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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고는 조선전기 악서『악학궤범』을 중심으로 해당 문헌에 전하는 <정읍사>,

<동동>, <처용가> 세 편의 고려속요의 종합적 논의를 시도한 결과물이다.

<정읍사>, <동동>, <처용가>의 세 작품은 고려속요 중에서도 특히 주목을

많이 받고, 연구 역시 많이 이루어진 작품들이나, 국문학 연구의 대부분은 『악

학궤범』 권5에 수록된 ‘가사 텍스트’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본래

가사는 작품(呈才)의 일부이고, 각 작품은 樂舞가 합쳐진 ‘공연’으로서 온전한

한 작품이다. 즉, 언어적 요소만을 대상으로 하여서는 작품의 총체적 이해와 분

석이 미흡할 수밖에 없다.

이에 본고는 『악학궤범』 소재 속요 작품에 대해, 단편적인 기록만으로는 온

전한 이해가 어려웠던 부분을 해소해보고자 하였다. <정읍사>, <동동>, <처용

가>에 대한『악학궤범』의 기록을 중심으로 세 작품을 다면적으로 통찰하고,

이 통찰의 파편들을 모아 작품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목적을 둔 것이다.

본고는 논의의 지표와 중심을 『악학궤범』에 맞추고, 이를 중심으로 <정읍

사>, <동동>, <처용가>에 대한 종합·복합 연구를 진행하였다. <정읍사>는 권5

와 권3을 중심으로 검토하되, 권8·권9의 악기와 복식 기록을 참고하여 이해에

활용하였다. <정읍사>는 ‘백제’ 문화권의 노래로서, ‘부인(有夫人)의 여성 주체’

와 ‘부부애’라는 백제 가요의 ‘지역성’을 갖는다. ‘여인’, ‘달’, ‘망부석’은 이 작품

의 핵심이다. 가사의 서사에는 망부석 모티프가 차용되어 있으나, 그 결말은 여

타 망부석 설화와는 다른 해석의 여지를 보인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백제의

노래 <정읍사>는 영해 지방의 북춤인 무고와 만나 “한(恨)”과 그 승화로서 엮

였다. 지방의 노래였던 <정읍사>와 지방에서 발생한 춤 무고는 기녀들에 의해

궁중(中央)으로 들어와 정재로서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백제(정읍)와

영해의 ‘지역문화’는 궁중에서 만나 조선의 사상을 업고 하나의 작품(宮中呈才)

으로 재탄생하였다. 정재로서의 <정읍사>가 보이는 음양오행 및 상생의 원리와

<정읍>의 선율을 궁중의 기악곡으로 개작시킨 <수제천>의 존재 역시 『악학

궤범』의 편찬 의도와 연관되는 ‘재편성’의 성격이 나타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동동>은 권5와 권3의 기록을 중심에 두고 논의를 진행하였다. <동동>의 형

식·내용적 특성은 중국, 일본으로 대표되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공유하는 문화나

문법, 예술 양식 등을 바탕으로 한 ‘동아시아적 국제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

다. 달거리 식으로 구성된 월령체 시가는 그 형식뿐 아니라 소재가 되는 세시풍

속 역시 중국·일본과 닮아있다. 이중 중국의 월령체가와는 ‘정서’의 유사성이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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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일본의 <십이월왕래>와는 ‘표현과 소재’의 유사성이 돋보인다. 기록으로

전해지는 <동동>의 ‘頌禱’와 ‘仙語’는 당악정재로부터 영향을 받은 정재 모티프

들이며, 세시풍속과 함께 열두 달을 노래하는 월령체가는 서양권에서는 찾아보

기 힘든 동아시아 전역에 퍼진 문학 양식이다. 이들은 여러 방향으로 전파되고

수용되면서 문학과 문화로서 동아시아권의 공유망을 형성하였다. <동동>은 이

러한 ‘동아시아적 국제성’이 짙게 나타난 작품이다. 당악정재와 같은 경로로부터

국제적 보편성을 수용하고, 이것이 우리 전통의 ‘향악정재’로 정착되어 동아시아

문학 특유의 문화 양식으로 포용 된 산물이 바로 <동동>인 것이다. <동동>의

국제성은 가사뿐 아니라 무용의 영역에서도 나타난다. 이는 송으로부터 악기와

악무를 대량으로 전래 받아 당악정재를 궁중으로 수용하면서 활발히 융합한 것

으로 보인다. 무용을 중심으로 하는 <동동> 정재가 공연되는 배경은 궁중과 불

교의 성격이 복합되어 나타나곤 했는데, 이는 동시대의 중국과 일본에서도 공유

되던 정재 공연의 배경이었다. 또한 노랫말에 나타났었던 도교, 신선의 모티프

를 무용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이는 노랫말과 마찬가지로 獻仙桃로부터 나온

長壽祝願과 頌禱에 연관된 것이며, 역시 한·중·일 공통으로 나타나는 ‘동아시아

적 국제성’이라 할 수 있다.

<처용가>의 검토 중심은 권5, 그리고 ‘처용관복’의 도설이 따로 편성되어 있는

권9이다. 속요 <처용가>는 그 가사를 작하는 데 있어 이와 상통하는 신라 <처

용가>의 가사를 차용한 것이다. 이러한 계승 과정에서 ‘처용’은 한국 캐릭터로

서의 개성을 축적해갔다. ‘처용’의 형상은 권9의 ‘처용관복’의 기록으로부터 직관

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묘사는 노랫말에 존재하는 난해어구 등을 해

결하거나 작품을 이해하는 데 좋은 참고 자료가 되어주기도 한다. ‘역신의 퇴치’

라는 기능과 그 상징 역시 이러한 ‘처용’이 갖는 대표적인 개성이다. 이 ‘개성’은

<처용가>의 주술성과 관련해 처용이라는 캐릭터가 보이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역신의 퇴치’라는 처용만의 주술적 능력과 이와 함께 강조되는 그의 포용

적 성품은 향가 <처용가>에서 ‘처용’이라는 캐릭터에 부여된 핵심 특성이자 주

술과 캐릭터 양방향의 연상을 가능케 하는 상징이다. 속요 <처용가>에는 궁중

나례에서 행해지는 정재의 성격을 매개할 것이 필요했다. 기본적으로 이는 처용

의 ‘역신 퇴치 능력’이었으며, 당시 궁중의 사상적 기반이었던 ‘음양오행’과도 상

통하는 부분이 있어 궁중 편입 대상으로 적격 판단을 내렸을 것이다. 역신 퇴치

라는 ‘巫’의 요소와 음양오행을 기반으로 하는 ‘한국적 색채관’이 한 작품 안에

서 만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다면적 복합은 속요 <처용가>의 ‘처용’이 향가 처

용이 갖지 않은 새로운 “개성”을 갖게끔 한다. 이렇게 독자적이면서도 복합적인

개성은 ‘처용’을 한국의 독특한 캐릭터로 만들어낸다. 이로써 처용의 “개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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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족에의 ‘보편성’을 얻게 되고, 이 보편성이 처용을 ‘한국의 독자적 캐릭

터’로 만들었던 것이다.

『악학궤범』은 음악, 무용 등을 모두 포괄하는 “종합예술서”의 성격을 띠는

문헌이다. 또한 이에 실려 전하는 고려속요 세 편 <정읍사>, <동동>, <처용

가>는 공연의 형태로서 온전한 것이며, ‘종합예술’로서 기록된 “궁중공연예술(呈

才)”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전 연구에서는 이들의 이러한 특성이 그다지 주

목받지 못하였다. 고려속요는 정재의 일부인 가사 텍스트로서만 논해졌고, 『악

학궤범』의 문학사적 가치는 가사 텍스트의 수록 측면에서 논해졌다. 그러나

『악학궤범』 소재의 고려속요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텍스트인 ‘가

사’뿐 아니라 궁중 정재로서 갖는 음악적, 공연 예술적 요소가 함께 논해질 필

요가 있다. 그리고 이 종합적 논의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자료는

당연히 『악학궤범』이 될 것이다.

『악학궤범』을 중심으로 그 소재의 고려속요 작품을 논하는 과정에서 기존

연구에서 주목하지 못했던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고, 고려속요 장르의 형태를 재

인식한 것은 본고의 성과이자 앞으로의 과제라 할 수 있다. 그간 협의적으로 평

가되어온 『악학궤범』의 문학사적 가치에 재고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문학 연

구의 자료로서 갖는 『악학궤범』의 가치와 그 중요성을 증명할 수 있었다.

주요어 : 악학궤범, 고려속요, 궁중정재, 정읍사, 동동, 처용가

학 번 : 2019-2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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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목적과 연구사 검토

고려속요 작품을 전하는 대표적인 문헌 『악학궤범』의 문학사적 가치는 일반

적으로 ‘속요 가사의 遺存’이라 이야기된다. 『악학궤범』은 고려속요 중에서도

매우 유명하고 인기 있는 작품으로 꼽히는 <정읍사>, <동동>, <처용가>의 가

사 전문을 온전히 실어 전한다. 특히 <정읍사>와 <동동>의 가사는 오직 『악

학궤범』에만 전하고 있어 그 ‘遺存’의 가치를 더욱 부각하기도 한다. 국문학의

연구에서 언어적 자료인 가사 텍스트는 가장 기본적인 연구 대상일 수밖에 없

기에, 속요 연구 자료로서 『악학궤범』의 ‘文學史的’ 가치 역시 자연히 가사의

유존을 중심으로 논해져왔던 것이다.

그러나 사실 『악학궤범』의 고려속요 <정읍사>, <동동>, <처용가>는 “가사”

만으로 독립되어 실려 있지 않다. 이는 『악학궤범』이라는 문헌의 성격에 기인

한다. 『악학궤범』은 성현을 중심으로 성종조에 편찬된 樂書이다. 이는 ‘軌範’

이라는 이름과 같이 음악 관련 내용을 집대성하여 樂書의 ‘모범’을 만들자는 의

도에서 나오게 된 것으로, 음악 이론에서부터 악기, 악보, 복식 등 음악과 관련

한 다양한 내용이 총 9권에 걸쳐 집대성된 종합 문헌의 성격을 갖는다. 이 9卷

중 <정읍사>, <동동>, <처용가>의 가사가 실려 있는 곳은 “卷5 「성종조향악

정재도의(時用鄕樂呈才圖儀)」”이다. 卷5는 궁중에서 행해진 呈才(宮中舞踊), 그

중에서도 鄕樂呈才를 수록한 편으로, 정재 각각의 공연 절차를 상세히 기록해둔

부분을 말한다. 『악학궤범』 소재의 고려속요 세 작품 <정읍사>, <동동>,

<처용가>는 모두 이 卷5 鄕樂呈才의 ‘一部’로서 전한다. 이들은 각각 <정읍사>

는 舞鼓, <동동>은 牙拍, <처용가>는 鶴蓮花臺處容舞合設이라는 이름의 공연

(呈才)으로서 음악과 무용을 포함한 공연 전체의 연행 양상과 함께 기록되어 있

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다루고 있는 <정읍사>, <동동>, <처용가>가 당대인들

에게는 歌·舞·樂 융합의 공연 예술 형태로서 향유 및 인식되었던 작품(演行物)

이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정읍사>, <동동>, <처용가>를 향유되던 시기,

향유자들에게 인식되었던 ‘온전’한 형태로서 대하려면 텍스트인 ‘가사’뿐 아니라

궁중 呈才로서 갖는 음악적, 공연 예술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

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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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들 작품의 국문학계 논의는 노래의 ‘텍스트(歌詞)’만을 그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악계와 무용학계의 사정 또한 별반 다르지 않다. 결

국 국문학에서는 가사(詞), 무용학에서는 춤동작(舞), 국악에서는 곡조(樂)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성과가 대부분이다보니, 하나의 작품(呈才)이 한곳에 온전

히 모이지 못하고, 파편이 작품 전체를 대신하게 되는 상황도 흔히 일어나게 되

었다. 이에 따라 『악학궤범』이라는 문헌 역시 “종합예술서”라는 거창한 성격

에도 불구하고 ‘가사의 유존’이라는 지엽적 가치만을 그 문학사적 가치로서 부

여받게 되었다. 그런데 『악학궤범』의 편찬 의도와 그 성격을 고려할 때, 이러

한 규정은 수록되어 전하는 고려속요 세 작품의 본질적인 모습을 온전히 고려

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다. 궁중 정재로 기록되어 공연 예술로서 향유되고 인식

되었던 작품에서 가사 텍스트만을 분리해 논하는 것은 일부 혹은 未完의 논의

일 수밖에 없다. 즉, 『악학궤범』 내 속요 작품들이 呈才라는 종합적 성격의

것으로서 완전한 모습인 이상, 이들 작품의 논의는 ‘텍스트’라는 한정된 영역을

넘어 공연 예술의 제반 영역을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방향의 접근을 위한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문헌이 바로 『악학궤범』이기에, 『악학궤범』 내 고려속요 세 작품의 綜合的

논의라는 목표로의 지향은 『악학궤범』이라는 문헌을 면밀히 살피는 출발에서

기대를 걸어볼만 하기도 하다.

국문학사에서 『악학궤범』 소재 고려속요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卷5의 국소

적 가사 기록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매우 일반적이었다. 권5 이외에 수록된

관련 기록은 물론, 권5 내 같은 정재의 표제 아래서도 가사 텍스트를 제외한 기

록은 주목받지 못했다. 『악학궤범』의 고려속요 세 작품은 공연 정재로서 기록

되어 있으며, 기록 내 가사는 呈才를 이루는 한 부분(一部)임에도 “고려속요”라

는 呈才를 구성하는 공연 예술의 제반 요소 전부가 아닌 ‘가사’만이 선택적으로

논의되어 온 것이다. 이렇다 보니 가사 외 음악, 무용 등의 요소는 각각 별개의

것으로 취급되어 한 작품에 대한 논의가 개별 분야에서 파편적으로 분산돼 다

뤄지는 경향도 짙었다. 그러나 『악학궤범』이 歌舞樂의 요소를 포괄하는 “종합

예술서”인 만큼, 가사 텍스트 이외 정보들의 역할과 중요성은 등한시할 수 없

다. 『악학궤범』의 기록들은 작품이 실려 있는 권5의 공연 기록은 물론 『악학

궤범』 내 여타 卷 곳곳의 기록들까지도 속요 작품을 전체적으로 통찰하고 이

해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기대할 수 있다. 고려속요 연구의 주요 쟁점이었던 語

釋, 문학적 해석 등의 문제 또한 이 기록들을 살핌으로써 보론 및 재론을 시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악학궤범』 소재 고려속요 작품의 본질적

모습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속요 작품에 대한 『악학궤범』의 기록을 가



- 3 -

사 텍스트 이외의 것까지 모두 취합하여 검토하는 “綜合” 작업의 중요성을 인

식하고 시도할 필요성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악학궤범』의 고려속요 <정읍사>, <동동>, <처용가>에 대한 논의는 문학,

어학, 음악, 무용 등의 분야에서 각기 상당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정읍사>

의 경우 歌詞를 다루는 국문학·국어학 연구에서 작품 내 의미가 풀리지 않는

난해어구가 논의의 중심이 되곤 하였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後腔全져재’를 들

수 있다. 이는 음악적 형식의 표기와 본 가사 부분의 구분조차 어려워 많은 추

측과 논란을 일으킨 표현이다. ‘後腔’은 타작품에도 자주 등장하기에 악곡 형식

을 나타내는 표현임이 명확하나, ‘後腔全’이라는 것은 <정읍사>에만 나타나는

표현이라는 점이 문제가 된 것이다. 따라서 사이의 ‘全’을 악곡 형식의 일부로

보느냐 노랫말의 일부로 보느냐에 관한 관점의 차이에서 완벽한 합의점이 도출

되지 못하였다. 이는 어느 관점을 취하느냐에 따라 작품의 해석 방향이 달라지

기에 <정읍사>의 내용 이해에 우선해 짚어둘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한편 『고려사』 「악지」 삼국속악조에 백제의 노래로 기록되어 있다는 특수

성으로 최초의 ‘백제’ 노래에 대한 진위가 <정읍사>의 중요한 쟁점이 되기도

했다. 대체로 기록에 따라 <정읍사>를 백제 노래라 인정하였으나, 양주동이 ‘완

산주’가 전주로 개명된 시기가 경덕왕 때라는 사실을 근거로 <정읍사>가 백제

가요가 아니라 신라 경덕왕 이후 고려 대의 久百濟 지방의 노래로 보아야 한다

는 주장을 제기했다.2) 지헌영 역시 <정읍사>가 백제가 아닌 고려의 노래임을

力說하며, 『고려사』 「악지」 <고려속악> 舞鼓조에 있는 이혼창제설을 고려

하지 않고 백제 노래로 단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지적하였다.3) 임주탁 또한 이

를 지지하며 『영해부서문루기』에서 무고정재를 다른 고을에 없는 것이라 이

야기한 것은 舞鼓呈才가 이혼의 창작에 의한 것임을 이야기하며, <정읍사>는

舞鼓呈才가 만들어진 고려의 노래라 주장한 바 있다.4) 반면 <정읍사>를 백제

의 가요로 보자는 주장 역시 다른 한 편에서 맥을 이어 왔다. 최정녀는 『고려

사』 「악지」가 삼국속악과 고려속악을 구분하고 있음을 들며, 이들 분류가 나

뉘어 있음에도 <정읍사>가 삼국속악 중 백제가요로 기록된 것은 이 작품이 고

려의 음악이 아니라는 의미라 주장하며 ‘백제가요설’을 다시금 지지하였고,5) 이

는 양태순6) 등의 학자들로 이어져 꾸준한 지지를 받아 왔다. 그러나 서철원은

2) 양주동, 『여요전주』, 을유문화사, 1947, 39쪽.
3) 지헌영, 「井邑詞의 硏究」, 『아세아연구』 제4권 1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
구소, 1961.

4) 임주탁, 「井邑의 창작시기」, 『한국시가연구』 제1호, 한국시가학회, 1997, 305
쪽.

5) 최정여, 「정읍사 재고」 『계대논총』 제3집, 계명대학교, 1966,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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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쟁의 해답과는 별개로 ‘백제 문화’의 입장에서 <정읍사>와 백제의 관계를

논증하였다. 백제 멸망 이후에도 해당 지역은 그 문화사를 이어갈 수 있었으며,

‘백제 가요’는 설사 그 시대에 ‘창작’된 작품이 아니라 해도 ‘백제 문화권’ 아래

그 고유의 지역성이 바탕이 된 작품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7) 즉,

창작 시기 논쟁과 관계없이 <정읍사>에 내포된 백제적 색채만으로도 ‘백제 가

요’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낸다는 것이다. <정읍사>와 ‘백제’를 둘러싼 이 논

의들은 <정읍사>의 ‘지역성’에 주목하여 지역문화로서의 <정읍사>를 논하려

했다는 의의는 있으나, ‘어느 시기의 작품이냐’의 문제에 매몰되어 <정읍사>가

지역 노래로서 갖는 지역성은 논의 재료에만 그치고 만 경우가 많다는 한계가

아쉽다.

무용 쪽에서는 <정읍사>와 함께 무고정재에서 연행되던 춤 ‘舞鼓’ 중심의 논

의가 있었다. 궁중 무용의 일부로 舞鼓를 논하며 그 안에 담긴 음양오행 사상을

고찰한 이현정의 연구8)나 『악학궤범』을 포함한 舞鼓 기록을 중심으로 무고의

진행 양상과 특징을 검토한 최선영의 연구9)는 舞鼓呈才에 대한 표면의 연행 양

상과 내면의 사상을 고찰하고 이를 이해하는 지표를 제공해준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舞鼓의 무용만을 중심으로 다룬 것이다. 따라서 <정읍사>의 同伴舞를

연구한 성과일 뿐 작품 <정읍사>를 대상으로 한 성과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런데 조경아가 舞鼓呈才의 歌舞樂 요소가 모두 연구 대상이 되어야 함을 내

세우며 춤과 반주음악을 고찰하고 그 유래를 밝혔다.10) 이에 춤의 특징을 <정

읍사> 가사와도 연관해 舞鼓를 남편에 대한 걱정과 함께 ‘경계를 늦추지 말라’

는 의미를 담은 춤이라 이야기하며 문학적 가사와 무용을 엮기도 하였다.11) 이

는 무용학계에서 가무악 융합 연구의 가치를 내세우며 舞鼓에 대한 고찰을 시

도한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또한 <정읍사>와 舞鼓를 연결해 그 의

미를 부여한 것 역시 문학사에서 주목해야 할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

구 역시 舞鼓 동작에 <정읍사>의 이야기를 단순히 붙였을 뿐이라 두 영역에

6) 양태순, 「井邑詞는 百濟 노래인가」, 『고려가요의 음악적 연구』, 이회, 2001,
151쪽.

7) 서철원, 「百濟 文化圈의 〈井邑詞〉와 高麗俗謠의 起源」, 『국어문학』 제44호,
2008, 267-269쪽.

8) 이현정, 「궁중무용에 나타난 음양오행사상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1993.

9) 최선영, 「무고의 무보에 대한 고찰」,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 학위논문,
2011.

10) 조경아, 「무고(舞鼓) 정재의 가무악 요소에 담긴 의미와 그 역사성」, 『한국무
용사학』 제13호, 무용역사기록학회, 2012.

11) 조경아, 위의 논문, 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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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세밀한 분석의 단계는 보완의 여지가 있다.

국악(音樂) 쪽에서는 문숙희의 연구를 주목할 만하다. 문숙희는 『대악후보』

<정읍> 선율에 『악학궤범』 <정읍사>의 가사를 붙여 노래의 복원을 시도한

바 있다.12) 이는 가사와 음악을 융합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연구이나,

이 연구를 바탕으로 그 관계를 다시금 논하는 일은 다음의 과제로 남아 있다.

이외에는 <정읍사>와 <수제천>의 관계성을 논하는 연구가 거의 대부분을 차

지할 정도로 활발했다. 최초에 장사훈이 <정읍사>와 <수제천> 두 곡이 같은

곡임을 언급하였으며13), 이후 김영운이 악곡 비교를 통해 그 관계성을 밝히며

두 곡의 상관성을 제시한 바 있다14). 임미선은 두 곡의 상관성은 인정하나 『대

악후보』 <정읍>의 선율과 현전하는 <수제천>의 선율은 다르다는 점을 지적

하였으며15), 김영운 역시 이후 연구에서 두 곡의 선율선과 장단 구조가 서로 다

른 것을 들며 이들을 같은 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재론을 밝혔다.16) 조재선

은 <정읍>과 <수제천>을 아예 별개의 음악으로 보아, 별도의 구전 음악이 악

보화된 것이 <수제천>이라 주장하기도 하였다.17) 악곡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하

는 이들 논의는 음악계에서는 그 의의를 크게 인정할 수 있겠으나, 呈才이면서

문학인 <정읍사>를 논함에는 그 일부만이 대상이 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

다.

<동동>의 문학 연구 역시 歌詞 중심의 연구 흐름을 이어왔다. 특히 <동동>은

내용이 긴 만큼 해석이 불확실한 어휘가 많아 語釋 논란이 활발하게 이루어졌

다.18) 어휘의 해석이 다양하니 그 주제 또한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노래, 남

녀 간의 애정을 바탕으로 한 頌禱의 노래, 제의적 성격과 연관한 巫神에 대한

迎神의 노래19), 죽은 임에 대한 종교적 서정의 노래20) 등 여러 관점에서 제기되

었고, 이에 따라 수많은 해석과 가능성이 모여 <동동>의 연구사를 이루어 왔

다.

12) 문숙희, 『고려말 조선초 시가와 음악형식』, 학고방, 2009, 246-247쪽.
13) 장사훈, 최신 국악총론, 세광음악출판사, 1985.
14) 김영운, 「정읍고」, 『전국대학생 학술연구발표대회 논문집: 인문』, 고려대학교
학도호국단, 1976.

15) 임미선, 「정읍의 창작시기와 전승과정」, 『한국음악연구』 제42집, 한국국악학
회, 2007, 271-291쪽.

16) 김영운, 「정읍과 <수제천>의 제문제」, 『한국음악연구』 제60집, 2016, 34쪽.
17) 조재선, 『수제천(壽齊天)』, 수서원, 1999, 13쪽.
18) 대표적인 학자들의 해석이 김명준의 저서에 실려 있다. 모두 전문의 해석이다.
김명준, 『고려속요집성』, 다운샘, 26-51쪽.

19) 박혜숙, 「<동동>의 님에 대한 일고찰」, 『국문학연구』 제10집, 효성여자대학
교 국어국문학연구실, 1987.

20) 최미정, 「죽은 님을 위한 노래 <동동>」, 『문학한글』 제2호, 한글학회,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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語釋의 문제 외 속요 <동동> 연구의 또 다른 쟁점은 “仙語”였다. 『악학궤범』

권3의 기록 “多有頌禱之詞 盖效仙語而”를 풀이하기 위해 ‘頌禱之詞’와 ‘仙語’의

의미를 규명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최철은 ‘신선(神仙)’의 말을 본받아서

지었다는 ‘송도지사’란 송축하는 ‘송축의 기구(祈求)’를 가리킨다고 주장해 神仙과

動動의 연관을 시도하였다.21) 이어 조규익이 ‘송도지사’인 임금에 대한 송축이 당

악정재와 향악정재를 막론하고 고려의 모든 정재에 공통적으로 들어 있는 주제

라 설명하며 해당 논지를 지지한 바 있다.22) 여기서 조규익의 견해를 특히 주목

할 필요가 있다. 이는 <동동>을 ‘呈才’라는 종합예술의 형태로서 인식한 것으로,

<동동>이라는 작품이 텍스트뿐 아니라 ‘呈才’로서의 무용 예술적 요소를 포함한

하나의 융합 예술임이 전제되어 있는 연구이다. 더불어 鄕樂呈才는 물론 唐樂呈

才의 영역까지 논지를 확장해 <동동> 정재가 갖는 국제적 성격에 접근하고 있

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그러나 문학 쪽에서 매우 많은 양의 연구가 이루어

져 왔음에도 속요 <동동>을 논하며 어학·문학적 측면 외의 측면까지도 조명한

논의는 찾아보기 힘들다. 즉, 『악학궤범』 내 <동동>의 가사 텍스트에만 집중

하여 논증의 범위가 가사 내 어휘와 표현 밖으로 확장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동동>의 경우 다른 두 작품보다는 가무악 분야를 결합한 ‘융합

연구’에 대한 문제 제기 및 성과가 어느 정도 진전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할 만

하다. 이에는 가무악 융합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문학·음악·무용 세 분야의

융합을 지향하며 출범한 ‘한국문학과 예술연구소’의 역할이 컸다. 조규익을 포함

한 국문학·국악·무용학 분야의 학자들이 연구소의 중심이 되었는데, 각기 다른

전공자들이 궁중 呈才의 가·무·악 융합 연구를 위해 한곳에 모이고, 이를 통해

呈才의 완전한 현대 ‘복원’까지도 시도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 및 방향성을 보

여주었다. <동동>의 경우 관련 논의의 묶음이 책으로도 엮여 출판된 바 있

다.23) 이들의 연구는 呈才라는 공연물을 한 분야에 귀속된 작품이 아닌 ‘종합예

술’로 바라보는 시각의 필요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며문학사에서 주

목하고 상기할 만한 행보임도 분명하다. 또한 이들이 제시한 연구방법론(歌舞樂

의 융합)이 고려속요24) 작품에 대한 이상적인 접근 방식이라는 점에서도 그 의

미를 높이 사고 싶다. 다만 아직 융합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그 지평을 조

금씩 넓혀가는 초기 단계이다 보니 각각의 연구 성과는 있으나 이것이 뭉쳐 깔

21) 최철, 『고려 국어가요의 해석』,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6, 136쪽.
22) 조규익, 「텍스트 地平의 확대 : <動動>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어문교육』

제22집,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2010, 22쪽.
23) 조규익 외, 『動動, 궁중 융합무대예술, 그 본질과 아름다움』, 민속원, 2019.
24) 여기서는 <동동>으로 대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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끔하게 응집되지는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은 있다. 특히 융합적 접근 방식으로

<동동>이라는 작품을 이해하려 했다기보다는 가무악을 융합한 <동동>의 ‘복

원’에 지향의 초점을 맞추고 있어 문학작품이자 고려속요로서의 <동동> 연구의

의의로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복원’을 비롯한 이들의 성과를 활용·참고

하여 각 분야를 하나의 작품에 응집시키는 총체적 연구는 여전히 과제로만 남

아 있다.

속요 <처용가>의 문학(歌詞) 연구는 작품 내용을 중심으로 巫歌 계통의 노래

인가 劇詩 계통의 노래인가 하는 성격 논의가 쟁점이 되었다. 김상억은 처용의

역신 퇴치 능력에 주목하여 <처용가>를 巫歌적인 노래라 해석하였으며,25) 서대

석26)과 김수경27)이 이어 비슷한 성격으로서의 <처용가>를 논하였다. 이에 여증

동은 <처용가>의 巫的 기능이 아닌 劇의 성격에 집중하며 이 작품을 극의 구

성을 갖춘 劇的인 노래라 주장했다.28) 또한 이들의 절충적 의견으로 <처용가>

가 ‘희곡무가’, 즉 궁중 잔치에서의 ‘연희 무가’라 이야기하며 劇歌이면서 巫歌이

기도 하다는 견해가 김명준29), 최용수30)에 의해 제시되기도 하였다.

『악학궤범』 권9에 처용의 복식이 실려 전하기에 처용 형상과 복식에 관련된

연구가 여러 관점에서 행해지기도 했다. 『악학궤범』의 처용 복식을 의미 있게

논한 연구로는 조선의 처용 복식을 살펴본다는 목적에서 그 형태를 분석한 박

양경의 연구31)와 『악학궤범』의 복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의미를 논한

김용서의 연구32)를 들 수 있다. 박양경과 김용서의 연구는 모두 처용무 복식의

‘오방색’에 주목하였는데, 이를 음양오행과 관련해 설명했다는 점에서 사상 논의

와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한편 박연선은 처용의 가면(탈)에 주목하여 그 역할

과 기능에 대해 자세히 논한 바 있다.33) 한편 김수경은 역사적 관점으로 넘어가

처용 가면의 변모 양상을 연구로써 살폈다.34)

25) 김상억, 「처용가고」, 국어국문학 72·73합집, 국어국문학회, 1976, 115-133쪽.
26) 서대석, 「고려 처용가의 무가적 검토」, 한국고전시가작품론, 집문당, 1995.
27) 김수경, 고려처용가의 미학적 전승, 보고사, 2004.
28) 여증동, 「고려 처용노래 연구-국어국문학회편」, 고려가요 연구, 정음사,

1979.
29) 김명준, 「고려처용가의 무가적 성격에 대한 재고」, 한국시가연구 제28집, 한
국시가학회, 2010, 183-206면.

30) 최용수, 「처용가고」, 『한민족어문학』 제16집, 한민족어문학회, 1989, 270-300
쪽.

31) 박양경, ｢朝鮮時代 處容舞服飾에 關한 硏究｣,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32) 김용서·박양경, ｢악학궤범에 나타난 처용무 복식고찰｣, 『생활과학연구』 제9집,
全南大學校家政科學硏究所, 1999.

33) 박연선, ｢처용무에 나타난 가면의 역할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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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용가>의 사상에 관련하여 김말복35)과 황경숙36)은 處容舞에서 음양오행 사

상을 연상해 그 상징성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박양경과 김용서가 복식으로부터

‘오방색’, ‘음양오행’의 원리를 논한 것과 김말복과 황경숙이 춤에서부터 ‘음양오

행’을 논했다는 것을 주목할 만하다. 舞踊과 복식이 언뜻 관계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같은 <처용가>라는 연희를 구성하는 요소이기에 “음양오행”과

같은 하나의 범주 혹은 키워드를 공유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들이 연결되지

못하고 완전히 다른 분야, 각기 다른 연구로 이루어지고 있는 탓에 개별적 성과

로만 그쳤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렇듯 <처용가> 역시 그 정체나 노래

의 성격, 복식이나 사상 등 다양한 관점에서 많은 연구를 축적해왔지만 정작 이

것을 한데 모아 “처용”이라는 캐릭터를 온전히 구상해보려는 시도는 찾아보기

어렵다. “처용”은 노래와 무용, 복식과 사상이 복합된 존재이며 이 복합이야말

로 ‘처용’이라는 캐릭터의 개성이자 정체성이기도 하다. 따라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연구는 총체적 성격을 지닌 “처용”의 올바른 형상을 마주하기 어렵다.

속요 <처용가>와 그 주인공 ‘처용’에 대한 온전히 이해를 위해 ‘처용’과 <처용

가>에 대한 종합적 연구는 필수적인 일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악학궤범』 소재 고려속요 <정읍사>, <동동>, <처용가>의 연구는

다양한 방면에서 이루어졌으나 사실 그 각각이 개별적 분야의 독립 연구에 가

까웠다. 그렇다 보니 『악학궤범』의 동일한 작품을 다루면서도 각기 다른 부분

만을 주목하게 되어 한 작품에 대한 논의 성과가 파편적으로 흩어지게 되었다.

국문학계 역시 이러한 흐름에 편승해있었다. 『악학궤범』이라는 종합적이고 방

대한 자료가 있음에도 卷5, 그중에서도 매우 국소적 일부인 ‘가사(노랫말)’ 텍스

트 부분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왔던 것이다.

그러나 『악학궤범』의 종합 예술적 성격과 수록된 고려속요 작품의 당대 연

행(혹은 향유) 형태를 고려할 때, 이들 작품은 ‘텍스트’가 아닌 “공연물”로서 완

전한 하나의 작품임을 전제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접근은 ‘총체적’으

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악학궤범』의 가사 텍스트 이외의 기록까지도 모두

연구 대상 혹은 관련 자료로서 조명하는 것으로부터 출발되어야 한다. 『악장가

사』가 속요의 가사를, 『시용향악보』가 속요의 악보를 중심으로 하는 문헌이

라면 『악학궤범』은 속요 작품의 연행 양상을 ‘종합예술’의 형태로서 기록한

34) 김수경, ｢처용 탈의 변모 양상에 관한 통시적 관찰｣, 『한국민속학』 제34집, 한
국민속학회, 2001.

35) 김말복, 「처용무에 나타난 음양론적 의미」, 『기호학연구』 제11집, 한국기호
학회, 2002, 28~77쪽.

36) 황경숙 「음양오행으로 본 처용무의 구성원리」, 『한국체육철학회지』 제17집,
한국체육철학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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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악학궤범』 소재 고려속요를 연구하는 데 있

어 그 노랫말 텍스트만을 대한다는 것은 작품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이를 연구

하겠다는 것과 같다. 결국 <정읍사>, <동동>, <처용가> 세 작품의 연구는

『악학궤범』 권5의 가사 텍스트를 넘어 함께 수록된 공연 예술 양상의 기록,

권5 외 해당 작품(呈才)과 관련된 기록 등을 모두 포괄해 논할 수 있어야만 그

본질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으며, 이러한 ‘종합 연구’가 전제되어야만 이들 작품

의 전체적 이해를 논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나아가 이는 문학사적 문제

로까지 이어져 『악학궤범』의 문학적 가치를 가사 유존으로 한정했던 기존의

시각에 再考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고는 이를 반영해 『악학궤범』 소재 고려속요 작품에 대한 종합 연

구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본고의 목적은 『악학궤범』을 중심으로 그 소재의

고려속요 <정읍사>, <동동>, <처용가>를 다측면에서 검토한 후, 이를 통해 기

존 연구에서 주목하지 못했던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고, 나아가 종합예술의 온전

한 형태로서 그 전체적 의미까지도 이해해보는 것에 있다. 따라서 『악학궤범』

권5 「향악정재도의」 <舞鼓>, <牙拍>, <鶴蓮花臺處容舞合設>의 가사 및 공

연 양상의 기록을 기본으로 하여 『악학궤범』 내 주시할 만한 기록을 모두 검

토한 후, 필요하다면 이외 관련 기록의 추가 검토를 거쳐 논지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이때, 검토의 대상이 되는 자료는 문학적, 언어적 자료 외 비언어적 자료

까지를 모두 포함하며, 어느 한쪽에 우위를 두지 않고 동등하게 분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따라 그간의 연구에서 파편적으로 다뤄져 왔던 것들을 동

일선상에 모아 속요를 총체적인 하나의 작품(呈才)으로서 이해해보고자 한다.

이로써 속요가 종합예술의 형태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악학궤범』의 중요성

을 역설하고, 그 문학사적 위상을 되돌아보는 데까지도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

해도 본다.

1.2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본고의 연구 대상은 『악학궤범』 소재의 고려속요 3편 <정읍사>, <동동>,

<처용가>이며37), 그 중심은 문헌 『악학궤범』의 종합 예술적 기록이다. 『악

37) <정과정곡> 역시 권5 ‘학연화대처용무합설’에 가사가 수록되어 전하긴 하나, 가
무악이 융합되어 하나의 呈才로서 분리될 수 있는 <정읍사>, <동동>, <처용가>
와 달리 합설의 일부에 <정과정곡>의 가사가 편승해있는 형태로 연출되고 있어,
<정과정곡>의 가사(문학 텍스트)를 중심으로 하는 독립적인 종합예술 작품을 상
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과정곡>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상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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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궤범』은 서문(序)과 권1~권9의 총 9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권은 음악·

정재공연·복식 등 그 내용에 따라 구분되어 있다. 연구 작품인 <정읍사>, <동

동>, <처용가>는 모두 권5 <성종조향악정재도의>에 鄕樂呈才의 일부로서 수

록되어 있다. <정읍사>는 舞鼓조, <동동>은 牙拍조, <처용가>는 학무, 연화대

와의 융합 정재인 ‘鶴蓮花臺處容舞合設’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외 『악학궤

범』의 전체적인 구성을 간략히 논하자면 다음과 같다.

서 : 책의 序文으로, 책의 편찬 동기를 밝히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음악 세 가

지인 雅樂·唐樂·鄕樂의 형체를 기록하여 보존하면서, 그 시행에 참고할 만

한 軌範을 만드는 데 있다.

제1권 : 음악의 이론을 설명한다. 대부분은 雅樂의 이론을 설명한다.

제2권 : 「아악진설도설」, 「속악진설도설」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성종 당시

의 제향 및 조회 연향 등에서 쓰이는 악기, 악보 등을 기록해둔 것이

다.

제3권 : 「고려사악지당악정재」, 「고려사악지속악정재」의 구성이다. 이는

『고려사』 「악지」의 당악정재와 속악정재 기록을 그대로 실어 놓은

것이다. 그 편찬 의도에 따라 이전 시대(高麗)의 음악을 遺存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고려사악지속악정재」는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고려사』의 것과

같은 기록이긴 하나, 舞鼓와 動動이 전하고 있어 <정읍사>, <동동>에

대한 기록을 살펴볼 수 있다. 舞鼓(舞)의 유래가 여기에 실려 있으며,

<동동> 연구에서 회자되는 頌祝과 仙語의 기록도 여기에 전한다.

제4권 : 「성종조당악정재도의」가 편성되어 있다. 성종조의 唐樂呈才를 실어

놓았다. 이 중 “獻仙桃”는 주목해둘 필요가 있다. 唐樂呈才에서 나타나

는 中의 보편적 음악 문화가 우리 鄕樂呈才에 전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呈才이다. 자세한 내용은 본론에서 다룬다.

제5권 : 「성종조향악정재도의」이며, 본고 논의의 대상이자 핵심이다. 성종조

의 鄕樂呈才를 실어 놓았다. 이 기록을 통해 <정읍사>, <동동>, <처

용가>가 공연 정재로서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즉, 하

나의 종합 呈才로서의 <정읍사>, <동동>, <처용가>를 전체적으로 검

토할 수 있는 기본 자료이자, 歌舞樂 융합 연구의 필요성을 뒷받침해

세 작품에 대해서만 논하기로 함을 짚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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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자료라 할 수 있다.

제6권 : 「아부악기도설」로, 아악의 악기를 기록하고 있다. 그림과 수치가 함

께 전하고 있어 악기의 모양과 크기를 가늠하기 용이하다. 序文에 ‘그

림이 있으면 악기의 형상을 分辨할 수 있다’하는 구절이 있는데, 이 역

시 편찬 의식과 이어지는 듯하다. 악기 역시 그 형상과 크기를 구체적

으로 기록해둠으로써 『악학궤범』이 음악 분야의 典範으로 기능하게

끔 하고자 했던 것이다.

제7권 : 「당부악기도설」, 「향부악기도설」이 편성되어 있다. 제6권과 같이

악기를 기록하고 있으며, 각각 당악, 향악의 악기가 기록되어 있다.

제8권 : 「당악정재의물도설」, 「연화대복식도설」, 「정대업정재의물도설」,

「향악정재악기도설」, 「독제소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종 정재

(唐樂, 定大業, 鄕樂)의 의물과 악기, 연화대 공연에서의 복식, 제사용

물건 등을 기록하여 전한다.

제9권 : 「관복도설」, 「처용관복」, 「무동관복」, 「여기복식」으로 구성되

어 있다. 공연에서 着衣하는 관복을 기록해두었다. 어린 무용수(舞童)

와 여기(舞妓)의 복식도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처용관복」에 그

림으로 묘사된 처용은 속요 <처용가>의 텍스트 묘사와 대응된다. 속

요 <처용가>의 ‘처용’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圖說이다. 자세한 논의는

본론으로 미룬다.

『악학궤범』은 당대 雅樂, 唐樂, 鄕樂의 음악 원리, 악기, 악보, 무용, 복식 등

음악 전반의 것들을 총 9권으로 엮어 전하는 ‘綜合藝術書’이다.

권1은 음악 이론을 담고 있다. 당악·향악에 관한 이론도 있긴 하나 대부분은

아악의 이론을 다룬다. 내용을 보면 ‘~에 따른’과 같은 형식으로 『율려신서』,

『주례』, 『악서』, 『송사』 등의 문헌이 언급된다. 즉, 각 문헌에서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고 모아 ‘集成’되었다는 특징을 보인다는 것이다. 실제 연주에 필

요한 실용의 이론만을 취한 것으로 보아 실용성이 내용 선정의 큰 기준이었던

듯하다. 권1에는 또한 악조나 율조, 聲과 音의 체계 등 아악의 음악적 지식이

담겨 있다. 여기에는 <동동>의 ‘남려궁’이나 <처용>의 ‘계면조’ 등 속요 악보에

서 보이는 음악 개념도 설명되고 있어 악곡 검토에 참고가 될 듯하다.

권2는 성종 당시의 여러 국가 제사 및 의례에 대하여 ‘아악진설도설’, ‘속악진

설도설’로서 악기를 陳設하는 법을 설명한다. 또한 아악의 악보와 樂章 등이 기

재되어 있으며, 조회 연향에 쓰이는 음악의 절차·곡목·춤 또한 실려 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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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동동>, <처용>에서 呈才 절차를 설명하기 전에 배치된 “초입배열도”

와 비슷한 형식이라 볼 수 있다. 아악과 속악의 배치 방식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설명해둔 모양이 초입배열도와 닮아있다.

권3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려사』 「악지」의 唐樂呈才와 俗惡呈才

를 옮겨 놓은 것이다. 고려의 궁중 무용이라 하여 遺存을 목적으로 엮어 놓은

것으로 보인다. 俗惡呈才조에는 舞鼓와 動動 정재가 실려 있어 <정읍>과 <동

동>을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된다.

권4는 권5와의 對로, ‘성종조의 당악정재 도의’를 실었다. 말 그대로 唐樂呈才

의 연행 양상을 권5와 같이 전하는 것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唐樂呈才가 우리

음악에 끼친 영향이 상당하고, 이로 인해 속요 작품의 특성을 유추해낼 수 있으

므로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권6과 권7은 악기도설이다. 권6은 아악을 연주하는 악기에 대한 ‘아부악기도설’

을 전하고, 권7은 당악과 향악을 연주하는 악기에 대한 ‘당부악기도설’, ‘향부악

기도설’을 전한다. 앞의 ‘아박’에 대한 악기도설에서 보았듯이 악기의 그림을 그

리고 그 치수를 기록해두었다. 따라서 악기 복원에 매우 귀중하고 유용한 자료

이다.

권8은 정재에 사용되는 의물, 복식, 악기 등을 수록하였다. 당악정재에 사용되

는 의물과 향악정재에 사용되는 악기가 각각 ‘당악정재 의물 도설’, ‘향악정재

악기 도설’에 실려 전한다. 이중 ‘향악정재 악기 도설’에는 牙拍과 舞鼓가 기록

되어 있는데, 앞에서 살핀 牙拍의 도설이 이것이다. 呈才에 사용되는 악기를 시

각화하여 나타내주는 부분으로, 속요 정재를 구체적으로 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권7과 같이 그림과 치수를 함께 기록하고 있어, 舞妓들이 실제 악기를 사

용하던 양상과 크기 등을 짐작해볼 수 있다.

권9는 복식을 기록한 부분으로, 관복도설과 舞童·女妓의 복식 등이 실려 있다.

여기에는 “처용관복”이 전하고 있어 <처용가>의 노랫말과 대응되는 ‘처용’의 모

습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고려속요 <정읍사>, <동동>, <처용가>의 가사는 卷5 <향악정재도의>에 ‘鄕

樂呈才’의 일부로서 실려 있다. 각 작품이 실제 궁중에서 연행 절차를 글과 그

림을 통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작품의 양상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매

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 역시 卷5를 세 작품 모두의 기본

이자 중심으로 하여 검토를 진행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선 卷5 <향악정재도의>를 이해하기 위해 『악학궤범』의 전체적

인 중요 사항을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아래 인용한 『악학궤범』 서

문의 일부를 주목해보자. (밑줄은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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晉의 순욱·장화, 陣의 정역, 隋의 우흥, 唐의 조효손, 宋의 화현·진양으로 말하

면 樂을 맡은 자가 있어서 악을 만들었으나 그 말단만 맞추었을 뿐 근본을 몰

랐으니 어찌 더불어 악도의 妙를 논할 수 있겠는가.

다만 宋나라 채원정의 저술이 깊이 律呂의 본원을 얻었으나, 彈法과 指法이

聲과 律에 맞게 펴지 못하였으니, 이는 마치 호미와 쟁기는 있지만 갈고 매는

것을 모르는 것과 같다.38)

위 기록에서 ‘宋나라 채원정의 저술’이란 南宋 초기에 채원정이 지은 『律呂新

書』를 말한다. 이 악서의 서문을 朱子(朱熹)가 썼다는 데서 짐작되듯, 책에 제

시된 음악 이론은 주희의 성리학에 근거한 ‘성리학적’ 이론이었다. 『악학궤범』

의 편찬 목적이 樂의 내용을 집대성한 악서의 모범(軌範)을 만드는 것이었음을

기억해 보자. 이는 당시 조선 사회가 요구했던 ‘성리학’의 이념과 이치가 맞는

다. 『율려신서』가 실용적이지 않아39) ‘호미와 쟁기가 있으나 갈고 매는 것을

모르는 것과 같다’고 지적하면서도 이것이 호미와 쟁기, 즉 “律呂의 본원”은 갖

추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취한 이유도 그러한 이치의 맞물림 때문이었을 것

이다. 결국 『악학궤범』 내 樂의 본원은 『율려신서』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

것이 『악학궤범』의 성리학적 성격 및 목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김미영의 논의로 논지를 보충해본다.

예의 질서와 악의 조화를 통일하여 정치를 구현하고자 했던 것이 당시 조선

관료층인 유학자들이 추구했던 정치노선이었으며, 예와 악에 입각한 ‘조화로운

질서’의 회복은 나라의 기강을 세우기 위해 반드시 이룩해야 할 목표였을 것이

다.

그러므로 주희의 성리학적 예악관은 그들이 추구하는 禮樂刑政의 목표를 달성

하는 데 적합한 이론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중략) 『율려신서』는 악의 본

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40)

정리하면 당시 조선에서 ‘樂’이란 이상적 정치 실현의 중요한 수단 중 하나였

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 노선인 ‘성리학’의 禮樂적 구현에 있어 주자의 예악관

(『율려신서』의 예악관)은 핵심으로 인정받아 ‘樂의 본원’ 역할까지 맡을 수 있

었다는 이야기이다. 당시 조선 유학자들이 음악 이론 전반을 이해하던 방식 역

38) 이혜구 역주, 『신역 악학궤범』, 국립국악원, 2001, 32-33쪽.
39) 變律이 실제 사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혜구 역주, 앞의 책, 33쪽 註 참고.
40) 김미영, 『樂學軌範』 唐樂呈才의 규칙성과 사상성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
위 논문, 2008, 25-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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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율려신서』를 통해서이기도 했다.41)

여기까지의 논의를 통해 『악학궤범』이 표방하는 ‘軌範’은 『율려신서』를 대

표로 하는 “성리학”으로써 구현된 예악의 궤범을 말하는 것이며, 이것이 곧 조

선이 추구하던 정치적 노선과 그 뜻을 같이하는 것임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이제 『악학궤범』의 궁극적 편찬 목적과 그 방식의 윤곽이 잡히는 듯하다. 서

문의 다음 기록 역시 그러한 『악학궤범』의 노선 및 성격을 잘 보여주는 부분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밑줄은 필자)

世敎가 쇠함으로부터 淳朴한 풍속이 없어지고 오로지 형벌로만 통치하여, 법

맡은 관리를 귀하게 여기고 禮義의 선비를 천하게 여기게 되었다. 이리하여 先

王의 악이 남김없이 사라지고 숭상하는 것이라고는 모두 음란하고 경박한 世俗

의 음악이어서, <그 음이> 흘러 鄭·衛의 桑間·濮水의 음악이 되었고, 흩어져

陳·楚의 무당의 풍속이 되어서, 마침내 紊亂이 잇달아 망해 버리게 되었으니,

萇弘과 師曠의 귀밝음과 季札과 仲尼 같은 聖人으로서도 구제할 수 없었다.

(중략)

지금 전하께서는 聖君으로서 성군을 이으시고, 成憲을 준수하여 前聖이 開發

하지 못한 것을 개발하시고, 禮樂을 태평 시절에 일으키셨으니, 이는 <마침>

그러할 때이다. 掌樂院 소장의 의궤와 악보가 해가 오래되어 해어졌고, 요행히

보존된 것 역시 모두 踈略하고 오류가 있으며 빠진 것이 많다.

(중략)

책이 이루어지자 『樂學軌範』이라고 명명하였다.42)

따라서 『악학궤범』이라는 문헌은 현재 樂이 보존된 것이 적고 음란 경박한

世俗의 것이 많으며, 오류가 많아 改編의 필요가 있었기에 탄생한 것이며, 이는

禮樂을 일으키는 정치의 방식 중 하나였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때 여러 문헌을

참고하되 그 음악적 토대의 중심(正道)은 『율려신서』의 것으로 두었으며, 이

마저도 실용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어 조선 나름의 방식으로 고쳐 수용하였다.

즉, 『악학궤범』의 기록은 취합과 수용의 기록이라 하더라도 편찬 과정에서

“재정비”가 이루어진 기록이며, 이 재정비의 목적과 근간은 ‘성리학’을 통한 禮

樂觀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악학궤범』에 ‘향악정재’로서 실려 있는 <정읍사>, <동동>, <처용

가> 역시 이러한 성격에 맞춰 “재정비”된 呈才 작품일 수밖에 없다. 특히 “鄕

41) “조선의 관료층이었던 유학자들은 주자의 『性理大全』 안의 『율려신서』 등을
통하여 악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었다.” 이범직, 「『樂學軌範』의 예악론」,
『진단학보』 제77집, 진단학회, 1994, 175쪽 참고.

42) 이혜구 역주, 앞의 책, 31-34쪽. 『樂學軌範』 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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樂”이라는 명칭을 붙인 것으로 보아 ‘우리(自國)’의 것이라는 인식과 성격이 분

명했던 것으로 추측해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卷5의 <향악정재도의>는 卷4

<당악정재도의>를 그 對卷으로 하므로, 『악학궤범』의 ‘향악정재’를 이해하기

위해 그 對인 ‘당악정재’에 대하여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당악정재’가 고려 때 宋과의 활발한 악무 교류 하에 유입된 것임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김미영에 따르면 이때 고려가 ‘당악정재’로 분류한 것은 북송의 <속

부>, <잡악>에서 유입된 것으로, ‘당악’이라는 범주로 묶여 분류된 외국 악무를

말하는 것이다.43) 그러나 이 고려의 ‘당악정재’가 곧 『악학궤범』 卷4의 ‘당악

정재’와 동일한 것은 아니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인용을 빌려본다. (밑줄은

필자)

당악정재가 향악정재와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을 당악 및 당악정재의 쓰임으

로 제한하여 볼 때, 주목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 내용은 고려의 당악에서

는 찾아볼 수 없는 특징인데, 바로 조선의 당악은 그달에 해당하는 율을 궁으

로 쓰는 ‘수월용률(隨月用律)’에 따라 쓰였다는 점이다. 이것은 향악과 크게 구

분된다. ‘수월용률’은 그 달에 해당되는 율을 궁으로 삼아 악을 연주하는 것이

며, 제례악에서는 적용되지 않았고 조회악(朝會樂)에서만 채용되었다.

(중략)

고려의 《당악》과 비교했을 때, 조선의 당악정재는 고려에서 전승된 것을 포

함하여 조선 초기에 제작된 당악정재와 조선에서 재현한 종목들을 모두 포괄하

고 있어 그 범주가 확대되었다. 즉 북송의 교방악에서 유입된 악무들이 고려에

서는 당악으로 묶이고, 조선에서는 당악정재에 배속되었다. 그러나 조선의 당악

정재는 조·초에 새롭게 제작한 7종목과 조선에서 재현한 2종목을 포함하여 그

범주가 확대되었으며, ‘수월용률’과 같은 아악의 체제에 속했던 음악과 가사를

사용했었다는 점이 향악정재와 구분되며, 그것이 당악정재의 특징으로 설명될

수 있다.44)

이에 따르면 조선, 즉 『악학궤범』의 ‘당악정재’는 고려의 것과 달리 아악에서

채택되는 ‘수월용률’을 따랐으며, 그 구성은 고려에서 전승된 것을 포함해 조선

에서 새로 제작한 것, 고려의 것을 재현한 것까지를 포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김미영은 이어 ‘수월용률’을 따른다는 특성이 ‘당악정재’와 ‘향악정재’를 구

분하는 것이라 언급하고도 있다. 일반적으로 당악정재와 향악정재의 차이로서

논해진 죽간자 혹은 구호·치어의 유무, 사용 악기의 종류 등은 재고의 여지가

43) 김미영, 『樂學軌範』 唐樂呈才의 규칙성과 사상성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
위 논문, 2008, 48-53쪽.

44) , 앞의 논문, 56-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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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았기에45) 해당 기준의 제시는 어느 정도 명쾌한 감이 있다.

