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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논문은 전란가사의 작가 의식을 전대 사대부 시가의 그것이 지속 혹은 변모하

는 양상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그 의의를 시가사의 흐름 속에서 밝히고자 했다. 기

존 연구는 전란가사에 유교 이념에 근거한 자기 표현이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 결과 전란가사가 대내외의 환경 변화와 어울리지 않는 전대의 관념적인 작가 의

식을 되풀이했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도출되었다. 하지만 전란이 일반적으로 인간

의식에 미치는 영향이나 전란을 소재로 한 동시대 다른 문학 장르가 보여준 성격

변화를 고려할 때, 기존의 분석은 그 타당성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

는 전란가사 9편 전체를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고, 작가 의식의 영역을 대외 인식,

사회 의식, 자기 표현으로 세분화하여 각각에 나타난 전대 작가 의식의 지속과 변

모 양상을 분석했다. 그리고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시가사의 흐름 속에서

전란가사의 의의를 재평가하는 데까지 나아가고자 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본고는 먼저 전란가사의 작가 의식에 영향을 미친 전란 당

시의 사회적 동향을 살폈다. 그리고 작품별 창작 배경과 내용 구성을 개략적으로

검토했다. 16·17세기 동아시아 국제 질서 변동에 따라 조선과 日本, 淸 간의 국제전

이 잇따르면서, 조선의 사대부층은 전에 없던 전란 체험을 경험했다. 그 결과 주변

국의 강성한 군사력을 실감했으며, 피해를 키운 당대 조선 사회의 모순을 비판적으

로 돌아보았다. 그리고 전란으로 인한 곤궁한 처지를 직시하고, 삶을 이어나가기 위

한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한편 사대부층은 이러한 변화와 별개로, 적개심을 바

탕으로 기존의 華夷觀을 더욱 강하게 내면화했다. 정부 차원에서도 유교 이념과 중

화사상에 근거한 기존의 질서를 복원하고 유지하려는 기조를 취했다. 곧 전란 당시

조선 사회에는 변화와 지속의 움직임이 공존했던 것이다.

그 결과 전란가사의 작가 의식에도 전대의 그것이 지속되거나 변모하는 양상이

동시에 나타났다. 먼저 대외 인식 면에서 전쟁 중이나 직후에 창작된 ｢남정가｣, ｢용

사음｣, ｢태평사｣는 조선을 華로, 日本을 夷로 인식하고, 전란으로 인해 유교 문물이

파괴된 것을 주요한 문제로 제기했다. 고려 말부터 이어진 華夷觀에 근거한 대외

인식을 지속해서 표현한 것이다. 이에 비해 임진왜란 종전 7년 뒤에 창작된 ｢선상

탄｣이나, 정묘호란에서 청군의 전력을 한 차례 실감한 뒤에 창작된 ｢병자난리가｣의

경우 저들이 강성한 군사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전란

체험을 통해 인지한 군사력의 격차를 근거로 대외 인식의 변모를 보여준 것이다.

다음으로 사회 의식 면에서 ｢남정가｣와 ｢태평사｣는 전후 조선 사회의 지향점으로

서 王道 정치가 구현된 유교적 이상 사회의 모습을 제시했다. 이는 조선 전기 오륜

가 계열 연시조의 사회 의식을 지속한 것이다. 한편 ｢남정가｣, ｢용사음｣, ｢병자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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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당대 조선 사회를 비판적으로 돌아보고, 전란 피해를 키운 조정 신료들의 부

도덕함을 꾸짖었다. 이러한 비판적인 사회 의식은 전란을 계기로 가사 문학의 내용

으로 새롭게 등장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기 표현 면에서 참전 작가가 창작한 ｢명월음｣, ｢남정가｣, ｢태평사｣

는 君-臣 관계 속에서 작가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작가가 가진 忠臣의 면모를 부각

했다. 이는 유교 이념에 근거한 것으로 전대의 유배, 기행가사의 작가 의식을 지속

한 것이다. 한편 피란 작가의 ｢병자난리가｣와 포로 작가의 ｢재일본장가｣ 등은 전란

으로 인한 곤궁한 처지와 그에서 비롯된 비참한 심경을 노래했다. 이는 작가가 처

한 실제 현실을 직시하고 수용한 것으로 자기 표현의 변모를 보여준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여타 시가 장르의 특성과 비교하면 전란가사의 특성을 더욱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전란을 소재로 취한 장편 한시는 民의 참상을 고발하는

데 집중했다. 이에 비해 전란가사는 대외 인식, 사회 의식, 자기 표현에 걸친 다방

면의 관심사를 형상화하여 소재의 복합성을 보여준다. 동일한 전란을 배경으로 하

는 연시조는 유교 윤리를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슬픔을 노래했다. 이에 비해 전

란가사는 유교 이념에 대한 지향과 함께, 작가의 곤궁한 현실 체험을 직시하고 그

에서 비롯된 솔직한 심회를 형상화하여 작가 의식의 양면성을 보여준다.

소재의 복합성은 전란을 계기로 확장된 당대인들의 관심을 가사가 수용할 수 있

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현실 체험을 중시하는 작가 의식은 이념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삶의 진실에 곧바로 다가간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은 조선 후기 문학

의 성취로 지적된 것으로, 전란가사는 조선 후기 시가사의 앞자리에서 이러한 성취

를 보여주었다. 한편 전란가사는 여전히 전대의 관념적인 작가 의식에 이끌렸다. 하

지만 이 가운데 유교 이념에 대한 지향은 忠의 실천 행위였던 참전 체험을 구체적

으로 형상화하고, 사회 현실을 비판적으로 돌아보도록 추동했다는 점에서 역시 가

사가 삶의 진실에 한발 다가가게 한 의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전란가사의 작가 의

식이 가진 양면성은 갑작스러운 충격에 대응하는 인간의 모습을 진실하게 보여준다

는 점에서도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주요어 : 전란가사, 사대부 시가, 대외 인식, 사회 의식, 자기 표현,

을묘왜변, 임진왜란, 병자호란, 조선 후기

학 번 : 2019-29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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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전란은 무력 충돌을 동반하여 기왕의 생활 양식과 세계관을 급작스럽게 뒤흔든

다. 그 결과 인간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돌아보는 한편,

변화에 걸맞은 새로운 삶의 방향성을 모색한다. 전란을 소재로 한 문학 작품은 이

러한 삶의 지속과 변화에 대한 진지한 성찰의 과정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

다. 그런데 16·17세기에 창작된 전란가사 작품들은 참상의 책임을 따져 물은 일부

작품을 제외하고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이 보통이다. 조선 사회 전 영

역은 물론 동아시아 국제 질서에 변화를 가져온 사건을 계기로 창작되었음에도 불

구하고, 유교 이념을 전면에 내세우는 등 전대 사대부 시가의 관념적인 작가 의식

을 되풀이하는 데 머물렀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란이 일반적으로 인간 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전대 작가 의

식의 지속에 주목한 기존의 논의는 재고할 여지가 있다. 전란 체험에서 비롯된 당

대 사대부층의 의식 변화는 한시, 실기, 소설 등의 장르에서 확인된 바 있다.1) 따라

서 작가층이 동일함에도, 유독 가사에만 변화의 양상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분석

은 그 타당성 여부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더욱이 가사가 여타 시가 장르에 비해

자유로운 형식을 통해 ‘복합적이고 다층적’2)인 작가 의식을 표출해온 점을 고려하

면, 작품의 면면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이에 본고는 지속의 양상에 주목

한 선행연구의 성과를 수용하는 동시에, 전란가사에서 전대의 작가 의식이 변모하

는 양상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작품의 일면에 초점을 맞추었던

기존의 연구 경향을 돌아보고, 전란가사의 작가 의식이 지닌 특징과 작품의 가치를

실상에 맞게 재조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전란가사는 작품 각각이 학계에 처음 소개된 이후,3) 내용상 분류에 따른 가사 장

르의 하위 작품군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정익섭은 16·17세기의 가사 작품을

1) 김태준 외, 임진왜란과 한국문학, 民音社, 1992, 3~8면;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제3권(제
4판), 2005, 지식산업사, 9~12면에서 임진왜란이 한국문학의 변화에 끼친 구실에 대해 논
의했다.

2) 최현재 옮김, 조선 전기 사대부가사, 문학동네, 2012, 623면.
3) 각 작품이 처음 소개된 지면을 발행 연도가 이른 것부터 배열하면 다음과 같다. 박인로의
｢태평사｣, ｢선상탄｣은 이은상, 鷺山文選, 永昌書館, 1942; 안인수의 ｢안인수가｣와 백수회
의 ｢화경도인안인수가｣, ｢재일본장가｣는 방종현, ｢松潭歌辭를 읽고｣, 白民 12, 백민문화
사, 1948; 최현의 ｢용사음｣ 가운데 일부가 이동영, ｢認齋歌辭硏究｣, 어문학 5, 한국어문
학회, 1959, ｢용사음｣ 작품 전체와 ｢명월음｣은 홍재휴, ｢認齋歌辭攷｣, 청계 김사엽박사
송수기념 논총, 학문사, 1973; 양사준의 ｢남정가｣는 김동욱, ｢楊士彦의 ｢南征歌｣-壬辰亂
前 歌辭資料-｣, 人文科學 9,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1963; 작자 미상의 ｢병자난리가｣
는 이혜화, ｢海東遺謠 所載 歌辭考｣, 국어국문학 96, 국어국문학회, 1986에 처음 소개
되었다.



2

주제별로 분류하면서, ‘戰爭敍事’와 ‘望國懷恨’ 항목을 마련하고 전란가사를 배치했

다.4) 정재호는 임진왜란 발발부터 숙종 대 松江歌辭 간행까지의 백여 년을 가사

문학사의 ‘第3期(戰亂記)’로 구분하고, 이 시기에 새롭게 등장한 작품군으로 ‘戰亂歌

辭’를 꼽았다.5)

이처럼 전란가사가 가사 장르의 주요 하위 작품군으로 자리 잡은 이후, 그에 대

한 논의는 작품에 반영된 작가 의식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전란가사는 심미성을

추구하기보다 전란 체험과 그에서 비롯된 의론을 형상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기 때

문이다. 기존의 논의는 특히 작품 전면에 나타난 유교 이념에 대한 지향에 주목했

다. 전대 사대부 시가에 나타난 관념적인 작가 의식이 전란가사에서 변함없이 지속

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한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체험에도 불구하고 전대의 작가

의식을 고수했다는 분석은 작품의 가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이어졌다.

이동근은 가사를 포함한 사대부 문학이 임진왜란에 대해 유교 윤리적 대응을 보

였다고 분석했다.6) 특히 가사의 경우, 실천성이 결여된 우국과 우군의 이념을 관념

적으로 토로하는 데 그쳤다고 평가했다. 전 사회적인 수난을 겪은 뒤에도 전란 극

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자세를 취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작품의 가치를 부정

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조동일 역시 국문 시가가 임진왜란이라는 새로운 사태를 다

루면서 절실한 표현을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했다.7) 특히 가사의 경우, 유학자인 작

가층이 전란이라는 새로운 소재를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을묘왜변을 소재로 한 ｢남정가｣와 병자호란을 소재로 한 ｢병자난리가｣에 대한 개

별적인 작품론에서도 작품에 나타난 유교 이념에 주목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상

보는 ｢남정가｣의 작가를 비정하고 작품론을 전개하는 자리에서, 작품에 ‘李朝社會의

共通的인 倫理觀’이 반영되어 있다고 했다.8) 승전의 공을 임금의 덕으로 돌리는 대

목 등에서 忠의 윤리에 대한 지향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한편 이혜화는 ｢병자난리

가｣를 소개하는 자리에서 이 작품이 ‘儒家的 思考에 충실’한 면이 있다고 했다.9) 이

때 국제 정세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明 중심의 질서에 대한 미련을 보여준

것을 근거로 들었다.

이상의 논의는 전기 사대부 시가의 전통 위에서 전란가사의 일면을 이해할 수 있

는 토대를 마련했다. 유교 이념에 근거한 자기 표현을 전란가사의 작가 의식 가운

데 하나로 꼽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상의 논의는 창작 배경이 달라졌음에도

4) 정익섭, ｢16·7世紀의 歌辭文學｣, 국어국문학 78, 국어국문학회, 1978, 142~143면.
5) 정재호, 韓國歌辭文學論, 集文堂, 1982, 37면.
6) 이동근, ｢｢壬亂戰爭文學｣硏究-文學에 反映된 應戰意識을 中心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1983.

7)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제3권(초판), 知識産業社, 1984, 27~34면.
8) 이상보, ｢楊士俊의 ｢南征歌｣ 新攷｣, 국어국문학 62·63, 국어국문학회, 1973.
9) 이혜화, 앞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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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전대의 작가 의식을 지속해서 표현한 이유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작품의 문면에 근거하여 작가 의식의 특성을 분석했지만, 그에

반영된 의도를 밝혀내려는 시도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더불어 유교 이념에 근거한 자기 표현 이외에 작품에 나타난 다른 내용 요소들에

대한 논의 역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란은 국가와 국가 간의 충돌이며, 전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다. 따라서 전란을 소재로 한 문학 작품에는 작가의

대외 인식과 사회 의식이 필연적으로 드러나기 마련이다. 전란가사는 이러한 부분

에 대한 작가 의식을 표현하고 있지만, 이를 포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논의는

미흡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이상의 논의는 전란이 가져온 전대 작가 의식의 변모 양상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았다. 전란은 삶의 환경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고, 환경 변화는 다시

인간 의식에 변화를 초래한다. 따라서 전란을 소재로 취한 문학 작품에는 크건 작

건 전란 이전과는 달라진 작가층의 의식이 표현되기 마련이다. 전란을 계기로 한

사대부층의 의식 변화는 동시대 다른 문학 장르에서 확인된 바 있다. 따라서 가사

논의에서도 작가 의식의 변모 양상과 정도, 그 배경과 의미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

다. 나아가 전란가사의 의의에 대한 기존의 평가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그 타

당성 여부가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 제기와 관련하여, 일부 작품을 대상으로 작가 의식의 변모에 주목한

일련의 연구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재호는 임진왜란을 소재로 한 ｢용사음｣이

전란 피해와 자아비판을 비중 있게 다룬 것에 주목했다.10) 그리고 후속 연구에서

‘현실을 직시’하는 태도를 관념적 태도와 함께 임진왜란 시가의 주요한 작가 의식으

로 꼽았다.11) 류해춘은 첫 전란가사인 ｢남정가｣와 임진왜란 소재의 ｢용사음｣, ｢태평

사｣ 간의 비교를 시도했다.12) 그리하여 전자가 전쟁의 경과를 형상화했다면, 후자는

전란이 일어난 공간에 집중하여 피해를 사실적으로 묘사했다고 분석했다. 이들 논

의는 연구 대상이 전란가사 가운데 일부 작품에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하

지만 전란가사에서 전대의 관념적인 작가 의식이 변모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전란가사 논의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고순희는 17세기에 창작된 우국가사의 전개와 성격을 논하는 자리에서 ｢용사음｣

의 작가 의식을 검토했다.13) 이 작품에 전란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민생에 대한 지

향이 드러나며, 이것이 사림의 선비 의식과 공론 정치 문화를 반영한 결과라고 분

10) 정재호, ｢임진왜란과 국문시가｣, 김태준 외, 앞의 책, 148~155면.
11) 정재호, 韓國 歌辭文學의 理解,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8, 398~401면.
12) 류해춘, ｢임진왜란의 체험과 가사문학의 변모｣, 우리문학연구 17, 우리문학회, 2004.
13) 고순희, ｢임란 이후 17세기 우국가사의 전개와 성격｣, 한국고전연구 2, 한국고전연구학
회,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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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했다. 전란을 계기로 나타난 작가 의식의 변모를 작가층의 동향과 관련하여 이해

한 것이다. 이재준은 임진왜란 소재 작품과 ｢병자난리가｣의 현실 인식을 비교했

다.14) 그리하여 후자의 경우 中華 왕조 중심의 국제 질서가 붕괴한 현실을 반영하

여 관념적 태도에서 더욱 멀어졌다고 분석했다. 작가 의식의 변모를 작품 창작 당

시의 대내외 정세 변화와 관련지어 이해한 것이다. 이들 논의는 작품을 둘러싼 문

학 외적인 맥락을 고려하여 작가 의식의 변모 원인을 파악하는 데까지 나아간 점에

서 의의가 있다.

이상에서 기존의 연구가 이룩한 성과를 검토하는 한편, 이들이 미처 나아가지 못

한 지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취한다. 먼저 본고는 참전, 포로, 피란의 전란 체험을 바로 다룬 현전 전란가사 작

품 9편 전부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를 ‘창작 배경이 된 전란’과 ‘전란 당시

작가의 체험’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두 기준은 작품의 내용

전반에 영향을 준 점에서 작품 분석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을묘왜변
(1555, 명종10)

임진왜란
(1592~1598, 선조25~31)

병자호란
(1636~1637, 인조14~15)

참전

① 양사준, ｢남정가｣
   (관료·관군, 종전 직후)

② 최현, ｢용사음｣
③ 〃 , ｢명월음｣
   (재야·의병, 전쟁 중)
④ 박인로, ｢태평사｣
   (재야·관군, 종전 직후) 
⑤박 〃로, ｢선상탄｣
   (관료·관군, 종전 7년 후)

포로
⑥ 안인수, ｢안인수가｣
⑦ 백수회, ｢화경도인안인수가｣
⑧   〃로, ｢재일본장가｣
   (재야, 전쟁 중 혹은 직후)

피란
⑨ 미상 ｢병자난리가｣
   (재야, 종전 직후)
    정묘호란(1627) 10년 후

*(  )는 전란 당시 작가의 신분, 작품 창작 시점 

작품 전부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특정한 작가 의식이 두드러지는 일부 작

품, 또는 작품의 일부 대목만을 선별적으로 검토하는 태도를 지양한 것이다. 본고는

전란가사 전체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작가 의식의 경향성을 파악하고, 그에 비추

어 작품 각각이 가진 개성적 면모를 살핀다. 그리하여 전란가사 전체를 조망하는

14) 이재준, ｢전란가사에 나타난 두 가지 세계인식｣, 溫知論叢 44, 온지학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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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을 확보하는 한편, 전란의 영향이 작가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작품 창작에 특

수하게 작용한 양상을 확인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본고는 ‘대외 인식’, ‘사회 의식’, ‘자기 표현’으로 작가 의식의 영역을 세

분화하고, 각각에 나타난 전대 작가 의식의 ‘지속’과 ‘변모’의 양상을 분석한다. 전술

한 세 영역은 전란이 국제 질서와 작가가 속한 사회, 작가 개인의 내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설정했다. 그리고 지속과 변모는 전란이 인간 의식에 영향

을 미치는 일반적인 방식을 고려하여 도출한 것이다. 작품 분석 과정에서는 작품의

문면에 드러난 내용뿐 아니라 앞의 표에 기재한 전란 당시 작가의 신분과 상황, 작

품의 구체적인 창작 시점 등 문학 외적인 맥락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그리하여

작품에 나타난 지속과 변모의 양상뿐 아니라, 그 정도와 배경, 의미를 밝혀내는 데

까지 나아가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본고는 이상의 분석 결과를 근거로 전란가사의 시가사적 의의를 재평

가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작가 의식의 검토를 통해 새로운 논의가 도출된다면, 전대

가사의 관념적인 작가 의식을 되풀이했다는 기존의 평가 역시 재고되어야 한다. 이

에 본고는 전란가사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고, 이를 전란을 소재로 창작된

동시대 여타 시가 장르의 특성과 비교한다. 비교 대상으로 선정한 작품은 다음과

같다.

을묘왜변
(1555, 명종10)

임진왜란
(1592~1598, 선조25~31)

병자호란
(1636~1637, 인조14~15)

장편한시 백광훈, ｢達梁行｣ 허균, ｢老客婦怨｣

연시조 정광천, ｢술회｣ 이정환, ｢비가｣

장편 한시와 연시조 작품 가운데 전란 중이나 직후에 창작된 것으로, 전란가사와

비슷한 길이를 확보하고 전란을 직접적으로 다룬 것들을 선정했다. 이들을 동일한

전란을 배경으로 창작된 전란가사 작품과 비교하도록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본

고에서 수행한 분석의 결과가 전란가사의 특징적 면모임을 입증하고, 이것이 시가

문학사에서 가지는 의의를 재정립하도록 한다.

이상의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본고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논의를 진행한다. 먼저

제2장은 작품 분석을 위한 예비적 단계로, 작품 창작 당시의 사회적 동향, 작품별

구체적인 창작 배경과 전체적인 내용 구성을 개괄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통해 지속

과 변모라는 두 축을 활용하여 전란가사의 작가 의식을 재검토하기 위한 토대를 마

련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제3장과 4장, 5장에서는 각각 대외 인식과 사회 의식, 그

리고 자기 표현의 영역에서 전대의 작가 의식이 지속 혹은 변모되는 양상을 분석한

다. 작품의 내용과 형식적 특징을 분석하고, 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전대 작가 의식



6

의 지속과 변모 양상을 검토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앞서 분석한 작

가 의식의 특징적 면모를 종합하고, 이를 장편 한시, 연시조의 그것과 비교한다. 그

리하여 여타 시가 장르와 구별되는 전란가사의 특성을 밝힌다. 나아가 그러한 전란

가사의 특성이 시가사의 흐름 안에서 가지는 의의를 새롭게 평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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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예비적 고찰

제1절 전란 당시의 사회적 동향

전란가사의 작가 의식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작품의 창작 배경이 된 각 전란에 대

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란가사의 창작 배경이 되는 전쟁은 日本과 치른 을묘왜

변과 임진왜란, 그리고 淸과의 병자호란 이렇게 셋이다. 본 절에서는 먼저 각 전란

의 발발 배경과 경과, 역사적 의미를 개괄한다.15) 이어서 전란 당시 조선 사회의 동

향을 변화와 지속의 양상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사회 동향은 조선의 사대부층이 전

란 중에 경험한 참전, 포로, 피란 체험과 그것이 사대부층의 지위와 의식에 가져온

변화를 먼저 검토한다. 그리고 새로운 경험에도 불구하고 사대부층과 조선 정부가

변함없이 지키고자 한 가치가 무엇인지 살핀다.

을묘왜변은 1555년(명종10)에 발발한 왜구와의 국지전이다. 明은 건국(1368, 고려

공민왕17) 이후 정부가 해상 교통과 무역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海禁 정책을 유지했

다. 자국의 선진 문물이 해외로 유출되어 다른 민족이 강성해지는 것을 경계한 것

이다. 그리하여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았던 전국시대 日本 각지의 영주들은 밀무역

을 감행했다. 그 가운데 일부는 倭寇라 불린 해적이 되어 明과 조선의 연안에서 약

탈을 자행했다. 을묘왜변은 이 가운데 동중국해에서 활동한 王直(?~1557)의 무리가

전라도 남쪽 연안을 침략하면서 발발했다. 개전 초기에 해당 지역을 방어하던 조선

의 관군은 거듭 패퇴했다. 그러던 중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중앙에서 지원군을

파견함으로써 적을 물리칠 수 있었다. 을묘왜변을 통해 조선은 왜구의 강한 전투력

을 실감했고, 경기도 연안을 통해 한양이 공격당하는 것을 경계했다. 그리하여 수군

을 대대적으로 보강하고, 군사 제도를 제승방략 체제로 개편하는 등 국방 강화 정

책을 시행했다.

임진왜란은 을묘왜변에 이어 1592~1598년(선조25~31)에 걸쳐 치러진 日本과의 전

면전이다. 1586년(선조19)에 전국시대 日本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1537~1598)는 중원 대륙 진출을 기도하며 기존의 明 중심의 동아시아 국제 질서에

도전했다. 해외에 식민지를 개척하고 있던 유럽 국가와 접촉하면서 저들의 세계관

을 흡수한 것이다. 日本이 중원 대륙 진출에 앞서 조선을 침략하면서 임진왜란이

발발했다. 조선군은 육지에서 일본군의 세를 감당하지 못했고, 선조는 明과의 국경

인근까지 피란하여 明에 지원을 요청했다. 明은 日本이 조선을 점령하면 종국에는

15) 을묘왜변,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의 발발 배경과 경과, 역사적 의미는 규장각한국학연구
원 엮음, 전란으로 읽는 조선, 글항아리, 2016에서 개괄적으로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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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에게 위협이 될 것임을 인지하고 파병을 결정했다. 그리고 전선을 어느 정도

남쪽으로 밀어내자 강화를 통해 전쟁을 끝내려 했다. 하지만 明과 日本의 요구사항

이 워낙 달랐기에 협상은 결렬되었고 정유재란이 발발했다. 재침 이듬해 히데요시

가 사망하면서 결국 일본군이 철수하고 전쟁은 끝이 났다. 조선은 왜구에 이어 日

本 본토의 정예군과 전면전을 치르며 日本의 강성한 국력을 재차 인지했다. 그리하

여 관념적으로는 여전히 日本을 오랑캐로 얕보았지만, 현실에서는 日本을 주요한

외교 상대로 인식하게 되었다.

병자호란은 1636~1637년(인조14~15) 사이의 2개월에 걸쳐 벌어진 淸과의 국지전이

다. 임진왜란 발발 이전부터 만주에서는 누르하치(努爾哈赤, 1559~1626)가 이끄는 여

진 세력이 강성해졌다. 이들은 임진왜란 당시 조선에 원군을 보내겠다고 제의할 정

도였다. 1616년(광해군8)에는 누르하치가 後金을 건국하고 요동 전역을 점령하자 육

로를 통한 조선-明 간의 사행로가 끊어졌다. 明은 後金을 제압하기 위해 조선의 지

원을 요청했으나 광해군은 소극적이었다. 그러던 중 1623년 조선에서는 광해군이

明과 인목대비에게 패륜을 저질렀다는 명분으로 인조반정이 일어났다. 반정 세력은

집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親明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後金(1636년에

淸으로 국호를 바꿈)은 明과의 전면전에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조선을 공격했다. 1627

년(인조5)에 정묘호란이, 그로부터 10여 년 뒤에 병자호란이 발발한 것이다. 병자호

란 당시 한양을 기습당한 조선은 淸에 항복하고 저들과 君-臣 관계를 맺었다. 앞서

日本과의 전쟁과 달리 조선이 항복함으로써 오랑캐로 업신여겼던 淸에 사대하는 상

황이 벌어진 것이다.

전란으로 인해 조선의 사대부층은 전에 없던 새로운 경험을 얻었다. 참전하여 적

과 맞서 싸우거나, 붙잡혀 포로가 되거나, 격전지나 적의 점령지를 피해 피란한 것

이다. 이러한 새로운 경험은 사대부의 사회적 지위, 세계관, 사회 의식 등에 변화를

가져왔다. 사대부층의 전란 체험을 참전, 포로, 피란 체험 순으로 검토하도록 한다.

사대부층 가운데 출사하여 지휘관의 지위에 있던 이들은 참전할 책임이 있었다.

그리고 무관이 아닌 관료 가운데 능력을 인정받아 지휘관의 추천으로 참전한 이도

있었다. ｢남정가｣의 작가 양사준이 후자의 경우였다. 한편 출사하지 않은 사대부층

이 독자적으로 병사들을 규합하여 의병으로 참전하기도 했다. 사대부층은 적이나

부역자들에게 생존을 위협받고, 경제적 기반이 파괴되는 상황을 두고만 볼 수 없었

다. 이에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이 가장 먼저 상륙한 경상도 지역을 시작으로 일부

사대부가 흩어진 관군과 노비, 향촌민들을 모아 의병을 일으켰다. 가족과 향촌, 국

가를 보위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태평사｣, ｢선상탄｣의 작가 박인로와 ｢용사음｣, ｢

명월음｣의 작가 최현 역시 임진왜란 당시 경상도에서 의병으로 활동했다.

의병 활동 결과 전후에 사대부층은 국난 극복의 주역으로서 정부로부터 대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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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게 된다. 일부 무책임한 조정 신료들을 대신해 전란 극복에 앞장섰던 사대부층이

전란 이후 사회 지배층으로서 지위를 굳건히 한 것이다.16) 우의정 李元翼(1547~1634)

이 임진왜란 중에 선조에게 진언한 내용을 통해 이러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

大家와 世族들은 평상시에 豪强이라 불렸지만, 오늘날 보건데 이들이야말

로 국가에 관계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小民들은 물고기나 새 같이 놀

라 흩어졌지만, 士族들은 동요하지 않았으니 국가의 원기가 될 만합니다. 당

초 변란이 일어나던 시기에 군사를 모아 의병을 일으킨 자들이 모두 士族이

었으니 이로써 인심의 향배가 정해졌습니다. 이 점을 심상히 보지 말고 국가

가 그들을 알아주어야 할 것입니다.17)

이원익은 전란 중에 사대부층과 일반 양인이 보여준 행태를 대비하고, 국가가 사대

부층의 공을 인정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쟁 이전부터 수탈에 시달린 일반 양

인 가운데는 일본군의 회유에 호응하여 부역자 노릇을 한 이들이 많았다. 하지만

사대부층은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의병 활동을 주도하여 적을 막거나, 정부의

납속에 응해 국가 재정에 기여했다. 그리하여 정부로부터 전란 극복에 앞장선 공을

인정받은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나서서 사대부층을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전후

복구 사업 역시 자본과 노동력을 가진 사대부층에게 개간권과 농작물의 종자를 우

선 지급하는 등 사대부층을 위시하여 진행되었다.

정부가 자신들을 존중하는 분위기에 호응하여 사대부층은 전쟁 중에 자신들의 공

을 기리고 널리 알리기 위한 작업을 진행했다. 참전 체험을 다양한 장르의 문학 작

품으로 형상화하고, 이를 문집에 수록하여 간행한 것이다. 참전 작가의 전란가사 역

시 이렇게 만들어진 문집에 수록되었다. 그리고 사대부층은 지방관을 도와 일반 양

인 가운데 부역자를 가려내고 처벌하는 데도 앞장섰다. 나아가 사대부층은 자신들

을 일반 양인과 구별되는 특권 계층으로 자리매김하려 했다. 이들은 임진왜란 직후

인 1599년(선조32)에 군영에서 시위를 벌여 사대부층 자제에게 군역을 부과하려는

정부의 시도를 저지했다. 전쟁 이전에 군역을 회피하기 위해 대리인을 물색했던 것

보다 훨씬 적극적인 행동을 취한 것이다. 그리하여 1627년(인조5)에 정부는 사족으

로 병력을 충원하는 정책을 공식적으로 폐기했다. 사대부층이 참전 체험을 바탕으

로 전란 이후에 사회적 영향력을 점차 확대한 결과, 마침내 정부로부터 국역을 면

제받는 특권 계층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한편 적과 맞서 싸우다가, 혹은 적을 미처 피하지 못해 포로로 끌려간 사대부들

16) 임진왜란 이후 사대부층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 대해서는 김성우, 조선 중기 국가와 사
족, 역사비평사, 2001에서 상세하게 논의했다.

17) 선조실록 권81, 선조 29년(1596) 10월 21일(갑신) 3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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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유교적 소양 덕에 적국에서 대접받기도 했다. 임진

왜란 포로 실기인 看羊錄의 저자 姜沆(1567~1618)이 대표적이다. 그는 포로 생활

중에 日本의 국력이 강성한 것을 목도하고, 이를 사실 그대로 조선에 보고하기 위

해 看羊錄을 지었다. 포로 생활이 華夷觀에 근거한 사대부층의 대외 인식에 전환

을 가져온 것이다.

하지만 적국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대접받은 인물은 극소수였다. 대다수 포로는

적국인 日本이나 淸으로 끌려가는 순간부터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고, 도착한 뒤

에는 노예 생활을 하거나 매매의 대상이 되었다. 사대부 출신의 포로라 해서 예외

는 아니었다. 鄭希得(1575~1640)의 임진왜란 포로 실기 月峯海上錄에서 이러한 사

실을 확인할 수 있다.

㈀ 다리 위에서 河天極을 만났다. 阿波城 아래 기다란 강이 있고, 강 위에 홍

예다리가 있는데, 다리 위에서는 매양 열 사람을 만나면, 8~9명은 우리나라

사람이다. 하 군은 진주의 이름난 족벌인데, 외양간의 심부름을 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달밤이면 다리 위에 모여, 혹 노래도 부르고 휘파람도 불

며, 혹은 회포도 말하고 한숨지어 울부짖기도 하다가 밤이 깊어서야 헤어진

다. 이 다리 위에는 백여 인이 앉을 만하다.18)

㈁ 종일토록 책을 베꼈다. 말하자면 글품을 팔아서 얻은 은전으로 배를 사서

환국할 계획을 하자니 이 짓 말고는 다시 한 푼을 마련할 길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부득이 그 괴로움을 참아야 했다.19)

㈀에는 사대부 출신의 포로가 일본인의 집에서 가축 기르는 일을 하며 생활하는 모

습을 기록했다. 포로로 끌려간 사대부가 적국에서 노비가 하던 일을 도맡은 것이다.

이들은 ㈁의 기록과 같이 자신이 가진 재주를 팔아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한 자금을

모으며 비참한 생활을 견뎠다. ｢화경도인안인수가｣, ｢재일본장가｣의 작가 백수회 역

시 일본인의 집에서 노비 노릇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적에게 붙잡히는 것을 피해 다수의 사대부층은 산간벽지로 피란했다. 이

들은 지인이나 지방관의 도움을 받거나, 피란지에서 소규모의 농사를 지어 생계를

이어갔다. 하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았으며, 피란 중에도 적에 대한

18) “橋上逢河天極. 阿波城下有長江, 江上有虹橋, 橋上每逢十人, 八九我國人也. 河君晉州名族,
服倭廝蕘之役. 我國人月夜聚橋上, 或歌或嘯, 或論懷抱, 或呻吟哭泣, 夜深而罷. 此橋上可坐
百餘人.”(정희득, 月峯海上錄, ｢海上日錄｣ 1598년 3월 4일) 우리말 번역은 김미선, ｢임진
왜란기 해외체험 포로실기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143면 참조.

19) “終日寫冊. 蓋傭書得銀錢, 爲買船還國之計, 此途之外, 更無一錢可圖之路. 故不得已堪耐其
苦.”(정희득, 위의 책, ｢海上日錄｣ 1598년 9월 21일) 우리말 번역은 김미선, 위의 논문,
147~14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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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감을 온전히 떨칠 수는 없었다. 사대부층의 피란 실기에서 이러한 상황을 확인

할 수 있다. 다음은 임진왜란 피란 실기인 吳希文(1539~1613)의 瑣尾錄 가운데 일

부다.

㈀ 먹을거리가 이미 떨어져 하는 수 없이 주인집에서 빌려다 먹었다. 내일

장에 가서 무명을 팔아 양식을 준비해서 돌아가야겠다. 오늘은 바람이 갑절

이나 더 차다. 냉방에서 잘 수 없어서 이웃집 노인의 방을 빌려서 잤다. 사방

벽에 구멍이 뚫려 거침없이 바람이 들어왔다. 냉기가 얼굴에 엄습하여 밤새

한잠도 못 잤다. 그래도 냉방보다는 백번 나았다. 이 방이 아니었다면 분명

큰 병이 났을 것이다. 이곳에서 고생한 사연은 말로 다 할 수 없다.20)

㈁ 어제 암행어사가 영암군에 들어왔다고 한다. 군수가 사 둔 집으로 친히

가서 부정을 적발한 뒤에 나주로 옮겨 가두었다고 한다. 군수의 성명은 김성

헌인데, 민심을 잃은 지 오래고 탐욕이 심해 군내 가까운 곳에 큰 집을 샀다.

또 관아 곳간의 물건을 빼돌려 배 두 척에 가득 실어 먼저 영광의 일가 집으

로 보내고 곡식을 빼내어 성안의 인가 십여 곳에 두었다. 이는 파면한다는

소식을 미리 듣고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한다. 나라의 재정이 고갈된 이런

때에 조정에서 임무를 맡겨 파견한 뜻을 생각하지 않고 백성을 들들 볶아 끝

도 없이 탐욕스럽게 수탈한 것이 이처럼 심하니, 죽인다고 한들 무엇이 아깝

겠는가.21)

㈀은 임진왜란 당시 허술한 피란처에서 한겨울 추위에 고통받는 모습을 사실적으로

기록했다. 여기서 ‘장에 가서 무명을 팔아’ 생계를 꾸려나갈 궁리를 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전란 때문에 농장 경영, 선물 교환과 같은 기존의 수입원을 잃어버리자, 종

래에 천시했던 상업 활동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작가를 비롯

한 사대부층은 전란으로 인해 경제적 기반이 파괴된 피란 상황에서, 삶을 이어가기

위해 자신의 곤궁한 처지를 직시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했다.

㈁은 조정에서 파견된 지방관이 전란 중에 백성을 수탈하다가 적발되어 처벌받은

20) “糧饌已絶, 不得已貸食於□家. 明日場市, 賣木疋備糧, 還歸之計. 今日則風寒倍冽, 不可宿於
冷堂, 借得隣翁房入宿. 但四壁有穴, 不礙風入, 寒氣襲面, 終夜不寐. 然百勝於冷堂, 若非此
房, 必生大病矣. 此中艱楚之狀, 有不可形言.”(오희문, 瑣尾錄, ｢甲午日錄｣ 1594년 1월 19
일). 우리말 번역은 오희문 지음,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옮김, 쇄미록 3 : 갑오일
록, 국립진주박물관 엮음, 사회평론아카데미, 2019, 28면 참조.

21) “且聞昨日暗行御史入郡, 必有所聞, 親往太守買家擲奸後, 移囚羅州云. 太守姓名金聲憲, 而
久失民心, 又多貪婪, 郡內近處, 買得大家. 又出官庫之物, 滿載兩船, 先送靈光族人家, 又出穀
接置城內人家十餘處, 皆預聞論罷之奇, 故先爲措置云云. 如此國儲傾竭之時, 不體朝廷倭遣之
意, 侵虐生民, 貪斂不厭, 至於此極, 雖殺之, 何惜.”(오희문, 위의 책, ｢甲午日錄｣ 1594년 1월
11일) 우리말 번역은 오희문 지음,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옮김, 위의 책, 23~2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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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기록했다. 지역 방위의 임무를 맡아 파견되었지만 책임을 방기하고 사익을

추구한 것이다. 작가는 부도덕한 지방관을 향한 비판의식을 직접적으로 표현했다.

조선 사회 전체에 극심한 피해를 끼친 전란은 이처럼 사대부층이 당대 사회상을 비

판적인 시각으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이미 몇 차례 전란을 경험하여 적군의 강성함을 몸소 체험하고, 포로가 된 이들

의 비참한 처지를 목격한 사대부층은 병자호란이 발발하자 지체하지 않고 피란했

다. 다음은 병자호란 피란 실기인 남평 조씨의 崇禎丙子日記(줄여서 丙子日記로도
칭함) 가운데 일부다.

풍셜이 대작니 갓가로 너머 세   드러가니 초경은 여 게 간

냥반히나  들이 계셩과 샹의 도적드다 고 소동여 드러치니

이경은 여 밀산군 일과  월야 시러 을거  나 동녘히 희

원 제 듁도의 가  다흐니22)

작가는 전란이 발발하자 임금을 호종하기 위해 집을 비운 남편 南以雄(1575~1648)을

대신하여 식구들을 이끌고 충청도로 피란했다. 그리고 피란 기간 내내 일기를 써서

남겼다. 위에서 재상가의 부인 역시 ‘풍셜’이 몰아치는 와중에 길을 나서 여느 피란

민과 다를 바 없는 곤경을 겪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피란길에 오른 뒤에

도 ‘도적드다’는 소동에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던 상황을 살필 수 있다. ｢병자난리

가｣의 작가 역시 이와 유사한 피란 체험을 한 사대부로 추정된다.

