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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계녀가류 규방가사가 어디에서 누구에 의해 창작 및 향유되었는지의 문

제에 주목한 이 논문은 창작 동기와 주제구현 방식을 중심으로 계녀가류 규

방가사의 문학적 특징과 의의를 종합적으로 고찰하고자 했다. 특히 계녀가

작품이 창작 및 향유되던 규방과 계녀가류 규방가사 담당층이 계녀가 작품

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해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Ⅱ장에서는 계녀가류 규방가사의 창작 및 향유 공간으로서 규방의 성격

과 계녀가류 규방가사의 자료와 특성을 검토했다. 선행 연구에서는 계녀가

류 규방가사의 창작과 향유가 일어난 규방을 외부 사회와 단절되어 있는 폐

쇄적인 공간으로, 여성을 유폐하는 공간으로 간주하고 계녀가류 규방가사의

작품 세계도 이러한 규방의 성격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았다. 기존의 선입견

을 배제하고 건축학과 민속학 등 인접 학문의 최근 성과 등을 활용하여 규

방의 공간적 성격을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했다. 규방은 폐쇄적인 공간이 아

니었으며 여성을 유폐시키는 공간도 아니었다. 규방은 가정의 모든 주거 생

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남녀를 초월하여 가족 구성원들에게 열려 있는

소통의 장소였으며 여성들이 외부 세계에 대한 지식과 교양을 쌓을 수 있는

공간이었다.

선행 연구에서는 계녀가의 창작과 향유가 직계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제

한된 관계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필사본 자료 22종과 현대에 간행된 자료집 7종의 자료를 대상으로, 이들 자

료에 있는 필사기 등을 참고하여 계녀가 59편의 특성을 검토했다. 계녀가의

창작과 향유는 오늘날을 기준으로 서울, 경기, 충남, 충북, 경남, 경북 등 다

양한 지역에서 이루어졌으며,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의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시기에 남성들도 계녀가의 창작과 향유에 활발

히 참가했다. 그리고 계녀가의 창작과 향유는 직계 가족에서만 이루어진 것

이 아니라 다양한 관계에서 일어났다. 작자와 독자가 혈연이나 혼인으로 연

결된 관계도 있었지만 특별한 연결 고리를 찾기 힘든 관계도 있었다. 작품

외부에 있는 작자와 독자의 관계가 작품 내부의 화자와 청자의 관계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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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영향을 준다는 전제 아래, 이들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품 분

석을 위한 계녀가류 규방가사의 하위 유형을 세 가지로 분류했다.

Ⅲ장에서는 Ⅱ장에서 구분한 세 가지 유형에 속하는 작품들을 창작 동기

와 주제구현 방식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첫 번째 유형은 혈연으로 연결된 가족과 같은 매우 직접적인 관계 속에

서 창작된 작품으로, 화자는 친밀감을 기반으로 청자에게 일생생활에 필요

한 구체적인 지침을 주었다. 특히 화자는 자신의 경험에 기초하여 청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침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기도 하고 반복하여 전언하기

도 했다. 이는 이 유형에 속하는 작품을 창작하고 향유한 이들이 일상생활

에 필요한 지침을 실천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겼음을 의미한다.

두 번째 유형은 혼인 등으로 연결된 문중과 같은 간접적인 관계 속에서

창작된 작품으로, 화자는 당대인들이 진리라고 생각하던 유교적 세계관에

근거하여 유교 담론을 재수용한 다음, 이것에 기초한 윤리 규범을 청자에게

강조했다. 그런데 작품에 따라 수용된 유교 담론의 내용이나 수준은 작품별

로 큰 차이를 보인다. 이는 화자가 유교 담론을 수동적으로 수용한 것이 아

니라 나름의 방식으로 재수용했으며, 청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유교 이념과

그에 따른 규범을 전달하고자 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이 유형에 속하는 작

품을 창작하고 향유한 이들이 기존의 유교 이념과 관련 규범을 재조정하여

많은 이들의 동조를 구하고자 했음을 의미한다.

세 번째 유형은 혼인 등으로 연결되어 있기도 했지만 상당히 먼 관계이

거나 혈연이나 혼인 등의 연결 고리를 찾기 힘든, 대중이라고 지칭되는 불

특정 다수를 상대로 창작된 작품으로, 화자는 여성 인물을 통해서 청자의

흥미를 자극하고 관심을 유발한 뒤에 청자로 하여금 삶의 이치를 깨닫게 하

고자 했다. 이 유형은 등장하는 여성 인물의 성격상 두 가지 계열로 구분된

다. 먼저 <귀녀가> 계열 작품들은 ‘귀녀(貴女)’라는 이름처럼 아무런 시련과

고난 없이 축복 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여성 인물이, <복선화음가> 계열 작

품들은 온갖 시련을 자신의 힘으로 극복한 여성 인물과 그와 대비되는 부정

형 인물인 ‘괴똥어미’가 등장한다. <귀녀가> 계열의 작품들은 서술자의 시각

에서 세상의 모든 복록을 누리는 인물의 본보기인 귀녀의 삶을 보여줌으로

써 향유자에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복선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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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열의 작품들은 온갖 역경을 자기 힘으로 극복한 여성 인물이 직접

자신의 일생을 진술하는 방식을 통해 향유자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이는

이 유형에 속하는 작품을 창작하고 향유한 이들이 여성을 수동적인 교화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여성의 자발적인 실천을 기대했음

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Ⅳ장에서는 계녀가류 규방가사가 어떠한

이유에서 대중적으로 확산되었으며, 특히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에

이르는 근대전환기에 활발한 창작과 향유가 이루어진 시대적 조건을 살펴보

았다.

조선 초기에는 왕실을 비롯한 일부 가문에서만 여성에 대한 교화가 이루

어졌고, 조선 중기부터 민간 차원에서 여성에 대한 교화가 본격적으로 이루

어졌다. 18세기 후반 일부 규훈서에서 여성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

기 시작했고, 20세기 초반 교훈가사에서 여성을 억압하던 정절 이데올로기

가 약화된 모습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여성을 억압하는 부조리한 제도와 관

습이 존재했지만 여성을 둘러싼 교훈 담론은 점진적으로 변화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여성들의 경제적 활동을 긍정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

고, 복선화음 사상의 유행으로 경제 활동의 주체로 여성 인물을 서사적으로

형상화한 계녀가 작품들이 활발하게 창작, 향유되었다. 이는 계녀가가 사회

적으로 주요한 주제들을 수용하는 한편 서사 장르의 기법을 응용한 형식적

실험을 시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서도 계녀가는 가사체의 형식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화자가 청자를 향해 말을 건네면서 자신이 믿고

있는 바를 끈기 있게 전달하는 가사의 소통 방식은 다른 장르가 대체할 수

없는 중요한 가사의 실용적 기능이었다. 이를 통해 계녀가는 전근대 시기는

물론 근대전환기에도 계속 창작, 향유되었으며 규방뿐만 아니라 규방 바깥

으로 그 외연을 넓힐 수 있었다.

주요어 : 규방가사, 계녀가, 규방, 여성, 창작, 향유, 주제

학 번 : 2008-3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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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목적과 연구사 검토

여성들의 생활공간인 규방에서 창작 및 향유된 규방가사는 여타의 가사

유형과 비교해 작품 수와 분량이 매우 방대하다.1) 그러나 작품의 창작 및

향유에 관한 정보가 제한된 탓에 규방가사에 관한 우리의 이해는 아직도

미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본고는 규방가사에서 양적으로 가장 큰 비중

을 차지하는 계녀가류 규방가사를 대상으로2) 작품의 창작과 향유가 이루

어진 규방과 담당층의 성격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작품의 창작 동기와

주제구현 방식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논의를 통해 규방가사

의 창작 및 향유의 실상에 더 가까이 접근하는 한편, 계녀가류 규방가사의

문학적 특징과 가치를 구명하고자 한다.

규방가사에 관한 연구는 1932년 조윤제의 논의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조

윤제는 다른 지방에 비해 유교 사상이 발달한 영남(嶺南)에서는 여성들이

소설보다 가사(歌詞)를 애호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출가하는 딸을 걱정하는

어머니가 지어 준 가사를 계녀가(戒女歌) 또는 교녀가(敎女歌)라는 용어로

지칭했다.3) 이후 논의에서 여성들의 시가생활(詩歌生活)을 규중가도(閨中

歌道)로 명명하고, 그 범위를 설명하면서 어머니가 출가하는 딸에게 주는

계녀가(戒女歌)를 첫 번째로 예시했다.4) 내방가사(內房歌詞)라는 명칭을 최

1) 연구자에 따라 규방가사 대신 내방가사, 부녀가사, 여류가사, 여성가사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들의 개념을 검토해 보면 규방·내방이라는 장소와 부녀·여
류·여성이라는 성 정체성에 따라 이와 같은 구분이 발생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성
정체성을 중시하는 후자보다 장소를 중시하는 전자가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이
점을 고려하여 학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규방가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2) 규방가사 연구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자료집을 편찬한 권영철은 계녀교훈적인 것이
단연 우세하다면서 자신이 수집 정리한 규방가사 3,670편 중 계녀가류가 약 700편 이
상으로 전체의 1/3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실은 계녀가류 규방가사가 당시
여성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
음을 시사한다. 규방가사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계녀가류 규방가사를 통해
규방가사는 물론 담당층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권영철, ｢규방가사
연구 (3) - 계녀교훈류를 중심으로 -｣, 효대논문집 14, 효성여자대학교, 1975.

3) 조윤제, ｢영남여성과 그 문학 - 특히 가사문학(歌詞文學)에 관하야 -｣, 신흥 6, 신
흥사, 1932.

4) 조윤제, 조선시가사강, 동광당서점,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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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로 사용한 일본인 학자 다카하시 도루(高橋亨)는 영남대가(嶺南大家)에

서 선조(先祖)가 지은 가사(歌詞)를 집안 여성들에게 주어 여훈(女訓)으로

삼게 한다고 하면서 작품 일부가 소실된 <뉴실경계사(柳室警戒詞)>를 보

고했다.5) 이후에는 양반 여성들의 가사(歌詞)와 상민 계급의 민요가 영남

여성들의 생활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고 평가하고, 양반 여성

들의 가사(歌詞)인 <계녀가(誡女歌)>와 <석별가(惜別歌)>를 상민 계급의

여러 민요들과 함께 소개했다.6)

광복 이후, 전국의 민요를 조사한 자료집인 조선민요집성을 통하여 영

남에서 수집한 계녀가류 규방가사가 소개되었고7) 이들 작품을 중심으로

규방가사에 관한 논의가 제출되었다. 조선민요집성을 만든 김사엽은 출

가(出嫁)하는 여아(女兒)가 시가에서 행실을 실수하여 가문의 명예를 실추

할까 저어하는 모친이 딸에게 가사를 지어주었고 시집에서 딸은 그 수서

(手書)를 통해 수신(修身)의 귀감을 삼았을 뿐 아니라 필적(筆跡)을 통해

모친을 추모했는데 이 풍습이 영남의 부녀자들 사이에서 유행하면서 가사

의 창작과 전승이 보편화되었다고 설명했다.8) 한편, 고정옥은 조선민요집
성에 수록된 계녀가 작품들을 비롯해 다카하시 도루와 김소운9) 등이 수

집한 계녀가 작품들을 활용하여 영남 양반 부녀자들의 가사에 서민들의 민

요와는 대조적인 표현 방식이 사용되었다면서 다카하시 도루의 견해를 비

판했다.10)

규방가사에 관한 초창기 연구들은 규방가사의 창작 및 향유 상황에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 이들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계녀가류 규방가사에 주목했

다. 그것은 당시에 규방가사를 실제로 창작하고 향유하던 이들이 계녀가를

중요하게 인식했고, 조사 과정에서 이 모습을 목격한 연구자들 또한 계녀

가가 전근대 시기 여성들의 생활과 가사 문학의 실제 모습을 잘 보여준다

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연구는 민요의 관점에서 계

5) 高橋亨, ｢嶺南大家 內房歌詞｣, 朝鮮 222, 1933.
6) 高橋亨, ｢嶺南の民謠に現れたる女性生活の二筋道｣, 京城帝國大學創立十周年記念論文
集 第6輯 文學篇, 京城帝國大學文學會, 京城: 大阪屋號書店, 1936.

7) 김사엽·최상수·방종현 공편, 조선민요집성, 정음사, 1948.
8) 김사엽, 조선문학사, 정음사, 1948.
김사엽, 이조시대의 가요문학, 대양문화사, 1956.

9) 金素雲 篇, (諺文)朝鮮口傳民謠集, 東京: 第一書房, 1933.
10) 고정옥, 조선민요연구, 수선사,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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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가의 성격을 설명하기도 했다.

계녀가류 규방가사 자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1950년대에 이루어졌

다. 계녀가사(誡女歌辭)라는 용어를 사용한 장덕순은 조선 사회의 유교적

분위기와 여성 교화서의 영향으로 계녀가사가 발생했고 당시 여성을 억압

하기 위한 문학으로 존재했으나 점차 일반 부녀자들의 취향을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발달했다고 설명했다.11) 비록 시론에 불과했지만 계녀가류 규방

가사의 작품 세계를 본격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장덕순의 논의는 중요

한 의미가 있다. 이 논의가 가능했던 것은 계녀가류 규방가사가 유교 사상

을 관념적으로 설명한 작품부터 여성 인물을 사실적으로 서술한 작품까지

다양한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후 연구에서 계녀가류

규방가사의 다양한 작품 세계는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했다.

1960년대에는 계녀가류 규방가사와 관련된 작품들이 간헐적으로 소개되

었다.12) 특히 연구자 자신이 수집한 자료를 대상으로 규방가사 전반에 관

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규방가사의 하위 유형으로 계녀가류 규방

가사에 관한 접근이 시작되었다. 그 과정에서 계녀가류 규방가사에 속하는

다양한 작품들이 소개되었고 기초적인 유형 분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13)

하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작품 세계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계녀가류 규

방가사가 전근대 시기의 여성들을 억압했던 유교 윤리의 산물이라고 일방

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14)

11) 장덕순, ｢계녀가사 시론｣, 국어국문학 3, 국어국문학회, 1953.
12) 유지천, ｢귀녀가｣, 어문논집 4-1, 안암어문학회, 1960.
사재동, ｢김대비훈문가의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63.
이상보, ｢김대비의 훈민가 연구｣, 무애양주동박사화탄 기념논문집발간위원회 편, 무
애양주동박사 화탄기념논문집, 탐구당, 1963.
사재동, ｢내방가사연구서설｣, 한국언어문학 2, 한국언어문학회, 1964.
강전섭, ｢홍씨부인계녀사에 대하여 - 기호 내방가사의 일결로서 -｣, 어문연구 5,
충남대 어문연구회, 1967.
김준영, ｢홍규장려가｣, 한국언어문학 5, 한국언어문학회, 1968.
박요순, ｢호남지방의 여류가사연구｣, 국어국문학 48, 국어국문학회, 1970.

13) 이재수, ｢내방가사연구｣, 유인본, 1968.
최태호, ｢내방가사 연구｣,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68.
권영철, ｢규방가사 연구 (1)｣, 효대논문집 10, 효성여자대학교, 1971.
권영철, ｢규방가사 연구 (2)｣, 효대논문집 11, 효성여자대학교, 1972.

14) 성옥련, ｢한국규방가사문학고｣,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62.
이종숙, ｢내방가사 연구 I – 영주·봉화 지역의 자료를 중심으로 -｣, 이화여대 한국
문화연구원 논총 15, 1970.
이종숙, ｢내방가사 연구 II – 영주·봉화 지역의 자료를 중심으로 -｣, 이화여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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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에 이르러 규방가사를 구성하는 하위 유형들에 관한 연구가 본

격적으로 시작되었고 계녀가류 규방가사에 관해서도 이재수15)와 권영철16)

의 종합적인 연구가 제출되었다.

먼저 이재수는 계녀가(誡女歌)를 여아의 혼인을 계기로 부모가 여아에게

기성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을 가르치기 위하여 짓는 것으로 정의하고, 내

용에 따라 사회통념이 반영된 규범적 계녀가와 작자의 개별적 체험에 기초

한 체험적 계녀가로 하위 유형을 대별했다. 권영철은 계녀가를 시집가는

딸에게 시가살이의 방법을 모친이 써 준 것으로 정의하고, 이재수와 동일

하게 내용에 따라 계녀가를 규범적인 것과 체험적인 것으로 나누어 전자는

전형계녀가로 후자는 변형계녀가로 명명하였다. 전형계녀가는 ‘서사(序詞)

→사구고(事舅姑)→사군자(事君子)→목친척(睦親戚)→봉제사(奉祭祀)→접빈

객(接賓客)→태교(胎敎)→육아(育兒)→어노비(御奴婢)→치산(治産)→출입(出

入)→항심(恒心)→결사(結詞)’ 등의 13개 항목으로 구성되는데 그에 따르면

자신이 수집 정리한 3,670편 중 약 700편 이상이 계녀가이며 이 중에서

480여 편이 이상의 13개 항목을 질서정연하게 지니고 있다고 한다. 변형계

녀가는 내용상 제일변형과 제이변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제일변형 계녀

가는 전형계녀가의 13개 항목을 존속시키되 실생활적인 이야기나 고사를

인용하여 장형을 취하기도 하고 반대로 하나 이상의 항목을 삭제하거나 생

략·축소하여 단형을 취하며, 제이변형 계녀가는 교술적인 각 조목을 사전

식으로 하나하나 설명하여 읊어 내려가지 않고 하나의 스토리(story)를 형

성하여 읊어 내려간다고 규정했다. 이를 토대로 권영철은 계녀가류 규방가

사가 일반 규방가사의 문학성에 미치지 못하는 목적문학(目的文學)이며, 모

든 규방가사의 총원류적(總源流的) 존재라고 그 가치를 평가했다.

이들 연구에서 계녀가류 규방가사를 구성하는 내용적 요소들을 추출하고

그것을 기준 삼아 하위 유형을 분류한 것은 이전 연구와 비교해 진일보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계녀가류 규방가사의 하위 유형을 분류하고 그

에 따른 개념을 설정하는 등의 작업은 이후 연구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

러나 계녀가류 규방가사의 작품 세계를 다각도로 분석하지 못한 점이나 하

위 유형들의 문학적 특징과 그것의 배경을 충분히 비교하지 못한 점은 아

문화연구원 논총 17, 1971.
15) 이재수, ｢계녀가 연구｣, 학술원 논문집 XI, 1972.
16) 권영철, 앞의 논문,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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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부분이다.

이재수와 권영철의 연구를 통해 계녀가류 규방가사 연구가 일단락되면서

70∼80년대에는 계녀가류 규방가사의 하위 유형에 속하는 작품들이 주로

연구되었다. 어영하는 <복선화음가>를 비롯한 8편의 가사를 서사시 또는

고전소설과 대비하여 작품에 나타난 서사적 성격을 설명했고17) 이선애는

계녀가류 규방가사의 하위 유형에 속하는 <복선화음가> 계열을 개괄했

다.18)

1990년대에는 여성문학의 관점에서 규방가사 작품에 나타난 ‘여성성’과

‘여성의식’을 해명하려고 했으며19) 작자와 독자의 관계를 비롯한 향유층의

양상과 규방가사의 창작 환경 등이 새롭게 주목 받았다.20) 계녀가류 규방

가사의 경우, 계녀가의 형성과 전개라는 문학사적 문제와 계녀가의 문학적

성격에 관한 중요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계녀가류 규방가사가 여성교훈서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권영철의 주장

17) 어영하, ｢규방가사의 서사문학성 연구｣, 국문학연구 4, 효성여자대학교, 1973.
18) 이선애, ｢복선화음가 연구｣, 여성문제연구 11, 효성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2.

19) 백기숙, ｢내방가사에 나타난 여성의식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백은주, ｢여성가사연구 : 여성중심적 시각으로 재조명｣,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
문, 1991.
신은경, ｢조선조 여성작품에 대한 페미니즘적 조명 시고 (1)｣, 석정이승욱선생회갑
기념논총, 석정이승욱선생회갑기념논총간행위원회, 1991.
박혜숙, ｢여성문학의 시각에서 본 <덴동어미화전가>｣, 인제논총 8-2, 인제대학교,
1992.
조금주, ｢여성가사의 표현의 특성과 그 변모양상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4.
정의영, ｢여성가사에 나타난 의식 분석 - 개화기 이후 작품을 중심으로 -｣, 돈암어
문학 6, 돈암어문학회, 1994.
나정순, ｢내방가사에 나타난 문학성과 여성 인식｣, 고전문학연구 10, 한국고전문학
회, 1995.
한정남, ｢규방가사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박경주, ｢<된동어미화전가>에 나타난 여성의식의 변화 양상 고찰｣, 국어교육 99,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99.
이선경, ｢탄식류 규방가사의 내면의식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20) 서영숙, ｢여성가사에 투영된 작가와 독자의 관계 - 화전가를 중심으로 -｣, 고전문
학연구 6, 한국고전문학연구회, 1991.
이정옥, ｢내방가사의 전승과정과 향유층의 의식연구｣,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백순철, ｢문답형 규방가사의 창작환경과 지향｣,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이정옥, ｢내방가사의 언술 구조와 향유층 의식의 표출 양상｣, 어문학 60, 한국어문
학회,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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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착안한 김정화는 김종수(金宗壽, 1761∼1813)가 편찬한 여자초학과
계녀가류 규방가사의 상호 유사성을 비교하여 영향 관계를 밝혔다.21) 계녀

가류 규방가사가 규방가사의 원류라는 권영철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재검토

한 양지혜는 규방가사 담당층이 여성교훈서의 내용을 계녀가로 재창조할

수 있는 문학적 역량을 갖추었으며 작품 분석을 통해 일부 계녀가류 규방

가사 작품들에서 화자의 정서가 술회된다는 점을 고찰했다.22) 이들의 논의

는 계녀가류 규방가사의 담당층과 문학적 성격을 재조명할 수 있는 가능성

을 보여주었다.

서영숙은 작품의 전개 방식과 서술 시점 등을 기준으로 이본 관계인

<복선화음가(福善禍淫歌)>와 <김씨계녀>를 비교하면서 작품에 따라 교

훈을 전달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고찰했다.23) 이동연은 전형계녀가 유

형에 속하는 작품들이 여성교훈서보다 한층 더 시가중심적인 사고방식이

두드러지는 반면 변형계녀가 유형에 속하는 <복선화음가> 등의 작품들은

시가중심적 여성윤리에 대한 작가의 신념과 시집살이에 대한 회의가 함께

용해되었다는 상반된 해석을 내렸다.24) 그동안 계녀가류 규방가사를 교훈

문학이라고 평가했지만 실제 작품에서 어떠한 방식을 사용하여 교훈을 전

달하는지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이들의 논의는 계녀가류 규방가사의 작품 세계가 단일하지 않으며

작품에 따라 주제를 구현하는 방식도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

었다.

2000년대에도 ‘여성성’과 ‘여성의식’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계속되었고,

규방가사의 작품 세계를 새롭게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관점과 방법이 시도

되었다.25) 계녀가류 규방가사 연구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나타났다.

21) 김정화, ｢여자초학과 계녀가의 비교 연구｣,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22) 양지혜, ｢계녀가류 규방가사의 형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23) 서영숙, ｢복선화음가류 가사의 서술구조와 의미: <김씨계녀>를 중심으로｣, 고전
문학연구 9, 한국고전문학회, 1994.

24) 이혜순 외, 한국 고전 여성작가 연구, 태학사, 1999.
25) 나정순, ｢가사와 여성성의 문제｣, 이화어문논집 18,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어문학회,
2000.
백순철, ｢규방가사의 작품세계와 사회적 성격｣,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나정순 외, 규방가사의 작품세계와 미학 : 유명씨 작품을 중심으로, 역락, 2002.
이은미, ｢규방가사의 표현특성과 여성의식 연구 - 부부이별 모티프 가사를 대상으로
-｣,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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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은은 전형계녀가가 시집가는 딸과 친정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소통

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전형계녀가를 친정어머니의 절실하면서도 간절

한 마음이 표현된 서정시로 재인식하고 그 문학성을 재평가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26) 송재연은 계녀가류 규방가사에 나타난 화자의 성별에 주목하

여 남성화자 작품은 자신의 내면의식 표출에 중점을 두는 반면 여성화자

작품은 자신의 감정을 술회하기 보다는 규범을 전달하는 방향으로, 또 그

규범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작중인물을 활용하는 등의 다양한 서

술 양상이 나타난다고 분석했다.27) 박경주는 여기에서 한 걸음 나아가 계

녀가류 규방가사에 나타난 남성화자의 의식 변화가 당시 사회적 분위기와

관련이 있음을 추론하고28)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토대로 전형계녀가의 교

술성은 점차 약화되는 반면 변형계녀가의 서정, 서사적 성격이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해석했다.29) 작품에서 유사한 표현이나 내용들이 반복

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주목한 육민수는 규방가사의 보존과 전승에 관한

권영철의 조사30)를 토대로, 계녀가류 규방가사가 당시 부녀들에게 요구되

는 교양을 표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고 설명했다.31) 최규수는 계녀가

류를 전형과 변형으로 대별할 때 변형에 속하는 작품들이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해당 작품들의 이본을 충실히 비교하고 이

에 기초한 작품론을 통해 각 작품들의 개별적 특성을 해명하고자 했다.32)

이들 연구는 모두 구체적인 작품 분석을 토대로 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

의가 있다. 하지만 연구 대상이 일부 유형과 소수 작품에 국한되어 있으며

정길자, ｢규방가사의 사적 전개와 여성의식의 변모｣,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26) 최상은, ｢계녀가의 교훈과 정서 – 도학가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한국시가연구
 8, 한국시가학회, 2000.

, ｢규방가사의 유형과 여성적 삶의 형상｣, 새국어교육 91, 한국국어교육학회,
2012.

27) 송재연, ｢계녀가사의 구성양상과 서술특성｣,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28) 박경주, ｢남성화자 규방가사 연구｣, 한국시가연구 12, 한국시가학회, 2002.
29) 박경주, ｢변형계녀가의 장르적 특성과 담화 양상 고찰｣, 고전문학과 교육 9, 한국
고전문학교육학회, 2005.

30) 권영철, 앞의 논문, 1971.
31) 육민수, ｢‘계녀가’류 규방가사의 담화양상｣, 반교어문연구 14, 반교어문학회, 2002.
32) 최규수, ｢아버지 작 계녀가의 변이양상과 시가교육적 함의｣, 어문연구 36-4, 한국
어문교육연구회, 2008.

, ｢계녀가류 규방가사에서 <귀녀가>의 특징적 면모와 “귀녀(貴女)”의 의미｣, 
한국시가연구 26, 한국시가학회, 2009.



- 8 -

계녀가의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하여 근래에 새롭게 밝혀진 사실들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한편, 계녀가류 규방가사를 목적문학으로 규정했던 앞선 연구의 연장선

에서 강명관과 조태성은 계녀가류 규방가사가 유교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를 강요하는 수단으로 존재했다는 점을 강조했다.33) 이러한 주장은 계녀가

류 규방가사에 속하는 <복선화음가>에 관한 연구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

된다. 근래 <복선화음가> 계열에 등장하는 여성 인물의 독특한 성격34)이

큰 주목을 받았는데 연구자에 따라 <복선화음가> 계열을 지배이데올로기

를 강요하는 수단으로 보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여성중심적인 작품으로 보

는 입장이 양립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는 계녀가류 규방가사의 작품 세계

33) 강명관, 열녀의 탄생, 돌베개, 2009.
조태성, ｢차별의 표방, 욕망의 충돌 - <계녀가>류 가사를 중심으로 -｣, 한국문학이
론과 비평 53,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1.

34) 장정수, ｢<복선화음가> 연구 – 여성형상과 치산의 의미를 중심으로 -｣, 고려대학교
고전문학한문학연구회 편, 19세기 시가문학의 탐구, 집문당, 1995.
이동연, ｢조선후기 여성치산과 <복선화음가>｣,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4, 한국고전
여성문학회, 2002.
성무경, ｢｢복선화음가｣류 가사의 이본현황과 텍스트 소통｣, 민족문학사연구 22, 민
족문학사학회, 2003.
김석회, ｢우산본 복선화음가의 가문서사 양상과 그 여성사적 함의｣, 고전문학과 교
육 10,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5a.

, ｢복선화음가 이본의 계열상과 그 여성사적 의미｣, 한국시가연구 18, 한국
시가학회, 2005b.
강명관, ｢가부장제의 완성과 복선화음가｣, 코기토 60,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06.
김석회, ｢조선후기 향촌사회와 치산 관련 여성형상｣, 고전문학연구 31, 한국고전문
학회, 2007.
조해숙, ｢근대전환기 국문시가에 나타난 주체와 타자 - 복선화음가 계열가사를 중심
으로 -｣, 국문학연구 15, 국문학회, 2007.
윤주필, ｢우산본 <복선화음록>의 특성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8, 한국고전
여성문학회, 2009.
길진숙, ｢뺑덕어미와 괴똥어미의 일탈과 그 성격 - <용부가>·<복선화음가>·<심청
가>의 일탈형 여성인물에 대한 고찰 -｣, 한국고전연구 19, 한국고전연구학회, 2009.
조자현, ｢계녀가에 나타난 조선후기 양반 여성들의 감정구조 - 복선화음가를 중심으
로 -｣, 국제어문, 국제어문학회, 2009.
하윤섭,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모순과 상상적 봉합 - <복선화음가>에 대한 연구
사 검토와 새로운 독법의 마련 -｣, 한민족어문학 63, 한민족어문학회, 2013.

, ｢‘복선화음’ 개념의 역사적 변전 양상과 조선후기 <복선화음가>의 유행｣, 
우리말글 64, 우리말글학회, 2015.
이종필, ｢<복선화음가>에 구현된 치산(治産)의 의미와 텍스트 향유의 내적 기반｣,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0,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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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극히 단순화하여 계녀가를 향유했던 이들을 수동적인 존재로 인식하

고 당대인들이 마주했던 현실을 현대 연구자의 관점에서 쉽게 재단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복선화음가>를 비롯한 계녀가가 당대인들에게 무슨

의미를 지녔으며 어떠한 역할을 담당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일체의 선입견

을 배제하고 작품을 있는 그대로 분석한 결과와 해당 작품의 창작 및 향유

상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근래에 계녀가류 규방가사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최연에 의해 이

루어졌는데 기존의 정의와 달리 ‘여성에게 일상 행실의 규범과 덕목은 물

론 남녀의 역할 분담이라는 사회적 의미까지 깨우치려는 규방가사’로 계녀

가류 규방가사의 범주를 확대하여 그동안 계녀가류 규방가사에 포함되지

않던 작품들을 대거 포함시켰다.35) 연구 대상과 방법에 있어 의욕적인 시

도를 했지만 계녀가류 규방가사의 범주와 방법이 적절한지의 여부는 자세

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36)

이 논문에서는 선행 연구의 성과를 계승하면서 계녀가류 규방가사를 종

합적으로 연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계녀가류 규방가사는 누가 어디에서 창작하고 향유했으며, 어떻게

주고받았는가? 많은 규방가사 작품들은 작자에 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기

에 실제 작자를 정확히 알기 어려우며 설령 작품에 작자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전승 과정에서 작자의 정체가 망실되는 사례가 많았

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계녀가류 규방가사의 작자를 시집가는 딸을

둔 모친으로 막연히 추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계녀가류 규방가사 창

작과 향유의 직접적인 동기를 제공하는 혼인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녀의

부모를 비롯한 집안 전체의 중요한 문제였다. 나아가 전근대 시기 사회 구

성원이라면 누구나 한번은 꼭 통과해야 하는 중요한 사회적 의례였다. 따

라서 계녀가류 규방가사의 창작과 향유, 전승과 유통은 혈연으로 연결된

가족, 혼인으로 연결된 문중, 이들과는 전혀 연결되지 않는 불특정한 대중

등 다양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37)

35) 최연, ｢계녀가류 규방가사 연구｣,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36) 이 문제에 관해서는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을 다루는 다음 절에서 자세히 검토하기
로 하겠다.

37) 계녀가류 규방가사의 작자와 독자의 관계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세 가지 집단을 설
정하고, 편의상 이들을 가족, 문중, 대중으로 명명하도록 하겠다. 첫 번째는 가족 집단
으로, 작자와 독자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 관계일 때 사용한다. 두 번째는 문중 집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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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이 조윤제는 규방가사의 작자가 대부분 여자이겠지만 개중에는 남성

소작도 얼마큼 섞였을 것이라며 부형(父兄)이 딸과 자손들을 교육하기 위

하여 지어 준 작품들이 있다고 했다.38) 비록 1970년대이지만 이원주도 규

방가사의 여성 독자들이 남성작 또는 남성이 대작한 가사 작품을 즐겨 읽

었다는 사실을 보고했다.39)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계녀가류 규방가사의

작자 나아가 규방가사의 담당층을 여성으로 국한시키는 관점은 현실의 일

부만을 강조하는 것일 수 있다. 계녀가류 규방가사 연구의 일단락을 지은

이재수와 권영철도 계녀가류의 작자가 모친이라고 정의했지만 모친이 죽고

없을 때에는 부친이 대신했고 조실부모한 경우에는 누이동생을 위해서 오

빠가, 간혹 며느리를 교육하기 위해서 시부모가 계녀가를 주는 경우가 있

었으며 부모가 구존하더라도 조모가 주는 경우도 드물게 있다고 부연했

다.40) 또 모친이 유고(有故)이거나 사망했을 경우에는 조모가, 조모가 없을

때에는 조부나 부친이 대신하며 때에 따라 동기가 맡는 경우가 있다고 부

연했다.41) 작자와 독자의 관계는 작품 내부의 화자와 청자의 관계에도 적

지 않은 영향을 주기 마련이므로 이들의 관계는 작품 세계에도 상당한 영

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42) 결국 계녀가류 규방가사의 창작 및 향유 상황을

로, 작자와 독자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 관계가 아닌 친척과 인척을 포함한 같은 문중
구성원일 때 사용한다. 문중 대신 친족(親族)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단대
본 복션화음록 소재 <복션화음록>에서 “우리문즁”이라는 용례가 나타나고, 규방가
사의 창작 환경을 다룬 백순철의 연구에서 문중 집단을 설정한 점을 고려하여 문중이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세 번째는 대중이다. 대중이라는 개념이 다소 모호하지
만 19세기 후반 세책본 소설의 향유처럼 불특정한 다수가 문학 작품을 향유한 사실을
감안하여 앞서 설정한 가족과 문중처럼 혈연이나 혼인으로 연결되지 않은 관계일 때
대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다. 백순철, 앞의 논문, 1995 참조.

38) 조윤제, 앞의 논문, 1932; 조윤제, 앞의 책, 1937.
39) 이원주, ｢가사의 독자｣, 한국어문학회 편, 조선후기의 언어와 문학, 형설출판사,
1979.

40) 이재수, 앞의 논문, 1972.
41) 권영철, 앞의 논문, 1975.
42) 이 문제는 계녀가류가 아닌 작품들에서 다루어진 바 있다. 화전가류 규방가사를 대
상으로 작자와 독자의 관계를 분석한 서영숙은 독자의 존재가 화전가 창작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을 밝혔고, 문답형 규방가사의 창작 환경을 검토한 백순철은 문
답형 규방가사의 창작 환경이 작품 내용과 연관되어 있음을 설명했다. 이정옥은 규방
가사의 언술구조로 범위를 넓혀 화자와 청자의 관계와 그에 따른 어법이 규방가사의
하위 유형마다 다르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비록 계녀가류 규방가사를 대상으로 하
지는 않았지만 이들 연구는 작품 외부에 있는 작자와 독자의 관계가 규방가사 작품
세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서영숙, 앞의 논문, 1991; 백순철,
앞의 논문, 1995; 이정옥, 앞의 논문,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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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하는 일은 계녀가류 규방가사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는 일과 직결되어

있다.

둘째, 계녀가류 규방가사가 전달하고자 한 교훈은 무엇이며, 그것을 위해

서 어떠한 구현방식을 사용하고 있는가? 규방가사 연구 초기에는 계녀가류

규방가사 작품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밝히려고 했다. 하지만 작품에

근거한 구체적인 분석이 아니라 여성을 억압했던 전근대 시기의 사회적 분

위기나 유교적 관습이 작품 분석의 전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에 이

르러 계녀가류 규방가사 작품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계녀가류 규방가

사 작품에서 어떠한 문학적 장치가 사용되었는지를 살피는 방향으로 연구

가 진행되고 있다. 작품 자체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이전과 비교해 계녀가

류 규방가사 연구가 문학 연구로서 한 단계 진전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일부 유형과 소수 작품에 국한되어 있으며 계녀가의 창작 및 향유와 관련

하여 근래에 새롭게 밝혀진 사실들이 있다는 점에서 계녀가류 규방가사 전

반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인 연구가 요청된다.

계녀가류 규방가사 작품을 통해 교훈을 전달하고자 했던 이들은 당시 여

성들이 혼인을 하면 친정을 떠나 시집에서 생활해야 했던 현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고, 이들에게 필요한 교훈의 내용이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구현하는 것이 좋을지를 고민하던 이들이었다. 이들이 구현 방식을 고민했

다는 사실은 주된 독자인 여성을 일방적인 명령이나 지시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계녀가류 규방가사 작품의 창작 동기와 주제구현 방식

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계녀가류 규방가사는 어떠한 역할을 담당했는가? 이 질문은 계녀

가류 규방가사 자체는 물론 그것의 주된 독자이자 향유자였던 전근대 시기

여성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최근 들어 계

녀가류 규방가사의 문학성을 재평가하고, 계녀가류 규방가사의 문화적 의

미를 새롭게 해석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하지만 계녀가가 여성들에게 유

교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주입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고 보는 관점

도 여전히 존재한다. 전근대 시기 여성들을 억압했던 부조리한 사회적 관

습과 제도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관점은 계녀가류 규방가사를 창작

하고 향유한 여성들을 남성들에게 예속된 존재로 간주하여 그들의 문학적

역량을 간과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연구사 검토에서 확인한 것처럼 계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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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류 규방가사를 창작하고 향유한 이들은 기존의 윤리를 자신들의 언어와

경험으로 재해석했으며 거기에 자신들의 의식을 담아내려고 노력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계녀가류 규방가사 담당층이 규방가사를

실용적인 장르로 인식했고, <복선화음가>에 관한 몇몇 연구에서 주목한

것처럼 시대적으로 여성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변화했기 때문이다. 또 19

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에 이르는 시기에 교훈을 전하는 수단으로 산문

양식인 규훈서와 서사 장르인 소설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가사를 선택한 사실은 가사가 이미 규방 구성원들에게 매우 친밀하고 실용

적인 장르로 정착했으며 여성들을 둘러싼 사회적 담론이 변화하고 있었음

을 시사한다. 결국 계녀가류 규방가사의 역할을 고찰하는 일은 규방가사

나아가 가사라는 장르가 이 시기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제기한 문제들은 계녀가류 규방가사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규방가사 전반과도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이다. 본고의 논의를 통해 여성과

규방, 가사와 규방가사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

선행 연구의 성과를 토대로 연구 대상으로서 계녀가류 규방가사의 범주

와 자료의 범위를 설정하고, 이들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 방법을 살펴보도

록 하겠다.

계녀가류 규방가사를 비롯해 1980년대 이전까지 규방가사 연구는 연구자

자신이 수집한 자료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으나 권영철이 편찬한 자료집인

규방가사 I43)과 규방가사 신변탄식류44)가 출간된 이후로는 여기에 수

록된 작품들을 주된 연구 대상으로 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이들 자료집

은 권영철 자신이 수집 정리한 규방가사 중에서 자료적 가치가 있는 작품

을 선별하여 해제를 붙이고 활자로 입력한 것이다. 계녀가류 규방가사 연

구는 전자의 자료집을 중심에 놓고 이루어졌다.

43) 권영철 편, 규방가사 I,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9.
44) 권영철 편, 규방가사 신변탄식류, 효성여대 출판부,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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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규방가사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규방가사 I에는 10개 유형과 113

편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계녀가류 규방가사는

‘계녀교훈류(誡女敎訓類)’ 항목으로 설정되어 있다. 규방가사와 관련하여 자

료의 수집과 정리에 큰 업적을 쌓은 권영철이 자료집에서 계녀가류가 아니

라 ‘계녀교훈류(誡女敎訓類)’로 명명한 사실은 ‘계녀’와 ‘교훈’이 밀접한 관

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권영철은 자신이 수집한 규방가사 두루마리 2,500여필 가운데 2,038필을

대상으로 규방가사 유형을 21개로 분류하고 첫 번째 유형으로 계녀교훈류

를 설정했다. 여기에서는 유형의 명칭만을 제시했을 뿐 해당 유형의 세부

적인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다.45) 후속 논의에 이르러 추가로 수집한 작품

들을 합한 총 3,218필을 정리한 결과를 토대로 3,000필의 규방가사 작품에

서 12개의 창작 모티브를 추출한 다음 첫 번째로 교훈적 모티브를 들었

다.46) 그리고 교훈적 모티브는 교술적(敎述的)인 것, 전기적(傳記的)인 것,

계몽적(啓蒙的)인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했다.47) 여기에서 계녀가류

는 교술적인 것에 포함시켰다.48) 이 논의에서 주목되는 사항은 교술적인

것과 계몽적인 것을 분리했다는 점이다. 권영철이 이 방식을 선택한 것은

계녀가류 규방가사 작품들을 계몽적인 것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있

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 점에서 계녀가류를 여성에게 일상 행실의 규범과

덕목은 물론 남녀의 역할 분담이라는 사회적 의미까지 깨우치려는 규방가

45) 권영철, 앞의 논문, 1971, 26면.
46) 권영철, 앞의 논문, 1972, 225-226면.
47) 권영철은 창작의 모티브가 교훈적인 데에서 출발하여 그 주제가 교훈적으로 이룩된
작품들이 그 대상이라면서 교훈적 모티브를 가진 작품들로 <계녀가>, <경계가>,
<계부가>, <교녀가>, <부인가>, <교훈가>, <귀동가>, <귀녀가>, <증여사>, <훈계
사>, <효가>, <슈신가>, <여유가>, <신가>, <교>, <나부가>, <명륜
가>, <도덕가>, <훈민가>, <권독가>, <규즁문훈가>, <규가>, <복션화음록> 등
목거할 겨를이 없을 만큼 많다고 했다. 권영철, 위의 논문, 226면.

48) 권영철에 따르면 교술적인 것은 부녀자들에게 규중생활에 필요한 규범이나 법도를
가르친 것으로 <계녀가>, <요여상가>, <증별은가>, <양교젹승가>, <전별가>,
<규행가>, <규중교훈가>, <회인가>, <규즁문훈가>, <규가>, <권효가>, <내칙
가>, <오륜가>, <계부가>, <부인가>, <보은가> 등이 있으며, 전기적인 것은 부녀자
들에게 간접적으로 교훈을 전하기 위하여 과거의 훌륭한 여성들의 전기를 장편가사로
읊어준 것으로 <김부인열가>, <허부인과거사>, <복션화음록>, <이씨회심곡> 등
이 있으며, 계몽적인 것은 개화기에 재래의 방법이 아닌 기독교의 입장에서 여성의
계몽을 주장하는 <혜원가>와 여성을 교훈하여 계몽을 강조하는 <권독가>와 <권학
가> 등이 있다고 했다. 권영철, 위의 논문, 226-22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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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로 정의하고, 개화기에 창작된 계몽적 성격의 여성가사 일부를 포함시킴

으로써 계녀가류의 범주를 확장한 최연의 연구는 자칫 교훈가류 규방가사

와 구별되는 계녀가류 규방가사의 특성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할 소지가 있

다.49)

계녀가류 규방가사와 교훈가류 규방가사의 차이에 관해서 권영철은 신행

가는 딸에게 주는 계녀가류는 대상·작자·시기·구조·내용 등에 제약성(制約

性)을 받지만 일반 부녀자들에게 주는 교훈가류는 그러한 제약성이 없다고

설명한다. 권영철은 교훈가류를 어떤 가사에 교술성(敎述性)이 직입(織入)

되어 있거나, 부연(敷衍)되고 부가(附加)된 것은 취급하지 않고 순수하게

교훈을 위하여 지은 것으로 정의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18개의 계열을 제시

했다.50) 권영철이 교훈가류 규방가사를 규정하면서 언급한 제약성은 계녀

가류 규방가사가 혼인 이후의 생활을 전제로 창작 및 향유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규방가사 I 자료집에서 계녀교훈류로 분류된 작품들은 모두 이

문제를 핵심에 두고 있다. 결국 계녀가류 규방가사는 혼인 이후 여성이 시

집에서 생활하는 데에 필요한 교훈을 전언한 유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계녀가류 규방가사가 수록된 자료집으로 조선민요집성(1948), 규방가
사 I(1979), 전통문화의 맥(1987), 역대가사문학전집 1∼50(1987∼
1998), 규방가사집(1988), 영남내방가사 1∼5(2003), 경북 내방가사 1
∼3(2016∼2017) 등이 있다.51) 이 중에서 원문을 영인한 역대가사문학전
49) 최연, 앞의 논문, 2016.
50) 권영철은 18개 계열에 속하는 작품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고 아래와 같이 목록만
열거했다. “교녀가계(敎女歌系), 오륜가계(五倫歌系), 도덕가계(道德歌系), 경계가계
(警誡歌系), 규중행실가계(閨中行實歌系), 귀녀가계(貴女歌系), 훈민가계(訓民歌系), 효
행가계(孝行歌系), 기녀가계(寄女歌系), 내칙가계(內則歌系), 현부전기가계(賢婦傳記歌
系), 명륜가계(明倫歌系), 부부가계(夫婦歌系), 부인가계(婦人歌系), 신행가계(新行歌
系), 수신가계(修身歌系), 언행가계(言行歌系), 나부가계(懶婦歌系)” 권영철, 앞의 논문,
1975, 127-128면.

51) 이 중에서 역대가사문학전집과 영남내방가사는 작품 원문을 흑백으로 영인한 것
으로, 전자는 편찬자가 조사한 자료 중에서 개별 작품 위주로 정리해서 영인했고, 후
자는 편찬자가 입수한 자료 전체를 영인했다. 전자의 경우, 개별 작품 위주로 수록하
되 작품 제목의 한글 자모를 기준으로 분류 정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방
식은 같은 유형에 속하거나 비슷한 제목을 가진 작품들을 한데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창작과 향유, 전승과 유통 등에 관한 정보가 누락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작품
전후에 실린 필사기가 누락되거나 같은 책에 수록된 계녀가류 작품이 별개의 작품처
럼 분리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점을 고려하여 역대가사문학전집과 영남내방가사
에 수록된 계녀가류 작품들의 경우, 해당 작품이 수록된 원래 자료를 조사하여 연구
대상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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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과 영남내방가사를 제외한 5종의 자료집은 모두 현대 연구자들이 수

집 조사한 자료를 활자로 옮긴 것이다. 그런데 5종의 자료집에 수록된 작

품들은 해당 원문을 실제로 확인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작품을 둘러싼

작자와 독자, 전승과 유통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필사본 자료와 거기에 수록된 작품들

을 연구 대상에 대거 포함시켰다. 필사본 자료 중에서 본고가 특별히 주목

한 것은 책자로 된 자료다. 두루마리로 된 자료와 비교해 책자로 된 자료

에는 계녀가의 창작 및 향유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필사기(筆寫記)가

실린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 대개 두루마리로 된 자료는 규방가사 작품

을 한 편만 싣고 있는 경우가 많다.52) 일반화시키기는 곤란하지만 필자가

실견한 두루마리들은 대부분 규방가사 작품을 한 편만 수록하고 있거나 많

아야 두세 편을 수록하고 있는 정도였다.53) 더욱이 두루마리는 특별한 경

우를 제외하고는 필사기를 거의 남기지 않고 있어서 작자와 독자 나아가

필사자에 관한 여타의 정보를 확인하기가 대단히 어렵다.54) 반면 책자로

된 자료에는 작자·소장자·필사자, 창작 및 필사 시기, 창작 및 필사 동기,

전승 및 유통 경로 등에 관한 필사기가 수록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

52) “韓紙두루마리를 만들어 이에 純諺文 흘림體로 筆寫하여 둔다. 大槪 두루마리 一束
에 한 편을 쓰는 것이 原則이다. 이럴 때, 數의 單位를 <필(匹)>이라고 한다. 때에 따
라서는 두루마리 한 필에 두 편 以上이 收錄될 때도 흔히 있다.” 권영철, 앞의 논문,
1971, 20면.

53) 간혹 두루마리에도 여러 편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영남내방가사에
서 이정옥이 소개한 은사가와 사포안시문즁화슈가가 그러하다. 전자에는 <은사
가>·<숙여가>·<숙여경계>·<춘몽가라>·<셕춘가>·<게여가> 등 6편의 가사가, 후
자에는 <문즁화수가>·<訓戒家事>·<슈포한가라>·<셔신젼송가> 4편의 가사와 ｢옥안
신면을 낫비〃〃보고｣로 시작하는 편지가 실려 있다. 전자에 관해서 이정옥은 두루마
리본으로는 보기 드문 대작이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평가가 나온 것은 두루마리에 여
러 편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라고 짐작된다. 이들 자료에도
계녀가류 규방가사가 수록되어 있지만 필사 시기가 분명하지 않고, 자료의 상태가 온
전하지 않아서 자세한 논의를 진행하기가 어려웠다. 이정옥 편, 영남내방가사 4∼5,
국학자료원, 2003.

54) 최근 경북 안동을 중심으로 규방가사를 전승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
다. 이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단체로 ‘안동내방가사전승보존회’를 들 수 있다. 이 단체
에서는 가사를 짓고 나면 지은이가 누구이며 지은 일자가 언제인지를 가급적 명기하
라고 회원들에게 당부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내용을 회원들에게 교육시키는 것은
그만큼 예전에 가사를 짓고 난 뒤에 이러한 정보를 기록하지 않았음을 방증한다. 이
상의 내용은 2019년 2월 27일 안동시립민속박물관 학예사 김태홍과의 면담을 통해
접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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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들 자료에는 규방가사 이외에도 다른 가사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

기도 하고, 자료에 따라서 제문(祭文)·유훈(遺訓)·언간(諺簡)·조장(弔狀) 등

의 다른 양식의 글이 실려 있기도 한다. 이를 종합해보면 계녀가의 창작

및 향유에 관한 정보를 구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질 것이다.55)

물론 필사기가 존재한다고 해서 계녀가의 창작 및 향유에 관한 필수적인

정보가 모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두루마리로 된 자료와 비

교해 책자로 된 자료에 계녀가의 창작 및 향유의 실상을 추적할 수 있는

정보가 존재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격의 자료를

집적한다면 계녀가의 창작과 향유 나아가 전승과 유통의 실상에 보다 가까

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고에서 연구 대상으로 하는 계녀가류 규방가사

가 수록된 29종의 자료와 거기에 수록된 59편의 계녀가류 규방가사를 자료

의 편찬 시기에 따라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Ⅰ-1] 계녀가류 규방가사 작품 현황

55) 최규수는 규방가사 연구 대상을 두루마리 형태가 아닌 책의 형태로 된 자료까지 확
장해야 한다며 가사 외에 편지나 제문, 상장문 등 다양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가사
집’을 포함하여 규방가사의 전승환경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규수, 규
방가사의 ‘글하기’ 전략과 소통의 수사학, 명지대학교출판부, 2014, 32면.

서명(편찬 또는 간행 시기) 수록 작품

언문고시(諺文古詩)(1872) <규즁감응편>

귀녀가(귀노라)(1874) <귀녀가라>

종사규측(鐘謝閨則)(1874) <복션화음녹>

기슈가(1876) <경게>

츙효가(1883) <권션증악가>

가(1900) <계녀>

실록(1902) <귀여가>, <복슨음녹>

규장각본 나부가(懶婦歌)(1903 이전) <나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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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계약언경계한말이라(1906) <귀녀가>

여자가(1906) <여자가>, <발몽가>

효부가(1907) <효부가>

부인치가사(1908) <치가사>

계녀록(1910) <계녀록>, <녀자실긔>

복시화록(覄施花錄)(1912) <복선화음녹>

교녀가(1916) <교녀가>

언간요쵸(1924) <복션화음록>

경계가라(1931) <경계가라>

고대본 귀여가(1846 혹은 1906) <귀여가>

단대본 복션화음록(1847 혹은 1907) <복션화음록>

계여가(戒女歌)(20세기 중반) <곈여가라>

김씨계녀(미상) <김씨계녀>

복선화음록 전(福善禍淫錄 全)(미상) <복션화음녹 단>

조선민요집성(1948) <계녀가>, <규중행실가>

규방가사 I(1979)

<계여가>, <복선화음가(福善禍

淫歌)>, <신가>, <행실교훈

라>, <훈민가>, <규방졍훈>,

<회인가>, <규문전회록>, <경계

사라>, <여아펴라>, <권실보

아라>, <부여교훈가>

전통문화의 맥(1987) <계녀가(戒女歌)> ②, <귀녀가

(貴女歌)>, <효행가(孝行歌)> ②

규방가사집(1988) <경여가>, <계여가>, <행신가>

경북 내방가사 - 계녀가류·탄식가류 - 
1(2016)

<게여가>, <경게가>, <경계사>,

<경가>, <경사라>, <계여

가>, <계여가라>, <규중교훈가

(閨中敎訓歌)>, <여자경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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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이들 계녀가류 규방가사 작품들에서 사용된 교훈 전달 방식을 종

합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연구 방법으로 계녀가류 규방가사의 창작 동기와

주제구현 방식을 검토하고자 한다.

우선 주제구현 방식의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다. 사전에서는 주제를

“예술 작품에서 지은이가 나타내고자 하는 기본적인 사상”56)이나 “사상이

나 예술 작품의 으뜸이 되는 제재나 중심 사상”57)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정의만을 놓고 보면 어느 작품에서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사상이 무엇인지

를 검토하는 일이 주제 연구의 전부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문학

작품이 언어 예술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문학 작품의 주제를 특정 사상과

직결시키거나 그것으로 대치시키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주제는 단순히 담론에서 또는 담론의 일부에서 다루어지는

제재(subject)58) 또는 화제(topic)59)를 가리킨다. 문학 연구에서는 주제를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고찰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문학 작품에서

56)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3, 두산동아, 1999, 5643면.
57) 한글학회, 우리말큰사전 2, 어문각, 1991, 3807면.
58) 논자마다 제재의 의미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소재와 제재, 주제와
제재 등 용어의 의미가 착종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여기에서는 제재를 ‘글 혹은 담화
의 대상, 질료, 수단 등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하되 ‘텍스트를 이루는 구상적·추상적
재료로서 주제를 형성하고 표현하는 것’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제재의 개념에 관한 비
판적 검토는 다음 논문을 참조할 수 있다. 최시한, ｢‘제재’에 대하여｣, 시학과 언어학
 20, 시학과언어학회, 2011.

59) 언어학에서는 주제를 지칭할 때 ‘topic’을 사용하기도 하고 ‘theme’를 사용하기도 한
다. 논자에 따라 사용하는 용어가 다르지만 언어학에서 주제라고 할 경우 일반적으로
‘말하는 대상에 관한 것’을 의미한다. 내용적 요소라는 점에서 문학 작품의 주제와 상
통하는 바가 없지 않지만 언어학에서 주제는 문장·담화·화용 등의 층위를 대상으로
한다. 본고에서는 주제(theme)와 화제(topic)를 구별하여, 말하는 상황 속에서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한 재료라는 의미로 화제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언어학에서 사
용하는 주제와 그 개념 설정에 관해서는 다음 책을 참조할 수 있다. 임홍빈, 한국어
의 주제와 통사분석 – 주제 개념의 새로운 전개,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한편, 주
제와 관련하여 언어학과 문학에서 사용된 개념의 차이를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다음
논문을 참조할 수 있다. 서혁, ｢담화의 구조와 주제 구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여자교휸가>, <훈민시>
경북 내방가사 – 도덕가류·술회가류·풍

류가류 - 2(2017) <게부사>, <벌교사>

경북 내방가사 – 송축가류·영사가류·기

타 - 3(2017) <귀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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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반복되는 요소(혹은 반복되는 요소의 특정한 유형)로 보는 문학주

제학의 관점과 일반적 개념(general concept)이나 교조적인 것(doctrine)으

로 보는 관점이 그것이다.60) 후자는 문학 작품의 주제를 교훈의 측면에서

찾는 것이다.61) 계녀가류 규방가사가 혼인한 여성에게 시집생활에 필요한

교훈을 전하기 위하여 창작되었다는 점에서 계녀가류 규방가사의 주제도

이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문학 작품의 주제를 도덕률이나 윤리

관과 동일시하는 것은 곤란하다. 가령 계녀가류 규방가사 작품의 주제가

유교 사상 그 자체라면 문학 작품으로서 계녀가를 창작하고 향유하는 방식

보다는 여성들에게 여러 유교 경전을 교육하거나 그것을 정리한 규훈서 등

을 숙지하게 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규훈서와 비교

해 계녀가가 현저하게 많이 남아 있는 것은 계녀가류 규방가사의 담당층이

문학적 형상화를 통해 주제를 전달하는 방식을 더 선호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계녀가류 규방가사의 주제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

용의 차원에서 파악해야 한다.

문학 작품의 주제를 ‘문학 작품의 교조적 내용(the doctrinal content of

a literary work)’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모든 (좋은) 문학 작품이 교조적 내

용을 갖고 있다고 간주한다. 나아가 교조적 내용이야말로 시의 진정한 제

재이며 시를 심화시키는 요소로서 시를 읽는 경험에 의의를 부여한다고 주

장한다.62) 그런데 서정시를 비롯해 모든 문학 작품에 함축된 주제는 의미

60) 여기에서 교조적인 것은 단순히 종교적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도덕적, 철학적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 책의 ‘didactic literature’ 항목을
참조할 수 있다. M. H. Abrams and Geoffrey Galt Harpham, A Glossary of
Literary Terms, Stamford, CT: Cengage Learning, 2015. p. 90.

61) 정하영은 ｢심청전｣의 주제를 검토하는 자리에서 주제에 대한 견해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했다. 주제에 대한 가장 보편적 견해는 주제를 작품의 의미와 동일시하는
것이라고 한다. 다만 ‘의미’라는 말 자체가 가진 추상성 때문에 작가의 창작과정과 독
자의 독서과정을 통해서 발견되는 작품의 전체의미 또는 한 이야기가 가진 다양한 구
성 요소들을 가장 단순하게 요약하는 의미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주제를 작품이 제시하는 도덕률이나 윤리와 동일시하는 견해가 있다고 한다. 이는 교
훈적 측면에서 작품의 주제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한다. 끝으로, 주제를 작품이
가진 철학적 사고와 동일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 견해는 모든 작품에 작가의
인생관이나 이상 또는 신념 등이 구현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정하영, ｢｢심청전｣의
주제고｣, 이상택·성현경 편, 한국고전소설연구, 새문사, 1983.

62) Alex Preminger and T. V. F. Brogan, ed., Alex Preminger and T. V. F. Brogan,
ed. The New P rinceton Encyclopedia of Poetry and Poetic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p. 1281.



- 20 -

와 심상을 활용하여 언어로 구현되거나 극적인 형태로 나타난다.63) 교조적

내용이 옳고 선한 가치를 지닌 것이라 하더라도 계녀가류 규방가사에서 교

조적 내용은 반드시 형상화 과정을 통해 구현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할 존재는 화자다. 시에서 화자는 작

품의 국면을 지배하는 주체로서, 운율·심상·비유·상징 등과 더불어 시의 중

요한 구성 요소이면서 동시에 문학적 장치로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64)

특히 시의 화자는 시의 주제에 특별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어조와 관련

이 있다.65) 계녀가류 규방가사의 주제구현 방식과 관련하여 화자와 그의

태도인 어조66)에 주목하는 것은 계녀가의 작품 세계를 보다 정확하게 이

해하고 설명하기 위함이다. 만약 계녀가의 주제를 단순히 시집살이를 위한

교훈이라는 추상화된 진술로 요약한다면 계녀가를 창작하고 향유한 이들의

의도와 고민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울뿐더러 개별 작품들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교조적 내용도 정확히 구별하기 어렵다. 주지하다시피 계녀가의 창작

과 향유의 계기를 제공하는 혼인은 전근대 시기 여성은 물론이거니와 그

주변 사람들에게 더할 수 없이 중요한 사회적 의례이자 현실의 문제였다.

그렇기 때문에 계녀가의 창작과 향유는 맹목적인 모방이나 수동적인 행위

가 아니라 당사자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동시에 당사자와 그 주변

사람들의 절실한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많은 계녀가 작품들이 비슷해

보이지만 각각의 작품에는 그것을 창작하고 향유한 이들의 사연이 반영되

어 있다. 이는 계녀가류 규방가사의 작자와 독자의 관계도 여러 모습을 하

고 있으며 그러한 관계에 따라 창작 동기도 다양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리고 계녀가류 규방가사와 같이 기존의 이념에 바탕을 둔 당위적 명제

를 영향력 있게 전달하고자 하는 교훈가사에서는 진리를 전달하는 화자의

발화를 들어주고 그것의 정당성을 확보해주는 현상적 청자가 설정되며 그

렇게 설정된 청자를 통해 실제 독자들은 화자와의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다

고 한다.67) 이는 계녀가류 규방가사에서 화자의 발화 상대이자 교훈의 대

63) M. H. Abrams and Geoffrey Galt Harpham, op.cit., p. 230.
64) 정인숙, 가사문학과 시적 화자, 보고사, 2010, 14면 참조.
65) Cleanth Brooks, Robert Penn Warren, Understanding Poetry, 4th ed.,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76, p. 267.

66) 시에서 어조(tone)란 화자가 제재(subject)와 청자(audience), 그리고 때로는 화자 자
신(himself)에 대한 태도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Ibid., p. 112.

67) 조세형, ｢가사 장르의 담론 특성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41-45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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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 청자도 작품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화

자의 어조는 청자와의 관계나 청자의 성격에 따라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

으로 조정되는데, 여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청자는 작품에 나타나는

현상적 청자라고 할 수 있다.68) 선행 연구에서 확인된 것처럼 규방가사에

서 작자와 독자의 관계는 작품 내부의 화자와 청자의 관계에도 상당한 영

향을 주고 있다.69) 실제로 규방가사 작품에서 화자와 청자의 관계는 이들

간의 심리적 거리로 나타난다. 예컨대 1인칭(또는 2인칭) 대명사를 사용하

여 거리를 줄이기도 하고, 3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여 거리를 멀게 만들기도

한다.70) 이러한 양상은 실제 작자와 독자의 관계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으

로 예상된다. 그러나 계녀가를 포함해 규방가사 작품들에서는 실제적인 작

자와 독자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상당히 부족하다. 본고는 규방

가사 중에서 양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계녀가류 규방가사를 대상

으로 필사기 등을 참고하여 계녀가 작품이 창작 및 향유되던 현장과 거기

에 참여했던 이들의 관계가 계녀가 작품의 내용 및 형식과 어떻게 연결되

어 있는지를 창작 동기와 주제구현 방식의 문제를 중심으로 해명하도록 하

겠다.