결국 『악학궤범』 권4의 당악정재는 북송의 敎坊樂에서 전래된 고려의 당악,

조선에서 새로이 제작·재현한 것들을 묶어 “당악정재”라는 이름 아래 ‘재정비’한

것들을 말하며, 향악정재와는 달리 ‘수월용률’이라는 아악의 음악 체계를 보이는

것이라 설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고의 중심인 권5의 ‘향악정재’는 아악의 음

악 체계는 수용하지 않은 것이며, 고려에서 전승된 것과 조선에서 제작 혹은 재

현한 것들을 “재정비”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재정비”의 중심이자 기반은 주자의 성리학이며, 이것이 禮樂을 통한 조선의 조

화 정치라 할 수 있겠다.

그렇기에 『악학궤범』은 우리가 익히 “고려속요(高麗俗謠)”로서 논해 온 <정

읍사>, <동동>, <처용가>에 대한 재인식을 요하기도 한다. 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들의 양상은 ‘궁중’의 ‘재정비’ 산물로서 하나의 전체적인 작품을 완

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는 <정읍사>, <동동>, <처용가> 세 작품에의 접근을 『악학궤

범』으로부터 시도하고자 한다. 『악학궤범』은 본 연구의 기본 자료이자 핵심

이다. 세 연구 작품과 관련성이 큰 卷5 鄕樂呈才圖儀, 卷3의 『高麗史』 「樂

誌」, 卷9의 冠服圖說 기록을 중심으로 다룰 것이며, 필요시 그 외 다른 부분을

활용하기로 하겠다. 이때 ‘종합예술’이라는 속요 정재의 특징을 고려해 가사 텍

스트와 그 외 기록에 차등을 두지 않고, ‘고려속요(文學)’의 연구 자료로서 동등

하게 검토할 것 역시 밝힌다.

『악학궤범』이라는 1차 자료를 바탕으로 한 논의에서 『악학궤범』 외 여타

자료를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면 적극 활용하여 논지를 보충할 것이다. 이

때 역시 검토 대상은 언어적 자료와 비언어적 자료를 모두 포함하며, 자료의 성

격으로 그 우위를 나누지 않을 것임을 명시해둔다. 더불어 각 자료의 분리된 검

토에만 그치지 않도록 자료 간의 관련성과 유기적 연결에 초점을 맞춰 검토하

고 이를 강조하려 한다. 이로써 공연 呈才로서의 종합 양상이 고려된 세 작품의

문학적·음악적·공연예술적 분석을 완성하고 기존 연구와 구별되는 유의미한 성

과를 도출하는 것이 본 논문의 최종적인 지향점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2, 3, 4장은 연구 대상인 <정읍사>, <동동>, <처용가>의 세 작품을 분

석 및 논의하는 것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정읍사>의 시적 주체인

여성 화자를 중심으로 ‘백제(정읍)’의 시가로서의 지역성과 그 성격을 살피고,

45) <鳳來儀>는 권5 향악정재로서 실려 있으나 죽간자, 구호가 존재하며 한문 가사
도 쓰인다. 또한 당악기와 향악기가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 악기 기준의 분
류도 완전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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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지역성’이 ‘궁중’으로 수용되며 탄생하는 궁중 呈才 <정읍사>를 논해본

다. 이어 악기, 복식 등의 기록을 바탕으로 ‘궁중 예술’로서 완성되어 그 문화에

융화되거나 개작된 <정읍사>의 양상을 확인해보려 한다.

3장의 <동동>은 ‘월령체’라는 형식적 특징과 ‘선어’를 중심으로 하는 신선과

장수축원 모티프, 공연에 나타나는 종교적 색채 등으로 확인되는 동아시아적

‘국제성’46)에 주목하였다. 우선 <동동>이 동아시아 문화권 내에서 하나의 형식

문법으로서 공유되는 ‘월령체(달거리)’ 형식의 양상을 통해 <동동>의 표현 방식

과 그 함의를 이해해보고자 하였으며, 동아시아 문화권이 공유하는 또 하나의

국제적 모티프인 ‘신선 사상(仙語)’을 함께 논하였다. 권3 기록에 나타난 “仙語”

의 의미에 주목하여 <동동>이 가진 또 다른 ‘국제성’의 요소를 고찰하고자 한

다. 논의의 기반이 동아시아적 국제성이기에 중국과 일본 등 동일한 문화권의

歌舞 예술적 자료를 폭넓게 활용해본다.

4장의 <처용가>에서는 다양한 자료에서 나타나는 ‘처용’이라는 독특한 캐릭터

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이때 『악학궤범』 권9의 ‘服飾圖說’을 활용하여

처용의 외적 형상을 파악함으로써 캐릭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한다. 나아

가 이외 다방면의 자료를 검토하며 ‘처용’이라는 캐릭터의 ‘개성’을 추출하고 규

정할 것이다. 이에 그러한 처용을 주인공으로 한 <처용가>의 서사와 그 劇詩로

서의 구성을 확인하는 문학적 해석을 완성한다. 또한 <처용가>가 무용 예술로

서 공연되며 개입된 오방처용 신앙의 요소를 살피고, 이 역시 처용이 지닌 ‘개

성’의 일부로서 그의 복합적 성격을 구성하고 있음을 논하겠다.

5장은 4장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속요 연구에 있어 여타 문헌과 구분되는

『악학궤범』의 독자적 가치를 논하고, 그 문학사적 위상을 재고하는 종합의 장

이다. 『악학궤범』과 고려속요의 관계 속에서 기존 연구가 놓친 성과나 저평가

된 의의를 지적하고, ‘綜合藝術書’로서 『악학궤범』의 가치를 재고해보는 것까

지를 목적으로 둔다.

이러한 본고의 논의가 『악학궤범』이라는 문헌을 문학사 내에서 다시금 조명

받게 하고, 이를 통해 고려속요 작품의 종합 예술적 연구를 활성화하는 데 일조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나아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되는 『악학궤범』의 문학사적

의의 역시 再考되어 종합적 관점에서의 문학적 가치를 인정받고 그 위상을 높

일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46) 동아시아권에서 공유되는 문법, 모티프 등의 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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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읍사> 지방과 궁중의 混合 呈才

2.1 卷之五 : 백제 여인의 愛情謠와 그 악곡

[그림 1] 『악학궤범』 卷之五 「舞鼓」

『악학궤범』 권5 「향악정재도의」에는 <정읍사>의 가사가 그 공연 양상과

함께 <舞鼓>조로 편성되어 실려 있다. <정읍사>는 ‘舞鼓’라는 呈才로서 <정

읍> 연주(樂) 및 무용과 함께 하나의 공연으로 연행되었으며, 위 인용된 『악학

궤범』의 기록이 바로 舞鼓呈才 <정읍사>의 기록이다. 이 ‘舞鼓’는 『악학궤

범』, 『고려사』 「악지」, 『정재무도홀기』 등 여러 문헌에 실려 있는 鄕樂

呈才이나, <정읍사>의 노랫말이 함께 전하는 기록은 『악학궤범』의 기록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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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선 권5의 기록을 중심으로 <정읍사>를 논해본다.

공연으로서 연행된 작품인 탓인지 『악학궤범』 권5에 제시된 <정읍사>의

노랫말은 인물과 서사가 명확한 ‘劇’의 성격을 보인다. 설정된 인물은 둘(여인,

남편)이지만 등장인물은 여인 한 명뿐이며, 이 여인은 <정읍사>의 주인공이자

작품 전체의 주체로서 나타난다. 논의에 앞서 노랫말 전문과 현대어역을 아래에

제시해본다.

前腔 하 노피곰47) 도샤

어긔야 머리곰 비취오시라

어긔야 어강됴리

小葉 아으 다롱디리

後腔(全)져재48) 녀러49)신고요

어긔야 즌50)드욜셰라51)

어긔야 어강됴리

過篇 어느다52) 노코시라53)

金善調 어긔야 내54)가논졈그셰라55)

47) 높이높이. ‘-곰’은 강조를 나타내는 접미사.
48) 시장(져자·저자/市)에. 앞의 “後腔(全)”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후술함.
49) ‘行(노닐다/떠돌다)’의 의미로 해석. 이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후술함.
50) 진 데(泥處). ‘질다’의 옛말인 ‘즐다’의 활용형.
51) 디딜까 두려워라. ‘-ㄹ셰라’는 ‘~할까 두렵다’라는 의미의 서술(疑懼)형 종결어미.
52) 어느 (곳/것)이나 다. ‘어느 곳이나(어느 데나) 다’ 혹은 ‘어느 곳이나(어느 장소
든) 다’의 의미이다. 어느 쪽이든 작품의 주흐름에 큰 차이는 없다.

53) 놓고 있으(有)시오. ‘노코’에 ‘-(이)시라’가 결합한 형태. 비슷한 형태의 활용례는
다음과 같음.
[‘두  가이시라 시다’ 『月印釋譜』 卷20 1459, ‘경뉴로 여곰 갇가온
디경의 머므러시라 니’ 『東國新續三綱行實圖』 <경류돌진> 1617, ‘날을 위
여 딕희여시라 내 져녁에 도라오리라’ 『五倫行實圖』 <주씨구욕> 1797.]

54) 여기서의 ‘내’는 ‘나(我)’로, 주인공인 여인을 지칭한다.
‘如는 道理예 맛마리오 是올씨오 我聞은 내 드를씨니’ 《釋譜詳節 24》,
1447.

55) 저물(暮)까 두려워라. ‘졈글-’과 ‘져믈-’은 쌍형어 관계로 존재했다. (‘ 져믈어
’《두시언해 8:66ㄴ》, ‘ 졈글어’《두시언해 17:19ㄱ》, 세종한글고전

달아 높이높이 돋으시어

어기야 멀리멀리 비춰주시오

어기야 어강도리

아으 다롱디리

온 시장에 떠돌고 계신가요

어기야 진 데를 디딜까 두려워라

어기야 어강도리

어느 곳이든(것이든) 다 놓고 있으시오

어기야 내 가는 데 저물까 두려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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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긔야 어강됴리

小葉 아으 다롱디리

<정읍사>는 『高麗史』 「樂誌」 삼국속악 <정읍> 조에 그 배경 설화가 함

께 전하고 있어 작품의 해석 범위를 좁혀볼 수 있다. 가사 본문을 논함에 앞서

해당 기록을 우선 검토해보자.

井邑全州屬縣 縣人爲行商久不至 其妻登山石以望之 恐其夫夜行犯害 托

泥水之汚以歌之 世傳有登岾望夫石云.56)

정읍(井邑)은 전주(全州)의 속현(屬縣)이다. 현의 사람이 행상을 나가서 오래

오지 않으니, 그 아내가 산 위의 돌에 올라가서 바라보다가, 그 남편이 밤에 다

니다가 해를 입을까 두려워하여, 진흙탕 물의 더러움에 기탁하여 노래하였다.

세상에 전해지는 말로는 고개에 올라가 남편을 바라본 돌(望夫石)이 있다고 한

다.57)

위 기록은 <정읍사>의 인물, 사건 및 배경을 구체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기

록에 따르면 <정읍사>의 주인공은 행상인인 남편을 기다리는 여인이며, 이 여

인이 노래하고 있는 배경은 정읍현에 위치한 어느 山이다. 주인공인 여성이 旣

婚者이며, 애정의 대상은 그 남편인 것이 눈길을 끈다. 남편은 외출 후 돌아오

지 않은 상태이며, 여인은 그런 남편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 즉, 작품의 주

체는 ‘여인’이며, 중심 서사는 ‘돌아오지 않는 남편에 대한 기다림’, 작품을 이끄

는 감정은 ‘그리움과 애정’인 것으로 전체적인 서사틀을 상정해볼 수 있겠다.

극의 주인공인 ‘여인(아내)’는 극중 ‘남편’을 기다리는 인물이다. ‘남편’의 직업

은 ‘행상인’으로 설정되어 있다. 공간적 배경은 ‘정읍’이라는 고을이지만 극중 장

면의 배경은 달이 뜬 밤의 ‘산 위’로 좁힐 수 있다. ‘산 위’는 높이가 있는 장소

로, 하늘이 훤히 보이며 지상을 내려다 볼 수도 있는 곳이다. 이러한 공간적 특

성은 여인이 오밤중에 산을 오른 이유이기도 하다. ‘산 위’라는 트인 공간은 하

늘에 뜬 ‘달’을 바라보기 좋은 곳이면서, 남편이 돌아오는 길을 조금이라도 더

멀리 볼 수 있는 곳이다.

(http://db.sejongkorea.org, 2021.6.12.)의 설명 인용.
56) 『高麗史』 「樂誌」 <井邑>.
57) 여운필 역, 『역주 고려사 악지』, 을유문화사, 2011, 271쪽.

어기야 어강도리

아으 다롱디리



- 21 -

여인의 노래는 하늘에 뜬 ‘달’로부터 시작된다. 남편의 無事를 기준으로 주인공

의 소망은 남편이 ‘달빛의 도움을 받아 안전한 길로 가는 것’과 ‘달빛의 도움이

닿지 않는 위험한 길58)로 가지 않는 것’이라는 두 측면으로 나뉜다. 결국 ‘달빛

이 닿는 곳’과 ‘달빛이 닿지 않는 곳’이 각각 ‘남편이 디뎠으면 하는 곳(남편의

안전이 보장되는 곳)’, ‘남편이 디디지 않았으면 하는 곳(남편의 안전이 염려되

는 곳)’이 되어 달에 비는 “소망”의 두 축을 완성하고 있다.

“달님아 높이 높이 돋아서, 멀리 멀리 비춰라.” 첫 구절은 여인이 ‘달’에게 바

라는 소망이다. 천체(日月星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예부터 인간들의 숭배 대

상이 되곤 했다. 지상과 하늘의 막연한 거리감은 신비로움을 유발할 수 있었고,

인간의 유한성과 대비되는 그들의 영원불변함 역시 偶像의 성격을 부여받기에

충분했다. ‘달’ 역시 여러 문화권의 보편적인 숭배 대상이었다. 고대 메소포타미

아에서는 달신(月神)을 왕권의 상징으로 여겨 초승달을 신으로서 섬겼으며, 우

르나 하란처럼 성경에 등장하는 요주의 지역 역시 대표적인 月神 숭배 지역이

었다. 그렇지만 ‘달’이 단순한 숭배 대상의 역할만 한 것은 아니었다. 동양 국가

는 자연 친화 사상의 바탕 덕분에 특히 달과 친했는데, 이에 따라 다양한 달의

상징과 이야기가 공존하며 친근한 이미지가 생겼다. 대표적인 것으로 달과 관련

된 신화, 전설 등을 들 수 있다. 달과 관련한 신화나 전설, 동화, 미신 등은 동

양의 어느 국가에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달에 토끼가 산다는 玉兎 전설은

우리에게도 익숙하지만,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 일본 등의 동아시아 지역을

넘어 인도 등지에서도 보편적인 이야기로 통한다. 동양의 易理的 의미망에서 달

이 음양의 陰, 천지의 地, 부모의 母, 남녀의 女를 뜻하는 것59) 역시 익숙한 이

야기이다.

그런데 <정읍사>의 ‘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삶(生)과 관련된 달의 이

미지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달은 일정한 주기로 차고 기울기를 반복한다. 이

는 흔히 인간의 죽음과 삶(부활)에 대응되곤 했다. 달의 모습은 변한다. 나타나

고 차오르고 기울고 사라진다. 사흘 동안의 어두운 밤이 있고 그 밤이 지난 후

다시 나타난다. 최명숙은 이러한 달의 모습이 ‘인간이 지닌 순환 관념을 정교하

게’ 하는 것이라 언급한 바 있다.60) 미르치아 엘리아데의 표현을 빌려 보충하

자면, 이는 ‘달의 사라짐은 결코 최종적인 것이 아니며 그 사라짐의 뒤에는 반

드시 새로운 달이 뜬다는 영원과 회귀의 순환을 인간 삶에 대응시킴으로써 실

58) 泥水地. 즌.
59) 유경환, 「정읍사에 나타난 달(月) 의 원형적 상징」, 『새국어교육』 제61권 1
호, 한국국어교육학회, 2001, 260쪽.

60) 최명숙, 「달의 서사구조 원리와 주제」, 『문예시학』 제9집, 충남시문학회,
1998, 1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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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적 불안을 떨치고 달의 운명과 연대하려 노력’61)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달

에서 읽어낸 生과 死 그리고 復活의 이미지가 우리 인간의 삶 자체에 대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난다. 특히 농업사회였던 우리나라는 태음

력을 채택해 달의 변화에 맞춰 농사를 지어야만 했다. 달을 기준으로 농사의 절

기와 삶과 풍속의 분기를 맞추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에게 ‘달’은 ‘생명력’과 ‘농

사력’ 그 자체의 상징이 되었다. 그렇다 보니 가장 완전하게 꽉 찬 상태로 떠오

르는 보름달(滿月)이 가장 긍정적인 의미로 인식되기 쉬웠다. 만월은 가장 둥글

고 밝은 달이다. 만월의 충만한 밝기는 풍부한 생명력의 상징이 되며 죽음과 대

비되는 完全한 생명의 의미까지도 갖는다. 그렇기에 꽉 찬 ‘보름달’은 풍요, 번

영의 아이콘이며 충만한 생명력을 품은 最上의 형태로 통하게 된다. 이를 증명

하듯 한국 시가에 등장하는 달은 대부분이 보름달이며, 이 또한 특별한 표지 없

이 보름달로 상정되는 경우가 많다. 염원의 전달자 역할인 <원왕생가>의 달,

기파랑의 영속한 생명력과 영원성, 숭고함이 투영된 <찬기파랑가>의 달,62) 군

주(君)나 임을 뜻하는 戀君(愛情) 詩歌의 달, 화자의 벗이 되어주는 江湖 詩歌의

달 등에서 우리 시가 작품에서의 달은 대체로 ‘긍정’ 쪽의 의미를 갖는 ‘보름달’

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정읍사>의 ‘달’ 역시 “보름달”로 상상되는 게 자연스럽다. 그것도 환하고 밝

은 빛을 내는 나무랄 데 없이 꽉 찬 달일 것이다. 노래의 주인공인 여인은 ‘산

위’라는 탁 트인 공간에서 밝고 꽉 찬 ‘보름달’을 바라보고 있다. 충일한 생명력

을 품은 환하고 밝은 달을 보는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 완전한 보름달의 충만

은 여인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충만이다. 따라서 이는 남편의 無事가 전제된 ‘생

명력’의 충만이며, 그의 歸家가 만드는 ‘안정’의 충만이다. 이 ‘달’은 남편의 生을

상징한다. 그렇기에 여인은 가장 차오른 상태, 즉 가장 생명력이 충만한 상태의

‘生의 기운(月光)’을 남편에게 전달할 수 있는 만월에 소원을 의탁하려는 것이

다. 그런데 남편의 生이 기우는 것은 곧 여인의 안정된 가정이 무너지는 것과

같다. 따라서 ‘달’은 여인의 生과도 유기적 연관이 생긴다. 결국 달이 가장 차오

른 상태는 가장 안정감이 충만한 상태이기도 하며, 이를 바라는 여인의 간절함

이 달빛(月光)으로써 남편에게 전해주는 역할도 겸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정읍사>의 ‘달’이 갖는 의미이자, 작품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정읍사>의 심

미적 개성이라 할 수 있다.

61) Mircea Eliade, 이은봉 譯, 『종교형태론』, 한길사, 1996, 193쪽.
62) 김연수, 「신라가요에 나타난 달의 의미고」, 『동악어문논총』 제18집, 동악어
문학회, 1983, 287-3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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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여인의 행동에 집중해보자. 돌아오지 않는 남편에 의한 절망감은 남편이

돌아오길 바라는 간절함의 증폭제가 된다. 그 간절함이 여인을 ‘달’에 기댈 수밖

에 없게 한다. “하”라는 여인의 첫 마디에는 그러한 절절함이 담겨 있다. 그

런데 여인이 달에 비는 소망이 조금 유별나다. 일반적으로 무언가에 비는 소망

은 소망 주체의 궁극적 바람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시험을 잘보고 싶으면 ‘시험

을 잘 보게 해주세요’라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

요’라 한다. 그런데 이 여인은 조금 다르다. 정말 바라는 것은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는 것’인데, 달에 빈 소망은 ‘높이 돋고 멀리 비춰달라’는 말이다. 이는 신

앙적 대상에게 흔히 기대하는 전지전능의 힘을 의식한 것이 아니다. 돌아오는

남편을 위해 높이 떠올라 멀리까지 비춰달라는 것은 달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

는 ‘빛(밝기)’이라는 속성에 기댄 소원이다. 이는 앞에서 논했듯 무구한 생명력

을 상징하는 ‘달빛’ 자체를 소망의 매개체로 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달

빛’은 남편이 오는 길을 비춤으로써 그의 안위와 무사 귀환을 돕는 존재이다.

‘남편의 무사 귀환’이라는 여인의 궁극적 소망과 달빛이 상징하는 ‘생명력’이 맞

물려 ‘빛을 비춰달라’는 소원이 완성된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소망과 표현의 방

식을 통해서 주인공의 인격적 성숙을 알 수 있다. 달이 더 높이 뜨고 더 멀리

비추게 되면 그 빛이 미치는 범위는 자연히 넓어진다. 그렇다면 밝은 달빛의 혜

택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은 비단 남편뿐이 아니게 된다. 여인의 소망은 가능한

최대 범위의 타인까지도 포용한다. 이 소망은 간절함이 짙게 응축되어있음에도

일차적인 개인의 범위를 벗어나 있다. 여인은 밝은 달빛이 간절한 사람이 자신

뿐이 아님을 안다. 그 간절함의 공감은 여인의 소망 범위를 넓힌다. 결국 같은

처지의 타인들까지 포용하는 여인의 소망은 ‘간절함’을 공유하고 있는 그들에게

보내는 정서적 지지라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주인공의 인격과 정서적

성숙이 단순한 소망을 보다 고차원적인 소망으로 변화시킨 것이다.

한편 이러한 소망은 여인의 간절함을 강조하고 부각하는 역할을 겸할 수도 있

다. 돌아오지 않는 남편에 대한 여인의 소망은 실체가 없는 전지적 능력에 의지

하여 막연하게 바라는 꿈과 같은 것이 아니다.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차원을 넘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절대적 절박함이다.

절박한 상황일수록 인간의 이상은 현실 쪽으로 굽게 되어 있다. 그렇기에 여인

의 소망이 추상에서 멀어지게 된 것이다. 소망의 실현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붙

잡아보려는 간절한 시도였다고도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대사는 ‘공연’이라는 전

제적 특성으로 볼 때도 효과적이다. 장면의 시작은 관객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역할을 한다. 그렇기에 장면을 여는 역할의 첫 구절은 ‘의미’의 전달보다는 전달

의 ‘표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인공은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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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는 직접적이고 명확한 의미의 전달보다는 간접적 우회를 통해 문학성을 높

이는 방향을 택한다. ‘높이 높이 돋고 멀리 멀리 비춰달라’는 간접적이지만 추상

적이지는 않은 소원은 관객들이 ‘달’이라는 배경 소재에 시각적으로 집중하게끔

만든다. 이는 자연스럽게 관객들의 즉물적 상상을 촉발한다. 이로써 극의 배경

이 상상의 영역까지도 확장된다. 간절함의 호소로써 관객들의 이목을 사로잡기

위해서 가사에 보다 시각적이고 문학적인 장치를 취한 것이다. 이로써 후렴구

(어긔야 어강됴리/아으 다롱디리)를 중심으로 나뉜 첫 번째 연이 끝난다. 여인

이 ‘달(滿月)’에 ‘소원’을 비는 이 장면은 달과 소원의 조합으로써 그리움, 걱정,

애정이 모두 표현되고 있어 작품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의 장면이다.

이후 이어지는 ‘(全)져재녀러신고요’는 해석의 논란이 많은 구절이다. 해석을

시도함에 앞서 노랫말이 어디까지인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구절은

“後腔全져재녀러신고요”라 기록되어 있는데, ‘後腔’이라는 악곡 형식은 있으나

‘後腔全’이라는 것은 <정읍사>에만 나타나는 표현이다. 따라서 문제가 되는 ‘全’

을 앞의 後腔과 결합한 악곡 형식의 일부로 보느냐, 뒤의 져재와 결합한 노랫말

의 일부로 보느냐의 문제가 논란의 쟁점이 되었다. 이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해석의 방향도 조금 달라지는데, 이는 논의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이 부분은 논의가 끊이지 않는 만큼 해석의 타당성을 위해 어휘적 측면을 살

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난해한 ‘全져재’는 제쳐 두고 “녀러”에 초점을 맞춰 보

자. 이는 대부분의 해석에서 ‘가다(go)’의 파생적 의미로 이해되고 있는 표현이

다. 그러나 “녀러”의 기본형으로 추정되는 ‘녀다’가 ‘니다’, ‘가다’ 등이 아닌 “녀

다”임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김천학은 그의 연구에서 중세 국어 '가다, 니다,

녀다'의 용례를 분석해 그 의미 차이를 논한 바 있다.63) 이에 그는 “녀다”가 ‘가

다(往)’, ‘니다(去)’와 구분되는 ‘行’의 의미를 나타냄을 밝히며, 그 뜻을 목적지

를 갖지 않는 '단순한 움직임' 혹은 '거닒' 정도의 것으로 설명하였다. 덧붙여

김천학이 분석한 용례 외에도 ‘녀다’의 의미가 ‘[일정한 목적지(定處) 없이] 다니

다’ 정도로 규정될 때 자연스러운 경우가 많은 문헌에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정읍사> '져재녀러신고요'의 '녀러'도 '거닐다', '떠돌다' 등의 정처 없는 움직

임(行)을 뜻하는 것으로 봄이 적절할 듯하다. 그렇다면 앞의 ‘全져재’는 ‘관형사+

명사+조사’의 조합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全”은 지명인 ‘전주’라고 해석하

는 견해가 우세하긴 하나64), 이를 훈독하여 ‘온’이라는 관형사로 보자는 견해 또

한 존재한다.65)66) 이를 수용해 종합하면 “全져재 녀러신고요”는 ‘온 시장67)에서

63) 김천학, 「중세국어 ‘가다, 니다, 녀다’에 관한 고찰」, 『어문연구』 제32권 4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4.

64) “전주는 정읍의 속현이다”의 기록 때문이다.
65) 대표적으로 최정여의 견해를 들 수 있다. 최정여, 앞의 글, 26-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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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을) 떠돌고 계신가요’ 정도로 풀이할 수 있겠다. ‘온’이라는 관형사와 ‘떠돌

다’의 의미 조합은 그 호응이 꽤 자연스러우므로 ‘後腔全 / 져재’보다는 ‘後腔 /

全져재’의 쪽의 주장과 합이 맞는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後腔 / 全져재녀러신고

요’의 구분을 취해 ‘온 시장을 떠돌고 계신가요’로 해당 구절을 히해하고자 한

다. 이는 어학적 접근을 통한 추론이나, 음악적 측면에서의 접근 방법으로도 ‘後

腔全져재’ 문제 해결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잠시 뒤로

미뤄둔다.68)

상인인 남편에게 온 시장을 떠돌고 있느냐고 묻는 물음에서 아내의 염려와 불

안이 동시에 느껴진다. 행상 나간 남편은 돌아오지 않고 있고, 밤의 어둠은 불

안한 마음을 증폭시킨다. 여인은 남편이 오면서 ‘즌 ’를 디디지는 않을지 걱정

이 된다. ‘즌 ’는 ‘진 곳’, 즉 ‘젖은/질척이는 곳’으로 泥 혹은 溓處와 비슷한 의

미의 것이다. 어떠한 공간이 ‘질다(즐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마른 공간과 대비

되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곤 하였다.69) <정읍사>의 ‘즌 ’ 역시 그 질척임으

로 남편의 귀가를 어렵게(滯) 하는 곳으로서, 남편의 무사귀환을 방해하고 害를

염려케 하는 부정적인 공간이다.70) 그렇기에 남편이 ‘즌 ’를 디디는 것은 ‘남

편의 無事歸還’이라는 여인의 소망에 反하는 일이 되며, 자연스럽게 주인공이

‘두려움(염려)’을 느끼는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여인의 불안이 ‘달빛을 비

춰달라’는 소망으로 이어진다. 달빛이 더 높이, 더 멀리 비춰 남편의 앞길을 밝

혀준다면 더럽고 축축한 ‘진 곳(즌 )’을 피해 무사히 돌아올 수 있다고 본 것

이다. 결국 ‘달’과 ‘즌 ’의 대비는 ‘無事’와 ‘害’의 대비와도 같다. 그렇기에 ‘남

편의 무사귀환’이라는 여인의 소망은 ‘달이 높고 멀리 비춰주는 것’이 된다. 생

명력과 안정의 달빛이 더 높이, 더 멀리 비춰 남편의 앞길을 밝히고 무사귀환의

‘이정표’가 되어달라는 것이다.

이쯤에서 잠시 『고려사』의 기록을 되짚어보자. 기록의 끝부분인 “世傳有登岾

望夫石云”에서 ‘망부석 설화’라는 익숙한 모티프를 연상할 수 있을 것이다. ‘돌

66) 발음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지만, 해석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 논하지
않는다.

67) ‘저잣거리’, ‘시장’ 등의 해석이 우세하지만 ‘저 고개(재·峙)’라는 견해도 제시되었
다. 그러나 ‘고개를 다니고(行) 계신가요’는 의미가 어색하다. 따라서 ‘시장/저자’
의 해석을 취하였다.
(해당 견해는 송화섭, 「백제 가요 정읍사의 역사적 배경지 고찰」, 『호남문화
연구』 제60권,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70-71쪽 참고.)

68) 본고 37쪽 참고.
69) ‘어미 즌  도라눕고 아기란   누이놋도다’, 《父母恩重輕諺解 8ㄴ》,
1563.

70) 앞에서 언급한 『고려사』의 기록 참고. 恐其夫夜行犯害托泥水之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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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石)’과 관련한 이야기, 특히 인간이 돌로 변하는(石化) 이야기는 여기저기서 쉽

게 찾아볼 수 있다. 가톨릭 성서에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지 말고 도망하라

는 천사의 말을 어기고 멈추어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巖鹽)이 되었다는 이

야기가 전한다.71) 이는 “소돔과 고모라” 설화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롯의 아내

가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신이 불과 유황으로 파괴했던 두 도시가 ‘소돔’과 ‘고

모라’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는 소돔과 고모라 계열의 설화로서 “장자못 설

화”가 전한다. 이는 시주 온 도승을 박대한 長者의 이야기인데, 시아버지 몰래

쌀을 시주한 장자의 맏며느리가 중이 일러준 금기를 위반하여 돌이 되는 이야

기이다. 주지승은 며느리에게 집에서 도망하는 동안 뒤를 돌아보지 말라 경고하

였으나, 며느리가 천둥소리에 뒤를 돌아보고 말아 업고 있던 아기와 함께 石化

하게 되었다.

소돔과 고모라 부류의 설화가 ‘금기(금기 위반)-석화’의 모티프로 묶이는 것이

라면, ‘望夫石’ 설화는 아내의 망부(望夫)와 돌(石), 즉 ‘기다림-석화’의 모티프로

묶이는 부류의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類의 이야기는 보통 여러 지역에서

전설의 일종으로 전승된 보편적 설화이다. 망부석 설화는 대체로 ‘아내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떠난 남편을 기다리다가 돌로 변한다’는 기본 틀을 공유한

다.72) 한국의 망부석 설화를 논할 때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예는 『삼국유사』의

박제상 金(朴)堤上條와 관련한 일련의 설화들이다.73) 문헌마다 차이는 있으나

이 이야기의 기본 골자는 박제상의 아내가 두 딸을 데리고 치술령에 올라 일본

으로 떠난 남편을 기다렸는데, 기다림 끝에 죽어서 望夫石74)이 되었다는 것이

다. 양이문은 이에 대해 망부석 설화이 일반적 서사 구조를 ‘別婦75) - 望夫 -

變形’이라 제시하였다.76)

얼핏 보면 <정읍사> 역시 이러한 망부석 설화의 典型에 완벽히 부합하는 것

으로 보인다. 여인이 남편과 이별한 여인(전제), 그를 기다리는 여인(행위), 망부

석이 남아있다(결과)는 최학출이 제시한 ‘별부(別婦)-망부(望夫)-변형(變形)’에

대응하는 듯하며, 별부의 이유 또한 행상을 나간 것이므로 생계 도모라는 여타

망부 설화와 같은 범주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過篇’ 이후의 해석을 살피면

<정읍사>의 결말은 여타 망부석 설화의 구조와는 조금 다르게 흘러간다. ‘별부

71) 구약성서, 창세기 13:5-13; 18:20-33; 19:1-29; 누가 17:28-32; 베드로 둘째 2:6-8.
72) 양이문, 「망부석 전설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15쪽.
73) 해당 언급과 설화들의 분석은 최학출의 논의 참고. 최학출, 「설화 모티프의 시
적 變容」, 울산어문논집 제2호, 울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5, 193쪽.

74) 혹은 새나 산신(山神)이 되기도 한다.
75) 주로 생계 도모를 위한 외출이 원인이 된다.
76) 양이문, 앞의 논문, 14-17쪽.



- 27 -

-망부-변형’의 기본 서사 구조 중 “변형”의 단계가 애매하다. 이는 후반부의 해

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정읍사>의 여인은 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기만 하지 않는다. “어느다 노

코시라”는 이러한 우려로 인해 주인공이 직접 행동할 결심을 했음을 보여주는

구절이다. 즉, 이 구절부터 <정읍사>의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된다.77)

여기서 ‘어느다’는 어느 것이든 다, 어느 곳에든 다, 아무 데나 등으로 풀이된

다. 주인공은 남편에게 어느 곳에든지, 무엇이든지 다 놓아버리라 말한다. 이는

곧 구태여 집에 돌아오려 하다 보면 위험에 빠질지(진 곳을 디딜지)도 모르니,

일단 다 놓고 안전한 곳에서 기다리라는 당부의 말이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

고 있는 남편을 찾아갈 사람은 아내인 주인공 자신이다. “내 가논 졈그셰

라”의 ‘내’가 주인공(我)을 가리키는 표현이기 때문이다.78) 따라서 이 구절은 아

내인 “‘나’가 (남편을 찾아) 가논 길이 어두워질까 두렵다”는 말이다. 달빛이 비

치지 않으면(저물면) 길이 어두워 남편을 찾기가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다 놓고

기다리고 있으라는 말과 어두워질까 두려운데도 남편을 찾아 나서겠다는 결단

에서 남편을 향한 여인의 강한 애정이 느껴진다. 남편을 향한 여인의 기다림과

염려, 그리고 이를 통해 보이는 강한 애정(夫婦愛)이 바로 <정읍사>의 핵심이

자 중심 메시지인 것이다.

그렇다면 『고려사』의 기록 “世傳有登岾望夫石云”에서 말하는 <정읍사>의

‘望夫石’이란 무엇인가. 이는 망부석 설화와 같은 石化物이 아니다. <정읍사>의

‘망부석’은 ‘望夫’하는 부인에 대한 기념비적 상징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앞서

살폈던 망부석 설화들은 ‘돌’을 주요 화소로 하며 이를 증거물로 삼는 전설의

성격을 갖는다. 그런데 금기의 위반이 만들어낸 이들의 ‘돌’이 증거물이라는 본

질적 의의가 가장 중요시되는 것과 달리, <정읍사>의 돌(望夫石)은 증거물보다

는 “기념물”로서의 의의에 더욱 가치를 둔다. 그리고 이 ‘기념’의 대상은 <정읍

사>가 내세우는 여인의 ‘夫婦愛’가 된다. 즉, 여타 설화처럼 금기를 위반한 대가

(罰)로서가 아닌, ‘부부애’라는 작품 주제의 표상(表象)으로서의 기념비적 ‘돌(望

夫石)’이라는 것이다. 최학출은 망부석과 연관한 돌의 속성으로 ‘불변성’과 ‘지속

성’을 제시한 바 있다.79) 자연물인 돌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77) 이에 대한 음악적 논의는 본고 31쪽 참고.
78) ‘내’가 타인이 아닌 ‘我(+주격조사)’를 의미함은 여러 문헌의 용례로부터 쉽게 확
인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석보상절》에서의 직접적 서술을 들 수 있겠다.
(앞의 해석 각주에서 언급했던 예문을 다시금 인용한다.)
如는 道理예 맛마리오 是올씨오 我聞은 내 드를씨니, 《釋譜詳節 24》,
1447.

79) 최학출, 앞의 글, 194-195쪽.



- 28 -

영원히 본래의 상태를 지속할 수도 있다. 남편을 향한 <정읍사> 여인의 사랑도

그렇다. 결국 <정읍사>의 망부석은 돌이 내포하는 ‘불변성’을 통해 ‘영원한 부

부애’의 상징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상징은 불변의 ‘돌’로서 남아 세대를 거치

면서도 영원한 ‘지속성’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별부(別婦)-망부(望夫)-기념

(紀念)’이라는 새로운 망부석 서사 구조의 정립이다.

나아가 이는 <정읍사>의 여인이 다른 망부석 설화의 주인공과는 구별되는 의

의를 갖게끔 한다. 우선 박진태의 논의를 아래에 빌려본다. (강조 표시는 필자)

여기서 전통 사회의 남녀 관계 및 남성문화와 여성문화의 차이를 파악하게 된

다. 남성은 대외적으로 활동하고 여성은 집안 살림을 맡아야 했으니, 성격도 남

성은 능동적이고 과감하고 진취적이고 사회 지향적인 반면에 여성은 수동적이

고 소심하고 보수적이고 가정적인 방향으로 형성되었다. 이처럼 정치·경제적으

로, 사회문화적으로 남성은 집 밖에서 활동하고 여성은 집 안에서 생활하도록

규범화되고 제도화되었으니, 여성은 숙명적으로 출타한 남성을 집에서 기다려

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적 환경 속에서 <정읍사>를 비롯

한 망부가(望夫歌) 유형이 성립되었던 것이다. 결국 망부가는 여성(아내)이 정

치·군사 활동과 경제 활동에서 소외되고 남성(남편)에게 의존해야만 했던 사회

적․가정적 질서 속에서 자신의 생존과 행복을 위하여 남편의 부재로 파괴된

‘집’을 복구하려는 염원을 표현한 일련의 시가 작품들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연

유로 우리는 망부가를 통하여 여성 수난사의 한 단면을 보게 되는 것이다.80)

전통 사회에서 ‘기다림’의 주체는 늘 여성이었다. 여성들은 일하러 간 남편을

기다리고, 공부하는 남편을 기다리고, 오지 않는 임을 기다렸다. 바깥(外)사람인

남성과 달리 안(內)사람인 여성은 不動이 곧 美德이었다. 변심 없이 오래 기다

리는 사람에게 ‘열녀’라는 칭호가 내려졌고, 이것이 매우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

졌다. 움직이지 않는 것은 움직이는 것 대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활동적

인 남성이 능동적 주체가 되는 동안, 기다림의 여성은 수동적 객체가 되어야만

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모범’이고 ‘귀감’인 사회였다. 그렇다면 본래 <정읍사>

의 여인이 남편이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을 때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 능동

은 어울리지 않으며 움직이지 않는 것이 최고의 미덕이다. 그런 기약 없는 기다

림이 곧 사회의 모범 답안이며, 아내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이자 최선의 模範이었

던 것이다. 그러나 남성이라는 능동 주체에게 의존하고, 그가 부재하면 하염없

이 기다릴 뿐인 것을 독립된 한 개인의 가치라 할 수 있겠는가. 박진태가 망부

시가에 대해 “여성 수난사”라는 표현을 쓴 것도 이러한 맥락과 맞닿아있을 것

80) 박진태, 앞의 글, 200-2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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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러나 <정읍사>의 여인은 영원한 기다림을 택하지 않는다. 여인은 남성의 영

역인 바깥에 스스로 나갈 결심을 한다. ‘움직이기’를 선택한 여인은 더이상 수동

적인 객체가 아니다. 능동적 주체로서의 여인은 ‘기다림’이 최고의 미덕이라는

전통적 편견에서 벗어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남편을 향한 여인의 애정과

염려, 간절한 마음이 퇴색되는 것은 아니다. 여인의 ‘望夫’ 흔적은 ‘望夫石’이라

는 기념물로 고스란히 남는다. 그렇게 노래와 기념물이 함께 후대로 영구히 전

승될 수 있는 것이다. 남편을 찾아 나선 <정읍사>의 여인은 어떻게 되었을까.

남편을 만나고 가정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을까. 결말은 알 수 없다. 그러나

결말이 열려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결말을 상상할 수는 있다. 주인공이 하염없이

기다리다 돌이 되어 모범 아닌 모범으로 남지 않고, 간절한 염려와 부부애의 자

취를 돌에 새기며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되찾을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어쩌면 이 ‘가능성’으로 인해 <정읍사>의 여인은 다른 망부의 여인들이 피할

수 없었던 “여성 수난사”로부터 한 발짝 벗어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이상 <정읍사>의 가사를 살펴본 결과, <정읍사>의 중심은 기념할 만한 망부

의 “여인(여성)”이며, 그 핵심 및 지향은 남편을 향한 “부부애”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실 여성 화자를 내세우는 시가 작품의 대부분은 미혼 여성이 이루어

질 수 없는 사랑을 노래하기에 ‘남편이 있는(有夫) 여성 주체’와 아내로서의 ‘夫

婦愛’는 주목을 요한다. 재미있게도 이러한 특이성은 『고려사』 「악지」에 ‘백

제의 속악’으로서 전하는 百濟謠들에도 나타난다. 그렇다면 ‘여성 주체’와 ‘부부

애’는 <정읍사>에 묻은 ‘백제’ 지역문화의 자취라는 가정을 내려볼 수 있을 듯

한데, 이는 주목하여 자세히 논해볼 필요가 있겠다.

<정읍사>는 『고려사』 「악지」 삼국속악조에 실린 ‘백제’의 노래이다. 물론

조선 시대에 와서야 문자로서 기록된 노래이기 때문에 그 창작 시기 논란에서

는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나 어느 시기에 창작된 노래이든 <정읍사>에 백제의

내음이 짙게 배어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정읍사>를 포함한 ‘백제 가요’들이

꼭 백제 시대의 창작 가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백제라는 나라의 멸망과 그 문

화의 증발은 동시에 이루어지기 어렵다. 기존의 것은 새로운 것으로 변화하기

전 흔히 과도기라 불리는 시간차를 갖는다. 이에 통일신라의 폐쇄적 사회구조는

백제가 그 시간차 안에서 자신들 고유의 문화를 보전할 수 있게 하였다. 따라서

백제 멸망 이후에도 이들 지역은 그 문화사를 이어갈 수 있었으며, 문화적 정체

성 역시 지켜낼 수 있었다. 결국 ‘백제 가요’는 설사 그 시대에 ‘창작’된 작품이

아니라 해도 ‘백제 문화권’ 아래 그 고유의 지역성이 바탕이 된 작품임을 인정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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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정읍사>는 백제의 문화적 자취이자 백제의 가요로서 논해질 수 있

다. 『고려사』 「악지」에 <정읍사>와 함께 백제 가요로서 전하는 작품들에서

그 연결 고리를 얻어볼 수 있겠다.

선운산

禪雲山

장사(長沙) 사람이 멀리 나가서 기한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으니, 그 아내가 그

를 그리워하여 선운산에 올라가 바라보면서 노래를 불렀다.

長沙人 征役 過期不至 登禪雲山 望而歌之.

무등산

無等山

무등산은 광주(光州)의 진산(鎭山)이다. 광주는 전라도의 큰 읍인데, 이 산에

성을 쌓으니, 백성들이 그것에 힘입어 편안하고 쾌락하여 노래하였다.

無等山 光州之鎭 州在 全羅爲巨邑城 此山 民賴以安 樂而歌之.

방등산

方等山

방등산은 나주(羅州)의 속현인 장성(長城)의 경내에 있다. 신라 말기에 도적이

크게 일어나 이 산을 점거하고 있으니, 양가(良家)의 자녀들이 많이 잡혀갔다.

장일현(長日縣)의 여자도 그 가운데 있었는데, 이 노래를 지어, 자기 남편이 곧

와서 구출하지 않는 것을 풍자하였다.

方登山 在羅州屬縣 長城之境 新羅末 盜賊大起 據此山 良家子女 多被擄掠長日

縣之女 亦在基中作此歌以諷其夫不卽來救也.

지리산

智異山

구례현(求禮縣) 사람의 딸이 자색(姿色)을 지녔는데, 지리산에서 살면서 집이

가난하였으나 부녀자의 도리를 다하였다. 백제의 임금이 그 여자가 미인이라는

말을 듣고 첩으로 삼으려 하자, 여자가 이 노래를 지어 죽기를 맹세하고 따르

지 않았다.

求禮 縣人之女有姿色 居智異山 家貧盡婦道 百濟王聞其美 欲內之 女作是歌 誓

81) 이는 서철원이 지적한 바 있다. 서철원, 「百濟 文化圈의 〈井邑詞〉와 高麗俗謠
의 起源」, 『국어문학』 제44호, 국어문학회, 2008, 267-269쪽.
비슷한 시각을 보이는 견해가 북한 학자에 의해서도 언급되었다. 리응수가 대표
적이며, <정읍사>를 ‘신라가요’라 주장하면서도 백제 구지(舊地)의 노래인 만큼
백제 지방의 특색이 반영되었을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리응수, 『조선문학
사』, 한국문화사, 1999, 1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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死不從82)

<정읍사>와 마찬가지로 이들 노래의 주인공이자 화자는 모두 여성이다.83) 그

리고 모두 누군가의 아내라는 것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기도 하다. 남편이 있

는 ‘아내’를 화자로 내세우는 것은 백제 노래의 주목할 만한 특징이다. 여성 화

자를 특징으로 하는 고려속요나 시조 등의 작품은 대부분이 기녀의 노래이며,

남편, 결혼, 家庭과 같은 것을 노래하지 않는다. 이를 대신해 백제의 노래는 가

정과 남편이 있는 여성들을 화자로 선택한다. 그렇다 보니 백제 가요가 노래하

는 ‘사랑’은 한시적이고 에로스적인 戀情보다는 安靜과 영원을 지향하는 夫婦愛

의 성격을 갖는다.

이 ‘부부애’는 노래의 주제까지로도 연결된다. 비슷한 서사의 <정읍사>와 <선

운산>은 남편의 不歸로 인해 ‘부부’로서의 완전함을 잃고 혼자 남겨진 아내의

노래이다. 완전치 못함으로 인해 생겨난 ‘불안정’은 부부가 결합함으로써만 ‘안

정’을 되찾을 수 있다. 되찾는 과정에서의 불안은 남편을 향한 애정(夫婦愛)으로

채워진다. 궁극적 바람인 ‘안정’은 남편의 무사 귀환으로써만 완성될 수 있으나

그것의 실현 가능 여부는 차선의 문제이다. 남편의 귀환은 여인이 어찌할 수 없

는 영역의 것이다. 그렇다면 안정을 되찾기 위해 나약한 여인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인의 불안정은 ‘남편’ 외 다른 어떤 것으로도 메울 수 없다. 따라서

여인은 남편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통해 이 간극에 개입한다. 이 사랑은 불안정

에서 벗어날 때까지 지속되어야 마땅하기에 永續性을 지향한다. 따라서 화자인

여인은 부부(家庭)라는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불안정의 상태에서 ‘영원’한 ‘사

랑(부부애)’이라는 주제를 노래하는 것이다. <지리산>, <방등산>의 경우 이 ‘안

정’을 깨뜨리는 데 부부 외 제삼자가 개입한다. 왕이라는 제삼자에 의해 완전한

부부로서의 안정을 잃은 여인은 불안정의 상태에 놓인다. 안정의 상태로 돌아갈

때까지는 영속의 사랑이 남편의 부재를 대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를 방해하는 제삼자가 있어 영속성을 지키기 위한 별도의 주의 또한 필요해졌

다. 이에 여인이 취하는 것이 바로 烈과 節槪이다. 따라서 여인은 남편에 대한

사랑(부부애)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죽음을 각오한 ‘烈’을 노래하게 되는 것

이다. <방등산>의 경우 부부로서의 안정이 도적들로 인한 외부 상황에 의해 붕

괴된다. 불안정한 상태의 여인은 안정을 회복할 때까지 남편을 향한 영속한 사

랑이 그 간극을 메울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불안정의 회복은 ‘남편의 구출’로

써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그 주체인 남편이 이를 행하지 않아 불안

82) 여운필 역, 앞의 책, 269-271쪽.
83) 다만 <무등산(無等山歌>은 단정짓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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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상태가 지속되어 간다. 영속의 사랑이 만들어낸 믿음의 배신이다. 그렇기

에 여인은 부부의 안정을 우선으로 하지 않는 남편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린다.

결국 남편을 원망하는 이 여인의 노래 역시 남편에 대한 사랑(夫婦愛)에 그 근

간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읍사>가 궁중 정재로서 연행되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부부애’라

는 백제 노래의 감성이 조금 묘하게 느껴진다. 정재의 주체인 궁중의 기녀들은

부부애와는 인연이 없다. 평생을 왕의 여인으로서 살아야 하기에 어쩌면 바라서

도 품어서도 안 될 감정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부부애를 노래하는 <정읍사>는

궁중의 음악으로 채택되어 기녀들의 입을 통해 노래 되었다. 이는 <정읍사>가

궁중에서 발생한 노래가 아닌, 백제 정읍이라는 지방에서 궁중으로 유입된 민간

요였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지역색이 짙은 민간의 노래를 통한 지방과 중앙(궁

중)의 만남은 백제 문화의 감성이 중앙으로 전파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정읍

사>가 백제 문화 유입의 매개체가 되어 그 가치를 높이고, 또 인정받았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정읍사>의 문학사적 가치는 ‘지역 문학으로서의 가치와 민족 문학으로서의

가치를 포괄하는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84) 현재 정읍(井邑)시의 지역민들 또한

<정읍사>를 ‘정읍’이라는 지역의 노래로서 인식하고, 그 민족적 가치에 자부심

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이는 <정읍사>가 궁중으로 유입되어 현재까지 전승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백제 문화권의 작품으로서의 ‘지역성’을 잃지 않았기 때

문에 가능한 일이지 않을까 한다. <정읍사>는 백제라는 ‘지방문화’를 품고 ‘궁

중’ 정재로서 공연되면서, 지역 문학의 가치를 보전하며 민족적 차원의 가치를

갖는 예술로 피워냈다. 백제의 문화와 문학의 자취가 오늘날에까지 남아 <정읍

사>를 통한 문화적 소통 창구를 열어줬다고도 할 수 있겠다.

<정읍사>의 악곡의 경우 논의에 앞서 『악학궤범』 권5 舞鼓 기록의 번역문

을 인용해본다.

악사는 악공 열 여섯 사람을 거느리고 북과 대(臺)를 받들고서 동영(東楹)을

거쳐 들어와 전중(殿中)에 놓고 【먼저 북쪽에 놓고 다음에 서쪽에 놓고 다음

에 동쪽에 놓고 다음에 남쪽에 놓는다.】 나간다. 악사는 북채[鼓槌] 열 여섯

개를 안고 동영으로부터 들어와 그것들을 북 남쪽에 놓고 나간다. 【북마다 채

2개】

제기(諸妓)가 정읍사(井邑詞)를 부른다.

84) 박진태, 앞의 글, 2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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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사> 노랫말 생략]

악관이 정읍(井邑) 만기(慢機)를 연주하면, 여기[舞妓] 여덟 사람은 네 사람

【또는 두 사람으로 하기도 하는데 임시하여 계품(啓稟)한다. 〇 북이 여덟 개

나 네 개인 경우에는 여기의 수가 북의 수와 같으나, 여기 두 사람을 쓰는 경

우에는 그 두 사람이 북 한 개를 함께 친다.】 광렴(廣斂)으로 좌우로 나뉘어

나아가 북의 남쪽에 선다. 북쪽을 향하여 가지런히 일렬로 끓어앉아 부복[俛伏]

하고 일어서서 족도하고, 꿇어앉아 첨렴(尖斂)으로 고쳐 서서 춤을 춘다. 【속

칭 무답(舞踏)이다.】

끝나면 모두 염수하고 꿇어앉아 채[搥]를 잡고, 염수하고 일어서서 족도하고

무진(舞進)하고 【좌우의 밖에 선 여기가 먼저 나아간다.】, 좌우가 서로 이어

져서 왼쪽으로 돌아[左旋] 북을 둘러 춤추면서, 장고의 쌍성(雙聲)과 장고의 북

편 소리[鼓聲]에 따라 <무고>를 친다.

정읍의 중기(中機)를 연주하고 음악 소리[樂聲]가 점점 빨라지면, 장고의 쌍

성을 걸러 북편 소리에만 따라 무고를 친다.

정읍의 급기(急機)를 연주할 때에 악사는 절차의 지속(遲速)에 따라 1강 걸

러 박을 친다.

여기 여덟 사람은 염수하고 물러가 【좌우의 밖에 선 여기가 먼저 물러간

다.】 가지런히 일렬로 꿇어앉아 본디 있던 자리에 채를 놓고서 염수 광수(廣

袖)하고 일어서서 족도하고, 꿇어앉아 부복하고 일어나 족도하고 물러가면, 음

악이 그친다. 악공 열 여섯 사람은 북을 거두어 나간다. 악사가 들어와 채를 거

두어 나간다. 【중궁연이면 북과 채를 설치하고 철거하는 일을 모두 여기가 한

다.】85)

위 舞鼓의 기록을 통해 舞鼓呈才에서 연주되는 곡(音樂) <정읍>의 설명을 확

인할 수 있다. 기록에서는 이 <정읍(井邑)>을 세 틀[三機]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가장 느린 <정읍만기>와 함께 공연이 시작되고 <정읍중기>로 소리를 점

점 빠르게 하다 <정읍급기>로 연주가 이어진다. 음악이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춤 역시 점점 빠르게 진행되었을 것이다. <정읍>은 『대악후보』에 그 악보가

실려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곡의 선율, 박자 등 음악적인 면의 특성을

함께 살필 수도 있다. 『대악후보』에 전하는 <정읍>의 악보는 다음과 같다.

85) 이혜구 역, 『신역 악학궤범』, 국립국악원, 2000, 330-331쪽. 강조 표시는 필자.
정읍사 노랫말 전문의 번역은 생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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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大樂後譜』 卷7 <井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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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대악후보』에는 악보에 <정읍>의 가사가 병기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 곡조를 알

아도 각각의 노랫말이 어느 부분에 붙는지 명확히 알 수가 없으며, 곡의 구성이나 구조 배

분에도 더 큰 노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정읍>의 음악적 구조에 대해서는 국악계에서도 여

러 견해가 공존하고 있다. 이때 음악적 구조의 분석에 있어 기준 및 기반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정읍사>의 노랫말(詞)이다. 의미를 중심으로 <정읍사>의 가사 구조를 나누면 다음과

같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게 된다.