전란은 사대부층으로 하여금 전에 없던 경험을 얻게 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의식

과 지위에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전란이 사대부층의 삶에 변화만 가져온 것은

아니었다. 사대부층은 전란으로 인해 상처 입은 자존심을 만회하고자 華夷觀을 한

층 강하게 내면화했다.23) 그리하여 변화하는 국제 질서와 무관하게 中華인 明에 절

대적으로 우호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한편, 日本과 淸을 조선과 다른 夷로 철저하게

구별하고 적대감을 표현했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의 만행을 목도하고, 明의 도움

으로 저들의 침략을 저지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사대부층은 특히 明의 도움을 ‘再造之恩’, 곧 나라를 다시 세워준 은혜라 칭송하

22) 남평 조씨, 崇禎丙子日記, 1637년 1월 16일. 작품 원문은 전형대, 박경신 옮김, 丙子日
記, 예전사, 1991에 수록된 영인본을 따랐다. 문장부호는 필자가 표시했다.

23) 여기서 華夷觀이란 유교를 연마한 중국의 한족 지식인이 자신들을 세계의 중심이자 문
명을 상징하는 ‘華’로, 주변 민족을 세계의 주변부이자 야만을 상징하는 ‘夷’로 구분하여
인식한 것을 가리킨다(김영식, 중국과 조선, 그리고 중화, 아카넷, 2018, 30면). 조선을
건국한 고려 말의 신진사대부는 성리학과 함께 華夷觀을 수용하고 조선에 유교 문물을
구현하여 문명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했다. 明 중심의 국제 질서에 편입되어 국가의
정체성을 찾고 정권의 안정을 도모한 것이다(동북아역사재단 한국외교사편찬위원회, 한
국의 대외관계와 외교사 조선 편, 동북아역사재단, 2018, 21~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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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明과의 우호 관계를 절대시했다.24) 의병장 鄭慶雲(1556~1610)의 참전 실기 孤臺
日錄에서 이러한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명군 9개 부대가 八莒로부터 와서 三嘉와 宜寧 등지에 진지를 구축하였다.

劉摠兵은 晉州의 적이 下道의 여러 읍에 진을 치고 있음을 듣고, 흉적을 제

압하여 그들의 예봉을 막았다. 아! 명군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오랑캐가 되었

을 것이다.25)

작가는 본인이 의병으로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승전의 공을 전적으로 명군에게

돌렸다. 이러한 기록에서 사대부층이 明에 가진 절대적인 우호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종전 이후에도 계속되어 後金을 제압하려는 明의 지원 요청에 소

극적으로 응했다는 명분으로 광해군 정권이 퇴진하기도 했다.

한편 건국 초부터 사대부층은 日本과 여진(淸)을 유교 문명의 교화를 받지 못한

夷로 인식했다. 유교를 국시로 삼은 조선이 저들과 다르며 문화적으로 우위에 있다

는 인식은 전후에 적대감이 더해지며 극대화되었다. 다음은 임진왜란 당시 초유사

金誠一(1538~1593)의 격문이다.

의관과 예악의 법도를 지닌 몸을 욕되게 할 수 있겠는가! 단발하고 문신하

는 습속을 따를 수 있겠는가! 200년 종묘사직을 적의 손에 넘겨주는 것을 참

을 수 있겠소! 수천 리 산하를 적의 소굴로 맡기는 것을 참을 수 있겠는가!

中華가 바뀌어 오랑캐가 되고 인류가 변해 금수가 될 것이니, 이것이 참을

것이겠는가! 이것이 과연 할 일이겠는가!26)

격문은 일본인이 외관을 치장하는 문화[斷髮文身之俗]를 문제 삼았다. 머리카락을 짧

게 자르고 피부에 물을 들이는 일본인의 문화를 오랑캐[夷狄], 짐승[禽獸]의 것이라

고 비하했다. 日本을 함께 어울려 살 수 없는 인간 이하의 존재로 인식한 것이다.

그 이유는 ‘몸과 머리카락, 피부는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므로, 이를 간수하는 것이

孝를 실천하는 첫걸음’이라 한 孔子의 가르침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다. 저들의

24) 임진왜란 이후 再造之恩 관념의 형성과 의미에 대해서는 한명기,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역사비평사, 1999에서 상세하게 논의했다.

25) “天兵九陣自八莒來, 來陣于三嘉宜寧等地. 劉摠兵聞晉城之賊列陣于下道列邑, 控制兇賊以遏
其衝斥之鋒. 噫! 微天兵吾其被髮左袵矣.”(정경운, 孤臺日錄, 1592년 11월 4일) 우리말 번
역은 계승범, ｢임진왜란 초기 倡義 명분과 조선왕조의 正體性｣, 西江人文論叢 47, 서강
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6, 185면 참조.

26) “衣冠禮樂之身, 其可辱乎. 斷髮文身之俗, 其可從乎. 二百年宗社, 其忍輸之賊手乎. 數千里山
河, 其忍委之賊窟乎. 中夏變爲夷狄, 人類化爲禽獸, 是可忍乎, 是可爲乎.”(김성일, 鶴峯集 
권3, ｢招諭一道士民文｣) 우리말 번역은 계승범, ｢조선시대 의병의 개념과 임진의병｣, 西
江人文論叢 33,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2, 1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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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를 가장 기본적인 유교 윤리조차 실천하지 않지 않은 것으로 보고 오랑캐라 칭

한 것이다.

이처럼 유교 문명권에의 소속 여부를 기준으로 주변국의 정체성을 인식한 데서

華夷觀에 근거한 대외 인식과 저들에 대한 적대감을 확인할 수 있다. 전쟁 당시 왕

릉과 종묘를 훼손하는 등 유교 문물을 파괴한 일본군의 행태는 피란 중에도 제사를

지내며 도학자의 정체성을 지키려 한 사대부층에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

다. 전쟁 재발의 위협을 제거하고 전후 복구를 진행하기 위해 국교를 재개했지만,

현실적인 사정과는 별개로 日本을 夷로 여기고 배척하는 분위기는 더욱 심해졌다.

자국 문화가 우월하다는 인식에 근거한 차별과 적대감은 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였다. 다음은 병자호란 당시 의병장 申適道(1574~1663)의 격문이다.

오호라, 오직 우리 동방은 지역은 비록 편소하나 의관과 문물의 성대함과

예악과 교화의 아름다움이 천하에서 小中華라고 칭해진 지 지금까지 천오백

년이나 되었다. 어찌 한번 미친 도적에게 업신여김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누린내 나는 가죽과 모직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지역이 될 수 있겠는가?27)

신적도 역시 김성일이 日本을 비하한 것처럼, 유목민인 여진의 생활 문화를 ‘누린내

나는 것’[韋毳]이라고 무시하고 거부감을 표현했다. 특히 그는 조선을 夷인 淸과 대

비하여 ‘小中華’라고 지칭했다. 조선이 中華인 한족 왕조와 대등한 수준의 문물을

구현했다는 당대 사대부층의 일반적인 인식을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1644

년(인조22) 明이 완전히 멸망한 이후, 이제 조선이 華 문명의 유일한 수호자라는 조

선 중화주의로 계승되었다. 이러한 華夷觀의 심화는 사대부층의 출사에도 영향을

미쳤다. 병자호란 직후 조정의 親淸 기조에 반대하여 출사를 거부하는 분위기가 만

들어진 것이다.

사대부 개인뿐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유교 이념과 중화사상에 근거하여 기존의

사회 질서를 복원하고 유지하려는 기조를 취했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 점령하에

훼손된 왕릉은 한양을 수복한 1593년(선조26)에 곧바로 개장(改葬)되었다. 그리고 종

전한 지 10년이 채 되지 않은 1600년대에 종묘와 사직단, 문묘가 모두 재건되었다.

유교 이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상징적인 건축물들을 궁궐보다도 먼저 재건함으

로써 조선이 전후에도 변함없이 유교를 국시로 삼은 국가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병자호란은 明이 아닌 淸에 사대하게 된 상황이 문제였다. 淸은 조선이 항복할

당시, 明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明의 연호가 아닌 淸의 연호를 쓸 것을 요구했다.

27) “嗚乎. 惟我東方地, 雖褊小, 而衣冠文物之盛·禮樂敎化之懿, 稱爲小中華於天下者, 千五百年
于玆矣. 豈有一爲狂寇所乘, 而便作腥羶韋毳之城哉.”(신적도, 虎溪先生遺集 권4, ｢通諭道
內文｣) 우리말 번역은 신적도 지음, 신해진 옮김, 역주 창의록, 역락, 2009, 5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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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조선 정부는 사대부층이 사적인 영역에서 明 황제의 마지막 연호인 ‘崇禎’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을 묵인했다. 나아가 1704년(숙종30)에는 창덕궁 후원에 ‘大報

壇’이라 이름 붙인 제단을 설치하여 임진왜란 때 원군을 보낸 明의 만력제(재위

1573~1620)를 기렸다. 대보단의 제례는 종묘의 제례만큼이나 중시되었으며, 대보단은

1910년 조선 총독부에 의해 철거될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 淸이 중원 대륙을 차지

하고 淸 중심으로 동아시아 국제 질서가 재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족 왕조인 明

중심의 과거 질서를 숭모하는 기조가 지속된 것이다.

이상에서 전란가사의 창작 배경이 된 전란 당시의 사회적 동향을 변화와 지속의

양상을 중심으로 살폈다. 사대부층은 전란 동안 참전, 포로, 피란 체험으로 구분할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을 얻었다. 이를 통해 이제까지 夷로 얕보았던 주변국의 강성

함을 인식하고, 당대 조선 사회를 비판적으로 돌아보는 한편, 살아남기 위해 곤궁한

자신의 처지를 직시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상처 입은

자존심을 만회하기 위해 기존의 華夷觀을 한층 강하게 내면화했다. 정부도 유교 이

념과 중화사상에 근간을 둔 정책 기조를 유지하여 이러한 움직임에 힘을 실었다.

전후의 이러한 지속과 변화의 동향은 전란을 소재로 한 문학 작품에도 반영되었다.

다음 절에서는 각 작품별 창작 배경을 더욱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작품의 내용 구성

을 개괄하도록 한다.

제2절 작품별 창작 배경과 내용 구성

본고는 전란가사에 나타난 전대 작가 의식의 지속과 변모 양상을 중심으로 논의

를 전개한다. 작품 각각을 차례로 분석하지 않는 만큼,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작품

에 대한 개략적인 사항을 살피도록 한다. 먼저 작품별 창작 배경을 구체적으로 살

피고, 작품의 내용 구성을 검토한다. 앞서 서론에서 창작 배경이 된 전란과 전란 당

시 작가의 체험을 기준으로 연구 대상을 분류하여 차례로 제시했다. 본 절에서는

서론에서 번호를 매긴 순서에 따라 작품의 개요를 살핀다. 먼저 연구 대상의 내용

과 형식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번 작품명 내용 개요 형식 개요28) 비고

① 남정가 을묘왜변 참전 체험
75행(서-본-결 구조)

片句 현상

② 용사음 임진왜란의 전황 112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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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⑤는 참전 체험을 다룬 것으로 현전 전란가사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⑥~⑧은 포로 체험을 다룬 것이며, 피란 체험을 다룬 것은 ⑨ 한 작품뿐이다.

① 楊士俊(1519~1579)의 ｢南征歌｣는 1555년(명종10) 을묘왜변 승전 직후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작품은 을묘왜변 당시 전라좌도 방어사로 참전했던 南致勤

(?~1570)의 행적을 기록한 목판본 南判尹遺事에 수록되어 전한다. 이 문헌에는 작

가가 양사준의 형인 楊士彦(1517~1584)으로 잘못 기록되어 있다. 양사준은 1540년(중

종35) 문과에 급제했으며 을묘왜변 직전에 호조정랑의 직책을 맡고 있었다. 작가는

전라우도 방어사 金景錫(생몰년 미상)의 요청으로 그의 종사관직을 맡아 을묘왜변에

참전했다. 작가는 일본군의 기세에 눌려 머뭇거리는 지휘관들을 출병하도록 설득하

고 전투에서는 선봉에서 활약했다.29) ｢남정가｣는 이러한 을묘왜변 참전 체험을 다

루었다.

작품의 전체적인 내용 구성은 다음과 같다. 각 단락의 내용을 정리한 뒤에, 이것

이 본고에서 논의할 대외 인식, 사회 의식, 자기 표현 가운데 무엇에 해당하는지 괄

호 속에 제시했다.

28) 작품의 행수는 4음보를 1행으로 처리하여 계산했다. 편구 현상이 일어난 경우 4음보 단
위에 편구를 합쳐 1행으로 처리했다.

29) 양사준의 생애에 대해서는 홍순석, ｢양사준(楊士俊)의 생애와 시문학｣, 동양한문학연구 
47, 동양한문학회, 2017에서 상세하게 논의했다.

연번 작품명 내용 개요 형식 개요28) 비고

③ 명월음 임진왜란 참전 체험의 심회
38행( 〃 )

忠臣戀主之詞 모티프

④ 태평사 임진왜란 참전 체험 72행( 〃 ) 창작배경,시점에
대한 부기 있음

⑤ 선상탄 임진왜란 종전 이후 국방 체험 68행( 〃 ) 〃

⑥ 안인수가 임진왜란 포로 생활의 심회 8행

⑦ 화경도인
안인수가 〃 5행

⑧ 재일본장가 〃 18행

⑨ 병자난리가 병자호란 피란 체험 102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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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을묘왜변의 전황

① 1~10행: 전황 개괄, 조정 신료들의 부도덕 비판(사회 의식)

⑵ 南征 체험

① 11~20행: 출정 순간에 느낀 전투에 대한 불안감(자기 표현)

② 21~30행: 전투 직전 아군과 적군의 모습(대외 인식)

③ 31~51행: 아군의 활약상(자기 표현)

⑶ 전투에 대한 심회

① 52~58행: 전투에 대한 불안감 회상(자기 표현)

② 59~65행: 임금에 대한 송축( 〃 )

⑷ 앞으로의 전망

① 66~68행: 王道 정치가 실현된 이상적인 사회상 제시(사회 의식)

② 68~73행: 을묘왜변을 교훈 삼아 전란에 대비할 것을 건의( 〃 )

③ 74~75행: 忠을 다짐하며 어지러운 마음을 다잡음(자기 표현)

이 작품은 제목과 같이 작가의 南征 체험과 심회를 노래했다. 먼저 ⑴에서 南征의

배경을 제시하고, ⑵와 ⑶에서 각각 참전 체험과 심회를 노래했다. 마지막으로 ⑷에

서 전후 조선 사회와 작가 개인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면서 작품을 마무리했

다. 작가의 전란 체험과 함께 그에서 비롯된 대외 인식과 사회 의식, 개인적인 정서

를 폭넓게 다루었다. 동시대 다른 사대부가사 작품과 마찬가지로 서사-본사-결사

[⑴-⑵·⑶-⑷]의 구성 방식을 취했다. 첫 전란가사로서 ｢남정가｣가 가진 내용과 형

식상의 특성은 이후에 창작된 장편의 전란가사에도 영향을 미쳤다. 다른 작품과 달

리 4음보 율격에서 벗어난 片句 현상이 자주 발견된다.

崔晛(1563~1640)의 ② ｢龍蛇吟｣과 ③ ｢明月吟｣은 1594~1597년(선조27~30) 사이에 창

작된 것으로 추정된다.30) 두 작품 모두 작가의 문집인 필사본 認齋先生續集 권8
에 수록되어 전한다. ｢용사음｣ 가운데 일부는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으로 활동한 鄭

世雅(1535~1612)·鄭宜藩(1560~1592) 부자의 행적을 기록한 湖叟先生實記에도 수록되

어 있다.31) 작가는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경상도 선산에서 盧景任(1569~1620)의 서기

로 의병 활동에 참여했다. 참전 활동 이외에도 儒疏를 통해 계책을 진언하는 등 전

란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고, 그 공을 인정받아 임진왜란 이후에 출사하여

현달했다. 두 작품 모두 임진왜란에 대응하는 작가의 자세를 다루었다.

30) 홍재휴, ｢認齋歌辭攷-附: 龍蛇吟, 明月吟-｣, 東方漢文學 13, 동방한문학회, 2000, 16~18
면에서 작품의 제목과 작가의 한시 ｢丁酉暮春卜居眞寧之界 論谷村舍書懷示眞安丹陽二使
君｣의 구절을 근거로 창작 연대를 추정했다. 작가의 생애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논의했다.

31) 정의번을 포함한 의병의 활동을 기린 부분이 수록되어 있다. 고순희, ｢<龍蛇吟>의 작가
의식｣, 이화어문논집 9,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어문학회, 1987, 338면에서는 이것이 정의
번의 사적을 증빙하는 자료로 인용, 기록된 것으로 작품이 가진 기록적 특성을 보여준다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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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용사음｣의 전체적인 내용 구성을 제시한다.

⑴ 임진왜란의 발발

① 1~25행: 夷가 中華를 침략한 사건을 연상하며 임진왜란을 한탄함(대외 인식)

⑵ 龍·蛇 두 해 동안 각 집단의 모습

① 26~50행: 조정 신료의 부도덕 비판(사회 의식)

② 51~73행: 의병 활동 찬양과 부적절한 논공행상 비판( 〃 )

③ 74~90행: 일본군의 만행 비판과 명군에 대한 기대(대외 인식)

⑶ 작가 자신의 대응

① 91~100행: 조정 신료의 각성 촉구(사회 의식)

② 101~112행: 절망감, 자괴감 고백과 극복 의지 표명(자기 표현)

작품은 제목과 같이 龍·蛇 두 해 동안에 작가가 직·간접적으로 체험한 일을 기록하

고 탄식했다. 먼저 ⑴에서 작가가 탄식하게 된 배경을 개괄하고, ⑵에서 전란에 개

입한 각 집단의 행적을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⑶에서 전란이라는 문제 상황에 대한

작가 자신의 대응을 제시하면서 작품을 마무리했다. 선행연구에서 지적했듯이 작가

의 개인적인 체험에 집중하기보다는 임진왜란 당시에 벌어진 사실을 증언하고 논평

하고자 했다.32) 특히 ⑵, ⑶에서 작가의 비판적인 사회 의식을 드러낸 부분이 작품

전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다음으로 ｢명월음｣의 전체적인 내용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⑴ 明月이 뜸

① 1~5행: 明月의 밝음을 예찬

⑵ 明月이 浮雲에 가림

① 6~15행: 明月과의 교감을 시도함

② 16~23행: 明月이 浮雲에 가려 빛이 희미해짐

⑶ 작가의 대응

① 24~33행: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와 실패

② 34~38행: 丹心을 지켜 다시 만날 것을 다짐함(자기 표현)

이 작품은 국가의 구심점이 전란으로 인해 흔들린 상황을 구름이 明月을 가린 상황

에 비유해 한탄했다. 천상계의 존재를 그리는 여성 화자를 설정한 점에서 전대의

忠臣戀主之詞 모티프를 계승했다. 다만 연모의 대상이 남성인 ‘임’이 아니라 ‘明月’

로 설정된 점이 다르다. ⑴에서 시적 대상으로 明月을 제시하고, ⑵에서 그와 교감

32) 고순희, 앞의 논문, 337~339면; 박이정, ｢17세기 전반기 가사 문학 연구｣, 서울대학교 박
사학위논문, 2015, 111~1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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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는 시도가 浮雲으로 인해 실패한 정황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⑶에서 明月에

대한 변함 없는 마음을 노래하며 작품을 마무리했다. 동일한 모티프를 취한 전대

작품의 시어를 자주 사용했다.

朴仁老(1561~1642)의 ④ ｢太平詞｣는 종전 무렵인 1598년(선조31) 작가가 모시고

있던 경상우도 병사 成允文(생몰년 미상)의 명령으로 진중에서 창작되었다. 그리고

⑤ ｢船上歎｣은 1605년(선조38) 작가가 부산진에서 수군으로 복무하고 있을 때 창작

되었다. 두 작품 모두 작가의 문집인 목판본 蘆溪先生文集에 수록되어 전한다. 임
진왜란 직전에 별시위의 직을 맡고 있던 작가는 전란이 발발하자 정세아의 막하에

서 의병 활동에 참여했다. 그리고 정유재란이 발발한 이듬해인 1598년(선조31)에는

울산에 주둔하고 있던 성윤문의 요청으로 그의 막하에서 활동하며 공을 세웠다. 종

전 직후인 1599년(선조32)에 무과에 급제하였으며 이후 수군으로 복무했다.33) ｢태평

사｣는 정유재란 당시 작가의 참전 체험을, ｢선상탄｣은 종전 직후 부산진에서의 국

방 체험을 다루었다.

먼저 ｢태평사｣의 전체적인 내용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⑴ 임진왜란의 전황

① 1~14행: 華가 夷의 침략을 받은 데 대한 안타까움(대외 인식)

⑵ 참전 체험

① 15~19행: 창의 이후 명군을 만나 전력을 정비함(자기 표현)

② 20~29행: 아군의 활약상( 〃 )

⑶ 종전에 대한 심회

① 30~34행: 임금에 대한 송축(자기 표현)

② 35~51행: 忠을 실천하다가 종전을 맞은 기쁨( 〃 )

⑷ 앞으로의 전망

① 52~66행: 忠孝 실천의 다짐과 民을 향한 권유(자기 표현, 사회 의식)

② 66~72행: 태평성대의 기원(사회 의식)

작품은 ‘太平’으로 지칭된 종전을 맞이하기까지의 내력을 형상화하고, 앞으로도 태

평이 지속되기를 기원했다. 먼저 ⑴에서 전란이 발발하고 태평이 깨어진 상황을 제

시하고, ⑵와 ⑶에서 각각 참전 체험과 심회를 노래했다. 마지막으로 ⑷에서 작가와

民, 그리고 전후 조선 사회 전체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며 작품을 마무리했다.

33) 박인로의 생애에 대해서는 이상보, 蘆溪詩歌硏究, 二友出版社, 1978에서 상세하게 논의
했다. 그리고 최현재, ｢朴仁老 詩歌의 現實的 基盤과 文學的 指向 硏究｣, 서울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2004에서 선행연구의 오류를 정정했다. 특히 전란가사 창작 당시 박인로의 활
동에 대해서는 이종문, ｢蘆溪 朴仁老 文學의 創作 空間과 遺蹟 關聯 몇 가지 探索｣, 大
東漢文學 29, 대동한문학회, 2008에서 상세하게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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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직후 진중에서 창작되어 태평성대 회복의 전망을 노래한 점에서, 전란 중에

창작된 ｢용사음｣과는 차이가 있다.34) 선행연구에서 지적했듯이 기존의 유교 이념에

근거한 발언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로 한문 어투를 구사했다.

다음으로 ｢선상탄｣의 전체적인 내용 구성을 살펴본다.

⑴ 국방 체험

① 1~7행: 일본과 가까운 영해를 순시하며 느끼는 긴장감(자기 표현)

⑵ 日本에 대한 심회

① 8~14행: 처음 배를 만든 일을 한탄함(대외 인식)

② 15~27행: 日本의 존재에 대한 증오심과 불안감( 〃 )

③ 28~44행: 전선을 타고 있는 처지에 대한 탄식(자기 표현)

⑶ 문제 상황에 대한 대응

① 45~62행: 憂國丹心의 상기와 전란 발발 시 활약의 다짐(자기 표현)

② 63~65행: 日本에게 항복을 권유함(대외 인식)

③ 66~70행: 태평성대에 대한 바람(사회 의식)

작품은 전운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전선에 올라탄 처지[船上]를 탄식하고, 문제

상황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노래했다. ⑴에서 작가가 탄식하게 된 배경을 제

시하고, ⑵에서 조선과 日本 사이에 전운이 가시지 않은 상황을 탄식한 다음, ⑶에

서 문제 상황에 대한 작가 자신의 대응을 보여주며 작품을 마무리했다. 日本에 대

한 적개심과 경계심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탄식을 노래한 점에서 종전 직후의 기

쁨을 표현한 ｢태평사｣와는 차이가 있다.35) 한편 표현 면에서는 ｢태평사｣와 유사·동

일한 전고 및 어구의 활용이 빈번하게 나타난다.36)

⑥ 安仁壽(생몰년 미상)의 ｢安仁壽歌｣, 白受繪(1574~1642)의 ⑦ ｢和京都人安仁壽歌｣

와 ⑧ ｢在日本長歌｣는 백수회가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한 1600년(선조33) 이전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세 작품 모두 백수회의 문집인 목판본 松潭遺事에 수록

되어 전한다. ｢화경도인안인수가｣는 ｢안인수가｣에 和答한 것이고, ｢재일본장가｣는

이들과는 별도로 창작된 작품이다. 안인수에 대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백수회는

임진왜란 당시 고향인 경상도 양산에서 붙잡혀 日本으로 끌려갔다. 이후 일본군 선

봉장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 1558?~1600)의 조카인 죠 에몬(長右衛門)의 집에서 포

로 생활을 했다. 뒤에 끌려온 강항의 목숨을 구해준 바 있어 看羊錄에 그의 이름

이 언급되었다.37)

34) 김용찬, ｢<태평사>의 내용 구성과 미적 형식｣, 韓國文學論叢 29, 한국문학회, 2001,
12~13면.

35) 이상보, 앞의 책, 104면.
36) 최현재, 앞의 논문, 7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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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수가｣와 ｢화경도인안인수가｣는 당대에 창작된 여타 가사 작품에 비해 길이

가 매우 짧다. 전자는 적국에서 느끼는 고립감을, 후자는 여기에 爲國하는 마음을

더하여 노래했다. ｢재일본장가｣는 총 18행 구성으로 앞의 두 작품에 비해서는 장편

을 확보했지만, 다른 가사 작품과 비교하면 길이가 짧다. 전반부 1~10행에서는 포로

생활 중에 느낀 낯설고 비참한 심회를, 후반부 11~18행에서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

을 노래했다. 세 작품 모두 포로 생활 중에 느낀 정서를 노래하여 여타 전란가사

작품들에 비해 서정성이 두드러진다.

⑨ ｢丙子亂離歌｣는 작가가 전하지 않는다. 林慶業(1594~1646)이 가도 정벌에 참여

한 사실이 언급된 것을 고려할 때 창작 시기는 병자호란 직후인 1637년(인조15) 4월

이후로 추정된다. 병자호란 당시 한양 백성들의 피란 장면과 함께 작가의 피란 체

험을 형상화한 것으로 보아 작가는 도성 인근에 거주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유교식 제례를 봉행하기 위한 물품을 챙겨 피란을 떠난 것으로 보아 성리학 연마와

실천을 중히 여긴 사대부층으로 추정된다. 1909년(융희3)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사와 한시 작품집 海東遺謠에 수록되어 전한다.38) 병자호란 체험, 특히 피란 체

험을 다룬 유일한 전란가사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작품의 전체적인 내용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⑴ 전란 발발 당시의 상황

① 1~25행: 전황 개괄, 民의 바람을 저버린 조정 신료 비판(대외 인식, 사회 의식)

⑵ 작가의 피란 체험

① 26~38행: 작가 가족의 피란 체험(자기 표현)

② 39~48행: 피란한 임금의 처지를 상기하며 슬퍼함( 〃 )

⑶ 항복 전후의 상황

① 49~65행: 강화도 방어를 소홀히 한 조정 신료 비판(사회 의식)

② 66~80행: 항복하여 明을 배신한 데 대한 절망감(대외 인식)

③ 81~85행: 왕자가 淸에 포로로 끌려간 데 대한 슬픔( 〃 )

⑷ 해결 방안의 제시

① 91~95행: 淸에 굴복하지 않은 三學士를 기림(대외 인식)

② 96~102행: 明 중심의 국제 질서를 돌이키는 데 동참할 것을 권함( 〃 )

제목에 나타나듯이 ‘丙子亂離’ 당시의 상황을 총체적으로 다루었다. ⑴에서 전란 발

37) 백수회의 생애에 대해서는 박영주, ｢임진왜란의 포로체험을 진술한 송담 백수회｣, 오늘
의 가사문학 23, 고요아침, 2019에서 그 일단을 정리했다.

38) 海東遺謠는 이혜화, 앞의 논문에서 처음 소개했다. 손태도·정소연 엮음, 해동유요 영
인본, 박이정, 2020에서 자료의 성격과 문학사적 의의에 대해 상세하게 논의하고 영인본
을 수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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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당시의 상황을 개괄하고, ⑵에서 난리의 결과로서 작가의 피란 체험을 형상화했

다. 이어서 ⑶에서 강화도 함락과 인조의 항복 당시 상황을 개괄하고, ⑷에서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사대부로서 작가가 내면화한 유교 사상을 드러내는 한

편, ｢용사음｣과 마찬가지로 현실 비판의식을 드러낸 것이 주목할 만하다.39)

이상에서 작품별 창작 배경과 내용 및 형식의 개요를 검토했다. 전란가사 작품들

은 저마다의 창작 배경을 반영하여 전란에 대한 다채로운 인식을 표현했다. 이때

창작 배경이라 함은, 창작 배경이 된 전란과 전란 기간 중의 창작 시점, 전란 당시

작가의 체험과 작가의 신분 등을 포함한다. 하지만 기존 연구는 작품의 창작 배경

가운데 작가의 신분이 사대부층이라는 사실에 주로 주목했다. 그리하여 전대 사대

부 시가와 마찬가지로 유교 이념에 대한 지향이 드러나는 부분을 조명했고, 이는

작품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이어졌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전란가사와 그 창작

배경의 일면에만 주목하여, 전란가사의 전모를 실상에 맞게 밝혀내지 못한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에 본고는 대외 인식, 사회 의식, 자기 표현으로 분석의 대상을 세

분화하고, 전대 작가 의식의 지속과 변모를 중심으로 전란가사의 작가 의식을 자세

하게 분석한다. 다음 장부터 전술한 순서대로 분석을 진행하도록 한다.

39) 이혜화, ｢｢海東遺謠｣ 歌辭 個別作品考(1) -丙子亂離歌, 雲林處士歌-｣, 漢城語文學 9, 한
성대학교 한성어문학회, 199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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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대외 인식의 지속과 변모

본 장에서는 전란가사에 나타난 대외 인식의 특징과 그에 반영된 작가 의식을 분

석한다. 전란가사는 16·17세기 明 중심의 동아시아 국제 질서가 재편됨에 따라 조

선이 日本, 淸과 치른 국제전을 소재로 취했다. 이에 전황을 개괄하거나 전란 중에

목도한 적군의 행태를 묘사한 대목 등에서 자국과 타국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드

러냈다. 이는 전기 사대부가사의 것을 지속한 것과 그에서 변모하는 양상을 보인

것으로 대별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대외 인식이 나타난 부분의 내용 및 형식상

특징을 지속과 변모를 중심으로 차례로 고찰한다. 나아가 그에 반영된 작가 의식을

도출하고, 작품의 창작 시점과 전란 당시 작가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작가 의식의

의미를 밝힌다.

제1절 華夷觀에 근거한 피아 인식

훗날 조선을 건국하는 고려 말의 신진사대부는 성리학과 함께 華夷觀을 수용했

다. 그리하여 조선을 건국한 뒤에 中華의 유교 문물을 구현하여, 조선이 문명국으로

거듭나도록 애썼다. 中華의 나라인 明 중심의 국제 질서에 편입되어 국가의 정체성

을 찾는 한편 정권의 안정을 도모한 것이다. 이처럼 華夷觀에 근거하여 자국의 정

체성을 인식하는 태도는 고려 시대 시가에서부터 확인된다. 다음은 高麗史 樂志
俗樂條에 수록된 고려 시대의 가요 ｢大同江｣에 대한 기록이다.

周의 武王이 殷의 태사 箕子를 조선에 봉하자, 여덟 조목의 교화를 베풀어

예속을 일으키니 조정과 민간에 아무 일이 없었다. 인민들이 기뻐하여 대동

강을 黃河에 비기고 永明嶺을 嵩山에 비겨서 그 임금의 덕을 송도하였다. 이

노래는 고려조에 들어온 뒤에 지어진 것이다.40)

위의 기록을 통해 가사가 전하지 않는 ｢대동강｣이 中華의 문물을 전해준 箕子를 송

축하는 노래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가 中華 문명권의 일원이 되어 태평성대를

구가한 데 대한 자부심을 표현한 것이다. 이처럼 華夷觀에 근거한 대외 인식을 반

영한 노랫말이 전파력이 큰 우리말로 지어지고 향유되면서 고려 시대부터 공감대를

40) “周武王, 封殷太師箕子于朝鮮, 施八條之敎, 以興禮俗, 朝野無事. 人民懽悅, 以大同江, 比黃
河, 永明嶺, 比嵩山, 頌禱其君. 此入高麗以後所作也.”(高麗史 樂志 俗樂條) 우리말 번역
은 여운필, 역주 고려사 악지, 도서출판 월인, 2011, 22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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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했다.

이후 유교를 국시로 삼은 조선이 개국하면서 태종 대에는 평양에서 기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제사를 거행했다. 조선을 華의 일원으로 인식하는 태도가 공식성과 구

체성을 띤 실천적 형태로 구현된 것이다.41) 이처럼 조선과 中華의 동질성에 대한

인식은 공식성을 갖게 되면서 당대인의 마음속에 더욱 깊이 내면화되었다. 그 결과

조선 건국 한 세기 뒤인 중종 대에 요동을 방문했던 역관 李和宗(생몰년 미상)은 ‘明

의 국경에 들어가면 부모의 나라같이 여겨 밤에 다녀도 도적 또한 해를 입히지 않

았다.’42)고 말할 정도였다. 당대인들이 양국 관계를 부모와 자식, 곧 가족으로 인식

했고, 이를 국왕 앞에서 표현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이다.

이처럼 조선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내린 자국 인식은 가사로도 표현되

었다. 다음은 성종~중종 대의 문인 李緖(1482~?)가 전라도 담양에 은거할 때 지은

강호가사 ｢樂志歌｣의 서두다.

崑崙一脈  러저 小中華로 드러올 졔

(…)

向明南面 卽位시니 仙李乾坤 王春이라

西周文物 八百이요 東魯衣冠 七十이라

唐虞太平 五百年의 湯武休治 一千載라

聖子神孫 繼繼承承 於千萬年 無窮이라43)

은거 생활에 대한 자부심과 포부를 노래하기에 앞서 조선에 구현된 華의 문물을 찬

양했다. 작품 첫 행에서 조선은 ‘小中華’로 지칭되었다. 조선과 中華가 동질적이라는

인식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44) 이어서 태조 이성계가 즉위하여 ‘唐虞’로부터

‘湯武’에 이르는 고대 중국의 유교적 이상 사회를 조선에 구현했으며, 후대 왕들이

이를 이어받아 태평성대가 끝없이 계속될 것이라 했다. 실존 인물과 그가 펼친 정

치를 근거로 小中華가 허명이 아님을 밝히고 조선이 華로 영원하기를 기원한 것이

다. 이처럼 자국의 정체성을 中華 문명권 안에서 찾고 있는 데서 작가가 내면화하

41) 조선 건국 초의 기자 존숭에 대해서는 배우성, 조선과 중화, 돌베개, 2014, 102~109면에
서 상세하게 논의했다.

42) 중종실록 81권, 중종 31년(1536) 4월 1일(을유) 4번째 기사. 16세기 조선 사대부층의
명나라 인식에 대해서는 계승범, 조선시대 해외파병과 한중관계, 푸른역사, 2009,
139~145면에서 상세하게 논의했다.

43) 작품 원문은 경인문화사에서 영인한 이서의 문집 夢漢先生文集 권1(文集編纂委員會
편, 韓國歷代文集叢書 2285, 景仁文化社, 1997)에 수록된 것을 따랐다.

44) 동북아역사재단 한국외교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40~41면에서는 小中華의 의미를 ‘예악
법도와 의관 문물을 모두 中華의 것에 따라 시행하여 인륜과 교화가 밝혀져 中華를 방불
케 하는 나라’라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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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華夷觀에 근거한 자국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대동강｣에 나타난 작

가 의식과 맥을 같이 한다.

한편 사대부층은 日本과 여진(淸) 등의 주변국에 대해서는 저들을 유교 문명의

교화를 받지 못한 夷로 인식했다. 그리고 유교를 국시로 삼은 조선이 저들보다 문

화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인식은 예비적 고찰에서 김성일, 신적도

의 격문을 통해 확인한 바 있다.

이처럼 고려 시대로부터 전란 당시까지, 사대부층의 시가와 산문에 두루 나타나

는 華夷觀에 근거한 대외 인식은 전란가사에서도 지속되었다. 예비적 고찰에서 살

폈듯이 참전 작가의 전란가사는 대체로 서사에서 작가가 참전한 전란의 전황을 개

괄하고, 본사에서 구체적인 참전 체험을 형상화했다. 이들 대목에서 작가의 대외 인

식이 나타난다. 먼저 서두에서 전황을 개괄하며 대외 인식을 드러낸 ｢태평사｣와 ｢

용사음｣의 경우를 살펴본다.

다음은 종전 직후에 창작된 박인로의 ｢태평사｣ 서두에서 임진왜란의 전황을 개괄

한 부분이다.

나라히 偏小야 海東애 려셔도

箕子 遺風이 古今 업시 淳厚야

二百年 来예 禮義을 崇尙니

衣冠 文物이 漢唐宋이 되야니45)

조선이 개국 이후 줄곧 ‘禮義’와 ‘衣冠 文物’을 받들어 中華 왕조인 ‘漢唐宋’과 동등

한 수준의 문화를 이룩했다고 자부했다. 특히 조선이 지리적으로 중원의 변경에 위

치함에도 이러한 성과를 이룩한 점을 강조했다. 이 점에서 조선은 중원의 주변부에

자리 잡은 동아시아의 여타 민족들(夷)과는 구별된다. 이러한 내용을 4행에 걸치는

긴 문장을 사용해 긴 호흡으로 표현함으로써 거룩한 역사에 어울리는 장중한 분위

기를 연출했다. 이때 조선과 中華를 연결하는 매개체로서 중국에서 도래한 ‘箕子’를

등장시킨 것이 눈에 띈다. 기자는 조선을 華로 인식할 수 있는 근거로서, 고려 시대

시가인 ｢대동강｣ 관련 기록에도 등장한 바 있다. 박인로 역시 전대의 華夷觀에 근

거하여 조선의 정체성을 인식한 것이다.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日本의 침략을 받은 직후 조선의 모습을 그렸다.

45) 본고에 인용한 임진왜란 배경 가사 7편과 박인로의 ｢누항사｣ 원문은 소재영·장경남 공
편, 壬辰倭亂 史料叢書: 文學 10, 국립진주박물관 기획, 아세아문화사, 2000에 영인된 것
을 따랐다. 이 자료집은 각 작가의 문집에 소재한 전란가사 작품들을 영인하여 모으고,
간략한 해제를 덧붙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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島夷 百萬이 一朝애 衝突야

億兆 驚魂이 칼빗조차 나니

平原에 사힌  뫼두곤 노파 잇고

雄都 巨邑은 豺狐窟이 되얏거

凄涼 玉輦이 蜀中으로 뵈와드니

煙塵이 아득야 日色이 열워니

聖天子 神武샤 一怒를 크게 내야

平壤 群兇을 一劍下의 다 버히고

風驅 南下야 海口에 더져 두고

窮寇을 勿迫야 몃몃 를 디내연고

앞서 조선을 ‘漢唐宋’에 비길 만한 문명국으로 형상화한 것과 달리, 일본군을 ‘島夷’

로 지칭했다. 저들이 유교 문명의 교화를 받지 못한 華 문명 바깥의 집단(夷)이라는

인식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그리고 저들에 의해 인명이 살상 당한 것[平原에

사힌 ] 외에, 문물이 파괴되고[雄都 巨邑은 豺狐窟이 되얏거], 종국에는 국가의 구

심점인 왕이 피란하게 된 상황[凄涼 玉輦이 蜀中으로 뵈와드니]을 열거했다. 전쟁 피해

가운데 특히 華의 정체성이 흔들린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여기서 작가가 임진왜

란을 夷가 華를 침략한 점에서 문제 상황으로 인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서 명군이 참전하고, ‘平壤’에서의 승전(제4차 평양성 전투, 1593. 2.)을 계기로

일본군이 남부 지역[海口]으로 철수한 상황을 요약적으로 제시했다. 전세를 역전시

킨 이 전투에 대해 당시 禮曹에서는 나라를 다시 세운 일(再造邦國)이라 높이 평가

하고 종묘와 사직에 고할 것을 주청한 바 있다.46) 박인로 역시 이러한 의의를 인정

하고, 전황을 개괄하면서 특별히 이 전투를 언급했다. 앞서 일본군을 ‘島夷’로 지칭

한 것의 연장선상에서 이 대목에서도 저들을 ‘窮寇’로 지칭하여 무시하는 태도를 드

러냈다. 명군의 지원에도 완전히 물리치지 못할 정도로 일본군의 세는 막강했다. 하

지만 이러한 사실과는 별개로 저들을 ‘窮’하다고 표현한 데서 역시 華夷觀에 근거한

우월감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명군의 참전 과정에 대한 인식이 주목할 만하다. ‘日月’과 ‘聖天子’는 창작

당시의 상황을 고려할 때 각각 조선의 선조와 明의 만력제를 가리킨다. 선조를 정

점으로 한 조선이 위기에 처하자, 만력제가 ‘一怒’하여 곧바로 파병한 것으로 서술

했다. 두 사건을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어미 ‘-(으)니’를 사용해 별도의 설명 없이 곧

바로 연결한 것이다. 그리하여 明이 망국의 위기에 처한 조선을 돕는 것을 당연하

게 여겼다고 서술했다. 中華인 明 역시 조선을 華의 일원으로 인식했음을 피력한

것이다.