이러한 연구 방법을 토대로 계녀가류 규방가사의 창작 동기와 주제구현

방식을 고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Ⅱ장에서는 계녀가류 규방가사를 창작하고 향유한 공간으로서 규방의 성

격을 고구한 다음, 필사본 자료와 현대에 간행된 자료집에 수록된 계녀가

의 작품 현황과 특성을 정리하면서 작자와 독자의 관계가 나타난 필사기를

조사할 예정이다. 필사기에 나타난 작자와 독자의 관계를 분석하여 담당층

의 성격을 고찰하고, 이들의 대리자인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기준으로 하

는 작품 분석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Ⅲ장에서는 앞에서 설정된 기준에 따라 계녀가류 규방가사의 하위 유형

을 구분하고, 각 유형에 속하는 작품들의 창작 동기와 주제구현 방식을 분

조.
68) 성호경·정종진·윤지영, ｢한국시가의 어조 유형 분류 시론｣, 한국시가연구 25, 한국
시가학회, 2008, 308-309면.

69) 서영숙, 앞의 논문, 1991; 백순철, 앞의 논문, 1995; 이정옥, 앞의 논문, 1997.
70) 화자와 청자의 관계는 화자와 청자의 심리적 거리에 따라 ‘직접적 관계와 간접적 관
계’, ‘주관화와 객관화’, ‘친밀감과 거리감’ 등의 용어로 설명할 수 있다. 김대행, 시가
시학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1, 223-22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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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이루어진 계녀가류 규방가사의 유형

분류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일체의 선입견을 배제하고 자료에 기

초한 작품 분석을 통해서 계녀가류 규방가사의 다양한 작품 세계와 거기에

나타난 담당층의 의도를 고찰하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교훈 문학으로서

계녀가류 규방가사의 문학적 특징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를 토대로 Ⅳ장에서는 여성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계녀서

및 규훈서, 같은 시기에 창작 및 향유된 교훈가사 등과 계녀가류 규방가사

를 비교하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조선시대 교훈 담론에서 계녀가류 규방

가사의 위상과 그 의미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당

시 사회가 여성들에게 기대했던 바와 계녀가류 규방가사가 담당했던 역할

을 새롭게 평가할 수 있는 시각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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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규방의 성격과 자료 현황

이 장은 계녀가류 규방가사의 창작과 향유가 이루어진 규방의 공간적 성

격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그것을 토대로 계녀가류 규방가사의 자료 현황과

특성을 조사·정리하여 작품 분석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규방이라는 공간에 관한 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여성들의

생활공간으로서 규방의 성격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

지 않았다. 최근 들어 규방의 성격을 재조명할 수 있는 자료가 새롭게 소

개되었고, 건축학과 민속학 등 여러 분야의 연구 성과도 상당히 축적되었

다. 이를 활용한다면 계녀가의 창작과 향유 공간으로서 규방의 성격을 재

조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전하는 대다수의 계녀가 작품들은 작자

를 비롯해 창작(또는 필사) 시기와 장소, 전승 관계와 유통 경로 등을 정확

히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하여 계녀가의 구체적인 창작과 향유 상

황을 파악하기 어려운데 현전하는 대부분의 규방가사가 필사본의 형태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작자·필사자·소유자의 의식이 담긴 필사기를 종합적으

로 분석한다면 계녀가가 창작 및 향유되는 현장에 조금이나마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1) 물론 모든 자료에 필사기가 남아 있는 것은 아니다. 설령

필사기가 있다 하더라도 자료적 가치를 판단하는 데에 필요한 시기와 장

소, 목적과 동기, 작자·필사자·소유자 등에 관한 정보가 소략한 경우도 적

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사기에는 해당 작품을 창작하고 향유하는

실제적인 모습을 추적할 수 있는 정보가 존재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

다. 특히 필사기에 나타난 작자와 독자의 관계는 작품 내부의 화자와 청자

의 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2) 이 점에 주목하여 계

1) 백두현, 한글문헌학, 태학사, 2015, 318-319면.
2) 본고에서 계녀가류 규방가사의 작자와 독자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관심 대상이다. 그
런데 한글 필사본에서는 작자와 필사자의 경계가 매우 모호하게 나타난다. 예컨대 필
사자가 의도적으로 작품의 본문을 변형시켰다면 그것은 일종의 개작으로 필사자는 단
순히 작품을 베낀 존재에 머무르지 않고 작품을 창작한 존재로 거듭나게 된다. 이 장
에서는 일단 필사기의 내용을 토대로 작자와 필사자를 구분하여 지칭하도록 하겠다.
작자와 필사자가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는 한글 필사본 문화의 특징과 수용자로서 규
방가사 필사자가 보여주는 능동적인 모습에 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할 수 있다.
서영숙, ｢여성가사에 투영된 작가와 독자의 관계 - 화전가를 중심으로 -｣, 고전문학
연구 6, 한국고전문학연구회, 1991; 육민수, ｢‘계녀가’류 규방가사의 담화양상｣, 반교
어문연구 14, 반교어문학회, 2002; 이지영, ｢한글 필사본에 나타난 한글 필사(筆寫)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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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가가 수록된 필사본 자료 22종과 현대에 간행된 자료집 7종을 대상으로

필사(또는 편찬) 시기에 따라 이들 자료 현황을 정리하고, 계녀가 작품과

그것과 관련된 필사기를 면밀히 조사하여 작품 분석의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1. 창작과 향유 공간으로서의 규방

오늘날 한옥(韓屋)이라고 부르는 전통 가옥 중 양반들의 주택은 사회적

신분과 남녀 성차에 의해서 주거 공간을 구분했다. 특히 남녀유별(男女有

別)이라는 남녀 성차에 의한 구별이 건물 배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남녀라는 성별을 기준으로 공간을 구획하는 원칙은 조선시대 양반들의 생

활에 지대한 영향을 준 주자가례(朱子家禮)에서 제기되었다. 주자가례
에서는 단순히 주택 안에서의 공간을 구별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물리

적 공간의 구획을 통해 부부 간의 생활 규범을 제시하면서 나아가 남녀의

사회적 역할을 구분했는데 ‘중문(中門)’을 경계로 주거 공간을 내외로 구분

하고 여성들의 생활공간을 그 안쪽으로 한정시켰다.3) 또한 남자아이는 9세

가 되면 춘추와 여러 사서(史書)를 읽게 하고, 10세가 되면 외부의 스승

에게 나아가 밖에서 지내며 맹자를 비롯한 여러 경전들을 읽고 배우게

했다. 여자아이도 남자아이처럼 논어와 효경을 읽고 배우게 했지만 중

문을 나가서는 안 된다며 열녀전과 여계 등을 읽고 누에치기·길쌈·바

느질·요리 등의 여공(女工)을 배우게 했다.4)

문화적 맥락｣,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7,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8.
3) “凡爲宮室, 必辨內外, 深宮固門, 內外不共井, 不共浴室, 不共厠. 男治外事, 女治內事. 男
子晝無故不處私室, 婦人無故不窺中門. 男子夜行以燭, 婦人有故出中門. (必擁蔽其面如葢
頭面帽之類).” 주자가례 권1 통례(通禮).

4) 八嵗, 出入門戸, 及即席飲食, 必後長者, 始教之以亷讓. 男子誦尚書, 女子不出中門. 九嵗,
男子誦春秋及諸史, 始爲之講解, 使曉義理. 女子亦爲之講解論語孝經, 及列女傳女戒之類,
略曉大意. (古之賢女, 無不觀圖史以自鑒, 如曹大家之徒, 皆精通經術, 議論明正. 今人或
教女子以作歌 詩, 執俗樂, 殊非所宜也.) 十嵗, 男子出就外傅, 居宿於外. 讀詩禮傳, 爲之
講解, 使知仁義禮知信. 自是以往, 可以讀孟荀楊子, 博觀群書. 凡所讀書, 必擇其精要者而
讀之. (如禮記學記大學中庸樂記之類, 他書倣此.) 其異端非聖賢之書傳, 宜禁之, 勿使妄
觀, 以惑亂其志. 觀書皆通, 始可學文辭. 女子則教以婉娩(娩音晚. 婉娩, 柔順貎) 聴從, 及
女工之大者. (女工, 謂蠶桑織績裁縫及爲飲膳, 不惟正是婦人之職, 兼欲使之知衣食所來之
艱難, 不敢恣爲奢麗. 至於纂組華巧之物, 亦不必習也.)” 주자가례 권1 통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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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주자가례의 규범적 내용에 따라 조선시대에는 한집에 사는

부부일 지라도 남녀는 각기 다른 공간에서 생활해야만 했고, 이를 실천하

기 위해 하나의 가옥은 사랑채를 중심으로 한 남성들의 공간과 안채를 중

심으로 한 여성들의 공간으로 점차 분할되기 시작했다. 16세기에 건립된

가옥들에서는 사랑채와 안채가 한 몸을 이루고 있지만, 17세기 초 가옥들

에서는 사랑채와 안채가 평면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지붕구조는 분리

된 상태가 나타난다. 특히 17세기 이후에는 대부분의 가옥들에서 평면적으

로, 구조적으로 사랑채가 분리된 이른바 별동형 사랑채가 나타난다.5) 하나

의 가옥에서 사랑채와 안채가 분할되어 간 현상은 조선사회가 점차 유교화

되어 가는 과정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이처럼 주자가례의 규범적 내용을 실천하고자 했던 조선시대 풍속으

로 인해 여성들의 생활공간인 안채는 자칫 폐쇄적인 공간으로 이해되기 쉽

다. 예컨대 가옥의 구조를 ‘口’자 형태로 건축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를 부

녀를 유폐시키기 위한 물리적 기제로 보는 시각이 바로 그것이다. 안동, 하

회, 양동 등의 경북 지역에서 부녀 유폐가 극심하게 일어났다고 전제하고,

이곳에서 ‘口’자형 가옥이 매우 높은 빈도로 발견된다는 점을 근거를 들기

도 한다.6)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그동안 조선 후기 여성들의 생활공간이자

규방가사의 창작과 향유가 이루어지는 규방을 폐쇄적인 공간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口’자 형태의 주택의 성격을 폐쇄적으로 보는 것은 겉으로 드러

난 현상의 일면만을 강조한 것이다.7) 류성룡의 형인 류운룡(柳雲龍, 1539

∼1601)의 종택인 안동 하회의 양진당(養眞堂)은 후면에 사랑채가 돌출된

‘口’자형의 날개형 가옥으로, 대문에서 사랑채로 진입할 때 넓은 사랑마당

을 두고 4칸 정면이 창호로 닫혀 있는 구조이기에 자칫 폐쇄적인 공간으로

5) 김종헌·주남철은 사림들에 의해 유교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가던 16, 17세기에 이러
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추정했다. 이들 논의의 핵심은 사회적 환경의 변화가 사랑채와
안채의 분화라는 주거공간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 것이다. 김종헌·주남철,
｢한국전통주거에 있어서 안채와 사랑채의 분화과정에 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
집 12권 2호, 대한건축학회, 1996, 84-85면 참조.

6) 홍형옥, 한국주거사, 민음사, 1992, 190-191면 참조.
7) 반상(班常)의 구별이 엄격한 당시에 양반들이 자신들의 권위를 지키기 위하여 가족들
의 일상생활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서 가옥의 폐쇄적인 형태가 나타났다고 해
석하기도 하다. 천득염, ｢한국 건축의 변화 양상｣, 국사편찬위원회 편, 삶의 공간과
흔적, 우리의 건축 문화, 경인문화사, 2011, 41-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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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껴진다.8) 이는 사랑채와 안채가 각각 별개의 마당과 출입문이 있어서 별

개의 채로 보이기 때문인데 실제로는 사랑채가 안채(구체적으로 안대청)와

마루로 연결되어 있다. 밖에서는 폐쇄적인 구조로 보이지만 안에서 볼 때

에는 실제 거주하는 이들을 위해서 사랑채와 안채가 연결된 기능적 구조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9)

그리고 ‘口’자형의 구조는 경북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독창적인 배치법이

아니라 지역과 건축형식을 막론하고 가장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조선시대의

일반적 주택 구조이기도 하다.10) 조선시대 박물학을 집대성한 임원경제지
(林園經濟志) 중 특별히 건축·도구·일용품에 집중한 섬용지(譫用志)에서
서유구(徐有榘, 1764∼1845)는 조선의 주택을 중국의 주택과 비교하면서 조

선의 주택 모양과 그렇게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중국 건물 제도는 모두 각각이 일(一)자 형태로 만들어져 서로

이어지지 않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몸채인 방(房)

과 마루[堂]에 곁채인 상(廂)이나 무(廡)가 빙 둘러 이어지고, 용마

루와 처마, 마룻대와 서까래가 구부러져 꺾이면서 딱 붙어 있어

집의 모양이 구(口)자나 왈(曰)자, 또는 ‘ㄱ’자 둘이 마주하기도 한

다(ㄴㄱ). (중략) 그러나 중국 북방은 들판이 평평하고 넓어 비록

시골의 민가라 해도 그들 모두 차지할 수 있는 땅이 광활하다. 그

러므로 일(一)자로 된 집을 3겹, 4겹으로 지을 수 있다. 반면 남방

의 경우는 산이 가파르고 물이 굽이져 흐르므로 그 사이의 빈터를

따라 집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건물 제도가 구부러져 꺾이거나 붙

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천공개물이나 고금비원에는 모두

‘고랑기와[溝瓦]’를 논한 곳이 있다. ‘고랑기와’는 바로 지붕이 만나

고랑을 이루는 곳에서 낙숫물을 받는 기와이다. 여기서 남방의 집

제도에서 구부러져 꺾이는 곳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

의, 네 귀퉁이가 구부러지고 꺾여 구(口)자 형태를 이루는 제도와

다를 뿐이다. 일반적으로 집을 지을 때는 지세(地勢)에 따라야 한

다. 예를 들어 평평하고 넓은 땅을 얻었을 경우 몸채와 곁채가 딱

8) 윤일이, 한국의 사랑채, 산지니, 2010, 170면.
9) 홍현옥, 앞의 책, 160면.
10) 유기원, ｢ㅁ자형 주거를 중심으로 본 영남지역 주거문화 특성｣, 한국주거학회지 
4-1, 한국주거학회, 20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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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지 않으면 참으로 좋다. 어쩔 수 없이 구부러져 꺾이게 지을 수

밖에 없다면, ‘고랑기와’에 특별히 유의하여 많은 빗물을 받더라도

넘치거나 새지 않도록 해야 된다.금화경독기11)

서유구는 중국의 주택 구조를 고구하면서 지리적 조건에 따라 북방과 남

방의 주택 구조가 달라졌다고 보고, 조선의 주택도 지세 곧 지리적 조건에

따라 ‘口’자형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한다. 서유구의 의견을 고려할 때,

안채를 ‘口’자 형태로 건축한 현상을 폐쇄적인 가옥 구조 또는 여성의 생활

을 억압하기 위한 요소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더욱이 서유구는

‘口’자형 주택 구조의 단점을 열거하면서12) 이 구조가 남녀 간의 내외를 방

해한다고 다음과 같이 비판하기까지 했다.

집을 지을 때는 먼저 안팎을 구분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서울

안의 권문세가에서는 제아무리 크고 좋은 집이라도 종종 바깥채와

안채가 서로 이어지는 구조를 편하게 여긴다. 장마 때면 맨발로 드

나들고, 심하면 창문이 마주하여 안채의 소리가 바깥채까지 들리

니, 그 결점이 여섯째이다.금화경독기13)

서유구의 비판을 통해 18∼19세기 당시 한양에 거주하는 경화사족들이

일상생활의 편리함을 위해서 ‘口’자 형태의 주택을 널리 애호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口’자 형태의 주택 구조가 경북 일부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았으며 폐쇄적인 성격으로 해석해서 안 된다는 것을 말해 준다.

11) “東制 中國堂屋之制, 皆各成一字, 不相連續, 吾東則不然, 房堂、廂廡回環連續, 甍, 霤,
棟, 椽曲折附麗, 其形或如口字, 或如曰字, 或二ㄱ互對. (중략) 然中國北方原野平嚝, 雖
村野民家, 皆得占地廣闊, 故能作一字屋三重四重耳. 若南方, 山隈水曲,隨隙地卜築者, 其
屋制不得不曲折附麗. 故天工開物, 古今秘苑 皆有論溝瓦者. 溝瓦卽室宇合溝處承霤
之瓦也, 是知南方屋制亦有曲折處, 特不如我東之四隅曲折合成囗字形耳. 凡營造宮室宜隨
地勢, 如得平矌之地, 堂屋, 廂廡不相附麗則固善矣. 不然而不得不曲折, 則特宜留意溝瓦,
令承受淫雨, 而不溢漏可也. 同上.” 서유구, 임원경제지 섬용지 1, 임원경제연구소 역,
풍석문화재단·씨앗을 뿌리는 사람, 2016, 94-97면.

12) 서유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ㅁ’자형의 주택 구조를 비판했다. 첫째, 목재가
썩기 쉬우며 둘째, 마당[中庭]이 작으며 셋째, 배수가 안 되며 넷째, 통풍이 잘 안 되
며 다섯째, 화재의 위험이 크며 여섯째, 내외간의 구분이 어렵다는 것이다. 서유구, 위
의 책, 95-96면.

13) “爲宮室, 先辨內外. 今京城內豪貴之家, 雖甲第傑構, 往往外舍與內室相連為便. 雨潦時,
徒跣出入, 甚或牕戶相對, 內聲出外, 其失六也.金華耕讀記.” 서유구, 위의 책, 같은 면.



- 28 -

한편 주자가례에서는 ‘7세에는 남녀가 함께 자리하지 않고 함께 식사

하지도 않는다(七嵗, 男女不同席, 不共食)’14)라고 하여 성별에 따른 생활공

간의 분리를 강하게 주장했다. 원칙으로서 남녀유별은 19, 20세기 초까지도

지속적으로 주장되었다. 고종(高宗) 때 과거에 급제하여 19세기 말부터 20

세기 초까지 관료로 활동한 신기선(申箕善, 1851∼1909)은 사대부의 집안에

서 남녀유별을 잃지 않은 것이 거의 오백년이었는데 지금에 이르러 그 가

르침이 쇠퇴하고 있다고 한탄했다.15) 그러나 가족들이 함께 생활하는 집에

서 주자가례에서 제시된 남녀유별의 원칙을 있는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다.

가족을 중심으로 남녀유별의 세부적 지침16)을 주장한 신기선도 “상복을

입는 가까운 촌수가 아니면 남녀가 내외 없이 오갈 수 없다(고모부나 외숙

모 같은 경우는 구애되지 않는다).”17)라고 예외 사항을 두었다. 이러한 예

외 사항은 당시에 매우 보편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1901년 대한제국의

경의철도(京義鐵道) 부설에 철도기사로 참여하여 약 4년을 체류한 프랑스

14) 주자가례 권1 통례.
15) “후세에 그 방비함이 긴밀하지 못하여 간사하고 방자한 행동이 넘쳐나니, 정나라 위
나라의 음란함과 이씨 당나라의 추함이 필시 여기에서 말미암지 않음이 없다. 우리
조정은 예를 숭상하고 백성을 교화하여 사대부 집안에서 남녀유별을 지켜 잃지 않은
것이 것의 오백년이 되었는데, 지금에 이르러 쇠퇴하여 이 가르침이 먼저 무너지니
한심함을 어찌 이기리오. 오늘날 천 길의 높은 벽을 세우고 단연코 세속에 물들지 않
아야 거의 면할 수 있을 것이다.” 신기선, ｢남녀유별에 관하여[辨男女論]｣, 차미희 외
역주, 19세기·20세기 초 여성생활사 자료집 9, 보고사, 2013, 111면.

16) “무릇 남녀유별에는 여섯 등급이 있다. 첫째는 부부 사이의 유별이니, 밤에 나란히
앉지 않고 낮에 한 자리에 앉지 않으며 물건을 직접 주고받지 않고 말을 함에 반드시
공경한다. 둘째는 아버지가 딸에 대하여, 어머니가 아들에 대하여 분별함이니, 8세가
되면 가슴에 안아서는 안 되고 장성한 후에는 손을 잡지 않는다. 셋째는 형제가 자매
에 대하여, 숙부가 질녀에 대하여, 숙모와 고모가 남자조카에 대하여 분별함이니, 동
년배가 아니면 나란히 앉지 않고 다닐 때 서로 스치지 말 것이며, 동년배이면 서로
물건을 주고받거나 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넷째는 사촌형제가 사촌자매에 대하여, 종
숙부가 종질녀에 대하여, 종숙모나 종고모가 종조카에 대하여, 재종형제가 재종자매에
대하여 분별함이니, 무릇 복을 입는 가까운 사이지만 물건을 직접 주고받거나 한 자
리에 앉지 말 것이며 웃고 이야기할 때 함부로 말고 서로 손님을 대하듯 한다. 다섯
째는 형수가 시아주버니에 대하여, 시아버지가 며느리에 대하여, 장모가 사위에 대하
여 분별함이니, 사이를 두고 앉고 다른 길로 다니며 중대한 일이 아니면 서로 이야기
하지 않는다. 여섯째는 복을 입지 않는 사람, 즉 바깥사람에 대한 분별함이니, 서로
쳐다보지 말아야 한다.” 신기선, 위의 글, 111-112면.

17) 신기선, ｢내외법과 집안의 도[內外]｣, 위의 책, 164면. 원문은 다음과 같다. “無服之親,
不可通內外. 如姑夫及外叔母之類, 不可拘此.” 신기선, ｢가훈 내칙 내외(家訓 內則 內
外)｣, 양원유집(陽園遺集) 권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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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에밀 부르다레의 기록에서도 이를 엿볼 수 있다.18) 그리고 1940년 일제

(日帝)에 의해 강제로 귀국하기 전까지 1904년부터 선교사로 활동한 미국

인 여성 선교사 와그너(E. C. Wagner, 王來: 1881∼1957)도 내외를 구별했

던 엄격한 분위기를 전하면서 가족 간의 만남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증

언했다.19)

조선시대에는 주자가례의 규범적 내용을 이상으로 따르고자 했지만 실

제 현실에서는 그것이 모두 실현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집에서 함께 생활

하는 가족이라는 집단은 여타의 사회적 집단들과는 달리 구성원들만이 공

유하는 생활의 내밀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반가에서 이루어진 실제 생

활에서 남자아이도 태어나면 어머니와 함께 안방에서 지냈고, 젖을 떼면

건넌방의 할머니와 거처하면서 할머니로부터 버선 신는 법이나 대님 매는

법 등의 신변을 정리하는 일상 교육을 받고 6, 7세가 되어서야 안채에서의

생활을 마감하고 할아버지가 거처하는 큰사랑방으로 옮겨갔다.20) 규방은

18) “결혼한 여자는 자기[친정] 부모하고만 말할 수 있다. 시집에서 이런 관용을 허용하
는데, 그 수준은 그녀가 상류사회나 부르주아 출신인지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다. 이
런 집안의 여자는 6촌 간의 남자 친척의 방문을 받을 수 있고, 귀족 부인은 사촌 간
으로 제한된다. 조선인 식의 이러한 편협한 칩거[시집살이]는 흔한 것이지만, 그래도
가족의 분파가 많은 만큼 사촌 50명의 방문까지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방문은
남편과 시댁 어른이 동석하는 조건에서 허용된다. 그것도 집 안의 거실이나 시부모
방에서, 왜냐하면 누구도 허락 없이 여자들이 기거하는 규방에 드나들 순 없기 때문
이다. 시아버지조차 자부(며느리)의 방을 드나들 수 없다. 아이들만이 열서너 살 때까
지 여자들의 방을 자유롭게 들락거릴 수 있다. 부잣집이고 방들이 넉넉한 집에서는
여자만의 사생활이나 은밀한 관계가 훨씬 잘 보호된다. 여자 친구들이 찾아올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떤 남자도 그들을 엿보아서는 안 된다.” 에밀 부르다레, 대한제국 최
후의 숨결, 정진국 역, 글항아리, 2009, 141면.

19) “만약 부인이 양반 가문의 출신이라면 가까운 친척을 제외한 어떤 남자도 그의 얼굴
을 볼 수 없다. 낯선 남자가 그녀의 손을 건드렸기 때문에 슬픔과 수치심에 싸여 스
스로의 목숨을 끊은 것이 부덕(婦德)으로 여겨지는 한 여인의 이야기도 있다. 양반댁
규수는 시댁에 들어가서 산다. 그들은 자신을 위한 독립된 집은 마련하지 않으나 종
종 부호나 고관들은 바깥 벽 또는 담 안에서 하나의 커다란 가족 집단 생활을 하는데
아들과 그의 가족은 각기 독립된 공간을 갖는다. 이러한 방법으로 필요에 따라서 덧
붙인 방들을 가진 한정된 단층집은 계획성 없이 넓은 터에 펼쳐질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부인의 방은 엄격하리만큼 은밀한 공간이다. 남편을 제외한 아버지나 다른 남자
어느 누구도 그 새댁의 방에 들어올 수는 없으나 용건이 있을 때면 가족 중 한 사람
이 배석한 가운데 시어머니의 방에서 그들을 만날 특권을 가진다. 이러한 특권도 아
버지, 시아버지, 삼촌들, 그리고 소위 8촌 형제까지로 제한된다.” E. G. 켐프·E. 와그
너, 조선의 모습 / 한국의 아동생활, 신복룡 역, 집문당, 1999, 32-33면.

20) 김미영, ｢생활공간｣, 국사편찬위원회 편, 삶과 생명의 공간, 집의 문화, 경인문화사,
2010, 1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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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구성원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시작하는 공간이었다.

규방 곧 안채는 일반적으로 부엌·안방·웃방·대청·건넌방 등으로 구성된

다. 안방은 기본적으로 안주인의 방으로 가족 단위의 생활이 일어나는 장

소인 동시에 안주인의 손님 곧 여자 손님을 접대하는 곳이었다. 안방의 윗

목에 인접한 웃방은 자녀들이 사용했으며 건넌방은 대개 며느리가 사용했

다. 안방과 건넌방 사이에 위치하는 대청은 일상생활을 위한 공간으로 사

용되었지만 상례와 제례가 있을 때에는 제사를 지내는 공간으로 사용되었

다.21) 앞서 논자에 따라 부녀를 유폐시키려는 경향이 있다고 평가된 경북

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공간 활용이 적지 않게 확인된다. 경북 지역에는 이

른바 종가(宗家)라고 하는 많은 양반 주택들이 오늘날에도 남아 있고, 여기

에 거주하는 후손들은 자신들의 선조가 그러했던 것처럼 유교적 원리에 따

른 생활방식을 보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들 지역의 양반 주택과 그곳

에 거주하는 후손들의 의례를 통해 전근대 시기 일상생활의 모습을 조금이

나마 짐작해 보도록 하겠다.

경북 지역의 양반 주택들에서도 여성들의 생활공간인 안채에서 상례와

제례 등의 의례를 치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먼저, 상례는 한 집안 사람

이라고 생각되는 범위를 벗어난 문중 손님과 외부 손님이 가장 많이 참석

하는 의례이기에 그들의 출입이 허용된 사랑채 공간에 빈소를 차리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남녀에 따라 빈소가 안채 공간에 차려지는 경우도 있다.

일시적이면서 매우 특수한 성격의 상례와 달리, 제례는 지속적으로 일상에

서 시행되는 의례이다. 대표적인 제례로 기제와 불천위제를 들 수 있다. 해

마다 지내는 기제는 5∼8촌 내의 친척들이 참석하는 의례로 공간적으로 안

채와 사랑채가 혼용되며, 영구히 신주를 모시고 지내는 불천위제는 친척

이외에 외부 손님이 많이 참석하는 의례이므로 별도의 제청(또는 사당)을

건립하고 그곳에서 진행되지만 제청이 없는 경우에는 안채와 사랑채 공간

이 혼용되기도 한다.22) 탄식가류에서 고인이 된 가족에 대한 애도가 종종

표현되는 것도 규방가사의 작자가 상례와 제례 등의 의례를 직접 경험한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23) 안채 즉 규방은 여성들에게만 국한된 생활공간이

21) 한필원, ｢모둠살이와 살림집: 전통마을과 한옥｣, 국사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2011,
112-113면

22) 윤일이, 앞의 책, 258-262면 참조.
23) 김석회는 시아버지의 영전에 생전의 일들을 회고하여 아뢴다고 한 <심중소회>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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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가족 모두의 생활공간이었다. 그래서 성별을 초월하여 가족 관계

안에서 계녀가의 창작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교녀가 소
재 <교녀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몸이 겨나교 셩졍지각 타거셜 강일어 듯기니 자셔히

각라 녀훈계 니 녀실 일으니라 ㉠제어미 복즁의

셔 열달장 쓰이올졔 입맛구쳐 졀곡여 만붓게 여노코 병드

러셔 시여지게 여노코 현증의 망조고 동여 놀나보고 남

녀 시몰나 쥬야탁 마음씨여 장 녹이다가 삼신아기 바

든후의 나흐면 낙셤여 몌육국 조흔밥을 눈물쎡거 못먹으면 후

복의 슈풍아린 졋몸살 각슈병 고질되니 쓸업고 헛부도다 무어

 유관리 그러나 부모 아들 등분업셔 피쥴노 인졍나고

얼굴보고 랑삼겨 쥐게되면 지올가 불게되면 쓰러질가 근근

고 간간여 괴롬을 젼혀몰나 진리 가눕고 마른리 너눕

혀셔 이불안의 오즘을 쳑쳑게 여사로다 살비 누은츌 

장 다녹인다 ㉡로 인형삼겨 우슘웃고 뒤치고 긔발 롱

짓 여가니 요른랑 인가 눕혀보고 안아보아 둥거둥이 취

이면셔 안아쳑쳑 얼너어보 이거시 왼거신고 속의셔 나왓가

하날외셔 러진가 의셔 소가 바다속의 구살이냐 들스옥의

옥이냐 금능졍당 부용화냐 우리아기 긔묘졀묘 남의아들 부러

가 달굴듯의 굴드시어 셔셔 굴거나셔 효도 당시갓고 우 졍

갓고 셩덕은 임갓고 조 야난갓고 조리가의 문장이요 

연의 런가 하우녀외 졍졀인가 광의 힘이런가 소군의 검덕인

가 오복이기 구존예 곽분양의 부인갓 긔예 이름올녀 쳔츄의

빗치나라

위는 어린 딸들을 두고 일찍 죽은 아내를 대신해 아버지가 지어준 계녀

가인 <교녀가>의 일부이다. 실제 작자인 아버지의 대리자인 작품 속 화자

는 ㉠에서 여자훈계를 한다면서 여자행실을 자세히 말한다. 임신을 하게

되면 입덧과 부종으로 고생하고, 때로는 자현증(子懸症)24)으로 크게 놀라

제목의 규방가사가 영전에서 곡을 하며 사뢰었던 사설에 훗날 살을 붙이고 윤색을 해
가사로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했다. 김석회, ｢주제적 관심을 통해 본 규방가사의 세
계｣, 조선후기 향촌사회와 시가문학, 월인, 2009, 12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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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아이의 성별을 알지 못해서 애태우다가 해산일이 되어 딸을 낳으면 실

망하여 울다가 몸조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말이다. 내용상 화자가 말

하는 여자행실이란 여자가 지켜야 하는 일이 아니라 여자에게 장차 일어날

일로, 아이를 갖게 되면서 겪는 몸과 마음의 고생에 관한 것이다. 특히 화

자는 딸을 낳았다고 낙심하여 몸조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오히려 고질병

만 키우게 되니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힘주어 말한다. 이 작품의 작자

와 독자는 아버지와 딸로, 아버지는 딸에게 자신은 딸을 가졌다고 슬퍼한

적이 없다면서 너 역시 딸을 낳았다고 괴로워하지 말라고 당부한다. 아버

지는 부모라면 아들딸 구분 없이 사랑으로 자식을 대한다면서 쥐면 꺼질

듯 불면 쓰러질 듯 딸의 모습에 마음 졸이고, 진자리는 내가 눕고 마른자

리는 너를 눕힌다면서 딸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을 표현한다.

특히 ㉡에서는 딸아이 모습에 웃음 짓고, 재롱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아버

지의 모습을 실감나게 그리고 있다. 그 모습과 관련하여 아이 어르는 노래

인 <농장가>의 일부를 가져와 자신의 기쁜 마음을 드러내기도 한다.25) 이

노래는 세상 어느 것과 비교해도 빠지지 않는, 남의 아들이 전혀 부럽지

않는 구절처럼 딸아이의 미래를 축복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아이를 임신한 이후에 여성에게 일어나는 여러 일들이나 갓난아이가 하

루하루 커가는 모습과 관련한 내용은 가족으로서의 생활 경험과 그에 따른

기억을 공유하지 않았다면 좀처럼 서술하기 어려운 내용이다.26) <교녀가>

에서 시집가는 딸을 향해서 아버지의 개인적 심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은 그 생활을 공유했기에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규방은 여성을 포함한 집안 구성원들을 교육하는 공간이기도 했

다.27) 여기에서 교육은 특정 유형의 지식과 기술이 사전에 설계된 교과 과

24) 자현증은 임신 중에 태기가 위로 치밀어 가슴과 배가 더부룩하고 답답하며 숨이 차
는 증상을 뜻한다.

25) 이와 같은 노래를 찾을 수 없었지만 아이의 재롱을 보고 부르는 상황이나 표현 방법
은 규방가사 I 소재 <농장 동아가>와 유사하다. “은자동아 금자동아 우리아기 잘도
잔다 / 시어서판 볼작시면 풍채는 두목이요 / 효행은 안자전이요 / 예법은 숙손통이
요 예기는 한슈셩후요 / 호걸은 공복혀요 도량은 강태공이요 / 용맹은 조자룡이요 문
법은 한퇴지요 / 필법은 왕희지요 구변은 소진이요 / 이사는 팽통이요 수복은 팽조같
고 / 강령은 동방석이요 팔자는 락양이요 / 부귀는 석계춘이라 화동삼봉 이아니며 /
순시팔용 이아니랴” 권영철 편, 규방가사 I,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9, 490-491면.

26) 송재연은 남성 화자가 사용된 계녀가 작품들의 경우 개인적 심정을 술회하는 부분이
주를 이루고 부녀자의 도리는 간략히 다루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송재연, ｢계녀
가사의 구성양상과 서술특성｣,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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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통해 전수되는 공식적 과정으로서의 스쿨링이 아니라 기술과 지식의

습득 및 개인의 지평 확장을 가능하게 하고 촉진하며 다양한 배경 속에서

형성될 수 있는 사회제도로서의 교육을 의미한다.28) 현대식 학제와 같은

공식적 과정이 존재하지 않았던 전근대 시기 교육은 후자에 가까운 교육

개념을 지향했다. 특히 인간으로서 성인과 군자가 되는 것을 지향했던 전

근대 시기에는 교육이라는 행위가 일상생활에서부터 문자생활에 이르기까

지 다양한 영역을 포함할 수밖에 없었다. 가정의 모든 주거 생활이 이루어

지는 규방은 사회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지식과 소양을 기르고 배우는 곳

으로, 사회 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가장 기초적인 교육이 행해지는 공간이

었다.

전근대 시기 여성 교육은 전적으로 각 가정에 맡겨져 이른바 ‘규방 교

육’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29) 규방 교육의 실상을 파악

할 수 있는 자료가 매우 부족하지만 이덕무(李德懋, 1741∼1793)가 사대부

집안의 선비·부녀자·아동들의 일상생활을 위해 남긴 사소절(士小節)을
통해 조선 후기 여성들을 대상으로 했던 교육의 내용과 그 당시 여성들에

게 요구했던 문자생활의 범위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이덕무는 여

성들이 한문을 사용하여 시를 창작하는 일은 불허했지만 논어·시경·
소학 등의 기본적인 경서를 읽는 것은 허용했다. 특히 여성들이 다른 성

씨를 비롯해 자신의 집안에 관한 보학(譜學), 국호(國號)를 비롯한 역대 사

적, 성현에 관한 내용들은 알 필요가 있다고 했다.30) 이는 양반가 여성들에

게 요구되는 지식이 있었음을 말해 준다. 이와 관련하여 계녀가인 <복션화

음녹>이 수록된 종사규측(鐘謝閨則) 소재 <옥경옥누년가>31)를 살펴보

27) 백순철은 여성들의 행장 등을 통해서 규방에서 여성들의 문자 학습과 교양 교육이
이루어졌음을 고찰했다. 백순철, ｢규방 공간에서의 문학 창작과 향유｣, 여성문학연구
 14, 한국여성문학회, 2005.

28) 사회학에서 교육은 교육(education)과 스쿨링(schooling)으로 구별되는데 본문에서 설
명된 내용 중에서 전자는 스쿨링에, 후자는 교육에 해당한다. 앤서니 기든스, 필립 W.
서튼, 사회학의 핵심개념들(개정증보판), 김봉석 역, 동녘, 2018, 159면 참조.

29) 백두현, 조선시대 여성의 문자생활 연구 – 한글 음식조리서와 여성 교육서를 중심
으로 -｣, 어문론총 45, 한국문학언어학회, 2006, 269면.

30) “婦人當畧讀書史, 論語毛詩, 小學書, 女四書, 通其義. 識百家姓, 先世譜係, 歷代國號,
聖賢名字而已. 不可浪作詩詞, 傳播外間.” 이덕무, ｢부의(婦儀)｣ 1, 사소절(士小節) 하
(下).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권30.

31) <옥경옥누년가>는 천상의 옥루경연에서 조선 국왕이 옥황상제를 독대하고 청나라
정벌에 대한 밀명을 받아온다는 내용으로 된 <옥루연가>의 이본이다. <옥루연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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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겠다.

호원의 년운이 쟝야건곤 지나고

홍나일월 명쳔지 셩쥬명군 계긔

션왕문물 다시잡고 유문도통 멀니녈어

삼년 문명셰계 억만흥복 긔약더니

오호만갑신년의 천하신민 무록이라

의관법도 소지고 피발좌임 되단말가

조양일부진이셕과불식 나마이셔

동일우 조션국의 의관문물 빈다
단군긔린덕화 소듕화가 되여셔라

아조 홍고위녈 삼이상 셩군이라

위에서 인용한 부분은 중국에서 명나라가 청나라로 교체되면서 조선이

소중화가 된 까닭을 밝힌 부분이다. 화자는 호원(胡元)에서 대명(大明)으로

중국의 왕조가 교체된 이후 약 300년 간 문명세계가 이루어졌지만 정확히

갑신년(甲申年) 즉 1644년 명나라가 청나라에 의해 망하면서 이전과는 전

혀 다른 세계가 펼쳐졌다고 진술한다. 오호(嗚呼)라는 탄식과 더불어 화자

는 천하의 신민이 더 이상 복록을 받을 곳이 없어졌다고 허탈해하며 이전

의 의관과 법도가 씻은 듯이 없어져 오랑캐의 외양을 해야 한다고 분노한

다. 그러고는 양의 기운이 끊어지지 않고 회복하는 것을 뜻하는 주역 박
괘(剝卦) 상구(上九)의 석과불식(碩果不食)을 인용하여 명나라의 남은 기운

이 해동의 조선으로 이어지면서 조선의 의관과 문물이 훌륭해졌다고 평가

한다. 화자는 이러한 역사 인식을 토대로 단군과 기자의 덕화에 힘입어 조

선이 소중화가 될 수 있었다면 조선의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낸다.

역사를 소재로 한 <옥경옥누년가>가 계녀가인 <복션화음녹>과 함께

수록된 사실은 규방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교육이나 지식의 범

위가 협소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옥경옥누년가>를 제대로 감상하기

중국과 우리나라의 제후, 장상을 비롯한 역대 인물들이 대거 등장하고 온갖 전고가
사용된 작품으로 조선 후기 사대부 사회에서 널리 유통된 작품이다. 이상원, ｢조선후
기 가사의 유통과 가사집의 생성 - 가사육종을 중심으로 -｣, 한민족어문학 57,
한민족어문학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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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명청 교체기를 비롯한 역사에 대한 지식과 “셕과불식” 등의 고사

를 이해할 수 있는 한문 교양이 요구된다. 규방에서 이루어진 교육을 통해

여성들은 나름의 지식과 교양을 쌓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규방 바깥에

있는 세계를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지금까지 규방이라는 공간의 성격을 다각도로 검토한 것은 규방이라는

공간이 폐쇄적이었으며 규방가사의 작품 세계도 그것을 반영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였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여성들의 생활공간인

규방이 여성을 유폐시키는 공간이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규방은

여성들이 가사노동을 하는 곳으로, 아이들을 출산하고 양육하는 곳이면서

동시에 가족 집단이 모여 상례와 제례 등의 의례를 치르는 공동의 장소였

다.32) 규방은 가사(家事)를 주관하는 개방적인 공간으로, 남성들의 공간인

사랑채와 달리 가정의 모든 주거생활이 이루어지는 중심 공간이었다.33) 그

결과, 남녀를 초월하여 규방은 가족 구성원들에게 열려 있는 소통의 장소

였으며 여성들의 기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러한 성격의 공간이었기에 가족과 문중처럼 혈연 및 혼인으로 연

결된 관계는 물론 이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대중을 상대로 계녀가의 창작과

향유가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계녀가를 둘러싼 작자와 독

자의 관계, 전승과 유통의 범위에 관한 문제는 다음 절에서 자세히 살펴보

도록 하겠다.

2. 자료 현황과 특성

본고에서 다루는 연구 대상 중 필사 시기가 가장 이른 자료는 언문고시
(諺文古詩)다. 이 자료는 19세기 한양을 중심으로 유통된 것으로 추정된

32) 18세기 여성에 관한 다양한 자료들을 검토한 김경미는 당시 여성들의 삶을 지배하는
원리를 가(家)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김경미의 논의에 따르면 종법의 준수나 가문
의식으로, 효나 열로, 가족경제의 형태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가는 단순히 거주공
간과 가족관계에 국한된, 공적 공간에 대응하는 사적 공간이 아니라 가정 경제를 이
끌어가는 생산 공간이자 여러 지역과 가문에 온 다양한 관계들이 만나는 네트워크 공
간으로서 역동적 성격을 갖는 공간으로 기능한다. 본고도 이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한
다. 김경미, 家와 여성 - 18세기 여성 생활과 문학 -, 여이연, 2012, 40면 참조.

33) 김종헌·주남철, 앞의 논문, 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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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기에는 가사를 비롯한 다양한 성격의 글이 실려 있다.34) 그 중 <규

즁감응편>은 <복선화음가>의 이본 중에서 상당히 이른 시기의 작품이라

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리고 ｢언문목녹｣에 계녀가 작품인 “귀녀가”가 기

재되어 있는 것도 주목할 점이다. 이 자료의 필사 시기는 중국 당나라 시

인 이백의 이력을 적은 ｢니젹션화음옥즁긔록｣의 필사기인 “셰임신 삼월

염사일 입동 필셔”를 통해 1872년으로 추정할 수 있다.35) “귀녀가”가 기재

된 ｢언문목녹｣은 언문으로 된 222종의 책 목록으로, 이 목록을 ‘개인의

장서 목록’36) 또는 ‘세책집의 목록’37)으로 보기도 하고 ‘당시 언문책들의 제

목을 정리해 놓은 것’38)이라고 보기도 한다. 현재로서는 이 목록의 성격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지만 거기에 수록된 소설의 성격상 언문고시(諺文古
詩)는 한양에서 유통된 자료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사실들은 <규즁감

응편>과 <귀녀가> 등의 계녀가가 19세기 후반 한양에서 책의 형태로 유

통되었음을 시사한다.39)

34) 여기에 수록된 글은 다음과 같다. <고시 무명씨십구슈>, <두음(白頭吟)>, <화츙
가>, <탄우가>, <탄노가>, <삼국가>, ｢니젹션화음옥즁긔록｣, <쳔푸리>, <산즁풍
경>, <발가>, <규즁감응편>, <뵈틀가>, ｢바라니드리법｣, ｢복의 무든 것 
는법｣, <언문목녹>.

35) 언문고시(諺文古詩)를 학계에 최초로 보고한 강전섭은 “寫本의 筆寫年代는 ｢셰
임신 삼월 염사일 입동 필셔｣(歲在壬申 三月 念四日 笠洞 畢書)라는 筆寫記에 의하면
高宗 9年 壬申(1872)에 筆寫된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다. 原典을 蒐集한 가람先生이
젊어서 蒐集하였을 것이므로 1932年(壬申)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필사 시
기를 추정했다. 강전섭, ｢｢언문목녹｣(諺文冊目錄) 소고｣, 사재동 편, 한국서사문학
사의 연구 V, 중앙문화사, 1995, 2110면.

36) 강전섭은 ‘언문목녹’을 ‘개인장서목록’일 가능성이 짙다고 보고, “｢언문목녹｣(諺文
冊目錄)은 目錄作成時期인 純祖以後 哲宗·高宗年間에 접어들면서 (다시 말하면 19世
紀初 以後에 이르러서) 國文本小說 또는 國譯本 漢文小說(이야기책·諺文小說)들이 閭
閻집 閨房(內房·안방)에서 얼마나 많이 널리 읽혀지고 있었는가를 가늠해 볼 수가 있
는 매우 귀중한 文獻記錄임에 틀림없는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강전섭, 위의 논문,
1995, 2125면.

37) 정병설은 당시에 개인이 취미 목적으로 이 정도 규모의 장서를 갖기 어렵다고 보고
이 목록을 영리 목적의 세책집의 목록으로 추정했다. 이후 여기에 수록된 금향정기,
취미삼선록, 유효공선행록, 김씨효행록 등이 세책본으로 유통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이
목록이 1872년 서울 종로 입동 부근의 세책집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았다. 정병설, ｢세
책 소설 연구의 쟁점과 방향｣, 국문학연구 10, 국문학회, 2003; 정병설, 조선시대
소설의 생산과 유통,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218-220면 참조.

38) 류준경, ｢조선시대 소설유통의 ‘혁명성’｣, 인문논총 74-4,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7, 506면 참조.

39) 언문고시(諺文古詩)처럼 다양한 성격이 글이 실려 있는 녀계약언경계한말이라
도 1906년 한양에서 유통된 자료인데 여기에도 <귀녀가>가 수록되어 있다. 유통된
지역을 알 수 없지만 고대본 귀여가에는 <귀여가> 가사 한 편과 궁합법에 관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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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녀가(귀노라)는 19세기 경북 경주 지역과 관련된 자료다. 여기

에는 <귀녀가라>와 <화젼가라>와 <효셩가라> 3편의 가사가 수록되어 있

다. 맨 마지막 작품으로 교훈가사인 <효성가라> 말미에 적힌 “갑슐 시월

칠일 셔”를 통해 필사 시기를 추정할 수 있다. 여기에서 갑술년(甲戌年)

은 1874년 또는 1934년으로 추정된다. <귀녀가라>의 본문에서 1895년 경

주군으로 개칭되기 이전의 명칭인 경주부(慶州府)가 사용된 것으로 보아

갑술년은 1874년일 가능성이 높다. <화젼가라>에서도 경주가 언급되는 것

으로 보아 귀녀가(귀노라)는 19세기 경주를 중심으로 유통된 자료

라고 추정된다.

종사규측(鐘謝閨則)은 1874년에 필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규측(閨則)’

이라는 서명에서 여성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료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책에는 ｢겹육갑｣, <복션화음녹>, <옥경옥누년가>가 수록되어 있다.

궁합법에 관한 ｢겹육갑｣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가사로 <복션화음녹>은

<복선화음가>의 이본이고, <옥경옥누년가>는 조선과 중국의 역대 사적

을 읊은 <옥루연가>40)의 이본이다. <복션화음녹> 말미와 <옥경옥누년

가> 말미에 각각의 필사기가 있다. <복션화음녹>이 끝나고 줄을 바꾸어

다음과 같은 190자 분량의 필사기가 이어진다.

갑슐 듕츈 초슌의 서산 츄학동 창하의 필셔노라 ㉠이 이 

을 며리 쥬게 벗겨달나 여서나 ㉡ 슈뉵십의 안혼은 극심

고 셔녁이 극난기 아조 헤여러니 다시 걱니 만치도 아니

거시 글이 반이라 벗겨서나 손들 작난듕 겨유 그려시나 낙

도 더러닛고 칠도 마니여 뎡치가 못니 고 ㉢너어미

슈젹이니 타일 반기려니와 시속 아희들이 면치도 아닌 싀외할미

필젹이라 그리 앗길넌지 모겟다 잣란게 시슬여 됴희를 다듬지

도 아녀것츨 슈통라

러 글들이 실려 있다.
40) 이상원은 일본 궁내청 서릉부에 소장된 옥루연가라는 제목의 필사본 가집이 아사
미 린타로(淺見倫太郞, 1869∼1943)가 소장했던 가사육종의 원본임을 실증하면서
거기에 수록된 <옥루연가>를 검토하면서 관련 이본이 7종이라고 보고했다. 거기에 
종사규측(鐘謝閨則) 소재 <옥경옥누년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옥경
옥누년가>는 <옥루연가>의 새로운 이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원, 앞의 논문, 2009,
115-11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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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어느 부인이 자신의 며느리에게 주고자 친정어머니에게 부탁

해 이 자료를 필사했음을 알 수 있다. ㉡에서 필사자는 육십이 된 자신에

게 이 일이 굉장히 버거운 일이었음을 고백한다. 눈도 어둡고 글씨 쓰는

일도 몹시 어려웠지만 마음을 다잡고 손아(孫兒)들을 돌보는 중에 겨우 글

을 베꼈다면서 그간의 수고를 말하는 한편, 낙자(落字)와 개칠(改漆)이 많

다면서 이 책을 정서(正書)하지 못해서 애달프다고 자신의 심사를 솔직하

게 말한다. 이어서 필사자는 ㉢에서 딸을 향해 너는 어미의 수적(手蹟)이라

훗날에도 반기겠지만 한 번도 보지 못한 시외할머니의 필적을 “시속 아희

들” 즉 독자인 손자며느리가 아낄지 모르겠다면서 걱정을 내비친다. 필사

자는 필사 전후에 자신이 느꼈던 힘들고 어려웠던 심정을 아주 솔직하게

표현한다. 필사자가 이러한 태도를 보인 것은 ‘생면(生面)’하지 않았다는 말

처럼 이들의 관계가 실제적으로 먼 관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둘 사이

에서 특별한 친밀감도 찾기 어려우며 심리적 거리도 멀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옥경옥누년가>를 다 필사한 다음, 장을 바꾸어 “이 만치

아니나 우리 어마님 뉵십지년의 벗기신 것시니 셜화가 죠코 비록 노필이

시나 숀의게 젼코여 벗겨쥬쇼셔 녓더니 벗겨쥬시니 부앗겨보

고 혹 모번도 고 보니 로 젼보아라”는 필사기가 있다. 앞

의 필사기와 비교해 서체가 크게 다르지만 내용상 앞의 필사기를 쓴 여성

의 딸이 작성한 필사기로 판단된다. “서산 츄학동”이라는 필사 장소는 미

상이다. 갑술년(甲戌年)은 1874년 또는 1934년에 해당하는데, 함께 수록된

<옥경옥누년가>가 조선과 중국의 역대 사적을 읊은 <옥루연가>의 이본

이라는 점에서 이 자료의 필사는 1874년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가장 크

다. 종사규측(鐘謝閨則)은 19세기 후반 계녀가가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

에서, 세대를 초월하여 전승되었음을 보여 준다.

기슈가는 아직 학계에 보고되지 않은 자료로, 연작형 규방가사로 유명

한 합천 화양동 파평 윤씨가 규방가사의 이본이다.41) 합천 화양동 파평

41) 이 작품이 소개된 이후 여러 방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그 이본은 아직 보고되
지 않았다. 이 작품을 최초로 소개한 이신성에 따르면 <합천 화양동 파평윤씨가 규방
가사>는 <기슈가>, <답기슈가>, <됴가>, <위유가>, <반기슈가>, <소가>, <긔
소가>, <게승위귀여 경게>, <권호가> 모두 9편의 가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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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씨가 규방가사가 경남 합천을 중심으로 생산, 유통되었기에 이 자료도

경남 합천과 관련된 지역에서 생산 및 전승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는 <기슈가>, <답기수가>, <조가>, <위유가>, <반기슈가>, <소가>,

<긔소가>, <경게>, <권효갸>, <모가>, <유산가>가 있고, 마지막 작

품인 <유산가>가 끝난 다음, 행을 바꾸어 258자 분량의 필사기가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야 종손부야 너 의 가 종부라 소듕할 네 질 범

이 그만고로 귀코 랑 마 연셩보화를 어든들 그에셔 더

랴 ㉡너  마을 모라고 인졍부들 더란 말 우읍고 더옥 귀

여라 부득이 여 네 졍 에 필노 이리져리 네 소쳥을 

여듀나 오셔 만히 되어 보는  눈의 걸닐덧 그러나 지금은 씨

기도 실코 늘 어더워 할슈업다 그라눌너 짐할가 ㉢그헤 모

가 네 올봄의 친졍가려다가 파의 되어시니 마의 오 셥
라 네 마을 시쳐 각여 남은 조히여 두어 지어시니 문필

이야 호부간의 협듕의 간슈엿다가 일후이 라도 혹 폐여보면

을 덧 할거시니 혀 니잇지 아님가 바라노라 병자 졍월 십

팔일 필셔

㉠에서 작자가 독자를 종손부(從孫婦)라고 부른 것은 이들이 혈연으로

연결된 가족 구성원이 아니라 혼인으로 연결된 문중 집단의 구성원임을 말

해 준다. 작자는 독자인 종부가 연성(連城)42)과 보화(寶貨)를 얻은 것보다

더 소중한 존재라며 그녀에 대한 아낌없는 애정을 표현한다. 현실적으로

시집 아주머니와 조카며느리 사이에 쉽게 친밀감이 형성되기는 어려울 것

서 소개하는 한국가사문학관 소장 기슈가에도 이들 작품이 모두 수록되어 있다. 이
신성, ｢<합천 화양동 파평윤씨가 규방가사> 해제｣, 어문학교육 11, 한국어문교육학
회, 1989; 유해춘, ｢19세기 화답형 규방가사의 창작환경과 그 의의｣, 문학과 언어 
21, 문학과 언어학회, 1999; 유해춘, ｢19세기 기수가에 나타난 담론의 양상과 그 기
능｣, 한민족어문학 44, 한민족어문학회, 2004; 박경주, ｢<합천 화양동 규방가사>의
토론문학적 성격 고찰 - 화전가류 규방가사 전반의 토론문학적 특성과 관련하여 -｣, 
겨레어문학 33, 겨레어문학회, 2004; 권순회, ｢조롱 형태의 놀이로서의 규방가사｣, 민
족문화연구 42,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5.

42) 연성은 연성벽(連城璧)의 준말로 중국 고대의 보옥인 화씨벽(和氏璧)을 말한다. 화씨
벽은 중국 춘추전국시대 초나라의 변화(卞和)가 형산(荊山)에서 발견한 옥돌을 가공
하여 얻은 보옥(寶玉)이다. 한비자(韓非子) ｢화씨(和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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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러나 작자는 독자와의 거리감을 좁히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

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해독이 불분명한 구절도 있지만, 작

자는 이 책을 만든 까닭이 전적으로 독자를 위해서라고 말한다. 작자는 독

자가 자신의 마음을 모르기에 우습다면서 부득이하게 너를 위해 가사를 썼

다고 말하고, 책에 오자가 많아서 부끄럽지만 글자 쓰는 것도 어렵고 눈도

어두워 어쩔 수 없다면서 자신의 노고를 알아달라고 한다. 그리고 작자는

㉢에서 독자가 올 봄 친정에 가고 싶었지만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아 얼마

나 섭섭했겠냐며 계획했던 근행(覲行)을 가지 못한 독자인 종손부의 마음

을 위로하기까지 한다. 더욱이 실의에 빠진 종손부를 위해서 <모가>를

지었다는 구절은 작자 종손부의 상황을 마음 깊이 헤아리고 있었으며 그녀

에게 다가가기 위하여 무척이나 노력하고 있었음을 잘 보여 준다.

그리고 필사기 마지막의 병자년(丙子年)은 1876년 또는 1936년에 해당한

다. 앞서 합천 화양동 파평 윤씨가 규방가사를 소개한 이신성에 따르면

이 자료는 원본이 아니라 후손인 윤석민(尹錫玟, 1857∼1939)과 윤석주(尹

錫伷, 1883∼1953)가 한참 뒤에 필사한 것만이 남아 있는데 그 중 시기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1933년에 윤석민이 필사한 52장본이라고 한다.43)

그런데 이 52장본은 몇몇 작품의 작자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44) 반

면 한국가사문학관 소장 기슈가는 앞서 밝히지 못한 작자들의 택호(宅

號)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45)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한국가사문학관

소장 기슈가는 1933년에 필사된 52장본보다 선본(先本)일 가능성이 높으

므로 이 책의 필사 시기는 1876년일 확률이 높다. 위에서 살펴본 종사규
측(鐘謝閨則)과 기슈가는 19세기 후반에 계녀가가 문중 내부에서 전승,

유통된 것을 증명한다.

츙효가는 1883년 충북 진천에서 필사된 자료다. 여기에는 <충효가>,

<권션증악가>, <퇴계가> 가사 3편과 ｢졔봉션화문｣이라는 희작 성격의 글

이 실려 있다. <복선화음가>의 이본인 <권션증악가>를 제외한 나머지 2

43) 이신성, 위의 논문 참조.
44) <답기수가>는 ‘들오신 부여 소’으로, <됴가>는 ‘츌가부인 소’으로, <위유가>
는 ‘츌가부인 소’으로, <긔소가>는 ‘츌가부인 소’ 정도로 해 두었을 뿐 작자를 밝
히지는 않았다.

45) <답기수가>는 ‘들어오신 부인 마천 소작’으로, <조가>는 ‘츌가부인 관동 소’
으로, <위유가>는 ‘츌가부인 당 소’으로, <긔소가>는 ‘츌가부인 관동 소이
라’고 택호를 분명히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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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은 교훈가사다. 필사 시기와 장소를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책의 맨 마지

막 장에 “계미 이월 긔망의 장우지산졍사노라 癸未 二月之旣望 騰于鎭

川 周峯之下 蠶頭精舍 雖諺書 亦有可觀之句故抄”라는 필사기를 통해서이

다. 필사기에서 언급된 “鎭川”은 오늘날 충북 진천일 가능성이 높다. 필사

기에 등장하는 잠두정사(蠶頭精舍)가 오늘날 충북 진천군 이월면 미잠리

(美蠶里) 소재 잠두(蠶頭) 마을과 관련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한문으로 유

려하게 필사기를 썼으며 ‘비록 언서이지만 볼 만한 구절이 있어서 베낀다

(雖諺書 亦有可觀之句故抄)’는 필사기의 내용을 고려할 때 남성이 필사한

자료일 가능성이 높다.

가는 1900년 경북 봉화에서 아버지가 딸에게 준 자료다.46) 여기에는

궁중 연향을 노래한 <화조가>47)의 이본인 <화조연가>, 중국의 명승지인

악양루(岳陽樓)에서 즐긴 풍류를 환상적으로 그린 <악양누가>48), 부모에

대한 효성과 동기간의 우애를 강조한 <효우가>49), 여성 화자가 한문투 표

현을 사용하여 화전놀이를 노래한 <화젼별곡>, 전형계녀가에 속하는 <계

녀>, 전래의 <어부가>50)를 가사체로 변개한 <어부>, 몽유가사로 꿈

속 환상세계를 빌려 자신의 인생에 대한 소회를 드러낸 <몽유가>51)가 수

록되어 있다. 마지막 작품인 <몽유가>가 끝난 다음 장에 약 390자 분량의

상당히 긴 필사기가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46) 윤덕진은 가를 최초로 소개하면서 필사 시기와 장소를 1840년 안동 지역으로 추
정했다. 이후 박재민이 지명 조사와 이본 비교 등의 방법을 통해 1900년경 경북 봉화
군 명호면 삼동리에서 이 책이 필사되었음을 밝혔다. 윤덕진, ｢여성가사집 가사(소
창문고 소장)의 문학사적 의미｣, 열상고전연구 14, 열상고전연구회, 2001; 박재민, ｢
딸에게 부치는 노래: 소창문고본 『가』에 대한 소고｣, 한국어와 문화 18, 숙명여
자대학교 한국어문화연구소, 2015.

47) 신경숙, ｢궁중 연향에서의 가사 창작과 전승 - <화조가>를 중심으로 -｣, 한국시가
문화연구 26, 한국고시가문학회, 2010.

48) 윤주필, ｢한국 고시가의 강남 문학지리학｣, 열상고전연구 41, 열상고전연구회,
2014.

49) 최현재, ｢｢효우가(孝友歌)｣의 구비적 특성과 작가｣, 규장각 24,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1.

50) 육민수, ｢필사문화권에서 실현된 가창가사의 담론 특성｣, 반교어문연구 16, 반교어
문학회, 2004.

51) 최은숙은 <길몽가>를 포함하여 몽유가사 16종을 검토했는데 여기에 가 소재
<몽유가>는 포함되지 않았다. 최은숙, ｢몽유가사의 "꿈" 모티프 변주 양상과 <길몽
가>의 의미｣, 한국시가연구 31, 한국시가학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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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은 슈장야 여아 김실을 쥬나니 ㉠그 즁의 효우계여

은 부인 여의 볼 라 죠셕의 명염야 그로 면 부덕이

잇셔 가되가 년 일월 거시요 화죠연가 악양누가은 심〃면 볼

거시나 부여의 긴근 아니요 어부은 그 즁에 진셔가 만여

보계도 미가 업슬거시요 화젼별곡은 부여의 쇼창이 그려듯

여 졸필로 기록미요 ㉡몽유가은 너 아비 신명이 긔구여 일평

과거의 골몰다오식여년의 두을 면지 못고 셰정의

쇼탄여 가도 영쳬며 너의 남셩취여쓰나 가라치지 못

여 우막심니 부형의 망이라 후회막급이오며 너히는 질

은 용열나 팔은 츌중여 쳔졍연분으로 고문의 츌가여 김낭

의 인비범니 젼졍이 만리라 아모쥬록 공부을 권면하여 일후의

부귀공명을 게 여라 옛말의 여 쓰되 의 덕에 부원군이라

니 부〃〃 명염며 몽유가 일편은 궁조의 광담이라 네

나 두고 보와 늘근 비 쇼회을 만분지일이나 긔렴하며 다른 람

뵈이지 마라 긔쇼된다 경십이월 이십일 셩장우동졍

가의 필사기는 아버지가 김실 곧 김씨 집안에 시집가는 딸에게 이

책을 주었다는 것으로 시작한다. 필사기에서 작자인 아버지는 <효우가>,

<계녀>, <화죠연가>, <악양누가>, <어부>, <화젼별곡>, <몽유가>

순서로 각 작품들의 특징을 정리하고, 딸이 이들을 언제 어떻게 읽으면 좋

을지에 관해서 자신의 의견을 서술했다. 원래 이 책은 <화죠연가>, <악양

누가>, <효우가>, <화젼별곡>, <계녀>, <어부>, <몽유가>의 순서로

되어 있다. 아버지는 필사기를 작성하면서 작품들의 순서를 조정했고, 이

과정에서 <효우가>와 <계녀>를 제일 앞에 배치했다. 이는 시집가는 딸

에게 <효우가>와 <계녀>가 가장 긴요하다고 판단한 결과일 것이다. 실

제 이들 작품에 관한 의견은 다른 작품들의 것과 비교해 무척 진지하다.