<1>

前腔 하 노피곰 도샤

어긔야 머리곰 비취오시라

어긔야 어강됴리

小葉 아으 다롱디리

<2>

後腔 全져재 녀러신고요

어긔야 즌드욜셰라

어긔야 어강됴리

<3>

過篇 어느 다 노코시라

金善調 어긔야 내가논졈그셰라

어긔야 어강됴리

小葉 아으 다롱디리

밑줄로 표시한 부분은 잘 알려져 있듯 악곡 형식을 나타내는 표현들이다. 특히 ‘腔’과 ‘葉’

은 다른 악곡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표현으로 ‘腔’이 악곡의 본체를 이루고 ‘葉’은 지엽적인

것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腔의 뒤에 葉이 따라오며, 腔은 전강·중강·후강의 삼강(三腔), 葉은

대엽·중엽·소엽·부엽·이엽·삼엽·사엽·오엽의 팔엽(八葉)으로 삼강팔엽(三腔八葉)을 이루고 있

다.86) 따라서 가사를 중심으로 한 <정읍사>의 3단 구조는 음악 형식으로 볼 때 다음과 같

은 구조를 지니게 된다.

<1> 전강 소엽

<2> 후강

<3> 과편 금선조 소엽

[표 1] <정읍사>의 구조

86) 해당 분류와 정의는 성호경의 논의 참조. 성호경, 「강과 엽의 성격 추론」, 『한국시가의 유
형과 양식 연구』,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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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김영운이 그의 논문에서 제시한 표를 인용한 것이다. 즉, <정읍사>는 ‘전강 + 소엽’의

<1>, ‘후강전’의 <2>, ‘과편 + 금선조 + 소엽’의 <3>으로 총 세 단의 구성을 이룬다. 따라

서 ‘과편 + 금선조’가 전강이나 후강전에 대응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다만 『대악후보』 내

<정읍>의 악보는 전 66행 중 ‘금선조’의 시작 부분인 2행까지만 기록하고 있으며 나머지 부

분은 악보에서 발견되지 않는다.87) 이 66행을 악곡별로 구분해 정읍의 구조를 파악하면 다

음과 같다.88)

[표 2] 『대악후보』 <정읍> 악보의 구조

그리고 이를 『악학궤범』 <정읍사>의 가사 구조에 맞춰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정읍>의 형식 구조

악곡과 가사로써 구분한 <정읍사>의 3절(三段) <1>, <2>, <3>은 선율에 따라서도  , ′ ,  ″의 3부 형식으로 나눌 수 있다.89) 문숙희는 이를 1절, 2절, 3절로 칭하며 <정읍사>

의 음악 형식을 표로 정리한 바 있는데, 이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90)

⚫ 제1절:  <1>

⚫ 제2절:  ′ <2>
87) 김영운, 「고려가요의 음악형식 연구」, 『한국공연예술논문선집』 제4호,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2001, 17-21쪽.

88) 김영운, 「정읍의 후강전과 금선조에 대한 음악적 고찰」, 『한국학』 제21권 4호, 한국학중
앙연구원, 1998, 34쪽. [표]는 변형하여 인용함.

89) 김영운, 앞의 글, 1995, 59쪽.
90) 문숙희, 『고려말 조선초 시가와 음악형식』, 학고방, 2009, 246-247쪽.
각 선율의 세부적인 음(音)은『大樂後譜』의 <정읍사> 악보의 것이다.

<1> <2> <3>
前腔 小葉 여음 後腔 여음 過篇 金善調 小葉 여음
20 8 4 20 4 8 12 8 4

前腔 小葉 여음
後腔(全

)
여음 過篇 金善調

20 8 4 20 4 8 2

1장단 1장단
1행 1행 1행 1행 1행 1행 1행 1행

A

전강

a
하 노피곰 도샤

B

b c c
어긔야 머리곰 비취오시라

b′ c′ d e
어긔야 어강됴리 ○ (여음) 아으 ○

C 소엽
f c′ d′
다롱디리 ○ (대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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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 <3>

[표 4] ~ [표 6] <정읍사>의 선율 구조 및 형식

제1절의 첫 번째 선율을 a라 할 때, 제2절의 것은 같은 선율에 음을 덜어 리듬 변화를 꾀

한 것으로 a′, 제3절의 것은 제2절의 것과 비슷하긴 하나 음역을 4도 정도 아래로 낮춰 선

율 변화를 주고 있으므로 a″라 할 수 있다. 선율 a로 구성된 제1절의 전강 앞부분이 A일

때, 선율 a″로 구성된 제2절 후강 앞부분은 A′로 볼 수 있으며 선율 a″와 완전 종지 선

율 c′91)로 구성된 제3절의 과편은 이와 구별되는 D로 지칭될 수 있다.

이후 각 절에서 ‘어긔야~’로 시작되는 부분(제1절의 전강 뒷부분, 제2절의 후강 뒷부분, 제3

절의 금선조)은 같은 선율이 나타나기 때문에 모두 B라 할 수 있다. 다만 소엽이 있는 제1,

3절에는 두 행의 여음(d+e)이 붙고, 소엽이 없는 제2절에는 네 행의 대여음(d′)이 붙는다는

차이가 있다. 제1, 3절의 소엽 역시 네 행의 대여음(d′)으로써 맺어지며 두 절의 것이 완전

히 같기 때문에 C로 분류되고 있다.92)

『악학궤범』이 언급하고 있는 舞鼓呈才 <정읍사>의 반주음악, <정읍>의 악곡 및 선율

구조를 위와 같이 살핌으로써 앞에서 다룬 <정읍사> 歌詞 논의의 일부를 보충해볼 수 있

다. 우선 앞에서 언급한 ‘後腔(全)져재’의 표기 논의를 기억해보자. 앞에서도 논하였듯 ‘腔’이

나 ‘葉’은 타악곡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어 익숙하지만 ‘後腔全’이라는 표기는 정읍

사 고유의 것이다. 이 문제의 해소는 문학으로서의 <정읍사>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정읍사> 가사 중 ‘져재 녀러신고요’를 해석하는 방향93)을 바로 하고, 악곡 표기와 노랫말

을 명확히 구분해 온전한 시가로서의 <정읍사>를 마주하는 데 있어 ‘全’의 역할과 의미 규

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제시한 [표 3]을 살펴보면 <1>의 ‘前腔(20)’과

<2>의 ‘後腔全(20)’, <3>의 ‘過篇(8)+金善調(12)’ 부분이 그 규모가 같음을 확인할 수 있다.

91) 대체적으로 下三(㑀)을 지속하다가 끝에 下二(㑬)로 올라간 후 下三‧下四‧下五로 완전종지하
는 선율을 말한다. 문숙희, 앞의 책, 328쪽.

92) 문숙희, 앞의 책, 245-250쪽을 참고하여 정리함.
93) ‘全’이 노랫말에 붙은 ‘後腔 / 全져재 녀러신고요’와, ‘後腔’에 붙어 ‘後腔全 / 져재 녀러신고요’
는 그 해석 방향이 다르다. 이에 대한 내용은 앞의 논의 참고. 24-25쪽.

A′

후강

a′
져재녀러신고요 (△)

B

b c c
어긔야 즌를 드올셰라

b′ c′ d′
어긔야 어강됴리 ○ (대여음)

D 과편
a″ c′
어느이다 노코시라 ○

B 금선조

b c c
어긔야 내가논졈그셰라

b′ c′ d e
어긔야 어강됴리 ○ (여음) 아으 ○

C 소엽
f c′ d′
다롱디리 ○ (대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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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같은 규모의 덩어리에 ‘小葉’과 ‘여음’이 이어지고 있으나 <2>의 경우만 ‘小葉’ 부

분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 시기 악곡들은 ‘강(腔)+엽(葉)’의 구조를 갖춘 것이 대부분이었으

므로 이러한 형태는 일반적이지 않다. 이에 대해 지현영은 ‘後腔全’이라는 표기가 “‘小葉’이

붙지 않았지만 완전(全)하다94)”는 의미를 나타낸다 하였는데, 이 견해는 양태순95), 김영운96)

이 수용하여 논한 바 있다. <정읍>의 ‘後腔’은 일반적인 후강과는 다른 특수한 것이기 때문

에97), 이를 나타내기 위해 ‘全’이라는 표기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後腔全’

은 특수한 경우이기에 일반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을 뿐 악곡 표기의 일종이기 때문에, ‘全’이

붙지 않는 ‘져재 녀러신고요’만이 <정읍사>의 순수한 노랫말이 된다. ‘全져재 녀러신고요’를

모두 노랫말로 보는 입장의 경우 ‘全’의 의미를 ‘全州(全州市)’인 지명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많은데98), 이 해석에 대한 반론99)과 재고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해당 논의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김완진은 <정과정(眞勺)>과 <북전>의 악곡에서 ‘葉’ 없이 ‘腔’만 편성된 부분은

‘全’이 붙어있지 않음을 들며 반론을 제시한다. 이들 악곡은 ‘전강’, ‘중강’, ‘후강’의 구조를

갖추었으나 ‘후강’에만 ‘葉’이 뒤따른다. 그렇다면 ‘葉’을 취하지 않은 ‘전강’, ‘중강’에는 <정

읍사>의 ‘후강’과 같은 ‘全’이 붙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全’이라는 글자를 찾을 수 없어

‘後腔全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100) 이에 김태환은 <정읍사>의 “後腔全져재”가 <진

작>의 “中腔山졉동새”와 완전히 같은 형식임을 들어, ‘中腔/山졉동새’가 자연스러운 만큼 ‘後

腔/全져재’로 읽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101) 소엽의 유무를 명칭에 반영한 사례가

『대악후보』, 『악학궤범』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 역시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를 반영하면 악곡 표기는 ‘後腔’뿐이며, <정읍사>의 순수한 노랫말은 ‘全’까지를 포함한

‘全져재 녀러신고요’로 상정할 수 있게 된다.

앞에서 <정읍사>의 가사를 논하며 어학적 논거를 바탕으로 이 부분의 표기를 ‘後腔/全져

재’로 채택해본 바 있다. 음악적 측면에서의 결론은 본고의 중심이자 <정읍사>의 본거지인

『악학궤범』에 의탁해보려 한다. 같은 문헌 내 형식 표기와 같은 규범적 기록은 같은 규칙

을 공유하고 같은 양상을 보이는 게 일반적이다. 따라서 『악학궤범』의 <정읍사> 내 표기

의 문제는 『악학궤범』의 다른 곡들이 취한 표기와 비교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 접근이라

할 수 있겠다. 김완진이 논거로 선택한 <정과정(眞勺)>과 <북전>은 모두 『악학궤범』 권5

94) ‘後腔’으로서의 ‘完全한 一什’ ‘具備無損한 一具’라 표현하였다.
지헌영, 「정읍사의 연구」, 『아세아연구』 제4권 1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61,
356쪽.

95) 양태순, 「고려속요와 악곡과의 관계」, 『서경대학 논문집』 제15권, 서경대학교, 1985.
96) 김영운, 앞의 논문, 28-30쪽.
97) ‘腔+葉’이라는 통상적인 구조에서 벗어난 것을 말한다. 김영운, 앞의 논문, 36쪽.
98) 대표적인 학자로 양주동이 있다. 양주동, 『鄕歌·麗謠』, 서음출판사, 1989, 166쪽.
99) 몇 가지 견해를 예로 들어본다. 우선 이병기는 정읍과 전주 사이의 거리가 7·80里 정도이기
때문에 전주의 등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또한 전규태는 전주
라는 지명이 백제가 망한 지 100년이 지난 후에야 바뀐 지명이므로, 백제 노래인 <정읍사>
에 전주의 지명이 등장하는 것은 어색하다는 시기의 모순을 지적한 바 있다.
이병기, 『국문학전사』, 신구문화사, 1960, 58-59쪽.
전규태, 『고려가요』, 정음사, 1973, 17-18쪽.

100) 김완진, 「고려가요의 物名 : 국어학적 고찰」, 『정신문화연구』 제21권 제4호, 한국학중앙
연구원, 1998, 7-8쪽.

101) 김태환, 「정읍의 주석 지입과 악절 과편의 해석」, 『정신문화연구』 통권 85호, 한국학중
앙연구원, 2001, 119-1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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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연화대처용무합설’에 실려 전하는 곡이다. 따라서 <정읍사>와 비슷한 편성과 표기를 취

하는 이들은 비교 대상으로 매우 적절한 곡일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악학궤범』의 기

록을 대조했을 때 ‘구조-표기’ 양상이 이전 가설과 모순된다는 것, 『악학궤범』의 <정과정

(진작)>에서 비슷한 의미 분절(中腔/山졉동새)이 나타난다는 것은 반대쪽 주장에서 활용한

타 논거보다 설득력이 높다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악학궤범』은 <정읍사>의 노랫말을 전

하는 유일한 문헌이며, 樂書답게 음악적 표기에 체계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 역시 표기의 일

관성에 신뢰도를 높여준다. 이에 앞서 시도했던 어학적 논의102) 역시 후자의 주장과 통하고

있으므로, 앞서와 같은 “後腔/全져재”의 표기 방식을 다시금 채택하게 한다. 즉, 『악학궤

범』으로부터 추출할 수 있는 음악적 형식의 논거가 <정읍사> 해석의 주요 쟁점에 있어 또

다른 큰 힌트와 설득력을 부여해주고 있는 것이다.

한편 [표 4] ~ [표 6]으로 정리된 선율 구조를 통해서는 앞서 논한 <정읍사>의 서사 구조

가 보이는 특이점에 대해 또 한 번의 통찰 여지를 준다. 잠시 앞의 해석(敍事) 논의를 되짚

어보자. 望夫石 모티프를 기반으로 하는 <정읍사>에서 여타 망부석 설화의 전형적 서사 구

조를 벗어난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103) 이는 “어느다 노코시라” 구절로, 남편을 기다리던

여인이 직접 남편을 찾아 나가기로 결심하는 새로운 국면의 전환점이었다. 이러한 ‘전환’이

<정읍사>의 선율 구조상에도 나타난다. “어느다 노코시라” 부분은 제3절이 시작하는 ‘과

편’의 부분이다. [표 4] ~ [표 6]에서 확인할 수 있듯 각 절의 선율을 규정하면 제1절과 제2

절의 첫 선율은 각각 A, A′으로 리듬만을 달리하는 유사 선율이다. 그러나 ‘과편’인 제3절

의 첫 선율은 선율 변화가 나타나 A 계열이 아닌, 새로운 선율 D로 규정되었다. 가사의 전

환점(어느다~)과 선율의 전환점(과편의 D)이 일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악학궤범』

과 『대악후보』 등을 통해 추출한 <정읍사>의 선율 구조 또한 <정읍사>의 서사 구조를

논하는 논거의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해주었다고 볼 수 있다. 단순한 歌詞의 논의로는 메워

질 수 없던 不充의 영역을 ‘樂’이라는 새로운 측면에서의 분석과 그 조명이 어느 정도 해소

해주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정읍사>의 악곡을 크게 보면, 이는 3절 혹은 3단으로 구성된 삼첩(三疊) 형식을

이룬 곡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정리는 김태환의 표현을 빌려본다.

「정읍」은 크게 삼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강과 후강이 각각 제1단과 제2단에 해당하며

과편과 금선조가 제3단에 해당한다. 그런데 「정읍」의 제2단과 제3단은 제1단을 중첩해 반

복하되 초두의 총8항씩이 저마다 다른 선율로 되어 있으며, 그런가 하면 제1단과 제3단은 小

葉이라는 이름의 독립적인 악곡이 붙어 있지만 제2단은 그것이 붙지 않았다.104)

그런데 이러한 <정읍사>의 악곡 형식은 <수제천>과의 그것과 매우 닮아있다. 음악적 측

면에서 <정읍사>를 논하면서 <수제천> 이야기를 배제할 수는 없으며, 이것이 동일한 악곡

명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 되어있을 정도이다. <수제천>은 남려(南呂)가 기음(主音)이

된다고 하여 '빗가락정읍(橫指井邑)'이라고도 불리며, 현재 국립국악원을 통해서도 ‘수제천

(壽齊天)’이라는 곡명으로 전승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정읍>이라는 곡명은 고려,

조선 전기를 거치며 지속대로 사용되던 것이었다. 『대악후보』의 기록까지만 보아도 <정읍

사>의 악곡을 지칭하는 이름은 <정읍>이 유일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정읍

102) 앞의 내용 참고. 본고 18-19쪽.
103) ‘別婦 - 望夫 - 變形’(양이문) 중 ‘變形’의 단계가 분명치 않았다. 본고 19쪽 참고.
104) 김태환, 앞의 글, 115쪽. 여기서는 본고의 ‘절’을 ‘단’으로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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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악보105)와 오늘날 <수제천>의 악곡을 비교하면 악곡의 형식, 장단의 구성이 일치하

며 악조(樂調)의 변화에 있어서도 분명한 연관성이 드러났다.106) 이에 <정읍>과 <수제천>

은 동일한 곡을 그 명칭만 달리 한 것이며, 조선 후기 이후 <정읍>이라는 곡명이 <수제

천>으로 변화하여 굳어졌다는 견해가 수용되어 ‘<정읍> = <수제천>’이라는 인식이 보편적

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국악인들 사이에서 ‘현존하는 우리 음악 중 가장 아름다운 곡’이라

불린다는 <수제천>이 <정읍사>의 악곡인 <정읍>과 동일한 곡이라는 이야기는 그 역사를

백제 시대까지 소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크다. 그렇다면 <정읍>과 <수제

천>은 원래부터 같은 곡이었고, 정말로 같은 곡일까. 선행 연구자들의 논의를 빌려 두 악곡

의 관계를 잠시 살피고자 한다.

<정읍>과 <수제천>을 동일한 악곡의 명칭이라 한다면, 일반적으로 ‘정읍’은 속명이며 ‘수

제천’은 이의 아명(雅名)이라 이야기된다. <정읍>이 대표 궁중음악으로 자리 잡으면서 본래

곡명보다 더 기품 있어 보이는 이름으로 기록하는 관습에 의해 아명인 ‘수제천’으로 불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김영운은 정읍계 악곡의 ‘아명’ 표기에 주목하여 그 곡명의 활용을

살펴본 바 있다. 그에 따르면 국연(國宴)에서 아명을 사용한 것은 순조 때부터인데, 순조 이

후 정읍계 악곡의 아명은 총 7종이 사용되었다고 한다107). 이 중 <정읍>의 아명으로서 ‘수

제천’이 사용된 경우는 고종 대까지 한 번도 없었다. 즉, 고종 대까지 <정읍>과 <수제천>

은 전혀 무관한 곡명이었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수제천’이라는 곡명은 순조 때부터 존재

했는데, <정읍> 이외 여러 악곡의 아명으로 ‘수제천지곡’이 사용되고 있었다.108)

<정읍>의 아명으로서의 ‘수제천’의 흔적은 20세기 전반기에서야 보이기 시작한다. 김영운

은 『조선아악』을 통해 1922년 11월 서울 경성공회당의 연주회에서 연주된 아악 곡목 순서

와 해설을 살피고 <정읍>의 아명으로 보이는 ‘수제천’ 곡명의 단독 표기를 찾아냈다. 11월

8일의 연주곡목 중 <수제천지곡>이라는 곡목 명이 전하는데, 음악의 성격을 ‘연樂’이라 하

였고 처용무 제1절 반중에 연주된다고 설명하고 있어 <정읍>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비슷한 시기 1928년 Victor에서 발매한 「조선아악」의 곡명 중에서도 ‘壽齊天 (管)井

邑’이라는 표기가 있어109) 이들이 같은 곡을 표현하는 데 있어 병기(倂記)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시기 즈음부터 <수제천>과 <정읍>이 같은 곡으로 인식되어 그 표기가 혼

용 혹은 병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김영운은 이후 1933년에 이왕직아악부의 제4회 이습회110)

의 곡목 표기부터 혼용이나 병용 없이 <수제천>이라는 곡명이 고정되어 표기되었음을 밝혔

다. 아악부에 전승되는 <정읍>이 옛 궁중에서 연주되던 음악이라는 점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에서 보다 세련되고 우아하게 느껴지는 ‘수제천(雅名)’을 채택하였다는 것이다.111)

그러나 단순히 같은 곡의 지칭 차이로 이해하기엔 <정읍>과 <수제천>이 서로 악곡상의

105) 『악학궤범』 권5 <정읍사> 노랫말(詞), 『대악후보』 권7 <정읍> 악보(樂譜) 모두를 고려
해 구성된 것을 말한다.

106) 김영운이 직접적인 악곡 비교를 통해 그 연관성을 밝혀냈다. 김영운, 「정읍고」, 『전국대
학생 학술연구발표대회 논문집: 인문』, 고려대학교 학도호국단, 1976.

107) <大明之曲>이 8회로 가장 많이 쓰였고, 경신년지곡(慶新年之曲)·제수창지곡(帝壽昌之曲)·중
광지곡(重光之曲)·중명지곡(重明之曲)·천보지곡(天保之曲)·헌선음지곡(獻仙音之曲)은 1회씩만
쓰였다.

108) 김영운, 앞의 글, 2019, 19쪽.
109) 이 역시 김영운의 논문에 제시되어 있다. 김영운, 앞의 글, 2019, 24쪽.
110) 아악 전통의 계승을 위해 아악부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가졌던 발표회. 기본적으로 내부에서

행해졌으나 특별한 계기가 있을 경우 공개연주회로 진행하기도 하였다.
111) 김영운, 앞의 글, 2019, 26-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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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보인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임미선은 두 곡의 상관성은 인정하나 『대악후보』 <정

읍>의 선율과 현전하는 <수제천>의 선율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112), 김영운 역시

두 곡의 선율선과 장단 구조가 서로 다른 것이 이들을 같은 곡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라

언급하였다.113) <정읍>과 <수제천>을 아예 별개의 음악으로 보아, 별도의 구전 음악이 악

보화된 것이 <수제천>이라는 주장도 존재한다.114) 그렇다면 공통점도 차이점도 무시할 수

없는 두 곡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

이를 아우를 수 있는 것은 두 곡이 완전히 같은 곡은 아니나, ‘동일한 계통(系)’의 음악이라

는 설명이다. 즉, 후대의 음악인 <수제천>이 <정읍>으로부터 나온 곡이라는 것이다. 김영

운의 글 중에는 <정읍>이 여러 세대를 통해 전승되면서 시대성과 연주자의 개성이 가미돼

서서히 변모된 결과 지금의 <수제천>이라는 곡에 이르렀다는 언급이 있다.115) 그러나 국악

연구자인 문숙희에 따르면 서서히 변모되는 악곡들은 원음을 살린 채 사이음이 점차 추가되

는 방식으로 변화하는 것이 일반적인데116), <수제천>은 <정읍>의 원음이 많이 남아있지

않고, 선율 역시 형식적으로 대응할 뿐 인위적인 부분이 많이 보인다는 의문스러운 점이 있

다.117) 따라서 여러 세대를 거치며 자연스럽게 변화해온 것이라기보다는 <정읍>으로부터

<수제천>을 탄생시킬 어떠한 필요가 있었기에 이에 맞춰 의도적으로 개편한 것이라는 가설

이 더 적절할 수 있을 듯하다. 이를 논하기 위해 우선 <정읍>과 <수제천>의 선율 관계를

살펴보자. 문숙희의 정리를 빌렸으며118), 앞에서 <정읍사>의 악곡을 논하며 사용한 기호를

이어 사용한다.119)

112) 임미선, 「정읍의 창작시기와 전승과정」, 『한국음악연구』 제42집, 한국국악학회, 2007,
271-291쪽.

113) 김영운, 「정읍과 <수제천>의 제문제」, 『한국음악연구』 제60집, 한국국악학회, 2016, 34
쪽.

114) 조재선, 『수제천(壽齊天)』, 수서원, 1999, 13쪽.
115) 김영운, 앞의 글, 2016, 29쪽.
116) 문숙희, 「17세기 이후 현악보허자의 리듬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음악연구』 제44집, 한

국국악학회, 2008, 22-23쪽.
117) - , 「정읍과 수제천의 음악적 고찰」, 『정읍 문화콘텐츠 수제천』, 수제천보존회,
2019, 178쪽.

118) , 앞의 책, 2009, 335쪽.
119) <수제천> 선율의 구체적인 양상은 현전하는 <수제천>의 악보(정간보/오선보, 국립국악원)

의 것이다. 여기서는 <정읍>과의 비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수제천>의 선율은 <정
읍>과의 유사성을 기반으로 한 기호로서만 논한다.

정읍

제1절

수제천

제1장

정읍

제2절

수제천

제2장

정읍

제3절

수제천

제3장

수제천

제4장

머리

부분

A

제1-8행


제1행

(제1, 5행)

A′

제1-8행

′
수제천의

A를 고침

A″

제1-8행

″
수제천의

A′에

돌장120)을

붙임

없음


제1행

(제27-

28행)

환입

부분

B

제9-22행


제2행

(제13-14행)

제3행

B

제9-24행


수제천의

B와 같음

B

제9-22행

′
수제천의 B를

4도 올림


제2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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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정읍과 수제천의 선율 관계121)

위의 표에서 <정읍>의 A, B, C는 각각 <수제천>의 , , 와 대응한다. <수제천>은 <정

읍> 제1절의 A(1-8행), B(9-22행) 중 형식적으로 대응하는 선율을 부분적으로 가져와 (A
의 1, 5행), (B의 13-14행 등)를 구성해 <수제천> 제1장을 만들었다. 그리고 <정읍> 제1

절, 제2절, 제3절의 관계에 따라 <수제천> 제1장을 바탕으로 제2장, 제3장을 구성해 관계성

을 만들어냈다. 또한 <정읍>의 소엽(C/23-32행)에서 선율을 부분적으로 가져와 제4장 제1

행의 (27-28행)를 만들었고, 마지막 대단원인 제4장 제2행은 <정읍>과 별개의 독립적인

선율 로 구성하였다. 결국 두 악곡의 형식이 머리·환입·종결 부분으로 나뉘어 형식과 선율

이 서로 대응하고 있으며, 이 대응은 <수제천>이 <정읍>의 형식적인 틀에 맞춰 그 선율을

빌려 재구성했기 때문에 성립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재구성은 성악곡이었던 <정읍>을 기악곡 연주에 적합하도록 재편하는 의도에서 진

행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위 표를 보면 ‘종결 부분’이 <정읍>에서는 소엽(C), <수제천>에

서는 제4장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읍>은 제1절, 제3절의 끝부분에 붙어 두 번 등장하지만

<수제천>의 경우 별도로 분리된 제4장으로서 한 번만 나타난다. 이는 일반적으로 성악곡은

유절(有節)의 형식을 취하고, 기악곡은 통절(通節)의 형식을 취한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생

각해볼 수 있다. 두 악곡의 음역 차이 역시 성악곡과 기악곡의 차이로써 접근할 수 있다. 이

는 <수제천>이 피리를 주선율로 한다는 점이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 <수제천>은 주선율

연주 악기가 피리이기 때문에 남려궁인 <정읍>에 비해 한 옥타브 낮은 음인 탁남려궁으로

시작한다. 또한 <정읍> 제3절은 제1, 2절에 비해 머리 부분 음역이 4도 낮고 환입 부분의

음역은 같은데, <수제천> 제3장은 제 1, 2장에 비해 머리 부분 음역은 같고 환입 부분의 음

역이 4도 높다는 차이도 존재한다122). 이 역시 <수제천>의 주선율을 연주하는 악기가 피리

이기 때문에 下二(㑬) 이하의 음을 낼 수 없는 피리의 음역에 맞춘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

120) 악곡의 조(調)가 바꾸는 전조 부분. 변화 전후 완충 역할의 선율을 말함.
121) <수제천> () 안의 행 숫자는 <정읍>에서 가져온 선율의 정간보 행을 뜻한다.
122) 김영운은 이를 근거로 들어, <정읍>의 ‘金善調’가 4도 높은 조(쇤 調)로 연주되는 부분을 가

리키는 용어라 주장하기도 했다. 金을 훈독하여 ‘쇠’로 본 것이며, 善은 종성을 취해 ‘ㄴ’으로
보았다. 따라서 金善調의 의미는 ‘쇤 가락’ 또는 ‘쇤 조’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영운, 앞의 글, 1998, 36-39쪽.

(제15-16행)

제4행

(제19-20행)

제5행

(제9-11행)

제6행

(제21행-22

행)
종결

부분

C

제23-32행
생략 x x

C

제23-32행

4장으로

독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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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다.123)

즉, <정읍>과 <수제천>의 음악적 유사성은 <수제천>이 성악곡인 <정읍>을 바탕으로 재

구성된 기악곡이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므로, 김영운, 문숙희 등의 견해처럼 두 악곡은 완전

히 동일하다기 보다는 동계(同系)의 것으로 보는 편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다. 성악곡인

<정읍>이 궁중으로 유입되면서 기악에 맞는 선율과 형식이 요구되었고, 그 요구에 맞춰 의

도적으로 개작된 음악이 바로 <수제천>인 것이다. 이러한 <수제천>의 성격은 『악학궤

범』의 편찬 의도를 상기케 하는 “재편성”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즉, <정읍

사>로 표방되는 백제 정읍의 지역문화가 중앙으로 흡수되며 ‘宮中樂’으로 정착되어갔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유의미한 산물이 바로 <수제천>이라는 編曲인 것이다. 앞서 김영운의 언

급과 같이 ‘수제천’이라는 雅名이 ‘궁중음악’으로서의 정체성 강조 의도를 담고 있다면, ‘수제

천’이라는 이름 자체에도 ‘지역문화와 중앙(宮中)문화의 통합’이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

다. <정읍사>에 묻은 백제와 정읍의 향취는 宮中으로 편입되며 ‘呈才’로서의 성격을 부여받

았다. 이러한 유입으로 탄생(再編成)한 舞鼓呈才 <정읍사>는 ‘궁중’의 문화 위에 자연스레

뿌리를 내리고 정착해갔으며, 이를 보여주는 역사적 산 증거가 바로 오늘날까지 전승·공연

되며 세계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 받고 있는 <수제천>인 것이다.

2.2 卷之三 : 영해 舞鼓의 궁중 편입

<정읍사>와 함께 전하는 권5의 기록에서 가장 상세히 묘사된 것은 여기들의 춤(舞踊)이다.

이 춤은 정재 이름과 같은 ‘舞鼓’이며, 그 명칭에서 보듯 ‘북(鼓)’을 치며 추는 “북춤”이다.

『악학궤범』 卷之五에 수록된 舞鼓의 양상은 앞서 확인한 바 있다. 그런데 이 ‘舞鼓’에 대

한 기록은 『악학궤범』 내 卷之三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권5에 정재 양상의 묘사로서 舞

鼓의 절차가 수록되어 있다면, 권3에는 비슷한 절차와 함께 舞鼓의 유래에 대한 설명이 추

가로 붙어있다. 절차의 기록은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비슷한데, 권3에만 기록되어 있는

舞鼓 관련 추가 설명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권3의 기록을 살펴보자.

무대【조삼(皂衫)】는 악관(樂官)과 기녀(妓女)들을 거느리고【악관은 주의를 입고, 여기는

단장을 한다.】를 이끌고 남쪽에 선다. 악관들은 두 줄로 앉는다. 악관(樂官) 두 사람이 북과

대(臺)를 들어다가 전(殿) 복판에 놓는다. 여러 여기들은 정읍사(井邑詞)를부른다. 향악기로

그 곡을 연주하면, 여기 두 사람이 먼저 나와 좌우로 갈라서 북의 남쪽에 서서 북쪽을 향해

절을 한다. 끝나면 꿇어 앉아 염수하고 일어나 춤을 춘다.

악이 한 번 끝나는 것【一成】을 기다렸다가, 두 여기는 북채를 쥐고 일어나 춤을 추는데,

북을 가운데 끼고 좌우로 갈라져 한 번 앞으로 나갔다 한 번 뒤로 물러났다 한다[一進一退].

채로 북을 쳐 악의 절차를 따라 장고와 맞춰 나가다가 악이 끝나면 그친다.

악이 다 끝나면 두 여기가 앞에서와 같이 부복(俛伏)했다가 일어나서 물러난다[興退].

무고(舞鼓)는 시중(侍中) 이혼(李混)이 영해(寧海)에 폄직되어 있을 때 바다에 뜬 나무

토막을 얻어 그것으로 무고(舞鼓)를 만들었는데, 그 소리가 웅장하였다. 춤은 변하여, 한

쌍의 나비가 훨훨 날아 꽃을 감도는 것 같고, 두 마리의 용이 용감스럽게 구슬을 다투는

123) 표의 해석과 음악적인 부분의 서술은 문숙희(앞의 책, 2009, 335-339쪽)의 논지를 참고하여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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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같다. 악부(樂部)에서 가장 기묘한 것이다.124)

舞鼓의 반주로서 井邑이 연주되며, 여러 기녀들이 <정읍사>를 唱한다는 기본적인 내용과

묘사된 춤의 구성은 권5의 기록과 동일하다. 다만 기본적으로 권3은 두 명, 권5는 여덟 명의

기녀가 추는 무고를 설명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또한 북의 색이나 무용수의 위치 등은

권5에만 제시되어 있는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 다른 성격의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기도 하다.

두 기록에 따르면 무고의 춤동작은 맨손으로 춤추기, 북채를 쥐고 춤추기, 북 주위에서 춤추

기, 북을 치면서 춤추기로 이어지는 기-승-전-결의 구조로 짜여 있다. 전체적인 구성이 점

차 고조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125) 춤이 시작할 때와 춤이 끝날 때 기녀들이 절을 하

는데, 이는 무고가 임금에게 바치는 궁중 ‘呈才’이기 때문에 갖추는 예의와 겸공의 표현인

듯하다. 북은 ‘결’ 부분에서 치기 시작한다. 이를 <정읍사> 가사의 내용과 연결 지어 남편에

대한 걱정과 함께 ‘경계를 늦추지 말라’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해석한 견해도 있다126).

중요한 것은 권3만의 기록인 舞鼓 유래에 대한 서술이다. 권3의 기록에는 무고의 창조자와

발생지를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무고는 고려 후기의 문신으로 알려져 있

는 ‘이혼(李混)’에 의해 ‘영해(寧海)127)’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혼이 바다에서 발견한 나무

토막으로 소리 좋은 북을 만든 것이 계기가 된 듯하다.

영해 지역과 이혼에 대한 기록은 『양촌선생문집(陽村先生文集)』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제11권 「記類」에 권근의 ‘영해부 서문루기(寧海府西門樓記)’가 실려 있는데, 그 일부를 번

역과 함께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寧海卽古德原也。阻山濱海。地僻而隩。夏多凉風。冬無苦寒。魚鱉蝮蛤海錯攸産。在昔盛時。

民豊訟簡。家畜糸桐。人知操縵。歌喉舞態。旣淸以婉。至於亭㙜之勝。殆若仙境。及蒙庵李侍

中混謫䆠而來。乃得海上浮査。制爲舞鼓。敎其節度。其聲宏壯。其舞變轉。翩翩然雙蝶繞花。

矯矯然二龍爭珠。和於催春。捷於赴敵。最樂部之一奇。而他郡之所未有。觀風杖節之使必來遊

觀。實一方佳麗之地也。

영해는 곧 옛적의 덕원(德原)인데, 산이 막히고 바닷가이므로 땅이 궁벽하고 구석져서 여름

에는 서늘한 바람이 많고, 겨울에는 심한 추위가 없으며, 고기와 자라ㆍ전복과 조개 같은 해

산물이 많이 나는 곳이다. 옛날 번성할 때에는 백성들이 풍요하고 송사가 드물며, 집집마다

거문고가 있어 사람마다 탈 줄을 알아, 노랫소리와 춤 태도가 맑고 고왔고, 정자와 누각의

경치에 있어서도 거의 선경(仙境)과 같았다.

시중(侍中) 몽암(蒙庵) 이혼(李混)이 좌천되어 이곳에 와서부터 바다에서 부사(浮査)를 구해

서 무고(舞鼓)하는 절도(節度)를 가르쳤는데, 그 소리가 굉장하고 그 춤이 변화를 이루어, 마

치 쌍 나비가 훨훨 꽃 옆을 날고 두 용이 성내어 구슬을 다루듯 하여, 화기는 봄을 재촉하고

빠르기는 적(敵)을 쫓듯하니, 악부(樂部)의 최고 장관으로, 다른 고을에는 없는 것이다. 그러

므로 지방을 관찰하는 사신들이 반드시 구경하였으니, 실로 한 지방의 아름다운 승지였다.

124) 이혜구 역, 앞의 책, 227-228쪽. (강조 표시는 필자)
125) 춤동작의 명칭과 구조의 표현은 나연주의 것을 빌렸음.

나연주, 「악학궤범에 의한 무고복원 고찰」, 『한국전통문화연구』 제23호, 한국전통문화연
구소, 2019, 166-167쪽.

126) 조경아, 위의 논문, 18쪽.
127) 現 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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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록을 토대로 하면 영해라는 지역은 살기 좋고 경치도 좋은 지역이다. 기후도 적당하

고 먹을 자원도 풍부하며, 백성들이 풍요하고 화목하다. 집집마다 거문고가 있고 이를 탈 줄

알아서 맑고 고운 노래와 춤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선경과도 같은 경치 아래 예

술이 숨 쉬는 ‘영해’는 궁중에서 공연될 만한 화려하고 아름다운 춤이 탄생하기에도 적절해

보인다. 악기와 춤 모두와 친한 지역이기 때문에 북과 함께 춤을 추는 무고와도 매우 잘 어

울린다.

이렇게 보면 영해(寧海)가 마냥 평화롭고 아늑한 지역인 것 같지만 이혼의 입장에서는 과

연 어땠을까 하는 의문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 권근의 서문루기에는 “及蒙庵李侍中混謫䆠而
來”, 즉 이혼이 이곳 영해로 ‘좌천되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실제로 『고려사』에 따

르면 이혼은 관제 개혁을 시도하다 회주(淮州)·예주(禮州) 등지의 목사로 좌천된 바 있

다128). 이혼은 그의 개혁으로 실직당한 사람들의 원망과 淑妃의 미움을 샀고, 이로 인해 영

해로 유배를 당하게 되었던 것이다. 영해는 평화와 예술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지방이지만

이혼 입장에선 좋지 않은 일로 좌천되어 오게 된 유배지이다. 그가 영해의 예술과 경치를

사랑하게 되었다 해도, 유배지라는 기본적인 인식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긴 힘들다. 예술은

결핍으로부터 나오기 쉽다. 아마 억지로 분리하려 하지 않는 이상 결핍을 가진 자가 온전한

순수 예술을 행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혼이 영해라는 ‘유배지’에서 恨처럼 품고 있

던 감정 역시 무고라는 예술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이러한 추론과 이해는 조선 후기 문

신인 李瀷 역시 시도하였다. 그의 저술인 『성호사설』에는 무고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조 표시는 필자)

무고(舞鼓)는, 영해(寧海)에 떠 왔다는 신선 뗏목[仙査]으로부터 시작되었으니, 그 북에 그려

진 쌍나비와 두 용(龍)은 뒷사람들이 장식한 것이다.

내가 일찍이 장난삼아 무고악(舞鼓樂)을 지어 보았다. 그 가사에,

맑은 노래 부르고 춤추며 북 울리니 / 揚淸歌擊舞鼓

가인의 옥 같은 손목에 장삼 자락이 나부끼누나 / 佳人雪腕衫袖飜

천추의 무궁한 한을 두들겨 일으키니 / 槌發千秋無盡恨

쫓겨온 손 어느 해에 상원 가에 머물렀던가 / 何年逐客留湘沅

둥둥 뜬 신선 뗏목 바다에 떠오니 / 汎汎仙査海上來

새로 만든 그림북 소리도 처량하구나 / 新成畫鼙增煩寃

바람 거세고 노한 물결 일어나는 듯하니 / 風鳴衆竅怒濤興

늙은 용 나와 듣고 붕새는 부리를 움츠리네 / 老龍出聽鵬咮褰

악부에 유전되어 곡조로 이루어지니 / 流傳樂府考爲節

나부끼는 눈발과 흐르는 구름 같아 눈앞만 번거롭네 / 回雪輕雲滿眼繁

여의주 다투는 두 용, 꽃나비에 둘렸으니 / 爭珠二龍繞花蝶

백천 가지의 기교함이 형용하기 어려워라 / 百奇千巧難俱言

내 듣건대 시속 풍악 마음 좀먹기 쉬우니 / 吾聞俗戲易蠱心

128) 이혼(李混). 관제 개혁으로 실직당한 사람들로부터 원망을 받아오던 중 숙비(淑妃)의 미움을
받아 회주(淮州)·예주(禮州) 등지의 목사로 좌천되었다가, 다시 소환되어 첨의정승(僉議政
丞)으로 치사(致仕)주 02)하였다.성품은 너그럽고 후했으나 청렴하지 못해 전선(銓選)으로
있을 때 뇌물로 재산을 모았으며, 빈객을 좋아하고 거문고와 바둑을 즐겼다. 또 시문에 능
해 장단구 몇 편이 세상에 유행했으며, 영해에 귀양 갔을 때 지은 「무고(舞鼓)」가 『악부
(樂府)』에 전한다. 시호는 문장(文莊)이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웹사이트
(https://encykorea.aks.ac.kr/), 2021년 2월 17일 접속.

https://encykorea.ak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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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된 음악 임금 앞에 아룀이 옳지 않네 / 促音未宜奏君軒

아득한 노와 설의 옛 악보 이미 멀어졌으니 / 迷茫魯薛舊譜遠

비루한 무당의 풍악 마음만 산란하여라 / 悅耳巫風合斷魂

원컨대 사장수곡이나 한번 듣고 / 願言一聽思將帥

무장과 정병으로 변방 지킬지니 / 武蠭精銳守四藩
슬프다 무고의 곡조 귀만 시끄러워라 / 嗟爾舞鼓徒紛喧

라고 하였다.

대개 속박은 한갓 여악(女樂)에 지나지 않으므로, 끝 구절에 정(正)에 돌아가야 한다는 뜻을

붙인 바이다.129)

‘천추의 무궁한 한’, ‘소리도 처량하구나’ 등의 묘사로 감정을 표현한 것이 눈에 띈다. ‘한

(恨)’을 두들겨 일으킨다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끓어오르는 ‘한’을 무고의 ‘북’과 연결한 표현

이다. 무고의 사용되는 북 舞鼓는 ‘새로 만든 그림북’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는 ‘신선의 뗏목’

으로 만든 것이며, 이 북을 치면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천추의 무궁한 한’이 된다. 한을 담

은 북소리는 ‘처량’하게 울린다. ‘한’은 북소리에 녹아 점점 예술과 동화된다. 고조된 북소리

는 바람과 물결도 거세지게 한다. 이제 ‘한’의 승화는 거의 완전한 예술의 경지에 도달한다.

그렇기에 이제 무고는 ‘여의주 다투는 용’과 ‘꽃나비’를 연상케 하는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느

끼게 한다. 형용하기 어려운 백천 가지의 기교는 그 화려함을 실현하는 구체적 형상일 것이

다.

즉, 舞鼓는 결핍으로부터 온 恨이 寧海의 아름다움을 기반으로 승화된 화려한 무용 예술이

라고 할 수 있다. 영해 지방의 예술적 흥취가 있었기에 이혼의 한도 예술로서 승화될 수 있

었고, 그러한 승화였기에 웅장한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조건은 궁중

의 연희 문화에도 적합했을 것이다. 그렇게 寧海라는 한 지방의 춤이 중앙으로 편입돼 왕

앞에 올려지게 되었고, 오랫동안 사랑받는 呈才로서 거듭난 것이다.

그렇다면 지방 무용인 무고가 궁중으로 유입될 수 있었던 경로는 무엇이었을까. 이에 대해

조경아는 다음과 같은 추론을 시도한 바 있다.

경상도 영해의 무고가 어떻게 개성의 궁중으로 유입될 수 있었을까. 세 가지 가능성을 조심

스레 추정해 본다. 하나는 이혼의 아들 이이가 음악 관료인 성균악정(成均樂正)을 역임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창작한 무고를 궁중악으로 유입했을 가능성이다. 그러나 이혼의 외아들은

이혼보다 먼저 사망했기에 시기적으로 촉박한 면이 있다. 다른 하나는 이혼이 영해의 생활을

마치고 다시 중앙의 고위 관료로 일했기 때문에 직접 창작한 무고를 궁중악으로 유입했을

가능성이다. 마지막으로 이혼이 영해에서 직접 무고를 가르쳤는데, 가르침을 받은 기녀들이

궁중에 들어가 공연을 해서 무고가 전파되었을 가능성이다. 가장 개연성이 큰 것은 세 번째

이며 이혼에게 무고를 배운 영해의 기녀들이 궁중에 선상(選上)되어 전파했으리라 추정된

다.130)

결론부터 말하자면 영해 기녀들에 의한 유입이 가장 설득력이 크다. 우선 영해와 무고를

서술하고 있었던 권근의 영해부 서문루기(寧海府西門樓記)에 다시 주목해보자. 일부만을 아

래에 인용한다. (강조 표시는 필자)

129) 정지상 역, 『星湖僿說』 제15권 「人事門」 <舞鼓>, 한국고전번역원, 1978.
130) 조경아, 앞의 논문,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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及蒙庵李侍中混謫䆠而來。乃得海上浮査。制爲舞鼓。敎其節度。其聲宏壯。其舞變轉。翩翩然

雙蝶繞花。矯矯然二龍爭珠。和於催春。捷於赴敵。最樂部之一奇。而他郡之所未有。觀風杖節

之使必來遊觀。實一方佳麗之地也。

시중(侍中) 몽암(蒙庵) 이혼(李混)이 좌천되어 이곳에 와서부터 바다에서 부사(浮査)를 구해

서 무고(舞鼓)하는 절도(節度)를 가르쳤는데, 그 소리가 굉장하고 그 춤이 변화를 이루어,

마치 쌍 나비가 훨훨 꽃 옆을 날고 두 용이 성내어 구슬을 다루듯 하여, 화기는 봄을 재촉하

고 빠르기는 적(敵)을 쫓듯하니, 악부(樂部)의 최고 장관으로, 다른 고을에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방을 관찰하는 사신들이 반드시 구경하였으니, 실로 한 지방의 아름다운 승

지였다.

舞鼓하는 절도를 ‘敎’했다는 것으로 보아 이혼은 자신이 탄생시킨 무고를 직접 가르쳤던 듯

하다. 중요한 건 강조 표시된 아랫부분이다. 이 무고는 다른 지방에는 없는 무용이었으며,

‘지방을 관찰하는 사신’들이 ‘반드시 구경’했다고 서술되어 있다. 지방 관찰사인 이들은 중앙

에서 파견된 사신들이다. 영해의 예술로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舞鼓는 중앙(宮中)의 수

요를 부르게 되었을 것이다. 이종숙은 이를 영해에서 무고를 추던 기녀들이 궁중으로 ‘선상

(選上)’되었던 것이라 표현한다. 따라서 기녀들이 기억하는 무고가 궁중에서 공연되고, 이것

이 呈才로 자리 잡아 중앙뿐 아니라 타지방의 교방청(敎坊廳)에서 일종의 필수로 가르치게

도 되었다는 것이다.131) 무고가 시간이 흐르면서 궁중에서도 지방 교방에서도 향유·전승되

는 대표적 정재로 자리 잡을 수 있던 것도 기녀들의 활발한 이동에 따른 전파 덕분일 것이

다.

이렇게 유입된 춤 舞鼓가 궁중에서 <정읍사>와 만난 것이다. 이는 영해와 정읍이라는 지

역과 지역의 만남이기도 하다. ‘이혼의 한(恨)’과 ‘여인의 한(恨)’의 만남이다. ‘영해의 예술’과

‘정읍의 전통’의 만남이다. 정읍과 영해는 각각의 지역성을 지니고 있지만, 보편적 정서에 호

소한다는 공통점을 아울러 지니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이 보편성과 공통점은 이들 노래가

궁중이라는 배경 안에서 공존하며 마치 하나의 작품처럼 수용, 향유되고 전승되는 흐름에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두 지역의 地域性이 하나의 공연으로서 ‘공존’한다. 그리고 이 공

존의 공연은 궁중을 무대로 하여 행해진다. <정읍사>의 恨은 서사의 전환과 노래(樂)로서

승화되고, 舞鼓의 恨은 화려한 아름다움과 춤(舞)으로서 승화된다. 그리고 이러한 舞鼓의 화

려함은 呈才가 갖는 궁중 문화, 연희의 특성에 부합한다. 즉, <정읍사>로 인해 여러 지역의

것, 궁중의 문화 등이 공존하며 하나의 ‘작품(呈才)’을 완성하고 있는 것이다. 서로 다른 것

들의 통합과 소통이 呈才로서, 예술 작품으로서 실현되는 모습과도 같다.

그러나 이 ‘공존’의 연결 고리로서 매우 중요한 것이 아직 남아있다. 서론에서 『악학궤

범』의 목적과 그 지향에 대해 언급하며 ‘성리학 중심의 禮樂 재정비’를 논한 바 있다. <정

읍사>와 舞鼓의 呈才로서의 만남은 단순히 ‘궁중에서 공연되는 恨의 승화’만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이들은 ‘향악정재’로 결합 및 수용되기에 앞서 『악학궤범』의 노선에 걸맞은 格을

부여받게 된다. 이는 『악학궤범』 권8의 복식 기록과 함께 권5의 공연 양상을 되짚으며 살

펴보도록 한다.

131) 이종숙, 앞의 논문, 2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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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卷之八 ·卷之九 : 악기 및 복식과 공연의 양상

『악학궤범』에는 再現의 편의성을 목적으로 呈才에 쓰인 악기와 복식을 치수, 재료, 제작

방법 등을 포함해 그림과 함께 남겨둔 기록이 있다. 향악정재의 악기와 복식은 卷之八, 卷之

九에 수록되어 있는데, 공연물로서의 “고려속요”를 이해하고 형상화하는 데 매우 유용한 시

각 자료가 되어준다.

‘舞鼓’ 정재의 경우 卷之八의 악기 도설은 권5, 卷之九의 복식 도설은 권3의 묘사에 대한

보충 자료라 할 수 있다. 앞서 살폈던 권3의 기록에는 무대(舞隊)는 검은 옷을 입고[皀衫],

악관은 붉은132) 옷을 입으며 기녀들은 단장한다 [樂官朱衣妓丹粧]는 서술이 제시되어 있다.

이때 묘사된 복식이나 기녀의 ‘丹粧’ 복식 등을 卷之九의 기록에서 그림과 함께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권9는 「무동관복(舞童冠服)」, 「여기복식(女妓服飾)」조를 나눠 편성하여 무동

일 때의 차림과 여기의 차림을 구분하고 있는데, 무동과 일반 여기 모두 무고 呈才에 오를

수 있었기에 이들 기록을 바탕으로 舞鼓의 舞妓 복식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최선영

의 논문으로 정리를 대신한다.

조선조 초기 『악학궤범』의 기록에는 무동인 때는 부용관(芙蓉冠)을 쓰고 웃옷인 의(의)

중단(中單), 하의(下衣)인 치마(裳)에 흑색 곰 가죽의 목화(木靴)를 신었고, 여기의 차림은 비

녀인 잠(簪)·차(釵) 등의 수식(首飾)에 단의(丹衣)·남저오리(藍赤古里)·치마·말군(襪裙)·띠(帶)·

혜아(鞋兒) 등의 복식을 들고 있다.133)

한편 권5의 기록에는 가무악을 서술한 기록과 함께 ‘初入排列圖’와 ‘回舞擊鼓圖’라 하여

무용수, 악기 등의 배치를 표현한 그림 자료가 제시되어 있다. 舞鼓는 북이 중심이 되는 북

춤이기 때문에 북의 배치가 묘사되어 있는데, 북 각각의 색상까지 고려하여 일정한 질서를

이루고 있다. 이 “북”의 구체적인 생김새와 그 묘사는 卷之八 「향악정재 악기도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각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3] 『악학궤범』 권5 舞鼓 초입배열도(좌), 회무격고도(우)

132) 혹은 주황. 朱.
133) 최선영, 「무고의 무보에 대한 고찰」,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 학위논문, 2011, 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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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악학궤범』 권8 「향악정재 악기도설」 舞鼓

북[鼓]의 제도는 위의 <대고(大鼓)>를 보라. 북은 모두 8개인데, 매 2개의 북이 고면(鼓面)에

각각 청색·홍색·백색·흑색으로 원광(圓光)을 그려서 사방의 북으로 삼는다. 북통에는 고리 셋

을 달며, 가자(架子)는 기둥을 3개 세우고, 기둥 안에 역시 갈고리를 설치하여 북을 건다. 기

둥마다 횡목 2개를 가로지르고, 안쪽 끝에는 주주를 못으로 꿰어서 접었다 폈다 하게 만들

며, 모두 주홍칠을 한다.134)

초입배열도와 회무격고도는 무용수와 악기의 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이다. 무용

수의 배열과 함께 그 순서가 기록되어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그림 3] 좌측의 초입배열

도는 ‘여덟 개의 북을 중앙(殿中)에 놓는다[入置於殿中]’는 권5의 설명을 보조하고 있다. 기

록에서는 북쪽, 서쪽, 동쪽, 남쪽 순서로 놓는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초입배열도로부터 그 위

치와 방향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권8의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원 안에 표기된 색은 북

의 표면에 그려진 圓光의 색이다. 흑색, 백색, 적색, 청색을 사방에 배치한 것으로, 이 북을

4방색(方色) 북이라고 한다

[그림 3] 우측의 회무격고도는 무용수의 이동 경로와 도는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권5에서

언급한 ‘좌우의 밖에 선 여기[左右外立妓先進]’들의 배치와 순서를 그림으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하였다. 기울어진 글자는 ‘왼쪽으로 도는 것[左旋]’을 나타낸다. ‘좌우가 서로 이어져

서 왼쪽으로 돌아 북을 둘러 춤추는 것[左右相連左旋繞鼓]’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이 나타내는 것이 바로 『악학궤범』과 조선 정치의 기반인 ‘성리학’의 禮樂이

다. 『악학궤범』의 해당 기록은 성리학의 질서 아래 우리 궁중무용에 많은 영향을 끼친 음

양오행 사상과 관련되어 있다. 궁중무용의 구성과 이에 나타난 음양오행 원리를 논한 이현

정의 논의를 빌려 이를 해설해본다.

초입배열도에 의하면 북 원광의 색에 따라 배치되는 방향이 정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청

(靑)은 동방(동방), 적(赤)은 남방(南方), 백(白)은 서방(西方), 흑(黑)은 북방(北方)에 배치되

134) 이혜구 역, 앞의 책, 503-504쪽.