46) 선조실록 권34, 선조 26년(1593) 1월 10일(을축) 1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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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명군의 참전에 대한 ｢태평사｣의 인식은 明의 신료들이 파병을 주장한 실

제 이유와는 거리가 있다. 다음은 만력제에게 조선에 파병할 것을 주청한 呂坤

(1536~1619)의 상소 가운데 일부다.

만일 日本이 빼앗아 차지한 뒤 조선 사람들을 병사로 삼고 조선 땅을 보급

처로 삼아 무리를 기르고 훈련하여 중국을 엿본다면, 나아가서는 조운을 끊

고 통창을 거점으로 우리의 식량 보급을 끊을 것이며, 물러나서는 전라도, 경

상도를 차지하고 평양을 지키면서 요동을 넘겨다볼 것입니다. 그러면 1년도

안 돼 北京은 가만히 앉아서 곤란에 처할 것이니 이는 국가의 커다란 근심입

니다.47)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저들은 조선을 明과 하나인 華의 공동체로 인식하여 파병

한 것이 아니었다. 그보다는 자국의 현실적인 문제, 곧 수도와 요충지의 방어를 위

해 파병을 결정했다. 따라서 만력제의 파병에 대한 ｢태평사｣의 인식은 사실과 일치

하지 않는다. 하지만 작품은 사실과의 합치 여부를 떠나 明 역시 조선을 하나의 공

동체로 여기고 도왔다고 서술함으로써 조선이 華라는 대외 인식에 설득력을 더했

다.

이상에서 ｢태평사｣가 작품 서두에서 전황을 개괄하면서 조선을 明과 동질적인

華, 日本을 夷로 대비한 것을 확인했다. 그리하여 작가는 夷가 華를 침략한 점에서

임진왜란을 문제 상황으로 파악했다. 이는 고려 말 이래로 지속된 사대부층의 華夷

觀에 근거한 것으로, 김성일의 격문에서도 확인했듯이 당대 사대부층 대부분이 갖

고 있던 문제의식이다. 그렇다면 작가가 中華 사상에서 비롯된 전대의 대외 인식을

지속한 이유는 무엇인가. 박인로는 임진왜란 발발 직후 의병 활동에 참여했고, 정유

재란 당시에는 관군에 합류하여 전장에서 일본군의 전력을 체감한 바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관념적인 작가 의식을 유지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태평사｣의 창작 목적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다. 예비적 고찰에서 살폈듯

이 ｢태평사｣는 작가의 상관이었던 경상우도 병사 성윤문의 명으로 진중에서 창작되

었다. 구체적인 향유의 장면을 상정할 수는 없지만, 선행연구에서 작품에 부기된 창

작 배경과 ‘凱歌를 아뤼오니’와 같은 시구를 통해 전쟁의 승리를 축하하는 의식에서

불렸을 가능성을 제기했다.48) 이처럼 종전 직후 다수의 군중들이 향유하기 위해 작

품을 창작했다는 추정은 ｢태평사｣의 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일리가 있다. ｢태평사｣

는 본사에서 아군의 활약상을 형상화하고, 결사에서 전후 조선이 전란 이전의 문물

을 복원하여 태평성대를 구가하기를 기원했다. 박인로는 당대 조선 사람들로 하여

47) 한명기, 앞의 책, 32면에서 인용한 여곤, 去僞齋集 권1, ｢憂危疏｣의 내용을 재인용했다.
48) 김용철, 앞의 논문,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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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승리했다는 자부심을 고취하고, 전후 태평성대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

기 위해 ｢태평사｣를 창작한 것이다.

다음은 ｢태평사｣의 결사에서 전후 조선의 태평성대를 기원한 부분이다.

天運 循環을 아옵게다 하님아

佑我 邦國샤 萬世無疆 눌리소셔

唐虞 天地예 三代日月 비최소셔

於萬 斯年에 兵革을 그치소셔

耕田 鑿井에 擊壤歌을 불니소셔

만물을 주재하는 ‘하님’을 청자로 설정하고, ‘-소셔’로 종결되는 기원의 형식으로

화자의 바람을 드러냈다. 기원의 내용은 하늘이 조선을 보우하여 ‘唐虞 天地’와 ‘三

代 日月’이 가리키는 고대 중국의 치세가 조선에 구현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영원토

록 ‘兵革’이 없고, 백성이 ‘擊壤歌’를 부르며 근심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이 조성되기를 염원했다. 전후 조선이 중국사의 치세를 닮기를 바라는 마음은 서두

에서 조선의 문물을 중국 ‘漢唐宋’ 왕조의 그것에 비견한 것과 연결된다. 조선이 華,

곧 문명국이라는 인식은 조선이 저들보다 문화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자부심을 고취

하는 데 유리하다. 그리고 이러한 자부심은 中華를 닮았던 전란 이전의 태평성대가

복원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하는 데도 유리하게 작용한다. 곧 작가는 종전 직후 다

수의 조선 군중에게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기 위해, 이에 유리한 華夷觀에 근거한

대외 인식을 가사로 노래한 것이다.

다음으로 전란 중에 창작된 최현의 ｢용사음｣ 서두에서 임진왜란 발발 이후 2년간

의 전황을 개괄한 부분을 살펴본다. ‘임진년과 계사년의 일을 한탄한다’고 제목을

붙였듯이, 전란이 한창인 상황에 대한 한탄으로 작품을 시작했다.

내 타신가 뉘 타신고 天命인가 時運인가

져근덧 이예 아모란 줄 내 몰래라

百戰 乾坤애 治亂도 靡常고

南蠻 北狄도 녜브터 잇건마

慘目 傷心이 이대도록 돗던가

‘-가’, ‘-고’의 의문문 형식을 활용하여 전란이 발발한 원인과 피해의 심각성에 대해

자문했다. 하지만 화자는 질문을 던져 놓고 답을 찾지 못한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전란 피해에 대한 당혹감을 감지할 수 있다. 피해의 참혹함과 그로 인한 심경은 ‘慘

目 傷心’이라는 시구로 집약했다. 이는 중국 中唐 시대의 시인 李華(715~766)가 한족

왕조와 흉노 간의 전쟁을 소재로 지은 ｢弔古戰場文｣의 구절 ‘傷心慘目, 有如是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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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일부를 인용한 것이다. 조선-日本 간의 전쟁에서 중국 한족 왕조(華)와 그들

이 夷로 인식한 주변 민족 간의 전쟁을 연상한 것이다. 이러한 연상은 임진왜란의

참혹한 정도를 견주어 볼 대상으로 한족(華)과 ‘南蠻 北狄’(夷) 간의 전란을 떠올린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한족 왕조와 주변 민족이 치른 구체적인 전쟁의 사례를 제

시했다.

城彼朔方49)니 王室이 尊嚴고

雪恥除兇50)니 胡越이 一家러니

皇綱 不振야 陰盛 陽衰니

劉聰의 발의 肝腦 塗地고

石勒의 람 긋 雲霧 四塞니51)

宋齊梁陳에 南北을 뉘 分료

萬里 峨嵋예 行次도 窘迫샤52)

錢塘 寒月이 녯 비치 아니로다

흉노족 왕조가 중원을 차지하여 한족 왕조인 ‘宋齊梁陳’이 남쪽으로 물러갔던 일,

安史의 난(755~763)으로 唐 현종이 四川[峨嵋]으로 피란한 일을 예로 들었다. 이들은

모두 한족이 夷로 인식한 민족과 전쟁을 치른 결과 한족 왕조가 망국의 위기에 내

몰린 사건이다. 이 사건들을 정확한 고유명사를 들고 경전과 역사서의 구절을 인용

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했다. 조선은 임진왜란 전에 삼포왜란(1510, 중종10), 을묘왜변

등 日本과 이미 여러 차례 국지전을 치렀다. 하지만 ｢용사음｣은 임진왜란을 중국사

의 전쟁에 견주었다. 여기서 작가가 조선과 중국의 역사를 하나의 갈래로 파악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곧 조선과 중국이 동질적인 華라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그

리고 중국사 가운데 특히 한족과 주변 민족 간의 전쟁을 떠올린 데서 작가가 임진

왜란을 夷가 華를 침략한 사건으로 인식한 것을 알 수 있다. ｢태평사｣와 같이 전대

의 華夷觀에 근거하여 조선과 日本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전란을 문제 상황으로 파

49) 詩經 小雅 ｢出車｣의 “天子命我 城彼朔方 赫赫南仲 玁狁于襄.”라는 시구 가운데 일부를
옮긴 것이다. 이 작품은 중국 周 대에 왕명으로 축성하여 오랑캐를 막은 사실을 소재로
지은 것이다.

50) 通鑑節要 권38에 수록된 중국 唐 태종의 시구 “雪恥酬百王 除兇報千古” 가운데 일부를
옮긴 것이다. 이 작품은 태종이 이민족인 勅勒에게 항복 받은 것을 기뻐하여 지은 것이
다.

51) ‘劉聰’과 ‘石勒’은 중국 남북조 시대에 북조를 통치했던 흉노족 출신의 임금들이며, ‘宋齊
梁陳’은 동시대에 남조에 성립했던 한족 왕조의 이름이다.

52) ‘峨嵋예 行次’는 唐 현종이 安祿山(703?~757)과 그의 부장 史思明(?~761)이 일으킨 반란
을 피해 수도 長安을 떠나 四川으로 피란했던 일을 가리킨다. 안록산의 아버지는 이란계,
어머니는 돌궐계의 인물이었다고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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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한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이어서 임진왜란의 전황을 개괄한 부분에서도 계속된다.

中國도 이러커니 四夷니소냐

一片 靑丘에 몃 번을 뒤져겨

九種 三韓이 언제만 디나가뇨

我生之初애 兵革을 모더니

그 덧의 고쳐 도야 이 亂離 만나관댜

衣冠 文物을 어제 본 것마

禮樂 絃誦을 젼혀 업다

生甫及申을 山岳도 앗기더니

島夷 醜種을 뉘라셔 胚胎고

猛虎 長鯨이 山海를 흔들거

東西南北에 뭇 싸홈 니러나니

밀티며 취티며 말할시고 일할셰고

중국사의 전란을 예로 든 데 이어서, 우리나라의 고대사 역시 중국사와 마찬가지로

전쟁의 연속이었다고 했다. 그리고 조선이 개국하여 ‘兵革’을 모르는 태평성대를 구

가하던 중에 日本이 조선을 침략했다고 하고, 임진왜란의 전황을 요약적으로 제시

했다. 이때 ｢태평사｣와 같이 일본군을 ‘島夷’로 지칭하고, 저들이 ‘衣冠 文物’, ‘禮樂

絃誦’로 대표되는 유교 문물을 파괴한 자리에 ‘亂離’만이 남았다고 했다. 전란의 참

상을 개괄하면서 특히 유교 문물의 파괴를 문제 삼은 것이다. 유교 문물이 곧 華의

문물이라는 점에서 이 대목에서도 華夷觀에 근거한 대외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작가 최현이 高應陟(1531~1605), 김성일과 같은 영남 거유의 문하에서 수학한 사실은

그의 문학 연구에서 일찍부터 지적된 바 있다.53) 전란 이전에 유학을 연마하는 데

전념했던 경험은 작가가 華夷觀을 내면화하는 데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

다. 그 결과 전황을 개괄하는 자리에서 華夷觀에 근거한 문제의식이 표현된 것이다.

종전 이후에 긍정적 전망을 제시하기 위해 창작된 ｢태평사｣와 달리, ｢용사음｣은

전란이 교착 상태에 빠져있던 중에 창작되었다. 明의 대규모 파병에도 불구하고 일

본군을 자국 영토에서 완전히 몰아내지 못한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을 제시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대신에 작가는 선행연구에서 지적한 것처럼 전란

피해와 참상을 증언하는 데 집중했다. 일본군이 저지른 만행을 고발한 부분에서 華

夷觀에 근거한 대외 인식을 거듭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전란 중 각 집단의 모습을 형상화한 부분 가운데 일본군의 만행을 고발한

53) 이동영, 앞의 논문, 1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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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목이다.

朝宗 舊疆애 盜賊이 님재 도여

뫼마다 죽기거니 골마다 더듬거니

冤血이 흘너나 平陸이 成江니

乾坤도 뵈자올샤 避전혀 업다

先聖을 毁辱니 陵寢이라 安保며

아죽이거니 늘그니라 사라시랴

福善禍淫을 뉘라셔 올타더뇨

우연이 어려야 이 하미들러냐

‘盜賊’으로 지칭된 일본군이 일으킨 피해 상황을 열거했다. 그리고 ‘-뇨’, ‘-랴’로 종

결되는 독백의 형식으로 저들의 만행을 개탄했다. 먼저 지적한 것은 ‘冤血’이 ‘成江’

할 정도의 인명 피해다. 이어서 저들이 유교의 ‘先聖’을 모신 문묘와 선대 왕을 모

신 ‘陵寢’과 같은 유교 문물을 훼손한 사실을 지적했다. 이는 華夷觀에 근거하여 유

교 문물의 파괴를 문제 삼았던 서두의 문제 제기와 연결된다. 한양을 점령한 일본

군은 孔子를 배향한 성균관의 문묘를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성종과 중종의 왕릉을

파헤치고 시신을 불태웠다.54) 특히 왕릉을 파괴한 것은 유교 윤리의 가장 근본인

孝를 저버린 행태로, 피란지에서도 제사를 봉행한 조선의 사대부층에게는 인간이

차마 할 수 없는 짓이었다. 그 결과 당대 사대부층 사이에서는 ‘이제 선릉·정릉의

변고가 또 이와 같으니 온 나라의 臣民들이 왜적과는 한 하늘 아래 살 수가 없습니

다’와 같은 증오의 발언이 터져 나왔다.55)

당대 사대부층의 시각에서 일본군이 인간이 차마 할 수 없는 짓을 저지른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작품에서는 저들이 ‘아’와 ‘늘그니’까지도 무자비하게 살육한

상황을 그렸다. 군인이 아닌 민간인, 그 중에서도 남에게 위해를 가할 힘이 없는 노

약자까지 살상한 것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실제로 임진왜란 최초의 격전지인 동

래읍성의 해자에서는 이마뼈에 상흔이 있는 어린아이의 유골이 발굴되었다.56) 이처

럼 잔인한 일본군의 모습은 인간이 惻隱之心을 갖고 있다는 유교적 인간관에 부합

54) 1593년 4월 수복 이후 한양의 처참한 광경은 ‘종묘와 경복궁·창덕궁·창경궁의 세 궁궐,
종루의 각 관청과 성균관 등 대로 북쪽에 있던 건물들은 모두 자취를 찾을 수 없었고 불
타고 난 재만 남아 있었다’는 도체찰사 柳成龍(1542~1607)의 기록에도 남아 있다. “宗廟三
闕及鍾樓各司館學, 在大街以北者, 蕩然惟餘灰燼而已.”(유성룡, 懲毖錄 권2) 우리말 번역
은 유성룡 지음, 김시덕 옮김, 징비록, 아카넷, 2013, 439면 참조.

55) 선조실록 권37, 선조 26년(1593) 4월 13일(정유) 8번째 기사.
56) 동래읍성에서 출토된 임진왜란 관련 유물에 대해서는 최종혁·안성현, ｢동래읍성에서 본
임진왜란: 동래성 전투｣,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문 33, 한국고고학회, 2009에서 논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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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다. 작가는 일본군의 잔인한 행태를 고발함으로써 저들이 인간 이하의 존

재, 곧 夷임을 다시 한번 선명하게 부각했다.

화자는 일본군이 인간이 차마 할 수 없는 악행을 수없이 저질렀음에도 패망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만물을 주재하는 ‘하’을 의심하는 지경에 이른다. 일본군을 華

가 지향하는 유교 이념 자체를 뒤흔드는 불순한 존재, 곧 극단적인 夷의 모습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이처럼 저들이 유교 문명의 교화를 받지 못한 夷임을 극대화하여

보여줄 수 있는 소재를 선별한 데서, ｢용사음｣의 대외 인식이 전대의 華夷觀을 지

속하고 있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용사음｣은 일본군의 만행을 형상화한 다음, 명군 참전과 그 이후의 전황을

개괄했다.

두어라 엇지료 父母님 머시랴

天王이 震怒샤 六月에 興師니

三都掃淸니 中興이 거의로다

나가窮寇 要擊을 못런가

養虎 遺患을 엇졔 돗던고

李提督 雄兵을 어듸 가 對敵며

劉將軍 勇略으로 무일 못 일울고

위기에 처한 조선이 ‘父母’를 기다리고, ‘天王’이 ‘震怒’하여 병사를 일으켰다고 했다.

창작 당시의 상황을 고려할 때, 여기서 ‘父母’는 明을, ‘天王’은 만력제를 가리킨다.

조선과 明의 관계를 부모-자식, 곧 끊어질 수 없는 혈연관계로 표현한 것이다. 그리

하여 明이 파병한 것을 자식이 위험에 처한 것을 보고 부모가 ‘震怒’하여 나선 당연

한 일로 서술했다. 이러한 비유는 당대 사대부층 사이에 널리 퍼져 있던 것으로, 앞

서 중종 대 역관의 보고에서 살핀 바 있다. 이어서 명군 파병 이후 평양을 포함한

‘三都’를 수복한 일을 언급하고 ‘李提督’, ‘劉將軍’과 같은 명군 지휘관을 향한 기대

를 표현했다. 이처럼 조선과 明을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하고, 明에 대한 친밀감을

표현한 데서도 華夷觀에 근거한 대외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그 결과 ｢용사음｣에

서 명군의 파병 결정과 그들이 거둔 성과를 언급한 내용은 ｢태평사｣의 그것과 유사

성을 보인다.

華夷觀에 입각한 대외 인식은 참전 작가가 자신의 참전 체험을 형상화한 부분에

도 나타난다. 다음은 ｢남정가｣의 본사에서 참전 체험을 형상화하는 가운데, 일본군

의 동태를 그린 대목이다.

東城애 티라 賊兵을 구버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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已在目中이로다

閟彼明宮이 先聖의 所享이오

學士의 攸墍어

爰居爰處야 汚穢庭廡니

劇賊의 無道ㅣ 庚午年도 이러턴가

노프나 노픈 재 향교 뒤 향교 뒤해 잇단 말가57)

賊徒 隳突야 烏鵲戱 倡優戱

萬具 齊發니 聲振一城이로다58)

일본군은 ‘敵兵’이 아닌 ‘賊兵’으로 지칭되었다. 일본을 조선과 맞서는 대등한 존재

로 인정하지 않고 도적으로 비하한 것이다. 이는 ｢태평사｣와 ｢용사음｣에서 일본군

을 ‘窮寇’, ‘賊兵’ 등으로 지칭한 것과 통한다. 곧 작가는 상대를 가리키는 표현에서

부터 華夷觀에 근거한 우월감을 드러낸 것이다.

이어서 일본군이 향교[閟彼明宮]를 본영으로 삼고 대성전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을

묘사했다. 작품에 나타난 것처럼 당시 일본군 장수는 유교 성인의 신주를 모시는

의자 위에 앉아 지시를 내렸고, 병사들은 향교 마당에서 소리를 지르며 조선군을

희롱했다.59) 이러한 사실을 ‘烏鵲戱 倡優戱’, ‘聲振一城’ 등 감각적 이미지를 동원하

여 구체적으로 형상화했다. 그리고 적군의 행태를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에 어긋난

‘無道’한 것이라고 집약했다. 이때 ‘-가’로 종결되는 의문문의 형식을 활용하여 적군

의 행태를 개탄하고 향유자의 공감을 유도했다. 이처럼 적군의 행태 가운데 유교

문물을 파괴한 사례를 택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용사음｣이 일본군의 문묘 훼손을

문제 삼은 것과 통한다. 곧 ｢남정가｣ 역시 華夷觀에 근거하여 일본군의 존재를 인

식하고 전란을 문제 상황으로 파악한 것이다. 다만 ｢남정가｣의 문제 제기는 작가가

직접 목격한 사실을 형상화하여 ｢용사음｣에 비해 묘사의 구체성을 획득하고 있다.

華夷觀을 반영한 작가의 대외 인식은 전투 장면을 묘사한 데서도 등장한다.

莫我敢當이어 어라 드러온다

長槍을 네 브린다 大劍을 네 다

칼마자 사더냐 살마자 사더냐

天兵 四羅 내라 어갈다

春蒐 夏苗와 秋獵 冬狩

龍眠60) 妙手로 山行圖를 그려 내다

57) 최현재 옮김, 앞의 책, 489면에서는 ‘향교 뒤’라는 구절이 중복된 것을 두고 작품의 흐름
상 몇몇 구절이 탈락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58) 작품 원문은 김동욱, 앞의 논문, 1963에 수록된 것을 따랐다. 이 논문은 작품을 학계에
처음으로 소개하고, 南判尹遺事에 소재한 작품 원문을 수록했다.

59) 명종실록 권18, 명종 10년(1555) 5월 30일(계해) 1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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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 쉬오랴

전투 중에 아군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작가가 실제로 했을 법한 말들을 직접 인

용했다. 이러한 기법은 전장을 직접 보는 듯한 현장감을 더한다. 이어서 조선군이

일본군을 몰아낸 일을 사냥[山行]에 비유했다. 아군을 하늘의 보호를 받는 ‘天兵’으

로 지칭한 것과 대조적으로 일본군을 짐승에 비유한 것이다. 이러한 비유는 유교

문화권에서 유교 윤리를 모르는 사람을 가리켜 ‘禽獸’라고 일컫는 것과 관련하여 이

해할 수 있다.61) 그리고 앞서 일본군이 유교 문물에 무지하여 향교를 파괴한 일을

문제 삼은 것과도 연결된다. 전투는 아군과 적군의 군사력 대결이다. 하지만 작가는

전력이 아닌 유교 문물에 대한 이해 여부를 기준으로 적군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저들에 대한 우월감을 표현했다. 양사준 역시 유교 이념과 華夷觀을 내면화한 사대

부로서, 당대 사대부층 일반이 가졌던 대외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지금까지 전란가사가 자국을 中華와 동질적인 華로, 적국을 조선과는 구별되는

夷로 형상화한 것을 확인했다. 이는 고려 말로부터 이어진 華夷觀에 근거한 대외

인식을 지속한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전후 조선 사람들에게 자부심과 우월감을 고

취하고,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했다. 그리고 적군을 인간 이하

의 존재로 인식하여 아군과 구별하고, 저들에 대한 적개심을 극대화하여 표현하는

유용한 틀로 작용했다. 하지만 華夷觀에 근거한 대외 인식은 관념적인 성격을 가지

며 주변국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파악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그

리하여 저들의 강세를 더는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창작된 작품에 이르면 이러한

대외 인식은 변모하는 양상을 보인다. 다음 절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작품을 살펴본

다.

제2절 군사력의 격차 인정

전란가사 작품들은 교전국 각각이 유교 문명권의 내부 혹은 외부 가운데 어디에

위치하는가를 두고 아군과 적군의 정체성을 인식했다. 그리하여 유교 이념을 국시

로 삼은 조선이 적국보다 문화적으로 우위에 있음을 표명했다. 이는 당대 사대부층

일반이 공유하고 있던 華夷觀에 입각한 대외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전란의

승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병력, 무기의 수준 등과 같은 군사적인 역량 면에

서 조선은 적국보다 열세에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조선군이 수세에 몰렸던 을묘왜

60) 중국 北宋의 문인이자 화가인 李公麟(생몰년 미상)의 호다.
61) 小學을 바탕으로 한 초학자용 유교 교육서 四子小學에서는 ‘事親如此, 可謂孝矣. 不
能如此, 禽獸無異.’라고 하여 유교 윤리를 모르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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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과 임진왜란 개전 초기의 상황과, 끝내 淸에 항복한 병자호란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전란가사 가운데는 華夷觀에 근거한 대외 인식을 보여주면서도, 이와는 별

개로 저들의 군사력이 조선보다 우위에 있음을 인정한 작품들도 있다. 그 예로 ｢선

상탄｣과 ｢병자난리가｣에 나타난 대외 인식을 살펴본다.

｢선상탄｣은 박인로가 임진왜란 종전 7년 뒤인 1605년(선조38)에 日本과의 접경 지

역인 부산진에서 수군으로 복무하며 창작한 작품이다. 당시는 아직 日本과 국교가

재개되기 전으로 전운이 채 가시지 않은 시기였다. 이러한 분위기는 작품에 부기된

‘나라의 남쪽 국경이 아직 근심스러웠다’(時國家尙憂南陲)는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

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일본군이 철수하면서 종전을 맞이하

기는 했지만, 임진왜란 당시 조선은 日本 본토 정예군의 막강한 전력을 체감한 바

있었다. 박인로는 작품의 제목을 ‘-歎’으로 종결하여 불안정한 시국에 느끼는 근심

을 제목에서부터 강하게 노출했다. 이는 전기 사대부가사의 제목이 대체로 ‘–歌,

-(別)曲’으로 종결되어 작품이 가진 노래의 성격을 나타내는 것과 차이가 있다.

다음은 작품 서두에서 작가의 국방 체험을 형상화하고, 이어서 日本에 대한 심회

를 드러낸 부분이다.

늘고 病든 몸을 舟師로 보실

乙巳 三夏애 鎭東營 려오니

關防 重地예 病이 깁다 안자 실랴

一長劒 비기 고 兵船에 구테 올나

勵氣瞋目야 對馬島을 구어보니

람 조친 黃雲은 遠近에 사혀 잇고

아득滄波 긴 하과 빗칠쇠

船上에 徘徊며 古今을 思憶고

어리 미친 懷抱애 軒轅氏를 애노라

大洋이 茫茫야 天地예 둘려시니

진실로 아니면 風波萬里 밧긔

어四夷 엿볼넌고

전운이 가시지 않은 엄중한 분위기에서 임금의 명을 받아 ‘舟師’로서 日本과 가까운

영해를 순시하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一長劒’, ‘兵船’과 같이 전쟁과 관련 있는 시어

를 등장시키고, 日本의 영토 ‘對馬島’를 시선에 포착하여 긴장된 분위기를 형성했다.

국방 체험과 접경 지역의 광경은 화자로 하여금 불과 몇 해 전까지 계속되었던 전

란을 떠올리게 했다. 그리하여 화자는 日本의 침략 도구로 소용된 ‘’를 처음 만든

‘軒轅氏’에 대한 원망을 독백의 형식으로 표현했다. 그런데 화자는 이를 ‘어리 미친’

성격을 지닌 것이라 했다. ‘軒轅氏’와 ‘’가 화자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본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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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요인이 아님을 전제한 것이다.62)

어즈버 라니 秦始皇의 타시로다

비록 잇다 나 倭를 아니 삼기던들

日本 對馬島로 뷘 졀로 나올넌가

뉘 말을 미더 듯고 童男 童女를

그도록 드려다가

海中 모든 셤에 難當賊을 기쳐 두고

痛憤羞辱이 華夏애 다 밋나다

(…)

어즈버 각니 徐市 等이 已甚다

人臣이 되야셔 亡命도 것가

神仙을 못 보거든 수이나 도라오면

舟師 이 시럼은 전혀 업게 삼길럿다

이어지는 대목에서 문제의 본질이 ‘倭’가 생겨난 데 있음을 깨달았다고 했다. ‘軒轅

氏’나 ‘’가 아닌 日本이 원망의 대상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리고 전쟁을 ‘痛憤

羞辱’이라 표현하고, 저들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

했다. 日本의 존재 자체를 문제 삼음으로써 저들에 대한 적개심을 표현한 것이다.

이때 日本의 침략으로 인한 피해가 ‘華夏’로 지칭된 明에까지 미쳤다고 했다. 이처

럼 임진왜란을 夷가 華 문명권을 침략한 사건으로 인식한 데서 華夷觀에 근거한 대

외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마찬가지로 박인로가 창작한 ｢태평사｣에 반영된

작가 의식과 통한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日本을 ‘難當賊’, 곧 맞서 싸워 이겨내기 어려운 존재라고 표

현한 것이 눈에 띈다. 저들을 여전히 도적의 무리로 비하하되, 군사력의 강성함은

인정한 것이다. 저들과의 군사력 격차를 인정한 이러한 표현은 실제에 기반한 대외

인식을 보여준다. 이는 ｢태평사｣에서 華夷觀에 근거하여 日本을 ‘賊徒’, 심지어는

‘窮寇’로 지칭하여 무조건 비하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日本에 대한 작가의 대외 인식 변화가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먼저 전란 당시 작가의 체험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다. 예비적 고찰에서 살폈듯

이 박인로는 임진왜란 동안 의병으로서, 관군으로서 전투에 직접 참여하여 일본군

62) 이러한 점에서 작품의 문면에 나타난 내용에 주목하여 ｢선상탄｣의 작가 의식이 ‘낭만적
의식’을 보인다고 분석한 기존 연구(민족문학사연구소 편, 한국고전문학작품론 3 고전시
가, 휴머니스트, 2018, 480면)는 재검토할 여지가 있다. 해당 부분에 대해 최웅, ｢<船上
嘆> 硏究｣, 한국고전시가작품론 2, 백영 정병욱 선생 10주기추모논문집 간행위원회,
1992, 682면에서는 ‘침략의 주체, 도구의 근원에 대한 원망’이 궁극적으로 ‘반일의 정서’를
뚜렷이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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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맞서 싸운 경험이 있다. 특히 제2차 울산성 전투에 참여한 경험은 ｢태평사｣에서

구체적으로 형상화한 바 있다. 이 전투에서 조·명 연합군은 성 밖으로 출격한 일본

군을 격파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저들의 강세에 끝내 성을 함락하지는 못했다. 이러

한 경험은 박인로가 日本의 막강한 군사력을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선상탄｣의 창작 시점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다. 이 작품의 창작

시점은 ｢태평사｣와 같이 일본군이 철수한 직후가 아닌, 종전 7년 뒤다. 전란이 종식

되고 짧지 않은 시간이 지났지만, 조선 정부는 포로 송환 문제 등의 전후 처리를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지 못했다. 임진왜란 이후 日本의 국력을 무시할 수 없는

외교적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은 조선 사람들이 문화적 우월감

이나 적개심과는 별개로 저들의 군사력을 인정하게 만드는 데 영향을 미쳤다. ｢선

상탄｣에 나타난 작가 의식의 변모 역시 당대인의 이러한 인식 변화를 반영한 것으

로 짐작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작품의 창작 배경 역시 日本에 대한 인식 변화를 작품에 표현하는 데

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 작품은 상관의 명으로 진중에서 창작된 ｢태평

사｣와 달리, 박인로가 개인적으로 창작한 작품이다. 따라서 작가는 전란 체험 이후

에 느낀 심회를 보다 진솔하게 표현할 수 있었다. 이러한 창작 상황 역시 작가가

日本에 대한 인식 변화를 은연중에 드러내는 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당해내기 어려운 전력을 보유한 日本이 언제든 재침할 수 있는 상황은 불안감을

불러일으켰다. 작가와 동일 인물인 화자가 느낀 불안감이 ‘舟師 이 시럼’이라는 시

구에 압축되어 나타난다. 日本의 강성함에 대한 인식에서 오는 불안감은 이어지는

부분에서 더욱 분명하게 표현되었다.

엇디우리 물은 板屋船을

晝夜의 빗기 고

臨風 詠月호 興이 전혀 업게오

昔日 舟中에 杯盤이 狼藉터니63)

今日 舟中에 大劒長槍이로다

가지 언마 가진 다라니

其間 憂樂이 서로 지 못도다

배 위에서 수군으로 복무 중인 ‘今日’의 ‘우리 물’과 풍류를 즐겼던 ‘夕日’의 문인들

을 대비했다. 둘은 ‘’를 타고 있다는 점에서 같다. 하지만 후자는 배 위에서 ‘杯盤’

63) 중국 北宋의 문인 소식(1036~1101)의 ｢赤壁賦｣ 가운데 “客喜而笑, 洗盞更酌. 肴核旣盡, 杯
盤狼藉”라는 구절을 활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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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놓고 즐긴 반면, ‘우리 물’은 손에서 ‘大劒長槍’을 놓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 묘사

에서 일본군이 철수하는 것으로 전란이 종식되었지만, 여전히 전쟁에 대한 불안감

에 시달렸던 당대 조선인들의 심경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불안감은 옛

사람들의 ‘樂’과 대비되는 ‘憂’라는 시어를 통해 직접적으로 표현되었다. 華夷觀에

근거하여 자부심을 표했던 ｢태평사｣와 달리, ｢선상탄｣은 군사력의 실제에 기반한

대외 인식을 반영함으로써 부정적인 정서를 솔직하게 드러낸 것이다.

日本의 군사력을 인정한 데서 오는 불안감은 작품 후반부까지 이어진다. 다음은

결사에서 전운이 가시지 않은 대내외 상황에 대한 작가의 대응을 드러낸 부분이다.

海醜 兇謀애 萬古羞을 안고 이셔

百分에 가지도 못 시셔 려거든

(…)

飛船에 려드러 先鋒을 거치면

九十月 霜風에 落葉 가치 헤치리라

七縱七禽을 우린못것가

蠢彼 島夷들아 수이 乞降 야라

降者 不殺이니 너를 구殲滅랴

吾王 聖德이 欲竝生 시니라

임진왜란의 피해를 ‘萬古羞’라고 표현했다. 앞서 임진왜란을 ‘羞辱’이라 표현한 것과

마찬가지로, 미개한 夷의 침략을 받아 華가 피해 입은 사실을 수치로 여긴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 상황에 대한 대응 방식으로 무력을 동원한 정벌을 떠올렸다.

日本을 힘없이 떨어지는 가을 ‘落葉’에 비유하고, 중국 삼국시대 제갈량과 맹획의

‘七縱七擒’ 고사를 인용하여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했다. 日本을 夷로 인식하고

저들에 대한 우월감을 표현한 데서 華夷觀에 근거한 대외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한 뒤에 곧바로 저들에게 ‘欲竝生’의 뜻을 내비

친 것이 눈에 띈다. 비록 ‘乞降’이라는 조건을 내걸었지만 공존하고자 한다는 메시

지를 전달한 것은 앞서 日本의 존재 자체를 문제 삼고 저들을 전멸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과 어울리지 않는 너무나 급격한 태도 변화다. 하지만 이러한 변

화는 앞서 日本의 군사력을 인정한 것을 고려하면 어색하지 않다. ‘難當賊’을 무력

으로 압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화자는 잘 알고 있다. 이러한 상황

에서 전쟁 재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법은 저들과 평화를 유지하면서 공존

하는 길뿐이다. 따라서 작가는 복수를 통해 모욕감을 씻으려는 의지를 표현하는 한

편, 전쟁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평화적 공존이라는 대

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대응 방식은 ‘難當賊’이라는 지칭과 마찬가지로 아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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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군의 군사력 격차에 대한 실제적인 인식에 근거한 것이다. 이는 제1절에서 살핀

작품들에 나타난 대외 인식과는 성격 면에서 차이가 있다.

華夷觀에 근거한 대외 인식을 보여주면서도 실제에 근거하여 군사력의 격차를 인

정하는 작가 의식은 작자 미상의 ｢병자난리가｣에도 나타난다. 다음은 작품 서두에

서 병자호란 이전에 조선의 상황을 개괄한 부분이다.

天地 삼긴 後에 太平이 다 지나고

우리 님군 셔신 후에 맛초아 이샤

甲子年 李适變을 계요 구러 지후에

丁卯年 中亂離예 거의 망케 되엿드니

龍虎와 歃血야 和議을 일어시니

이제야 살니로다 무일이 이시리64)

‘李适變’과 ‘丁卯年 中亂離’를 언급하며 난리가 거듭되어 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 갔

던 상황을 요약적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정묘호란이 後金(훗날의 淸)과의 ‘和議’로 종

결된 것에 안도감을 표현했다. 이때 後金을 ‘龍虎’로 지칭한 것이 눈에 띈다. 이 표

현은 고려 시대 이래로 중앙군 부대에 붙인 ‘龍虎軍’, ‘龍虎營’ 등의 명칭에서 용례

를 확인할 수 있다. 곧 강한 군대를 비유하는 말로 쓰인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맥

락에 근거하여 ｢병자난리가｣에 사용된 ‘龍虎’의 비유 역시 後金의 강성한 군사력을

인정한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華夷觀에 근거하여 저들을 ‘夷’나 ‘賊’으로 비하하

지 않고, 군사력의 실제에 근거하여 정체성을 인식한 것이다. 이러한 대외 인식의

변모는 정묘호란 당시 後金에 의해 나라가 ‘거의 망케’된 상황을 경험한 데서 기인

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어서 병자호란 발발 직전과 직후의 상황을 개괄한 부분을 살펴본다.

廟堂에 안즌 븐 意氣도 놉플실샤

後事란 전혀 잇고 斥和을 믄져 니

범 갓튼 龍馬將軍 一當百 거이고

義州 鴨綠江을 呼吸 間에 건너오니

烽火을 뉘 보며 擺撥인들 뉘 젼리

八道徵兵이야 라온들 밋츨손가

병자호란 발발의 원인을 ‘後事’를 생각하지 않고 淸에 대한 ‘斥和’ 정책을 취한 ‘廟

堂에 안즌 븐’에게 물었다. 그리고 청군을 이끈 지휘관 잉굴다이(龍骨大)와 마푸타

64) 작품 원문은 손태도·정소연 엮음, 앞의 책, 144~149면에 수록된 영인본을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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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馬夫大)를 ‘범’에 비유했다. 이러한 비유는 앞서 후금군의 군사력을 인정하여 ‘龍虎’

에 비유한 것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龍馬將軍’이 이끈 청군의 진격 모습

을 묘사한 대목에서는 ‘呼吸 間에’ 건너왔다는 기습 사실만을 서술했다. 華夷觀에

근거하여 적군을 부정적으로 묘사했던 다른 작품과는 달리, 저들의 우수한 기동력

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만을 언급한 것이다.

이처럼 실제에 근거한 대외 인식을 반영하여 청군에 대한 부정적인 묘사를 자제

함으로써, 작가의 비판의식은 온전히 조정 신료들에게로 향한다. 인조 대의 조정 신

료들은 광해군이 明에 대한 義를 저버린 것을 명분으로 반정을 일으켰기에 淸에 대

해 적대적인 외교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정묘호란을 통해 後金의

전력을 체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에서는 排淸 기조를 유지했다. 이는 전란 발발

의 가능성을 배가시킨다는 점에서, 작가를 포함한 당대 조선 사람들이 가졌던 평화

에 대한 바람[무일이 이시리]과는 대비된다. 작가는 이처럼 민생이 아닌 정권

유지를 위한 명분을 앞세운 조정 신료들의 행태를 ‘意氣도 놉’다고 풍자했다. 군사

력의 실제를 반영한 대외 인식이 작가의 비판적인 사회 의식을 표현하는 데도 효과

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하지만 ｢병자난리가｣에 대외 인식의 변모만이 표현된 것은 아니다. ｢선상탄｣과

마찬가지로 華夷觀에 근거한 전대의 대외 인식을 지속하는 양상 역시 작품 곳곳에

드러난다. 다음은 후반부에서 淸에 항복한 이후 상황을 개괄한 부분이다.