㉠을 보면 <효우가>와 <계녀>는 부인과 여자가 봐야 하는 것으로, 아

침저녁으로 명심하여 그대로 실행하면 부덕(婦德)이 있어 가도(家道)가 자

연 이루어질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리고 ㉡에 작자는 지난날 과거 시

험에 골몰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재산도 모은 것이 없으며 자식 교육도 제

대로 하지 못했다고 자책한다. 그러면서 딸을 향해 비록 자질은 부족하지

만 다행히 지체 높은 집안의 좋은 배우자를 만났다면서 딸을 격려하고,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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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을 잘 권면해 훗날 부귀공명을 이루어 달라고 아버지로서의 소망과 기대

를 전한다.52) 아버지가 자책과 후회로 점철된 자신의 지난날을 딸에게 솔

직히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혈연으로 연결된 직접적인 관계인 동시

에 매우 친밀한 사이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작자의 정체를 알 수 없고

수다한 이본을 가진 전형계녀가의 작자를 시집가는 딸을 둔 어머니로 간주

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가의 필사기는 그렇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필사 시기와 장소 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계녀

가의 구체적인 전승 관계를 보여 준다는 점에서 가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실록은 1902년에 필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다. 여기에는 <귀여

가>, <복슨음녹>, <발노인탄식가>, <역가>, <동유명녹>, <디긔

편>, <오륜편>이 수록되어 있다. 계녀가류에 속하는 <귀여가>와 <복슨

음녹>을 제외한 나머지 가사들은 초당문답가와 연관이 있다. <발노인

탄식가>, <디긔편>, <오륜편>은 초당문답가의 <백발편>, <지기편>,

<오륜편>의 이본이며 <역가>와 <동유명녹>은 초당문답가의 <역

대편>을 중국과 조선에 관한 내용으로 각기 나눈 것이다. 이 책은 독특하

게도 필사기가 세 편이나 있다. <귀여가>·<복슨음녹>·<오륜편> 말미에

각각 필사기가 있는데 이들의 필체가 모두 같은 것으로 보아 한 사람이 작

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오륜편>의 필사기에는 ‘안긔’라는 곳에서 필사를

마쳤다고 했는데 현재로서는 이곳이 정확히 어디인지 알기 어렵다. <복슨

음녹>와 <오륜편>의 필사기에는 이들 작품의 필사가 모두 임인년(壬寅

年) 12월에 필사를 마친 것으로 되어 있다. 앞서 언급한 초당문답가의
여러 이본 중에서 필사 시기가 가장 빠른 작품은 1890년 이전에, 나머지

작품들은 대체로 1900년에서 1903년 사이에 이루어졌으므로53) 초당문답
가보다 앞선 1842년에 이 책이 필사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결국 필

사기에 공통적으로 적힌 임인년은 1902년일 가능성이 크다.

첫 번째로 수록된 <귀여가>의 필사기부터 살펴보겠다. <귀여가>의 본

52) 한편 그가 인용한 ‘딸 덕에 부원군(府院君) 된다’는 속담에서 부원군은 국구(國舅) 즉
조선시대 왕비의 친아버지에게 주는 작호이다. 이 속담은 출가한 딸의 도움으로 무슨
일을 하거나 잘되는 것을 이르는데 그가 이 말을 인용한 것은 딸에 대한 믿음과 기대
가 그만큼 컸기 때문일 것이다.

53) 조해숙, ｢근대전환기 국문시가의 장르적 변환과 근대성 – 《초당문답가》를 중심으
로 -｣, 고전문학과 교육 8,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4, 2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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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 필사기 사이에 특별한 구분을 하지 않았기에 양자를 쉽게 구분하기는

어렵다. 작품 일부와 필사기를 함께 보이면 다음과 같다.

㉠일을 각다 우리귀녀 긔특도다 쳔셩졍 현슉기로 평

복녹 무강다 일을 각니 덕이부죡 이러다 ㉡부모을 승

계여 덕옥 슈덕여셔라 셰의 만복을 기리 누려여 동낙오

리라 ㉢무론모인고 이 보신이난 김쇼져의 본을 드면 시

집가셔 구고와 남편의게 귀히 뵐이 아니라 효졔츙신 인도여

형졔우극진고 일가친쳑 화목고 비복등을 휼면 자쳔

숀고 부귀영낙하리라

㉠에서 필사자는 평생의 복록을 누리는 귀녀와 비교해 자신은 그러한 삶

을 살고 있지 못하다면서 그 이유를 자신의 덕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

한다. 그래서 필사자는 ㉡에서 부모를 승계하고 덕을 닦아 백세의 만복을

길이 누리겠다고 자신의 소망을 전한다. 동락(同樂)하겠다는 의지처럼 그것

은 <귀여가>의 주인공 귀녀와 같은 부귀한 삶을 살고 싶다는 것이다. 그

렇기에 필사자는 ㉢에서 독자를 향해 <귀여가>의 주인공 김소저를 본받으

면 구고와 남편 즉 시집 식구들에게 귀한 대우를 받을 것이며 효제충신(孝

悌忠信)을 비롯하여 형제간의 우애와 일가친척 간의 화목을 이룰 뿐만 아

니라 백자천손(百子千孫)과 부귀영락(富貴榮樂)을 누릴 것이라고 전언한다.

그런데 필사자는 독자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의견을 일

방적으로 전하고 있다. 독자에게 친밀감을 표시하지도 않았고 거리감을 좁

히기 위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이러한 모습이 나타난 것은 이

둘이 혈연이나 혼인으로 연결된 관계가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에서 필사자는 독자에 대하여 무론모인(無論某人)이라는 전제를 달

았다. ‘어느 사람을 막론하고’라는 뜻의 ‘무론무인’은 실록과 동시대에

존재했던 제국신문(帝國新聞)54)의 광고란과 잡보란 등에서 굉장히 많이

54) ｢제국신문｣은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등과 함께 구한말을 대표하는 신문으로,
1898년 8월 10일 창간되어 1910년 8월 2일 종간되기까지 대한제국기 일반대중의 정
론지로 역할을 했다. 국한문 혼용으로 발간된 ｢황성신문｣은 양반과 유생층이 주된 독
자층이었고 순한글로 간행된 ｢제국신문｣은 하층민과 부녀자들이 주된 독자층이었다.
이들 신문은 암[雌] 신문과 숫[雄] 신문으로 불렸다. ｢제국신문｣은 ｢매일신문｣의 간행
을 주도하였던 유영석(柳永錫), 이종일(李鍾一), 이승만(李承晩) 등이 중심이 되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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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 구절이다.55) 예를 들어 1902년 2월 15일 토요일 제5권 31호 광고란

에 “광나 무론모인고 담 잡가 고담잘고 몸죠잇이 잇거든 교동

부신호 뎐당국으로오면 돈길도리가 잇 교동보신호 고”56)처럼 말이

다. 이 시기 신문 지면의 ‘무론모인’은 ‘누구나’ 또는 ‘아무나’를 지칭하는

것으로 불특정 다수를 의미한다. <귀여가>의 필사자가 실록의 독자를

‘무론모인’으로 지칭한 것은 <귀여가>의 독자가 ｢제국신문｣의 독자와 유사

한 성격을 가졌기 때문일 것이다.

<복슨음녹>의 필사기를 통해 이를 확인해보도록 하겠다. 앞서 <귀여

가> 본문과 필사기가 모두 줄글로 되어 있었다면 <복슨음녹>은 가사의

율격을 잘 보여주는 귀글로 되어 있고, 필사기 또한 작품이 끝난 다음 줄

글 형태로 적어 양자를 분명하게 구분했다. 필사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등의 긔록고 슈구니라 슐 잔을 니인흥이 쥰이라 넌

지시 바다 먹은이라 죠흔이라 니 이 외낙셔가 만은 이 보시

이가 여 보시쇼셔 아모라도 이 을 보시거든 쇽〃히 젼압

쇼셔 임인 지월 이십구일 단문 막필셔라

여기에는 ‘니인흥’이라는 사람이 자신에게 술 한 잔을 주기에 넌지시 받

아먹었는데 아주 기분이 좋았다는 아주 개인적인 소감이 적혀 있다. 시집

살이에 필요한 교훈을 전하는 계녀가의 맥락과는 동떨어진 성격의 글이

다.57) 이어서 필사자는 이 책에 오자와 낙서가 많으니 독자가 알아서 새겨

보라고 말하고, 이 책을 읽은 독자들은 책을 보고 난 뒤에 속히 전해줄 것

을 부탁한다. ‘니인흥’이 준 ‘술’에 관한 소감이나 책을 빨리 전해 달라는

부탁 등은 앞서 살펴본 종사규측(鐘謝閨則)·기슈가·가의 필사기에

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다. 이는 이 책이 혈연이나 혼인으로 연

행한 것으로 국제정세나 개화자강론에 대한 일반대중들의 인식과 정서를 잘 파악할
수 있다. ｢제국신문｣에 관한 내용은 제국신문의 수집, 정리 및 DB 자료 누리집의 내
용을 참고했다. <http://waks.aks.ac.kr/rsh/?rshID=AKS-2011-EBZ-3103>.

55) 제국신문의 수집, 정리 및 DB 자료 누리집에서 ‘무론모인’을 검색하면 21건의 결과
가 조사된다.

56) 제국신문의 수집, 정리 및 DB 자료 누리집 참조.
57) 윤주필은 이 부분과 관련하여 니인흥이라는 사람이 필사자에게 이 책의 주문을 명한
것으로 보았다. 윤주필, ｢우산본 <복선화음록>의 특성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8,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9, 2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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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된 가족이나 문중 밖에서 소통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오륜편> 말미에 있는 필사기를 살펴보겠다. <오륜편>도

줄글로 되어 있는데 <오륜편>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다음과 같이 줄글로

된 필사기가 이어진다.

형졔간 우야 한집안의 여식구 일졍동식 여나니 고금이

다를숀야 마음 박여두고 예여 잇마라 하심〃 긔록니 글시

흉악망측고 외자낙셔 만으니 뉘시든지 보시난 이가 눌너보

고 보시난 이가 쇽〃히 젼쇼셔 임인 납월 쵸칠일 단문막필셔

라 안긔 니죵셩이라 壬寅十二月 □

앞서 <귀여가>와 마찬가지로 본문과 필사기는 모두 줄글로 이어져 있

다. 다만 “예여 잇마라”에서 특별히 ‘라’를 길게 써서 본문이 끝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여기에서 작자는 글씨가 흉악망측하고 오자와 낙서

가 많다는 겸사를 표한 후에 누구든지 이 책을 너그럽게 봐달라며 독자에

게 양해를 구한다. 앞서 <복슨음녹>의 필사가 음력 11월 29일에 끝났고,

제일 분량이 많았던 <오륜편>의 필사는 음력 12월 7일이 되어서 끝이 났

다. 필사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작자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

는다. 이러한 태도는 앞서 종사규측이나 기슈가의 필사자가 자신의 신

체적 한계와 시간적 제약에 관련하여 오자낙서가 많다면서 독자의 양해를

구한 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 앞의 <귀여가>와 <복슨음녹>의 필사기에

서 그러했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보시는 이 누구나’로 독자를 특정하지 않

았으며 ‘속속히 책을 전해 달라’고 하는 투식을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투

식은 세책 소설의 필사기에서 보이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58) 여러 정황상

1902년에 필사된 실록은 혈연이나 혼인 등으로 연결된 가족이나 문중

과는 상관없는, 대중이라고 지칭되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유통되었던 자

료로 추정된다.

58) <귀여가>와 같은 해인 1902년에 필사된 세책 소설 김윤전의 필사기는 “무론모인
고 를 갓다가 보신후 쇽히 보쥬긔를 두샹에 숀을 언고옵다 (하략)
大韓光武六年酉月七日謄出”이다. 여기에서는 ‘무론모인’이나 ‘쇽히’라는 투식이 사용
되었다. 하버드대학 옌칭도서관에 소장된 김윤전을 비롯해 세책 소설의 특징은 다
음 책을 참조했다. 정병설, 조선시대 소설의 생산과 유통,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231-232면 참조.



- 47 -

규장각본 나부가(懶婦歌)는 1903년 이전에 필사된 것으로 보이는데 정

확한 시기는 알 수 없다. 여기에는 게으른(나태한) 여성을 소재로 한 계녀

가 <나부가(懶婦歌)>와 닭을 소재로 한 <계한가(鷄恨歌)>와 연안김씨(延

安金氏) 집안의 한 여성이 조카에게 유언을 전한 ｢연안김씨유훈｣59)이 수록

되어 있다. <나부가(懶婦歌)>60)의 제목 아래에는 “曾祖妣 龍仁李氏 筆蹟必

爲傳家之寶 故深藏于冊几 癸卯正月二十日 曾孫翊永書”라는 필사기가 있다.

계묘년(癸卯年)은 1903년에 해당하는데 증조모의 필적이므로 이 책의 필사

는 그 이전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61) 규장각본 <나부가>의 이본인

이정환본 <나부가>는 20세기 초에 필사되었다고 알려져 있다.62) 규장각본

<나부가>와 이정환본 <나부가> 모두 덕수이씨 이충무공 후손가와 관련되

어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63) 다만 규장각본 
나부가(懶婦歌)는 종사규측(鐘謝閨則)과 마찬가지로 계녀가가 세대와

성별을 초월하여 집안에서 가치 있는 자료로 전승되었음을 보여 준다.

녀계약언경계한말이라는 1906년에 필사된 것으로, 앞서 살펴본 언
문고시(諺文古詩)처럼 다양한 성격의 글이 실려 있다.64) 그 중 <귀녀가>

59) 연안김씨(1840∼1882)는 전북 익산 출신인 소영규(蘇英奎, 1843∼1878)의 아내로, 남
편이 죽자 이 유서를 조카에게 남기고 죽었다고 한다. 익산군지 편찬위원회, 익산군
지, 익산군, 1981, 738면.

60) 김명준, ｢<나부가(嬾婦歌)> 연구｣, 어문연구 1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985; 정한
기, ｢가사 ｢나부가(懶婦歌)｣의 형성배경에 대한 연구 - 나부(懶婦)를 소재로 한 한시
(漢詩)와의 대비를 중심으로 -｣, 어문연구 34권 1호, 한국어문교육연구학회, 2006;
정인숙, ｢<나부가>에 나타난 게으른 여성 형상과 그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6,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3.

61) 정한기는 이정환본 <나부가>의 작자 이준영의 생애와 규장각본 <나부가>의 필사기
를 고려하여 <나부가>가 19세기 초에 유통되었다고 추정했다. 정한기, 위의 논문.

62) 이정환본 <나부가>를 학계에 최초로 보고한 김명준은 소장자 이정환(李竫煥)의 조
부 이준영(李峻永, 1879∼1907)이 대한제국 무관학교 재학 시절 참위로 복무하던 때
인 1900∼1907년에 필사한 것으로 추정했다. 그리고 이준영이 한양에서 군대에 복무
할 때 충남 아산에서 양친을 모시고 있던 아내 밀양박씨에게 부도(婦道)를 잘 지켜
시부모께 효행을 하라는 교훈서로 전해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명준, 앞의 논문,
1985 참조.

63) 한글로 지어진 이순신의 행장류와 나부가류 가사 작품을 두루 검토한 구사회는 규장
각본 <나부가>과 관련하여 나부가>의 필사기를 남긴 이익영을 이순신의 후손으로
보고 있다. 필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울에 있는 덕수이씨 종친회에 방문하여
덕수이씨 세보를 열람했으나 익영(翊永)이라는 이름을 찾을 수가 없었다. 구사회, ｢충
무공 이순신가의 문중 교육과 <나부가>류 가사 작품들｣, 국어국문학 171, 국어국문
학회, 2015.

64) 여기에 수록된 글은 다음과 같다. ｢녀계약언경게한말이라｣, <셰상죄목회심곡이
라>, <귀녀가>, <녀자탄셔>, <신파별곡>, <졍쥬승젼곡>, ｢형뎨상니셔｣, ｢양소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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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앞서 살펴본 귀녀가(귀노라) 소재 <귀녀가라>와 실록 소
재 <귀여가>의 이본이다. 필사 시기는 책의 권말에 있는 필사기 중 “병오

이월십이일 필셔”를 통해 1906년에 필사되었으며, 이어지는 “이 쥬인은

경셩부 송현 안병부오니 글이 망칙니 살펴 보쇼셔 샹치 말고 즉젼

”를 통해 오늘날 서울 종로구 송현동(松峴洞) 근처에 거주하던 병사

(兵使) 벼슬을 한 안씨 집안의 며느리가 소유했던 책임을 알 수 있다.65)

구체적인 전승 관계는 알 수 없지만, 19세기 후반 한양에서 유통된 언문
고시(諺文古詩)와 더불어 20세기 초반에도 계녀가가 한양에서 향유되었다

는 사실을 녀계약언경계한말이라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여자가는 1906년에 필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는 <복선화음가>

의 이본인 <여자가>와 또 다른 계녀가인 <발몽가>가, ｢타국의 나간 아들

예계 편지 셔식｣, ｢사돈사이 죠쟝이라｣, ｢답소샹장｣, ｢상쳐한위문｣, ｢어

린아달 일흔 위문｣, ｢답쟝｣, ｢손아보아라｣, ｢할마님젼 상답셔｣, ｢외

난편의게 먼져 편지난 셔식｣, ｢답상쟝｣, ｢어머님젼샹셔｣, ｢친모친의게 

난 조쟝｣ 등의 언간(諺簡)이나 조장(弔狀) 등의 서식이 수록되어 있다. ｢타

국의 나간 아들예계 편지 셔식｣ 앞에 “병오이월 십오일 자 상셔”라는 일자

가, ｢어머님 젼샹셔｣에도 “병오구월일 부 상리”라는 일자가 적혀 있

다. 언간의 내용과 거기에 적힌 일자 등을 고려할 때 이 자료는 1906년에

편찬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효부가는 1907년에 필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는 <복선화음가>

의 이본인 <효부가>와 물레를 소재로 한 <물네가>가 실려 있다. <효부

형의답문｣, <아녀별곡>, ｢어마님젼 상이｣, ｢의답셔｣, ｢회갑치하라｣, ｢답이라｣, ｢
돈셔간이라｣, ｢답상쟝｣, ｢조장격식｣, ｢답소샹｣, ｢상쳐한위장이라｣, ｢상부한위장
이라｣, ｢답이라｣, ｢궁합권지단｣, ｢삼법｣, ｢복계식｣, ｢출계한 람이 가복이라｣, ｢국
휼복법이라｣, ｢무제: 아이 어르는 노래｣, ｢무제: 육십갑자병납음｣.

65) 자료 조사를 위해 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을 방문했지만 원본을 확인하지 못하고 대
신 복사본만 열람할 수 있었다. 그런데 복사본에는 책의 권말에 있는 필사기 중 ‘병오
이월십이일 필셔’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먹으로 검게 칠해져 있어서 해당 구
절을 정확하게 판독하기가 어려웠다. 녀계약언경계한말이라를 최초로 소개한 최
태호는 책의 권말에 있는 필사기를 “이 쥬인은 경셩 북숑방 안병부오니 글시
망칙니 눌너 보고 허실 말고 죽 젼할 ”로 판독했으나 백두현은 “이 쥬인은 경
셩부 송현 안병부오니 글이 망칙니 살펴 보쇼셔 샹치 말고 즉젼”라고 다
시 판독했다. 판독한 지명의 정확성 등을 고려하여 여기에서는 백두현의 판독문을 참
고했다. 최태호, ｢<계녀약언(戒女略言)> 연구｣, 아세아여성연구 70, 숙명여대 아세
아여성문제연구소, 1978, 235면; 최태호, 교주 내방가사, 형설출판사, 1982, 101면;
백두현, 앞의 논문, 2006, 2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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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말미에 “졍미 사월 이십 오일 필녹”이, 뒤표지 안쪽에는 “丁未 肇

夏 旬八日 爲始 / 鳳崗書齋 / 李丙卨 / 孝婦歌”라는 필사기가 있다. 정미년

(丁未年)은 1907년으로 추정되며 한문으로 작성한 필사기에 나타난 장소와

성명 등을 고려할 때 필사자는 남성이 유력하다.

부인치가사는 1908년에 충남 임천(林川)에서 필사된 자료다. <복선화

음가>의 이본인 <치가사>와 불교가사인 <회심곡이라> 외에 방각본 언간

독을 필사한 ｢언간독상편｣과 ｢언간독후편｣이 수록되어 있다. 앞표지 뒷면

에는 “무신 시월 시무날”이, 뒤표지에 “무신 시월 념오일 / 죵필우긔양졍

/ 쳔졔만셰 불실쥬인 / 긔양신판 / 강원/ 戊申十月念五日 終筆林川

杞陽精舍”라는 필사기가 있다. 방각본 언간독의 간행 시기 등을 고려할 때

여기에 적힌 무신년(戊申年)은 1908년으로 판단된다. 초서로 적은 ‘林川’은

오늘날 충남 부여군 임천면(林川面)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원래 서문이

존재했지만 현재는 표지와 본문 첫 장이 장정을 하는 가운데 관련 내용이

붙어 버린 상태이다. 이렇게 배접된 첫 장에는 <치가사라> 제목 아래 “쳔

징민 옵시유물유칙 모로로뎐니 요순우탕 나신휴□ 삼강오륜 □거셔

라 일등분이요 차세혜로다 어와셰상 사람들아 이말드러보소 / 부인

언간독 / 부인치가사 합양편이라”가 적혀 있다. 독자를 특정하지 않은 채

“셰상사람들”로 한 것이나 평민층의 한글 편지 교본으로 출판된 방각본 언

간독이 함께 필사된 것은 이 자료가 실용적인 목적 아래 불특정 다수 즉

대중을 상대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66)

계녀록은 1910년에 필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는 <계녀록>,

<남자실긔>, <녀자실긔>, <우화가> 4편의 가사가 실려 있다. <계녀

록>은 <복선화음가>의 이본이고, <남자실긔>와 <녀자실긔>는 각

기 남자와 여자를 대상으로 한 교훈가사이다. <우화가>는 작품의 훼손되

어 전모를 알 수 없지만 애정을 소재로 한 가사로 보인다. 앞표지에 “경슐

졍월 십오일 / 계녀록 / 실록이라”가, <계녀록> 제목 아래에는 “冊

主 李載仁宅”이, <우화가> 제목 아래에는 “우화가 가즁 有味허다”라는 필

사기가 있다. 필사기를 통해 필사가 이루어진 시기를 1910년으로 추정할

수 있다.67) 책 주인을 밝히는 데 국문을 사용하지 않고 한문을 사용한 점,

66) 김종철, ｢<언간독> 연구 – 작문 교재의 관점에서 -｣ 국어교육연구 35, 서울대학
교 국어교육연구소, 2015 참조.

67) “卷末에 ‘경슐졍월십오일’이라는 필사기가 있는데 여기서의 경슐년은 책의 형태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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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으로 무슨 ‘댁’이라는 택호를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책의

주인인 이재인(李載仁)은 남성으로 추정된다.

복시화록(覄施花錄)은 1912년 경기도 양주에서 전승, 유통된 자료다.

<복선화음가>의 이본인 <복선화음녹>과 작자 미상의 <오륜가라>와 황립

(黃岦, 1845∼1895)의 <오륜가>를 개작한 작품인 <오륜가>가 실려 있다.

권말에 “楊州郡 瓦孔面 木食洞 九統九戶 / 冊主 李洗馬宅 / 壬子元月二十

二日 / 所有者 李鼎求”라는 필사기가 있다. 이를 통해 1912년 당시 경기도

양주에서 전승, 유통된 책임을 알 수 있다. 소유자의 이름이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소유자 이정구(李鼎求)는 남성으로 판단된다. 한문을 사

용하여 책주와 소유자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이 책은 앞서 살펴본 계녀
록처럼 남성을 중심으로 향유되었을 가능성이 높다.68)

교녀가는 1916년에 필사되었다. 여기에는 <교녀가> 한 편만 수록되어

있다. 현재 한국국학진흥원에 소장되어 있지만 풍산류씨 하회마을 화경당

(북촌)69)에서 기탁한 것이다. 이는 이 자료가 경북 안동의 특정 집안에서

전승된 자료임을 말해 준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긴 필사기가 적혀 있다.

㉠병진하오 염사일 션인의 의리로 교훈신물 즁히 너겨 빈셔

여시나 무식 불초여 엇지 봉하리요 ㉡슬푸다 셰 빈쳔고락

이 무어시완 우리 션야긔셔 명가셰족이시라 팔슌 향년의 무

질 등으로 보아 1910년이 아닌가 한다.” 서울대학교 규장각 편, 규장각소장어문학자
료 – 어학편 해설, 태학사, 2001, 26면.

68) 박연호는 이 책의 필사 시기와 장소를 다음과 같이 보고 있다. “이 책은 이승경(李承
敬; 1815∼?)의 문집 뒷면에 가사작품을 필사한 것으로, <복선화음록>과 <오륜가
라>·<오륜가>(황립 작) 등 세 편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책 맨 뒷장에 ‘楊州郡 瓦
孔面 木食洞 九統九班 冊主 李洗馬宅 壬子元月二十二日 所有者 李鼎求’라는 기록이
있어 이 책의 주인은 세마(洗馬) 벼슬[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의 정구품 잡직]을 지낸
이모(李某)라는 사람이며, 당시 소장하고 있던 사람은 이정구라는 인물임을 알 수 있
다. 또한 황립의 작품이 실려 있는 것으로 보아 필사연대로 명기된 임자(壬子)는
1912년이나 1962년 중 하나인데, 책의 보존상태로 보아 1912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
리라 생각한다.” 박연호, 교훈가사 연구, 도서출판 다운샘, 2003, 123-124면.

69) 화경당(和敬堂)은 하회마을 북쪽에 자리잡고 있어 북촌댁이라고 불린다. 화경당은 서
애(西厓) 류성룡(柳成龍)의 7대손인 류사춘(柳師春)이 분가하여 작은 초가를 건립하며
그 역사가 시작되어 8대손인 학서(鶴棲) 류이좌(柳台佐)가 집안의 가훈인 ‘화(和)로써
어버이를 섬기면 효가 되고 경(敬)으로써 임금을 섬기면 충이 된다’는 가르침을 따라
편액한 것이다. 한국국학진흥원 편, 풍산류씨 화경당 : 북촌댁, 한국국학진흥원,
20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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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으로 풍상고락이 멧겹이시든고 녹창쳔이 불명시고 시운이

불여 션야의 셩현지도와 문명화 경향의 초등시나 공명

업을 젼폐시고 유무명지원 극통의 금옥갓흐신 혈유젼을 쳔

츄만의 젼가를 못시고 유히 늣기시물 고히 각 연다셰구

록 ㉢오가 붕탁 폐부가 닙히 녹고 만골졀이 편여삭
골히 슬퍼라 무익다 세상 유의시고 올흔 도리랄 앙망시

바를 십분의 일분도 봉승치 못 불초막심오믈 지하의 가 뵈온들

무산 말으로 속죄오리잇가 후셰예 다시 부여모□지의로 진셰

미진 원한을 신셜와 늑 넉시 활탕오리잇가

㉠을 통해 아버지가 딸에게 준 계녀가를 딸이 병진년(丙辰年) 즉 1916년

에 다시 필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어지는 ㉡에서 딸은 아버지의 인생

을 회고하고 있다. 딸의 증언에 따르면 명가세족(名家世族)이던 그녀의 아

버지는 뛰어난 능력이 있었지만 때를 잘못 만나 벼슬을 하지 못했고 집안

을 이을 아들도 두지 못했다. 그러한 아버지의 삶에 대하여 딸은 절절한

슬픔과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을 비롯해 필사기 곳곳에서 딸은 죽은 아

버지에 대한 애절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딸이 이와 같은 태도를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에게 매우 큰 친밀감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

다. ｢교녀가는 아버지가 딸에게 계녀가를 직접 지어주었으며 계녀가의 향

유가 필사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라는 점에서 중

요한 의미가 있다.70)

언간요쵸는 1924년에 필사되었다. 여기에는 언간 서식에 관한 ｢언간요

쵸｣와 <복선화음가>의 이본인 <복션화음록>이 수록되어 있다. <복션화음

록> 말미에 “셰 갑 원월의 쓰노라 / 이우의 쓰인 간독편서와 이 화음

녹이 어룬 아업시 봄즉한 이로다”를 통해 편찬 시기를 1864년 또는

1924년으로 추정할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는 전자로 보았으나 ｢언간요초｣

의 ｢의게 답셔｣에서 ‘동경학’과 ‘경셩고등법원셔기관’ 등의 어휘가 나타

나고 있으므로 이 책의 편찬 시기는 후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71) 앞서

70) 김정화는 <교녀가>의 이본을 확인하고 그것을 토대로 <교녀가>의 작자를 운포 이
중언으로 추정했다. 김정화, ｢<교녀가> 연구｣, 어문학 125, 한국어문학회, 2014 참
조.

71) 윤주필, 앞의 논문, 2009, 2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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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년 충남 임천에서 편찬된 부인치가사의 경우처럼 한글 편지 교본으

로 출판된 방각본 언간독이 함께 필사된 것은 이 자료가 실용적인 목적 아

래 만들어졌음을 시사한다.

경계가라는 1931년에 필사되었다. 여기에는 이른바 전형계녀가의 이본

인 <경계가라>72), 작자 미상의 소설 <허졍난긔라>, 꿈을 소재로 한 <몽

유가>, 남녀 간의 상사를 소재로 한 <샹사곡>과 그것의 답가인 <샹사답

가>, 과거급제 이후의 이상적 삶을 노래한 <동몽진가>, 경술국치(庚戌

國恥)로 소재로 한 <인별곡>, 초나라 우미인을 소재로 한 <우미인가>,

칠월칠석 견우와 직녀의 만남을 소재로 한 <칠석가>, 귀녕(歸寧)을 소재로

한 <귀령가>가 수록되어 있다. 마지막에 수록된 <귀령가> 말미에 292자

분량의 필사기가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

신미년 시월 초팔일 맛춘 것 □□ 글씨 괴 남스럼모도 보

시고 웃지마시㉠슬푸고 헛부다 나동유야 우리난 젼의

무죄로 여몸 삼겨나셔 부모동긔 다 치고 닷듯하고 졍다운

나의 고국산쳔을 다 칠고 면각 흣터지 나의 마음 엇더하랴

여신된 일 가통 극분 권실과 정실과 강실 어난 호풍 다시 만

나 전일 갓치 질겨볼고 긔휘 아득 우리들은 어나 즉전만나

히소담낙으로 질겨볼고 굿부고 헛버라 유실아 나니나 고향산천

헛비나 부모동긔와 붕우들 엇지 친고 역 보난듯 쇠롭다 우

리들이 남의 식 지명리여라 어나 나 가호이 한당의

모여 젼일갓치 사라볼고 각록 굿부고 헛분심사 둘되업고

경술국치를 소재로 한 <인별곡>을 고려할 때 <귀령가> 말미의 신미

년(辛未年)은 1931년이라고 판단된다. 작자는 필사 시기와 글씨에 대한 겸

사를 마친 다음, 곧바로 ㉠에서 동류(同類)들을 향해서 슬픔과 설움을 토로

한다. 화자의 비애는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부모와 동기 즉 가족들과 생이

별해야 하는 현실에서 기인한다. 이에 화자는 가통(可痛)과 극분(極憤)이라

며 마음속에 있는 감정을 한껏 표현한다. 이 과정에서 화자는 자신이 애타

게 그리워하는 이들을 부른다. 여기에서 화자가 부르고 찾는 여성들인 “권

72) 이 작품은 이른바 전형계녀가를 구성하는 13개의 항목 중에서 치산과 항심 항목이
누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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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실”·“강실” 등은 작자와 매우 가까운 관계를 맺은 이들로 추측된다.

왜냐하면 이 필사기가 시집 간 여성들이 친정에 돌아오는 귀녕(歸寧)을 노

래한 <귀령가> 말미에 있고, 이들 여성을 호명하기에 앞서 부모와 동기

즉 가족에 대한 애절한 그리움을 표현하면서 이들과의 만남을 기약하기 때

문이다. 작자가 호명한 이들이 가족인지 아니면 친구인지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다. 하지만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토로하고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는 사이라는 점에서 이들이 서로 친밀한 관계라는 것은 분명하다.

고대본 귀여가는 정확한 필사 시기를 알 수 없다. 여기에는 <귀여가>

가사 한 편과 궁합법에 관한 여러 글들이 실려 있고, <귀여가> 말미와 책

의 말미에 필사기가 각각 적혀 있다. <귀여가> 말미의 필사기는 다음과

같다. “병오 삼월에 셕추모와 로온 지회 측냥업차 이 을 우

연 드러보니 우숩기에 심〃난 삼아 쎠시나 글시 괴약 남 붓그럽고 괴

나 우리 구의셔난 앗겨보실닷 젼지손 만유젼라”. 이어서 권말에

는 다음과 같은 필사기가 적혀 있다. “병오 월에 필셔나 지도 추잡

고 글시도 추니 붓그러오나 심〃기의 벗겨시니 뇌나두고 보게시며

슈부다남거시오 앗겨젼지자손”. 이들 필사기에 공통적으로 언급된 병

오년(丙午年)은 1846년 또는 1906년에 해당하는데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

다. 다만 필필사기 간의 비교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필사자는 앞서 살펴본 가족이나 문중이 아닌 경로로 이 책을 입수했고, 한

달에 걸쳐 이 책을 필사했으며 독자인 자손들에게 ‘수부다남자(壽富多男

子)’를 이유로 이 책을 길이 전할 것을 당부했다는 점이다. 그런데 필사자

는 독자를 향해 다소 일방적인 태도로 자신의 의견을 전하고 있다. 이와

같은 태도는 앞서 실록의 필사자의 태도와 유사하다. 필사자가 독자와

어느 정도의 심리적 거리를 유지한 채 자신의 의견을 전한 것은 독자가 자

신과 가깝고 친밀한 특정인이 아닌 자손 일반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단대본 복션화음록의 필사 시기는 미상이다. 앞표지에 “정미 납월 십

팔일 셔 □오곡”이라고 되어 있다. 뒤표지 앞면에 “졍미 납월 십칠일 필

셔”라고 되어 있다. 표지에 있는 정미년(丁未年)은 1847년 또는 1907년에

해당하는데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 없다. <복션화음록> 1편만이 실려

있는데 작품이 끝나고 곧바로 다음과 같은 필사기가 이어진다. 가사체로

적은 필사기는 내용에 따라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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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션화음록>을 적은 시기와 이 책의 가치를 설명했고 ㉡에서는 이 책을

보고 따라야 하는 이유를, ㉢에서는 이 책을 베끼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계회 졍월 초구일의 두람듀인 희필니

글시긔괴사연보기 회할소냐

언문착이 허나 이런요람 어듸잇■

열녀젼 효경편은 오■■■ 나니

이의 잇말열녀효경 경젼이라

㉡일■■ ■시나니 부듸무심 보지마오

자귀 명심여 보고외와 잇지마라

일이 못할지라도 연구러 효흠이라

근간펴보니 됴흔말 됴흔일얼

보고듯고 마리 우리갓틋 람이야

무엇며 어듸쓸가 자포기 반되니

그아니 심냐 착악

본듸어듸 씨잇가 착쳔승 일반이라

안니면 무에되며 실읍잇

자포지기 지말고 이보고 실여

범의 츌듕면 쳔만금을 박굴소냐

인간의 의리소관 그박긔 잇가

㉢이벡긴 소임이야 됴희열장 붓로

갑시면 돈반이라 우리문즁 쳐즁의

이보고 뉴렴여 일분이유익면

그갑시 엇더고 쳔만금이 부됵이라

돈반돈 밋쳔드려 쳔만금 장되면

그아니 희한쳐들아 
이늬일편 일은말을 명심불망 일지마소

㉠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계해년(癸亥年)은 1863년 또는 1923년에 해

당한다. 책의 앞뒤 표지에 있는 정미년과 관련하여 책의 필사와 장정이 언

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현재로서는 전후 사정을 정확히 알 수 없다. 여기

에서 필사자는 글씨가 보잘 것 없다는 겸사에 이어 언문으로 된 책이 허다

하지만 이 책과 같은 요람(要覽)이 없다고 높게 평가한다. 요람이라는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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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필사자가 이 책을 매우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어서 필사자

는 “이의 잇말” 곧 <복션화음록>을 열녀전과 효경 같은 경전이

라고 상찬한다. 그렇기에 필사자는 ㉡에서 이 책에 실린 <복션화음록>을

무심히 보지 말 것을, 명심하여 보고 외워서 잊지 말 것을 독자에게 전언

한다. 여기에서 필사자가 독자에게 부정적으로 지시하는 ‘-말라’의 어법을

거듭 사용한 것은 이 둘이 친밀한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한다. 그리고

필사자는 독자에게 설령 여기에 적힌 내용을 실행하지 못하더라도 자연 행

동하면 효험이 있을 것이며 사람은 누구나 착한 천성을 가지고 있다고 전

언한다. 필사자는 어느 정도의 심리적 거리를 유지한 채 독자를 설득하고

있다. 필사자가 이러한 태도를 보인 것은 앞서 종사규측(鐘謝閨則) 소재
<복션화음녹>의 경우처럼 이 둘의 관계가 심리적으로 상당히 먼 관계이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에 따르면 필사자는 문중 처자들을 위해서 이 책

을 베꼈다고 이유를 밝혔다. 직접적으로 연결된 관계가 아니었기에 필사자

는 심리적 거리를 유지한 채 필사기를 작성했다고 판단된다.

계여가(戒女歌)는 20세기 중반에 필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는

<동유가라>, <상곡>, <사형가라>, <상장가라>, <화전가라>, <곈여가

라>, <형붕우소회가라> 등 다양한 규방가사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이

중 <상장가라>와 <형붕우소회가라> 말미에 매우 짧은 필사기가 있다.

전자에는 “경진연 삼월十四日 蔡婦人 심소일노 이 가사 번역하얏소니 글

씨 귀 보시난 이 웃지마시요 終”이라고 적혀 있고, 후자에는 “신묘연

正月 初五日 이 가 번역여 형군게 글시고약온나 두고 형아보

시압 平生긔렴”이라고 적혀 있다. 이 둘의 서체가 다르고 다른 호칭이 나

타난다는 점에서 두 명 이상의 여성이 이 책의 필사에 참여했다고 생각된

다. 그리고 이 책에 함께 수록된 <화전가라>에서는 1924년에 개업한 경북

문경 소재 점촌역이, <곈여가라>에서는 1921년 개교한 상주공립농잠학교

가 언급되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상장가라>에 관한 필사기에서의

경진년(庚辰年)은 1940년이며 <형붕우소회가라>에 관한 필사기에서의

신묘년(辛卯年)은 1951년이라고 판단된다. 또 <화전가라>를 비롯한 여러

작품에서 여성들의 택호나 이름이 호명되는 것으로 보아 이 자료는 20세기

중반 경북 문경 및 상주 지역에서 같은 문중 여성들을 중심으로 창작 및

향유되었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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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계녀의 필사 시기는 미상이다. 여기에는 <복선화음가>의 이본인

<김씨계녀>와 효를 주제로 한 교훈가사인 <권효가>가 실려 있다. <츄

풍감별곡>도 실려 있지만 일부만 적혀 있다. 이어서 술을 비롯한 여러 음

식에 관한 조리법과 궁합법에 관한 글이 함께 실려 있다. 필사기는 찾을

수 없으나 대신 서문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책을 장정하는 과정에서

표지와 본문 첫 장이 붙어 버린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가사체로 된 필사

기가 적혀 있다. 정확한 판독은 어렵지만 진지한 태도로 자손들에게 자신

의 말을 명심하여 들어달라면서 천도(天道)가 주는 복을 잘 받기 바란다고

적었다.73)

복션화음녹 전(福善禍淫錄 全)의 필사 시기는 미상이다. 여기에는 <복

선화음가>의 이본인 <복션화음녹> 1편이 실려 있다. 앞표지에 표제로 “福

善禍淫錄 全”이, 그 옆에 “君爲臣綱 / 父爲子綱 / 夫爲婦綱”이 적혀 있고,

그 뒷면에는 “임군는 신하로 볘리을 삼고 / 아비는 자식으로 볘리을 삼고

/ 지아비는 지어미로 볘리을 삼니라”는 구절이 적혀 있다. 작품 제목은

표제와 달리 <복션화음녹 단>이라고 되어 있다. 작품 말미에서 필사자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 이 책대로 선한 일을 행하면 복록을 받을 것이라면서

이 책의 가치를 강조한 뒤에 작품의 작자를 “유덕군(有德君子)”로 추측

하는 필사기를 남겼다.74)

이어서 현대에 편찬된 자료집과 거기에 수록된 계녀가 작품을 살펴보도

록 하겠다. 가장 먼저 살펴볼 자료집은 1948년 김사엽·최상수·방종현이 편

찬한 조선민요집성이다. 이 자료집은 서명처럼 민요를 위주로 하고 있지

만 별도로 ‘영남내방가사(嶺南內房歌詞)’라는 편명을 두고 12편의 가사를

수록했다.75) 그 중 계녀가 작품은 <계녀가>와 <규중행실가> 2편이다.76)

73) “이말을 우음스지말고 명심여 들어두소 / 손의게 행여셔 그른부모 어잇나
/ 게극진 온말니외□지 량이면 / 쳔도가 낙심며 오난복을 진일손가 / 인
간낙지 구□면 이걸노코 어이리 / 쳔고의 근본이라 허로이 쓴가말소”

74) “션찰다 이여■여 모친훈계 본을바다 / 시집리 착히여 유여 여셰라 /
남는 충효고 여는 졍열여 / 두돈집 착한실 ■셰의 졔일이라 / 어화셰상
람더라 이을보화 션면 / 복녹이 고 ■■■■■ 넌니라 / 아마도 이
글 지은니는 당시유덕 군로다”

75) <계녀가>, <규중행실가>, <양신회답가>, <화조가>, <춘유가> 2편, <화수석춘가>,
<석별가>, <한별곡>, <원한가>, <달거리>, <계아가>.

76) 군위(軍威) 지방에서 수집한 <계아가>는 시어나 구성 등을 고려할 때 가사이기 보
다는 민요에 가깝다. 주해 가사문학전집에서도 ‘一字無識한 婦女의 노래로 下流層의
生活相이 엿보인다’고 평가했다. 김성배·박노춘·이상보·정익섭 편, 주해 가사문학전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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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녀가>에 관해서는 “이 노래는 영천(永川) 사일(謝逸) 정씨(鄭氏) 집에

소장한 것”77)이라며 소장처를, <규중행실가>에 관해서는 “인동(仁同) 지

방”78)에서 수집한 것임을 밝혔다. 규방가사 연구 초창기에 이루어진 현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했기에 상당히 이른 시기에 조사된 계녀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창작(또는 필사) 시기, 작자와 필사자 등 작품의 창작과

향유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하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1979년 권영철에 의해 편찬된 규방가사 I에는 ‘계녀교훈류(誡女敎訓類)’

항목 아래 14편이 수록되어 있다.79) 이 중에서 인위적으로 교합구성한 <권

본 계녀가>와 전반부가 훼손된 <훈시가>를 제외한 12편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12편 중에서 필사기로 추정되는 내용이 있는 작품은 <신

가>, <행실교훈라>, <규방졍훈>, <경계사라>, <여아펴라>이다. <신

가>에는 “강촌노인 졸부셔 증노라”, <행실교훈라>에는 “여러분

득택으로 다만 이것으로 치나이다 신사년 정월 이일”, <규방졍훈>에는

“임시월 십구일”, <경계사라>에는 “을사원월 일지하노라 명심하라 각성

하라 아해들아”, <여아펴라>에는 “무술연아비씨노라” 등의 단편적인 정

, 집문당, 1961, 480면.
77) <계녀가>는 1936년에 발표한 다카하시 도루(高橋亨)의 논문에서 소개한 <계녀가(誡
女歌)>와 동일한 작품이다. 해당 논문에서는 작품 본문에 한자를 병기하고 간단하게
주석을 달았는데 국문 표기는 옛것에 가까운 형태로 되어 있다. 반면 조선민요집성
의 <계녀가>는 순수하게 국문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표준어에 가까운 형태로 되어 있
다. 또 조선민요집성에 수록된 규방가사 <석별가>도 다카하시 도루의 논문에 수록
된 <석별가(惜別歌)>와 동일한 작품이다. 동일한 작품이 표기와 시기를 달리하여 거
듭 수록된 것은 1934년에서 1935년까지 경성제국대학 조선어학조선문학전공 연구실
에서 제국학사원(帝國學士院) 연구과제 ‘조선민요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선어학조
선문학전공 학생들을 참여시키면서 1935년 당시 3학년생인 김사엽이 두 차례에 걸쳐
전국의 민요를 조사한 일과 관련이 있다. 1930년대 김사엽이 수행한 민요 조사에 관
한 다음의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高橋亨, ｢嶺南の民謠に現れたる女性生活の二筋道｣,
京城帝國大學創立十周年記念論文集 第6輯 文學篇, 京城帝國大學文學會, 京城: 大阪
屋號書店, 1936; 구인모, ｢김사엽(金思燁)의 민요 조사와 연구에 대하여｣, 동방학지 
177,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6.

78) 작품의 원문을 확인하지 않아서 확신할 수는 없지만 1930년대 당시 김사엽이 경북
일대의 민요를 조사 정리한 것으로 추정되는 보고서인 영남민요의 목록에서 “<閨
中行實歌>(漆谷)”라는 같은 제목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작품을 수집한 칠곡이
인동과 인접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같은 작품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구인모, 위의
논문, 28면 참조.

79) <권본 계녀가(權本 誡女歌)>, <계여가>, <훈시가>, <복선화음가(福善禍淫歌)>, <신
가>, <행실교훈라>, <훈민가>, <규방졍훈>, <회인가>, <규문전회록>, <경계사
라>, <여아펴라>, <권실보아라>, <부여교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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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가 수록되어 있다. 하지만 이를 통해 계녀가가 가족과 문중 등에서 전승,

향유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에서 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작품은 <경계

사라>와 <여아펴라> 2편이다. <경계사라>는 현대식 표기가 사용되었다

는 점에서 1965년에 창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여아펴라>는 “학교시

간 넘말고 농방되기마라”라는 구절을 고려할 때 1958년에 창작되었

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경남 밀양에서 수집한 <회인가>를 제외한 나머

지 작품들은 모두 경북 지역에서 수집되었다. 규방가사 I에 수록된 대부

분의 작품들은 작자의 정체나 작자와 독자의 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정보

가 거의 없으며, 앞서 살펴본 필사본 자료에서 산견된 <복선화음가>의 이

본이 1편밖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그동안 규방가사 연구에서 많이 활용되

었지만 이 자료집만으로는 계녀가류 규방가사의 창작 및 향유에 관한 실제

적인 모습을 충분히 알기 어렵다. 다만 계녀가류 규방가사의 여러 작품을

수록했기에 다른 자료집에 수록된 이본들을 비교하는 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다음 자료집은 1987년 경상북도 교육위원회에서 편찬한 전통문화의 맥
으로, 경북 지역의 초·중등교원들이 주축이 되어 조사한 경북의 문화민속

지다. 여기에서는 경북 지역의 민요와 가사와 관련하여 교훈가사(敎訓歌辭)

라는 항목 아래 11편의 가사가 수록되어 있다.80) 이 중에서 현대에 창작된

2편을 제외하면 <계녀가(戒女歌)> ②, <귀녀가(貴女歌)>, <효행가(孝行

歌)> ② 3편을 연구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들 3편은 해당 작품들의

창작 및 향유 상황에 관한 정보를 함께 싣고 있어 눈길을 끈다. <계녀가

(戒女歌)> ②는 경북 영양군 “석보 재령 이씨 문중에서 여자 교육용으로

전해지고 있는 계녀가”라고 되어 있다. <귀녀가(貴女歌)>에는 “신해 삼월

망일 구하여서 자부 김씨를 위해 등서하니 노안이 희미하여 글자 고약하나

이 가사 족히 부녀의 본받을 만하기로 써 주니 너도 이걸 보고 이대로 행

하여 수부귀다남자하여라.”는 필사기가 함께 실려 있다. 여기에서 신해년

(辛亥年)은 1911년 또는 1971년에 해당하는데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 없

다. 다만 필사기의 내용을 통해 시부모가 며느리를 위해 이 가사를 필사해

80) 동일한 제목의 작품이 있어서 다음과 같이 번호를 붙였다. <계녀가(戒女歌)> ①,
<계녀가(戒女歌)> ②, <귀녀가(貴女歌)>, <효행가(孝行歌)> ①, <효행가(孝行歌)>
②, <소회가(所懷歌)>, <월령가(月令歌)>, <자애가(慈愛歌)> 3편(<영고젹승기>,
<칠녀가(七女歌)>, <족질녀가(族姪女歌)>), <오륜가(五倫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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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었음을 알 수 있다. <효행가(孝行歌)> ②는 “경북 월성군 내남면 이조리

에 살았던 성암(盛巖) 최세학(崔世鶴, 1822∼1899)이 문중 자녀들을 위해

쓴 것이라 전해지고 있다. 지금도 일가 친척 간에 읽히고 있”다고 한다. 계

녀가가 가족과 문중 등에서 전승, 유통되었다는 이상의 정보는 해당 작품

은 물론 관련 이본의 창작과 향유 상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

로 기대된다.

다음은 1988년 경북 영천 지역에서 수집 채록한 자료집인 규방가사집
이다. ‘도덕권선(道德勸善)’이라는 항목 아래 9편의 가사가 수록되어 있

다.81) 그 중 계녀가는 <경여가>, <계여가>, <행신가> 3편이다. 내용상

<경여가>와 <계여가>는 아버지가 시집가는 딸에게 준 작품이고, <행신

가>는 어머니가 창작한 작품으로 이해된다. 작자와 독자의 관계를 구체적

으로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가족 사이에서 창작 및 향유된 다른 작품들을

분석할 때 유용한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다.

2016∼17년에 편찬된 경북 내방가사 1∼3을 검토하도록 하겠다.82) 우

선 경북 내방가사 - 계녀가류·탄식가류 - 183)은 14편의 계녀가를 싣고

있다. 이 중에서 <게녀가>와 <겨여가>는 작품이 온전하지 않기에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이들을 제외한 12편의 계녀가 중에서 필사기로

추정되는 내용이 있는 작품은 <경계사>, <경가>, <경사라>, <규중교

훈가(閨中敎訓歌)> 4편이다. <경계사>에는 “가사는 신구겸 볼 만하나 언

졔 썻는고 글시도 괴〃항필이고 틀인 자획도 만윽니 만드러 바야 될 듯 /

갑술 삼월 초순일”이라는 필사기가 있다. 여기에서 갑술년(甲戌年)은 1874

년과 1934년에 해당하는데 본문에서 ‘소학교’, ‘즁학교’, ‘구가졍’ 등의 어휘

를 고려할 때 후자라고 판단된다. 작품이 끝나고 줄을 바꾸어 “병인지월

슌팔일 글시괴〃”라고 되어 있는데 앞의 필사기를 참조하면 병인년(丙寅

81) <경여가>, <계여가>, <사친가>, <오륜가> 2편, <행신가>, <효가>, <효덕가>,
<효성가>.

82) 이들 자료집은 원래 2011년 12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3년간 진행된 한국학분야 토
대연구지원 사업의 결과물이다. ‘경북지역 내방가사 조사·정리 및 DB구축’이라는 과
제로 ‘경상북도 내방가사 DB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출간된 자료집에 수록된 작품들은
물론 거기에 미처 수록되지 못한 작품들을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작품에 따라 자료
집에는 나와 있지 않은 설명이 누리집에 제시되어 있기도 하다. 본고에서도 작품에
따라 누리집의 내용을 참고했다.

83)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다음부터 이 책을 언급할 때에는 부제를 생략하도록 하겠
다. 아래의 2권과 3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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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은 1926년일 것이다. 필사기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 작품은 1926년에

가사를 쓰고 난 뒤에 다시 1934년에 소감을 적은 것으로 추정된다. 내용상

이 작품은 앞서 언급한 기슈가 소재 <경게>와 이본 관계를 갖는다.

<경가>에는 “임진년 이월이십일”이라는 매우 짧은 구절이 적혀 있다.

여기에서 임진년(壬辰年)은 1892년 또는 1952년인데 작품의 표기를 고려할

때 후자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경사라>는 규방가사 I 소재 <계여

가>의 이본으로 이른바 전형계녀가 작품이다. 작품이 시작되기 전 “쓸읍

난 이몸이 불초손 도야나서 평의 실은일은 한가지도 못다가 이련

훈기기 붓그렵다 늘근후의 각니 각금시 이비라 후의막급 뇌잇칠을

둘업서 휸기노라 원난이 우리후들아 바다 신하소”라는 필사

기를 통해 작자와 독자가 친밀한 관계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규중교훈가

(閨中敎訓歌)>는 앞표지의 “甲戌正月日記”와 작품 본문의 표기 형태를 고

려할 때 1934년에 필사되었으며 내용상 규방가사 I 소재 <행실교훈

라>의 이본임이 확인된다.

다음으로 경북 내방가사 – 도덕가류·술회가류·풍류가류 - 2에는 <경

계가라>84), <게부사>, <벌교> 3편의 계녀가가 수록되어 있다. 이들은

모두 도덕가류로 분류되었지만 시집살이에 필요한 교훈을 전하고 있으므로

모두 계녀가류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중에서 필사기로 추정되는 내용이

있는 작품은 <게부사>다. <게부사>에는 작품이 시작되기 전에 “며나리

훈게 가라 이 가난 의은 그럴 듯나 어무셰 쇄여 보난 니 도로

현란니 우시로 알고 밧지 안니 거신니 번 보고 말지라”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를 통해서 이 작품이 며느리를 위한 계녀가임을 알

수 있다.85) 이 작품의 창작 시기는 본문의 내용을 고려할 때 1959년일 가

능성이 높다.86)

마지막으로 경북 내방가사 – 송축가류·영사가류·기타 - 3에도 계녀가

84) 이 작품은 앞서 살펴본 경계가라 소재 <경계가라>이다. 앞으로 이 작품에 관한
논의를 할 때에는 경계가라 소재 <경계가라>를 대상으로 하겠다.

85) 원문을 확인할 수 없어서 정확한 판단은 어렵지만 필사기는 ‘며느리 훈계하는 가사
라 노랫말의 뜻은 그럴 듯하지만 너무 세세하여 독자가 어지러운 나머지 우스개로 알
고 본받지 않을 수 있으니 한번 보고 말지라’ 정도로 이해된다. 작자가 독자의 처지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기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이다.

86) 작품의 시간적 배경은 기해년(己亥年)이고 공간적 배경은 영천읍(永川邑)이다. 여기
에서 기해년은 1899년 또는 1959년에 해당하는데, 경북 영천군이 영천읍으로 승격한
해가 1937년이므로 여기에서 기해년은 1959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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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귀동가라>가 수록되어 있다. 비록 이 자료집에서는 송축가류로 분류

되었지만 시집살이에 필요한 교훈을 가르치고 있기에 계녀가류에 포함시켜

야 한다. 제목은 약간 다르지만 앞서 살펴본 귀녀가(귀노라) 소재
<귀녀가라>, 실록 소재 <귀여가>, 녀계약언경계한말이라 소재
<귀녀가>, 고대본 귀여가 소재 <귀여가>의 이본이기 때문이다. 가장 최

근에 편찬된 경북 내방가사 1∼3은 현대에 간행된 자료집 가운데 가장

많은 계녀가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비록 몇몇 작품의 경우 분류가 정확하

지 않지만 다른 자료집에 수록되지 않은 계녀가 작품이 수록되어 있으며,

일부 작품에서 계녀가류 규방가사의 창작과 향유, 전승과 유통 양상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

22종의 필사본 자료를 검토한 결과, 17종은 필사가 이루어진 시기를 비

교적 분명히 알 수 있었지만 나머지 5종은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웠

다. 다만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의 시기에 계녀가류 규방가사를

수록한 자료가 집중적으로 산출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리고 필사 장소

와 유통 지역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도 12종에 이른다.87) 그 중에서 언문
고시(諺文古詩), 귀녀가(귀노라), 기슈가, 츙효가, 가, 녀
계약언경계한말이라, 부인치가사, 복시화록(覄施花錄), 교녀가, 
계여가(戒女歌) 9종은 해당 지역을 비교적 정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

날을 기준으로 귀녀가(귀노라), 가, 교녀가, 계여가(戒女歌)
 4종은 경북에서, 기슈가 1종은 경남에서 생산되었고, 나머지 언문고시
(諺文古詩), 츙효가, 녀계약언경계한말이라, 부인치가사, 복시화
록(覄施花錄) 5종은 각각 서울, 충북 진천, 서울, 충남 임천, 경기 양주 등

에서 생산되었다. 이를 통해 계녀가류 규방가사의 창작과 향유가 비단 특

정 지역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복선화음가>와

<귀녀가> 등의 작품들이 여러 지역에서 발견된 사실은 이들 작품들이 가

족이나 문중의 범위를 넘어 대중적으로 광범위하게 유통되었음을 시사한

다.

이들 자료에는 기존에 규방가사로 인식해 온 작품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87) 필사기에 나와 있는 기록을 그대로 따라가 보면 종사규측(鐘謝閨則)(1874년)은
‘서산 츄학동’에서, 실록(1902년)은 ‘안긔’에서 유통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해
당 자료의 필사기에는 더 이상의 정보가 없기에 현재로서는 해당 지역이 정확히 어디
인지 알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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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도 상당수 산견된다. 예컨대 1874년에 필사되었다고 추정되는 종사규
측(鐘謝閨則)은 어느 부인이 자신의 며느리에게 주고자 친정어머니에게

필사를 부탁하여 만들어진 책이다. 규방에서 지켜야 할 법이라는 ‘규측(閨

則)’을 표제로 삼고 있으며 필사기에서 언급된 이들이 모두 여성이라는 점

에서 이 책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전승, 유통된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앞의

절에서 분석한 것처럼 <옥경옥누년가>는 천상의 옥루연에서 조선 국왕

이 옥황상제를 독대하고 청나라 정벌에 대한 명을 받아 온다는 것을 골자

로 하는 작품으로, 조선 후기 사대부 사회에서 널리 향유된 <옥루연가>의

이본이다.88) 그리고 1900년에 아버지가 시집가는 딸에게 준 가에도 계

녀가인 <계녀> 이외에 궁중 연향을 노래한 <화조연가>와 중국 악양루

를 배경으로 풍류 생활을 노래한 <악양누가>와 전래의 어부가를 가사체로

변개한 <어부> 등 다분히 사대부 취향의 가사가 수록되어 있다. 이처럼

양반 남성 취향의 가사가 계녀가와 함께 수록된 사실은 규방가사를 창작

및 향유한 규방이라는 공간에서 성별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작품들

이 전승, 유통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책주(또는 소유자)를 남성으로 밝힌 계녀록과 복시
화록(覄施花錄)도 주목된다. <복선화음가>의 이본이 수록된 이들 자료는

공통적으로 한문을 사용하여 책주(또는 소유자)의 성명이나 택호를 명기했

다. 전근대 시기 언어 관습을 고려할 때, 책주(또는 소유자)가 여성이었다

면 부인(婦人)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거나 택호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국문으

로 표기하는 방식을 취했을 것이다. 따라서 한문을 사용해 ‘冊主 李載仁宅’,

‘冊主 李洗馬宅’, ‘所有者 李鼎求’라고 자신의 성명이나 택호를 떳떳이 드러

낸 이들은 남성으로 추정된다. 이와 더불어 <복선화음가>의 이본이 실린

츙효가와 부인치가사는 국문과 한문을 함께 사용해 필사기를 적었는데

자신이 현재 있는 곳을 정사(精舍)라고 한 점이나 한문 필체가 유려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남성과 관련된 책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욱이 효부가
는 한문으로 된 필사기에서 장소와 성명을 각각 “鳳崗書齋”와 “李丙卨”로

명기했으므로 필사자는 남성일 가능성이 높다. <복선화음가>의 이본들이

수록된 이들 자료의 창작과 향유, 전승과 유통에 남성들이 참여했다는 사

실은 남성들도 이 시기 계녀가류 규방가사의 주요한 독자였음을 말해 준

88) 이상원, 앞의 논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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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이들 자료에서 가족이나 문중을 중심으로 전승, 유통된 흔적이 보

이지 않는 것은 계녀가가 가족이나 문중과 같은 특정 집단이 아니라 대중

으로 지칭되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승, 유통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현대에 간행된 7종의 자료집의 경우, 대부분 특정 지역에서 조사된 사례

가 많기 때문에 계녀가류 규방가사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기 어

렵다. 하지만 계녀가의 창작 및 향유를 엿볼 수 있는 새로운 정보들을 수

집할 수 있었고, 이본 관계를 갖는 작품들도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는 데 의의를 둘 수 있다.

이상 필사본 자료 22종과 현대에 간행된 자료집 7종을 종합적으로 검토

한 결과, 계녀가의 창작과 향유에 관한 정보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사규측(鐘謝閨則) 소재 <복션화

음녹>, 기슈가 소재 <경게>, 가 소재 <계녀>, 교녀가 소재
<교녀가>, 실록 소재 <귀여가>와 <복슨음녹>, 경계가라 소재
<경계가라>, 단대본 복션화음록 소재 <복션화음록>, 전통문화의 맥 
소재 <귀녀가(貴女歌)>, 경북 내방가사 1 소재 <경사라>, 경북 내방

가사  2 소재 <게부사> 등은 필사기를 통해서, 전통문화의 맥 소재
<계녀가(戒女歌)> ②와 <효행가(孝行歌)> ② 등은 수집 과정에서 조사된

내용을 통해서 계녀가가 혈연 및 혼인에 기반을 둔 가족이나 문중과 같은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 전승, 유통되는 한편 이것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대

중이라고 이를 만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유통되었음을 확인했다.

필사기에 나타난 작자와 독자의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부모와 자식처럼 혈연으로 연결된 매우 직

접적인 관계다. 이들 사이에는 친밀감이 강하게 나타나며 거리감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는 시집 식구들과 며느리처럼 혼인을 통해 연결된

간접적인 관계다. 이들 사이에 친밀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첫째 관계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약하며 작자는 독자와 거리감을 좁히려는 모습을 보인

다. 셋째는 혼인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시외할머니와 외손자며느리처럼 상

당히 먼 관계이거나 혈연이나 혼인 등의 연결고리를 찾기 힘든 관계이다.