- 50 -

는데, 이는 음양오행과 일치하는 공간의 구성이다. 회무격고도에 명시된 좌선(左旋)의 움직

임 역시 음양오행에 의한 구성이라 볼 수 있다. 이는 음양오행에서의 ‘상생(相生)’을 나타낸

다. 상생이란 만물의 순리적 순환이다. 기녀들의 좌선(左旋)은 청, 적, 백, 흑의 순으로 도는

순행(順行)적 진행을 의미하며, 각각의 색 역시 오행에 대응된다. 오행에서 청은 목(木), 적

은 화(火), 백은 금(金), 흑은 수(水)에 해당하므로, ‘木→火→土→金→水’ 순으로 진행되며 서

로를 지지하는 음양오행 상생(相生)의 원리와 상통하게 된다. 결국, 무고의 춤은 좌(左) 방

향으로 청은 적, 적은 황, 황은 백, 백은 흑을 지지하는 상생(相生)이라 볼 수 있다135). 『악

학궤범』에는 격고(擊鼓)를 마친 무용수가 제자리로 돌아가 북채를 원래 자리에 돌려놓는다

는 설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또한 북채가 집어 올려진 자리에 다시 놓이는 것으로 인간

의 생사(生死)에 비유되는 순환 회귀적 의미를 담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136).

즉, <정읍사>와 함께 올려지는 무고 정재는 ‘순환’이라는 커다란 틀 안에서 인간, 삶, 나아

가 우주의 원리까지도 담아낸 광활한 의미가 내포된 呈才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는 『악학궤범』의 呈才가 성리학의 사상을 바탕으로 의도적 ‘재정비’를 겪었기에 얻을

수 있던 것이다. 이 무고의 수용자(觀客)들은 <정읍사> 여인의 간절함이 세상과 우주의 이

치라는 웅대함이 담긴 무용으로 승화되는 것을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느꼈을지도 모른다.

사상적 의도 아래 통합이었으나 이러한 통합이 궁중 정재로서의 <정읍사>라는 藝術을 탄생

시킨 것이다.

<정읍사>는 여성 주체와 부부애로서 나타나는 백제 문화의 지역 예술과 舞鼓라는 영해의

지역 예술이 중앙(宮中)에서 예술적 통합을 이룬 것이며, 이에 따라 물의 순환과 같은 유교

질서의 원리, 궁중 기악의 형식과 雅名 등을 통해 궁중의 문화예술, 『악학궤범』의 呈才로

서 재정비된 相生예술의 작품이라 할 수 있겠다. 백제 정읍 여인의 夫婦愛 이야기는 <정

읍> 선율에 실려 애정을 바탕으로 하는 恨과 그 승화의 서사를 보여주었다. 남편에 대한 그

리움, 사랑은 “어느다 노코시라”를 전후로 하는 歌詞의 서사로서도, 악보 내 선율 변화로

서도 적극적으로 표출되며, 나아가 이는 ‘승화’를 상징하는 舞鼓의 화려한 북춤과도 연결되

어 <정읍사>라는 하나의 宮中呈才 안에서 조화를 이룬다. 또한 이 궁중정재 <정읍사>는

궁중의 문화예술로 자리 잡는 과정에서 優雅美, 華麗美를 견고히 하고 성리학(陰陽五行)이라

는 궁중의 제반 사상 또한 부여받는다. 그리고 이것이 개별 요소가 궁중의 예술로서 화합한

<정읍사>라는 고려속요 작품인 것이다. 그렇기에 <정읍사>를 논하면서 『악학궤범』의 가

사 기록만을 연구 자료로 함은 민족의 예술 작품을 온전히 대하는 것이 아니다. <정읍사>

가 내포하는 각각의 요소는 분야도 제각각이며, 그 성격이 동질의 것도 아니라 개별적으로

인식되기 쉬우나 그 각각이 모여 하나의 宮中呈才 <정읍사>를 이루고 있음에서 하나의 “單

一結合物”로의 인식과 전제는 필수적이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정읍사>라는 하나의

작품을 대할 때, 그 조화를 바탕으로 한 고려속요 <정읍사>의 온전한 본질과 이해에도 보

다 가까워질 수 있으리라 본다. 그리고 『악학궤범』은 이러한 <정읍사>의 복합적 예술성

을 전체적으로 통찰할 수 있게 함은 물론, 당대 향유되던 모습 그대로 현전하는 <정읍사>

를 대할 수 있게 한다. 결국 <정읍사>라는 고려속요를 대하는 기본이자 핵심이며, 한편으로

는 그 근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악학궤범』이며, 이를 제반 자료로 삼는 것은

속요 <정읍사>의 논의에 있어 매우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일임을 다시금 새긴다.

135) 이현정, 앞의 논문, 43쪽을 참고하여 정리함.
136) 이종숙, 「승전무 원류에 대한 재고찰」, 『한국무용사학』, 무용역사기록학회, 2004, 2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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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동> 동아시아적 궁중 문법의 國際 呈才

3.1 卷之五 : 月令體歌 <동동>의 양상과 唐樂呈才의 유입

[그림 5] 『악학궤범』 卷5 <牙拍>

<동동>의 노랫말은 그 공연 양상과 함께 『악학궤범』 권5 <牙拍>조에 전한다. <동동>

은 ‘牙拍’이라는 呈才로서 연행된 공연 작품이다. 牙拍(舞), 動動(舞) 등의 이름으로 불리며

오랜 기간 사랑받던 인기 있는 呈才이기도 하다. 위 기록을 참고하면 <동동>은 크게 기구,

정월령, 이월령~십이월령으로 나뉘어 춤의 형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 지점에 따라 반주음

악의 성격도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다. <동동>은 가사 분석에 앞서 語釋의 문제를 고려하

지 않을 수 없다. <동동>의 노랫말은 어휘의 難解性과 전체 연을 일괄적으로 관통하는 의

미 탐색의 어려움 때문에 해석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어휘의 해석이 다양하니 그

주제 또한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노래, 남녀 간의 애정을 바탕으로 한 頌禱의 노래, 제의

적 성격과 연관한 巫神에 대한 迎神의 노래, 죽은 임에 대한 종교적 서정의 노래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제기되었고, 수많은 해석과 가능성이 <동동>의 연구사를 이루어 왔다. 소수의 한

정된 기록에 의존해야 하는 고려속요의 특성상 백 퍼센트 완벽한 해석의 도출은 극히 어려

운 일이다. 다만 이런저런 힌트를 얻어가며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모색해볼 수는 있다. 어

학적 측면, 소재나 짜임의 유기성과 같은 구조적 측면, 당대의 풍습이나 인식과 같은 사회적

측면, 갈래 자체가 가진 장르적 특성이나 문학적 예술성의 측면 등 다양한 각도와 관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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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로부터 ‘가능성’의 맞물림을 보이고, 이것을 축적하며 작품 전체 해석의 완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다양한 근거’나 ‘힌트’는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까. 이에

대한 방향성과 지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자료가 『악학궤범』이라 할 수 있

겠다. 『악학궤범』은 <동동>의 전체적인 모습을 당대 향유 형태 그대로 확인 가능한 가장

기본의 자료이기에, 이를 기반으로 하여 작품 <동동>의 이해 영역을 넓혀가는 것이 용이하

다. 이 ‘전체적인 모습’은 당연히 가사(언어) 텍스트 외 비언어적 요소의 기록을 포괄하는 것

이며, 그 모든 기록은 결국 <동동>이라는 작품의 연구 방향 지표가 되어줄 수 있다. 그러한

지표를 발판 삼아 논거를 보충하며 해석을 시도해볼 수 있을 듯하다. 우선 가장 기본이 되

는 卷5의 텍스트부터 검토해보자.

세부적인 노랫말의 내용 파악을 위해 권5에서 확인할 수 있는 <동동>의 전체적 구조에 주

목해보자. 아마 月을 기준으로 하는 일정한 分聯 형식과, 이들이 표현하는 1년(12달)의 모습

이 눈에 들어올 것이다. 사실 문학작품으로서의 <동동>을 논하는 데 있어 ‘달거리’ 혹은 ‘월

령체’의 이야기가 빠질 수는 없다. <동동>은 기구를 제외하고 正月(1월)부터 十二月까지의

한 해를 달마다 나누어 노래하고 있어 1년 열두 달의 순서를 맞추어 구성된 한국 최초의 月

令體(달거리) 작품이라는 위치를 점하고 있다. ‘월령’이란 月別로 내리는 정치적인 命令을 뜻

하는 것이다137). 이태호는 이를 바탕으로 <월령체가>를 “계절적 월별과 절기에 따라 인륜·

도덕, 풍속·습관 생활양식, 농상방법 등등의 내용과 생활에 절실한 감정과 교훈을 표현하려

는 분장식 시가”라고 설명한다. 절기에 맞게 월별로 章을 나누되, 해당 시기의 특색을 고려

해 노랫말을 구성한 시가라는 것이다.138)

월령체 시가들이 형식(月分)과 내용(歲時風俗)에 있어 他 詩歌와 구분되는 특별함을 공유

한다면, 이 작품들이 갖는 공통적 특질을 살펴봄으로써 <동동> 해석의 힌트를 찾을 수 있

을 듯하다. 박준규는 “월령체가가 타 시가보다 작품 간 유사성̊ ̊ ̊ ̊ ̊ ̊이 심한 것 같다.”라며 “월령

체가가 타 시가와 유별나게 다른 형식과 내용을 지닌 詩歌群이면서도 대개는 이 동일한 형

식과 내용으로 거의 일관 되어 있는 작품들이기에 작품 간 유사성을 면할 수 없다.”라고 덧

붙였다139). 月別이라는 고정된 형식이 있고, 각 달(月)에 따른 풍속이나 소재 등이 비슷하기

에 짙은 유사성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동동>의 해석 역시 이 유사성을

137) “月令禮記篇名 所以記十二月之政令也.” 『楊升菴外集』.
138) 그러나 이를 그 성격에 따라 ‘월령체’와 ‘달거리’로 구분하여 논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月令體歌 계열의 맥을 타고 올라가면 그 원류는 중국으로 가 닿는데, 전자는 『시경』의
<豳風>과 같은 流에, 후자는 敦煌曲 <十二月相思>와 같은 流에 연원을 둔다는 것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동동> 역시 월령체가 아닌 ‘달거리’ 노래로 분류되며, 우리 문학사 내 ‘월령
체’ 노래의 효시 자리는 <농가월령가>에게로 넘어간다. (임기중, 『고전시가의 實證的 연
구』, 동국대학교출판부, 1992, 217-220쪽.)
한편 박준규의 경우 월령체와 달거리로 구분되어 논해지는 작품들이 특정한 구조적 특징
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는 他 작품과 구분되는 특징이기에 ‘월령’의 의미에 매몰될 것이 아
니라 ‘月令式’이라는 구조적 특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박준규, 「월령
체가 논고」, 『한국언어문학』 제8·9집, 한국언어문학회, 129-130쪽.)
박준규의 견해처럼 <농가월령가>로 대표되는 月令 노래와 <동동>으로 대표되는 달거리
노래는 월별 분장이라는 특이성을 공유한다. 그 내용을 보더라도 주제의 성격이 다를 뿐 ‘歲
時風俗을 바탕으로 한 노래’라는 본질적 공통점이 분명히 있다. 따라서 본고 역시 박준규의
견해를 수용하여 ‘월령체(가)’와 ‘달거리’를 同義語 정도로 이해하고, 이를 용어로써 따로 구
분하지는 않도록 하겠다. 다만 월령체 작품군 내 농사요 계열과 애정요 계열의 주제적 차이
는 인정하고, <동동>을 후자와 엮어 논하고자 한다.

139) 박준규, 위의 글, 1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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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접근해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애정요 계열의 작품들에서 어느 정도의 내용적 경향성

이나 상투적 소재 등이 발견된다면, 이를 바탕으로 <동동>의 해석 범위를 좁히고 그 본질

에 더 가까워지는 큰 성과를 얻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일찍이 권오경은 한국과 중국의 월령

체 민요를 비교하는 연구를 통해 두 나라의 월령체 시가에서 월별로 나타나는 특성을 분석

한 바 있는데, 이후 논의를 위해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40). (강조 표시는 필자)

월 한국 월령체 노래 중국 월령체 노래

1
망월(望月), 답교(踏橋),

망부(望夫)
새해 신년맞이

2

청명과 한식(寒食)141),

개자추(介子推)의 넋 혹은

죽은 님에 대한 애도

꽃, 화조(花朝), 춘분(春分),

용대두(龍擡頭)

3 삼짇날 돌아오는 제비 청명, 한식(죽은 자의 회상)

4 관등놀이, 꽃구경 놀이
자손 번창, 질병 예방 기원,

봄경치

5
단오, 추천(鞦韆),

님에 대한 그리움
단오, 종자(粽子), 용선(龍船)

6
유두일(流頭日),

님에 대한 그리움 촉발

연꽃, 개구리,

님에 대한 그리움 촉발

7

백중(伯仲), 칠석(七夕), 견우와

직녀의 이별과 만남, 새옷 입고

님 마중

백중(伯仲), 칠석(七夕),

입추(立秋)

8
한가위, 조상숭배 의식, 망월,

화초구경
한가위, 가족 의식, 달

9
중구일(韓), 중양절(中), 망부(望夫/국화, 단풍 구경, 기러기),

국화주, 무병장수 기원

10 고사(告祀), 그리움, 외로움 입동 절기, 세금

11
동짓날, 팥죽,

망부(望夫)하며 독수공방

동절기, 망부(望夫)하며

독수공방

12 관등, 복조리, 님에 대한 그리움 겨울, 눈발, 제사, 망부(望夫)

[표 8] 한국과 중국 월령체 민요의 주요 소재

해당 표를 살펴보면 임에 대한 이별 혹은 그리움이라는 지배적 정서가 눈에 띄며, 한국과

중국 작품 모두 ‘망부(望夫)’의 내용이 상당한 지분을 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

가 권오경이 분석한 노래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임’의 부재로 인해 느끼는 주인공(화자)의

‘고독’이 노래 전체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고독’이 해소

될 가능성은 나타나지 않고, 임의 부재와 그로 인한 망부의 처지만이 강조될 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처지에 대입되는 임의 ‘죽음’은 매우 자연스럽다. 영원히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이 전

140) 권오경, 「한ㆍ중(韓ㆍ中) 열두달 세시풍속민요 비교」, 『한국민요학』 제32권, 한국민요학
회, 2011, 16-28쪽을 참고하여 정리함.

141) 동지로부터 105일째 되는 날. 조상의 묘를 찾아 제사 및 성묘를 한다.



- 54 -

제되어 있기에 임의 빈 자리를 다른 누구도 대체할 수 없으며, 고독한 자신의 처지 역시 외

부의 좋은 풍경이나 행사에도 나아지지 못하고 심화될 뿐이다. 더불어 ‘제사’, ‘고사’ 등 망자

(亡者) 관련 요소에서도 ‘죽음’의 이미지를 쉽게 인지할 수 있다. 즉, 한국이든 중국이든 월

령체 시가 작품들에 있어 사랑하는 임의 ‘죽음’이라는 주제는 매우 卑近한 것이었음이 짐작

된다는 것이다. 이 짐작은 우리 문학사에 남겨진 민요 형태의 월령체 시가들을 통해 더욱

굳힐 수 있다. 김진희는 『한국민요집』,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실린 월령체 민요142)들을

추출하여 유형을 정리한 바 있는데, 논의에 필요한 부분을 빌려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143)

번호 작품명 출전 쪽수 번호 작품명 출전 쪽수

1 戀母謠 한국민요집 378 8 靑孀謠 한국민요집 108

1-1 죽은엄마요 한국민요집 296 9 靑孀謠 한국민요집 265

1-2 달거리
구비문학대

계
720 10 달거리

구비문학대

계
459

1-3 열두달노래
구비문학대

계
323 11 달거리

구비문학대

계
473

1-4 열두달노래
구비문학대

계
345 12 열두달노래

구비문학대

계
377

1-5

일곱살딸이

죽은어머니

그리는노래

구비문학대

계
136 13 신중노래 한국민요집 258

2 靑孀謠 한국민요집 103 14 달거리

울산울주지

방민요자료

집

473

3 달거리 한국민요집 226 15 달거리

울산울주지

방민요자료

집

489

4 靑孀謠 한국민요집 239

5 달거리

울산울주지

방민요자료

집

469

6 달거리

울산울주지

방민요자료

집

476

7
寡婦歌중

삽입노래

주해가사문

학전집
436

7-1
寡婦歌중

삽입노래
한국민요집 239

[표 9] 월령체 민요 작품

인용한 표를 살펴보면 시적 대상의 ‘죽음’과 이에 대한 그리움(戀)을 노래하는 작품이 대다

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1과 엮인 1-1부터 1-5까지의 작품은 1번과 거

142) 김진희는 ‘열두 달 민요’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143) 김진희, 「열두 달 노래의 시간적 구조와 고려가요 <動動>」, 『韓國詩歌硏究』 제40집, 한

국시가학회, 2016, 37-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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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동일한 노래이며, 7과 7-1도 이와 같음을 고려한다면 전체 21작품 중 최소 12작품이 ‘亡

者에 대한 그리움’의 노래인 것이다. 특히 열두 달 노래가 愛情謠인 경우 거의 대부분의 작

품이 亡夫를 그리는 여인을 내세우고 있다.

결국 ‘남편과의 이별(임의 죽음)’과 그에 따른 ‘그리움’을 月令式으로 노래하는 것은 월령체

시가의 흔한 문법이자 전형이었다는 추론을 해볼 수 있겠다. 앞에서 살핀 한·중 열두 달 노

래의 월별 소재를 생각해보면, 이러한 인식은 한국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보편적이었을 것이

다. 이는 문화 교류의 영향이기도 하나, 두 나라가 월령체 시가의 배경이 되는 월별 세시풍

속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임도 클 것이다. 특히 祭事에 관련한 풍속이 많은 까닭에 亡者를

노래로 끌어들이는 것이 무난했을 수도 있겠다. 죽은 이에 대한 그리움은 자연스럽게 흘러

가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더 깊게 느껴지는 법이다. 그리고 이 흐름을 표현하는 데 월령체

형식은 매우 적합한 형식이었을 수 있다. 세시풍속과 명절은 月別로 시간의 흐름을 표현할

수 있어 추상적 흐름을 구체화하는 데 용이하다. 이에 ‘죽은 임’을 열두 달 동안 ‘그리는’ 것

으로 월령체 애정요가 탄생하였고, 한·중과 같이 비슷한 풍속을 공유하는 문화권 내에서 자

연스럽게 수용되고 공유되었으리라 본다. 이에 부응하듯 <동동>의 가사에서도 이 노래가

‘죽은 임’에 대한 노래임을 암시하는 표현이 나타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7월령의 ‘百種

(百中)’이다144). 백중은 세시풍속의 하나로, 죽은 자(亡者)를 위한 불교적 공양 및 제사를 지

내는 날이라 하여 망혼일(亡魂日)이라고도 불리는 날이다. 따라서 7월령의 “百種을 벌여놓

고”는 亡者를 위한 제사상을 차려 둔다는 의미로 읽을 수 있는데, ‘제사상’의 특성과 그 이

미지가 ‘임의 죽음’을 연상하게 한다. 이에 주목하여 7월령을 죽은 이에 대한 노래로 이해한

선행 연구 역시 존재하며145), 특히 최미정은 이어지는 구절인 “니믈  녀가져”에 주목하

여, 제사상 앞에서 님과 함께 가고자 한다는 것을 님을 따라 죽고 싶다는 절절한 심정의 호

소로 풀이하였다.146) 나아가 이 7월령을 의식하고 <동동>의 노랫말에 ‘죽은 임’을 대입하면

자연스러운 풀이와 맥락을 얻는 어휘가 부쩍 늘어나기도 한다. 결국 월령체 애정요의 일반

적인 문법을 의식하면 <동동>의 주인공을 亡夫의 여인, 혹은 (지아비는 아닐지라도) 사랑하

는 임을 잃은 여인이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추측일 수 있겠다. 이러한 경향성과

유추를 기반으로 <동동>을 “死別한 임에 대한 그리움(戀)”의 노래로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

로 <동동>의 가사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또한 ‘死別’은 임과 나를 완전히 갈라놓는 것이

므로, 평생을 임 없이 홀로 살아야 할 “영원한 孤獨”의 노래로도 읽어낼 수 있겠다.

가사 분석에 앞서 어석은 기존 연구의 성과를 복합적으로 활용하되 주제와 맥락에 적절한

것을 선택 혹은 제시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각 월령의 내용을 파악하고, 그 함의와 세부

적인 분석을 논해본다. 이어 ‘월령체’라는 <동동>의 유다른 특징에 주목하여 작품 내 月令

詞에 나타나는 세시풍속과 그 정서 역시 중요하게 짚어 보려 한다. 이는 앞서 말한 바와 같

이 중국의 月令體歌와도 연관될 수 있기에 우리나라를 넘어, 중국을 대표로 하는 동아시아

144) <動動> 7月令의 노랫말은 다음과 같다.
七月ㅅ 보로매
아으 百種 排야 두고

니믈  녀가져

願을 비()노다

아으 動動다리
145) 김열규, 「韓國文學과 그 <悲劇的인 것>」, 『동방학지』 제9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68.
임동권, 「<동동>의 해석」, 『고려시대의 가요문학』, 새문사, 1982.

146) 최미정, 앞의 글, 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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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권과 상통하는 <동동>의 ‘문학적 국제성’을 보여준다는 데서 그 의의가 크다. 한편 “서

사(기구)”는 추가로 짚어야 할 점이 있어 분석을 미뤄두며, 본 항에서는 정월~십이월의 月詞

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한다.

正月ㅅ 나릿므른

아으 어져 녹져147) 논

누릿 가온148) 나곤

몸하 올로 녈셔149)

아으 動動다리

정월의 냇물은

아으 얼고 녹고 하는데

세상 가운데 나(生)서는

이내 몸아, 홀로 떠도는구나.

아으 동동다리

시작은 正月이다. 우선 작품의 주인공부터 짚어 보자. <동동>의 주인공은 사랑하는 임을

여읜(死別한) 어느 여인이다. 사랑하는 임과의 영원한 이별은 사랑의 깊이만큼이나 아픈 상

실감을 준다. 상실감이란 참으로 잔인한 감정이다. 나와 함께 하던 임을 ‘잃었다’는 것을 자

각한 순간 이제 임은 ‘세상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온다. 믿고 싶지 않은 것을

현실로 맞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마주할수록 아프고, 자각할수록 괴로울 수밖에 없

다. 그러나 그 누가 이 아픔을 함께해줄 수 있겠는가.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는 사람

은 자신뿐이다. 아프고 괴로운 감정은 더욱 그렇다. 임의 죽음으로 인한 상실의 아픔 앞에서

주인공인 ‘나’는 철저하게 혼자다. 이를 자각시켜 주는 것은 자연으로 표상되는 외부 세상이

다. 제아무리 슬프고 괴로워도 세상은 주인공과 함께 울어주지 않는다. 상실이라는 감정은

주인공을 끝없이 잠식시키지만, 이것이 외부 세상에 주는 영향력은 초라할 정도로 없다. 주

인공이 인식한 외부 세상은 ‘냇물’이다. 1월이다. 냇물은 추운 날씨에 얼기도 하고 녹기도 하

며 그치지도 않고 잘만 흐른다. 그것은 자연의 순리이자 세상의 이치이다. 그러나 순리와 이

치대로 돌아가는 세상(누리)의 한가운데에 난 ‘나’는 그 흐름에서 버려져 멈춰 있는 것만 같

다. 자신은 고통스럽게 망가져 가는데 세상은 매정할 정도로 그대로이니 세상으로부터 버림

받은 처지와도 같다. 철저한 고립이며 혼자만의 “孤獨”이다. 몸도 마음도 갈 곳을 잃는다.

‘몸아 홀로 떠도는(行)구나.’라는 구절은 그러한 화자의 고독과 自歎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二月ㅅ 보로매

아으 노피현

燈ㅅ블 다호라150)

147) 얼고 녹고(얼고자 녹고자).
148) 세상(누리)의 가운데.
149) 떠도는(行)구나. ‘녀다’가 行의 의미를 나타냄은 본문 18쪽 참고. ‘-ㄹ셔’는 감탄형 어미.
150) 같아라(다워라). ‘답다’의 활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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萬人 비취실 즈샷다151)

아으 動動다리

이월의 보름에

아으 높이 켠

등불 같아라

만인을 비추실 모습이시도다

아으 동동다리

고려 현종 이후부터 멸망 때까지 정월 혹은 2월152)의 보름맞이 축제로 국가적 행사로서의

‘연등회’가 있었다. 보름부터 이틀 밤에 연이어 등불을 밝혔는데, 국가 단위의 매우 화려한

행사였다고 알려져 있다. 2월령은 이러한 연등회를 중심 소재로 삼는다. 이월 보름이 오니

어김없이 연등 행사가 열린다. 빛이 어우러진 풍경은 인간의 감정을 손쉽게 파고들며 자극

한다. 머릿속이 온통 떠난 임으로 가득한 화자에게 밝은 빛의 등불들은 회상과 그리움의 강

력한 촉발제가 된다. 주인공은 ‘높이 켠 등불’에서 사랑하는 임의 모습을 본다. 생전의 임의

모습도 저 등불과 같았다. 밝고 아름다운 빛으로 연등회 사람들을 고루 비추는 저 등불처럼,

나의 임 역시 만인을 비추고 만인이 사랑할 만한 밝고 고운 사람이었다. 세상을 떠나버린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는데 어찌 곱지 않은 모습을 떠올릴 수 있겠는가. 등불과 같은 임의

모습은 화자의 기억 속에 남은 가장 아름답고 그리운 임이다. 임의 모습에 대한 찬양과 등

불로의 형상화는 주인공의 애정과 그리움이 만들어낸 애절한 美化와도 같다.

三月나며 開한

아으 滿春욋고지여153)

 브롤 즈

디녀 나샷다

아으 動動다리

삼월 나며 핀(開花한)

아으 찬(滿) 봄의 진달래꽃이여

남이 부러워할 모습을

지녀(지니고) 나(生)셨도다

아으 동동다리

이러한 그리움과 애정의 美化는 3월에도 이어진다. 완숙한 봄이 오자 봄의 화신과도 같은

달래꽃(진달래)이 곳곳이 피었다. 주인공은 역시 ‘만춘의 진달래꽃’에서 그리운 임의 모습을

떠올린다. 봄의 기운을 가득 머금은 달래꽃은 마치 생전의 임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피어

있다. 사랑하는 임 역시 꽃과 같은 고운 모습을 한 분이셨다. 주인공 앞의 꽃의 모습은 이제

임의 모습과 동일시된다. 수려한 용모는 으레 만인의 숭배 대상이 되므로 임의 아름다움도,

151) 모습()이시도다.
152) 『고려사』에 본래 正月에 행해졌던 연등 행사가 2월 연등으로 復設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153) ‘滿春’+‘욋고지여’ : 봄(春)의 기운이 완연히 찬(滿) 때 진달래꽃(달래꽃)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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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 동일시된 달래꽃의 아름다움도 만인의 부러움을 살 만하다. 결국 ‘남이 부러워할 모습

을 지녀 나셨도다’라는 영탄은 화자가 꽃에게 건네는 예찬임과 동시에 떠나버린 임의 아름

다움에 대한 그리움 속 회상이 되는 것이다.

삼월령 전반에 나타나는 봄과 꽃의 소재는 감정의 요동과 감성 촉발을 일으키는 단골 주체

이다. 봄과 꽃은 한국 월령체가에서 [표 8] 2월에 언급된 ‘청명(淸明)’과 ‘한식(寒食)’이라는

절기와 관련된다. 권오경에 따르면 청명과 한식은 봄에 드는 날이면서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날이기도 하여 월령체가 내에서는 우울하고 어두운 이미지와 꽃이 피는 밝고 신명

나는 이미지를 동시에 갖는 절기이다.154) 또한 죽은 자를 회상하면서도 새것을 쫓으며 장수

를 기원하는 중의적 상징의 날이기도 하다. 이는 삼월령의 ‘봄’과 ‘진달래꽃’이 보이는 이중

적(混淆) 이미지와 유사하다. 산뜻한 봄에 피어난 아름다운 진달래꽃은 얼핏 긍정적인 의미

를 주는 듯하나, 임을 떠올리고 그 죽음을 상기시킨다는 점에서 우울함과 슬픔(어두움)의 이

미지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청명’과 ‘한식’의 이미지는 2월령이 아닌 3월령에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잠시 [표 8]을 살펴보면 청명과 한식이 한국과 중국에서 각각 다른 月에서 주로 보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청명, 한식이 2월과 3월에 모두 들 수 있기 때문인데, 일반적

으로 우리나라는 2월령에, 중국은 3월령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노래한다. 이는 <동동>의 3

월령이 이 한국 월령체가의 소재 및 주제와 더 가까운 것을 채택하면서도, 이를 한국과 같

은 2월령이 아닌 중국과 같은 3월령에 배치했다는 점에서 한·중 월령체가 특성이 공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공존은 결국 <동동>이 갖는 동아시아적 개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과도 같다.

四月아니 니저

아으 오실셔 곳고리새여

므슴다155) 錄事니

녯나 닛고신뎌156)

아으 動動다리

사월 아니 잊어

아으 오셨구나 꾀꼬리새여

무슨 일로 녹사님은

옛 나를 잊고 지내시는가

4월령은 민요 형태의 월령체 애정요 특유의 文法이 나타나 있는 聯이다. 윤현숙은 월령체

작품들을 취합해 진행한 연구에서 月令詞의 끝맺음에서 나타나는 특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짚은 바 있다. (밑줄은 필자)

154) 권오경, 앞의 책, 18쪽.
155) 무슨 일로. ‘므슴’의 품사와 ‘다’의 의미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는 편이다. 여기서는 ‘므슴’을

현대어 ‘무슨’과의 형태적 유사성을 띠는 관형사로 해석하여 ‘무슨 일로’ 정도로 현대어역하
였다.

156) 지내시는가. ‘지내시는구나’로 보아도 좋겠다. 恨歎의 의미가 강한 감탄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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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민요 형태의 월령체 시가는 일종의 分章詩인 바, 대개의 작품들이 후렴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각 연마다 후렴을 취하여 월별 서술을 뚜렷이 하고 있다. 또한 월별 서술에 후렴이

첨가됨으로써 또 聯들 이식도 명백해지고 있다. 애정요는 각 월령사의 끝맺음이 대부분 ‘우

리 님은 어디 가고 ~줄 모르는고’하는 식의 사설로서 애정요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중략)

월령체 시가 특유의 그 달을 지나 보낸다는 뜻의 내용을 애정요에서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대체로 ‘우리님은 어디 가고 〇〇할 줄 모르는고’ 하는 식의 말로 한 달을 맺고 ‘그 달 그믐

다 보내고’ 하는 노래를 한 후에 다음 달로 접어 든다. 이것은 작품마다 약간씩 변형되어 나

타나기도 한다.

4월령에 나타난 “므슴다 錄事니 녯나 닛고 신뎌”라는 구절은 윤현숙이 제시한 ‘우리

님은 어디 가고 ~줄 모르는고’와 조응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 님’은 ‘녹사님’에 대응하며,

‘어디 가고’는 ‘므슴다(무슨 일로)’에 대응한다. ‘~줄 모르는고’는 오지 못하는 임, 즉 ‘닛고 신

뎌(잊고 지내시는가)’의 행위와 대응하고 있다. 이는 앞에 등장하는 ‘꾀꼬리’와 연결 지어 이

해할 때 그 대응 구조를 구체화할 수 있다. 매년 4월은 꾀꼬리가 날아와 우는 시기이다. 주

인공이 맞은 4월에도 여느 4월처럼 꾀꼬리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 자신이 올 시기인

4월을 기억하고 온 것이다. 따라서 주인공은 꾀꼬리가 ‘아니 잊고(잊지 않고)’ 찾아왔다고 말

한다. 반면 화자의 임은 어떠한가. 여느 때처럼이라면(임의 생전처럼이라면) 이 시기 나의

곁에는 사랑하는 임이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화자의 옆에 임은 없다. 영원히 오지 못할 것

임도 안다. 주인공은 그 ‘올 수 없음’을 ‘잊고 지내시는가’라 표현한다. 이는 자신을 잊었냐는

원망의 목소리가 아닌 ‘잊지 않고’ 찾아온 꾀꼬리에 대한 대응적 표현이다. 따라서 “녹사님”

이라는 표현 또한 그 벼슬이 갖는 상징적 특수성을 염두에 두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최미정

의 논의를 빌리자면, ‘사랑하는 임을 구체적으로 표현함으로써 화자의 사연과 외로움 또한

구체성을 획득할 수 있음에 주목했다’157)고 보는 편이 적절하겠다.

五月 五日애

아으 수릿날158) 아 藥은

즈믄 長存샬159)

藥이라 받노다

아으 動動다리

오월 오일에

아으 단옷날 아침 약은

천년을 길이 사실

약이라 바치나이다

아으 동동다리

5월이 되자 수릿날(端午)이 찾아왔다. 『東國歲時記』에는 수릿날 오시에 햇볕에 말린 풀을

약으로 썼다는 기록이 있다.160) 이로 보아 주인공이 말하는 ‘수릿날 아침 약’은 단오 세시풍

157) 최미정, 앞의 글, 69쪽.
158) 端午.
159) 길이(長) 사(存)실. 오래 사실(長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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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과 관련한 약초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단오는 일 년 중 가장 陽氣가 왕성한 날이라고

여겨졌다. 단옷날엔 무슨 풀이든 약이 된다고 하여 약을 만들거나 찌는 풍속이 성행하기도

했다. 이러한 ‘단오’와 ‘藥草’의 조합은 중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중국에서는 단옷날 처마

밑에 ‘쑥’을 매다는 풍속이 있는데, 이 ‘쑥’이 中醫學에서 흔히 藥用으로 쓰던 풀이었다.161)

이로 보아 주인공이 바치는 ‘藥’의 정체는 藥草, 그중에서도 쑥(艾)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

었을까 추측된다.

그러나 대개 단오의 즐거운 풍경에 초점을 맞추는 중국의 5월령과 달리 한국 5월령은 단옷

날 즐겁고 바쁜 사람들과 임이 없어 그러지 못하는 ‘나’를 대비하여 임에 대한 그리움을 노

래하는 哀想의 정서가 노래되곤 했다. <동동>도 이와 비슷하다. 좋은 것 즐거운 것으로만

가득한 단옷날이기에 임을 잃은 상실감은 더욱 아프게 다가온다. 동시에 임이 옆에 있었으

면 하는 마음 역시 매우 크게 느껴졌을 것이다. 따라서 어떤 풀이든 약이 된다는 날, 주인공

은 ‘천년을 長存’할 수 있는 약을 들고 온다. ‘천년을 산다’는 것은 장수를 넘은 永生과 가까

운 것이며, 동시에 죽음(死)과의 대척점에 놓여 있는 것이다. 주인공의 가장 큰 상실과 슬픔

은 임의 ‘죽음’이기 때문에, 주인공은 천년을 산다는 ‘삶(永生)’의 명약을 바친다. 죽음이라는

인간의 한계를 피하지 못한 임에게, 인간의 한계를 넘을 수 있는(천년을 살 수 있는) 약을

바치는 것이다. 이는 죽음이라는 절망을 허물고 임을 生의 영역으로 끌어내고 싶은 주인공

의 간절한 바람이다. 물론 화자도 이것이 불가능한 일임을 안다. 죽음은 이미 와버린 것이

고, 임은 다시 돌아올 수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약을 바치는 행위가 자포자기나 회의

로부터 나온 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천년의 수명을 보장하는 약을 바치는 일은 상황의 개

선을 바라는 현실적 움직임이 아닌 주체할 수 없는 간절함과 그리움의 절실한 표현이라 보

는 것이 적절하다.

六月ㅅ 보로매

아으 별해 룐 빗162) 다호라

도라보실 니믈

젹곰163) 좃니노다

아으 動動다리

유월의 보름에

아으 벼랑에 버린 빗 같아라

돌아보실 님을

조금(조금씩) 따르나이다

아으 동동다리

160) “午時採益母草豨薟曬爲藥用”, 『東國歲時記』, 「端午 2」.
161) “艾草，又名家艾、艾蒿。它的莖、葉都含有揮發性芳香油，產生奇特的芳香，可驅蚊蠅、蟲蟻，

淨化空氣。中醫學上常以艾入藥，有理氣血、暖子宮、祛寒濕的功能.”
李歐,「肺炎无情，人间有‘艾’」,『大纪元』, 2020.

162) ‘별(流星)이 버린(遺) 빛[김태준]’, ‘벼랑(厓)에 버린 빗(櫛)[양주동, 박병채]’ 등의 해석이 제기
되어 있으나, 六月 보름(6월 15일)이 유두일임을 고려할 때 후자의 해석이 더 적절할 것으
로 보인다.

163) 조금씩. ‘젹(조금)’+‘곰(강조 접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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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월의 보름은 6월 15일 유두일(流頭日)이다. 이는 중국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우리 민족만

의 명일이다. 그렇기에 한국의 6월령에는 중국에서 나타나지 않는 유두일의 풍경이 나타난

다. 특히 <동동>의 6월령은 유두의 풍습과 직접적 연관을 맺고 있어 주목을 받아왔다. 이날

은 流頭라는 이름처럼 흐르는 물에 머리를 씻으며 나쁜 일을 떨어 버리는 날이다. 물 앞에

옹기종기 모여 머리를 감고 목욕을 하는 풍경은 활기차 보일 법도 한데, 임을 잃은 주인공

의 눈에 들어온 것은 머리 감는 사람들이 아닌 그들이 쓰고 벼랑에 버려둔 ‘빗’이다. 벼랑에

버려진 빗을 보니 그 짝이 참 자신의 처지와도 같아 보인다. 여기서는 ‘버려진’도 중요하지

만 ‘벼랑’이라는 표현에 좀 더 집중해볼 필요가 있다. 혼자 덩그러니 버려진 빗의 처지만을

말할 것이었으면 왜 하필 ‘벼랑’이라는 표현을 쓴 것일까. ‘벼랑’이라는 어휘에서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험한’, ‘가파른’, ‘위험한’ 등으로 수식되는 위태로운 낭떠러지이다. 이러

한 벼랑에 위태롭게 버려진 빗은 墜落에 비유되는 ‘죽음’과 가까운 상황 앞에 놓여 있다. 그

런데 ‘죽음’은 화자의 임이 있는 곳이 아니던가. 주인공의 처지와 빗의 처지는 여기에서 겹

쳐진다. 임을 잃고 세상으로부터 ‘버려진’ 주인공은 ‘죽음’이라는 벼랑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

다. 그러나 낭떠러지 밑으로 표상되는 ‘죽음’의 공간은 ‘님’이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즉, 삶

의 영역에 있는 주인공을 ‘돌아보실’ 수도 있는 ‘님’이 계신 곳이다. 그리운 임이 돌아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마음 같아서는 죽음을 무릅쓰고 임에게로 가고 싶다. 하지만 삶과 죽음의

위태로운 경계에서 인간은 그리 과감하지 못하다. 그렇기에 주인공은 ‘젹곰(조금씩)’ 죽음의

영역에 있는 임을 ‘좇는’다.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빗의 위태로운 처지는 결국 임을 따라 죽

고 싶을 정도의 그리움과 그로 인한 화자의 위태로운 절망과도 같은 처지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액운을 떨치며 즐겁게 머리를 감는 날임에도 화자는 풍속의 즐거움에 동화되지 못

하고 벼랑에 버려진 빗처럼 “고독”을 상기할 뿐이다. 임이 없는 세상에서의 고독은 화자로

하여금 긍정적인 감정과 세시풍속이 주는 즐거움을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며 화자의 마음을

잠식시켜 간다.

七月ㅅ 보로매

아으 百種 排야 두고164)

니믈  녀가져

願을 비노다

아으 動動다리

칠월의 보름에

아으 백종 벌여 두고(제사상을 차려 두고)

님과 한 곳에 가고자

소원을 비옵나이다

아으 동동다리

죽음의 영역까지 생각하게 만든 화자의 아픔은 7월령으로도 이어진다. 앞서 짚은 바 있듯

이 7월령의 ‘百種’을 벌여 둔다는 것은 죽은 이(亡者)를 위한 제사상을 차려 둠을 의미한다.

164) 百種 벌여 두고. 百種은 7월 15일 백중날(亡人을 위해 백 가지 곡식을 차리고 비는 날)에서
나온 어휘이다. 백종을 벌여(排)둔다는 것은 백중날 올리는 제사상(百種)을 차려두었다는 의
미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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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7월령에도 백중(伯仲)이 간간이 등장하곤 하는데, 한국과 중국 모두 백중(伯仲)의 가

장 중요한 행사를 ‘죽은 자에 대한 제사’로 인식하고 있다. <동동>의 시적 대상이 ‘죽은’ 임

이라는 가정의 기반이 되었던 것이 ‘百種’이었는데, 이로써 ‘백중 - 죽음/죽은 자’라는 인식

구조가 기본값에 가까웠다는 것과, 이를 월령체가에 반영하며 얻는 亡者와의 연결이 “국제

적” 보편성의 지지를 얻었다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7월령의 ‘百種’, ‘’, ‘願’은 모두 임

이 계신 ‘죽음’의 공간과 관련된 표현이다. 죽은 이를 위한 상차림은 삶의 공간과 죽음의 공

간이 만나는 연결의 지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주인공은 이러한 제사상 앞에서 님과 한 곳

에 가고 싶다165)는 소원(願)을 빌고 있다. 6월령과 비슷한 감정이다. 임을 따라 죽고 싶을

정도로, 임이 없는 삶보다는 임과 함께 하는 죽음을 택할 정도로 절박한 그리움인 것이다.

그러나 그럴 수도 없는 주인공이기에 죽음과의 연결이 전제된 제사상 앞에서 이룰 수 없는

소원을 비는 것이 고작이다. 사랑하는 임도, 옆에서 지켜봐 주는 사람도 없고 소원을 들어주

는 존재마저 묵묵부답인 철저한 ‘고독’이다.

八月ㅅ 보로

아으 嘉俳니리마

니믈 뫼셔 녀곤166)

오낤 嘉俳샷다

아으 動動다리

팔월의 보름은

아으 가배(한가위)일이지마는

님을 모시고 다녀야만

오늘이 한가위(다운 날)이리라

아으 동동다리

8월의 보름은 대보름인 한가윗날(嘉俳)이다. 한가위는 그 정경에서 따뜻함과 정겨움이 물씬

느껴질 만한 명절이다. 이는 ‘가족’이 주는 和合의 이미지의 功이 클 것이다. 오늘날과 마찬

가지로 한가위는 “가족”의 의미가 큰 날이었다. 가족들이 오순도순 모여 떠들썩한 명절을

보내고, 손에 손을 잡고 가족 단위의 외출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함께 할 ‘임’이 없는 주인

공에게 이러한 가배 날의 풍경은 아픈 풍경일 뿐이다. 그렇기에 한가위이지만 (주인공에게

는) 한가위가 아니다. 너도나도 정겹게 사랑하는 사람과 보내는 명절인데, 자신은 그럴 수

없는 처지가 아닌가. 따라서 임 없이 맞이한 오늘의 한가위는 의미가 없다. 임을 ‘모시고 다

녀야만(뫼셔 녀곤)’ 오늘은 비로소 한가위(다운 날)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중 속 고독’, 즉 ‘함께’의 처지(풍경)와 대비되는 자신의 ‘孤獨’을 노래하는 것은

월령체 애정요에서 흔히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하다. 대표적으로 답교(踏橋) 행사를 노래하면

165) 혹은 ‘녀다’의 ‘行’의 의미를 좀 더 살려 ‘님과 한 곳에(서) 다니고(行) 싶다’와 같이 해석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님이 계신 곳(죽음의 공간)에서 님과 함께하고 싶다는 의미가 된다.

166) ‘녀다’는 ‘行’의 의미를 대입하여 해석할 수 있으나 ‘녀곤’은 의미를 확정하기 어렵다. ‘-으니’
의 의미로 해석해 ‘다니니(원인)’로 보느냐 ‘-(어)야만’의 의미로 해석해 ‘다녀야만(조건)’으로
보느냐에 따라 화자의 상황 자체가 다르게 읽히기도 한다. 다만 <동동>에서 나타나는 ‘고
독’의 정서와 상황이 문면 전체를 지배하고 있으므로, 현재 상황이 임의 부재로 상정되는
‘다녀야만(조건)’의 해석이 더 적절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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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청춘남녀 짝을 지어 답교를 하건마는’하고 떠들썩하게 놀고 쌍쌍이 거니는 사람들을 묘

사한 뒤 ‘우리 님은 어데 가고 답교하잔 말이 없다’라 歎息하는 우리나라 청상요나 창부타령

을 들 수 있겠다. 그런데 [표 8]를 보면 중국 월령체가의 8월령 역시 주로 ‘한가위’를 노래한

다고 정리되어 있다. 한국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한가위(仲秋節)는 가족 단위로 즐기는 큰 명

절이다. 중국에서 중추절이 있는 8월은 ‘가족’의 달로 인식되었는데, 이로 인한 月令體歌 8월

령의 정서 구조가 <동동>의 그것과 매우 닮아있다. 한 예로 <맹강녀>의 8월령과 이에 대

한 권오경의 해설을 함께 인용해본다. (강조 표시는 필자)

八月里来月儿圆 家家户户把月玩 人家 玩月多高兴 孟姜女玩月泪涟涟.

8월에 달아 차다. 가가호호가 달맞이를 한다. 남이 즐겁게 놀았는데 맹강여는 달을 보며 눈

물을 흘린다.167)

중국은 특히 명·청시대에 가족 의식이 강화되었고, 월병을 나누어 먹으며 가족애를 확인하

였다. 이러한 풍속 때문에 위 노래에서처럼 가족이 모이지 않는 가족은 상대적으로 매우 큰

슬픔에 빠지게 된다.168)

家家戶戶 달맞이를 하며 즐겁게 노는 8월의 날이니 이날은 한가위겠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모여 달을 보고 즐기는 명절인데 ‘즐겁게 놀았는데’의 주체가 “남(他人)”이라고 되어 있다.

이는 즉 주인공의 감정이 ‘즐겁다’는 감정과 홀로 동떨어져 있음을 의미한다. 아니나 다를까

주인공 ‘맹강녀’는 남들이 보고 즐기는 달을 보고 ‘눈물’을 흘린다. 즐거울 날에 혼자 즐겁지

못한 것은 ‘맹강녀’에게 남들처럼 모일 ‘가족’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따뜻하고 정겨운

한가위의 ‘달’은 맹강녀에게만 차고 슬픈 존재가 된다. 이러한 맹강녀의 처지는 <동동>에서

의 ‘대중 속 고독’과 같다. <동동>의 주인공 역시 8월의 정다운 가족들을 보며 임의 빈자리

를 더욱 크게 느꼈다. 이에 느껴지는 상대적인 슬픔과 상실감은 주인공의 고독을 심화시키

고, 이는 결국 ‘한가위’라는 명절이 주는 넉넉한 정겨움조차 느끼지 못하게 만들고 말았다.

‘함께’하는 타인을 볼 때 ‘혼자’인 자신의 처지가 더욱 크게 다가온다. 그렇기에 ‘대중 속 고

독’은 혼자인 주체에게 ‘상대적으로 매우 큰 슬픔’을 유발하게 된다. 한국의 <동동> 여인과

중국의 맹강녀는 8월령이라는 같은 형식 아래에서 같은 ‘대중 속 고독’을 노래하고 있다.

“한가위”라는 명절과 그 인식의 동질성과 月令體라는 공유된 문학 형식이 있어 <동동>의

여인과 <맹강녀>의 맹강녀는 국경을 넘으면서까지 ‘한가위의 고독’을 나눌 수 있었다. 이러

한 공유 역시 <동동>이 보여주는 동아시아적 보편성의 양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九月 九日애

아으 藥이라 먹논

黃花고지 안해 드니

새셔 가만얘라169)

167) 中國民間歌曲集成陜西卷下, <孟姜女>.
168) 권오경, 앞의 글, 25쪽.
169) 논란이 매우 많은 구절이다. ‘새셔/가만얘라’ 혹은 ‘새셔가/만얘라’로 갈리는 의미 분절부

터가 난해하며 ‘새셔’의 의미 역시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되어왔다. ‘새셔’를 ‘歲序’의 의미로
보아 ‘세월의 차례’라 해석한 견해(양주동), ‘茅屋’의 의미를 갖는 고유어로 보는 견해(남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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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으 動動다리

구월 구일에

아으 약이라 먹는

국화꽃이 안에 드니

(국화 향기가) 새어서 (나 있는 곳까지) 은은히 풍기는구나

아으 동동다리

9월령에는 9월 9일이 언급되어 있다. 이날은 重陽節로, 중국에서 유래한 전통 명절이다. 철

새들이 다시 돌아가는 날이라고 하여, 돌아가는 철새를 보며 한해 추수를 마무리하는 때이

기도 하다. 이 철새170)는 한·중의 월령체가 9월령에서 望夫의 매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

다. 계절이 가을이다 보니 가을을 상징하는 단풍, 국화와 같은 소재 역시 두 나라의 작품에

서 망부의 매개물로 자주 등장한다. 이중 ‘국화’는 중양절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중요

한 소재이다. 국화는 기본적으로 ‘長壽’의 의미를 갖는데, 장수에 좋다고 하여 그 상징처럼

여겨진 菊花酒에 기인한 것이다. 국화에 붙은 ‘장수’의 이미지와 함께, 중양절에도 ‘무병장수

의 기원’이라는 의미가 붙기도 하였다. 이날은 국화를 감상하는 賞菊이나 술잔에 국화를 띄

우는 泛菊, 黃花泛酒 등의 행사가 있었으며, 모여 앉아 국화전을 부치거나 국화주를 마시기

도 했다. 그야말로 국화의 날이었다. 추수의 마무리, 무병장수, 꽃놀이가 어우러진, 生氣가

가득한 명절이었을 것이다.

주인공의 주변에서도 사람들은 각종 행사와 음식을 위한 국화를 따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

을 것이다. 주인공은 가만히 있어도 국화가 안에 들고 향기도 안에 차니 ‘중양절’이 실감 나

는 것도 같다. 그러나 주인공은 6월령에서 유두의 풍경에 주목하지 못했던 것처럼 ‘중양절’

이라는 명절의 풍경에는 관심이 없다. 다만 ‘無病長壽’를 기원한다는 ‘국화주’가 임에 관한

생각(그리움)을 불러일으킨다. 주인공이 국화에서 가장 주목하는 것은 ‘약이라 먹는’다는 특

성이다. 본래 藥用으로 쓰이는 꽃이기 때문일 수도 있겠고, 長壽를 돕는다는 국화주를 생각

한 것일 수도 있겠다. 어느 쪽이건 주인공이 말하는 ‘약이라 먹는 국화’는 5월 단옷날 임에

게 바쳤던 ‘삶(永生)의 약’과 비슷한 인식 범주의 것이다. 그러한 국화가 ‘안’으로 잔뜩 들어

왔는지 그 향이 화자가 있는 곳까지 은은히 풍겨온다. 그러나 임의 ‘죽음’이라는 절망을 겪

은 주인공이 ‘生(장수)’의 향이 가득한 곳에서 느낀 것은 슬픔과 고독뿐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새셔 가만얘라”는 단순한 감상의 말이 아니다. 자신의 방까지 풍겨오는 국화(長

우), ‘새어 나와’로 해석하는 견해(이응백)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다.
본고에서는 우선 주격조사 ‘가’의 출현에 대한 시기 모순을 고려해 ‘새셔/가만얘라’의 의
미 분절을 취하였다. 해석에 대해서는 이응백의 풀이인 ‘새(어) 나와’를 취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근거는 최철·박재민의 견해를 빌린다.
[“(술 향기가) 새 나와서 은근히 풍기는구나”라는 이응백의 풀이가 최선이라 생각한다. ‘漏
(믈싈루),’ ‘泄(믈싈 셜),’ “대동강 너븐디 몰라셔(서경별곡),” “괴리도 업시 마자셔 우니로라
(청산별곡),”“사 미 대에 올아셔(청산별곡)” 등 고려가요에서 흔히 보이는 문법 구성이며,
‘가만 얘라’의‘가만’ 역시 “ 바라미(微風)”(杜初 3:86), “높고 가 寂”(두초 18:21) 등에서 보이
듯, 보다 정확히는 ‘아득하다’ 정도겠지만, ‘은은하다’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최철·박재민,
앞의 책, 88쪽.
이어 필자의 재량으로 문맥을 고려해 최종적으로는 ‘새어서 은은히 풍기는구나’로 풀이해두
었음을 밝힌다.

170) 특히 기러기가 많이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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壽)의 향기가 임의 부재를 더욱 상기시킨다. 그 상실의 감각과 “孤獨”이 섞인 자탄이 “새셔

가만얘라”로 표출된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十月애

아으 져미연171) 172) 다호라

것거 리신 後에

디니실  부니 업스샷다

아으 動動다리

시월에

아으 저며 놓은 보로쇠 같아라

(임께서) 꺾어 버리신 후에

지니실 한 분이 (이 세상에는) 없으시도다

아으 동동다리

10월은 입동의 절기여서인지 겨울로 접어든 배경과 함께 그리움과 외로움의 정서가 부각되

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한국의 월령체가에서 이러한 정서가 자주 보인다. <동동>의 10월령

역시 심화된 그리움과 외로움의 정서가 나타나나, 여기서 주목되는 소재는 자연적인 입동의

풍경이 아닌 인위적으로 꺾여 버려진 ‘보로쇠 가지’이다. 그러한 人爲로 맺어진 緣과 이의

붕괴가 주인공의 ‘그리움’과 ‘외로움’을 일으키는 핵심이 된다. 꺾인 보로쇠 가지를 보고 주

인공은 또 자신의 처지를 투영한다. 가지가 꺾여 있다는 것은 ‘꺾은 누군가(꺾는 행동의 주

체)’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이는 곧 그 ‘누군가’가 보로쇠 가지의 영역에 간섭하여 자신의 영

역과 의미망을 형성했음을 뜻한다. 다시 말해 ‘누군가’가 ‘가지’를 꺾음으로써 아무것도 없던

두 대상 사이에 관계(緣)라는 특수성이 생기게 된다. 비록 ‘꺾은’ 주체와 ‘꺾인’ 객체라는 사

소한 연결 고리뿐일지라도 ‘꺾는다’는 행위가 일어난 순간, 둘은 결코 無關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혼자 남겨진 보로쇠 가지의 모습은 그렇게 이어진 緣이 더이

상 유지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緣은 맺었으나(꺾었으나) 그 관계가 지속되지는(계속 지

녀주지는) 못했던 것이다. 주인공은 자신의 상황도 그러한 보로쇠 가지 같다고 말한다. 이에

대응하는 보리수 가지를 꺾은 주체는 당연히 임이 된다. 보로쇠 가지가 꺾이는 순간 생긴

緣처럼 임과 나 사이에도 緣이 맺어져 있었으나, 이 緣을 지속해줄 임(지니실 한 분)이 이

세상에 없다. 결국 주인공인 ‘나’도 보로쇠 가지와 같다. 꺾이기만 했을 뿐 세상에 홀로 남겨

진 “孤獨”의 처지라는 것이다.