明明大義을 다 니저 리시고

小小私情의 우연히 걸니세여

살곳지 널은 벌에 降碑을 셰우시니

禮義東方이 蠻貊이 되단말가

華의 일원이었던 조선이 ‘大義’를 잊어버리고 ‘蠻貊’(夷)과 다름없이 되었다고 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로 ‘降碑’를 세운 일을 거론했다. 정식 명칭이 ‘大淸皇帝功

德碑’인 이 비석은 병자호란 당시 청군의 선봉장이었으며 전후 대조선 업무를 담당

했던 마푸타가 건립을 제안한 것이다.65) 그의 제안에 따라 조선은 자발적으로 비석

을 세우는 형식으로 공덕비를 건립했다. 비석의 전면에는 한문이 아닌 만주어와 몽

고어로 작성된 비문을 새겼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았다.

소국(朝鮮)이 상국(淸)에게 죄를 지은 지 오래되었다. 기미년에 도원수 姜弘

65) 대청황제공덕비 일명 삼전도비의 건립 과정은 배우성, ｢서울에 온 청의 칙사 馬夫大와
삼전도비｣, 서울학연구 제38호,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10에서 상세하게 논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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立을 보내 明을 도왔다가 패하여 사로잡히자, 태조 황제께서는 강홍립 등 몇

사람만을 잡아두고 나머지는 모두 돌려보내셨으니 은혜가 이보다 큰 것이 없

었다. 그럼에도 소국이 미혹되어 깨닫지 못하므로 정묘년에 황제께서 장군을

보내 동쪽을 정벌하셨다.66)

자발적으로 건립하는 형식을 취한만큼, 비문은 조선을 주어로 설정하여 작성되었다.

조선은 소국으로 자처하며, 과거 파병하여 明을 도운 일이 잘못임을 인정했다. 이제

까지 華의 일원이자 부모로 인식해온 明을 배반하고, 그 사실을 한강 수로 교통의

요지인 ‘살곳지’에 비석을 세워 공표한 것이다.

유교 문물을 내세워 華를 자처하고 夷와 자국을 구별했던 조선이 ‘私情’을 앞세우

고 유교 윤리를 저버림으로써 오랑캐와 다름없이 되었다고 했다. 화자는 자국의 정

체성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느낀 수치심과 절망감을 탄식의 형식으로 표현했다. 차

마 그렇게 됐다고 단정적으로 서술하지 못하고 ‘-가’로 종결되는 의문문으로 문장을

끝맺었다. 이처럼 조선이 淸에 항복하여 明과 단교하게 된 상황을 華가 夷로 전락

한 것으로 인식한 데서 전대의 華夷觀에 입각한 작가 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은 비석을 세우는 데서 그치지 않고 淸이 명군을 정벌하는 데 병력을 지원했

다. ｢병자난리가｣는 이러한 사실에 문제를 제기하며 탄식을 이어갔다.

어와 可笑로다 義州府尹 可笑로다

믈나쥐 아니 믈고 政丞宅 을 므러

天朝에 結冤고 椵島에 先鋒니

나 기론 개라셔 발 촉을 믈러고야

三百年 事大誠을 一朝에 반고

壬辰年 皇恩을 오사 각하면

無知愚氓인들 뉘 아니 늣겨리

화자는 ‘椵島’ 정벌 당시 선봉에 선 ‘義州府尹’에게 냉소를 보냈다. 조·청 연합군의

선봉에 서서 명군을 공격했던 의주부윤 林慶業(1594~1646)을 비판한 것이다. 가도는

평안도 서쪽 끝에 있는 섬으로, 요동을 방어하다가 淸에 밀린 명군 일부가 주둔했

던 곳이다. 淸 태종은 병자호란 종전 당시 훗날 가도를 정벌할 때 조선이 병력을

지원한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곧바로 가도 공격을 지시했다. 화

자는 가도 정벌이 明에 대한 ‘事大誠’과 임진왜란 당시 만력제의 ‘皇恩’을 저버린 행

66) 비문의 우리말 번역은 최학근, ｢所爲 ｢三田渡碑｣의 滿文 碑文 註譯｣, 국어국문학 
49·50, 국어국문학회, 1970을 참고했다. 비문 곳곳에서 淸을 明 대신 상국[上國]이라 지칭
하고, 조선은 淸의 소국[小邦]을 자처했다. 그리고 조선의 왕을 어리석은 임금[寡君]으로
스스로 비하하고, 淸 황제의 은덕으로 살아났다고 서술했다.



42

동이라고 하며 향유자의 정서를 자극하고 공감을 유도했다.

하지만 가도 정벌에 대한 작가의 문제 제기는 이곳에 주둔한 명군과 한족이 조선

정부와 백성에게 저지른 만행을 고려할 때 현실과는 다소간 유리된 것이었다.

㈀ “여염을 약탈하고 강제로 밥을 달라고 하는데 어느 백성이 매우 가난해서

주지 못하자, 明의 유민의 시체를 가져다가 그 집에 버려두고 때려죽였다고

거짓으로 말하고는 마을 사람을 죄다 묶어놓고 가산을 빼앗아 갔습니다.”67)

㈁ “毛文龍의 진영에 보내는 쌀이 국가 경비의 3분의 1이나 됩니다.”68)

㈀은 가도에 머무는 明의 유민들이 조선의 민가를 약탈한 사건을 기록했다. 그리고

㈁은 가도에 주둔했던 明의 장수 모문룡이 무리한 요구를 하여 조선 정부가 막대한

지출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이처럼 당시 조선에서는 가도에 잔존한 明

세력이 자행하는 폐단에 대한 원망이 컸다. 하지만 작가는 이러한 사실은 배제한

채 조선이 가도의 명군을 공격한 것은 잘못이라는 생각을 피력했다. 明이 자행한

폐단에도 불구하고 작가는 華夷觀에 입각하여 저들을 무조건 긍정한 것이다. 이 부

분에 반영된 작가 의식의 관념적 성격을 고려할 때, 작품에 나타난 백성들의 ‘늣김’

은 사실 그대로를 그린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어서 ｢병자난리가｣는 淸으로 압송된 왕자들의 처지를 언급했다.

슬프다 世子大君 宋徽欽 되건지고

눈믈을 흘니면서 丹鳳門에 하직고

千里關山에 行色도 쳐량샤

내 나나 리시고 어라코 가시고

山城에 나믄 눈믈 細雨 섯거 리시니

大同江 린 믈리 萬頃蒼波 되어셰라

‘世子大君’이 ‘千里關山’을 지나 淸에 인질로 끌려가는 모습을 그렸다. 이때 왕자들

을 ‘宋徽欽’ 곧 거란족에 의해 변방으로 유배되었던 중국 宋代의 휘종, 흠종과 동일

시했다. ｢용사음｣과 마찬가지로 淸의 침략을 받은 조선의 상황을 한족 왕조의 수난

사와 연결 지은 것이다. 당시에 淸으로 끌려간 조선인 포로가 50만 명에 달했지만,

이들에 대한 문제는 작품에서 언급하지 않았다.

이어서 조선인들이 흘린 ‘눈믈’을 언급하며 왕자들을 떠나 보내는 애통한 심정을

노래했다. 이때 남한산성 근방을 흐르는 한강을 대신해 평양에 소재한 대동강을 언

67) 인조실록 권5, 인조 2년(1624) 3월 28일(임오) 2번째 기사.
68) 인조실록 권16, 인조 5년(1627) 4월 19일(을묘) 3번째 기사.



43

급한 것이 눈에 띈다. 이는 두 왕자와 함께 淸으로 압송되었던 척화파 대신 金尙憲

(1570~1652)의 시조에서 ‘가노라 三角山아 다시 보쟈 漢江水ㅣ야’69)와 같이 한강을

언급한 것과 비교하면 특징적이다. 작가가 대동강을 소재로 등장시킨 이유는 무엇

일까. 앞서 고려 시대 시가 ｢대동강｣ 관련 기록에서 살폈듯이 대동강 유역은 조선

의 사대부들이 기자가 중국에서 도래하여 도읍했다고 여긴 곳이다. 정부는 이곳에

서 국가 차원에서 제사를 지내며 華의 정체성을 되새겼다. 이러한 의미를 가진 장

소에 슬픔의 눈물이 흐른다고 표현함으로써, 작가는 두 왕자를 떠나보내는 슬픔에

華夷觀에 근거한 대외 인식을 반영했다. 조선이 기자 이래로 유구한 세월 동안 유

지해온 華의 정체성이 파괴된 데 대한 절망감을 표현한 것이다.

지금까지 전란가사 가운데 조선과 日本, 淸 간의 군사력 격차를 인정한 작품들을

살폈다. 이는 작가가 전란 중에 직접 목격하고 체험한 군사력의 차이를 인정한 것

으로 실제에 근거한 대외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이는 華夷觀에 입각한 전대의 관

념적인 대외 인식이 일정 부분 변모한 양상을 보여준다. 하지만 대외 인식의 변모

를 보여주는 작품에서도 한편으로는 전대의 華夷觀에 근거한 대외 인식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전란가사의 대외 인식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과도

기적인 양상은 전란의 충격으로 인해 사람들의 인식이 서서히 바뀌어 가는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69) 작품 원문은 18세기에 필사된 시조집 古今名作歌에 6번째로 수록된 것을 따랐다(김흥
규 외 편저, 고시조대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2, 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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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사회 의식의 지속과 변모

본 장에서는 전란가사에 나타난 사회 의식의 특징과 그에 반영된 작가 의식을 분

석한다. 전쟁은 국가와 국가 간의 무력 충돌을 동반하여 사회 전 영역에 영향을 미

친다. 이에 전란가사는 작가의 전란 체험을 다루면서 작가가 가진 사회 의식을 표

현했다. 이는 전후 조선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바를 제시한 것과 전란 당시의 사회상

을 비판적으로 돌아보고 피해의 책임을 따져 물은 것으로 대별할 수 있다. 전자는

주로 전대 사대부 시가의 사회 의식을 지속했으며, 후자는 전대 시가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사회 의식을 표현했다. 본 장에서는 사회 의식이 나타난 부분의

내용 및 형식상 특징을 지속과 변모를 중심으로 차례로 분석한다. 나아가 그에 반

영된 작가 의식을 도출하고, 전란 당시 작가의 신분 등을 고려하여 작가 의식의 의

미를 밝힌다.

제1절 王道 정치 실현의 이상

조선을 건국한 사대부층은 유교 이념을 국시로 삼았다. 출사한 관인으로서 治人

의 책무를 다하고자 한 사대부층은 유교에서 지향하는 王道 정치의 이상을 조선 사

회에 구현하고자 했다. 유교적 이상 사회에 대한 지향은 이들이 창작한 문학 작품

에도 반영되었다. 조선 전기 사대부 시가 가운데는 ‘오륜가’ 계열의 연시조가 이러

한 사회 의식을 보여준다.70) 五倫과 같은 유교적 교훈을 우리말로 노래하여 民을

교화하고, 작가가 꿈꾸는 유교적 이상 사회를 실현하고자 한 것이다.

오륜가 계열의 연시조 작품으로 鄭澈(1536~1593)의 ｢訓民歌｣가 대표적이다. 이 작

품은 작가가 강원도관찰사로 재직 중이었던 1580년(선조13) 무렵 백성들을 교화할

목적으로 창작한 것이다. 총 16수로 구성된 작품 가운데 작가의 사회 의식이 잘 드

러난 부분을 살펴본다.

님금과 百姓과 이 하과 히로

내의 셜운 이다 아로려 시거든

우린진 미나리혼자 엇디 머그리. <제2수>

70) 임주탁, ｢연시조의 발생과 특성에 관한 연구-<어부가>, <오륜가>, <도산육곡> 계열 연
시조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에서 16세기에 발생하여 조선 후기까
지도 지속해서 수용되고 새로운 작품으로 창작된 연시조의 주요 유형 가운데 하나로 ‘오
륜가’ 계열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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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도 다 새거다 호믜 메오 가쟈라

내 논 다 여든 네 논 졈 여 주마

올 길다가 누에 먹켜 보쟈라. <제13수>

제2수는 ‘님금’이 ‘百姓’을 사랑으로 대하고, ‘百姓’이 임금의 마음을 알고 감사하고

따르는 모습을 그렸다. 제13수는 백성들이 근면하게 농업에 전념하고 ‘논 ’는 일

을 서로 돕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작가는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가치를 강제하지

않고, ‘백성들끼리 일상을 통하여 노래하며 청유하는 형식’을 취해 창작 의도를 효

과적으로 달성하고자 했다.71) 그리하여 작가가 지향하는 이상 사회가 이미 구현된

모습을 작품에 형상화한 것이다. 이는 王道 정치가 실현되어 백성이 교화되고, 저들

의 생업이 안정된 모습을 담고 있다. 당대 사대부층 일반이 내면화하고 있던 유교

적 이상 사회에 대한 지향을 표현한 것이다.

전대의 사대부 시가에 나타난 유교적 이상 사회에 대한 지향은 전란가사에도 나

타난다. 다음은 ｢남정가｣의 결사에서 앞으로의 전망을 제시한 부분이다.

士女 百姓하 어어가 잇다가

모다곰 오나다

禾穀이 離離고 桑麻이 芃芃이로다

國富 民安야 太平을 리로다

화자는 전쟁이 끝나고 ‘士女 百姓’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그리며 이들을 반갑

게 맞았다. 이어서 풍년이 든 논밭의 모습[禾穀이 離離고 桑麻이 芃芃이로다]을

묘사했다. 풍년이 들면 백성들의 생업이 안정되어 ‘國富 民安’ 곧 나라가 부강해지

고 백성의 근심이 사라진다. 이는 王道 정치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다. 하지만

을묘왜변이 발발하기 닷새 전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호남에 흉년 피해가 극심해 군

량을 마련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72) 이처럼 흉년에 전쟁까

지 겹친 사실을 고려하면 작품 속 논밭의 모습은 실제가 아니다. 작가는 전란이 끝

난 뒤에 자신과 백성들이 희망하는 바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작품에 허구적 상황

을 형상화한 것이다. 작가는 이러한 방식으로 전후 조선이 유교적 이상 사회로 나

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냈다. 이때 백성을 청자로 설정하고 말을 건네는 표현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그들에게 유교 이념에 근거한 긍정적인 전망을 전달하고자 했

다.

｢태평사｣ 역시 ｢남정가｣와 마찬가지로 유교적 이상 사회에 대한 지향을 형상화했

71) 권두환, ｢목소리 낮추어 노래하기-송강 정철의 <훈민가>-｣, 한국고전시가작품론2, 백
영 정병욱 선생 10주기추모논문집 간행위원회, 1992, 538~539면.

72) 명종실록 권18, 명종 10년(1555) 5월 12일(을사) 1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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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음은 ｢남정가｣와 같이 결사에서 앞으로의 전망을 표현한 부분이다.

天無 淫雨니 白日이 더욱 다

白日이 그니 萬方애 비최노다

䖏䖏 溝壑애 흐터 잇던 老羸드리

東風 新鷰 가치 舊巢을 자 오니

首邱 初心에 뉘 아니 반겨리

爰居 爰處에 즐거옴이 엇더뇨

孑遺 生靈들아 聖恩인 줄 아다

聖恩이 기픈 아 五倫을 발켜라

敎訓 生聚ㅣ라 졀로 아니 닐어가랴

적군이 물러가고 복구할 채비를 갖추어가는 사회의 모습을 ‘淫雨’가 그치고 ‘白日’이

밝은 날씨에 비유하여 나타냈다. 임금의 덕을 상징하는 ‘白日’을 등장시키고 이것이

아래에 있는 ‘萬物’을 비추는 모습을 형상화한 데서, 임금을 정점으로 하는 유교적

이상 사회를 지향하는 작가 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서 ‘老羸’ 곧 전란으로 인

해 곳곳으로 흩어졌던 백성들에게로 시선을 향했다. 이들에게 살아서 고향으로 돌

아온 반가움과 즐거움이 어떠하냐고 물었다. 그리고 이들이 살아 돌아온 것이 ‘聖

恩’ 덕분임을 알고, ‘五倫’으로 대표되는 유교 윤리를 실천할 것을 주문했다. 그렇게

하면 ‘敎訓 生聚’하여 태평성대가 ‘절로’ 찾아올 것이라고 했다. ｢남정가｣와 마찬가

지로 民에게 유교적 이상 사회의 모습을 제시하며 긍정적인 전망을 전달한 것이다.

단,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오륜가 계열의 시조와 같이 民이 행해야 할 바를 직접

제시한 점은 ｢남정가｣와 차이가 있다.

｢태평사｣가 유교적 이상 사회에 대한 지향을 표현하는 데서 한 발 나아가, 향유

자로 하여금 유교 윤리를 실천할 것을 직접적으로 명령한 이유는 임진왜란의 피해

규모와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다. 임진왜란은 국지전이었던 을묘왜변과 달리 국토

대부분이 전란의 피해를 입은 전면전이었다. 특히 전란으로 인해 임금이 피란하여

지배층의 위신이 떨어지고, 그들이 주창했던 유교적 가치관이 붕괴된 것은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큰 문제였다. 다음은 임진왜란이 발발한 해에 백성들의 행태에 대

한 기록이다.

어떤 사람이 肅川府의 관아 기둥에 ‘大駕가 강계로 가지 않고 의주로 갔

다.’는 내용으로 글을 써놓았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에 대해 ‘寧邊 사람들이

왜적이 그 지방으로 올까 두려워하여 왜적으로 하여금 그 글을 보고 상이 있

는 곳을 알게 하려고 한 짓이다’라고 하였다. 이것이 비록 누구의 짓인지 알

수는 없으나 아마도 난민이 한 짓일 것이다.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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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들이 자기가 해를 입을까 두려워하여 왕을 배신하고 그 피란처를 누설하기까지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란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국가의 구심점인 왕을 향한 忠

의 윤리가 실종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지 이상적인

사회상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리하여 전란가사가 마치 오륜가 계열의

연시조와 같은 역할을 도맡은 것이다.

｢태평사｣가 유교 이념에 근거하여 전후 조선이 나아가야 할 이상 사회의 모습을

제시했다면, 종전 7년 뒤에 창작된 ｢선상탄｣은 전후 조선에 이러한 이상이 이미 구

현되었다고 했다.

太平 天下에 堯舜 君民 되야 이셔

日月 光華 朝復朝 얏거든

戰船 던 우리 몸도 魚舟에 唱晩고

秋月 春風에 놉히 베고 누어 이셔

聖代 海不揚波74) 다시 보려 노라

전후 조선 사회를 ‘太平 天下’라고 표현했다. 그리고 ‘堯舜’을 등장시켜 전후 조선을

유교적 이상 사회가 실제로 구현되었다는 고대 중국의 모습에 비유했다. 선조를 堯,

舜 임금에, 조선의 백성을 堯舜 시대의 백성에 비유한 것이다. 이 무렵 조선은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 덕에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정부의 적극적인 권농 정책과

사족층의 협조 덕에 개간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 결과 직접적인 전쟁 피

해 지역이었던 경상도까지도 종전 3여 년 뒤부터는 농업 생산량이 안정세를 회복했

다.75) 그리고 예비적 고찰에서 검토했듯이 왕릉과 종묘, 사직단, 문묘 등 파괴된 유

교 문물도 하나둘 복구되었다. 작가는 이처럼 백성의 생업이 안정을 되찾고 문물이

복원되어 가는 상황을 고대 중국의 치세에 비유한 것이다. 그리하여 전란만 종식된

다면 ‘魚舟’를 타고 ‘海不揚波’의 시대를 즐기던 예전의 일상으로 완전히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했다. 유교적 이상 사회에 대한 지향과 함께 평온한 일상을 되찾고자

하는 바람을 표현한 것이다.

지금까지 전란가사가 전후 조선에 王道 정치의 이상이 실현되기를 희망한 것을

73) 선조실록 권27, 선조 25년(1592) 6월 28일(병진) 2번째 기사.
74) 韓詩外傳에 수록되어 전하는 중국 周의 周公(기원전 1100~미상) 관련 고사에 등장하는
표현 “久矣, 天之不迅風疾雨也. 海不波溢也三年於玆矣. 意者中國殆有聖人, 盍往朝之” 가운
데 일부를 옮긴 것이다. 이 고사는 주공의 통치 시기에 주변국에서 周의 어진 정치에 감
복하여 조공을 바쳤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75) 김성우, ｢壬辰倭亂 이후 戰後復舊事業의 전개와 兩班層의 동향｣, 韓國史學報 제3·4호,
고려사학회, 1998, 295~29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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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했다. 이는 오륜가 계열 연시조에 나타나는 전대 사대부 시가의 사회 의식을

지속하여 반영한 것이다. 유교적 이상 사회에 대한 지향을 형상화한 것은 전후 복

구의 방향과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는 데 유용하게 작용했다. 하지만 문학 작품을

통해 이상 사회에 대한 지향을 지속적으로 표현한 것은 전란을 겪은 당대 사회가

이러한 이상과는 다른 모습이었음을 반증한다. 임진왜란이 종전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617년(광해군9)에 정부 주도로 ｢東國新續三綱行實圖｣가 대규모로 간행된 데서

도 이러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이상과 대비되는 당대 사회 현실

을 곧바로 다룬 작품들을 살펴본다.

제2절 조정 신료의 부도덕 비판

15세기 중반 세조가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즉위한 이후, 그를 도왔던 훈척 세력의

전횡으로 조선 사회에서는 사회모순이 점차 격화되었다. 훈척 세력이 위정자의 책

무를 다하지 않고 民을 수탈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데 골몰했기 때문이다. 지방에

경제적 기반을 둔 중소 지주로서 성리학을 연마한 일군의 사대부는 전횡을 저지르

는 조정 신료들에 대해 비판 의식을 가졌다. 사익을 우선하는 저들의 태도는 유교

에서 제시하는 바람직한 臣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훈척 세

력 및 저들과 결탁한 지방관과 무장에 대한 비판 의식을 儒疏를 통해 표현하고 중

앙으로 전달했다.

예비적 고찰에서 확인했듯 전란은 책무를 다하지 않는 조정 신료들에 대한 비판

의식이 더욱 심화되고 적극적으로 표현된 계기였다.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 郭再祐

(1552~1617)의 격문을 살펴보자.

도 안의 여러 의병들에게 통고하노라. 김수는 나라를 망하게 하려는 큰 반

역자다. 옛날의 법도를 따른다면 누구를 막론하고 그의 목을 베야 할 것이거

늘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감사의 과실은 입 밖에 내기도 어려운데 하물며

목을 베자고 말한단 말인가?”라고 한다. 이는 한갓 감사만 알고 임금은 모르

는 말이다. 왜적을 맞아들이고 서울까지 내주어 임금으로 하여금 피난을 가

게 하였으니 이를 어찌 감사라고 하겠는가. 팔짱을 끼고 앉아 나라가 망하는

것을 기뻐하니 이를 어찌 감사라고 하겠는가.76)

76) “播告道內義兵諸君子. 金睟乃亡國之一大賊也. 以春秋之義論之, 則人人得以誅之, 論者或以爲
道主之過, 猶不可言. 況欲斬首云乎哉. 是徒知有道主, 而不知有君父也. 迎賊入京, 使君父播遷
者, 謂之道主可乎. 袖手旁觀, 喜國之滅者, 謂之道主可乎.”(곽재우, 忘憂先生文集 권1, ｢通諭
道內列邑文｣) 우리말 번역은 오희복 옮김, ｢임진년 난리를 당하매｣, 보리, 2005, 7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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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우는 적과 결전을 벌이지 않고 저들의 진로를 피해 다닌 경상감사 金睟

(1547~1615)를 비판했다. 단순히 그의 행태를 지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의병들에게

그를 처단할 것을 주문하면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곽재우가 이처럼 조정

신료의 무책임한 행태를 직접적으로 비판할 수 있었던 것은 당대 여론이 조정 신료

들에게 부정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전란가사 역시 당대 사회 모순을 돌아보고, 외교와 국방의

책임자로서 소임을 다하지 않은 조정 신료들의 부도덕함을 지적했다. 당대 사대부

층의 비판적인 사회 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이는 전대의 사대부 시가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작가 의식이다. 이러한 비판적인 사회 의식은 현전하는 첫 전란가사인 양사

준의 ｢남정가｣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남정가｣의 서두에서 전란 발발 직전과 직후 조선의 상황을 개괄한 부분

이다.

나라히 무야 이년이 너머 드니

文恬 武嬉야 兵革을 니젓다가

時維 乙卯ㅣ오 歲屬 三夏애

島寇 雲翔니 수뉘 혜려요

조선이 어떤 상황에서 전란을 맞이했는가를 밝히며 작품을 시작했다. 당시 조정 신

료들의 모습을 ‘文恬 武嬉’라는 시어로 집약했다. 이는 중국 唐대의 문장가 韓愈

(768~824)의 ｢平淮西碑｣에 사용된 표현으로, 관료들이 안일하여 국사를 돌보는 책무

를 다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兵革’을 비롯한 책무를 소홀히 한 결과, 적

의 ‘수’가 어느 정도인지를 헤아릴 형편도 안 되었다고 했다. 전란 발발 당시의

국내 정세를 개괄하면서 국방의 책임자로서 도리를 다하지 않은 조정 신료의 부도

덕한 행태에 주목한 것이다. 작가 양사준은 전란 이전에 조정에 나가 있었고, 전쟁

중에 직접 관군을 이끌었기에 당시 조정의 분위기와 국방력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

악하고 있었다. ｢남정가｣에 나타난 조선의 정세에 대한 정확한 지적은 이러한 작가

의 신분과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처럼 조정 신료들의 부도덕한 행태에 주목한

데서 당대 조선 사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본 작가 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남정가｣에 사용된 ‘文恬 武嬉’라는 표현은 을묘왜변 발발 2년 전 사헌부에서 올

린 상소에 이미 등장한다. 상소문의 작성자는 ‘근래에는 문무 관원들이 안일에 빠지

고 놀기만을 일삼아서 모든 일이 해이해졌으며, 사족들도 모두 자신을 존귀하게 여

겨 온갖 방법으로 부역을 회피하고 있습니다.’77)라고 아뢰었다. 그리하여 명종 대에

77) 명종실록 권15, 명종 8년(1553) 9월 30일(계유) 1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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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들은 그들에게 전가된 부담을 견디지 못해 유민이 되고, 임꺽정의 난(1559~1562)

과 같은 소요를 일으키기도 했다. 작가는 이처럼 비판적 지식인들 사이에서 이미

공유되었던 문제의식을 가사로 옮겼다. 가사는 임금과 중신들을 수신자로 하는 상

소문에 비해 더 넓은 향유의 범위를 가진다. 작가는 가사를 통해 비판적인 사회 의

식을 표현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국정 운영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관심을 가지

기를 의도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남정가｣는 결사에서 앞으로의 전망을 제시하면서

전란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갖출 것을 건의했다.

安不忘危라 이긔과라 마로시고

膳甲兵 修器械 農을 兼理샤

軍政을 키샤 禮義로 알외쇼셔

親其上 死其長이 긔 아니 됴흐닛가

不敎 而戰이오 進之 以殺이면

罔民이 아니닛가78)

‘安不忘危’라 하여 을묘왜변의 경과를 교훈으로 삼으라고 했다. 그리하여 ‘甲兵’과

‘器械’를 손봐 병력을 증강하고, 군량 확보를 위해 ‘農’을 장려할 것을 건의했다. 이

러한 대책은 서사에 표현된 비판적인 사회 의식과 연결된다. 이어서 화자는 ‘禮義’

에 기반하여 군의 기강을 바로 세울 것을 건의했다. 이는 앞서 검토한 사헌부의 상

소문 내용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다. 상소문은 당대 사족들이 병역을 회피하는

행태에 문제를 제기했다. 병역 회피는 군 기강의 해이와 전투력 저하를 불러일으킨

다. 작가는 이러한 실정을 고려하여 병역 수행자의 정신적 대비 태세까지 염두에

둔 것이다. 이처럼 작가가 제시한 대책이 물리적·정신적 측면을 두루 포괄할 수 있

었던 것은 작가가 직접 참전했기에 가능했다. 그리고 작가의 대책은 작품에 형상화

된 참전 체험으로 인해 무게감과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때 건의 내용의 수신자는 임금으로 설정했다. 이는 ‘-시-’, ‘-쇼셔’와 같은 높임

표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罔民’과 같은 시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유

교 경전을 인용하여 자신이 제시한 대책을 시행할 것을 강조했다. 경전의 권위를

빌어 자신의 견해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전략은 임금을 예상 독자로 설정한 상소문

에서 자주 쓰인 것이다.79) 작가는 위의 대목에 상소문과 같은 기능을 부여한 것이

78) 論語 ｢子路｣ “以不敎民戰, 是謂棄之.”; 孟子 ｢梁惠王章句上｣ 7에 나오는 구절 “及陷
於罪然後, 從而刑之, 是罔民也. 焉有仁人在位, 罔民而可爲也.” 가운데 일부를 옮긴 것이다.

79) 상소문의 표현 전략에 대해서는 염은열, ｢상소문의 글쓰기 전략 연구-간타위소(諫打圍
疏)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3,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1996에서 상세하게 논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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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작가는 출사한 몸으로 상소문을 올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사를 통해 자신

의 견해를 표현했다. 수신인을 특정하지 않은 가사를 활용함으로써, 서사에서와 마

찬가지로 자신의 견해를 더 많은 사람과 공유하기를 의도한 것이다. 그리고 한편으

로는 자신이 가진 경륜을 내보이는 장을 가사 작품 안에 마련했다.

｢남정가｣는 전란 이전뿐만 아니라, 전란 발발 직후 조정 신료들이 보여준 무능한

행태도 비판했다. 서사에서 전황을 개괄한 부분을 이어서 살펴본다.

혜욤 업뎌 兵使야 네 딘을 어두고

達島로 드러간다

옷 버서 乞降이 처엄 과 다셰고

父母 妻子을 뉘 아니 두어실고

칼 맛거니 살 맛거니 枕屍 遍野니

어엿샤 南民이야

賊勢 乘勝야 十城을 連陷니

峯峯이 候望이오 골골이 兵火로다

비판 대상인 ‘兵使’를 청자로 설정하고, 그의 잘못을 직접 따져 물었다. 여기서 ‘兵

使’는 을묘왜변 당시 전라도 병마절도사였던 元績(?~1555)을 가리킨다. 조정에서 파

견한 지역 방어 책임자를 비판한 것이다. 그에 대한 비판 여론은 당대에 이미 형성

되어 있었다. 영의정 沈連源(1491~1558) 등은 ‘관작만 삭탈하는 것으로는 그의 죄를

다 씻을 수 없기 때문에 가산을 몰수하도록 의논하여 아뢰었던 것’80)이라고 주청하

기도 했다. 작가 역시 이러한 부정적인 여론에 힘을 보탰다. 그가 전략의 부재로 인

해 ‘達島’로 들어갔다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했으며, 마침내는 적군에 ‘乞降’하기에

이른 것을 비판한 것이다. 이어서 전화를 입은 ‘南民’의 처지와 ‘兵火’에 휩싸인 국

토의 모습을 형상화했다. 지휘관의 잘못된 대처가 초래한 피해를 보여줌으로써 비

판 의식에 설득력을 더한 것이다.

앞서 조정 전반의 분위기를 지적한 것과 달리, 이 대목에서는 특정인을 지목하고

그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비판 의식을 표출했다. 작가는 앞서 조정 전반에 만

연했던 무책임한 행태를 문제로 지적한 만큼, 원적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님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특정인에 대한 비판을 작품 전면에 내세운 이유

는 무엇일까. 이는 바로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고려하면 짐작할 수 있다. 작가는 원

적을 향한 비판에 이어 자신이 지휘한 아군의 활약상을 형상화했다. 작품의 구성상

연이어 등장하는 두 인물이 전쟁에 대처하는 모습은 확연하게 대비된다. 그리하여

작가를 포함한 아군의 활약상이 훨씬 돋보이게 된다. 작가는 지휘관의 무능함을 비

80) 명종실록 권18, 명종 10년(1555) 5월 23일(병진) 1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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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하는 동시에 아군의 활약상을 부각하는 효과를 염두에 둔 것이다.

을묘왜변 이후 조선은 국방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인지했다. 그리하여 병력을 확충

하고, 판옥선을 개발하고 화포를 개량하는 등 수군 강화 정책을 시행했다.81) 선조

대에 들어서는 日本의 침략 가능성을 거듭 인지하여 읍성을 수리하고, 무관을 접경

지역의 지방관으로 임명하는 등 육군의 방비 태세도 강화했다. 하지만 당시 지방관

중에는 무과에 급제한 이후 인사권자에게 뇌물을 써서 임명된 자들이 많았다. 이들

은 부임지에서 백성들을 수탈하여 자신이 임명되는 데 쓴 비용을 메꾸려 했다.82) 이

처럼 사욕을 채우는 데 급급했던 지방관들은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관할지역을 버리

고 도망쳤다. 그리하여 분노에 찬 백성들은 선조가 한양을 버리고 피난하자, 뇌물로

부를 축적한 병조판서 洪汝諄(1547~1609)의 저택으로 몰려가 불을 지르기도 했다.83)

｢용사음｣은 이러한 임진왜란 직전의 사회모순을 비판적으로 돌아보았다. 다음은

본사에서 임진왜란 발발 무렵 지방관과 무장들의 행태를 문제 삼은 부분이다.

니 됴흔 守令들 너흐니 百姓이요

톱 됴흔 邊將들 허위니 軍士로다

財貨로 城을 니 萬丈을 뉘 너모며

膏血로 니 千尺을 뉘 건너료

綺羅筵 錦繡帳의 秋月春風 수이 간다

도 길것마 秉燭游 긔 엇덜고

主人 든 집의 門은 어이 여럿뇨

盜賊이 엿거든 개어이 즛쟛고

大洋을 라보니 바다히 여위엿다

술이 더냐 兵器를 뉘 가디료

監司가 兵使가 牧府使 萬戶 僉使

山林이 뵈화던가 수이곰 드러갈샤

‘守令’과 ‘百姓’, ‘邊將’과 ‘軍士’가 가해자와 피해자로 대비되어 등장한다. 지방관과

무장들이 民을 상대로 탐학을 저지르는 모습을 ‘니’로 씹어 넘기고, ‘톱’으로 베는

행동에 비유했다. 저들이 착취한 民의 재물과 노동력은 ‘萬丈’, ‘千尺’과 같이 거대한

수치로 과장하여 나타냈다. 그리고 저들이 民을 돌보고 국경을 방어하는 대신에 호

사스러운 유흥을 즐긴 것이 오래되었음을 ‘秋月春風 수이 간다’는 시간의 흐름을 통

81) 을묘왜변 이후 조선의 수군 강화 정책에 대해서는 노성호, ｢明宗代 水軍 强化政策 硏究｣,
한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에서 상세하게 논의했다.

82) 임진왜란 당시 지휘관들의 행태에 대해서는 김성우, ｢임진왜란 시기 관군은 왜 약했는가
｣, 역사와 현실 87, 한국역사연구회, 2013, 520~525면에서 논의했다.

83) 선조수정실록 권26, 선조 25년(1592) 4월 14일(계묘) 28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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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보여주었다. 당대 조정 신료들의 부도덕한 행태를 다채로운 표현 기법을 활용하

여 효과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조정 신료들의 도덕적 해이는 ‘盜賊’의 침략을 막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監司’부터 ‘僉使’에 이르는 지방관과 무장들은 전란이 발발

하자 도망하여 끝까지 책임을 방기했다. 이상 전란 발발 직전과 직후의 상황을 개

괄하면서 조정 신료들의 부도덕함을 지적한 데서 작가가 가진 비판적인 사회 의식

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용사음｣의 경우, 조정에서 파견된 관료들이 民을 수탈하여 유흥을 즐기는

모습까지 비판의 대상으로 포함한 것이 특징적이다. 전란과 관련 있는 문제만을 지

적했던 ｢남정가｣보다 더욱 확장된 문제의식을 표출한 것이다. 그 까닭은 작품 창작

당시 작가 최현의 상황과 신분에 비추어 이해할 수 있다. 최현은 임진왜란 발발 당

시 고향인 경상도 선산에 기거하고 있었다. 그는 출사하지 않은 재야의 선비로서

작품 창작 당시까지 일생을 향촌에서 보냈기에, 조정에서 파견된 관료들이 民을 수

탈하는 모습을 가까이서 목도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작가의 신분이 당대 民의 처지

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고, 비판의 대상을 확장시키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짐작

할 수 있다. 이는 ｢남정가｣의 작가 양사준이 관료 신분으로 조정 내부의 분위기에

집중한 것과 차이가 있다.

출사하지 않은 재야의 선비가 民의 처지에 관심을 갖고 비판적인 사회 의식을 표

현한 예는 儒疏에서도 확인된다. 다음은 명종 대에 경상도 산음의 유생 裵益謙(생몰

년 미상)이 정사의 폐단을 논하면서 올린 상소 가운데 일부다.

백성을 다스리는 관리의 선발에 龔遂나 黃霸가 없음을 걱정할 정도가 아닐

터인데도, 불쌍한 우리 백성들은 번번이 용렬한 관리만을 만나 잘 다스려진

정치의 은택을 입지 못하고서 사방으로 흩어져 간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

다. (…) 또 많은 군사를 거느리는 장수에 廉頗나 李牧이 없음을 걱정할 정도

가 아닐 터인데도, 지금 병사나 수사들은 뇌물을 수레와 배로 실어 나르며

권세 있는 사람을 다투어 섬기면서 조금도 부끄러워할 줄 모릅니다. 이제 만

일 청렴하고 조심성 있는 장수를 가려 임무를 맡기시면 군졸들의 원망이 거

의 없어질 것입니다.84)

작성자는 지역에 파견된 수령과 무관들이 백성들을 수탈하는 사회상을 비판하고,

품성을 잘 살펴서 사람을 쓸 것을 건의했다. 이는 백성을 수탈하는 부도덕한 수령

과 무장을 비판한 ｢용사음｣의 문제의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용사음｣에 나타난 비

판 의식은 이처럼 출사하지 않은 향촌의 유생들까지도 공론의 대변자를 자처하며

당대 사회 모순을 강도 높게 비판한 16세기의 정치 문화를 반영하고 있다.

84) 명종실록 권25, 명종 14년(1559) 12월 1일(무술) 1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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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사하지 않은 재야의 선비로서 民에 밀착된 최현의 작가 의식은 비슷한 시기에

창작된 이원익의 ｢答歌｣에 나타난 작가 의식과 비교하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 작품은 임진왜란 당시 사회 모순을 비판한 許㙉(생몰년 미상)의 ｢雇工歌｣에 화답

한 것이다. 예비적 고찰에서 살폈듯이 이원익은 전란 당시 판서와 정승 반열에 올

라 지휘관으로 활동했던 인물이다.

먹고 업드난 죵이 百餘口 나마시니

므일 노라 터밧츨 무겨고

農庄이 업다 가 호연장 못 갓던가

날마다 무려 밥 먹고 단기면셔

열나모 亭子 아 낫만 자다

(…)

큰나큰 기운 집의 마누라 혼안자

긔걸을 뉘 드며 論議을 눌라 고

낫시름 밤근심 혼자 맛다 계시거니

옥 튼 얼굴리 편실 적 면 날이리85)

‘雇工’이 ‘터밧’을 내팽개치고 ‘낫’만 자는 행태를 문제 삼았다. 임진왜란 발발 직

후라는 작품 창작 배경을 고려하면 작품 속에 등장하는 ‘雇工’들은 당대 조정 신료

들을 비유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작가는 당대 조정 신료들이 국사에 무관심하

며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에 대해 비판 의식을 표현한 것이다. 이어서 작품은 이러

한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마누라’가 ‘시름’하고 ‘근심’하는 모습을 제시했다. 여기서

‘雇工’의 상전을 의미하는 ‘마누라’는 임금으로 이해할 수 있다. 조정 신료들이 소임

을 다하지 않는 사이 왕이 정치적으로 고립된 상황을 문제 삼은 것이다. 요컨대 ｢

답가｣는 비판적인 사회 의식을 표현하되, 작가의 시선이 위를 향하고 있다. 이와 달

리 ｢용사음｣은 아래로 시선을 향하여, 조정 신료들이 民을 보호하는 책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이들을 핍박하는 행태에 주목했다. 작가의 가까이에 있는 民에 밀착하

여 당시의 사회상을 돌아본 것이다.