둘째 관계와 비교해 더 간접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작자와 독자 사이

에는 친밀감이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작자가 독자와의 거리감을 좁히려는

모습도 잘 보이지 않는다. 이들 세 가지 유형에 나타난 작자와 독자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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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거리는 이들의 대리자라고 할 수 있는 화자와 청자 간의 심리적 거

리에도 중요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Ⅲ장에서는 이러한 심리적

거리를 기준으로 설정한 세 가지 유형에 속하는 계녀가 작품들의 창작 동

기와 주제구현 방식이 무엇이며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것이 갖는 의미

가 무엇인지를 살피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표 Ⅱ-1] 필사본 자료의 작품 현황과 특성

자료명(편찬 시기) 작품명
전승 및

유통 지역

성별(작자/

소유자/필사자)
언문고시(諺文古詩 )
(1872)

<규즁감응편> 한양

귀녀가(귀노라)
(1874)

<귀녀가라> 경북 경주

종사규측 (鐘謝閨則 )
(1874)

<복션화음녹>
서산 츄학동

(미상)
여성(필사자)

기슈가(1876) <경게> 경남 합천 여성(필사자)

츙효가(1883) <권션증악가> 충북 진천 남성(필사자)

가(1900) <계녀> 경북 봉화 남성(필사자)

실록(1902) <귀여가>, <복슨

음녹>
안긔(미상)

규장각본 나부가(懶婦
歌)(1903 이전) <나부가> 여성(필사자)

녀계약언경계한말이
라(1906) <귀녀가> 한양 여성(소유자)

여자가(1906) <여자가>, <발몽

가>

효부가(1907) <효부가> 남성(필사자)

부인치가사(1908) <치가사> 충남임천(林川) 남성(필사자)

계녀록(1910) <계녀록>, <녀

자실긔>
남성(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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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 현대에 간행된 자료집의 작품 현황과 특성

복시화록 (覄施花錄 )
(1912)

<복선화음녹> 경기 양주 남성(소유자)

교녀가(1916) <교녀가> 경북 안동
남성(작자)

여성(필사자)

언간요쵸(1924) <복션화음록>

경계가라(1931) <경계가라>

고대본 귀여가
(1846/1906)

<귀여가>

단대본 복션화음록
(1847/1907)

<복션화음록>

계여가(戒女歌)(20세기
중반)

<곈여가라> 경북문경, 상주 여성(작자)

김씨계녀(미상) <김씨계녀>

복선화음록 전(福善禍

淫錄 全)(미상) <복션화음녹 단> 남성(작자)

자료명(간행 시기)
작품명

(필사 시기)

전승 및

유통 지역

성별(작자/

소유자/필사자)

조선민요집성(1948)
<계녀가> 경북 영천

<규중행실가> 경북 인동

규방가사 I(1979)

<계여가> 경북 안동

<복선화음가(福善禍

淫歌)>
경북 안동

<신가> 경북 달성 여성(작자)

< 행 실 교 훈 

라>(1881/1941)
경북 예천

<훈민가> 경북 영천 여성(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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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방졍훈>

(1912/1972)
경북 문경 여성(필사자)

<회인가> 경남 밀양

<규문전회록> 경북 영덕

<경계사라>

(1965)
경북 선산 여성(작자)

<여아펴라>

(1958)
경북 예천

남성(작자)

여성(필사자)
<권실보아라>

(1911)
경북 영덕

<부여교훈가> 경북 경산 여성(필사자)

전통문화의 맥(1987)

< 계 녀 가 ( 戒 女

歌)> ②
경북 영양 남성(소유자)

< 귀 녀 가 ( 貴 女

歌)>(1911)
경북 봉화

< 효 행 가 ( 孝 行

歌)> ②
경북 경주 남성(작자)

규방가사집(1988)

<경여가> 경북 영천
남성(작자)

여성(소유자)

<계여가> 경북 영천
남성(작자)

여성(소유자)

<행신가> 경북 영천
여성(작자)

여성(소유자)

경북 내방가사 1(2016)

<게여가> 경북

<경게가> 경북 봉화

<경계사>(1924) 경북

<경가>

(1892/1952)
경북

<경사라> 경북

<계여가> 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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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여가라> 경북

<규중교훈가(閨中

敎訓歌)>(1934)
경북

<여자경개가> 경북

<여자 교휸가> 경북

<훈민시> 경북 의성

경북 내방가사 2(2017)
<게부사>(1959

이후)
경북 영천

<벌교사>(1909

이후)
경북 인동

경북 내방가사 3(2017) <귀동가라> 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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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계녀가류 규방가사의 창작 동기와 주제구현 방식

계녀가류 규방가사의 하위 유형은 크게 전형계녀가와 변형계녀가로 대별

된다.1) 전형과 변형은 계녀에 관한 항목을 포함해 13개 항목의 여부에 따

라 구분되며, 다시 변형은 이들 항목의 출입이 있는 제일변형계녀가와 이

들 항목 대신 체험적 요소가 새롭게 도입된 제이변형계녀가로 분류된다.2)

이를 통해 계녀가류 규방가사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전형계녀가는 13개 항목의 존재 여부를 중시한 나머

지 그 범위가 대단히 협소하고, 제일변형계녀가는 해당 유형의 기준과 범

위가 모호한 측면이 있다.

계녀가류 규방가사의 하위 유형을 구분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한 내용상

의 차이가 아니라 각각의 유형과 거기에 속하는 개별 작품들의 창작동기와

주제구현 방식이 달랐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존의 유형 분류에서는 문면에

드러난 내용적 요소가 중시되면서 이면에 존재하는, 각각의 유형을 선택한

담당층의 의도가 충분히 설명되지 못했다. 여기에서는 앞서 Ⅱ장에서 필사

기에 나타난 작자와 독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설정된 화자와 청자의 세 가

지 유형에 따라 작품을 분류하고 각 유형에 나타난 창작 동기와 주제구현

방식을 분석하도록 하겠다. 논의는 화자와 청자 간의 심리적 거리가 가깝

게 나타난 유형부터 멀게 나타난 유형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다.

1. 정서적 유대와 경험의 공유

이 유형에 해당하는 작품들은 작자와 독자의 대리자인 화자와 청자의 관

계가 매우 가깝고 친밀하게 나타난다. 이들 작품의 화자는 정서적 이유로

작품의 창작 동기를 마련하고 있으며 가족 관계에서 형성되는 여러 유대감

1) 일찍이 이재수는 내용에 따라 사회통념이 반영된 ‘규범적 계녀가’와 작자의 개별적 체
험에 기초한 ‘체험적 계녀가’로 하위 유형을 대별했다. 이후 권영철은 ‘규범적 계녀가’
와 ‘체험적 계녀가’ 대신 ‘전형계녀가’와 ‘변형계녀가’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하위 유형
을 분류했다. 이재수, ｢내방가사연구｣, 유인본, 1968; 권영철, ｢규방가사연구 (3) - 계
녀교훈류를 중심으로 -｣, 효대논문집 14, 효성여자대학교, 1975.

2) 권영철, 위의 논문,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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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토대로 청자의 사정이나 상황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일상생활에 필요

한 지침을 제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선행 연구에서 전형계녀가로 분류된

많은 작품들이 이 유형에 속하며 변형계녀가로 분류된 작품 중에서 화자와

청자의 관계가 매우 가깝고 친밀하게 나타난 일부 작품도 이 유형에 포함

시킬 수 있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작품들은 다음과 같다. 가(1900): <계녀>, 교
녀가(1916): <교녀가>, 경계가라(1931): <경계가라>, 조선민요집성
(1948): <계녀가>, 규방가사 I(1979): <계여가>·<여아펴라>·<권실보
아라>, 규방가사집(1988): <경여가>·<계여가>·<행신가>, 경북 내방가

사 1(2016): <게여가>·<경게가>·<경사라>·<계여가>, 경북 내방가사 
2(2017): <게부사>·<벌교>.

1) 가족의 친밀감

이 유형에서 먼저 살펴볼 것은 규방가사 I 소재 <계여가>로, 이른바

전형계녀가 유형에 속하는 작품이다.3)

아야 드러바라 내일이 신이라

친졍을 직하고 시가로 드러가니

네마암 어더할고 이심사 갈발업다

우마에 짐을실고 금반을 구지야

부모날적에 경계할말 하고만타

첫 구절인 “아야 드러바라”를 통해 우리는 화자와 청자의 관계가 상하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화자가 청자를 “아”라고 부르는 데에

는 상하 관계 이상의 의미가 있다. “아”인 청자는 호칭 그대로 화자보다

3) 규방가사 I에 수록된 14편의 계녀가류 중에서 인위적으로 교합구성한 <권본 계녀
가>와 전반부가 훼손된 <훈시가>를 제외한 12편 중에서 권영철이 전형계녀가로 꼽
은 작품은 이 작품이 유일하다. 권영철은 이 작품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본가사는 권본 전형계녀가에 준하는 가사이다. 전형계녀가의 13개 항목이 다 있으며
내용도 몇 구를 제외하고는 거의 동일하다.” 권영철 편, 규방가사 I, 한국정신문화연
구원, 197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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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어린 존재를 뜻한다. 그런데 나이가 어리다는 것은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존재를 의미한다. 이는 청자가 화자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미성

숙한 존재라는 것을, 반대로 화자는 청자를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는 존재

라는 것을 의미한다.4) <계여가>에서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며 지식이 부족

하고 덕을 갖추지 못한 미성숙한 존재를 향한 화자의 전언은 애당초 자상

하고 따뜻할 수밖에 없다.

“내일이 신이라 / 친졍을 직하고 시가로 드러가니”라는 구절을 통해

우리는 청자의 구체적인 상황을 알게 된다. 작품 속 청자는 내일이면 정든

집, 가족과 친구를 떠나 낯선 시집으로 가야한다. 여기에서 신행(新行)이란

신부가 친정을 떠나 시집으로 가는 것으로, 예전에는 ‘해묵이’ 또는 ‘달묵

이’라 하여 해를 넘기거나 달을 넘긴 후 신랑의 집인 시집으로 갔다.5) 예

전의 풍습을 고려할 때 혼인 이후에도 오랜 시간 친정에 머물었던 청자는

드디어 내일 시집으로 가야하기에 슬픔과 두려움,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청자를 향해 화자는 “네마암 어더할고 이심사 갈발업

다”라며 청자의 마음을 묻고 자신의 심사를 둘 데 없다고 말한다.6) 화자가

이와 같이 말한 것은 여자라는 이유로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하는 청자를

위로하면서 동시에 화자 또한 청자와의 재회를 기약할 수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슬픔과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이다. 화자가 청자에게 이와 같은 태

도를 취한 것은 화자와 청자가 매우 가깝고 친밀한 관계임을 시사한다.

4) 교훈을 의미하는 영어의 didactic의 어원인 그리스어 Didaktikos는 가르침과 배움이라
는 의미를 함께 갖고 있다고 한다. Alex Preminger and T. V. F. Brogan, ed. The
New P rinceton Encyclopedia of Poetry and Poetic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p. 230.

5) 경상북도교육위원회 편, 전통문화의 맥, 1987, 88면.
6) 이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여러 양상을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내일 시집으로 떠나는
딸의 마음과 부모의 마음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안동지방 <계녀가>에서는 ‘마음
엇더며 / 너심사 갈발업다’로, 안동과 성주 지방 <계여가라>에서는 ‘네마음 엇하
요 내심갈발업다’로, 봉화와 영양 지방에서는 ‘너마음 어떠한요 내심사 둘대업다’
로, 영주와 의성 지방 <여아경계가>에서는 ‘내마음 엇드튼고 내심사 갈바업다’로, 경
주 지방 <계녀가>에서는 ‘너마음 엇할고 너심사 갈바업다’로, 안동지방 <기녀가>
에서는 ‘너마암 엇더할고 심사 갈발업다’로, 의성지방 <게녀가>에서는 ‘네엇더
랴 심갈발업다’로, 성주지방 <계녀라>에서는 ‘너망암 엇덧튼고 심사 갈발
업다’로, 영주지방 <계여가>에서는 ‘심사 갈바업다 네마암 엇더요’로, 경산지방
<계여가>에서는 ‘너의마음 엇더며 의마음 엇더랴’로 되어 있다. 권영철, ｢규방
가사연구 (3) - 계녀교훈류를 중심으로 -｣, 효대논문집 14, 효성여자대학교, 1975,
14-1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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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작품의 서두에서 화자가 시집으로 떠나는 청자를 위로하고 자

신의 솔직한 심정을 표현하는 장면은 가 소재 <계녀>7), 경계가라 
소재 <경계가라>8), 경북 내방가사 1 소재 <게여가>9), <경게가>10),

<경사라>11), <계여가>12) 등에서도 확인된다. 이 모든 작품들이 규방가
사 I 소재 <계여가>의 이본이다. 이들 전형계녀가 작품의 화자는 여성

화자로 이해되어 왔다. 하지만 Ⅱ장의 필사기 분석에서 가 소재 <계녀

>가 아버지가 시집가는 딸에게 준 계녀가인 것처럼 실제 작품에서도 이

작품의 화자를 여성으로 설명해야 할 근거는 확실하지 않다. 여러 면에서

가 소재 <계녀>를 비롯해 규방가사 I 소재 <계여가> 등 이른바

전형계녀가에 속하는 작품의 화자를 여성 화자로 볼 이유는 없다. 반대로

남성 화자라고 주장할 이유도 특별히 없다. 전형계녀가 작품에 나타난 화

자를 성별에 의거하여 그 성격을 단정 지어서는 곤란하다.

일찍이 권영철은 자신이 소장한 700여 편의 계녀가 중에서 480여 편이

전형계녀가에 속한다고 보고했다.13) 권영철의 보고처럼 많은 이본이 존재

한다는 사실은 전형계녀가가 규방가사 담당층에게 많은 호응을 받았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성 정체성을 기준으로 이들 작품의 화자를 설명한다면

필사기에 나타난 작품의 전승과 유통은 물론 작품의 실상과도 어긋나게 된

다. 전형계녀가의 화자는 규방가사 I 소재 <계여가>의 분석에서 드러난

7) “아야 드려바라 일이 신이라 / 친졍을 즉고 시가로 드려가니 / 네마암 엇
더고 심갈발업다 / 마의 짐을실고 금반을 구지야 / 문밧게 보젹에 경계
말 고만타” 가 소재 <계녀>.

8) “아희야 드러바라 일이 신이라 친졍을 직고 싀가로 도라갈져 네마암 엇더
며 심사 갈발업다 바■■ 짐을실고 근반을 구지모라 문■■ 젹의 경계일 도
만” 경계가라 소재 <경계가라>.

9) “여아야 들어바라  일은 신이라 / 친졍을 즉고 시가로 도라가 / 네 마음
엇더며  마음 갈발 업다 / 마 짐을 실고 금반을 구지 고 / 문 밧계 보
젹 경계할 일 듯고 만타” 전재강 외, 경북 내방가사 1, 북코리아, 2016, 15면.

10) “아야 들어바라 일은 신이라 / 친정을 직고 시가으로 도라갈 / 너마
음 엇더오 심갈 말업다 / 마 짐을실고 금방으로 구지여 / 문박 보적
 경말 만다만은” 전재강 외, 위의 책, 22면.

11) “아야 이말을 덜어보소 / 일이 신이라 친정을 직고 / 시의 들어갈제
네마음 엇드며 / 심 갈발업다 문박  보적의 / 경일 고 만타만”
전재강 외, 위의 책, 39면.

12) “아야 드러바라 일이 신이라 / 친정을 직고 시가로 드러간이 / 네 마암
엇더고 너 심 갈발 업다 / 우마에 짐을 실고 금반을 구지 야 / 문밧계 날 적
에 경계 말 고 만타” 전재강 외, 위의 책, 43면.

13) 권영철 편, 규방가사 I,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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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처럼 청자와 매우 가깝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의 관

계처럼 실제 독자와도 매우 가깝고 친밀한 관계를 맺은 이라면 누구나 성

별과 관계없이 화자에 자신을 쉽게 대입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점이 전

형계녀가의 이본 생산을 촉진한 가장 큰 이유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Ⅱ장에서 살핀 것처럼 경계가라 소재 <경계가라>도 해당 자

료의 필사기에서 언급된 이들이 가족인지, 친구인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

지만 작자와 매우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를 맺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른

바 전형계녀가는 심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관계 속에서 전승, 향유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계여가>처럼 규방가사 I에서 화자와 청자의 관계가 매

우 가깝고 친밀하게 나타나는 작품으로 <여아펴라>와 <권실보아라>를

들 수 있다. 이들 작품은 남성 화자의 계녀가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14) 먼

저 <여아펴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다.

너의 난지가 거연 일삭이라

무심 아비오나 아조야 이즐손야

㉠저족의 방으로 알둔곳을 두남누어

문박을 나서보면 그곳으로 눈이가고

본심곳 도라오면 네각이 나난구나

아비의 탄솔함이 옛람의 마암이라

호박한 이세의 옛람이 어이사리

규방가사 I 소재 <여아펴라>는 화자가 청자를 2인칭 대명사인 “너”

로 지칭하면서 시작한다. 작품의 시작과 동시에 청자를 “너”라고 부르는

것은 실제 작자와 독자 사이의 심리적 거리가 매우 가깝다는 것을 말해 준

다. 화자와 청자가 나와 너의 관계로 설정되면 작품 바깥에 있는 작자와

독자 사이의 긴밀성은 강화되고, 독자는 작자의 전언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야 할 의무감을 갖게 된다. 그만큼 나와 너의 관계를 사용하는 작품에서

작자와 독자 사이의 거리는 영(零)에 가까워진다.15) 이어서 화자는 자신을

14) 송재연, ｢계녀가사의 구성양상과 서술특성｣,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박경주,
｢남성화자 규방가사 연구｣, 한국시가연구 12, 한국시가학회, 2002.

15) 김대행, 시가 시학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1, 223-22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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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한 아비’라며 자신을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그의 딸인 청자가 거년(去

年) 곧 지난해에 혼인했다는 사실을 서술한다. 그러면서 화자는 어찌 너를

잊을 수 있겠냐며 ‘-ㄹ쏘냐’의 강한 부정의 종결어미와 ‘아주야’라는 강조의

부사어를 사용하여 청자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낸다. 화자가 이러한 태도를

보인 것은 실제적으로 청자와의 재회가 요원하기 때문이다. 작년에 시집

간 청자가 가까운 시일에 귀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다.

화자도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기에 청자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청자의 부재로 화자의 공간은 적막하기 그지없다. ㉠

에서 화자의 시선은 청자의 흔적을 따라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지만 청자의

부재와 그에 따른 허전감만을 느낄 뿐이다. 화자의 모든 생각과 느낌은 청

자의 부재에서 비롯되고 있다.

만복길여 칠운후 당일신 보내오니

정신을 릴손야 두세가 잇을손야

외오안 각니 걸인일도 만아서라

㉡부지불각 급거중에 시문전 들어가서

십목소시 좌와중 응당실수 만으리라

머리단 비여곱기 손서러 어이며

출입기거 몸조심을 심기 어려워라

와야 이러난 날난줄 어이알며

유명이 타난무섬 날저무면 어이고

여공 볼심은 가지도 못능니

십팔연 운일이 소이 무엇이냐

놀든표적 무어시며 잠뎌이 어잇나

(중략)

못갈치고 못운일 분여첵망 일반이라

무능 아비셩정 식조 무릉하다

너의형들 출가 볼모양이 업셧으나

㉢후시 만나가서 알들교훈 받은후에

출등치난 못망정 저으앞은 난구나

너도마음 다시먹어 시견문 을바다

일심으로 와가면 뎌질날이 업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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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혼여취 난거설 성인이라 난이라

성인출쳐 아랏거든 서이 드려서라

화자는 정신없이 “당일신”을 보낸 뒤에도 청자를 계속 걱정한다. “외오

안 각니 걸인일도 만아서라”라며 청자를 떠나보내고 외로이 있는 화

자에게 자꾸 마음 쓸 일만 떠오르는 것이 당연하다. ㉡에서 서술된 것처럼

화자의 마음에는 청자가 행여 시댁에서 실수하는 일이 없을까 하는 걱정으

로 가득하다. 가령 머리단장이나 비녀 꼽기처럼 여성으로서 자신을 잘 꾸

미고 있는지, 출입과 기거로 요약되는 시집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아침잠

이 많아서 늦게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등등 화자는 청자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하다. 특히 “유명이 타난무섬 날저무면 어이고”라며 유난히 무서움

을 많이 타는 청자를 걱정하는 화자의 모습은 청자에 대한 화자의 지극한

사랑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화자의 눈에 청자는 “얼일적 구분

낭기 크서난 길마고 / 집서 든박이 들에가서 나니라”처럼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로 보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공 볼심은 

가지도 못능니 / 십팔연 운일이 소이 무엇이냐”라며 자기 자식이 어

느 하나 내세울 것이 없다고 말하는 데에는 시댁에서 청자가 가질 부담감

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청자의 따뜻한 배려와 사랑이 자리하고 있

다. 그렇기에 화자는 “못갈치고 못운일 분여첵망 일반이라”며 너만의 문

제가 아니라고 청자를 위로하고, 이어서 “무능 아비셩정 식조 무릉

하다”라며 너의 잘못이나 실수는 모두 아비인 자신이 무능한 탓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다. 화자가 자신을 한껏 낮춘 것은 시댁에서 청자에

게 가해질 질책이나 실망을 자신이 대신 떠안기 위해서이다. ㉢에서 “후한

시댁 만나가서”와 “시견문 을바다”라며 화자가 딸의 시댁을 한층 높인

것도 시댁에서 딸이 좋은 대우받기를 바라는 화자의 마음을 우회적으로 표

현한 것이다. 청자에 대한 아낌없는 사랑과 믿음을 보여준 화자는 청자에

게 그러한 ‘마음’을 다시 먹으라면서 교훈을 전한다.

“너”로 지칭되는 청자에 대한 그리움으로 시작한 <여아펴라>는 청자

의 부재로 인한 외로움, 청자에 대한 지극한 사랑, 청자의 시집생활에 대한

염려, 청자를 위한 화자의 속 깊은 배려 등 청자에 대한 화자의 여러 감정

들로 서사를 써 내려갔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 작품의 화자와 청자가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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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가깝고 친밀한 관계였고, 거기에서 비롯된 여러 감정들이 작품 창작의

주요한 동기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권실보아라>에서

도 확인할 수 있다.

가련다 귄실권실라 니말삼 드러바라

나든 실부고 오홉다 우리모친

㉠삼십젼의 홀노니셔 세샹미 분갑업시

오불망 우리남 혈혈리 길러야

세월이 여류와 너회남 츌니

느셔 나릿난가 회셔 소난가

세샹업난 보화구슬 당신혼 어든다시

실코된쥴 모라시고 금세상의 업는보화

당신혼자 어든다시 업고안고 길너셔

너삸가짐 키운후의 황쳔니 무졍와

키운미 못보시고 그후의 십오세라

<권실보아라>는 청자를 향해서 “가련다 권실권실라 니말삼 드러바

라”로 시작한다. “권실”은 권씨 집안에 시집간 여성을 이른 것으로, 특별히

“권실”을 호명한다는 것은 작자가 청자인 “권실”을 위해서 이 작품을 창작

했으며 작품의 내용이 청자인 “권실”과 관련된 매우 사적인 내용임을 암시

한다. 실제로 화자는 “나든 실부고”라고 자신이 태어나던 해에 아버

지를 잃었다면서 곧바로 “오홉다 우리모친”이라고 탄식한다. 이어서 화자

는 ㉠에서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어머니가 오매불망 혈혈단신으로 자기

남매를 애써 키웠고, 자신이 장성하여 권실을 비롯한 남매를 두자 세상에

둘도 없는 보화를 얻은 듯이 정성껏 손주들을 돌봤으나 애들이 네 살이 되

던 해 무정하게도 황천으로 갔다면서 어머니의 죽음을 회상한다. 직접적인

감정 표현은 절제되어 있지만 자신의 지난날을 이야기하며 고생만 하다가

일생을 마친 어머니의 모습으로 인해 화자의 어조는 슬픔과 설움, 안타까

움으로 가득하다. 이렇게 화자가 자신의 내밀한 이야기를 청자에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정도로 청자와의 심리적 거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화자와 청자는 무척이나 가깝고 친밀한 사이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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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원상망 가취니 이차자미 보려든니

세상니 분요야 반셕갓 너의시

돌 바람드러 ㉡조샹분묘 예나도고

연인과걸 직고 모음미셩 친당부모

동기지졍 멀니고 철니타향 샹별고

쥬근도 가알면 가알가 가련다

가련다 여뉴 가련다

원부모 니형제말 옛마도 엿사

너 당셔난 혼 이로다

이날져날 너머가셔 쳘니 졍니

헛부도다 헛부도다 우리외 헛부도다

츌가외인 헛부도다 잘가그라 잘가그라

가셔 니가셔 분분세월 라나면

후후세실 될터인니 부부 슬허말고

가셔 니가셔 시부모효셩고

해석이 어려운 구절이 많지만 맥락상 ㉡은 조상·부모·동기 등과 이별하

고 시집으로 떠나는 청자를 바라보는 화자의 감정이 표현된 부분이다. 화

자는 부모동기를 두고 천리타향으로 떠나야하는, 이것을 운명으로 받아들

여야 하는 청자를 향해 “가련다”라고 반복하여 말한다. 화자가 이렇게

말하는 까닭은 화자의 고백처럼 시집으로 떠나는 딸을 보면서 비로소 여자

유행(女子有行)16)을 비롯해 원부모이형제(遠父母離兄弟)라는 옛 말씀의 의

미를 알았기 때문이다. 화자는 딸을 통해서 당시 여성들이 마주했던 감정

들을 절실히 느끼게 된 것이다. “헛부도다 헛부도다 우리외 헛부도다 /

츌가외인 헛부도다 잘가그라 잘가그라”에서 화자가 자신을 애써 진정시키

고 있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화자 내외는 자신들의 소원대로 혼처를 정

했건만 딸과의 이별의 순간이 다가오자 그러한 결정이 아무 소용없다고 자

책한다. 화자는 깊은 슬픔에 빠져 있지만 떠나는 딸을 위해서 자신의 감정

16) 이 구절은 시경(詩經) ｢패풍(邶風)｣에 수록된 <천수(泉水)>의 “女子有行 遠父母兄
弟”에서 유래한 것으로, <천수>는 중국 위나라 제후에게 시집 간 여인이 친정 부모
의 안부를 묻고 싶었으나 부모가 죽어 그렇게 할 수 없게 되자 자신의 서글픈 심정을
부친 시로 알려져 있다. ‘여자유행’은 이어지는 ‘원부모형제’와 더불어 규방가사에서
시집가는 여성이 부모 형제와 생이별해야 하는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는 부분에서 자
주 등장한다. 성백효 역주, 현토완역 시경집전 상, 전통문화연구회, 2012, 1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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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애써 누를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화자는 시집으로 떠나는 청자를 향해

부디 슬퍼말고 세월을 잘 견뎌내라고 하면서 시부모께 효성을 다하라고 전

언한다.

앞서 살펴본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권실보아라>에서도 화자와 청자는

매우 가깝고 친밀한 사이로 나타난다. 화자는 시집으로 떠나는 청자의 처

지를 무척이나 가슴 아파하며 안타까워한다. 청자에 대한 화자의 감정 표

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화자와 청자가 끈끈한 유대감을 느끼고 있

으며 그것으로부터 작품 창작이 시작되었음을 뜻한다. 이와 관련하여 아버

지가 딸에게 준 교녀가 소재 <교녀가>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다.

오홉다 녀아들과 세상 녀들아 훈계 드러보라 임년 월

의 너의모친 친영여 계츅년 이월초의 신으로 다려다가 ㉠부

장슈 다남의 년로 잣드니 층층싀하 호번지가 한의긔식 

를몰나 쥬모고역 업더니 스물네 즁소임의 노근고골 시겨구나

신명 고이키로 과환영광 못보이고 쓸식 두지못 노심초 멧

멧를 지원을 못풀니고 즁도의 졀니 가련코 원통다 창젼의

달이들고 원근촌 계명셩의 잠업사 혼누어 고를 각니 코이

시고 즁치막혀 진졍키 어렵구나 달아가고 가넘어 형용언소 머러

가고 ㉡손흐로 온의복 다러 바려가니 앗가온 그자최를 어

가 찻잔말고 황냥한 빙소압헤 네다셧 어린이 고지고 소

그거시 최런가 십여년 좌우간의 각곳으로 흣흔후 년긔약 깁

든졍이 영향도 업구나 오홉다 녀아들아 너의외가 조흔력 우리

집 셰셰가셩 흥낙젼손 잣더니 쓸업 너의다셧 명문지가 츌가

여 슈부 다남의 만복창 여셔라 ㉢진시루 슈업고 업

찬물을 엇지나 불 너의몸이 식 되어나셔 남알기예 불긴

고 무시 유관랴 그러나 각니 너의모친 혈이라 일즉이

실모고 혈혈이 크모양 시시로 각면 골졀이 압푸 압푸구나

너흴 업셔시면 그최 어보랴 오히려 귀컨마 옛람 여시

 식을 사랑커든 졔풀노 두지말고 가라치라 여시나

<교녀가>는 화자가 청자에게 자신의 훈계를 들어보라고 하는 것으로 시

작한다. 화자의 훈계는 사별한 자신의 아내에 관한 것이다. ㉠에서 화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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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부부의 인연을 맺은 다음 함께 장수를 누리고 많은 후손을 남기면

서 백년해로 하고자 약속했는데 끝내 그 소원을 이루지 못했다면서 아내에

대한 측은한 마음을 표현한다. 이어서 자신은 끝내 과거에 급제하지 못했

고, 아내는 쓸 자식 곧 소원했던 남아(男兒)를 두지 못해 노심초사하다가

몇 년을 지원극통(至冤極痛) 하던 중 세상을 떠났다며 죽은 아내에 대한

슬픔과 그리움을 드러낸다. ㉡에서 화자는 죽은 아내의 빈자리를 떠올린다.

화자는 아내의 빈소 앞에서 울고 있는 딸아이들을 바라보며 그것이 죽은

아내의 자취인가 자문한다. 죽은 아내를 위해 차려진 빈소와 그 앞에서 울

고 있는 딸아이들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이 부분은 이 작품의 창작 동기가

훈계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음을 말해 준다.

화자는 딸들을 향해 만복창대(萬福昌大)하라고 축복한 뒤에 <교녀가>를

짓게 된 이유를 ㉢에서 넌지시 말한다. 어머니를 잃은 딸들의 운명을 깨진

시루와 엎지른 물에 비유하며 딸들이기에 남에게 맡길 수는 없고, 비록 아

버지이지만 남자인 자신이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가 문득 그

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이다. 생각해보니 딸들이야말로 죽은

아내의 혈맥이고, 어미 없이 크는 너희들의 모습이 뼛속까지 자신을 아프

게 한다고 탄식한다. 화자의 탄식에는 딸들에 대한 사랑과 걱정, 책임감이

깔려 있다. 무엇보다 화자가 “너흴 업셔시면 그최 어보랴 오히려 귀

컨마”이라고, 딸들을 귀한 존재로 인식한 것은 딸들의 모습에서 사랑하

는 아내의 모습을 발견했고, 죽은 아내를 위해서라도 딸들을 잘 키워야 한

다는 생각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결국 화자는 청자에 대한 사랑과 걱정, 책

임감으로 인하여 청자에게 교훈을 전하게 된 것이다. “옛람 여시 

식을 사랑커든 졔풀노 두지말고 가라치라 여시나”를 통해 이 작품이 무

엇보다 정서적인 이유에서 창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17)

지금까지 남성 화자가 등장하는 작품들을 살펴보았는데 이제 여성 화자

가 등장하는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선행 연구에서는 남성 화자의 계

녀가는 유교 이념의 제시가 약화되고 개인적 술회가 강조되는 반면 여성

화자의 계녀가는 반대의 경향이 나타난다고 보았다.18) 이 점을 참고하여

17) 실제로 작품 속 청자인 그의 딸은 훗날 필사기에서 명문가의 출신이지만 세상을 잘
못 만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죽은 아버지에 대한 슬픔과 안타까움, 그리움을 표현했
다. <교녀가> 역시 화자와 청자의 정서적 유대감 속에서 창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18) 송재연, 앞의 논문, 2000; 박경주, 앞의 논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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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자가 자신의 정체를 어머니로 밝힌 경북 내방가사 2 소재 <벌교>를

분석하도록 하겠다.

아여 드려바라 어무회포 다리라

필묵 힘을비려 별교 곡조로

모여졍을 젼이 슬푸다 여유

원부모난 무일고 ㉠너을덧쳐 송별고

촌이 함괴와셔 너길을 촉니

뉘영이라 사양리 팔십피 셔고

부비 상을제워 너부친 뒤셔고

영광을 가건마 다시옴 각니

이별이 젹실다 분읍 이셔시며

심회 이럿랴 인동읍 양말촌

이 닷 길고긴 월

로가고 잇틀가고 일 연가니

미셩 어린간장 손상이 오되랴

㉡시졀은 워〃고 안심은 부동되

쳐음으로 국믹국 면은 언지노

일시도 고이야 우슈가 오락가락

쳔망염 어무각 침식이 불감다

심회랄 못이져셔 불식을 상완니

져두견화 금슈 둘너

토목이 동여 쳐어츈이라

조 노고 화영이 빈이

경치도 좃컨이와 물도 시와라

노금방초 승화시 잇둘 기림이라

화풍이 놉피불어 노금을 흔드 듯

눅화 너얼골 눈얼풋 보이난

어미 너의셩리 호련 들리난

집신이 여 이 업

<벌교>의 화자는 시작과 함께 “아여 드려바라 어무회포 다리라 /

필묵 힘을비려 별교 곡조로 / 모여졍을 젼이”라며 청자에게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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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적극적인 태도로, 자신의 회포(懷抱)를 전한다. 화자는 모녀간의 정을

전하기 위해서 <별교>를 지었다고 창작의 이유를 밝힌 다음, “슬푸다

여유 원부모난 무일고”라며 “여유”과 “원부모”로 상징되는 시집

가는 딸과의 생이별에 대한 자신의 슬픈 심정을 토로한다. 화자는 시집으

로 떠나는 딸과의 이별 장면을 진술한다. ㉠에는 딸을 맞이하러온 시집 식

구들, 딸과 함께 시집으로 가는 남편과 배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화자는 자신의 심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길을 재촉

하는 시집 식구들과 그들의 명을 거스를 수 없는 친정 식구들의 모습을 통

해 딸과의 이별을 슬퍼하는 화자의 속마음을 드러낸다. 그리고 딸을 시집

보낸 부모라면 누구나 같은 마음이겠지만, 남들보다 화자가 딸을 더 걱정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딸이 가야하는 시댁인 인동읍(仁同邑)이 너무나 먼

곳이기 때문이다. “이 닷 길고긴 월 / 로가고 잇틀가고

일 연가니”처럼 삼백 리는 하루 이틀 만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

다. 그래서 화자는 “미셩 어린간장 손상이 오되랴”라며 오랫동안 길

위에 있을 딸을 걱정한다.

이어지는 내용을 고려할 때 ㉡은 ㉠과 비교해 더 시간이 지난 때로 추측

된다. 그렇지만 화자는 “시졀은 워〃고 안심은 부동되”처럼 도저히 마

음을 놓을 수가 없다. 화자가 날씨를 괴이하게 느끼고, 오락가락 내리는 비

도 불편하게 느끼는 것은 모두 딸에 대한 걱정 때문이다. 뭐라고 말할 수

도 없는 처지이기에 화자는 천사만념(千事萬念)으로 침식(寢食)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자신의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화자는 경치와 물색을 감

상한다. 그러나 화자의 마음은 더 황란(遑亂)할 뿐이다.19) 녹음방초승화시

(綠陰幽草勝花時)라고 칭할 정도로 계절은 봄에서 여름으로 변했건만 “눅

화 너얼골 눈얼풋 보이난 / 어미 너의셩리 호련 들리난”

처럼 딸에 대한 그리움은 더 심해졌다. 지금까지 분석을 통해 <벌교>의

화자는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배경이나

분위기에 이것을 녹여내는 방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는 여성 화자의 계녀가가 철저하게 교훈을 전달할 뿐

남성 화자 가사처럼 딸과의 이별에 대한 섭섭함이나 그리움 같은 심정이

19) 이본에서 “집신이 여 이 업”는 “졍신니 황난여 모의 어렵도다”로
되어 있다. 하성운·김영, ｢계녀가류 규방가사 별교사의 새로운 이본 자료와 작품 분석
｣, 문화와 융합 61, 한국문화융합학회, 2019, 6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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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20) <별교>를 통해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별교 곡조로 / 모여졍을 젼이”라고 창작

동기를 밝힌 것처럼 이 작품 역시 정서적인 이유에서 창작되었다.

한편 조선민요집성 소재 <계녀가(誡女歌)>는 앞서 살펴본 작품들과

달리 화자의 정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여타의 정보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렇지만 화자와 청자의 관계만큼은 매우 가깝고 친밀하게 나타난다.

兒孩야 들어바라 내本來 疏漏하야

凡事에 等閑하고 ㉠子女慈情 바이업서

五男妹 너하나를 十七年 生長토록

一言半辭 敎訓업시 自行自長 길너스니

見聞이 바이업서 一無可觀 되얏스니

年旣長成 하얏스매

(중략)

㉡너비록 미거하나 資質이 倣似하니

敎訓이나 하여볼가 오날날 하난말이

너해듯기 갓트나 人性이 本善하니

첫나면 되나니라 古史에 실닌말삼

歷々히 잇건마는 張皇하야 다못하고

大綱으로 記錄하니 仔細히 들어두고

銘念하야 잇지마라

이 작품의 화자는 청자를 ‘아이’로 부른 뒤에 자신과 청자 간의 가족 관

계를 중심에 놓고 이야기를 한다. 자신이 소루한 성격이라 범사를 등한시

했다고 말한 것이 일종의 겸사인 것처럼, 17년 동안 딸아이를 한 마디 교

훈 없이 길렀다는 것이나 딸아이가 견문이 없어 볼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

한 것 역시 겸사의 표현이다. 여기에서 핵심은 ㉠에서 자정(慈情)이 바이없

다고 한 것처럼 딸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지극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작품은 교훈을 전하기에 앞서 딸을 정서적으로 격려하고 지지하는 모습을

보인다. ㉡에서 작자는 비록 미거한 점이 있지만 부모를 닮아서 잘 해낼

수 있다며 딸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보여주고, 인성이 본래 선하니 깨우치

20) 송재연, 앞의 논문, 2000, 50면.



- 82 -

면 할 수 있다고 딸을 타이르며 용기를 북돋아 준다. 감정적으로 딸을 지

지하는 내용에 비추어 보면 “古史에 실닌말삼 / 歷々히 잇건마는 張皇하야

다못하고 / 大綱으로 記錄하니 仔細히 들어두고 / 銘念하야 잇지마라”라는

구절은 단순한 명령과 지시가 아니라 딸을 향한 사랑과 기대에서 비롯되었

다. 이 작품 역시 청자에 대한 화자의 사랑과 기대로 인하여 창작되었다.

지금까지 화자와 청자가 매우 가깝고 친밀한 관계를 보이는 작품들을 분

석한 결과, 이들 작품들에서 화자는 청자에 대한 여러 감정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한 감정들은 모두 청자와의 친밀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작품

에서 언급된 것처럼 “사랑”, “모여졍”, “子女慈情” 등의 감정들이 작품 창

작의 주요한 동기로 작용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주제구현 방식은 다

음 항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일상 지침의 직접적 제시

청자와의 친밀감에서 창작된 작품들이 어떠한 방식을 사용하여 주제를

구현하고자 했는지 가 소재 <계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부모님게 관졔 셰슈을 일즉고

문밧긔셔 졀을고 갓가이 나아안

방이나 뎝쇼온가 잠이나 편신가

살들이 물른후의 져근 듯 아가

그만코 도라나와 진지을 차일젹의

식셩을 무려가며 반찬을 맛게여

려안진지고 식상을 물인후의

할일을 살아보라 다른일 업다시면

졔방의 도라나와 일손을 밧비드려

홍동 지말고 자쥬 여쓰라
㉡젼역을 당거든 앗츰과 갓치고

어을물 당거든 베와 갓치고

어듸로 누으실고 자셔니 사라보아

이불을 졍케펴고 잘이을 편케되

부모임 긔력보고 부모임 말심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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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여 말니시면 그만코 아다가

졀고 도라나와 등쵹을 도두오고

할일을 각여 을보나 일을나

이시니 안다가 밤들거든 자거쓰라

<계녀>의 화자는 시집 생활에 필요한 첫 번째 교훈으로, 구고(舅姑)

즉 시부모를 모시는 일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은 혼정신성(昏定晨省)

에 관한 것으로, 방은 추웠는지, 잠자리는 불편한 것이 없었는지 시부모께

살뜰히 여쭐 것을 주문한다. 식사와 관련해서도 식성을 물어가며 반찬을

준비하고, 상을 들고 옮길 때에도 꿇어앉아서 할 것을 당부한다. 심지어 상

을 물린 뒤에도 어른께 남은 일을 여쭙고, 일이 없다 하시면 방으로 물러

나 부지런히 일손을 도울 것을 말한다. 화자는 딸의 일거수일투족을 놓치

지 않고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있다. 화자의 이러한 태도는 ㉡에서도 계속

된다. “젼역을 당거든 앗츰과 갓치고 / 어을물 당거든 베와 갓치

고”라는 구절은 저녁에 할 일이 아침에 한 일과 같고, 어두울 때 할 일

이 새벽에 한 일과 같다는 것으로, 앞서 ㉠에서 말한 혼정신성을 반복한

것이다. 시부모가 눕는 방향을 잘 생각해서 이부자리를 잘 준비하라고 한

것도, 그 과정에서 부모님 건강을 살피고 그에 따라서 부모님 말씀대로 하

라고 한 것도 모두 혼정신성의 일환이다. 화자가 청자를 향해 유사한 내용

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은 화자가 청자에게 시집생활에서 필요한 구

체적인 행동 지침을 주고자 했고, 그것을 실천하는 일을 매우 중요하게 여

겼음을 의미한다.

아래는 규방가사 I 소재 <여아펴라> 중 시부모를 섬기는 항목과 관

련한 부분이다. ㉠은 시부모 대하는 법에 관한 것이고 ㉡은 시부모 식사를

준비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시부모로 말을면 구로지은 업다나

여필종부 난법이 소중은 더니라

㉠역시의 닷난되로 마음 극진토록

낫빛을 온화게 소리을 유순게

시시로 문안고 화온을 피여

방이 춥지안케 시치 안이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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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로갓치 어김이 업설지라

뭇난말 잇거든 지체업시 답고

씨기난일 게시거든 민첩기 행여라

랑이 기푼록 조심을 더욱여

감을 잇지말고 방심지 말지어다

조흔일 잇드도 소리나기 웃지말고

중이 게시거든 화정무지 이요

일 잇드라도 발명을 면

말척 난이라

㉡조석진지 공양은 정성이 일이라

부귀가인 안이어든 진수성 어이랴

씨근밥을 짓드례도 정결을 쥬의고

잇난로 만고 식성라 간마추어

나물국을 린도 뜨시도록 엿스라

서거푸지 아니토록 지성으로 밧드러라

㉠에서 화자는 딸을 향해 비록 친정부모와 같은 구로지은(劬勞之恩)은

없지만 여필종부(女必從夫)의 법을 따라야 한다면서 시부모를 대할 때 마

음을 극진히 할 것을 당부한다. 화자는 그 방법으로 안색과 음성을 적절하

게 하며 자주 문안을 드리고, 시부모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자세히 살펴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한다. 화자는 청자에게 세세한 지

침을 안내하고 있다. 특히 언행에 있어서 물으시거든 얼른 대답하고 시키

시거든 재빨리 행하라고 원칙을 제시한 것은 낯선 시집에서 모든 것이 조

심스럽고 자신이 없는 딸에게 매우 유용한 지침이 되었을 것이다. 화자는

한 걸음 나아가 청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미리 알고 그것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시부모의 식사를 준비하는 일은 가 소재 <계녀>에서 ‘부

모을 효양졔 구쳬만 젼쥬여 / 곱풀졔 업게고 치울졔 업게되’라

고 한 것처럼 며느리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일상적 행위였다. 하지만

낯선 시집에서 모든 일이 서툴 수밖에 없는 새색시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

운 일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일에 정성이 제일인 것은 분명하지만 며느

리에게는 정성을 표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아는 것도 필요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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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작자는 부귀한 가인(家人)이 아니면 진수성찬을 차릴 수 없다면서 청

자의 마음을 일단 안심시킨다. 대신 밥을 짓더라도 정결하게 해야 하며 있

는 대로 장만하되 부모님 식성에 따라 간을 맞추어 준비하라고 말한다. 화

자는 청자의 상황을 충분히 염두에 두면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안내

하고 있다. 나물국을 끓인다면 따뜻하게 드실 수 있게 하고, 밥을 풀 때에

도 서툴지 않게 지성으로 받들라고 말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이러한 태도는 다른 작품에서도 확인된다. 아래는 규방가사 I 소재 <권

실보아라>이다.

㉠나무게 취졸말고 니웃람 즁고

팔노 오난손님 시러말고 젹빈고

적션면 과류여경 될터인니 나무구셜

얻지말고 ㉡후덕신 안사돈과 인신

밧사돈계 억쳔만 모라난일 로물고

의려온일 통졍야 조심고 조심며

우리사돈 남다라신 신로 너

범면리

이런심화 불평거든 너의마암 어가

어런압 굽니러셔 어런압 슌종면

못일 발명말고 슐질기난 양분계

인녁지비 슐닛거든 잔견의 걸너셔

맛계 듸워셔 로맛 봉진면

시부모님 어러신 시비곡직 모라시고

비졍짓 시나마 발명말고 슌죵고

기말고 화슌라

㉠은 접빈객과 관련된 내용이다. 화자는 청자에게 남들에게 비웃음을 사

는 일과 남의 구설에 오르내리는 일은 피하라고 당부하면서 이웃을 중히

여겨 적선을 쌓아 경사를 이루라는 교훈을 전한다. 이어서 화자는 ㉡에서

시부모를 모시는 일을 구체적으로 말하기 시작한다. 화자는 시부모를 각기

“안사돈”과 “밧사돈”으로 호칭하며 시부모께 모르는 일은 자주 묻고, 어려

운 일은 사정을 말씀드려 조심하라고 구체적인 지침을 준다. 예컨대 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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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들께 잘못한 일이 있으면 바로 발명하지 말 것을 당부하다. 그러면서 화

자는 청자에게 술을 즐기시는 두 분께 익은 술을 잘 걸러 때에 맞추어 봉

진(奉進)하면 시어른들께서 시비곡직을 따지지 않으실 거라고 살짝 귀띔한

다. 이는 상당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21) 화자가 지극

히 개인적이라고 할 수 있는 시부모의 기호를 반영한 지침을 줄 수 있었던

것은 시집으로 떠나는 딸을 향해 연이어 “가련다”라고 탄식한 것처럼 딸

에 대한 사랑과 걱정이 컸기 때문이었다. 청자와 더할 수 없이 가까운 관

계였던 화자였기에 청자인 딸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청자에게 필

요한 구체적인 지침을 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시부모효성고 군공경하며

동기간우고 족친화목하며

남람 수작할오너수작 잇지말고

봉사 접빈예절을 차자하고

음식지절 조촐고 이복기명 정결하고

가정을 정야 시숙응잇지마라

빈부가 달나시나 처신사 다을손냐

㉡시부모와 금실간여혹미워 할지라도

효성자나고 공경인사나니

구고낙을삼아 귀용을 할줄알면

공부럽잔코 석숭을 우슬리라

㉢혼정신정 구고방괴렴다 사렴말고

전구지역 지처역을 직분으로 아라서라

반동탕 정결한진수성부려할가

헌옷가지 중히알며 옷시 쉬운리라

미운아기 안아주라 우난소그친법과

주린아거다주면 그도역시 적선이라

빈한람 홀말고 부자락고 교만마라

남첨영 무서워라 시가난 말도만타

남험언 하지말고 안다고 자랑마라

능히아난 일이라도 잘한다 하지말고

21) 송재연, 앞의 논문, 2000, 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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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드른 말이라도 굉기기을 조심라

여렷나리 덥다도 오실벗고 나지마라

이웃람 좃타도 주가기 즐겨말고

친할수로 공경고 오수록 조심라

㉣물인복이되고 정성성경이라

늬가가서 조흔소식 귀드리오며

처가영광 처아기니 그아닌 조흘손가

지중지 너각이 간절하고 간절하다

위는 규방가사집 소재 <경여가>로, ㉠에서 화자는 청자에게 시집살이

에 필요한 교훈을 전한다. 시부모께 효성하고 남편을 공경하며, 동기와 친

척 간에 화목하게 지내고, 봉제사 접빈객의 예를 다하여 쇄소응대(灑掃應

對)를 잘 하고, 치산과 출입에 신경 쓸 것을 당부한다. 앞서 살펴본 가 
소재 <계녀>와 규방가사 I 소재 <여아펴라> 및 <권실보아라>와

비교하면 일상생활에 관한 지침이 매우 압축적이어서 자칫 소략해 보이기

도 한다. 그러나 ㉡에서 화자는 혼정신성을 비롯해 시부모와 남편과 함께

생활하는 데 필요한 교훈을 다시 꺼낸다. 특별히 ㉢에서는 명령과 지시를

의미하는 ‘-하라’와 ‘-마라’의 어미를 사용하여 시집에서 삼갈 일들을 구체

적으로 안내한다. 그것은 앞서 말한 내용을 반복한 것으로22) 화자의 의도

가 청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침을 주고 그것을 실천하게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화자는 ㉣에서 청자인 딸을 향해 참고 정성을 다하면

복이 되고 경성(敬誠)을 이룰 테니 아버지로서 너의 좋은 소식이 들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한 뒤에 애지중지한 네가 보고 싶다면서 청자를 보고 싶은

마음을 간절히 드러낸다.

청자에게 일상생활에 대한 지침을 반복하여 가르치면서 청자에 대한 그

리움과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화자의 모습은 규방가사집 소재 <계여가>

에서도 확인된다. 이 작품은 아버지가 죽은 어머니를 대신하여 시집가는

22) 박경주는 남성 화자 규방가사를 다루면서 <권실보아라>, <여아펴라>, <계여가>
는 서사 이후에 딸을 키워 시집보내기까지의 과정에 얽힌 화자의 심정을 기술하고 교
훈적 내용이 이어진 후 다시 아버지의 석별의 정이나 당부가 제시된 후 결사로 작품
을 맺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경여가>는 화자의 체험 기술과 교훈적 내용이 앞의
세 작품보다 한 차례 더 반복되는 구조가 나타난다고 보았다. 박경주, 앞의 논문,
200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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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에게 준 계녀가다.

거분곤몽 정후남여 야다

부모님깁흔은덕 어난여 다할손가

물며 우리분여 만단숙회 남다르니

㉠오남여 너남기화요초 비손양

여옥 보야 호 갈여이

부모그원 엇덧며 고가명문 성취시겨

요죠현슉 며랄니라 현철덕회로다

압두고 영화미 보니

너아비 운느로 정묘이월 원슈로다

현슉덕너모친 금고업난 졍으로

너남어두고 영결종쳔 단말가

오라 그시경 화졍춘화 그안닌가

고물고물 어린동너형엇고

너형엄미업시 슈잇나

너어마 너를나셔 남후 쳐음으로

만고업난 을나고 음과금과 량야

노롱여 허쥰화 형옥 조타도

너두을 안박구고 쟝즁어라만져

호젹빈과 누조션 등졀

다골몰 그가온시라도 못울기로

알들들 길루다가 루도 악다

표기에 오류가 있어 보이지만 <계여가>는 건곤과 남녀의 이치로부터 시

작하고 있다.23) 이어서 화자는 부모의 깊은 은덕을 어느 자식도 모두 갚을

수 없다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말한 다음, ㉠에서 가족사를 이야기한

다. 화자는 오남사녀(五男四女)의 많은 자식을 두었는데 신비로운 기화요초

(琪花瑤草)에도 비할 수 없다면서 자식들을 옥과 같은 보배에 비유하며 애

지중지한다. 화자가 바라는 것은 “부모그원 엇덧며 고가명문 성취시겨 /

23) 앞서 살펴본 <경여가>와 마찬가지로 <계여가>도 필사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인지
아니면 필사본을 활자본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표기가 정연하지 않은 구절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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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죠현슉 며랄니라 현철덕회로다”처럼 자식들이 명문가의 자제와 혼

인을 하여 각기 좋은 며느리와 사위를 얻는 것이었다. 자신의 소원이 머지

않아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던 화자는 액운(厄運)을 만났다면서 정묘년

(丁卯年) 2월에 현숙하고 덕행을 지닌 아내가 갑자기 죽은 사실을 이야기

한다. 그런데 화자가 기억하는 아내의 모습은 네 명의 남자 아이를 낳은

뒤에 딸인 청자를 낳아 기뻐했던 모습이다. 다시 말해 화자는 “너남

어두고 영결종쳔 단말가”라며 자식인 청자와 연관성 속에서 아내의 죽

음을 기억하고 있다. “알들들 길루다가 루도 악다” 이후에 진술

한 것은 어머니 없이 자란 자식들이 서로를 의지하며 성장한 애처로운 이

야기다.24) 화자가 작품의 서사에서 가족사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

던 것은 “우리분여”라고 한 것처럼 화자와 청자가 매우 친밀한 사이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구고보양 후손으로 군시위 경이

구족이 돈목니 일문이 화락야

소가 아기도령 원근친척 빈손님

은공고 단공야 말슈업시 고

침셕방젹 근검고 음진슌키라

㉡부여쳔만실 유순이 일이라

존고락지 온후 지지 나물여

음식을 졍키고 갈지담질기거더

쥬님조슈 곱기고 쳔만난일을

의로 쳐단말고 뭇고면 후업다

㉢조석으로 국지거던 시누게셔 맛슬보고

지서던 시모님맛슬보고

원근빈구고님게 명명밧고

유리모여놀지업시 섯진말고

24) “너어마 어진부 회션후손니라 / 효우 가진견문 어이그리 현철고 /
너어마 를바다 너형품품고 / 통곡 초종너형무휼야 / 
곱흔가 졋먹이며 몸울가 니불려 / 져진리 지가눕고 마린리 너를눕혀 / 어미
가치 길너니 너오날 셩취은 / 너형 덕이라 잇지마라 잇지마라 / 너
형 잇지마라 이젼도 드문분여 / 효셩우극진이 유관고 기히다” 규방가사
집 소재 <계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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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소연 오시거던 경망키 반겨마라

늘근노비 후고 졀문노비 슌키불너

소가 쳥거던 명영업시 가지말고

복입고 슈히말고 용모단조마라

노더라도 조심고 천연면 실수업다

밤이면 늣고 비면 일즉이려

방과쳥을 리실고 ㉣구고님문안

평안이 쥬무신가 방이차지 안니시며

역역히 뭇온후 물너나와 조심야

언어을 나즉나즉 기침도 크기말고

와달을 친진말며 압만보고 단니면셔

니을 쥬밀키로 알들들 하여라

㉡에서 화자는 부녀의 행실 중에서 제일은 ‘유순(柔順)’이라고 하면서 
시경 첫머리에 있는 국풍(國風) 주남(周南) <관저(關雎)>의 ‘종고락지(鍾

鼓樂之)’, ‘참치행채(參差荇菜)’와 <갈담(葛覃)>의 ‘갈지담혜(葛之覃兮)’ 등

을 인용하여 모범적인 여성상을 제시한다. 그러나 일부 구절이 원문과 일

치하지 않는 것처럼 화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유순’이라는 추상적 가치

가 아니라 그것의 구체적인 실현태다. 그것은 아내를 잃은 화자와 어머니

를 잃은 청자의 특별한 가족사에서 기인한다. 어머니에게 제대로 된 교훈

을 받지 못한 청자가 시집에서 행여 실수할까 두려운 화자는 “쳔만난

일을 / 의로 쳐단말고 뭇고면 후업다”라며 청자에게 자의적으로 일

을 처리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한다. 화자는 ㉢에서 여러 상황과 그에 따

른 대처 방안을 자세히 설명한다. 예컨대 조석으로 국을 끓일 때에는 시누

이에게 묻고, 제사떡을 찔 때에는 시어머니에게, 원근의 손님을 대접할 때

에는 시부모에게 물으라고 말이다. 이어서 “유리”, “집안소연”, “늘근노

비”와 “졀문노비”, “소가”, “용모” 등 여러 경우를 열거하고 각각의 상황

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을 안내한다. 그리고 ㉣에 이르러 다시금 혼정신성

(昏定晨省)을 비롯한 시부모 섬기는 일을 이야기한다. 앞서 구고(舅姑)와

군자(君子), 구족(九族)과 일문(一門) 등을 잘 섬길 것을 말한 것을 상기한

다면 다시금 혼정신성을 비롯하여 시부모를 잘 섬기라고 말한 것은 일상생

활에 관한 지침을 반복하여 가르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청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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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끼는 화자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청자를 향한 화자의 간절한 마음

은 작품에서 계속 유지된다. 화자는 작품 말미에서 “달발고 안올아비

각 나거덜랑 / 이것여 피어들고 글시난 얼골본듯 / 연을낭 말듯난듯

살펴살펴 일너보며 / 시라도 관가 우슙다 아야”라며 청자에 대한

자신의 염원을 표현한다.

㉠시부모전 드러가서 예로셔 보올젹

전전경경 조심야 고이안고 고이서라

여려람 모인즁실기 시운이라

예고 드러안여려부인 낭고

히히낙낙 드라도 가지도 즐겨마라

타인이 모여노며 편쳔다 느니라

너방드려가셔 단졍이 안자실

도령이나 아가시나 노자고 오시그던

말업시 일어서라 보든마든 안자시면

방여 못오난이 숙흥야고고

혼졍신 잇마고 수고 아침여

㉡국을끄려 맛을볼시누가 업그들낭

종을불면 험담이 업실손야

척고 웃드라도 인몸뒷쳐 웃지마라

단정찬아 모스난이 편이그나 술이그나

오는람 졉라 맘로 지말고

부모님뭇고라 오신손님 가실

랑박젼송라 소기 정이닥가

과실이나 차려다가 낙지여 무졍다

할것이니 동동촉촉 조심라

위는 규방가사집 소재 <행신가>로, ㉠에서 화자는 “시부모”, “여려

람”, “여려부인”, “타인” 등 여러 경우를 열거하고 각각의 상황에 따른 구

체적인 지침을 안내한다. 특히 ㉡에서 열거한 국의 간을 맞추는 일, 평상시

의 행실, 손님을 대접하는 법, 제기를 다루는 법 등의 사례는 앞서 규방가
사집 소재 <계여가>에서 열거된 것들과 거의 유사하다. 이처럼 규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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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집 소재 <계여가>와 <행신가>에서 유사한 내용이 반복되어 나타난 현

상은 이들 작품을 향유하던 이들에게 시집에서 마주할 여러 상황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음을 말해 준다.25) 무엇

보다 낯선 시집에서 새로운 시집 식구들을 상대해야 했던 계녀가의 독자들

에게 이러한 지침은 굉장히 필요한 내용이었기에 반복적으로 언급될 수밖

에 없었다. 화자와 청자의 친밀감은 시종일관 유지되어 작품 말미에서 <행

신가>의 화자도 청자에게 시부모와 남편을 잘 섬기며 시댁 생활에 잘 적

응해달라고 재차 당부하면서 청자를 향한 간절한 그리움을 표현한다.26)

끝으로 규방가사 Ⅰ 소재 <계여가>를 통해서 주제구현 방식의 의미를

생각해보도록 하겠다. 아래는 시부모를 섬기는 항목과 관련한 일부분이다.

어버이 씨긴일을 슬타고 지말고

어버이 말인일을 써우지 말지어라

부모임 즁커든 업드려 감수고

아모리 오르나마 발명을 밥비마라

발명을 밥비면 도분만 필거시고

을 보와가며 노기가 풀인후에

죵용히 나와안찰예로 발명면

부모임 우스시고 용셔를 시더라

시부모를 응대하는 일과 관련하여 화자는 청자에게 시부모님이 시키신

일을 싫다고 하지 말고, 말리신 일을 하려고 하지 말며, 꾸중하시면 엎드려

25) <행신가>에는 접빈객과 관련하여 시댁을 방문한 친정 식구들을 대하는 방법도 함께
설명했다. 거기에서 <행신가>의 화자는 다음과 같이 부친과 큰 오빠가 오더라도 소
매를 잡으면서까지 기뻐하지 말라고 부탁한다. “부탁할것 잇노라 친졍손님 부친이
나 / 남이나 너집가글들랑 / 아무리 반가워도 사잡고 웃지마라”

26) “천년찬어 못스난이 슬푸다 아아야 / 십오십륙 자라나서 여필종부 법을라 / 이
별난 오날날경계말삼 무궁나 / 온뭇경계 다자니 너도참아 다모듯고 / 나도
차마 다모할다 허무다 이아야 / 삼유치 자라난는 친졍집을 / 섭섭피 이별고
나가는 너마음 / 갓치 각와 울지말고 잘가서 / 시이 너집이라 시
드러가셔 / 평모실 시부모님 정성봉양고 / 날갓튼 중한가장 열심히 호위
야 / 조흔소식 듯계라 슬푸다 이아야 / 너을보면 어미마암 진정수 업자마난 /
부모이별 너마음 어손야 / 울지말고 잘가거라 근할터이니 / 부부잘
가거라 이별이 눈물이냐 / 눈물이 이별이냐 너소귀/ 너모습 눈
압압이 말못고 / 철쳔지 포헌이라 무독녀 너나를 / 금아옥아 길여여 이리울
젹 보온지 / 다시부탁 올것은 시가법을라 / 칭밧기 바라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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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듣고, 옳은 일이라도 그 자리에서 바삐 변명하지 말라고 이른다. 바삐

변명하면 오히려 화를 돋우니 얼굴색을 보고 노기가 풀린 후에 조용히 찾

아가 뵈어서 해명하라고 타이른다.27) 청자를 향한 화자의 교훈이 명령이

아닌 조언으로 들리는 것은 그 상황을 직접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처럼 들

리기 때문이다.28) 한편 이것이 시부모에 대한 철저한 복종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비판을 가하는 입장도 있다.29) 그러나 시집으로 떠나는, 떠나야만

하는 청자에게 현실적으로 화자가 해 줄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은 청자에게

필요한 조언을 해주는 일이다. 다른 대안이 없었던 전근대 시기 여성과 그

주변 사람들에게 이외의 방법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요구가 아닐까 한

다.

규방가사 Ⅰ 소재 <계여가>를 비롯해 작품 속 화자와 청자가 정서적

으로 유대된 작품들은 청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낯설고 불편한 시집살이에

서 쉽게 마주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 관해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

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처럼 화자가 청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침

을 전달하는 데 주력한 것은 이들 작품의 작자가 자신과 감정적으로 연결

된 독자들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해결해 주고자 하는 의도가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 이념의 전달과 논리적 동조

이 유형에 해당하는 작품들에서 화자와 청자는 어느 정도의 심리적 거리

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들 사이에 친밀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앞

절에서 살펴본 첫 번째 유형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약하게 느껴진다. 그것

27) 이본에 따라 “부모임 씨긴일을 실타고 지말고”에서의 ‘부모님’을 ‘어머니’나 ‘어버
이’로 변개하기도 하지만 나머지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 경북 내방가사 1 소재 <게
여가>와 <경게가>에서는 ‘어머니’로, <경사라>·<계여가>에서는 ‘어버이’로 되어
있고, 경북 내방가사 2 소재 <경계가라>에서는 동일하게 ‘부모님’으로 되어 있다.

28) 이 부분과 관련하여 최상은도 시집살이의 법도를 전달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본
인의 경험에서 터득한 삶의 요령을 일러주고 있는 것으로, 친정어머니의 간청이 들어
있다고 보았다. 최상은, ｢계녀가의 교훈과 정서-도학가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
국시가연구 8, 한국시가학회, 2000.

29) 강명관, 열녀의 탄생, 돌베개, 2009, 4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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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들 작품이 가족보다 더 큰 집단인 문중에서 창작 및 향유되었기 때문

이다. 작품에 따라 화자가 청자와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려는 태도를 보이

기도 하는데 전체적으로 화자가 유교 이념에 의거하여 청자에게 규범을 강

조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화자와 청자 사이의 심리적 거리가 계속 유지되

고 있다. 선행 연구에서 이른바 제이변형계녀가로 분류된 많은 작품들이

이 유형에 속한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작품들은 다음과 같다. 기슈가(1876): <경게>,
규장각본 나부가(懶婦歌)(1903 이전): <나부가>, 여자가(1906): <발몽
가>, 계녀록(1910): <녀자실긔>, 계여가(戒女歌)(20세기 중반):

<곈여가라>, 조선민요집성(1948): <규중행실가>, 규방가사 I(1979):
<신가>·<행실교훈라>·<훈민가>·<규방졍훈>·<회인가>·<규문전회

록>·<경계사라>·<부여교훈가>, 전통문화의 맥(1987): <계녀가(戒女歌)>
②·<효행가(孝行歌)> ②, 경북 내방가사 1(2016): <경계사>·<경가>·
<계여가라>·<규중교훈가(閨中敎訓歌)>·<여자경개가>·<여자교휸가>·<훈

민시>.