十一月ㅅ  자리예

아으 汗衫 두퍼 누워

슬라온뎌173)

171) 저며 놓은. ‘저미다(졈이다)’의 활용형으로 보이며, 나뭇가지가 홀로 떨어져 있는 모습을 ‘(누
군가가) 베어놓은’ 것이라 표현한 듯하다.

172) 보로쇠(양주동), 보리수(박병채), 꽃봉오리나 열매(지헌영) 등의 해석이 있으나 양주동의 해
석인 ‘보로쇠(樹)’를 채택하였다. ‘저미다’, ‘꺾다’ 등의 어감이 열매보다는 나무(나뭇가지)에
어울리며, 불교에서 중요시하고 약재로 흔히 사용(쑥, 黃花 등 앞의 소재들과 연결)되는 식
물이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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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우닐 스싀옴 녈셔174)

아으 動動다리

십일월의 봉당 자리에

아으 한삼 덮어 누워

슬픔을 사르고 있는가

고운 이를(고운 님을) 여의고 떠도는구나

아으 동동다리

11월령의 주인공은 봉당 자리에 한삼(속적삼)을 덮고 누워있다. [표 8]을 보면, 11월령은 한

국과 중국 모두 ‘망부(望夫)하며 독수공방’하는 주제가 지배적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獨

守空房’은 “守”라는 글자가 표현하듯 집이나 집 반경 이내에서의 ‘수동적인 기다림’을 내포

하는 것이다. 다음 두 작품을 보자. 각각 한국과 중국 월령체가의 11월령의 예이다.

冬至달이 돌아온다 동짓달 진진밤은 임과 둘이 누었으면 없던 잠도 나올 것만은 이내홀로

누었으니 임이오냐 잠이 오냐.175)

- <달거리> 中 -

十一月裏來雪花開, 手拿箒把掃開來, 收拿箒把掃開雪, 掃開大路望郞來.

십일월이라 설화가 피었다. 비를 들고 비질을 한다. 눈을 쓸어낸다. 큰 길을 쓸며 님이 오기

를 기다린다.176)

- <一月裏來梅花開> 中 -

이들 시가는 월령체가 11월령 망부 여인의 수동적 기다림이 잘 나타나 있다. 잠시 <정읍

사>의 여인이 보여줬던 ‘기다림’을 생각해보자. <정읍사>의 여인은 임이 돌아오지 않자 달

에게 소원을 빌러 나가는 ‘행동의 변화’를 보였다. 심지어는 더 나아가 임을 찾으러 직접 나

서는 적극적 행동의 가능성도 읽어낼 수 있었다. 그렇기에 이들의 “기다림”은 ‘德’이었고, 칭

송의 대상이었으며, 기념물(望夫石)로서 남아 강조될 만한 것이었다. 그러나 월령체가에 나

타나는 독수공방 여인의 ‘기다림’은 그렇지 않다. 이들의 ‘기다림’은 ‘임의 죽음’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희망이라는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 보니 ‘기다림’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며, 상실과 허무가 뒤섞인 무력한 마음의 표상이다. 따라서 ‘망부하며 독수공방’하는

여인들의 ‘기다림’은 “孤獨”이라는 자신의 처지를 더욱 선명히 자각시킬 뿐이다. 제한된 반

173) 슬픔을 사르고 있는가. ‘라’의 원형은 ‘다(현재의 사르다)’로 보인다. <동동>과 같은
‘라’의 형태는 주로 불 따위와 함께 쓰여 滅의 의미를 나타내곤 하였다. ‘몸 우희 블 내야
父母 위 種種 變化고 즉자히 모 라’’ 『석보상절』 1447, ‘불교 혹히 믿더니
주그매 미처 권당리 블에 라’ 이성 『東國新續三綱行實圖』 <朴連寫影> 1617.

174) 고운 이(님)을 여의고 떠도는(行)구나. ‘스싀옴’은 난해어구이나 ‘스싀로’를 원형으로 하는
‘自’의 의미 범주 안에서 논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 해석으로는 전체 구절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다. 이에 본고는 ‘스러지다’, ‘싀어지다’와 같은 형태가 유사한 어휘에서
착안한 滅 혹은 死의 의미를 내포한 ‘(님을) 여의고’ 정도로 보았으나, 명쾌한 결론은 아니기
에 再考가 필요하다.

17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韓國口碑文學大系 제6권 <全南 珍島郡>, 1981, 542쪽.
176) 許牧野, 中國民謠選集 <一月裏來梅花開>, 1971. 번역은 권오경, 앞의 책, 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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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안에서 가만히 자리만을 지키는(守) 기다림은 그리움과 슬픔을 폐쇄적 집안에 가둬버리

고, 이 폐쇄성은 결국 화자의 “孤獨”으로 연결된다. <동동>의 11월령 역시 주인공이 임이

없는 집을 혼자 지키며 그리움과 슬픔에 잠식되는 절망적 정서의 심화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화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보자. ‘봉당’은 집 안에서 ‘통로’의 역할을 하는 곳이다. 손님

을 포함한 외부의 것들이 들어 오는 통로이기도 하고, 亡者를 위한 제사 음식을 나르는 통

로이기도 하다. 즉, 주인공에게 있어 이 ‘봉당’은 ‘임’이 올 통로이다. 외부 사람인 임은 집으

로 들어오기 위해, 혹은 제사 음식을 먹기 위해 이 봉당을 지나야만 한다. 따라서 주인공은

이곳 봉당에 자리를 잡고 누워있는 것이다. 덮은 것은 汗衫 하나뿐이다. 임을 기다리는 데

있어 안락함은 불필요한 사치일 뿐이다. 임이 없는 처지에 굳이 따뜻한 옷을 취할 필요도

없다. 주인공에게 필요한 건 사랑하는 임이지 편안한 안정이 아니다. 그러므로 추운 겨울,

방도 아닌 통로의 찬 바닥에서 얇은 한삼만을 덮고 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서 있지도,

앉아 있지도 않고 ‘누워’있는 이유는 그 다음 구절을 통해 추측해볼 수 있다. 누워있는 화자

는 ‘슬픔’을 ‘사르고’ 있다. ‘사르다(혹은 ’불사르다‘로 보아도 무방할 듯하다)’는 것이 무엇인

가. 이는 부드럽다기보단 거칠고 센 표현에 가깝다. 더불어 그 어휘 자체에 ‘滅’의 의미를 내

포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사별한 주인공이 느끼는 슬픔의 깊이는 앞선 월령들로부터 대

략이나마 짐작할 수 있다. 그 크기는 절대 얕지 않다. 每月을 상실과 절망으로 보내는 주인

공을 생각해보면 그 깊이는 거의 無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 한없는 슬픔을 불사른다

생각해보자. 슬픔을 사르려는 노력은 슬픔을 곱씹게 만들고, 곱씹어진 슬픔은 감정의 에너지

를 바닥나게끔 한다. 애초에 슬픔을 ‘사른다’는 행위는 정말로 ‘滅’을 위한 행위가 아니다. 임

을 잃은 슬픔에 잠식돼 감정 에너지를 불사를 수밖에 없는 거친 無力함이다. 그렇기에 슬픔

을 사르는 주인공은 서 있을 힘도, 앉아 있을 힘도 없다. 바닥에 누워 슬픔을 삼키는 것만이

슬픔에 대항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어쩌다 임을 잃고 이렇게 망가졌을까. 비련한 자신의 처

지에 화자는 한탄을 뱉는다. ‘고운 이를(고운 님을) 여의고 떠도는구나’. 여기서의 ‘떠돎’은

正月에서의 떠돎과 같은 맥락의 의미이다. 철저한 고립과 고독에 몸과 마음을 둘 곳이 없다.

그러나 능동성을 잃은 주인공의 ‘떠돎’은 영원히 혼자 남은 집과 空房의 반경에 갇힌다. ‘떠

돎’의 ‘停滯’라는 역설의 “孤獨”인 것이다.

十二月ㅅ 분디남로 갓곤

아으 나 盤 져 다호라

니믜 알 드러 얼이노니177)

소니 가재다 므르노다178)

아으 動動다리

십이월의 분지나무로 깎은

아으 드릴 상의 젓가락 같아라

님의 앞에 들어 짝지어 놓으니

177) 짝지어 놓으니. 원형은 ‘얼이다’인 듯하다. 주로 혼인이나 배필을 이어주는 의미로 쓰이는데,
‘젓가락’의 특성에 부합하면서 시적 문맥에 알맞아 해석에 합리성을 더해준다. 의미 폭을 넓
혀 ‘얼이노니’는 ‘짝지어 놓으니’로 해석하였다. ‘婆羅門 유무를 須達이 보고 깃거 護彌 
 아 얼이라 가니’ 『月印千江之曲』 상:54.

178) 손님이 가져다 치웠나이다. 이 구절의 자세한 해석은 본문에서 후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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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옆에 있던) 손님(某)이 가져다 (나를) 물렀(退)나이다(치웠나이다)

아으 동동다리

12월령은 해석의 논란이 매우 분분한 연이다. 주인공은 상에 올려진 분지나무(로 깎은) 젓

가락을 본다. 그리고 이 젓가락의 처지를 “다호라”라는 표현을 통해 자신의 처지와 동일시

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짜인 구조는 앞의 월령에서도 자주 나타났었다. 그렇다면 해당

월령들로부터 12월령 해석의 단서를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우선 12월령의 구조에 대해 다

음과 같은 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12월령>

十二月ㅅ 분디남로 갓곤

(A) 아으 나 盤 (X)져 다호라

[ 자신의 처지와 사물의 처지 동일시 : (내가) A한 상황의 X 같다 ]

(A′) 니믜 알 드러 얼이노니 소니 가재다 므르노다

[ A에 대한 부연 설명 (동일시의 이유) : X의 A′한 상황(처지) 때문에 ]

아으 動動다리

즉, 먼저 ‘아으’ 이하 구절에서 A한 상황의 사물 X를 제시하며 자신의 상황 또한 X와도 같

다(다호라)고 언급한 후, 다음 구절에서 ‘다호라’의 이유를 설명하며 이로부터 자신의 처지를

유추할 수 있게 하는 짜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는 자신을 꺾인 보리수 가지와 동일

시했던 10월령의 구조와 매우 유사하다. 다음을 살펴보자.

<10월령>

十月애

(A) 아으 져미연 (X) 다호라

[ 자신의 처지와 사물의 처지 동일시 ]

(내가) A한 상황의 X 같다 = (A)져며 놓은 (X)보리수 같다

(A′ ≒ B) 것거 리신 後에(A′ ) / 디니실  부니 업스삿다(A′ )
[(B) 임과 연을 맺었으나(B )/ 연을 지속해줄 임이 없다(B )]
[ A에 대한 부연 설명 (동일시의 이유) ]

X의 A′한 상황(처지) 때문에 ≒ 나의 B한 처지와 같다

= (X)보리수의 (A′)꺾였으나(A′ ) 지니실 분이 없는(A′ ) 처지 때문에
= ‘나’의 (B) 임과 연을 맺었으나(B ) 연을 지속해줄 임이 없는(B ) 처지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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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령 역시 ‘아으’ 이하 구절에서 A한 상황의 사물 X(보리수)를 제시하며 자신의 상황 또

한 X와도 같다(다호라)고 언급한다. 그리고 다음 구절에서 ‘다호라’의 이유를 A′으로 설명

한다(즉, A′는 A의 부연이다). 이 A′는 다시 ‘~ 했으나’의 A′과 ‘결과적으로 ~ 했다’의

A′로 나뉜다. 주인공의 처지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은 이 A′이다. A′은 주인공 자신

의 실제 처지인 B와 완벽하게 대응을 이룬다. 그렇기에 B 역시 ‘~ 했으나’의 B과 ‘결과적

으로 ~ 했다’의 B로 나뉜다. 그리고 이 B가 A→A′로부터 유추된 결과물이며 주인공의 직

접적인 처지이자 지배적 감정의 원인이며, 연 전체의 핵심이 된다.

그렇다면 이를 바탕으로 12월령의 구조를 다시 보자. 10월령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 및 유

추를 시도해본다.

<12월령>

十二月ㅅ 분디남로 갓곤

(A) 아으 나 盤 (X)져 다호라

[ 자신의 처지와 사물의 처지 동일시 ]

(내가) A한 상황의 X 같다 = (A)올릴 상의 (X)젓가락 같다

(A′≒ B) 니믜 알 드러 얼이노니(A′ ) 소니 가재다 므르노다(A′ )
[(B) 임과 함께하려(얼이려) 해도(B )/ 그럴 수 없다(B )]
[ A에 대한 부연 설명 (동일시의 이유) ]

X의 A′한 상황(처지) 때문에 ≒ 나의 B한 처지와 같다

= (X)젓가락의 (A′)상에 들어 올려졌으나(A′  ) 누군가가 치워버린(A′ ) 처지 때문에

= ‘나’의 (B) 임과 함께하려(얼이려) 해도(B ) 죽은 임이기에 그럴 수 없는(B ) 처지와 같다

아으 動動다리

이제 다시 12월령을 해석해보자. 주인공은 누군가를 위해 차려진(나) 상 위의 (분지나무

로 깎은) 젓가락을 보고 있다. 수저가 아닌 ‘젓가락’이다. 젓가락은 식기 중 유일하게 둘이서

짝을 이뤄 하나의 전체를 이룬다. 가지런히 짝지어 놓인 젓가락을 보고 주인공은 임과 함께

하는 자신을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화자가 보고 있던 젓가락이 갑자기 봉변을 당

한다. ‘손(客)’으로 표현된 ‘누군가’가 상 위에 있던 젓가락을 치워(물러, 退)버린 것이다. 예

쁘게 짝지어져 있던 젓가락이 치워지고 하나의 짝을 이뤘던 나무막대 2개는 무참히 분리되

어 내팽개쳐진다. 이 광경을 본 주인공은 그 젓가락의 처지가 자신의 처지와 같다고 생각한

다. 누구보다 임이 보고 싶고, 임을 만나고 싶고, 임과 함께 하고 싶은 주인공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애정과 만남의 願은 ‘님의 앞에 들어 얼이노니(짝지어 놓으니)’로 표현되었다. 이는

젓가락이 상 앞에 짝을 지어 놓여지는 것과 겹쳐지는 중의적 표현이다. ‘님’이라는 표현 역

시 마찬가지이다. 화자의 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젓가락이 놓여 있던 상의 주인(아마 제사

상의 주인이겠다)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주인공이 아무리 원한다 한들 이미 세상

을 떠나버린 임과 어찌 함께할 수 있겠는가. 이는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기에 주인



- 70 -

공의 願은 상에서 팽개쳐진 젓가락처럼 매정히 棄却된다. ‘죽음’이라는 영원한 단절 앞에서

‘함께’라는 가정의 願은 철저히 무너지고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12월령에서 이러한

비극적인 정서가 나타나는 것은 한국보다 중국의 월령체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양상이다.

[표 8]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중국 월령체가의 12월은 세시풍속보다는 극한의 겨울, 경제

적 곤궁179)과 같은 부정적 상황에 주목한다. 따라서 12월은 새해를 맞이하며 각종 행사를

즐기는 시간이라는 인식보다 현실의 고충과 추위가 어울린 절망적 성격의 이미지가 강하다.

월령체가의 출처가 일반적으로 서민들 사이의 민요로 불린 점을 생각해보면 이러한 12월의

이미지와 인식은 자연스럽다 할 수 있을 듯하다. 이는 <동동>의 12월령도 그렇다. <동동>

의 12월령에는 세시풍속이나 극한의 추위와 같은 12월의 계절적 이미지는 희박하지만, 12월

이 내포한 차가운 이미지180)와 주인공의 처지가 겹쳐 “孤獨”의 비극이 그려지고 있는 것이

라 할 수 있겠다.

<동동>이 연행되는 ‘牙拍’ 정재의 양상은 [그림 5]에 나타난 권5의 기록에서 살필 수 있다.

해당 기록의 번역은 다음과 같다.

악사는 동영(東楹)을 거쳐 들어와 전중(殿中)의 좌우에 아박을 놓고, 【왼쪽을 먼저 놓고

오른쪽을 다음에 놓되 박의 끈이 안으로 향하게 한다. 〇 중궁연이면 나이 어린 여기(妓)가

한다.】 무기(舞妓) 두 사람 【나이 어린 여기를 가려 쓴다】 은 좌우로 갈라 나아가 꿇어앉

아서 아박을 집어들었다가 도로 놓고 【모두 바깥쪽 손을 쓴다】 일어나서 염수 【광수(廣

袖)】 족도하고, 꿇어 엎드린다.

악관이 동동(動動) 만기(慢機)를 연주하고, 두 여기[舞技]는 머리를 조금 들고 기구(起句)를

부른다.

[起句]

끝나면 꿇어앉아 아박을 집어서 허리띠 사이에 꽂고 【모두 바깥쪽 손을 써서 바깥 옆구리

에 꽂는다.】 염수하고 일어서서 족도한다. 제기(諸妓181))는 가사[詞]를 노래한다.

[正月令]

두 여기는 춤 【속칭 무답(舞踏)】을 춘다.

악관이 동동 중기(中機)를 연주하고, 제기(諸妓)는 여전히 가사를 노래한다.

[二月令 ~ 十二月令]

박을 치면 두 여기는 꿇어앉아 아박을 손에 쥐고 염수하여 일어선다. 【모두 바깥손에 든

다.】 박을 치는 소리에 따라 북쪽을 향하여 춤추고 【3박】 대무(對舞)한다 【3박】. 또 북

쪽을 향하여 춤추고 【1박】 배무한다 【3박】. 다시 북쪽을 향하여 춤춘다. 매월의 가사에

따라 춤을 변(變)하여 나아갔다 물러났다 하면서 춤춘다.

179) 세금 납부의 달이자 祭事를 지내야 하는 달이나, 풍족한 수입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계절이
기 때문에 경제적 궁핍이 연상되는 것이다.

180) 혹은 臘이나 祭祀와 같은 죽음의 이미지.
181) 舞妓인 두 사람과 구별되어 따로 노래만 부르는 女妓를 가리킨다. (이혜구 역, 앞의 책, 324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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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사가 절차의 느리고 빠름에 따라 1강(腔)을 걸러 박을 치면, 두 여기가 염수하고 꿇어앉

아 본디 있던 자리에 아박을 놓고, 염수 【광수(廣袖)】 하고 일어서서 족도하고, 꿇어앉아

부복하고, 일어나서 족도하다가 물러가면 음악이 그친다.

악사는 동영(東楹)을 거쳐 들어와 아박을 가지고 나간다. 【중궁연(中宮宴)이면 나이 어린

여기가 한다.】182)

舞踊의 절차는 기록된 그대로이나, 함께 실린 ‘初入排列圖’는 주목해볼 만하다. 이는 <정읍

사>의 것과 마찬가지로 무용수(舞妓)와 악기(牙拍)의 위치를 표시한 그림인데, 劇의 성격을

갖는 ‘고려속요’의 특성과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아래에 권5의 ‘초입배열도’만을 재인용해본

다.

[그림 6] 『악학궤범』 牙拍 初入排列圖

우선 공연 시작 전에 舞妓와 牙拍을 위치대로 배치해야 한다. 그런데 무용 절차에는 ‘諸妓’

와 그 역할이 명시되어 있으나 초입배열도에 그려진 기녀는 舞妓 두 명뿐이다. 이는 <동

동> 정재의 主演이 이 舞妓 둘뿐이었음을 의미한다. 바꿔 말하면 이 외의 것들은 무대 위

볼거리를 연출하는 데 별다른 관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악관이나 악공들의 위치와 대

열이 표시되지 않는 것처럼, 노래를 담당하는 諸妓들의 배치 역시 표시되지 않은 것이다.

즉, ‘무기 두 명을 제외한 諸妓들은 노래를 부르는 합창대의 역할183)을 할 뿐 무대 연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주변적 존재였을 것’184)으로 보인다. 현대 연극에 비유하

자면 舞妓 2명만이 등장인물이고, 諸妓 및 악관·악공 등은 배경 음악, 조명, 무대 장치 등의

보조 역할을 했다고 이해할 수 있을 듯하다. 이는 궁중 정재의 특성상 시각적으로 공연을

182) 이혜구 역, 『신역 악학궤범』, 323-328쪽. 강조 표시는 필자. 동동 노랫말의 번역은 생략하
였다.

183) 다만 권3의 기록에는 향악으로 곡을 연주해준다는 과정이 추가로 서술되어 있어 제기들이
唱뿐 아니라 奏樂을 겸했음을 짐작하게끔 한다.

184) 사진실, 「고려시대 정재의 공연방식과 연출원리」, 『한국학』 제21권 4호, 한국학중앙연구
원, 1998, 93-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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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끌어가는 舞踊과 이를 추는 舞妓가 공연의 중심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동동>은 ‘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무대예술이며 연주와 노래가 그 기준이자 이

정표의 역할을 한다. <동동>의 노랫말 역시 이러한 진행과 무관하지 않다. 앞서 언급하였듯

<동동>의 가사는 공연 내에서 ‘기구 - 정월령 - 이월~십이월령’의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이 구분이 음악과 무용의 변화 양상과 상통한다. 기구를 부를 때는 무용 없이 노래만을 부

르고, 正月令부터 舞踏이라는 춤을 춘다. 2월령부터는 아박을 치면서 춤을 춘다. 이때 치는

아박은 앞서 허리에 찼던 아박이다. 박자에 맞춰 ‘무진-북향-대무-북향-배무-북향-무퇴’ 순

으로 춤이 진행된다. 이때 ‘매월의 가사에 따라 춤을 변(變)’한다는 註가 달려있는데, 이는

무진·무퇴로써 月詞의 변화를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185) ‘무진-북향-대무-북향-배무-환북향

-무퇴’의 춤을 2월사에서 12월사까지 총 11회 반복하여 추는 것이다.186) 가사는 다르나 공연

의 중심인 ‘무용’이 같다는 것은 곧 적어도 <동동> 呈才 내에서 2월사~12월사의 성격이 동

질성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앞의 논의에서 ‘세상의 순리’라는 추상적이고 포괄적

인 ‘正月詞’의 “고독”과 ‘가까운 주변’에서 느끼는 가깝고 구체적인 ‘二月~十二月詞’의 “고독”

이 구분되며 나타났던 정월사와 나머지 월사 간의 대비와 맥을 같이 한다. 이들은 또한 반

주 없이 불리는 ‘起句’와도 대비되는데, 이 역시 노랫말의 이질적 성격과 관련되어 있다. 음

악과 무용의 양상이 <동동>의 구조와 聯 사이의 관계 이해에 기여한 일례라고도 할 수 있

겠다.

牙拍呈才에서는 음악과 무용의 양상과 함께 2명의 舞妓가 들고 추는 악기 “牙拍”에도 주목

할 필요가 있다. 舞鼓가 북(鼓)을 치며 추는 춤이었다면 牙拍은 ‘아박’이라는 악기를 치면서

추는 춤이다. 아박이란 타악기의 일종으로, 상아(牙)나 뼈 등으로 만든 작은 박(拍) ‘악기’를

말하는 것이다. 舞妓들이 이를 ‘치면서’ 춤을 췄다고 하니 그 크기와 모양을 짐작하기 어려

운데, 『악학궤범』 권8 <향악정재악기도설>에 그 형태가 그림으로 실려 있다. 이에 크기에

대한 설명도 덧붙어있어 牙拍舞의 이해도를 높여준다.

[그림 7] 『樂學軌範』 「鄕樂呈才樂器圖說」 <牙拍>.

185) 隨每月詞舞變進退而舞. 해석은 조규익·정영문의 견해를 따랐다.
186) 손선숙, 「조선전기 아박무 복원연구」, 『動動, 궁중 융합무대예술, 그 본질과 아름다움』,

민속원, 2019, 182쪽. ‘환북향’은 배무한 다음 무퇴하기 위해 다시 북향하는 춤으로, 본춤의
마무리와 무퇴를 하기 위한 연결 춤의 역할을 한다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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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기 牙拍은 중국 宋으로부터 전해진 것이며, 송나라 악무 중에도 牙拍이라는 이름이 있었

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무용 쪽에서도 <동동>과 중국의 관계를 논하지 않을 수 없겠

다. 우선 다음의 인용을 보자. (밑줄은 필자)

당악무(당악정재)의 도입은 한국악무 문화역사에 획을 긋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당악은 이

미 통일 신라시대에 전해졌고 통일신라를 계승한 고려는 초기부터 송나라와 문화적 교류를

하기 시작했다. 북송시기(北宋時期)에 이르면 송나라의 교방악무와 악기가 대량으로 고려에

전파된다. 송나라와 고려 양국은 요나라와 금나라 정권의 침략과 방해로 인해 남송 초기(南

宋初期) 이후 조정의 정식적인 교류가 끊어진다. 하지만 두 나라는 은밀히 정치와 문화적 교

류를 더 긴밀하게 유지하였다. 북송의 신종, 휘종(神宗、徽宗朝)시기에 고려와 송나라의 악무

교류는 절정을 이르는데 신종 시기, 송나라 교방악무사는 여러 번에 걸쳐 고려에 파견되었으

며 동시에 악기를 전해주기도 했다. 교방 여제자인 초영(楚英), 진경(真卿) 등은 『포구악(抛

球乐)』 등 당악무를 고려왕조에 들여와 고려 궁중음악의 새 지평을 열었다.187)

이는 고려와 송의 악무 교류가 활발하여 송나라 교방악무와 악기가 고려 궁중에 대거 전해

졌음을 말하고 있다. 교방악무사가 고려로 파견되어 직접 악무나 악기를 전해주기도 했고,

당악무를 익힌 교방의 女妓들이 이를 고려 궁중에 들여오기도 했던 듯하다.

牙拍이라는 악기 역시 이 시기에 들어온 것으로 추측된다. 인용문 중 고려로 대량 전파되

었다는 송나라의 ‘교방악무’에는 정재로서의 牙拍이, ‘악기’에는 악기 牙拍이 속해 있었을 것

이다. 다만 정재 牙拍은 『악학궤범』에 鄕樂呈才(俗樂呈才)로서 기록되어 있으므로 송나라

것 그대로의 것이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우리 궁중에서 재창작한 것이었으리라 본다. 문학

텍스트(노랫말)로서의 <동동>도 이 과정에서 牙拍과 만났을 것이다.

이러한 전파와 교류를 단서로 무용으로서의 牙拍에서 그 동아시아적 개성, 즉 ‘국제성’을

찾아볼 수도 있겠다. 노랫말(詞) <동동>이 月令體 양식에서 동아시아적 국제성을 나타냈다

면, 무용(舞) <동동(動動舞/牙拍>의 동아시아적 국제성은 “불교”와 “도교(神仙)”에서 나타난

다고 할 수 있다. 『악학궤범』의 저자인 성현이 지은 『용재총화』 제1권에는 그가 ‘계동대

나례’를 보고 기록한 나례 연희 “處容之戱”가 실려 있다. 이는 처용무와 연화대무를 중심으

로 한 合設의 기록으로, 『악학궤범』 권5의 <학연화대처용무합설> 呈才와 거의 유사하다.

이중 蓮花臺舞가 공연되는 <연화대> 놀이의 기록에 춤의 이름으로서 “動動”이 언급된다.

이는 『악학궤범』에서는 찾을 수 없는 『용재총화』만의 기록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조 표시는 필자)

初倣僧徒供佛。群妓齊唱靈山會。相佛菩薩自外廷回匝而入。伶人各執樂器。雙鶴人五處容假面

十人。皆隨行縵唱三回。入就位而聲漸促。撞大鼓。伶妓搖身動足。良久乃罷。於是作蓮花臺

戲。先是設香山池塘。周揷彩花高丈餘。左右亦有畫燈籠。而流蘇掩映於其間。池前東西。置大

蓮萼。有小妓入其中。樂奏步虛子。雙鶴隨曲節翺翔而舞。就啄蓮萼。雙小妓排萼而出。或相向

或相背。跳躍而舞。是謂動動也。於是雙鶴退處容入。初奏縵機。處容成列而立。有時彎袖而

舞。次奏中機。處容五人。各分五方而立。拂袖而舞。次奏促機。繼爲神房曲。婆娑亂舞。終奏

北殿。處容退列于位。於是有妓一人。唱南無阿彌陁佛。群從而和之。又唱觀音贊三周。回匝而

187) 柯肖丹, 「중국 唐宋樂舞와 고려 당악무의 비교 연구」, 중앙대학교 무용학 석사학위논문,
2012, 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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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 每於除夜則一日夜。分入昌慶昌德兩宮殿庭。昌慶用妓樂。昌德用歌童。達曙奏樂。各賜伶妓

布物。爲闢邪也.188)

① 처음에 승도(僧徒)가 불공하는 것을 모방하여 기생들이 일제히 영산회상불보살(靈山

會相佛菩薩)을 창(唱)하면서 외정(外廷)에서 돌아 들어오면 영인(伶人)들이 각각 악기를 잡

는데, 쌍학인(雙鶴人)ㆍ오처용(五處容)의 가면 10명이 모두 따라가면서 느리게 세 번 노래하

고, 자리에 들어가 소리를 점점 돋우다가 큰 북을 두드리고 영인과 기생이 한참 동안 몸을

흔들며 발을 움직이다가 멈추면 이 때에 연화대놀이[蓮花臺戱]를 한다.

② 먼저 향산(香山)과 지당(池塘)을 마련하고 주위에 한 길이 넘는 높이의 채화(彩花)를 꽂는

다. 또 좌우에 그림을 그린 등롱(燈籠)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 유소(流蘇 깃털이나 실을 이용

해 만든 벼이삭 모양의 꾸미개)가 어른거리며, 연못 앞 동쪽과 서쪽에 큰 연꽃 받침을 놓

는데 어린 기생이 그 속에 들어 있다. 보허자(步虛子)를 주악(奏樂)하면 쌍학(雙鶴)이 곡조에

따라 너울너울 춤추면서 연꽃 받침을 쪼면 두 명의 기생이 그 꽃받침을 헤치고 나와 서로

마주 보기도 하고 서로 등지기도 하며 뛰면서 춤을 추는데, 이를 동동(動動)이라고 한다.

③ 이리하여 쌍학은 물러가고 처용이 들어온다. 처음에 만기(慢機)를 연주하면 처용이 열을

지어 서서 때때로 소매를 당겨 춤을 추고, 다음에 중기(中機)를 연주하면 처용 다섯 사람이

각각 오방(五方)으로 나누어 서서 소매를 떨치고 춤을 춘다. 그다음에 촉기(促機)를 연주하는

데, 신방곡(神房曲)에 따라 너울너울 어지러이 춤을 추고, 끝으로 북전(北殿)을 연주하면, 처

용이 물러가 자리에 열지어 선다. 이때에 기생 한 사람이 ‘나무아미타불’을 창(唱)하면, 여

러 사람이 따라서 화창(和唱)하고, 또 관음찬(觀音贊)을 세 번 창하면서 빙돌아 나간다.

④ 매번 섣달그믐날 밤이면 창경궁(昌慶宮)과 창덕궁(昌德宮)의 전정(殿庭)으로 나누어 들어

가는데, 창경궁에서는 기악(妓樂)을 쓰고, 창덕궁에서는 가동(歌童)을 쓴다. 새벽에 이르도록

주악하고 영인과 기녀에게 각각 포물(布物)을 하사하여 사귀(邪鬼)를 물러가게 한다.189)

②로 번호 매김 된 부분을 보면, 무대 장치로서 설치된 연꽃에서 두 기생이 나와 추는 춤

의 이름을 “動動”이라 칭한다190)는 구절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動動’을 작은 기생

2명이 蓮花臺(연꽃) 속에 들어있다가, 학 두 마리가 동서쪽의 꽃받침을 쪼는 것을 신호로 나

와 ‘서로 마주 보기도 하고 서로 등지기도 하며’ 뛰면서 춤을 추는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

‘작은 기생 2명’은 動動의 舞妓 2명을, 서로 마주 보고 등지고 추는 것은 반복되는 ‘대무’와

‘배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때, 이 ‘動動’은 『악학궤범』의 動動과 같거나 이를 本으로 하

는 춤일 것임이 분명하다.

둘의 관계(同意)를 짚었으니 논의를 조금 좁혀보자. 강조 표시된 부분을 중심으로 ①, ②,

③의 내용을 살피면 動動을 포함한 이 기록에 나타난 불교적 색채를 확인할 수 있다. 우선

①에서 승도의 불공을 모방해 기생들이 일제히 ‘영산회상불보상’을 唱한다는 내용, ③에서

‘나무아미타불’과 ‘관음찬’을 唱한다는 내용에는 불교적 성격이 명확히 드러나 있다. 動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②에서는 ‘연꽃’이라는 소재 자체가 불교적이다. 연꽃은 부처의 자비와 가

르침을 상징하는 것으로, 불교를 대변하며 불교의 상징으로서 기능하는 꽃이다.

종합하면 연화대 놀이의 시작과 끝, 그리고 動動舞가 연행되는 중심 무대가 모두 불교의

188) 『慵齋叢話』 제1권 <處容之戱>.
189) 권오돈·김용국·이지형(共譯), 한국고전번역원, 1971. (번호 붙임, 강조 표시는 필자)
190) 是謂動動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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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으며, 動動舞는 그러한 성격의 행사에서 공연되던 연희 중 하나였

다고 정리할 수 있겠다. 특히 기녀들도 염불을 외고 唱하는 등 불교 자체의 宗敎的 성격도

수용되었다는 추측까지도 할 수 있을 듯하다. 그런데 성현이 이 연희를 ‘계동대나례’를 보며

기록하였다는 것을 기억해 보자. ④에 따르면 섣달그믐날 창경궁과 창덕궁의 殿庭에서 행해

졌다고 하니 이는 국가 단위에서 주관한 궁중 행사였음을 알 수 있다. 즉, 동동무가 ‘불교’적

성격의 ‘궁중 행사’ 내에서 연행되었다는 것이다.

<동동>과 ‘불교’의 결합이 낯선 것도 같지만 사실 가사 중 떠오르는 부분이 있다. 2월령의

가사를 다시 가져와 본다.

二月ㅅ 보로매

아으 노피현

燈ㅅ블 다호라

萬人 비취실 즈샷다

아으 動動다리

이월의 보름에

아으 높이 켠

등불 같아라

만인을 비추실 모습이시도다

아으 동동다리

앞에서 다뤘다시피 <동동>의 2월령은 보름의 “연등회”를 노래한 것이다. ‘연등회’는 팔관회

와 함께 불교의 二大 행사이자 국가 주도의 궁중 행사이다. 이는 부처님의 덕을 기리기 위

해 燈을 공양하는 행위를 의례화한 것으로, 당시 왕에게 보이기 위한 잔치로서 행해진 행사

였다. 고종 23년 2월 보름 때의 연등회 기록을 보면, 봉은사(寺)에 행차해 주연을 베풀고, 다

시 內殿으로 돌아와 잔치와 함께 처용무를 추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는 위의 ‘處容之戱’를 연

상케 하며, 이러한 歌舞들이 ‘의식 뒤에 벌어지는 뒤풀이였음’191)을 말해준다. 이러한 불교

행사가 <동동>의 가사에 쓰였고, 그 무용(動動舞)은 행사의 뒤풀이에 편입되어 ‘연희’로서

연행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궁중의 풍경과 양상은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난 게 아니었다. 다음은 宋대의

문헌인 『몽양록』의 기록이다.

매년 정월 보름날 밤이면 勤政樓에 나아가 등놀이를 구경하고, 악(공연)을 베풀어 대신들과

황척들이 看樓에서 구경했다. 밤이 깊어 太常樂과 府縣의 散樂이 끝나면 궁녀들로 하여금 근

정루 앞에서 시렁을 묶어놓고 공연하도록 하여 가무를 보며 즐겼다.192)

밑줄 친 부분을 중심으로 보면 그 풍경이 매우 낯익은데, 이는 각각이 모두 <동동>과 대

응·상통하고 있기 때문이다. ‘등놀이를 구경’한다는 것에서는 2월령의 ‘연등회’가 연상되고,

‘대신들과 황척 등 왕실 사람들이 공연을 구경’한다는 것은 <동동>과 같은 궁중 呈才의 모

습이다. 궁녀들로 하여금 공연하도록 하여 그 가무를 즐긴다는 것 또한 <동동(牙拍)> 呈才

191) 윤광봉, 앞의 책, 483-490쪽.
192) , 앞의 책, 5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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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동동무를 추던 舞妓들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 이어 맹원로의 『동경몽화록』 「元霄」

편에도 중국의 정월 대보름 풍경이 묘사되어 있는데, 연등회와 가무 연희가 개보사·경덕사·

대불사 등의 사원(寺)을 중심으로도 연행되었다는 것과 궁중에서 행해지던 불교 의식 ‘莊嚴’

등이 언급되어 있어 <동동>이 보이는 ‘불교’, ‘궁중’, ‘연희(歌舞)’의 융합적 성격을 또 한번

확인시켜 준다.

일본의 경우 불교 의식과 그 뒤풀이라는 측면에서 ‘연등회’와 대응되는 “엔넨(庭年)”을 주목

할 만하다. ‘엔넨’은 헤이안 후기 흥복사, 동대사와 같은 큰 절에서 행했던 손님을 위한 향응

과 축복 혹은 법회의 뒷 잔치에서 출발해 점차 화려하고 큰 규모로 발전한 연희 행사를 말

한다.193) 이는 궁중이 아닌 사원에서 주도하고 연행된 것이나, 비슷한 시기에 행해진 불교와

가무의 융합 행사라는 점에서 그 연결점을 무시할 수 없다. 엔넨에서 ‘노(能)’가 연행되었다

는 점에서 앞에서 논한 <십이월왕래>가 떠오르기도 한다.

즉, <동동>의 무용인 動動舞가 연행되는 무대 혹은 환경의 성격은, 비슷한 시기 중국과 일

본에서의 그것과 동질성을 갖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 이는 곧 動動舞가 한국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의 무대에도 자연히 융합할 수 있다는 것으로, <동동>이 지닌 동아시아적 개성

을 다시금 확인하게끔 한다. 노랫말에서 보인 동아시아적 국제성은 무용과 그 연행 환경에

서도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

3.2 卷之三·卷之四 : 동아시아 呈才 모티프 長壽와 頌禱

德으란 곰예 받고

福으란 림예 받고

德이여 福이라 호

나라 오소다

아으 動動다리

덕일랑 곰배에 받들고

복일랑 림배에 받들고

덕이여 복이라 하는 것을

드리러 왔습니다194)

아으 동동다리

그런데 아직 가사 분석에서 미뤄두었던 서사(起句)에 대한 논의가 남았다. 다른 月詞들과는

그 성격 자체가 다른 듯한 이 부분은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기구 해석 논의의 중심은 밑줄

로 표시한 ‘곰’, ‘림’, ‘나라 오소다’이다. 박재민은 이 부분의 해석을 ‘天上’, 즉 仙界

와 연관하여 논한 바 있다195). 이를 살피기 전에 우선 다음 『악학궤범』 卷之三의 기록을

짚을 필요가 있겠다.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밑줄은 필자)

193) 윤광봉의 설명을 빌렸다. 앞의 책, 248쪽.
194) 오소이다, 현대어로 왔습니다. “‘오소이다’는 ‘왔습니다’의 뜻”, 김완진(2001: 280).
195) 박재민, 「고려가요의 해석과 문학적 저변」, 『口訣硏究』 제40호, 구결학회, 2018, 113-120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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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動動之戱其歌詞多有頌禱之詞盖效仙語而爲之. 然詞俚不載.

동동(動動)이라는 놀이는 그 가사에 송축하는 말이 많이 들어 있으니, 대개 선어(仙語)를 본

받아 만든 것이다. 그러나 가사가 이속(俚俗)해서 여기에는 싣지 않는다.196)

먼저 이 기록의 정체를 밝혀보자. 위 기록의 해석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밑줄

친 ‘頌禱之詞’와 ‘仙語’는 기록의 핵심임에도 명쾌한 풀이가 나오질 않아 거듭 논란이 되어

왔던 어휘이다. <동동>에 나타나 있다는 “頌禱”와 “仙語”란 과연 무엇일까. 조규익은 이에

대한 해답을 <풍입송>의 기록에서 찾았다.197) 『고려사』 「악지」 내 <풍입송> 기록에는

두 어휘의 힌트가 모두 나타난다. 頌禱에 관련해서는 ‘<풍입송>에 송도의 뜻이 있다198)’는

문장이 있으며, ‘仙語’의 경우 ‘(황제를) 찬양하는 자들은 모두 신선들이니, 다투어 환궁악사

를 부르며 성수만세를 알려오고 있다199)’는 신선(仙) 관련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기록에서

“還宮樂詞”라는 표현에 주목해보자. ‘송도’, ‘신선’, ‘환궁악’ 등의 표현은 모두 <환궁악사>를

인용한 표현이며, 환궁악의 상당수는 중국으로부터 당악들과 같은 시기에 수입되었다. 즉,

<풍입송>이나 <동동>에서 나타나는 ‘송도’, ‘신선’ 등의 환궁악사 관련 표현은 당악이나 당

악정재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본래 <풍입송>이 북송(中)의 것을 수입해 고려

의 가사를 입힌 노래임을 생각해보면 중국과의 교류와 그 영향의 상정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동동>의 ‘송도’와 ‘선어’에 영향을 미쳤다는 당악정재를 짚어야 하겠다. 그 영향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당악정재는 ‘헌선도(獻仙桃)’이다. 헌선도는 고려 때

들어온 당악정재이다. 그 이름을 보면 獻仙桃, 즉 선도(仙桃, 선계의 복숭아)를 바친다(獻)는

의미가 되는데 이는 呈才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다. 헌선도는 춤의 중심이자 주인공인 왕모

(西王母)가 왕을 송축하기 위해 선계에서 내려와 원소가회(정월 대보름의 嘉會)에서 仙桃를

바치는 내용을 기본 골자로 한다. 이 仙桃는 천세영도(千歲靈桃)라 하여 “불로장생”의 신비

한 복숭아를 일컫는다. 즉, 서왕모 역할의 女妓가 선도를 올리며 ‘왕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것이다. 결국 권3에 기록된 <동동>의 ‘頌禱’는 임금을 향한 ‘長壽’의 기원이며, ‘仙語’는 그

정재 안에 녹아있는 ‘신선’적 모티프와 관련된 표현임을 추측해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조규

익은 이 구절이 <원소가회사>의 끝 구에서 차용되었음을 말하며 ‘송도’와 ‘신선’의 모티프가

<동동>에 수용되었다는 논지를 굳힌 바 있다. 이에 대한 정리는 그의 글을 인용하여 대신

한다. (밑줄은 필자)

‘덕과 복을 (임금에게) 드리러 왔다’는 것이 <동동> 기구의 핵심이다. 두 명의 여기가 악

사의 연주에 맞추어 부르는 것이 이 내용인데, ‘임금에게 덕과 복을 드리겠다’는 것은 <원소

가회사>의 끝 구에서 ‘반도 한 떨기로 천 가지 상서를 바치겠다’는 것과 같은 뜻의 말이다.

(중략)

(<동동>의) 표현이나 모티프는 헌선도를 비롯한 당악정재에서 나온 것이다. 헌선도에 등장

196) 이혜구 역, 앞의 책, 229쪽을 참고하여 윤문함.
197) 조규익, 「<동동> 텍스트의 정체」, 『動動, 궁중 융합무대예술, 그 본질과 아름다움』, 민

속원, 2019, 34-36쪽.
198) “風入松有頌禱之意”, 『高麗史』 「樂誌」 俗樂調 <風入松>.
199) “笙歌寥亮盡神仙爭唱還宮樂詞爲報聖壽萬歲”, 위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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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화자인 서왕모의 표현법과 모티프가 차용되었고, 헌선도의 그것은 당시 당악정재 전반

을 지배하고 있던 ‘신선 모티프’ 그 자체였다.

(중략)

(<원소가회사>의) 마지막 구에 이르러서야 頌禱의 핵심 의도는 비로소 노출된다. 이처럼

<원소가회사>에서 서왕모가 임금에게 바친 송도 및 주제 의식이나 모티프 등은 그대로 ‘동

동’에 수용된 것이고, ‘개효선어’는 바로 그 점을 지적한 말이다.200)

그런데 ‘임금에 대한 송도’와 ‘신선 모티프’의 起句가 이후의 月令들과 깔끔한 조화를 보인

다고 하기는 어렵다. 어떻게 보면 이들은 유기성보다 이질성이 더 짙어 보이기도 한다. 이는

어찌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다. 궁중정재로서 공연되던 고려속요들은 임금에게 올려질 ‘呈才’

로서의 목적을 갖고 공적으로 창작된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고려속요가 민간을 비롯한 외

부의 노래를 채집하여 궁중으로 편입시킨 것임은 공연히 잘 알려진 사실이다. 즉, 처음부터

임금에게 바칠 노래로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노래를 임금에게 바칠 노래로

만든 것이다. 제아무리 훌륭한 노래라 해도 임금에게 올려질 노래는 그 성격에 맞는 改作이

요구될 것이다. 이 점에서 볼 때 <동동>의 기구는 임금의 마음을 얻기에 매우 적합한 부분

이다. 서왕모 설화로부터 나온 신선 모티프와 “獻壽”를 표현하며 덕과 복을 임금에게 바치

는 頌禱의 노래는 宮中呈才의 목적을 그대로 투영시킨 것과 같다. 따라서 <동동>의 기구는

궁중 편입의 과정에서 덧붙여진, 말 그대로 ‘정재 맞춤형’의 가사일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

께 사별한 임을 그리는 <동동>의 각 월령도 그 喪失을 頌祝에 끼워 맞춰 ‘頌禱의 노래’로

둔갑시킬 수 있다. 특히 2월령, 3월령과 같은 생전 임의 모습을 떠올리며 그리는 부분은 禮

讚과 美化의 성격 때문에 임금에 대한 송축으로 읽히기도 쉽다. 『고려사』에서 <동동>에

대해 “有頌禱之詞盖效仙語而爲之”라는 설명을 부가한 것도 그러한 ‘둔갑’의 의도와 무관하

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추측이 정답이라 할 수는 없으며, 다른 가능성 또한 얼마든지

열려 있다. 가령, 起句 역시 죽은 임에 대한 冥福을 축원하는 내용으로 보아 ‘죽은 임에게

바치는 노래’로서 이후 월령들과 응집성을 높이는 등의 해석도 가능하겠다. 혹은 굳이 ‘둔갑’

의 가능성을 전제하지 않고 起句와 나머지 月詞를 분리하여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동

동>의 詞가 남녀의 淫詞에 가까운 말이라 하여 개편(代替)하였다는 『중종실록』의 기록201)

으로 보아, 당시 <동동>의 月詞가 戀君이나 송축보다는 남녀 간의 愛情事의 노래로 이해되

었다는 짐작 역시 설득력을 갖는다.

다시 기구 본문의 해석 문제로 돌아와 보자. ‘곰’, ‘림’, ‘나라 오소다’를 중심으로

한 기구의 표현과 仙界 모티프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해석을 시도했던 박재민 역시 <동동>

과 <헌선도>가 보이는 유사성에 주목했다. 西王母가 왕에게 千歲靈桃를 바치는 내용으로

한다는 <헌선도>는 『악학궤범』에 唐樂呈才로서 실려 있다. 이 기록에서 주목되는 점은

춤을 시작하기 전에 하는 “進口號”와 “致語”이다. 당악정재는 향악정재와 달리 반드시 춤추

기 전 임금에게 아뢰는 ‘구호(進口號)’를 한다. 또한 춤추는 사람이 춤추기 전에 致語를 반주

없이 아뢰는데, 이 역시 향악정재에는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다.202) 그렇다면 둘 모두가 ‘당

악정재’만이 갖는 특징이라는 것인데, 이 둘의 양상이 향악정재 <동동(牙拍)>을 연상시킨다

200) 조규익, 앞의 글, 34-41쪽.
201) 大提學南袞啓曰: "前者命臣, 改製樂章中語涉淫詞、釋敎者, 臣與掌樂院提調及解音律樂師, 反覆

商確, 如牙拍呈才《動動詞》, 語涉男女間淫詞, 代以《新都歌》, 蓋以音節同也。『中宗實
錄』 32, 中宗 13年 4月1日.

202) 이혜구 역, 앞의 책, 233쪽 註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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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이 흥미롭다. 아래 인용하여 논해본다. (강조 표시는 필자)

<獻仙桃> 進口號

邈在鰲臺 멀리 오대(仙界)에 있다가

來朝鳳闕 봉궐에 내조하여

奉千年之美實 천년의 아름다운 열매(靈桃)를 받들고

呈萬福之休祥 만복의 좋은 상서를 바치고자 합니다

敢冒宸顔 임금님 얼굴 뵙고

謹進口號 삼가 구호 올리도다

<獻仙桃> 致語

원소의 좋은 연회에 봄 경치 즐기니

성대한 행사 있던 上陽宮 생각나네

요 임금 이마가 기쁘게 북극 바라보고

순 임금 옷 드리우고 깊은 궁전에 팔짱끼고 계시도다

환성은 호탕하여 소곡에 뒤따르고

화기는 어리어서 어향을 띠었세라.

장관의 태평에 어떻게 보답하랴

반도 한 떨기로 천 가지 상서 바치리203)

<動動> 起句

德으란 곰예 받잡고 福으란 림예 받잡고

德이여 福이라 호 나라 오소다

덕일랑 뒷배로 바치옵고, 복일랑 앞배로 바치옵고

덕이여 복이라 하는 것을 드리러 왔습니다

進口號의 목적은 呈才의 시작과 그 목적을 알리는 것이다. 呈才는 보통 임금에게 올려지는

것이므로, 알리는 대상은 임금이 된다. 즉, ‘임금님 얼굴 뵙고’라는 표현은 본 呈才를 올리는

대상이 앞에 있는 ‘임금’임을 주지시키는 것이다. “奉千年之美實, 呈萬福之休祥”는 西王母와

연관한 ‘獻仙桃’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천년의 아름다운 열매’는 ‘仙桃’ 즉, ‘長壽’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며 ‘만복의 좋은 상서’는 임금에게 비는 德과 福을 뜻한다. 주목할 것은 “바치고

자 한다(呈)”는 표현이다. 이는 進口號의 목적과 같은 것으로, ‘임금께 복을 바치고자’ 본 呈

才를 올린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이는 <동동>의 기구의 표현과 매우 유사하다. <동동>의

기구 역시 “나라 오소다”라는 표현으로 덕과 복을 ‘드리러(바치러) 왔다’는 呈才 공연

의 목적을 드러낸다. 향악정재에는 나타나지 않는 ‘進口號’의 성격을 <동동>의 기구가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헌선도>의 致語로도 비슷한 논의를 해볼 수 있다. 치어는 말그대로 임

금에 대한 頌祝이다. <동동> 기구에 나타나는 頌禱의 성격은 앞에서부터 반복해 논해왔다.

따라서 <헌선도> 치어에서 송축을 나타내는 마지막 구절 ‘반도 한 떨기로 천 가지 상서 바

치리’는 <동동> 기구에서 頌禱를 말하는 ‘덕이라 복이라 하는 것을 드리러 왔습니다’와 대

응하는 것이다. 또한 임금에게 “바친다(獻, 드린다)”는 표현으로 西王母의 獻仙桃를 표방하

고 있는 점도 일치한다. 나아가 박재민은 <헌선도>의 치어와 <동동>의 기구의 유사성은

203) 윤광봉, 앞의 책, 23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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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 림’가 “德과 福을 보유한 仙界의 장소”를 칭하던 언어였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주장

하며 난해어구 ‘곰’, ‘림’의 의미 역시 헌선도의 仙界 모티프를 바탕으로 유추한 바 있다.

이어지는 논의를 아래 옮겨본다. (밑줄은 필자)

우리는 이상의 문학적 비교를 통하여 서사의 문맥을 바로 잡고, ‘곰․림’가 덕과 복의

발원과 관련된 공간어임을 시사 받을 수 있었다. 그렇다면 덕과 복과 관련된 곳이란 어디일

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기에는 아직 시일이 더 걸리겠지만, 몇 가지 흔적들은 天上界, 보

다 구체적으로는 仙界를 일관되게 향하고 있다. 우선, 천상계와 연관시킬 여지를 주는 것은

동동 서사 그 자체이다. 선녀를 서정적 자아로 하는 정재 공연에서의 화자가 어딘가에서 德

과 福을 받아서 궁궐로 왔다면 그것은 속된 지상계라기보다는 거룩한 천상계의 어느 지점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중략)

한편 다음 시조들에 나타나는 ‘림․곰’도 天上 이미지와 관련되어 있음을 본다.

天寒코 雪深 날에 님 즈라 天上으로 갈 제

신 버서 손에 쥐고 보션 버서 품에 품고 곰뷔님뷔 님뷔곰뷔 쳔방지방 지방쳔방  번도 쉬

지 말고 허위허위 올라가니 <진본청구영언 542번곡>

天寒코 雪深 에 님 즈라 天上으로 갈  신 버서 손의 쥐고 보션 버셔 픔에 픔고 님뵈

곰뵈 곰뵈님뵈 天方地方 地方天方  번도 쉬지 말고 허위허위 올나가니 <악학습령 1076번곡>

이 시조의 화자는 그리운 님을 찾아 天上으로 올라가는 旅路에 있는데, 거치는 곳들이 님뷔,

곰뷔, 천방, 지방 등임을 본다. 명사와 부사의 애매한 접점에 있어 부사로 볼 때는 “허둥 지

둥”으로도 볼 수 있지만 “천방지방”이 그러하듯 기원적으로는 仙界의 공간 지칭어였던 흔적

이 완연하다고 하겠다.204)

즉, “곰”, “림”는 德과 福, 그리고 仙界와 관련된 어떠한 ‘장소’의 표현이며 덕과 복205)

의 원천과 같은 곳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같은 『악학궤범』에 수록된 <헌선

도>의 기록을 토대로 의미를 유추한 후 타 시가 작품에서 그 근거를 보충하고 있기에 큰

의미와 설득력을 갖는다. 이 견해를 적극 빌리되, 활용된 논거를 통해 ‘곰’와 ‘림’에 대한

해석의 보충 또한 제시해두고 싶다. 두 단어가 德, 福과 관련한 공간 지칭어의 일종이며 ‘바

치러 왔다’는 다음 문맥의 보조를 받는 것임은 분명해보인다. 다만 두 단어 모두가 ‘天上(혹

은 선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느냐의 문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두

단어는 모두 어떠한 공간을 지칭하는 어휘이나, 한쪽은 ‘天上’, 한쪽은 ‘地上206)’으로 그 의미

는 양분되는 듯하다. 앞서 살핀 <헌선도>의 진구호를 보면 “邈在鰲臺/來朝鳳闕”이라 하여

‘오대(仙界)’와 ‘봉궐(임금이 있는 궁궐/地上界)’로 대비되는 두 장소가 등장한다. 또한 박재

민이 제시한 두 시조에서도 ‘곰뷔(곰뵈)’와 ‘님뷔(님뵈)’의 대비 이후 천방(天方)과 지방(地方)

이라는 天地 대립 성격의 어휘가 등장한다. 덧붙여 ‘님아 오마 하거늘’으로 잘 알려진 아래

사설시조 역시 ‘곰븨’와 ‘님븨’가 등장하고 이어지는 ‘천방’과 ‘지방’의 대비가 보이나, 天上의

이미지를 확신할 만한 표현이 없어 두 단어 모두가 천상의 세계를 의미한다고 보기엔 조금

미흡해보인다.