이상의 문제 제기와 관련하여 ｢용사음｣의 후반부에서는 조정 신료들의 각성을 촉

구했다.

마 마니 歲月도 오라거다

하이 돕쟈가 시졀이 머럿가

다시곰 각니 人事 아니 그던가

85) 작품 원문은 윤덕진, ｢가사집『雜歌』 解題｣, 열상고전연구 9, 洌上古典硏究會, 1996에
영인된 淵民本 雜歌를 따랐다.



55

國家 興亡이 將相애 인 마리

지낸 일 뉘웃지 마오 이제나 올케 소

兵連 不解야 殺氣 干天니

아야라 남은 사 癘疫의 다 죽거다

防禦란 뉘 거든 밧트란 뉘 갈려뇨

父子도 相離니 兄弟도라보며

兄弟리거든 妻妾을 保全랴

전란이 교착 상태에 빠져 힘겨운 ‘歲月’이 오래되었다고 한탄했다. 그리고 ‘하’과

‘시졀’을 거론하며, 어떻게 해야 전란이 종식될 것인지 물었다. 고민 끝에 화자는 모

든 것이 ‘人事’ 곧 인간이 어떻게 하는가에 달렸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國家’의

운명은 ‘將相’에게 달렸다고 하고, 조정 신료들을 청자로 설정하여 ‘올케’ 행동할 것

을 주문했다.

이어서 화자의 시선은 民을 향했다. 전반부에서 民에게 향했던 시선을 다시 한번

작동시킨 것이다. 그리하여 전란이 끝나지 않은 ‘兵連’의 상황, 요행히 목숨을 부지

한 사람들마저 ‘癘疫’으로 인해 죽어가는 모습을 제시했다. 그리하여 ‘防禦’나 ‘밧’

가는 생업에 종사할 사람이 턱없이 부족하고, ‘父子’, ‘兄弟’, ‘妻妾’까지 온 가족이

서로 헤어지고 서로를 돌볼 여력조차 없어진 각박한 현실을 형상화했다. 이러한 民

의 참상에 대한 묘사는 조정 신료에게 건넨 말에 뒤이어 제시됨으로써, 조정 신료

들이 해결해야 할 ‘人事’, 곧 현안의 의미를 갖게 된다. ｢남정가｣가 전반부의 문제의

식을 바탕으로 후반부에서 대책을 직접 제시했다면, ｢용사음｣은 대책 마련이 시급

한 현안을 보여주는 방식을 취했다. 그리고 ｢남정가｣와 마찬가지로 조정 신료를 향

한 발언을 향유자를 특정하지 않은 가사를 통해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문제의식을

더 많은 사람과 공유하고자 했다.

한편 ｢용사음｣ 역시 ｢남정가｣와 마찬가지로 특정인을 지목하여 전란 발발 직후

조정 신료들의 행태를 비판했다. 다음은 관료들의 무책임한 행태를 비판한 데 이어

서, 경상감사 김수와 삼도순변사 申砬(1546~1592)으로 대표되는 조정 신료들의 무능

함을 지적한 부분이다.

어릴샤 金睟야 뷘 城을 뉘 딕희료

우울샤 申砬아 背水陣은 므일고

兩嶺을 놉다 랴 漢江을 깁다 랴

人謀 不臧니 하히라 엇디료

하나한 百官도 수 올 이랏다

一夕에 奔竄니 이 시름 뉘 맛들고

三京이 覆沒고 列郡이 瓦解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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百年 宛洛애 누릴샤 비릴샤

關西도라보니 鴨綠江이 어드메요

日月이 無光니 갈 길흘 모노다

‘金睟’가 적군과의 전투를 피해 다닌 일과 ‘申砬’이 잘못된 전략을 세워 패한 일을

지적했다. 두 사람을 청자로 설정하고 어리석고[어릴샤] 우습다고[우울샤]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리고 이들로 대표되는 ‘百官’의 무능함과 부도덕함 때문에 ‘三京’과 ‘列

郡’이 초토화되고, ‘日月’로 비유된 임금이 피란을 떠나 백성들이 ‘갈 길흘 모’는

도탄에 빠졌다고 했다.

작가가 지목한 김수와 신립 역시 ｢남정가｣에서 지적한 원적과 마찬가지로 당대에

이미 비판받았던 인물들이다. 김수의 경우 의병장 곽재우가 그를 잡아 죽일 것을

촉구한 격문을 살핀 바 있다. 신립에 대한 비판 여론도 유성룡의 징비록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성룡은 ‘험난하기가 이와 같은데 지킬 줄 몰랐으니 총병 신립에

게는 계책이 없었다 하겠다’라고 한 明의 장수 이여송의 발언을 인용하여 신립을

비판했다.86)

그런데 신립의 경우, 비록 패전하기는 했으나 도망치거나 항복하지 않고 책임감

있게 끝까지 전투에 임한 점이 김수와 다르다. 이에 黃中允(1577~1648)은 ｢㺚川夢遊

錄｣에서 ‘실로 훈련받지 않은 백성들을 거느리고 기세등등한 적을 막을 수는 없었

을 것이다 (…) 배수의 진을 친 것은 나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하여 신

립을 변호하기도 했다.87) 이와 달리 최현은 신립의 분투를 인정하기보다, 그가 패배

한 결과에 중점을 두고 그를 비판했다. 여기서 작가가 국방의 책임자인 조정 신료

의 책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이들에게 아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작가는 앞서 국방에 소홀했던 조정 전반의 분위기에 문제의식을 표현했다. 그럼

에도 두 사람을 특정하고 이들에 대한 비판을 작품 전면에 내세운 이유는 무엇인

가. 이는 ｢남정가｣와 마찬가지로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三百二十州예 一丈夫ㅣ 업돗던가

甘心屈膝야 犬豕에 稱臣니

86) “其後天將李提督如松, 追賊過鳥嶺, 歎曰, 有險如此, 而不知守, 申摠兵可謂無謀矣.”(유성룡,
앞의 책 권1) 우리말 번역은 유성룡 지음, 김시덕 옮김, 앞의 책, 200면 참조.

87) “候憤然曰, (…) 當是時 雖□古之善用兵者, 固不能不敎之民而抗方張之賊也. 况余手下, 皆
良家膏粱·市井巧黠之輩. 雖平日佳辰令節, 張粉鵠爭能, 若有可稱者, 而俱不習干戈之人. 雖曰
精銳, 實是羊群, 爭有望風之志, 略無荷戈之心, 身爲大將, 何以爲策? 背水爲陣, 余不得已
也.”(황중윤, ｢㺚川夢遊錄｣) 우리말 번역은 김인경·조지형 옮김, 황중윤 한문소설, 새문
사, 20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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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金 橫帶던 녯 宰相 아니런다

嶺南애 나 鄭仁弘 金沔가

紅衣 郭將軍아 膽氣도 壯셰고

위에서는 국가가 망하기 직전의 극단적인 위기 상황에서, 이에 대처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적의 위협과 무력에 굴복하지 않는 ‘丈夫’를 제시했다.88) 그리고 ‘丈夫’

와 의미가 통하는 ‘나’에 부합하는 인물로 경상도에서 창의한 의병장 세 사람

[鄭仁弘, 金沔, 郭將軍]을 거론했다. 이들은 다른 지역의 창의를 촉발하고 일본군의 전

라도 진출을 저지해 조정에서도 공적을 인정한 이들이다.89) 작가는 관군 지휘관을

비판한 뒤에 의병장들의 실명을 언급하고 그들의 정신을 칭송했다. 두 인물군을 대

비하여 조정 신료들의 무능함을 비판하는 한편 의병장들의 활약이 더욱 돋보이게

한 것이다.

이어지는 부분에서도 의병 활동에 참여한 이들을 호명하고 그들의 공을 간략하게

언급했다.

招諭使 孤忠을 아가 모가

魯仲連 檄書 뉘 아니 눈물 내리

(…)

宋象賢 金悌甲 高敬命 趙憲 鄭湛

疾風이 아니 블면 勁草뉘 아더뇨

桃紅 李白 제 버들조쳐 프더니

一陣 西風에 落葉聲 이로다

金垓 鄭宜蕃 柳宗介 張士珍아

죽니 만커니와 이 죽엄 恨티 마라

金城이 믈허지니 晉城을 뉘 지킈료

雷南90) 壯士이 一夕에 어듸 간고

綠蘋을 안듀 삼고 淸水잔의 브어

忠魂義魄을 어듸 가 브려뇨

먼저 최전선에서 의병 활동을 독려한 ‘招諭使’ 김성일의 노고를 언급했다. 이어서

의병장 7명과 지역 방어의 책임을 다한 지방관 2명[宋象賢, 金悌甲]을 호명하고 그들

88) 孟子에서는 ‘威武不能屈, 此之謂大丈夫.’이라 하여 위기 상황에서의 이상적 인간상으로
‘大丈夫’를 제시했다.

89) 초유사 김성일은 선조에게 올린 첫 번째 보고에서 이들의 공적을 언급했다. 이들의 활동
과 의의에 대해서는 김강식, 壬辰倭亂과 慶尙右道의 義兵運動, 혜안, 2001에서 상세하게
논의했다.

90) 중국 唐 현종 대에 안사의 난을 진압한 장수 雷萬春과 南霽雲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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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넋을 기렸다. 별도의 수식이나 서술 없이 대상을 열거하여 시행을 구성한 점이

경기체가와 유사하다. 이때 ‘宋象賢’에서 ‘鄭湛’을 언급한 행은 총 5명의 인물을 호

명했는데 이는 가사의 4음보 율격과 맞지 않아 어색한 느낌을 준다. 이러한 대목에

서 율격 면에서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최대한 많은 이들을 호명하고자 한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이들은 활동 지역이나 학맥 등에서 공통점이 없다. 다만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순절했다는 점에서 같다. 죽음을 불사하고 국가를 위해 나선 의병들의 모

습은 도망치기 바빴던 조정 신료들의 모습과 대비된다. 화자는 의병 활동을 기리면

서 의문문 형식을 자주 활용하여 향유자들이 의병의 忠心을 상기하고 추모하도록

유도했다.

｢용사음｣은 의병의 행적을 칭송했을 뿐만 아니라, 의병의 처우에 대해 문제를 제

기했다. 전란 당시에 활약한 의병장을 언급한 부분을 계속해서 살펴본다.

三道 勤王이 白衣 書生으로

兵單 勢弱야 일이 업건마

擧義 復讐 成敗의논랴

(…)

조초난 뎌 손야 權應銖 웃지 마라

永川賊 아니 티면 더옥이 일 업다

먼듸 軍功은 듯기록 귀예 

갓기온 賊勢 볼록 눈의 다

뒤조쳐 굿보더니 의 덕의 첫잔 잡고

燋頭 爛額은 셔도던 功이 업다

의병 세력이 ‘細弱’한 까닭에 전세를 뒤집을만한 결정적인 공을 세우지는 못했지만,

그들이 ‘擧義’한 뜻이 가치 있다고 했다. 이는 신립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을 비

판한 것과는 다른 태도다. 창의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있다는 발언에서 작가가 의병

집단에 심리적으로 밀착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향촌에서 출사하지 않은

재야 선비의 신분으로 의병 활동에 참여했던 작가의 처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어서 영천성을 수복하는 데 공을 세운 의병장 權應銖(1546~1608)를 언급하며 그

를 비웃지 말라고 했다. 권응수는 작가와 마찬가지로 경상좌도에서 활약한 의병장

이다. 그는 각지의 의병들을 규합하여 영천성을 수복함(1592. 7. 24~27.)으로써 경상도

에 주둔한 일본군의 연락선과 보급로를 차단하고 다섯 개 읍을 수복했다. 이러한

공은 선조도 인정한 바 있다.91) 하지만 영천성 수복 이듬해에는 권응수의 능력과

공을 무시하는 대신들의 논의가 이어졌다. ‘권응수는 군사를 거느릴 만한 재목이 못

91) 선조실록 권159, 1603년(선조36) 2월 12일(기해) 5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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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 같습니다. (…) 朴晉은 인심을 얻고 있다 하는데, 군정(群情)의 향배를 살피

지 않을 수 없습니다’92)라고 한 우찬성 鄭琢(1526~1605)의 주청에서 이러한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다. 박진(1560~1597)은 경상병사로서 영천성 수복에 참여했던 인물이다.

임진왜란 당시 관군 지휘부는 자신들의 과오를 덮기 위해 의병의 공적을 고의로 축

소하고 조정에서 파견한 관군 지휘관의 공적을 높이 평가했다. 선조 역시 의병의

공적을 축소하려는 대신들의 태도에 동조했다. 승전의 공을 명군에게로 돌리고, 자

신이 明의 파병을 이끌어 낸 것을 부각함으로써 실추된 권위를 만회하고자 한 것이

다.93) 작가는 권응수를 예로 들어 의병의 공적을 축소하고 심지어 공적을 가로채기

까지 하는 조정의 분위기에 비판 의식을 표현했다.

이러한 임진왜란 당시 논공행상에 대한 문제 제기는 비판 의식을 가진 일부 조정

신료들도 공감하는 바였다. 다음은 앞서 살펴본 이원익의 ｢답가｣ 가운데 결사 부분

이다.

도로혀 혜여니 마누라 타시로다

(…)

집 일을 곳치거든 죵들을 휘오시고

죵들을 휘오거든 賞罰을 키시고

賞罰을 발키거든 어른죵을 미드쇼셔

진실노 이리를 시면

家道 절노 닐니이다

‘마누라’가 ‘죵’들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賞罰’을 밝게 내릴 것을 건의했다. 이 작품

이 임진왜란 중의 사회상에 비판 의식을 표한 것을 고려할 때, 여기서 ‘賞罰’은 당

시의 논공행상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다. ｢용사음｣은 특히 작가의 처지와 관련하

여 의병에 대한 처우로 문제를 특정하여 비판 의식을 표출했다.

民에 밀착하여 당대 사회모순을 비판적으로 돌아보는 작가 의식은 ｢병자난리가｣

에도 나타난다. 예비적 고찰에서 곤궁한 피란 체험을 한 작가가 비판적인 사회 의

식을 가지고, 이를 적극적으로 표현한 예를 오희문의 피란 실기 ｢쇄미록｣을 통해

확인했다. ｢병자난리가｣의 작가 역시 자식에게 제대로 된 양식조차 마련해주지 못

하는 비참한 피란살이를 경험하고, 이를 전란가사로 형상화했다. 이러한 곤궁한 피

란 체험에서 비롯된 작가의 비판적인 사회 의식을 살펴본다.

다음은 서사에서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 조선의 상황을 개괄한 것이다.

92) 선조실록 권38, 선조 26년(1593) 5월 12일(을축) 3번째 기사.
93) 한명기, 앞의 책, 74~8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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龍虎와 歃血야 和議을 일어시니

이제야 살니로다 무일이 이시리

國家 中興을 金石 갓치 미더이셔

草屋 三間을 山水 間에 지어두고

十年을 安過야 擊壤歌을 각드니

廟堂에 안즌 븐 意氣도 놉플실샤

後事란 전혀 잇고 斥和을 믄져 니

범 갓튼 龍馬將軍 一當百 거이고

정묘호란 직후 화자의 심경과 처지가 나타나 있다. 後金과 ‘和議’를 맺어 전란이 끝

난 뒤에 느낀 안도감을 ‘이제야 살니로다 무일이 이시리’라는 독백으로 표현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바로 뒤에 언급한 ‘中興’에 대한 믿음은 전란이 그치리라는

믿음을 포함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화자는 10년을 ‘安居’했

다. ‘草屋’, ‘山水’ 등의 시어를 통해 화자가 출사하지 않고 향촌에 기거하는 재야의

선비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관직에 나가지 않은 채 10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安過’한 데서 화가가 일정 수준의 경제력을 가진 재지사족임을 짐작할 수 있다. 재

야의 재지사족으로서 백성들과 함께 향촌에서 기거하고 있는 화자는 여느 民과 마

찬가지로 ‘擊壤歌’를 부를 수 있는 태평성대를 희망했다.

하지만 ‘廟堂에 안즌 븐’로 지칭된 조정 신료들이 ‘斥和’를 주장하여 전쟁 발발

의 위험을 높임으로써 화자를 포함한 대다수 民의 바람을 무너뜨렸다. 여기서 조정

신료들이 잊었다는 ‘後事’는 다름 아닌 병자호란을 가리킨다. 평화에 대한 民의 기

대를 먼저 밝힌 뒤에 이러한 기대를 저버린 조정 신료들의 척화 논의를 제시함으로

써 저들의 외교 정책이 民의 공감을 얻지 못한 사실을 부각했다. 民과 조정 신료

사이의 거리감은 ‘草屋’과 ‘廟堂’이라는 공간을 각각 집어서 분리하여 제시한 데서도

드러난다. 이처럼 전란 직전의 사회상을 개괄하면서, 미래를 내다보지 않는 조정 신

료들의 무책임한 행태에 주목한 데서 작가가 가진 비판적인 사회 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저들의 행태가 민심에 어긋난 것임을 강조한 데서 작가의 사회 의식

이 民에 밀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서 전란 발발 직후 조정 신료들의 책임을 물은 부분을 살펴본다. ｢병자난리가

｣ 역시 앞서 살핀 작품들처럼 특정인을 지목하여 비판했다. 조선이 淸에 항복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한 인물로 도원수 金自點(1588~1651)과 강도검찰사 金慶徵

(1589~1637)을 지목한 것이다. 다음은 김자점에게 한양 함락의 책임을 물은 부분이다.

都元帥 긔 뉘런고 將略도 만흐실샤

京砲手 御營軍을 手下에 거이고

山城에 구지 드러 여어보도 못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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鐵騎 先鋒이 星火도곤 급거든

長安 百萬家에 밋처리 뉘 이시리

‘都元帥’ 김자점이 ‘山城’에 주둔하며 대로를 이용해 신속하게 진격하는 청군을 막지

못한 사실을 지적했다. 그 결과 ‘長安 百萬家’에 난리를 피한 사람이 없었다고 하여

그가 끼친 피해를 함께 제시했다. 김자점이 잘못된 수비 전략을 운용한 사실에 대

해서는 ‘將略도 많’다며 반어를 활용해 풍자했다. ｢용사음｣과 마찬가지로 무능한 지

휘관에 대해 냉소적인 어조를 취한 것이다.

하지만 산성을 거점으로 삼은 방어 전략은 김자점이 독단적으로 채택한 것이 아

니었다. 정묘호란 당시 청군의 뛰어난 공성 작전 능력을 경험한 조선은 평지의 성

곽 대신 험준한 산악 지형을 방어에 활용하기로 했다. 淸과 가까운 평안도와 황해

도의 산성들을 거점으로 적에게 대항하고 백성들을 보호한다는 전략을 세운 것이

다. 김자점 역시 이러한 방침에 따라 정방산성에 주둔했다. 철옹산성에 주둔한 부원

수 申景瑗(1581~1641), 자모산성에 주둔한 평안감사 洪命耉(1596~1637) 등 여타 지휘

관들도 마찬가지였다.94) 하지만 작가는 유독 김자점 한 사람을 지목하고 그에게 한

양 함락의 책임을 물었다.

다음은 작품 후반부에서 항복 전후의 상황을 개괄하면서 김경징에게 강화도 함락

의 책임을 물은 부분이다.

江都 一路에 有識져 븐야

져근덧 니러 안자 이 내 말드러보소

山林의 깃친 몸이 議論 아닐 거시로되

나도 國民이라 慷慨을 못 니긔여

너희일을 大槪만 니로리라

竭忠 盡心야 對敵을 못 진들

酒肉 談笑야 일을 것가

山城곳 각면 飮食이 목에 들냐

國運이 已盡야 人心이 失和니

勝敗 存亡을 任意로 못 진들

宴樂 歌舞야 天命에 여시랴

罪狀곳 혜여내면 다 버힐 놈이로다

扁舟로 드도젹 제으로 더져두니

네 父母 네 妻子 무어시 되단 말고

94) 병자호란 직전 조선군의 방어 전략 구축에 대해서는 구범진, 병자호란, 홍타이지의 전쟁
, 까치, 2019, 73~81면에서 상세하게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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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江都’ 곧 강화도는 병자호란이 발발하자 종묘의 신주와 왕자, 왕세손 등을 피란시

킨 곳이다. 청군의 진군 속도가 워낙 빨라 인조는 강화도로 함께 가지 못하고 남한

산성으로 피란하여 지원군을 기다렸다. 그러던 중 강화도 함락 소식을 듣자 전의를

잃고 항복하고 만다.

화자는 ‘有識져 븐’로 지칭된 강화도의 조정 신료들을 청자로 설정하고 그들

의 부도덕함을 비판했다. ‘山城’으로 피란한 임금을 떠올리며 ‘忠’의 윤리를 있는 힘

을 다해 실천하기는커녕, 연일 ‘酒肉 談笑’와 ‘宴樂 歌舞’를 즐기며 방어의 책무를

소홀히 한 결과 ‘도젹’이 강화도에 상륙했다는 것이다. ‘져 븐’의 행적에 대한 서

술은 羅萬甲(1592~1642)이 丙子錄에서 김경징을 비판한 것과 내용이 유사하다. 나

만갑은 이 기록에서 ‘경징은 강화가 험하고 견고하여 적이 어찌하지 못하는 곳[金城

湯池]이라 여겨 적이 날아서도 건너지 못할 것이라고 하고, 아침저녁으로 잔치를 벌

여 날마다 술잔 기울이는 것으로 일을 삼았다’95)며 김경징을 비판한 바 있다. ｢병자

난리가｣의 작가 역시 이러한 사정을 전해 듣고 김경징과 그 무리를 비판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작가는 강화도가 함락되어 저들이 자신의 ‘父母’와 ‘妻子’도 제대로

보전하지 못한 사실을 언급하여 조정 신료들의 부도덕함을 더욱 부각했다. 그리고

대상을 하대하고 ‘버힐 놈’과 같은 욕설까지 서슴지 않는 등 과감한 표현을 통해 비

판의 강도를 높였다.

이때 조정 신료들의 부도덕을 비판하면서 ‘國民’과 ‘人心’을 언급한 것이 주목할

만하다. ‘國民’이라는 표현을 통해 화자가 民의 대변자를 자처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民의 시각에서 저들을 비판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人心이 失和’했다는 데서는

연이은 난리에 사나워진 민심을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방기한 데서 저들의 ‘罪狀’이 심각하다고 했다. 화자는 앞서 조정 신료들의 척화 논

의를 비판할 때도 이것이 민심에 어긋난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 비판적인 사회 의

식을 표현하면서 계속해서 民을 상기하고, 民의 입장에서 조정 신료들의 잘못을 고

발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도 작가의 비판적인 사회 의식이 民에 밀착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작가는 민심의 대변자를 자처하며 거듭된 국난으로 피폐해진 민심

을 상기시키고, 이를 읽지 못하는 조정 신료들을 향한 비판 의식을 표출한 것이다.

그런데 ｢병자난리가｣가 수용한 나만갑의 기록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에서 그 신빙

성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나만갑이 김경징의 부친 金瑬(1571~1648)와 사이가 좋지

않았으며, 병자호란 당시 강화도가 아닌 남한산성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趙翼

(1579~1655)의 ｢丙丁記事｣ 등 나만갑의 증언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기록이 존재한

다는 점에서도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96) 행적의 신빙성 여부와 함께, 강화도 함락의

95) “自以江都爲金湯, 賊不能飛渡, 朝夕宴安, 日以杯酒爲事.”(나만갑, 丙子錄 ｢記江都事｣) 우
리말 번역은 나만갑 지음, 소재영 옮김, 新完譯 丙子錄, 明文堂, 1987, 151면 참조.

96) 허태구, ｢丙子胡亂 江華島 함락의 원인과 책임자 처벌｣, 진단학보 113, 진단학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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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김경징에게 묻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었다. 그가 강화도를

방어하는 임무를 맡은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검찰사는 왕세손의 피란 행렬을 호

위하는 직책이었고, 강화도 방어의 책임은 강화유수 張紳(?~1637)에게 있었다. 김경

징에게 강화유수와 협력해 강화도를 방어할 책임이 있다고 해도 그에게 전적인 책

임을 지우는 것은 무리가 있다. 애초에 청군의 상륙을 막는 일은 수군의 임무였다.

그런데 당시 조류와 얕은 수심의 영향 때문에 조선 수군이 운용하는 대형 전선이

청군이 활용한 소형 전선을 막아낼 수 없었다.97) 이처럼 김경징에게 강화도 함락의

전적인 책임을 묻는 것에 무리가 있다는 사실은 당대인들도 인정하는 바였다. 그리

하여 언관들은 김경징의 처벌을 주청하면서도 ‘비록 그의 검찰하는 임무가 적을 방

어하는 일과 관계는 없다 하더라도’98)라고 하여 한 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다. 그에

게 강화도 방어의 책임을 전적으로 묻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점을 인지한 것이다.

이처럼 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가가 김자점과 김경징 두 사람을 지목해 패

전의 책임을 물은 이유는 무엇일까. 항복 이후 조정에서는 패전의 책임 소재를 놓

고 두 의견이 대립했다. 반정 공신이면서 지휘부의 구성원이었던 비변사의 대신들

은 척화파의 고집이 전쟁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척화파를 색출하여 처벌하

라는 淸의 압력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조는 김상헌과 三學士(洪翼漢, 尹集, 吳達濟) 등

을 淸으로 보내기에 이른다. 반면 삼사의 언관들은 비변사와 전장의 지휘관에게 패

전의 책임을 물었다. 그리하여 반정 공신이면서 전장에서 임무를 수행했던 김자점

과 김경징의 처벌을 여러 차례 주청했다. 인조가 이를 묵살하지 못한 결과 김자점

과 김경징은 유배형을 받고, 김경징은 유배지에서 끝내 사사 당한다.

작가는 김경징을 비판하면서 ‘山林’을 자처했다. 반정에 참여해 출세가도를 달린

공신 세력과의 거리를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결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작가는 淸

에 복수하고 義를 회복할 것을 다짐하며 작품을 종결했다. 서두에서 정묘호란 당시

後金과의 화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민생을 감안한 임시방

편일 뿐이었다. 평화를 유지하는 수준을 넘어 淸과 손잡고 明을 공격하는 등 明에

대한 義를 저버리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태도를 통해 작가는

義를 중시하는 산림으로서 언관들의 의견에 동의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반

대편의 두 인물을 지목하여 전란 중 조정 신료들의 행태를 비판한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지지하는 집단의 여론을 가사로 옮겨 더 많은 사람과 공유하고자 했다.

조정 신료들을 비판한 데 이어서 작품에서는 저들의 부도덕함이 초래한 피해의

모습을 그렸다. ㈀과 ㈁은 각각 김자점과 김경징의 책임을 물은 다음에 이어지는

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97) 병자호란 당시 강화도 함락의 전말에 대해서는 구범진, 앞의 책, 209~219면에서 상세하
게 논의했다.

98) 인조실록 권34, 인조 15년(1637) 2월 21일(신묘) 1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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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다.

㈀ 一國 君王도 南大門을 못 나시니

滿城 人民이야 더옥 닐너 므리

高聲 痛哭고 업더지며 졋바지며

坦坦 大路에 이 몌여이셔

거리거리 반이며 눈물 흘일 이로다

㈁ 摩尼山 上에는 哭聲이 徹天고

摩尼山 下에는 流血이 成川니

可憐 蒼生들은 魚肉이 되단말가

㈀은 ‘人民’에게로 시선을 향하고 혼란과 절망에 빠진 民의 처지를 형상화했다. 먼

저 김자점이 청군의 진격을 막지 못해 ‘君王’ 인조가 강화도로 피신하지 못한 상황

을 언급했다. 그리고 임금도 피란하지 못한 상황에서 도성의 ‘人民’들 역시 제때 피

란하지 못하고 거리를 가득 메운 모습을 묘사했다. ‘업더지며 졋바지’는 형상, 거리

를 가득 매우고 ‘눈물’ 흘리는 형상을 구체적으로 그려 사실감을 더했다.

㈁은 강화도의 ‘摩尼山’ 주변으로 피란한 ‘蒼生’들에게로 시선을 향하고, 청군이 강

화도에 상륙하여 피란민들을 도륙한 상황을 형상화했다. 이때 ‘摩尼山’ 위에서 아래

로 시선을 이동하며 공간 전체를 아우름으로써 피란민 대부분이 화를 면치 못한 사

실을 표현했다. 그리고 도륙당한 백성들의 울음소리와 핏물을 감각적 이미지를 동원

하여 생생하게 묘사하고, 저들의 몸을 ‘魚肉’에 비유하는 등 다양한 수사적 기법을

활용하여 民의 비참한 처지를 부각했다. 이처럼 조정 신료에 대한 비판 뒤에 民이

입은 피해 사실을 묘사함으로써 조정 신료들의 그릇된 행태가 더욱 부각되었다. 그

리고 ｢병자난리가｣의 작가가 民이 입은 피해에 관심을 가진 것은, 마찬가지로 재야

의 사대부로서 民에 대한 관심을 표현한 ｢용사음｣과 유사한 작가 의식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전란가사가 당대 사회상을 그리면서 조정 신료의 부도덕한 행태를 지적

한 것을 살폈다. 특히 전란 당시 재야의 선비였던 작가들은 저들의 행태로 인해 民

이 입은 피해를 상세하게 다루었다. 곧 본 장에서 살핀 작품들은 당대 사회를 비판

적으로 바라보는 작가 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작가 의식은 유교적 이상 사

회를 형상화하고 그에 대한 지향을 표현한 전대 사대부 시가의 사회 의식과는 차이

가 있다. 곧 가사 문학이 전란을 계기로 비판적인 사회 의식이라는 새로운 작가 의

식을 담아내기 시작한 것을 전란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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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자기 표현의 지속과 변모

본 장에서는 대외 인식과 사회 의식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전란가사에 나타난 자

기 표현의 특징과 그에 반영된 작가 의식을 분석한다. 전란가사는 크게 참전, 포로,

피란으로 구분할 수 있는 사대부층의 전란 체험을 소재로 취했다. 그리하여 작가의

전란 체험을 형상화하고 그에서 비롯된 심회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정체성

과 처지에 대한 인식을 드러냈다. 이러한 전란가사의 자기 표현은 대외 인식, 사회

의식과 마찬가지로 전기 사대부가사의 것을 지속하거나, 그에서 변모하는 양상을

보인 것으로 대별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전란가사에 나타난 자기 표현의 내용 및

형식상 특징을 지속과 변모를 중심으로 차례로 분석한다. 나아가 그에 반영된 작가

의식을 도출하고 전란 당시 작가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작가 의식의 의미를 밝힌

다.

제1절 忠臣의 면모 부각

조선 전기 사대부가사는 ‘안빈낙도하는 군자의 미덕’과 함께 ‘군신 사이의 충의

이념’을 주요한 주제로 취했다.99) 특히 후자는 기행과 유배 체험을 다룬 작품에서

주로 형상화되었다. 관료 출신의 사대부 문인은 기행이나 유배 체험 중에도 반복해

서 임금의 존재를 상기하고, 忠의 윤리를 내면화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부각했다.

君-臣이라는 유교적 사회 질서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이를 잘 보여주

는 체험 도중의 상념들을 가사를 통해 표현한 것이다.

다음은 ㈀ 曺偉(1454~1503)의 유배가사 ｢萬憤歌｣와 ㈁ 白光弘(1522~1556)의 기행가

사 ｢關西別曲｣이다.

㈀ 그려도  음은 魏闕의 달녀 이셔

무든 누역 속의 님 향 을 여

一片 長安을 日下의 라보고

외오굿겨 올히굿겨 이 몸의 타실넌가100)

㈁ 長江이 天塹인달 地利로 혼쟈며

99) 정병욱, 한국고전시가론(증보판), 신구문화사, 2008, 273면.
100) 작품 원문은 이가원, ｢｢萬憤歌｣ 硏究｣, 동방학지 6,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63에 수
록된 것을 따랐다. 이 논문은 작품을 학계에 처음으로 소개했으며, 안정복이 편찬한 雜
同散異 44책에 소재한 작품 원문을 수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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士馬 精强들 人和업시 올쇼냐

時平 無事홈도 聖人之化로다

(…)

어늬제 形勝을 記錄야 九重天의 로료

未久上達 天門리라101)

㈀의 화자는 ‘님 향’을 꾸고, 꿈에서 깨어서는 ‘님’이 있는 ‘一片 長安’을 바라

보고 있다. 잠이 들어서나 깨어서나 변함없이 ‘님’을 그리는 것이다. 이 작품이 작가

가 무오사화(1498, 연산군4)를 겪고 유배 간 상황에서 창작된 것이며 忠臣戀主之詞

의 모티프를 계승한 점을 고려할 때, 작품 속 ‘님’은 임금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작가는 유배지에서도 忠心을 내면화하고 임금을 그리워하는 심경을 노

래한 것이다. 이어서 화자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이 몸의 타실넌가’라고 자책했

다. 임금이 유배 보낸 데는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하고, 유배객의 비참한 처지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는 태도를 취한 것이다.

㈁의 화자는 국경 지역을 둘러보며 ‘時平 無事’한 것이 ‘聖人’의 조화 덕분이라고

했다. 이 작품은 1555년(명종10) 작가가 평안도 평사로 임명되어 관서 지역을 기행

한 뒤에 지은 것이다. 작가는 기행 중에 ‘聖人’과 같은 임금의 덕을 상기하고 칭송

한 것이다. 이어서 화자는 자기 앞에 펼쳐진 ‘形勝’을 보며 ‘九重天’, 곧 임금을 떠올

렸다. 작가는 관서 지역의 아름다운 풍광을 보면서도 임금을 떠올리고, 자신이 감상

한 풍경을 임금께 전해 올리고 싶은 마음을 노래했다.

이처럼 개인적인 체험 중에 임금을 상기한 데서, 두 작가 모두 가사를 통해 자신

이 내면화한 忠臣의 면모를 부각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忠은 君-臣 관계에서 실

천해야 하는 유교 윤리라는 점에서, 작가가 유교적 질서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이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유교 이념에 근거한 자

기 표현은 전란가사에도 나타난다. 특히 나라와 임금을 지키기 위해 나섰던 참전

체험은 작가가 가진 忠臣의 면모를 부각하는 데 유리했다. 참전 작가의 작품들을

대상으로 유교 이념에 근거한 전대 사대부가사의 자기 표현이 지속되는 양상을 살

펴본다.

다음은 최현의 ｢명월음｣ 가운데 서사 부분이다.

아 근 아 靑天의 아

얼굴은 언제 나며 기뉘 삼기뇨

101) 작품 원문은 윤덕진, 앞의 논문에 영인된 淵民本 雜歌를 따랐다. 이 작품은 백광홍의
문집 岐峰集에도 수록되어 있다. 하지만 김동욱, ｢｢關西別曲｣ 攷異｣, 국어국문학 30,
국어국문학회, 1965에 따르면 雜歌에 수록된 것이 고형에 더욱 가깝기 때문에 이를 따
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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西山의 숨고 긴 밤이 沈沈제

靑奩을 여러 노코 寶鏡을 닷가 내니

一片光輝예 八方이 다 거다

밤 람의 눈이 온가 서리 온가

어이乾坤이 白玉京이 도엿고

(…)

옷가헤쳐 내어 廣寒殿을 도라 안자

의 먹은 을 다 로려 엿더니

숨구浮雲이 어드러셔 리완고

天地 晦盲야 百物을 다 못 보니

上下 四方애 갈 길흘 모노다

‘靑奩’, ‘寶鏡’과 같이 여성의 거처에서 소용되는 소품을 제시한 데서 화자가 여성임

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제목에도 나타나듯이 시적 대상으로 ‘明月’ 곧 ‘’이 등장한

다. 화자는 ‘’이 가진 속성들 가운데 ‘’가 숨은 ‘긴 밤’에도 세상을 환하게 비추

는 ‘기’에 주목했다. 이처럼 여성 화자가 천상계의 존재를 지향하는 설정은 조위

의 ｢만분가｣나 정철의 ｢사미인곡｣, ｢속미인곡｣ 등의 작품에서 임금에 대한 변함없

는 忠心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바 있다. 최현 역시 달에 시선과 마음을 향하고

있는 여성의 모습을 통해 君-臣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忠의 이념

을 내면화한 모습을 부각한 것이다. 설정뿐 아니라 ‘白玉京’, ‘廣寒殿’과 같은 관습적

인 시어를 자주 활용한 데서도 이 작품이 전대의 忠臣戀主之詞 전통을 계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곧 유교 이념에 근거한 전대 사대부가사의 자기 표현 방식을 지속

한 것이다.

그런데 화자가 ‘’과 소통하려던 그때 ‘浮雲’이 나타나 달빛을 가린다. 선조가 피

란했던 작품 창작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이는 전란으로 인해 임금이 위기에 처

한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어지는 대목에서는 이러한

문제 상황에 대한 작가의 대응을 표현했다.

團團 紈扇으로 긴 람 브처 내여

이 규름 다 것고쟈

淇園 綠竹으로 一千丈 뷔를 야

져 구름 다 고쟈

長空은 萬里오 이 몸은 塵土니

서의이 내 이 혜니 虛事로다

득 시름 한 긴 밤이 어도록고

輾轉 反側여 다시곰 각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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盈虛 消長이 天地도 無窮니

風雲이 變化 本色이 어기료

우리도 丹心을 직희여 明月 볼 날 기리노라

‘紈扇’과 ‘뷔’를 사용하여 구름을 걷어내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萬里’나

되는 ‘長空’에 가득 찬 구름을 모두 없애기에는 화자의 존재가 ‘塵土’와 같이 너무도

미약하다. 작가가 의병에 가담하여 참전한 사실을 고려하면, 이러한 설정은 의병이

약세여서 전세를 역전시킬만한 활약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비유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화자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변함없이 ‘’에 대한 ‘丹心’을 지켜 ‘明

月’을 만날 날을 기다린다고 했다. 긍정적인 미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

하고 임금에 대한 忠心을 지키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특히 이 작품은 전대의

유배가사와 달리 기다림의 주체를 ‘나’가 아닌 복수의 대명사 ‘우리’로 설정한 것이

눈에 띈다. 이러한 표현에서 향유자들 역시 유교 이념에 근거한 작가의 뜻에 공감

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우의적인 장치를 활용하지 않고 작가의 참전 체험을 직접 형상화한 작품에

서도 유교 이념에 근거한 자기 표현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남정가｣에서 참전

체험을 형상화한 부분 가운데 전투 장면의 앞뒤 대목이다.

㈀ 桓桓 老將과 一介 書生이

紫霞을 득 부어 北闕의 拜辭니

우리집을 다 닛과다

㈁ 先王이 在天이시고 我王이 聖明이시니

靈巖 一捷은 우리 功이 아니로다

眷佑 下民샤 全 我三軍시니

先王이 孔靈이샷다

邦國이 有慶야 將士ㅣ 蹈舞니

我王은 萬歲쇼셔

月出이 놉단말가 德津이 단 말가

天雨 洗兵야 海岱永淸니

壯士 喧呼야 歡聲이 四合이로다

㈀은 출정에 앞서 ‘北闕’에 계신 임금께 하직 인사를 드리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작

가와 그가 모신 장수 김경석이 각각 ‘書生’과 ‘老將’으로 지칭되었다. 임금의 존재를

상기하고 하직 인사를 드리는 장면으로 참전 체험을 그리기 시작한 데서 忠의 이념

을 내면화한 작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은 전투가 끝난 뒤의 심회를 표현했다. 아군의 승전을 ‘先王’과 ‘我王’ 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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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리고 임금을 송축했다. ‘在天’ 곧 천명을 받은 태조가 보우하고, 이러한 뜻을 계승

한 명종이 ‘聖明’한 성군이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처럼 자신이 세운

전공을 임금 덕으로 돌리는 모습에서도 忠의 이념을 내면화한 작가의 모습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어서 아군이 승전을 기뻐하는 모습을 형상화할 때도 임금의 존재는

반복해서 등장한다. ‘我王은 萬歲쇼셔’라고 하여 임금을 송축하는 말을 직접 인용했

다. 그리고 ‘海岱永淸’이라 하여 을묘왜변의 승전을 고대 중국의 舜 임금이 반란을

진압한 일에 비유했다. 명종을 舜 임금에 비견한 것이다. 이처럼 전투 직전과 직후

에 반복해서 임금의 존재를 상기하는 모습에서 작가가 君-臣 관계에서 자신의 정

체성을 인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하여 자기 자신을 忠의 윤리를 내면화한

이상적인 臣의 모습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이는 기행이나 유배 체험을 형상화하면

서 유교 이념에 근거한 자기 표현을 보여주었던 전대 사대부가사의 작가 의식을 지

속한 것이다.