1) 문중의 결속

우선, 계녀가의 창작 및 향유의 계기를 제공하는 ‘신행(新行)’을 제목으로

사용한 규방가사 I 소재 <신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다.

건곤이 초판고 일월이 광명하야

사람이 겨시니 만물즁실녕다

인황시 분후복희시 법을지어

가시집 마련니 인간경이라

남혼녀취 예절노셔 륙녜랄 가츄오고

오륜이 온졀하니 만고황 졔일이라

규방가사 I 소재 <계여가>가 “아야 드러바라 내일이 신이라”로, 
규방가사집 소재 <권실보아라>가 “가련다 귄실권실라 니말삼 드러바

라”로, 교녀가 소재 <교녀가>가 “오홉다 녀아들과 세상 녀들아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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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드러보라”로 시작하는 것처럼 앞 절에서 살펴본 작품들은 대부분 화자

가 청자를 호명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설령 청자를 분명하게 호명하지 않

더라도 청자의 존재는 서사에서 현상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면서 화자는 청

자에 대한 솔직한 심정을 전하는 경우가 많았다. 더욱이 거기에 표현된 감

정이나 서술된 사연 등을 통해서 우리는 이들 작품들에서 화자와 청자가

매우 가깝고 친밀한 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규방가사 I 소
재 <신가>에서는 청자를 호명하기는커녕 교훈가사의 담론 구성에 필수

적인 청자의 존재는 생략된 채 화자의 목소리만 제시되고 있다. 주지하다

시피 계녀가류 규방가사와 같이 기존의 이념에 바탕을 둔 당위적 명제를

영향력 있게 전달하고자 하는 교훈가사에서는 진리를 전달하는 화자의 발

화를 들어주고 그것의 정당성을 확보해주는 현상적 청자가 설정되는 경우

가 많다는 점에서30) <신가>의 서사는 무척이나 독특해 보인다. 거기에

등장하는 대상들은 모두 추상적인 성격을 가진 것들로, 유교 이념의 구성

물들이라고 할 수 있다.

제1행에서는 “건곤이 초판고 일월이 광명하야”라며 하늘과 땅이 처음

갈라지고 해와 달이 밝게 빛나고 있음을 말한다. 이어지는 제2행에서는

“사람이 겨시니 만물즁실녕다”라며 사람의 탄생과 더불어 사람이

신령한 존재임을 말하고 있다. 제1행이 시공간적 배경에 관한 것이라면 제

2행은 그 속에서 활동하는 인간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어지는 제

3행에서는 이른바 삼황(三皇)이라고 하는 중국 고대 전설에 나오는 임금인

인황씨(人皇氏)와 복희씨(伏羲氏)가 언급된다. 인황씨는 구주(九州)를 다스

렸고, 복희씨는 혼인 제도를 만들었다고 알려진 이들이다. 여기서 중국 고

대의 제왕을 언급한 것은 이어지는 “가시집 마련니 인간경이라”

라는 구절이 앞서 복희씨가 만든 혼인 제도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전설 속 존재이지만 복희씨가 법으로 만들었다는 점을 근거로 화자는 장가

와 시집이 인간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도리 즉 대경(大經)으로서의 가치

와 당위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두 개의 문장으로 구성된 제1행부터 제4행

까지의 내용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를 토대로 화자는 제5행과 제6

행에서 납채·문명·납길·납징·청기·친영의 육례(六禮)를 갖춘 예절인 혼인이

30) 조세형, ｢가사 장르의 담론 특성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41-45면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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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말로 부자유친·군신유의·부부유별·장유유서·붕우유신의 오륜(五倫)을 온

전히 하는, 제일(第一)의 일이 될 수 있다면서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청자

를 가르친다.31) 이어서 화자는 신미년(辛未年) 시월 보름에 있었던 신행에

관해서 진술한다.

신미년 십월지망 은구시신이라

㉡텬기는 쳥명고 풍일이 온화야

단풍엽 불거잇고 국화난만야

조화옹 단쳥필노 좌우산쳔 길여잇고

욱일옹옹 기려기샹텬놋피날아

압길을 지도니 혼일이 기이고

광공도 기졀다 ㉢유유소 놉흔집

유구거지 을바다 냥아지 치려

군호구 을만나 종고락지 년은약

요조숙녀 뉘니른고

녹의홍상 갓촤입고 칠보단며니

진초누발근달션텨도 완연다

사인교 화초가마 구샬주렴 반만것고

공쥬갓치 고은신부 신부귀츈 화로셔

은근이 들여안

“신미년 십월지망 은구시신이라”라는 구절을 통해서 화자가 마주한

상황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그러나 ㉡에 나타난 것처럼 혼인을 대하는

화자의 인식이나 신행길에 관한 작품 속 분위기는 앞 절에서 살펴본 작품

들과는 무척 다르다. 예컨대 규방가사 I 소재 <권실보아라>는 “가련다

여뉴 가련다 / 원부모 니형제말 옛마도 엿사”라며 화자의

처지에 대한 연민과 이별에 대한 슬픔을 토로한다. 반면 <신가>에서는

31) 여기에서 “만고황”은 만고(萬古)와 자황(子黃)의 합성어로 보인다. 만고는 아주 먼
옛날이고, 자황은 지지(地支)의 첫 번째인 자(子)와 십이율(十二律)의 첫 번째인 황종
(黃鍾)을 합친 말로 추측된다. 율려(律呂)에 관한 여러 기록에서 십이율의 순서를 지
지의 순서에 따라 설명한 것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거기에 따르면 십이율의 첫 번째
음인 황종에는 십이 지지의 첫 번째인 자를 병기해 두었다. 이만부, ｢율려추보(律呂推
步)｣, 식산집(息山集) 권 10; 유중교, ｢현가궤범(絃歌軌範)｣, 성재집(省齋集) 별집
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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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일이 기이고 / 광공도 기졀다”라며 그 날에 대한 분위기를 환상적

으로 서술한다. 이 같은 화자의 태도는 앞 절에서 살핀 작품들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에서 화자는 시경(詩經)의 ‘유작유소 유구거지

(維鵲有巢 維鳩居之)’32), ‘요조숙녀 군자호구(窈窕淑女 君子好逑)’33), ‘종고락

지(鍾鼓樂之)’34), ‘백량장지(百兩將之)’35) 등의 어구를 엮어서 전아한 분위

기를 연출한 다음, ‘녹의홍상’과 ‘칠보단장’, ‘공주’와 ‘선녀’ 등의 관습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신부의 형용을 화려하게 묘사한다. 그런데 이들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는 다소 피상적으로 느껴진다. 그 이유는 아래 부분에서

선명히 드러난다.

원부모 형뎌회포 녀탄식 그아닌가

부모슬잠간나 면강자가니

녀인어엿버라 ㉣슈모친 거동보소

가마압달여셔셔 슈근쥬며 손을잡고

말소나젹나젹 못늬못늬 당부니

쳔만훈계로모친훈계 샹야

말마자 법이로다

㉤건근곤슉 남녀성질

부챵부슈 필되야 젹인종부 오날이라

쥬옥갓치 너를길너 이팔방년 조흔시졀

명문셰족 효우명망잇고 놉흔문호

슌못구시을 앙망야 니산쳔

먼먼길옥인군셔니 흔흔장부

일등가장 풍조흔 두목지요 탄복동샹

왕희지라

원부모 원형뎨난 녀유옛법이라

예로부터 잇예절 녀의계 영화로다

㉥둔 어미마남의집 보올

일단조심 안니른가

32) 시경 국풍(國風) 소남(召南) <작소(鵲巢)>.
33) 시경 국풍 주남(周南) <관저(關雎)>.
34) 위의 책.
35) 시경 국풍 소남 <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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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이 남못할가 언어동남못가

치흔결속 남봇가 일심친걱졍

어난이 다알손냐

“원부모 형뎌회포 녀탄식 그아닌가 / 부모슬잠간나 면강

자가니 / 녀인어엿버라”와 관련하여 화자는 앞서 <권실보아라>에서

언급된 원부모이형제(遠父母離兄弟)로 상징되는 여성들의 처지와 아픔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 작품에서 화자는 당사자가 아

닌 관찰자로서 이 사건을 대하고 있다. ㉣은 화자가 관찰자로서 이들을 바

라보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앞서 살펴본 <계여가라>, <여아펴라>, <권

실보아라>와 비교해 혼인을 대하는 화자의 인식과 신행길에 관한 작품 속

분위기가 다른 것은 화자가 관찰자로서의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다.36) 이러

한 태도는 공히 ㉥에서도 나타난다. 화자가 ‘너’ 대신 ‘딸’로 청자를 부르고

있지만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어머니와 딸의 관계로 받아들이기에는 어색

한 감이 없지 않다. “어난이 다알손냐”라는 구절처럼 여전히 관찰자의

시선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품에서 관찰자로 존재하는 화자는 ㉤에서 신행을 앞둔 딸을 둔 모친의

목소리를 전한다. 그런데 여기에 나타난 모친의 당부와 훈계는 앞 절에서

살펴본 작품들과는 매우 다르다. 이 작품의 화자는 유교 규범을 강조하는

데에 힘을 쏟고 있다. 예컨대 “부챵부슈 필되야 젹인종부 오날이라”는

화자가 청자에게 전하고자 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부창

부수(夫唱婦隨)와 적인종부(適人從夫) 모두 남자를 우위에 두었던 전근대

시기의 대표적인 유교 이념이다. 특히 적인종부는 전근대 시기 여성이 따

라야 할 세 가지 도리인 삼종지도(三從之道) 중 하나로, 남편에 대한 아내

의 도리를 뜻한다.37) 화자는 신행을 앞둔 딸의 상황이나 심정이 아니라 기

36) 이는 이 작품의 창작 환경이 다른 작품들과 다른 데에서 발생한 결과일 수 있다. 이
작품의 해제에 따르면 이 작품의 작자는 채병소라고 한다. 규방가사 I에 수록된 계
녀교훈가류 중에서 작자의 성명을 구체적으로 밝힌 작품은 <신가>가 유일하다.
<복선화음가(福善禍淫歌)>에서는 김한림(金翰林)의 증손부(曾孫婦) 이씨부인(李氏夫
人)으로, <훈민가>는 거동댁으로, <경계사라>는 동래정씨로 되어 있다. <신가>의
작자인 채병소의 생몰이나 성별을 비롯한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없기에 자세한
논의는 불가능하지만 화자가 관찰자의 모습을 보이는 것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한다.
권영철 편, 위의 책, 1979, 37면.

37) “부인은 남에게 복종하는 존재이다. 이 때문에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 없고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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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의 유교적 이념과 그 가치를 중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여자의 운명을 상

징하는 시경 국풍 패풍(邶風) <천수(泉水)>의 “여자유행 원부모형제(女

子有行 遠父母兄弟)”를 화자가 “예로부터 잇예절 녀의계 영화로다”라

고 긍정적으로 해석한 것은 이 작품의 지향점이 앞 절에서 검토한 작품들

과 다르다는 것을 재확인시켜 준다. 앞서 살펴본 작품들에서 화자가 혼인

으로 인하여 부모형제와 생이별하는 여자의 운명을 거듭 가련하다고 평가

한 것과 달리 <신가>의 화자는 그것이 옛 법이자 예로부터 있는 예절로

여자의 영화(榮華)라고 상반된 평가를 내린다. 어조로 대변되는 화자의 태

도가 시의 주제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38) 같은 성격의 사건에 대하여

화자가 상반된 평가를 내린 것은 이들 작품의 창작 동기 나아가 주제구현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시사한다. 무엇보다 <신가>의 처음인 ㉠과 신행

을 떠나는 딸을 둔 모친의 훈계인 ㉤에서 유교 이념을 구성하는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제시되었다는 것은 이 작품의 창작 동기가 앞의 유형과는 다르

다는 것을 뜻한다. 작품 말미에서 화자는 자신을 “강촌노인”이라고 칭했다.

작품 중간에서 “강촌노인”이 신행을 떠나는 청자에게 전언을 하는 상황을

제시한 것으로 보아 화자는 청자와 같은 문중 구성원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신가>의 화자는 당사자가 아닌 관찰자로서

청자와의 거리를 유지한 채 기존의 유교 담론을 강조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규방가사 I 소재 <훈민가>에서도 확인된다.

이화새상 사람들아 이내말삼 들어보소

천지가 개벽후에 사람이 생겻도다

남여를 분간하니 부부간 이섯도다

부자유친 하흔후에 군신유의 하엿세라

충신불새 이군이요 열어불경 이부절은

천지천지 상경이요 고금지통 이거시다

따르는 도리가 있다. 집에 있을 때에는 아버지를 따르고, 남에게 시집가서는 남편을
따르고, 남편이 죽으면 아들을 따른다. 그리하여 감히 스스로 이루는 바가 없어서 가
르침과 명령이 규문을 나가지 않고 일은 음식을 마련하는 것만 할 뿐이다(婦人伏於人
也 是故無專制之義 有三從之道 在家從父 適人從夫 夫死從子 無所敢自遂也 敎令不出閨
門 事在饋食之間而已矣).” 소학(小學) 명륜(明倫).

38) Cleanth Brooks, Robert Penn Warren, Understanding poetry, 4th ed.,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76, p.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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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 여자행동 어럽고 어렵도다

부모형제 멀리하고 가장에게 이탁하야

일평생 먹은마음 엇지해서 잘지낼고

제1행에서 화자는 “이화새상 사람들아 이내말삼 들어보소”라며 세상 사

람들을 상대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말한다. <신가>와 비교해

이 작품에서는 현상적 청자가 설정되어 있고 청자를 대하는 화자의 태도도

적극적인 편이다. 하지만 <신가>와 마찬가지로 청자의 구체적인 상황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대신 제2행에서 ‘천지’와 ‘사람’을, 제3행에서 ‘남녀’

와 ‘부부’를 제시한다. 이들은 유교 이념과 그에 따른 유교 담론을 구성하

는 존재들로, 앞서 <신가>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다만 <신가>의 ‘건

곤’과 ‘남혼녀취’를 현대적인 표현에 가깝게 ‘천지’와 ‘부부’로 바꾸고, ‘사람’

과 ‘혼인’에 관해서 ‘만물 중 가장 신령한 존재’이며 ‘육례를 갖추고 오륜을

온전하게 하는 예절’이라는 설명을 생략했다. 대신 제4행에서 오륜을 구성

하는 하위 항목인 부자유친과 군신유의를, 제5행에서 널리 알려진 관용구

인 충신불사이군(忠臣不事二君)과 열녀불경이부(烈女不更二夫)39)를 언급한

다. 제6행에서는 이것이야말로 천지의 일정한 법칙이요 고금에 통하는 원

리라고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 강조한다. 이를 토대로 화자는 제7행에서

는 “그중에 여자행동 어럽고 어렵도다”라고 한 뒤에 여자가 처신하기 어려

운 이유를 제8행과 제9행에서 서술한다. 화자의 어조에서 화자의 감정이

묻어나지만 앞 절에서 살핀 작품들처럼 직접적으로 감정을 표현하지는 않

는다.

비록 이 작품에서 ‘세상사람들’이라는 현상적 청자가 설정됐지만 <신

가>가 그러했던 것처럼 화자의 전언은 ‘천지’와 ‘사람’, ‘남녀’와 ‘부부’, ‘오

륜’과 ‘충렬’ 등 유교 이념과 그것의 구성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오륜

과 관련하여 화자는 ‘군신유의’와 ‘부자유친’의 차례가 뒤바뀐 이유와 나머

지 항목인 ‘부부유별’·‘장유유서’·‘붕우유신’을 생략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

39) 중국 전국시대 연(燕)나라 장군 악의(樂毅)가 제나라를 공격할 적에 제나라 왕촉이
어질다는 말을 듣고 사람을 시켜 그에게 자기의 장수가 되어주면 만가(萬家)를 봉해
줄 것이고 만일 말을 듣지 않으면 주읍을 도륙하겠다고 협박하였다. 이에 왕촉은 “충
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열녀는 두 남편을 섬기지 않는다[忠臣不事二君, 烈女不
更二夫]”라는 말을 남기고, 목매어 죽었다. 사기(史記) 권82 전단열전(田單列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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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족한 설명으로 인해서 청자는 화자의 전언이 논리적으로 긴밀하지

못하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자가 천지상경(天地

常經)과 고금지통(古今之通)이라며, 청자를 향해 자신의 전언을 시간과 공

간을 초월한 불변의 법칙이라고 확언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전하고자 하

는 유교 이념을 불변의 진리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작품의 제목이 백성

일반을 가르친다는 <훈민가>로 되어 있는 것도 화자의 이 같은 인식과 무

관하지 않아 보인다. <훈민가>처럼 사람일반을 청자로 설정하고 이들을

향해 확고한 태도로 유교 이념을 전언하는 작품으로 규방가사 I 소재
<경계사라>를 들 수 있다.

이세상에 나온남녀 이가사를 읽어보라

무슨가사 지엇난고 남녀으계 훈게사라

차홉다 남녀아해 이가사를 자세삷혀

명심불망 굿기직혀 이대로 실행하라

천지가 개벽후에 유물유측 되엿서라

천부지재 만물중에 무엇이 귀중한고

일만물중 그가운대 사람이 귀중하다

엇지하여 귀중한고 삼강오륜 잇슴이라

삼강이 무엇이며 오륜이 무엇인지

삼강오륜 알갯는야 자세히 알아두라

아래긔록 하엿슨니 차차보면 알것이라

제1행에서 화자는 “이세상에 나온남녀 이가사를 읽어보라”라며 세상 남

녀들을 상대로 이 가사를 읽어보라고 말한다. 이 작품의 화자는 명령이나

지시에 가까운 태도로 청자를 대한다. <신가>와 <훈민가>가 그러했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청자의 구체적인 상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화자는

제2행부터 제4행까지 자신이 지은 가사가 남녀를 훈계하는 가사라면서 “남

녀아해”는 명심하여 잊지 말고 이 가사를 굳게 지켜서 실행해야 한다고 힘

주어 말한다. 종결 어미인 ‘-라’의 반복적인 사용은 화자가 자신의 작품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으며 청자에게 자신의 작품을 전하려는 의지

가 매우 강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화자는 제5행부터 ‘천지개벽’, ‘만물’, ‘사

람’, ‘삼강오륜’ 등의 추상적인 성격의 대상들을 말하기 시작한다. 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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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신가>와 <훈민가>에서도 공통적으로 언급된 것들이다.

화자는 제5행에서 ‘유물유칙(有物有則)’40)이라면서 세상에 존재하는 만물에

는 그것을 움직이는 법칙이 있다고 말한 다음, 제6행에서 “천부지재 만물

중에 무엇이 귀중한고”라고 묻고, 제7행에서 “일만물중 그가운대 사람이

귀중하다”라고 답한다. 화자가 자문자답을 사용한 까닭은 담화 방식의 변

화를 통해 청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동시에 자신의 전언을 강조하기 위

해서라고 해석된다. 화자는 제8행에서 “엇지하여 귀중한고”라고 묻고 곧이

어 “삼강오륜 잇슴이라”라고 답한다. 제5행과 제6행에서의 자문자답이 문

장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면 제8행에서의 자문자답은 어구 차원에서 이루어

졌다. 하나의 행에서 곧바로 자문자답이 이루어진 것은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이념인 삼강오륜을 한층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이런 식의 자문자답은

제9행과 제10행에서도 계속된다. 앞서 <훈민가>의 화자가 그러했던 것처

럼 <경계사라>의 화자도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삼강오륜은 불변의 진리이

며, 청자는 반드시 이 진리를 알아야 한다는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규방가사 I 소재 <훈민가>와 <경계사라> 모두 화자 자신이 믿고 있는

유교 이념과 그에 따른 규범을 청자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창작된 작품이라

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앞서 살펴본 <신가>의 경우처럼 화자와 청자의

관계가 혈연으로 연결된 가족 관계가 아닌 혼인으로 연결된 같은 문중 구

성원이기 때문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 가능성을 기슈가 소재 <경게>를 통해 확인해보도록 하겠다. 이

작품은 연작형 규방가사로 유명한 합천 화양동 파평 윤씨가 규방가사 소
재 <게승위귀여 경게>의 이본이다. 19세기 후반에 창작된 작품으로, 이

유형에 속하는 작품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작품이라고 생각된다.

건곤이 초판니 음양이 가엿도다

만물이 화니 이 읏듬이라

건도 셩남고 곤도 셩여니

40) 사용하는 맥락에 따라 ‘유물유칙’의 물(物)은 군신(君臣), 부자(父子), 부부(夫婦), 장
유(長幼), 붕우(朋友)를, 칙(則)은 군신에는 의(義), 부자에는 친(親), 부부에는 별(別),
장유에는 서(序), 붕우에는 신(信)을 말하기도 한다. 시경 대아(大雅) <증민(蒸民)>
에 “하늘이 사람을 이 세상에 내시니, 사물이 있음에 법이 있도다. 사람들이 떳떳한
성품을 지니고 있으니, 이 아름다운 덕을 좋아한다[天生蒸民 有物有則 民之秉彝 好是
懿德].”라고 하였다. 시경 대아 <증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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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간 음슌이나 셩졍도 판니하다

복희씨 나신후의 가취를 마련

예피로 페아 예볍이 엄졀다

남 유실이요 여 종인이라

여유 원부모 예로부터 샹서로쇠

뉘라셔 어길소냐

위에서 인용한 <경게>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앞서 살펴본 규방가사 
I 소재 <신가>·<훈민가>·<경계사라>처럼 유교의 이념적 세계를 구성하

는 건곤, 음양, 만물, 사람, 남자, 여자 등을 점강식(漸降式)으로 서술한 다

음, 고대의 복희씨 때부터 혼인 제도가 만들어졌고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각기 정해졌다고 전언한다. 이 작품에서는 앞의 행이 후속하는 행의 전제

로 작용하도록 각각의 개념들을 논리적으로 조직했다. 화자는 기존의 유교

담론을 자기 나름대로 재수용하여 청자에게 전언하고 있다. 여기에서 복희

씨를 비롯한 혼인제도에 관한 내용은 규방가사 I 소재 <신가>에서도

서술된 바 있다. 화자는 혼인 제도와 관련하여 “여유 원부모”로 대변

되는 유교 규범을 청자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과정에서 <경게>의 화자는 부모의 형상 대신 세계의 근원인 진리

를 말하는 모습으로 등장한다. 앞 절에서 살핀 작품들의 화자가 부모와 같

은 친밀한 존재의 목소리로 등장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화자의 태도가 다

르게 나타난 것은 이 작품이 가 소재 <계녀>처럼 부모와 같은 혈연

으로 연결된 관계가 아닌 다른 관계에서 전승, 유통되었음을 시사한다. 선

행 연구는 물론이거니와 앞서 분석한 필사기에 따르면 이 작품은 혼인으로

연결된 문중 집단에서 전승되었다. 이 점을 감안할 때 앞서 살펴본 규방
가사 I 소재 <신가>·<훈민가>·<경계사라> 등의 작품들도 혼인으로 연

결된 문중 집단에서 창작과 향유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하여 전통문화의 맥 소재 <계녀가(戒女歌)> ②가 주목된다.

수집 과정에서 이 작품이 “석보 재령 이씨 문중에서 여자 교육용으로 전해

지고 있는 계녀가 가사이다.”41)라는 정보도 함께 조사되었다. 이 점을 고려

하여 작품을 분석하도록 하겠다.

41) 경상북도교육위원회 편, 전통문화의 맥, 1987, 7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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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간 만물중에 유인이 최귀하니

허다만물 있다해도 사람이 주장이라

상제님네 무궁조화 만민이 생겼구나

음양이 포태되고 오행이 점지할제

인륜을 발혔으니 무엇무엇 인륜인고

삼강이 이아니며 오륜이 이아닌가

(중략)

남의처자 되는법이 가장섬겨 열녀되기

열녀불경 이부라고 그말뿐 아니구나

부인치사 조초시발 귀귀협협 기록하니

자세자세 들어보소 부모슬하 자라나서

부인직업 배울적에 모친께 교훈받아

규문밖을 나가잖고 태임의 성훈으로

춘하추동 사시절에 배운것이 여공이라

명주길쌈 삼베길쌈 해저믄줄 모르고서

㉡언문가사 편지도틀 촛불앞에 날새오니

앞집의 작은아기 뒷집의 다큰처자

편지한장 보내주오 나도답장 하여주마

화용월대 고운얼굴 녹의홍상 차려입고

주야장천 모여앉아 규문을 굳이닫고

낮으로면 길쌈방적 밤으로면 언문가사

네가나을까 내가나을까 다퉈가며 배울적에

서로서로 잘배우기 주야장천 힘을쓰니

무엇을 못배우리 만사가 달통이라

듣는것은 다배우고 보는것은 다해내니

명광이 진동하여 일가친척 다알것다

애중하신 부모님이 오작히 사랑할까

잘배워라 잘배워라 아무쪼록 잘배워라

<계녀가(戒女歌)> ②의 화자는 ㉠에서 상제와 만민, 음양과 오행, 인륜

과 삼강의 순서로 유교의 이념적 세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서술하고, 앞

서 살펴본 규방가사 I 소재 <경계사라>와 마찬가지로 ‘삼강오륜’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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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 이념을 중요하게 전언한다. 중략된 부분은 삼강에 해당하는 군위신강

(君爲臣綱), 부위자강(父爲子綱), 부위부강(夫爲婦綱)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위에서 인용한 부분은 삼강 중에서 부위부강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서 화자는 “부인치사 조초시발 귀귀협협 기록하니 / 자세자세 들어보소”라

고 했지만 막상 화자가 진술한 내용은 일상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라

고 할 정도로 자세하지는 않다. 모친으로부터의 교훈을 잘 받아 유교에서

생각하는 이상적 여성상인 태임(太妊)을 본받으며 규문 밖으로 나가지 않

은 채 길쌈방적 등의 여공에 힘쓰라는 것이 전부이다. 대신 화자는 해당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잘배워라 잘배워라 아무쪼록 잘배워라”라며 앞서 전

언한 것들을 열심히 배우라고 반복해서 말할 뿐이다. 교훈의 전언이 구체

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화자의 전언은 단순히 유교 이념을 강조하는 데 그

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화자가 이러한 태도를 취하게 된 데에는 화자와

청자가 심리적으로 먼 관계라는 점이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수집 과정에

서 조사된 정보와 함께 ㉡에서 화자가 “앞집의 작은아기 뒷집의 다큰처자”

를 대상으로 “편지”와 “답장”을 주고받으며 “언문가사”를 배우라고 이른

내용을 통해 이 작품의 청자가 누구인지를 짐작하게 한다. 여기에서 화자

는 청자들의 대화를 직접 인용함으로써 청자와의 거리를 좁히려고 하지만,

고운 용모의 어린 여자들이 단정한 의복을 입고 닫힌 공간에서 여공에 힘

쓴다는 내용은 앞서 규방가사 I 소재 <신가>에서 나타난 것처럼 화자

의 태도가 피상적이라는 인상을 준다.

한편 이 유형에 속하는 작품 중에서 규방가사 I 소재 <규문전회록>의

화자는 청자의 상황에 대해서 연민과 분노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화자와 청자의 심리적 거리가 가깝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러한

감정들은 청자와의 이별이 아니라 유교 이념을 알지 못하는 청자의 현실에

서 비롯되었다. 다시 말해 이 작품의 창작 동기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청자와의 이별이 아니라 유교 이념을 알지 못하는 청자 즉 여성들의 현실

에 분노한 화자가 청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창작되었다.42)

42) “가련한 여들은 규중 장하여 / 이십 거이도록 선경현전 모라근이 / 삼강오
륜 발근쥴과 사단칠정 인난쥴을 / 뉘드려 알아서며 어되보아 들어서리 / 아득히 보
라숨을 혼자 탄하여 / 열여전과 측편 가언편과 선행편의 / 들은로 보온로
대강만 긔록하 / 여자의 타인복은 유순하기 쥬이라” 규방가사 I 소재 <규문전
회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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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화자와 청자가 어느 정도의 심리적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작품

들을 분석해 보았다. 이들 작품에서 화자와 청자 사이에 친밀감이 없는 것

은 아니지만 화자는 그러한 감정을 앞세우기보다는 ‘삼강’과 ‘오륜’ 등의 유

교 이념을 강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것은 이들 작품이 가족보다 더

큰 집단인 문중을 중심으로 창작 및 향유되었기 때문이다. 같은 문중 구성

원으로서 느끼는 친밀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가족 관계에서 느끼는 친밀

감보다는 약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한 주제구현 방식은 다음

항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유교 담론의 재조정

앞서 살펴본 기슈가 소재 <경게>를 통해 이 유형에 속하는 작품들

에서 어떻게 주제를 구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옹명안 안날에

젼기여 납폐네 도화 호시졀에

지우귀 고야 ㉠고향쳔 젹의

여심상비 여로쇠 쳔지갓 부모님

하갓 시로 여랄 라여

슬젼의 넘노다가 엇지여 식은

외인이 되단말가 듕할 예법이여

이 젹당다 물며 여일신

망이 비경네 ㉡의 가문의

듀쟝 현불힌에 셩쇠흥망 마엿도다

팔연 쥿라도 임의 덕이로쇠

한당젹 요란키 규문이 부졍다

국가도 구러키든 유관할 사가로쇠

가빈의 사현쳐 고인이 일넛도다

화자는 시경 빈풍편(豳風篇)의 <동산>의 구절인 지자우귀(之子于歸)를

인용하여 자신이 곧 시집으로 떠나야 하는 처지임을 말한다. ㉠에서는 천

지와 하해 같은 자애를 베풀어 주신 부모님과 고향 산천을 떠나는 일은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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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고 슬프지만 말 그대로 중한 예법이기에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한다. 더

욱이 여자에게 따르는 책망은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걱정을 내비친다. 하

지만 이어지는 ㉡에서 화자는 사람과 가문의 흥망성쇠가 여자의 현불현(賢

不賢)에 달려 있다면서 중국 주나라를 건국한 문왕의 모친 태임(太任)과

문왕의 비(妃)이자 무왕의 모친 태사(太姒)와 관련된 임사지덕(任姒之德)을

언급하고, 이어서 중국의 한나라와 당나라가 요란했던 것이 규문이 부정한

탓이었다면서 여자의 중한 책임을 한 번 더 강조한다. 이러한 생각 끝에

화자는 하물며 국가도 그러한데 사가(私家)는 여성의 역할이 지대하다며

“집안이 가난하면 어진 아내를 생각하고, 나라가 어지러우면 어진 재상을

생각한다(家貧思賢妻, 國亂思良相)”라는 구절을 원용하여 현처(賢妻) 즉 어

진 아내가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한다.43) 이 작품은 유교 담론을

활용하여 유교에서 추구하는 이상적인 여성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유교 담론을 재조정하여 청자에게 전달하는 작품 중 비교적

이른 시기의 작품으로 여자가 소재 <발몽가>와 계녀록 소재 <녀자

실긔>를 들 수 있다.

유쳔유지 허신후의 음양오니긔로다

동셔남북 졍방고 츈츄동 졍시니

산쟝슈쟝 올젹의 만물죠차 삼겨잇

엇지이론 만물인고 강 일로리라
터럭가진 즘이요 날잇금죠로다

젹 벌어지며 비울 고기로다
이것져것 다것 산슈간의 미만다

평원광야 도라보니 사람이 여기잇고나

이사람덜 들어보소 어이야 사람인고

오졍긔 바다나셔 오덕셩 갓쵸완비

긔이다 참위삼아름답다 유차삼강

쳔지임의 오시니 잇읏지 범연헐가

43) 이러한 태도는 조선민요집성 소재 <규중행실가>에서도 확인된다. 거기에서는 한
자식 표현 대신 관련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방식을 취했다. “남녀로
분부하와 내외예절 밝기오니 / 남자난 밖에있고 여자난 안에있어 / 여공에 매인일이
낱낱이 배와잇소 / 남의흥망 성쇠는 부녀얻기 달렸니라 / 시부모를 효양하며 이웃사
람 층찬하니 / 음식시비 문안하고 음식등절 맞기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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녜젹말삼 듯자오니 말물즁의 인긔라

셩인군자 나신후의 열녀뎡부 되야셰라

엇지이른 귀온고 인의녜지 홀노잇

져즘언의을 이사람 가져잇

져즘의 업는의을 이사람 지여잇

져금슈의 못녜도 이사람 갓쵸잇

져금슈 못만지혜 이사람 갓초잇

져금슈의 업신을 이사람 유신코나

다셧가지 이셩품을 즘본업것마

사람의게 홀노잇이것아니 귀소야

위는 여자가 소재 <발몽가>로, 이 작품에서는 기슈가 소재 <경게

>의 서사처럼 현상적 청자를 따로 설정하지 않은 채 “유쳔유지 허신후

의 음양오니긔로다”라며 곧바로 세계의 근본 원리인 천지(天地)와 음양

오행(陰陽五行)에 관한 내용을 전한다. 기슈가 소재 <경게>가 공간과

시간의 범위를 말하지 않은 것과 비교해 이 작품은 “동셔남북 졍방고 츈

츄동 졍시니”라며 방위와 사시를 설정한다. 그리고 이 작품은 보다 치

밀하고 자세한 논리로 세계의 근원과 인간의 본성을 설명하려고 한다. 이

를 위해서 만물을 “터럭가진 즘이요 날잇금죠로다 / 젹 벌어
지며 비울 고기로다”라며 길짐승과 날짐승과 물고기로 구별하고, 사람

의 본성을 오행정기(五行精記), 오행덕성(五行德性), 삼재(三才), 삼강(三綱),

성인군자(聖人君子), 열녀정부(烈女貞婦), 인의예지신(仁義禮智信) 등 다양

한 유교 담론을 활용하여 설명한다. 특히 밑줄 친 부분에서는 인의예지신

과 관련하여 짐승(또는 금수)과 사람을 대비함으로써 인간의 도덕적 우월

성을 강조한다.

들허보쇼 이말들허보쇼 들허보쇼

집〃마다 부인네들 니쇼들허보쇼

쳔지죠판 허온후에 음양지위 나왓씨니

남자가 길젹에 녀들 업실숀가

이마음 착허니 여자실 안일숀가

할님학착문안 만고에 일워쓰니

이셰상에 나신부인 어진일 와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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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녀젼 효녹을 역〃히 와쇼

쥬심으로 본을바다 요죠슉여 되온니라

져만치 자랏씨니 모삼실 왓는고

경셩가 부여들은 호강만 일을삼고

산골여자들은 문견이 바이업다

실을 모르거든 예졀인들 어이알고

부인네 허늘일을 강잘 가읏침셰

체녀로 잇슬에 부모의게 효도허고

놀기를 죠와말고 을 와두쇼

반면 계녀록 소재 <녀자실긔>는 “들허보쇼 이말들허보쇼 들

허보쇼 / 집〃마다 부인네들 니쇼들허보쇼”라며 애타게 ‘세상부인들’

을 청자로 찾는다. 그러나 화자가 청자인 부인네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기
슈가 소재 <경게>와 크게 다르지 않다.44) “쳔지죠판 허온후에 음양지

위 나왓씨니 / 남자가 길젹에 녀들 업실숀가”라며 천지가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음양이 나왔으며 남자가 생길 때 여자가 함께 생겼다고 전언한

다. 여자가 소재 <발몽가>와 비교하면 세계의 근원에 대한 이 작품의

설명은 매우 간결하다. 화자는 “이마음 착허니 여자실 안일숀가”라며

이 작품이 여자들의 행실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이어서 화자는 여

성들에게 어진 일을 배우기 위해서는 “열녀젼 효녹을 역〃히 와쇼”

라며 열녀전과 효행록을 빠짐없이 배우라고 당부한다. 그러나 화자는 세상

부녀를 “경셩가 부여들은 호강만 일을삼고 / 산골여자들은 문견이 바이업

다”는 존재로 인식한다. 화자가 볼 때 경향(京鄕)과 상관없이 세상 부녀들

은 아직 충분한 교화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화자가 이 작품을 지은 까닭도

행실과 예절이 없는 부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화자는 부녀들

이 유교 이념과 그에 따른 교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한자식

표현이나 한문 고사를 지양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유교 담론을 재조정하여

44) 한편 <녀자실긔>가 수록된 계녀록에는 <복선화음가>의 이본인 <계녀록>
과 남성을 교훈의 대상으로 하는 <남자실긔>와 애정가사로 추정되는 <우화가>가
함께 수록되어 있다. 작품의 성격상 이들 작품의 독자는 가족이나 문중과 같은 혈연
이나 혼인으로 연결된 집단이 아닌 대중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녀자실긔>는 문중에서 창작 및 향유된 작품들과 유사한 어조와 어
법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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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을 구성했다.

여자가 소재 <발몽가>와 계녀록 소재 <녀자실긔>의 화자는 공

통적으로 청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유교 이념을 제시하고

있다. 지적 수준에 따라서 여성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크게 달

랐기에 각각의 작품에서 목표로 하는 유교 이념도 그것을 설명하는 방식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45)

이처럼 유교 담론에 의거하여 여성에게 이상적인 모습을 강조한 또 다른

작품으로 규장각본 나부가(懶婦歌) 소재 <나부가>를 들 수 있다. 기슈
가 소재 <경게>와 마찬가지로 이 작품도 “극음양”으로부터 “만물군

”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로 작품을 시작한다.

세상 나부더라 이말들어보소

극음양 판후의 만물군삼겨니

무지날짐도 날곳면 운동고

준〃긔벌에 겨울양작 만커든

허물며 귀인의지 품부여

지쳬 구비니 져할직분 발릴손가

구중궁궐 놉히안져 회챵조심기

인군의 직분이오

일인지하 만인상의 조음양 순사시

상의 직분이오

문 션화당의 각읍수령 포폄기

각도방직분이오

(중략)

45) “임진년이월이십일”이라는 필사기가 있는 경북 내방가사 2 소재 <경가>는 방언
이 많이 사용된 작품이다. 표기를 고려할 때 임진년(壬辰年)은 1952년으로 추정된다.
이 작품은 “어화우리 턱죵의야 이말삼 드러바라 / 천지간 만물중의 천한거산 사람
이라 / 인이예지 법을고 삼강오륜 을고 / 남라 난것을 견겅함이 엇덤이요
/ 여라 난것은 유순함이 제이리라 / 이름으로 셩인말 남반 여반세리”로 시작
한다. 작품 본문에서 ‘턱종’, ‘둉’, ‘둉듸’ 등을 호명하는 것으로 보아 사촌누이를
청자로 설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내용상 부정확한 구절이 적지 않다, 대표적으
로 “천지간 만물중의 천한거산 사람이라”는 ‘天地之間 萬物之衆 惟人最貴’를 잘못 이
해하여 쓴 것이고, “사람의 은 관효읏듬이요”는 ‘관혼상제(冠婚喪祭)’를 잘못
쓴 것으로 이해된다. 유교 담론을 재수용하는 수준도 작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었음
을 말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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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경차파 일옂션의 고기잡어 생기

어부한의 직분이오

쳥누화방 고은도 호탕남졉기

기의 직분이오

소구을 〃 두다리며 푼달나 손벌니기

사당의 직분이오

허물며 부인은 직분 더옥만타

이 작품의 화자는 “세상 나부더라 이말들어보소”라고 독특하게

도 ‘나부(懶婦)’ 즉 게으른 여성을 청자로 설정하여 말을 건넨다. 비록 청자

의 성격이 독특하지만 현상적 청자가 존재한다는 것은 앞서 살펴본 계녀
록 소재 <녀자실긔>와 동일하다. 제2행부터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제2행은 ‘태극(太極)과 음양(陰陽)’으로 상징되는 우주와 그 안에 존재하는

‘만물(萬物)과 군생(群生)’을, 제3행은 ‘날짐승’을, 제4행은 ‘벌레’를, 제5행은

사람에 관한 것으로, 사람의 정신적 활동에 필요한 ‘인의예지(仁義禮智)’를,

이어지는 제6행에서는 사람의 육체적 활동에 필요한 ‘사지백체(四肢百體)’

를 말한다. 기슈가 소재 <경게>와 여자가 소재 <발몽가>와 비교하

면 <나부가>의 설명은 진지하지도 않고, 수준도 그리 높지 않다. 상대적으

로 범속한 분위기가 느껴지기도 한다. 교훈의 대상인 사람과 관련하여 <나

부가>의 화자는 온전한 정신과 건강한 육체가 필요한 까닭이 각자에게 주

어진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한다. 그러고는 인군, 재상, 방백, 수

령, 풍헌·약정, 선비, 호반(虎班), 중놈, 장사치, 주막쟁이, 대목(大木), 초군,

어부, 기생, 사당(寺黨)의 직분을 열거한다.46) 4음보 율격을 맞추지 않으면

서까지 “-의 직분이오”라며 각자의 직분을 강조한 것은 화자가 그만큼 ‘직

분’을 중요한 이념으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기슈가 소재 <경

게>에서 가정에서 어진 아내의 역할을 강조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46) 인용된 부분에서 중략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공수화법을바다 쳥덕민 션졍비
/ 각읍수령 직분이오 / 관가젼령 손의들고 환구실 촉기 / 풍헌약졍 직분이
오 / 사셔경 외와여 입신양명 존흔화 / 션비의 직분이오 / 손오병법 와여
쳔병만마 지휘기 / 호반의 직분이오 / 팔염쥬 목걸고 미타불 불기 / 중
놈의 직분이오 / 동셔남북 편달여 왼갓물건 흥졍기 / 장놈의 직분이오 / 길의
인 영졉여 술흥졍 음식팔가 / 주막장직분이오 / 규구준승 마련여 쳔만광하
판기 / 묵의 직분오 / 상용의 긴소로 남북산의 나무기 / 초군의 즉분니
요” 규장각본 나부가(懶婦歌) 소재 <나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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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나부가>에서 언급한 ‘부인’의 ‘직분’을 살펴보면 기슈가 소재
<경게>의 ‘어진 아내’와 상당히 많은 부분을 공유한다.

화자가 말한 ‘부인’의 ‘직분’은 다음과 같다. 어린 시절 친정에서는 예

의범절을 익히고, 장성하여 혼인을 한 다음 시집에서는 며느리로서 시부모

께 효도하고, 지성으로 봉제사 접빈객 하며, 단정한 모습으로 남편을 비롯

한 시집 식구들을 섬기고, 올바르게 처신하며 남녀노비를 잘 관리해야 한

다고 말이다.47) 남자의 직분이 집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생활에 관한 것

이라면 여자의 직분은 집 안에서 이루어진 가정생활에 관한 것으로, 어려

운 한자식 표현이나 한문 고사 없이 배움이 부족한 여성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했다. 화자는 여자의 직분을 이야기한 뒤에 다음과

같은 당부를 덧붙인다.

이러왼갓녀범 구비케 못진

아모리 미련부인인들 길삼조못손가

쳔상의 직녀셩은 견우위여 뵈을고

수중교녀함 날〃금니

이런고로 현부인도 옛젹부터 길삼니

신농씨 황졔부인 잠농기 시로며

구후의 문왕후비 갈감장을 지고

문의 어마님은 우집 부인으로

길삼을 힘쎠고 비단기 숭상고

환원의 쳐부인은 상안로셔

빈풍칠월 조상녀공의상 지거든

앞서 말한 온갖 여범(女範)을 구비할 수 없다면 길쌈이라도 할 줄 알아

야 한다고 말이다. 화자는 미련한 부인도 할 수 있는 것이 길쌈이라고 말

47) “칠팔세 어린예 친졍의 운 실 / 계초명 관수고 부모의 뎡셩며 / 졔
계여 변두지녜 유며 / 방젹지음 일삼어셔 의복짓기 워고 / 칙젼 열녀
젼을 시〃로 열남매 / 규문밧긔 나지말처실 닥가다가 / 이십셰 출가후의 허
임범졀 더옥만타 / 구고의게 헌셩여 혼졍신셩 폐치말고 / 봉졔졉빈을 지셩으
로 려니와 / 단졍한 몸도와 안순낫빗치로 / 가장의 공순고 시동화목고
/ 어른의 중올흔일노 발명말며 / 남의 쳥촉듯고 질어나셔 실쳬말고 / 공연이
투긔여 칠거지악의 범치말고 / 남노녀비 부리기도 은위로 쥬장/ 동거지 범
쳬모 〃히 조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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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지만, 길쌈과 관련하여 화자가 본보기로 든 인물들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상상 속 여성이거나 유교에서 성인으로 숭앙받는 이들의 부인들이다.

미련한 부인도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화자는 길

쌈으로 대변되는 여성의 가사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유교 담론

에서 이념형으로 여기는 여성들은 이론적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48)

기슈가 소재 <경게>와 규장각본 나부가(懶婦歌) 소재 <나부가>

는 시집살이에서 여성에게 필요한 구체적인 생활 지침을 주기보다는 유교

이념에 따른 이상적인 여성이 되기를 소원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20세

기 중반에 창작된 계여가(戒女歌) 소재 <곈여가라>에서도 확인된다.49)

건곤이 촙판후의 만무리 깃서라 만무리 긴후의 람이 도얏

서라 람이 긴후의 음양이 가서라 음양이 긴후의 남여

여서라 건꽤난 남되고 곤꽤난 여되여 만물중의 귀거시 

람이 엇듬이라 인도를 말할진 오윤을 가서라 부모으게 효도

고 부〃으게 공경이라 규문안의 깁히안 측편을 오와니 츌양

기 〃승의 길방적 힘을써서 오육 라도 를 조여

도를 일치마라 금이부듬 나은이라 숩품이고 약면 남이절노 운

난이라 육칠 갈친훈게 일석동차 안이고 십가 잠관이라 출최

외부 엿서라 十二三 글을갈치 관저을 외와니 요조 이

숙여 군호귀 이로다 십육시 관이라 빈여꼽기 당도니 화벌

조훈 명문가 연군 신이 허시가고 이냥와이 만복혼일 족

히가려 신미연 납벌전의 二十一日 정니라

이 작품의 창작과 향유가 20세기 중반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

히 유교 이념을 실천하는 이상적인 여성상이 제시되어 있다. 규문 안에 깊

이 앉아 유교 경전인 예기(禮記) 내칙편(內則篇)을 외우고, 길쌈방적에

48) 여기에서 거론된 여성들은 천상의 직녀, 수중의 교녀, 신농씨 황제의 부인, 주나라
문왕의 후비, 주나라 문왕의 어머니, 문백의 어머니, 환원의 처 등이다. 이중에서 수중
의 교녀, 문백의 어머니, 환원의 처는 그 정체를 확인하기 어렵다.

49) 앞서 Ⅱ장에서 <곈여가라> 작품 본문에 등장하는 “주교 농”이 1921년 개교한
상주공립농잠학교라는 점을 밝혔다. 그리고 <곈여가라>와 함께 수록된 <상장가라>
의 필사기가 1940년에, 또 <형붕우소회가라>의 필사기가 1951년에 작성된 점을 고
려한다면 <곈여가라>의 창작 및 향유는 20세기 중반 무렵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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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을 쓰며 비록 대여섯 살이지만 빨래를 자주하여 재도(才度)를 잃지 말고,

남에게 비웃음을 사지 않도록 수품(手品)을 제대로 익히라고 권계한다. 이

어서 여섯 일곱 살에는 가르침 받은 권계를 어기지 않고, 열두 살에는 시
경 국풍 관저편(關雎篇)을 외워 요조숙녀(窈窕淑女)와 군자호구(君子好逑)

를 꿈꾸는 여성이 되라고 재차 강조한다. 20세기 중반에도 유교 이념이 추

구하는 이상적인 여성이 되라는 것은 유교 담론을 강조하는 것과 다름없

다. 이들 작품은 유교의 윤리 규범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상적인 여성상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부정적인 여성상을 대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부정적인 여성의 모습은 규장각본 나부가(懶婦歌) 소재 <나부가>의

‘금세부인’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나부가>의 ‘금세부인’은

의복을 친척에게 맡겨 짓도록 하고, 베틀만 두고 베는 짜지 않으며 버선

짓는 데 한 달이나 걸리는 여인이다. 이는 앞서 ‘부인’의 ‘직분’ 중 가장

강조된 길쌈과 관련한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다. 그리고 아침에 늦게 일어

나고 밤에는 불만 켜 놓고 일찍 잠자는 모습과 더러운 옷차림과 너저분한

주변도 게으른 여성의 전형적인 형상이다. 게으름 외에도 식욕이 왕성한

것도 문제다. 고기, 과일, 수제비, 범벅, 신 것, 단 것 등을 골고루 찾고 남

몰래 숨어 먹기까지 하는 행태는 그 자체로 게걸스럽고 추접해 보일뿐 아

니라 무계획적인 낭비와도 연결되기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남편을 원망

하고 시부모에게 불손한 태도를 보이는 점은 용납하기 어려운 모습이다.

더욱이 구경 좋아하고 무당 살풀이와 언문 소설을 좋아하는 것도 문제다.

그런데 선행 연구에서 지적한 것처럼 금세부인은 무조건적으로 비난 받아

마땅한 인물은 결코 아니다. <나부가>의 화자가 강조한 자기 직분을 망각

한 것은 틀림없지만, 시집에 올 당시 그녀는 일등 신붓감이었고 그녀를 향

한 시부모의 사랑도 대단했다. 그러나 그녀에게 주어진 가사 노동과 육아

노동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시댁에서 그

녀는 비난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만다.50)

규장각본 나부가(懶婦歌) 소재 <나부가>에서 ‘금세부인’이 경계의 대

상이 된 것은 언뜻 앞서 화자가 강조한 길쌈과 같은 ‘부인’의 ‘직분’을 지

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작품 말미에 남긴 화자의

50) 정인숙, ｢<나부가>에 나타난 게으른 여성 형상과 그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6,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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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세상 나부더라 이말젹어시니 / 부〃 경게여 현쳘부인 되

셔라”라는 경계를 음미해보면 “현쳘부인”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기에 경

계의 대상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에서 ‘금세부인’이라는 부정적

여성상을 제시한 것은 유교 담론에서 벗어난 윤리 규범을 지키지 않은 여

성을 단속하기 위해서이다. ‘금세부인’과 같은 부정적 여성상은 앞서 살펴

본 기슈가 소재 <경게>51)와 여자가 소재 <발몽가>52)와 계녀록 
소재 <녀자실긔>53)에서도 공히 등장한다. 규장각본 나부가(懶婦歌) 소
재 <나부가>와 비교해 이들 작품에서 부정적 여성상은 특별한 이름도 없

고 분량도 매우 적다. 작품에 따라 이들은 ‘못된 사람’, ‘어떤 부녀’, ‘어떤

사람’, ‘저 부녀’, ‘저 인간’ 등 불특정한 존재로 지칭된다.54) 여성 인물이라

고 할 정도로 구체적인 형상화가 되어 있지 않다.55) 이 점은 규방가사 I
소재 <행실교훈라>56)와 <부여교훈가>57)도 마찬가지다. 이들의 모습은

51) “미거 아여들은 횬것 젼혀엽고 / 셩졍만 길너여 나홀조 셩인며 / 셰샹의
져일쇠 신이라 가거들낭 / 조심할듈 모라고셔 쳬 거동 / 보난다시 가관일
쇠 신부랑 시부친은 / 것만보고 쏙고야 지만 밋고셔 / 갈사록 방자다 놀기만
힘을씨고 / 부직을 젼폐네 졔횬 아난다시 / 결 고다 모혀안 말이 /
졔랑 이로쇠 물조타 랑며 / 싀양반 폠논네 문견업다 흉보면셔 / 샹
도를 분간네 소연소님 왓다면 / 엿보기가 일슈로쇠 도라안 말이 / 못더
라 더라 밧분일 더져두리고 / 이웃가기 일슈로쇠 엇덧면 아암소 / 문밧게 들
닌고야 손님왓다 밥시기면 / 눈붓텀 그리네 쳬면이 틀니오면 / 망이 업소냐
망이 나거드면 / 가고지 어던고  친부모 / 달현 일쇠” 기슈가 
소재 <경게>.

52) “말리한번 쳔이되면 코물눈물 빗겨씨셔 / 한말의 열말답 두말의 발포악 /
외고을 트러고 흘겨보는 져눈이 / 은문길삼 라면 어가 즛는고나 / 바
눌가위 잡을젹의 원슈보듯 눈살이라 / 극젹 뒤통슈요 뒤젹 이잡다 / 졔사
음식 차릴의 어른보나 아니보나 / 이모통이 져모통이 손을너어 집어며 /밧비 
피야노코 남은차날 /죠셕의 사람가면 함박죡박 두집으며 / 부엌문의 들낙
날낙 뭇말도 답안/ 이런버릇 잇안두렵도다 망가리 / 졔집이야 관계
랴 싀집간후 엇지고” 여자가 소재 <발몽가>.

53) “이보시오 져부인네 말들허보쇼 / 쇼견업는 인로 남의집에 들허가셔 / 귀
승허고 간교허여 방죤귀 허거니와 / 친졍으로 가며오며 가마닥 욕럭이 / 졔밥쥬
고 원망듯고 졔옷쥬고 우슘밧네” 계녀록 소재 <녀자실긔>.

54) 송재연, 앞의 논문, 58면 참조; 박춘우, ｢계녀가류 규방가사의 교훈전달방식과 교육적
활용방안 연구｣, 우리말글 45, 우리말글학회, 2009, 42면 참조.

55) 송재연은 이들 작품에서 부정적 인물이 활용되었지만 부정적 행실을 나열하는 정도
에 그칠 뿐 재미와 흥미를 유발할 정도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이들 작품의 특징
으로 착한 행실과 악한 행실이 대비된다는 점을 들었다. 송재연, 위의 논문, 57-61면
참조.

56) “애달코 절통하다 편색한 짓기다가 / 손올 불난여 을을 부녀들은 / 거가장
을 악정하야 일생골물 귀찬타가 / 정지문에 들낙날낙 아치기 윈일인고 / 부지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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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편적으로 나타난다. 다만 규방가사 I 소재 <훈민가>와 <규방졍훈>과

<회인가>에서는 규장각본 나부가(懶婦歌) 소재 <나부가>의 ‘금세부인’

과 유사할 정도로 어느 정도 형상화가 이루어져 있다.

먼저 <규방졍훈>을 살펴보도록 하자. 여기에서는 ‘금세부인’과 유사한

명칭을 지닌 “시속여”가 등장한다.

엇지하야 시속여이런교훈 어가고

초쥬모양 일어서 돌다물이 으려진다

제압무더 남의흉건 죵슈가 비어리라

왼소리 반겨듯고 무시로 무름일네

혼인신부 얌치업서 천날밤의 슈일

제집력 각업고 부모졸나 일다

신일 일쥬감지 구고심성 아란던가

그러나 네외랑 하회갓치 깁퍼더라

이걸밋고 조기야 처신범졀 기탄업서

어린압히 방고 가우계 아당으로

시집의 친정자랑 시누의계 양반들흠

뭇잔아도 불길설화 시비업시 마을돌기

무름업시 두팔짓고 잘체로 풍뉴과장

첨영의 고이니 지목을 면할손가

가장의 경계고 이런이 타일너도

조곰도 청염업고 말답이 고이다

부모별셰 이왼일고 부처번목 희귀다

쥬니간의 이맛이며 아희치기 별몃도다

한푼물 소탕이오 손님치기는 약인라

그릇기 명식이요 낫잠자리 장기로다

인을 모거든 치이 무어신고

추풍의 을니 기한을 면할손가

친정의 누더기오 구가기음이라

개를치고 난낫그릇 그긴다 / 안소리 밧게나면 돌아가서 층찬할가” 규방가사 I 소
재 <행실교훈라>.

57) “입밥을 술른이가 나와여 어츈들 / 자발어난 졍수여가 타인되 을손냐” 
규방가사 I 소재 <부여교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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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우리물이 젹은불 경계

구고긔 효경고 부을 승순여

즁물안의 경여빈 총당을 화목

봉제가 웃듬이오 적빈이 다음이라

걸음을 바손가 가법이나 슈셩

이 작품에서 부정적 여성은 “시속여”로 칭해진다. ‘돌다물이 으려진다’

와 ‘죵슈가 비어리라’처럼 의미 파악이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녀는 “왼

소리 반겨듯고 무시로 무름일네”처럼 틀린 소리를 좋아하고 시시 때때로

묻기를 좋아하는 여자다. 첫날밤과 신행 온 지 삼일 동안 그녀의 행실은

새 신부라고 믿기 힘든 것뿐이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사랑하는 시부모

내외만 믿고 “어린압히 방고 가우계 아당으로”라는 평가처럼 처신범

절이 없는 행동을 제멋대로 한다. 그녀는 친정자랑을 시누이에게 하고, 심

지어 마을에서 온갖 설화(舌禍)와 시빗거리를 만든다. 그렇다고 가족들이

그녀를 내버려둔 것은 아니다. 가장인 남편은 그녀에게 경계도 하고 타일

러보기도 했지만 “조곰도 청염업고 말답이 고이다”처럼 아무 소용이

없었다. 결국 그녀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인을 모거든 치

이 무어신고”처럼 이유 없이 아이 치기, 재물 탕진하기, 낮잠 자기 등 부

정적인 인간으로 낙인찍히고 만다. 화자는 그녀를 경계 삼아 작품 속 “우

리물이” 즉 ‘우리 무리’에게 경계를 재차 강조한다. 구고께 효경하며 남편

에게 승순하고 부부 간에 존중하며 친척 간에 화목하며 봉제사 접빈객을

다할 것을 말이다. 이와 같이 부정적 여성상과 그를 통한 윤리 규범의 강

조는 <훈민가>에서도 확인된다.

못댄사람 볼락시면 행동그지 한심하다

시부모님 말슴끝에 말이나 잘대답하고

가장에게 불순하고 형재간에 윤이업고

이웃집도 자조가고 남에말도 잘도하네

이말저말 왠기다가 무른마금 이러나내

화전을 한다하며 나먼저 석나서고

외서리 간다하면 껑충거려 뛰어나내

굿긔경도 잘도가고 물먹으로도 잘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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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 질겨셔 길삼으로 전패하고

동지섯달 긴긴밤에 등잔발켜 잠만잔다

삼년묵은 삼바닥에 거무가 줄을친다

그럭저럭 흥치다가 참바람이 소실한다

직직우난 앵치소리 뉘를위해 재촉할고

큰아해는 바지찻고 저근아해는 증매찬내

무해무탈 저인간이 엇지하야 졸사할고

그재야 한랑바빠 두눈을 부려뜨고

담밋태 반튼석은 배틀을 차자놓고

실건에 헛튼가라 이리저리 훌처노코

이웃사람 놉을해서 점심밥을 지을적에

두서말 쌀을내여 밥으로서 길삼한들

미리못한 저길삼을 곡식만 허비하내

시부모님깨 불효하고 가장에게 불공하고

형재간에 불목하고 이웃간에 불화하고

남에개 충돌나서 시집을 못살고서

청정으로 오락가락 부모님께 욕밋치라

아해야 이런사람 부대뽄을 보지마라

이 작품에서 부정적 여성은 “못댄사람”이라고 명명된다. 화자는 그의 행

동을 서술하기도 전에 “한심하다”고 평가한다. 화자가 한심하다고 평가한

행동은 여성들에게 권장된 윤리 규범을 어기는 모습이다. 시부모에게 말대

답하고, 가장에게 불순하며, 형제간에 우애가 없으며, 이웃 간의 불화를 만

드는 일 등이 그러하다. 더욱이 그녀는 규장각본 나부가(懶婦歌) 소재
<나부가>의 ‘금세부인’이 그러했던 것처럼 화전놀이와 오이 서리와 무당

굿 구경과 같은 유흥을 좋아하며 여기에 빠져 길쌈을 전패하는 데 이르렀

다. 결국 그녀는 가사와 양육 어느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

한다. 뒤늦게 후회를 하고 이웃집에서 날품팔이도 하고, 길쌈도 하지만 되

돌릴 수가 없다. 오히려 곡식만 허비했다고 비난을 들을 뿐이다. 그녀는 시

부모께 불효(不孝)를, 가장에게 불공(不恭)을, 형제간에 불목(不睦)을, 이웃

간에 불화(不和)를, 친정부모에게는 욕을 미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앞서 살펴본 <규방졍훈>이 해야 할 윤리 규범을 말했다면 반대로 <훈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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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해서는 안 될 윤리 규범을 말하고 있다. 결국 이들 작품들은 유교

담론에 반하는 부정적 여성상을 활용하여 윤리 규범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규방졍훈>에서는 부정적 여성이 “시속여”로, <훈민가>

에서는 “못댄사람”으로 명명된 것과 비교해 <회인가>에서는 “엇던부녀”라

고 명명되어 등장한다.