204) 박재민, 앞의 논문, 128-130쪽.
205) 혹은 복숭아(仙桃)일 수도 있겠다.
206) (정재를 바치는) 왕이 계신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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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오마거져녁밥을일지어먹고中門나서大門나가地方우희치라안자以手로加額고오가가가건넌

山라보니거머흿들셔잇거져야님이로다

보션버서품에품고신버서손에쥐고곰븨님븨님븨곰븨쳔방지방지방쳔방즌듸른듸희지말고워렁충창건너

가셔情엣말려고겻눈을흘긧보니上年七月열사흔날가벅긴주추리삼대드리도날소겨다

모쳐라밤일싀만졍혀낫이런들우일번괘라

- <靑丘永言> -

따라서 <동동> 기구의 노랫말은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해석을 제시해볼 수 있겠다.

덕일랑(덕은) 곰배(천상의 공간/仙界)에 받들고

복일랑(복은) 림배(지상의 공간/宮闕)에 받들고

덕이여 복이라 하는 것을

드리러 왔습니다

아으 동동다리

여기서 바침(獻)의 대상은 당연히 임금일 것이다. 즉, 임금에게 덕과 복을 바치는 완벽한

頌禱의 서사이다. 이렇게 덕과 복을 임금께 올리는 것은 <동동>이라는 呈才를 올리는 이유

와도 같다. ‘덕이여 복이라 하는 것’을 ‘드리러’ 왔다는 표현은 이 공연예술이 임금을 위한

것임을 상기 및 강조하는 역할을 여실히 해주고 있다.

한편 ‘神仙’, ‘不死(혹은 長壽)’, ‘복숭아(仙桃)’의 키워드와 “西王母” 이야기는 중국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고대 중국으로부터 그 인근 지역으로 ‘신선 사상’이 전파되고 수

용되면서 선계의 음식인 복숭아, 그 복숭아의 상징이자 효능인 불사(혹은 장수), 그리고 이

를 왕에게 바친다는 “서왕모” 이야기와 같은 것이 동아시아의 문화적 문법으로 자리 잡았던

것이다. 이를 증명하듯 일본열도에서 출토되는 三角綠神獸鏡207)에서 西王母와 東王公의 神像

이 나타나며208), 西王母가 그려진 日本画(にほんが)가 발견되기도 한다.209) 일본에서 ‘복숭아’

가 갖는 상징 역시 ‘不死의 나무’를 내포하며, 이는 도교의 ‘복숭아’가 먹는 자에게 불멸의 생

명을 주는 낙원의 나무를 상징함에 기인한다.210) 그리고 이 ‘복숭아’는 곧 西王母의 표상이기

도 하다.

즉, 西王母 설화에서의 ‘仙’과 ‘獻壽’가 <동동>의 그것과 이어지는 것이기에 <동동>은 중

국을 넘어 일본과도 문학적 소통을 하고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일본의

月令體歌 <十二月往來>211)와 <동동>의 기구를 비교하면 더욱 명백해진다. 두 작품의 기구

(序言) 부분인 다음의 인용을 보자. 논의의 편의상 岡山善一郞의 번역문만을 인용하였다.

207) 일본열도에서만 출토되는 銅鏡이며, 4-5세기경의 것으로 추정된다.
208) 김태식, 「고대 동아시아 西王母 신앙 속의 신라 仙挑山聖母」, 『문화사학』 27호, 한국문

화사학회, 2007, 391쪽.

209) 「日本画(にほんが)」, 西王母と武帝.

210) Jeanne Cooper(이윤기 譯), 『그림으로 보는 세계문화상징사전』, 까치, 1994, 264쪽.
211) 日本의 전통 예능 “能(のう)”에서 불렸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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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二月往來> 起句

12月 往來야말로 경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경축하는 것입니다.212)

<十二月往來> 14戀

千秋萬歲를 축원하는 춤이라면 한 번 추겠다.

萬歲樂, 萬歲樂, 萬歲樂, 萬歲樂.213)

<動動> 起句

德으란 곰예 받잡고 福으란 림예 받잡고

德이여 福이라 호 나라 오소다

<십이월왕래>의 기구의 중심은 ‘경축’이다. 화자는 노래 제목의 ‘往來’를 언급하며 ‘왕래’야

말로 ‘가장 경축하는 것’이라 말한다. 즉, 이 노래를 부르는 일이 ‘경축’이라는 의미라는 것이

다. 무엇을 慶祝하느냐 하는 것은 노래의 끝인 14연에 제시되어 있다. “千秋萬歲”를 축원하

며 萬歲를 즐기자는 내용으로 마무리하며 노래가 가진 ‘長壽祝願’의 성격을 다시 한번 강조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 오면 ‘祝’과 ‘萬歲’가 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각각 ‘頌禱’와 ‘長壽(無病

長壽)’로 치환할 수 있다. “장수”를 앞세운 ‘송도’는 <동동> 기구의 핵심이다. 앞에서 논했다

시피 이는 西王母와 관련한 獻仙桃 모티프에서 차용된 ‘임금에 대한 송축’이며, 중국과의 문

화적 소통으로서 갖는 동동의 동아시아적 개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따라서 <십이월

왕래>의 기구와 14연이 ‘長壽의 기원’을 중심으로 두는 임금의 송축과 같은 문학적 문법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은 <동동>이 중국뿐 아니라 일본과도 소통되는 문학작품임을 보여준다.

군주에 대한 ‘송축’은 어느 지역에나 보편적으로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미영의 성과에 따

르면, 서양의 궁중 무용에서 임금이나 왕조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모습은 흔하지 않아 보

인다. 이미영은 그의 연구에서 『악학궤범』과 비슷한 시기, 르네상스의 프랑스 궁중무용과

조선 궁중무용을 비교하여 두 나라에 왕실의 권력을 과시하는 종합예술적 성격은 공통으로

나타나나 목적이나 관객, 이념의 영향력 등은 차이를 보인다고 정리한 바 있다.214) 또한 17

세기 이후 나타난 서양의 대규모 종합예술 오라트리오(oratorio)와 같은 경우에도 종교적 찬

미의 성격은 나타나나 국왕의 ‘장수’를 기원하는 내용의 가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를 통해

각 문화권의 궁중무용이 송축(頌禱)의 성격은 보편적으로 공유하고 있으나, “임금의 ‘長壽’를

기원한다”는 성격은 동아시아권에서 뚜렷이 나타나는 개성임을 짐작할 수 있다. 즉, 동아시

아의 궁중무용이 갖는 ‘동아시아적 국제성’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주제의 차이를

동양과 서양의 문화적 차이로 내세우려면 더 깊은 고찰이 필요하겠지만, <동동>에 나타난,

그리고 중국에서 수용한 '萬歲獻呈'의 모티프에 동아시아적 국제성의 개성이 반영되어 있다

고 평가할 수는 있을 것이라 본다.

한편 <십이월왕래>는 序言 외 다른 月詞에서도 <동동>과의 친연성을 보인다. 특히 4월,

5월, 9월을 주목할 만하다. <십이월왕래> 4월령은 <동동>의 ‘곳고리(꾀꼬리)’와 같이 “새

212) 岡山善一郞, 「고려속악 <동동>의 신고찰」, 『語文論集』 제50권, 민족어문학회, 2004, 149
쪽.

213) , 위의 논문, 154쪽.
214) 이미영, 「14-16세기 이태리·프랑스와 조선전기 궁정무용 양식 비교연구 : 『왕비의코믹발

레』와 『鶴蓮花臺處容舞合設』작품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박사학위 논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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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鳥)”를 중심 소재로 한다. 이 새는 ‘郭公(두견새/뻐꾸기)’인데, 꾀꼬리와 함께 언급되는 경우

가 많은 새인 것도 예사롭지는 않다. 5월령은 한국, 중국과 같이 “단오” 명절을 노래한다.

이에 지붕에 菖蒲草를 매다는 중국의 ‘挂艾草与菖蒲’ 풍습이 등장하고 있는데, <동동>에는

‘艾(藥)’가, <십이월왕래>에는 ‘菖蒲’가 각각 소재로 쓰인 것이 흥미롭다. 9월령 역시 한국,

중국 모두와 같이 “중양절”과 “국화”를 노래한다. 특히 국화를 ‘藥’으로서 인식하는 것이

<동동>과 매우 닮아있다.

<十二月往來> 四月令

4월의 두견새,

좋은 일 告하며 날아다닌다.

<十二月往來> 五月令

5월의 菖蒲草,

宮殿의 지붕을 장식한다.

<十二月往來> 九月令

9월의 菊花,

늙지 않는 藥인가.215)

따라서 <동동>의 형식·내용적 특성은 중국, 일본으로 대표되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공유하

는 문화나 문법, 예술 양식 등을 바탕으로 한 “국제성(國際性)”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달거리 식으로 구성된 월령체 시가는 그 형식뿐 아니라 소재가 되는 세시풍속 역시 중국·일

본과 닮아있다. 이중 중국의 월령체가와는 ‘정서’의 유사성이 강하고, 일본의 <십이월왕래>

와는 ‘표현과 소재’의 유사성이 돋보인다. 이 ‘월령체 형식’은 서양의 사례를 찾기 어렵다. 그

이유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동아시아는 계절을 24절기로 세분하는 반면에 서양은 4계절로

대략 구별하는 차이가 있음을 떠올려 본다. 1년이라는 시간을 이와 같이 세분하고 각각에

섬세한 개성과 연대기적 질서를 부여하는 방식은 나름 서양과는 구별되는 동아시아적 국제

성의 한 요소로서 강조할 필요가 있다. 시간을 한결 섬세하게 구분함으로써 절기에 따른 감

수성의 진폭이 더욱 다채롭게 묘사되며, 이것이 곧 월령체 시가의 존재 의의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록으로 전해지는 <동동>의 ‘頌禱’와 ‘仙語’는 당악정재로부터 영향을 받은 呈才 모

티프들이며, 세시풍속과 함께 열두 달을 노래하는 월령체가는 동아시아 전역에 퍼진 문학

양식이다. 이들은 여러 방향으로 전파되고 수용되면서 문학과 문화로서 동아시아권의 공유

망을 형성하였다. <동동>은 이러한 동아시아적 ‘국제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이다. 당

악정재와 같은 경로로부터 국제적 보편성을 수용하고, 이것이 우리 전통의 ‘鄕樂呈才’로 정

착되어 동아시아 문학 특유의 문화 양식으로 포용 된 산물이 바로 <동동>인 것이다. 이러

한 국제성을 내포하고 있는 呈才(공연물)이기에 <동동>에 대한 논의는 융합적·비교문학적

측면에서 보다 넓은 범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앞에서 중국의 신선(도교) 사상이나 西王母 이

야기, 일본의 노(能) 등 다양한 방면을 검토했을 때 <동동>의 ‘국제성’이 윤곽을 드러냈던

것처럼, <동동>이라는 呈才를 명확히 이해하려면 문학적 텍스트(詞) 외 구성 요소들을 복합

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복합적 논의가 넓은 범주에서 이루어질 때,

215) 岡山善一郞, 앞의 논문, 151-1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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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동>이라는 작품에 대한 이해의 폭 역시 크게 넓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동동>의 기구가 무용 정재로서 연행되던 모습을 생각해보자. 앞에서 <동동>의 공연

절차를 살피며 ‘기구/정월령/2월령~12월령’으로 나뉘어 춤이 바뀌고, 2월령부터는 무진 무퇴

로 변화를 줄 뿐 같은 춤을 반복하는 구조를 확인하였다. 여기서 본격적인 춤동작은 ‘정월령’

부터 시작되었다. 즉, ‘기구’는 춤 없이 음악에 맞춰 노래만 부르던 부분이었다는 것이다. 이

는 <헌선도>로 대표되는 당악정재의 進口號와 致語가 본격적인 춤을 시작하기 전에 행한

것이었음을 되짚게 한다. <동동>의 기구 역시 춤을 시작하기 전에 ‘呈才의 목적을 알리고

(進口號)’, ‘임금을 송축(致語)’하는 목적으로 춤을 동반치 않고 불린 것이었다. 다만 <헌선

도>의 進口號와 致語는 악을 그친 후 무반주로 하는 것이나, <동동>의 기구는 동동 慢機를

반주로 하여 노래로서 불린 것이었다는 차이점은 있다. 이 차이점은 鄕樂呈才로의 수용 과

정에서 唐樂呈才의 원칙을 향악정재에 맞추어 변개한 것으로 보인다. 즉, <동동>의 기구는

당악정재의 進口號와 致語의 역할을 동시에 하면서 향악정재에 맞추어 반주음악을 부여받고

노래 가사의 일부로서 수용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선계, 신선과 같은 “도교”적

모티프가 <헌선도>와 <동동>의 樂舞에서 각각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면서, <동동>이 가진 “국제성”을 또 한 번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일본 쪽은 어떠할까. 앞서 <십이월왕래>의 가사에서 ‘헌선도’로부터 이어진 頌禱

의 모티프를 찾아보았으나, 樂舞 영역에서도 이것이 나타나는지는 알아보지 못했다. 만일 일

본에서도 헌선도로 대표되는 도교적 모티프의 악무를 찾을 수 있다면, 동아시아권으로 뻗었

던 <동동>의 “국제성”은 무용(舞)으로까지 그 영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단서

는 일본의 右方樂舞로부터 찾을 수 있다. 일본 右坊舞 중에는 “곤륜핫센(崑崙八仙)”이라는

악무가 있다. 명칭에도 들어 있는 ‘곤륜’이 핵심이다. 이는 신들과 선인들이 사는 섬인데, ‘西

王母’ 역시 이곳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곤륜핫센’이 어떤 무용인지 알아야겠다. 아

래 인용문을 보자.

‘곤륜핫센’은 곤륜, 팔선 또는 鶴舞라고도 일컫는다. 입에 방울을 물고 하늘을 자유로이 날

고, 깊은 산에 살며, 신통력을 발휘하는 코가 큰 상상의 텐구(天狗)나 새와 같은 탈을 쓰고

춘다. 옷깃 앞에 고기 모양이 있다. 입에 방울을 다는 것은 학춤도 마찬가지이다. 神仙傳에는

淮南王 劉晏이 선인을 좋아해서 곤륜산의 눈썹과 턱수염이 흰, 선인 여덟 명이 來朝했다고

한다. 또한 일설로 팔선은 八羽의 仙禽이라는 것이다. 선금이라는 것은 학의 일종인 관학을

이른다. 방울을 입에 문다는 것은 울음소리를 표현하는 것이며, 또한 출현하는 네 사람이 손

을 잡고 돌며 추는(輪舞) 것은 공중에서 춤추며 노는 정경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로 보아 이

춤은 또다른 차원의 신선무임을 감지하게 된다.216)

이는 일본의 악무 중에도 동아시아적 소스인 ‘도교(神仙)’ 모티프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神仙舞라는 표현처럼 선계를 배경으로 神仙들이 저희끼리 즐겁게 노는

춤을 추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춤의 연행에서 <동동>과 <헌선도>처럼 왕을 의식한 獻呈才

나 頌禱의 말이 직접적으로 나타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선인 8명이 춤을 추는 이유를

“왕(淮南王)이 선인을 좋아해서”라 하는 것으로 보아 呈才의 목적이 앞의 두 작품과 유사했

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곤륜이라는 배경과 八仙과 같은 모티프는 일본 樂舞에도 중국으

로부터 온 도교적 색채가 스며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八仙은 중국에 전하는 8명의 신선이기

216) 河竹繁俊, 『日本演劇全史』, 岩波書店, 1959. 번역은 윤광봉, 앞의 책, 4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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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그 동아시아적 개성을 굳힌다 할 수 있겠다. 더불어 ‘신통력’, ‘방울(辟邪)’ 등의 언급에서

巫의 성격을 엿볼 수도 있다. 특히 학춤과 신통력을 가진 존재(텐구)의 춤은 動動舞가 연행

되었던 <학연화대처용무합설>을 연상케 하기도 한다.

<정읍사>가 ‘지역성’의 결합이었다면 <동동>은 그 범위를 동아시아권으로 넓힌 ‘국제성’의

결합이라 할 수 있다. <동동>의 노랫말(詞)에 이어 함께 연행되는 무용(動動舞)을 검토해본

결과, <동동>의 ‘국제성’은 가사뿐 아니라 무용의 영역에서도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송으로부터 악기와 악무를 대량으로 전래 받아 唐樂呈才를 궁중으로 수용하면서 활발

히 융합한 것으로 보인다. 무용을 중심으로 하는 <동동> 呈才가 공연되는 배경은 궁중과 불

교의 성격이 복합되어 나타나곤 했는데, 이는 동시대의 중국과 일본에서도 공유되던 呈才

공연의 배경이었다. 또한 노랫말에 나타났었던 도교, 신선의 모티프를 무용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이는 노랫말과 마찬가지로 獻仙桃로부터 나온 頌禱에 연관된 것이며, 역시 한·중·일

공통으로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한·중·일이 공유하는 불교와 도교의 사상은 궁중 呈才에도 그대로 전해져 불교적 행사에

신선 사상이 더해진 歌舞가 연행되는 등 춤과 함께 행해지는 실제 공연 양상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러한 동아시아적 모티프들을 삼국이 모두 동일하게 수용한 것은 아니었다. 이는

각국의 개성에 따라 형태를 변모하며 鄕樂으로서 정착되곤 하였는데, <동동> 역시 이에 속

한다고 볼 수 있겠다. 그리고 <동동>은 정착 과정에서 『악학궤범』을 매개로 삼는다. 禮樂

의 정립을 통한 정치적 목적으로 ‘궁중 정재’로서의 작품을 완성·정착시키는 『악학궤범』의

지향은 <동동>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었던 것이다. 임금의 장수를 기원(獻壽)하는 기구는 궁

중악에 알맞은 송도성을 뚜렷이 보이는 부분으로, 이 ‘재정비’의 과정에서 채택된 것으로 추

측된다. 이는 또한 동아시아 국가가 공유하는 보편 문법으로서 ‘국제성’의 성질을 갖는다. 그

리고 이 ‘국제성’은 <동동> 전체를 연결하는 끈이 되어 가사의 형식, 가사의 내용, 사용되는

악기, 무용의 성격 등에 관여한다. 이는 정재의 목적과 내용, 연행장의 특성 등이 <동동>의

歌舞樂이 보이는 동아시아적 코드에 부합하였기에, 혹은 그러한 특성에 맞게 의도적으로 각

요소를 채택하였기에 성립될 수 있었던 것이라 본다. 어느 쪽이든 <동동> 역시 조선의 이념

위에서 여러 요소를 통합한 ‘종합예술’로서 『악학궤범』에 자리잡은 鄕樂呈才 작품이다. 즉,

<동동> 역시 통합된 양상 전체가 하나의 작품이며, ‘종합예술’로서 이해될 때 당대인들이 향

유하고 느낀 온전한 작품을 대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양상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악학궤범』은 <동동>이라는 속요 작품을 대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중요한

문헌이라 할 수 있겠다. 속요 연구에 있어 『악학궤범』의 가치는 크다 작다를 논하기 이전

에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핵심과도 같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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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용가> 개성적 캐릭터 처용의 궁중 編入 呈才

4.1 卷之九 : 주인공 처용의 형상과 <처용가>의 劇詩적 구성

[그림 8] 『악학궤범』 권5 <학연화대처용무합설> 中

『악학궤범』 권5 「향악정재도의」에는 <鶴蓮花臺處容舞合設>조의 呈才가 실려 있다. 이

는 鶴舞, 蓮花臺, 그리고 處容舞를 잇달아 연출하는 종합 공연을 말하는데, ‘처용무’와 함께

연행되는 속요 <처용가>의 가사가 여기에 실려 전한다. <처용가>의 전체적인 내용 흐름과

그 목적에 대한 해석은 대체로 일치하는 편이나, 難句의 수가 많은 탓에 세부적인 語釋에

관한 논의는 논란을 거듭해왔다.217)

『악학궤범』의 <처용가>는 앞의 두 작품과 달리 『악학궤범』에 최초로 등장한 ‘완전히

새로운’ 노래는 아니다. 사실 ‘처용’이라는 이름은 그리 낯설지 않다. 『삼국유사』 권2 「기

이」 2편에는 또 하나의 <처용가>가 실려 있으며, 이는 익히 알려진 신라 향가 <처용가>

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향가 <처용가>를 바탕으로 『악학궤범』에 등장한 노래가 바

로 속요 <처용가>이다. 즉, 두 노래의 ‘처용’이 가리키는 대상(槪念)이 같다는 것이다. 결국

217) 대표적인 학자들의 해석이 김명준의 저서에 실려 있다. 모두 전문의 해석이다. 김명준, 앞의
책, 59-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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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요로서의 <처용가>는 최초의 기록이지만 ‘처용’의 등장은 최초가 아니다. 따라서 별도의

배경지식이 필요하지 않았던 <정읍사>나 <동동>과 달리, 속요 <처용가>의 논의는 향가

<처용가>의 이해가 전제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작품의 주인공인 ‘처용(處容)’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부터 진행해보자. 신라 <처용

가>는 고려 <처용가>와 달리 향가라는 장르의 보편적 서술방식에 걸맞은 배경 설화를 갖

는다. 이는 ‘處容郞望海寺’라는 제목 아래 노래 가사와 함께 전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랫말 강조 표시는 필자)

處容郞 望海寺

第四十九, 憲康大王之代, 自京師至於海內. 比屋連墻,無一草屋.笙歌不絶道路. 風雨調於四時. 於

是大王遊開云浦.(在鶴城西南. 今蔚州). 王將還駕. 畵曷穴於汀邊. 忽雲霧冥日壹. 迷失道路. 怪問

左右. 日官秦云. 此東海龍所變也. 宜行勝事以解之. 於是束力有司, 爲龍刱佛寺近境.施令已出. 雲

開霧散. 因名開雲浦. 東海龍喜. 乃率七子現於駕前. 讚德獻舞秦樂. 基一子隨駕入京. 輔佐王政.

名曰處容. 王以美女妻之. 欲留其意. 又賜級干職. 其妻甚美. 疫神欽慕之. 變爲人. 夜至基家. 竊

與之宿. 處容自外至其家. 見寢有二人. 乃唱歌作舞而退. 歌曰.

東京明期月良夜入 伊游行如可入良沙寢矣見昆脚鳥伊四是良羅 二肹隱吾下於叱古 二肹隱誰

支下焉古本矣 吾下是如馬於隱奪叱良乙何如爲理古.

時神現形, 跪於前曰. 吾羨公之妻. 今犯之矣. 公不見怒. 感而美之. 誓今已後. 見畵公之形容. 不

入其門矣. 因此, 國人門巾占處容之形. 以僻邪進慶. 王旣還. 乃卜靈鷲山東麓勝地, 置寺. 曰望海

寺. 亦名新房寺. 乃爲龍而置也. 又幸鮑石亭. 南山神現舞於御前. 左右不見. 王獨見之. 有人現舞

於前. 王自作舞. 以像示之. 神之名或曰祥審. 故至今國人傳此舞. 曰御舞祥審. 或曰御舞山神. 或

云. 旣神出舞. 審象其貌. 命工摹刻. 以示後代. 故云象審. 或云霜髥舞. 此乃以其形稱之. 又幸於

金剛嶺時. 北岳神呈舞. 名玉刀鈐. 又同禮殿宴時, 地神出舞. 名地伯級干. 語法集云. 于時山神獻

舞. 唱歌云. 智理多都波. 都波等者, 盖言以智理國者. 知而多逃, 都邑將破云謂也. 乃地神山神知

國將亡. 故作舞以警之. 國人不悟. 謂爲現瑞. 耽樂滋甚. 故國終亡.218)

우선 노래 위주의 대략적 이해에 집중해보자. 이는 신라 헌강왕 때를 배경으로 하여, 용의

아들인 ‘처용(處容)’이라는 자가 노래와 춤으로 보인 관용으로써 아내와 동침한 역신(疫神)을

물러가게 하였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때 처용이 불렀다는 노래의 가사가 향가인 <처용

가>의 가사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처용가>의 가사는 『악학궤범』에 전하는 속요 <처용

가>의 중간에 그대로 삽입되어 있다. 그러나 향가 <처용가>는 배경 설화라는 敍事가 노래

가사를 뒷받침해주며 작품의 내용을 전달하는 반면, 속요 <처용가>는 노래 가사 내부에 서

사를 포함하여 노래만으로 작품의 내용을 온전히 전달한다. 이에 대해 조영주는 더 후대의

작품인 속요 <처용가>가 향가 <처용가>의 역신 퇴치 기능을 시대의 요청에 맞게 변전 수

용하였다고 이야기한다. 그 논의를 빌려 인용하자면 다음과 같다. (강조 표시는 필자)

고려 <처용가>는 기술양식부터 신라 <처용가>와 확연히 다르다. 신라 <처용가>는 부대

설화를 동반하고 있는 산(散)·운(韻) 혼용체이지만, 고려 <처용가>는 운문만으로 이루어진

독립된 율문 양식이다. 신라 <처용가>는 부대 설화를 배제하고 노랫말만 독립시켜 놓을 경

우 미완의 작품이 되지만, 고려 <처용가>는 노랫말 그 자체만으로도 완벽한 하나의 작품 구

218) 『三國遺事』 卷2, 「奇異」 2, <處容郞 望海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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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을 하기에 충분하다. 즉, 신라 <처용가>는 노랫말만 따로 떼어 놓을 경우 제작 동기, 내

용, 쓰임새 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지만, 고려 <처용가>는 노랫말 자체가 그 제작 동기와

내용 및 쓰임새를 파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재창작되었다. 이는 부대

설화를 동반한 신라 <처용가>로부터 율문 양식인 고려 <처용가>로 변용되는 과정에서 신

라 <처용가>의 부대 설화에 나타난 처용의 역신 퇴치 기능을 시대적 요청에 부합하게 변

전 수용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219)

조영주의 이야기처럼 향가 <처용가>는 배경 설화와 결합해야만 비로소 하나의 작품으로서

내용 구조를 갖추게 되지만, 속요 <처용가>는 그 노랫말 자체가 하나의 내용 구조로 기능

한다. 이것이 시대적 요청에 따른 변용으로 인한 것이라는 생각에도 동의한다. 고려속요의

특성을 생각했을 때, 이 ‘시대적 요청’은 ‘呈才로서의 <처용가>의 필요’였을 것이라 본다.

“역신의 퇴치”와 같은 기능을 수용할 呈才가 필요했고, 이에 신라의 ‘처용’과 그 노래는 借

用 대상으로서 적합했을 것이다. 노랫말로서 공연되는 呈才의 특성상 배경 설화와 같은 서

사를 구현해내기는 어렵다. 이에 속요 <처용가>는 향가 <처용가>에서 불필요한 배경 설화

와 분리된 가사만을 취한다. 대신에 궁중 정재로서 구현될 수 있는 노랫말을 앞뒤로 덧붙여

서사를 부여하고, 작품을 풍부하게 하였다. 그렇게 비슷하지만 다른 두 <처용가>가 각각 다

른 시대의 산물로서 전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두 작품을 관통하는 “역신

퇴치의 상징인 ‘처용’”이다. 속요 <처용가>가 신라 <처용가>를 차용한 것은 처용이 가진

‘역신 퇴치’ 기능의 상징성에 기인한 것이다. 상징을 공유하는 공동체의 권역 내에서, 상징은

사회적 승인과 약속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성격을 갖는다.220) 향가 <처용가>와 속요 <처

용가>가 공유하는 ‘처용 - 역신 퇴치’라는 상징적 대응 관계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그 사

회적 성격을 계승 및 유지하였음을 확인시켜 준다. 이는 결국 범위를 넓혀 우리나라, 우리

민족까지도 포괄하게 된다. 시대를 관통하며 공유되는 ‘역신 퇴치’의 기능은 ‘처용’이라는 캐

릭터가 갖는 특유의 “개성”이며, 이 개성은 우리 공동체가 공유하는 한국만의 독특한 캐릭

터성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궁중의 呈才로 쓰일 노래에 역신의 퇴치와 같은 巫的 기능과 상징이 필요했던

것일까. 『악학궤범』의 <학연화대처용무합설> 조의 기록에는 ‘구나(驅儺) 뒤에 처용무를

춘다’는 문장이 있다. 여기서 ‘驅儺’란 악귀를 쫓는 의식의 하나를 말한다. 주로 연말(歲末)에

궁중에서 행하던 것으로, 나례(儺禮) 혹은 나희(儺戱)라 부르기도 한다. 『악학궤범』에 따

르면 처용무는 섣달그믐에 이러한 나례 의식에서 연행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지난해

(한 해)의 역신과 사귀를 쫓기 위한 것이었다. 결국 ‘역신을 쫓는다’는 기능적 이미지는 속요

<처용가>의 본질적인 목적과도 같았던 것이다. 정리하면, <처용가>는 잡귀를 쫓기 위한 궁

중의 나례 의식에서 불렸던 노래로, 그 가사를 作하는 데 있어 이와 상통하는 신라 <처용

가>의 가사를 借用한 것이다. 이러한 계승 과정에서 ‘처용’은 한국 캐릭터로서의 “개성”을

축적해간다. ‘역신의 퇴치’라는 기능과 그 상징은 이러한 ‘처용’이 갖는 대표적인 개성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劇으로서 연행되는 속요 <처용가> 등장인물의 기본적인 성격을 전제해 둘

필요가 있겠다. 즉, ‘처용’은 역신 퇴치의 능력이 있는 ‘쫓는’ 입장의 인물이며, ‘역신’은 그러

한 처용에게 퇴치당할 수 있는 ‘쫓기는’ 인물임을 염두에 두고 노랫말(詞)을 대해보고자 한

219) 조영주, 「신라 <처용가>와 고려 <처용가>의 내용과 기능의 차이」, 『온지논총』, 온지학
회, 2014, 119-120쪽.

220) 편집부, 『종교학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 1998, 3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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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악학궤범』에 실린 <처용가>의 노랫말을 구분하면 그 ‘내용’에 따라 총 6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이 여섯 부분을 중심으로 앞서 제시한 가사의 원문을 재인용하며 <처용가> 노

랫말의 전체 내용을 살피고자 한다. <동동>과 같이 어석 논란이 많은 작품이므로, 기존 연

구의 성과를 복합적으로 활용하되 주제와 맥락에 적절한 어석을 선택 혹은 제시함을 기본으

로 한다.

① 新羅 太平聖代와 處容

前腔 新羅盛代 昭盛代

天下大平 羅候德

處容아바

以是人生애 相不語시란

以是人生애 相不語시란

附葉 三災八難이 一時消滅샷다

신라성대 밝은성대여

천하가 태평함은 임금(羅侯)의 덕이도다

처용 아비여

이로써 인간 생에 서로 말(탓)하지 아니하시니

이로써 인간 생에 서로 말(탓)하지 아니하시니

삼재팔난(三災八難)이 한시에 소멸하시었다221)

‘태평성대(太平聖代)’를 노래하며 序詞의 역할을 하는 이 부분은 향가 <처용가>의 부대 설

화 서두 부분에서 착안한 것으로 보인다. 강조 표시를 두어 아래 번역문을 제시해본다.

제49대 헌강대왕(憲康大王) 때는 경사(京師)에서 해내(海內)에 이르기까지 집과 담장이 연

이어져 있었으며, 초가집은 하나도 없었다. ⓐ풍악과 노래 소리가 길에 끊이지 않았고, 바

람과 비는 철마다 순조로웠다. 이때에 대왕이 개운포(開雲浦)[학성(鶴城)의 서남쪽에 있으

며, 지금의 울주(蔚州)]에 나가 놀다가 바야흐로 돌아가려 했다. 낮에 물가에서 쉬는데 갑자

기 구름과 안개가 자욱해져 길을 잃게 되었다. 왕은 괴이하게 여겨 좌우에게 물으니 일관(日

官)註 210이 아뢰기를, “이것은 동해 용의 조화이오니 마땅히 좋은 일을 행하시어 이를 풀어

야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유사(有司)에게 칙명을 내려 용을 위해 그 근처에 절을

세우도록 했다. 왕령이 내려지자 구름이 개이고 안개가 흩어졌다. 이로 말미암아 개운포라고

이름하였다. 동해의 용은 기뻐하여 이에 일곱 아들을 거느리고 ⓑ왕 앞에 나타나 왕의 덕을

찬양하여 춤을 추며 풍악을 연주하였다.222)

향가 <처용가>가 수록된 <처용랑망해사>의 서두는 임금인 헌강왕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다. 강조 표시를 한 부분은 이를 잘 보여줌과 동시에 속요 <처용가>의 서사에 수용된 부

221) 해당 현대어역에 대한 근거는 본문에서 후술한다.
222)『三國遺事』 卷2, 「奇異」 2, <處容郞 望海寺> 번역.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202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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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다. ‘新羅聖代 昭聖代’는 위 기록에 제시된 평화로운 태평성대(ⓐ), 즉 첫머리에 언급한

‘신라 제49대 헌강대왕’ 때를 뜻하는 것이다. 이러한 ‘天下大平’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모두

“羅候”의 ‘德’이다. 이 ‘羅候’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다. ‘라후’가 석가모니의 아들

인 ‘라후라(羅候羅)’로 일식과 월식의 신을 의미한다는 견해223), 역시 라후아수라(羅睺阿修

羅)를 뜻하긴 하나 불교의 龍인 처용과 대립하는 존재로 보는 견해224), 혹은 라후는 ‘처용’을

말하는 것으로 태평성대의 덕을 처용에게 돌리는 것이라 해석하는 견해225) 등 다양한 의견

들이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맥락상 일식과 월식을 일으키는 신으로서의 상징성이 큰 ‘라후라(羅睺阿修羅)’의 등

장이 부자연스러움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라후가 처용을 뜻한다는 견해 역시 왜 처용을

‘羅候’라고 표현했는가에 대한 답을 내기 어렵다. 그렇다면 ‘라후’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에

대한 단서는 <처용랑망해사>의 서두에 있다고 생각한다. 첫 행의 “新羅聖代 昭聖代”가 헌

강왕 때의 태평성대(ⓐ)를 서술한 부분과 연결될 수 있다면, “天下大平 羅候德” 역시 서두의

어느 부분과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 기록에는 헌강왕의 ‘덕(德)’을 찬양(ⓑ)하는

서술이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다. 그렇다면 ‘라후덕’은 ‘신라 임금의 덕’이라는 직관적인 해석

이 가장 깔끔하고 자연스럽다.226) 덧붙여 羅候德의 “候”는 『악장가사』의 기록에는 “侯”로

표기되어 있다(아래 원문을 인용해둔다). 즉, ‘候’라는 표기에 매몰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악학궤범』의 候가 侯의 誤記일 수 있다는 가정까지 가능해진다. 또한 <처용가>가 궁중

정재임을 고려할 때, 왕의 덕을 기리며 頌祝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장면이기도 하다. 다

만 이 구절은 그러한 기능이나 함의에 초점을 맞추었다기보다는 ‘역신(熱病神) 퇴치의 노래’

에 향가인 <처용가>를 삽입하는 과정에서 함께 借用된 “배경”의 역할을 하는 것이 主일 것

이라 본다. 이로써 이후 등장할 ‘東京 래 ~ 뉘해어니오’의 가사가 바로 그 신라 향가

<처용가>에서 가져온 것임을 간접적으로 지시해주고도 있다.

<그림 9> 악장가사 <처용가> 원문227)

주인공인 ‘처용’은 그다음 구절에서부터 조명받는다. “處容아바”는 노래의 중심이 ‘처용아

비’로 초점화되었음을 알려준다. “以是人生애 相不語시란”는 이어지는 “三災八難이 一時

消滅샷다”와 엮어 이해할 수 있다. ‘삼재’와 ‘팔난’은 말 그대로 災殃과 困難이다. 다시 말

해 <처용가>가 연행되는 나례 의식을 통해 消滅시킬 수 있는 대상이라 할 수 있겠다. 그렇

223) 양주동, 『여요전주』, 을유문화사, 1948.
224) 김사엽, 「향가의 처용가와 여요의 처용가」, 『處容硏究全集』, 處容刊行委員會, 역락, 2005.
225) 최철, 「고려 처용가의 해석」, 『동방학지』 제89·90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84.
226) ‘羅候德’을 ‘신라왕의 덕(羅王德)’이라 보는 학자는 그리 드물지 않다. 대표적으로 김동욱, 전

규태의 견해를 들 수 있겠다.
김동욱, 「시용향악보가사의 배경적 연구」 , 『진단학보』 제17집, 진단학회, 1955.
전규태, 『高麗歌謠』, 정음사, 1968.

227) 김명준, 『악장가사 주해』, 다운샘, 2004, 원전 39쪽. 필요에 맞게 가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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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以是人生애 相不語시란”는 현 나례의 儀式적 요소와 관련된 것으로, 재앙과 같은

부정적인 것들을 ‘소멸’시킬 수 있는 긍정적 행동이라 볼 수 있다. “以是人生애 相不語시

란”를 직역하면 ‘이로써 인생에 서로 말하지 아니(不語)하시니’ 정도로 번역된다. 여기에서

‘不語’, 즉 말하지 않는다는 말을 주목할 만하다. 이는 <처용랑망해사>에서 처용이 역신에게

보여준, 그리고 결과적으로 역신을 물러가게 했던 “寬容”을 연상케 한다. 역신이 자신의 아

내와 동침하는 것을 목격하였는데도 처용은 ‘말없이(不語)’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기만 하였

다. 이러한 不語의 태도는 역신에게 있어 자신의 잘못에도 노하지 않는(不見怒) 처용의 넓은

아량과 아름다운(美) 인품이다. 이에 역신이 감동해서 스스로 물러나게 된다는 내용이 <처

용랑망해사> 역신 퇴치 서사의 핵심이었다.

따라서 ‘不語’는 처용이 보였던 포용의 태도 혹은 덕성과 같은 것을 뜻하며, 이것이 처용이

역신을 퇴치할 수 있었던 이유이자 그가 가진 神的 인품이기에 태평성대의 배경과 함께 노

래 서두를 구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즉, 이 부분은 주인공인 ‘처용’을 끌어들여 그 신적 인

품을 찬양하며 작품의 初入 역할을 충실히 하는 부분이다. 자신의 아내와 동침한 역신까지

도 용서하는 처용의 아량과 성품은 인간 삶의 理想과도 같다. 그러한 이상적 성품의 묘사로

서 ‘인생에 서로 탓하지 아니하시니’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다. 향가 <처용가> 배경 설화의

‘不見怒’가 속요 <처용가> 서두의 ‘不語’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이러한 理想의 성품 역시 시

대를 넘어 정착된 처용의 “개성”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신적 기능(疫神退治)과 함

께 신적 성품(包容)이 개성으로 뭉치면서 처용 캐릭터의 기본 골자를 완성해 가고 있는 것

이다.

그러나 향가 <처용가>의 처용과는 달리 속요 처용이 포용과 아량을 베푸는 대상은 ‘人生’,

즉 인간의 삶에 국한된다. 역신까지도 포용했던 처용의 관대한 인품이 그 영향 범위를 제한

해버린 것이다. 이는 향가 <처용가>의 처용과 속요 <처용가>의 처용이 역신에게 보이는

대조적 태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두 처용의 이질적 성격의 기반 중 하나로 기능

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서는 이후 처용의 등장과 행동이 나타나는 부분을 논하며 다루기로

한다.

우선 살펴본 <처용가>의 서두 ①의 내용부터 정리하자면, 이는 <처용랑망해사>의 배경

설화를 기반으로 하는 ‘신라 태평성대와 처용’을 노래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특히 ‘不

語’로 표현된 처용의 신적 성품은 역신의 퇴치 기능과 함께 처용이라는 인물 자체의 “개성”

의 일부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② 處容의 모습

해당 부분은 ①에서 언급한 주인공 ‘처용’의 모습을 묘사하는 부분이다. 머리부터 발까지

처용의 모든 부분을 ‘~ 하여 ~ 한’의 형식을 반복하여 묘사하고 있다. 『악학궤범』 권9에는

‘처용관복’ 항목을 따로 두어 처용무에 쓰이는 服飾을 그림과 함께 제시되어 있다. 그 묘사

가 ②의 가사와 대응되고 있으므로, ②의 분석은 卷之九의 기록과 함께 자세히 논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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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처용가면

사모(紗帽) 가면(假面)·모란꽃[牡丹花]·복숭아[桃實]·복숭아 나무 가지[桃枝]·귀고리[耳環]를 첨부(添

附)한다.

사모는 대[竹]로 망(網)을 떠서 만든다. 여느 제도와 같이 종이를 바르고 채색하고 꽃을 그

린다. 가면은 피나무[椴木]를 깎아서 만들고, 옻칠한 베[柒布]로 껍데기를 만들고 채색하며,

양쪽 귀에는 납구슬[鎻珠] 달린 주석 귀고리를 단다. 사모 위에 꽃는 모란꽃과 복숭아나무

가지는 고운 모시베[細苧布]로 만들고, 복숭아 열매는 나무를 갈아서 만든다.228)

中葉 어와 아븨즈여 處容아븨 즈여

附葉 滿頭揷花 계오샤229) 기울어신 머리예

小葉 아으 壽命長願샤 넙거신 니마해

後腔 山象이슷 어신230) 눈섭에

愛人相見샤 오어신231) 누네

附葉 風入盈庭샤 우글어신 귀예

中葉 紅枆花티 븕거신 모야해

附葉 五香 마샤 웅긔어신232) 고해

小葉 아으 千金 머그샤 어위어신233) 이베

大葉 白玉琉璃티 여신 닛바래

人讚福盛샤 미나거신234) 애

228) 이혜구 역, 『신역 악학궤범』, 528-529쪽.
229) 머리 가득[滿頭] (꽂힌) 꽃[揷花]이 겨워서. ‘계우샤’는 ‘계우다(겹다)’의 활용으로, (처용 분장

의) 꽃이 가득함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230) 무성(茂盛)하신. ‘산의 형상과 비슷’하다는 앞의 구절과 연결되는 표현이다. 원형은 ‘’으로

추정되며, 이는 문헌에서 우거지다 무성하다 등의 의미로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므둔
 무르니 개욤남기  기거늘’ 『三綱行實圖』 <義婦臥氷> 1481.

231) 해석에 대한 견해가 매우 다양한 어구이다. 본고는 앞의 ‘愛人相見’과의 연결에 초점을 두어
‘온화하신’ 정도로 해석하였다.

232) 웅크린. 둥그렇게 웅크린 모양을 말하는 듯하다.
233) 넓으신(闊). 廣의 의미에 가까운 이마 묘사의 ‘넙거신’과는 의미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본문에 후술한다.
234) 내밀어진. 직역은 ‘밀어나오신’ 정도가 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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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와 아비의 모습이여, 어와 아비의 모습이여

머리 가득 꽃 겨워서 기울어진 머리에

아으 수명 장수하시어 넓은(廣) 이마에

산의 모습처럼 무성하신 눈썹에

애인과 서로 보아 온화하신 눈에

바람이 뜰에 가득 불어 우그러진 귀에

홍도화(紅桃花)같이 붉으신 모습에

오향(五香) 맡으시어 웅크린 코에

아으 천금을 머금으시어 넓으신(闊) 입에

백옥유리(白玉琉璃)같이 흰 이빨에

인찬복성(人讚福盛)하여 내밀어진 턱에

우선 가장 중요한 처용의 가면 그림과 그 설명을 인용해놓았다. 아래의 노랫말은 속요 <처

용가>에서 처용의 얼굴을 묘사한 부분만을 재인용한 것이다. ‘어와 아비의 모습이여’는 이후

묘사되는 대상이 ‘아비(處容)의 모습’임을 드러내는 구절이다. 이후 머리부터 턱까지 시선을

아래로 이동해가면서 처용 얼굴의 모든 부분을 ‘~ 하여 ~ 한’의 형식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

를 [그림 10]과 함께 보면 노랫말이 해당 그림의 처용 가면을 묘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0]의 모습이 속요 <처용가>의 향유자들이 생각하는 ‘처용’의 모습이자 처용무 연행

에서 무용수가 쓰는 ‘처용가면’의 모습인 것이다. 가사 분석에서 미루어 두었던 이 부분을

권9의 그림과 함께 논해본다.

처용의 머리는 겨워(버거워) 기울어질 정도로 꽃이 가득하다고 묘사된다. 이 “꽃”은 주목할

만한 소재이다. 『악학궤범』의 처용 가면이 꽂은 이 ‘꽃’은 처용이라는 캐릭터가 가진 ‘巫’

의 성격과 무관하지 않다. 다음 인용을 보자.

특히 가득히 꽂은 꽃은 오늘날 우리 무속에서도 계속 이어져, 불교와 무속에서의 꽃의 의미

는 남다름을 감지하게 된다. 연꽃은 부처의 자비와 가르침의 상징으로 불교의 꽃임을 대변한

다. 이것이 무속으로 이어지더니 꽃은 신령이 하강해서 노는 꽃밭이 되었다. 어렸을 때 자주

보았던 서울굿에서도 꽃은 무당이 이승에서 저승으로 인도하는 과정에서 망자의 혼을 안내

하는 것으로 어른들에게 들었다. 그렇다면 처용이 꽂은 꽂은 生花일까 假花일까 궁금해진다.

종이가 귀하던 시절이니 가화보다는 생화였을 것이다.235)

이는 속요 <처용가>에 묘사된 처용 머리의 ‘꽃’에 대한 윤광봉의 서술이다. 위처럼 ‘꽃’은

巫의 행위에서 사용되는 단골 소재이며, 신령이나 무당과 같은 巫에서의 神格 존재들과 연

관한 신성성을 내포하곤 하였다. 굿에서의 꽃은 司祭者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다. 따라서

속요 <처용가>의 연행 환경과 주인공 ‘처용’의 특성을 고려할 때, 속요 처용이 꽂고 있는

‘꽃’ 또한 ‘巫’적 상징성을 가진 존재임이 분명할 것이다. 귀신을 퇴치한다는 무속 행위를 행

하는 주체가 ‘처용’이고, 그러한 처용의 ‘머리’에 꽂는 ‘꽃’이기에 더욱 그렇다.

‘꽃’은 불교에서도 중요한 소재로 쓰이기 때문에, 윤광봉은 처용의 ‘꽃’을 불교적 소재로서

도 함께 이해한다. 앞에서 고려와 조선의 ‘오방’ 관념을 살피면서 이에 대한 두 시대 기록의

공통점 중 하나로 ‘불교와 무속의 만남’을 언급한 바 있었다.236) 속요 <처용가>에 등장하는

235) 윤광봉, 앞의 책, 550-5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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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災八難’과 같은 불교적 시어나, 향가나 고려속요의 불교적 색채 등을 고려하면 ‘불교와 무

속의 만남’의 연장선으로서 ‘꽃’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을 것도 같다. 이렇게 본다면 속요

<처용가>에 나타나는 불교와 무속의 절충은 다면적 노랫말, 향가와 속요의 장르적 속성에

는 물론, 궁중의 사상(五方)이나 상징적 소품(花)에도 나타나 <처용가>와 처용의 ‘복합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겠다.

인용한 『악학궤범』의 기록에는 처용의 머리에 꽂힌 꽃의 종류도 언급되어 있다. 처용의

紗帽를 설명하며 관모에 쓰이는 꽃을 ‘모란꽃(牡丹花)’이라 명시해둔 것이다. ‘모란’은 설총의

『화왕계』에서 꽃들의 ‘왕’으로 등장할 만큼 화려하고 큰 꽃으로, 꽃들의 ‘황제’라고 불리었

다. 이는 부귀, 특히 ‘貴’의 상징성이 강하여 왕비나 공주와 같은 ‘왕실’의 귀한 여인들의 옷

무늬에 쓰인 꽃이라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이미지로 여겨진 다른 꽃들과 달리 모

란꽃은 ‘牡’라는 글자에서 보듯 ‘남성성’을 상징하는 꽃이다. 모란의 특징을 살피니 왜 처용

머리에 꽂는 꽃으로 모란꽃이 채택되었는지 짐작할 수 있겠다. 이는 역시 고려속요가 가진

“궁중 呈才”의 특성과 연결된다. ‘궁중’에서 왕의 앞에 올려져야 하는 공연이었기 때문에 당

연히 王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고, 頌禱의 의미는 거의 필수적이었다는 것은 앞에서 반복해

논의해왔던 바이다. 이 기록에는 모란꽃과 함께 처용 머리에 올려지는 열매로서 ‘복숭아(桃

實)’이 언급되어 있다. ‘복숭아’는 ‘獻仙桃’와 연관하여 임금에 대한 송축과 무병장수의 기원

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열매이다. 그렇다면 이제 이들을 연결해볼 수 있겠다. ‘왕(황제, 왕

실)’, ‘貴’, ‘남성’을 상징하는 “모란”과 ‘長壽·頌禱’를 상징하는 “복숭아”의 연결은 곧 정재에

서 행해지는 ‘국왕에 대한 송축’으로 이어진다. 즉, 모란과 복숭아라는 상징적 소재들이 장식

된 ‘처용’의 얼굴은 궁중 연행을 전제로 하는 속요 呈才 목적의 시각적 실현을 보여주는 것

이라 할 수 있다고 본다.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머리를 살폈으니 이제 시선을 아래로 옮겨보자. 넓다고 묘사

되는 이마는 ‘壽命長遠’을 이유로 든다. 임금에 대한 頌禱와 무병장수의 기원은 고려속요 呈

才의 정석과도 같아서 이 표현 역시 그러한 함의를 의심케 한다. 이마 밑으로 내려가면 눈

썹이 나온다. 노랫말의 화자는 처용의 눈썹을 ‘산처럼 무성하다’고 표현하고 있다. [그림 10]

의 눈썹 역시 눈을 다 덮을 만큼 무성하게 묘사되어 있어 노랫말에 대한 신빙성을 높여준

다. 눈썹 밑의 눈은 애인과 서로 (마주) 보아 ‘오어신’ 모습이라 묘사되었다. ‘오어신’은

확실한 어석을 완성하지 못한 난해어구이나, [그림 10]을 통해 어느 정도 비슷한 의미를 유

추해낼 수는 있다. 그림에서 처용을 자세히 보면 눈이 반쯤 감길 정도로 푸근한 눈웃음을

짓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눈꼬리가 내려가 전체적으로 선한 인상을 주며, 노랫말

의 묘사처럼 애인을 지긋이 마주 보는 듯한 얼굴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오어신 눈’은 ‘온

화하신 눈’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 넓은 아량과 포용력이 아이덴티티인 ‘처용’의

얼굴이기에 ‘온화’의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어울리기도 한다. [그림 10]의 눈에 ‘온화’의 이미

지를 대입해도 위화감이 느껴지지 않으므로 ‘온화하신’ 혹은 비슷한 느낌의 의미일 것이라

짐작된다.

조금 옆으로 이동하여 눈 아래로 시선을 이동하면 처용의 ‘귀’가 나온다. 귓불이 길게 늘어

진 큰 귀는 바람에 ‘우그러진’ 귀라 표현한다. 아마 귀의 모양에 초점을 둔 감각적 표현인

듯하다. 이후 화자는 복숭아꽃처럼 붉은 모습을 이야기하며 가면의 색상인 “紅”을 언급한다.

이는 얼굴 전체의 색을 말하는 것이라 볼 수도 있겠으나, 일정한 방향(上→下)으로의 시선

236) 서철원의 논의이다. 본고 108쪽 인용문 참고.



- 95 -

이동 구조를 고려하면 상기된(발그레한) ‘뺨’의 붉은(紅)색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도 있을 듯

하다. [그림 n]을 참고해보아도 ‘귀’에서 ‘코’로 시선을 이동하는 데 있어 ‘뺨’이 중간 지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 구절의 묘사 대상이 가면의 전체적인 모

습이든 뺨의 모습이든 간에 ‘紅’이라는 초점은 변하지 않는다. 시선은 이제 ‘코’로 옮겨간다.

얼굴의 중앙을 차지하고 있는 ‘코’는 五香을 맡아 ‘웅기신’ 코가 되었다고 표현되어 있다. 이

역시 난해어구에 해당하기에 [그림 10]으로부터 그 의미를 유추해볼 필요가 있다. 그림에서

처용의 코는 볼록 튀어나온 모양의 큰 코로, ‘크고 둥그런 모양’ 정도로 묘사될 수 있는 코

이다. 따라서 ‘웅기신’의 해석은 이 ‘둥그런’의 ‘웅기신’의 어감을 연결한 ‘웅크리신’ 정도가

적절하지 않을까 싶다. 크고 둥그런 처용 코의 모습을 ‘둥그렇게 말려 있는 코’라는 의미에

서 ‘웅크린 코’라 표현한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이다.

코 밑으로 시선을 옮기면 ‘千金을 먹어 어위어신’ 입이 나타난다. ‘어위어신’은 ‘어위-’라는

어근이 ‘넓다’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넓으신’이라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는 이마를

묘사했던 ‘넙거신’의 ‘넓다’와는 다소 의미 차이가 있다. 이마를 묘사하는 ‘넙거신’은 ‘廣’의

의미로, 물리적 넓이가 크다는 것을 뜻한다. 반면 입을 묘사하는 ‘어위어신’은 ‘闊’의 의미로,

‘틈새’ 혹은 ‘틈’의 의미와 가깝다. ‘트이다’ 정도의 의미로, 틈이 벌어진 정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다. [그림 10]의 ‘입’을 보면 ‘면적이 크다’보다는 ‘벌어져 있다’와 같은 묘사가 더

어울린다고 느껴진다. 이 ‘입’의 안에는 ‘백옥유리’ 같은 ‘이빨’들이 붙어있다. [그림 10]에 표

현된 일렬의 이빨들을 말하는 것이겠다. 마지막으로 처용의 ‘턱’은 인간을 송축하고 복을 담

고 있어 ‘미나거신’ 턱이라 이야기한다. 인간에게 전하며 송축해줄 ‘福’을 턱에 담아두었기

때문에 ‘내밀어진’ 턱의 모양이 되었다는 의미이다. 인간에 대한 송축과 인간을 위해 턱에

복을 담아두는 처용의 모습에서 속요 <처용가>의 처용이 ‘인간에게’ 보였던 덕성과 신적 성

품이 다시금 느껴진다. [그림 10]을 통해 보면 그 길게 나온 턱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

다. 이 턱 안에 인간들을 위한 복이 들어있는 것이라 생각해본다면, ‘미나거신 턱’의 모습에

서 처용의 자애와 포용을 읽어낼 수도 있겠다.

