항우는 진정한 영웅이다.

Ÿ 변론 선수: 학습자 1, 참모: 학습자 2

논점 1: 영웅은 성패 여부에 발려 있지 않는다. 항우는 전쟁에서 실패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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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정정당당해서 영웅이라 할 수 있다. 유방은 소인인 편이다.

논점 2: 유방은 도망할 때 자녀를 버릴 뿐만 아니라, 부모님까지 버릴 수 

있다. 이러한 불의한 사람이 어떻게 영웅이라 할 수 있느냐?

논점 3: 반대측은 말한 것은 어이없다. 항우는 히틀러처럼 인성을 잃은 사

람이 아니다. 항우는 수령으로서 부하를 잘 대하고, 남편으로서 애인을 사

랑하고, 적으로서 유방의 가족을 죽이지 않아서 광명정대한 대장부이다. 

Ÿ 결론: 항우는 전쟁의 신이라 불리고, 역사에서 이름을 남긴다. 문인들이 

항우의 불운을 위해 수많은 시를 지었다. 이것은 항우가 진정한 영웅이

라는 것을 증명하는 근거이다.   

§ 반대측 관점: 유방은 진정한 영웅이다. 

Ÿ 변론 선수: 학습자 3, 참모: 학습자 5

논점 1: 영웅의 개념은 지혜와 재능이 뛰어나고 어려운 일을 해내는 사람

이다. 유방은 인재를 다스리는 재능을 가지고, 욕을 참을 수 있는 지혜를 

지니고, 다른 사람과 잘 소통하는 능력이 있어서 소인이 아니라 영웅이라 

할 수 있다.   

논점 2: 재주와 지혜를 가진 사람이 많아서 다 영웅이라 부를 수 없다. 예

를 들면 히틀러는 담배를 안 피우고, 술을 안 마시고, 예술을 좋아하고, 국

가를 사랑했지만, 나쁜 사람이라 부른다. 처칠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

고, 남을 욕하지만, 영국의 영웅이라 한다. 영웅이라 할 수 있으면 과정은 

그리 중요하지 않고 결과가 제일 중요한 것이다. 

논점 3: 항우는 자신의 모사의 말을 안 들어서 결국 홍문연에서 유방을 죽

이지 못했다. 유방의 아내를 잡지만 여자를 경시하여 뛰어난 재주를 지닌 

려후가 유방을 도와주었다. 항우가 정정당당해서 유방과 유방의 가족을 놔

두는 것이 아니라 너무 거만해서 적을 경시했기 때문이다. 유방은 장양처

럼 지혜롭지 않고, 한신처럼 군대를 다스리지 못하고, 소하처럼 정치적인 

재주가 없지만 인재를 포용하는 마음이 있어서 진정한 영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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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자들은 “항우와 유방 중에 누가 진정한 영웅이라 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변론을 전개하였다. 두 팀은 자신들의 문학 지식 축적과 수집

된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였다. 변론대회의 과정을 보면 두 선수는 상대방의 논

점을 잘 분석하고 약점에 맞춰 반박하였다. 이러한 변론대회를 통해 학습자들

의 구술 능력을 기를 뿐만 아니라, 반응력 또한 단련할 수 있다. 또한, 변론 선

수와 참모가 협력해서 논점을 준비하는 것을 통해 학습자의 협동능력과 참여

의식을 함양할 수 있다. 

Ÿ 결론: 승리한 사람이 왕이 되고, 실패한 사람이 원수가 된다. 양아치였

던 유방은 한나라의 왕이 되어 누구보다 영웅이라 할 수 있다. 

(검증 실험-학습자1, 2,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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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용사가 활용된 한국 시조 교육의 방법

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한국 고전시가 교육은 한국어교육에서 다소 소홀히 여겨지지만, 문학 유산

을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과,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요구에 맞는 적절한 텍스

트의 발굴 등 다양한 이유로 교육의 가치가 있다. 하지만 중국의 한국어학과 · 

교원 · 교재의 현황, 한국 고전시가의 장르 특징과 실용성, 학습자의 시와 고전

에 대한 거부감 등과 관련하여 고전시가 교육이 가야할 길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다.

  중국인 학습자가 난해한 고전시가에 수월하게 접근하기 위한 방법을 도출

하기 위해 본고는 중국인 학습자에게 익숙한 전고를 학습의 실마리라고 보고, 

용사가 활용된 한국 시조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이해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효

율적이고 흥미 있는 교수-학습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였다. 본 실험에서 수집

된 학습자의 이해 양상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이해 텍스트에 나타난 한계점

들을 보완하여 수업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교육 방법 또한 설계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에서 출발하여 먼저 Ⅱ장에서 용사가 활용된 한국 시

조 교육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용사는 고전문학비평의 용어로 짧은 시

에서 함축적인 의미를 포함한 전고를 인용하는 방법이다. 용사는 인명(人名) · 

지명(地名) · 물명(物名)으로 분류할 수 있어, 한국 시조에서 다양한 역할을 차

지하고 있었다. 용사를 통해서 한국 시조 교육을 실시한다면 학습자의 고급 언

어 능력과 상호텍스트적 능력을 신장할 수 있으며, 자국문학과 한국문학에 대

한 교양을 축적할 수 있다. 