그즁의 달한일 엇던부녀 사보소

시부모께 불효하고 형제께 우업서

왕만 흉상하고 가장을 하시하고

단치 못한일도 고성답 놉기여

삼니우지 분쥬들석 방야무인 하난거동

여산쥴유 헌바라지 이리왈칵 저리왈

츄풍강산 살어름이 잠간지나 녹거니와

완한 이런행동 우환이 아닐런가

심목소시 어려운즁 십수소지 두려워라

년중 가증한일 다시 드러보소

이목구비 외형갓하 오장육부 다갓거날

범만사 볼작시면 엇지그리 답답한고

염치가 이실진 남의염양 모를소냐

수족이 온전커날 게을키는 무삼일고

소와곰이 아니거든 엇지그리 일안하며

병신이 아니거든 망타기 무산일고

미물도 지각이서 풍우를 증험커든

하물며 인되여 소경도 적막하다

(중략)

이러한 부녀사 천성이 그리한가

엇지 천성이 그리하러

교훈기 인난이라 자식으로 생겨나서

부모명영 거역하리

부모은헤 각하면 호천망극 아닐런가

아들도 즁하나 키우기 어려워라

규중 길러제 방적도 하려니와

어진람 겻잇서 소학과 내측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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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마다 경계하면 십슉경문 되야시라

여자유 원부모하고 고례를 못피하여

종필지 우귀일 손목잡고 하난말삼

부모난 불인하야 올거슨 업실지나

신신경계 부모마음 면하고 가장을

자단섬겨 형제를 우하고 친척을

화목하여 노복을 훈게하며 어룬을

공경하고 자녀을 교양하여 범을

조심하여 문호를 보존하라

그녀는 앞서 살펴본 <훈민가>의 “못댄사람”처럼 시부모께 불효하고, 형

제간에 우애가 없으며, 가장을 멸시하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만 하는 인물

이다. “고성답”으로 상징되는 예의범절을 모르는 그녀의 방자하고 어지

러운 행동은 화자에게 “완한 이런행동 우환이 아닐런가”라는 평가를 받

는다. 그 결과 그녀는 “심목소시 어려운즁 십수소지 두려워라”라는 구절처

럼 모든 사람의 눈총과 손가락질을 받는 인물이 되고 만다. 화자는 그녀를

염치도 없고, 남에게 사양할 줄도 모르며 심지어 게으르기 짝이 없는 여자

라고 비난한다. 동물, 병신, 미물 등과 그녀를 비교한 것은 그만큼 비난의

강도가 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후 그녀의 잘못된 행실이 서술되는데 앞

서 살펴본 “금세부인”, “시속여”, “못댄사람”의 행실과 대동소이하다.58)

58) “귀경하난 세상사람 다른귀경 가지말고 / 이런사람 귀경하소 거울이 아닐런가 /
염양업고 눈치업서 남의귀경 시길적의 / 무사평 이평 팔자도 조흘시고 / 길삼
은 원슈갓고 낫잠을 벗을삼고 / 마구갓치 뭇은방 물조 비게베고 / 봉두난발 젼
젼반측 코소가 밤즁갓다 / 어린자식 우소 놀다여 눈을니 / 동창 도든
가 서산 걸리고 / 우양은 를아라 집을차자 드러오고 / 장달은 암달불러 타고
올나가 / 졍지문을 더우잡고 하품하고 머리거 / 지지긔를 득서며 양미간을 
그리며 / 그리 불을부니 적음식 쇼중하다 / 의복등졀 볼작시면 어그리 쥬비
한고 / 칠년한 아니거든 서답물 업섯던가 / 조석으로 먹은그럭 방웃묵 전을피
고 / 부억 처 붓두막 조산모아 / 비전박토 곡석좃차 십니하나 오리하나/
삼밧치며 목화밧튼 초동목수 작난한다 / 그령저령 월보 더운여름 다시고 / 찬
바람이 드러부니 후하고 벌벌다 / 실을 볼작시면 즁활량 잇난가 / 안방 고
암소 외당 손님놀 / 여러날 유할손님 민망하여 난다 / 가장의 낫틀겨 부
모를 욕듯기고 / 그다만는일 저처두고 사실도 슈다하다 / 안자면 남담 나가면 자
식자랑 / 굿긔경 광긔경 야하기 범낭하다 / 염두도 업거니와 말삼도 차업다 /
이러한 실보고 식부모가 꾸중하면 / 그악을 풀업서 노비를 달취한다 / 가장 눈
을속여 사먹고 고기사기 / 온갓장사 다질기며 긔마로 츙봉하니 / 도적셩슝 아니
어든 젼곡이 지탕하가” 규방가사 I 소재 <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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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화자는 “이러한 부녀사 천성이 그리한가 / 엇지 천성이 그리하러

/ 교훈기 인난이라”라며 그녀의 잘못은 하늘이 품부해준 천성(天性)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교훈을 받지 못한 데에 있다고 한탄한

다. 이에 화자는 여자에게 필요한 교훈을 전언하기 시작한다. 교훈의 핵심

은 “소학과 내측편을 / 남마다 경계하면 십슉경문 되야시라”라고 할 수 있

다. 이는 앞서 살펴본 20세기 중반에 창작된 계여가(戒女歌) 소재 <곈여

가라>에서 규훈서와 경전을 익히던 여성상과 다름없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가족보다 더 큰 관계인 문중 구성원들 사이에서

창작 및 향유된 이들 작품의 화자는 청자에게 유교 규범을 강조하고 재확

인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그것은 같은 문중 구성원으로 이들을 교육시키는

한편 이들과의 결속을 다지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이들 작품의 화자

는 당대인들이 진리라고 생각하던 유교적 세계관에 근거하여 유교 담론을

재수용하는 한편 그것을 청자의 수준에 맞추어 훈계하고자 했는데 이 과정

에서 윤리 규범에서 어긋난 행실을 하는 부정적 여성상을 활용하여 경계의

효과를 더 높이고자 했다. 이러한 주제구현 방식이 사용된 것은 이들 작품

의 작자와 독자의 관계가 가족 집단처럼 직접적인 친밀감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3. 서사적 형상화를 통한 체험과 공감

이 유형에 해당하는 작품들에서 화자는 본보기가 될 만한 인물을 선택하

고 이들을 서사적으로 형상화함으로써 청자에게 교훈을 전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화자와 청자의 심리적 거리는 인물을 매개로 멀어지기도 하

고 반대로 가까워지기도 한다. 앞서 살펴본 두 가지 유형들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사용되지 않았다. 본보기가 되는 인물의 성격상 이 유형은 <귀녀

가> 계열 작품들과 <복선화음가> 계열 작품들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에

서는 인물의 명칭이 ‘귀녀(貴女)’라는 것처럼 아무런 시련과 고난 없이 축

복 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긍정형 여성 인물의 일생이 단독으로 제시된다.

반면 후자에서는 긍정형 여성 인물과 부정형 여성 인물 이른바 ‘괴똥어미’

가 대비되어 제시된다. 후자에 등장하는 긍정형 여성 인물은 작품의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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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으로, 온갖 시련과 고난을 자신의 힘으로 극복한 입지전적 인물이다. 인

물의 성격이 크게 다른 만큼 작품의 구조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

는 여성 인물이 등장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창작 동기와 주제구현 방식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작품은 다음과 같다. 언문고시(諺文古詩)(1872):
<규즁감응편>, 귀녀가(귀노라)(1874): <귀녀가라>, 종사규측(鐘
謝閨則)(1874): <복션화음녹>, 츙효가(1883): <권션증악가>, 실록
(1902): <귀여가>·<복슨음녹>, 녀계약언경계한말이라(1906): <귀녀
가>, 여자가(1906): <여자가>, 효부가(1907): <효부가>, 부인치가사
(1908): <치가사>, 계녀록(1910): <계녀록>, 복시화록(覄施花錄)
(1912): <복선화음녹>, 언간요쵸(1924): <복션화음록>, 고대본 귀여가
(1846/1906): <귀여가>, 단대본 복션화음록(1847/1907): <복션화음록>, 
김씨계녀(미상): <김씨계녀>, 복선화음록 전(福善禍淫錄 全)(미상):
<복션화음녹 단>, 규방가사 I(1979): <복선화음가(福善禍淫歌)>, 전통
문화의 맥(1987): <귀녀가(貴女歌)>, 경북 내방가사 3(2017): <귀동가>.

1) 대중적 흥미와 관심 유발

먼저 살피고자 하는 작품들은 <귀녀가> 계열로, ‘귀녀’라는 이름처럼 아

무런 시련과 고난 없이 축복 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긍정형 여성 인물의 일

생을 제시하는 작품들이다. 여러 이본이 존재하는 <귀녀가> 계열의 작품

들은 시집가는 여성을 향한 계녀에 관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녀가

로서 특별한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59) 최규수의 연구를 통해 계녀가로서의

특징이 종합적으로 고찰되었다.60) 그러나 근래 편찬된 경북 내방가사 3
에서는 <귀녀가> 계열에 속하는 <귀동가라>가 송축가류로 분류되었다.

<귀동가라>가 계녀가류가 아닌 송축가류로 처리된 것은 <귀동가라>를 비

59) 서영숙과 송재연 등의 연구에서 작품 일부가 언급되었고, 최강현의 연구에서는 이본
비교를 통해 작자를 추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서영숙, 한국 여성가사 연구, 국
학자료원, 1996; 송재연, 앞의 논문, 2000; 최강현, ｢귀녀가(貴女歌)를 살핌 : 주로 지
은이를 중심하여｣, 어문연구 26, 어문연구학회, 1995.

60) 최규수, ｢계녀가류 규방가사에서 <귀녀가>의 특징적 면모와 “귀녀(貴女)”의 의미｣, 
한국시가연구 26, 한국시가학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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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한 <귀녀가> 계열 작품들이 계녀가로서 매우 독특한 점이 있기 때문이

다.

<귀녀가> 계열의 작품들을 송축가류로 분류한 최초의 연구자는 이재수

이다. 그는 자신이 수집한 597편을 내용에 따라 교훈류·송축류·탄식류·풍류

류로 분류한 다음 <귀녀가>를 송축류61)에 배치했다. 이렇게 분류한 이유

는 다른 계녀가에서 찾아보기 힘든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아들이

아닌 딸 낳기를 희망하고, 혼인으로 사위를 맞이하는 일을 기뻐하고, 훗날

사위의 과거 급제를 즐거워하는 내용이 그렇다.62) 그런데 <귀녀가> 계열

의 작품들은 모두 이와 같은 내용을 공유하고 있고, ‘귀녀’라는 인물의 출

생에서부터 중년 이후까지를 서술하는 일대기적 구성을 취하고 있다.63) 이

러한 점에서 <귀녀가>는 여성 인물을 전면에 내세운 계녀가라고 할 수 있

다.

이재수가 언급한 <귀여가>의 원문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동일한 제목의

실록 소재 <귀여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화산복덕쵼에 일이명잇스되 승은 김이뇨 명은 복쳔이니

명문 거죡으로 년근오십에 남녀간 자손이 업셔쥬야 스러더

니 일은 부인뉸씨 시랑을 쳥여왈 자고로 명산혈의 긔도여

식본이 만은이 우리도 명산의 긔도여 식을 비러보이다 시

랑이왈 명산의 긔도여 식을 볼진현의 무니 어

잇스리요 고 그날부터 명산셩공 여더니 과연 그달부터 기잇

셔 십삭만의 귀동을 나아시니 평의 죠흔셰게 긔복덕 죠흘시

고

위는 1902년 “안긔”라는 곳에서 필사된 실록 소재 <귀여가>의 서사

다. 이 작품은 계녀가에서 흔히 등장하는 ‘아이’ 또는 ‘세상사람들’이라는

61) 이재수에 따르면 송축류는 대상과 내용에 따라 부모가 자식에 대한 애정을 표시한
축원형과 자식이 부모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송축형으로 대별된다. 이 중에서 <귀녀
가>는 축원형에 속한다. 이재수, 내방가사 연구, 형설출판사, 1976 참조.

62) “榮州에서 蒐集된 ‘귀여가(貴女歌)’는 딸을 낳아 三神에게 비는 것, 어릴 때의 재롱,
키우는 재미, 글 가르치기, 女工 가르치기, 婚姻으로 사위 맞은 기쁨, 시집갈 때의 警
誡 및 誡女辭와 같은 內容의 訓誡 등으로 되어 있으며, 婿君이 少年登科하여 즐거워
하는 모습 등이 그 內容으로 되어 있다.” 이재수, 위의 책, 1976, 24면.

63) 최규수, 앞의 논문, 2009, 347-3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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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자 대신 소설의 처음 부분처럼 화산땅 복덕촌이라는 공간적 배경과 김복

천이라는 인물을 제시한다.64) 더욱이 ‘왈(曰)’이나 ‘왈(對曰)’이라는 표지

를 사용하여 김복천 부부의 대화를 인용하는 방식이나 자식을 낳기 위하여

명산(名山)에 기도하는 모습은 소설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하다. 비록 시간적

배경은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공간적 배경과 인물을 제시하는 이 같은 방

식은 소설에서 작중 세계를 그 자체로서 완결된 고유한 세계로 보이기 위

해서 서사를 구성하는 방식과 유사하다.65) 작품 본문도 가사의 율격을 보

여주는 귀글이 아니라 줄글로 표기되어 있으며 가사의 율격을 지키지 않는

부분도 적지 않다. 실록 소재 <귀여가>는 작품의 인상을 결정하는 서

사에서 소설에서 흔히 사용되는 방식으로 인물과 배경을 서술하고 있다.

다른 작품들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과 형식이 약간씩 달라진다. 예컨대

고대본 귀여가 소재 <귀여가>에서는 화산땅 복덕촌이라는 공간적 배경

을 제시하고 줄글로 표기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지만 자식 보기를 소망하는

부부는 등장하지 않으며 가사의 율격은 보다 강하게 지켜지고 있다.66) 경
북 내방가사 3 소재 <귀동가라>에서는 태평천시라는 시간적 배경과 화산

땅 복역촌이라는 공간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지만 자식 보기를 소망하는 부

부는 등장하지 않는다. 표기 방식도 가사와 유사한 귀글로 되어 있다.67) 하

64) 유지천은 <귀녀가>의 이본을 소개하고 해당 작품에 주석을 하면서 ‘화산’을 ‘花山’으
로, ‘慶北 安東郡의 古號’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러 이본들의 내용이나 출처를 고려
할 때 여기에서 화산은 실제 지명이 아니라 현실에 있을 법한 허구적 공간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유지천, ｢귀녀가｣, 어문논집 4-1, 안암어문학회, 1960.

65) 서인석, ｢가사와 소설의 갈래 교섭에 대한 연구 - 소설사적 관심을 중심으로 -｣, 서
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27면.

66) “화산복덕촌의 귀동나으시니 평의 조흔세계 긔복덕 조흘시고 거젹의 을
갈나 조흔깃셰 고이누여 등잔불 도〃혀고 셔이 펴보니 구각도 졀묘고 이목구비
긔이다 아미갓흔 고은눈셥 셰붓스로 그려듯 쳥낭한 우람소리 옥을 까으난듯 쌍
모를 잠간니 효셩이 비취난듯 어와 이아기여 복덕부귀 오리라 길날 갈히여셔
삼불 퓌운후의 메역국 졍히혀 흰밥지여 혀노코 양슈를 합장야 삼신계 슈복빌졔
어질고 어진삼신 조코〃 말근삼신 물갓흔 이아기를 나무갓치 길너주소 기름갓흔 이아
기를 돌갓치 굿쳐주소 명주갓흔 이아기를 명복을 마니주소 은금갓즁한아기 부귀를
마니주소 졍셩이 지극니 무어시 앗가우리 상졔게 명을비러 셰졈졔마 칠셩계
복을비러 부귀마니주가 신명이 날속이랴 수복부귀 오리라”

67) “평셩시에 쳔시도 죠흘시고 / 화산복역촌에 귀동나시거나 / 거젹에 삼을가
라 죠흔거죠히누여 / 말근물 밧비셔 온몸을 씨닌후에 / 등잔불 도〃놋코 자셔니
니 살펴본이 / 니목구비 분명고 이목구비 기졀다 / 아미갓흔 고은눈셥 부지로
기려도다 / 쳥월우름소종고을 울니난 듯 / 두눈을 반작든이 삼경니 빗치난 듯
/ 어와 이아기야 복덕부귀 리로다” 경북 내방가사 3 소재 <귀동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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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이들의 서사가 모두 소설과 유사한 인상을 주는 것은 동일하다. 이러

한 내용과 형식은 앞에서 살펴본 두 가지 유형에서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귀녀가> 계열의 작품들은 앞의 두 가지 유형과는 다른 동기에서

창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다음은 고대본 귀여가 소재 <귀여가>에서 귀녀의 탄생 이후 귀녀의

형용을 묘사한 부분이다.

거젹자리 샴을갈냐 죠흘시고 이뒤의 말근물 밧비듸여 왼몸을 씨

긴후의 등잔불을 도고셔 자셰이 살펴보니 귀각도 졀묘고 이목

귀비 긔이다 미갓치 죠흔눈셥 셰붓스로 그련낫듯 쳥우름

소호영이 빗쳐난듯 어화 이기복덕부인 되리로다 길날 가려

여 샴불을 피운후의 미역국 졍이여 차려노코 양슈로 합쟝여 샴

신게 비난말이 어질고 어진 샴신이며 말그신 샴신임네 물갓튼 우리

기 나무갓치 길너소 거픔갓튼 우리기 차돌갓치 길너쥬소 구슬

갓치 고은기 슈복을 만이쥬소 은금갓치 즁기 부귀을 만이쥬

소 샴신이 감동사 졍연이 말삼되 졍셩이 지극면 무어시 어

려우리 상졔게 명을비러 부귀을 만이쥬니 신명이 날쇼길가 슈복부

귀 리로다

서사에서 전지적 능력을 갖춘 화자가 등장해 서사를 이끌었다면 바로 이

어지는 부분에서는 1인칭 화자가 갑자기 출현하여 귀동딸의 기이한 외양과

삼신에게 소원을 빌기 직전의 상황을 자세히 묘사한다. 그러나 “샴신게 비

난말이”처럼 삼신(三神)을 향해 자못 진지한 태도로 귀동딸의 수복(壽福)을

비는 부분에서는 관찰자의 목소리가 느껴지기도 하고, 삼신의 말을 인용한

밑줄 친 부분에서는 삼신의 언어가 그대로 침투하고 있기도 하다.68) 실
록 소재 <귀녀가>와 고대본 귀여가 소재 <귀여가>의 서사가 여타의

가사와 다르게 마치 소설의 한 장면을 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배경과

인물을 제시하거나 전지적 또는 관찰자적 시점에서 담화를 서술하는 현상

68) 실록 소재 <귀녀가>처럼 삼신이 발화의 주체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이본으로 
경북 내방가사 3 소재 <귀동가라>를 들 수 있는데 거기에서는 “삼신이 감동사 졍
영이 말삼되 / 졍셩이 지극이 그무어시 앗가오랴 / 사면을 비려여서 을 졈지
고 / 상졔계 복을비러 부귀을 만이쥬마”로 되어 있다. 앞의 주석에서 인용한 데에
서 알 수 있듯이 고대본 <귀여가>에서는 이 부분을 다소 모호하게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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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기인한다.69) 물론 녀계약언경계한말이라 소재 <귀녀가>는 1인

칭 화자의 시점에서 상황을 서술하고 있지만 귀녀의 출생을 신비롭게 그리

고 있으며 인물들의 대화가 직접 인용되는 등 소설적 분위기를 자아내는

것은 마찬가지이다.70) <귀녀가> 계열 작품들은 모두 귀녀라는 여성 인물

을 등장시키고, 소설에서 사용되었을 법한 기법을 사용하여 귀녀에 대한

청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귀녀가> 계열 작품에서 소설의 흔적은 일찌감치 확인된다. <귀녀가>

에 관한 첫 번째 기록은 1872년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는 언문고시(諺文
古詩)의 ｢언문목녹｣이다. 9장에 걸쳐 222종의 책 목록을 적은 ｢언문

목녹｣의 맨 마지막 장에는 “동각일선진후흥/ 무후유셜시

범 귀녀가 / 옥교츈유도” 등의 작품들이 기록되어 있다.71) ｢언

문목녹｣의 ‘언문책’은 현실적으로 한글 소설의 다른 이름이다. 실제 ｢언

문목녹｣은 소설들로 구성되어 있다. 수록된 자료 종수가 최남선이 조사

한 향목동 세책집 102종의 두 배에 육박하며 수록된 작품들 역시 대장편

소설로 추정되는 작품이 상당수인데다가 장편 소설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

지하고 있다.72) 한글소설 목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언문목녹｣에

<귀녀가>가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소설에

서 흔히 보이는 내용과 형식을 갖추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귀녀가> 계열의 작품들이 소설의 경우처럼 대중의 흥미를 자극하는 것

69) 최규수도 <귀녀가>의 여러 이본들을 비교하면서 내레이터가 귀녀의 출생을 설명하
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최규수, 앞의 논문, 2009.

70) “밥셰그릇 국셰그릇 졍결이 지여놋코 목욕계 온후의 삼신당게 비난말이 쳡의팔
긔박와 초산의 단이라 일졈혈육 다시업고 다만독녀 이오니 열소경의 한막
로 금옥갓치 길너여 슈복겸젼고 영귀를 누리오면 부모소망 그아니 깃불손가 (중
략) 져파 흠션여 착한곳의 지시한다 하류촌 김판셔낭나 잇오삼후
독로셔 년광은 십오셰요 인물은 졀묘고 과한이 상승고 공부가 착실고 가품이
슌후니 져럿타시 고은쳐식은 졀등나 완졍면 엇덧오”

71) ｢언문목녹｣의 <귀녀가>가 계녀가류 규방가사에 속하는 작품인지, <귀녀가> 계열
에 속하는 다른 작품들과 얼마나 많은 내용을 공유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귀여’ 또는 ‘귀동’ 등의 제목을 갖는 <귀녀가> 계열의 모든 작품들이 귀동딸의 출생
과 성장, 귀동딸을 향한 계녀사 등을 공유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보면 ‘귀녀’라는 이
름을 앞세운 ｢언문목녹｣의 <귀녀가>도 <귀녀가> 계열에 속하는 작품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언문목녹｣을 최초로 보고한 강전섭도 목록의 내용을 검토하면서 <귀녀
가>를 규방가사로 간주했다. 강전섭, ｢｢언문목녹｣(諺文冊目錄) 소고｣, 사재동 편, 
한국서사문학사의 연구 V, 중앙문화사, 1995, 2028면 참조.

72) 정병설, 앞의 책, 2016, 218-22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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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들 작품을 둘러싼 작자와 독자의 관계와 무관하지 않다. 실록 소
재 <귀여가>의 필사기에서 작자는 독자를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를 뜻하

는 ‘무론모인(無論某人)’으로 칭했고, 실록의 맨 마지막 작품인 <오륜

편>의 필사기에서도 “뉘시든지 보시난 이가 눌너보고 보시난 이가 쇽〃

히 젼쇼셔 ”라며 독자를 사람일반으로 칭했다. 공통적으로 실록의
작자는 독자를 특정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모습은 앞서 살펴본 두 유형에

해당하는 작품들의 필사기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실록의 필사기에 나타난 태도는 세책본 소설의 필사기에 나타난 태

도와 무척 유사하다. 귀여가와 같은 해인 1902년에 필사된 세책 소설 
김윤전의 필사기는 “무론모인고 를 갓다가 보신후 쇽히 보쥬긔

를 두샹에 숀을 언고옵다 (하략) 大韓光武六年酉月七日謄出”로 되

어 있다. 실록의 필사기에서 언급된 ‘무론모인’이나 ‘쇽히’라는 투식

이 여기에서도 사용되었다. 그리고 실록 소재 <귀여가>와 고대본 귀
여가 소재 <귀여가>는 공히 제목 아래 본문이 9∼10줄이고, 한 줄은 20

자 내외로 되어 있으며 하단 모서리에는 이른바 ‘침자리’를 두었는데 이러

한 형태는 세책 소설에서 흔히 보이는 것이기도 하다.73) 한편 전통문화의
맥 소재 <귀녀가(貴女歌)>는 필사기를 통해서 이 작품을 주고받은 이들

이 시부모와 며느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시부모는 필사기에서 “신해 삼

월 망일 구하여서 자부 김씨를 위해 등서하니 노안이 희미하여 글자 고약

하나 이 가사 족히 부녀의 본받을 만하기로 써 주니 너도 이걸 보고 이대

로 행하여 수부귀다남자하여라.”라고 다소 일방적인 전언을 며느리에게 건

넨다. 필사기에서 이러한 태도가 나타난 것은 전통문화의 맥 소재 <귀녀

가(貴女歌)>를 주고받은 시부모와 며느리는 혈연으로 연결된 가족 집단과

비교해 쉽게 친밀감을 형성하기 어려운 관계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귀녀가> 계열 작품들은 작자와 독자의 심리적 거리가 멀거나

또는 혈연이나 혼인 등의 연결 고리를 찾기 어려운 관계 속에서 창작 및

향유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Ⅱ장의 분석 결과를 참고해보면 <귀녀

가> 계열의 작품들은 오늘날을 기준으로 서울과 경북 등지에서 향유되었

다.74) 비록 작품의 유통과 관련하여 확인이 가능한 지역은 두 지역에 불과

73) 정병설, 조선시대 소설의 생산과 유통,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231-232면 참
조.

74) 실록 소재 <귀여가>는 필사기를 통해 “안긔”에서 창작 및 향유되었음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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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들 지역의 거리를 고려할 때 충분히 여러 지역에서 향유되었다고

추정된다. 이러한 현상은 대중들의 흥미를 자극하는 ‘귀녀’로 형상화된 여

성 인물의 독특한 삶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이 점을 여성 인물이 공통적으로 사용된 <복선화음가> 계열에서 구체적

으로 확인해보도록 하겠다. <복선화음가>는 유사한 이본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는데75) 이들 작품들에서는 화자가 자기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이른바 ‘자기서사’76)가 나타난다. 자기서사 중에서 전근대 시기 양반 여성

의 일생을 다루고 있는 작품들은 대부분 자신의 삶을 불행하거나 고통스럽

거나 실패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복선화음가> 계열의

작품들에서는 자신의 삶을 성공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나아가 자기 삶에 대

한 강한 긍정과 자부심이 표현된다는 점에서 여타의 자기서사와 구별된

다.77) 이와 같은 독특한 성격만큼이나 <복선화음가> 계열에 대한 연구자

들의 해석도 극명하게 엇갈린다. <복선화음가> 계열의 작품을 강화된 가

부장제의 산물로 설명하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여성중심적인 작품으로 해

석하는 입장이 양립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 장정수는 실제 시집살이를 경험하면서 시집의 이익이 자신

의 이익이라는 지배 이데올로기를 수용한 당시 여성들이 성공적인 시집살

이의 모델로 설명하고78) 강명관은 당시 중매결혼이 일반화된 사회에서 매

우 부유한 여성 가문과 극도로 궁핍한 남성 가문의 결합은 현실적으로 이

루어질 수 없다며 현실의 문제를 비현실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판타지로

해석한다.79) 이들 논의의 연장선으로 하윤섭은 양반 남성의 치산행위에 대

한 부정적 사회 인식과 주자학적 의례에 대한 강화된 사회적 요구라는 가

부장적 이데올로기의 모순을 여성의 적극적인 치산활동으로 은폐하고 있다

고 주장한다.80) 반면 후자의 경우, 이동연은 시가 중심의 여성 윤리에 대한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 지역이 정확히 어디인지 알기 어렵다.
75) 성무경, ｢｢복선화음가｣류 가사의 이본현황과 텍스트 소통｣, 민족문학사연구 22, 민
족문학사학회, 2003.

76) 박혜숙 외, ｢한국여성의 자기서사 (1)｣, 여성문학연구 7, 한국여성문학학회, 2002.
77) 박혜숙 외, 위의 논문, 2002, 340-341면 참조.
78) 장정수, ｢<복선화음가> 연구 – 여성형상과 치산의 의미를 중심으로 -｣, 고려대학교
고전문학한문학연구회 편, 19세기 시가문학의 탐구, 집문당, 1995, 300-301면 참조.

79) 강명관, ｢가부장제의 완성과 복선화음가｣, 코기토 60,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06, 108-111면 참조.

80) 하윤섭,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모순과 상상적 봉합 - <복선화음가>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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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의 신념과 그에 대한 회의를 용해시키고 있는 작품으로81) 성무경은

치산을 통해 고난을 헤쳐 나갔던 여성 형상이 제시된 작품으로 평가한

다.82)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김석회는 현실 타개의 주체로서의 여성상

이 제시되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83)

하지만 전자의 입장대로 <복선화음가>를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산물로

해석한다면, 수다한 이본이 발생한 배경과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다.

관련 이본을 광범위하게 조사한 성무경이 밝힌 것처럼 <복선화음가> 계열

은 같은 시기 어느 가사보다 대단한 유통성을 보인 작품이다.84) 앞서 Ⅱ장

의 분석 결과처럼 <복선화음가> 계열의 작품들은 오늘날의 서울, 경기, 충

남, 충북, 경북 등 다양한 지역에서 향유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복선화음

가> 계열의 작품들이 단순히 이데올로기의 도구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당

시 사람들에게 계녀가로서의 효용성을 널리 인정받았기에 가능한 일로 해

석된다. 그것은 <귀녀가> 계열과 마찬가지로 여성 인물의 형상화가 중요

한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된다. 1910년에 향유된 계녀록 소재 <계녀

록>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슈종죠에 경상도 안동에 사람이 이시되 승은 김이요

일홈은 낙영이라 을 두엇시되 문별 죠컨이와 금옥갓치

귀히길너 오유되온 후에 여공을 와이 질도 비볌다

월에 슈놋키는 션아에 슈법이요 월에 깁기는 직녀에

솜씨로다 녈여젼 효경편을 십세젼에 외와고 동거지 처신

범졀 뉘안이 층찬랴 금에옥식 싸여길여 긔을 어이알이

만화방창 벽원즁의 츈경도 구경혀고 □□□□ □□□□ 월

도 구경허고 만반진슈 별미담 입맛업셔 □다먹고 분벽사창

사 검토와 새로운 독법의 마련 -｣, 한민족어문학 63, 한민족어문학회, 2013,
215-234면 참조.

81) 이동연, ｢조선후기 여성치산과 <복선화음가>｣,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4, 한국고전
여성문학회, 2002, 308면 참조.

82) 성무경, ｢｢복선화음가｣류 가사의 이본 현황과 텍스트 소통｣, 민족문학사연구 22,
민족문학사학회, 2003 참조.

83) 김석회, ｢복선화음가 이본의 계열상과 그 여성사적 의미｣, 한국시가연구 18, 한국
시가학회, 2005b 참조.

84) 성무경, 조선후기, 시가문학의 문화담론 탐색, 보고사, 2004, 233-2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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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쵹에 칙도 구경허고 세상복잡 죠흔에 상뉵도 구경허

고 질거히 지든니 년광이 십오세라

이 작품에서는 ‘아이’ 또는 ‘세상사람들’이라는 청자 대신 숙종 때 경상

도 안동이라는 시공간적 배경과 김낙영과 그의 딸이라는 인물을 제시한

다. 앞에서 살펴본 실록 소재 <귀여가>와 같이 처음 부분에 인물들

간의 대화는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숙종 때에 경상도 안동에 사는 김낙

영’이라는 배경과 인물을 제시하는 방식은 소설과 매우 흡사하다.85) <계

녀록>의 여성 주인공이 유복한 친정에서 여유 있게 성장하는 모습도

<복선화음가> 계열의 다른 이본들과 동일하다. 소설과 동일한 서사적

전개를 보인다고 할 수 없지만 이 작품을 소설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 등장하는 긍정형 여성 인물과 부정형 여성 인물의 흥미로운 대조

에서 기인한다.86) 여성 인물의 서사적 형상화는 <복선화음가> 계열 작

품들이 대중의 흥미를 자극하고 관심을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동인이었

다고 할 수 있다.

<복선화음가> 계열의 작품들이 대중을 염두에 두고 유통되었다는 사

실은 다음 자료들에서 확인된다. 계녀록보다 2년 전인 1908년 충남

임천에서 필사된 부인치가사에는 <복선화음가>의 이본인 <치가사>와

불교가사인 <회심곡이라>와 평민들의 편지교재인 방각본 언간독이 실려

있다. 여기에 수록된 방각본 언간독이 대체로 평민층을 대상으로 한 편

지쓰기 교재라는 점에서87) 부인치가사는 하층의 불특정 다수를 염두

에 둔 책일 가능성이 높다. 필사기에서도 “쳔징민 옵시(중략) 어

와셰상 사람들아 이말드러보소 / 부인언간독 / 부인치가사 합양편

이라”면서 불특정한 다수의 “셰상사람들”을 부인치가사의 예비 독자로

85) <숙영낭자전>의 여러 이본 가운데 <슈경옥낭자전니라>는 공간적 배경이 경상도 안
동으로 되어 있다. <슈경옥낭자전니라>의 처음 부분은 다음과 같다. “옛고례 시절의
경상도 안동에 사난 한 니 잇스되 셩은 가요 명은 성슈요 조연등과야 벼살
니 병조참판의 잇서 일홈이 닐국의 진동덜니 소인에 참소을 만나 삭탈관즉고 
의 도라와 농업을 심씬이 가산이이 점 부요야 안동의 졔일 부자라” 김선현,
숙영낭자전의 이본과 여성 공간, 보고사, 2018, 278면.

86) 서인석, 앞의 논문, 1995, 54면 참조.
87) 김종철, ｢<언간독> 연구 – 작문 교재의 관점에서 -｣ 국어교육연구 35, 서울대학
교 국어교육연구소, 2015, 2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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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했다.88)

이러한 모습은 1924년에 필사된 언간요쵸에서도 확인된다. 언간요
쵸에는 방각본 언간독과 <복선화음가>의 이본인 <복션화음록>이 실려

있다. 그 중 <복션화음록> 말미에는 “셰 갑 원월의 쓰노라 / 이우

의 쓰인 간독편서와 이 화음녹이 어룬 아업시 봄즉한 이로다”라고

하면서 이 책이 “어룬 아업시” 모두가 “봄즉한 ”이라고 했다. 어른

과 아이 모두가 볼 수 있다고 한 것은 작품의 내용이 누구나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수준임을 말해 준다. 이 점에서 언간요쵸도 부인치가사
의 경우처럼 하층의 불특정 다수를 독자로 설정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

다. 추정에 불과하지만 부인치가사와 언간요쵸에 수록된 <복선화음

가> 계열의 작품들은 지적 수준이 그리 높지 않은, 대중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사이에서 유통된 것으로 보인다.

계녀가류 규방가사에서 여성 인물의 등장은 비단 <복선화음가> 계열에

만 나타난 현상이 아니다. 앞서 살펴본 <귀녀가> 계열에서도 귀녀라는 이

름을 가진 여성 인물이 등장한다. <귀녀가> 계열의 여성 인물은 특별한

고생 없이 평탄한 삶을 살고 말년에는 보통 사람이 누릴 수 없는 대단한

복록을 누린다. 반면 <복선화음가> 계열의 여성 주인공과 괴똥어미는 말

년의 모습은 매우 다르지만 거기에 이르기까지 삶에서 극적인 변화를 겪은

것은 동일하다. 여성 인물이 등장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계녀가류의 주된 독

자인 여성들에게 관심을 받았겠지만 그들이 겪은 극적인 변화는 독자들을

작품에 흥미를 갖고 몰입하게 만드는 효과를 냈을 것이다. 결국 작품에 등

장하는 여성 인물의 독특한 성격은 이들 작품의 창작과 향유가 성별을 초

월하여 여러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동인이 되었다. 이와 관련한

주제구현 방식은 다음 항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여성 인물의 본보기와 대비

<귀녀가> 계열의 작품들에서 ‘귀녀’라는 긍정형 인물을 사용하여 독자들

88) 그리고 이 자료는 대중들을 겨냥하여 출판, 유통되던 방각본의 간기(刊記)처럼

“ 긔양신판 ”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기도 하다.



- 132 -

에게 어떻게 주제를 구현하고자 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본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귀녀가> 계열의 작품들은 모두 귀녀의 출생부터 말년에

이르기까지 그녀의 일생 전부를 다루고 있다. 특히 그녀의 일생을 청자에

게 ‘보고’한다는 점에서 소설의 담론 특성과 무척이나 유사하다.

세월이 여류하여 이삼세 돌아오니

엉금엉금 기는양은 규수즁의 기인이요

주적주적 서는양은 거군중의 학립이리

어디그리 기이한고 이딸아이 거동보소

(중략)

효우난 천성이요 재질은 절인하다

기역니은 가르치면 가갸나냐 벌써알고

두어줄에 군두목에 정자초서 다능케

다글배워 문장하기 여자직분 아니무로

고금치란 흥망사를 대강만 들어알고

(중략)

남녀복 바느질 수품도 좋을시고

깃도련 제도할즘 고금처격 다갖추었다

그렁저렁 가는세월 십오세 넘어지니

체신은 귀격이요 용모는 덕부로다

위는 전통문화의 맥 소재 <귀녀가(貴女歌)>의 일부이다. 귀녀의 출생

을 다루고 있는 서사 이후 귀녀의 외모와 행실, 문장과 여공 등 어느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귀녀의 모습이 서술되어 있다. 여느 사람과 다른 특별한

본보기로서의 귀녀의 모습은 <귀녀가> 계열의 모든 작품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귀녀의 면모는 그녀를 비현실적인 존재로 보이게 만들지만 동시에

청자의 흥미를 자극함으로써 청자들이 귀녀의 삶에 몰입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이후 매작(媒妁)을 통해 명문가와 혼인을 맺는 내용이 이어지고, 여기에

이르러 서술자는 딸을 시집보내는 부모로, 1인칭 화자가 되어 자신의 심정

을 표현하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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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죡 귀집의 작이 오단말가 문벌이 상당고 년긔가 상젹

니 무어스로 혐의할가 두집이 뇌형고 쥬의양 왕고 길일

이 당거날 우례일 죠흔날에 남젼안 온후의 친졍의 교니

남에업자미로다 신낭의 모은 계화가지 넘노듯 신부의 머

리우의 봉황이 휘드난듯 군슉녀 샴슉여 녹슈의 원앙이라 길고

긴 쳥홍로 연긔냑 믜져도다 ㉠얼시고 죠흘씨고 지야 죠흘
시고 억츔이 졀노난다 쥰슈우리외 현낭도 현낭다 뇨죠

한 우리라 현졀함도 현졀다 길너 회보기 마다 건마

오날 의미 비할곳지 젼혀업다 삼일후 도라가셔 를

마져오니 금실노 벗슬고 죠흔걸노 낙을삼어 ㉡시예가의 자란남

녀 군의 호구로다 만셩의 시쵸되고 복의 근원이라 어화미

그지업다

위는 실록 소재 <귀여가>로, 서술자는 사주단자(四柱單子), 납폐(納

幣), 전안(奠鴈) 등 혼인의 과정과 그에 따른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한 다

음89) 신랑과 신부가 처음 대면하여 맞절을 하는 교배례(交拜禮) 순간 이들

의 모습을 화려하게 묘사한다. ㉠에서 화자는 아름답고 현철한 딸을 시집

보내 어질고 준수한 사위를 맞이하는 일은 딸 가진 부모가 누리는 제일 큰

재미라며 그 무엇에도 비할 바가 없는 일이라고 자신의 기쁜 심정을 드러

낸다. ㉡에서는 자신의 딸과 사위를 숙녀와 군자로 칭송하고, 부부가 되는

일은 만성의 시초가 되고 백복의 근원이 된다는 구절을 빌려 이들의 혼인

이 갖는 중대함을 말한다.90) 이 작품에서 딸을 시집보내는 일은 예삿일이

아니라며 더할 수 없는 경사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은 모두 1인칭 화자

인 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고대본 귀여가 소재
<귀여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91) 혼인과 관련하여 이 같이 기대와

89) 조선시대 혼인과 관련하여 각각의 절차와 풍습은 다음 책을 참조했다. 이종묵, 부부
, 문학동네, 2011.

90) 위의 책에 따르면 신랑 신부가 처음으로 만나 맞절의 의식을 치르는 교배례에서 신
랑 신부가 절하는 자리인 교배석 양쪽 머리에는 ‘이성지합 만복지원(二姓之合 萬福之
原)’이라는 글귀를 수놓았다고 한다. 이 글귀는 동몽선습을 비롯한 여러 경전과 문
집에서 확인된다. 동몽선습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남편과 아내는 두 성이
합한 관계이다. 백성들이 태어난 시초이며 모든 복의 근원이니 중매를 시행하여 혼인
을 의논하며 폐백을 들이고 친히 맞이하는 것은 그 구별을 두터이 하기 위한 것이다
(夫婦, 二姓之合. 生民之始, 萬福之原. 行媒議婚, 納幣親迎者, 厚其別也)” 동몽선습(童
蒙先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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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희를 한껏 드러낸 계녀가는 찾아보기 힘들다. 혼인에 관한 낙관적 인식

과 그에 대한 긍정적 감정을 표현한 점은 <귀녀가> 계열 작품들의 특징이

라고 할 만하다.92) 딸의 혼인에 대해서 더할 수 없는 만족감을 표현한 이

부분부터 귀녀를 바라보는 전지적 또는 관찰자적 시점은 그녀를 ‘우리 딸’

또는 ‘내 딸’로 바라보는 나의 시점으로, 작품 속 화자와 청자의 관계는 매

우 가까운 직접적인 관계로 전환된다. 더욱이 딸이 시집으로 떠나는 부분

에 이르러서는 이전까지 불분명했던 서술자의 모습이 딸을 시집보내는 부

모로 바뀌게 된다. <귀녀가> 계열의 작품들은 소설과 가사의 형식을 모두

활용하고 있다. 계녀를 전하는 부분에 이르러 소설의 시점과 어법이 가사

의 시점과 어법으로 변하는 것은 계녀에 관한 내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

달하기 위해서이다. 1인칭 화자가 현상적 청자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자

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가사의 소통 방식은 청자에게 보다 진정성 있게

느껴지기 마련이다.

이러한 양상은 필사기에서도 엿보인다. 고대본 귀여가의 작자는 <귀여

가>의 필사기에서 작품의 내용이 우스워 베껴 썼다면서 남에게 보이기는

부끄럽지만 자손만대에 남겨 주라고 당부했다. <귀여가>를 책이라고 말한

점과 그 내용이 우습다고 한 점은 소설책에 관한 인식과 유사하다. 그런데

자손만대에 전하라는 주문은 <귀여가>를 세책 소설과 다르게 인식한 지점

이다. 이는 <귀여가>를 창작하고 향유하던 이들이 <귀여가>를 진지한 대

91) 밑줄 친 대목에서 1인칭 화자인 내가 느끼고 있는 기쁨과 만족을 알 수 있다. “명문
거쥬 귀한집의 작이 오단말가 문벌이 상당고 연치가 상젹니 무어슬 험리오
두집의 졍샤 쥬의양 예고 길일 졍긔날 우길시 조흔날의 납젼안 온후
의 셕가부 흘기소리 남의업경로다 어와 이야 남의업미로다 신낭의 사
모희 겨화가지 넘느난돗 신부의 슈식우희 용봉이 넘노난닷 군슉녀 삼숙녀 녹슈
의 원양이라 길고긴 쳥홍로 년가약 도다 쥰슈한 우리회 긔특함도 긔특다
아람다운 아기 현쳘도 현쳘다 길너 회보기 예일노 알건마난 오날 우
리경비바이업다” 고대본 귀여가 소재 <귀여가>.

92) 혼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그에 따른 정서 표현은 녀계약언경계한말이라 소재
<귀녀가> 등의 다른 이본에서도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드러온다 드러온다 우리회
드러온다 셔산나귀 슌금안장 두려시 안난시비난 나렬고 구경군이 한빗칠다 
쥬관듸 셔각난 일품온 상이라 쳐모의게 쥬당잇셔 피여 드러가니 시각이 밧
즁의 궁금도 도할쥬렴즁여러보니 우리회 동탕다 숙모려 부탁되 우리
아기 조심소 젼안후 교고 교후 합환할졔 덕담으로 축원고 쳥홍로 젼
고 신낭의 어진인물 쥬슈즁의 긔린이요 신부의 어진양비금즁의 원낭이니 민의
쳐음이요 복의 근원이라 오날〃 셩혼니 나의팔긔지업다 귀녀나 츌가니 나
의미 깁흘씨고” 녀계약언경계한말이라 소재 <귀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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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인식했음을 말해 준다.

그리고 <귀녀가> 계열의 작품들은 귀녀의 탄생과 성장 이후 시집에 도

착하기 전 친정에서 가마에 오른 장면부터 처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

제에 관련하여 가르침을 전한다. 첫째 유형에 해당하는 작품들처럼 사구고

(事舅姑) 즉 시부모를 섬기는 일에서부터 계녀에 관한 내용을 전하지 않는

것은 작자와 독자의 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신부례 택일하여 신행길 차릴적에

사랑받칠 폐백이요 인사받을 정성이라

교자문에 들어갈적 조용히 경거하되

㉠교현없이 잘가거라 조심하여 잘가거라

하처에 들어앉아 정신을 가다듬어

긍긍히 조심하여 조금도 실례마라

㉡편백을 드린후에 정재히 팔장질러

절하고 일어날적 내몸을 요량하랴

자리에 돌아설적 전도할가 조심하라

대례를 마친후에 네방에 들어가서

자리를 주는대로 단정히 바로앉아

눈을높이 뜨지말고 낯빛을 화히하여

모이시니 출입할제 기거하기 이질세라

음식물 주는대로 수량하여 잘먹어라

입입이 앉아시면 몰풍정이 되나니라

문안적 위를보고 하당할적 땅을살펴

행여나 전패할가 일동일정 상심하라

신혼에 정성할적 극진히 공경하야

일월이 많을수록 더욱조심 할작시면

㉢시가의 어르신네 엇지아니 기쁘시랴

삼일주하 드러가서 적근일도 뭇자와다

족히능히 할말삼도 조용히 바삐마라

층층의 어르신내 사랑이 깊을수록

일심으로 공경하여 시각을 놓지마라

말삼을 높이하면 왕왕히 여길세라

우삼을 과히마라 가증히 여길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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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친중의 여러부인 신정으로 귀히여겨

말삼을 무르시면 화순이 엿자오되

여러말삼 하지말고 드리시여 대답하라

백사를 조심하여 조금도 방심마라

코츔도 아라벳고 하품도 길게마라

코츔도 남이보고 더러히 여길세라

하품도 길게하면 능멸히 여길세라

어와 여자행실 할 일이 하고많다

위의 작품은 전통문화의 맥 소재 <귀녀가(貴女歌)>의 일부이다. ㉠에

서 화자는 가마에 오르는 귀녀를 향해 가마멀미를 하지 말라며 다정하게

이른다. 여기에서 생략되어 있지만 실록 소재 <귀여가>에서는 혼자

있는 가마에서도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나온다.93)

시집에 도착해서는 ㉡처럼 만사를 조심하라며 일거일동(一擧一動)을 아주

자세히 설명한다.94) 여기에서 폐백(幣帛)과 대례(大禮) 등을 언급하는 것으

로 보아 전통문화의 맥 소재 <귀녀가(貴女歌)>는 신부 집에서 초례(醮

禮) 전체를 치르고 신랑 집 곧 시가에서 나머지 절차를 진행하는 반친영

(半親迎)의 혼인 풍습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95) 반면 녀계약언
경계한말이라 소재 <귀녀가>에서는 “당일의 친영법은 예부터 잇난라”

라며 작품 속 혼인을 친영(親迎)이라고 지칭한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혼인 풍습이 반친영인가 아니면 친영인가의 문제

가 아니라 이와 같이 혼인 풍습이나 그 과정을 언급하는 경우가 다른 계녀

가류 규방가사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화자는 귀녀에게 기거

93) 다음은 실록 소재 <귀여가>에서 계녀사가 시작되는 부분으로, 혼자 있는 가마
에서도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라고 전언한다. “금교의 올를젹의 은근이 경겨되 교
현업시 잘가거라 쳐의 드러안져 뎡신를 가다듬어 단쟝도 뎡이고 츠신도 단뎡이며
귀가의 들어갈졔” 실록 소재 <귀여가>.

94) 실록 소재 <귀여가>에서는 “귀가의 들어갈졔 빙를 발는다시 동촉 죠심
고 궁엽 오치며 일신을 쇼쳐셔 한말도 실혜마라”라며 박빙을 밟는 듯이 행동
을 조심하여 한 마디 말도 실수하지 말라고 했다.

95) 그러나 조선시대에 친영은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웠던 혼인 의례였다. 조선시대
혼인은 조선 개국 초기부터 주자가례에서 강조한 납채·납폐·친영 등의 제도를 따르
고자 했으나 관습이나 비용 등의 문제로 조선시대 친영은 제대로 시행된 적이 거의
없다. 조선시대 혼인 풍습에 관해서는 다음 책을 참조했다. 이종묵, 앞의 책, 2011,
44-4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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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표정 짓는 법, 절을 하고 난 뒤 진퇴하는 요령, 좌정할 때 해야 할

몸가짐 등 시집에 도착해서 해야 할 행동들을 자세히 설명한다.96) 그리고

㉢에 나타난 것처럼 시집 식구들에 관해서도 자세한 당부를 남긴다.97) 더

욱이 실록 소재 <귀여가>에서는 혼례에 온 구경꾼까지 신경을 쓰라고

말한다. 시댁에서 혼례를 치르는 당일에 모인 사람들 중 앉아 있는 사람들

을 잘 살피고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낯빛을 부드럽게 하며 구경꾼들에게

다정하게 보이라고 말이다.98) 공통적으로 <귀녀가> 계열의 작품들은 새신

부가 시집에서 마주할 여러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혼례를 치르기 위해 낯선 시댁에 온 며느리에게 매우 유용한 지침이 되었

을 것이다. 더할 수 없이 피곤하고 긴장한 신부에게 복잡한 혼인 절차와

시집에서의 행동 요령 등을 일러줌으로써 신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끔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용적 목적 외에도 <귀녀가> 계열의 작품들이 향유될 수 있었

던 것은 여성 주인공인 귀녀라는 인물이 당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이다. 실록 소재 <귀여가>의 필사기에서 주인공 김소저를 본보기

로 하면 시집가서도 시부모와 남편에게 대우를 받고 자손들도 영원히 부귀

를 누릴 것이라고 한 것처럼, <귀녀가> 계열의 작품들은 세상의 온갖 복

록을 누리는 귀녀라는 본보기를 통해 <귀녀가>를 읽는 여성들에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결사에서 구체적

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

96) 고대본 귀여가 소재 <귀여가>에서도 낯선 공간인 시집에서 마주할 여러 상황에
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다.

97) 이것이 두드러진 작품으로 경북 내방가사 3 소재 <귀동가라>를 들 수 있다. 여기
에서는 “시가에 어루신 엇지안이 길겨할가 / 삼시로 들어가셔 져근닷 뭇자와셔 /
죡히능니 할니리나 능 지 말고 / 족히능니 할말삼도 죵용니 답라 / 층〃이
어루신 사랑니 깁흘사록 / 닐심으로 공경라 완악히 여기실나 / 우심을 과니면
가증니 여기실나 / 지친즁에 여러분 심졍으로 기히여겨 / 말삼을 뭇잡거든 화순니
답고 / 여러말삼 지말고 드르시게 답라”와 같이 시집 식구들을 시가 어르
신들, 층층이 어르신들, 지친들로 나누어 지칭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이들의 존재
를 확실히 의식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98) “리의 좌졍할졔 단졍이 바로안져 얼골바로 가지고 눈를 낫게드러 안진람 살피기
를 은근이 죠하여 츌입긔거기를 뎡신을 놋치말고 낫빗츨 화하게 가져 겻
살피기을 무심이 불평나 구경군 다졍케보쳣낫쳬 칭찬다” 실록 소재
<귀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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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와 우리귀녀 할일이 하고많다

㉠태평 년월에 소년 등과하여

슬하에 열친하고 헌신 왕가하야

평좌면신 하온후에 환로의 망이있어

별검하라 찰방이라 홍문관 교리수찬

대신으로 지평정언 외임으로 부사목사

쌍교를 흘러타고 좋은길로 달려갈적

㉡우리귀여 유복할사 사회잘본 덕분이라

이아니 영광이며 이아니 쾌할소냐

안벼슬로 돌아와서 승지당상 참의참판

삼품이 품하온후 현재상의 명망으로

거로하여 돌아오면 무엇이 부족하리

고대문호 좋은고란 이르고 말려니와

장부 사업이 이아니 거룩하랴

㉢얼시고 기특하다 너의부부 기특하다

어찌아니 즐거우리 우리귀여 팔자로다

두어라 수부귀 다남자를 능이보았노라

위는 전통문화의 맥 소재 <귀녀가(貴女歌)>의 결사이다. 이 작품을 비

롯해 <귀녀가> 계열의 작품들은 계녀사를 다 서술하고 난 뒤에 남편이 과

거 급제하고 내외직을 두루 역임하면서 세상의 온갖 복록을 누리는 이들

부부를 축복하는 것으로 마무리 된다. ㉠처럼 젊은 나이에 과거에 급제한

남편은 내직과 외직을 모두 두루 거치고 재상이 되는 인물로, 전근대 시기

를 살아가던 사람들이 소원하던 최고의 가치인 입신양명을 모두 성취한 장

부로 그려진다. 특히 대한제국이 존재하던 1902년에 필사된 실록 소재
<귀여가>에는 사환(仕宦)에 관한 내용이 무척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다.99)

99) “허화 죠흘시고 쇼년등과 여셔라 얼시고 죠흘시고 할임교 됴흘시고 옥당으로 
쵸니 은금물 압셰우고 좌우로 벽져쇼가로의 진동다 동부승지 댱샹여 좌부
승지 우부승지 례로 지후의 상품으로 도승지며 이죠참판의 제슈니 셩 온
후의 예죠참판 승품여 이병죠 지후의 쥬부윤 잠간것쳐 평안감돌너안져 
을 치니 쵸월쌍가마좌우쳥죠 놉피달고 쳥사밧침 됴흔쥬렴 슌금젼지 드러스
니 감실죠흘시고 날갓치 너른길의 젼령 쌍이며 무갓 고은한임 세네쌍
을 셰워도다 동셜령을 너머갈졔 좌우슈목 둘너보니 권마셩을 길여 좌우보죵 호령
며 에잇로 부쵹쇼평지진산 우리안셕의 지여안져 영화도 극진다 (중략)
과한을 운후의 이죠판셔 승락고 병니죠 도목치고 육죠판셔 다지고 졔학 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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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귀녀가 복이 많다고 칭찬하면서 그것이 사위를 잘 본 덕분이라고

말한다. 이 구절에 유의하면 결사에 이르러 작품의 초점이 귀녀가 아니라

그녀의 남편으로 바뀌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뛰어난 장부를 만난 것도 ㉢

에서 말한 것처럼 귀녀의 팔자 덕분이었다. 이 작품은 귀녀를 통해 모든

축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 화자는 이

들 부부가 당대인들이 추구하던 ‘수부귀 다남자’라는 세속적 가치를 모두

성취했다고 축복한다.

이 중에서 수(壽)·부(富)·다남자(多男子)는 당대인들이 세속적으로 추구하

던 가치인 오복(五福)의 일부이다. 오복이라고 하면 서경(書經) ｢홍범(洪
範)｣에서 “아홉 번째로, 오복은 첫 번째는 장수이고 두 번째는 부이며 세

번째는 강녕이고 네 번째는 덕을 좋아함이며 다섯 번째는 고종명이다[九,

五福, 一曰壽, 二曰富, 三曰康寧, 四曰攸好德, 五曰考終命].”100)을 떠올리기

쉽지만 서경이라는 경전의 성격상 여기에서의 오복은 군주에게 해당하는

것이다. 대신 민간에서는 수(壽)·부(富)·귀(貴)·강녕(康寧)·자손중다(子孫衆

多)를 오복으로 꼽았다.101) <귀녀가> 계열의 작품들은 세상의 모든 복록을

누리고 있는 귀녀도 계녀를 잘 지킨 이후에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록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귀녀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시집

살이에 필요한 교훈을 잘 따르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주제 의식은 필사기에서도 확인된다. 고대본 귀여가의 필사기

에서는 “병오 월에 필셔나 지도 추잡고 글시도 추니 붓그러오나

심〃기의 벗겨시니 뇌나두고 보게시며 슈부다남거시오 앗겨젼지자

손”이라고 했고, 전통문화의 맥 소재 <귀녀가(貴女歌)>의 필사기에서는

“이 가사 족히 부녀의 본받을 만하기로 써 주니 너도 이걸 보고 이대로 행

당상 겸고 츙신으로 입상니 우의졍 츌여 영의졍에 올나시니 나희칠십이라
영부로 치니 귀장시니 기로당상 거치시고 보죠하여셔라 향곡의 별업두고 
외갓치 낙향니 벼살의은 아달숀에게 젼장고 년동낙 죠흘시고 우리팔로셔
오십젼졍 경부인 칠십의 로고 녀손만당여 층달 금옥관빗날시고 
 노복젼당 광치니 부귀겸젼 그아니 가이그시 쳔덕업시 이럴손가” 실록 
소재 <귀여가>.

100) “人, 有壽而後, 能享諸福. 故壽先之. 富者, 有廩祿也. 康寧者, 無患難也. 攸好德者, 樂
其道也. 考終命者, 順受其正也, 以福之急緩, 爲先後.” 서경집전(書經集傳) 권6 주서
(周書) 홍범(洪範).

101) 이승렬 집필, “오복” 항목,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편찬부 편, 한국민족문화대백
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s://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38267>,
2019년 6월 24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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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수부귀다남자하여라.”라고 되어 있다. 이들 필사기는 <귀녀가> 계열

의 작품을 읽으면 장수·부귀·다남 등의 복을 누릴 것이라고 축원했다.

<귀녀가> 계열의 작품들은 세상의 모든 복록을 누리는, 축복받은 인물

의 본보기와 같은 귀녀의 삶을 통해 여성들에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주제를 전달한다. 귀녀의 삶은 당대인들이 모두 부러워할 만한 것이었으나

실제 현실에서 존재하기 힘든 삶이었다. 그래서 계녀가류 규방가사의 담당

층은 적극적으로 소설의 형식을 빌려 이야기를 완성했고, 서사적으로 형상

화된 인물의 모습을 통해 청자(또는 독자)들은 그녀의 삶에 공감할 수 있

었을 것이다.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계녀가류 규방가사의 담당층들이 가

지고 있었던 문학적 관심의 다양성을 엿볼 수 있다.

이어서 <복선화음가> 계열에 나타난 주제구현 방식을 여성 인물의 성격

에 주목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어와세상 사람들아 이말삼 들어보소

불한 이몸이 여자몸이 얏스니

리한님증손여요 정학사의 외손여라

소학호경 열여전을 십여에와고

처신범졀 동거지 침선방젹 슈노키도

십사세통달니 누가아니 칭찬랴

악한실 경게고 착한사람 을바다

일동일정 션히하니 남녀노소 하난말이

천상적강 이소저난 부기공명 누리리라

그얼골 그도난 천만고처음이라

이러하기 층찬받고 금옥으로 귀히길너

이 작품은 “어와세상 사람들아 이말삼 들어보소”라는 구절로 시작한

다. 이 구절은 앞서 살펴본 두 번째 유형에 속하는 규방가사 I 소재 <훈

민가>의 “이화새상 사람들아 이내말삼 들어보소”와 동일하다. 그런데 이어

지는 내용은 무척 판이하다. <훈민가>의 화자가 ‘천지’와 ‘사람’, ‘남녀’와

‘부부’, ‘부자유친’과 ‘군신유의’처럼 유교 이념과 그것을 구성하는 존재들을

말했다면 이 작품의 화자는 그러한 것들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대

신 자신에 관한 일을 이야기할 뿐이다.102) 제2행에서 화자는 자신을 불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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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자라고 소개한다. 화자가 자신을 불행한 여자라고 소개함으로써 청자

는 화자가 특별한 고난을 겪은 사람이라는 것을 직감하게 된다. 더욱이 세

상 사람이라면 누구나 피하고 싶은 불행을 자신의 운명이라고 규정했기에

청자는 화자의 사연이 궁금할 수밖에 없다. 제3행에서 화자는 자신이 이한

림(李翰林)과 정학사(鄭學士)의 후손이라고 소개하고 제4행부터 자신의 유

년 시절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그녀는 자신이 10세 무렵에

유교 경전을 익혔고 14세가 되어서는 행실과 여공에 통달했다고 말한다.

더욱이 자신의 모든 행실은 선에 부합한다며, 다른 사람들의 입을 빌려 자

신을 천상(天上)에서 적강(謫降)한 존재로 칭찬한다. 제10행에 이르러 자신

의 외모가 천만고(千萬古)에 처음 있는 것이라며 한층 자신감을 드러낸다.

화자의 유년 시절은 화자 스스로가 “금옥”이라고 표현할 만큼 더할 수 없

이 화려하고 행복한 시기였다. 화자는 자신을 불행한 여자라고 했지만 지

금까지의 내용에서 화자가 겪은 불행이 무엇인지 쉽게 확인되지 않는다.

자연스레 청자는 화자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103)

주인공인 화자의 신분과 관련해서는 이본마다 약간씩 차이를 보인다.

1872년에 편찬된 언문고시(諺文古詩) 소재 <규즁감응편>에서는 자신을

김익주의 손녀로, 황설강의 손부로 지칭하면서 이들 집안 모두 문벌이 좋

다고 말한다.104) 1874년에 편찬된 종사규측(鐘謝閨則) 소재 <복션화음

녹>에서는 자신을 이한림과 정학사의 후손으로, 자신의 시댁을 김판부 집

안으로 소개한다.105) 반면 1908년에 편찬된 부인치가사 소재 <치가사>

에서는 자신의 집안에 관해서는 일절 언급을 하지 않은 채 시댁에 관해서

만 간단히 언급한다.106) 한편, 1924년에 편찬된 언간요쵸 소재 <복션화

102) 윤주필도 <복선화음가>의 기본적인 특징으로 자기서사가 두드러진다는 점을 들었
다. 윤주필, 앞의 논문, 2009, 288면 참조.

103) 서영숙은 이 작품의 이본인 <김씨계녀>를 분석하면서 화자가 아무런 갈등 없이
성장하는 모습이 이후에 겪게 되는 고난에 대한 복선이 된다고 해석했다. 서영숙, ｢복
선화음가류 가사의 서술구조와 의미: <김씨계녀>를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9,
한국고전문학회, 1994, 216면 참조.

104) “어화셰상 더라 이말드러보소 / 이몸이 불여 여갓 되야셔 / 김
익쥬의 손녀되야 문벌도 조컨이와 / 금옥갓치 귀이길너 뉴칠셰가 되얏스니 / (중략)
연광이 십뉵셰라 / 고르고 르다가 가호의 츌가니 / 황셜강의 손부되야 문벌은 좃
컨만는”.언문고시(諺文古詩) 소재 <규즁감응편>.

105) “어와셰샹 샤들아 이말드러보소 불여 이몸이 녀가 되어나셔 니한님
의 둉손이요 뎡학의 외손이라 (중략) 십오셰 겨유되며 강호의 츌가니 김판부의
둉손이라” 종사규측(鐘謝閨則) 소재 <복션화음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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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록>에서는 자신을 반벌 좋은 김익주 집안의 후손으로, 자신의 시댁은 문

벌 좋은 한절강 집안으로 소개한다.107) 조선 왕조에서 대한제국으로, 다시

일본의 식민지로 큰 변화가 일어났지만 <복선화음가> 계열의 화자는 자신

을 명문가의 후손으로 제시한다.

화자의 불행은 혼인에서 비롯되었다. 수간모옥(數間茅屋)으로 상징되는,

가세(家勢)가 영체(零替)한 집으로 시집을 갔기 때문이다. 화자의 딱한 처

지는 신행을 바라보는 허다한 구경꾼들의 말과108) 배행 왔던 오라버님의

말씀을109) 통해 제시된다. 화자를 걱정하고 동정하는 이들로 말미암아 화

자의 안타까운 처지는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다.

오라바임 하난말삼 이말이 왼말이요

㉠삼종지도 즁한법과 여자유일것스니

부모형머러스라 예혼 하올적

물을 의논하미 잇적천한바요

사군자경계로다

슈간모옥 적은집은 구고기신 집이요

안밧즁문 번화갑제 친부모옛집이다

하날이 정한팔자 슌죵하면 복이고

시이 간구하나 천지록 잇스리라

굼고벗기 양이며 가도가 심하시도

㉡구고을바다 효셩으로 봉양하면

106) “쳔징민 하시유물유칙 모로더니 / 요순우탕 나오시삼강오륜 발거셔라 /
일〃등분이요 차셰헤로다 / 어와셰상 사람더라 이말삼 드러보소 / 불다 이몸
여자가 되어나셔 / 금옥갓치 귀이길너 오륙셰 자라나니 (중략) 년광은 십육셰라 / 고
류고 다시골나 강호츌가니 / 한질강의 손부요 문별도 조치마는” 부인치가사 
소재 <치가사>.

107) “어와세상 들이말들어보소 불야 이몸이 녀로 겨셔 김익쥬
의 ■■로다 반벌도 좃커니와 금옥치 귀히길너 오륙세 되온후에 (중략) 년광이 십
오세라 고르고 다시골나 강호의 츌가야 한졀강의 손부되니 문벌은 좃커니와” 언간
요쵸 소재 <복션화음록>.

108) “폐을 드린후눈을감고 안자스니 / 허다한 구경이 서로일러 하난말이 / 앗가
을사 저신부야 곱기괴히 기른낭자 / 간구한 저시집그고을 엇지할고 / 극난한기
혼인이라 저도록 속앗난고” 규방가사 I 소재 <복선화음가(福善禍淫歌)>.