전투 전후에 유교 이념에 근거한 자기 표현을 형상화함으로써, 둘 사이에 배치한

작가의 참전 체험 역시 忠의 실천 행위라는 의미를 갖게 된다. 다음은 영암 전투

(1555. 5. 29.)장면을 형상화한 부분이다.

朱盾이 藤蘿고 白刃 交揮어

主將 三令고 從事 五申니

大軍 肅肅고 士士駟馬 규규어

(…)

軍士야 두려 마라 裨將아 니거스라

賊謀 不測이라 一陣은 徘徊고

一陣은 行軍다

錦城 橫截야 茅山으로 도라드니

元帥府애 갓갑도다

凌轢 轅門이 이대도록 단 말가

鷹揚隊 風馬隊 左花列 右花列

一時 躍入니 炮火ㅣ 雹散이오

怒濤 飛雪이오 射矢 如雨로다

(…)

旌旗 보와니 니니 賊首ㅣ오

東城 도라보니 히니 賊屍로다

전투 직전 ‘大軍’에서 ‘士士駟馬’에 이르는 아군의 전열을 정비하는 모습부터, 적진

으로 ‘行軍’하고 ‘躍入’하여 전투를 치르는 모습을 시간 순서에 따라 형상화했다. 영

암 전투는 일본군이 달량포에 처음 상륙해 인근을 초토화한 이후 개전 19일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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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군이 거둔 첫 승리였다.102) 양사준은 당시 종사관으로 참전하여 적을 물리칠

계책을 내놓고 전투에서 선봉에 섰다. 이러한 참전 체험이 작가의 지휘 아래 아군

이 적군에게 총공세를 퍼부으며 활약하는 광경을 중심으로 묘사되었다.

작품에는 활약상 이외에 전란 중에 겪은 다른 경험은 나타나지 않는다. 본사의

참전 체험 형상화 부분은 앞서 인용한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작가가 한양에서

임금께 하직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전투가 종료된 이후에 결과를 보고하

기 위해 부하를 한양으로 올려 보낸 데서 끝난다. 2주에 걸친 기간을 시간적 배경

으로 설정하고 있지만, 영암 전투에서의 활약상 외에 다른 체험은 작품에 등장하지

않는다. 전투에서의 활약은 죽음을 불사한 忠의 실천 행위로서, 작가가 가진 忠臣의

면모를 극대화할 수 있는 소재다. 작가는 이를 부각하는 데 집중하면서 유교 이념

에 근거한 자기 표현을 형상화했다.

전투 장면을 묘사하면서 구체성을 기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작가는 전장에서 비

장과 병사들을 독려하는 자신의 말[軍士야 두려 마라 裨將아 니거스라]을 직접 인용했

다. 그리고 ‘錦城’, ‘茅山’과 같은 전장의 실제 지명과 ‘-隊’, ‘-列’과 같은 아군의 전

법 이름을 시어로 취했다. 거기에 적을 공격하는 아군의 전력을 ‘怒濤’, ‘飛雪’, ‘如

雨’ 등에 비유하여 구체적으로 형상화했다. 이러한 표현 방식을 활용하여 전투 장면

을 실감 나게 묘사함으로써 향유자가 작가를 포함한 아군의 활약상을 생생하게 떠

올릴 수 있도록 했다.

이어서 전투가 끝난 다음 전투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 부하 장수를 한양으로 올려

보낸 대목을 살펴본다.

日ㅣ 夕矣 兵苦 馬疲야

不得 盡殲이야 닐러 므슴 리오

裨將아 올나가 獻馘 王庭고랴

埼嶇 峻阪애 馳射 擊刺

다 아라 가니라

‘不得 盡殲’이라 하여 일본군을 섬멸하지 못한 전투 결과를 솔직하게 서술했다. 이

러한 정황을 통해 아군이 거둔 성과가 결코 쉽사리 성취한 것이 아님을 암시했다.

이어서 아군이 ‘埼嶇 峻阪’의 고생 끝에 승전한 사실을 그대로 보고하라는 작가의

명령을 인용했다. 이처럼 수월하지 않았던 전황과 대비되어 앞서 형상화한 아군의

활약상은 더욱 돋보이게 된다. 아군의 활약이 곧 忠의 실천 행위라는 점에서, 불리

했던 전황에 대한 고백은 忠의 이념을 실천하는 작가의 행위를 더욱 부각하는 효과

를 거둔다.

102) 을묘왜변의 경과와 주요 전투에 대해서는 노성호, 앞의 논문, 17~19면에서 개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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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남정가｣가 참전 체험 중에 반복해서 왕의 존재를 상기하고, 아군의 활

약상을 부각하는 데 집중한 것을 살폈다. 君-臣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

하고, 忠臣의 면모를 부각한 데서 유교 이념에 근거한 자기 표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전대 사대부가사의 자기 표현을 지속한 것이었다. 양사준이 참전 체험을 형상

화하면서 활약상에 집중하여 자신이 가진 忠臣의 면모를 부각한 이유는 을묘왜변

이후의 논공행상과도 관련이 있다.

다음은 ｢남정가｣와 마찬가지로 양사준이 을묘왜변 이후에 지은 한시 ｢征倭大捷｣

이다.

장군이 싸워 이긴 일 모든 이가 보았고 將軍一捷萬人觀

병사들은 종군을 마치고 돌아가네 壯士從遊迄可還

비가 전흔 씻어 산과 바다 맑아지고 雨洗戰塵淸海岱

피리 소리와 밝은 달빛 산자락에 퍼지네 笛橫明月捻關山

애석하게도 뛰어난 계책은 마음속에 남아있건만 空憐婉畫餘心上

무수한 헛된 명성만이 세상에 떠도는구나 不數浮名動世間

높은 누각 서늘한 밤에 홀로 앉아 있으니 高閣夜凉仍獨坐

연꽃이 마치 꿈결인 양 얼굴을 내미는구나 荷花偏似夢中顔103)

자신이 모신 ‘將軍’ 김경석의 공을 서두에서 언급하고 이를 ‘萬人’이 보았다고 해서

강조했다. 그리고 경련에서 ‘浮名’ 곧 헛된 명성이 세상에 떠도는 세태를 개탄했다.

이 작품의 경련은 남치근의 箕雅에 다음과 같이 다른 내용으로도 수록되어 있다.

누가 장차 뛰어난 계책 마련해 천하를 편안히 할까 誰將婉畫安天下

가소롭도다, 헛된 명성만이 세상에 떠돌다니 却笑浮名動世間

마찬가지로 ‘浮名’이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세태를 개탄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작

가가 이처럼 전후의 상황을 못마땅하게 여긴 이유는 당시의 논공행상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다.

다음은 을묘왜변 이후에 홍문관 부제학 尹春年(1514~1567) 등이 올린 차자 가운

데 일부다.

지금 남정에 대한 상벌에 대해서 사람들이 흡족하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

다. (…) 金景錫은 비록 성에서 나와 대첩을 거두지는 못하였으나, 羅州 이남

이 병화를 면한 것은 김경석의 힘이 컸으며 李潤慶 혼자만의 공이 아닙니다.

103) 蓬萊詩集에 수록된 양사준의 楓皐詩에 수록되어 있다. 작품 원문은 홍순석, 앞의
논문에 수록된 것을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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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공이 있는데도 벌을 받았다고 여기고 있습

니다. 그가 처벌을 받을 적에 비록 말하는 사람은 있었으나 구해낸다고 하시

면서 기꺼이 받아들이시지 않았으며, 심지어 남정에 대해 논공할 즈음에는

전도되어 타당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상벌이 이미 이와 같은데 어떻게 사람

들의 마음을 승복시켜 뒷날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104)

양사준이 모셨던 김경석이 전공을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벌을 받았으며, 사람들

이 논공행상을 부당하다고 여겨 비판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 김경석 휘하에 있

던 양사준 역시 그 공을 인정받지 못하고 을묘왜변 뒤에 외직을 전전했다.105) 이러

한 상황을 고려할 때, 작가의 한시에 등장하는 ‘浮名’은 전공이 뚜렷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포상을 받은 인물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작가 역시 논

공행상에 대해 불만을 갖고 이러한 심경을 한시에서 드러낸 것이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할 때, ｢남정가｣에서 참전 체험을 형상화한 부분에는 작가를

포함한 김경석 휘하 부대의 공을 알리고자 하는 욕구가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작가의 심경을 압축적으로 담아내는 율시 양식을 통해 논공행상에 대한 불편한 심

경을 드러냈다면, 길이의 제약이 없는 가사를 통해서는 전란에서 활약하여 ‘天下’를

편안하게 한 자신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이처럼 ｢征倭大捷｣과의

비교를 통해, ｢남정가｣에 국가를 위해 싸운 忠臣의 면모를 부각하려는 작가 의식이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태평사｣ 역시 ｢남정가｣와 마찬가지로 아군이 거둔 성과를 임금의 덕택으로 돌렸

다. 다음은 제2차 울산성 전투(1598. 9.) 체험을 형상화한 뒤에 종전에 대한 심회를

표현한 부분이다.

窟穴을 구어보니 구든 덧도 다마

有敗 灰燼니 不在險을 알니로다106)

上帝 聖德과 吾王 沛澤이

遠近 업시 미쳐시니

天誅 猾賊야 仁義를 돕다

海不 揚波 이졘가 너기로라

無狀우리 물도 臣子 되야 이셔더가

君恩을 못 갑흘가 敢死心을 가져 이셔

七載를 奔走터가 太平 오보완디고

104) 명종실록 권19, 명종 10년(1555) 윤11월 20일(신사) 1번째 기사.
105) 홍순석, 앞의 논문, 162~165면.
106) 사마천의 史記 孫子吳起 열전에서, 吳起가 衛 무후에게 ‘나라의 보배는 임금의 덕행에
있는 것이지 지형의 험준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한 것을 옮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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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灰燼’이 된 적진의 모습을 보며 ‘上帝’와 ‘吾王’을 떠올렸다. 곧 적이 물러간 것이

만물을 주재하는 ‘上帝’의 ‘聖德’과 그의 천명을 받든 ‘吾王’의 ‘沛澤’ 덕이라고 했다.

일본군이 ‘구든’ 성을 쌓아 조·명 연합군과 대치했지만, 조선의 왕이 천명을 받들어

‘仁義’의 정치를 펼치는 이상 저들이 물러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아군

의 전공을 임금께 돌림으로써 작가는 자신이 가진 忠臣의 면모를 부각했다. 이어서

화자는 ‘臣子’로서 ‘君恩’을 갚기 위해 참전했다가 종전을 맞이했다고 했다. 이러한

발언에서 君-臣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있는 작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남정가｣와 같이 유교 이념에 근거한 전대의 자기 표현을 지속한 것이다.

이상의 발언을 통해 ｢태평사｣에 나타난 참전 체험은 임금과 나라를 위한 忠의 실

천 행위라는 의미를 갖게 된다. 제2차 울산성 전투 체험을 중심으로 참전 체험을

형상화한 부분을 살펴본다.

江左 一帶예 孤雲 갓우리 물이

偶然 時來예 武侯龍을 幸혀 만나

五德이 근 아래 獵狗 몸이 되야가

英雄 仁勇을 喉舌에 섯겨시니

炎方이 稍安고 士馬精強 야니

皇朝 一夕에 大風이 다시 이니

龍 將帥와 구름 勇士들이

㫌旗 蔽空야 萬里예 이어시니

兵聲이 大振야 山岳을 엿

兵房 御營大將은 先鋒을 引導야

賊陣에 突擊니

疾風 大雨에 霹靂이 즈

淸正 小竪頭도 掌中에 잇것마

전쟁 발발 직후 창의하여 ‘孤雲’과 같이 열세를 면치 못했던 모습과, 명군 참전 이

후 그들과 함께 활동하며 ‘精强’한 전력을 갖춘 아군의 모습을 개괄했다. 이어서 제

2차 울산성 전투에서 ‘賊陳에 突擊’한 활약상을 형상화했다. 이때 ｢남정가｣와 마찬

가지로 아군의 기세와 활약상을 보여줄 수 있는 경험 이외에 다른 내용은 과감하게

생략했다.

이러한 소재 선택은 ｢태평사｣와 마찬가지로 임진왜란 참전 체험을 형상화한 실기

작품과 비교하면 특징적이다. 다음은 박인로와 같이 경상도 지역에서 창의한 미상

의 인물이 지은 참전 실기 鄕兵日記의 일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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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진년 9월 2일 맑음. (…) 날이 저물어 이윽고 우거진 잡초 사이에 묵게

되었는데 바람과 이슬이 쌀쌀히 차가워서 입고 있던 옷이 흠뻑 젖자, 진중에

서 서로 말하기를, “바람과 이슬을 무릅쓰고 밖에서 먹고 자는 고생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로구나. 그러하지만 이것은 남아의 일일뿐이다.”하였다.107)

㈁ 27일 맑음. (…) 복병장 이선충과 조전장 박호인이 목숨을 아끼지 않는 군

사들을 이끌고 곧장 반암으로 나아가서는 땔나무하던 왜구들이 물가로 나오

기를 몰래 엿보다가 힘센 군사 김근경 등이 쫓아가서 활을 쏘아 말 2필을 빼

앗았다.108)

㈂ 3일 맑음. (…) 우부장이 군사를 거느리고 단밀천으로 향하다가 갑자기 왜

적의 선봉과 마주쳤다. 이날 왜적이 모조리 쓸어 없애고자 아군과 관군을 침

범해오자 진을 치고 대적하였으나, 관군이 먼저 패하고 아군도 또한 물러났

다.109)

㈀은 전투 장면이 아닌 진중 생활도 작품의 소재로 취했다. 그리고 전투 장면의 경

우, ㈁은 아주 사소한 전공도 기록했고, ㈂은 적에게 패한 것도 기록했다. 사실 기

록을 목적으로 다채로운 참전 체험을 고루 반영한 것이다. 이와 달리 ｢태평사｣는

참전 체험을 형상화하면서 아군의 활약상만을 소재로 선택했다. 전투에서 활약함으

로써 아군이 내면화한 忠의 윤리를 실천하는 모습에 집중한 것이다.

｢태평사｣ 역시 ｢남정가｣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해 아군의 활약상을

실감 나게 표현했다. 전장을 지휘한 지휘관의 관직명[御營大將]을 정확하게 언급하

고, 아군과 대치했던 적장의 실명[淸正]도 직접 언급했다. 실감을 확보하려는 노력

은 병사들이 종전을 축하하는 모습을 형상화하는 데서 극대화된다.

投兵息戈고 細柳營 도라들 제

太平簫 노픈 솔의예 鼓角이 섯겨시니

水宮 깁흔 곳의 魚龍이 다 우

龍旗 偃蹇야 西風에 빗겨시니

五色祥雲 一片이 半空애 러딘 

太平 模樣이 더옥 나 반가올사

揚弓 擧矢고 凱歌를 아뤼오니

107) “二日乙酉. 晴. (…) 日暮仍宿蔓草間, 風露凄涼, 征袗盡濕, 陣中相謂曰: “風餐露宿之苦, 乃
如是耶? 然而, 此是男子事耳.””(작자 미상, 鄕兵日記, ｢萬曆壬辰年 九月｣) 이하 향병일
기의 우리말 번역은 신해진 옮김, 향병일기, 역락, 2014 참조.

108) “二十七日癸丑. 晴. (…) 伏兵將李選忠·助戰將朴好仁, 率敢死士, 直進盤巖, 候覘樵採來水
邊, 壯士金謹京等, 追射奪二馬.”(작자 미상, 앞의 책, ｢萬曆壬辰年 十月｣)

109) “三日己未. 晴. (…) 右副將領軍向丹密川, 猝遇賊鋒. 是日, 賊掃衆, 來寇我軍與官軍, 布陳
相對, 官軍先敗, 我軍亦退.”(작자 미상, 앞의 책, ｢萬曆壬辰年 十一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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爭唱歡聲이 碧空애 얼다

三尺 霜刃을 興氣 계워 둘러메고

仰面長嘯야 춤을 추려 이러셔니

天寶龍光이 斗牛間의 소이다

手之舞之 足之蹈之 절노절노 즐거오니

歌七德 舞七德을 그칠 줄 모로다

종전을 축하하는 ‘太平簫’와 ‘鼓角’ 소리, 병사들의 ‘凱歌’와 ‘歡聲’ 소리, 이들이 ‘龍

旗’를 휘두르고 ‘춤’을 추는 모습을 작품 전체에서 큰 비중을 할애하여 세밀하게 묘

사했다. ‘-ㄴ ’에서 확인할 수 있는 비유적 표현과 시각, 청각, 촉각의 감각적 이

미지를 동원하여 축제의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있는듯한 느낌을 연출했다. 전투와

그 이후의 장면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작가를 포함한 아군의 활약상과 종전의 기

쁨이 향유자에게 더욱 생생하게 와닿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종전을 기뻐하는 현재의 순간을 형상화한 뒤에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노래했다.

人間 樂事ㅣ 이 니  인가

華山이 어오 이 말을 보내고져

天山이 어오 이 활을 노피 거쟈

이제야 올 일이 忠孝一事 이로다

종전을 축하하는 즐거운 상황을 ‘人間 樂事’라는 한 마디로 집약했다. 그리고 병장

기[말, 활]를 만지는 대신에 ‘忠孝’의 윤리를 실천하기만 하면 된다고 부연하여 어째

서 ‘樂事’인가를 밝혔다. 전란이 종식된 순간에 ‘忠孝’를 언급한 데서 유교적 질서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역할을 인식하는 작가 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태평사｣ 역시 전투 결과를 서술하면서 진실한 태도를 유지했다.

天雨爲祟야 士卒이 疲困커

져근解圍야 士氣를 쉬우더가

賊徒ㅣ 犇潰니 못다 잡아 말년졔고

날씨가 좋지 않아 병력이 ‘疲困’하여 끝내 ‘解圍’를 풀었던 사실을 있는 그대로 서술

했다. 정유재란 당시 울산에 주둔했던 장수 가토 기요마사(加藤淸正, 1562~1611)는

16,000여 명의 병력을 동원해 견고하게 성을 쌓고 조·명 연합군과 대치했다. 당시

아군은 성 밖으로 출격한 일본군을 격퇴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끝내 성을 함락하지

는 못했다. 그러던 중에 본국으로부터 철군 명령을 받은 일본군이 성을 불태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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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러갔고, 그제야 조선군은 성에 진입할 수 있었다.110) 작가는 이처럼 아군에게 불

리했던 전황을 사실대로 서술했다. 그리하여 악조건에서도 분투했던 아군의 활약상

을 부각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작가를 포함한 아군이 내면화한 忠臣의 면모를 부각

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지금까지 참전 작가가 지은 전란가사가 임금을 계속해서 상기하는 작가의 모습과

아군의 활약상을 형상화하는 데 집중한 것을 확인했다. 전자는 君-臣 관계 속에서

작가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표현한 것이며, 후자는 忠을 실천하는 작가의 모습을 부

각한 것이다. 이는 유교 이념에 근거한 자기 표현을 보여주며, 전대의 기행가사와

유배가사에 반영된 작가 의식을 지속한 것이다. 한편 피란과 포로 체험의 경우, 忠

의 실천 행위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참전 체험과는 성격이 다르다. 그리하여

이들을 소재로 한 작품의 경우 전대의 자기 표현과는 다른 작가 의식을 드러냈다.

다음 절에서 이에 해당하는 작품들을 살펴본다.

제2절 곤궁한 처지의 고백

참전 작가의 전란가사는 작가의 체험에 忠의 실천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구체적

으로 형상화함으로써, 작가가 가진 忠臣의 면모를 부각했다. 전대 사대부가사로부터

지속된 유교 이념에 근거한 자기 표현을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피란이나 포로 체

험의 경우 유교 이념에 근거하여 의미를 부여하기가 어려웠다. 더구나 이러한 체험

은 전란 이전의 일상을 빼앗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나 바람조차 제대로 실

현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문제였다. 그리하여 피란이나 포로 생활을 경험한

작가들의 전란가사는 이념을 앞세우지 않고 작가의 곤궁한 처지를 있는 그대로 바

라보기도 했다. 한편 참전 작가의 작품 가운데도 생사를 장담할 수 없는 전쟁터에

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낄 법한 복잡다단한 심경을 솔직하게 토로한 것이 있다.

본 절에서는 이처럼 자신의 처지를 직시한 작품들을 피란, 포로, 그리고 참전 작가

의 작품 순으로 살펴본다.

다음은 ｢병자난리가｣의 본사에서 작가의 피란 체험을 형상화한 부분이다.

窮谷山林에 어드러로 가잣 말고

어린 子息 픔에 픔고 란 子息 손목 쥐고

神呪箱子 등에 지고 七十雙親 어이리

110) 제2차 울산성 전투의 경과에 대해서는 감성해 외, 壬辰倭亂史,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
1987, 254면에서 상세하게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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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니 븟들거니 寸寸이 거러가셔

寂寞 山村에 븬 집을 겨요 어더

집지즑 자리에 헌 거적 닙 고

다져 졈은 에 손 블고 안시니

혬 업슨 어린 식 밥 달나 봇거늘

行糧을 쳐니 되 이로다

數多 食口에 무엇 먹고 길흘 가리

당즑에 언 밥덩이 수수리 화 먹고

코노니 춤으로 긴 밤을 계요 와

비 눈서리의 집신에 감발고

高山을 긔여올나 古國을 라보니

長安 百萬家는 煙塵이 되어잇고

‘어드러로 가잣 말고’라는 독백으로 갑작스럽게 피란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 느낀 막

막함을 표현했다. 이어서 ‘七十雙親’부터 ‘子息’에 이르는 대식구를 이끌고 피란한

모습을 형상화했다. 이때 ‘집신’, ‘되’, ‘자리’ 등을 의식주의 곤궁함을 드러

내는 소재를 열거했다. 이를 통해 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충족되지 않은 비참한 처지를 보여주었다. 특히 ‘어린 식’이 배가 고프다고 보채

도 제대로 된 양식을 챙겨줄 수 없는 상황을 묘사한 데서 피란 생활의 비참함이 극

대화된다. 한편 이 대목에서는 주로 우리말 시어를 구사하여 피란 생활을 형상화했

다. 피란 생활의 실제를 생생하게 묘사하기 위해 우리말을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내용과 표현상의 특성에서 철저하게 현실 체험에 기반한 자기 표현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는 전대 사대부가사에서 유교 이념에 근거한 자기 표현을 형상화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병자난리가｣가 현실 체험에 근거한 자기 표현만을 형상화한 것은 아니

다. 다음은 작가의 피란 체험을 형상화한 데 이어서 남한산성에 피란한 인조를 떠

올린 부분이다.

一隅 孤城의 우리 님군 싸였

兩道軍兵 陷沒고 外援兵이 처시니

슬프다 이 시졀 막극다 우리 님군

宗社와 兩大君을 江都로 드리시고

更更이 니러 안자 時時로 각샤

西天을 라시며 눈믈을 흘니시니

將士 陪臣이 뉘 아니 슬허리

듯거든 목이 메고 각거든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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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자는 곤궁한 피란 생활 중에도 ‘님군’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다. 화자는 임금이 흘

린 ‘눈믈’을 생각하면 자신도 ‘목이 메고’, ‘라’고 했다. 그리고 임금의 슬픔을

자신의 것과 같이 생각하고 슬퍼하는 것이 신하 된 도리로서 마땅한 일이라고 했

다. 君-臣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역할을 인식한 것이다. 이처럼 피란 체험

중에 임금을 떠올리고 임금의 마음을 헤아린 데서 작가가 내면화한 忠의 이념을 확

인할 수 있다.

인조는 피란한 지 50여 일만인 1월 30일에 淸에 항복했다. 제3장에서 살폈듯이 ｢

병자난리가｣의 본사 후반부는 淸에 항복하여 華인 明을 배신한 상황에 문제를 제기

했다. 이어지는 결사에서는 이러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그즁에 어엿블슨 尹吳洪 세 사이

堂堂正論으로 大義을 븟들다가

먹은 못 일우고 놀피 소사나니

胡天夜月에 義魄이 우니듯

節義貞忠이 萬古에 글노다

郭子儀111) 업써거니 回復을 뉘 소니

첫머리에서 언급한 ‘尹吳洪’은 흔히 三學士로 불리는 윤집·오달제·홍익한을 가리킨

다. 이들은 언관으로서 병자호란 당시 화의에 반대했다가 항복 이후 淸으로 압송되

어 처형 당했다. 조선이 화의를 망설이다가 겪은 피해가 워낙 극심했기에 이들에

대한 당대인의 평가가 우호적이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다.112) 하지만 ｢병자난리가｣

의 작가는 세 사람이 죽음을 불사하면서까지 明에 대한 ‘節義貞忠’을 지키고 淸에

저항한 일을 두고 ‘萬古에 글’것이라고 칭송했다. 華夷觀에 입각한 대외 인식을

표현한 것이다. 작가는 이들의 행적을 거론한 다음에 ‘뉘’가 이들과 같이 義를 ‘回

復’하는 데 동참할 것인지 물었다.

이어지는 대목에서는 이러한 물음에 스스로 답하며 작품을 마무리했다.

林泉에 자븐 큰 을 못 다 어

人間 紛亂을 지 못거든

져근덧 니러 안 이내 말드러보소

111) 중국 唐代에 安史의 난을 진압한 장수다.
112) 三學士의 행적과 그에 대한 세간의 논평에 대해서는 정옥자, ｢丙子胡亂時 言官의 位相
과 活動｣, 한국문화12,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1; 오수창, ｢병자호란에 대한 기
억의 왜곡과 그 현재적 의미｣, 역사와 현실 제104호, 한국역사연구회, 2017, 65~70면에
서 상세하게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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龍臥 南陽에 躬耕도 죠커이와

經綸 大志로 부 잘을 노코나와

龍泉劍 드칼로 腥塵을 쓰리치고

乾坤을 整頓야 天朝을 다시 셤겨

君臣同樂야 太平으로 누리다가

功成身退야 故鄕에 도라와셔

녜 노든 江山風月과 늙다 엇더리

화자는 ‘林泉에 자븐’를 청자로 설정하고 그들에게 말을 건냈다. 이들을 가리

켜 ‘龍臥 南陽’이라 하여, 출사하기 전 농사를 지었던 중국 蜀의 제갈량에 비유했다.

곧 ‘븐’는 출사하지 않은 재야의 사대부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화자는 이들이 ‘人

間 紛亂’을 ‘지 못’한다고 했다. 이러한 표현은 병자호란 이후 사대부층이 출사

를 꺼린 상황과 관련하여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인조가 淸에 항복하여 明에 대한

義를 저버림으로써 왕과 조정의 권위가 크게 손상된 결과, 당시 사대부 가운데는

출사를 거부한 이들이 많았다. 일부 사대부는 출사를 거부하면서 인조를 ‘汚君’, 조

정을 ‘小朝’라고 비하하기까지 했다.113) 이러한 표현은 인조반정 당시 광해군 정권

을 비판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항복 이후 인조의 권위가 얼마나 크게 흔들렸는가

를 보여준다. 작가는 이러한 상황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재야의 사대부들이 국사

에 관심을 두지 않는 데 대한 반감을 표현한 것이다.

화자는 이들에게 ‘니러 안’ 볼 것을 권했다. 그리고 ‘龍泉劍’으로 ‘腥塵’을 쓸어

치우고 ‘天朝’를 다시 섬기자고 했다. 淸을 제압하고 明을 다시 섬겨 義를 실천할

것을 권한 것이다. 이는 앞서 淸에 굴복하지 않은 三學士의 행적을 언급한 것과 연

결된다. 그리고 ‘君臣同樂’을 언급하며 이것이 臣의 의무임을 강조했다. 明의 은혜를

입은 조선 사람으로서, 그리고 조선 국왕의 신하로서 자신의 정체성과 역할을 파악

한 것이다. 이러한 대목에서 華夷觀과 유교 이념에 근거한 자기 표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병자난리가｣는 피란 체험을 계기로 현실에 근거한 자기 표현을 형상

화하는 한편, 여전히 유교 이념에 근거한 전대의 작가 의식을 강하게 드러냈다.

포로 체험을 한 작가들 역시 가사에서 자신의 곤궁한 처지를 다루었다. 다음은

백수회의 ｢재일본장가｣ 전반부다.

어와 이 내 몸이 一日도 三秋로다

海東 異域을 이 어라 게이고

天心이 不助니 萬里 漂臨이라

눈믈을 베셔고 左右도라보니

113) 인조실록 권35, 인조 15년(1637) 8월 12일(정미) 2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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語音이 不同고 風俗이 相違로다

靑衣를 메앗고 腥膻의 절며

夷齊의 采薇와 蘇武의 漢節과

天祥의 爲國丹心을 닛디 아닌 이 내 

朝朝 暮暮의 西山을 悵望니

一寸 肝腸이 끈닛

탄사 ‘어와’와 ‘一日도 三秋로다’라는 관용 표현을 사용해 애타는 심경을 노래하며

작품을 시작했다. 그 이유는 ‘이 내 몸’이 ‘어’인지도 모를 ‘海東 異域’에 떨어져나

와 있기 때문이다. 작품의 제목과 창작 당시 작가의 상황을 고려하면, 이는 적국인

日本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느낀 비통한 심경을 노래한 것이다. ‘天心’ 곧 절대자

도 자신을 돕지 않는다고 한 데서 절망에 빠진 작가의 심경을 확인할 수 있다.

화자는 ‘눈믈’을 흘리며 주변을 돌아보지만, 귀와 눈에 들어오는 것은 화자와 통

하지 않는 이국의 ‘語音’과 ‘風俗’뿐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화자는 미천한 신분의 사

람들이 입는 ‘靑衣’를 입고 ‘腥膻’ 곧 오랑캐에게 절하고 있다. 예비적 고찰에서 살

폈듯 작가는 여느 조선인 포로들과 마찬가지로 유력한 일본인의 집에서 종노릇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천한 옷을 입고 오랑캐에게 절을 하는 모습은 조선에

서 사대부층이었던 작가가 적국에서 일본인을 주인으로 삼고 노비로 생활하게 된

처지를 그린 것이다. 이처럼 작가는 자신이 직접 보고 듣고 행한 바에 근거하여 적

국에서 포로 생활하는 비참한 처지를 있는 그대로 형상화했다. 이념의 개입 없이

자신의 곤궁한 처지를 직시하고 표현한 것이다.

이어서 화자는 자신을 ‘夷齊’, ‘蘇武’, ‘天祥’에 비유했다. 이들은 모두 절의를 지켜

후세에 귀감이 된 중국사의 인물들이다. 그리고 ‘爲國 丹心’을 언급하여 조국에 대

한 변함 없는 忠心을 직접적으로 표현했다. 유교 이념에 근거하여 자기 자신의 정

체성을 인식하고, 자신이 내면화하고 있는 忠의 이념을 노래한 것이다. 하지만 작품

전체에서 忠의 이념에 근거한 작가 의식을 형상화한 것은 이 부분이 전부다. 요컨

대 ｢재일본장가｣는 실제에 근거한 작가 의식을 반영하여, 포로 생활의 곤궁함과 그

에서 비롯된 절망적인 심경을 노래하는 데 집중한 것이다.

작품 후반부에서는 가족을 다시 만나고 싶은 간절한 염원을 표현했다.

乾坤을 俯仰고 古事를 思量니

父母의 恩德과 兄弟의 友愛를

못다 갑흔 殘軀로다

枕上의 어 故國의 도라오니

宮室이 如前고 松菊이 荒蕪로다

父母절며 二弟를 더위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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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年 不見여 兩生 相悲

니며 무르며서 涕淚를 相揮고

積積 前情을 못내 베픈 이예

夷謠 亂耳니 遠蝶驚廻 도다

화자는 포로가 된 비참한 처지를 형상화한 데 이어서, 고국에 있는 ‘父母’와 ‘兄弟’

를 떠올렸다. 그리고 가족과 헤어져 도리를 다하지 못한 자신의 처지[殘軀]를 돌아

보았다. 이어서 ‘’이라는 비현실적 장치를 동원하여 ‘故國’으로 돌아와 ‘父母’와 ‘二

第’를 만나는 상황을 그렸다. 이때 ‘절’고 ‘더위잡’으며, 안부를 ‘니며 무르’는 인

물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이 주목할 만하다. 가족을 다시 만나면 하고 싶

은 일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가족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드러낸 것이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가족에 대한 ‘情’[積積 前情]을 언급한 것이 눈에 띈다. 전란으로

인해 강제로 헤어진 가족을 떠올리며 유교 윤리가 아닌 그리움의 정서를 앞세운 것

이다. 가족과 이별한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낄법한 자연스러운 정감에 주목한 데서

이념이 아닌 실제에 근거한 자기 표현을 확인할 수 있다.

백수회와 함께 포로 생활을 했던 안인수의 작품 역시 포로 생활 중에 느낀 보편

적인 심경을 노래했다.

어와 셜온지고 각니 더옥 슬픠

萬里 外이어 이 어라 혼자 와셔

의 친 님을 의나 보려 여

客窓을 지혀시니

헌로온 淸風은 碧海지내 불고

외로온 明月은 板屋의 빗겨시니

이 閑暇여 이조차 아니 온다

아니 오님은니와 오던 은 어듸 간고

조차 無情히 되니 더옥 슬퍼노라

‘어와’라는 감탄사를 동반하여 ‘셜온’ 처지를 탄식하며 작품을 시작했다. 화자가 서

럽고 슬픈 이유는 그리운 ‘임’을 두고 ‘萬里 外’에 ‘혼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작

품 창작 당시 작가의 상황을 고려하면 그리움의 대상은 고국에 두고 온 사람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다만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재일본장가｣와 달리 이 작품

은 그리움의 대상을 특정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작품의 향유자들이 고국에 두고 온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대입하여 작품에 공감할 수 있도록 했다.

화자는 임을 만나고자 하는 자신의 염원이 실현될 수 없음을 알고, ‘’이라는 비

현실적인 방법으로나마 임을 만나기를 기대하며 바깥과 통하는 ‘客窓’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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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창문을 통해 맞이한 것은 고국으로부터 바다를 건너 자유롭게 불어오는 ‘淸

風’과 혼자 된 화자를 환히 비추어 외로운 처지를 돌아보게 만드는 ‘明月’뿐이다. 이

에 화자는 오히려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의 괴로움을 느끼고 만다. 자신의 염원이

실제로는 물론, 비현실적인 방법으로도 성취할 수 없음을 깨달은 화자는 ‘더옥 슬퍼

노라’는 독백의 형식으로 절망감을 표현하며 작품을 마무리했다. 포로 생활 중인

처지와 그러한 상황에서 누구나 느낄 법한 보편적인 정서를 노래했으며, 유교 이념

의 개입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 작품에 대한 답으로 지어진 백수회의 ｢화경도인안인수가｣ 역시 포로 생활 중

에 느낀 보편적인 정서를 노래했다.

寒燈 客窓의 벗 업시 혼자 안자

님 각 며셔 左右을 도라보니

北海가 燕獄114)인가 이 어라 할 이고

淸風과 明月을 벗 삼은 몸이

爲國 丹心을 못내 슬허노라

‘벗 업시 혼자’ 있는 쓸쓸함을 ‘寒燈’에 이입하여 노래하며 작품을 시작했다. ｢안인

수가｣와 마찬가지로 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님’을 등장시키고, 그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했다. 이에 더해 자신이 머무는 곳을 ‘北海’와 ‘燕獄’에 비유하여 그곳에 대한

거부감과 어리둥절한 마음을 표현했다. 이어서 ｢안인수가｣에 등장했던 고국으로부

터 온 ‘淸風’과 ‘明月’이 등장한다. ｢안인수가｣와 달리 이들을 ‘벗’ 삼았지만 고국에

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상 내면의 괴로움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이에

화자는 고국에 대한 ‘爲國 丹心’을 언급하며 슬픔을 토로했다.

이상에서 안인수가 먼저 짓고 백수회가 화답한 두 작품이 적국에 끌려와 사랑하

는 이들과 이별한 상황에서 느끼는 그리움과 외로움을 표현한 것을 확인했다. ｢재

일본장가｣가 적국의 환경과 작가의 처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포로 생활의 괴로

움을 형상화한 것과 달리, 이 두 작품에는 포로 생활에 대한 묘사는 드러나지 않는

다. 하지만 곤궁한 처지에서 발한 정서를 이념의 개입 없이 있는 그대로 노래한 데

서, 인간 보편의 자연스러운 감정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작가 의식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는 ｢재일본장가｣에서도 확인했던 실제에 근거한 자기 표현의 방식이다.

참전 작가들 역시 생사를 장담할 수 없는 전장에서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고, 심

회를 노래했다. 유교 이념의 개입 없이 작가가 느낀 정서를 있는 그대로 수용한 데

서 피란, 포로 체험을 소재로 한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실제에 근거한 자기 표현을

114) 중국 宋代의 충신 文天祥이 元의 장수 張弘範에게 사로잡혀 3년 동안 燕 땅에 구류되
었던 것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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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다. 제3장에서 ｢선상탄｣에 나타난 대외 인식을 분석하면서 전쟁 재발

에 대한 불안감을 확인한 바 있다. ｢태평사｣의 경우 공적인 맥락에서 창작된 만큼

개인적인 정서를 노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본 장에서는 두 작품을 제외하고,

｢남정가｣와 ｢용사음｣에 나타난 정서를 살펴본다.

다음은 ｢남정가｣의 본사 가운데 작가가 출정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부분이다. ㈀

은 출정 이전에 임금에게 하직 인사를 올리는 장면, ㈁은 전장으로 향하는 장면이

다.

㈀ 桓桓 老將과 一介 書生이

紫霞을 득 부어 北闕의 拜辭니

우리집을 다 닛과다

㈁ 天作 高山야 月出 是崇니

靈巖 巨鎭애 사흘만의 오단 말가

先王 創業샤 丕基두겨시니

軍政도 이시며 紀律도 업건마

不敎軍卒과 齟齬器械로

大事엇디려요

블티 밤티 가라재 山路ㅣ 嵯峨고

草樹 茂密

업더디니 닐고 굿보리 라오니

淸風院 普賢院을 瞬息間의 오도고야

㈀에서 화자는 임금이 계신 ‘北闕’을 향해 인사를 올리면서 ‘우리집’을 잊었다고 했

다. 그런데 대개 4음보로 구성되는 시행에 2음보의 시구를 덧붙여 ‘우리집’을 언급

한 것이 주목을 요한다. ‘우리집’은 사적인 생활 영역으로, 그곳에서 생활하는 가족

들을 떠올리게 한다. 출정하는 순간에 화자가 가족을 떠올리고 4음보의 율격에 변

화를 주면서까지 이를 굳이 언급한 데서, 역설적으로 작가가 가족에 대한 생각을

떨치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115) 그 이유는 참전 행위의 의미를 고려하면 이

해할 수 있다. 전장은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전투에 임하는 군인

은 자신이 전사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죽음에 대한 불안감은

남겨질 가족들에 대한 걱정으로 이어진다. 작가는 공무를 수행하는 관료로서 표면

적으로 사사로운 정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가족들을 연상하고 그들

115) 성호경, ｢歌辭의 ‘片句’ 현상에 대한 試論｣, 人文硏究 9,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87, 15~16면에서는 가사의 4음보 율격에 변화를 준 편구 현상이 해당 부분에 나타난 정
서와 주의를 강화하고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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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부정한 데서, 작가가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가족에 대한 걱

정을 마음 속에 품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출발 이전부터 감지된 불안감은 출정 과정을 형상화한 데서 더욱 분명하게 표현

됐다. ㈁에서 출정길에 오른 화자의 시선은 ‘不敎軍卒’과 ‘齟齬器械’로 향한다.