(大葉 繼續) 七寶 계우샤 숙거신 엇게예

吉慶 계우샤 늘의어신 맷길헤

附葉 설믜237) 모도와 有德신 가매

中葉 福智俱足샤 브르거신238) 예

紅鞓 계우샤 굽거신 허리예

附葉 同樂大平샤 길어신 허튀예

小葉 아으 界面도샤239) 넙거신 바래

칠보(七寶) 겨워서 숙여진 어깨에

길경(吉慶) 겨워서 늘어진 소매에

슬기를 모아서 유덕하신 가슴에

237) 슬기. ‘설믜’는 지혜, 총명 등의 뜻을 지닌 단어이다. 현대에는 ‘눈썰미’와 같은 단어에 그 흔
적이 남아있다.

238) 부르신. ‘부르다’의 옛말 ‘브르다’를 원형으로 한다.
239) 계면돌기 하시어. ‘계면돌기’란 巫俗의 것으로, 무당에게 신이 내렸을 때 마을 권역을 돌며

쌀이나 돈을 얻고 내림굿을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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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과 지혜를 모두 갖추어 부르신 배에

붉은 띠 겨워서 굽어진 허리에

동락태평(同樂太平) 하시어 길어진 다리에

아으 계면돌기 하시어 넓으신 발에

처용의 얼굴 묘사가 끝나면 어깨부터 시작하는 몸의 묘사가 시작된다. 우선 어깨와 소매는

각각 ‘칠보’와 ‘길경’이 겨워 숙여지고 늘어져 있다. 처용의 어깨와 소매에 사용되는 관복은

다음과 같다.

[그림 11] 天衣와 吉慶

천의(天衣)

천의는 녹단(綠段, 녹색 비단)을 쓰고, 만화(蔓火)를 그리며, 안은 홍주(紅紬, 홍색 명주)를

쓴다. 【오방이 다 같다.】

길경(吉慶)

길경은 안과 밖 모두 홍초를 쓰고, 양 끝에 녹단을 잇대어 깁는다. 【동방·서방·북방·중앙은

다 같고, 남방만 흑초(黑綃)를 쓴다.】

처용의 어깨와 소매에 있다는 ‘七寶’와 ‘吉慶’는 위 기록의 ‘천의’와 ‘길경’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물과 慶事를 가득 걸쳤다는 속요 <처용가>의 묘사가 天衣와 吉慶이라는 복식으

로 구현한 것이다. 천의는 녹색의 비단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꽃(蔓花)이 그려진 무늬가 전

체를 장식하고 있다. 견대라고도 하는데, 목에 걸쳐 양어깨를 지나 衣의 끝까지 내려뜨린 후

고정시켜 입는다.240) 천의에 그려진 ‘꽃’은 봄꽃, 모란꽃 등에서 나타나는 <처용가>의 단골

240) 이혜구, 앞의 책, 531쪽의 註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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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라는 점에서 처용에게 어울리는 복식이라 생각된다. 또한 ‘七寶’와 대응하는 것으로 보

아 천의에 그려진 꽃 역시 貴 혹은 이와 비슷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길경은 남방

(黑綃)을 제외하고 모두 紅綃를 쓴다. 吉慶의 경우 현대 처용무에는 쓰이지 않는다.241) 그러

나 길경이 ‘겨워’ 소매가 ‘늘어졌다’는 가사로 보아 소매에 걸쳐 놓는 것이 아니었을까 싶다.

七寶와 吉慶(慶事)은 인간들에게 기쁨과 福을 주는 존재이다. 이를 천의와 길경을 걸치듯

가져와 어깨가 숙여지고 소매가 늘어지도록 걸치고 있는 것은 인간에 대한 처용의 아량과

慈愛를 다시금 느끼게 한다.

이러한 처용은 가슴에는 슬기를, 배에는 복과 지혜를 담고 있다. 슬기를 모아둔 가슴은 풍

만하며 복과 지혜가 담긴 배는 넉넉히 불렀다. 시선을 내려보니 이번에는 ‘紅鞓’이 겨워 ‘굽

어진’ 허리가 보인다. 붉은 가죽띠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이 ‘홍정’은 『악학궤범』의 복식

기록에서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2] 紅鞓

대(帶)

대는 홍색 가죽[紅鞓]을 쓰며, 나무로 갈고리를 만들고, 여지(荔枝, 박과에 속하는 일년생 蔓

草)를 새기고 금을 붙여 바른다. 【오방이 다 같다.】

위 기록을 통해 처용이 허리에 차는 홍색 가죽띠를 상상해 볼 수 있다. 다만 紅鞓은 천의

나 길경과 달리 처용의 性品에 관련한 원관념을 두지 않은 표현으로 보인다. 기록에서 帶의

재료로 ‘홍정’을 쓴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그 가죽의 무게로 인해 무거워진 복식 그 자체

의 帶를 말하는 듯하다. 즉, 처용의 외양에 대한 직접적 묘사 표현인 것이다.

다음 순서로 등장하는 ‘허튀’는 그 어원이 불분명하나, ‘허리’에서 ‘발’로 이어지는 경로 사

이의 신체일 것이므로 ‘다리’를 의미하는 어휘일 것이다. ‘길어신(길어진)’이라는 수식어 또한

‘다리’와 의미상 잘 어울린다. 화자는 처용이 가진 긴 다리에 ‘同樂太平’을 엮는다. 이는 앞의

‘太平聖代’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처용’이 나타나는 시대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라 볼 수

241) 이혜구, 앞의 책, 위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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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마지막으로 시선이 머문 곳은 신체의 가장 낮은 부분인 ‘발’이다. ‘넓은 발’은 처용의

성품이나 노래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긍정적인 느낌을 주는 표현이다. 발이 넓은 이유로

‘계면조를 도시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는 ‘계면돌기’를 말하는 듯하다. ‘계면돌기’란 巫

俗의 것으로, 무당에게 신이 내렸을 때 마을 권역을 돌며 쌀이나 돈을 얻고 내림굿을 하는

것을 말하며, 무당이 돈이나 곡식으로써 무당으로서의 認定을 받는 의식 절차이기도 하다.

이때 돈이나 곡식을 주는 것은 무당으로서의 인정을 뜻하기도 한다. <처용가>와 처용의 巫

적 성격을 생각하면 ‘계면돌기’라는 무속 행위 표현의 등장은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한편 이

구절을 『樂學軌範』에서부터 사용된 선법인 ‘계면조(界面調)’에 맞춰 돈다는 것으로 해석하

기도 하는데, 계면조는 이름의 유래부터가 ‘듣는 자가 눈물을 흘려 그 눈물이 얼굴에 금을

긋기 때문(界面)’인 만큼 ‘슬픔’을 나타내는 곡조라는 점에서 <처용가>의 분위기와는 거리가

있어 보이기에 전자의 해석이 더 적절한 듯하다.

③ 處容의 接對

前腔 누고 지셰니오 누고 지셰니오

바늘도 실도 어바늘도 실도 어

附葉 處容아비 누고 지셰니오

中葉 마아만 마아만니여242)

附葉 十二諸國243)이 모다 지셰온

小葉 아으 處容아비 마아만니여

누가 지어 세웠느뇨, 누가 지어 세웠느뇨

바늘도 실도 없이 바늘도 실도 없이

처용 아비를 누가 지어 세웠느뇨

모시 모시노라

십이제국이 모두 지어 세운

아으 처용 아비를 모시노라.

①~②를 거쳐 ‘처용’이라는 인물의 기본적인 소개를 마쳤다. ‘역신의 퇴치’라는 가장 중요한

일을 수행할 준비가 갖춰진 것이다. 노래의 화자(해설자 정도로 이해할 수 있으나 내포된

의미는 궁중 나례에 참석한 모든 사람에 가깝다)는 이제 본격적으로 ‘처용’을 ‘무대’로 끌어

들일 준비를 한다. ‘바늘도 실도 없이’ 처용을 ‘누가 지어 세웠느냐’는 말은 처용이 凡人이

아닌, 나아가 神格과 같은 것을 가진 인물임을 의미한다. ‘바늘’과 ‘실’이라는 표현은 처용 가

면을 포함해 劇에서 사용되는 처용의 의복, 소품 등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질문의

대답으로는 ‘열두 제국이 모두 지어 세웠다’는 말을 붙인다, 이는 ‘처용’이라는 존재가 온 세

상의 필요로 인해 탄생한 존재임을 의미한다. 즉, 처용의 신격은 ‘십이제국(世上)’의 일원인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그 신격을 부여한 주체 역시 우리(十二諸國)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242) 난해어구. 주인공인 처용을 ‘모신다’는 표현 혹은 그러한 뜻을 내포한 呪文 정도의 의미로
해석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내용은 본문에서 보충한다.

243) 世上의 모든 나라를 이르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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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아만 마아만니여”는 그 어휘 자체가 난해하여 해석의 논란이 매우 많다. 그러나 어학

자료의 한계로 인해 추측의 범위가 너무 넓어진 구절이기에, 정확한 語釋보다는 대략적 의

미와 뉘앙스(nuance) 파악에 무게를 실어야 할 것 같다. “마아만 마아만니여”의 앞뒤로

처용의 신격을 내포하는 구절이 제시되어 있고, 다음 부분인 ④가 처용의 발화로 해석됨을

고려하면 이는 주인공 처용을 본무대(本舞臺)로 ‘모신다’는 의미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듯

하다. 이때의 ‘본무대’는 물리적인 개념이 아닌 <처용가> 가사를 관통하는 서사의 ‘중심’을

의미하는 것이다. 결국 ③은 ‘역신을 물리칠 수 있는’ 神力을 갖춘 처용을 본격적인 이야기

의 무대로 ‘모시’면서 처용의 발화로 시작되는 중심 이야기의 전개를 끌어내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 보는 것이 적절할 듯싶다.

④ 處容 서사 ⑴ (처용의 발화)

後腔 머자 외야자 綠李244)야245)

리나 내신고 야라

附葉 아니옷 시면 나리어다 머즌말

中葉 東京 래 새도록 노니다가

附葉 드러 내자리 보니 가리 네히로섀라

小葉 아으 둘흔 내해어니와 둘흔 뉘해어니오

(처용) : 發話

벚아 오얏아 녹리(綠李)야

빨리나 내 신코를 매어라

아니 맨다면 내릴 것이다 궂은 말

동경 밝은 달에 밤새도록 노니다가

들어와 내 자리를 보니 가랑이가 넷이도다

아으 둘은 내 것이니와 둘은 누구 것인고

④로 넘어가고 後腔의 악곡이 연주되면 화자가 ‘처용’으로 特定된다. 장면의 전환이다. 본무

대에 소환된 처용이 발화로서 이야기를 이어간다. 첫 부분인 ‘머자 외야자~’부터 ‘~나리어다

머즌말’까지의 형식은 <구지가>나 <해가> 등에서 보이는 주술요의 구조와 같다. ‘호명(머

자 외야자 綠李야) - 명령(리나 내신고 야라) - 가정(아니 맨다면) - 위협(나리어다

머즌말)’으로 나누어 보면 그 구조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처용은 ‘벚아 오얏아 녹리야’라

며 나무(혹은 꽃)들을 부른다. 나열 혹은 나란히 배치된 시어들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어들의 공통된 속성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벚, 오얏, 녹리는 모두 식물이라는 공

통분모를 갖는데, 이 공통분모 안에서 다시 “봄”이라는 계절감을 공유한다. 이들은 모두 ‘봄’

을 연상케 하는 것들이다. ‘봄’의 이미지를 떠올리면 가장 익숙하게 그려지는 것이 벚꽃과

오얏꽃이 만발한 풍경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왜 봄을 상징하는 나무들을 나열해 놓았을까.

244) 녹리. 오얏(자두)의 한 종류.
245) 이 구절 역시 <처용가>의 난제 중 하나이다. 본문에서 자세히 후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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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처용가>와 ‘봄’의 연결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된

다음의 기록을 보자. (강조 표시는 필자)

月明巷。在金城南。○新羅憲康王遊鶴城，至開雲浦，忽有一人奇形詭服，詣王前，歌舞讚德，

從王入京，自號處容。每月夜，歌舞於市，竟不知所在，時以爲神。其歌v001_362c舞處，後人名

爲月明巷。因作《處容歌》、處容舞，假面以戲。○李齊賢詩：“新羅昔日處容翁，見說來從碧海

中。貝齒頳唇歌月夕，鳶肩紫袖舞春風。” ○李詹詩：“滿川月明夜悠悠，東海神人下市樓。路闊

可容長袖舞，世平宜掛百錢遊。高蹤縹緲歸仙府，遺曲流傳在慶州。巷口春風時一起，依然吹動

揷花頭。

월명항(月明巷). 금성(金城) 남쪽에 있다. ○ 신라 헌강왕(憲康王)이 학성(鶴城)을 유람하고

개운포(開雲浦)에 이르니, 홀연 한 사람이 기이한 형상과 괴상한 복장으로 임금 앞에 나아가

노래 부르고 춤추며 임금의 덕을 찬미하였다. 임금을 따라 서울로 와서 스스로 처용(處容)이

라 이름짓고, 달밤마다 시가(市街)에서 노래하고 춤추었는데 마침내 그가 간 곳을 알 수 없

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신(神)이라 하고, 그가 가무(歌舞)하던 곳을 후인들이 월명항(月明

巷)이라고 하였다. 인하여 처용가(處容歌)와 처용무(處容舞)를 만들어서 가면을 쓰고 놀이를

하였다. ○ 이제현(李齊賢)의 시에, “신라의 옛날 처용은 푸른 바다 속에서 왔다네. 옥 같은

이와 붉은 입술로 달밤에 노래하고, 솔개 어깨와 보라빛 소매로 봄바람에 춤추었네.” 하였다.

○ 이첨(李詹)의 시에, “냇물에 가득한 달 밝은 밤이 긴데, 동해의 신인(神人)이 시루(市樓)로

내려왔네. 길이 넓으니 긴 소매로 춤출 수 있고, 세상이 태평하니 백전(百錢)을 막대에 걸고

놀 만하네. 고상한 종적은 아득히 멀리 신선의 고장으로 돌아가고, 남긴 노래는 전해져 경주

(慶州)에 있네. 골목 어귀에 봄바람이 때로 한번 일어나니, 의연히 꽃 꽂은 머리를 불어 스

치는 듯하네.” 하였다.246)

위 기록에는 이제현과 이첨이 처용과 <처용가>에 대해 지은 시가 실려 있다. 여기서 강조

표시한 부분을 보면, 두 작품 모두에 “春風”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처용이 ‘봄’이라는 계절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처용’과 ‘봄(봄바람)’의 연결과 그

인식 역시 일반적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봄’의 계절감이 呈才 공연에

까지 연결될 수 있을까. 이는 ‘입춘’이라는 절기로써 이해할 수 있을 듯하다. 다음의 「입춘

고사」를 보자. (강조 표시는 필자, 이하 같다.)

한 해 끝나 공이 섣달에 완성되니 / 歲弊功成臘

하늘 맑고 북두성은 인방 가리키도다 / 天晴斗建寅

옥관의 갈대재가 절후에 가장 민감하니 / 琯葭候最密

옥촉의 절기가 다시 새롭구나 / 玉燭節還新

성대한 덕이 나무에 막 돌아와 / 盛德方回木

아름다운 절기는 입춘이로구나 / 佳辰是立春247)

(후략)

강조 표시한 두 행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해설을 譯者 이규필의 註를 인용해

대신해본다.

246) 남만성 역, 『新增東國輿地勝覽』 제21권, 「慶尙道」, 한국고전번역원, 1970.
247) 이규필 역, 『무명자집』 시고 제3책, 「立春記故事」,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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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D002] 한 …… 완성되니 :

섣달이란 뜻의 납(臘)은 본래 농사를 비롯한 한 해의 모든 일을 마치고 난 뒤, ‘큰 제사를 올

려 그 공에 보답한다〔大祭以報功也〕’는 의미이다. 《風俗通》 입춘이 대체로 섣달 그믐인

납일이나 그 다음 날인 설날 전후로 들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주-D003] 하늘 …… 가리키도다 :

지금의 음역은 하나라 월력과 비슷하여, 1월 1일이 되면 북두성 자루가 인방을 가리키고

선다. 역시 입춘이 설날 전후로 들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쓴 것이다.

처용무가 ‘섣달그믐’날 나례 의식에서 연행되었던 것임을 기억해 보자. 봄이 시작되는 절기

라는 입춘이 섣달그믐 전후로 들었다는 사실은 섣달그믐에 정재로서 공연되던 <처용가>가

‘봄’이라는 계절감을 내포하였음을 확인시켜 준다. 결국 ‘벚, 오얏, 녹리’, ‘춘풍’, ‘섣달그믐’,

‘입춘’ 등은 모두 “봄”이라는 계절 이미지 아래 공통으로 묶인다. 따라서 ‘벚, 오얏, 녹리’는

<처용가>가 가진 봄의 이미지를 담은 표현이며, 작품의 계절감을 보여주는 구실을 하고있

는 시어들이라 할 수 있겠다.

봄의 무대로 불려온 처용은 봄나무(꽃)들에게 ‘빨리 내 신코를 매라’고 명령을 한다. 향가

<처용가>의 가사 중 “夜入伊游行如可”라는 구절이 있다. 이는 ④의 ‘새도록 노니다가’와 대

응되는 부분으로, 처용이 ‘밤이 들도록 노니(遊)다가’ 들어간 것임을 알 수 있게 해준다. ④

에서의 처용은 이 ‘遊’를 위해 밖을 돌아다닐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신코를 맨다는 것

은 신(신발)에 관련된 표현으로, 걷거나 다니는 등의 動的인 행위를 전제한다. 즉, 이 부분의

처용이 신코를 매라는 표현은 자신이 遊行할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이후 삽입되는 노래의

“새도록 노니다가”에 개연성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신코를 매는 일을 벚, 오얏, 녹리와 같은

자연물에 일임하는 모습에서 처용이 인간과는 다른 神異의 영역에 있는 존재임이 다시금 드

러난다. 처용은 명령 뒤에 ‘아니 맨다면 궂은 말을 내리겠다’는 작은 위협을 남긴다. 신코를

매는 일(외출의 준비)이 처용에게 있어 중요하거나 꼭 해야만 하는 일이기에 매지 않으면

궂은 말까지 내리겠다는 의미의 위협이라 볼 수 있겠다. 이는 곧 신코를 매는 이유인 ‘遊行’

의 중요성과도 연결된다. 이 ‘遊’를 글자 그대로 ‘놀다(遊興)’의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겠으

나, <처용가>와 처용이 갖는 巫의 성격에 기반할 때 제의적 행위, 혹은 신비 체험과 관련한

의미로의 해석이라는 견해가 좀 더 그럴듯하다. <처용가>의 핵심이 ‘역신의 퇴치’에 있으며,

呈才 역시 나례에서 행해졌음을 염두에 두면, 처용이 나라 곳곳을 돌아다니며 굿을 하거나

역신을 물러가게 하는 행위를 ‘遊行’이라 표현했을 가능성도 설득력이 있다.

무엇이 되었든 그렇게 밤이 새도록 노님(遊行)을 마친 처용은 향가 <처용가>의 처용처럼

집으로 들어온다. 처용의 귀가와 함께 공간이 전환되며 장면 또한 다시금 전환된다. 그리고

는 바로 “東京 래~뉘해어니오”의 향가 <처용가>가 이어진다. 향가 <처용가>의 가사

를 그대로 차용한 부분이다. 처용이 遊行하다 돌아오고, 역신과 아내의 동침을 목격하는 장

면은 생략되어 있다. 그러나 향가 <처용가>의 삽입만으로도 해당 장면을 상상할 수 있으며,

이로써 속요 <처용가>에는 노랫말만으로도 자연스러운 서사가 부여된다. 그렇게 두 <처용

가>에서의 완전히 같은 장면과 노래가 묘사되고 있는 것이다.

즉, ④는 화자가 처용으로 전환되는 부분으로, 처용의 발화로만 이루어진 부분이다. 봄나무

들이 나타내는 ‘봄’이라는 계절감은 섣달그믐에 행해지는 공연 예술로서의 <처용가>를 뒷받

침해준다. 이후 향가 <처용가>를 그대로 차용한 부분이 등장하면서 두 <처용가>가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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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속요 <처용가>의 서사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부분

으로, 劇의 특성이 잘 나타난 부분이기도 하다. 劇의 이야기(敍事)를 이루는 부분을 ‘처용 서

사’라 할 때, ④는 그 첫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⑤ 處容 서사 ⑵ (해설자/수용자 ↔ 처용의 문답)

大葉 이런저긔 處容아비옷 보시면

熱病神이膾ㅅ가시로다

千金을 주리여 處容아바

七寶를 주리여 處容아바

附葉 千金 七寶도 말오

熱病神를 날자바 주쇼셔

(해설자/사람들) : 解說

이럴 적에 처용 아비 보시면

열병신이야 횟것이로다

(처용에게) : 問

“천금(千金)을 드릴까 처용 아비여”

“칠보(七寶)를 드릴까 처용 아비여”

(처용이 사람들에게) : 答

“천금 칠보도 마오

열병신을 날(내게) 잡아 주소서”

처용의 노래가 끝나자 해설자가 재등장하며 화자가 바뀐다. 이때 화자(해설자)의 위치는 서

사 장면의 바깥이다. 마치 한 걸음 뒤에서 지켜본 양 제삼자인 관찰자로서의 ‘解說’ 역할을

벗어나지 않는다. 해설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大衆)은 ‘역신을 퇴치할 수 있는’ 처용이 잘못

(同寢)을 범한 열병신을 본 이상 그가 ‘퇴치당하는’ 것은 시간문제라 이야기한다. 이를 표현

한 “열병신이야 횟것(횟거리/횟감)이로다”는 작품에 골계의 요소를 더한다. 이러한 골계미의

확보는 연희 자리에서 劇의 형식으로서 공연된다는 처용 呈才의 특성을 바탕으로 두는 것이

라 볼 수 있겠다. 그런데 ‘열병신’은 작품의 해설자인 大衆들에 있어 퇴치할 필요가 있는 대

상이다. 그런데 처용 아비가 열병신을 봄(見)으로써, 골칫거리였던 ‘열병신’의 퇴치라는 漁父

之利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사람들은 기대감에 흥이 나기 시작한다. 이에 밖에서 지켜보

던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내부로 들어와 서사에 개입한다. 이들은 처용에게 보상을 제시한

다. ‘천금’, ‘칠보’와 같은 귀중한 것들을 내세우며 무엇이든 내줄 수 있다는 듯 흥에 겨워 처

용에게 질문한다. 그런데 처용은 천금도 칠보도 선택하지 않는다. 처용은 질문에 대해 천금,

칠보도 주지 말고 열병신을 잡아달라 대답한다. 이는 열병신을 잡아 바치라는 표면 그대로

의 의미가 아니라, 보상에 무관하게 ‘열병신을 잡는다’는 자신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는 의

미로 해석된다. 이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미덕이며 처용이 신으로서 갖는 넓은 아량

과 포용의 성품이다. 즉, 앞서 ‘不語’로 표현되었던 처용의 신적 성품이 작품 서사 내 대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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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처용이 베푸는 이 ‘아량’의 범위가 향가 <처용가>와는 조금 다르다. 향가 <처용

가>의 처용이 ‘역신’이라는 직접적 가해 인물까지도 포함하는 넓은 범위의 포용을 보였다면,

속요 <처용가>의 처용은 포용의 범위를 역신을 제외한 ‘인간’들만으로 한정한다. 속요 <처

용가>의 처용에게 있어 역신이란 그저 잡아야 할 대상이며, 잘못했다면 별도의 관용 없이

벌(退治)을 받아야 할 존재이다. 인간들에게는 대가 없는 봉사도 가능한 아량을 가진 처용이

지만, 그런 인간들과 자신에게 해가 되는 역신은 그 아량의 범위에서 배제한 것이다. 이는

예찬248)의 대상인 처용의 신적 성품이 향가 <처용가>와 속요 <처용가>에서 서로 달리 나

타났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 성격이 조금 달랐다 하더라도 포용과 아량이라는 두 처용의

성품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았다는 것 또한 알 수 있다.

‘해설(열병신 퇴치의 기대) → 대중의 물음(보상의 제시) → 처용의 대답(사양과 헌신)’으로

구성된 ⑤는 내부 서사를 기준으로 한 해설 화자의 위치 변화, 화자의 전환, 연극적 대화 등

공연 예술을 연상케 하는 요소가 눈에 띄는 부분이다. 열병신 퇴치에 대한 믿음과 기대감에

흥이 겨워 처용에게 값비싼 보상들을 제시하는 대중과, 이를 사양하며 대가 없는 역할 헌신

을 자처하는 처용의 대화가 작품에 연극적 골계미를 더하면서도, 이를 통해 너그러운 신적

성품이라는 처용의 성격적 개성을 잘 드러낸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⑥ 熱病大神의 發願

中葉 山이여 히여 千里外예

附葉 處容아비 어여려거져

小葉 아으 熱病大神의 發願이샷다

산이여 들이여 천 리 밖에

처용 아비를 피하려고자(하는 것이)

아으 열병대신의 발원이도다

마지막 부분인 ⑥은 작품의 결론이자 본 呈才의 목적이라 볼 수 있다. 화자는 다시 해설자

(사람들)로 전환된다. ⑤에서 ‘쫓는’ 입장의 처용이 열병신을 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기에

‘쫓기는’ 입장의 열병신은 ‘횟것’이 되지 않기 위해 도망을 선택한다. 벌이 두려운 열병신은

처용을 피해 산이며 들이며 이리저리 도망친다. 쫓기며 도망하는 열병신의 소원(發願)은 천

리 밖으로 처용을 피하려는 것이겠다. 처용에게 잘못을 들키자 그가 두려워 줄행랑을 치는

역신의 모습은 ⑤에서도 드러났던 연극적 골계미가 느껴지는 부분이다. 이러한 희극적 상황

을 ‘해설’하는 화자의 위치는 다시금 장면의 바깥에 놓인다. 내부 이야기에서 한발 물러난

대중이 처용의 능력을 높이 사고 열병신의 퇴치를 기뻐하는 마음을 상황 해설로써 담아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작품의 결말이라고 할 수 있는 ⑥은 ‘처용의 능력으로 인한 열병신의 도망(퇴치)’이

248) 향가 <처용가>의 경우 “感而美之”라는 역신의 말에서 예찬의 성격이 나타난다. 다만 이는
역신 입장의 예찬이므로 화자(혹은 수용자)의 태도까지 ‘예찬’으로 단언하기는 어려울 수 있
다. 그러나 ‘美’로 표현된 처용의 행동이 역신의 感을 끌어낸 것으로 보아, 그가 역신까지도
감동하게 하는 神格 성품을 지녔다는 인식이 있음은 분명하다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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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연극적 장면과 이에 대한 해설로써 “역신 퇴치”라는 나례의 목적 달성을 보여주는 대

단원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처용가>의 처용은 신라 향가에서부터 고려·조선조의 속요에 이르기까지, 시간이라는 거

리를 관통하는 그만의 “개성(個性)”을 구축해왔다. 이 ‘개성’은 <처용가>의 呪術成과 관련해

처용이라는 캐릭터가 보이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역신의 퇴치’라는 처용만의 주술적 능

력과 이와 함께 강조되는 그의 포용적 성품은 향가 <처용가>에서 ‘처용’이라는 캐릭터에 부

여된 핵심 특성이자 주술과 캐릭터 양방향의 연상을 가능케 하는 상징이다. 더불어 이러한

심벌은 우리 민족이라는 권역 안에서 사회·문화적 성격을 갖는다. 중국의 儺戲의 ‘侲子’나

일본의 ‘텐구’ 같은 ‘처용’과 비슷한 성격의 캐릭터가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발견되나, 이들은

이 동아시아적 보편성 위에서 각자 나름의 개성을 부여해 독자적 캐릭터로 자리잡았다. ‘처

용’이라는 인물이 우리 민족의 문화권 내에서 시대를 막론하고 통하는 ‘한국’ 특유의 캐릭터

이다. 역귀를 퇴치하는 캐릭터로서의 “보편성”을 획득한 처용은 시대나 상황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맥락에서 소환될 수 있다. 처용의 성격, 능력, 그가 갖는 이미지 같은 것들은 하나의

캐릭터에 모여, 이를 필요로 하는 수용 맥락에 ‘처용’이 등장할 수 있게끔 한다. 『악학궤

범』에 呈才의 일부로 전해진 속요 <처용가> 역시 궁중 나례라는 연행 상황과 그 목적에

기인하여 역신 퇴치 능력이 있는 포용의 캐릭터 “처용”을 채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악학궤범』에 권9에 수록된 處容冠服의 기록은 속요 <처용가>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있어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 이는 처용관복의 그림이 속요 <처용가>의 가사 중 ‘처용’의

외형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과 대응하기 때문이다. 처용의 모습이 묘사된 부분을 권9의 그림

과 연결해 살펴본 바 의미가 불투명한 난해어구 해석에 용이한 단서를 얻기도 하였다. 노랫

말이 일정한 방향으로 시선을 이동하며 처용의 신체를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림의 형상과

비교하며 시어 의미를 추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 권9 服飾의 기록은 ‘처용’이라는 캐릭터를 더욱 뚜렷이 이해할 수 있게 하기도 한

다. 그림과 함께 기록된 복식의 재료나 형상, 성격과 같은 것이 앞에서 논해 온 처용의 “개

성”의 연장선을 그려준다 할 수 있겠다. 가면의 재료로부터 무속과 불교, 그리고 궁중이 만

나는 ‘복합성’을 엿볼 수 있었고, 처용의 ‘자애로운 성품’의 시각화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

러한 맥락에서 이어지는 太平聖代의 歌舞人 캐릭터 “처용”을 또 한 번 인식할 수 있었다.

나아가 “처용”은 다소 변용을 포함하더라도 곳곳의 기록과 소재로 채택되어 수용되어 ‘우

리’ 캐릭터로서의 위상을 보이고도 있다. 즉, ‘처용’ 자체가 ‘한국적’ 개성을 보이는 의미 있

는 캐릭터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악학궤범』의 기록은 이러한 처용의 “개성”을 보

여주는 대표적인 기록이며, “처용”이라는 캐릭터를 이해하고 속요 <처용가>라는 작품을 이

해하는 매우 중요한 단서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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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卷之五 : 「鶴蓮花臺處容舞合設」과 오방처용

[그림 13] 『악학궤범』 권5 <학연화대처용무합설>

12월 그믐 하루 전날 5경(更) 초에 악사·여기·악공 등이 대궐에 나아간다. 이날 나례(儺禮)

때에 악사가 여기·악공을 거느리고 음악을 연주한다. 구나(驅儺) 뒤에, 내정(內庭)에 지당구

(池塘具)를 설치하고, 악사는 두 동녀(童女)를 거느리고 들어가 연화(蓮花) 가운데 앉히고

<내정에서> 나와 절차를 기다린다. 구나 뒤에 처용무를 두 번[度] 춘다.

첫 번[前渡]에는 학·연화대·회무(回舞) 등이 없다. 악사는 동발(銅鈸)을 잡고 청·홍·황·흑·백

의 오방(五方) 처용 및 여기 집박악사(執拍樂師)·향악공(鄕樂工)을 인도한다. 처용 만기(慢

機) 【곧 봉황음(鳳凰吟)의 일기(一機)이다.】를 연주한다. 여기(女妓, 열 여섯 사람)는 처용

가(處容歌)를 부른다.

(가사 전문 생략)

차례로 들어가 <초입> 배열도 같이 벌여 선다. 음악이 중엽에 이르면 장고는 채편을 치고,

처용 다섯 사람은 모두 허리를 구부리고 두 소매를 들었다 【언제나 춤이 시작될 때에 장고

의 채편을 치면, 모두 허리를 구부리고 두 손을 든다. 뒤에서도 이와 같이 한다.】 내려서 무

릎 위에 놓는다. <일렬로 선> 청처용(靑處容), 홍처용(紅處容)은 돌아다보며 서로 마주

향하고, 황처용(黃處容)은 돌아다보며 동을 향하고, 흑처용(黑處容)·백처용(白處容)은 돌아

다보며 서로 마주 향하고 끝난다. 다시 북쪽을 향하고, 장고의 북편을 치면, 모두 두 소매

를 들었다가 떨어뜨린다. 【무룹디피춤 〇 손을 따라서 다 발을 드는데, 청·홍·흑·백은 모두

안쪽 발을 먼저 들고, 황은 오른발을 먼저 든다. 〇 안쪽이라는 것은 두 사람의 사이를 뜻한

다. 동에 선 사람은 왼쪽이 안이 되고, 서에 선 사람은 오른쪽이 안이 된다. 뒤에서도 이와

같이 한다. 〇 언제나 춤이 끝나면 모두 다시 북을 향하며, 장고의 북편을 치면 두 손을 들

었다가 떨어뜨린다. 뒤에서도 이와 같이 한다. 〇 춤은 한결같이 황의 춤을 따라 추는데, 좌

우의 손발만 각각 다르게 쓴다. 뒤에서도 이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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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고의 채편을 치면, <일렬로 선> 청·홍은 돌아다보며 서로 등지고, 황은 돌아다보며 서

쪽을 향하고, 흑·백은 돌아다보며 서로 등지고 끝난다. 【손을 따라서 모두 발을 드는데,

청·홍·흑·백은 모두 바깥 발을 먼저 들고 황은 왼발을 먼저 든다. 〇 동쪽에 선 사람은 오른

쪽이 밖이 되고, 서쪽에 선 사람은 왼쪽이 밖이 된다. 뒤에서도 이와 같다.】 채편을 치면,

위와같이 하고 끝난다. 【서로 마주보는 것이 두 번, 서로 등지는 것이 두 번, 모두 네 번이

다.】

채편을 치면, 청·홍·흑·백은 모두 손으로 춤추다가 안쪽을 끼고, 황은 손으로 춤추다가 오른

쪽을 낀다. 【황은 짝이 없으므로 왼쪽·오른쪽이라 칭한다. 뒤에서도 이와 같다.】 모두 손으

로 춤추다가 바꾸어 끼고 마친다. 【청·홍·흑·백은 모두 밖을 끼고, 황은 왼쪽을 낀다. 〇흥

정돋움춤】

채편을 치면, 5인이 춤추며 나아간다. 【바딧춤 〇 청·홍·흑·백은 모두 안쪽 발부터 먼저

나아가고, 황은 오른발부터 먼저 나아간다.】 전정(殿庭)의 한가운데에서 가지런히 일렬을 지

어 북쪽을 향하여 서면 끝난다.

채편을 치면, 황은 동쪽을 향하여 춤추고 【팔무 〇 왼손부터 든다. 왼손·오른손을 다 두

번씩 든다.】 청·홍·흑·백은 모두 서쪽을 향하여 춤춘다. 【모두 오른손부터 들어 왼손·오른

손을 다 두 번씩 든다.】

끝나고 채편을 치면, 황은 서쪽을 향하여 춤추고 【인무 〇 오른손을 먼저 든다. 왼손, 오른

손 모두 두 번씩 든다.】 청·홍·흑·백은 모두 동을 향하여 춤춘다. 【왼손부터 들고, 왼손·바

른손을 다 두 번씩 든다.】

끝나고 채편을 치면, 홍은 춤추며 물러가 남방에 서고 【오른발부터 물러간다.】 흑은 춤추

며 나아가 북쪽에 서고 【왼발부터 나아간다.】 청·황·백은 춤추며 제자리에 선다. 【황은 중

앙, 청은 동방, 백은 서방이다. 〇 바디작대무】

끝나고 채편을 치면, 황은 북쪽을 향하여 춤추고 【오른손을 먼저 들고, 왼손·오른손을 다

두 번씩 든다. 〇 수양수무룹디피춤】 청·홍·흑·백은 중앙을 향하여 대무(對舞)하고 【모두

왼손을 먼저 들고, 왼손·오른손을 다 두 번씩 든다.】 청·홍·흑·백은 모두 중앙을 등지고

각각 제 방위를 향하여 춤추고 【모두 왼손을 먼저 들고, 왼손·오른손을 다 두 번씩 든

다.】

끝나고 채편을 치면, 황은 북쪽을 향하여 춤추고 【오른손을 먼저 들고, 왼손·오른손을 다

두 번씩 든다. <황이> 다른 방위를 향해서도 이와 같이 한다. 〇 수양수오방무. 4방이 같

다.】 흑은 중앙을 향하여 대무한다. 【왼손을 먼저 들고, 왼손·오른손을 다 두 번씩 든다.

제4수(手)에서 처음 채편을 치면 청이 춤을 시작하고, 그 후 북편을 치면[後鼓] 흑은 손을 떨

어뜨린다. 다른 방위에서도 이와 같다.】 음악이 점점 잦아지면 봉황음(鳳凰吟) 중기(中機)를

연주하고 여기[妓, 열 여섯 사람]는 노래를 부른다.249)

앞에서 잠깐 제시한 바 있는 『악학궤범』 권5 <학연화대처용무합설>의 기록이다. 그중

<처용가>의 가사와 함께 전하는 처용무의 연행 과정을 인용하였다.250) 기록에 따르면 처용

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섣달그믐날251) 대궐(宮中)에서 행해진 儺禮와 함께 공연되던

것이다. 구나 뒤에 ‘처용무’를 춘다는 언급과 노랫말의 반주로 ‘처용(봉황음)’을 연주한다는

구절에서 해당 부분이 속요 <처용가>의 연행 과정임을 재확인할 수 있다. 몇 가지 주목할

부분을 중심으로 그 무용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249) 이혜구 역, 『신역 악학궤범』, 338-339쪽. 강조 표시는 필자.
250) 그림 확인이 필요한 시각 자료 외에는 원본을 생략하고 번역문만을 인용했다.
251) 하루 전날이라 되어 있으나 마지막 새벽인 五更(새벽 3시~5시)이므로, 섣달그믐을 초점으로

하여 이를 맞이하는 행사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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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5의 처용무 기록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을 꼽으라면 단연 “오방처용(五方處容)”이 꼽힐

것이다. 기록을 토대로 볼 때 ‘오방처용’은 청, 홍, 황, 흑, 백의 다섯 처용을 말하며, 五方이

라는 이름처럼 색과 함께 각각 다른 方位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각각이 상징하는 방위

는 인용된 五方作隊圖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황을 중앙으로 하여 청, 홍(赤), 백, 흑이 각

각 동, 남, 서, 북쪽을 담당하고 있다. 연행 기록을 살펴보면 이 ‘오방처용’이 연희의 중심이

자 핵심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다섯 방위의 처용은 연희 내내 방위를 의식하며 춤을 춘다.

또한 연행 과정의 기록은 각 처용의 위치와 방향을 상세히 설명하며 그 중요성을 명시하고

있다. 나아가 전체적인 무용의 흐름이 다섯 처용이 각자의 위치에서 자리를 잡는 결과적 마

무리를 향해 있어 오방색과 오방의 조화를 完全의 상태로 상정하고 있기도 하다.

그렇다면 <처용가>의 무용을 이해하기 위해 五方과 色, 그리고 그 상징에 대해 논해볼 필

요가 있겠다. 오방색은 음양오행설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데서 짐작할 수 있듯이 그 기원을

우리나라가 아닌 중국에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음양오행과 함께 삼국시대에 전해진 것으

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오방색을 우리의 전통색이라 할 수는 없겠으나, 과거부터 오늘날까

지 우리 민족의 생활사 전반에 깊숙이 스며 있어 ‘한국의 전통색’이라 불릴 만한 입지를 확

보하고 있다. 그렇게 한국인의 인식 속 오방색은 “우리 민족의 기본적인 색채관이자 생활의

색”252)으로 자리 잡았다. 기원은 중국에 두고 있으나 우리 문화의 일부로서 문화색채로 기

능하였다는 것이다. 결국 한국 캐릭터인 ‘처용’과 ‘오방색’의 결합은 중국문화의 수용과 그

융합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국제적’ 성격을 갖지만, 이와 더불어 우리 민족 색채 인식의 근

간을 나타낸다는 점에서는 ‘한국적’ 성격을 갖는다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악학궤범』의 기록으로 돌아와 강조 표시된 부분을 중심으로 오방처용의 무용 양상

에 주목해보자. 춤의 도입 부분에서 다섯 처용은 일렬로 나란히 선다. 초입배열도에 따르면

‘청-홍-황-백-흑’의 순서이다. 이에 장고가 채편을 치면 청처용과 홍처용, 백처용과 흑처용

이 서로 마주 본다. 이때 중앙의 황처용은 마주 볼 짝이 없어 홀로 동쪽을 향한다. 이후 북

편에 맞춰 춤을 추다가 다시금 장고가 채편을 치면 청처용과 홍처용, 백처용과 흑처용이 서

로 등진다. 마찬가지로 짝이 없는 황처용은 홀로 서쪽을 향한다. 도입부에서의 무릎디피춤이

다. 이후 이어지는 춤들 역시 ‘황’을 중앙에 배치하여 연행된다. 이어 짝을 지을 때면 가운데

로 분리된 황을 중심으로 ‘靑↔紅 · 黃 · 黑↔白’의 관계가 형성되며, 변형된 배치가 나타나

더라도 관계의 기본값은 이 구도가 된다. 중앙에 황을 두고 청홍, 흑백이 어울리는 방식이

안무의 골자가 되며, 이에 변형을 주거나 세부적인 방향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안무가 구성

되고 있는 것이다. 우선 ‘黃’을 중앙에 배치한 것은 음양오행을 기반으로 한 오방색의 方位

에 기인한 것임이 분명해 보인다. 좀 더 자세히 살피면 황의 위치 외에도 음양오행의 원리

를 찾아낼 수 있다. 앞의 舞鼓에서 살폈던 四方色의 북과 이를 치며 춤추던 기녀들의 左旋

을 생각해보자. 木火土金水의 오행이 각각 청, 홍, 황, 백, 흑의 오방색과 대응되어 ‘木→火→

土→金→水’의 방향으로 서로를 지지하고 돕는 相生의 원리를 기녀들의 左旋에서 찾을 수

있음을 살핀 바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처용가>의 ‘靑↔紅 · 黃 · 黑↔白’ 구도는 ‘木↔火

· 土 · 水↔金’의 오행으로 치환할 수 있다. 다만 舞鼓처럼 오행의 순환을 보여준다기 보다

는 청처용과 홍처용, 흑처용과 백처용을 짝지어 둠으로써 ‘木과 火’, ‘水와 今’의 조화를 나타

낸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즉, 서로 돕고 지지한다는 음양오행의 원리로써, 처용의 색(五方色)

으로 표상된 相生 관계의 오행을 배치했다는 것이다.

252) 문은배, 『한국의 전통색』, 안그라픽스, 2012, 58-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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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을 중심으로 하는 ‘靑↔紅 · 黃 · 黑↔白’의 배치의 변형으로 ‘黃 ↔ 靑·紅·黑·白’의 구도

를 보이는 춤 역시 음양오행의 원리와 상통한다. 이러한 구도의 춤은 기록의 후반부에서 나

타난다. 강조 표시를 해둔 부분 중 ‘청·홍·흑·백은 중앙을 향해 對舞’하고, 이후 다시 ‘모두

중앙을 등지고 각각 제 방위를 향해 춤춘다’는 대목이 그것이다. ‘황’의 위치 및 역할은 중앙

으로 고정하되, 나머지 四色이 중앙의 황과 마주 보고 등지며 상호작용하는, 약간 변형된 배

열의 무용이다. 이 의미에 대한 설명은 아래 인용문으로 대신해본다. (밑줄은 필자)

황은 북을 향하여 춤추고 청, 홍, 흑, 백은 중앙을 향하여 처음 흑과 황이 대무하고 차례로

청, 홍, 백과 대무한 다음 중앙을 등지고 제자리를 향하여 춤춘다. 회선(回旋) 우선(右旋)으로

흑이 먼저 나오고 황은 백과 홍의 사이에 들어가 거의 모두 제자리에 돌아왔을 때 흑은 뒤

로 물러서도 홍은 앞으로 나가 처용 5인이 일열 횡대로 서면 일제히 무퇴하여 북향으로 선

다음 노래를 한다.

이 춤은 황이 흑, 청, 홍, 백과 돌아가며 대무하는 것으로 이는 상생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

이는 각 방위의 처용이 황과 대무함으로 서로 조화되고 화합함을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

다.253)

이는 이현정이 처용무에 나타난 음양오행 사상을 분석하여 논한 내용의 일부이다. 위 논의

에는 ‘黃 ↔ 靑·紅·黑·白’의 對舞 방향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중앙의 황을 축으로 하

여 ‘흑→청→홍→백’이라는 일정한 순서로 대무가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舞鼓에서의

左旋과 같은 相生 원리의 순서와 일치한다. 木→火→土→金→水, 그리고 다시 水에서 木으로

연결되는 相生에 비추어 볼 때 ‘흑(水)→청(木)→홍(火)→백(金)’의 대무 순서에는 음양오행

의 상생 원리가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이 부분의 오방처용 대무는 相

生이라는 원리로써 표현되는 ‘조화’와 ‘화합’의 춤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처용가>의 바탕에 음양오행의 원리, 좁게는 오방색의 관념이 꽤 짙게 깔려 있다는 추측

은 오방색의 ‘의미’의 관점에서도 접근해볼 수 있다. 이는 무용이 아닌 “처용”이라는 캐릭터

자체로의 접근이므로 시간을 좀 거스를 필요도 있겠다. 사실 呈才로 공연되었던 속요 <처용

가>에서는 오방처용과 그 자리 배치가 중요한 것이었으나, 노래의 근본에 더 가까운 향가

<처용가>는 五方을 담당하는 5명의 처용이 아닌 1명의 처용만을 전제하고 있어 ‘오방의 다

섯 처용’은 존재하지 않는 개념의 것이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처용가>와 五方 개념이

무관했던 것은 결코 아니었다. <처용랑망해사> 일부의 번역문을 아래 인용해본다.

또 포석정에 행차했을 때 남산신이 임금의 앞에 나타나서 춤을 추었는데 좌우의 신하들은

보지 못하고 왕이 홀로 보았다. 어떤 사람[신]이 앞에 나타나 춤을 추니 왕 스스로가 춤을

추어 그 모양을 보였다. 신의 이름을 혹 상심(祥審)이라고 했으므로 지금까지 나라 사람들이

이 춤을 전하여 어무상심(御舞祥審) 또는 어무산신(御舞山神)이라고 한다. 혹은 이미 신이 나

와 춤을 추자 그 모습을 살펴 공인(工人)에게 명하여 모습에 따라 새겨서 후세의 사람에게

보이게 했으므로 상심(象審)이라고 한다고 했다. 혹은 상염무(霜髥舞)라고도 하니 이는 그 형

상에 따라 일컬은 것이다.

왕이 또한 금강령(金剛嶺)註 218에 행차했을 때에 북악신이 나타나 춤을 추었으므로 그의

이름을 옥도금(玉刀鈐)이라고 했고 또 동례전(同禮殿)의 잔치 때에는 지신(地神)이 나타나 춤

253) 이현정, 「궁중무용에 나타난 음양오행 사상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4, 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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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추었으므로 그의 이름을 지백(地伯) 급간(級干)이라고 했다.254)

재인용문에서 보이듯 향가 <처용가>의 배경설화에는 南의 방위를 나타내는 ‘남산신’과 北

의 방위를 나타내는 ‘북악신’이 등장한다. 이야기에서 분명한 神格을 부여받고 있는 이들이

‘남’과 ‘북’이라는 특정한 방위 표현으로써 나타난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들은 舞를 행하는

神格의 존재라는 점에서 “처용”과 상통한다. 그렇다면 특정 방위를 하나씩 맡고 있는 이들

처럼 ‘처용’ 역시 어느 방위를 담당하는 인물일 수 있겠다. 이에 관해 서철원은 중앙을 상징

하는 地神까지도 함께 짚으며 “처용은 남산, 북악의 산신 그리고 중앙의 지신과 함께 어울

림으로써 자신이 오방 관념의 한 방위를 차지하는 신격임을 드러내고 있다.”255)는 결론을

내리기도 하였다. 따라서 <처용랑망해사> 내 처용의 소개와 함께 등장하는 ‘蔚州(울산)’, ‘東

海’와 같은 표현은 남산신, 북악신, 지신의 方位적 성격과 어울려 처용에게 “東”이라는 방위

를 부여한다. 거꾸로 말하면 이는 곧 東이라는 방위가 처용이라는 신격적 상징을 부여받은

것이다. 즉, 속요 <처용가>에 나타나는 五房處容과는 달리, 그 前身이라 할 수 있는 향가

<처용가>의 처용은 “東”이라는 특정한 방향만의 상징이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다.

그렇다면 왜 하필 동쪽일까. 이에 대한 추론의 근거로서 “음양오행”과 “오방색”의 개념을

다시 논해볼 수 있다. 처용이 상징하는 동쪽은 오방색의 “靑”에 해당한다. 속요 <처용가>의

오방처용이 동서남북 제각각의 위치에서 춤을 출 때도 ‘청처용’은 동쪽에 자리하여 동쪽을

향해 춤을 춘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靑’은 오행에 있어서는 “木”에 해당한다. 즉, 음양오행

의 관점에서 ‘처용’은 ‘東方 - 靑色 - 木’까지도 엮어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자오즈한, 허

지에는 오방색의 색채상징에 대한 논의에서 『礼记·玉藻』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각각의 색

이 상징하는 바를 정리해 두었는데, 그중 靑의 부분을 인용해본다. (강조 표시는 필자)

청색(青色)은 오행에서 나무와 동방을 상징하고, 태양이 떠오르면서 가져오는 빛을 의미하

며, 하늘과 무성한 식물 등을 상징한다. 만물이 생성하는 봄의 색으로, 창조, 영생, 생명, 신

생, 희망을 상징하고 양기가 왕성한 복과 벽사(辟邪)를 기원하는 색채로 쓰였다.256)

이에 이어 자오즈한과 허지에는 한국과 중국의 오방색이 갖는 상징성을 비교한다. 이 내

용에 따르면 한국 전통 사회에서의 靑色은 생기, 벽사, 축원, 무병장수 기원 등을 상징하며,

특히 자연물이나 생기의 상징이 돋보이는 중국보다 벽사, 기원 등의 의미가 짙은 색이었다.

또한 한국의 청색이 벽사, 기원과 같은 의미로 기능할 때는 주로 紅色과 함께 사용된다는

언급이 함께 있기도 하다.257)

이처럼 東方과 연관한 ‘靑’의 의미를 살펴보면 앞에서 논해 왔던 “처용” 캐릭터의 특성과

매우 잘 호응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섣달그믐날 벚과 오얏을 부르던 봄의 이미지, 呈

才로서 갖는 기원과 축원의 성격, 그리고 ‘역신의 퇴치’라는 상징에서 오는 辟邪의 의미까지

음양오행설에서 말하는 靑의 성격은 東의 신 처용의 성격과 상통하는 모습을 보인다. 덧붙

254)『三國遺事』 卷2, 「奇異」 2, <處容郞 望海寺> 번역.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2021.3.17.) 참조. 강조 표시는 필자.

255) 서철원, 「신라의 오방 관념과 <처용가> 형성 과정의 한 단서」, 『우리말글』, 우리말글학
회, 2017, 315쪽.

256) Zhao zi-han·He jie, 「중국과 한국 오방색의 색채상징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술
대회 논문집』 제5권, 한국콘텐츠학회, 2017, 463쪽.

257) , 위의 글, 4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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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처용의 가면이 빨간색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紅色과 함께 사용된다는 사실 역시 예사롭

지만은 않다. 음양오행 사상에 입각한 이 상징성은 당연히 처용에게 五方 중 동쪽이 맡겨진

이유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즉, ‘처용’이라는 캐릭터가 가진 “개성”과 상징성의 줄기는 음

양오행 사상에까지 닿아 있으며, 그 원리와 특성 자체 또한 처용 캐릭터가 갖는 “개성”의

일부가 된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東만을 상징하던 처용이 왜 속요 <처용가>에 이르러서는 五方을 모두 포괄하는

5명의 오방처용이 되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이에 대해서는 서철원이 『고려사』, 실록

등의 문헌 검토를 통해 필요에 의한 궁중 유입의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 우선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문헌 검토의 결론을 아래 인용한다. (강조 표시는 필자)

고려와 조선 전 시기에 걸쳐 오방신의 관념은 왕실과 국가를 보위하는 신앙의 한 유형으

로서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 고려에서는 연등회와 팔관회를, 조선에서는 기우제를 그 중심

제의로 삼았다는 차이는 있지만, ①오방 각각의 색채를 엄격히 지키는 점, ②神獸 또는 용과

관련된 요소가 뚜렷하다는 점, ③불교와 무속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등을 그 공통

점으로 내세울 만하다. 그리고 해당 기록에 처용이라는 이름이 뚜렷이 새겨진 것은 아니었지

만, 적어도 하나의 방위를 맡아왔다는 점, 왕의 순행 과정에서 등장한다는 점, 물을 매개로

한 용과의 인연 등을 처용을 연상케 하는 개연적 단서로 떠올려 보았다.258)

위 결론을 포함한 논의에 따르면 “오방신” 관념은 궁중 신앙의 한 유형이었으며, 이는 고

려와 조선 모두에서 나타나 신주나 용의 등장, 불교와 무속의 만남 등을 공통점으로 갖는다.

오방처용과 밀접한 五方色의 색채가 엄격히 지켜졌다는 점은 五方의 관념과 왕실의 公的 성

격을 연결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속요 <처용가>에 나타나는 뚜렷한 오방적 색채

역시 <처용가> 내 ‘오방’의 관념이 궁중 혹은 왕실의 소산이라는 추측을 하게끔 한다. 결국

속요 <처용가>에 나타나는 오방처용은 민간의 <처용가>가 궁중으로 유입되면서 五方의 관

념과 결합한 산물로서 이해할 수 있을 듯하다. 즉, 龍이나 方位의 요소, 巫俗, 王 등의 요소

가 ‘처용’과 ‘오방’을 연결하여 둘의 결합을 가능케 했다는 것이다. 덧붙이자면 앞에서 살핀

음양오행과 ‘東’의 상징성 역시 이러한 매개의 역할에 동참했을 것으로 보인다. 東方을 맡은

처용의 성격은 오방색을 포함한 음양오행관에 부합한다. 속요 <처용가>는 결과적으로 오방

처용의 형태로 정착하긴 하였으나, 유입 과정이나 초기 연행에 있어 東을 상징하는 단독 처

용의 형태가 基本으로 고려되지 않았을까 추측해본다.