109) “하로밤 지후회마치하올적/ 배왓든 오라버님 날을보고 하난말삼 / 가
세가 이러하니 할 일업다 도로가자 / 차마혼자 못가다 어여우리누/ 이고을
엊지하리 두말말고 도로가자” 위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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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혀 감동하불상기특 사랑하오

그런말삼 다시말고 쵸치를 보즁하사

평안지즁 환차하사 시간구한말

부모님부마오

자자정 우리부모 이말삼 들어시면

갓득이나 늙은친당 침식이 불안한

션우슴 조흔말노 시가사를 자랑하여

부모마음 편키오

그런데 화자는 오라버님의 말씀에 마냥 수동적이지 않다. 오히려 화자는

“왼말이요”라며 이들의 발화에 적극적인 태도로 응답한다. ㉠에서 화자는

여자의 당연한 도리인 “삼종지도”와 “여자유”을 어길 수 없다고 항변하

며, 예를 행하는 혼인에 재물을 입에 담는 것은 이적(夷狄)에게나 있는 일

이라고 단호한 태도를 보인다. 특히 “사군자경계로다”라고 말함으로써

이 모든 일이 여자에게만 국한된 일이 아니라 남자에게도 두루 통용되는

일임을 강조한다. 이어서 화자는 시집과 친정을 비교하면서 팔자에 순종하

면 하늘의 도가 선한 사람에게 복을 내리고 악한 사람에게 화를 내린다는

복선화음(福善禍淫)의 논리를 편다. ㉡에서 화자는 엄격하신 시부모님도 효

성으로 봉양하면 감동하여 자신을 불쌍하고 기특한 존재로 여기고 사랑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오라버님을 안심시킨다. 그러고는 “자자정 우리부

모”를 위해서 “시간구한말 / 부모님부마오”라며 오라버님에게

간곡한 부탁을 한다. 화자가 이렇게까지 부탁하는 것은 자신의 상황을 알

게 된 연로한 부모님이 행여 충격을 받을까 두렵기 때문이다.

화자는 오라버님을 설득하기 위해 ㉠에서 유교 이념에 따른 명분을, ㉡

에서는 오라버님이 거부할 수 없는 심정적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의 대화

를 통해 우리는 화자의 성격을 분명히 알 수 있다. 화자는 남자인 오라버

님을 설득할 정도의 지혜를 갖추었으며 자신보다 부모의 안위를 걱정하는

효성스럽고 현숙한 인물이다. 앞서 살펴본 두 유형에서는 인물이라고 할

만한, 화자에게 말을 건네는 존재가 거의 등장하지 않았다. 화자에게 말을

건네는 인물이 등장하고, 이들 간의 대화가 나타난 것은 이 유형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만하다.

그리고 여성으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과 행실에 관해서도 1874년에 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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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종사규측(鐘謝閨則) 소재 <복션화음녹>에서는 남녀 노복의 입을 빌

려 자신을 천상에서 적강한 존재로, 20세기에 편찬된 부인치가사 소재
<치가사>와 언간요쵸 소재 <복션화음록> 등도 19세기에 편찬된 언문
고시(諺文古詩) 소재 <규즁감응편>과 마찬가지로 자신을 전설 속 인물인

항아와 직녀에 비견한다. <복선화음가> 계열의 작품 서두에서 화자를 모

범적이고 고귀한 존재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청자에게 자신을 신뢰할 만

한 사람으로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인물의 자질이나 속성을 활용하는, 형상

화하는 방식은 작품 곳곳에서 나타난다.

이목구비 가치잇고 슈됵도 셩〃니

졔가심쎠 젹이면 거뉘라셔 시비라

람되고 궁곤면 쳔기도 막심다

김부와 니부난 씨가본부런가

치범졀 힘쓰리라 들안이 유죡하랴

㉠만고승 슌잉금도 비의 그릇굽고

쥬문왕의 어진안회 방젹으로 일머셔

갈담쟝의 유젼고 지금지 유명커던

하물며 우리인무어스로 의고

㉡오광가는실을 올〃리 아며

칠긔 큰뵈틀의 칠〃이 아니

할님쥬셔 죠복와 병슈사의 융복라

녹의홍샹 쳐녀치쟝 요용소치 유족다

무졍셰월 졀노가니 시집온지 십년이라

가산이 누만라 이만면 넉〃할가

날마다 소를혀 부모을 공경며

능나금슈 오셜지여 철〃리 가라입고

람 오셜쥬교 쥬린람 밥을쥬며

궁교빈죡 못이 혼인쟝못지면

돈을쥬고 을쥬어 아모죠록 구졔고

가의 허다소용 일용이 만금이라

아들형졔 급졔여 벼살도 혁〃다

㉢계교로 부귀니 팔도 거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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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는 김씨계녀 소재 <김씨계녀>의 주인공 김씨 부인이 치산을 결심

하고 열심히 노력하여 치부에 성공한 부분이다. 김씨 부인은 김부자와 이

부자를 언급하며 나도 그들처럼 부자가 될 수 있다고 굳게 마음을 먹는다.

김씨 부인이 언급한 김부자와 이부자는 장삼이사(張三李四)의 경우처럼 주

위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을 호명한 것은 치산과 범절에

힘쓰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전하기 위해서이다. 이 같은

내용은 여러 이본에서 확인된다. 이 부분을 통해 <복선화음가> 계열의 작

품들이 인물을 통해 청자에게 가까이 다가고자 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

다.

그리고 ㉠은 <김씨계녀>가 순임금과 주문왕의 비 태사(太姒)와 같은

성인(聖人)을 통해 치산의 근거를 찾고 있는 부분이다. 성별을 고려하여 성

인을 언급한 것은 남녀 독자를 모두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여기에서 화자

는 성인들도 그릇을 굽고 방적을 했는데 우리가 마다할 이유가 없다면서

치산의 당위를 확보하려고 한다. 비록 성인을 통해 치산의 근거를 확보하

는 구절은 다른 이본들에서 보이지 않지만, 긍정형 인물을 통해서 독자를

설득하려는 태도는 <복선화음가> 계열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된다.

치산의 근거로 주나라 문왕의 비 태사(太姒)를 언급한 탓인지 김씨 부인

이 치산 활동으로 선택한 것은 ㉡의 방적(紡績)과 침선(針線)뿐이다. 다른

이본들과 비교할 때 치산 활동의 종류와 내용은 빈약한 편이다. 대신 ㉢에

서 “계교로 부귀니 팔도 거록다”라며 가문의 번영을 자신의 공로

로 돌리고 있는데 이러한 태도는 다른 이본들에서 잘 보이지 않는다. 김
씨계녀 소재 <김씨계녀>와 비교된 규방가사 I 소재 <복선화음가(福

善禍淫歌)>에서는 이 부분을 “외간화락하니 걱정인들 잇슬소냐”로 정

도로만 표현했다. 편찬 시기를 확실히 알 수 있는 언문고시(諺文古詩) 소
재 <규즁감응편>과 종사규측(鐘謝閨則) 소재 <복션화음녹>과 부인치
가사 소재 <치가사>와 언간요쵸 소재 <복션화음록>도 <복선화음가

(福善禍淫歌)>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했다.

<김씨계녀>에서는 시집살이의 어려움을 “쳔황씨 셔방님은 글밧긔 무

엇알며 / 년만신 시부모님 다만망영 이로다 / 야심구진 싀누의님 업

모무삼일고 / 듯고도 못듯쳬 보고도 못보쳬 / 말못난 벙어린쳬

노염읍병신인듯 / 무한 즁나니 고슉여 잠〃들어 / 년노신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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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여혹시 거실릴가”라며 자신의 처지를 벙어리와 병신에 비유한 것을

상기해 보면110) 이 모든 성공을 이룩한 <김씨계녀> 속 화자가 자신에

대한 긍지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새삼 느낄 수 있다. <김씨계녀>는 그

제목처럼 ‘계녀’의 당위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는 시련과

고난을 자신의 힘으로 극복했다는 ‘자부심’이 자리하고 있다.

한편, <김씨계녀>의 화자가 보여준 자부심의 이면에는 경제적 성공을

이루기 위한 굳은 결심과 부단한 노력이 자리하고 있다. 김씨계녀 소재
<김씨계녀>에서는 관련 내용이 26구에 불과하지만111) 규방가사 I 소
재 <복선화음가(福善禍淫歌)>에서는 관련 내용이 38구로 대폭 늘어나

고112) 1907년에 편찬된 효부가 소재 <효부가>에서는 47구에 걸쳐 관련

내용을 매우 자세하게 서술한다.113)

110) 시집살이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 부분에서 자신을 비하하는 표현은 이본마다 다르
게 나타난다. 언문고시(諺文古詩) 소재 <규즁감응편>에서는 자신을 병인으로, 부
인치가사 소재 <치가사>와 언간요쵸 소재 <복션화음록>에서는 자신을 벙어리와
병신으로 비하했다. 반면 종사규측(鐘謝閨則) 소재 <복션화음녹>에서는 자신을 비
하하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더욱이 “천황씨 셔방님은 글외예 무얼알며 밧사랑
노인싀부 다만 망녕이로다”라며 남편과 시아버지에 관해서만 평가를 내릴 뿐 시어
머니와 시누이에 관해서 평가를 생략했다.

111) 언문고시(諺文古詩) 소재 <규즁감응편>과 부인치가사 소재 <치가사>와 언간
요쵸 소재 <복션화음록>의 분량도 김씨계녀 소재 <김씨계녀>의 분량과 대체로
비슷하다.

112) “사사이 생각니 업난거시 한이로다 / 분한심사 다시먹고 곰곰각 다시하니 / 김
장자 이부자난 근본적 부자련가 / 슈족이 다셩하고 이목구비 온젼하니 / 힘써 먹
으면 그무엇을 부려하리 / 비단치마 입던하리 자치마 둘너입고 / 운혜당혜 신든발
석집신 졸여신고 / 단장안무근처마 갈고고 간하여 / 외가지를 굴기길너
성팔아오고 / 을누처서 오당고은실을 / 유황갓튼 큰비틀필필이
젹/ 쌍원앙 공작이며 기린봉황 범나라 / 문도 찰난하고 슈범도 기이하다
/ 오회월여 고은실은 슈놋키로 다진하고 / 호상돈천냥은 비단갑시 부족다 / 
이이 틈을타셔 칠십노인 슈의짓고 / 쳡상북근 고은의복 녹의홍상 쳐녀치장 / 어린
아옷이며 신입난 조복이라 / 저녁켜는불노 벽조반 얼런짓” 규방가사 
I 소재 <복선화음가(福善禍淫歌)>.

113) “사의 각자덜 읍난거시 이로다 / 분심사 쳐먹고 다시고쳐 각니
/ 김부자와 리부자씨가근본 부잘넌가 / 슈족이 셩〃며 이목리 구비여 / 가
심쎠 먹으면 부자을 부러하리 /비단초마 입던허리 휘건치 두루치고 / 슈침당혀 신
던발의 셕집신 무일고 / 산밋무근밧쳘 갈고고 긔경회여 / 외가지을 굴계길
너 시졍의 파라모고 / 압뒤논 병작으더 심쎠 농사할졔 / 슈현반빗 쓸읍다 영츈당
신칙여 / 낫지면 기음고 밤이면 물네질예 / 계견얼 만이길너 장시의 파라모고 /
을셔 뉘의쳐셔 오당사 고은실은 / 무한키 큰벼틀의 필〃되 아니 / 무공
원앙와 긔인봉황 나비로다 / 문도 죠커이와 슈법도 더욱좃타 / 외오자은 고
은〃〃 실언 슈노키의 다진다 / 혼상의 은쳔양언 비단갑시 부족다 / 사이〃〃 바
날질품 칠십노인 핫옷시며 / 쳥사복건 소년의복 녹의홍상 여자의복 / 어린아희 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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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본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지만 <복선화음가> 계열의 여성 주인공은

치산 활동과 그에 따른 치부를 기반으로 친척과 이웃을 구제하고 부모를

봉양하는 등의 덕행을 쌓는다. 여성 주인공이 이렇게 형상화된 것은 서두

에서 여성 주인공이 모범적이고 고귀한 존재로 등장하여 청자들에게 신뢰

성을 얻고자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김씨계녀 소재 <김씨계녀>의 여성 주인공은 “계교로 부귀니 팔

거록다 / 을길너 츌가할졔 손을잡고 하말이 / 부〃유별 잇셔씨니

난편졉 극진라”라며 자신의 일생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곧바로 출

가하는 딸을 향해 계녀에 관한 내용을 전하기 시작한다. 규방가사 I 소
재 <복선화음가(福善禍淫歌)>에서도 여성 주인공은 자신의 성공한 일생을

이야기한 직후 출가하는 딸에게 괴똥어미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계녀에

관한 교훈을 전한다.114) 이 부분부터 작품 속 청자는 세상 사람들에서 딸

로 전환된다. 이러한 양상은 다른 이본들에서도 공히 나타난다.

이들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청자가 전환된 것은 시집가는 딸을 향해 교훈

을 전달해야 하는 계녀가로서의 근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서두에서 등장하는 ‘세상사람들’이라는 청자는 불특정 다수로 작품 속 주인

공과는 동떨어진 존재이다. 반면 계녀에 관한 교훈을 듣는 시집가는 ‘딸’은

“너”라고 부를 정도로 화자와 가까운 친밀한 관계를 맺는 존재이다. 비록

한 작품에서 청자로 등장하고 있지만 이 둘은 매우 이질적인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사람들’에서 ‘딸’로 청자가 전환되는

일이 어색하지 않게 느껴지는 것은 작품의 시작과 더불어 화자가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함으로써 청자와의 거리를 지속적으로 좁혀 왔기 때문

이다. 특히 규방가사 I 소재 <복선화음가(福善禍淫歌)>에서는 출가하는

딸을 위해서 혼수를 준비하는 장면을 마련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청자와의

거리를 좁히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목되는 것은 성공한 일생을 산 어머니

시며 쥬셔할님 조복이라 / 이삼경의 불얼켜셔 벽밥을 지여먹고 / 푼ㄷ이모와 여
셔” 효부가 소재 <효부가>.

114) “아달형진사급가문도 혁혁하다 / 을길러 츌가하니 혼슈범절 치이야 / 다
시일너 엇드하리 / 츈하츄동 사철이복 외전 유족하다 / 바느질침선며 마
구죵 츈득이요 / 전갈한님 영로다 / 남노여비 가젓스니 전답인들 안이쥬랴 / 한
불갈 조흔전답 삼석 밧난츄슈 / 동도지 오천양은 요용소치 유연하다 / 나신올
가 도리혀 각난다 / 저건너 괴어미 시집사리 던말을 / 너도더러 알거니와 
강일너 경하마” 규방가사 I 소재 <복선화음가(福善禍淫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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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는 반대로 실패한 인생을 산 ‘괴똥어미’가 등장한다는 사실이다. 일찍이

가상의 주인공이라고 평가될 만큼 “괴어미”는 매우 독특한 성격의 인물

이다.115) 앞서 인물들이 발화를 통해 청자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면 “괴

어미”는 행위를 통해 청자의 관심을 불러 모은다.

신하여 오난날가마문나서면서

눈을들어 사방살펴 기침을 크게하니

신부실 바이업다 차담상허다엄식

율먹기 고이하다

무산가 그리곱파 국마시고 을먹노라

좌즁부녀 어이아라 조각을 집어들고

이도쥬고 져도주니 실 전혀업다

‘-없다’라는 화자의 부정 표현처럼 그녀는 “신부실”과 “실”을 전

혀 찾아볼 수 없는 인물이다. 시집에 도착하여 가마의 문을 나선 순간부터

그녀는 하나부터 열까지 예의범절에 어긋난 행동만을 할 뿐이다. 조금의

부끄러움이나 두려움 없이 눈을 들어 사방을 살피고 기침을 크게 하며, 사

양하는 기색도 없이 음식을 먹고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한다.

그러나 관점을 달리하면 그녀의 행동은 자신의 본성과 감정에 충실한 것이

기도 하다. 위에서 인용한 그녀의 행동은 청자에게 슬며시 웃음을 자아내

기도 한다. 자신의 본성과 감정에 충실한 인간형의 창조는 그 인물이 지닌

부정성에도 불구하고 가사의 향유층을 작품에 몰입시키는 장치로 기능하기

도 한다.116) 자신이 감히 시도해 볼 수 없는 과감하고 거침없는 그녀의 행

동에 심리적 유대를 갖고 일종의 쾌감을 느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117)

예의범절에 어긋한 행위로 인하여 “괴어미”는 청자가 경계해야 할 인물

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본성과 감정에 충실한 모습으로 인하여 작품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키는 인물이기도 하다.

작중인물의 관점에서 보자면 <복선화음가> 계열은 ‘복선화음’이라는 명

115) 장덕순, ｢계녀가사 시론｣, 국어국문학 3, 국어국문학회, 1953. 11-12면.
116) 조해숙, ｢근대전환기 국문시가에 나타난 주체와 타자 - 복선화음가 계열가사를 중
심으로 -｣, 국문학연구 15, 국문학회, 2007, 168면.

117) 서영숙, 앞의 논문, 1994, 219-2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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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처럼 복선형 인물과 화음형 인물 곧 긍정형 인물과 부정형 인물을 설정

하고 이들 간의 대비를 통해 계녀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긍정형 인물

에 해당하는 화자는 1인칭 화자인 ‘나’로 등장하여 불특정 다수의 ‘세상사

람들’을 향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보라며 이야기를 한다. 긍정형 인물인

화자 ‘나’는 작품 전체 담화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 부정형 인물인 괴똥어

미에 관한 이야기도 긍정형 인물인 화자의 입을 통해서 서술되기 때문이

다. 괴똥어미는 액자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안 이야기의 주인공이지

만118) 정작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운긔셩 풍병이며 이질이며 복질이라

우환이 연쳡니 초상인덜 읍실손가

던 노시부야 상난덜 관게리

졔심그러니 난편인덜 진일손가

아들쥬거 우난날의 아기이 마쥭네

가산이 탕니 노복이덜 진일손야

졔음식 작만할졔 졍셩읍시 렷시니

앙화읏지 읍시리요 솃죄이 반신불슈

모양도 망칙고 보복도 극진다

문젼옥답 슛한젼답 슈파여 가되고

크고도 죠흔가부리부터 읍셔지고

산가치 인곡식 뉘죄물어 도엿고

참옥괴어미 단족일신 이로다

다러진 흔베치마 이웃집의 어더입고

뒤츅읍흔집신을 을최어 〃더신고

㉡압집의가 밥을빌고 뒤집의가 장얼어더

초욕긔겨우되고 불못찬움쏙의

헌거젹 뒤엿시고 발을겨우 쇠워니

벽셔리 찬바람의 이집가고 져집갈졔

다리졀독 병신되여 희소〃요란다

118) 서영숙은 괴똥어미의 희한하고 파격적인 행위에 독자들의 관심을 보였을 것이라며,
괴똥어미의 과감하고 거침없는 행동에 심리적인 유대를 갖고 일종의 쾌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보았다. 서영숙, 위의 논문, 1994, 219-2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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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는 김씨계녀 소재 <김씨계녀>에서는 괴똥어미에 관한 앙화에 관

한 부분이다. ㉠에서는 나쁜 행실과 재산 낭비의 대가로 밑줄 친 대목처럼

병마에 노시부와 남편과 아들딸을 차례로 잃고 의지할 곳 없이 병신인 된

딸을 데리고 가는 모습으로, ㉡에서는 성치 않는 몸으로 걸식하며 다니는

존재로 그려진다. 김씨계녀 소재 <김씨계녀>의 화자는 시집살이 속에

서 본인 스스로가 타자가 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괴똥어미를 극단적

으로 타자화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119) 그러나 괴똥어미를 바라보는 시

선도 이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규방가사 I 소재 <복선화음가(福善

禍淫歌)>에서는 “우환이 연접하니 사망인들 업슬소냐”라며 괴똥어미의 앙

화와 관련하여 우환과 사망만을 언급할 뿐 구체적 실례는 생략하고 그 모

습을 청자로 하여금 추측하게 한다.120) 이러한 태도는 다른 이본에서도 발

견된다.

우환이 년쳡니 초샹인들 아니난가 셰간리 못단말 졀통

고 분도다 졔복이셔 먹거게뉘가 시비리 밤나즈로 별미

담 이□ 슐□이라 이웃집 노소노소 어됴타 나됴들안니

왕랴 양돈쥬며 셤쥬며 일의 거니 가쟝인들 모를소냐

귀막은 싀아 // 버니 쇼기기 더옥됴타 고기을 진니 걱졍소리

더옥슬타 아들 슈녕집의 돈도가고 도간다 물이 억만인들 그

리도야 엇디 샬니허라 노비젼답 모방쥭 되엿고나 몹쓸앙화 바드

말은 길이기 안니다 참혹다 괴어미

위는 종사규측(鐘謝閨則) 소재 <복션화음록>으로, 여기에서도 괴똥어

미에 관한 이야기와 그에 따른 앙화가 언급되지만 밑줄 친 “몹쓸앙화 바드

말은 길이기 안니다 참혹다 괴어미”라는 구절처럼 괴똥어미의 앙

화를 적극적으로 거부한다. 이와 같이 괴똥어미 이야기가 변형될 수 있었

던 것은 <복선화음가> 계열의 독자들이 부정형 인물인 괴똥어미를 단순한

흥밋거리로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복선화음가> 계열에 속하는 작품들의 전반부는 문벌 좋은 집에서 귀하

게 나고 자란 한 여성이 경제적으로 몰락한 시댁에서 헌신적인 노동을 통

119) 조해숙, 앞의 논문, 2007, 169-170면 참조.
120) 조해숙, 위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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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스스로의 힘으로 시집을 일으킨다는 일종의 입지전이다. 그녀가 말년의

행복을 누리기까지 그 과정은 결코 녹록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당시 여성

들이라면 누구나 마주했을, 또 넘어서기 어려웠을 시련과 고난을 여성 혼

자의 힘으로 극복한 모습은 그 자체만으로도 규방 구성원들의 관심과 호응

을 끌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긍정형 인물은 일종의 모범 답

안으로 그 자체가 하나의 교훈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

과 대비되는 괴똥어미라는 부정형 인물은 긍정형 인물의 성공을 부각시키

기 위한 소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결국 <복선화음가> 계열은 긍정형 인물

과 부정형 인물을 대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긍정형 인물의 성공을 강조하

고 이를 통해 독자를 설득하고자 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면 <귀녀가> 계열과 <복선화음가> 계열의

작품들은 서사적으로 형상화된 여성 인물들이 등장한다는 데 공통점이 있

다. 이들 계열에 속하지 않는 작품들에서도 부정적 여성상이 언급되지만

파편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뿐 서사적으로 형상화된 여성 인물이라고 보기

는 어렵다. 그리고 <귀녀가> 계열에서는 긍정형 여성 인물이, <복선화음

가> 계열에서는 긍정형 여성 인물과 부정형 여성 인물이 등장한다는 점에

서 차이가 있지만 긍정형 여성 인물을 중심에 놓고 내용을 구성하는 방식

은 동일하다. 더욱이 이들 계열에 등장하는 긍정형 여성 인물은 일종의 본

보기로서 계녀가류 규방가사 담당층은 물론 당시 대중들의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킬 만한 성격의 인물이었다. 더욱이 그들이 최종적으로 누리는 삶

은 당대인들이 소망하는 여성들의 삶이기도 했다. 계녀가류 규방가사의 담

당층은 이들 여성 인물을 통해 그들이 꿈꾸던 삶을 문학적으로 체험하는

동시에 여성의 처지에 공감할 수 있었다. 서사적으로 형상화된 여성 인물

을 사용하는 이 방식은 계녀가가 혈연이나 혼인으로 연결된 관계를 넘어

대중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불특정 다수에게 창작 및 향유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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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계녀가류 유행의 시대적 조건과 가사의 실용성

지금까지 계녀가류 규방가사의 창작 및 향유가 이루어지는 규방의 성격

과 작품의 필사기에 나타난 작자와 독자의 관계를 조사한 다음, 이를 토대

로 작자와 독자의 대리자인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통해서 계녀가류 규방가

사의 창작 동기와 주제구현 방식을 고찰했다. 이를 통해 규방이 여성을 유

폐시키는, 폐쇄적인 공간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을 중심으로 소통하는 공간

이면서 여성들이 외부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지식과 교양을 쌓을 수 있는

공간이었음을 확인했다. 또한 계녀가의 작자와 독자가 다양한 관계로 구성

되어 있다는 것도 함께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외부적 요소들은 계녀가의

창작 동기와 주제구현 방식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고, 계녀가가 특정 지역

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에 이

르는 특정 시기에 활발하게 창작 및 향유되는 계기를 제공했다.

여기에서는 계녀가류 규방가사가 대중적으로 확산된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에 이르는 이른바 근대전환기에

활발하게 창작 및 향유가 이루어진 이유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현

상의 이면에는 계녀가류 규방가사의 주된 독자인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인

식의 변화가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계녀가

류 규방가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의의를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 여성

에게 교훈을 전달하고자 했던 여러 글쓰기들과의 비교를 통해 교훈문학으

로서 계녀가류 규방가사의 특질을 검토하고, 계녀가류 규방가사의 소통을

가능하게 했던 시대적 조건을 탐색해 보도록 하겠다.

1. 여성 교훈 담론의 확산과 그 의미

성리학을 통치이념으로 채택한 조선왕조는 주자가례(朱子家禮)의 보급

과 소학(小學) 교육의 장려를 통해 유교이념과 유교의례를 조선사회 전

반에 적용하고자 했다. 조선 초기에는 사회 구성원의 교화를 위해서 국가

가 주도하여 각종 유교 윤리서를 편찬, 보급했다. 세종대 충(忠)·효(孝)·열

(烈)에 관한 기본덕목을 널리 가르치기 위하여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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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간행한 것이 대표적이다. 16세기 후반 이후 이기심성설(理氣心性說)에

관한 연구가 심화되었고, 17세기에 이르러 사림과 사족의 행동규범과 생활

의례로서 주자가례를 중심으로 한 예학(禮學)이 크게 발달하였다.1) 특히

주자가례에 의한 예학이 발달하면서 종법제(宗法制)의 보급과 정착으로

전통적인 가족제를 비롯해 사회 전반에 변화가 일어났다. 여러 자녀들이

조상 제사의 부담을 나누어 맡는 윤회봉사가 장남에게 제사가 고정되는 장

남봉사로, 남녀 구별 없이 이루어지던 균분 상속이 장남을 우대하는 차등

상속으로 변화했으며 양자를 세우는 입후제(立後制)가 확립되었다. 사회경

제적 변화 속에서 전통적인 혼례 방식이었던 남귀여가(男歸女家) 대신 친

영례(迎親禮)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고, 그 결과 특정한 성씨의 자손들만이

집단 거주하는 종족촌락 이른바 집성촌이 발달하게 되었으며 가문의 사당

인 가묘(家廟)가 널리 보급되어 집안의 가옥구조가 달라지는 등 조선 사회

에 성리학적 질서가 정착하기 시작했다.2)

이와 같이 조선사회가 유교화 되어가는 과정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조

선시대 여성 교육이 여성 교화와 다름없었다고 본다. 여기에서 여성 교화

란 여성들에게 남성 중심 사회의 이상을 주입하고, 혼인 생활에 필요한 과

업을 수행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3) 조선시대 남성들에게는

자기완성을 위한 군자교육이 이루어졌지만 여성들에게는 군자의 통치와 지

배에 자진하여 순응하는 교육이 이루어졌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이러한 평

가의 기저에는 조선시대 여성 교육이 부녀자의 행실을 규제하기 위한 방책

의 일환으로 존재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4) 계녀가류 규방가사가 여성들

에게 유교 이데올로기를 주입하기 위한 도구였다는 최근의 시각도 이러한

여성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5)

1) 국사편찬위원회 편, 신편 한국사 1, 탐구당, 2003.
2) 이수건, ｢조선전기의 사회변동과 상속제도｣, 역사학보 129, 역사학회, 1991; 이순구,
｢조선시대 가족제도의 변화와 여성｣, 한국고전여성문학회 편, 한국 고전문학 속의 가
족과 여성, 월인, 2007; 이창기, ｢성리학의 도입과 한국가족제도의 변화 - 종법제도
의 정착과 부계혈연집단의 조직화 과정 -｣, 민족문화논총 46, 영남대학교 민족문화
연구소, 2010; 권내현, ｢조선후기 부계 가족·친족의 확산과 몇 가지 문제｣, 한국사학
보 62, 고려사학회, 2016.

3) 마르티나 도이힐러, 한국의 유교화 과정, 이훈상 역, 너머북스, 2013, 350면.
4) 조경원, ｢조선시대 여성교육의 분석｣, 여성학논집 12,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소,
1995.

5) 강명관, ｢가부장제의 완성과 복선화음가｣, 코기토 60,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06; 강명관, 열녀의 탄생, 돌베개, 2009; 조태성, ｢차별의 표방, 욕망의 충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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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앞서 Ⅲ장에서 살핀 것처럼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계녀가 중에서

화자가 청자를 수동적인 존재로 함부로 대하거나 폭력적인 방식으로 관계

를 유지하는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6) 대신 계녀가류 규방가사의 담당

층은 정든 가족과 고향을 떠나 낯선 시집으로 떠나는 여성들의 처지를 가

슴 아파하고 그들을 위로하며 계녀가를 통해 시집살이의 방법을 제시하고

자 했고, 비록 여성을 억압하는 유교 이념이었지만 전근대 시기의 지배 담

론으로 존재하는 유교 담론을 여성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재조정하여 전달

하기도 했다. 또한 여성들의 자발적인 깨달음을 위해서 그들의 관심과 흥

미를 유발하는 문학적 장치로 여성 인물을 활용하여 계녀가를 구성하여 창

작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살핀 계녀가의 여성 인식과 그 의미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여성에게 교훈을 전달하고자 했던 여러

글쓰기들과 비교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먼저 가족 구성원으로서 여성을 대상으로 교훈을 전하는 글은 15세기부

터 작성되기 시작했다.7) 가장 이른 시기의 글은 신숙주(申叔舟, 1417∼

1475)의 가훈(家訓)이다.8) 신숙주는 집안 대대로 지켜온 ‘문학(文學)·충효

(忠孝)·돈목(敦睦)’의 가법을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가훈(家訓)이라는

제목 아래 ‘조심(操心)·근신(謹身)·근학(勤學)·거가(居家)·거관(居官)·여교(女

敎)’의 여섯 조목으로 나누어 권계를 남겼다. 그는 <여교(女敎)>에서 여성

교육의 범주를 외사(外事)를 제외한 자수(自守)·사인(事人)·내정(內政)으로

설정하고 정절(貞節)·유순(柔順)·전심(傳心) 등의 전통적인 덕목을 강조했

<계녀가>류 가사를 중심으로 -｣,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53,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
회, 2011.

6) 필자가 확인한 계녀가 작품 중에서 가장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작품은 강명관이 소
개한 <여행록>이다. 강명관에 따르면 이 작품에서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밥 주면서
수저 뺏기, 겨울 밥에 냉수 붓기, 침선 후에 뜯어 놓기, 이는 쌀에 모래 붓기, 천신만
고 사른 불에 물 퍼부어 꺼놓기, 짜는 베에 사침 뺏기, 빨래한 것 땅에 밟기, 주던 밥
도로 빼앗아 개구녁에 들어붓기 등등의 다양한 폭력을 행사한다. 그런데 이 작품이
계녀가류 규방가사를 대표할 수 있는 작품인지 주저된다. 이 작품처럼 고부간의 참혹
한 폭력이 난무하는 다른 계녀가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원문을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역대가사문학전집에 실린 표기법을 고려할 때 이 작품이 필사된 병술년
(丙戌年)은 1946년이라고 판단된다. 여러모로 굉장히 예외적인 작품이기에 신중한 접
근이 필요하다. 강명관, 위의 책, 2009, 427-428면 참조.

7) 황수연, ｢조선시대 규훈서에 나타난 여성에 대한 기대와 경계｣, 열상고전연구 32,
열상고전연구회, 2010; 황수연, ｢19∼20세기 초 규훈서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4,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2.

8) 황수연, 위의 논문, 2012, 3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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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군자의 배필인 여자로부터 가도(家道)의 흥폐가 말미암는다면서

남성 위주의 교육에 치중한 당시 세태를 비판하고 여성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9) 비록 유교 윤리를 전제로 여성들의 행동을 가내로 국한

시켰지만 신숙주는 여성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이 글의 독자인 집안 여

성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전달하고자 했다.

이러한 관점은 소혜왕후(昭惠王后, 1437∼1504)의 내훈(內訓)에서도 확

인된다. 훈민정음이 창제되고 얼마 되지 않은 1475년에 제작된 내훈은
상층 여성에게 한자와 한글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 여성 독자들의 어문 능

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기획되었다. 중국 고전을 발췌 인용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여성 독자들이 유교 문명의 다양한 핵심 고전들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언해문의 세주(細註)를 이용하여 교양 수준이 낮

은 여성 독자의 이해를 도왔기 때문이다. 물론 내훈에서도 여자는 경순

(敬順)의 도를 지켜야 하며 음식과 의복을 주관하는 것이 본분이기에 내외

법을 철저히 준수하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불경이부(不更二夫), 삼종

지도(三從之道), 칠거(七去) 등의 내용도 다수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소학
의 보수적인 정절 관념만큼은 취하지 않았다. 소학에는 개가하지 않겠

다는 결의를 자해(自害)로 표시한 영녀(令女)를 비롯한 유명한 열녀의 고

사가 6편 실려 있는데 내훈에서는 이들 내용을 단 하나도 취하지 않았

다. 또 열녀전에서 발췌한 것으로 추정되는 조목들에서도 열녀의 서사는

단 한 편도 없다. 다시 말해 내훈은 열녀에 관한 내용이 모두 배제된 규

훈서다. 이는 소혜왕후의 의식적인 선택이었다고 짐작되는데 내훈의 일

차적인 독자가 장차 자신의 며느리가 될 중전 후보였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10)

비록 15세기의 사례이지만 이들은 공통적으로 자신이 염두에 두고 있는

여성 독자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여성의 가치를 인정하고, 유교 윤리를

나름대로 조정하여 전달하고자 했다.

신숙주의 사례처럼 조선 초기 사대부들도 집안과 가문의 남녀를 교육하

9) 김영주, ｢여말∼선초의 가훈류 시문에 나타난 가정교육｣, 동방한문학 55, 동방한문
학회, 2013, 9-10면 참조.

10) 이경하, ｢소혜왕후 내훈의 소학 수용 양상과 의미｣, 대동문화연구 70, 성균관
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0; 이경하, ｢해제: 15세기 조선 여성의 고전 읽기와 지식
의 재구성｣, 소혜왕후, 내훈, 한길사, 20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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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경계하기 위하여 가훈서를 제작했는데 가문을 숭상하고 예학을 중시하

는 사회적 현상이 뚜렷해지는 17세기 이후 여성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18세기 들어서는 가문의 남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가훈서와

는 별도로 가문의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규훈서 제작이 활발하게 이루

어졌다. 그 결과 17세에 들어서 다수의 규훈서가 제작되기 시작했다.11) 대

표적인 규훈서로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이 편찬한 것으로 알려진 우
암선생계녀서와 권구(權渠, 1672∼1749)의 병곡션죠내정편 등이 있다.

이 중 형성 시기를 고려한다면 우암선생계녀서가 다른 규훈서의 전범이

되었다고 여겨진다.

선행 연구를 통해 소학 등의 교훈서와 우암선생계녀서 등의 여러 규

훈서가 계녀가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알려져 있다.12) 이는 계녀

가의 담론이 규훈서의 담론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다. 연대적으로

가장 앞서며 이본이 가장 많은 규훈서인 우암선생계녀서는 “① 부모 셤

기는 도리, ② 지아비 셤기는 도리, ③ 싀부모 셤기는 도리, ④ 형제 화목

는 도리, ⑤ 친쳑을 화목는 도리, ⑥ 자식 가라치도리, ⑦ 제사 밧

드도리, ⑧ 숀 졉도리, ⑨ 투긔지 말라는 도리, ⑩ 말을 조

심도리, ⑪ 물존졀이 도리, ⑫ 일 부지런이 도리, ⑬ 병

환 모시도리, ⑭ 의복 음식 도리, ⑮ 노비 부리도리, ⑯ 이여

밧도리, ⑰ 팔고 사도리, ⑱ 비슈 원도리, ⑲ 종요로운 경계, ⑳

옛착실” 등 20개의 항목을 수록하고 있다.13) 순서상의 차이가

있지만 이들 항목을 재배치하면 Ⅲ장에서 살펴본 이른바 전형계녀가의 구

성과 유사한 구조를 보여준다.14) 이는 계녀가와 규훈서가 공유한 여성 담

론이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녀가와 규훈서 즉 전형계녀가와 우암
선생계녀서15)는 공통적으로 시집가는 딸을 위해서 창작되었지만 시집가

11) 황수연, 앞의 논문, 2010; 황수연, 앞의 논문, 2012 참조.
12) 이재수, ｢내방가사연구｣, 유인본, 1968; 권영철, ｢규방가사연구 (3) - 계녀교훈류를
중심으로 -｣, 효대논문집 14, 효성여자대학교, 1975; 김정화, ｢여자초학과 계녀가의
비교 연구｣,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양지혜, ｢계녀가류 규방가사의 형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13) 권영철, 위의 논문, 1975, 40면.
14) 권영철, 위의 논문, 1975, 14면.
15) “녀자의 실은 아비 가라칠 일이 안이로네 나히 빈여 기예 이르러 실 놉흔
집으로 출가니 마지못여 강 젹어 쥬나니 늘근 아비 말이 션후 읍고 소략다
말고 힘쎠 라”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우암션[생]계녀셔 (古3652-1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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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딸에게 필요한 지식과 규범을 전달하는 방식은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셰상 부인이 지아비 몸을 졔 몸보더 듕이 여겨 의복을 져 이

불 쥴 모로고 지아비 입을 제닙도곤 더 즁이 여겨 음식을 져 먹을

줄 모로고 사의 졔 몸도곤 더게 여기되 ㉠시아비 부모난 졔

부모셔 더 듕쥴 모로고 졔 부모 사편지를 시부모 알가니

그러할작시면 ■■■ 졔 부모 샹복은 긔년이요 싀부모 샹복은 삼

년을 라 여시리요 싀부모 셤기를 졔 부모의셔 즁이 지니

일동일졈과 일언일사를 부무심이 말고 극진이 셤기라 ㉡부

모 갓치 셤기지 못면 싀부모도 며리를 만치 못 사랑나니

졔 모르고 싀부모 만치 너기지 못면 그런 일만 셥계 너겨 우

략부인은 룰졔도 만코 가도 불평야 흑히 다가 늘근 후

의 며나리 으드면 며나리 흉을 못니 싀부모 박고 졔 며

리 흉 보인셰상의 만니 엇지 경게치 아니리요16)

위는 우암선생계녀서의 <시부모 셤기도리라>로, 여기에서 화자는

시부모보다 남편을 소중히 생각하는 여성들을 비판한다. 그들이 비판받는

까닭은 남편과 제 부모는 소중하게 여기지만 ㉠처럼 정작 남편의 부모는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해당 부분이 손상되었지만 다른 이본17)

을 통해 보면 친정 부모보다 시부모가 중한 이유를 “예문의 엇지 졔 부모

상복은 긔연이요 시부모 상복은 년을 라 엿시리요”라고 예문(禮文)

곧 경전의 권위를 빌려 시부모가 친정 부모보다 중한 이유를 찾는다. 더욱

이 ㉡에 나타난 것처럼 며느리가 시부모를 내 부모처럼 섬기지 못하면 시

부모도 며느리를 제 딸 같이 사랑하지 아니할 것이라면서 사랑의 조건을

달고, 시부모의 태도를 섭섭하게 여기는 부인을 우악(愚惡)하다고 비난한

다.18) 나아가 우악한 부인은 자신의 잘못임을 알지 못한 채 섭섭한 마음에

싸울 때도 많고, 가도를 불평하는 것도 모자라 훗날 며느리를 얻으면 자신

의 며느리를 흉볼 것이라고 비판한다. 딸에게 주기 위하여 저술되었다고

알려진 우암선생계녀서는 다소 일방적이고 엄중한 태도로 여성을 평가한

16)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우암션[생]계녀셔(古3652-16-126).
17)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우암션생계녀셔(한古朝25-39).
18) 위의 책에서는 ‘우악’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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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전하는 규훈서 중에서 18세기 이전으로 연대가 확인되는 우암선생계
녀서는 ‘계녀서’라는 형식을 처음 제시한 전범으로, 소학이나 삼강행실
도와 같은 국가 정책 차원의 공공 교훈서와 달리 가문 내 여성을 가부장

이 규제하기 위한 교훈적 텍스트였고, 국가의 관리가 미치지 않는 가문 내

여성에 대한 규제를 가부장에게 일임하는 동시에 가부장 자신이 솔선하여

가문 내 여성을 책임지고 교화·계몽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19) 우암선
생계녀서에 나타난 여성 인식은 작자 송시열이 생존해 있던 17세기 조선

성리학의 보수화 경향과 연결되어 있기도 하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17세

기부터 조선에 성리학적 질서가 정착되어 가던 유교화 과정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우암선생계녀서를 비롯해 여러 집안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규훈서

가 특히 국문으로 된 규훈서가 17, 18세기부터 제작되기 시작한 것은 민간

의 차원에서 여성들이 본격적인 교화 대상으로 인식되었음을 시사한다. 이

러한 시도와 노력이 조선 초기부터 있었지만 그것은 왕실을 비롯한 소수의

가문에 국한된 것이었고, 송시열의 우암선생계녀서와 권구의 병곡션죠
내정편 등 국문으로 된 규훈서가 경향에서 제작된 것은 여성이 비로소 민

간의 가정에서 교화의 대상이 되었음을 시사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조선시대 여성 교화에 관한 대부분의 설명은 조선 사회

가 여성을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만을 강조해왔다.20) 그러나 유교 이

념을 중심으로 한 예치(禮治)를 하고자 했던 조선 사회에서 교화는 신분과

성별의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조선 사회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했다

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21) 도덕적 교화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해

당 구성원을 지배층의 이데올로기에 속박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공동체의

성원으로 대우한다는 측면도 분명 존재한다.22) 권구의 병곡션죠내정편에
19) 홍인숙, ｢17세기 여성사의 문제적 인물, 우암 송시열 – 비지류, 제문과 <우암선생계
녀서>를 중심으로 -｣, 동양고전연구 18, 동양고전학회, 2003 참조.

20) 마르티나 도이힐러, 앞의 책, 2013, 379면 참조.
21) 김언순은 조선시대 ‘교화’에 관한 그동안의 연구가 ‘교화’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지 않
은 채 사대부 남성을 제외한 양인 이하와 여성을 교화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사회 통
치의 맥락에서 피지배층을 길들이기 위한 장치로 ‘교화’를 편협하게 이해했다고 비판
했다. 김언순, ｢조선시대 교화(敎化)의 성격과 사대부의 수신서(修身書) 보급｣, 한국
문화연구 13,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07 참조.

22) 미조구찌 유조 외, 중국의 예치 시스템, 동국대 동양사연구실 역, 청계, 2004,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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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러한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하물며 ㉠딸자식은 필경은 남의 집에 돌아가나니 이는 남의 집

흥망(興亡) 전혀 딸 잘 가르치며 못 가르치기에 달렸으니 어이 딸

둔 부녀 두렵지 아니하리요. (중략) ㉡매사(每事)에 미진(未盡)한

일 없이 가르치면 자연 남의 집에 들어가 백천만사(百千萬事)에 막

힐 곳이 없으리니, 어이 그 부모된 이 즐겁지 아니하리요, 딸 둔

부녀는 부디 그대로 가르칠지어다. 또한 ㉢며느리는 본디 남의 집

자식으로 제 부모 동생을 버리고 내 집에 들어와 내 부부를 부모

로 섬기고, 내 자식을 하늘로 섬겨 내 집을 지어 자손을 낳으니 그

도 중하거니와 내 살아신 적 세간을 맡겨 봉양케 하고 내 죽은 후

삼년 몽복(蒙服)하고 삼상송종(三喪送終) 제절(諸節)과 조석제전(朝

夕祭奠)과 소상 대상에 다 지성으로 받들고 일생(一生)에 조선(祖

先) 제사를 받드나니 어이 중하지 아니하며 사랑홉지 니하리요. 이

러므로 이를 아는 부녀는 며느리를 딸과 같이 사랑하는지라 사람

이 다 요순(堯舜)이 아니어든 어찌 매사(每事)에 다 극진하리요. 혹

미진한 일이 있어도 허무잡지 말고, 꾸짖지 말고, 온온히 기결하며

며느리로 하여금 감격케 하면 그 며느리도 절로 화(和)하여 시부모

에게 효심이 나나니 진실로 그러하면 집안 백사 다 화순하여 가도

가 화하고 복녹이 일어나니, 그 며느리 둔 부녀는 부디 살펴 대접

할지어다.23)

17, 18세기 안동에서 나고 자란 권구는 18세기 전반 영남 남인 계열에서

학문적, 사상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인물로, 관직을 통해 중앙 정계

에서 활동하는 대신 평생 향리에 머무르며 학문에 힘썼다.24) 그가 저술한

병곡션죠내정편은 조선 후기 영남 사족들이 여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

우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에서 그는 딸을 출가외인(出嫁外人)으로, 친정

∼118면 참조.
23) 성병희, 민간 계녀서, 형설출판사, 1980, 27-28면.
24) 이종호, ｢병곡 권구의 ｢천유록｣ 연구 – 사대부층의 눈에 비친 18세기 안동의 민중
형상｣, 한문고전연구 5, 한국한문고전학회, 1995; 정혜원, ｢권구의 병산이거기 작품
연구｣, 시조학논총 12, 한국시조학회, 1996; 구만옥, ｢병곡 권구(1672-1749)의 주자
학적 자연학과 이법천관(理法天觀): 18세기 전반 영남 남인계 자연학의 일단｣, 한국
과학사학회지 25-2, 한국과학사학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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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분리된 존재로 이해한다. 하지만 다른 집안의 흥망이 딸에게 달려 있다

면서 딸을 잘 가르치는 일이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부연한다. 특히

“어이 딸 둔 부녀 두렵지 아니하리요”라는 진술은 무거운 책임감마저 느끼

게 한다. 중간에 생략된 부분은 딸에게 필요한 교육에 관한 내용이다. 앞서

계녀가에서 여성들이 익히고 지켜야 하는 행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25) ㉡

은 평소 애지중지하며 키웠던 딸의 시집살이를 지켜봐야 했던 당시 부모들

의 솔직한 심정을 보여 준다. 딸에 관한 교훈이 끝나자 그는 며느리에 관

한 교훈을 전한다. 그가 딸에 대한 교훈을 전한 뒤에 곧바로 며느리에 대

한 교훈을 전한 것은 자신이 애지중지한 딸이 결국에는 누군가의 며느리가

된다는 이치를 전하기 위해서이다. 며느리에 관한 교훈의 핵심은 며느리를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라는 것이다.26) 그는 ㉢에서 그 이유를 아주 자세히

설명한다. 자신의 부모를 비롯해 정든 가족과 생이별해야 하는 여자의 숙

명과 그러한 딸을 둔 부모의 처지에 공감하면서 동시에 며느리가 집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라는 점을 강조한다. 자손을 낳아 가문의 대

를 잇고 경제적으로 시부모를 봉양하며 시부모가 죽은 뒤에는 장례와 제사

를 도맡아하는 존재라고 의의를 부여한다.27) 그의 진술대로라면 며느리 없

이 가능한 일은 없어 보일 정도다. 권구의 병곡션죠내정편은 앞서 살펴

본 송시열의 우암선생계녀서와는 사뭇 다른 인식을 보여준다.

한편 조선 사회는 여성들에게 과도한 정절 이데올로기를 부과하기도 했

다. 예컨대 황립(黃岦, 1845∼1895)의 <오륜가>는 여성의 수절을 강조하면

25) “어려서 엉방지 말고, 버릇 삼오랍게 말고, 성내지 말고, 말 함부로 못하게 하고, 음
식 많이 먹지 못하게 하고, 점점 자라거든 음식 정히 바소게 하고, 방적(紡績) 정히
하게 하고, 직임(織紝)을 비록 집에 갖을지라도 부디 가르치며, 제사의 음식을 정성으
로 차리게 하며, 문밖 나지 못하게 하며, 호화로이 놀지 못하게 하며, 성품(性品) 화순
(和順)케 하며, 비복에게 다 흡족한 듯 하게 하며, 동제하기와 방아찧기와 집안 설거
지하기와 몸 수렴(收斂) 하기와 소리 나직히 하기와 걸음 조용히 걷게 하기와” 성병
희, 앞의 책, 27면.

26) 비록 20세기 후반 작품이지만 경북 내방가사 2 소재 <게부사>에서도 이러한 인식
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전나무여식 오날은 권구라 / 의리로 지은인정 엇지그려
다정고 / 문호보전 너이요 후세여망 너이라 / 깁어울사 이사랑 가 압파
가고 / 두터울사 이인정 산이 가부얍다”.

27) 창작 및 향유 시기를 알 수 없지만 경북 내방가사 1 소재 <계여가라>에서도 며느
리가 중요한 존재이며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주제를 전한다. “부모동기 니별
고 시가로 도라간이 / 산도셜고 물도션에 법을라 예와신이 / 남우자식 다려다가 쳔
박지마라 / 자손을 니위여 후사을 젼난이 / 그른닐 각면 쇼듕타 안이
랴 / 셰상에 두려운닐 사람쳔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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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자결하종(自決下終) 엇듬이요 종신슈절(終身守節) 버금이라”하여 스스

로 목숨을 끊어 죽은 남편을 따르는 것이 으뜸이고 개가하지 않고 종신토

록 수절하는 것이 그 다음이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정절 이데올로기는 여

성들의 개가(改嫁)를 제어하기 위한 것으로 봉건 계급의 질서 유지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28) 그러나 이미 정절 이데올로기는 이 시기에 이르러 힘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것의 징표를 이 시기에 창작된 열녀전(列女傳)에서 찾

을 수 있다.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에 이르는 시기에도 열녀전은 창

작되었지만 이 시기 열녀전은 당대의 열녀가 아니라 과거의 열녀를 현재로

끌어내어 열녀전을 짓거나 숨겨진 열행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려는 특징이

있다. 이는 이전과 비교해 당대에 실존하는 열녀가 드물어진 현실을 반영

한다.29)

계녀가류 규방가사의 담당층도 정절 이데올로기를 일방적으로 수용하지

는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복시화록(覄施花錄) 소재 <오륜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12년 경기도 양주에서 유통된 복시화록(覄施花錄)은 <복

선화음가>의 이본인 <복선화음녹>과 작자 미상의 <오륜가라>와 황립의

<오륜가>를 개작한 <오륜가>가 수록되어 있다. 복시화록(覄施花錄)은
“楊州郡 瓦孔面 木食洞 九統九戶 / 冊主 李洗馬宅 / 壬子元月二十二日 /

所有者 李鼎求”라는 필사기를 감안할 때 남성도 향유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여기에서 수록된 마지막 작품인 <오륜가>는 여러모로 여성 독자를

고려하여 개작되었다. 오륜 가운데 ‘부부유별’과 관련된 항목에서 그것을

잘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목판본으로 간행된 황립의 <오륜가>에서는 “례禮의禮지之방方 남녀드

라 부夫부婦유有별別 드러보소”로 시작하지만 복시화록(覄施花錄) 소재 <오
륜가>에서는 “예의지 부녀들아 부유별 드러보소”로 시작한다. 한자를 전

혀 병기하지 않은 채 청자를 부녀로 바꾸어 부른 것은 여성 독자를 의식한

결과일 것이다. 그리고 목판본으로 간행된 황립의 <오륜가>에서는 여성의

정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극단적으로 정절 이데올로기를 강조하고 있

다.30)

28) 박연호, ｢19세기 오륜가사연구｣, 고려대학교 고전문학·한문학연구회 편, 19세기 시
가 문학의 탐구, 집문당, 1995, 395면.

29) 김경미, ｢개화기 열녀전 연구｣, 국어국문학 132, 국어국문학회, 2002; 홍인숙, 근대
계몽기 여성 담론, 혜안,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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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에 는실 뎡貞졀節밧게 잇는가

금셕갓치 구든마음 츄상졀 싁싁다

옷갓튼 이몸을 더러가 념녜여

평성에 는일이 일월갓치 두렷다

(중략)

불여 부면 평에 죄인이라

자自결決下죵從 읏듬이요 죵終신身슈守졀節 버금이라

일신을 조심미 녀넛에 비할소냐

추한의복 쑥머리로 어린드시 고이서

어린식 교훈여 문門호戶보保젼全 여보쟈31)

그런데 복시화록(覄施花錄) 소재 <오륜가>에서는 정절 이데올로기를

극단적으로 강조한 “자自결決下죵從 읏듬이요 죵終신身슈守졀節 버금이라”는 구

절을 다음과 같이 흔적도 없이 삭제했다.

여의 실 염절밧게 잇가

금셕갓치 구든마음 졍졀밧게 잇가

옥갓튼 이몸을 더러올가 념녀여

평의 일이 일절갓치 두렷다

(중략)

불여 부면 평의 죄인이라

일신을 조심미 어는의 비할손냐

츄한의복 쓕머리로 어린다시 고잇셔

어린식 교훈여 문호보전 여보

1882년에 황립이 <오륜가>를 지었고 1892년에 평안도 관찰사였던 민병

석이 이것을 목판본으로 인출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32) 남성을 중심으

로 향유된 복시화록(覄施花錄) 소재 <오륜가>에서 해당 구절이 삭제된

것은 이 시기에 여성을 둘러싼 교훈 담론이 상당히 변했음을 의미한다.33)

30) 박연호, 앞의 책, 같은 면.
31) 일사문고본 오륜가 소재 <오륜가(五倫歌)>,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32) 장정수 옮김, 조선 후기 사대부가사, 문학동네, 2021, 3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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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규방문화권에 전승된 여러 <오륜가>에서도 죽음을 택하기

보다는 살아남아서 시부모를 봉양하거나 자식을 키우는 현실적인 인간형이

요구되었고 그에 부합하는 인물담이 삽입되는 양상이 나타났다고 한다. 이

는 홀로 생존하기 힘든 시부모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봉양하는 효부가 더

필요하다는 현실적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34)

이러한 변화는 계녀가에서도 점차 나타나기 시작했다. 아래 작품은 규
방가사 I 소재 <행실교훈라>로, 정확한 필사 시기를 알 수 없지만 “신

사년 정월이일”이라는 필사기를 통해 1881년 또는 1941년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된다.35) 이 작품은 중국의 고사(故事)를 많이 인용했다는 점을 특징으

로 들 수 있다.36) 중국의 고사가 많이 인용된 것은 “너”로 설정된 청자를

가르치기 위해서인데, 청자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이른바 효부열녀(孝

婦烈女)로 알려진 여자들에 관한 내용이다. 인물담이 활용된 방식을 통해

계녀가류 규방가사 담당층이 인식한 여성 교훈 담론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자고금금 헤안인가 효부열녀 어진부녀

허다사 하지마는 엇지나코 기록하리

대강만 기록하다 너들위헤 가르치니

잠시라도 방심말고 일년에 도도하야

마음에도 새겨두고 이목에도 잇키두어

조조에 이룰적에 부모생각 하엿지라

㉠한나라 조왕씨는 방년이 십칠세라

그부친 물에저 신체를 못차자서

저물가에 칠주야를 통곡하며 다니드니

33) 물론 이 당시에도 여성들의 개가를 찬성하는 입장과 그것에 반대하는 입장이 신문에
함께 투고되었고, 여러 열녀담이 거의 모든 신문에 등장하기도 했다. 유교 지식인으로
여성의 수절과 관해 진보적 입장을 표방한 김택영과 장지연은 훗날 자신의 주장을 바
꾸기도 했다. 홍인숙은 이 시기의 특징으로 ‘근대와 비근대의 공존’을 들었다. 홍인숙,
앞의 책, 2009 참조.

34) 정인숙, ｢규방문화권 전승 가사 <오륜가>에 나타난 인물담의 수용 맥락과 변이의
양상｣, 반교어문연구 46, 반교어문학회, 2017, 91-92면 참조.

35) 이 작품은 1934년에 필사된 경북 내방가사 1 소재 <규중교훈가(閨中敎訓歌)>의
이본이기도 하다. <행실교훈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규중교훈가(閨中敎訓歌)>를
참고하기로 한다.

36) 권영철, 규방가사 I,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9, 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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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경창파 깁흔물에 몸을여 달여드러

신체를 건저안고 삼일만에 나와스니

효도 장할시고 밧기도 어려워라

㉡진나라 목난이는 방년이 십칠세라

그부친이 종군하야 말리전장 가려하니

노부대신 자청하여 남복을 바과입고

군정군긔 등에지고 삼년변수 사라시

동처하면 적군사가 녀잔줄 몰라스니

공현도 잇거니와 기절도 장할시고

㉢윗나라 기왕이난 전장에 나갓다가

도적에게 죽읏스니 그부인 공신듯고

전망든 사장에 신체를 차자안고

애넌한 피눈물로 칠일칠야 통곡하니

원통한 한님처에 성기대가 무너지니

이러한 열이야 로 잇슬소냐

㉣곽결에처 맹관이는 특이 갹록하야

시집온지 삼일마 노긔홍상 버서노코

초포치마 비로 점심밥을 머리이고

밧매난 나아가니 그가장도 공경하여

비를 상하니 부부유별 알음답다

㉤태왕후비 태님씨는 문왕을 수태하사

올으잔키 는자리 안지도 안이하고

기울기 보인음식 먹지도 안이하고

음성을 안이듯고 사을 아니보고

십삭을 차연후에 문왕을 탄생하니

문왕에 착한성덕 모부인 교바다

겨록한 명문영황 만세에 빗낫도다

㉥맹자도잠 부인은 공자를 다리시고

이사를 세번하야 실을 교훈터니

일일은 자게서 모부인에 엿자오데

동역이웃 사람드러 도철잡아 쌈드시다

노부인에 긔리하사 자연이 답하듸

그돗철 굉자함은 누를주려 하심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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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욱고 각하니 자식쏙기 절통하다

저육을가 마이사서 자를 머기스니

자식을 교훈하니 진실노 생애로다

처음 등장하는 인물은 ㉠의 “한나라 조왕씨”로 원래는 중국 한나라의 조

아(曹娥)라는 효녀다.37) 그녀에 관한 이야기는 1734년(영조 10) 영조의 명

에 따라 이덕수(李德壽, 1673∼1744)가 언해하여 3년 뒤에 간행한 여사서
언해(女四書諺解)에도 수록되어 있다.38) 그녀는 14살 때 아버지가 강물에

빠져 죽어 시신이 유실되자 강물을 따라 다니면서 17일 동안 밤낮으로 통

곡하다가 아버지의 시체를 찾기 위해 강물에 투신했는데, 5일 만에 아버지

를 껴안은 채 익사체로 떠올랐다고 알려진 효녀다. 이 작품에서도 아버지

가 죽은 뒤에 시신을 찾지 못해 통곡하다가 강물에 투신하여 시신을 건져

안고 삼 일만에 나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화자는 그녀의 효행

이 너무나 굉장하여 현실에서는 본받기 어렵다고 평가했다.39)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은 ㉡의 “진나라 목난이”로, 그녀는 일찍이 남

장을 하고 아버지 대신 종군하여 공을 세우고 10년 만에 돌아온 효녀 목란

(木蘭)이다. 앞서 등장한 조아처럼 목란도 여사서언해에 기록되어 있을뿐

더러 악부시 <목란시>의 주인공으로 조선시대 문인들의 악부시에서 여러

차례 언급되기도 했다. 그러나 김만중이 서포만필(西浦漫筆)에서 그녀가

37) 하지만 이 작품에서는 조왕씨로 잘못 기록되어 있다. 이본인 경북 내방가사 1 소
재 <규중교훈가(閨中敎訓歌)>에서는 “외나라 죠하싯은 방년니 십칠셰라”로 되어 있
다.

38) 여사서언해는 중국 청나라 초 왕상(王相)이 간행한 여사서(女四書)를, 1734년(영
조 10) 12월 영조의 명에 따라 제조 이덕수(李德壽)가 언해하여 1737년(영조 13)에 간
행한 책이다. 그 내용은 부녀자의 교훈서인 중국 한나라 조태고(曹大家)의 여계(女
誡), 당나라 송약소(宋若昭)의 여논어(女論語), 명나라 인효문황후(仁孝文皇后)의 
내훈(內訓), 명나라 왕절부(王節婦) 유씨(劉氏)가 지은 여범첩록(女範捷錄) 등에서
발췌한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상규 역주, (역주) 여사서언해, 세종대왕기념사업
회, 2014 참조.

39) 뒤에 이어지는 일부 인물담에서 자결한 이야기가 생략된 것을 보면 화자는 조아씨의
행위에 대해서도 굉장한 효행인 것은 맞지만 현실에서 따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 것
으로 보인다. 이러한 태도는 다른 이본에서도 확인된다. 경북 내방가사 1 소재 <규
중교훈가(閨中敎訓歌)>에는 “너가비록 녀라도 너의부친 각리 / 외나라 죠하싯
은 방년니 십칠셰라 / 부쳔이 물바져 신쳬을 못차자셔 / 물가칠일칠야 통곡고
단이더니 / 만경창파 강상물여 달여드려 / 신치을 건져안고 삼일만물
나니 / 호도 장시니 밥기 여렵워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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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하는 서사시인 <목란사>가 어느 시대 일인지 알 수 없다고 한 것처럼

그녀의 정체는 확실하지 않다.40) 그러나 이 작품에서는 그녀가 진나라 출

신이라는 부정확한 정보를 그대로 수용했다.41) 다만 그녀의 활약을 서술하

면서 “동처하면 적군사가 녀잔줄 몰라스니 / 공현도 잇거니와 기절도 장할

시고”라며 그녀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적군은 그녀의 정체를 전혀 알지

못했다며 큰 공을 세운 여성이라는 점과 기절(氣節)이 굉장하다는 점을 함

께 강조했다.42)

세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은 ㉢의 “윗나라 기왕이”의 “부인”이다.43) 정확

히는 중국 제나라 대부 기량(杞梁)의 아내다. 그녀는 앞서 나온 조아와 목

란의 경우처럼 여사서언해에 수록되어 있지만 삼강행실도와 오륜행실
도에 열녀로 입전된 인물이기도 하다. 여사서언해는 그녀의 남편인 기

량이 전사한 뒤에 제나라 장공이 사신을 보내 조문하자 제대로 예를 갖추

어 조문을 받고 싶다면서 임금인 장공으로 하여금 집에 와서 조문하게 한

다음, 남편의 주검을 성(城) 아래 눕히고 통곡하다가 그녀가 죽자 성이 따

라서 무너졌다는 기록이 전한다.44) 이상의 내용은 <행실교훈라>의 내용

과 동일하다. 반면 식처곡부(殖妻哭夫)라는 항목을 두어 그녀를 열녀로 입

전한 삼강행실도와 오륜행실도는 남편의 장례를 마친 뒤에 그녀가 부

모, 남편, 자식이 없는 자신은 의지할 곳이 없기에 자신의 절개와 정성을

보일 수 없다며 치수(淄水)에 몸을 던져 죽었다는 내용이 추가로 기록되어

있다.45) 반면 성이 무너졌다는 내용은 실려 있지 않다. <행실교훈라>의

화자는 “이러한 열이야 로 잇슬소냐”라고 평가했을 뿐 삼강행실도
와 오륜행실도처럼 그녀가 강물에 투신한 이야기는 일언반구 언급을 하

40) 김만중, 서포만필 하, 심경호 역, 문학동네, 2010, 37-38면 참조.
41) 이본인 경북 내방가사 1 소재 <규중교훈가(閨中敎訓歌)>에서는 “진나라 묵난이난
방년이십 쳘새라”로 되어 있다.