그리고 이들을 활용하여 전투라는 ‘大事’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냐고 읊조렸다.

아군의 미비한 전투력이 화자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든 것이다. 미비한 병력의 문제

는 김경석 등의 장수들이 출정 직전에 명종을 알현한 기록에서도 확인된다. 출정

직전에 지휘관들은 병사들의 저하된 사기와 부족한 병선 및 무기의 현황에 대한 우

려를 표한 바 있다.116) 작가는 정벌군 사이에 널리 퍼져 있던 패배에 대한 불안감

을 진솔하게 고백한 것이다.

전투를 앞두고 떠오른 불안감은 전투 과정을 형상화하는 중에는 드러나지 않는

다. 이 대목에서 작가는 忠의 실천 행위로서 자신을 포함한 아군의 활약상을 부각

하는 데 집중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전투가 종료된 이후에 작가의 심회를 표현한

부분에서 작가가 느꼈던 불안감이 다시 등장한다. ㈀은 전투 다음 날 전날의 심경

을 드러낸 것이며, ㈁은 작품의 결어 부분이다.

㈀ 賊屍 收拾야 京觀 是封니

德津橋 上의 녜 업던 새 뫼히여

어제 일 각거든 急遽도 셰이고

連戰 不利니 下有 元帥

上有 聖主人 므어시라 오려뇨

廉頗 李牧117)이면 수이 아나 가마

馬援 矍鑠118)을 어늬 스츼 발흘 뵐고

㈁ 夜歌을 激烈니 어릴셔 이 몸이여

忠心애 憂國一念이야 니칠 스치 업서이다

㈀에서 화자의 시선은 ‘賊屍’를 쌓아 만든 ‘뫼’를 향하고 있다. 적의 시신은 ‘어제’의

전투를 ‘각’하게 했다. 이때 ‘急遽’했다는 표현에서 화자가 가졌던 조바심을 확인

할 수 있다. 전투에 앞서 미비한 병력에 대한 불안감을 표현했던 것을 고려하면, 작

가가 전투 중에도 패전에 대한 불안감에 마음을 졸였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패

전에 대한 불안감은 작가의 처지와 관련해서도 이해할 수 있다. 작가는 애초에 정

벌군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김경석의 신망을 받아 그의 추천으로 전투에 참여했다.

116) 명종실록 권18, 명종 10년(1555) 5월 16일(기유) 5번째 기사.
117) 중국 전국시대 趙의 명장이다.
118) 중국 後漢의 명장인 馬援의 노익장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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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참전의 계기를 고려하면, 윗사람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출정

기간 내내 작가에게 작용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작가의 불안감을 키운 이러

한 부담감은 ‘聖主人’과 ‘元帥’를 직접 언급한 데서 확인할 수 있다.

㈁에서 화자는 시상을 종결하며 자신의 노래가 ‘激烈’하다고 표현했다. 그리고 그

러한 노래를 지어 부른 자신을 돌아보며 ‘어릴셔’라고 탄식했다. 작가가 자신의 노

래를 세차고 사납다[激烈니]고 표현한 것은 지금까지 살핀 것처럼 복잡다단한 심

경을 숨기지 않고 표현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하여 작가는 감정을 분

출하는 것이 미덕이 아니었던 사회문화적 분위기를 거스른 자신을 돌아보며, 어리

석다고 탄식한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내면화하고 있는 忠의 이념을 강조하며 시상

을 종결했다.

이상에서 확인한 것처럼 작가는 참전 중에 느낀 죽음이나 패배에 대한 불안감을

진솔하게 고백했다. 하지만 이를 작품의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았다. 작가는 자신의

감정을 진심과 반대로 표현하거나, 공간적 배경이 빠르게 전환되는 와중에, 혹은 전

투 체험 말미에 부분적으로 언급했다. 이는 아군의 활약상을 큰 비중을 할애하고

다양한 표현 전략을 활용하여 부각한 것과는 대조된다. 이를 통해 활약상 이면의

부정적인 정서를 고백하는 것이 작가가 작품을 창작한 핵심적인 목적은 아님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작가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낄 법한 보편적인 정서를 부정하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했다. 그리하여 작가가 가진 인간적인 면모를 보이고 향유자가

작품에 공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대목에서 유교 이념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생사를 장담할 수 없는 긴박한 상황에서 자신이 느낀 바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자

한 작가 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용사음｣은 ‘–吟’으로 종결된 제목에서부터 작가의 정서를 강하게 노출했다. 그

리고 대상을 바꾸어 가며 한탄하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했다. 결사 부분에서는 작

가 자신과 주변으로 시선을 향하고 한탄을 이어갔다.

蓬藁 遍野니 어드메만 내 故鄕고

白骨 成丘니 어느 거시 내 骨肉고

昔年 繁華 티 각니

山川은 녯 티요 人物은 아니로다

周人 黍離歌 靑史애 눈물 내고

杜陵 哀江頭 오다시 블러 보니

風雲이 愁慘고 草木이 슬허다

男兒 삼긴 이 이러케 랴마

좀 호반 석은 션븨 돈 돈 채 못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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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사에 이르러 마침내 ‘내’가 등장하고, 전란 피해를 입은 화자 자신의 처지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된다. 화자는 자신의 ‘故鄕’과 ‘骨肉’이 있던 자리로 시선을 향했다. 하

지만 전란 끝에 고향은 ‘蓬藁 遍野’가 되었고, 친지들은 죽임을 당해 그들의 ‘白骨’

이 언덕을 이루었다. 이에 화자는 나라의 존망을 노래한 중국의 명편 ‘黍離歌’와 ‘哀

江頭’를 불러 보는 자신의 모습을 형상화하며 절망감을 표현했다. 전란 중에 삶의

터전과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를 상실한 자신의 처지를 직시하고 슬픔을 표현한

것이다. 특히 ‘風雲’, ‘草木’과 같은 자연물에게 화자의 감정을 이입하여 슬픔에 깊이

를 더했다. 이러한 한탄은 화자가 처한 현실을 돌아본 뒤에 터져 나온 것이라는 점

에서, 서사에 표현된 華夷觀에 근거한 한탄과는 성격이 다르다.

이어서 화자의 시선은 자기 자신에게로 향했다. 화자 자신을 가리키는 말, ‘南兒’

는 전반부의 ‘丈夫’, ‘’와 의미가 통한다. 그런데 화자는 자신이 ‘南兒’라면 응

당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리하여 자신을 ‘좀 호반’, ‘석

은 션븨’로 비하하고 자괴감을 표현했다. 작가는 앞서 ‘’라고 칭송했던 의병들

과 마찬가지로 전란 발발 직후 고향에서 창의하여 적과 맞서 싸웠다. 절망감에 빠

져 전란에 무기력하게 대처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임진왜란 당시 대부분 의병

세력은 전력의 열세로 인해 고전했다. 결국 본사에서 호명한 인물들처럼 많은 의병

들이 순절하거나, 끝내는 자발적으로 해산하고 피란했다. 전세를 결정적으로 역전시

키지는 못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작품에 표현된 자괴감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지 못한 자신의 처지를 돌아본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열세인 의병 세력 가운데 하나로서, 자신의 곤궁한 처지를 있는 그대로 인식한 작

가 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작가는 한탄으로 그치지 않고 절망감과 자괴감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드러

내며 작품을 마무리했다.

靑驄馬 赤兎馬 울명셔 구거

莫邪劒 龍泉劒 白虹이 절노 션다

언제야 天河헤쳐 이 兵塵을 씨스려뇨

마지막으로 화자의 시선은 ‘-馬’, ‘-劒’과 같은 병장기를 향했다. 이들은 당장이라도

전투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다. 이러한 소재를 통해 작가는 언제든 일본군

에게 저항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신의 마음 상태를 표현했다. 이러한 의지는 ‘兵塵’

을 씻고자 하는 화자의 독백에 더욱 분명하게 표현되었다. 의병 활동의 미진한 성

과에 좌절감을 느꼈지만, 포기하지 않고 문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

지를 강조한 것이다.

이상에서 살핀 절망감과 자괴감은 유교 이념을 내면화했는가 여부를 떠나 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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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체험한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낄 법한 보편적인 감정들이다. 특히 자괴감의

경우, 자신의 치부와 관련되기에 다른 사람 앞에서 쉽게 꺼낼 수 없는 감정이다. 이

러한 정서를 솔직하게 표현한 데서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다른 사람

과 공유하고자 한 작가 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이념을 개입시켜 유교 윤리를

내면화한 자신의 모습을 부각한 전대의 작가 의식과는 성격이 다르다.

한편 고향과 가족들을 돌아보며 의병 활동의 의지를 다지는 작가의 모습은 의병

격문의 호소 전략과 유사하다. 다음은 작품에 등장하는 의병장 곽재우의 격문 가운

데 일부다.

적병이 이미 박두했으니 우리의 부모와 처자는 장차 적병의 포로가 될 것

이다. 우리 마을에 나이가 젊고 적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수백 명은 될 것

이니, 만약 마음을 같이 해서 정암 나루에 의거하여 지킨다면 우리 고장을

보전할 수 있을 것이다. 어찌 가만히 앉아서 죽기를 기다릴 것인가.119)

격문은 창의의 명분으로 마을과 가족의 보호를 내세웠다. 당시 의병장들은 자신이

거느린 노비는 물론, 흩어진 관군과 일반 양민들을 적극적으로 포섭했다. 이때 유교

이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기층민에게는 忠의 이념보다는 마을과 가족을 보호한다

는 현실적인 이유가 훨씬 더 호소력 있게 다가왔을 것이다. 이에 위의 명분을 내세

운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용사음｣에 나타난 보편적 정서의 진솔한 표현 역

시, 당대의 향유자들이 작품에 공감하도록 유도했을 것이다.

지금까지 전란가사가 전란 상황에서 비롯된 작가의 곤궁한 처지와 정서를 진솔하

게 표현한 것을 살폈다. 이는 자신이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 그대로 수용한 것

으로, 유교 이념에 근거한 전대 사대부가사의 자기 표현과는 거리가 있다. 전란이라

는 극한 상황을 계기로 자신이 누구인지 인식하고 이를 표현하는 방식에 변화가 생

긴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 장에서는 전란가사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도록 한다. 그리고 전란가사의 특성을 사대부 시가의 흐름 속에서 조망함으

로써 전란가사가 가진 의의를 밝히도록 한다.

119) “賊已迫, 吾父母妻子, 將爲賊得矣. 吾里中少年可戰者, 不下數百, 若齊心據鼎津以爲守, 可
保鄕曲. 惡可束手以待死乎.”(이긍익, 燃藜室記述 권16, ｢宣祖朝 故事本末｣ 郭再祐) 우리
말 번역은 김강식, 壬辰倭亂과 慶尙右道의 義兵運動, 도서출판 혜안, 2001, 16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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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전란가사의 특성과 시가사적 의의

지금까지 전란가사에 나타난 대외 인식과 사회 의식, 그리고 자기 표현을 전대

사대부 시가의 작가 의식이 지속 혹은 변모하는 양상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본 장

에서는 앞서의 논의를 토대로 여타 전란시가와 구별되는 전란가사만의 특성을 파악

한다. 이를 위해 전란가사의 작가 의식을 전란을 소재로 취한 장편 한시, 연시조의

것과 비교 검토한다. 그리고 전란가사가 그만의 특성을 갖게 된 이유를 가사 장르

의 전통 및 형식과 관련하여 밝힌다. 나아가 전란가사의 특성을 사대부 시가의 흐

름 속에서 통시적으로 조망함으로써, 전란가사가 가지는 시가사적 의의를 밝히도록

한다.

제1절 여타 시가 장르와 대비한 전란가사의 특성

사대부층은 전란 체험과 그에서 비롯된 심회를 가사로 형상화했다. 전란가사에

반영된 작가 의식은 전대 사대부 시가의 것을 지속하거나 변모시키는 양상을 보였

다. 이를테면 대외 인식 면에서 적국을 문화적으로 열등한 夷로 인식하는가 하면,

저들의 강성한 군사력만큼은 인정했다. 사회 의식 면에서는 王道 정치가 실현된 유

교적 이상 사회의 모습을 전후의 지향점으로 제시하는 한편, 전란 당시의 사회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사회 모순을 고발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자기 표현 면에서

는 유교 이념을 내면화한 忠臣의 면모를 부각하는 한편, 전란으로 인한 곤궁한 처

지를 직시하고 이를 있는 그대로 형상화했다.

사대부 문인들은 가사 이외에도 전란을 소재로 장편 한시를 창작했다.120) 두 장

르는 작가층이 같고, 장편의 운문이라는 점에서 형식이 유사하다. 따라서 둘의 내용

구성을 비교함으로써 전란에 대응하는 가사만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전란 소재

장편 한시는 8구의 율시로 된 비교적 짧은 것부터 50여 행에 이르는 것까지 그 길

이가 다양하다. 본고는 길게는 100여 행에 이르는 전란가사와 비교하기 위해 50여

행에 이르는 장편을 확보한 한시 작품을 선정하고, 그와 동일한 전란을 소재로 취

한 전란가사와 내용 구성을 비교하도록 한다.

120) 임형택, 이조시대 서사시 2, 창비, 2013, 17면에서는 이들 작품군이 한시로서 서사성을
가졌다는 점에 주목하여 ‘서사한시’로 명명했다. 박혜숙, ｢서사한시의 장르적 성격｣, 韓國
漢文學硏究 17, 한국한문학회, 1994 등의 후속 연구에서 이 용어를 계속해서 사용했다.
본고는 이들 작품군이 가진 서사성에 대해 논의하지는 않았으며, 가사와 유사하게 긴 길
이의 운문 형식을 취했다는 점에 주목했으므로 ‘장편 한시’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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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묘왜변을 소재로 취한 장편 한시 작품으로, 16세기에 활동한 三唐 시인 가운데

한 사람인 白光勳(1537~1582)의 ｢達梁行｣이 있다. 이 작품은 을묘왜변 종전 직후, 일

본군이 처음 상륙하여 점령했던 달량포를 돌아보고 지은 것으로 총 42구로 이루어

졌다. 작가의 문집인 玉峯詩集 下卷에 수록되어 전한다. 을묘왜변을 소재로 취하

고 장편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내용과 형식 면에서 ｢남정가｣와 통한다. 두 작품의

전체적인 내용 구성과 그에 반영된 작가 의식을 비교하도록 한다.

다음은 ｢達梁行｣의 전체적인 내용 구성을 요약한 것이다.

⑴ 전란 직후 전장의 모습

① 1~6구: 달량성에 버려진 시신들을 보고 한탄함

⑵ 전란 당시의 참상

① 7~14구: 지휘관이 잘못된 계책을 쓴 데 대한 비판

② 15~30구: 전사한 병사들, 피란한 백성들의 모습과 그에 대한 안타까움

③ 31~36구: 지휘관이 임금의 기대를 저버린 데 대한 비판

⑶ 참상에 대한 작가의 한탄

① 37~42구: 참상을 시로 읊어 원혼들을 위로하고자 함

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란 직후 막대한 인명 피해의 현장을 목격한 것으로부터

시상이 촉발되었다. 그리하여 작품은 ⑵에서 전란 당시에 民이 입은 피해를 형상화

하고, ⑶에서 그에 대해 한탄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전란과 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조정 신료들의 행태가 당대 사회, 특히 民에게 끼친 피해에 초점을 맞추어 작

품 전체를 구성한 것이다. 이러한 구성에서 작가가 가진 비판적인 사회 의식을 확

인할 수 있다. 작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다음은 ⑴에서 전란 직후 전장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달량성 머리에 해는 저물어 뉘엿뉘엿 達梁城頭日欲暮,

달량성 밖에 바다 물결이 흐느끼네. 達梁城外潮聲咽.

모래사장 막막하여 사람은 보이질 않고 平沙浩浩不見人,

발길에 채이느니 풀에 얽힌 해골이로다. 古道唯逢纏草骨.

이 몸은 난리를 겪어 마음이 하마 죽었거니 身經亂離心久死,

지금 목전에 참혹한 정경 어찌 입으로 다 표현하랴! 慘目如今那更說.121)

산 사람은 보이지 않고 수습도 하지 못한 ‘草骨’만이 버려져 있는 광경이 화자의 시

선에 포착되었다. 화자는 처참한 광경을 목격하고 느낀 슬픔을 달량포의 ‘外潮’에

121) 작품 원문과 우리말 번역은 임형택, 앞의 책, 2013, 33~39면에 수록된 것을 따랐다. 이하
본고에 수록한 전란 소재 장편 한시의 원문은 이 책에 수록된 것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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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입하는가 하면, 탄식의 발화를 통해 직접적으로 노래했다. 여기서 ‘心久死’와 ‘慘

目’은 ｢용사음｣에 사용된 시어 ‘慘目傷心’과 유사하다. 하지만 ｢용사음｣이 華의 문물

이 파괴된 상황을 두고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것과 달리, 이 작품은 民이 입은 피

해와 이를 목격한 화자의 슬픔을 집약한 표현으로 사용했다. 이러한 차이에서 ｢達

梁行｣의 관심이 비판적인 사회 의식을 표현하는 데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다음은 작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⑵에서 병사들과 백성들이 입은 피해

를 형상화한 부분이다.

슬프다 병사들이여, 누군들 부모의 사랑하는 자식 아니랴 哀汝誰非父母身,

무고한 생명이 모두 함께 칼날 아래 피를 흘렸더라오. 無辜同爲白刃血.

버려진 시체 물어뜯고 훔쳐가고 까마귀 솔개에 늑대가 덤벼들어 烏鳶銜飛狐狸偸,

가족이 와서 찾을 때는 머리가 떨어지고 다리는 달아났네. 家室來收頭足別.

(…)

진남의 아침 구름 오랑캐 북소리에 놀라고 羯鼓朝驚鎭南雲,

모산의 저녁 달 피비린내 먼지에 어둡구나. 腥塵夜暗茅山月.

처자식 잃어 헤매고 노약자들 쓰러지고 妻孥相失老弱顚,

풀섶과 산골에 숨어 호랑이굴이라도 찾아들 판이었네. 草伏林投信虎穴.

전사한 병사들의 시신이 ‘收頭足別’되어 처참하게 망가진 모습, 피란민들이 ‘虎穴’

같이 위험한 곳까지 찾아드는 급박한 상황을 형상화했다. 조정 신료들의 잘못된 대

처를 비판한 ①, ③을 이 대목의 전후에 배치함으로써, 이 부분은 무능한 조정 신료

가 당대 사회에 끼친 폐단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때 작가와 동일 인물인

화자는 관찰자의 입장에서 자신이 목격한 참상을 세세하게 형상화했다. 특히 사지

가 분해된 시신의 모습과 같이 충격적인 소재까지도 수용하고 사실적으로 그렸다.

이러한 구성과 형식상의 특성을 통해 당대 사회의 모순을 고발하고, 비판적인 사회

의식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려 한 작가 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전란가사 ｢남정가｣는 내용 구성면에서 ｢達梁行｣과 차이가 있다. 예비적 고

찰에서 ｢남정가｣의 전체적인 내용 구성을 요약한 것을 다시 살펴본다.

⑴ 을묘왜변의 전황

① 1~10행: 전황 개괄, 조정 신료들의 부도덕 비판(사회 의식)

⑵ 南征 체험

① 11~20행: 출정 순간에 느낀 전투에 대한 불안감(자기 표현)

② 21~30행: 전투 직전 아군과 적군의 모습(대외 인식)

③ 31~51행: 아군의 활약상(자기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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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전투에 대한 심회

① 52~58행: 전투에 대한 불안감 회상(자기 표현)

② 59~65행: 임금에 대한 송축( 〃 )

⑷ 앞으로의 전망

① 66~68행: 王道 정치가 실현된 이상적인 사회상 제시(사회 의식)

② 68~73행: 을묘왜변을 교훈 삼아 전란에 대비할 것을 건의( 〃 )

③ 74~75행: 忠을 다짐하며 어지러운 마음을 다잡음(자기 표현)

｢남정가｣는 크게 ‘⑴ 체험과 심회의 배경─⑵ 참전 체험, ⑶ 심회─⑷ 앞으로의 전

망’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괄호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⑴~⑷에 속하는 작은

내용 단락들은 작가의 대외 인식과 사회 의식, 그리고 자기 표현을 드러냈다. 다양

한 영역에 걸친 작가의 관심을 형상화한 것이다. 그리하여 ｢남정가｣는 ‘지휘관의 잘

못된 대처로 인해 民이 입은 피해’에 집중한 ｢達梁行｣과는 구성면에서 차이를 보인

다. ｢達梁行｣에 형상화된 내용은 작품 가운데 일부인 ⑴②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

정가｣ 역시 비판적인 사회 의식을 표출했지만, 이것이 작품 창작의 유일한 목적은

아닌 것이다. ｢남정가｣에서 화자는 참상의 관찰자일뿐 아니라 참전 체험의 주체로

등장한다. 그리하여 자신의 참전 체험과 다방면에 걸친 심회를 모두 형상화했다. ｢

達梁行｣과는 달리 작가의 전란 체험과 심회를 종합적으로 다루고자 한 것이다.

이처럼 동일한 전란을 다루면서도 소재와 내용 구성면에서 차이를 보이는 양상은

다른 작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임진왜란을 소재로 한 장편 한시 작품으로 당대

의 비판적 지식인 許筠(1569~1618)의 ｢老客婦怨｣이 있다. 이 작품은 작가가 종전 이

후 강원도 여행 중에 한 노파의 사연을 듣고 지은 것으로, 총 48구로 이루어졌다.

작가의 문집 惺所覆瓿藁 가운데 ‘楓嶽紀行’에 수록되어 전한다. 임진왜란을 소재

로 취하고 장편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내용과 형식 면에서 최현의 ｢용사음｣과 통한

다. 두 작품의 전체적인 내용 구성과 그에 반영된 작가 의식을 비교하도록 한다.

다음은 ｢老客婦怨｣의 전체적인 내용 구성을 요약한 것이다.

⑴ 老客婦를 만남

① 1~4구: 화자가 객주에서 老客婦를 만남

⑵ 老客婦의 술회

① 5~12구: 피란 생활의 괴로움

② 13~29구: 일본군에게 시모와 남편이 살해되고 아들을 빼앗김

③ 30~46구: 객주에서 갖은 고생하며 삶, 아들의 송환 소식을 듣지만 만나지 못함

⑶ 老客婦의 한탄

① 47~48구: 老客婦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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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품은 ⑵·⑶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老客婦’의 비극적인 생애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배열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그는 전란으로 인해 가족을 잃고 홀로 남아

고통스러운 삶을 이어가는 인물이다. ‘老客婦’가 전란과 관련하여 겪은 사건 이외에

다른 내용은 작품에 등장하지 않는다. 전란으로 인해 고통받는 인물의 삶을 서사적

으로 구성하여 보여줌으로써, 전란 당시의 사회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民이 겪

은 참상을 고발하는 데 집중한 것이다. 작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다음은 작품의 서두인 ⑴이다.

동주라 성 서쪽 겨울 해는 뉘엿뉘엿 東州城西寒日曛

보개산 우뚝하다 저녁 구름 감싸 있네 寶蓋山高帶夕雲

허옇게 센 늙은 할미 남루한 차림으로 皤然老嫗衣藍縷

손님 맞아 방을 나와 사립문을 열어주네 迎客出屋開柴戶

스스로 하는 말이 서울 사람 늙은 객부 自言京城老客婦

유리 파산당하고서 객지 신세 되었다오 流離破産依客土

지난번 난리에 왜놈들이 서울을 함락할 제 頃者倭奴陷洛陽

‘客’으로 지칭된 화자와 ‘老客婦’의 만남으로 시상이 시작된다. 작품의 창작 배경을

고려하면, 여행 중에 ‘東州’애 들른 손님으로 설정된 화자는 작가와 동일 인물인 사

대부층이다. 그는 老客婦의 이야기를 끌어내기 위한 장치로 활용되고, 이후의 시상

전개에서는 배제된다.122) 작품이 종결될 때까지 오직 老客婦의 ‘自言’만으로 시상이

전개되는 것이다. 이처럼 작가의 체험이 아닌 民이 입은 피해에 집중한 점에서 ｢老

客婦怨｣은 ｢達梁行｣과 통한다.

다음은 작품의 핵심부인 ⑵ 老客婦의 술회 가운데 일부다.

칼 들고 덤벼든 두 놈 어디서 홀연 나타났는가 揮刀二賊從何來

전생에 무슨 척이나 진 듯 어둠을 틈타 쫒아와 闖暗躡蹤如相猜

성난 칼날 번쩍 하는데 몸이 두 동강 났구려! 怒刃劈脰脰四裂

어머님 낭군 모자가 나란히 원한의 피를 흘렸다오 子母倂命流冤血

이내 몸 어린아이 끌어안고 숲속에 숨었는데 我挈幼兒伏林藪

아이가 응애 울자 놈이 내 아이 뺏아갔지요 兒啼賊覺驅將去

(…)

그로부터 주막에서 종일 동안 물 긷고 방아 찧고 遂從店裏躬井臼

남은 밥 얻어 먹고 해진 옷 얻어 입고 餽以殘飯衣弊衣

애태우고 노역에 시달리며 열두 해 사노라니 勞筋煎慮十二年

122) 서사 한시의 인물, 사건, 발화자의 특성에 대해서는 박혜숙, 앞의 논문에서 상세하게 고
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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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은 타고 머리털 망가지고 허리 다리는 뻣뻣 面黧髮禿腰脚頑

老客婦의 가족이 ‘脰脰四裂’되어 잔인하게 살해당하고, 숨어 있는 ‘兒’까지도 빼앗긴

비참한 상황을 서술했다. 이후 홀로 남은 老客婦가 연명하고자 주막에서 ‘勞筋煎慮’

하여 온몸이 망가진 모습을 형상화했다. 인물의 비극적인 처지를 극대화하여 보여

줄 수 있는 순간들을 소재로 선택한 것이다. 이를 당사자인 老客婦의 증언을 통해

전달함으로써 표현 면에서 사실성과 구체성을 확보했다. 이러한 내용과 표현상의

특징 역시 ｢達梁行｣의 그것과 유사하다. 곧 이 작품에서도 民이 겪은 참상을 고발

하고자 하는 작가의 비판적인 사회 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용사음｣의 경우는 내용 구성면에서 이와 다른 면모를 보인다.

⑴ 임진왜란의 발발

① 1~25행: 夷가 中華를 침략한 사건을 연상하며 임진왜란을 한탄함(대외 인식)

⑵ 龍·蛇 두 해 동안 각 집단의 모습

① 26~50행: 조정 신료의 부도덕 비판(사회 의식)

② 51~73행: 의병 활동 찬양과 부적절한 논공행상 비판( 〃 )

③ 74~90행: 일본군의 만행 비판과 명군에 대한 기대(대외 인식)

⑶ 작가 자신의 대응

① 91~100행: 조정 신료의 각성 촉구(사회 의식)

② 101~112행: 절망감, 자괴감 고백과 극복 의지 표명(자기 표현)

｢용사음｣은 크게 ‘⑴ 문제의식의 배경─⑵ 각 집단에 대한 문제의식─⑶ 작가의 대

응’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남정가｣와 마찬가지로 ⑴~⑶에 속하는 작은 내용 단락들

은 대외 인식과 사회 의식, 자기 표현과 같이 다양한 영역에 걸친 작가의 관심을

드러냈다. 작품 가운데 일부인 ⑶①에서 ｢老客婦怨｣에 형상화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대목을 통해 최현 역시 허균과 마찬가지로 당대 사회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았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용사음｣은 이를 포함하여 다방면에 걸친 작가의

문제의식과 자기 표현을 형상화했다.

한편 ｢용사음｣의 화자는 작품 전체에서 한탄과 문제 의식, 그리고 자신이 전란

중에 느낀 여러 가지 감정을 표현하는 주체로 설정되어 있다. 이는 ｢老客婦怨｣의

화자가 老客婦와 만나는 장면에서 잠깐 등장한 이후 배제된 것과 차이가 있다. ｢용

사음｣ 역시 ｢남정가｣와 마찬가지로 전란 체험의 주체인 작가를 작품 전면에 등장시

켜, 작가의 전란 체험과 심회를 종합적으로 다루고자 한 것이다.

이상에서 전란을 소재로 한 장편 한시가 사회적 상황으로 인한 民의 고통에 집중

한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특성은 중국 中唐 시기(756~835)로부터 이어지는 오랜 전

통을 계승한 것이다.123) 安史의 난으로 중국이 혼란에 빠진 中唐 시기에는 현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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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적 성격을 가진 장편 한시가 대거 지어졌다. 고통받는 당대 民의 모습을 형상화

한 杜甫(712~770)의 ｢石壕吏｣와 白居易(772~846)의 ｢賣炭翁｣ 등이 대표적이다.124) 우

리 문학사에서는 고려 후기 신진사대부가 이러한 전통을 계승한 장편 한시를 창작

했다. 尹汝衡(생몰년 미상)의 ｢橡栗歌｣ 등이 대표적인 예다. 현실 비판적 성격의 장

편 한시는 조선 시대 들어 더욱 활발하게 창작되었다. 15세기 후반부터 훈척 세력

에 의해 사회 모순이 격화되는 한편, 문학에서 근체시 형식을 무조건 추종하는 풍

조를 반성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통 위에서 ｢達梁行｣, ｢老客婦

怨｣과 같이 전란이라는 사회 문제로 인해 民이 겪은 고통을 고발한 장편 한시 작품

들도 다수 창작되었다.

장편 한시가 고대 중국으로부터 내려오는 오랜 역사를 지닌 것과 달리, 가사는

조선 건국 이후에 사대부층이 새로이 마련하고 향유한 장르였다. 그래서 장편 한시

가 民이 겪는 사회 모순을 고발한다는 고정된 창작 목적을 가진 것과 달리, 가사는

전고에 대한 규칙과 제약이 상대적으로 느슨했다. 여기에 길이의 제한이 없어 가사

는 전란을 계기로 다방면으로 확장된 당대 사대부층의 관심을 형상화하기에 적합했

다. 그리하여 사대부층은 전란 체험에서 비롯된 대외 인식과 사회 의식, 자기 표현

에 이르는 복합적인 소재를 형상화하기 위해 가사를 택했다. 그 결과 전란가사는

장편 한시와 달리 전란과 관련된 복합적인 소재를 하나의 작품 속에서 총체적으로

다루는 특성을 갖게 되었다.

한편 사대부 문인은 전란을 소재로 우리말 시가인 시조도 창작했다. 이 가운데

연시조 형식을 취한 것은 짧게는 3수, 길게는 28수로 이루어져 장편을 확보했다. 두

장르 역시 장편 한시-가사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작가층이 같고, 장편의 운문이라는

점에서 형식상 유사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둘의 비교를 통해 전란가사만의 특징적

면모를 파악할 수 있다. 동일한 전란을 소재로 취한 전란가사와 연시조 작품을 작

가 의식의 성격을 중심으로 비교하도록 한다.

임진왜란 중에 창작된 연시조 작품으로 鄭光天(1537~1582)의 ｢述懷｣가 있다. 이 작

품은 작가의 문집인 필사본 洛厓集에 ‘歌辭’로 분류, 수록되어 전한다. 작가는 임

진왜란 발발 직후 고향인 하빈현에서 창의하였으며, 의병장 곽재우를 도와 일본군

과 맞섰다. 그러나 전력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부친의 병이 심해지자 결국 피란

길에 올랐다.125) 이 작품은 전란 발발 반년 뒤인 1592년 11월에 이러한 처지에 대

123) 현실 비판적인 성격의 주제를 형상화한 장편 한시의 역사적 전개에 대해서는 윤종배, ｢
朝鮮時代 敍事漢詩 硏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에서 개괄적으로 검토했다.

124) 중국 中唐 시대 시인 두보, 백거이에 대해서는 김학주, 중국문학사(제6판), 신아사,
2019, 245~251, 258~262면에서 개괄적으로 소개했다.

125) 정광천의 생애에 대해서는 구본욱, 임하 정사철과 낙애 정광천 선생, 학이사, 2015에
서 상세하게 정리했다.



95

한 심회를 노래한 것으로, 총 6연 구성으로 이루어졌다. 전반부의 3수는 임금과 노

친을 편하게 모시지 못하는 서러움을 노래했고, 후반부의 3수는 피란하여 노친이라

도 보전코자 하는 의지를 노래했다.

작품의 전반부와 후반부 가운데 각각 한 수씩을 살펴본다.

어화 셜운지고 太平은 언졔려니

님굼은 엇지며 老親을 엇지리

차라리 쟈닷시 쥭어셔 아무란 쥴 모로리라. <제1수>

採薇고 餓死들 老親을 어이 리

高山에 遯跡여 樂而忘憂 려노니

小子들아 山田이나 매야셔 養老일 여스라. <제5수>126)

제1수에서 ‘셜운지고’라 하여 전란이 발발하여 ‘太平’이 끝난 데 대한 서러움을 직접

적으로 토로하면서 작품을 시작했다. 그리고 중장에서 화자의 서러움이 ‘님굼’과 ‘老

親’을 편하게 모실 수 없는 상황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혔다. 둘을 어찌 모실 것인가

를 언급한 데서 유교 윤리의 근본인 ‘忠孝’를 떠올릴 수 있다. 전란으로 인해 유교

윤리를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화자는 차라리 죽고 싶다는 절망

감을 표현하며 종장에서 서러움을 극대화했다. 전란이 인간의 삶에 가져온 영향 가

운데 유교 윤리를 실천하기 어렵게 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제5수에서는 적에게 조국이 점령당한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 ‘採薇’와 ‘餓死’를 언

급했다. 이는 중국 周 시대 伯夷·叔齊의 고사를 연상하게 한다. 그러나 이를 실천하

는 경우 홀로 남을 ‘老親’이 걱정이다. 그리하여 화자는 ‘高山’으로 피란하여 ‘養老’

하며 ‘忘憂’할 계획을 세웠다. 종장에서는 이러한 대응 방식을 ‘小子’로 지칭된 다른

이들에게도 권하면서 한 수를 마무리했다. 忠孝의 윤리를 모두 실천하는 것이 현실

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孝의 실천을 선택한 것이다.

작품에 나타난 괴로움과 선택의 과정은 의병 활동에 힘쓰다가 끝내 해산하여 피

란한 작가의 행적을 고려하면, 무게 있는 삶의 고뇌를 반영한 것이다. 전시라는 위

급한 상황에서 당대 사대부층 일반이 연마하고 내면화한 유교 윤리를 공허하게 노

래한 작품이 아닌 것이다. 다만 전란이 개인의 삶에 초래하는 다양한 문제 가운데

유교 윤리의 실천을 어렵게 한 점을 소재로 택해 작품 전체를 구성한 데서, ｢술회｣

의 작가 의식이 유교 이념에 강하게 이끌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곧 관념적인

성격의 작가 의식이 작품을 지배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작품은 전란이 작가의

삶에 미친 영향을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형상화하지는 않았다.

126) 임형택, ｢六歌續攷｣, 한국문학사의 논리와 체계, 창비, 2002에서 작품을 처음으로 소개
하고 전문을 수록했다. 본고에 인용한 작품 원문은 여기에 수록된 것을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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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왜란 피란 체험을 소재로 한 전란가사는 현전하지 않는다. 다만 포로 체험을

소재로 한 백수회의 ｢재일본장가｣가 전란으로 인한 곤궁한 처지를 다루었다는 점,

18행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내용과 형식 면에서 ｢술회｣와 통한다. ｢재일본장가｣

역시 작품 전반부에서 ‘夷齊’를 포함하여 절개로 이름난 중국사의 역대 인물을 언급

하며 조국에 대한 변함없는 忠心을 표현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父母의 恩德’을

노래하여 작가가 내면화한 孝의 윤리를 언급했다.

하지만 제5장에서 살폈듯이 작가는 유교적 질서 속에서만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

지 않았다.

㈀ 語音이 不同고 風俗이 相違로다

靑衣를 메앗고 腥膻의 절며

㈁ 涕淚를 相揮고 積積 前情을

못내 베픈 이예

전반부의 ㈀에서 작가는 유교적 질서와는 별개로, 생활과 문화가 전혀 다른 타국에

홀로 와있는 처지, 적국에서 미천한 신분으로 떨어져 연명하는 자신의 처지를 인식

했다. 그리고 이러한 처지에서 비롯된 슬픔을 노래했다. 후반부의 ㈁에서는 부모뿐

아니라 형제를 시적 대상으로 포함하고 가족 전체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했다. 이때

가족 간의 윤리가 아닌 ‘情’을 전면에 내세웠다. ｢재일본장가｣의 경우 이념적인 성

격뿐 아니라 작가가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작가 의식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처럼 가사와 연시조가 동일한 전란을 소재로 취하면서 작가 의식의 성격 면에

서 차이를 보이는 양상은 다른 작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병자호란을 소재로 한

연시조 작품으로 李廷煥(1604~1671)의 ｢悲歌｣가 있다. 이 작품은 작가의 문집 松巖
遺稿에 수록되어 전한다. 작가는 1633년(인조11)에 생원시에 합격했으나, 병자호란

당시 조선이 淸에 항복하자 관직을 단념하고 고향인 충청도 연기에서 일생을 보냈

다.127) 이 작품은 정확한 창작 연대가 전하지 않지만, 청군을 비유한 ‘楚軍 三年’이

라는 시어와 왕자들이 淸에 포로로 끌려가 돌아오지 못한 상황이 등장하는 것을 고

려할 때, 병자호란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淸

에 항복한 이후 조선의 상황에 대한 심회를 노래했으며, 총 10연 구성으로 이루어

졌다. 제1~2수에서 꿈에 왕자를 만나 뵈면서 작품이 시작되고, 이어서 3~7연에서 왕

자와 임금을 걱정하는 마음을 노래했다. 마지막으로 8~10연에서 작가의 시름을 강

127) 양순필, ｢李廷煥의 悲歌 硏究｣, 論文集 4, 건국대학교, 1976에서 작가의 생애를 개괄적
으로 검토했다. 그리고 작품 전문을 수록하고, 작품의 내용 및 형식상 특성에 대해 본격
적으로 논의했다. 본고에 인용한 작품 원문은 여기에 수록된 것을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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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고, 이를 술로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을 노래했다.

각 부분에서 한 수씩을 살펴본다.

풍셜 석거 친 날에 뭇노라 北來 使者

小海 容顔이 언매나 치오신고

故國의 못 쥭孤臣이 눈물계워 노라. <제2수>

朴堤上 듁은 후에 님의 실람 알 이 업다

異域 春宮을 뉘랴셔 모셔 오리

至今에 鵄述嶺 歸魂을 못슬허 노라. <제4수>

이거사 어린 거사 잡말 마라스라

漆室의 悲歌를 뉘라서 슬퍼하리

어듸셔 濁酒 한 잔 얻어 이 실람 풀가 노라. <제10수>

제2수에서 북방에서 온 ‘使者’에게 추운 날씨에 ‘小海’의 ‘容顔’은 괜찮은지 안부를

물었다. 작품의 창작 배경을 고려하면 이는 북쪽 淸의 영토에 포로로 끌려간 왕자

들의 안부를 걱정한 것이다. 이어서 왕자들이 포로로 끌려 갔지만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슬픔을 ‘눈물’이라는 시어를 통해 직접적으로 표현

했다. 여기서 화자는 자신을 ‘孤臣’이라고 지칭했다. 君을 잃어버렸기에 외로운 신하

의 처지라고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표현에서 작가가 자신의 정체성을 君-臣이라는

유교적 질서 속에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하여 자신을 忠의 이념

을 내면화한 臣의 모습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어서 제4수에서는 ‘朴堤上’의 고사를 들어 ‘異域’에 있는 왕자[春宮]들을 고국으

로 모셔 오지 못하는 슬픔을 노래했다. 작품 창작 당시의 국제 정세를 고려하면, 이

는 조선이 淸의 강성한 국력에 밀려 왕자들을 본국으로 송환시킬 능력이 없었던 데

서 비롯된 무력감과 절망감을 반영한 것이다. 그리하여 화자는 제10수에서 ‘濁酒’를

마셔 ‘실람’을 풀까 한다고 했다. 푼다고 표현했지만 술을 마시는 행위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는 체념에 가깝다.