신라 시대에 향가로서 발생한 <처용가(處容歌舞)>는 난세의 말기적인 시대를 거치는 동안

잠시 문헌에서 사라졌다가, 고려 건국 이후 팔관회와 기타 사신들을 위한 여흥, 또는 나례

의식을 통해 서서히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난세에 밀려 모습을 감췄던 <처용가>가 다시금

소환되어 후대까지 오래 전승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 단순히 답하자면 수요와 필요

가 있었기 때문이겠다. 그리고 이러한 필요는 <처용가>가 갖는 ‘개성’이 만들어낸 것이다.

개성은 타 개체와 구별되는 독립적 성격이 전제되기에 기본적으로 ‘대체 불가능’한 유일의

것이다. 역신을 퇴치하는 神的 능력이 있는 너그러운 성품의 주인공은 타 작품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만의 매력을 갖는다. 속요 <처용가>는 궁중 나례에서의 연행을 목적으로 하는

呈才의 일종이다. ‘잡귀를 쫓는’ 나례의 성격을 고려할 때 ‘처용’이라는 캐릭터는 그 연결점

258) 서철원, 「처용가무의 전승 및 연행 과정에 나타난 오방처용의 성격」, 『한국시가연구』 41
호, 한국시가학회, 2016, 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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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보하기 쉽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대상이었을 것이다. 더불어 처용의 상징으로 기능하는

방위(東)나 용, 왕의 순행과 같은 요소는 궁중의 신앙이었던 ‘오방’을 포함한 음양오행의 관

점을 연결시키기 적합했을 것이다. 처용의 복합적 “개성”이 궁중 정재 편입의 적격을 만들

어주었으며, 그렇게 융합된 궁중 예술로서의 특성은 다시금 처용의 “개성”을 구성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

이상 『악학궤범』 기록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처용’이라는 캐릭터의 “개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겠다.

① 역신 퇴치 능력

② (인간에게) 관대하고 너그러운 신적 인품

③ 太平聖代와 歌舞

③ 음양오행과 오방색의 관념

④ 결합과 융합으로 인한 복합성 - 무속과 불교, 궁중과 민간(상층과 하층), 주술과

송축(무속과 궁중)

이는 다른 캐릭터와 구별되는 ‘처용’만의 것이기에 그 의미가 크다. 그리고 그 ‘특별함’이

처용이라는 캐릭터가 다양한 맥락에서 여기저기 소환될 수 있게끔 한다. 이렇게 다양한 곳

으로 녹아들며 처용의 특별함은 ‘보편성’을 획득한다. 처용의 “개성”에 상징적 성격이 부여

되어 캐릭터에 정착하게 된다는 것이다. 처용은 다른 곳에 없는 한국만의 독특한 캐릭터라

는 점에서도 가치가 있다. 위에 정리된 처용의 복합적·다면적 개성은 ‘한국의 캐릭터’로서의

그를 입체적 매력의 인물로 만들어준다. 결국 『악학궤범』에서 확인할 수 있는 ‘처용’ 캐릭

터의 “개성”이 한국적이면서도 입체적(복합적)이고, 특별하면서도 보편적인 매력의 “처용”을

탄생시켰다는 것이다. 『악학궤범』을 통해 속요 <처용가>를 다면적으로 살피고 분석하는

것은 우리의 캐릭터 처용이 가진 개성과 매력을 찾아내는 것은 물론, 문학작품이자 종합 정

재인 속요 <처용가>를 이해하는 데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매력적이면서 독특한 개성의 캐릭터는 그렇지 않은 캐릭터보다 수용 및 변용되는 시간과

서사의 범위가 넓다. 보편성에서 벗어날수록 캐릭터의 개성은 강해지고, 이 강한 개성의 캐

릭터는 곳곳에서 새로운 서사 속으로 소환되며, 이렇게 파생된 여러 서사는 그 중심인물에

대한 보편성을 갖는다. ‘처용’ 역시 그렇다. 呪術性과 연결되는 처용의 개성은 그 독특한 독

립성에 의하여 독자적 이미지를 형성한다. 이 이미지 덕에 처용은 ‘역신의 퇴치’ 혹은 ‘신적

인품’ 등의 맥락에서 대체 불가능한 必要로서 수용된다. 이로써 처용의 개성은 하나의 ‘상징’

으로서 기능한다. 상징으로서 얻는 보편성은 ‘처용’이라는 캐릭터가 채택되는 서사의 범위를

크게 넓힌다. 습용을 넘어 다채로운 맥락에서의 수용, 변용 및 활용의 요구를 받는 처용은

결국 민족 문화로서의 보편성까지 획득하게 되고, 이는 또다시 처용이 가진 “개성”의 일부

가 된다.

따라서 『악학궤범』에 전하는 속요 <처용가>의 연행(歌舞) 기록은 <처용가>의 궁중 편

입 과정이 보이는 ‘복합성’과, 이 복합의 매개가 되는 ‘사상’과 ‘인식’, 그 과정에서 기존의 처

용이 갖는 독자적 개성에 덧붙여지는 새로운 ‘개성’, 그리고 이 과정이 반복되며 획득하는

‘보편성’의 양상을 모두 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속요 <처용가>의 ‘복합성’은 신라 향

가 <처용가>인 처용을 궁중의 필요에 맞게 수용하는 과정에서 나온다. 이는 곧 민간의 캐

릭터 ‘처용’을 궁중 문화에 유입시킨 것이므로, ‘궁중’과 ‘민간’ 혹은 ‘상층’과 ‘하층’의 결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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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소통으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이러한 복합에는 수용 환경과 목적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이를 충족시킬 만한 매개가 있기 마련이다. 속요 <처용가>의 경우 궁중 나례에서 행해지는

呈才의 성격을 매개할 것이 필요했다. 기본적으로 이는 처용의 ‘역신 퇴치 능력’이었으며, 당

시 조선이 꾀하던 정치 노선이자 궁중의 사상적 기반이었던 ‘음양오행’과도 상통하는 부분이

있어 궁중 편입 대상으로 적격 판단을 내렸을 것이다. 역신 퇴치라는 ‘巫’의 요소와 음양오

행을 기반으로 하는 ‘한국적 색채관’이 한 작품 안에서 만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다

면적 통합은 『악학궤범』을 통해 이루어진다. 민간의 것, 지방의 것들이 宮中에서 모여 성

리학적 이념이 밴 ‘종합예술(呈才)’로 재정비되는 것은 계속해서 언급해온 『악학궤범』의

근본 목적과도 같다. 따라서 <처용가> 역시 『악학궤범』을 통해 비로소 종합예술로서의

완성을 이룬 작품이라 말할 수 있다. 특히 신라에서부터 시대를 넘어 조선 궁중으로 수용되

면서 서로 다른 시대, 서로 다른 계층의 색을 입은 채 조선의 궁중 예술로 재탄생했다는 점

은 <처용가> 작품 자체의 개성으로서 그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복합적

이고 다면적인 ‘처용’과 속요 <처용가>의 개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문헌이 바로 『악학궤

범』이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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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악학궤범』의 의 문학사적 가치 및 위상의 再考

5.1 綜合 · 複合 · 普遍의 독자적 가치

『악학궤범』에 전하는 고려속요의 가사는 문학 연구에서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어왔다. 특

히 <정읍사>와 <동동>은 그 가사의 全文이 『악학궤범』에만 실려 있어 더욱 그러했다.

그러나 『악학궤범』의 문학사적 가치는 가사의 유존에만 있지 않다. 사실 『악학궤범』에

실린 속요 <정읍사>, <동동>, <처용가>는 그 자체로 하나의 완전체가 아니라 呈才의 일부

로서 존재한다. 즉, 음악과 무용, 복식 등을 포함한 무대 전체가 가사와 함께 어우러져 하나

의 온전한 고려속요 작품(呈才)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이들의 본질적 양상을 살피는 데 있어

이러한 전제와 고려는 선택이 아닌 필수의 영역인 것이다. 이러한 인식 위에서 『악학궤

범』에 담긴 多面의 기록을 바탕으로 고려속요 <정읍사>, <동동>, <처용가>의 논의를 시

도해본 결과 가사 텍스트만이 대상이 되었던 세 작품의 기존 연구를 보완하며 속요 呈才를

하나의 온전한 작품으로서 다루는 전체적인 시각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

이는 크게 공연물로서의 “綜合性”, 궁중악으로서의 “複合性”, 시공간을 넘나드는 “普遍性”이

라는 세 측면에서 나타나는 『악학궤범』의 독자적 가치로서 설명할 수 있겠다.

첫째로 노래(歌), 무용(舞), 음악(樂) 등 ‘呈才’라는 공연예술의 구성 요소들을 모두 아우르

는 “綜合性”의 측면이다. 『악학궤범』은 <정읍사>, <동동>, <처용>이 呈才로서 연행되는

‘종합적인’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유일한 기록 문헌이다. 따라서 『악학궤범』

은 세 작품이 갖는 궁중 예술로서의 “종합성”을 총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

의가 매우 크다. 궁중의 공연으로서 연행되었던 속요는 그 자체로서 종합예술의 성격을 가

지며, 이 종합요소의 조화로서 하나의 작품이 되는 문학이다. 『악학궤범』의 <정읍사>는

舞鼓呈才로서, 백제 노래 <정읍>의 가사, 영해 지역의 북춤 舞鼓, 그리고 성악 형태의 지역

요였던 <정읍>이 궁중 기악곡으로 재편성된 <수제천> 등의 요소가 모여 탄생한 綜合의 예

술이다. 『악학궤범』 권5에 전하는 <정읍사>의 가사는 행상을 나가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향한 백제 여인의 사랑(夫婦愛)를 노래한 것이다. 여타 속요와 달리 주인공은 有夫의 여인이

며, 『악학궤범』 권3의 부연 기록과 연결 지어 볼 때, 망부석 설화의 모티프 및 서사 구조

를 차용하면서도, 그 끝에 ‘石化’가 아닌 결말의 여지를 남겨두고도 있었다. 이러한 가사(서

사)의 특이점은 음악, 무용 등을 포함한 <정읍사> 작품의 다른 구성 요소로서 보강된다. 呈

才 <정읍사>의 반주음악인 <정읍>의 악곡·선율과 그 구조를 살피면, 그 형태가 가사의 서

사 구조 및 표현과 어느 정도 대응을 이루거나 그 해석에 힌트를 제공해주어 전체적인 내용

이해를 굳히는 데 의미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나아가 반무되는 춤 舞鼓 역시 ‘한’과 그

‘승화’의 성격, 화려하고 힘찬 분위기가 속요 <정읍사>의 여인과 그 서사를 떠올리게끔 하

기도 한다.

<동동>의 경우 『악학궤범』 권5에 전하는 月令體歌 가사에서 나타나는 동아시아적 국제

성이 무용을 비롯한 여타 구성 요소에서도 그 성격을 뚜렷이 한다. 특히 권4의 당악정재와

공유하는 무용의 구조나 복식 등은 <동동>을 이루는 개별 요소와 그 종합의 성격을 이해하

는 데 매우 큰 시사점을 주었다. 致語를 위시하는 頌禱의 무용, 타국으로부터 전래 받은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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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악기 牙拍 등은 <동동>이 나타내는 짙은 국제성을 단단히 뒷받침한다. 언뜻 사별한 임

을 그리는 고독의 노랫말(歌詞)과 임금의 장수를 기원하며 바치는 頌禱의 춤, 아박을 활용한

화려와 절도를 모두 갖춘 牙拍舞와 불교 및 도교적 색채의 배경이 아무런 조화나 연결점 없

이 무질서한 하나의 작품으로서 기능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들 각각의 성격이 결국 日·中을

위시한 동아시아의 공유 문법 및 모티프로 수렴된다는 점에서 ‘동아시아적 국제성’을 기반으

로 한 <동동>의 綜合적 응집성을 보일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처용가>는 『악학궤범』 내 모든 관련 기록들이 ‘처용’이라는 캐릭터와 그 개성을 보이며

하나의 작품으로서 수렴하는 면모를 보인다. 권5의 가사에서 나타나는 주인공 ‘처용’의 모습

은 권9의 처용가면 및 복식이 보여주는 처용 형상과 대응하며, 가사 내 난해어구의 힌트를

제공해주기도 하고, 무용 및 기타 배경의 요소 또한 역신의 퇴치, 봄(春), 포용의 성품(寬容)

등 ‘처용’이라는 캐릭터가 갖는 개성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주거나 그 성격을 뚜렷이

해주기도 한다. 이렇듯 하나의 작품을 이루고 있으나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만 같았

던 각각의 요소들에서 의미 있는 연결 고리를 찾아내거나, 한 분야에서 다른 한 분야의 연

구를 보충하거나 재고하게끔 하는 힌트를 얻어내는 등의 일은 ‘綜合’의 성격을 갖는 속요 장

르의 연구에서 매우 필수적이면서도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이는 곧 綜合예술로서의 속요

작품의 본질과 그 이해에 보다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돕는 『악학궤범』의 크고 有意味한 가

치이기도 하며, 여타 문헌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만의 독자적 가치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

다.

둘째로 『악학궤범』 내 속요 정재가 궁중예술이었기에 ‘궁중’으로의 편입 과정이 필수적이

었던 데서 나타나는, 지역(지방)과 궁중(중앙)의 교섭을 통한 “複合性”의 측면이다. ‘종합성’

이 각기 다른 영역의 요소들이 결과적으로 하나의 ‘종합작품’을 구성할 때 이를 아우르거나

설명할 수 있는 종합적 성격에 집중한 것이라면, ‘보편성’은 종합과 수렴의 최종 단계 혹은

각 요소를 아우르며 추출된 새로운 성격보다는 해당 ‘결합’의 과정 혹은 양상 자체에 집중한

것이라 이해하면 될 듯하다. 『악학궤범』이 전하는 <정읍사>, <동동>, <처용가>는 모두

‘궁중’의 향악정재로서 실려 있다. 이는 이 세 작품이 궁중에서 연행되는 “중앙”의 문화예술

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정읍사>의 가사가 지닌 백제 井邑의 지역성은 舞鼓 춤이 지닌

영해의 지역성과 ‘宮中’이라는 공간에서 ‘중앙’의 문화예술로서 만난다. 앞서 논의에서 이를

『악학궤범』이 보여주는 지방(井邑/寧海)과 중앙(宮中)의 ‘소통’이라 언급한 바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소통은 <정읍사>뿐 아니라 <동동>과 <처용가>에서도 찾을 수 있다. <동

동>의 경우 呈才의 무용인 動動舞로부터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궁중 사상과의 결합 이전에

두 작품은 모두 <정읍사>처럼 ‘지역성’의 특징을 내포하고 있음을 짚어둘 만하다. 우선 <동

동>에 대해서는 『성종실록』에 성종이 명의 사신을 접대하며 動動舞를 언급하는 대목이

등장한다. 이는 연행되는 춤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上曰此舞自高句麗時已有

之名曰動動舞”259)라 하여 動動舞가 고구려로부터 온 것이라 전하고 있다. 이 動動舞의 기록

은 앞에서 살폈다시피 『악학궤범』 권3과 권5에 실려 전한다. 즉, <동동> 역시 動動舞가

지닌 고구려의 ‘지역성’과 궁중이라는 ‘중앙’이 만난 것으로, <정읍사>가 지방인 백제와 중

앙인 궁중의 결합을 보여준 것과 같이, 지방(高句麗)과 중앙(宮中)의 교섭을 보여주는 또 하

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 <처용가> 또한 마찬가지이다. <처용가>의 경우 신라 향가 <처용

가>에서 그 지역성을 논해볼 수 있다. 『악학궤범』에 실린 속요 <처용가>는 그 가사에 신

259) 『成宗實錄』 券132, 12年 辛丑 8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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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향가 <처용가>의 가사가 그대로 ‘차용’되어 있다. 이는 두 <처용가>가 이름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노랫말 대 노랫말로서의 간섭을 주고받은 관계임을 의미한다. 즉, 향가 처용가

가 지닌 신라의 ‘지역성’이 궁중이라는 ‘중앙’으로 흡수되면서 새로운 가사의 속요 <처용가>

가 만들어졌다는 유추가 가능하다. 이렇게 본다면 <처용가> 역시 다른 두 작품처럼 지방

(新羅)과 중앙(宮中)의 소통을 보여주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즉, 『악학궤범』은 지방의

문화예술이 중앙(宮中)으로 모이게 되면서 고구려·백제·신라 모두의 자취가 녹아든 呈才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문헌인 것이다.

한편 작품(呈才) 기반에 자리잡고 있는 궁중의 기반 사상, 음양오행을 위시한 “성리학” 역

시 궁중 편입 과정에서 자리 잡아 작품의 성격에 더해진 사상으로, 속요와 궁중악의 ‘복합성’

을 보여주는 또 다른 논거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특히 舞踊의 영역에서 그 성격이 두드러진

다. <정읍사>의 경우 『악학궤범』 권5에 제시된 舞鼓의 회무격고도, 초입배열도에서 기녀

들의 회무 방향(左旋)과 배치된 북의 색을 통해 음양오행과 相生의 성리학적 원리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정읍사>의 가사나 <정읍>의 선율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궁중 편입

과정에서 舞鼓라는 춤과 결합하고 궁중의 格을 부여받으면서 새롭게 나타난 특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처용가>의 경우 處容舞의 오방처용과 그 상징이 성리학적 사상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대표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처용의 상징으로 기능하는 방위(東)나 용, 왕의

순행과 같은 요소 역시 궁중의 신앙 ‘오방’을 포함한 음양오행의 관점을 연결하는 역할을 해

주었다. 이렇게 융합된 궁중 예술로서의 특성이 다시금 처용의 “개성”을 구성하는 데 기여하

기도 하였으므로, <처용가>의 경우 궁중과의 ‘複合性’이 주인공 ‘처용’의 성격이라는 작품의

본질적 요소로까지도 자연히 영향을 미친 것이라 볼 수 있을 듯하다.

셋째는 시공간의 구애를 뛰어넘는 “普遍性”의 측면이다. 『악학궤범』을 통한 세 작품의

보편성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논해볼 수 있다. 첫째는 동아시아 문화권과의 동질성에서

오는 “동아시아적 보편성”이며, 둘째는 오늘날까지 그 가치를 인정받는 “현대적 보편성”이

다. ‘동아시아적 보편성’은 『악학궤범』에 수록된 우리 문학260)에 나타나는 국제적 모티프

에 관련한 것이다. 여기서 ‘國際’라는 것은 동아시아 국가들과 공유하는 문화와의 친연성 혹

은 그 수용에 기인한다. 우선 <동동>에 나타나는 ‘국제성’은 여러 항에 걸쳐 논한 바 있다.

이는 불교, 장수기원의 송도 등의 모티프와 세시풍속을 담은 월령체 형식 등 한·중·일의 연

희와 시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동아시아적 문법을 말하는 것이다. 연희에 대한 것은

<처용가>로도 이어지는데, ‘역귀를 쫓는’ 연희의 존재와, 巫俗과 관련한 ‘신통력’을 가진 인

물의 존재가 한·중·일에서 모두 나타난다.261) 이러한 유사성은 당시 동아시아 국가의 활발한

예술 교류를 증명하는 것이며, 타국과의 문화예술 접촉과 그 수용을 수월하게 하는 것이기

도 하다. 동아시아의 보편적 모티프가 각국의 개성에 맞게 수용되고 개편되면서, 보편성을

확보하면서도 독자적인 개성을 지닌 작품이 탄생하고 정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보편성’의 작품은 국제적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동아시아적 가치’를 지닌다는 점도 그 의

미가 크겠다. 통시적 관점에서 보자면 『악학궤범』에 수록된 작품이 오늘날까지도 기억되

며 그 가치를 이어왔다는 점에서 보편적 의의를 찾을 수 있을 듯하다. 현대까지 ‘기억’되고

260) 협의적으로는 고려속요를 말한다. ‘문학’의 범주로 논의될 만한 작품들은 더 있으나, 본고의
초점은 고려속요에 있다.

261) 중국의 나희(儺戲)에서는 아이들이 “侲子”라는 역귀를 쫓는 역할을 맡아 가면을 쓰고 연기
했다. 일본에는 “텐구”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처용’과 유사하다. 신통력을 가진 붉은 색의
요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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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를 ‘이어’왔다는 것은 단순한 추상의 의미를 넘어 구체적 형태로의 遺存을 말한다. 국립

국악원에서는 <정읍사>, <동동>, <처용가> 呈才를 정기·상시적으로 공연하며 『악학궤

범』의 기록을 재현하고 있다. 이러한 현대 ‘복원262)’ 공연이 가능함은 『악학궤범』 권5가

呈才 공연 양상을 구체적이고 단계적으로 기록하여 전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정읍사>의 경우 그 ‘지역성’ 덕분인지 井邑市의 사랑을 받아 여러 형태로 기념 및

회자 되고 있다. 정읍시에서는 매년 가을 ‘정읍사문화제263)’라 하여 정읍사 여인을 기리는

단풍 축제가 열린다. 정읍시 내에는 <정읍사>의 발원 현장에 조성하였다는 ‘정읍사공원’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 안에는 ‘정읍사예술회관’, ‘정읍사국악원’과 같은 “정읍사”의 이름을

딴 시설물264)들이 들어서 있다. 또한 <정읍사>에 등장하는 “망부석”을 구현한 여인의 ‘망부

상’이 건립되어 있어 <정읍사>의 주인공인 ‘기다림’의 여인을 다시금 떠올리게도 한다. 이처

럼 오늘날까지 『악학궤범』의 속요들을 기억하고 재현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어왔고, 그러한

노력 또한 계속해서 전승되어왔다면, 이는 현대로도 후대로도 ‘전승될 만한’ 가치를 인정받

은 것이라 할 수 있다. 현대인들이 <동동>을 듣고, 처용무를 감상하고, <정읍사> 여인의

석상을 마주할 수 있는 것은 『악학궤범』과 그 기록이 갖는 ‘현대적 가치’가 일으킨 노력의

산물일 것이다.

따라서 『악학궤범』은 동아시아적 국제성에서 나오는 ‘동아시아적 가치’와 현대의 기억과

전승에서 나오는 ‘현대적 가치’가 공존하는 자료라 할 수 있다. 이들은 공존 속에서 서로 결

합하며 ‘문화사적 가치’로까지 이어진다. 동아시아적·현대적 공감과 함께 文化史 전반을 아

우를 수 있는 이 “보편성”은 『악학궤범』으로부터 얻은 또 하나의 성과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성과들은 곧 문학(俗謠) 연구의 자료로서 『악학궤범』이 지닌 ‘새로운 가치’와도

같다. 세 작품의 연구사에서 간과되거나 조명받지 못했던 요소들도 『악학궤범』을 통해 논

의의 대상으로서 주목받고 그 중요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각 작품의 연구사에서 풀리지

못한 논란에 논거를 더욱 보충하거나, 텍스트만의 독립된 연구로는 발견하기 어려운 작품의

의미를 찾아내는 등의 확장된 시각의 속요(文學) 연구 역시 『악학궤범』이 바탕이 된 성과

라 할 수 있겠다. 이는 앞의 장들에서 살핀 <정읍사>, <동동>, <처용가>의 논의로 확인한

바 있으며, 이는 곧 속요 연구 자료로서 『악학궤범』이 갖는 문학적 가치로도 이어질 수

있겠다.

고려속요 연구 자료로서 『악학궤범』의 기록은 문학 연구의 기본이라고도 할 수 있는 ‘작

품의 문학적 해석’에 의미 있는 접근 방식을 제공해주었다. <정읍사>는 난해어구를 중심으

로 해석의 논란이 많은 작품이었다. 그중에서도 ‘後腔全져재’는 음악 형식의 표기와 혼재되

어 있어 여러 관점에서 논의되던 표기이다. 『악학궤범』은 이를 음악적으로 접근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악학궤범』 내 수록된 노래들의 표기 방식은 ‘後腔全’이라는 악

곡 표기에 의구심을 제기하였고, 이 노래들의 악곡 형태를 <정읍사>와 대비하여 ‘後腔全’의

표기 분절 논란에 하나의 시각을 덧붙여볼 수 있었던 것이다. <동동>의 경우 『악학궤범』

관련 기록들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국제성’이 기반이 되어 그 해석에 정교함을 더하였다.

타국 월령체 시가와 공유하는 문법, 呈才로서 갖는 ‘長壽(頌禱/頌祝)’와 ‘신선’ 등의 모티프

262) 완전한 복원의 의미는 아니며, 改編의 의미를 포함한다.
263) “정읍사 문화제는 현존 최고(最高)의 백제가요 정읍사와 정읍사 여인의 숭고하고 아름다운

부덕과 정절을 기리며 천혜의 비경 내장산의 아름답고 붉은 단풍과 함께하는 문화축제입니
다.”, 정읍시청 홈페이지의 소개글, 2020. 02. 06. 2021년 3월 21일 접속,
http://www.jeongeup.go.kr.

264) 무대예술에 관련한 시설에 <정읍사>를 붙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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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동아시아적 국제성”으로써 <동동> 해석의 방향을 제시해주었다는 것이다. <처용가>

는 劇詩의 성격이 뚜렷하여 『악학궤범』이 갖는 비언어적 기록의 중요성이 컸다. 특히 卷9

<處容冠服> 등에서 확인 및 유추할 수 있는 ‘처용’의 시각적 이미지는 텍스트가 보여주는

추상의 영역을 벗어나 캐릭터에 대한 직관적 이해를 가능케 한다. 가사 텍스트의 글 묘사가

시각 자료와 연결되어 그들이 분리되지 않고 시각적 이미지로 모이기에, 수용자로 하여금

‘처용’이라는 주인공 캐릭터를 쉽게 형상화하고, 이에 더욱 몰입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악학궤범』은 또한 고려속요 세 작품에 대한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시각을 제시해준다.

문학 연구에서의 ‘고려속요’는 그 가사의 텍스트와 동일시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악학궤범』의 기록에서 알 수 있듯 고려속요는 궁중 종합예술로서 공연의 형태로 연행될

때에야 하나의 온전한 작품(呈才)으로 완성된다. 즉, 가사 텍스트만으로는 고려속요 작품의

全面을 대했다고 할 수 없으며, 당대 사람들이 향유했던 ‘공연(綜合藝術)’ 그 자체가 하나의

‘고려속요’ 작품으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악학궤범』은 이러한 ‘종합예술(高麗俗謠)’

을 구성하는 여러 제반 요소들, 예컨대 음악·무용·복식 등의 공연 예술적 기록이 망라되어있

는 문헌이다. 따라서 해당 기록들의 검토는 자연히 속요 작품의 다면적 검토를 대신하며, 이

로써 그 구성 요소의 범위 및 양상 등을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악학궤범』의 효용은 결국 ‘문학작품의 온전한 이해’라는 문학 연구의 궁

극적 이상과도 연결된다. 다른 요소를 배제한 노랫말(歌詞) 텍스트 중심의 연구 역시 문학

연구로서 필요한 지점이 있겠으나, 하나의 작품을 이루는 요소가 노랫말뿐이 아닌 이상 未

完의 것만을 연구 자료로 쓰고 있다는 점에서 개운치 못한 부분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전체’의 양상을 담고 있는 『악학궤범』의 중요성은 높게 평가될 수밖에 없다. 『악

학궤범』은 문학 연구에서 협의적으로 규정해온 ‘고려속요’를 온전한 형태로서 이해할 수 있

는 핵심이자 필수적인 자료이다. 그렇기에 呈才로서, 종합예술로서, 당대인들이 인식한 그대

로의 “고려속요”를 대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야말로 『악학궤범』의 문학적 가치이자 근본

적 의의라 이야기할 수도 있겠다.

이러한 가치는 다른 문헌이 대신할 수 없는 『악학궤범』만의 독자적 가치라는 데서 그 의

미가 더욱 크다. 우선 『악학궤범』은 王命에 의한 책으로, 뚜렷한 목적 아래에서 公的으로

편찬되었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해둔다. 앞에서 언급하였듯 『악학궤범』의 편찬 목적은 우

리나라 음악을 기록해 보존하고, 이를 통해 참고할 만한 軌範을 만드는 것이다. 성현은 序에

서 “儀軌와 樂譜가 해가 오래되어 해어졌고, 요행히 보존된 것 역시 모두 소략하고 오류가

있으며 빠진 것이 많다.”265)고 설명하는데, “集大成”이라는 편찬 목적을 생각하면 그 내용에

‘의궤’와 ‘악보’를 참고한 정리가 포함되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결국 연행 과정과 그 시

각 자료가 중심이 되는 의궤, 가사를 포함한 음악적 요소가 중심이 되는 악보 등이 이것저

것 선별되어 하나의 ‘종합예술서’인 『악학궤범』으로 엮였다는 것이다. 특히 고려속요는 궁

중으로 편입되어 연행물로서 완성된다는 특수성이 있어 작품의 전체적 양상을 확인할 수 있

는 ‘綜合’ 기록의 의미가 크다. 즉, 『악학궤범』은 <정읍사>, <동동>, <처용가>의 문학 텍

스트(歌詞)와 함께 해당 작품(呈才)의 전체적인 양상을 실은 기본 자료라는 점에서부터 여

타 문헌보다 속요 연구에서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악학궤범』이 왕명에

의한 공식적 문헌이면서 그 지향을 조선 정치이념(성리학)에 걸맞은 “範”의 정립에 두고 있

다는 것은 이에 실린 고려속요 작품의 양상이 가장 기본적인 ‘完城型’의 모습임을 의미한다.

265) 이혜구 역, 앞의 책, 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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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세 작품을 대하는 데 있어 『악학궤범』 가장 기본적으로 검토해야 할 최우선가치

의 자료라고도 할 수 있겠다.

고려속요를 전하는 다른 문헌들 사이에서도 『악학궤범』이 지닌 가치는 독보적이다. 고려

속요 작품의 대부분은 『악장가사』, 『시용향악보』, 『악학궤범』에 실려 전한다. 그 명칭

에서 짐작할 수 있듯 『악장가사』는 歌詞, 『시용향악보』는 樂譜 중심의 문헌이다. 『악장

가사』는 김명준266)을 대표로 하여 국문학계의 논의 대상으로서 주목받았고, 『시용향악

보』는 악보가 수록되어 있어 국악계 연구에서 적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 다만 『악학궤

범』은 그 독자적 중요성에 비해 속요 문헌의 연구에서 소외되어있다. 이는 『악학궤범』이

지닌 복합적 특성이 문학과의 거리를 넓힌다는 인식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

서 논증해왔듯 『악학궤범』이 綜合藝術書로서 보여주는 복합의 기록은 오히려 고려속요 작

품의 본질과 맞닿아있다. 『악학궤범』이 전하는 기록은 당대 종합 정재로서 연행되었던 高

麗俗謠 <정읍사>, <동동>, <처용가> 그 자체의 모습이다. 가사 텍스트만을 전하는 『악장

가사』와 노래의 구성만을 전하는 『시용향악보』를 통해서는 작품 해석에 대한 접근 방식

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전체의 양상 혹은 당대의 향유 형태를 확인할 수 없어 연구

대상 또한 그 일부인 가사 텍스트로 한정된다. 그렇기에 작품 논의가 어휘적·문화적 추론에

만 의존하기 쉬우며, 연구의 방향 설정과 취합해야 할 자료 선정 또한 망연할 수 있다. 따라

서 속요 작품의 온전한 양상이 기록되어 있는 『악학궤범』은 여타 문헌에 결여된 복합적

시각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연행물’의 형태 그대로, 당대인들의 시선에서 “고려속요”를 대

할 수 있게 한다는 점만으로도 ‘한계’로부터 자유롭다. 고전문학을 연구하는 목적 중 하나는

당대 선인들의 자취를 기억하고 이해하는 것이기에, 당대인들이 향유했던 그대로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 가치를 매우 높게 살 수밖에 없다. 실제로 오늘날 국립국악원 등에

서 행해지는 고려속요 작품의 ‘복원’도 『악학궤범』의 기록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악학

궤범』이라는 종합 기록이 남아있기에 현대의 우리가 당대인들과 같은 시선에서 “고려속요”

라는 공연물을 즐기고 기억할 수 있는 것이겠다.

266) 김명준, 『악장가사 연구』, 다운샘,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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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綜合藝術書로서의 문학사적 위상

문학, 특히 고려속요의 연구에서 『樂學軌範』의 가장 큰 중요성은 당대 향유되던 것과 같

은 속요 정재의 온전한 전체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우리가 익히 ‘고려속요’라

불러왔던 『악학궤범』의 세 작품 <정읍사>, <동동>, <처용가>는 노래 가사로만 기록되어

있지 않다. 『악학궤범』의 검토는 이들 呈才의 공연 양상을 살핌으로써 속요 呈才가 여러

가지의 결합에 의한 복합체이자, 그러한 복합을 조선 궁중으로 편입시켜 ‘재정비’한 결과물

임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악학궤범』의 서문에서 밝힌 편찬 의도와 문헌의 성격으로 볼

때, 수록된 呈才 작품들은 성리학을 기반으로 하는 조선의 정치적 이상 실현을 위해 재구성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속요 呈才 세 작품 또한 그러하며, 이들은 卷5 <향악정재도의>에 실

려 전하기 때문에 卷4의 唐樂呈才들과 마찬가지로 ‘취합’, ‘수용’ 등의 과정을 거쳐 “재정비”

된 産物일 것이다.

이는 익히 논해 온 ‘高麗俗謠’가 그 이름처럼 ‘고려’의 것, ‘민간’의 것이라는 인식의 再考를

요하기도 한다. 노래의 최초 유래는 그러할 수 있어도267) 현 우리에게 전해진 『악학궤범』

의 “고려속요”들은 조선의 사상과 문화를 수용해 의도적으로 ‘재창조’된 새로운 呈才인 것이

다. 바꿔 말하면 이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에 이르기까지 시대의 흐름을 망라한 우리 문화의

總集合이자, 고려속요라는 궁중 예술의 온전한 綜合結晶體라 할 수 있다. 앞서 짚었듯 『악

학궤범』 내 고려속요는 세 측면에서의 ‘綜合(複合)’을 보여준다. 첫째로 궁중 예술이라는 특

성에서 기인한 歌舞樂의 결합인 ‘공연예술’로서의 복합을 기본으로 하여, 취합과 수용이라는

개작 및 편찬 방식에 의한 ‘지역과 중앙’의 복합, 마지막으로 이렇게 탄생한 종합예술이 주

는 ‘시대와 공간’의 복합을 들 수 있다. 이러한 “複合”의 형태는 오직 『악학궤범』의 기록

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만으로도 『악학궤범』은 문학사·음악사·무용사에

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이다.

고려속요의 대표작이라고도 할 수 있는 『악학궤범』의 <정읍사>, <동동>, <처용가>는

사실 宮中이라는 특수한 무대에서 공연된, 우리 문화를 시대와 공간을 넘어 망라한 복합적

이고 거대한 결합체이다. 즉, 최종적으로는 조선 궁중의 것이나, 지방문화, 동아시아적 국제

성, 삼국시대부터의 흔적 등 여러 요소가 결합된 독특한 장르라는 것이다. 이때 그 결합요소

(구성요소)들은 하나의 ‘작품(呈才)’으로서 완성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분리되어 논해질 수 없

다. 따라서 『악학궤범』이라는 문헌은 ‘고려속요’라는 장르를 대하는 우리의 시각부터 다시

금 생각해볼 여지를 던져주고 있기도 하다. 결국 『악학궤범』은 複合體 형태의 <정읍사>,

<동동>, <처용가> 전체를 살피게 함은 물론, ‘高麗俗謠’라는 장르의 色과 실체를 규정하고

밝히는 데까지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을 온전히 확인할 수 있는 문헌은 『악학

궤범』밖에 없다. 작품을 넘어 장르 자체에 대한 온전한 탐색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악

학궤범』의 문학사적 의의 역시 再考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雅樂, 唐樂, 鄕樂의 음악 원리, 악기, 악보, 무용, 복식 등 음악 전반의 것들을 전하는 『악

학궤범』은 그 정체성부터가 ‘綜合藝術書’의 성격을 갖는다. 그간 국문학, 특히 고려속요 연

구에서 『악학궤범』의 의의는 <정읍사>와 <동동> 가사의 유일한 기록, 한글 속요 가사의

267) <정읍사>는 백제의 노래이며, 속요 <처용가>는 신라 향가 <처용가>와 관련이 깊다. <동
동>의 경우 악무의 유래가 고구려로 상정되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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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기록 등 ‘가사(텍스트)’와 그 遺存 측면에서 논해져 왔다. 그러나 궁중의 ‘공연예술(呈

才)’이라는 고려속요의 특성을 고려하면, 속요 呈才의 온전한 모습은 오직 『악학궤범』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 죽어 있는 텍스트의 범위를 넘어 당대인들이 접한 것과 같은 종

합예술 형태의 전체를 살필 수 있는 유일한 기록물이라는 것은 단순한 가사의 遺存을 넘어

선 독보적인 가치라 할 수 있다. 『악학궤범』과 고려속요의 성격적 맞물림을 생각해보면,

이러한 독보적 가치야말로 文學史에서 『악학궤범』이 차지하는 위상에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眞髓가 아닐까 싶다.

‘고전문학’ 연구의 영역과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고전을 연구한다는 것이 단순히 노랫말 텍

스트를 해석하고, 그 의미를 찾아내는 것은 아닐 것이다. ‘古典’을 대한다는 것은 그 시대 그

문화와 소통하는 것과 같다. 고전을 통해 당대인들이 향유하던 옛 문화의 자취를 마주하려

하는 것은 고전문학을 연구하는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이다. 당대인들이 인식하고 느꼈던 “고

려속요”의 온전한 모습은 음악, 무용 등과 함께 연행되는 공연예술로서의 “고려속요”이다.

따라서 가사와 같은 언어적 요소와 함께 “고려속요”라는 呈才를 구성하는 여러 제반 요소가

논해져야만 현대와 당대의 인식 거리가 좁혀지고, 더욱 명확한 눈으로써 “당대의 고려속요”

를 볼 수 있게 된다. 비언어적 요소와 융합된 ‘공연’의 종합적 형태가 기록으로 남겨지는 경

우는 드물다. 그러나 『악학궤범』을 통해서는 呈才로서 고려속요의 ‘範’ 양상을 그대로의

형태로서 접하고, 이를 통해 <정읍사>, <동동>, <처용가>의 실제 연행 양상을 전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된다. 즉, “고려속요”를 온전한 형태로서 전하는 유일한 문헌인 『악학궤

범』의 가치는 매우 독보적이며, 그렇기에 이를 활용한 속요 연구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

수 불가결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악학궤범』이 국문학, 특히 속요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과 역량은 무궁무진하다. 고

려속요의 온전한 형태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가사’만으로 문학 연구의 영역을 한정하는 것

은 전체를 놓고도 이 빠진 연구를 고집하는 것과 같다. 가사 연구만으로 완성되지 못하는

공백을 메우는 데 있어 『악학궤범』이라는 문헌은 매우 귀중하고 유용한 자료로서의 자격

을 충분히 갖는다. 따라서 『악학궤범』의 문학적 가치는 단순히 가사의 원문을 수록(保全)

하여 전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속요의 종합·복합의 양상을 통해 그 전체적 본질의 양상을

검토 및 활용할 수 있게 함에 있다. 가무악을 대표로 하는 공연 예술적 요소, 지방문화와 중

앙의 사상, 시공간을 넘는 교류 등의 혼합으로 인해 하나의 정재 작품 “고려속요”의 양상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보적 의의를 갖는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는 우리 문학사에서

『악학궤범』이라는 문헌의 중요성을 보다 넓은 범위에서 재정립할 필요성으로 이어진다.

“종합예술서”로서의 연구 가치에 주목하며, 『악학궤범』의 문학사적 위상이 다시금 평가되

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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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악학궤범』에 수록된 고려속요 <정읍사>, <동동>, <처용가>의 세 작품은 고려속요 중

에서도 특히 주목을 많이 받고, 연구 역시 많이 이루어진 작품들이나, 국문학 연구의 대부분

은 『악학궤범』 권5에 수록된 ‘가사 텍스트’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본래 가

사는 작품(呈才)의 일부이고, 각 작품은 樂舞가 합쳐진 ‘공연’으로서 온전한 한 작품이다. 즉,

언어적 요소만을 대상으로 하여서는 작품의 총체적 이해와 분석이 온전치 못하고 미흡한 면

이 생김을 우려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본고는 『악학궤범』 소재 속요 작품에 대해, 단편적인 기록만으로는 온전한 이해가

어려웠던 부분을 해소해보고자 하였다. 본고의 목적은 <정읍사>, <동동>, <처용가>에 대

한 『악학궤범』의 기록을 중심으로 세 작품을 다면적으로 통찰하고, 이러한 통찰의 파편들

을 하나로 엮음으로써 작품의 총체적 양상을 보다 온전히 이해해보려는 데 있다.

『악학궤범』은 본래 가무악이 융합되어 그 자체가 하나의 작품(公演物)이었던 <정읍사>,

<동동>, <처용가>를 그 융합 양상 그대로 살필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공연예술의 문학인

세 작품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이다. 이에 본고는 논의의 지표와 중심을 『악학궤

범』에 맞추고, 이를 중심으로 <정읍사>, <동동>, <처용가>에 대한 종합·복합 연구를 진행

하였다. <정읍사>는 卷5와 卷3을 중심으로 검토하되, 卷8·卷9의 악기와 복식 기록을 참고하

여 이해에 활용하였다. <정읍사>는 권5와 권3을 중심으로 검토하되, 권8·권9의 악기와 복식

기록을 참고하여 이해에 활용하였다.

<정읍사>는 ‘백제’ 문화권의 노래로서, ‘부인(有夫人)의 여성 주체’와 ‘부부애’라는 백제 가

요의 ‘지역성’을 갖는다. ‘여인’, ‘달’, ‘망부석’은 이 작품의 핵심이다. 가사의 서사에는 망부석

모티프가 차용되어 있으나, 그 결말은 여타 망부석 설화와는 다른 해석의 여지를 보인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백제의 노래 <정읍사>는 영해 지방의 북춤인 무고와 만나 “한(恨)”과

그 승화로서 엮였다. 지방의 노래였던 <정읍사>와 지방에서 발생한 춤 무고는 기녀들에 의

해 궁중(中央)으로 들어와 정재로서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백제(정읍)와 영해의 ‘지

역문화’는 궁중에서 만나 조선의 사상을 업고 하나의 작품(宮中呈才)으로 재탄생하였다. 정

재로서의 <정읍사>가 보이는 음양오행 및 상생의 원리와 <정읍>의 선율을 궁중의 기악곡

으로 개작시킨 <수제천>의 존재 역시 『악학궤범』의 편찬 의도와 연관되는 ‘재편성’의 성

격이 나타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동동>은 권5와 권3의 기록을 중심에 두고 논의를 진행하였다. <동동>의 형식·내용적 특

성은 중국, 일본으로 대표되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공유하는 문화나 문법, 예술 양식 등을 바

탕으로 한 ‘동아시아적 국제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달거리 식으로 구성된 월령체 시

가는 그 형식뿐 아니라 소재가 되는 세시풍속 역시 중국·일본과 닮아있다. 이중 중국의 월

령체가와는 ‘정서’의 유사성이 강하고, 일본의 <십이월왕래>와는 ‘표현과 소재’의 유사성이

돋보인다. 기록으로 전해지는 <동동>의 ‘頌禱’와 ‘仙語’는 당악정재로부터 영향을 받은 정재

모티프들이며, 세시풍속과 함께 열두 달을 노래하는 월령체가는 서양권에서는 찾아보기 힘

든 동아시아 전역에 퍼진 문학 양식이다. 이들은 여러 방향으로 전파되고 수용되면서 문학

과 문화로서 동아시아권의 공유망을 형성하였다. <동동>은 이러한 ‘동아시아적 국제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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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게 나타난 작품이다. 당악정재와 같은 경로로부터 국제적 보편성을 수용하고, 이것이 우리

전통의 ‘향악정재’로 정착되어 동아시아 문학 특유의 문화 양식으로 포용 된 산물이 바로

<동동>인 것이다. <동동>의 국제성은 가사뿐 아니라 무용의 영역에서도 나타난다. 이는 송

으로부터 악기와 악무를 대량으로 전래 받아 당악정재를 궁중으로 수용하면서 활발히 융합

한 것으로 보인다. 무용을 중심으로 하는 <동동> 정재가 공연되는 배경은 궁중과 불교의

성격이 복합되어 나타나곤 했는데, 이는 동시대의 중국과 일본에서도 공유되던 정재 공연의

배경이었다. 또한 노랫말에 나타났었던 도교, 신선의 모티프를 무용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

다. 이는 노랫말과 마찬가지로 獻仙桃로부터 나온 長壽祝願과 頌禱에 연관된 것이며, 역시

한·중·일 공통으로 나타나는 ‘동아시아적 국제성’이라 할 수 있다.

<처용가>의 검토 중심은 권5, 그리고 ‘처용관복’의 도설이 따로 편성되어 있는 권9이다. 속

요 <처용가>는 그 가사를 작하는 데 있어 이와 상통하는 신라 <처용가>의 가사를 차용한

것이다. 이러한 계승 과정에서 ‘처용’은 한국 캐릭터로서의 개성을 축적해갔다. ‘처용’의 형상

은 권9의 ‘처용관복’의 기록으로부터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묘사는 노랫말

에 존재하는 난해어구 등을 해결하거나 작품을 이해하는 데 좋은 참고 자료가 되어주기도

한다. ‘역신의 퇴치’라는 기능과 그 상징 역시 이러한 ‘처용’이 갖는 대표적인 개성이다. 이

‘개성’은 <처용가>의 주술성과 관련해 처용이라는 캐릭터가 보이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역신의 퇴치’라는 처용만의 주술적 능력과 이와 함께 강조되는 그의 포용적 성품은 향가

<처용가>에서 ‘처용’이라는 캐릭터에 부여된 핵심 특성이자 주술과 캐릭터 양방향의 연상을

가능케 하는 상징이다. 속요 <처용가>에는 궁중 나례에서 행해지는 정재의 성격을 매개할

것이 필요했다. 기본적으로 이는 처용의 ‘역신 퇴치 능력’이었으며, 당시 궁중의 사상적 기반

이었던 ‘음양오행’과도 상통하는 부분이 있어 궁중 편입 대상으로 적격 판단을 내렸을 것이

다. 역신 퇴치라는 ‘巫’의 요소와 음양오행을 기반으로 하는 ‘한국적 색채관’이 한 작품 안에

서 만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다면적 복합은 속요 <처용가>의 ‘처용’이 향가 처용이 갖지

않은 새로운 “개성”을 갖게끔 한다. 이렇게 독자적이면서도 복합적인 개성은 ‘처용’을 한국

의 독특한 캐릭터로 만들어낸다. 이로써 처용의 “개성”이 우리 민족에의 ‘보편성’을 얻게 되

고, 이 보편성이 처용을 ‘한국의 독자적 캐릭터’로 만들었던 것이다.

『악학궤범』은 음악, 무용 등을 모두 포괄하는 “綜合藝術書”의 성격을 띠는 문헌이다. 또

한 이에 실려 전하는 고려속요 세 편 <정읍사>, <동동>, <처용가>는 여러 제반 요소의 결

합 형태로서 온전한, ‘종합예술’로서 기록된 “궁중공연예술(呈才)”이다. 그러나 이전 연구에

서는 이들의 이러한 특성이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였다. 고려속요는 呈才의 일부인 가사 텍

스트로서만 논해졌고, 이에 따라 문헌 『악학궤범』의 문학사적 가치 역시 가사 텍스트의

수록 측면에서만 논해졌다. 그러나 『악학궤범』 소재의 고려속요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텍스트인 ‘가사’뿐 아니라 궁중 呈才로서 갖는 음악적, 공연 예술적 요소가 함께

논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종합적 논의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자료는 당

연히 『악학궤범』이 될 것이다.

『악학궤범』을 중심으로 그 소재의 고려속요 작품을 논하는 과정에서 기존 연구에서 주

목하지 못했던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고, 고려속요 장르의 형태를 재인식한 것은 본고의 성

과이자 앞으로의 과제라 할 수 있다. 그간 협의적으로 평가되어온 『악학궤범』의 문학사적

가치에 재고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속요 작품의 종합 예술적 연구 활성화와 『악학궤범』의

문학사적 위상 재정립을 소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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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Koryeo musical ballads

included in the Ak-hak-gue-be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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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hesis is the result of a comprehensive discussion of three Koryeo musical

ballads, J eongeup-sa<정읍사(井邑詞)>, Dongdong<동동(動動)>, and

Cheoyong-ga<처용가(處容歌)>, which were introduced in the early Chosun

musical literature Ak-hak-gue-beom『악학궤범(樂學軌範)』.

Jungeup-sa, Dongdong, and Cheoyong-ga are three works that attracted a lot

of attention and were studied in Koryeo musical ballads, but most of the

research of these works on Korean literature was conducted only on the lyric

text contained in Volume 5. However, the lyrics were originally part of the

performance, and each piece was a complete piece of music and dance. In other

words, it is inevitable that the overall understanding and analysis of three works

will be insufficient if only linguistic elements are targeted.

Therefore, this article tries to solve the difficulty of understanding Koryeo

musical ballads based on Ak-hak-gwe-beom only by recording them in

fragment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llect fragments of this insight and

understand the work as a whole, focusing on the records of Ak-hak-gwe-beom

related to Jungeup-sa, Dongdong, and Cheoyong-ga.

In this thesis, the indicators and centers of discussion are aligned with

Ak-hak-gwe-beom, and the comprehensive and composite studies of

Jungeup-sa, Dongdong, and Cheoyong-ga are carried out. Discussion of

Jungeup-sa focused on volumes 5 and 3, and uses the instruments and clo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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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rds of volumes 8 and 9 for understanding. Jungeup-sa is a song from

Baekje culture and has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Baekje songs such as

"Female Subject" and "Married love". "Women," "Moon," and "Mang-bu stone(望

夫石)" are the core of Jungeup-sa. It is also noteworthy that the lyrics are

copied with the theme of Mang-bu stone, but the ending is different from other

legends of Mang-bu stone. Baekje's song Jungeup-sa became a sublimation of

‘Sorrow(恨)’ when it met Mu-go<무고(舞鼓)>, a drum dance from the

Yeonghae(寧海). The song Jungeup-sa and the countryside dancing Mu-go

were transmitted to the royal court by the official dancing girl Ginyeo(妓女). As

a result, Baekje and the Yeonghae's "Local culture" met in the palace and were

reborn as royal performance with Joseon's thoughts. The existence of

Sujaecheon(壽齊天) and the principles of Yin-Yang(陰陽) symbiosis, are also a

part of the "reorganization" based on the intention of compiling

Ak-hak-gue-beom.

Dongdong focused on the records of Volumes 5 and 3. The formal and content

characteristics of Dongdong can be said to indicate the "East-Asian

internationality" based on the culture, grammar, and art styles shared by East

Asian countries represented by China and Japan. Moon-age poetry is not only in

its form, but also in its annual events similar to those in China and Japan.

Dongdong's "長壽" and "仙語" are influenced by Dangak Jeongjae, and the

12-month song is a literary style of East Asia that is rarely seen in the West.

They spread in various directions and were accepted, forming a common

network in East Asia as literature and cultures. Dongdong is a work that

expresses this kind of "East Asian internationality" in a strong tone. Through

the path of Dangak Jeongjae, the international universality has been accepted,

and the product of Hyangak Jeongjae, which has become a traditional Korean

culture, is Dongdong, which is a unique cultural style of East Asian literature.

Dongdong's internationality is expressed not only in lyrics but also in dance.

Since Song introduced a large number of musical instruments and dances, it is

believed that Dangak Jeongjae, was introduced into the palace and was actively

integrated. The background of the dance-centered Dongdong performance was a

combination of court and Buddhist characteristics, which was shared in China

and Japan at the same time. In addition, you can see the Taoism and Taoist

hermit motifs of the lyrics in dance. This is related to the long-lived wish of

the peach tree, which can also be said to be the "East Asian internationality" of

Korea, China, and Japan.

The main focus of Cheoyong-ga is volume 5 and volume 9 of the illu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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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Choyong-gwanbok(處容官服)". The popular song Cheoyong-ga is based on

the lyrics of Shilla’s Cheoyong-ga that are similar to the lyrics. In the process

of succession, "Cheoyong" has accumulated the individuality of Korean

characters. The shape of "Cheoyong" can be intuitively determined from the

records of "Choyong-gwanbok" These descriptions are helpful in solving the

difficult words and phrases in the lyrics and in understanding Cheoyong-ga.

The function of exterminating the god of epidemics and its symbolism are also

representative personalities of this. This individuality symbolizes the character

"Cheoyong" in relation to the magical nature of Cheoyong-ga. His unique

magical ability to exterminate the plague god and his inclusive personality are

the core characteristics of the character "Choyong" from the Shilla’s

Cheoyong-ga and are symbols of both incantation and individuality. Basically,

Cheoyong’s ability to exterminate epidemics is similar to that of Yin and Yang,

the ideological foundation of the royal Court at that time, so he was qualified to

be incorporated into the royal Court. In other words, the elements of

extermination of the plague and the "Korean color view" based on the Yin-Yang

and Five-Elements will meet in one piece. This multi-faceted combination of

popular songs, "Cheoyong," will have a new "personality" without Cheoyong of

Shilla. This unique and complex personality makes Cheoyong unique to Korea.

Cheoyong's "personality" gained the "universality" of the Korean people, which

made Cheoyong a special "Korean character."

Ak-hak-gue-beom is a literature with the characteristics of a "comprehensive

art book" that encompasses music and dance. In addition, the three Koryeo

musical ballads Jungeup-sa, Dongdong, and Cheoyong-ga are recorded as

"comprehensive art." Previous studies, however, did not pay much attention to

these characteristics. Koryeo musical ballads are discussed only as part of the

lyrics text, and the historical value of Ak-hak-gue-beom is only discussed in

terms of the lyrics text. However, in order to understand Koryeo musical ballads

in general, it is necessary to discuss not only the lyrics of the text but also the

musical and artistic elements of the royal court. And, of course, the most basic

and important data for this comprehensive discussion will be Ak-hak-gue-beom.

The achievement of this thesis is a re-recognition of the form of Koryeo

musical ballads by discovering new meanings that previous studies have not

discovered. By examining the records of Jungeup-sa, Dongdong, and

Cheoyong-ga in Ak-hak-gue-beom, the value and importance of

Ak-hak-gue-beom as a material for the study of Korean Litetatures are

demonst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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