42) 이본인 경북 내방가사 1 소재 <규중교훈가(閨中敎訓歌)>에서는 “남복을 한착하고
삼년변슈 여시되 / 동쳐든 군드리 녀쥬을 몰나시니 / 건문도 잇건이와 긔질
도 장히시다”라며 함께 지내던 병사들도 그녀의 정체를 알지 못했다는 점에 놀라움을
표시하며 적군을 물리쳐 큰 공을 세운 사실은 누락시키고 여성으로서 견문이 있으며
기절이 굉장하다는 점을 부각했다.

43) 이본인 경북 내방가사 1 소재 <규중교훈가(閨中敎訓歌)>에는 “외라 기랑이난
젼장 나가다가”로 되어 있다.

44) 역주 여사서언해(세종한글고전 DB http://db.sejongkorea.org/) 참조.
45) 역주 삼강행실도; 역주 오륜행실도(세종한글고전 DB http://db.sejongkorea.org/)
참조.

http://db.sejongkorea.org/
http://db.sejong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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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다. 대신 여사서언해와 마찬가지로 그녀의 통곡으로 성이 무너진

데 초점을 맞추었다. 계녀가와 교훈서는 각각의 입장에 따라 그녀의 죽음

을 다양하게 조명하고 있다.

네 번째로 등장한 인물은 ㉣의 “곽결에처 맹관이”다. 여기에서는 곽결은

극결(卻缺)이고, 맹관은 맹광(孟光)으로 추정된다. 이 정도의 오류는 필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이거나 방언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전와(轉訛)일 수

있다. 그런데 극결은 상경여빈(相敬如賓)으로, 맹광은 거안제미(擧案齊眉)의

고사로 유명한 이들이다. 즉 맹광은 중국 후한(後漢) 때 현사(賢士)인 양홍

(梁鴻)의 아내로, 극결과 맹광은 절대 부부가 될 수 없다.46) 다만 이들은

모두 부부 간의 예를 잘 지킨 인물로 유명하다. 작품에서는 시집 온 지 삼

일 밖에 되지 않은 아내가 녹의홍상(綠衣紅裳) 대신 행주치마를 입고 밭을

매는 남편에게 점심을 날랐고, 밭을 매는 남편은 자신을 찾아온 아내를 공

경했다고 되어 있다. 이 작품은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부부가 서로를 공경

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47)

다섯 번째로 등장한 인물은 ㉤의 “태왕후비 태님씨”로, 중국 주나라 문

왕(文王)의 어머니 태임(太妊)이다. 그녀는 주나라 왕실의 기틀을 닦은 문

왕의 어머니로, 태교를 잘하여 문왕과 같은 훌륭한 아들을 낳은 것으로 칭

송된다. 여기에서도 “문왕에 착한성덕 모부인 교바다 / 겨록한 명문영황

만세에 빗낫도다”라며 훌륭한 어머니로서 태임을 기리고 있다.

마지막으로 등장한 여성은 ㉥의 “맹자도잠 부인”이다. 여기에서는 도잠

(陶潛) 곧 중국 진나라 때 유명한 문인인 도연명(陶淵明)의 어머니를 호명

했지만 이어지는 내용은 도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48) 모두 맹자의 어

46) 규방가사 I 소재 <행실교훈라>는 극결과 맹광을 부부로 혼동한 반면 이본인 
경북 내방가사 1 소재 <규중교훈가(閨中敎訓歌)>는 “왕홍으 광이난 뎍이 자록
야”로 바르게 되어 있다.

47) 이러한 양상은 경북 내방가사 1 소재 <규중교훈가(閨中敎訓歌)>에서도 공히 나타
난다. “밧난대 나가신니 외셔로 공경여 / 빈을 졉하덧 외분건 아람답다”
라며 내외가 서로를 빈객처럼 공경했다는 것을 보다 분명히 드러냈다.

48) 도잠의 증조부인 도간(陶侃)의 어머니를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 도간의 어머니는 어
느 여성이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해 냈을 때 자주 언급되는 인물이다. 친구 범
규가 도간의 집을 갑자기 방문했을 때 본래도 가난하여 대접할 것이 없는데 도간의
어머니는 자신의 머리칼을 자르고 이를 팔아 술과 안주를 마련하여 아들의 친구를 따
뜻하게 대접했다. 그리고 어장을 감독하는 관리가 된 도간이 젓갈을 어머니에게 보냈
는데 어머니가 젓갈을 되돌려 보내면서 경계를 전했고, 그것에 감동한 도간이 훗날
이름난 신하가 되었다는 고사가 여사서에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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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에 관한 것으로, 맹자를 위해 세 번 이사 간 이야기와 어린 맹자에게

실언한 것을 후회하여 돼지고기를 사 먹인 이야기다.49) 맹자의 어머니를

언급한 것은 자녀 교훈에 진실한 모습을 보인 올바른 어머니상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소혜왕후가 내훈을 편찬하면서 내훈의 일차적인 여성 독자들을 위해

서 의도적으로 목숨을 바치거나 자해를 선택한 열녀의 서사를 배제한 것처

럼, 규방가사 I 소재 <행실교훈라>의 작자도 자신의 대리자인 화자를

통해 기존의 인물담을 다르게 기술했다. 조아의 효행에 관해서는 실제 현

실에서 본받기 어려운 행동이라고 평가하고, 기량의 아내에 관해서는 죽음

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거나 축소했다.50) 반대로 목란의 경우처럼 남자도

감히 할 수 없는 용기를 보였다는 점을 칭찬하기도 하고, 곽결이나 맹광처

럼 부부가 서로를 공경해야 한다는 논리를 살며시 선보이기도 했다. 앞서

“자고금금 헤안인가 효부열녀 어진부녀 / 허다사 하지마는 엇지나코 기록

하리 / 대강만 기록하다 너들위헤 가르치니”라며 효부열녀에 관한 기록이

라고 했지만 이것과 특별한 연관성을 찾기 힘든, 모범적인 어머니였던 주

나라 문왕의 어머니와 맹자의 어머니에 관해서는 자세한 서술을 했다. 이

는 규방가사 I 소재 <행실교훈라>와 경북 내방가사 1 소재 <규중

교훈가(閨中敎訓歌)>를 포함한 계녀가류 규방가사의 담당층이 여성 독자들

에게 일방적으로 교훈을 주입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성 독자들에게 필요

한 교훈이 무엇이었는지를 고민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했음을

의미한다.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계녀가류 규방가사가 대중적으로 확산될 수 있었

던 것은 여성을 둘러싼 교훈 담론이 변했기 때문이다. 조선 초기에는 왕실

을 비롯한 일부 가문에서만 여성을 교화의 대상으로 바라보았고, 조선 중

기에 이르러 민간 차원에서 여성에 대한 교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

었는데, 여전히 여성은 일방적인 평가의 대상에 불과했다. 그러나 일부 규

훈서에서 여성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기 시작했고, 여성들의 과도

49) 이본인 경북 내방가사 1 소재 <규중교훈가(閨中敎訓歌)>에는 “자으 모부인은”
이라고 되어 있다.

50) 규방문화권에서 전승된 <오륜가>에서 ‘부자유친’ 항목과 관련하여 신체를 훼손하는
극단적인 인물담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도 규방가사 I 소재 <행실교훈라>와 경
북 내방가사 1 소재 <규중교훈가(閨中敎訓歌)>의 인물담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정인숙, 앞의 논문, 2017, 92-9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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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희생을 요구했던 정절 이데올로기도 여성의 문제를 일부 다루는 교훈가

사에서 힘을 잃어갔다. 여전히 여성을 억압하는 부조리한 제도와 관습이

존재했지만 여성을 둘러싼 교훈 담론이 점진적으로 변화하면서 계녀가도

성별과 지역을 초월하여 활발하게 창작 및 향유될 수 있었다.

2. 사회적 주제 수용과 형식적 실험을 통한 외연 확장

여기에서는 계녀가류 규방가사의 소통과 관련하여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시대적 조건을 고찰하고, 계녀가류 규방가사의 역할을 새롭게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복선화음가> 계열 작품들을 주된 논의의 대상으로 하고

다른 계녀가 작품들을 보조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특별히 <복선화음가>

계열을 선택한 것은 소통 상황과 관련하여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

지 많은 사람들이 <복선화음가>를 창작 및 향유했으며, 다른 계녀가류 규

방가사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여성 인물의 형상화라는 새로운 주제구현 방

식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복선화음가> 계열 작품들의 안과 밖에서 일어

난 변화를 고찰하는 일은 계녀가류 규방가사를 둘러싼 문제를 해명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Ⅱ장에서 검토한 내용을 중심으로 <복선화음가> 계열의 소통 상황을 정

리해 보겠다. 앞서 Ⅱ장에서 조사한 22종의 필사본 자료 중에서 <복선화음

가> 계열의 작품이 수록된 필사본 자료는 모두 13종이다. 이 중에서 지역

이나 장소를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모두 6종으로, 한양에서 편찬된 언문고
시(諺文古詩), “서산 츄학동”에서 편찬된 종사규측(鐘謝閨則), 충북 진천

에서 편찬된 츙효가, “안긔”에서 편찬된 실록, 충남 임천(林川)에서

편찬된 부인치가사, 경기도 양주에서 편찬된 복시화록(覄施花錄)이 있

다. 비록 선집 자료이기는 하지만 규방가사 I 소재 <복선화음가(福善禍

淫歌)>는 경북 안동에서 수집되었다. 아쉽게도 종사규측(鐘謝閨則)의
“서산 츄학동”과 실록의 “안긔”는 정확히 어느 지역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다. 이외에도 <복선화음가>의 이본 중에서 <홍규권장가(紅閨勸獎

歌)>51)와 <김씨효녹이라>52)는 모두 전북 지역에서 수집된 자료이다. 이

51) <홍규권장가(紅閨勸獎歌)>는 전북 완주군 봉동면 고천리 광산 김씨 가문에서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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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종합해 보면 <복선화음가> 계열은 오늘날을 기준으로 서울, 경기, 충

북, 충남, 경북, 전북 등 다양한 지역에 분포, 유통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복선화음가> 계열 작품들이 수록된 13종의 필사본 자료 중에서 편찬

시기를 알 수 있는 것은 11종이다. 위에서 언급한 6종을 제외한 5종은 여
자가(1906), 효부가(1907), 계녀록(1910), 언간요쵸(1924),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정미년(丁未年)에 편찬된 단대본 복션화음록이다.
이들 11종은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의 시기에 주로 창작, 향유

되었다.

또 하나 주목되는 사실은 <복선화음가> 계열의 작품이 수록된 13종의

필사본 자료 중에서 츙효가, 효부가, 부인치가사, 계녀록, 복시
화록(覄施花錄) 등의 5종은 남성이 소유하거나 필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이들 필사본 자료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의

시기에 <복선화음가>와 같은 계녀가류 규방가사가 남녀 구분 없이 자유롭

게 향유되었음을 입증한다.

이러한 소통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계녀가류 규방가사를 여성의 전유물로

설명하려는 관점은 실제 소통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다. 선행 연구

에 따르면 이 시기 여러 지역에서 <복선화음가> 계열이 활발하게 소통될

수 있었던 이유는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여성을 경제 활동의 주체로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둘째 복선화음 사상이 일종의 담론

으로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었으며, 셋째 가사 장르로서 계녀가의 실용성

이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인정받고 있었다.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계녀

가류 규방가사를 둘러싼 시대적 조건과 계녀가류 규방가사의 역할을 살펴

보겠다.

18세기 이래 진행되어 온 경향 분기 현상으로 인해 향촌사족의 벼슬길이

차단되고 정치적 소외가 심각해지면서 향촌 사족 아녀자들은 집안의 대소

사를 정신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이런 현상은

유교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묶여 있는 여성에게 더욱 과중한 의무를 부

여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권이 부인에게 집중되면서 가문 내

했던 작품이다. 김준영, ｢홍규장려가｣, 한국언어문학 5, 한국언어문학회, 1968.
52) 1939년에 필사된 <김씨효녹이라>는 전북 정읍군 연동리 일통 5호에 살던 권재갑
이 소유했던 작품이다. 월촌문헌연구소 편, 한글필사본고소설자료총서: 원광대학교
박순호 교수 소장본 4, 오성사,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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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역할이 부각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53) 그러나 여성의 경제 활동은

지역과 상관없이 점차 모든 여성들에게 요구되었다고 여겨진다. 실제로 17,

18세기부터 사족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행장·실기·유사 등에서 여성의 경

제 활동이 비중 있게 형상화되기 시작했다.54) 1775년 이덕무는 사소절을
저술하면서 선비의 아내도 형편이 어려우면 생계를 위해서 여공(女工)의

일단으로 약간의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 했다.55) 그는 여기에서

당시 여성들이 할 수 있었던 다양한 경제 활동을 열거했는데 돈놀이[子母

錢]만큼은 해서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가 돈놀이 즉 고리대금을 비판한

것은 비싼 이자를 받는다는 점에서 의롭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다. 하지만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은 그만큼 돈놀이가 당시 여성들

에게 중요한 재산 증식의 방법으로 자리 잡았음을 짐작하게 한다.56)

돈놀이의 흔적은 <복선화음가> 계열의 작품들에서도 쉽게 확인된다. ‘한

해 동안에 이자를 얼마씩 주기로 하고 꾸어 쓰는 돈’의 의미를 가진 ‘도짓

돈’이 바로 그것이다. <복선화음가> 계열 작품들에서 ‘도짓돈’은 주인공이

자신의 부를 자랑하는 자리에서 자주 언급된다. 본고에서 다루는 <복선화

음가> 이본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인 1872년 한양에서 유통된 것으로 추

53) 김석회, ｢조선후기 향촌사회와 치산 관련 여성형상｣, 고전문학연구 31, 한국고전문
학회, 2007; 조해숙, ｢근대전환기 국문시가에 나타난 주체와 타자 - 복선화음가 계열
가사를 중심으로 -｣, 국문학연구 15, 국문학회, 2007 참조.

54) 강혜선, ｢조선후기 사족 여성의 경제활동과 문학적 형상화 양상｣, 한국고전여성문학
연구 24,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2.

55) “선비의 아내가, 생활이 곤궁하면 생업을 약간 경영하는 것도 불가한 일이 아니다.
길쌈하고 누에치는 일이 원래 부인의 본업이거니와, 닭과 오리를 치는 일이며 장·초·
술·기름 등을 판매하는 일이며 대추·밤·감·귤·석류 등을 잘 저장했다가 적기에 내다
파는 일이며, 홍화(紅花)·자초(紫草)·단목(丹木)·황벽(黃蘗)·검금(黔金)·남정(藍靘) 등을
사서 쌓아 두는 일은 부업으로 무방하다. 그리고 도홍색·분홍색·송화황색(松花黃色)·
유록색(油綠色)·초록색·하늘색·작두자색(雀頭紫色)·은색·옥색 등 모든 염색법을 알아
두는 것도 생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여공(女工)의 일단인 것이다. 그러나
이욕에 빠져 너무 각박하게 하여 인정에 가깝지 못한 일을 한다면, 어찌 현숙한 행실
이겠는가? 돈놀이하는 것은 더욱더 현부인의 일이 아니다. 적은 돈을 주고 많은 이식
을 취한다는 그 자체가 의롭지 못한 일이 될 뿐만 아니라, 만일 약속 기일을 어기고
상환하지 않으면, 가혹하게 독촉하고 악담을 마구 하게 되며, 심지어는 여비로 하여금
소송케 해서 그 일이 관청 문서에 기재되게 되어 채무자가 집을 팔고 밭을 파는 등
도산하고야 마니, 그 원성이 원근에 파다하게 되며, 또는 형제 친척 간에도 서로 빚을
얻거니 주거니 하여 오직 이익에만 급급할 뿐, 화목하고 돈후하는 뜻은 전혀 잃게 되
는 것이다. 내가 볼 때 돈놀이하는 집은 연달아 패망하니, 그것은 인정에 가깝지 못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덕무, ｢사소절(士小節)｣ 7, 국역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권30.

56) 강혜선, 앞의 논문, 2012, 199-20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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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는 언문고시(諺文古詩) 소재 <규즁감응편>에서는 “압에는 논을

고 뒤에는 밧츨고 (중략) 도지돈 쳔냥이오 요용쇼가 족허다”로, 1924년

에 필사된 언간요쵸 소재 <복션화음록>에서는 액수가 크게 늘어 “올베

타작 일쳔석은 텬고의 두고 늣베타삼쳔석은 디고의 아두고

돈두지 오천량은 요용소치 넉”로 표현된다. 이덕무의 사소절에서 의

롭지 못한 행위로 비판받은 여성들의 돈놀이가 <복선화음가> 계열의 작품

들에서 당당하게 언급될 수 있었던 것은 여성들의 경제 활동을 긍정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57)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가 이빙허각(李憑

虛閣, 1759∼1824)의 규합총서(閨閤叢書)다. 여성이 가정 경제를 홀로 부

담하는 것을 미화한 기록은 고려, 조선조를 막론하고 자주 등장하지만 여

성의 영역은 여전히 규방 안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규합총서는 규

방 안은 물론 그 밖에서도 이루어지는 여성의 활동을 기반으로 총서의 내

용을 구성했다.58) 더욱이 19세기 초반까지 가내에서 필사를 통해 전승되던

규합총서가 1869년에 목판본으로 간행될 수 있었던 것은59) 이 시기에

이르러 여성의 경제 활동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음을

시사한다.

이는 당시에 경제적 문제가 주요한 사회적 주제로 부상했음을 의미한다.

1872년 한양에서 유통된 언문고시(諺文古詩)에 수록된 <규즁감음편>의

여성 주인공은 하녀를 시켜 이웃집에 쌀을 꾸려고 했지만 오히려 전에 꾼

쌀도 갚지 못했다는 모욕과 박대에 “이목구비 갓치잇고 슈족이 졍〃허니

이졔노지말고 어뉘가 시비허리 쳔헌욕을 면허리라 분헌마음 쳐먹고

57) 이빙허각(李憑虛閣, 1759∼1824)의 규합총서(閨閤叢書)를 검토한 이혜순에 따르면
여성이 가정 경제를 홀로 부담하는 것을 미화한 기록은 고려, 조선조를 막론하고 자
주 등장하지만 여성의 영역은 여전히 규방 안에 국한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주
사의(酒食議)·봉임칙(縫紝則)·산가락(山家樂)· 청낭결(靑囊訣)·술수략(術數略)로 구성된
규합총서에서는 여성의 경제 활동이 규방 밖으로 확장되었다고 한다. 19세기 초반
에 편찬된 규합총서는 필사를 통해 집안에서 전승되었고, 1896년에 이르러 목판본
으로 간행되었는데, 여성의 경제 활동을 확장시킨 규합총서가 목판본으로 간행된
것도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밀접한 연관을 맺을 것이다.

58) 규합총서를 구성하는 주사의(酒食議)·봉임칙(縫紝則)·산가락(山家樂)·청낭결(靑囊
訣)·술수략(術數略)의 내용과 그 성격에 관해서는 다음 책을 참조할 수 있다. 이혜순,
조선조 후기 여성 지성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8.

59) 김영혜, ｢규합총서의 편찬과 필사양상에 관한 고찰｣,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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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산범졀 힘쓰리라 김부니장가 졔본부런가 밤낫스로 힘써벌면

들아니 부될가”라며 자신의 처지를 자각하고 적극적인 치산 활동을 결

심한다. 그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부를 축적한 ‘김부자’와 ‘이장자’가 호출되

는데 이본에 따라 ‘김장자’와 ‘이부자’로 지칭되기도 한다. 하지만 여성 주

인공이 자신의 치산 의지를 고취할 때 이들을 호출하는 모습은 여느 이본

에서나 동일하다. 그런데 이들을 부를 때 성씨만을 언급하고, ‘본래’ 또는

‘근본’이라면서 이들의 과거를 묻는 것은 이들이 여성 주인공과 같은 명문

가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60) 1910년에 필사된 계녀록 소재
<계녀록>에서는 이들을 “김부자 니장”로 지칭한다. 명문가의 후손으

로 경제적으로 몰락한 시댁에 시집온 여성 주인공이 자신과는 신분적으로

다르지만 경제적으로 성공한 ‘김씨’와 ‘이씨’ 같은 장삼이사(張三李四)를 비

교 기준으로 삼은 것은 계녀가류 규방가사 담당층에게 경제적 문제가 더할

수 없이 중요한 주제가 되었음을 확인시켜 준다.61)

그리고 <복선화음가>의 여성 주인공이 지탄의 대상이었던 고리대금의

일종인 ‘도짓돈’을 가사에서 당당하게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모두

복선화음의 결과였다는 점도 주목할 지점이다. <복선화음가>가 성행하고

있었던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에는 사상사적으로 복선화음 사상이 크게

유행하고 있었다. 복선화음은 말 그대로 하늘의 도는 선한 자에게 복을 주

고, 악한 자에게는 재앙을 주는 것[天道, 福善禍淫]62)을 의미한다. 여기에

비추어 보면 적극적인 치산 활동과 그로 인한 치부는 모두 여성 주인공의

60) 서인석은 이들의 신분에 대해서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여성 주인공의 경제적 고난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양반 여성뿐만 아니라 일반 서민들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었다면서 여성 주인공이 처한 현실은 특정 계층을 넘어 폭넓은 공감대를 형
성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았다. 서인석, ｢가사와 소설의 갈래 교섭에 대한 연구
- 소설사적 관심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55면; 서인석, ｢조선
후기 향촌사회 여성 형상의 한 면모｣, 양포이상택교수환력기념 간행위원회 편, 한국
고전소설과 서사문학 – 한국 고전 서사문학의 전개와 그 교섭양상 - 하, 집문당,
1998, 646면.

61) 이본에 따라 ‘가난’을 매우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다는 점도 이와 관련이 있어 보인
다. 여성 주인공인 화자가 딸을 향해 계녀의 교훈을 전하는 장면에서 종사규측(鐘謝
閨則) 소재 <복션화음녹>에서는 “입고먹고 거시 궁극치 게되면 왕라도
망니 후일의 한을리 한셰간 다시오랴 더럽고 쳔기가난밧긔 잇냐”
로, 단대본 복션화음록 소재 <복션화음록>에서는 “궁극치 거더면 왕라도 망
난이 / 후일의 후회들 세간 다시오랴 / 덜업고 천기야 가난밧긔 잇스랴
/ 부모쥭어 슬다들 벗고굼기 갓흘쇼야”처럼 가난은 멸시의 대상으로 평가된다.

62) 서경(書經) 상서(商書) <탕고(湯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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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적인 노력과 희생 덕분이었고, 그녀는 경제적 부를 사용하여 시부모를

극진히 봉양하고 어려운 친척과 이웃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한 모범적인 인

물이었다. <복선화음가>의 여성 주인공은 ‘선한 자에게 복을 주고, 악한

자에게 벌을 내려 준다’는 복선화음 사상을 몸소 실현한 이였다. 이러한 복

선화음 사상은 계녀록 소재 <녀자실긔>에서도 엿볼 수 있다.

쳥과 여러방을 몬져 쓸허놋코

도젹범졀 보살펴셔 반쳔시〃 살펴보오

어른의게 들인음식 죵만 맛길숀야

반찬시〃 살펴보쇼 어른의게 들인엄식

이말을 고만두고 다은쇼리로다

㉠놉고놉흔 하님과 번갓튼 귀신눈니

션악을 분간허인간을 살피시니

착일 허는사람 복녹을 나리시고

악일 허는사람 앙화을 날이시니

부인너들 각허여 어것슬 헐파허노

심〃양지 각해셔 글언일 허지말쇼

집안의셔 단일젹에 동거지 죠심허여

문턱을 드나들졔 치마뒤을 검쳐잡고

속에살과 몸을 드러지 말쇼

(중략)

이런말 들허보쇼 무언이 제일이라

삼죵지에 쳐두고 칠거지무셥구나

㉡젼에 착한부인 사후에도 층찬나네

젼에 악한부인 사후에도 침을고

(중략)

인간에 부귀빈쳔 하날게 달려쓰니

부귀허다 자랑말고 빈츤허다 슬퍼말쇼

“들허보쇼 이말들허보쇼 들허보쇼 / 집〃마다 부인네들 니쇼

들허보쇼”로 시작하는 <녀자실긔>는 ‘세상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

준으로 조정된 유교 담론을 주제로 한 작품이다. 서두에서 화자는 천지가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음양이 나왔으며 남자가 생길 때 여자가 함께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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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 뒤 시부모를 대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친척들을 대하는 것으로 교훈

의 범위를 점차 넓혀 나간다. 그런데 위에서 화자는 시부모에게 음식을 봉

양하는 방법을 가르치던 중 돌연 “다은쇼”를 해야겠다면서 ㉠에서 “하

님”과 “귀신”을 통해 착한 일을 한 사람은 복록을 받고 악한 일을 한 사람

은 앙화를 받는다고 복선화음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한다. 이어서 화자는

“글언일” 곧 그른 일을 하지 말라면서 부녀의 언행을 단속한 뒤에 ㉡을 통

해 사후에도 복선화음이 계속된다고 이른다. 여기에서 복선화음 사상은 자

연스럽게 삼종지의(三從之義)와 칠거지악(七去之惡)을 포함한 여성 행실의

기준으로 자리매김한다. 화자가 직접 “다은쇼”라고 할 만큼 작품의 문맥

을 부자연스럽게 하면서까지 복선화음 사상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청

자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63)

이들 작품에 나타난 복선화음 사상은 이미 18세기 말부터 여러 선서(善

書)에서 논의되고 있었다. 안정복(安鼎福, 1712∼1791)과 이옥(李鈺, 1760∼

1812)을 거쳐 최한기(崔漢綺, 1803∼1879)와 심대윤(沈大允, 1806∼1872)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대부 지식인들은 복선화음에 관해서 적지 않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심대윤이 편찬한 것으로 추정되는 복리전
서(福利全書)는 복선화음 사상과 관련하여 이전의 선서들보다 철학적으로

진전된 면을 보여 주는 저서다.64) 복리전서는 이본으로 언해본 1종이 전

하고 있는데, 이 언해본은 한자 표기 없이 19세기 국어를 표기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다. 단어 풀이나 내용 설명식 주석이 풍부하게 달려 있고, 원문에

없는 보충 설명까지 다양하게 부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심대윤의 사상을

충분히 이해한 인물이 언해한 것으로 추정된다.65) 언해본의 존재는 국문을

사용했던 일반인들에게 복선화음 사상이 널리 확산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

63) 복선화음 사상은 규방가사 I 소재 <회인가>, <경계사라>, <여아펴라>에서도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작품에서 복선화음 사상은 유교 담론의 일부로
언급되고 있다. 단정할 수 없지만 이들 작품이 20세기 중반 이후에 향유된 상황과 관
련이 있지 않을까 한다. 앞의 Ⅱ장에서 <경계사라>는 1965년에, <여아펴라>는
1958년에 필사된 것으로 추정했다.

64) 조성산은 유교의 동기감응론을 통해 복선화음 사상을 철학적으로 이론화했으며 기존
유학과 선서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천당과 지옥이라는 사후세계를 천주교의 상상력을
통해 제시한 점이 심대윤의 복리전서가 이룩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조성산, ｢19세기
조선의 복선화음 논의와 심대윤의 복리전서｣, 한국사학보 69, 고려사학회, 2017.

65) 김성애는 심대윤이 한문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복리전서의 내용을 전파하기 위해서
직접 언해본을 편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첨언했다. 김성애, ｢심대윤의 복리전서 교주
번역｣, 고전번역연구 1, 한국고전번역학회, 2010, 2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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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편, 천당(天堂)과 같은 내세의 복을 내세우는 천주교에 대응하기 위하

여 현세의 복을 내세우는 복선화음 사상이 유행했고, 그 과정에서 <복선화

음가>도 함께 성행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66) 그러한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천주교에 대한 반작용으로 복선화음 사상이 유행했다고 설명하는

것은 이 시기에 일어난 복잡한 변화를 지나치게 단순화시키는 것이다. 예

컨대 19세기 중반 이후 조선에서는 민중을 교화시키기 위한 많은 종류의

도교 선서들이 간행, 유통되었다. 관우(關羽)를 숭배하는 관제(關帝) 신앙을

중심으로 한 도교의 확산과 이를 통해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던 왕실과 선

서를 소비하는 중인층 및 하층민들의 성장 등 복합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67) 이 과정에서 현실적이면서 세속적인 복선화음 사상이 사회 전반

에 유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본고가 주목하는 것은 많은 이들의 지지를 받

은 복선화음이 일종의 시대정신으로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우

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쳤으며, 이와 관련하여 가사 장르 구체적으

로 계녀가류 규방가사가 어떠한 대응을 했느냐의 문제다.

복선화음 사상은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읽었던 소설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고전소설은 복선화음의 이치가 구현된 장이었으며 고전소설의 독자

들은 소설을 읽으면서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소설에서 만큼은 복

선화음의 이치가 실현된다는 것을 믿었다. 고전소설의 독자들은 소설에 등

장하는 인물들을 삶의 모범으로 삼으면 하늘이 감동하여 복을 내린다는 믿

음을 공유해 갔다.68) 복선화음이라는 당대의 시대정신을 공유했지만 이 지

점에서 소설과 가사는 구별되는 모습을 보인다.

소설에서 복선화음 사상은 독자에게 하늘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관념

을 드러낸다. 예를 들어 소설의 필사기에서 하늘은 “쳔디신명”, “쳔심”, “하

님”, “텬리”, “한우님”, “한님”과 같이 선악을 구별하는 인격적 존재로

제시된다.69) 앞서 살펴본 계녀록 소재 <녀자실긔>도 소설의 필사기

66) 하윤섭, ｢‘복선화음’ 개념의 역사적 변전 양상과 조선후기 복선화음가의 유행｣, 우리
말글 64, 우리말글학회, 2015.

67) 김선희, ｢통속 윤리의 시대, 유교 사회의 분화 – 최성환의 권선서(勸善書) 출판을
중심으로 -｣, 동양철학연구 105, 동양철학연구회, 2021.

68) 황혜진, ｢독자 비평 자료를 통해 본 고전소설의 효용에 대한 연구｣, 문학교육학 
15, 한국문학교육학회, 2004.

69) 황혜진, 위의 논문, 4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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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유사한 인식을 보인다.70) 그런데 <복선화음가> 계열의 작품들에서 ‘하

늘’로 상징되는 절대자나 초자연적인 존재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복선화음가> 계열의 작품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여성 인물들이

‘하늘’의 역할을 대신하기 때문이다. ‘복선’을 선택하고 실천하는 존재는 바

로 여성 주인공이다. 그녀는 직접 치산 활동을 결심하고 몸소 그것을 실행

한다. 이때 ‘하늘’과 같은 절대자나 초자연적인 존재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

다. 더욱이 제삼자에게 도움이나 보호를 부탁하지도 않는다. 가난한 시댁에

도착하여 놀란 오빠가 함께 친정으로 돌아가자고 할 때 여성 주인공은 오

빠의 청을 거절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선택한다. 오히려 친정 부모

님이 놀라지 않도록 자기 신변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오빠를 설득

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인다. 그 이후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현실에서의 경

제 활동을 통해 해결해 나간다. 그녀가 보여준 치산이 자칫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하늘’로 상징되는 절대자나 초자연적인 존재가 등장하는

것과 비교한다면 상당히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71) 한편 ‘복선’의 반대편

‘화음’은 ‘괴똥어미’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여성 인물을 통해 아주 구체적

으로 제시된다.

<복선화음가> 계열 작품들에서 절대자이자 초자연적인 존재가 등장하는

대신 현실에 있을 법한 여성 인물들이 등장하는 것은 시대적 상황과도 연

관되어 있다. <복선화음가>의 이본인 <여자가>가 수록된 여자가는
1906년 필사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여기에는 다수의 언간(諺簡) 서식이 수

록되어 있다. 그 중 ｢타국의 나간 아들예계 편지 셔식｣에는 오랜만에 아들

에게 온 편지에 기뻐하는 어머니의 심정과 더불어 당시 개항장이었던 인천

에 머물던 아들의 안부를 묻는 내용이 있다.72) 즉 개항장의 존재를 알고

70) “이말을 고만두고 다은쇼리로다 / 놉고놉흔 하님과 번갓튼 귀신눈니 / 션
악을 분간허인간을 살피시니 / 착일 허는사람 복녹을 나리시고 / 악일 허는사
람 앙화을 날이시니 / (중략) 그도글러 허거니와 말들허보쇼 / 인간에 부귀빈
쳔 하날게 달려쓰니 / 부귀허다 자랑말고 빈츤허다 슬퍼말쇼” 계녀록 소재 <녀
자실긔>.

71) 서인석은 여성 인물이 등장하는 가사들의 경우, 천상계와 지상계라는 이원적 세계관
이나 현실 속의 특별한 기적을 보여주는 국문소설과 비교해 향촌 여성들의 세계를 대
단히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서인석, 앞의 논문, 1998, 646-648면 참
조.

72) “슈월 셔면 보지못여 답든 차 금이십오일 글시보니 반갑고 비창마음 칭양
읍다 그간 니의 무여 그월초삼일 친상을 당여 쵸죵상사 것지도 츙실고 인
쳔셔들도 무고이 지니 다일다 그러너의 각이 쥬야 아니날슈가 읍시니 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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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나간 아들에게 편지를 써야 했던 여자가의 여성 독자는 동시에

복선화음 사상을 전하는 <여자가>의 독자이기도 했다. 이 시기 계녀가류

규방가사의 독자는 근대전환기에 일어난 다양한 변화를 몸소 경험하던 이

들이었다.

19세기 후반부터 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전국 각지에 여성 교육을 위한

학교들이 설립되었다.73) 1898년에는 우리나라 여성에 의한 최초의 여권운

동이 서울 북촌 부인들을 중심으로 일어났고, 이들은 찬양회(贊襄會)를 결

성하여 여학교 설립 운동을 추진했다.74) 비록 여성들을 위한 학교 교육이

제도로 정착되지는 못했지만 여성들을 둘러싼 사회적 조건은 크게 변화하

고 있었다. 더욱이 19세기 후반부터 여러 잡지와 신문에서 남성과 여성의

동등권의 문제가 꾸준하게 논의되었다. 반상(班常)에 따른 차별을 비판하는

움직임은 소극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자격을 갖고 있

다는 주장은 직접적이고 적극적이었다. 비록 다음 세대 남성들의 양육을

위해 요청된 것이었지만 여성의 교육 문제도 1900년대의 중요한 관심사였

다.75) 전과 비교해 여성의 권리가 향상된 새로운 시기에 ‘하늘’로 상징되는

절대자나 초자연적인 존재를 통한 복선화음보다는 자신의 힘으로 주어진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여성 인물이야말로 근대전환기 계녀가류 규방가사

담당층들이 더 선호했을 문학적 방식이었으며, 이러한 시대적 조건이 <복

선화음가> 계열의 활발한 소통을 가능하게 했을 것이다.

끝으로 계녀가류 규방가사가 어떠한 점에서 당대인들에 친밀하고 실용적

인 장르로 인식되었는지를 <복선화음가> 계열에 속하는 작품들과의 비교

를 통해 알아보겠다.

조록 몸이나 잘 잇다가 속히 나와보기 바란다 말 무궁나 졍신읍셔 이만 그친다
/ 읍삼월사일 모셔” 여자가 소재 ｢타국의 나간 아들예계 편지 셔식｣.

73) 1896년에 설립된 이화학당을 필두로, 1895년에는 정신여학교, 일신여학교(부산), 1896
년에는 숭현여학교(평양), 1897년에는 영화학교(인천), 1898년에는 배화학당, 1903년에
는 숭의학교(평양), 루씨학교(원산), 정명학교(목포), 1904년에는 호수돈학교(개성), 진
성여학교(원산) 등이 설립, 운영되었다. 이송희, 근대사 속의 한국여성, 국학자료원,
2014, 55면.

74) 이들이 추진하던 관립여학교 설립안은 1900년 1월 의정부회의에서 부결되었고, 찬양
회는 1900년 초에 해체되었으며 찬양회가 운영했던 순성여학교도 재정난으로 1903년
이후에 폐교되고 말았다. 이송희, 위의 책, 2014, 53-56면 참조.

75) 권보드래, ｢가족과 국가의 새로운 상상력 - 신소설의 여성 주인공을 중심으로 -｣, 
한국현대문학연구 10, 한국현대문학회, 2001, 37-4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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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요아 시집리 조심라

어미실 본을바다 괴어미 징계라

아〃〃 우지말아 어미마음 불안다

여유예로부터 부모형졔 멀니니

지자우귀 시집셔 필경필겨 잘여라

㉠일친쳑 화목기 여의게 달녓스니

형졔간의 우기 노복등의 진츙키와

졉빈넌범졀 봉졔와 달을손야

안현찰면 남편이 효졔충신

남편의 〃복졔졀 아모록 잘여라

남편의 위미요 여의 졍셩이라

연의탁 넌일이 일분인덜 그릇되랴

㉡칠거지악 증계고 종지의 지즁니

불악괴이니 만일네하여넌

네남편은 못드러도 남의공논 무슈다

만일번 그릇면 람유의 못셕기니

람유의 못셕기면 앙화앙 졀노난다

양반 여자로셔 어이아니 조심랴

졔망신아니오라 남편신명 기니

남편신명 기오면 친부모의 죄악일다

네몸 망신면 몃의 망신니야

위는 복선화음록 전(福善禍淫錄 全) 소재 <복션화음녹 단>으로, 이 작

품의 필사 시기는 정확히 알기 어렵지만 작품에 나오는 ‘양반’ 등의 어휘

등을 고려할 때 1894년 갑오개혁으로 신분제가 폐지될 즈음에 창작 및 향

유된 작품으로 추정된다. 위에서 인용한 부분은 복선화음록 전(福善禍淫

錄 全) 소재 <복션화음녹 단> 결사의 일부분이다. <복선화음가> 계열의

작품으로 학계에 널리 알려진 김씨계녀 소재 <김씨계녀>의 결사가 16

구이고, 규방가사 I 소재 <복선화음가(福善禍淫歌)>의 결사가 12구인데

비해 복선화음록 전(福善禍淫錄 全) 소재 <복션화음녹 단>의 결사는 72

구로 굉장히 긴 편이다. 다른 이본들과 비교해 유독 이 작품에서 결사가

길게 나타난 것은 결사를 통해 이 작품을 창작하고 향유한 이들이 자신들

의 의도를 전달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먼저 ㉠에서 화자는 일가친척이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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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하게 지내는 일은 여자에게 달렸다고 말한다. 관련 내용은 언뜻 여자에

게 무리한 책임을 지우는 일처럼 보인다. 하지만 <김씨계녀>에서 이 문

제를 “궁교빈죡 못이 혼인쟝사 못지면/ 돈을쥬고 을쥬어 아모죠록

구졔고”라고 한 것처럼 일가친척과 화목하게 지내는 근본은 곤란에 빠진

일가친척을 구제하는 선량한 마음이다. 화자가 딸에게 요구한 것은 다름

아닌 선한 마음이라는 평범하면서도 고귀한 가치이다. 이어서 딸에게 아내

가 현철(賢哲)하면 남편이 효제충신(孝悌忠信)을 실천할 수 있다고 말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아내가 현철해야 남편이 효제충신을 실행할 수 있다는

논리는 현철한 아내가 없으면 효제충신을 하는 남편도 있을 수 없다는 결

론을 이끌어 낸다.76) 반복적으로 화자가 딸에게 말한 것은 한 집안과 그것

을 구성하는 부부 관계에서 여자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이다.

㉡에서는 전근대 시기 가부장제 사회를 상징하는 칠거지악과 삼종지의가

언급된다. 단순히 보면 여성을 차별하고 억압하는 제도와 이념을 통해 딸

에게 경고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여기에서의 초점은 그것

을 어기고 악행을 저지르면 더 이상 사람으로서, 양반 여성으로서의 존엄

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악행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남편

과 친부모 곧 가족 공동체의 문제라고 말하는 데에서 화자의 의도가 아내

로서, 딸로서의 책임감을 강조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태도는 앞서

살펴본 권구의 병곡션죠내정편에 나타난 여성 인식과도 닮아 있다. 그리

고 <복션화음녹 단>의 화자는 청자가 거듭 대단히 가치 있고 중요한 역할

을 맡은 존재라는 점을 말한다. 결사의 마지막 부분에서 화자는 청자에게

시부모의 사랑도 남편과의 금실도 다 너에게 달려 있다면서, 악한 시부모

와 악한 남편과 아이까지도 네가 성정을 유순히 하고 행실을 극진히 하면

감화시킬 수 있다고 하면서 청자의 현철함과 영민함을 믿는다고 말한다.77)

76) 다른 계녀가 작품에서는 집안이 ‘가난하면 어진 아내를 생각한다[家貧思賢妻]’는 구
절을 인용하여 여성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규방가사 I 소재 <회인가>에
서는 “가빈사현처라 부녀의 유관한일 / 남부모 부모삼고 남형제 형제삼아 /
효효제 화락하고 사로 봉사하고 / 아들나아 계하고 을나아 외손전코 / 그남
은 소소한일 음식지공 의복등절 / 일허다걱정 편할날이 몃날인고”로, <규문전회
록>에서는 “자고로 일은말이 / 가사현쳐요 현철을 집두면 / 이 업다한이”
로 되어 있다.

77) “명연삼월 도라오면 너을다시 다려오며 / 네다시 오넌날의 구고의 량밧고 / 남
편과 금실조케 화락여 사다오면 / 늘근어미 마음이 어이아니 조컨넌야 /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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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집으로 떠나는 청자를 향해 화자는 끝까지 한없는 사랑과 신뢰를 보내고

있다.

이어서 살펴볼 작품은 1910년에 필사된 계녀록 소재 <계녀록>이

다. 이 작품의 서사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소설의 구성 방식을 떠올리게

한다. 물론 이 부분 이후로는 대체적으로 가사의 율문을 구사하며, 내용상

으로 <복선화음가> 계열의 특징인 김부인의 일생과 괴똥어미의 일생을 대

비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기에 <복선화음가> 계열의 특징을 따

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작품의 인상을 결정짓는 시작 부분에서

소설에서 나올 법한 내용과 줄글의 형식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계녀록 
소재 <계녀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귀글로 가사의 형식을 준수한 복선
화음록 전(福善禍淫錄 全) 소재 <복션화음녹 단>과는 다른 독자들을 대

상으로 한 작품이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러한 차이는 작품에서 사용된

어휘와 표현에서도 확인된다.

독슉공방 찬자리에 누울의지 허잔말가 쥭는사람 각허면 속의

나 반가허나 람 불화허면 연에 원슈로다 만나보면 눈흘기고

뭇는말에 핀잔이라 남〃길이 셔로맛나 졍을쳐 유별허니 인졍

불합허면 남만도 못허니라 고집불통 헐슈업네 몰헐사마

음 글이말게 후회헌들 도로헐길 어이 잇시리요 예든졍 다시이며

업친물을 담을숀야 아 아기아 부 죠심허라

위는 계녀록 소재 <계녀록>으로, 작품의 화자는 시집가는 딸을

향해 남편 대접을 잘하지 못하면 후회할 일이 생긴다고 말한다. 그런데 시

집가는 딸에게 더할 수 없이 중요한 문제를 당부하는 화자의 태도는 거칠

고 가볍기 그지없다. 예컨대 ‘생사람’, ‘고집불통’ 등의 구어적 표현과 ‘남편’

대신 ‘사내’라는 호칭과 ‘눈 흘기고 핀잔하는’ 모습은 <복션화음녹 단>에서

랑 너의금실 다네손의 달녀스니 / 네승졍 뉴순고 네실 극진면 / 악한구고 악한
남편 아이감화 겟넌여 / 네인현찰□ 네소견이 영민□니 / 각별명심 잇지말고
부□〃〃 조심라 / 션찰다 이여■여 모친훈계 본을바다 / 시집리 착히여 유
여 여셰라 / 남는 충효고 여는 졍열여 / 두돈집 착한실 ■셰의 졔
일이라 / 어화셰상 람더라 이을보화 션면 / 복녹이 고 ■■■■■ 
넌니라 / 아마도 이글 지은니는 당시유덕 군로다” 복선화음록 전(福善禍淫錄 全) 
소재 <복션화음녹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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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나타나지 않았다. 복선화음록 전(福善禍淫錄 全) 소재 <복션화음녹

단>은 ‘일동일정’과 ‘승순’ 등 상대적으로 문어체에 가까운 표현을 사용하

며 ‘자신의 애달픈 심정을 토로하는’ 모습처럼 남편에 대하여 조심하는 태

도를 보이고 있다. 아마도 두 작품의 독자층은 이질적인 성격의 집단일 가

능성이 높다.78) <복선화음가> 계열의 작품들의 독자가 다른 집단이라는

것은 <복선화음가> 계열의 작품들이 상당히 대중적으로 향유되었다는 것

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여성 인물의 형상화라는 소설적 형식을 활용했기 때문이다. 형식적 실험은

<복선화음가> 계열 작품들이 광범위한 독자층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두 작품 모두 작품을 마무리하는 결사에서만큼은 가사의 어법을

사용하여 사뭇 진지한 태도를 보인다.79) 계녀록 소재 <계녀록>에서

화자(또는 작자)는 이 작품을 본받아 그대로 하면 복록이 스스로 들어온다

는 믿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한다. 이러한 믿음과 의지는 약간의

표현만 다를 뿐 복선화음록 전(福善禍淫錄 全) 소재 <복션화음녹 단>에

서도 존재한다.

지향하는 바가 같은 두 작품에서 형식적 차이가 발생한 것은 이들 작품

들이 처한 시대적 조건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가사가 산문화 요소를 수용

하고 서사 장르의 기법을 응용한 것은 이른바 근대전환기라는 시기에 대한

문학적 대응으로서80) 형식적 실험을 시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계녀록>이 전체적으로 가사체의 형식을 유지한 것처럼 가사는 본래 자

기 장르의 외연을 해체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았다. 이것은 계녀가류 규

방가사 나아가 가사 장르가 다른 장르가 대체할 수 없는 기능을 가지고 있

78) “독수공방 찬자리의 누얼의지 잔말/ 의번 불화면 너의스름 말못될나 /
일동일졍 밤낫스로 남편한몸 슬바다 / 남편이 넌일을 너의고집 셰지말고 / 승순
으로 위주고 여혹시 불화할/ 남기리 셔로만나 졍을져 유별니 / 이져이
너지면 남만도 못리라 / 몰할남심졍 푸러리 뉘잇스랴 / 달을그리
말걸 아모리 후회한던 / 친졍 다시들며 업친물 담을손가 / 아 아기아 부
 조심라” 복선화음록 전(福善禍淫錄 全) 소재 <복션화음녹 단>.

79) “아가〃〃 아가아 시집살이 분명허다 어미실 본을바다 괴어미 경계헌다 아
가〃〃 우지마라 어미마음 살난허다 원부모 형졔는 녀에 도리 당〃헌 졀녜오니
동〃쵹〃 닛지마라 명년삼월 봄이되면 너을다시 보리로다 세상사람 들러보쇼 이로
본바들지어다 〃심념고 실오라 이걸보고 그로허면 복녹이 스사로 도라온다
□□□□” 계녀록 소재 <계녀록>.

80) 조해숙, 앞의 논문, 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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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기 때문이다. 소설을 비롯한 여러 서사 문학과의 비교 연구에서 밝혀진

것처럼 4음보 특유의 리듬감을 지닌 가사체는 화자(또는 서술자)의 주관적

인 정조를 전달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더욱이 1인칭 ‘나’로 발화되는 가

사의 어법은 다분히 자기 고백적이고 청자 지향적이기도 하다.81) 자신의

“진정”82)을 담아 “귀요말 보기십게”83) 하면서도 청자(또는 독자)를 “위

로고 경”84)하는 계녀가의 성격상 가사체는 가장 효과적인 소통 방식이

었다. 화자(또는 작자)와 매우 친밀하면서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청자

(또는 독자)를 향해 말을 건네면서 자신이 믿고 있는 바를 끈기 있게 설득

하는 가사의 소통 방식은 대화의 상대를 더 나은 세계로 인도하고자 했던

당대인들에게 제일 실용적이었던 방식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실용성으로

말미암아 계녀가 작품들은 전근대 시기뿐만 아니라 근대전환기에도 계속

창작, 향유되었으며 남녀의 구분을 초월하여 규방 바깥의 독자들까지 그

외연을 넓힐 수 있었다.

81) 박일용, ｢<유충렬전>의 문체적 특징과 그 소설사적 의미｣, 홍익논총 25-1, 홍익대
학교, 1991; 박일용, ｢<심청전>의 가사적 향유 양상과 그 판소리사적 의미｣, 판소리
연구 5, 판소리학회, 1994; 서인석, 앞의 논문, 1995; 서인석, 앞의 논문, 1998.

82) 규방가사 I 소재 <회인가>.
83) 규방가사 I 소재 <여아펴라>.
84) 규방가사 I 소재 <권실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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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계녀가류 규방가사가 어디에서 누구에 의해 창작 및 향유되었는지의 문

제에 주목한 본고는 계녀가류 규방가사의 창작 동기와 주제구현 방식을 중

심으로 문학적 특징과 의의를 종합적으로 고찰하고자 했다. 특히 계녀가

작품이 창작 및 향유되던 현장과 거기에 참여했던 이들의 관계가 계녀가

작품의 내용 및 형식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해명하는 데 중점을 두

었다.

Ⅱ장에서는 계녀가류 규방가사의 창작 및 향유 공간으로서 규방의 성격

과 자료 현황과 특성을 고찰했다.

선행 연구에서는 계녀가류 규방가사의 창작과 향유가 일어난 규방을 외

부 사회와 단절되어 있는 폐쇄적인 공간으로, 여성을 유폐하는 공간으로

간주하고 계녀가류 규방가사의 작품 세계도 이러한 규방의 성격을 반영하

고 있다고 보았다. 기존의 선입견을 배제하고 건축학과 민속학 등 인접 학

문의 최근 성과 등을 활용하여 규방의 공간적 성격을 다양한 각도에서 검

토했다. 규방은 폐쇄적인 공간이 아니었으며 여성을 유폐시키는 공간도 아

니었다. 규방은 가정의 모든 주거 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남녀를 초

월하여 가족 구성원들에게 열려 있는 소통의 장소였으며 여성들이 외부 세

계에 대한 지식과 교양을 쌓을 수 있는 공간이었다.

선행 연구에서는 계녀가의 창작과 향유가 직계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제

한된 관계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경향이 있었다. 이

에 필사본 자료 22종과 현대에 간행된 자료집 7종의 자료를 대상으로, 이

들 자료에 있는 필사기 등을 참고하여 계녀가 59편의 특성을 검토했다. 계

녀가의 창작과 향유는 오늘날을 기준으로 서울, 경기, 충남, 충북, 경남, 경

북 등 다양한 지역에서 이루어졌으며,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의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시기에 남성들도 계녀가의 창작과 향유

에 활발히 참가했다. 그리고 계녀가의 창작과 향유는 직계 가족에서만 이

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계에서 일어났다. 작자와 독자가 혈연이나

혼인으로 연결된 관계도 있었지만 특별한 연결 고리를 찾기 힘든 관계도

있었다. 작품 외부에 있는 작자와 독자의 관계가 작품 내부의 화자와 청자

의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전제 아래, 이들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



- 185 -

려하여 작품 분석을 위한 계녀가류 규방가사의 하위 유형을 세 가지로 분

류했다.

Ⅲ장에서는 Ⅱ장에서 구분한 세 가지 유형에 속하는 작품들을 창작 동기

와 주제구현 방식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첫 번째 유형은 혈연으로 연결된 가족과 같은 매우 직접적인 관계 속에

서 창작된 작품으로, 화자는 친밀감을 기반으로 청자에게 일생생활에 필요

한 구체적인 지침을 주었다. 특히 화자는 자신의 경험에 기초하여 청자에

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침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기도 하고 반복하여 전언

하기도 했다. 이는 이 유형에 속하는 작품을 창작하고 향유한 이들이 일상

생활에 필요한 지침을 실천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겼음을 의미한다.

두 번째 유형은 혼인 등으로 연결된 문중과 같은 간접적인 관계 속에서

창작된 작품으로, 화자는 당대인들이 진리라고 생각하던 유교적 세계관에

근거하여 유교 담론을 재수용한 다음, 이것에 기초한 윤리 규범을 청자에

게 강조했다. 그런데 작품에 따라 수용된 유교 담론의 내용이나 수준은 작

품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이는 화자가 유교 담론을 수동적으로 수용한 것

이 아니라 나름의 방식으로 재수용했으며, 청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유교

이념과 그에 따른 규범을 전달하고자 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이 유형에 속

하는 작품을 창작하고 향유한 이들이 기존의 유교 이념과 관련 규범을 재

조정하여 많은 이들의 동조를 구하고자 했음을 의미한다.

세 번째 유형은 혼인 등으로 연결되어 있기도 했지만 상당히 먼 관계이

거나 혈연이나 혼인 등의 연결 고리를 찾기 힘든 관계 속에서 대중을 상대

로 창작된 작품으로, 화자는 여성 인물을 통해서 청자의 흥미를 자극하고

청자로 하여금 삶의 이치를 깨닫게 하고자 했다. 이 유형은 등장하는 여성

인물의 성격상 두 가지 계열로 구분된다. 먼저 <귀녀가> 계열 작품들은

‘귀녀(貴女)’라는 이름처럼 아무런 시련과 고난 없이 축복 받은 인생을 살

아가는 여성 인물이, <복선화음가> 계열 작품들은 온갖 시련을 자신의 힘

으로 극복한 여성 인물과 그와 대비되는 부정형 인물인 ‘괴똥어미’가 등장

한다. <귀녀가> 계열의 작품들은 서술자의 시각에서 세상의 모든 복록을

누리는 인물의 본보기인 귀녀의 삶을 보여줌으로써 향유자에게 그러한 삶

을 살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복선화음가> 계열의 작품들은 온갖

역경을 자기 힘으로 극복한 여성 인물이 직접 자신의 일생을 진술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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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통해 향유자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이는 이 유형에 속하는 작품을

창작하고 향유한 이들이 여성을 수동적인 교화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여성의 자발적인 실천을 기대했음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Ⅳ장에서는 계녀가류 규방가사가 어떠한

이유에서 대중적으로 확산되었으며, 특히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에

이르는 근대전환기에 활발한 창작과 향유가 이루어진 시대적 조건을 살펴

보았다.

조선 초기에는 왕실을 비롯한 일부 가문에서만 여성에 대한 교화가 이루

어졌고, 조선 중기부터 민간 차원에서 여성에 대한 교화가 본격적으로 이루

어졌다. 18세기 후반 일부 규훈서에서 여성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

기 시작했고, 20세기 초반 교훈가사에서 여성을 억압하던 정절 이데올로기

가 약화된 모습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여성을 억압하는 부조리한 제도와 관

습이 존재했지만 여성을 둘러싼 교훈 담론은 점진적으로 변화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여성들의 경제적 활동을 긍정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

고, 복선화음 사상의 유행으로 경제 활동의 주체로 여성 인물을 서사적으로

형상화한 계녀가 작품들이 활발하게 창작, 향유되었다. 이는 계녀가가 사회

적으로 주요한 주제들을 수용하는 한편 서사 장르의 기법을 응용한 형식적

실험을 시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서도 계녀가는 가사체의 형식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화자가 청자를 향해 말을 건네면서 자신이 믿고

있는 바를 끈기 있게 전달하는 가사의 소통 방식은 다른 장르가 대체할 수

없는 중요한 가사의 실용적 기능이었다. 이를 통해 계녀가는 전근대 시기는

물론 근대전환기에도 계속 창작, 향유되었으며 규방뿐만 아니라 규방 바깥

으로 그 외연을 넓힐 수 있었다.

후속 연구를 위해 남은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본고는 계녀가류

규방가사의 창작과 향유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비교적 많은 자

료와 관련 작품을 연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를 위하여 여러 기관을 직접

방문하고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조사하는 한편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시도했

다. 하지만 현실적인 접근이 불가능하여 연구 대상에 포함시키지 못한 자

료와 작품, 만나지 못한 관계자들이 적지 않다. 연구의 출발점이 작품의 창

작과 향유의 실상을 파악하는 것이었던 만큼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계녀

가류 규방가사의 온전한 모습을 그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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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 연구 대상으로 다룬 대부분의 필사본 자료에는 탄식가 및 화전

가 유형에 속하는 규방가사 작품이나 교훈가사 또는 풍속가사 작품들이 함

께 수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외에도 제문(祭文)이나 유훈(遺訓) 혹은

언간(諺簡)이나 조장(弔狀) 등의 각종 글쓰기와 관련 서식이 실려 있으며,

문학의 범주에 들어가기 어려운 남녀의 궁합을 점치는 법, 가정에서 술과

음식을 만드는 법 등 여러 글들이 실려 있기도 하다. 계녀가류 규방가사에

초점을 맞춘 결과, 이들 필사본 자료 자체에 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기울

이기가 어려웠다. 계녀가에 관한 논의를 토대로 이들 필사본 자료의 편찬

의도와 특징을 검토하여 전근대 시기 여성의 글쓰기와 독서 문화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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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hesis starts from the question of where, and by whom,

Gyenyeoga(계녀가, 誡女歌), a subtype of Gyubang-Gasa(규방가사, 閨

房歌辭), was created and enjoyed.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comprehensively examine the literary characteristics and significance

of the Gyenyeoga, focusing on the creative motives and thematic

development methods.

In Chapter Ⅱ, the nature of Gyubang(규방, 閨房) as a space for

creation and enjoyment of the Gyenyeoga and the current status of

the materials of the Gyenyeoga were examined. In previous studies,

the Gyubang, where the creation and enjoyment of the Gyenyeoga

took place, was regarded as a closed space to confine women cut off

from the outside society, and the world represented in Gyenyeoga

was also deemed to reflect the nature of the Gyubang. In this paper,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the room are reviewed from various

angles by excluding existing prejudices and utilizing the re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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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ievements of adjacent disciplines such as architecture and folklore.

As a result, the cubicle was not a closed space, nor was it a space

to confine women. Gyubang is a space where all residential life of

the family takes place, and it was a place of communication open to

family members regardless of their gender, and it was a space where

women could accumulate knowledge and culture about the outside

world.

In previous studies, there was a tendency to assume that the

creation and enjoyment of the Gyenyeoga consisted of limited

relationships centered on immediate families and specific regions.

Therefore, based on 22 types of manuscript materials and 7 types of

materials published in modern times, I have scrutinized the

characteristics of 59 pieces of Gyenyeoga by referring to the

manuscripts contained in these materials. The creation and enjoyment

of the Gyenyeoga took place in various regions such as Seoul(서울),

Gyeonggi(경기, 京畿), Chungnam(충남, 忠南), Chungbuk(충북, 忠北),

Gyeongnam(경남, 慶南), and Gyeongbuk(경북, 慶北) today, and was

concentrated in the period from the late 19th century to the early

20th century. During this period, men also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creation and enjoyment of the Gyenyeoga. And the creation and

enjoyment of the Gyenyeoga did not only take place in the immediate

family, but in various relationships. In some cases, the author and

reader were related by blood or marriage, but there were also

relationships in which it was difficult to find a special link.

Considering their relationship comprehensively, three sub-types of the

Gyenyeoga, which is a sub-type of the Gyubang-Gasa, were

classified for the analysis of works.

In Chapter Ⅲ, works belonging to the three types classified in

ChapterⅡ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creative motiv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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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atic development methods.

The first type is a work created in a very direct relationship, such

as a family connected by blood. In particular, the speaker directly

presented the guidelines necessary for daily life to the audience based

on his or her own experience, or repeatedly communicated it. This

means that those who created and enjoyed this type of work

considered it important to practice the guidelines necessary for their

daily lives.

The second type is a work created in an indirect relationship such

as a family connected by marriage, in which the narrator re-accepts

the Confucian discourse based on the Confucian principles that the

people of the time believed to be the truth, and then emphasizes the

ethical norms to the audience. However, the content and level of the

accepted Confucian discourse differs greatly from work to work. This

means that the speaker did not passively accept the Confucian

discourse, but re-accepted it in his own way, and tried to convey the

Confucian ideology and its norms in consideration of the level of the

audience. Also, those who created and enjoyed this type of work tried

to seek the consensus of many people by re-adjusting the existing

Confucian ideology and related norms.

The third type is a work created for the public in a relationship

that was connected by marriage, but was quite distant, or in a

relationship where it was difficult to find a link such as blood ties or

marriage. The narrator tried to stimulate the audience's interest

through the female figure and make the audience realize the meaning

of her life. This type is divided into two series due to the character

of the female characters who appear. First, in the series of works

like Guinyeoga(귀녀가, 貴女歌), the female character is a woman who

lives a blessed life without any trials and tribulations, which is ea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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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guess from her name ‘Guinyeo’(귀녀, 貴女). On the other hand,

BokSeonHwaEumGa(복선화음가, 福善禍淫歌) series features a female

figure who overcame all kinds of ordeal with her own strength and

'GoeDdongEoMi'(괴똥어미), an indeterminate figure who contrasts

with it. The works of the Gwinyeoga series convey the message that

they could also live such blessed lives by showing the life of a

noblewoman as an example. The works of the BokSeonHwaEumGa

series are gaining the sympathy of those who enjoy her through the

way in which a female character who overcame all kinds of adversity

with her own strength directly describes her life. This means that

those who created and enjoyed this type of work recognized women

as subjective beings, not passive objects of edification, and expected

women to voluntarily practice them.

In chapter IV, based on the results of research so far, I looked

into how Gyubang-Gasas like the Gyenyeoga could spread so widely,

in particular, focusing on the conditions of the times in which active

creation and enjoyment were possible during the modern transition

from the late 19th century to the early 20th century.

In the early days of the Joseon Dynasty, some families, including the

royal family, provided education on women, and from the middle of

the Joseon Dynasty, education on women began in earnest at the

private level. In the late 18th century, some women's education books

began to recognize women as members of the community, and in the

early 20th century, the chastity ideology oppressing women began to

gradually weaken in Gyohun-Gasa(교훈가사, 敎訓歌辭).

As the perception of women has changed, the creation and

enjoyment of the Gyenyeoga, which deliver the lessons to women,

has also been actively carried out, transcending gender and region.

And at the time of modern transition, Gyenyeoga maintains the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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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Gasa(가사, 歌辭), but also adopts a narrative technique

sometimes to take the forms of prose writing. The transformation of

the Gasa is a result of the participation of people of various classes

in creation and enjoyment. However, the Gyenyeoga still maintained

the form of the Gasa. The communication style of the Gasa, in which

the speaker speaks her words to her audiences and patiently conveys

what she believes, was an important practical function of the Gasa

that no other genre could replace. Due to this practicality, the

Gyenyeoga was created and enjoyed not only in the pre-modern

period but also in the transition period, and it flourished not just

within the Gyubang, the women’s quarters, but also actively extended

to the outside world.

keywords : Gybang-Gasa, Gyenyeoga, Gyubang, Women,

Writing, Reception, T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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