이상에서 작가가 작품 전체를 통해 忠의 이념을 실천하지 못하는 슬픔을 노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작가는 전란으로 인해 출사라는 중대한 인생 과업을 단념했

지만, 그러한 고민 대신에 유교 이념과 관련된 고뇌를 노래했다. 작품에 반영된 작

가 의식이 유교 이념에 강하게 이끌리고 있으며 관념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점에서 ｢비가｣의 작가 의식이 가진 성격은 ｢술회｣의 그것과 유사하다.

｢비가｣와 마찬가지로 병자호란 체험을 다룬 전란가사 작품으로 ｢병자난리가｣가

있다. 제3장에서 살폈듯이 ｢병자난리가｣ 역시 ‘世子大君’이 포로로 끌려간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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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로 인식하고 작가를 포함한 당대인들이 흘린 ‘눈믈’을 언급했다. 하지만 ｢병자

난리가｣의 경우 작가 자신의 곤궁한 피란 체험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이를 자세하게

형상화했다.

어린 子息 픔에 픔고 란 子息 손목 쥐고

神呪箱子 등에 지고 七十雙親 어이리

(…)

혬 업슨 어린 식 밥 달나 봇거늘

行糧을 쳐니 되 이로다

數多 食口에 무엇 먹고 길흘 가리

작가와 동일 인물인 화자는 ‘神呪箱子’를 챙겨 피란을 떠날 정도로 유교 이념에 충

실한 인물이다. 하지만 자신의 피란살이를 형상화하면서는 ‘식’에게 먹을 것조차

제대로 주지 못하는 처지와 그에서 비롯된 막막함을 표현했다. 작가가 당면한 현실

적인 문제를 중요하게 인식한 것이다.

이상에서 전란을 소재로 창작된 연시조가 유교 이념에 근거하여 관념적인 작가

의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비해 전란가사는 유교 이념을 지향하는

한편, 현실 체험을 직시하고 그에서 비롯된 심회를 있는 그대로 표현했다. 이를 제

3, 4, 5장의 논의와 관련하여 정리하면, 전대의 작가 의식을 지속한 쪽은 華夷觀과

유교 이념에 이끌리고 있다는 점에서 대체로 이념 지향적인 성격을 보여준다. 반면

전란을 계기로 작가 의식의 변모를 보인 쪽은 국제 질서나 사회상, 자기 자신의 처

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한 점에서 현실 체험을 존중하는 성격을 보여준다.

이처럼 가사가 사대부층이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현실 체험을 수용하고 형상화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가사의 형식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다. 가사는 시조와 마찬가

지로 4음보의 율격에 따르는 운문 양식으로 작가의 정서를 표현하는 데 적합하

다.128) 하지만 3장 구성으로 시상을 종결해야 하는 시조와 달리 가사에는 길이의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결과 선행연구에서 지적했듯이 가사 형식은 ‘어떤 사실

을 알리고 전달’하는 데 적합한 특성도 가졌다.129) 따라서 전란으로 인한 새로운 체

험을 상세하게 형상화하면서, 동시에 그에서 비롯된 정서를 노래하는 것이 가능한

128) 김대행, 詩歌 詩學 硏究,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1, 36면에서는 ‘노래는 그 자체가
일깨우고 분별하게 한다기보다는 흥분하고 고양되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그것은 물론
노래가 지니는 율문으로서의 특성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129) 김학성, ｢가사의 장르적 특성과 현대사회의 존재 의의｣, 한국시가문화연구 21, 한국고
시가문학회, 2008, 174면에서는 가사의 형식에 대해 ‘4음 4보격이라는 율격에 맞추어 다정
하게 말하면서도, 하고자 하는 말을 다 갖추어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하는 진술방
식, 곧 어떤 사실(화제거리)을 알리고 전달하고자 하는 담화체 양식을 보이므로 전술(교
술, 주제적) 양식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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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러한 형식적 특성 때문에 사대부층은 자신들의 새로운 체험과 그에서 비

롯된 심회를 동시에 표현하기 위한 도구로서 가사 장르를 선택한 것이다.

지금까지 전란가사와 장편 한시의 비교를 통해 전란가사가 하나의 작품 안에서

복합적인 소재를 다룬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연시조와의 비교를 통해서는 전란가

사의 작가 의식이 이념을 지향하는 한편 현실 체험을 직시하고 수용하는 양면적인

성격을 지녔음을 확인했다. 이는 전란을 소재로 취한 여타 시가 장르와 구별되는

전란가사만의 특징적 면모다. 다음 절에는 이상에서 확인한 전란가사의 두 가지 특

성이 어떤 장단점이 있으며, 그에서 비롯된 전란가사의 시가사적 의의는 무엇인지

검토하도록 한다.

제2절 사대부시가의 흐름과 전란가사의 의의

전란가사는 하나의 작품 내에서 작가의 전란 체험에서 비롯된 대외 인식과 사회

의식, 그리고 자기 표현을 함께 다루었다. 이들 각각은 조선 후기 가사 작품의 주요

한 소재들이다. 조선 후기 사대부가사가 기존에 마련된 강호, 기행, 유배가사의 유

형에서 벗어나 새로운 소재를 대상으로 취해 가사 문학의 작품 세계를 확장한 사실

은 선행연구에서 지적한 바 있다.130) 역사를 개관한 것, 사회 문제에 대해 항변한

것,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한 것 등이 그 예다. 전란가사는 전란을 계기로 사대부가

관심을 가진 다채로운 소재들을 수용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사 장르가 사회

변동에 따른 사람들의 새로운 관심사를 자유롭게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

었다.

한편 전란가사는 각각의 소재를 다루는 데 있어서 유교 이념에 대한 지향과 현실

체험을 직시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동시에 보여주었다. 이러한 작가 의식의 양면성

은 전란가사 작품군 내에서, 그리고 하나의 작품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작품군

내에서 양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예로 박인로의 ｢태평사｣와 ｢선상탄｣을 들 수 있

다. 두 작품은 한 사람의 작가가 동일한 전란을 소재로 창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외 인식 면에서 서로 다른 성격을 보여준다. 전자는 조선을 문명국인 華로, 적을

夷로 인식하고, 저들에 대한 문화적 우월감을 드러냈다. 華夷觀에 근거한 대외 인식

을 보여줌으로써 중화사상의 이념에 대한 지향을 보여준 것이다. 이에 비해 ｢선상

탄｣은 저들이 강성한 군사력을 가졌으며 당해내기 어려운 적수임을 인정했다. 이는

작가가 일본군과의 전투에 참여하여 체감한 저들의 군사력의 실제를 직시하고 수용

한 것이다.

130) 조동일, 앞의 책, 2005, 3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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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작품 내에서 양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예로는 첫 전란가사인 ｢남정가｣를

들 수 있다. 양사준은 작가 자신을 표현하면서 나라와 임금을 위해 참전한 忠臣의

면모를 부각했다. 이는 유교적 질서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역할을 인식한 것으로

유교 이념에 대한 지향을 보여준다. 한편으로 작가는 죽음과 패전에 대한 불안감을

솔직하게 표현했다. 이는 이념의 개입 없이 전장에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낄 법한

보편적인 감정을 직시하고 수용한 것이다. 첫 전란가사에 나타난 작가 의식의 양면

성은 ｢용사음｣, ｢병자난리가｣ 등 이후에 지어진 작품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렇

다면 전란가사가 현실 체험을 직시하고 수용한 것과 이념에 대한 지향을 보인 것이

시가사적으로 어떤 의의가 있는지 차례로 살펴보자.

전란가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현실 체험에 대한 관심은 후기 사대부가사를 포함

한 조선 후기 문학 전반의 특징으로 지적된 바 있다.131) 전기 사대부가사가 유교

이념에 대한 지향을 바탕으로 작가의 체험과 정서를 관념적으로 형상화했다면, 후

기 사대부가사는 현실주의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생활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그

근저를 반성하고 비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란이라는 엄청난

시련이 이러한 변화의 계기가 되었다고 했다.

후기 사대부가사로의 변모를 보여주는 선구적인 작품으로 박인로의 ｢陋巷詞｣를

꼽는다. 다음은 ｢누항사｣의 전반부에서 작가의 가난한 처지를 형상화하고 해결을

모색한 부분이다.

陋巷 깁푼 곳의 草幕을 지어두고

風朝 雨夕 에 석은 딥히 셥히 되야

셔홉 밥 닷홉 粥에 烟氣도 하도할샤

언매만히 바든 밥의 縣鶉 稚子들은

쟝긔 버려 졸 미덧 나아오니

人情 天理예 아 혼자 먹을넌가

설데인 熟冷애 뷘 쇡일 이로다

(…)

年年에 이러기 苟且줄 알건만

쇼 업窮家애 혜염 만하 왓삽노라

공니나 갑시나 주엄즉도 다마

다만 어제밤의 거넨 집 져 사람이

목 불근 수기 雉을 玉脂泣게 어고

간 이근 三亥酒을 醉토록 勸거든

이러恩惠을 어이 아니 갑흘넌고

131) 정병욱, 앞의 책, 277~2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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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陋巷’, ‘草幕’과 같은 공간적 배경을 통해 경제적으로 궁핍한 화자의 처지를 보여주

었다. 이어서 끼니조차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극도의 가난을 ‘설데인 熟冷’을 들이

키는 화자의 모습을 통해 있는 그대로 형상화했다. 화자는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이웃에 ‘쇼’를 빌리러 간다. 하지만 돈이 없어 성과를 얻지 못한다. 이러한 사실을

이웃과의 대화를 직접 인용하여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이때 가난하여 다른 사람에

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는 자신의 처지를 ‘苟且’, ‘窮家’와 같은 표현을 사용해 직

접적으로 드러냈다.

작품 후반부에서 작가는 결국 ‘貧而無怨’과 ‘忠孝’, 곧 유교 이념을 내면화하며 살

것을 다짐하며 시상을 종결한다. 유교 이념의 실천을 통해 현실의 고통을 잊으려는

관념적 태도를 취한 것이다. 이러한 작가 의식은 전기 사대부가사의 그것과 통한다.

하지만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작가는 자신을 괴롭히는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해

결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현실주의적인 태도를 우선했다. 전후의 궁핍한 시대적 상

황이 개인에게 안겨준 시련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실제적

인 노력을 보여준 것이다. 곧 ｢누항사｣는 선행연구에서 논의한 후기 사대부가사의

성과를 조선 후기 시가사 흐름의 앞선 지점에서 보여준 것이다.

전란가사 가운데 피란 작가의 작품인 ｢병자난리가｣가 이러한 성과를 보여주었다.

전란 때문에 일상에 닥친 고통을 관념적 태도를 배제하고 직시한 것이다. ｢병자난

리가｣에서 작가의 피란 체험을 형상화한 부분을 다시 살펴본다.

窮谷山林에 어드러로 가잣 말고

어린 子息 픔에 픔고 란 子息 손목 쥐고

神呪箱子 등에 지고 七十雙親 어이리

잡니 븟들거니 寸寸이 거러가셔

寂寞 山村에 븬 집을 겨요 어더

집지즑 자리에 헌 거적 닙 고

다져 졈은 에 손 블고 안시니

혬 업슨 어린 식 밥 달나 봇거늘

行糧을 쳐니 되 이로다

數多 食口에 무엇 먹고 길흘 가리

당즑에 언 밥덩이 수수리 화 먹고

코노니 춤으로 긴 밤을 계요 와

비 눈서리의 집신에 감발고

高山을 긔여올나 古國을 라보니

長安 百萬家는 煙塵이 되어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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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군이 한양을 급습한 경황없는 상황에서 3대에 이르는 대가족을 이끌고 급히 피란

한 상황을 형상화했다. 한겨울 추위를 막아줄 수 있는 거처와 옷을 마련하지 못한

것은 물론, 대가족이 나눠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식밖에 갖지 못한 비참한 처

지를 묘사했다. 이때 ‘헌 거적’, ‘언 밥덩이’, ‘집신’과 같은 우리말 시어를 주로 사용

하여 자신의 처지를 미화 없이 사실대로 표현했다. 화자는 긴급한 상황에서도 ‘神呪

箱子’를 챙기는 등 사대부가 갖추어야 할 禮儀를 내면화한 인물이다. 하지만 피란

생활의 고통을 직시함에 있어서는 이념에 이끌리지 않고 현실의 고통을 있는 그대

로 직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병자난리가｣가 피란 체험의 고통을 형상화하면서 보여준 핍진성은 실기의 묘사

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예비적 고찰에서 살폈던 남평 조씨의 피란 실기 숭정병
자일기 가운데 다른 부분을 살핀다. 다음은 남한산성에서 조선군과 청군이 대치

중이었던 1637년 1월 17일의 피란 일기 가운데 일부다.

○ 십칠. 아젹의 믈의 려 대 리오고, 지어간  밥을 일이 술〃이

화 먹고, 튱이과 어산이 대 븨고, 연장이 업서 갓가로 이 간 길의예 문

나 내여 명막의 집티 움 무드니, 대닙 고 대닙흐로 니여, 세 

 열네히 그 안해 드러 새아고, 죵들은 대 뷔여 막을 여 의지코 디

내나, 믈 업 무인되라, 대수픠 가 눈을 그러 노겨 먹고, (…)

임시로 ‘움’을 지어 생활하고, ‘밥’을 나눠 먹으며, 마실 ‘믈’을 제대로 구하지 못

한 고충을 우리말을 사용하여 사실적으로 묘사했다. 이는 ｢병자난리가｣에 형상화된

피란 생활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처럼 사실 기록을 목적으로 하는 실기와의 내용

및 표현상 유사성을 통해, 자신의 피란 체험과 그에서 비롯된 고통을 있는 그대로

돌아보고, 나아가 같은 아픔을 겪은 이들과 공유하고자 한 ｢병자난리가｣의 작가 의

식을 확인할 수 있다. 전란가사 역시 전란을 계기로 현실을 직시하고 수용하기 시

작한 후기 사대부가사의 성취를 시가사의 앞선 자리에서 보여준 것이다.

한편 참전 작가나 포로 작가의 작품에서는 현실 체험을 있는 그대로 상세하게 형

상화하려는 태도가 피란 작가의 작품에 비해 약화되어 나타난다. 참전 작가의 경우

작가가 가진 忠臣의 면모를 부각하기 위해 작가의 활약상을 형상화하는 데 집중했

다. 아군의 부상이나 죽음과 같이 전쟁의 잔혹성을 보여주는 장면은 이러한 창작

의도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작품의 소재로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포로

작가의 경우 포로 체험이라는 것이 적에게 머리를 숙이고 협조한 것으로 비칠 위험

이 있기에 이를 구체적으로 형상화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포로 체험을 구체

적으로 형상화한다는 것은, 결국 ｢재일본장가｣에 등장하는 ‘靑衣를 메앗고 腥膻의

절며’의 상황을 세세하게 풀어내는 것이 된다. 이는 비참한 현실을 직시했다는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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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전에, 조국을 배신했다고 비난받을 수 있는 일이기에 많은 사람이 향유하는

가사로 섣불리 그려낼 수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경우 참전 체험 이면이나 포로 생활 중에 느낀 괴로운 심경을 진

솔하게 고백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들 작품은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발한 부

정적인 심경을 유교 이념으로 억누르거나 위장하거나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참전 작가의 작품으로는 ｢남정가｣가 죽음과 패배에

대한 불안감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 ｢용사음｣에서 고향과 가족을 상실한 데 대한

절망감과 의병 활동의 성과가 미흡한 데서 오는 자괴감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이 주

목할 만하다. 이들은 모두 부정적인 성격을 가진 정서로, 특히 불안감이나 자괴감은

참전 군인으로서 다른 사람들 앞에 내어 보이기 부끄러운 것들이다. 그럼에도 작가

는 이를 수용하고 솔직하게 고백했다. 포로 작가 역시 ｢재일본장가｣에서 적국으로

끌려와 미천한 신분으로 떨어진 비참함을 솔직하게 노래했다. 그리고 ｢재일본장가｣

와 ｢안인수가｣, ｢화경도인안인수가｣는 공통적으로 포로로 끌려오면서 강제로 이별

한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을 진솔하게 고백했다. 전란가사에 나타난 보편적이고 솔

직한 심경은 조선 전기에 창작된 유배가사에 나타난 정서와 대비된다. 전기 유배가

사의 경우 유배 생활의 괴로움을 토로하기보다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忠心을 노래

했다. 정서를 표현함에 있어서 유교 이념에 대한 지향을 반영하고, 자신이 내면화한

忠臣의 면모를 부각한 것이다. 이와 달리 전란가사는 전란이라는 고통스러운 상황

에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낄 법한 부정적인 정서를 진솔하게 고백했다. 이 또한

현실을 직시하고 수용한 조선 후기 사대부가사의 성취와 통한다.

전란가사는 현실 체험을 존중하여 작가의 곤궁한 처지를 직시하고 그에서 비롯된

진솔한 감정을 노래하는 등 삶의 진실에 한발 가까이 다가가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이념 지향에 강하게 끌리고 있다. 그리하여 박인로의 ｢

태평사｣, ｢선상탄｣과 같이 이념 지향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드러나는 작품의 경우

‘실제의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았다’132)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다. 앞서

후기 사대부가사의 성과를 보여주었다고 논의한 작품들 역시 전대의 작가 의식을

지속하여 일정 정도 이념 지향적 태도를 보여준다. 이는 전란가사 작가인 사대부층

이 기본적으로 유교 이념과 중화사상을 내면화한 도학자인 것에 연유한다. ｢남정가

｣의 종결부에 드러난 작가 의식을 다시 한 번 살펴본다.

夜歌을 激烈니 어릴셔 이 몸이여

忠心애 憂國一念이야 니칠 스치 업서이다

132) 민족문학사연구소 편, 앞의 책, 48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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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자는 복잡한 심경을 ‘夜歌’로 격렬하게 표현한 자신을 ‘어린’ 존재로 치부했다. 내

밀한 정서를 자유롭게 표현한 것이 유교 이념을 내면화한 도학자에게 어울리지 않

는 일임을 인지한 것이다. 그리하여 화자는 자신이 ‘忠心’의 유교 윤리를 잊은 적이

없음을 강조했다. 여타 전기 사대부가사와 같이 작가가 가진 도학자의 정체성을 부

각하며 작품을 마무리한 것이다.

이처럼 이념 지향에 끌린 전란가사는 전대의 사대부가사와 마찬가지로 도학자로

서 정체성을 보여주는 데서 한 발 나아가, 과거 지향적인 방식으로 문제 상황을 해

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전후에 변동하는 조선의 사회상이나 국제 질서와 어

울리지 않는 관념적인 해결책과 전망을 제시한 것이다. ｢남정가｣, ｢태평사｣ 등이 전

후 복구의 지향점을 시간을 거슬러 고대 중국의 유교적 이상 사회로 설정한 것이

그 예다. 그리고 ｢용사음｣, ｢선상탄｣, ｢병자난리가｣ 등이 日本이나 淸의 강성함을

애써 외면한 채, 과거 明 중심의 국제 질서를 지향한 것 또한 예로 들 수 있다.

하지만 전란가사의 이념 지향적 성격이 변화하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도록 방해

하는 장애물로만 기능한 것은 아니다. 참전 작가들은 忠臣의 면모를 부각하기 위해

전투에서의 활약상을 형상화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표현을 개척하고 서술의 진실

성을 견지했다. 형식 면에서 자신이 체험한 바를 사실에 가깝게 형상화하는 성취를

보여준 것이다.

그리고 王道 정치를 이상적 정치 형태로 제시하는 유교 이념은 王과 士에게 民을

보호할 책무가 있음을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그리하여 유교 이념에 대한 지향은 士

인 작가가 民이 겪은 고통스러운 현실로 시선을 향하고, 자신들이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성찰하도록 이끌었다. 곧 당대 사회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사회 의식을 추

동한 것이다. ｢남정가｣에서 승전의 감회를 표현한 부분을 다시 살펴본다.

士女 百姓하

어어가 잇다가 모다곰 오나다

禾穀이 離離고 桑麻이 芃芃이로다

國富 民安야 太平을 리로다

작가는 전후 조선의 지향점으로 평화로운 사회에서 民이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 유

교적 이상 사회의 모습[民安]을 제시했다. 유교 이념의 지향에 이끌려 가장 낮은 처

지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民의 아픔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위로와 긍정적인 전

망을 전한 것이다. 이처럼 民을 향한 관심과 책임감을 포함하고 있는 유교 이념에

대한 지향은 위정자에게 전란 피해의 책임을 따져 묻도록 했다. 그 결과 ｢남정가｣,

｢용사음｣, ｢병자난리가｣ 등의 전란가사 작품에는 작가의 이념 지향과 함께, 조정 신

료의 부도덕에 대한 비판 의식이 표현되었다. 비판의 내용은 작가가 직접 체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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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도한 데서 취했지만, 이를 형상화하도록 추동한 데는 유교 이념에 대한 지향이

일정한 역할을 한 것이다.

조선 후기에는 사회 모순이 심화되고 사대부층과 民의 현실비판 의식이 더욱 성

장하면서 현실비판가사가 다수 창작되었다. 이 가운데는 사대부가 창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작품도 있어 전란가사와 작가 의식을 비교할 수 있다. 두 작품군이 현실

비판 의식을 표출하는 데 있어 누구의 입장에 섰으며, 무엇에 중점을 두었는가를

비교함으로써 전란가사의 비판 의식이 가진 특징과 의의를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몰락한 사대부가 창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작자 미상의 ｢甲民歌｣ 가운데

‘甲民’의 말 중 일부다.

우리 祖조上상 南남中듕 兩양班반 進딘士及급第뎨 連연綿면여

金금章댱 玉빗기 고 侍시從종臣신을 니다가

猜싀忌긔人인의 참소 입어 全전家가徙邊변 온 후의

國국內極극邊변 이 의서 七칠八팔代을 오니

(…)

累누代奉봉祀이몸은 일 업시 와 잇고

시름 업슨 諸졔族독人인은 최 업시 逃도亡망고

여러 모身신役역 내 몸의 모도 무니

몸 身신役역 三兩양 五오錢전 㹠돈皮피 二이張장 依의法법이라

十십二이人인名명 업구실 合합처 보면 四十십六뉵兩양

年연復부年연의 맛무니 石석崇슝인들 當당소냐

(…)

星셩火화 官관家가 分분付부 次차知디 도왓

불상病병든 妻텨 囹영圄오 中듕의 더디여셔

結결項항致치死단 말

집 門문前뎐 도라드니 어미 불러 우소

九구天텬의 못고

의디 업老노父부母모 不불省성人인事누어시니

氣긔絶뎔온 시로133)

이 작품은 ‘生員’과 ‘甲民’의 대화를 통해 전개된다. 특히 본래 ‘兩班’이었다가 지금

은 몰락하여 ‘일 업시’된 甲民의 발언이 작품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는 도망친

친척들의 ‘身役’까지 모두 감당하는 처지가 된 일, ‘病든 妻’가 관아에 붙들려 가 ‘結

項致死’한 비극을 서술했다. 그의 발언을 통해 수취 제도의 문란으로 인해 民이 겪

133) 작품 원문은 고순희, 현실비판가사 자료 및 이본, 박문사, 2018에 수록된 것을 따랐다.
인용한 형식과 같이 원문의 한자에는 우리말 음이 한자와 동일한 크기로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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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했던 참상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甲民’이 몰락한 사대부로서

民과 다름없는 처지가 된 인물로, 자신이 당한 고통을 자신의 입으로 직접 진술했

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작품은 사회 모순을 경험한 ‘피지배층’에게 형상화의 초점

을 맞추고, 民이 겪은 고통을 핍진하게 묘사하여 고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전란가사 작가인 16~17세기의 사대부층은 전란으로 인해 피해를 입기

는 했지만, 조선 후기의 몰락 양반과 같이 하층민과 다름없는 처지로 오랜 세월 살

아온 것은 아니었다. 이들은 어디까지나 유교 이념에 따라 士로서 자신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民에 관심을 가졌을 뿐, 자신을 民과 동일시한 것은 아니었다. 그리하

여 이들은 같은 사대부로서 사회 모순을 일으킨 ‘지배층’의 행태에 주목했다. 곧 전

란에 무책임하고 무능하게 대처한 조정 신료들의 행태를 묘사하고 비판하는 데 중

점을 둔 것이다.

나아가 ｢남정가｣는 임금을, ｢용사음｣은 조정 신료들을 청자로 설정하고 이들이

해결해야 할 현안들을 직접 제시하기도 했다. 이는 ｢갑민가｣에서 甲民이 끝내 고향

을 떠나 유민과 다름없이 된 자신의 처지를 형상화하며 작품을 종결한 것과는 차이

가 있다. 곧 전란가사는 피해자의 입장에 서서 자신이 겪은 부당한 일을 고발하기

보다는, 지배층의 입장에 서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것이

다. 이러한 점에서 당대 사회 현실의 모순을 얼마나 핍진하게 형상화했는가를 기준

으로 전란가사와 현실비판가사를 비교한다면, 전란가사의 핍진성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전란을 계기로 당대 사회 현실의 모순에 관심을 갖고, 이를 가사의 소재로

처음 포함한 점에서 전란가사에 나타난 비판적인 사회 의식은 의의가 있다.

이상에서 전란가사가 복합적인 소재를 다룬 것, 현실을 직시하는 한편 이념을 지

향하는 양면적인 작가 의식을 보여준 것이 가지는 의의를 사대부시가의 흐름에 비

추어 고찰했다. 전란가사는 전란을 계기로 자기 표현은 물론, 사회 의식과 대외 인

식으로 확장된 당대인들의 관심을 보여주었다. 이는 가사가 담을 수 있는 소재가

전기 가사에 비해 더욱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나아가 전란가사는 이들 소재 각각에서 전대와는 달라진 작가 의식을 일정 정도

보여주었다. 먼저 대외 인식 면에서는 전란 중에 체감한 적국의 군사력을 근거로

주변국의 강성함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사회 의식 면에서는 위정

자들의 부도덕함으로 인해 사회 모순이 격화된 전란 당시 사회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했다. 마지막으로 자기 표현 면에서는 전란으로

인한 작가의 곤궁한 처지를 직시하고, 그에서 비롯된 부정적인 심경을 진솔하게 노

래했다. 이러한 변모는 중화사상에 근거한 대외 인식이나 고대 중국의 유교적 이상

사회에 대한 지향, 유교 이념에 이끌린 자기 표현과는 거리가 있다. 전란가사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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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의 충격을 계기로, 작가의 실제 체험과 심회, 대내외의 현실을 직시하고 수용했

다. 그리하여 삶의 진실에 한발 다가간 조선 후기 문학의 성취를 시가사의 앞선 자

리에서 보여주었다. 한편 전란가사에 나타난 이념 지향 역시 忠의 실천 행위였던

참전 체험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려는 욕구를 추동하고, 작가층의 비판적인 사회

의식을 일깨웠다는 점에서 가사가 삶의 실제와 현실에 한발 다가가게 한 의의가 있

다.

전란가사의 작가 의식이 가진 양면성은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처하는 인간의 모습

과 닮아있다.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돌아보는 한편, 변화에

걸맞은 새로운 삶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양상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전

란가사의 작가 의식은 충격과 변화에 대응하는 인간의 모습을 진실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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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결론

본고는 전란가사의 작가 의식을 전대 사대부시가의 작가 의식이 지속되거나 변모

하는 양상을 중심으로 재검토하고 그 의의를 밝히고자 했다. 기존 연구에서는 전란

가사에 유교 이념에 근거한 자기 표현이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 결과 전란

가사가 국제 질서나 사회 환경의 변화와 어울리지 않는 기존의 관념적인 작가 의식

을 되풀이했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도출되었다. 하지만 전란이 일반적으로 인간 의

식에 미치는 영향이나, 전란을 소재로 한 동시대 다른 문학 장르들이 작가 의식의

변화를 보여준 것을 고려할 때, 유독 가사에만 변화의 양상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는 분석은 타당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본고는 전란가사 9편 전부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특정한 작가 의식이

두드러지는 일부 작품, 또는 작품의 일부 대목만을 선별적으로 검토하는 태도를 지

양했다. 그리고 전란이 가진 성격을 고려하여 작가 의식의 영역을 대외 인식, 사회

의식, 자기 표현으로 세분화하고, 각각에 나타난 전대 작가 의식의 지속과 변모 양

상을 중심으로 전란가사의 작가 의식을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분석의 결과를 전란

을 소재로 취한 여타 시가 장르 작품과 비교하여 전란가사만의 특성을 파악하고,

시가사의 흐름 속에서 전란가사가 가지는 의의를 재평가했다. 논의의 결과를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본격적인 작품 분석에 앞서 작가 의식에 영향을 미친 전란 당시의

사회적 동향을 살피고, 작품별 창작 배경과 내용 구성을 개괄했다. 16·17세기에 동

아시아 국제 질서 변동에 따라 조선이 日本, 淸과 치른 전쟁은 당대 사대부층에게

전에 없던 새로운 경험을 겪게 했다. 이는 크게 참전, 피란, 포로 체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란 체험은 주변국의 강성한 군사력을 실감하게 만들었으며, 전란 피해를

키운 당대 조선의 사회 모순을 비판적으로 돌아보게 했다. 그리고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곤궁한 처지를 직시하고 삶을 이어나가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했다. 한편 이러한 변화와는 별개로, 사대부층은 적에 대한 증오심을 바탕으로 기존

의 華夷觀을 더욱 강하게 내면화했다. 정부 차원에서도 유교 이념과 중화사상에 근

거한 기존의 질서를 복원하고 유지하려는 기조를 취했다. 전란 당시 조선 사회에는

변화와 지속의 움직임이 공존하고 있었던 것이다.

제3, 4, 5장에서는 예비적 고찰의 논의를 토대로 전란가사의 작가 의식을 분석했

다. 먼저 제3장에서는 대외 인식의 지속과 변모 양상을 분석했다. 전쟁 중이나 직후

에 창작된 ｢남정가｣, ｢용사음｣, ｢태평사｣는 조선을 華, 일본을 夷로 인식하고, 전란

으로 인해 유교 문물이 파괴된 것을 주요한 문제로 삼았다. 이는 고려 말부터 이어

진 기존의 華夷觀에 근거한 대외 인식을 지속한 것이다. 이에 비해 임진왜란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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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뒤에 창작된 ｢선상탄｣이나, 정묘호란에서 청군의 전력을 한차례 실감한 뒤에

창작된 ｢병자난리가｣의 경우 華夷觀에 근거한 대외 인식을 보여주면서도, 저들이

강성한 군사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리하여 ｢선상탄｣은 일본과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내비쳤으며, ｢병자난리가｣는 청군에 대한 부정적인 묘사를

자제했다. 군사력의 실제에 근거하여 대외 인식의 변모를 보여준 것이다.

제4장에서는 사회 의식의 지속과 변모 양상을 분석했다. ｢남정가｣와 ｢태평사｣는

王道 정치가 구현된 유교적 이상 사회의 모습을 전후 조선 사회의 지향점으로 제시

했다. 이는 유교적 이상 사회에 대한 지향을 표현한 조선 전기 오륜가 계열의 연시

조에 나타난 작가 의식과 통한다. 한편 ｢남정가｣, ｢용사음｣, ｢병자난리가｣는 당대

사회를 비판적으로 돌아보고, 전란 피해를 키운 조정 신료들의 부도덕함을 책망했

다. 특히 재야의 선비였던 작가가 창작한 ｢용사음｣과 ｢병자난리가｣는 民에게 밀착

된 비판 의식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비판적인 사회 의식은 전란을 계기로 새롭게

등장한 것으로 전대의 사대부 시가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것이다.

제5장에서는 자기 표현의 지속과 변모 양상을 분석했다. 참전 작가가 창작한 ｢명

월음｣, ｢남정가｣, ｢태평사｣는 君-臣 관계 속에서 작가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忠의

윤리를 내면화하고 실천하는 작가의 모습을 부각했다. 이는 유교 이념에 근거하여

자신을 표현한 것으로, 전대의 유배, 기행가사의 자기 표현을 지속한 것이다. 한편

피란 작가의 ｢병자난리가｣와 포로 작가의 ｢재일본장가｣ 등은 곤궁한 체험과 그에서

비롯된 비참한 심경을 형상화했다. 이는 작가가 처한 실제 상황을 직시하고 수용한

것으로 이념 개입이 축소되었다는 점에서 자기 표현의 변모를 보여준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6장에서는 전란가사와 장편 한시, 연시조를 비교

하여 전란가사의 특성을 도출했다. 그리고 이것이 가지는 의미를 사대부 시가의 흐

름 속에서 고찰했다. 전란 당시 民의 참상을 고발하는 데 집중한 장편 한시와 달리,

전란가사는 대외 인식, 사회 의식, 자기 표현에 걸친 다방면의 관심사를 작품에 형

상화했다. 그리고 유교 윤리를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슬픔을 노래한 연시조와 달

리, 전란가사는 유교 이념에 대한 지향과 함께 작가의 곤궁한 처지와 그에서 비롯

된 슬픔을 표현했다. 곧 소재의 복합성과 작가 의식의 양면성을 전란가사의 특성으

로 꼽을 수 있는 것이다.

소재의 복합성은 가사가 전란을 계기로 확장된 당대인들의 관심을 수용할 수 있

는 가능성을 보여준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고 현실 체험에 기반한 작가 의식은

관념적 태도의 개입을 축소하고, 삶의 진실에 곧바로 다가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다. 둘은 조선 후기 문학의 성과로 지적되었던 것으로, 전란가사는 조선 후기 시가

사의 앞자리에서 이러한 성취를 보여주었다. 전란가사는 한편으로 여전히 전대의

관념적인 작가 의식에 이끌리는 모습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 가운데 유교 이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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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지향은 忠의 실천 행위였던 참전 체험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게 하고, 사회

현실을 비판적으로 돌아보게 했다는 점에서 가사가 삶의 진실에 한 발 다가가게 한

의의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작가 의식의 양면성은 급진적인 변화 앞에서 지켜야

할 가치를 돌아보는 한편, 새로운 삶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인간의 양면적인 모습을

진실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전란의 충격은 당대 문인들의 관심 영역을 확장하고, 의식 구조에 변화를 일으켰

다. 전란가사는 이러한 시대적 동향을 반영하여 다방면에 걸쳐 서로 다른 성격의

작가 의식을 표현했다. 본고는 작품 분석 과정에서, 이 가운데 소홀히 다루어지는

부분이 없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리하여 대외 인식, 사회 의식, 자기 표현

각 영역에서 전대의 작가 의식이 지속 혹은 변모하는 양상을 균형 있게 검토했다.

본고의 이러한 노력은 전란가사의 작가 의식을 실상에 맞게 이해하고, 그것의 가치

를 온당하게 평가하는 단초가 될 수 있으리라고 예상한다. 하지만 전란가사의 의의

를 문학사 전체의 흐름 위에서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시가뿐 아니라 소설, 야담 등

전란 이후에 활발하게 창작된 다른 장르 작품과 전란가사 작가 의식 간의 적극적인

비교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향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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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writer consciousness of War

Gasa(전란가사) works by focusing on the continuing or changing aspect of

writer consciousness of the pre-war Sadaebu poetry and to clarify the meaning

of it in the stream of the Korean classic poetry. Existing research on the War

Gasa has mainly dealt with the fact that there seemed to be self-expression

based on ideology of Confucianism. In result, there have been negative

evaluations that War Gasa repeated the ideational writer consciousness of the

previous generation which did not harmonize with the change of domestic and

foreign situation. However, such evaluations need to be verified about their

validity, considering the common effect of war on human consciousness and the

characteristic change of another literature genres based on war in the same age.

Therefore, this paper works with all 9 pieces of War Gasa works and analyzes

the continuing or changing aspect of pre-war writer consciousness after

subdividing writer consciousness into three part: understanding of international

situation, social consciousness, and self-expression.

This paper, prior to the main argument, goes over not only the social

tendency in the war era, which affected the writer consciousness of War Gasa

works, but also both background and storyline of each work briefly. As the

international order in East Asia changed in 16th and 17th centuries when many

wars began among Joseon, Japan, and Qing(淸) Empire, noblemen of the Jos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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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sty experienced something new that they never did before. Consequently,

they realized great military strength of surrounding countries and critically

reflected on the contradiction in Joseon society causing heavy damage. In

addition, they confronted economic problems caused by the war as well as tried

to find a way to make a living. On the sidelines of such changes, they strongly

internalized existing Sino-barbarian dichotomy(華夷觀) based on their hostility.

Government of Joseon Dynasty also tried to reconstruct and keep existing order

based on Confucianism and Sinocentrism. That is, both change and continuance

coexisted in the war era of Joseon society.

In result, there appeared such coexistence in the writer consciousness of War

Gasa. First, in terms of understanding of international situation, Nanjeongga(남정

가), Yongsaeum(용사음), and Taepyeongsa(태평사) which were created during or

right after the war considered Joseon civilized(華), and Japan barbaric(夷), and

then raised the fact that Confucian culture was destroyed by the war as a

problem. It seemed to persist in the writer consciousness based on

Sino-barbarian dichotomy from late Goryeo Dynasty. On the other hand,

Seonsangtan(선상탄) which was created 7 years later than Imjin Japanese

Invastion of Korea and Byeongjananriga(병자난리가) which was created after

Joseon got to know military strength of Qing Empire in the Manchu War of

1627 acknowledged its great strength and the gap between Joseon and

surrounding countries.

Next, in terms of social consciousness, Nanjeongga and Taepyeongsa showed

the ideal Confucian society where Ruling by Virtue(王道 정치) was implemented

as the aim of postwar Joseon, which means continuance of the writer

consciousness of Yon-sijo(연시조) affiliated with Oryunga(오륜가) in early Joseon

period. In contrast, Namjeongga, Yongsaeum, and Byeongjananriga critically

reflected on Joseon society and rebuked politicians for increasing war damage.

The criticism newly appeared with wars in the Gasa literature.

Lastly, in terms of self-expression, Myeongwoleum(명월음), Namjeongga, and

Taepyeongsa written by participants in the war recognized the writer’s identity

in the relation between king and subject, and emphasized the loyalty of the

writer. It was based on Confucianism and kept the writer consciousness of

previous Gasa based on banishment and travel. Conversely, Byeongjananriga

written by a war refugee and Jaeilbonjangga(재일본장가) written by a priso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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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war sang miserable circumstances and feelings from poverty caused by the

war. It showed the change of writer consciousness since writers faced up to the

reality and accepted it.

The characteristics of the War Gasa become prominent, compared to another

genres of poetry literature. Long Chinese Poetry(장편 한시) based on the war

focused on revealing war sufferers. In contrast, War Gasa works had various

materials by representing multifarious interest related to understanding of

international situation, social consciousness, and self-expression. While Yon-sijo

in the same age sang sadness about hardly actualizing Confucian ethics, the

writer consciousness of War Gasa works wore a double face by going forward

to Confucianism and straightforwardly singing feelings from the reality that

writers underwent.

Variety of writing materials showed possibility of Gasa for dealing with

interests of those days expanded through the war. Moreover, it is relevant that

writer consciousness focusing on the reality minimized intervention of ideology

and became closer to the truth of life. It is pointed out as the achievement of

the literature in the late Joseon period; War Gasa works showed such

achievement at the head of poetry literature in the late Joseon period. Although

War Gasa works were still led by ideational writer consciousness of previous

writers, they were significant. It is because they tried to approach the truth of

life by specifying esperiences of participation in the war with loyalty, one of the

Confucian ideas, and critically reflecting on the real society in those days.

Furthermore, the double face of War Gasa’s writer consciousness was highly

meaningful as those works honestly talked about human beings confronting

sudden shock.

Keywords : Korean classic poetry, War Gasa(전란가사), Sadaebu poetry

understanding of international situation, social consciousness,

self-expression, Ulmyo Japanese Invastion of Korea,

Imjin Japanese Invastion of Korea, Manchu War of 1636,

the late Jose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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