  Ⅲ장에서는 실험을 통해 학습자의 이해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한국 시조에

서 용사의 표현 형식과 역할을 살필 수 있었으며, 중국인 학습자의 독특한 사

고방식과 읽기 방법 또한 알 수 있었다. 학습자의 이해 양상을 통해서 중국 전

고에 대한 지나친 의지, 전고에 대한 이해 부족과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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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이라는 한계점들도 엿볼 수 있었다. 

  학습자의 이해 양상 및 한계점에 의하여 Ⅳ장에서는 중국인 학습자에 맞는 

고전시가 교육 방안을 도출하였다. 시조 학습에서 교사 및 학습자의 요구를 만

족시키기 위해 용사가 활용된 한국 시조 정전 목록과 용사 사용 빈도표를 만

들었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시청각 자료를 통한 동기 유발, 전고 설명을 통

한 상상력 함양과 협동 학습을 통한 참여의식 강화의 방법으로 한국 시조를 

효율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는 실제를 제시하였다. 

  본고에서 논의한 용사는 중국인 학습자가 비교적 많이 숙지하고 있는 것이

다. 본고에서는 전고의 작법으로서의 '용사'의 개념을 밝혔으나 전고 작법인 

‘점화’와의 구분이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용사 학습

의 중요성을 밝히고, 용사가 활용된 시조 정전 목록 및 용사 사용 빈도표를 정

리하고, 중국인 학습자에게 익숙한 전고를 활용하여 한국 시조에 접근하였다

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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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Education of the Korean

“Sijo” based on “Yongsa” Theory

LI Y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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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s based on the theory of “yongsa”, and it analyzes the

Chinese learners' understanding of the use of Korean classical poetry

“sijo”, and then aims to prepare contents and methods of Korean sijo

education.

The Korean “sijo” is similar to Chinese classic poetry in the genre,

and includes Chinese characters and allusions in contents, so it can

be easily understood by Chinese learners. In addition, due to the

craze of variety shows related to traditional culture in China, Chinese

people are increasingly interested in traditional Chinese culture. If this

trend continues, it will be an important task in the field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to teach Korean “sijo” to Chinese lear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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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usion means “quoting ‘yongsa’ and ‘seongsa’”, it is a rhetorical

device that cites historical stories, celebrity anecdotes, or statements

in previous literary works, and effectively conveys content in a

limited space. The usage of the allusion is divided into “yongsa” and

“jeomhwa” and it can be said as a main principle of classical poetry.

“Yongsa” is a method of supplementing the will of a poet by quoting

an historical event, an anthology of a celebrity, or a phrase of a

former person. “Jeomhwa” is a method of writing a new meaning

based on the words and poems of people in the past.

In this study, “yongsa” can be divided human names, geographical

names, and object names. According to the content of “yongsa”, their

respective roles are analyzed. human names, geographical names, and

object names. The “yongsa” of human names appears in various

forms and closely related to the subject of “sijo”. The “yongsa” of

geographical names are related to the spiritual world and the style of

the people of that era. The “yongsa” of object names is a symbol of

human feelings, and through it to metaphor the authorities can

circumvent possible political risks. In addition, the meaning of Korea

“sijo” education using “yongsa” can be specifically divided into

“improving high-level language ability”, “improving intertextual

ability” and “acquiring the ability to accumulate national and Korean

literacy skills”.

In order to investigate the level of comprehension when the

Chinese learners study the “sijo” used “yongsa”, the lecture instructed

the learners to write the comprehension of the allusions, the

interpretation of the verse, the intention of the poet, and the theme of

the “sijo”. According to the learners' understanding and the contents

of the “sijo”, the understanding of “sijo” using human names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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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ded into four sections, the understanding of the kindness, justice,

good manners, wisdom and honesty(the five basic virtues of

Confucianism) of the saints, the comprehension of the life and death

of the emperors and nobles, the critique of seclusion of the hermits,

the contemplation of the destiny of the concubines of a monarch. The

understanding of “sijo” using geographical names was divided into

actual geographical names, which is the understanding of Chinese

geographical names, and conceptual geographical names, which is the

criticism and criticism of the unknown world. And understanding of

“sijo” using object names was divided into animal of rethinking the

human character, plant of understanding of human morality, and

object of inference of the lifestyle of the owner. By analyzing these

understanding patterns, we can see the unique thinking ability of

Chinese learners and see limitations of “learners' overly dependent on

Chinese allusions”, “lack of understanding of allusions”, and “lack of

knowledge of medieval Korean”.

In order to supplement the limitations of the learners, this study

designed an effective teaching-learning plan with the aim of

“cultivating the ability to decipher the whole sentence”, “expanding

literary knowledge of learners”, and “enhancing appreciation ability of

classical poetry”. To ensure the effects of the class, literary canons

that can be used for Korean “sijo” and frequency of “yongsa” use

tables were established. Lastly, specific methods for “sijo” education

were provided as “inducing motivation through audiovisual materials”,

“developing imagination through explaining the concept of allusions”,

and “reinforcing participation consciousness through cooperative

learn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teaching-learn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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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itable for Chinese learners by using the theory of Chinese literary

criticism of “yongsa” as a core theory in consideration of

characteristics of Chinese learners and the status of Korean education

in China. It also has the significance of developing the learners' own

learning, literary skills, and sense of participation in the class.

Keywords: Korean sijo, Chinese classic poetry, Chinese leaners,

allusion, yongsa, jeomhwa, understanding aspect, literary canons

Student Number: 2015-2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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